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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고전기 스파르타 폴리스에서 공교육은 아테나이와 대조되는 스파르타
식 삶의 방식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특이하게도 스
파르타 공교육은 소년을 성인, 전사, 시민으로 양성할 뿐 아니라, 항구적으
로 지속되는 공동식사를 통해 성인들의 삶에도 강력한 규율을 부과했다.
이 논문은 스파르타 폴리스의 두 기둥인 아고게와 쉬시티아를 통해 서양
최초의 공교육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다.
고전기 아고게가 헬레니즘, 로마시대에 동일하게 연속되는지 여부는
아고게 연구에 활용 가능한 사료를 설정하는 중요한 문제다. 이 논문에서
는 여러 시대에 흩어진 사료를 통합하여 하나의 시대착오적 이미지를 구성
하는 방식에 반대하면서도 아고게 역사를 극단적인 단절로 보는 관점은 경
계한다. 즉 로마 지배기에 이르면 스파르타 폴리스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
험하고 아고게 역시 고전기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지만, 헬레니즘
시대에 ‘부활’한 아고게는 단순히 철학자의 상상력이 만든 창조물이 아니
라, 고전기부터 이어지는 정확한 정보에 기반을 둔 재건의 산물이었다. 이
런 점에서 스파이로스는 아고게의 역사에서 고전기와 헬레니즘을 잇고 플
루타르코스에게 영향을 끼친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적극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고전기 아고게의 구체적 모습을 재구성하는 작업은 결국 크세노폰과
플루타르코스를 적절하게 비교하는 것이다. 두 저자는 모두 체계적이고 분
석적인 아고게 설명을 제공하지는 않으며, 이 논문에서는 파이데스, 파이디
스코이, 헤본테스로 이어지는 교육 과정을 최대한 묘사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스파르
타 아고게에 대해 기존의 단순한 ‘군사훈련’의 이미지를 수정하기 위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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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했다. 즉 아고게는 전사를 양성할 뿐 아니라 소년을 성인으로 변화시키
는 과정이며 궁극적으로 시민으로서 자격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아고게를 통해 소년은 스파르타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법
을 배운다. 스파르타의 소년애는 이러한 소년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소년은 성인 인도자와의 극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인사회로 진입할 준비
를 갖추게 된다. 스파르타에서 이러한 소년애 관계는 육체적 정교가 철저
히 금기시되었고, 소년에게 시민으로서의 덕성을 함양하려는 명백한 교육
적 목적 아래 있었다.
아고게 과정을 마치면 소년에서 성인 시민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그러
나 스파르타인은 시민공동체와 군대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또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신토록 계속되는 교육과정에 다시 들어
가야 한다. 쉬시티아는 모든 스파르타 남성 시민에게 매일의 공동식사를
강제했다. 쉬시티아는 흥미롭게도 회원에게 매달 일정액의 회비를 부과했
는데, 스파르타 시민이 매달 납부하는 식재료의 양은 일인당 섭취량을 훨
씬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높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시민권을
박탈당했고, 이는 고질적인 인구부족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쉬시티
아는 스파르타 군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스파르타의
군사력이 크게 약화된 헬레니즘 시대 이후로, 이 제도는 타락하여 뤼쿠르
고스의 제도라는 명목만 남았다.
쉬시티아는 군대의 막사를 연상시키곤 했지만 그러나 본격적인 군대
조직의 한 단위는 아니었다. 고전기 사료에 대한 분석은 확고하게 에노모
티아가 군 편제의 최소단위였음을 지지한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쉬시티아
의 진정한 중요성은, 친밀한 식탁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동일한 에노모티아
에 소속되도록 한다는 점에 있다. 그 결과 에노모티아의 조직력이 확보될
수 있었고 역으로 에노모티아에서의 무용(武勇)은 하나의 작은 폴리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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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쉬시티아 내의 치열한 경쟁에서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었다.
스파르타 공교육은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훈련과 생활방식을 적용시킴
으로써 폴리스의 평등성, 통합성의 증진에 기여했으나, 동시에 교육과정의
치열한 경쟁이나 공동식사에서 추가적인 음식 기부 기회는 개인과 가문의
능력과 부를 과시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소년애는 집단적이고 공개적인 교
육 과정 속에서 개별적인 관계를 제공했고, 또 연인 관계의 형성에는 정치
적 고려가 반영되었다. 스파르타의 아버지들은 원칙상 모든 소년에 대해
공동의 권위를 행사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문을 이어갈 아들의 교육에
개별적인 열정을 가졌다. 특히 소위 ‘공교육’ 아래에서 아고게의 교육 비용
과 소년들의 공동식사 비용은 각자의 아버지가 부담했다. 이렇게 스파르타
공교육은 단순히 폴리스의 의지를 시민에게 각인하고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공적 요구와 사적 욕망 사이의 긴장이 표출되고 조율되는 장기적
과정이었고, 이는 스파르타 공교육과 나아가 스파르타 사회를 획일적이고
군사주의적인 것으로만 보는 관점에 수정을 요구한다.

주요어: 공교육, 아고게, 쉬시티아, 스파이로스, 크세노폰, 플루타르코스
학번: 2003-3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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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스파르타 공교육은 ‘스파르타식 삶의 방식’의 토대였으며 아테나이의
민주정 전통에 대응하여 스파르타가 남긴 중요한 유산으로 간주된다. 아테
나이의 직접민주정과 스파르타의 규율을 대조하여 두 폴리스를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로 제시하는 것은 이미 고전기에 확립된 관행이었고, 근대 연구
에서도 스파르타 공교육은 헬라스에 유래 없는 최강의 전사 집단을 만들어
내고 정치체제에 안정을 가져온 이상적 모델로서 탐구되었다. 아테나이에
서는 교육이 전적으로 사적인 문제였다. 아버지가 집에서 가르치거나 필요
한 경우 개인교사를 붙이거나 사설 교육기관에 보냈다. 그러나 스파르타에
서는 교육이 폴리스 전체의 관심사였고 모든 교육과정은 폴리스 앞에 언제
나 공개되어 있었다. 아테나이에 스파르타를 연상시키는 교육기관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기원전 335년 이후, 곧 에페베이아 제도를 통해 18-20세의
청년에게 군사훈련을 중심으로 윤리와 종교를 더불어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였다.1) 그러나 스파르타의 공교육은 이미 ‘기원전 6세기 혁명’ 이후부터
강제적, 포괄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교육에서의 실패나 탈락은 시민권
의 박탈과 직결되었으며, 폴리스는 공교육의 두 축인 아고게와 쉬시티아를
통해 체계적으로 시민을 교육하고 규율을 함양, 유지했다. 스파르타의 이중
왕제, 게루시아, 에포로이, 민회와 같은 ‘헌정적’ 제도들은 시민성을 창출하
고 지속시키는 공교육 체계의 토대 위에서 작동이 가능했다. 그러므로 스
파르타 폴리스에 대한 이해는 스파르타 공교육에서 출발해야 한다.
스파르타의 공교육이 스파르타의 폴리테이아를 이해하는 토대가 됨은
분명하지만, 오랜 이미지와 기존의 연구에서는 스파르타의 공교육제도를

1) D. Heater, “The History of Citizenship Education: A Comparative Outline”, Parliamentary
Affairs 55 no. 3(2002), p.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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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 전체에서 유리된 것처럼 취급하거나 오직 군사적인 차원에서만 사
회와 연관시켰다. 사료를 다루는 데서도 상고기로부터 로마 제정기까지 흩
어진 여러 단편적 언급들을 부주의하게 통합하는 관행이 만연했다. 이 논
문에서는 고전기 스파르타의 공교육을 역사적 현실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
다. 스파르타의 공교육은 단순히 전사를 생산하는 군사훈련이 아니라, 소년
을 남성과 전사로 길러내고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는 영속적인 과정이었다.
이를 위해 스파르타 공교육은 7세부터 20세까지의 ‘학교교육’ 곧 아고게와
이후로 노년까지 지속되는 식사 공동체인 쉬시티아로 시민단 전체를 규율
했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시대의 사료들이 반영하는 실체를 구분하기
위해 노력하여 그 결과 스파르타 공교육이 고전기, 헬레니즘, 로마시대에
걸쳐 유지한 것과 변화된 것을 추적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된 여러 이미지들의 본체라 할 수 있는 고전기의 교육을 적
절한 사료와 해석의 기반에서 이해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다.

스파르타 교육은 스파르타 폴리스 탐구에서 중심에 위치한다. 이는 교
육이 한 사회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제도라는 보편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핀리(M. Finley)는 20세기 후반 스파르타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
시한 논문의 결론부에서, “기원전 6세기 혁명”으로 스파르타에

신체제가

탄생했으며, 공교육과 공동식사를 이 체제의 두 기둥으로 제시했다.2) 핀리
이전에도, 스파르타는 고대부터 르네상스를 거쳐 현대까지, 때로는 유토피
아적 모범으로 칭송받고 때로는 전체주의 디스토피아의 악몽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면서 다양한 열정을 불러일으켰는데, 스파르타 교육은 이러한 상
반된 입장들이 공통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논거였다.3) 오늘날에도 여전히
2) M. Finley, The Use and Abuse of History(London, 1986), p. 177.
3) 스파르타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다음 세 연구가 고전적이다. F. Oilier, Le mirage
spartiate(Paris 1933-43); E. N. Tigerstedt, The Legend of Classical Sparta(Stockholm etc.
1965, 1974, 1978); E. Rawson The Spartan Tradition in European Thought(Oxford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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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르타 폴리스의 성격을 규정하는 일과 스파르타 교육에 대한 평가는 분
리되지 않는다. 스파르타 폴리스의 본질이 헤일로타이와의 ‘계급투쟁’에 있
다면 스파르타 교육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전사를 길러내는 교육
이다. 스파르타 사회가 본질적으로 ‘보수적’이라면 스파르타 교육은 아득히
먼 과거의 의례에서 내려온 유산이며 그러한 점에서 고대 크레테나 근대
아프리카 혹은 폴리네시아의 ‘미개사회’의 관습과 비교가 가능하다.4) 이렇
게 스파르타 폴리스에 대한 이미지가 스파르타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 영
향을 끼치지만 역으로 스파르타 교육을 재조명함으로써 스파르타를 바라보
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스파르타 교육은 스파르타 폴리스
와 스파르타식 삶의 방식의 정수인 것이다.
스파르타 공교육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일으킨 케넬(N. Kennell)은 고
전기 스파르타에 ‘아고게’라는 명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사료의 침묵을 근거로 그는 고전기 교육이 하나의 제도로서 분립되
지 않고 사회와 통합되어 있었다고 본다. 이는 본질적으로 종교의례의 집
합이었다는 것이다. 기원전 3세기 중반에 스파르타 교육은 완전히 단절되
었고 헬레니즘 시대에 스파르타 부흥운동으로 뤼쿠르고스의 체제가 ‘복원’
되었는데, 그 핵심에 ‘아고게’가 있었다. 스파르타 교육이 마치 뤼쿠르고스
이래 변치 않고 이어진 것처럼 인식된 것은 이 헬레니즘 아고게의 의고(擬
古)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기원전 2세기 초에 아카이아
동맹의 필로포이멘은 스파르타를 장악하고 ‘뤼쿠르고스의 제도’를 정지시
켰으며, 당연히 아고게도 중지되었다. 기원전 146년에 로마가 헬라스를 장
악한 뒤 스파르타에 다시 ‘아고게’가 실시되지만, 이는 고전기는커녕 ‘복제
품’인 헬레니즘 아고게를 재복제하였으며 이제는 로마세계의 관광 상품에
불과했다.5) 이러한 케넬의 주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케넬
4) P. Cartledge, Spartan Reflections(Berkeley and Los Angeles, 2001), pp. 79-90.
5) N. Kennell, The Gymnasium of Virtue: Education & Culture in Ancient Sparta(Chapel 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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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스파르타 교육의 역사를 완전한 단절로 제시한다. 고전기 교육(BC 6세
기부터 270-250년경)과 클레오메네스의 ‘복원’된 아고게(기원전 226-188년),
로마 시대 ‘관광 상품’ 아고게(기원전146년-서기 4세기)는 오랫동안 하나의
이미지로 설명되었으나 사실은 전혀 다른 세 실체다. 둘째 스파르타 교육
은 물론 스파르타 역사 연구 일반에서 방법론상 시대착오의 오류가 지배했
다. 후대의 자료들, 예컨대 플루타르코스나 파우사니아스의 저작이나 헬레
니즘, 로마시대의 비문자료를 가지고 크세노폰과 플라톤의 고전기 스파르
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뒤카(J. Ducat)는 케넬의 주장에 대응하여 고전기 스파르타 교육을 탐구
할 가능성 자체가 봉쇄되는 것에 반대했다. 그는 다양한 시대의 사료들을
부주의하게 합성한 기존의 연구방법에 대해서는 케넬의 비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만, 스파르타 교육의 역사가 완전히 고립되고 단절된 실체들이라
는 점에는 반대한다. 클레오메네스와 조언자 스파이로스가 뤼쿠르고스의
규율을 ‘부활’시키려 했을 때, 과연 이전의 모든 요소들을 배재한 순수한
창조였겠는가? 그들 앞에는 크세노폰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이
고 우리에게는 전하지 않는 여러 저술들(예컨대 크리티아스의 라케다이몬
인의 국제)과 생생한 구술 전승들이 놓여 있었다. 변한 것은 폴리스이며
오히려 교육의 여러 요소는 연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뒤카는
나아가 케넬이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은 크세노폰의 라케다이몬인의
국제 2-4장을 고전기 스파르타 교육을 다룬 유일한 본격적 설명으로 판단
하고, 이를 정밀하게 주석하여 고전기 교육에 접근한다.6) 그럼으로써 뒤카
의 연구는 고전기 스파르타 교육의 ‘숨겨진 얼굴’을 드러냈다. ‘공교육’이
지배적이지만 사적 측면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7세 이전,
아동의 인격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는 국가의 개입이 없이 가족이 교육을
1995).
6) J. Ducat, Spartan Education: Youth and Society in the Classical Period(Swanse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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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진다. 스파르타 교육은 혹독한 훈련이지만, 아테나이의 경우와 같이 시
중을 드는 ‘파이다고고스’가 소년과 함께 했다. ‘음식 훔치기’와 같은 기묘
한 관행들은 소년의 일상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제한적인 의례 혹은 시험
이었다. 뒤카는 스파르타 교육이 지나치게 혹독했다는 이미지를 완화시키
려 하며, 결론에서는 스파르타 소년들이 이 교육과정을 통해 폴리스와의
합일을 경험함으로써 ‘행복’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7)
케넬과 뒤카의 연구 및 논쟁은 고전기 스파르타 교육에 대한 새로운
탐구의 출발점이 된다. 스파르타 교육의 역사적 변화를 케넬이 처음 제시
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스파르타 연구에서 시대착오적인 사료 활용에 대
한 그의 지적은 기본적으로 정당하다. 케넬 이후, 스파르타 교육을 변치 않
는 뤼쿠르고스의 제도로서 설명하는 정적인 방법은 지양되고 있다. 그러나
케넬은 풍부한 비문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헬레니즘, 로마시대의 아고게를
설명할 때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고전기 교육과 관련한 사료의 판단과 해
석에서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케넬은 고전기 스파르타 교육을 충분
히 탐구하지 않았고, 고전기를 설명하는 사료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한편, 뒤카의 서술은 고전기 스파르타 교육에
서 아버지와 가족의 역할 등 ‘감춰진 얼굴’을 복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는 고전기의 구체적 사실들을 추적하여 예컨대 고전기 교육에
‘공적’ 측면 외에도 ‘사적’ 측면이 존재했음을 밝혔으나, 그러한 발견들을
전체적 조망으로 연결시켜 스파르타의 폴리테이아 내에서 스파르타 교육의
총체적인 목적과 역할을 규명하지는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고전기 스파르타 교육을 주제로 삼았다. 일반적으로 고
전기란 페르시아 전쟁 이후 곧 기원전 480년부터 헬레니즘 시대의 시작인
기원전 323년까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스파르타의 경우 핀리의 ‘6세기 혁

7) Ibid., pp. 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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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론’을 따르자면 기원전 550년경 정체의 개편이 이루어져 새로운 사회로
진입하며, 이 체제는 기원전 약 350년경에 군사적 패배로 치명타를 입고
이후 몰락의 길을 걷는다. 이 논문에서는 기원전 6세기의 혁신부터 기원전
4세기 후반까지의 ‘긴 고전기’를 채택했다. 한편 헬레니즘 시대에 스파르타
는 개혁가 왕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혁명’은 적어도 구호로는 뤼쿠
르고스로의 회귀를 외쳤고, 이 시대의 재건 작업은 향후 스파르타 교육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흔적을 남겼다. 따라서 고전기 스파르타 교육을 제대로
평가하는데 필수적인 경우, 시대를 넘어 헬레니즘 교육 또한 부분적으로나
마 검토하게 될 것이다.

또, 이 논문은 스파르타의 소년과 남성의 교육만

을 다루며, 소녀 및 여성의 교육은 추후의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이는
여성교육의 중요성이 덜하기 때문이 아니라, 남성교육보다도 사료의 부족
이 심하고 환상의 지배가 강하여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소년들의 교육인 아고게를 다
루는 2장과 성인들의 ‘평생’ 교육을 다루는 3장이다. 먼저 2장 1절에서는
아고게의 역사를 둘러싼 방법론적 논쟁을 배경으로, 우리가 크세노폰과 플
루타르코스를 고전기 아고게를 설명하는 사료로 사용 가능한지를 검토한
다. 핵심은 스파이로스의 아고게가 스토아 철학자가 만들어낸 ‘신기루’인지
여부이며, 스파이로스의 삶의 궤적과 그의 저술이 플루타르코스에게 남긴
흔적을 검토하여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방법론상의 쟁점 이후에는 스
파르타 아고게의 전체적 모습을 다시 그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절에
서는 고전기부터 로마시대까지 사료들로부터 가능한 안전하게 끌어올 수
있는 요소들을 활용하여 고전기 아고게를 재구성할 것이다.
한편 아고게 연구에는 시대구분의 논쟁 뿐 아니라 학제간 연구의 문제
도 중요하다. 사료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된 대표적인 방법은 인류
학적 접근이었다. 2장 2절에서는 고전기 아고게 연구를 통과의례로 간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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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비교인류학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고자
한다. 특히 스파르타 소년애(παιδεραστία)의 문제는 이 문제의 성격을 잘 보
여 준다. 인류학과 종교학 일반에서 소년애는 성적 관계로 묘사되는데, 과
연 스파르타의 아고게는 육체적 정교(情交)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통과의례로서만이 아니라 폴리스의 독특한 역사
적 교육 제도로서 아고게의 성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군사훈련과
시민교육의 차원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스파르타의 모든 성인 남성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평생
참여해야 하는 매일매일의 전 시민 공동식사인 쉬시티아를 다룬다. 이는
스파르타인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규율과 교육의 대상임을 뜻하며, 쉬시
티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와 교육은 스파르타식 삶의 방식을 주입
하고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3장 1절에서는 쉬시티아 제도
를 개관하는데, 기원과 명칭의 문제에서 시작하여 공동식사의 시간, 장소,
음식 등의 세부사항과 특히 시민권과 결부된 회비 납부의 의무를 다루고,
스파르타 사회에서 쉬시티아의 여러 기능과 의미를 조명한다.
3장 2절에서는 쉬시티아에 관련된 중요한 논쟁 하나를 중심으로 다룬
다. 고대와 현대의 많은 연구자들은 쉬시티아를 본질적으로 군사 제도로
간주했고, 쉬시티아는 스파르타 군대의 최소 단위라고 주장되었다. 함께 먹
고 함께 자며 함께 싸우는 전사집단으로서 스파르타 시민단의 이미지에서
쉬시티아는 중요한 축을 이루었다. 그러나 스파르타의 군사제도에 대해 가
장 권위 있는 저자인 투퀴디데스와 크세노폰은 스파르타군의 편제를 설명
하면서 쉬시티아를 간접적으로라도 언급하는 경우가 없다. 쉬시티아는 군
사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으면서 실제 군대와는 관련이 없는 듯 한 모순
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근대 쉬시티아 연구의 기반이
되는 빌쇼프스키의 논지를 일부 받아들이는 동시에 수정, 비판하면서, 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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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타 군대의 편제상 최소단위는 에노모티아이며, 쉬시티아는 군 편제와 직
접 관련성은 없으나 에노모티아에 구성원을 공급하는 기반이 됨을 보여주
고자 한다.
이 논문은 아고게와 쉬시티아를 이렇게 스파르타 교육이라는 하나의
주제 아래 묶음으로써 고전기 스파르타인 특유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함
양, 유지, 전수되는지에 대한 조망을 제공하고자 하며, 그로써 스파르타 폴
리스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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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아고게의 역사적 궤적
이 장에서는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아고게를 조명하고자 한다. 첫
째, 헬레니즘기에 재건된 아고게(클레오메네스/스파이로스의 아고게)는 뤼
쿠르고스의 체제로 복귀한다는 선전과는 달리 고전기와 전혀 다른 제도였
다고 보아야 하는가? 케넬은 하나의 아고게 이미지를 거부하고 실체로서
세 개의 스파르타 교육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주장의 핵심에는
‘전통의 발명’이 자리한다. 즉 스파이로스는 스토아 철학자로서 클레오메네
스의 개혁을 실행에 옮기면서 고전기의 제도를 복구하는 것 보다는 자신의
철학과 시대적 상황에 맞는 새로운 교육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복구’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며, 이 장에서는 스파이로스를 단순한
복제자나 단절적인 발명가로 보는 관점을 지양하고, 크세노폰 및 여러 고
전기 저자들과 로마시대 플루타르코스를 이어주는 핵심적인 중간 고리로서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질문은 스파르타 교육에서 소년애 관행의 특수성과 관련된다. 케
넬이나 뒤카는 물론이고 스파르타 연구의 오랜 역사에서 ‘인류학적 접근’
은 하나의 중요한 전통을 이루었다. 스파르타 교육은 사료가 부족한 고대
사 일반에서도 가장 심각한 결손을 드러내는 분야이므로, 다양한 접근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대에 특정되지 않는 ‘영원한’ 통과의례
를 역사시대 폴리스의 교육제도와 비교하는 것은 많은 위험을 안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년애는 부족의례의 사례들을 따라 육체적인 정교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장에서는 인류학, 종교학적 접근이 스
파르타 교육의 여러 관행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참신한 관점을 살펴
봄과 동시에 그 한계를 지적하고, 이것을 스파르타의 소년애의 경우 어떻
게 적용되는지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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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고게의 연속성과 변화
아고게는 역사적 변화의 바깥에 있지 않았다. 물론 고대에 이는 뤼쿠
르고스의 체제의 핵심으로서 그 자체로도 변치 않는 그리고 사회체제 전체
에 장기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간주되었다. 근대 연구에서도 키케로
의 “700년 이상을 하나의 제도와 변치 않는 법아래 살아온 세상 유일의 사
람들”이라는 로마시대의 관점이 오랫동안 지배했다.8) 그러나 ‘영원한 아고
게’는 사실은 탄생과 변화와 종식을 경험한 역사적 제도였다. 당연하게도
뤼쿠르고스의 개혁 이전에 폴리스의 교육제도로서 아고게는 존재하지 않았
다. 즉 알크만이 노래하던 시절의 스파르타에는 아고게가 존재하지 않았거
나 고전기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교육이 아고게를 대신했을 것이다. 제 2
차 메세니아 전쟁(기원전 660년대에 종식)과 그에 뒤이은 ‘스타시스’(στάσι
ς) 곧 폴리스의 심각한 혼란은 폴리스의 구조적 개편을 초래했다. 헤로도토
스는 이 시기에 대하여 가장 제대로 통치되지 못하던 스파르타가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가장 훌륭한 폴리스가 되었다고 설명한다.9) 아고게(와 쉬시티
아)는 기원전 6세기로 추정되는 이 ‘스파르타 혁명’의 핵심요소였다.10)
한편 기원전 371년 레욱트라의 패배는 스파르타에 회복될 수 없는 치
명타를 입혔고, 헬레니즘 시대에 ‘조상 전례의 관습’은 점점 제대로 지켜지
지 못했다. 그래서 기원전 3세기에 다시 ‘혁명’을 통해 스파르타를 부흥시
키려 했던 왕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타락해버린 아고게(와 쉬시티
아)를 재건하려 노력해야 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188년의
패배로 아고게는 전면 폐지되었다.11) 기원전 146년 로마가 승리하고 스파
8) Cic. Flacc. 63.
9) Hdt. 1.65.
10) Finley, The Use and Abuse of History, p. 177.
11) Livy 38.34.1-3, 9; Paus. 8.51.3; 비문 증거에 대해서는 Kennell, Gymnasium of Virtue, p. 9
n. 2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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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타를 아카이아 동맹에서 탈퇴시켜 ‘자유도시’(civitas libera)의 지위를 부
여한 이후 스파르타는 비교적 평온한 세월을 보내며 조상의 전통을 되살릴
수 있었지만, 이 시기의 아고게는 본질적 기능을 상실하고 의례 혹은 ‘관
광상품’으로서 서기 4세기까지 명맥만을 이어갔다.12)
상고기와 고전기 사이에,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시대 사이에는
이렇게 진정한 단절이 자리한다. 그러나 고전기와 헬레니즘 시대의 관계는
이보다 복잡하다. 헬레니즘 시대에 재건된 아고게는 고전기의 것과 얼마나
닮았는가? 아니면 헬레니즘 시대 아고게는 ‘전통의 발명’으로서 고전기와
별개로 보아야 하는가? 아고게 역사에 대한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
가에 따라 고전기 아고게를 재구성하는 데 사용 가능한 사료가 달라진다.
만약 케넬처럼 아기스/클레오메네스의 아고게를 전통의 이름을 내걸고 완
전히 새로운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본다면, 고전기 이후의 저자
들 특히 플루타르코스는 고전기를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서로 다른
두 실체를 다룬 사료를 가지고 하나의 이상형을 만들어 내려는 시대착오의
오류를 범하게 되기 때문이다.13) 따라서 이 절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헬레니즘 시대 아고게의 ‘재건’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
졌는지를 살펴보고, 재건의 핵심 기여자인 보뤼스테네스의 스파이로스를
통해 헬레니즘 시대 아고게의 성격에 접근하며, 신뢰할 만한 전거로 판단
된 사료들에 기초하여 고전기 아고게의 관행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1) 스파이로스의 아고게: 헬레니즘 시대의 아고게 재건 시도
기원전 3세기 후반의 아고게 재건 노력은 극심한 국내외 문제에 봉착

12) Cartledge and A. Spawforth. Hellenistic and Roman Sparta: A Tale of Two Cities(London,
1989), pp. 176-8.
13) Kennell, Gymnasium of Virtue, p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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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파르타 폴리스를 혁명적 조치를 통해 부흥시키고자 노력한 일련의 왕
들이 추구한 개혁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아기스 4세(에우리폰 왕가, 기원전
244-1년)와 클레오메네스 3세(아기스 왕가, 기원전 235-22년)의 통치는 고대
부터 오늘날까지 다양한 입장과 열정으로 극화되었다.14) 따라서 우리는 아
기스 4세와 클레오메네스 3세 시기에 이루어진 아고게의 재건의 성격을 규
명하기 위해 먼저 두 왕의 ‘혁명’ 혹은 ‘개혁’ 혹은 ‘반동적 혁명’의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기원전 244년, 아기스 4세는 스파르타 시민단을 재건하기 위해 개혁을
시도한다. 아기스는 토지재분배로 4,500명의 시민을 확보하고 이들에게 아
고게와 쉬시티아의 관행을 실시하고자 했다. 쉬시티아는 단절되었던 상태
였고 아고게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아
기스 4세는 동료 왕이었던 레오니다스가 셀레우코스 왕조의 영향으로 동방
식 사치에 물들어 있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스파르타식으로 입고 먹고 목
욕을 했으며 스파르타식 삶의 방식을 추구했다고 한다. 아기스는 심지어
조상의 법과 아고게를 복원할 수 없다면 왕위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15)
케넬은 기원전 250년대에 아고게가 중지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
만16), 그의 근거가 부족한 추론과는 별개로 아기스 4세는 에우다미다스 2
세의 장남으로서 확실한 왕위 계승자였기 때문에 아고게 과정을 밟을 의무
에서 면제된 상태였다. 따라서 그가 어린 시절부터 사치를 멀리하고 스파
르타식 삶을 추구했다는 것은 매우 눈길을 끄는 점이다.17) 물론 이러한 선
명한 대조는 부분적으로는 정치적 선전이다. 예컨대 ‘뤼쿠르고스의 제도’의
타락은 헬레니즘 시대에 처음 벌어진 일이 아니며 이미 크세노폰이 이를
14) 사료의 문제에 대해서는, 윤진, 헬레니즘 시대 스파르타 혁명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pp. 41-8; 현대 연구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Cartledge and Spawforth,
Hellenistic and Roman Sparta, pp.35-6, nn. 2-3.
15) Plut. Agis 3.6-4.
16) Kennell, Gymnasium of Virtue, p. 13.
17) Plut. Agi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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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한 적이 있다.18) 그러나 기원전 244년경 스파르타의 도덕에 대한 퓔라
르코스와 플루타르코스의 어두운 그림은 핵심에서 옳다. 아고게는 이전에
스파르타 군사력의 근간일 뿐 아니라 시민권 자격이었지만, 이제는 거의
방치되었다. 공동식사 역시 시민권 자격의 핵심이었으나 이제는 존재할 뿐
부자들의 사치와 자랑이지 시민단의 연대를 재확인하는 행사가 아니었
다.19) 아고게와 쉬시티아의 이러한 타락상은 기원전 3세기의 스파르타 폴
리테이아가 고전기와는 달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스파르타에서
는 시민됨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 있었다.
사료들이 자극적인 부분을 과장하여 설명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당
시 스파르타가 봉착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위기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
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적어도 스파르타의 쇠락의 주 이유는 분명 ὀλιγανθρ
ωπία, 곧 시민단의 인구부족이며, 시민 수가 줄어든 것은 토지 소유권이 소
수의 손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기원전 330년대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이것 때문에 스파르타가 레욱트라의 패배에서 회복하지 못했다고 주
장했다.20) 또 아이귑토스와 근동 지역에서 스파르타인의 용병활동 등으로
스파르타 사회에 화폐 유통량이 급증한 탓도 있다.21) 따라서 기원전 244년
경, 스파르타는 국제적 상황 뿐 아니라 국내의 문제 때문에 폴리스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었다. 아기스 4세는 이에 폴리스의 구조 개편을 통해
군사적, 정치적 중흥을 이루고자 했다. 스파르타 완전시민의 수는 기원전
370년대에 1,000명 정도였는데, 기원전 244년에는 700명으로 줄었다. 그리
고 이 중 100명에게 토지소유가 집중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이들에게 빚을
진 상태였으며 클레로스마저 저당 잡혀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700명
아래에는 열등시민(ὑπομείονες)이 자리했다.22) 이들 중 다수는 완전시민에서
18)
19)
20)
21)

Xen. LP 5.3, 14.1-7.
Plut. Mor. 240a-b; Cleom. 16.1.
Arist. Pol. 1270a29-32.
Plut. Agi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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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된 경우였을 것이며 아마 대개 쉬시티아에 회비를 납부하지 못해서였
을 것이다. 아기스는 자신이 목표로 하는 4,500명의 시민단을 구성하는 데
이들 중 아마도 2,000여명을 승격시키려 했을 것이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
는 자기 시대에 스파르타 토지의 2/5가 여성의 손에 있었다고 말한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주장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스파르타의 ‘여성지배’라
는 주제 아래에서 전개되었지만, 기원전 4세기 말에 스파르타 여성이 중요
한 토지 소유자였다는 점은 의심하기 어렵다.23) 그래서

아기스의 모친 아

게시스트라타와 조모인 아르키다미아가 스파르타에서 가장 부유했다는 플
루타르코스의 서술을 의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24)
아기스 4세는 정치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자신의 개혁안을 에
포로이, 게루시아, 민회에서 통과시켜야 했다. 그래서 아기스는 뤼산드로스
를 통해 개혁안을 제출하지만, 게루시아에서 레오니다스 2세의 세력에 밀
려 거부당한다. 그러자 아기스 4세는 마치 기원전 491년에 클레오메네스 1
세가 데마라토스를 밀어내었듯이 동료왕을 폐위시켰다. 핑계로 제시된 죄
목은 레오니다스 2세의 아내가 스파르타인도 아니고 심지어 헬라스인도 아
니라 셀레우코스의 궁정 출신이라는, 즉 왕의 결혼이 불법이라는 것이었다.
레오니다스 2세는 축출되고 그 자리를 클레옴브로토스가 채웠다. 뤼산드로
스가 제출한 법안은 결국 게루시아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242/1년의 에포
로스들은 아기스보다는 레오니다스 편이었고, 따라서 아기스는 두 명의 왕
의 의지가 일치하면 그것이 모든 다른 권위를 압도한다는 논리를 개발하여
에포로이를 전원 자신들의 사람으로 교체했다.25)
아기스의 개혁안은 부채 말소와 국유지의 재분배를 통해 시민단을
22) Ibid., 5.4; 이 구절에 대한 해석 논쟁에 대하여는, 윤진, 헬레니즘 시대 스파르타 혁명,
pp. 59-60, nn. 181-186.
23) L. Piper, “Wealthy Spartan women”, Classical Bulletin 56(1979), p. 7.
24) Plu. Agis. 7.3-4.
25) Ibid.,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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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명으로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치의 ‘혁명성’이 일으킬 반대
를 예방하기 위해 아기스는 자신이 뤼쿠르고스의 옛 체제를 회복하는 것이
라고 주장했고, 아고게를 완전히 부과하여 스파르타식 삶의 방식을 주입하
고 쉬시티아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를 뒷받침했다.26) 그러나 부채 말
소에는 열심을 보였던 아기스의 지지자들이 토지재분배에는 관심이 없었
고, 특히 기원전 241년 아카이아의 아라토스를 돕기 위해 이스트모스로 출
병했다가 스파르타 군대가 혁명적인 평등주의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까
두려워한 아라토스에 의해 거부당한 사건은 치명적인 권위의 추락으로 이
어졌다.27) 아기스 4세가 귀국했을 때 이미 그의 대의는 무너졌다. 레오니다
스가 망명지 테게아에서 귀환하여 왕위를 회복했다. 에포로이가 새로이 구
성되고 아기스 4세는 신전에 도피했다가 속임수에 넘어가 체포되었고, 신
속한 재판 끝에 모친 및 조모와 더불어 바로 처형되었다.28)
한편 레오니다스는 아들인 클레오메네스를 아기스 4세의 아내 아기아
타이와 결혼시켰다. 이로써 에우리폰 왕가는 대가 끊어지고, 스파르타는 이
왕제에서 단독 군주의 지배로 돌아섰다. 클레오메네스는 스파르타의 마지
막 적통 왕이었지만, 그의 통치는 전통과는 거리가 멀었다. 클레오메네스는
아마 기원전 235년에 왕위에 올랐을 것이다.29) 아쉽게도 우리는 기원전
229/8-222년의 ‘클레오메네스 전쟁’의 시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사료
를 보아도, 아카이아 저자들이나 퓔라르코스나 모두 편견에 물들어 있다.30)
어쨌든 기원전 227년 아르카디아에서 군사작전을 벌이던 클레오메네스는
소수의 용병을 이끌고 스파르타로 돌아와 쿠데타를 일으켰다. 클레오메네
스의 즉위로부터 이 쿠데타까지의 역사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26)
27)
28)
29)
30)

Ibid., 13.2-4.
Ibid., 15.
Ibid., 16.1-3; 19.7-20.5
Plut. Cleom. 3.1, 38.1.
Polyb. 2.37-70; Walbank, A Historical Commentary on Polybius(Oxford, 1957), pp. 215-6,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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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배경을 알기는 어려우나, 분명한 것은 이 일이 충동적인 사건이 아
니라 왕이 가진 군사적 권한을 활용하여 에포로이를 무력화시키려는 조직
적이고 교묘한 책략이었다는 점이다.31) 그리고 클레오메네스는 아기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개혁을 뤼쿠르고스의 제도의 회복으로 선전했다. 특히,
스토아 철학자인 보뤼스테네스의 스파이로스가 클레오메네스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클레오메네스가 자신이 조상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은 데
에는 스파이로스의 가르침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32)
클레오메네스는 아기스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었다. 스파르타에서 왕권
을 강화하려면 설득이 아니라 힘을 통해야 한다. 그래서 외국 용병을 동원
했다. 그리고 왕권을 견제하는 에포로이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것이 아
니라 에포로이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 게루시아의 경우, 에포로이 직과
는 달리 유서 깊은 뤼쿠르고스의 체제의 핵심이므로 폐지할 수는 없지만,
προβούλευσις와 같은 핵심적 권한들을 박탈하고, 오직 현상태를 지지하는
보수적 기관으로 남겼다.33) 그리고 폴리비오스의 주장처럼 사실상 이왕제
를 없애고 단독지배자가 되었다.34) 이렇게 한 후에 클레오메네스는 사회
및 정치 개혁에 나섰다. 이는 아기스 4세의 꿈과 본질적으로 같은 기획이
며 궁극적으로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헤게몬이었던 지난날의 위대한 스파
르타의 회복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35) 클레오메네스는 재차 부채 말소를
단행했고, 국유지를 재분배하여 4,000명의 시민단을 만들었다. 이들 중
2,500명은 기존의 완전시민과 열등시민을 상승시켰고, 1,400명 정도는 페리
오이코이와 거주 외국인(주로 쿠데타에 참여한 용병)에서 충원했다. 쉬시티
31) Cartledge and Spawforth, Hellenistic and Roman Sparta(London, 1989), p. 41.
32) P. Oliva, Sparta and Her Social Problems(Prague, 1971), p. 232; E. David, Sparta between
Empire and Revolution(New York, 1981), pp. 166-8.
33) Plut. Cleom. 8–10; K. M. T. Chrimes, Ancient Sparta, a Re-Examination of the
Evidence(Manchester, 1949), pp. 9–10, 19–20, 405–6; 게루시아에 대해서는 Paus. 2.9.1.
34) Polyb. 2.47.3, 4.81.14, 9.23.3, 23.11.4; Plut. Cleom. 7.1; Paus. 2.9.1; Livy 34.26.14
35) Oliva, Sparta and Her Social Problems, p. 88 n.6, p. 245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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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다시 의무로 부가되었고, 시민의 자녀는 아고게를 의무적으로 이수하
게 되었다.
아기스가 기획했고 클레오메네스가 실행에 옮긴 아고게 재건에 대하
여, 케넬은 이를 ‘전통의 발명’으로 보았다. 케넬은 아기스 4세가 아고게를
재건하려는 시도 자체가 단절을 입증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최소한 아기
스 4세의 즉위 시점인 244년 이전에 그리고 아마도 이미 기원전 260년경에
아고게는 죽었고, 클레오메네스에 의해 기원전 220년대에 부활했지만, 이는
정치선전의 필요상 ‘뤼쿠르고스의 제도’로 공언되기는 했으나 고전기와는
전혀 다른 실체였다고 본다.36) 이러한 케넬의 추론은 오류의 중첩이다. 아
기스 4세 때에 아고게가 완전히 폐지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는 아직
입증이 필요한 명제다. 또 클레오메네스가 부활시킨 아고게가 자동적으로
고전기와 다른 실체라는 결론이 나지도 않는다. 헬레니즘 시대의 스파르타
에게 고전기 사회는 머나먼 상고시대가 아니었고, 고전기의 유산이 완전히
단절되지도 않았다. 교육제도가 완전히 정지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개입
이 있어야 하는데, 케넬이 정지 시점으로 추정하는 기원전 250년대에는 교
육을 중단할 만한 어떤 강제가 스파르타 사회에 부과되지 않았다. 만약 이
시기에 교육제도의 위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폴리스가 교육제도를 제대로
유지하고 운영하지 못한 것이다. 클레오메네스가 교육체계를 ‘복구’했을
때, 그것은 스파르타 사회에서 뿌리 뽑힌 잃어버린 제도가 아니라 다만 적
절하게 관리되지 못하여 시민공동체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상
태였을 것이다.37) 이러한 클레오메네스의 아고게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왕에게 영감을 주고 재건의 실행을 맡은 인물, 보뤼스테네스의 스파이로스
가 추구한 바를 이해해야 한다.
스파이로스는 오늘날의 크림 반도에서 기원전 3세기 초에 태어났고,
36) Kennell, Gymnasium of Virtue, pp. 9-14.
37) E. Lévy, “Remarques préliminaires sur l’éducation spartiate”, Ktéma 22(1997), pp. 1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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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논의 제자였다가 제논 사후에는 클레안테스에게 배웠다. 디오게네스 라
에르티오스는 스파이로스의 저술 목록을 전하는데, 31권의 제목들은 우주
론에서 시작하여 운명, 사물의 본질, 윤리, 정치 등 스토아 철학의 관심사
를 망라하고 있으며, 특히 스파르타의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뤼쿠르고스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도 저술을 남겼다.38) 저술들이 모두 소실되어 스파이
로스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스파르타와 알
렉산드리아에서의 활동은 그의 정치적, 사상적 이상의 지향점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기원전 230년대에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스토아 사상가를 초청했는데,
당시 클레안테스와 크뤼십포스가 모두 이를 거절했으나 스파이로스는 알렉
산드리아를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원전 227년에는 혁명을 수행
하던 클레오메네스 곁에 등장했다.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스파이로스는
클레오메네스를 가르쳤다고 한다. 이는 기원전 277년 이전에 스파이로스가
스파르타를 방문했거나 체류했다는 의미가 된다. 스파이로스가 아기스 역
시 가르쳤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으나, 만약 그랬다면 플루타르코스가
그에 대한 언급을 누락할 리가 없으므로 그러한 주장은 일반적으로 부정되
고 있다. 또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에 의하면 스파이로스는 후에 프톨레
마이오스 4세의 궁정에 등장한다. 이는 스파이로스가 셀라시아 전투의 패
배 이후 클레오메네스와 더불어 알렉산드리아로 도주했다는 추측을 가능하
게 한다.
클레오메네스 치세에 스파이로스는 스파르타 혁명에 깊숙하게 개입했
다. 당시 헬라스 전역의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스파르타 내부의 심각한 정
치적 분열을 감안하면, 스파이로스의 여행은 분명한 정치적 함의를 가진다.
마케도니아에 굴복한 아테나이를 떠나, 스파르타에서 평등주의적 개혁을

