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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고의 목적은 이소크라테스의 부각 연설 『헬레네 찬사』를 분석하여 헬레네의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방식을 살펴보고 연설의 정치적 함의를 밝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헬레네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했던 인물이었다. 메넬라오스의 

부인이었던 그녀는 트로이아의 왕자 파리스와 사랑에 빠져 트로이아로 도망갔고 

결국 트로이아 전쟁이 발발했기에, 헬레네는 여러 작품에서 전쟁의 원흉이자 

재앙으로 비난 받았다. 그러나 모든 작가가 헬레네를 비난한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고르기아스는 트로이아 전쟁의 원인을 말(logos)과 사랑의 힘, 신들에 돌리며 

그녀를 변호했다. 하지만 이소크라테스는 더 나아가, 트로이아 전쟁은 그리스에 큰 

이익을 가져온 전쟁이었고, 따라서 그 원인이 되었던 헬레네는 비난이 아니라 

찬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본고는 이소크라테스의 헬레네 찬양 

방식, 논거들의 정당성, 효과를 설명한다. 이를 통해 『헬레네 찬사』가 헬레네 

재해석의 한 획을 그은 찬사였음을 역설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본고는 

이소크라테스의 『헬레네 찬사』가 기원전 370 년대 그리스의 정치적 상황을 

진단하며 그 해결책으로 아테네를 중심으로 페르시아를 겨냥한 범그리스주의 

원정을 촉구하는 정치적 성격을 지닌 연설임을 밝힐 것이다. 이로써 

이소크라테스의 『헬레네 찬사』가 정견(政見) 전달 방식의 장을 의회 연설뿐 

아니라 부각 연설까지 넓혔음을 보여줄 것이다. 

 

주요어: 이소크라테스, 부각연설, 기원전 4 세기, 헬레네, 헬레네 찬사, 

범그리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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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1. 연구 목적과 작품의 가치  

기원전 404 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스파르타의 승리로 막을 내렸고 아테네를 맹주로 

한 기원전 5 세기의 델로스 동맹이 해산되며 아테네는 그리스 헤게모니를 잃었다. 이후 

기원전 4 세기 전반, 그리스 반도에 대한 헤게모니를 스파르타가 쥐었고 그 영향력은 

기원전 370 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스파르타의 지배는 그리스에 안정을 가져오지 

못했다. 스파르타는 주변 국가에 과두정을 강요하고 다른 폴리스를 침략하는 등 고압적 

제국주의적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많은 그리스 폴리스에선 스파르타에 대한 

반발심이 들끓었다. 아테네는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기원전 370 년대 초부터 스파르타에 

대항하고 자신들의 옛 헤게모니를 다시 가져올 일명 '제 2 델로스 동맹'을 새롭게 조직하려 

했다. 

이 시기 아테네의 교육자 이소크라테스(Isocrates, 기원전 436-338)는 부각 

연설(epideiktikos logos) 1  『헬레네 찬사』(Helenes Enkōmion) 2 를 저술한다. 『헬레네 

찬사』는 전통적으로 비난받던 여인 헬레네가 칭송받을 만한 위대한 인물임을 부각하는 

참신한 시도였다. 왜냐하면 헬레네는 남편을 저버리고 트로이아로 도망친 "염치없는 

여인"(kunopes)이자 10 년간 진행된 트로이아 전쟁의 원흉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에서 트로이아의 장로들은 헬레네를 후손에게 

"재앙"(pema)이 될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한다(3.155-165). 한편 『오뒷세이아』에선 더욱 

