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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적 인본주의와 주체의 인간론

1)김

부 기**

<요약문>
본 논문은 소크라테스적 인본주의와 주체의 인간론이 ‘본성적 실천의 변증법’이라는 인본적 당
위관을 공유하고 있음을 비교분석적으로 밝힘으로써 선행사상으로서의 소크라테스 철학의 중요성
을 사람중심의 관심에 국한시킨 북측 주체사상 연구의 견해를 시정한다.

Ⅰ. 서 론
남한에서 주체사상 연구는 제한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주체사상에 대한 시각은 수령론과
이에 대한 통치이데올로기적 해석에 편향되어 있다(예: 이종석 1995, 51-87). 특히 인간론은 주
체철학의 핵심을 점함에도 불구하고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이 그것을 부
분적으로 소개하는 경우에도 북한 자료를 요약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예: 강정구 1996,
75-88). 본 논문은 소크라테스적 인본주의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주체의 인간론을 보다 심
층적으로 이해한다.
북측의 주체사상 연구도 선행사상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간론을
주제로 한 주체사상 관련 단행본으로서는 조성발과 현원식의 것이 있는데 1988년에 간행된 조
성발의 주체의 인간론과는 달리 동일한 제목의 1992년 발간, 현원식의 책은 선행철학의 인
간론을 다루기 위하여 한 장을 할애하고 있다. 선행사상에 대한 이러한 관심증대에도 불구하
고 소크라테스의 인본적 중요성에 대하여 현원식은 인간철학으로의 초점 전환이라는 측면만
을 강조하는 데 그친다.
고대 희랍인간철학의 출현에서 큰 역할을 한것은 소크라테스(기원전 469-399)였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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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테스는 … 우주가 아니라 사람이 철학적논의의 중심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명확히
하였다. (현원식 1992, 23)

소크라테스 연구의 주류가 소크라테스적 철학의 인본주의적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는 점에서 이는 그리 놀랄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1) 본 논문은 소크라테스적 인간철학이 단순
히 사람중심의 논의라는 면에서 주체철학에 선행적일 뿐 아니라 양자가 공통적으로 ‘본성적
실천의 변증법’ 이라는 인본적 당위관을 요체로 함을 밝힌다.
본 논문은 연구대상이 사상이므로 논리적 분석의 방법을 취한다. 본 논문의 전반부는 고대
그리스 본성(또는 자연)철학과 소피스트운동 내에서 형성된 적실한 사상적 맥락의 배경하에
플라톤의 글을 중심으로 소크라테스적인 것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소크라테스적 인본주의를
본성적 실천의 변증법으로서 파악한다. 여기에서 소크라테스적인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
한 플라톤적인 것, 즉 초월적인 것(Metaphysics, 987b, 1078b; Phaedo, 66a, 79d, 83a-b,
105b-107a, 114c, 212e; Meno, 85d-86b; Phaedrus, 245a-246; Rowe 1976, 29; Flew 1971, 48)
을 제외한 것으로 정의한다. 이와 같이 분명히 플라톤적인 것 이외의 것은 소크라테스 자신의
것이거나 그것을 플라톤이 발전시킨 것으로서 모두 소크라테스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북측의 문헌에서 나타난 주체사상의 인본주의가 본성적 실천의 변증법
에 있어 지니는 소크라테스적 인간철학과의 공유성을 파악한다.

Ⅱ. 소크라테스적 인본주의
1. 헤라클레이토스적 감각경험주의와 안티폰의 본성적 당위관
소크라테스적 인간철학은 그 전 단계의 그리스 본성철학과 소피스트운동을 배경으로 한다.
기원전 6세기초의 탈레스로부터 시작된 본성철학은 본성적 구명의 초점을 세계에 두고 세계를
구성하는 근원적 물질은 무엇인가, 세계의 모든 것을 일어나게 하는 근본적 원리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하였다(Nahm 1968, 3). 본성적 실재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
식은 본성철학 내에, 그리고 기원전 5세기의 소피스트운동을 통하여 소크라테스적 탐구를 추
동한 두가지 시각, 즉 감각경험주의와 본성적 당위관을 태생시켰다.
본성은 자연상태에서, 즉 자기 그대로 두어질 때 드러난다. 세계를 대상으로 본성철학이 구
명하려고 한 본성은 외적 작용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그대로의 것이다. 자연적
인 것, 자기 그대로의 것은 그 속성을 자연적인 자기 자체로부터 나타낸다. 따라서 본성적 접
1) 소크라테스적 인본주의 연구로는 Versényi(1963)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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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은 자기 그대로를 나타낸 것을 대상으로 하며 이와 같이 내재적임으로 해서 그것은 신이라
는 외적 요인을 개입시키는 신화적 전통과 단절된다(Barnes 1987, 17-24).
본성적 구명의 내재적 접근과 신화적 설명의 단절성은 희극 구름의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잘 묘사된다.
스트레피아데스: … 제우스는 우리를 위한 신이 아닌가?
소크라테스: … 서투르게 지껄이지 마라! 제우스는 존재조차 않는다.
스트레피아데스: 무슨 말을 하는거요? 누가 비를 오게 하는가? …
소크라테스: 〔구름을 가리키며〕 … 구름이 없이 어디에서 비가 오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가? 그러나 제우스는 그 자신의 힘으로 구름이 멀리 있는 동안에 맑은 하늘에서 비
가 오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스트레피아데스: … 당신은 이 논쟁에서 의심할 여지없이 이겼다. 그러나 나는 실제로는
제우스가 채를 통하여 오줌을 싸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Clouds, 368-70)

