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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플라톤 연구에서 여태껏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한
‘인간애’ 개념을 ‘경건’에 대한 소크라테스적인 관념에 비추어 해명하
는 데 있다. 플라톤의 ‘인간애(philanthropia)’는 도처에서 숙고하고 토
론하는 주제가 결코 아니다. 이러한 기존 학계의 소홀한 태도는 일차적
으로 플라톤 자신이 φιλανθρωπ α라는 단어에 그다지 돋보일 만한 철학
적 프로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데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실제
로 φιλανθρωπ α는 플라톤 저작 전체에서 위작인

정의 (Definitiones)

412e 11-12을 제외하고 단 한군데에서만 언급되는데, 바로 에우튀프
론 3d 7이 그 자리이다. 상관된 형용사적 표현인 φι-λ νθρωπο 와 φι
λανθρωπ τατο 역시 법률 713d 6과 향연 189d 1에서 각각 단 한
번씩 언급된다. 이 두 대화편에서는 크로노스나 에로스와 같은 신
(神)의 인간애가 논의의 대상인데 반하여－그리스에서 통용되었던
‘인간애’의 원래적 의미에 상응하여,1) 에우튀프론 에서는 한 사람의
* 이 글은 다음 논문의 한글 본이다: “Philanthropie und Frömmigkeit in Platons
Euthyphron”, Archiv für Geschichte der Philosophie 90, 2008, 115-130.
1) Schöpsdau 2003, 190 에 따르면, 형용사 φιλ νθρωπο 은 일차적인 의미에서
인간을 향한 신의 사랑을, 이차적, 즉 비유적인 의미에서 인간들간의 사
랑, 특히 군주의 덕으로 간주된 신하에 대한 임금의 사랑을 지시한다. ‘인
간애’ 개념의 역사에 관해서 Spicq 1958 참조, 특히 고전 시기: 16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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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애, 즉 소크라테스의 인간애가 주제화된다. 바로 이 널리 알려지
지 않은 소크라테스 인간성의 이면을 본 논문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소크라테스의 인간애가 언급되는 대화편인 에우튀프론 은 디오게
네스 라에르티오스의 철학자들의 삶과 가르침 3, 58에 전해진 경
건에 대하여 라는 전통적인 부제가 나타내듯이, 경건을 주제로 한다.
이 플라톤의 초기 저작은 소크라테스의 변명 과 더불어 이른바 ‘소
크라테스적 경건’ 개념의 재구성 시도－물론 플라톤적 시각에서－에
원천을 제공한다.2)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소크라테스의 인간애가
소크라테스적 경건과 도대체 관련 있는가, 있다면 과연 어떻게 관련
있는가라는 물음이 제기된다. 이 물음에 대한 답 또한 아래에서 추적
할 것이다.
본문에서, 우선 에우튀프론 에 나타난 소크라테스의 인간애를 소
개하고, 이를 엘리트주의자인 주인공 에우튀프론의 인색함 내지 시기
심(φθ νο ) 3)과 대조하겠다(I). 다음으로 대화편의 주제인 경건의 정의
(定義)에 대한 탐색에 착수할 것이다(II). 비록 대화편이 한편으로는
난관에 봉착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의 해결 방
안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암시된 내용을 뚜렷이 드러내고자
애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애와 경건 사이의 상관성을 확립할 것
이다. 이를 통해 소크라테스의 개인적 인간애는 “신을 닮아가기”라는
플라톤적 지평에 놓이게 된다(III).

Ⅰ
논의를 시작하며, 어떤 극적 틀 안에서 소크라테스의 인간애가 등
장하는지 밝히기 위해 잠시 대화편의 도입부(2a–5d)를 스케치하는
본 자료를 알려주신 Dominic J. O’Meara 교수께 감사드린다.
2) 크세노폰의 회상록 (Memorabilia) 또한 ‘소크라테스적 경건성’의 중요한
원천으로 꼽힌다.
3) 그리스어 ‘φθ νο (phthonos)’는 남에게 주기 아까워하거나 남이 잘되는 것
을 시기, 질투하는 심성을 의미한다. 각주 5)와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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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좋겠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법정으로 가는 도중, 집정관 왕
의 주랑 회관 앞에서 예언자 에우튀프론을 만난다. 소크라테스는 신
에 대한 불경과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죄목으로 고소된 반면(2c2
–4; 3b1–4), 에우튀프론은 자신의 아버지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4d10). 친아버지와 법정에서 다투는 에우튀프론을 주변에서 불경하
다고 비난했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의 경건함을 확신하고 있으며, 나
아가 신적인 사안에 대한 앎 내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한다
(4e4–5a2). 이에 대응해서, 마침 불경죄로 재판정에 서야 하는 우리
의 철학자는 자신 만만한 종교 전문가에게 무엇이 신에 대한 공경(τ
ε σεβ )이고 무엇이 신에 대한 불경(τ
건함(τ

σεβ )이며, 또한 무엇이 경

σιον)이고 무엇이 경건하지 못함(τ

ν σιον)인지 가르쳐주

길 부탁한다(5c4–d5). 이렇게 본격적 대화가 시작된다.
에우튀프론 의 서두는 독자에게 왜 등장 인물들이 대화편의 주제
로 이르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줄 뿐 아니라, 그들의 인격적 초상화를
생생하게 그려준다. 그러면서 플라톤은 두 인물간의 상반되는 측면을
두드러지게 하는 데에 마음을 쓴다. 그 예로 다음의 대화 한 토막을
들 수 있다(4e9–5a4):
에우튀프론: 안 그러면, 저는 아무 쓸모가 없겠지요, 소크라테
스! 만약에 그런 모든 신적인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면, 에우튀프론이 대다수의 사람들(τ ν πολλ ν νθρ πων) 과 다를
바가 없겠지요.
소크라테스: 에우튀프론, 자네 대단하군. 나로서는 자네의 제자
가 되는 게 아마도 최상일 것 같군.4)

