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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정의의 원천을 발견하기 위해 인간의 본성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키케로

의 『법률론』 1권의 내용을 해석한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되었거나 오해를 

야기하는 구조적인 분석을 지적하고, 『법률론』 1권의 구성에 대한 이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키케로는 정의에 관한 논의를 당시 로마 법률가들의 관례대로 법무관의 고시나, 그

들의 선조들처럼 12표법에서가 아니라 철학의 중심부로부터 시작한다. “너 자신을 

알라”는 철학의 외침처럼, 『법률론』 1권에서 철학의 중심부는 결국 인간 자신, 즉 

인간의 본성에 관한 논의로 귀결된다. 키케로는 “정의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때 인간의 본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인간이 동물들과 공유하는 자기보존 본능, 혹은 약

육강식에 따르는 본능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신과 공유하는 이성에 기초한 고상

한 본성이다. 키케로는 처음부터 인간을 여타의 동물들과 구별하여 인간을 독특하

게 만들어주는 신적인 본성을 인간 본성의 핵심으로 상정한다. 비록 인간과 신/신

들의 관계에 관한 논의가 불필요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는 『법률론』 

1권에서 키케로의 의도를 오해한 결과이다. 본 논문은 이런 오해를 지적하고, 인간

의 신적인 본성에 관한 논의가 『법률론』 1권에서 전개되는 자기 희생적이며 이타

적인 도덕성을 말하기 위해서 필요한 논의였음을 보여준다.  

『법률론』 1권에서 키케로는 인간의 본성을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결부시킨다. 그러

나 인간 사회에서 항상 높은 수준의 도덕성만 관찰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동물

들의 세계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이기주의적인 모습도 종종 목격된다. 정의가 실현되

지 않는 이러한 적나라한 현실은 키케로의 주장에 반박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며, 

그의 주장과 대립되는 논의들이 실제로 있었다. 키케로는 이러한 현상을 해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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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완성된 이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성의 완

성이라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최고선에 

대한 논의는 많은 학자들이 분류하듯이 여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의가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키케로의 주장과, 이를 반영하지 못한 현실 사이의 괴리

를 해명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논의였음을 알 수 있다. 키케로는 지혜의 찬양에서 

“너 자신을 알라”는 철학적인 명제와, 당시 철학의 세 분야인 윤리학, 자연학, 수사

학을 소개하면서 인간이 이성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수단으로서 철학을 제

시한다.  

키케로는 『법률론』 1권에서 인간의 본성을 인간이 신과 공유하는 이성으로 상정하

고, 태어날 때 미완성인 이성을 철학을 통해 완성시키는 것을 인간의 목표로 제시

함으로써 정의가 인간의 본성,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고상한 본성에 의

해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법률론』 1권의 구조 분석을 통해서 『법률론』 

1권의 구조가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탄탄하다는 사실과, 이런 긴밀한 내

적 구조가 『법률론』 1권의 일관된 내용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요어 : 키케로, 법(률), 정의, 자연(본성), 자연법, 이성, 『국가론』, 최고선 

학  번 : 2016-28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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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 문제제기 

 

『법률론』 1권에서 키케로는 끊임없이 『국가론』을 언급하면서,1 『국가론』에

서 제시된 최고의 정체에 합당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그의 목표라고 명시

한다. 키케로는 『법률론』 1권 18-19절에서 자연법을 소개하면서 “최고의 법

은 어떤 법률이 기록되기도 전에, 어떤 국가가 설립되기도 여러 세대 전에 탄

생했네”라고 말한다. 이 말은 최고의 법인 자연법이 한 국가의 법률 뿐만 아

니라 국가 수립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키케로가 기존의 12표법

이나 집정관들의 고시가 아닌 보편적인 정의와 법률은 추구하고,2 이로부터 

국가와 법률의 토대를 세우고자 했던 이유는 당시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박은정은 자연법의 발생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곰곰 따지고 보면, 법이라는 지적 자원의 축적사(蓄積史)는 인간이 

그 이성의 자각과 함께 시작한 법비판의 역사와 같은 궤적을 그려왔

다. 객관적으로 올바른 법이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끊임없이 기존의 

법을 비판해 온 이 역사는 서구에서 가장 포괄적으로는 자연법으로 

                                       
1 키케로는 『법률론』 1권 20절에서 스키피오가 여섯 권의 책에서 최고의 정체로 가르쳤던 

국가를 보존하고, 그 체제에 합당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말한다(Quoniam igitur eius 

reipublicae, quam optimam esse docuit in illis sex libris Scipio, tenendus est nobis et 

servandus status, omnesque leges accommodandae ad illud civitatis genus). 키케로가 

『법률론』 2권과 3권에서 종교법과 정무법을 나열한 후 각각의 법률을 주석하기 전에 퀸투

스가 키케로의 법률이 로마의 법률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할 때마다 키케로는 『국가론』

을 언급한다(『법률론』 2.23: An censes, cum in illis de republica libris persuadere videatur 

Africanus omnium rerum publicarum nostram veterem illam fuisse optimam, non 

necesse esse optimae reipublicae leges dare consentaneas?, 『법률론』 3.12: Haec est 

enim quam Scipio laudat in <sex> libris…).   

2 『법률론』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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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컬어지는 사유전통으로 이어져 왔다. 이 사유전통은 역사 속에 잠

복해 있다가, 질서의 위기나 법비판의 계기가 생기면 으레 부상했다. 

그러다가 법비판의 계기가 약해지면 다시 수면 아래로 잠복하곤 했

다. 말하자면 자연법의 철학은 위기의 철학이었던 셈이다. 이런 식으

로 자연법은 실정법에 대한 윤리적 척도 혹은 ‘실정법의 양심’으로 

일컬어지면서 역사적 부침 속에서도 명맥을 유지해 왔다.3 

       

키케로를 자연법의 논의로 이끈 당시 로마사회 질서의 위기는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자연법의 원조인 스토아학파가 자연법을 고안했던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자. 스토아학파의 창시자였던 제논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11년 전인 기원전 334년에 태어났다. 따라서 스토아학파가 발전했던 세

계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기존 철학자들과 달리 알렉산더 대

왕을 통해 확장된 세계였고, “이 새로운 세계정세는 자연법의 형태에 결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4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넘어서지 않는 폴

리스에서 올바른 이념적 법을 찾았다면, 스토아 학자들의 시선은 제

한된 지상의 국가를 넘어 ‘세계도시’의 헌법, 바로 자연법에 향해 있

었다. 국가와 법은 모든 것, 다름 아닌 우주를 형성하는 형식으로 확

장된다.5      

 

당시 로마의 정황을 살펴보면, 키케로 이전 세대는 카르타고를 정복함으로써 

지중해의 패권을 획득했고, 키케로 당대에도 동쪽으로는 폼페이우스가, 북쪽

으로는 카이사르가 로마의 영토를 넓혀가는 과정 속에 있었다. 따라서 키케

로는 날로 확장하는 로마 공화국과, 로마령에 포함된 다양한 민족들을 통치

                                       
3 박은정. 「전환시대의 법철학 -자연법론의 귀환(?)」 , 『법철학연구』 20(1) (2017), 10. 

4 Welzel,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 박은정 역 , 서울: 三英社, 2001, 61. 

5 Ibid.,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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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6 이런 고

민이 『국가론』과 『법률론』을 탄생시켰고, 키케로는 국가와 법률이라는 두 개

념의 근본적인 토대로서 자연법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법률론』은 

단순히 저술의 순서만을 고려해서 『국가론』의 후속편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

라, 『국가론』의 원리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법률론』 1권의 연구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법률론』은 로마가 세계적인 국가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 로

마 공화국 말기의 최고 정치가 중 한 명이었던 키케로가 고안해낸 이론적인 

토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자들은 『국가론』에 비해 『법률론』에 미미한 관심만 보였을 뿐이고, 국내

에서도 『법률론』을 다루는 학위 논문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인간의 본성을 토대로 전개된 키케로의 『법률론』 1권의 자연법을 집중

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후 연구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이다.  

 

                                       
6 이와 관련해서 Mehl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키케로는 자신의 법률이 보편적으로 유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의 법률은 로마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했다. 따라서 그의 법률의 토대는 보편적인 원리들을 포함해야 했다. 키케로의 

보편적인 의도에 주위를 환기시켰던 학자들은 그의 보편성의 정도를 다양하게 해석했다. 

Rawson(1973, 343)은 키케로가 비록 일차적으로는 로마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자신의 

법률이 어떤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키케로가 제국을 위해서 법률을 제정했다는 점을 주안점으로 삼았던 Girardet(1983, 14)은 

키케로의 계획의 보편적인 측면이 무시되었다고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MacKendrick(1989, 

78-9)도 Girardet의 주장을 승인한 후, 키케로가 “세계 대도시(world metropolis)에 알맞게 

조상들의 체계를 개혁하고 있으며, 그의 개혁안의 옳고 그름은 로마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적용된다”고 기술한다. (D. D. Mehl. Comprehending Cicero's De Legibus. 

University of Virginia Ph.D Dissertation, UMI no. 9930125, 2000, 95. 앞으로 Mehl의 

논문을 인용할 때는 이름과 페이지만 제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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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키케로의 『법률론』의 연구사 

 

키케로의 『국가론』에 비해 『국가론』의 후속편으로 알려진 『법률론』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1973년도에 로슨(E. Rawson)은 『법률론』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평한다:  

(『법률론』은) 저작시기가 불분명하고, 원천은 논쟁의 대상이며, 단편

적으로 보존되었고, 편지를 비롯한 키케로의 다른 작품에서는 무시

되며,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신탁적이고 인위적인 고풍체(그리고 그 

결과 텍스트가 부분적으로 심각하게 변질되었는데)로 인해 무수한 

문제점들을 불러일으킨다. 그 결과 키케로를 연구하는 수많은 학생

들이 『법률론』을 전적으로 무시하거나, 『법률론』에 대한 상투적인 

말만 한다;… 지난 수백 년 동안 『법률론』의 연구는 우울할 정도로 진

척이 없었다.7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1994년에 폴 벤더 웨어트(Paul Vander Waerdt)는 

헬레니즘 철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당시에도 『법률론』에 관한 최근의 연구

가 놀랍도록 부족하다고 지적한다.8 2004년에 키케로의 『법률론』에 대한 600

                                       
7 “…uncertain in date, debated as to its sources, fragmentary in preservation, ignored, 

it seems, both in the letters and the other treatises, in parts oracular and mock-archaic 

in style (and partly as a result, seriously corrupt in text), it poses innumerable problems. 

As a result, too many students of its author bypass it altogether, or devote to it only a 

few conventional words; … it is depressing to see how little solid advance has been 

made in the last hundred years…” – E. Rawson. “The Interpretation of Cicero’s ‘De 

Legibus.’” in H. Temporini ed., Aufstieg und Niedergang der Römischen Welt: Geschichte 

und Kultur Roms im Spiegel der Neueren Forschung 1.4. Berlin: Walter De Gruyter, 1973, 

334. 

8 P. A. Vander Waerdt. “Philosophical Influence on Roman Jurisprudence? The Case of 

Stoicism and Natural Law.” In W. Haase and H. Temporini ed., Aufstieg und Niedergang 

der Römischen Welt: Geschichte und Kultur Roms im Spiegel der Neueren Forschung 

2.36.7. Berlin: Walter De Gruyter. 1994, 4867 각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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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가 넘는 주석을 출간한 다이크(A. R. Dyck)의 서문의 첫 마디도 “The 

neglect of Cicero, de Legibus, is striking”이다.9 다이크의 노력으로 인해 키

케로의 『법률론』에 충분한 관심이 기울여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2006년의 박사학위를 토대로 2011년에 『법률론』에 대한 주석서를 출

간한 카스퍼(T. W. Caspar)는 키케로의 『법률론』에 대한 기존 학자들의 태도

를 비판하면서 다이크의 연구는 키케로에 대한 이해를 거의 원천사냥으로 축

소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10 더 나아가서 키케로를 “전승자(transmitter)” 혹

은 “절충자(eclectic)”로 분류하는 표어가 여전히 그를 뒤따른다고 평가한 후,11 

기존 연구에 반해서 키케로의 『법률론』을 새롭게 해석한다. 상기 연구자들의 

말을 토대로 보면 키케로의 『법률론』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불충분하고, 『법

률론』을 새롭게 보는 시도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키케로의 『법률론』에 대한 기존 연구는 어떤 주제를 다루었으며, 어

떤 문제점들에 주목했을까? 먼저 『법률론』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법률론』의 가장 현저한 문제는 저작시기이다. 키케로는 율리우스 카이

사르가 살해당했던 기원전 44년 3월 15일에 『신들의 본성에 관하여』 (De 

Natura Deorum)의 후속편인 『점술에 관하여』 (De Divinatione)를 저술 중이

었다. 키케로는 카이사르의 살해 사건으로 추정되는 어떠한 계기로 인해 자

신이 그 시점까지 출판했던 철학, 정치, 그리고 수사학 작품들을 간략하게 소

개하고 나열한다.12 주목할 점은 키케로가 여섯 권으로 구성된 『국가론』에 대

해서는 언급을 하는 반면에, 『국가론』의 후속편인 『법률론』에 대해서는 침묵

한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서 키케로의 생애에 『법률론』의 출판여부와, 더 

                                       
9 A. R. Dyck. A commentary on Cicero, De legibu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4, vii. 앞으로 Dyck의 주석을 인용할 때는 이름과 페이지만 제시하겠다.  

10 T. W. Caspar, Recovering the ancient view of founding : a commentary on Cicero’s 

De Legibus. Lanham, Md.: Lexington Books, 2011, 5. 앞으로 Caspar의 책을 인용할 때는 

이름과 페이지만 제시하겠다.  

11 Ibid., 7. 

12 『점술에 관하여』 (De Divinatione)2.1-4. 



6 

나아가서는 완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법률론』의 저작에 관한 권

위자로 지목받는 슈미트(P. L. Schmidt)13는 1959년에 박사논문과, 1969년의 

논문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 슈미트를 대체적으로 따르는 로슨은 키케로가 

『국가론』을 쓸 당시에 『법률론』을 썼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법률론』이 『점

술에 관하여』의 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이유는 『법률론』이 출판되지 않았거

나, 51년의 예상치 못한 킬리키아 파견과 이후의 내전으로 인해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14 

『법률론』의 저작시기와 관련해서 대두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법률론』의 수

정여부이다. 1894년에 라이첸슈타인(R. Reitzenstein)은 키케로의 『법률론』의 

                                       
13 P. L. Schmidt. Interpretatorische und chronologische Grundfragen zu Ciceros Werk 

„De Legibus." Ph.D Dissertation. Freiburg, 1959., Die Abfassungszeit von Ciceros Schrift 

über die Gesetze. Rome, 1969.  

14 E. Rawson. “The Interpretation of Cicero’s ‘De Legibus.’” in H. Temporini ed., Aufstieg 

und Niedergang der Römischen Welt: Geschichte und Kultur Roms im Spiegel der 

Neueren Forschung 1.4. Berlin: Walter De Gruyter, 1973, 336. Zetzel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On the whole, it is safest to believe that Cicero left On the Laws 

incomplete in 51 and never returned to it under the changed political circumstances of 

the 40s. In that case, it will have been made public shortly after his death: Cornelius 

Nepos, the historian and protégé of Cicero’s friend Atticus, clearly alludes to it in a 

fragment of his treatise On Latin Historians, probably written in the late 30s.” (Cicero. 

De Repulica, De Legibus . J. Zetzel tr., Cicero: On the Commonwealth and On the Laws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xxi) 비교적 최근에 Schmidt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De Legibus consequently was left unfinished, or at least never received the 

final touches, and remained unpublished, as the omission of De Legibus from the 

preface of De Divinatione 2 clearly shows. Cicero never returned to it, the radically 

changed political circumstances having made such concrete visions obsolete.” (P. L. 

Schmidt. "1. THE ORIGINAL VERSION OF THE DE RE PUBLICA AND THE DE LEGIBUS."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Classical Studies 45 no. S76 (2001), 16). Rudd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The Laws was begun in the same period as the Republic, at the end of the 50s. 

Work was suspended when Cicero went out to govern Cicilia in 51, and, whether or not 

it was resumed in 46(Fam. 9.2.5), it may never have been finished.” (Cicero. De Repulica, 

De Legibus. N. Rudd. tr., The republic and The laws ,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x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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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15 슈미트는 뷔흐너(K. Büchner)로부터 수여 받

은 1959년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이에 반박하는 논의를 전개했다. 이후 뷔흐너

가 『법률론』의 수정을 긍정하자, 슈미트는 1969년에 『법률론』이 기원전 53-

51년에 작성되었고, 수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논문을 쓴다.16 헨츄

케(A. Hentschke)는 키케로의 『법률론』의 수정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논의가 

팽팽하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17 로슨도 『법률론』 2권

의 초반부가 대체적으로 스토아학파의 논리를 따르는 1권과 달리 플라톤적

인 색채를 띠기 때문에 『법률론』이 본래 2권에서 시작했을 것이고, 1권은 이

후에 첨가되었을 것이라는 뷔흐너의 수정 이론이 매력적이라고 평가한다.18       

                                       
15 R. Reitzenstein. Drei Vermutungen zur Geschichte der römischen Litteratur. Marburg: 

N.G. Elwert’sche Verlagsbuchhandlung, 1894. Reitzenstein은 1권과 2권의 차이를 주목하

면서 1권이 기원전 45년에 저술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E. A. Robinson은 이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법률론』 전체가 기원전 43년 처음 세 달 내에 저술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Dyck는 Reitzenstein과 Robinson의 논의가 Schmidt에 의해 충분히 반박되었다고 생각

한다(Dyck, 5-6). Reitzenstein과 Büchner가 『법률론』 1권과 2권의 저작시기를 분리하려는 

이유와, 이에 대한 Schmidt의 반박에 대해서는 Dyck 239-240쪽을 참고하라.   

16 P. L. Schmidt. Die Abfassungszeit von Ciceros Schrift über die Gesetze. Rome, 1969. 

17 A. Hentschke. “ZUR HISTORISCHEN UND LITERARISCHEN BEDEUTUNG VON CICEROS 

SCHRIFT „DE LEGIBUS““. Philologus - Zeitschrift für antike Literatur und ihre Rezeption 

115 no. 1 (1971), 118-119. 

18 이에 대해서 Asmis는 말하기를 “Following Reitzenstein 1893: 6-7, Büchner 1961 argues 

that Cicero wrote the first book of Laws, which he considers Stoic in conception, after 

the second book, which he considers Platonic and close in spirit to Cicero’s Republic. 

By way of connection, Büchner suggests (pp. 88-89), Cicero subsequently inserted the 

Stoic definition of law at 2.8-9. Hentschke 1971 rejects Büchner’s view.” (E. Asmis. “Cicero 

on Natural Law and the Laws of the State.” Classical Antiquity 27, no. 1 (2008), 19 각주 

58) Schmidt는 2001년의 논문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약간 수정한다: “Looking at the first 

book of the Laws in the light of the proposed reconstruction of plan A, however, I will 

have to change the position of my dissertation in one important aspect - dies diem 

docet. At that time I defended the coherence and continuity of thought leading up 

from the general definition of natural law in Book 1 to the recapitulation of this position 

in 2.8ff., especially against those, such as Reitzenstein and my teacher Karl Büchner, who 

saw this recapitulation as a sign of a later revision of the whole work in 46 BC, Boo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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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들은 우리에게 남아 있는 『법률론』이 온전하게 전수되지 않았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보존된 『법률론』은 3권에서 끝난다. 그

러나 마크로비우스(Ambrosius Theodosius Macrobius)가 5권을 인용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법률론』이 적어도 다섯 권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어떤 학자들은 키케로가 『법률론』의 권수를 『법률론』의 전편인 『국

가론』의 권수에 맞추어서 여섯 권으로 작성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19 그러나 

1727년에 데이비스(Davies)는 마크로비우스가 언급한 5권의 단편20은 5권의 

서문에 속하고, 여기에서 태양이 방금 자오선(meridian)을 지나친 것으로 묘

사된다는 점을 근거로 『법률론』이 총 여덟 권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라고 주장

했고, 많은 지지자들을 얻었다21. 이 외에도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지만, 근거

가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22     

                                       

being therefore a later addition. I would now concede that Leg. 1 is indeed later in 

respect to plan A, albeit by only a little.” (P. L. Schmidt. "1. THE ORIGINAL VERSION OF 

THE DE RE PUBLICA AND THE DE LEGIBUS."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Classical Studies 

45 no. S76 (2001), 13) 이에 반해 Dyck는 『법률론』 1권이 먼저 저술되었고, 키케로가 2권

을 저술하기 시작했을 때는 1권과 유사한 논의를 펼치다가(2.8-9a), 『법률론』 2권에 보다 

적합한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서 보다 귀납적인 방법(2.9-13)을 동원했다고 본다. (Dyck, 

267). 이에 대한 Mehl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The fact that he appears unnecessarily to 

be repeating what he says in Book 1 or else introducing a revised doctrine has led some 

scholars to propose that the first book is a later addition. Scholars generally have not 

accepted this so-called “revision theory,…” (Mehl, 140)     

19 P. L. Schmidt. "1. THE ORIGINAL VERSION OF THE DE RE PUBLICA AND THE DE 

LEGIBUS."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Classical Studies 45 no. S76 (2001), 12. 

20 Cicero. De Repulica, De Legibus. N. Rudd. tr., The republic and The laws ,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169. 

21 Zetzel도 이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a reference to midday in the fragment of 

Book 5 suggests that Cicero may have planned a work in eight books.” (Cicero. De 

Repulica, De Legibus. J. Zetzel tr., Cicero: On the Commonwealth and On the Laws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xxi) 

22 E. Rawson. “The Interpretation of Cicero’s ‘De Legibus.’” in H. Temporini ed., Aufstieg 

und Niedergang der Römischen Welt: Geschichte und Kultur Roms im Spiegel der 

Neueren Forschung 1.4. Berlin: Walter De Gruyter, 1973,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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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론』의 내용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또다른 문제는 『법률론』 1권과 2, 3권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것이다. 키케로는 『법률론』 1권에서는 만민에게 적용

되는 자연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자연법을 전

개한다. 반면에 종교법과 정무법을 다루는 2권과 3권의 실정법에서는 대체적

으로 로마의 기존 법을 옮겨 적는다.23 키케로는 『국가론』 3권 33절24에서 라

일리우스의 입을 빌려 자연법을 언급한다. 라일리우스는 참된 법인 자연법이 

“로마와 아테네에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과 나중에 다른 법이 있을 것이 아

니라, 하나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법이 모든 때에, 모든 종족들을 포괄할 것”이

라고 설명한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법률론』 1권의 자연법과, 근본적으로 로

마의 실정법과 소이한 2, 3권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 아

스미스(E. Asmis)는 1권과 2, 3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세 가지의 해석을 소개

한다. 첫 번째 해석은 키케로가 플라톤의 전례를 따라 자연법을 모방하였고, 

자연법에 근사한 법률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와 연관된 두 번째 해석은 키

케로가 자신의 법률을 자연법의 실현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해석은 

키케로가 자신의 법률과 자연법을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다.25 자연법

                                       
23 키케로는 『법률론』 2.23, 3.12에서 Numa의 종교법, mos maiorum, nostrae civitatis를 

언급한다. 

24 『국가론』 3권은 단편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편집자마다 구절 표기가 다르다. 따라서 

『국가론』 3권을 언급할 때는 Powell(Cicero. De re publica De legibus Cato maior de 

senectute Laelius de amicitia. J.G.G. Powell ed.,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과 Ziegler(Cicero. De re publica. K. Ziegler ed., Stuttgart: Teubner, 1992)의 

구절을 제시하겠다. 이 구절은 Powell의 3.22.27 [33], Ziegler의 3.22.33에 해당한다. 

자연법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론』 3권 33절은 자주 인용되고, 주로 33절로 인용되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3권 33절로 표기하겠다. 앞으로 『국가론』 3권이나 6권과 같이 

단편적으로만 남아 『국가론』의 다른 구절들을 인용할 때는 Powell과 Ziegler, 그리고 

Zigeler를 따르는 김창성 번역(Cicero. De Republica. 김창성 역, 『국가론』 , 파주 : 한길사, 

2007)의 해당 자리를 표기하겠다. 김창성은 1999년에 키케로의 『최고선악론』을, 2007년에 

키케로의 『국가론』을 번역했다. 본 논문에서 자주 인용되는 김창성의 『국가론』은 역자명, 

출판년도, 페이지로 명시하겠다.    

25 E. Asmis. “Cicero on Natural Law and the Laws of the State.” Classical Antiquity 27, 

no. 1 (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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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키케로의 법률이 동일하다는 마지막 해석은 1983년에 기라르데트(K. M. 

Girardet)26를 시작으로, 페라리(Ferrary), 멜(Mehl), 다이크(Dyck), 아트킨스

(Atkins) 등의 학자들이 지지하는 주장이다.27 이에 반해 아스미스는 키케로의 

자연법과 실정법이 다르다는 전통적인 이분(二分)설을 따른다. 그녀에 의하면 

키케로의 실정법은 스토아학파의 규정(praecepta, παραίνεσις)에 해당하며, 완

전한 행위(κατορθώματα)가 아니라, ‘적합한 행위’28(officium, καθήκοντα)를 요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29 따라서 불충분하지만 완벽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연법과는 다르고, 전자는 후자에 근거해서 제시된다고 말한다.      

키케로의 자연법의 원천에 대한 논의도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대부분

의 학자들은 키케로의 자연법이 스토아학파의 자연법에서 유래했다고 간주

한다. 스토아학파의 자연법이 간접적으로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에게서 유래

했다는 주장도 있고, 더 나아가서 자연법의 기본 개념이 이미 그리스문명 초

기부터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30 그러나 스트라이커(G. Striker)

는 자연 정의(natural justice)와 자연법(natural law)을 구분하고, 플라톤과 아

리스토텔레스에게 자연적인 정의 개념은 발견되지만, 이 개념은 이후 스토아

                                       
26 K. M. Girardet. Die Ordnung der Welt: ein Beitrag zur philosophischen und politischen 

Interpretation von Ciceros Schrift de legibus. Wiesbaden: Steiner, 1983. 

27 E. Asmis. “Cicero on Natural Law and the Laws of the State.” Classical Antiquity 27, 

no. 1 (2008), 2, 각주 3.  

28 Officium은 통상적으로 ‘의무’로 번역된다. 그러나 이창우는 이 단어를 “그 일이나 기능

을 수행해야 할 이유가 구속적이거나 강제적이지 않고 자연적 혹은 자연(본성)에 따른 것

(secundum naturam)이다”고 정의한다. 따라서 보다 적합한 번역어로 “적합한 행위 혹은 

적합한 것 혹은 적합함”을 제시한다. (이창우. 「나의 인격은 몇 가지인가?: 키케로의 『적합

한 행위에 관하여』(De Officiis), 제1권 107-21」 , 『인간연구』 13 (2007), 124 각주 8). 

29 E. Asmis. “Cicero on Natural Law and the Laws of the State.” Classical Antiquity 27, 

no. 1 (2008), 28. 

30 그리스 시대의 자연과 법 및 자연법의 변천사는 M. Le Bel. “Natural law in the Greek 

period.” Natural Law Institute Proceedings 2 (1949), J. L. Adams. “The Law of Nature in 

Greco-Roman Thought.” The Journal of Religion 25, no. 2 (1945), G. Watson. “The Early 

History of 'Natural Law'.” Irish Theological Quarterly 33 no. 1 (1966), Welzel.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 박은정 역 , 서울: 三英社, 2001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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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가 전개한 자연법과 다르다고 주장한다.31 키케로의 자연법이 스토아학

파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키케로가 법의 적용범위를 초기 

스토아학파가 그러했듯이 현자들에게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게 확장했다는 점을 들어, 키케로의 자연법이 파나이티오스(Panaetius) 혹은 

포시도니오스(Posidonius) 등의 완화된 중기 스토아학파의 자연법을 계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더 나아가서 키케로가 스토아학파와 소요학

파 및 아카데미아학파가 근본적으로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구아카데미아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던 안티오코스(Antiochus of Ascalon)의 자연법을 따랐다

는 주장도 제기된다.32 『법률론』 1권의 각 부분을 파나이티오스, 포시도니오

스, 그리고 안티오코스에게 분할하는 시도도 있었다.33 그러나 초기와 중기 스

토아학파의 도덕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고, 초기 스토아학파는 현자의 도덕

을 강조했던 반면에 중기 스토아학파는 범인의 도덕을 강조했을 뿐이라는 주

장도 제기된다.34  

                                       
31 G. Striker. “Origins of the concept of natural law.”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Boston Area Colloquium in Ancient Philosophy 2 no. 1 (1987). Asmis도 Striker의 

논의에 동의한다. (Asmis, 2008, 6 각주 11). 

32 P. A. Vander Waerdt. “Philosophical Influence on Roman Jurisprudence? The Case of 

Stoicism and Natural Law.” In W. Haase and H. Temporini ed., Aufstieg und Niedergang 

der Römischen Welt: Geschichte und Kultur Roms im Spiegel der Neueren Forschung 

2.36.7. Berlin: Walter De Gruyter, 1994. 키케로는 기원적 79년경에 아테네에서 6개월 가

량 안티오코스에게서 수학한 적이 있다. 그 시대를 바탕으로 쓴 글이 『최고선악론』 5권에 

해당한다. 이 작품의 등장 인물은 마르쿠스 피소, 퀸투스, 티투스 폼포니우스(아티쿠스의 

본명), 루키우스 키케로(키케로의 친척), 그리고 키케로 자신인데, 이는 『법률론』의 등장인

물과 유사하다는 점이 흥미롭다.    

33 P. Finger. “DIE DREI GRUNDLEGUNGEN DES RECHTS IM 1. BUCHE VON CICEROS 

SCHRIFT DE LEGIBUS.“ Rheinisches Museum für Philologie 81 no. 2 (1932), P. Finger. 

“DIE DREI GRUNDLEGUNGEN DES RECHTS IM 1. BUCHE VON CICEROS SCHRIFT DE 

LEGIBUS (schluss).“ Rheinisches Museum für Philologie 81 no. 3 (1932). 

34  I. G. Kidd, “The Relation of Stoic Intermediates to the Summum Bonum, with 

Reference to Change in the Stoa.” The Classical Quarterly, Vol. 5 issue 3-4 (1955). Kidd

의 기본개념을 사용해서 유사한 논증을 펼치면서 Vander Waerdt의 주장에 P. Mit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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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케로의 『법률론』에 관한 국내연구는 미미하다. 1997년에 조국연이 키케로

의 자연법이론에 대한 논문을 썼다. 그는 키케로의 『법률론』과 『의무론』을 중

심으로 키케로의 자연법을 설명한다. 『법률론』에 관한 내용 주로 『법률론』 1

권의 전반부의 내용에 국한되었다. 그는 인간이 이성적이고 신성한 존재로서 

존엄하다는 스토아학파의 기본 사상을 논하고 있다고 바르게 해석한다. 키케

로의 자연법을 『의무론』의 내용과 연결시키는 시도가 이 논문의 장점일 것이

다. 아쉬운 점은 『법률론』 1권의 핵심 용어인 lex와 ius에 대한 번역이 일관되

지 않다는 점이다. Lex는 법(法), 규범(規範)으로 번역되고, ius는 법(法), 정의

(正義), 정(正)으로 번역되는데, 이는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 여겨

진다. 1998년에 조천수 역시 키케로의 자연법사상에 관한 논문을 썼다. 그는 

이 논문에서 『최고선악론』과 『법률론』을 주축으로 키케로의 자연법을 설명

하려고 시도했다. 특히 아스칼론의 안티오코스의 견해로 인정되는 『최고선악

론』 4, 5권의 내용을 키케로 자신의 견해로 상정하고, 키케로가 이성적 본성

만으로 도덕적 선악을 판단하는 에피쿠로스학파와 자연적 본성만으로 도덕

적 선악을 판단하는 스토아학파의 양극단을 비판했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

면 키케로는 자연법의 근거가 되는 인간의 본성을 두 가지로 잡는데, 하나는 

자기애와 자기보존본능에 근거하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이고 다른 하나는 인

간의 이성적인 본성이다. 이 두 본성이 충돌할 경우 자연적 본성은 이성적 본

성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2007년에 김용민은 키케로의 『국가론』과 『법률론』

을 중심으로 키케로의 정치철학에 관한 논문을 썼다. 『법률론』에 관한 논의

는 길지 않지만, 그는 키케로가 자연법 개념을 스토아학파에서 받아들였고, 

자연법을 시민법의 제정과 연관시켜 고대정치철학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했

                                       

“Natural Law and Natural Right in Post-Aristotelian Philosophy. The Stoics and Their 

Critics.” in W. Haase and H. Temporini ed., Aufstieg und Niedergang der Römischen 

Welt: Geschichte und Kultur Roms im Spiegel der Neueren Forschung 2.36.7. Berlin: 

Walter De Gruyter, 1994 참고. Mitsis와 논의가 조금 다르지만 Asmis도 초기와 중기 스토

아학파의 차이를 부정하고, 키케로가 내용 뿐만 아니라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에서도 전적

으로 스토아학파에 의존적이라는 주장한다. Dyck도 Girardet에 반해 『법률론』이 스토아학

파 전통의 자연법에 속한다고 주장한다(Dyck,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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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키케로가 제시한 법률이 어떻게 자연법으로부터 도출되는지는 명확하

지 않다고 평가한다. 그는 『법률론』에서 인간이 신과 함께 이성을 공유하고 

하나의 법에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근거로 키케로가, 비록 불완전하지만 인

간을 도덕적으로 평등한 존재로 규정했다고 본다. 2014년에 키케로의 국가론

과 자연법사상에 관한 논문을 쓴 서영식도 자연법의 이성적이고 신적인 내용

을 비롯해서, 법과 덕의 상관성 등 『법률론』 1권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

다. 2016년에 키케로의 『법률론』에 관한 논문을 쓴 성중모는 로마법 안에서 

lex와 ius의 의미 및 두 용어의 상호관계를 해명하고, 이에 대한 법학적인 번

역어를 제시하며, 키케로가 최고법을 자연 법(ius)이 아닌 자연 법률(lex)로 명

명했던 원인에 답변을 제시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론』에 대한 해외의 기존의 연구는 『법률론』의 

저작시기, 『법률론』의 수정여부, 『법률론』 1권과 2, 3권 사이의 연관성, 『법률

론』 1, 2권에 나타난 자연법의 출처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국내 연구는 법

학적인 측면에서 키케로의 자연법에 대한 논의의 일부로서 『법률론』을 해석

하거나,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국가론』과 결부시키는 접근을 시도했다. 그러

나 대부분 『법률론』 1권의 초반부의 일부 내용에 국한된 해석으로 끝나는 경

향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법률론』 1권 전반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

할 것이다. 키케로는 『법률론』 1권에서 『법률론』 전체를 위한 방비 작업

(praemunio)을 한다.35 따라서 『법률론』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

률론』 1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법률론』은 『국가론』의 속편으로서 스키피오가 『국가론』에서 최상의 정체로 

제시했던 혼합정체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목적으로 저술되었다.36 따라서 『법

률론』과 『국가론』은 밀접하게 연관된다. 특히 어떤 법률이 기록되거나, 어떤 

                                       
35 『법률론』 1.34: Quae praemuniuntur omnia reliquo sermoni disputationique nostrae,… 

이 문장이 『법률론』 전체에 대한 방비 작업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Dyck 162쪽, L. Kenter. 

