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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의 대화편 [라케스]에 대한 교육학적 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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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가 재해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화편 [라케스]는 그동안 교육학적 조명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면서, 일부 논의의 경우도 자율적 개념체계가 부재한 통념적

‘교육’ 개념에 터한 여타 분과학문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대화편 [라케스]에
대한 그나마 교육학적 논의라는 것은 기존의 교육학적 틀에 의해 통념적, 여타 분과학문적 관
점으로 환원되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자율적 학문분야로서의
교육학을 선도하는 교육본위론의 관점에서 플라톤의 대화편 [라케스]를 교육의 양태 이행의
드라마로 재해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화편 [라케스]를 개관하고 재해석을 위한
전제를 밝힌 이후에 대화편 [라케스]를 교육의 양태 이행의 드라마로 재해석하기 위한 이론적
맥락으로서 교육본위론에서의 교육적 관계에 대한 논의로부터 외도교육, 공덕교육, 그리고 내
재교육 등의 교육의 양태에 대해 고찰하고 이러한 이론적 맥락에 터해 대화편 [라케스]를 재
해석하였다.

주요어: 대화편, 교육학, 교육본위론, 교육의 양태, 라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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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하나의 대상 혹은 현상은 그것을 드러내려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 그 실체를 드러내며,
이러한 드러냄을 위한 활동 중의 하나가 학문(學問)이다. 그런데 학문은 그 전체로서 학문
이라 일컫지만, 내부적으로는 그것에 참여하는 이들의 관심 분야 등에 따라 여러 하위체
계로 분화되어 왔으며, 오늘날에 이르러 우리는 이렇듯 분화된 학문분야들, 곧 분과학문의
관점을 통해 대상 혹은 현상을 다양한 학적 인식체계 내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렇게 학문이 그것이 대상으로 삼는 대상 혹은 현상에 대한 해석을 가능케 해주는 이론적
맥락을 형성해감에 따라 학문 분야간 관점의 상이성에 터한 환원의 불가능성은 각기 상
이한 맥락으로서의 학문분야들의 존립을 정당화해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당화에 터해
획득된 분과학문들의 정당성은 대상 혹은 현상을 해석하는 각기 상이한 맥락의 정당성과
다르지 않으며, 이러한 정당성으로부터 각기 상이한 맥락에 의한 대상 혹은 현상의 해석을
가능케 한다(장상호, 1997; Feyerabend, 1975/1987; Hanson, 1958/2007; Kuhn, 1996/1999; Trigg,
2001/2013).

본 연구의 대상인 대화편 [Lachēs(라케스)]1)를 포함하여 플라톤(Plato)의 대화편들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여러 분과학문들 중에서도 철학분야의 지대한 관심에 터해 대다수의 대화
편들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크라테스(Sōkratēs)와, 대화편들의 저자이며 동시에 소크
라테스의 제자로 알려진 플라톤의 사상을 해석하는 연구들이 우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플라톤의 대화편들에 대한 해석은 철학 이외의 여타 학문분야들에 의해서도 시도되
어왔는데, 이중 교육학 분야에서는 주로 소크라테스가 메논의 노예 아이를 대상으로 문답
을 펼치는 [Menon (메논)]과 동굴의 비유를 통해 교육의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다고 여겨지
는 [Politeia (정체)], 역사적 인물로서의 소크라테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파악할 수 있는
[Apologia Sokratous (소크라테스의 변명)] 등에 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측면

에서 보자면, 본 연구가 교육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하는 대화편 [라케스]의 경우는
교육학 분야에서의 관심 정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다.2) 근래 들어 국내의
1) 이하 [라케스]로 표기하며, 플라톤의 여타 대화편들 역시 두 번째 언급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2) 플라톤의 대화편들에 대한 주된 연구 분야였던 철학에서의 대화편 [라케스]에 대한 연구 중에서
는 Khan(1996/2015)과 김유석(2011)의 연구가 주목을 끈다. 우선 플라톤의 대화편 전체를 하나의
문학적 거대 기획으로 봄으로써 초기․중기․후기라는 대화편의 시기 구분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
는 Khan(1996/2015)은 [라케스]가 보여주고 있는 문학적 형식의 특이성에 주목하여 “플라톤의 문학
기법에 혁신을 가져다준 작품”(p. 256)이라는 관점에서의 접근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김유석(2011)
은 [라케스]의 주제적 통일성에 터한 이해를 위해 라케스(Lachēs)와 니키아스(Nikias)가 제시하는 의
견과 그들의 성격 및 기질 상의 대립에 주목하고는, 소크라테스에 의해 양쪽의 의견 등이 모두
검토 및 비판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플라톤의 대화편 [라케스]에 대한 교육학적 재해석

교육학 분야에서 대화편 [라케스]를 ‘교육학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연구(장지원, 2016;
홍기표, 강선보, 2017)가 등장하여 [라케스]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자 시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물들이 과연 자율적 학문분야로서의 교육학적 관점에 터해 있느냐는 질문에는
회의적으로 대답될 수밖에 없다. 자율적 학문분야의 관점에 터한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은 그것이 예속된 분과학문적 맥락의 경계선 안쪽에 머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두 연구는 기존 교육학의 강력한 맥락적 토대라 할 수 있는 통념적 ‘교육’ 개념에 의존한
해석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3) 이상의 사정으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자율적 교육학의 맥
락을 제공하고 있는 장상호(1994, 2000b, 2005, 2009a, 2009b)의 교육본위론(敎育本位論)의
관점에서 플라톤의 대화편 [라케스]를 새로이 해석해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가 대화편 [라케스]를 재해석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는 다음의
사정들도 포함된다. 첫째, 플라톤 대화편의 주요 등장인물인 소크라테스는 석가, 공자, 예
수 등과 더불어 교육적 삶을 살아간 인물로 평가되고 있으며(장상호, 1999, 2000a, 2009a:
208), 대화편 [라케스] 역시 소크라테스가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적 교섭의 형식

