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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이 의 목 은 율리아 스 황제의 신 라톤주의 정치철학을 그의 

인간애 사상을 심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율리아 스는 역사속에서 철인

왕의 이상을 실 하려고 했던 로마제국 최후의 이교황제로 일명 ‘배교자’라
고 불린다. 그의 철인왕의 이상을 이해하기 해, 우선 율리아 스의 배교

의 철학  동기  그가 귀의한 철학인 신 라톤주의와 이교주의의 계를 

밝힌다. 그런데, 신 라톤주의는 통상 으로 윤리학과 정치철학이 빠진 

라톤주의로서 지극히 피안 이고 개인주의 인 신비주의로 알려져 있다. 이

러한 철학에는 율리아 스가 표방한 ‘인간애’의 정치가 들어 설 공간이 없

어 보인다. 필자는 이러한 통론에 반 하여, 율리아 스의 ‘인간애’ 사상을 

신 라톤주의 내부에 엄연히 존재하는 정치철학  시각에서 설명하기를 시

도한다. 특히, 신 라톤주의 정치철학의 기반인 섭리론에 입각하여 율리아

스의 철인군주론을 논구하고, 섭리론이 내포하는 돌 의 개념을 인간애의 

개념과 연결시킨다. 나아가 율리아 스의 인간애의 사상  연원을 신 라톤

주의의 한계를 넘어 헬 니즘 통 안에서 추 한다. 끝으로 율리아 스의 

인간애의 정치를 정책면에서 살펴 으로써 그의 헬 니즘  인간애의 이념

이 기독교  사랑의 이념과 경쟁 계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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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이 의 주인공은 라톤주의  철인왕의 이상을 실 하고자 했던 

역사  인물인 율리아 스 로마제국 황제이다. 율리아 스는 역사  

‘실패자’에 속하는 표 인 철학자로, 살아서도 그리고 죽어서도 

곧 극단 으로 엇갈리는 평가의 상이 되어왔다. 때로는 악의 화신

으로 주받고, 때로는 용과 계몽의 철인군주로 이상화되기도 했으

며, 다시  시 착오 인, 낭만  복고주의자로 비 되고, 그런가 하

면, 다시 진취 인 개 군주로 조명되기도 했다. 이러한 평가들에 

한 비  고찰이 이 의 목 은 아니다.1) 이 은 오히려 율리아

스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보다 자세히 말해, 스스로

를 어떤 철학자로 이해했으며,  어떤 군주가 되길 원했는지에 

을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율리아 스 자신이 남긴 들이 심의 

상이다.2) 필자가 특히 주목하고자 주제는 율리아 스 황제가 자신의 

정치강령의 이념으로 내세운 ‘인간애(philanthrôpia)’이다. 율리아 스

는 ‘인간애’를 넓게는 헬 니즘  문명인의 표  특징으로, 좁게는 

군주와 사제가 갖추어야 할 고귀한 덕으로 꼽는다.3) 이 에서 인간

애는 자신을 헬 니즘  이교의 사제이자 철인왕으로 여긴 율리아

스가 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요구했던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이 ‘인간애’ 의 사상  연원에 한 고찰은 헬 니즘4)과 기독교가 문

1) H. Nulle, “Julian and the Men of Letters”, The Classical Journal 54(1958), 

257-266; R. Browning, The Emperor Julian, London 1975, 219-235 참조.

2) 율리아 스는 방 한 양의 작을 남겼다: J. Bidez, G. Rochefort, C. Lacombrade 

(ed.), L’Empereur Julien, Œvres Complètes. 4 vols. Paris 1924-65 ( 갈

릴 아인들에 한 반박문 이 포함되지 않음), W.C. Wright, The Works 

of the Emperor Julian. vol. Ⅰ-Ⅲ. London 2002-2003 (1913/1913/1923).

3) 주요 거는 다음과 같다: (1)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의 인간애: 갈릴 아

인들에 한 반박문 116a; 수염을 싫어하는 사람들 348c; (2) 사제의 인간

애: Ep. 89a, 453a; Ep. 89b, 289b; 305a; (2) 군주의 인간애: Ep. 72a Ⅱ; 

Or. I 7b, 16b, 20d, 26d, 41b, 48c; Or. II 99d; Or. Ⅲ 112b.

4) 그리스, 로마의 문화  정체성을 지칭하는 용어로서의 ‘헬 니즘’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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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주도권을 두고 첨 하게 립한 서양고 후기에 로마 황제의 자

리에 오른 한 철학자의 복잡한 자의식과 정치  선택을 해명하는데 

긴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율리아 스의 황제의 철학  이상과 그것의 역사  실패를 조명하

기 해, 우선 그의 비극  생애를 간략히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

이다.5) 라비우스 클라우디우스 율리아 스는 서기 331/2년 콘스탄

티노폴리스에서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 스 제의 조카로 태어났

다. 태어난 지 얼마 못 가 어머니를 여의고, 여섯 살에 사  형인 콘

스탄티우스 2세가 획책 내지 방조한 황족 말살 음모로 말미암아 아

버지마  잃고, 살육의 장에서 살아남은 이복형 갈루스와 함께 소

아시아 니코메디아와 마 룸에 격리되어 오랜 기간 유폐생활을 하게 

된다. 이 기간  콘스탄티우스 2세가 임명한 공식 교사인 니코메디

아의 에우세비오스와 카 도키아의 게오르기오스로부터 기독교 교육

을 받으며 성장한다. 다른 한편, 어머니의 가정교사 던 마르도니오스

로부터 그리스 고  교육을 받았고, 게오르기오스의 도서 에서 그리

스 문학, 수사학 그리고 철학 서 들을 탐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

다. 348년경 마 룸에서 풀려난 이후 당  이름이 높았던 수사학자, 
철학자들을 찾아 다니며 배움에 열 했으나, 결국 355년 아테네 유학 

도  카이사르로 임명되어 갈리아의 장으로 보내진다. 360년 율리

아 스는 콘스탄티우스 2세와의 갈등 에 아우구스투스로 추 되고, 
361년 정 의 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단독 황제가 되어 콘스탄티노폴

리스에 입성한다. 이후 과감하고 의욕 으로 행정개 과 입법활동을 펼

쳤으나, 363년 페르시아 원정  사망함으로써 짧은 치세를 마감한다.
율리아 스는, 본인의 말에 따르면, 스무 살 즈음, 즉 351년경 일

여 Athanassiadi 1-12; A. Cameron, “Julian and Hellenism”, Ancient 

World 24(1993), 25-29 참조.

5) 율리아 스 황제의 일생에 하여 J. Bidez, La Vie de l’Empereur Julien, 

Paris 1930; Browning; G. W. Bowersock, Julian the Apostate, London 

1978; P. Athanassiadi, Julian. An Intellectual Biography, London/New 

York 1992, 에드워드 기번, 로마제국쇠망사 2 , 송은주 외 (옮김), 민음

사 2008, 22-24장 참조.



특집146

의 회심(回心)의 시기를 맞이한다.6) 리 알려져 있듯이, 우리의 주

인공은 일명 배교자 율리아 스(Iulianus Apostata)라고 불린다. 이 멸

칭사(蔑稱辭)는 물론 고 후기 역사의 승자로 명된 기독교의 입장

에서 붙여진 것이다. 콘스탄티 스 제가 313년 ‘ 라노 칙령’을 통

해 겉으로는 모든 종교의 자유를 표방하면서 속으로는 기독교를 공인

하고 옹호했다면,7) 율리아 스 황제는 362년 ‘보편  용 칙령’을 

내려 모든 종교의 자유라는 동일한 명분 아래 실제로는 이미 반세기

에 걸쳐 억압받아 온 ‘이교(異敎)’를 복원하길 꾀했다.8) 그러나 율리

아 스는 2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제 기간 동안 그의 뜻을 이룰 수 

없었고, 결국 배교자라는 오명과 함께 로마제국 최후의 이교황제로 

역사에 남게 된다. 
이러한 역사  사실을 두고 볼 때, 앞서 언 된 율리아 스의 회심

이 단순히 통 인 이교로의 개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려지기 쉽다. 
하지만 그가 남긴 들은 보다 더 복잡한 그림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

인다. 율리아 스의 ‘배교’를 단순히 콘스탄티 스 제와 콘스탄티우

스 2세를 비롯한 황실 내부의 기독교인들에 한 인간  실망감과 반

감과 같은 심리  동기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그가 스스로 밝히는 회심

의 보다 심층 인 동기, 즉 철학에의 귀의를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그의 이교주의는 그의 철학  입장에 비추어서 보다 신 하게 

6) 알 산드리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Ep. 111, 434d.

7) 기독교 공인을 시작으로 콘스탄티 스의 이교의 박해정책이 본격화된다. 

이교도들의 집회가 지되고 공유재산은 몰수되었고 신 이 괴되기 시

작했다. 콘스탄티 스 제의 종교정책에 해서는 T. Baynes, Constantine 

and Eusebius, Cambridge Mass. 1981 참조. 

8) 최혜 , ｢율리아 스 황제의 이교주의｣, 구사학 (1991), 185-233 참조. 

