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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 85194와 플라톤의 기하적 가정 : 메논 86e-8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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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플라톤은 메논과의 대화에서 너무 간결한 기하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86e-87b의 해석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우리는 86e-87b의 해석을 모두 다섯 가지 : “ 주어진 도형,
원 내부의
선분,
닮음만큼 모자라는 도형,
잡아 늘인, 그리고
조건의 해석”에 주안점을 두어 제시하려
한다. 우리는 기하학의 비전문가인 메논의 수학적 지식을 염두에 두었다. 또한, 플라톤은 소년과의 대
화에서 포괄적 지식인 
 의 해석적 및 기하적 성질을 알고 있으면서 대화를 주도하였듯이 메논과의
대화에서도 플라톤은 포괄적 지식인 ‘지름의 원주각이 직각’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 ‘중심각은 원주각
의 두 배’라는 사실을 알고 대화를 이끌었다고 우리는 추정한다. 이와 같은 추정을 위해서는 플라톤
이 ‘지름의 원주각이 직각’이라는 수학적 성질을 인지했을 가능성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야한다. 따라서 원주각과 관련이 있는 ‘히스(Heath)의 추측’ 그리고 고대 이집트 및 고 바빌로니아 수
학을 기반으로 플라톤의 인지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 하에서 메논과의 대화에서 플라
톤이 사용한 도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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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erpretation of 86e-87b has been developed in a wide variety of ways, since Plato used very
simple geometric terms in conversation with Meno. We focused on the interpretation of 86e-87b as all five
points: ‘ a given figure,
a line inside a circle,
same or similar
stretching out, and
condition’. We have kept in mind the mathematical knowledge of the non-expert of geometry, Meno. Also,
we claim that as Plato led dialogue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analytic and geometric property of root
2 as the comprehensive knowledge, in his dialogue with the boy, Plato led the conversation in dialogue
with Meno, knowing that 'the angle in the semicircle is right', or more generally 'the central angl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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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of the angle at the circumference' as the comprehensive knowledge. To do this, there should be
indirect evidence of the possibility that Plato recognized the mathematical property of the 'the angle in the
semicircle is right'. Therefore, we have presented the possibility of Plato's recognition based on Heath's
conjecture and the ancient Egyptian and Babylonian mathematics, which are related to the angle of
circumference. Under these assertions, we presented a diagram that Plato used in dialogue with Meno.
Keywords : Meno, Plato, Euclid, Sufficient Condition, Heath’s Conjecture

1. 서론
플라톤의 대화록 <메논>[1]에서 86e-87b의 기하적 해석은 오랜 기간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
이유는 메논과의 대화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너무 간결한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는 Meyers[2]가 사용한 Allen의 번역을 인용하였다.

I mean the sort of thing geometers often use in their inquiries. When someone asks then,
say, about an area, whether it is possible for a given circle, a geometer might say, “I don’t
know yet if it is possible, but I think there is, as it were, a hypothesis at hand to deal with
the matter. It is this: if this area is such that, when applied along a line given for it, it falls
short by an area of the same short as the area which has already been applied, I think one
thing follows: and a different thing follows in turn if it is impossible for the area to be so
affected. So I wish to tell you what follows about the stretching out of it into the circle,
whether it is possible or not, by using hypothesis,”
기하적 해석의 중심에 있는 내용을 다섯 가지로 요약하면
닮음(same, similar)만큼 모자라는 도형,

주어진 도형,

원 내부의 선분,

잡아 늘인(stretching out), 그리고

조건

(condition)의 해석이다.

