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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기원전 28년 10월 9일, 옥타비아누스는 팔라티누스 언덕에 새로 지은 아
폴로 신전을 봉헌하였다. 화려하게 장식된 이 장엄한 신전의 앞마당은 경사
로를 통해 옥타비아누스의 사저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옥타비아누스의 
저택은 그리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위치 때문에 아폴로 신전의 일부로 보일 
정도였다. 신전을 개인의 주거지와 이렇게 가까이 지은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 두 건물이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것은 아폴로와 옥
타비아누스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다.1) 

그렇다면 옥타비아누스와 아폴로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관
계는 어떻게 형성된 것이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선 로마인들의 
종교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들에 대한 
관념은 현대인들의 종교관과는 사뭇 달랐다. 키케로는 종교(religio)를 
cultus deorum, 즉 ‘신들에 대한 숭배’라 정의한 바 있다.2) 그들에게 종교
란 어떠한 신념 혹은 가치관이라기보다는 의례와 제식에 가까웠고, 숭배의 
목적은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일종의 계약 관계의 성격을 
띠는데, 숭배의 기저에 있는 원칙은 ‘do ut des’, 즉 ‘~할테니 ~해달라’였
다. 이를 위해 로마인들은 한꺼번에 여러 신을 모시기도 했고, 자신의 이익
과 부합하지 않으면 새로운 신을 섬기기도 했다. 따라서 로마인들은 매우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리스나 다른 지역의 신
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종교관은 개인, 가정, 그리고 국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국
가의 안녕은 일명 ‘신들과의 평화(pax deorum)’을 잘 유지하는 것을 의미
했으며, 이는 국가의 최대 과제 중 하나였다. 로마의 종교는 원로원과 사제
들이 신들에 대한 숭배를 관장하는, 일종의 국가종교였다. 이러한 특성 때
문에 로마의 종교는 다분히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공화정 말 무
렵, 국가 종교가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자 많은 유력자들이 자신, 혹은 자신

1) Zanker, Paul. The Power of Images in the Age of Augustus.  Ann Arbor: Ann 
Arbor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0, pp.50-51

2) Cic. N.D.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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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문이 특정한 신의 가호를 받고 있다며 수호신들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이들은 수호신과의 긴밀성을 강조하며 수호신의 이미지를 통해 자신을 드
러냈다. 이러한 형태로 특정한 신이 개인의 수호신이 되는 것은 로마사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 수호신의 선택과 이에 대한 숭배는 권력 
다툼 속에서 생겨났고, 이는 혼란스러웠던 정치상을 보여주는 또 다른 통로
였다. 

따라서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의 수호신으로 ‘아폴로’를 택했다는 것은 그
의 개인적 신앙이나 종교적 차원을 넘어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옥타비아누스는 정치적 선전을 위하여 아폴로를 자신의 수호신으로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 그가 권력을 확립해가
는 과정을 추적해 볼 수 있다. 당시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의 
아폴로 숭배는 그가 로마의 1인자가 되어 권력을 안정시키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옥타비아누스와 아폴로의 관계를 원수정의 
성격과 종교사적 맥락에서 바라보는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아폴로와 아우구스투스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90년대 장커(Zanker)와 갈린
스키(Galinsky) 등,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시각적 이미지들을 정치적 맥락에
서 해석하는 일명 ‘이미지 연구’의 조류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들은 아우구
스투스 시대의 각종 건축 및 조각, 그리고 주화 등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중
심으로 아폴로가 옥타비아누스와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냈다. 하
지만 이들의 연구는 도상적인 차원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
다. 이들이 그려내는 아폴로의 모습은 화해와 평화의 보증자이며, 로마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 체제가 본격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하는 기원전 17년 이후에는 아폴로의 모습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들의 연구는 아폴로가 어떤 매체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에 
국한되었을 뿐, 그 이미지가 언제, 그리고 왜 사용되었으며 혹은 사용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주지 못한다. 

이는 기존의 연구가 내전과 1인 지배 체제의 확립이라는 당시의 이례적
이고 복잡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폴로와 옥
타비아누스/아우구스투스의 관계는 단순히 도상학적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
이 아니라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전이 로
마에 가져다 준 충격은 비단 정치적, 문화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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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았듯 로마인의 종교는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아폴로 
숭배의 성쇠 또한 이러한 맥락 하에 있었다. 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아
폴로를 옥타비아누스의 수호신으로 만들었고,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 
자리에 오른 이후 나타나는 아폴로 숭배의 성격과 한계는 이 시대의 아폴
로 숭배가 얼마나 이례적인 사건이었는지 보여준다. 

이 문제에 대해 파울러(Fowler)는 아우구스투스 시대 아폴로의 이미지는 
그저 문인들의 상상에 불과하다고까지 이야기한 바 있지만, 이는 아폴로 숭
배의 의미와 역할을 지나치게 간과한 시각이다. 아폴로 숭배는 내전 기간 
동안, 또한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에게 대단
히 큰 의미를 가졌다. 옥타비아누스의 아폴로 숭배라는 몹시 이례적인 사건
이 어떻게 가능했고 또한 그것은 어떻게 무의미해졌는가? 이 과정을 살펴
보는 것은 원수정의 설립과정 및 아우구스투스의 권력의 모호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로마 종교사적 맥락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고는 당시 옥타비아누스와 아우구스투스가 처했던 정치적 상황 및 종
교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그리고 어
떻게 발전 및 쇠락되어 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옥타비
아누스의 수호신이 되기 전, 로마 초기에 아폴로가 어떠한 입지와 속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3장에서는 아폴로와 옥타비아누스가 어떻게 서로 관계
를 발전시켜 나갔는지와 옥타비아누스가 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볼 
것이며, 4장에서는 아우구스투스 치세에서 아폴로 숭배의 성격과 한계에 대
해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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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화정기 아폴로 숭배의 성격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의 수호신으로 아폴로를 선택한 사실이 주목을 끄는 
까닭은 아폴로가 그 전까지는 그다지 유명하지도, 영향력이 크지도 않았던 
신이었기 때문이다. 아폴로가 언제 어떻게 로마에 들어왔으며, 어떠한 입지
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본다면 옥타비아누스 이전과 이후에 아폴로의 
지위가 얼마나 변화하였는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 

로마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신들이 있었
다. 유피테르, 유노, 마르스 등이 그러한데, 이러한 그리스적 기원을 가진 
신들의 유입은 로마의 팽창과 관련이 있었다. 에트루리아인들의 통치 아래
(기원전 약 575년에서 508년 정도) 로마는 팽창을 시작했고, 이탈리아, 그
리고 에트루리아와의 접촉을 기반으로 주변 지역들의 영향을 받아 문화적, 
정치적으로도 크게 발달했다. 이때 특히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리스 신화와 마찬가지로 신인동형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이즈
음으로 추측된다.3) 그 전의 로마인들은 모든 것들에 영(Genius)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 이러한 게니우스들이 점차 신의 모습을 
갖추어가게 되었다.   

아폴로의 유입에 대해서는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추적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추측에 의존해야 하며, 많은 문제들이 수수께끼로 남
아있다. 리비우스는 기원전 449년, 훗날 최초의 아폴로 신전이 세워지는 플
라미니아의 초지4)에 이미 아폴로를 위한 성소(Apollinare)가 있었다고 언
급하였는데,5) 이 기록을 수용하자면 아폴로가 로마에 유입된 시기도 다른 
신들과 마찬가지로 에트루리아인들이 통치하던 시절, 로마인들이 남부 이탈
리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5대 왕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 시대
로 추정된다. 

처음에 로마에 유입된 아폴로는 예언의 신이었다. 아폴로 숭배는 시빌라 
신탁집6)이 로마에 들어오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7) 따라서 시빌라 신

3) Dumézil, Georges. Archaic Roman Religion: With an Appendix on the Religion 
of the Etruscans.  Vol. 1: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4) 포메리움 바깥 티베르 강기슭에 위치하였으며, 마르스 광장(Campus Martius) 근처였다.
5) Livius. 3.63
6) 그리스어로 된 예언들이 적혀있는 신탁집이다. 최초의 신탁집은 델피에 있는 아폴로 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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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집이 어디서 들어왔는지는 아폴로 숭배의 시작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
게 된다. 당시 유명한 아폴로 신전이 있던 곳은 이탈리아 반도 남부 지역에 
위치한 쿠마이(Cumae)와 에트루리아의 중요한 도시인 베이이(Veii), 그리고 
아폴로의 근거지라 할 수 있는 델피(Delphi)였다. 시빌라 신탁집을 가져온 
노파가 쿠마이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폴로 숭배는 쿠마이에서 전해졌다는 
학설이 가장 유력하다.8)  

당시 예언자 아폴로는 로마인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아폴로에 
관한 것은 신탁집과 관련하여 거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만 있을 뿐, 
이후로는 신탁집과 관련된 어떠한 숭배나 기록도 찾아볼 수 없다.9) 예언자 
아폴로의 신탁으로 유명했던 델피는 직접 신탁을 받으러 가기에는 너무나
도 멀었다. 게다가 로마에서는 신탁보다는 각종 점에 대한 믿음이 더 강했
다. 로마의 지배층은 이미 시빌라 신탁집과 다른 징조 및 전조들에 대한 믿
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언의 신은 그다지 필요치 않았
다.10) 이로 인해 예언의 신 아폴로는 그리스에서와는 달리 로마에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폴로가 잘 받아들여지지 못한 사실은 그가 ‘로마화’가 덜 되었다는 점
에서 알 수 있다. 기존에 있던 이탈리아 신들은 그리스의 영향을 받으면서, 
혹은 새로운 그리스 신들이 유입되면서 로마의 상황과 로마인들의 관점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 일명 ‘로마화’의 과정을 거쳤다. 이름이 바뀐 것도 이
러한 과정의 일환이었다(제우스-유피테르, 헤라-유노, 아레스-마르스 등).11) 

에서 신탁을 내렸던 시빌라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로마에는 타르퀴니우
스 시대에 쿠마이에서 온 한 늙은 노파가 왕에게 이를 팔았다고 전해진다. 이 신탁집은 
카피톨리누스 언덕에 있는 유피테르 신전에 보관되었고, 로마에 위기가 닥쳤을 때 원로
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시빌라 신탁집에 문의했다. 시빌라 신탁집은 주로 어떤 
신에게 어떤 의식을 바쳐야하는지를 알려주었고, 이에 따라 로마에 새로운 신과 숭배의
식이 도입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7) 물론 아폴로의 기원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아폴로가 유입된 시기가 언제인지와 기원지
가 어디인지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Latte, Kurt. Römische 
Religionsgeschichte.  Vol. 4: CH Beck, 1992.; Wissowa, Georg. "Religion Und 
Kultus Der Römer,[W:] Handbuch Der Klassischen Altertums--Wissenschaft." 
München, 1912; Simon, E. "Apollo in Rom." Jahrbuch des Deutschen 
Archäologischen Instituts 93 (1978): 202-27 참조. 