구름은 소크라테스를 비판적으로 풍자한 작품으로 여기에서 소크라테스 당대의 저자인
아리스토파네스는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적으로 본성철학에 의한 신화적 전통의 파괴를 계승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나(Nussbaum 1996) 물리적 객관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사람의 감각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이치를 감각현상 자체 내에서 찾는 내재적
접근과 감각에 나타날 수 없는 감각외적 신을 개입시키는 신화적 이야기의 대조성을 잘 보여
준다. 구름과 비라는 감각현상 자체 내에서 내재적으로 비가 오는 이치를 구성하는 것은 제우
스가 오줌을 싼다는 신화적 상상에 의존하여 설명하는 것과 감각 내적이냐 외적이냐로 구분된
다.
본성철학이 파생한 자연적, 내재적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본성철학 내에서 감각경험주의
가 형성된 것은 기원전 6세기말의 헤라클레이토스에 의해서이다(Kahn 1979, 16; Wheelwright
1960, 64; Wright 1985, xvii). 그는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감각의 대상, 이들을 … 선호한
다(Fr. 55).” 그에 의하면 세계의 본성은 로고스적 ‘하나’이다. 로고스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
든 것에 공통된, 모든 것을 일어나게 하는 근원적 이치이다 (Fr. 2, 10, 41, 50). 일어나는 것은
감각주체에 의한 감각경험상의 것으로서 (Fr. 4, 12, 13, 37, 61, 82, 91) 감각경험이 같은 대상
에 대하여 변화한 결과이다. 변화는 반대적 투쟁이 있어야 있게 되며 따라서 일어나는 것은 반
대적 통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Fr. 8, 23, 49, 51, 60, 84a, 88, 91, 103, 111, 126). 헤라클레
이토스에 있어 세계는 일어나는 것의 총체로서 역동적인 것이며 일어나는 것은 감각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같이 나타나는 것으로서의 개별적 행동의 이치가 일어난 것의 개별적 본
성이다. 세계는 개별적 행동의 총체로써 이루어지므로 세계의 본성은 개별적 행동에 공통된
이치로서 모든 것의 전체, 즉 로고스적 하나이다 (Fr. 2, 10, 50, 114).
헤라클레이토스에 의하면 개별적인 것과 모든 것이, 어떻게 이들 전체로써 세계가 진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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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하여 세계의 본성인 로고스적 실재에 따라 행동할 때 사람
은 현명하게 되며 현명한 행동에 일치하는 것이 진리의 척도로 된다. 진리는 로고스적 하나를
알고 그에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 실천의 지혜로부터 나온다 (Fr. 41, 112). 보통의 사람은 전일
적 공통성에 바탕한 로고스적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으며 개별성에 머문다 (Fr. 2, 89). 로고스
적 실재에 대한 진리적 접근은 감각에 나타난 일어난 것과 이에 대하여 이치를 구성하는 사람
속에서의 과정의 산물인 로고스에 일치하는 행동, 즉 로고스에 일치하는 행동 즉, 본성적 실천
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진리적 실재에 접근하려면 단순히 선생으로부터 많이 배우는
것만으로 되지 않으며 상상만의 자의적 추측은 금물이다. 감각경험의 대상인 수많은 것과 감
각주체인 사람 자신을 탐구하여 그로부터 본성적 보편성을 끌어내야 한다. 보편적 본성의 진
리는 이런 이유로 해서 금광과 같이 깊게 묻혀 있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향한 부단한 의지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만 터득된다 (Fr. 18, 22, 35, 40, 47, 54, 57, 84b, 101,
123).
헤라클레이토스적 감각경험주의는 소피스트운동 내에서는 고르기아스와 프로타고라스에
의하여, 본성철학 내에서 5세기 전반에 존재한 파르메니데스적 초월주의에 대한 부정의 형태
로 제기되었다(Schiappa 1991, 121-2, 125, 130, 139, 149; Versenyi 1963, 17; Guthrie 1969, 47;
Brumbaugh 1966, 117-118; Rankin 1983, 94; Kerferd 1981, 92).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적
하나는 감각경험을 통하여 접근된다. 본성적 실재는 로고스적 작동의 감각경험세계이다. 즉 로
고스와 감각경험은 본성적 실재라는 통합된 전체의 불가분성의 부분이다(Nahm 1968, 66). 그
러나 파르메니데스는 진리적 실재로서 로고스적 하나를 감각과 단절된 존재로 규정한다
(Austin 1986). 파르메니데스에 있어 진리적 실재는 로고스와 감각경험의 통합적 전체가 아니
고 분절된 둘 중에 하나만이며, 그것은 초월적 로고스이다 (Fr. 2, 6). 감각경험세계는 환상에
불과하며 이를 초월하는 로고스로서 진리적 실재는 ‘하나’의 ‘신’이다. 그것은 감각경험세계를
초월하는 것, 신으로서 생성되어진 것이 아니고, 파괴될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영원성의 움
직이지 않는 하나의 꽉 찬 전체이다 (Fr. 8).
파르메니데스의 진리적 실재에 대한 소피스트적 비판의 요점은 정말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 진리적 실재는 초월적인 신과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각에 나타난 것이라는 것이다.
프로타고라스와 함께 대표적인 소피스트의 한 사람인 고르기아스에 의하면 감각에 나타난 것
이 아니면 상상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사람이 하늘을 나는 사람 또는 바다 속에서
달리는 전차에 대하여 생각한다면 그와 함께 사람이 날거나 전차가 바다 속에서 달리는 것”이
진리적으로 실재해야 하는데 이는 “말이 안된다.” 즉 상상이 곧 진리적 실재가 될 수 없다. ‘인
간적 기준’에서는 감각을 통하여 인식되는 경험만이 진리적 실재이며 파르메니데스가 감각경
험과 단절시켜 신으로 초월화한 ‘진리적 실재’라고 말하는 로고스는 사실에 있어서는 감각경험
에 대한 생각의 결과이지, 즉 감각경험이 로고스를 있게 하는 것이지 로고스가 먼저 있고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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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각경험을 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 로고스는 사람 속에서 사람 바깥의 객체가 감각에 나타
나는 것에 대한 구성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사람을 떠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신과 같은 것으
로서의 객체가 감각을 통하여 나타나게 만드는 어떤 것이 아니다. 고르기아스에 있어 진리적
실재는 ‘사람의 감각에 나타난 것’임으로 해서 파르메니데스의 진리적 실재는 진리적 실재가
아니다. 파르메니데스의 진리적 실재는 감각현상의 속성인 일어나는 것, 파괴되는 것, 분리되
는 것, 움직이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을 하나도 지니지 않는다 (Gorgias, DK 82
B3).
프로타고라스의 경우에 있어서도 파르메니데스의 초월적 로고스, 신과 같은 것은진리적으
로 실재하는지 아닌지 또는 감각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에 있어 무엇과 같은지를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주제에 대한 감각적 불분명 … 때문이다 (Protagoras, DK 80 B4).파르메니데스의
진리적 실재는 감각의 주체인 사람을 척도로 하지 않는다. 프로타고라스에 있어서도 고르기아
스에서처럼 진리적 실재의 기준은 사람에 있다. 이는 프로타고라스의 책 진리의 첫 머리에
서 나오는모든 것에 대해서 진리적 실재인 경우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진정한 척도는 사람
이다(Protagoras, DK 80 B1)라는 말에서 잘 나타난다. 그에 따르면 감각경험은 그것의 주
체인 개인에게 있어 진리적 실재이다. 감각경험 즉 지각은 개인간에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상
이한 것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동일한 감각경험의 대상으로서 바람에 대하여 한 사람은 춥게,
다른 한 사람은 별로 춥지 않게 지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감각에 나타난 것으로서 상
이한 지각은 상이한 각자에게 있어 진리적 실재이다 (Theaetetus, 152a-c). 그에 의하면 어떤
문제이든지 그것에 대한 진리적 접근은 감각경험을 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혜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감각외적인 것에서가 아니라 진리적 실재인 감각 내에서 지각을 좋
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데서 찾아진다.
나는 진리가 내가 썼던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 각자는 진리적으로 실재하
는 것과 실재하지 않는 것의 척도이다. … 현명한 사람에 의하여 〔의사가 환자의 입맛을
정상화시키는 것처럼〕나는 변화를 만들어 내어 어떤 사람에게 나쁜 진리적 실재로서 지
각되어지는 것을 좋은 진리적 실재로서 지각되어지는 것으로 만드는 사람을 … 의미한다.
(Theaetetus, 166d)

본성철학의 자연적, 내재적 문제의식은 감각경험주의를 태생시켰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 감
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사람중심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시각을 파생시킴으로써 철학
의 인본화를 가져 오게 하는 데 또한 배경을 제공하였다. 철학의 인본화를 주도한 소피스트운
동이 헤라클레이토스적 감각경험주의를 지지하고 파르메니데스적 초월주의를 거부하는 입장
을 채택한 사실은 우연의 일치라고만 할 수 없다. 사람을 초월하는 초감각적인 것, 신이 진리
이고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각경험을 척도로 하는 사람중심의 이러한 소피스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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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본주의는 한편 본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세계에서 사람에로 전환시킴에 따라 그 내부에 사람
의 본성을 당위의 기준으로 삼는 관점을 낳았다.
물리적 객관세계의 본성은 구명의 초점이 물이냐 불이냐 원자이냐와 같은 구성물질에 있는
경우 사실적 진위만이 논란이 된다. 그러나 초점이 헤라클레이토스에서와 같이 로고스적 작동
에 있는 경우 그것은 사람의 행동을 포함함으로 해서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나온 그의 지혜에
대한 관점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행동의 당위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으로
초점을 전환하면 진리적 실재로서 로고스적 작동은 곧 사람의 본성적 행동이 된다. 이러한 논
리에 따라 소피스트운동 내에 본성적 행동이 당위라는 관점이 등장한 것은 소크라테스 당대
의, 그보다 열살 연장자인 안티폰에 의해서이다. 안티폰에 따르면 육체와 정신의 기능적 목적
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 때 자유이며 이에 적대적인 법은 구속으로서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고통을 준다.2) 즉 자유는 본성의 요구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자유가 있을 때 사
람은 이익과 쾌락을 얻는다. 생사도 본성적 이해의 결과이다. 그리고 사람의 본성적 요구는 누
구에게나 공통적이다.
〔법의 경우 회피할 수도 있지만〕 … 본성의 명령은 회피할 수 없다. 본성의 산물은
… 자연적 성장의 산물인 반면에 법의 산물은 … 합의의 산물이다. 〔법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 본성에 내재적인 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 해를 입는다.
… 법적으로 정당한 것의 대부분은 본성에 적대적인 방식으로 수립된다. 왜냐하면 법은
눈의 목적에 있어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 귀의 목적에 있어 들어야 할 것과
듣지 말야 할 것, 혀의 목적에 있어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 손의 목적에 있
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정신의 목적에 있어 원해야 할 것과 원하지 말아야
할 것과 관련하여 수립되어 왔기 때문이다. … 법이 추구하는 것은 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못하게 하는 것만큼이나 본성에 일치하지 않거나 맞지 않는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은 본성적 문제이며, 사는 것은 이 본성적 문제에 유익한 것으로부터
… 죽는 것은 유해한 것으로부터 결과한다. 그러나 법에 의하여 수립된 이익은 본성에 대
한 구속이며, 본성에 의하여 수립된 그것은 자유이다.
그래서 최소한 올바르게 생각되었을 때 고통을 유발하는 것은 쾌락을 주는 것보다 더
본성을 도우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유익한 것은 쾌락적인 것이 아니기보다는 고통적인 것
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유익한 것은 해가 아니라 이익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
이다. … 본성에 의하여 유익한 것은 진정으로 유익한 것에 속한다.
… 〔본성에 적대적인 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 적은 것이 가능할 때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하고, 더 많은 것이 가능할 때 더 적은 쾌락을 가지게 하며, 필요하지 않을 때 상
처를 입게 한다.
… 우리는 귀족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을 존경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존경하
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야만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두 모든 면에서 본성적으로 같게 태어난다. 우리는 모든 인류에게 강제적인
2) 기원전 5세기 후반의 ‘본성과 법 논쟁’에 대해서는 McKirahan(1994) 19장 참조.

