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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플라톤 �고르기아스�편에서 부끄러움의 역할52)

*

－ 칼리클레스의 부끄러움을 중심으로 －

조 광 제

【주제분류】서양고대철학

【주요어】부끄러움, 논박, 수사술, 덕, 칼리클레스, 연설술

【요약문】플라톤 �고르기아스� 편에 등장하는 연설가와 정치가들은 소크라테

스가 주장하는 ‘덕의 소유’와 ‘참된 정치’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을 도덕적 자각과 올바른 삶에 대한 숙고로 이끄는 것은 바로 ‘부끄

러움’(aischros)이다. 고르기아스와 폴로스의 경우, 대화상대자들의 부끄러움

은 명시적으로 표현되며,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신념에 반하는 도덕적 전제들

을 수용하도록 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마지막 대화상대자인 

칼리클레스는 부끄러움을 대중의 ‘습성’(ethos)으로 규정하고, 전통적 가치관

을 뒤엎는 ‘자연적 정의’(to tēs phuseōs dikaion)를 주장함으로써, 논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그러나 칼리클레스의 부끄러움은 이 대화편의 핵

심적 문제이며, 가장 강하게 해석되어야 할 요소이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삶이 

‘자연적 강자’의 삶이 아니라 사실은 ‘대중의 하인’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스스

로 ‘실토’하도록 만듦으로써, 가장 큰 부끄러움인 ‘치욕’(atīmia)으로 그를 몰아

넣는다. 칼리클레스의 부끄러움은 ‘불의에 대한 경계심’을 잃은 삶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더 큰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삶

* 부족한 점이 많은 논문이지만, 유익한 가르침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깊

이 감사드린다. 선생님들께서 남긴 말씀들은 몇몇 수정을 통해 반영될 수 있는 것이기보

다는, 필자가 연구 과제로 삼고 체계적으로 공부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마치 오르기 힘

든 산을 만난 것처럼 막막함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지만, 날카로운 지적 속에도 문득 느

껴지는 후학에 대한 애정이 앞으로의 공부에 큰 자산이 되리라 믿는다. 성실히 연구하고 

더 좋은 논문으로 보완하는 것이 선생님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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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례(實例)로서 �변론�에 등장하는 고발자들의 삶이 왜 최악의 삶인지를 생

각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Ⅰ. 서론

소크라테스는 �변론�1)에서 ‘죽음을 비롯한 그 밖의 어떤 것도 부끄러움

(aischros)에 앞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2) 그리고 사형을 언도

받자, 죽음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청중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무분별(tolmēs)하고 몰염치(anaischuntias)한 짓’이라며 결국엔 죽음

을 선택한다.3) 대중에게 아첨하며 목숨을 구하는 것은 죽음보다도 무가치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최선이라고 여겼던 것은 바로 ‘정의로운 삶’이

었으며, 그 반대는 최악의 삶 즉 ‘부끄러운 삶’이었다. 이때 정의로운 삶이

란 정의로움에 대한 앎의 귀결이므로, 부끄러움 삶이란 결국 ‘부정하고 무

지한 삶’이라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이 작품과 함께 초기 대화편으로 분류되는 �고르기아스�에는 소크라테

스가 죽음보다 더 두려워했던 부끄러운 삶의 정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연설술(rētorikē)4)의 정체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되어, 철학적 

삶과 정치적 삶 간의 대립에서 그 절정을 이루는 이 대화편에는 소크라테스 

비롯해 세 명의 대화상대자가 등장한다. 내용의 핵심은 이들이 각자 최상이

라고 여기는 삶이 과연 훌륭한 삶인지 아니면 부끄러운 삶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처음 두 대화상대자인 고르기아스와 폴로스는 연설 능력에 바탕을 

둔 정치적 삶이 그 주체에게 누구도 추종할 수 없는 ‘힘’(dunamis)을 가져

다 줄 것이라고 단언하지만, 그러나 그 삶이 결국 대중의 압력에 굴복하는 

1) 이후 각주를 제외한 부분에서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변론�으로 약칭한다. 
2) �소크라테스의 변론�, 28d
3) �소크라테스의 변론�, 38d
4) ‘rētorikē’는 일반적으로는 ‘수사술’로 번역되지만, 본 논문은 김인곤 번역(2011, 이제

이북스)을 따라 ‘연설술’로 옮겼다. 직접 인용한 �고르기아스�의 내용도 같은 번역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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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첨’(kolakeia)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그들의 주장은 허구로 판

명된다. 이어 등장하는 칼리클레스는 전통적 도덕의식을 뒤엎는 ‘자연적 

정의’(to tēs phuseōs dikaion)를 내세우며 반전을 시도하지만, 대화의 말미

에 그가 보여준 모습은 ‘더 강한 자’(ho kreittōn)로서의 당당함이 아니라, 

오히려 수세적 저항과 침묵이었다. 

연설술과 정치권력의 신봉자인 이들을 동의와 침묵으로 이끄는 것은 바

로 ‘부끄러움’이다. 그들이 지향했던 것은 결국 소크라테스가 몰염치하다

고 말했던 ‘무지한 자가 듣기 좋은 말로 무지한 대중을 설득하는 기술’에 불

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대화상대자인 칼리클레스의 경우에는 그 부

끄러움의 정체가 다소 모호하다. 고르기아스와 폴로스의 경우에는 그들이 

겪은 부끄러움이 칼리클레스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명되고 있지만, 칼리클

레스는 그가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가 명시적

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화편과 관련해, 심리상태로서 부끄러움

에 주목했던 대표적 연구자들인 레이스(W.H.Race), 칸(C.Kahn), 맥킴

(R.McKim) 등은 고르기아스와 폴로스의 부끄러움이 형성되는 과정은 구

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칼리클레스의 경우에는 부끄러움보다는 ‘즐거

움과 좋음의 동일성’이 폐기되는 499b부분을 논박(elenchos)의 정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처음 두 대화상대자들보다 칼리클레스의 부끄러

움이 이 대화편의 핵심적 문제이며, 또한 명시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

장 강렬한 형태의 것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크라테스는, 행복의 성취는 삶의 주체가 소유한 ‘앎의 상태’와 ‘정의로

움의 상태’에 달려있다고 말한다.(470e)5) 정의로움에 대한 앎을 갖추고 정

의롭게 행하는 자만이 훌륭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일생동안 논박을 통해 검토하려 했던 대상은 세밀하게는 대화상대자의 

‘앎’과 ‘삶’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 앎에 대한 검토는 

‘지속적인 덕행의 가능성’6)에 대한 검토라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더 궁극

5) 논문의 본문에 직, 간접적으로 인용된 �고르기아스�의 구절들은 각주를 따로 적지 않

고 그 옆에 스테파노스 번호를 기입한다. 
6) 결국 앎에 대한 검토가 정의로움의 실행가능성을 확정지으므로, 이러한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대화편 내에서 소크라테스가 이처럼 논박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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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것은 소크라테스가 �변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바로 ‘삶에 대한 논

박’7)이며 검토이다. 그렇다면 �고르기아스�에서 논박의 최종적 대상이 되

어야 할 것은 바로 칼리클레스의 삶이다. 그는 소크라테스가 권하는 삶의 

반대 극단으로서 ‘정치적인 삶’ 그 자체를 대변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

다. 이러한 징후는 다른 대화상대자들과는 다르게, 칼리클레스의 경우, 그

의 삶의 이력과 야망이 대화 속에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대화의 내용도 고르기아스와 폴로스의 경우에는 타인의 삶을 사례

로 한 관찰자적 시점에서 구성되지만, 칼리클레스 부분에서는 대화 인물의 

삶 자체에 대한 논박과 검토가 진행된다. 따라서 ‘아첨으로서 연설술과 그

에 따른 부정한 삶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이 대화편의 주제가 분명히 전달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칼리클레스의 부끄러움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규

명되어야 한다. 

필자는 먼저 고르기아스, 폴로스의 대화 분석을 통해 이 ‘부끄러움’이라

는 요소가 논박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느낀 부끄러움과의 연계 선상에서 칼리클레스가 느낀 부끄러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그것은 자신의 삶이 무가치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데서 오는, 가장 큰 부끄러움인 ‘치욕’(atīmia)8)이 될 것이다. 

