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

플라톤의 국가 에서 선분 비유와 동굴 비유

강 성 훈*

【주제분류】서양고 철학

【주요어】선분, 동굴, 태양, 이  보기, 추론  사고(dianoia)
【요약문】 통  해석에 따르면, 선분 비유에서 선분의 네 부분과 동굴 비

유에서 수인이 거치게 되는 네 단계 사이에는 일 일 응의 계가 있다. 
이러한 통  해석은 몇 가지 요한 난 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난

들은 아직까지 충분하게 해결되지 못했고, 그 다고 해서 만족할 만한 

안  해석이 제시된 바도 없다. 통  해석의 난 을 해결하는 데 열쇠가 

되는 것은 태양 비유를 포함해서 세 비유가 모두 각각의 독자  목 과 

특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태양 비유는 좋음의 

형상을 태양에 비유하는 목 을 가지는 한편, 앎의 상과 믿음의 상이 

같은 것일 수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선분 비

유는 지성  앎(no sis)과 추론  사고(dianoia) 각각과 그들의 계를 해

명하는 목 을 가지는 한편, 상상(eikasia)이 일종의 이  보기라는 오해

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동굴 비유는 교육과 련한 문제

에서 확신(pistis)과 상상의 계를 해명하는 목 을 가지는 한편, 지성  

앎과 추론  사고의 궁극  상이 서로 다른 것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각 비유의 한계는, 소크라테스의 지시에 

따라서(517b), 세 비유를 모두 함께 모아서 고찰할 때 극복될 수 있다.

* 서울 학교 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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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를 답하는 과정에서 소크라테

스는 그 답의 요한 부분으로 태양, 선분, 동굴의 비유를 국가  
6-7권에서 제시한다. 소크라테스의 답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철학자

들이 좋음의 형상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좋음의 형상이 무엇인지

를 이야기해달라는 라우콘의 요청을 받고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그

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그 신 좋음의 형상을 닮은 

것으로서 태양에 해서 이야기한다. 태양이 가시 인 세계를 다스리면

서 우리로 하여  볼 수 있게 해 주듯이, 좋음의 형상이 가지 인 세계

를 다스리면서 우리로 하여  알 수 있게 해 다는 것이다 (507a 이

하, 태양 비유). 그러고 나서 그는 가시계와 가지계를 선분의 길이가 다

른 두 부분으로 표시한다. 여기에서 윗부분은 가지계에 해당하고 아랫

부분은 가시계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소크라테스는 각 부분을 다시 두 

개의 부분으로 나 어서, 선분은 네 개의 부분을 가지게 된다 (509d 이

하, 선분 비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철학자가 좋음의 형상을 알아

가게 되는 과정을 동굴 안에 갇  있던 수인이 동굴에서 나와서 종국

에는 태양을 볼 수 있게 되기까지의 여정에 비유한다. 동굴의 수인의 

여정은 강 네 단계로 나뉠 수 있다 (514a 이하, 동굴 비유).1)

통 인 해석에 따르면 선분 비유에서의 네 부분과 동굴 비유에

서의 네 단계 사이에는 서로 일 일 응의 계가 있다. 이러한 

통  해석은 20세기 반에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도 을 받았고, 
그 이후에  다양한 방식으로 옹호되었다. 하지만, 다양한 도 을 

야기한 원인이 되었던 통  해석에서의 난 들이 이를 옹호하고자 

하는 시도들에 의해서 충분히 극복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한 형태의 통  해석을 옹호하고자 한다. 우

리는 선분의 네 부분과 동굴의 네 단계가 서로 어떤 방식으로 일

일 응을 이루고 있는지를 정확히 악하는 경우에만 라톤이 앎

 1) 논문의 말미의 표 1, 표 2, 표 3을 참조하라. 이 표들을 계속 염두

에 두는 것이 다소 복잡한 앞으로의 논의를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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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t m )과 믿음(doxa)을 어떻게 나 고 있으며 각각을 어떻게 설

명하는지를 온 히 이해할 수 있다. 통  해석은 소크라테스가 인

지  상태를 넷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네 종류의 인지

 상태 구분은 뭔가 정 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가 

있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다. 사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믿음에 

어떠한 정  가치도 부여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비 응  해석을 

제안하려는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통된 동기로 보인다. 그

러나 어느 정도의 정  가치를 가지는 믿음의 상태가 있을 수 있

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라톤의 인식론과 형이상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단히 요할 뿐 아니라, 그의 덕(aret ) 이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요한 함축을 가진다.2)

지면의 제약으로 본 논문에서의 논의는 선분 비유와 동굴 비유 사

이에 일 일 응이 있는지 그 지 않은지 여부와 련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국한될 것이다. 1장에서는 통 인 해석이 가지고 있는 주요 

난 들을 논의하고, 2장에서는 안  해석들을 살펴보고 나서 왜 이

들이 소크라테스의 진의를 달하지 못하는지를 보일 것이다. 3장과 

4장에서는 통  해석의 난 들에 해서 필자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필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의 핵심은 태양의 비유를 포

함한 세 가지 비유가 각각 독자 인 목 을 가지고 있으며, 한 각

기 특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

문에 소크라테스가 세 가지의 비유를 모두 필요로 했던 것이다.

I.

통 인 해석의 난 을 논의하기 에 먼  선분 비유와 동굴 비

유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선분의 가장 아랫부분(L1)에는 동식물이나 

 2) 본 논문에서는 논의할 수 없지만, 이것은 철학자의 덕과 일반 으

로 덕이 있는 사람의 덕을 구별하는 근거를 마련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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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물 등의 그림자들이나 (물 따 에 비췬) 상들이 놓여진다. 바로 

그 윗부분(L2)에는 이러한 모상들의 원물, 즉 동식물이나 인공물들이 

놓여진다. 이 두 부분이 선분의 아래 부분, 즉 가시계에 해당하는 선

분을 구성한다. 선분의  부분, 즉 가지계에 해당하는 선분을 구성하

는 두 부분은 보다 복잡하다. 에서 두 번째 부분(L3)에서 혼은 가

정(hupothesis)들에 기 해서 탐구를 한다. 여기에서 혼은 가시 인 

모상들을 사용하지만, 혼의 생각은 모상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들의 원본들을 향하고 있다. 제일 윗부분(L4)에서 혼은 형상들 자체

만을 사용하면서 무가정 (anupotheton)인 제일 원리를 향해 나아간

다. 이 네 부분은 네 개의 혼의 상태에 상응하는데, 이들은 각각 상

상(eikasia), 확신(pistis), 추론  사고(dianoia), 지성  앎(no sis)3)이

다. 이제 동굴의 비유를 보자. 동굴 안에는 동굴 밖의 동물들을 본뜬 

인형들이 있다. 동굴 안의 불에 의해서 이 인형들의 그림자가 동굴 

벽에 비춰진다. 동굴 안에 있는 수인들은 목과 다리가 묶여서 인형들

의 그림자밖에 보지 못한다(C1). 수인들  하나가 풀려나서 몸을 돌

려 인형들과 불을 본다(C2). 그 다음에 그는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되

지만, 처음에는 이 부셔서 사물들을 직  보지 못하고 그들의 그림

자나 물에 비췬 상들만을 볼 수 있다(C3). 빛에 익숙해진 다음 그

는 진짜 사물들을 볼 수 있게 되고, 종국에는 태양도 보게 된다(C4).
통 인 해석의 첫 번째 난 은 L1을 C1에 응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선분과 동굴 사이에 일 일 응이 있으려면, 일단 선분의 

제일 아래에 해당하는 상상(L1)이 동굴 비유의 첫 단계인 수인이 인

형의 그림자들을 보는 상태(C1)에 상응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소크

라테스가 이러한 상태의 동굴의 수인들이 “우리와 같은” 상태에 있

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란 특별히 이상한 상태에 처해있

 3) 소크라테스는 이들을 일종의 문용어와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박종 (2005)에서 채택되고 있는 번역어들을 

따르되, 이들이 문용어처럼 사용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굵은 

씨로 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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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이 아니라 최소한 보통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일 텐데, 보통 

사람들은 부분의 상황에서 동식물과 인공물들의 그림자나 상을 

보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동식물이나 인공물들을 보고 지낸다. 
따라서 상상이 선분의 제일 아랫부분(L1)에 있는 그림자와 모상들을 