Cicero,“De legibus”: A Commentary on Book 1. Amsterdam: Adolf M. Hakkert, 1972, 140 

참조. 앞으로 Kenter의 주석을 인용할 때는 이름과 페이지만 제시하겠다.  

36 『법률론』 1.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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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수립되기 전에 존재했던 최고의 법에37 대한 철학적인 논의가 전개되

는 『법률론』 1권은 『국가론』의 해석에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법률론』 1

권과 2, 3권 사이의 관계나, 『국가론』과의 연관성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

후의 과제로 남겨두고, 본 논문에서는 『법률론』 1권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

루도록 하겠다.  

『법률론』 1권은 다양한 접근방식과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필

자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포괄적인 내용을 틀로 삼아 『법률론』 1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구조와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법률론』 1권의 구성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일부 학자들은 키케

로가 정의의 원리로 밝히는 『법률론』 1권 20-28절의 내용이 『법률론』 1권의 

전개에 큰 도움이 안 되거나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법률론』 1권의 후반부에 속하는 40-66절의 구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40-52절을 정의가 본성적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

에 대한 반박으로 분류하고, 이후에 52-57절에 나오는 최고선에 대한 논의는 

여담으로 치부하며, 58-63절은 지혜의 찬양에 대한 내용으로 따로 구분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들이 제시하는 것보다 『법률론』 1권 구성의 완성도가 높다

고 생각하고, 이 구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결국 키케로의 의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을 제시하겠다.  

먼저 키케로는 20-28절에서 정의의 원천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18-19절에서 

제기했던 자연이란 개념 대신 신/신들이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다. 20-28절

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연법을 설명하는 과정

에서 신들이 언급될 필요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자

연법을 말할 때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대두되

는 질문은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이냐는 질문이다. 실제로 인간은 동물들과 공

                                       
37 Ibid., 1.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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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는 본성도 가지고 있고, 신과 공유하는 이성으로 대표되는 고상한 본성

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자연법이 언급될 때 자연스

럽게 제기되는 질문은 이 중 어떤 본성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키케로

는 『법률론』 1권 20-28절에서 자연법을 인간이 신과 공유하는 이성이라는 고

상한 본성으로 설명한다. 키케로가 『법률론』 1권에서 제시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0-28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

에 대해서는 1장에서 다루도록 할 것이다. 2장에서는 정의가 본성적이라는 주

장과, 이 주장을 반대하는 자들을 논박하는 28-44a절의 내용을 다루도록 할 

것이다. 『법률론』 1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 『국가론』 3권의 내용과 비교 분석

할 것이다. 3장에서는 키케로가 44b-63절에서 보여주는 인간 본성의 완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자들은 이 단락에 대

한 일관된 흐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키케로가 18-28절에서 소개했던 인간의 신적인 본성의 완성과정

을 그려주는 단락이다. 인간은 비록 18-28절의 내용처럼 여타의 동물들과 달

리 신과 이성을 공유하지만, 그 이성은 완성된 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견고

해지고 완성을 향해서 성장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최고선

론이 소개되고, 완성된 이성인 지혜의 찬양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40-44a

절에서 정의가 인간의 본성적인 속성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

했던 것도 현실에서 완성되지 않은 인간의 이성을 쉽게 발견하게 되기 때문

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키케로가 구상하고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규범적인 본성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키

케로는 이 작업을 44b-63절에 걸쳐서 하고 있다. 필자는 인간의 본성을 다루

는 『법률론』 1권을 마무리하면서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당

연하다는 사실을 보일 것이다. 특히 지혜의 찬양 부분을 『법률론』 1권 22-24

절의 내용과, 『국가론』 6권의 스키피오의 꿈의 내용과, 『투스쿨룸 대화』의 내

용과 비교함으로써, 키케로가 생각했던 인간 본성의 완성이 가지는 의미를 고

찰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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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언뜻 보기에 『법률론』 1권은 신들과 인간 사이의 범세계적인 공동체(societas) 

혹은 국가(civitas)에 대한 논의, 도덕적 고결함(honestum)과 덕(virtus)에 대한 

언급, 최고선(summum bonum)에 대한 단락과 지혜 혹은 철학

(sapientia/philosophia)에 대한 찬양 등 무관해 보이는 주제들의 산발적인 나

열로 인해 일관성을 찾기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키케로는 『법률론』 1권 17

절에서 정의의 본성을 해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

다고 말한다. 다이크는 이 문장이 『법률론』 1권 18절 이하 내용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한다고 소개한다.38 그는 『법률론』 1권 전체를 정의가 

본성에 의한 것임을 보이기 위한 인간론으로 부를 수 있다고 말한다.39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키케로의 말과 다이크의 해석에 따라 『법률론』 1권의 전체

적인 내용을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에서 도출되는 정의에 관한 책으로 

접근하도록 하겠다. 

 

1.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설명되는 정의 

 

아티쿠스는 『법률론』 1권 17절에서 키케로에게 정의에 대한 가르침(iuris 

disciplinam)을40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법무관의 고시(praetoris edicto)

                                       
38 Dyck, 103. 

39 Ibid., 47. 

40 『법률론』을 해석할 때 직면하게 되는 문제 중 하나는 핵심 용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용어로 번역할지에 관한 문제이다. 여기서는 『법률론』 1권의 핵심적인 용어 중 

하나인 ius를 “정의”로 번역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성중모는 「키케로 『법률론』의 

법론과 법개념」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 이 논문에서 그는 법학의 구분에 따라 ius 를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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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를 법률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ius는 “법이나 권리 외에도 정의, 옳음, 형평, 

공정까지도 포괄하는 광범한 개념이다”고 말하면서, 이 단어의 어근이 ‘결합’과 관련된다고 

말한다(삼스크르탐 어의 어근 ‘yu’(결합하다), 희랍어 ζεύγνυμι, 라틴어 jungo 등. 자세한 

내용은 성중모. 「키케로 『법률론』의 법론과 법개념」 , 『법사학연구』 54 (2016), 311 참고). 

더 나아가서 그는 ‘결합’이라는 어근적 의미로부터 ius의 본질적 속성인 구속성이 

도출된다고 말한다. 그는 ius가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그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유스티니아누스의 법 교본 』 (Institutiones Justiniani) 1, 1, 3의 내용을 예로 든다: “iuris 

praecepta sunt haec, honeste vivere, alterum non laedere, suum cuique tribuere(법의 

계명은 다음의 것들이다.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 타인을 해치지 않는 것,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 (성중모, 313) 이때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타인을 해치지 않고,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은 정의로운 행동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성중모는 ius를 

정의로 번역한 성염의 번역(Cicero. De Legibus. 성염 역, 『법률론』 , 파주: 한길사, 2007. 

이 책은 앞으로 성염과 페이지수로 표기하겠다.) 중 법으로 번역될 수 있는 곳을 

지적하면서, “다만, lex summa에 부합하는 것만이 ius라는 칭호에 부합한다. 그 경지라면 

ius가 iustitia와 같은 의미일 수 있고 aequitas와 도 다른 것이 아니게 된다. 이렇다면 성염 

법률론 전반에 걸쳐 ius가 빈번히 ‘正義’로 번역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성중모, 329) Ius와 lex를 해석하기 위한 로마 법학적인 관점에서의 접근과, 이 용어들에 

대한 번역어를 제시한 이 연구는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인도 지적하듯이 “일반 

언중은 법과 법률은 일상생활에서 구별하지 앟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있어서 ius 와 lex가 

자주 함께 언급되는 『법률론』 1권의 번역어로 법과 법률이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ius를 정의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ius를 정의로 번역할 경우에도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번째는 ius와 iustitia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ius와 iustitia가 함께 등장하는 본문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다른 문제는 ius가 종종 법으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ius civile는 시민법으로 번역된다. 그렇다면 

ius를 법으로 번역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겠는가? 물론 『법률론』 1권 안에서도 ius를 

법으로 번역하는 것이 당연한 구절들도 있다. 그러나 ius를 정의로 번역해야 하는 구절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 이유는 『법률론』 1권에서 키케로가 ius civile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ius universum(『법률론』 1.14; 1.17)에 대해 논의하기 때문이다. 시민법은 특정 

국가에 국한된 법률적인 사안이라면, 보편적인 ius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법률적인(juridical) 개념이기보다 철학적인 개념이다. (Kenter, 69., Dyck, 95) 

키케로는 이러한 철학적인 보편적 ius 개념을 논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로마인들처럼 

법무관의 고시나, 선조들처럼 12표법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그 대신 그는 

철학 깊은 곳으로부터 정의에 대한 가르침을 길어내겠다고 말한다(『법률론』 1.17). 정설에 

따르면 키케로는 『법률론』 1권에서 스토아학파 철학으로부터 자연법 개념을 전수받았다. 

그는 스토아학파의 철학에 입각해 ius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키케로가 

철학적인 혹은 원리적인 의미에서 ius를 언급할 때는 로마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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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혹은 그들의 선조들의 방식대로 12표법으로부터 유추하는 것이 아니

라, 철학의41 중심부(penitus ex intima philosophia)에서 길어낼 작정이냐고 

                                       

스토아학파 철학의 개념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Ius에 있어서 키케로가 스토아학파의 

영향을 받았다는 단서는 『법률론』 1권 19절과 28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 먼저 19절에서 

키케로는 스토아학파의 철학에 입각해서 lex가 ius와 iniuria의 척도라고 말한다(iuris atque 

iniuriae regula). Dyck도 지적하듯이(Dyck, 112) 이와 비슷한 구절이 Stoicorum veterum 

fragmenta 3권 314절에 나온다: κατὰ τοῦτο κανόνα(sc. νόμος) τε εῖναι δικαίων καὶ ἀδίκων. (H. 

F. A. v. Arnim, & M. Adler ed. Stoicorum veterum fragmenta. Volume 3. Stuttgart: 

Teubner, 1964, 77)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라틴어 ius는 그리스어 형용사 δίκαιος 에, inuria는 

ἄδικος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서 『법률론』 1권의 핵심 문장 중 하나인 “ius가 의견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제정되었다(neque opinione sed natura constitutum esse ius)”는 28절의 

문장도 Stoicorum veterum fragmenta 3권 308절(Arnim, 76)에서 유사한 구절을 찾을 수 

있다 (Dyck, 144): φύσει τε τὸ δίκαιον εἶναι καὶ μὴ θέσει, ὡς καὶ τὸν νόμον καὶ τὸν ὀρθὸν λόγον... 

여기서도 ius는 τὸ δίκαιον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키케로는 ius civile가 아닌 철학적인 ius 

universum에 대해 고찰하면서 스토아학파의 δίκαιον을 ius로 번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LSJ 

B.I.2에 따르면 δίκαιος는 “lawful, just, esp. τὸ δ.  right, opp. τὸ ἄδικον”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ius와 상반되는 용어인 iniuria(OLD 1a: Unlawful conduct (opp. ius), 2a: Unjust and 

injurious treatment or an instance of it, a wrong, injustice)에 해당하는 

ἄδικος가 ”wrongdoing, unrighteous, unjust”(LSJ, A.I)라는 의미를 가지고 때문에 ius는 

“합법적인 것, 정당한 것, 옳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Dyck도 『법률론』 1권 28절을 

해석하면서 “Ius is attested well before Cicero as the equivalent of aequitas, τὸ δίκαιον, 

or the like(cf. TLL s.v., 684.41ff.; OLD s.v.7) and would not necessarily imply the ius civile, 

which, indeed, Marcus, at least in the ordinary sense, has rejected as the topic of the 

present discussion”이라고 해석한다. (Dyck, 144) Dyck가 제시한 ius에 대한 OLD 7번째 

정의는 “(in wider sense) That which is good and just, the principles of law, equity, the 

right. c. justice (of an action or plea)”로 나온다. 이런 근거들을 종합하면 ius를 정의로 

번역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따라서 『법률론』 1권에서 ius가 civile 등의 수식어와 함께 

사용되거나, 문맥상 법으로 번역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ius를 그리스어 

δίκαιον에 해당하는 “정의” 내지 “정의로운 것”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법률론』 

1권에서 나타나는 ius는 많은 경우 스토아학파의 철학적인 개념에서 유래한 ius이기 

때문에 이러한 번역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1 『법률론』 1권에서 철학(philosophia)은 여기를 포함해서 두 번 사용되는데, 이 단어가 

재등장하는 곳은 지혜(sapientia) 혹은 철학(philosophia)에 대한 찬양 부분(58-63절)에 해

당하는 『법률론』 1권 59절이다. Mehl은 키케로가 『법률론』 1권 17절에서 실정법을 위한 

철학적인 토대를 놓고 있다고 말하면서, 로마 법이 비체계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키케로

의 시대에는 혼동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Mehl,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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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 이에 대해 키케로는 그의 논의에서 시민법이 작고 협소한 곳에 국한

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보편적인 정의와 법률의 모든 사안을 포괄할 것이

라고 답하면서, 앞으로 『법률론』 전반에 걸쳐서 다룰 내용을 개관한다: 

우리의 논의에서는 소위 시민법이 작고 협소한 곳에 국한될 정도로 

보편적인 정의와 법률에 속한 모든 사안들이 포괄되어야 하네. 왜냐

면 우리에게 정의의 본성이 해명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인간의 

본성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하기 때문이네. 또한 국가들을 다스리

는 법률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제정되고 규정된 민

족들의 법과 명령들이 다루어져야 하는데, 이 중에는 우리 인민의 소

위 시민법도 숨어있을 것이네.42    

sed nobis ita complectenda in hac disputatione tota causa est 

universi iuris ac legum, ut hoc civile quod dicimus in parvum 

quendam et angustum locum concludatur {naturae}. Natura enim 

iuris explicanda nobis est, eaque ab hominis repetenda natura; 

considerandae leges quibus civitates regi debeant; tum haec 

tractanda, quae composita sunt et descripta, iura et iussa 

populorum; in quibus ne nostri quidem populi latebunt quae 

vocantur iura civilia. 

많은 학자들은 키케로가 이 본문에서 자신이 앞으로 다루게 될 『법률론』 전

반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43 키케로가 앞으로 『법률

                                       
42 『법률론』 1.17. 원서 번역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경우 필자의 번역임. 『법률론』과 

『국가론』의 원문은 다른 언급이 없을 경우 Cicero. De re publica De legibus Cato maior 

de senectute Laelius de amicitia. J.G.F. Powell ed.,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을 사용하겠다.  

43 Kenter는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Enim introduces the programme of Cicero's work: 

 (1) Derivation of natural law ab hominis natura. This dissertation forms the content of 

the first book. 

 (2) Considerandae leges quibus civitates regi debeant: the ideal laws, based on 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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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서 다루게 될 주제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의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에서 유래한다. 둘째, 국가를 통치하는 법률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인

민이 제정하고 규정한 법률이 다루어 져야 한다. 이 중에서 『법률론』 1권의 

내용은 정의의 본성(natura iuris)을 해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hominis 

natura)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첫 번째 주제와 밀접히 연관된다. 따라

서 『법률론』 1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키케로가 제시하는 인간의 본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44 본 논문에서는 키케

                                       

naturae. 

 (3) Tum haec tractanda quae composita sunt et descripta iura et iussa populorum: 

the existing positive law comprising also iura civilia populi Romani. 

Points 2 and 3 are elaborated in book II ("De religione"), book Ill ("De magistratibus") 

and in the lost books… (Kenter, 79). 

Dyck도 17절이 “provides essential orientation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whole 

essay”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언급된 내용을 『법률론』 전체와 연결시켜 다음과 같이 정리

한다:  

I. natura ... iuris explicanda nobis est, eaque ab hominis repetenda natura = 1.18 ff. 

and 2.7-14; 

II. considerandae leges quibus civitates regi debeant 

 A. de religione: 2.19 ff. 

 B. de magistratibus: 3.6 ff. 

 C. de iudiciis (announced 3.47) 

 D. de educatione/disciplina (announced 3.29-30; see ad loc.) 

III. tum haec tractanda quae composita sunt et descripta iura et iussa populorum = 

2.47 ff. (the execution in Book 3 is lost in the lacuna at the end). (Dyck, 103) 

Caspar도 여기서 언급되는 인간의 본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Marcus 

is very explicit: The “nature of law” is the goal, which will be found in “human nature” 

itself… An investigation of the laws requires, by definition, an investigation into human 

nature, which will in turn reveal “the source of laws and of justice.” (Caspar, 38). 

44 이런 맥락에서 Dyck는 『법률론』 1권을 주석하기에 앞서, “이렇게 접근했을 때 법철학은 

인간에 대한 철학이다. 따라서 1권 전체는 키케로의 인간론이라고 부를 수 있고, 보다 정

확하게 말하자면 정의가 본성적이라는 주장을 거들기 위한 인간론으로 불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 1권 내용을 개괄한다. (Dyck, 47) 이와 관련해서 Kenter도 키케로가 인간의 본성

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에 근거한 보편적인 정의에 대한 견해를 인간의 영혼과, 인생의 목

적, 그리고 동료들 사이의 관계에 둔다고 말한다. (Kenter,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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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법률론』 1권에서 제시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키케로의 『법률론』 1권은 흔히 자연법, 더 나아가서 스토아학파의 자연법을 

가장 잘 보존한 문헌으로 간주된다.45 키케로의 『법률론』에서 자연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권 15절에서 시작한다. 여기서 아티쿠스는 그의 친구인 키

케로에게 그가 최고의 정체인 공화국에 대해서 기술했으니, 법률에 관해서도 

저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키케로에게 법률에 대해 논할 것을 요청

한다. 그는 키케로가 가장 존경하며, 모든 사람보다 앞세우고 사랑하는 플라

톤46의 전례를 밟도록 촉구한다. 키케로는 플라톤의 『법률』에서 아테네인이47 

어느 여름날 클레이니아스와 메길로스와 함께 크레테의 숲을 거닐면서 국가

의 제도와 최고의 법률에 대해서 논했던 것처럼 그들 또한 법률에 대해서 논

의하기를 원하는지 묻는다. 이에 아티쿠스와 퀸투스가 동의하자 키케로는 자

신이 다룰 주제를 제시한다:  

                                       
45 Atkins는 만일 키케로가 『법률론』에서 스토아학파의 자연법을 전개하는 것이라면, 『법

률론』은 이 주제에 관한 현존하는 가장 장황하고, 완전한 논의(full sequence)를 포함하는 

유일한 작품이라고 언급한다. (J. W. Atkins. Cicero on politics and the limits of reason: 

the republic and law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161) 그러나 사실 

키케로의 『법률론』에서 “자연법(lex naturae, lex naturalis 등)“이라는 용어 자체는 사용되

지 않는다. 물론 “법은 자연에 심겨진 최고의 이성(1.18: lex est ratio summa insita in 

natura)”이라는 말이나, “정의는 본성에 의해 제정된 것(1.28: natura constitutm esse ius)”

이라는 표현이나, “일종의 자연의 정의(1.40: naturae iure aliquo)” 등의 표현이 나온다. 키

케로의 자연법이란 후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고려해서 붙여준 명칭일 것이다.  키케로

가 『법률론』에서 사용한 용어를 보다 충실히 따른다면 “자연법“이란 용어 대신 “자연에 심

겨진 최고의 이성“ 혹은 “최고의 법“이란 표현이 더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용례

에 따라 편의상 “자연법”이라는 표현도 사용하도록 하겠다.   

46 플라톤의 『국가』과 『법률』 사이의 관계와 키케로의 『국가론』과 『법률론』 사이의 관계

는 형식상으로는 일치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상이하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이상적인 국

가를 논의했다. 그러나 그의 『법률』은 그가 『국가』에서 이상적인 국가로 제시했던 국가가 

아니라, 현실적인 국가를 위한 법률이었다. 이에 반해 키케로는 『법률론』에서 그가 『국가

론』에서 최상의 정체로 언급했던 공화국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47 플라톤의 『법률』의 대화자 중 한명으로서 소크라테스 자신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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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인간에게 무엇을 선물하였고, 인간의 정신이 최상의 일들에 

대해 얼마나 큰 힘을 지니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사명에 힘쓰고 어

떤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태어나서 빛 안으로 배출되었는지, 인간

과 신들 사이에 어떤 결합이 있으며, 인간 자신들은 어떤 본성적인 

연대로 맺어졌는지; 이것들이 해명되면 법률과 정의의 원천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네.48 

quid sit homini a natura tributum, quantam uim rerum optimarum 

mens humana contineat, cuius muneris colendi efficiendique causa 

nati et in lucem editi simus, quae sit coniunctio hominum <cum 

dis>, quae naturalis societas inter ipsos. His enim explicatis, fons 

legum et iuris inueniri potest.  

 

다이크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1) 자연이 인간에게 선사한 것(tributum)은 

『법률론』 1권 22-27절에 대한 언급이고, (2) 인간 정신의 특징(qualities)은 28-

32절에 해당하며, (3) 인간의 사명은 34절에 해당하고, (4) 인간 사회는 33절

의 내용이라고 정리한다.49 폴렌츠(M. Pohlenz)는 이 구절이 『법률론』 1권의 

핵심적인 부분인 24-32절에 대한 구조적인 개관(gelgliederte Übersicht)을 제

공한다고 주장하면서, (1)의 내용은 인간을 신적으로 만드는 이성이 증명되는 

24, 25절에 해당한다고 말하고50, (2)의 내용은 26, 27절에 해당하며, (3)에 대

한 논의는 28절부터 시작되고, (3)의 내용이 (4)에 해당하는 29-32절에서 설

명된다고 주장한다.51 다이크와 폴렌츠의 구분 사이에는 다소의 차이가 발견

                                       
48 『법률론』 1.16. 

49 Dyck, 99-100. 

50 M. Pohlenz. “Der Eingang von Ciceros Gesetzen.“ Philologus - Zeitschrift für antike 

Literatur und ihre Rezeption 93 no. 1 (1938), 114: "Erwiesen wird dort die Vernunftnatur 

des Menschen, die ihn auf die Seite der Gottheit stellt.“. 

51 Ibid., 114. Kenter가 Pohlenz의 구분을 토대로 이 단락을 설명한 대목은 Kenter, 76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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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만, 『법률론』 1권 16절의 문장이 『법률론』 1권의 22-34절, 혹은 24-32절

의 내용을 개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법률론』 35절에서 

아티쿠스는 정의가 본성으로부터 발생했다는 키케로의 설명에 동의하면서 키

케로가 다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우리가 마치 신들의 선물에 의해서 구비되고 치장되었으며, 둘

째, 인간들 사이에 동등하고 공통된 하나의 삶의 방식이 있으며, 마

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일종의 자연적인 사랑과 호의로, 더 나

아가서 정의의 연대로 포괄된다는 이 모든 것들이 해명된 마당에 내

가 어찌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An mihi aliter videri possit, cum haec iam perfecta sint: primum 

quasi muneribus deorum nos esse instructos et ornatos, secundo 

autem loco unam esse hominum inter ipsos vivendi parem 

communemque rationem, deinde omnes inter se naturali quadam 

indulgentia et benevolentia, tum etiam societate iuris contineri? 

다이크는 이 구절에서 아티쿠스가 22-27절을 인간에서 부여된 신적인 선물, 

28-32절을 인간이 공유하는 이성, 그리고 33-34절을 인간의 호의적이고 정의

로운 관계를 맺으려는 본성적인 성향으로 체계적으로 재정리했다고 말한다.52 

키케로도 아티쿠스가 바르게 말했다고 한다.53 키케로가 16절에서 제안했던 

개관과, 35절에서 아티쿠스가 제시하는 요약 사이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16

절의 자연이 35절에서는 신들로 대체되었다는 점이다. 16절의 “자연”을 신과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학자들도 있다. 이러한 해석은 스토아학파가 신, 자연, 

그리고 이성을 동일한 대상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가능한 주장이다. 그러나 이

때에 자연을 대자연으로 이해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인다.54 여기서는 먼저 정

                                       
52 Dyck, 163. 이와 유사한 구분은 Kenter, 141 참조. 

53 『법률론』 1.36: Recte dicis, et res se sic habet. 

54 『법률론』 1권을 읽으면서 부딪히게 되는 난관 중 하나는 용어이다. 자연(natura)은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OLD(Oxford Latin Dictonary)는 자연을 물리적인 우주를 지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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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원리를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유추해내는 『법률론』 1권 18-27절의 내용

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정의의 원리로서 인간의 본성: 인간의 신적인 본성 

(18-27절) 

 

퀸투스는 키케로의 논의가 시민법의 시초까지55 거슬러 올라간다면서, 시민

법을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정의가 아니라 소송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것

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키케로는 정의에 대한 지식(scientia)이 아니라 정

의에 대한 무지(ignoratio iuris)56가 소송을 유발한다고 답한 후, 정의의 원리

                                       

모든 자연과정을 지시하는 힘, 혹은 세상과 만물의 창조자(4번째 의미), 인간 본성(11번째 

의미)을 포함해서 15가지의 의미를 수록하고 있다. Kenter는 16절에서의 자연은 

작동원인(causa agens)으로서 신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법률론』에서 자연이 신과 

동일한 대상으로 언급되는 예로 『법률론』 1권 25, 26절을 든다. 이 외에도 『법률론』에서 

자연은 우주를 의미하거나(1.18의 insita in natura, 1.21의 naturam omnem regi), 본성을 

의미하거나(1.23: generibus atque naturis, 1.24: de natura hominis quaeritur), 혹은 이성을 

의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25: est autem virtus nihil aliud nisi perfecta et ad summum 

perducta natura). (Kenter, 75) Atkins는 영어권 주석가들이 자연의 다양한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자연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인간이나 신과 같은 

존재의 성격(characteristic)이나 특징(qualities) (『법률론』 1.24, 25, 26, 27, 33, 43, 60), (2) 

인간의 동의나 인공적인 방법, 즉 관습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법률론』 1.28, 31, 33, 35, 

36, 40, 41, 42, 43, 45, 47; 2.5, 13, 59, 61), (3) 자연세계(『법률론』 1.2, 2.2), 혹은 (4) 우주 

혹은 존재하는 것들의 총체(『법률론』 1.18, 21, 23, 61; 2.10, 16; 3.3). (J. W. Atkins. Cicero 

on politics and the limits of reason: the republic and law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199) 필자의 생각에는 『법률론』 1권 16, 25, 26절의 자연이 

신(deus)으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으나, 성염을 따라 여기서 자연을 대자연으로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 (성염, 69, 76)  

55 『법률론』 1.18: …a capite, frater, repetis quod quaerimus. 

56  『법률론』 1권 42절의 “법을 모르는 사람이 불의하다(Quam qui ignorat, is est 

iniustus…)“는 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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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ris principia)57를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법률론』 1권에서 정의의 원리라

는 표현이 유일하게 다시 사용되는 절은 28절이다. 28절에서 아티쿠스는 키

케로가 신과 자연이 인간에게 준 온갖 선물에 대해 논의한(18-27절) 후, 키케

로가 정의의 원리를 찾아 멀리까지 나갔다며 탄성을 지른다.58 이 구절들을 근

거로 『법률론』 1권 18-27절을 정의의 원리(iuris principia)를 다루는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59  

 

2.1. 정의의 원천: 자연법 개관 (18-19절)  

 

『법률론』 1권 18-19절은 『법률론』 1권에서 상당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

는 것으로 보인다. 키케로는 18-19절에서 가장 박식한 자들(doctissimi)이 법

(lex)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한다고 말하면서, 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법이란 자연에 심겨진 최고의 이성으로서 행해야 할 것을 명하고, 반

대되는 것들을 금하는 것이네. 이 동일한 이성이 인간의 정신 안에

서 견고해지고 완성되면 법이지. 따라서 그들(sc. 가장 현명한 자들)

                                       
57  여기서 “원리”로 번역한 principium은 “기원”, “인도하는 원리 혹은 토대(guiding 

principle or basis)”를 의미한다. (Dyck, 108) 

58 『법률론』 1.28: Di immortales, quam tu longe iuris principia repetis! 

59 Dyck는 『법률론』 1권 18-35절을 “The principia iuris”로 구분한다 (Dyck, 48). 물로 

『법률론』 1권 37절에서도 “용의주도하게 검토되지 않은 원리들”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분도 가능하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키케로가 실제로 사용한 용어를 

중심으로 단락을 구분하겠다. 키케로는 『법률론』 1권 18-27절에서 인간과 신/자연의 

관계(societas, civitas, agnatio, gens, cognatio)를 논한 후, 28-35절에서는 인간 사이의 

관계(societas, coniunctio)를 살펴본다. 『법률론』 1권 18-34절이 일종의 원환(ring 

composition)을 이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J. W. Atkins. Cicero on politics and the limits 

of reason: the republic and law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171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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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바르게 행하도록 명하고, 잘못 행하는 것을 금하는 힘을 가진 현

명함을 법으로 간주하네. 법의 그리스어 명칭은 각자에게 자신의 것

을 배분한다는 데에서 주어졌고, 나는 우리가 선택한다는 점에서 이 

명칭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네. 왜냐면 저들이 법에 평등의 힘을 강조

하듯이, 우리는 선택의 힘을 강조했기 때문인데, 양자 모두 법의 고

유한 특성이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래 보이듯이 만일 이것이 옳게 

회자되는 것이라면 정의의 시작은 법으로부터 유래해야 하는데, 이 

법은 자연의 힘이고, 현명한 자의 정신이자 이성이며, 정의와 불의의 

척도이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논의가 인민들의 사고방식에 따라 논

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종종 일상적인 방식으로 말해야 할 것이고, 군

중이 이름 붙이듯이 기록된 후 원하는 것을 명하거나 금하는 것을 법

이라고 불러야 하네. 우리는 제정되어야 할 정의의 시작을 어떤 법

이 기록되기도 전에, 혹은 전적으로 국가가 성립되기 훨씬 전에 탄

생한 저 최고의 법으로부터 취해야 하네. 

lex est ratio summa, insita in natura, quae iubet ea quae facienda 

sunt, prohibetque contraria. Eadem ratio, cum est in hominis 

mente confirmata et perfecta, lex est: Itaque arbitrantur 

prudentiam esse legem, cuius ea vis sit, ut recte facere iubeat, 

vetet delinquere, eamque rem illi Graeco putant nomine <a> suum 

cuique tribuendo appellatam, ego nostro a legendo. Nam ut illi 

aequitatis, sic nos delectus vim in lege ponimus, et proprium 

tamen utrumque legis est. Quod si ita recte dicitur, ut mihi quidem 

plerumque videri solet, a lege ducendum est iuris exordium: ea est 

enim naturae vis, ea mens ratioque prudentis, ea iuris atque 

iniuriae regula. Sed quoniam in populari ratione omnis nostra 

versatur oratio, populariter interdum loqui necesse erit, et 

appellare eam legem, quae scripta sancit quod vult aut iubendo 

<aut prohibendo>, ut vulgus appellat; Constituendi vero iuris ab 

illa summa lege capiamus exordium, quae, saeclis communi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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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e nata est quam scripta lex ulla, aut quam omnino civitas 

constituta.  

이 인용문에서 키케로는 법을 해야 할 것을 명하고, 반대되는 것들을 금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후, 정의의 시작점(exordium)이 법에서 기원한다고 말한다. 

이 법은 자연에 심겨져 있는(insita) 최고의 이성이며, 동일한 이성이 인간의 

정신 안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 안에 존재하는 이성은 아직 

견고해지지도, 완성되지도 않은 이성이다.60 인간 안에서 이성이 완성되면 

현명함(prudentia)61이 되고, 이것이 곧 법이다. 더 나아가서 법은 자연의 

힘이고, 현명한 자의 정신이자 이성이며, 정의와 불의의 척도로서 정의의 

시작점(exordium)이다. 일반인들이 법으로 일컫는 성문법도 법에 속한다. 

그러나 성문법과 달리 최고의 법(summa lex)은 정의를 수립하는 

시작점으로서 어떤 법이 기록되기도 전에, 그리고 어떤 국가가 존재하기 여러 

세대 전에 태어났다(nata). 

우리는 여기서 정의의 시작점으로 제시되는 최고법과, 이와 구분되는 

성문법과, 이 두 종류의 법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의(ius)라는 개념을 발견하게 

된다. 이 용어들을 정리하는 것이 『법률론』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멜은 옥스포드 라틴어 대사전(Oxford Latin Dictionary)에 기재된 

ius 에 대한 13 가지의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대략적으로 말하면 이 단어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적합한 태도나 자세(position), 다른 말로 하면 

“정의(justice)”와 관련된다”고 정리한다. 멜은 Lex 에 대해서도 OLD 에 기재된 

                                       
60 견고하지도 완성되지도 않은 인간의 이성의 완성과정은 『법률론』 1권 전반에 걸쳐서 

발견되는 주제이기는 하지만, 이 과정이 가장 두드러지게 묘사되는 곳은 25b-27절이다. 

특히 27절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스스로 이성을 견고하게 만들고 완성한다고 말한다

(confirmat ipsa per se rationem et perficit). 완성된 이성은 22절에서 지혜로 불리고(quae 

cum adolevit atque perfecta est, nominatur rite sapientia), 45절에서는 덕이 완성된 이성

으로 언급된다(est enim virtus perfecta ratio).  

61 현명함(prudentia)은 『법률론』 1권 60절에 다시 나오는데, 60절에서는 좋은 것들을 가

려내고 그 반대되는 것들은 배척하는 덕(virtus)으로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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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가지의 의미들을 종합하면서, 이 단어가 의미론적으로 ius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lex 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적합한 태도보다는 일종의 개별적인 법령 

혹은 민법전(civil code)”이라고 정의한다.62 멜의 분석을 따르면 정의(ius)를 

법(lex)의 토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법(lex)이 정의(ius)의 상위개념이라는 사실이다. 63  즉 『법률론』 1 권 18-

19 절에 등장한 법/최고의 법(lex/summa lex)은 정의(ius)의 시작점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법률론』 1권 18-19절에서 나타난 최고의 법(summa lex)은 

어떤 법률이 기록되기도 전에 태어난 법으로서, 64  일반적인 법률과 달리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최고의 법이 정의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은 

『법률론』 1 권의 주제 중 하나이다. 최고의 법을 토대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은 『법률론』 2 권에서 다뤄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법률론』 1 권 18-19 절은 『법률론』 1 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데 다이크도 지적하듯이 이 단락은 16 절과 35 절에 나오는 

키케로와 아티쿠스의 요약에서 생략되었다.65 더 나가서 키케로는 『법률론』 

1 권 19 절에서 정의의 시작(exordium)이 자연의 힘, 현명한 사람의 정신과 

이성, 그리고 정의와 불의의 척도인 법이라고 말한다. 키케로는 이 법이 

성문법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정되어야 할 정의의 

시작(exordium)을 어떤 법이 기록되기도 전에, 혹은 전적으로 국가가 

성립되기 훨씬 전에 탄생한 저 최고의 법으로부터 취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19 절을 마친다. 따라서 키케로는 19 절에서 정의의 시작(exordium)이 최고의 

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는 20 절에서 또다시 

                                       
62 Mehl, 116. 법학에서 ius 와 lex의 구분에 대한 논의는 성중모. 「키케로 『법률론』의 법론

과 법개념」 , 『법사학연구』 54 (2016)을 참조하라. 

