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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고라스 

기원전 5세기경의 무신론자. 당시 사람들이 

모두 믿고 있던 신과 사후 세계에 대해 

비판했다. 결국 무신론자라는 비판을 받고 

아테네에서 추방당했다.

● 크리티아스 

기원전 460~403년에 활동한 

고대 아테네 정치인. 소크라테스의 

정치적, 철학적 동료이자 플라톤의 

삼촌이다.

● 아이스키네스 

기원전 5세기와 4세기 사이의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다. 

플라톤처럼 대화를 통해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전달하는 책을 썼다. 

소크라테스의 실제 모습을 가장 잘 

전한 제자로 평가된다.

● 알키비아데스 

기원전 450~404년.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고대 아테네의 정치가이자 군인. 정치와 군사 

분야에 재능이 많았으나, 아테네를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소크라테스는 

실제로 알키비아데스와 친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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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 학당의 철학자들 소개

● 파르메니데스 

기원전 515~445년. 

‘존재하는 것’만이 

있으며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진리는 

감각이 아니라 

이성으로만 알 수 

있다고 주장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서구 철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 히파티아  

355~415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그리스 수학자. 뛰어난 

수학 실력과 플라톤 철학에 

대한 깊은 조예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나 

광신적인 기독교인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 피타고라스 

기원전 6세기의 

그리스 철학자이자 

수학자. 만물의 근원이 

숫자라고 주장했으며, 

수학으로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여겼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등 다양한 수학 

원리를 발견했다.

● 아베로에스 

1126~1198년. 

안달루시아·아랍 제국의 

철학자이자 의사였다. 철

학·신학·법학·천문학·

지리학·의학·수학·물리

학·심리학·과학 등 여러 

분야의 대가였다. 르네상스 

이후 서유럽의 과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 아낙시만드로스 

기원전 610~546년에 

활동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의 

젊은 제자였으며,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주장했으나, 

아낙시만드로스는 

물보다 더 근본적인 

‘아페이론’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다.

● 데모크리토스 

기원전 460~380년에 활동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 만물이 ‘원자’라는 

최소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는 원자론을 

주장했다. 자연과 인간 사회에 대한 

수많은 책들을 썼다고 하지만 현재 

전해지는 것은 많지 않다.● 제논 

기원전 490~430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세상 만물은 

새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논의 역설’로 유명하다.

● 고르기아스 

기원전 483~376년에 활동한 그리스의 

소피스트, 웅변가, 시칠리아 사람이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해도 

인식할 수 없다. 인식할 수 있어도 전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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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세노폰 

기원전 431~350년에 활동한 그리스의 역사가.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대의 여러 모습과, 그가 참전했던 전쟁에 대해 

흥미진진한 기록을 남겼다.

● 알렉산드로스 

기원전 352~323년.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나일 강 유역 

그리고 그리스를 포함한 동지중해 연안을 정복해 거대한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건설한 고대 마케도니아의 왕.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고, 동서양의 문화를 통합한 

헬레니즘 문화가 형성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 소크라테스 

기원전 470~399년에 활동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스승으로 그가 개발한 철학적 방법과 개념 

등은 서양 철학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 크세노크라테스 

기원전 314년에 세상을 

떠났다. 플라톤의 

제자였으며 나중에 

아카데메이아의 원장이 

되었다. 그는 플라톤이 

죽자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테네를 떠났다가 

기원전 339년에 돌아와 

아카데메이아 원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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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오프라스투스 

기원전 372~287년.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이자, 

식물학의 아버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테네에 세운 

리케이온의 두 번째 

원장을 맡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적 자연 연구를 

발전시켜 고대 

식물학의 기초를 

닦았다.

● 아리스티포스 

기원전 435~355년에 

활동한 그리스의 철학자. 

북아프리카 키레네 출생. 

소크라테스를 숭배해 

아테네로 건너가 그의 학설을 

배웠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 쾌락을 중시하는 

키레네 학파를 열었다. 

● 자라투스트라 

기원전 630~553년. 고대의 종교 개혁자이자 

아후라 마즈다라는 유일신을 숭배하는 유일신교,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 자라투스트라가 들고 

있는 것은 하늘의 구조를 나타낸 천구의이다.

● 라파엘로 산치니 

1483~1530년. 

이탈리아의 화가. 

「아테네 학당」을 그린 이.

● 소도마 

1477~1549년. 

이탈리아의 화가로 

라파엘로의 동료.

● 프톨레마이오스 

85~165년.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이자 

지리학자. 고대 천문학의 

모든 성과를 집대성한 

역사상 최고의 천문학자 

중 한 사람.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태양과 달 

그리고 다른 천체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을 바탕으로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들고 

있는 것은 지구의이다.

● 디오게네스 

기원전 404~323년에 활동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물질적인 소유와 욕심을 

모두 버린 삶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라고 주장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 헤라클레이토스 

기원전 6세기에 활동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세상 만물은 

언제나 변하고 새로 생성되고 있음을 주장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로 유명하다. 

● 에피쿠로스 

기원전 342~271년. 위대한 유물론자이자 

원자론자.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발전시켰으며, 원자론에 근거한 자연주의 

철학으로 기존의 신화적, 신비주의적 철학을 

개혁하려고 했다.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 목적을 

자유와 행복에 둠으로써, 신과 죽음에 대한 

고대인들의 미신적 공포를 제거하려고 했다. 

● 에우클레이데스 

기원전 365~275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수학자이자 

과학자. 영어식으로 

유클리드라고도 한다. 

고대의 수학을 총정리한 

위대한 수학자이다. 

“기하학에 왕도는 

없다.”라는 말을 남겼다.