보는 상태라면, 보통 사람들은 부분의 상황에서 상상의 상태에 있

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L1과 C1의 불일치는 단순히 보통 사람들이 

부분의 상황에서 동식물 등을 직  보고 동굴의 수인은 부분의 

시간 동안 인형의 그림자들을 본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수인들

은 목과 발이 묶여 있어서 인형을 보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으며, 인

형의 그림자들이 유일한 실재라고 생각한다. 이에 비해서, 동물의 그

림자를 보면서 자기가 보는 그림자가 유일한 실재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상상이 동물의 그림자를 보는 상

태라고 한다면, 이 에 있어서도 상상(L1)은 동굴 속 수인의 첫 번째 

상태(L1)보다 훨씬 나은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난 이 L2와 C2의 상응과 련해서도 발생한다. 수인이 족

쇄에서 풀려서 인형들을 보게 되면, 그는 이 부셔서 고통스러워하

게 된다. 그런데 보통의 상황에서는 구도 L2에 있는 동식물과 인

공물 등을 보면서 이 부셔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A. 
S. 퍼거슨이 지 하듯이, 풀려난 수인이 을 부셔 하는 상태는 소크

라테스가 확신이라고 부르는 혼의 상태와 잘 어울리지 않아 보인

다.4) L2에 상응하는 확신(pistis)의 상태는 안정성과 자신감을 함축하

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셔 괴로워하는 수인은 자신이 보는 것에

서 무슨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

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L3과 C3의 상응과 련해서도 요한 난 이 있다. 일 일 응 

해석의 기본 인 제는 선분이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동굴 비유도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도 동굴 

비유와 련해서 보자면 이 네 단계는 기본 으로, 인형의 그림자들, 

 4) Ferguson (1921),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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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들, 실물의 상들, 실물들이라는 수인이 보는 상들에 근거해

서 분류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네 종류의 

서로 다른 실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5)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국가 편 어디에서도 네 종류의 실재를 

언 하지 않는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가  5권에서 그는 두 종류

의 실재, 즉 앎의 상과 믿음의 상을 구별한다(476c 이하). 국가  
10권에서는 세 종류의 실재를 언 하는데(596a 이하),6) 이는 쉽게 두 

종류의 실재로 환원될 수 있다. 여기에서 그는 단지 믿음의 상을 

두 가지로 더 세분하고 있을 따름이며 이들은 략 선분에서 L1과 

L2에 속하는 상들(가시  상들과 그들의 상들)과 일치한다. 
어쩌면 이것이 특별한 문젯거리가 아닌 것으로 생각될지도 모르겠

다. 믿음의 상을 둘로 나  수 있다면, 앎의 상도 둘로 나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7) 혹은 아  믿음의 상을 셋으로 나  

 5) 하지만 필자는 본 논문의 후반부에서 소크라테스가 국가 에서 

네 종류의 실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할 것이며, 

이것은 본 논문의 핵심 인 주장  하나가 될 것이다.

 6) 소크라테스가 들고 있는 는 침 의 형상, 침 , 침 의 상이다. 

 7) 통 인 해석을 옹호하는 이들 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생

각을 가졌다. (Conford (1932), 38, Ross (1953), 64-5 등은 두 종

류의 형상들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가장 표 인 경우는 형상도 

아니고 감각  상도 아닌 간 인 것으로 “수학  상”을 도

입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 스는 형이상학  1.987b15-18에서 

라톤이 감각 상과 형상들 사이의 것으로 수학 인 상을 설정하

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아리스토텔 스가 이야기하는 수학  상

이 바로 선분 비유에서 추론  사고의 상이라는 것이다. Adam 

(1902), vol. 2, 156-163; Hardie (1936), 49-65; 박종  (2005), 441, 

주 88; 양문흠 (1999), 31-35; (2000), 77-78; (2005), 303 등을 보

라. 양문흠 (1999), 31에서 지 되고 있듯이 오늘날 학자들 사이에

서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소수 인 것으로 보이지

만, 여 히 으로는 추론  사고의 상이 수학  상들이

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필자는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

지 않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문제를 본 논문에서 본격 으로 다룰 

수는 없다. 필자가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의 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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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8) 더 나아가서 설사 여기에 어떤 문

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가 비단 일 일 응 해석에 국한

된 문젯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어  되었든 선분은 네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동굴 비유만이 아니라 선분 

비유도 네 종류의 서로 다른 실재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굴 속의 인형의 그림자(C1), 인형(C2), 동굴 밖의 실

물들(C4)은 각각 동식물과 인공물들의 상들(L1), 동식물과 인공물

들(L2), 변증술에 의해서 탐구되는 형상들(L4)에 상응한다. 그러면 

이제 단지 어떤 종류의 상들이 L3에 속하는지만 찾으면 된다고 생

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L3에 해당하는 상들을 찾기가 단히 어렵다는 

것이다.9) 그리고 그 어려움은 선분 비유와 동굴 비유의 일 일 응

본 논문의 논의 과정에서도 간 으로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이기

는 하지만,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 추가 인 이유를 이야

기해 본다. 추론  사고의 상이 수학  상이라는 생각은 추

론  사고가 수학에 국한된다는 것을 제하며, 실제로 그 게 보

이는 구 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컨  511b1-2). 하지만 국

가  체의 기획에 비추어 볼 때, 추론  사고의 표  가 수

학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추론  사고가 수학에 국한

된다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의(正義)와 련한 문

제에서도 추론  사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으

로 보이는데 (소크라테스 자신이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

한다), 수학이 정의와 련한 문제를 직 으로 다루는 것은 아

닌 것이다. 필자와 비슷한 생각이 Dorter (2006), 195-6에도 개진

되어 있다. (필자의 견해가 좋음의 형상이 궁극 인 의미에서 수

학 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도 양립가능하다는 을 부연해 

둔다. 이 경우 정의(正義)와 련해서도 수학 인 종류의 설명이 

가능할 여지가 있지만, 그 다고 해도 정의에 한 논의가 곧바로 

일종의 수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8) 크리스토퍼 리 의 생각이 이런 방식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eve (1988), ch. 2.

 9) Notopoulos (1936), Brentlinger (1963), N. Cooper (1966), Tanner 

(1970) 등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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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견지하고자 할 때 더욱 증폭된다. C3에 등장하는 상들(동굴 밖

의 실제 사물들의 그림자와 상들)은 C4에 등장하는 상들(동굴 

밖의 실제 사물들)의 상들이다. 따라서 일 일 응의 해석을 견지

하고자 한다면, L3에 속하는 상들은 L4에 속하는 상들의 상들

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실 L3의 논의에서 상에 한 

언 이 있기도 하다. L3에서 혼은 L2에 있는 것들을 상으로 사

용한다고 이야기되는 것이다(510b).10) 하지만, 만약 L3에서 혼이 

사용하는 것들이 C3에서 동굴 밖에 있는 실물들의 그림자와 상들

에 상응하는 것이라면, 그로부터 동굴 안의 인형들과 동굴 밖의 상

들이 같은 것들, 혹은 어도 같은 종류의 것들이라는 결론이 따라 

나올 것이다. 일 일 응의 해석에서는 이 이야기가 확신의 상과 

추론  사고의 상이 같은 종류의 것들이라는 것을 함축하게 된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이런 귀결을 받아들 으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

다.11) 이것은 선분 비유와 동굴 비유 각각에서 가장 요한 구별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다. 선분 비유에서 선분의  부분과 선분의 아

래 부분의 구분은 각 선분 내에서의 세부  부분들의 구분보다 더 

근본 인 것이고, 동굴 비유에서도 심 인 비는 동굴 안의 세계

와 동굴 밖의 세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통  해석의 노선을 따르는 해석이 성공 이기 해서는 이러한 표

10) ‘수학 인 상’을 L3의 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학 인 

상이 형상의 상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동굴 밖의 실물과 그들의 

상 사이의 계가 형상들과 수학 인 상 사이의 계와 상응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선분비유와 동굴 비유를 일

일 응시키면서 소크라테스가 의도한 것이 수학  상이 형상의 

상이라는 것이었다면, 선분비유에서 이에 한 언 은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L2의 상들이 L3에서 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형상이 아닌 수학  상이 국가

에 등장한다고 주장하는 이들 에서 이 문제를 의식하고 있어 보

이는 로는 Burnyeat (1987), 227-232를 볼 수 있다.

11) 몇몇의 학자들은 이러한 이상스러운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컨 , Bedu-Addo (1979); Smith (1996)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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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난 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선분의 각 부분들과 동

굴 비유의 각 단계들이 서로 상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

러한 작업은 주로 3장과 4장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이에 앞서서 통  

해석에 한 안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먼  살펴보기로 하자. 