으로서의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의 전형”(한경자, 2014, p. 10)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대화편 [라케스]에서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문답법의 전개장면은 교육에 관
한 교육학적 해석의 가능성을 담지한 텍스트일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대화편 [라케스]는 본 연구의 Ⅲ장 제목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교육의 양태 이행(移
行)의 드라마로서의 해석을 가능케 하는 긴 도입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플라톤의
여타 대화편의 경우에서의 도입부는 비교적 간략하게 다루어지는 대신에, 얼마 가지 않아
소크라테스와 여타 인물들의 치열한 대화가 전개된다.4) 이에 비해 대화편 [라케스]는 소
3) 홍기표와 강선보(2017)는 [라케스]의 서론, 본론, 결론을 각각 ‘교육내용’, ‘교육의 결과’로서의 용
기, ‘교육문제’로의 되돌아감으로 해석하면서, 이들이 각기 당대의 독자들의 갖고 있었을 ‘교육’에
대한 의견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교육’은 그다지 명쾌하지 않은, 통념적
‘교육’ 개념에 의존해 있다. 한편, 두 연구 중에서 장지원(2016)의 연구는 대화편의 긴 도입부를
여는 리시마코스(Lysimachos)의 ‘자식교육’에 대한 언급에 내포된 리시마코스와 멜레시아스(Melēsias)
의 의도를 그들의 자식들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세속적 명성의 추구로 파악한다. 본 연구의 Ⅲ장
에서 논의되고 있듯이, 연구자는 이러한 해석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이로부터 장지원
(2016)의 해석에 일정부분 빚지고 있다. 하지만 장지원(2016)의 연구 역시 [라케스]에서 서술되는
당대의 상황을 ‘교육현실’로, 리시마코스와 멜레시아스의 의도 등을 ‘교육열’의 발현으로 지칭하
는 등 통념적 ‘교육’ 개념에 터해 대화편 [라케스]에 대한 철학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한계에
서 자유롭지 못하다.
4) 플라톤의 대화편들의 경우에 대화가 전개되는 배경에 대한 설명이 매우 빈약한 경우가 대부분이
다. 예를 들어, [메논]의 경우에는 별다른 배경 설명 없이 ‘덕은 가르칠 수 있는가’를 주제로 메논
과 소크라테스의 대화가 전개되는가 하면, [Protagoras (프로타고라스)]와 [Sophistes (소피스트)]에서는
도입부에서부터 소크라테스가 등장하여 또 다른 대화 상대자와의 교섭을 통해 본 대화로 나아가
는 절차를 밟아간다. 이외에도 [Phaidon (파이돈)], [Symposion (향연)] 등의 대화편은 액자 형식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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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테스와 여타 인물들의 본격적인 교섭이 전개되기 이전에 대화 배경에 대한 담화가
길게 이어지는 구조를 띠고 있으며, 과연 이러한 담화가 대화편 자체의 주제와 대화의 전
개 양태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직 명쾌히 해결되지 않은 상
태다. 이에 [라케스]가 점차적인 교육의 양태 이행을 통해 종국에는 ‘용기(andreia)’에 대한
앎의 수준차를 소재로 교육적 교섭으로 나아감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입장에서 [라케스]를
교육학적으로 재해석하는 본 연구는 작품의 전체성의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서두에 언급하였듯, 대상 혹은 현상은 그것에 접근하는 관점의 상이성에 의해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플라톤의 대화편 [라케스]에 대한 해석 역시 어떠한 관점에 터해 해석하
느냐에 따라 전혀 이질적인 드라마로 드러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석의 관점 역
할을 하는 개념체계의 자율성과 독자성이다. 이에 본 연구는 Ⅱ장을 통해 플라톤의 대화
편 [라케스] 해석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를 밝히고 교육학적 재해석을 위한 이론적 맥락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제시된 해석의 전제와 교육학적 맥락에 터해 교
육의 양태 이행을 중심틀로 대화편 [라케스]의 줄거리를 재해석하며, Ⅳ장에서는 [라케스]
의 재해석을 통해 드러난 교육의 양태 이행에 관한 논의에 터하여 다양한 양태 이행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와 더불어 [라케스] 이외의 여타 텍스트들에 대한 교육학적 재
해석 작업의 필요성을 간략히 언급하며 논의를 마무리한다.

Ⅱ. 플라톤의 대화편 [라케스] 재해석의 전제 및 이론적 맥락
대화편 [라케스]에 대한 교육학적 재해석에 앞서, 재해석의 대상이 되는 대화편이 어떠
한 작품이고, 그것이 속한 플라톤의 대화편들에 대한 해석을 위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바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이는 이하 1절의 논의가 보여주듯, 플라톤의 대화편들에
대한 입장이 단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Ⅰ장에서 간략히 언급되었듯이, 텍스트
에 대한 해석 작업에 있어서 텍스트를 해석하는 이의 관점은 해석의 결과를 상이하게 하
며, 본 연구에서와 같이 기존의 관점에 얽매이지 않은 새로운 접근의 해석은 해석의 정당
성 담보를 위해 그 이론적 맥락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이하에서는 대화편 [라
케스]를 해석하기 위한 전제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교육학 고유의 개념체계를 구축함으
로써 자율적 교육학을 선도하고 있는 교육본위론에서의 교육적 관계에 대한 설명을 기초
로 교육의 양태에 대한 이론적 맥락을 제시하고자 한다.
입함으로써 대화의 배경을 액자 밖 인물들이 간략히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플라톤의 대화편 [라케스]에 대한 교육학적 재해석

1. 재해석의 전제
플라톤의 대화편들은 후대에 붙여진 부제들을 통하여 각 대화편에서 전개되는 대화의
주제들을 암시해주고 있다. 프로타고라스(Protagoras)와 그를 따르는 여러 소피스트들을
등장시킴으로써 당대 소피스트들의 철학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아레테(덕, 훌륭함;
aretē)’5)가 과연 무엇이고, 이것이 교육의 소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다루고 있는 [프로

타고라스]의 경우에는 “소피스트들”, 메논과의 대화를 통하여 ‘아레테’가 무엇인가를 집요
하게 추궁하는 [메논]의 경우에는 “아레테에 관하여”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의 대상작품인 [라케스]는 ‘용기’의 정의와 더불어 그것의 하화 가능성을 다루기에
“용기에 관하여”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부제들의 관계가 보여주고 있듯이, [프로타고라스]

와 [메논]은 포괄적 의미에서의 ‘아레테’에 대하여 그것이 과연 무엇이고 이를 하화할 수
있는가를 추궁하고 있는 반면에, [라케스]는 지혜, 절제, 용기 등등의 여러 ‘아레테’들 중
에서도 ‘용기’란 무엇이고 이것이 하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룬다. 곧, [프로타고라스]와
[메논]이 ‘아레테’에 대한 총론의 성격을 띤다면, [라케스]는 ‘아레테’에 대한 논의의 각론

으로 볼 수 있는 ‘용기’를 다룬다(박종현, 2010: 188).
[라케스]에서는 ‘아레테’ 중의 하나인 용기가 과연 무엇이고 이를 하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플라톤의 여러 대화편들과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가 등장하여 여러 인물들과 대화의
과정 속에서 그것의 실마리를 산파술(産婆術)6)을 통해 점진적으로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발전론적 견해((the developmental view)에 따르자면, 이상의 대화편 [라케스]는 “소크라
테스식 문답법의 전형”(한경자, 2014, p. 10)을 보여주고 있다는 판단과 더불어, [파이돈],
[메논], [정체] 등의 대화편에 등장하는 영혼불멸, 상기설(doctrine of recollection), 형상(eidos)

과 이데아(idea) 등에 관한 아이디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의해 플라톤의 초기 대
화편들 중의 하나로 취급되는 경향이 우세하다.
형식면에 있어서 [라케스]는 여러 인물들이 ‘용기’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드라마 형식
을 띠고 있다. 대화의 전개에 있어 주도적인 인물은, 여타 플라톤의 대화편들에서와 마찬
가지로 소크라테스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인류의 위대한 사상가 중 하나로 추앙 받는 소
크라테스는 스스로 아무런 글도 남기지 않았다(Dorion, 2004/2009: 30; Jaspers, 1957/2005).
5) 박종현(2010: 74-75)에 따르면 ‘aretē’란 용어는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아레테’는 그 대상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의] 훌륭한 상태”로 번역되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aretē’를 영어 virtue의 번역어로서 ‘덕’으로 표현하고는 있지만, 그 의미가 상통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이하에서는 ‘aretē’를 우리말 발음 그대로(‘아레테’) 표기한다.
6) 플라톤의 대화편에 등장하는 산파술에 대해서는 등장인물로서의 소크라테스의(혹은 작가로서의
플라톤의)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어 있는 [Thēaitetos (테아이테토스)]를 참조하기 바란다.

