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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문초록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정치 권력의 형성에 대한 그간의 국내 연구는 주로 

내전 이후의 그의 정치적 행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갈리아 

평정이라는 위업을 달성한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면모와 다수의 연설과 저작

을 남겼던 뛰어난 문필가로서의 면모는 다소 경시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본 논문은 갈리아 전쟁의 중요한 사료이자 그의 대표적 저작인 『갈리아 원

정기』의 연구를 통해 카이사르가 지향하는 정치 권력의 형태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갈리아 원정기』는 크게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작품 특

유의 허구성으로 인해 사료로서의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이다. 둘째

는 작품의 장르와 작성 목적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점이며, 마지막으로는 작

품의 출판과 배포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작품 내 허구성은 저자인 

카이사르의 주관이 개입된 결과이다. 작품이 비망록(commentarii) 에 머물러 

있음에도 업적록(Res Gestae) 장르로 보기에는 충분하다. 물론 이 작품의 실

제 출판 및 배포 경로가 불분명하지만, 카이사르가 작품의 ‘배포’에 큰 무게

를 두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작품은 프로파간다적 성향이 강

하게 남아있는 작품이다. 

  본 논문이 작품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virtus이다. 이 말은 기본적으

로 남자다움을 뜻한다. 시대나 용법에 따라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지만, 크

게 ‘전장에서의 무용(武勇)’과 ‘윤리적 덕성’의 의미로 해석된다. virtus는 로

마인 고유의 가치였기 때문에, virtus의 몰락은 로마 공화정의 몰락과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작품 내의 virtus의 문제는 단순히 전쟁의 문제에 국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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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며, 로마 공화정의 몰락과 그 회복에 관한 문제에도 직결된다.

  virtus의 의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갖는 능동성(activeness)

에 대해 주목해야만 한다. 이 능동성은 적극적인 행동을 유발하며,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 제약을 걸지 않는다. 이러한 성질로 인해, virtus는 자유

(libertas)에 비례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전장의 virtus는 더 

적극적으로 싸움에 임하도록 만드는 용기(fortitudo)의 형태를 띤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자유를 다소 소극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 개개인의 용기보다 

군단의 훈련과 통제를 강조한다. virtus를 다루는 문제는 조직의 통제 문제와 

연결되어 용기보다 절제(temperantia)의 가치가 중요시된다. 작품 내의 virtus

에 대한 묘사는 크게 ‘로마 군’과 ‘갈리아인’이라는 두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으며, 작품의 종장에 이르러서 갈리아인들은 로마식 훈련과 통제

의 양식을 받아들여 로마를 대등하게 상대하기에 이른다. 

  작품 내에서의 카이사르의 모습은 기존의 장군들이 보여주었던 ‘선두에서 

돌격하는 기병’의 모습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는 작품 내에서 전투의 전면에 

나서거나 적장을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며, 로마 군을 훈련시키

고 통제하는 모습을 부각한다. 이는 키케로가 제안하는 공화정의 이상적 정

치가상과도 명백히 대비를 이룬다. 

  virtus의 재정의하려는 시도는 무너진 로마 공화정의 회복을 위한 방안의 

제시이며, 이는 로마 시민 사회에 군사적 리더십의 도입이 필요함을 의미한

다. 카이사르는 이 작업을 통해 제국으로 변모해 가는 로마 사회에 강력한 

imperium을 가진 전제 권력의 필요성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그러나 이는 헬

레니즘적 군주정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 이유는 로마 공화정의 전통을 존중

하고 일부 계승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

로 전제 권력의 필요성에 대한 암시는 제정 시대의 도래를 어느정도 염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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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측면이 있다.

주요어 : 카이사르, 갈리아 원정기, 비르투스, 자유, 통제, 로마 공화정, 원수

정, 임페라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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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율리우스 카이사르(C. Iulius Caesar, BC 100~44)는 로마사에서 매력적인 인

물 중 하나로 손꼽힌다. 그는 군사적 지도자로서 갈리아의 정복이라는 위업

을 이루어냈으며, 역전의 용장이었던 폼페이우스(Cn. Pompeius Magnus, BC 

106~48)를 파르살루스에서 격파했다. 그의 연설과 저작들은 당대에도 높은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문필가로서의 명성 또한 높았다. 무엇보다도 그를 기

점으로 로마의 정치체제는 변화했다. 그는 공화정과 원수정의 경계에 서있

는 인물로서, 그를 이해하는 것은 공화정 후기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함과 

동시에, 그의 사후에 등장한 원수정(principatus)을 이해하는 데에도 필수적

이다.

카이사르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주로 카이사르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집

중하여 그의 권력의 전제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허승일의 『로마공화정』은 카토주의와 카이사르주의를 대조함으로써 카이

사르의 권력의 성격을 명백히 공화정에 대비되는 전제정의 성격을 띠는 것

으로 규정했다. 1  이는 카이사르의 정치 권력을 정의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고 있다. 기타의 연구도 이 전제를 기반으로 하여 카이사르가 민

주적 권력이나 공화정의 가치에 반하는 독재 권력을 형성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2  특히 그의 독재 권력 형성이 아우구스투스(Augustus, 

                                                     

1 허승일, 『로마공화정』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pp.225-232.

2 카이사르가 민주적 권력이나 공화정의 가치에 반하는 독재 권력을 형성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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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63~AD 14)의 원수정으로 연결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황제 숭배(imperial 

cult) 전통의 기원을 규명하기 위해 카이사르의 신격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졌다.3

카이사르가 종국에는 헬레니즘적 군주정을 꿈꾸었다는 견해는 해외의 연

구 동향에서도 강하게 나타난다.4  그러나 그가 집중화된 일원적 권력을 실제

로 형성했다는 점과는 별개로 카이사르의 시도가 공화정을 전복시키려는 목

적을 지닌 것은 아니라는 견해 또한 존재한다. 그가 권력을 차지했던 기간

이 비교적 짧았기 때문에 그의 권력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가 왕이나 참주와 같은 형태의 권력을 꿈꾸

었던 것은 아니며, 철저히 그의 권력은 공화정의 전통에 기반하고 있다는 

                                                     

시도를 보인다는 점을 강조하는 연구는 김경현, 「기획논문 : 역사속의 쿠데타;

율리우스 카이사르(Iulius Caesar)의 쿠데타 」 , 『 서양사연구 45 』 , (2011): 

pp.5–35; 김경현, 「율리우스 카이사르(Iulius Caesar)의 리더십에 관한 역사적

고찰」, 『중앙사론 35』 (June 2012): pp.459–489; 김덕수, 「초기 경력을 통

해서 본 포풀라레스 지도자 카이사르 」 , 『 역사와 담론 41 』 (September 

2005): pp.233–263. 등을 참고하라.

3 황제 숭배 전통과 관련하여 카이사르의 신격화에 관한 국내 연구는 김경현, 

「율리우스 카이사르(Iulius Caesar) 생전의 신격화(Apotheosis)」, 『서양고대

사연구 19』 (December 2006): pp.35–64; 김경현,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신격

화 : 그리스 · 로마 전통의 종합 」 , 『 서양고대사연구 26 』 (June 2010):

pp.251–280; 조현미, 「로마 황제 숭배의 기원과 성립」, 『로마 제정사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p.369-398. 등을 참고하라. 카이사르의 신격

화에 대한 해외의 연구는 Stefan Weinstock, Divus Julius (Oxford; New York: 

Clarendon Press, 1971).이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 손꼽힌다.

4 내전 이후의 카이사르의 행보가 명확히 전제정(autocracy)의 형태를 향하고 있

다고 주장하는 연구는 Martin Jehne, Der Staat Des Dictators Caesar (Böhlau, 

1987); Frederik Vervaet, “The Monopolisation of the Summum Imperium 

Auspiciumque : From Cornelius Sulla Felix to Imperator Caesar (82-44 BCE),”

Des Réformes Augustéennes, 2012, pp.123–147.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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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 또한 존재한다.5

카이사르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그가 가진 명성에 비해 미진한 편이다. 

국내 연구의 주제는 그의 정치적 권력 형성과 속성, 후대의 영향에 집중되

어 있다. 이는 주된 연구방향이 카이사르라는 인물 자체에 집중되어 있다기 

보다는 그에 대한 연구가 아우구스투스가 확립한 원수정의 성격을 해석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에 불과했음을 방증한다. 그의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업적

과 뛰어난 문필가로서의 면모는 다소 경시되는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그가 

원하는 권력 구조의 성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전 이후의 정치적 

행보에 주목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되며, 그의 군사적 업적과 저작들을 살펴

보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다.6  이에 본 논문은 갈리아 전쟁의 중요한 사료이

                                                     
5 카이사르의 권력구조 개편이 헬레니즘적 군주정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공

화주의적 전통에 기반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는 Fred K. Drogula, 

Commanders and Command in the Roman Republic and Early Empire, Studies in 

the History of Greece and Rome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5); 

Emilio Gabba, “Caesar’s Reforms,” in Caesar against Liberty? Perspectives on His 

Autocracy (Papers of the Langford Latin Seminar 11), ed. Francis Cairns and 

Langford Latin Seminar, Arca 43 (Cambridge: Cairns, 2003), pp.183-189; John 

G. Nordling, “Caesar’s Powers in His Last Phase,” in Caesar against Liberty? 

Perspectives on His Autocracy (Papers of the Langford Latin Seminar 11), ed. Francis 

Cairns and Langford Latin Seminar, Arca 43 (Cambridge: Cairns, 2003), 

pp.190-200.등을 참고하라.

6 카이사르의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능력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다소 미진한 편이

나 외국의 연구는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 Garrett G. Fagan and Matthew 

Trundle, New Perspectives on Ancient Warfare (Leiden, the Netherlands: Leiden, 

the Netherlands, 2010); Adrian Goldsworthy, “INSTINCTIVE GENIUS,” The 

Depiction of Caesar the General’, in K. Welch and A. Powell (Eds), Julius Caesar as 

Artful Reporter, 1998, 193–219; Kathryn Welch, “Caesar and His Officers in the 

Gallic War Commentaries,” Julius Caesar as Artful Reporter, 1998, pp.85–110. 등

의 연구를 참고하라. 국내에 번역된 단행본으로 Catherine Gilliver, 『로마 전

쟁 : 위대한 정복자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그의 유산, 위대한 정복자 율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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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의 대표적 저작인 『갈리아 원정기』의 연구를 통해 카이사르가 지향

하는 정치 권력의 형태를 분석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한다. 특히 그의 저작

을 살펴보는 일은 그의 행적의 사상적 기반을 짐작하게 하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

카이사르가 후대의 작품에서 어떠한 이미지로 차용되고 있는 지를 분석하

는 연구는 어느정도 국내에서도 진행된 바 있으나, 카이사르의 이미지를 재

해석하는 작업보다는 기존에 카이사르가 가지고 있던 독재자의 이미지를 강

조하는데 그친다. 7  이 중 서동하의 연구는 『갈리아 원정기』가 16-17세기 

영국 문학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로서, 『갈리아 원정기』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논의한 유의미한 국내 연구이나, 작품의 전쟁 장면 묘사와 전술

적 측면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카이사르의 연구라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8 

『갈리아 원정기』에 대한 외국의 연구들은 주로 장르에 관한 문제와 기

                                                     

카이사르와 그의 유산』 (서울: 서울 : 플래닛미디어, 2010).등이 있다.

7 카이사르의 이미지에 대한 후대의 수용에 대한 국내 연구는 문현린, 「안드레

아 만테냐의 <카이사르의 개선식>에 반영된 르네상스 군주정의 정치이념」 ,

『미술사학 30』, (August 2015): pp.7–38; 서동하, 「연구 논문 : 영국 근대초

기 줄리어스 시저의 수용에 관한 고찰: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와 시

저의 『갈리아 전기』를 중심으로」, 『영국 연구 24』, (2010): pp.99–124; 이

혜민, 「 중세 후기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미지 」 , 『 서강인문논총 39 』

(April 2014): pp.105–136; 정지창, 「 사업가로서의 독재자 율리우스 카이사

르」, 『인문연구 56』 (June 2009): pp.49–80. 등을 참고하라.

8 서동하, 「연구 논문 : 영국 근대초기 줄리어스 시저의 수용에 관한 고찰: 셰익

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와 시저의 『갈리아 전기』를 중심으로」, pp.116-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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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의 진실성, 작성 및 출판의 시기 등에 대한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카이

사르가 단순한 전쟁 참여자가 아니라 전쟁의 최고사령관으로서 직접 전쟁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작품을 작성한 목적이나 주제, 장르 

등에 대한 작품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크게 

『갈리아 원정기』에 대한 초창기 연구들은 대체로 그의 기록의 허구성에 

집중해왔다. 작성과 출판 연대가 정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갈

리아 원정기』는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를 제거하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던 기원전 46년 이전에는 이미 로마에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Cic. Brut. 

262)은 그것의 출판이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갈리아 원정기』에 대한 허구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갈리아 

전쟁에 대한 사료로써의 가치를 절하시키는 요소였다. 이 점은 카이사르가 

자신이 지휘했던 전쟁에 대한 기록을 직접 남겼다는 것과 직결되어, 이 작

품이 자신의 업적의 홍보나 자신의 칭송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당

시 시대 상황을 감안하면 정치선전용 프로파간다로 작성된 것이라는 견해로 

이어졌다. 

『갈리아 원정기』의 가장 전통적인 해석 방법은 이 작품을 카이사르의 

업적록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갈리아 전쟁에서 기록한 업적들의 보

고로서의 가치는 절하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작품이 가지는 특유의 허구

성 때문으로, Dyson은 『갈리아 원정기』가 갈리아 지역의 민족, 문화 등의 

이해를 돕는 중요한 사료이나, 카이사르가 민족지에 대해 기록할 때, 불확실

한 정보원으로부터 나온 정보를 그대로 싣거나, 필요에 따라 수정, 왜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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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러한 서술의 과장이나 왜곡을 통해 

카이사르가 지산의 업적을 부풀리고 있다는 것이다. 9  Krebs는 카이사르가 

사건 묘사에 있어 다양한 “전략들(i.e. Tendenz, propaganda, deformation...)”을 

이용함으로써 독자들을 특정한 결론으로 이끌어 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

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그는 카이사르가 미지의 땅(terra incognita)에 대

한 탐험가적 정신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지도자적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허구적 요소가 상당히 개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10 

Brown은 이 작품을 자신의 전공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전쟁 교본이며, 특

히 작품의 5권은 카이사르의 부재중에 치러진 전투의 패전을 통해 임페라토

르가 지녀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으며, 그를 통해 카이사르 

자신이 그에 적합한 자임을 드러내고 있음을 주장한다.11

1990년대 이후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에 주목하고 있다. 첫째는 전쟁의 

보고 중에 등장하는 지리학적, 민족지적 서술에 대한 집중이고, 둘째는 이 

허구적인 요소들을 문학적, 수사학적 장치로 해석하여, 일종의 전쟁 문학으

로서 작품들을 재해석하는 것이다. 특히 Mannetter는 후자의 관점에서 『갈

리아 원정기』를 분석한 대표적 연구자로, 『갈리아 원정기』의 서사 방식

이나 기법이 당시 고전기 작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작품 내의 허구적 

요소들이 프로파간다의 구성요소에 불과하다고 격하하는 것은 당시 문학적 

                                                     
9 Stephen L. Dyson, “Caesar and the Natives,” The Classical Journal 63, no. 8 (1968): 

pp.343-346.

10 Christopher B. Krebs, “‘Imaginary Geography’ in Caesar’s ‘Bellum Gallicum,’” 

The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127, no. 1 (2006): pp.119-132.

11 Robert Brown, “‘Virtus Consili Expers’: An Interpretation of the Centurions’ 

Contest in Caesar, De Bello Gallico 5, 44,” Hermes 132, no. 3 (2004): pp.30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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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12  그러나 일부 연구는 『갈리아 원정기』

가 가지는 프로파간다의 성격을 재조명한다. 갈리아 전쟁 이후의 카이사르

의 정치적 행보와 작품이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기 보다는 허구적 요소를 동

반하여 갈리아 전쟁을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Ramage, Riggsby 

등이 작품의 프로파간다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은 합당한 지적이다. 13  이와 

동시에 Jervis가 작품의 주요 소재로 virtus의 붕괴와 회복의 문제의 논의의 

연장선에서, 필자는 카이사르가 로마인들의 virtus의 붕괴의 문제에 대한 해

법을 로마 시민 사회에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갈리아 원정기』를 

작성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바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갈리아 원정기』의 성격과 주제에 대해 분석하고, 이 

작업을 통해 작품에서 구현되고 있는 카이사르의 정치적 의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장에서는 『갈리아 원정기』가 명백히 배포를 목적으

로 하는 프로파간다적 성격을 가진 작품임을 밝히고자 하며, 이어 3장에서

는 『갈리아 원정기』의 소재 중 virtus에 집중하여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12 Drew Mannetter, “Narratology in Caesar” 1995, pp.197-198.