소크라테스적 인본주의와 주체의 인간론 49

본성의 요구를 생각할 수 있으며 … 이 요구와 관련하여 우리의 누구도 야만인이나 그리
스인으로 분리되어질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입과 콧구멍을 통하여 숨을 쉰다. (Antiphon,
DK 87 A44)

2. 소크라테스적 본성의 변증법적 실천
감각경험주의는 감각의 주체인 사람을 척도로 초월적 신에 대립한다는 의미에서 사람중심
적이다. 본성적 당위관 또한 신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당위의 기준을 찾는다는 점에서 인
간본위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것은 그 본성에 의하여 어떤 것으로 정의된다. 사람의
본성은 사람을 정의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람에 관하여 말할 때 본성은 인간을 함의한다. 인간
이 당위임을 안티폰은 본성을 통하여 이해한 것이고 이러한 인간적 기준에서 그 반대인 비인
간적 법을 비판한 것이다. 소크라테스적 인본주의는 본성철학과 소피스트운동 내에서 이와 같
이 사람중심적, 인간적 관점에서 형성된 감각경험주의와 본성적 당위관을 배경으로 하여 전자
를 후자에 변증법적으로 결합한 결과이다.
소크라테스적 감각경험주의는 사후세계와 같은 초감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알
수 있는 것은 좋다, 나쁘다와 같은 사람의 행동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와 같이 감각경험을 통하
여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국한된다라는 변명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단적으로 표출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아는 체 하는 것이다. … 아무도 … 사람
들이 가장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죽음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닐지 모
른다는 것을 모른다. 이것은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과대망상적 무지로서 일종
의 수치스러운 무지가 아닌가? 단지 이러한 면에서 나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고 믿으며
아마도 그들보다 더 현명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즉 나는 지하세계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더 좋은 것에 대한 부정의와 불복종이 …
나쁜 것 … 임을 알며, 나는 어떤 나쁜 것보다 가능한 좋은 것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
지 않을 것이다. (Apology, 29a-b)

죽은 후의 일은 알 수 없는데 안티폰과 같이 죽음이 해로운 것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아는
체 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적 지식에서는 “초인간적 종류의 지혜”와
같은 감각외적인 것, 감각경험의 관측에 토대를 두지 않은 것은 배제된다(Apology, 20d-e). 안
티폰은 쾌락을 바로 이익으로 보는데 뒤에서 나오듯이 이도 사실적 관측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한대로 소크라테스적 대화에서 혼재하는 초월주의는 플라톤적인 것이
다. 심포지움에서 아리스토파네스가 사랑을 양성적 인간이 신의 진노로 인하여 이성으로 분
리된 데에서 오는 합쳐지려는 감정이라고 신화적으로 설명하자 이에 반하여 소크라테스는 사
람 사이에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원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Symposium, 189d-2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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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 양성적 인간이나 신은 상상에 불과한 것이나 사람은 관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소크라
테스적 감각경험주의를 잘 부각시킨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감각내적인 이 같은 소크라테스적
접근에 비추어 아리스토파네스가 구름에서 소크라테스를 신화적 전통과 단절한 소피스트운
동의 일원으로 묘사한 것도 허구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당위의 기준을 본성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소크라테스적 당위관은 안티폰의 그것과 일치한
다. 그러나 안티폰의 경우와는 달리 본성의 소크라테스적 정의는 어디까지나 관측할 수 있는
행동을 대상으로 한다.
질문은 사람은 무엇인가이다. 어떤 행동이 … 진정으로 인간본성에 속하며 그것을 모든
다른 존재와 구분되게 하는가이다. 이것이 … 알기를 원하는 것이며 탐구하는 것이다.
(Theaetetus, 174b)

소크라테스적 지식에서는 감각검증이 없이는 과학의 진리란 없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적 과
학에서 진리는 고르기아스나 프로타고라스가 파르메니데스의 진리적 실재를 부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감각에 나타난 것’을 지칭하는 데 머물지 않고 (Theaetetus, 151d-187c) 감각현상을 통
하여 변증법적으로 검증하는 본성적 실천을 말한다. 소크라테스적 대화에서 변증법은 ‘수집’과
‘구분’을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총체적 시각에서 모든 것을 연결시켜 본성적 진리를 규명하는
과학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Laches, 192c; Euthydemus, 290d, 291c-d; Republic, 454a-c,
511a-518c, 531e-535a, 521c-e, 536d, 537c-539a; Phaedrus, 256a-e; Phaedo, 90b; Meno,
71d-e, 72a-b, 74a, 75c-d; Charmides, 17a-b, 173a-174e; Philebus, 17a, 18c-19d, 23c, 25a,
48d, 57e-58a; Statesman, 227b, 276a-e, 279b-c, 280b, 285a, 287a; Sophist, 221e, 223c-225a,
226c-d, 229d, 235e-236e, 253d-e, 266a-267d; Theaetetus, 147e, 184c-187c, 209d-210a;
Cratylus, 388b-c, 390c; Politicus, 266d, 285a-b, 286d; Euthyphro, 12d; Gorgias, 464b; Laws,
65c; Recollections, 130; Rankin 1983, 169-170; Kerferd 1981, 62-67; Nahm 1968, 267-268;
Guthrie 1978, 27, 29, 40, 129-131, 165-169, 171; Gulley 1968, 13, 34-37; Armstrong 1977,
44-45; Waerdt 1994, 59). 이를 감각경험주의와 연결시켜 보면 소크라테스적 변증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구분은 본성적 진리와 그 반대를 판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구분하
지 않고, 즉 진리가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반변증법적이다(Cratylus, 385e-386a; Theaetetus,
177c-178e; Gorgias, 481b). 수집은 사람의 행동이 감각에 나타낸 것과 이에 대하여 이치를 구
성한 것으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귀납적으로 본성을 정의하기 위한 일반화 과
정이다. 변증법은 행동의 당위에 대한 과학이므로 감각경험주의의 적용은 귀납적 정의로써 끝
나지 않는다. 귀납적으로 ‘올라가서’ 본성을 정의한 데 의거하여 구체적 행동으로 ‘내려와서’
검증을 하는 본성적 실천의 과학이 변증법이다. 그리고 행동문제에 공통된 전체로써 정의된
본성을 구체적 실천 속에 검증하는 것이 변증법이므로 그것은 ‘구체적 전체’의 시각에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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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총체적으로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변증법을 통한 본성적 진리의 소크라테스적 탐구는 수집하여 올라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다. 소크라테스적 귀납의 과정은 안티폰이 지적한 바와 같은 행동의 목적지향성으로부터 시작
하여 목적이 ‘좋은 것’이라는 정의로 나아간다. 사람의 자연적 행동을 보면 사람이 행동할 때
누구든지 행동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것, 즉 행동의 목
적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행동의 목적은 본성적 요구이다. 그리고 또한 자신에게 나
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위하여 행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각경험의 관측을 통한 행동
사례로서 이 두가지 수집에 대하여 이치를 따져보면 ‘위한 것’은 목적이고 좋은 것이므로, 즉
목적과 좋은 것은 일치하므로 행동의 목적은 좋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행동의 목적은
본성적 요구이므로 본성적 요구의 실현은 좋은 것으로 된다. 소크라테스적 토론은 논쟁이 아
니라 변증법적으로 진리적 합의를 낳기 위한 산파적 대화이므로(Protagoras, 335b-337b;
Phaedo, 919; Phaedrus, 276e-277a; Theaetetus, 146a, 149b;150e, 157c-d, 161a-b, 210b-d;
Philebus, 16c; Republic, 454a-b, 499a; Kerferd 1981, 62) 행동사례를 수집하여 그로부터 정의
를 내리는 과정은 참여자간의 동의 속에서 이루어진다. 좋은 것에 대한 귀납적 정의가 변증법
의 산파적 동의를 통하여 내려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소크라테스적 대화에서 잘 나타난다.
소크라테스: 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할 때 그 때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원한다고 생각
하는가, 아니면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하는 데 그 목적이 되는 것을 원한다고 생각
하는가? 너는 예를 들어 의사에 의하여 처방된 약을 드는 사람들이 … 약을 드는
행동을 원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들이 건강한 것, 즉 약을 드는 것의 목적이
되는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는가? 폴루스: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 건강한 것을
원한다.
〔 … 〕
소크라테스: 사실 모든 경우에 있어 꼭 마찬가지가 아닌가?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위하여 어떤 것을 한다면 그는 그가 하고 있는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것을 하고 있는 것의 목적이 되는 것을 원한다.
〔 … 〕
소크라테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에 의하여 너는 … 앉는 것 또는 걷는 것, 달리는 것
또는 항해하는 것, 또는 돌과 지팡이 등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가?
〔 … 〕
소크라테스: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할 때 좋은 것을 위하여 이 중간적인 것을 하는가, 아니
면중간적인 것을 위하여 좋은 것을 하는가?
폴루스: 말할 것도 없이 좋은 것을 위하여 중간적인 것을 한다.
〔 … 〕
소크라테스: 모든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을 위해서이다.
폴루스: 동의한다.
소크라테스: 우리는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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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던가?
플루스: 그렇다. …
소크라테스: … 우리는 네가 동의한 바와 같이 좋은 것을 원하며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
이나 나쁜 것을 원하지 않는다. (Gorgias, 467c-468c)