8) Wissowa, "Religion Und Kultus"; Simon, "Apollo in Rom."
9) Dumézil, Archaic Roman Religion, pp.441-443
10) Latte, Römische Religionsgeschichte, p.224
11) Beard, Beard, Mary, John North, and Simon RF Price. Religions of Rome: 

Volume 1, a History.  Vol. 1: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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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신들이 로마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된 데 비하여 유독 
아폴로의 이름은 변화하지 않은 채 그리스에서와 동일한 이름을 사용했다
(Ἀπόλλων-Apollo). 또한 대부분의 희생 제의에서 희생양의 머리는 가렸
는데, 아폴로의 경우는 그리스의 제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머리를 가리지 않
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아폴로가 로마에 유입된 후에도 여전히 그리스적 성
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지 로마적인 성격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
다.12) 이는 아폴로가 그리 중요한 신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다.13) 

이후 발달하기 시작한 아폴로 숭배는 처음 로마에 도입된 예언자 아폴로
를 위한 것이 아니라 치유의 속성을 가지고 있던 아폴로를 위한 것이었다. 
치유의 신인 아폴로가 로마에 언제, 그리고 어떤 경로로 유입되었는지는 명
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하지만 기원전 5세기의 로마인들에게 아폴로는 오
직 치유의 신으로만 알려져 있었고, 예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것
이 아폴로 숭배가 로마로 유입되면서 겪었던 가장 큰 변화였다. 로마로 유
입된 후에도 아폴로는 그리스적 성격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었으나, 그의 
주된 역할이자 권능이었던 예언은 그리스에서만큼 영향력을 가지지는 못했
다. 로마에서는 예언의 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폴로
는 본디 그리스에서 가지고 있던 ‘예언’이라는 권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
하고 부수적 속성이었던 ‘치유’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신으로 변모하였다. 
그리스 종교와 더 접촉점이 생기기 이전까지, 그리고 제 2차 포에니 전쟁 
전까지 로마인들에게 아폴로는 치유의 신이었다.14)  

치유의 신 아폴로에 대한 숭배는 라티움과 에트루리아로부터 많은 영향
을 받아 상대적으로 그리스의 영향이 약화되어 있던 시기에 발달하였다. 다
른 그리스 신들에 대한 숭배는 정체되어 있던 반면 아폴로 숭배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격이 마침 로마에 닥친 상황에 잘 부
합했기 때문이었다. 기원전 433년, 로마에 전염병이 창궐하자 치유의 신인 
아폴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인민의 건강을 위하여(pro valetudine 
populi)” 아폴로 신전을 세울 것을 신에게 서약했다. 이는 “책의 내용에 따

12) Warrior, V.M. Roman Relig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21
13) Wissowa, "Religion Und Kultus", p.293-7; Latte, Römische Religionsgeschichte, 

pp.221-225; Liebeschuetz, John Hugo Wolfgang Gideon. Continuity and Change 
in Roman Religion. Oxford University Press, USA, 1979, p.83

14) Dumézil, Archaic Roman Religion, pp.44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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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ex libris)” 화난 신들을 달래고 전염병을 물리치기 위해 시행한 많은 일
들 중 하나였다.15) 이 신전은 기원전 431년, 기존에 아폴로의 성소가 있던 
곳에 세워져 ‘치유의 신 아폴로(Apollo Medice, Apollo Paean)’를 위해 봉
헌되었다. 

제2차 포에니 전쟁 때 아폴로의 속성이 좀 더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
했다. 한니발의 거침없는 침공과 로마의 대패는 로마인들에게 크나큰 위기
의식을 불러오기에 충분했다. 매일 원로원 회의가 열렸으며, 이 위기를 어
떻게 극복할 것인지, 다시 말해 신들의 분노를 잠재울 방법을 강구하기 위
해 여러 차례 시빌라의 신탁집에 문의했으나 수많은 신탁들도 한니발의 진
군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시빌라의 신탁이 효력이 없자, 예언의 신 아폴
로의 근거지인 델피에 직접 가서 신탁을 받아와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
다.16) 칸나이 전투에서의 대패 이후 파비우스 픽토르가 사절로 보내졌고, 
그의 임무는 신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어떤 의식이 필요한지, 그리고 로
마인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에 관한 신탁을 받아오는 것이었다. 그
가 받아온 신탁에는 어떤 신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제물을 바쳐야 할지가 
제시되어 있었다. 그 후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로마인들이여, 이렇게 한다면 너희들의 상황이 순조로워질 것이
며, 너희의 나라가 너희의 바람대로 될 것이며, 로마인들은 전쟁에
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성공적으로 국가를 지켜냈다면, 너희
가 얻은 것들로부터 델피의 아폴로(Pythian Apollo)에게 공물을 바
쳐야 할 것이며, 전리품과 이익으로부터 그에게 영예를 바쳐야 할 
것이다. 방탕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17)

신탁을 받은 이후 픽토르는 거명된 모든 신들에게 향과 술을 올리고 주
어진 절차를 꼼꼼하게 수행하였다. 그리고는 “로마에 있는 아폴로의 제단에 
월계관을 놓았다”18)고 한다. 이것이 기원전 216년의 일이었다. 다행히 로
마는 칸나이 전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큰 패배를 하지 않았기에 델피로 

15) Livius.4.25. 여기서 언급된 책은 시빌라 신탁집을 의미한다. 
16) 앞서 보았듯이 델피와의 거리는 몹시 멀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이다. 직

접 신탁을 받으러 델피까지 가는 것은 이때의 상황이 매우 긴박했음을 알려준다. 
17) Livius, 23.11.2-4
18) Ibid. 2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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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절을 보낸 것이 로마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처럼 인식되었다.19) 이때 
로마를 위한 신탁을 내리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은 예언의 신 아폴로
였다. 그는 로마의 승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졌다. 

아직 한니발과의 전투가 한창이던 기원전 212년에 있었던 일은 아폴로의 
역할이 더 폭넓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12년, 유명한 예언가
인 마르키우스가 신탁을 내놓았다. 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
고 있었다. 

“로마인들이여, 만일 너희들이 적들을 -아득히 먼 곳으로부터 온 
종기들을- 몰아내고자 한다면, 아폴로를 위해 기꺼이, 그리고 매년 
제전을 거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올바르게 시행된다면 너희들
은 영원히 기뻐하게 될 것이며 너희의 나라도 더 좋아질 것이다. 
자비롭게 너희의 목초지를 돌보아 주는 신이 너희의 적들을 물리쳐 
줄 것이기 때문이다.”20)

이 신탁을 듣고 원로원의 의결을 통해 시빌라 신탁집에 문의한 결과 아
폴로를 위한 제전을 거행하기로 결정되었다. 이것이 아폴로 제전(ludi 
Apollinares)의 기원인데, 이에 따라 기원전 212년, 아폴로 제전이 처음으
로 거행되었다. 하지만 치료의 신인 아폴로가 어떻게 적들을 물리쳐 준다는 
것일까?

이는 아폴로가 가지고 있는 힘이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치유보다 상위의 
속성인 ‘정화’이기 때문이다. 종교적으로 보았을 때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
은 종교적 오점이기 때문에, 이를 정화하는 것은 곧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을 의미했다.21) 승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앞서 보았듯 적(hostis)들은 
곧 종기(vomica)이고, 적의 침입은 국가적 오염을 뜻하기에 치유의 신인 
아폴로는 이를 정화하고 치유하여 적들을 물리치고 로마인들이 승리하도록 
할 수 있었다. 종기를 치유하는 것, 즉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하는 것
이 아폴로의 역할이었던 것이다.22)

19) Dumézil, Archaic Roman Religion, p.480
20) Livius. 25.12.9
21) Simon,"Apollo in Rom."
22) Wickkiser, Bronwen L. "Augustus, Apollo, and an Ailing Rome: Images of 

Augustus as a Healer of State." Studies in Latin Literature and Roma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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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폴로의 속성이 ‘정화’와 관련이 있었음은 개선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
다. 개선식은 아폴로 신전이 있는 마르스 광장 부근에서 시작되어 개선문
(porta triumphalis)을 지나 최종적으로는 카피톨리누스 언덕에 있는 유피
테르 신전에 도착하였다. 본래 개선식은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
만, 종교적으로 보자면 이는 피로 물든 군대를 정화하는 행위였다.23) 리비
우스에 따르면 기원전 431년, 아이톨리아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총독 마르
쿠스 풀비우스가 아폴로 신전에서 원로원 의원들에게 자신의 전공에 합당
한 예식과 개선식을 요구했다.24) 치유의 신인 아폴로의 신전에서 개선식을 
논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 정화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폴로
였기 때문이다. 개선식 내내 개선장군은 월계관을 쓰고 있었고, 병사들은 
월계수 가지를 들고 있었다. 아폴로는 그들이 전쟁 기간 저지른 죄악들에 
대한 속죄 및 정화의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25) 

‘정화’라는 아폴로의 본래 속성이 굉장히 넓게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폴로의 역할은 때에 따라 변화하였다. 이렇듯 아폴로의 속성은 
매우 다양했고, 이러한 다양한 속성들은 결합되어 서로간의 관계를 더욱 강
화시켰다. ‘정화’라는 속성을 중심으로 ‘치유’와 ‘승리’ 등 다양한 의미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로마의 국가종교는 어디까지나 신들의 호의(favor of gods)가 정
상적으로 작동된다는 전제 하에 존속 할 수 있었다. 공화정 말, 잇단 군사
적 실패와 정치적 혼란으로 사람들은 국가 종교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호라티우스의 시는 당시 처참할 정도로 무너진 국가 종교의 모습과 사람들
의 마음이 점차 국가 종교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로마인들이여, 너희는 비록 죄가 없더라도, 신전과, 산산조각 난 
신들의 제단과, 검은 연기로 더럽혀진 그들의 조각상을 재건하지 
않는다면 너희 아버지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끝없이 고통 받을 것이
다. 

XII. Brussels  (2005): 267-89.
23) 개선식과 아폴로의 긴밀한 관계는 아폴로 제전에서도 잘 드러난다. 아폴로 제전을 주관

하는 urban preator는 개선장군의 복장을 하고 키르쿠스 막시무스(Circus Maximus)에 
등장했다. 또한 앞서보았듯 아폴로 제전의 기원은 ‘승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24) Livius.39.4.2
25) Simon, "Apollo in 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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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제국을 통치하는 것은 너희가 신들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
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신들에게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또한 그들
에 의해 모든 결과가 생긴다. 너희는 신들을 무시했고, 신들은 이탈
리아에 많은 심각한 재앙들을 가져다주었다.
파르티아인들은 좋은 징조 없이 행한 우리의 공격을 벌써 두 번이
나 격파했다.…
다키아와 이집트는 로마가 내전으로 마비되어 있는 동안 로마를 거
의 파괴할 뻔 했다.…
우리의 시대는 악이 꽃폈으며,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과 결혼, 그리
고 가족이 악에 물들었다. 그리고는 이러한 원천으로부터 우리의 
국가와 인민에게 대재앙의 물결이 덮쳐온 것이다.…”26)

그 동안 로마의 군대는 패배한 적이 거의 없었고, 몇몇 전투에서는 패배
했더라도 결국에는 승리를 이끌어 냈다. 오랜 역사 동안 로마시의 성벽 안
까지 적군이 들이닥친 것은 단 한번 뿐이었다.27) 하지만 기원전 1세기 무
렵은 혼돈 그 자체였다. 동맹국 전쟁(기원전 90~88)28)으로 인해 로마는 한
니발의 침략 때만큼이나 큰 피해를 입었다. 이후에도 다른 동맹국들이 반란
에 동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로마의 정예군은 지중해의 양쪽 끝, 히스파니
아와 소아시아에서 전쟁을 계속해야 했다. 이를 틈타 이탈리아 본토에서는 
스파르타쿠스가 이끄는 노예전쟁(기원전 73~71)이 일어났고, 기원전 53년에
는 카르헤 전투에서 파르티아인들에게 무참히 패배했다. 

국내 정치는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귀족파(optimates)와 평민파
(populares) 사이의 정쟁이 끊이지 않았고, 그들 안에서 쉴 새 없이 내분
이 일어났다. 마리우스와 술라의 공포정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당
했으며, 카틸리나는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카이사르의 등장과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의 이른바 제 1차 삼두정치에 이어 마침내 기원전 49

26) Hor.Odes,3.6.1-10; 33-43
27) 기원전 390-386년 무렵 로마를 침공한 갈리아인들은 카피톨리누스 언덕을 제외하고 온 

도시를 불태웠다. 로마인들은 이 일에 큰 충격을 받아 해마다 이날(7월 18일)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를 벌이곤 했다. 

