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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뺷필레보스뺸 편에 나타난 거짓 즐거움과
참된 즐거움
김율

【주제분류】서양고대철학, 윤리학
【주요어】좋은 삶, 판단, 참된 즐거움, 혼합된 즐거움, 즐거움의 순수성
【요약문】이 논문의 일차적인 의도는 뺷필레보스뺸에 나타나는 즐거움 이론의
구조와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하려는 것이다. 뺷필레보스뺸에서 ‘좋은 삶’
의 정체를 두고 플라톤이 쾌락주의자와 벌이는 정면승부는, 즐거움에 어떤 거
짓이 스며들 수 있는가를 밝히고 참된 즐거움이란 어떤 즐거움이어야 하는지
를 밝히는 작업, 곧 즐거움 비판의 작업을 축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 논문이
특히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거짓 즐거움과 참된 즐거움의 구별이다. 논의 형식
으로 보았을 때, 플라톤은 거짓 즐거움의 네 유형을 차례로 제시하면서 이것들
각각에 대비되는 참된 즐거움의 의미를 부각시키려 하는 것 같다. 그러나 플라
톤이 노리는 목적은 네 유형에 대비되는 참된 즐거움의 다의적 개념을 확인하
는 것이 아니라 보다 엄격한 방식으로 참된 즐거움의 단일한 규정을 찾아내는
것이다. 플라톤이 찾는 그 규정이 다름 아닌 ‘순수한 즐거움’이며, 그것은 더 정
확히 말해 ‘순수할 수밖에 없는 즐거움’을 뜻한다는 점이 이 논문이 주장하는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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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일반적인 플라톤의 저술 순서 배열에 따르면, 뺷필레보스뺸는 뺷티마이오
스뺸 및 뺷크리티아스뺸와 더불어, 플라톤의 최후작인 뺷법률뺸 바로 앞에 놓인
다. 지극히 난해한 철학적 논의로 가득 차 있다는 후기 대화편의 전형적 특
징을 공유하면서도, 반갑게도 소크라테스가 초기 대화편을 연상시키는 원
기 왕성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 생생한 극적 대화를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뺷필레보스뺸는 상당히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플라톤 연구자들
에게 뺷필레보스뺸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플라톤 평생의 화두이자 고대철
학의 중심 주제였던 ‘좋은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플라톤 만년의 사유가
이 작품에 대단히 인상 깊게 드러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좋은 삶에 대한 물
음이야 수많은 대화편이 다루었던 바지만, 뺷필레보스뺸는 이 물음을 수미일
관 인간의 심리 현상에 대한 해석과 연결시켜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평가
하는 방식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즉, 이 저작은 그동안 여기저
기서 간간히 다루었던 즐거움의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켜서 ‘좋은 삶’에 대
한 탐구를 ‘즐거움’의 현상과 관련시키고, 양자의 관계를 존재론적, 인식론
적, 윤리학적 관점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다.
뺷파르메니데스뺸, 뺷소피스테스뺸, 뺷티마이오스뺸 같은 후기 플라톤의 다른
간판급 저작의 그늘에 가려서 뺷필레보스뺸가 상대적으로 연구자들의 관심
을 덜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1) 그러나 적어도 이 저작에 담긴 플라톤의 즐
거움 이론에 대해서는, 1960년 고슬링(J. Gosling)과 케니(A. Kenny)의 논
쟁을 기점으로2) 지금까지 상당히 활발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3)
1)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뺷필레보스뺸 자체가 지닌 난해성이 한 몫을 했음은 틀
림없는 사실이다. 특히 프레데(D. Frede)가 ‘연옥’이라고 표현하는 전반부의 형이상학
적 논의는, 뒷부분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즐거움의 문제로 들어가기도 전에 연구
자의 진을 빼놓기에 충분하다. Frede(1998, trans.), xiii 참조. 더구나 형이상학적 전반
부와 윤리학적 후반부가 어떤 내용적 통일성을 갖는지 자체도 오랜 논란거리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종환(2014)을 참조할 것.
2) Gosling(1959); Kenny(1960); Gosling(1960).
3) Dybikowski(1970); Gosling&Taylor(1982); Frede(1985); Frede(1992); Hampton(1990);
Russel(2005), Vogt(2010)가 대표적 연구로 꼽을만하다. 최근 연구로는 Fletcher(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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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은, 뺷필레보스뺸의 즐거움 이론이 오늘날의 철학적 논의에도 여전
히 흥미롭고 시의성 있는 관점을 담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주해자들을 애먹
일만한 예민한 해석적 논란거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뺷필레보스뺸에서 본 논문이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거짓 즐거움과 참된 즐
거움의 구별이다. ‘좋은 삶’의 가치를 두고 쾌락주의와 벌이는 플라톤의 정
면승부는, 즐거움에 어떤 거짓이 스며들 수 있는가를 밝히고 참된 즐거움이
란 어떤 즐거움이어야 하는지를 밝히는 작업, 곧 즐거움 비판의 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 비판의 과정을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살핀
다. 먼저, 대화편의 근본적 문제의식과 논의 맥락 속에서 즐거움 비판의 의
미를 이해하기 위해 대화편 전반부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조망하고(2장), 플
라톤의 즐거움 정의와 성격을 분석할 것이다(3장). 그 이후에 본격적인 즐
거움 비판의 과정을 따라가며, 플라톤이 찾아내는 거짓 즐거움의 유형과 참
된 즐거움의 개념을 해명할 것이다(4장과 5장).

Ⅱ. 예비적 조망 : 즐거움 비판의 맥락
뺷필레보스뺸는 소크라테스와 즐거움에 대해 토론하던 필레보스가 논의
에서 손을 떼고 친구에게 바통을 넘겨준 직후의 장면부터 시작된다. 논의를
대리하게 된 친구 프로타르코스가 필레보스에게 더 이상 논의에 끼어들지
말 것을 다짐시키는 장면(12a∼b)4)은 이전의 논의 과정이도대체 어떠했는
지, 필레보스가 논의에서 물러서리라 결심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불
러일으킨다. 이런 궁금증을 추측 이상으로 해소할 단서는 찾기 어렵지만,
적어도 필레보스가 이제껏 주장한 바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나타나 있다.
‘즐거움을 지닐 수 있는 것에게는 어떤 다른 것도 아닌 즐거움이 곧 좋음’이