이 작은 인용문만 보아도, 거만하고 외람되며 자기도취적인 에우
튀프론의 모습을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그는 자신을 심지어 3인칭
으로 지칭한다!). 물론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한 성격도 우리의 시선
을 피해갈 수 없다. 소크라테스는 허영에 찬 상대의 내면을 꿰뚫어보
고 있으며, 자신을 과장되게 비하시킴으로써 상대방을 조롱한다.
4) 이 논문에 인용된 원전은 필자에 의해 번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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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우튀프론이라는 인물을 두고 볼 때 우리 연구주제와 관련해 특
히 주목할 측면은 엘리트주의이다. 이 예언자는,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스스로를 대중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길 원한다.
그의 엘리트주의 태도는 멜레토스가 소크라테스를 고발한 데 대한
반응에서도 반영된다. 해당되는 원문을 살펴보자 (3b6–3c5):
[ …] 그래서 그는 당신이 신적인 사안과 관련해 혁신을 꾀한다
고 고발했고, 당신을 중상하기 위해 법정에 나서는 것입니다. 많
은 이들에게(πρ το πολλο ) 그런 중상이 잘 먹혀 들어간다는
걸 알고서요. 왜냐하면, 제 경우에도, 민회에서 신적인 사안과 관
련해서 장차 닥칠 일을 예언하면서 뭐라고 말만 하면, 사람들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비웃지요. 그래도 제가 예언한 것 중에
서 진실이 아닌 것은 하나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 같은 부류의 모든 사람을 시기합니다(φθονο -σιν μ ν π σι
το τοιο τοι ).5) 그런데 그들 걱정할 것 없이, 정면으로 대결해야
겠지요.

에우튀프론은 멜레토스의 소크라테스 기소 동기를 중상에서 찾으
며 명백히 소크라테스의 편을 든다. 동시에 대중의 시기심이 신성 모
독 비판을 빙자한 중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중은
에우튀프론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 같은 부류의 사람 모두를 시기”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예언자는 소크라테스의 편에 서서 자기
자신을 소크라테스와 함께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위로 추켜 세우려
고 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자기 일과 에우튀프론의 일을 구분지
으면서 자신과 에우튀프론이 다름을 보이길 원한다.
소크라테스는 그럴 목적으로 우선 비웃음을 받는 것이 큰 일이
아님을 지적한다(3c6–7). 그로써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암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 뒤에 자신의 처지를 다음과 같이 분명하
게 표현한다(3d9–e3):
5) Schleiermacher 번역(“Aber doch sind wir alle ihnen verhasst.”) 에서 동사 φθ
ο-νο σιν가 ‘미움’과 ‘싫어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보다 정확
하게는 ‘시기’와 ‘질투’를 표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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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만약에, 내가 방금 말했듯이, 사람들이 나를 단순히 비
웃기만 한다면, 그들이 자네를 그렇게 대한다고 자네가 주장한 것
처럼 법정에서 농담을 하고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재미없진
않겠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심각하게 나온다면, 일이 어떻게 끝
날지, 자네 같은 예언자들을 제외하고는(πλ ν μ ν το μ ντεσιν)
아무에게도 분명치 않을 걸세.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당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리고
에우튀프론이 소크라테스의 재판을 두고 예언한 좋은 결말(3e4–5)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독자들은 이미 알고 있다. 아테네인들은 소크라
테스를 처형시킬 것이다.
나아가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인들이 특별히 에우튀프론을 시기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아테네인들은 어떤 사람에
대해, “그가 자신의 지혜를 가르치려고 들지 않는 이상(μ
δασκαλικ ν τ

υτο

μ ντοι δι-

σοφ α : 3c8–9)” 별달리 신경 쓰지 않기 때문

이다. 그런데 에우튀프론이 바로 그렇게 가르칠 의사가 없는 사람이
다. 곧 보게 되겠지만, 그는 사실상 자신이 자부하는 ‘지혜’를 나누길
아까워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아테네인들이 그를 시기할 이유가 없
다. 소크라테스의 경우, 입장이 다르다. 그는 아테네인들의 분노를 예
상해야만 했다: “그러나 [아테네인들이] 그가 다른 사람들도 자기 같
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그에게 분노하지( ν δ
α

ν κ

λλου ο ωνται ποιε ν τοιο του , θυμο νται). 그러니까 그게 자네가

말한 대로 시기 때문이든 다른 무엇 때문이든 말이네.”(3c9–d1)
이 자리에서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내세
우길 피한다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아테네인들의 시각을 빌
리자면, 소크라테스는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으
로 만들기를 원하는,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닮게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
하는지는 원문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있지 않다. 나중에 이 문제에 대
해 새로 논의할 것이다. 에우튀프론이 지혜로움을 자처한다는 점에서
소피스트들과 가깝고, 이 점을 두고 볼 때, 여기에서 플라톤이 反-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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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트적 논쟁을 벌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에우튀프론
을 많은 소피스트들로부터 갈라주는 선을 그가 “자신의 지혜를 가르
치려고 들지 않는”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6) 이는 다시금 그의 인
색함(시기)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렇다면, 그가 아테네
시민들에게 한 비방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대중의 시기심에 대항해 논쟁함으로써, 그는 스스로를
이중으로 모욕하게 된다: 첫째, 자기 자신의 시기심에 의해, 둘째 이
시기심에 대한 자신의 맹목에 의해. 거기에 바로 그의 사고의 ‘무반
성성(Unreflektiertheit)’이 노출되는데, 그의 이름 또한 이 점을 넌지
시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에우튀프론’은 대략 ‘직선적
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눈에 띄는 점은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인들에
게 시기심이 있다고 딱 잘라 말하는 것을 삼간다는 사실이다. 어디에
서 이런 신중한 태도가 연유하는가? 위에서 언급한 아테네인들의 분
노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그가 암시하고 있는 것
일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소크라테스가 본론적 대화 중에
분노와 적대감을 “정의와 부정의, 미와 추, 선과 악”을 둘러싼 의견
불일치(διαφορ )의 탓으로 돌리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7b6–7;
7d1–2). 이에 따르면, 분노는 가치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발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의견 불일치가 반드시 분노를 일으켜
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소크라테스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아테네
인들은 어떤 사람에 대해, 그가 자신의 ‘지혜’를 가르치길 바라지 않
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면 분노한다. 플라톤은 에우튀
프론 에서 시기와 분노가 서로 상관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관련되
6) 위에서 말한 바에 의거하면, 가르치길 좋아하는 소피스트들과 아울러 소
크라테스가 아테네인들의 분노를 모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연하다. 플라
톤의 프로타고라스 에 소피스트들이 아테네인들의 시가와 미움을 불러일
으켰음이 언급된다. 플라톤은 프로타고라스의 입을 빌려, 많은 소피스트들
이 사람들의 시기가 두려워 갖가지 가장 수단을 동원해, 즉 시(詩), 비의
(秘儀), 체육, 음악과 같은 기예(技藝)의 이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숨겼다
고 주장한다(316 d 3-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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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라는 질문을 더 이상 추적하지 않는다.7) 따라서 왜 그가 소크라
테스로 하여금 곧장 아테네인들의 시기심에 대해 불평하게 하지 않
았는가라는 문제도 남는다. 이는 그가 소크라테스의 변명 에서는 바
로 그렇게 하기에 더더욱 기이하다. 거기에서 그는 소크라테스의 입
을 빌려 다음과 같이 말한다(28a 5–8):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했던 것, 즉 제가 많이 미움을 받고 있다
는 것,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다는 것, 그것이 진실임을 여
러분은 잘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저를 [ 법정에서] 이기는 자는,
만약 저를 이긴다면, 멜레토스도 아니고 아뉘토스도 아니고, 대중
의 중상과 시기(φθ νο ) 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에우튀프론 에 소크라테스가 보여주는 삼가는