77

78

교육원리연구, 23(2)

이러한 사정에만 의지하여 소크라테스의 역사적 실존성을 의심할 수도 있지만, 그가 살아
있을 때 발표된 것으로 알려진 [구름(Nephelai)]이라는 Aristophanes(?/2013)의 희곡에 그가 희
화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 그의 사후에 플라톤의 대화편들과 더불어 크세노폰의
작품들(Xenophon, ?/2015, ?/2015)에 그의 이름과 그의 대화 등에 대한 구체적 서술이 등장
하고 있다는 점은 소크라테스의 역사적 실존성마저 부정할 수는 없게 한다(Dorion,
2004/2009; Jaspers, 1957/2005; Khan, 1996/2015). 뿐만 아니라, Plato(?/2009)의 편지들(Epistolai)

중에서도 그나마 진위 여부에서 가장 자유롭다는 일곱 번째 편지에서 플라톤이 자신의
스승으로 소크라테스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 등은 역사적 인물로서의 소크라테
스의 존재성을 강화해주고 있다.
그러나 그 스스로가 아무런 저작을 남긴 바가 없기에, 대화편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의
면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그의 제자들이 소크라테스를 하나의 등장인물로 등장시킴으로
써 소크라테스의 입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는 일원론적 입장에서 접근하
여야 하는지, 아니면 초기 대화편에는 소크라테스 고유의 면면이, 중기 대화편에는 소크라
테스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플라톤의 모습이, 후기 대화편에는 자신의 스
승, 곧 소크라테스라는 등장인물을 통해 플라톤 자신이 자신만의 사상을 전개시키고 있다
는 발전론적 견해를 전제하고 접근해야하는지 등, 일명 ‘소크라테스의 문제(the problem of
Socrates)’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강철웅, 2014: 11; Dorion, 2004/2009: 30-42; Khan,
1996/2015). 두 입장을 놓고 볼 때, 플라톤의 대화편 연구자 중 하나인 Khan(1996/2015)은

전자의 입장에 서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대화 형식을 지니고 있지 않은 [소크라테
스의 변명]을 제외한 여타 대화편들의 경우는 소크라테스가 아닌 플라톤의 주장이 담겨
있음을 주장한다. 곧, 플라톤의 대화편들에 대해 문학적․역사적․철학적 관점을 함께 적
용함으로써 포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그는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제외한 대화편들
모두를 플라톤의 “철학적 저술의 장기 기획”(p. 92)에 의한 작품들로 볼 것을 주장한다. 이
에 비해, 후자의 입장은 플라톤의 대화편들이 저작 시기에 따라 초기, 중기, 후기 등과 같
이 크게 세 시기로 구분 가능하며, 초기의 작품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중 하나인 플라톤
이 소크라테스가 생전에 행한 대화들을 옮긴 것이지만 점차 후기로 이행하면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그가 행하는 가상적 대화들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전개
해 간다고 설명한다(예를 들어, 박종현, 2010: 187; 천병희, 2015: 6-7; 한경자, 2014: 10;
Hirschberger, 1981/1999: 97-99 등).

한편, 플라톤의 대화편들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소크라테스의 문제’에 굳이 발목이 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소크라테스를

인류의 위대한 사상가 중 하나로 소개하는 Jaspers(1957/2005)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플라톤의 대화편 [라케스]에 대한 교육학적 재해석

플라톤의《대화편》에 나오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장면이나 대화 내용은 역사적 사
실에 근거한 정확한 기록이 아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허구도 아니다. 플라톤은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신비로운 사상가로 소크라테스의 이미지를 재창조했다. 결국
플라톤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소크라테스의 이미지는 이미 보완되고 변
용된 실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런 변용된 형태에서 문헌학적
으로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작업은 별 의미가 없는 일이다. 즉, 전체적으로 변
용된 실재가 다양하게 전개된 내용을 사진이나 기록에 남은 역사와 교육적 근거에
따라 의문을 제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역사적 실재를 부인하는
사람을 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pp. 29-30)

플라톤의 대화편들과 관련하여 분명한 점은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과 이러한 소크라테스가 단 하나의 저작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플라톤의 대화
편들은 소크라테스가 주요인물로 등장하여 대화를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 등이다. 이 때문
에 플라톤의 대화편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라는 인물과 여타 인물들과의 교섭을 전적으로
가상적 허구로 보는 것도, 그렇다고 사실 그대로인 것으로 여길 필요도 없다. 위 인용에서
와 같이 플라톤의 대화편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의 이미지는 역사적 인물로서의 소크라테
스에 대한 완전한 재창조라기보다는 스승 소크라테스에 대한 플라톤의 보완과 변용을 통
해 부분적으로 수정된 이미지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시 말해, 플라톤의 대화편은
소크라테스의 대화들을 정확하게 옮긴 역사적 기록물도, 그렇다고 플라톤의 순수한 허구
적 창작물도 아니다. 이 때문에, 그 정도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플라톤의 대화편들에 등
장하는 인물로서의 소크라테스의 이미지는 플라톤이라는 저자에 의해 매개된 이미지이기
에 그 어떤 확실한 근거를 찾지 못하는 이상 과연 어디까지가 소크라테스의 올곧은 이미
지이고 어디까지가 변용된 이미지인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논쟁에 불과할 것이다. 어
찌되었던, 본 연구가 재해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라케스]를 비롯하여, 플라톤의 대화편
들은 해석의 대상으로서 텍스트이며 플라톤의 대화편 속의 소크라테스는 변용된, 그렇지
만 소크라테스인 것이다.
2. 재해석을 위한 이론적 맥락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우리 인간사(人間事)는 타인과의 얽힘 속에서 이루어
진다. 이러한 얽힘이 곧 관계(關係)이다. 그런데, 다음의 장상호(2009a)의 설명과 같이 자연
인으로서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어떠한 인간 삶의 양상을 중심에 놓느냐에 따라
다양한 관계의 맺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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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갑’과 ‘을’은 생활 속에서 그들이 종사하는 세계의 종류만큼 다양한 관계
를 맺을 수 있다. 적어도 네 가지의 관계가 가능하다. 그 하나는 자연적 사실로서의
만남이고, 둘째는 세속계에서의 만남이며, 셋째는 수도계에서의 만남이고, 넷째는 교
육계에서의 만남이다. (p. 133)

이러한 관계는 어떠한 세계를 중심으로 맺어지느냐에 따라 그 목적과 내적 규칙(내재
율, 內在律)을 달리한다.7) 인간은 누구든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물리적이며 동시에
생물적인 속성을 지니며, 이로부터 물리적 및 생물적 규칙에 종속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인간은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세속계(mundane worlds)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
을 수 있으며, 거기서는 이른바 ‘제로섬(zero-sum)’ 등과 같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속성
에 의한 재화의 분배라는 목적에 대한 인정과 내적 규칙에 대한 순응이 요구된다. 이 때
문에 세속적 관계에서 타인은 적대자이거나 잠재적 경쟁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수도계(transcendental worlds)를 중심으로 맺어진 관계는 앞서 설명된 두 세계를 중심으로
맺어진 관계와 다르다. 수도계는 인간의 내적 가능성의 실현이라는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를 지니는 자족적 세계이기에 세속계와 같이 타인과 제로섬의 경쟁 관계에 놓여있지