이교주의로 번역되는 paganism라는 용어에 담긴 라틴어 paganus은 원래 

‘시골뜨기인’, ‘ 스러운’, ‘무식한’을 의미했으며, 미신, 실수, 범죄, 병 등과 

같은 용어와 연결되어 사용되었는데, 결국 유 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이

를 지칭하는 말로 정착되었다. 라틴어 paganus에 상응하는 그리스어 

hellene는 애 에는 어도 가치 립 인 말이었으나 고  후기 이르러 

다신교  우상숭배와 련되어 매우 부정 인 함축을 지니게 된다. M. 

Frede & P. Athanassiadi (ed), Pagan Monotheism in Late Antiquity, 

Oxford 1999, 4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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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내  향을 통해 율리아 스가 귀의한 

철학은 다름 아닌 신 라톤주의이다. 신 라톤주의는 혼의 정화를 

통해 종국 으로 만물의 신 인 근원인 <하나>와의 합일을 추구하는 

신비주의 철학으로 리 알려져 있으며, 통상 으로 개인의 자기 구원

에만 심을 두는 지극히 사 인 철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사  신비주의에는 정치철학이 들어설 자리가 도무지 없어 보인다. 신

라톤주의가 윤리학과 정치철학이 빠진 라톤주의, 는 소크라테스

가 없는 라톤주의라는 통설9)에 따르자면, 율리아 스 황제가 표방한 

‘인간애 ’ 정치의 연원도 신 라톤주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야만 

할 것이다. 사실, 율리아 스 황제가 국가  차원에서 추진했던 인간애

 복지사업은 기독교 교회의 자선사업에 비견되고 있고, 그 에서 배교

자 율리아 스의 인간애(philanthrôpia)는 그의 유년기가 남긴 기독교  

사랑(agapê)의 흔 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10)

이 에서 필자는 통설에 반 하여, 율리아 스의 ‘인간애’를 신

라톤주의 내부에 엄연히 존재하는 정치철학  에 입각하여 설명

하고자 한다.11) 물론, 율리아 스가 정치이념으로 삼은 ‘인간애’는 신

라톤주의의 유물이 아니다. 그의 ‘인간애’ 사상은 오히려 신 라

톤주의가 배속해 있는 헬 니즘 통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련해서, 이교주의 제사장(pontifex maximus)이었던 율리아 스의 

헬 니즘  인간애의 이념이 기독교  사랑의 이념과 경쟁 계에 있

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율리아 스의 인간애 사상의 신 라

톤주의  배경을 보여주기 해, 필자는 그의 ‘하산’의 이야기에 주목

9) W. Bröcker, Platonismus ohne Sokrates, Frankfurt 1966; W. Theiler, 

“Plotin zwischen Platon und Stoa”, Les Sources de Plotin, Vandoevres-Geneva, 

1960, 67.

10) Bidez 31-34; J. Kabiersch, Untersuchungen zum Begriff der Philanthropia 

bei dem Kaiser Julian, Wiesbaden 1960; R. Smith, Julian's gods: religion 

and philosophy in the thought and action of Julian the Apostate, London 

1995.

11) 신 라톤주의의 정치철학에 해서는 D. J. O’Meara, Platonopolis. Platonic 

Political Philosophy in Late Antiquity, Oxford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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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율리아 스는 한 자서 인 신화에서 신들을 모시는 

산으로부터 속세로의 ‘하산’을 이야기하며, 철학자의 정치  사명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12)

본론에서 우선 율리아 스의 철학자  면모를 드러내기 해, 그의 

‘회심’의 철학  동기와 그가 귀의한 신 라톤주의와 이교주의의 

계를 간략히 살피겠다(Ⅱ). 다음으로 ‘하산’의 주제로 이동해 그의 철

인군주론을 신 라톤주의의 ‘하강’의 담론에 비추어 논구하겠다(Ⅲ). 
이어서 율리아 스의 ‘인간애’ 사상을 소개하고 그 사상  연원을 헬

니즘 통 내에서 추 할 것이다(IV). 끝으로, 율리아 스가 왜 아

직도 우리의 심을 끌만한 문제  인물인지를 지 함으로써 이 을 

마무리짓겠다(V).

Ⅱ. 철학에로의 전향

율리아 스의 작을 주의깊게 읽는 독자라면 율리아 스가 자신의 

‘회심’을 기독교로부터 이교로의 ‘개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철학에로

의 향’13)으로 기술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14) 우선, 율리아

12) 견유  헤라클 이오스에 한 반박문 227c-234c.

13) ‘철학에로의 향’이란 표 은 A. D. Nock이 사용함으로써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그는 ‘철학에로의 향’을 “사치와 자기탐닉 그리고 미신”

으로부터 “ 제의 삶과 그리고 때로는 학문  내지 신비  상의 삶으

로의 환”이라고 규정하 다. 필자는 이 같은 의미에서 ‘철학에로의 

향’을 율리아 스의 경우에도 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 D. Nock, 

Conversion. The Old and the New in Religon from Alexander the 

Great to Augustine of Hippo. Lanham 1988 (제1  Oxford 1933), 179: 

“We can here use the word conversion for the turning from luxury 

and self-indulgence and superstition (another frequent object of 

philosophic criticism) to a life of discipline and sometimes to a life of 

contemplation, scientific or mystic.”

14) Nock 158은 율리아 스의 향을 단순히 종교  개종이라고 여긴 데 반

해, Koch와 Bidez는 율리아 스의 향을 철학에의 귀의로 본다. 연구

황에 해서는 I. Tanaseanu-Döbler, Konversion zur Philosophie in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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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태양신에 바치는 찬가 에서 어린 시  기독교 교육으로 인해 

가지게 된 신들에 한 생각을 “어둠(skotos)”으로 묘사한다.15) 신들의 

어머니에 드리는 찬가 에서도 그는 자신이 그러한 ‘기독교  암흑’에
서 방황했음을 고백한다. 나아가 기독교  종교성을 혼의 “비이성

인 충동들과 운동들”로 기술하며 신들에 한 참된 인식을 해서 정

화되어야 할 상으로 지목한다.16) 그런데, 율리아 스의 측근이자 수

사학 선생인 리바니오스는, 이오니아의 한 철학자와의 만남이 율리아

스를 그러한 어둠속의 방황과 무지로부터 해방시켰다고 한다.17) 
바로 이 철학자가 신 라톤주의자인 에페소스의 막시무스이다. 율리아

스는 막시무스가 자기에게 끼친 향을 수염을 싫어하는 사람들

(Misopôgôn)이라는 풍자 인 에서 자신의 철학  삶의 방식을 조롱

하는 안티오키아의 기독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표 한다(353b-d):

한 엄청난 노인이 내 생각을 바꾸어 놓았소(anepeise). 그를 당신

들도 내 삶의 태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자로 올바르게 단하여 나와 

함께 비난하는데, 사실 그 역시 다른 이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잘 알아

두시오. 그들의 이름은 당신들에게 해져서 자주 웃음거리가 되고 있

는 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 스 그리고 테오 라스토스이오. 
이들에게 그 노인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설득되었고, 그 후에 

학문을 사랑하는 청년인 나를 발견했을 때 다음과 같이 생각하도록 

설득했소(anepeisen): 만약 내가 매사에 들을 본받으려 애쓴다면, 설
령 어떤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지는 않더라도 (왜냐하면, 나는 그들과 

경쟁하지 않으니까), 확실히 나 자신 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이 게 

(하는 수 없이) 설득된 후(pestheis), 나는 더 이상 변할 수가 없었소.18)

Spätantike. Kaiser Julian und Synesios von Kyrene, Stuttgart 2008, 

61-65 참조.

15) Or. Ⅺ 1, 131a.

16) Or. Ⅷ 14, 174c-d. Smith 184. 갈릴 아인들에 한 반박 에서 율리아

스는 기독교의 신 을 비 하는데, 주된 공격 상으로 신의 질투와 자

의성, 유 인에 한 편애를 들 수 있다(89a, 93e, 94a, 99e, 160e). 선민사

상을 둘러싼 구약과 신약사이의 불일치도 비 된다(106c).

17) Or. ⅩⅢ 12.

18) 이 논문에 인용된 원 은 필자에 의해 번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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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 율리아 스가 막시무스의 설득을 통해 철학  삶을 택하

게 되었음을 알려 다. 에 언 한 리바니오스의 보고가 믿을만 하

다면, 그리고 그것을 율리아 스 자신의 증언과 함께 종합해서 고려

한다면, 율리아 스에게 기독교로부터 철학에로의 향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19) 이 경우, 율리아 스에게 기독교가 철학이 아니었음

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나지안조스의 그 고리오스가 기독

교를 ‘철학’으로 여긴 것과 비를 이룬다. 그에게 율리아 스는 “우
리의 철학”의 배반자이지만,20) 율리아 스 자신에게 배교는 비철학

인 삶의 종식을 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율리아 스는 죽

을 때까지 자신을 철학자로 이해했고, 철학자의 수염, 철학자의 외투, 
욕주의 그리고 잉크 묻은 손가락으로 상징되는 철학  삶의 방식을 

견지한다. 
율리아 스가 추구한 철학  삶이 지  역을 등한시하지도 않지

만, 그 다고 거기에 국한되지 않음을 잘 보여주는 이 있다. 견유  

헤라클 이오스에 한 반박문 에서 율리아 스는 디오게네스의 가짜 

후 에게 막시무스의 가르침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235b-c):

19) 에페소스의 막시무스는 통상 으로 주술에 능한 비합리  신비주의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리바니오스와 율리아 스의 정 인 묘사가 사뭇 

놀랍다. 이교  지식인 에우나피우스 역시 그를 다소 호의 으로 ‘신  

감에 찬(enthousiasmos, VS Ⅶ 2, 1)’ 사람으로 묘사했다.