형을 구분하고 그것을 특정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

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메논�에서 그가 말하는 것처럼 앎뿐만 아니라, ‘참된 확

신’(doksa alēthēs)도 일시적으로는 올바른 행위를 인도하는 인식상태라면(97b∼c), 
‘앎의 상태’와 ‘정의로움의 상태’가 구분되어 말해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행위자의 앎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정의로운 행동도 불가능하

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앎에 대한 검토는 실제 삶으로 드러나는 정의로움에 대한 검

토와 구분되며, 그 정의로움이 ‘지속적’으로 가능한지를 규명하기 위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7) �소크라테스의 변론�, 39c
8) 박규철은 부끄러움의 유형을 ‘수줍음’과 ‘수치심’, 그리고 ‘창피함’ 세 가지로 구분하

며, 수치심을 심리 주체의 도덕적 자각을 동반하는 상태로, 창피함은 자신의 삶을 타인

에게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하는 상태로 규정한다.(박규철 2001: 189) 한편, 김유석은 

엘렝코스(elenchos) 개념의 변천사를 검토하며 ‘수치’와 ‘치욕’을 거의 유사한 의미로 

사용한다.(김유석, 2009: 63) 필자는 칼리클레스의 부끄러움이 가진 함의를 좀 더 정

확히 전달하기 위해, 박규철의 ‘창피함’을 ‘치욕’이라는 어휘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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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설가의 힘과 부끄러움

이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나누는 최초의 상대는 칼리클레스

이다. 그들의 대화는 인사치레에 가깝지만, 칼리클레스의 발언을 통해 드러

나는 연설술에 대한 그의 평가9)와 전쟁에 대한 대중의 생각10)은 후반부 그

의 부끄러움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한편 소크라테스는 칼리클

레스의 집에 머물던 고르기아스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고, 칼리클레스는 

초대로 응한다. 그의 집으로 이동한 소크라테스 일행은 고르기아스에게 연

설술의 정체에 대해 묻는다. 질문의 요지는 연설이 앎을 갖춘 행위인가? 즉 

‘기술’(technē)인가? 라는 점이다. 고르기아스는 연설술을 ‘자신에게는 자

유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의 원인’(452d)

이라고 규정하며, 그 힘은 정의와 불의에 관해 ‘말’로써 군중을 설득할 때 

나온다고 말한다. 즉 연설은 사람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행위

라는 것이다. 이어 소크라테스는 기술의 두 조건, ‘앎’과 ‘효과’를 중심으로 

고르기아스가 말하는 연설술의 힘을 검토해 나간다. 그는 연설이 사람에게 

‘앎’(epistēmē)과 ‘확신’(pistis) 중 어떤 것을 주냐고 묻고, 고르기아스는 연

설은 대중에게 ‘확신을 갖게 하는 것’(455a)이라고 답한다. 이 과정에서 고

르기아스는 연설이란 앎이 결여된 행위이며, 행위자와 그 대상에게 ‘좋음’

을 산출하는 행위의 결과로서, 어떠한 ‘효과’(kuros)11)도 얻을 수 없는 행

9) 칼리클레스는 고르기아스의 연설을 ‘세련된(asteias) 잔치’에 비유한다. asteias의 원형 

asteios는 ‘세련된’(refined)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도시의’, ‘번화가

의’(of the town)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단어는 ‘연설술은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히 

선보일만한 위대한 행위’라는 칼리클레스의 생각을 엿보게 한다. 이러한 시각은 본 대

화편 485d-e와 486c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10) “소크라테스, 전쟁이나 전투에는 그처럼 늦게 참가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phasi).”(447a) 

이 구절에서 phēmi동사 3인칭 복수의 주어는 ‘사람들’ 즉 ‘일반 대중’이며, 이 말은 곧 

그들의 생각을 대변한다.
11) 451d에서 소크라테스는 어떤 행위가 ‘성취하는 것’(diaprattein)과 ‘효과를 거두는 

것’(kupoun)을 각각 언급함으로써, 행위의 완결과 그것에 대한 평가를 구분하고 있다.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그 행위자에게 지속적인 이로움을 실

현할 수 없다면 ‘효과’를 얻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행위의 효과는 행위자의 앎의 상

태에 의해 결정되는데, 행위자의 앎의 상태와 행위 결과간의 관계에 대한 검토는 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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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라는 것을 자인(自認)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크라테스는 연설을 ‘무지한 

자(연설가)가 무지한 자(대중) 앞에서 아는 자보다 더 아는 것처럼 보이도

록 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고르기아스는 ‘그게 더 편리하

지 않냐’고 반문한다.(459b-c) 

논박의 일차적 목적이 대화상대자로 하여금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면, 이제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그 실마리는 충분히 마련되었다. 앎

이 결여된 행위로서 연설은 행위자에게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논박의 표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다른 곳으

로 향한다.12) 수세에 몰린 고르기아스는 당대의 유명 연설가와 정치가들이 

남긴 업적을 역설하며 상황을 반전시키려 한다. 그리고 말미에는 ‘연설가

가 부정하게 그의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그들의 선생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도 잊지 않는다.(456e~457c)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연설술

을 배우려는 자는 정의와 불의에 미리 알고 있어야 하고, 만약 모른다면 그

를 가르칠 수 없는가? 아니면 만약 모르고서 온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 앞에

서 그것에 대해 아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가?’라며 결정적인 질문을 던진

다.(459d~e) 고르기아스는 배우는 자가 그것을 모르면 자신에게 ‘배우게 

될 것’이라고 대답하고, 소크라테스는 그렇다면 연설가는 정의에 대한 앎

을 가진 자로서 정의로울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결론은 ‘연설술이 부정하

게 사용될 수 있다’는 앞의 주장과 모순된다며 그를 궁지에 빠트린다.

이 대화는 소크라테스의 승리로 끝나지만, 논박의 과정에서 몇 가지 의

문이 발생한다. 고르기아스가 ‘부정한 연설술 사용’과 ‘덕에 대한 가르침’

을 각각 인정하면서 논박당할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연설술이 ‘앎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그가 이미 인정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용 전개의 부자연스러움에 대한 의심은 더욱 강해진다. 

그러나 그 당시 아테네 사회의 내부 상황에 비춰본다면, 그의 모순된 발

언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프로타고라스�에 따르면, 고르기아스

스와의 대화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된다. 
12)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연설가의 앎과 그 행위의 효과’를 논의의 주제로 삼지 않는 이

유는 본 논문 3장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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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외지에서 온 ‘지혜를 파는 자’들은 현지 사람들에게 질투와 적대감의 

대상이 되었다.13) 이 같은 감정은 ‘국가의 유지를 위해 시민들이 정의와 분

별의 덕을 갖추어야 하며, 따라서 아무리 부정한 자라도 정의로운 척해야 

한다’는 ‘시민적 덕’14)(politikēs aretē)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주로 ‘나라

의 실권자들’에 의해 표출되었다.15) 이러한 측면에서 고르기아스의 모순된 

발언은 자기 발언의 앞뒤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는 ‘지적 무능함’이 아니라, 

‘부끄러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가 처한 부끄러움의 상태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고르기

아스 자신을 포함해16)) 대중의 의식에 내재한 ‘정의로움의 요구’를 자각할 

때의 부끄러움이다. 이 부끄러움은 ‘불의에 대한 경계심’의 또 다른 표현이

며, 폴로스가 말하듯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민사회의 덕목’인 것이

다.(461c) 한편, 주장과 삶의 불일치로부터 비롯되는 또 다른 부끄러움으로 

그의 심리를 해석할 수도 있다. 그는 연설가는 ‘모르는 자들 앞에서 아는 자

보다 더 아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말했고, 이에 따른다면 

정의에 관해 설득하는 자로서, 정의롭지 않은 것을 정의롭게 ‘보이게’ 하는 

것도 연설가의 일일 것이다. 그러나 연설가의 부정(不正)에서 유발된 대중

13) �프로타고라스�, 316d에서 프로타고라스는 외지에서 온 소피스트의 이 같은 어려움

을 직접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14) 마찬가지로 프로타고라스에 의해 언급된 내용이다. 그러나 시민적 덕은 프로타고라스