않다. 대신, 해당 하나의 동일한 수도계 내에서 관계를 맺게 되는 상대의 품위(transtalent)
수준에 따라서 상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상대적으로 높은 품위를 지닌 선진(the
more advanced)과 상대적으로 낮은 품위를 지닌 후진(the less advanced)의 자연스러운 구분과

대조가 이루어진다(장상호, 2009a: 135). 이러한 선진과 후진의 관계는 동일한 수도계를 전
제로 맺어졌지만 해당 수도계에서의 품위의 상대적 위계가 개재된 상태이기에 수평적 관
계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품위의 상대적 위계에 의해 선진과 후진 사이에는 오해와 불
인정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자신의 품위를 보편적․필연적으로 보는 태도에 의해
관계자들 간의 고압제(downward oppression)와 저압제(upward oppression)에 의한 반목(反目)이
나타날 수도 있다.
교육을 중심으로 맺어지는 관계, 곧 교육적 관계(educative relationship)는 위에서 설명된
여타 세계에서의 관계와는 그 결을 달리한다. 물론 교육적 관계는 우리가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하나의 생물종이라는 것, 나름의 위치에서 세속적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는
것, 그리고 수도계에서의 일정 품위의 한계 내에서 해당 수도계를 향유하며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부정을 전제하지 않는다. 교육적 관계 이외의 관계 역시 인간이 타인들과 살아
가기 위한 중요한 관계들이며, 교육적 관계는 이러한 관계들을 전제로 하되 그것들과는
상이한 또 하나의 관계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교육적 관계의 고유 특성은 교육이라는 세
7) 이하 다양한 ‘관계’에 대한 설명은 장상호(2009a: 133-183)의 설명을 주로 참조하여 이루어진, 연구
자 수준에서의 해석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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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목적과 가치를 수긍하며 “교육의 내재율”(장상호, 1994, 2005: 581-586, 2009a: 74-132,
2009b: 29-30)에 심열성복(心悅誠服)하는 관계자들의 태도에 의해 성립이 가능한 관계로,

세속계와 수도계와는 다르게 교육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 이들 간의 구조적인 협동을
요구한다는 점에 있다. 곧, 교육적 관계의 한쪽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품위를 지닌, 그리고
교육의 내재율을 지킴으로써 교육적 관계에 참여하고자 하는 상구자(ascender)가 있고, 그
반대쪽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품위를 지닌, 마찬가지로 교육의 내재율을 지킴으로써 교육
적 관계에 참여하고자 하는 하화자(descender)가 있다. 그리고 상구자는 상구교육(ascending
education)에, 하화자는 하화교육(descending education)에 참여함으로써 협동교육(educooperation)

이라는 구조적 협동관계로 들어서며, 이로부터 이들은 각자 제자와 스승이라는 교육적 관
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교육적 관계의 형성에 관한 설명은 [그림 1]의 도식으
로도 표현될 수 있다.

갑

선진
⇒

을

하화자
(X)

후진

+

스승
(E)

⇒

상구자

제자

[그림 1] 자연인 갑과 을의 교육적 관계의 조합 형태 (장상호, 2009a, p. 138)

[그림 1]에서와 같이 자연인으로서 갑과 을은 수도계 X에서의 품위의 상대적 위계성에

의해 선진과 후진으로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수도계적 관계에 머물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교육계가 요구하는 태도로의 전환을 시행한다면 선진은 하화교육에 임하
는 하화자로, 후진은 상구교육에 임하는 상구자로 만남으로써 상호간에 교육적 관계가 맺
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선진이었던 하화자는 스승이, 후진이었던 상구
자는 제자가 된다.
물론, 자연인으로서 우리는 위와 같은 이상적 형태의 관계 맺음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사정은 그리 단순치만은 않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연인 갑과 을의 관계가 동일 수도계
내에서 선진과 후진이라는 기본적인 가정에 옳게 들어맞지 않은 경우이다. 이들이 선진과
후진이 되기 위해서는 동일 수도계 내에서 갑의 품위가 을의 품위보다 높아야 한다. 하지
만 품위는 겉으로 보아 쉽사리 비교와 판단이 가능하지 않다. 이 때문에 서로간의 품위의
상대적 위계를 식별하기 위한 별도의 조처 없이 이루어지는 선진과 후진의 가정은 교육
을 통해 확인을 요하는 일차적 가정에 불과하다. 예컨대 [그림 2]가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육적 관계가 정상적으로 맺어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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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불가능한 교육적 관계의 조합 형태 (장상호, 2009a, p. 140)

[그림 2]가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듯이, 동일 수도계 내에서 선진과 후진이 각기 상구

자와 하화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품위가 낮은 후진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위
를 점유한 선진을 상대로 하여 선진의 현품을 향상적으로 재구성하도록 요구한다는 식의
불가능한 활동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림 2]와 같은 상황에서는 교육이라는 독
특한 품위 식별 기제를 통해 관계자들 간의 기본 가정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더 이상의
의미 있는 활동이 전개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 자연인 갑과 을이 [그림 1]과 같
은 교육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갑과 을이 후진과 선진에 대한 기본 가정을
파기하고 서로간의 품위의 상대적 위계에 대한 새로운 가정에 터해 활동을 전개하는 수
밖에 없다. 물론, 선진은 후진의 품위를 이미 체험하였으나 후진은 선진의 품위에 대해 도
대체가 알 수가 없다는 품위에 대한 기본 전제를 받아들일 때, 이러한 선진과 후진의 위
계 역전은 후진보다는 선진에 의해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한편, 교육적 관계의 맺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관계 맺음에 있어서 추구되는
목적과 가치의 문제이다. 교육은 교육 그 자체만으로 충족되는 그 나름의 가치와 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속계적 혹은 수도계적 가치와 목적이 우선시될 경우에 교육의 가치와
목적은 세속계적 혹은 수도계적 가치와 목적에 종속되거나 상실될 위험성마저 있다. 또한,
세속계적 혹은 수도계적 가치와 목적을 위해 교육을 한다면, 그러한 가치와 목적이 달성
됨에 따라 또 다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때문에 교육적 관계의
유지와 지속을 위해서는 교육을 본위로 활동의 목적과 가치 등을 교육 자체에 두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교육의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는 교육적 관계에 의
한 교섭을 ‘내재교육’의 양태라 한다(장상호, 2009a: 49-66). 이에 비해, 비록 그 외양은 교
육을 흉내 내고는 있지만 세속계를 본위로 사회적 인정과 같은 세속계적 가치의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러한 활동은 세속적 가치와 목적을 위해 교육을 수단화하는 ‘외도교
육’의 양태에 불과하다(장상호, 2009a: 30-39). 마찬가지로 품위 향상의 속도와 결과만을 중
시함으로써 수도계적 가치의 추구에만 그 목적을 둔다면, 이 역시 수도계적 가치와 목적
을 본위로 교육을 수단화하는 것으로, 이는 ‘공덕교육’의 양태에 머문다(장상호, 2009a,
39-49). 이상의 세 가지 교육의 양태에 관한 설명은 간략하게나마 <표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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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교육의 양태에 따른 본위․추구가치․목적의 비교
교육의 양태