20) Or. Ⅳ 23. 신약 성서에서 ‘철학’이라는 용어는 으로 다루어진다. 

를 들어, 울루스(Col. 2, 8)는 ‘철학’을 ‘헛된 속임수(kenê apatê)’으로 기

술한다. 하지만, 교부들 에는 ‘철학’에 우호 인 이들도 있었다. 컨 , 

순교자 유스티 스(ca. 100-165)는 자신을 ‘철학자’로 칭한 최 의 기독교

인으로, 이성에 따라 사는 사람이면 구나 근본 으로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로 소크라테스와 헤라클 이토스를 든다(Apol. I. 46, 

PG 6, 397B-C). 알 산드리아의 클 멘스(150-216)는 신  섭리에 의해 

그리스인들에게 철학이 주어졌다고 여긴다(Strom., Ⅵ 17, 153, 1). 율리아

스와 동시 인인 요한네스 크리소스토모스(347-407) 경우, 기독교야말

로 진정한 철학이라고 생각한다(Expos. in Ps., 109, 8-9, PG 55, 287AB).  

J. Dománski, La philosophie, théorie our manière de vivre? Les controverses 

de l’Antiquité à la Renaissance, Fribourg 1996, 23-29의 거를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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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나에게 무엇보다도 덕을 수련할 것과 신들을 모든 고귀한 일

로 이끄는 인도자로 여길 것을 가르쳤다. [...] 그는 나의 이고 무

모한 면을 제거함으로써 나를 [이 의] 나보다 더 제있게 만들려고 

시도하곤 했다. 나는 도 알다시피 외 인 이득으로 인해 날개 돋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동기들, 동

학들을 아래에서 받들었고, 그가 칭찬하는 자들을 들으러 가기 해 

서둘 고, 그가 좋다고 인정한 책들은 모조리 읽었다.

이처럼 율리아 스 본인의 증언에는 그가 배운 철학이 지닌 윤리

 차원이 부각되어 있다.21) 이 맥락에서 신들이 윤리  삶의 지표를 

제공해주는 안내자로 등장한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 
신 라톤주의자들은 라톤이 테아이테토스 176b에서 언 한 ‘신을 

닮아가기(homoiôsis theôi)’22)를 철학의 목표로 삼았으며, 그 목표의 

달성을 도덕  완성, 보다 자세히 말해, 지혜와 결합된 정의와 경건

의 실 에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한 가지 강조할 은 신 라톤주

의자들에게 철학이란 그 근본에 있어 어떤 탐구 상에 한 이론  

체계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보다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 

한 하나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이다.23) 자신의 존재를 더 좋게 다듬

어가기 해 본 받으려고 한 상이 바로 神이었다는 에서 그들의 

철학은 매우 담한 기획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신 라톤주의 철

학에 따르면, 인간이 신에 한 인식에 도달하고, 나아가 신과의 합

21) Tanaseanu-Döbler 65는 학계에서 신 라톤주의의 윤리  측면이 소홀히 

다루어짐을 올바르게 지 한다.

22) O’Meara 2003, 31-39 ; D. Sedley, “The Ideal of Godlikeness”, G. Fine 

(ed.): Plato, Oxford 2000, 791-810. 율리아 스는 갈릴 아인들에 한 

반박문 171d-e에서 ‘신을 닮아가기’와 혼의 정화, 즉 감정으로부터의 자

유를 연결시킨다: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가능한 한 신을 닮으라고 가르친

다. 그리고 이 모방이 실재의 상에 있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후자가 감

정들과는 동떨어져 부동심(apatheia)에 놓여있다는 것은 아마 내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분명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실재의 상에 정진하며 부

동심을 지키는 바로 그 만큼, 신을 닮게 될 것이다.”

23) 이에 해서는 다음의 표 인 연구를 참조: P. Hadot, Qu’est-ce que 

la philosophie antique? Paris 1995, 227-264. 자는 고 철학 일반이 기

본 으로 하나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주장을 펼친다.



특집152

일을 성취하기 해서는 실천  덕에서 출발하여 이론  덕에 이르는 

‘덕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 결국, 덕의 계에서 더 높아진

다는 것은 신을 더 닮아간다는 말이고, 닮은 것이 닮은 것을 알아본

다는 원칙에 따라, 신을 닮아야 신을 알게 되고,  그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24)

이 자리에서 잠시 신 라톤주의25)의 신학  면모에 해 길을 

주는 것이 유익하리라 여겨진다. 3세기 로티노스에 의해 주창되고 

그의 후 들에 의해 지속 으로 개된 신 라톤주의는 만물의 신

인 원리에 해 체계 이고 이론 인 근을 시도하여 이교에 신학  

기반을 마련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이슬람교 신학의 성립에

도 막강한 향을 끼쳤다. 신 라톤주의에서 신학은 원래 만물의 존

재와 질서의 원인을 규명하는 형이상학이다. 이 형이상학에 따르면, 
만물의 신 인 원리는 내 인 계질서를 가진 하나의 체계로서 존재

한다. 달리 표 하자면, 최고의 신아래 여러 신들이 각기 계층별로 

나뉘어져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 라톤주의의 형이

상학  테온을 통 인 이교의 테온으로 ‘의역’하려는 움직임이 

4세기 이얌블리코스를 심으로 일어난다.
신 라톤주의자들은 기본 으로 철학이야말로 신들에 한 참되고 

순수한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 동의했다. 물론, 최상의 신과의 

합일은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 있지만, 올바른 인식을 통하지 않고서

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통 인 종교  제의(祭 )에 

해서는 철학자들간에 다소간의 입장 차이가 있었다. 로티노스는 

제의에 아  무 심했고,26) 포르퓌리오스는 동물희생제의나 주술  행

에 한 오감을 표 했으며, 신들을 제의에 의해 매수 내지 조작

24) 신 라톤주의의 덕의 계론의 개에 하여 O’Meara 2003, 40-49.

25) 신 라톤주의에 한 간략한 입문으로 E. K. Emilsson,“Neo-Platonism”, 

D. Furley (ed.), Routledge History of Philosophy vol. Ⅱ. From Aristotle 

to Augustine 1999, 356-387 추천.

26) 유명한 일화에 따르면, 제자들인 아멜리오스와 포르퓌리오스가 제의에 참

여하자고 제안하자, “내가 들[신들]에게 가는 신, 들이 나에게 와야 

한다.”고 답했다. 로티노스의 삶 (VP)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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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의도는 잘못된 신 을 제하고 있다고 비 했다. 포르퓌리오

스는 비록 공 인 제의를 거부하진 않았지만, 진정한 희생제의(thysia)
는 다름아닌 철학  활동이고, 철학자는 최고의 신을 혼의 정화와 

상을 통해 모시는 사제라고 역설한다.27) 이와는 조 으로 이얌블리

코스는 종래의 제의에 해 보다 더 유연하고 포용 인 태도를 보인

다. 그는 철학  엘리트주의에 반 하여 사고와 인식을 통해 신에 다

가갈 수 없는 에게는 물질  제의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항변

한다.28) 순수하게 정신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들은 물질  제의

가 필요하지 않지만, 그 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은 물질  제의를 

통해, 때로는 능력이 닿는 한, 정신  제의와 물질  제의 둘 다에 

참여함으로써 신을 경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29) 그의 견해에 따르

면, 물질  제의는 신들의 매수를 목 으로 하는 마술  행 가 아니

라－신들의 물질  무감수성(apatheia)에 입각해서－, 인간들로 하여

 물질  “상징들(symbola)”을 통해 신들과 하게끔 해주는 거룩한 

행 , 즉 일종의 성사(聖事, theourgia, sacramentum)이다.30) 한, 그

27) 육식을 삼가기에 하여 (De abstinentia) Ⅱ, 24; 33-4; 41f.; 49. Porphyry, 

On Abstinence from Killing Animals, G. Clark(번역), London 2000; G. 

Shaw, Theurgy and the Soul: The Neoplatonism of Iamblichus. Penn 

State Univ. 1995, 13f.

28) 비의에 하여 (De mysteriis) 65-66. 이 책의 원제목은 아네보에게 보

내는 포르퓌리오스의 편지에 한 [아네보의] 스승 아바몬의 답장과 그

[포르퓌리오스]가 제기한 문제들에 한 답변 으로 이집트의 비의에 

하여 라는 부제로 알려져 있다. 아래에서는 례에 따라 비의에 하여

로 약칭한다. 포르퓌리오스의 아네보에게 보내는 편지 는 이얌블리코스 

외에 에우세비오스(Praep. Ev. V. 10, 1-9; IX. 10. 1)와 아우구스티 스

(Civ. Dei X. 11)를 통해 소수의 단편만이 해진다. 포르퓌리오스의 편지

와 이얌블리코스의 답장의 계에 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문헌들의 서

문을 참조하라: Jamblique, Les mystéres d’Egypte, E. des Places (편집, 

번역), Paris 1989; Iamblichus : De mysteriis, E.C. Clarke, J. M. Dillon, 

J.P. Hershbell (번역), Leiden 2004. 

29) 비의에 하여 223-228. Shaw 147-152 참조.