의 독창적 사유와 경험이 아니라, 생명체의 탄생을 설명하는 신화에 근거해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적 덕은 한 개인의 사견이기보다는 대중의 도덕적 신념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로타고라스�, 322c-323b
15) 칸(C.Kahn)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 장면을 분석한다. 그는 고르기아스는 외지 사

람이고 그처럼 아테네 지도층 자녀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외지인이라면, 대중의 의심

과 적개심에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고르기아스는 연설술의 부정한 

사용에 대해 책임 없음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으며, 덕에 대한 가르침을 인정한 것도 

‘연설가는 그들의 정치적 힘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도록 하는 압

력, 즉 ‘대중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말한다.(Kahn,1983: 81-83)
16) 그의 내면에도 이미 도덕의식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연설술은 정당하게

(dikaiōs)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히는 대목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물론 부정한 연설가

에 대한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며 하는 말이기에 그 의도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행위들(권투, 종합격투기, 중무장 전투)처럼 정당하게 행

해져야 한다’는 대화 내용을 참고할 때, 일정 수준의 도덕의식은 소유한 것으로 보인

다. �고르기아스�, 456d∼45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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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대감으로부터 그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그의 공언처럼 설

득이 아니라, ‘덕의 가르침’을 인정하는 것, 즉 대중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

이었다. 칼리클레스의 지적대로 ‘대중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연

설술의 정의로운 사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482d) 둘 중 어떠

한 해석이든 그가 느낀 부끄러움은 그의 주장처럼 연설술이 대중을 지배하

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대중이 연설술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주장과 삶의 불일치로부터 비롯되는 부끄러움 유형은 칼리클레스의 

삶을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다음 대화상대자인 폴로스는 고르기아스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듯, 연설

술에서 도덕성을 배제시키고 더 과감한 주장들을 펼쳐나간다. 그는 불의를 

저지르더라도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큰 힘을 가진 것이고 

행복의 조건이라며, 연설가의 삶을 참주의 삶에 비유한다.

그들은 참주들처럼 죽이고 싶은(boulōntai)자는 누구라도 죽일 수 있고 재

물을 빼앗을 수도 있으며, 내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dokē)자는 누구

든지 나라 밖으로 내쫓을 수 있지 않습니까?(466b∼c) 

소크라테스는 행위 주체의 앎과 정의로움의 상태가 그 행위의 효과와 갖

는 관계를 순차적으로 거론하며 폴로스의 주장을 검토해 나간다. 그는 지성

을 갖추지 않은 연설가와 참주는 ‘좋다고 여겨지는 것’(dokein)을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boulesthai)은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원함’은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의지’이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앎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설은 좋은 것을 단지 

‘어림잡는’(stochastikos) 행위로서 ‘요리’, ‘치장’(治粧)에 비유된다. 폴로

스는 앎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나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목숨을 언제든지 뺐을 수 있는 참주와 연설

가는 행복할 것이라며, 소크라테스의 주장에 승복하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그 힘이 정당하게 사용되면 더 좋지만 부당하게 사용되면 

나쁘다며, ‘정의로움’을 행위 주체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요소로 끌어

들인다. 이에 폴로스는 마케도니아의 참주는 부정하지만 행복하다며, 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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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대중을 내세운다. 즉 ‘아테네인 모두가 그런 자를 부러워하고’ 있다

는 것이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대중의 일원으로서 폴로스 역시도 그의 주

장과는 달리 사실은 ‘도덕관념의 소유자’라는 것을 폭로한다. 소크라테스

는 불의를 저지르는 것과 당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나쁘냐고 묻고, 폴로스

는 ‘불의를 당하는 것이 더 나쁘지만, 더 부끄러운 것은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대답한다.(474c) 이 발언은 폴로스가 이어질 대화에서 수세에 몰

리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소크라테스는 훌륭한 것이 이롭거나 즐거운 

것이라면, 반대로 부끄러운 것은 나쁘거나 고통스러운 것이라며,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부끄럽다’면 그것이 불의를 당하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므로, 따라서 ‘불의를 저지르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결론짓는

다.(475c) 폴로스는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결론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를 전환점으로 ‘정의로운 것들이 훌륭한 것’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게 된

다.(476a) 

Ⅲ. 왜 부끄러움인가? 

폴로스의 부끄러움은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부끄럽다’고 스스로가 인정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칼리클레스는 이것이 폴로스의 실수이며, 이 

때문에 그가 소크라테스의 주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한다. 폴로

스가 논박당하는 과정은 그 빌미를 스스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고르기아

스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설정은 독자들로 하여

금 소크라테스가 ‘비교적 손쉬운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과연 ‘손쉬운 승리’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단지 성공적인 논박을 이끌어내기 위한 

‘반전’(反轉)의 형성이 이 같은 전개의 목적이라면, 그 부자연스러움으로 

인해 오히려 드라마적 구성17)이라는 측면에서는 실패의 요소가 될 수도 있

17) 플라톤 저작의 극적(劇的) 형식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블

라스토스(G.Vlastos)를 필두로 대화편을 ‘역사적 인물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행적에 



논문46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화 진행방식에는 어떤 숨은 의도가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으며, 그것이 ‘부끄러움의 촉발’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부끄러움을 논박의 요소를 끌어들이는 것이 의도된 전략이라는 것은, 부끄

러움이라는 요소 없이 상대방을 논박할 수 있었던 계기들을 소크라테스가 

적극 활용하지 않는 데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르기

아스의 경우, 소크라테스는 앎과 좋음 그리고 가르침에 대한 그의 무지를 논

박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폴로스의 경우에는 앎과 좋음의 관계 대한 논증

을 전개하지만, 엄밀함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이

다.18) 

필자는 소크라테스가 부끄러움을 논박의 요소로 끌어들이고 있는 이유

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논박의 완결성이라

대한 재현’으로 바라보거나(Vlastos 1982: 711) 혹은 소크라테스를 플라톤의 철학적 

대변자로 바라보는 ‘표준적 관점’(standard view, Kahn 1995: 29)이 있다. 이에 따른

다면 대화편의 극적 구조는 단지 사유의 전달을 위해 빌려 쓴 형식이며, 논박을 통해 

영혼의 전환을 겪는 이들은 소크라테스의 대화상대자들이다. 또 다른 시각은 플라톤

의 대화편을 하나의 ‘드라마’로 보는 입장이다. 이 관점의 연구자들은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등장인물과 사건은 허구적 창조물이며, 저자 플라톤의 의도는 등장인물의 대

화뿐만 아니라, 극 내부에서 펼쳐지는 사건의 정황, 등장인물 심리, 또한 작품이 담고 

있는 시대적 상황까지 총체적으로 고려되었을 때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때 소크라테스가 말을 거는 대상은 등장인물뿐만 아니라 독자들까지로 확대

된다. 대표적으로 아리에티(J.Arieti), 프레스(G.A.Press), 칸 등이 이러한 입장이다. 플
라톤의 작품 전체를 놓고 이 두 관점의 타당성을 비교 검토하는 것은 필자의 역량을 넘

어서는 일이다. 그러나 적어도 �고르기아스�편의 의도는 ‘드라마적 관점’을 통해 좀 

더 잘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 형식을 벗어난 논박의 전개, 부끄러움이라는 등

장인물의 심리적 요소, 또한 대화참여자의 대화거부와 침묵이라는 이 대화편의 특이

사항들은 독자로 하여금 대화내용 그 자체보다는 그 너머를 바라보게끔 만들기 때문

이다.
18) 소크라테스는 467c에서 시작되는 논증에서 행위를 그 과정과 목적으로 구분하고 지성

을 갖추지 못한 행위는 좋은 것을 하지 못하고, “나쁜 것을 하는 경우”(tungchanei on 
kakion)도 있다고 말한다. 폴로스의 일시적인 동의를 얻어내기는 하지만, 좀 더 명확

한 합의를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가 ‘마침, 우연히’(tungchanei)가 아니라, 나쁨으로 귀

결됨이 ‘반드시 그러하다’(anangkaion estin)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논의를 몰고 