본 위

추구 가치

목

적

내재교육

교육계

교육계적 가치

교육 자체의 향유

공덕교육

수도계

수도계적 가치

수도계적 품위의 향상

외도교육

세속계

세속계적 가치

세속계적 지위의 쟁취

Ⅲ. [라케스] : 교육의 양태 이행(移行)의 드라마
앞선 Ⅱ장에서는 플라톤의 대화편 [라케스]의 재해석을 위한 전제와 교육학의 이론적
맥락에 관하여 간략하게 논의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장의 제목이
시사 하는 바와 같이, 대화편 [라케스]를 교육의 양태 이행의 드라마로 재해석한다.
1. 첫 번째 교육의 양태 이행(외도교육의 양태 → 공덕교육의 양태)
대화편 [라케스]는 리시마코스와 멜레시아스가 당대의 유명 인사인 니키아스와 라케스
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게 된 이유에 대한 긴 설명으로 시작된다.8) 이러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리시마코스와 멜레시아스가 그리스 사회에서 명망 있던 그들의 아버지들9)과 같은
명예를 그들의 아들들이 누릴 수 있기 위해 무엇을 익혀야할 것인가를 니키아스와 라케
스에게 묻기 위함이다. 이를 좀 더 설명하자면, 리시마코스의 첫 번째 대화 이전에 누군가
가 리시마코스와 멜레시아스에게 ‘중무장 상태로 싸우는 것을 배우는 것(to mathein en
hoplois makhesthai)’10)이 그들의 아들들을 훌륭하게 할 수 있다고 조언한 바가 있다. 이후

이러한 조언에 따라 리시마코스와 멜레시아스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중무장 전투술을 보여
주기로 하였는데, 과연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였던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조언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바라는 바, 곧 그들의 아들들이 세속적 명예를 얻기
8) 박종현(2010: 198)에 의하면, 대화편 [라케스]에 등장하는 니키아스는 아테네의 부유한 정치가면서
동시에 여러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었으며, 대화편의 제목으로도 등장하는 라케스 역시 여러 차례
의 전투에서 지휘관으로 참전한 군인이었다.
9) 이들의 아버지는 각각 아리스테이데스(Aristeidēs)와 유명한 역사가 투키디데스와 동명이인(同名異
人)인 투키디데스(Thoukykidēs)이다. 아리스테이데스는 ‘정의로운 자’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그리고
투키디데스는 그리스의 유명한 정치가인 페리클레스의 정적(政敵)으로 불리었을 정도로 사회적
명성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다(한경자, 2014: 88-89).
10) 이하에서는 간략히 ‘중무장 전투술’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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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무엇을 익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요청하기 위해 당대 세속적 명예를 드높이
던 니키아스와 라케스를 초대한 것이다. 장지원(2016)이 해석하고 있듯, 여기서 아들들을
훌륭하게 한다는 것은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 세속적 명예를 얻는 것과 관련된다.
이러한 리시마코스의 요청에 니키아스는 기꺼이 응한다. 니키아스는 ① 젊은이들에게
여러모로 유익하며, ② 젊은이들이 한가할 때 다른 것보다 이러한 것을 익히는 것은 잘하
는 일이고, ③ 신체가 더 좋은 상태를 갖도록 해주며, ④ 전쟁에 있어서도 유용하고, ⑤
다른 사람들과 대오를 지어 싸워야만 할 때 이로우며, ⑥ 대오들이 무너져서 일대일로 싸
워야만 할 때 쓸모가 있고, ⑦ 전술과 같은 다른 훌륭한 배움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
며, ⑧ 전쟁에서 모든 사람을 이전의 자신보다 더 대담하고 용감하도록 만든다는 것 등의
지극히 세속적인 이유들을 들어가며 리시마코스와 멜레시아스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중무
장 전투술을 보여준 행위가 그르지 않았음을 이야기한다(Plato, ?/2000: 209-211, 181e-182d).
반면, 라케스는 니키아스의 견해에 반대한다. 우선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좋은 것으
로 여겨지며, 특히 중무장 전투술을 교섭의 소재로 삼아 이루어지는 것이 니키아스가 이
야기하는 것과 같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배움이라면 배워야만 하지만 만약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배움이 아니거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배움이지만 그다지 진지한 것이 아니라
면 이것을 배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Plato, ?/2010: 211-212, 182d-182e). 표면적으로 보자
면, 이러한 라케스의 대답은 니키아스의 대답보다는 덜 세속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이후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전쟁과 싸움에 매우 큰 가치를 부
여하는 라케다이몬(스파르타) 사람들이 중무장 전투술에 대한 배움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과 무기를 다루는 전문적 활동을 하는 이들 중에서 실제 전투에서 명성을 얻은 사람이
없다는 것 등을 설명하는 장면을 본다면 라케스의 대답 역시 니키아스의 그것과 크게 다
르지 않아 보인다.
여하튼, 자신이 초청한 니키아스와 라케스의 조언이 동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리시마
코스는 동석하고 있던 소크라테스에게 둘 중 어떠한 의견에 찬성하는지에 대해 묻는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무슨 말씀입니까. 리시마코스님? 우리 중에서 다수가
어느 쪽에 동의하건, 이들에 승복하시겠습니까?”(Plato, ?/2010, p. 215, 184d)라고 되묻는다.
즉, 중무장 전투술을 교육의 소재로 삼는 것이 옳은가라는 종류의 판단은 다수결에 의해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옳고 그름의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모종의 교섭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여럿의 의견을 쫒고자 하는 리시마코스와 멜레시아스의 잘못된 사고를
지적하는 장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소크라테스의 생각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화
의 소재는 단순히 중무장 전투술을 익히게 함으로써 그들이 바라던 세속적 명예의 획득
이 가능할 수 있느냐에 국한될 수 없다. 오히려 이는 단순히 젊은이들에게 수단적 의미만
이 있을 뿐으로, 참 목적은 젊은이들의 혼(psychē)을 위한 것이다(박종현, 2010: 218).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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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크라테스의 화제 전환을 통해 교육을 세속적 명예 획득의 수단으로 전제하여 전개
된 대화는 이제 어떻게 하면 교육을 통해 젊은이들의 혼을 더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느냐
로 이행된다. 이러한 이행으로부터, 소크라테스는 중무장 전투술과 관련하여 사회적 명성
을 얻기 위한 교육이라는 도식을 자연스레 무효화하고, 어떻게 하면 교육을 통해 젊은이
들의 혼을 보살필 수 있는가로 나아간다. 그리고 “우리 중에서 누군가가 혼과 관련된 보
살핌에 있어 전문가답고 또한 이를 훌륭하게 보살필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훌륭한
교사들이 있는지”(plato, ?/2010, p. 218, 185e)를 묻고, 결국 이러한 물음은, 아래의 인용에서
와 같이, 교육의 결과로서 대답되어져야 함을 이야기한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이분들께 그 교사들이 누
구누구이며, 우선 이들 자신들이 훌륭한 분들이고, 그다음으로는 많은 젊은이의 혼들
을 보살폈으며, 우리까지도 가르친 사람들로 보인다는 걸 밝히어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또는, 혹시 우리 중에서 누군가가 말하기를 자기에게는 교사가 없었지만, 어
쨌거나 스스로 자신의 제작물들로 말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테네인들 중에서나
외국인들 중에서 누구누구가, 그들이 노예들이건 또는 자유민들이건 간에, 자기로 인
해서 훌륭한 사람들로 되었다는 걸 공인받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Plato, ?/2010, pp.

