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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톤 대화편 『카르미데스』에 나타난 절제 개념 고찰 

O. 들어가며 

유태권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 

절제의 정의를 찾는 플라톤 대화편 『카르미데스』를 읽다보면 우리 

는 두 부분에서 약간의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우리를 당혹시키는 첫 

번째 부분은 크리티아스가 절제의 정의로 제시한 ‘자신에 대한 앓 

(tπ l()'t 1] 11 1] Eα tJ'tO tJ， κVOωÀeðye O~ ovecre뼈)’을 ‘밟의 잃캔1t lcr 't1]Il1] 

ECX tJ't1] Ç, KVOúlÀeðye O~ l't crEÀ~)’으로 변형시키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논리적 오류처럼 보이지만， 소크라테스는 어떤 이유에선지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고 크리티아스의 변형을 그대로 받아들이 

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 두 번째로 우리를 당혹시키는 부분도 이 

러한 소크라테스의 논의 진행과 관련이 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에 

대한 앓’에서 ‘앞의 밟’으로의 변형을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크리티 

아스가 제시한 다른 답변틀의 경우에도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인 

다. 그는 논박에 의해 절제의 정의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정의들을 바로 폐기하지 않고 그 명제를 다른 방향에서 검토한다. 그 

런데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태도는 다소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 

냐하면 『메논』이나 『라케스』와 같은 다른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는 

제시된 정의가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것을 즉시 폐기 

하고 다른 정의를 제시토록 종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다1) 

* 이 글은 필자가 2006년 12월에 발표한 석사학위논문의 논점을 축약， 정리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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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미데스』에서 이러한 장면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본 논문 

은 이 물음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물음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절제의 이로움과 관련해서 크리티아스와 소크라테스가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그 차이가 크리티아스가 행한 정의의 변형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물 

음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대화편 『카르미데스』 

를 해석하는 하나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1 11카르미데스』의 연구 동향과 문제제기 

『카르미데스』가 해석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펀다. 학자들 

은 『카르미데스』에서 보여주는 자기 인식(self-knowledge)이 플라톤 

초기 대화편에서 가지는 특별한 위치에 주목한다 w소크라테스의 변 

론』에서 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고 말하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은 구 

별된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과는 달리 자신의 무지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들에게 무지를 일깨워 주는 신탁을 받 

았다고 말한다.2) 그렇기에 『차르미데스』에서 절제를 ‘자기 인식 

(self-knowledge)’으로 이야기하는 부분과 이후에 ‘앓의 앓’， ‘밟과 모 

름에 대한 앓’이 제시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차르미데스』를 연구하 

는 학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어 왔다)) 한편 이전까지와는 다른 각도 

1) ~메논』에서 소크라테스는 메논이 제시한 덕의 첫째 정의， 각기 다른 덕의 

정의를 폐기시키고 공통된 덕의 정의를 제시토록 종용해서 메논이 다른 정 
의를 제시토록 한다.(7Id -75b) 또한 『라케스』에서는 라케스가 제시한 용기 

의 첫째 정의， ‘대오를 지키며 싸우는 것’을 논박하고 폐기시킨 다음 둘째 
정의를 제시토록 한다. 

2) "소크라테스의 변론.1， 23b. 
3) 대표적 인 학자로 Mckim , Gloy가 있다. Mckim의 입 장은 Mckim , R. , Socratic 

Self Knowledge and Knowledge of knowledge in Plato’s Charmides, 
Transactions 01 the American Philosophical Association, 1985, 참고. Gloy익 

입장은 Gloy , K. Platons Theorie der Eπmτ끼때 ÈaU1띠 im Charmides als 
Vorläufer der modernen Selbstbewusstseintheorien, Kant Studien 77. 1986.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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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카르미데스』를 해석하려는 시도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카르미데스』에 나타난 여러 대화들 가운데 카르미데스와 소 

크라테스의 대화 부분에 주목하면서 도덕적 교사로서의 소크라테스 

의 모습을 발견하는가 하면， 다른 일부는 기존의 경향과는 다르게 절 

제(swfrosunh)의 인식적 측면이 아닌 사회적인 측면에 주목하면서 

「국가』와 같은 다른 대화편과의 연관 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도 

한다.4) 

이러한 시도들은 『카르미데스』에 대한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열어 

대화에 나타난 소크라테스(혹은 플라톤)의 의도를 풍부하게 보여주는 

측면이 있으나， 대화의 중심이 되고 있는 밟의 문제에 본격적으로 천 

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자신에 대한 앓’에서 ‘앓의 

밟’， ‘밟과 모름의 앓’이 절제의 정의로 제시되는 부분이 대화의 가 

장 주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은 틀림없으나， 일부 주석가들이 주 

장하듯， 이를 소크라테스적 자기 인식인 무지의 자각과 연결하면서 

『카르미데스』를 이해하는 데에는 적잖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이 대 

화편에서 ‘무지의 지’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지 

금까지의 연구가들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차르미데스』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제의 정의가 앓의 일종으로 제기되는 부분에서 

제시되는 각 정의들이 어떤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4) Schmid, Notomi, Tuozzo, Mccoy와 같은 학자들이 보여주는 해석은 『카르미 
데스』가 다양하게 독해 가능함을 보여준다. 특히 대화편의 드라마적 구성 
과 프롤로그 부분에 대한 주목은 Shmid, T" Plato ’'s Charmides And The 
Socratic ldeal 01 Rational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 
1998, 특히 Chapter One, pp.l -19 참고 소크라테스와 크리티아스의 대립에 