태도는 어디서 온 것인가? 그러한 태도의 묘사를 통해, 플라톤이 아
마도 소크라테스의 온화하고 고귀한 성품을 에우튀프론의 거칠고 중
상모략적인 성품에 대조하여 드러내려고 한다고 짐작해 볼 만하다.
이러한 추측은 바로 이 맥락에서 소크라테스의 인간애가 언급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게 된다. 만약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에
우튀프론과 똑같이 아테네인들의 시기심을 헐뜯게 하게 한 후, 곧이어
그에게－이번에는 에우튀프론과 달리－예상에 어긋나게 인간애를 귀
속시킨다면, 작가로서 극도의 미숙함을 보이는 셈이 되겠기 때문이다.
이제 인간애가 등장하는 자리를 살펴보자. 에우튀프론이 아테네
인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은 욕구가 전혀 없다
고 표명하자, 소크라테스가 말하길(3d5–9):
아마도 자네가 자신을 드물게 내보이고, 자네의 지혜를 가르치
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평판이 나 있으니까. 그러나 나는 인간애로
인해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모든 사람에게 넘쳐서 퍼주
듯이 말한다는 인상을 그들에게 줄까 두렵다네( γ δ φοβο μαι μ
π φιλανθρωπ α δοκ α το
τιπερ χω κκεχυμ ν-ω παντ
7) 플라톤의 ‘시기(φθ νο , phthonos)’ 개념에 대하여 D. Frede 1997, 286-291;
Brisson 1996; Mills 1985; Milobenski 1964, 특히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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νδρ λ γειν). 보수 없이 그럴 뿐만 아니라, 누군가 내 말을 듣길 원
한다면, 기꺼이 돈을 보태주면서까지 그런다고 말이네.

소크라테스의 인간애는 여기에서 에우튀프론의 인간혐오에 대립되
어 도입된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전달욕구를 그의 인간애로 설명한
다. 동사 κχ ω(‘쏟아 붓다’)에서 파생된 부사 κκεχυμ νω 는 소크라
테스의 후함과 전달 내용의 자세함을 구상적(具象的)으로 표현한다.
이에 비해, 에우튀프론은 남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전하는 데 인색한
사람으로 묘사된다. 이 때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인간애에 대해 말하
기를 서슴지 않는 것이 흥미롭다. 그러한 자기 묘사는 그가 자신의
인간애를 뚜렷이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는 자기 희생
적인, 자기가 없는 박애주의자가 아니다. 오히려 정 반대로 그는 자
기 자신을, 더 정확히 말해, 인간을 사랑하는 자아(Ego)를 지키고 방
어하길 원한다.
결정적인 점은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흘러 넘치는’ 소통의 갈망을
그리고 그와 더불어 자신의 철학적 활동을 그의 인간애로 소급시킨
다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이 인간애가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인들의
분노( 소크라테스의 변명 에서는: 미움)를 사게 된 이유가 되고 만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철학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작은 변명’을 발견
하게 된다. 요컨대, 인간애는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자기 이해에 핵심
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Ⅱ
이제 에우튀프론 에 나타난 경건에 대한 탐구에 주의를 기울이자.
소크라테스가 여러 번 가르침을 부탁하자, 허영에 찬 에우튀프론은
상기된 덕(德)에 대한 토론에 응한다.8) 경건함이 무엇인가라는 질문

8) 에우튀프론은 심지어 소크라테스를 기꺼이 가르치고 싶다고 확언한다(6e4;
9b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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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에우튀프론은 맨 처음 자기 중심적인 대답을 제시한다[정의
1]: “그러니까 저는 경건함이란 바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살인이나 성물(聖物) 절도와 관련해서 부정의한 사람
(τ

δικο ντι), 아니면 그런 유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기소하는 것

입니다.”(5d 8–10)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에우튀프론에게 많은 경건
한 행위 중 하나 내지 둘을 가르쳐 주지 말고, 모든 경건한 것이 경
건하게 되도록 하는 바로 그 특징(τ
요구한다(6d9-11).9)

ε δο ) 자체에 대해 가르쳐주길

다시 말해, 경건함의 일반적인 정의(定義)가 요구

사항이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다시 세 번에 걸쳐 정의
를 내리려는 시도를 하지만, 모두 실패한다: [정의2] 신들에게 사랑스
러운 것이 경건하다(6e10); [정의3] 경건이란 신들을 정의롭게 다루고
돌보는 것(θεραπε α)이다(12e5–7); [정의4] 경건이란 신들에게 봉헌하
고 기도하는 법을 아는 데 있다(14c5–6). 대화편은 이 글 서두에 언
급한 바와 같이 난관(aporia)에 봉착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 같은 아포리아적 결말을 두고 볼 때, 도대체

에우튀프론 이

소크라테스적 경건성에 대한 이론의 원천으로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
이 생길 수 있겠다. 지공은 수 세대를 거친 연구에도 불구하고 경건
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
하며, 플라톤이 자신의 이론을 대화편 어디엔가 숨겨 놓았다는 가설
이 이미 실패했다고 역설한다.10) 하지만, 연구 성과가 불만족스럽다
고 해서 물음에 대한 답을 애당초 찾을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에우튀프론 의 대화 뒤에 경건에 대한 학설이 놓여 있는지 아닌지
는 기존의 학계 수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
직도 많은 학자들이 소크라테스적인 경건관을 재구성하려고 시도하
고 있다.

