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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시는 길에 대한 이야기이다. 철학시 속에서 

젊은 파르메니데스로 추정되는 화자는 튀모스(θυμος)가 동할 때마다 

다시 반복할 수 있는 여행을 통해 마차를 타고 여신의 앞에 다다른

다. 파르메니데스가 여신의 앞까지 도달하게 되는 경로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멀리 떨어진 테미스(θεμις)와 디케(δικη)가 이끄

는 길이다.
한편, 디케가 지키는 문을 지나 만난 여신은 파르메니데스에게 세 

가지 길에 대한 이야기를 건넨다. 여기서 여신이 제시하는 세 가지 

길은 is와 is not의 두 탐구의 길들과 그와는 구분되는 가사자의 길

인 doxa의 길이다.1) 여기서 세 가지 길 각각에 대한 여신의 평가는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시의 방향을 규정짓는 중요한 언급이다. 여신은 is
의 길만을 진리와 설득의 길로서 배우고 사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

하는 한편, is not의 길을 알 수도 지적할 수도 없는 길로 참된 탐구

의 길에서 배제한다. 또한, is와 is not을 뒤섞음으로써 눈이 먼 채로 

방황하는 가사자들의 길 역시 참된 탐구의 길에서는 배제되고 있다.
이처럼 여신이 제시한 세 가지의 길 중 is의 길만이 참된 진리의 

1) 여기서 진리의 길로 표현된 is는 한국어 ‘있다’와 ‘∼이다’의 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선 is가 가진 이 양의적 의미를 살리기 위

해 번역하지 않은 채로 is라고 쓰려고 한다. 논의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is
를 ‘∼이다’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살펴볼 것이며, 이에 대해

논하는 4장 이후에서는 is를 ‘∼이다’로 일관되게 번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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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파르메니데스가 긍정적으로 여기며 궁극

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참된 진리의 길인 is의 길이라는 점

은 명확해 보인다. 여신은 is의 길이 필연적으로 is하지 않을 수 없다

는 것으로부터 is의 길이 생성 소멸하지 않고 불변하며, 나눠지거나 

흩어지지 않는 하나의 연속적인 전체라는 여러 표지들을 가지고 있

음을 도출해낸다. 그러나 is로 번역되는 그리스어 동사 esti가 다양한 

의미로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is길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표지들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따라서 is의 길만을 

가지고 파르메니데스의 주장을 명확하게 구성하기는 쉽지 않다.
is not의 길과 doxa의 길에 대한 여신의 평가 역시 불명확하다. is 

not의 길은 가지 말아야 할 길로써 배제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is 
not의 길이 탐구의 길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다소 혼란스럽다. 한

편 doxa의 길은 그 길을 걷는 가사자들이 방황하면서 길을 잃는 것

으로 묘사되는 등 애초에 탐구의 길로 여겨지지도 않지만, 여신은 단

편 1에서 이 doxa의 길 또한 배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is의 길

을 제외한 다른 두 길에 대한 여신의 불명확한 평가는 이 두 길에 

어떤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의 여지를 남겨

둔다. 더욱이, 여신이 is의 길을 탐구의 올바른 길로 제시하는 과정은 

다른 두 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is not의 길

과 doxa의 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is의 길을 해석하는 데에

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doxa의 길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is와 is not의 

길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규명하고 세 길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파르메니데스와 함께 엘레아 학

파로 여겨지는 멜리소스의 이론에는 왜 doxa편이 없는가를 살펴봄으

로써 파르메니데스의 doxa편이 가지는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렇게 규명된 doxa편의 의미와 비교해보면 파르메니데스의 is를 어

떻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를 통해 파

르메니데스가 is의 길을 참된 탐구의 길로 제시함으로써 말하고자 했

던 바 역시도 이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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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르메니데스와 멜리소스