63 Lex가 ius를 제정한다는 말은 『법률론』 1.42에 명시된다: Est enim unum ius, quo 

devincta est hominum societas, et quod lex constituit una, quae lex est recta ratio 

imperandi atque prohibendi. 

64 『법률론』 1.21 참조. 

65 Dyck,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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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발생을 원천으로부터 추구하자고 말한다.66 정의의 시작이 최고의 

법이라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는데, 또다시 정의의 원천을 추구하자고 말하는 

키케로의 의도가 무엇인지 언뜻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들다.67 다이크는 20-

21 절이 더 이상 최고의 법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의(ius)와 정의 및 

자연의 관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20-21 절이 새로운 장을 표시한다고 

설명한다.68 그렇다면 18-19 절과 20 절 이하의 내용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필자는 키케로가 18-19 절에서 그리스 철학자들, 특히 스토아학파로부터 배운 

자연법을 소개한 후, 20-27 절에서는 그 자연법을 철학자들의 논의에 

의지해서 키케로 나름대로 설명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본다면 18-19 절과 

20 절 이후의 내용이 다른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20 절 이후의 내용이 

18-19 절의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두 본문 사이의 내용적인 유사성을 들 수 있다. 키케로는 

18 절에서 가장 박식한 자들에 의하면 자연법이 자연에 내재된 최고의 

이성이고, 이 동일한 이성이 인간의 정신 안에서 견고해지고 완성되면 

현명함이 된다고 말한다. 키케로는 22-27 절에서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간다. 27 절은 인간이 견고하고 완성된 이성에 도달하는 것을 

                                       
66 『법률론』 1.20: Visne ergo ipsius iuris ortum a fonte repetamus?... Repetam stirpem 

iuris a natura,… 

67 이 점에 대해서 Dyck는 “처음에는 §18a(nunc iuris principia videamus)절과 §20(visne 

ergo ipsius iuris ortum a fonte repetamus?)절에서 선언된 계획의 차이가 명백하지 않다. 

일례로 이 차이는 사람들이 쉽게 간주하듯이 principium과 ortus, 혹은 ius와 ius ipsum 

사이의 미묘한 차이에 달려있지 않다… 이 내용은 우리가 §16-17절로부터 기대하게 되는 

철학적인 제안을 포함한 논의의 확장에 대한 소개이지만, 이 책에서 수립되는 전반적인 

ius 체계의 토대가 되지는 않는다… lex를 통한 우회로는 키케로로 하여금 그리스인들, 특히 

스토아학파가 이론화한 νόμος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 (Dyck, 108)     

68 Dyck, 114. 어떤 면에서 20절 이후에 새로운 주제가 등장한다는 Dyck의 말은 옳아 보인

다. 그러나 최고의 법은 20절 이후에 나오는 최고의 신과 연결되고, 18절에서 언급된 인간 

안에서 견고해지고 완성된 이성이 27절에서도 등장하는 등, 18-19절과 20절 이후의 내용 

사이에 유사한 점도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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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으로 제시하면서 일단락된다. 이러한 내용적인 유사성 외에도 『법률론』 

2, 3 권에서 발견되는 논의의 흐름과, 이 18-19 절과 20 절 이후의 논의의 흐름 

사이에도 유사성이 발견된다.  키케로는 18-19 절에서 자연법을 정의한 후, 

21 절부터 신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그는 이 두 내용 사이인 

20 절에서 스키피오가 여섯 권의 책에서 최상으로 가르쳤던 공화국의 상태가 

견지되고 보존되기 위해서 모든 법률을 이 국가에 맞춰야 한다고 말한다.69 

스키피오의 여섯 권의 책은 『법률론』의 전편인 『국가론』을 의미한다. 

『법률론』에서 『국가론』은 종종 언급되는데, 70  이러한 언급들 중 우리의 

논의와 가장 연관되는 본문들은 『법률론』 2 권 23 절과, 3 권 12 절이다.  

키케로는 『법률론』 2 권에서 종교법을 다루고, 『법률론』 3 권에서는 정무법을 

다룬다. 그는 먼저 『법률론』 2 권 18-22 절에서 종교법의 각 항목들을 나열한 

후 『법률론』 2 권 23-69 절에서는 18-22 절에서 나열했던 각 법조항에 대한 

주석을 단다. 그런데 법조항의 나열을 마치고 각각의 조항을 설명하기 

시작하기 전인 『법률론』 2 권 23 절에서 퀸투스는 키케로가 제시한 종교법이 

누마의 법률과 로마의 관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러자 키케로는 

『국가론』을 언급하면서, “아프리카누스가 『국가론』이라는 서책에서 모든 

국가들 가운데 우리네 상고의 국가가 최선의 국가였다고 설복하려 들 때, 

자네는 최선의 국가에는 그에 상응하는 법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단 말인가?”71라고 되묻는다. 키케로는 이와 유사하게 『법률론』 3 권 6-

11 절에서 정무법의 항목들을 나열한 후, 12-47 절에서 각 항목들에 대한 

                                       
69 『법률론』 1.20: Quoniam igitur eius reipublicae, quam optimam esse docuit in illis sex 

libris Scipio, tenendus est nobis et servandus status, omnesque leges accommodandae 

ad illud civitatis genus, serendi etiam mores nec scriptis omnia sancienda, repetam 

stirpem iuris a natura, qua duce nobis omnis est disputatio explicanda.  

70 “키케로 자신이 그 연속성을 『법률론』에서 수차 (1.6.15, 8.20, 11.27: 2.3.6, 6.14, 10.23: 

3.2.4, 5.12∼13, 14.32, 16.37, 17.38 등) 언명하고 있다.” (성염, 31 각주 32) 

71 『법률론』 2.23: An censes, cum in illis de republica libris persuadere videatur Africanus 

omnium rerum publicarum nostram veterem illam fuisse optimam, non necesse esse 

optimae reipublicae leges dare consentaneas? 번역은 성염,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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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을 단다. 여기에서도 키케로가 정무법의 각 조항들을 나열한 후, 각 

조항들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기 전인 『법률론』 3 권 12 절에서 퀸투스는 

키케로의 정무법이 로마의 정무법과 거의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그러자 

키케로는 “퀸투스, 아주 정확하게 관찰했네 이것들은 스키피오가 

『국가론』에서 칭송하는 내용이며, 국가의 통치에 있어서 최고라고 인정되는 

바이기도 하네”72라고 답변한다. 이렇듯 키케로는 『법률론』 2, 3 권에서 기존의 

로마의 법률과 상당히 유사한 법률을 나열한 후, 이 법률이 『국가론』에서 

최상의 정체로 언급되었던 정체에 합당한 법률이라고 말하면서 법률에 대한 

주석을 시작한다. 『법률론』 2, 3 권과 유사한 논의의 흐름이 『법률론』 

1 권에서도 발견된다. 키케로는 『법률론』 1 권 18-19 절에서 가장 박식한 

자들(doctissimi)이 정의의 시작점으로 제시하는 자연법을 소개한다. 그후 

20 절에서는 모든 법률들이 『국가론』에서 최상의 정체로 제시되었던 정체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 다음 21 절부터는 정의의 원천을 찾기 위해서 

신들을 도입하면서 새로운 내용이 전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자연법에 대한 키케로의 해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법률론』 18-19 절과 20 절 이하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20 절 

이하의 내용은 18-19 절에서 논의되었던 자연법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19 절에서 이미 정의의 시작점(exordium)을 최고의 

법이라고 언급한 후, 20 절에서 또다시 법의 원천을 찾아가자는 키케로의 말은, 

자연법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겠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18-

19 절과 20 절 이하의 내용이 결국 동일하기 때문에 18-19 절이 16 절과 

35 절의 개관에서 생략된 이유도 설명된다.  

이런 관점에서 18-19 절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키케로는 이 본문에서 

행해야 할 것을 명하고, 반대되는 것들을 금하는 최고의 이성이 자연에 심겨져 

                                       
72 『법률론』 3.12: Rectissime, Quinte, animadvertis. Haec est enim quam Scipio laudat in 

<sex> libris, et quam maxime probat temperationem rei publicae,… 번역은 성염, 199-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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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언급된 최고의 이성이란 무엇인가? 다이크는 키케로가 

의도적으로 스토아학파의 바른 이성(ὀρθὸς λόγος = recta ratio)이라는 

전문용어를 피하고, 그 대신 최고의 이성(ratio summa)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다이크는 키케로가 의도적으로 바른 

이성이라는 전문용어를 피해야만 했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73 

키케로는 이미 『법률론』의 전편인 『국가론』에서 바른 이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74 따라서 『국가론』을 익히 알고 있었던 『법률론』의 대화 

상대자인 아티쿠스와 퀸투스에게 키케로가 바른 이성이라는 전문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키케로는 이후 『법률론』 

1 권에서도 바른 이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75 물론 여기서 사용된 최고의 

이성(ratio summa)과 바른 이성(recta ratio)은 결국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키케로가 자신도 흔히 사용하는 바른 이성이라는 

전문용어 대신 최고의 이성이라는 표현을 선택했을 때에는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8 절에서 사용된 최고의 이성이란 표현은 바로 다음 

절인 19 절 마지막에 등장하는 최고의 법(summa lex)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키케로는 제정되어야 할 정의의 시작점을 “저 최고의 법(illa summa 

lege)”에서 찾는다. 이 최고의 법이란 무엇인가? 다이크에 의하면 “최고의 

법(summa lex)”이라는 표현은 고전 라틴 문헌에서 이 본문 외에 두 번 

사용된다. 두 경우 모두 키케로의 작품에서 사용되는 표현인데, 한 번은 

                                       
73 Dyck, 109. 

74 이 내용은 『국가론』 3권에 나온다. 『국가론』 3권은 단편적으로만 남아있고, 학자들마다 

구절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각주 23에서의 설명했듯이 Powell, Ziegler, 그리고 김창성 번

역의 해당 자리를 표기하겠다. 이 내용은 『국가론』 Powell 3.22.27[33] 에 나온다: Est 

quidem vera lex recta ratio naturae congruens, diffusa in omnes, constans, sempiterna, 

quae vocet ad officium iubendo, vetando a fraude deterreat. Ziegler, 3.22.33, 김창성, 

2007, 233-4.  

75 『법률론』 1.23: inter quos autem ratio, inter eosdem etiam recta ratio {et} communis 

est. 1.34: Quibus enim ratio a natura data est, eisdem etiam recta ratio data est; 1.42: 

et quod lex constituit una, quae lex est recta ratio imperandi atque prohiben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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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론』 2 권 11 절에서, 다른 한 번은 『최고선악론』 4 권 11 절에서 

사용된다.76 최고의 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자연법에 대해서 논하는 『법률론』 2 권 11 절은 『법률론』 1 권 18-19 절과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77  키케로는 『법률론』 

2 권에서 자연법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 그는 성문법 이전에 자연으로부터 

유래한 영원한 법78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2 권 10-11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르게 행하도록 견인하고 범죄를 삼가게 만드는, 사물들의 본성에

서 시작한 이성이 있는데, 그것은 기록되었을 때 비로소 법이기 시

작한 것이 아니라 발생했을 때 법이었네. 그런데 그것은 신적인 정

신과 함께 발생했네. 이 때문에 명령하고 금지하는데 적합한 참된 최

초의 법은 최고의 유피테르의 바른 이성이네… 따라서 신적인 정신

이 최고의 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인간 안에 있을 때 현자의 

정신 안에서 완성되네.79  

Erat enim ratio, profecta a rerum natura, et ad recte faciendum 

impellens et a delicto avocans, quae non tum denique incipit lex 

esse cum scripta est, sed tum cum orta est; orta autem est simul 

cum mente divina. Quamobrem lex vera atque princeps, apta ad 

iubendum et ad vetandum, ratio est recta summi Iovis… Ergo ut 

illa divina mens summa lex est, item, cum in homine est, perfecta 

est in mente sapientis 

                                       
76 Dyck, 113. 

77 Dyck도 이 연관성을 지지한다. (Dyck, 112) 그러나 『법률론』 1권은 근본적으로 스토아

학파의 이론을 따르는 반면에, 2권에서 나타난 자연법은 보다 플라톤적이라는 입장을 취

한다는 관점에서 1권의 저작시기를 2권과 다른 시기로 상정하는 사람도 있다. 이에 대해

서는 서론을 참조하라.  

78 『법률론』 2.10: … illam legem sempiternam. 

79 성염, 1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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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론』 2 권 11 절에서는 최고의 신(유피테르)의 정신이 최고의 법(summa 

lex)으로 명시된다.  

최고의 법이 언급되는 또다른 본문인 『최고선악론』 4 권 11 절을 살펴보자. 

이 본문에서는 천상의 질서를 살펴보는 것이 절제를 고양시킨다는 

스토아학파의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최고의 법이 언급된다: 

신들 사이에서조차 얼마나 큰 절제가 있으며, 얼마나 큰 질서가 있

는지 깨달은 자들에게는 천상의 일들에 대한 인식이 일종의 자제력

을 초래하네. 또한 신들의 일과 행적을 식별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대

한 영혼이 초래되네. 또한 만일 당신이 최고의 통치자이자 주인의 뜻

이 무엇이고, 그의 계획이 무엇이며,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지 안다면 정의도 초래될 것이네. 철학자들은 저 참된 이성과 최고

의 법이 신의 본성에 적합하다고 말하네.80 

…sed etiam modestiam quandam cognitio rerum caelestium adfert 

iis qui videant quanta sit etiam apud deos moderatio, quantus 

ordo, et magnitudinem animi deorum opera et facta cernentibus, 

iustitiam etiam, cum cognitum habeas quod sit summi rectoris ac 

domini numen, quod consilium, quae voluntas; cuius ad naturam 

apta ratio vera illa et summa lex a philosophis dicitur. 

여기서도 최고의 법(summa lex)은 최고의 통치자이자 주인(summi rectoris 

et domini)과 연관된다. 따라서 키케로가 최고의 법을 언급하는 『법률론』 2 권 

11 절과 『최고선악론』 4 권 11 절에서 최고의 법은 최고의 유피테르 혹은 

우주의 통치자와 연관되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률론』 1 권 

19 절의 최고의 법도 이에 상응하는 최고의 신을 염두에 두었다고 추측할 수 

                                       
80 『최고선악론』의 원문은 Cicero. De finibus bonorum et malorum: libri quinque. L.D. 

Reynolds ed.,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을 사용했다. 한글 번역은 

Cicero. De Finibus Bonorum et Malorum. 김창성 역, 『최고선악론』 , 서울: 서광사, 1999, 

165 참조.  



35 

있을 것이다. 이는 인간의 본성을 신과 관련시키는 『법률론』 1 권 21-25a 절에 

등장하는 최상의 신(supremus deus) 혹은 만능의 신(praepotens deus)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81 이렇게 볼 수 있다면 키케로는 『법률론』 

1 권 18-19 절에서 철학자들로부터 배운 자연법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가 자연법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최고신에 대한 암시를 “최고의 

이성(summa ratio)”과 “최고의 법(summa lex)”이라는 표현에 담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2. 자연에서 신으로의 전환(20-25a절) 

 

2.2.1. 신들의 도입 (20-21절) 

『법률론』 1 권 20 절 이하의 내용이 18-19 절을 보다 세밀하게 전개한다는 

관점을 받아들이고, 20-21 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다이크는 20-21 절이 

최고의 법 대신 정의(ius)와 자연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20-21 절이 

새로운 단락의 시작을 표시한다고 본다.82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키케로는 

20 절 이후에 18-19 절과 유사하게 정의의 원천을 찾아 나선다. 그는 20 절에서 

정의의 원천을 자연에서 찾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자연은 인도자(dux)로 

묘사되는데, 키케로는 자연을 인도자 삼아 그들의 모든 논의를 해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연이 인도자라는 개념은 스토아학파 윤리학의 일부로서 

                                       
81 『법률론』 1.22에서의 … generatum esse a supremo deo, 1.23의 …praepotenti deo. 

Summa lex 와 더불어서 『법률론』 3.3에서는 suprema lex가 등장한다. (Dyck, 113) 여기서

는 세상의 통치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통치권 없이는 가문도 국가도 민족도 인류도 존

속하지 못하며, 심지어는 대자연과 세계까지도 존속하지 못하네. 왜냐하면 세계도 신에게 

순종하고 바다와 땅도 신에게 순명하며 인간 생명 역시 최고법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 

있네” (성염, 186-187)라고 말한다. 여기서도 summa lex와 동의어로 보이는 suprema lex

가 세계를 다스리는 신과 연관되어서 사용된다. 성염은 『법률론』 3.3에서의 법이 『법률론』 

1.19에서의 성문법 이전의 자연법을 지칭한다고 언급한다. (성염, 187 각주 10) 

82 Dyck,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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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케로의 글에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다. 켄터는 이때 자연이란 인간 행동의 

동기(신적인 힘, vis divina)로서, 자신의 본성을 깨달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한편, 인간의 목표 그 자체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83 

자연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주제는 특히 

25a-27 절에서 상세하게 다뤄진다. 27 절에서는 인간의 이성이 견고하게 되고 

완성되는 과정이 묘사되는데, 이는 18 절에서 언급되었던 인간의 정신 안에서 

견고해지고 완성된 이성을 연상시키는 말이다. 따라서 18-19 절과 20 절 

이하의 내용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키케로는 20 절에서 자연을 

인도자 삼으면 모든 논의가 해명될 것이라고 말하고, 아티쿠스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아티쿠스가 에피쿠로스학파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에피쿠로스학파도 스토아학파와 마찬가지로 자연 혹은 본성을 따르는 것이 

인간을 최고선으로 이끈다고 점에 동의했다. 그러나 스토아학파는 인간의 

고상한 본성인 이성을 중시했기 때문에 자연을 따른다는 말과 관련해서 

에피쿠로스학파와 상충되는 이해를 가지고 있다. 84  에피쿠로스학파와의 

대립은 『법률론』 1 권의 대표적인 주제 중 하나이다. 일례로 

에피쿠로스학파는 최고선(summum bonum)을 쾌락(voluptas)으로 여기고, 

고통(dolor)을 최고악(summum malum)으로 여겼다.85 그러나 『법률론』에서 

쾌락은 모든 악의 어머니로 언급되며,86 고통이 가장 큰 악에 포함된다고 

간주하는 것(in maximis malis ducitur)은 사악함에 속하는 것으로 제시된다.87 

더 나아가서 키케로는 『법률론』 1 권 39 절에서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육체를 

열심히 돌보는 사람들, 삶에서 추구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모든 것을 오로지 

쾌락과 고통으로 가늠하는 사람들은 비록 참된 내용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이 

                                       
83 Kenter, 90-91., Dyck, 116.  

84 Dyck, 116. 

85 『최고선악론』 1.29. 

86 『법률론』 1.47: …imitatrix boni voluptas, malorum autem mater omnium… 

87 Ibid.,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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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서 그들과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겠네)그냥 자기네 장원(莊園) 

안에서나 떠들라고 하세”88라고 말하면서 에피쿠로스학파와의 대립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와 같은 에피쿠로학파와의 대립은 『법률론』 1 권 21-

27 절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아티쿠스가 자연을 따르면 오류를 피할 수 

있다고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키케로는 아티쿠스에게 집요하게 묻는다: 

폼포니우스여(퀸투스의 생각은 내가 아니까 말이네), 온 자연이 

불멸의 신들의 힘, 본성, 이성, 권능, 정신, 뜻,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다른 용어가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통치된다는 사실을 승인하겠는가? 왜냐면 당신이 만일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논의는 무엇보다도 여기서 시작해야만 

하기 때문이네.89  

Dasne igitur hoc nobis, Pomponi (nam Quinti novi sententiam), 

deorum immortalium vi, natura, ratione, potestate, mente, numine, 

sive quod est aliud verbum quo planius significem quod volo, 

naturam omnem regi? Nam si hoc non probas, ab eo nobis causa 

ordienda est potissimum.   

신들의 존재는 믿지만, 신들이 세상에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던 

에피쿠로스학파의 아티쿠스에게 키케로가 불멸의 신들에 의해서 온 

자연(naturam omnem)이 통치된다는 사실에 동의를 구하며, 그들의 논의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말하는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90 

                                       
88  Ibid., 1.39: Sibi autem indulgentes et corpori deservientes, atque omnia quae 

sequantur in vita quaeque fugiant voluptatibus et doloribus ponderantes, etiamsi vera 

dicunt (nihil enim opus est hoc loco litibus), in hortulis suis iubeamus dicere. 번역은 성

염, 85. 

89 Ibid., 1.21. 

90 신들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해야 한다는 말은 종교법의 서론에 해당하는 『법률론』 2.15

에서도 반복된다. Sit igitur hoc iam a principio persuasum civibus, dominos esse omnium 

rerum ac moderatores deos, eaque quae gerantur eorum geri iudicio ac numine. 키케

로는 퀸투스의 생각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신들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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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뿌리가 자연으로부터 추구되어야 하고, 자연이 불멸의 신들에 의해서 

통치된다면, 결국 정의의 근원은 자연 배후에 있는 신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론』 1 권 21-25a 절의 특이한 점은 18 절에서 인간과 더불어 이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던 자연에 대한 언급이 갑자기 사라지고, 

21절에서 불멸의 신들이 소개된 후, 22절에서는 최고의 신(supremus deus)에 

의해서 인간이 특별하게 만들어졌다(generatum)고 말함으로써 논의가 

자연에서 신/신들로 전환된다는 사실이다. 다이크는 키케로가 21 절 이후의 

신학적인 강조를 피할 수도 있었지만, 18 절에서 스토아학파의 신(deity)에 

해당하는 최고의 이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굳이 감출 필요는 

없었다고 본다.91 멜은 키케로가 『법률론』 2 권에서 종교법을 논하기 때문에 

신학적인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었지만, 『법률론』 1 권의 논의에서 로마의 

전통적인 다신교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서,92 『법률론』 1 권 20 절의 “정의의 

원천을 찾아야 한다”는 말에서 1 권 28 절의 “인간이 정의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로 바로 넘어가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93 

『법률론』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키케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한다고 불평했던 카스퍼는 키케로가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정치철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신들과 인간들의 공동체라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했다고 판단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신들과 인간 사이의 공동체는 인간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토대로서 부적절하다.94 따라서 멜과 카스퍼는 『법률론』 

1 권 21-27 절에 등장하는 신들에 대한 언급에 큰 비중을 두지 않거나, 이 

                                       

하는 에피쿠로스학파에 속한 아티쿠스에게 22-27절에 걸쳐 정의의 원리에 해당하는 신학

적인 내용을 전한다.  

91 Dyck, 116. 법과 신을 동일한 대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키케로가 둘을 분명히 구분하

는 본문도 있다. 『국가론』 Powell, 3.22.27[33], Ziegler, 3.22.33, 김창성, 2007, 233-4 참조.  

92 Mehl, 125. 

93 Ibid., 124. 

94 Caspar,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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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법률론』 1 권의 전체적인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사실 자연법이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는 전통적인 신들이 배제된, 

오로지 자연에 의한 법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제기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키케로가 정의의 원리(principia iuris)로 구분하는 

단락에서 신/신들을 소개했다는 사실은 키케로의 자연법 이해에 있어서 

신/신들의 위치가 중요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21-27 절의 내용을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다. 키케로가 

『법률론』 1 권 21-25a 절에서 자연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신/신들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키케로가 자연 대신 신/신들을 

도입해야만 했던 원리적인 이유를 밝히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자연 대신 

신/신들을 도입한 이유 중 하나는 앞서 말했듯이 『법률론』 대화편의 화자 중 

한 명인 아티쿠스가 에피쿠로스학파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아티쿠스는 당시 로마에 널리 확산되었던 에피쿠로스학파를 대표했고, 

키케로는 『법률론』을 저술하면서 에피쿠로스학파 철학에 영향을 받은 당시 

로마의 독자들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에피쿠로스학파는 인간과 동물들이, 

적어도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에 있어서는 본성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다. 

키케로는 『최고선악론』 1 권 30 절에서 에피쿠로스의 최고선악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모든 동물은 태어남과 동시에 쾌락을 추구하고 그것을 최고의 

선으로 즐기며, 고통을 최고의 악으로 멀리하고 가능한한 

자신으로부터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는 이것을 그가 아직 타락하기 

전에, 부패하지 않은 온전한 본성 자체의 판단으로 행한다.95 

omne animal simul atque natum sit, voluptatem appetere eaque 

gaudere ut summo bono, dolorem aspernari ut summum malum 

                                       
95 『최고선악론』 1.30. Cicero. De Finibus Bonorum et Malorum. 김창성 역, 『최고선악론』 , 

서울: 서광사, 1999, 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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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quantum possit, a se repellere, idque facere nondum 

depravatum, ipsa natura incorrupte atque integre iudicante. 

에피쿠로스는 인간과 여타의 동물이 본성적으로 쾌락을 좇고, 고통을 

피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생각했다. 그러나 키케로가 『법률론』에서 

주장하는 인간의 본성의 핵심은 이성이고, 이성의 완성이 인간의 목적인 

최고선으로 제시된다. 키케로는 『법률론』 1 권 22 절에서 모든 생명체 중 

인간만이 이성에 참여한다고 명시한다.96 더 나아가서 이성은 그 어떤 것보다 

탁월한 것으로서, 인간과 신 안에 있는 것 97 이다. 인간과 신 안에 있는 

이성으로 인해 인간과 신 사이에는 최초의 이성적인 결합이 생긴다. 키케로는 

이를 토대로 인간과 신들이 하나의 보편적인 국가를 형성한다고 설명한다.98 

이렇듯 『법률론』 1 권에서 이성은 인간을 동물들과 구분하고 신/신들과 

연결해주는 요소이다. 따라서 키케로가 자연 혹은 본성이라고 말할 때 그가 

의미했던 바는 인간을 동물과 철저하게 구분하고, 신/신들과 긴밀하게 

연결시켜주는 자연/본성이었다. 더 나아가서 키케로는 에피쿠로스가 인간의 

최고의 목적으로 제시했던 쾌락을 인간의 이성의 완성을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이라고 말한다.99 이렇듯 키케로가 의미했던 자연 혹은 인간의 본성과 

에피쿠로스학파가 의미했던 자연이나 인간의 본성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키케로 당시의 로마인들은 에피쿠로스학파의 자연관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소피스트 시대부터 대두되었던 자연과 법 사이의 대조(νόμος-φύσις 

                                       
96 『법률론』 1.22: solum est enim ex tot animantium generibus atque naturis particeps 

rationis et cogitationis, cum cetera sint omnia expertia. 

97 Ibid., 1.23: eaque <est> et in homine et in deo… 

98 Ibid., 1.23: Est igitur, quoniam nihil est ratione melius eaque <est> et in homine et 

in deo, prima homini cum deo rationis societas; … ut <sit> iam universus hic mundus 

una civitas communis deorum atque hominum existimanda; 

99 『법률론』 1.31, 47, 52, 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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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thesis)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100  21 세기를 사는 우리도 

동물세계의 자연법칙이라고 하면 흔히 약육강식의 질서를 떠올린다. 인간 

사회에서 강자가 약자를 다스리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생각은 플라톤의 

『고르기아스』와 『국가』에 등장하는 칼리클레스와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에서도 발견된다. 101  그러나 키케로가 『법률론』에서 제시하는 

자연법이란 약육강식의 법칙이 아니다. 그는 정의롭고 좋은 사람은 외딴 곳에 

홀로 있는 부유하고 연약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그를 

돕고 인도해 주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102  이때 정의로운 사람(iustus)은 

정의(ius)를 실현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의의 

원천은 최고의 이성이었다. 이성은 신/신들과 인간이 공유하는 그들만의 

특성이다. 이는 인간을 여타의 동물들과 구분짓는 인간의 고유한 본성이다. 

이를 통해서 인간은 단지 쾌락이나 사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득과 고상한 행위를 추구하게 된다. 키케로는 인간의 고상한 본성의 

                                       
100 Mehl, 125 참조. 

101  플라톤의 『고르기아스』 483e에서 자연법(νόμος τῆς φύσεως)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다(G. Watson. “The Early History of 'Natural Law'.” Irish 

Theological Quarterly 33 no. 1 (1966), 66). 그러나 이 작품에서 칼리클레스가 말하는 소위 

“자연법”은 강자의 법이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것은 법적으로 부정의하고 부끄러운 일로 간주되며, 이를 두고 사람들은 

불의를 저지르는 행위라 일컫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자연 자체는 더 나은 자가 

더 못한 자보다, 그리고 더 유능한 자가 더 무능한 자보다 더 많이 갖는 것, 바로 그게 

정의로운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그렇다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분명합니다. 다른 동물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인간들의 모든 나라들과 모든 종족들 

사이에서도 정의는 더 강한 자가 더 약한 자를 다스리며 더 많은 몫을 갖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결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들이 정의로운 것의 본성에 따라, 즉 

제우스께 맹세컨대, 바로 자연의 법에 따라 이런 일들을 행했다고 생각합니다.” (플라톤의 

『고르기아스』 483c-e. 번역은 김인곤 역, 『고르기아스』 , 서울: 이제이북스, 2014, 137-138.) 

플라톤의 『국가』 1권에서 정의(δίκαιον)에 대한 트라시마코스의 생각도 강자를 위한 것이다. 

(플라톤의 『국가』 1권 338c-347e 참조)  

102 『법률론』 1.41: Quid in deserto quo loco, nactus quem multo auro spoliare possit 

imbecillum atque solum? Noster quidem hic natura iustus vir ac bonus etiam 

colloquetur, iuvabit, in viam deduc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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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으로서 신/신들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다이크는 

『법률론』 1 권 21 절 이후에 나타난 신학적인 논증이 “신과 같이 이성을 가진 

인간을 신적인 수준으로 격상시킴으로써 법이 “본성적인 것”, 즉 인간의 

참되고 보다 고상한 본성에 일치한다는 논증을 용이하게 만든다” 103 고 

평가한다.  

키케로는 자연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난무하던 당시에 자신이 의미한 자연을 

명시하기 위해서 자연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내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자연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제시하는 대신, 당시에 통용되었던 다른 기준을 도입한다. 비록 신에 대해 

부정적인 현대 사회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도 모르지만, 키케로의 시대에 신에 

대한 개념은 자연만큼이나 보편적인 개념이었다. 어쩌면 철학적으로 접근한 

자연이라는 개념보다도 신이라는 개념이 접근하기 더 수월했을지도 모른다. 

키케로가 신을 보편적인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대목은 『법률론』 1 권에서 

발견된다. 키케로는 『법률론』 1 권 24 절에서 신이 인간에게 영혼(animus)을 

주었고, 이로써 인간과 천상의 존재들(caelestibus)이 같은 부계혈통(agnatio), 

종(genus), 그리고 뿌리(stirps)로 간주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토록 많은 종 중에서 인간 외에는 신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진 

동물은 없네; 사람들 중에는, 그들이 얼마나 문명화되었든지 

야만적이든지 무관하게, 그들이 비록 어떤 종류의 신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지 모를지라도, 신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종족은 

없네. (밑줄은 필자의 강조) 

Itaque ex tot generibus nullum est animal, praeter hominem, quod 

habeat notitiam aliquam dei; ipsisque in hominibus nulla gens est 

neque tam mansueta neque tam fera, quae non, etiamsi ignoret 

qualem haberi deum deceat, tamen habendum sciat: 

                                       
103 Dyck,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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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케로의 말에 따르면 인류는 신에 대한 지식(notitia dei)을 공유하는데, 이 

지식은 문명화 수준과 무관하게 전 인류가 공유하는 지식이다. 그리스의 

고상한 철학자들도, 갈리아의 야만인들도 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은 자연 이상으로 보편적인 개념이다.104 신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철학 학파들이 동의했다. 키케로는 『신들의 본성에 관하여』 

1 권 서문에서 비록 모든 사람들이 신들의 존재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을 

인도자로 삼으면 모두가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한 후,105 1권 43절에서 

에피쿠로스학파에 속했던 가이우스 벨레이우스(Gaius Velleius)의 입을 빌려 

에피쿠로스가 “무엇보다도 자연 자체가 모든 이의 마음에 신들에 대한 개념을 

각인해 놓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신들이 존재한다고 보았다”106고 말한다. 

                                       
104 『국가론』 1권 56절에서 스키피오는 아라토스의 시를 언급하면서 유피테르로부터 시작

해야 한다고 말한다. 라일리우스가 그 원인에 대해서 묻자, 스키피오는 “우리가 마땅히 모

든 배운 자들과 배우지 못한 자들이 모든 신들과 인간들의 유일한 왕이라고 동의하는 분

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기 위함이지” (ut rite ab eo dicendi principia capiamus, quem 

unum omnium deorum et hominum regem esse omnes docti indoctique consentiunt)

라고 말한다. 자연법을 다루는 『법률론』 2권 7-17절에서도 키케로는 “내가 아라토스의 시

를 시작한 것과 같이, ‘무사이의 시초는 유피테르로부터네‘”(‘A Iove Musarum primordia,’ 

sicut in Aratio carmine orsi sumus)라고 말하면서 바로 신을 도입한다. 또한 2권 15절에

서는 애초부터 시민들에게 만물의 주인이자 통솔자는 신이라는 사실을 설득시켜야 한다

고 말한다.   

105 『신들의 본성에 관하여』의 원문은 1권의 경우 Cicero. De natura deorum. Liber I. A. 

Dyck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을 모본으로 삼았고, 2, 3권의 경우 

Cicero. DE NATURA DEORUM. LIBRI SECUNDUS ET TERTIUS. A. S. Pease e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58 을 모본으로 삼았다. 『신들의 본성에 관하여』 1.2: 

velut in hac quaestione plerique – quod maxime veri simile est et quo omnes fere duce 

natura venimus – deos esse dixerunt, dubitare se Protagoras, nullos esse omnino 

Diagoras Melius et Theodorus Cyrenaicus putaverunt. “예를 들자면, 이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들이 존재한다고 말했고, 이것은 극히 진실해보이며, 자연을 인도자로 삼으면 

우리 모두가 여기에 도달하게 됩니다만, 프로타고라스는 자기는 이걸 의심한다 했고, 

멜로스의 디아고라스와 퀴레네의 테오도로스는 신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Cicero. De Natura Deorum. 강대진 역, 『신들의 본성에 관하여』 , 파주: 

나남, 2012, 14-5. 앞으로 이 책은 번역자인 강대진과 페이지로 표기하겠다.)  