38) Diog. Laert. VII.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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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한 스파이로스의 행보에 대해 메갈로폴리스의 과두파이며 친마케도니
아 인사인 케르키다스는 욕설을 퍼부었다. 클레오메네스는 쿠데타로 반대
파를 제거한 후, 아기스의 뒤를 이어 부채 말소와 토지재분배 등 사회경제
적 평등을 지향하는 개혁을 추진하며, 그 일환으로 아고게를 재건하고 쉬
시티아를 부활시키는데, 이에 스파이로스가 큰 역할을 맡았다. 아고게는 스
파르타 혁명의 핵심적인 요소였다. 가장 스파르타적인 특징을 가진 제도로
서의 상징적 의미도 컸고, 실제로 시민권자를 길러내는 기관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했다.39) 기원전 188년 필로포이멘은 이를 잘 알았기 때문에 스파르
타를 장악한 뒤 즉각 아고게를 중지시켰다.40)
기원전 3세기 스파르타 혁명에서 스파이로스의 역할을 낮게 평가하려
는 학자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는 스파이로스를 단순히 플루타르
코스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와 스승인 스토아 철학자 블로시우스의 경우와
짝을 맞추기 위해 추가한 인물이라고 본다. 아프리카는 플루타르코스가 스
파이로스를 언급할 때 ‘λέγεται’라고 했는데, 이는 다른 자료를 참조했다는
뜻이며 아마도 그 자료는 스파이로스 본인이 쓴 것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과대 포장한 자료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플루타르코스는 자신이
다루는 인물을 서술하는 데 그 사람 자신의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41) 아프리카의 주장과는 반대로, 스파이로스가 쓴 스파르타에 대한 두
권의 책은 그가 스파르타에 깊은 관심을 가졌음을 입증한다. 두 책은 모두
혁명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혁명의 구호가 뤼쿠르고스의 제
도를 회복하는 것이었는데, 한 권의 제목은 뤼쿠르고스의 체제였다. 다른
책의 제목인 뤼쿠르고스와 소크라테스는 뤼쿠르고스를 철학자로 묘사함
으로써 혁명에 스토아 철학의 성격을 부여하려는 의도를 추측케 한다. 스

39) Ollier, Mirage, p. 89.
40) Plut. Philop. 10.
41) T. W. Africa, Phylarchus and the Spartan Revolution(Berkeley, 1961),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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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르타에 대한 스파이로스의 저술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두 가
지다. 하나는 쉬시티아를 언급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게루시아의 원래
구성원 수에 대한 설명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원래 30명
이었던 게루시아가 2명이 비겁자로서 탈락하여 28명이 되었다고 설명하는
데 반해, 스파이로스는 처음부터 28명이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42) 이러한
저술들을 근거로 우리는 스파이로스가 클레오메네스를 도왔을 것이라 추측
할 수 있다. 그는 적어도 아고게의 역사적 재건에는 분명히 깊이 관여했다.
플루타르코스는 스파이로스가 아고게의 재건을 도운 일만을 구체적으
로 언급하지만, 아기스와 클레오메네스의 혁명의 핵심인 평등주의적 사회,
경제 개혁에는 스토아 사상의 색채가 짙고 그 근원은 바로 스파이로스였을
것이다. 아기스와 클레오메네스는 토지 뿐 아니라 동산까지 포함하는 완전
한 평등주의적 재분배를 추구했다. 그런데 옛 뤼쿠르고스의 제도를 이렇듯
급진적인 평등주의로 바라보는 전승은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
고 플루타르코스가 묘사하는 뤼쿠르고스의 개혁은 혁명과 너무나 일치하므
로43), 학자들인 이 서술이 헬레니즘 시대 혁명가들의 선전의 산물이라고
여긴다.44) 뤼쿠르고스 개혁 이전의 스파르타에는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심
하고 사치의 질병이 심각했다고 한다. 이는 기원전 3세기 스파르타의 상황
과 동일하다. 클레오메네스는 재산과 부의 과시를 질병으로 간주했다.45) 뤼
쿠르고스의 토지 재분배는 아기스와 클레오메네스의 개혁과 동일하다. 더
구나 그러한 개혁의 배후에는 스토아적 감수성이 강력히 드러난다. 스토아
철학에 따르면 탁월함은 재산이 아니라 덕성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인간을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은 악행에 대한 비난과 선행에 대한 칭송뿐이어야 한
다.46) 이러한 감수성과 더불어, 구체적인 내용도 일치한다. 뤼쿠르고스의
42)
43)
44)
45)

Plut. Lyc. 5.12.
Ibid., 8.1-9.2.
H. Michell, Sparta: to krypton tes politeias ton lakedaimonion(Westport, 1985), pp. 321-5.
Plut. Cleom.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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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지(9,000개)는 정확힌 아기스의 할당지의 두 배다. 둘의 차이는 멧세니
아 상실로 설명이 된다. 그렇다면 뤼쿠르고스의 개혁에 대한 플루타르코스
의 서술의 원자료는 스파이로스였을 가능성이 높다.
쉼론은 이러한 평등주의적 토지개혁이 클레오메네스의 정적에게서 재
산을 압수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하지만47), 사실 당시에 클레오메네스의
정적은 이미 남아 있지 않았고, 클레오메네스는 쿠데타 이후에는 아무런
저항 없이 개혁을 추진했다. 완전한 평등에 대한 개혁가들의 추구는 단순
히 군사적, 정치적 목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스토아 철학을 고려할 때 잘
이해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연의 산물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나누어져
야 한다고 보았고, 정의의 관점에서도 공동체 내에서 평등을 중요하게 여
겼다.48) 이러한 스토아적 열망이 스파르타 혁명기에 강력하게 분출되었다.
플루타르코스는 혁명가들이 고귀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려 했다고 말한
다.49)
어스카인은 플루타르코스가 묘사하는 뤼쿠르고스의 체제는 사실은 헬
레니즘 시대 혁명가들이 현재의 문제와 정치적 선전을 과거에 투사시킨 창
조물이었다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창조의 주역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인물
이 스파이로스였다. 뤼쿠르고스에 대한 전승은 이미 고전기때부터 극히 혼
란스러웠다. 그래서 스파이로스는 모호하고 상치되는 여러 전승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뤼쿠르고스의 체제’를 만들어
내었고, 다만 이는 가능한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했다
는 것이다.50) 케넬은 아고게와 관련해 더 구체적으로 스파이로스의 ‘창조’
와 아고게 역사의 단절을 강조한다. 케넬은 클레오메네스의 ‘뤼쿠르고스

46)
47)
48)
49)
50)

A. Erskine, The Hellenistic Stoa: Political Thought and Action(London, 1990), pp. 144-5.
B. Shimron, Late Sparta: The Spartan Revolution, 243-146 B.C(Buffalo, 1972), p. 41.
Erskine, Hellenistic Stoa, pp. 145-6.
Plut. Agis 2.10.
Erskine, Hellenistic Stoa, pp.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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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로의 회귀는 선전일 뿐 실제 개혁의 내용은 과거와의 단절이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는 이중왕제 폐지, 페리오이코이에게 시민권 확대, 에
포로이 직 폐지, 게루시아 권한 제한 등을 든다. 마찬가지 취지로, 아고게
재개의 실무를 맡은 스파이로스는 뤼쿠르고스의 규율에 대한 여러 전승을
선별적으로 조합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헬레니즘 아고게를 로마 시대에 다
시 모방했고, 이들은 고전기의 아고게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51)
그러나 어스카인이나 케넬의 주장과 달리, 클레오메네스의 목적은 새
로운 전통을 창조하거나 심지어 날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복원하는 것
이었다. 클레오메네스는 확고한 의지를 가졌을 뿐 아니라 자신의 뜻을 실
천에 옮길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다.52) 그리고 그의 목적은 명확하게 ‘뤼
쿠르고스의 제도’를 재건하는 것이었다. 특히 이 때 뤼쿠르고스의 제도란
어스카인의 생각처럼 연대특정이 불가능한 반인반신인 뤼쿠르고스 생전의
제도가 아니라, 기원전 4세기 중반까지 작동했던 고전기의 체제를 말하며,
이는 아기스나 클레오메네스 시기에 그리 오래된 과거가 아니었다. 스파이
로스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소크라테스 등 고전기 저자들의 저술을
읽고 여기에서 교육이 핵심이라는 점을 확신했을 것이다.53) 케넬의 주장처
럼 복원이라는 핑계 속에 완전히 새로운 요소를 도입할 수도 있었을 것이
다. 그러나 과거를 복원하는 방법은 단순하지 않다. 분명 뤼쿠르고스의 제
도로의 복귀를 내세운 아기스/클레오메네스의 혁명에는 뻔뻔스러운 정도로
전통에서 이탈하는 부분이 있다. 시민단을 확충하면서 외국인을 받아들이
는 것은 외국인을 잠재적 첩자로 간주하고 주기적으로 추방했던 스파르타
의 전통과 다르다. 클레오메네스는 뤼쿠르고스의 레트라에 규정된 정치기
구를 대폭 개편했다. 그러나 정치적 개혁이 당시의 시대 현실 때문에 전통

51) Kennell, Gymnasium of Virtue, pp. 13-18.
52) Cartledge and Spawforth, Hellenistic and Roman Sparta, pp. 46-8.
53) Ollier, Mirage,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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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위배될 수밖에 없었던 데 비해, 아고게와 쉬시티아는 스파르타적 삶의
방식과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전통의 회복이라는 구호가 선전 도구
로서가 아니라 가장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었다. 클레오메네스의 아고게,
쉬시티아 재건의 기획 전체가 고전기의 회복이 목적이었다면, 부분적 수정
은 가능했겠지만 본질적 단절이 발생했다고 믿어야 할 이유는 없다. 당시
사람들은 기억이나 여러 경로의 전승을 통해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고전기
스파르타 교육의 모습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이루고 있었을 것이고 이것을
노골적으로 위배하는 조작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54)
아고게와 쉬시티아의 재건과 관련하여, 스파이로스의 흔적은 플루타르
코스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플루타르코스가 모랄리아에 수집한 옛 스
파르타인의 삶의 방식(Τὰ παλαιὰ τῶν Λακεδαιμονίων ἐπιτηδεύματα; lat.
Instituta Laconica, Mor. 3.17) 중 1-17항은 스파이로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이 모음집의 대부분은 단편적인 인용문에
불과하고 상호간의 논리적 연결이 없으나, 초기 17항까지는 스파르타의 교
육을 다루며 일관성을 가진다. 이는 이 부분 전체가 단일한 저자에게서 기
원했음을 시사한다. 1-3항은 쉬시티아에서의 관행을 언급하고, 4항은 교육
의 실용성을, 5항은 빈약한 의복과 목욕 금지, 6항은 젊은이들의 공동 취침
을, 7항에서는 소년애가 성품교육이며 육체적 관계는 시민권 박탈에까지
이른다는 점을, 8항에서는 노인이 젊은이에게 질문과 대답으로 교육하는
것을, 9항에서는 잘못한 자에 대한 수치스러운 처벌을, 10항에서는 젊은이
들이 연장자를 공경하여 길을 비켜서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11항에서는 모
든 아버지들이 모든 소년에 대해 공동의 처벌권을 가진다는 것을, 12항에
서는 음식 훔치기, 13항에서는 소량의 식사를 하는 목적, 14-17항은 음악과
노래의 강조를 묘사한다.

54) Erskine, Hellenistic Stoa,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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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스파르타 교육 특유의 관행들과 그에 관련된 어휘들이 등장
하지만, 동시에 스토아의 영향도 관찰된다. 예컨대 4항에서는 ‘오직 실용적
인 목적으로 그라마타를 배운다’고 하는데, 이는 제논이 제안한 바와 같다.
제논은 읽기와 쓰기, 수사, 논리, 물리, 윤리 등을 유용한 교육으로 보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실용성 위주의 접근은 제논의 교육 이론과 부합한다. 특
히 14항에서 παραστατικός(어떤 경향을 일으키는), ὁρμῆς πρακτικῆς(행동하도
록 자극하는)과 같은 단어는 아고게를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
휘가 아니라, 스토아 철학에서 합리적 행위가 도출되는 과정을 묘사할 때
쓰이는 전문 용어에 가깝다. 그렇다면 이 인용문들의 원저자는 스파르타의
관행과 교육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와 관심을 가진 스토아 철학자로서 제논
의 후예이며 스파르타에 대한 글을 남긴 사람일 것이다. 후보는 둘 뿐이다.
라에르테스에 의해 라케다이몬인의 국제를 썼다고 전하는 키티온의 페르
사이오스와 보뤼스테네스의 스파이로스다. 그리고 우리는 클레오메네스와
함께 스파르타의 교육을 재건한 인물에게 더 큰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다.
만약 이 인용문들의 기원이 스파이로스의 소실된 저술이라면, 우리는
스파이로스를 고전기와 헬레니즘기의 연결고리로 상정할 수 있다. 흥미롭
게도 이 인용문들은 고전기 사료 특히 크세노폰과 깊은 유사성을 보인다.
예컨대 7항의 경우를 보자.

εἰ μέν τις αὐτὸς ὢν οἷον δεῖ ἀγασθεὶς ψυχὴν παιδὸς πειρῷτο ἄμεμπτον φ
ίλον ἀποτελέσασθαι καὶ συνεῖναι, ἐπῄνει καὶ καλλίστην παιδείαν ταύτην ἐνόμι
ζεν: εἰ δέ τις παιδὸς σώματος ὀρεγόμενος φανείη, αἴσχιστον τοῦτο θεὶς ἐποίη
σεν ἐν Λακεδαίμονι μηδὲν ἧττον ἐραστὰς παιδικῶν ἀπέχεσθαι ἢ γονεῖς παίδω
ν ἢ καὶ ἀδελφοὶ ἀδελφῶν εἰς ἀφροδίσια ἀπέχονται.

만약 어떤 훌륭한 남성이 어느 소년을 좋아한다면, 그리고 순결하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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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친구가 되어 시간을 함께 보내고자 한다면, 뤼쿠르고스는 그것을 인정하
고 매우 좋은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만약 어떤 남성이 분명히
육체적인 이유로 소년을 꼬드긴다면 뤼쿠르고스는 그것은 가증스런 불명예
로 여겼고,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 사이에 육체관계가 있을 수 없는 것
처럼 스파르타에는 남성과 소년 사이의 육체관계가 있을 수 없다고 정했
다.55)

ἐρᾶν τῶν τὴν ψυχὴν σπουδαίων παίδων ἐφεῖτο: τὸ δὲ πλησιάζειν αἰσχρὸν
νενόμιστο, ὡς τοῦ σώματος ἐρῶντας ἀλλ᾽ οὐ τῆς ψυχῆς: ὁ δὲ ἐγκληθεὶς ὡς ἐ
π᾽ αἰσχύνῃ πλησιάζων ἄτιμος διὰ βίου ἦν. (Plut. Mor. 237b-c)

진지한 마음으로 소년을 사랑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소년을 포옹
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로 여겨졌다. 영혼이 아니라 육체를 사랑하는 것
이기 때문이었다. 누구든지 불명예스러운 성행위로 고발된 자는 평생 시민
권을 박탈당한다.

이 경우 두 저자는 어휘와 문장에서는 서로 독립되어 있으나 전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하다. 소년애에서 ψυχή와 σῶμα의 구분이 동일하게 핵심에
자리한다. 10항의 경우에는 의존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Xen. LP. 2.13,

ἐν μὲν γὰρ ταῖς ἄλλαις πόλεσι τῶν ἑαυτοῦ ἕκαστος καὶ

παίδων καὶ οἰκετῶν καὶ χρημάτων ἄρχουσιν: ὁ δὲ Λυκοῦργος, κατασκευάσαι
βουλόμενος ὡς ἂν μηδὲν βλάπτοντες ἀπολαύοιέν τι οἱ πολῖται ἀλλήλων ἀγαθό
ν, ἐποίησε παίδων ἕκαστον ὁμοίως τῶν ἑαυτοῦ καὶ τῶν ἀλλοτρίων ἄρχειν.

55) Xen. LP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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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다른 나라에서는 각자는 자신의 아이들, 노예들, 재산을 지배한다.
뤼쿠르고스는 시민들이 서로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고 유익을 얻을 수 있도
록 확실히 하고 싶었다. 그래서 모든 아버지들에게 자신의 아이 뿐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들에게도 권위를 가지도록 했다.

διὸ καὶ ἦρχεν ἕκαστος οὐχ ὥσπερ ἐν ταῖς ἄλλαις πόλεσι τῶν αὑτοῦ τέκν
ων καὶ δούλων καὶ κτημάτων, ἀλλ᾽ ὥσπερ τῶν αὑτοῦ καὶ τῶν τοῦ πλησίον,
ὅπως ὅτι μάλιστα κοινωνῶσι καὶ φροντίζωσιν ὡς οἰκείων.

이러한 관습 때문에 각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처럼 자신의 아이들, 노예
들, 재산만이 아니라 자기 이웃의 것들에도 자기 것처럼 권위를 가졌다. 이
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모든 것을 공동으로 가지고 그것들을 자신의 것처
럼 생각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56)

여기에서 두 저자는 같은 내용을 말할 뿐 아니라 단어의 배열까지 유
사하다. 이는 같은 주제를 다루는 11항과 크세노폰의 LP 6.2에서도 마찬가
지로 관찰된다. 이 외에도 여러 항목에서 유사성과 의존성, 변형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3항의 음주 관행은 LP 5.7과, 5항의 의복은 2.4와
유사하다. 8항에서는 성인이 소년에게 질문과 처벌을 내리는데, 이는 LP
2.10에서 모든 성인들이 아이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잘못에 대해 벌을 준다
는 내용의 변형이다. 13항의 식사와 관련된 부분은 LP 2.5와 같은 주제, 같
은 해결책을 보여준다.57)
여기에서 우리는 스파이로스가 스파르타의 국제와 뤼쿠르고스에 대한
자신의 저술들에서, 고전기의 저술들 특히 크세노폰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플루타르코스의 뤼쿠르고스는 스파이로스
56) Plut. Inst. 10.
57) Ducat, Spartan Education,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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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술을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파이로스를 잃어
버린 연결고리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케넬은 플루타르코스의 서술을 대부
분 헬레니즘 시대 아고게에 국한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고전기의 관점과 지식이 크세노폰에서 스파이로스를 통해 플루타르코스로
이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스파이로스는 크세노폰(과 플라톤 등 고전기 저
자들)을 읽고 고전기로부터 이어지는 스파르타 교육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클레오메네스 혁명기에 아고게와 쉬시티아를
재건했다. 고전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고전기로의 회귀를 천명한 이러한
재건은 케넬의 주장과는 달리 신기루의 날조가 아니라 고전기 교육을 과거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그 정수를 강렬하게 인식하고 추구하는 작업으로 보
아야 한다. 그리고 스파이로스를 활용한 플루타르코스의 저술 역시 고전기
의 지식을 담고 있으며, 고전기 사료들 특히 크세노폰과의 비교를 통해 고
전기 스파르타 교육을 설명하는 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2) 크세노폰과 플루타르코스를 통한 고전기 아고게의 재구성
고전기 스파르타 아고게를 설명하고자 할 때, 먼저 우리가 보유한 지
식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해야 한다. 고전기의 실재를 오늘
날 실증적으로 만족스럽게 재구성하는 일은 불가능하며 헛된 시도에 불과
하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고전기 스파르타 교육의 명칭이나 조직 등 기본
적인 편성에 대해 대부분 무지하다. 심지어 고전기 스파르타 교육의 명칭
이 ‘아고게’였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불행히도 고전기에는 스파르타 교
육을 ‘아고게’라고 지칭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용어는 헬레니즘 시
대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기원전 235년경에 활동하던 메가라의 텔레스가
처음으로 ‘아고게’를 언급했다.58) 플라톤은 스파르타의 교육을 가축(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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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견주었으나

그가 ‘길들이기’의 뜻으로 ‘아고게’라는 용어를 염두에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59) 결국 우리는 고전기 스파르타 교육을 스파르타
인들이 무엇이라 불렀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잠정적으
로 고전기 스파르타 소년교육의 명칭으로서 헬레니즘기에 확립되고 그 외
의 다른 이름이 전하지 않는, ‘아고게’를 받아들이고자 한다.
로마시대 ‘아고게’에서는 여러 비문을 통해 연령별 반편성이 입증되고
학년의 명칭이 알려져 있다. 고전기에도 이와 같은 편성과 명칭이 사용되
었는가?60) 크세노폰은 소년의 교육 단계를 셋으로 제시하는데, ‘파이데스’,
‘파이디스코이’. ‘헤본테스’의 삼분법은 헬라스 공통의 분류법과 일맥상통
한다. 의학의 경우, 힙포크라테스 전집의 한 책에서는 생애를 7년씩 7단계
로 나누었고, 7세까지의 유아기, 14세까지의 소년기, 21세까지의 청년기로
구분한다.61) 물론 이는 인간의 생리적인 발달을 반영한 것임과 동시에 7이
라는 숫자에 신성함을 부여한 결과이기도 하다. 운동경기에서도 아동반(파
이데스), 청년반(아게네이오이), 장년반(안드레스)으로 나누었다. 만약 로마
시대의 학년별 반편성이 고전기에도 존재했다면 이는 고전기 스파르타 교
육의 특이점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해지는 사료는 극소
수이며, 그마저 확신을 주거나 설명을 돕기보다는 혼란을 더한다. 스파르타
교육의 학년별 명칭을 전하는 사료로 연대불명의 두 고주석이 있다. 첫째
는 헤로도토스 단어집(Ἡροδότου Λεξέις)의 εἰρήν 항목에서 나온다.

Εἰρήν· παρά Λακεδαιμονίοις ἐν τῷ πρώτῳ ἐνιαυτῷ ὁ παῖς ῤωβίδας καλεῖ
ται, τῷ δευτέρῳ προκομιζόμενος, τῷ τρίτῳ μικιζόμενος, τῷ τετράτῳ πρόπαις,

58) Stob. Flor. 40.8; Ducat, Spartan Education, pp. 69, 149-50.
59) Plat. Laws 666e.
60) C. Tazelaar, “Paides kai epheboi: some notes on the Spartan stages of youth”, Mnemosyne
20(1967), pp. 127-53; D. McDowell, Spartan Law(Edinburgh, 1986), pp. 159-67.
61) Hipp. de Septemmadi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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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ῷ πέμπτῳ παῖς, τῷ ἓκ τῳ μελείρην. ἒφηβεύει δὲ ὁ παῖς παρ' αὐτοῖς ἀπὸ ἐτῶ
ν δεκατεσσάρων μέχρι καὶ εἲκοσιν. Βαρυτόνως δὲ μελείρην, ὣσπερ πυθμὴν ἀ
πύθμην, αὐχὴν ὑφαύχην.

이 고주석은 여러 면에서 이해하기 힘들다. ‘에이렌’ 항목인데 정작
‘에이렌’은 설명해주지 않는다. 헤로도토스 단어 설명인데, 역사에는 ‘에
이렌’이 나오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사례는 여러 건 관찰된다.) 에페베이
아를 설명하는 듯하지만, δὲ는 앞에서 제시된 명칭들과 14-20세의 에페베이
아가 무슨 관계인지를 불분명하게 만든다. 1941년에 딜러(A. Diller)가 추가
로 이와 유사한 고주석을 공개함으로써 조금 더 정확한 이해가 가능해졌
다. 이는 10세기로 추정되는 스트라본의 필사본(Codex Parisinus Graecus
1397, fol. 225v-226r)의 주석인데, 헬라스어의 엑센트를 설명하다가 위와 유
사한 목록을 제공한다.

εἰρὴν μελείρην, μαρὰ Λακεδαιμονίος ὁ μέλλων εἰρὴν ἒσεσθαι. ἐφεβεύει μ
ὲν γὰρ παρὰ Λακεδαιμονίοις ὁ παῖς ἀπὸ ιδ' μέχρι κ'. καλεῖται δὲ τῷ πρώτῳ ἐ
νιαυτῷ ῤωβίδας, τῷ δὲ δευτέρῳ προκομιζόμενος, τῷ τρίτῳ μικιζόμενος, τῷ δ'
πρόπαις, τῷ ε' παῖς, τῷ ζ' μελείρην, τῷ ξ' εἰρήν·

두 고주석 모두 14세에서 20세까지의 에페베이아를 이야기한다. 총 기
간은 기수(基數)로(14세부터 20세까지) 제시했으나 명칭은 서수(序數)로 기
술함으로써 문제가 생겼다. 학년은 6개인데 명칭은 7개가 주어졌다.

14세 (15세 생일을 맞는 해)

ῤωβίδας

15세 (16세 생일을 맞는 해)

προκομιζόμενος

16세 (17세 생일을 맞는 해)

μικιζόμενο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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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18세 생일을 맞는 해)

πρόπαις

18세 (19세 생일을 맞는 해 )

παῖς

19세 (20세 생일을 맞는 해)

μελείρην

20세 (21세 생일을 맞는 해)

εἰρήν

μέχρι가 마지막 해를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에이렌’을 이 체계에 안전하게 포함시키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헬라스어는
고대에나 현대에나 서수는 마지막 수를 포함하고 기수는 마지막을 제외하
는 일관된 방식을 취한다. 이에 대해 현재까지 확실한 해결책은 없다.62)
이 고주석들이 고전기 스파르타 교육의 편성에 새로운 정보를 주는가?
고주석들이 참고한 원자료는 비잔티온의 아리스토파네스(Περὶ ὀνομασίας ἡλ
ικιῶν)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이 명칭들은 최대 기원전 3세기 말에서 유래
했다.63) 이를 비문을 통해 확인되는 로마 시대 에페베이아의 학년 명칭과
비교하면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시대 스파르타 교육에서 전통의 계승 혹은
‘발명’을 확인할 수 있다. 로마 시대 에페베이아는 16세에 시작되어, μικκιχι
ζόμενος, πρατοπάμπαις, ἁτροπάμπαις, μελείρην, εἰρήν으로 이어진다. 14세(15번
째 생일을 맞는 해)와 15세(16번째 생일을 맞는 해)가 탈락되었지만 학년
명칭은 뚜렷한 연속성을 보인다. 형태상의 차이는 케넬이 밝혔듯이 의고주
의로 충분히 설명이 된다. 문제는 이 명칭들이 고전기에도 적용이 가능한
가 여부다. 케넬은 기원전 3세기 중후반에 고전기의 스파르타 교육이 중지
되었으며 짧은 부흥운동을 지나 기원전 188년에는 더욱 급격한 단절이 이
루어졌다고 한다. 케넬은 이러한 단절의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크세노폰의
3단계 구분법과 고주석 및 비문의 불일치를 설명한다. 크세노폰은 고전기
의 교육을, 고주석과 비문은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 아고게를 설명하는 것
62) Ducat, Spartan Education, pp. 71-75.
63) Kennell, Gymnasium of Virtue, p. 20, nn.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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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양자를 뒤섞어서 하나의 체계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헛되다는
것이다.64) 그러나 이 설명은 모순이다. 스파르타 폴리스가 겪은 변화는 고
전기와 헬레니즘의 차이보다 헬레니즘과 로마의 차이가 훨씬 심대하다.
‘부활’한 아고게가 로마 시대와 강한 연속성을 보인다면, ‘부활’이 목적으
로 삼았던 고전기 스파르타 교육과 단절성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크세노
폰과 고주석들의 차이는 스파르타 교육의 역사적 단절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와 정반대로 비록 크세노폰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지만 고주석을 근거
로 고전기에도 학년체제와 학년 명칭이 존재했다고 추측할 수 있을까? 다
양한 연령대의 아동들을 교육해야 하고, 모든 시민이 군인인 폴리스였기에
스파르타 교육에서 연령별 편성은 필수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추측일 뿐 크세노폰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 확신을
가질 수 없다. 고주석조차 14세 이후의 학년명만을 전할 뿐이다. 7세에서
13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이다. 뒤카는 이 연령대에 대한
학년명칭도 존재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순수한 추정 이외에 이를 지
지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65)
스파르타 사회에서 연령 집단의 문제는 20세기 내내 논쟁거리였고 최
근에도 몇몇 의미 있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루피(M. Lupi)는
스파르타 사회의 구조를 연령 집단으로 파악하는 기존의 방식에 반대하여
아들, 아버지, 할아버지로 구성되는 세대 체제로 이해하고자 했다. 루피는
스파르타에서 완전한 성인이 되는 30세와 게루시아 피선거권을 갖게 되는
60세를 각각 분기점으로 보았다.66) 그러나 태어난 지 30년이 되면 아버지
가 된다는 루피의 도식은 실제 스파르타 역사와 맞지 않는다. 루피는 30세
전후에만 합법적 결혼, 합법적 아들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대표적으로 고르
64) Ibid., pp. xi-xiv.
65) Ducat, Spartan Education, p. 77.
66) M. Lupi, L’ordine delle generazioni: Classi di età e costumi matrimoniali nell’antica
Sparta(Bari, 2000), pp.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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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 결혼할 때 레오니다스의 나이는 결코 50세 아래가 아니었다.67) 연령
집단을 세대 체제로 대체하려는 루피의 기획은 그리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
는다.
한편 케넬은 스파르타 연령 집단을 인류학적 자료, 아테나이, 크레테의
사례와 비교 연구함으로써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자 했다. 케넬에 따르면
학자들은 세부 항목에서는 이견이 있어도 스파르타 사회가 연령 집단 사회
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해 왔다. 실제로 시민 중 소수에게만 에페베이아
가 해당되던 아테나이와 달리 스파르타는 강제적이고 포괄적인 연령별 교
육을 시행했다. 인류학적 비교도 가능하다. 격리, 특별한 복장과 활동, 특정
연령 집단에 제한되는 경쟁, 젊은 전사 연령대에서의 폭력성 등은 전형적
인 연령 집단 체계의 특징이다. 그러나 케넬은 스파르타의 군대와 쉬시티
아에 여러 연령대가 혼합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스파르타 사회에서 연령
집단의 영향은 오직 소년이 성인이 되는 과정 중에만 확인된다고 말한
다.68) 이는 올바른 관찰이지만, 스파르타를 연령 집단 체계가 지배하는 사
회로 간주하지 않는 것과, 고전기 스파르타 아고게에서 학생들의 연령별
편제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서로 독립적인 사안이다.
학년편제 이외에 소년들의 교육단위에 대해서는 더욱 정보가 부족하
다. 소년들이 여러 집단으로 편성되었음은 거의 확실하지만 명칭을 확실히
알기 어렵다. 플라톤은 스파르타 교육에서 소년들을 아겔라(ἀγέλα)로 묶었
다고 말한다.69) 비문 자료를 통해 크레테의 여러 도시들과 소아시아 전역
에서 소년들의 집단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플루타르코스 역
시 이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스파르타에서 이것이 학생들의 집단을 가
리키는 용어였다는 증거는 없다. 케넬은 ἀγέλη가 스파르타 교육에서 쓰인
67) Hdt. 9.10; Paus. 3.5.1.
68) Kennell, “Age-Class Societies in Ancient Greece?”, Ancient Society 43(2013), pp. 28-9.
69) Plat. Laws. 2.666e, οἷον ἁθρόους πώλους ἐν ἀγέλῃ νεμομένους φορβάδας τοὺς νέους κέκτησ
θ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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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용어가 아니라 헬라스에서 ‘무리’를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였음을
잘 보여주었다.70) 또 크세노폰은 소년의 집단을 ἲλη라고 불렀다.71) 이 역시
‘아겔라’와 마찬가지로 스파르타 특유의 용어가 아니라 헬라스에서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단어로서, 군사용어로 주로 사용되어 보통 ‘부대’의 의미를
가지며 종종 ‘기병대’를 뜻한다. 따라서 크세노폰이 스파르타의 관행과 용
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소년들의 모둠을 자신에게 가
장 익숙한 군사적 용어로 표현했다고 보아야 한다.72) ‘아겔라’와 ‘일레’를
배척하면 헤시퀴오스의 사전에 나오는 βοῦα가 남는데, 이 단어는 로마시대
의 비문에 자주 등장하는 βουαγός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나 헤시퀴오스의
원자료가 비잔티움의 아리스토파네스인지 여부는 논쟁중이며, 따라서 이
용어의 연대를 헬레니즘 시대까지 끌어올리기 어렵고 고전기 용어로 확인
하기에는 더욱 근거가 부족하다.

73)

플라톤과 크세노폰을 통해 그리고 크세노폰을 활용한 플루타르코스의
설명을 통해 고전기 스파르타 교육에서 소년들의 집단과 집단활동이 존재
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명칭은 불분명하다. 그러나 이 소년 집단의 기능
은 명칭보다는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크세노폰은 소년을 항시적으로 감시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에이렌이 각 일레를 책임지도록 했다고 설명한
다.74) 플루타르코스는 소년들이 “일레와 아겔레에 따라” 취침했으며75) 파
이도노모스가 에이렌에게 소년들의 아겔레를 지휘하도록 했는데, 에이렌은
큰 소년들에게는 땔감을 작은 소년들에게는 풀을 모으게 했다고 한다.76)
플루타르코스는 분명히 크세노폰을 모방했다. κατ᾽ ἴλην καὶ ἀγέλην는 크세
70) Kennell, Gymnasium of Virtue, p. 108.
71) Xen. LP 2.11.
72) M. Lipka, Xenophon's Spartan Constitution: Introduction, Text, Commentar(Berlin, 2002), pp.
129-31.
73) Kennell, Gymnasium of Virtue, p. 183 n.62.
74) Xen. LP 2.11.
75) Plut. Lyc. 16.7.
76) Plut. Lyc.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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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폰의 ‘일레’를 단순히 반복한 것이지, 일레와 아겔레가 별개이거나 나아
가 상하 관계라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된다. 사실 스파르타 교육과 관련해
서 ‘아겔레’를 사용한 저자는 플루타르코스뿐이다. 문제는 소년들의 구성에
서 보이는 차이다. 플루타르코스는 큰 소년(ἁδροῖς)과 작은 소년(μικροτέροι
ς)을 구분하는데 반해 크세노폰의 언급은 가장 어린 연령대인 ‘파이데스’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또 플루타르코스는 에이렌을 설명하면서 소년
의 시기를 벗어난 지 2년이 지났으며 멜레이렌이 소년의 마지막 단계라고
말한다. 이 설명방식은 고주석들을 연상케 한다. 반면에 크세노폰은 ‘일레’
가운데 여러 에이렌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가 지휘한다고 썼
다. 여기에서 크세노폰이 자신의 진의를 잘못 전달했다고 볼 수 있을까? 
라케다이몬인의 국제 전반에서 발견되는 부주의한 문장들은 그러한 추측
에 무게를 실어준다.77) 그러나 에이렌이 ‘일레’의 구성원이 아니라 해도 하
나의 ‘일레’ 내에 다양한 연령대의 소년들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또는 나아
가 ‘파이데스’와 ‘파이디스코이’가 혼재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가
않다. 뒤카는 교육의 상식상 같은 연령의 소년들로 하나의 ‘일레’를 구성했
을 것이라 추측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사료는 없으며 오히려 크세노폰의
설명(2.11)은 파이데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파이데스부터 이후로 계
속 유지되는 편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우리는 ‘일레’ 내에서
에이렌 이외에도 수직적 관계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으로 명칭과 편성에 대한 지식의 한계를 정리하고, 이제 크세노폰
의 라케다이몬인의 국제(2-4장)로 넘어가겠다. 크세노폰의 저술은 비록
체계적, 객관적 설명과는 거리가 먼 칭송과 변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어
떤 저술보다 풍성하게 고전기 스파르타 교육의 실체에 대한 정보를 전해준
다.

77) Lipka, Xenophon's Spartan Constitution,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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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데스의 교육
크세노폰은 스파르타 소년의 교육에서 가장 먼저 ‘파이도노모스’를 언
급한다. 다른 폴리스들과 스파르타 교육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는
직이기 때문이다. 아테나이에서는 어린 소년을 파이다고고스에게 맡긴다.
‘말을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되자마자 즉시’(2.1)라는 표현은 명백히 과장
이다. 7살 정도에 시작되던 아테나이의 초급 교육을 3-4세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ἐυθύς와 같은 표현은 아이를 양육하는 부담을 가능한 빨리 벗어
버리려 한다는 인상을 주지만, 스파르타에서도 그 이전에 공교육이 시작되
지는 않는다. 크세노폰이 여기에서 진지하게 말하고자 한 바는 교육의 시
작 연령이 아니라 교육의 책임이다. 노예에게 교육을 맡겨서 어떻게 하겠
다는 것인가? 교육은 폴리스의 그리고 폴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파이도노모스는 소집, 감독, 처벌할 권한을 가졌고 조력자들을 둘 수 있었
다. 이러한 제도가 낳는 즉각적인 효과로 아동들은 ‘겸손한 두려움’(αἰδὼς)
을 배운다. 크세노폰은 파이데스의 교육을 다루는 장의 마지막에서 이 주
제를 되살린다. 파이도노모스는 채찍을 든 ‘조교’들의 도움뿐 아니라 모든
시민을 조력자로 삼는다. 소년 앞에 선 시민은 국가 최고 정무관의 대리인
이 된다. 소년의 입장에서는 마치 파이도노모스가 편재한 듯하다.78) 이는
크세노폰이 나중에 설명하는, 스파르타 특유의 관행의 일부로 설명이 가능
하다.

뤼쿠르고스가 일반적인 것과 다른 제도를 만들어 낸 부분은 권위의 영
역이다. 다른 도시들에서는 각 남성은 자신의 아이들과 노예와 재산을 통제
했다. 그러나 뤼쿠르고스는 시민들이 서로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서로에게
유익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아버지들에게 자신의 아이와 다른 이들의 아이
78) Xen. LP 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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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 대해 동등한 권위를 부여했다.
다른 남자들도 아버지의 권위를 갖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각자는 필연
적으로 자기가 권위를 가진 자들에 대해 마치 자신의 아들이 통제되기를
바라는 식과 마찬가지로 대할 것이다. 만약 한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다
른 사람에게 맞았다고 고자질한다면, 그 아버지 역시 자기 아들을 때려야만
불명예를 피할 수 있었다. 그 정도로 시민들은 아이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서로를 믿었던 것이다.79)

여기에서 크세노폰은 스파르타의 독창적 발명을 전한다. 파이도노모스
의 권위가 시민들에게 위임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가 공동체의
공유물이 된다. 그리고 공동체 관계에서 비롯되는 상호성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이는 다른 폴리스와 비교하여 분명히 놀라운
관행이다.
파이데스에 해당하는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가? 크세노폰은 이에 관해
침묵하며 플루타르코스는 7세가 된 직후부터 공통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루피는 7세부터 읽기, 쓰기 교육을 집에서 사적으로 받고, 플루타르코스가
고된 훈련과 집단생활의 시작 시점으로 제시한 12세부터 국가주도 교육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이 설명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왜냐하면 루피의 말에
따르면 12세부터 17세가 파이데스, 18-20세가 파이디스코이가 되는데, 이는
14세부터 에페베이아가 시작된다고 하는 고주석들과 충돌한다. 크세노폰
역시 다른 폴리스와 스파르타를 대조시킬 때 연령이 아니라 방법(노예, 학
원교사)을 문제 삼았다. 따라서 우리는 고전기의 스파르타 교육 시작 연령
을 7세로 보아야 한다.80)
파이도노모스는 크세노폰에게 교육을 논할 탄탄한 출발점과 근거가 되

79) Xen. LP 6.1-2.
80) Lupi, L’ordine delle generazioni, pp.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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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러나 소년들에 대한 교육의 구체적 내용에서는 생략과 비약이 빈
번하다. 아테나이 교육의 특징으로 제시된 바는 ‘파이다고고스’ 외에도 교
과목(문자, 무시케, 체육), 신발과 의복, 식사량이 있었다. 크세노폰은 교과
목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신을 신기고 옷을 입
히고 밥을 배불리 먹게 하는 것 역시, 그 자체로만 보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나 크세노폰은 스파르타와 대조하여 이를 사치와 방종이라 공격
한다. 스파르타에서는 아예 신을 신기지 않는다. 옷은 단벌이며 식사량은
의도적으로 부족하게 제공한다. 이에 대해서 심리적, 육체적 효과가 근거로
제시된다. 맨발은 다양한 지형에서 전투에 유리하다. 단벌옷은 추위와 더위
를 견디게 한다. 부족한 식사량은 제한된 배급으로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한다. 인내라는 덕목을 기르고 육체가 단련된다. 그러나 크세노폰은 단순히
덕이나 신체단련만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직업군인으로서 직접 겪은 다양
한 경험이 반영되었다. 파이데스 연령대의 교육에 본격적인 군사훈련은 도
입되지 않지만, 아나바시스에서 험한 지형과 추운 날씨를 극복해야 했던
경험이 여기에 투영되었다. 그러한 상황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는 확신이 맨발과 단벌옷에 대한 변론 뒤에 자리한다.
식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긴 변론과 구체적 정보를 제공한다.