대한 정 치 철학적 인 해석 은 N‘0아tom띠i ， N. ,’ Cri‘1띠l 
Political Philosophy, Plato " Euthydemus, Lysis, Charmides. Proceedings 01 the 
V Symposium Platonicum, lnfernafional Plato Studies 13, ed. Brisson, L. and 
Robinson, T., Sankt Augustin Akademia Verlag, 2003. 참고. 절제의 사회적 
성격에 주목하는 해석은 Tuozzo, T., What’s wr이19 with these cities?: The 
social dimension of sophrosune in Plato’s <<Charmides>>, Journal 01 History 01 
Philosophy 39, 2001 , pp.321-350 참고 교육 철학적 해석은 McCoy, M. B, 
Philosophy, Elenchus, and Charmides’ Definitions of Sophrosyne, Arethusa Vo l. 
38, 2005 , pp.133-15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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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논의 진행이 가진 독특성이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지를 밝히 

는 것이 주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크리티아스와의 대화 

2.1. ‘좋은 것을 함(τ1] V 'tOV ayα90v πp때tV)’에 대한 반박 

소크라테스는 카르미데스와 크리티아스에게 절제가 무엇인지 묻는 

다. 그들이 대답한 절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카르미데스가 제시한 절제의 정의 

a. 차분함(끼O"X tO't1] ç) 

b. 수치심(at8ωç) 

C. 자신의 것을 함('ta Eα1πOU πpα 't't EtV) 

II. 크리티아스가 제시한 절제의 정의 

a. 좋은 것을 함(τllV 'tov ayα90v πpαçtV) 

b. 자신에 대 한 잃어πtO"'t llll 1] EαU 'tOU) 

C. 짧의 앓(E1t t O"'t llll11 EαU 't llÇ ， Eπ tO"'t llll11 EπtO" 't11ll 11 ç) 
d. 다른 앞들 그리고 앓과 모름에 대한 밟(EπtO"'t llll11 'tωv 

aÀÂ û.l V E1ttO"'tllllû.lV Kαt aVEπtO"'t ll Il0 0" UVllÇ Kαt Eau 't1]ç) = 앓 
과 모름에 대한 밟 

카르미데스는 절제의 정의로， 차분함(끼O"X tO't1]ç), 수치심(at8ωç) ， 자 

신의 것을 함(τα EαU 'tOU πpα 't'tm)의 세 가지를 제시한다. 그러나 이 

정의들은 각각 절제의 속성인 아름다움(K따OV) ， 좋음(ayα9ov) ， 이로움 

(ω$EÀtIlOV)의 기준에 의해 논박된다 5) 이어 논의를 이어받은 크리티 

아스는 “노래를 제대로 낭송하지 못한 시인에 대해 작가가 힐난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자신의 정의였던 ‘자신의 것을 함’이라는 정의를 

5) 특히 이때 ‘자신의 것을 함('tcx 슨cxmou πpCX't'tElV)’을 논박하는 부분에서는 

도시의 다스림과 연관하여 그 이로움을 따져보고 제시된 정의를 논박하고 

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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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차르미데스를 질책한다. 그리고 ‘좋은 것을 

함’을 절제의 정의로 제시한다.6) 그러나 이 정의는 “절제있는 사람은 

자신이 절제있음을 안다"7)는 전제에 의해 논박된다. 그래서 크리티 

아스는 다음 절제의 정의로 ‘자신에 대한 앓’을 제시한다. 

크리티아스의 정의 ‘좋은 것을 함’은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것틀을 

함’이 수수께끼와 같다고 하며， 자신의 것을 한다는 의미가 자신의 

신발만을 만들고， 자신의 이름만을 쓴다는 의미인지 의섬했던 것에 

대한 크리티아스 나름의 대답이다. 그는 ‘자신의 것들을 함’이라는 

명제가 ‘좋은 것을 함’을 의미하며， 절제가 바로 그것이라고 주장한 

다. ‘자신의 것틀을 함’이라는 정의는 ‘좋은 것을 함’이라는 정의로 

변형을 이루며 제시된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이에 대해 ‘좋은 것을 

함’이 절제가 될 수 없음을 밝혀낸다. 

1 ) 절제는 좋은 것들을 함이다(띠V 1:ωV dyα8ωv πpαçtv).(163e) 

2) 절제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절제있다는 것을 안다.(164a) 

3) 의사는 그 자신과 그가 치료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로운 

(띠~EÀtjla ) 것을 한다 (l64b) 

4) 이로운 것을 하는 사람은 그가 해야 할 것들을 한다.(l 64b) 

5) 자신이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은 절제있는 사람이다.(l 64b) 

6) 의사나 기술자가 언제 자신의 치료나 하는 일이 이로운지 

이롭지 않은지 아는 것이 필연적이지는 않다.(I64b) 

7) 의사는 때때로 자신이 이롭게 행동했는지 모른다.(l 64c) 

8) 의사는 때때로 자신이 절제있게 행동했는지 모른다.(1 64c) 
9) 의사는 이롭게 행동하면서 절제었지만， 그 자신이 절제 있다 

는 사실은 모른다.(164c) 

10) 2)에 의해서 의사는 절제있지 않다. 

‘절제는 좋은 것을 함’이라는 정의를 논박하는 과정에서 소크라테 

스는 2)의 명제， “절제있는 사람은 자신이 절제있다는 것을 안다”와 

6) 이것은 ‘자신의 것은 좋은 것’이라는 전제에 의해 도출된 것이다. 아직까지 

‘자신의 것을 함’이라는 정의는 논박되지 않았다 

7) 16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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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명제， “의사는 유익한 것을 한다”는 전제를 첨가한다. 이때 좋 

은(aya9ov) 것은 이로운(빼EÀ.lIl OV) 것과 같은 의미로 대체된다. 이 

두 전제에 의해 의사가 절제있는 사람이라는 명제가 도출된다. 그러 

나 의사는 자신이 언제 환자에게 이로운 것을 하고 언제 그렇지 않 

은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2)의 명제에 의해 절제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처럼 “절제있는 사람은 자신이 절제있음을 안다”와 “의사는 이 

로운 것을 한다”의 두 명제는 크리티아스의 정의를 논박하는 과정에 

서 추가된 전제이며， 논박을 통해 밝혀진 것은 “의사는 절제있지 않 

다”는 사실이었다. 의사가 절제있지 않은 것은 자신이 절제있다는 사 

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크리티아스는 위의 세 명제 

중에서 자신의 정의， 즉 ‘절제는 좋은 것을 함’이라는 정의를 포기했 

다. 그는 자신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절제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더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l 64d) 

2.2. 크리티아스가 선택한 결론의 의미 

앞의 논증을 다시 형식화해 보자. 3), 4), 5)를 합하면， “의사는 이 

로운 것을 행하므로 절제있는 사람이다”가 되고， 6), 7), 8), 9)에 의 

해 “의사는 때로 자신이 언제 절제있는지 모른다”라는 명제가 도출 

된다. 