28) 이탈리아 전쟁이라고도 한다. 당시 호민관이었던 리비우스 드루수스는 이탈리아의 동맹
국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했으나, 이 법안이 무산되고 리비우스 드루수
스가 암살되자 동맹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 끝내는 전쟁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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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자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사이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내전으로 이어졌다. 이 내전은 기원전 30년 무렵 아우구스
투스가 로마의 1인자로 자리잡을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혼돈의 한 세기를 보내면서 국가 종교는 처참할 정도로 쇠락했다. 
이 시기 국가 종교의 쇠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일부 사제직이 공
석으로 남게 된 점이다. 사제직에 최초로 공석이 생긴 것은 기원전 80년대
의 일이다. 기원전 86년 무렵, 로마가 킨나와 마리우스의 통제 아래 있던 
시절, 카이사르는 유피테르 신관(flamen dialis)으로 지명되었다. 하지만 그
가 공식적으로 취임하기 전에 술라가 다시 정권을 잡았고, 술라는 자신의 
정적들이 했던 모든 일을 무효화시키면서 카이사르의 신관직 역시 무효화
시켰다. 그리하여 유피테르 신관 자리는 공석으로 남게 되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카이사르를 사임시킨 것이 공동의 합의가 아니라 술라라는 
개인의 단독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사제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첫 번째 단계였으며,29) 국가 종교가 사적인 성격으로 변모했음을 보
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국가종교가 점차 사적인 존재로 변모하기 시작한는 것은 본디 로마인 모
두를 위한 존재였던 신들이 특정 가문, 혹은 개인의 신으로 전유되기 시작
되었음을 의미한다. 국가의 안녕을 위해 존재하던 신들이 사적인 이해관계
를 위해 숭배되기 시작했다. 신들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도구로, 혹은 자
신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한 명분으로 이용되었다. 신을 사적으로 전유한  
대표적인 인물이 술라다. 술라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신을 사용할 수 있다
는 선례를 후대에 남겼다. 그는 스스로를 ‘행운의 베누스(Venus Felix)’의 
가호를 받는, ‘행운아 술라(Sulla Felix)’라 칭했다. 그러나 술라에게는 행운
이었던 많은 것들이 술라의 정적들에게는 불행이었다. 이제 신의 가호는 더 
이상 로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을 위한 것이 되었다. 종교도 이 싸
움에 말려들게 되었던 것이다.30)

아폴로의 이미지도 공화정 말 무렵부터 조금씩 사용되기 시작했다. 시초
는 역시나 술라였다. 처음으로 아폴로 제전을 시작한 것은 술라의 조상인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였다고 전해진다.31) 또한 플루타르코스가 전

29) Beard, Religions of Rome, pp.130-132
30) Dumézil, Archaic Roman Religion, pp.526-550
31) Livius, 2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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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야기는 그가 아폴로에게 애착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술라는 전투에 나갈 때마다 델피에서 가
져온 아폴로의 황금 신상을 가슴에 넣고 다녔다. 군대의 좌측 진영
이 무너지던 와중 그는 신상을 꺼내 다정하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오 델피의 아폴로(Pythian Apollo)시여, 신께서는 여러 전투 때
마다 이 복받은 코르넬리우스 술라에게 영광을 주시고 저를 위대한 
사람으로 추켜세워 주셨습니다.”

카이사르 또한 아폴로에게 관심을 보였는데, 기원전 45년, 카이사르가 아
폴로 제전을 위한 비용을 사비로 지불했다.32) 그러나 이들이 아폴로에게 
가지고 있던 관심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중시한 신은 따로 있
었다. 술라는 자신의 승리를 베누스 펠릭스를 위해 바쳤고, 카이사르는 ‘승
리의 베누스(Venus Victirix)’, 그리고 ‘베누스 게네트릭스(Venus 
Genetrix)’를 숭배하였다. 다른 신들은 이미 특정 개인의 수호신처럼 변모
하기 시작했지만, 아폴로는 아직까지 로마인들을 위한 예언의 신으로, 그리
고 치유의 신으로 남아있었다. 아폴로가 본격적으로 부상하고 이용되기 시
작하는 것은 옥타비아누스가 그를 본격적으로 자신의 수호신으로 내세우면
서부터였다. 

32) Dio, 4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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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옥타비아누스의 수호신 아폴로 

모두가 앞다투어 자신의 신적인 혈통과 수호신을 내세우던 시기에, 옥타
비아누스는 언제부터, 그리고 왜 아폴로를 자신의 수호신으로 내세우게 되
었을까? 수에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가 아폴로의 아들이라 말하며, 그의 
탄생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아우구스투스의 어머니 아티아는 유부녀 친구들과 함께 아폴로 신
전에서 열리는 신성한 자정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다. 여기서 아티
아는 가마를 내려놓게 한 뒤 다른 사람들처럼 곧 잠이 들었다. 그
때 갑자기 뱀이 미끄러져 들어와 그녀의 몸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
다. 잠에서 깨어난 뒤 그녀는 마치 남편과 성행위를 하고 난 것처
럼 스스로의 몸을 정화했다. 그 뒤 그녀의 몸에 뱀과 똑같은 모양
의 자국이 나타났다. 아무리 지우려 해도 그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
다. 그녀는 더 이상 부끄러워 대중목욕탕에 갈 수도 없었다. 그로부
터 아홉 달 뒤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났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가 뱀
으로 현신한 아폴로였음을 암시한다.”33)

뿐만 아니라 카시우스 디오는 카이사르가 옥타비우스34)를 자신의 양자로 
삼은 것은 그가 아폴로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였다.35)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이라기보다는 훗날 그에게 신비감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뱀이 몸 안에 들어와 임신이 되었다는 이야기
는 알렉산더의 출생 설화와도 몹시 유사하다. 만일 이러한 일화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리고 카이사르가 이 때문에 옥타비우스를 입양했다면, 카이
사르 자신이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선전하였을 것이다. 디오의 이야기는 카
이사르가 옥타비우스를 입양하는 데 정당하고 신성한 이유가 있었음을 보
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36) 옥타비우스 역시 그가 아폴로의 아들이었다

33) Suet.Aug.94.,(157) 
34) 입양되기 전 옥타비아누스의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였다. 
35) Dio.45.1.2
36) Weinstock, Stefan. Divus Julius.-Oxford: The Clarendon Press 1971. Xvi, 469 

S., 31 Taf. 8°.  Vol. 1: Oxford University Press, 1971,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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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정치적 입지가 매우 불안했던 40년대에 이 사실을 매우 강력한 무기로 
사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옥타비우스가 막 정계에 입문했을 당시 내세웠던 
이미지는 아폴로가 아니었다.  

 카이사르의 피살 직후, 옥타비우스가 로마 정계에 막 진출했을 때, 그의 
처지는 몹시 위태로웠다. 안토니우스는 자신이 카이사르의 계승자라 생각했
고, 이미 차지한 카이사르의 유산들을 옥타비우스에게 쉽사리 넘겨주려 하
지 않았다. 안토니우스의 눈에 옥타비우스는 애송이에 불과했다. 19세라는 
어린 나이와37) 출신 성분은 옥타비우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안토니우
스는 그의 출신과 집안을 끊임없이 조롱하며 공격했다.38) 그럼에도 옥타비
우스가 아폴로의 아들이라 주장한 사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옥타비
우스가 활용할 수 있었던 유일한 패는 카이사르의 후계자라는 사실 뿐이었
던 것이다. 그는 이 지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는 
이름을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로 바꾸고, 스스로를 항상 
카이사르라 칭했다. 이후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일은 죽은 카이사르에 
대한 신격화였다. 

옥타비아누스는 삼두정이 법적으로 시작되는 기원전 42년 1월 1일 원로
원과 정무관으로 하여금 카이사르를 신격화하고 그를 기리는 신전을 헌정
하도록 했다. 그때부터 그는 ‘신격화된 율리우스(Divus Iulius)’의 아들, 
Divi Filius라는 독특하고 이례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당시 발행된 많
은 주화들이 카이사르와 옥타비아누스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카이사르의 신
전은 완공되기 전에 이미 주화에 등장했으며, 많은 주화에 DIVOS　
IULIUS, DIVI FILIUS라는 명문이 새겨졌다(그림1). 또한 기원전 46년, 카
이사르는 자신의 pietas를 강조하기 위해 트로이로부터 도망치는 아이네아
스와 그의 아버지를 새긴 주화를 주조했는데, 기원전 42년에 이와 똑같은 
테마를 가진 주화가 주조되었다. 뒷면에는 베누스가 전각되어 있었는데, 이 
역시 자신이 카이사르의 혈통임을 강조한 것이다(그림2).39) 베누스가 주화

37) 당시 정적들과 비교했을 때 그는 나이가 가장 어렸다(안토니우스는 39세, 레피두스 56
세, 가장 젊었던 폼페이우스도 25세였다). 로마 사람들은 나이가 인격과 비례한다고 생각
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는 큰 약점이었다. 

38) 옥타비우스는 로마의 전통적인 귀족 출신이 아니었다. 그의 증조부가 피해방인이라는 
주장도 있었고, 안토니우스는 그의 할아버지가 환전상이었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Suet. 
Aug. 2-4

39) Zanker, Power of Images,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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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빈번히 등장했던 것과는 달리 아폴로의 이미지를 담은 주화는 거의 발
행되지 않았다. 당시 삼두가 발행한 주화들에 등장한 신은 베누스와 마르스
였고, 아폴로와 관련된 것은 단 두 개뿐이다. 그마저도 옥타비아누스가 발
행한 것이 아니었다. 옥타비아누스가 발행한 주화에 새겨진 신화 속 인물은 
베누스와 아이네아스뿐이었다.40) 

옥타비아누스가 좀 더 직접적으로 아폴로와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필
리피 전투 무렵부터로 보인다. 당시 아폴로와 가장 관련이 깊었던 것은 오
히려 공화주의자들,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였다. 이들은 기원전 43년에서 42
년 사이에 아폴로의 이미지를 담은 주화를 다량 주조하였다. 그 주화의 앞
면에는 베일을 쓴 자유의 여신(Libertas)이, 뒷면에는 아폴로를 상징하는 
삼각대(tripod) 등을 새겼다(그림3). 필리피 전투 무렵 발행된 주화들은 모
두 Libertas, 즉 자유의 이념을 강하게 드러내었는데, 이때 사용된 아폴로
의 이미지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아폴로가 가진 예언의 힘, 그리
고 정화의 힘이 합쳐져 아폴로의 이미지는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41) 이들이 생각하는 밝은 미래는 독재자들의 손으로부
터 공화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아
폴로는 자유와 결부되었다. 

브루투스는 전투가 있기 한참 전부터 이미 자신의 운명에 대해 알고 있
는듯한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 플루타르코스는 브루투스가 자신의 생일 
연회42)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허나 나는 사악한 운명과 라토나의 아들의 손에 죽는구나.”43)

여기서 라토나의 아들은 아폴로를 의미하는데, 이는 자신이 추구하던 신
에게 버림받고 패배할 운명이라 생각했던 브루투스의 당시 심경을 보여주
는 구절이다. 브루투스가 예견했던 대로 이들은 전투에서 패배했고, 승리자

40) Gurval, Robert Alan. Actium and Augustus: The Politics and Emotions of Civil 
Wa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8, pp.98-100

41) Crawford, M.H. Roman Republican Coin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741, n.6

42) 정확한 연도는 밝히고 있지 않으나, Moles, John. "Fate, Apollo, and M. Junius 
Brutus."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1983): 249-56 에 따르면 기원전 44년 12
월의 일로 추정된다. 

43) Plut.Brut.24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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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옥타비아누스가 되었다. 필리피 전투는 어떻게 보면 아폴로를 누가 차지
하느냐의 싸움이기도 했다. 양쪽 진영 모두 암구호로 ‘아폴로’를 사용하였
다고 전해지는데,44) 이는 아폴로를 이용한 선전전을 더욱 강화시켰다.45) 필
리피 전투 이후 옥타비아누스가 본격적으로 아폴로의 이미지를 사용하게 
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초신(招神, 
evocatio)46)으로, 승리 후 옥타비아누스는 적들이 적극적으로 선전했던 슬
로건인 아폴로를 차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47) 아폴로를 내걸고 나선 싸움
에서 옥타비아누스는 승리했고, 아폴로는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필리피 전투 이후부터 옥타비아누스와 아폴로의 관련성이 조금씩 더 깊
어진 사실은 ‘열두 신의 연회’ 사건에서도 드러난다.48) 이 연회에 참석한 
손님들은 신과 여신으로 분장하였는데, 옥타비아누스는 아폴로로 분장하였
다고 한다. 문제는 이 시기가 섹스투스 폼페이우스가 아프리카에서 이탈리
아 사이의 해운을 봉쇄해, 로마에의 식량 수급이 차단되어 기근의 위험이 
닥쳤던 때였다는 것이다. 안토니우스는 이를 놓치지 않고 공격의 기회로 삼
았고, 수에토니우스는 이 연회를 비판하는 풍자시를 전해주고 있다.

