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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의 무지란 스스로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영화는 무지이다. 그 영화를 직접 보지 않는 이상 본인은 그 영화가 재미있는지,무서운지 알 길이 

전혀 없다. 더욱이 본인은 그 영화에 관해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무지한 것에 

대해 일말의 지식조차 없다면 스스로가 이전에 무지했었는지를 판단할 근거도 가질 수 없지만, 

무지한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이전에 무지했다는 것을 깨닫고 벗어날 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 철저하게 무지한 자는 스스로의 무지에 대해 전혀 몰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소피스트의 주장처럼 결국 무지한 자는 스스로의 무지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무지는 알콜과 같은 

환각제다. 스스로가 환각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환각을 만든다. 환각 

상태에 있는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이 용감하다. 결국 무지는 방종으로 이어진다.이 점이 

술취한 자와 같다. 술취한 자도 멋대로 방종을 부리지만 환각에서 벗어나면 본인이 술에 

취해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무지도 이와 같다. 무지에서 벗어나야 스스로가 무지했음을,방종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안다.

안다는 것의 기쁨, 모른다는 것의 두려움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는자와 무지한 자의 간극이다. 

돼지는 모르는 앎의 기쁨을 소크라테스는 알 수 있다. 또 앎은 또다른 무지의 자각을 낳는다. 알면 

알수록 모자람을 깨닫게 되고 더 많은 앎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무지한 자의 경험 세계와 

앎에 이른자의 경험 세계의 간극은 무한대로 벌어진다. 무지한 자는 무지한 상태에서 머무르지만 

아는 자는 더 많은 앎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발전시킨다. 무지한 자는 스스로의 무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지만 아는 자는 지식을 갈구하며 애가 탄다. 다만 아는 자만이 지식을 얻었을 

때의 기쁨도 알 수 있고 발전할 가능성을 갖는다.

안회의 즐거움은 앎 이외의 것에 관여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다. 안회는 무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는 최적의 상태에 만족할 수 있다.앎 이외의 것의 만족은 앎을 

방해한다. 만족된 삶은 또다른 것을 만족하고자 하는 욕망을 낳는다. 불만족된 삶은 결핍이 늘 

함께하지만 앎을 추구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그 불만족을 받아들이는 자가 진정한 앎을 

얻는다. 이 마음가짐으로 앎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안회의 즐거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