219-220, 186a-186b)

하지만, 이러한 결과들은 쉽게 찾을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다. 대신 소크라테스는
여타 대화편들에서와 같이 ‘그것’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
아야하기에 서로간의 교육적 교섭을 통해 이를 알아가자고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그렇다면 우리로선 [사람으로서의] 훌륭함(덕)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
부터 어쨌든 시작해야만 하겠죠? 사실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훌륭함(덕)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서야, 짐작건대, 이를 어떻게 하면 가장 훌륭하게 얻게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누구에겐들 무슨 방도로 우리가 조언자들이 될 수 있겠습
니까? (plato, ?/2010, p. 230, 190b-190c)

곧, 누가 젊은이들의 혼을 훌륭하게 보살필 수 있는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
람으로서의 훌륭함, 다시 말해 ‘아레테’의 정체부터 밝히는 일이 필요하다. 본 대화편 [라
케스]의 주제, 그리고 대화편의 긴 도입부에서 리시마코스와 멜레시아스가 니키아스와 라
케스에게 조언을 원한 것은 “중무장 상태로 싸우는 걸 배우는 것이 청년들에게 유용한 것
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plato, ?/2010, p. 209, 181c)이다.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여
러 ‘아레테’들 중에서 용기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 이로부터 소크라테스의 다음 대화와 같
이 교섭의 소재가 재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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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제, 라케스여! 먼저 이것이, 즉 용기가 도대체 무엇인지(andreia ti pot'

estin) 말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서 그 다음으로는, 그것이 활동들과 배움들로 해
서 생기게 될 수 있는 한, 어떤 식으로 젊은이들에게 생길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는
고찰할 것입니다. (plato, ?/2010, pp. 231-232. 190c-190e)

그리고는 우선 라케스와의 교섭을 통해 용기란 전투에서 누군가가 달아나지 아니하고
제자리에서 버티며 적들을 막아내는 행위라는 라케스의 정의를 소크라테스 특유의 문답
과정을 통해 모순성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라케스의 정의가 용기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아님을 드러낸다.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는 문답의 과정을 통해 “전투에서나 그 밖의 모
든 경우에 있어서 두려워할 것들과 감행할 것들에 대한 앎”(plato, ?/2010, p. 244,
194e-195a)이라는 니키아스의 정의마저 올바른 정의가 아님을 드러낸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라케스]의 등장인물들이 대화를 이어가는 주제는 다름 아니라,
리시마코스와 멜레시아스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적 명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인가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바는, 대화편의 등장인물들이 직접적으로 언급하
고 있는 교육에 대한 나름의 의견들이 아니라, 등장인물들 간에 이루어지는 교섭의 양태
이다. 특히, 리시마코스의 긴 설명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소크라테스에 의해 용기가 무엇인
가에 대한 추궁이 이루어지기까지의, 플라톤의 여타 대화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긴 도입
부는 니키아스와 라케스를 집으로 초대한 리시마코스와 멜레시아스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
는 것으로,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자식들에 관한 문제를 당시 그
리스 사회의 명사들과의 교섭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리
시마코스와 멜레시아스의 아들들의 이름이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란 아리스테이데스와 투
키디데스로, 앞서 주석을 통해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명성이 대단하였던 리시
마코스와 멜레시아스 자신들의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물론 당시 그리스에서
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손자가 물려받는 관습이 있었다지만, 본 대화편에서는 이러한 설명
이 리시마코스와 멜레시아스가 니키아스와 라케스를 불러 세속적 목적 달성을 위한 ‘교
육’에 대한 조언을 요청하는 이유를 뚜렷이 부각시켜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
자체를 정당화해준다.
뿐만 아니라, 대화편 초반부의 세속적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에 대한 주제화는 리시
마코스의 또 다른 언급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리시마코스는 소크라테스를 맞이하며 소크
라테스의 아버지가 자신이 알던 같은 구역 사람 소프로니스코스(Sōphroniskos)라는 것과 소
크라테스가 그리스 사회에서 명성을 얻고 있다는 것 등을 알게 된 이후에 “지극히 훌륭한
분이신 춘부장을 보전하시니, 특히 선생 가족이 우리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선생과 우애
로운 사이이니 말입니다”(plato, ?/2010, p. 207, 181a)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춘부장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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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니”에서 ‘보전하시니’는 그리스어 ‘orthois’의 번역으로 영어로는 ‘make famous’로 번역
되기도 하는데 우리말로는 ‘이름을 드높이고’, ‘명성을 보존하고’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경자, 2014: 93). 사정이 이러하다면, 두 아버지가 자식들의 ‘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이

유는 자식들의 사회적 명성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회적 명성을 얻은 아들을 키운 아버지
로서의 사회적 명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멜레시아스와의
대화에서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혹시 어르신과 리시마코스 님께서는 지금 감행하시려는 바가 사소한 일과 관
련된 것이라 생각하실 뿐, 어르신들께서 가지신 것들 중에는 가장 중대한 것인 이것
과 관련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는 자제들이 착실한 사람들
로 또는 그 반대로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 자식들이 어떤 사람들로 되는가
에 따라, 어쩌면 이처럼 부친의 온 가정도 경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plato, ?/2010,

p. 216, 185a)

위 대화에서 가장 중대한 것으로 지목된 ‘이것’은 그들의 자식들을 일컫는 것으로, 자
식들이 가장 중대하다는 것은 이후의 그의 언급에서와 같이 자식들의 됨됨이에 따라 재
정적 측면을 포함한 집안 전체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한경자, 2014: 99). 이러한 언
급들을 고려하면, 리시마코스와 멜레시아스가 니키아스와 라케스에게 ‘교육’을 청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은 단지 자식들의 사회적 명성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사회적
명성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본인들과 집안의 명성과도 관련된다. 곧, 리시마코스와 멜레
시아스는 니키아스와 라케스와의 ‘교육’을 통해 그들의 아들들이 아버지들만큼의 사회적
명성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겠다는 것으로, 거기에는 자신들과 집안의 사회적 명
성에 대한 희구(希求)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리시마코스와 멜레시아스의 세속적
요청에 대한 니키아스와 라케스의 응대는, 비록 이 둘의 견해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본
절의 초반부에서 고찰되었듯 마찬가지로 지극히 세속적 범위를 벗어나 있지 않다.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리시마코스, 멜레시아스와 니키아스, 라케스의 최초 교섭은 앞선 Ⅱ장의 2
절에서 고찰된 외도교육의 양태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그들의 교섭에 소크라테스가 개입하여 새로운 교섭이 전개됨으로써 첫 번째 교
육의 양태 이행(외도교육의 양태 → 공덕교육의 양태)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
은 이러한 소크라테스에 의한 양태 이행의 과정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러나 매우 드
라마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소크라테스는 세속적 가치로서
의 사회적 명성을 추구하는 리시마코스와 멜레시아스, 그리고 이들과 마찬가지로 세속적
입장에서 교섭을 벌이는 니키아스와 라케스를 대상으로 ‘중무장 전투술을 익힘으로써 세
속적 명예의 획득이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젊은이들의 혼(psychē)을 위한 ‘교육’으로 치환

87

88

교육원리연구, 23(2)

