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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논의 네 번째(스타디움의) 역설

－프랑스 철학자들의 해석을 중심으로－

최 화

【주제분류】존재론, 고대철학

【주요어】제논, 스타디움의 역설, 공간의 최소단위, 베르크손의 해법, 

시간과 공간의 혼동

【요약문】제논의 네 역설 중 스타디움의 역설은 역설임이 부인되곤 했다. 역설

의 내용을 전해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에서의 내용도 불분명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원문에 충실하게 해석해 보면 그리 불분명한 것도 아니

다. 사실 전통적 해석도 내용상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데, 그에 따르면 스타디

움의 한 가운데 멈춰 있는 덩어리들의 중간에서부터 동일한 크기의 두 덩어리들

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들은 멈춰 있는 것의 반을 지나가는 동시에 반대

로 움직이는 것은 그 두 배의 거리를 가게 되고, 이때 동일한 시간이 반과 그 두 

배가 된다는 결과가 나오므로 역설이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이것

은 정지한 것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지나가는 거리는 두 배가 된다는 당연한 

것을 역설이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브로

샤르, 라셜리에, 자피로풀로 등은 각 덩어리(“ὄγκος”)를 공간의 최소단위로 생

각하고 그것이 다시 나누어지는 결과가 되므로 역설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

러나 역설은 공간의 어떤 성질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역설을 어

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역설은 다른 역설들이 암암리에 전제하고 있던 것, 즉 

시간과 공간의 혼동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현대

인들에게 역설로 인정되기가 어려웠다. 제논은 시간을 한쪽으로 제쳐놓고 그것

이 간 거리를 곧 시간이라 생각하여 같은 시간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의 두 배라고 

한 것이다. 이 혼동을 깨면 역설은 풀린다. 이것이 베르크손의 해법이다. 



논문64

제논의 역설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플라톤과 베르크손이라는 두 위대

한 형이상학자가 나왔다는 것이 박홍규 선생님에 의존하여 필자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다. 미적분을 이용한 해법이나 그 밖의 여러 해법이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필자의 눈에는 전혀 마뜩찮고(즉, 

이해가 잘되지 않고)1) 오직 플라톤2)과 베르크손만이 문제의 정곡을 찔러 

진정으로 해결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이

야 오로지 필자의 아둔함에 기인한 것이니 크게 신경 쓸 것이 없고 제현의 

가르침을 기다릴 따름이다.

그런데 제논의 역설 중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해법도 

또한 납득이 가는데, 오직 네 번째 역설, 즉 스타디움의 역설이라 알려진 것

만이 진정한 역설인지 아닌지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어 왔고, 아직도 그 문

제는 잘 해결되지 않은 것 같다. 여러 문헌을 뒤져봐도 한국에서는 아직 그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글은 찾을 수 없었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것

을 진정한 역설로 인정하는 문헌은 구하기 어려웠던 가운데, 유독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중요한 철학자들 몇몇이 이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을 발견했

다. 그것들을 소개하면서, 우선 그것이 진정한 역설임을 보이고 또 그 해법

까지도 보여줄 수 있다면 전혀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이다.

먼저 그 역설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아리스토텔레

스의 �자연학(Physica)� 6(Z)권 9절, 239b33-240a18부터 살펴보자.

네 번째는 스타디움에서 동일한 덩어리들(ongōn)을 따라 반대 방향으로 움

1) 이것은 사실 우리만의 생각은 아니고, 브로샤르(Victor Brochard)도 아리스토텔레스

나, 미적분법이나, 뒤낭(Charles Dunan)도 문제를 제대로 겨냥하지 않았고 문제 자체

를 벗어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Brochard, V., “Les arguments de Zénon d’Elée 
contre le mouvement”, Etudes de philosophie ancienne et de philosophie moderne, J. 
Vrin, Paris, 1974, 9-10쪽). 베르크손과 매우 근접한 문제를 주로 다루던 뒤낭은 사실 

네 번째 역설에 관해서는 별 다른 견해를 내놓지 않고, 다만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니 우

선 언급만 하고 가자는 식으로 순서만 맨 앞에서 다루고 있다. (Dunan, Charles, Les 

arguments de Zénon d’Elée contre le mouvement, F. Alcan, Paris, 1884, 5, 8쪽). 
2) 엘레아 학파에 대한 플라톤의 해법에 대해서는 졸고, ｢플라톤의 기초존재론 초｣(�서

양고전학연구�, 제7집, 1992) 참조. 아리스토텔레스의 해법도 플라톤에 기초해서만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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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는 동일한 덩어리들에 관한 것이다. 어떤 것들은 스타디움의 끝에서부

터 어떤 것들은 중간에서부터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는데 그 결과 반이 그 

두 배와 동일한 시간임이 따라 나온다고 [제논은] 생각하는 것이다. 오류추

리는 동일한 크기가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과 정지해 있는 것을 따라 

동일한 시간에 움직인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이다. 가

령 서있는 동일한 덩어리들 AA와 중간에서 출발하며 수와 크기에서 그것

들과 같은 BB, 그리고 그것들과 크기와 수가 같고 B들과 속도가 같으며 끝

에서 출발하는 ΓΓ가 있다고 하자. 서로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첫 B는 첫 

Γ와 동시에 끝에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다른 한편 Γ는 모든 것들을 따라 지

나갔으며, B는 그 반을 지나갔고 그리하여 시간은 (자신의) 반이라는 결과

가 나온다. 왜냐하면 어느 쪽이든 양쪽 다 각각을 따라 동일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B는 모든 Γ를 지나갔다는 결과도 나온다. 왜냐하면 처음 Γ와 처음 

B는 동시에 반대의 극단에 있고 양자는 A를 따라 같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의 논의는 이러한데, 우리가 말한 바대로 잘못이라는 결론이 나온다.3) 