Whiting(2014)이 특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 한편, 지금까지 국내의 선행 연구는 위의 이
종환의 논문을 제외하면 거의 전반부의 형상이론에 집중되어 있다. 김대오(1994); 이
기백(1996), 이기백(1999).
4) 유사한 장면은 15c에서도 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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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5) 이 주장을 이어받은 프로타르코스와 이에 반대해 ‘지성이 더 좋
은 것’이라 말하던 소크라테스는 새로운 대화에 들어가기 전, 생산적 논의
를 위해 잠시 숨을 고르며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다. 그들이 합의한 공동 목
표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혼의 어떤 습성(hexis)
이나 상태(diathesis)를 밝혀 보이는 일”(11d)이다.6) 혼의 그런 습성이나 상
태, 그것에 더 가까운 것은 즐거움인가 지성인가? 이것이 대화편 전체를 관
통하는 주도적 물음인데, 이 물음이 논의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거친다.
첫째 단계는 ‘하나’와 ‘여럿’의 본성에 대한 논의다. 프로타르코스와 토
론에 임하며 소크라테스가 구상한 기본적인 논의 전략은 즐거움과 지식에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인데,7) 양측이 각자 좋은 것으로 여
기는 그것들 각각의 다양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어째서 그것들 각각
이 하나이며 여럿인지”(18e)를 알아야 한다.8) 말하자면, 애초에 합의된 탐
구의 목적지에 닿기 위해서 논의는 즐거움의 종류, 가짓수, 성질의 해명이
라는 항로를 거쳐야 하는데,9) 이 항로에서 “난파”(13d; 14a)하지 않기 위해
서는 하나와 여럿의 관계에 대해 먼저 합의를 보아야 한다는 게 소크라테스
의 생각이다.10) 그런데 결과적으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의도를 – 적어도
프로타르코스에게 - 이해시키는 데는 겨우 성공하지만,11) 정작 의도한 논
의 자체, 즉 그가 “신들의 선물”(16c)인 변증론의 방법을 동원하여 음성과
문자 분석[17a∼18d]을 통해 전개한 ‘하나와 여럿’에 대한 본격적 논의 자
체에서는 별다른 결실을 내지 못하는 것 같다. 그 까닭은 - 현대의 해석자들
5) 11b∼d; 19c; 60a∼b 참조.
6) 모임의 목표는 19c에서도 언급된다. 소크라테스는 단순히 목표를 확인할 뿐 아니라,
친절하게도, 시종일관 추구해야 할 이 목표의 성격에 대해서도 환기를 시킨다. 즉, 이
목표는 단순히 논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11c; 66b;
67b)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 뺷필레보스뺸의 원문 인용은, 아주 특별
한 경우가 아닌 한 박종현의 번역을 그대로 따른다.
7) 12c; 14b 참조.
8) 이와 유사한 논의는 뺷국가뺸 454a에서도 발견된다.
9) 19b 참조.
10) 15b∼c 참조.
11) 19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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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도 여전히 “골칫거리”(14c)인 - 하나와 여럿의 개념적 논의를 프로타
르코스가 잘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12) 패기 있게 난관에 맞서려던13)
젊은이는 급기야 이렇게까지 말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와 맞서시는 것을
중지해주십시오.”(19e)
자신들이 대답할 수 없는 것을 물어놓고 그 난관을 논의의 끝으로 삼아
귀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프로타르코스의 항변에 소크라테스는 갑자기 꿈
이야기를 꺼내며 논의의 판을 새로 짠다. 정확히 기억도 못하는 꿈에서 그
가 들은 것은 즐거움도 지혜도 아닌 “제삼의 것”(20b)이 더 좋은 것이라는
말이었는데, 그는 이 말을 실마리로 삼아 즐거움만의 삶과 지혜만의 삶을
가정하고 그것들이 과연 “충족하고 완전하며 택함직한 것”(22b)인지를 검
토하는 사고 실험을 제안한다.14) 이것이 논의의 둘째 단계다. 여기서 소크
라테스가 프로타르코스와 함께 도달하는 결론은 비교적 분명하다. 즐거움
만의 삶이나 지혜만의 삶이 아니라, 양자가 혼합된 삶(ho meiktos bios)이
으뜸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15) 자, 그렇다면 혼합된 삶을 그럴 자
격이 있는 삶(좋은 삶)으로 만드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즐거움과 지성 중 버금상의 주인은 그 원인에 더 가까운 것
이어야 한다. 혼합된 삶의 원인에 “더 가깝고 닮은 것”(22d)은 즐거움인가,
지성인가? 이렇게 해서, 대화편의 주도적 물음은 둘 중에서 버금상의 주인
을 가려내는 형태로 보다 명확히 설정된다.16)
버금상을 둘러싼 겨룸을 판정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는 “앞서의 논의들
과는 다른 무기” 또는 “방책”(23b)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존재자
의 네 부류에 대한 고찰이다. 이로써 전체 대화편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으
로 꼽히는 셋째 단계의 논의가 시작된다.17) 잘 알려져 있듯이, 여기서 소크
12) 이 논의에 대한 국내의 선행 연구는 각주 3을 참조할 것.
13) 16a 참조.
14) 20b∼20d. ‘충족함’, ‘완전함’, ‘택함직함’이라는 좋은 삶의 세 기준은 60c∼61a에서
다시 한 번 언급된다.
15) 22a; 27d; 67a 참조. 프로타르코스와 달리 필레보스는 이 잠정적 결론에도 – 그것을 반
박하지도 못하지만 - 순순히 동의하지 않는다. 22c; 27e 참조.
16) 22c∼d; 27c. 이에 대한 판정의 결과는 61a부터 제시된다.
17) 소크라테스는 이 부분의 논의(존재자의 부류 구분)와 앞선 논의(하나와 여럿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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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테스는 존재자를 ‘한정되지 않은 것’(to apeiron), ‘한도’(to peras), 한정
되지 않은 것과 한도로 ‘혼합된 것’(to meikton), ‘혼합의 원인’이라는 네 부
류로 구분한다. 본격적 해석을 삼가고 필요한 한에서 이 구분의 의미를 간
략히 정리하자. 한정되지 않은 것은 운동 속에 있는 것, 곧 질료에 해당하
고, 한도는 한정되지 않은 것에 부과되어 그것을 특정 양이나 정도로 만들
어주는 것, 곧 비례를 뜻한다.18) 이 둘이 적절하게 혼합되어 생겨난 것이 바
로 생명체를 비롯한 자연물 및 자연현상들인데,19) 이런 것들이 있기 위해
서는 혼합과 생성의 원인, 곧 혼합을 만드는 것(to poioun)이 있어야 한
다.20) 뒤이은 논의에서 밝혀지는 바에 따르면, 지혜 또는 지성이 바로 그런
원인이다.21) 네 부류 구분에 대한 해석이 뺷필레보스뺸 연구의 백미에 속하
는 것은 사실이지만,22) 제한된 지면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구분에
대한 해석 자체보다 그 구분이 등장하는 이유다. 이 구분을 통해 소크라테
스는 앞에서 최선의 삶을 염두에 두고 후보로 거론했던 ‘삶의 세 방식’ 각각
에 분명한 존재론적 위치를 정해주려 한다. 그는 으뜸상을 차지할 혼합된
삶이 당연히 셋째 부류의 일부일 것이라고 말하고,23) 즐거움(만으로 구성
된 삶)은 첫째 부류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24) 소우주-대우주 유비에
입각하여 –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 지혜와 앎이 네 번째 부류에 속한다는
것을 역설한다.25)
네 부류의 틀을 이용해 즐거움과 지혜의 존재론적 위치를 정해주는 이
논의 과정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즐거움이 첫째 부류에 속한다는 것을

18)
19)
20)
21)
22)
23)
24)
25)

대한 변증론적 논의)를 구별하면서도 양자 간의 공통점 역시 있다고 말한다(23b). 두
방법론적 논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Frede(1992), pp.428f.; Frede(1997, übers.),
pp.202-5; 참조.
24a∼25b.
25b∼26d.
26e∼27b.
26e-27c; 30b-30e.
가장 고전적인 연구 두 가지만 언급해두자. G. Striker(1970); K. Sayre(1983). 또한 박
홍규(2004), 214-80쪽 참조.
27d.
27e∼28a.
28d∼3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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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가 필레보스의 입을 통해 말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미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던 필레보스를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굳이 다시 끌어들
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즐거움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필레
보스의 쾌락주의에 대해 분명히 분리의 선을 그어놓으려는 의도 때문인 것
같다. 일단, 즐거움이 첫째 부류에 속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를테면 ‘매
우’(sphodra)라는 말26)이 그 자체로 한계가 없어서, ‘매우 즐거운’ 즐거움
역시 ‘더 즐거운’ 것으로 될 수 있다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즐거움은 ‘더’와
‘덜’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않은가. 필레보스는 이 점에서 소크라테스와 생
각이 같으나, 사실상 그의 결론은 소크라테스와 정반대다. 즉, 그는 즐거움
이 바로 한도 없는 것이기에 전적으로 좋은 것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27)
소크라테스는 한정되지 않은 것이 그 자체로 좋은 것(또는 그와 반대로 나쁜
것)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그 자체로는 전적으로 좋
은 것도 전적으로 나쁜 것도 아니라고 본다.28) 그러므로 즐거움이 어떤 식으
로든 좋은 것이라면, “한정되지 않은 것의 성질과는 다른 것으로서, 즐거움
들에 좋음의 일부를 제공해주는 것”(28a)을 마땅히 찾아야만 한다.29)
곧이어 소크라테스가 지혜와 앎의 존재론적 위치를 찾는 작업을 시작할
때, 그의 경건한 어조를 문제 삼아 필레보스가 소크라테스에게 반감을 표하
는 장면(28a)은, 논의의 맥락 상 소크라테스와 강한 쾌락주의의 결별 수순
이 사실상 끝났음을 암시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합의의 가능성이 더 이
상 없는 필레보스가 아니라 반감이 없는30) 온건한 쾌락주의자와 대화를 계
속해서 지혜와 지성을 원인의 부류로 높이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처럼

26) 24b∼c.
27) 27e. “즐거움이 그 성질 상 양에 있어서나 ‘더함’에 있어서나 한도 없는 것이 아니라
면, 그것이 전적으로 좋은 것일 수 없을 테니까요.” 그리스어 원문 독해의 가능성들에
관해서는 Gosling(1975 trans.) 참조.
28) 28a.
29) 32d “이것들[즐거움] 자체가 좋은 것들이 아니라 때로 그리고 더러는 좋은 것들의 성
질을 받아들이는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일세.”
30) 28d. 프로타르코스는 소크라테스에게 이견(異見)을 제시해야 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
렇게 하나, 전반적으로 -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29b; 30e; 53e) - 유연하고 우호적인
태도로 토론에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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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쾌락주의자를 반박해 즐거움을 ‘낮추고’ 온건한 쾌락주의자를 설득해
지성을 ‘높이는’ 것으로, 쾌락주의에 대한 비판은 이미 끝난 것 아니냐고 말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단순히 네 부류의 틀 안에 즐거움과
지성의 위치를 잡아주는 것으로 즐거움 비판의 과제가 완수되었다고 생각
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지성은 원인과 동류의 것이며 거의 이 부류에 속
하는 것이지만, 즐거움 자체는 한도 지어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는 잠정
적 결론을 다만 “기억해두자”(31a)고 말할 뿐이다. 좋은 삶과 관련된 최종
적 수상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필레보스의 여신”(22c)에게서
영향을 받는 프로타르코스가 “소크라테스의 지성”(ibid.)에게 완전히 설득
되기 위해서는, 더 먼 길을 가야 한다. 본격적인 즐거움 비판, 즉 “즐거움을
괴롭히는”(23b) 일31)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런데 더 잘 괴롭히기 위해
서, 우리는 괴롭힐 그것을 일단 더 잘 알아야 한다.