Ⅱ. 

우선 선분이 네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굴 비유가 

충 네 단계로 나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부터 지

해 두자. 리차드 로빈슨 같은 이는 “수인이 갇 있는 상태에서 태

양을 보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둘이나 열이 아니라 특별히 세 가지의 

변화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잠시 동안 머무르게 되는 

다양한 상태는 셋이나 다른 어떤 수가 아니라 특별히 네 단계인 것이 

아니다”12)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상당한 과장이다. 동굴 비유가 하

나의 연속 인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한 원한다면 

이 과정을 네 단계 이상으로 나 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것은 이 과정 에 과도기  단계들도 있고 하나의 단계 내에 하부 

단계들도 있기 때문일 따름이고, 족쇄에서 풀려나기, 동굴 밖으로 나

오기, 실제 사물들을 볼 수 있게 되기라는 세 가지의 결정 인 변화

가 체 과정 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13)

12) Robinson (1953), 182.

13) 이 세 가지의 결정 인 변화 외에도 요한 변화들이 있는데, 동

굴 안에서 불을 볼 수 있게 되는 것과 동굴 밖에서 태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특히 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이 동굴 비유 내에서의 독립 인 단계를 만들어낼 만큼 결정 인 

변화들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실 동굴 밖에서 태양을 보게 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선분 비유에서 좋음의 형상을 악하는 것과 

응한다고 하겠는데, 좋음의 형상을 악하는 것은 선분 비유에

서 선분의 독립 인 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L4에 포함

되어 있다. 동굴 안에서 불을 보는 것은 어떤가? 소크라테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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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통 인 해석을 반 하는 부분의 학자들도 동굴의 비유가 

네 단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안  

해석들이 있지만, 이들을 강 두 부류로 나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첫째 부류는 선분과 동굴 사이에 략 인 상응 계가 존재한다

는 것까지는 인정을 한다. 이들은 단지 선분의 네 부분과 동굴의 네 

단계 사이에 일 일 응이 있다는 것만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들은 

1장에서 이야기된 이러 러한 난 들을 지 하고서 선분의 부분들과 

동굴의 단계들 사이의 계를 정확한 일 일 응이 아닌 다른 방식

으로 제시한다.14) 이러한 에서 본다면, 이들이 일 일 응을 부

정하는 것은 단지 이들이 통  해석의 틀 안에서 앞에서 논의했던 

난 들이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그리고 그 다면, 이러한 난 들의 해결책이 그 자체로 

이미 이들에 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부류의 안  해석들은 선분과 동굴의 상응 계 자체를 

부정한다. 이들은 통  해석의 핵심 제라고 할 수 있는, 동굴 안

의 세계가 믿음(doxa)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선분의 아래 

부분도 믿음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이들에 따르

면, 믿음이 앎과 비되는 것처럼 선분의 아래 부분도 선분의  부

분과 비되는 것이 아니다. 선분의 아래 부분은 선분의  부분을 

단지 시하고(illustrate) 있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택

하는 학자들이 상 으로 그 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통  해석

에 보다 강하게 반 하는 이들의 해석을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통

동굴 안에서 인형들을 보는 것과 불을 보는 것의 묘사를 상당히 

비슷하게 한다(515c-e). 양 경우에 모두 풀려난 수인은 이 부셔

서 고통스러워하고, 그가 이 에 보았던 것, 즉 인형의 그림자들

이 더 진실 되고 명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양자는 모두 

“[수인들 ] 군가가 풀려나서 갑자기 목을 돌리고 걸어가 그 

불빛 쪽으로 쳐다보도록”(515c6-8) 강요당하는 단일한 변화의 결

과들로 묘사되고 있기도 하다. 

14) 를 들어, Murphy (1951), ch. 8; N. Cooper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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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의 보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에서 본 장에서는 이들의 

해석을 어느 정도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일련의 단히 향력 있는 논문들을 통해서 퍼거슨은 두 번째 종

류의 안  해석  가장 극단 인 형태의 해석을 제시하 다.15) 
그는 소크라테스가 선분의  부분과 아래 부분을 각각 가시계의 부

분과 가지계의 부분이라고 부르지, 믿음의 세계의 부분과 앎의 세계

의 부분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을 지 한다. 가시계와 가지계의 

구별은 태양 비유로부터 넘겨져 온 것이다. 그곳에서 소크라테스는 

태양이 가시계에 해서 가지는 계가 좋음의 형상이 가지계에 

해서 가지는 계와 같다고 이야기했다(508b). 그리고 선분 비유는 

태양과 좋음의 형상의 유사성에 해 설명하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도입된 것이다(509c). 이에 근거해서 퍼거슨은 상상과 확신(선분의 

아래 부분들)이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형이상학  요성을 가지지 

않고 단순히 추론  사고와 지성  앎(선분의  부분들)을 “상징화

(symbolize)”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확신은 지 까지 단지 모상을 통해서 간 으로만 보았던 상들

을 직  보는 것”이고, 상상은 “모상을 통해서 원본을 읽어내는 것”
이다.16) 그 다면 이와 유비 으로 지성  앎은 가지 인 것들, 즉 

형상들을 직  악하는 것이고, 추론  사고는 가지 인 것들을 그

들의 모상을 사용해서 탐구하는 것이 된다. 퍼거슨은 “원본들을 모상

들을 통해서만 보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추론  사

고는 가정의 한계 내에 머무르는 데 만족한다”고 주장한다. 퍼거슨의 

해석에서, 선분의 아래 부분에 있는 모상들과 원본들(L1과 L2)은 동

굴 밖에 있는 모상들과 원본들(C3과 C4)과 정확하게 같은 역할, 즉 

추론  사고와 지성  앎의 차이를 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그의 해석에서는, 선분과 동굴 사이에 응 계가 있다면 그것은 오

히려 선분의 아래 부분과 동굴 밖의 세계 사이의 응이다. 통  

15) Ferguson (1921); (1922); (1934).

16) Ferguson (19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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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서처럼 선분의 아래 부분과 동굴 안의 세계, 선분의  부분과 

동굴 밖의 세계 사이의 응이 아니라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텍스트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동굴 비

유를 제시하고 나서 소크라테스는 “이 체 비유를 앞서 언 된 것

들[태양비유와 선분비유]에다 용시켜야만 하네. 시각을 통해서 드

러나는 곳을 감옥의 거처에, 감옥 속의 불빛을 태양의 힘에 닮게 만

듦으로써(aphomoiounta) 말일세”(517a8-b3)고 이야기한다. 퍼거슨은 

이 구 을 태양 빛에 의해서 유지되는 가시 인 세계를 비참한 장소

인 감옥과 비교하고 비시키라는 이야기라고 해석한다.17) 하지만 소

크라테스가 사용하는 “닮게 만든다”는 뜻의 그리스 단어 aphomoioun
은 “비교하고 비시킨다”는 뜻을 가질 수 없다. 퍼거슨은 인용된 구

에서 ‘시각을 통해서 드러나는 곳’이 동굴 밖의 세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여기가 선분의 아래 부분에 상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해석을 견지하기 해서 이 게 단어의 의미를 왜곡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의 해석이 이러한 단어의 왜곡을 필요로 한

다는 것은 ‘시각을 통해서 드러나는 곳’이 동굴 밖의 세계를 지칭하

지 않는다는 증거가 된다고 하겠다. 자연스러운 독법에 따르면, 인용

된 구 이 의미하는 바는 시각을 통해서 드러나는 곳이 동굴 속의 

세계와 상응한다는 것이며, 이곳이 선분의 아래 부분, 그리고 태양 

비유에서 가시계를 지칭하는 것이다. 
바로 다음 구 에서 소크라테스는 “ 로 오름(anabasis)과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의 구경을 가지계로의 혼의 등정(anodos)으로 간주한다면, 
자네는 내 기 에 한 셈이 될 걸세”(517b4-6)라고 이야기한다. 여

기에서 로 오름은 동굴 안에서 동굴 밖으로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

이며, 이에 해서는 퍼거슨도 동의한다. 그 다면, 가지계로의 혼의 

등정은 선분 비유와 련되어 있을 것이며, 이것은 가시계에서 가지계

로의 등정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퍼거슨은 이러한 당연한 

함축을 부정한다. 사실 그의 해석에서처럼 가시계가 단순히 가지계를 

17) Ferguson (1921),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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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화”할 따름이라면, 가시계로부터 가지계로의 등정이란 아무런 의