파르메니데스와 함께 엘레아 학파로 분류되는 멜리소스 역시 파르

메니데스와 같이 is에 대한 탐구를 진행했다. 멜리소스가 사모스를 

떠난 적이 있다거나 파르메니데스나 제논 등이 사모스를 방문한 적

이 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그럼에도 많은 고대의 보고들이 멜

리소스를 엘레아 학파, 혹은 파르메니데스의 제자로 기록하는 것은 

이론적 유사성에 주목한 듯하다.
물론 멜리소스의 단편들 속에서 우리는 파르메니데스의 영향을 강

하게 읽을 수 있다. 파르메니데스가 is의 생성, 소멸 부정으로부터 그

의 탐구를 시작했던 것과 같이, 멜리소스 또한 is의 생성과 소멸을 

부정하며 그의 첫 단편을 시작한다. 또한, 파르메니데스가 is로 전체

가 what-is로 가득 찬 하나의 것을 제시한 것(DK28B8)과 마찬가지

로, 멜리소스 역시 전체가 같은 하나의 것을 is가 갖는 중요한 특성

으로 제시한다.(DK30B7)
그러나 우리는 멜리소스의 저작 속에서 파르메니데스와의 유사성

뿐만 아니라 파르메니데스와 충돌하는 점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멜

리소스는 그의 is에 연장성을 부여하며 그 연장성으로부터 is의 다양

한 성격들을 도출해낸다. 따라서 그의 is가 물리적인 세계 속에 무한

히 연장되어 있는 실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은 비교적 명확히 드러

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파르메니데스의 is로부터 연장성을 읽

어내기란 쉽지 않다. is가 운동할 수 없음을 is가 움직여갈 허공이 없

기 때문으로 파악하는 멜리소스와는 달리 파르메니데스는 아낭케의 

족쇄를 끌어들이며 연장성 개념 없이 is의 운동 없음을 설명한다. 또

한 멜리소스가 is가 하나가 아니라면 그것들이 서로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간 속에 무한히 연장된 is를 전제하는 것과

는 달리, 파르메니데스가 is의 단일성을 끌어내는 것은 is와 is를 구

분할 것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이다. 파르메니데스의 주장 중 그나

마 공간적 연장성으로 읽히는 구절은 ‘the bulk of well-rounded 
sphere’(DK28B8, 43)라는 표현이다. 그러나 이 표현 역시 공간적으로 



철학논구 제40집132
읽는 것보다는 은유적 표현으로 읽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만일 is가 

공간 속에 연장된 구라면 그것의 중앙과 가장자리는 특정한 장소적 

규정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is가 차이 없이 동질적이어서 구

분할 수 없다는 파르메니데스 자신의 규정(DK28B8, 43)과 충돌을 

피할 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시간적 측면에서도 멜리소스와 파르메니데스의 주장은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인다. 멜리소스와 파르메니데스 모두 시간적인 언급을 

통해 생성과 소멸이 불가능함을 밝힘으로써 자신들의 주장을 시작한

다. 그러나 멜리소스가 “Whatever was always was and always will 
be”(DK30B1)라는 표현을 통해 is가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시간 속

에서 영원하다고 이야기하는 반면, 파르메니데스는 “Nor was [it] 
once, nor will [it] be”(DK28B8, 5)라는 표현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부정하고 현재만을, 혹은 초시간적인 is를 이야기하고 있는 듯 보인

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살펴본 공간적 측면의 연장성과 연결되어 멜

리소스와 파르메니데스의 is가 서로 다른 것을 지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여기서 멜리소스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연장되어 있는 실체를 이

야기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해석의 쟁점이 되는 것은 파르

메니데스의 구절이다. David Sedley는 멜리소스가 파르메니데스의 작

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며 단지 그것을 파르메니데스와는 다른 

논변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Sedley는 위와 같은 충돌이 

멜리소스가 파르메니데스의 생각을 이오니아 지방의 청중들에게 이

해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별다른 철학

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는 파르메니데스의 

구절들이 멜리소스의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 속의 영원함을 이야기하

고 있는 한편, 파르메니데스가 공간적인 제한을 언급하는 이유를 파

르메니데스가 활동했던 엘레아 지방이 우주가 무한하다는 생각을 갖

지 못했으리라는 점에서 찾는다.(Sedley, 1999) 그러나 이것은 파르메

니데스와 멜리소스의 관련성으로부터 파르메니데스와 멜리소스의 주

장이 같으리라 짐작하는 것이다. Palmer는 멜리소스의 사상을 단순히 

파르메니데스 사상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도를 경계하며, 파르메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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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독립적인 사상가로서 멜리소스의 독창성을 강조한다. 그는 멜리