30) 비의에 하여 37-45 ; 65. 이얌블리코스는 聖事(theourgia, hieratikê mystagôgia)

를 다음과 같이 여러 수 으로 나 다 (37): (a) 이성 인 원인에 련

된 것, (b) 신 인 존재들의 상징들과 련된 것, (c) 자연의 생성과정의 

모방과 련된 것, (d) 인간 혼의 감정  정화에 련된 것.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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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리스토텔 스의 비극의 ‘카티르시스’ 작용에 하는 제의 행

의 심리  치료효과도 지 한다.31)

율리아 스는 바로 이 이얌블리코스 계통의 신 라톤주의자이다.32) 
특히, 그는 동일한 신이 지역에 따라, 아테네로, 세라피스로, 는 퀴

벨 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을 강조하며, 신들의 이름들간의 상호 번

역가능성을 기반으로 이교의 다양한 통들을 통합하길 기도했다.33) 
아울러, 신 라톤주의 인 형이상학을 토 로 통 인 신화들을 우

의 으로 해석하길 시도했다.34) 여기에서 우리는 율리아 스가 이교

의 신화들을 있는 그 로 믿었던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는 통 인 신화를 내용으로 하는 고 교육이 사람들을 철학의 입

구로 인도한다는 을 십분 인정했지만, 라톤의 후 답게 시인들에 

해 비 인 거리를 유지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신들이 시기나 질

투, 그리고 의에 의해 다른 신들이나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는 ‘ 라톤  신학의 원리’를 요시했고, 이를 이교 사제들에

게도 주지시켰다.35) 그는 이교부흥정책을 통해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

聖事는 여러 차원에서의 신과의 동화 내지 신성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

인다. (a)와 련해서 이얌블리코스는 최상의 신과의 성사  합일이 올바

른 인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지만, 그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며, 그것

을 넘어선다는 을 강조한다(98). 이얌블리코스의 ‘성사’의 성격에 한 

보다 더 자세하고 체계 이며 균형잡힌 논의는 본고의 범 를 벗어난다. 

이에 해서는 Shaw 4f., 47f., 237ff.; E. C. Clarke, Iamblichus’ De Mysteriis. 

A manifesto of the miraculous, Aldershot 2001, 24f.; 39f. 참조.

31) 비의에 하여 40.

32) 율리아 스는 이얌블리코스가 “ 한 라톤”에게 천부  자질에 있어 

뒤지지 않는다고 칭송했다(Or. IV). 聖事와 련해서, 그는 성상이나 성화

가 신이 아니라, 신의 상징들(symbola)에 불과함을 강조하지만, 같은 조

상 로 해지는 제사의 형식에 따라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옹호한

다(Ep. 89b 293-294).

33) 태양신에 바치는 찬가 132 c-d. 이교의 제설통합주의에 하여 H. Mattingly, 

“The Later Paganism”, The Harvard Theological Review, vol. 35 

(1942), 171-179.

34) 율리아 스는 신화를 역사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원한 우주  생성

과정의 상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Or. Ⅷ 10, 170a-c). 나아가 신

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상상하는 것이 오류임을 지 한다(Or. Ⅲ 26, 82d).

35) Ep. 89b 301a. 라톤은 국가 제2권 378e-383c에서 신화 쓰기의 지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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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신화의 철학  재해석과 제의의 제도  재정

비를 통해 통의 쇄신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Ⅲ. 철학자의 하산

율리아 스가 카이사르로 즉 했을 때, 궁정 연설가이자 철학자인 

테미스티오스가 라톤의 철인왕이 도래했다며 축하의 편지를 보냈던 

모양이다. 이에 한 답장에서 율리아 스는, 조  삶에 한 실천

 삶의 우 를 주장하며 권력의 주 를 맴도는 테미스티오스에게, 
소크라테스의 실천이 정치권력과는 아무런 상 이 없었음을 지 한 

후,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통해 인간들을 구제함으로써 알 산더 왕

의 승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을 세웠으며, 테미스티

오스 역시 많은, 아니 불과 서  명이라 할 지라도, 철학자들을 길러

냄으로써 여러 왕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선을 인간들에게 베풀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한다(266a-b).36) 이와 같이 율리아 스는 철학

 삶이 정치  삶보다 우월함을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리아 스가 철인왕의 이상을 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그가 알 산더 왕 이래 그리스와 

이집트 그리고 소아시아에 번창했던 헬 니즘  제왕정을 비 하

고, 로마공화정을 높이 산 것은 사실이다.37) 하지만 그 다고 해서 

련해서 용어 ‘theologia’를 ‘신학’이 아니라 ‘신화’의 의미로 철학사에 도

입했다.

36) Tanaseanu-Döbler 97; 105는 율리아 스가 기독교 황제들의 궁정 연설가

로 활동한 테미스티오스를 ‘pagan heretic’으로 여겨서 4세기의 진정한 헬

니즘 교육자의 열에 끼일 수 없다고 생각했으리라 추측한다.

37) F. Dvornik, “The Emperor Julian’s Reactionary Ideas on Kingship”, Late 

Classical and Medieval Studies in Honor of Albert Mathias Friend, 

Jr. (ed.) Kurt Weitzmann, Princeton 1951, 71-81 참조. 헬 니즘, 로마 

시 의 군주론에 해 P. Garnsey, “Introduction: the Hellenistic and 

Roman period”, The Cambridge History of Greek and Roman Political 

Thought, (ed.) C. Rowe, M. Schofield, Cambridge 2005, 40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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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신정주의  군주론(theocratic conception of kingship)을 폐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테미스티오스에게 보내는 편지 에서 율리아

스는 테미스티오스와 함께 읽었던 라톤의 법률  4권을 인용하

며, 한편으로는 인간의 본성이 오만과 불의에 빠지지 않고서 권

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을 지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불멸의 원리, 즉 이성(nous)에 따라 모

든 일을 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러한 ‘이성’을 나 어 주

는 역할을 법에 부여한다(258d). 이로써 율리아 스는 한 인간인 군

주를 ‘살아있는 법’ 내지 법 의 존재로 추켜세우는 헬 니즘  

제군주론이 가지는 폭정의 험을 경계함과 동시에 ‘신 인’ 이성에 

따르는 법치의 이상을 옹호한다. 
그런데, 율리아 스는 순수한 혼과 이성의 소유자야말로 입법자

의 자격이 있다고 여겼고(262a-d), 아울러 왕이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신 인 존재로서, 즉 이성인 한에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다(259a-b; 
260c). 즉, 이성에 의한 입법과 통치를 지지했다. 이러한 ‘이성의 정

치’를 해, 왕에게 혼의 정화가 요구된다. 즉, 왕의 혼으로부터 

모든 필멸 이고 야수 인 요소가－육신의 유지를 해 필수 인 것

은 제외하고는－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율리아 스의 

욕  철인왕은 법의 수호자인 동시에 입법자의 자격까지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율리아 스 황제는 입법활동에 극 으로 참여함

으로써 자신 안에서 철인왕과 입법자의 일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

다. 요컨 , 율리아 스의 철인군주론은 신정과 법치를 이성주의  

에서 결합하고 있다.38)

38) 이 에 련해서는 M. Schofield의 해석에 동의한다. “Epilogue”, The Cambridge 

History of Greek and Roman Political Thought, (ed.) C. Rowe, M. 

Schofield, Cambridge 2005, 661-5 (1. Julian and Themistius) 참조. 최혜

은 율리아 스의 정치 사상이 그가 황제에 즉 한 이후 신정주의로 

한 것으로 본다. 이 해석을 뒷받침하기 해,  왕정에 한 비 이 

담긴 테미스티오스에게 보내는 편지 를 율리아 스가 황제가 되기 에 

집필하 음을 논증한다. 그러나, 언 된 편지에는, 비록 실제로 율리아

스가 황제가 되기 에 썼다 하더라도 (확실한 집필 시기는 알려져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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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율리아 스가 한편으로는 정치  삶에 한 철학  삶의 

우 를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철인왕의 이상을 고수하고 있음

을 확인했다. 이제 이러한 역설 인 태도를 해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그의 ‘하산’의 신화에서 찾으려고 한다. 견유  헤라클 이오스에 

한 반박문 227c-234c에 수록된 이 신화는 불경과 학살로 얼룩진 한 

청년의 가족사로부터 시작한다. 어느 날, 망에 빠진 청년에게 헤르

메스가 나타나서 신들이 거주하는 산으로 데려간다. 만신의 아버지인 

제우스가 보낸 태양신 헬리오스가 하자, 경건한 청년은 신들에 

한 상 속에 계속 머물 수 있기를 간청한다. 그러나 헬리오스는 

청년에게 어두운 인간세상으로 되돌아가야만 한다고 말한다. 하산하

여 “모든 불경함을 깨끗이 씻어버리고”(231d), “제우스의 명령에 따

라”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고(232c). 그러나 청년은 주 한다. 그러자 

헤르메스가 용기를 북돋우고 아테네가 통치에 한 지혜의 조언을 

다. 이윽고 태양신이 말하길(233d-234a):

자, 이제 좋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라. 우리가 어디서나 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여기 나, 아테네 그리고 헤르메스, 한 우리와 함께 

올림포스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들, 나아가 도처에 있는 신 인 

종족 체가, 네가 우리에게 경건하고(hosios) 네 친구들에게 믿음을 지

키고(pistos), 그리고 네 신하들에게 인간애를 베풀면서(philanthrôpos)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한, 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신화의 해석에 앞서 한가지 방법론  언 이 필요하다. 율리아

스는 신화가 역사  사건의 기술이나 계시의 기록이 아니라고 여겼

기 때문에 우의  해석방법을 취했다. 이에 상응하여, 그가 지은 신

화 역시 축어 으로 읽 선 안 될 것이다.39) 이 신화의 철학  함축

않다), 이미 이성주의  신정사상이 피력되어 있다. 따라서 그것은 황제 

등극을 후로 한 율리아 스의 사상  반 을 지지하는 거로 사용될 

수 없다. 최혜 , ｢율리아 스 태양신 헬리오스(ΒΑΣΙΛΕΥΣ ΗΛΙΟΣ)의 

정치  의미｣, 서양사론 제61집(1999) 35-44 참조.