하였다가, 이후에 이를 여러 ‘아레테’ 중에서 ‘용기’란 무엇인가를 중심 주제로 ‘그것은 무
엇인가(ti esti;)’를 묻고 해명하기 위한 공덕교육의 양태로서의 새로운 교섭을 시작한다. 이
후 여타 대화편에서 그러하듯이 상대(니키아스와 라케스)의 명성 등을 근거로 스스로가
기꺼이 상구자로 둔갑(遁甲)하여 하화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 상대에게 하화를 요청한 후,
이러한 하화 내용의 모순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상대적 선진성을 드러내며 교섭
을 이어간다.
2. 두 번째 교육의 양태 이행(공덕교육의 양태 → 내재교육의 양태)
앞선 1절에서는 플라톤의 대화편 [라케스]에서 소크라테스에 의해 이루어지는 외도교육
에서 공덕교육으로의 양태 이행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러나 [라케스]에서의 교육의 양태
이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철학 분야에서는 [라케스]를 포함하여 플라톤
대화편들의 종결 장면을 그동안 이어온 대화 주제에 대한 더 이상의 탐색을 멈추게 하는
난점(aporia)의 제시로 해석하거나, 이러한 난점의 철학적 함의를 뒤쫓는데 머문다. 하지만
이러한 장면을 교육학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또 다른 흥미로운 논의가 가능해진다. 곧, 장
상호(2009a)의 아래 언급에서와 같이, 여타 플라톤의 대화편들은 물론 본 연구의 대상인
[라케스]의 종결 장면을 ‘무지의 지’에 대한 자각과 거기서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교육적

교섭의 유도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한다면 이러한 종결은 단지 난점의 제시라는 회의
적 결말만은 아니게 된다.
소크라테스는 ‘안다’는 것보다는 ‘무지에 대한 자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에게
있어서 오류가 없는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허위 쪽에 가깝다. 사실
자기를 어리석다고 알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은 적어도 아직은 그만큼 현명한 구석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어질다고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교육적인 삶은 항상 그 역설의 중간에서 이루어진다.
그는 제자들 사이에서 스승의 권위를 충분히 인정받았지만, 그 자신 스승으로 자처
한 것이 없다. 그의 하화활동은 대부분 자신의 해답을 상대에게 주기보다는, 상대의
얘기를 들은 후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답의 확신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취
했다. 이로써 결국 상대방이 자신의 ‘무지의 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p. 234)

다시 말해, 대화편 [라케스]에서 소크라테스는 새로운 품위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기 보
다는 교육적 교섭을 통해 현품(現品)에 대한 회의와 부정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냄으로써
새로운 품위로 나아가기 위한 상구를 권유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의 연장선상에서, 대화편 [라케스]의 종결 장면은 수도계적 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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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의 수단으로 교육을 이용함으로써 교육의 가치와 목적을 수도계적 가치와 목적에 종
속시키는 공덕교육의 양태에서, 교육 그 자체의 내재성에 주목하여 교육을 향유코자하는
내재교육의 양태로의 두 번째 교육의 양태 이행(공덕교육의 양태 → 내재교육의 양태)을
유도하는 장면으로 해석가능하게 한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라케스]에서 니키아스와 라케스를 상대로 상구자 역할로 시
작한 소크라테스와 여타 인물들 간의 관계는 교육적 교섭이 진행되면서 점차 역전된다.
그러나 하화자가 된 소크라테스는 상구자가 된 니키아스와 라케스, 그리고 리시마코스와
멜레시아스 등에게 직접적으로 새로운 품위를 공여하려 하지는 않는다. 대신 소크라테스
는 교육적 교섭을 통하여 그들이 현재 지니고 있는 현품을 회의(懷疑)하고 부정하는 데에
까지 도달한다. 그리고는 여기서 더 나아가 소크라테스 스스로는 물론 다른 등장인물들
모두에게 상구자가 되어 용기에 대한 상구교육에 임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그러나 이게 이러하므로, 제가 여러분께 뭔가 괜찮은 조언을 해 드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 우리 모두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의 교
사를 함께 찾아야만 하거니와  우리에게 사실상 필요하니까  그리고선 또한 젊은이
들을 위해서도 돈이나 그 밖의 다른 어떤 것도 아끼지 말고 그리해야만 한다는 겁니
다. 하지만 우리 자신들을 지금 상태로 그냥 있도록 저는 조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에 누군가가 이 나이의 우리가 선생들의 집으로 배우러 가는 것을 보람 있는 일로
여기고 있다고 우리를 비웃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호메로스를 내세워야만 한다고 제
게는 생각됩니다. “궁한 사람에게는 부끄러움(aidōs)이 좋은 도우미가 아니다”라고 그
가 말했죠. 따라서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상관 말고, 함께 우리 자신들과
젊은이들에 대해 마음 쓰는 일을 하도록 합시다. (plato, ?/2010, p. 259, 201a-201b)

현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자신의 현품을 의심하고 부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이 아니다. 현품은 그것을 소유한 이에게 더 없는 안락함을 제공하며, 나름의 현품에 비추
어 세상만사(世上萬事)의 해석을 가능토록 한다. 세상은 자신의 현품으로 거의가 해석가능
하다. 이 때문에 자신의 현품을 회의하고 부정하며 무위화(無位化)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상구자에서 하화자로 변신하여 그에게 상
구하는 이들의 현품을 의심하고 부정하게 한다. 그것이 바로 무지의 자각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하지만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멈추지 않는다. 다시 새로운 품위를 증득하기 위한
상구를 촉구한다. 이러한 상구를 통하여 허물어진 현품은 좀 더 풍요로운 미품으로 대체
될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대화편 [라케스]의 종결 장면에서의
소크라테스와 여타 인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섭 역시 이후의 교육 활동을 자연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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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이후의 새로운 교육을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으며 소크
라테스의 상구자에서 하화자로의 변신은 이후의 새로운 교육활동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적
변신이라고 하겠다.
한편, 대화편 [라케스]의 후반부에서 서로 간에 반목을 보이다가 종국에는 이러한 상태
에서 더 이상의 진전을 보여주지 않는 니키아스와 라케스의 관계는 소크라테스에 의한
내재교육의 양태로의 이행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는 극적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니키아
스와의 교육적 교섭에 함께하고자하는 소크라테스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라케스는 니키아
스의 용기에 대한 정의를 형편없는 정의로 치부하며 빈정댄다.11) 만약 라케스가 교육적
교섭을 그자체로 충실히 즐기고자 하였다면 소크라테스 말고도 니키아스에게도 그러한 모
습을 보였어야 한다. 하지만 라케스는 그러하지 못했다. 소크라테스에 비하여 라케스가 내
재교육의 양태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공덕교육의 양태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
로 해석할 수 있는 지점으로, 라케스의 수도계 본위의 사고는 소크라테스에 의해 그의
‘용기’에 대한 정의가 허물어지고난 이후의 그의 다음 대화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저는 지레 그만두지는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비록 이론 논의들
에는 실상 익숙지 않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언급된 것들과 관련해서 일종의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저를 사로잡아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처럼 제가 표현할
수 없는가 하고 정말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 나름으로
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방금 어떻게 해서 제게서 빠져나가버렸는지,
그래서 그걸 말로 포착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표현할 수 없게 되었는지 제가 모르
겠기 때문입니다. (plato, ?/2010, pp. 241-242, 194a-194b)