소스의 독해를 파르메니데스의 권위 있는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Palmer, 2004) 우리는 파르

메니데스와 멜리소스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역사적 기록을 

발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주장의 유사성으로부터 둘 사이의 관계를 

추정해 다시금 주장의 유사성을 추측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해석으

로 보인다.
앞서 제시한 Sedley와 Palmer의 두 주장이 각각 멜리소스와 파르

메니데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같은 구절을 근거로 가

져오고 있기 때문에, 멜리소스가 파르메니데스의 주장을 단순 계승한 

것인지 혹은 독창적인 수정을 가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여기서 파르메니데스와 멜리소스가 

가진 중요한 차이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파르메니데스에게는 있고, 
멜리소스에게는 없는 doxa편에 대한 탐구를 통해, 우리는 파르메니데

스와 멜리소스의 is가 어떤 방식으로 다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3. Doxa와 경험적 세계

파르메니데스의 여신은 진리 편에서 두 탐구의 길들과 함께 가사

자들의 의견(doxa)의 길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여신에 따르면, 가사자

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무력함에 방황하는 무리로, 이들은 is와 is 
not을 같기도 하고 같지 않기도 한 것으로 여기면서 거꾸로 가는 길

을 가고 있다.(28B6, 4-9) 한편, 단편 7에서 여신은 경험의 습관을 초

점 없는 눈과 울리는 귀와 혀에 의해 다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doxa의 길을 묘사하는 단편 6의 내용과 연관시켜 볼 때 이 표현들은 

doxa의 세계가 경험적인 세계임을 암시한다. 여신은 경험의 습관이 

너를 이끌지 못하게 하라는 주장(28B7, 3)을 통해 참된 탐구의 길인 

is의 길이 경험적인 세계를 다루는 doxa의 길과 구분되는 것임을 주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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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단편 1과 단편 8에 드러난 여신의 말은 여신이 단순히 

doxa의 길을 잘못되기만 한 길로 여기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단

편 1에서 여신은 자신의 앞에 다다른 젊은 파르메니데스에게 흔들림 

없는 진리의 마음과 가사자들의 의견을 모두 배워야 할 것으로 제시

하고있으며, 실제로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시에서 진리 편 이후에는 

doxa에 대한 내용을 따로 다루고 있다. 진리 편을 마무리 짓고 있는 

단편 8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신은 이어지는 doxa 편에 대해 기만적

인 질서(deceitful ordering)이라고 이야기 하면서도 그것을 설득력 있

는(plausible)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DK28B8, 52,60)
진리 편 이후에 등장하는 doxa편은 낮과 밤의 분할로부터 어떻게 

해와 달, 하늘과 별,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이 생성되는지를 다루고 

있다. 진리 편에서는 생성, 소멸, 변화하지 않는 is의 길을 다루고 있

는 반면, doxa편에서 이야기되는 가사자들의 길은 생성, 소멸, 변화

하는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파르메니데스 이전 자연 철학자

들의 우주론을 떠올리게끔 하는 이 doxa편이 진리 편의 뒷부분에 배

워야 할 것으로 명시되고 있다는 사실은 현상계에 대한 doxa편의 설

명이 불완전하다거나 잘못된 설명이 아니라 is의 길과 구분되는 다른 

대상에 대한 서술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이처럼,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시 속에서 경험적, 물리적인 세계가 

doxa의 세계로 서술되고 있다. 또한 그것이 단순히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멜리소스의 

저작 속에서 파르메니데스와 같은 doxa편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그 이유는 비교적 명백해 보인다. 파르메니데스가 doxa편을 통해 다

루고자 한 경험적 세계를 멜리소스는 is에 대한 서술을 통해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멜리소스가 말하고 있는 is는 공간적, 시간적 규정을 가지고 있으

며, 따라서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한 멜리소스의 is가 

경험 세계의 공간과 시간 속에 연장되어 있는 실체라고 파악하는 편

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파르메니데스는 doxa편을 따로 떼어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설명을 진리 편과 따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파르메니데스가 진리 편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is는 물리적인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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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다른 진리의 세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편이 적절해 