우선 이 설명을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매우 짧고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진 이 설명은 그러나 다른 역설들의 설명에 비해 그리 짧은 것은 아니

고(오히려 더 길다), 또 그리 불분명한 것도 아니다. 번역한 문장으로 맨 처

음의 두 문장은 희랍어로는 단 한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누어 번역한 것으

로, 한 문장으로 역설 전체를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역설들과 같

3) τέταρτος δ‘ὁ περὶ τῶν ἐν τῷ σταδίῳ κινουμένων ἐξ ἐναντίας ἴσων ὄγκων παρ’ ἴσου
ς, τῶν μὲν ἀπὸ τέλους τοῦ σταδίου τῶν δ’ ἀπὸ μέσου, ἴσῳ τάχει, ἐν ᾧ συμβαίνειν οἴ
εται ἴσον εἶναι χρόνον τῷ διπλασίῳ τὸν ᾕμισυν. Ἔστι δ’ ὁ παραλογισμὸς ἐν τῷ τὸ μ
ὲν παρὰ κινομένον τὸ δὲ παρ’ ἠρεμοῦν τὸ ἴσον μέγεθος ἀξιοῦν τῷ ἴσῳ τάχει τὸν ἴσο
ν φέρεσθαι χρόνον⋅Τοῦτο δ’ ἐστὶ ψεῦδος. Οἷον ἔστωσαν οἱ ἑστῶτες ἴσοι ὄγκοι ἑφ 
ᾧν τὰ ΑΑ, οἱ δ’ ἐφ’ ᾧν τὰ ΒΒ ἀρχόμενοι ἀπὸ τοῦ μέσου, ἴσον τὸν ἀριθμὸν τούτοις ὄ
ντες καὶ τὸ μέγεθος, οἱ δ’ ἐφ’ ᾧν ΓΓ ἀπὸ τοῦ ἑσχάτου, ἴσοι τὸν ἀριθμὸν ὄντες τούτοι
ς καὶ τὸ μέγεθος, καὶ ἰσοταχεῖς τοῖς Β. Συμβαίνει δὴ τὸ πρῶτον Β ἅμα ἑπὶ τῷ ἑσχάτ
ῳ εἶναι καὶ τὸ πρῶτον Γ, παρ’ ἄλληλα κινομένων. Συμβαίνει δὲ τὸ Γ παρά πάντα [τὰ 
Β] διεξεληλυθέναι, τὸ δὲ Β παρά τὰ ἡμίση⋅ὤστε ἥμισυν εἶναι τὸν χρόνον⋅ἴσον γ
ὰρ ἑκάτερόν ἐστι παρ’ ἕκαστον. Ἅμα δὲ συμβαίνει τὰ πρῶτον Β παρὰ πάντα τὰ Γ π
αρεληλυθέναι⋅ἅμα γὰρ ἔσται τὸ πρῶτον Γ καὶ τὸ πρῶτον Β ἑπὶ τοῖς ἐναντίοις ἐσχά
τοις, [ἴσον χρόνον παρ’ ἕκαστον γιγνόμενον τῶν Β ὅσον περ τῶν Α, ὣς φησιν,] διὰ τ
ὸ ἀμπότερα ἴσον χρόνον παρὰ τὰ Α γίγνεσθαι. Ὁ μὲν οὖν λόγος οὗτός ἐστιν, συμβαί
νει δὲ παρὰ τὸ εἰρημένον ψεῦδος.(Phys. Z. 239b33-240a18) 우리는 주로 로스(Ross, 
Sir D., Aristotle’s physics. a revised text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Clarendon Press, Oxford, 1979.)의 텍스트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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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일한 덩어리들이 동일한 속도이지만 하나는 스타디움의 끝에서 다른 

하나는 중간에서4)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면 반의 시간이 두 배와 같아

진다는 것이 역설의 대체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이 

논의의 어디가 잘못인지를 지적한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동일한 크기

의 덩어리가 반대의 반향으로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과 정지해 있는 것

을 동일한 시간에 움직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역설은 없다고 결론내릴 때의 사고방식과 같은 것이다. 아리스토텔

레스는 오늘날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여 동일한 시간이라도 움직이

는 것과 정지해 있는 것을 가는 거리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

이 두 배와 동일한 거리(시간)5)가 된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결론 내리는 것

이다(즉 당연한 것을 역설이라 한다는 것). 이렇게 잘못을 지적한 다음, 첫 

문장에는 없던 움직이는 것과 정지해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이어 설명을 덧붙인다.

정지해 있는 동일한 덩어리 AA, 그것과 동일한 크기와 수이며 중간에서 

시작하는 BB, 그것들과 크기와 수가 같으며 B들과 같은 속도로 끝에서 출

발하는 ΓΓ가 있다고 하자.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가 될 것이다.

4) 이 중간을 A의 중간으로 볼 것이냐 스타디움의 중간, 즉 꺾어지는 부분으로 볼 것이냐

에 대해 로스는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꺾어지는 중간이라면 보통은 ‘καμπτῆρες’라 불

릴 것이나 여기서는 그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다(Ross, 위의 책, 
663쪽). 라셜리에도 같은 의견이다(Lachelier, “Note sur les deux derniers arguments 
de Zénon d’Elée contre l’existence du mouvement”, Oeuvres de Jules Lachelier t. II, 
Alcan, Paris, 1933, 7쪽.)그리고 이렇게 해석할 때 중간이란 거리보다는 운동의 방향

(끝에서부터와 반대 방향)을 나타낸다고 한다. 우리는 이 해석에 따른다.
5) 시간과 거리의 혼동에 관해서는 논문의 맨 마지막에 설명할 것이다. 여기서는 그냥 아

리스토텔레스의 말을 그대로 따르자.