“불경스런 카이사르가 음란하게
아폴로 역할을 하네.
그는 신들의 잔칫상 앞에서 질펀하게
웃고 떠들면서 노네.”49) 

이 연회에 대해 사람들이 “카이사르는 아폴로이다. 하지만 고통의 신 아
폴로(Apollo Torturer)이다.”라고 외쳤다는 기록도 전하고 있다.50) 안토니

44) Val.Max.1.5.7, Plut.Brut.24.7 (104) 
45) Moles, "Fate, Apollo, and M. Junius Brutus."
46) 로마에서 더 잘 숭배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다른 지역의 신들을 로마로 모셔오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른 지역을 정복할 경우 그 지역의 신도 마찬가지로 정복되었다고 보아 
이 행위를 하거나, 어떤 지역을 공략할 때 신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 행하기도 하였다.

47) Galinsky, Karl. Augustan Culture: An Interpretive Introduc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pp.215-216

48) 이 연회는 기원전 39년 12월 말, 혹은 38년 1월 초에 열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 리비
아와 옥타비아누스가 결혼을 했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한 연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Scott, Kenneth. "The Political Propaganda of 44-30 Bc." Memoirs of the 
American Academy in Rome 11 (1933): 7-49, pp.30-31

49) Suet.Aug.70. (1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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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가 이 연회에 관해 ‘카이사르가 아폴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비판한 
점,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고통의 신 아폴로’라고 부르는 점에서 이 무렵
에 이미 아폴로와 옥타비아누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원전 36년, 팔라티누스 언덕에 아폴로 신전을 봉헌하겠다는 맹세는 옥
타비아누스와 아폴로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보여준다. 옥타비아누스는 팔
라티누스 언덕에 있던 호르텐시우스의 집을 구매했는데, 이곳에 번개가 내
려쳤다. 이것이 무슨 징조인지 장복관들(haruspices)51)에게 문의한 결과, 
아폴로 신이 그 자리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52) 시킬리아 원
정에서 돌아온 옥타비아누스는 번개가 친 자리를 국유지로 하고53) 그곳에 
아폴로를 위한 신전을 세우겠다고 공표했다. 일반적으로 이 맹세는 나울로
쿠스 전투의 승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해석되지만, 애초에 이 맹세의 발
단은 그곳에 번개가 친 사건이었다.54) 

따라서 이 신전은 번개가 내려친 ‘징조(prodigy)’ 때문에 세워진 신전이
라 볼 수 있다.55) 하지만 이 신전은 신전 건립이라는 공적인 사건을 옥타
비아누스가 매우 자의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화정의 
전통에서 징조에 응하기 위한 신전은 항상 원로원의 의결을 통해 건립되었
는데, 이 경우는 원로원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옥타비아누스가 연설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애초에 옥타비아누스의 사
유지에 번개가 친 매우 개인적인 일이었다. 이러한 일을 국가적 징조로 해
석한 경우는 드물고, 혹여나 그렇게 해석했다 하더라도 희생 제의를 하는 
등의 간단한 의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개인적인 징조 때문

50) Suet.Aug.50.
51) 제물로 바친 희생양의 내장에 나타난 모양에 따라 점을 치던 관리. 주로 행해진 제의가 

신들의 마음에 들었는지를 해석하는 역할을 했다. 
52) Suet.Aug.29.
53) 하지만 자신의 거주지는 여전히 사유지로 남겨두었다. 
54) 이 신전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이유는 이 전투에 도움을 준 것은 아폴로가 

아니라 그의 여동생 디아나였기 때문이다(그림4). 섹스투스 폼페이우스는 아르테미스(그
리스의 여신 아르테미스는 로마에서 디아나와 동일시되었다.)의 성소 근처에 진을 쳤는
데, 옥타비아누스는 적의 신에게 자신을 도와달라는 evocatio를 통해 그녀의 도움을 받
아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한다. Taylor, Lily Ross. The Divinity of the 
Roman Emperor.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1931, pp.131-132

55) 로마에서의 신전 건축에 대해서는 Hekster, Olivier, and John Rich. "Octavian and 
the Thunderbolt: The Temple of Apollo Palatinus and Roman Traditions of 
Temple Building." The Classical Quarterly 56, no. 01 (2006): 1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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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전을 건립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또한 이 신전의 건립에는 본래 신전 건립을 주도하는 시빌라 신탁집이나 

15인관(quindecimviri sacris faciundis)56)의 역할을 찾아볼 수 없다. 상
서로운 징조가 있을 경우 시빌라 신탁집이나 15인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관
례였던 반면,57) 이 경우 징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은 것은 장복관
(haruspices)이었다.58) 여러모로 이 신전 건립에 대한 맹세는 공화정에서 
전통적으로 신전을 건립하던 방식과는 달랐다. 

다른 신도 아닌 ‘아폴로’가 그 자리를 원한다는 해석, 그리고 그를 위한 
신전을 짓겠다며 기존의 관례를 무시하고 신전 건립에 대한 맹세를 거의 
통보하다시피 한 옥타비아누스의 행동을 볼 때, 옥타비아누스는 이미 이즈
음부터 아폴로를 자신의 수호신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때마
침 그의 사유지에 번개가 친 우연한 사건은 자신의 수호신을 위한 신전을 
건립할 수 있는 적절한 계기를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 

옥타비아누스와 아폴로의 관계는 다른 정적들이 수호신을 내세우면서 극
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폼페이우스 마그누스의 아들 섹스투스 폼페이우스
는 자신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바다의 신 넵투누스(Neptunus)의 
가호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원전 42년과 38년, 옥타비아누스는 폼페이
우스를 치기 위해 두 차례 함대를 보냈으나 모두 폭풍에 가로막혀 실패를 
맛보았다. 폼페이우스는 이것이 수호신인 넵투누스의 가호라 생각했다. 폼
페이우스는 통상적으로 장군들이 두르던 보라색 망토 대신 짙은 바다색의 
망토를 두르고 다녔으며, 신을 위해 말과 사람들을 산채로 바다에 바쳤
다.59) 기원전 44/43년 발행된 주화의 앞면에는 폼페이우스의 초상과 함께 
돌고래와 삼지창이 NEPTUNI라는 명문과 함께 새겨졌고(그림5)60), 42년에
서 40년 사이에 발행된 주화에는 어깨에 삼지창을 걸치고 있는, 관을 쓴 
넵투누스의 초상이 앞면에 있으며, 뒷면에는 삼지창, 투구, 흉갑, 스킬라
(Scylla)61)의 개 두 마리와 닻이 해전의 승리를 표시하고 있다(그림6).62) 그

56) 시빌라 신탁집을 관리하던 사제들로, 시빌라 신탁집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이를 해
석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들의 해석은 새로운 제의를 들여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57) Liebeschuetz, Continuity and Change, pp.7-29
58) Hekster, "Octavian and the Thunderbolt", p.156
59) Dio.48.48.5
60) Crawford, Roman Republican Coinage, pp.495-496, n.483
61) 선원들을 잡아먹는다고 알려진 머리가 여섯 개, 다리가 열두 개 달린 여자 괴물. 넵투누

스의 조력자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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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이 넵투누스의 아들이라 굳게 믿었고, 이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였다.63) 자신이 수호신의 가호를 받고 있다고 선전한 것은 옥타비아누스만
이 아니었던 것이다.  

기원전 36년, 옥타비아누스는 “넵투누스가 원치 않는다고 해도 나는 승리
할 것이다!”64)라 외쳤고, 나울로쿠스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마침내 폼페이
우스를 물리쳤다. 폼페이우스는 패배했지만, 옥타비아누스는 폼페이우스가 
만들어놓은 넵투누스의 이미지를 버리기보다는 활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로
마로 개선할 당시 옥타비아누스는 폼페이우스와 마찬가지로 그리스 식 망
토를 둘렀고, 나울로쿠스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발행한 주화에서 옥
타비아누스는 예전에 폼페이우스가 사용했던 포즈를 그대로 취하였다(그림
7).65) 넵투누스의 이미지는 나울로쿠스 전투의 실질적인 승리자였던 아그리
파에게 넘겨주었으며,66) 훗날 악티움 해전에서의 승리도 넵투누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묘사되었다.67)

신을 활용한 옥타비아누스의 선전 전략은 정적들과 대립하면서 점차 정
교해졌다. 그 정점이 안토니우스와의 경쟁이었다. 본디 안토니우스는 자신
이 헤르쿨루스의 아들인 안톤의 후손이라 하며 헤르쿨루스의 혈통임을 강
조했으나, 기원전 42년 아테네와 아시아의 속주들에 가면서부터 점차 디오
니소스에게 매료되기 시작했다. 디오니소스는 동방에서 널리 숭배되고 있었
다. 안토니우스는 열정적이고, 관대하고, 술을 사랑하고, 화려한 연회를 즐
기는 디오니소스의 모습이 자신과 무척 닮았다고 생각하여 매력을 느꼈
다.68) 기원전 41년 필리피 전투에서 승리한 후 그가 에페소스에 입성하는 
모습을 플루타르크는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안토니우스가 에페소스에 발을 들였을 때 여인들은 디오니소스 

62) Crawford, Roman Republican Coinage, p.520, n.511/2
63) 사람들이 폼페이우스와 넵투누스를 동일시하고 추종하였기 때문에 기원전 41년 열린 제

전에서 넵투누스의 조각상은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 
64) Suet.Aug.16.2
65) Zanker, Power of Images, pp.39-42
66) 이후 아그리파는 폼페이우스가 두르고 다녔던 것과 같은 짙은 바다색의 망토를 두르고 

다녔다.  Freyburger-Galland, Marie-Laure. "Political and Religious Propaganda 
between 44 and 27 Bc." Vergilius (1959-)  (2009), pp.23-24

67) Suet.Aug.18.2
68) Zanker, Power of Images,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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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의 입문자들처럼 차리고 남자와 소년들은 사티로스나 판처럼 
꾸민 채 길을 안내했으며 성은 담쟁이와 튀르소스 지팡이, 프살테
리온, 쉬링스, 아울로스와 같은 악기들, 그리고 안토니우스를 기쁨
과 자비를 주는 디오니소스로 연호하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그는 
일부에게는 기쁨과 자비를 주는 사람이었다.”69)

기원전 36년 파르티아 원정을 거치면서 디오니소스 숭배는 더욱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파르티아 원정에서 실패하면서, 아시아를 정복한 신이라 여
겨지는 디오니소스의 필요성이 더욱 강해졌던 것이다.70) 디오니소스는 또한 
헬레니즘적 전통에서 왕을 상징하기도 했다.71) 특히나 알렉산드리아는 디오
니소스와 연관이 깊은 도시였고, 그들에게 디오니소스는 자유와 구원, 고통
에서의 탈피, 그리고 밝은 미래를 의미하는 존재였다. 이 곳에서 안토니우
스는 ‘새로운 디오니소스(neos Dionysos)’가, 그의 연인 클레오파트라는 
‘새로운 이시스(Isis)’가 되었다. 