보인다. 진리의 세계는 현상계와는 달리 공간적, 시간적 규정이 불가

능한 일종의 논리적 세계이며, 그 점에서 앞서 살펴본 멜리소스와 파

르메니데스의 is가 왜 차이를 보이는 지를 설명할 수 있다.
멜리소스는 doxa편을 따로 적지 않았으며, 대신 is에 연장성을 비

롯해 여러 적극적인 성질들을 부여했다. 그가 DK30B7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배열 부정, 고통 부정, 슬픔 부정 등의 다양한 적극적인 성질

들은 멜리소스의 is가 물리적 세계에서 다양한 성질을 가진 채 존재

하는 일원적인 실체라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파르메니데스의 is는 

멜리소스와 같이 물리적 세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바

로 파르메니데스가 멜리소스에게는 없는 doxa편을 적어서 물리적 세

계를 따로 다루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doxa편은 파르메니데스

가 진리의 세계와 doxa의 세계를 이원적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어 준다. 시, 공간을 가지고 생성, 변화, 소멸하는 경험의 세계

를 다루는 doxa편은 생성, 변화, 소멸하지 않는 진리의 세계를 다루

는 진리 편과 함께 배워야 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is의 길

이 다루는 진리의 세계가 연장성을 갖는 현상계라기보다는 비 연장

적인 논리적 차원의 세계라는 것을 보여준다.

4. esti의 용법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파르메니데스의 doxa가 갖는 위상을 

멜리소스의 is와 비교해본다면 우리는 파르메니데스의 is가 가리키는 

바가 물리적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구분되는 논리적 세

계에 속하는 것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논리

적 세계에 속하는 파르메니데스의 is의 길과 is의 길이 갖는 여러 표

지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가 여기서 is라고 칭하고 있는 그리스어 esti는 보통 ‘있다’ 혹

은 ‘이다’의 의미로 번역되며, 이에 따라 파르메니데스의 is를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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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크게 두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is를 ‘있다’로 번역하는 존재적 

해석(existential interpretation)에서는 파르메니데스가 끌어낸 is의 길

이 갖는 표지들이 있는 것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있는 것은 생성 소멸하지 않고 불변하며, 나눠지거나 흩어지지 않는 

하나의 연속적인 전체로서 있다.
여기서 ‘있다’라는 표현을 물리적 세계 속의 존재로 파악하는 경우 

파르메니데스는 자연철학자들의 우주론을 잘못된 것으로 비판하며 

불변하는 일자의 우주론을 새롭게 전개해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oxa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파르메니데스가 멜리소스와 

보이는 차이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도 역시 의문이 든다. 앞서 

살펴본 파르메니데스의 “Nor was [it] once, nor will [it] be”라는 구

절 이외에도, 파르메니데스가 공간적 제한성(DK28B8)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파르메니데스의 is를 물리적 실체로 읽는 것을 주저하

게 만든다. 파르메니데스의 is가 공간적 한계 속에 구의 형태로 있다

면, 그 구를 한계 짓고 구와 경계를 짓고 있는 is not이 있어야 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is not이 결코 is 할 수 없다는 파르

메니데스의 근본규정과 충돌하고 있다.
Owen은 그의 논문에서 ουκ ατελευτητον을 시간적으로 완성되어 

있다는 표현으로, πειρας를 불변의 표현으로 해석하여(Owen, 1960) 
존재적 해석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파르메니데스의 서술이 물리적 공

간 속에서의 우주론으로 해석될 여지를 경계한다. Owen에 따르면 파

르메니데스의 주장은 사유될 수 있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과 동

일한 것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사유의 대상이 되고 말할 수 있는 것

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드러내려는 것이었다.(Owen, 
1960) 있는 것은 사유 가능하고 말할 수 있으며, 있지 않은 것은 배

울 수도 가리킬 수도 없다. 사유와 존재의 대상이 동일하다면 논리적 

사유의 대상 역시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반면 있

지 않은 것은 도무지 사유할 수도 없고 지적할 수도 없다. 어떤 말

도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파르메니데스의 생각

은 사유의 차원에서의 대상에게 존재적인 성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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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보인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Owen은 파르메니데스를 사유와 존

재를 일원적으로 파악하는 급진적인 선구자로 파악한다.(Owen, 1960)
한편, is를 ‘이다’로 번역하는 술어적 해석(predicative interpretation)