39) 최혜 은 율리아 스의 ‘하산’의 신화를 베르길리우스의 제 4 목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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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드러내기 해 필자는 다음의 찰을 출발 을 삼고자 한다. 율리

아 스의 ‘하산’은 그 서사  구조에서 라톤의 국가 7권에 언 된 

‘동굴로의 회귀’(519c-521b)을 연상시킨다40). 고된 교육의 오르막길을 

올라 마침내 부신 태양과 같은 ‘좋음의 이데아’를 본 라톤의 철

학자들은 어두운 동굴로 내려오기를 꺼린다. 마치 신들이 사는 산에 

올라 태양신을 만난 청년이 어두운 속세로 내려오길 꺼리는 것처럼. 
그러나, 소크라테스로 변되는 칼리폴리스의 입법자들은 다스리길 

가장 덜 원하는 자가 다스려야 국가가 분쟁없이 가장 잘 다스려질 

수 있으며, 정치  삶보다 더 좋은 삶, 즉 철학  삶을 아는 자들이 

다스리길 가장 덜 원할 것이므로, 결국 철학자들이 다스려야 한다고 

결론내린다. 그리하여 철학자들에게 동굴로의 회귀가 강제된다.
만약 ‘하산’의 논리가 ‘동굴로의 회귀’의 그것과 동일하다면, 라

톤에 있어서 입법자들의 강제는 율리아 스에 있어서 신들의 명령에 

해당된다. 이 경우, 이상국가의 입법  이성이 신화  맥락에서 신격

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면, 신들의 명령에 따른다는 것은 곧 

이성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태양신과의 화는 사고를 통

한 지 인 각성과 계몽을, 헤르메스와 아테네와의 화는 자기설득과 

자기궁리의 과정을 상징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41) 마침내 

하산의 논리에 한 확신이 섰을 때, 정치  삶에 한 희망이 분출

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앞서 인용된 태양의 약속에는 율리아 스

드러난 ‘구세’ 신화와 비교하고, 루사의 디온 크리소스토모스가 신화 구

성에 향을 끼쳤다는 학설을 소개한다. 이에 해서는 최혜 , ｢베르길

리우스 Ecloga Ⅳ와 율리아 스 Logos Ⅶ 에 보이는 메시야 사상｣, 

서양고 학연구 제13집(1999). 필자는 율리아 스가 메시아  사명감을 

가졌을 것이라는 최혜 의 해석에 동의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어떻게 

피안  신 라톤주의자인 율리아 스가 그런 역사  사명감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한 철학  설명에 심의 을 두고 있다.

40) D. J. O’Meara, “Neoplatonist Conceptions of the Philosopher-King”, Plato 

and Platonism, M. Van Ophuijsen (ed.), Washington, D.C. 1999, 284-285.

41) 헬 니즘 시  이래로 헤르메스는 신의 뜻을 인간에게 ‘해석해주는 자’로 

받아들여졌고, 신 인 사고를 상징했다. 이 에 해서는 G. Fowden, The 

Egyptian Hermes: A Historical Approach to the Late Pagan Mind, 

Cambridge 198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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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세상으로 돌아와 펼칠 정치  삶의 세가지 지표가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는 신에게 경건을, 으로는 친구에게 믿음

을, 그리고 아래로는 신하에게 인간애를.
이 해석이 맞다면, 율리아 스의 하산이 단순히 외부의 강제로 말

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결론을 보다 더 설득

력있게 만들기 해, 필자는 율리아 스의 ‘하산’의 신화를 신 라톤

주의의 ‘하강’의 담론에 입각하여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해 신 라

톤주의 내에 하강의 담론을 개시한 로티노스의 이론을 간략하게 소

개하겠다.42) 좋음에 하여, 는 하나에 하여 (Enn. VI 9 [9])라
는 에서 로티노스는 자와의 합일을 해, 세상으로부터 도피

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덕의 고양을 통해 최고의 신인 ‘좋음’과의 

합일을 이룬 후에는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세

상으로 돌아가 ‘좋음’에 한 그의 경험을 나 고, 입법과 같은 형식

을 통해 표 해야 한다고. 이러한 ‘하강’의 요구는 신비주의자 로티

노스가 어떻게 ‘ 라토노폴리스’라는 도시를 세울 생각까지 하게 되

었는지 납득이 가게끔 해 다. 그러나 그의 ‘하강’의 주제는 여기에

서 그치지 않고, 우주론  차원에서 반복된다.
혼의 육체로의 하강에 하여 (Εnn. Ⅳ 8 [6])에서 로티노스는 

라톤의 티마이오스 에 나타난 우주제작신화에 따라, 혼의 하강을 

‘우주의 완성’을 한 ‘신의 사명’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동시에 신화  

서사를 철학 으로 의미있게 해석하려고 시도한다. 그 결과 라톤의 

신 인 우주제작자인 데미우르고스는 ‘자연의 법’으로 체되고, ‘신의 

사명’은 혼의 자연  성향으로 해석된다.43) 다시 말해, 우리는 본성상 

이미 세상을 좋게 만들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욕구는 보

편 인 자연의 질서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우주의 자연  

42) 자세한 논의는 졸고, E. Song, Die Ethik der Sorge bei Plotin: Das 

jenseitige Glück und die diesseitige Vorsehung, Göttingen 2009, 특히, 

1장, 5장을 참조. 

43) 여기에 해서 졸고, “La Loi de la nature chez Plotin”, Freiburger 

Zeitschrift für Philosophie und Theologie 54 (2007), 178-1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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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가 기본 으로 합목 인 동시에 호혜 이라는 생각을 내포한다. 
이러한 자연의 합목 인 호혜성이 바로 ‘신 인 섭리’의 내용이다. 
‘섭리’로 번역되는 그리스어 pronoia (lat. providentia)는 ‘미리 생각함’
을 뜻하는데, 흔히 보살핌, 돌 의 의미로 쓰인다. 로티노스는 ‘인간

세상을 보살피는’ 의인 인 (anthropomorphic) 神의 자리에 비인격 인 

‘섭리의 법’을 놓는다. 인간 혼의 ‘하강’은 이러한 호혜 인 섭리의 

법에 따르는 것이다.44) 로티노스의 목 론  자연 에 의거하면, 우

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다. 아리스토텔 스의 표 을 

빌려 말하자면, 자연은 헛수고를 하지 않는다. 이 자리에서, 인간의 

혼에는 ‘하강’의 욕구 외에 ‘상승’의 욕구도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로티노스는 이러한 우리 혼의 이 성을 가리킨다. 그에 따르면, 인간 

혼은 이론  상과 정치  실천이라는 이  목 을 가지고 태어났

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인 한, 피안과 차안 둘  하나를 택할 수 없다. 
이 맥락에서 로티노스는 우리 혼이 ‘양서 (amphibion)’이라고 말

한다.45)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한 피안  철학자가 자기에 내재해 있

는 세상에 한 ‘섭리  심’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과정은 자기 스스

로를 제 로 이해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올바른 자기인식과 참된 

세계인식은 철학자를 이 세상으로 인도할 것이다. 
로티노스의 이론은 4세기 이얌블리코스, 5세기 로클로스를 거

쳐 6세기 알 산드리아의 신 라톤주의자들에 의해 수용되어 다음과 

같이 보다 인 언어로 정리된다: (1) 신은 인식과 섭리로 구성

된 이  활동의 주체이다; (2) 그런데, 철학  삶의 목표는 신을 닮

는 데 있다; (3) 따라서, 철학자들은 상과 정치의 이  삶을 가진

다.46) 이런 식으로, 신 라톤주의자에게 정치  삶은 신의 섭리  활

동의 모상으로서 철학  삶의 일부를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율리아

44) 율리아 스의 섭리에 한 신념에 해서는 Ep. 89b 295b 참조.

45) Εnn. IV 8 [6] 4, 31-35.