106 『신들의 본성에 관하여』 1.43: solus enim vidit primum esse deos, quod in om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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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서 1 권 44 절에서는 에피쿠로스가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것이 거의 모든 철학자들 사이에서뿐 아니라, 배우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확립되어”107 있다고 말했다고 전해준다. 같은 책 2 권 4 절에서 

스토아학파를 대표하는 퀸투스 루킬리우스 발부스(Quintus Lucilius Balbus)는 

“사실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천체들에 대해 숙고해볼 때, 이들을 통제하는 

탁월한 지성을 지닌 어떤 신격(神格) 이 존재한다는 것만큼 분명하고 뚜렷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108 라고 질문하면서 신들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같은 책 3 권 7 절에서 아카데미아학파를 대표하는 가이우스 

코타(Gaius Cotta)는 신의 존재에 대한 발부스의 증명은 부정하면서도, 

조상들의 권위에 의해서 신들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렇듯 신들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키케로 당시에 로마에서 유행했던 삼대 

철학 학파인 에피쿠로스학파, 스토아학파, 그리고 아카데미아학파가 

일치했다. 뿐만 아니라 배우지 못하고 문명화되지 않은 야만인들조차 신에 

대한 지식은 공유했다. 따라서 신들은 자연만큼이나 보편적인 개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자연을 정의할 때 대두되었던 것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들의 특성에 관해서는 

엇갈린 견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신들의 특성에 대한 상이한 견해 중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신들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특히 신들이 

인간사에 호의롭게 관여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인간사에 신들의 

호의로운 개입과, 인간 사회에서의 정의 실현 사이의 관계에 대한 키케로의 

견해는 『신들의 본성에 관하여』의 서론에서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의 

신관을 소개할 때 명시된다. 키케로는 우선 신들이 인간사에 관여하지 

                                       

animis eorum notionem impressisset ipsa natura. 번역은 강대진, 45.  

107 Ibid., 1.44: quod quoniam fere constat inter omnes non philosophos solum sed etiam 

indoctos,… 번역은 강대진, 46. 

108 Ibid., 2.4. 번역은 강대진,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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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에피쿠로스학파의 신들에 대한 입장을 언급하면서, 만일 신들이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어떤 경건함(pietas), 신성함(sanctitas), 그리고 

종교(religio)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109  더 나아가서 키케로는 

경건함(pietas)과, 신성함(sanctitas), 그리고 종교(religio)가 없어지면 인간의 

삶이 혼란스럽게 될 것을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신들을 향한 경건이 제거된다면 인간 종족의 신뢰, 사회, 그리

고 하나의 가장 탁월한 덕인 정의가 제거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

다. 그러나 위대하고 존귀한 다른 철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온 세

상이 신들의 정신과 이성에 의해 관리되고 통치될 뿐만 아니라, 바

로 이 신들이 인간의 삶을 보살피고 섭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불멸의 신들이 농산물을 비롯해서 땅이 생산하는 나머지 모

든 산물들과, 땅이 산출하는 모든 것들을 성숙시키고 성장하게 만드

는 기후, 계절의 변화, 그리고 천상의 변천을 인간 종족을 위해 허락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불멸의 신들 자신

들이 인간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만든 것으로 거의 보이는 종류의, 

이 책에서도 논의될 많은 사안들을 모아들입니다.110   

…,atque haud scio an pietate adversus deos sublata fides etiam et 

societas generis humani et una excellentissima virtus iustitia 

tollatur.  

Sunt autem alii philosophi, et hi quidem magni atque nobiles, qui 

deorum mente atque ratione omnem mundum administrari et regi 

censeant, neque vero id solum, sed etiam ab isdem hominum vitae 

consuli et provideri. nam et fruges et reliqua quae terra pariat, et 

tempestates ac temporum varietates caelique mutationes, quibus 

omnia quae terra gignat maturata pubescant, a dis immortalibus 

                                       
109 Ibid., 1.3. 

110 Ibid., 1.4a-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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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bui generi humano putant, multaque quae dicentur in his libris 

colligunt quae talia sunt ut ea ipsi dei immortales ad usum 

hominum fabricati paene videantur.                                                                                                                    

키케로는 이 본문에서 신들에 대한 경건을 인간 사이의 신뢰, 사회, 그리고 

정의(iustitia)와 연관시킨다. 키케로는 만일 에피쿠로스학파가 생각하듯이 

신들이 인간사에 호의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인간들의 신뢰, 사회, 그리고 

정의가 제거(tollatur)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다. 키케로는 에피쿠로스학파와 

반대로 신들이 인간을 위해서 땅의 소산과 자연 현상들을 주관한다고 믿는 

스토아학파를 소개하면서, 이들의 신관을 따라야 경건함이 타당성을 가지게 

되고, 이로써 인간 사회와 정의가 보장된다고 말한다.111 바꿔 말하면 키케로는 

인간 사회가 유지되고, 그 안에서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간사에 

관여하는 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따라서 정의의 원천을 

찾아가는 『법률론』 1 권 21 절 이하의 내용에서 신들에 관한 논의가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키케로가 자연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법률론』 1 권 21 절에서 가장 먼저 한 일도 에피쿠로스학파인 아티쿠스에게 

신들이 온 자연을 통치한다(regi)는 사실에 동의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112 

                                       
111 키케로는 『신들의 본성에 관하여』 1권 10절에서 “각각의 사안에 대해 내가 어떤 의견

을 갖고 있는지 묻는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지나친 호기심을 갖고 그러는 것입니다” (강

대진, 19)라고 말하면서 신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숨긴다. 그러나 같은 책 3권 95절에서

는 “나는 발부스의 논변이 진리와 유사해 보이는 데 가깝다고 생각하면서 자리를 떠났다” 

(강대진, 266)라고 말하면서 『신들의 본성에 관하여』를 마친다. 따라서 신이나 종교에 대

한 키케로의 본심을 파악하기 힘들고, 키케로가 이 주제들을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말했다

고 볼 수 있다. 키케로는 정치와 직결되는 『국가론』이나 『법률론』에서는 신과 종교에 대

해 보다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112  『법률론』 1.21: Dasne igitur hoc nobis, Pomponi(nam Quinti novi sententiam), 

deorum immortalium vi, natura, ratione, potestate, mente, numine, sive quod est aliud 

verbum quo planius significem quod volo, naturam causa ordienda est potiss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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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케로는 만일 아티쿠스가 이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논의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113  

키케로가 『법률론』 1 권에서 자연법을 논하면서 자연에서 신/신들로 눈을 

돌렸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키케로 당시에는 자연에 관한 상이한 

이해가 있었다. 특히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같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키케로는 이에 반해 여타의 동물들에게는 없고, 오직 

신/신들과 인간만이 공유하는 이성을 인간의 본성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신/신들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간의 고상한 본성을 위한 규범적인 

토대를 제공했다. 이때 신이라는 개념은 자연이란 개념 이상으로 

보편적이었다. 키케로는 이미 널리 퍼져있는 신이라는 보편적인 개념을 

통해서 그가 전개하는 자연법의 보편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연에 대한 상이한 이해와 마찬가지로, 신들의 특성에 관해서도 

상이한 이해가 있었다. 따라서 키케로는 자신이 의미하는 신들이 어떤 

신들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 키케로가 말하는 신들은 

에피쿠로스학파의 신들처럼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 신들이 아니라, 

인간사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스토아학파의 신들과 같은 신들이었다. 

키케로는 신들이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사회도, 정의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정의의 원천에 대해서 논하는 

『법률론』 1 권에서 신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론』 1 권에서 자연 

대신 신들이 도입된 논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법률론』 1 권 22-25a 절의 

내용으로 나아가도록 하자. 

 

2.2.2. 신, 신들, 그리고 인간 (22-25a 절) 

키케로의 논의가 어디로 나아가는지 보기 위해서 아티쿠스가 신이 인간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에피쿠로스의 첫 번째 명제를 부인하기로 

                                       
113 Ibid., Nam si hoc non probas, ab eo nobis causa ordienda est potiss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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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적으로 동의하자, 키케로는 짧게 말하겠다고 약속하면서(Non faciam 

longius), 『법률론』 1 권 22 절에서 27 절까지 이어지는 장황한 논의를 

시작한다.114 키케로는 불멸의 신들이 온 자연을 통치한다고 말한 직후 인간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앞을 내다보고, 총명하며, 복잡하고, 예리하며, 기억력을 가지며, 

이성과 계획으로 충만한,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이 동물은 

최상의 신에 의해서 고귀한 조건으로 태어났네; 왜냐면 모든 

생명체의 종과 본성들 중에서 인간만이 이성과 생각에 참여하고, 

나머지 모두는 이것들을 결여했기 때문이네.115 

animal hoc providum, sagax, multiplex, acutum, memor, plenum 

rationis et consili, quem vocamus hominem, praeclara quadam 

condicione generatum esse a supremo deo; solum est enim ex tot 

animantium generibus atque naturis particeps rationis et 

cogitationis, cum cetera sint omnia expertia.   

신들이 자연을 통치한다는 언급 이후 곧바로 인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키케로는 22 절에서 인간이 최상의 신(supremus deus)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generatum) 말하고, 23 절에서는 신들과 인간이 동일한 전능한 

신(praepotens deus)에게 복종한다고 말하며, 24 절에서는 인간의 영혼이 

신으로부터 태어났다고(ingeneratum a deo) 언급한다. 여기서 등장하는 

                                       
114 Dyck는 22-27절이 『법률론』 1권의 주제에 대한 “준비단계(preparation)”를 구성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  

Ⅰ. §22-23: 이성이라는 관계(partnership)를 토대로 신들과 인간 사이의 국가

(commonwealth) 

Ⅱ. §24-26a: 인간의 기원, 인간이 신들과 동일한 덕(virtue), 그들 사이의 가족관계

(cognatio), 그리고 자연이 인간의 필요를 공급해준다는 관점에서 본 신들과 인간 사이의 

특별한 관계.  

Ⅲ. §26b-27: 의사소통이나 추론의 능력 등 특히 인간을 짐승들과 구별하고 신들과 긴밀히 

엮어주는 인간의 특성들. (Dyck, 120) 

115 『법률론』 1.22. 



49 

최상의 신, 전능한 신, 그리고 단수로 언급된 신(deus)은 동일한 존재로 보인다.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복종하며, 인간에게 영혼을 준 이 최상의 신 혹은 

전능한 신은 누구인가?116 키케로는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최상의 

신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최상의 신을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는다. 어찌 

되었든 키케로는 인간이 최상의 신에게서 유래했고, 하늘과 땅에서 가장 

신적인 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 이성이 성장해서 완성되면 지혜(sapientia)가 

된다고 말한다.117   

『법률론』 1 권 21-25a 절의 난제 중 하나는 여기에 최상의 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신들이 함께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멜은 키케로가 21 절에서 

신들(dii)이 온 자연(omnem naturam)을 통치한다고 말한 후, 23 절에서는 이 

신들이 인간들과 동일하게 전능한 신(deus)에게 복종한다고 말함으로써 자기 

모순에 빠진다고 주장한다. 멜은 온 자연을 통치하는 다수의 신들이 이 문맥에 

어떻게 조화되는지 의문을 던지면서, 여기서 나타난 모순은 이성을 전능의 

신인 제우스와 동일하게 간주하면서도 다른 신들의 존재는 부인하지 않은 

                                       
116  Dyck는 supremus deus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예는 여기가 유일하다고 말하면서, 

Boyancé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28c절에 나오는 “모든 것의 제작자이자 아버지(ποιητὴν 

καὶ πατέρα τοῦδε τοῦ παντός)“라는 표현에 대한 플루타르크의 변형인 “모든 것들의 아버지

이자 제작자인 최고의 신(τὸν ἀνωτάτω θεὸν πατέρα τῶν πάντων καὶ ποιητὴν, Plut. Qu. Plat. 

1000f)“이라는 표현을 키케로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소개한다. Dyck는 최상

의 유피테르(Supremus Iupppiter), 신들 중 최고의 왕(deum supremus rex)이란 표현은 종

종 발견된다고 말한다. (Dyck, 122-123). 스키피오의 꿈을 다루는 『국가론』 6권 21절에서

는 9층 하늘의 가장 외곽에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부분이 최고의 신(summus deus)으로 

언급되고, 『법률론』 2권 10절에서는 “최고의 유피테르의 바른 이성(ratio est recta summi 

Iovis)“이라는 표현도 나온다.  

117 지혜(sapientia)는 『법률론』 1권의 마지막 단락인 “지혜/철학에 대한 찬양”(58-63절)의 

주제이다. 『법률론』 1권에서 지혜는 모든 좋은 일들의 어머니(『법률론』 1.52 mater 

omnium bonarum rerum sapientia)로, 인간이 도달해야 하는 목표이자, 인간이 지혜에 도

달할 수 있도록 돕는 인도자(『법률론』 1.59 ad obtinendam adipiscendamque 

sapientiam,… sapientia duce)로, 그리고 스스로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부모이자 교육자

(『법률론』 1.62 ab eis qui se ipsi velint nosse, earum parens est educatrixque sapientia)

로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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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아학파 자체의 모순일지도 모른다고 언급한다.118 이에 대해서 켄터는 

키케로가 23 절에서 신에 대해서 언급할 때 “신들과 함께(cum dis)”와 “신과 

함께(cum deo)”라는 표현을 같이 사용한다는 점을 들어 키케로가 신의 

개념을 일관되게 제시하지 않는다고 보고, 키케로가 단수의 신과 복수의 

신들을 혼용하는 예들을 제시한다. 119  그는 또한 폴렌츠를 인용하면서 

스토아학파에는 사실 하나의 신만 존재했지만, 신들을 하나의 

본존재(Urwesen)의 가시적인 현현으로 받아들 수 없는 이유가 없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키케로는 파나이티오스와 포시도니오스를 따라 

개인적으로는 유일신을 믿었지만, 그의 표현에서 로마 국교의 다신교적인 

성격이 반영된다고 주장한다.120 그러나 멜이 지적하듯이 여기서의 문제는 

단순히 표현적인 문제가 아니다. 온 자연을 통치하는 이성을 가진 신들이 

인간과 사회를 이루고, 신들과 인간 모두가 복종하는 신이 소개된다. 온 

자연을 다스리면서 인간과 함께 전능한 신에게 복종하는 다수의 신들을 

어떻게 이해해할 수 있을까? 121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성을 통해서 

신들과 인간, 그리고 신을 소개하는 『법률론』 1 권 23 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이성보다 더 좋은 것은 없고, 이성이 인간과 신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신과 최초 122의 이성적인 연대를 가지네; 그런데 이성을 

                                       
118 Mehl, 124. 

119 “cf. § 18 ratio summa, § 22 a supremo deo, § 23 cum deo, huic caelesti ... deo, § 24 

notitiam dei, etiamsi ignoret qualem haberi deum deceat and § 21 deorum immortalium, 

§ 23 cum dis, § 24 caelestibus.” (Kenter, 97) 

120 Kenter, 97. Dyck는 cum deo를 로마의 다신교적인 cum dis로 변경함으로써 스토아학

파의 논의가 약화된다는 Schmidt의 주장을 소개한다. 그러나 Dyck는 그리스의 스토아학

파도 세계를 신적인 도시(πόλις)로 소개할 때 다수의 신들을 도입한다고 말한다. 

121 Mehl, 124-125.  

122 Zetzel은 이 부분을 “…reason forms the first bond between human and god”(Cicero. 

De Repulica, De Legibus . J. Zetzel tr., Cicero: On the Commonwealth and On the Laws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113)라고 번역하고, Rudd는 “…there is a 

primordial partnership in reason between man and God.”( Cicero. De Repulica, De 

Legibus. N. Rudd tr., The republic and The laws ,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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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는 자들 사이에는 공통된 바른 이성이 있는데, 이것이 법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신들과 함께 법으로도 결합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네; 더욱이나 공통된 법이 있는 자들 사이에는 공통된 

정의가 있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진 자들은 동일한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도 간주되어야 하네; 만일 그들이 실로 동일한 

통치권과 권위에 복종한다면 더욱 그렇지. 그런데 그들은 저 천상 

체계인 신적인 정신과 전능한 신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이 보편적인 

세상이 신들과 인간들 사이의 공통된 국가로 간주되어야 하네;        

Est igitur, quoniam nihil est ratione melius eaque <est> et in 

homine et in deo, prima homini cum deo rationis societas; inter 

quos autem ratio, inter eosdem etiam recta ratio {et} communis 

est; quae cum sit lex, lege quoque consociati homines cum dis 

putandi sumus; inter quos porro est communio legis, inter eos 

communio iuris est. Quibus autem haec sunt {inter eos communi} 

<*> et civitatis eiusdem habendi sunt; si vero eisdem imperiis et 

potestatibus parent, multo iam magis. Parent autem huic caelesti 

descriptioni mentique divinae et praepotenti deo, ut <sit> iam 

universus hic mundus una civitas communis deorum atque 

hominum existimanda;   

앞서 언급했듯이 이 본문은 언뜻 보기에 단수의 신과 다수의 신들을 혼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키케로가 의도적으로 “최상의 신(supremus deus)”과 

“전능의 신(praepotens deus)”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특히 후자의 경우 

다수의 신들과 대비해서 사용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123  

                                       

Press, 1998, 105)로 번역한다. (밑줄은 필자의 강조) 

123 『법률론』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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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락에서 신(deus)과 신들(dii)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읽어보도록 하자. 

인간은 최상의 신과 최초의 이성적인 연대(societas)를 형성한다.124 이 연대는 

인간이 최상의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성을 소유한다는 사실에서 비롯한 

연대이다. 비록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상의 신은 여타의 신들과 

개별적으로 이와 유사한 이성적인 연대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25 

그렇다면 인간과 신들은 개별적으로 최상의 신과 원초적인 이성의 연대를 

형성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인간과 신들은 이성, 바른 이성인 법, 그리고 

정의를 공유한다. 만일 신들과 인간이 동일한 통치권과 권위에 복종한다면 

그들은 동일한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키케로는 이들이 

실제로 천상 체계인 신적인 정신과 전능한 신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이들이 

온 세상을 하나의 공통된 국가로 소유하는 자들로 여겨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문을 이렇게 읽는다면 단수의 신과, 다수의 신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켄터는 인간과 최상의 신 사이의 이성적인 연대에서 시작했던 논의가 하등의 

신들과 법을 공유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논의가 약화된다고 

말하면서, 이는 키케로의 의도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126  켄터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필자는 키케로가 이 단락에서 다수의 신들을 도입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이유는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법률론』 2 권에서 논의되는 로마의 다신교를 수용하기 위한 예비단계로 

다수의 신들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신들은 인간과 범세계적인 국가(civitas)를 

                                       
124 Ibid., 물론 이 본문에서는 “최상의”라는 수식어는 없다(prima homini cum deo 

rationis societas). 그러나 바로 이전 절인 22절에서 supremus deus라는 표현이 나오고, 

여기서 신을 단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둘을 동일한 존재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25 스토아학파는 다수의 신들은 최상의 신의 발산물(emanation)로 보았다. (Kenter, 99) 그

러나 키케로는 『법률론』 1권에서 단수의 신과 다수의 신들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

하지 않는다. 

126 Kenter,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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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최고의 법이 법률을 위한 모본이라면, 신들과 

인간들이 형성하는 국가는 인간 국가를 위한 모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127  

『법률론』 1 권 23 절은 지상의 국가에서 사람들의 지위가 부계혈통(agnatio)에 

의해서 구분되듯이, 대자연에서도 동일한 이치에 따라 인간들이 신들과 

동일한 부계혈통과 종족(gens)으로 간주되어 고귀한 지위를 가진다고 

암시하면서 끝난다. 24 절의 첫 마디(nam)는 23 절에서 언급된 인간과 신들 

사이의 부계혈통(agnatio)과 종족(gens)과 관련해서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겠다는 표시이다.128 24 절은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말해준다. 시간이 

흘러 인간을 파종할 때가 되자 인간은 땅에 심겨졌고, 영혼(animus)이라는 

신적인 선물을 받아 자라났다. 인간을 구성하는 다른 모든 요소들은 부서지기 

쉽고(fragilia) 무상한(caduca), 죽을 수밖에 없는 종(mortali genere)에서 

취해졌지만, 영혼만큼은 신이 심어주었다(ingeneratum). 이를 근거로 우리는 

천상의 존재들(caelestibus)과 같은 부계혈통, 씨족, 그리고 뿌리를 가진 

자들로 식별될 수 있다. 따라서 인간 외에는 어떤 동물도 신에 대한 

지식(notitiam dei)129을 가질 수 없고, 문명화된 사람도 야만인도 신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고 있으며, 자신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를 기억하듯이 신을 

알아본다(agnoscat). 더 나아가서 신과 인간은 완성되고 최상에 도달한 

본성(natura)인 덕(virtus)을 공유하는데, 이는 다른 종에게서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과 신만큼 친근하고 확실한 가족관계(cognatio)는 찾아볼 수 없다.  

키케로는 23 절에서 신들과 인간 사이의 하나의 모범적인 국가에 대해서 말한 

후, 23 절 마지막 단락부터 신들과 인간 사이의 가족관계로 시선을 돌린다. 

신들과 인간의 가족관계는 상당히 독특한 내용에 해당한다. 다이크에 의하면 

                                       
127 신들과 인간들이 형성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론』 1.19, 『최고선악론』 3.64, 『신들

의 본성에 관하여』 2.154 참조. 

128 Dyck, 130. 

129 Dyck는 지식(notitia)을 26, 27, 44, 59절에 나오는 개념(intellegentia)과 동일하게 스토

아학파의 ἔννοια(이성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도달한 개념에 대한 감각)로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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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론』 1 권 22-23 절에서 묘사된 신들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진다. 첫째는 그들이 바른 이성을 가진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들이 

같은 권위에 복종한다는 사실이며, 셋째는 그들이 가족관계로 묘사된다는 

점이다. 이 중 처음 두 요소는 다른 작품에서도 함께 발견되지만, 세 요소가 

함께 등장하는 곳은 이 구절들이 유일하다.130 고대 저자들이 인류의 신적 

유래에 자긍심을 가지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점에 있어서도 131  키케로가 

신들과 인간 사이의 가족관계를 부각시킨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신들과 인간 

사이의 가족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는 agnatio, gens, stirps, 그리고 

cognatio 이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단어는 부계혈통에 해당하는 agnatio이다. 

이 단어는 23-24 절에서 3 번 반복됨으로써 상당히 강조된다. 버거(Berger)는 

agnatio 를 “가족의 공통된 머리(pater familias)132가 살아 있는 동안에 그 

부권(patria potestas) 아래 있는 사람들(agnati) 사이의 관계”133로 정의한다. 

따라서 신들과 인간이 복종하는 신적인 정신 혹은 전능한 신은 로마 사회 

특유의 가부장적인 개념을 통해 신들과 인간의 공통된 아버지(pater 

familias)로 소개된다.134 즉 키케로는 “로마의 부계혈통과 가부장제도(patria 

potestas)를 우주통치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135 이때 강조되는 것은 신적인 

                                       
130 Dyck, 120-121. 

131 Ibid., 129. 

132 로마의 가부장(pater familias)의 권위이나 Patria Potestas에 대해서는 Η. F. Jolowicz. 

Historical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Roman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2, 118-19참조. 

133  A. Berger. Encyclopedic dictionary of Roman law. Philadelphia: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991, 358.  

134 Kenter, 101-102. Kenter는 agnatio와 gens의 차이는 후자의 경우 전자와 달리 공통된 

조상과의 관계의 정도(degree of relationship)를 더 이상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찾는

다. Dyck는 고대 저자들이 인류의 신적인 유래에 자긍심을 느끼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하

면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시하지만, 그 경우에는 신과 인간이 부계관계가 아니라 모계관계

를 통해서 연결된다. (Dyck, 129) 

135 성염, 75 각주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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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권위이지만,136 이러한 강조는 동시에 대자연(rerum natura)에서 

인간의 지위(status)를 고양시키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24-25a 절에서 인간과 천상의 존재들(신들) 사이의 관계는 신이 

심어준(ingeneratum) 영혼에 근거한다. 『법률론』 1 권에서 영혼(animus)은 

육체(corpus)에 대응하는 대상으로 언급되고, 137  왜곡된 관습들과 헛된 

의견(opinio),138 부모, 유모, 선생, 시인, 무대, 그리고 쾌락(voluptas)의 공격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139  그러나 영혼은 무엇보다도 개념들(intellegentia)이 

새겨져 있는 곳이고, 140  인간 안에 “봉헌된 모상”과 같은 것이다. 인간은 

이토록 위대한 신적인 선물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생각하려고 노력한다.141 

신이 인간에게 영혼을 심어주었다는 표현은 플라톤의 영향을 반영하고, 

키케로를 영혼 불멸론으로 인도한다. 142  여기서 영혼을 제외한 인간을 

구성하는 여타의 요소들은 부서지기 쉽고(fragilia) 무상한(caduca), 죽을 

수밖에 없는 종(mortali genere)에서 취해졌다고 언급되는데, 『법률론』 

1 권에서 fragilis 는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사용되고, caducus 와 mortalis 는 

유일하게 61 절에서 다시 언급된다. 『법률론』 1 권 61 절은 “지혜/철학의 찬양” 

단락인 58-63 절에서 철학의 한 분야인 자연학을 다루는 구절이다. 61 절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포함한 자연만물이 어디에서 유래했고 어디로 돌아가며, 

                                       
136 Cicero. De Repulica, De Legibus . J. Zetzel tr., Cicero: On the Commonwealth and On 

the Law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114 각주 31. 

137 『법률론』 1.51, 1.60참조. Kenter는 여기서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에 반대되는 

불멸의 영혼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이해한다. (Kenter, 103) 

138 『법률론』 1.29: …opinionum vanitas… 

139 Ibid., 1.47. 

140 Ibid., 1.30, 1.44, 1.59.  

141 Ibid., 1.59: Nam qui se ipse norit, primum aliquid se habere {sentiet} divinum 

ingeniumque in se suum sicut simulacrum aliquod dicatum putabit; 여기서 “모상”으로 

번역된 원어는 simulacrum이다. 여기서 “신의 모상 (simulacrum dei)”이라는 표현으로 한

정되지 않은 이유는 simulacrum이 주로 신의 모상이었기 때문이다. (Dyck, 227) 따라서 모

상이라는 단어를 신의 모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142 Kenter, 103. Dyck, 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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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식으로 파멸하고, 무엇이 죽을 수밖에 없고(mortale) 무상하며(caducum), 

무엇이 신적이고 영원하지 깨닫고, 이 모든 것을 조정하고 통치하는 신을 

파악하도록 권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아는 것”과 연관시킨다. 

즉 키케로는 인간에게는 신으로부터 받은 영혼이라는 선물로 인해 신에 대한 

“희미한” 개념적인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이 자라면 신을 거의 파악할 수 있게 

되고(<deum> paene prenderit),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과 

연관된다는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신과 인간이 동일한 덕을 

공유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 덕(virtus)은 완성되고 최상에 도달한 

본성이다.143 키케로는 덕이 인간과 신 외에서는 다른 어떤 종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법률론』 1 권 45 절에서는 나무와 말의 덕을 포함한 

보편적인 덕(universa virtus)에 대해서 언급하면서,144 덕을 완성된 이성(est 

enim virtus perfecta ratio)으로 정의한다. 완성된 이성은 지혜이기도 하다.145 

따라서 키케로는 지혜를 찬양하는 『법률론』 1 권 58-63 절에서 인간의 완성된 

이성인 지혜, 혹은 덕을 인간의 목표로 제시하는데,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법률론』 1 권 24-25 절의 내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4-25 절과 58-

63 절의 연관성은 지혜의 찬양 단락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143 『법률론』 1.25: est autem virtus nihil aliud nisi perfecta et ad summum perducta 

<natura>. Kenter는 여기서 본성(natura)과 이성을 동일한 것으로 본다. (Kenter, 108) 덕

이 완성된 이성이라는 주장과 약간 상반되는 스토아학파의 주장이 『신들의 본성에 관하

여』 2권 39절에 등장한다: “사실 인간의 본성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안에는 덕이 생겨나네(Nec vero hominis natura perfecta est, et efficitur tamen in homine 

virtus).”  

144 덕(virtus)은 “완성된 무엇(ἡ ἀρετὴ τελείωσίς τις)”으로서 동물이나 육체에 적용될 수도 있

다. (Dyck, 135) 그러나 『법률론』 1권 25절에서 언급된 덕은 좁은 의미에서 인간과 신들 고

유의 덕이기 때문에 45절에서 키케로는 나무와 말의 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덕이라는 용

어를 남용(in quo abutimur nomine)하고 있다고 말한다.  

145 『법률론』 1.22: quae cum adolevit atque perfecta est, nominatur rite sapi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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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신과 인간의 관계로 인한 자연의 호의 (25b-27절) 

 

키케로는 『법률론』 1 권 22-25a 절까지 인간과 신/신들이 이성을 

공유함으로써 공통된 하나의 국가를 이루며, 인간이 신으로부터 받은 

영혼으로 인해 신들과 친밀한 가족관계를 형성한다고 말한 후, 25b 절부터는 

다시 자연(natura)을 도입한다. 이때 자연은 신과 동의어로 간주되기도 

하지만,146 자연을 대자연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인간이 

이성 때문에 신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대자연 안에 내재하는 최고의 이성이 

자연에게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명령하고,147 자연이 이 명령에 

복종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148  키케로는 20 절에서 정의의 뿌리를 

자연에서 추구할 것이라고 말한 후, 자신이 의미하는 자연이 어떤 자연인지 

명시하기 위해서 21-25a 절에 걸쳐 인간의 신적인 기원과, 인간과 신/신들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후에 논의를 다시 자연으로 전환한다. 키케로는 

인간의 목적이 신과 공유하는 덕인 이성의 완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149 그는 이런 생각을 토대로 신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자연이 마치 

어머니처럼150 인간이 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보살핀다고 말한다.  

자연은 이러한 뚜렷한 목적 하에 계획적으로 인간이 사용하고 식량으로 먹을 

수 있도록 땅의 소산물과 가축들을 제공해주며, 인간의 이성은 자연을 

모방함으로써 무수한 기술들을 발견한다. 더 나아가서 자연은 인간에게 

                                       
146 Kenter, 108. Dyck, 136.  

147 『법률론』 1.18 참조. 필자는 여기서 명령(iubet)의 주체와 대상을 각각 신과 자연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148 Ibid., 1.21. 이 구절에서는 불멸의 신들이 온 자연을 통치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신

들이 전능한 신에게 복종하기 때문에(23절) 결국 온 자연이 전능한 신의 통치를 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49 Ibid., 1.25: Iam vero virtus eadem in homine ac deo est; 1.45: Est enim virtus perfecta 

ratio. 이성의 완성을 인간의 목표로 내세우는 대목들은 『법률론』 1권 도처에서 발견된다.   

150 키케로가 자연(rerum omnium natura)을 어머니(mater)로 부르는 대목은 『스토아학파

의 역설』 (Paradoxa Stoicorum) 14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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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한 정신, 감각, 지식을 위한 개념들(intellegentia), 그리고 인간의 

성품(ingenium)에 적합한 육체를 준다. 자연은 다른 모든 동물들과 달리 

인간을 직립하게 만들어서 인간이 이전의 가족과 집을 회상하듯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표정과 언어 등 다양한 신체적인 능력들을 

부여한다. 151  키케로는 정의의 원리(principia iuris)인 22-27 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한다: 

신이 인간으로 하여금 나머지 모든 것들의 으뜸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만들고 치장했으니, 인간의 본성도 스스로 더 

나아간다는 점이 명백하네(모든 것이 논의되지 않도록 말이네); 

인간의 본성은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시작되었던 개념들로부터 알게 된 것에서 시작해서 스스로 이성을 

견고하게 만들고 완성했네.152 

nunc, quoniam hominem, quod principium reliquarum rerum esse 

voluit, <ita> generavit et ornavit deus, perspicuum est illud (ne 

omnia disserantur), ipsam per se naturam longius progredi, quae 

etiam nullo docente, profecta ab eis quorum ex prima et inchoata 

intellegentia genera cognovit, confirmat ipsa per se rationem et 

perficit.      

이 본문에서 25a 절 이후에 자연으로 대체되었던 신에 대한 언급이 

재등장한다. 인간은 최상의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고(22 절), 신에게서 

영혼이라는 선물을 받았다(24 절). 그는 또한 신의 법을 따르는 자연에 의해서 

정신과 신체적인 선물로 치장되었기 때문에(25-27 절), 궁극적으로 신이 

인간을 만들고 치장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신이 인간을 만물의 

으뜸(principium)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22 절에서 인간이 최상의 신에 의해서 

                                       
151 신들이 특히 인간들에게 호의를 보인다는 스토아학파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들의 본

성에 관하여』 2.130-168를 참조하라. 

152 『법률론』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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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 조건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을 연상시킨다. 신적인 뜻에 따라 인간의 

본성도 지식의 기초인 개념들(intellegentia)로부터 시작해서 자발적으로 

이성을 견고하게 만들고 완성시켜 나간다. 이로써 인간은 18 절에서 

언급되었던 인간의 정신 안에서 견고하게 되고 완성된 이성인 

현명함(prudentia)과, 22 절에서 언급되었던 성장해서 완성된 이성인 

지혜(sapientia)와, 25 절에서 언급된 완성되고 최상에 도달한 본성인 

덕(virtus)을 성취해 나간다.  

이상으로 키케로가 제시한 정의의 원리(18-27 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키케로는 18-19 절에서 가장 박식한 자들(doctissimi)이 전해준 자연법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 20 절부터는 『국가론』에서 스키피오가 최상의 정체로 

가르쳤던 공화국을 보존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토대로서의 자연법을 

전개한다.153 키케로는 정의의 근원을 찾아 나서면서 단순히 자연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치하는 자연 배후의 신/신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키케로는 자연법의 논의에 신/신들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동물들과 다른 인간의 고상한 본성의 규범을 제시하고, 인간 

사회에서의 정의(ius)를 논하기 위해서 인간사에 호의적으로 개입하는 

신/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키케로의 자연법 사상을 따라 

올라가면 결국 최상의 신에게 도달하게 된다. 인간은 최상의 신에 의해 

태어났고 그로부터 이성을 부여받았다. 이로 인해 인간은 최상의 신과 최초의 

이성적인 연대를 형성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신들과 하나의 보편 국가를 

이룬다. 더 나아가서 신에게서 받은 불멸의 영혼으로 인해 최상의 신을 

가장(pater familias)으로 삼아 신들과 가족관계를 맺는다. 이와 같이 

신/신들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자연은 인간을 특별하게 대우하며, 인간이 

그의 목표인 완성된 이성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다. 인간의 본성 

                                       
153 Ibid., 1.20: Quoniam igitur eius reipublicae, quam optimam esse docuit in illis sex 

libris Scipio, tenendus est nobis et servandus status,… repetam stirpem iuris a natura, 

qua duce nobis omnis est disputatio explic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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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에 동조해서 자발적으로 완성된 이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전진해 

나간다. 인간이 이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전진하는 모습이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28-35 절에서 다뤄지는 내용이다. 