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을 ∼인 것만이 사유 가능하며, 언표 가능하다

는 주장으로 파악한다. ‘∼이지 않은 것’은 생각할 수도 언명할 수

도 없다는 주장은 어떤 술어를 거치지 않고서는 대상에 대해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술어적 해석을 대표하는 

Mourelatos는 파르메니데스의 is와 is not을 각각 규정성(determinacy)
과 비규정성(indeterminacy)으로 해석하며 파르메니데스의 is가 ‘x is 
F’ 문장을 통해 F가 x의 본질임을 규정하는 긍정 판단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is가 사유 가능하고 언표 가능한 이유는 그것이 특정한 술어

로 규정되기 때문이고, is not이 배울 수도 가리킬 수도 없는 이유는 

그것이 어떤 술어로 한정되지 않는 비규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정되지 않는 성질을 가리키는 희랍어 απειρον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πειρας의 의미가 공간적인 한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술어에 있어서 의미의 한정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Mourelatos는 파르메니데스의 길이 탐구의 길이라는 점을 들어 술

어적 해석의 타당성을 강조한다. 우리의 사유는 어떤 대상의 본성

이나 본질에 다다르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러한 점에서 진리의 탐

구는 대상의 본질이 규정될 수 있는 성질로 제시될 것을 요구한

다.(Mourelatos, 1970) Mourelatos와 같이 파르메니데스의 is를 대상의 

본질적인 특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긍정판단의 형식으로 해석한

다면, 우리는 파르메니데스의 작업이 대상의 본성을 어떤 방식을 통

해 드러내야 하는가를 탐구의 방법으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시 속에서 is를 어떤 방식으로 일관되

게 해석하느냐를 가지고 학자들 간의 여러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그

러나 몇몇 해석가들은 esti를 지나치게 일관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

를 경계하며 특정한 부분에서 어떤 해석이 두드러진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여러 의미가 함께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김남두, 2006) 아마도 파르메니데스의 시대에는 esti 동

사가 가진 다양한 의미가 명확히 분화되지 않은 채로 사용되었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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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크고, 파르메니데스의 논증 과정 속에 드러나는 해석의 난점

이 그 의미의 혼용에 관련되어 있다고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특히, 앞서 살펴본 doxa의 해석은 파르메니데스의 진리 편이 다루

고 있는 영역이 경험적이고 물리적인 현상계가 아니라 비 연장적인 

논리적 세계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본다면 지금 살펴본 

Owen과 Mourelatos의 존재적 해석과 술어적 해석은 서로 양립이 가

능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Owen이 말하는 존재적 해석에서 사유와 

동일시되는 있는 것이 존재하는 영역이 논리적인 세계라면 그러한 

존재가 굳이 Mourelatos의 술어적 해석과 충돌할 이유가 없다. 
Mourelatos의 술어적 해석 역시도 탐구의 대상으로서의 완전히 규정

되고 자기 충족적인 ∼인 것을 요구하면서, 진리를 위한 탐구의 방법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내용 역시도 ∼임의 속성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Mourelatos, 1976) 또한 Owen 역시 is가 존재함을 이야기하면

서도 is의 주어가 존재에 대해 추론되는 여러 속성들로 채워지기 전

까지 단지 형식적일 뿐임을 지적하며(Owen, 1960) is의 술어를 탐구 

과정을 통해 채워갈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처럼 두 사람의 해석을 적절히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파르메니

데스가 말하는 is의 길이 논리적 세계에 존재하는 완전하고 자기충족

적인 ∼인 것의 술어 ‘∼이다’를 올바른 과정을 통해 탐구해가는 길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여신이 파르메니데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은 

진리의 길이 다다른 목적지가 아니라 진리로 향하는 ‘탐구의 길’이었

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신은 파르메니데스에게 올바른 탐구의 

길을 따라 갈 것을 명한다. 파르메니데스가 진리 편에서 밝힌 ∼임의 

길이 가진 여러 표지들은 이 탐구의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계속해서 

확인해야만 하는 일종의 이정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5. 하나인 것을 향한 이정표로서의 ∼임

단편 8에서 여신은 ∼임의 길이 다양한 표지들을 가지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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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한다. 그것은 생성하지도 소멸하지도 않으며, 전체이고, 하나의 