46) Ammonius, In Porphyrii Isagogen (ed.) A. Busse, Berlin 1891, p. 3, 

8-19; Olympiodorus, In Platonis Gorgiam, (ed.) L. G. Westerink, 

Leipzig 1970, p. 166, 14-16; p. 116, 29-117, 2. O’Meara 1999, 2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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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철인왕의 이상은 신 라톤주의가 표방한 철학  삶의 이상에 

어 나는 것이 아니라, 부합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Ⅳ. 인간애의 정치

이미 언 했듯이, 율리아 스는 ‘하산의 신화’의 종결부에서 정치  

삶의 세가지 지표를 제시한다: 신들과의 계에서는 경건, 친구들과

의 계에서는 믿음, 신하들과의 계에서는 인간애. 여기에서 인간애

는 신하에 한 군주의 덕으로 도입되었다. 바로 이 맥락에서 태양신

은 율리아 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를 사랑하듯이 다

스림을 받는 자를 모두 사랑하라(philei)” (Or. Ⅶ 233c). 여기에서 군

주의 인간애가 신들의 인간애에 견주어지고 있다. 실제로 율리아 스

는 군주가 인간애를 실천함으로써 신들을 모방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기엔 호혜 인 신 이 깔려있다. 이러한 에서, 율리아 스는 

‘신을 닮아가기’의 본질을 가장 덜 요구하되, 가장 많이 베푸는 것으

로 요약한다.47) 이런 식으로 인간애의 개념은 자선 내지 선행의 개념

과 서로 엮어지게 된다. 율리아 스가 철인왕의 모범으로 삼은 역사

 인물은 마르쿠스 아울 리우스 황제 는데, 특히, 후자가 경건과 

제를 통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한 선행을 통해 신을 모방했다

는 이 높이 평가된다.48) 이는 우리가 방  에 살펴본 바와 같이 

철학자의 정치  활동을 신의 섭리  활동의 모상으로 간주하는 신

라톤주의 사상에 상응하는 것이다.
율리아 스는 바람직한 군주상을 표 하면서, ‘인간애’를 친애, 자

비, 그러움 그리고 후의 의미로 사용한다. 이 맥락에서 ‘인간애’
가 자주 ‘온화함’과 나란히 등장하는 것이 에 띈다.49) 콘스탄티우

47) 카이사르들 334a. 신들의 인간애에 한 율리아 스의 언 은 Ep. 28, 382c; 

Mis. 357b; Gal. 198c 참조.

48) 카이사르들 333c-334a. S. A. Stertz, “Marcus Aurelius as Ideal Emperor 

in Late-Antique Greek Thought”, The Classical World (1977), 43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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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황제의 업 에 하여, 는 군주에 하여 에서 “온화하고, 자비

롭고, 인간애를 가지고, 복수하는 것을 즐기지 않고, 신하의 불행을 

슬퍼하는 군주”가 이상 으로 평가된다(37). 이러한 군주는, 율리아

스가 주장하길, 자신의 덕을 많은 신하들에게 나 어주어야 하고, 각

자에게 덕성에 어울리는 직을 부여해야 하는데, 특히 정의롭고 온

화하고 인간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약자와 빈자를 강자와 부자의 불의

로부터 보호하는 직책을 맡겨야 한다(31). 보다 일반 인 수 에서, 
율리아 스는 인간애를 한편으로는 도시 인 세련미와 다른 한편으로

는 사회성(정치성)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인간애를 가진 사람들을 거

칠고 조야하며( γρ ου ) 인간을 기피하는( πανθρ που ) 사람들과 조

시킨다.50) 이런 식으로 인간애는 군주의 덕에서 신하, 즉 공무원의 

덕으로 이되고, 나아가 시민의 덕으로 확 된다. 
‘인간애’에 한 이러한 이해는 실제로 헬 니즘 통내에서 발견

할 수 있다.51) 그리스어 philanthrôpia는 원래 인간들에 한 신들의 

사랑을 의미했고, 비유 인 의미에서 인간들간의 사랑, 특히 신하에 

한 군주의 사랑을 지시했다고 한다. 나 에 동등한 시민들간의 

의바르고 호의 인 태도로 의미의 폭이 확 되었고, 나아가 가혹하지 

않은 법과 배우기 쉬운 기술, 고되지 않은 밭일을 포함했으며, 늦어

49) 콘스탄티우스 황제에 한 찬미 5, 24 (신하에 한 인간애); 11, 16 (인

간애로 타인을 다스림); 15.22 (망명객들에 한 인간애); 21.20 (처벌의 

완화); 34.5 (아버지에 한 친애); 39.25 ( 의 친구들에 한 그러운 

우). 참고로, 율리아 스는 카이사르들 332a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자비(clementia)’에 해 매우 비 인 견해를 표명한다: “ 는 마치 연

극무 에 선 듯 인간애로 가장하여 사람들 모두에게 추하게도 아첨했지

만, 그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

50) 갈릴 아인들에 한 반박 131b-c. 

51) ‘인간애’ 개념의 역사에 해서 필자는 다음의 연구들에 힘입었다: Kabiersch 

2-3, 각주 11, 12; C. Spicq “La Philanthropie hellénistique, vertu divine et 

royale (à proprs de Tit. Ⅲ, 4)”. Studia Theologica 12(1958), 169-191; 

B. Snell, Die Entdeckung des Geistes, Hamburg 19553, 340; S. Davis, 

“Philanthropy as a Virtue in Late Antiquity and the Middle Ages”, in: 

J. B. Schneewind (ed.), Giving. Western Ideas of Philanthropy, Indianoapolis 

1996, 1-23, 특히 2-8 (From Aristotle to Sen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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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크세노폰과 아리스토텔 스가 살았던 시기에는 개, 말, 돌고래 등 

인간을 잘 따르는 동물들에게도 비유 으로 용되었다. 성품의 온화

함과 그러움, 친 함, 세련됨과 제, 정의, 공정성, 동정심을 포

으로 의미하는 philanthrôpia는 괴 함과 조야함, 무뚝뚝함이나 질투

심, 압감, 비사교성, 사악함과 조되어 쓰 다. 이때 philanthrôpia
는 문명화된 시민이 체 해야 할 인간 인 면모를 지시한다고 할 수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philanthrôpia가, 율리아 스가 주

장한 로, 로부터 그리스인들, 특히 아테네인들의 특성으로 인정되

었음을 이소크라테스와 데모스테네스와 같은 연설가들의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52)

다른 한편, ‘인간애’는 이미 이소크라테스와 크세노폰의 고  군

주론에서 주목의 상이 되고, 이후 헬 니즘  군주정과 로마왕

정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선 용어로 자리잡게 된다.53) 헬

니즘  군주론은 신 라톤주의와 마찬가지로 신을 인간애를 갖춘 

군주의 모범으로 삼았고, 이러한 생각은 기원 후 2세기 제 2의 소피

스트 운동의 표주자인 루사의 디온 크뤼소스토모스의 군주론에 

반복되고,54) 4세기 이교도 철학자인 테미스티오스의 군주론에서 정

에 다다른다. 테미스티오스는 인간애를 철인왕의 주덕으로서 여타의 

덕들 에 놓는다.55) 나아가, 인간애의 실천을 신에 한 경건의 필연

 귀결로 제시한다. 달리 말해, 철인왕은 신의 인간애를 모방함으로

써 결국 신을 경배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테미스티오스는 신의 인

간애를 모방하는 사람이 신과의 친교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56) 

52) Spicq 171-3; Kabiersch 78 f. 참조. Xenophon, Oec. 15.4.2; 19.17.3. Isocrates, 

Philip. 116.3; cf. Panegyr. (아테네 도시가 인간애 이라고 함) 29.2, Demosthenes, 

Or. 20.109.4; Or. 44.8.2.

53) Garnsey 404 f. Isocrates, Philip. 114.4, Xenophon, Cyr. 1.2.1.7; 1.4.1.8; 

4.2.10.9; 7.5.73.5; 8.2.1.1; 8.4.7.6; 8.4.8.2. 

54) Or. I 37ff.; Or Ⅶ 75 ff. 군주의 인간애에 해서 Cf. Or. I 6; 18;20; Or. 

Ⅱ 26;77; Or. Ⅲ 82; Or. IV 24.

55) Or. Ⅵ, 76 cd; ⅩⅤ 188b; ⅪⅩ 226d. G. Downey, “Philanthropia in religion 

and statecraft in the 4th century”, Historia 4(1955), 199-208; Smith 42-48.

56) Or. I 9a. 여기에 해서 Kabiersch 6-15, 54-58 참조. 우리의 주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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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의 연장선상에서 율리아 스는 철인왕의 인간애뿐만 아니라 

사제의 인간애를 강조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교도의 제사장의 

자격으로 한 사제(아마도 사제 테오도로스)에게 보낸 목회 편지(Ep. 
89b, 289a)에서 율리아 스는 무엇보다도 인간애를 수련하길 당부하

면서, 그것의 다양한 실천 에서 특히 두 가지를 부각시킨다: (1) 처

벌 완화 (2) 빈곤 구제.57) (1)에 련하여, 율리아 스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벌을  때처럼, 벌받는 사람들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것

이 처벌의 목 이라고 주장한다. (2)와 련해서는, 신들이 인간들에

게 온갖 ‘선물들’58)을 풍족하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이들이 

있는 것은 인간들의 만족할  모르는 욕심 탓이라고 지 한다. 율리

아 스에게 빈곤층의 존재는 곧 신에 한 모욕을 의미한다. 그러므

로 그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290d-291b):

우리가 가진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 어주어야 하오. 하지만 공

련해서 테미스티오스의 Or. 6 형제애와 인간애에 하여 도 요한 자

료인데, 최근에 불어로 번역되었다: D. J. O’Meara & J. Schamp (ed.), 

Miroirs de prince de l’Empire romain au IVe siècle, Fribourg 2006, 

186-151. 소크라테스의 인간애와의 비교를 해: 라톤의 에우튀 론

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흘러넘치는’ 철학  소통의 갈망을 바로 그의 

인간애로 소 시킨다(3d5-9). 한편, 소크라테스의 변명 에서는 철학  활

동을 신에 한 순종 인 사로 규정한다(22a4, 23b5). 그런데, 그는 이

러한 신에 한 사가 동시에 인간들에 한 “최 의 자선”이라고 주장

한다(30a 5-7; 36c3-4). 따라서 소크라테스에게 철학  활동은 인간애의 

실천인 동시에 경건의 표 이다. 필자는 졸고, ｢ 라톤의 에우튀 론 에 

나타난 인간애와 경건｣, 철학논구 제36집(2008), 11-12, 16, 22-25에서 어

떻게 소크라테스식의 철학  활동은 인간과 신 사이에 그리고 인간들 사

이에 우정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지 보여주길 시도했다. 소크라테스의 인

간애는 크세노폰(Mem. I.2.60.2)도 언 한다. 