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가지계로의 등정이 가시계로부터가 

아니라면, 도 체 어디서부터일까? 퍼거슨은 이것이 정치  삶, philotimia 
(명  사랑)의 삶으로부터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그의 해

석에 따르면 동굴 안의 삶이 상징화하는 것이다.18) 하지만 그 다면, 
소크라테스는 인용된 구 에서 그가 동굴 비유와 태양 / 선분 비유를 

비교하고 있다고 명시 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퍼거슨의 

해석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게 된다. 
퍼거슨의 해석에서 조차도 태양 / 선분 비유에는 정치  삶에 해당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선분의 비유의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이야기하는(533e-534a) 

7권의 끝부분에는 퍼거슨의 해석에 결정 인 반  증거가 등장한다. 여

기에서 소크라테스는 상상과 확신을 묶어서 믿음(doxa)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퍼거슨의 해석과 직 으로 모순되지만, 퍼거슨은 어떻게 해서 

선분의 아래 부분이 묶여서 믿음이라고 불릴 수 있는지에 해서 설명하

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가 533e-534a에 해서 논의할 때는 이러

한 사실을 아  언 조차 하지 않고, 그  “말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회피해 버리는 것이다.19) 
콜린 스트랭이 보다 최근에 기본 으로는 퍼거슨과 같은 해석의 

노선을 따르면서 이러한 문제 들을 보완하는 해석을 시도하 다.20) 
퍼거슨과 마찬가지로 스트랭은 선분의 아래 부분과 동굴 밖의 세계

가 상응 계에 있으며, 이들 모두가 선분의  부분인 가지  세계에 

한 유비가 된다고 주장한다. 동굴 안의 세계에 해서는, 퍼거슨은 

이것이 정치  삶의 유비라고 주장하는 데 비해, 스트랭은 이것이 믿

음의 세계에 한 유비라고 주장한다. 스트랭에 따르면 모두 네 종류

18) Ferguson (1922), 17-21. 따라서 퍼거슨에게 있어서는 동굴 속의 세

계도 믿음(doxa)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의 해석에 따르

면, 동굴 비유는 정치  삶과 철학  삶을 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19) Ferguson (1922), 27.

20) Strang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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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계가 문제되고 있는데, 동굴 밖의 세계(가시계)와 가지  세계

는 선분에서 표 되고, 동굴 안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는 선분에서 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네 세계 각각에 두 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합해서 여덟 개의 서로 다른 상태가 있을 수 있게 

된다. 스트랭은 이 여덟 단계를 각각 S1부터 S8이라고 부른다.21) 
이런 구분을 기본으로 해서 스트랭은 소크라테스가 517b에서 한 

이야기에 한 해석을 시도한다. 그는 우선 유비  닮음과 원본 / 모

상의 닮음을 구별하며, 양자가 학자들이나 라톤 자신에 의해서 항

상 명확하게 구별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스트랭은 동굴 속의 

세계와 가시계(동굴 밖의 세계)의 닮음은 원본 / 모상의 닮음이고, ‘
로 오름(anabasis)’과 ‘ 혼의 가지계로의 등정(anodos)’의 닮음은 유

비  닮음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해석은 어도 이 부분에 한 퍼

거슨 해석의 문제 은 피해갈 수 있다. 퍼거슨과 마찬가지로 스트랭

도 “시각을 통해 드러나는 부분을 감옥의 거처에 닮게 만들”라는 소

크라테스의 언명이 선분의 아래 부분과 동굴 안의 세계를 응시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스트랭은 퍼거슨처럼 “닮
게 만든다”는 말을 왜곡시킬 필요는 없다. 세 비유 모두에서의 가시

인 세계가 동굴 비유에서 동굴 속의 세계와 원본 / 모상의 닮음 

계를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계는 믿음의 세계와 앎의 세계 사

이의 계와 유비  닮음의 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동굴 안에서 

동굴 밖으로의 오름(anabasis)은 믿음의 세계에서 가지 인 세계로의 

등정(anodos)과 유비  닮음의 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533e 이하에서 상상과 확신을 합쳐서 믿음이

라고 부르는 것은 스트랭의 해석에서도 여 히 문젯거리가 된다. 스

트랭은 이 부분에 해서 “ 라톤의 오도(Plato’s misdirections)”라는 

21) S1과 S2는 동굴 안의 세계에 상응한다. S3과 S4는 동굴 밖의 세

계에 상응하며, 이들은 선분의 아래 부분에 표시되어 있다. S5와 

S6은 믿음의 세계에 상응한다. S7과 S8은 가지  세계에 상응하

며, 이들은 선분의  부분에 표시되어 있다. 본 논문 말미의 표 

3에 등장하는 여덟 항목이 스트랭의 여덟 단계와 충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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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의 에서 다소 상세하게 논의한다.22) 그는 이 부분에서는 선분

의 아래 부분이 명백하게 믿음(doxa)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

한다. 이 부분에 와서 선분의 아래 부분이 가시계(S1＋S2)에서 믿음

의 세계(S5＋S6)로 치되었다는 것이다. 534a에서 소크라테스는 각 

인지  상태의 상들의 비율과 믿음의 세계와 가지계를 각각 둘로 

나 는 것에 한 논의는 무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

고 한다. 스트랭은 소크라테스가 여기에서 믿음의 세계를 둘로 나

기를 주 하는 것이 선분의 아래 부분의 지 가 변화했다는 증거라

고 주장한다. 만약에 534a에서 선분의 아래 부분이 소크라테스가 선

분 비유를 도입한 509-510에서와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면, 믿음

의 세계를 나 는 것이 무 오래 걸린다고 하는 신에 단순히 선

분의 비유를 도입했던 509-510에서 그에 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스트랭은 이러한 치의 이유를 다음과 같

이 설명한다. 동굴 비유를 도입하고 나서 소크라테스는 믿음에 한 

이야기 거리가 많이 있었는데, 앎의 역에 한 논의를 해서 설정

된 선분 비유에는 이에 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제 533e 이하에서 믿음과 (추론  사고를 포함하는) 지성

 앎을 비시킬 필요가 생기자 소크라테스는 가시계를 믿음의 세

계로 치시키고, 상상과 확신이라는, 가시계에 용되었던 이름들을 

빌려서 새로운 주제인 믿음의 세계에 용시킨다는 것이다.    
필자도 태양 비유와 533e이하 사이의 어딘가에서 소크라테스가 가

시계를 믿음의 세계로 치할 필요가 있었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사

실 태양 비유에서 가시계는 믿음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하기 어려운 이 있다. 실제로 스트랭이 네 개의 세계를 끌어들여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의 강의 형태가 이미 태양 비유에 등장한다. 
밤의 어스름 속에서 보기와 낮의 빛 속에서 보기, 어둠과 섞이고 생

성하고 소멸하는 것에 주목함과 진리와 있음이 비추는 곳에 주목함 

등의 계(508c-d)는 스트랭의 S1＋S2(동굴 안의 세계)와 S3＋S4(동

22) Strang (1986), 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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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밖의 세계＝선분에서 가시계), S5＋S6(믿음의 세계)와 S7＋S8(가
지계) 등의 계와 략 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가시

계에서 믿음의 세계로의 치가 533e이하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다

는 스트랭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치의 과정은 선분 비유가 

도입되면서부터 곧바로 시작된다. 태양 비유에 부여된 주된 역할이 

좋음의 형상을 태양과 비교하는 것이라는 것은 구나 동의하는 바

이다. 태양이 가시계를 다스리고 우리로 하여  보게 해 주듯이 좋음

의 형상은 가지계를 다스리고 우리로 하여  알게 해 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소크라테스는 믿음과 앎의 계에 해서도 뭔

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태양 비유 도 에 양자의 

계를 어스름 속에서 보기와 낮의 빛 속에서 보기의 계와 비교하니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태양 비유 속의 이 하부 비유가, 믿음의 상

과 앎의 상이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가 밤의 어스름 속에서와 낮의 빛 속에서 반드시 서로 

다른 상을 보는 것은 아닌 것이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국가  5
권 466e-480a에서 단히 공을 들여 논증했듯이, 앎(epist m )의 

상과 믿음(doxa)의 상은 같을 수 없다. 
태양 비유의 틀 내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인상을 피할 길이 없으므