배고픔으로 너무 고통 받지는 않도록 하려고, 뤼쿠르고스는 비록 아무
문제없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은 하지 않았지만 굶주림을 달래기 위한 도둑
질을 합법적으로 인정했다.
다들 잘 알겠지만, 뤼쿠르고스가 각 사람에게 스스로의 음식을 통해 먹
고사는 것을 금지한 이유는 뤼쿠르고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분
명, 훔치려고 하는 사람은 밤에 깨어 있어야 하고, 낮동안에는 수풀 속에
숨어 있어야 하고,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염탐을 해야 한다. 따라서 뤼쿠
르고스가 교육과정에 이러한 요소를 넣은 것은 소년들이 삶의 필수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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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 많이 가지고 전쟁에도 더욱 알맞게 만들기 위해서임이 분명하다.
누군가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지도 모른다. 만약 뤼쿠르고스가 도둑
질을 좋은 것으로 여겼다면, 왜 발각되었을 경우에 심한 채찍질을 명했냐
고. 내 대답은 이렇다. 이것은 교육받은 것을 잘 이행하지 못했을 때 항상
처벌이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붙잡힌 자들은 도둑질을 제대
로 못했기 때문에 벌받는 것이다.
뤼쿠르고스는 아르테미스 오르티아에서 가능한 많은 치즈를 훔쳐내는
것을 명예로운 것으로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 도둑들을
채찍질하도록 함으로써, 순간의 고통이 지속적인 명예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것은 민첩함이 필요한 때 게으른 자에게는 오직 엄청난
고통만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81)

스파르타의 소식(小食)은 고전기에 유명한 관행이었다.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자들도 간소한 식사를 했으며82) 이는 플라톤의 이상국가 시민들
도 마찬가지였다.83)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인의 탐식과 헬라스인의 절제를
대조시켰다.84) 그러나 크세노폰은 스파르타에서 소식은 단순한 생활자세가
아니라 입법가의 정교한 계획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소식은 일석다조의
방책이다. 첫째는 자연스럽게 예상 가능한 소식의 효과 곧 더 적은 배급으
로 더 오래 버티는 능력의 배양이다. 둘째로 신체발육의 효과가 있다. 건강
과 장수를 도울 뿐 아니라 중장보병 전술에 도움이 되는, 키가 큰 시민을
길러낸다. 크세노폰이 이러한 발상을 당시의 의학에서 빌려 왔으리라 강력
히 추측되지만, 이것이 과식과 금식을 피하고 적절히 먹으라는 힙포크라테
스의 가르침과 정확히 부합하지는 않는다.85) 힙포크라테스는 과도한 식사

81)
82)
83)
84)
85)

Xen. LP 2.6-9.
Xen. Mem. 1.3.5-8.
Plat. Rep. 372b.
Hdt. 1.133.
Hipp. Aph.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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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운동으로 해소하라 했는데, 크세노폰은 뤼쿠르고스가 제한된 식사와 격
한 훈련을 결합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한다. 플루타르코스는 크세노폰과 같
은 취지로 다음과 같이 더 자세하게 서술하는데, 내용을 보면 단순히 크세
노폰을 확대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의학 저술을 근거로 했으리라 추측된
다.

그러나 붙잡힌 소년은 채찍질을 당하며 주린 채 지내야 한다. 소년들에
게 허락된 식사량은 소량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소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배고픔과 싸워야 했고 대담함과 명민함을 발휘해야만 했다. 소년들
에게 소량의 식사만을 주는 주된 목적은 이와 같다. 두 번째 목적은 소년들
의 키를 크게 하려는 것이다. 과도한 음식은 몸을 두껍게 하고 옆으로 퍼지
게 한다. 그러나 원기가 그러한 장애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면, 스스로
의 가벼움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몸이 자유롭고 수월하게 자라게 되면 키

가 크게 되는 것이다.86)

크세노폰은 소식의 세 번째 효과에 대해서는 길고 복잡한 변론을 펼
쳐야 했다. 그는 뤼쿠르고스가 식사량 제한을 통해 육체적 발달과 더불어
진정한 교육적 효과를 꾀했다고 말한다. 이는 음식 훔치기로 구현되었다.
소년들에게 의도적으로 식사를 부족하게 주고 음식 훔치기를 통해 배고픔
을 해결하게 하는 방식은 어느 시대의 기준으로나 상당히 비틀린 교육이지
만, 크세노폰의 설명은 일관성을 가진다. 군사 훈련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음식을 훔치기 위해 필요한 요소인 작전, 실행, 협력, 지휘 등은 좋
은 군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질들이다. 음식 훔치기를 허용한다고 해
서 소년들이 배불리 먹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마치 쉬시티온에서 사냥한
고기의 반입과 후식(‘에파이클론’)이 허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86) Plut. Lyc.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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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과연 크세노폰 본인이 이 음식 훔치기의 교육적 가치를 진지
하게 믿었는지는 모호하다. 그는 다른 곳에서는 속임수와 교활함을 교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반대 입장을 취했다.87) 이와 비
교하면 라케다이몬인의 국제에서는 마치 크세노폰이 ‘뤼쿠르고스의 법’
은 무조건 옳다는 맹목적 신념 혹은 편견에 눌린 것 같다. 한편, 음식 훔치
기 훈련의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붙잡힌 소년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다.88) 훔치도록 명령받았는데 붙잡히면 채찍을 맞는다. 이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 크세노폰은 ‘치즈 훔치기’ 의례를 가져와 뤼쿠르고스의 일관된 의도
를 밝힌다.89) 하나는 실제 훈련이고 다른 하나는 의례이지만 원칙은 동일
하다. 훔치기는 시험이며 따라서 높은 성취는 보상을, 실패는 처벌을 수반
한다.
플루타르코스도 음식 훔치기에 대해 설명하는데 크세노폰과 조금 다르
다.

에이렌은 모의 전투에서 소년들을 지휘했고, 실내에서는 식사 시중을
들게 했다. 그는 큰 소년에게는 나무를 해오고 작은 소년에게는 야채를 가
져오게 했다. 아이들은 더러는 남새밭에 들어가, 더러는 아주 교활하고 조
심스레 성인들의 공동식사에 몰래 들어가 훔쳤다. 훔치다 잡힌 아니는 조심
성 없고 서툰 도둑이라며 매를 맞았다. 소년들은 다른 먹을거리를 훔치기도
하고 남들이 잠자거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는 데에도 능숙해진다. 그
러나 들키는 소년은 매를 맞고 굶어야 한다 .... 소년들은 도둑질을 매우 진
지하게 받아들였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한 소년이 여우 새끼를 훔쳐
외투 아래 숨겼는데 그 여우가 이빨과 발톱으로 소년의 내장을 찢었음에도
소년은 도둑질을 들키기보다는 죽는 것을 택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신빙

87) Xen. Cyr. 1.6.31.
88) Xen. LP 2.8
89) Xen. L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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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 오늘날 우리는 상당수의 라케다이몬 젊은이들이 아르테미스 오
르티아 제단에서 채찍질에 맞아 죽는 것을 보았다.90)

에이렌은 소년들의 실외 활동을 지도하고 실내에서는 식사 시중을 들
게 한다. 소년들을 밖으로 보내어 식량을 조달하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
년들은 타인의 밭이나 성인의 공동식사에 잠입해서 음식을 훔친다. 이러한
훈련의 목적과 실패시의 처벌에 대해서는 크세노폰과 거의 유사한 논리가
제시된다. 군사훈련 및 육체발달에 도움이 되며, 발각될 경우에는 채찍질을
당한다. 플루타르코스가 묘사하는 상황은 다소 혼란스럽다. 에이렌의 식사
를 준비하는 과정인 것처럼 설명을 시작했는데, 소년들의 음식 절도는 ‘그
들에게 허락된 식사량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여 마치 소년들 모두의
식사를 설명하는 듯하다. 플루타르코스는 에이렌의 식사 장면을 설명하다
가 소년들의 시중과 크세노폰의 음식 훔치기를 끼워 넣은 것인가, 아니면
소년들 전체의 식사를 설명하는데 에이렌을 중심으로 서술한 것인가? 후자
의 경우라면 소년들의 공동식사를 전제로 한다. 이를 근거로 고전기 스파
르타 교육에서도 소년공동식사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가? 크세노폰
의 진술과 비교해야 하는데, 에이렌의 역할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필사본들
의 오염이 심한 것이 문제다. 학자에 따라 삭제 및 수정의 방식이 차이를
보이지만, 크세노폰의 취지는 에이렌이 소년들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
니라 식사 전반을 통제한다는 뜻으로 보인다.91) 에이렌의 주된 임무는 소
년들이 배부르게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전기에 소년들의
공동식사 모습을 재구성해볼 수 있다. 에이렌은 소년들이 할당량을 가져오
게 한다. (συμβολεύειν) 이러한 할당량은 소년의 아버지가 책임지고 충당했

90) Plut. Lyc. 17.2-4; 18.1.
91) 필사본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는 Ducat, Spartan Education, pp. 83-4, nn. 33-39. 이
논문에서는 뒤카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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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 분명하다. 플루타르코스는 마치 음식을 항상 모두 도둑질로 조달
했다고 말하지만 이는 분명히 과장이다. 크세노폰은 부족분만을 훔친다고
말한다. 그리고 에이렌은 소년들의 식사량을 통제하여 배부르지 못하게 한
다. 플루타르코스는 식후에 에이렌이 소년들에게 질문과 대답의 시간을 통
해 교육을 했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고전기에도 있었던 관행일까? 크세노
폰이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에이렌인 소년들의 식사 뿐 아니라 교육
에 일정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는 점에 미루어 플루타르코스의 설명은 고전
기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에이렌과 소년들이 식사에는 몇 명이 참여했을
까? 역시 크세노폰은 이 점에 대해 완전히 침묵을 지킨다. 유일한 추론은
플루타르코스를 근거로 할 수 밖에 없으며 어른들의 쉬시티아와 유사하다
는 진술에 미루어 15명 정도로 추측된다.
파이데스 시기에 아마 12세경 이후부터 파이데라스티아 관계가 시작되
는데 크세노폰은 이 관행의 교육적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변론을 펼친
다. 파이데라스티아는 교육적 기능을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고, 육체관계
는 배제되어야 한다. 크세노폰은 소년과 성인남성의 만남을 전면 금지하거
나 전면 허용하는 여러 폴리스와 달리 스파르타는 중도 노선을 택했다고
말한다. 스파르타에서 성인 남성과 소년의 육체관계는 마치 부모와 자녀
혹은 형제간의 육체관계처럼 혐오스러운 행위다. 뤼쿠르고스는 오직 ‘순결
한’ 관계만을 교육에 유익하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설명은 플루타르코스에
게서도 동일하게 반복된다.92)

파이디스코이의 교육
소년의 교육에서 어느 연령대에 단계의 구분이 생기는지에 대해 크세

92) 허승일 옮김, 플루타르코스의 모랄리아: 교육, 윤리편(서울, 2012), pp. 66-7 주 72에는
영혼의 교감으로서 소년의 동성 사랑을 설명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된 플라톤의 잔치
(182a)의 번역을 실었고, 키케로의 언급(국가론 4.3-4)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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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폰과 플루타르코스는 서로 상이한 방식과 용어를 제시했고 이는 상당한
혼란을 야기했다. 먼저 크세노폰은 ‘파이디스코이’라는 교육연령대를 제시
했다. 언제 파이디스코이가 되는가? 크세노폰은 명백한 기준점을 제시한다.

ὅταν γε μὴν ἐκ παίδων εἰς τὸ μειρακιοῦσθαι ἐκβαίνωσι

파이데스에서 벗어나 청소년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93)

μειράκια는 신체발달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법이며 의학적으로 14-15세
에 해당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플루타르코스는 파이데스의 범주에 멜에이
렌까지 포함시키고94) 대신 12세에 전환점을 두었다.

소년들은 12세가 되면 더 이상 키톤을 입지 않고 일 년 내내 한 벌의
히마티온만을 입으며, 피부가 거칠고 메마르며 목욕을 하거나 몸에 기름을
바르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95)

크세노폰의 의미를 조정하여 파이데스에서 벗어나는 시기를 16-17세로
봄으로써 양자의 충돌을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으나96), 크세노폰은 명
백하고 일관되게 용어를 사용한다. 그는 라케다이몬인의 국제 밖에서도
파이스, 파이디스코이, 헤본의 연령대 명칭을 사용했고97) 이는 크세노폰이
이 용어의 사용에 주의를 기울였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크세노폰은 14세경
에 스파르타 교육에서 중요한 변화가 생긴다고 믿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플루타르코스는 왜 12세를 제시했는가? 플루타르코스와 크세
93)
94)
95)
96)
97)

Xen. LP 3.1.
Plut. Lyc. 17.2.
Plut. Lyc. 16.6.
Tazelaar, “Paides kai epheboi”, p. 147.
Xen. Hell. 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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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폰이 소년교육의 전환점으로 삼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곧 훈련의 강화
다. 크세노폰은 훈련의 강화와 훈련시간의 증대(정확히는 여가시간의 제거)
를 말하며, 플루타르코스는 보다 구체적으로 키톤 금지와 목욕제한, 공동취
침과 갈대침대를 제시한다. 둘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파이데라스티아다.
플루타르코스는 12세부터 소년들이 애인과 교제하며 이때부터 교육단계의
질적인 변화가 생긴다고 말한다. 그러나 크세노폰은 앞서 파이데스 단계에
서 파이데라스티아가 시작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플루타르코스는 두 가
지 동기에서 12세를 지목한 듯하다. 크세노폰이 파이디스코이의 시작을 정
확히 몇 살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파르타 교육의 혹독함을 부
각시키기 위해 가능한 연령대를 낮추고 싶었을 것이다. 동시에 파이데라스
티아의 시작을 다른 질적인 변화와 같은 틀에 넣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러
나 우리는 크세노폰을 따라서 고전기의 소년교육의 첫 변화는 14세경에 이
루어진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14세부터 에페베이아를 시작한다고 설명하
는 고주석들과도 일치한다.
파이디스코이 시기에 중요한 변화로는 이때의 교육이 시민으로서의 미
래를 좌우한다는 점이다. 이 단계를 거부하면 장차 시민의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청소년의 장래에 불명예의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교육담당관들 (τοὺς
ἐκ δημοσίου) 뿐 아니라 보호자들이 (τοὺς κηδομένους) 책임을 져야 한다.98)
τοὺς ἐκ δημοσίου는 τοὺς ἄρχοντας와 거의 유사한 뜻이므로 공적 권위를 말
한다. 공적인 책임자와 대비되는 사적인 ‘보호자’에서 우선 연상되는 사람
은 아버지이지만 성인 에라스테스일 가능성이 있다. 플라톤은 에라스테스
의 임무로 ἐρᾶν καὶ κήδεσθαι를 말한다. 크세노폰이 혹 아버지가 없는 청소
년의 경우를 배려하여 ‘보호자’라는 명칭을 써서 ‘아버지 혹은 친족’의 뜻
으로 이 단어를 썼다기보다는, 청소년 교육에서 자주 역할을 맡는 에라스

98) Xen. LP 3.3.

- 44 -

테스와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한 말로 생각된다.99) 어느 경우에든지 이 말
은 파이데스와 파이디스코이의 중요한 차이를 제시하는 듯 보인다. 파이데
스의 경우 모든 시민이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만 파이디스코이에게는 그러
한 ‘권위의 위임 혹은 공유’가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착시일 가능성이 높다. 크세노폰은 파이데스 시기의 교육적 특성들이 대부
분 그 이후 시기에도 이어지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교육은 폴리스 전체
의 문제이며, 시민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근본 원칙이 파이디스코이
시기에 특별히 제외될 이유는 없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학교교육을
포기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임무를 공적으로는 정무관들에게
사적으로는 가장 밀접한 사이인 아버지와 에라스테스에게 맡긴다는 뜻이
지, 파이데스 시기의 항구적 감시, 모든 시민의 감독권이 파이디스코이에
이르러 축소된다는 뜻은 아니다.
크세노폰은 파이디스코이에 대한 서술의 마지막에 쉬시티아에 대해 언
급한다.100) 소년들은 성인들의 공동식사의 초대된다. 이는 플루타르코스가
묘사한 에이렌과 소년들의 식사가 아니라 성인 공동식사다. 싱오르는 12세
에 에라스테스가 자신의 소년을 공동식사에 소개시키고 입회 승인을 받게
했으며 이것이 소년의 인생에 결정적인 인간관계의 시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충분히 가능한 추측이지만 크세노폰의 짧은 서술 속에 이를 지
지할 만한 구체적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101) 소년은 성인식사에서
오직 질문에 대한 답변만을 해야 했는데, 이 역시 소년이 얼마나 자신을
절제하는지, 얼마나 공손한지를 시험하는 과정이었다. 공동식사에 소개되는
과정이 어떠하든지, 파이디스코이는 성인세계에 진입할 준비를 하고 실제

99) Richer, “Aidos at Sparta”, p. 110, n. 106; Lipka, Xenophon's Spartan Constitution, pp.
137-8.
100) Xen. LP 3.5.
101) H. Singor, “Admission to the syssitia in the fifth-century Sparta”, in Hodkinson and
Powell eds. Sparta: New Perspectives,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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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을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과정에 중요한 지점이었다.
파이데스에서 파이디스코이까지를 크세노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시기 소년들에게 스파르타의 초급교육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가? 카틀
리지와 보링의 연구는 스파르타의 문자 해득률이 다른 폴리스에 비해 뒤떨
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즉 고전기 스파르타에서 시민 대부분은 능숙
하게 읽고 쓸 수 있었다.102) 아쉽게도 소년의 교육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는 전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지만, 고전기 헬라스
세계의 가장 중요한 한 축으로서 복잡한 대내외적 문제를 처리해야 했던
스파르타 시민들이 일부 사료들의 과장된 주장처럼 지적으로 무지하고 무
능했을 가능성은 없다.
문자능력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말하기였다.103) 이는 스파르타나 다른
폴리스에서나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헬라스인들은 바로 이 점에서 스파르
타인의 성취가 독보적이라는데 동의했고 이를 ‘라코니아식 말하기’(τὸ λακο
νίζειν)라고 불렀다.104) 아리스토텔레스는 스파르타에서 소년들이 어린 시절
부터 간결한 말하기를 배웠다고 말한다.105)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플라톤

은 스파르타의 간결한 말하기를 완벽하게 교육받은 사람의 자질로 한껏 칭
송했다.106) 헬라스인의 사고에서 말과 행동은 서로 상반되는 요소였고 스
파르타인 역시 긴 말보다 실행력을 중시했다. 그러나 플라톤의 설명을 보
면, 스파르타인은 마치 말 자체를 효과적 행동으로 여기는 듯하다. 플라톤
은 심지어 스파르타인의 말하기를 투창에 비유했다. 말은 곧 무기다. 쓸모
없이 말을 많이 해서는 이기지 못한다. 촌철살인의 한 마디로 상대방을 침
102) Cartledge, “Literacy in the Spartan oligarchy”, JHS 98(1978), 25-37; T. Boring, Literacy in
ancient Sparta, Mnemosyne Suppl. 54(Leiden, 1979).
103) E. Millender, “Spartan literacy revisited”, Class. Ant. 20(2001), p. 149.
104) N. Birgalias, L'odyssée de l'éducation spartiate(Athens, 1999), pp. 165-84; A. Powell,
Athens and Sparta(London, 2001), pp. 239-40.
105) Arist. fr. 611.13, Rose.
106) Plat. Protag. 34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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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키는 언어행위가 바로 스파르타식 말하기의 핵심이다. 프로타고라스
에서 스파르타는 플라톤의 의도에 부합되는 이미지로 제시되지만, 그 이미
지의 기원은 고전기 스파르타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스파르타인의 어록’(Ἀ
ποφθέγματα Λακωνικά)은 이러한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이 가능하다. 이 어
록들은 역사적으로 고전기의 것은 아니지만, 고전기 스파르타 교육의 말하
기 교육의 핵심 가치와 정신을 담은 문학 장르다. 고루한 교훈을 나열하지
않고, 반어법과 농담과 조롱으로 짧은 말에 강력한 힘을 부여하는 것은 스
파르타의 전문 영역이다. 이러한 세련된 언어 구사술은 당연히 상당한 시
간과 훈련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라코니아식 말하기’는 스파르타 사회의
문화였지만, 소년들이 체계적 교육 없이 이 기술을 습득했으리라 생각하기
는 어렵다. 말하기 훈련은 스파르타 파이데이아의 핵심 요소였다.107)
스파르타의 말하기 문화는 어쩌면 무시케와 마찬가지로 스파르타 문화
의 개화기인 상고기의 유산일지도 모른다. 스파르타를 비판하는 저자들이
스파르타인의 지적 열등성, 무지, 심지어 야만성을 운운하지만, 동시에 고
전기 헬라스의 상식에 따르면 스파르타인이 무시케에서 가장 탁월한 성취
를 이루었다. 이는 겉보기와 달리 모순이 아니다. 스파르타의 무시케는 고
전기에 이미 확립된 혹은 고정된 전통이었고, 스파르타인은 개량과 혁신이
아니라 고대의 모습을 그대로 전수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다. 여기에서도
역시, 크세노폰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으나 우리는 파이데이아의 수
업 내용으로 이 무시케가 다루어졌음을 확신할 수 있다.108) 이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후대의 플루타르코스는 물론 크세노폰 역시 스파
르타의 교육이 철저하게 육체훈련에 집중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스파
르타인의 언어 구사 능력과 최고 수준의 무시케는 스파르타 교육에 다른

107) E. David, “Sparta’s kosmos of silence,” in S. Hodkinson ed. Sparta: New perspectives, pp.
120.
108) Birgalias, L'odyssée, pp. 19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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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도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고전기 사료들의 침묵 속에서도 스파
르타 교육 과정에 육체훈련 뿐 아니라 지성과 예술 훈련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고 보아야 한다.

헤본테스의 교육
파이디스코이를 벗어난 소년은 헤본테스가 된다. 그런데 크세노폰은
‘에이렌’이라는 독특한 단계를 따로 말한다.109) 이 에이렌은 소년들의 식사
량을 통제하고 (2.5) 성인이 없을 때 소년들을 감시했다. (2.11) 따라서 이
들은 완전한 성인은 아니면서 소년으로 여겨지지도 않았다. ‘에이렌’은 누
구인가?
고전기에 ‘에이렌’을 언급한 최초의 문헌은 헤로도토스다. 그에 따르면,
라케다이몬인은 플라타이아 전사자를 위해 무덤 셋을 따로 만들었다. 첫
번째에는 가장 용맹하게 싸운 포세이도니오스, 아몸파레토스, 필로퀴온, 칼
리크라테스와 같은 ‘에이렌’들을 묻었다. 두 번째 무덤에는 일반 스파르타
시민들을, 마지막에는 헤일로타이를 묻었다. 이 대목에서 모든 필사본들은
ἱρέες라고 쓰고 있는데, 1758년 팔크네르(L. Valckenaer)가 ἰρένες로 수정했고
이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수정의 가장 큰 이유는 스파르타인이 사제
를 따로 기념하여 매장할 이유가 없고 가장 용맹하게 싸운 네 용사가 모두
동시에 사제였을 가능성은 더욱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수정을 반대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개진되었다. 케넬은 스파르타 교육과 관
련해 이 문제를 다루면서 사제, 시민, 노예의 삼분법을 멀리 인도유럽어족
의 문화적 특성까지 끌어와 설명하려 했다. 이러한 논변은 구체적 근거가
없고 지나치게 사변적인 추론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110) 그러나 ‘에이렌’으
로 매장된 인물들 중 아몸파레토스는 수정의 정당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
109) Xen. LP 2.5, 11.
110) Kennell, Gymnasium of Virtue, pp. 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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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한다. 아몸파레토스는 피타네 로코스의 지휘관이었다. 그런데 스파르
타에서는 ‘헤본테스’를 벗어나야 공직을 맡을 수 있었고 (Xen. LP. 4.7) λοχ
αγός는 고급 장교였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에이렌’이 아니라 다른 대안
을 모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뒤카는 수정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
지만 이를 ‘에이렌’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아몸파레토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지는 않다. 투퀴디데스는 헤로도토스를 비판하면
서 대표적인 사례로 피타네 로코스를 들었다. 아테나이인은 라케다이몬에
“피타네 로코스가 있다고 믿지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111) 영웅으
로 신화화된 아몸파레토스가 사실은 고급지휘관이 아니라 20대의 용사였을
가능성도 제기되었고, 그렇다면 첫 번째 무덤은 스파르타인이 용기를 보여
준 젊은 전사들을 따로 기념하여 매장한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또 ‘에
이렌’ 수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112), 헤로도토스의 본문은 스파르타의 교육
과 관련된 최초의 문헌이 된다.
크세노폰으로 다시 돌아오면, 모든 필사본에서 나타나는 형태는 ἄρρην
이다. (τὸν ἄρρηνα, 2.5; τῶν ἀρρένων, 2.11) 2.5에 대해서는 1818년 슈나이더
(J. G. Schneider)가 τὸν εἴρενα로, 2.11의 경우는 1593년에 크라기우스(T.
Cragius)가 τῶν εἰρένων으로 수정했다. 이후 거의 모든 판본과 주석들이 수
정을 지지했으나, 케넬은 고전기에 ‘에이렌’의 존재를 부정하며 헤로도토스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필사본의 원문을 지지한다.113) 2.5의 경
우 케넬의 주장은 쉽게 반박이 가능한다. 케넬은 크세노폰이 아무런 설명
없이 새로운 용어를 사용했을 리 없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물론
2.5에서 ‘에이렌’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다소 당황스럽지만, 크세노폰은

111) Thuc. 1.20: τὸν Πιτανάτην λόχον αὐτοῖς εἶναι, ὃς οὐδ᾽ ἐγένετο πώποτε.
112) den Boer, Laconian Studies, pp. 288-98; M. Nafissi, La Nascità del Kosmos: studi sulla
storia e la società di Sparta(Napoli, 1991), p. 302, nn. 108-9; Lupi, L’ordine Delle
Generazioni, pp. 47-9. contra. Christien, “Les temps d'une vie Sparte”, p. 68, n. 111.
113) Kennell, Gymnasium of Virtue,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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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αιδονόμος(1.2)나 ἱππαγρέται(4.3)에서도 사실상 정의나 설명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파이도노모스는 단순히 파이다고고이와 대비되었고, 히파그레타이
는 기병과 관련된 설명이 전혀 없이 300인 선별 과정에서 갑자기 제시되었
다. 그리고 라케다이몬인의 폴리테이아 전체에서, 문법과 문장, 설명에서
크세노폰은 부주의함을 자주 노출한다. 2.11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하다.
여기에는 스파르타 교육의 역사에 대한 케넬의 핵심적인 인식과 플루타르
코스를 해석하는 방법론이 결부되어 있다. 플루타르코스는 에이렌에 대해
크세노폰과 유사한 문장을 구사했다.

ἔθηκε τῆς ἴλης ἑκάστης τὸν τορώτατον τῶν εἰρένων ἄρχειν
각 일레에서 가장 뛰어난 에이렌이 지도자가 되었다.114)

κατ᾽ ἀγέλας αὐτοὶ προΐσταντο τῶν λεγομένων εἰρένων ἀεὶ τὸν σωφρονέσ
τατον καὶ μαχιμώτατον
아겔레에서는 에이렌이라고 불리는 자들 중 가장 신중하고 가장 용맹
한 자가 지휘했다.115)

두 문장의 유사성은 명백하며 플루타르코스가 크세노폰을 참조하고 확
장했다. 케넬은 이러한 유사성에 대해 경계를 요구했다. 크세노폰 시절의
스파르타 교육과 플루타르코스가 말하는 ‘아고게’는 전혀 다른 실체이기
때문에, 두 설명을 융합하여 하나의 가상의 ‘아고게’를 재구성하면 안 된다
는 것이다.116) 그러나 케넬의 구분법과 별개로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 가능
한 것은 플루타르코스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필사본의 τῶν ἀρρένων을 τῶν ε
ἰρένων으로 읽었다는 점이다. 이는 수정을 강력히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114) Xen. LP 2.11.
115) Plut. Lyc. 17.2.
116) Kennell, Gymnasium of Virtue,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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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우리는 고전기에 ‘에이렌’이 존재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117)
에이렌은 어떤 연령대를 지칭하는가? 크세노폰은 에이렌의 연령에 대
해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는다. 플루타르코스는 보다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지만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동시에 남겼다. 에이렌에 대해 그는 이
렇게 말한다.

εἴρενας δὲ καλοῦσι τοὺς ἔτος ἤδη δεύτερον ἐκ παίδων γεγονότας, μελλείρενας
δὲ τῶν παίδων τοὺς πρεσβυτάτους. οὗτος οὖν ὁ εἴρην, εἴκοσι ἔτη γεγονώς

에이렌은 소년기를 떠난 지 2년째 되는 자들이며, 멜레이렌은 소년기의 최
연장자다. 그래서 에이렌은 20세이다.118)

두 가지 사실은 명백하다. 에이렌은 20세이며, 소년기(‘파이데스’)의 마
지막은 ‘멜레이렌’이다.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고주석들
에 근거해 유추할 수 있는 바는 멜레이렌 다음이 에이렌이라는 것이다. 문
제는 에이렌이 파이데스를 떠난 지 2년째인 이들이라는 진술이다. 이것은
멜레이렌과 에이렌 사이에 1년의 공백을 낳는다. 크라임스(K. M. T.
Chrimes)는 재치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δεύτερος의 용례 중 ‘바로
다음’을 뜻하는 경우를 활용했다. 헤로도토스에서 ἡμέρῃ (δὲ) δευτέρῃ
(1.82.5) 는 ‘다음날’을 뜻한다. 그렇다면 플루타르코스의 표현은 ‘파이데스
다음 해’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제안이었다.119) 그러나 헤로도토스의 경우는
첫째 날이 1일째, 둘째 날이 2일째가 되지만, 플루타르코스의 경우 ἐκ παίδ
ων 때문에 파이데스의 마지막 해를 포함시킬 수 없고, 파이데스가 끝난 다

117) ἄρρην에 대한 반론은 Lipka, Xenophon's Spartan Constitution, p. 130; Ducat, Spartan
Education, p. 96.
118) Plut. Lyc. 17.2.
119) Chrimes, Ancient Sparta,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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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해가 1년째 그 이듬해가 2년째가 될 수밖에 없다. 플루타르코스가 굳이
추가한 ἤδη는 다른 방식을 더욱 불가능하게 한다. 우리는 암흑지대를 남겨
둔 채 에이렌이 파이데스를 졸업한 20세라는 부분만을 취할 수밖에 없
다.120) 플루타르코스의 설명은 고전기에 적용가능한가? 크세노폰과 플루타
르코스를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는 케넬의 주장은 크세노폰의 필사본을 수
정하지 않을 경우에만 정당하다. 크세노폰을 통해 고전기 에이렌의 존재가
확인되고, 플루타르코스가 크세노폰을 모방하고 확장시킨 것이 분명하므로,
고전기에 소년들의 교육에서 감시, 감독의 역할을 했던 에이렌의 연령을
20세로 볼 수 있다. 고전기에 파이디스코이 단계를 벗어난 스파르타 젊은
이는 20세에 에이렌이 되어 후배들의 교육에, 특히 공동식사에 관여한다.
그리고 에이렌은 ‘헤본테스’의 첫 해가 된다.121)
크세노폰은 뤼쿠르고스가 20대 곧 청년기인 ‘헤본테스’의 교육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두었다고 한다. 이 시기는 스파르타 폴리스의 시민을 양성하
는 데 가장 중요하다. 실망스럽게도 크세노폰은 헤본테스의 교육과 생활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거나 설명하지 않는다. 그의 관심은 헤본테스를 가
장 스파르타적인 시민으로 길러내는, 스파르타 교육의 정점인 한 가지에만
집중된다. 그것은 바로 항구적이고 치열한 경쟁이다. 경쟁은 헬라스 문화의
특징적인 요소 중 하나지만, 스파르타에 대해 전해오는 모든 자료들은 스
파르타 폴리스에서 경쟁이 치열했다고 한다. 스파르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에 노출되며 이는 평생을 지속되다가 최소한 게루시아에 선출된 뒤에
야 끝난다. 그런데 크세노폰은 헤본테스 시기에 에리스의 권능이 가장 강
력하다고 설명한다. 젊은이들 사이에 충만한 극단적 경쟁심에 크세노폰 본
인이 당혹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는 이러한 경쟁에 대

120) den Boer, Laconian Studies, p. 256; MacDowell, Spartan Law, 163; Kennell, Gymnasium
of Virtue, p. 36.Ducat, Spartan Education, p. 98.
121) Tazelaar, “Paides kai epheboi”, pp.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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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독자들이 심한 반발을 일으킬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질서와
화합은 폴리스의 생존에 필수요소다. 물론 젊은이들의 경쟁과 심한 다툼이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불화를 조장
하는 것이 바른 교육이라 할 수 있을까? 크세노폰은 젊은이들의 치열한 경
쟁과 스파르타의 이름 높은 ‘에우노미아’를 조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경쟁
관계가 폴리스에 유익하다는 주장을 집요하게 펼친다.
크세노폰은 먼저 경쟁의 유익함을 설명한다. 합창단이나 운동 경기에
서 경쟁은 성취를 높인다.122) 그리고 스파르타에서 헤본테스들 사이에 경
쟁을 유발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특이하게도, 경쟁의 결과로 선별이 이루
어지는 보통의 경우와 정반대로, 스파르타에서는 에포로이가 3명을 고르고
이들이 다시 나름의 기준으로 100명씩을 골라 300인을 선별하는데123) 이렇
게 선별된 300인에게 명예가 주어진다. 선택받지 못한 이들과 선택된 이들
은 이제부터 적이 되어 서로를 감시한다.124) 크세노폰은 여기에 다시 설명
을 붙인다. 이로써 가장 고귀한 경쟁이 시작되었고, 이는 폴리스의 수호에
도 도움이 된다.125) 뒤카는 이 과정에서 대등한 경쟁 후에 명예가 분배되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ἀγών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별의 기준은 이전 단계인 파이데스, 파이디스코이때부터 각 소년
이 이룬 성취에 기반을 두었을 것이기 때문에 경쟁보다 선별이 앞섰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진짜 문제는 크세노폰의 설명이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경쟁을 유발할 경우, 청년들이 폴리스를 위한 열망으
로 경쟁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이다. 2절에서 제시한 합창단이나
운동 경기의 ‘선의의 경쟁’ 사례는 여기에 적용되지 못한다. 선택받지 못한
이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분노와 질투를 품게 될 것이고, 경쟁의 원동력은
122)
123)
124)
125)

Xen.
Xen.
Xen.
Xen.

LP
LP
LP
LP

4.2.
4.3.
4.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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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야망이다. 공정한 경기 규칙 대신, 음해와 음모, 길거리의 난투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악의의 경쟁’이 지배할 것이다.126)
크세노폰에 의하면 ἡβῶντεσ는 성인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교육받아야
하는 제한시민이다. 이들은 여전히 파이도노모스에게 감독을 받지만 잘못
을 저질렀을 때 최종적인 처벌은 에포로이에게 받는다. 정무관에 피선될
자격이 없다. 크세노폰은 ‘헤베’의 연령을 지나야 정무관에 취임할 수 있다
고 말하며127) 이는 분명히 헤본테스 이후를 말한다. 외국으로 나갈 수도
없다. 위에 언급된 투퀴디데스의 사례(4.132)는 예외적인 경우로 명시되어
있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예외인가? 먼저 투퀴디데스의 본문을 다시
살펴보자.

업무를 감독하도록 라케다이몬인에 의해 파견된 이들은 관행과 달리 (παρα
νόμως) 각 도시의 통치자로 임명되도록 스파르타에서 헤본테스들을 데려왔
는데, 통치 업무가 아무에게나 맡겨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128)

여기에서 παρανόμως는 ‘불법’이라는 뜻이 아니다. 공식적인 군사작전의
일환이므로 불법일 수는 없고, ‘예외’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예외의 내
용은 두 가지가 보인다. 헤본테스를 스파르타에서 데리고 나온 것(ἐξῆγον)
이 첫 번째이고 30세가 채 되지 않은 그들에게 지휘권(ἄρχοντας)을 맡긴 것
이 두 번째다. 전시에 외국에서 벌어지는 작전임을 고려하면 두 번째는 예
외가 아니라도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투퀴디데스가 강조하는 바는 헤
본테스를 국외로 데리고 나왔다는 점이다. 스파르타인의 출국 금지를 언급
한 고전기 자료들 중, 모든 스파르타인에게 출국이 금지되어 있었다는 언
급들은 명백히 과장 혹은 단순화로 보인다.129)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126) Ducat, Spartan Education, p, 103-4.
127) Xen. LP 4.7.
128) Thuc. 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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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으로는 군역에 해당하는 연령의 남성들이 허가 없이 출국할 수 없다는
이소크라테스의 기록과 청년(τῶν νέων)이 스파르타를 떠나는 것이 금지되
어 있었다는 플라톤의 서술이 있다.130) 이로부터 우리는 20대인 헤본테스
는 보통의 경우 출국이 완전 금지되어 있었고, 헤본테스를 지난 30-60세의
스파르타 남성은 출국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외국에 갈 수 있었다고 추
정 가능하다. 이 점에서도 헤본테스는 제한을 받고 있다.131)
헤본테스의 제약성 중 한 가지는 파이데라스티아 관계다. 일반적으로
헬라스에서는 소년에게 턱수염이 거뭇해지면 에로메노스 시기가 끝난
다.132) 그런데 플루타르코스는 30세 이하는 아고라에 출입할 수 없고, 친족
이나 에라스테스가 대신 장을 봐 준다고 말한다.133) 그러면 헤본테스는 30
세에 이르기까지 에로메노스로 남는가? 싱오르는 헤본테스가 에로메네스이
며 동시에 파이데스에게는 에라스테스 역할을 했을 수 있지 않나 추정하지
만, 구체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134) 이 문제에 대해 플루타르코스의 서
술만 있다면 고전기에 적용시키기 어렵겠지만, 크세노폰도 같은 취지의 기
록을 남겼다. 그는 테베, 엘리스에서는 연인들을 전장에 함께 배치하지만
스파르타에서는 에라스테스와 에로메노스를 서로 분리시켜 둔다고 명백히
말한다.135) 전장에 서는 용사 중에 에로메노스가 있다면 이는 분명 헤본테
스일 것이다. 이렇게 사료에서는 다른 반론이 불가능할 정도로 명백하게
헤본테스가 에로메노스라고 말한다. 그러나 30세에 근접한 남성이 여전히
에로메노스라는 것은 상당히 어색하며, 우리는 20대 초반까지 파이데라스
티아 관계가 이어지고 30세에 다가가면서 희석되어 자연스럽게 해체되는
129)
130)
131)
132)
133)
134)
135)

Xen. LP. 14.4; Plut. Lyc. 27.3.
Isoc. Busiris 18; Plat. Protag. 342c.
P. Roussel, Sparte(Paris, 1939), p. 64.
Cartledge, Spartan Reflections, pp. 97-8, 209, n. 31.
Plut. Lyc. 25.1; Tazelaar, “Paides kai epheboi”, p. 141.
Singor, “Admission to the syssitia”, p. 77.
Plat. Symp.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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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헤본테스는 머리를 기를 수 있었는가? 크세노폰은 스파르타에서 헤베
의 나이를 지난 (ὑπὲρ τὴν ἡβητικὴν ἡλικίαν, LP 11.3) 이들에게 장발을 허용
했다고 말한다. 이는 전쟁터에서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헤본
테스는 머리를 기를 수 없었다는 것처럼 보인다. 플루타르코스는 이와 다
르게, 에페베이아 시기부터 (εὐθὺς ἐκ τῆς τῶν ἐφήβων ἡλικίας) 머리를 기르
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로마시대 에페베이아는 18-20세였다. 크세노폰은 헤
본테스가 전쟁터에서 싸우는 전사임에도 불구하고 장발이 허용되지 않았다
고 말한다. 플루타르코스는 고전기와 다른, 로마시대의 관행을 근거로 했거
나, 크세노폰을 크게 오해했거나, 크세노폰 이외의 다른 자료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며 고전기 헤본테스의 장발에 대한 정보로 사용할 수 없다.
헤본테스는 언제 결혼하는가? 플루타르코스는 뤼쿠르고스가 제정한 혼
인의 법도를 설명하면서, 남편이 아내와 짧은 시간을 보내고 동료 젊은이
들(τῶν ἄλλων νέων)과 더불어 잠을 잔다고 말한다.136) 이 νεόι는 헤본테스에
해당한다. 그런데 크세노폰의 설명은 이와 사뭇 다르다. 혼인이라는 주제와
뤼쿠르고스의 의도(성욕의 절제)는 동일하지만 남편과 아내의 만남이 제약
을 받는 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규칙으로 제시
된다.137) 그리고 반드시 육체의 절정기에 (ἐν ἀκμαῖς τῶν σωμάτων) 혼인하
도록 했다.138) 일반적으로 헬라스에서 남성의 절정기(ἀκμή)는 30세 전후다.
그렇다면 스파르타에서는 30세를 넘어야 혼인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
되어 있었다는 것인가?139) 그렇지는 않다. 크세노폰은 에포로이가 헤본테
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 (αὐτῶν ἐκ τῶν ἀκμαζόντων) 셋을 선택했다는 서
술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140) 이들은 분명 20대 초반보다는 30세에 근접
136)
137)
138)
139)

Plut. Lyc. 15. 4-5.
Xen. LP 1.5.
Xen. LP 1.6.
Kennell, Gymnasium of Virtue, pp. 132, 207, nn.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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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들이었을 것이며 혼인 연령 역시 대다수는 30세 이상이었겠지만,
적어도 ἀκμή를 근거로 30세 이하에게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는 없다.