노골적으로 헬레네에 대한 적대감이 표출된다. 오뒷세우스의 돼지치기 하인 

 
1 ‘epideiktikos logos’를 통상적으로 과시연설, 전시연설, 예식연설 등으로 번역하는데, 특별히 
‘부각 연설’이라고 번역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epideiktikos는 epi(위로)와 deiktikos(드
러내는)의 합성어이다. 대상의 감춰진 치부 혹은 장점을 꺼내어 드러낸다는 의미로, 과시나 전시보
다 '부각'이 단어 자체의 의미를 더 잘 담아낸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 
1358b10-25에서 epideiktikos logos가 대상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찬양하거나 비난하는 연설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과시나 예식, 시범 상황에서 진행되는 연설은 부각 연설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
의 정의 아래에 포괄될 수 있다. 사례들을 보아도 부각하는 것이 모든 epideiktikos logos 가 갖고 있
는 공통된 특징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투퀴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보여주는 전몰자 
추도 연설은 장례식에서 진행된 예식 연설이긴 하지만, 페리클레스의 수사적 능력을 뽐내는 연설
이 주요한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그 연설의 진정한 목적은 아테네인의 뛰어남을 부각함으로써 청
자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또한 플라톤 『향연』에서 아가톤의 에로스 찬양
은 특정 예식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시적인 표현 능력을 뽐내긴 하지만, 그 목적
은 에로스 부각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고에선 ‘epideiktikos logos’를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부각 연설로 부르고자 한다. 
2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Rhetorica), 1414b12에서 처음으로 이 작품을 비평하며, 제목을 
『헬레네』(Helene)로 언급했다. 필로데모스(Philodemus, 기원전2-1세기 경)도 『수사학에 대하여』
(Peri Rherorika) 2권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제목을 사용한다. cf. Chandler (2017), 52. 그러나 
이후 사정은 바뀐다. 수사학자 퀸틸리아누스 (Marcus Fabius Quintilianus, 기원후 2세기경)는 『웅
변가 교육론』(Institutio Oratoria), III.9에서 『헬레네 찬사』(Laus Helenae)라는 제목을 사용했다. 
이후, Drerup의 편집본에 따르면, 세 가지의 주요 필사본인 우르비나스(Γ), 바티카누스(Λ), 라우
렌티아누스(Θ) 필사본에서 모두 『헬레네 찬사』 (Helenes Encomion)로 표기했다. 제목에 대한 구
체적인 비판 사정과 문헌 전승사는 Drerup E., Isocratis Opera Omnia, Leipzig, 190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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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우마이오스는 "헬레네의 일족이 무릎을 꿇고 쓰러져 죽어버리"라 외치며 그녀를 

저주하고 있기 때문이다(14.67-71). 3 아이스퀼로스의 『아가멤논』에서도 역시 헬레네는 

트로이아를 "함락한"(helein) 여인으로 묘사된다(아이스퀼로스 『아가멤논』681-781). 

이에 반해, 사포와 에우리피데스 그리고 헤로도토스는 헬레네의 부정적인 이미지에 

집중하지 않는다. 사포는 헬레네를 "아름다움으로 인간을 압도하는 여인"으로 

표현함으로써 헬레네가 가진 아름다움의 신적인 힘에 집중한다.4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헬레네』와 헤로도토스 『역사』(Historie)에서는 헬레네가 실은 파리스에게 

납치되었으나 중간 기항지 이집트에서 구출되었고 그녀의 환영만이 트로이아로 갔다는 

전승의 신화 5를 활용함으로써 헬레네에게 전쟁의 책임을 씌우는 전통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6 

그러나 기원전 5 세기 후반 활동한 고르기아스(Gorgias, 기원전 485-385 경)는 『헬레네 

찬사』(Enkōmion Helenes)에서 헬레네 해석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는 헬레네가 

강제적으로 파리스에게 납치된 것이기에 그녀에겐 죄가 없으며 헬레네를 현혹한 것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말(logos)의 힘이었고 인간의 병인 사랑때문에 판단을 

그르치게 되었다는 점을 들며 오히려 헬레네가 부당한 일을 당한 여인이라는 논지로 

그녀를 변호했기 때문이다(고르기아스 『헬레네 찬사』 19-21). 고르기아스의 『헬레네 

찬사』는 헬레네를 오래된 악평에서 구제하고자 한 본격적인 시도이자, 동시에 신화를 

통해 자신의 수사학 교육론의 우월함을 부각한 연설의 수작으로 평가받는다. 7   

고르기아스의 참신함을 이소크라테스도 도입부에서 인정했다. 그러나 이소크라테스가 

『헬레네 찬사』 도입부에서 지적했듯, 고르기아스의 찬사는 형식적으로 비판 받을 

구석이 있었다. 고르기아스의 것은 찬사(enkōmion)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변론(apologia)에 치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는, 고르기아스의 저작이 