갔어야 했다. 후반부 칼리클레스와의 대화에서 ‘이전의 정치가들은 시민들을 더 못한 

자로 만들었기에 훌륭한 정치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칼리클레스가 “아마도 그럴 

것”(isōs)라고 답하자, ‘아마도가 아니라 반드시네’(ouk isōs dē, all’ anangkē, 515d)라
고 몰아세우는 강렬함이 적어도 이 논증에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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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이 대화편의 주제적 측면이다. 먼저 첫 번째 관점부

터 살펴보자. 소크라테스가 상대방의 믿음을 논박하는 일반적인 방식은19) 

그 믿음에 모순되는 전제를 소크라테스가 제시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동의

를 얻는 식으로 진행된다. 즉 상대방의 믿음을 p라고 했을 경우, 소크라테

스는∼p를 포함하는 q, r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따라서 p는 거짓이

며 나아가∼p가 참이라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때 상대방 믿음에 모

순되는 전제 q, r을 제시하는 것은 소크라테스이다. 하지만 고르기아스와 

폴로스의 경우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다. 그러나 이것

은 소크라테스의 의도된 대화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고르기아스는 ‘연

설가는 그 힘을 부정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덕에 대한 가르

침’도 동시에 인정한다. 그러나 만약 ‘덕에 대한 가르침’을 소크라테스가 

제시했다면, 고르기아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연설술은 정

의와 부정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기술이지, 가르쳐서 ‘앎’을 주는 기

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그는 고르기아스의 주장이 이미 일관성을 잃었

다고 언급하지만,20) 명확한 논박을 위해서는 덕에 대한 ‘앎’을 연설가들이 

갖추었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증언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고르

기아스로 하여금 대중의 의식에 내재된 ‘덕에 대한 요구’를 바라보도록 만

든다. 고르기아스는 사람들과 ‘교제하는데(prosomilein) 능한’ 연설가로서, 

대중의 마음을 읽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데도 능숙했다. 결국 고르기아스의 

부끄러움은 소크라테스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불투명한 상황에

서, 논박을 완결 짓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던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폴로스와의 대화에도 적용된다. 폴로스가 불의를 저지르

는 것이 부끄럽다고 인정한 것은 그 역시도 대중의 도덕관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서 폴로스는 ‘앎을 갖추지 못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전제는 인정하지만, ‘따라서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나쁘다’는 결론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중을 증인으로 끌어들여 

19) 블라스토스가 정리한 소크라테스 논박의 형식을 참조했다. (Vlastos, 1982 :711) 
20) “[…] 지금 제가 보기에 당신은 연설술에 관해 처음에 하셨던 말과 완전히 일관되고 

앞뒤가 꼭 맞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르기아스�,45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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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주는 부정하지만 행복하다’는 자기주장을 강화시켜 나간다. 그러나 그

의 부끄러움은 자신의 신념이 거짓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것이 

훌륭하다’는 최종결론에도 동의하게 만든다. 즉 부끄러움은 그가 대중을 

증인으로 피해갔던 결론을 결국에는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필연적 

계기21)가 되는 것이다. 

�고르기아스� 편의 부끄러움은 이처럼 논박의 완결에 기여할 뿐만 아니

라, 이 대화편의 주제와도 관계한다. 필자는 주제로서의 부끄러움을 이 대

화편과 �변론�과의 구조적 유사성을 토대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다른 대

화편과 비교해 볼 때, 드라마적 측면에서 �고르기아스�와 �변론�은 비교

적 많은 공통요소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두 대화편 모두 익명의 청중

들 앞에서 대화가 진행된다. 또한 간접적이긴 하지만 청중들의 개입22)이 

등장하기도 하고, 고르기아스는 �변론�의 상황처럼 청중들에게 배심원의 

위상을 부여하는 듯한 인상23)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눈길을 끄는 것

은 소크라테스와 대립적 위치에 있는 등장인물이 두 대화편 모두 ‘연설가’ 

혹은 ‘정치인’이라는 점이다. �변론�에서 소크라테스를 고발했던 핵심 인

물 아뉘토스는 정치인이며, 그 무리의 일원이었던 뤼콘은 연설가이다. 또 

다른 일원인 멜레토스는 시인이긴 하지만, �고르기아스�에서 소크라테스

는 시작(詩作)을 대중을 대상으로 한 ‘대중연설’로 규정하고 있다.(502d) 

한편, �고르기아스�에서 칼리클레스가 철학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고 있

는 것(484c∼486d)처럼, �변론�에는 정치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적개심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24)도 두 대화편이 가진 드라마적 유사성을 보여주는 대

목이라고 할 수 있다. 

21) 맥킴(R.McKim)은 폴로스가 “논의 중에 느끼는 필연성은 심리적인 것이지 논리적인 

것이 아니며, 칼리클레스와는 다르게 그는 참된 신념에 대해 충분히 솔직하다”고 평가

한다.(McKim 1988 : 46)
22) 청중이 대화참여자들에게 환호를 보내기도 하고(�고르기아스�,458c), 폴로스는 대화 

내용에 관해 청중의 의사를 물어보자고 제안하기도 한다.(같은 책, 473e) 
23) 칼리클레스가 소크라테스의 대화방식을 문제 삼으며 대답을 거부하자, 고르기아스는 

대화에 대한 평가는 칼리클레스의 소관이 아니라며, 청중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대화

를 진행하라고 충고한다. �고르기아스�, 497b 
24) �소크라테스의 변론� 31d∼3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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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드라마적 유사성은 두 대화편 사이에 놓인 주제적 연속성을 바라

보게 만든다. 본 논문의 서론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변론�

에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무분별하

고 몰염치한 짓’이라고 말한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삶은 죽음보다 더 못한 

것이었으며,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처럼 대중에게 아첨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러한 삶의 대표적 유형이었다. �고르기아스�의 세 대화상대자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인물들이다. 그들이 연설을 통해 지향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다스리는 힘의 획득이었으며, 그것은 다름 아닌 사적

인 이익을 위한 정치권력의 획득이었다. 그러나 고르기아스와의 대화에서

도 드러난 것처럼, 그들의 삶은 사실은 대중에게 아첨하고 굴복하는 ‘하

인’(diakonos)의 삶에 불과했다. 소크라테스는 ‘아무도 캐묻지 않은’25) 그

들의 삶을 검토함으로써, 그것이 부끄러운 삶이라는 점을 규명해 나간다. 

그가 고르기아스와 폴로스를 무지의 자각을 넘어 부끄러움으로까지 몰아

갔던 것은 그들의 삶이 바로 ‘최악의 삶’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연설가와 정치인이 추구하는 부정한 삶은 부끄러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이 대화편의 주제는 칼리클레스의 대화 참여를 통해 좀 더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Ⅳ. 사익을 위한 정치와 부끄러움

1) 자연적 정의와 정치적 삶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대화편의 절정은 정치적 삶과 철학적 삶의 

대립이다. 연설술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었지만, 소크라테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이 지향하는 삶에 대한 검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대화편

25) 고르기아스는 ‘자신에게 뭐든지 질문하라고 공언했지만, 여러 해 동안 아무도 그에게 

새로운 질문을 한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고르기아스�, 448a) 심지어 연설술을 배우

러 온 자들이 고르기아스에게 연설술의 용도에 대해 묻지 못하고 머뭇대자, 소크라테

스가 대신 나서서 묻기도 한다. (같은 책, 455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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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인물은 칼리클레스이다. 그는 폴로스가 고르기아스의 실수를 부정

했던 것처럼, 소크라테스의 주장에 대한 폴로스의 동의를 부정하며 대화에 

뛰어든다.  특이한 것은 다른 등장인물들과는 다르게, 그의 삶의 이력은 비

교적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국가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앎과 

용기를 동경하는 젊은이로서, 실제 정치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소크라테스

에 따르면 그의 애인인 대중(demos)이 바라는 말을 하길 좋아하고,26) 귀족

층 자제들과도 친분을 맺고 있다. 또한 핀다로스와 에우리피데스의 시를 인

용할 만큼 교육을 잘 받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그의 특징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의 등장을 ‘삶 대 삶’의 대립구도로 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가 내비치는 철학에 대한 적개심이다. 칼리클레스는 소크라테스에게 철

학을 포기하라고 말한다. 청소년에게나 어울리는 철학은 정치활동과 인간

적 욕구충족에는 사람을 미숙하게 만든다며, 소크라테스의 삶을 도심과 시

장을 피해 도시의 한 귀퉁이에서 ‘쑥덕대는’(psithuros) 삶일 뿐이라고 비난

한다. 그리고 자신과 소크라테스를 에우리피데스의 작품 �안티오페�에 등

장하는 제토스와 암피온에 비유27)하며, 제토스처럼 생계와 평판에 관심을 

갖고 ‘세상 물정을 읽는 기예’를 익히라고 충고한다. 