CD 절제는 좋은 것을 행함이다. 
@ 절제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절제있다는 것을 안다. 

@ 의사는 이로운 것을 행하므로 절제있는 사람이다. 

@ 의사는 때로 자신이 언제 절제있는지 모른다. 

이 논증은 귀류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세 전제에 대한 부정이 

가능해진다. 그 세 전제는 다음과 같다. 1) 절제는 좋은 것을 행함이 

디{정의)， 2) 절제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절제있다는 것을 안다， 3) 의 

사는 이로운 것을 행한다. 따라서 각각의 전제를 부정하는 다음의 세 

가지 결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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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l 가능한 결론 
• @(절제있는 사람이 자신이 절제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사 

가 이로운(or 좋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절제는 좋 

은 것을 행함이 아니다，8) 

• @(절제가 좋은 것을 행함이고， 의사가 이로운(or 좋은) 것 

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절제있는 사람은 자신이 절제었 

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 @(절제가 좋은 것을 행함이고， 절제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절제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의사는 절제있는 사람이 아 

니다. 

크리티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자신의 정의(절제는 좋은 것을 

함)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명제 즉 ‘의사는 이로운 것을 한다’는 명 

제를 거부할 수도 있었다. 밝혀진 바와 같이 소크라테스의 반박은 

‘절제는 좋은 것을 함’이라는 정의가 아니라， ‘의사는 절제있다’라는 

명제에 대한 반박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반박의 가장 중요한 근 

거는 의사는 언제 이롭게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었다. 크리티아스는 

@와 @, @의 세 결론 중 @의 결론을 선택했는데， 이 선택이 필연 

적인 것은 아니었다. 다른 결론들도 모두 동등하게 논리적인 귀결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9) 크리티아스가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그가 다 

른 두 전제， 즉， “의사가 이로운 것을 한다”와 “절제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절제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명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 

기 때문이다. 특히 크리티아스가 가장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의 

결론， 즉 절제있는 사람이 자신이 절제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8) 이 결론이 크리티아스가 택한 결론이다. “절제있는 사람이 자신이 절제있 

다는 사설을 안다”는 명제는 본인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 

기 때문에 포기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의사가 이로운 행위 

를 한다”는 것은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사가 이로운 행위를 하는 것과 의사가 절제였다는 사실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절제있음을 포기하지 않은 크리티아스는 의사가 이로운 행 
위를 한다는 명제 역시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9) 결정적인 순간에 개인의 선택이 작용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논리적으로 

는 어떤 우위도 없지만，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개인의 기호와 중 

요도의 차이에서 기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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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그렇다면 @의 결론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크리티아스는 소크라 

테스처럼 의사는 언제 이롭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치료를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로운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 

다. 의사는 치료를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로운 것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도 그는 의사가 이로운 행위를 한다는 명제를 포기하지 

않았다. 왜 크리티아스에게 의사가 이로운 행위를 한다는 것은 거부 

될 수 없는 것이었는가. 그것은 크리티아스가 병을 고쳐주는 행위가 

이로움을 준다는 사실을 거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크라 

테스의 생각은 달랐다. 

소크라테스는 164b에서 의사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행위 

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는 다시 크리티아스에게 “의사가 언제 

이로운 행위를 하는지 아는 것이 필연인7}'’라고 묻는다. 그리고 크리 

티아스로부터 “의사가 언제 이로운 행위를 하는지 아는 것이 필연은 

아니”라는 동의를 얻어낸다. 여기에서 의사의 이로움에 대한 소크라 

테스와 크리티아스의 생각이 나눠진다. 소크라테스가 생각하기에 의 

사는 병을 치료하는 이로움을 주지만 언제 환자를 이롭게 하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 주장은 때로 병의 치료가 환자에게 이롭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의사가 치료를 함으로써 때로는 진정으로 

이로운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언제 이로운 행위를 하는지 그 

렇지 않은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환자에게 이롭지 않은 일 

을 할 수도 있다. 소크라테스는 이 ‘언제’라는 물음을 통해 소크라테 

스는 의사의 이로움과는 다른 차원의 이로움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의사의 이로움이 아니라， 이 다른 차원의 이 

로움이 절제의 이로움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크리티아스는 의사가 이로운 행위를 한다는 것과 의사가 

절제있다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의사가 언제 이로운 행위를 

하는지 아는 것이 필연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러한 크리티아스의 대 

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것은 현실의 의사들에 대한 크리티아 

스의 입장 표명으로 볼 수 있다Ii'차르미데스』 전반부에서 소크라테 

스가 그리스 의사들이 때로 치료에 실패한다고 비판한 부분을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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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둔다면， 크리티아스 역시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항상 병을 성 

공적으로 치료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이로운 행위를 하는지 아 

는 것이 필연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해석 가능하다. 