헬레네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참신할 수 있겠으나 진정한 

찬사라고 불릴 수 있는지 의구심을 품었다. 8 

 
3 그러나 호메로스는 후일 헬레네를 변호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두었다. 트로이아의 장로들이 그녀
를 재앙이라고 일갈하자, 프리아모스 왕은 잘못이 그녀에게 있는 것이 아닌 신들에게 있다고 말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 호메로스 서사시들의 번역은 천병희(2015)의 번역을 참조하고 필요시 역자
의 주석을 표기한다. 
4 사포 『단편』17LP을 참조. 원문을 Lobel, E., Page, D., Poetarum Lesbiorum Fragmenta, Oxford: 
Clarendon Press, 1955에서 참조했고 번역으로 사포 외, 『고대 그리스 서정시』, 김남우 역, 서울: 
민음사, 2018의 것을 참조.  
5 헬레네에 얽힌 또 다른 "환영"(eidolon) 전승들을 플라톤 『파이드로스』243a-b; 『국가』9.586c; 
에우리피데스 『트로이아 여인들』948에서 볼 수 있다.  
6 헬레네에 대한 고대 그리스 문학의 묘사와 수용에 대해서 Blondell, R. Helen of Troy: Beauty, Myth, 
Devas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Bons, J., Poietikon Pragma: Isocrates Theory 
of Rhetorical Composition. With a Rhetorical Commentary on the Helen, Maastricht: Gieben, 1997: 146-
161를 참조. 
7 고르기아스 『헬레네 찬사』의 소개와 평가는 김남두,「고르기아스의 『헬레네 찬사』에서 말의 
힘」,『서양고전학연구』제24권, 2005: 241-264를 참조. 이 작품의 번역으로 정암학당 김진성의 미
출간 번역본을 참조함.  
8 이소크라테스의 비판과는 달리, Poulakos는 고르기아스는 헬레네의 혈통과 아름다움을 찬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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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크라테스의 비판처럼, 엄밀히 말해 고르기아스의 『헬레네 찬사』는 변론에 

가까웠다. 결국 이소크라테스 이전의 작가들은 헬레네의 부정적 이미지를 드러내지 

않으려 트로이아 전쟁에 대한 언급을 삼가거나 언급하더라도 고르기아스와 같이 

헬레네를 변호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오로지 그녀의 아름다움이라는 덕목만 부각하고 

심지어 트로이아 전쟁을 언급하면서도 헬레네의 선행과 그녀를 통해 얻은 이득을 

강조하며 전 그리스의 은인(euergetes)으로 부각한 작품은 이소크라테스의 『헬레네 

찬사』가 유일하다. 어떻게 이를 성취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기존 신화를 왜곡하거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헬레네를 온전히 찬양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본고는 일견 트로이아 전쟁의 참상과 파리스와의 도주에 대한 

책임을 변호하지 않고서 상식적으로 찬양하기 어려워 보이는 헬레네에 대한 부각 방식과 

논거의 설득력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헬레네를 향한 오래되고 명백해 보이는 통념을 

넘어서서 수사의 힘으로 새로운 헬레네의 상(像)을 부여하는 이소크라테스의 재해석을 

평가하고 진정한 찬사의 전범(典範)임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이소크라테스 『헬레네 찬사』의 가치는 찬사의 완성도에만 있지 않다. 

이소크라테스는 당시 그리스인에게 부정적 인식이 자리한 헬레네를 찬양함으로써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뿐만 아니라 쏠린 눈과 귀에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헬레네 찬사』의 가치가 있다. 물론 이소크라테스 이전에도 부각 연설을 통해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시도가 종종 있었다는 점에서, 참신함을 강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선례들로, 페리클레스의 전몰자 추도 연설은 당시 아테네의 우월성을 부각하여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했고 (투퀴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34-46) 또한 크세노폰에 

따르면, 프로디코스는 『헤라클레스에 관하여』에서 오로지 신화를 이용해 도덕적 

탁월함을 교육하려 했다고 한다(크세노폰 『소크라테스 회상록』(Memorabilia) II.21). 