로, 이것을 교정하기 해서 소크라테스는 뭔가 새로운 비유를 찾을 

필요가 있었다. 아마도 이러한 교정은 동굴 비유만으로도 가능했을 

것이다. 동굴 안과 동굴 밖에서 같은 상을 볼 수는 없으니 말이

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믿음과 앎을 다시 각각 둘로 세분하기도 원

했던 것으로 보인다.23) 사실 이것이 애 에 소크라테스가 태양 비유

23) 소크라테스가 이러기를 원한 이유에 해서 여기에서 충분히 논의

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만을 간단히 언 하기로 하겠다. 우선, 4장

에서 논의하겠지만, 이러한 분류법은 믿음의 역 내에 상당히 신

뢰가능하고 안정 인 인지  상태의 여지를 만들어 다. 그리고 

이것은 철학자의 덕이 아닌 인 덕의 가능성을 한 형이상

학 , 인식론  근거를 제공해 다. 더 나아가서, 좁은 의미에서의 

믿음(상상)과 좁은 의미에서의 앎(지성  앎) 사이에 두 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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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충할 새로운 비유를 필요로 했던 주된 이유  하나이다. 소크

라테스는 이미 5권에서 믿음과 앎의 계에 해서는 논의를 했다. 
믿음과 앎 각각을 더 세분하기를 원하지 않았더라면 여기에서 믿음

과 앎에 한 이야기를 다시 꺼낼 특별한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혹

은 설사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5권에서의 논의를 언

하고 말면 안 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동굴 

비유를 도입하기 에 믿음과 앎을 세분할 필요가 있었다. 다음 장에

서 보게 되겠지만, 동굴 비유만 가지고는 이런 세분의 작업이 충분히 

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새로운 

비유인 선분 비유를 도입하는 것이다. 
선분 비유에서 그는 선분의 아래 부분(가시계 부분)이 믿음만을 나

타내도록 하고, 선분의  부분(가지계 부분)은 앎만을 나타내도록 

한다. 이와 비해서 태양 비유에서는 가지계가 믿음의 세계도 포

하도록 되어 있었다. (앎에 유비된) 낮의 빛 속에서 보기만이 아니라 

(믿음에 유비된) 밤의 어스름 속에서 보기도 (가지계에 유비된) 가시

계에 포함되어 있는 한에서 말이다. 따라서 선분 비유를 시작하면서 

소크라테스는, 태양 비유에 등장하는 방식으로의 가시계를 믿음의 세

계로 치할 뿐만 아니라, 태양 비유에 등장하는 방식으로의 가지계, 

간 인 상태를 도입함으로 해서, 군가가 어떻게 믿음만을 가지

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해서 앎을 가지게 되는지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다. 믿음과 앎의 상이 같을 수 없다는 국가  5권
에서의 주장이 믿음으로부터 앎으로의 환을 문젯거리로 만든다

는 생각이 있어 왔다. 이런 생각의 한 가지 요한 근거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한 가지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환이 가능하기 

해서는 두 상태 사이에 모종의 공통  요소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  5권에서 구분된 방식으로는 앎과 믿음이 어떠한 

공통  요소도 가지고 있지 않아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네 

개의 상태를 통해서는 환이 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상

상과 확신은 동일한 상과 상 하는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양자 

모두 믿음(doxa)에 속해 있다. 추론  사고는 확신의 상을 모상

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3장에서 논의하겠지만, 추론  사고와 지

성  앎은 같은 상을 향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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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포 인 의미에서의 가지계를 엄격한 의미에서의 가지계, 즉 앎

의 세계로 치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치를 하고서도 소크라

테스는 믿음의 세계를 나타내는 선분의 아래 부분의 이름으로 태양 

비유에서 사용하던 “가시계”라는 이름을 그 로 사용하고, 실제로 거

기에서 가시 인 것들(그림자, 동물 등등)만을 언 한다. 하지만 이것

이 특별히 부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라톤에 있어서 가시

인 것과 믿음의 상 사이에는 항상 한 련이 있어왔고, 어 거

나 가시계는 믿음의 세계의 일부분이기도 한 것이다.24) 더군다나 가

시 인 세계의 경우에는 이것을 두 부류로 나  자연스럽고 쉬운 방

식이 존재한다. 즉, 물리 인 상들과 그들의 상으로 말이다. 하지

만 믿음의 세계 일반을 은유를 사용하지 않고서 두 부류로 나 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를 들어, 정의(justice)와 련한 믿음의 두 

종류의 상을 ‘정의의 그림자들’과 ‘이 그림자들의 원본들’(517d) 따

의 은유를 사용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일단 시작은 가시계를 둘로 나 는 것으로부터 하고서 그 구분의 원

리를 믿음의 세계 일반을 둘로 나 는 것에 용시키는 것이 자연스

러운 방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택한 방식

이다. 그는 509d에서 가시 인 것만을 언 하면서 선분 비유를 시작

하고 가시 인 것과 련한 혼의 상태 둘을 각각 상상과 확신이라

고 부른다. 그는 533e이하에서 선분 비유를 다시 요약할 때까지는 

이 둘을 명시 으로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하지만 맨 처음부터 

이들은 (가시 인 것들을 표 인 로 포함하고 있는) 믿음의 상 

일반과 련한 상태들로 의도되었던 것이다. 

24) 이러한 주장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

나,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룰 수는 없다. 설사 가시  

세계가 믿음의 세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 논문의 

논지와 련해서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경우는 가

시  세계가 순 히 믿음의 세계의 유비라고 하면 그만이다. 결

국 문제는 가시  세계가 믿음의 세계의 유비냐 믿음의 세계의 

표 인 이냐의 선택일 따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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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왜 소크라테스가 534a에서 각 인지  상태의 상들 사이의 

비율과 믿음의 세계와 가지  세계 각각을 둘로 나 는 것에 한 논

의가 무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한 부분 인 설명을 제공

해 다. 가시계를 둘로 나 는 원리를 믿음의 세계를 둘로 나 는 

원리로 용하기 해서는 분명 모종의 복잡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왜 어떤 것이 컨  정의의 그림자가 되는지, 어떤 방

식으로 여기에 분할의 원리가 용되는지, 더 나아가 그 분할의 원리

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등에 해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스트

랭이 가시계를 믿음의 세계로 치시키는 것이 선분 아래 부분의 분

할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생각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옳은 것이다. 
하지만 만약 선분의 아래 부분이 534a에서도 여 히 가시계를 나

타냈다면 소크라테스가 단순히 509d-511e에서 인지  상태의 상들 

사이의 비율과 믿음의 세계와 가지  세계 각각을 둘로 나 는 것에 

한 이야기를 했다고 지 하는 것으로 논의를 끝낼 수 있었으리라

는 스트랭의 주장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물론 509d-511e에서 소

크라테스가 가시계에 해당하는 선분과 가지계에 해당하는 선분의 분

할과 그 선분의 부분들의 비율에 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 인지  상태의 상들의 비율이 아니라 인지  

상태 자체들의 비율일 가능성이 높다. 소크라테스는 533e 이하의 논

의에서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는 자에 한 논의는 그

냥 넘어가자고 하지만, 후자에 해서는 명시 으로 (상상: 추론  

사고)＝(확신: 앎)＝(믿음: 지성  앎)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25) 
선분의  부분을 둘로 나 는 것과 련해서는, 소크라테스는 선분 

비유를 논의한 509d-511e에서 이것을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상에 

근거해서 나 지 않고 서로 다른 두 가지 탐구방법에 근거해서 나

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지  상태의 상들의 비율

25) 533e 이하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지성  앎(no sis)을 말을 바꾸어 

‘앎(epist m )’이라고 부르고, ‘지성  앎’이라는 말은 선분의  

부분 체에 용한다. 표 3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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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가시  세계와 가지  세계의 분할과 련해서, 534a에서 소크

라테스가 509d-511e부분에서 이미 이야기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동식물과 그들의 상들의 구분을 제외하면,  없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가시 인 부분은 두 종류의 상에 근거해서 나 지

만 가지 인 부분은 탐구의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에 기 해서 두 

부분으로 나 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선분의 

아래 부분이 선분의  부분을 단순히 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어

떤 종류의 해석과도 양립할 수 없다. 소크라테스가 시  유비

(illustrative analogy)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그는 선분의  부분과 

아래 부분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컨

, “가시  부분의 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동식물들을 보고, 다른 부

분에서는 그들의 그림자를 본다”라거나 “가지  부분의 한 부분에는 

형상들이 있고 다른 부분에는 그들의 모상들을 있다”라는 식으로 이

야기함으로써  어렵지 않게 둘을 같은 방식으로 나  수 있었을 

것이다. 그 게 함으로써 우리는 추론  사고가 지성  앎에 해서 

맺는 계를, 문자그 로의 그림자와 상들을 보는 것과 문자그 로

의 원본들(즉, 실제 동식물)을 직  보는 것 사이에 성립하는 계와 

같은 것으로 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설사 소크라테스가 시  유비를 염두에 두었지만 무슨 이유에서