소크라테스는 이와 같이 ‘언제’라는 물음을 통해 절제의 이로움이 

병을 치료해 주는 이로움을 넘어서는 고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임을 

주장하면서， 절제의 이로움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 

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2.3. 자신에 대한 닮(Èπ tcr'C 111111 Éαu'tou)에서 닮의 닮(Èπtcr 't 11 Il 11 

È 1t tcr 't 11 Il 11Ç)으로 변 형 

이제 우리는 『카르미데스j 165b-166c에서 매우 독특한 정의의 변 

형 과정을 만나게 된다. 지금까지 소크라테스는 카르미데스가 제시한 

정의를 논박하고 다른 정의를 제시하도록 유도했고， 대화 상대자 자 

신도 그 정의를 포기하고 다른 정의를 제시하면서 논의를 지속해 나 

갔다. 그런데 165b 이후에서 크리티아스는 ‘자신에 대한 잃{Èπtcr't 11 Il 11 

6αu'tou )'이라는 정의를 폐기하지 않고 그 정의를 ‘자신과 다른 앓들 

에 대한 잃캔1tWC11 Il 11 'túlV αMωV È1ttcr 't11llúlV ICαI 따U't11Ç)’이라고 변형 

시켜 재차 정의를 시도한다. 

크리티아스는 절제의 정의로 ‘자신을 아는 것’， ‘자신에 대한 앓’을 

제시한다. 소크라테스는 그것이 해 주는 아름다운 일(κ따ov Èpyov)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다시 그 앓의 대상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러 

자 크리티아스는 그것은 아름다운 일을 해 주지 않는 것이며， 그 자 

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답변한다. 그러면서 절제는 유일하게 

‘그 자신에 대한 밟(Èπtcr 't 11 Il 11 Éαu't 11Ç)’이라고 말한다.10) 앞에서 ‘자신 

10) 이 변형에 대해서는 크게 세 입장으로 나뀐다 하나는 이 부분이 크리티아 

스의 논리적 실수라는 입장이다. Martens, Oehler, Beversluis, Tejera와 같은 
학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들은 크리티아스가 'eαu 't ou와 때u't띠를 정확 
하게 구별했다면 이 러한 변형 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 

나 이 주장은 소크라테스가 이 변형을 받아들이면서 논의를 진행사키고 있 
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Arnim은 이 부분은 소크라테스 

와 크리티아스 모두가 살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Schmid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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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것들을 하는 것’에서 ‘좋은 것을 하는 것’이라는 정의의 변형은 

‘자신의 것이 좋은 것’이라는 전제를 통해 변형이 정당화될 수 있었 

다. 그러나 이 변형은 어떤 명제에 의해서도 연결되지 않는다. 그래 

서 이 부분을 크리티아스의 논리적 오류로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이 변형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이후 대화에서 절제를 

앓이라고 규정한 가운데 절제에 대한 탐구가 더 심도 있게 이루어지 

고 있다는 점은 이 변형을 단순히 크리티아스의 논리적 오류라고 생 

각할 수 없게 한다. 

크리티아스가 ‘자신에 대한 잃-(eπtO"'tTlIl11 ea u 'tou)' 에서 ‘짧 자체에 

대한 밟， 밟의 밟(eπtO"'t 11~ 11 eαu't 11Ç ， e 1t t O"'t 11~ 11 eπtO" τ11~11Ç)’으로의 변형 

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변형된 

정의를 받아들이면서 대화를 지속시켜나갔던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 

을 아는 것’에서 ‘앓 자체에 대한 밟’， ‘밟의 밟’으로 바뀌는 이 부분 

에서 크리티아스를 위한 논증을 구성해 보도록 하자. 

1 ) 절제는 자신을 아는 것('t0 ytyvω O" KHV eαu 'tov du'tov)이 

다.(165b) 

2) 자신을 아는 것('to ytyvω O" KEtV eαu't ov du'tov)은 자신에 대 

은 주석가틀은 이러한 변형이 절제에 대한 크리티아스의 입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크리티아스가 경솔하기 때문이 아니라， 절제를 다른 앓들에 
비해 우윌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변형을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주 
장이다. 그런데， 문재는 크리티아스가 절제를 ‘다른 밟들을 모두 지배하는 

(rule)하는 앓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이 생각은 소크라테스나 다른 소피스트 
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또 하냐는 이를 플라톤의 
의도로 보는 것이다. 이 부분은 소크라테스적인 자기 인식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왜곡하고 있는 소크라테스주의자들， 혹은 소피스트들 

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이다. 또한 Taylor와 몇몇의 학자들은 이를 플라톤 

인식론의 단초로 보기도 한다. 아주 예외적으로 Bonitz와 같은 학자는 ‘앓 
의 앞’ 부분이 대화의 진정한 목적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잃과 
다른 앓들에 대 힌 앓’을 그 주제(su이ect)로 한정 하는 입 장은 Becker를 비 롯 
한 몇몇의 학자가 보여주였다. 그러나 이 부분이 대화 전체와 어떻게 연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계다. 이 변형에 
대한 주석가들의 입장 정리는 Tuckey, T. G., Plato ’'s Charmid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1 , pp .33-3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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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잃-(Eπtcrτ1111 11 EαU1OU)이다. 
3) 1), 2)에 의해서 절제는 자신에 대한 앓(Eπtcr 1:11 11 11 ÈαU'tO U) 

이다-(165c). 

4) 자신에 대한 닮은 자신의 절제를 아는 것을 포함한다.(164 

c~d) 

5) 3), 4)에 의해서 절제는 자신의 절제를 아는 것이다. 
6) 3), 5)에 의해서 절제는 자신에 대한 잃을 아는 것이다. 

7) 절제는 자신에 대한 앓의 밟이다. 

8) 절제는 [자신에 대한] 밟의 밟이대166c). 

9) 자신에 대한 앓은 절제 이외에도 자신과 관련된 다른 밟들 

에 대한 앓이다.(크리티아스가 생각했을 법한 내용) 

10) 절제는 [자신에 대한] 앓과 다른 밟들에 대한 앓이대166e). 