Ⅲ. 즐거움의 정의와 성격
존재자의 네 부류에 대한 논의는 즐거움에 대한 개념적 접근의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즐거움의 유개념이 ‘한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데서 출발하
면, 우리는 이제 종차를 밝힘으로써 즐거움의 정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찾아내는 종차는 무엇일까? 그것은
‘회복’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결합된 부류에 속하는 생물체 안에 있는
자연적 조화상태가 허물어질 때 괴로움이 생겨나듯, 다시 조화되어 자연 상
태로 회복될 때 즐거움이 생겨난다. 즉, 괴로움과 즐거움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한정되지 않은 것과 한도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생명체
의 종류인 것이 와해될 때, 그 와해는 괴로움인 반면, 그것들의 원래의 존재로
되돌아가는 과정, 즉 모든 것의 이 다시 돌아감은 즐거움이다.”(32a∼b)32)
31) 하나와 여럿의 관계에 대한 앞의 논의에서 사용했던 표현을 빌면, “즐거움들에 반대되
는 어떤 즐거움들을 발견하는”(13a) 일을 뜻한다.
32) 이 정의를 즐거움 일반에 대한 보편적 정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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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의는 즐거움 비판의 기초다. 소크라테스는 즐거움의 정의를 제시한
후, 프로타르코스에게 “즐거움은 그 부류 전체가 반길 것인지 아니면 (...)
때로는 이것들을 반겨야만 하지만 때로는 반겨서는 아니 되는지”(32d)를
따져보자고 한다. 이러한 비판의 첫 단계는 즐거움이 좋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의 조건’을 부각시키는 것이다.33) 소크라테스는 즐거움이 선 그
자체(본질적 선)가 아니라 기껏해야 조건적 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
히 한다. 즐거움은 정의 상 조화로운 온전성의 장애, 곧 비온전성을 전제로
하는데, 만일 그런 장애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있다면 그것이 최선의 선택
지일 것이기 때문이다.34) 아닌 게 아니라 신들의 삶이야말로 그런 것일 텐
데, 완전하여 기복이 없을 그들의 삶에 무슨 즐거움과 괴로움이 존재하겠는
가. 그러나 인간에게 이러한 평정의 상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인간은
언제나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 결함에 시달리는 인간에게
는 어차피 불가능한 평정의 상태보다 차라리 충족을 향한 운동이 바람직하
다. 그러나 인간의 운명이 이러하며 또한 우리의 논의가 어차피 인간의 즐
거움에 제한된다고 해서, 우리가 즐거움이 선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무
시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즐거움이 인간에게 도대체 좋은 것이라면,
그 까닭은 인간의 조건 상 회복 또는 채움의 과정이 좋음으로 간주되기 때
문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제, 즐거움이 좋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인간의
조건을, 더 정확히 말해, 좋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인간적 즐거움의 종류
와 양상을 - 인간의 조건 속에서 –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 검토 작업, 곧 거짓 즐거움과 참된 즐거움을 따지는 작업이 비판의 ‘본
격적’ 단계다. 그런데 이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우리는 이 단계를 4장부터
다룰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즐거움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히 규정하려 한
다. 앞에서 제시된 바, 회복과 와해라는 개념에 의한 즐거움과 괴로움 정의
있다. 고슬링은 뺷필레보스뺸에서 플라톤이 즐거움에 대한 보편적 정의를 제시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프레데는 이 정의의 보편성을 강하게 확신한다. Gosling(1975
trans.), p.213; Gosling&Taylor(1982), p.140; Frede(1993 trans.) xlii-xlv 참조.
Tuozzo(1996) 등에 의해 옹호되며 큰 영향력을 발휘해온 프레데 식의 해석에 대한 최
근의 진지한 반론으로는 Fletcher(2014)가 있다.
33) 32e∼33b.
34) 뺷국가뺸 583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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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종의 생리학적 설명 모델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즐거움에서 혼이 담
당하는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즐거움 개념이 순수하게 생리학적 의
미로 오해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 단적으로 말해, 즐거움과 괴로움은 한갓
신체적 현상이 아니다. 예컨대 추위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거나 저혈당 상태
에서 혈당수치가 회복되는 ‘몸의 느낌’으로서의 생리적 과정이 아니라, 정
확히 말하면 혼이 그 느낌들(pathemata)을 지각하는 상태를 즐거움과 괴로
움이라 해야 할 것이다.35) 플라톤의 표현을 빌면, 지진의 진동이 땅을 통과
해가듯 느낌은 몸과 혼을 다 통과해야 한다.36)
그런데 신체적 상태가 지각되어야 하고 지각의 주체는 마땅히 혼이라는
기초적 의미 이상으로, 인간이 갖는 즐거움은 더 엄격한 의미에서도 ‘혼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플라톤이 설명하는 바, 그 까닭은 인간이 현실적으
로 경험하는 거의 모든 즐거움에 기억(mneme)과 욕구(epithymia)가 개입
하기 때문이다. 기억은 지각의 보존이고(34a), 욕구는 기억된 즐거움을 향
해 생긴다(35a). 배고픔이나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처럼 즐거움의 가장 단
순한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채움의 순간에 경험되는 그 즐거움에 단순히
영양보충이나 수분회복 같은 생리적 과정 뿐 아니라 채움의 기억과 욕구가
함께 작용하고 있음은 분명하다.37) 물론 아직 아무 채움의 기억도 없고 따
라서 채움의 의식적 욕구도 못 가진 신생아가 처음으로 엄마 젖을 먹을 때
의 포만감 같은 것을 즐거움의 한 사례로 상정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예
외적 경우는 우리가 경험하는 통상적인 즐거움 속에서 극히 찾기 힘들
다.38) 정녕,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즐거움 대부분은 기억과 욕구라
는 심리적 발단에서 비롯된다.39) 기억과 욕구가 없는 순수하게 단발적인
생리적 반응과 그에 수반하는(그에 대한) 순수한 지각을 우리가 즐거움이
라 부르는 일은 거의 없다.
35) 33c∼d; 35b.
36) 33d. 이런 기초적인 의미에 따르면, 의식되지 못하는 자극이나 감각들, 예컨대 역치하
자극이나 수면 상태의 감각, 부지불식간의 상처 등은 즐거움이나 괴로움의 개념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 있다.
37) 35b.
38) Frede(1997 übers.), p.236 참조.
39) 3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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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플라톤은 즐거움이 갖는 ‘엄격한 의미의 심리적 본성’을 강조함
으로써 생리학적 개념에 따른 즐거움 정의를 보완한 후, 결정적인 한 걸음
을 “더 나아간다.”(35d) 자신이 부각시킨 ‘혼 자체에 속하는 즐거움’ 중에
서도 특수한 한 종류의 즐거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것이 소
위 ‘예기(豫期, prosdokia)의 즐거움’이다. 논의 맥락 상, 플라톤이 애초에
정말 다루고 싶었던 현상은 바로 이 즐거움이었다.40) 그의 착상은 이렇다.
우리는 어떤 괴로움을 겪는 중에도 그 괴로움이 곧 그칠 것을 알고 있으면
덜 괴롭다고 말한다. 그러나 괴로움의 그침에 대한 기억과 갈망은 있되 현
재 겪고 있는 괴로움이 그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 괴
로움은 더 커질 것이다.41) 이처럼 우리가 겪는 현재 상태의 추이에 대한 예
상이 희망적이나 절망적이냐에 따라 괴로움은 중화될 수도 있고 배가될 수
도 있거니와, 현존하는 괴로움과 즐거움의 상태를 중화시키거나 배가시키
는 괴로움과 즐거움의 그 부분, 바로 그것이 예기의 괴로움 또는 즐거움인
것이다. 신체적 채움의 기억 및 채움의 욕구와 결부되어 작동하는 ‘채움의
지각’ 뿐 아니라, 단순한 지각과 구별되는 예기의 활동도 일종의 즐거움일
수 있다.42) 즐거운 일이야 겪는 것도 즐겁지만 예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겁
지 않은가. 아니, 예상 역시 즐거움을 겪는 한 방식이라고 보아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신체적 채움과 시간적으로 병발하지 않으며 현존하지 않는 미래
의 욕구대상과 관계한다는 점에서, 이런 즐거움은 몸과 상관이 없는 즐거움
으로 보인다.43)