수집해서 올라가는 귀납적 과정의 첫 단계에서 좋은 것이 사람이 자연적으로 행동할 때 목
적으로 원하는 것, 즉 본성적 요구라는 것에 동의한 소크라테스적 대화는 논리적으로 다음 단
계에서 그렇다면 좋은 것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얻어진
것, 즉 좋은 것의 정의는 행동을 ‘기능의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봄으로써 내려진다. 안티폰은
사람의 행동을 육체적, 정신적 기능의 사용으로 보는데 소크라테스적 대화에서는 안티폰이 생
각하지 못한 정신적 기능으로서 ‘이성의 통치’를 발견한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관측하고 이치
를 따지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소크라테스: … 동물은 … 보는 어떤 것에 대하여 탐구하거나 이치를 따지지 않으며 어
떤 것을 면밀히 관측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어떤 것을 보자마자 그것을 면밀히 관
측하고 그것에 대하여 이치를 따진다. (Cratylus, 399c; 또한 Phaedo, 79a 참조)

안티폰은 기능적 목적에 있어 육체와 정신이 지향하는 것을 본성적 요구라고 생각하고 그것
을 곧 쾌락으로 규정한다. 이에 반하여 소크라테스적 관점에서는 사람을 사람이게 하는, 동물
과 본질적으로 구별되게 하는 특성, 즉 본성은 합리적 기능의 사용이다(Alcibiades, 129d). 예
컨데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부스럼이 가렵다고 해서 무조건 긁지 않는다. 긁기 위하여 손
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당장은 본능적 쾌락이지만 증세를 악화시켜 더 큰 고통을 가져온다
는 것을 이치를 따져, 즉 이성이라는 정신적 기능을 사용하여 손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 긁는
것을 참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안다(Philebus, 46d, 55b, 55e, 60a-b, 61b-c, 63c-64a, 66d-67b;
Phaedo, 82a-84b; Recollections, 26).
그런데 어떤 것의 기능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만이 그 무엇을 잘 하거나, 그
어떤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무엇을 더 잘 한다는 것을 말한다.
당신은 말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당신은 말이나 어떤 다른 것의 기능이 그것을 가지고서만 해질 수 있는 것, 또
는 그것을 가지고서만 가장 잘 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겠는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보자. 눈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보는 것이 가능한가?
말할 것도 없이 불가능하다.
또는 귀가 아닌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듣는 것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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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눈과 귀의 기능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다.
이것은 어떠한가. 너는 포도나무 가지를 전지하는데 단검 … 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
가?
물론이다.
그러나 나는 그 일을 위한 가장 좋은 도구는 이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만들어진 종류의
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그것의 기능이라고 말할 것인가?
그렇다.
자 이제 나는 네가 내가 어떤 것의 기능을 그것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 또는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바로 앞에서 물었던 질문의 요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어떤 것의 기능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Republic, 352d
- 353b)