13 프로파간다로서의 『 갈리아 원정기 』 에 대한 분석은 Jane F Gardner, 

“The ’Gallic Menace‘ in Caesar’s Propaganda,” Greece & Rome 30, no. 2 (1983): 

pp.181–189; E. S. Ramage, “Aspects of Propaganda in the De bello gallico. 

Caesar’s Virtues and Attributes,” ATHENAEUM- UNIVERSITA DI PAVIA, 

2003, pp.331–372; Andrew M. Riggsby, Caesar in Gaul and Rome : War in Words

(Austin, Tex.: University of Texas Press, 2006); Timothy P. Wiseman, “The 

Publication of De Bello Gallico,” Julius Caesar as Artful Reporter: The War 

Commentaries as Political Instruments, 1998, pp.1–9.의 연구를 참조하라. 특히

Riggsby의 연구는 『갈리아 원정기』가 정당전쟁(bellum iustum)론 이데올로

기를 전파하기 위한 프로파간다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를 위해 작품 내외적 요소들을 전방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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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는 카이사르가 작품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임페라토르의 이미지를 

전통적인 임페라토르와 정치가의 이미지와 비교하여, 카이사르가 제시하는 

이미지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일련의 과정은 내전 이후 카이사르의 정

치 구조 개편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갈리아 원정기』의 분석은 카이사르

의 행보에 대한 정치적 의도를 추적하는 단서를 마련한다. 카이사르는 『갈

리아 원정기』를 통해 시민 사회에 군사적 리더십을 도입할 필요성을 은연

중에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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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갈리아 원정기』의 장르와 출판의 문제

『갈리아 원정기』는 카이사르라는 인물 그 자체나, 그의 업적을 자랑하

기 위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허구적 요소들을 이용하는 방식은 과장의 

측면이 없지 않으나, 사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질지언정, 특별히 이상한 점이

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작품이 실제로 업적들을 바탕으로 한 자기 홍

보가 목적이라면, 몇 가지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In his fuit Ariovistus, qui naviculam deligatam ad ripam 

nactus ea profugit: reliquos omnē s, equitatu consecuti, 

nostri interfecerunt. Duae fuerunt Ariovisti uxores, una 

Sueba natione, quam domo secum duxerat, altera Norica, 

regis Voccionis soror, quam in Gallia duxerat a fratre 

missam: utraeque in ea fuga perierunt; duae filiae: harum 

altera occisa, altera capta est. (Caes. B.G. 1.53.3-4)

이들 중에 아리오비스투스도 있었는데, 그는 강가에 묶여

있는 작은 배를 발견하여 그것으로 달아났다. 남은 사람 

모두는, 기병대에 추격당하여 아군에게 몰살당했다. 아리

오비스투스의 부인은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은 수에비인으

로, 고향에서 데리고 온 여인이며, 다른 한 명은 노리키인

으로, 보키오 왕의 여동생인데, 그녀는 그가 갈리아에 있

을 때 오라비에 의해 보내졌다. 두 여인 모두 도주 중에 

죽었다. 두 딸들도 있었다. 이들 중 한 명은 죽었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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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은 붙잡혔다.

quater [pe]cunia mea iuvi aerarium ita ut sestertium 

milliens et quing[en]tie[n]s ad eos qui prae<e>rant aerario 

detulerim. et M(arco) Lepido et L(ucio) Ar[r]unt[i]o 

co(n)s(ulibus) in aerarium militare, quod ex consilio m[eo] 

co[ns]titutum est, ex [q]uo praemia darentur militibus qui 

vicena [aut plu]ra sti[pendi]a emeruissent, HS milliens et 

septing[e]mi[ens ex pa]t[rim]onio [m]eo detuli. (Aug. R.G. 

17)

나는 네 차례 나의 돈으로 국고를 보조하여, 150,000,000 

세스테르케스를 국고를 관리하는 자들에게 전했다. 마르쿠

스 레피두스와 루키우스 아룬티우스가 콘술일 때 나의 조

언에 의해 만들어졌고, 20년 혹은 그 이상을 복무한 병사

들에게 보상을 지급한 군자금고에 170,000,000 세스테르케

스를 나의 재산에서 출연했다.

이 작품의 장르를 업적록이나 프로파간다로 특정하기에는 비교적 수치나 

사례들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작품의 서사는 주로 전투를 승리하는 과정에 

맞추어져 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로마 군의 위대함

을 드러내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 아우구스투스의 『업적록』과 비교

했을 때 전공의 주체가 자신을 향하지 않고, 전투 과정의 상세함에 비해 전

리품의 목록은 명시적이지 않다. 반면 아우구스투스의 『업적록』은 비문의 

형태로 존재하여 자신의 업적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1인

칭 주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업적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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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위 프로파간다라고 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정치적 메시지가 명확해야만 

하고, 그것이 독자 혹은 청자에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전달되어야만 하므

로 명령조의 문체를 지니게 된다. 또한 독자나 청자들이 다른 생각을 할 여

지를 남기지 않도록 편향성을 띠는 것이 보통이다. 심지어 이 작품은 작가

인 자신을 삼인칭화하여 서술함으로써 주관을 최대한 개입시키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작품 내에 담겨있는 허구나 과장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Wiseman은 『갈리아 원정기』의 출판 방식에 주목하여 이를 업적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체가 단일한 서사를 이루고 있으며, 이 작품이 

원로원에게 전황을 보고하기 위해 쓰여졌다는 기존의 해석을 비판한다. 특

히 그는 작품 내에서 사실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를 주목한다. 가령 2권에서 

카이사르는 전투 이후 무기를 들 수 있는 네르비이인들의 수가 6만 명에서 

5백명으로 줄어들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Caes. B.G. 2.28.1) 3년 뒤에 네르비

이인들은 6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퀸투스 키케로를 포위하고 있다.(Caes. 

B.G. 5.49.1) 그는 이와 같은 사실 관계의 오류가 이 작품이 한 번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기술된 것임을 나타내는 증거로 제시한다. 14 

카이사르 사후에 히르티우스(A. Hirtius, BC 90?~43)가 작성한 이 작품의 속

편의 서문은 『갈리아 원정기』의 1권부터 7권까지의 기록이 처음부터 단일

한 서사를 구성하고 있다기보다는, 히르티우스가 다듬기 전 단계의 비망록

으로써 기록되었음을 암시한다.(Hirt. Supp. Prae. 2) 그러나 이 작품이 비망록

에 불과하다면, 이 작품이 히르티우스가 보완하기 이전에 널리 알려져 있었

                                                     
14 Wiseman, “The Publication of De Bello Gallico,”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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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은 이상하다.

히르티우스의 서문은 『갈리아 원정기』의 제목을 『카이사르의 갈리아에

서의 업적에 대한 기록』(Caesaris commentarii rerum gestarum Galliae)으로 칭

하고 있다. Kelsey는 작품의 제목이 유실되어 전승되었으며 히르티우스의 기

록과, 그 외의 문건들에서 이 작품을 일컬어 『 그의 업적에 대한 기록 』

(commentarii rerum suarum)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근거하여 이 작품의 원제

는 『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업적에 대한 기록 』 (C. Iuli Caesaris 

commentarii rerum gestarum)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15 이 제목은 『갈리아 

원정기』와 『내전기』(commentarii de bello civile)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

의 작품을 구성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카이사르의 죽음으로 인해 현재의 두 

개의 작품으로 전승되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 작품은 기

본적으로 비망록(commentarii)의 기능과 업적록(res gestae)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비망록(commentarii)이 다루는 주제의 범위는 매우 넓은데 그 중에서도 특

히 건설 사업이나 토지의 분배, 기소 등에 관한 여러 "공적인 기록"과 다양

한 주제의 강의록이나 논평과 같은 “학술적인 기록”들이 이에 해당한다. 

Riggsby는 비망록(commentarii)의 주제를 통해 성질을 규정하기 보다는 이

것이 출판이 기대되지 않는 내부 문서임을 지적한다.16  Cleary는 자신의 업

적에 대한 사적인 내부 문서의 출판 자체가 새로운 문학적 장르를 시작한 

                                                     
15 Francis W. Kelsey, “The Title of Caesar’s Work on the Gallic and Civil Wars,” 

Transactions an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36 (1905): 

pp.225-234.

16 Riggsby, Caesar in Gaul and Rome : War in Words, pp.13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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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분석하지만, 17  이 기록이 히르티우스의 보완을 필요로 하는 내부 

문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이 비망록(commentarii)은 완성될 작품이 가져야 할 

방향성을 제안한다. 또한 카이사르가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는 것은 카이

사르 자신이 갈리아 전쟁에 대한 최고의 증인임을 암시한다. 이는 폼페이우

스가 자신의 업적을 알리기 위해 전기작가들을 종군시켰던 것과는 대조적이

다.18

비록 『갈리아 원정기』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이 작품

은 실제로 널리 알려졌다. Cleary는 Kelsey가 제안하는 『갈리아 원정기』의 

원제가 옳다면, 이 작품의 장르는 ‘역사(historia)’를 향하고 있음을 지적한

다.19 Wiseman은 키케로(M. Tullius Cicero, BC 106~43)를 인용하여 역사 장

르가 시민들의 인기있는 오락 거리였음을 보인다. 키케로는 『최고선악론』

(De finibus bonorum et malorum)에서 가장 비천한 신분의 자들이나 장인 계층

조차도 역사를 즐기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키케로가 지적하는 대상들

은 일반적으로 책을 구매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역사가 오락거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사 장르가 기본적으로 구

                                                     
17 Vincent J. Cleary, “Caesar’s ‘Commentarii’: Writings in Search of a Genre,” The 

Classical Journal 80, no. 4 (1985): pp.345-346.

18 Rawson은 폼페이우스를 따라 종군했던 테오파네스라는 전기작가의 기록이 후

대의 플루타르코스 등의 기록에 영향을 주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수에토니우

스의 경우 폼페이우스의 해방노예 출신인 레나이우스라는 전기작가에 대해 언

급하고 있다. Suetonius, 『로마의 문법학자들 - De Grammaticis et Rhetoribus』, 

(파주 : 한길사, 2013), pp.219-226; Elizabeth Rawson, Intellectual Life in the Late 

Roman Republic (London: Duckworth, 1985), pp.108-109.

19 Cleary, “Caesar’s ‘Commentarii,’” pp.34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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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20  카이사르에게 있어 정치적 문제 중 하나는 

로마에서의 부재(in absentia)였다. 또한 그의 정치적 기반은 평민들의 지지에

서 나왔다. 그가 갈리아로 부임할 수 있었던 근거는 민회에서 통과시킨 바

티니우스 법(lex Vatinia)이다. 카이사르는 자신의 공로를 지속적으로 그들에

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갈리아 원정기』는 구연의 방식으

로라도 지속적으로 출판이 되어야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 대상은 평민을 향

하고 있다. 또한 카이사르는 자신을 갈리아 전쟁에 대한 최고의 증인으로서 

제시하고 있으며, 비망록(commentarii)의 단계에 불과함에도 작품의 배포에 

상당히 힘을 기울이고 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 원정기』를 통해 로마 사회에 특정한 메시지를 전

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Riggsby는 최근의 연구들이 『갈리아 원정

기』의 프로파간다적 성격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다.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프로파간다는 독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다가가야 하지만, 이는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는 프로파간다가 하나의 장르가 아니라 어

떤 담론이 가지는 목적 그 자체에 해당되며, 이 작품은 명시적이고 구체적

인 서술이 아니라 문학적이고 수사적인 서술을 통해 메시지를 던지는 프로

                                                     
20 Wiseman은 플리니우스의 『자연사』(Naturalis historia)가 배포된 과정을 사례

로 들어, 카이사르 또한 로마에 있었던 발부스와 오피우스를 통해 이를 시민

들에게 배포했을 가능성을 제안한다. 히르티우스가 갈리아 원정기의 속편을

발부스에게 헌정하고 있다는 점은 그가 『갈리아 원정기』의 작성에 깊이 관

여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Wiseman, “The Publication of De Bello Gallico,” 

pp.4-5.



15

파간다적(propagandistic) 성격을 가졌다고 평가한다. 21  이 작품이 프로파간

다적 성격을 가진다면, 카이사르의 메시지 전달의 방식보다 메시지 자체의 

내용 규명에 집중해야만 한다.

                                                     
21 Riggsby, Caesar in Gaul and Rome : War in Words, pp.20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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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갈리아 원정기』 내 virtus 해석

1. virtus의 의미와 로마 공화정의 문제

Ramage의 연구는 작품 내의 서사들에서 나타나는 카이사르가 가진 여러 

덕성들을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카이사르가 당대의 최고의 임페라토르로 

평가받았고, 추종세력이 컸던 폼페이우스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자신을 

뛰어난 임페라토르로서 내세우기 위해서는 격정적인 수사로 사람들의 마음

을 흔들기(movere)보다는 전장에서의 모습을 차분히 드러내 보임으로써 자신

이 지닌 덕성을 알려주는(docere) 방식을 택해야만 했다.22  Ramage의 연구는 

프로파간다로서의 『갈리아 원정기』를 해석하는 하나의 단서를 마련해 준

다. 『갈리아 원정기』 내에서 카이사르의 활동들에 대해 자신의 입이 아닌 

3인칭 화자의 입을 빌어 덤덤하게 서술함으로써, 카이사르라는 인물과 그가 

가진 관점을 우호적으로 만드는 인상을 심어준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

신의 전공을 강조하기 보다는, 카이사르 또는 로마 군이 가지거나 가져야할 

덕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역으로 그러한 덕성들을 지닌 자신을 높이는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칭송문(panegyricus)의 장르에서 이러한 

덕성들은 인격화(personification) 혹은 신격화(deification)되어 그와 같은 

덕성을 지닌 칭송을 받는 대상을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단순히 수사적 

장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신격화된 덕성들의 보호자(patronage)를 자처하

                                                     
22 Ramage, “Aspects of Propaganda in the De bello gallico. Caesar’s Virtues and 

Attributes,” pp.36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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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도 있었다. 뛰어난 전공으로 미천한 가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일곱 

차례 집정관에 오른 가이우스 마리우스(C. Marius, BC 157~86)는 Virtus와 

Honos에 봉헌하고 그 후원자를 자처한 바 있다. 이는 위대한 임페라토르를 

상징하는 전통이 되어, 카이사르의 시대에는 폼페이우스가 Virtus와 Honos에

게 폼페이우스 극장을 봉헌했다.23 

이 점에서 Jervis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작품 내의 나타나는 덕성 

중 특히 virtus에 집중한다. 『갈리아 원정기』 전체를 로마의 virtus와 갈리

아의 virtus의 대결로 주제로 삼고 있으며, 갈리아인들을 로마의 virtus가 더 

우위에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이상적인 적으로 해석한다.24  『갈리아 원정기』

의 전체 서사가 virtus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Jervis의 주장과 상기한 

것처럼 virtus가 위대한 임페라토르를 상징하는 덕성이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카이사르가 이 작품을 프로파간다의 목적으로 작성했다고 한다면, 작품 내

에서 virtus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25

                                                     
23 Myles Anthony McDonnell, Roman Manliness : Virtus and the Roman Republic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295-296.

24 Alexa Jervis, “Gallia Scripta : Images of Gauls and Romans in Caesar’s ‘Bellum 

Gallicum’” (UMI Dissertation Services, 2001), pp.13-16.

25 공화정기 로마의 virtus의 용례 및 의미 변화에 대한 연구는 Werner Eisenhut, 

“Virtus romana; ihre Stellung im römischen Wertsystem.” (W. Fink, 1973); 

Myles Anthony McDonnell, Roman Manliness : Virtus and the Roman Republic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Juhani Sarsila, 

“Some Notes On ‘virtus’ in Sallust and Cicero,” Arctos ; Acta Philologica Fennica

12 (January 1, 1978): 135; Juhani Sarsila, Being a Man : The Roman Virtus as a 

Contribution to Moral Philosophy (Frankfurt am Main; New York: P. Lang, 2006). 