 

3. 정의는 인간 본성에 의거하여 존재한다(ius esse 

natura) 

 

3.1. 인간 사회에서 나타난 정의(28-35절) 

 

키케로는 『법률론』 1 권 18 절에서 정의의 원리(iuris principia)를 살펴보자고 

제안했다. 『법률론』 1 권 27 절까지 이어진 키케로의 정의의 원리에 대한 

논의를 들은 아티쿠스는 감탄한다. 그는 시민법보다 정의의 원리가 더 

중요하다면서 하루 종일 정의의 원리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키케로는 정의의 원리에 대한 논의를 일단락 짓고, 이 원리가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새로운 주제를 제시한다: 

박식한 사람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모든 논의들 중에서 우리가 

정의실현(iustitia)을 위해서 태어났으며, 정의(ius)가 의견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이해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네. 이는 당신이 사람들 사이의 연대와 결합을 주시하면 곧 

분명해질 것이네.154 

sed omnium quae in hominum doctorum disputatione versantur, 

nihil est profecto praestabilius, quam plane intellegi nos ad 

iustitiam esse natos, neque opinione sed natura constitutum esse 

                                       
154 『법률론』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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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s. Id iam patebit, si hominum inter ipsos societatem 

coniunctionemque perspexeris.      

키케로는 27 절까지 신/신들과 인간 사이의 이성적인 연대, 국가, 그리고 

가족관계를 논의한 후, 28 절부터는 인간 사회로 눈을 돌린다. 여기서 『법률론』 

1 권의 핵심 문장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정의는 의견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 본문에서 정의실현(iustitia)과 정의(ius)가 같이 등장한다.155 

『법률론』 1 권에서 iustitia 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Iustitia 는 

42 절에서 법에 복종하는 것과 연관된다.156 48 절에서 키케로는 그 자체로 

사랑해서는 안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훌륭한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후, 정의(ius)는 그 자체로 추구되고 숭상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만일 

ius 가 그 자체로 추구되어야 한다면 iustitia 도 마찬가지이고, 만일 iustitia 가 

그렇다면 나머지 덕들도 그 자체로 추구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키케로는 같은 

                                       
155 Iustitia 와 ius는 구별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이 단어들을 정확하게 구별해주는 용어를 

찾기 어렵다. 성염은 이 구절에서 iustitia를 “정의를 실현하기“로, ius를 “법“으로 번역한다. 

그러나 앞서 논의했듯이 ius에 대한 번역어는, 적어도 『법률론』 안에서는 “정의“가 

적합하다. Ius와 iustitia가 어근적으로도 유사하기 때문에 ius를 “의(義)“, iustitia를 

“정의(正義)“로 번역할 것도 고려했지만, 『법률론』 1권에 자주 사용되는 ius를 ”의”로 

“정의”로 번역하면 어감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서 정의를 선택하게 되었다. 영미권 번역서 

중 Rudd는 이 구절에서 iustitia를 justice로 번역하고, ius를 just로 번역한다. 그러나 다른 

구절에서 ius를 justice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 일관된 번역이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Cicero. De Repulica, De Legibus. Rudd. N. tr., The republic and The laws ,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107) Zetzel은 이 구절에서 iustitia와 ius를 둘 다 

justice로 번역한다. (Cicero. De Repulica, De Legibus . Zetzel J. tr., Cicero: On the 

Commonwealth and On the Laws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115) 

OLD는 iustitia를 1. Justice, fairness, equity, 2. Validity, adequacy(of reason)으로 

정의하는데, ius가 원리 원칙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면, iustitia는 정의를 실천하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자를 “정의“, 후자를 “정의실현“으로 번역하거나, ius와 iustitia로 

표기하겠다.  

156  『법률론』 1.42: Quodsi iustitia est obtemperatio scriptis legibus institutisque 

popul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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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서 iustitia 는 어떤 이익(praemium)이나 대가(pretium)도 요구하지 않고, 

그 자체로 추구된다고 말하면서, 동일한 말이 모든 덕에 적용된다고 말한다. 

키케로는 49 절에서도 iustitia 가 그 자체로 추구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만일 

그렇지 않으면 iustitia 는 헛된 것(omnino nulla est)이고, iustitia 에 대한 

품삯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불의한 것(iniustissimum)이라고 결론짓는다. 

따라서 iustitia 는 이익이 아니라 그 자체로 추구되어야 하는 덕이다. 멜은 

48 절의 문맥에서 ius 는 “정의로움” 혹은 “올바름”이고, iustitia 는 주어진 

상황에서 실제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정의(ius)를 

가진 사람은 행동으로 iustitia 를 실현하는 것이다.157 멜의 설명은 42 절에서 

iustitia 를 법에 복종하는 행위와 연관시킨다는 점에서 타당한 해석으로 

보인다.158 키케로가 다른 작품에서 iustitia 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키케로는 『최고선악론』 5 권 65 절에서 iustitia 에 대한 안티오코스(Antiochus 

of Ascalon)의 정의를 전해준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모든 고결함 중 인간 사이의 결합과, 예컨대 

모종의 사회, 유익한 교류, 그리고 인간 종족의 사랑 자체보다 더 

현저하거나 더 멀리 퍼진 것은 없네. 이 결합은 첫 씨뿌림에서 

태어났네. 그 이유는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들이 사랑을 받고, 온 

집안이 혼인과 가족 관계로 연합되기 때문인데, 이는 처음에는 

혈연관계에게, 다음은 친척들에게, 그 다음 친구들에게, 그 후 

이웃들에게, 다음은 시민들을 비롯한 국가의 동맹과 우호국에게, 

마지막으로는 인간 종족 전체를 포괄하기 위해 점차 밖으로 

뻗어나간다네. 각자에게 자신의 것을 분배하는 이 정서와, 내가 

말하는 바 인간적인 결합인 이 사회를 관대하고 공평하게 돌보는 

                                       
157 Mehl, 158 note 26. 

158 다이크는 멜과 달리 여기서 ius와 iustitia는 큰 차이 없이 사용되고, 용어를 ius에서 iustitia

로 변경함으로 인해 덕에 대한 논의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한다고 말한다. Dyck,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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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정의로 불리는데, 정의에는 애국심, 인자함, 관용, 호의, 정중함, 

그리고 이러한 종류에 속하는 것들이 연합되어 있네. 그리고 

이것들은 나머지 덕들에도 공통적일 정도로 정의의 고유한 

것이네.159  

여기에서 iustitia 는 각자에게 자신의 것을 분배하고,160 사회를 돌보는 것이며, 

나머지 덕들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덕이다.161 이런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법률론』 1 권에서 ius 와 iustitia 는 비록 유사한 점은 많지만, 후자의 경우 

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고, iustitia 는 ius 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덕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162  

키케로는 28b-32 절에서 인간의 상호 유사성을 토대로 인간이 정의를 위해서 

태어났음을 보이려고 한다. 문제는 인간사회를 보면 차이점이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키케로는 이런 차이점이 발생하는 원인은 관습의 왜곡과 헛된 

의견이 영혼의 연약함을 비틀고 왜곡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키케로는 

                                       
159 『최고선악론』 5.65: In omni autem honesto de quo loquimur nihil est tam inlustre 

nec quod latius pateat quam coniunctio inter homines hominum et quasi quaedam 

societas et communicatio utilitatum et ipsa caritas generis humani. Quae nata a primo 

satu, quod a procreatoribus nati diliguntur et tota domus coniugio et stirpe coniungitur, 

serpit sensim foras, cognationibus primum, tum adfinitatibus, deinde amicitiis, post 

vicinitatibus, tum civibus et iis qui publice socii atque amici sunt, deinde totius complexu 

gentis humanae. Quae animi adfectio suum cuique tribuens atque hanc quam dico 

societatem coniunctionis humanae munifice et aeque tuens iustitia dicitur, cui sunt 

adiunctae pietas bonitas liberalitas benignitas comitas quaeque sunt generis eiusdem. 

Atque haec ita iustitiae propria sunt ut sint virtutum reliquarum communia. Cicero. De 

Finibus Bonorum et Malorum. 김창성 역, 『최고선악론』 , 서울: 서광사, 1999, 243 참조. 

160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돌리는 것(suum cuique tribuens)은 『법률론』 1권 19절(Eamque 

rem illi Graeco putant nomine <a> suum cuique tribuendo appellatam)에서 법의 정의

로 언급되었다.  

161 Iustitia와 기타 덕목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J. W. Atkins, Cicero on politics and the 

limits of reason: the republic and law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174참조. 

162 Kenter,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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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사회로부터 인류의 하나됨(unus)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의 

종(genus)이라는 사실과, 모든 짐승들과 다르게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키케로는 이미 22-27a 절에서 인간과 신들이 하나의 

종(gens)을 이루고, 이성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이로 인해 자연이 인간에게 

감각(sensus)과, 지식의 토대인 개념들을 주었고, 인간의 본성이 완성된 

이성인 덕을 향해 나아간다고 논의했었다. 키케로는 22-27a 절에서 논의했던 

종(genus), 이성, 영혼(animus), 개념들(intellegentia), 그리고 덕(virtus)의 

개념들을 총동원해서 29-30 절에서 온 인류가 하나로 정의된다고 선언한다.163 

만일 20-27 절에서 다루었던 정의의 원리(principia iuris)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면, 키케로는 왜곡된 관습들과 헛된 의견들로 인해서 이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의 현실에서 통일성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고, 정의가 

의견이 아니라 본성적이라는 주장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키케로는 정의(ius)가 자연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이 

정의(定義)상 하나라는 사실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그런데 인간은 

결함(pravitas)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모든 사람들은 쾌락(voluptas)에 

사로잡히고,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죽음을 인간본성의 

분해로 여기며, 고통을 인간본성의 파괴로 간주한다.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것들에 끌리고 동일한 것들을 배격한다. 키케로는 인간이 올바른 일과 그릇된 

일에 있어서 유사하다는 사실로부터 인류가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본 

후, 이로 인해 바른 삶의 방식(recte vivendi ratio)이 더 훌륭한 사람들을 

만든다고 결론 내린다.164 자연은 우리를 정의에 참여하고 정의를 공유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악한 관습은 자연이 준 불꽃(igniculus)을 소멸시키고, 

그것과 반대되는 악덕들(vitia)을 유발하고 견고하게 만든다. 165  따라서 

                                       
163 『법률론』 1.29: itaque quaecumque est hominis definitio, una in omnes valet. 이에 

대한 분석은 Kenter, 123참조.  

164 『법률론』 1.32: illud extremum est, quod recte vivendi ratio meliores efficit. 바르게 

사는 방식과 유사한 표현들은 최고선론을 논하는 『법률론』 1.55-58에서 거듭 언급된다. 

165 여기서 불꽃이라고 번역된 igniculus는 26, 59절의 개념들(intellegentia)와 동의어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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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케로는 이런 악습이 없었다면 정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숭상되었을 

것(coleretur)이라고 말한다.  

『법률론』 1 권 33 절에서 키케로는 23 절에서 신들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동일한 논의를 삼단논법의 형태로 변형해서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다.166 자연에게 이성을 받은 

사람들은 바른 이성을 받았고, 바른 이성은 곧 법이기 때문에 법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만일 법을 받았다면 정의도 받은 것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연에게서 이성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정의를 받은 

것이다.167 “이성-바른 이성-법-정의” 목록에서 이성이 어떻게 바른 이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168  키케로는 여기서 초기 

스토아학파가 신들과 현자들에게 국한시켰던 바른 이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시킨다.169 이것이 키케로의 자신의 발상이었는지,170 다른 사람의 영향을 

                                       

인다. (Dyck, 157) 개념은 자연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 혹은 정신 안에 둔 충분히 구별되지 

않은 최초의 희미한 것이지만, 점차 자라나서 도덕적인 선과 불명예를 구분하게 해준다. 

지혜가 이끄는 와중에 개념들이 조명되면 인간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며 복될 것이라는 사

실을 깨닫게 되고, 사물들에 대한 개념에서 시작해서 이성을 견고케하고 완성시킨다. (『법

률론』 1권, 26, 27, 30, 44, 59 참조) 

166 Dyck, 157. 

167 『법률론』 1.33. 

168 『신들의 본성에 관하여』 3권에서 아카데미아학파인 코타는 이성이 좋은 것이라는 스

토아학파의 발부스의 논의에 반박한다. 코타는 3권 66-7절에서 신들이 인간에게만 이성을 

주었다고 받아들이면서, 메데아가 아버지에게서 도망치면서 소년의 사지를 갈기갈지 찢

은 이야기를 꺼낸다. 메데아는 이성의 힘을 발휘해서 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같은 책 69

절에서는 티에스테스가 최고의 이성(summa ratio)을 가지고 최고의 악행(summa 

inprobitas)을 범한 이야기가 나오고, 71절에서는 좋은 이성(bona ratio)과 나쁜 이성(mala 

ratio)이 구분된다. 아카데미아학파에 속했던 키케로가 스토아학파의 이성에 대한 아카데

미아학파의 반박을 몰랐을리 없다. 따라서 『법률론』 1권에서 이성에서 바른 이성으로 논

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성이란 바른 이성밖에 없다는 말을 함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169 Dyck, 124-125.  

170 Mehl,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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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171 키케로는 자연법 안에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기 위해서 이성에서 곧바로 바른 이성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34 절에서는 스토아학파 현자들의 우정관계(amicitia)가 제시된다. 우정관계는 

자신과 동등한 덕을 갖춘 사람을 자신만큼이나 사랑하는 것이다. 우정은 

한쪽을 다른 쪽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 그 힘(vis)을 잃는다. 친구(amicus)를 그 

자체로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성스러운 우정(sancta amicitia)은 

존재할 수 없고, 우정은 그 자체로 숭상되어야 한다.172 키케로는 우정을 

정의로 연합된 인간 사회의 최상의 예로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률론』 18-34 절은 『법률론』 전체를 위한 방비(praemuniuntur)였다.173 

여기서는 키케로는 자연과 인간 안에 심겨진 법(18-19 절)에 대한 개론, 신들과 

인간 사이의 관계와 자연의 호의(22-27a 절),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인간 사회를 

살펴보면서 정의가 인간 본성에 속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키케로가 18-

34 절을 『법률론』 전체를 위한 방비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18-34 절에서도 특히 22-27a 절은 

자연법과 인간 본성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인간사회에서 

정의가 본성적이라는 논의(28b-34절)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펴볼 

『법률론』 1 권의 나머지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171 P. A. Vander Waerdt. “Philosophical Influence on Roman Jurisprudence? The Case of 

Stoicism and Natural Law.” In W. Haase and H. Temporini ed., Aufstieg und Niedergang 

der Römischen Welt: Geschichte und Kultur Roms im Spiegel der Neueren Forschung 

2.36.7. Berlin: Walter De Gruyter, 1994, 4875.  

172 『법률론』 1.49. 

173 Ibid., 1.34. praemunio는 본래 군사적 용어였지만, “자신의 입장을 미리 굳힌다(fortify)”

는 수사학의 전문 용어로 사용되었다… 34절에서 나머지 논의(reliquus sermo)는 『법률론』 

1권 뿐만 아니라 『법률론』 전체를 가리킨다. (Dyck, 162., Kenter,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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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의가 인간 본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40-44a절) 

 

3.2.1. 『법률론』 1권 40-44a절 해석의 새로운 접근 

 

베나르데테(S. Benardete)는 『법률론』의 첫번째 부분인 18-35 절과 두번째 

부분인 36-63 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첫번째는 처음부터 시작하고, 두번째는 처음으로 돌아간다. 첫번째는 

종합적이고, 두번째는 분석적이다. 두번째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에 관해서 언급한다(58, 62). 첫번째는 전 우주의 법과 최고의 

이성에서 시작하고(18), 두번째는 양심에서 시작한다(40). 첫번째는 

신적인 것에서 시작하고, 두번째는 인간에서 시작한다. 첫번째는 

신들과 인간 사이의 이성적인 공동체를 수립하고(23), 두번째는 

정의의 토대를 사람들 사이의 본성적인 사랑에 둔다(43).174  

『법률론』 1 권 37-63 절은 21-34 절의 속편이 아니라, 동일한 주제를 다른 

관점에서 다룬다.175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법률론』 1 권의 자연법 2 부에 

속하는 40-63 절은 세 단락으로 구분한다. 그들은 40-52a 절을 정의가 

본성적이 아니라는 견해에 대한 반박, 52b-57 절을 최고선에 대한 여담, 

그리고 58-63 절을 지혜에 대한 찬양으로 구분한다.176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법률론』 1 권 40-63 절에 대한 가장 적절한 구분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먼저 40-52a 절을 하나의 단락으로 구분하면 그 안에서 내용적으로 상이한 

부분들이 하나의 단락으로 묶이게 된다. 더 나아가서 최고선론을 논하는 52b-

                                       
174 S. Benardete. “Cicero's De Legibus I: Its Plan and Intention.” The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108, no. 2 (1987), 303. 

175 Kenter, 140. 

176 Dyck, 49. Kenter,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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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절을 여담으로 치부하면 『법률론』 1 권의 유기적인 구성이 훼손된다. 사실 

52b-57 절의 내용은 44b-52a 절의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지혜가 인간의 목적인 완성된 이성이라는 점에서, 지혜(sapientia)에 

대한 찬양인 58-63 절도 52b-57 절의 최고선론과 내용적으로 잘 연결된다. 

따라서 필자는 『법률론』 1 권 40-63 절을 40-44a 절과 44b-63 절로 구분하는 

것이 『법률론』 1 권 40-63 절의 내용에 보다 적절한 구분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기존의 학자들이 『법률론』 1 권 40-52a 절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겠다. 그런 다음 40-44a 절의 내용을 

『국가론』 3 권과 비교해서 분석한 후, 최고선론의 내용을 다루는 44b-63 절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먼저 기존 학자들이 『법률론』 1 권 후반부의 첫 단락인 40-52a 절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켄터는 40-52 절을 “자연법과 정의에 대한 증명: 

다른 이론들에 대한 격론” 177 으로 구분하고, 다이크는 동일한 구절들을 

“정의가 본성이 아니라 관습적인 것이라는 견해에 대한 반박”178으로 구분한다. 

그들이 40-52 절의 각 단락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살펴보자.179 . 

논박: 자연법과 상이한 이론에 대한 반박 (40-52)180 

ㄱ) 모든 실정법이 정의라는 이론에 대한 반박(40-44) 

1. 재판정(iudicia)이 정의를 보장하지 않는다. 양심의 가책. 

편리(utilitas)와 정의(iustitia)는 양립할 수 없다(40-41) 

2. 제도나 법률(instituta aut leges populi)이 아니라 자연이 정의를 

보장한다(42-44a) 

ㄴ) 정의(ius)와 도덕적 선(honestum) 및 선(bonum)의 관계 (44b-47) 

                                       
177 Kenter, 14: “Proof of Natural Law, of iustitia; polemics against different theories.” 

178 Dyck, 49: “Refutatio of the view that ius is by convention, not nature.” 

179 이 도표는 Dyck, 49와 Kenter, 14-15를 토대로 작성했다. 

180 『법률론』 1권 40-52절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요약은 Mehl, 133-1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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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덕(virtus/honestum)과 악덕(vitium/turpe)의 기준은 의견(opinio)이 

아니라 자연이다(44b-46) 

2) 칭찬할 만한 선(laudabile bonum)인 도덕적 선(honestum)의 

기준도 자연이다(46) 

3) 인식론적 문제: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선과 악에 관한 불일치는 

왜곡으로 인한 것이다(47) 

ㄷ) 정의(ius)와 도덕적 선(honestum)은 그 자체(per se)로 추구되어야 

한다(48-52) 

1) 정의, 도덕적 선과 관련된 덕(48-49) 

2) 도덕적 선(honestum)과 수치(turpe)의 예 (50-51)    

3) 덕(virtus)은 그 자체로 추구된다 (52) 

위의 도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ㄱ)의 내용과 ㄴ), ㄷ)의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이다. ㄱ)의 내용은 분명 반박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ㄴ)과 

ㄷ)에서는 도덕적인 선과 수치, 선과 악, 덕과 악덕 등 ㄱ)의 내용과 다른 

논의가 전개된다. ㄴ)과 ㄷ)의 논의는 최고선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44b-52 절을 40-44a 절과 결합할 것이 아니라, 52-57 절의 최고선론과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4b 절 이후의 내용은 차후에 다루도록 하고, 

먼저 정의가 본성적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는 주장들을 논박하는 40-44a 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키케론는 40-44a 절의 논박을 전개하기 이전에, 36 절에서 과거에 고대의 

철학자들에 의해 장황하고 자유롭게 논의되었던 사안들이 이제 조목조목 

그리고 명확하게 논의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최근의 철학자들이 “정의는 

본성적인 것이다”와 같은 사안들이 개별적으로 다루어지기 전에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181 여기서 조목조목 그리고 명확하게 논의하는 

                                       
181 『법률론』 1.36: verum philosophorum more – non veterum quidem illorum, sed 

eorum qui quasi officinas instruxerunt sapientiae – quae fuse olim disputabantur et 

libere, ea nunc articulatim distincteque dicuntur. Nec enim satisfieri censent huic l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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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스토아학파를 비롯한 독단적(dogmatic)인 학파들이 카르네아데스 

식의 비평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서 창안했던 논의 방식이었다.182 

키케로는 공화국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즉 공화국의 재산을 지키고 

인민들을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논의 방식을 채택했다고 

명시한다. 183  그렇다면 공화국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을 방해한 요소는 

무엇이었는가? 이에 대한 단서는 39 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 키케로는 

39 절에서 두 철학 학파를 논의에서 배제시킨다. 한 학파는 “자신에게 

몰두하고 육체에 전념하면서, 인생에서 추구하거나 피해야할 모든 것들을 

쾌락과 고통으로 저울질하는”184 에피쿠로스학파이고, 다른 한 학파는 “모든 

사안들의 교란자인 아르케실라스와 카르네아데스의 최근의 

아카데미아학파”185이다. 여기서 키케로가 카르네아데스를 직접 언급한 후에 

자연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논박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키케로는 

카르네아데스 식의 비평에 맞서기 위해서 고안되었던 조목조목 그리고 

명확하게 논의하는 방식을 사용하겠다고 말한 후, 카르네아데스의 최근 

아카데미아학파에게 잠시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정황 속에서 

키케로가 『법률론』 1 권 40-44a 절을 저술할 때 카르네아데스를 염두에 두지 

않았나 의심해보게 된다. 키케로는 『국가론』 3 권에서 카르네아데스와 관련된 

                                       

qui nunc est in manibus, nisi separatim hoc ipsum, natura esse ius, disputarint.  

182 Dyck는 키케로가 여기서 말하는 고대의 철학자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일 것이

고, 조목조목 그리고 명확하게 논의하는 최근의 철학자들의 목록에는 크리시포스가 포함

될 것이라고 말한다. 다이크는 키케로가 조목조목 그리고 명확하게 논의하는 것을 스토아

학파와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독단적인 종파들(dogmatic sects)이 카르네데아

스 식의 비평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했던 방식이 틀림없다고 말한다. (Dyck, 

164-5) 

183 『법률론』 1.37: ad res publicas firmandas – id est ad stabiliendas res, sanandos 

populos – omnis nostra pergit oratio. 

184  Ibid., 1.39: Sibi autem indulgentes et corpori deservientes, atque omnia quae 

sequantur in vita quaeque fugiant voluptatibus et doloribus ponderantes,… 

185  Ibid., 1.39: Perturbatricem autem harum omnium rerum, Academicam hanc ab 

Arcesila et Carneade recentem, exoremus ut sil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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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논쟁을 재현한 바 있다. 『국가론』 3 권에서 키케로는 국가를 위해서 

정의의 필요 여부를 논쟁하고, 자연법을 소개한다. 정의와 자연법을 다루는 

『국가론』 3 권은 내용적으로 『법률론』 1 권과 상당히 유사할 뿐만 아니라, 

저작 시기에 있어서도 매우 밀접히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186 따라서 

『법률론』 1 권 40-44a 절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국가론』 3 권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되리라고 생각된다.  

 

3.2.2. 『국가론』 3권 필루스와의 비교 

 

『국가론』은 3 일에 걸쳐 진행된 대화를 하루에 두 권을 할당해서 총 6 권으로 

구성된 대화편이다. 『국가론』의 대표적인 화자인 스키피오는 『국가론』 

2 권에서 첫째 날의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만일 불의(iniuria) 없이 공화국이 

운영될 수 없는 것이 거짓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정의(summa iustitia) 없이 

국가가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참된 것으로 확정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태껏 국가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은 헛된 것이고,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네”187라고 말한다. 정의에 대한 토론은 다음 날로 미루어지고, 

다음 날에 필루스(Philus)와 라일리우스(Laelius)는 기원전 155 년에 

카르네아데스가 로마에 사절로 와서 했던 연설을 재현한다. 기원전 155 년에 

                                       
186 『국가론』 3권과 『법률론』 1권은 비슷한 시기에 저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Schmidt는 

이 두 작품들이 주제적으로 유사하나 중첩적인 부분은 적다고 판다한다. 그는 전자의 경

우 도덕적인 인간론과 최고선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고, 후자의 경우 외교 정책과 제국에 

대한 정당성이 결여되었는데, 이런 특징들은 두 작품이 유사한 시기에 저술되었다는 가정 

하에 보다 잘 이해된다고 주장한다. (Schmidt, P. L. "1. THE ORIGINAL VERSION OF THE 

DE RE PUBLICA AND THE DE LEGIBUS."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Classical Studies 45 

no. S76 (2001), 13)   

187  『국가론』 2.70: nihil esse quod adhuc de republica dictum putemus aut quo 

possemus longius progredi, nisi erit confirmatum non modo falsum illud esse, sine 

iniuria non posse, sed hoc verissimum esse, sine summa iustitia rem publicam geri nullo 

modo po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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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네아데스는 첫째 날에는 국가에 정의가 필요하다고 논증했고, 바로 다음 

날에 국가에 정의가 필요 없다고 논증함으로써 로마인들을 적잖은 충격에 

빠뜨렸다.188 『국가론』 3 권에서는 이 순서를 바꿔서 먼저 필루스가 국가에 

정의가 필요 없다고 논증한 후, 라일리우스가 국가에 정의가 필요하다고 

논증한다. 필루스와 라일리우스의 토론의 주제가 정의라는 사실과, 필루스의 

논증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라일리우스가 자연법을 언급한다는 점에서 

『국가론』 3 권은 『법률론』 1 권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189 키케로의 『국가론』을 중심으로 키케로의 자연법에 관한 박사 논문을 

쓴 케슬러(C. Kesler)는 필루스가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글라우콘(Glaucon)과 트라시마코스(Thrasymachus)의 논의를 가지고 온다고 

말한다.190 케슬러는 필루스의 주장을 다섯 단계로 구분한다. 첫째, 정의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에 속한 것(civile)으로서 변화하는 것이다. 둘째, 

현명함(prudence)과 정의(justice)는 별개이다. 셋째, 정의는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면 어리석은 것이다. 넷째, 소위 정의는 편리(utility)에 근거한 협의일 

뿐이다. 다섯째, 현자가 정의롭게 행동하는 이유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이다. 

케슬러는 필루스의 입장이 대체적으로 플라톤의 『국가』에 등장하는 

                                       
188  이 사건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와 락탄티우스의 평가는 Cicero. De Repulica, De 

Legibus . J. Zetzel tr., Cicero: On the Commonwealth and On the Laws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59-60, 62-63 참조. 

189 Jean-Louis Ferrary는 『국가론』의 핵심이 두번째 날에 해당하는 3-4권의 내용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여기서 최상의 국가(optimus status)와 최상의 시민(optimus civis)을 위한 

도덕적인 토대와 인간의 토대가 제시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락탄티우스에 

의하면 『국가론』 4권에서는 인간의 본성에 관하 논의가 전개되었는데, 이 주제는 『법률론』 

1권에서 재개되었다고 말한다. André Laks and Malcolm Schofield. Justice and generosity: 

studies in Hellenistic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proceedings of the Sixth 

Symposium Hellenisticum.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50-

51. 

190 C. Kesler. CICERO AND THE NATURAL LAW. Harvard University Ph.D Dissertation, 

UMI no. 8602233, 1985,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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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시마코스와 글라우콘의 논증과 에피쿠로스의 논증을 혼합한 것으로 

본다.191  

『국가론』에서 국가에 정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던 카르네아데스의 입장을 

재현한 필루스에 반해 키케로는 『법률론』에서 카르네아데스의 

아카데미아학파에게 조용히 할 것을 촉구한 후 정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한다. 따라서 키케로가 『법률론』 1 권 40 절 이하의 내용을 저술할 때 

『국가론』에서 필루스가 주장했던 입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론』 3 권에서 필루스의 논의와 『법률론』 1 권 40 절 이하의 논의를 

비교해보도록 하자.   

필루스는 『국가론』 3 권 18 절에서 정의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 만일 자연이] 우리를 위해서 정의로운 것들을 제정했더라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법을 따를 것이고, 이 동일한 사람들이 한 

때에는 이 법을, 다른 때에는 저 법을 따르지 않을 것이네. 그러니 

물어보겠네, 만일 법률을 따르는 것이 정의롭고 선한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면, 그는 어떤 법률을 따라야 하나? 무엇이든 간에 현존하는 

법을 따라야 하나? 그러나 덕은 변덕을 허락하지 않고, 자연도 

변화를 허용하지 않네. 그러니 법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정의 

때문이 아니라 처벌 때문이네. 따라서 정의는 전혀 본성적인 것이 

                                       
191  Ibid., 189-190. 이와 관련된 J. E. G. Zetzel. “Natural Law and Poetic Justice: A 

Carneadean Debate in Cicero and Virgil.” Classical Philology 91 no. 4 (1996), 300참조. 

앞서 언급했듯이 단편적으로 보존된 『국가론』 3권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이다. 편집본마다 순서가 다소 다르기 때문에 논의에 흐름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 

『국가론』과 『법률론』을 번역한 Zetzel이 제시하는 순서는 위의 J. E. G. Zetzel. “Natural 

Law and Poetic Justice: A Carneadean Debate in Cicero and Virgil.” Classical Philology 

91 no. 4 (1996)와, Cicero. De Repulica, De Legibus . J. Zetzel tr., Cicero: On the 

Commonwealth and On the Laws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xliv-

xlv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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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네. 이로부터 정의로운 사람들조차 본성적으로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되네. 

[***si natura] sanxisset iura nobis, et omnes eisdem et idem non 

alias aliis uterentur. Quaero autem, si iusti hominis et si boni est 

viri parere legibus, quibus? An quaecumque erunt? At nec 

inconstantiam virtus recipit, nec varietatem natura patitur; 

legesque poena, non iustitia nostra comprobantur. Nihil habet 

igitur naturale ius; ex quo illud efficitur, ne iustos quidem esse 

natura.    

여기서 필루스는 불변하는 법은 없는데, 자연은 불변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필루스에 의하면 사람들이 법률을 

따르는 것은 정의 때문이 아니라 단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그는 

정의는 본성적인 것이 아니고, 정의로운 사람조차 본성적으로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키케로도 『법률론』 1 권 42 절에서 법률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취한다. 그는 인민들에 의해서 의결된 모든 제도나 법률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한다. 더 나아가서 43 절에서는 만일 

인민의 명령이나, 지도자들의 법령이나, 재판관들의 판결에 의해서 정의로운 

것들(iura)이 제정되는 것이라면, 강도질, 간음, 그리고 거짓 증언도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한다. 키케로는 44 절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자들의 판결과 명령이 

사물의 본성을 뒤바꿀 정도의 힘이 있다면 그들이 악을 선으로 둔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키케로는 필루스와 달리 본성적인 정의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키케로는 『법률론』 1 권 40 절에서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은 대가를 치르는데, 법정에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아니네(법정

은 옛적에는 어느 곳에도 없었고, 오늘날에는 여러 곳에 전혀 없으

며, 비록 있을지라도 종종 거짓된 법정이곤 하지). 복수의 여신들이 

이들을 괴롭히고 추적하는데, 신화에서처럼 불타오르는 횃불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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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양심의 압박과 범죄에 대한 고통으로 괴롭히고 추적하네. 그런데 

만일 사람들이 본성이 아니라 처벌 때문에 범죄를 멀리해야 한다면, 

징벌에 대한 두려움이 제거되면 도대체 어떤 걱정이 부도덕한 자들

을 괴롭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에서 자신이 악행을 저

질렀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거나, 자신의 고통에 대한 어떤 정당한 근

거를 고안해내고, 그의 범죄에 대한 변호를 자연의 어떤 정의로부터 

추구하지 않을 만큼 무모한 사람은 일찍이 한 명도 없었네. 부도덕

한 사람들이 감히 이런 것들을 거론한다면, 훌륭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들은 도대체 어떤 열정으로 숭상되어야 하겠는가! 그런데 만일 

추함 자체가 아니라 처벌과 징벌에 대한 두려움이 불의한 범죄의 삶

을 제지한다면, 누구도 불의하지 않을 것이고, 불량한 사람들은 차라

리 경솔한 사람들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네.192   

                                       
192 『법률론』 1.40: Itaque poenas luunt, non tam iudiciis (quae quondam nusquam erant, 

hodie multifariam nulla sunt, ubi sunt tamen persaepe falsa sunt), sed eos agitant 

insectanturque furiae, non ardentibus taedis sicut in fabulis, sed angore conscientiae 

fraudisque cruciatu. Quodsi homines ab iniuria poena, non natura, arcere deberet, 

quaenam sollicitudo vexaret impios sublato suppliciorum metu? Quorum tamen nemo 

tam audax umquam fuit quin aut abnueret a se commissum esse facinus, aut iusti sui 

doloris causam aliquam fingeret, defensionemque facinoris a naturae iure aliquo 

quaereret. Quae si appellare audent impii, quo tandem studio colentur a bonis! Quodsi 

poena, si metus supplicii, non ipsa turpitudo deterret ab iniuriosa facinerosaque vita, 

nemo est iniustus, atque incauti potius habendi sunt improbi; 성염, 87-8 참조. 성염은 

원문의 “Quorum tamen nemo tam audax umquam fuit quin aut abnueret a se 

commissum esse facinus, aut iusti sui doloris causam aliquam fingeret, defensionemque 

facinoris a naturae iure aliquo quaereret”을 “하지만 악인들 가운데서 그 어느 한 사람도 

자기가 파렴치한 죄를 지었음을 자기 자신에게까지 부인하거나, 자기가 정당한 고통을 받

을 적에 그 핑계를 딴 데다 돌리거나, 자기 악행을 변명해 어떤 자연법을 들이대거나 할 만

큼 무모한 인간은 아무도 없었네” (성염, 87)로 번역하는데, 이 번역에서는 부정이 빠졌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부인하지 않거나,… 핑계를 딴 데다 돌리지 않거나,… 어떤 자연법을 

들이대지 않거나”로 번역해야 한다. 아울러서 자연법으로 유명한 『법률론』 1권에서 “자연

법”이란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 점이 흥미롭다. 물론 스토아학파에서 법이라고 하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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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키케로는 법을 시행하는 법정이 일관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양심의 가책(angor conscientiae)을 보편적인 처벌로 제시한다. 양심은 인간 

안에 있는 그의 본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인간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일관되지 않은 법정과는 달리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에 따라 

일관된 고통을 겪게 된다는 말이다. 키케로는 만일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처벌이 두려워서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제거되면 

불의가 성행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악인들마저 자연의 정의(ius 

naturae)에 호소한다면서 정의가 전혀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필루스의 주장을 반박한다. 키케로는 『법률론』 1 권 23 절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33 절에서 인간의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정의(ius)와 법(lex)을 42 절에 끌어들인다. 인간 사회를 결속하는 

하나의 정의(unum ius)가 존재하는데, 이는 명령하고 금지하는 바른 이성인 

하나의 법이 제정했다.193 정의(ius)는 본성적으로 견고해진 것이고,194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경향을 가지는데, 이것이 정의의 기초이다.195 

따라서 키케로는 법률들(leges)이 가지각색이라는 필루스의 말에는 

동의하지만, 정의롭고 선한 사람이 따를만한 법이 없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다양한 법률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인간 사회를 사랑으로 

결합시키는 하나의 정의가 있고, 이 정의를 제정한 하나의 법이 존재한다. 이 

법이 어디에 기록되었든 기록되지 않았든, 이 유일한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곧 불의한 사람이다.196 필루스는 정의롭고 선한 사람이 따를 불변하는 법이 

                                       

히 자연법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연”이란 수식어가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법률

론』 1권에서 “자연법”에 가장 근접한 표현은 위 원문에서 밑줄로 표시된 “자연의 정의 

(naturae iure)”이다.  