에우튀프론

해석과 관련해서, 학계는 예나 지금이나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다: 한 쪽은 건설적인 접근방식을 옹호하고11), 다
9) 바로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δ α 용어를 도입하고 (6d11), ε δο 와 동일한
의미에서 사용한다. 이와 관련해서 Bordt 1999, 59, 65.
10) Gigon 1972, 223–4.
11) Bonitz 1866, 233 34; Adam 1890, xii xvii; Friedländer 1957, vol. Ⅱ 75 84;
Rabinowitz 1958, 108 120 (이전 참고 문헌에 대해서는 113, 각주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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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한 쪽은 반-건설적인 접근 방식을 고집한다.12)
이제부터 필자는 하나의 건설적인 해석을 시도하려고 한다. 따라
서, 앞으로

에우튀프론 에서 경건에 대한 가능한 관념을 드러내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건설적인’ 진영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부
분은 [정의3] (“신들을 정의롭게 다룸(θεραπε α)”을 둘러싼 토론이다.
물론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소크라테스는 이 토론에서 에
우튀프론이 내세우는 주장을 붙잡아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데, 그럼으로써 어디에 난관을 뚫을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지 적어도 그 실마리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토론의 진행 과정을 잠시 짚어 보자.
우선, 소크라테스는 첫 번째 정의 시도에서 도입했다가 (부정의한
이를(τ

δικο ντι) 기소하기!) 두 번째 시도에서 빠뜨린 정의(正義)의

측면을 다시 거론한다: “자네에게 모든 경건한 것이 필연적으로 정의
롭게 여겨지는지 보게!”(11e4–5). 다음으로, 경건이 정의의 한 부분
임이라고 주장한다(12d2–3). 연이어, 경건이 정의의 어떤 부분이지
더 상세히 규정할 것을 에우튀프론에게 요구한다(12e1–2). 이에 응
해, 에우튀프론은 경건이 신들을 다루는 법과 관련된 정의의 부분이
고, 인간을 다루는 법에 해당하는 정의가 그 나머지라고 제안한다.13)
이 제안은 소크라테스에게 환영받는다(12e9-13a3): “참 잘도 말한 것
으로 내게 여겨지네, 에우튀프론. 다만 한 가지 작은 점이 아직 내게
부족하다네. 내가 자네가 말한 ‘다룸(θεραπε α)’이 어떤 다룸인지 이
해하지 못해서이네.” 이를 계기로 우리의 주인공들은 신들의 θεραπε α
(therapeia)에 대한 공동의 탐구로 넘어간다.14)
Taylor 1982; Erler 1987; Vlastos 1991; Wildberg 2002; Dimas 2006.
12) Croiset 1946, 4/1, 181 183; Robin 1935, 41, 254 255; Burnet 1924, 57;
Gigon 1972; Allen 1970, 6 9, 67; Versenyi 1982.
13) 고르기아스 에서 경건과 정의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적절성이 도입되
었다: 경건은 신을 상대로 적절한 일(τ προσ κοντα)을 함에 있고, 정의는
인간들에 대해 적절한 일을 하는 데 있다 (507b1-3). 정의와 경건의 관계
에 대해 상세히 Erler 1987, 160f.
14) 물론 이 자리에서 소크라테스의 긍정적 반응이 그의 동의를 의미하는 지
에 대해서는 의심을 제기할 수 있다. 확실한 것은 그가 아무런 유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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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관심사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대목은 에우튀프론이 신들의
θεραπε α를 신들에 대한 봉사( πηρετικ )15)로 규정짓는 곳이다(13d5–7).
이와 관련하여, 소크라테스는 어떤 일에 이 봉사가 쓸모 있냐고 묻는
다(13e10–11): “제발, 제우스신 앞에서 맹세코, 신들이 우리를 봉사
자로 써서 이루어내는 그 가장 아름다운 작품/일(π γκαλον ρ-γον) 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말해 보게.” 에우튀프론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많은 아름다운 것들(Πολλ

κα καλ : 13e12)이지요”.

소크라테스는 방만한 상대방을 놓아 주지 않고, 도대체 신들의 작
업의 주요 관건(τ

κεφ λαιον: 14a10)이 뭐냐고 찔러서 묻는다. 그러

나 에우튀프론은 이 질문을 결국 피해 가고,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큰 실망감을 표현하다(14b9–14c3): “그러나, 자네가 나를 가르칠 욕
구가 없다는 게 분명하군. 왜냐하면, 자네가 지금 다 와서, 몸을 돌
리니 말이네. 만약 자네가 그 대답을 해 주었다면, 나는 이미 자네한
테서 경건성이 무엇인지 충분히 배웠을 텐데.”
신들의 θεραπε α가 경건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지니는 의미를 파
악하기 위해서는 신들이 인간의 도움으로 이루는 작업 내지 작품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앞서 말했다. 그러나 지공은 우리가 찾는
“θεραπε α개념은 발견될 수 없다”고 단정한다. 그 이유로 플라톤이
두 번째로 언급된 질문에 대답할 재량이 없다는 점을 든다: “사람들
이 하나의 공동체에서 하나의 공동의 일을 위한 신들의 협력자라는
생각은 플라톤에게 완전히 낯선 종교성에 속한다.”
를 위해서는 플라톤의
지적하는 것으로

16)

이 주장의 논파

소크라테스의 변명 에 나오는 짧은 구절을

족하다.17)

거기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철학적 활

없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에우튀프론의 제안을
θε-ραπε α의 의미를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 상대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제안을 통째로 문제삼지 않는다. 그런 이상, 이 세 번째 정의 시
도를 계속 추적하면서, 경건에 대한 하나의 적극적인 정의가 나올 수 있
는지 검토하는 작업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15) πηρεσ α: 14d6. 이 용어의 긍정적인 함의에 대해서는 Wildberg 2002 참조.
16) Gigon 1972, 219: “Dass die Menschen Mitarbeiter der Götter an einem
gemeinsamen Werk in einem gemeinsamen Ganzen wären, gehört einer
Religiosität an, die Platon völlig fremd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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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신에 대한 봉사’라고 지칭하면서 (30 a 6-7: τ ν μ ν τ
πηρεσ αν; 참고 23c1: τ ν το