그러므로 기능의 사용은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사람의 경우에 적용시켜 보면 정신적,
육체적 기능은 이성의 통제하에 사용되므로 잘하는 것은 합리적 기능의 사용이다. 이런 이유
로 해서 동물과 같이 본능대로 행동하는 것을 두고 잘못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것
의 기능은 그 어떤 것이 좋은 상태에서만 사용될 수 있고 나쁜 상태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 기
능의 사용, 잘 하는 것은 좋은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눈이나 귀가 좋은 상태에서 보
거나 듣는 것을 잘한다. 나쁜 상태, 눈이나 귀가 먼 상태에서는 보거나 듣는 것을 못한다. 이는
정신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합리적 기능의 사용, 사람으로서 잘 하는 것은 좋은
상태의 산물이므로 그것은 좋은 것을 생산한다고 말할 수 있다(Republic, 353b-d). 어떤 행동
이 잘 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게 되는 것은 잘 하는 것이 좋은 것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잘 하는 것은 합리적 기능의 사용이므로 이에 부합하는 것은 유용한 것이고, 유용한 것은 잘
하는 것이 좋은 것을 생산하는데 이바지하는 수단적인 것이므로 유익한 것이며, 유용한 것, 유
익한 것은 좋은 것으로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유용한 것, 유익한
것, 필요한 것은 모두 본성적 요구를 실현하는 데 가치 있는 것으로 된다(Alcibiades, 116c,
118a; Hipparchus, 232e; Republic, 39b; Clitophon, 409c-d; Recollections, 87, 105, 118-119,
133-134)
자연적 행동이 나타내는 것으로부터 귀납적으로 행동의 목적인 본성적 요구가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을 생산하는 것은 합리적 기능의 사용, 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 왜 본성이 당위인가
를 알 수 있다. 본성은 합리적 기능의 사용, 잘 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행하면 좋은 것을 생산
하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적 변증법에서 수집하여 올라가서 이와 같이 본성을 합리적 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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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으로 정의하여 구분한 다음의 단계는 내려와서 실천적 문제에 대하여 본성적 기준을 적용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 기능의 사용에 일치하는 것인가를 아는 것은 본성적 실
천의 전제이다. 모르고서는, 지식이 없이는 본성적 실천, 즉 덕행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
크라테스적 대화는 덕목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예를 들어 절제가 덕목이 되는 것은 그
것이 이성의 통제하에 잘 하는 행동을 결과하기 때문이다 (Phaedo, 82b-83e; Charmides,
164b, 165b, 167a; Alcibiades, 133c).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안티폰은 쾌락을 이익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쾌락을 좇아 행동하면 이로운, 본성적 실천, 즉 덕행이 되는가? 쾌락과 이익이 같은
편에 속하려면 쾌락이 좋은 것이어야 한다. 일생을 부스럼을 마음대로 긁는 것처럼 사는 사람
이 자유이고 행복할 수 있겠는가(Gorgias, 492c, 493d-499b; Republic, 561c-d; Recollections,
11, 21-23, 28, 33-34, 127-129, 148)? 쾌락은 본능적 욕구의 충족을 말하는데 본능대로 쾌락에
좇아 행동하는 것은 이성의 통제를 결여한 것이므로 합리적 기능의 사용이 될 수 없다. 행동의
목적은 본성적 요구, 좋은 것에 있으나 쾌락을 목적으로 한 행동은 반드시 좋은 것을 생산하지
는 않는다. 좋은 것이 행동의 목적이므로 그것을 위하여 모든 다른 것을 해야지 후자를 위하여
전자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동할 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무지
한 가운데 쾌락만을 추구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쾌락이 나쁜 것일 수도, 또 고통이 좋은
것일 수도 있음을 모름으로 해서, 즉 당위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해서 무조건적으로 쾌락을
좇는 쾌락주의에 빠져들 수 있다. 이는 비이성적이며 반본성적인 행동이다(Gorgias, 500b;
Republic, 505a, 571a-572b, 591a-b; Greater Hippias, 303e; Protagoras, 351b-d, 353b-354d;
Philebus, 33e-44b). 본성적 실천에 대하여 모를 때, 즉 지식이 없을 때는 몰라도 아는 경우에
는 좋은 것을 생산하는 것이 본성적 실천이므로 사람들은 누구나 그것을 선호할 것이다
(Protagoras, 352b-358e; Republic, 604c-d). 쾌락만을 좇는 행동은 나쁜 것을 생산할 수도 있
다는 것을 알고 행동의 결과가 수반하는 쾌락과 고통에 대한 이성의 계산을 통하여 합리적 기
능을 사용하여 쾌락을 최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절제할 때 그것이 본성적 실천이
다 (Philebus, 20d-22a; Laws, 644d-645a). 안티폰에 있어서는 쾌락을 좇는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본성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고 자유이다. 그러나 자유가 당위인 것은 그것이 쾌락에 좇아
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좋다, 나쁘다의 기준에 따라 이성적으로 계산하여 좋은 것을
생산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Charmides, 164a-b, 165b, 167a; Theaetetus,
202c; Alcibiades, 633c-d; Recollections, 89). 이성의 통제가 없는 비절제적 행동은 본능의 노
예이다. 이성의 통제를 벗어난 행동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Republic, 519b, 560d-561a,
590a; Phaedo, 114e-115a). 본능만을 좇는 노예적 쾌락은 본성적인 것이 아닌 “비본성적 쾌락”
이다(Phaedrus, 250e, 281). 비본성적 쾌락은 해로운 것이므로(Philebus, 11b-c, 20b-c,
20d-22a, 27d, 46d-e, 55e, 55b, 60a-b, 61b-c, 63c-64a, 66d-69b; Phaedo, 81b-84b; Gorgias,
493d-499b) 필요가 아니라 사치이다(Republic, 559a-d; Recollections, 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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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적 대화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실천적 덕목의 또 다른 예는 정의이다. 합리적
기능의 사용은 잘하는 것으로서 좋은 것을 생산한다. 개인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동생활도
사람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당위의 기준은 본성에 있다. 공동체 활동도 그 전체로써 잘하
는 것이어야 좋은 것을 생산한다. 그런데 전체로써 잘하는 기능적 부분은 다양하다(Ion,
537c-e). 그리고 기능적 적성은 개인에 따라 똑 같지 않다.
우리는 모두 똑 같이 태어나지 않는다. 우리 각자는 서로간에 본성에 있어 일정하게 다
르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 다른 사람은 다른 일에 적성이 있다(Republic, 370a-b; 또한
Meno, 77-78; Protagoras, 329d-330b 참조).

본성은 합리적 기능의 사용으로서 그것의 실천은 좋은 것을 생산하기 때문에 본성적 실천의
추동력은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소크라테스: … 너는 좋은 것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가?
동무: 사랑한다.
소크라테스: 네가 사랑하지 않는 좋은 어떤 것이 있는가? 또는 네가 사랑하는 나쁜 어떤
것이 있는가?
동무: 절대 없다!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너는 모든 좋은 것을 사랑한다고 생각해도 좋은가?
동무: 좋다. (Hipparchus, 227a-b)

사랑은 좋은 것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람간 관계에 있어서도 같은 이치가 적용된다. 서로간
에 좋은 대상, 유용하고 유익하고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경우 사랑의 관계로서 동무가 된다
(Lysis, 210c-d, 214d-215b, 221d-222d; Hipparchus, 229e; Republic, 334e; Symposium, 209c;
Phaedrus, 253B-C; Recollections, 42, 48-58, 60-61; Lutz, 67). 동무가 되고 사랑하는 것은 서
로간에 유용하고, 유익하고, 필요하여 좋아하기 때문이다(Lysis, 215b; Symposium, 185b-c,
203b, 205d-206a, 208c, 210a, 212a, 212d; Phaedrus, 243a-257e; Republic, 474d-475a, 485b-c,
490b, 499c, 501d, 521b; Kahn, 100-103; Lutz, 7-8, 105, 114). 그러므로 지식을 가지고 현명해
야 남과 동무가 되고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Rival Lovers, 136b; Symposium, 177d,
210a, 210d, 212b; Lysis, 204b-c, 210c-d; Charmides, 155d-e; Phaedrus, 243a-e, 257a-e;
Republic, 474d-475a, 485b-c, 490b, 499c, 501d, 521b). 이러한 이치에 따라 공동체 전체로서
잘할 수 있도록 개인간에 서로 잘하는 것이 정의의 기준이 된다(Lysis, 214c). 원하는 것은 결
핍이 원천인데 자신이 결핍한 것으로부터 “어떤 사람과 협동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가
나온다(Cratylus, 403d; Symposium, 200a-e). 그런데 “결핍한 것은 그것이 결핍하는 것에 동
무”이므로 사랑의 공동체를 원하는 것은 본성적요구이다(Lysis, 221d-222a). 사랑의 동무관계

56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2집 1호

에서 서로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사랑의 공동체에서 잘하는 것이
정의이다. 서로에게 잘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그 반대이면 손해이다. 전자가 정의이고 후
자는 부정의이다(Republic, 332c-333e). 그리하여 정의는 각자가 가장 적성이 있는 기능을 맡
아(Timaeus, 17d)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분업의 협동을 실천하는 것이다.
“… 각 전문기능은 다른 모든 전문기능과 다른 그 자신의 특수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
익을 준다. 예컨데 의술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항해술은 항해하는 동안 우리에게 안전
을 주며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전문기능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은가?”
〔 … 〕
“그렇다면 모든 전문기능자가 공통적으로 받는 … 이익은 어떤 것이든지 그들 각각에
게 이익을 주는 어떤 추가적 전문기능의 공동실행의 결과인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Republic, 345e-346c)