40) 즐거움과 괴로움을 회복과 와해로 정의하는 순간에 이미 소크라테스는 즐거움의 “또
다른 종류”로서 예기의 즐거움에 관해 운을 떼어두었다. 32c 참조.
41) 35e∼36b.
42) 채움의 희망이나 절망이라는 점에서, 예기는 단순한 욕구를 넘어서는 것이다.
43) 소크라테스의 동의를 받은 프로타르코스의 말을 옮기면, 예기의 즐거움은 “즐거움과
괴로움의 또 다른 종류로서, 몸과는 별도로 혼 자체의 예기를 통해 생기는 것”이다.
3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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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거짓 즐거움의 유형들
1. 첫 번째 유형: 판단 오류와 결부되어 있는 즐거움
플라톤이 유독 예기라는 특수한 형태의 즐거움으로 논의를 끌고 간 이유
는, 이 즐거움을 실마리로 삼아 본격적인 즐거움 비판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다. 그가 의도하는 즐거움 비판의 핵심은 즐거움 중에 거짓 즐거움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예기의 즐거움이야말로 참과 거짓의 성격을 가장 직접
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즐거움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가 작심하고 묻거니
와, “우리는 이 괴로움들과 즐거움들이 참된 것들이라고 말할 것인지, 아니
면 거짓된 것들이라고 말할 것인지? 또는 어떤 것들은 참된 것들이지만 어
떤 것들은 참된 것들이 아니라고 말할 것인지?”44)
이 질문을 놓고, 지금까지 대체로 순순히 논의를 따라오던 프로타르코스
는 정색을 하고 소크라테스와 강하게 대립한다. 참되거나 참되지 않다(거
짓이다)는 것은 판단에나 적용되는 말이지, 어떻게 즐거움과 괴로움이 그
렇다고 하겠느냐는 것이다.45) 이 저항을 깨뜨리고 거짓 즐거움의 존재를
입증하려는 소크라테스의 일차적 전략은 판단과 즐거움 사이의 평행적 유
비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먼저 ① 판단과 즐거움이 그것들의 내용 판단되는 것, 즐거워하는 것(대상) - 과 구별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46) ②
누군가가 판단과 즐거움을 실제로 갖는가의 여부는 그것들의 옳고 그름의
문제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다.47) 이어서 그는 ③ 판단과 즐거움이 공히
어떤 ‘성질을 갖는 것’(poia tis)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후,48) ④ 그 성
질을 규정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판단된 것과 즐거워하는 것(판단과 즐거
움의 내용 또는 대상)에서의 옳음 또는 잘못이라고 설명한다.49)
44)
45)
46)
47)
48)
49)

36c.
36c∼d. 그의 저항은 어쩌면 이미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3b∼c 참조.
37a.
37a∼b.
37b∼c .
3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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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논변을 프로타르코스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의 즐거움이
판단 착오에 의해 생겨난 경우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때는 그 판단을 우리가 어쨌든 거짓된 것이라 말합니다만, 아무도 즐거움
자체를 거짓된 것이라 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38a) 프로타르코
스의 완강한 반발에 직면해 소크라테스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한다. 그것은
예기의 즐거움의 심리학적 본성에 대한 분석이다. 다소 복잡한 그의 논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우리는 기억과 지각을 통해 판단을 시도하
는데, 판단의 결과는 진술로 나타난다.50) ② 인간의 혼은, 기억과 지각의
경험이 기록하는 진술들 및 표상(진술의 그림)들이 담긴 책과 같다.51) ③
판단에 참과 거짓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록된 것에도 참과 거짓이 있을 수
있다.52) ④ 혼 안에 있는 기록들이 미래의 사태에 관한 것일 때, 그것을 희
망(elpis)이라고 부른다.53) ⑤ 이로부터 도출되는 바, 희망과 다른 것이 아
닌 예기의 즐거움에는 참과 거짓이 있을 수 있다.
이상의 논변에 숨어 있는 소크라테스의 문제의식은 예기의 즐거움이 일
종의 진술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54) 즉, 그는 단순히 즐거움과 판단이
평행적 관계에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직접적으로, 예기
의 즐거움과 같은 어떤 즐거움들은 판단의 진술이라는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려 한다. 황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에게 곧 엄청난 황금이
생긴다는 진술 또는 그런 표상은 그 자체가 즐거움이다.55) 물론 그 진술은
판단 착오에 기인한 것일 수 있고, 이 경우, 즐거울 이유가 없는데 공연히 즐
거워하는 그의 즐거움은 거짓 즐거움이다. 그리고 거짓 판단을 나쁜 판단이
라고 우리가 말하듯이, 이런 즐거움은 나쁜 즐거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56)
논점을 정리해보자. 소크라테스가 주장하려는 바는, 잘못된 판단을 거짓
판단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대상에 관해 착오가 있는 즐거움은
50)
51)
52)
53)
54)
55)
56)

38b∼38e.
38e∼39b.
39c.
39c∼e.
J. Gosling (trans.), Platon: Philebus, p.216,
40a.
4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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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즐거움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프로타르코스는 거짓 판단에 따른 즐
거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즐거움이 즐거움이라는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상식적 관념에 더 가까운 것은
프로타르코스의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거짓 즐거움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은 ‘거짓 판단에서 비롯된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 그 이상이 아니
며, 따라서 누군가 참과 거짓을 즐거움의 성질로서 언급한다면 이는 단지
은유적 어법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두 견해의 차이를 명석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과 ‘거짓’이라는 말의
다의성을 짚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참과 거짓은 ① 어떤 심리적 활동이
인식론적 진리치를 가졌는지 여부를 가리키는 의미일 수도 있고, ② 그 활
동이 온전히 그 활동인지 여부를 가리키는 의미일 수도 있다.57) 거칠게 대
별하자면, 전자는 활동의 내용을, 후자는 활동의 수행을 문제 삼는다. 플라
톤에게 있어, 참된 즐거움이란 인식론적으로 옳은 즐거움인 동시에 ‘진짜
로 즐거움인 즐거움’이고, 거짓 즐거움이란 인식론적으로 잘못된 즐거움인
동시에 일종의 가짜(사이비) 즐거움58)이다. 반면 프로타르코스의 관점에
따르면, 즐거움은 참된 판단 또는 거짓 판단과 결부되어 있을 수 있으나 그리고 (오로지) 그런 의미에서(만) 인식론적으로 참 또는 거짓이라 말할
수 있으나 – 그 모두가 진짜 즐거움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프로타르코스는
참과 거짓의 두 의미가 별개일 뿐 아니라 무관하다고 보지만, 플라톤은 두
의미가 무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두 견해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프로타르코스를 설득하는 소크
라테스의 논변이 실제로 성공했는지를 따지는 과제는 다음을 기약하자. 그
대신 여기서는 방금 언급한 이 중대한 견해 차이가 왜 생기느냐는 질문을
파고들어야 한다. 차이의 원인은 즐거움의 개념을 파악하는 상이한 근본 관
점에 있다. 즐거움이란 과연 무엇인가. 프로타르코스가 주목하는 것은 즐거
57) 한국어로 하면, 전자는 대략 ‘옳은’, ‘바른’, ‘맞는’ 그리고 ‘틀린’이라는 의미에 가깝
고, 후자는 ‘정말∼인’, ‘진짜’ 그리고 ‘가짜’, ‘사이비’, ‘가품’ 등의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58) 플라톤은 이 즐거움을 가리켜 참된 즐거움을 “우스꽝스런 쪽으로 흉내 낸 것”(40c)이
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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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라는 감정에 포함되어 있는 ‘느낌’[感]의 차원이다. 흥겨운 고양의 느
낌이든 흐뭇한 충족의 느낌이든 벅찬 성취의 느낌이든 짜릿한 각성의 느낌
이든, 즐거움으로 통칭되는 느낌들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일종의
긍정적인 심리적, 생리적 상태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상태가 과연 무
엇인가를 확정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이 상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
백석의 시, 알프스의 절경, 합격 소식, 친구의 선물, 애인의 입맞춤, 갈구하
던 술이나 약물 등 - 의 문제가 아니다. 즉, 그 상태를 유발한 다양한 원인으
로 소급하여 그 감정의 질을 분별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
나의 ‘사실’로서 유발되어 있는 그 심리적 상태들의 확연히 유사한 특질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대략 ‘기분 좋음’ 정도의 말로 묶일
수 있을 그 유사한 심리적 특질은, 측정 가능한 신체적 반응 유형 - 안면의
홍조나 심장의 박동 또는 뇌파의 패턴 등 - 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에 비해, 플라톤은 즐거움의 개념을 느낌이나 반응의 차원에서 이해하
지 않는다. 느낌은 즐거움이라는 현상의 외피에 불과하다.59) 물론 즐거움
은 느낌의 국면도 포함하지만, 플라톤의 즐거움 개념에서 정말로 문제되는
것은 그 느낌이 항상 ‘무엇에 대한’ 느낌이며, 또한 많은 경우 그 무엇에 대
한 인지적 작용을 포함하는 느낌이라는 점이다.60) 단적으로 말해, 즐거움
이 무엇이냐는 질문의 대답은 고양이나 흥분 같은 심리-생리적 상태가 아
니라 오히려 그 상태에 대응하는 ‘대상의 영역’에서 찾아질 수 있다. 합당한
대상이 확인되지 않는 즐거운 느낌은 즐거움이 아니다.61) 자, 그런데 거짓
즐거움에 대한 논의에서 플라톤이 주장하는 바, 즐거움의 대상은 사물이나
사태가 아니라 사물이나 사태에 대한 진술 또는 명제일 수도 있다. 어떤 명
제가 즐거움을 유발했다 하더라도, 그 명제가 거짓이라면 그 명제는 즐거움
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어떤 명제가 즐거운 것인 까닭은, 그것이 즐거운 느
낌을 유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즐거워할만한 것이기 때문이
59) Frede (1997 übers.), pp.251-4 참조.
60) 현상학의 용어로 설명하면, 즐거움은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스콜라철학의
용어로 설명하면, 즐거움은 ‘형상적 대상’에 의해 규정된다. 이태수(2012) 참조.
61) 만일 우리가 ‘행복’을 ‘행복감’과 구별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한다면, 그 근거 역
시 궁극적으로는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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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사태가 이럴진대, 명제가 거짓이라면 어떻게 그 안에 실제로 즐
거워할만한 것이 담겨 있겠는가? 그러니, 거짓 명제에 대한 즐거움을 어떻
게 참된 즐거움이라 하겠는가?