안토니우스가 자신을 디오니소스와 동일시하면서, 아폴로를 수호신으로 
내세우는 옥타비아누스의 전략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오랜 그리스적 전
통에서도 아폴로와 디오니소스는 대립되는 존재로 자주 표현되었다. 옥타비
아누스-아폴로는 서방과 질서, 전통과 금욕을 상징했고, 안토니우스-디오니
소스는 동방과 무질서, 새로움과 쾌락을 상징했다.72) 이러한 이미지는 두 
사람이 택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로마가 나아가
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여주었다. 옥타비아누
스는 과도함을 정화하고 절제하는 아폴로의 이미지를 십분 활용하여 클레
오파트라에 빠져 과도한 음주와 쾌락을 즐기는 안토니우스를 적극적으로 
공격했다. 둘 사이에는 선전과 반(反)선전이 끊임없이 오갔다.73) 아마도 옥

69) Plut.Ant.24.3-4, (247)
70) 동방에서 디오니소스는 알렉산더의 화신으로 여겨졌고, 따라서 아시아를 정복한 신으로 

여겨졌다.
71) Lange, Carsten Hjort. Res Publica Constituta: Actium, Apollo and the 

Accomplishment of the Triumviral Assignment.  Vol. 10: Brill, 2009, pp.41-42
72) Freyburger-Galland, "Political and Religious Propaganda", p.25
73) 그 중에는 옥타비아누스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안토니우스의 음주에 관하여(De 

ebrietate Antonii)’라는 팸플릿도 있었다. 이에 대해 안토니우스는 ‘나의 음주에 관하여
(De sua ebritate)’라는 팸플릿으로 반격하였는데, 두 팸플릿 모두 유실되어 정확한 내용
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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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비아누스의 관점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을 디오의 기록에서는 안토니우스
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그가 얼마나 조상들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낯설고 야만적인 관
습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에게, 혹은 우리의 법에게, 혹은 그의 조
상들의 신에게 더 이상 경의를 표하지 않고 자신이 마치 이시스 혹
은 셀레네인 것 마냥 행동하는 저 계집과 그 자식들을 헬리오스와 
셀레네라고 부르며 경의를 표하고, 심지어는 스스로를 오시리스, 혹
은 디오니소스라 부르며 모든 땅과 바다가 자신의 것인 양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듣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것
인가?…”74)

 안토니우스는 디오니소스의 이미지를 취함으로써 동방에서 지지 세력을 
얻는 데는 성공했지만, 로마인들에게는 그들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저버
린 것처럼 보였다. 게다가 로마인들은 디오니소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로마에서 디오니소스는 바쿠스(Baccus)라는 이름으로 
숭배되었는데, 바쿠스 숭배, 일명 바카날리아(Bacchanalia)로 불리는 축제
는 종교적 의례를 빙자하여 방탕함을 즐기고, 과도한 음주와 난잡한 성행
위, 그리고 동성애가 만연하였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75) 옥타비아누스와 
로마인들에게 안토니우스는 여자에 빠져 그녀의 노예가 된 것처럼 보였다. 
그와 그가 추종하는 신 사이에 존재하는 유일한 공통점은 흥청망청 연회를 
즐기고 술에 취해있다는 것 밖에 없었다.76) 안토니우스는 끝내 로마의 전
통적인 가치와 헬레니즘적 가치의 간극을 메울 수 없었던 것이다.77) 

기원전 31년,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여 내전의 최종적인 
승자가 됨으로써 치열했던 수호신들 간의 경쟁도 아폴로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다. 이 역사적인 전투는 암브라키우스 만 입구의 악티움에서 벌어졌는
데,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폴로의 신전이 있었다. 옥타비아누스는 아

74) Dio.50.25.2-4
75) 결국 기원전 186년, 바카날리아는 원로원의 의결을 통해(senatus consultum de 

Bacchanalibus) 폐지되었다.
76) Scott, "Octavian's Propaganda and Antony's De Sua Ebrietate." Classical 

Philology 24, no. 2 (1929), p.137
77) Zanker, Power of Images, pp.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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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로가 자신에게 승리를 가져다주었다 생각했고, 승리를 가져다 준 자신의 
수호신에게 새로운 도시와 신전을 건설하여 감사를 표했다. 해전이 일어난 
장소 근처에는 승리의 도시라는 의미의 니코폴리스(Nicopolis)가 세워졌
고,78) 이 도시에 있었던 오래된 아폴로 신전은 재건되었다.79) 원정 기간 동
안 옥타비아누스의 진지는 언덕 위에 있었는데, 이 언덕은 승리를 기념하여 
아폴로에게 헌정되었다. 본래 ‘승리’는 정화라는 아폴로의 기능에 부수적인 
존재였지만,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수
호신이 ‘승리’를 가져다주는 승리의 수호신이라 생각하기 시작했다.

기원전 29년 여름, 옥타비아누스는 당당하게 로마로 개선했다. 그는 사흘
에 걸쳐 개선식을 거행했다. 마침내 로마는 오랜 내전에서 벗어나 평화를 
맞이했다. 기원전 241년, 제 1차 포에니 전쟁이 끝난 이래 거의 200년 만
에 닫힌 야누스의 신전이 로마에 드디어 평화가 도래했음을 알려주었다. 원
로원과 로마 인민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앞다투어 각종 영예와 권한을 부여
하였고, 곳곳에 그를 위한 조각상과 개선문을 세웠다. 또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로부터 막대한 재산이 그의 몫으로 돌아왔다. 그는 로마 역사상 전례가 
없는 아욱토리타스(auctoritas)를 누리게 되었다.

옥타비아누스는 ‘독재자’의 혐의를 피하기 위해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
운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그의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기원전 
27년에 있었던 ‘공화정의 회복(respublica restituta)’이다. 그는 원로원에 
출석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을 원로원과 인민에게 이양하고, 무
너졌던 공화정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선포했다. 

옥타비아누스의 이러한 조치는 매우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이 선언으로 독재자가 되려 한다는 혐의를 피할 수 있었고, 
원로원의 보답으로 수많은 영예와 권한을 얻게 되었다. 원로원은 그를 ‘아
우구스투스(Augustus)’라 명명했고, 집 앞에 두 그루의 월계수를 심을 권
리와 떡갈나무 관(corona civica), 그리고 용기(virtus), 자비(clementia), 
정의(iustitia), 경건(pietas)의 네 가지 덕목이 새겨져 있는 덕목방패
(clipeus virtutis)를 수여했다. 월계수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일뿐 아니라, 

78) 이 도시는 악티움 해전 직후에 설립되어 기원전 29년,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을 거쳐 
로마로 갈 때 아폴로에게 헌정된 것으로 보인다. Lange, Res Publica Constituta, 
p.149

79) Suet.Aug.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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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폴로의 상징이기도 했다. 이 두 그루의 나무는 아우구스투스에게 신성한 
이미지를 한층 더 강화해 주었다.80) 

옥타비아누스는 그의 1인 지배체제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까지 공화정의 
틀 안에서 공화정의 전통과 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대체하고자 했다. 아폴로 
숭배 역시 마찬가지였다. 약 500년 정도 로마인들에게 ‘치유의 신’이었던 
아폴로는 이제 ‘아우구스투스의 수호신’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폴로는 
‘승리’의 이미지가 강조되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치유’라는 의미는 부수
적이 되었다. 단적인 예가 아폴로 제전의 기원에 관한 리비우스와 마크로비
우스(Macrobius)의 기록이다. 앞서 보았듯 아폴로 제전은 기원전 212년 마
르키우스와 시빌라 신탁집에 의거하여 시작되었는데, 리비우스는 아폴로 제
전의 기원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가 본디 가지고 있었던 기능인 
치유와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것(victoriae, non 
valetudinis)”이었다고 기술하였다.81) 마크로비우스는 아폴로가 적을 물리
치는 모습을 좀 더 생생하게 그려내며 다음과 같이 그가 승리를 가져다주
는 신임을 강조했다. 

“리비아인들이 시킬리아를 침략하기 위해 곶에 함대를 띄웠을 
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숭배되고 있던 아폴로에게 도
움을 청하자 아폴로는 적들에게 전염병을 퍼뜨려 적의 대부분이 그 
즉시 죽었다.…우리에게도 이 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비슷한 이야
기가 있다. 예언자 마르키우스와 시빌라 신탁집에 의거하여 아폴로 
제전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때 갑자기 적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이다. 우리 인민은 무장을 하고 그들에게 맞섰다. 그때 적들에
게 화살이 구름처럼 쏟아져 내렸다. 적들은 도망쳤고, 승리한 로마
인들은 구원자인 신 덕분에 돌아올 수 있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
는 제전이 몇몇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염병 때문이 아니라 
전투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82)

80) Zanker, Power of Images, pp.92-93
81) Livius. 25.12.15 : Haec est origo ludorum Apollinarium, victoriae, non 

valetudnis ergo, ut plerique rentur, votorum factorumque.
82) Mac.Sat.1.17.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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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사료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폴로 제전이 전염병 때문에 시
작되었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우구스투스의 입장이 반영되
어 있는 리비우스의 글에서는 아폴로가 치유의 신이 아니라 승리의 신이라
는 것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마크로비우스의 글 또한 리비우스의 
글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치유보다는 승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승리의 이미지를 강조한 것은 당시의 정치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었다.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이 내전을 종식시킨 승리자임을 강조해
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가장 중요했던 전투인 악티움에서 승리
를 가져다 준 아폴로를 승리의 신으로 추앙하게 된 것이다. 

아폴로가 승리의 수호신으로 추앙된 또다른 사례가 소시우스(C. Sosiu
s)83)의 아폴로 신전 재건(그림8)이다. 소시우스는 로마에 단 하나밖에 없던 
아폴로 메디쿠스의 신전을 재건하였는데, 과도할 정도로 화려한 이 신전은 
아폴로와 그의 가호를 받는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충성의 표시였다.84) 이 
신전은 본디 치유의 신 아폴로 메디쿠스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지만, 아폴로
가 아우구스투스의 수호신이 됨으로써 치유보다는 승리의 모티브가 훨씬 
부각되었다. 신전의 프리즈에는 일리리아 인과 판노니아 인에게 거둔 아우
구스투스의 승리가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이 신전은 더 이상 로마인의 건
강을 위해 세워진, ‘아폴로 메디쿠스’를 위한 곳이 아니라 아우구스투스의 
수호신 아폴로를 기념하기 위한 곳이 되었다.

팔라티누스 언덕에 위치한 아폴로 신전도 마찬가지였다. 팔라티누스 아폴
로 신전의 장식들은 아폴로와 관련된 각종 일화를 나타내고 있지만, 아우구
스투스를 연상할 수 있는 것이 많았다. 그 중 하나는 신전과 이어진 주랑의 
열주들 사이에 늘어서 있는 다나오스와 그의 50명의 딸, 즉 다나이데스
(Danaides)들의 조각상이다. 이들은 자신의 큰아버지인 아이귑토스
(Aegyptos)의 50명의 아들과 혼인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결혼식 날 밤 아버
지의 명에 따라 단 한명을 제외하고 모두 자신의 남편을 죽였다. 이 조각들

83) 그는 카이사르가 암살 된 후 안토니우스의 진영에 합류했다. 기원전 38년에는 킬리키아
와 시리아의 총독을 맡았고, 기원전 32년에는 콘술직을 맡았다. 31년 내전이 발발하자 
그는 안토니우스의 편에 서서 옥타비아누스를 강하게 비난했고, 이를 계기로 동방으로 
도망쳤다.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의 편에 서서 싸웠지만 안토니우스가 패배하자 옥
타비아누스의 진영에 합류하여 사면을 받았다.

84) Zanker, Power of Images, pp.65-71; 신전이 봉헌된 날짜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의 생
일이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CIL I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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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와의 전쟁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85) 다
나이데스들은 아이귑토스의 불경한 아들들(이집트를 상징)을 죽였기에 옳은 
일을 한 것이고(내전의 종결), 후에 그들의 아버지인 다나오스가 아르고스
의 왕좌에 오른 후 아폴로 신전을 봉헌한 것은 옥타비아누스의 팔라티누스 
신전 건립을 연상시킨다.86) 한편으로는 이들이 저지른 죄악이 내전 동안 
일어났던 잘못들을 상기시키고, 그것들에 대한 속죄와 정화를 상징하는 역
할도 한다고 볼 수 있다.87)

이렇게 자신을 직접 드러내지 않으면서 교묘한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선전하는 방식은 아우구스투스 치세의 정치와 문화의 특징이
기도 했다.88) 그는 언제나 직접적인 표현은 피하고자 했다. 대신 소시우스
의 신전처럼 다른 사람을 통해 드러내거나 수호신 아폴로를 내세웠다. 옥타
비아누스는 수호신에 대한 자신의 애착을 자신의 집과 매우 가까운 곳에 
신전을 세우는 것으로 표현했다(그림9). 처음 팔라티누스 언덕에 아폴로 신
전을 짓겠다는 맹세를 하게 된 계기는 번개 때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옥타비아누스에게 아폴로의 중요성은 커져갔고, 신전이 완공되었을 때 아폴
로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승리의 수호신이 되어 있었다.  

오비디우스는 옥타비아누스의 집과 아폴로 신전을 ‘세 신을 모시는 하나
의 집’이라 표현했다. 이곳에는 황제의 궁전과 아폴로의 신전, 그리고 베스
타의 제단89)이 모두 있었기 때문이었다.90) 신전과 개인의 거주지가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것은 로마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91) 이렇게 함으로써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이 신과 비견되는 존재임을 묵시적으로 보여주었다. 