최초의 ‘공교육’과 사적 측면
크세노폰의 설명을 살펴본 결과 공교육의 모습을 발견한다. 사실 고전
기 이래 스파르타 교육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완벽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측면은 바로 이것이 공교육이었다는 점이다. 고전기에 가장 풍성한 논의를
하는 크세노폰과 플라톤 역시 이 점에서 철저하게 일치한다. 따라서 스파
르타 교육의 공교육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정당하다.
그러나 이것이 사적인 측면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 명백
하게도 7세 이전의 교육은 ‘오이코스’ 내에서 아버지가 최종적으로 책임진
다. 아동발달 단계에서, 7세 이전에 성격의 대강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스파르타 교육에서 사적, 가족적 측면을 가장 흥미
롭게 드러내는 부분은 어머니의 역할이다. 플루타르코스가 전하는 ‘스파르
타 여성 어록’(Lacaenarum Apophthegmata)은 마치 어머니가 아들 교육의 책
임을 지는 듯한 그림을 제시한다. 전장에 나아갈 때 방패를 들려주고, 돌아
올 때 맞이하고, 격려하거나 꾸짖거나 벌을 준다. 전형적으로 아버지의 역
할인데 어머니들이 수행한다. 어록 9번에서는 스파르타의 아들들은 여성의
작품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모랄리아의 이 ‘어록’들은 고전기 스파르타
사회의 실제와는 맞지 않는다. 크세노폰은 명백하게 교육의 책임이 아버지
에게 있다고 말한다. 물론 크세노폰은 아버지들이 아들들을 훈육할 권위를
공유한다고 말하지만, 아버지가 자신의 오이코스를 물려받을 아들을 다른
집의 아들들과 동일하게 취급했다거나 나아가 무관심하게 대했다고 볼 수

140) Xen. L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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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다. 아들은 노예, 사냥개, 말, 식량 등을 공유하는 것과는 다르다.
(6.1-2) 오히려 고전기의 비문들은 아버지들이 자기 아들의 교육에 열렬한
관심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아렉십포스는 5개의 경연에서 승리했고, 그 아
버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모두가 보도록’ 봉헌비를 세웠다.141) 더 잘
알려진 다모논 비문의 경우에도 아버지가 아들의 성취를 기념했다.142) 고
전기 스파르타에서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교육을 면밀히 지켜보고, 높은
성취를 이루도록 격려하였다. 교육은 오직 국가의 업무가 아니라 폴리스와
가족의 공동과업이었다.
플라톤은 법률에서 스파르타의 현실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했
다. (특히 804c-806a) 플라톤은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한다. 먼저 이상국가는
학교건물을 짓고 유지해야 한다. (804c) 스파르타에서도 역시 공적인 공간
을 마련하고 수업을 진행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더 중요한 문제는 교사다.
플라톤은 거주 외국인을 교사로 채용하고, 그들에게 사택과 봉급을 제공했
다. (804, 813e) 스파르타의 현실은 어떠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스파르
타의 국고가 시민들의 이기적 탐욕 때문에 매우 빈약했다고 비판한다. 이
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고전기 헬라스에서 폴리스가 교사의 봉급
을 부담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스파르타가 예외였다면, 크세노
폰이 이를 언급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헬레니즘 시대에 학부모들이 자금
을 조성해서 교사에게 봉급을 주었던 사례에 비추어 보면143), 가장 개연성
높은 추측은 스파르타의 아버지들이 돈을 모아서 급여를 충당했다는 것이
다. 사실 소년들의 공동식사 역시 아버지들이 비용을 부담했을 것이다.144)
스파르타 교육의 경제적 부담이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141) IG 5.1255, A.O. no. 1.
142) IG. 5.1.213.
143) Piérat, Platon et la cité greque, p. 371, n. 84
144) 성인 쉬시티아에서 남은 잉여로 소년 쉬시티아에 공급했을 것이라는 추정은 호드킨슨에
의해 배제된다. Hodkinson, Property and Wealth, pp. 198, 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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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세노폰은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삼은 이상적 교육에서는 가난한 시민이
소년의 노동력의 가치 때문에 아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음을 시사했다. 스
파르타에서도 역시 소년 쉬시티아의 분담금과 ‘학비’ 때문에 가난한 시민
의 교육기회는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스파르타의 이름 높은 공교육은, 모든 시민의 자녀들에게 국
가의 비용으로 의무적인 초급교육을 시킨다는 의미에서의 근대 공교육과는
근본적인 측면에서 다르다. 그럼에도 고전기 사료들은 일관되게 공교육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폴리스 전체가 소년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소년교육
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의 공교육에서도,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교육을 면밀히 지켜보고, 높은 성취를 이루도록 격
려하였다. 교육은 오직 국가의 업무가 아니라 폴리스와 가족의 공동과업이
었다. 이에 비해 다른 폴리스에서는 교육이 전적으로 오이코스의 문제였다.
그래서 크세노폰의 서술에서는 폴리스의 역할이 과다하게 강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7세에서 20세에 이르는 소년교육과 그 이후 30세에 이르는
제한된 성인인 헤본테스의 교육을 개관했다. 비록 크세노폰의 설명은 뤼쿠
르고스의 제도를 정당화하려는 강력한 변론 동기의 압박 속에 있으며 따라
서 교육 제도 자체를 조직적으로 분석하여 설명하지는 않지만, 고전기 교
육의 실제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무엇보다 크세노폰은 고전
기 교육이 종교의례가 아니라 진지한 교육과정이었음을 알려준다. 소년들
은 장기간에 걸쳐 단계별로 교육을 받으며, 문자와 음악, 체육의 초급교육
은 물론 스파르타 전사사회의 기상을 함양하기 위해 거친 조건에서 여러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전사훈련의 기초단계인 체력단련에
머무르지는 않는다. 소년은 스파르타인답게 생각하고 말하는 법을 훈련하
며, 법에 대한 복종과 공손한 태도를 몸에 익히고, 파이데라스티아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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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성인사회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20대가 되면 치열한 경쟁 속에 최고
의 시민으로 선별되기 위해 노력한다. 즉 이 교육과정 전체의 중요한 목표
는 스파르타 폴리스의 엘리트 지도층을 기르고, 그 중에서도 최고를 선발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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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년교육과 소년애

스파르타 교육을 통과의례와 비교하여 이해하려는 시도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145) 이러한 전통은 브렐리히(A. Brelich)의 역사종교적 연구에
서 정점에 이르렀다. 그는 헬라스에 정치공동체가 출현하기 이전에 수행되
던 통과의례가 고전기 헬라스의 여러 종교와 제도의 토대가 되었다고 주장
했다.146) 이 절에서는 인류학 자료가 아고게의 교육과정 전체에 어떻게 적
용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하고, 그러한 배경 아래에서 소년애 관행을 어떻
게 이해할 것인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통과의례가 아닌 ‘역사적 접
근’ 곧 군사훈련과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아고게의 특징을 논하며 다시 소
년애 관행이 이러한 차원에서는 어떤 역할과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1) 통과의례와 아고게: 스파르타 소년애의 교육적 성격
스파르타 교육은 통과의례와 일정한 유사성을 보인다. 우선 강제적이
다. 부족의 통과의례는 모든 소년에게 강제된다. 그래야만 소년들을 규범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파르타 교육에서도 교육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자는 스파르타 완전시민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성이 분
명히 존재한다.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한 스파르타인은 항상 미
성년 취급을 받으며 결혼도 못하고 재산을 소유하지도 못한다. 스파르타

145) J. Lafitau, Customs of the American Indians Compared with the Customs of Primitive
Times(Toronto, 1974); S. Wide, Lakonishce Kulte(Leipzig, 1893); E. Bethe, "Die dorische
Knabenliebe: ihre Ethik une ihre Idee," Rheinisches Museum für Philologie 62(1907), pp.
441-4; M. Nilsson, "Die Grundlagen des spartanischen Lebens," Klio 12(1912), pp. 308-40;
Jeanmaire, "La cryptie lacédémonienne," Revue des études grecques 26(1913) pp. 121-50.
146) A. Brelich, Paides e parthenoi(Roma,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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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통과의례는 공동체 전체의 행사라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대부분의
통과의례에서 혹 특정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기는 했으나 본질적으로
공동체가 전체 과정을 감독했다. 스파르타 교육에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크
륍테이아는 소수의 선별된 인원만이 거쳤지만, 그 외의 대부분의 교육활동
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졌고, 크세노폰의 말처럼 교육은 폴리스 전체의 관심
사였다.147) 통과의례의 과정과 스파르타의 교육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되었다는 점에서도 닮았다. 이는 소년을 하나의 규범에 합치시키고자 하는
의례 자체의 목적에 비추어 당연한 일이다. 통과의례에 흔히 등장하는 파
이데라스티아는 스파르타 교육의 중요한 일부분이었다. 스파르타의 연령집
단도 통과의례와 관련된다. 연령집단(age class)는 인류 사회에 보편적인 구
성 방법이다. 아프리카의 경우, 연령별 편성은 주로 군사적 목적에 부합하
게 기능한다. 우리에게는 적어도 헬레니즘 시대부터 유래하는, 14세부터 20
세까지 스파르타의 연령별 편성과 해당 연령의 이름이 전해진다.148) 이 기
간은 통과의례와 분명히 관련이 있다. 스파르타의 소년들은 매 년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면서 통과의례의 과정을 밟는다. 그리고 이 과정은 모두가
함께 통과한다.
이와 반대로 스파르타 교육의 특징 중 통과의례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
두 가지 있다. 먼저 개인들 사이의 끝없는 경쟁이다. 여기에서 통과의례와
교육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부족사회는 동질성만 필요로 할 뿐 소
수의 엘리트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스파르타는 ‘가장 탁월한 자들의 통
치’를 정치이념으로 했고, 따라서 통과의례의 구조에서 여러 요소를 빌려
왔다 하더라도 자기 사회에 맞게 변용했다. 그리고 스파르타 교육은 지속
기간에서도 통과의례와 크게 다르다. 통과의례의 지속기간은 사회마다 상

147) Xen. LP 2.2.
148) Ducat, Spartan Education, pp. 69-118; Kennell, Gymnasium of Virtue, pp. 31-2, 39; C.
Tazelarr, “Paides kai epheboi”, pp. 1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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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다르기는 해도, 대부분 격리 기간만을 말한다. 그리고 이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아서 며칠에서 몇 달 정도가 보통이다. 브렐리히는 스파르타 교육
의 기간을 헤본테스를 포함하여 23년으로 보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는
‘미개사회’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149) 예컨대 뉴기니의
코마(Kwoma)족의 경우 총 20년이라고는 해도 이는 5년짜리 단계를 네 번
거치는 것이었다. 스파르타처럼 23년간 계속된 통과의례는 존재하지 않는
다. 이 점에서 스파르타 교육은 통과의례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스파르타
교육이 이처럼 장기간인 까닭은 이것이 단순히 의례들의 집합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훈련과 교육의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통과의례에서 가장 널리 공유되는 절차는 격리다. 사회마다 기간의 차
이는 있으나, 소년은 일상적 환경에서 이탈하여 주거지에서 떨어진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머물며, 성인들에 의해 면밀한 지도와 감시를 받는다.
이들이 머무는 장소는 단순히 주거지의 외곽일 경우도 있으나, 대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들이 정상에서 벗어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초점이다.
가장 흔한 경우는 숲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숲에서는 야생의 사나운 동물
들과 ‘정령’들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격리된 채 살아가는 시기야말로 통과
의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많은 경우 격리생활이 통과의례의 전부이기
도 하다. 이러한 격리 기간 동안에 소년들은 여러 의례를 행하며 때로는
‘교육’을 받으면서 집단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변화를 받는다.150)
따라서 격리는 통과의례에서 단순한 구성요소가 아니라 필수조건이다.
그런데 스파르타 교육에서는 이러한 격리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크세노폰
의 서술에서는 소년들이 항상 폴리스와 시민단의 면밀한 감시 아래 놓여
있다. 플루타르코스는 소년들이 야외에서 숙영을 하는 모습을 그린다. 소년
들이 12세에 이르면, 스스로 만든 ‘스티바데스’ 위에서 ‘아겔라이’와 ‘일라
149) Brelich, Paides, p. 57
150) Brelich, Paides, pp. 31, 34, 115,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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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별로 함께 잠을 잔다.151) 이 부분만 따로 놓고 읽으면 마치 12세부터
소년들이 언제나 도시를 벗어나 야외에서만 생활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
나 뒷부분을 계속 보면, 소년들은 성인들을 만나 파이데라스티아 짝을 이
루고, 성인들은 자주 이들의 훈련장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소년들을 감독
한다. 소년들은 또 집 안에서 에이렌과 식사를 하고 성인의 공동식사에서
음식을 훔친다.152) 플루타르코스의 경우에도 크세노폰과 마찬가지로 소년
들의 교육을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스
티바데스’는 물론 야외용 침상을 뜻하지만, 소년들이 반드시 도시에서 멀
리 떨어진 들판이나 숲에서 잤다고 볼 필요는 없다. 일상의 생활과 교육은
더욱 더 그렇다. 크륍테이아는 분명히 격리, 그것도 사회와 일체의 소통을
금지하는 과격한 격리를 요구하지만, 이는 통과의례의 격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미 통과의례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헤본테스’들이 여기에 참여
하며, 무엇보다도 소수의 선별된 개인에게만 해당한다는 점에서 통과의례
와 다르다.
그렇다면, 고전기의 교육에서는 적어도 공간적 격리라는 측면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기껏해야 때때로 교외(郊外)활동을 했으
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스파르타 교육 전체가 격리된 시기에 이루어지기
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장기간의 교육이라는 측면도 있고, 무엇보다 스
파르타 교육은 모든 시민의 관여와 감시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스파
르타 교육에 이처럼 격리의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보았듯
이 일반적인 통과의례에서 격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에 미루어 볼
때 의미심장하다. 물론 스파르타 교육에 격리라는 차원이 완전히 부재하지
는 않는다. 공간적 격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 격리를 실현할 수 있는
데, 그것은 특별한 음식, 의복, 언행을 강제함으로써 가능하다.
151) Plut. Lyc. 16.7.
152) Plut. Lyc.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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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렐리히는 통과의례에는 대개 어떤 형태로든 음식에 대한 금기가 나
타난다고 말했다.153) 그런데 스파르타의 소년교육에서 특이한 점은 음식에
대한 통제가 소년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수단으로 정당화되고 있다는 점이
다.154) 더욱 흥미로운 점은 통과의례와 달리 특정 음식을 금지하거나 억지
로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량 자체를 부족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소년들에게 따로 구별된 삶의 방식을 제공하는 격리의 차원이 아니
라, 오히려 소년에게 가혹시험을 하는 것에 가깝다. 한편, 플루타르크가 전
하는 에이렌의 식사 모습에 따르면, 에이렌은 편안히 기대어 식사하고, 소
년들은 시중들며 구석에서 밥을 먹는다. 플루타르코스는 소년들이 에이렌
의 ὑπηρέτης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단어는 ‘시종’, ‘수행
원’을 뜻하기는 하지만 노예를 지칭할 때 흔히 쓰이는 용어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식의 식사를 통해 스파르타 소년들은 시민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155)
대부분의 통과의례에서 소년들은 정상과 반대되는 특별한 옷을 입었
다. 만약 옷을 입는 것이 관행인 사회라면, 소년들은 옷을 벗었고, 거의 벗
고 다니는 사회라면 몸에 색칠을 하는 식이었다. 스파르타 소년들이 벗은
몸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했으나, 이것은 몇몇 제전과 운동경기의 때였다.
그러나 분명히 스파르타 소년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복식규정이 있었다. 플
루타르코스는 12세가 된 소년이 키톤 없이 오직 히마티온만 한 벌만을 일
년 내내 입는다고 했다.156) 크세노폰은 키톤에 대한 언급은 없이, 일 년 내
내 히마티온 하나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157) 뒤카는 크세노폰의 이 본
문을, 소년은 히마티온을 단 한 종류만 선택할 수 있고, 같은 종류라면 여

153)
154)
155)
156)
157)

Brelich, Paides, p. 70.
Xen. LP 2.5-6; Plut. Lyc. 17.4-5.
Plut. Lyc. 17.4-18.4.
Plut. Lyc.16.6.
Xen. L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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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벌을 가지고서 갈아입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가난한 소년에게
는 한 종류의 옷이라는 규정이 사실상 단벌을 의미했을 것이며, 그렇다면
단벌옷은 쉽게 헤어지고 더러워져, 통과의례에 어울리는 특별한 의복 역할
을 했을 것이다.158) 그러나, 뒤카의 견해와 달리 빈부격차가 이 지점에서
영향을 끼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크세노폰이 분명히 말하듯이 이 복
식규정의 목표는 불편함을 강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매일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닐 수는 없었을 것이다. 뒤카의 말대로 가난한
집 소년들이 지저분하게 다녔다면 이는 더욱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통
과의례에서 특별한 의복을 입게 하는 것은 소년이 주변적 신분임을 강조하
는 기능을 하는데, 크세노폰은 이러한 복식규정을 군사적, 교육적 목적으로
해석하여 통과의례로서의 기능과 의미를 제거했다. 크세노폰의 해석을 당
시 스파르타 사회의 견해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소년의 의복에 대한 규정
에서 기원상 고대로부터 내려온 통과의례에 근거를 둔 관행이 사회의 변화
에 따라 의미와 기능에서 새롭게 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격리 기간에 소년들에게 강제되는 여러 금기들 중에는 침묵이 있다.
스파르타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는다면 파이디스코이의 생활규범과 성
인 공동식사에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태도가 있다.159) 데이빗(E. David)에
따르면, 이는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신체 전체의 침묵을 강
제한다. 즉 몸가짐, 손의 위치, 눈짓 등 몸 전체로 침묵해야 했다는 것이
다.160) 침묵의 능력은 절제와 자기부정, 다시 말해 공동체와 통합될 수 있
는 능력의 증거였다. 무엇보다도, 침묵은 가장 효율적으로 말하는 능력, 곧
‘라코니아식 어법’의 핵심요소다. 말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서는 적절한 침묵을 배경으로 해야 한다.

158) Ducat, Spartan Education, pp. 187-88.
159) Xen. LP 3.4-5.
160) David, “Sparta’s kosmos of silence,” pp. 1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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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을 성인사회에 적합한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방법 중, 스파르타 교
육에서 크게 부각되는 요소는 ‘가혹시험’이다. 음식의 경우를 볼 때, 식사
를 제한하는 경우는 다른 사회에서도 관찰된다. 그러나 대개 완전한 금식
이고 따라서 며칠 정도만 한다. 스파르타에서는 조금 부족하게 배급하여
애매하게 배고픈 상태를 유도한다. 의복의 경우에도 역시, 크세노폰은 의복
제한이 더위와 추위를 참도록 만들기 위해서라고 한다.
분명 여러 통과의례에서 차가운 물속에 오래 머무른다든지, 맨바닥에
서 잠을 잔다든지, 뜨거운 불 가까이에 선다든지 하는 혹독한 시험이 동반
된다. 거의 고문에 근접하는 가혹시험도 할례, 발치(拔齒), 칼자국, 인두질,
문신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런 경우들에서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
해 어쩔 수 없이 고통을 참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가혹시험에서는 고통
자체가 목적이다. 몽둥이질 혹은 채찍질은 가장 널리 활용되는 고문 방식
이다. 거기에 가시를 박아 넣으면 더욱 효과적이다. 물어뜯기의 경우도 종
종 발견된다. 두개골이 보이도록 머리를 물어뜯거나, 체모나 두피를 몇 움
큼씩 뜯어내는 경우도 있다. 이 중 여러 개를 혼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
한 가혹행위에 대한 가장 흔한 정당화 논리는, 고통을 견디는 힘을 시험한
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년은 시험을 치르는 동안 고통을 인내하고,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할례나 체벌처럼 피가 흐르게 되는 경우,
그 흐른 피는 연약한 여성적 피며, 남성의 피만 체내에 남는다고 한다. 또
피 흘림을 잠정적인 죽음으로 해석하는 경우들도 많다.161)
스파르타에서는 이러한 통과의례의 가혹시험이라는 맥락에서 고려할
때 비로소 이해가 되는 몇몇 교육 내용이 있다.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에
이렌은 소년을 시험하는 질문을 던지고,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엄지손가락
을 깨문다고 한다.162) 이러한 관행에 대한 자료는 플루타르코스가 유일하
161) Cartledge, Spartan Reflections, pp. 100-102.
162) Plut. Lyc.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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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고전기에 이것이 존재했는지는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 또 한 가
지는 여우와 소년 이야기다.163)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제기가 가
능하겠지만, 통과의례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소년이 견뎌야 하는 가혹시험
이다. 소년은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지 말아야 성공할 수 있다.
고통을 견디는 시험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아르테미스 오르티아
성소에서의 치즈 훔치기 시합이다. 과연 고전기 오르티아 성소의 의례는
통과의례의 채찍질이었는가? 브렐리히는 당연히 그렇다고 답한다. 그는 두
진영의 역할에 주목했다. 치즈를 노리는 소년 편은 비무장인데 반해 지키
는 성인 편은 몽둥이와 채찍을 들었다. 따라서 이것은 경쟁이나 시합의 모
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164) 이러한 관점은 매우
오래된 전통이다. 오르티아 성소에서의 채찍질은 자주 ‘미개사회’의 의례에
비교되었고, 스파르타의 먼 과거에서 전승된 통과의례의 흔적으로 이해되
었다. 고전기 오르티아 경기의 대원칙에는 고통을 인내하는 시험의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로마시대의 오르티아 의례가 단순한 인내력 시험에
근접했던 반면 크세노폰의 치즈 훔치기에는 경쟁의 비중이 크다는 점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한다. 통과의례나 로마시대의 의례는 매를 맞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더 많이 맞을수록 좋았지만, 고전기의 경우 적게 맞고 더 많이
쟁취하는 경쟁이었다. 따라서 고전기의 치즈 훔치기는 통과의례에서 기원
을 추정할 수 있을지언정 역할과 의미에서는 전혀 달랐다.
스파르타 소년교육에서 강제되던 많은 요소들 중, 고대 저술가들이 가
장 곤란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도둑질 교육이었다. 크세노폰은 매우 재치
있게 이 부분을 설명했으나, 우리에게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다. 식사량을
줄이고, 그래서 굶주리게 만든 후, 음식을 훔쳐 먹을 것을 강요하고, 그러
고서는 들켰다고 심하게 처벌을 하는 이 과정 전체는 아무리 결과론적으로
163) Plut. Lyc. 18.
164) Brelich, Paides, pp.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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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효과가 발생한다 해도 제대로 된 교육이라 보기 어렵다. 그래서 바
로 이 부분이 인류학적 연구에서 도움을 받기에 가장 유망해 보인다. 통과
의례에서는 훔치기가 자주 등장하는데, 대부분 음식을 훔치는 것이었다. 아
프리카의 경우, 밤브라족은 작은 가축을, 캄바족은 사탕수수를 훔치게 했
다. 뉴기니의 모눔보족에서는 소년들이 해안가에서 오랫동안 격리된 생활
을 하는 중, 밭작물을 훔치게 했다. 부갱빌 섬에서는 소년들이 숲에 격리되
어 지내다가 지나가는 여성들을 놀라게 하고 소지품을 빼앗았다.165) 이러
한 관행에 대한 당사자들의 해석은, 마치 크세노폰이 그랬던 것처럼, 전쟁
훈련이었다. 인류학자들은 조금 더 분석적으로 본다. 절도 대상이 무엇이냐
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음식을 훔치는 것일 경우, 이것은 일종의
시험일 수 있다. 가축을 훔치는 경우, 소년들이 육식동물로 상징되는 것일
수 있다. 어른들을 상대로 장난을 친다는 점에서, 숲의 정령을 흉내 내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절도대상과 무관하게, 훔치는 행위 자
체가 규범의 전도로서 소년들의 격리된 삶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고 볼 수도 있다.
스파르타 교육에서 소년들의 훔치기는 의무로 부과된 동시에 들킬 경
우 심한 처벌이 뒤따랐다. 뒤카는 벌을 내리는 자가 분명히 물건의 소유자
일 것이며, 나중에 아버지가 따로 또 벌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 하지만,
이것이 사적인 절도가 아니라 공교육의 일환이었으므로 교육 관계자들에
의해 처벌받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 크세노폰은 훔치기를 강요해 놓고서
훔쳤다고 처벌을 가하는 이 행위가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붙잡
힌 자들은 훔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ὡς κακῶς κλεπτ
όντας) 이런 설명이 다소 억지스러워 보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드러나는 점
은 이 훔치기 역시 교육과정 속에서 하나의 시험으로 간주되고 있었다는

165) Brelich, Paides, p. 85 nn.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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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체벌은 낙제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실패에 처벌이 따른다
면, 성공에 보상이 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
는 것은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 훔치는데 성공한 소년은 그리 오래 지
나지 않아 자신이 훔쳤음을 공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소년의 절
도는 사회적 규범에 반하는 기묘한 관행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확실하게 뿌
리내린 시험 절차가 된다.166) 그렇게 보면, 이 훔치기 수업이야말로 ‘미개’
사회의 통과의례에 기원을 둔 관행이 스파르타 시민을 길러내는 과정 속에
새로운 옷을 입고 정착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과의례는 훔치기
교육에 기원을 제공할 뿐이다. 국가의 공교육제도 아래 규율되고, 확실한
교육적 효과를 위해 운영된 훔치기는 통과의례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소년을 성인으로 만드는 통과의례의 주요한 특징들이 스파르타 교육에
서 상당수 발견되며, 따라서 통과의례 체제 전체가 스파르타 교육에 남아
있다는 연속성 주장에 근거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는 브렐리히의 결
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는 스파르타의 교육이 겉보기에만 교
육이지 실제로는 통과의례로 완전히 설명된다고 보았다. 이는 그가 오직
유사성과 연속성에만 집중하고, 차이, 곧 양자 간의 불일치와 동일한 요소
에 대한 수정과 혁신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스파르타 교육
에는 통과의례에서와 같은 양상 혹은 강도로 등장하지 않는 핵심적 특징이
있다. 이는 항구적인 경쟁이다. 이러한 경쟁의 존재는 스파르타 정치사회의
본성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된다. 가장 탁월한 시민을 길러내야 하기 때문이
었다. 반대로, 통과의례의 중요 특징들 중 스파르타 교육에서 찾아볼 수 없
는 요소들도 있다. 모든 통과의례에서 핵심적인 요소인 비밀주의가 스파르
타 교육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소년들을 공간적으로 격리시키지도 않는다.
이 두 가지 부재(不在)의 이유는 동일하다. 스파르타 교육은 공교육, 곧 사

166) Ducat, Spartan Education, p.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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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전체가 교육과정 전체를 면밀하게 감시하는 교육이었다. 가치전도의 논
리에 따라 소년들이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압력이 스파르타 교
육에도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것은 물리적 격리가 아니라 특정한 삶의 방
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어찌 보면 부족적 통과의례와 정치공동체의
시민훈련이 타협을 보는 지점이라 할 수도 있다.
다른 한 편, 통과의례의 여러 특징들이 정치사회의 상황에 맞게 조정
된 경우들이 있다. 우선 스파르타 교육은 장기간에 걸친 과정이다. 부족의
일원으로 편입되는 데는 ‘진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때로 부족의 전승
등을 배우는 ‘수업’이 존재하지만, 이 역시 단기간의 의례 내에 통합되어
있다. 그러나 시민을 훈련하는 과정은 그럴 수 없다. 스파르타 정치이데올
로기가 요구하는 ‘가장 탁월한 시민’을 길러 내기 위해서는 몇몇 의례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진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머나먼 과
거의 통과의례에 기원을 두었던 여러 요소가 폴리스에 맞게 변형되었다.
음식의 금기는 부족한 식사로 바뀌었고, 소년을 구별하는 특별한 의복은
없으나 단벌을 요구 받았다. 가혹시험은 스파르타교육에서 지배적인 특징
이 되었지만, 격리시기에 요구되던 파이데라스티아 관계는 교육적 역할을
하는 안정적 관계로 전환되었다. 훔치기 교육은 통과의례에서 기원한 반규
범적인 행위를, 사회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로 만들었다.
이러한 변형과 적용, 강조점의 전환을 고려할 때, ‘미개사회’의 의례를
정치공동체인 스파르타와 비교하여 연구하는 것의 가능성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하며 ‘기능상 단절’(discontinuity in function)을 선언했던 핀리의 논지
역시 수정이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스파르타 교육에서 통과의례
의 요소들은 파편화, 화석화된 잔여물이 아니다. 통과의례의 형식과 논리는
살아있는 구조로서 폴리스의 역사 속에 함께 변천을 겪었다. 다만 인류학
적 접근법은 종종 폴리스의 발전과 더불어 이러한 통과의례 체제가 변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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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재해석되었다는 것, 그럼으로써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는 점을 간과했
다. 고전기 스파르타 교육은 소년을 남성으로 전환시킬 뿐 아니라 폴리스
의 전사와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이었고, 그 속에는 통과의례의 모델이 사
회의 변화에 따라 변형되어 간직되어 있다.

스파르타의 파이데라스티아는 육체관계였는가?
여러 ‘미개사회’들에서 통과의례를 거치는 소년들에게 파이데라스티아
관계를 요구한다. 소년들은 대개 수동적으로 여성의 역할을 맡는다. 카틀리
지는 호주 중부의 아란다족, 파푸아뉴기니의 케라키족, 뉴기니의 마린드아
님족의 예를 드는데, 특히 뉴기니의 사례가 스파르타인과 매우 흡사하다.
많은 경우, 직전에 혹은 최근 몇 년 이내에 통과의례를 마친 선배들이 주
도적인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경우 항문성교를 포함하여 완전한 성관계가
이루어지며 드물게는 구강성교로 대신한다. 이러한 파이데라스티아 관계는
주로 소년의 성숙과 성인사회로의 진입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정당화된
다. 인류학자들이 제시하는 해석은 좀 더 다채롭다. 통과의례 중 교육의 일
부로서 성교육이다, 참가자가 아직 제대로 성인 남성이 되지 못했고 따라
서 부분적으로는 여성임을 상징하는 행위다, 성행위와 정액을 통해 남성성
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정상규범의 전도다 등.167)
이러한 인류학적 자료와 스파르타 파이데라스티아는 겉보기에는 매우
유사하다. 스파르타에서도 교육과정과 통과의례 과정에 파이데라스티아가
거의 제도적이라고 할 정도로 확고하게 통합되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크세
노폰이 뤼쿠르고스의 권위를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그는 스파르타 파
이데라스티아에서 육체적 관계가 어떠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파이데
라스티아 관계가 흠 없이 깨끗했다고 주장한다. 크세노폰은 소년과의 사랑

167) Cartledge, Spartan Reflecions, pp. 100-105; Brelich, Paide, pp.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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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으로 보고, 육체적 관계가 근친상간만큼이나 혐오
스러운 것이라 단언했다. 그러나 내용의 단호함과는 달리, 크세노폰의 어조
에는 자신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의심을 품게 되었다.168)
더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은, 희극작가들이 즐겨 이 주제를 농담거리로
사용했고, 고전기의 파이데라스티아 ‘사료’의 상당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
라는 사실이다. 예컨대 아리스토파네스는 스파르타를 연상시키는 옛날의
교육을 받은 소년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성애적 매력을 노골적으로 부각시
킨다. 전통교육을 제대로 받은 소년은 소녀처럼 혹은 소녀보다도 더 조신
한 몸가짐을 하며, 음악이나 체육 수업에서도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 즉 소
년은 옷이 흐트러져 하체가 드러나는 일이 없도록(τὼ μηρὼ μὴ ξυνέχοντας)
늘 자세에 신경을 쓴다. 바닥에서 일어날 때에는 자기가 앉았던 흔적을 깨
끗이 지워 성인남성에게 부적절한 충동의 빌미를 주지 않는다. 목소리며
눈짓에 교태를 부리지도 않는다. 식사 시간에는 어른에게 좋은 부분을 양
보하고 다리를 모은 자세로 조용히 먹는다.169) 그러나 이를 스파르타 파이
데라스티아가 육체관계였다는 근거로 직접적인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무
엇보다도 아리스토파네스는 극중 등장인물은 물론 관객 모두를 ‘오입쟁이’
로 만드는 작가다.
한편 ‘뤼쿠르고스의 제도’가 크레테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라는 오랜 신
화는 크레테의 소년애 관행과 스파르타의 경우를 동일시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켰다. 에포로스는 크레테의 소년 납치 풍습을 전하고, 티마이오스는
크레테에서 처음으로 소년애가 시작되어 전파되었다고 한다.170) 그러나 우
선 두 사회를 ‘도리스인’으로 묶어 공통성을 미리 전제하는 것은 역사시대
폴리스의 제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171) 물론 고대에 스파르
168)
169)
170)
171)

Lipka, Xenophon's Spartan Constitution, pp. 132-4.
Aristop. Νεφέλαι 963-83.
Athen. 601e.
W. Percy, Pederasty and Pedagogy in Archaic Greece(Urbana, 1996), pp. 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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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와 크레테의 유사성에 대한 언급이 많이 전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스파르타의 제도들이 크레테에서 모방해 온 것이리라 추측했다.172) 누구보
다도 플루타르코스는 뤼쿠르고스가 크레테에서 교육을 받고 그곳의 제도를
수입했다고 말한다.173) 헤로도토스 역시 뤼쿠르고스가 크레테에서 제도를
수입한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지만, 모방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
다.174) 그러나 이들이 전하는 것은 직접 검증한 사실이 아니라, 고대에 상
식처럼 전해진 전설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가니메네스나 미노
스 왕, 그리고 사실상 반인반신인 뤼쿠르고스의 전설에 따른 막연한 추론
이 아니라 역사적인 두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175)
이러한 상황에서 플라톤은 중요한 준거점을 제시한다. 잔치(182ac)에
서 파우사니아스는 파이데라스티아를 주제로 발언하면서, 아테나이와 스파
르타를 한쪽으로 묶고, ‘어떤 폴리스들’을 그들과 반대쪽에 묶어 이야기한
다. 이 ‘어떤 폴리스들’에서는 파이데라스티아를 완전히 금지하거나 (이오
니아) 아니면 완전히 허용한다. (보이오티아와 엘리스) 그런데 아테네와 스
파르타에서는 규범이 복합적이다.(ποικίλος) 이 말은 폴리스가 관계 자체를
규율하지는 않지만, 육체적인 관계는 제어를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
하다. 아쉽게도 파우사니아스는 오직 아테네의 경우만을 추가로 설명하고
스파르타의 규범은 말해주지 않지만, 우리는 스파르타의 경우 역시 복합적
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플라톤은 크세노폰이 말한 바와 같이 파
이데라스티아가 공식적이었고 뤼쿠르고스의 법아래 거의 강제적이었지만
동시에 어떠한 육체적 관계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크세노폰은 소년에 대한 육체적인 사랑을 덕과 악덕의 이분법의 틀에
172) Arist. Pol. 1271b.
173) Plut. Lyc. 4.
174) Hdt. 1.65.
175) S. Link, “Education and pederasty in Spartan and Cretan society”, in Hodkinson ed.
Sparta: Comparative Approaches(Swansea, 2009), pp. 100-2에서는 양자간의 차이를 강조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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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식했다. 그는 소피스트 프로디코스에 들었다는 ‘헤라클레스의 선택’
이야기를 전한다.176) 헤라클레스가 소년에서 청년이 되려는 무렵(ἐκ παίδων
εἰς ἥβην)에 덕과 악이 여인의 모습으로 그의 앞에 나타났다. 덕은 단정하
고 우아한 품위를 갖추었던 반면, 악은 육체가 풍마하고 짙은 화장을 했다.
악은 헤라클레스에게 자신을 따르면 즐겁고 편한 길로 안내하겠다고 유혹
하는데, 술과 음식과과 더불어 소년(παιδικός)과의 사랑을 약속한다. 한편
덕은 악을 꾸중하는 가운데 나태와 낭비와 더불어, 욕정이 생기면 여자 대
신 남자(ἀνήρ)를 불러들이는 행태를 지적한다. 크세노폰에게 성인의 동성애
와 소년애는 모두 명백하고 단순하게 악에 속하는 것이었다.
크세노폰은 스파르타에서 만약 이러한 금기를 범할 경우, 심각한 처벌
에 노출된다고 말한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크세노폰은 이를 근치간의 성행
위와 같이 취급했다.

그러나

그러나 만약 어떤 남성이 분명히 육체적인 이유로 소년을 꼬

드긴다면 뤼쿠르고스는 그것은 가증스런 불명예로 여겼고, 부모와 자녀, 형
제와 형제 사이에 육체관계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스파르타에는 남성과
소년 사이의 육체관계가 있을 수 없다고 정했다.177)

비록 크세노폰은 정확한 처벌 규정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크
세노폰의 설명력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스파르타에서 최고의 불명예를 당
한다는 것에는 다른 추가적인 처벌이 불필요하다. 플루타르코스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한다.

진지한 마음으로 소년을 사랑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소년을 포옹

176) Xen. Mem. 2.1.21-34.
177) Xen. LP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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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로 여겨졌다. 영혼이 아니라 육체를 사랑하는 것
이기 때문이었다. 누구든지 불명예스러운 성행위로 고발된 자는 평생 시민
권을 박탈당한다.178)

한편 스파르타 파이데라스티아의 육체적 관계에 대해서는 키케로의 
국가론이 흥미로운 착안점을 제시한다. 키케로에 따르면 스파르타인은 둘
사이에 옷을 놓고 있으면 함께 눕고 껴안는 것을 허용했지만, 성행위는 엄
격하게 금지했다고 한다.

라케다이몬인은 젊은이들의 사랑에서 성교(stuprum)를 제외하고는 무엇
이나 허용하는데, 그들이 제외하는 것을 실로 낮은 벽으로 나누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외투를 가운데에 놓은 상태에서는 껴안고(conplexus)
함께 자는 것(concubitus)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179)

이 때 사용되는 옷은 비록 얇은 천 조각이기는 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의 역할을 한다. 뒤카는 이것이 크세노폰의 기묘한 서
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소년애에서 육체적 관
계냐 비육체적 관계냐 하는 질문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모든 친밀한 관
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스킨십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크세노폰이나 플라톤
이 스파르타 파이데라스티아가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순결했다고 주장할
때, 그들이 말하고자 한 바는 완벽한 격리는 아니더라도 최종적인 성행위
가 금지되어 있었다는 의미로 읽어야 한다.180)
이렇게 스파르타의 소년애는 인류학 자료들의 경우와는 달리, 폴리스
에 의해 제도화되어 강제되는 특수한 교육 방법이었다. 그리고 스파르타에
178) Plut. Mor. 237b-c.
179) Cicero. Rep. 4.4.
180) Ducat, Spartan Education, p. 199; cf. 각주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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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전설적인 기원인 크레테의 경우나 헬라스의 동성애 관행 일반과 반대
로, 성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교육적 기능을 최고로 끌어내는 방식을
추구했다. 이러한 소년애를 통해 스파르타의 소년은 성인이 되는 과정을
거침과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익혀 나간다. 그리고 단순한 성인이
아니라 스파르타 정치공동체의 완전한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군사훈련과
시민 교육에서도 소년애 관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군사 훈련 및 시민 교육으로서 아고게
19-20세기에 스파르타 연구자들은 기원전 5-4세기 스파르타 교육을 군
사훈련으로 설명했다. 스파르타는 ‘막사국가’였고, 국가안보에 대한 고려가
교육의 최우선 목표였다.181) 고전기 저자들의 사고와 서술 속에도 스파르
타 교육이 전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전제가 전면적으로 혹은 부분적
으로 깔려 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투퀴디데스의 페리클레스는 스파르
타인이 어린 시절부터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가까스로 용기를 얻는다고 말
하며 소극적으로나마 스파르타 교육의 군사적 목적에 대한 최초의 비판을
가했다. 이소크라테스는 스파르타 교육의 목적은 소년에게 정복과 지배의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고 따라서 모든 헬라스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최악의
교육이라고 비난했다. 플라톤은 스파르타 교육의 ‘군사주의’를 당연한 사실
인 양 받아들인 후 비판했다. 입법가 뤼쿠르고스의 패착은 모든 제도의 목
적을 전쟁의 승리에 둔 것이며, 그 결과 스파르타는 폴리스가 아니라 병영
이 되었다. 이 잘못된 ‘군사주의적’ 사회구조의 핵심에는 교육이 자리 잡고
있었다. 따라서 플라톤은 자신의 이상국가의 교육은 스파르타 교육의 단점
181) H. Marrou, A History of Education in Antiquity(Madison, 1982), pp. 15-23; W. Forrest, A
History of Sparta: 950-192 BC(London, 1968), p. 54; Ste Croix, The Origins, p. 91; Finley,
The Use and Abuse of History, p. 177; Cartledge, Sparta and Lakonia: A regional history
1300-362 BC(London, 1979), 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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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극복하도록, 훌륭한 전사뿐 아니라 훌륭한 정치적 시민을 길러내는 교
육을 목표로 삼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스파르타 교육의 ‘실패’에 대한 플
라톤의 발상을 최고로 발전시켰다. 그는 스파르타의 국제에 환상을 품을
자들을 조롱하고 이소크라테스와 같이 이를 ‘탐욕의 체제’로 규정했을 뿐
아니라 스파르타 교육이 오직 전쟁기계만을 양산하는, 문명화가 아니라
‘야만성’(θηριώδης)을 조장하는 반(反)교육이라 선언했다.
그러나 고전기 헬라스의 문헌들은 스파르타 교육의 복합성 또한 드러
낸다. 고전기 저자들은 스파르타 교육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군
사주의적’ 틀을 채택했으나, 실제 그들이 제시하는 스파르타 교육에는 질
서와 무질서, 규율과 야만성, 공동체 중심주의와 개인의 야심 등 상반된 요
소들이 공존하고, 헤본테스의 상시적 난투나 파이데스와 파이디스코이의
음식 도둑질 등 설명이 어려운 요소들도 있다. 즉 고전기 저자들의 이론적
틀인 ‘군사주의적 해석’은 이미 존재하는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 개진된 하
나의 논변이며 근거도 충분한 논변이지만, 이에 반대되는 사료 해석도 가
능하며 무엇보다 스파르타 교육에서 오직 군사적 측면만 존재하거나 그것
이 다른 모든 요소를 압도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헤로도토스는 스파르타인의 주장을 빌려 뤼쿠르고스의 개혁을 설명하
면서 군사조직의 정비(ἐνωμοτίαι, τριακάδες, συσσιτία)를 중요한 요소로 부각
시켰다.182) 그러나 이러한 군제 개편은 더 큰 폴리스 개혁의 일부분이었고
개혁을 지배하는 요소가 아니라 개혁에 종속된 요소였다. 한편, 망명한 스
파르타 왕 다마라토스는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 앞에서 스파르타인이
얼마나 무용이 뛰어나고 명령에 복종하는지를 강조한다.