부끄러움에 대한 칼리클레스의 비난은 철학에 대한 이러한 적개심의 원

인이자 동시에 그 결과이다. 칼리클레스는 앞 두 대화자가 소크라테스에게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부끄러움 때문이라고 말한다. 부끄러움은 사람

들이 가진 하나의 습성(ethos)이며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모순적인 말을 하

게 만들기에 두 대화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하지 못했다는 것

이다. 그는 부끄러움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26) “[…]민회에서 자네가 어떤 주장을 할 때, 아테네의 민중이 그렇지 않고 하면 자네는 

마음을 바꾸어 민중이 바라는 말을 하네.[…]” �고르기아스�,481e 
27) 제토스와 암피온은 제우스와 안티오페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이다. 어릴 때부

터 목축업에 종사한 제토스는 육체적인 건강, 돈에 대한 관심, 땅에서의 노동 등에 관

심을 가졌던 반면, 뤼라 연주에 관심을 가지며 자란 암피온은 과도한 행동을 어리석다

고 생각하면서, 세상일에 간섭하지 않고 느긋하게 사색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는 인물이다. (2001년 1월 6일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에서 주관

하는 <The 2001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에서 발

표된 Gibert의 “Apragmosyne in Euripides’s Antiope” 에서 수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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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라며 철학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겨눈다. 그러나 부끄러움에 대한 혐오

는 좀 더 근본적으로 ‘반도덕적 정의로움’에 대한 그의 신념으로부터 따라 

나온 결과이기도 하다. 그는 자연(phusis)에서 볼 수 있는 듯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며 더 많이 갖는 것’이 ‘정의’(正義)라고 주장한다. 고르기

아스와 폴로스를 부끄러움으로 이끌었던 ‘법(nomos)’은 대다수 힘없는 자

들이 강한 자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전의 대화참여자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지만, 모두가 공유

하고 있던 정의로움의 개념은 칼리클레스에 의해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

하게 된다. 권력의 추구가 정치인이나 연설가만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신념

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활동에 내재하는 보편적 원리이라는 점을 강조함

으로써, 그는 ‘자연적 정의’라는 일관된 설명을 구축한다. 

불의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감정의 표출인 부끄러움을 하나의 

습성으로 파악함으로써, 칼리클레스는 이전의 대화자들이 갖추지 못했던 

‘모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나랏일에 슬기롭고 용감한 자’를 강한 

자로 숭배하고 대중을 ‘아무 쓸모없는 잡다한 무리’로 비하하는 그에게 앞 

대화자들과 같은 부끄러움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 그에게 부끄러움은 

도덕적 감응의 상태가 아니라, 자신을 위협하는 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

내지 못하는 ‘노예적 나약함’28)일 뿐이다. 정의로움과 부끄러움에 대한 재

정의(再定義)는 칼리클레스가 지향하는 정치적 삶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

한 강력한 근거로 활용된다. 

그러나 이후 칼리클레스를 침묵케 하는 소크라테스의 가장 중요한 전략

은, 마찬가지로 부끄러움의 촉발이다. 앞 대화상대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칼리클레스의 부끄러움은 그 삶의 무가치함을 드러내는 핵심적 요소인 

것이다. 하지만 그를 궁지로 내모는 것은 이전의 대화상대자들이 내보였던 

것처럼 도덕적 갈등에서 비롯되는 부끄러움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 삶과 그 

주장 사이의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고르기아스에서 그 전조(前兆)

28) “[…] 왜냐하면 자연에서는, 불의를 당하는 경우가 그렇듯이, 더 나쁜 것은 모두 더 부

끄러운 것이지만[…] 불의를 당하는 것, 이 불행한 일은 사람이 겪을 일이 아니라, 사
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은 어떤 노예나 겪을 일이니까요 […]” �고르기아스�, 48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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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았던 부끄러움의 유형으로서 ‘치욕’이라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 첫 단

계는 ‘극단적 쾌락주의’ 비판이며, 소크라테스는 ‘아이러니’(irony)를 통해 

자연적 강자의 부도덕한 내면을 외부로 끌어내고 있다. 

2) 극단적 쾌락주의 

491d에서 소크라테스는 칼리클레스가 말한 강한 자들이 ‘자신도 다스리

냐’고 묻는다. 그러나 463d에서 고르기아스가 연설술은 ‘정치술의 모상’이

라는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듯이, 칼리클레스는 소크라테스의 질문에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며 재차 묻는다. 고르기아스에게 연설술이 유일한 정치

술이었던 것처럼, 칼리클레스에게 다스림은 타인에 대한 강한 자의 힘의 행

사만을 의미하며,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노예’에게나 어울리는 일이기 때문

이다.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곧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라고 말

하자, 칼리클레스는 행복한 삶은 욕구를 끊임없이 충족하는 삶이며, 절제하

는 삶은 우둔한 자의 삶일 뿐이라고 응수한다. 폴로스가 말했듯이 참주처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좋은 것을 거리낌 없이 누릴 수 있는 사람에게 절

제와 정의는 오히려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 즉 부끄러운 것이고, 사치와 무

절제와 자유를 누리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절제의 

미덕은 대중도 익히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칼리클레스는 그것을 

‘노예적 도덕’으로 치부함으로써, 자신과 대중사이의 선을 분명히 한다. 하

지만 그 역시 대중들이 가진 도덕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이 드러나면

서, 그의 쾌락주의는 위기에 빠진다. 

‘즐거움이 곧 좋음’이라는 극단적 쾌락주의와 마주하며 소크라테스가 가

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신화이다. 소크라테스가 어떤 현자로부터 들었다는 

그 신화에서 ‘무절제한 영혼’은 채울 수 없는 ‘구멍 난 항아리’에 비유된

다.(493b) 그러나 ‘전통적 도덕’을 담고 있는 신화의 지혜는 정치적 성공을 

꿈꾸는 한 인물의 생각을 돌려놓지 못한다. 그는 채워진 항아리처럼 더 이

상 결핍이 없는 삶보다는 즐거움이 끊임없이 흘러들고 나가는 삶이 더 행복

한 삶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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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크라테스가 애초에 논박의 성공을 염두에 두고 이 신화를 인용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는 이 신화가 인간의 혼에 대해서 뭔가를 ‘보여

준다’(endeiknutai)고 말한다. 동사 ‘endeiknumi’는 ‘∼을 보여주다’(show 

that), ‘과시하다, 자랑하다’(show off)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

에서 연설술을 표현하는 ‘epideiknumi’와 유사한 단어이다. 즉 이 단어는 상

호합의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자기주장’을 의미한다. 소크라테스는 

자연적 정의에 대한 칼리클레스의 설명도 그가 단지 ‘내보이는 

것’(endeiknusthai)29)이라고 규정한다. 이를 통해 소크라테스는 자연적 정

의를 명확함의 정도에 있어서는 신화와 동일한 위치에, 그것이 지향하는 덕

의 관점에서는 대립적 위치에 놓으며 문답을 진행한다. 