등을 참조하라. 국내의 연구로는 Nikolaus Gross, 「로마의 ‘덕’(VIRTUS) Ⅰ : 

개념 및 교육적 목표 」 , 『 서양고전학연구 (The Journal of Greco-Roman 

Studies) 12』 (1998): pp.1–30; Nikolaus Gross, 「로마의  ‘덕’(VIRTUS)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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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es quoque, ut cetera, ex infimo nasci; dein, quas sua 

virtus ac di iuvent, magnas opes sibi magnumque nomen 

facere; satis scire, origini Romanae et deos adfuisse et non 

defuturam virtutem. (Liv. A.U.C. 1.9.3-4)

로마는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 뒤에 자신의 virtus와 신들이 도운 도시26는 

자신에게 크나큰 부와 위대한 이름을 만들 것이다. 로마의 

탄생에 신들이 곁에 있으며 virtus의 부족함이 없을 것임

을 알기에는 충분하다.

virtus는 로마인들의 특별한 유산이며, 로마의 패권 형성에 virtus는 중요

한 가치로 여겨졌다. 로마인들은 그들의 성공이 타 민족들보다 더 뛰어난 

                                                     

개념 및 교육적 목표 」 , 『 서양고전학연구 (The Journal of Greco-Roman 

Studies) 13』 (1999): pp.163–191. 등이 있는데 이 연구들은 주로 virtus의 윤

리적 덕성의 성격에 주목하고 있다.

26 로물루스가 사비니인들에게 보낸 사절단의 논거는 리비우스에게 독창적으로

나타나는 대목으로 로마의 건국에 대한 그의 견해를 잘 보여준다. 그들은 라

틴어로 표현하고 있음에도, 그리스적 사유를 잘 보여준다. 로마의 번영에 대한

두 가지 근거(sua virtus ac di)를 제시하는데, 그 근간이 되는 철학은 플라톤

(Nomoi 829A)과 아리스토텔레스(Politika 1323a14)에서 발전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첫째로 virtus가 로마의 융성과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며, 두 번째로는 virtus와 deus가 보완적인 관계이면

서 대조를 이룸을 보여줌으로써 virtus가 인간의 영역에 속함을 암시한다. 이

시기에 virtus는 크게 fortuna와 vitium/voluptas와 대비를 이루는 가치로 나타

나며, 이 논의는 전자의 대비와 일치한다.  R. M. Ogilvie, A Commentary on 

Livy, Books 1-5, (Oxford: Clarendon Press, 1965), p.67. virtus의 그리스적 사유

의 영향에 대한 더 상세한 연구는 Mcdonnell, pp.72-104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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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 근본에는 virtus가 위치했다. 로마인들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virtus는 번역이 

꽤나 까다로운 단어이나, 어원을 살펴보면 남성을 뜻하는 vir에 추상명사를 

나타내는 어미 ‘-tus’를 결합시켜 만들어진 것으로 vir와 관련된 행위나 가치 

등등을 지칭하는 말이다. 즉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남자다움(manliness)”이

다. 그렇다면 ‘남자’란 무엇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는 후술하도록 하겠

다. Sarsila는 virtus가 vir들의 집합명사 형태로, 전사로서의 남성들이 모여있

는 집단인 군대를 의미하는 사례를 제시한다. 27  Sarsila와 달리 Eisenhut은 

젠더적인 관점에서 남성의 전사적 속성을 강조하며, 이 단어의 초기 용례는 

주로 군사적 서사에서 빛을 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28  어느 쪽을 따르

더라도 이 단어는 전통적으로 전장에서의 가치, 즉 무용(武勇), 용기, 용맹 

등을 의미한다. 『갈리아 원정기』는 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장

에서의 virtus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갈리아 원정기』 내에서 virtus

는 71 차례 등장할 정도로 빈번히 나타난다.29  이 중 로마인을 수식하는 경

                                                     
27 라틴어 성경의 시편 135(136):15(excussit Pharaonem et virtutem eius in mari 

Rubro)에서 이 사례가 나타나는데, Sarsila는 Eisenhut이 이 내용을 간과하여

virtus를 vir의 집합명사로 해석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Sarsila, Being a Man : The Roman Virtus as a Contribution to Moral Philosophy, 

p.26.

28 Werner Eisenhut, “Virtus romana; ihre Stellung im römischen Wertsystem.” 

(W. Fink, 1973), p.34.

29 (Caes. B.G.) 1.1.4, 1.2.2, 1.13.4, 1.13.5, 1.28.5, 1.31.7, 1.36.7, 1.39.1, 1.40.4, 1.40.8, 

1.40.15, 1.44.2, 1.47.4, 1.52.1, 2.4.5, 2.8.1, 2.15.5, 2.21.2, 2.24.4, 2.27.2, 2.27.3, 

2.31.5, 2.33.5, 3.5.2, 3.5.3, 3.14.8, 3.19.3, 3.21.1, 4.21.7, 5.8.4, 5.25.2, 5.34.2, 5.35.4, 

5.43.4, 5.44.3, 5.44.14, 5.48.7, 5.52.3, 5.52.4, 5.52.6, 5.54.5, 6.8.4, 6.14.5, 6.23.2, 

6.24.1, 6.24.6, 6.40.6, 6.40.7, 6.40.8, 7.6.1, 7.20.6, 7.22.1, 7.29.2, 7.36.5, 7.47.3, 

7.50.1, 7.52.4, 7.53.1, 7.59.5, 7.59.6, 7.62.2, 7.77.4, 7.80.5, 7.83.4, 7.84.4 (이상 71

회), (Hirt. Supp.) 8.8.2, 8.42.4, 8.45.2, 8.48.2, 8.54.5 (이상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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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31차례, 갈리아인을 수식하는 경우는 36차례 나타난다. 그러나 용기의 

의미를 가진 말인 fortitudo는 단 한차례 등장한다는 점을 감안하면,30  전장에

서의 virtus에는 무용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인가?

물론 이 말이 단순히 전장에서의 무용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virtus는 

로마 문화에서 최고의 찬사를 담고 있는 말이었다. 이 단어는 “덕

(excellence)”의 용어로 더 익숙하다. McDonnell은 자신의 연구에서 덕에 해

당되는 그리스어 ἀρετή가 점차 virtus와 합치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데, 공화정 후기에 이르러서는 거의 동일한 어휘가 되었음을 지적한다. 바꾸

어 말하자면 virtus는 처음부터 ἀρετή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말이 아니었다

는 것으로, 초기 라틴어에서 이 말은 로마 고유의 상무적인 기질을 잘 드러

내는 핵심적인 말이다. 따라서 virtus는 “남자다움” 중에서도 전장에서의 

“무용”을 의미하는 로마 전통의 용례와 ἀρετή가 가지는 윤리적, 철학적 의

미가 뒤섞여 매우 복합적인 가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루스티

우스(C. Sallustius Crispus, BC 86~34))도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사용하고 있

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는 『카틸리나 전쟁』에서 최고의 virtus를 가진 두 

로마인으로 카이사르와 카토를 꼽고 있다.(Sall. B.C. 53.6) 전장의 virtus를 가

진 사람의 대표격으로 카이사르를, 윤리적 virtus를 가진 사람으로는 카토를 

들고 있는 것이다.

카이사르가 이 단어를 매우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와 같은 용례는 공화국 후기에는 비교적 흔치 않은 방식이다. 앞서 언

                                                     
30 pro multitudine autem hominum et pro gloria belli atque fortitudinis angustos se fines 

habere arbitrabantur, qui in longitudinem milia passuum CCXL, in latitudinem 

CLXXX patebant. (Caes. B.G.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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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두 가지 의미는 대체로 혼재되어 사용되는데, 카이사르와 베르길리우

스 정도만이 전통적 용례를 전적으로 따르고 있다. 전장에서의 무용이 주요

한 소재이고, 이 작품이 프로파간다적 성격을 가진다면, 카이사르는 자신의 

virtus를 드러내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오히려 Ramage가 지

적하듯이, 카이사르의 virtus에 관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은 두 차례에 

불과하며(Caes. B.G. 1.13.5, 1.52.131) 그마저도 카이사르의 virtus에 특정한 가

치를 부여하고 있는 대목이 아니다. 사실상 언급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독특하게도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되는 대상은 로마 군이나 갈리아 

부족 집단과 같은 집단을 향하고 있으며, 군공을 세운 개인을 수식하는 경

우는 비교적 드물게 나타난다. 

당시에 많은 작가들이 관심을 가졌던 주제 중 하나는 로마의 극심한 도덕

적 해이였다. 따라서 붕괴된 virtus를 회복하는 방안은 중대 관심사 중 하나

였다. 키케로는 자신의 연설에서 선조들의 virtus와 관습(mores maiorum)을 

부르며 로마의 건국 초기를 이상적인 시기로 표현한다. virtus의 몰락은 도덕

적 원인에 기인한다. 많은 로마인들이 당시의 도덕적 해이의 원인으로 로마

의 군사적 성공을 지적했다. 공화정 중후반기의 로마의 작가들은 종종 아시

                                                     
31 ... uti eos testis suae quisque virtutis habere. (Caes. B.G. 1.52.1)에서 Ramage는 suae

가 지시하는 대상을 Caesar로 보고 있다. McDonnell은 1.40.4-5에서 마리우스

가 킴브리인들과 테우토네스인들을 격퇴한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임페라토르

못지 않게 병사들도 virtus를 보였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suae가 카

이사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1.13.5에서는 디비코의 입

을 통해 카이사르의 virtus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Ramage의 견

해를 따른다면 이 대목은 카이사르가 유일하게 자신의 입을 통해 자신의

virtus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다. Ramage, “Aspects of Propaganda in the De 

bello gallico. Caesar’s Virtues and Attributes,” p.332; McDonnell, Roman 

Manliness : Virtus and the Roman Republic, 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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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서의 그들의 영토 확장이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재화의 유입을 가져 왔

고, 강성해진 로마 군에 비해 세력이 약한 적군과 싸우는 군인들의 경험은 

그들의 타고난 힘과 상무적인 기질을 되려 잃어버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로

마의 군사적 성공이 내부의 탐욕과 분쟁을 키웠다는 것이다. 삶의 방식의 

변화는 동시에 virtus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virtus는 더 이상 전장에서만 

통용되는 가치가 아니라 로마인의 일상을 지배하는 가치가 되어야 했다. 

virtus의 붕괴는 로마 자체의 몰락을 의미한다. 비록 카이사르는 virtus 붕괴

의 주제를 갈리아인들의 모습을 통해 다루고 있지만, 로마가 겪고 있는 문

제는 『 갈리아 원정기 』 의 주제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갈리아인들의 

virtus 붕괴의 원인은 사실은 당시 로마가 겪고 있는 상황과 유사하다. 이 

점에서 virtus는 작품 내의 로마 군이나 갈리아 부족의 용맹함에 그 의미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쟁이 끝나면 카이사르의 지휘는 로마 내부

를 향하고, 로마 군이 가졌던 virtus의 가져야 할 대상은 시민을 향한다. 로

마 군의 virtus가 훌륭하게 발현되었다면, 시민들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virtus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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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irtus의 능동성(activeness) 해석

: 자유(libertas) 개념을 중심으로

plurimum inter eos Bellovacos et virtute et auctoritate et 

hominum numero valere: hos posse conficere armata milia 

centum, pollicitos ex eo numero electa milia sexaginta 

totiusque belli imperium sibi postulare. (Caes. B.G. 2.4.5)

그들 중에서 virtus와 영향력과 사람 수에 있어 가장 강력

한 자들은 벨로바키인들이다. 그들은 10만 무장병을 소집

할 수 있어서, 그 병력들 중에 엄선된 6만명을 약속하고 

전체 전쟁의 지휘권을 요구했다.

erant et virtute et numero pugnandi pares. (Caes. B.G. 

5.34.2) 

그들은 virtus에서나 병력의 숫자에서 대등했다.

전장에서의 virtus는 명백히 이상적인 군인으로서의 가치를 나타낸다. 상

기의 사례들은 virtus가 전투적 능력을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로 기능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Jervis의 지적과 같이 이 작품의 주제가 로마와 갈리아의 충

돌이 아니라 virtus 간의 충돌이라면, 로마의 virtus의 우위는 어디에서 비롯

되는 것인가? 카이사르의 묘사는 virtus가 로마만의 특별한 가치임을 보이지 

않으며 벨로바키인(Caes. B.G. 2.4.5, 7.59.5)뿐만 아니라, 보이인(Caes. B.G. 

1.28.5), 아이두이인(Caes. B.G. 1.31.7), 네르비인(Caes. B.G. 2.15.4), 트레베리

인(Caes. B.G. 2.24.4) 등 여러 갈리아인들이 뛰어난 virtus를 소유한 부족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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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언급한다. 심지어 카이사르는 갈리아인의 virtus를 로마인들의 것보다 더 

자주 언급하고 있다. 이는 카이사르의 관점에서 virtus가 vir라면 누구나 가

지고 있는 속성인 것이지, 특별히 로마인들만을 위한 가치가 아님을 암시한

다. 

virtus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이는 vir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된다. 

이는 스토아 학자들의 관점과는 차이를 보인다. Sarsila는 스토아 학자들이 

virtus를 이상적인 vir가 가진 것으로 보았지만, 그 자체를 타고나는 성질로 

보지는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오히려 이는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아 

도달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 파악했고, 소수의 현인들(sapientes)만이 이를 가

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32  이 점만 놓고 보았을 때, 카이사르는 virtus 자체를 

그 자체로 가장 뛰어난 가치이자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가치로 보기보다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가진 가치로 파악하

고 있기 때문에 virtus는 다른 민족을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로 기능할 수 있

다.

virtus가 갖는 의미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는 속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첫째로는 이것이 능동적 성격

을 띠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로는 이것이 가장 좋은 상태를 의미하며, 마지

막으로 이것이 로마의 고유한 전통적 가치라는 점이다. 즉 virtus는 가장 이

상적인 남성의 상태를 의미한다. Sarsila는 homo가 아닌 vir의 사용에 주목하

며, 두 단어의 결정적 차이로 자유(libertas)를 제시한다. vir라는 표현은 기본

                                                     
32 Sarsila, Being a Man : The Roman Virtus as a Contribution to Moral Philosophy,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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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의지를 갖고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의 남성을 전제로 한

다. 따라서 vir의 반대말은 여성이 아니라 노예라는 것이다.33 

virtus가 vir의 가치이고, 예속이 노예의 핵심적 특징이라면, 해방 노예는 

virtus를 가지는가? Treggiari는 그들이 예속 상태에서 풀려나고 시민권을 얻

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로마에서는 기원전 3세기 중반, 

아마도 더 일찍부터 노예의 해방이 비교적 흔했기 때문에, 상당수의 자유민

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해방의 동기는 다양했지만 주인의 경제적, 실용적인 

관심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 노예의 해방이 그가 vir로서의 자격을 가졌음

을 의미하지는 않았고, 능동적으로 그 자격을 쟁취하려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virtus는 해방 노예가 가진 가치가 아니었다.34  virtus의 능동성은 기

본적으로 자유로부터 나오며 이에 비례한다. 반대로 말하자면 예속에 놓인 

민족의 virtus는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35

praestare, si iam principatum Galliae obtinere non possint, 

Gallorum quam Romanorum imperia perferre, neque 

dubitare [debeant] quin, si Helvetios superaverint Romani, 

una cum reliqua Gallia Haeduis libertatem sint 

                                                     
33 Ibid., pp.27-28.

34 Susan Treggiari, Roman Freedmen during the Late Republic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p.265-266.

35 자유의 추구가 반드시 뛰어난 virtus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Jervis는 베네티

인들에 대한 virtus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Jervis, “Gallia 

Scripta : Images of Gauls and Romans in Caesar’s ‘Bellum Gallicum,’” p.82. 베

네티인들의 virtus에 관한 연구는 Brice Erickson, “Falling Masts, Rising 

Masters: The Ethnography of Virtue in Caesar’s Account of the Veneti,” The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123, no. 4 (2002): pp.601–22.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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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epturi. (Caes. B.G. 1.17.3-4)

만약 그들이 갈리아의 패권을 얻을 수 없다면, 로마인들의 

지배보다 갈리아인의 지배를 받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의심할 필요 없이, 만약 로마인들이 헬베티이인들을 정벌

한다면, 아이두이인들에게도 갈리아의 나머지 지역과 함께 

자유를 가져갈 것이다.