θεο

θε

λατρε αν), 동시에 자신을 신의

조력자로 그린다: 그는 자신이 신을 돕는다고(23b7: τ

θε

βοηθ ν)

명시한다.
다른 한편, 블라스토스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 건설적인 대답을
제안한다: 그 가장 아름다운 작업은 인간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
이다. 그는 이에 상응하여 소크라테스적 경건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
한다: “경건이란 인간을 이롭게 하는 신들의 일을 하는 것이다.” 18)
그는 이러한 ‘인간애적’ 해석의 근거를 소크라테스의 변명 에서 찾
는다. 보다 자세히 말해, 그는 위의 규정을 소크라테스의 삶에서 경
건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다음의 인용문에서 끄집어 내어 일반화함
으로써 얻어낸다(30a5–7): “그리고 저는 당신들에게 신에 대한 저의
봉사보다 더 큰 善(με ζον

γαθ ν)이 이 나라에서 생긴 적이 없었다

고 확신합니다.”
지공과는 달리 블라스토스는 인간들이 신들의 협력자라는 생각이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오히려 전통적인 종교의 보수적 신
봉자에게 낯설어야만 했다고 주장한다: “그 [에우튀프론]는 그에게
제공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놓치는데, 왜냐하면 신들이 인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관념이 그리스 종교에 낯설기 때문
이다.” 19) 반면, 블라스토스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경건에 대한 “새
로운” 관념을 가지고 종교계의 혁명가로 등장한다.20) 블라스토스에
의해 요약된 소크라테스적 관념이 얼마나 새롭고 혁명적이었는지에
17) Erler 1987, 163-4.
18) Vlastos 1991,176: “Piety is doing god’s work to benefit human being” (이탤
릭체 원문).
19) Vlastos 1991, 175: “The clue he [= Euthyphro] is offered is lost to him
because the notion that the gods have work to do, work in which human
beings could assist them, is foreign to Greek religion.”
20) Wildberg 2002, 2는 소크라테스적 경건관이 보다 더 넓게 퍼진 혁명적인
종교 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what I take to be the
Socratic view is not an exceptional singularity but the expression of a broader
movement of revolutionary religious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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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물음은 이 논문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루지 않
겠다. 비록 블라스토스가 제안한 경건의 정의가 인간 중심적이고 바
로 그 점에서 폭이 너무 좁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가 채택한 일반화
의 접근 방식에는 근본적으로 찬성한다. 우리가 애초에 경건의 일반
적인 정의를 찾아 나섰다는 것을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이다. 그러한
일반적 정의를 얻기 위해서는, ‘경건이란 바로 소크라테스가 하고 있
는 것’이라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런데, 멕페란에 따르면 문제의 ‘신들의 작업/작품’이 소크라테스
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알려져 있지도 않고 알려 질 수도 없다.
단지 그것이 좋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21) 오직 신들만이 그들의 일
을 알지, 인간은 모른다는 주장이다: “이것이－어떤 건설주의적 사변
이 아니라－바로 우리가 인간사를 넘어선 것들에 대한 어떤 지혜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천명한 한 인간으로부터 기대해야 하는 대답이
다.” 22) 이러한 주장은 경건성에 대한 일반적 정의가 불가능하다는 결
론을 내포한다. 이러한 거의 ‘불가지론적’인 해석으로부터 우리의 해
석가는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건설적인 명제를 이끌어낸다: 철학적
활동은 경건하다.23) 이 때, 그는 신들이, 좋은 존재인 한, 우리의 “도
덕적 행복”을 원해야만 한다는 내용의 가정을 세운다.24) 이 가정을
기반으로 그는 철학적 활동이 도덕적 행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경건
21) McPherran 1992, 228: “What then is this “chief” pankalon ergon? The answer
to this [...] should be, I submit, that we cannot know (other than that it is
good).”
22) 위의 글 228: “This－and not some constructivist speculation－is just the answer
we should expect from a man who claims not to have any wisdom of things
more than human.”
23) 위의 글 233–4.
24) 그러나, 이 가정은, 멕페란에게 미안하지만, 신들이 원하는 것이 경건하다
는 하나의 일반화된 주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로 인해, 멕페란은 소
위 “에우튀프론의 딜레마”에 빠지는 위험에 처하고 만다. 왜냐하면, 딜레마
의 쟁점이 경건한 것이 경건하기 때문에 신을 사랑을 받는다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건한 것은 신에게 사랑받는 것이라고 정의될 수 없다
(6e3–11b5 참고).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자면(mutatis
mutandis), 경건한 것이 경건하기 때문에 신들이 원한다고 할 수 있고, 그로
부터 경건한 것이 신들이 원하는 것과 동일시 될 수 없음이 따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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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논변을 개진한다. 그러면서, 특히 앎을 사칭하는 오만을 파괴
하는 소크라테스적 반박술(elenchos)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 관점에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경건한 자로, 예언자 에우튀프론은 불경한 자로
서로 대조를 이룬다고 본다. 이러한 시각은 멕페란에게 소크라테스적
아포리아를 소크라테스적 경건의 건설적 해석에 통합하는 것을 가능
하게 한다.
물론, 소크라테스가 신적인 사항들에 대한 정확한 앎을 가지고 있
다고 주장하지 않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소크라테스가 그러한
‘인간적’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견해들이 다른 견해들에
비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소
그럴법한 견해로부터 출발하여 문제의 ‘신들의 작업/작품’에 대한 소
크라테스적 대답, 즉 소크라테스가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 대답을 재
구성하려는 시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적 언명과 함께 필자 자신의 건설적 ‘사변’으로 들어
가겠다. 먼저 멕페란에게 작은 질문을 던지겠다: 신들의 작업/작품이
좋다는 것을 우리가 예외적으로 안다고 할 때, 이 앎은 어디에서 왔
는가? 이에 대해 멕페란은 침묵한다. 사실, 우리가 과연 그 예외적
앎을 소유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그 작
업/작품을 좋은 것으로 간주함을 암시하는 구절은 여러 군데 있다.
우선, 그는 그 신들의 작업/작품을 “가장 아름답다(π γκαλον)”라고 말
한다. 게다가, 신들이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만든다는 것을 문제시
하지 않는다. 나아가, 신들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준다고 까
지 주장한다. 이 주장은 네 번째 정의 시도에서 경건을 신들과 인간
들 사이의 상술( μπορικ )로 정의 내리는 맥락에 등장한다. 이른바
받기 위해 준다(do-ut-des)는 식의 경건관과 관련해서,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주는 것을 받아서 신들이 도대체 무슨 이득을 볼 수 있겠냐
고 묻는다(14e11–15a4):
그들이 무엇을 주는지는 모든 이에게 분명하니까( μ ν γ ρ διδ
ασι παντ δ λον);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 치고 그들이 주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니까(ο δ ν γ ρ μ ν στιν γαθ ν τι ν μ

플라톤의 에우튀프론 에 나타난 인간애와 경건

19

κε νοι δ σιν). 그런데, 그들은 우리한테서 받은 것으로부터 무슨
이득을 보는가? 아니면, 우리가 상거래에서 그들보다 월등해서,
우리는 그들로부터 모든 좋은 것(π ντα τ γαθ ) 을 얻지만, 그들
은 우리한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건가?