이처럼 논증을 구성해 보면， 이 부분에서 크리티아스가 자신의 정 

의를 ‘자신에 대한 앓’에서 ‘자신과 다른 앓들에 대한 앓’으로 변형 

시킨 것이 논리적 오류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이 

논증은 결국 크리티아스가 ‘절제있는 사람이 자신이 절제있음을 안 

다’는 명제， 즉 절제가 ‘자신의 절제를 앓’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는 

가의 문제가 될 것인데， 크리티아스가 164c -d에서 자신이 절제있음 

을 알지 못하는 의사를 절제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좋은 것을 

함’이라는 절제의 정의를 포기했다는 사실은 이 명제의 도입을 뒷받 

침해 준다. 

차르미데스가 말했지만 실제로는 크리티아스의 것으로 드러났던 

정의인 ‘자신의 것을 함(1:0 1:U EαU1:0U πpU 1:1:m)’이 제시되었을 때부터 

크리티아스는 절제가 자신과 관련된 어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또한 크리티아스는 “자신의 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명제를 매개로 

‘좋은 것을 함(1:0 1:0V dyαeOv πpU't'tê tv)’이라는 절제의 정의를 이끌어 

냈다. 그리고 크리티아스는 자신이 절제있는지를 모르는 절제있는 

사람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자신을 아는 것(τo ytyvω O" KEtV EαU 't ov)’이 

라는 새로운 절제의 정의를 제시했다. 이와 같이 크리티아스는 닮의 

일종으로 절제의 정의를 제시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절제를 ‘자신’ 

과 관련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크리티아스가 절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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앓의 일종으로 정의했을 때에도， 그리고 ‘자신에 대한 앓’에서 ‘앓의 

앓’으로 정의 변형을 거칠 때에도 ‘자신(즉 절제있는 사람이라고 한 

다면 그 한 개인)’을 포함시키고 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크리티아스의 입장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 

서 그가 논리적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가 소크라테 

스를 넘어선 것은 아니었다.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바로 이 ‘자신’이 

라는 측면에서 크리티아스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11) 

소크라테스는 이제까지 이로움을 기준으로 절제의 정의가 올바른 

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 왔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카르미데스와 

의 대화에서는 절제가 아름다운지 그리고 절제가 좋은지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그 다음에는 자신의 것만을 하는 것이 도시에 이로움을 주 

는지를 가지고 절제의 정의를 판정했다. 그리고 ‘좋은 것을 함’이라 

는 정의 논박에서는 의사가 이로운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를 

삼으면서 이로움의 단계를 치료를 통해 이로움을 얻게 되는 단계와 

환자에게 진정으로 이로움이 되는 단계로 나누었다. 

소크라테스는 절제가 앓의 일종으로 정의된 이후에도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이로움이라는 기준으로 제시된 정의를 평가했다. 가장 먼 

저 소크라테스가 제시한 기준은 그것이 어떤 아름다운 일을 해 주는 

가이다. 이것은 외적인 결과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하학이나 산술은 

해줄 수 없는 것이다. 절제가 뭔가를 해 주는 이로움을 갖는다는 소 

크라테스의 전제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지속적 

으로 절제가 어떻게 이로운 것인지 검토하면서， 이로운 것이 아니라 

면， 어떤 정의도 절제의 정의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크리티아스가 절제를 자신과 구별되는 대 

상이 없는 유일한 앓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이로운지 

를 살펴보기 전에는 절제의 정의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대169b ). 크리티아스가 제시한 변형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 

11) 물론 소크라테스가 절제가 자신에게 전혀 이로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게만 이로운 어떤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아니다. 소크라테스는 절제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 더 나아가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이로운 덕목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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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크라테스의 논의의 방향과 방식을 결정하는 것도 바로 이 이로 

움의 기준이다. 그런데 이제 절제의 이로움은 더 나아가 도시의 지배 

와 관련해서도 이로워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3. 크리티아스의 정의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논박 

3.1. ‘자신에 대한 닮(따10" 1 1111 11 EαU10U)’은 이로운가 

크리티아스의 정의를 논박하는 소크라테스가 논박의 기준으로 삼 

는 것은 제시된 정의가 이로운 것인가이다. 이 이로움의 기준은 크리 

티아스가 절제의 정의를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제시하면서부터 적용 

되기 시작한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아는 것(τo y1yVω O" KE1V EαU10V)’을 ‘자신에 

대한 잃캔1t 10" 111 11 11 EαuτOU)’으로 재정의한다.(165c)12) 이처럼 절제를 

밟의 일종으로 규정한 다음 소크라테스는 다른 밟들과의 유비를 통 

해 제시된 정의를 살펴본다. 소크라테스가 처음에 적용하는 기준은 

이로운 결과물의 생산 여부이다. 다른 생산적인 기술틀처럼 뭔가 아 

름다운 일(KαÀOV EPYOV)을 해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절제가 아니라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주장이다. 

1) 절제는 자신을 아는 것이고， 자신에 대한 밟이다.(165c) 

2) 의술， 건축술 등과 같은 기술들(1Qv11)은 각각 건강， 집짓는 

것의 잃-(Eπ10" 1 111111)이며， 그것은 건강이나， 집과 같은 아름다 

운 일(K따OV EpyOV)을 해준다.13)( 165d) 

3) 그런데 절제가 해주는 아름다운 일(KαÀOV EpyOV)은 없다.(숨 

은 전제) 

4) 결론 : 절제는 다른 밟들과 같은 앓이 아니다. 

12) 이 과정을 통해 ytYV(OO' KEtV 이 6πtO'~T]1.l T]와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된다. 

13) ~EX Vll 와 6π10'~1l~씨는 무언가를 할 줄 안다는 것으로 동일한 맥락에서 쓰 
이는 용어이다. 박홍규， 『형이상학 강의 1 J , 박홍규 전집， 민음사， 

pp .30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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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제는 다른 밟들과는 다른 고유한 특성을 가진 밟이다. 

• @ 절제는 이로운 앓이 아니다. 

• @ 절제는 앓이 아니다. 