기능의 협동적 분업은 서로간에 이익을 주므로(Republic, 369b-370b, 420d-421c) 이러한 기
능분업적 공동체에서는 구성원간에 사랑의 동무관계가 형성된다(Recollections, 59-61; Rist
1982, 15). 기능분업에 충실하는 것으로서(Republic, 374b-c, 421c, 423d, 433a-434c, 435, 453b,
846d-e) 정의는 동무정신을 생산하며(Republic, 352a) 따라서 “정의로운 사람은 결코 어떤 사
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Clitophon, 409b-410b).” 정의는 동무정신과 기능분업적 목적의식을 가지고 공동의 계획을 달
성케 하는 반면에 부정의는 “한 단위로서 어떤 것도 달성할 수 없게 만드는” 내전을 야기한다
(Republic, 352a, 473a-e). 이러한 정의의 기준에서 보면 사랑의 공동체로서 이상국가에서는
정의의 원리를 아는 ‘현자’가 통치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Republic, 472a-474e; Statesman,
292b; Gorgias, 490a-b). 통치자는 본성적 실천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지 민주주의에서
처럼 다수결로 선출하거나 제비로 뽑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다(Republic, 426d, 434a-b, 490d,
493c-494a, 498d-500b, 505b, 561b; Cratylus, 437d, 438c; Statesman, 292e-297c, 298e-301a;
Law, 639d; Recollections, 9, 15-16, 66, 67). 특히 다수라고 해서 반드시 현명하지는 않다
(Crito, 44c-d, 46b-49c; Laches, 184e-185a; Second Alcibiades, 139c). 다수가 통치하는 민주
주의에서 본성적 척도를 넘어서는 제멋대로의 행동이 형형색색의 화려한 ‘자유’를 만발케 하지
만 그것은 정의적 실천으로서의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Republic, 430e-432a,
557b-558c, 562e-564a). 그것은 힘으로 통치를 강요하는 전제정이 자유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
과 본성적 실천이 아닌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적이다. 개인생명체의 각 기능적 부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있어 다르면서도 서로 뗄레야 뗄 수 없는 목적지향의 기능의존적 하
나를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성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이상국가는 각 개인의 적성
에 따른 기능을 부분으로 하여 목적의식적 분업의 유기적 연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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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체와 같은 것은 것이다. 따라서 개인 생명체에서 손가락 하나가 다치게 되면 아픈 것처럼
이 같은 사회생명체에서도 어떤 한 부분의 불행은 전체의 아픔으로 느껴진다(Republic,
462b-e, 464a-b).
소크라테스적 대화는 또한 용기(Laches), 공경(Euthyphro) 등과 같은 덕목을 주제로 한다
(Versenyi 1963, 86-88, 105-110). 이들에 대한 토론을 시작할 때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말하고(Apology, 20c, 21d, 23b; Charmides, 165b, 166c-d; Symposium, 216d; Euthyphao,
5a-c, 15c, 15e-16a; Laches, 186b-e, 186d-e, 200e; Lysis, 212a, 223b; Hippias Major, 286c-e,
304d-e; Republic, 337e; Gorgias, 505e-506a, 509a; Meno, 71a, 80d-e; Brickhouse 1994,
30-55; Brickhouse 2000, 99-119) 절제나 정의의 경우와는 달리 ‘아는 것’으로 결론이 나지 않
고 벽에 부닥치기도 한다(Rankin 1983, 22).
소크라테스적 변증법은 귀납적으로 올라가서 본성을 정의하여 그 반대와 구분하고 이와 같
이 내려와서 실천적 문제에 대하여 본성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무리 덕
적 지식, 지혜를 많이 소유한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과 이득이 없다. 실천할
때만 합리적으로 기능을 사용한, 즉 잘한 결과로써 좋은 것을 향유할 수 있다. 즉 덕을 행할
때만 행복해질 수 있다.
단순히 가지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예컨데 만약 우
리가 많은 음식을 가지고 있으나 아무 것도 먹지 않는다면, 또는 마실 것이 많으나 아무
것도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
만약 모든 일하는 사람이 그의 특정 일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자재를 가지고 있으나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는 일하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로 잘할 것인가? 예를 들어 목수가 모든 연장과 … 목재를 공급받으나 한번도 목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가 이들의 소유로부터 이익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 따라서 행
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사용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
으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Euthydemus, 279a-280d).

덕은 “좋은 것을 원하는 것 플러스 그것을 획득하기 위한 힘”이다(Meno, 77a-78e). 덕행, 즉
본성의 실천에 있어 목적으로서 원하는 것은 좋은 것, 본성적 요구로서 누구에게 있어서나 마
찬가지이다. 그러나 목적만 있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 본성적 실천은 불가능
하다(Gorgias, 470a-b). 따라서 실천의 전제로서 지식이 필요한 것이다(Euthydemus,
288e-289b; Clitophon, 407e-408a). 지식을 가져야만 현명하게 되고 현명해야만 실천할 수 있
는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지식, 지혜는 어디까지나 실천‘력’에 불과하다. 인간적으로 부유
하다, 빈곤하다는 것은 얼마나 실제로 힘을 사용하여 본성을 실천할 수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
된다. 지식이 없고 현명하지 못하면 나쁜 것을 행하는 데 힘을 빼앗기고 그만큼 빈곤해진다.
본성적 실천력을 풍부하게 행사할 때 부유하게 되며(Gorgias, 470a-b; Recollections,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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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실천을 통하여 인간적으로 부유해지고 좋은 것을 향유하는 행운, 행복을 누릴 때 변증
법적 과학의 진리는 검증되고 확인된다(Theaetetus, 176c).

Ⅲ. 주체의 인간론
1. 개조발전의 본성
소크라테스적 철학이 인본주의로 규정되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 신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각경험을 통해 진리는 접근되며 사람의 본성이 당위의 기준이라는 관점에 입각하기 때문이
다. 주체의 인간론은 이러한 사람중심의 관점을 소크라테스적 인본주의와 공유한다. 그러나 실
천과 관련하여 덕목을 주로 다룬 소크라테스적 경우와 달리 주체의 인간론에서는 혁명에 문제
의식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중심주의는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 사람의 개조활동, 변혁적 주동성
에 초점을 둔다(한석진 1993, 11; Pak Yong Gon 1992, 3; 강운빈 1985, 9-10; 리성준 1985,
248-277). 그리고 이와 같이 실천적 초점이 다름으로 해서 주체의 인간론에서는 본성도 세계
에 대한 사람의 활동이 나타내는 개조의 측면에서 정의된다. 그러나 주체의 인간론에서 정의
된 본성은 소크라테스적 경우와 상충적이지 않다. 그것은 소크라테스적으로 정의된 본성이 개
조활동에서 나타내는 실천적 속성이다.
소크라테스적 인본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체의 인간론에서도 본성적 요구가 자연적 행동
의 목적이다(현원식 1992, 111). 따라서 본성이 당위의 기준이며 본성적 요구의 실현, 즉 본성
적 실천은 좋은 것의 향유인 행복을 가져온다.
인간의 본성에 맞게 살아야 인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인간의 본성에 맞는다는 바로 여기
에 모든 … 가치와 행복과 리상, 정의의 척도가 있 … 다. (고림 1989, 77)
행복한 삶은 …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맞는 삶 … 이다. (김철희 1984, 125)

본성적 실천이 이와 같이 행복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므로 주체의 인간론에서 그것은 행운을
가지기 위한 운명의 개척으로 된다(박용곤 1990, 25). 이렇게 본성적 당위관에서 공통적일 뿐
아니라 본성 또한 소크라테스적 경우처럼 감각경험주의적으로 사람의 행동에 대한 관측으로
부터 귀납적으로 정의된다. 주체철학은 관념론을 거부하는 마르크스적 유물론의 입장에서 감
각경험의 물질세계를 초월하는 가상의 관념, 신적인 것을 배제한다(고림 1989, 409). 사람의 문
제는 초월적인 존재를 개입시킴이 없이 현상세계 안에서 과학적으로 제기되고 논의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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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현원식 1992, 174).
주체의 인간론에서도 본성의 정의는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게 하는 본질적 특성에 의하여
내려진다(김창하 1985, 62). 소크라테스적 인본주의는 사람만이 나타내는 특성으로서 이성을
발견하고 이에 정초하여 합리적 기능의 사용이라는 본성을 도출한다. 그런데 실천적 초점의
상이성으로 말미암아 주체의 인간론은 본성을 정의함에 있어 합리적 기능의 사용이 나타내는
개조적 측면에 주목한다. 이성기능을 갖지 못한 동물은 기존의 환경에 본능적으로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동물은 주어진 … 조건에 순응하면서 살아간다. (김창하 1985, 63)
자연에는 거미나 벌, 까치 등과 같이 둥우리를 틀고 사는 동물들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동작이 아무리 정교하여도 그것은 생리적분비물이나 기성의 자연물을 그대로 리용하는
본능적순응 행위일 따름이다. (고림 1989, 65)

그러나 사람은 개조활동을 할 수 있다.
인간은 동물처럼 … 자연에 순응하여 … 외부세계에 기성의 형태로 주어져있는것을 리
용하는데 머물지 않는다. 인간은 세계를 개조하는 … 활동을 … 한다. (김철앙 1990, 100)

사람만이 주변세계를 개조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만 속한 특성인 합리적 기능
의 사용 때문이다. 주체의 인간론이 본성으로 정의하는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
적 존재는 합리적 기능의 사용이 개조활동에서 나타내는 속성이다. 자주성은 목적적 속성이다.
개조의 요구는 생활수단의 자기화 필요이다.
사람의 생활수단의 원천은 외부세계에 있다. 사람이 생활수단을 가지려면 세계를 개조
하기 위한 … 활동을 벌려야 한다. 다시 말하여 … 외부세계를 자기를 위한 것으로 전환시
켜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 활동을 벌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이와 같은 필요가
요구이다. (현원식, 1992, 104)