소크라테스는 최대한 흘러드는 것이 즐거운 삶이라면 ‘비역질을 원하는 

자가 마음껏 비역질 하는 것도 행복한 삶이냐’고 묻는다.(494e) 칼리클레스

는 그러한 것들을 들먹이는 것이 부끄러운 짓이라며 응수하지만, 주장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며 그것들도 즐거움이고 덕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그

의 첫 번째 부끄러움이 표출된다. 칼리클레스는 남성간의 성적인 교합인 비

역질은 부끄러운 것, 즉 도덕적으로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을 간접적으

로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이 구절에 대해 레이스(W.H.Race)는 “자기 확신

(self-assurance)에도 불구하고, 결국 칼리클레스도 부끄러움의 의식을 갖

고 있음이 드러나는 부분”30)이라며, 이것은 전적으로 소크라테스의 의도

적 말하기에 이끌린 결과라고 말한다. 즉 대중과 선을 그으며 자신의 정치

적⋅귀족적 취향을 내세우지만, 칼리클레스 역시도 대중적 도덕의식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다. 극단적 쾌락주의와 신화의 대립적 배치에 

뒤이은 이와 같은 귀결은 칼리클레스의 내면에 잠재된 도덕의식의 모순성

을 더욱 확대시켜 보여주고 있다. 

한편 크로스코(G. Klosko)는 이 같은 소크라테스의 대화방식과 그 귀결

을 저자 플라톤의 악의적 설정으로 의심한다.31) 그는 극단적 쾌락주의가 

29) “[…] 더 힘없는 자들이 더 힘센 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나? 이것이 그때 자네가 내보였

던(endeiknusthai) 생각인 것 같네 […]” �고르기아스�,488c 
30) Race 1979: 200
31) Klosko 1984: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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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클레스가 패배하게 되는 결정적 원인이라며, 칼리클레스의 주장이 “고

귀한 취향의 선택적 쾌락주의”에 기반을 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욕구의 억제를 전적으로 거부하는 과장된 쾌락주의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플라톤의 악의적 의도” 때문이라고 말한다. 칼리클레스의 입장이 공세에서 

수세로 전환되는 데 ‘극단적 쾌락주의의 폐기’가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크

로스코의 주장은 옳다. 그러나 이러한 설정을 ‘악의적’으로 보는 것은 앞 대

화자들로부터 이어지는 대화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는 다소 

성급한 비판이다. 칼리클레스의 관점에서 고르기아스와 폴로스의 실패는 

부끄러움 때문이었고, 그것은 대중적 도덕성의 내면화에 따른 필연적 결과

였다. 따라서 그가 선택적 쾌락주의 입장을 취하는 것, 즉 ‘나쁜 즐거움을 

인정하는 것’은 그로서는 앞 두 대화자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으로서, 오히

려 소크라테스에게 논박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비역질의 추구도 덕’이

라는 주장은 고르기아스와 폴로스의 ‘실수’를 회피하고, 그의 말대로 ‘일관

성을 유지’하기 위한 발언인 것이다. 따라서 결국엔 한계에 이를 것이지만, 

일관성을 앞세우는 그의 주장은 소크라테스에게 ‘말꼬리를 잡히지’ 않으려

는 전략이며, 그것은 두 대화상대자의 실패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가 초반부에 구사하는 대화방식도 칼리클레스의 극단적 주장

을 자연스러운 귀결로 보게 만든다. 자연적 정의에 대한 칼리클레스의 연설 

이후, 소크라테스는 칼리클레스가 ‘앎과 호의, 솔직함’을 갖췄다며 그를 한

껏 추켜세운다. 그러나 앞 두 대화상대자와의 대화내용을 감안할 때, 이러

한 평가가 불의를 정당화하고 철학자에게는 ‘매가 필요하다’(485d)고 말하

는 자에게 내리는 진심어린 평가라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 부분은 소

크라테스의 반어적 말하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즉 ‘철학자들과의 대화에

서 정치인들은 언제나 웃음거리가 된다’(484e)고 생각하는 칼리클레스로 하

여금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32)인 것이다. 

32) ‘진실을 말하는 것’은 논박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다. 소크라테스는 �고르기아스�

458a에서 “논의가 다루고 있는 문제에 관한 거짓된 의견만큼이나 사람에게 나쁜 것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블라스토스는 ‘최악의 상대방을 비난당하도록 유도할 때에는 

이 규정이 예외적으로 포기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Vlastos 1982 :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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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실리우(I. Vasiliou)의 연구는 이러한 대화전략을 이해하기 위한 설득

력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바실리우는 아이러니의 어원인 eirōneia가 

플라톤 저작에서 속임33)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며, ‘가설적(假說的) 아이

러니’(conditional irony)라는 독창적 방식으로 �에우티프론�의 내용을 해

석한다.34) 이 대화편에서 에우티프론은 경건함에 대한 정확한 앎을 공언하

고, 소크라테스는 ‘그 말이 참이라면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한다. 이 때 

소크라테스는 비꼬는 투나 속이려는 의도로 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단순

히 글자 그대로 의미를 전달하지도 않는다. 그가 말하려는 것은 ‘가설적인 

것’으로서, 에우티프론이 경건에 대한 ‘정확한 앎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한편 바실리우는 대화편 밖의 독자들은 ‘소크라

테스가 에우티프론이 주장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점을 확신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작품 안의 대화상대자에게는 말

해진 의미 그대로 이해되지만, 독자들에게는 반대로 이해된다는 측면에서 

‘아이러니’인 것이다. 이때 작품 안에서 아이러니는 ‘덕에 대한 대화상대자

의 믿음을 수용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숙고로 향하도록 재촉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즉 소크라테스는 아이러니를 통해 대화상대자의 자부

심을 고양시키고, 그 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

이다. 

아이러니에 대한 바실리우의 독창적인 해석방식은 소크라테스와 칼리클

레스의 대화에도 적용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칼리클레스가 자신의 의견

을 시험할 ‘최상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그릇된 어떤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일부러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

33) 블라스토스는 �고르기아스� 489e의 ‘eirōneuē’와 ‘eirōneuou’를 직접 언급하며, 소크
라테스와 칼리클레스가 말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속임이기보다는 ‘놀림’과 ‘조롱’에 

가깝다고 해석한다. eirōneia와 그 근접 단어들이 플라톤 당대에는 ‘솔직하지 못

함’(disingenuousness)이라는 의미를 일상적으로 담고 있었지만, 이 구절에서는 익살, 
조롱 등의 현대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Vlastos 1987 : 79-82) 그러나 그 

구절이 왜 당대와는 차별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그가 납득할 만한 이

유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4) Vasiliou 2002 : 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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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지(amathia)때문이라는 걸 알아두게. 그러므로 자네가 나에게 충고

(nouthetein)를 하기 시작했을 때처럼 물러서지 말고 내가 실천해야 할 것

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나에게 충분히 보여주게. 

(488a)

소크라테스는 폴로스와의 대화에서 ‘혼속에 나쁜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

는 자가 가장 행복하고, 두 번째로 행복한 자는 대가를 치르고 그것으로부

터 벗어나는 자’라고 말한다.(478d-e) 이때 대가를 치르는 자란 곧 ‘훈계 받

는 자’(ho nouthetoumenos)35)이다. 즉 훈계란 부정하고 무지한 혼에 앎을 

주입함으로써, 나쁜 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종의 가르침인 것이다. 이에 

따른다면, 앞 인용문의 소크라테스는 칼리클레스가 정의로움에 대한 앎을 

가지고 있다면, 그로부터 배움을 얻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셈이다. 이때 이 

선언이 향하는 대상은 바실리우의 해석처럼 둘로 나뉘고 그 의도는 각각 다

르게 전달된다. 먼저, 독자들이다. 독자들은 소크라테스의 발언을 칼리클레

스를 부추기기 위한 일종의 속임으로 이해할 것이다. 또 다른 대상은 칼리

클레스이다. 그는 자신이 정의로움에 대한 앎을 갖추었다는 소크라테스의 

찬사를 그대로 믿을 것이고, 다른 사람은 부끄러워서 꺼내지 못한 반도덕적 

주장을 자신 있게 펼쳐나갈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칼리클레스의 극단적 

쾌락주의는 자연적 강자를 꿈꾸는 자가 가진 우월의식과 ‘노회한’ 소크라

테스의 찬사가 함께 만들어낸 귀결인 것이다. 

살펴본 것처럼 논박의 관점에서도, 대화자의 심리적 관점에서도 극단적 

쾌락주의가 ‘악의적 설정’이라는 크로스코의 비판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고르기아스와 폴로스의 부끄러움과 칼리클레스의 극단적 주장처럼 이 대

화편에서 간혹 발견되는 갑작스러운 전환과 등장인물의 고집스러움을 단

절과 비약으로 보는 것은, 대화의 맥락과 드라마 이면에 놓인 등장인물의 

심리적 요소들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고 있다. 

