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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수  험  번  호 페 이 지

인간은 자신이 지각한 세계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배우고

 느낀 세계가 그들의 세계의 전부라고 여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들이 

배우고 지각하지 못한 세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조차도 알지 못한다. 이러한 상태를 '무지의 

무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본인이 지각하는 범주 외의 것들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모르는 것, 혹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피상적으로라도 인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지는 어느정도의 앎을 

전제로 한다. 무지한 자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지의 무지'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가)에서  주희는 무지한 자를 술 취한 자에 비유한다. 술에 취한 상태, 즉 인간이 

무지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무지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움, 두려움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러나 술이 깬, '앎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인간은 비로소 과거의 자신의 

무지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각성하게 된다.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앎의 상태에 도달한 개인은 더 이상 자신이 무지했던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한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앎을 추구하고, 자신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는 동물이다. 뿐만 아니라, (나)의  존 스튜어트 밀이 언급한 것과 

같이, 인간은 양적 쾌락보다는 질적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돼지와 같이 근본적인 욕구만을 

충족시키며 사는 삶보다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소크라테스와 같은 질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선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깨달음의 질적인 쾌락을 맛보지 못한 무지한 개인은 질적인 쾌락의 

존재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앎의 상태에 도달하지 않는 한, 그 기쁨을 알 수 없다. 따라서, 무지한 

자와 앎에 이른 자의 경험 세계는 현저하게 차이난다.

 안회는 그 중 후자라고 할 수 있다. (다)의  공자가 한 말에서 알 수 있듯, 안회는 곤궁한 삶 속에서도 

앎을 통한 질적인 쾌락에 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앎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일반인들은 누릴 

수 없는 앎을 추구하고, 그에 대한 질적 쾌락을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공자는 안회를 예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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