그런데 요구는 행동의 목적이므로 이와 같은 자주적 요구는 개조활동의 목적으로 된다. 그
것은 자연질서에 순종하는 동물의 활동에서는 목적이 될 수 없는 속성이다.
사람은 외부세계를 개조하여 그것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전환시키고 그 주인으로서 살
아나간다. … 이렇게 보면 외부세계에 대한 사람의 요구는 주인으로 되려는 요구로 된다.
바로 여기에 동물의 요구와 구별되는 사람의 요구의 근본특징이 있다. 세계를 자신에게
복무하게 하면서 그 주인으로 살려는 요구는 오직 사람만이 제기할수 있을뿐이다.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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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온갖 요구는 자주적요구이며 사람이 생활과정에서 제기하게되는 고유한 요구는
다 자주적요구의 구체적표현들이다. (현원식 1992, 107)

자주성이 목적적 속성이라면 창조성은 수단적 속성이다. 변혁활동의 목적인 자주적 요구의
실현은 창조적 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람의 요구는 사람의 활동을 떠밀어주는 힘과 구별된다. 사람의 활동은 사람의 힘의
작용이며 사람과 객관세계의 호상작용은 사람의 힘과 객관세계의 힘의 호상작용이다. 사
람의 요구는 객관적대상과 직접 작용하지 못하며 객관적대상을 움직이지 못한다. (현원식
1992, 111)
외부세계를 개조하는 활동은 창조적힘이 작용함으로써만 진행될수 있다. (현원식 1992,
122)

창조적 힘은 자주적 요구를 실현하는 수단이다(현원식 1992, 133). 그것은 활동방법을 개조
시키는 능력이다. 창조성이 없는 동물은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기만 한다.
물론 동물도 땅굴을 파고 둥지를 틂으로써 자연에 변화를 일으키는 활동을 한다. 그뿐
이겠는가. 원숭이와 같이 돌이나 곤봉을 리용해서 먹을것을 얻어내는 짐승도 있고 해리서
와 같이 나무를 꺾어다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방을 쌓는것도 있다.
그러나 동물의 이러한 활동은 창조적활동이 아니다. … 동물의 활동은 백년 전이나 지
금이나 여전히 땅굴을 파고 살며 둥지를 틀고 한다. 또 원숭이는 예나 지금이나 돌과 곤봉
같은것을 쓰기는 하지만 그것을 조금도 개조하지는 못한다. 이것은 동물의 활동이 창조적
활동이 아니라는것, 바꾸어 말하면 동물에게는 아무런 창조성도 없다는것을 말하는것이
다. (김창하 1985, 67-68)

그리고 의식성은 규제적 속성이다. 동물이 개조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본능의 규제를 받
기 때문이다. 동물의 활동은 본능에 따른 맹목적인 것이지 목적의식적인 것이 아니다. 목적의
식적으로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은 의식성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람의 활동은 목적
의식적인 것이다.
동물의 활동을 규제하는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본능이다.
동물이 먹고 자는것, 사나운 적수를 맞다들면 달아나는것, 개미나 다람쥐와 같이 겨울에
먹을것을 굴속에 장만하는것, 거미가 벌레를 잡기 위해서 거미줄을 치며 새가 알을 낳기
위해서 둥지를 트는것, 이런것들은 다 생물학적본능에 따라 하는 활동이다.
〔 … 〕
흥미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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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는 알을 낳기 위하여 구덩이를 깊숙이 파고 그 속에 또 작은 구멍을 판다. 그리
고 그 구멍에 알을 낳고는 다시 그 구멍을 메운다. 그런데 흥미있는것은 거북이가 구멍을
파고 알을 낳은 다음 다시 구멍을 메우기전에 쫓아버리면 알도 없는 곳에 가서 구멍을 메
우는 동작을 하고야 바다로 들어간다는것이다. 이것은 거북이의 행동이 목적의식적인것이
아니라 본능에 의한 맹목적인 행동에 불과하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 (김창하 1985, 70-72)
동물의 활동과는 달리 인간의 모든 활동에는 의식된 목적이 있 … 다. (고림 1989, 112)

사람이 목적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이성기능, 사유능력을 가지고 있어 행동의 목
적인 요구와 수단인 힘, 그리고 목적을 수단으로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타산할 수 있기 때문이
다(현원식 1992, 151). 개조활동에서 이성기능의 사용, 즉 의식작용은 자주적, 창조적활동여건
에 대한 합리적 지식과 계획, 이를 바탕으로 한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지식과 계획, 그리고 실
천을 통하여 의식은 개조활동에 규제적으로 작용한다.
요구와 힘과 관련되는 사람과 세계의 관계 … 를 타산하여야 … 합리적으로 … 자주적
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성과적으로 벌릴수 있다. … 이것은 … 의식작용을 통하여 보장된
다. … 의식은 … 자주적 … 요구와 창조적 … 능력을 통일적으로 지휘 … 하는 작용을 한
다. (현원식 1992, 139)
합리적으로 … 목적을 달성 … 하려면 …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계획 … 은 의식작용에
의하여 … 가능하지만 계획이 곧 행동 … 은 아니다.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며 행동은
아니다. … 목적을 달성하려면 계획에 따라 실지 행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현원식 1992,
147-149)

주체의 인간론에서 본성으로 정의된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은 이와 같이 소크라테스적 인
본주의에서 정의된 본성인 합리적 기능의 사용이 개조활동에서 나타내는 속성이다. 합리적 기
능은 개조활동에서 의식의 사용으로 나타나며 창조적 힘을 통한 자주적 요구의 실현은 이러한
사용, 즉 의식작용의 결과이다. 그런데 합리적 기능의 사용은 잘하는 것으로서 좋은 것을 생산
하므로 개조활동은 좋은 것으로의 변화, 즉 발전을 가져 온다. 주체의 인간론은 이러한 발전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로부터 사회적 존재라는 본성을 또한 도출한다. “동물 가운데도
무리를 이루고 협력하면서 사는것”(현원식 1992, 98)도 있으나 본능에 기초한 자연발생적 호
상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동물의 결합관계(현원식 1992, 98)에 있어서는 결합은 본능적
요구에 따른 자연적 육체활동에 국한된다.
동물은 생활력을 타고나는 육체에만 체현할수 있고 육체에 체현되여 있는 힘만을 가지
고 삶을 위한 활동을 한다. (현원식 1992,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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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능적인 동물과는 달리 사람은 합리적 기능을 개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력을
객관화할 수 있다.
인간 … 은 의식의 지휘 밑에 목적의식적으로 … 자연물체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
하는 창조의 기능을 수행 … 하여 … 리용하는 것으로 하여 … 생활력을 육체 밖에 객관
화하여 … 나갈 수 있다. (현원식 1992, 93)

이 같은 객관화는 물질문화적 수단에의 체현을 통하여 축적되어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
에 사람의 결합과 협력은 객관화된 생활력의 축적을 통하여 육체적, 자연적 한계를 넘어 사회
적 결합과 협력으로 발전한다.
인간은 생활력을 육체에만 체현시키는것이 아니라 물질문화적수단에 체현시켜 육체 밖
에 객관화된 형태로 축적하고 그것을 다시 자기의것으로 만들수 … 있다. 사람의 육체는
생활력을 체현하는데서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인간의 힘을 객관화된 형태로 체현하는 물
질문화적수단은 얼마든지 증대될수 있다. …
… 물질문화적수단에 객관화 … 되는 생활력은 시공간적제 … 약을 받지 않고 … 자유
롭게 작용하면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결합되여 협력할수 있게 하는 매개자 … 의 역할을
하게 한다. (현원식 1992, 96)

그리고 사회적 결합과 협력에 있어 요구의 실현과 이를 위한 힘의 적용을 규제하여 통일시
키는 질서의 체계가 사회적 관계이다.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결합되여 협력할수 있게 되려면 사람들의 요구와 힘의 작용을 통
일시키는 … 질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질서의 체계가 사회적관계이다. (현원식
1992, 97)

이러한 사회적 관계도 합리적으로 개변될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으로 마련되는 정신물질적힘의 발전수준에 상응하게 사회적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변할수 있다. (현원식 1992, 98)