35) 소크라테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자가 두 번째로 행복할 거네. 폴로스 : 그렇겠죠. 
소크라테스: 그리고 그는 훈계 받고 질책 받고 대가를 치르는 자였네. �고르기아스�, 
47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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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장과 삶 사이의 모순과 치욕

칼리클레스는 ‘비역질도 덕’이라는 주장을 통해 소크라테스의 논박을 피

해갈 수는 있었지만, 불의에 대한 과감한 옹호와 표출된 내면의 도덕의식과

의 괴리는 그를 소극적 자세로 바꿔 놓는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입장에서

도 난관에 부딪히기는 마찬가지다. 고르기아스와 폴로스의 경우, 그들의 부

끄러움을 촉발하면서 대화의 궁극적인 목적인 덕의 소유에 대한 합의로 향

해갈 수 있었지만, 일관성을 핑계로 진실을 말하지 않는 대화상대자 앞에 

그의 논박은 아무것도 검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칼리

클레스의 말이 반영하지 못한 그의 삶을 직접 대화에 끌어들이면서, 그 주

장과 삶 사이의 모순을 드러내려고 한다. 그리고 칼리클레스의 이와 같은 

거짓된 태도가 ‘더 많은 부끄러운 결과들을 야기할 것’(495b)이라고 경고

한다. 

497d에서 시작되는 용감한 자와 비겁한 자의 즐거움과 고통에 대한 논증

은 칼리클레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소크라테스는 

‘좋은 자들에게는 좋음이 함께 하고, 나쁜 자들에게는 나쁨이 함께 한다’고 

전제한 다음, ‘용기 있고 슬기로운 자는 좋은 자로, 어리석고 비겁자는 나쁜 

자’로 각각 규정한다. 이어 소크라테스는 용감한 자와 비겁한 자가 전쟁에 

참여했을 때 적들의 공격과 퇴각 시, ‘어느 쪽이 더 기뻐하고 고통스러워하

냐’고 칼리클레스에게 묻는다. 칼리클레스는 ‘둘 다 비슷하지만, 비겁한 자

가 용감한 자보다 적의 전진과 퇴각 시에 각각 더 고통스러워하고, 더 기뻐

한다’고 대답한다. 소크라테스는 그렇다면 기뻐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했을 때, ‘나쁜 자가 좋은 자보다 더 좋게 되거나 나쁘게 된다’는 결론이 따

라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즉 즐거움과 좋음이 같다면 용기 있는 자보

다 비겁한 자가 더 좋은 자라는 결론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마침내 칼

리클레스는 “어떤 즐거움은 더 좋지만 어떤 즐거움은 더 나쁘다”(499b)며, 

즐거움과 좋음은 같다는 그의 주장을 포기한다. 

그가 전쟁의 상황을 논하는 대화에서 입장을 바꾼 것은 그 결론이 그가 

지향하는 삶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전쟁이란 국가적 사건이며, 그 

일에 용감하고 슬기로운 자는 다름 아닌 칼리클레스가 꿈꾸는 강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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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대화편 첫 부분에서 그는 ‘전쟁에는 늦게 참여해야 한다’며 소크라테

스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전쟁은 되도록 기피하라는 이 같은 부추김은 

바로 대중의 생각36)이었다. 따라서 비겁한 자가 용감한 자보다 더 좋다는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즐거운 삶을 사는 자는 강한 자가 아니라 그가 ‘쓸

모없는 자들’라고 말했던 대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때 발생하

는 삶과 주장간의 불일치는 그의 도덕적 감정조차 불러오지 못했던 태도의 

전환을 야기하고 그로 하여금 극단적 쾌락주의를 포기하게 만든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부분에 또 다른 유형의 부끄러움이 개입하

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부끄러움은 도덕적 감정으로서의 부끄러움이 아니

라, 칼리클레스식의 부끄러움, 즉 ‘위협적인 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는 나약함’으로서의 부끄러움이다. 소크라테스는 용감한 자와 비겁한 

자의 논증 이전에 ‘즐거움과 좋음의 차이’로 칼리클레스를 설득하려 한

다.(495e-497d) 그는 행복과 비참함이 동시에 오지 않듯이 좋음과 나쁨은 

차례대로 겪지만, 갈증이라는 고통과 그것의 해소인 즐거움은 동시에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움과 좋음은 서로 다르다고 말한다. 그러나 칼리클레

스는 그의 주장을 ‘실없는 소리’37)라며, 이에 대한 대답을 회피한다. 이 부

분을 시작으로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고, 대화에 침묵하는 그의 행동은 간헐

적으로 반복된다. 칼리클레스의 이같은 반응은 고르기아스와의 대화에서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을 연상시킨다. 

어떤 문제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주

장을 한다고 말하거나 주장이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면, 그들은 화를 내고 

자신들에게 악의를 품고 하는 말로 생각합니다. 논의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탐구하지 않고 상대를 이기는 데만 연연하기 때문이지요. (457d)

익히 알려진 것처럼, 당시 아테네 사회에서 연설술은 주로 재판과정에서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연마되었다. 따라서 연설술의 본질적 목적 중 

36) 각주9 참조

37) OCT는 497a의 이 구절을 톰슨(Thompson)의 제안에 따라 삭제했지만(hoti echōn 
lēreīs), 필자는 한국어 번역자 김인곤을 따라 벧햄(Badham)이 수정한 대로 읽었다.(ti 
echōn lēreī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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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승부에서 이기는 것이다. 456c에서 고르기아스가 연설술을 경쟁의 

기술인 운동과 전투기술에 비유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마찬가지

로 칼리클레스가 대화에 임하는 자세도 승부라는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때 승부란 그가 선언했던 대로 정치적 삶과 철학적 삶 간의 대결

이다. 그러나 이 승부에서 찾아온 위기는 그로 하여금 자신의 신념 중 하나

를 포기하게 만든다. 강자의 삶이라고 자부했던 자신의 삶이 사실은 대중의 

삶보다 보잘 것 없다는 결론은 그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치욕’이다. 소크

라테스가 예고한 ‘더 부끄러운 결과’란 더 나은 삶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서 도덕적 고양을 외면했을 때에 마주치는 결과, 즉 ‘치욕’이라는 부끄러움

이었다. 결국 칼리클레스는 자신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 ‘나쁜 즐거움도 있

다’며 극단적 쾌락주의를 포기한다. 이제 비역질은 나쁜 것이고, 그는 앞 대

화자들처럼 자기신념과 모순된 전제를 인정하며, 덕의 소유와 좋음이 행위

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데 ‘세 번째 찬성표’를 던지게 된다. 

500d이후에는 사실상 대화가 아니라, 정의로운 삶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연설이 진행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칼리클레스의 영

혼을 건강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연설술’38)을 통해 ‘참된 정치술’을 구현

한다. 그러나 칼리클레스는 ‘영혼의 전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두의 자

신감에 가득 찬 모습은 아니지만 그는 여전히 ‘정치적 삶’이 ‘사색적인 삶’

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맥킴과 칸은 이들의 승패가 칼리클레스가 극

단적 쾌락주의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결정되었다고 본다. 맥킴은 이 부분에

서 칼리클레스로 하여금 ‘자신의 참된 믿음을 제대로 보게 하려는 소크라

테스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보고 있으며,39) 칸 역시도 쾌락주의 비판을 

칼리클레스에 대한 논박의 핵심으로 분석하고 있다.40) 그러나 소크라테스

가 부끄러움이라는 요소를 끌어들인 목적은 불의를 옹호하는 연설가들로 

하여금 옳은 신념을 갖게 하고, 나아가서는 그들의 거짓된 주장이 야기할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면에서 칼리클

38) “[…] 연설술은 부정의한 행위들을 백일하에 드러내고 가장 큰 악인 불의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는데 사용해야 하네.[…]” �고르기아스�, 480d 
39) McKim 1988:42
40) Kahn 19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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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의 동의는 여전히 불완전하며, 더욱이 정치인으로서의 삶이 부끄럽다

는 인식은 아직도 요원하다. 