2. 두 번째 및 세 번째 유형: 과장된 즐거움과 ‘금욕적’ 즐거움
그러므로 거짓 명제는 거짓 즐거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지금까
지 살펴본 것처럼, 플라톤은 예기의 즐거움을 실마리로 삼아 이 사실을 입
증했다.62) 이어서 그는 거짓 즐거움의 또 다른 종류들을 고찰한다. 두 번째
종류의 거짓 즐거움은 실제보다 더 크거나 더 작게 보이는 즐거움이다. 이
거짓 즐거움 개념은 즐거움에 일종의 크기 또는 양(quantity)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뺷프로타고라스뺸 편에서 말했듯, 우리는 즐거움의 가
치나 중요성을 측정할 수 있으며 마땅히 측정해야 한다.63) 우리가 경험하
는 즐거움에는 강렬함의 정도가 있는바, 그 정도는 바로 이 측정치에 따라
야 한다. 즐거움을 측정하고 비교하여, 어떤 것을 즐거워할 만큼만 즐거워
하는 것, 그리고 상이한 즐거움을 선택해야 할 경우 더 중요한 즐거움을 선
택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즐거움이다. 그러나 현재의 특정한 괴로움 때문
에 그 충족에 따른 미래의 즐거움이 특별히 더 커 보이는 경우는 우리 삶 속
에서 종종 일어난다. 플라톤은 이러한 사태를, 마치 키가 작지 않은 사람인
데 키가 큰 사람 옆에 서면 실제보다 더 작아 보이는 것처럼 - 상이한 크기
의 대상들이 나란히 놓일 때 생기는 착시 현상에 비유한다.64) 이것이 두 번
째 종류의 거짓 즐거움이 생기는 방식이다. 따라서 설사 참된 명제에 따른
62) 그가 예기의 즐거움에 천착한 까닭은, 우리가 어떤 경우 오로지 명제적 내용을 즐거워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그 사실이 이 경우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기되는 것, 즉 미래 사태에 관해서만 거짓 즐거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플라톤
역시 당연히 받아들이겠거니와, 이런 의미의 거짓 즐거움은 현재나 과거에 관해서도
얼마든지 성립한다. 프레데가 드는 예를 소개하면, 소포클레스의 엘렉트라는 오빠의
죽음에 대해 ‘거짓된’ 슬픔을 지니고, 클뤼템네스트라는 ‘거짓된’ 안도감을 지닌다. 말
하자면, 그들은 거짓 명제, 또는 거짓으로 기술된 사태에 대해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Frede(1985), pp.171-9; Frede(1992), p.446 참조.
63) Protagoras, 355e∼357a. 이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로는 김영균(2002) 참조.
64) 4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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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이라 하더라도 그 즐거움이 마땅한 크기보다 더 크게 또는 작게 경험
된다면, 그 즐거움은 거짓 즐거움이라 해야 한다.65)
플라톤이 지적하는 거짓 즐거움의 세 번째 유형은 고통의 부재로서의 즐
거움이다. “모든 것이 언제나 위아래로 흐르고 있다”(43a)는 현자들의 말
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의 즐거움과 괴로움도 바로 그런 변화일 텐데, 플
라톤은 변화하는 즐거움과 괴로움의 기복 뿐 아니라 그것들 사이의 중간 상
태 - “작고 적절한 변화들”(43c)이 있는 상태 – 도 생각해보자고 말한다. 즐
거움도 괴로움도 아닌 중립적 상태, 곧 “중간적 삶”(ho mesos bios)66)을 사
람들은 간혹 즐거움이라 말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인생의 황혼에 선 노인
이라도 된 듯, 큰 고생 없이 살다죽는 것이 복 받은 삶이라고 말하는 격인
데, 이것은 사실 “올바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43e)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들은 즐거움이 아닌 중립적 상태를 즐거움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거짓 즐거
움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 이런 ‘즐거움’은 즐거움
이 아니며, 그들은 전혀 즐거움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다.67) 그러므로 이 세
번째 거짓 즐거움 개념이 분명히 말해주는 바, 즐거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즐겁다고 여기는 상태와 같지가 않다. 자신이 즐겁다고
여긴다고 해서 즐거운 것도 아니고, 괴롭다고 여긴다고 해서 괴로운 것도
아니다.68)
플라톤은 세 번째 거짓 즐거움에 대한 논의를 자신이 “필레보스의 적
들”(44b)이라고 부르는 금욕주의자들과 연결시킨다. 그들은 “즐거움의 힘
을 지나치리만큼 혐오하여 건전한 점이라곤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여겨서,

65) 42b∼c.
66) 여기서 플라톤은 ‘중간적 삶’을 즐거움과 괴로움 사이에 있는 “셋째 것”이라고 말하는
데(43e), 내용으로 보자면 이 삶은 앞에서(20e∼22d)에서 구별했던 세 가지 삶 중에서
즐거움과 결합되지 않은 ‘지성만의 삶’(두 번째 삶)과 통한다. 55a도 참조할 것. 한편,
즐거움과 괴로움 사이의 중간 상태에 대한 검토는 뺷국가뺸 583c∼584a에서도 이루어
진다.
67) 엄격히 말해 ‘즐거움의 거짓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플라톤이 이 즐거움을 “한
층 더 거짓된”(42c) 즐거움이라 표현했던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뺷국가뺸에서(584a)
그는 이런 즐거움을 ‘기만현상’이라고 진단한다.
68) 43e∼44a. 이와 동일한 문제는 이미 36e에서 제기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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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의 이 유혹적인 점 자체조차도 홀림이지 즐거움은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44c)이다. 즐거움의 적극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즐거움이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는”(44b) 이 사람들은 중립 상
태를 즐거움으로 여기는 사람들과 통한다. 플라톤은 이 금욕주의자들의
‘지식’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69) 그들의 ‘금욕적’ 즐거움을 즐거움이라
생각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는 즐거움 비판의 작업에서 이들의 엄격한
‘성품’을 유용한 도구로서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70) 그것을 어떻게 이
용할까? 즐거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거짓 즐
거움과 참된 즐거움을 갈라놓아야 한다고 플라톤은 생각했다. 먼저 거짓 즐
거움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참된 즐거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고, 참
된 즐거움을 놓고서야 비로소 우리는 즐거움이 어떤 점에서 좋은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71) 즐거움에 일체 건전한 점이 없다는 이
금욕주의자들의 잣대는 – 설사 우리가 그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즐거움을 불건전하게 만드는 요소를 정확히 포착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할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가장 엄격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참된 즐거움’의
개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엄격함의 발자국을 따라,
마치 동맹군이기라도 하듯 그들을 뒤따라가며”(44d) 우리가 발견하는 것
은 과연 무엇인가? 그들은 즐거움의 현상에서 도대체 어떤 문제점을 발견
했었기에 즐거움의 존재를 부정하는 주장으로까지 나아갔던 것일까?

Ⅴ. 순수한 즐거움으로서의 참된 즐거움
1. 네 번째 유형: 괴로움과 혼합된 즐거움
엄격한 금욕주의자들의 문제의식이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강렬한 즐거
69) 51a
70) 44c.
71) 32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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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에 관찰의 초점을 맞출 때 잘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성질의 본성을 알고자 할 때 그 성질을 덜 가진 사물보다 기왕이면 더 가진
사물을 관찰하는 게 유리하듯이, 즐거움의 본성 역시 가장 즐거운 것에서
가장 쉽게 발견될 것이기 때문이다.72) 플라톤은 이렇게 해서 논의의 초점
을 ‘강렬한 즐거움’으로 돌린 후, 그것이 주로 어떤 상태에서 나타나는지를
묻는다. 첫째 대답은 질병 상태다. 열병 환자가 추위를 더 느끼는 것처럼,
질병은 결핍에 대한 생리적 감각을 더 예민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그 충족
의 느낌 또한 강렬해지기 때문이다.73) 둘째 대답은 무절제(hybris)다. 절제
는 즐거움 뿐 아니라 무엇에서든 지나치지 않는 능력인데, 이를 갖지 못하
면 우리는 과도한 즐거움에 사로잡혀 종국에는 광기 상태(mania)에 이를
수도 있다.74) 두 대답을 종합하여 플라톤이 내리는 잠정적 결론은, 강렬한
즐거움과 괴로움이 “혼과 몸의 어떤 나쁜 상태(poneria)”(45e)75)에서 생긴
다는 것이다.
플라톤이 잡아내는 ‘나쁜 상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즐거움과 괴로움
이 필연적으로 뒤섞여 있다는 사실이다. 가려운 곳을 긁고 있는 사람이 느
끼는 상태가 대표적 사례인데, 이 경우 가려운 자극이 우세하고 긁는 해소
감이 약하면 그 상태는 괴로움이라 불리고, 불편한 자극보다 시원한 해소가
우세하면 그 상태는 즐거움이라 불릴 것이다.76) 많은 경우 우리가 경험하
는 즐거움과 괴로움은 이처럼 혼합의 비율에 따른 상대적 이름일 뿐이다.
금욕주의자들은 즐거움의 이런 측면을 간파했기 때문에, 즐거움으로서의
즐거움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나마 말할 수 있는 즐거움은 다만 고통의 부재
일뿐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에 비해 플라톤은, 설사 즐거움이 혼합의
결산을 뜻하는 이름이라 하더라도 즐거움이 어떤 적극적 의미를 지닌다는
관점을 포기하지 않는다. 괴로움과 섞여 있다 해도 즐거움은 여전히 즐거움
이다. 다만 순수하지 못한 즐거움이라는 단지 그 의미에서, ‘참된 즐거움’이
72)
73)
74)
75)
76)