절제가 일종의 앓이라면 다른 앓들처럼 뭔가 아름다운 일(K따OV 

epyòv)을 해 주어야 하는데， 절제는 과연 어떤 것을 해 주는가? 절 

제는 그런 것을 해주지 못하지 않느냐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물음이 

다. 크리티아스도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말에 동의한다. 절제가 해주 

는 아름다운 일(KαÀov epyov)은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아름 

다운 일을 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 그 누구에게도 어떤 아름다운 일 

을 해 주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절제는 무용한 것이 

될 것이다. 절제가 이처럼 전적으로 무용하다면， 절제는 아름다운{KαÀOV) 

것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절제가 해 주는 아름다운 

일(K따ov epyov)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절제가 아무런 아름다운 것을 

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일’을 해주지 못하 

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크리티야스의 정의 

에 따르면 일(epyov)은 아름답게 만틀어진 것(κ따ω; πO lOUV1:a )이다. 

그런데 절제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절제는 아름 

다운 ‘일’을 해 주지 못한다. 

크리티아스와 소크라테스는 이 대화를 통해 가능한 결론 @나 @ 

이 아닌 @을 결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들이 절제가 앓의 일종이 

며， 이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절제는 생산적인 기 

술(productive technique)과 같은 이로움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이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화자들은 그 이로움이 어떤 것 

인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기하학이나 산 

술은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응용되지 않고는， 건축술이나 직조술처럼 

그것만의 유용한 결과물을 내어 놓지는 못한다. 기하학은 건축술과 

어울려서 응용될 때，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다. 산술 역시 그것만 

으로 아름답고 이로운 것들을 민들어주지 못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기하학이나 산술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다. 크리티아스가 절제 

를 산술이나 기하학에 비유한 것은， 절제도 절제만으로는 아름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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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 것들을 만들어주지 못하지만， 다른 것과 함께 있을 때 무언가 

아름다운 일을 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크리티아스의 생각을 지나쳐 가려고 한다. 소크 

라테스가 생각하기에는 기하학이나 산술의 이로움의 차원도 절제가 

가져야 할 이로움에는 못 미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3.2. ‘닮의 닮(eπ10"'tTJ~ TJ eπ10" TIWTJÇ)’은 가능한가 

소크라테스는 이제 제시된 정의를 다른 방식으로 검토한다. 그는 

산술과 기하학， 무게 측정술이 자신과는 구분되는 어떤 대상을 가지 

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절제가 가지고 있는 자신과 구별되는 대상이 

무엇인지 묻는다. 크리티아스는 절제는 유일하게 다른 잃들과는 다른 ‘자 

신과 다른 잃들에 대한 잃야π10"τTJ~TJ 'tωV ciÀÀcov err1O"'tTJ~cov KO: 1 EαU'tTJç) ’ 이 

라고 대답한다. 소크라테스의 물음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크 

리티아스의 대답은 ‘자기 자신’이다. 절제가 ‘자신에 대한 앓’이라고 

할 때， 그 앓의 대상은 절제를 가지고 있는 자신(주체)이기 때문이 

다)4) 그런데 크리티아스는 이상하게도 자신의 정의를 변형시켜서 대 

답한다. 그 대답은 ‘그 자신과 다른 잃들에 대한 잃야π10"'tTJ~ 1] 'tωV ciÀÀcov 

6π10"'t l1!lωv κ0: 1 EαuτTJç)’이라는 것이다. 이 변형은 앞에서 지적한 대 

로 크리티아스가 이 정의를 ‘자신에 대한’이 생략된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다른 밟들과의 유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그 

것이 절제의 정의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소크라테스는 ‘앓 

과 모름， 그리고 다른 밟들에 대한 앓’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과정에 

서도 유비를사용한다. 

1) 절제는 밟과 모름， 다른 앓들에 대한 앓이다.(1 67c) 
2) 봄(0ψlÇ)， 들음(ci KOTJV), 욕망(tπ19uμα) ， 바람(ßOUÀ 1]O" lÇ), 사랑 

(epω'to: ), 두려움(~OßOV)， 의견(ÕO야V) 등 각각은 그 자신과 

구분되는 대상이 있다.(167c-168a) 

14) 이런 변에서 Arnim은 물음을 제기하는 소크라테스와 답을 하는 크리티아 

스 모두가 잘못하고 있다고 지 적 한다. Tuckey, 암의 책，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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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밟은 어떤 능력(ð1) Vα Jl tç)을 가지고 있다 (168b) 

4) 더 큼(μtçov)， 더 작음(EÀÀα 'tov)， 두 배(ðtπÀ O: crwv)도 모두 

능력을 가지고 있다.(168b) 

5) 더 큼， 더 작음， 두 배는 자신에 대해 능력을 갖지 못한 

다.(168c) 

6)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의 능력을 가 

진 것은 존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68d) 

그러나 이러한 논증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이것들이 전적으 

로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한다. 이것은 유비 논증의 필 

연적인 결과이다. 다른 것과의 비교를 통해 다른 많은 것들이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앓이나 능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일하게 절제만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유비가 갖는 이런 한계를 잘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주어진 결론을 확실하게 부정하지 않고， 가능 

성을 가정하고 그것의 이로움을 따져보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진행이 유비의 논리적 불충분함에서만 기인한 

것은 아니다. 그가 스스로 이러한 논의 진행을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 

다.15) 소크라테스가 이때 가능성을 가정하고 이로움을 따져보자고 제 

안하며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은 가능성보다는 이로움에 대한 탐구가 

절제의 정의를 탐구하는 데에 더 중요하다는 그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15) “친구， 모든 것들로부터 이것을 충분하게 분리해내는 위대한 사람이 필요 

하네.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것도 [앓을 제외하고는] 그 자신의 능력을 자신 
에 대해서 행사하지 못하는지， 아니면 어떤 것들은 그렇지만，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은지 그것 말일세. 만일 자신들에 대해 그 능력들을 행사하는 것 