칼리클레스가 내보인 완고함의 근저에는 연설술과 정치적 힘이 ‘불의와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줄 유일한 수단’이라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극단적 쾌락주의에 대한 논박에서도 그랬듯이, 이러한 

믿음이 가져올 삶의 나락이 무엇인가를 그에게 각인시키려 한다. 그는 조타

수와 의사 그리고 무기를 개발하는 기계제작자를 거론하며, 그가 추구하는 

삶이 단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와 관련된 삶이라면, 이른바 강자의 

삶이 이들의 삶과 어떤 점에서 다르냐고 반문한다. 그리고 이들 앞에서는 

오히려 칼리클레스 자신이 웃음거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512d) 이에 

칼리클레스는 ‘말은 잘했지만 자신은 설득당하지 않았다’(513c)고 말한다. 

칼리클레스의 대답은 극단적 쾌락주의와 생존을 보장하는 정치적 힘에 대

한 소크라테스의 논박이 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를 시사해 주고 있

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적 삶은 부끄럽다’는 최종적인 합의에 이

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즉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그의 마음을 완강

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이제 아테네 정치체제를 논하며, 칼리클레스가 부정했던 

‘그의 삶과 대중과의 연관성’을 부각시킨다. 그는 만약 불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 힘을 가져야 한다면, 민주정인 아테네에서 칼리클레스는 그

가 무시하는 대중과 닮은 자가 되어야 하고,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본성에 

있어서도 동일해져야만 한다며, 그를 궁지에 몰아넣는다. 이어 소크라테스

는 참된 정치술이란 시민들의 나쁜 욕구와 싸워 그 영혼을 올바로 만드는 

것이라며, 나랏일을 보살피는 방법으로 ‘아테네인들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

해 싸우는 쪽과 그들에게 아첨하며 하인 노릇을 하는 것 중 어떤 것을 권하

겠냐’고 묻는다. 칼리클레스는 그들에게 아첨하는 “하인 노릇을 하는 

쪽”(521a)이라고 대답한다. 

칼리클레스는 노예적 삶에 대해 줄 곧 적대감을 보여 왔다. 그는 ‘철학하

는 성인’을 노예에 비유했고, 나약함으로 인한 부끄러움은 이러한 노예에

게나 어울린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가 대중의 ‘하인’, 즉 노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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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겠다고 말한다. 이러한 노예 노릇은 무엇보다도 고르기아스가 언급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능력이자, 자유의 원인’이라는 연설술의 힘과 더욱 

극명히 대비된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아테네라는 독특한 정치 상황에서 대

중의 즐거움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권력의 생리를 설파함으로써, 연설가가 

지향하는 정치적 삶의 허구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칼

리클레스는 자신의 삶이 강한 자의 삶이 아니라, 자신이 비천하다고 깔보았

던 자들의 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고, ‘치욕’이라는 부

끄러움에 빠지게 된다. 

그는 애초에 연설술을 ‘세련된’(asteias) 기술이라고 표현했고, 이 말의 

의미는 연설술이 ‘사내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도심에서 사람들을 사로잡을 

기술41)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르기아스가 실제 연설술을 펼쳐 보인 곳

은 칼리클레스의 집이었다. 반면, 도심 광장(agora)42)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의 집에 당도한 것은 칼리클레스가 한 구석에서 쑥덕대는 인생이라고 비

난한 소크라테스와 그 일행이었다. 칼리클레스의 부끄러움과 그로부터 귀

결되는 최종적인 결론은 왜 이런 역설적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

한 설명을 제시해 준다. 사익을 추구하고 대중에게 아첨하는 삶이 정의롭다

는 주장은 결국 ‘칼리클레스가 칼리클레스가 일치하지 않는 주장’이고, 이

에 기반을 둔 삶은 남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없는 부끄러운 삶일 뿐인 것이다. 

Ⅴ. 결론

소크라테스가 연설술을 ‘정치술의 모상’이라고 했을 때, 고르기아스와 

폴로스는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하지 못했다. 그리고 칼리클레스는 ‘자신을 

다스리는 것’, 절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만큼 소크라테스

가 말하려는 참된 정치술과 도덕적 삶에 대해 무지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

41) 각주8 참조 

42) 박규철이 지적하고 있듯이, 그 당시 아테네의 광장(agora)은 ‘정치적 명예를 획득하기 

위한’ 토론의 장(場)이었다. (박규철 20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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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대화상대자들 모두를 부끄러움으로 몰아간다. 부끄러움은 ‘무지하고 

부정한’ 연설가, 정치가와의 대화에서 야기될 수 있는 논박의 어려움을 해

결하고, 그들의 삶이 결국 최악의 삶이라는 것을 일깨우는데 필수적인 요소

였다. 이때 부끄러움의 성공적 역할수행은 상당부분 대화상대자의 진실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칼리클레스는 그의 영혼에 내재된 도덕의식에 솔직

하지 않았다. 소크라테스는 일관성을 핑계로 거짓을 말하는 그를 또 다른 

형태의 부끄러움인 ‘치욕’의 상황으로 밀어 넣는다. 그 방식은 그의 주장과 

삶 간의 모순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수치와 모욕을 주는 것

은 어쩌면 소크라테스 논박이 목표로 하는 영혼의 전환과는 다소 동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대화편 안에서 칼리클레스 뿐만 아니라, 다른 대화

자조차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혼의 전환을 겪는다는 근거도 찾기 어렵다.

그러나 소크라테스 혹은 저자 플라톤이 말을 거는 대상이 대화상대자뿐

만 아니라 독자들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러한 설정의 의도는 좀 

더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 ‘사적인 이익을 위한 삶은 부끄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삶이라면 죽음보다도 무가치하다’는 교훈이 독자들에게만큼은 

명확히 전달될 것이며, 올바른 삶에 위한 그들의 판단에 기여할 것이기 때

문이다. 한편 대화상대자들이 겪는 것은 그들의 삶에 대한 재인식(再認識)

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에서 글라우콘은 “실제로는 올바르지 못하면서 

올바른 듯이 보이는 것”43)은 불의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라고 말한다. 정

의와 불의에 대한 설득이면서, 아는 자보다 더 아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주는 기술과 이에 의지하는 삶은 결국 글라우콘이 말하는 가장 나쁜 삶의 

실제 모습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대화편은 소크라테스를 ‘고발

한’(endeiknuntai)44) 자들이 소크라테스 혹은 저자 플라톤에게 어떤 모습

으로 비춰졌고,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깨달아야 할 그 삶의 참모습이 무

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폴로스의 경우처럼 부끄러운 삶은 부끄러울 뿐이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정의로운 삶의 시작일 것이기 때문이다. 

43) �국가�, 361a
44) “[…] 연설가들은 저를 고발하고(endeiknunai) 체포할 태세였고, 여러분 또한 그리하

도록 촉구하며 고함을 질러댔지만[…]” �소크라테스의 변론�, 3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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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Shame in Plato’s Gorgias : 

Focusing on Callicles’ Shame

Cho, Kwang-Je

The orators and politicians in Plato’s Gorgias were not enlightened to 

possess virtue and engage in truthful politics as maintained by Socrates. It is 

shame (aischros) which leads them to become aware of morality and reflect 

upon their own lives. Making Gorgias and Polus admit moral 

presuppositions which are contradictory to their unjustifiable beliefs, 

aischros plays a pivotal role to bring Socrates’ refutation to an end. But 

Callicles, Socrates’ last interlocutor, intends to defend himself. He defines 

aischros as the ethos of the public and introduces natural justice (to tēs 

phuseōs dikaion), which gives traditional values the overthrow. An obvious 

failure in this dialogue, however, is Callicles, for Socrates makes him 

confess that his life is rather that of a public servant than that of the strong in 

nature; hence, Socrates drives Callicles into the greatest humiliation 

(atīmia). Callicles’ aischros illustrates the greater shame that a life deprived 

of wariness against injustice faces. Furthermore, Callicles provides a clue of 

for why the accusers in Apology led the worst lives. 

Keywords: Plato, shame, elenchos, virtue, rhetor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