193 법이 정의를 제정한다는 내용은 『법률론』 1.19절 참조: constituendi vero iuris ab illa 

summa lege capiamus exordium,…  

194 『법률론』 1.43: atque si natura confirmatum ius non erit,… 

195 Ibid., 1.43: quia natura propensi sumus ad diligendos homines, quod fundamentum 

iuris est. 

196 Ibid., 1.42: Est enim unum ius, quo devincta est hominum societas, et quod 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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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면서 정의가 본성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던 반면에, 키케로는 정의롭고 

선한 사람이 따라야 할 하나의 법이 있다고 명시한다. 이 법은 비록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법이다.197      

필루스는 『국가론』 3 권 29-30 절에서 정의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를 

구별하면서 몇 가지의 예화를 든다:   

만일 좋은 사람이 도망한 노예나 건강에 해롭고 전염병 도는 집을 가

지고 있고, 혼자만 이 결점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 때문에 노예

와 집을 팔기 위해서 경매에 붙인다고 치세. 그는 자신이 도망한 노

예나 전염병 도는 집을 판다고 시인하겠는가, 아니면 구매자에게 숨

기겠는가? 만일 그가 시인한다면 그는 속이지 않았기에 물론 좋은 

사람이긴 하겠지만, 싸게 팔거나 전혀 팔지 못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

로 판단될 것이네. 만일 그가 숨긴다면, 그는 자신의 재산을 고려했

기 때문에 물론 현자이기는 하겠지만, 그는 속였기 때문에 나쁜 사

람이네. 반대로 만일 누군가가 실제로는 금인 물건을 놋쇠로 생각하

고 팔거나, 실제로 은인데 납이라고 생각하고 판매하는 사람을 발견

한다면, 이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침묵할 것

인가, 아니면 그 사실을 지적하고 비싸게 구입하겠는가? 비싸게 구

입하는 것은 분명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네.198    

                                       

constituit una, quae lex est recta ratio imperandi atque prohibendi. Quam qui ignorat, 

is est iniustus, sive est illa scripta uspiam sive nusquam. 

197 키케로는 『법률론』 2권 10절에서 자연법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효력이 있었다고 설명

한다. 루키우스 타르퀴니우스 때에 겁탈에 대한 법률이 따로 없었지만, 섹스투스 타르퀴니

우스가 루크레티아를 강제로 범한 사건은 이성에 반한 행위였다.   

198 『국가론』 Powell 3.19.15[29]: Bonus vir si habeat servum fugitivum vel domum 

insalubrem ac pestilentem, quae vitia solus sciat, et ideo proscribat ut vendat, utrumne 

profitebitur fugitivum se servum vel pestilentem domum vendere, an celabit emptorem? 

Si profitebitur, bonus quidem, quia non fallet, sed tamen stultus iudicabitur, quia vel 

parvo vendet vel omnino non vendet; si celabit, erit quidem sapiens, quia rei consulet, 

sed idem malus, quia fallet. Rursus si reperiat aliquem qui orichalcum se putet vend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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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사람을 죽이지 않고, 남의 물건에 전혀 손대지 않는 것이 정

의네. 그렇다면 만일 정의로운 자가 우연히 난파당했는데, 자신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 널빤지를 붙들고 있다면 그는 어떻게 하겠는가? 

자신이 널빤지에 올라타서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약한 자를 널빤지

에서 밀쳐버리지 않겠는가? 특히 바다 한복판에 아무 증인도 없는 

마당에 그러지 않겠는가? 만일 그가 현자라면 그렇게 할 것이네. 그

렇게 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 말이네. 그런데 만

일 그가 다른 사람을 손찌검하기 보다 차라리 자신이 죽기를 선호한

다면, 남의 생명은 보존하면서 자신의 생명은 보존하기 않기 때문에 

그는 정의롭기는 하나 어리석은 사람이네. 마찬가지로 만일 아군의 

전열이 흐트러져서 적들이 추격하기 시작할 때 저 정의로운 자가 우

연히 말 위에 걸터앉은 부상자를 만난다면, 그 부상자를 보존하기 위

해서 자신이 죽겠는가, 아니면 적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를 말에서 내

던지겠는가? 만일 그가 부상자를 내던진다면 그는 현자이지만 나쁜 

사람이고, 내던지지 않는다면 그는 정의롭기는 하나 필연 우둔한 자

이네.199    

                                       

cum sit illud aurum, aut plumbum, cum sit argentum, tacebitne ut id parvo emat, an 

indicabit ut magno? Stultum plane videtur malle magno. Ziegler 3.19.29, 김창성, 2007, 

230-31.   

199 『국가론』 Powell 3.20.16[30]: Nempe iustitia est hominem non occidere, alienum 

prorsus non attingere. Quid ergo iustus faciet, si forte naufragium fecerit, et aliquis 

imbecillior viribus tabulam ceperit? Nonne illum tabula deturbabit, ut ipse conscendat, 

eaque innixus evadat, maxime cum sit nullus medio mari testis? Si sapiens est, faciet; 

ipsi enim pereundum est nisi fecerit; si autem mori maluerit quam manus inferre alteri, 

iam iustus ille sed stultus est, qui vitae suae non parcat dum parcit alienae. Item si acie 

suorum fusa, hostes insequi coeperint, et iustus ille nactus fuerit aliquem saucium equo 

insidentem, eine parcet ut ipse occidatur, an deiciet ex equo ut ipse hostem possit 

effugere? Quod si fecerit, sapiens sed idem malus; si non fecerit, iustus sed idem stultus 

sit necesse est. Ziegler, 3.20.30, 김창성, 2007, 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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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루스는 위의 예들을 통해서 정의로운 사람은 선하지만 어리석고, 이기적인 

사람은 악하지만 지혜롭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키케로는 『법률론』 1 권 41 절에서 만일 사람들이 도덕적인 

선(honestum)이 아니라 편리(utilitas)나 이익(fructus)의 부추김으로 인해 선한 

사람들이 되고자 한다면, 그들은 선한 사람들(boni)이 아니라 교활한 

사람들(callidi)이라고 말한다. 필루스가 『국가론』 3 권에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악행을 하는 사람을 현자(sapiens)로 언급했던 반면에, 키케로는 비록 

선을 추구하더라도 이익을 위해서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교활(callidus)하다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을 경멸하고,200 편리(utilitas)를 위해서 제정된 정의는 

결국 편리에 의해서 제거된다고 말한다. 201  키케로는 필루스와 유사하게 

정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 대한 예화를 든다: 

증인과 재판관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두운 곳

에서 무슨 짓을 행하겠는가? 그가 황량한 곳에서 많은 금을 약탈할 

수 있는 연약하고 홀로 있는 사람을 우연히 마주친다면 무슨 짓을 행

하겠는가? 물론 우리의 본성적으로 정의롭고 좋은 사람은 그에게 말

도 걸고, 그를 돕고, 그를 길로 인도할 것이네. 그러나 실로 다른 사

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의 편리로 측정

하는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는 나는 당신들도 안다고 믿네. 비

록 그가 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그의 금을 탈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할지라도, 이 짓이 본성적으로 추악하다고 판단하기 때

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소문이 퍼지는 것을 우려해서 그러는 것

이네. 즉 자신이 악평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 그런 것이네. 오, 박식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촌사람들마저 얼굴을 붉히게 만드는 존엄한 일

                                       
200 Dyck, 179. 

201  『법률론』 1.42: ea(sc. iustitia) quae propter utilitatem constituitur, utilitate illa 

convelli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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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여!202 

키케로는 본성상 정의롭고 선한 사람(iustus vir ac bonus)과,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사람을 비교한다. 필루스의 

난파선의 예와 같이 증인(testis)도 없는 외진 곳에서 무방비 상태에 많은 금을 

소유한 연약한 사람(imbecillus)을 발견한 정의롭고 선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그는 연약한 자와 대화도 나누고, 그를 돕기도 하며, 길도 

안내해 줄 것이다. 반대로 이기적인 사람은 연약한 자의 금을 약탈할 것이다. 

그가 설령 약자를 약탈하지 않더라도 그 이유는 약탈 자체가 추하기 때문이 

아니라 악평을 면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필루스는 정의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구분하고 『국가론』 3 권 

24 절에서는 정의와 지혜를 대립시킨다. 

지혜는 재산을 증식하고, 부를 증대하며, 영토를 확장하고(“그가 

제국의 영토를 확장했다”는 기념비에 새겨진 최고 사령관들에 대한 

저 찬양은, 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를 착취한 것 외에 

어디에서 유래했겠는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며, 쾌락을 

누리고, 권력을 행사하며, 다스리고, 군림할 것을 명한다. 반면에 

정의는 모든 사람들을 보존하고, 인간 종족을 보살피며, 각자에게 

자신의 것을 돌려주고, 다른 사람들의 공적인 신성한 물건에 손대지 

않도록 권고한다.203  

                                       
202 『법률론』 1.41: Nam quid faciet is homo in tenebris, qui nihil timet nisi testem et 

iudicem? Quid in deserto quo loco, nactus quem multo auro spoliare possit imbecillum 

atque solum? Noster quidem hic natura iustus vir ac bonus etiam colloquetur, iuvabit, 

in viam deducet; is vero qui nihil alterius causa faciet, et metietur suis commodis omnia, 

videtis, credo, quid sit acturus; quodsi negabit se illi vitam erepturum et aurum 

ablaturum, numquam ob eam causam negabit quod id natura turpe iudicet, sed quod 

metuat ne emanet, id est ne malum habeat: o rem dignam in qua non modo docti sed 

etiam agrestes erubescant! 성염, 88 참조. 

203  『국가론』 Powell, 3.15.18[24]: Sapientia iubet augere opes, amplificare divit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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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루스에게 지혜란 이기적인 욕망을 성취하도록 돕는 덕이다. 반면에 정의란 

절제하는 것이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어리석음에 불과하다. 필루스는 이전의 

철학자들이 ‘자기 자신보다 모든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이타적인 

정의(iustitia)를 지혜에서 멀지 않은 신적인 보좌에서 앉히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탁월한 재능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말았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정의(ius)가 자연적인 것(naturale)이 아니라 시민적인 

것(civile)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204 

그러나 덕은 비일관성을 허용하지 않는다.205 따라서 정의는 덕이 아니고, 덕의 

일종인 지혜와 대립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률론』에서 키케로는 정의와 

지혜를 덕의 일종으로 본다. 정의는 덕 중 하나로 언급되고, 지혜는 완성된 

이성인데, 완성된 이성은 곧 덕이기 때문이다. 206  『국가론』에서 필루스는 

‘쾌락을 즐기는 것(frui voluptatibus)’을 지혜라고 부르지만, 『법률론』에서 

키케로는 쾌락이 모든 악의 어머니인 반면에,207 지혜는 모든 선의 어머니라고 

말함으로써208 지혜와 쾌락을 대립시킨다.  

                                       

proferre fines – unde enim esset illa laus in summorum imperatorum incisa monumentis, 

“fines imperi propagavit”, nisi aliquid de alieno accessisset? – imperare quam plurimis, 

frui voluptatibus, pollere, regnare, dominari; iustitia autem praecipit parcere omnibus, 

consulere generi hominum, suum cuique reddere, sacra publica aliena non tangere. 

Quid igitur efficitur, si sapientiae pareas? Divitiae, potestates, opes, honores, imperia, 

regna, vel privatis vel populis. Ziegler 3.15.24 [12.21], 김창성, 2007, 227 참조.   

204 『국가론』 Powell, 3.8.8 [12-13], Ziegler 3.8.13, 김창성, 2007, 218-9. 

205 Ibid., Powell 3.9.11 [18]: at nec inconstantiam virtus recipit, nec varietatem natura 

patitur. Ziegler 3.11.18, 김창성, 2007, 223. 

206 『법률론』 1.48: Quodsi ius, etiam iustitia; sin ea, reliquae quoque virtutes per se 

colendae sunt… Ergo item iustitia nihill exprimit praemi, nihil preti; per se igitur expetitur, 

eademque omnium virtutum causa atque sententia est. 지혜는 완성된 이성이고, 완성된 

이성은 덕이다. 『법률론』 1.22: quae(sc. ratio) cum adolevit atque perfecta est, nominatur 

rite sapientia? 『법률론』 1.45: Est enim virtus perfecta ratio… 키케로가 정의와 지혜를 연

관시키는 본문은 『최고선악론』 1.153ff., 2.34를 참조하라.  

207 『법률론』 1.47. 

208 Ibid.,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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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루스는 『국가론』 3 권에서 이타적인 정의를 어리석은 것으로 규정한다. 

그는 정의는 인간의 자연적인 특성이 아니라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고안된 

것에 불과하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러한 족쇄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삶을 추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에게 지혜란 타인을 희생시키고 

그들에게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자신을 보존하고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는 

이기적인 욕망의 성취이다. 그는 에피쿠로스학파와 마찬가지로 쾌락을 높이 

평가했고, 쾌락을 누리는 것을 지혜라고 부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에피쿠로스학파는 인간이 여타의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쾌락을 최고선으로 

추구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의미에서 필루스는 인간의 본성을 동물들과 

동등한 자기보존 본능,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본능, 그리고 쾌락을 

쫓는 탐욕적인 본능으로 여겼던 것이다. 이는 키케로가 주장했던 인간의 

신적인 고결한 본성과 정반대되는 견해이다. 키케로는 정의와 지혜를 

분리시켰던 필루스와 달리, 완성된 이성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정의를 

실현한다는 논의를 펼치면서 정의와 지혜를 연결시킨다. 동물적인 본능을 

인간의 본성으로 간주했던 필루스와는 달리, 키케로는 자기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반(反)-동물적인 고귀한 본성을 인간의 참된 본성으로 상정했다. 

물론 키케로도 현실에 만연한 인간의 동물적인 본능의 적나라한 부도덕성을 

부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인간의 참된 본성은 동물적인 

이기적인 본성이 아니라, 신과 공유하는 이성적인 본성이었고, 이 본성을 

함양하고 완성시킴으로써 인간의 참된 본성에 부합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인간의 목표는 그의 동물적인 본능을 탈피하고, 그의 진정한 

본성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키케로는 이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적인 

본성이기는 하나 태생적으로 미완성인 인간 본성의 완성 과정을 설명한다. 

철학을 통해 완성된 이성인 지혜에 도달하는 이 과정에 대한 논의는 4 장에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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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국가론』 3권의 라일리우스와의 비교 

 

위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키케로는 『법률론』 1 권 40 절 이하에서 

『국가론』 3 권에서 국가에 정의가 필요 없다는 필루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논의를 전개한다. 필루스는 카르네아데스의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는데, 

그는 플라톤이 『국가』에서 제시했던 글라우콘과 트라시마코스의 입장과, 

이후의 에피쿠로스학파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209  키케로는 

『법률론』 1 권 18-35 절에서 논의했던 자연법을 토대로 40-44a 절의 내용을 

논한다. 『국가론』 3 권에서 정의가 필요 없다는 필루스의 논의에 대해 국가에 

정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라일리우스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자. 

『국가론』 3 권의 상당 부분을 보존한 락탄티우스는 『신적 가르침』 (Divinae 

Institutiones) 5.16.13 에서 필루스의 도전에 라일리우스가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고 보도한다.210 그러나 락탄티우스는 같은 책 6.8.6 에서 『국가론』 3 권 

                                       
209 Mehl은 『법률론』 1권 40-52절이 일차적으로 철학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논증으로 

보이지만(132), 철학 및 논리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한다. (Mehl, 133) 

Mehl은 키케로의 주장이 정의로움, 불의,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한 동의에 근거하지 논

리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Mehl, 135), 40-52절이 이전 내용에 의존적이라고 주

장하고, 이전의 내용도 40-52절에서 키케로가 가정하는 정의와 불의의 토대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Mehl, 135-6) 따라서 Mehl은 40-52절을 철학적인 논증이 아니라 정

치적인 호소로 본다. (Mehl, 137) 40-52절이 이전 내용에 의존적인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

인다. Dyck도 40-52절의 논의가 증명 대신 본능적인 반응(§40, 48, 51), 이론을 반대할 때 

결과되는 부조리(§40, 41, 42ff., 49), 그리고 비난(§41, 42, 45, 46, 49, 50)에 의존한다고 본

다. 뿐만 아니라 40-52절은 순차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논증을 결여했고, 18-35절에 비교

했을 때 최종적인 편집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Dyck는 Schmidt를 

따라 40-52절을 반박(refutatio)으로 분류한다. (Dyck, 174) 

210 락탄티우스의 『신적 가르침』 (Divinae Institutiones)은 Lactantius. Institutiones divinae 

et Epitome (Corpus Scriptorum Ecclesiasticorum Latinorum Vol. XIX, L. Caeli Firmiani 

Lactanti Opera Omnia). S. Brandt. et G. Laubmann recensuerunt., Vindobonae: Tempsky, 

1890을 인용했다. 『신적 가르침』 5.16.13: arguta haec plane ac venenata sunt et quae 

Marcus Tullius non potuerit refellere. nam cum faciat Laelium Furio respondentem pro 

iustitiaque dicentem, inrefutata haec tamquam foveam praetergressus est, ut videa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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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절에 나오는 라일리우스의 답변을 “키케로가 『국가론』 3 권에서 신적으로 

설명했던 성스러운 천상적인 법”이라고 부르면서 직접 인용한다. 211 

라일리우스의 답변의 핵심인 『국가론』 3 권 33 절을212 살펴보도록 하자.  

실로 참된 법은 본성에 일치하는 바른 이성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있고, 한결같으며, 영원하다. 이 법은 명령함으로써 의무로 불러

내고, 금지함으로써 범죄를 제지한다. 그러나 이 법은 착한 사람들을 

헛되이 명령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불량한 사람들을 명령이나 금지

로 움직이지 못한다. 이 법은 수정되는 것도 가당치 않고, 이 법의 일

부가 철폐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법 전체가 폐지되는 것도 불

가능하다. 우리는 실로 원로원이나 인민을 통해서 이 법으로부터 풀

려날 수도 없고, 섹스투스 아일리우스가 해석자나 중재자로 요청되

어서도 안된다. 로마와 아테네에 다른 법이 있을 것이 아니고, 지금

과 나중에 다른 법이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idem Laelius non naturalem, quae in crimen stultitiae venerat, sed illam civilem 

defendisse iustitiam, quam Furius sapientiam quidem esse concesserat, sed iniustam. 

Powell도 거의 동일한 본문을 각주에 수록하고 있다(Powell, 104 각주란 참조). 영어 번역은 

Lactantius. Divinae Institutiones. A. Bowen, & P. Garnsey tr., Divine Institutes , Liverpool: 

Liverpool University Press, 2003, 311참조. 

211 『신적 가르침』 (Divinae Institutiones) 6.8.6: suscipienda igitur dei lex est, quae nos 

ad hoc iter dirigat, illa sancta, illa caelestis, quam Marcus Tullius in libro de re publica 

tertio paene divina voce depinxit: cuius ego, ne plura dicerem, verba subieci. Powell, 

107 각주란, Bowen, 346참조. 이런 점에서 이전 각주에서 라일리우스에 대한 락탄티우스의 

평가는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Cicero. De Repulica, De Legibus . J. Zetzel tr., Cicero: On 

the Commonwealth and On the Laws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69 각주 27) 

212 앞서 말했듯이 『국가론』 3권은 단편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단편들의 순서를 결정하

는 것이 하나의 과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법을 다루는 『국가론』 Powell, 3.22.27 

[33]의 내용을 라일리우스의 논의 첫 부분에 배치한다. 그러나 Zetzel은 이 내용이 이론적

인 내용을 전개한 후 정의를 다시 현실과 결부시키기 위한 논증으로 파악하고 라일리우스

의 논의의 후반부에 배치한다. (J. E. G. Zetzel. “Natural Law and Poetic Justice: A 

Carneadean Debate in Cicero and Virgil.” Classical Philology 91 no. 4 (1996),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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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모든 때에, 모든 종족들을 포괄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스승 

혹은 사령관과 같은 한 분의 신이 있을 것인데, 이 신이 곧 이 법의 

고안자이자, 심판자이자, 입법자이다. 그에게 복종하지 않을 자는 자

기 자신에게서 도망할 것이고, 인간의 본성을 경멸한 이 사람은 바

로 이 이유로 비록 형벌로 간주되는 여타의 형벌들은 피할지라도 가

장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213   

Est quidem vera lex recta ratio naturae congruens, diffusa in 

omnes, constans, sempiterna, quae vocet ad officium iubendo, 

vetando a fraude deterreat; quae tamen neque probos frustra 

iubet aut vetat, nec improbos iubendo aut vetando movet. Huic 

legi nec obrogari fas est neque derogari aliquid ex hac licet, neque 

tota abrogari potest. Nec vero aut per senatum aut per populum 

solvi hac lege possumus, neque est quaerendus explanator aut 

interpres Sextus Aelius; nec erit alia lex Romae, alia Athenis, alia 

nunc, alia posthac, sed et omnes gentes et omni tempore una lex 

et sempiterna et immutabilis continebit, unusque erit communis 

quasi magister et imperator omnium deus; ille legis huius inventor, 

disceptator, lator, cui qui non parebit ipse se fugiet, ac naturam 

hominis aspernatus hoc ipso luet maximas poenas, etiamsi cetera 

supplicia quae putantur effugerit. 

이 구절은 키케로의 자연법을 언급할 때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이다. 

『국가론』 3 권 33 절에 소개된 법에 대한 라일리우스의 정의에서는 『법률론』 

1 권과 유사한 점이 많이 발견된다.214 라일리우스는 올바른 이성인 참된 법이 

영원 불변하며,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유일한 법이다고 말한다. 그는 이 법을 제정한 자가 신이기 때문에 여타의 

                                       
213 Powell 3.22.27[33], Ziegler 3.22.33[12.21], 김창성, 2007, 233-4 참조.   

214  K. M. Girardet. Die Ordnung der Welt: ein Beitrag zur philosophischen und 

politischen Interpretation von Ciceros Schrift de legibus. Wiesbaden: Steiner, 1983, 135. 



86 

법률에 비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법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며, 인간의 본성(natura hominis)을 경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법이 이성, 자연, 그리고 신과 연관된다는 점은 정의의 

원천을 다루는 『법률론』 1 권 18-27 절의 내용과 유사하고, 법이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유일한 법이라는 내용은, 

정의가 인간 사회에서 실현되는 과정을 묘사하는 『법률론』 1 권 28-34 절 및 

40-44 절과 유사하다. 라일리우스는 이 법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natura hominis)을 경멸하는 것이라 말한다. 키케로는 『법률론』 1 권 

42 절에서 이 법을 무시하는(ignorat) 자가 불의한 자(iniustus)라고 말한다.215  

키케로는 『법률론』 1 권에서 정의의 본성을 찾기 위해 인간의 본성으로 

거슬러 올라가겠다고 명시했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것이 

법이었다. 우리는 앞서 키케로가 언급한 최고의 법(summa lex)이 최고의 신과 

연관된다는 사실도 살펴보았다. 키케로는 『법률론』 1 권 18-27 절에서 최고의 

법과 정의(ius)의 관계를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법률론』 1 권에서 정의가 

어떻게 인간의 법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반면에 법에 대한 라일리우스의 정의에서는 정의(ius)에 대한 언급이 

생략되었고, 인간이 신이 제정한 자연법에 직접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묘사된다. 『법률론』 1 권에서는 최고의 법(summa lex)과 정의(ius)의 관계는 

설명되었지만, 정의에서 인간의 법률(leges)로 발전하는 과정은 설명되지 

않는다. 반면에 『법률론』 2 권에서 자연법을 다루는 서론(7-17 절)에서는, 비록 

정의로부터 실정법이 도출되는 과정이 밝혀지지는 않지만, 자연법이 인간 

법률의 토대로 언급된다. 『법률론』 2 권의 서론에 따르면 법률이란 인간의 

재능이나 인민의 결정으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혜로 통치하는 

                                       
215 Dyck, 184. K. M. Girardet. Die Ordnung der Welt: ein Beitrag zur philosophischen 

und politischen Interpretation von Ciceros Schrift de legibus. Wiesbaden: Steiner, 1983,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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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이자 최후의 법인 신적인 정신에 의해서 제정되어야 한다.216 신의 정신과 

동시에 발생한 이 천상의 법은 인간의 관습보다 큰 권위를 지니고,217 이 법은 

법률로 기록되기도 전에 효력을 발휘한다.218 최고의 법이 신적인 정신인 

것처럼, 인간의 경우에 법은 현자의 정신에서 완성된다. 명하고 금하기에 

합당한 현자의 이성이자 정신인 법은 신들이 인간에게 하사한 것으로 

칭송받아 마땅하다. 219  따라서 『법률론』 2 권의 서론은 현자들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키케로는 현자가 마땅히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의 안녕과, 사람들의 평화롭고 복된 삶을 위해서 법률을 

고안해야 하고, 220  이들이 제정한 법률을 원로원이 함부로 폐지할 수 

없으며,221 사람들은 신들의 처벌이 두려워서 악행을 멈추고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222 『법률론』 2권 7-17절에서 키케로는 『국가론』 

3 권 33 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법을 참된 법으로 부르고, 이 법의 기원을 

신에게서 찾는다.223 신적 기원을 가지는 이 법은 원로원이나 인간의 관습보다 

                                       
216 『법률론』 2.8: Hanc igitur video sapientissimorum fuisse sententiam, legem neque 

hominum ingeniis excogitatam nec scitum aliquod esse populorum, sed aeternum 

quiddam quod universum mundum regeret imperandi prohibendique sapientia. Ita 

principem legem illam et ultimam mentem esse dicebant omnia ratione aut cogentis 

aut vetantis dei. Ex quo illa lex quam di humano generi dederunt recte est laudata; est 

enim ratio mensque sapientis ad iubendum et ad deterrendum idonea. 

217 Ibid., 2.9: …quae vis non modo senior est quam aetas populorum et civitatum… 

218 Ibid., 2.10: …quae non tum denique incipit lex esse cum scripta est, sed tum cum 

orta est. 

219 Ibid., 2.11: cum in homine est, perfecta est in mente sapientis, 2.8: illa lex quam di 

humano generi dederunt recte est laudata. 

220 Ibid., 2.11: constat profecto ad salutem civium civitatumque incolumitatem vitamque 

hominum quietam et beatam inventas esse leges… 

221 Ibid., 2.14: lex autem illa, cuius vim explicavi, neque tolli neque abrogari potest(sc. 

Senatus에 의해서). 

222 Ibid., 2.16: …quam multos divini supplicii metus a scelere revocarit… 

223 Ibid., 2.11: Quamobrem lex vera atque princeps, apta ad iubendum et ad 

vetandum, ratio est recta summi Io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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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에 있다. 두 본문 사이의 차이점을 지적하자면, 『국가론』 3 권 33 절에서는 

신이 자연법을 제정하는 반면에, 『법률론』 2 권에서는 완성된 이성을 가진 

현자가 실정법을 제정한다는 점이다. 현자, 혹은 『국가론』 3 권 33 절의 용어를 

빌리자면 착한 사람(probus)은 신의 법을 따를 수 있다. 키케로는 신적인 

정신을 가진 현자가 신의 대리로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키케로는 『국가론』 3 권에서 라일리우스의 입을 빌려 자연법을 도입함으로써 

국가에 정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 필루스와 논쟁했다. 그는 『법률론』 

1 권에서 정의의 원천을 논할 때에도 자연법을 도입했다. 키케로는 정의가 

본성적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는 자들을 논박할 때(『법률론』 1 권 40-44 절) 

『법률론』 1 권 18-27 절에서 설명했던 정의의 원리를 토대로 논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키케로가 논박의 상대로 염두에 두고 있었던 자들은 『국가론』 

3 권에서 국가에 정의가 필요없다고 주장했던 필루스와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키케로는 『법률론』 1 권 44a 절까지 자연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논박한 후, 44b 절부터는 인간의 본성에 속하는 덕이나 선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한다. 이로써 논의의 방향은 인간의 본성의 완성과정으로 전환된다.224       

                                       

224 키케로는 21-27절에서 인간이 신/신들과 공유하는 이성이 인간의 참된 본성이라고 주

장했던 논의를 토대로 인간의 도덕성이 동물보다 고상한 것이라고 논의한다. 그러나 필루

스, 에피쿠로스, 트라시마코스와 같은 사람들은 동물적인 본능이 보다 인간적인 속성이라

고 주장했을 것이다. 키케로는 이들을 어떻게 설득했을까? 키케로는 『법률론』에서 이 질

문에 직접적으로 답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가 제시했을 법한 논의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들을 발견할 수는 있다. 키케로는 인간이 하나되지 못하는 이유는 왜곡된 관습과 헛

된 의견이 연약한 영혼을 영혼이 본래 나가기 시작한 방향으로부터 비틀고 구부리기 때문

이라고 말한다(1.29: quodsi depravatio consuetudinum, si opinionum vanitas non 

imbecillitatem animorum torqueret et flecteret). 여기서 인간의 영혼을 왜곡시키는 “의견

“은 인간의 본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키케로는 정의가 의견이 아니라 본성에 의해 수

립되었다고 말한다(1.28: neque opinione sed natura consitutum esse ius). 그렇다면 연약

한 본성을 괴롭히는 왜곡된 관습과 헛된 의견은 무엇인가? 키케로는 31절에서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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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를 준다. 인간은 바른 것 뿐만 아니라 결함에 있어서도 유사하다(1.31: nec solum in 

rectis, sed etiam in pravitatibus insignis est humani generis similitudo). 여기서 키케로는 

모든 사람들이 쾌락에 사로잡히는데, 쾌락이란 사실 수치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신

의 오류(ab errore mentis)로 인해서 마치 이로운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죽음을 자연의 파멸로 회피하고, 그들이 태어났던 방식으

로 그들을 보존해주는 생명(vita)을 추구하며, 고통을 가장 큰 악 중 하나로 간주한다고 말

한다.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은 에피쿠로스학파의 도덕관이다. 또한 죽음을 

피하고 생명을 추구하는 것을 최우선시하는 것은 동물의 보존본능을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키케로에 따르면 이것들은 바른 생각이 아니다. 인간

은 본래 서로에게 정의롭게 행하기 위해서 태어났다(1.33: ad participandum alium cum 

alio communicandumque inter omnes ius nos natura esse factos). 그러나 부패한 악습

이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받은 이 불꽃을 소멸시켰다(1.33: tantam autem esse corruptelam 

malae consuetudinis, ub ab ea tamquam igniculi exstinguantur a natura adati). 이로 인

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악덕들이 발생하고 확립되었다(1.33: exorianturque 

et confirmentur vitia contraria). 이런 정황 속에서 키케로는 정의가 본성에 의해 존재한다

는 명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부패한 악습에 물들어서 인간의 참된 본성의 불꽃을 소멸한 

후, 인간의 참된 본성에 정반대되는 악덕들을 마치 덕인 마냥 오해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사실 이들이 주장하는 쾌락, 고통, 삶과 죽음 등의 요소는 매우 감각적인 

것들이다. 감각이란 확실한 것이다(1.47: …in sensibus, hos natura certos putamus) 이에 

반해 영혼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불일치가 우리를 혼동하게 만든다. 키케로는 이러한 

불일치는 부모, 유모, 선생, 시인, 무대, 그리고 모든 악의 어머니인 쾌락이 매복해 있다가 

어리고 미숙한 영혼을 마음대로 물들이고 비틀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한다. 이런 말들을 

종합해 보면, 인간은 동물적인 본능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 본능이 인간의 도덕적인 행동

규범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키케로의 주장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그는 부모, 유모, 

선생, 시인, 무대, 그리고 쾌락을 비롯한 인간 사회의 관습과 의견이 인간의 여린 영혼을 

왜곡시킨다고 보았다. 영혼이 자연적으로 나아가던 노선으로부터 이탈함으로써, 본래 인

간의 본성에 의한 것이 자명하며, 인간이 태어난 목적이기도 한 정의가 전혀 자명하지 않

게 된 것이다. 오히려 쾌락이나 자기 보존 본능과 같은 저급한 본능이 인간의 삶의 목적으

로 부상했다. 동물적인 본능을 인간의 참된 본성으로 가리켰던 사람들에 대해서 키케로는 

인간의 참된 본성은 신적인 이성에 근거한 본성이라고 답했을 것이다. 그는 이 본성이 처

음에는 유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반대되는 습관이나 의견들에 의해 쉽게 물들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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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간 본성의 완성을 향해서(44b-63절) 

 

앞서 기존의 학자들이 제시했던 『법률론』 1 권 40-52 절의 개관을 보면 

키케로는 44b-52 절에서 도덕적 선(honestum)과 덕(virtus),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수치(turpe)와 악덕(vitium)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덕에 관한 

논의는 52-57 절에서 자연스럽게 최고선론으로 발전하고,225 『법률론』 1 권은 

58-63 절에서 지혜(sapientia)와 철학에 대한 찬양으로 종결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40-52a 절과 52b-57 절을 다른 단락으로 구분하고, 52b-57 절은 

여담으로 치부한다.226 그러나 앞에서도 밝혔듯이, 필자는 44b-63 절을 하나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키케로는 44b-52 절에서 도덕적 선, 덕 

등의 개념을 논하면서 이런 덕들은 그것 자체로, 본성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 자체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52-57 절의 

최고선악론으로 이어진다. 지혜의 찬양인 58-63 절은 완성된 이성인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지혜의 찬양 역시 

인간의 목표인 지혜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점에서 최고선과 깊이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44b-63 절을 주제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단락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44b-63 절을 해석해 나가겠다.   