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절제라고 말했던 그 않은 바로 그것들에 속하 

게 될 걸세， 나는 이것들을 논의한 것이 나 자신에게 충분하다고 믿지 않 

네. 밟의 앓이 있다는 것 그것이 생겨남이 가능한지， 그것이 대개 가능한지 
확실하게 단언할 수 없고， 그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이로움을 주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기 전에는 그것이 절제라고 보여주지도 못하는 그 이 

유 때문이네."(l 69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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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닮의 닮(Eπtcrτ~fl~ 8π10"'tTj fl Tj ç)’은 이 로운가 

‘앓의 잃(8π10" τ~fl~ 8π10"'t ~fl Tj ç)’이라는 크리티아스의 정의는 소크라 

테스에 의해 ‘모름’이 덧붙여진다. 더 나아가 소크라테스는 ‘앓 

(8π 1O"'t ~fl ~)’은 ‘아는 것(ci OlðEV)’으로 ‘모름’은 ‘모르는 것(ci fl ~ 

OlðEV)’으로 해석하여， ‘앓과 모름에 대한 앓’이라는 정의를 ‘아는 것 

과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규정한다.(l 6ge) 

1) 절제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앓이다.(1 6ge) 

2)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은 어떤 것이 앓이고 앓이 

아님을 구분하는 것만큼만 할 수 있다.(I 70a) 

3)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은 건강에 대한 앓과 모름(의 

술)， 정의(ðlKαwç)에 대한 밟과 모름(정치술)과 다르 

다.(170b) 

4) 건강함이나 집에 대한 밟이 없으면 누군가 건강함을 안다는 

것과 건축을 안다는 것을 알 수 없다.(170c) 

5) 절제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아는 것(to know what one 

knows and does not know)이 아니고，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to know that one knows and that does not 

know) 이 다.( 170d) 

6)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을 밟(to know that one knows and 

that does not know)은 진짜 전문가와 가짜 전문가를 구별하 

지 못한다.(170d-e) 

소크라테스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밟’이라는 정의를 명료화하 

는 과정에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구별한다. 의술을 아는 앓과 의술 

을 안다는 것을 아는 밟과의 구별이다. 전자의 대상은 의술이고， 후 

자의 대상은 의술을 안다는 사실， 사태가 된다. 그리고 정의된 절제 

는 후자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내용(예를 들어 의술이나 건강함)이 배제된 사태적인 앓만 

으로는 진짜 전문가와 가짜 전문가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 

에 ‘밟과 모름에 대한 앓’은 무용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소크라테스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아는 것('tO ÚðEVα1 ci olðEV Ka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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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1111 ÓtÒëV)’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것만큼만 할 수 있 

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Y)이 아는 것이 의술이라고 하 

고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X는 앓과 모름에 대한 앓을 가지고 있다. 

2) 밟과 모름에 대한 앓은 어떤 것이 앓이고 앓이 아님을 구분 

하는 것만을 한다. 

3) X는 Y가 알고 있는(혹은 모르고 있는) 의술에 대해서는 알 

지 못하고， Y가 알고 있다는 것， 모르고 있다는 것만을 안 

다-
(.: X가 알고 있는 것은 잃과 모름뿐이기 때문이다.) 

4) X는 Y가 진짜 의사인지 가짜 의사인지 알지 못한다. 

Y가 의술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자.X는 Y가 알고 있는 의술을 

모른다. 그런데 X는 Y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는 것이 밟인지 아닌 

지를 알 수 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와 크리티아스의 대화 내용이다. 

일견 일리 있게 보인다. 

그런데 X는 Y가 의술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 X가 

Y가 의술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단지 Y가 무언가를 알고 있 

다는 사실만을 안다고 해보자. 그렇게 되면 X가 알고 있는 것은 정 

말 별 효용도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든 무 

언가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X가가 무언가를 알고 있 

다 혹은 모르고 있다는 것만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 정의는 별 

의미없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Y가 어떤 앓을 알고 있음을 X가 안 

다고 해도 X는 건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의술인지 아닌 

지도 모른다. 결국 Y가 의술에 대한 앓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X는 Y가 알고 있는 것이 의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앓이 

의술인지 알기 위해서는 건강에 대한 밟， 즉 의술이 있어야 한다. 그 

렇기에 진짜 의사와 가짜 의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어떤 

앓이 의술인지를 알기 위해서도 의술에 대한 앓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절제에 내용이 있는 대상에 대한 앓도 포함되고， 전문가 

도 구별할 수 있다고 하면 앓과 모름에 대한 밟은 절제의 정의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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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가. 소크라테스는 다시 한번 가정한다. 소크라테스는 앓과 모 

름의 밟으로도 누가 진짜 의사인지 누가 가짜 의사인지 알 수 있다 

고 해보자고 제안한다. 

3.4. 전문가의 구별과 이로움， 그리고 도시의 다스림 

이 부분에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물음은 “왜 소크라테스는 주어 

진 정의가 절제의 정의인지 아닌지를 전문가를 구별할 수 있음과 없 

음을 통해 판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캐’이다. 전문가를 제대로 판정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이로움이 있는가. 소크라테스가 잘 드는 의 

사의 예를 들어 보자. 우리가 진짜 의사와 가짜 의사를 안다면 어떤 

이로움이 있는가. 우리가 병을 치료받고자 한다면 진짜 의사와 가짜 

의사를 알아서 구별하는 일은 매우 도움이 되는 일일 수 있다. 정말 

로 병을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자신의 병 

만을 고치는 데 이로움이 된다변 그것을 절제의 이로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그것 자체가 이로움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절제의 이 

로움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인다. 절제가 다른 사람이 진짜 전문가인 

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내가 그에게 신발짓는 것을 맡기는 것이라든 

지， 진짜 의사에게 치료받는 것이라면 굳이 그것을 훌륭함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 16) 그것은 어떤 이로움을 주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훌륭함은 아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를 잘 구별하면서 그것이 훌륭한 무엇이 펼 수 있 

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소크라테스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도시의 다스림과 관련이 있다. 그는 전문가를 잘 구별할 줄 아는 밟 