아이두이인들의 사례는 예속의 문제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이를 오직 

로마와 같은 외세의 지배만이 예속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암시하는 

민족주의적 독법을 택할 수도 있지만, 이는 의도를 왜곡한 것이다. 갈리아 

전체가 하나의 집단의식을 공유하는 것은 후반부의 일이다. 중요한 것은 

아이두이인들이 단지 주인을 로마로 정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로마의 

갈리아 정복은 갈리아 전체의 예속과 동일하다. 무엇이 예속으로 간주되는 

지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며, 어떤 경우에도 예속은 갈리아인들이 맞이할 

필연적인 운명이라는 강한 암시가 나타난다. 즉 문제는 단지 누가 주인이 

될 것인가로 귀결된다. 36  비록 로마의 노예로 격하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갈리아인들에게는 본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동기로 남더라도, 그것이 

갈리아인들에게 예속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역으로 카이사르는 

예속이 갈리아인들을 상대하는 일시적인 수단이지, 전쟁의 주된 목표가 

아님을 드러낸다.

quibus proeliis calamitatibusque fractos, qui et sua virtute 

et populi Romani hospitio atque amicitia plurimum ante 

                                                     
36 Riggsby, Caesar in Gaul and Rome : War in Words, p.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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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allia potuissent, coactos esse Sequanis obsides dare 

nobilissimos civitatis et iure iurando civitatem obstringere, 

sese neque obsides repetituros neque auxilium a populo 

Romano imploraturos neque recusaturos, quominus 

perpetuo sub illorum dicione atque imperio essent. (Caes. 

B.G. 1.31.7)

이와 같은 전투와 재앙에 의해 약해진 그들(아이두이인)은, 

자신의 virtus와 로마 인민의 환대와 우호 덕택에 전에는 

갈리아에서 가장 강력했으나, 세콰니인들에게 인질로 나라

의 유력한 가문 사람들을 인질로 보내야만 했고, 인질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말 것이며 로마 인민에 도움을 

청하지 말 것이며, 그들의 권력과 통치 하에 영구히 있을 

것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맹세에 구속되었다. 

아리오비스투스의 침공을 받아 거듭 패전한 아이두이인들의 virtus는 약해

지고만다. 패전은 virtus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패전의 원인은 급습이지만, 

아이두이인의 강력함은 전적으로 virtus에 비롯된 것이 아니다. 아이두이인

들의 virtus는 로마와의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마찬가지로 게르마니아

인들과 아리오비스투스에 대한 카이사르의 묘사는 그들이 로마 군을 떨게 

만들 정도의 무시무시한 외양과 virtus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한다. 그들의 

virtus는 아리오비스투스의 입을 통해 말해지는 것처럼, 14년 동안 지붕 아래 

들어가는 일이 없을 정도로 자유분방함에 근거한다. 그들의 자유는 또한 로

마인들에게서 비롯된다. 카이사르의 논증은 단순하다. 아리오비스투스가 개

인적으로 로마인들에게 자유롭게 주어진 정치적 지지인 “우정(amiciti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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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munera)”을 빚지고 있으며,(Caes. B.G. 1.43.4-5) 카이사르는 또한 로마

인들이 아이두이인들이 그들보다 더 오래된 “우정”의 호칭을 지고 있는 만

큼, 어떤 위해를 겪는 것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Caes. B.G. 1.43.6-8) 

아이두이인들은 로마와의 동맹관계에도 불구하고서가 아니라, 동맹관계 때

문에 자유로운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자유는 로마적 

가치의 핵심 중 하나이며, 로마와의 우호는 갈리아인들의 자유를 보호해 준

다. 이는 자유를 원하는 갈리아인들이 택하게 될 선택지를 두 가지로 줄인

다. 로마에 예속됨으로써 되려 자유를 얻거나, 아니면 자유를 얻기 위해 로

마와 싸우거나. 

『갈리아 원정기』 내의 여러 전투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전투는 베

르킨게토릭스와의 전투이다. 그와의 결전은 카이사르가 갈리아의 지배권을 

확고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그가 가장 고전했던 전투이기도 

하다. 『갈리아 원정기』의 최종장에 이르러 갈리아 부족 연합체가 로마와 

대등하게 대결할 수 있었던 이유로 Jervis는 그들이 virtus를 로마와 대등한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근본적으로 반란 자체가 갈리아인들의 

virtus를 끌어올린 결과가 되었다. 『갈리아 원정기』의 시작은 “갈리아 전

체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Gallia est omnis divisa in partes tres; Caes. B.G. 1.1.1)

이다. 카이사르의 입을 빌어 갈리아는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되었지만, 7권에

서는 “갈리아 전체”(omnis Gallia, tota Gallia)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갈리아 부족 연합체가 스스로를 단일한 공동체로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다. 이는 로마에의 예속에서 벗어나려는 열망을 이끌어냈다. 예속에서 벗어

남은 곧 virtus의 회복을 의미하고, 자유의 갈망은 지극히 로마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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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라면 가지는 것이 virtus이다. 따라서 이는 타고나는 것이며 천성적인 

것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virtus는 자연상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태고적의(pristina) virtus를 가장 이상적인 virtus로 삼

도록 만든다. 『갈리아 원정기』에서도 이 태고적의 virtus나 선조의(paterna) 

virtus를 이상적인 모델로 삼는 장면들이 나타난다.

milites non longiore oratione cohortatus, quam uti suae 

pristinae virtutis memoriam retinerent neu perturbarentur 

animo hostiumque impetum fortiter sustinerent, quod non 

longius hostes aberant quam quo telum adigi posset, 

proelii committendi signum dedit. (Caes. B.G. 2.21.2)

그는 병사들에게 그들의 일찍이 가졌던 virtus을 기억하며 

동요하지 말고 적군의 공격을 용감하게 견딜 것만을 짧게 

독려했고 적군이 투창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들어오자 

그는 전투 개시의 신호를 내렸다.

태고적의 virtus가 virtus의 이상적인 원형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원시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붕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유와 virtus가 비례하

는 개념이라면 자유의 개념과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카이사르는 갈리

아인들의 virtus의 붕괴에 대해, 로마인들과의 교류로 인한 상인의 왕래와 

그로 인해 풍족해진 재물이 원인임을 지적한다.(Caes. B.G. 1.1.3) 그러나 갈

리아인들과 달리 게르마니아인들의 경우 로마인들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오

히려 virtus가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Caes. B.G. 1.36.7) 로마인들과의 접

촉이라는 동일한 사건이 갈리아인들의 virtus를 붕괴하게 한 반면, 게르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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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들의 virtus는 강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Jervis는 그들이 로마 문명과

의 얼마나 인접해 있는 지의 정도를 지적한다. 37  카이사르는 갈리아인들 중 

virtus가 무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로마 상인들의 왕래를 막고 사치품의 수

입을 허용하지 않는 벨가이인들을 엄청난 virtus를 가진 이들(magnae virtutis)

로 평가한다. 본디 레누스 강 건너편에서 거주하던 게르마니아인들은 비교

적 로마 문명에 때묻지 않은 상태에 있다.

quorum de natura moribusque cum quaereret, sic 

reperiebat: nullum esse aditum ad eos mercatoribus; nihil 

pati vini reliquarumque rerum ad luxuriam pertinentium 

inferri, quod his rebus relanguescere animos eorum 

virtutemque remitti existimarent; esse homines feros 

magnaeque virtutis; increpitare atque incusare reliquos 

Belgas, qui se populo Romano dedidissent patriamque 

virtutem proiecissent; confirmare sese neque legatos 

missuros neque ullam condicionem pacis accepturos. 

(Caes. B.G. 2.15.5)

그들의 성격과 관습을 물어본 카이사르는 다음과 같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상인들이 영토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포도주나 다른 사치품의 수입을 허용하

지 않는데, 그런 물건들이 사람을 유약하게 만들고 virtus

를 무디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사납고 

                                                     
37 Jervis, “Gallia Scripta : Images of Gauls and Romans in Caesar’s ‘Bellum 

Gallicum,’” 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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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virtus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다른 벨가이인이 

조상의 virtus를 버리고 로마 군에게 항복했다며 모두 호

되게 질책했다; 자기들은 결코 사절단을 보내지 않을 것이

며 어떠한 평화협정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

다.

즉, 로마 문명과의 접촉은 로마에의 종속을 의미하며 벨가이인들은 최대

한 자연상태를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풍족한 물자와 로마의 문명은 갈리아

인들을 예속(servitus)의 상태에 놓았고, 갈리아인들은 필연적으로 virtus의 

붕괴를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카이사르가 갈리아인

의 virtus의 붕괴의 원인으로 크게 속주와의 가까움(provinciarum 

propinquitas)으로 인한 사치와 전투에서의 잇따른 패배(multis victi proeliis)의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Caes. B.G. 6.24.6) 후자의 경우는 전장에서 비롯된 

문제이나 전자의 경우는 생활양식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전자의 원인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전장에서의 virtus와 

시민으로서의 virtus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 

Ceterum aut me amor negotii suscepti fallit, aut nulla 

unquam res publica nec maior nec sanctior nec bonis 

exemplis ditior fuit, nec in quam civitatem tam serae 

avaritia luxuriaque immigraverint, nec ubi tantus ac tam 

diu paupertati ac parsimoniae honos fuerit. Adeo quanto 

rerum minus, tanto minus cupiditatis erat: nuper diuitiae 

auaritiam et abundantes voluptates desiderium per luxum 

atque libidinem pereundi perdendique omnia invex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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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 A.U.C. Prae. 11-12)

그러나 내가 맡은 일에 대한 사랑이 나 자신을 기만한 것

이 아니라면 지금껏 어떤 국가도 더 위대하거나 더 신성

하거나 좋은 사례로 가득하지 않았고, 그 나라를 향해 탐

욕과 사치가 그처럼 더디게 들어가고, 가난과 검소에 영예

가 그렇게 크고 그렇게 오래도록 있었던 곳은 없었다는 

것이다. 실로 재물이 적을수록, 욕망도 적었다: 최근에는 

부가 탐욕을, 과도한 쾌락이 자멸하고 모든 것을 멸하려는 

갈망을 사치와 정욕을 통해 들여왔다. 

당시 로마의 상황에 대한 여러 작가들의 기록들 또한 갈리아의 상황과 유

사한 모습을 그려낸다. 그들의 가장 위협적인 적들의 제거가 탐욕을 형성했

다. 재화의 풍족함이 로마인들의 기질을 약화시켰다는 인식은 당시 공통된 

인식이었다. 상기한 것처럼 리비우스(T. Livius, BC 59~AD 17)는 풍족해진 재

화를 로마의 도덕적 해이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과거의 로마에 대한 영광을 

그리워한다. 키케로 또한 민중에게 토지를 분배하려는 포풀라레스(populares)

의 주장을 두고 로마 인민의 virtus를 약화시킬 것을 우려한 바 있다.38  이는 

virtus의 붕괴가 단지 갈리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로마의 문제를 갈리아

인에게 투영하는 측면이 있음을 암시하며, 카이사르는 갈리아인들의 모습을 

통해 로마 인민의 virtus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환기시키

고 있다는 것이다. 

                                                     
38 Sarsila, Being a Man : The Roman Virtus as a Contribution to Moral Philosophy,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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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게르마니아인들에게로 돌아가면, 그들은 말 그대로 자연 상태에 노

출되어 있다. 심지어 실전에서 싸우지 않을 때도, 그들은 “아주 어릴 때에도 

자신을 노동(labor)과 어려움(duritia)을 추구한다.”(Caes. B.G. 6.21.3) 이러한 

생활 방식은 사내들을 “소년기부터 그들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어떤 것에도 

적응할 수 없게끔” 만들고, “그것은 그들의 힘을 키우고 거대한 몸을 갖게 

만든다.”(Caes. B.G. 4.1.9) 게르마니아인들의 virtus는 자연 상태로 인해 강해

지지만, 그것은 자연적으로 강한 것이 아니라 자연에 맞섬으로써 강해진다. 

외부 상황에 대한 인내와 그에 맞서기 위한 자발적인 훈련이 게르마니아인

들의 virtus를 강하게 만들었다. 벨가이인들의 사례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들

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절제(temperantia)와 인내(patientia)를 제안하

고 있다. 

이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는 대안적 가치로 제안되는 것들의 수동

성이다. 이는 명백히 virtus가 나타내는 능동성과는 대비를 보이는 성질로, 

절제와 인내와 같은 수동성을 띠는 가치들이 virtus의 능동성이 가지는 특유

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양상을 만들어낸다. 39  Sarsila는 virtus가 자유에 비례

하는 개념이라면, 자유가 가지는 적극적 측면과 소극적 측면에 주목할 것을 

주문한다.40  ‘~로의 자유’로 불리는 적극적 자유는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로부터의 자유’로 불리는 소극적 자유는 외적인 압력으

                                                     
39 McDonnell, Roman Manliness : Virtus and the Roman Republic, pp.303-305.; 

Brown, “‘Virtus Consili Expers’: An Interpretation of the Centurions’ Contest 

in Caesar, De Bello Gallico 5, 44,” pp.304-305.

40 Sarsila, Being a Man : The Roman Virtus as a Contribution to Moral Philosophy, 

pp.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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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독립된 상태를 의미한다. 

quorum in consilio omnium vestrum consensu pristinae 

residere virtutis memoria videtur, animi est ista mollitia, 

non virtus, paulisper inopiam ferre non posse. (Caes. B.G. 

7.77.4)

여러분 모두의 찬동으로 보아 그들의 조언에는 일찍이 가

졌던 우리의 virtus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

는데, 그것은 잠시 동안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지 못하는 

유약함이지, virtus가 아니다. 

키케로는 『최고선악론』에서 “용기(fortitudo)는 위험과 고난에서 드러나

고, 절제(temperantia)는 쾌락을 멀리 하는 데서 드러난다”(Cic. Fin. 5.67)고 

지적한다. 위의 크리토그나투스의 연설에서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것이 virtus가 아니라 잠깐의 어려움을 참아내는 것이 virtus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카이사르가 생각하는 virtus의 본질을 잘 드러낸다. 카이사르의 자유는 

전자의 의미가 아니라 외부의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는 후자의 의미에 가깝

다. 유약함(mollitia)은 로마 문화에서 여성적인 가치로 인식되어 virtus와 강

한 대비를 이루는데, 역으로 카이사르는 이 연설을 빌어 오히려 싸우지 않

는 것이 싸우는 것보다 더 용감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전달하고 있다. 크리

토그나투스는 알레시아에서의 포위되어 있는 상황을 위험이나 고난으로 보

기보다는,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전투하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상

황으로 보고 있다. 용기(fortitudo)가 요구되어야할 상황으로 보이지만, 되려 

절제와 인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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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리아 원정기』의 virtus 재정의

si quos adversum proelium et fuga Gallorum commoveret, 

hos, si quaererent, reperire posse diuturnitate belli 

defatigatis Gallis Ariovistum, cum multos menses castris 

se ac paludibus tenuisset neque sui potestatem fecisset, 

desperantes iam de pugna et dispersos subito adortum 

magis ratione et consilio quam virtute vicisse. (Caes. B.G. 

1.40.8)

패전과 갈리아인들의 퇴각이 누군가를 동요시킨다고할 때, 

만약 그들이 실상을 알고자 한다면, 오랜 기간의 전쟁 때

문에 갈리아인들이 지쳤을 때, 아리오비스투스가 여러 달 

동안 자신을 진지와 늪지에 두어 그에게 다가올 기회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전투에 대해 단념하고 흩어진 

이들(헬베티이인들)을 급습함으로써, virtus보다는 생각과 

계략으로 이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non virtute neque in acie vicisse Romanos, sed artificio 

quodam et scientia oppugnationis, cuius rei fuerint ipsi 

imperiti. (Caes. B.G. 7.29.2)

로마인들은 전장에서 virtus로 이긴 것이 아니라, 어떤 계

략과 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것인 포위의 지식으로 이

긴 것이라고.

『갈리아 원정기』 내에서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가치는 virtus에 국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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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Brown은 많은 연구들이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는 

계략(consilium)이나 책략(artificio) 등이 virtus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수행해

야만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을 전한다. 41  그러나 작품 내에서의 서술은 

이들을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기보다는 virtus와는 다소 대립적인 관계처럼 묘

사하고 있으며, 자칫하면 전투의 승리에서 virtus가 기여하는 바가 약해지는 

것처럼 읽혀질 수 있다. 물론 전자의 서술을 감안할 때, 카이사르 또한 계략

에 의한 승리보다 virtus로 쟁취한 승리를 더 높게 쳐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

지만, 양자 간의 긴장관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양쪽이 가진 속성의 차

이에서 비롯되는데, 계획이나 계략과 같은 것들이 다소 인위적인 것들이라

면, virtus야 말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을 나

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quantopere eorum animi magnitudinem admiraretur, 

quos non castrorum munitiones, non altitudo montis, non 

murus oppidi tardare potuisset, tantopere licentiam 

arrogantiamque reprehendere, quod plus se quam 

imperatorem de victoria atque exitu rerum sentire 

existimarent; non minus se in milite modestiam et 

continentiam quam virtutem atque animi magnitudinem 

desiderare.(Caes. B.G. 7.52.4)

진지의 요새와 높은 산, 도시의 성벽도 주눅들게 하지 못

하는 병사들의 용기는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규율이 없고 

                                                     
41 Brown, “‘Virtus Consili Expers’: An Interpretation of the Centurions’ Contest 

in Caesar, De Bello Gallico 5, 44,” p.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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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보다 자신들이 승리와 전쟁의 결과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는 주제넘은 생각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는 

병사들에게 virtus와 담대한 마음 못지않게 절제와 자제를 

요구한다.