여기에서 우리는 신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에게나
분명하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는 마치 누구
나 다 아는 사실을 논의로 끌어 들이는 하는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그 ‘유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필자에게)
불분명해 보인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이 자리에서 신들이 주는
것들의 종목을 일일이 지명하는 대신, 다음의 너무나도 일반적인 대
답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모든 좋은 것”.
그렇지만 이러한 일반적 대답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으로부터 신들이 모든 좋은 것을, 적어도 우리 인간
들에게 좋은 것을 전부 다 만든다는 명제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이 명제를 기반으로 하여 혹자는 블라스토스와 함께 ‘가장 아름
다운’ 신들의 작업( ργον)이 인간에게 좋은 일을 하는 데 있다고 주
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설득
력을 잃는다: 첫째, 단어 ‘ ργον’(ergon)은 해당 맥락에서 행위를 지
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산 행위의 결과물을 지시한다. 예를 들
어, 의사들에게 ργον은 건강이고, 조선 공에게는 배, 목수에게는 집
이다(13d9 e4).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신들의 ργον은 선행(좋
은 일을 함, 호혜적 행위)이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신들이 인간들에
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다른 존재들에게 좋은 일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왜 신들이 오로지 인간들을 위해 모든 좋은 것을 만들어
야만 하는가? 실제로 위의 인용문에서는 인간에게 좋은 것만 언급된
다. 하지만 그것은 대화가 신들과 인간의 상거래를 주제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의 고려를 통해 민감해진 정신으로 다시 문제의 텍
스트를 살펴보자. 우리는 이미 신들의 작품( ργον)의 정체를 묻는 질
문에 대한 에우튀프론의 빗나간 대답을 알고 있다: “많은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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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13e12)”. 이에 대응하여, 소크라테스는 묻는다(14a9–10): “신들
이 이루어 내는 그 많은 아름다운 것들의 경우는 어떤가? 무엇이 그
작업의 주요 관건(τ

κεφ λαιον)인가?” 자신의 질문 의도를 밝히기

위해, 그는 장군의 주요 관건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는 데 있고, 농
부에게는 땅에서 식량을 산출하는 데 있다고 예시한다(14a1 7). 이
예들은 ‘주요 관건’이 일의 최종적 목적과 관련됨을 암시한다. 이런
점에서 앞서 제기한 질문은 다음의 질문과 직결된다: 무엇이 신들의
생산 작업의 최종 목적인가? 따라서 위에서 제기된 신들의 작품에
대한 물음은 신들이 산출하길 바라는 최종 산물에 대한 물음으로 바
꾸어 표현될 수 있겠다.
이 자리에서 필자 자신의 대답을 토론에 부치고자 한다: 아름다운
우주 전체(Das schöne All; das schöne Universum als Ganzes). 사실
상, 에우튀프론 대화편에 관한 한, 이러한 우주론적 대답을 암시하
는 곳은 단 한 군데 밖에 없다. 바로 질문 안에 그 대답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질문을 소리 내어 읽을 때 더 선명히 드러난
다: “무엇이 그 가장 아름다운 작품(τ
ergon)인가?” 대답은 τ

π γκαλον

ργον, to pankalon

π ν καλ ν(to pan kalon)이다.25) 이 견해는

아마도 플라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극도로 섬세하고, 꾀가 많은 작
가라는 점에서 전혀 가당치 않다고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플라톤
이 자신의 대답을 질문 속에 숨겨 놓았다는 것은 원칙상 증명할 수
없으나, 이 증명 불가능성이 사태 자체의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는
다.
설령, 이 같이 숨겨놓은 ‘노골적인’ 암시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플라톤이 이후에 발전시킨 우주론적 사변이 필자가 제안한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본다.26) 이와 관련해, 특히

티마이오스 의 한

25) 그리스어 π γκαλον 안에 들어 있는 π γ은 원래 π ν에서 왔으며, 형용사 앞
에 와서 뒤따르는 형용사를 최상급으로 강조한다. 단어 π ν (pan)은 독일
어의 All과 마찬가지로 ‘전체’ 내지 ‘우주 전체’를 의미할 수 있다.
26) 여기에서 필자는 플라톤이 에우튀프론 을 집필할 당시 이미, 후기 저작
인 티마이오스 에 제시된 한 피타고라스주의자의 이론처럼 고도로 다듬
어진 우주론을 눈 앞에 두고 있었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의 후기 이론이 그의 사상의 초기 단계에서 나온 우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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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목을 부각시키고 싶다. 거기에 쓰여진 바에 따르면, 한 신적이 제
작자(데미우르고스)가 이 우주(τ

π ν)를 “본성에 따라 가장 아름답

고 가장 좋은 작품으로 만들려고(30b5 6:
τ

φ σιν

ριστ ν τε ργον

πω

τι κ λλιστον ε η κα-

πειργασμ νο )” 했는데, 왜냐하면 “최상의

[가장 좋은] 존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것 외에 다른 것을 행하는 것
이 법도(θ μι )가 아니었고 또한 아니기 때문이다.”(30a6 7). 여기에
신성의 두 가지 측면이 서로 결부되어 있는데, 즉 (ⅰ) 무엇을 산출
하는 제작자적인 기능(die demiurgische Funktion); (ⅱ) 최상의 본성.
정확히 이 두 측면이

에우튀프론 의 논의에도 전제되어 있다: (1)

신들은 자기 자신에만 전념하는 대신 다른 것들을 산출한다; (2) 신
들은 완벽하기 때문에, 더 낫게 만들어질 수 없다. 바로 이 점에서,
어떻게 소크라테스가 에우튀프론으로부터 신을 다루는 일(θεραπε α)
이, 가령 말을 다루고 돌볼 때와는 달리, 그들을 더 낫게 만드는 데
있지 않다는 생각을 이끌어 낼 수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13c7).
만약 필자의 건설적 제안이 옳다면, 신들에 대한 θεραπε α는 신들
이 아름다운 우주를 만드는 일에 봉사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경건이란 바로 이러한 우주론적 봉사와 관련된 정의(正義)이다.