지체로 흔들리지 않고 완결되어 있다.(DK28B8, 3-4)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파르메니데스의 진리 편을 진리로 향하는 탐구 과정에 대한 

여신의 서술로 받아들이자면, 탐구 과정의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이 

표지들은 ‘x is F’의 문장에서 F라는 술어가 가져야 하는 특성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x라는 대상의 본성을 탐구함에 있어 그 

본성은 생성 소멸되지 않고, 전체이며, 하나로서 흔들리지 않고 완결

되어 있어야 한다.
변하지 않는 하나의 것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파르메니데스의 탐구 

과정은 만물의 아르케를 탐구하는 자연 철학자들의 탐구 과정에 비

견될 수 있다. 그러나 자연 철학자들의 작업이 ‘그것이 무엇인가’라
는 질문을 통해 아르케가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를 진행한 반면, 파르

메니데스의 작업은 ‘그 무엇을 어떻게 밝혀야 하는가’를 묻는 메타적

인 작업이었다. 앞서 우리는 파르메니데스의 ∼임이 갖는 술어적인 

해석을 ‘x is F’라는 문장 형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자연 철

학자들의 작업이 만물의 x에 대해 F를 묻는 작업이었다면, 파르메니

데스의 작업은 그 술어 자체가 아니라 술어를 동반하는 형식인 ‘∼
이다’를 겨냥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Curd는 일원론을 물질적 일원론, 수적 일원론, 술어적 일원론으로 

구분하면서 파르메니데스의 ∼임를 술어적 일원론으로 읽어야 함을 

주장한다. 세계가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물질적 일원론이나 

세계가 하나임을 주장하는 수적 일원론과는 달리, 술어적 일원론은 

각각의 것들이 단지 하나의 것이어야 함을 주장한다. 술어적 일원론

은 세계가 다수의 것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부정하지 않으며, 단지 각

각의 것들이 단일한 술어를 그 본성으로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주장한다.(Curd, 1991) Curd의 제안에 따라 파르메니데스의 ‘하나’를 

술어적 일원론으로 읽는 것은 파르메니데스의 작업을 논리적 탐구로 

읽는 것과도 잘 들어맞는다.
파르메니데스가 도출해낸 탐구 원리는 대상의 단일한 본성을 적극

적인 성질규정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며, 이러한 긍정적인 규정은 단

일한 진리를 탐구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비규정적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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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판단을 그와 같은 성질규정에서 배제시킴으로써 필연(αναγκη)에 

의해 한정된(πειρας) 완전하고 하나인 규정이 된다. 반면 가사자들의 

doxa는 불과 밤이라는 두 가지 긍정적인 성격을 하나의 대상에 부여

함으로써 동시에 불과 밤, 즉 불이 아님을 뒤섞는다. 이처럼 가사자

들이 걷는 doxa의 길은 긍정판단을 완전히 한정짓지도, 부정판단을 

완전히 배제하지도 못한 채 그 둘을 섞어버림으로써 헤매는 길이기 

때문에 탐구의 길로 여겨질 수 없다.
가사자들의 doxa에 대한 여신의 비판은 파르메니데스 이전 철학자

들의 우주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탈레스는 만물의 아르케가 

물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마치 우주에 대한 긍정적인 성격규정을 시

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파르메니데스의 입장에서 만물의 아르케

가 물이라는 탈레스의 규정은 만물에 물이라는 긍정적인 성격규정과, 
물이 변해서 된 대상이라는 또 다른 성격규정을 부과함으로써 ∼임

과 ∼이지 않음을 뒤섞는 doxa의 길과 다를 바 없다. 아낙시만드로

스는 만물의 아르케를 무한정자(απειρον)로 규정하면서, 만물의 규정

(∼임)을 한정되지 않기에 가리킬 수도 없는 ∼이지 않음의 길을 통

해 설명하고자 했다는 데서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젊은 파르메니데스에게 여신은 경험의 습관에서 벗어나 이성(λογω

ι)을 통해 판단하라는 명령을 통해 doxa의 세계를 경계할 것을 강조

한다.(DK28B7, 3-5) 앞서 살펴보았듯이 doxa의 세계는 경험적 특성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드러날 수 없으며, 진리를 드러나게 