그렇다면 로마인들의 virtus가 다른 민족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할 때, 그

것은 언제나 로마인들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카이사르는 게르고비아에서의 

패전(Caes. B.G. 7.52.4)의 원인은 규칙에 따르지 않고 멋대로 행동하려 함

(licentia)과 병사들의 오만함(arrogantia)에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virtus는 필연적으로 무모함(temeritas)을 동반하는 것처럼 보인다.(Caes. B.G. 

7.42.3) 카이사르는 절제(modestia), 자제(continentia) 등의 가치가 전투의 승

리를 위해서는 virtus만큼이나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속성

들이 virtus가 가지고 있는 결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 위의 사례가 virtus로 

인해 패전을 겪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만, virtus가 좋은 상태를 나타내고, 

virtus가 뛰어날수록 가장 좋은 상태에 가깝다면, 과도한 virtus 때문에 패전

을 겪었다는 표현은 다소 어색하다. virtus가 과도한 상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카이사르가 말하고자 하는 virtus의 성질이 드러난다. 방종

(licentia)이나 오만(arrogantia), 무모함(temeritas)과 같은 말들은 기본적으로 

공격성이나 외향성, 즉 능동성(activeness)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행동의 방향이 잘못되었다. 외부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은 자유로운 것이 아

니다. 눈앞의 유혹에도 의연함이 필요하다. 카이사르의 virtus의 해석은 여기

에서부터 비롯한다. 『갈리아 원정기』 내 실제 전투의 묘사를 보면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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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의 virtus에 대한 관점이 한결 명확해진다. 카이사르의 지휘 하에서 로마

인들이 대패했던, 게르고비아의 공격을 생각해보자. 문제는 로마 군이 바로 

가까이의 언덕에 있던 수적 열세에 놓인 갈리아인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

기 전에 카이사르가 부관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했을 때 암시된 것이다.

in primis monet ut contineant milites, ne studio pugnandi 

aut spe praedae longius progrediantur; quid iniquitas ooci 

habeat incommodi proponit; hoc una celeritate posse 

mutari; occasionis esse rem, non proeli.(Caes. B.G. 7.45.8-

9)

무엇보다 병사들을 잘 통제하여 병사들이 전의에 불타서 

또는 전리품을 탐내서 너무 멀리 앞서가려는 유혹을 느끼

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그들의 위치가 불

리한 만큼 속전속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지금은 

기습공격을 할 때이지 전면전을 할 때가 아니라고 했다.

병사들은 재빨리 그들의 제한된 목표를 받아들였고 카이사르는 퇴각의 신

호를 울리도록 명했다. 이 점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잇따라 발생한다. 첫째로, 

지형이 병사 대부분으로 하여금 명령을 전달하는 데 쓰인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을 막았다. 둘째로, 병사들은 그들의 성공에 들떠, 그들을 불러들이려던 

지휘관들의 시도를 무시했고, 대신에 마을의 성벽까지 갈리아인들을 추격하

기로 결정했다.(Caes. B.G. 7.47.2-3) 카이사르는 갈리아인들이 숫자와 지리적 

이점을 고려하고 있는 반면에(Caes. B.G. 7.50.1) “병사들은 지난날의 승전에 

고무되어 자신들의 용기로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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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했다”고 말한다.(Caes. B.G. 7.47.3) 이는 카이사르의 권위, 전술적 판

단과 병사들의 virtus에 대한 자신감 사이의 대립을 형성한다. 전방에서 공

격받은 로마인들은 결국 엄청난 손실을 입고 퇴각한다. 카이사르의 명령은 

그의 부대의 싸우고자 하는 개별적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판명된다. 

군대는 많건 적건 그들의 성공을 위한 카이사르의 지휘에 의존하고 있다. 

그와의 접점을 잃는 것은 예외적인 일로 나타난다. 다른 한편으로, 심지어 

베네티인들과의 해전, 라비에누스의 군사활동처럼 카이사르가 명백히 실제

적인 지휘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조차, 그의 상징적 존재는 충분했다. 

『갈리아 원정기』의 서사는 일정 분량을 병사들의 지휘관에 대한 의존을 

설명하고 있다.

카이사르가 54년에 브리탄니아에서 두 번째 군사활동을 벌이는 동안, 대

륙에서는 대규모의 갈리아 부족들의 폭동이 일어났다. 카이사르는 이를 진

압하기 위해 서둘러 돌아왔지만, 그의 군대 대부분이 이미 동영지로 가도록 

명령 받았고, 그들 대부분은 어떻게 싸우는 것이 최선인지를 스스로 결정해

야만 했다. 군단들 중 하나는 카이사르의 부관들인 퀸투스 티투리우스 사비

누스와 루키우스 아우룬쿨레이우스 콧타에 의해 지휘되고 있었다. 에루보네

스인들의 지도자인 암비오릭스는 그들에게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카이사르

와의 개인적 유대에도 불구하고 갈리아인들의 결정에 의해 폭동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가 로마인들이 그들이 있는 곳에 남아있는 것을 

허락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머지 군대와 재결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통과를 허락할 것임을 전한다. 로마의 지휘관들은 갈리아인들을 믿

고 카이사르의 명령 없이 안전한 기지를 떠나야 하는지가 확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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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그들은 그 문제를 회의에서 논했다.(Caes. B.G. 5.28.2) 안전한 통

과를 받아들이는 것과 기지에 남아있는 것의 장점에 대해서 격렬히 논쟁한 

이후, 양자 간에 크나큰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게 된다.

Consurgitur ex consilio; comprehendunt utrumque et 

orant ne sua dissensione et pertinacia rem in summum 

periculum deducant: facilem esse rem, seu maneant, seu 

proficiscantur, si modo unum omnes sentiant ac probent; 

contra in dissensione nullam se salutem perspicere.(Caes. 

B.G. 5.31.1-2)

회의에 참석한 장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 장군의 팔을 

잡으며 언쟁을 벌이고 고집을 부리다가 크나큰 위험을 자

초하지 말라고 간청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남든 떠나든 모

두가 한 가지 의견에 찬성만 한다면 어려울 것이 없겠지

만 언쟁이 계속된다면 구원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콧타가 굴복하고, 그들은 진지를 떠나기로 결정한다. 그 후에 곧 로

마인들은 암비오릭스의 병력에게 기습을 당하고, 양측의 힘든 싸움 후에 크

게 패배했다. 그 재난은 명백히 사비누스의 갈리아인들에 대한 오판으로 빚

어진 것이다. Brown은 이 과정을 사비누스의 무모함(temeritas)과 콧타의 전

략(consilium)의 충돌로 해석한다. 정확히는 암비오릭스의 전략과 콧타의 전

략의 충돌에서, 사비누스는 암비오릭스의 것이 더 그럴 듯하다고 판단한다.42 

                                                     
42 Ibid., p.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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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에서 전략이 virtus의 향방을 가르는 상위의 가치로 읽혀질 수 있다. 

그러나 Riggsby는 이를 권위의 문제로 파악한다. 사비누스는 머무르는 것이 

더 이익일 때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는 압력에 굴복했다.43  따라서 콧타의 논

증은 로마인들이 어떤 일도 “무모하게(temere; Caes. B.G. 5.28.3)”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후에 카이사르는 부대에 “부관들의 실책과 무모함

(temeritas) 때문에”(Caes. B.G. 5.52.6)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면서, 콧타의 판

단을 인정했다. 

또한 인내의 부재가 실책을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콧타와 그의 지지자들

이 지적한 것처럼, 그들은 카이사르에게 도움을 기다려야만 했다.(Caes. B.G. 

5.28.6) 마찬가지로 카이사르라는 인물이 부재하자, 부관들은 권위 비슷한 것

조차 제공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부관들 스스로도 권위적 지도력의 형태

를 제공하지 못했다. 그들은 명령을 내리는 대신 논쟁에 들어갔다. 위에서 

인용한 단락(Caes. B.G. 5.31.1-2)은 그 인물들 스스로가 부족함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부족함을 중대한 실책에 연결시켰음을 보여

준다.

암비오릭스는 재빨리 퀸투스 키케로의 진지에 있는 그의 군단을 공격하기 

위해, 그들이 사비누스와 콧타에게 일어난 소식을 접하기 전에 이동하여 로

마 진지를 포위한다.(Caes. B.G. 5.41.7) 텍스트는 일정 분량을 키케로가 카이

사르와의 소통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사비누스와 달리, 키케

로는 행동에 돌입하라고 재촉하는 것에 굴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명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 소통의 어려움은 그의 의연함을 강조한다. 키케로는 

                                                     
43 Riggsby, Caesar in Gaul and Rome : War in Words,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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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사태에 대한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적절한 명령만 내린다. 

앞서의 패전으로 전황은 불리했다. 갈리아의 전략은 사비누스를 패퇴시킨 

방식과 동일하고, 키케로의 병력은 사비누스와 콧타의 것보다 더 작다. 이 

상황에 대한 다른 결과는 권위에 대한 복종에 근거한 키케로의 전략적인 절

제 때문이다.

그러나 키케로는 이 전투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 6권에서, 우리는 다시 

아두아투카에서 고립된 진영을 담당하고 있는 그를 발견하게 된다. 게르마

니아인들의 원정대는 레누스 강을 넘었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공격받은 갈

리아인들이 주장에 따르면, 원정대는 수적 열세인 키케로의 수비대로 방향

을 돌리려 한다. 키케로는 카이사르로부터 그가 암비오릭스를 막아서는 동

안은, 그의 병사를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진지 내에 두라는 엄중

한 명령을 받았다.(Caes. B.G. 6.33.3)

septimo die diffidens de numero dierum Caesarem fidem 

servaturum, quod longius progressum audiebat neque 

ulla de reditu eius fama adferebatur, simul eorum 

permotus vocibus qui illius patientiam paene obsessionem 

appellabant, ... quinque cohortes frumentatum in 

proximas segetes mittit.(Caes. B.G. 6.36.1-2)

7일째 되는 날, 그는 카이사르가 날짜를 지킬 것이라는 희

망을 포기했다. 카이사르가 더 먼 곳으로 향했다는 말은 

들리고 그가 돌아온다는 소식은 끊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또한 사실상 포위공격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불평

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군량을 구해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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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가장 가까운 들판으로 5개 대대를 내보냈다.

많은 수의 병사들이 성벽을 나설 기회를 얻었다. 물론 게르마니아인들은 

정확히 그 순간 나타나, 격렬한 싸움이 있었다. 대부분의 로마 병사들은 안

전하게 진지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이는 단지 자신의 지위에 자격이 있음

을 증명하기 위해 용감히 싸우다 전사한 백인대장들의 희생 때문이었

다.(Caes. B.G. 6.40.7-8) 일단 로마인들이 진지로 돌아오자, 게르마니아인들은 

공략을 포기하고 떠났다. 사비누스와 콧타의 병력과 달리, 키케로는 전멸을 

맞이하지 않았지만, 카이사르의 평가에 따르면, 이는 행운의 덕택이었

다.(Caes. B.G. 6.42.2) 키케로의 문제는 그가 카이사르의 명령에 불복했을 때 

시작되었다. 그는 지휘관의 판단에 그 자신의 판단을 개입시키려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급자들에 동조하고 복종했다. 

호승심에서 빚어진 개인의 일탈은 위기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

기에, 카이사르는 전장에서의 개인의 역할을 최소화한다. 암비오릭스와의 대

결에서 풀로와 보레누스가 보여준 virtus는 로마 군의 귀감이 될 법하

다.(Caes. B.G. 5.44.1-14) 두 명의 백인대장이 위기 상황에서 각자의 virtus를 

내보이며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장면이나, 카이사르의 서술은 이를 일종의 

일화 정도로 보고하는데 그친다. 그들이 벌인 전투는 전황에 큰 영향을 준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만약 행운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들의 목숨은 위

태로웠을 것이며 로마 군대의 운명도 불투명해졌을 것이다. 반란을 진압한 

후 카이사르는 공을 세운 여러 군인들을 치하하는데 그들의 이름은 언급되

지 않는다. 로마 군대라는 집단의 virtus는 철저히 카이사르의 통제를 받는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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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사르는 이 로마식 통제 모델을 갈리아에도 적용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카이사르는 52년 초기에 로마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귀국하여 

새로운 부대를 징병하고 있을 때, 갈리아인들은 이를 저항의 기회로 여겨 

반란을 일으켰다. 이 저항의 행위는 서사에 따르면 케나붐의 마을에서 모든 

로마 시민의 학살과 약탈이었다.(Caes. B.G. 7.3.1) 청년 베르킨게토릭스는 아

마도 이 행동으로 로마인들에게서 자신의 민족을 해방하고 한 때 자신의 아

버지가 쥐었던 지위를 회복할 기회를 맞았다.(Caes. B.G. 7.4.1-5) 반란이 확장

됨에 따라, 베르킨게토릭스의 권위도 커졌다; 더욱 더 많은 부족들이 그에게 

지지표를 던졌다. 이는 권위의 집중을 의미한다. 성공은 단일한 권위에의 복

종에서 찾아왔다. 베르킨게토릭스는 이를 깨닫고, 위계의 형성에 힘쓴다. 예

를 들어 아바리쿰의 전투 동안 로마인들과 교전할 권위를 가진 자를 누구도 

남겨놓지 않고서, 기병을 이끌고 카이사르의 식량 징발 병력을 공격하는 임

무를 수행하려다 반대세력에게 반역자로 고발을 당한다. 이 때 베르킨게토

릭스는 자신이 생각하는 권위의 모습을 드러낸다.

Summam imperi se consulto nulli discedentem tradidisse, 

ne is multitudinis studio ad dimicandum impelleretur; cui 

rei propter animi mollitiem studere omnes videret, quod 

diutius laborem ferre non possent.(Caes. B.G. 7.20.5)

그가 떠나면서 지휘권을 다른 사람에게 고의로 맡기지 않

았는데, 그 다른 사람이 군중의 압력을 받아 로마의 군대

와 싸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가 보기에, 그들 모두

가 로마의 군대와 싸우기를 원하는 것은 결의가 부족하여 

이 정도 힘든 일조차 더 오래 견뎌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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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는 권위의 형태 또한 로마의 것과 유사하지만, 무엇보다도 흥미로

운 점은 카이사르가 virtus를 증진시키기 위해 행했던 훈련의 방식과 베르킨

게토릭스가 신병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묘사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진

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갈리아인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위해 가장 로마적인 

방식을 택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cotidie tamen equestribus proeliis, quid hostis virtute 

posset et quid nostri auderent, periclitabatur. (Caes. B.G. 

2.8.1)

그러나 그(카이사르)는 매일 기병전을 벌이면서, 적군의 

virtus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며 우리는 어떠한지를 시험했

다.

dum in monte positis, mediocribus circum se intervallis 

separatim singularum civitatum copias conlocaverat atque 

omnibus eius iugi collibus occupatis, qua despici poterat, 

horribilem speciem praebebat principesque earum 

civitatum, quos sibi ad consilium capiendum delegerat, 

prima luce cotidie ad se convenire iubebat, seu quid 

communicandum seu quid administrandum videretur, 

neque ullum fere diem intermittebat, quin equestri proelio 

interiectis sagittariis, quid in quoque esset animi ac virtutis 

suorum, periclitaretur. (Caes. B.G. 7.36.5)

한편 베르킨게토릭스는 도시 가까이 진을 치고 각 부족에

서 파견된 병력을 자기 주위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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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산등성이의 언덕은 모두 그들

이 점령하고 있어 매우 위협적으로 보였는데, 베르킨게토

릭스는 작전을 짜는데 자기를 돕기 위해 뽑힌 부족의 지

도자들이 정보를 전달받고 명령을 받도록 이른 아침에 자

기를 찾아오게 했으며, 거의 매일 대원들의 사기와 virtus

를 시험해보려고 기병에 궁수들을 더하여 전투를 치르게 

했다.