우리가 유클리드([3])의 <원론> I-45를 주목한다면 다각형을 넓이가 같은 직사각형으로, 그리고
<원론> II-14를 통해 직사각형을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으로 작도할 수 있다. 이 두 명제가 기하학

에 비전문가인 19세의 메논에게 익숙하지 않다면 플라톤이 처음 선택한 도형은 직사각형이 적합하
며, 나머지 모자라는 도형을 언급할 때, Bucher, Wilson, Menn, Knorr([4, 5, 1, 6])처럼 닮음을 사
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닮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작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원론> II-14 참고).
Butcher, Beneke, Wilson, Menn, Knorr([4, 5, 1, 6]) 등은 주어진 선을 원의 지름으로 사용하며,
Heijboer Heyboer, Farquharson, Sternfeld Zyskind, Meyers([7, 8, 2]) 등은 일반적인 원 내부의 현

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메논> 86e-87b에서 사용된 도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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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상세히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플라톤의 기하적 언어를 해석 제시하였다.
특히, 소년과의 대화에서 플라톤은 
 에 대한 포괄적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대화를 주도하였듯이, 우리는 메논과의 대화에서도 플라톤은‘중심각은 원주각의 두 배’라는 포괄적
지식을 알고 이에 관한 언급 없이 메논과의 대화를 이끌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하적 언어의 해석
에 반영하였다.

2. 플라톤은 ‘지름의 원주각이 직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소년과의 대화(82b-85b)[1]에서 플라톤은 
 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포괄적 지식을 갖고 있었지
만 
 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기하적인 측면만 고려하고 ‘직사각형은 대각선에 의하여 넓이가
이등분된다.’를 직관으로 사용하여 대화를 주도하였다. 플라톤은 <Theaitetos>에서 
 에서 

에 이르는 제곱근들을 언급한다[9].

데아이테토스: 여기계신 테오도로스 선생님께서는 제곱근(dynamis)과 관련해서, 즉 3pous
의 제곱근 및 5pous의 제곱근과 관련해서 저희에게 작도를 해 주시면서, 제곱근들이, 길이에
서 1피트인 변과는 통약(symmetroi)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셨고, 17pous의 제곱근에 이르
기까지 각기 하나씩 택하여 그런 식으로 해 주셨답니다. 한데 어찌된 일인지 거기서 막히셨
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떠올랐답니다. 제곱근들이 개수에서 무한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그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시도를 하여 그것을 가지고서 이 모든 제곱근
들을 불러야겠다고 말입니다.
플라톤의 대화편 <Theaitetos>의 극중 시점은 기원전 399년이고 테오도로스(Theodorus)가 어떤
방법으로 
              이 무리수임을 증명했는지, 그리고 
 까지
만 보인 이유는 아직 논쟁거리이지만 테오도로스가 대화에서 
 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에
이미
 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증명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ritz[10]는 히파수스

(Hippasus)가 
 를 무리수로 인지한 시점을 기원전 5세기 중반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참고

로 플라톤이 소년과의 대화에서 사용한 도형은 고 바빌로니아 점토판 YBC 7289와 BM 15285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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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YBC 7289

[그림 2] BM 15285

[Fig. 1] YBC 7289

[Fig. 2] BM 15285

고대 이집트의 경우 넓이가 두 배가 되는 단위 double remen과 반 배가 되는 단위 remen을 도
입하여 측량 등에서 사용했으며[11, 12], 특히, 버낼은 
 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인식을 고대 이집
트인들은 기원전 2000년 전에 갖고 있었던 것으로 주장한다[13]. James[14]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
레스가 원저라고 평가받고 있는 ‘the four qualities and four elements’ 학설은 다음 [그림 4]를 사
용한 이집트로부터 획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본 그림은 배적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고대 이집트의 측정 단위 체계
[Fig. 3] Measuring units of ancient Egypt