개조발전하는 사회적 집단으로서 인간사회는 사회적으로 축적되는 물질정신적 수단과 합리
화되는 사회적 관계로 인하여 단순한 기계적 결합체가 아니다. 그것은 개인의 양적 합산에 불
과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력이 개조 발전하는 사회적 생활력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질적
으로 다른 위력한 전일적 생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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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계에 의하여 결합되는 인간의 사회적집단사회는 뿔뿔이 흩어져 사는 고립된
개인들의 기계적인 모임이 아니다. …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결합되면 그것들과 질적으로
다른 물질적 실체를 이룬다. 사회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
되어있는 전일적인 생명체이다. 사회는 유기적인 전일체로서 개별적사람의 … 생활력을
기계적으로 합친것보다 비할바 없이 위력한 사회적생활력을 가진다. (현원식 1992, 99)

사회적 집단은 이와 같이 전일적 생명체이기 때문에 유기적 구성부분으로서 개인은 어디까
지나 집단을 전제로 한 존재이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다.
개별적인 사람은 사회의 유기적인 구성성원으로 … 됨으로써 사회적존재로 된다. 개별
적인 사람은 사회역사적으로 축적되여온 … 정신적 및

물질적 재부의 일면만을 가질수

있을뿐이다.
〔 … 〕
개별적인 사람과 사람의 사회적집단의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기본을 이루는것은 사회적
집단 이다. 사회적집단이 있고서야 개별적인 사람들이 태어나 사회적존재로 발전할수 있
다.
〔 … 〕
인간은 자연적존재와 질적으로 다른 사회적존재이다. … 사회적존재라는 것은 인간이
다른 모든 물질적존재와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한 본질적특성이다. (현원식 1992, 99-101)

2. 사회정치생명적 실천의 변증법
소크라테스적 인본주의는 본성적으로 정의된 것을 실천할 때만 진리가 검증된다는 변증법
적 지식론을 강조한다. 주체의 인간론도 이러한 변증법의 실천적 진리론에 동의한다.
맑스는 … 인식론의 기초는 실천이며 인식이 실천에 복무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는것
을 강조하였다. … ≪인간의 사유가 대상적진리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결코 리론문제가 아니라 실천적문제이다. 인간은 사유의 진리성을 … 실천에서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 ≫(현원식 1992, 294-295)
그 어떤 리론과 지식이 진리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 실천 … 에 부합되는가 부합되
지 않는가 하는 문제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인식활동의 본질, 6-7)

주체의 인간론에서 본성적 실천의 문제는 개조활동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능
을 사용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합리적 기능이 개조활동에 사용되어 나타나는 발전적 속성
이 본성으로 정의되므로 이 개조발전의 본성에 맞게, 즉 의식성의 규제 하에 자주성과 창조성
을 실현하는 사회적 존재로서 사는 것이 본성적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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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의 인간론에서 개조발전의 본성을 실천하는 데 있어 구체적 목표는 자주적 요구를 실현
하는 공산주의 사회이다.
공산주의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인간으로 완전히 개조된 … 사회
이다. 공산주의사회는 또한 단일한 공산주의적 소유관계와 분배관계에 기초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생활원칙이 지배하게 되며 육체로
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도 없어지고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여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이 … 그 어떤 구속도 없이
자주적 요구와 지향을 마음껏 실현하게 되며 자연과 사회와 자기자신의 완전한 주인으로
된다. (고림 1989, 233; 또한 김일성 1991, 92, 그리고 김양선․최철웅 1985, 2-17 참조)

이러한 공산주의적 실천은 당의 영도아래 수령중심으로 인민대중이 통일단결하여 사회정치
생명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정치적생명은 인간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통된 리념에 기초하여 결집된 사
회적집체를 이루게 된다.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된 인
민대중이 사회정치생명체이다. (현원식 1992, 253)
수령은 혁명의 주체의 최고뇌수, 중심이며 당은 그 핵심부대, 향도적력량이며 대중은
당의 령도 밑에 수령의 두리에 뭉친 주체의 기본력량이다.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적중
심에 결합된 집단이라야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성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집단으
로 될 수 있고 집단의 힘을 하나의 목적실현에 집중시켜 나가는 유력한 집단으로 될수 있
는것이다. (리걸상․박승덕 1988, 111; 또한 김민․한봉서 1985, 77-115 참조)

소크라테스적 인본주의에서 그러하듯이 주체의 인간론에서도 사랑은 공동생명적 실천의 본
성적 요구이다. 사랑의 운명공동체로서 혁명적 실천의 사회정치생명체는 동지애와 의리로써
결합한다.
사랑에 대하여 말한다면 원래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것은 …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
구이 … 다. (고림 1989, 389)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운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자주성을 실현하는 투쟁 … 에서 …
동지적관계를 맺는 … 사랑이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이다.
혁명적동지애와 의리는 개별적인간들을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시키는 작용을
… 한다. (고림 1989, 391)

사랑의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로써 전일적으로 결속된 사회정치생명적 실천에 있어 역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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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분열시키는 종파주의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강운빈 1983, 33-34). 사회정치생명적 전체
와 분리된 개별적 행위는 자유가 될 수 없다. 소크라테스적 인본주의에서와 같이 주체의 인간
론에서도 본성적 실천이 자유이다. 그런데 본성적 실천은 사회정치생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자유는 집단적으로 실현된다.
개인의 자유는 집단전체의 자유의 표현이 … 다. (현원식 1992, 279)
집단의 자유를 떠나서 개인의 자유 … 만을 절대화해서는 안된다. … 개인의 자유는 어
디까지나 집단의 통일을 보장하는 테두리에서 실현되여야 한다. (현원식 1992, 282)
또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서의 사회정치적 생명이 창조적으로 활
동하자면 구체적 실정을 무시하는 교조주의는 잘못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현실 … 을 무시하고 … 서는 실천활동을 제대로 벌릴수 없다. 교조적인 사고
방식에 사로잡히면 창발성이 마비되고 … 현실을 옳바로 인식할수 없고 … 활동의 옳바
른 방도를 찾아낼 수 없다. 그러므로 … 구체적현실 … 에 맞게 행동하여야 한다는것이
… 중요한 원칙으로 된다. (현원식 1992, 301; 또한 김기봉 1985, 423-425, 그리고 김창원
1985, 210-215 참조)

Ⅳ. 결 론
이상에서와 같은 소크라테스적 인본주의와의 비교분석은 주체의 인간론이 전자와 본성적
실천의 변증법을 공유하고 있고 개조발전의 측면에서 본성을 정의하고 실천을 구체화하고 있
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주체의 인간론의 이러한 본성적 정의와 실천의 구체화는 덕적 측면에
서의 소크라테스적 그것들과 상충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크라테스적 인본주의에서
덕은 잘하는 것이고 합리적 기능의 사용인데 소크라테스적으로 정의된 본성으로서 이 합리적
기능의 사용이 개조발전에서 나타내는 속성이 주체의 인간론에서 본성으로 정의된 자주성, 창
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의 인간론에서 개조발전적으로 사는
것, 즉 본성적 실천의 구체화인 사회정치생명적 실천은 소크라테스적으로 보면 정의적 실천과
같은 것으로서 잘하는 것의 구현, 덕행으로 된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본성적 실천의 변증법
을 공유하고 있고 본성적 정의와 실천의 구체화에 있어 덕적 측면에 초점을 둔 소크라테스적
인 것들이 주체의 인간론에서 개조발전의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체의 인간론의
선행사상으로서 소크라테스적 인본주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북측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인본
적 관심에 국한된 단면적인 것이 아닌 전면적인 것으로서 본 논문의 비교분석이 보여주는 바
와 같이 양자는 한 사상체계 내에서 내적으로 매개되어지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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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umanism of Socratic and Ju-Che Philosophies

Kim, Boo-Ki

This paper logically analyzes and compares the humanism of Socratic and Ju-Che
philosophies to identify their sharing with the dialectical praxis of human nature and show
their internal mediations of humanist dialectic. This refutes th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s official line that the Socratic importance lies in the shift of philosophical focus to
human problems. The core finding of this study is that the Socratic philosophy does not
provide simply a precedent for Ju-Che Thought in terms of human focus, but contains the
basic contents which can be logically mediated through the Ju-Che ideas within the
framework of human-centered dialectical prax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