Ⅲ
이제 경건과 인간애의 관계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자. 위에서 개진
된 해석에 따르면, 경건이 블라스토스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인간을
위한 선행 내지 호혜적 행위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신들의
호혜적 행위가 비단 인간들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속해 있는 우주 전
체에 두루 미쳐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인간들에게 좋은 일
을 함으로써 신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을 위한 선행, 즉
‘인간애’적인 행위가 결국 우주가 아름다워지는 데 기여할 수 있으니
까. 그런 것인 한, 그 행위는 경건하다. 하지만, 아름다운 우주를 만
적 씨앗들을 싹틔우고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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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데 있어 신들에게 봉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따라서 경건
은 개별 봉사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실현될 수 있다. 물론, 인간애로
인한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활동 역시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다. 비록
그것이 경건한 행위의 유일한 방식은 아니지만.
소크라테스가 에우튀프론 에서 자신의 철학적 활동의 동기를 인
간애로 돌리는 데 비해,

소크라테스의 변명 에서는 자신이 신의 명

령으로(22a4, 23 b5: κατ

τ ν θε ν) 철학한다는 것을 강조한다.27) 그

에게 철학하기란 신에 대한 순종적인 봉사인 것이다. 첫눈에 보기엔,
이러한 봉사는 철학에 대한 인간애적인 동기와 동떨어져 보인다. 하
지만, 보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신에 대한 봉
사를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대의 선행/자선(30a5 7; 36c3
4: τ ν μεγ στην ε εργεσ αν)”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자선가(36d4:
ε εργ τ )임을 자부하고 있다. 신에 대한 그의 철학적 봉사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영혼을 돌보도록 이끄는 데 있으며, 바
로 이 점에서 근본적으로 인간애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설정된
선행/자선과 인간애의 관계가 고대에서 전혀 낯선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위-플라톤적 저서인

정의 에 실린 φιλανθρωπ α의

정의 중 하나를 들 수 있다: 인간애란 “인간들에게 선행을 하려는/ 자
선을 베풀려는 성향( ξι ε εργετικ

νθρ πων)”이다(412e12). 나아가 소

크라테스는 변명 에서 자신을 인간을 위한 신의 선물 (30d7 30e1: τ
ν το

θεο

δ σιν)로 이해한다. 이러한 그의 자기 이해는 신이 인간

을 돌본다는 것을 전제한다. 즉, 소크라테스의 신은 인간애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그의 경건한 봉사를 통해 신의 인간애를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인간애와 우정 사이의 미묘한 차이점을 하나 지적하
고 싶다. 이를 위해, 위에서 언급한 정의 에 나와 있는 φιλανθρωπ α
의 또 다른 정의의 도움을 빌리고자 한다(412e11): “사람과의 우정에
잘 이끌리는 성향( ξι ε

γωγο

θου

πρ

νθρ που φιλ αν)”. 이

규정은 인간애가 필연적으로 우정으로 귀착하는 것이 아님을 경고한
27) 소크라테스는 신이 그에게 명하고 그는 신에 복종한다고 말한다(30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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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인간애를 가지고 있
었지만, 모든 이들에게 친구는 아니었다. 좋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과 친구가 될 수 없다는 플라톤의 생각은 이 경고에 잘 들어 맞는다.
신들 내지 신과의 우정에 관해서, 플라톤은 오직 좋은 사람만이 신들
의 사랑을 받고(θεοφιλ ), 좋은 사람이 아니면 신들의 사랑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28) 이러한 주장에 대한 한 가지 해명을 플라톤
의 최후의 저작인

법률

716c d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아테네인은 “한 옛말( να λ γον [...]

ρχα ον)”에 기대어, “닮은 것은,

적도(適度)를 지닌 한, 닮은 것과 친하게 되기 때문이다( τι τ
μο

τ

μοιον ντι μετρ

μ ν

φ λον ν ε η)”라고 설명한다(c1–4). 이어서,

그는 신을 만물의 척도로 도입하고(c4), 그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그와 같은 존재와 친해지길 [우정을 맺길] 원하는 자는
반드시, 가능한 한 자신도 그와 같이 되어야만 한다”(c6–d1). 요컨대,
신을 닮는 것이 신과의 친교로 이끈다.
이제,

에우튀프론 에서 소크라테스가 자신이 다른 사람을 가르친

다고 주장하지 않고, 대신 다른 사람들을 그와 비슷하게 만들기를 원
한다고 암시했던 점을 상기하자(3c9–d1). 그런데 어떤 점에서 비슷
하게 만든다는 말인가? 소크라테스가 철학자로서 자신의 말과 행위
로 지혜의 스승임을 자처하는 소피스트들에 대항했다는 사실을 고려
해 볼 때, 그가 다른 이들을 그와 같이 ‘철학적’으로 만들기를 원했
다고 보는 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의 철학에의 권유는 우정으로의 초대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
꺼이 친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는 박애주의자(Philanthrop)이다. 강조할 점은 그의 인간애가 수동
적으로 우정에 응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반대로, 그는 친구
를 얻기 위해 능동적으로 진력한다. 그런데, 이처럼 적극적이고 능동
적인 인간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인색과 시기(φθ νο )의 주제로 되돌아
가자. 소크라테스의 인간애는 에우튀프론 에서 한편으로는 엘리트주
28) 필레보스 39e10; 국가 352b2.