그러나 카이사르와 베르킨게토릭스의 방식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승리

는 카이사르의 것이었다. 베르킨게토릭스는 기본적으로 초토화의 전략을 취

한다. 로마인들이 가게 될 마을과 들판은 모두 불타게 될 것이다. 로마인들

은 그들의 진지를 떠날 때면 기병으로 기습하되, 명백히 갈리아인들이 로마

의 요새에 선공을 가하지는 않는다. 이는 로마 군의 보급을 어렵게 하는 효

과도 있지만 스스로를 유목생활, 자연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효과가 있다. 네

르비인들이 virtus의 붕괴를 막기 위해 상인들을 차단한 것처럼, 스스로를 

원시의 상태로 몰아넣음으로써, 일찍이 가졌던(pristina/patrina) virtus를 회복

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 갈리아인들은 직전까지 유목

민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완벽하게 자연상태로 돌아간

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베르킨게토릭스 자신도 그것이 종국에는 끝날 것임

을 알고 있다. 공간은 갈리아로 제한되며, 이는 개인의 전술에 불과할 뿐, 

문화적으로 그들이 자연상태로 돌아갔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카이사르는 자

연상태로의 복귀 대신 로마 문명 안에서 해답을 찾는다. 

무엇보다도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권위의 차이이다. 카이사르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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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군을 철저히 통제했던 반면에, 갈리아에서 지휘관의 부재는 지휘계통의 

혼란을 야기했다. 결국 그는 갈리아 부족을 완벽하게 통제할 권위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나의 갈리아”는 갈리아 부족의 통합을 이루어냈지만, 

동시에 이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의 문제를 계속해서 발생시켰다.

ex his Bellovaci suum numerum non contulerunt, quod se 

suo nomine atque arbitrio cum Romanis bellum gesturos 

dicebant neque cuiusquam imperio obtemperaturos; (Caes. 

B.G. 7.75.5)

벨로바키인들만이 할당된 병력 수를 파견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으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로마 군

과 싸울 것이며 어느 누구의 명령도 받들지 않을 것이라

고 했다.

베르킨게토릭스가 아바리쿰에 있는 부대를 담당할 지휘관을 남겨두지 않

았을 때부터 예견된 문제였다. 갈리아인들은 회합을 열어 문제를 논의했고, 

베르킨게토릭스의 명령은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다. 앞서의 사비누스와 콧타

의 회의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권위의 부재는 갈리아인들을 언쟁하게 

만들었고, 회의로써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다. 벨로바키인들은 이에 따르지 

않는다. 카이사르가 그의 부하들이 그의 물리적 부재에도 훈련된 상태를 유

지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베르킨게토릭스의 통솔력

은 그보다는 안정적이지 못했다. 베르킨게토릭스의 통제는 무너졌으며, 갈리

아인들은 크리토그나투스의 발언대로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의 유약

함(mollitia animi; Caes. B.G. 7.77.5)”에 놓여 있다. 카이사르의 부재에도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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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뛰어난 virtus를 유지하는 로마 군대와는 대조적

이다. 베르킨게토릭스는 그의 부하들에게 로마적 모델을 이식하는 데 실패

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승패는 뒤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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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프로파간다로서의 『갈리아 원정기』

1. 전통적 임페라토르의 이미지와의 결별

카이사르가 제시하고 있는 임페라토르44의 상은 다소 독특하다. 로마를 대

표하는 임페라토르는 많지만, 그 중 두 인물을 꼽자면, 2차 카르타고 전쟁 시

기에 “로마의 칼”로 불리웠던 마르켈루스(M. Claudius Marcellus, BC 

268~208)와 “로마의 방패”로 불리웠던 파비우스(Q. Fabius Maximus, ?~BC 

203)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로마의 전통적 임페라토르의 전형은 마르켈루

스였다. 그는 갈리아의 왕 비리두마루스와 일대일로 대결하여 그를 죽이고, 

시라쿠사를 공략하여 영구적인 속주로 삼았다. 그는 집정관직을 다섯 차례

나 지냈으며, spolia opima45를 바치는 영예를 입었다. 선두에서 돌격하는 기병

                                                     
44 임페라토르는 imperium을 가진 자를 의미하지만, 개선장군만이 magistratus의

지위보다 임페라토르의 지위가 더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개선식을 행할 정도의

군공을 세운 자들만이 칭할 수 있는 지위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개선식을 행

한 이후에 임페라토르가 사인으로 복귀하는 순간 그의 임페라토르로서의 지위

는 사라지고, 다시 magistratus의 지위로 돌아와야만 했다. 따라서 카이사르가

임페라토르의 명칭을 자신의 별명(praenomen)으로 삼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

다. Drogula, Commanders and Command in the Roman Republic and Early Empire, 

p.111-113.

45 리비우스는 윱피테르 페레트리우스 신전의 기원을 설명하면서(Liv. A.U.C. 1.10) 

spolia opima가 바쳐진 사례가 로물루스 이후로 단 두 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주인공은 기원전 222년에 갈리아인들을 격파한 코르넬리우스 콧

수스와 마르쿠스 클라우디우스 마르켈루스로, 이 영예가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리키니우스 크랏수스도 바스테르나이인들을 격파하고 그들

의 수장 델도를 죽이고나서, spolia opima를 주장했으나, 옥타비아누스는 그가

마케도니아의 프로콘술로서 그의 임기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영예를 안을

자격이 없다고하여 이를 거절했다. 이 결정은 옥타비아누스는 로물루스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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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습은 virtus의 상징 그 자체였으며, 기병으로서 뛰어난 모습을 보였던 

그는 Virtus와 Honos를 위한 신전을 봉헌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또한 그는 

친그리스적(philhellenism) 경향이 강했고, 그리스의 문화에 조예가 깊어 이

를 보호하는데 힘쓰고, 로마에 도입하여 대중의 인기를 얻었던 것으로도 유

명하다. 

반면 파비우스는 마르켈루스와 다른 종류의 이미지를 제시한다. 지연시키

는 자(Cunctator)로 더 잘 알려진 그는 선두에 서서 적극적으로 싸우는 이미

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지연 전략은 virtus를 중시하는 로마 사회에서 

매우 수동적이고 비겁한 것으로 여겨져 독재관(dictator)직을 상실하기에 이

른다. 후임인 바로와 아이밀리우스가 칸나이에서 대패한 뒤 다시 집권한 파

비우스는 한니발에게 대승을 거둔다. Roller는 이 사건이 로마인들로 하여금 

전장의 virtus가 승리를 이끌 때만이 최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인식을 갖게 

했음을 지적한다.46  대부분의 임페라토르들이 마르켈루스의 이미지를 따랐던 

것과 달리, 카이사르가 형성하는 임페라토르의 이미지는 마르켈루스보다는 

파비우스의 것과 유사하다. 

in primam aciem processit centurionibusque nominatim 

appellatis, reliquos cohortatus milites, signa inferre et 

manipulos laxare iussit, quo facilius gladiis uti possent. 

                                                     

승자로서의 그의 위치에 대한 도전들로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카이사르

가 spolia opima를 바쳤다는 것은 원로원에게 로물루스의 계승자의 위치를 승

인받았음을 의미한다. Ogilvie, A Commentary on Livy, Books 1-5, pp.72-73.

46 Francisco Pina Polo (editors) Hans Beck Antonio Duplá, Martin Jehne, Consuls 

and Res Publica: Holding High Office in the Roman Republic, 1s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p.18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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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ius adventu spe inlata militibus ac redintegrato animo, 

cum pro se quisque in conspectu imperatoris etiam in 

extremis suis rebus operam navare cuperet. (Caes. B.G. 

2.25.2-3)

그(카이사르)는 전방의 대열로 나아가서, 백인대장들의 각

각의 이름을 부르고, 나머지 병사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에

게 칼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아가 그들의 대열에 

길을 낼 것을 명했다. 각각의 병사가 상황이 얼마나 절망

적이든 간에 그의 지휘관의 눈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

었기 때문에, 그의 도착은 희망을 가져왔고 그들의 용기를 

다시 불태웠다.

Labienus milites cohortatus, ut suae pristinae virtutis et tot 

secundissimorum proeliorum memoriam retinerent atque 

ipsum Caesarem, cuius ductu saepe numero hostes 

superassent, praesentem adesse existimarent, dat signum 

proelii. (Caes. B.G. 7.62.2)

라비에누스는 병사들에게 일찍이 가졌던 virtus와 빛나는 

승전을 상기시켰으며, 그들을 그토록 번번이 승리로 이끈 

카이사르가 몸소 이곳에 와 있다고 생각하라고 격려한 뒤 

전투 개시 신호를 내렸다.

카이사르에게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것은 virtus보다는 카이사르의 존재 

그 자체이다. 그는 마르켈루스가 상징하는 것처럼 엄청난 무용을 자랑하면



52

서 선두에서 군대를 이끌고 적들을 베어내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47  그

러나 로마 군의 virtus를 통제하는 중심에 있다. 전황이 불리할 때마다 그의 

존재는 전황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 그가 선두에 설 때도 그가 용맹함을 보

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병사들의 곁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용기백

배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가 없을 때조차도 라비에누스는 그의 존재가 있는 

것처럼 여기라고 병사들을 독려한다.(Caes. B.G. 6.8.4, 7.62.2) 

카이사르를 상징하는 기민함(celeritas) 등의 가치는 잘 훈련된 로마 군의 

virtus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는 로마 군 지휘계통의 최정상 그 자체

이며, 로마 군은 그에 철저히 복종할 것을 요구 받는다. 위기의 상황일수록 

다원적인 의사결정구조는 방해가 될 뿐이며, 전략이 결정된 후로는 철저히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전투에서 승리라는 최상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작업이 단순히 카이사르의 전략가, 전술가적 면모를 강

조하기 위함은 아니다. 폼페이우스가 또한 당대의 전략가로 평가받았지만, 

이는 임페라토르의 이미지로서 강조되는 부분이 아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로마 군의 virtus의 우위는 그것의 전통적인 의미와는 궤를 달리한다. 카이

사르는 과거의 조상들이 가졌던 용맹함의 회복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 

중에 일어나는 외부의 유혹을 통제한다. 로마 군의 virtus는 훈련을 통해 조

직되고 카이사르를 중심으로 조직된다. 임페라토르가 가져야할 덕목이 

virtus가 아니라 때로는 virtus를 고무시키고 때로는 그것을 통제하는 것임을 

                                                     
47 Vervaet은 그가 적장을 죽인 공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polia opima를 봉헌할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점을 주목한다. Vervaet, “The Monopolisation of the 

Summum Imperium Auspiciumque,”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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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고 있다. 

nostri tametsi ab duce et a fortuna deserebantur, tamen 

omnem spem salutis in virtute ponebant … (Caes. B.G. 

5.34.2)

우리 군은 지휘관(사비누스)과 행운으로부터 버림받았음에

도 불구하고, 구원의 모든 희망을 virtus에 두었다 …

『갈리아 원정기』 내에서 행운(fortuna)과 virtus의 대비는 당시에 일반적

인 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나타난다. 여기에서 행운의 부재는 카

이사르의 부재를 의미한다는 것도 그의 존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지만, 이 

대비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은 최소한 작품 내에서의 카이사르가 

전투에 있어 우연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Rosenstein은 패전한 임페라토르의 virtus가 덜 비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행운과 신의 도움이 부재했기 때문이며, 이는 역으로 전투의 승리 또한 병

사의 virtus나 행운의 덕택이기 때문에 정적들에게 격하되었다는 점을 지적

한다.48  카이사르는 역으로 우연적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철저하게 전장을 자

신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탈바꿈한다. 훈련을 통해 통제된 병사들의 virtus는 

그의 전략, 전술, 전투의 기술 등의 형태로 나타나 카이사르의 virtus를 되려 

빛내준다. 따라서 카이사르의 imperium이야말로 임페라토르의 virtus 그 자

체이다.

이는 폼페이우스가 그려내는 임페라토르의 이미지와는 큰 차이가 있다. 

                                                     
48 N. S. Rosenstein, Imperatores Victi: Military Defeat and Aristocratic Competition in 

the Middle and Late Republic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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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출판시기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폼페이우스가 몰락한 무렵과 비슷한 

시기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정적인 그를 배제하고 이 작

품을 해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폼페이우스 또한 뛰어난 군사적 업적을 

바탕으로 알렉산드로스의 별명을 따 폼페이우스 마그누스라고 불리웠다. 그 

시기에 폼페이우스는 명실공히 virtus를 상징하는 사내였고, 『갈리아 원정

기』 내에서 귀족계층에 virtus를 사용하지 않는 카이사르조차 폼페이우스의 

virtus는 언급하고 있다. 

His rebus in Italiam Caesari nuntiatis, cum iam ille 

urbanas res virtute Cn. Pompei commodiorem in statum 

pervenisse intellegeret, in Transalpinam Galliam profectus 

est. (Caes. B.G. 7.6.1)

이 사태가 이탈리아에 있는 카이사르에게 전해졌을 때, 그

는 이미 도시의 상황이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의 virtus로 

더 안정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갈리아 트란살피나로 떠

났다.

그의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폼페이우스는 알렉산드로스와 같은 무용을 

상징하는 자였다. 그와 같은 이미지는 그의 군공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

니라 스스로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물이었다. 폼페이우스가 77년에 히스파니

아에 파견되기 전까지 그가 마그누스의 표현을 공문서에서 사용한 적은 없

었지만, 마그누스라는 별명에 걸맞는 이미지를 형성하려는 노력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McDonnell은 당시 로마에서 알렉산드로스가 말을 타고 자신의 군

대를 지휘하고, 전장으로 돌진하는 영웅적인 기병의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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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폼페이우스의 영웅적인 이미지의 강조 또한 그의 전투에 대한 묘사

에 잘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한다.49 플루타르코스(L. Mestrius Plutarchus, AD 

46~120)는 폼페이우스에 대해 그가 마흔이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알렉산드로

스와 같은 행운을 누렸던 자로 묘사하고 있다.(Plut. Pomp. 46.1) 주목할 만한 

장면은 83년에 있었던 내전에서 폼페이우스가 그를 죽이기 위해 보내진 마

리우스 파의 카리나스, 클로일리우스, 브루투스의 군대와 충돌하게 되는데,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갈리아인 기병에게 단기필마

로 달려들어 죽이는 장면(Plut. Pomp. 46.1)이다. 폼페이우스의 이 행위는 적

들을 두려움에 빠뜨려 달아나게 한다. 후에 미트리다테스 왕과의 전투에서

도 그의 동생인 코시스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죽이는 장면이 나타난다. (Plut. 

Pomp. 35.2-3) 

Rawson은 이 일화들이 폼페이우스를 따라다니며 그의 이야기를 기록했던 

미튈리네의 테오파네스의 기록에 전거를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50  테오파네

스는 폼페이우스의 동방 원정 때 그를 알게 되었고, 로마 시민권을 수여받

았다고 전해진다. 그는 폼페이우스를 따라 종군하면서 폼페이우스의 군사 

활동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폼페이우스가 전문적인 전기 작가가 필요해서 

그를 의도적으로 발탁했건 그가 자발적으로 폼페이우스를 따랐건, 그는 폼

페이우스에게 우호적인 기록들을 많이 남겼다. 이는 상기의 기록들의 진위

를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작업을 통해 폼페이우스는 

말을 타고 용맹하게 싸우는 영웅적 virtus의 이미지를 대중에 제공한다. 사

                                                     
49 McDonnell, Roman Manliness : Virtus and the Roman Republic, p.296.

50 Rawson, Intellectual Life in the Late Roman Republic, pp.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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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이와 같은 이미지는 어떤 측면에서는 특별한 것은 아니다. 로마의 장군

이라면 마땅히 말을 타고 명령했고 카이사르도 분명히 말을 탄 채로 명령했

음에 틀림없으나, 그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지 않다.51  따라

서 말을 타고 돌진하는 영웅적 면모는 폼페이우스와 알렉산드로스를 연결시

키기 위한 하나의 의도적인 장치이다. 마찬가지로 McDonnell의 견해에 따

르면 카이사르가 자신을 말을 타고 있는 자로 묘사하지 않는 것은 보병으로

서 병사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다.52

폼페이우스의 영웅적 이미지는 테오파네스와 같은 전기작가들에 의해서만 

구성된 것이 아니다. 그 자신도 그리스적 영웅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힘

썼다. 그의 행적에는 친그리스적 요소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폼페이우스는 

전쟁의 승리로 얻어낸 그리스 예술의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

었던 마르켈루스의 virtus 모델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리스 문화

의 친구이자 후원자를 자처하였다. 로데스를 방문하는 동안 그는 공개적으

로 포시도니우스에게 경의를 표할뿐만 아니라 로데스의 연설가들의 연설을 

듣고 후원했다고 전해진다. 아테네의 철학자들 또한 후원했다.(Plut. Pomp. 