라케다이몬인은 일대일로 싸울 때는 누구 못지않게 용감하며 집단으로

182) Hdt.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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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 때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합니다. 그들은 자유인이지만 완전히 자유롭
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법(νόμος)이며 그들은 왕의 신하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이상으로 법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법이 명하는 대로
행하며 법의 명이란 언제나 한결같아서 아무리 많은 적군 앞에서도 싸움터
에서 도망치지 말고 대열을 지켜서 승리하든지 아니면 죽으라는 것입니
다.183)

다마라토스는 스파르타인의 무용과 극단적인 군사 중심적 태도를 강조
하는 중에도 스파르타인이 최강의 전사인 근본적인 이유로는 노모스에 대
한 복종을 들었다. 스파르타인의 무용에 대한 가장 유명한 문구인 “지나가
는 나그네여, 가서 라케다이몬인에게 전해주시오. 우리가 그들의 명령을 이
행하고 이곳에 누워 있다고”184) 역시 군사적 가치를 복종이라는 더 큰 시
민적 가치의 틀에서 이해하도록 요구한다. 게다가 헤로도토스의 서술 곳곳
에서는 스파르타와 스파르타인의 행위가 보통 폴리스의 경우와 별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헤로도토스는 스파르타 사회에서 정략결혼(5.39;
6.61-2, 65, 71; 7.205), 전차경주에 열광하는 모습(6.70), 외국인과 친교(5.63,
70, 90), 돈거래(1.153; 6.62; 9.81), 혹은 뇌물수수(3.56, 148; 5.51; 6.50, 66,
72, 82)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통의’ 헬라스인의 모습을 그리는데, 이 중
어디에도 군사적 영역과 안보의 요구가 폴리스의 비군사적 제도나 행위들
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
스파르타 사회와 교육이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언급은 투퀴디데스가 처음으로 제시한다. 페리클레스는 스파르타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외국인을 추방하는 관행이 있고 소년교육은 어릴 때부터 군사
훈련이라고 주장한다.185) 그러나 페리클레스의 주장은 스파르타 사회에 대
183) Thuc. 7.104.
184) Thuc. 7.228.
185) Thuc.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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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석적 설명이 아니다. 이 연설은 지극히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진
가장 이념적인 연설이다. 아테나이인은 헬라스 최강의 적을 맞아 싸우는
중이었고, 연설의 목적은 전몰자들의 죽음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고 남
은 자들에게 아테나이 체제의 우월성과 전쟁을 계속해야 할 필요를 납득시
키는 것이었다. 이 연설문이 얼마나 페리클레스의 실제 연설을 반영하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투퀴디데스의 창작인지에 대한 문제와는 별개로, 여기
에서 투퀴디데스가 스파르타의 사회와 관행 자체를 진지하게 설명하려 한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투퀴디데스가 전하는 스팍테리아 사건(기원전 425년)은 스파르타의 상
무적 이데올로기와 관련해 중요한 한계를 설정한다. 아테나이의 클레온과
데모스테네스의 뛰어난 전술로 스파르타 완전시민 120명이 퓔로스의 스팍
테리아에 고립되었다. 놀랍게도 스파르타 병사들은 항복했다. 아테나이 병
사들이 생존자들을 조롱했다. 전사자는 용기 있는 자였지만 살아남아 항복
한 너희는 부끄럽지 않은가? 그러자 포로 중 한 사람이 대꾸했다. “돌과
화살을 맞으면 누구나 죽게 마련이다.” 투퀴디데스도 이 일을 두고 “이번
전쟁 기간 중에 실로 헬라스인이 가장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었다고 하는
데,186) 스파르타 본국의 대응방식은 사태를 더욱 기묘하게 만들었다. 포위
된 병사들은 옥쇄해야 하는지 항복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사전에 본국에
훈령을 구했다. 그 때 본국은 ‘단 한 사람도 무기를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병사들이 알아서 판
단하되 불명예스럽지 않도록 행동하라는 매우 애매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병사들은 후에 본국으로 귀환하여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ἀτιμία) 그러나 이
것은 일시적인 시민권 정지에 불과했고 “얼마 뒤 이들에게 그런 권리들이
회복되었다.”187) 스파르타의 ‘승리 아니면 죽음’이라는 선전구호는 현실의
186) Thuc. 4.38, 40.
187) Thuc.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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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활동과 교육 속에서 그리 철저하게 관철된 것 같지 않다.188)
스파르타 사회를 완전히 군사적 성격으로 규정하는 노골적인 주장이
등장하는 때는 기원전 4세기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직후 ‘스파르타 제국’이
급속하게 팽창한 데 따른 결과였다. 대표적으로 이소크라테스는 스파르타
의 군사 중심주의를 공격했다. 이소크라테스는 스파르타 교육이 지적 훈련
을 도외시하고, 타인에 대한 지배와 정복을 부추기며, 사악한 행동을 장려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반(反)교육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먼저 스파르타가
교육을 강조한다는 일반의 인식에 도전하여 스파르타 교육에서는 정작 가
르쳐야 할 것은 가르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스파르타는 교육과 철학에서
헬라스의 일반적인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심지어 소년들에게 글자도 가
르치지 않는다.189)

나아가 이소크라테스는 스파르타의 교육이 소년에게

더 많은 것을 차지하도록 가르침으로써, 미래의 스파르타 시민을 헬라스인
에게 가장 해로운 존재로 길러낸다고 주장한다.190) 이소크라테스는 지식의
부재와 지배욕의 과다에 뒤이어 스파르타 교육이 가장 악한 교육임을 역설
한다. 다른 폴리스에서 도둑은 가장 저열한 노예와 동일시된다. 그러나 스
파르타에서는 잘 훔치는 소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다. 스파르타 소년
들은 사냥을 핑계로 시골을 돌아다니다 먹거리를 훔친다. 도둑질 잘하는
소년은 더 많은 칭찬을 받고 성인이 되어서도 더 높은 직위에 오른다.191)
그러나 스파르타 교육이 문자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적 비난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소크라테스는 마치 스파르타 소년교육
에서 상시적으로 도둑질이 실행되고 교육과정에서 도둑질이 가장 중요하고
사실상 유일한 활동인 듯 묘사한다. 마치 모든 소년이 언제나 모든 물건을
훔쳤고, 평가도 오직 도둑질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그래서 인생 전체의
188)
189)
190)
191)

Hodkinson, “Was classical Sparta a military society?,” p. 120.
Isoc. 12.208.
Isoc. 12.210.
Isoc. 12.211-2,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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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이 이 도둑질 잘하기에 달려 있는 것 같다. 이는 크세노폰의 설명과
비교하면 명백한 왜곡이며 과장임이 드러난다. 특히 도둑질을 통해 명예를
획득한다는 주장은 매우 제한되게 이루어지는 음식 훔치기 수업과 아르테
미스 오르티아에서 실행된 치즈 훔치기 의례를 혼합하였다. 일회적인 의례
혹은 경기에서 더 많은 치즈를 훔쳐낸 학생이 명예를 누리던 모습을 스파
르타 소년의 일상 수업에 투영시킨 것이다. 따라서 이소크라테스의 저술에
나오는 이러한 이미지들은 스파르타 폴리테이아의 본질과 교육제도를 설명
하는 결정적 근거로 쓰일 수 없다.
플라톤은 법률에서는 겉보기에 스파르타 사회를 군사적 특징이 지배
하는 사회로 묘사하는 듯하다. 가장 노골적인 장면은 2권에서 아테나이인
과 크레테인 클레이니아스의 대화다. 클레이니아스가 자신들과 스파르타인
은 합창단에서 배운 노래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하니, 아테나이인은 이렇
게 응답했다. 당연하다, 너희 폴리테이아는 병영이라서 그렇다. 너희는 오
직 좋은 군인만 길러내려 한다. 그러나 더 나은 인간은 좋은 군인이면서
동시에 폴리스를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려면 용기를 첫째 덕목이
아니라 넷째 덕목에 놓아야 한다.192) 그러나 이러한 서술은 법률 내부에
서도 기묘한 불일치를 일으킨다. 앞서서 클레이니아스와 메길로스는 두 나
라의 입법가들이 공적이고 사적인 관행들을 전쟁을 염두에 두고 편성했다
는 점에 동의했다.193) 그러나 아테나이인은 오히려 그들이 입법가의 의도
를 곡해했다고 일러준다. 뤼쿠르고스와 미노스는 전쟁의 미덕인 용기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모든 탁월함들 곧 정의와 절제와 지혜와 용기를 모
두 고려했고, 이 중 용기는 나열된 순서로나 중요도로나 가장 나중이었다
고 한다.194) 이처럼, 플라톤이 법률에서 스파르타의 군사적 측면의 중요

192) Plat. Laws 666e-667a.
193) Plat. Laws 626a-c.
194) Plat. Laws 629a-63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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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나 의미를 제시하는 방법은 단순하지 않다. 군사적인 필요가 매우 중
요하게 취급되면서도 동시에 스파르타의 폴리테이아 전체는 시민이 갖추어
야 할 모든 덕성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로 제시되었다.195)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스파르타를 칭송하는 자들이 스파르타
의 군사적 강함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모습을 비판했다. 아리스토텔레스
도 스파르타가 오직 군사 부분에만 과도하게 관심을 쏟은 폴리스라는 점에
는 동의했다. 그는 스파르타 폴리테이아를 분석하는 첫머리에서 스파르타
인을 “군사적이며 호전적인 종족”으로 분류했다.196) 그리고 플라톤의 법률
을 인용하여 스파르타의 모든 체제가 단 한 가지 탁월함(πρὸς γὰρ μέρος
ἀρετῆς) 곧 호전적인 부분(τὴν πολεμικήν)에 집중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이
러한 삶은 전시에는 도움이 되나, 전쟁 이외에는 훈련을 받지 못했으므로
평화시에는 도무지 쓸모없는 인간을 만든다.197) “교육제도나 입법의 대부
분이 전쟁을 염두에 두고”198) 짜였기 때문에, 스파르타인은 오직 하나의
덕만 최고로 유익하다고 믿는다.199) 스파르타는 오직 전쟁에만 특화된 전
사를 길러 내려는 목적에 몰두함으로써 국가 전체가 야만성(θηριώδης)에 물
드는 되는 길로 나아갔다. 나아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스파르타에 대한 일반
인의 ‘환상’을 깨뜨리려 한다. 즉 스파르타인이 우월했던 이유는 다른 폴리
스에서는 훈련을 시키지 않는데 비해 그들만이 젊은이(νέοι)에게 육체 훈련
을 시켰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일단 다른 폴리스에서도 그와 같은 훈련을
시작하자, 스파르타의 우월성은 급속히 사라졌다.200)
위와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그 자체로는 명백해 보이나 맥락
195) Hodkinson, "The imaginary Spartan
Polis(Copenhagen, 2005), pp. 257-8.
196) Arist. Pol. 1269b25-6.
197) Arist. Pol. 1271b2-6.
198) Arist. Pol. 1324b7-9.
199) Arist. Pol. 1334a40-b4.
200) Arist. Pol. 1338b25-39.

polit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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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면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스파르타인을 ‘호전적이고 군사적인
종족’으로 분류한 부분은 스파르타를 여성들이 지배했다는 주장과 연결되
어 있다. 호전적인 종족에서는 여성들이 남자를 지배하고, 따라서 스파르타
에서도 여성들이 우월했다는 논리다. 이러한 ‘여성지배론’은 매우 의심스러
운 주장이며 이에 연결된 분류법 또한 마찬가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스파
르타를 군사 지향적 사회로 묘사한 것은 일견 스파르타의 독특성을 분석하
는 내용으로 읽힐 수 있으나 이는 기원전 4세기의 지적 경향을 반영했을
뿐이며 다른 여러 폴리스에도 적용 가능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동시대인
인 에포로스는 기원전 4세기의 강대국인 테바이가 몰락한 이유를 군사적
탁월함에만 집중한 데서 찾았다.201) 과도하게 군사적 자질에만 몰두하는
것이 몰락을 초래한다는 상투적 설명이 기원전 4세기에 유행했음은 아리스
토텔레스 본인의 저술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군사 중심적인 폴리스들
은 대부분 전쟁의 때에는 안전하지만 패권을 이룬 뒤에는 망한다. 평화의
때에 그들은 쇠와 같이 날카로움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202) 이는 전쟁에
만 집중하는 폴리스가 전시에는 잘나가지만 제국을 획득한 이후에는 쇠퇴
한다는 일반이론이다. 즉 스파르타는 그 자체의 독특성이 아니라 일반적
경향의 한 사례로서 제시된 것이다.
크세노폰의 라케다이몬인의 국제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오직 전쟁과
정복을 근거로 스파르타 체제를 옹호했다고 비난받은 저자와 책 중 유일하
게 전하는 사례로 지목되곤 한다. 크세노폰이 스파르타 제도의 기묘함을
군사적 성공을 근거로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해석
과잉이다. 크세노폰이 라케다이몬인의 국제 서두에서 하는 말은 단지 스
파르타의 제도들을 살펴보면 스파르타의 힘과 명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취
지이지, 군사적 성공을 근거로 그러한 제도들을 칭송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201) Ephor. ap. Strabo 9.2.2.
202) Arist. Pol. 1334a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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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세노폰이 오직 군사적 측면에만 집중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크세노폰은
뤼쿠르고스의 법이 전쟁이나 정복보다 ‘에우다이모니아’(εὐδαιμονία)를 이루
는 데 기여했다고 말한다. 리프카의 주석에 따르면 라케다이몬인의 국제
뿐 아니라 저술 전체에서 크세노폰이 말하는 ‘에우다이모니아’는 명확하게
정의되지는 않으나 적어도 한 사회가 가지는 외적 힘이 아니라 그 사회의
내적 성격과 관련되며 무엇보다도 절제와 자기 통제를 함양하는 것을 뜻한
다.203) 이것이 라케다이몬인의 국제의 전반적 어조다. 스파르타인을 더
나은 전사로 만드는 법(2.7; 4.7)이 나오고 육체를 단련시키는 법(1.10; 4.7;
5.9)도 나오지만, 핵심은 뤼쿠르고스 체제가 어떻게 폴리스에 안정된 내적
질서를 가져오고 바른 도덕적 자질을 갖춘 시민을 만들어 내었는가에 놓인
다. (2.2, 10, 14; 3.4)
나아가 크세노폰은 다른 폴리스 시민의 직업들을 나열한 뒤, ‘군사주의
적’ 해석대로라면 ‘그러나 스파르타에서는 모든 시민이 군사 훈련에만 몰
두했다’라는 문장이 나와야 할 자리에 “폴리스의 ἐλευθερία를 증진시키는
활동에 몰두하게 했다”라고 썼다.204) 이렇듯 크세노폰은 고전기 저자 중에
서 거의 유일하게 스파르타 교육의 목적을 전사 양육 뿐 아니라 시민 양성
에 두었다. 물론 크세노폰은 11-13장을 따로 떼어 군사 부분을 집중 조명
했고 스파르타 군대의 관행이 다른 폴리스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
나 여기에서 크세노폰은 전쟁과 관련된 부문과 평화와 관련된 부문을 분명
히 구분한다. 즉 11장 이전까지는 전쟁과 평화 모두에 관련된 장점들을 다
루었고, 11-13장에서는 군사와 관련된 부분을 따로 이야기하겠다고 한
다.205) 따라서 11장 이전의 내용들이 군사적인 부문에 매몰되었다고 말하
기는 불가능하다.

203) M. Lipka, Xenophon's Spartan Constitution, pp. 18-19.
204) Xen. LP 7.1-2.
205) Xen. L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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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세노폰이나 플루타르코스206)는 모두 7세부터 30세에 이르는 교육제
도 전체를 설명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본격적인 군사기술이나 무기 사
용법에 대한 훈련은 언급하지 않는다. 크세노폰은 교육을 집중적으로 다룬
2-4장에서 스파르타 소년이 육체훈련을 통해 인내심, 끈기, 경쟁심, 복종,
협동정신 등을 길렀고, 이는 중장보병 전투에 유용하게 쓰일 기본기를 닦
아 주었다고 말한다. 이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설명이다. 그러나 교육 과정
이 진정한 군사 기술을 익히는 데 집중했다는 언급은 전혀 없다. 크세노폰
의 헬레니카에는 기원전 369년에 아테나이 민회에서 플레이우스의 프로
클레스가 스파르타인이 유년기부터 육상 전투를 위해 훈련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한다.207) 그러나 이 말의 맥락을 살펴보면 교육 목표가 군사적
이었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파르타인이 해군보다 육군에 치
중한다는 말이었다. 더구나 이 말에서 군사훈련이 교육의 한 부분임은 드
러나지만 교육과정의 다른 영역에 비해 군사훈련의 중요도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다. 로마시대에 ‘관광 상품’ 아고게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던 모의
전투인 ‘플라타니스타스’ 역시 고전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오직 로
마시대 사료에만 존재하며 분명히 고전기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플라톤
이 법률에서 집단 싸움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이 경우는 분명히 맨손 다
툼이었다.208) 플루타르코스가 뤼쿠르고스에서 말하는 어린 소년들 사이
의 잦은 싸움 역시 모의전투와는 거리가 멀다.209)
크세노폰이 제시하는 스파르타의 교육은 분명 여러 측면에서 성인이
되어 성공적인 군인이 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스파
르타 교육의 목표와 기능이 전쟁준비에만 국한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
은 스파르타 소년들을 완전한 성인 시민으로 키워내기 위해 교육 속에 반
206)
207)
208)
209)

Plut.
Xen.
Plat.
Plut.

Lyc. 16-18.
Hell. 7.1.8.
Laws 633b.
Lyc.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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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필요했던 광범위한 사회화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다. 케넬은 스파르타
교육에서 많은 부분들이 의례적 성격을 띤 행위이며, 근본적으로 종교적
토대를 가진 여러 활동들의 집합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적어도 스파르타
교육이 단순한 스파르타의 ‘사관학교’가 아니라는 점을 조명하는 한에서는
적절한 지적이다.210)
고전기 스파르타 교육에 대한 사료들은 이 교육의 군사적 의미를 강조
하며 이는 미래의 전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동시
에 사료들은 오직 육체만을 단련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준비를 등한시하
는 일일 뿐 아니라 전사로서도 불완전한 교육임을 드러내고 있다. 스파르
타의 모든 제도들이 오직 군사적인 목적에 매몰되어 있었다는 기존의 주장
들은 과장이며 특히 교육에서 내적 자질과 시민적 덕성을 키우고 폴리스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는 부분을 과소평가했다.
스파르타 시민은 군인으로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적 책무를 담당해야
했다. 선출직인 에포로이는 물론 군사적, 비군사적 여러 공직들을 맡아서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스파르타 교육이 오직 군사
적 자질만을 가르쳤다면 이 교육은 이러한 시민을 만드는 데 실패할 수밖
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스파르타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자
신의 소임을 수행했다. 스파르타 교육의 두 측면 즉 국가에 의한 모두에게
동일한 교육이라는 면과 그와 동시에 엘리트를 선별하는 과정이라는 측면
의 공존은 바로 이러한

책임 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이었다.

먼저 교육은 시민권 획득과 밀접히 연결되었다. 스파르타 교육이 강제
이고 의무인 것은 기피나 포기에 특별한 처벌이나 벌금이 따르기 때문이
아니었다. 처벌 자체가 불필요하다. 교육의 포기는 시민권의 박탈이었기 때
문이다. 물론 ‘아고게’를 중도에 포기하면 시민권을 잃을 뿐 아니라 헤일로
210) Kennell, Gymnasium of Virtue, p. 135; R. Parker, "Spartan Religion," in Powell ed.
Classical Sparta: Techniques behind her success(London, 1989), pp. 1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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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의 지위로 강등된다는211) 텔레스의 언급은 명백히 과장이다.212) 다른
어떤 사료도 그러한 언급을 하지 않으며 그런 강등의 실제 사례도 전하는
바가 없다. 그러나 텔레스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시민권이 박탈된다는 명
제의 역 또한 성립한다는 취지의 흥미로운 주장을 한다. 외국인이나 헤일
로타이의 아들이라도 스파르타의 교육을 이수하면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것
이다. 스파르타 완전시민 이외에 스파르타 교육에 허입된 사람으로는 ‘모
타케스’(μόθακες)와 ‘트로피모이’(τρόφιμοι)가 있다. 먼저 퓔라르코스는 모타
케스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모타케스’는 라케다이몬인의 ‘쉰트로포이’다. 시민의 아들은 각자 자신
의 능력대로 어떤 이는 한 명, 어떤 이는 두 명, 어떤 이는 더 많은 ‘쉰트
로포이’를 취한다. ‘모타케스’는 자유민이지만 라케다이몬인은 아니다. 그렇
지만 교육 전체를 함께 한다. 용기로 인해 시민으로 인정되고 난 뒤 아테나
이인을 물리쳤던 뤼산드로스가 그들 중 하나였다고 한다.213)

퓔라르코스에 따르면 모타케스는 자유민이되 스파르타 완전시민은 아
니다. 이는 외국인도 아니며 그렇다고 페리오이코이를 뜻하지도 않으며 헤
일로타이의 아들은 더욱 아니다. 이들은 ‘열등시민’의 아들이거나 시민의
아들이지만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시민의 아들이다. 열등시민의 아들은
신분상 교육에 참여할 수 없고, 시민의 아들인데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는 경제적 이유밖에 없다. 사실 열등시민이 되는 것 역시 대부분 쉬시
티아에 비용을 대지 못하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다. 뤼산드로스 역시 빈
곤한 가문 출신이었다. 그렇다면 퓔라르코스가 말하는 모타케스 제도는 경

211) Lévy, “Remarques préliminaires sur l'éducation spartiate”, Ktèma 22(1997), p. 155-6, n. 22
는 텔레스의 언급이 실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정한다.
212) Teles ap. Stobaeus 40.8.
213) Phylarchus ap. Athenaeus 271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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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빈곤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상실한 가문의 아들을 부유한 시민이 부
양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퓔라르코스는 교육이 시
민권의 충분조건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뤼산드로스는 용기를 공인받은
뒤에야 시민이 되었다. 공인하는 방식은 아마도 민회의 표결이었을 것이다.
뤼산드로스나 귈립포스는 공적을 쌓아 후원자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까지
이르렀지만, 대부분의 모타케스는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후원자 가
문의 명성과 영향력을 높이는 역할을 했을 것이며, 추측컨대 교육을 마치
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쉬시티아의 비용을 지원받아, 사실상 평생 종속된
지위였을 가능성이 높다.214)
한편, 외국인이 스파르타 교육을 이수한 경우 또한 확인되는데, 크세노
폰은 헬레니카에서 스파르타 사회에 존재하는 외국인 젊은이들을 ‘트로
피모이’(τρόφιμοι)라는 이름으로 언급했다. 기원전 381년에 아게시폴리스 왕
은 올륀토스를 공격하는 군사작전을 벌이는데, 여기에 가장 뛰어난 페리오
이코이 중 자원자들과, ‘트로피모이’로 알려진 외국인들, 그리고 스파르타
시민의 서자들이 뒤따랐다.215) 구체적인 정보 없이도 ‘트로피모이’라는 이
름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이들은 스파르타 가문에 (임
시로) 위탁되어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이며, 왕의 원정대에 독립적으로
거론될 만큼 상당한 수에 이르렀지만, ‘쉰트로포이’라 불린 모타케스와는
달리 외국인 신분이다. 그러나 교육을 이수했지만 시민권을 획득하지는 못
했다는 측면에서는 모타케스와 동일하다. 모타케스와 트로피모이는 한편으
로 스파르타 사회의 불평등과 종속적 관계를 보여주며, 교육과 관련해서는
시민권이 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만 교육만으로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획득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준다.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스파르타 완전시

214) Hodkinson, Wealth and Proporty, pp. 198, 354-8; Ducat, Spartan Education, pp. 151-4, n.
13.
215) Xen. Hell.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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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아들로 태어나 교육을 이수하거나, 열등시민의 아들로서 교육을 이수
하고 국가의 인증을 받아야 했다.216)
스파르타 교육이 시민교육임을 가장 상징적으로 동시에 가장 구체적으
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파이도노모스 직의 특수한 성격이다. 그는 국가교
육의 수장이면서 동시에 교육제도 전체의 표상이다. 다른 폴리스에도 유사
한 직책이 존재했다. 에포로스에 따르면 크레테에 ‘파이도노모이’가 있었다
고 한다.217) 이들의 지위는 스파르타와는 크게 달라서 공직이 아니었고 다
만 공동식사 시간에 소년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했다. 케넬은 ‘헬라노디카
이’(ἑλλανοδίκαι)나 ‘아고노테타이’(ὰγωνοθέται)를 유사한 직책의 예로 들지만
또한 이들이 운동경기를 감독하는 제한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런 유사 직책과 비교해 스파르타의 파이도노모스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
지고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헬라스의 상식에서는 강
력한 권한을 가지는 직책일수록 위원회로 구성하기 때문에 파이도노모스는
특이한데, 이는 두 가지 측면을 시사한다. 파이도노모스는 교육의 총책임자
이지만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거나 행사하는 자리는 아니며, 오히려 최고
권력의 직위를 역임한 후에 취임한다. 따라서 권위는 높으나 견제할 필요
가 없다.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파이도노모스는 스파르타에서 교육이 특
정 공직자 집단이나 한 개인이 맡는 업무가 아니라 폴리스 전체가 참여하
는 일임을 드러낸다. 물론 파이도노모스는 소년들을 처벌할 권리/의무를 가
지며 에이렌의 도움을 받아 소년들을 통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파이도노모스의 역할은 절대적이지 않다. 헤본테스의
경우 에포로이들이 처벌권을 가진다. 크세노폰에 따르면 더 어린 소년들의
경우에도 먼저 모든 아버지들이 모든 소년에 대해 명령권과 처벌권을 가진
216) Hodkinson, “Servile and free dependants of the classical Spartan oikos”, in M. Moggi &
G. Cordiano eds., Schiaui e Dipendenti nell’ ambito dell’ ‘oikos’ e della ‘familia’(Pisa,
1997), pp. 60-65.
217) Ephor. ap. Strabo 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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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18) 스파르타 교육의 이러한 ‘권위의 위임’ 현상은 아버지에 국한되지도
않는다. 크세노폰은 모든 시민이 소년에게 명령과 처벌을 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스파르타에서 교육이 전체 폴리스의 관심사라는 말은 바로 이 부
분에서 극명하다. 고전기 스파르타 교육은 소년의 입장에서 본다면 항구적
인 감시의 체제다. 에이렌과 파이도노모스, 에포로스와 아버지들, 나아가
시민 전체가 체계적으로 감시의 눈길을 번뜩인다. 폴리스의 입장에서 본다
면 스파르타 교육은 항구적인 시민적 행사다. 소년의 교육은 전체가 개방
되어 있고 모든 시민들이 매일 그것을 관람하고 또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에라스테스들이 자신의 에로메노스 대상자를 물색하였을 것이며 나아가 폴
리스가 소년들을 품평하고 잠재적인 다음 세대의 엘리트를 마음속에 점찍
기도 했을 것이다. 파이도노모스가 소년들을 책임졌다면, 폴리스의 전 시민
은 교육제도 전체가 올바로 유지되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소년애의 사회-정치적 함의
시민훈련으로서 고전기 스파르타 소년교육은 헬라스 교육 일반에서 매
우 중요하게 취급되는 파이데라스티아 관계를 포함했다.219) 크세노폰은 파
이데라스티아 관계가 바르게 실행된다면 가장 탁월한 교육이 된다고 말한
다.220) 스파르타에서 파이데라스티아 관계가 실제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
떠했는지를 탐구하는 연구자에게는 실망스럽게도 크세노폰은 오직 한 가지
측면을 그것도 매우 방어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치중한다. 그가 잔치와 
라케다이몬인의 국제에서 파이데라스티아를 설명하는 방식은 플라톤의 
잔치의 맥락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플라톤의 이상국가 교육과 크세노폰의

218) Xen. LP 6.1-2.
219) Marrou, Histoire de l'éducation, pp. 26-35. cf. H. Patzer, Die griechsche
Knabenliebe(Wiesbaden, 1982); W. A. III. Percy, Pederasty and Pedagogy in Archaic
Greece(Urbana and Chicago, 1996)
220) Xen. LP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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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르타 교육에서 파이데라스티아가 교육적 가치를 가지려면, 이는 오직
지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이어야 하며 육체적 관계는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한다. 이들은 강박적으로 육체적 측면을 제거하려 했고, 따라서 보이오티아
인과 엘레아인은 파이데라스티아 관행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또 파이데
라스티아에 육체관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거나 강제했기 때문이 아니라 육
체관계를 허용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스파르
타의 파이데라스티아에서 중요한 점은 육체관계의 유무가 아니라 그것의
교육적 기능, 즉 소년을 스파르타 시민으로 길러내는 역할이다. 파이데라스
티아는 장기간에 걸쳐 매우 친밀한 관계를 조성하며 에라스테스는 에로메
노스에게 경험과 지식을 거의 모두 전수한다. 소년은 자신의 에라스테스를
통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열렬한 애정 관계 속에서 삶과 세상을 배우며
자신이 살아갈 폴리스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스파르타 파이데라
스티아는 ‘영혼의 교감’으로서 교육의 이상적인 목표를 추구했다.
한편, 파이데라스티아 관계의 형성 방법은 스파르타 파이데라스티아를
새롭게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크세노폰과 플루타르코스는 에라스테
스와 에로메노스가 짝을 이루는 과정을 제시한다.221) 육체에 대한 열망은
물론이고 감정도 배제되었고, 사회적 맥락 역시 언급되지 않는다. 파이데라
스티아의 관계는 오직 덕을 고양한다는 한 가지 목적에만 집중된다. 크세
노폰은 뤼쿠르고스가 파이데라스티아 관계를 승인(ἐπῄνει)하고 나아가 ‘최
상의 교육’(καλλίστην παιδείαν)으로 간주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강조
에는 미묘한 어긋남이 느껴진다. 크세노폰의 독자는 당연히 뤼쿠르고스가
파이데라스티아 관계를 확고한 교육제도로서 법률의 일부로 삼았으리라 기
대하게 되지만, 크세노폰은 이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 그는 파이데라스티
아 관계가 가진 모호한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파이데라스

221) Xen. LP 2.13; Plut. Lyc.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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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 짝의 선택은 에라스테스의 주도로 이루어지는데 비록 ‘덕’이 기준이
기는 하나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달린 것으로 묘사된다. 이런 방식에서
는 누군가는 많은 이들의 구애를 받고 누군가는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뒤카의 우려와는 달리 스파르타는 이러한
선택의 불균형을 어떻게든 조절을 해서 짝 없는 소년이 남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222) 애인을 갖지 못한 소년은 단순히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교육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파르타에서 이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요소가 선택에 개입할 경우 고려해야 하
는 진정한 문제는 남겨진 소년이 아니라 선택의 정치다.223) 파이데라스티
아에는 개인적 매력과 덕성뿐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이 개입된다. 강력한
가문 출신의 소년은 더 많고 더 뛰어난 구애자를 얻었을 것이다.
결국 스파르타 교육은 파이데라스티아에서 공적, 사회적 측면과 사적,
개인적 측면이 교차한다. 크세노폰은 파이데라스티아가 스파르타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말하여 이것이 ‘폴리스의 관심’의 대상을 제시하지만,
집단적이고 획일적으로 시행되는 ‘공교육’에 비해 파이데라스티아 관계와
그 속에서의 ‘학습’은 개별적이고 사적일 수밖에 없다. 사실 스파르타에서
는 어느 폴리스보다 더욱 집단적 생활의 비중이 컸고 소년은 그러한 사회
의 일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갖춰야 했지만, 파이데라스티아 관계는 그 속
에서 양자 간의 상호적인 개인적 관계라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공급해 주
었다. 반대로 크세노폰과 플루타르코스는 애인의 선택 과정을 전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문제인 듯 묘사하며, 파이데라스티아 관계가 개별적인 선택에
의한 1:1 관계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사적임은 당연하지만, 동시에 이는
폴리스에 의해 부여된 의무로서 공적인 차원과 폴리스의 사회적 관계가 투
222) Ducat, Spartan Education, pp. 166-8.
223) Cartledge, “The politics of Spartan pederasty”, in Proceedings of the Cambridge
Philological Society 27(1981), pp 17-36; 윤진, ｢스파르타의 파이데라스티아｣, 역사와 문
화 4호(2001), pp.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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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고 계승되는 매개체로서 정치, 사회적 차원을 내포한다.

고전기 스파르타의 교육은 공교육 내에 공적 차원과 사적 차원이 공존
할 뿐 아니라 평등교육과 경쟁교육이라는 상반된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
평등 지향적 측면으로서, 부자의 아들이나 가난한 자의 아들이 같이 그리
고 같은 교육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유력한 집안의 아들과 평범한 집안의
아들도 마찬가지다. 소년에 대한 감시와 감독 및 처벌권이 모든 아버지들
사이에 나아가 모든 시민들 사이에 공유되기 때문에 특정 소년이 특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평등’교육은 스파르타 폴리테이아의
핵심인 시민단의 ‘같음’이 생산되는 원천이며 동시에 스파르타 이소노미아
의 최대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명한 평등지향은 공적인 부분에만
제한되며, ‘사교육’에서는 여느 폴리스에 못지않게 경쟁적인 성격이 드러난
다.224) 문헌사료들은 예외 없이 스파르타 교육의 공적이고 평등지향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스파르타의 교육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미지가 형성된다. 이 부분에서 문헌사료에 가장 강력한 도전의
근거는 다모논의 봉헌비다. 다모논은 스파르타 뿐 아니라 펠로폰네소스 여
러 지역에서 열린 제전에 참가하여 육상경기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적어도 승마 경주에서 21회, 사두전차 경주에서 43회의 승리를 자랑했다.
그리고 아들 에뉘마크라티다스는 아버지와 함께 다니며 소년기와 20대에
적어도 3회의 승마 경주와 육상 경기에서 우승했다. 다모논 봉헌비는 젊은
시절에 육상 경기에서 시작하여 전차 경주로 발전하는 부자 가문의 전형적
인 모습을 보여주며, 폴리스의 중심부에 자신과 아들의 승리를 기념하고
값비싼 마구와 품종 좋은 말들을 자랑하는225) 봉헌비를 세움으로써 스파르

224) Ducat, Spartan Education, p. 170.
225) Hodkinson, Property and Wealth, pp. 312-6에서는 이러한 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분
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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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의 집단주의적 이미지를 재검토하게 한다.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 다모논
의 아들 에뉘마크라티아는 아버지를 따라 육상, 승마에 참여했고 아마 이
후에는 전차 경주도 대를 이었을 것이다. 명백히 이러한 교육은 전적으로
사교육이었고 각 오이코스의 능력에 따라 달랐을 것이다.
크세노폰은 파이데스와 파이디스코이 시기에도 경쟁의 요소를 제시한
다. 아르테미스 오르티아에서 치즈 훔치기 경연에서 우승하면 커다란 영예
를 얻는다.226) ‘일레’의 지도자로는 “에이렌 중에서 가장 현명한 자”가 뽑
혔다.227) 크세노폰은 이러한 경쟁과 선별이 시민으로서의 삶에 갖는 의미
를 잘 보여주는 사례를 전한다. 기원전 378년에 아게실라오스 2세의 아들
아르키다모스는 자신의 에라스테스인 클레오뉘모스의 아버지 스포리다스라
는 인물의 구명을 위해 아버지에게 청탁을 했다. 아게실라오스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스포리다스를 변호했다고 한다. “파이스, 파이디스코스,
헤본으로 항상 바르고 명예롭게 살아온 인물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Hell. 5.4.32) 스파르타 폴리스는 끊임없이 소년의 교육과정을
감시하고 그로써 소년에 대한 평가를 내리며, 이는 소년의 미래에 결정적
인 영향을 끼친다. 스포리다스가 개인적으로 클레옴브로토스 왕의 친구가
되고, 아들 클레오뉘모스는 아게실라오스 왕의 아들이며 장차 왕위를 계승
하는 아르키다모스의 에로메노스가 되고, 유죄가 확실한 재판에서 방면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교육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스파르타 교육이 사회적 하층 시민에게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고는 말
할 수 없다. 그러한 사례는 전하는 바가 없을 뿐더러, 아테나이에서도 ‘개
천에서 용 나기’란 요원한 일이었다.228)
헤본테스 시기의 힙파그레타이와 ‘300 용사’ 선별은 그 자체로도 스파

226) Xen. LP 2.9.
227) Xen. LP 2.11.
228) Hodkinson, Property and Wealth, pp.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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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타 교육에 내재한 평등과 경쟁 사이의 긴장을 드러낸다. 스파르타 교육
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기는 헤본테스다. 심지어 크세노폰은 헤본테스
에 대한 설명 전체를 경쟁으로 채움으로써 마치 헤본테스의 삶 모두가 항
상 경쟁인 듯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크세노폰의 서술은 헤본테스를 이
해하는 일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크세노폰은 헤본테스에 부과된
경쟁체제가 더 높은 덕을 산출한다고 정당화하지만, 수단과 방법에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 무한투쟁의 장이 규율과 절제를 내면화한 시민을 기르는
교육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힙파그레타이와 ‘300 용사’에 선별된 자들과
탈락한 자들 상호간에 끊임없는 ‘집단감시체제’가 작동하여 가장 효율적인
감독 및 통제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경쟁을 넘어 상대방에 대
한 증오를 조장함으로써 폴리스에 ‘스타시스’를 초래하는 것은 어떻게 해
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만약 크세노폰의 설명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면,
힙파그레타이와 ‘300 용사’는 하나의 게임이어야 한다. 에포로이에게 선택
받은 힙파그레타이 3인은 실제적인 권력은 전혀 없다. 탈락자들도 이 점을
잘 알았기 때문에 폴리스의 정무관을 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이들
에게 매우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 ‘300 용사’는 더욱 허울뿐이다. 동료인
힙파그레타이가 지명해 주었을 뿐이다. 1년 동안 벌어지는 이 게임에서 선
택받은 자들은 다음번의 ‘재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탈락자들은 모든 기
회를 노려 이들을 끌어내리고 자신을 입증하려 한다. 크세노폰이 그리는
이상화된 스파르타 사회 의 이미지 속에서는 존재가 가능할 것 같은 방식
이다. 그러나 라케다이몬인의 국제｣를 벗어나는 순간 이러한 설명은 효력
을 잃는다. 스파르타의 ‘300 용사’는 게임 속의 역할극이 아니라 왕과 함께
싸우는 엘리트 부대이며 여기에 선택되면 진짜 명예를 얻고 장래가 더 밝
아진다. ‘키나돈의 역모’ 사건에서, 국가전복의 음모를 밀고를 통해 알게
된 에포로이가 당황 속에 가장 먼저 호출한 것도 바로 이 ‘300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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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대에 어긋남 없이 ‘긴급 타격대’로서 임무를 완수하고 폴리스를
수호했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과열된 형태의 ‘학교 선거’라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크세노폰은 체계적 설명이 아닌 불만족스러운 변론 속에서도
중요한 진실 하나를 전해준다. 스파르타 교육이 20대의 젊은 예비 시민들
속에 새기고자 한 것은, 이들이 진출하게 될 스파르타 정치사회가 항구적
인 경쟁의 장이며 여기에서 명예와 포상은 한 번에 결정되지 않고 언제나
상승 혹은 하락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이었다. 이것이 바로 스파르타가
표방했던 ‘가장 탁월한 자들의 통치’의 근간이다. 이러한 정부 체제가 장기
적으로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가장 훌륭한 자가 정무를 맡아야 한다. 폴리
스는 단순히 혈통이나 재산 같은 요소들에 의거하여 단번에 통치 계급을
결정하지 않고, 소년기에서 청년기에 이르는 장기간의 교육 속에서 지속적
으로 시험하고 검증하여 엘리트를 선별한다. 그러나 매 단계에서의 선별은
최종적이지 않다. 올 해 선택된 자가 내년에는 버림받고 반대의 경우도 가
능하다. 스파르타 사회에서는 영원한 낙오자도 영원한 승자도 없다. 모두가
명예를 위해 끊임없이 경주한다.229) 크세노폰이 강조하고자 한 교훈은 바
로 이와 같은 것이었다. 물론 ‘가장 뛰어나다’는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
지, ‘덕의 경주’가 실제 스파르타의 사회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별개의 문
제다.