44e∼45a.
45b∼c.
45e.
이 상태에 대한 논의는 이미 앞에서 약속되었다. 41a 참조.
4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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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 뿐이다.77)
어쨌든, 엄격한 금욕주의자들과 제휴하여 알게 되는 것은 즐거움의 불순
함(비순수성)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즐거움을 냉정하게 분석해보
면, 그것은 사실 “감고가 섞인 상태”(46c)로 밝혀진다. 그리고 플라톤이 강
조하는 바, 이런 ‘쓰디단’ 조건이야말로 과도한 욕구의 원천이 된다. 쓴 것
과 섞여 있는 단 것이 더 달게 느껴지기에, 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더 단 느
낌을 위해 굳이 ‘쓰디단 것’을 추구한다. 무질서하고 강렬한 육체적 자극과
결부된 신체적 즐거움이 그런 ‘쓰디단 것’이다. 염증환자가 겪는 열 찜질의
즐거움에 대한 그의 서술 - “긴장하게 하고 때로는 기뻐 날뛰게 하며, 온갖
안색과 온갖 모습 그리고 온갖 숨결을 짓게 하여, 아주 제 정신이 아니게 만
들어서는 생각 없이 소리까지 지르게 하지 않겠는가”(47a) - 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즐거움을 희화화한 것이다.78)
그런데 괴로움과 즐거움의 혼합은 몸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혼에서 일
어나는 불순한 즐거움으로서 플라톤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보다 감정이다.
예컨대 분노라는 감정은 괴로움이면서 동시에 즐거움이다. 우리는 분노에
시달리면서 동시에 분노를 즐기니, 오죽하면 호메로스도 분노를 “꿀보다도
더 달콤한 것”(47e)이라 표현했겠는가. 플라톤은 분노 뿐 아니라 “무서움,
갈망, 비탄, 사랑, 경쟁, 시기”(47e) 등을 언급하면서 인간의 감정 일반을 괴
로움과 즐거움이 혼합된 상태로 간주하는 것 같다. 감정에 대한 플라톤의
부정적 평가야 잘 알려져 있지만, 뺷필레보스뺸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감정의
‘불순(不純)함’에 대한 폭로다. 그렇다면 감정은 정확히 어떤 의미에서 괴
로움과 즐거움의 혼합이란 말일까? 그가 감정 자체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
을 여기서 따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에서 살펴본 예기의 즐거움79)
은 이 ‘혼합적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유용한 시각을 제공해준다. 시기, 질
77)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즐거움을 네 번째 유형의 거짓 즐거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말하자면, 순금을 기대하던 사람이 불순물이 섞인 금을 보고 ‘거짓 금’이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겠다. Frede(1992), p.449 참조. 뺷국가뺸에서 플라톤은 이런 즐거움을 “참된
즐거움의 영상들이며 환영들인 것들”(586b)이라고 부른다.
78) 필레보스나 칼리클레스가 행복한 삶의 대상으로 삼고 대놓고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
로 이런 즐거움이다. Gorgias, 491e∼492c 참조.
79) 앞의 각주 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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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분노와 같은 감정은, 특정한 장애나 결핍에 상응하는 혼의 동요인데, 여
기에는 결핍의 반대 상태 – 예컨대 경쟁자의 제압이나 적에 대한 복수 - 에
대한 표상과 욕구가 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예기의 달콤함 때문에
우리는 그 괴로운 감정을 열광하듯 즐기는 것이리라. 예기가 욕구대로 실현
되었을 때의 – 환희나 성취감 같은 - 즐거움 역시 순수한 것은 아닐 텐데, 그
즐거움은 조화가 흩트려진 혼의 씁쓸한 장애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어서 생
기는 동요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정은 혼에서 일어나는 ‘가려운
시원함’, 또는 ‘시원한 가려움’ 같은 것이다. 그리고 몸에서든 혼에서든, 이
렇게 섞여 있는 것은 걷잡을 수가 없다.
플라톤은 감정 자체의 이러한 야누스적 본성을 지적할 뿐 아니라, 즐거
움과 괴로움이 ‘극적으로’ 혼합되는 공간이 있음을 지적한다. 비극과 희극
이 바로 그런 공간이다.80) 뺷국가뺸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지만,81) 비극은 사
람들이 공공연하게 비이성을 추수하는, 위험한 감정의 도가니다. 비극을 상
대적으로 자세히 다룬 대신 희극을 짧게 언급하고 넘어간 뺷국가뺸를 뒤늦게
보충하려는 듯이,82) 플라톤은 뺷필레보스뺸의 이 대목에서 희극 비판에 더
역점을 둔다. 그의 비판의 요지는, 사람들이 무고하고 순수한 즐거움이라
여기는 희극의 즐거움이 사실은 ‘혼합된 즐거움’이라는 것이다. 추려낼 수
있는 논변은 대략 다음과 같다. ① 우리보다 못한(약한) 사람들이 자기 자
신을 모르고 있는 상태, 그것이 ‘우스운 것’(to geloion)이다.83) ② 무지의
상태는 나쁜 것이다.84) ③ 친구들의 나쁜 상태를 즐거워하는 것을 시기
(phthonos)라고 한다.85) ④ 시기는 혼의 괴로움이다.86) ⑤ 따라서 희극적
웃음의 즐거움은 괴로움과 동시에 혼합되어 있다.87) 플라톤의 주장은, 우
80)
81)
82)
83)
84)
85)

48a.
뺷국가뺸 597e∼608b.
452d; 606c.
48c∼49c.
49a; 49d.
48b; 50a. 이 즐거움은 우리가 흔히 ‘깨소금’이라고 일컫는 심리상태와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86) 48b.
87) 5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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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희극에서 얻는 웃음은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해도 심리학적 관
점에서 괴로움과 혼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도덕적 관점에서 무고할 수 없다
는 것이다. 희극의 즐거움이 도덕적 관점에서 무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
극의 등장인물들을 어떤 면에서도 친구가 아니라고, 즉 얄미운 이웃 정도도
아니라 오로지 증오할만한 적일뿐이라고 그렇게 여겨야 할 텐데, 그것은 이
미 희극적 상황이 아니지 않은가. 필시 쉽게 종결되지는 못할 논쟁거리일
이 주제로 더 파고들 수는 없다. 여기서는 다만, 희극 비판의 목적이 인간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감정 일반의 비순수성을 뒷받침하려는 것이었음을
확인하고 넘어가자: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이제 논의가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것은 비탄들과 비극들 및 희극들 속에도, 즉 연극들 속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온갖 희극과 비극 속에서,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무수한 것들 속
에도, 즐거움과 괴로움들이 섞여 있다는 것일세.”(50b)