 

85) Beard, Religions of Rome, p.199; Galinsky, Augustan Culture, pp.220-221; 
Gurval,  Actium and Augustus, pp.124-125

86) Beard, Religions of Rome, p.199
87) Zanker, Power of Images, pp.85-86
88) Galinsky, Augustan Culture, p.215
89) 기원전 12년,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이 대제사장(Pontifex Maximus) 자리에 오르자 자신

의 거주지의 일부를 베스타 여신을 위한 제단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Dio.54.27.3
90) Beard, Religions of Rome, pp.198-199
91) 옥타비아누스는 아마 헬레니즘 시대의 왕들로부터 영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페르가

뭄이나 알렉산드리아 같은 곳에서는 궁전 옆에 있는 성소가 일종의 구경거리 역할을 했
다. Zanker, Power of Images,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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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아우구스투스 시대 아폴로 숭배의 성격과 한계

본격적으로 아우구스투스의 시대가 개막되었지만 아우구스투스가 집권하
기까지 그의 수호신으로 크게 부각된 아폴로의 모습은 웬일인지 점점 찾아
보기 힘들게 되었다. 그간 아폴로의 중요성을 설파했던 학자들은 이러한 중
요한 사실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아 왔다. 그들은 주로 어떠한 매체에 아폴
로가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도상학적 접근 방식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는 데 집중했을 뿐,92) 아폴로의 이미지가 언제까지 나타났는지, 그리
고 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이
러한 중대한 사실을 간과한다면 아우구스투스 시대 아폴로 숭배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시인들의 개별적인 작품 활동을 제외한다면, 공적인 자리에서 아폴로의 
모습은 백년제 이후로 찾아보기 힘들다. 아폴로의 모습을 주조한 주화는 기
원전 29년과 27년 사이에 가장 많이 발행되었고, 기원전 16년 이후 주조된 
주화의 양은 극히 적었다.93) 게다가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난 후에 아폴로
는 매우 가끔 주화에 등장할 뿐, 이전과 같은 우월한 지위를 누리지는 못했
다.94)  

아우구스투스 시대 아폴로 숭배가 이렇듯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우구스투스 자신의 권력이 매우 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1인 지배체제를 갖추어나가면서도 공화정의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공화정의 전통을 따르고 있음을 강조하였
다.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의 업적을 기록한 『업적록(Res Gestae)』에는 이러
한 그의 태도가 잘 반영되어 있다. 기원전 29년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로 귀
환했을 때, 그는 자신의 업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나는 두 차례는 말을 타고95), 세 차례는 전차를 타고 개선하였
고, 스물 한 차례 개선장군으로 추앙되었다. 비록 원로원은 나에게 

92) Galinsky, Augustan Culture; Zanker, Power of Images
93) Sutherland, C.H.V. The Roman Imperial Coinage: From 31 Bc to Ad 69. Vol. 

1. Spink and Son, 1984.
94) Wissowa, "Religion Und Kultus", pp.296-297
95) 소(小)개선식(ovatio)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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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승리를 헌정하고자 하였으나 나는 이 모두를 거절하였다. 
…”96)

그는 기원전 33년 안토니우스의 권력을 부정하기 위해 삼두정을 소멸시
켰는데, 이와 동시에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의 기반도 사라졌다. 옥타
비아누스는 기원전 31년 콘술의 자리에 올라 합법적인 지위를 얻고자 했
다. 그리고 기원전 23년까지 매년 콘술직을 연임하였고,97) 호민관직 또한 
마찬가지였다.98) 하지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공화정의 전통에 기반하고 있
는 지위였으며, 사람들의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지위는 피하고자 했다. 

“나는 마르쿠스 마르켈루스와 루키우스 갈룬티우스가 콘술이던 
당시(기원전 22년) 인민과 원로원 모두는 내가 로마에 머무를 때나 
부재할 때나 모두 나에게 독재관의 권한을 주고자 하였으나, 나는 
이를 거절하였다.… 내가 그 해, 그리고 영구적으로 콘술직을 제안 
받았을 때에도 나는 이를 거절하였다.”99) 

하지만 그는 인민을 위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섰다. 

“기근이 심각했을 때 나는 주저하지 않고 곡물 공급을 관리하였
다. 나의 지휘 하에 며칠이 되지 않아 나의 사비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100)

“나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로마 평민에게 300 세스테르티이를 
주었으며, 내가 다섯 번째 콘술직을 역임할 때(기원전 29년) 나의 
이름으로 전리품에서 400 세스테르티이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나의 10번째 콘술직 당시(기원전 24년)에는 나의 재산에서 300 세
스테르티이를 나누어주었으며, 11번째 콘술직(기원전 23년)에는 12

96) Aug.Res Gestae.4.1
97) 이때가 아우구스투스의 11번째 콘술직이었는데, 이는 로마 공화정 역사상 가장 많은 횟

수였다. 
98) 그는 총 13번의 콘술직과 37번의 호민관직을 지냈다. Aug.Res Gestae.4.4
99) Aug.Res Gestae.5
100) Aug.Res Gestae.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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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나의 사비로 곡물을 사들여 배급하였다. 그리고 12번째 호민
관직(기원전 12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400 세스테르티이를 주었
다. 이러한 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적어도 약 25만 명에 달했
다.…”101) 

기원전 27년, 원로원과 인민에게 모든 권력을 이양한다는 ‘공화정의 회
복’ 선언을 하고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받은 후 그가 착수했던 일들은 
맨 처음 정계에 입문했을 때의 행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일단 자신
의 권력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그 입지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그는 초반에 그저 맹세에 그쳤던 서약들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시작했다. 

기원전 42년, 그가 한창 율리우스의 신격화에 몰두하던 당시 맹세했던 서
약이 현실화되었다. 신격 율리우스를 위한 신전이 맹세한지 13년이 지난 
기원전 29년에 완공된 것이다.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를 신격화하고, 이 
신격화된 카이사르(Divus Iulius)를 통해 ‘신의 아들(Divi Filius)’라는 지위
를 충분히 활용한 바 있다. 이 신전 건립의 목적은 자신의 혈통과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신격화를 위한 목적도 가지
고 있었다. 하지만 그를 지지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로
마적 전통에서 산 자에 대한 숭배라는 것은 아직 받아들일 수 없었다.102) 
따라서 그러한 그의 바람은 직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대신 신격 율리우
스를 통해 나타났다. 이 신전은 카이사르의 신격화 및 숭배와 자신의 신격
화 및 숭배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팔라티누스 언덕에 세워진 아폴로 신전도 율리우스 신전과 마찬가지로 
로마사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율리우스 신전이 죽은 자를 
통해 산 자를 숭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폴로 신전은 수호신과
의 밀접한 관련성을 통해 자신의 신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아폴로 신전의 봉헌도 역시 완공되기 한참 전인 기원전 36년에 약속하였
고, 8년이 지난 기원전 28년에야 봉헌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신
전은 전통적인 공화정의 신전 건립 방식과는 달리 옥타비아누스의 뜻대로 
지어졌다. 본래는 우연한 사건을 통해 자신의 수호신을 위한 신전을 짓기로 
맹세한 것이지만, 마침 아폴로의 도움으로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함에 따라 

101) Aug.Res Gestae.15
102) Fowler, William Warde. Roman Ideas of Deity. 1914, pp.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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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전은 처음 건립 목적과는 다른, 더 큰 목적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이 
신전의 건립을 통해 악티움 해전의 승리를 강조하고, 이 승리를 가져다 준 
신의 가호를 받는 것이 바로 자신이라 선전하고자 했다. 

물론 아폴로가 악티움 해전의 승리를 가져다주었다는 선전은 매우 효과
적이었다. 팔라티누스 언덕에는 승리와 연관된 도상들이 장식되었고, 주화
에는 ‘ACT(IUM)’이라는 명문과 함께 아폴로가 새겨졌으며(그림10), 호라티
우스, 베르길리우스, 프로페르티우스 등 수많은 문인들이 ‘악티움의 아폴로
(Apollo Actius)’를 칭송했다. 그 중 베르길리우스는 아이네아스의 방패를 
통해 악티움 해전을 그려냈는데, 그가 그려낸 아폴로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
에게 영향을 주었다. 베르길리우스는 악티움 해전에 참여한 신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온갖 종류의 괴물 같은 신들과 멍멍 짖는 아누비스가 넵투누스
와 베누스와 미네르바를 향하여 무기를 휘둘렀다.”103)

다른 신들이 이렇게 사투를 벌이는 동안, 아폴로는 홀로 등장하여 승리를 
이끄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악티움의 아폴로가 이 광경을 보고 높은 곳에서 활을 당겼다. 
그러자 아이귑투스인들과 인디아인들과 아랍인들이
겁에 질려 모두 도망쳤고, 사바이족이 모두 등을 돌렸다.”104)

많은 신이 로마를 돕고 있었음에도, 최종적으로 적을 물리친 것은 아폴로
였다. 또한 승리를 축하하는 장면의 클라이막스 부분은 “카이사르가 눈처럼 
하얀 포이부스 신전의 문턱에 앉아”105) 선물과 패배한 부족들의 행렬을 구
경하는 모습이다. 악티움 해전에 대한 베르길리우스의 이러한 서사 덕분에 
아폴로는 가장 중요한 신,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신으로 부상했고, 이러
한 프로파간다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기원전 29년부터 27년 무렵까지가 내전의 승리를 선전하고 자신과 가문

103) Ver.Aen.8.698-699
104) Ver.Aen.8.704-706
105) Ver.Aen.8.71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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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격상시키기 위한 시기였다면, 이어진 시간들은 권력을 감추고 경계해야 
했던 시간들이었다. 그는 공화정에 모든 권력을 이양하고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은 후 “이때부터 나는 아욱토리타스(auctoritas)에서는 모든 사람
들을 능가했지만, 동료 정무관들보다 많은 포테스타스(potestas)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106)라 말한 바 있다. 아욱토리타스가 아우구스투스가 가지
고 있던 사회적·도덕적 영향력 및 권위를 나타낸다면, 포테스타스는 법적인 
지위와 권한을 나타낸다.107) 즉 아우구스투스의 권력 기반은 그의 개인적인 
아욱토리타스였지 공적인 권력이 아니었던 것이다. 아욱토리타스 강조는 자
신이 그저 정무관이 아니라 그들보다 우월한 도덕적 지도자임을 나타내
고,108) 공화정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의 체제에는 사적인 근거와 공화정적 전통이 모호하게 뒤섞여 있
었고, 아폴로 숭배 또한 이러한 맥락 안에 있었다.

물론 그가 아무런 공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권력 
이양 후 그는 10년 임기의 프로콘술 권한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히스파니
아, 갈리아, 시리아, 이집트 등의 속주들을 장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원
전 23년까지 매년 콘술직을 연임하였는데, 이는 귀족들의 반감을 강화시켰
다. 이러한 반감은 마침내 기원전 23년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암살 모의로 
이어졌다. 결국 아우구스투스는 23년 7월 1일, 콘술직에서 사임했다.109) 

아우구스투스는 콘술 사임의 대가로 ‘종신 호민관의 권한(tribunicia 
potestas)’을 받았고, 속주들에 대한 명령권(imperium)은 원로원이나 다른 
속주 총독들의 권한보다 우월한 것으로 격상되었다. 이후 아우구스투스는 
기원전 22년, 무능한 원로원 대신 로마에 닥친 곡물 위기를 해결함으로써 
평민들에게서도 두터운 신뢰를 얻었다. 곡물 위기를 해결한 후 아우구스투
스는 히스파니아와 갈리아를 비롯한 속주들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고, 
자신의 전공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나는 히스파니아와 갈리아, 그리고 달마티아로부터 이전의 다른 
지도자들이 빼앗긴 많은 군기를 되찾아 왔다. 나는 파르티아인들에

106) Aug.Res Gestae.34.3
107) 김덕수, 『아우구스투스의 원수정 : 로마공화정에서 제정으로』, 길, 2013, (2014 2쇄), 

pp.126-127, n.15
108) Galinsky, Augustan Culture, p.12
109) Dio, 5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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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전리품과 로마 군단의 군기 세 기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로마 
인민과 겸허히 친선관계를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나는 이 군기들을 
마르스 울토르 신전에 있는 가장 깊숙한 성소에 가져다 놓았다
.”110)

이러한 승리들은 아우구스투스가 내전의 승자뿐만 아니라 외적을 격퇴하
고 속주를 안정시킨 국가의 구원자임을 보여주었다. 아우구스투스는 이를 
놓치지 않고 ‘되찾은 군기들(SIGNIS RECEPTIS)’, ‘파르티아인들로부터 되
찾은 시민들과 군기들(CIVIB ET SIGN MILIT A PART RECVP)’ 등의 명
문을 담은 주화들을 발행하여 승리를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그림11). 

