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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를 
‘특급전사’로 만든 물음  

철학자 소크라테스(기원전 470~399)는 뛰어난 군인이었

다. 그리스 도시국가 아테네의 의무 복무 기간은 18세에

서 60세까지였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40

대 후반까지도 전장에 나갔었나보다. 소크라테스는 큰 전

투에 세 번이나 징집되어 나갔다. 이 가운데 델리온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용맹함은 기록으로 상세하게 남아있다. 

적의 공격으로 아테네 군대의 전열이 무너진 상황. 병사

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기 바빴다. 하지만 소크라테스

는 달랐다. 그는 전쟁터에 마지막까지 남은 병사로서, 적

진과 아군의 상황을 침착하게 살피며 후퇴했다. ‘나 살려

라’ 하고 내빼는 상대를 공격하기는 쉽다. 그러나 언제든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에게 덤비기란 어렵다. 적들

은 소크라테스에게 감히 달려들지 못했다. 적진 한복판에

서, 그것도 얼이 빠진 장군을 부축하고도 그는 조금도 움

츠러들지 않았다. 

소크라테스는 전사로서의 자질도 뛰어났다. 한겨울에 외

투 없이 맨발로 다닐 만큼 튼튼했으며, 고립된 상황에서

도 배고픔과 목마름을 누구보다 잘 참아냈다. 무엇보다 

성격이 밝고 명랑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지금으

로 치자면 ‘특급병사’ 칭호뿐 아니라 무공훈장도 여럿 탔

을 법한 모양새다. 

소크라테스가 뛰어난 전사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

을까? 플라톤이 쓴 <라케스>에서 소크라테스는 라케스

와 니케아스라는 유명한 장군들과 대화를 나눈다. 야전사

령관을 지낸 라케스는 용맹함으로 이름 높았다. 반면, 니

케아스는 스파르타와 평화조약을 이끌어낸 전략가형 장

군이었다. 두 사람은 대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에게 

으르렁댄다. 

토론의 주제는 ‘용기란 무엇인가?’였다. 용기는 군인에게 

으뜸가는 덕목 아니던가. 두 장군은 여기에 대해 할 말이 

많았다. 라케스는 용기란 “대오를 지키며 적을 막아내고 절

대 물러서지 않는 것”이라고 잘라 말한다. 야전사령관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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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이다. 니케아스의 의견은 달랐다. 무모함이 용맹함은 

아니다. 용기란 “두려워해야 할 것과 과감해야 하는 것을 

아는 지혜”다. 참모형 장수의 모범답안이라 할 만하다.

 

소크라테스는 누군 편을 들었을까? 그의 결론은 둘 다 용

기가 뭔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는 라케스에게 이렇게 

되묻는다. “전쟁터에서 이리저리 도망가며 싸우는 전사

들은 용감하지 않은가요?” 용기를 가리는 일이 단순하지 

않다는 지적일 터다. 니케아스에게는 “두려워해야 할 것

과 과감해야 하는 것을 아는 지혜”란 용기가 아니라 지혜 

그 자체라고 꼬집는다. 판단이 정교하더라도 행동으로 옮

기지 못한다면 이를 용기라 하겠냐고 따지는 듯하다.

 

그렇다면 ‘특급전사’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용기란 무엇

일까? 그는 자신도 용기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털어놓는

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용맹함은 자신도 모른다는 사실

에서 나왔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전투가 한창인 상황에

서 뭐가 옳고 그른지가 명확한 경우는 많지 않다. 적에게 

끝까지 맞서는 것이 옳을까, 일단 목숨을 지키는 쪽이 바

람직할까? 이런 상황에서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답게’ 고

민했을 듯싶다. “어떻게 하는 편이 군인다울까?”

소크라테스는 평생 묻고 또 물었던 사람이다. “정의란 무

엇인가?”, “경건이란 무엇인가?”, “참된 인식이란 무엇인

가?”, “덕이란 무엇인가?” 등등, 그가 따지고 든 주제들은 

무척 많다. 하지만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소크라테스는 

답을 얻지 못했다. 결론은 늘 “자신도 모른다”는 것이었

다. 그러나 결론 없는 이 물음들은 그 자체로 무척 소중한 

‘정신의 훈련’이 된다.

생각 없이 행동하는 자들과 자신의 처신이 과연 올곧은

지 끊임없이 되묻는 사람을 견주어보라. 쉴 새 없이 자

신을 살피며 점검하는 이들은 점점 좋은 성품과 인격을 

갖추게 될 터다. 소크라테스가 그러했다. 한 명의 병사

로서 소크라테스는 언제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물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대응은 과연 군인다운가?”

일상에서 우리는 “E=mc2”이라는 물리 공식을 염두에 두

고 살지는 않는다. 그러나 세상은 보이지 않는 공식에 따

라 움직인다.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정의로움, 용기, 경건 

등등의 덕목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이들을 꼭 짚어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런 덕목들은 자연법칙처럼 우

리 생각과 판단을 지배한다. 

말년에 이르러, 소크라테스는 옳지 않은 짓을 하려 하면 

마음속 ‘다이모니온(daimonion)’이 자신을 말렸다고 고

백했다. ‘다이모니온’을 나는 ‘훈련된 양심’이라 부르고 싶

다. 무엇이 옳은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자기 행동을 살

피는 자들은 자존심도 남다르다. 오랫동안 가꿔온 “자기

다움”이 살아있다는 뜻이다. 그들은 고귀한 인품을 갖추

고 있으며 훌륭한 행실로 존경받곤 한다. 소크라테스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선하고 바르게, 명예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하곤 했다. 군인은 자부심과 

명예로 산다. 진정 군인다운 군인이 되고자 한다면 스스

로에게 ‘나는 과연 군인다운가?’라는 소크라테스식의 물

음을 던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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