57) 이 편지의 결말에서, 율리아 스는 사제가 되기 한 조건으로 단 두 가

지를 요구한다: 신에 한 사랑과 인간애. 사제 선발시, 후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 없이, 가난한 사람들과 가진 것을 기꺼이 나 는지, 가능한 

한 많은 이들에게 선행을 행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보라고 권한다(305).

58) 율리아 스는 신들이 우리에게  선물들로 음식, 옷(직조술), 술과 기름, 

, 동과 철 등을 든다(ep. 89b, 289c). Xenophon, mem Ⅳ 3, 3f. Seneca, 

De beneficiis Ⅳ 3-8. Cicero, nat. deorum Ⅱ 1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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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사람들에게는(epieikesin) 더 후하게, 수단이 없고 가난한 이들

에게는 필요를 충족시킬 만큼. 비록 역설 으로 들리겠지만, 심지어 

들에게도 옷과 음식으로 선을 해야 한다고 말하겠소. 왜냐하면, 
그의 개성이 아니라, 인간성에 주는 것이기 때문이오(τ  γ ρ νθρωπ ν
 κα  ο  τ  τρ π  δ δομεν). 이런 이유로 그러한 보살핌이 감옥에 갇

있는 이들에게도 미쳐야 한다고 생각하오. 그러한 인간애가 정의를 

가로막지는 않을 것이니까.

여기에서 에 띄는 은 수혜자를 그의 도덕성에 근거하여 차별

으로 우한다는 이다.59) 이는 각자에게 응분의 몫을 주어야 한

다는 고 인 정의 에 상응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율리아 스의 인

간애는 들과 감옥의 수인들마  감싸 안는다. 하지만 율리아 스는 

그러한 인간애가 정의의 원칙에 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러한 생각의 배후에는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기본 인 

존 과 그에 걸맞은 우에 한 인도주의  입장이 놓여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이런 제하에서라면 그의 인도주의가 정의(正義)를 말소

할 수 없다. 사실, 정의의 개념이 소실된다면, 들이나 감옥수라는 

개념들마  존재 근거를 잃게 될 것이다. 
결국, 율리아 스는 바로 이러한 서양고 의 고 인 정의 의 틀 

안에서 사고했기 때문에 그의 박애주의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악이든 

쉽게 용서될 수 있다는 기독교  사랑의 이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까닭에 그는 콘스탄티 스 제가 권

력 유지를 해 존속 살인을 비롯한 숱한 죄악을 질 음에도 불구

하고 임종 직 의 세례를 통해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교

회의 사면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수가 그런 이들을 옹호하는 

한, 죄인들의 수호신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60)

59) Seneca, De beneficiis Ⅲ 14, 1 f. 참조.

60) 카이사르들  336a-b. 기번 175f.은 콘스탄티 스 제가 세례를 지연한 

이유를 기독교에서 세례성사가 지니는 특권  의의를 들어 설명한다. 즉, 

세례 성사가 이 의 죄에 한 완 한 사면과 원한 구원의 약속을 의

미하 기 때문에 세례받기를 늦추면서 향락을 리거나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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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아 스는 인간애의 자연  기 로 모든 인간들 사이의 친화성

을 지 한다(Ep. 89b, 291d). 더불어 인간이 본성상 정치  동물이라

는 아리스토텔 스의 유명한 명제를 상기시킨다(288b). 때로는 공동

체 /사교 (koinônikon) 동물이라는 소요학 와 견유 의 문구를 인

용하며(292d; Or. VI 201c), 인간애를 가지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따르는 것임을 주장한다.61) 이러한 에서 볼 

때, 그가 낯선 이들에 한 인간애(philoxenia)를 시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이러한 인간애 사상을 헬 니즘 통의 유산이라

고 내세우며, 그 근거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의 유명한 구 을 

든다: “모든 낯선 이들과 거지들은 제우스로부터 오기 때문에, 지

만 기꺼이 드립니다.”(14. 57f.)62)

갈라티아의 사제에게 보내는 편지 에서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 

자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율리아 스를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사

제 아르사키오스에게 종교를 불문하고 낯선 이들이 묶을 수 있는 여

을 많이 세울 것을 명하고 손님을 한 음식을 조달할 것을 약속

한다. 이에 해, 나지안조스의 그 고리오스는 율리아 스가 기독교

의 자선사업을 모방했다고 주장한다(Or. Ⅳ 3). 물론, 율리아 스는 

그 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율리아 스의 복지정책이 어도 이

교의 경쟁력을 키우기 한 조치 다는 은 다음의 인용문을 근거로 

짐작할 수 있다: “유 인들 에는 한 명도 거지가 없고, 불경한 갈

릴 아인들이 그들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들까지 먹여 살리는

데, [이 듯] 우리 식구들이 우리한테서 구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수치이오.” (Ep. 84, 430d)63)

61) 견유 와 스토아 철학의 ‘휴머니즘’과 ‘자기화’ 개념의 계에 해서는 이

창우,｢코스모폴리스 이념-견유 의 유산｣, 철학연구 제50집, 191-197 참조.

62) Ep. 84, 431b ; 89b, 291b. 아리스토텔 스(단편 611, 15 Rose), 폴리비우

스(IV 20,1),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III 98)역시 낯선 이나 손님에 한 

친 한 을 ‘인간애’와 연결시킨다.

63) W. Koch, «Comment l’empereur Julien tâcha de fonder une église paienne. 

Teil II: Les lettres pastorals». Revue belge de philologie et d’histoire 7 

(1928), 49-82, 511-550. 특히 517-527 ; S. Davis, “Philanthropy as a Vir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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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아 스의 인간애는 단지 물질  차원의 자선에 국한되지 않는

다. 그에게 더 요한 것은 오히려 정신  차원의 자선, 즉 교육(paideia)
이다. 갈릴 아인들에 한 반박문 에서 율리아 스는 최고신의 인

간애를 이 세상에 달하는 개자로 의술의 신 아스클 피오스를 지

목하며, 그가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혼의 병도 치료한다는 을 

강조한다(200a-b). 그는 고 과 교양학문(enkyklios paideia)의 교육을 

통해 혼을 정화함으로써 올바른 삶의 방식과 참된 신의 인식을 획

득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을 장려하고 공교육의 확

를 시도한다.64) 
물론, 율리아 스에게 교육의 최고 은 철학이다. 그러나 그의 철

학은 진리를 성취하기 한 과정이라기보다는 이미 성취된 진리이다. 
그는 피타고라스, 라톤, 아리스토텔 스, 크뤼시포스와 제논이 모두 

하나의 거룩한 진리를 가르쳤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신 라톤주의 철학의 통합  성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신학을 철학  진리의 핵심으로 보았고, 신의 존재와 섭리를 부

정하거나 의문시 한 철학자들, 를 들어 에피쿠로스와 회의주의자들

을 이 경건한 철학의 활동무 에서 퇴장시킨다(Ep. 89b, 301c-d). 
이러한 철학  독단은 교육의 독단으로 이어진다. 가 고 교육을 

하느냐라는 문제에 해서 율리아 스는 독선 이고 배타 인 태도를 

취한다. 그는 362년 악명 높은 ‘교육령’을 내려 그리스-로마의 고 을 

가르치던 기독교인 교사들을 학교로부터 추방한다. 이것은 교육의 주도

권을 두고는 한 치도 양보할 수 없었던 그의 완고한 모습을 변한다. 
그는 고 교육의 목 이 단지 수사술이나 독해 능력의 획득에 있지 않

고, 일 성있는 인격의 형성에 있기 때문에, 고 을 가르치면서 그 가르

치는 내용을 경시하는 교사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자신의 조처를 정당

화한다(Or. ⅫⅠ 12, Or. Ⅻ 33). 그는 고  문학에 한 종교 립 인, 
미학  근가능성을 보지 못했거나 보지 않으려고 한 것 같다.65) 

in Late Antiquity and the Middle Ages”, Giving. Western Ideas of 

Philanthropy (ed.) J. B. Schneewind, Indianapolisn1996, 1-23, 특히, 8-9.