24

철학논구 제36집

의자인 예언자의 인색함과,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의 시기－비록 변
명 에서처럼 강조되진 않지만－와 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소크라테
스의 인격을 인색함과 시기심이 없다는 것으로 특징지울 수 있겠다.
이 맥락에서, 플라톤이 여러 대화편에서 고수하는 시기/질투 없는 신
들이라는 관념을 더불어 논의할 수 있다.29) 이 신관의 핵심적인 논
점은 티마이오스 에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좋은 존재에게는 결코
누구에 대해서도 아무런 시기가 생기지 않는다”(29e1 2:
δε

περ ο δεν

γαθ

δ ο

ο δ ποτε γγ γνεται φθ νο ). 이에 따르면, 신들은

그들이 좋은 존재인 한 시기가 없다. 그런데, 신들이 좋은 존재라는
것은 플라톤의 근본 신념에 속했고, 그는 그러한 신관으로 전통적인
신관을 대체하길 원했다.30)
티마이오스 의 창조 신화에 따르면, 우주 제작의 이유가 제작하는
신이 좋은 존재였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자신과 가능한 한 비슷하
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 유사하게, 소크라테스가 좋
은 존재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와 비슷해지기를 원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좋음’의 개념은 ‘호의’의 개념에 가깝다.
시기 없이 호의를 가졌다는 점에서 소크라테스는 신들과 비슷하다.
소크라테스의 인간애는 따라서 그가 신들과 닮았음을 드러낸다. 이러
한 관점 아래, 소크라테스는 신들의 친구로 나타난다. 그의 신들에
대한 봉사는 결국 우정의 봉사이다. 나아가, 그는 사람들과 함께 철
학함으로써 사람들을 신과 비슷하게 만들고 그래서 신들에게 사랑
받게 만든다는 점에서, 신들과 인간들 사이의 우애를 장려한다고 말
할 수 있다.31) 우애를 조성하는 역할을 통해, 우리의 박애주의자는
29) 파이드로스 247a7; 국가 617e f. cf. 379a 380c; 티마이오스 21e f.
30) 플라톤은 국가 제2권 378e–383c에서 참된 theologia (신에 대한 이야기:
신학이 아니라 신화! 이 자리에서 플라톤이 이 용어를 철학사에 처음으로
도입했다.)의 기본 틀을 짜면서,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와 같은 시인들이
이야기한 신화가 참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378b 8–c3 참조.
31) 이 논리에 따르면, 누군가 비록 박애주의자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
도 자신을 개선하고, 다시 말해, 신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박애주의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신을 닮는다는 것이 인간애를 막는 게 아니
라, 오히려 장려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μο ωσι θε 의 정치적 차
원이 열린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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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르기아스 에 언급된 현자들의 말이 옳다면(507e6–508a4)
결국 우주 전체를 위한 자선가로 입증된다:
그런데, 칼리클레스, 현인들은32) 다음과 같이 말한다네: 하늘과
땅, 신들과 인간들을 서로 잇는 것은 함께함과 우애 그리고 단정
함(κοσμι τητα) 과 절제 그리고 정의로움이네. 그리고 이 전체 (τ
λον) 를 그런 이유로 코스모스[ 질서] 라고 부르고, 친구여, 무질서
나 무절제라 부르지 않는다네.

여기에서 우리는 신들과 인간들 공동의 작품인 아름다운 우주의
명칭을 발견하게 된다: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는 질서있는 하나의
공동체(κοινων α), 다시 말해 하나의 정치적 단위로 그려진다. 소크라
테스는 이러한 우주적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서, 무절제한 인간은, 보
다 일반적으로 말해, 나쁜 인간은 인간에게도 신에게도 사랑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507e3–4): “왜냐하면, 그에겐 남과 함께 할
능력이 없는데, 함께함이 없는 자에겐 우애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
다”(5–6). 이런 우주적인 우애의 비전을 바탕으로, 소크라테스는 만
인에게 좋은 사람이 될 것을 권유한다(526d5–e3):
그러므로 나는 많은 이들의 존경을 포기하고, 참되길 연습하면
서, 실제로 가능한 한 가장 좋은 상태로 있고 그렇게 살고, 또 죽
는다면 그렇게 죽도록 시도할 것이네.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도 내 힘이 닿는 한 권유할 것이고, 그리고 특히 자네에게도 반대
로33) 이 삶과 이 경쟁으로 나오길 촉구하네.

마지막으로, 플라톤이 말년에도 소크라테스의 인간애를 잊지 않았
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법률 의 제 5권에서 플라톤이 아테네인
의 입을 빌어 자신이 가진 좋은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λλ
οι μεταδιδ ναι) 사람을 칭송할 때(730e1 f.), 그는 오래 전에 이미 세
상을 떠난 그의 스승에게 그 스스로 포기한 그러나 마땅히 받아야
32) 이 현인들은 피타고라스주의자들로 추정된다. Dalfen 2004, 430 f.
33) 칼리클레스가 수사와 정치의 삶을 추구하길 권한 데 반해서 (521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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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테네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730e4–731b3):
그리고 자신이 가진 좋은 점을 나눠주는 이를 최고로 존경해
야 하고, 비록 그럴 능력이 없지만 그러길 원하는 이에겐 그 다음
의 영예를 허락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워하면서(τ ν δ φθνο ντα) 고의로 어느 누구에게도 친절하게 어떤 좋은 것들을 공유하
도록 하지 않은 자는 직접 나무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좋
은 것은 그 소유자가 나쁘다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도록 힘껏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시기심 없이 덕에서 이
ρετ ν φ
기기를 좋아해야 합니다(φιλονικε τω δ μ ν π πρ
θ νω ).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한 편으로는 스스로 경쟁에 진력
하고, 다른 한편으로 다른 이들을 중상모략으로 방해하지 않으면
서, 국가들을 성장시킬 테니까요. 반대로 시기하는 자는 다른 이
들을 헐뜯음으로써 앞서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편으
로는 본인 스스로 참된 덕에 이르기 위해 애를 덜 쓰게 되고, 다
른 한편으로는 경쟁자들을 부정의하게 비방함으로써 실의에 빠
트립니다. 이를 통해 국가 전체에는 덕의 경쟁을 위한 훈련이 부
족하게 되고, [ 그런 사람] 자신이 차지하는 부분만큼 국가의 명성
이 위축되고 맙니다.34)

34) 이 논문은 2007년 1월 독일 고대 철학회(GANPH)의 연례 학회에 초청되
어 뷔르쯔부르크에서 발표한 강연을 바탕으로 쓰여졌다. 당시 회장을 역
임하신 Dorothea Frede 교수와 다른 참여자들에게 호의적인 토론에 대해
감사 드린다. 나아가 한글 표현을 고쳐준 윤요섭 양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플라톤의 에우튀프론 에 나타난 인간애와 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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