229) Ducat, Spartan Education, pp.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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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쉬시티아와 스파르타 사회

스파르타인은 에이렌이 되면서 새로운 단계의 삶으로 나아간다. 비록
30세 이전에는 불완전한 성인으로 취급받기는 해도 일단 파이도노모스의
권능에서 벗어나고, 에이렌의 악행은 에포로스가 처벌한다. 그러나 스파르
타 시민공동체와 군대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또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신토록 계속되는 교육과정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 쉬
시티아는 모든 스파르타 남성 시민에게 매일의 공동식사를 강제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식탁공동체는 아니었다. 고대에 이미 많은 저자들은 뤼쿠르
고스가 전쟁을 염두에 두고 공동식사를 제정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스
파르타 군대에서 쉬시티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이 장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이지만, 고대인들에게 쉬시티아가 함께 먹고 함께 싸우는 전사들의 회
식임은 상식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쉬시티아는 군사적 목적 이상의 기
능과 의미를 내포했다. 쉬시티아는 그야말로 폴리스적 삶의 축소판이었다.
의미심장하게도 쉬시티아 회원 자격은 시민권과 직결되었다. 쉬시티아에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자는 열등시민으로 강등되었다. 그리고 쉬
시티아 내부에는 연장자 우위의 원칙, 헤일로타이에 대한 적개심, 경제적
평등성에 대한 추구, 비밀주의(“이 문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가지 못한다
.”230)), 소년애 관계의 영향 등 스파르타 폴리스의 핵심적인 특징과 가치가
가득했다. 즉 스파르타인은 아고게를 졸업한 이후에도 사적인 삶에 중대한
제한을 받았다. 스파르타인은 자기 토지의 소산을 모두 가질 수 없고 상당
부분을 공동식사의 회비로 납부해야 했다. 빈자와 부자가 모두 같은 음식
을 먹었다. 이렇게 쉬시티아는 스파르타 사회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부과하
고 성인에게도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국가가 행사하는 중요한 제
230) Plut. Lyc. 12.8.

- 98 -

도로서 스파르타 공교육의 한 축을 담당했다.
근대에 스파르타 쉬시티아 연구의 출발점은 1869년에 나온 빌쇼프스키
의 박사논문이다.231) 이는 쉬시티아를 독립된 주제로 삼은 첫 번째 연구며,
주로 군사적 기능과 관련된 논의가 많으나 쉬시티아의 다양한 세부사항들
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다. 라브렌치크는 빌쇼프스키가 간략하게만 다
룬 쉬시티아의 구체적인 조직과 운영을 보다 풍성하게 개관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러나 여러 시대에 걸친 사료를 부주의하게 결합하였기 때문에 고
전기 쉬시티아가 스파르타 폴리스에서 가졌던 의미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
하였다.232) 빌쇼프스키와 라브렌치크를 제외하면, 쉬시티아를 주제로 한 단
독연구는 아직 없다. 그러나 쉬시티아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졌다. 피게이라는 매월 납부하는 회비를 양적으로 분석하여, 쉬시티
아가 스파르타의 경제적 부를 재분배하는 기능을 했다고 주장하였다.233)
그러나 헤일로타이와 시민 여성, 아동이 성인 쉬시티아에서 식량을 공급받
았다는 그의 주장은 사료에 대한 해석 문제와 더불어 확실한 근거를 제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234) 한편 쉬시티아는 보다 넓은 헬라스 문화
의 맥락에서 쉼포지온과 비교되었다. 예컨대 라비노위츠는 스파타의 쉬시
티아가 다른 폴리스들에서도 발견되는 쉼포지아를 정교하게 개조한 것이라
고 주장했고,235) 피셔는 쉼포지아와의 연관성 속에서 식사보다 음주에 주
목하여 스파르타 식 음주 관행이 스파르타 사회 구조를 지지하는데 활용되
었다고 주장하였다.236) 이 장에서는 이러한 현대 연구들이 관찰한 여러 국
231) A. Bielschowsky, "De Spartanorum Syssitiis." (Breslau, 1869).
232) M. Lavrencic, Spartanische Küche: Das Gemeinschaftsmahl der Männer in Sparta(Wien,
1993).
233) Figueira, T. “Mess contributions and subsistence at Sparta”, Transactions an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ogical Association 114(1984), pp. 87-109.
234) 대표적으로 Hodkinson, Property and Wealth, p. 196.
235) A. Rabinowitz, “Drinking from the same cup: Sparta and late Archaic commensality”, in
Hodkinson ed., Sparta: Comparative approaches(Swansea, 2009), pp. 113–191.
236) N. R. E. Fisher, “Drink, hybris and the promotion of harmony”, in A. Powell ed., Sparta.
In Classical Sparta: Techniques behind her success.(London, 1989), pp. 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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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들을 토대로 스파르타 사회 내에서 쉬시티아의 기능을 고찰하고, 거의
주목받지 못한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며, 쉬시티아 이해를 오랫동안 지배해
온 군사적 측면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그래서 먼저 쉬시티아를 기원부터
종식까지 개관하며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확립함으로써 논의의 토대를 만들
고, 이후 쉬시티아가 스파르타 폴리스에서 어떤 역할과 의미를 가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쉬시티아가 군대의 최소 단위였다는 전통적 견해
를 검토 대상으로 삼아, 스파르타 군대와 쉬시티아의 관계를 재조명할 것
이다.

1. 쉬시티아의 구조와 기능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각각 법률과 정치학에서 스파르타의
쉬시티아를 따로 상세히 다루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현재 우리에게는 전하
는 바가 없다. 크세노폰은 뤼쿠르고스가 공동식사를 제정한 취지를 설명하
고, 식사량이나 추가 음식, 음주 관행 등을 간단히 언급하지만 제도 전체를
분석하지는 않는다. 물론 이는 크세노폰의 집필 취지를 생각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237) 플루타르코스는 쉬시티아의 명칭, 크레테와의 관련성,
회비 납부량, 신입 회원을 받아들이는 방식, ‘검은 죽’ 등을 생생하게 전하
지만, 역시 분석적이지 않고 단편적인 정보와 일화들을 모아 제시하는데
그쳤다.238) 그래서 이 절에서는 먼저 하나의 제도로서 쉬시티아를 구체적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사료의 부족에 비해 제기되는 의문은 많다. 쉬시티
아의 기원은 무엇인가? 아득한 옛날, ‘인도유럽인’의 이동 시기까지 그 기
237) Xen. LP 5.
238) Plut. Lyc.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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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가? 사료들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명칭들은 각
각 무엇을 지칭하는가? 쉬시티아에 가입하는 과정에는 플루타르코스의 묘
사처럼 에라스테스의 인도와 기존 회원의 만장일치만이 관여하는가, 아니
면 보다 넓은 정치적, 사회적 관계망이 관련되는가? 쉬시티아는 시민들에
게 얼마나 많은 회비를 걷었고 얼마나 배분했으며, 또 남는 잉여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과연 쉬시티아는 시민 사이에 경제적 평등을 확산시키고 정
치, 사회적으로 통합에 기여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쉬시티아의 세부사항
들이 단순히 함께 모여 밥을 먹는 것과 관련된 사소한 것들이 아니라, 스
파르타 폴리스와 쉬시티아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것임을 알려준다. 즉 쉬
시티아에는 폴리스의 사회경제적 관계가 투영되고 역으로 쉬시티아는 폴리
스의 구조를 지지하는 관계와 규율을 조성한다. 또 스파르타의 소년교육이
타 폴리스의 교육과 대비될 때 그 특성이 잘 드러나듯이, 헬라스 일반의
쉼포지온과 비교를 통해 쉬시티아의 독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한편, 플
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에, 이미 스파르타는 국력이 하강하고 ‘뤼쿠
르고스의 법’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철학자들은 고전기 쉬시
티아를 분석하여 이후의 연구와 이해의 기본 틀을 제공했다. 따라서 이 장
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쉬시티아를 어떻게 분석, 평가하고 자신들
의 이상국가론에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1) 쉬시티아의 구조: 기원에서 종식까지
고대 저자들은 대개 남성 공동식사의 관행을 도리스족의 특징으로 여
겼고, 특히 스파르타와 크레테의 국가체제에서 핵심요소라고 생각했다. 아
리스토텔레스는 공동식사를 교육과 더불어 크레테와 스파르타 정체의 장점
이며 동시에 단점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공동식사는 사회를 규율하
는 탁월한 방법이지만, 스파르타의 경우 가난한 자들이 공동식사에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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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시민권을 박탈당하게 되면서 오히려 몰락의 원인이 되었다. 플라톤은
뤼쿠르고스가 전쟁을 위해 스파르타의 여러 제도들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
면서 쉬시티아를 그 중 하나로 꼽았다.239) 이 중요한 관행의 기원 역시 관
심을 받았다. 크레테의 공동식사는 전설적인 미노스 왕이 창설자로 전해졌
고, 스파르타의 경우에는 뤼쿠르고스가 여러 법제도와 더불어 공동식사를
수립했다고 여겨졌다. 많은 이들은 뤼쿠르고스가 크레테의 제도를 모방하
였다고 믿었다.240)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태를 보다 더 넓게 보려 노
력했다. 그는 크레테의 공동식사가 스파르타보다 더 오래된 것이라는 점에
는 동의했지만241), 크레테 역시 최초의 발생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이
귑토스에도 유사한 관행이 있는데 이는 미노스보다 앞선 시대의 전설적 파
라오인 세소스트리스가 만든 제도라고 하며, 역시 미노스보다 오래된 인물
인 오이노트리아의 이탈로스 왕이라는 자가 이탈리아에서 먼저 공동식사를
제도화했다고 한다.242)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그것이 오랜 세
월에 걸쳐, 더욱이 여러 번 또는 무수히 자주 발명되었다고 믿어야 한다”
고 말했다.243)
쉬시티아의 역사적 기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
러나 쉬시티아의 기원에 대한 고대 저자들의 설명과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의 주장은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쉬시티아는 스파르타(와 크레
테)에서 발명된 특유한 제도인가, 아니면 훨씬 더 오래되고 다양한 지역과
사회에서 전승된 보편적 관행인가?
현대에 들어와서 연구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확대했다. 학자
들은 도리스족 뿐 아니라 테바이, 투리, 밀레토스, 카르타고에서도 공동식

239)
240)
241)
242)
243)

Plat. Laws, 625e, 633a, 636a-b
Strab. 10.4.17-9; Plut. Lyc. 12; Hdt. 1.65
Arist. Pol. 1271b40-2.
Arist. Pol. 1329a
Arist. Pol. 1329b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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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존재를 확인했고244),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상고기 헬라스에서 식사
공동체가 보편적이었음을 시사한다.245) 이 때문에 남성공동식사를 도리스
족에 국한시키지 않고 일반적 관행으로 보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예컨
대 닐슨은 이 제도를 미개한 원시시대의 남성 집회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보았다. 공동식사를 이렇게 미개사회의 유산으로 본다면, 이러한 제
도는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특정한 정치사회
의 제도가 아니라 원초적인 공동생활에서 기원한 것이 된다.246) 또 이러한
관점에서는 역시 폴리스 사회의 제도로서가 아니라 종교적 의미가 더욱 강
조된다. 가령 소년들이 음식을 훔쳐 먹는 것은, 성인들의 음식을 통해 성인
의 힘을 받아들이는 종교적, 상징적 행위로 해석된다.247) 심지어 퓌스텔 드
쿨랑쥬는 모든 종류의 공동식사가 종교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248) 이렇게
되면, 여러 폴리스에서 민회 참가자들에게 제공되었던 식사와 스파르타의
쉬시티아가 구별되지 않는다. 모두 종교적 의식의 일부인 것이다. 한편, 공
동식사를 군사적 목적과 연관시키면서도 스파르타 쉬시티아의 특수성을 부
정하는 학자도 있다. 장메르는 스파르타 뿐 아니라 헬라스 일반의 공동식
사의 기원을 고대 라오스의 봉건적 영주가 전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에
서 찾으려 했다.249)
그러나 스파르타(와 크레테)의 공동식사 관행의 기원을 태고적 혹은 선
사시대의 유산으로 보거나, 혹 시대를 더 내려와 도리스인의 이동기 또는
멧세니아 정복기, 상고기 등 오랜 과거로 소급하는 것은 단순하고 애매한
개념이며 근거가 희박하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다 명확하고 구분된 설명
244) Michell, Sparta, p. 281.
245) Hom. Od. 4.621
246) M. P. Nilsson, "Die Grundlagen des Spartanischen Lebens.", Klio 12(1912), pp. 308-10,
324. .
247) Jeanmaire, Couroi et Courétes(Lille, 1939), p. 86.
248) Fustel, La Cité Antique(Paris, 1923), pp. 209-11.
249) Jeanmaire, Couroi et Courétes, pp. 422-4.

- 103 -

을 해야 한다. 단순한 성인들의 공동식사 관행과 고전기 이래 스파르타에
존재한 제도로서의 쉬시티아는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즉 쉬시티아의 기원
은 부족이나 전사 집단이 아니라 소위 ‘뤼쿠르고스의 개혁’ 즉 상고기 스
파르타에서 인위적으로 사회조직을 전면 재조직하는 과정에서 찾아야 한
다. 알크만의 시에서 묘사되는 밝고 명랑한 사회는 기원전 5세기 이후의
스파르타 사회와 명백히 대비되며, 알크만은 후대 쉬시티아의 ‘검은 죽’을
알지 못했다.250) 이러한 특정 시기의 사회적 변화와 조정 곧 핀리가 말한
‘기원전 6세기 혁명’ 이래로 스파르타의 공동식사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
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종교적 혹은 군사적 기원을 가졌던
성인들의 식사모임은 새롭게 등장한 폴리스 사회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스
파르타 고유의 제도로서 재편되었다. 따라서 이 쉬시티아 제도는 여러 시
대와 사회의 공동식사와 헬라스 일반의 쉼포시온과 비교하여 희미한 공통
점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기능과 성격에서 완전히 다른 것이 되었다.
기원 문제와 더불어 고대와 현대의 연구자들에게는 공동식사의 명칭
또한 논란이 되었다. 고대 저자들은 쉬시티온(쉬시티아)을 자주 사용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루타르코스가 대표적이다.251) 이 용어는 특히 군사적
인 면과 연결되어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크세노폰은 ‘쉬스케니아’
(συσκήνια)라는 용어를 전하는데, 이는 ‘스케네’ 곧 ‘막사’라는 단어에서 파
생된 것이다.

뤼쿠르고스 이전에는 스파르타인은 다른 헬라스인처럼 집에서 식사하
는 관행을 가졌다. 뤼쿠르고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극히 태만해진
다고 판단하고 식사를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내었다. (εἰς τὸ φανερὸν ἐξήγαγ
ε τὰ συσκήνια) 뤼쿠르고스는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제정한 법이 무시되
250) C. Calame, Alcman(Roma, 1983), pp. 533-5.
251) Plut. Cleom. 8, 9, 11, 13; Lyc. 10, 12, 17, 28; Mor. 226e; Arist. Pol. 1271a, 1272a,
133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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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252)

헤시키오스는 쉬스카니아가 곧 쉬시티온이라고 한다. 이로부터 크세노
폰의 ‘쉬스케니아’가 스파르타 고유의 용례이며 군사적 의미의 막사공동체
라는 뜻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253) 그러나 선입견을 제거하고 크
세노폰을 읽으면, 그는 시스케니아를 특별히 군사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
고 단순히 사회적인 모임으로 이해했다. 다른 헬라스인은 각자 집에서 생
활하기 때문에 의무를 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뤼쿠르고스는 공동식사를
제정하여 규율을 세웠다는 서술이다. 그리고 이 서술은 크세노폰이 ‘전쟁’
이 아니라 ‘평화’에 관한 스파르타의 제도들을 설명하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쉬스케니아와의 연관성을 근거로 쉬시티아를 군사적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254) 더구나 이 단어는 명사형으로는 고전기에 단 한 번
등장하는 고립된 경우다.
스파르타 공동식사에는 ‘피디티온’도 자주 사용되었다. 이 단어의 의미
는 고대부터 불확실했고 여러 가지로 해석되었다. 대표적으로 플루타르코
스는 이 단어의 어원이 우정, 검소함, 식사와 관련이 된다고 주장했다.

공공 식사를 크레타인들은 안드레이아라고 불렀고 라케다이몬인들은
피디티아라고 불렀다. 이것은 피디티아가 필리티아와 마찬가지로 우정과 우
의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사람들을 소박
하게 하고 또 그들 말로 페이도라고 하는 검소함을 낳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군가의 말처럼 식사나 그저 먹는 것을 일컫는 에디티아라는 단어를 이용
252) Xen. LP 5.2; 공동식사의 성격이 매우 폐쇄적인 식탁공동체라는 점에서, 이 제도가 식사
를 공개했다는 크세노폰의 생각이 제한된다는 주장이 있다. Lipka, Xenophon’s Spartan
Politeia, p. 149. 그러나 크세노폰이 강조하는 바는 공개성/폐쇄성이 아니라 사적 식사와
공적 식사의 대조다.
253) Nilsson, Grundlagen, p. 316; A. Bielschowsky, De Spartanorum Syssitiis(Breslau, 1869), p.
13.
254) Michell, Sparta, p.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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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피디티아가 되었을 수도 있다.255)

현대 연구자들 역시 피디티온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피디
티온은 쉬시티온과 달리 군사적 맥락에서는 쓰이지 않았지만, 쉬시티온과
마찬가지로 남성 공동 식사 관습은 물론 그 식사가 열리는 건물 역시 가리
킬 수 있었다. 이 단어는 또 φείδωμαι(아끼다)라는 단어와 관련되어 식사의
소박함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한편 빌쇼프스키는 여러 명칭을 자세
히 연구한 후, 피디티온이 ἐδείν(먹다)에서 파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
당하다고 생각했다.256) 그러나 피디티온의 의미를 확정하기란 불가능해 보
이며, 이러한 명칭이 스파르타에서 언제 일반적인 용례였는지는 더욱 대답
하기 어렵다. 이미 고대에도 사람들은 스파르타의 공동 식사가 ‘처음에’ 어
떻게 불렸는지, 스파르타인들은 누구에게 그 제도를 전수 받았는지 확인하
고자 노력했고, 그 때 크레테의 안드레이아가 본래의 원형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전한다.

크레테의 제도들은 라케다이몬의 것과 유사하다…….그리고 양 국가가
모두 공동 식사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라케다이몬인들은 예전에는 이것
을 피디티아가 아니라 안드레이아라고 불렀다. 그런데 크레테인들은 아직도
이 용어를 사용하며, 이것은 그 제도가 크레테에서 건너왔다는 증거이
다.257)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언급은, 스파르타의 제도와 관직이 모두 크
레타에서 유래했다고 하는 에포로스의 보고와 일치한다.

255) Plut. Lyc. 12.1
256) Bielschowsky, De Syssitiis, p. 12
257) Arist. Pol. 1271b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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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쉬시티아는 오늘날에도 크레테 사람들 사이에서 안드레이아
라고 불린다. 그러나 스파르타인들 사이에서는 그 단어가 이전처럼 쓰이지
않는다.258)

스파르타에서 공동 식사가 실제로 안드레이아라고 불렸다는 데 대한
증거로서 에포로스는 다음과 같은 알크만의 시를 인용하였다.

φοίναις δὲ καὶ ἐν θιάσοισιν
ἀνδρείων παρὰ δαιτυμόνεσσι πρέπει παιᾶνα κατάρχειν.259)

축제를 기회로 삼아
안드레이온의 참여자들은 신께 찬양을 시작할지니

많은 연구자들은, 비록 피디티아보다는 훨씬 덜 사용된 것이긴 하지만,
안드레이온이 공동 식사에 대한 원래의 개념이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예컨
대 키흘레는 기원전 7세기에 안드레이온에서 피디티온으로 명칭의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260) 그러나 플루타르코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초
기의 스파르타 왕 아르키다모스가 공동식사를 안드레이아로 불렀다고 전한
다. 즉 고전기에도 안드레이아는 사용되고 있었다.261) 한편 피디티아 역시
안드레이아 만큼이나 오래된 용어다. 빌쇼프스키는 나아가 안드레이온과
피디티온이 처음부터 함께 사용되었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그가 제시하는
ἀνδεία φιδίτια가 스파르타 식사의 명칭이었다고 하는 추론이 문제를 최종적
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262) 우리에게는 쉬시티온 시
258)
259)
260)
261)
262)

Ephor. ap. Strab. 10.4.18.
Ephor. ap. Strab. 10.19
F. Kiechle, Lakonien und Sparta(München, 1963), p. 206.
Plut. Mor. 218c.
Bielschowsky, De Syssitiis,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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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니온, 안드레이온, 피디티온 등의 용어가 전해지며, 이 논문에서는 이
중 가장 널리 쓰이던 쉬시티아를 사용하기로 한다.
쉬시티아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가
장 근본적인 전제조건은 아고게를 이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세가 되어
쉬시티아에 가입하려면 한 가지 조건을 더 만족시켜야 했다. 각자는 일정
한 양의 현물을 분담금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했다. 모든 스파르타인에게
는 동일한 양의 분담금이 부과되었고, 이는 스파르타의 독특한 특징으로
간주되었다. 크세노폰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스파르타인의 삶의 방식을 동
일하고 동등하게 만드는 것을 칭송했다.263)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스파르타
의 철저한 평등주의에 주목했다. 이 제도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별을 없
앤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제도가 가지는 치명적인 문제를 지적했
다. 스파르타인 중에는 빈부의 격차가 분명히 존재했는데, 모두에게 동일한
양을 요구한 것이 잘못이었다. 가난한 자들은 분담금을 가져올 수 없었고,
따라서 공동식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문제는 공동식사에서 탈락하면 시민
권도 동시에 박탈된다는 점이었다. 기원전 4세기에는 많은 스파르타인이
빈곤 속에 몰락했고, 공동식사에 분담금을 내지 못하는 자들은 쉬시티아에
서 배제되고 결국 시민권을 상실하게 되었다.264)
쉬시티아의 구성원이 되는 가입 과정에 대해서는 플루타르코스가 생생
하게 묘사했다.

이러한 식탁 공동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지원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식사 동료들 각자가 부드러운 빵 한 조각을 손에 들고서,
하인이 머리에 대접을 이고 나타나면 그 대접에 마치 투표하듯이 조용히
빵을 던졌다. 만약 그가 신입자를 인정한다면 빵을 있는 그대로 던지고, 반

263) Xen. LP. 7.3-4.
264) Arist. Pol. 1294b; 127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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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할 경우에는 손으로 그 빵을 찌그러뜨린 다음에 넣었다. 납작해진 빵은
구멍 난, 즉 반대표의 효력을 갖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모든 구성원이 마음
이 일치하기 원했으므로, 만약 그런 빵이 대접에서 나온다면 지원자는 식사
공동체에 가입이 거부되었다.265)

플루타르크의 이러한 언급을 통해, 모든 구성원의 동의를 거친 후에야
신입자를 받아들이는 이러한 체제는 먼저 특정한 식탁 공동체가 가족 구성
원들로만 구성되지 않도록,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한 같은 쉬시티온에서 식
사하지 않도록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266) 또, 플루타르코스가 전하는 체제
에서 확실하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연령 계층이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사료들은 쉬시티아가 서로 연령대가 상이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음을
알려준다. 이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스파르타 군대의 특성 때
문이다. 라케다이몬인의 중장보병 밀집전술은 여러 연령의 분포를 요구했
다.267)
크세노폰은 20세 이전의 소년이 성인 쉬시티아에 방문한다고 서술했
다. 소년은 자신의 에라스테스가 속한 쉬시티아로 인도되었을 것이 거의
분명하며, 아마도 이 때 이미 자신이 장차 가입하게 될 쉬시티아가 결정되
었을 것이다. 즉 사실상 이미 20세 이전에 소년의 쉬시티아는 거의 결정이
되었다. 여기에 위에 인용된 플루타르코스의 설명을 따른다면 각 쉬시티아
에서 신입자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기존 구성원들에게 있으
므로, 쉬시티아의 신입자 선택 과정은 높은 수준의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
었을 것이다. 즉 가문이나 능력에서 우수한 소년은 우수한 에라스테스의
선택을 받고 또 그렇게 배타적으로 우수한 쉬시티아에 가입되었을 것이다.
각 쉬시티아는 더 뛰어난 소년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넉넉히 음식을 제
265) Plut. Lyc. 12.5-6.
266) Bielschowsky, De Syssitiis, p. 16.
267) Jeanmaire, Couroi et Courétes, p.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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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할 수 있는 신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268) 소년의 입장
에서도 쉬시티아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결정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결정
을 10대 중후반의 소년과 20대의 에라스테스에게 맡겨둔다는 것은 결코 스
파르타적이지 않다. 즉 소년이 가입할 쉬시티아는 이미 사전에 어른들과
가문들의 협의에 의해서 정해졌으리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스파르타인은 언제, 어디에서 공동식사를 했는가? 스파르타인은 매일
공동식사에 참여해야 했다. 이는 왕도 예외가 아니었다. 결석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냥이나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러 갔을 때뿐이다.269) 따라서 카르
네이아나 휘아킨티아 등 전 시민이 공공 종교의례에 참가하게 되는 경우에
는 공동식사가 없었지만, 나머지 날에는 연중 개최되었다.270) 하루 중 언제
식사를 했는지는 명백하다. 호메로스의 영웅은 아침, 점심, 저녁의 세 끼를
먹었지만, 역사시대 사람들은 늦은 아침과 이른 저녁으로 두 끼를 먹었다.
그리고 고대 사료들은 스파르타의 공동식사가 저녁이었다고 일관되게 말한
다. 크세노폰과 플루타르코스는 스파르타인이 공동식사를 마친 다음에는
밤중에 잠자리로 돌아가야 했다고 말한다.271)
한편, 크세노폰은 공동식사를 하는 막사를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설
명하지는 않는다.272) 로마시대 파우사니아스는 쉬시티아를 하는 건물을 목
격했지만273), 고전기의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아마도 15인 정도를 수용하
는 천막이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274) 이 천막 혹은 막사들의 취치는
아테나이오스에 따르면 휘아킨티아 도로 인근이었다.275) 이 길은 스파르타
268) Hodkinson, “Social Order and the Conflict of Values in Classical Sparta.” Chiron
13(1983), pp. 251-3; 같은 취지에서 미첼은 쉬시티아 대기자 명단이 길었고 가입이 어려웠
다고 본 토인비에 반대했다. Michell, Sparta, p. 283.
269) Plut. Lyc. 12.
270) 헤시퀴오스는 제사가 없는 날을 ‘공동식사가 없는 날’이라고 설명한다. Hesych. s. v. ἀφε
ίδιτος, ἡμέρα παρὰ Λάκωσιν ἐν ἧ θύουσιν; Jeanmaire, Couroi et Courétes, pp. 524-6.
271) Xen. LP 5.7; Hell. 5.4.28; Plut. Lyc. 12.
272) Xen. LP 5.2, 13.7, 15.4; Hell. 5.3.20; Cyr. 2.1.15.
273) Paus. 7.1.8.
274) Bielschowsky, De Syssitiis, pp.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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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아뮈클라이 사이에 위치하는데, 이 길 어디엔가, 아마도 스파르타 시에
서 남쪽으로 8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에우로타스 강 우측면에 있는 바페이
오 인근에 공동식사 막사들의 설치 장소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276)
크레테에서는 공공비용으로 안드레이아를 운영했다고 전하지만, 스파
르타의 경우 모든 완전시민 성인 남성은 재산에 무관하게 평생 매달 동일
한 공동식사 분담액을 납부해야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이 매우 강력
한 시민권 제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피디티아라 불리는 공동식사를 처음 제정한 이의 규칙 또한 불만족스
럽다. 이 모임은 크레테와 같이 공공의 비용으로 운영되어야 했다. 그러나
라코니아에서는 각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으며, 몇몇 시민들은 매우 가난
하여 이 비용을 댈 수 없었고, 그 결과 입법자의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벌어졌다. 입법자는 공동식사가 민주정처럼 운영되기를 원했지만, 이와 같
은 규칙 아래에서 공동식사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았다. 가난한 시민들은 참
여하기 어렵고, 조상의 법은 이 비용을 대지 못하는 자에게서 시민권을 박
탈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277)

아리스토텔레스의 분석대로, 기원전 5세기 말과 4세기 초에 이르면 동
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엄격한 조치가 스파르타 시민공동체에 큰 타격을 입
힌다. 많은 시민들이 분담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그 결과 ‘호모이오이’의 숫
자는 급격하게 감소했다.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 당시 플라타이아에
5,000명의 스파르타 군인이 있었다고 말한다.278) 투퀴디데스에 따르면 기원
전 418년에 스파르타 군대의 총원은 3,584명이었다279). 그러나 크세노폰에
275) Athen. 2.39c, 4.173-4.
276) Cartledge, Sparta and Lakonia, p. 190; Nilsson, Grundlagen, p 324; Michell, Sparta, p.
287.
277) Arist. Pol. 1271a26-37.
278) Hdt. 9.10.1.

- 111 -

따르면 기원전 371년 레욱트라 전투에서는 약 1,000명으로 급감했고280), 플
루타르코스는 기원전 3세기의 스파르타 완전시민 남성 수가 700명을 넘지
못했다고 전한다.281)
분담액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는 기원전 4세기의 디
카이아르코스282)와 후대의 플루타르코스283)가 전해준다.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디카이아르코스

플루타르코스

보리(ἄλφιτα)

약 1.5 아티케 메딤노이

1 메딤노스

포도주

11 또는 12 코이스

8 코이스

치즈

명시되지 않음

5 므나이

무화과

명시되지 않음

2.5 므나이

옵소니아*

약 10 아이기나 오볼로이

소액

* ὀψωνία, 육류나 어류를 구매하기 위한 현금 납부

이 두 자료는 비록 알피타와 포도주의 양에서 다르게 보이지만, 이러
한 차이는 각자가 채택한 도량형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즉 디카이아르
코스는 아티케 표준으로 제시했고, 플루타르코스는 부피가 더 큰 단위인
아이기나 표준에 근거한 스파르타 자체의 도량형을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디카이아르코스와 플루타르코스가 ‘알피타’와 포도주에 대해 제시
하는 양이 일관되게 3:2의 비율이라는 점에서 지지된다. 포도주의 경우 11
또는 12 아티케 코이스와 8 아이기나 코이스가 대비되는데, 이는 무게와
279)
280)
281)
282)
283)

Thuc. 5.68.
Xen. Hell. 6.4.15; cf. Arist. Pol. 1270a.
Plut. Lyc. 8; Agis 5.
Dicaiarchos. frag. 23 ap. Athen. 141c.
Plut. Lyc.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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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에서 에우보이아-아티케 표준과 아이기나 표준의 비율이 10:7이었음과
상응한다. 즉 8 아이기나 코이스는 11.43 아티케 코이스에 해당하므로 여기
에서 11 또는 12라는 언급이 나온 것이다. 플루타르코스가 전하는 양과 아
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 디카이아르코스의 보고가 이렇게 일치한다는 사실
은, 비록 플루타르코스가 다른 여러 부분에서는 과장되고 왜곡된 숫자를
전하지만 적어도 공동식사에 대해서는 기원전 4세기부터 전하는 정보를 정
확하게 전달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두 저자 모두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라
케다이몬인의 국제를 원천으로 한다는 추측도 있다.284)
이 분담액의 가장 큰 특징은, 고대의 식사량을 기준으로 하거나 현대
인의 칼로리 필요량을 기준으로 하거나 상관없이 매우 많은 양이라는 것이
다. 보리의 월납량을 하루로 환산하면 약 2.48리터가 된다. 고대 곡물에 대
한 연구들은 이 정도 양이면 하루에 5,294 칼로리에 해당한다고 본다. 고대
헬라스의 표준이라 할 수 있는 2,803 칼로리를 훨씬 넘고, 현대 FAO가 극
히 활동적인 성인 남성에게 권장하는 3,822 칼로리보다도 월등하다. 여기에
나머지 식재료들을 합하면 추가로 1,100 칼로리를 더해야 한다. 거기에 때
로 옵소니아나 후식이 더해질 수 있다.285)
스파르타 성인이 하루에 배급받은 식사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전하는
사료는 없으나, 헤로도토스가 중요한 설명을 제공한다. 헤로도토스는 공동
식사에서 왕의 특권을 이렇게 설명한다.

만약 왕이 식사에 오지 않으면, 각 왕에게는 보리 2 코이니케스와 포
도주 1 코튈레가 왕의 집으로 보내진다. 왕들이 식사에 참여할 경우에는 그
들에게 모든 것이 두 배로 제공된다.286)
284) Figueira, “Mess contributions and subsistence at Sparta”,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114(1984), pp. 88-9.
285) Cartledge Sparta and Lakonia, pp. 170-1.
286) Hdt. 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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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로도토스의 이 설명에 따르면, 왕은 공동식사에 참여할 경우 집에서
먹을 때보다 두 배, 곧 보리 4 코이니케스와 포도주 2 코튈라이를 받으며,
이것을 다른 시민에게 일종의 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287) 그리고 일반 시
민은 왕이 집에서 받는 것과 같은 양, 즉 보리 2 코이니케스와 포도주 1
코튈레를 배급받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헤로도토스의 설명의 문제는, 보
리 2 코이니케스가 지나치게 많은 양이라는 점이다. 월 분담액으로 앞에서
제시된 1 메딤노스는 48 코이니케스에 해당하므로, 스파르타인은 매일 1.6
코이니케스를 납부한 셈인데, 2 코이니케스라는 숫자를 받아들인다면 납부
량보다 배급량이 더 많다는 모순이 생긴다. 헤로도토스의 설명이 의미를
갖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본문을 왕이 집에서 먹거나 공동식사에 오거
나 무관하게 일반 시민의 두 배를 받는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면 일반
시민의 배급량은 1 코이니케스로서 납부량 1.6 코이니케스와 적절하게 어
울린다.288) 그리고 보리 1 코이닉스는 1.55 리터에 해당하여 약 3,309 칼로
리를 제공한다. 이는 고대 헬라스인의 표준적인 일일 섭취량인 2,803 칼로
리보다 높다. 그러나 호드킨슨 본인이 인정하듯이, 이처럼 ‘διπλήσια πάντα’
(모든 것의 두 배)를 집에서 식사하는 경우와 공동식사의 경우가 아니라
왕과 일반시민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보리는 문제가 없
으나 일반시민이 배급받는 포도주의 양이 0.5 코튈레 곧 0.19 리터라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낮은 수치의 결론이 나온다. 물과 1:3으로 희석하더라도
0.76 리터 밖에 나오지 않는다. 스파르타가 절제된 음주로 이름이 높기는
했어도, 월 납부량 8 코이스에 비해 월 배급량 1.25 코이스는 너무 낮은
수치다. 포도주의 경우에서 헤로도토스 해석의 일관성을 잠시 보류하고 현
실적으로 개연성 있는 수치를 추정해 본다면, 포도주 월 납부량 8 코이스
287) Xen. LP 15.4.
288) Hodkinson, Property and Wealth, pp.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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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코튈라이) 중에서 월 37.5 내지 45 코튈라이 곧 매일 1.25 내지 1.5
코튈라이(=0.49 내지 0.73 리터)를 배급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적어도 주식인 보리에 대해 시민들의
납부량과 배급량의 차이를 산출해 볼 수 있다. 1인당 보리 납부량은 1개월
에 1 메딤노스, 즉 48 코이니케스이며 이는 1일에 1.6 코이니케스를 뜻한
다. 1인당 1일에 1 코이닉스를 분배받으므로, 매일 0.6 코이니케스, 매월 18
코이니케스가 남으며 이는 약 27.9 리터에 해당한다. 보관 중 썩거나 낭비
되는 양이 있다고 해도, 매일 모든 식사 참여자가 자신이 먹는 양의 절반
이상을 공동식사에 축적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며, 이는 대략 시민단 전체
의 절반 가까이를 추가로 부양할 수 있는 양이다. 이러한 ‘잉여’의 사용처
를 설명하는 완전한 해결책은 아직 없다. 고대의 사료와 현대 학자들은 다
양한 사용처를 알려주거나 시사한다. 폴리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는 사람
들이 있다. 왕 두 명과 그들이 각각 2명씩 지명하는 네 명의 ‘퓌티오이’(Πύ
θιοι)289)는 명시적으로 공공의 비용(τὰ δημόσια)으로 그리고 아마도 에포로
이가 외국 사신을 접대할 경우에도 공공비용으로 식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출은 전체 비축분에 비하면 극히 미미하다. 군사적인 면에서의
지출은 분명 때로 상당한 양을 소비하게 했을 것이지만, 대개의 전투가 짧
게 끝나고 특정한 계절에 국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공동식사의
잉여를 소진시킬 정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290) 현대 학자들 중에는
성인 쉬시티아의 잉여가 소년들의 쉬시티아에 전이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지한 사람들이 있다.291) 그러나 앞에서 ‘모타케스’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
았듯이, 소년의 교육과정에서 드는 일체의 비용은 사적으로 아버지와 가족
289) Hdt. 6.52.7: “퓌티오이는 델포이의 신탁을 구하러 파견되는 관리로서 왕과 함께 공공의
비용으로 식사한다.”; Xen. LP 15.4-5.
290) F. Lazenby, "Logistics in Classical Greek Warfare," in War in History 1(1994), pp. 3-18.
291) Michell, Sparta, p. 288; N. Fisher, "Drink, hybris and the promotion of harmony in
Sparta," in Powell ed. Classical Sparta(Norman, 1989),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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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몰락한 시민의 아들은 부유한 가문의 경제
적 지원을 통해서만 아고게를 이수할 수 있었다. 이는 소년들의 공동식사
가 공적인 비용이 아니라 사적인 책임 아래 놓여 있었음을 의미한다. 피게
이라는 이와 관련하여, 헤일로타이가 시티아의 시중을 들면서 음식을 받아
먹었고, 미혼 여성들 역시 쉬시티아에서 음식을 받았으며, 따라서 쉬시티아
는 단순히 엘리트들의 남성공동식사가 아니라 막대한 양의 음식물을 하향
순환시키는 장치였다고까지 주장한다.292) 그러나 헤일로타이가 공동식사에
등장하는 사료는 단순히 놀림감 혹은 스파르타 시민에게 타산지석의 교육
적 효과를 위해서이지 식사 보조원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철저한 비밀주의
에 기반한 엘리트 식사에 헤일로타이나 미혼여성의 존재는 고려하기 어렵
다.
분명한 점은 이 납부액이 단순히 성인 식사에 모두 소비되는 것이 아
니라 잉여가 남는 것이었고, 매우 높은 기준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스파
르타 공동식사의 소박함에 대해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물론 분담액을
모두 공동식사 구성원들이 소비했다고 볼 수는 없다. 지나치게 많은 빵은
물론이고, 포도주 역시 분담액을 모두 마신다면 이는 스파르타 특유의 절
제된 음주와 정반대로 심각한 과음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스파르타
시민 한 사람의 기대 식사량은 상당히 높다. 즉 스파르타 음식의 소박함은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였다. 스파르타인은 타 폴리스와 달리 사치스럽고
맛난 음식을 추구하지 않았고 절제와 소박함으로 명성이 높았다. 그러나
단순히 양과 칼로리로는 결코 낮은 수준의 식사가 아니었다.
스파르타 시민이 시민권을 유지하려면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했던 공동
식사의 할당량에 대해서는 한 가지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다. 고대 헬라스
역사를 통틀어서 유산계급의 잉여의 축적이 주로 노예노동을 통해서였는지

292) Figueira, “Mess contributions and subsistence at Sparta”,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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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는 오랜 논쟁거리였다. 그러나 다른 폴리스들의 경우 사료들이 드물고
모호한 데 비해, 스파르타의 경우는 비교적 명백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스파르타 시민들이 공동식사에 납부했던 현물들은 모두가 헤일로타이의 노
동의 산물이었다. 헤일로타이는 죽음의 위협 아래에서 스파르타인의 땅을
경작하여 그 소산을 바쳤고, 그것으로 스파르타인은 시민권을 유지했다. 즉
스파르타 시민은 농업생산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를 얻고, 그 대신 그 여
가를 평생 동안 전쟁훈련에 바쳐야 했다. 그래서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는
스파르타인 뤼산드로스가 친구인 페르시아 왕자 퀴로스의 집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전하면서, 뤼산드로스를 놀라게 한 것은 정원의 향기와 아름다움
이 아니라 퀴로스가 직접 자기 손으로 화초를 가꾸는 모습이었다고 말한
다.293) 마찬가지 취지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스파르타인의 장발 풍습이야
말로 자유민의 증표라고 말했다. 장발은 육체노동과는 전혀 어울릴 수 없
기 때문이다.294) 즉 스파르타인은 노예제 강제노동을 논리적 끝까지 추구
했으며 그 결과 자신들은 생산을 위한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크리
티아스는 이것을 두고 스파르타에서 노예는 가장 노예답고 자유민은 가장
자유롭다고 논평했다.
공동식사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본식사가 아닌 추가 식사, 곧 ‘에파
이클론’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비록 쉬시티아가 동일한 분담액과 동일한
식사를 통해 엄격한 강조했지만, 쉬시티아 내부의 구성원 사이에는 위계적
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연장자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개인적 능력
에 따라서도 구별이 이루어졌다.295) 그러나 부의 과시를 통한 구별 짓기의
기회도 있었다. 다양한 사료들에서 추가분의 식사를 언급하는데, 이를 최초
로 설명한 저자는 크세노폰이다. 그에 따르면 사냥을 통해, 그리고 부자들

293) Xen. Oec. 4.20-5.
294) Arist. Rh. 1367a28-33.
295) Hodkinson, “Social Order and the Conflict of Values”, pp. 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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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증하는 밀빵을 통해 추가 음식이 제공되었다.296) 기원전 4세기에 디
카이아르코스는 쉬시티아에 물고기, 산토끼, 산비둘기 등의 추가음식이 제
공되기도 했다고 전한다.297) 흥미롭게도 기원전 4세기의 자료들과 후대 헬
레니즘 시대의 자료들은 유사하면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기원전 3세
기의 스파이로스는 가난한 자들은 사냥을 통해 잡은 것들을, 부자들은 밀
빵과 계절별로 경작지에서 수확한 것들을 가져왔다고 한다.298) 역시 헬레
니즘 시대의 저술가인 몰피스는 사냥을 통해 잡거나, 자신이 기르는 가축
에서 에파이클론의 식재료를 기증했다고 전한다.299) 기원전 4세기의 크세
노폰, 디카이아르코스의 설명과 헬레니즘 시대 스파이로스와 몰피스의 설
명은 큰 틀에서 동일하지만, 전자의 경우 고기는 오직 사냥을 통해 잡은
것만 이야기하는데 반해 후자는 사냥은 물론 개인의 가축에서 기증하는 것
으로 설명한다. 후대의 설명은 부자들이 자신의 명성을 높이는 기회가 더
많았을 것임을 시사하지만, 개인 가축에 대한 고전기의 침묵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고전기에는 사냥이 아닌 사적 소유를 통해 에파이클론에 기증하
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고까지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고전기 저
자들이 단순히 그 부분을 생략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고기를 획득하는 방법에 무관하게 사냥이든 가축이든 부
자들이 에파이클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가난한 자보다 많았다는 점이
다. 에파이클론의 핵심 의도는 자신이 가진 좋은 것을 친밀한 동료들과 기
꺼이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기증자는 명예와 권력을
보상으로 얻는다. 이는 스파르타처럼 좁고 극히 경쟁적인 폴리스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성공이었다.300) 즉 에파이클론은 한편으로 부자와 가난한
296) Xen. LP. 5.3.
297) Sphaer. ap. Athen. 141b.
298) Sphaer. ap. Athen. 141c-d.
299) Molpis ap. Athen. 141d-e.
300) Fischer, “Drink, hybris and th promotion of harmony in Sparta”, in Powell ed., Classical
Sparta, pp.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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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시민적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강렬한 사회적 경
쟁의 통로이기도 했다.
스파르타 공동식사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 고전기 헬라스에서는
지역별로 요리의 수준이 차이가 났다고 한다. 보이오티아와 텟살리아의 음
식은 맛있기로 정평이 나 있었던 데 비해, 앗티케 요리는 소박하고 단순하
다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스파르타 음식의 소박함에 비하면 차라리 앗티케
음식은 풍성한 것이었다. 그래서 크세르크세스가 급히 도주한 자리에 도착
한 스파르타의 파우사니아스는 페르시아 황제의 식탁을 재현하고 그 옆에
스파르타의 식사를 펼쳐 대조시킴으로써, 페르시아의 무절제함을 조롱했
다.301) 크세노폰, 플루타르코스, 키케로는 일관되게 스파르타의 소박한 식
사를 칭송했다.302) 그러나 스파르타의 음식은 처음부터 소박했던 것도 아
니고, 끝까지 소박함을 유지하지도 않았다. 단순한 식사의 출발은 뤼쿠르고
스와 연결되었다. 크세노폰은 스파르타인이 집에서 식사를 할 때에는 규율
이 해이했고, 뤼쿠르고스가 이러한 폐단을 고치기 위해 공동식사를 도입했
다고 말한다. 플루타르코스는 더 풍성하게 묘사했다. 그에 따르면, 뤼쿠르
고스는 공동식사를 도입함으로써 사치를 몰아내고 부에 대한 갈망 자체를
제거하려 했다. 기원전 5세기 내내 이러한 소박한 식사는 제대로 유지가
되었지만,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점차 풀어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기원
전 3세기 말에는 스파르타인이 사치에 익숙해지고, 다양한 식사와 포도주
와 후식을 즐겼다.303) 물론 기원전 5세기의 형식 자체는 유지되었다. 다만
오랜 전통에 따른 소박한 식사 후에 다양하고 풍성한 식사가 제공되었다.
빌쇼프스키는 이를 ‘제 2코스’라 불렀다. 로마시대에 사람들이 칭송했던 식
사는 말하자면 ‘제 1코스’였던 것이다.304)
301)
302)
303)
304)

Hdt. 9.82. cf. Plut. Mor. 230e.
Xen. LP 5.1-3; Plut. Mor. 995b; Cicero Tusc. 5.98-9.
Athen. 4.142a-b.
Bielschowsky, De Syssitiis, p. 18.