AA AA

BB→ 나 BB →

 ←ΓΓ ← ΓΓ

<그림 1>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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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선은 스타디움의 끝을, 화살표는 운동의 방향을 표시한다. B가 중간

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A의 중간인지 스타디움의 중간인지에 따라 앞의 그

림이나 뒤의 그림처럼 될 터인데,6) 어느 쪽이든 다 이해에는 지장이 없다. 

다음 순간에는 

가 될 것이고, 그때 

앞의 그림(그림 3)에서는 B가 위로는 A 하나(한 단위)를, 아래로는 A 하

나와 Γ 하나(두 단위, Γ는 B와 A 하나만큼 떨어져 있다가 그 A 하나와 Γ를 

지났다)를 지날 것이다(여기서 ΓΓ는 AA, BB 열과는 하나 뒤로 튀어 나와 

있음을 잘 봐야 할 것이다). 뒤의 그림(그림 4)에서는 B가 위로는 A 둘(두 

단위)을, 아래로는 A 둘과 Γ 둘(네 단위)을 지날 것이다(여기서는 AA, BB, 

ΓΓ가 같은 열로 나란하다). 두 경우 다 동일한 시간에 반과 그 두 배를 지났

다. 다음 설명을 보면 앞의 그림과 뒤의 그림 중 어느 것이 옳은가를 판단할 

수 있다. 서로를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첫 B는 첫 Γ와 동시에 끝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뒤의 그림(그림 4)이 옳다고 할 수밖에 없다. 첫 B와 첫 Γ 

모두 끝에 있는 것은 뒤의 그림밖에 없기 때문이다.7) 그런데 다른 한편 Γ는 

모든 것을 따라지나갔고, B는 반을 지나갔으며 그리하여 시간은 반이라는 

결과도 나온다. 이때 “모든 것을 따라갔다”는 것은 Γ가 “모든 것”을 따라 

지나갔다는 것이며, 즉 AA와 BB 모두를 지나갔다는 것이고, B는 반을 지

나갔다는 것은 AA만을 지나갔다는 것이다.8) 그 다음에 나오는 “왜냐하면 

6) A, B, Γ의 사이를 띄우거나 B와 Γ의 출발점을 A와 띄우는 것은 논의에 별 의미가 없

으므로 그런 가능성을 제외했다. 꺄르트롱은 심플리키우스를 따라 그냥 스타디움의 

중간이 아니라 A의 중간으로 보아 [τῶν Α]를 보충했는데(Carteron, Aristote. 

Physique II, 62쪽, 240a6), 앞으로의 논의에서 밝혀지는 바와 같이 그럴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것을 빼야 더 자연스럽고 앞에서 “ἀπὸ τοῦ μέσου”를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

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과도 일치한다. 
7) 그러니까 위의 주에서 꺄르트롱처럼 “[τῶν Α]”를 보충할 필요가 없다. 

AA AA

BB      나 BB

     ΓΓ ΓΓ

<그림 3>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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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BB 중의) 어느 쪽이든 양쪽 다 각각을 따라 동일하기 때문이다”라는 

부연 설명도 그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AA, BB, ΓΓ의 어느 쪽을 가든 모두 

같으므로 단위의 개수만 같으면 같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 다음 논의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 구절은 “동시에 처음의 B는 모든 Γ를 지나갔다는 결과도 나온다. 왜

냐하면 처음 Γ와 처음 B는 동시에 반대의 극단에 있고 양자는 A를 따라 같

은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구절이다. 이 논의를 우리의 해석과 맞추어 이해

할 수는 있다. 처음의 B가 모든 Γ를 지나간 것은 사실이고, 처음 Γ와 처음 

B가 반대의 극단에 있는 것도 사실이며, 그것들이 AA를 지난 시간(“A를 

따른” 시간)과 같은 시간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처럼 해

석해도 별 문제가 없으며, 아무런 보충 없이도 가장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

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해석도 하나의 선택지임을 분명히 밝

히고 또 그것을 제안하는 바이기도 하다. 더구나 조금 후에 밝혀지는 바와 

같이 우리의 해석은 내용 상 전통적 해석과 어긋나지도 않는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해석이 맞는다면 그 이전까지의 논의로 충분한 것을 

왜 굳이 아리스토텔레스가 B가 모든 Γ를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처

음 Γ와 처음 B가 반대의 극단에 있음을 밝히면서 A를 따라 같은 시간이라 

했겠는가가 의문으로 남는다. 특히 처음 B는 단지 모든 Γ만 지나간 것이 아

니라 모든 Γ와 모든 A를 지나갔는데도 왜 모든 Γ만 지나갔다고 했는지를 

설명할 길이 없다. 지금으로서는 별 다른 뾰족한 해법도 없으므로 가장 일

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전통적 해석으로 돌아간다고 해 보자. 이것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역설의 내용은 같은 것이 되기 때문이

다. 내용 상 별로 다를 것도 없는 것을 자구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전통적 

해석은 A, B와 Γ를 모두 네 개로 놓고 B와 Γ를 A의 중간부터 반대로 출발

시켜 나중에는 전부 나란히 배열되게 하는 것이다.9) 그것을 그림으로 표시

8) Ross, Z, 9. 240a11. 그도 “[ta B]”를 뺐다. 그것을 빼야 말이 된다.
9) Ross, 660-6쪽; P.H. Wickstead et F.M. Corford 188-9쪽; Brochard, 위의 논문, 7쪽; 

Lachelier, 위의논문, 7쪽 참조. 어떻게 전통적 해석에 이르게 되는지를 자세히 밝힌 글

은 찾을 수가 없었다. 로스와 라셜리에가 그 중 자세하지만 인용하여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명확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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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다음과 같다.