42.4-5) 로마의 첫 상설 극장인 폼페이우스 극장은 로마의 취향에 맞춘 그리

스 문화를 선보이는 장이었다. 폼페이우스 극장의 헌납을 기념한 축전에는 

로마 전통의 짐승 사냥뿐만 아니라 그리스 운동 경기 및 음악의 경연이 포

함되었다.53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는 대중의 인기를 얻고, 그리스적 영웅의 

                                                     
51 Goldsworthy, “INSTINCTIVE GENIUS,” pp.205-207.

52 McDonnell, Roman Manliness : Virtus and the Roman Republic, pp.310-311.

53 Rawson, Intellectual Life in the Late Roman Republic, pp.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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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구축해 나간다. 마르켈루스 또한 그리스 문화의 도입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었던 전례가 있었으나, 무엇보다도 마리우스가 임페라토르의 지위

를 민회의 입법에 근거하여 얻어낸 것을 시작으로, 임페라토르와 대중의 인

기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54  카이사르 또한 민회의 입법을 통해 

갈리아의 속주에 대한 imperium을 얻었고, 그 자신도 그리스 학자들과의 교

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그리스적 경향은 미미하다.

특히 폼페이우스의 행보는 자신의 덕성을 신성함과 연결 지으려는 시도와

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55년에 폼페이우스가 그의 군사적 업적의 기념물로 

자신의 극장을 개관했을 때, 그는 동굴 위쪽에 신전을 봉헌했다.55  폼페이우

스는 신의 후원자가 되기 위해 경쟁했던 기원전 1-2세기의 로마인들의 사례

를 충실히 따르고있다. 그의 동방 원정 후에 그는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로 자신을 소개했으며, 극장을 헌정함과 함께, 자신을 이전의 로마 정

복자들로 대표되는 신들의 후원자로 칭한다. 특히 Honos와 Virtus에의 봉헌

은 마르켈루스부터 시작하여 가이우스 마리우스로부터 넘어온 것으로 강력

한 임페라토르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이 점에서 폼페이우스는 전통적인 임

페라토르로서의 이미지를 충실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는 전투에서 영

웅적인 전사로 묘사되고 Virtus에 신전을 헌정하는 그리스의 후원자로 인기

를 얻어, 대중에게는 virtus를 상징하는 사내로 평가되었다. 키케로는 virtus

의 수식어를 다른 누구보다도 압도적으로 폼페이우스에게 사용하며, 심지어 

『폼페이우스의 imperium에 관한 연설』에서는 그를 두 차례나 Virtus 신과 

                                                     
54 Drogula, Commanders and Command in the Roman Republic and Early Empire, 

pp.304-312.

55 봉헌의 대상은 각각 Venus Victrix, Felicitas, Victoria, Honos, Virtus였다.



58

연결 짓는 모습까지 나타난다.(Cic. Pomp. 33, 36)56

 Weinstock은 원로원이 45년에 카이사르에게 spolia opima를 윱피테르 페

레트리우스에게 바칠 것을 명했다는 점과 virtus를 숭배하는 신전을 만드려

고 한 정황이 남아있음을 근거로, 카이사르가 virtus의 사내가 되었으며 

virtus의 숭배를 계획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57  이에 Rawson은 많은 현대 

연구들이 카이사르가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종교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

는 에피쿠로스적 경향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58 

그는 『갈리아 원정기』  내에서도 행운(fortuna)이 가지는 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것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임페라토르의 virtus와 행운의 관계와도 

연관된다. 카이사르는 우연이나 신적인 것들과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전쟁 

내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공고히 한다. Sarsila의 주장처럼 키케로는 폼페이우

스의 군사적 성공이 단순히 자신의 virtus에 근거한 것만이 아니며 행운의 

기여가 컸음을 지적하고,(Cic. Bal. 9) 카이사르의 virtus에 호의적이었던 살루

스티우스가 최고의 남자는 행운의 도움없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은 카이사르가 과연 마리우스나 폼페이우스와 같이 virtus의 숭배로 나아

가려 했는지 의심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다.59

McDonnell은 카이사르가 자신을 수식하기 위해 virtus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그것에 대한 폼페이우스의 상징성이 너무나 커서 의식하지 않을 수 없

                                                     
56 McDonnell, Roman Manliness : Virtus and the Roman Republic, p.298.

57 Weinstock, Divus Julius, pp.231-232.

58 Rawson, Intellectual Life in the Late Roman Republic, p.109.

59 Sarsila, Being a Man : The Roman Virtus as a Contribution to Moral Philosophy, 

pp.13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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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60  『갈리아 원정기』의 작성시기에 논란이 있지

만 늦어도 베르킨게토릭스를 격파한 직후인 52-51년에는 이 작품이 완성되

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61  이들이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공생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 유대가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만 한다. 따라서 『갈리아 원정기』  내 virtus의 재정의는 폼페이우스의 재

평가 작업과도 깊이 연관된다. 비록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기』  내에서 

자신의 virtus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당시의 정치적 상황

과 상반된 두 인물의 모습은 독자들로 하여금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의 

virtus와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든다. 갈리아에서의 승리와 내전이 종결은 어

떤 사람이 임페라토르로서 적합한 virtus를 가졌는가를 판단하도록 만든다.

                                                     
60 McDonnell, Roman Manliness : Virtus and the Roman Republic, p.313.

61 Max Radin, “The Date of Composition of Caesar’s Gallic War,” Classical 

Philology 13, no. 3 (1918): pp.2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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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화정의 이상적 정치가상

이 작품은 전통적인 임페라토르의 이미지의 전형인 폼페이우스에 대한 재

평가를 통해 자신을 새로운 군사적 지도자상으로 내세우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갈리아 원정기』가 virtus의 붕괴와 회복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 

만큼, 이 작품은 단순히 전황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로마라는 공동체에 하

나의 정치적 방법론을 제안하는 작품으로 해석가능하다. 공화정이 겪고 있

던 도덕적 해이는 공화정 체제의 타락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키케로는 술

라의 죄로 인해 탐욕(avartia)이 더 깊어졌고 모든 종류의 불의(iniuria)가 나

타났다고 주장한다.(Cic. Phil. 8.35) 그렇다면 붕괴된 virtus를 회복시키고, 무

너진 공화정을 바로잡을 이상적인 정치가의 상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바 있으나, 이 장에서는 키케로의 견해와 

카이사르의 견해를 비교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한다.62

『갈리아 원정기』에서의 카이사르의 이미지를 로마 사회에 그대로 대입

한다면, 공화정의 구원자는 시민들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군사적 지도자상을 

보일 것이다. 문제는 첫째로 시민 사회와 전장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고, 

둘째로 카이사르가 제안하는 virtus가 현 로마 공화정에 적합한 지에 대한 

여부이다. 키케로의 virtus에 대한 관점은 이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키케로

                                                     
62 특히 카이사르의 virtus에 대한 관점과 공화정의 이상적 지도자상에 대해 논하

기 위해 카이사르에 대해 우호적인 살루스티우스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일 것

이나, 본 논문에서는 카이사르의 관점과 뚜렷한 대비를 보이는 키케로의 비교

에 집중할 것이다. 살루스티우스의 virtus에 대한 관점은 McDonnell, Roman 

Manliness : Virtus and the Roman Republic, pp.356-384; Sarsila, “Some Notes On 

‘virtus’ in Sallust and Cicero”; Sarsila, Being a Man : The Roman Virtus as a 

Contribution to Moral Philosophy, pp.115-126.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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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폼페이우스의 virtus를 언급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 말의 전통적인 용례와

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과거 혹은 전통적인 의미와

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로마인들의 전통적인 virtus는 키케로에게 

회복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 세스티우스 변론 』 에서 옵티마테스

(optimates)의 덕성들을 나열하면서,(Cic. Sest. 138) 63  그들이야말로 선조들의 

관습(mos maiorum)을 지키는 이상적인 지배계층이며, 시민들 개개인이 그들

의 덕성을 갖추어 optimus civis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64

Fuit, fuit ista quondam in hac re publica virtus, ut viri 

fortes acrioribus suppliciis civem perniciosum quam 

acerbissimum hostem coercerent. (Cic. Cat. 1.3)

옛적에 이 나라에는 virtus가 존재하여, 용감한 사내들은 

가장 악랄한 적들보다 위험한 시민들을 더 혹독한 벌로써 

벌했다

키케로는 virtus를 가진 과거의 사람들을 viri fortes로 표현함으로써 전통적

인 virtus의 개념을 시민사회로 가져온다. 실제로 키케로는 많은 연설문에서 

virtus를 ‘용기’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쟁을 치르는 중이든 

평화에 있든 항상 보여져야하는 시민의 용기를 나타내지 전장에서의 용기만

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키케로의 virtus가 향하는 대상은 외부의 

                                                     
63 키케로는 옵티마테스의 덕성으로 honestas, religio, iudicia, virtus, dignitas, 

auctoritas, fides, constantia, magnitudo animi를 들고 있다.

64 Claudia I. Arno, “How Romans Became ‘Roman’: Creating Identity in an 

Expanding World” (The University of Michigan, 2012), 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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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아니다.

Itaque probe definitur a Stoicis fortitudo, cum eam 

virtutem esse dicunt propugnantem pro aequitate. (Cic. 

Off. 1.62.)

따라서 용기(fortitudo)는, 그것을 공정함(aequitas)를 위해 

싸우는 virtus라고 말한 스토아 학자들에 의해 잘 정의되

었다. 

용기는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정함을 쟁취하기 위해 나타나는 

가치이다. 전장에서의 virtus의 언급을 피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

만, McDonnell은 특히 키케로가 군사적인 명망을 얻지 못했던 인물이라는 

점을 든다. 이는 키케로의 정치적 지위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로 귀족

(nobiles)과 정치신인(homo novus) 세력 사이에는 끊임없는 대립의 문제이다. 

귀족은 태생적으로 주어지는 특권과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반면 높은 관직

을 갈망하는 정치신인들은 자신의 업적에만 의존하고 있다. 특히 정치신인

이 단번에 정치계에 입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사적 업적에 기반한 

것이었다. virtus가 상징하는 뛰어난 무용은 로마 시민들에게 칭송 받는 가치

였고, 로마의 귀족들도 지지했던 가치였기 때문에 원로원으로의 진입을 쉽

게 만들었다. 불패의 장군이었던 마리우스는 정치신인으로서 그 virtus가 뛰

어났고 민중의 지지를 업어 귀족들을 공격할 때에도 그가 언급한 것은 귀족

들의 virtus의 부족함이었다. 이 무렵부터 virtus는 귀족들의 고귀함(nobilitas)

에 대비되는 정치신인을 상징하는 가치였다. 그러나 키케로에게는 군사적 

업적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가 이를 정치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시민적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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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65

이는 virtus가 가지는 의미의 기본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오히려 

virtus 특유의 능동성은 카이사르보다 키케로에게서 더 강조되는 측면이 있

다. 카이사르는 virtus를 vir라면 가지는 천성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스토아 

학자들은 virtus를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도달해야 할 가치로 해석하고 있다. 

키케로의 virtus는 기본적으로 후자의 의미를 따르지만, virtus가 고귀함과 대

립되는 상황에서는 전자의 의미를 차용하기도 한다. 이는 키케로가 virtus를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66  그는 virtus를 끊

임없이 갈고 닦아야 하며, virtus가 뛰어난 자는 “어떤 기술이 있으면 사용해

야 하는 것처럼” 그것을 발휘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Cic. Rep. 1.2) 

『갈리아 원정기』에서 병사들이 싸우고자 하는 욕구나 공명심에 불타는 

것을 인내하는 것이 병사들의 virtus로 제시되고 있다면, 키케로는 불의를 

겪고 있는 국가를 보고서도 자신의 virtus를 억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용기의 덕성은 전장에서의 병사들에게서 보

다 시민 사회에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virtus가 갖는 

여러 가치 중에서 가장 능동적인 가치인 용기는 시민 사회의 자유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가치인 것이다. 그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정치에의 참여를 강

조한다. 키케로에게 연설은 정치 참여의 핵심이다. 이는 로마 사회에서 정치 

참여의 한 형태였고 로마적 가치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67  연설은 자신의 

                                                     
65 McDonnell, Roman Manliness : Virtus and the Roman Republic, pp.329-331.

66 Sarsila, Being a Man : The Roman Virtus as a Contribution to Moral Philosophy, 

pp.144-149.

67 Claudia I. Arno, “How Romans Became ‘Roman’: Creating Identity in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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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s를 대중에게 드러내고 전달하는 통로이며, 최고의 연설가는 그의 

virtus 또한 최상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설은 최상의 virtus에 

도달하여 최고의 관직이라는 영예(honos)을 이끄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키케로에게 혐오스러운 일이다. 이상

적인 로마의 정치가는 “공공의 안녕에 대한 사랑(amor ad communem salutem ; 

Cic. Rep. 1.1)”을 가져야 한다. 절대적인 권력은 필연적으로 사익의 추구와 

연결되며, 공공의 안녕을 침해할 수 있을뿐더러, 종국에는 시민들의 virtus를 

자유롭게 발휘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키케로의 이와 같은 인식은 카

이사르와 달리 virtus의 붕괴의 문제를 지배층의 도덕적 해이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키케로의 견해에 따르면 카이사르가 지향하는 지도자상은 공화정에 반하

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카이사르가 로마의 공화정 전통을 부정하면서까

지 절대 권력을 지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갈리아 전쟁 이후의 카이

사르의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독재관직(dictator)을 자신의 정적을 억압

하고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권력의 주요 원천으로 삼았다. 독재관직은 전통

적으로 6개월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술라는 기원전 82년에서 79년까지 그 

직책을 이용하여 오랫동안 독재를 유지한 선례를 제시한 바 있다. 기원전 

202년 이후 독재관직은 술라가 부활시키기 전까지 150년 이상 임명되지 않

았고 원로원과 로마 인민이 카이사르에게 반감을 품을 것이 확실했기 때문

에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다. 카이사르는 통상적이지 않은 절차를 이용

했고, 그것은 그의 직책의 적법함에 대한 더 많은 우려를 야기했다. 독재관

                                                     
Expanding World” (The University of Michigan, 2012), pp.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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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은 그의 임기 내내 반감을 사는 직책이었으며, 안토니우스(M. Antonius, 

BC 83-30)는 기원전 44년 카이사르 암살 이후에 이를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카이사르가 독재관에 오른 것은 오히려 그의 파멸을 초래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Drogula는 카이사르가 첫번쨰 독재관직을 단 11일만에 내려놓은 점을 들

어 이 직책이 파르살루스 전투에서 특별한 이점을 주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

한다. 애초에 독재관 자체가 집정관 이상의 권위를 지닌 것은 아니었기 때

문에, 카이사르에게 정적을 압도할 만한 위치를 부여한 것도 아니며, 독재관

이 갖는 특권이 내전에서 쓸모 있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이 직책은 카이

사르가 이탈리아를 떠나는 것을 방해했다. 따라서 독재관직은 시민들이 가

지고 있는 반감에도 불구하고, 카이사르가 그 위험을 감수할 만한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독재관의 직책이 imperium의 행사가 금지된 도시 로마 내에

서 군대를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것이다. 카르타고와의 전쟁 이

후 독재관의 직책이 유명무실해졌을 때, 이 권한은 원로원 결의를 통해서만 

주어졌지만, 원로원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카이사르의 선택지가 아니었다. 

오히려 원로원은 이를 통해 폼페이우스에게 카이사르와 대적할 imperium을 

부여했다.68  즉, Drogula는 카이사르가 독재관직에 오른 것은 권력의 독점을 

꾀하기보다는, 자신의 imperium을 포메리움(pomerium) 내에서도 온전히 유

지하려는 목적이 컸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가 공화국의 전복을 꿈꾸었다

면 시민들의 반감이라는 위험 요소를 떠안으면서까지 독재관이라는 다소 편

                                                     
68 Drogula, Commanders and Command in the Roman Republic and Early 

Empire, pp.33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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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이지만 합법적 수단을 이용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권

력은 imperium과 떨어져 생각할 수가 없다.

카이사르가 어떤 종류의 군주제 혹은 전제정의 형태를 목표로 삼았고 독

재관직은 그 목표를 향한 하나의 단계였다는 Vervaet의 견해도 타당하다. 

수에토니우스는 카이사르가 원로원 결의에 의해 주어진 여러 특권들에 대해 

나열하고 있는데,(Suet. Iul. 76) 이들 중에서 Vervaet이 주목하는 내용은 카이

사르가 임페라토르의 호칭(praenomen Imperatoris)을 수여받았다는 것이다. 카

시우스 디오(Cassius Dio Cocceianus, AD 150?~235?)의 기록에 따르면 카이

사르만이 군대를 소유할 수 있고, 모든 군단병들이 카이사르에게 충성 서약

(sacramentum)을 해야함을 포함하고 있는데,(Dio H.R. 43.44.6-45.1) 이는 실

제로 군단의 지휘관이 누구인가와는 무관하게 카이사르가 군공을 독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69  Jehne는 이 특권이 다른 속주에 주둔하고 있는 군단을 

해산할 권한도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70  이러한 이유로 Vervaet은 임페

라토르의 호칭은 단순히 개선 장군을 위한 명예를 나타내는 것에 그치지 않

고, 그의 실제 군사적 권력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71  특히 그가 가졌던 

다른 특권들과 달리 칭호(praenomen)는 세습이 가능한 것으로, 임페라토르는 

카이사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일족을 상징하는 것이 된다. 이는 적어도 

                                                     
69 Vervaet, “The Monopolisation of the Summum Imperium Auspiciumque,” 

pp.137-138.