을 이야기하고서 그것으로 다스려지는 도시가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고 말한다. 결국 전문가를 구별할 줄 아는가 모르는가는 그것 

16) 물론 환자로서 훌륭하다고 할 수 있지만 w카르미데스』 초반에 이미 영혼 

이 병들어 선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소크라테스의 입장에서 환자가 훌 
륭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다. 홀륭한 환자 
의 예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여기에서 소크라테스가 도 
시의 다스림과 절제를 연결시카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 논의는 다음 기 
회로 미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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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사람이 행복을 줄 수 있는가 없는7}， 더 나아가 그 원리(여 

기에서는 절제)에 의해 다스려지는 도시가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가를 판별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 

이와 같은 이해는 소크라테스가 왜 논의에서 불가능한 것처럼 이 

야기된 것에 대해서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고 대화를 진행시켰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일차적으로 ‘자기 자신’을 대상으 

로 하는 앓이나 능력이 유비에 의해 그 존재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크라태스 

는 다시 ‘앓과 모름에 대한 앓’， 즉 건강함과 같은 대상에 대한 앓이 

없이 사태에 대한 앓만으로 정의된 절제가 진짜 전문가와 가짜 전문 

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이 논의에 의해 크리티아스와 동의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다시 진짜 전문가와 가짜 전문가를 구별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가정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169b에 

서 말했듯이 소크라테스에게 “주어진 정의가 진정 이로운7}'’는 제시 

된 정의가 절제의 정의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아다. 소크라테스가 생각하기에 절제의 이로움은 아름다운 일 

(kalon e )rgon)을 해주는 이로움이며， 진짜 전문가와 가짜 전문가를 

구별해 주는 이로움이고， 그것(절제)에 따라 다스려지는 도시가 잘 

다스려지는 이로움(1 61e-162a)이다. 즉 그것은 절제를 가진 주체뿐 

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회 속에서 뭔가 의미있는 일을 해 

주는 이로움이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생각은 카르미데스와 크리티 

아스의 정의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기획은 제시된 정의를 도시의 다스림， 행복 

과 연결하는 부분에서 그 최종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 절제의 정의를 

판가름 하는 것이 그것이 이로운지를 살피는 것이었는데， 그 최종 목 

적지에서 소크라테스는 이로움이 통치， 도시의 다스립， 인간의 행복 

을 보장해 주는 것이어야 함을 역설하게 된다. 이 과정은 바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밟’으로 정의된 절제가 진짜 전문가와 가짜 전문 

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서 그 앓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것을 징검다리로 하여 이어지게 된다. 이후에 

소크라테스가 전문가를 구별하는 밟아 실현된 도시에서 인간이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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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비록 직접 절제의 정의로 

제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간을 행복하게 해 주는 닮으로서 

‘좋음에 대한 앓’을 논의하게 되는 것도 이로운 밟을 찾고자 하는 소 

크라테스의 의도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4 결론과 과제 

우리가 『카르미데스』의 독해 과정에서 겪게 되는 두 번의 당혹감 

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크리티아스의 정의 

변형에 관해서는 그것이 논리적 오류가 아니며， 크리티아스가 절제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전제를 이해한다면 크리티아스가 충분히 생각했 

을 만한 변형이 된다는 점이다. 크리티아스는 절제가 ‘자신에 대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전제하고 있었으며， 소크라테스와의 대화는 이 절 

제의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이었다. 크리티아스와는 달리 소크라테스 

는 절제의 이로움을 자신의 이익이 아년， 도시의 다스림， 전문가를 

구별함， 인간의 행복에서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크리티아스의 정의 

변형이 오류처럼 생각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잃앤π10"따L11 EαU 'l:OU)' 

과 ‘밟의 잃\ È1I:tG't1111 1l Eαuτllç)’의 형식적 유사성 때문인데， 크리티아 

스가 이 둘을 혼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크리티아스는 이미 

“절제 있는 사람은 자신이 절제 있음을 안다~164d)"는 언명을 통해 

절제가 자기 인식을 동반하고 있으며 절제가 앓인 이상， 밟이 있음을 

아는 자기 지시적 앓의 성격을 가져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을 

절제의 핵심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둘째， 소크라테스가 보여 준 논의 진행은 진정 이로운 밟으로서의 

절제를 탐구하고자 한 소크라테스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크라 

테스는 대화 상대자가 제시한 정의를 반박하면서， 절제가 가진 속성 

인 아름다움(kalon)， 좋음(a)gaqon) ， 이로움(w)felimon)을 찾아 나갔으 

며， 절제를 도시의 다스림과 연결시킴으로써 자신이 갖고 있는 이로 

움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그가 생각하기에 절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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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움은 결코 자신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자기 자신에게 이로 

울 뿐만 아니라 절제에 따라 다스려지는 도시도 이롭고， 시민들이 행 

복해질 수 있는 이로움이었다. 이러한 그의 의도는 크리티아스의 정 

의를 논박하는 과정에서 두 번에 걸쳐 부정적으로 확인된 명제들을 

바로 폐기시키지 않고 유지하면서 이로움을 지속 탐구해 나가는 논 

의 진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크리티아스와 소크라테스의 대립， 그리고 대화의 진행은 

다시 몇 가지 물음을 제기한다. 이 둘이 보여주는 대립이 소피스트와 

플라톤과의 대립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도시의 다스림이나 행복을 

기준으로 절제의 이로움을 탐구하려는 소크라테스의 의도가 이후 플 

라톤 철학에서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지 또 『국가』에서 나라 전체 계 

급이 가져야 할 덕목으로 이야기되는 절제와 『카르미데스』에서 나타 

나는 절제의 정의들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등의 물음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은 플라톤 초기 대화편과 중기 대화편의 연결 

관계를 좀더 명확하게 규병함은 물론， 플라톤 정치 철학 전반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차후 섬화 연 

구가 펼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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