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처음 B는 모든 Γ를 지나갔고 처음 B와 처음 Γ는 반대의 극단에 

있고 AA를 지나간 것(“A를 따라”)과 같은 시간에 있게 된다. 그러나 일반

적 해석을 따르건 우리의 해석을 따르건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이쪽이건 저

쪽이건 B가 Γ 네 개를 지나간 시간이 A 두 개를 지나간 시간과 동일하게 되

므로 반이 두 배와 같은 시간이 된다는 결과가 나온다. 물론 우리의 해석에 

따르면 B가 A 둘을 지난 시간과 A 둘과 Γ 둘을 지난 시간이 같다는 점만 

다를 뿐, 반이 두 배와 같은 시간이 된다는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네 번째 스타디움의 역설은 결국 동일한 속도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

는 동일한 크기의 “덩어리들”이 정지해 있는 것을 통과할 때와 반대로 움직

이는 것을 통과할 때 동일한 시간에 반과 그 두 배의 거리를 동시에 지나가

는 것이 되니 모순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반론과 같이 

움직이는 것과 정지해 있는 것을 동일한 시간에 지나가는 것이니 당연히 다

른 거리를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 도대체 역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현대의 반론도 당연해 보인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프랑스의 철학자들 중에 이 역설을 처음으로 옹호한 사람으로 알려진 것

은 베일(Pierre Bayle)이다. 그러나 그의 �역사적, 비판적 사전 제15권

(Dictionnaire historique et critique, T. XV)�의 “제논(Zénon)” 항목10)을 

읽어보면 그는 특이하게도 제논과 같이 공간과 운동의 불가능성을 믿고, 제

논의 논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르면 공간

은 수학적 점에 의해서거나, 원자(즉 물리적 점)에 의해서거나, 또는 무한히 

10) Bayle, Dictionnaire critique et historique, 16e vol., Nouvelle Ed., Paris, Desoer, 
1820, 40-43쪽.

AAAA AAAA

BBBB → 에서 BBBB

ΓΓΓΓ ΓΓΓΓ

<그림 5>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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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질 수 있는 것에 의해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수학적 점은 크기가 

없으니 아무리 합쳐도 공간을 만들 수 없고, 원자는 물리적 점으로서 결코 

불가분적인 점(“atomon”의 말 그대로의 의미는 불가분자이다)이 될 수 없

다. 이미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한히 나

누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 즉 그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플라톤의 아페이론의 

성립을 거부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해력의 부족이라 할 밖에 도리가 없다. 

존재도 무도 아닌 것(=아페이론)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바로 그 논리의 근

거가 되는 존재와 무의 대립은 어떻게 인정하는가하고 물을 수밖에 없

다.11) 그러므로 베일에게서 제논의 역설의 해법을 기대할 수는 없다. 역설

임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이다.12) 그러니까 그는 역설이 역설로서 의미가 

있다고 옹호한 것이 아니라 역설이 아닌 운동 부인론(否認論)으로서 옹호

한 것이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20세기 초의 철학자 중에 가장 먼저 이 문제를 다

룬 사람은 브로샤르이다.13) 그가 이 문제에 대해 논문을 쓴 것은 사실 19세

기 말이며, 그의 해석은 다른 해석자들의 전형으로 생각될 만하다. 베르크

손의 스승으로 유명한 라셜리에(Jule Lachelier)도 텍스트에 대한 여러 보

완과 수정 끝에 전통적인 해석의 입장을 취하는데, 그의 입장도 브로샤르와 

거의 비슷하다.14) 브로샤르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은 무한히 나누어지거나, 

불가분의 최소단위로 이루어지거나 둘 중 하나다. 우선 무한히 나누어진다

면 이분법(첫 번째 역설)에서처럼 운동은 시작도 못 하는 것이거나,15) 시작

11) 물론 존재와 무의 대립은 직관에 의해 인정되는데 그것은 존재도 무도 아닌 아페이론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해야 한다.
12) 베일은 또 네 번째 역설을 중심점을 고정점으로 돌고 있는 원반에서 내부의 작은 원과 

외부의 큰 원이 동일한 시간에 다른 길이를 가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그런 모순은 

공간과 운동이 있다고 보는 데서 온다고 한다(Bayle, 같은 책, 41쪽 주57). 이것은 모

든 원운동을 거부하는 것으로 운동을 인정하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것을 거부

하는 것이다.
13) Brochard, 위의 논문, 12-14쪽.
14) Lachelier, 위의 논문, 14-15쪽.
15) 운동을 시작하려면, 즉 조금이라도 나아가려면 무한한 점을 지나야 하니까, 시작도 할 

수 없다. 



제논의 네 번째(스타디움의) 역설 71

했다 해도 아킬레스(두 번째 역설)에서처럼 앞선 것을 따라 잡지 못하는 결

과가 된다.16) 또 다음으로 불가분의 최소단위로 이루어진다면 그때도 역시 

화살(세 번째 역설)에서처럼 출발도 못하는 것이거나,17) 출발했다 해도 우

리의 네 번째 스타디움의 역설에서처럼 불가분의 최소단위가 둘로 나누어

지게 된다.18) 결국 브로샤르의 말처럼 “스타디움과 화살의 관계는 아킬레

스와 이분법의 관계와 같”(11쪽)게 된다. 이분법과 아킬레스의 역설은 시⋅

공간이 무한히 나누어질 때 출발에서도 출발 후에도 운동의 불가능성을 보

여주는 것처럼, 화살과 스타디움의 역설은 시⋅공간의 최소단위가 있을 때 

시작에서도 시작 후에도 운동의 불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타디움과 화살, 그리고 아킬레스와 이분법의 두 짝들은 시⋅공이 최소단

위로 이루어지느냐 무한히 나누어지느냐에 따라 맺어진 짝이고 운동이 시

작된 후에 대한 것이냐 시작에 대한 것이냐에 따라 앞⋅뒤가 정해지는 짝

이므로 서로 유비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여기서 스타디움의 역설의 

해석의 요체는 “ὄγκος”, 즉 덩어리를 최소단위로 생각하는 데 있다. 물론 

덩어리는 크기를 갖는 어떤 것이지만 최소단위도 크기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다만 최소인 것뿐이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방해할 것은 없다. 이 해석

은 매우 매력적이긴 하지만, 시⋅공을 구성하는 것이 불가분자이냐 무한히 

나누어지는 것이냐가 문제라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것을 말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렇게 해

석하려면 상당히 많은 보충이 필요하다는 난점이 있다.