 

                                       

곡되어 자신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을 자신의 참된 본성으로 착각하는 단계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사태를 어디까지나 인간의 참된 본성의 왜곡

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장애로 여겼

을 것이다. 키케로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타락한 관습과 의견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자

기 자신을 아는” 학문인 철학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58-63절).    

225 Ibid., 1.52: Sed videtisne quanta series rerum sententiarumque sit, atque ut ex alio 

alia nectantur? (밑줄은 필자의 강조) 

226 Dyck, 49. Caspar, 66, 72. Kenter,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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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인간의 본성과 최고선 

 

44b-52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40-44a 절의 핵심 주제는 

“정의는 인간의 본성에 의거하여 존재한다(ius esse natura)”는 주장이었고, 

이에 반대되는 논의에 반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44b 절부터는 도덕적 

선(honesta)과 추악함(turpia), 덕(virtus)과 악덕(vitium), 선(bonum)과 

악(malum)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키케로는 정의(ius)와 불의(inuria) 뿐만 

아니라 덕과 악덕도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결정되고,227 정의를 포함한 모든 

덕이 그 자체로 추구되어야 하며, 만일 덕이 이익 때문에 추구된다면 

악함(malitia)이라는 하나의 덕만 존재할 것이라고 말한다.228 정의는 덕 혹은 

선에 포함된다. 따라서 만일 덕이 본성에 의해 결정되고, 그 자체로서 

추구되어야 한다면 정의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이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정의가 본성에 의한 것이고 그 자체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덕이라는 상위 개념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이유는, 앞서 『국가론』 3 권의 

필루스에 대한 논의에서 언급했듯이 키케로는 정의가 본성적인 덕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법률론』을 저술했다. 키케로는 이 

사람들의 주장과 달리 정의가 본성적인 것이고 덕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밝혀야만 했다. 두번째 이유는 첫번째 이유와 연관된다. 『국가론』 3 권에서 

정의가 본성적이지 않다는 필루스의 주장에 대해 라일리우스가 제시한 

반론의 핵심은 자연법이었다. 라일리우스는 신이 제정한 자연법에 복종하지 

않은 자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피하는 것(ipse se fugiet)이고, 인간의 본성을 

경멸하는 것(naturam hominis aspernatus)이라고 말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법률론』 1 권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책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의가 인간 본성에서 기원한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을 

                                       
227 『법률론』 1.44-5. 

228 Ibid., 1.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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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책이다. 키케로는 『법률론』 1 권에서 정의의 본성을 찾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연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는데,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최고선악론으로 

이어진다.  

인간의 본성이 최고의 선과 악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말은 

키케로가 인간의 본성을 인간의 목표인 최고선과 연결시키는 『최고선악론』 

5 권 23 절에서 명시된다. 이 구절에서 안티오코스(Antiochus of Ascalon)의 

입장을 대변하는 마르쿠스 피소(Marcus Piso)는 “끝에 관한, 그리고 말하자면 

선과 악의 종국에 관한 이 모든 질문이, 우리가 본성에 합당하고 적합하다고 

말했던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그것이 그 자체로 추구되는 첫 번째 

것“229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본성(natura)이란 모든 생물이 태어날 때부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보존하려는 본성을 의미한다. 피소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인생의 목표는 인간의 본성과 결부된다. 따라서 『법률론』에서 

키케로가 주장하는 최고선에 대한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최고선악론』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키케로는 『최고선악론』에서 

에피쿠로스학파, 스토아학파, 그리로 아카데미아학파의 최고선악론을 

소개하는데, 키케로의 입장은 스토아학파와 아카데미아학파의 견해에 

근접하기 때문에 스토아학파와 아카데미아학파의 최고선악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최고선악론』 3 권에서는 스토아학파를 대변하는 

카토(Cato)가 스토아학파의 최고선악론을 전개한 후, 4 권에서는 키케로가 

아카데미아학파의 입장에서 스토아학파의 최고선악론을 평가한다. 

5 권에서는 아카데미아학파의 안티오코스의 최고선악론이 소개된다.  

                                       
229 Nam cum omnis haec quaestio de finibus et quasi de extremis bonorum et malorum 

ab eo proficiscatur quod diximus naturae esse aptum et accomodatum, quodque ipsum 

per se  primum appeta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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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토는 『최고선악론』 3 권 16 절에서 스토아학파의 윤리학을 논하면서 인간의 

오이케이오시스(οἰκείωσις)230 과정을 소개한다: 

내가 승인하는 논의를 전개하는 자들은 동물이 태어나자마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니까 말이네) 자신에게 끌리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상태를 보존하고, 그의 상태와 그의 상태를 보존하는 것들을 

사랑하도록 권장받지만, 죽음과 죽음을 가져오는 것들을 멀리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입증한다. 즉 

쾌락이나 고통이 이르기도 전에 어린 아이들이 이로운 것들은 

추구하고, 그 반대되는 것들을 멀리한다는 것인데, 이는 자신의 

상태를 사랑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감각이 없고, 따라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이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점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이 

이해되어야 한다.231  

                                       
230 오이케이오시스(οἰκείωσις)는 “appropriation, affinity, attraction, affection” (H. S. Jones., 

H. G. Liddell., & R. Scott, A Greek-English lexicon)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로서 오이케이

우스타이(οἰκειοῦσθαι) 동사와 연관된다. 이창우는 오이케이오시스를 “자기화(自己化)”로 부

르고, 오이케이우스타이 동사의 “추상적인 의미는 “어떤 외부적인 것을 자기자신에 속하

는 것을 만듦”이다. 인간을 포함한 동물적 존재들이 어떤 외부적인 것을 자기자신에 귀속

시키고자, 즉 자기자신에 속하는 것으로 만들고자 욕구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기보존에 필

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어떤 외부적인 것을 자기자신으로부터 배제시킨다

면, 즉 그것을 피한다면, 그것이 자기보존을 방해하거나 파괴시킨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자기보존이라는 자연적 욕구와 충동, 이를 토대로 한 非이성적 및 先이성적 동물들의 

성공적인 행동과 삶의 방식을 스토아는 통틀어 ‘자기화’(혹은 ‘자기 것으로 만듦’)라 불렀

다. 스토아는 동물들의 자기화라는 이 경험적 사실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윤리이론을 구

축하고 확장하고자 했다”고 설명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창우. 「스토아 윤리학의 아리

스토텔레스적 해석: 두 가지 길」 , 『철학연구』 46 (1999), 74 각주 8.  

231 『최고선악론』 3.16: ‘Placet his’ inquit ‘quorum ratio mihi probatur, simul atque natum 

sit animal (hinc enim est ordiendum), ipsum sibi conciliari et commendari ad se 

conservandum et ad suum statum eaque quae conservantia sint eius status diligenda, 

alienari autem ab interitu iisque rebus quae interitum videantur adferre. Id ita esse 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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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문에 의하면 인간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태어나자마자 자신을 보존하고, 

자신을 파괴하는 것을 피하는 성향을 가진다. 즉 자기사랑이 인간 행동을 

규정하는 원리로 제시된다. 이 원리는 특히 자신의 육체를 보존하는 동물적인 

본능과 연관된다. 만일 자기 중심적인 자기사랑과, 자신의 육체를 보존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원칙이라면, 사람들은 어떻게 키케로가 『법률론』 1 권에서 

제시하는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만일 자기 

보존과 자기 사랑의 원리에 충실하다면,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경우 도망한 

노예나 병이 도는 집을 속여서 판매할 것이고, 외딴 곳에서 금을 가진 연약한 

사람을 만나면 그를 약탈할 것이며, 배가 난파했을 때 약한 자의 널판을 

빼앗아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통과 죽음은 인간 본성의 

분해와 파멸로서 마땅히 회피해야 할 것이고, 쾌락은 충분히 추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232 동물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인간의 자기보존 본능과 

이기주의적인 모습은 인간 사회에서 흔히 목격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러한 현실은 인간의 신적인 본성을 강조하며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키케로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 이기주의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키케로는 

스토아학파의 파나이티오스의 글을 토대로 저술한 『의무론』을 시작하면서 

인간과 동물에게 공통된 보존 본능이 있지만, 둘 사이의 큰 차이점이 있다고 

말한다. 동물은 감각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의 일에만 몰두하는 

반면에, 인간은 이성을 소유하기 때문에 추론을 통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는 

것이다. 233  더 나아가서 인간은 이성의 힘(vis rationis)을 통해서 삶의 

                                       

probant, quod antequam voluptas aut dolor attigerit, salutaria appetant parvi 

aspernenturque contraria, quod non fieret nisi statum suum diligerent, interitum 

timerent. Fieri autem non posset ut appeterent aliquid nisi sensum haberent sui eoque 

se diligerent. Ex quo intellegi debet principium ductum esse se diligendo. Cicero. De 

Finibus Bonorum et Malorum. 김창성 역, 『최고선악론』 , 서울: 서광사, 1999, 127-8 참조. 

232 스토아학파는 쾌락을 자연적인 원리(in principiis naturalibus) 중 하나로 간주하지 않

았다. 『최고선악론』 3.17참조. 

233 『의무론』 1.11. 인간이 동물과 달리 이성에 참여한다는 내용은 『법률론』 1.22 참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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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vitae societas)를 형성하고, 특히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토대로 

이타적인 삶을 영위한다. 스토아학파는 부모가 자연의 음성에 따라(naturae 

ipsius vocem audire) 본능적으로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한다.234  따라서 

키케로는 사람들이 세상을 신과 인간의 공통된 국가로 파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을 더 중요시한다고 주장한다.235  

앞서 살펴본 『최고선악론』 3 권 16 절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은 동물과 

동일하게 처음에는 자기 보존 본능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의무론』 1 권 

11 절에서는 인간의 이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소개되고, 인간이 이성을 통해 

이타적인 삶을 영위한다고 말한다. 『최고선악론』 3 권 21 절은 인간의 자기 

보존 본능이 이성을 통해 이타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여기서 

카토는 인간의 첫 번째 경향이 본능에 따르는 것이긴 하지만, 

개념들(intellegentia) 혹은 관념(notitio)인 엔노이아(ἔννοια)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사물들의 질서와 조화를 보게 되면 236 , 처음에 가치있게 여기고 

사랑했던 모든 것보다 이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 

지식과 이성을 통해 이 질서와 조화 안에 그 자체로 추구되어야 하는 인간의 

최고선이 있다고 헤아리게 된다고 말한다.  이창우는 『최고선악론』 3 권 16 절 

이하에서 개진되는 스토아학파의 자기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유아는 자신의 

생물학적 에고만을 보존하는 데 관심을 갖기 때문에 동물과 동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유아가 성장함에 따라 자기희생을 배워 타인을 배려하기 

시작하고, 충동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한다고 말하면서 인간이 

                                       

간이 영혼(animus)을 소유함으로써 여타 동물과 달리 신에 대한 지식(notitia dei)을 소유

한다는 내용은 『법률론』 1.24 참조.  

234 『최고선악론』 3.62. 

235 Ibid., 3.63. 

236 Ibid., 3.21: Simul autem cepit intellegentiam vel notionem potius (quam appellant 

ἔννοιαν illi) viditque rerum agendarum ordinem et, ut ita dicam, concordiam,… 여기서 

notitio라는 단어는 개념(A concept, idea, Oxford Latin Dictionary, 3번째 의미)을 의미하

는데, 키케로는 이 단어를 notitia(OLD, 5번째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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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적인 행동 방식에서 이성적인 행동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237 

그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이 물리적 ∙ 신체적 온전함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적 상태에 있음을 인지하기에 이 이성적 정체성을 

보존하려고 욕구하고 그에 따라 이성적 ∙ 도덕적으로 행위하려고 

욕구한다. 유아기에 있어서나 성년기에 있어서나 근본적인 욕구성향 

그리고 자기의식은 변함 없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근본 욕구성향이 

목적으로 겨냥하는 바는 유년기에 있어서는 물리적 ∙ 신체적 

자아보존이지만 성년기에 있어서는 이성적 상태의 보존 및 그 

완성이다.238  

스토아학파에 의하면 인간은 본래 동물과 마찬가지로 자기보존 본능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나 스토아학파는 인간이 “대략 14 세부터 이성에 

도달함으로써, 이를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삼아 인간의 자연을 오로지 

이성으로 규정하고, 그의 목표를 오로지 덕에서 찾고, 본래부터 타고난 제일의 

본성적인 것들은 아무래도 상관없는 무차별적인 것들로서 거부했다.” 239 

스토아학파는 재화, 건강, 아름다움을 선한 것으로 부르지 않고, 유익한 

일(commodas res)로 불렀다.240 완성된 이성만 유일한 선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면서 유익한 일도 허용하는 스토아학파의 모순적인 주장은 일찍부터 

비판의 대상이었다. 『최고선악론』 4, 5 권에서 아카데미아학파는 제논이 옛 

철학자들의 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만 바꾸었다고 주장하면서, 241 

아카데이아학파에 속한 안티오코스의 최고선악론을 소개한다. 

아카데미아학파는 인간의 본성이 정신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고, 정신이 

                                       
237 이창우. 「스토아 철학에 있어서 자기지각과 자기애」 , 『철학사상』 17 (2003), 239-40. 

238 Ibid., 240. 

239 Welzel.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 박은정 역 , 서울: 三英社, 2001, 69. 

240 『법률론』 1.55. 

241 『최고선악론』 4. 56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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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보다 우월하다고 말한다.242 그러나 이성만 가진 존재의 최고선이 이성의 

완성인 덕이고, 육체만 가진 존재의 최고선이 건강, 고통의 결여,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면서,243 인간의 최고선을 논할 때에는 육체와 정신 양자 

모두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244 인간은 본성적인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 육체의 온전함과 정신의 완성된 이성의 단계에서 

정점에 달하게 된다고 말한다.245       

스토아학파는 인간이 도달해야 할 목표를 이성의 완성으로만 간주하면서, 

선하지는 않지만 적합한 외적인 일을 언급했다. 반면에 안티오코스의 

아카데미아학파는 인간이 정신과 육체라는 두 요소로 구성되며, 전자가 

후자보다 우월하기는 하나 인간의 최고선을 논할 때에는 인간의 육체와 

이성의 완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키케로는 『법률론』 1 권 

53 절에서 아카데미아학파와 제논 사이를 중재하고 싶다고 나서는데, 

55 절에서는 이들 사이의 차이는 단어의 차이일 뿐이라고 말함으로써 

아카데미아학파인 안티오코스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246 키케로가 

최고선악론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이 견해가 스토아학파나 

안티오코스의 아카데미아학파의 견해와 얼마나 유사한지는 차후에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이크는 52b-57 절을 최고선에 대한 여담으로 분류하고, 247  키케로가 

아카데미아학파 및 소요학파와 스토아학파 사이를 중재하려고 시작하려는 

                                       
242 Ibid., 4.34, 5.34. 

243 Ibid., 4.35. 

244 Ibid., 4.36. 

245 Ibid., 5.41. 

246 『법률론』 1.54. 아티쿠스가 키케로에게 안티오코스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냐고 묻자, 키

케로는 그가 안티오코스와 모든 면에서 동의하는지는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애매모호하게 

답변한다.  

247 Dyck, 49, 207. Kenter, 15. Caspar도 여기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Caspar,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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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나에 퀸투스가 개입해서 논의를 제자리로 되돌린다고 본다. 248  물론 

키케로는 최고선론을 논하기 전에 52 절에서 자신이 자제하지 않았다면 

“미끄러졌을 것(labebar)”이라고 말하고, 57 절에서 퀸투스가 최고선악에 대한 

철학자들의 의견 차이가 그들의 논의와 무관하다고 말하자 퀸투스가 가장 

현명하게 말했다고 동의한다.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52-57 절을 여담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퀸투스가 키케로에게 요청하는 내용에서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퀸투스는 키케로에게 본론으로 돌아와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위한 법률과 교훈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다.249 여기서 “삶을 

위한 교훈(vivendi disciplina)”은 흥미로운 표현이다. 다이크도 지적하듯이 이 

표현은 『법률론』 1 권 56 절에서 퀸투스가 제시한 아카데미아학파 및 

소요학파와 스토아학파의 최고선론을 상기시킨다.250 뿐만 아니라 『법률론』 

1권 32절에서 키케로는 인간 사회에서 발견되는 유사성과 상호결합의 결과인 

바르게 사는 방식(recte vivendi ratio)이 더 좋은 사람들(meliores)을 만든다고 

말한 바 있다. 다이크는 이 표현이 스토아학파의 삶의 기술(τέχνη περὶ βίον)을 

의미한다고 말하면서 『최고선악론』 5 장 16 절을 참조하라고 말한다. 251 

키케로는 『최고선악론』 5 권 15-16 절에서 최고선이 결정되면 모든 철학적인 

사안들이 결정된다고 말하면서, 최고선이 무시될 경우 삶의 방식도 당연히 

무시되어 방향감각을 잃게 된다고 말한다.252 그러나 최고의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되어 모두가 고대하는 행복한 삶의 방식(beate 

vivendi ratio)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퀸투스의 

요구는 44b-52 절에서 시작되었고, 52-57 절에서 지속되었던 최고선론의 

논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248 Dyck, 206-207. 

249 『법률론』 1.57: sed te existimo cum populis tum etiam singulis hodierno sermone 

leges vivendi et disciplinam daturum. 

250 Dyck, 221.  

251 Ibid., 154, 221. 

252 『최고선악론』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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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혜의 교훈: “너 자신을 알라” (58-63절) 

 

퀸투스의 요구에 대해 키케로는 악덕의 교정자이자 덕의 권면자인 

법으로부터 삶의 교리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혜(sapientia)를 모든 

선의 어머니로 제시한다.253 지혜는 『법률론』 1 권 22 절에서 “성장해서 완성된 

이성”으로 정의되었다. 이성의 완성은 키케로가 자연법을 언급하기 시작할 

때부터 부각되었던 주제이다. 『법률론』 1 권 18 절에서는 인간의 정신 안에서 

이성이 견고해지고 완성되면 법이 된다고 언급함으로써 이성의 완성이 

인간의 목표로서 제시되었다. 25 절에서 인간은 신과 동일한 덕을 가질 수 

있는데, 덕이란 완성된 본성으로 언급되었고, 45 절에서 덕은 완성된 이성으로 

정의되었다. 27 절에서는 신이 인간을 만물의 으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개념들로부터 알게 된 것에서 시작해서 스스로 이성을 

견고케하고 완성시킨다고 말한다. 지혜의 찬양으로 불리는 『법률론』 1 권 58-

63 절에서 완성된 이성인 법과 지혜가 재등장하고, 지혜가 완성되는 과정이 

묘사된다. 따라서 『법률론』 1 권 58-63 절을 인간이 목표(τέλος)를 성취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앞서 키케로는 정의의 본성을 찾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학자들은 『법률론』 1 권을 인간의 본성에 관한 

책으로 불렀다. 『최고선악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본성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최고선악에 관한 논의로 이어졌다. 따라서 키케로가 

『법률론』에서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에는 인간의 

최고선악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스토아학파와 

아카데미아학파는 『최고선악론』의 시작점을 인간의 타고난 자기애 혹은 자기 

보존 본능에서 찾았다. 그러나 『법률론』에서 키케로는 인간의 자기 보존 

                                       
253 『법률론』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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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능에 대한 언급 없이 인간의 본성을 처음부터 신과 공유하는 이성에서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혜의 찬양에서 키케로는 불멸의 신들이 인간에게 준 

선물 중에서 철학보다 훌륭한 선물은 없다고 말한다. 그는 철학이 “너 자신을 

알라”는 가장 어려운 일을 가르쳐주었다고 말한 후, 59 절에서 자신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그 다음 당시에 철학을 구분했던 방식에 따라 60 절, 

61절, 62절 각각에서 윤리학, 자연학, 그리고 논리학(수사학/변증법)을 다룬다. 

철학의 각 분과를 다루는 60-62 절에서도 “너 자신을 알라”와 관련된 언급이 

반복해서 등장한다.254  

“너 자신을 알라”라는 델포이 신의 명령을 설명하는 59 절과, 자연학을 논하는 

61 절은 『법률론』 1 권 20-27 절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더 나아가서 61 절의 

내용은 『국가론』 6 권의 스키피오의 꿈과 유사점이 상당히 많다. 62 절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에 포함되지 않고, 자신을 알게 된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는 부분이다.255 따라서 지혜의 찬양은 인간의 목표인 완성된 이성을 

향해 나가는 과정을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자신을 

아는 것이 어떤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지 보여준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키케로는 철학의 각 분야를 다루기에 앞서 59 절에서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관한다. 키케로에 의하면 자신을 아는 것은 곧 자신 

안에 신적인 무엇이 있고(aliquid se habere divinum), 자신의 재능이 신의 

모상과 같이 그 안에 봉헌되어 있는 것(in se suum sicut simulacrum aliquod 

dicatum)을 아는 것이다.256 따라서 인간은 언제나 신들의 선물에 합당하게 

행하고 생각할 것이며, 자연과 지혜의 도움으로 영혼과 마음의 개념들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선한 사람이며(bonum virum), 이로 인해서 자신이 행복하게 

                                       
254 Ibid., 1.61, 62. 

255 Cf. Dyck, 233. 

256 『법률론』 1.59: Nam qui se ipse norit, primum aliquid se habere {sentiet} divinum 

ingeniumque in se suum sicut simulacrum aliquod dicatum puta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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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을 깨닫는다(cernat se beatum fore). 『법률론』 1 권 59 절의 내용은 1 권 

22 절 이하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257 키케로는 22 절에서 인간을 이성을 

소유하는 존재로 소개한 후, 인간 안에서 뿐만 아니라 온 하늘과 땅에서 

이성보다 신적인 것은 없으며, 이성이 성장해서 완성되면 마땅히 지혜로 

불린다고 말했다. 59 절에서는 인간이 자신을 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 

안에 가장 신적인 이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인간 안에 신의 

모상(simulacrum)이 봉헌되어 있다는 말은 24 절에서 인간이 신에게서 영혼을 

받았다는 말을 상기시킨다. 258  59 절에서는 자연이 삶을 위해 인간을 

준비시켰다고 말하는데, 25b-27 절에서는 자연이 인간을 위해 식량과, 민첩한 

정신과, 감각과, 인간의 재능(ingenium)에 걸맞는 육체의 모양과, 무엇보다도 

사물들에 대한 모호하고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개념들을 지식의 토대로 

주었다고 말했다.259 59 절에서는 자연이 애초에 인간에게 준 모든 사물들에 

대한 희미한 개념들이 지혜의 인도에 의해 조명되면260 인간은 자신이 선한 

사람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행복할 것을 깨닫는다고 말한다. 27 절에서 

                                       
257 Dyck, 223: §59, probably supplied by Cicero for this place, takes “knowing oneself” 

in the direction of the anthropology developed at §22-27; and the latter part of 

§62(cumque se ad civilem-sempiternis monumentis prodere) is probably a Ciceronian 

appendix to dialectic aiming to link verbal skills with the work of the statesman, which 

was a point of special interest to himself and his readers. 227: one sees one’s own 

resources, including a godlike ingenium such as is delineated at §22-23, but these now 

take on a new aspect as the instrumenta… ad obtinendam sapientiam. 

258  24절에서 영혼은 선물(munus)로 묘사되고, 35절에서도 신들의 선물(muneribus 

deorum)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며, 59절에서도 이토록 큰 신들의 선물(tantoque munere 

deorum)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259 『법률론』 1.26: et rerum plurimarum obscuras nec satis <enodatas> intellegentias 

{enodavit} quasi fundamentua quaedam scientiae. 

260  Ibid., 1.59: intelleget quemadmodum a natura subornatus in vitam venerit, 

quantaque instrumenta habeat ad obtinendam adipiscendamque sapientiam, quoniam 

principio rerum omnium quasi adumbratas intellegentias animo ac mente conceperit; 

quibus illustratis sapientia duce, bonum virum et ob eam ipsam causam cernat se 

beatum 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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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케로는 신이 인간을 만물 중에 으뜸으로 만들기를 원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도 자발적으로 개념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성을 견고하게 만들고 

완성시킨다고 말했다. 키케로가 22 절에서 설명했듯이 성장해서 완성된 

이성은 지혜인데, 59 절에서는 지혜에 도달하는 것이 인간의 목표로 

제시된다.261  

키케로가 지혜의 찬양에서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할 때는 결국 『법률론』 1 권 

22-27 절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이해하라고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키케로는 27 절에서 인간의 본성이 스스로 이성을 견고하게 만들고 

완성해간다고 말하고, 60-62 절에서는 이성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철학의 세 분야를 다루는 60-62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키케로에게 철학은 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여기서는 키케로의 철학 부분인 『법률론』 1 권 60-62 절의 

내용을 앞서 살펴본 『법률론』 1 권 20-27 절의 내용과, 『국가론』 6 권의 

스키피오의 꿈의 내용과 비교함으로써 이 사실을 보이도록 하겠다.  

키케로는 윤리학을 다루는 『법률론』 60 절에서 영혼이 덕을 깨닫게 되면 

육체를 순종하고 탐닉하는 것을 멈추고, 쾌락을 마치 치욕적인 오점인 것처럼 

억누르며, 죽음과 고통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인간 사회와 순수한 종교를 

고양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키케로는 선한 것들을 가려내고 이와 반대되는 

것들을 거부하는 현명함이라는 덕이 있는데,262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은 언급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다고 말한다. 『법률론』 1 권 60 절에서 키케로의 도덕관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육체를 순종하고 탐닉하는 것(coporis obsequium 

indulgentiaque)과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은 에피쿠로스학파의 

                                       
261  Ibid., 1.59: Quantaque instrumenta habeat ad obtinendam adipiscendamque 

sapientiam,…  

262 현명함(prudentia)은 『법률론』 1권 18절에서 인간의 정신 안에서 견고해지고 완성된 

법과 연관되었고, 19절에서 법은 현명한 자(prudens)의 정신이자 이성으로 설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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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다. 263  키케로는 60 절에서 쾌락을 일종의 추악함(dedecus)으로 

제시하는데, 이 단어는 스토아학파의 최고악에 해당하는 용어이다. 264 

키케로는 쾌락을 추악함으로 부르는데, 이는 안티오코스나 스토아학파보다 

강경한 입장이다. 또한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것도 다소 과격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265 키케로의 이와 같은 

입장은 그가 『국가론』과 『법률론』을 저술하게 된 동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을 

보인다. 키케로는 『국가론』 1 권의 서론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언급하면서 “생명의 위협이 더해지고, 이로부터 불명예스러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용감한 자들 앞에 놓여진다”고 266  말한다. 그러나 

키케로는 용감한 자들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고 말하면서 

독자들에게 위험을 감수하고 목숨을 바치면서 정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키케로는 『법률론』 1 권 61 절에서 자연학을 다룬다. 뷔히너는 『법률론』의 

마지막 장인 58-63 절을 라틴 산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으로 평가했다.267 

필자가 『법률론』 1 권 58-63 절 중에서 한 구절만 골라야 한다면 61 절을 

선택하겠다. 이 구절은 키케로가 『법률론』 전반부에서 언급했던 범세계적인 

국가의 내용을 토대로 『국가론』 6 권에 나오는 스키피오의 꿈을 연상시키는 

장엄한 그림을 그려준다. 키케로는 59 절에서 자신을 아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 60 절에서 윤리적인 내용을 다룬다. 그 과정에서 덕을 인지하고 

                                       
263 『법률론』 1.39: Sibi autem indulgentes et corpori deservientes, atque omnia quae 

sequantur in vita quaeque fugiant voluptatibus et doloribus ponderantes,… 

264 Dyck, 215: … and dedecus corresponds to the turpe. 여기서 turpe는 honestum에 반

대되는 개념으로서, 이 두 개념들은 스토아학파의 최고 악과 최고 선에 해당한다.   

265 고통이 가장 큰 악에 속한다는 키케로의 생각은 『법률론』 1.31: dolor in maximis 

malis ducitur 참조.  

266 『국가론』 1.4: adiunguntur pericula vitae, turpisque ab his formido mortis fortibus 

viris opponitur.  

267  K. M. Girardet. Die Ordnung der Welt: ein Beitrag zur philosophischen und 

politischen Interpretation von Ciceros Schrift de legibus. Wiesbaden: Steiner, 1983, 101: 

Die Schlußkapitel des ersten Buches von de legibus(Ι 58ff.), die K. Büchner zu den 

„schönsten Stücken lateinischer Prosa“ rec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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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의 쾌락에서 벗어난 현명한 자가 자연을 관찰하는 모습과, 이로부터 무엇을 

깨닫는지 설명한다:   

그(sc. 60 절에서 덕을 인지하고 쾌락을 떠난 자)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의 본성을 통찰했을 때, 즉 이것들이 어디에서 발생했고 

어디로 되돌아가는지, 이것들이 어떻게 파멸하고 이 중 어떤 것이 

죽을 운명이고 무상하며, 어떤 것이 신적이고 영원한지 보았을 때, 

그리고 이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신 자신을 거의 붙들고, 자기 

자신이 특정한 장소의 성벽으로 에워싸인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도시인 것처럼 온 세상의 시민임을 알아차렸을 때에 만물의 

웅장함과 자연을 관찰하고 깨달으면서, 오 불멸의 신들이여! 그는 

퓌튀온 아폴론이 명했던 바, 얼마나 자신을 잘 알 것이고, 대중이 

가장 위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들을 얼마나 경멸하고, 얼마나 

업신여기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겠는가!  

Idemque cum caelum terras maria rerumque omnium naturam 

perspexerit, eaque unde generata, quo recursura, {quando} 

quomodo obitura, quid in eis mortale et caducum, quid divinum 

aeternumque sit viderit, ipsumque ea moderantem et regentem 

<deum> paene prenderit, seseque non {omnis} circumdatum 

moenibus alicuius loci, sed civem totius mundi quasi unius urbis 

agnoverit: in hac ille magnificentia rerum atque in hoc conspectu 

et cognitione naturae, di immortales, quam se ipse noscet (quod 

Apollo praecepit Pythius), quam contemnet, quam despiciet, quam 

pro nihilo putabit ea quae vulgo dicuntur amplissima! 

이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 자연을 관찰하도록 

촉구한다.268 이 구절에 나오는 만물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신은 온 자연을 

                                       
268 『법률론』 1권 61절과 비슷한 구절이 『투스쿨룸 대화』(Tusculanae Disputationes) 5권 

70-71절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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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리는 신들이 복종하는 최고의 신을 연상시키고,269 하나의 국가인 온 

세상의 시민(civem totius mundi quasi unius urbis)이라는 표현은 23 절에서 

보편적인 세상(universus hic mundus)을 신들과 인간의 하나의 공통된 국가로 

언급하는 대목(una civitas communis deorum atque homnium 

existimanda)과 자연스럽게 연관된다. 키케로는 24 절에서 인간의 영혼이 

신적인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을 구성하는 나머지 모든 요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종(mortali genere)에서 취했기 때문에 연약하고 

무상하지만(fragilia et caduca), 영혼만큼은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천상의 존재들(caelestibus)과 하나의 부계혈통, 종, 그리고 뿌리를 

가진다고 말했다. 키케로는 61 절에서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알라고 말하는 

맥락에서, 어떤 것이 죽을 수밖에 없고(mortale) 무상하며(caducum), 어떤 

것이 신적이며 영원한지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다이크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 구절을 스토아학파가 말하는 세계-

주기(world-cycle)를 종결하는 대화재와 연결시킨다. 270  켄터도 『국가론』 

6 권 23 절을 근거로 이 구절을 대화재 혹은 홍수와 연결시키고,271 죽을 수밖에 

없는 것과 영원한 것의 대조는 영원한 달 위의 세계와, 무상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달 아래의 세계를 언급하는 『국가론』 6 권 17 절을 토대로 해석한다.272 

그러나 켄터가 마지막으로 인용한 구절에서는 달 아래의 죽을 수밖에 없고 

무상한 세계에서 인간이 신들에게서 받은 영혼이라는 선물만큼은 무상한 

세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언급된다. 273  『법률론』 1 권 61 절의 내용을 

                                       
269 『법률론』 1.21, 23.  

270 Dyck, 231. 

271 Kenter, 240. 여기에 해당하는 구절은 『국가론』 Powell 6.21.27[23], Ziegler 6.21(7).23, 

김창성, 2007, 312 이다. 

272 Ibid., 241. 여기에 해당하는 구절은 『국가론』 Powell 6.17.21[17], Ziegler 6.17(4).17, 김

창성, 2007, 307-8 이다.  

273 『국가론』 Powell 6.17.21[17]: …in infimoque orbe Luna radiis solis accensa convertitur. 

Infra autem iam nihil est nisi mortale et caducum, praeter animos munere deorum 

hominum generi datos; supra lunam sunt aeterna omnia. Ziegler 6.17(4).17, 김창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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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적인 차원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법률론』 1 권에서, 특히 인간의 목표에 대해 말하면서 인간에게 자신을 

알라고 명령하는 문맥에서 이 말은 만물 중에서도 특히 인간을 구성하는 

영원한 것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고려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키케로는 『투스쿨룸 대화』 (Tusculanae Disputationes) 1 권 

52 절에서 “너 자신을 알라”는 아폴론의 명령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물론 영혼 자체를 통해서 영혼을 보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각자에게 자신을 알라고 권고했던 아폴론의 명령은 분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네. 왜냐면 나는 그가 우리의 사지나, 신장이나, 

외모를 알라고 명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네; 우리는 

육체도 아니고, 나도 이것들을 당신에게 말하면서 당신의 육체에 

말하는 것이 아니네. 따라서 그가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할 때는, “네 

영혼을 알라”고 말하는 것이네. 왜냐면 실로 육체는, 말하자면 영혼의 

그릇이나 어떤 용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네. 당신의 영혼에 의해서 

행해지는 무엇인가가 바로 당신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네. 따라서 

만일 이것(sc. 영혼)을 아는 것이 신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더 예리한 

어떤 영혼에 관한 이 명령이 신에게 돌려지지 않았을 것이네.274  

est illud quidem vel maxumum animo ipso animum videre, et 

nimirum hanc habet vim praeceptum Apollinis, quo monet ut se 

quisuqe noscat. non enim credo id praecipit, ut membra nostra 

aut staturam figuramve noscamus; neque nos corpora sumus, nec 

ego tibi haec dicens corpori tuo dico. cum igitur ‘nosce te’ dicit, 

hoc dicit: ‘nosce animum tuum.’ nam corpus quidem quasi vas est 

aut aliquod animi receptaculum; ab animo tuo quicquid agitur, id 

                                       

306-7. 