2. 참된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인가?
괴로움과 혼합된 즐거움에 이르기까지, 네 가지 유형의 거짓 즐거움을
차례대로 해명했으니, 이제 드디어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지 논의할 차례다.
당연하게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거짓 즐거움의 상반 개념들 각
각이 참된 즐거움일 것이고, 그러니 거짓 즐거움처럼 참된 즐거움 역시 여
러 의미를 갖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은 기계적 추론에 따라 ‘참’의
다의적 개념들을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다 엄격한 방식으로 ‘참된 즐
거움’의 단일한 규정을 모색하는 것 같다. “판정과 관련된 이 나머지 문
제”(50e)를 해결하면 밤이 되기 전에 귀가를 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과 함께
소크라테스가 조심스레 피력하는 견해는 다음과 같다. 참된 즐거움은 “아
름답다는 빛깔들과 관련된 즐거움들, 형태(skhema)들 및 대부분의 향기들
그리고 소리들과 관련된 즐거움들, 그리고 모자람은 지각하지 못할 정도이
고 괴로움이라곤 느끼지 못할 정도의 상태로 갖되 충만함은 지각할 수 있고
즐거우리만큼 제공하는 모든 것과 관련된 즐거움들”(51b)이다.
엄격한 개념 정의로서 제시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이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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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 준하는 결정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기에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플라톤의 참된 즐거움 개념이 ‘즐거움의 순수
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즐거움의 순수성은 어떻게
설명되는가? 우리는 이미 앞에서 플라톤이 괴로움과 즐거움을 각각 본성의
와해 과정, 그리고 본성의 회복(채움) 과정으로 정의했음을 살펴본 바 있
다.88) 그러하니, 회복이 장애 또는 결여를 전제한다는 의미에서 즐거움은
정의 상 모종의 결여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 플라톤이 말하는 요점은, 순수
한 즐거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결여가 지각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아
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여
기서 지목하는 대상들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순백의
색깔(53b), 정확한 원이나 입체(51c), 부드럽고 맑은 음성(51d)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데, 우리가 그런 대상을 지각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리고 그 즐거움이 없다고 해서 그 상태가 어떤 괴로움으로 경험되는 것은
아니다. 아름다운 대상을 뚜렷이 지각하여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은 우리의
혼이 일종의 더 완전한 상태로 채워지고 있다는 표시겠지만, 그렇게 채워지
지는 않은 상태, 즉 그 결여의 상태를 우리가 딱히 의식적으로 지각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바로 이런 의미에서 플라톤은 ‘지각되지
않은 결여(모자람)’를 순수한 즐거움이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조건으로 간
주하는 것이다.
시각과 청각의 단순한 대상에서 생기는 즐거움에 비해 그가 “덜 신적
인”(51e) 즐거움의 부류로 설정하는 냄새의 즐거움 역시 괴로움과 섞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순수한 즐거움에 속한다.89) 마찬가지 이유에서 그는 배
움(manthanein)의 즐거움을 순수한 즐거움의 세 번째 부류로 설정한다. 물
론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 필요한 것을 배우지 못해 괴로
워하거나 알고 있던 것을 잊어버려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의 해소로서의 배
움은, 짜릿한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순수한 즐거움을 주지는 않
88) 32a∼b. 앞의 주 33 참조.
89) 뺷국가뺸 584b. “그것들에 앞서 괴로운 상태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갑작스레 그 정
도에 있어서 굉장한 것들로 되는 데다, 그 즐거움이 그치고 나서도 아무런 괴로움을 남
기지 않기 때문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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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뺷국가뺸에서 말했듯 무지는 혼의 ‘비어 있음’(kenotes)이지만, 우리가
모든 무지를 괴롭게 의식하거나 모든 무지의 공백에 지적 갈망이 차 있는
것은 아니다.90) 그러므로 여기서 플라톤이 순수한 즐거움으로 분류하는 배
움의 즐거움은 무지의 채움이기는 하되, 적어도 괴로운 무지를 극복하려는
지적 갈망의 활동과는 상관없는 것이다.91)
이상의 세 부류92)를 차례로 검토하며 우리가 던지게 되는 질문은 플라톤
이 순수한 즐거움을 설명하면서 왜 이처럼 빈약한 사례들만을 들고 있냐는
것이다. 가능해 보이는 수많은 지적 즐거움 중에서 유독 배움의 사례만을
언급하는 것도 특기할 만하지만, 특히 그가 순수한 즐거움의 원천으로 지목
하는 감각적 대상들은 매우 단순하고 기초적인 것들로 국한되어 있지 않은
가. 그 스스로 강조하고 있듯이, 여기서의 ‘형태’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대상
으로 가장 먼저 떠올릴 법한 “생물들이나 그림들”(51c)이 아니라 직선이나
원 같은 기하학적 도형들이며, ‘소리’ 역시 사람들이 흔히 아름다운 음악으
로 생각하는 복잡한 가락이 아니라 단순한 음성들이다. 다양한 요소들의 정
교하고 장대한 어울림에 아름다움의 본령이 있다고 보는 통상적 관점에서
는, 플라톤의 설명은 미적 지각의 범위를 사소한 것들로 형편없이 축소시키
는 처사라고 당연히 불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런 제한에는 분
90) Hackforth(1972 trans.), pp.99∼100.
91)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여기서 플라톤이 말하는 배움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순수
한 호기심의 충족이나 깨달음과도 구별된다. 그것은 “결코 많은 사람에게 속하는 것들
이 아니라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속하는 것들”(52b)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여기
서 플라톤이 (순수한 즐거움을 주는) 배움을 ‘지혜를 사랑하는 자’의 상태와 특수하게
관련시키려 한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여기서 플라톤이 엄격하게 철학적 지식의 배
움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 뺷국가뺸 441a∼b에서처럼(cf. Gosling(1975 trans.)
p.122) - 이성적 추론 활동 일반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순수
한 배움의 즐거움’을 단순히 ‘철학자의 즐거움’으로 쉽게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
하다. 철학자는 진리를 습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일 터인데, 앎 자체는 결핍이
아니므로 엄격히 말해 즐거움 또한 수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배움의 즐거움은
진리의 앎과 마찬가지로 고상한 것이기는 하나(뺷국가뺸 581e), 앎 자체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즐거움과 앎의 구별이야 애초에 이 뺷필레보스뺸의 주제이기도 하거니와, 진리
를 아는 ‘철학자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는 – 연구 문헌을 옮겨서 - 즐거움
과 철학적 사변을 ‘활동’ 개념으로 재조명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펼쳐들어야 한다.
92) 크게 분류하면, 감각적 지각에 속하는 것과 앎에 속하는 것, 두 부류라고 할 수 있다.
66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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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의도가 있다. 그가 말하기를, “이것들[도형들]은 다른 것들처럼 무엇
인가와 비교해서 아름다운 것들이 아니라, 언제나 그 자체로 본성상 아름다
운 것들이며, 뭔가 특유한 즐거움들을 지니고 있어서, 간지러워 긁는 것과
는 어떤 점에서도 같은 점들이 없다.”(51c∼d) 즉, 외적 관계나 우연적 상
황에 의해서 성립하고 해소되는 상대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단순한 대상 그
자체에 밀착된 아름다움이, 앞서 규정된 바의 ‘순수한 즐거움’을 만들어내
는 확실하고 안전한 원천이라는 것이다. 즐거움이 참된 즐거움이기 위해 필
요한 것은 그 순수성이지, 절대 자극의 규모나 느낌의 강도가 아니다.93) 요
컨대, ‘더 즐거운 것’은 크고 강한 즐거움이 아니라 미소하더라도 괴로움이
섞이지 않은 즐거움이다. “크기보다는 작고 많기보다는 적되 괴로움이 섞
이지 않은 일체의 즐거움이 역시 더 즐겁고 더 참되며 더 훌륭한 것”(53c)
이다.94)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바, 순수한 즐거움에 대한 플라톤의 설명은 일종의
‘최소주의’ 노선을 따르고 있다. 그가 배제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괴로움
과 현실적으로 섞여 있는 즐거움 - 예컨대 가려운 곳을 긁는 즐거움이나 허
기가 채워지는 즐거움 – 이 아니라 섞일 가능성이 있는 즐거움이다. 프레데
(D. Frede)가 올바로 지적하듯이, 여기서 플라톤의 의도는 순수한 즐거움
을 빠짐없이 지목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즐거움이 유형상 거짓일 수 없는
가를 보여주려는 것이다.95) 정확히 말하자면, 플라톤이 찾는 것은 ‘순수할
수밖에 없는 즐거움’이다. 그리고 이런 즐거움, 곧 괴로움과 전혀 섞일 수
없는 즐거움은 어떤 의미에서도 거짓된 즐거움일 수가 없다. 따져보자. 먼
저, 이런 즐거움은 첫 번째 의미의 거짓 즐거움, 곧 거짓 명제에 대한 즐거
움일 수 없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거짓 명제에 대한 즐거움이 생겨나기 위
해서는 판단과 표상 뿐 아니라 과거에 존재했던 즐거움에 대한 기억이나 미
래 사태에 대한 예기와 같은 복잡한 인식의 기능이 작용해야 하는데, 순수
93) 52d∼53b. 학문의 순수성을 따질 때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된다. 57b∼c.
94) 아래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평가의 핵심은 순수한 즐거움이 ‘과도할 수 없
다’는 데에 있다. 이 사고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계승된다. Nicomachean Ethics
VII, c.14, 1154b16-21.
95) Frede(1997 übers.), p.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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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즐거움의 경험은 이런 기능과 무관하겠기 때문이다. 한편, 두 번째 의미
의 거짓됨도 순수한 즐거움에는 나타날 수 없다. 앞에서 설명했듯, 어떤 즐
거움이 본래 크기보다 더 크게 또는 더 작게 평가되는 일은 다른 즐거움이
나 괴로움과의 비교 속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순수한 즐거움은 상응하는 괴
로움도 없으며, 그 가치를 다른 즐거움과 비교하여 측정할 여지도 사실상
없다. 순수한 즐거움이 발생하는 동안 우리는 순수하게 즐거워할 뿐이지,
그것을 평가하거나 비교하지 않는다. 세 번째 거짓 즐거움은 즐거움이 전혀
아닌 것을 즐거움으로 잘못 일컬은 경우이니, 논외로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순수하지 않은 즐거움이 경우에 따라 특정 의미에서 참된 즐거
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순수한 즐거움은 그 자체가 참된 즐거움일 수밖에
없다. 순수하면서 참되지 않은 즐거움이란 어떤 의미에서도 성립할 수 없
다. 따라서 플라톤은 순수한 즐거움에 대해 논하는 시점(51a)부터 ‘참된’이
라는 말과 ‘순수한’이라는 말을 거의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다.96) 두 술어의
이러한 동의적 사용은 논의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비롯된 결과처럼 보이지
만, 단지 그런 것만은 아니다. 즐거움에서 참의 기준이 – 주관적 느낌의 강
도가 아니라 - 순수성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97) 바로 그것이 순수한 즐거움
에 대한 논의(51a∼53c)의 – 거의 명시적이라 할 수 있는 - 근본 목적이었
으며 뺷필레보스뺸 전체로 보아도 플라톤이 품었던 핵심적 문제의식이었기
때문이다.