사실 20세기 초는 아니지만 중반 경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한 철학자가 

이러한 해석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는 해석을 내 놓았다.19) 제논이 활동할 

당시에 시⋅공의 불연속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한한 크기를 가진 

16) 무한히 나누어지는 거북이의 운동을 역시 무한히 나누어지는 아킬레스의 운동이 따라 

잡을 수가 없다.
17) 화살은 자기가 있는 그 시점(시간의 불가분의 단위)에서 그 지점에 정지해 있으니까 

출발점부터 정지해 있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18) 어떤 최소 단위, 가령 우리의 역설에서 A는 항상 그것의 반으로 나누어진다. 최소 단

위가 다시 반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모순이다.
19) Zafiropulo, Jean, L’Ecole éléate, Les Belles Lettres, Paris, 1950, 180-184쪽; Vox 

zenonis, Les Belles Lettres, Paris, 1958, 59-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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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를 주장하는 측과 무한히 나누어지는 단위를 주장하는 측으로 나뉘어 

논쟁이 활발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연속 이론 전체를 논박하려는 제논

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 각각 두 종류를 생각하여 논박해야 했다

는 것이다. 즉 무한히 나누어지는 공간과 무한히 나누어지지 않는 공간, 그

리고 무한히 나누어지는 시간과 무한히 나누어지지 않는 시간을 생각하고, 

각각의 짝을 총괄하면 네 가지 선택지가 나온다.

첫째, 무한히 나누어지는 공간과 무한히 나누어지지 않는 시간의 경우.

이분법에 의해 모든 운동은 불가능하다. 공간은 무한히 나누어지는데, 

그 무한한 점 각각을 지나는 시간은 크기를 가진 시간 단위일 것이므로 아

무리 작은 공간을 가려해도 무한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것은 유한한 시

간에 공간을 가야하는 운동의 조건과 맞지 않는다.

둘째, 무한히 나누어지는 공간과 무한히 나누어지는 시간의 경우.

더 빠른 것과 더 느린 것 중 더 느린 것이 먼저 출발했다면, 늦게 출발한 

더 빠른 것은 하여간 자신이 출발할 때 먼저 출발한 것이 간 거리만큼을 우

선 가야 할 텐데, 그동안 더 느린 것은 조금이라도 갔을 것이고, 그 조금을 

더 빠른 것이 따라갈 때 역시 더 느린 것이 또 조금은 갔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무한히 계속된다. 결국 더 빠른 것이 더 느린 것을 따라잡지 못한다.

셋째, 무한히 나누어지지 않는 공간과 무한히 나누어지는 시간의 경우.

나는 화살은 그것이 있는 장소에 있다, 즉 멈추어 있다. 공간은 무한히 나

누어지지 않으므로 화살은 그것이 있던 장소에서 다음 장소로 “건너뛰어야 

할 것(sauter)”이다. 그런데 시간은 무한히 나누어지므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건너뛸 때, 한 장소에서의 시간도 다음 장소에서의 시간도 아닌 무

수한 시간으로 나누어질 것이고, 그 시간은 여기의 시간도 저기의 시간도 

아닌 아무데도 없는 시간, 즉 시간이 아닌 시간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것은 

시간이 무한히 나누어진다는 처음의 조건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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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무한히 나누어지지 않는 공간과 무한히 나누어지지 않는 시간의 

경우.

공간의 최소 단위를 움직이는 시간은 시간의 최소단위여야 한다. 즉 공

간과 시간의 최소단위는 일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화살에서처럼 

여기의 시간도 저기의 시간도 아닌 아무데도 없는 시간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의 단위가 일치한다면 모든 상대적인 운동은 

불가능해진다. 스타디움의 역설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것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동시에 지날 때에는 단위 시간이 반이나 

1/3, 1/4, ...... 등 아무렇게나 쪼개져 버릴 것이다. 이것은 단위 시간이 있다

는 처음의 조건과 어긋난다.

이렇게 넷으로 나누어 놓으니 뭔가 멋있어 보이고 더군다나 각각의 역설

과 대응시켜 놓으니 훨씬 더 체계적인 것 같은 외양을 풍긴다. 그러나 우선 

제논이 과연 불연속성을 반대했느냐는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가정이다. 더

구나 불연속성을 부정하고 연속성을 주장했다는 데 이르면20)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불연속성을 부정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간

다. 그가 다(多)를 부정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다면 그것의 전제

가 되는 불연속성도 부정했음직하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불연속성이라는 

성질을 알았을 때의 이야기고, 도대체 연속성이니 불연속성이니 하는 성질 

자체를 생각했을 지가 의문인 것이다. 우리가 알기로는 연속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플라톤에서인데21) 어떻게 그가 벌써 그것을 

생각하고 역설을 세웠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자피로풀로가 제논 

당시에 시⋅공의 불연속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한히 나누어지는 

것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사람들과 무한히 나누어지지 않는 것에 의해 구성

20) Zafiropulo, L’Ecole éléate, 184-5쪽.
21) Platon, Soph., 253c, “synechonta atta”. 본 논문을 심사하신 위원님들 중의 한 분이 파

르메니데스에서 벌써 연속성의 개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파르메니데스가 존재는 

“모든 것을 함께 붙들어준다”고 했을 때 이미 연속성 개념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존재가 존재로 계속 하나로 이어졌다는 의미에서의 연

속성과 우리가 얘기하는, 불연속성과 대비된다는 의미에서의 연속성은 완전히 다르

다. 하지만 이것은 본 논문의 논지와는 별 상관이 없다. 다음에 논하는 바와 같이, 제논

의 주안점은 공간의 성격과 관계없이 운동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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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논쟁을 벌였다는 이야기 자체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보인다.22) 그리고 논의를 우리의 네 번째 역설에 집중하여 보면 

그의 해석은 역시 브로샤르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봐도 크게 어긋남은 

없을 것이다. 네 번째 역설의 “ὄγκος”를 공간의 최소단위로 보고 거기서 역

설의 의미를 찾으려 했다는 점은 같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브로샤르나 라셜리에, 그리고 자피로풀로까지 모두 같은 부류의 해

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분류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석은 타당

한가?