[그림 4] 4원소
[Fig. 4] The four elements

플라톤은 소년과의 대화에서 필요한 포괄적 지식인
 의 해석적 및 기하적 성질을 알고 있으면
서 대화를 주도하였듯이 메논과의 대화에서도 플라톤은 대화에 필요한 포괄적 지식인 ‘지름의 원
주각이 직각’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 ‘중심각은 원주각의 두 배’라는 사실을 알고 대화를 이끌었다
고 우리는 추정한다. 이에 대한 플라톤의 인지 여부는 메논과의 대화를 기하적으로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탈레스의 업적을 살펴보자.
탈레스(640-546 B.C.)에 대한 전해지는 기록은 매우 적으며 구체적 증명 방법에 대한기록은 없
다. 탈레스 사후 수백 년이 지난 후에 후기 사가들의 언급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5].
(a) ‘원은 지름으로 이등분된다.’는 것을 탈레스가 처음으로 보였다고 전해진다.
(b) ‘이등변삼각형의 두 밑각은 같다.’는 정리를 처음으로 기술했다고 전해진다.
(c) Eudemus는 ‘교차하는 두 직선의 대응각은 서로 같다.’는 정리를 탈레스의 업적으로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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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 Pamphila는 이집트인들로부터 기하학을 배운 탈레스가 원에 내접하는 직각삼각형을 처음

으로 기술했다고 설명한다.
(e) 탈레스가 이집트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사제들과 교제한 것을 제외하면 그는 은사를 갖지

않았다.
(f) Proclus는 항구에서 떨어진 배와의 거리를 탈레스가 측정했다고 전한다.
(g) Proclus 보다는 Eudemus에 따르면 탈레스는 기하학의 지식을 그리스로 가져왔고 약간의

보다 추상적인 방법, 직관적인 또는 현명한 방법을 시도하여 여러 가지를 추가하였다.
사가들의 기록 중에서 메논과의 대화와 관련된 것은 (d)이다. 그러나 그녀의 주장은 탈레스 사
후 5세기도 더 지나서 나온 주장이므로 그 진위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한편 (d)는 유클리드
[3]가 <원론> III-31에서 증명한 ‘지름의 원주각은 직각’이다. Book I, II, IV에서 다루는 수학은 기

원전 400년 이전에 알려진 것들이지만 Book III에서 다루는 수학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
는 없다[8]. 따라서 플라톤이 ‘지름의 원주각이 직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다수의 간
접적 증거가 확보되어야한다. 이를 위하여 원주각과 관련이 있는 ‘히스(Heath)의 추측’ 그리고 고
대 이집트 및 고 바빌로니아 수학에 대하여 알아보자.
탈레스의 방법으로 알려진 유클리드[3]의 <원론> (III-31)의 증명을 살펴보자([그림 5] 참고).
Proposition 31(Book III). 반원의 원주각은 직각이다.
(증명) ∠BAC  ∠ABC  ∠ACB , ∠FAC  ∠ABC  ∠ACB 이다. 따라서 ∠BAC 
∠FAC 이므로 ∠BAC 는 직각이다.

[그림 5] 유클리드의 지름의 원주각
[Fig. 5] The angle in a semi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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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 III-31의 증명에서 유클리드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직각의 두 배’라는 성질을 사용하

고 있다. 그러나 에우데무스(Eudemus, 기원전 4세기)는 삼각형 내각의 합의 성질은 피타고라스학
파가 처음 발견한 것으로 기술하고, 특히, Proclus는 이를 후기 피타고라스 학파의 업적으로 주장
한다[16]. 따라서 탈레스가 이를 사용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대한 재반론으로 히
스는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원론> I-5)’의 역을 탈레스가 알고 이를 <원
론> III-31을 증명하는 데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17].
Heathˊs Conjecture: 탈레스는 “이등변삼각형의 두 밑각은 같고 그 역도 성립한다.”를 이용하여

지름의 원주각이 직각임을 보였다.
(증명) 직사각형 ABCD 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 라 하자. 두 삼각형 ADC  BCD 에서 높이는
AD  BC 이고 CD 는 공통이다.

[그림 6] 히스의 추측
[Fig. 6] Heath's Conjecture

따라서

두

삼각형

ADC  BCD 은

같다(<원론>

I-4).