인용에서와 같이 라케스에게는 자신의 품위가 허물어진 것에 대한 수도계적 괴로움이
앞선다. 물론 자신의 수도계적 품위의 허물어짐은 품위 주체가 쉽게 받아들기 어려운 일
이다. 하지만 새로운 품위는 이전 품위의 허물어짐 위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며, 교육
그 자체의 가치와 목적을 본위로 두는 이에게 품위의 허물어짐은 상구교육 중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일 따름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자신의 품위를 지켜내려 남을 이기고
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그만큼 내재교육에서 이탈한 공덕교육의 양태로 보아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이유로, 라케스가 니키아스와는 물론이고, 소크라테스와 진심으로 교육 그
자체를 향유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라케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11) 대화편 말미에서 라케스는 “그렇지만, 친애하는 니키아스! 제가 소크라테스 선생께 대답하고 있
을 때, 선생께서는 저를 경멸하셨기에, 저는 선생께서 찾아내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몬에게서
전수받은 지혜로 선생께서 이를 찾아내실 거라는 그야말로 아주 큰 희망을, 저는 갖고 있었습니
다.”(plato, ?/2010, p. 257, 199e-200a)라며 니키아스를 향한 비틀린 심사를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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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이 상구자가 되던, 아니면 하화자가 되던 상대와 함께 교육을 즐기는 것이 아니다.
그는 대화편 초반부에 소크라테스에게 다음과 같이 교육 그 자체를 본위로 하고 있는 듯
이 발언하고는 있지만, 대화편 후반부의 니키아스와의 반목의 상황은 그의 이러한 발언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니키아스를, 그것이 상구자이건 하화자이건 간에, 자신의
교육 파트너로 여기기보다는 ‘용기’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의 자신의 품위를 기준으로 니
키아스를 판단하고는 심지어 니키아스를 말을 꾸며대는 사람으로까지 표현하고 있다.
설령 가르치는 사람이 연하이거나 아직은 명성이 있는 사람도 아니라거나 또는
그런 유의 것들 중의 다른 어떤 점이 있더라도, 제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그
러므로 소크라테스여! 저는 선생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든 저를 가르쳐 주시고 논
박해 주시길, 그리고 또 제 쪽에서 알고 있는 게 무엇이든 배우시게 되기를 제의합
니다. (plato, ?/2010, pp. 227-228, 189a-189b)

위와 같이 발언을 하고는 있다지만 라케스는 지속적으로 교육적 교섭을 추구하는 소크
라테스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수도계 본위에 머물러 있다. 이에 비해 앞서 인용된 교육
의 보람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언급은, 우리가 가진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지치
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부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부정에 터해 지금의 교육적
관계에 터한 교섭을 내일로까지 연장시키려는 소크라테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
로, 교육하기를 즐길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육에 모두가 함께 참여할 것을 자연스레 유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Ⅳ. 결론에 대신하여
본 연구는 자율적 학문분야로서의 교육학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교육본위론에 터해
플라톤의 대화편 [라케스]를 교육의 양태 이행의 드라마로 재해석하였다. 서론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우리는 여러 삶의 양상들의 교차점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교차점에서 무엇을
본위로 하여 삶의 장면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본위가 되는 특정 세계의 규칙의 우위 속에
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의 경우에도, 그것이 세속계 본위에서 이루어지는지, 수도
계 본위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교육계 본위로 이루어지는 지에 따라 그 양태가 상이
하다. 그러나 이러한 양태는 플라톤의 대화편 [라케스]에 대한 본 연구의 재해석에서와 같
이 이행이 가능하며, 이러한 양태 이행의 가능성들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의 소크라테
스가 보여주고 있듯이, 어떠한 본위를 선택하느냐에 대한 주체의 가치 판단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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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렇게 교육의 양태 이행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태 이
행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앞으로의 새로운 연구과제로 남는다. 순전히 경우의 수만을 고려
해본다면, 외도․공덕․내재 등의 교육의 양태들 각각은 그 이외의 여타 교육의 양태로의
이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들을 남겨두고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Ⅲ장에서와 같이 플라
톤의 대화편 [라케스]는 외도교육의 양태에서 공덕교육의 양태로의 이행(외도교육의 양태
→ 공덕교육의 양태)과 더불어 공덕교육의 양태에서 내재교육의 양태(공덕교육의 양태 →

내재교육의 양태)의 두 가지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외도교육의 양태가 내재교육
의 양태로(외도교육 → 내재교육), 공덕교육의 양태가 외도교육의 양태로(공덕교육 → 외
도교육), 또는 내재교육의 양태가 외도교육 혹은 공덕교육의 양태로의 이행(내재교육 →
외도교육 혹은 내재교육 → 공덕교육) 역시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이러한 교육의 양태
이행의 가능 경우들에 대한 논의는 형식적인 성격의 것으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이러한
경우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확인과 더불어 이러한 양태 이행의 양태에 대한 논의가 뒷
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한 독특한 인간 삶의 양상중 하나이다(장상호, 2005, 2009a,
2009b). 이 때문에 인류가 인류를 위해 남겨놓은 여러 작품들, 곧 [라케스] 이외의 플라톤

의 대화편과 더불어 아직 교육학적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 작품들에 대한 교육학적 해
석의 작업이 계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학적 재해석은 언제나 대상 혹
은 현상은 물론 그러한 대상 혹은 현상에 대한 기술로서의 텍스트의 해석이 교육학의 개
념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의 문제는 과연 교육학 본위의 교
육학적 해석을 가능하게 할 만한 교육학 고유의 개념체계가 존재하느냐일 것이다. 이 때
문에 텍스트들에 대한 교육학적 해석의 작업은 해석의 틀로써의 교육학 고유의 개념체계
에 대한 정당화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반대편에서 보자면 개념
의 효용성은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대상 혹은 현상 또는 이러한 대상 혹은 현상에
대한 기술로서의 텍스트를 전체성이 보존된 일관된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느냐에 있을 것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교육학의 개념체계를 통해 대상 혹은 현상, 그리고 이에 대
한 기술체로서의 텍스트를 해석하는 작업은 언제나 교육학의 개념체계의 정당성 혹은 효
용성에 대한 확인 작업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다양한 텍스트들이 교육학 고유의 개념체
계의 여과를 통해 교육학적 해석이 가능해지고, 반대로 이러한 해석 작업에 힘입어 교육
본위론 개념체계의 정당성과 효용성이 확인되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교육학 개념체
계 확장에 보탬이 되는 등 풍성한 교육학 연구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다면, 교육학도의
입장에서 이보다 반가울 일은 없지 않겠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사정들을 전제로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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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ducational reinterpretation of the Plato’s Dialogue [Lachēs]

Kim, Jongsoo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Dialogue [Lachēs], which is the object of reinterpretation of this study, is a work that has
not received enough educational interest for the time being, and from other scholars' perspectives. It
is true that the educational interest of the Dialogue [Lachēs] has been reduced to an ideological, or
other scholarly point of view by the existing ‘educational’ framework. In this context, this study
reinterprets Plato's Dialogue [Lachēs] as a drama of transition of the mode of education in terms of
the endogenous theory of education, leading to education as autonomous disciplin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sidered the premise and theoretical context for reinterpreting the Dialogue
[Lachēs]. Then, based on these considerations, the Dialogue [Lachēs] was reinterpreted as a drama
of the transition of the mode of education.
Key words: Dialogues, Education, The endogenous theory of education, Mode of education, Lachē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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