제논이 운동을 부정했을 때에는 시간과 공간이 무한히 나누어지든, 나누

어지지 않는 최소단위로 이루어져 있든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니, 좀 

더 정확히는 나는 화살이 자기가 차지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시⋅공간의 최소 단위가 있다고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

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 점을 강조한 것이 라셜리에이다.23) 그렇다면 그 

최소단위가 다시 나누어진다는 것의 곤란함을 보인 네 번째 역설이 타당하

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라셜리에 해석

의 강점이다. 그것은 그것대로 인정하자. 그러나 제논은 스승의 논의에서와 

같이 생성소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동도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을 주장한 것이지 공간의 어떤 성질 때문에 운동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

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논이 주장한 것은 공간이 연속적이든 불연속적이든 

하여간 운동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공간의 

성질과 상관이 없다는 말이다. 공간의 성질이 문제가 된다면 운동이 일어나

는 장소라는 가장 일반적이고도 상식적인 차원에서이지, 연속성이나 불연

속성 같은 전문적인 성질들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그의 역설들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상식적 공간이지 연속성이나 불연속성 같은 성질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네 번째 역설도 그런 상식적 공간에서 이해해야지 

다른 전문적인 논의를 끌어들여서는 곤란하다. 우리에게 역설을 전해준 아

22) 자피로풀로는 그런 사람의 예를 하나도 들고 있지 않다. 나누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루

어졌다는 사람들은 아마도 피타고스주의자들일 것이다. 무한히 나누어지는 것으로 이

루어졌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역시 피타고라스주의자들? 모를 일이다.
23) Lachelier, 위의 논문,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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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토텔레스도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언급조차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

제 어떻게 역설을 이해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는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다른 해법은 베르크손이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베르크손은 다른 역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장 알기 쉽고 명확한 해법을 

제공했던 사람이다. 그의 해법은 제논의 역설을 시간과 공간을 혼동하는 데

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면 역설은 해소된다는 것이다.

이분법이 공간은 무한히 나누어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

려면 무한수의 점들을 통과해야 하므로 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면, 바

로 그렇게 무한히 나누어지는 공간을 단번에 불가분적인 운동으로 지나가

는 것이 운동이라고 지적함으로써, 즉 공간과 운동이 일어나는 시간을 구별

함으로써 역설은 극복된다.

나는 화살의 역설에서는 화살이 지나간 궤적은 호(弧) 모양의 선으로 그 

자체 움직이지 않지만 그것은 화살이 지나간 공간이니 당연히 움직이지 않

는 것이고, 화살의 운동 자체는 그런 부동의 궤적을 따라 불가분적인 움직

임으로 움직여감이라는 것이다. 운동 그 자체는 우리 인식에 잘 잡히지 않

는다는 특성을 가지며, 어떤 고유한 느낌을 남길 뿐이다. 별똥별이 남긴 잔

상은 움직이지 않는 어떤 형태로서의 공간적 궤적일 뿐이고 그것의 운동 자

체는 그 궤적을 순식간에 지나간 운동, 어떤 느낌을 남기고 사라져 간 것이

다. 나는 동안에 어느 장소에 있지 않느냐는 생각은 화살의 운동에서 우리

의 지성이 떼어낸 정지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것에 불과하고 운동 자체

가 아니며 그런 정지체를 아무리 모아도 운동 자체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베르크손 철학의 근본 직관이다. 정지는 아무리 모아도 운동이 되지 않는다

는 것은 공간과 시간이 다르다는 것이다.

거북이를 아킬레스가 따라잡지 못한다는 역설은 거북이는 거북이 고유

의 운동을 하고 아킬레스는 아킬레스 고유의 운동을 하는데 그런 아킬레스

의 운동을 거북이의 운동으로 나누니까 나오는 것이다. 운동이 불가분적이

라는 것은 전혀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 다른 운동이 되어버린

다는 말이다.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은 모두 그렇다. �운명� 교향곡의 첫 

네 음을 “빰빰빰빠아―”하고 연속적으로 연주해야 우리가 아는 음악으로 



논문76

들리는 것이지 “빰빰”하고 띄고 또 “빰빠아―” 하면 전혀 다른 음악이 된

다. 그러므로 아킬레스의 운동은 자신의 고유한 리듬으로 진행되어 단 번에 

거북이를 지나가는 것이지, 그것을 거북이의 발걸음에 따라 나누고 정지시

켜서는 아킬레스의 운동이 되지 않는 것이다. 사실 거북이의 운동도 일정한 

속도를 갖는 것인데 그것을 무한히 잘게 쪼개는 것은 거북이의 운동에도 맞

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무한히 나누어지는 공간과 불가분적인 

운동, 즉 시간을 구별하면 역설은 해소된다.