274 『투스쿨룸 대화』의 원본은 Cicero. Tusculanae disputationes. Pohlenz, M. ed., Stuttgart: 

Teubner, 1982을 사용했다. 한글 번역은 Cicero. Tusculanae Disputationes. 김남우 역, 

『투스쿨룸 대화』 , 서울 : 아카넷, 2014, 6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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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tur a te. hunc igitur nosse nisi divinum esset, non esset hoc 

acrioris cuiusdam animi praeceptum tributum deo. 

이 말에 따르면 키케로는 아폴론의 명령을 영혼을 알라는 말로 이해했다. 

키케로는 『투스쿨룸 대화』 5 권 68 절에서 영혼에서 비롯되는 세 가지 

산출(fetus)인 자연학, 윤리학, 그리고 논리학을 언급하고 69 절에서 자연학을 

다룬 다음, 70-71 절에서 자연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들을 연구하고 밤낮으로 생각하는 영혼에게는 정신 스스로 자

신을 알고, 자신이 신적인 정신과 함께 결합된 것으로 생각하라는, 

델포이 신에 의해 명령된 저 인식이 생기네. 이 인식으로부터 한없

는 기쁨이 넘쳐나네. 왜냐면 신들의 힘과 본성에 관한 인식 자체가, 

신의 영원성을 모방하는 열정에 불을 붙이기 때문이네. 또한 상호적

으로 적합하고 필연으로 붙들려 있는 사물들의 원인들을 보고, 이성

과 정신이 영원에서 영원으로 흘러가는 이 원인들을 통제하는 것을 

볼 때, 영혼은 자신이 짧은 생애를 위해 배치되었다고 생각하지 않

을 것이네. 이것들을 관찰하고 받아들이면서, 아니 오히려 그 모든 

부분과 경계들을 두루 살피면서, 그는 돌아서서 얼마나 큰 영혼의 평

온함으로 인간적이고 자신에게 더 가까이 있는 사안들을 고찰하는

가!275 

haec tractanti animo et noctes et dies cogitanti existit illa <a> deo 

Delphis praecepta cognitio, ut ipsa se mens agnoscat 

coniunctamque cum divina mente se sentiat, ex quo insatiabili 

gaudio compleatur. ipsa enim cogitatio de vi et natura deorum 

studium incendit illius aeternitatem imitandi, neque se in brevitate 

vitae conlocatam putat, cum rerum causas alias ex aliis aptas et 

necessitate nexas videt, quibus ab aeterno tempore fluentibus in 

                                       
275 Cicero. Tusculanae Disputationes. 김남우 역, 『투스쿨룸 대화』 , 서울 : 아카넷, 2014, 

467-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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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ternum ratio tamen mensque moderatur. Haec ille intuens atque 

suspiciens vel potius omnis partes orasque circumspiciens quanta 

rursus animi tranquillitate humana et citeriora considerat! 

여기서 키케로는 인간이 자신의 정신(mens)이 신적인 정신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면 한없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고, 신들의 불멸성을 

모방하려고 불타오르며, 인간은 자신이 짧은 인생을 위해서 “배치되었다 

(collocatum)”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인용문에서도 델포이 신의 

명령은 신과 결합된 인간의 영원성과 연관된다. 

『법률론』 1 권 61 절과 유사한 맥락에서 전개되는 『투스쿨룸 대화』의 

인용문들은 『법률론』 1 권 61 절의 내용을 전 우주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간에게 좁혀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런 관점에서 『법률론』 

1 권 61-62 절은 『국가론』 6 권의 스키피오의 꿈과276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된다. 『국가론』 6 권에서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는 꿈에서 증조 

할아버지인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를 만난다. 아프리카누스가 손자인 

아이밀리아누스의 꿈에 나타난 이유는 아이밀리아누스의 정치 참여를 북돋기 

위함이었다. 아프리카누스는 땅의 일 중에서 정의로 연합된 인간들의 

국가보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제일신(princeps deus)이 더 흡족해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국가를 통치하고 보존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장소가 

확보되었다고 말한다.277  아프리카누스는 육체가 영혼을 속박하는 감옥이며, 

사람들이 생명(vita)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상 죽음(mors)이라고 말하면서,278 

                                       
276 『국가론』 Powell 6.8.12[8] - 6.26.33[29]. Ziegler 6.9.9 (1) – 6.26.29 (9). 김창성, 2007, 

297-317.  

277 Ibid., Powell 6.13.17[13]: … certum esse in caelo definitum locum. Ziegler 6.13(3).13, 

김창성, 2007, 302. 

278 Ibid., Powell 6.14.18: ”Immo vero” inquit ”hi vivunt, qui e corporum vinclis tamquam 

e carcere evolaverunt. Vestra vero quae dicitur vita, mors est.” Ziegler 6.14.14, 김창성, 

2007, 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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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iustitia)와 애국심(pietas)에 279  힘쓰라고 명한다. 그는 이러한 삶이 

육체의 속박에서 풀려난 자들의 회합과 천상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말한다. 

아프리카누스가 하늘을 가리키면서 “만일 네가 높이 보고, 이 영원한 처소이자 

집을 헤아리기를 원한다면, 너는 너 자신을 대중의 말에 내어주지도 않을 

것이고, 너의 업적에 대한 희망을 인간적인 상급에 두지 않을 것이다“280라고 

말하면서 아이밀리아누스를 격려하자, 아이밀리아누스는 “아프리카누스여, 

만일 실로 조국에 대해 훌륭한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예컨대 하늘로의 

통로인 지름길이 열려있다면, 비록 소년기부터 아버지와 당신의 발자국을 

뒤쫓았던 제가 당신들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토록 

큰 상급이 알려졌으니 훨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281라고 답한다. 이에 대해 

아프리카누스는 “너는 실로 노력해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라, 즉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 육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왜냐면 

너는 저 형체가 드러내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는 저 형체가 아니라, 각자의 정신이 각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는 네가 

신이라는 사실을 알아라”282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다. 아프리카누스는 영혼이 

                                       
279 김창성은 “원래 이 개념(sc. pietas)은 신과 가족에게 사용되는 것이었으나, 키케로는 이

에 조국을 더한다. 그러면서 조국에 대한 경애심이 가장 큰 것으로 설명한다“면서 pietas

를 ”경애심”으로 옮긴다. (김창성, 2007, 304 각주 55) 

280 Powell 6.23.29[25]: Igitur alte spectare si voles atque hanc sedem et aeternam 

domum contueri, neque te sermonibus vulgi dedideris, nec in praemiis humanis spem 

posueris rerum tuarum. Ziegler 6.23.25, 김창성, 2007, 313 참조.  

281 Powell 6.24.30[26]: Africane, si quidem bene meritis de patria quasi limes ad caeli 

aditum patet, quamquam a pueritia vestigiis ingressus patris et tuis decori vestro non 

defui, nunc tamen tanto praemio exposito enitar multo vigilantius. Ziegler 6.24.26 (8), 

김창성, 2007, 313 참조.  

282 Powell 6.23.29[26]: Tu vero enitere, et sic habeto, non esse te mortalem, sed corpus 

hoc; nec enim tu is es quem forma ista declarat, sed mens cuiusque is est quisque, non 

ea figura quae digito demonstrari potest. Deum te igitur scito esse…(밑줄은 필자의 강

조) Ziegler 6.24.26 (8), 김창성, 2007, 3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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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후, 아이밀리아누스가 꿈에서 깨기 전에 그에게 

마지막으로 영혼을 활용하도록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너는 이것을 최상의 일들에 실천해라! 최상의 관심은 조국의 안녕

에 관한 것이고, 이 관심에 동요되고 단련된 영혼은 그의 처소이자 

집인 이곳으로 더욱 빨리 비상할 것이다. 영혼이 만일 육체 안에 봉

해져 있을 때에 이미 밖을 향해 솟구치고, 외부의 것을 숙고하면서 

자신을 육체로부터 최대한 떼어 놓는다면, 더욱 신속하게 이 일을 이

룰 것이다. 왜냐면 자신을 육체의 쾌락에 내맡기고, 쾌락의 시종인 

마냥 자신을 쾌락에게 바치며, 쾌락을 순종하는 욕망들의 충동질에 

의해 신과 인간의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의 영혼은 육체에서 벗어난 

후 지구 주위를 나뒹굴며 여러 세대 동안 시달리고 나서야 이 곳으

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떠났고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283 

Hanc tu exerce in optimis rebus! Sunt autem optimae curae de 

salute patriae, quibus agitatus et exercitatus animus velocius in 

hanc sedem et domum suam pervolabit; idque ocius faciet, si iam 

tum cum erit inclusus in corpore, eminebit foras, et ea quae extra 

sunt contemplans quam maxime se a corpore abstrahet. Namque 

eorum animi qui se corporis voluptatibus dediderunt, earumque 

se quasi ministros praebuerunt, impulsusque libidinum 

voluptatibus oboedientium, deorum et hominum iura violaverunt, 

corporibus elapsi circum terram ipsam volutantur, nec hunc in 

locum nisi multis exagitati saeclis revertuntur.” Ille discessit; ego 

somno solutus sum.’ 

스키피오의 꿈을 다소 길게 소개한 이유는 이 꿈의 내용이 『법률론』 1 권 61-

62 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스키피오의 꿈에 의하면 이 

세상의 삶은 육체와 분리된 영혼의 삶과 비교했을 때 죽음으로 간주될 수 

                                       
283 Powell 6.26.33[29], Ziegler 6.26(9).29, 김창성, 2007, 3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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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인간은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는 육체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키케로가 왜 『법률론』 1 권에서 

인간의 육체보다 인간의 이성과 영혼에 지나칠 정도로 집중했고, 죽음과 

고통을 인간 본성의 파멸로 보는 것을 정신의 오류로 생각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스키피오의 꿈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인간들을 연합해서 

국가를 건설하고, 건설된 국가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런 삶이 사후에 인간의 

영혼을 천상의 회합으로 인도한다. 반면에 쾌락에 전념하는 사람은 신과 

인간의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사람은 『국가론』 3 권의 라일리우스의 

표현을 빌리면 “자기 자신에게 등돌리고 인간의 본성을 경멸한 자”이고, 

『법률론』에서 키케로의 표현을 따르면 불의한 자(iniustus)이다. 이런 자들의 

영혼은 사후에 오랜 시간 동안 땅 주위를 방황할 것이다.  

키케로의 『법률론』 1 권 61 절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때 62 절의 내용도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62 절은 논리학을 다루는 구절인데, 논리학에는 정교한 

논설(subtilis disputatio)과 장황하고 연속적인 연설(fusa latius perpetua 

oratio)이 포함된다. 이중 장황하고 연속적인 연설이 동료 시민들을 

설득하는데 더 유용하다.284 자신이 어디에서 유래했고, 어디로 되돌아가는지 

아는 사람은, 즉 인간의 참된 본성을 깨달은 사람은 연설술을 통해서 인민을 

통치하고, 법률을 제정하며, 악당들을 징계하고,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등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다. 이런 자세는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깨닫고 

국가를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던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의 태도와 

유사하다. 그 이유는 “새로운 국가를 건립하거나, 이미 건립된 국가를 

보존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덕이 신들의 뜻에 더욱 근접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285  

                                       
284 Kenter, 245. 

285 『국가론』 1.12: Neque enim est ulla res in qua propius ad deorum numen virtus 

accedat humana, quam civitates aut condere novas aut conervare iam condi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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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케로는 『법률론』 1 권 58 절에서 지혜가 모든 선의 어머니라고 소개하면서 

지혜의 찬양을 시작했다. 지혜는 인간이 도달해야 하는 목표이자,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인도자이다. 지혜의 찬양을 마무리하는 62 절에서 

지혜는 부모이자 양육자(parens educatrixque)로 등장한다. 지혜에 대한 

사랑이 철학을 탄생시켰고, 철학은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알라”는 가장 

어려운 지시를 내렸다. 인간이 자신을 아는 것은 자기 안에 영혼이라는 신적인 

선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영혼의 고귀함과 영원성을 깨닫는 것이다. 이를 

깨닫는 것이 덕, 혹은 지혜이다. 그러나 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덕을 실천해야 한다.286 앞서 언급했듯이 키케로는 국가를 

건립하거나, 이미 건립된 국가를 보존하는 것보다 더 신적인 일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혜는 인간 사회의 막강한 매개체(conciliatrix est humanae 

maxime societatis)인 연설의 힘(orationis vim)을 통해287 인간으로 하여금 

국가를 설립하고 보존하도록 부추기는 부모이자 양육자의 역할을 

담당한다.288 키케로는 『법률론』 1 권에서 지혜의 도움과 인도를 받아 자기 

자신의 영원한 영혼의 본성을 깨닫고, 이를 토대로 인간 사회를 결속하는 

구성원으로 사는 것을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키케로는 공화정 말기에 세력을 확장해 나가던 당시 로마의 정치적인 위치를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법률론』과 『법률론』의 전편인 『국가론』을 저술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로마 공화국은 영토의 확장과 함께 다양한 문화권의 

                                       
286 Ibid., 1.2. 

287 『법률론』 1.27. 

288 Dyck는 지혜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찬양의 끝에 등장해서 링 구조(ring 

composition)을 구성한다고 본다. (Dyck,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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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과 접촉할 기회가 증가했을 것이고, 다양한 법률과 관습을 접하게 

되었을 것이다. 키케로는 당시 로마의 최고의 정치인 중 한명으로서 국가와 

법률에 대해서 고민했고, 그의 생각을 글로 정리했다. 그는 『국가론』에서 

최상의 정체로 혼합 정체를 제시했고, 이 정체를 위한 법률을 『법률론』에서 

제정했다. 키케로가 법률의 원리적인 토대를 『법률론』 1 권에서 다루기 

때문에 『법률론』 1 권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키케로는 기존의 법률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원로원이나 

인민들의 투표로 제정된 기존의 법률이 정의롭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키케로는 논의를 시민법으로부터 시작하기를 거절하고, 정의의 

원리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정의의 시작점을 스토아학파의 자연법에서 

찾았다. 키케로는 자연법을 정의한 후 곧바로 자신의 법률을 제시하는 대신, 

신을 도입하면서 인간의 이성과 영혼의 신적 유래에 관한 장황한 논의를 

전개한다. 키케로가 이 부분에서 불필요한 논증을 했다고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 반해 필자는 신들에 대한 논의가 인간의 고상한 

본성을 위한 규범으로서 필요하고, 자연에 버금가는 보편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 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인간은 다른 모든 동물들과 달리 신에게 영혼을 받았고, 신들과 

공유하는 이성을 토대로 신들과 하나의 국가를 형성할 정도로 고귀한 존재로 

묘사된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완성된 이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았다. 완성된 이성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된다. 필자는 인간이 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신들과의 관계로 인해 자연이 인간을 돕고, 이로써 인간이 이성을 견고하게 

만들어 완성시켜 나가기 때문이다. 키케로는 그가 앞으로 『법률론』 1 권에서 

제시할 비현실적일만큼 고상한 정의나, 『법률론』 1 권 후반부에 논의되는 

최고선의 논의를 위해 신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에 대한 논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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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케로는 정의가 본성적이라는 주장을 조목조목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주장에 반대되는 논의를 논박한다. 필자는 키케로가 논박하는 대상들이 어떤 

식의 논쟁을 펼쳤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법률론』 1 권과 『국가론』 3 권을 

비교해볼 것을 제안했다. 『법률론』 1 권에서 키케로는 『국가론』 3 권에서 

필루스의 주장과 달리, 정의가 인간의 본성과 결부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필루스는 정의를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시민적인 것으로 국한시킴으로써 

정의의 보편성을 부정한다. 그는 법률 또한 시간과 지역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소위 자연법의 존재도 부인한다. 이에 반해 키케로는 하나의 보편적인 법이 

존재하고, 이 법이 하나의 정의를 제정한다고 주장한다. 정의는 각 나라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서 기원하여 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키케로는 하나의 정의가 인간 사회를 결속한다고 말한다. 이 말은 

인간 사회가 하나로 결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에 반해 각 

종족이나 국가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변화하는 정의는 실상 하나의 법에서 

유래한 하나의 정의를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정의 개념에서 

제정된 법률이 가지각색인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키케로는 이러한 정의와 

법률들은 사람들의 관습이나 의견에 따른 왜곡된 정의와 법률들로 규정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법률론을 저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하나의 법과 

정의가 인간과 신들 사이의 하나의 국가를 형성했듯이, 동일한 하나의 법과 

정의가 인류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고,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정의가 인간의 본성에 의한 것이라는 말은 세상을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는 

발판을 제공한다. 키케로는 날로 확장하는 당시의 로마 제국이 세상을 통합할 

수 있는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간 사회를 결속하는 정의가 

하나이고, 이는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키케로는 

『법률론』 1 권에서 정의가 인간의 본성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힌 후 

논의를 다시 인간의 본성의 목표인 완성된 이성으로 전환시킨다.  

기존의 학자들은 『법률론』 1 권 후반부(44b-63 절)를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다루는 단락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그러나 덕, 최고선, 그리고 완성된 이성인 

지혜를 다루는 44b-63 절을 주제적으로 통일된 단락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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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자들은 40-52 절을 하나의 단락으로 분류하고, 52-57 절을 여담으로 

간주하며, 58-63 절의 지혜에 대한 찬양도 다른 단락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법률론』 1 권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률론』 1 권의 유기적인 구조를 약화시킨다. 키케로는 『법률론』 1 권에서 

자연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정의의 본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법률론』 1 권은 

정의가 본성에 의한 것임을 보이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책이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질문은 인간의 목표에 관한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법률론』 1 권 44b-63 절에 걸쳐서 논의된다. 키케로는 

『법률론』 1 권을 지혜의 찬양으로 마무리한다. 이 부분과 『법률론』 전반부의 

신에 관한 논의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성적이고 

영혼을 가진 인간은 신과 밀접히 연관된다. 인간은 자신이 영혼을 가진 

이성적인 존재로서 영원한 존재임을 깨닫고, 이를 토대로 인간 사회에 

이바지해야 한다. 키케로는 이것을 인간의 최고선이자 목표로 제시하는 

것이다.  

키케로는 『법률론』 1 권에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출발해서 정의가 

본성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법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언급만 

했을 뿐,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법률은 제시하지는 않았다. 

구체적인 법률에 대한 논의는 『법률론』 2 권에서 시작된다. 키케로는 『법률론』 

2 권의 서론에서 자연법 논의를 재개하면서 완성된 이성을 가진 현자가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법률론』 1 권의 지혜의 찬양에서 

언급되었듯이 현자는 인민을 통솔하고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키케로는 

『법률론』 2 권에서 자신이 로마 인민만이 아니라 선량하고 건실한 모든 

민족들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고 말한다.289 따라서 법률을 제정하기에 

합당한 현자는 결국 키케로 자신으로 드러난다. 현자로 소개되는 키케로가 

                                       
289 『법률론』 2.35: Non enim populo Romano, sed omnibus bonis firmisque populis leges 

damus. 



116 

『법률론』 2, 3 권에서 제시한 법률들과 『법률론』 1 권에 제시된 자연법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증은 이후의 과제로 남겨두고, 인간의 본성과 정의의 기원을 

다룬 『법률론』 1 권에 대한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다. 

 

 

 

 

 

 

 

 

 

 

 

 

 

 

 

 

 



117 

참고문헌 

 

원전  

 

Arnim, H. F. A. v., & Adler, M. ed., Stoicorum veterum fragmenta (Volume 

1-4). Stuttgart: Teubner, 1964. 

Cicero. De Divinatione De Fato Timaeus. Ax, W. ed., Stuttgart: Teubner, 1977. 

Cicero. De natura deorum. Liber I. Dyck, A.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Cicero. DE NATURA DEORUM. LIBRI SECUNDUS ET TERTIUS. Pease, A. S. 

e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58. 

Cicero. Tusculanae disputationes. Pohlenz, M. ed., Stuttgart: Teubner, 

1982. 

Cicero. De re publica De legibus Cato maior de senectute Laelius de amicitia. 

Powell, J.G.F. ed.,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Cicero DE ORATORE BOOK III DE FATO PARADOXA STOICORUM DE 

PARTITIONE ORATORIA (Loeb Classical Library). Rackham, H. ed. & 

t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42. 

Cicero. De finibus bonorum et malorum: libri quinque. Reynolds, L.D. ed.,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Cicero. De Officiis. Winterbotom, M. ed.,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Cicero. De re publica. Ziegler, K. ed., Stuttgart: Teubner, 1992. 

Lactantius. Institutiones divinae et Epitome (Corpus Scriptorum 

Ecclesiasticorum Latinorum Vol. XIX, L. Caeli Firmiani Lactanti Opera 

Omnia). Brandt S. et Laubmann G. recensuerunt., Vindobonae: 

Tempsky, 1890.  



118 

번역서 

 

Cicero. De Natura Deorum. 강대진 역, 『신들의 본성에 관하여』 , 파주: 나남, 

2012. 

Cicero. Tusculanae Disputationes. 김남우 역, 『투스쿨룸 대화』 , 서울 : 아카넷, 

2014. 

Cicero. De Finibus Bonorum et Malorum. 김창성 역, 『최고선악론』 , 서울: 

서광사, 1999. 

Cicero. De Republica. 김창성 역, 『국가론』 , 파주 : 한길사, 2007. 

Cicero. De Legibus. 성염 역, 『법률론』 , 파주: 한길사, 2007. 

Plato. Gorgias. 김인곤 역, 『고르기아스』 , 서울: 이제이북스, 2014. 

Plato. Politeia. 박종현 역, 『국가』 , 파주: 서광사, 2005. 

Plato. Nomoi. 박종현 역, 『법률』 , 파주: 서광사, 2009. 

 

Cicero. De Repulica, De Legibus. Fott D. tr., On the Republic, and on the 

laws ,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14. 

Cicero. De Repulica, De Legibus. Rudd. N. tr., The republic and The laws ,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Cicero. De Repulica, De Legibus. Zetzel J. tr., Cicero: On the Commonwealth 

and On the Laws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Lactantius. Divinae Institutiones. Bowen A., & Garnsey P. tr., Divine 

Institutes , Liverpool: Liverpool University Press, 2003. 

 

주석 

 

Caspar, T. W. Recovering the ancient view of founding : a commentary on 

Cicero’s De Legibus. Lanham, Md.: Lexington Books, 2011. 



119 

Dyck, A. R. A commentary on Cicero, De legibu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4. 

Kenter, L. Cicero,“De legibus”: A Commentary on Book 1. Amsterdam: Adolf 

M. Hakkert, 1972. 

Kesler, C. CICERO AND THE NATURAL LAW. Harvard University Ph.D 

Dissertation, UMI no. 8602233, 1985.  

Mehl, D. D. Comprehending Cicero's De Legibus. University of Virginia Ph.D 

Dissertation, UMI no. 9930125, 2000.  

Schmidt, P. L. Interpretatorische und chronologische Grundfragen zu 

Ciceros Werk „De Legibus." Ph.D Dissertation. Freiburg, 1959. 

 

이차문헌 

 

김용민. 「키케로의 정치철학: 『국가에 관하여』와 『법률에 관하여』를 

중심으로」 , 『한국정치연구』 16(1) (2007), 1-33. 

Welzel.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 박은정 역 , 서울: 三英社, 2001. 

박은정. 「전환시대의 법철학 -자연법론의 귀환(?)」 , 『법철학연구』 20(1) 

(2017), 7-34. 

서영식. 「연구논문 : 키케로의 『국가론』과 자연법사상에 관한 고찰」 , 

『동서철학연구』 73(0) (2014), 349-371. 

성중모. 「키케로 『법률론』의 법론과 법개념」 , 『법사학연구』 54 (2016), 297-

334. 

이창우. 「스토아 윤리학의 아리스토텔레스적 해석: 두 가지 길」 , 『철학연구』 

46 (1999), 71-91. 

이창우. 「스토아 철학에 있어서 자기지각과 자기애」 , 『철학사상』 17 (2003), 

215-243. 

이창우. 「나의 인격은 몇 가지인가?: 키케로의 『적합한 행위에 관하여』(De 

Officiis), 제1권 107-21」 , 『인간연구』 13 (2007), 120-145. 



120 

조국연. 「Cicero의 自然法理論」 , 『법학논고』 13(12) (1997), 63-114. 

조천수. 「키케로의 자연법사상」 , 『안암법학』 8 (1998), 151-194. 

 

Adams, J. L. “The Law of Nature in Greco-Roman Thought.” The Journal of 

Religion 25, no. 2 (1945), 97-118.  

Asmis, E. “A New Kind of Model: Cicero's Roman Constitution in De 

republica.”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126, no. 3 (2005), 377-416.  

Asmis, E. “Cicero on Natural Law and the Laws of the State.” Classical 

Antiquity 27, no. 1 (2008), 1-33. 

Atkins, J. W. Cicero on politics and the limits of reason: the republic and 

law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Barnes, J., & Griffin, M. T. Philosophia togata I: essays on philosophy and 

Roman society.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Berger, A. Encyclopedic dictionary of Roman law. Philadelphia: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991. 

Benardete, S. “Cicero's De Legibus I: Its Plan and Intention.” The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108, no. 2 (1987), 295-309. 

Born, L. K. “Animate Law in the Republic and the Laws of Cicero.” 

Transactions an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64 (1933), 128-137. 

Everitt, A. Cicero: the life and times of Rome's greatest politician. New York: 

Random House, 2003. 

Finger, P. “DIE DREI GRUNDLEGUNGEN DES RECHTS IM 1. BUCHE VON 

CICEROS SCHRIFT DE LEGIBUS.“ Rheinisches Museum für Philologie 

81 no. 2 (1932), 155-177. 

Finger, P. “DIE DREI GRUNDLEGUNGEN DES RECHTS IM 1. BUCHE VON 

CICEROS SCHRIFT DE LEGIBUS(Schluss).“ Rheinisches Museum für 

Philologie 81 no. 3 (1932), 243-262. 



121 

Fortenbaugh, W. W., & Steinmetz, P. Cicero's knowledge of the Peripatos.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1989. 

Girardet, K. M. Die Ordnung der Welt: ein Beitrag zur philosophischen und 

politischen Interpretation von Ciceros Schrift de legibus. Wiesbaden: 

Steiner, 1983. 

Goar, R. J. Cicero and the state religion. Amsterdam: Hakkert, 1972. 

Hentschke, A. “ZUR HISTORISCHEN UND LITERARISCHEN BEDEUTUNG 

VON CICEROS SCHRIFT „DE LEGIBUS““. Philologus - Zeitschrift für 

antike Literatur und ihre Rezeption 115 no. 1 (1971), 118-130.  

Horsley, R. A. “The law of nature in Philo and Cicero.” Harvard Theological 

Review 71, no. 1-2 (1978), 35-59. 

How, W. “Cicero's Ideal in his de Republica.” The Journal of Roman Studies 

20 no. 1 (1930), 24-42. 

Jolowicz, H. F. Historical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Roman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2. 

Keyes, C. W. “Original Elements in Cicero's Ideal Constitution.” The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42 no. 4 (1921), 309-323. 

Keyes, C. W. “Did Cicero Complete the De Legibus?” The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58 no. 4 (1937), 403-417. 

Kidd, I. G. “The Relation of Stoic Intermediates to the Summum Bonum, 

with Reference to Change in the Stoa.” The Classical Quarterly, Vol. 

5 issue 3-4 (1955), 181-194.  

Kries, D. “On the intention of Cicero's De Officiis.” The Review of Politics, 

65 no. 4 (2003), 375-393. 

Laks André and Malcolm Schofield. Justice and generosity: studies in 

Hellenistic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proceedings of the Sixth 

Symposium Hellenisticum.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122 

Le Bel, M. “Natural law in the Greek period.” Natural Law Institute 

Proceedings 2 (1949), 3-41. 

Llano Alonso, F. H. “Cicero and Natural Law.” Archiv für Rechts-und 

Sozialphilosphie 98 no. 2 (2012), 157-168. 

Mitsis, P. “Natural Law and Natural Right in Post-Aristotelian Philosophy. 

The Stoics and Their Critics.” in Haase W. and Temporini H. ed., 

Aufstieg und Niedergang der Römischen Welt: Geschichte und 

Kultur Roms im Spiegel der Neueren Forschung 2.36.7. Berlin: 

Walter De Gruyter, 1994, 4812-4850. 

Nicgorski, W. “Cicero and the rebirth of political philosophy.” The Political 

Science Reviewer 8 (1978), 63-101. 

Pohlenz, M. “Der Eingang von Ciceros Gesetzen.“ Philologus - Zeitschrift für 

antike Literatur und ihre Rezeption 93 no. 1 (1938), 102-127. 

Powell, J. G. F. Cicero the philosopher: twelve papers.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owell, J. G. F. “2. WERE CICERO'S LAWS THE LAWS OF CICERO'S REPUBLIC?”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Classical Studies 45 no. S76 (2001), 17-

39.  

Rawson, E. “The Interpretation of Cicero’s ‘De Legibus.’” in Temporini H. ed., 

Aufstieg und Niedergang der Römischen Welt: Geschichte und 

Kultur Roms im Spiegel der Neueren Forschung 1.4. Berlin: Walter 

De Gruyter, 1973, 334-56. 

Rawson, E. Cicero: A Portrait. Bristol: Bristol Classical Press, 1983. 

Reitzenstein, R. Drei Vermutungen zur Geschichte der römischen Litteratur. 

Marburg: N.G. Elwert’sche Verlagsbuchhandlung, 1894. 

Schmidt, P. L. Die Abfassungszeit von Ciceros Schrift über die Gesetze. 

Rome, 1969. 

Schmidt, P. L. "1. THE ORIGINAL VERSION OF THE DE RE PUBLICA AND THE 



123 

DE LEGIBUS."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Classical Studies 45 no. S76 

(2001), 7-16. 

Schofield, M. “Cicero for and against divination.” Journal of Roman Studies 

76 (1986), 47-65. 

Striker, G. “Origins of the concept of natural law.”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Boston Area Colloquium in Ancient Philosophy 

2 no. 1 (1987), 79-94. 

Stockton, D. L. Cicero: a political biograph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1. 

Vander Waerdt, P. A. The Stoic theory of natural law. Princeton University 

Ph.D Dissertation, UMI no. 8912785, 1989. 

Vander Waerdt, P. A. “Philosophical Influence on Roman Jurisprudence? The 

Case of Stoicism and Natural Law.” In Haase W. and Temporini H. 

ed., Aufstieg und Niedergang der Römischen Welt: Geschichte und 

Kultur Roms im Spiegel der Neueren Forschung 2.36.7. Berlin: 

Walter De Gruyter, 1994, 4851-4900. 

Watson, G. “The Early History of 'Natural Law'.” Irish Theological Quarterly 

33 no. 1 (1966), 65-74. 

West, T. G. “Cicero's teaching on natural law.” St. John’s Review 32 no. 2 

(1981), 74-81. 

Zetzel, J. E. G. “Natural Law and Poetic Justice: A Carneadean Debate in 

Cicero and Virgil.” Classical Philology 91 no. 4 (1996), 297-319. 

 

 

 

 

 



124 

Abstract 

 

Human Nature and the Nature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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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book 1 of the De Legibus, Cicero atempts to expound the nature of 

justice from the nature of man. This thesis is an exposition on Cicero’s 

attempt. It deals with the inadequate structural analysis set forth by some 

of the previous researchers, which has inevitably led to a number of 

unfortunate misunderstandings of the work. It shows that the structure of 

the De Legibus is an essential feature directly linked to its’ content. 

Furthermore, a closely-knit structure of the De Legibus is presented, which 

in turn lays the foundation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overall scheme 

Cicero had in mind.   

Cicero refuses at the outset to commence his discussion on justice in the 

ordinary manner of the Roman jurisprudence of his day, i.e. from the 

praetor’s edict. Neither will he abide by the customs of his ancestors by 

refering back to the twelve tables. Instead, Cicero draws his discussion from 

the deepest recesses of philosophy. As Cicero’s adoption of the renown 

philosophical injunction “know yourself” indicates, the deepest recess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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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sophy in book 1 of the De Legibus boils down to the question of the 

nature of man. Cicero claims that one must delve into the nature of man 

in order to explain the nature of justice. The nature of man can take on 

two very different meanings. One could refer to the natural tendency 

humans share with the animals, that is, a propensity towards self-

preservation, and bound by the “survival of the fittest”-rule. The other refers 

to the sublime rational nature that man share with the gods/God. Cicero 

begins the discussion of the nature of man by sharply distinguishing man 

from the rest of the animals by placing the essence of his nature on equal 

footing with that of divine nature. Some scholars have denied the necessity 

of this discussio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argument in book 1 of the 

De Legibus, going so far as to claim that it actually obscures Cicero’s plan. 

Such assessment, however, arises from a failure to firmly grasp Cicero’s 

intention. This thesis points out this misconception, and shows that an 

elucidation on man’s divine nature was crucial if Cicero’s ensuing discussion 

on the altruistic and self-sacrificing morality was to be successful.   

In book 1 of the De Legibus, Cicero sets an incredibly high moral standard 

for human society. Such standard, however, is rarely witnessed in reality. 

More often than not, a diametrically opposite phenomenon is observed, in 

which man, blinded by the enticement of selfish gain, act no better than 

mere beasts. The candid fact of justice-deprived reality provided ample 

grounds for contradicting Cicero’s claims, and it is no surprise that such 

opposite views were prevalent in his days. In order to extricate himself from 

this quagmire, Cicero had to explain that humans were born not with an 

already-perfected reason, but that the perfection of reason was set as a 

goal to which all ought to strive. Viewed in this light, the discussion 

concerning the summum bonum is not to be dismissed as a purposeless 

digression, but must rather be acknowledged as an integral par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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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icating the discrepancy between Cicero’s claim that justice is by nature, 

and its palpable absence in real life. Cicero concludes book 1 of the De 

Legibus with an encomium of wisdom. He entreats his audience to hearken 

unto the Pythian injunction to “know yourself”, and sets out an exposition 

of the customary tripartite philosophy of his day. Philosophy functioned as 

an indispensable tool in helping men to achieve his end, that is, in 

confirming and perfecting reason.  

In book 1 of the De Legibus, Cicero defines the nature of man with the 

divine nature of reason. This divinely endowed reason, however, is 

incomplete at birth, and its’ perfection is presented as a goal achievable 

through the exercise of philosophy. Only within the framework of this 

sublime nature of man is the dictum “ius esse natura” to be understood, 

for only from this true nature of man flows justice, for this is his true nature. 

Via a structural analysis of Cicero’s De Legibus book 1, this thesis shows 

that the internal structure of this work is much more tightly-knit than 

previously perceived, and that such structural coherence is directly related 

to the consistent content of the work.  

 

Keywords: Cicero, law, justice, nature, natural law, reason, De Republica, 

summum bo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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