할 수 있는 탐구의 과정은 논리적 차원의 세계에서 가능한 것이다. 
파르메니데스 이전의 자연 철학자들도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자

신들의 주장을 전개했으며, 그런 점에서 그들에게 로고스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파르메니데스의 입장에서 그들은 로고스를 통

해 경험적인 세계 이면의 변하지 않는 아르케를 탐구하면서도, 그 아

르케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경험의 습관을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신은 탐구의 길을 가려는 파르메니데스에게 올바른 탐구의 길인 

∼임의 길이 가진 여러 이정표를 제시한다. 자연 철학자들 역시 파르

메니데스와 같은 ∼임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나 그들은 중도에 ∼임



파르메니데스와 탐구의 길 141
과 ∼이지 않음의 길을 뒤섞어 탐구의 대상을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

도 한 것으로 제시함으로써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탐구의 길을 가

려는 자는 계속해서 ∼임의 길이 보여주는 이정표를 확인하며 자신

이 걷는 탐구의 길이 흔들림 없이 완전하게 하나로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여신의 말처럼 ∼임의 길은 탐구 과정을 어디서 시작하

든 간에 계속해서 그리로 돌아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DK28B5)

6. 탐구의 길과 로고스

파르메니데스 이전의 자연 철학자들은 처음을 묻는 그리스 신화적 

계보의 바탕 위에서 만물의 변화 이전에 존재하고 그 변화를 주재하

는 근원적인 아르케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다.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탈레스는 물, 아낙시만드로스는 무한정자,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라는 

아르케을 제시한다. 이들은 우주의 구성 원리를 하나의 개념으로 집

약함으로써 그 하나의 원인으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난다는 직관을 

통해 세계의 생성과 변화, 소멸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들의 작업은 

아르케가 어떻게 자신과 다른 만물로 변화해 가는지, 혹은 그 자신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으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생성시키는지 설명하기 

위해 아르케보다 더 근원적인 원리를 상정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

게 되었다. 파르메니데스는 이와 같은 자연 철학자들의 작업을 비판

하며 탐구의 과정이 가져야 하는 특성으로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소

급되지 않기 위한 단일성과 완전성 등 ∼임의 길이 가진 여러 표지

들을 제시한다.
파르메니데스가 여신의 입을 빌려 제시하고 있는 것은 어떤 목적

지가 아니라 길이다. 앞서 자연 철학자들이 아르케를 제시함으로써 

특정한 목적지를 드러냈다면, 여신은 가사자들의 목적지가 아닌 가사

자들의 길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자연 철학자들의 작업을 메타적인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더욱이 여신이 진리 편에서 이야기하고 있

는 ∼임의 길 역시 올바른 탐구의 길(hodos)로서 제시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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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임의 길이 가진 여러 표지들도 탐

구 대상이 갖는 성격을 규명한 것이라기보다는 탐구 과정으로서 걸

어야 하는 메타적인 길(method)의 성격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러한 표지들은 doxa의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이 

표지를 따르기 위해서는 경험적 습관으로부터 벗어나 이성에 의한 

판단을 시작해야 한다. 자신의 말조차 이성을 통해 판단하라는 여신

의 명령은 파르메니데스와 같은 ‘아는 가사자(knowing mortal)’가 진

리의 길인 ∼임의 길을 걸어 신적인 진리로 나아갈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이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파르메니데스 이전의 철학자들 역시도 이성을 통해 자신의 

논리를 구성했으며, 그러한 점에서 파르메니데스가 이성을 통해 탐구

를 시작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파

르메니데스는 경험의 세계인 doxa와 진리의 세계를 명확히 구분하였

으며, 로고스가 doxa의 세계에서는 기만적으로밖에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파르메니데스는 논리적으로 

완전하고 하나인 대상의 본성을 탐구하는 순수 지성적인 방법을 강

조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이성의 시작은 아니었으나, 이성을 통한 명

확한 탐구만을 올바른 탐구의 방법으로 간주하는 합리주의의 시작이

었다. 이러한 점에서 서양 철학은 여전히 파르메니데스가 닦아놓은 

길(hodos)을 걷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성(logos)을 

사용한 탐구의 길(metho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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