든지 두 부분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 는 방법을 채택했다고 하더

라도, 그런 경우라면 그는 선분의 아래 두 부분 사이의 계로서 정

확하게 어떤 종류의 계를 의도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다 자세히 이

야기해 주었을 것이다. 시  유비란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어떤 

계를 우리에게 친숙한 계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유비가 성립하기 해서는 단순히 계

항들을 모아 놓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추가 인 설명을 필요로 

한다. 우리에게 친숙한 계의 항들 사이에 유일하게 그 계만 성립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친숙한 계들이 성립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를 들어 나는 갑돌이가 철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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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도 알고 그의 선생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해 보자. 군

가가 갑순이와 이의 계가 갑돌이와 철수의 계와 같다고 이야

기해 주는 경우, 나는 아직 갑순이와 이의 계가 어떤 것인지 분

명하게 알 수가 없다. 그 군가가 그 이야기에 덧붙여서 갑돌이가 

철수의 아버지라는 것을 상기시켜 다면, 그 때에야 비로소 갑순이

가 이의 어머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즉, 이와 비슷

한 경우들에서 유비가 성공 이기 해서는 친숙한 항들의 계가 

어떤 것인지가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하고 바로 그 명시된 계가 친

숙하지 않은 항들 사이에 성립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선분의 비유에서 가시 인 두 부분에 해서

는, 그림자나 상과 동식물 사이의 계가 믿음의 상과 앎의 상 

사이의 계와 같다고 하는 단 한 마디의 이야기(510a)26)를 제외하

고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선분 비유에서의 논의는 

거의 으로 가지 인 두 부분, 특히 추론  사고 부분에 이 

맞추어져 있다. 가지 인 두 부분의 계에 해서 어느 정도 상세한 

논의가 진행되며, 이 와 에는 가시 인 두 부분의 계가 아  언

조차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소크라테스는 추론  사고와 지성

 앎, 그리고 이들의 계를 해명하는 데에 동물의 그림자를 보는 

것과 동물을 직  보는 것의 계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갑

순이와 이의 로 돌아가 보자. 실제에 있어서는 구도 갑순이와 

이의 계를 설명하기 해서 갑돌이와 철수의 계에 한 유비

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갑순이가 이의 어머니라고 이야기

하고 말 것이다. 즉, 유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유비를 사용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같은 논리가 소크라

테스에게도 용된다. 소크라테스는 상상과 확신을 언 하지 않고 

직 으로 추론  사고와 지성  앎의 계를 설명한다. 만약에 선

26) 이 이야기야말로 설명 인 유비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유비는 

단히 요한 함축을 가지는데 이에 해서는 4장에서 다시 논

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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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아래 부분을 단순히 선분의  부분의 시  유비로 의도했었

더라면, 어차피 선분의  두 부분의 계를 직  설명하고 있는 마

당에 도 체 선분의 아래 부분을 끌어들일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

런 경우에는 선분의 아래 부분에 한 논의가 불필요하고 오히려 혼

란만 야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Ⅲ.

술했듯이, 소크라테스가 선분의  부분과 아래 부분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 고 있다는 사실은 퍼거슨 류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 다. 하지만 어 든 이 사실은 그 자체로 특이한 것이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러한 특이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는 하지만, 그

에 해서 별다른 논의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소

크라테스가 이러한 특이한 방식을 채택해야 할 필연성이 있었으며, 이

러한 필연성을 인식하는 것이 선분과 동굴의 비유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 으로 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한 1장에서 이

야기했던 통  해석의 세 번째 난 (L3과 C3의 상응문제와 추론  

사고의 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을 해소시켜  것이다.
통  해석을 옹호하는지 그 지 않은지와 무 하게, 여러 학자들

이 상상을 모상을 모상으로 보는 것이라고 규정한다.27) 제이콥 클라

인은 이것을 일종의 ‘이  보기 (double seeing)’라고 부른다.28) 모

상을 모상으로 본다는 것은 암묵 으로는 모상을 통해서 그 원본을 

보는 것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클라인의 ‘이  보기’의 

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상의 원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비록 여기

에서 문자 그 로 보이는 것은 모상뿐이지만 말이다. 상상을 이  

27) 이러한 생각은 최소한 19세기 후반 Jackson(1882)까지 거슬러 올

라갈 수 있다.

28) Klein (1975), 1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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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라고 규정하는 학자들은 추론  사고를 가지  역에서의 상상

의 확장이라고 규정한다. 소크라테스는 추론  사고를 수학자들이 

사용하는 가설의 방법과 비교한다. 그는 수학자들에 해서 “그들은 

에 보이는 도형을 이용하며 이것들에 해서 논의를 하되, 그들이 

정작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런 도형들이 아니라 이것들이 닮아 보이

는 원래의 것들에 해서”(510d)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이들이 형상

의 모상인 가시 인 것들을 모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

한다. 추론  사고는 실로 지  역에서의 이  보기인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상상 한 이  보기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모상을 모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모상－

보기를 구분해야 한다. 군가가 모상을 보는데 원본에 해서는 아

무런 생각이 없다면 그는 그 모상을 모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모상이 그 자체로서 보기의 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필자의 

생각으로는 바로 이러한 보기가 상상의 상태이다. 소크라테스가 선분

의  부분과 아래 부분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  것은 바로 모상 

보기에 서로 다른 두 종류가 있기 때문이다. L4와 L2에 해당하는 사

람들은 모두 원본들(L4에서는 형상, L2에서는 가지 인 것들)을 본

다. L3과 L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모상을 보지만, 서로 다른 

의미에서 모상－보기를 한다. L3에서는 모상을 모상으로 보며, 이 때 

보기의 진정한 상은 사실은 형상이다. L1에서는 모상을, 그것의 원

본에 한 고려가  없이, 그 자체로서 시각의 상인 것으로 본

다. 이 때문에 선분의  부분은 형상을 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

식에 의해서 나 어지고, 선분의 아래 부분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상들에 의해서 나 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일상 인 상황에서 가 도 체 그림자나 물에 비친 상 

따 를 그에 해당하는 원본의 모상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시각

의 상인 것으로 보는가? 비록 소크라테스가 신 하게 선분의 가시

 부분을 두 종류의 시각  상에 근거해서 나 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 주석가들이 그러했듯이, 군가가 상상이 이  보기라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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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질 여지가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와 련해서, 
소크라테스가 선분의 아래 부분의 논의에서 군가가 그림자와 상

을 보는 것에 해서 언 한 이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단지 선분의 아래 부분  한 부분에는 그림자와 상

들이 있고, 다른 부분에는 이들의 원본들이 있다고 이야기할 따름이

다. 선분의 논의 와 에 상상이 이  보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

히 밝히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

으나, 선분의 비유 틀 안에서 그 게 하는 것은 복잡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보다 요하게는, 선분 비유를 도입한 주된 목 으로부터 주의

를 산만하게 만드는 방해요인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 선분 비유의 주

된 목 은 추론  사고와 지성  앎을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가시  역을 둘로 나 는 것과 련해서

는, 여기에 속하는 두 종류의 가시  상들의 계가 믿음(doxa)의 

상과 앎(epist m )의 상 사이의 계와 비례한다는 간단하지만 

요한 언 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선분 비유의 이러한 한계는 동굴 비유의 도입을 통해서 해소된

다.29) 소크라테스는 최 의 수인들이 자신들이 보고 있는 그림자들의 

원본을 볼 수 없는 것으로 묘사하는 데 단히 공을 들인다. 선분 비

유를 제시할 때는 소크라테스가 가시 인 부분의 세부 인 사항들에 

해서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반면에, 여기에서는 주된 이 동굴 

안의 수인에게 놓인다. 이와 비해서 동굴 밖의 세계에 해서는 상

으로 간략한 묘사만 행해진다. 동굴 밖으로 풀려난 수인에 해

서 이야기되는 것은 오로지 그가 처음에는 진짜 사물을 볼 수 없고 

그래서 그림자와 상들만 보다가 바깥 세상에 익숙해지게 되고 나

서야 진짜 사물들과 궁극 으로 태양까지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뿐

이다. 비록 이러한 간단한 묘사가 추론  사고와 지성  앎의 핵심

인 차이를 포착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불행히도 이러한 묘사

29) 그리고 바로 이 게 할 필요성이 새로운 비유를 도입하는 데 있

어서 요한 동기의 하나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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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론  사고와 지성  앎의 상이 다르다는 인상을  수 있기