- 119 -

이 소박한 공동식사에서 주식은 빵과 ‘검은 죽’이었다. 빵은 공동식사
납부액에 포함된 보릿가루로 만들었다. 밀빵은 특별한 기부가 있어야 맛볼
수 있었고, 다양한 첨가물을 넣은 오늘날의 ‘과자’와 유사한 맛난 빵은 종
교적인 축제에나 가능했을 것이다. 알키비아데스가 적응하기 힘들어했던
식사가 바로 이 보릿가루 빵이었다.305) 공동식사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음식은 역시 ‘검은 죽’이다. 고대의 여러 사료에 따르면, 이 죽은 돼지의
피와 고기로 만들었다.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라케다이몬인의 요리에는
오직 식초와 소금만이 사용되었다고 하므로, 이 죽 역시 돼지의 피와 고기
를 소금과 식초로 간을 한 음식이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플루타르코스는
스파르타의 음식과 관련한 가장 유명한 일화를 남겼다.

폰투스의 왕 중 한 명이 실제로 스파르타의 요리사를 사서 이 죽을 먹
고는 이것을 싫어하자, 그 요리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왕이시여, 이
죽을 즐기려는 자는 먼저 에우로타스 강에서 목욕을 해야 한답니다.”306)

헬라스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요리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맛 자체보다도 스파르타 공동식사에서는 이 ‘검은 죽’이 매 끼니
마다 나왔다는 점이다.
한편, 공동식사에서 마시는 술은 오직 포도주뿐이었다. 디카이아르코스
에 따르면 매달 납부액은 11-12 (앗티케) 코이스였는데 이는 월 39리터 정
도에 해당하는 많은 양이다. 그러나 이를 모두 소비하지는 않았다. 여러 사
료들이 스파르타인이 과도한 음주를 피했다고 전한다. 게다가 스파르타의
포도주는 그리 달콤하거나 맛있지 않았다.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아르키
다모스는 누군가 달콤한 포도주를 권하자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고 한
305) Plut. Alc. 23.
306) Plut. Lyc.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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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07) 우리는 스파르타의 공동식사에 사용되었던 포도주의 품질은 알지
못하지만, 물과의 혼합비는 높았다고 한다. 스파르타인은 포도주 원액을 마
시는 것을 금지했다. 헤로도토스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스파르타인은 클레
오메네스 1세가 광증을 보인 것이 희석하지 않은 포도주를 즐겼기 때문이
라고 믿는다고 한다. 그리고 이는 스퀴티아인에게 배운 악습이었다.308)
한편, 쉬시티아에서는 납부액도 동일하고 먹는 음식도 동일했다. 부자
나 가난한 자나 구별이 없었다. 그런데 사료들은 한 가지 예외를 전한다.
왕에게 분배되는 양은 일반인의 두 배였다는 것이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왕이 식사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왕궁으로 식사가 배달된다. 그런데 참석
할 경우에는 모든 음식을 두 배로 받았다.309)

역시 피게이라는 이 두 배

의 몫에 대해, 왕의 시중을 드는 헤일로타이의 수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가
설을 제시하지만310) 헤일로타이를 제외하고도 설명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
행은 이미 호메로스에도 등장한다. 메넬라오스는 ‘영예의 몫’을 받았고 그
것을 자신의 손님에게 다시 제공하여 손님을 높이고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었다. 크세노폰은 스파르타의 왕이 두 배의 몫을 받는 것을 두고, 왕이
두 배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 왕이 원하는 자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한다.311)

고전기에 쉬시티아는 스파르타 사회와 교육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명성
이 높았고, 로마시대에도 스파르타는 700년 넘게 동일한 제도를 유지한 나
라로 유명했으며 쉬시티아는 분명히 그것의 핵심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
미 기원전 4세기부터 이 제도는 퇴락과 변형을 겪었다. 플루타르코스는 스

307)
308)
309)
310)
311)

Plut. Mor. 218c. cf. Cartledge, Sparta and Laconia, p. 172.
Hdt. 6.84.
Hdt. 6.57.
Figueira, “Mess contributions and subsistence”, pp. 89-90.
Xen. L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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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승리하여 헬라스의 주도권을 차지하고 금
과 은을 대량으로 차지하게 되자 고유의 생활방식에서 이탈했고 윤리적으
로도 느슨해졌다고 전한다.312) 크세노폰 역시 뤼쿠르고스의 제도를 극찬하
면서도, 당대의 스파르타인은 이전과 달리 변질되었다고 고백한다.313) 번영
과 사치가 쉬시티아에 첫 번째 타격을 입혔다면, 레욱트라의 패배는 쉬시
티아를 근본적으로 변형시켰다. 스파르타는 이전과 같은 강력한 지위를 회
복하지 못했고, 쉬시티아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가난한 시민이 늘어
갔다. 결국 공동식사에 남은 것은 부유한 스파르타인 뿐이었다. 스파르타인
은 오랜 방식대로 식사하는 것을 그만두었고, 혹 전통에 따라 소박한 식사
가 유지되었더라도 그것은 의무 혹은 의례에 불과하고 사람들은 뒤이어 사
치스러운 식사를 즐겼을 것이다.314) 퓔라르코스는 스파르타식 규율의 핵심
적인 제도인 공동식사의 타락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라케다이몬인들은 자기 나라의 전통을 따라 피디티아로 모이기를 포기
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식사할 때면, 겉으로는 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
도록 몇 가지 물건을 가져다 놓은 뒤, 다른 물건들도 준비했다. 매우 사치
스럽게 치장되고 다양한 크기에 장식도 다 다른 소파들을 가져왔다. 그래서
어떤 초대받은 외국인들은 베개에 팔꿈치를 올리기도 부담스러워했다 ....
각양각색의 잔에 포도주를 마시고 모든 사치스러운 방식으로 장식된 여러
나라의 음식들을 맛보았다. 여기에 더해 외국의 향수를 사용하고 외국의 포
도주와 후식을 즐겼다. 이러한 삶의 방식을 시작한 이들은 클레오메네스의
통치 직전에 살았던 이들로서, 이름을 들자면 아레오스와 아크로타토스다.
이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페르시아 궁정 풍에 탐닉했다. 그러나 동시대의 몇
몇 사람들은 이들보다 훨씬 더 나아갔다. 그들의 개인적인 사치를 보자면,

312) Plut. Agis 5; Lyc. 12.
313) Xen. LP 14.1-4.
314) Aristo. Pol. 127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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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아레오스와 아크로타토스는 절제에 있어서 가장 소박하게 살았던 선
조들보다도 더욱 엄격한 검소함을 추구하는 듯 보일 정도였다.315)

퓔라르코스가 개혁왕의 지지자였으므로 현재의 ‘타락’을 과장하여 표현
했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구체적 인물과 연대적 순서를 따르는 이 설
명이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퓔라르코스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이 시기 공동식사가 다른 폴리스들의 사적인 쉼포지아와 거의 동일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경에 이르면 공동식사는 정치적으로 폴리
스의 연대성과 시민단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고양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잔
치에 모이는 소수 부자들이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는 행사가 되었다. 퓔라
르코스가 전하는 아레오스 왕의 치세(기원전 309-265)에 스파르타는 점점
독특성을 상실하고 다른 폴리스들의 관행을 따랐다. 델포이에서 열린 소테
리아 제전에서는 스파르타 출신의 희극 작가가 우승했고, 스파르타에는 통
상의 헬라스 연극을 공연하기 위한 극장이 건설되었다. 이 시기에 또 스파
르타 최초의 은화가 주조되었는데, 물론 이 화폐는 경제적 중요성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스파르타의 왕들이 고전기의 전통에서 이탈하여 점점 더 다
른 헬레니즘 왕국들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상징한다.316)
철저한 ‘뤼쿠르고스 식’ 쉬시티아의 재건을 위한 노력들이 없지는 않았
다. 아기스 4세의 개혁 시도는 불발에 그쳤지만 클레오메네스 3세는 아고
게와 더불어 쉬시티아를 부활시켰다. 그러나 부활한 쉬시티아의 존속 기간
은 그리 길지 못했다. 기원전 188년 필로포이멘은 스파르타에서 ‘뤼쿠르고
스의 법’을 중지시켰다.317) 그는 스파르타인이 뤼쿠르고스의 법을 따라 사
는 한 결코 완전히 굴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기원전 146

315) Phyl. ap Athen. 141f-142b.
316) Cartledge and Spawforth, Hellenistic and Roman Sparta, p. 37.
317) Plut. Cleom. 11; Agis 5, 27; Phil.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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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 로마시대에 이르면 여러 사료들이 스파르타에서 쉬시티아가 실행
되고 있었음을 증언한다. 디오 카시우스는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쉬시티아
가 유지되었다고 전한다.318) 파우사니아스는 스파르타의 공동식사를 직접
찾아보았다.319) 그러나 로마시대에 공동식사가 계속된 것은 스파르타가 오
랜 역사를 간직한 유적지로서 각광받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관례와 형식
은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쉬시티아는 고전기의 모든 기능과 의미는
상실한 채, 오직 관광객들만을 위해서 옛 방식의 식사를 재현했다. 고대를
연상시키는 외관은 단지 관광객을 위한 구경거리였다.

2) 쉬시티아와 폴리스: 쉬시티아의 기능과 의미
쉬시티아는 스파르타 정치공동체의 핵심적인 조직이다. 기원전 7세기
의 튀르타이오스와 알크만이 남긴 시를 통해 쉬시티아의 목적과 기능을 추
측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튀르타이오스를 인용하여
스파르타 사회의 위기를 묘사했다.

누군가는 지나치게 가난하고 누군가는 지나치게 부유할 때에도 파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전쟁의 때에 벌어질 수 있는데, 메세니아 전쟁
때 라케다이몬에서 벌어진 일이 그러하다. 튀르타이오스의 에우노미아는
이에 대한 증거다. 전쟁 때문에 몰락한 자들이 토지의 재분배를 요구한 것
이다.320)

헤로도토스는 스파르타가 한 때 가장 열악한 폴리스였다고 말하며, 투
퀴디데스 역시 스파르타인이 “가장 오랜 내분의 시기”를 겪었다고 말한
318) Dio Cass. 54.7.
319) Paus. 7.1.8.
320) Arist. Pol. 1306b36-1307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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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21) 쉬시티아는 스파르타인이 이러한 만성적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비한 신체제의 한 구성요소였다. 국가에 전업 중장보병으로서 군사적인
기여를 하는 성인 남성에게 완전시민권이 확대되었는데, 쉬시티아에 일정
한 양의 분담액을 납부하는 것이 시민권의 자격요건으로 확립되었다. 그래
서 고전기에 스파르타 완전시민권은 쉬시티아 회원권에 달려 있었고, 쉬시
티아에 분담액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토지와 헤일로타이 노
동력을 보유해야 했다. 그래야만 시민 본인은 오직 시민으로서 그리고 군
인으로서의 책무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따라서 쉬시티아는 고전기 스파르
타의 정치, 군사, 경제 등 스파르타적 삶의 모든 측면과 관계된다. 이는 스
파르타 시민공동체에 적어도 공적으로는 동일한 삶의 방식을 제공하여 부
자와 빈민 사이에 일정한 수준의 동질성을 부여했다.
고전기 스파르타 사회에서 쉬시티아의 기능과 의미를 잘 드러내 주는
것은 크리티아스의 단편이다. 크리티아스는 스파르타 쉬시티아에서 음주
방법과 아테나이의 방식을 대조시켰다.

스파르타에서는 음주 관습이 확립되어 있다. 똑같은 포도주잔으로 마시
며, 누군가를 지목하여 건배하지도 않고, 아테나이에서 관례처럼 하듯이 동
료들 모두에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며 잔을 돌리지도 않는다. 라케다이몬인
젊은이들은 모든 사고를 즐거운 희망으로 향하게 할 만큼, 그리고 입이 우
정과 절제된 웃음을 향하게 할 만큼만 마신다. 라케다이몬인의 삶은 고르게
정돈되어 있다. 생각하고 일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만 먹고 마시는 것이
다. 어느 하루라도 과도하게 마셔서 몸을 술에 찌들게 하는 일이 없다.322)

이는 재화에 대한 스파르타인의 태도를 도덕적으로 이상화하고 이를
타 폴리스들과 대조시키는 최초의 사례이며, 이후 크세노폰의 라케다이몬
321) Hdt. 1.65; Thuc. 1.18.
322) Critias frag. 6, ap. Athen. 43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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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국제와 플루타르코스에 의해 반복되는 주제의 출발점이다. 크세노폰
은 크리티아스와 동일한 취지로 쉬시티아를 설명한다.

뤼쿠르고스는 식사량을 너무 많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규정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추가 음식이 사냥을 통해 제공되었고, 부유한 자들은 때로 사
냥감 대신 밀빵을 제공했다. 그 결과, 함께 하는 이상 식탁에 음식이 부족
하지도, 그렇다고 넘치지도 않게 되었다.
뤼쿠르고스는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는 모든 것을 금지했는데, 육체를
상하게 하고 기지를 취하게 하기 때문이었다. 대신 목마를 때는 각자가 술
을 마실 수 있게 허락하였는데, 이것은 해가 가장 적고 또 가장 즐겁게 술
을 마실 수 있는 방식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남성들이 이런 식으로 모인
다면, 누가 감히 과식이나 과음으로 자신과 가문을 망칠 수 있겠는가?323)

플루타르코스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쉬시티아 때문에 스파르타
에서는 부가 쓸모가 없어졌다고까지 말한다.324) 플루타르코스는 뤼쿠르고
스 10장에서 쉬시티아 제도의 도입을 설명하면서, 공동식사가 야기하는
도덕적인 유익한 결과를 강조한다. 테오프라스토스를 인용하여 이 쉬시티
아 덕분에 스파르타에서는 부에 대한 열망이 제거되었다고 말하고 (τὸ τὸν
πλοῦτον ἄζηλον) 나아가 부가 부가 아니게 되었다고까지 주장한다. (τὸν πλο
ῦτον …….

ἄπλουτον, 10.2) 이러한 진술은 뤼쿠르고스의 경제적 조치들에

대한 플루타르코스의 설명의 정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스파르타적 삶에서
부의 역할에 대한 그의 관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물론 이는 크세노폰의
취지와는 다르다. 크세노폰은 부유한 자들이 추가 음식을 통해 공동체에
기여하고 자신의 부를 과시할 기회를 봉쇄하지 않았다. 과도한 배고픔과
과도한 포만감 사이의 균형이야말로 크세노폰이 옹호하고자 한 스파르타의
323) Xen. LP 5.3-4.
324) Plut. Lyc.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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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덕이었다.325)
플루타르코스의 과장된 입장과는 달리, 고전기의 쉬시티아의 진정한
사회경제적 기능은 부에 대한 동기를 소거하고 부 자체의 가치를 사회적으
로 제거하는 역할이 아니라 부의 과시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스파이로스는
부자들이 다양한 음식을 쉬시티아에 제공했다고 전한다.326) 스파이로스의
설명은 적어도 고전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다.327) 부자들은 같은 양이라도 더 맛있고 품질이 높은 음식을 제공했을
것이다. 쉬시티아는 스파르타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반영할 뿐 아니라
의복이나 장례에서 억제되던 부의 과시와 그를 통한 사회적 영향력의 확대
를 가능하게 한 통로였다. 스파르타의 엘리트들 즉 소위 ‘πρῶτοι’328)는 혈
통의 근거도 종종 앞세웠으나 주로 부를 근거로 자신들을 정의했다. 이들
은 고전기에도 정치영역에서 완전히 영향력을 상실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부자들은 쉬시티아에서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사회적인 안정과 위신을 확
보하고 민회에서 시민들의 표를 모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다른 폴리스의 유사한 관행인 쉼포시온과 비교할 때 잘 드러난
다. 공동식사 자체는 스파르타의 전유물이 아니라 헬라스 일반의 관행이었
다. 그러나 스파르타에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공동식사에 매일 강제로 참여
하게 함으로써 사적인 회식의 기회를 봉쇄했다. 귐노파이디아이 제전 동안
에 사적인 잔치가 가능했다는 증거가 있으나329)

이렇게 사적 회식이 종교

적인 상황에만 허용되었다는 것 자체가 공적 공동식사의 지배력을 반영한
다. 스파르타 이외의 폴리스에서는 쉼포시온이 동등한 개인들의 사적인 모
임으로서 자발적이고 상호적인 식사 및 음주 모임이었고, 당연히 부유한

325)
326)
327)
328)
329)

Lipka, Xenophon’s Spartan Constitution, pp. 153-4.
Sphaer. ap. Ath. 4.141c.
Lipka, Xenphon’s Spartan Constitution, p. 152.
Hdt. 4.146.3, Thuc. 1.6.4; 4.108.7.
Xen. Mem. 1.2.61; Plut. Kimon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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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들의 사교 모임이었다. 그래서 쉼포시온은 종종 상류층의 정치적 이
익을 증진시키는 일에 활용되었고, 아테나이에서는 민주정 전복 음모의 온
상이기도 했다. 정치적인 음모를 떠나서도, 쉼포시온은 부자들이 부를 과시
하고 사치를 조장하여 사회적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 스파르타에서도, 상고
기 초기에는 이와 마찬가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알크만은 한 개인
이 주재자가 되어 손님들을 초청하는 잔치와 그곳에서 부자들이 맛난 음식
을 먹는 모습을 묘사한다.330) 스파르타 역시 다른 폴리스와 같은 쉼포시온
의 관행을 가졌는데, 이것이 기원전 6세기경에 ‘호모이오이’의 공동식사로
재편된 것으로 보인다.
스파르타의 쉬시티아가 헬라스 일반의 쉼포시온과 동일한 기원을 가진
다 해도, 재편된 고전기의 공동식사는 시민단 전체와 부유한 엘리트에게
강력한 제한을 가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였다. 다른 폴리스에
서는 다양한 사적인 식사 모임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정체성을 확
립했다. 그러나 스파르타에서 성인 남성 시민의 신분과 정체성은 오직 국
가 공동식사인 쉬시티아를 통해서만 정의되었다. 일반적인 쉼포시온이 개
인의 집에서 열렸던 데 비해 쉬시티아는 휘아킨토스 가도(街道)에 있는 공
공장소에서 개최되었다.331)

쉼포시온의 참석자들은 대개 동년배로서 주인

이 선택하여 초청했지만, 쉬시티아에서는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성들이
참여했고, 한 번 선택되면 평생 같은 식탁의 구성원으로 남았다. 크세노폰
은 쉬시티아의 음식의 양이 제한적이었다고 말하지만332) 분담액을 통해 재
구성해보면 실제 식사량 자체는 그리 적지 않았던 것 같다. 중요한 점은
부자나 가난한 자가 모두 같은 식사를 한다는 원칙이었다.333)
한편, 쉼포시온이 주로 음주를 강조한 데 비해 쉬시티아는 식사를 강
330)
331)
332)
333)

Alcman frag. 17, Page.
Xen. LP 5.2.7; Demetrios of Skepsis, ap. Athen. 173f.
Xen. LP 5.3.
Arist. Pol. 1294b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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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했다. 일인당 포도주 음주량 자체는 그리 적지 않았다. 오늘날의 계산으
로 대략 0.39-0.55리터 정도로서, 이를 1:2.5나 1:3 정도의 비율로 물과 희
석하면 개인당 하루 음주량은 총 1.4-2.2리터 정도로 추정된다. 양보다는
마시는 방식에서 방종을 제어하는 수단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쉬시티아에
서는 건배나 도전, 경쟁이 금지되었고 의무적으로 마셔야 하는 술잔 돌리
기 관행도 없었다.334) 크세노폰은 만취에 대한 경계를 이렇게 묘사했다.

ἀγαθά γε μὴν ἀπεργάζεται καὶ τάδε ἡ ἔξω σίτησις: περιπατεῖν τε γὰρ ἀν
αγκάζονται ἐν τῇ οἴκαδε ἀφόδῳ, καὶ μὴν τοῦ ὑπὸ οἴνου μὴ σφάλλεσθαι ἐπιμ
ελεῖσθαι, [...] καὶ τῇ ὄρφνῃ ὅσα ἡμέρᾳ χρηστέον: οὐδὲ γὰρ ὑπὸ φανοῦ τὸν ἔ
τι ἔμφρουρον ἔξεστι πορεύεσθαι.

공공으로 식사를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유익한 결과를 낳는데, 그것은
남성들이 걸어서 집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 술 취해서 쓰러지지 않
도록 조심해야 했다. 그들은 밤에도 낮에 걷는 것처럼 해야 했고, 군역을
지고 있는 나이의 남성들은 심지어 횃불을 소지하는 것도 금지되었다.335)

그리고 크세노폰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어 건강한 음주는 오직 스스
로 즐기는 것이지 잔을 돌리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336) 스파
르타의 검소한 식사와 절제된 음주는 이상국가로서 스파르타의 중요한 특
징으로 간주된다. 크세노폰은 LP 14장에서 자기 시대 스파르타의 여러 관
행들이 타락했다고 비난하면서도 음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무엇
보다도 술 취해 비틀거리는 헤일로타이를 조롱하는 분위기에서 과도한 음
주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337) 스파르타인은 예외적으로 전투 직전에
334)
335)
336)
337)

Kritias frag. 6 ap. Athen 432d; frag. 33 ap. Athen. 463e
Xen. LP 5.7.
Xen. Symp. 2.25-6.
Plu. Lyc. 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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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술을 마시고338) 또 포로로 잡힌 상황에서 비교적 많은 술을 마시도록
허용되었는데,339) 이러한 예외는 오히려 평소의 절제를 강조해 준다. 마찬
가지로 클레오메네스 왕이 희석하지 않은 독주를 마시다 죽었다는 이야기
역시 고전기 관례에 대한 반증으로 간주할 수 있다.340)
쉬시티아는 직접적인 교육 기능을 포함했다. 크세노폰은 가상의 페르
시아 쉬시티아를 통해 그것이 가지는 교육적 장점들을 나열했다. 공동식사
는 평등성을 제고하고 적에 대해 우리 편을 하나로 뭉치게 한다. 공동식사
의 관리자는 전장의 지휘관과 동일하므로 공동식사는 규율을 강화하는 데
도 도움이 된다.341) 쉬시티아의 교육적 차원의 하나로서, 공동식사에서는
연장자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아마도 연령대에 따라서 좌석의 배치나
배분되는 식사의 양도 달랐을 것이다. 연장자들에게는 나이 어린 시민들이
술을 따라야 했을 것이다.342) 페르사이오스는 쉬시티아 전체가 하나의 작
은 폴리스 공동체와 같다고 적절하게 말했다.343) 크세노폰은 퀴로스의 이
상국가에서도 공동식사에 교육적 기능을 부여했다.344) 한편, 소년들은 이미
7세에 소집된 이후부터 공동식사를 했다. 이는 모든 면에서 성인 쉬시티아
의 불완전한 모방이었지만, 소년교육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었다. 소년 쉬
시티아에서 교육의 책임은 에이렌이 맡았다. 크세노폰과 플루타르코스의
서술을 검토하면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에이렌은 소년들의 식사를 통제하
고, 식사시간에는 질문과 대답을 통해 소년들을 교육시켰다. 이 과정에서
소년들은 절제된 식사에 적응하고, 부족한 음식을 훔치며, 스파르타식 어법
338) Xen. Hell. 6.4.8.
339) Thuc. 4.16.1.
340) Hdt. 6.84.
341) Xen. Cyr. 2.1.25-28. 크세노폰은 나아가 공동식사가 군사적 최소단위로서 소속 병사들의
통합성을 제고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페르시아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고전기 스파르타의
쉬시티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실하게 군사적 연관성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342) Schmitt Pantel, La cité au banquet, 1992, pp. 76-7.
343) Persae. ap. Ath. 4.140f.
344) Xen. Cyr. 2.2.1, 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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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말하는 법을 배운다. 이 과정에서 소년들 역시 성인 쉬시티아에서처
럼 조롱하고 조롱받는 법을 익혔다. 올바른 대답에 대한 칭찬과 잘못된 대
답에 대한 처벌은 소년들 내부에 경쟁을 유발했고 두각을 드러내는 소년은
동료들과 에이렌 그리고 나아가 성인들의 주목을 받았을 것이다. 즉 파이
데스 및 파이디스코이 시기의 소년 공동식사는 성인들의 쉬시티아처럼 함
께 먹고 함께 싸우는 전사들의 회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아동들
의 급식 시간도 아니었다. 소년들의 공동식사 시간은 스파르타의 시민으로
서 갖추어야 할 자질들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었고, 에이렌과 전체 시
민단에 의해 면밀히 관리되고 평가가 이루어졌다.
크세노폰은 12세 이후로 소년이 자기 에라스테스의 쉬시티아에 초대받
았다고 전하는데,345) 이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이것이 일회적
인 것이 아니라 정규적인 행사였음을 암시한다. 성인 쉬시티아에 참석한
소년은 오직 침묵을 지켜야 했다. 쉬시티아의 목적 중 하나가 “여러 나이
들을 섞어 젊은이가 원숙한 어른에게 많은 것을 배우도록”346) 하는 것이었
음을 고려할 때 소년의 침묵과 복종적인 태도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그
러나 흥미롭게도 파이디스코이가 아니라 성인이 된 헤본테스 역시 쉬시티
아에서 종속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이는 세 가지 측면에서 조망이 가능하
다. 첫째, 당연하게도 헤본테스는 아직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둘째, 헤본테스는 자신의 에라스테스의 쉬시티아에 가입하는 것이 보통이
었다. 따라서 여전히 에로메노스로서 에라스테스의 지도 아래에 있으며, 30
세가 지나 더 이상 파이데라스티아 관계가 아닐지라도 에라스테스였던 시
민의 영향력은 지속된다. 셋째, 헤본테스는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못하
다. 혼자서 장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공동식사에서도 후하게 베푸는 기
여자의 입장이 아니라 늘 수혜자의 입장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헤본테스는
345) Xen. LP 3.5.
346) Xen. L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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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시티아를 통해 성인사회의 질서와 권력관계를 배우고 그 속에 편입된다.
결국, 소년의 공동식사나 파이디스코이의 방문의 경우, 그리고 헤본테스가
성인 쉬시티아에 가입한 이후 모두에서 공동식사는 스파르타 시민사회의
가치가 다음 세대의 예비 시민에게 전수되는 과정이었다.
스파르타의 쉬시티아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지만, 특히 플라톤
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상국가론에 등장한다. 플라톤은 국가의 중요한 정
치 제도로서 공동식사를 제안한다. 초기작인 국가에서도 공동식사에 중
요한 위치를 부여했고347) 약 50년 뒤 거의 마지막 저술인 법률에서는 이
를 더욱 중요하게 다루었다. 우선 국가의 경우, 플라톤은 이상국가의 정
치 제도들을 점진적으로 드러내 가면서 3, 4, 5권에 걸쳐 공동식사를 제안
하는데, 이는 재산 공유의 일환이다. 소크라테스는 이상 국가의 지도자인
수호자들이 마치 병영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군인과 같이 정기적으로 식사
를 함께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348) 소크라테스는 나중에 이러한 공동식사
가 전반적인 공동소유의 일환이라고 설명한다. “모든 수호자들은 함께 살
것입니다. 그들은 집과 식사를 공유할 것이기 때문이지요.”349) 이상국가에
서 공동식사 혹은 나아가 재산 전체의 공유가 수호자에게만 국한되는지 여
부가 논쟁이 되기도 하지만, 적어도 플라톤은 공동식사를 통해 수호자들의
통합성이 증진되고 사적인 삶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비록 플라톤이 공동식사를 지지하는 논리에 스파르타(나 크레테)의
선례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상국가의 공동식사는 사유재산에 대한 공동
체의 제한이라는 측면과 그것이 공통된 삶의 방식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
다는 측면에서 스파르타 쉬시티아와 동일한 내적 논리를 갖는다.
법률에서는 공동식사가 더욱 자주 언급된다. 대화 당사자가 이미 스

347) Plat. Rep. 416e.
348) Ibid.
349) Ibid., 45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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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르타인과 크레테인이므로, 스파르타 및 크레테의 선례와의 연관성은 노
골적이다. 아테나이인의 가장 첫 질문 내용에 이미 공동식사의 목적이 언
급된다. 비록 초기 대화에서 공동식사는 주로 군사적인 목적을 가진 것으
로 취급되지만,350) 쉬시티아의 중요성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법률｣에서는
국가에서보다도 더 분명하게 정치 및 교육 제도로서 쉬시티아의 중요성
이 강조된다.351) 이 제도는 방만해지기 쉬운 시민들의 사적인 생활에 제한
을 가할 수 있고, 그 결과 공적으로도 질서와 규율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
서 쉬시티아는 성인들의 삶에서 교육과 규율의 중요한 축이었고, 시민들로
하여금 법률과 국가의 이상을 더욱 완전하게 받아들이게 하려는 제도였
다.352) 플라톤은 쉬시티아에 대해 따로 상세히 다루겠다고 약속하지만, 아
쉽게도 쉬시티아는 책 전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취급될 뿐이다.353)
국가와 특히 법률에서 쉬시티아에 대한 플라톤의 성찰은 두 가지
로 눈길을 끄는 바가 있다. 먼저, 플라톤은 이상국가에서 여성의 공동식사
를 제정하는데 주저함이 없다.354) 이는 고대에 선례가 없는 파격적인 제안
이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공동식사를 일컫는 오래된 용어 중에 ‘안드레이
온’이 있을 정도로, 이는 남성의 전유물이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특
이하다’(ἴδιον)고 평했다.355) 이를 통해 우리는 플라톤이 스파르타와 크레타
의 쉬시티아를 이상국가 공동식사의 모델로 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원
형’의 논리를 훨씬 더 멀리까지 끌고 나갔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아리
스토텔레스와는 달리 플라톤은 기원전 5세기 말부터 이미 타락하기 시작한
스파르타의 쉬시티아를, 적어도 그 원칙에서는 전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보
인다. 플라톤이 공동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상국가에 구체적으로
350)
351)
352)
353)
354)
355)

Plat. Laws 625c, 625e, 636a-b.
Ibid., 780a-e.
Cf. Plut. Lyc. 24-5.
Plat. Laws 783b-c.
Ibid., 780e-781d; cf. 806e; 839c-d.
Arist. Pol. 1274b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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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실행 방법을 설명하거나 법률로 확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플라톤이 스
파르타와 크레테 식 공동식사에 대해 무언가 유보적인 판단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제기되었다.356) 그러나 플라톤은 일관된 사고를 견지
한 것으로 보인다. 플라톤은 자신의 이상국가에서 오이코스의 수를 처음과
같이 유지하기 위해 토지를 동일하게 분배하고 이를 양도, 분할, 매매가 불
가능하게 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토지 재산 이외의 동산에
대해서도 가능한 강력한 제한을 가하고자 노력했다.357) 스파르타에서 쉬시
티아에 문제가 생긴 것은 토지가 소수의 손에 집중되고 빈자와 부자의 양
극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이었다. 플라톤은 쉬시티아의 근간인 경제적 평등
성이 보장되는 한, 스파르타 식 쉬시티아는 별로 고칠 것 없이 그대로 이
상국가에 도입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 듯하다.358)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식사 제도 자체는 받아들였으나, 앞에서 보았듯
이 스파르타 쉬시티아가 각 개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비난하고,
공적 비용으로 공동식사를 유지하여 시민의 탈락을 막았던 크레타의 모델
을 스파르타 방식보다 우월하다고 평가했다. 중요한 점은, 원칙과 구체적
실행에까지 스파르타식에 동의했던 플라톤과 대조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는 원칙에서부터 스파르타 쉬시티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아
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상국가가 지나치게 통합성을 강조하는 점이 문
제라고 생각했다. 국가의 힘은 다양성에서도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
라톤이 완전히 하나된 국가에서 경제적 평등의 지속을 자신했던 데 반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이상국가에서도 사회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악
인 빈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359) 따라서
356) G. Morrow, Plato’s Cretan city: a historical interpretation of the Laws(Princeton, 1960), p.
392.
357) Plat. Laws 705b, 736e, 737c, 740a-e, 741b-745d, 855a-b, 856d-e, 877c-d, 923c-925e, 929c.
358) David, "The Spartan Syssitia and Plato's Laws." in The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99,
no. 4 (1978), pp. 493-3.
359) Arist. Pol. 133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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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에게 빈자와 부자가 같은 음식을 먹게 하는, 곧 민주정을
지향하는 쉬시티아에서 식사를 사적으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시민을 탈락시
키는 행위는 자기 파괴적인 모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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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쉬시티아와 군대

플라톤과 이소크라테스는 스파르타 폴리스 전체가 하나의 병영과 같다
고 했다. 크세노폰이 공동식사를 설명하면서 ‘막사’에 어원을 둔 ‘쉬스케니
아’를 사용한 것에 미루어보면, 고대 저자들에게 스파르타는 특정 장소에
수백 개의 천막과 거기에서 매일 함께 식사하고 30세 이하는 잠도 같이 자
는 모습이 국가와 군대의 일치를 연상시켰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쉬시티아는 군사적 성격이 매우 짙은 제도로 간주되었다. 플라톤은 명시적
으로 뤼쿠르고스가 쉬시티아를 군사적 목적으로 도입했다고 진술했고, 헤
로도토스는 이것이 마치 군대 내에서 만들어진 조직인 것처럼 취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미지는 함께 먹고 함께 자고(30세 이하) 함께 싸우는 전사
공동체를 강조함으로써 ‘군사국가’로서 스파르타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쉬시티아는 단순히 군사적인
제도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쉬시티아를 군사적 제도로 간주하는 입장에서
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식탁공동체가 군사단위로 전환되는지를 만족
스럽게 설명하지 못한다. 쉬시티아의 군사적 성격을 당연시하는 여러 사료
들의 태도는 실제 스파르타군의 현실을 반영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이 절
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쉬시티아가 스파르타 군 편제의 한 단위였는
지 여부를 고찰하며, 쉬시티아가 아니라 에노모티아가 스파르타군의 최소
단위였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쉬시티아에 부과된 군사적 이미지의 실상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1) 쉬시티아와 에노모티아: 스파르타 군대의 최소단위 문제
쉬시티아에 대한 가장 곤란한 사료의 충돌은 군대와의 연관성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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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숫자 문제였다. 헤로도토스는 뤼쿠르고스의 활동 중 군제개혁을 설명
하면서 쉬시티아를 스파르타 군대의 최소단위로 명시했다. “뤼쿠르고스는
군제를 모두 바꾸어 에노모티아, 트리아카데스, 쉬시티아를 확립했다”360)
후대에도 서기 2세기의 폴뤼아이노스는 책략집(Στρατηγήματα)에서 쉬시
티아를 군대 단위의 명칭으로 사용했다.

테바이인과 라케다이몬인의 전투에서, 밤이 찾아오고 승리가 여전히 결
정되지 않았을 때, 양편은 각자의 진영으로 돌아갔다. 라케다이몬인은 로쿠
스, 모라 에노모티아，쉬시티아 대로 정열해서 누가 없어졌고 사상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었고, 그 결과 크게 낙담하였다.361)

군대는 큰 두려움에 빠져 많은 군인들이 그날에 탈주했다. 아게실라오
스는 탈주병의 수를 남은 군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밤중에 로쿠스와
쉬시티아에 전령을 보내어 버려진 방패를 모으도록 명령했다.362)

플라톤은 쉬시티아가 전쟁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했고,363) 고대의 저자
들은 관행적으로 쉬시티아가 국내에서는 절제를 전쟁터에서는 용기를 증진
시키는 이중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서술했다.364) 마치 쉬시티아는 군사적
기능을 위해 탄생했고 실제 군대의 최소 단위 역할을 한 듯한 인상을 준
다. 그러나 전쟁과 군 편제를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들에서는 쉬시티아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투퀴디데스는 스파르타 군대의 명령체계를 이
렇게 설명했다.

360)
361)
362)
363)
364)

Hdt. 1.65.
Polyaen. 2.3.11.
Polyaen. 2.1.15.
Plat. Laws 625d, 633a
Xen. LP 5.2-3; Plut. Lyc. 10;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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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군대를 인솔할 때는 모든 명령을 왕이 내린다. 왕이 필요한 명령
을 직접 결정해 폴레마르코스들에게 말하면, 그 아래로 로카고스들, 펜테콘
테레스들, 에노모타르코스들, 그리고 에노모티아들에게 명령이 차례로 하달
되었다.365)

그리고 또 투퀴디데스는 기원전 418년 만티네이아 전투에서 스파르타
군대의 병력을 계산하면서 스파르타 군대의 최소단위를 에노모티아라고 명
시했다.