64) Or. Ⅶ 23, 235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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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배교자 율리아 스의 인간애는 기독교인들을 배제하지 않

았다. 보스트라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Ep. 114)66)에서 율리아 스는 

그의 치세이  기독교의 내분으로 인해, 여러 기독교인들이 추방되고, 
감옥에 보내지고, 심지어 이단으로 몰려 살육되었던 사실을 상기시킨 

후, 참된 종교(theosebeia)를 원하는 자들은 기독교인들에게 불의를 

지르지 말고 그들의 공동체를 공격하지 말 것을 명한다. 나아가 아

무도 국교 제사에 참여하도록 강제되어선 안 된다고 선언한다. 물론, 
율리아 스는 기독교인들을 혼에 병이 든 사람들로 간주하 다.67) 
하지만, 병든 이는 고쳐주어야지 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68) 그

리고 병든 이들을 미워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

인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병에 걸리면 함께 아 하고, 그들이 신

들의 도움으로 병에서 벗어나 나으면, 함께 기뻐합니다.”(438c)

Ⅴ. 나오며

율리아 스 사후, 국가의 ‘인간애 ’ 사회복지법안은 폐지되었고, 
기독교 교회가 자선사업을 독 하게 된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리

스-로마 고 을 다시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역설 이게도 

율리아 스를 심으로 이교도 문인들이 헬 니즘 복원운동의 표어로 

65) 교육령에 한 자세한 논의는 G. Downey, “The Emperor Julian and the 

Schools”, The Classical Journal 53(1957), 97-103; G. Downey, Julian 

and Justinian and the Unity of Faith and Culture, Church History 

28(1959), 339-349; B. C. Hardy, “The Emperor Julian and His School 

Law”, Church History 37(1968), 131-143; V. Limberis, “Religion as the 

Cipher for Identity: The Cases of Emperor Julian, Libanius, and Gregory 

Nazianzus”, Harvard Theological Review 93:4(2000), 373-400 참조.

66) 율리아 스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정황 설명은 J. Bidez, L’Empeurer Julien, 

Oeuvres completes. tome II-1re partie, Paris 1924, 123-127 참조. 율리아

스가 기독교에 한 용책을 고수하지 못하고, 강경책으로 선회했다는 평

가와 련해서, 최혜 , ｢율리아 스 황제의 이교주의｣ 216-217. 

67) Ep. 61, 424b, Ep. 86, Ep. 98, 401c 참조.

68) 교육령 42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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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걸었던 philanthrôpia라는 단어는 살아남아, 고  후기 기독교 술

들에서 agapê를 체하기에 이른다.69) 
암미아 스 마르 리 스는 페르시아 장의 막사에서 죽음을 맞이

한 자신의 웅 율리아 스 황제의 유언을 한다. 거기에는 한 역사

속의 철인왕이 추구했던 국가 통치의 목표와 인간의 도덕  이상이 

기록되어 있으며, 더불어 자신에 한 최종 평가가 담겨있다. 핵심 

부분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친구들이여, 이제 내가 떠나야 할 때가 되었으니, 기꺼이 빚을 갚으

러 가는 채무자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혹자가 생각하듯)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자연의 부름에 따르리다. 나는 일 이 철학자들의 일반

 신념으로부터 혼이 육체보다 더 복된 존재임을 배웠고, 더 나은 

것이 더 못한 것으로부터 분리될 때 고통스러워할 일이 아니라 마땅

히 기뻐해야 할 일임을 알고 있소. […] 나는 정의로운 통치의 목표가 

따르는 이들의 유익과 안녕(oboedientium commodum et salutem)
이라고 여겼고, 당신들도 알다시피, 늘 더 조용한 쪽으로 기우는 편이

었고, 나의 활동들로부터 모든 자의성을, 그리고 부패한 행 와 성격

을 몰아냈소.70)

이 은 한편으로는 라톤의 이돈 에서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맞이하며 보여  연함을 연상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의 

도덕  자부심과 정치  사명감이 표명되어 있어 오히려 소크라테스

의 변명 에 표 된 철학자의 자 심과 자존감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율리아 스의 자기평가와는 조 으로 그와 아테네에서 함

께 철학을 공부했던 기독교 교부이자 성자인 나지안조스의 그 고리

오스는 배교자를 “지상의 모든 이들 에서 가장 악하고 불경한 사

람”이라고 평했고,71) 이 평가가 세를 지배하게 된다. 악의 화신72)

69) 이에 해서, 최혜 , ｢율리아 스 황제의 이교주의｣226; Downey 1955, 199-208.

70) Ammianus, ⅩⅩⅤ. 3, 15; 18. 기번이 제시한 라틴어 원문의 어 번역은 

(따라서 한  번역도) 정확하지 않다. 기번 396 참조.

71) Contra Julianum, Or. Ⅳ 38. 이와 련해서 A. Kurmann, Gregor von 

Nazianz, Oratio 4 gegen Julian. Ein Kommentar, Basel 1988 참조. 율

리아 스에 한 기독교의 비 에 해서는: S. H. Griffith, “Ephra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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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알려져 있던 율리아 스는 인문주의의 부상과 함께 재평가되기 

시작한다. 1580년 몽테뉴는 수상록 (2.19)에서 율리아 스의 용과 

정의, 그의 철학  태도와 덕을 칭송해서 교회의 거센 반발을 샀다. 
율리아 스는 다시 17세기에 국에서 로크, 샤 츠버리, 캐임 리지 

라톤주의자들에게 용의 군주로, 18세기에 몽테스키외, 볼테르 등

으로부터 계몽군주로 재조명된다.73) 율리아 스는 각 시 의 필요에 

따라, 는 그 시 를 사는 사람들의 망과 희망에 따라 다른 얼굴

로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보다 공정하고 냉철하게 역사를 바라보려고 하는 한, 우리는 더 이

상 율리아 스를 악의 화신으로 주할 필요도, 한 용과 계몽의 

군주로 이상화할 필요도 없다. 율리아 스의 인간애와 철인정치의 이

상을 애써 기억에서 지울 필요도 없고, 아울러 그의 독단주의, 배타

성, 극단  욕주의와 신  경향에 을 감을 필요도 없다. 물론, 
율리아 스의 인간됨과 사상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해서는 무

엇보다도 그 자신이 남긴 들을 면 히 연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그가 스스로를 철학자로 이해한 이상, 그의 술에 해 심도있는 철

학  논의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리라 여겨진다. 
이 에서 살펴 본 바에 따르면, 율리아 스라는 역사  인물이 구

하고자 했던 철인왕의 이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낯설고 심지어 험

한 발상으로 여겨지기 쉽다. 특히, 국가가 교육  제사공동체로서 

기능하고 통치자가 문화 반을 하나의 통치이념 아래 통제해야 한다

는 생각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율리아

스가 그  한 시 를 살다가 역사의 편으로 사라진 인물이 아닌 

것은, 그가 고민했던 문제들이 그의 시 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the Syrian’s Hymns ‘Against Julian’: Meditations on History and 

Imperial Power”, Vigiliae Christianae 41(1987), 238-266; R. M. Dawkins, 

“A Byzantine Carol in Honour of St. Basil”, The Journal of Hellenic 

Studies  66(1946), 43-47. 

72) Bidez 334-5. 

73) Nulle 257-266; E. Wind, “Julian the Apostate at Hampton Court”, 

Journal of the Warburg and Courtauld Institutes  3(1939-40) 1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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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일 것이다. 어느 시 에나 생각하는 통치자라면 국가의 목표가 

무엇인지, 가 교육을 책임질 것인지, 어디까지 종교  용이 가능

한지에 해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어떤 행 를 하고, 어떤 결정

을 내렸을 때, 왜 그리고 무엇을 하여 그가 그 게 했느냐를 물어 

들어가면, 도 체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해서 정치  공동체가 어

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종교가 어떤 지 를 차지해야 

하는지, 나아가 철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철학의 

오랜 규범 인 질문들에 부딪치게 된다. 율리아 스는 우리가 이러한 

철학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참조할 수 있는 하나의 소 한 역사의 

경험이라고 생각된다.74) 

74) 이 논문은 2008년 12월 5일 ‘역사와 철학’ 공동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

용을 보완한 것이다. 발표문에 해 친 하고도 유익한 논평문을 보내주

신 남  사학과 최혜  교수께 감사드린다.

송유례

서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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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hilosopher‐King in History:
Emperor Julian’s Philanthropy 

Song, Eu-Re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Emperor Julian’s political 
philosophy with particular emphasis on his conception of philanthropy. 
Julian was the last pagan Roman emperor, who is dishonorably 
called ‘the Apostate.’ To approach his ideal of the philosopher‐
king, I first draw attention to Julian’s apostasy from Christianity, 
which turns out to be a “conversion to philosophy.” I then briefly 
sketch the relationship between Neoplatonism, which Julian professes, 
and paganism. Neoplatonism is, however, generally known as an 
extremely otherworldly and individualist mystical philosophy, lacking 
an ethical and political dimension. In such a philosophy, there 
would be no place for the practice of philanthropy advocated by 
Julian. Against this received opinion, I attempt to explain Julian’s 
conception of philanthropy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philosophy 
in Neoplatonism, based on the metaphysical theory of Providence, 
while linking the concept of providential care to the concept of 
philanthropic politics. Further, I trace the conceptual origin of 
philanthropy beyond Neoplatonism back to the tradition of 
Hellenism, whereby it is shown that Julian’s Hellenic philanthrôpia 
stands in competition with Christian agapê. I close this articl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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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reflection on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of Julian, a 
philosopher‐king in history. 

Keywords: Philosopher‐King, Philanthropy, Neoplatonism, Hellenism, 
Christianity, Conversion to philosophy, Providence, Hist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