특히 고르기아스는 헬레네를 유혹한 말의 힘을 강조하며 고르기아스식 수사학의 힘을 

저변에서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소크라테스 『헬레네 찬사』의 남다른 가치는 이 연설에 담아낸 정치적 

메시지에서 찾을 수 있다. 페리클레스가 추도 연설에서 보여준 정치적 메시지는 오로지 

아테네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소크라테스는 당대 시대상을 고발할 뿐만 아니라 전 

그리스를 위한 해결책인 범그리스주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각 연설과 신화를 

활용해 특정 집단이 아닌 한 민족 전체의 병폐를 지적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이소크라테스 

『헬레네 찬사』는 당대로서 특히 참신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던 연설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소크라테스의 『헬레네 찬사』의 정치적 함의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기에, 고르기아스의 『헬레네 찬사』가 마냥 변론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르기아스와 
이소크라테스 작품 사이의 차이점은 Poulakos, J., "Gorgias’ and Isocrates’ Use of the Encomium", 
Souther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51, no. 4, 1986b:  300-3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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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치적 메시지를 끌어내기에 앞서, 헬레네라는 부정적인 인물을 재해석하여 

찬양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은 대개 수사학 교육용 시범 

연설로 연구됐다. 그런데 구태여 정치적인 메시지를 끌어낼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본고가 

『헬레네 찬사』 에 정치적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한 동기는 이소크라테스가 

83 세의 나이에 자신이 가진 철학 9을 정리한 저서 『안티도시스』(Antidosis) 속, 자신의 

저술 활동을 반추한 대목이었다. 

저[역자 주: 이소크라테스] 자신은 … 다른 어떤 사람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종류의 중차대한 사안(megethos)10에 관해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 사사로운 계약에 관한 연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전체와 

관련된 연설이나 정치적(politikos) 연설, 또는 시민대축전에 붙이는 

연설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소크라테스 『안티도시스』 3; 46)11 

이소크라테스는 그때그때의 개별 사건에만 천착하는 법정연설문(dikographia) 

대필가였다는 자신을 향한 비판에, 자신이 "중차대한 사안"에 즉, 그리스 전체와 관련된 

주제에만 몰두했다고 항변한다. 그런데 이소크라테스에게 "중차대한 주제"란 무엇인가? 

다음 구절을 분석하자면 전 그리스에 관한 정치적인 연설 혹은 시민 대축전에 붙이는 예식 

연설이 그의 중차대한 주제를 담아낸 연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헬레네 찬사』가 

예식 연설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소크라테스의 『헬레네 찬사』도 '그리스 

전체와 관련되어 있거나 정치적인 연설'임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소크라테스의 대부분 연설은 그의 정치적 견해를 담고 있으며 

『파네귀리코스』라는 정치 연설로 정견을 훌륭히 전달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는 왜 

신화를 통해 범그리스주의를 전달하려 했는가? 그가 신화를 통해 정견을 전달하고자 한 

동기를 어떻게 전제할 수 있나? 본고는 그 동기의 편린을 『니코클레스에게』(Pros 

Nikoklea)에서 찾았다.  