70 Jehne, Der Staat Des Dictators Caesar, p.65.

71 이에 반해 Syme은 임페라토르의 호칭은 개선장군으로써의 영광을 독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며 카이사르의 실제 권위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다. Ronald Syme, “Imperator Caesar: A Study in Nomenclature,” Historia: 

Zeitschrift Für Alte Geschichte 7, no. 2 (1958):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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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신이 임페라토르로서의 이미지를 중시하고 있으며, 그의 정치적 행보 

또한 imperium의 독점이라는 구심점을 가진다.

통제와 위계의 강조는 군사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수에토니

우스(C. Suetonius Tranquillus, AD 69~130?)는 카이사르가 자신의 상의 머리

에 씌운 월계관을 제거하라는 호민관을 처벌한 사건으로 인해 왕이 되려는 

자로 의심받았으며, 이 사건이 그를 죽음으로 이끈 결정적인 사건이었다고 

평했다.(Suet. Iul. 1.79-81) 또한 카이사르가 폰티우스 아퀼라라는 호민관과 

마찰을 빚은 사례 또한 소개되고 있다.(Suet. Iul. 1.78) 그가 실제 왕이 되고

자 했는가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그의 정책이 평민 신분과 마찰을 빚었음

은 분명하다. 이러한 모습을 두고 카이사르가 공화정의 전복을 시도했다는 

평가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공화정 전통의 절차를 존중하

는 모습을 보인다. Gabba는 절차의 정치적 이용과 비록 유도된 것일지라도 

효율적인 의사 결정에의 참여를 구분해야 함을 강조한다. 민회의 정치적 참

여는 제한되었지만,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의사 결정을 결의하는 민회의 역

할은 유효했다. 카이사르가 트리부스 회의(comitia tributa)를 위해 건설한 

Saepta Iulia는 독재관 카이사르가 공화정체의 근본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갖

고 있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72  Wallace-Hadrill은 키케로의 『데이오타루스 

왕 변호』(Cic. Deio. 26)를 인용하면서 카이사르가 작품에서 내내 보여주는 

절제(temperantia)의 덕목이 왕의 가져야할 것과는 거리가 먼 시민의 덕목임

                                                     
72 Francis Cairns and Langford Latin Seminar, eds., Caesar against Liberty? 

Perspectives on His Autocracy (Papers of the Langford Latin Seminar 11), Arca 43 

(Cambridge: Cairns, 2003), pp.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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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적한다. 73  그는 명백히 자신을 헬레니즘적 군주의 이미지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카이사르와 키케로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해법을 다른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73 Andrew Wallace-Hadrill, “The Emperor and His Virtues,” Historia: Zeitschrift 

Für Alte Geschichte, no. H. 3 (1981): p.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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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이상의 논의는 『갈리아 원정기』가 카이사르의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로마 공화정이 겪고 있는 문제를 로마 군과 갈리아

인들에 대한 묘사를 통해 풀어내고 있다. 그 중심에는 virtus의 재정의가 있

다. 카이사르는 virtus의 본질이 전투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끔 하는 용

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투라는 외부의 유혹에 대해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에 있다고 파악한다. 카이사르는 벨가이인들의 사례 등을 통해 이 절제의 

가치가 전통적인 virtus의 본질을 담고 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virtus는 훈

련과 통제를 통해 조직화될 때 가장 극대화된다. 작품의 주제가 virtus의 붕

괴와 그 해법에 있다고 한다면, 이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갈리아 전쟁뿐만 

아니라,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로마 시민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

이다. 그가 은연중에 드러내는 통제자로서의 이미지는 전통적 임페라토르나 

정치가의 상과는 차이가 있지만, 철저히 로마의 전통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

서 『갈리아 원정기』는 단순히 카이사르 업적 홍보에도 무게를 두고 있지

만, 그 이상의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쟁의 경험을 이용하여 혼란의 상황을 겪고 있는 로마 공화정에 자

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적 리더십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로마의 상황은 앞서 키케로가 주장하는 이상적인 공화정의 형태를 따르

기에는 문제가 존재했다. 그는 도시 국가 시절의 로마의 전통을 모델로 삼

고 있지만 당시의 로마가 도시 국가 시절의 로마와는 차이가 있다. 과거의 

전통을 좇기에는 로마의 영토는 넓어졌고, 시시각각 변하는 로마 외부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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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시의 통치 체계는 효율적이지 못했다. 로마의 장군

직책은 전통적으로 임시직이었고, 전쟁의 필요가 있을 때만 임명되는 직책

이었다. 광대한 영토의 제국은 과거의 원로원을 필두로 한 과두정에 의해 

통치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헬레니즘의 군주정과 같은 강력한 개인의 권

력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모델은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했다. 키케로가 주장

하는 공화주의적 이상은 더 이상 지속불가능한 것이었다.

광활해진 로마의 지배 영역은 로마의 팽창 정책에도 한계가 왔음을 의미

한다. 카이사르는 전쟁의 위험보다 싸우고자 하는 욕망을 더 경계한다. 그리

고 그 욕망은 전투의 패배를 가져온다. 이는 오히려 『갈리아 원정기』가 

전쟁을 소재로 삼고있지만, 그 이면에는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을 할 것을 강

조하지, 전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비록 카이사르가 

파르티아 원정을 기획했다고는 하지만, 로마의 정복 전쟁은 어느 정도 한계

점에 도달했다. 카이사르의 사후 진행된 정복 전쟁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옥타비아누스의 정책은 방어적(defensive) 제국주의로 불리울 정도로 상황의 

유지에 국한된다. 그의 군제 개혁은 군단의 수를 줄이는 쪽을 택한다. 더이

상 로마는 팽창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음을 의미한다. 카이사르의 상황 인식

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Sarsila에 따르면 전쟁이 virtus가 가진 능동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상태라면, 평화와 여가는 그 virtus의 능동성을 억제하는 상황이다.74  이는 현

                                                     
74 otium et reges prius et beatas / perdidit urbes (Cat. Carm. 51a, 3f)와 같은 표현

은 평화나 여가의 상황이 전쟁과 달리 virtus의 능동성을 억제하는 상황

임을 보이고 있다. 카툴루스는 로마와 같이 군사 활동을 통해 성장한 나

라에서 전쟁이 없는 상황은 필연적으로 virtus의 붕괴를 가져올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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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인 문제이기도 했다. 로마는 군사 활동으로 성장한 국가였고, 강성해진 

로마의 시민들은 적국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당시의 로마는 더이

상의 팽창이 어려웠고, 퇴역병에 대한 지원책조차도 미비한 상황이었다. 억

제된 virtus는 전쟁의 욕구를 자극하고, 전쟁은 풍족한 재물과 성공에 대한 

희망을 제공한다. 지속적으로 전쟁이 진행 중이었던 공화국 중후기에 정치

적 경력을 원하는 로마의 젊은 귀족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전쟁을 희망했

다. 75  특히 마리우스는 민회의 입법을 통한 imperium의 획득이라는 선례를 

만들었고, 카이사르조차도 이 방식을 따랐다. 임페라토르들은 권력의 유지를 

위해 포풀라레스를 자처하며 민중친화적인 정책을 남발했고, 성공에 대한 

열망은 내전의 형태로 나타났다. 전쟁과 성공에 대한 열망은 로마 사회의 

혼란과 공화정의 몰락을 가져왔다. 민회의 정치적 참여의 억제나, 절제의 덕

성의 강조는 이와 같은 상황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카이사르의 군사적 리

더십은 로마 공화정의 몰락과 로마 시민들의 virtus의 붕괴이라는 상황에 대

한 하나의 해답이다. 이는 『갈리아 원정기』와 주제를 공유한다. 하지만 그

가 시도했던 군사적 리더십의 이식은 공화정에 대한 적대행위로 받아들여졌

고, 카이사르의 암살이라는 결과를 낳고 만다.

역설적이게도 기원전 27년에 옥타비아누스에 의한 공화정의 부활은 제정 

시대의 시작을 의미했다. 원로원과 로마 인민은 그에게 아우구스투스의 이

름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virtus, 자비(clementia), 정의(iustitia), 경건함(pietas)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Sarsila, Being a Man : The Roman Virtus as a Contribution 

to Moral Philosophy, p.107.

75 John Rich and Graham Shipley, eds., War and Society in the Roman World, 

Leicester-Nottingham Studies in Ancient Society, v. 5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3),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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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겨진 황금 방패를 수여했다. 이 방패는 clipeus virtutis라고 불리운다. 

그와 동시에, 아우구스투스는 다른 두 가지 위대한 영예를 입었다. 월계관이 

그의 집 문설주에 놓여졌고, 시민의 관(corona civica)가 입구에 놓아졌다. 

McDonnell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로마에서 전장의 무용과 군사적 승리의 전

통적인 상징이었지만, 방패에 새겨진 네 단어는 기존의 의미를 넘어선 새로

운 의미가 되었음을 지적한다. 특히 clipeus virtutis는 원래는 헬레니즘 세계

의 왕에 대한 윤리적 덕성을 칭송하기 위한 것이었다. 방패와 virtus는 전통

적으로 군사적 영예를 의미했지만, 방패 위의 나머지 덕의 목록은 전공의 

상징이었던 방패를 정치적 지도자에 대한 상징으로 바꾸었다. 76  즉, clipeus 

virtutis를 통한 virtus의 재해석은 아우구스투스가 그의 이전에 가진 영웅적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이미지에서 제 1시민(princeps civitatis)로서의 이미지로 

탈피하려는 시도를 나타낸다.

Clauso eo cum omnium circa finitimorum societate ac 

foederibus iunxisset animos, positis externorum 

periculorum curis, ne luxuriarent otio animi quos metus 

hostium disciplinaque militaris continuerat, omnium 

primum, rem ad multitudinem imperitam et illis saeculis 

rudem efficacissimam, deorum metum iniciendum ratus 

est.(Liv. A.U.C. 1.19.4)

야누스 신전의 문이 닫힌 후에 주변의 모든 인접한 지역

들의 마음을 동맹과 협정으로써 규합했기 때문에, 외부의 

                                                     
76 McDonnell, Roman Manliness : Virtus and the Roman Republic, pp.38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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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들에 대한 염려를 제쳐두고, 적들에 대한 두려움과 군

대의 규율로 유지했던 마음이 여가로 인해 방종으로 치닫

지 않도록, 그(누마)는 무엇보다도, 무지하고 그 시대에는 

미개했던 군중에게 가장 효과적인 것인, 신들에 대한 두려

움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악티움 해전이 끝난 후 야누스 신전의 문을 닫아 로마가 평화 상태

에 있음을 선언했다. 전쟁의 종식은 아우구스투스의 군사적 지도자적 측면

은 강조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는 카이사르와 달리 원로원의 대표이자, 호

민관의 권력을 겸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스스로를 원로원과 로마 인민의 

정당한 대표자이자 공화정의 수호자로서 자신을 내세운다. 경건함은 아우구

스투스의 주요한 수식어가 된다. Wallace-Hadrill은 아우구스투스 황금방패

에 나열된 가치가 신들에게 경건함을 보일 때, 그에 대한 신들의 호의로만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영토를 확장하거나 지키고, 국가

에 화합과 안정을 가져다주며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권력은 일반적인 사람

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신적인 것에 가깝기 때문이다.77  이 경건함

의 강조를 통해 그는 황제 숭배라는 새로운 통제 모델을 제시한다. 리비우

스는 평화 시대의 경건함의 강조가 결국에는 시민의 통제를 의미하고 있음

을 누마의 사례를 통해 언급한다. 아우구스투스의 정치권력의 형성은 카이

사르와 달리 군사적 색채가 상당히 빠져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사

르의 방식을 상당히 닮아있다. 카이사르의 방식이 아우구스투스의 체제 구

축에 상당히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후속 연구

                                                     
77 Wallace-Hadrill, “The Emperor and His Virtues,” pp.315-316.



74

의 주제로 남겨두도록 하겠다.

카이사르의 virtus 개념은 전통적 용례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품 내에서 재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기 』는 

단순히 자전적 서술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카이사르가 이루어낸 업적(res 

gestae)의 보고에 그 목적이 있다. 장르의 특성 상 이 작품은 배포에 중요성

을 두고 있으며, 작가 스스로가 갈리아 전쟁의 최고 권위자를 표방함으로써 

『갈리아 원정기』 는 프로파간다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특히 공화정의 

몰락과 virtus의 붕괴의 문제를 겪고 있는 로마의 상황을 비추어볼 때 이 글

의 목적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며, 그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크게 ‘이상적 

임페라토르 혹은 지도자로서의 카이사르의 이미지’와 ‘시민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다. 시민 사회에 군사적 리더십을 이식하여 시민의 통제를 통해 공화

정을 유지시키려는 카이사르의 시도는 그의 죽음으로 실패로 돌아갔지만, 

결국에는 원수정이라는 새로운 정치체제의 성립의 근간을 마련하는 전제적 

권력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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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mmentarii de bello Gallico

- Focusing on Caesar`s understanding of virtus -

Park. Heon-young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lassical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form of Caesar's political power 

through the research of Commentarii de Bello Gallico, an authoritative report 

of the Gallic War and his signature piece. Commentarii de Bello Gallico has 

three problems. Firstly, the credibility is somewhat deteriorated due to the 

fabrication of the work, secondly, the genre and the purpose of the work are 

not clear, and, finally, the publishing and propagation path of the work is 

uncertain. Although the fabrication in the work is the reflection of the 

intention of the author, Caesar, and the work remains in the Commentarii 

stage, the genre of the work has been mainly regarded as Res Gestae, therefore 

Caesar paid attention to the ‘propagation’ of the work, despite the 

uncertainty of the actual publishing and propagation path of the work. 

Therefore, one can observe a strong propagandistic characteristic in the work.

  On the related issues, this thesis concentrated on arguing the idea of virtus. 

The basic meaning of this word is ‘manliness’, but the main sense of the word 

is ‘prowess in battle’ and ‘ethical virtue’, in spite of slight differenc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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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 depending on time and usage. The decline of virtus has been 

regarded as that of the Roman republic, because virtus was perceived as the 

main value of the Romans. Therefore, the issue of virtus in the works is not 

only involved in the problem of Gallic War, but in the problem of the decline 

of the Roman republic and its restoration.

 Clarifying the meaning of virtus in Commentarii de bello Gallico, one has to 

notice its ‘activeness’. Because of its activeness, virtus is closely connected 

with libertas. He interprets libertas as passive freedom, so that temperantia is 

more stressed than fortitudo. In particular, virtus of the Roman troops is 

maximized by training and control. The description of virtus in the work 

mainly concentrates on two groups, the Romans and the Gauls. By the end 

of the work, the Gauls accepted the model of Roman training and control, 

and they eventually became the worthy opponents of Romans.

  The image of Caesar in the work is different from traditional images of 

imperatores. He did not portray himself as a cavalry heroically leading the 

charge into battle, nor does he describe himself as a warrior who killed 

leaders of the enemy, but he only represented himself as a commander just 

training and controlling the Roman army. This image also contrasts with the 

ideal politicians of the Roman republic, proposed by Cicero.

  The redefinition of virtus shows that Commentarii de Bello Gallico implies 

Caesar`s political intentions. He treated the problems of the Roman republic 

through the portrayal of the Romans and Gauls in the work. Caesar finds the 

essence of virtus in temperantia as patience with the external temptation, 

observing the case of the Belgae. Thus, virtus is maximized under the control. 

If the theme of the work is in the decline of virtus and its solution, it can be 

applied not only to the Gallic War, but also to the Roman civil society 

experiencing the same problem. The ideal image of the politician he in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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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different from the image of traditional imperatores or politicians, but it is 

based on the Roman tradition thoroughly. Therefore, Commentarii de Bello 

Gallico is not merely aimed at promoting Caesar's achievement, but rather 

implies more political intentions. In other words, Caesar implicitly reveals 

his ideal political leadership to the Roman republic declined, using the 

experience of the Gallic War.

Keywords : C. Iulius Caesar, Commentarii de Bello Gallico, virtus, libertas, 

control, Roman republic, principate, Im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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