Ⅴ. 맺는 말
우리는 지금까지 뺷필레보스뺸에서 전개된 거짓 즐거움과 참된 즐거움에
대한 논의를 조망해보았다. 프로타르코스를 앞에 두고 즐거움을 집요하게

96) 대표적인 곳은 63d이다. Fletcher(2014), p.127 참조.
97) 52d∼e. 학문에서의 참을 – 더 참된 학문이 어떤 것인가를 - 따질 때(55c∼59d)도 그
기준이 순수성에 있음은 마찬가지다. 물론 이때 순수성의 의미는 명확성 또는 정확성
이다. 57c; 58c; 59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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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으로써, 소크라테스는 참으로 참인 즐거움(참일 수밖에 없는 즐거
움)이 순수한 즐거움일 뿐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플라톤의 즐거움 비판에
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그가 밝혀낸 거짓 즐거움과 참된 즐거움이
인식론적-존재론적 차원의 진위와 관련된 개념일 뿐 아니라 – 더 중요하게
는 - 도덕적 가치 평가를 함축하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플라톤은 기회가 있
을 때마다 거짓 즐거움과 참된 즐거움의 구별을 나쁜 즐거움과 좋은 즐거움
의 구별로 이끌어가려 한다.98) 즐거움은 여러 의미에서 거짓일 수 있고, 거
짓 즐거움의 유형들 각각은 ‘거짓이라는 의미에서’ 그 각각이 이미 나쁘지
만,99) 플라톤이 가장 역점을 두어 공격하는 즐거움의 ‘나쁨’은 결국 다름
아닌 그것의 과도함에 있다. 강렬함이 과한 즐거움100)은 우리의 존립에도
해로울 뿐 아니라101) 필시 혼의 “무절제”(45d; 47b)에서 비롯되어 혼을
“광기 상태”(45e; 63d)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과도한 즐거움은, 앞서 말했
듯이 혼의 “나쁜 상태”(45e)를 증명하며, “부끄러워하여 숨길만한 것”(66a)
이다.
이에 비해, 참되고 순수한 즐거움은 과도할 염려가 없으며 “알맞은 정도
에 속하는 것들”(52d)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그것은 분명한 좋음의 자격
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즐
거움도 아닌 참되고 순수한 즐거움을 ‘그 자체로 좋은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 플라톤은 ‘생성’(genesis)이라
는 존재론적 개념을 동원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굳히려 하는 듯이 보
인다. 즐거움은 정의상 일종의 생성이며,102) 생성은 그 자체가 아니라 존재
를 목적으로 하여 생기는 것인데,103) 모름지기 좋음이란 ‘목적을 위해 생겨
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인 바 그것’이므로, 즐거움은 - 그 자체로서는(per se) 좋음의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104)
98) 아니, 애당초 문제의식의 출발이 즐거움 안에서 좋고 나쁨을 가리는 데 있었다. 13b 참조.
99) 40e.
100) 플라톤을 따라 간단히 ‘강렬한 즐거움’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과도함’은 강렬한
즐거움에 따라붙는 표현이다. 52c.
101) 63d∼e.
102) 53c.
103) 53d∼5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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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의 논의를 마칠 때가 되었다. 본 논문의 의도와 그 한계에 대해
서는 서론에서 밝혔으니, 몇 가지 후속 연구의 과제를 짚어보는 것으로 마
무리를 대신하자. 일단, 플라톤의 즐거움 이론 연구를 심화시키기 위해 가
장 긴급한 과제는, 본 논문이 조명한 뺷필레보스뺸의 즐거움 비판을 다른 텍
스트의 비판 논변들 - 특히 뺷프로타고라스뺸와 뺷고르기아스뺸의 쾌락주의
비판 논변 – 과 비교하고 종합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
요한 과제가 있다. 그것은 본 논문이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한, 뺷필레보스뺸
에 등장하는 순수한 즐거움 개념의 내적 정합성 문제에 관한 것이다. 즐거
움의 문제를 다루는 다른 텍스트들 - 뺷프로타고라스뺸, 뺷고르기아스뺸, 뺷국
가뺸 – 와 비교되는 뺷필레보스뺸의 특징은 순수하고 참된 즐거움을 특별히
떼어내어 그것을 좋은 삶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아니, 비록 인간의 삶이
라는 제한이 붙기는 하지만, 즐거움과 지성이 혼합된 삶이 지성만의 삶보다
더 좋다는 것도 뺷필레보스뺸의 특징적 관점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쾌락주
의 비판이라는 일반적 관심과 순수한 즐거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좋은
삶에 통합시키려는 관심이 예민한 해석적 긴장을 형성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제기되는 물음은 이런 것이다. 순수하여 참일 수밖
에 없고 따라서 좋음의 (다섯 번째) 지위를 부여받는 즐거움은 과연 - 한정
되지 않은 것, 회복, 생성 등 – 애초에 즐거움 일반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되
었던 개념적 틀 속에서 아무 무리 없이 규정될 수 있는 것일까? 예컨대 순수
한 즐거움에 “알맞은 정도”를 귀속시키는 구절(52c)은, 한정되지 않은 것
의 부류를 즐거움 규정의 토대로 삼으려 했던 ‘일반적’ 관점과 어떻게 조화
될 수 있을까? 반대로, ‘생명체의 조화’라는 견지에서 즐거움을 회복으로
규정했던 구절들(31d; 32b)은, 배움과 같은 순전한 혼의 즐거움에 과연 무
리 없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일까?105)
104) 54c∼d; 55b. 지면 관계 상 수상순서 결정을 비롯한 이후 논의의 재구성은 생략한다.
최근 간행된 이기백 번역본의 해설을 참조할 것.
105) 이런 질문이 예고하는 해석의 과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닐 텐데, 이런 지난함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뺷필레보스뺸에 제시된 참된 즐거움 이론이 치밀함이나 완결성과는 거
의 관계가 없다는 데 있다. 논의의 맥락 자체가 그러한데, 순수한 즐거움의 개념적 윤
곽은 순수하지 못한 즐거움을 배제한 결과로서 최소한도만 나타날 뿐이고, 순수한 즐
거움의 긍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사례들 역시 대단히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관점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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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과제는 아리스토텔레스와의 영향 관계를 자세히 분석하는 일
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즐거움 개념이 플라톤의 소위 ‘생성 이론’(뺷필레
보스뺸 53c∼55b)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즐거
움 이론의 주요 전거인 뺷니코마코스윤리학뺸 10권 1∼5장과 7권 11-14장
은, 겉으로야 에우독소스 같은 이름만 거론되지만, 사실 뺷필레보스뺸와의 –
많은 경우 축자적이기까지 한 - 대결로 점철되어 있다. 뺷필레보스뺸의 철저
한 소화 없이, 삶의 완전함인 행복에 즐거움을 통합시키는 아리스토텔레스
의 이론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생성으로서의 즐거움 개념에 대한 비판
도 중요하지만, 필자는 특히 뺷필레보스뺸의 혼합된 즐거움과 순수한 즐거움
의 구별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용이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한
다. 즐거움에 대한 보다 전향적 평가를 위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구별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런 구별을 자기 자신
의 방식으로 적용하기는 한다.106) 이 영향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아
마도 플라톤의 순수한 즐거움 개념에 내재한 다양한 적용 가능성 – 예컨대
정신적 또는 예술적 즐거움의 경험에 대한 - 을 더 잘 따져볼 수 있을 것이
고, 더 나아가 순수한 즐거움을 가려내려는 이 윤리학적 관심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고대 후기와 중세철학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본
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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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으로 선택되지 않았는가. 이런 점에서 해석자는 당연히 불만을 가질 권리가 있다.
106) 특히 Nicomachean Ethics X,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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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lse Pleasure and True Pleasure in Philebus

Kim, Yul
This paper is derived from the intention to reconstruct Plato’s theory of
pleasure in Philebus as a whole. In Philebus, Plato’s refutation of the
hedonistic view on the good life proceeds primarily as an explanation of
how pleasures can be mingled with a falsehood and which sort of pleasure
can be approved as the true one. In this paper, I will focus on the so-called
criticism of pleasure, i.e. the limitation of true pleasure by Plato. According
to my interpretation, the purpose of Plato’s criticism of pleasure does not
plainly consist in the verification of the diverse meanings of true pleasure
which appear by investigating four forms of false pleasure, but rather in the
determination of one unitary notion of true pleasure. This notion is to be
designated as pure pleasure, which means in fact, I think, pleasure that is
unable to be impure in any way.

Keywords: good life, judgment, true pleasure, mixed pleasure, purity
of pleas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