그러므로

∠ACD  ∠BDC 이고

∠OCD  ∠ODC 이다. 이로부터 OD  OC 를 얻는다. 마찬가지로 OA  OB  OC  OD 가 성립한

다. 이제 O 를 중심으로 하고 점 A B C D 를 지나는 원을 그리면 반원의 원주각의 크기는 직각임
을 알 수 있다.
탈레스는 이집트를 방문하여 이집트 수학과 천문학[18], 그리고 칼데아 천문학을 접한 것[19]으
로 보아 고대 이집트 수학뿐만이 아니라 고 바빌로니아 수학도 접할 수 있었다고 본다.
고 바빌로니아인들은 중심각이 원주각의 두 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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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BM 85194

[그림 8] MS 3051

[Fig. 7] BM 85194

[Fig. 8] MS 3051

고 바빌로니아 시대의 점토판 BM 85194([그림 7])는 35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번은

반원의 원주각이 직각인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지름이 20이고 원의 둘레가 60인 원 끝으로부터의
거리가 2인 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이다. 점토판에서 주어진 것은 원의 둘레    , 따라서 지름
은    , 그리고 원 끝으로부터의 길이    이다. 이로부터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폭
      을 구하고 직각삼각형의 성질로부터 (현의 길이)= 
     를 구한 것이다. 사

각형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직관적으로 ‘지름의 원주각은 직각’은 자명하다[20, 21].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으로부터 여러 값을 구하는 문제로 MS 3051, TMS I, 그리고 고대 이집트
의 P.Cairo #36을 들 수 있다. 특히, 프라이베르크[20]는 MS 3051([그림 8])은 콤파스와 기하적 성
질을 사용하여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정밀하게 작도했으며 반지름과 원둘레가 주어진 상황에
서 내접하는 삼각형의 높이를 ‘중심각이 원주각에 두 배’라는 성질
        

을 사용하여 구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Menn[5]과 Sternfeld Zyskind[8]의 해석과 관계가 있

다.

포괄적 지식

고대 그리스

고 바빌로니아

소년과의 대화

단위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

 는 무리수이다.

히파수스-B.C.(?)

YBC 7289, BM 15285 등

메논과의 대화

지름의 원주각은 직각이다.

탈레스
640-546 B.C.

BM 85194, MS 3051
MS 3050 등

[그림 9] 포괄적 지식
[Fig. 9] Comprehensive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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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바빌로니아, 고대 이집트의 수학 그리고 팜필리아, 히스, 올만 등의 주장을 따르면 탈레스 시
대뿐만 아니라 플라톤 시대에도 ‘지름의 원주각은 직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이 높
다. 플라톤은

메논과의 대화에서 도형을 작도하는데 포괄적 지식으로 이를 언급 없이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3. 배적문제와 Knorr의 주장
여러 저자(Butcher, Wilson, Menn, Knorr 등)들은 닮음도형을 사용한다. 닮음으로 번역할 경우
플라톤이 <원론> II-14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닮음의 본질은 주어진 직사각형을 정
사각형으로 작도하는 알고리즘이다. 또한, 닮음은 메논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므로 이를
대화에서 언급할 이유가 없고 플라톤이 닮음을 생각했다면 주어진 도형을 직사각형으로, 그리고
이를 다시 정사각형으로 옮겨(<원론> II-14) 처음부터 도형을 정사각형으로 제시했을 가능성이 매
우 높아 보인다. 따라서 닮음보다는 ‘같다’로 번역하는 곳이 온당하다고 본다.
특히, Knorr은 닮음뿐만 아니라 플라톤의 작도를 쌍곡선으로 해석한다. 전문적인 기하교육을 받
지 않은 메논과의 대화에서 쌍곡선의 사용은 불필요한 것이며 더욱이 수학사 입장에서도 받아들이
 
기가 어렵다. 그 이유를 알아보자. 제단의 두 배 문제는 확대체와의 차수가 ℚ
   ℚ   으로

작도불가능하다[22]. 먼저 제단의 두 배 문제는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B.C. 430)에 의하여 처음
이루어지는데, 그는 배적문제를 길이가 주어진 두 개의 선분  와  에 대하여 등비수열     
를 이루는 두 등비중앙  와  를 구하는 것으로 변형한다. 즉,      . 두 번째 발전은
메나에크무스(Menaechmus, B.C. 350)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는 두 포물선(    ,    )의
교점 또는 포물선(    )과 쌍곡선(    )의 교점으로 배적문제를 발전시키며 이 과정에서
포물선, 쌍곡선, 그리고 의도치 않게 타원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23]. 세 번째 발전은