도 하다. 동굴 밖으로 풀려난 수인이 그림자와 상을 보는 것은, 오

로지 빛이 무 강해서 진짜 사물들을 직  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

일 따름이다. 하지만 모상을 모상으로 보는 것의 가능성을 놓친 사람

은 소크라테스가 가지 인 상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함축하

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주석가들, 특히 

통 인 해석을 옹호하는 많은 주석가들이 바로 이 게 생각하고서 

수학 인 것들을 추론  사고의 상으로 설정하 던 것이다.30) 동

굴 밖의 세상에 한 묘사가 이와 같은 방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에서 이것이 동굴 비유의 한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굴 비유의 틀 안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추론  사고에만 할

당되는 독자 인 종류의 상들이 없으며 추론  사고의 상들이 

사실은 지성  앎의 상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으로 분명하

게 만들어  수 없었다. 이것이 애 에 선분 비유가 필요했던 주된 

이유  하나이다. 앞 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선분 비유의 논의에서 

소크라테스는 추론  사고와 지성  앎, 그리고 양자의 계를 그들

의 상과 련한 아무런 유비도 사용하지 않고 직 으로 설명한

다. 왜냐하면 이에 한 최고의 유비, 즉 동굴 밖의 세계를 통한 유

비조차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Ⅳ.

보통 사람들은 부분의 상황에서 그림자나 상들을 시각의 직

 상으로 보지 않고, 원본의 모상으로서만 본다. 컨  거울을 

보고서 머리를 빗을 때처럼 말이다. 그 다고 한다면, 보통 사람들이 

모상을 볼 때 그들이 상상의 상태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따

30) 이러한 생각은 로클로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에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는 주 7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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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어떤 에서 동굴 속에 묶여 있는 

수인들이 우리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답하기 

해서는 동굴 비유의 독자 인 목 을 이해해야 한다. 동굴 비유를 

시작하기 에 소크라테스는 이것이 “교육  교육 부족과 련한 

우리의 성향”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514a). 묶여 있는 

수인들의 상태는 교육이 부족한 사람의 상태다. 그리고 군가가 무

언가에 해서 교육이 부족하기 해서는 그것이 교육이 필요한 종

류의 것이어야 한다. 동굴 비유는 바로 그러한 문제들, 즉, 도덕 인 

문제들, 미학 인 문제들, 수학 인 문제들31) 등등에만 용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동물이나 식물 따 를 보는 데 무슨 교육이 필요

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시각과 련해서는 이미 확신의 상태에 있

으며,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게 된 것은 교육과는 무 한 일이었다. 
묶여있는 수인들이 우리와 비슷한 것은, 교육과 무 한 문제들과 

련해서가 아니라 교육이 우리의 이해 증진에 본질 으로 기여하는 

종류의 문제들과 련해서인 것이다. 묶여있는 수인들과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들은, 컨 , 도덕 인 진리의 단순한 그림자나 상들에 

끊임없이 면하고 있다. 이들이 그런 그림자나 상에 불과하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식물을 보

면서 이 부셔 하지 않는다는 것은 족쇄에서 풀려난 수인이 인형들

을 보면서 이 부셔서 아 하는 상태에 있는 것과 아무런 련성이 

없다. 풀려난 수인의 아픔에 한 묘사를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달

하고자 했던 것은 단지 도덕 인 문제와 련해서 확신의 단계에 이

르는 것 자체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

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자와 상들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들로서의 ‘원본들’을 직면하도록 강제되는 것이다.
지 까지의 고려가 이미 원리 으로는 1장에서 이야기한 통  해

석의 처음 두 난 을 해결해 다. 하지만 도덕 인 문제와 련해서 

31) 라톤에게 있어서는 이들 모두가 넓은 의미에서 도덕 인 문제

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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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의 상태는 무엇이며 확신의 상태는 어떠한 것인지에 한 해명이 

여 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는 시각과 련해서는 상상의 상이 

그림자와 상들이고 확신의 상이 동식물이라는 것을 안다. 그 다

면, 이러한 구분을 도덕 인 문제에는 어떻게 용할 수 있을까? 소

크라테스는 이 문제에 해서 명시 인 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한다. 가장 요한 단서는 선분의 가시  부분에 

해당하는 두 종류의 상들 사이의 비율이다. 소크라테스는 닮은 것

(그림자와 상)이 그 닮음의 상으로 된 것(동식물)에 해서 가지

는 계가 믿음의 상이 앎의 상에 해서 가지는 계와 같다

(510a)고 이야기한다. 술했듯이, 가시  부분을 둘로 나 고 각 부

분에 이름을 붙인 것을 제외하고는 이것이 선분 비유에서 가시  부

분에 해서 했던 유일한 이야기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모

상 / 원본의 계가 설명항이 아니라 피설명항이라는 이다. 그림자나 

상들(모상)과 동식물(원본) 사이의 계는 그 자체로서 명확하고 특

별히 유비를 통해서 설명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상 /
원본의 계를 믿음(doxa)의 다른 역으로 확장하고자 한다면, 우리

는 모종의 지침이 필요하다. 그림자나 상과 동식물의 계에는, 우

리가 모상 / 원본의 계를 다른 역에 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소크라테스가 

이를 한 지침으로 의 언 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믿음의 상과 

앎의 상의 계와 모상과 원본의 계를 유비 으로 만들어  수 

있는 ‘비율’을 찾는다면, 우리는 엄 한 의미에서 가시 이지는 않은 

믿음의 다른 역들에 해서 그 비율을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면,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상과 앎의 상의 계가 모상과 

원본의 계와 유비 일까? 물론 라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상과 

앎의 상 사이의 계 역시 모상과 원본의 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목 을 해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크

라테스가 믿음의 상과 앎의 상의 계를 끌어들이면서 염두에 둔 

바가 단지 모상 / 원본의 계라면, 도 체 소크라테스가 선분 비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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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모상 / 원본의 

계가 문제라면, 믿음의 상과 앎의 상의 계보다 동물의 그림자와 

실제 동물 사이의 계가 훨씬 더 분명하게 모상 / 원본 계의 가 

되고, 따라서 후자를 자에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설명  역할을 수

행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뭔가 다른 비율을 찾아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국가  5권에서 믿음의 상과 앎의 상을 구분했

고, 선분 비유에서 믿음의 상과 앎의 상의 계를 끌어들이면서 

그가 염두에 둔 것이 5권에서의 논의 을 것이 거의 분명하다고 하

겠다. 주목할 것은 그가 5권에서 믿음과 앎을 구분하기 해서 제시

하는 주 논증에는 믿음의 상이 앎의 상의 모상이라는 이야기가 

언 조차 되지 않는다는 이다. 그는 앎의 상은 있는 것이고 믿음

의 상은 있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한 것이라는 것을 근거로 양자

를 구분한다(476e-480a). 소크라테스가 이 논증을 염두에 두고 있다

면, 이러한 양자의 계가 어떻게 해서 모상 / 원본의 계를 한 비

율을 제공해  수 있을까? 이에 해서 본격 인 논의를 하기 해

서는 먼  국가  5권에서 소크라테스가 앎과 믿음을 나  논증과 

그 함축에 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그 게 

할 수는 없고, 여기서는 그러한 비율에 해서 간략한 소묘  이야기

만 하도록 하겠다. 우선 (물에 비친) 개의 상에 해서 생각해 보

자. 개의 상은 물론 개는 아니다. (혹은 개로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개가 (혹은 개임이) 그 상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어 거나 그 상은 개의 상이지 컨  말의 상은 아

닌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개의 상이 개인 것은 아니므로, 다른 의

미에서는 개임이 그 상 안에 있지 않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 실제 개를 생각해 보자. 개는 그것이 존재하는 한 항상 개로 있

다. 따라서 개가 있을 때에는 항상 개임이 그 안에 있다고 할 수 있

다. 물론 개가 개임 자체는 아니다. 개의 형상이 개임 자체일 것이다. 
개는 항상 개로 있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죽을 것이다. 그리

고 그것이 죽었을 때에는 거기에는 더 이상 개가 (혹은 개임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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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될 것이다. 결국 실제 개도 있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하는 것이

고, 그런 한에서 믿음(doxa)의 상이다. 하지만 우리가 개와 개의 

상 사이의 계에 주목한다면, 그 계는 있는 것과 있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한 것 사이의 계, 즉 앎의 상과 믿음의 상 사이의 