그렇게 역설을 해소한 베르크손이 스타디움의 역설에 대해서는 무엇이

라 말했을까 자못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다른 역설의 해법에 대해

서는 본문에서 언급하지만 네 번째 역설에 관해서는 지나가며 언급한다는 

듯이 주석에서 말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먼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간략히 이 논증을 상기해 보자.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 한 동체가 있고, 그것

이 동시에 두 물체 앞을 지나간다고 하자. 그 중 하나는 움직이지 않고, 다른 

하나는 그 동체와 동일한 속도이지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 동체가 

첫 번째 물체의 일정한 길이를 지나가는 동안, 두 번째 물체는 당연히 그 두 

배의 길이를 지나간다. 거기서부터 제논은 “하나의 시간이 자기 자신의 두 

배”라고 결론 내린다.―사람들이 말하길 유아적인 논증이라고 한다. 한 쪽

에서의 속도가 다른 쪽에서의 속도의 두 배라는 것을 제논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니까.―옳다. 그러나 빌어마지 않건대, 어떻게 제논이 그것을 알아차

릴 수 있었단 말인가. 한 동체가 하나는 정지하고 있고 하나는 운동하고 있

는 두 물체의 다른 길이를 동시에 지나간다는 것은, 지속을 일종의 절대로 

만들어서 그것을 의식이나 뭔가 의식의 성질을 띤 것 속에 놓는 사람에게는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런 구체적이고 절대적인 지속의 일정한 분량portion

이 흐르는 동안, 한 지속이 자기 자신의 두 배라고 결론짓지 않고도 동일한 

동체가 두 물체를 따라 한 쪽이 다른 쪽보다 두 배의 공간을 주파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또한] 지속이 이쪽 공간과도 저쪽 공간과도 독립적인 

어떤 것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논증에서 제논의 잘못은 바

로 진정한 지속은 한쪽으로 치워놓고, 오직 그것의 공간에서의 객관적 궤적

만을 고려한다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동일한 동체에 의해 남겨진 두 흔적

은 [모두] 지속의 측정치이므로, 그런 한에서 어떻게 동일한 고려를 받을 만

한 가치를 가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들의 하나가 다른 것의 두 배라 하

더라도, 어떻게 그것들이 동일한 지속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거기

서부터 하나의 지속이 “자기 자신의 두 배”라고 결론내리면서 제논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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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정의 논리 속에 머무는 것이며, 그의 네 번째 논증은 정확히 다른 세 개

만큼의 가치를 가진다.(MM, 215쪽, 주1)

우리에게는 명확해 보이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사실 

우리에게도 처음부터 명확했던 것이 아니고 한참 동안 무슨 말인지 잘 이해

가 되지 않았다. 이 논문을 쓰게 된 것도 이 말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됐을 

때에야 가능했다. 시간과 공간을 혼동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지속을 의식적

인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니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역설에 반대

했다는 말인가? 뭔가 불분명한 것이 우리를 괴롭혔다. 이럴 때는 우선 텍스

트를 자세히 살피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

먼저 역설의 내용에 관한 한 베르크손은 전통적 해석을 따름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이 인용문은 주석의 내용인데, 이 주석이 달린 본

문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제논의 논증 중에 가장 교훈적인 것은 아마도 네 

번째(스타디움)일 것이다. 우리가 믿기로 그것은 매우 부당하게 무시되었으

며, 그것의 부조리는 오직 다른 셋에서 감추어진 요청이 거기서 완전히 적나

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만이 더욱 분명해진다(MM, 215쪽).” 

네 번째 역설은 가장 가르쳐주는 바가 많으며(instructif) 그것이 무시되고 

부조리하다(즉 역설이 아니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다른 세 역설에서는 감추

어진 요청이 완전히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르쳐 주는 

바가 많은 이유는 다른 세 역설에서 감추어진 요청을 드러내 주기 때문인데, 

“다른 세 역설에서 감추어진 요청”이란 앞에서 논의된 바대로 시간과 공간

을 혼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인용된 주석의 내용 중에 핵심은 시

간과 공간을 혼동했느냐 아니냐의 부분이다. 즉, “그러나 빌어마지 않건대, 

어떻게 제논이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단 말인가.” 이후의 부분이다. 

한 동체가 정지해 있는 것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동시에 지날 때 그 두 

물체를 따라 한 쪽이 다른 쪽의 두 배의 공간을 주파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려면 시간은 공간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베르크손은 이것을 

“의식이나 뭔가 의식의 성질을 띤 것 속에 놓는” 것이라 했다)이라고 생각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장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현대인들이 생각하듯이 

한 물체가 정지해 있는 것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따라 움직일 때 각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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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두 배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려면 시간이 

공간과 독립적으로(의식 속이든 어디든) 존재하고 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시간이 지나갈 수 있는 거리는 두 배든 반이든 공간의 길이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제논은 바로 시간을 공간과 독립적이라 생

각하지 못하고 둘을 혼동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 길이가 두 배

인 것을 시간이 자신의 두 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 지

속이 자기 자신의 두 배라고 결론짓지 않고도 동일한 동체가 두 물체를 따

라 한 쪽이 다른 쪽보다 두 배의 공간을 주파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으려

면 “지속이 이쪽 공간과도 저쪽 공간과도 독립적인 어떤 것으로 남아 있”어

야 한다. 그런데 제논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시간이 자신의 두 

배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논증에서 제논의 잘못은 바로 진

정한 지속은 한쪽으로 치워놓고, 오직 그것의 공간에서의 객관적 궤적만을 

고려한다는 데에 있다.” 그렇게 되면, 동일한 동체가 지나간 두 길이(=“동

일한 동체에 의해 남겨진 두 흔적”)는 모두 지속의 크기가 되고, 그런 한에

서 모두 동일한 가치(=시간이라는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그 시간들의 하

나가 다른 것의 두 배라 하더라도 모두 동일한 시간을 나타낸다. “거기서부

터 하나의 지속이 ‘자기 자신의 두 배’라고 결론내리면서 제논은 자신의 가

정의 논리 속에 머무는 것이며, 그의 네 번째 논증은 정확히 다른 세 개만큼

의 가치를 가진다.”