아우구스투스의 부재는 원로원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로 다시 귀환하기를 요청했고, 그가 로마로 
귀국한 기원전 19년 10월 12일은 국경일로 선포되었다. 투표를 통해 아우
구스투스에게는 콘술에 준하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기원전 18년 무렵이 되
자 아우구스투스의 1인 지배체제는 안정되기 시작했다. 

기원전 17년에 시행된 백년제(Saecular games)111)는 새로운 시대, 즉 
아우구스투스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백년제는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가장 긴 삶의 길이로 측정되는 길이’112)인 100년마다 한번
씩 열리는 의식으로,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
기도 한다. 아우구스투스 때에 거행된 백년제는 로마 역사상 네 번째, 혹은 
다섯번째로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백년제를 다
시 볼 수 없기에 이 제식이 언제, 어떤 주기로 시행되었는지는 매우 불확실
하다. 백년제가 정확히 백년 주기로 시행되었는지도 정확치 않은데, 사실상 
100년에서 110년의 주기가 공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우구스투스가 
본인의 치세 동안 백년제를 지내고자 세기를 조정했을 가능성도 있음을 내

110) Aug.Res Gestae.29.
111) 백년제는 지하 세계의 신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한 시

대(saeculum)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아
우구스투스 시대에 치러진 제전은 로마 역사상 다섯 번째로 치러지는 것이며
(Dio.54.18.2),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기원전 249년과 기원전 146년의 백년제이다. 이 두 
차례의 선례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름처럼 백년마다 거행되지는 않았다. 주로 100년
에서 110년 사이의 주기로 거행되었고, 삼일 밤낮 동안 이루어졌다.

112) 김활란,「세기제의 성격과 아우구스투스의 종교 정책」,『서양고전학연구』 55, no. 1 (3 
2016), p.216, n.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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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한다.113) 
백년제의 본래 의도는 죽음의 신들에게 제를 올림으로써 닥쳐올 재앙을 

피하는 것이었지만, 이때 로마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고, 재앙은 이미 
모두 지나갔다고 생각했다. 아우구스투스는 닥쳐올 위기를 걱정하기보다는 
자신이 이룬 성공을 대대적으로 과시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114) 본래 
공화정의 전통에서는 삼일 밤낮 동안 오직 두 신,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디
스(Dis)와 프로세르피나(Proserpina)에게만 희생제의를 올렸는데,115) 아우
구스투스는 이들에게 어떤 제의도 올리지 않고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지
모신과 일리티아이(Ilithyiae) 등에게 제를 드렸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준
다.116) 

기원전 17년 이후, 다소 불안했던 권력이 안정됨에 따라 아우구스투스는 
조상들의 옛 관습(mos maiorum)을 회복시키려 했다. 악티움 해전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로마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자
들이 많았고, 이들은 그 원인을 도덕적 타락으로 돌렸다. 이제 아우구스투
스는 그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자신이 펼쳐나갈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보여
주어야 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잊혀져있던 국가종교를 되살리고, 전
통 풍속들을 복원하고자 했다. 아우구스투스는 종교와 문화, 행정, 군대 등 
전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이러한 사회적, 종교적 개혁이 시
작되면서부터 그의 행보는 점차 공적인 것들에 집중되었고, 아폴로 숭배와 
같이 아우구스투스 자신과 관련된 사적인 일들은 차츰 도외시하였다.

종교 개혁과 관련해서는 역시 국가 종교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눈에 띤다. 
내전 동안 무너졌던 신전을 보수 및 재건하고, 제전과 사제직을 부활시켰던 
것이다. 아우구스투스는 신전들의 재건에 관한 기록을 아래와 같이 남겼다. 

“내가 6선 콘술일 때(기원전 28년) 나는 원로원의 의결에 따라 

113) 세기의 길이 조정에 관한 논쟁과 백년제의 준수 연대표에 관해서는 김활란,「세기제의 
성격」참조.

114) Galinsky, Augustan Culture, p.102
115) Taylor, "New Light on the History of the Secular Games." The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55, no. 2 (1934), p.104
116) 아우구스투스는 이들을 대신하여 운명의 여신들(Moerae), 유피테르, 일리티아이

(Ilithyiae), 유노, 지모신, 그리고 아폴로와 디아나에게 제를 드렸다. 하지만 대신 운명의 
여신에게 제를 올린 것은 기존의 죽음의 신들에게 제를 올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공화정의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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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에 있는 82개의 신전을 복원하였으며, 어떠한 신전도 수리가 
필요한 채로 남겨놓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국가 종교를 연상시키는 많은 건물을 새로 세웠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아우구스투스 평화의 제단(Ara Pacis)과 ’아우구스투
스 광장(Forum Augustum)‘이다. 평화의 제단이 건립되게 된 계기에 대해 
아우구스투스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티베리우스 네로와 푸블리우스 퀸틸리우스가 콘술직에 있던 해
에(기원전 13년) 내가 히스파니아와 갈리아에서 성공적으로 일들을 
처리하고 로마로 귀환했을 때, 원로원은 나의 귀환에 감사를 표하
기 위해 마르스 평원에 아우구스투스 평화의 제단을 바쳐야 한다고 
의결했고, 정무관들과 사제들, 그리고 베스타 여사제들에게 매년 그
곳에서 희생제의를 하도록 했다.”117)

아우구스투스의 귀환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평화의 제단은 기원전 13년 
착공하여 기원전 9년에 완공되었다. 평화의 제단에 새겨진 부조들은 아우구
스투스의 이데올로기를 무엇보다 잘 보여준다. 평화의 제단은 중심부에 있
는 제단과 제단을 둘러싼 벽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벽의 안팎에는 모두 조
각을 새겼다. 특히 벽 바깥쪽의 프리즈 부조 장식에 매우 상징적인 이미지
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쪽과 북쪽에는 하나의 
긴 프리즈가, 동쪽과 서쪽에는 좀 더 길이가 짧은 두 개의 프리즈가 있다
(그림12). 남쪽 프리즈에는 아우구스투스를 포함한 사제들, 릭토르들, 아그
리파 그리고 황제 가족의 행렬이 새겨져 있고(그림13), 북쪽 프리즈에는 원
로원 의원들의 행렬이 부조되어 있다(그림14). 서쪽 프리즈에는 입구를 중
심으로 오른쪽에는 아이네아스, 혹은 누마로 추정되는 인물이(그림15), 왼
쪽에는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양육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그림16). 출구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텔루스 여신이(그림17), 왼쪽에는 로마 여신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그림18).118) 

이 부조들은 로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보여준다. 로물루

117) Aug.Res Gestae.12.2
118) Galinsky, Augustan Culture, pp.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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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레무스의 건국 신화는 로마의 과거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며, 남쪽과 
북쪽에 있는 원로원 의원들과 사제들, 황가의 행렬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당시 로마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로마 여신과 텔루스 여신은 로
마제국의 영광과 황금시대가 도래할 미래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119) 결
국 아우구스투스가 평화의 제단을 건립한 이유는 자신 및 후계자에게 정당
성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세운 체제가 앞으로 영구히 이어질 것이
라는 영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아우구스투스 광장, 특히 그곳에 위치한 마르스 신전 역시 이와 비슷한 
이데올로기를 보여준다. 수에토니우스는 아우구스투스 광장의 설립 이유와 
그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가 세운 많은 공공건물 가운데 꼭 언급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복수의 신 마르스의 신전이 딸린 아우구스투스 광장, 팔라티
누스 언덕의 아폴로 신전, 카피톨리누스 언덕에 있는 뇌신 유피테
르의 신전이다. 그가 아우구스투스 광장을 건설한 것은, 인구 증가
에 따라 소송 사건의 수가 함께 증가하면서 이미 있는 두 개의 광
장으로는 소송 사건들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
다. 마르스 신전이 완공되기도 전에 서둘러 아우구스투스 광장을 
개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우구스투스 광장의 상징성이 완성되는 것은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복수의 신 마르스(Mars Ultor)’의 신전이 완공(기원전 2년)되면서부터였다. 
마르스 신전 박공의 중앙에는 마르스가, 양 옆에는 베누스 게네트릭스와 신
격 율리우스가 조각되어 있는데(그림19), 이들은 모두 율리우스 가문의 시
조신이다. 게다가 베누스와 마르스는 로마의 국가 형성과 관련된 신들이다. 
이 세 신을 함께 새겨넣음으로써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가문의 역사와 로
마 형성의 역사를 동일시하였다.

광장에 있는 직선 회랑의 양 옆에는 조상(彫像)들이 놓여 있는데, 왼쪽에
는 아이네아스를 중심으로 알바 롱가의 역대 왕들, 그리고 율리우스 가의 
영웅들이, 오른쪽에는 로물루스를 중심으로 공화정기의 영웅들이 놓여 있

119) 김상엽,「아우구스투스의 평화 제단 (Ara Pacis Augustae) 과 이데올로기」, 『서양고
대사연구』, vol.39 (2014), 



- 35 -

다. 결국 회랑에 놓여있는 이 상들 또한 율리우스가의 역사와 로마의 역사
를 상징하며, 그것이 모두 아우구스투스에게로 수렴됨을 보여준다.120) 

아우구스투스의 이러한 선전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전통 종교의 신들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마르스, 베누스 등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을 강조했다. 
지지기반이 없는 외래의 신인 아폴로는 이러한 과정에서 설득력과 영향력
을 발휘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아폴로가 겨우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백년제 
때였다. 백년제는 신전의 보수 및 신축 외에 아우구스투스가 힘썼던 각종 
축제 및 제전의 부활 정책의 일환으로 거행된 행사였다. 아우구스투스의 백
년제에는 공화정의 전통과 자신이 만들 새로운 시대의 모습이 교묘하게 얽
혀있었다. 아폴로가 백년제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맥락 덕분이었
다. 기원전 18년 원로원은 이듬해에 백년제를 연다고 공표했고, 17년 2월 
17일에는 제의 장소와 이를 관장할 15인의 명단이 발표되었다. 이는 공화
정의 전통에 따른 것이었지만, 이 15인에는 아우구스투스와 그의 후계자인 
아그리파가 포함되었고, 사실상 모든 절차는 두 사람의 뜻대로 결정되었다. 
이는 실제 제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5인 중 상위 네 명만이 제전을 관장
하도록 되어있었음에도, 이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그리파가 이들의 역할을 
대신하였던 것이다. 

 백년제는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거행되었는데, 5월 31일 밤에는 마
르스 광장에서 운명의 여신들(Moerae)에게 제식을 올렸고, 6월 1일 낮에는 
카피톨리누스 언덕에 있는 유피테르 신전에서 최고신 유피테르에게, 밤에는 
일리티아이(Ilithyiae)에게 제사를 지냈다. 다음 날 낮에는 카피톨리누스 언
덕에서 여왕 유노에게, 저녁에는 지모신에게 희생 제의를 거행했고, 마지막 
날인 6월 3일에는 팔라티누스 아폴로 신전에서 아폴로와 디아나에게 제의
를 드림으로써 제전이 마무리 되었다. 

제전의 마지막 날, 다산과 로마의 미래 세대를 상징하는 27명의 소년과 
27명의 소녀로 구성된 합창단이 팔라티누스 신전과 카피톨리누스 신전에서 
호라티우스의 찬가를 불렀다. 호라티우스는 아폴로와 아우구스투스의 관계
를 의식하여 아폴로의 역할을 몹시 강조하였다. 이 찬가는 첫 소절부터 “포
이부스와 숲의 주인인 디아나시여,”라 시작되어 아폴로를 평화의 수호자로
(33-35행), 예언자이자 궁수, 예술의 신으로(61-66행) 묘사하였다. 호라티

120) 김경현,「아우구스투스 황제와 수도 로마」, 『역사와 담론』, vol.50, (2008), p.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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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의 찬가에서 아폴로는 항상 로마의 힘을 지켜주고 라티움에 더 나은 
시대와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묘사되었다.121) 하지만 아폴로는 단독으
로 등장하기보다는 항상 그의 여동생인 디아나와 함께 묘사되었고, 호라티
우스의 찬가 외에 백년제에서 아폴로를 특별히 강조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
다. 