모두 600명인 스키리타이를 제외하고, 이번 전투에는 7개의 로코스가
참가했는데, 각 로코스에는 4개의 펜테코스튀스가 있었고, 각 펜테코스튀스
에는 4개의 에노모티아가 있었다. 에노모티아의 선두 대열에는 4명이 싸운
다. 몇 열의 횡대로 구성할지는 일정한 규정이 없고 로코스의 지휘관이 결
정했는데, 대개 8열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스키리타이를 제외하면 선두 대
열은 총 448명이었다.366)

한편 크세노폰은 스파르타의 군대 조직을 설명하면서 쉬시티아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뤼쿠르고스는 보병과 기병을 6개 모라로 나누었다. 각 모라는 폴레마르코
스 1명, 로카고스 4명, 펜테코스테레스 8명, 에노모타르코스 16명이었다. 명령
이 떨어지면, 각 모라는 2, 3, 6개 부대로 정렬했다.367)

추측컨대 헤로도토스의 언급(1.65)은 상고기 스파르타 군 편제의 기억을 전

365) Thuc. 5.66.3.
366) Thuc. 5.68.3.
367) Xen. L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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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는 식탁공동체와 군사단위가 일치했을 가능
성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가 없다. 고전기에 들어와 상고기의 용어들이 탈
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투퀴디데스와 크세노폰은 양자간의 몇 가
지 차이에도 불구하고, 고전기에 스파르타 군대의 최소단위는 쉬시티아가
아니라 에노모티아였음을 부정할 수 없게 한다. 둘의 정보를 바탕으로 고
전기 스파르타 군대의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huc. 5.66.3: 폴레마르코스 => 로카고스 => 펜테콘테레스 => 에노모타르코
스 (명령계통)
Thuc. 5.68.3: 로코스, 펜테코스튀스(4개), 에노모티아(16개)
LP 11.4: 폴레마르코스(1명), 로카고스(4명), 펜테코스테레스(8명), 에노모타
르코스(16명) * 6개 모라

이 두 진술은 자세히 보면 중요한 차이점을 드러낸다. 크세노폰의 경우, 1
개 로코스에 펜테코스튀스 2개와 에노모티아 4개가 있는데, 투퀴디데스의
경우 펜테코스튀스 4개와 에노모티아 16개가 있다. 또 투퀴디데스는 모라
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현대의 여러 시도들이 이 차이를 해결하고자 했
으나, 그러한 노력들은 대개 둘 중 하나를 바꾸어 다른 쪽에 맞추는 방식
이었다.368) 그러나 우리는 투퀴디데스와 크세노폰이 모두 군사 전문가였음
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 다 자신이 매우 잘 아는 분야에 대해 서술한 것
이고, 따라서 두 서술 모두 정확한 설명으로 받아들여야지 둘 중 하나를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두 사료의 차이는 정확성의 문제가 아니
라, 둘이 설명하는 대상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이는
투퀴디데스가 설명하던 때, 곧 기원전 418년 혹은 투퀴디데스가 서술을 멈
368) A. Toynbee, Some Problems of Greek History(London, 1969), pp. 378-9, 392-401; F.
Lazenby, The Spartan Army(Warminster, 1985),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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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기원전 411년부터 크세노폰의 서술 시기(기원전 390년경) 사이에 스파
르타 군대의 편제에 변화가 있었음을 뜻한다. 또 모라가 최초로 언급되는
것은 기원전 403년의 경우이므로369), 스파르타군의 편제 변화는 적어도 그
이전으로 추측된다.
에노모티아를 구성하는 병력의 숫자 역시 다르게 제시되었다. 위에서
보았듯이 투퀴디데스는 에노모티아의 구성원이 32명(4*8)이라고 말했다. 반
면에 플루타르코스는 상이한 숫자들을 제시한 역사가들을 나열했다.

ἦσαν δὲ δύο μόραι Λακεδαιμονίων, τὴν δὲ μόραν Ἔφορος μὲν ἄνδρας
εἶναι πεντακοσίους φησί, Καλλισθένης δ᾽ ἑπτακοσίους, ἄλλοι δέ τινες ἐνακοσί
ους, ὧν Πολύβιός ἐστι.

이 때 라케다이몬인의 모라 두 개가 있었다. 에포로스에 따르면 한 개
모라가 50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칼리스테네스는 이를 700명이라 했고, 폴
리비오스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은 900명이라고 했다.370)

이는 각각 에노모티아이 수를 약 32명, 43명, 56명으로 보는 것이다.
한편 크세노폰은 레욱트라에서 클레옴브로토스의 군대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τῆς δὲ φάλαγγος τοὺς μὲν Λακεδαιμονίους ἔφασαν εἰς τρεῖς τὴν ἐνωμοτ
ίαν ἄγειν: τοῦτο δὲ συμβαίνειν αὐτοῖς οὐ πλέον ἢ εἰς δώδεκα τὸ βάθος.371)

보병을 보자면, 라케다이몬인은 각 에노모티아를 셋으로 나누었다고

369) Xen. Hell. 2.4.31.
370) Plut. Pel. 17.2
371) Xen. Hell. 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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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래서 각 밀집대형은 깊이가 12명을 넘지 못했다.

이는 각 에노모티아의 정원이 36명이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
이는 군대 편제의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에노모티아의 병력
수는 몇 개의 연령집단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
은 에노모티아 내의 병력 수 차이가 아니라, 투퀴디데스 이후 고대의 거의
모든 사료들이 일치하여 에노모티아를 스파르타 군대의 최소 단위로 간주
한다는 점이다. 크세노폰을 따르자면 6개 모라에 96개 에노모티아가 존재
했다. 투퀴디데스를 따르자면 기원전 418년 스파르타 군대에는 600명의 스
키리티스를 제외하고 7개 로코스가 있었다. 그 중 1개 로코스는 브라시데
스를 따라온 트라케인과 네오다모데이스였으므로372) 라케다이몬 병력은 6
개 로코스였고 여기에는 96개 에노모티아가 있었다. 투퀴디데스와 크세노
폰 사이에 이러한 에노모티아 숫자(96)의 일치는 중요하다.
이로써 우리는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을 확보할 수 있다. 첫째, 스파르타
군대는 기원전 5세기 말과 4세기 초에 96개 에노모티아로 구성되었다. 둘
째, 투퀴디데스와 크세노폰이 제공하는 숫자는 서로를 확증해 준다.

다시

말해 우리는 두 설명의 상세한 내용들, 그리고 에노모티아의 숫자 일치를
근거로, 투퀴디데스와 크세노폰이 각자 정확한 지식을 확신 있게 말했고
그것이 필사본에서 올바로 전승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남는 해결
책은 투퀴디데스와 크세노폰이 서로 다른 군대 구조를 설명하고 있으며,
대신 두 구조는 96개 에노모티아라는 최소단위에서는 일치한다고 보아야
한다.373) 이는 본질적으로 투퀴디데스에게나 크세노폰에게나 스파르타 군
대의 최소단위가 쉬시티아가 아니라 에노모티아였음을 확증한다.

372) Thuc. 5.67.1.
373) Lipka, Xenophon’s Spartan Constitution, pp. 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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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전기 쉬시티아와 스파르타 군대의 관계
플루타르코스는 비교열전에서 쉬시티아의 구성원 수에 대해 서로 상충
하는 두 가지 설명을 제시했다. 먼저 뤼쿠르고스에서는 식탁 공동체의
구성원 수를 약 15명으로 제시했다. “그들은 다해서 15명이거나 혹은 그보
다 조금 많거나 적었다.”374) 그러나 아기스에서는 전혀 다르게 설명한다.
아기스 4세는 뤼쿠르고스의 제도를 재건하려 노력하는 중, 시민단의 수를
4,500명으로 증대시키고 그들을 각각 400명과 200명으로 구성된 15개 피디
티아로 조직했다고 한다. “그들 중에서 15개의 피디티아가 각각 400과 200
의 구성원으로 만들어져야 했고 그 곳에서 그들은 선조들의 방식으로 함께
살았다.”375) 군대와 쉬시티아가 무슨 관계인지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플
루타르코스는 쉬시티아의 정원에 대해 15명과 400명 또는 200명이라는 매
우 크게 차이가 나는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자들을 당황케 했다.
쉬시티아를 집중적으로 다룬 단독연구는 아직까지도 1869년 브레스라
우 대학의 박사논문으로 작성된 빌쇼프스키의 스파르타인의 쉬시티아에
대하여가 가장 유효하다.376) 그는 이 연구에서 사료들을 종합적으로 고찰
했다. 먼저 쉬시티아의 개념을 설명한 뒤, 참여 방식, 식사의 분배를 살펴
보았다. 공동식사의 조직과 납부액을 설명하고, 쉬시티아의 붕괴를 다룬 뒤
군대와의 관계에 대해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공동식
사에 대한 시민들의 납부의무와 그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는 플루타
르코스의 서술이 정확하지 않다고 보았고, 이 숫자들이 의미를 가지기 위
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쉬시티아 구성원 수를 15명으로
확신했다. 문제는 아기스가 개혁한 쉬시티아가 400명과 200명의 15개였다

374) Plut. Lyc. 12.2.
375) Plut. Agis 8.2.
376) A. Bielschowsky, De Spartanorum Syssitiis, 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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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플루타르코스의 언급이다.

그(아기스)는 페리오이코이와 외국인들을 시민에 포함시켜 시민의 숫자
를 4500 명으로 증가시키려는 마음을 먹었다. 플루타르코스는 그가 그들을
200명과 400명 단위를 만들어서 그 단위를 15개가 되게 했고 그럼으로써
조상들이 지켰던 예전의 관습을 복원하려고 했다고 전한다. 이 문장을 검토
하고 이제까지 내가 묘사한 쉬시티아 제도를 알고 있는 자는，아기스 왕이
새로운 쉬시티아를 만들었다고 하는 플루타르코스의 지적이 엉터리라는 생
각을 할 것이다. 어떻게 된 것인가? 15명 씩 편제되었던 쉬시티아를 400명
과 200명씩으로 만들었단 말인가? 이 숫자는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는
가?377)

빌쇼프스키는 이를 필사본의 오류로 판단했다. 즉, 원래의 기록은 15명이
하나의 쉬시티아를 이루고 이것이 총 300개였다고 되어 있었는데, 후대 필
사자들의 실수로 300명씩 15개의 쉬시티아가 되고, 다시 300이 400으로 잘
못 기록되자 쉬시티아의 수와 시민의 총수 4,500명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200이라는 숫자가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빌쇼브스키는 쉬시티
아의 군사적 기능에 대하여서도 독창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생활단
위 쉬시티아와 전투단위 쉬시티아를 구분했다.

스파르타인은 20세에서 60세까지 군복무의 의무를 지고 있었지만， 모
든 사람들이 전쟁에 참가하지는 않았고, 에포로스들이 몇 세의 시민들이 군
대에 나가야 할지를 정했고, 따라서 개별 쉬시티아에서 명령을 받은 자들
만, 그리고 신중하게 판별하여 60을 넘지 않는 자들만이 전투에 참가하였
다. 이렇게 해서 쉬시티아에서 군대 복무에 적합하지 않는 자들은 참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생활 단위 쉬시티아에서 명령을 받아 전투에
377) Ibid., pp.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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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할 사람이 선발되고 전투 쉬시티아가 결성되었다. 양 쉬시티아 사이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틀림없이 대부분의 쉬시티아에서
군복무의 의무를 진 사람들은 동료들이었을 것이다.

378)

즉 생활공동체인 쉬시티아는 전투에 부적합한 고령자도 포함하고 있었고,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모든 스파르타인이 참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쉬
시티아 자체가 하나의 부대 단위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빌쇼프스키는 일단
소집령이 떨어지면 생활단위인 쉬시티아에서 전투에 나갈 사람이 선별되어
말하자면 전투단위 시쉬티아가 구성되었을 것이라 추측한다. 당연히 두 쉬
시티아는 동일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큰 차이도 없었을 것이다. 전투단위
쉬시티아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함께 식사를 나누던 동료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구성은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고대 사료 어느 곳에도 생활단위 쉬시티아와 전투단위 쉬시티아의 구
분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필사본에 대한 빌쇼프스키의 수정 제안은
매우 급진적인 수정이면서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미첼은 플루타르코스의
서술이 신뢰도가 떨어질지 몰라도 그것을 각자의 견해에 따라 수정하는 것
에는 반대한다. “이것은 너무나 폭력적이다. 우리 생각에 맞도록 플루타르
크를 다시 쓸 수는 없는 일이다.”
빌쇼프스키의 해결책을 대신하여 새로운 접근법이 제시되었다. 허승일
은 뤼쿠르고스의 군제 개혁이 중장보병 밀집대형과 동시대에 진행되었다고
보고, 중장보병 전술과 관련지어 이 문제에 접근했다. 호플리테스 팔랑크스
는 집단전이므로 15명의 쉬시티아로는 최소단위를 이룰 수 없었다. 따라서
40명으로 구성되는 에노모티아의 창설이 불가피했다. 기원전 7세기를 기준
으로 하여 스파르타 시민의 수를 9,000명으로 잡으면, 27개 프라트리아에는
평균 333명이 배분된다. 그러면 함께 식사를 하는 하나의 프라트리아의 구
378) Ibid., pp.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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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수는 200명에서 400명 사이다. 그리고 프라트리아 내에서 하나의 식
탁에는 15명이 앉았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전투단위는 아니었다. 중장보병
밀집대형을 구성할 때에는 연령별 고려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투
경험이 많으면서도 아직 근력이 떨어지지 않은 정예인 30-34세가 8명씩 전
방 2열을, 35-39세와 기타 연령대가 8명씩 후방 3열을 구성하여 40명의 밀
집보병 방진을 구성했을 것이다. 20대나 노령층은 보조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쉬시티아의 구성원 수를 프라트리아를 기준으로 약
300명 정도로 볼 수도 있고, 식탁을 기준으로 15명으로 볼 수 있다. 왕의
친위대인 ‘300 용사’ 역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싸웠을 것이다.379)
포레스트 역시 유사한 주장을 했다. 그 역시 15명과 300명(400명과 200
명의 평균)이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숫자를 설명하기 위해 프라트리
아 단위의 공동식사를 제안했다. 즉, 하나의 프라트리아는 약 330명으로 공
동식사를 하며, 전시에는 한 프라트리아가 하나의 로코스(240명)를 형성하
는데, 하나의 로코스는 6개의 에노모티아이(40명)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즉 포레스트는 하나의 프라티리아가 함께 식사를 하는 쉬시티아를 구성했
고, 이들이 평소에는 같이 밥을 먹는 식사단위지만 전시에는 330명 중에서
20대와 노령층을 제외하고 240명으로 로코스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면 스파르타의 군 최소단위는 40명짜리 에노모티아이가 분명하지만, 동시
에 프라트리아 단위의 쉬시티아와 15명의 식탁공동체는 에노모티아의 구성
원들을 공급해 주는 기초라고 할 수 있다.380)
이렇게 쉬시티아의 정원을 크게 보아 프라트리아 단위로 평균 300명,
작게 보아 식탁단위로 15명으로 설명하면, 플루타르코스가 뤼쿠르고스에
서 15명이라 하고 아기스에서 200명과 400명이라 말한 것은 각각 식탁

379) 허승일, ｢쉬시티아(syssitia)는 과연 스파르타 군대의 최소 단위였는가?｣, 서울대학교 사
대논총 64집(2002), pp. 87-105.
380) W. Forrest, A Historγ of Sparta,(London, 1968), pp. 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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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프라트리아 단위 쉬시티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서로 모순되지 않
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빌쇼프스키의 주장과는 달리 15명으로 구성되
는 전투단위 쉬시티아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스파르타 중장보병대의 현
실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다. 실제로는 평균 300명의 쉬시티
아 내에서 15명 단위로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했을 뿐이다. 전투단위로서
는 에노모니아가 최소였고, 쉬시티아의 구성원 중 중장보병 전술에 적합하
지 않은 연령대는 이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보면 쉬시티아와 에노모티아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는 하나의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는 펠로폰네소스 전쟁기의 스파르타 군대에
스파르타 시민과 더불어 페리오이코이가 함께 싸웠음을 알고 있다. 가장
극적인 경우는 기원전 425년의 스팍테리아 섬에서 스파르타군이 항복한 사
건이다. 투퀴디데스는 스팍테리아로 건너간 병력을 이렇게 전한다.

ὡς δ᾽ ἐδόκει αὐτοῖς ταῦτα, καὶ διεβίβαζον ἐς τὴν νῆσον τοὺς ὁπλίτας ἀ
ποκληρώσαντες ἀπὸ πάντων τῶν λόχων. καὶ διέβησαν μὲν καὶ ἄλλοι πρότερον
κατὰ διαδοχήν, οἱ δὲ τελευταῖοι καὶ ἐγκαταληφθέντες εἴκοσι καὶ τετρακόσιοι
ἦσαν καὶ Εἵλωτες οἱ περὶ αὐτούς: ἦρχε δὲ αὐτῶν Ἐπιτάδας ὁ Μολόβρου.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나자, 그들은 모든 로코스에서 제비를 뽑아 중장
보병을 섬으로 보냈다. 다른 이들은 먼저 섬에 갔다가 교대하여 돌아왔지
만, 마지막에 남겨진 자들은 420명이었다. 이들은 헤일로타이를 대동하고
있었고, 몰로브로스의 아들 에피타다스가 지휘관이었다.381)

이들 중에서 292명이 살아남아 아테나이군에 항복했는데, 흥미롭게도
투퀴디데스는 그 중 120명이 스파르타 시민이라고 전한다.382) 그렇다면 나
381) Thuc. 4.8.9.
382) Thuc. 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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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172명은 페이오이코이 병력일 수밖에 없다. 스파르타군에 시민과 페
리오이코이가 함께 싸웠다면, 양측의 병력 비율을 어떠했을까? 시민과 페
리오이코이가 동일한 비율로 생존했다고 추정한다면 스파르타군에서 시민
대 페리오이코이는 120:172 곧 약 5:7 정도의 비율이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의 근거가 되는 본문(Thuc. 4.40.2)은 숫자를 정확하게
드러내거나 강조한 것이 아니라 스파르타인이 항복할 수도 있다는 점에 놀
라움을 표하고 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 이 비율은 2:3에서 4:10까지 다양
하다. 그러나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시민보다 페리오이코이 병
력의 수가 더 많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시민과 페리오이코이는 에
노모티아에서 어떻게 편제되었을까? 여기에서 빌쇼프스키는 최소단위인 에
노모티아에서 시민과 페리오이코이가 함께 싸웠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의
장점은 각 에노모티아의 숫자가 균일하게 구성된다는 점이다.383) 그러나
다른 한 편, 에노모티아를 혼합구성하면 병력 숫자로는 질서정연한 편제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에노모티아이 내부에서 전투력의 심각한 차이가
발생한다. 유년기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고, 평생 전문 군사훈련에 몰두하
며, 군인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갖지 않는 스파르타 시민과, 그렇지 않은 페
리오이코이의 전투력을 하나의 밀집대형 안에 뒤섞는 것은 현명한 방식이
아니다. 우리는 스파르타군의 에노모티아 중에 완전시민 에노모티아와 페
리오이코이 에노모티아가 따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완전시민 에노모티아는 바로 쉬시티아를 기초로 구성이 가능하다.
오직 스파르타의 완전시민만이 공동식사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반
으로 한 조직 역시 시민으로만 구성되었을 것이다.
고전기에 스파르타 시민으로 구성된 96개 에노모티아이의 존재는 고전
기 쉬시티아의 인적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 60세가 되면 병역

383) Toynbee, Some Problems, pp. 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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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면하므로, 스파르타에서 징집이 가능한 연령대는 20세부터 59세까지며,
이는 총 40개의 연령집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론상으로 각 연령에서 1명
씩을 차출하면 에노모티아의 ‘서류상’ 정원은 40명이 된다. 그러나 이는 실
제로는 인구 구조상 불가능하다. 20-29세의 연령 집단이 가장 수가 많고,
그 이후로는 전쟁이나 질병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 이상적인 경우 에
노모티아에 매년 1명씩 신입이 충원되려면 20세에 진입하는 젊은이의 숫자
가 96명이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변수가 적용되어야 한다. 먼
저 에노모티아의 병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매년 1명 이상이 들어와야 한
다. 즉 전체 에노모티아 신입 병력은 96명 이상, 말하자면 110명 정도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20-29세의 젊은이들 중 따로 300명을 뽑아 ‘기사단’으
로 세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기사단은 30세가 되면 해제되므로, 30대
이후의 병력 손실을 메우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단의 존재는
20-29세의 각 연령집단마다 30명씩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뜻이며, 결국 매
년 20세가 되는 젊은이의 수는 126명 이상, 대략 140명 정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기원전 5세기와 4세기 내내 스파르타의 인구는 급속
히 감소했고 이 숫자를 다 채우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 체
제가 출발할 때에는 가능했던 인구수였다고 보아야 한다.
쉬시티아로 돌아오면, 쉬시티아 역시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되어 있었
다. 그런데 각 쉬시티아에 매년 1명씩이 충원된다면 20세부터 60세 이상까
지의 연령집단을 통틀어 이론상 40명 이상이며, 중간의 손실을 염두에 두
더라도 30-35명 정도가 된다. 그러나 크세노폰과 플루타르코스는 우리에게
식탁공동체의 구성원 수를 15명으로 전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쉬시
티아의 신입 회원은 매년 즉 매 연령집단마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2년
에 한 명씩 들어온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쉬시티아에서는 20세에서
29세까지의 연령집단에 각 4-5명, 30-39세의 연령집단에 각 3-4명, 40-4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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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령집단에 각 2-3명, 50-59세 사이에 2-3명, 60세 이상에 1-2명을 상정
해 볼 수 있다. 그 결과 하나의 쉬시티아는 다양한 연령의 12-17명으로 구
성될 수 있고, 매년 배출되는 120-140명의 20세를 2년에 한 번씩 받으므로
쉬시티아의 총 수는 240-280개 정도로 계산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2개 혹
은 3개의 쉬시티아가 모여 하나의 에노모티아를 구성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384)
쉬시티아와 에노모티아의 위와 같은 인적 구성은 둘의 관계를 설명하
는 토대를 제공한다. 만약 쉬시티아에 군사적 색깔이 있다면, 이는 쉬시티
아 내의 위계가 에노모티아 내의 위계와 동기화되기 때문이다. 즉 쉬시티
아 내의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요인으로 인한 위계는 에노모티아에서도
그대로 지속될 것이며, 반대로 전장에서 거둔 성취는 쉬시티아에서의 영예
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친밀한 면대면 사회인 폴리스에
서 쉬시티아는 더욱 밀접한 소수 공동체였고, 이 속에서 명예의 배분은 매
우 날카로운 긴장을 조성했다. 에노모티아에서 전투능력은 연령, 부, 재능,
혈통과 더불어 쉬시티아 내에서 경쟁의 한 수단이 되었을 것이다.

쉬시티아는 종종 미개사회로부터 이어진 유산으로 간주되거나 동시대
다른 폴리스들의 사적인 음주모임인 쉼포지온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고전기 쉬시티아가 스파르타 폴리스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면 우리는 이것을 스파르타 사회의 전면적 개편과 더불어 의도적으
로 재조직된 독특한 제도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공동체의 제도로서 쉬시
티아는 아고게 졸업생을 받아들여 평생 지속되는 관계망을 제공하고

스파

르타 사회의 규율과 가치를 지지했다. 쉬시티아의 회비가 개인에게 부과되

384) Singor, “Admission to the syssitia”, pp. 70-1, 77에서는 80개의 에노모티아이, 240개의 쉬
시티아를 상정하고, 깔끔하게 3개의 쉬시티아가 하나의 에노모티아를 이룬다고 주장하지
만, 인구학적 현실은 그런 상황을 안정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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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그것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시민권이 박탈되었는데 이는 외부의 관찰
자들을 놀라게 했으나 스파르타 폴리스의 논리가 일관되게 관철된 결과일
뿐이다. 즉 쉬시티아는 경제적 부의 사용과 과시에 대한 공동체적 규제와
그것을 통한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는 ‘뤼쿠르고스의 법’의 이상과 정신을
충실히 반영했고, 그와 동시에 추가 음식을 통한 부의 과시와 명예의 획득
은 엄격한 법률의 외피 아래 공존하던 스파르타 사회의 사적 측면과 경쟁
의 논리를 드러낸다. 쉬시티아의 군사적 측면도 이와 유사하게 설명된다.
쉬시티아는 군 편제상 명백한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고대 사료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군사제도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쉬시티아가 스
파르타 사회의 ‘군사주의’를 촉진시킨 것이 아니라, 스파르타의 모든 제도
를 군사적 차원에서 해석하려는 편견이 쉬시티아에도 그러한 색채를 입힌
것이다. 당연히 쉬시티아는 군대와 관련이 있다. 스파르타 모든 시민의 공
동식사인데, 그 시민들의 직업은 오직 군인이기 때문에 양자의 중첩은 피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쉬시티아는 그 자체로 군사제도는 아니며, 그보
다 넓은 정치, 경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쉬시티아
의 중요성은, 친밀한 식탁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동일한 에노모티아에 소속
되도록 한다는 점에 있다. 그 결과 에노모티아의 조직력이 확보될 수 있었
고 역으로 에노모티아에서의 무용(武勇)은 쉬시티아 내의 치열한 경쟁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었다. 한편, 이미 기원전 5세기부터 스파르타에서는
인구 감소와 토지가 소수의 손에 집중되는 현상이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반
해 쉬시티아는 높은 수준의 경제적 평등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작동 가능하
던 방식에서 변화하지 못했고, 그 결과 회비를 내지 못하는 시민들이 대량
으로 탈락하여 스파르타에게 인구부족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안기게 되었
다. 플라톤은 쉬시티아가 지향하고 지지하는 사회를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
상국가에 반영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이미 크세노폰은 동시대 스파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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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타락상을 한탄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시대의 스파르타의 몰락을
지켜보며 자신감 있게 뤼쿠르고스의 쉬시티아가 원리부터 잘못된 제도였다
고 비판할 수 있었다. 헬레니즘, 로마 시대까지도 쉬시티아는 이어지지만,
간헐적인 ‘복원’의 노력을 제외하면 조상 전래의 관례라는 허울 아래에서
부유층이 즐기는 사치스러운 사교모임으로 변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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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결론
고전기 스파르타의 교육은 소년을 남성으로, 전사로, 시민으로 변환시
키는 장기적 과정이었으며, 아고게와 쉬시티아는 스파르타 특유의 정치, 사
회구조와 삶의 방식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두 기둥이었다. 이와 같은 기능
은 모든 시대와 사회의 교육에 동일하다 할 수 있지만, 스파르타는 창조적
인 변용을 통해 서양 최초의 공교육을 확립시켰다. 스파르타인은 소년의
교육을 사적인 영역에 방치하지 않고 공적인 것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폴리스의 공공업무에서 최우선의 것으로 삼았다. 이렇게 교육에 공적 영역
을 창조하고, 전 시민이 교육에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항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게 만든 것이 스파르타 공교육제도의 독창성이며, 스파르타에서 소
년이 아버지의 소유가 아니라 폴리스의 소유란 말은 바로 이러한 공적 차
원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케넬은 로마시대에 이르러 스파르타의 ‘아고게’가
아테나이의 민주정 전통에 대응하여 스파르타적 정체성과 전통의 확립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도록 만들어졌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이미 고전기부터
스파르타 공교육은 스파르타인과 외부인에게 뚜렷이 인식되는 고유의 제도
로 자리 잡았고, 이 교육이 스파르타를 때로는 헬라스의 별종이나 심지어
‘바르바로이’로 여겨지게 하였으며, 그래서 바로 이 공교육이 고전기부터
스파르타의 ‘전설’과 이미지의 중심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케넬의 연구 이후 고전기 스파르타의 교육에 관련된 사료와 후대의 사
료를 하나로 묶어 스파르타 ‘아고게’의 이상형을 구성하려는 시도가 방법
론적으로 불건전하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그러나 케넬과 동의할 수 없는
중요한 지점이 있다. 그는 아고게 역사의 단절을 강조하여 고전기 스파르
타 교육에 대한 탐구 가능성을 극단적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헬레니즘 시
대에 시도된 아고게의 ‘복원’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로 포장된 새로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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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었다. 클레오메네스가 뤼쿠르고스의 이름 아래 실제로는 과거의 것
을 파괴한 영역은 교육이 아니라 정치제도였다. 스파르타의 아고게가 기원
전 260-50년대에 정지되었다는 확실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스파이로
스의 저술이 유실되어 그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으나, 플루
타르코스가 수집한 단편들은 스파이로스의 재건이 고전기 문헌들에 대한,
특히 크세노폰의 라케다이몬인의 국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배경으로
했음을 알려준다. 스파이로스의 아고게는 우리를 고전기에 대한 지식에서
멀어지게 하는 신기루가 아니며, 스파이로스의 문헌을 참고한 플루타르코
스의 서술은 크세노폰과의 교차검증을 통해 고전기 아고게 설명에 근거로
쓰일 수 있다.
한편 케넬은 또 소년들의 교육활동을 종교의례와 머나먼 옛 부족사회
의 통과의례의 유산으로 환원시켰다. 스파르타의 아고게는 그보다 더 넓은
의미와 기능을 가졌다. 케넬이 주목한 통과의례의 측면만 보더라도, 먼 과
거의 의례가 고전기에 그대로 작동한다는 설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류
학적 자료를 취급할 때에는 명확한 기준에 의해 유사성과 차이를 구분해야
하므로, 이 논문에서는 사회와의 격리, 규범의 전도, 가혹한 시험, 동성애
등의 범주를 통해 고전기 아고게의 여러 관행들을 통과의례의 다양한 사례
들과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했다. 그 결과, 표면적으로는 케넬의 관
찰처럼 마치 상고시대의 부족의례가 고전기에도 그대로 관철되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교육제도의 여러 관행들은 예컨대 장기간의 교육, 치열한
경쟁, 선별 등의 측면에서 결코 통과의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진정한 교
육으로서의 특성을 가졌다.
소년애 관행에서는 인류학적 연구의 한계가 잘 드러났다. 스파르타 소
년애는 소위 ‘미개사회’에서 통과의례 중에 관찰되는 동성애와는 다르다.
무엇보다 스파르타 소년애에는 육체관계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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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에로메노스와 에라스테스는 강렬하고 친밀한 감정을 공유하며, 개방성
과 공공성이 지배하는 스파르타 교육에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을 창출했
고, 잘 규율된 소년은 성적으로도 매력적인 대상일 수 있었지만, 둘의 성애
적 관계에 대해서 스파르타 사회는 근친상간과 동일한 금기를 적용했고 이
러한 행위에는 시민권 박탈의 위험이 수반되었다. 스파르타인에게 소년애
는 오직 영혼의 교감을 통해 소년을 성인 시민사회에 걸맞은 사람으로 성
장시키는 과정이었다.
소년을 남성으로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강한 전사를 키우기 위해서
다. 스파르타 교육은 전사양육에서 가장 강점을 보인다고 여겨졌고, 동시대
사료들은 이를 압도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료의 강조점을 근거
로 오늘날 스파르타 교육을 전적으로 육체훈련과 전사양성으로 보는 관점
은 심각한 왜곡을 일으킨다. 전사의 양성은 스파르타 교육에서 분명한 하
나의 목표였다. 또 소년들에게 직접 무기 훈련이나 중장보병 전술의 훈련
을 시키지는 않았더라도 기초적인 체력을 기르고 전사사회의 기상을 함양
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군사적인 부문은 고전기 스
파르타 사회 전체에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하나의 부분이었고, 군사훈련 역
시 교육의 중요한 일부지만 전체는 아니었고 전사양육이 교육의 전부는 더
욱 아니었다. 스파르타 교육을 오직 군사훈련이며 반(反)교육이라는 이미지
를 생성하고 유포한 것은 기원전 4세기의 연설가들과 철학자들, 특히 아리
스토텔레스였다. 그러나 스파르타의 강력한 힘과 그 힘을 칭송하는 세력에
저항해야 했던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가 그러한 논변들의 배경에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크세노폰은 종종 스파르타 숭배자, 특히 스파르타 군사력
의 숭배자로 간주될 정도이지만, 자신의 서술에서 스파르타 사회의 군사적
측면과 비군사적 측면을 뚜렷이 구분함으로써 ‘군사주의적’ 해석의 강력한
반대 논거가 된다. 스파르타가 공교육을 발명하고 소년들을 어릴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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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훈련시킴으로써, 그리고 특히 20세 이후의 성인 남성들 역시 집단
적 생활에 묶음으로써 기원전 6세기 후반부터 기원전 4세기 중반까지 오랜
기간 동안 그 어느 폴리스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스파르타 교육은 군인을 길러내는 것을 넘어 시
민의 육성이 가장 큰 목표였고, 군사적 자질은 상위의 통합적인 시민적 자
질 속에 있을 때에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스파르타의 ‘시민교육’은 당연히 아테나이의 것과는 다르다. 스파르타
에서는 수사학, 기하학, 천문학 등이 공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스파르타 폴리스가 필요로 하는 시민이 아테나이의 경우와 근본적으
로 달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스파르타 교육을 틀로 찍어내는 교육으로,
아테나이 교육을 ‘개인주의적’ 교육으로 대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테
나이에서도 역시 교육이란 폴리스의 가치를 주입하는 것이었고, 폴리스가
개인을 압도하는 지고의 선이었다. 사실 모든 교육은 소년을 표준에 적응
시키는 측면을 가진다. 그러므로 아고게 교육이 집단주의적이었는지 여부
가 아니라 그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스파르타 폴리스는 두 가지 가치를 내재화한 시민을 길러내야 했다.
하나는 체제에 대한 순응, ‘노모이’와 연장자에 대한 복종, 공동체를 자신
보다 우선시하는 태도 등 스파르타 폴리테이아의 동질성과 단일성과 관련
된다. 이로부터 스파르타 교육은 평등 지향적 성격을 드러낸다. 모든 시민
이 빈부에 무관하게 (물론 쉬시티아의 자격요건과 소년 공동식사 및 교육
의 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수준을 갖춘 시민들에 국한해서다)
동등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호모이오이 이데올로기의 근간을 이룬다. 동
시에 스파르타 아고게는 과두정 국가체제의 본질상 ‘가장 뛰어난 자’를 선
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23년에 이르는 장기적 교육과정에 항구적이
고 치열한 경쟁과 중첩된 감시, 포상과 처벌을 포함하는 경쟁적, 엘리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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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성격을 부여한다.
한편, 우리는 사료들이 왜곡하고 감추는 부분들을 통해, 아고게의 전혀
다른 성격을 발견할 수 있다. 스파르타 교육을 공교육으로 설명하는 것은
공교육 내에서만 옳다. 그러나 국가가 관할하지 않는 사적 영역도 그에 못
지않게 중요했다. 스파르타 교육의 경제적 부담은 개별 아버지들에게 부과
되었다. 소년의 삶 전체를 국가에 복속시키는 교육제도라는 설명만으로는
스파르타 교육의 독특성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는다. 스파르타가 교육제도
에서 드러낸 진정한 독창성은 사적 교육과 경쟁이라는 사회적 배경에서 전
시민에게 공통된 의무를 부과하고 동일체 의식을 고양시키는 영역을 창출
해 낸 것에 있었다. 또 스파르타 교육은 동일성과 동시에 참여 역시 강조
했다. 모든 시민이 소년교육을 면밀히 관찰하고 언제든지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로마시대에는 몇몇 유명한 의례만이 외지의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으나, 고전기 교육에서는 소년의 모든 활동이 모두의 구경거리
였다. 적어도 교육에서 스파르타인은 닫힌 제도가 아니라 모두에게 열린
제도를 운영했다.
아고게의 이러한 특징은 쉬시티아와도 일맥상통한다. 고전기 쉬시티아
는 함께 먹고 함께 싸우는 전사 공동체의 굳건한 상징이며 지지대였다. 쉬
시티아 자체는 스파르타 군대의 최소단위가 아니었다. 이는 에노모티아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쉬시티아는 에노모티아에 성원을 공급하는 기초 단위
였고, 쉬시티아 내에서는 스파르타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공유되고 전수
되었다. 이와 동시에 쉬시티아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고전기 후기의
상황에서 동일한 식사를 통해 스파르타 시민단의 동질성 이데올로기에 핵
심적으로 기여했고, 이는 소년들은 물론 20대와 그 이후의 세대들에게도
중요한 교육적 기능을 했다. 그러나 쉬시티아 내에서도 정치적, 사회적 차
원에서 위계적 관계가 존재했고 부유한 자들이 자신의 부로 공동체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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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명예와 영향력을 획득하는 길이 막혀 있지 않았다. 따라서 쉬시티아
는 학교교육과 마찬가지로 스파르타 사회에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평
등과 구별의 긴장관계를 조절하여 스파르타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
할을 했던 것이다.
고전기 스파르타 공교육에 대한 위와 같은 인식은 스파르타 사회의 독
특성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와 연결될 수 있다. 1970년대 이래로 급증한 스
파르타 연구에서 과연 스파르타가 다른 폴리스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예외적 혹은 ‘비정상’ 폴리스였는지 아니면 ‘정상’ 폴리스였는지가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었다. 스파르타를 예외적 폴리스로 보는 대표적인 논거는 스
파르타에서 국가가 사회를 전면적으로 통제했다는 것이며, 국가의 우월은
군사적 이유로 정당화되었다. ‘강제적이고 포괄적이며’ ‘모두에게 동등한’
‘전사를 길러내는 교육’이라는 기존의 스파르타 교육에 대한 이미지는 이
러한 국가 중심적, 군사주의적 해석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385) 그러나 이
논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고게에서는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부분(사
교육, 교육의 경제적 부담, 가족과 에라스테스의 역할)이 다만 존재할 뿐
아니라 교육의 본질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쉬시티아 역시 국가가 모
든 성인 남성 시민을 통제하는 기구이지만, 내부적으로는 15인 동료로 가
입되는 과정이 전적으로 사적인 파이데라스티아 관계에 의해 주로 이루어
지며, 개인의 사냥감이나 사재(私財)를 활용해 공동식사에 추가 식사를 제
공하는 길이 열려 있었다. 스파르타 폴리스의 성격에 대한 논란에 충분하
게 답하는 것은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지만, 이 논문에서 시도한 고전기
교육에 대한 확대된 이해는 스파르타 사회에 대한 향후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85) M. Hansen, “Was Sparta a normal or exceptional pols?”, in Hodkins ed., Sparta:
Comparative approaches, pp. 38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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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ublic Education of
Classical Sparta
JAE WOOK,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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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blic education of classical Sparta played a major role in creating
and maintaining the unique Spartan way of life which was contrasted to the
Athenian counterpart. The Spartan public education contributed not only in
fostering Spartan boys to be adults, warriors, and citizens but with daily
common messes which lasted ad vitam to imposing powerful discipline on the
everyday life of all the adult citizens of Sparta. This thesis tries to pursuit an
understanding of the first public education of the West through the two great
pillars of the Spartan polis and education: agoge and syssitia.
An important issue that is critical in establishing valid sources for the
research of agoge is whether or not the classical agoge retained historical
continuity through Hellenistic and Roman period. This thesis opposes to the
long tendency of constructing one and the same image of agoge by

- 175 -

synthesizing the scattered sources of varying periods of time. It also reject to
see the history of agoge as a series of complete ruptures. So while we can
detect fundamental changes of function and meaning in the Roman agoge
which followed the profound transformation of the polis it was embedded, the
‘revival’ of agoge in the Hellenistic period was not just a creation of a
philosopher’s imagination but a true reconstruction based on the genuine and
specific informations transmitted from the classical period. In this point, the
works of Sphaerus deserves an active re-evaluation as a key link between
Classical and Hellenistic agoge and for its influence on Plutarch.
To pursuit concrete details of classical agoge falls eventually on comparing
Xenophon and Plutarch properly. For neither of the two authors offers analytic
explanation for agoge, this thesis tried to describe the ‘curriculum’ which
flows through paides, paidiskoi, hebontes and to discern what can be known
and cannot. And from the re-viewing details of agoge it appeared that agoge
was not just a military school that trained future soldiers but a prolonged
process of transforming boys to adults and ultimately aimed to develop the
qualifications and virtues as full citizens of Spartan polis. Boys leaned to
think, speak, act like Spartans, and Spartan pederasty was important in this
process. Boys were prepared to enter into the adult society by the extremely
intimate relationship with the adult lover. Physical intercourse was strictly
forbidden, and pederasty was placed under the explicit educational purpose of
cultivating civic virtues.
Successful completion of agoge led to the admission to adult society, but
a Spartan citizen had to reenter into another, lifetime education to be
recognized as having the full membership of the Spartan army and pol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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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Syssitia forced all adult male Spartan citizen daily common mess.
Interestingly, syssitia imposed on every member some amount of monthly dues
and the quantity of foodstuffs monthly levied for each member was far more
than one could consume. If one could not meet this high standard of monthly
dues, it caused deprivation of full citizenship and degradation into ‘inferiors.’
This was one of the main causes of the notorious Spartna ‘oligarchia.’ Syssitia
was considered having strong association with the Spartan army, so it was
understandable that since Hellenistic period when Sparta’s military might was
seriously curtailed this institution fell into corruption and the ancestral
‘Lycourgan custom’ came to nothing but a pretext for free meals of wealthy
elites on the public expenses.
Syssitia was often suggestive of a military camp, but it was not a regular
unit of military

organization. Analysis on the classical sources clearly

demonstrates that the minimum unit of the Spartan army was enomotia not
syssitia. The genuine importance of syssitia in the military matters was that it
enabled intimate table members to fight together in the same enomotia. As a
result, enomotia could utilize the unity developed in syssitia, and the martial
valor demonstrated at the field in turn could serve as an important asset for
the competition within syssitia, which was microcosm of the Spartan polis.
Thus, while Spartan public education contributed to the enhancement of
equity and integrity within the polis by forcing every citizen the same
discipline and way of life, it also opened the windows of opportunity to show
off one’s individual or familial merit and wealth through the intense
competition of agoge or additional contribution to syssita. Spartan fathers in
theory equally shared their authority on all the boys, but they were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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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ate about the education and achievement of their own sons, who would
one day take over the family. Especially under the so called ‘public
education’,

Fathers should cover all the expenses for agoge and boys’

common meal. So Spartan public education was never a carving instrument
used in carrying through the will of the polis over individual citizens. It was
not a Procrustean and solely military-oriented training but a prolonged process
of expressing and mediating the tension between public demands and private
des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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