그러므로 네 번째 역설은 다른 역설들이 모두 암암리에 가정하고 있던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말한 것뿐인데 그것이 시간과 공간은 별개의 것

이라는 현대인들의 일반적 생각에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대립되는 결과

를 가져와서 결국 현대인들이 그것을 역설이라 인정하기가 거북했던 것이

다. 그러므로 스타디움의 역설은 공간이 무한히 나누어지는 것이냐 최소의 

단위로 이루어진 것이냐의 문제와는 아무 상관없이 시간과 공간의 혼동이

라는, 베르크손의 철학대로라면 일반적인 지성인들의 상태를 역설로 표현

한 것뿐이다. 아니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미 시간과 공간이 다르다

고 알고 있었다. 물론 시간을 의식적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둘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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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핵심중의 핵심이라고 지적한 문장에서 핵심은 의식적이라 생각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둘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했느냐 아니냐이

다. 속도와 상대속도의 개념만 알면 속도는 공간/시간이라는 것을 알 것이

고, 그 속도가 상대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알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지

나가는 시간과 정지해 있는 것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을 알 것이며, 그렇다

면 어떤 공간을 지나가느냐(어떤 사물을 지나가느냐, 즉 사물이 움직이느

냐 아니냐)에 따라 지나가는 시간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시간이 공간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도 얼

마든지 다른 거리를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아니, 상대 속도를 모르

고 속도라는 개념만 알더라도 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고, 속도

가 다를 수 있다면 같은 시간에 다른 거리를 갈 수 있다는 것도 알 것이다. 

그런데 제논이 생각 못 한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운동이란 공간을 지나가는 

것이고, 속도란 그 공간을 지나가는 시간이므로 지나간 공간에 따라 속도, 

즉 시간이 정해지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 놓으니 일견 헷갈리기도 

한다. 바로 그 헷갈림을 우리의 네 번째 역설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

은 지나간 공간과는 전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

식했으면 그런 헷갈림은 없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이미 그것

이 명확했다. 그러나 제논은 아직 그렇지 못 했다. 다른 역설들도 보라. 운

동이 일어나는 곳은 시간 속에서이고, 그 시간은 공간과 다른 것임을 명확

히 인식했다면 네 역설들 모두 불가능했을 것이다. 공간이 무한히 나누어지

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나누어지는 공간을 극복하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운동이 아닌가(이분법). 공간이 정지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공간을 움

직여 가는 것이 바로 운동 아닌가(화살). 공간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누어지

는 것은 옳은데, 그런 공간을 자신의 고유한 운동으로 지나가는 것이 바로 

운동이 아닌가(아킬레스). 공간과 시간이 같다면 속도는 곧 공간이겠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면 (지나간) 공간과 시간은 달라지지 않는

가(스타디움). 제논이 시간과 공간을 혼동했음이 분명해지는 것은 자신의 

두 배가 되는 것은 분명 지나간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간이 두 배

가 된다고 말한 점이다. 이 이상의 분명한 근거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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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스타디움의 역설이 나오는 것은 공간과 시간을 혼동했기 때문이고, 

바로 그런 혼동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리스토

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우리도 그것을 역설이라 인정하기가 어려

웠던 것이다. 이때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었”다는 것은 제논이 시간과 

공간의 혼동을 의식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혼동 상태에서 역

설들을 만들다 보니 자동적으로 혼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

다. 제논뿐만 아니라 지성적으로 사유하는 일반인들도 시간과 공간이 다름

을 알고 있으나(말부터 다르지 않는가), 다만 시간을 진정으로 시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표상하기 때문에(우리가 시간을 어떤 

선이나 흐르는 강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나타낸다) 여러 형이상

학적인 문제들이 야기되듯이, 제논의 역설들도 바로 그러한 혼동을 기반으

로 하여 나온 것들이다. 아니, 제논의 역설들이야말로 그런 혼동 자체의 표

현이다. 그 중에서도 네 번째 역설은 가장”적나라하게” 그런 혼동을 나타낸

다. 그것이 너무나 적나라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어렴풋이나마 

아는 일반인들의 눈에도 그럴듯하지 않은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

서 역설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가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천 사백년이나 지난 후라서 좀 안됐지만 베르크손에 

와서야 비로소 제논의 역설은 온전히 해소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백 이십 년 후라서 더 미안하지만 이제야 우리도 베르크손을 이해한 것

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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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후 심사위원 중의 한 분이 이 논문의 존재를 알려 주었

다. 그러나 이 논문은 “베르크손 철학이 정지의 엘레아주의가 

아니라 운동의 엘레아주의”임을 주장하며 하여간 제논이나 베

르크손이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관점이 취하고 있었고, 네 번째 역설에 대해서도 그 의미

를 해명하기보다는 그냥 당연히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넘어가

버려서 우리의 논지와는 관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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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Zeno’s Fourth Paradox 

-According to French Philosophers’ Interpretations-

Tchoe, Roie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French philosophers attempted 

to solve Zeno’s paradox of the stadium. So, Brochard, Lachelier and 

Zafiropulo considered the “ὄγκος” as the minimum unit of space and, if 

some “ὄγκοι” move, on the one hand, along with the stationary “ὄγκοι,” 

and along with the contrarily moving “ὄγκοι,” on the other hand, the 

result is that they divide “ὄγκος,” which is the minimum unit of space, 

into two. This solution is not satisfactory, because the paradox doesn’t 

depend on the properties of space. Then, Bergson solved the paradox 

as the result of the confusion between time and space. According to 

him, the only reason that modern men don’t acknowledge the paradox 

is Zeno’s frank exposure of the confusion. It is uncontestable that Zeno 

considered as double amount of time the double distance that was 

covered by contrarily moving “ὄγκοι” in comparison with that of 

stationary ones, which shows perfectly the confusion between time and 

space.

Keywords: Zeno, paradox of stadium, minimum of space, solution of 

Bergson, confusion of time and spa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