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개는 그것이 있는 동안에는 항상 개

로 있다. 이에 비해 개의 상은 그것이 있는 동안에도 개로 있기도 

하고 개로 있지 않기도 하다.
만약 이러하다면, 이때의 ‘비율’은 다소 복잡한 것으로 보이긴 하

지만, 어 거나 우리는 이 비율을 믿음의 다른 역에도 용할 수 

있다. 517d에서 동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소크라테스는 ‘정의의 그

림자들’과 ‘이 그림자들이 그것의 그림자인 조상(彫像)들’에 해서 

언 한다. 앞서의 비율을 여기에 용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도 다소 소묘 인 방식으로 간략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다.) ‘정의의 그림자’가 상상 수 에서의 정의

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사실 이것은 정의와 닮기는 했지만 정의라

고 부르는 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의이

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정의가 아니다. 국가 의 맥락에서는 1권에 등

장하는 여러 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컨  빌린 것을 돌려주

는 것은 많은 맥락에서는 정의로운 것이지만 어떤 맥락에서는 정의

로운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의를 

악함과 련해서는 상상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정의의 

그림자의 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컨  조폭  의

리 같은 것도 이런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도 분명 정의의 

요소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다른 한 편 여기에는 부정의

의 요소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폭  의리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

람은 상상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 게 본다면, 많은 보통 사람들

이 실제로 상상의 상태에 있다고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정의의 그림자를 생기게 하는 조상(彫像)들은 확신의 수

에서 성립하는 정의가 되겠다. 그리고 개를 개라고 부르는 것이 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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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이러한 조상을 정의라고 부르는 것은 옳은 일이 될 것이다. 정

의의 그림자들이 이 조상들의 그림자라면, 이 조상들은 바로 정의일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소크라테스가 ‘정의의 그림자들이 그것의 

그림자인 조상들’이라는 복잡한 표 을 사용하는 것은, 그가 이야기하

는 정의를 지성  앎 수 에서 성립하는 정의를 배제하고 확신 수

에서 성립하는 정의로 국한시키고 싶어서인 것으로 보인다. 어 거나 

이것은 이것이 존립하는 동안에는 정의이지만, 소멸이 가능한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좋음에 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혼의 조화

가 이러한 정의의 가장 좋은 인 것 같다. 이것은 조화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정의이지만, 어떤 심한 조건에서는 조화가 상실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다면, 정의가 혼의 조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의를 

악하는 데 있어서 확신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선분 비유에서 혼의 상태를 넷으로 나  것이 실질 으로

는 국가  5권에서 믿음과 앎을 나  것에 두 개의 간 상태를 도입

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지 하고 싶다. 선분 비유에서 소

크라테스는 믿음과 앎 각각을 두 부분으로 나 다. 그런데 있는 것의 

역에서는 있음의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앎의 세분은 그 

상의 종류 차이에 근거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분류

는 군가가 있는 것을 악하는 정도의 차이에 근거하고 있다. 지성

 앎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을 완 하게 악하고 있고, 추

론  사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있는 것에 해서 꿈을 꾸지만, 그

걸 깬 상태로 볼 수는 없”(533b)는 것이다. 국가  5권에서 소크라테

스는 믿음을 꿈꾸기의 상태에 비유한다. 하지만 우리는 모상－보기의 

두 종류를 구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꿈꾸기의 두 종류를 구분해야 한

다. 국가  5권에서는 꿈꾸기의 상태가 “어떤 것을 닮은 것을 닮은 것

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닮아 보이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476c)
하는 것이라고 묘사된다. 이것은 모상을 보면서 그것을 원본이라고 생

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와 비해서 추론  사고의 상태는 있

는 것에 해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실재를 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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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재 자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필자는 앎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모두 아름다움에 해서 이야기할 때, 일종의 체계  애

매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둘은 ‘아름다움’이란 말로 동

일한 것을 지칭하지 않으며, 이것이 바로 앎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가진 

자를 구별해 주는 가장 궁극 인 기 이 된다고 생각한다.32) 추론  

사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름다움에 해서 이야기할 때, 비록 그

는 아름다움의 형상을 알지는 못하지만 여 히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아름다움의 형상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추론

 사고도 일종의 앎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이다. 보다 정확히 이야

기하자면, 소크라테스 자신이 그 게 이야기하듯(533d), 이것은 앎보다

는 어둡지만 믿음보다는 분명한 상태이다.
다른 한편으로, 있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한 것의 역에는 있음의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역에 속하는 것들 에서 어떤 것들

은 다른 것들 보다 있는 것에 상 으로 더 가깝다. 지 까지 계속 

논의했듯이, 믿음의 세분은 서로 다른 종류의 상들에 근거하고 있

다. 비록 국가  5권에서의 논증은 원리상 믿음의 상 두 종류 모두

에 용되기는 하지만, 5권에서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사용하는 나 

논의를 개시켜 나가는 특정한 방식은 모두 그 논증에서 믿음의 

상은 일차 으로 상상의 상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  6-7권에서 믿음을 둘로 나 는 것이, 
믿음의 상 역에 확신의 상을 도입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고

도 할 수 있다. 술했듯이, 확신의 상들은 앎의 상은 분명 아니

지만, 요한 의미에서 앎의 상과 상상의 상 사이의 간 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인지  상태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그 

상이 ‘있는 것’에 얼마나 가까운지에 기 하고 있다면 (소크라테스가 

바로 이 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확신은 상상 보다 더 신

뢰가능하고 안정 인 것이다. 국가  6-7권에서 소크라테스의 논의의 

32) 이러한 생각은 국가  5권에서의 앎과 믿음을 나 는 논증에 한 해

석을 통해서 얻어진 것인데, 이에 해서는 다른 기회에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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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목 은 믿음의 역 내에서 상당히 신뢰가능하고 안정 인 

인지  상태가 있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한 것으로 보인다.

표 1. 태양의 비유(508b-509b)

태양 (가시계) 좋음의 이데아 (가지계)

밤의 어스름 속에서 

보기

낮의 빛 속에서 

보기

어둠과 섞이고 

생성하고 소멸하는 

것에 주목함

진리와 있음이 

비추는 곳에 주목함

표 2. 선분의 비유(509d-511e)

가시계 (horaton) 믿음의 세계 (??) 가지계 (no ton)

상상

(eikasia)
확신

(pistis)
상상

(eikasia)
확신

(pistis)
추론  사고

(dianoia)
지성  앎

(no sis)

상들

(eik n)
동물, 식물, 

인공물

상들

(eik n)
동물, 식물, 

인공물

L2의 것들을 

상으로 다룸
형상들 자체를 다룸

L1 L2 L1 L2 L3 L4

* (L1＋L2:L3＋L4)＝(L1:L2)＝(L3:L4) (509d)

표 3. 동굴의 비유(514a-517a)

동굴 안 동굴 밖 믿음(doxa)의 세계
지성  앎(no sis)의 

세계

인형의 

그림자
인형

실물의 

상
실물

정의의 

그림자

정의의 

그림자를 

생기게 

하는 조상

(517d)

?? 정의의 

형상

동굴 

속의 불
태양 ?? 좋음의 

형상

C1 C2 C3 C4 eikasia pistis dianoia epist m

* (존재:생성)＝(no sis:doxa)＝(epist m :pistis)＝(dianoia:eikasia) (53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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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ine and the Cave in Plato’s Republic

Kang, Sung-Hoon 
*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 there is a one-to-one 
correspondence between the four sections in the Line and the four 
stages in the Cave.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 has several serious 
difficulties, which have not been sufficiently explained away. The key 
to the solution of the difficulties is to understand that each of the 
three analogies including the Sun has its own distinct purpose and its 
own special limitation. The Sun has the purpose of analogizing the  
Good to the sun, and its limitation is that it may give a wrong 
impression that the objects of knowledge and belief can be the same. 
The Line has the purpose of explaining no sis, dianoia, and their 
mutual relationship, and its limitation is that from this analogy one 
may get a mistaken idea that eikasia is a kind of double-seeing. The 
Cave has the purpose of explic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istis 
and eikasia with regard to matters concerning education, and its 
limitation is that it may give a wrong impression that the fundamental 
objects of no sis and dianoia are different. These limitations, 
however, can be overcome if we carefully consider all three analogies 
together with each other as Socrates tells us to do (517b).

Keywords: Line, Cave, Sun, double-seeing, diano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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