기원전 460년경에 태어나 기원전 370년경에 세상을 떠난 히포크라테스는 서양 의학사에서 가장 중

요한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그와 그 제자들은 고대 그리스의 의학을 혁명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마

술과 신화에서 의학을 분리해 냈고, 의사라는 직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에서 아폴로 신의 아들로 의학의 신으로 추앙받은 아스클레피오스

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는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온 의학 지식과 스스로의 연구와 조사를 집대성

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핵심 사상은 병이 신이 내린 벌이나 마귀의 장난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병 

역시 일종의 자연 현상이고, 원인을 알면 치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현대의 과학적 의학

은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히포크라테스는 환자를 중시하라는 가르침을 남

겼습니다.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진료하라.”라는 말에 그의 생각이 잘 담겨 있지요. 

히포크라테스는 건강이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체액의 균형에 좌우된다고 여겼습

니다. 심장에서 만들어지는 피, 점액, 간에서 만들어지는 황담즙, 지라에서 만들어지는 흑담즙 중 어

느 하나가 많거나 적으면 건강이 망가진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 뜨거운 기운을 가진 피가 너무 많으면 사람의 체온이 올라가고, 내장 기관들이 열 때

문에 망가지고, 성격도 나빠진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치료법으로 피를 빼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히포크라테스는 사람 몸에 칼을 대 피를 뽑거나 하는 방법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았습

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적당하게 운동을 하고, 잘 씻고, 편히 잔다면 몸을 이루고 있는 네 가지 

체액을 저절로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것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의과 대학을 다니던 의대생들이 

졸업을 하고 의사 자격을 받을 때 꼭 하는 선서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환자들을 대해야 하고, 의

술을 행해야 하는지 다짐을 하는 것이지요. 요새 의사들은 어떤 선서를 읽는지 한번 볼까요?(제2차 세

계 대전이 끝난 1948년, 세계 각국의 의사들이 모인 세계 의사 협회(WMA)에서 새로 만든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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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포크라테스는 어떤 의사였을까?  



히포크라테스를 그린 14세기의 초상화 

그가 들고 있는 책에는 “인생은 짧고 의술

은 길다.”라는 말이 씌어 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은사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써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는 의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에를 유지하겠노라.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여기겠노라.

나는 인종과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하겠노라.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는 일에 쓰지 않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는 나의 자유 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

(반덕진,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기원전 356년에 태어나 기원전 323년에 세상을 떠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을 건설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영어식으로는 알렉산더 대왕, 이슬람식으로는 이스칸달 대왕이라

고 불립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부터 무술에 재능을 보였고, 당시 최고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리

스토텔레스는 알렉산드로스에게 세계는 그리스만이 아니며 그리스 동쪽에서 페르시아가, 페르시아 

동쪽에 인도가, 그리고 그 동쪽에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필리포스 2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20세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알렉산드로스는 아테네

와 스파르타 등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과 그 식민지들을 순식간에 정복해 버립니다.

334년 다르다넬스 해협을 건너며 동방 정복을 시작한 알렉산드로스는 333년 이수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331년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2세가 직접 지휘한 가우가멜라 전투에서도 승리하여 페르시

아 제국을 정복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만족하지 않고 동쪽으로 진군해 갑니다. 결국 전쟁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그리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북인도를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의 정복 전쟁은 인도에서 멈춥니다. 오랜 정복 전쟁에 지친 병사들이 반발한 탓도 있

지만 알렉산드로스 스스로도 아주 지쳤기 때문입

니다.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병사들은 인도를 정복

하지 못하고 바빌론으로 돌아옵니다. 

  바빌론으로 돌아온 알렉산드로스는 동서양

의 문화를 융합하는 정책을 폅니다. 그리스 병사

들을 페르시아의 여성들과 결혼시키고 동서양의 

학자들을 모아 바빌론, 이집트, 그리스의 과학과 

기술, 그리고 예술을 한데 모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헬레니즘 문화라는 화려한 문명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알렉산드로

스는 34세라는 젊은 나이에 열병에 걸

려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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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로스 대왕과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부의 항구 도시로 이집트에서는 수도인 카이로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

시입니다. 아랍 어로는 알 이스칸다리야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로스가 334년 건설한 이래 고대 세계

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후 오랫동안 이집트의 수도였고, 수많은 과

학자와 철학자 등을 배출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북쪽의 갈리아 인에서부터 동쪽의 인도와 중국인까지 전 세계 사람이 모여 

산 국제 도시였습니다. 온갖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복작거리며 사는 아름다운 도시였지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였던 파로스의 등대가 있었고,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이 도시에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은 당시에 존재하던 거의 모든 책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프톨레마이

오스 왕조의 왕들은 다들 책을 좋아했고, 도서관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나

라에 사람을 보내 책을 수집하게 했고,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정박한 배들을 검사해 책이 나오면 한 

부 베껴 쓴 다음, 복사본을 돌려 주었을 정도였지요.

바빌로니아와 이집트의 고대 문서에서 탈레스와 데모크리토스 등의 저술까지 지금은 사라진 

수많은 책들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인류가 만든 지식과 지혜의 보물 창고였던 거지요.

그러나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과 보관되어 있던 책들은 알렉산드리아가 쇠퇴함에 따라 사라

지게 됩니다. 전쟁과 폭동에 휘말리고, 기독교와 이슬람교 계열 광신자들이 고대인들의 지혜가 담긴 

책을 ‘이단’의 지식이 담긴 책이라고 몰아 불태우고, 버리고, 파괴해 버린 탓이지요. 자신의 생각만이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고 믿어 버리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