그럼에도 아우구스투스가 개인적으로는 아폴로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
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시빌라 신탁집의 이전이다. 종신
직인 대신관(Pontifex Maximus)직을 가지고 있던 레피두스가 죽으면서 기
원전 12년 아우구스투스는 마침내 대신관직에 올라 대신관의 자격으로 사
제직을 정비하였다. 아우구스투스는 당대에 발행된 예언서를 그리스어든 라
틴어든 가리지 않고 모두 불태워 버렸다. 그가 남겨둔 예언서는 시빌라 신
탁집 뿐이었다. 본디 카피톨리누스 언덕에 있는 유피테르 신전에 보관되어 
있던 시빌라 신탁집은 아우구스투스의 명에 따라 팔라티누스 언덕에 있는 
아폴로 신전으로 옮겨졌다. 시빌라 신탁집은 도금된 상자에 넣어 아폴로 신
상의 대좌 부분에 보관되었다.122)

아폴로는 어디까지나 옥타비아누스 개인의 수호신으로 그의 개인 권력을 
정당화시켜주는 존재였다. 즉 아폴로는 아우구스투스의 수호신이라기보다는 
악티움 해전 승리의 신이었다. 진정으로 아우구스투스를 수호해주고, 숭배
된 대상은 아폴로가 아닌 아우구스투스의 게니우스(genius)였다. 대신관의 
자격, 그리고 기원전 2년에 수여받은 국부(Parens Patriae)의 자격에 근거
하여 아우구스투스의 게니우스 숭배가 시작되었다. 게니우스는 모두가 가지
고 있는 개개인의 수호령(靈) 같은 존재인데,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늘 
곁에 있으며, 피수호자가 죽은 후에는 게니우스도 떠나간다고 여겼다(그림
20). 게니우스, 특히 가장(pater familia)의 게니우스는 가정의 수호신 라레
스(Lares)들, 그리고 베스타(Vesta)와 함께 숭배되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각 가정에서, 개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특정 신과 결합된 형태로 나
타나지는 않았다. 아폴로와 같이 특정한 신이 개인의 수호신이라는 개념은 
로마인들에게 매우 낯설었고, 로마인들에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효력을 가
질 수 없었다. 

권력자로서 옥타비아누스의 정당성은 그가 내전을 종식시켰다는 데 있었

121) Hor.Carm., 
122) Suet.Aug.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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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전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은 개인들이 수호신을 내세우도록 만들었다. 
이는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과정에서 명분을 제시하기 위한 수
단의 하나였고, 옥타비아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옥타비아누스는 아폴
로를 자신의 수호신으로 내세웠고, 내전의 종식을 가져온 악티움 해전의 승
리는 곧 아폴로의 이미지로 대변되었다. 아폴로의 이미지가 유효한 것은 
‘승리’와 결부될 때뿐이었다.123) 자신의 권력이 불안정할 때에는 내전에서
의 승리를 가져다 준 수호신을 내세우며 자신의 공적을 선전해야 했지만, 1
인 지배 체제가 확고히 정립되자 그러한 선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수호신 아폴로와, 그가 가져다 준 승
리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다. 결국 아폴로는 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각된 존재였으며, 그렇게 볼 때 내전기에 나타났던 수호신의 개념 또한 
몹시 예외적인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123) 악티움 해전 이후 발행된 주화들 중에서 아폴로의 모습을 새긴 주화는 단 한 종류를 
제외하면 모두 승리의 이미지와 결부되어 있거나 악티움 해전을 나타내는 ‘ACT’라는 명
문을 가지고 있다. Sutherland, The Roman Imperial Coi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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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기원전 1세기, 끊임없는 내전으로 혼란스러웠던 로마에서 자신을 지키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많은 유력자들은 수호신을 내세웠다. 이것은 로마사
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옥타비아누스가 
택한 것은 아폴로였다. 처음 정계에 입문했을 때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
의 후광 밖에는 기댈 곳이 없었고, 혼란에 빠진 로마에서 자신을 지키고 권
력을 손에 넣을 전략이 절실했다. 그는 정적들과의 싸움을 통해 수호신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들과의 싸움에서 얻은 것들은 자연스레 자신의 
전략의 일부로 수용하였다.

특히 악티움 해전이 끝나자, 아폴로는 내전의 승리를 가져다 준, 승리의 
수호신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전까지 아폴로의 주된 속성이 치유였다
면, 전쟁 이후에는 승리의 이미지가 강조되었다. 아폴로는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위상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옥타비아누스 개인
의 수호신으로서였다.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수호신에
게 많은 감사를 바쳤다. 이 과정에서 아폴로가 본디 가지고 있었던 정화나 
치유 같은 속성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고, 오직 아우구스투스에
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수호신이라는 인식만 남게 되었다.

애초에 아폴로가 옥타비아누스의 수호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전이라
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다. 본디 로마인들은 개개인마다 자신의 게니우스
라는 수호령을 가지고 있었기에 특정한 신이 수호신화(化)되는 일은 없었
고, 이러한 수호신의 개념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은 더욱 많은 신의 가호를 필요로 했고, 이러한 바람
이 수호신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내전기에 많은 유력자들이 앞다투어 수
호신을 내세우던 모습은 아우구스투스 시대 권력이 안정되자 사라졌다. 아
우구스투스의 권력이 안정되자 그는 개인적인 프로파간다에 몰두하기 보다
는 로마 전체를 위한 프로파간다를 펼쳤다. 로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
래를 보여주는 평화의 제단은 아우구스투스가 만들어갈 미래를 확실히 보
여주었다. 하지만 그 중에 아폴로의 자리는 없었다. 아폴로는 어디까지나 
옥타비아누스 개인의 수호신이었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가 죽은 후 그의 
쇠락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이후의 황제들도 자신의 게니우스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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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을 뿐, 옥타비아누스처럼 특정한 수호신을 내세우지는 않았다.  
이러한 형태의 수호신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은 로마가 또다시 혼란을 

겪게 되는 3세기 무렵이다. 황위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전쟁이 끊임없
이 이어지던 이때, 황제들은 ‘무적의 태양신(Sol Invictus)’이라는, 자신을 
지켜주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를 수호신으로 삼았다. 

결국 옥타비아누스/아우구스투스의 아폴로 숭배는 그리스적 성격을 강하
게 띠고 있던 외래의 신이 어떻게 로마의 1인자의 수호신이 되어 숭배되고 
선전되었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아우구스투스의 권력의 특성과 로마인들
의 종교관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와 더불어 로마 종교사의 큰 맥락에서 
보면 이러한 현상은 내전, 혹은 잇단 전쟁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타
난 매우 특수한 현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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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8 BCE, 갈리아 혹은 이탈리아 주조, 
앞면: CAESAR DIVI F, 오른쪽을 보고 있는 옥타비아누스
뒷면: DIVOS IVLIVS, 오른쪽을 보고 있는 관을 쓴 카이사르.
"http://www.wildwinds.com/coins/ric/augustus/RPC_0620.1.jpg

그림 2) a: 46 BCE, 카이사르의 데나리우스, 아이네아스가 팔라스 여신상을 들고 
아버지 앙키세스와 함께 트로이를 도망치는 모습.
b: 42 BCE, L.L.레굴루스의 데나리우스, 로마, 아이네아스와 앙키세스
c: 31 BCE 이전, 옥타비아누스의 데나리우스, CAESAR DIVI F,
마르스의 무장을 한 베누스 게네트릭스

Zanker, Power of Images, p.35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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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브루투스의 데나리우스, 
앞면: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베일을 쓴 리베르타스
뒷면: 왼쪽부터 도끼, 삼각대, 국자(제주祭酒를 푸는 데 사용)

그림 4) 15-13 BCE, 옥타비아누스의 데나리우스, 리옹 주조
앞면: AUGUSTUS DIVI F, 오른쪽을 보고 있는 옥타비아누스
뒷면: IMP X, SICIL, 활과 창을 들고 있는 디아나 여신, 왼쪽에는 개
http://www.wildwinds.com/coins/ric/augustus/RIC_0172.jpg

그림 5) 44-43 BCE, 섹스투스 폼페이우스의 데나리우스,
마실리아 주조, 주조자 Q.나시디우스
앞면: NEPTUNI, 폼페이우스의 초상과 돌고래, 삼지창
뒷면: Q.NASIDIUS, 함선
http://www.romancoins.info/Imperatorial-pompeiu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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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 31 BCE 이전, 옥타비아누스의 데나리우스
기원전 36년에 있었던 섹스투스 폼페이우스와의 승리를 기념
지구를 밟고 있는 모습은 권력을 상징
b: 42-40 BCE, 섹스투스 폼페이우스의 데나리우스
옥타비아누스의 함대를 격파한 기념으로 주조,
승리를 상징하기 위해 뱃머리를 밟고 있는 모습
Zanker, Power of Images, p.41
 

그림 6) 42-40 BCE, 섹스투스 폼페이우스의 데나리우스
앞면: 어깨에 삼지창을 걸치고 있는 넵투누스
뒷면: 해전의 승리를 상징하는 삼지창, 투구, 흉갑, 스킬라의 개 두 마리와 닻
http://www.wildwinds.com/coins/imp/sextus_pompey/RSC_0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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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소시우스의 아폴로 신전은 팔라티누스 언덕의 아폴로 신전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디자인되었다. 왼쪽은 팔라티누스 신전의 설계도이고
오른쪽은 소시우스의 신전 설계도이다. Zanker, Power of Images, p.66
 

그림 9) 아폴로 신전과
옥타비아누스 자택.
R부분의 경사로가
신전의 테라스와 
곧바로 연결된다.
Zanker, Power 
of Images,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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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15-13 BCE, 아우구스투스의 아우레우스, 리옹
앞면: AUGUSTUS DIVI F, 아우구스투스의 초상
뒷면: IMP X, ACT, 플렉트럼과 리라를 들고 있는 아폴로
http://www.wildwinds.com/coins/ric/augustus/RIC_0171a.1.jpg

 

그림 11) 19-18 BCE, 아우구스투스의 데나리우스, 콜로니아 파트리키아
앞면: CAESAR AUGUSTUS, 아우구스투스의 초상
뒷면: SIGNIS RECEPTIS, 중앙에 CL V가 새겨진 방패,
방패 사면에 SPQR, 양옆에는 군기와 독수리자리.
http://www.wildwinds.com/coins/sear5/s1633.html#RIC_008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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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아라 파키스(Ara Pacis)의 구조 
http://honorsaharchive.blogspot.kr/2007/01/ara-pacis-augustae.html

그림 13) 남쪽 프리즈의 아우구스투스와 사제들, 릭토르, 아그리파, 황제 가족들의 행렬
A; 아그리파, B: 리비아, C: 티베리우스, D: 비스파니아와 소(小)드루수스 , 
E: 대(大)드루수스, F: 안토니아 http://www.jasperburns.com/gasar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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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서쪽의 오른쪽 프리즈, 희생 제의를 치르고 있는 아이네아스 
혹은 누마로 추정. https://en.wikipedia.org/wiki/Ara_Pacis
 

그림 14) 북쪽 프리즈에 새겨져 있는 원로원 의원들의 행렬
https://en.wikipedia.org/wiki/Ara_Pa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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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서쪽 프리즈의 왼쪽에 위치한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양육 장면.
목동이 이들을 돌보고 있고 마르스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
https://en.wikipedia.org/wiki/Ara_Pacis 

그림 17) 풍요와 다산을 보여주는 출구 오른쪽의 부조.
여신은 지모신인 텔루스, 평화의 여신인 팍스, 모신 비너스, 곡물의 여신 케레스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된다. https://en.wikipedia.org/wiki/Ara_Pa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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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출구 왼쪽의 부조는 원형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추측이 힘들지만, 
무장한 여성의 모습으로 보아 로마 
여신으로 추측된다. 
https://en.wikipedia.org/wiki/Ara_Pacis

그림 19) 마르스 울토르 신전의 박공. 가운데는 마르스, 왼쪽에는 베누스 
게네트릭스, 오른쪽에는 신격화된 율리우스가 새겨져 있다. 
http://timerime.com/en/event/1015367/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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