기원전

250년에 니코메데스(Nicomedes)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는 각의 삼등분과 정육면체의 두 배 문제

를 두 개의 점을 표시한 자를 이용한 작도로 발전시킨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곡선이 나선
(conoid)이다. 플라톤 학파에서 정육면체의 배적문제가 연구되었지만 쌍곡선은 메나에크무스에 의

한 발견으로 플라톤이 메논을 저술할 때,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히포크라테스에 의
하여 이루어진 두 개의 등비중항은 플라톤의 대화록<티마이오스>[24]에서도 언급이 있으므로 플라
톤이 이를 알고 있었다. 참고로 아리스토텔레스(384-322 B.C.)는 그의 모든 저서에서 쌍곡선을 언급
한 적이 없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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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히스의 추측과 플라톤의 메논 86e-87b
플라톤이 지름의 원주각은 직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를 대화편에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소년과의 평면 배적문제의 작도를 메논과의 대화에서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그림 10]에서 주어진 도형을 직사각형으로 옮기고(<원론> I-45) 이를 두 개로 포개어 히
스의 추측과 같이 진행하면 넓이가 같은 내접하는 삼각형 ABC를 얻는다. 이와 같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메논과의 대화를 이어갔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특히,

□ ABDC 가 정사각형이면 메논과의

대화 이전에 소년과의 대화에서 사용한 도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림 10] 히스의 추측과 플라톤의 메논: 86e-87b
[Fig. 10] Heath’s Conjecture and Plato’s Meno: 86e-87b

따라서 우리는 히스의 추측을 기반으로 플라톤은 <원론> I-45를 염두해 두고 메논에게 언급 없
이 사각형에서 시작했으며, 원 내부의 선분은 현이고, 그리고 닮음만큼 모자라는 도형은
□A′B′DC 로 제시한다. 특히 사각형 ABDC 가 정사각형일 경우 이는 소년과의 대화[11]에서 사용

한 도형을 편리하게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는 고 바빌로니아 점토판 MS 3050의 도
형과 일치한다[20].

[그림 11] 히스의 추측에 기반한 플라톤의 작도
[Fig. 11] Plato’s Construction under the Heath’s Conj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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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각형 ABB′A′ 을 원주에 도달하도록 삼각형 ABC 로 잡아 늘인다. 결과적으로 소년과의
대화에서도 설명 없이 명백히 받아들인 사각형은 대각선에 의하여 넓이가 이등분됨을 메논과의 대
화에서도 사용된 것이며, 플라톤이 인지하고 있던‘지름의 원주각은 직각이다’가 내재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물론 □A′B′DC 의 넓이가 작거나 너무 크면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즉, 본 조건은 필요충
분조건은 아니다([4] 참고).
참고로 플라톤이 유클리드의 <원론> II-14를 알고 있었다면 메논과의 대화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주어진 도형을 직사각형으로 그리고 정사각형으로 바꾸어 처음부터 도형을 정사각형 ABFE 로 제
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주어진 정사각형의 넓이는 원에 내접하는 직각삼각형 ACD 의 넓이와 동일
하다. 이때, 플라톤은 소위 황금비와 관련된 유클리드 사각형 DEGH 를 얻을 수 있다.

[그림 12] 유클리드 사각형
[Fig. 12] Euclidean Rectangle

주어진 도형을 정사각형 DCFE 로 만들어 넓이가 같은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CD를 만든 것이
다. 이 과정에서 사각형 DEGH 는 <원론> II-11로 우리는 이를 유클리드의 사각형이라 부른다. 비
율 DHDE 를 유클리드는 ‘extreme and mean ratio’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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