  

 
9 이소크라테스의 '철학'은 대개 국내외 연구를 막론하고 '수사학' 혹은 '교육론'으로 바뀌어 불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소크라테스는 자신의 교육과 연구를 언제나 '철학'이라 불렀다. 그의 의도와
는 다르게 이소크라테스 철학이 수사학이라고 불리게 된 과정과 원인에 대해서 김헌,「이소크라테
스의 철학과 파이데이아에서의 ‘의견 (Doxa)’: 플라톤의 ‘의견’개념과 비교 연구" 」,『서양고전학
연구』제50권, 2013: 73-99를 참조. 
10 고대 그리스어 어휘 'megethos'는 원래 물리적 높이(height)를 의미하지만, 이소크라테스는 곧잘 
이를 개념의 중요성이 높다는 의미에서 파생된 '중차대한 일'(importance)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cf. s.v. "µέγεθος" B in The Brill dictionary of ancient Greek (이하 BGD로 약칭) 
11 이하,『안티도시스』의 번역에 대해, 이소크라테스, 『교환소송(Antidosis)에 관하여』, 김헌 역,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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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다수가 즐거워하는 시나 산문을 쓰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유익한 이야기(logos)가 아닌 가장 설화적인(mythodēs) 이야기들을 

구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거나 경기나 

경쟁을 보면서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메로스의 작품과 

처음으로 비극을 찾아낸 작가들에 경탄해야 합니다. 이들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했고 즐거움과 이득이 모두 담긴 이야기를 작품에 

사용했으니까요 ... 이 같은 전례가 있으니, 듣는 자들의 마음을 

흔들기(psychagogein) 바라는 사람은 책망과 조언을 하려 할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정말로 즐길 수 있다고 보는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ἐκεῖνο δ᾽ οὖν φανερόν, ὅτι δεῖ τοὺς βουλοµένους ἢ ποιεῖν ἢ 

γράφειν τι κεχαρισµένον τοῖς πολλοῖς µὴ τοὺς ὠφελιµωτάτους 

τῶν λόγων ζητεῖν, ἀλλὰ τοὺς µυθωδεστάτους: ἀκούοντες µὲν 

γὰρ τῶν τοιούτων χαίρουσι, θεωροῦντες δὲ τοὺς ἀγῶνας καὶ τὰς 

ἁµίλλας. διὸ καὶ τὴν Ὁµήρου ποίησιν καὶ τοὺς πρώτους 

εὑρόντας τραγῳδίαν ἄξιον θαυµάζειν, ὅτι κατιδόντες τὴν φύσιν 

τὴν τῶν ἀνθρώπων ἀµφοτέραις ταῖς ἰδέαις ταύταις 

κατεχρήσαντο πρὸς τὴν ποίησιν … τοιούτων οὖν 

παραδειγµάτων ὑπαρχόντων, δέδεικται τοῖς ἐπιθυµοῦσι τοὺς 

ἀκροωµένους ψυχαγωγεῖν, ὅτι τοῦ μὲν νουθετεῖν καὶ 

συµβουλεύειν βουλεύειν ἀφεκτέον, τὰ δὲ τοιαῦτα λεκτέον οἷς 

ὁρῶσι τοὺς ὄχλους µάλιστα χαίροντας. 

(이소크라테스 『니코클레스에게』 48-49) 12 

이소크라테스는 신화를 설화적(mythodēs)이라고 표현하며 신화를 비판하는 듯하지만 

신화를 소재로 유익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담아낸 호메로스의 능력을 인정한다. 또한 

이소크라테스는 호메로스의 예시를 통해 신화가 청중에게 주는 즐거움과 유익함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Papillon 1996, 17). 이로 미루어 보아 이소크라테스는 

예식 연설 『파네귀리코스』에서 자신의 범그리스주의를 조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헬레네 찬사』를 통해 범그리스주의 사상을 대중에게 더욱 즐겁고 친숙한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안티도시스』의 회고로부터 

이소크라테스의 대부분 연설이 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한편, 

『니코클레스에게』의 언급으로 미루어 보아, 이소크라테스는 정견 전달을 위해 비단 

직설적인 정치적 책망이나 조언보다 신화를 통해 정견이 전달되는 방식에 대한 가능성을 

 
12 Drerup (1906)의 편집본을 참고한 필자의 번역이다.  이후 필자의 번역에만 그리스어를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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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충분히 『헬레네 찬사』가 정치적 함의를 지닌 

연설이라 전제할 수 있다.  

본고는 수사적 효과와 정치적 함의를 두 분석하기 위해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이소크라테스 『헬레네 찬사』를 분석한다. 먼저 이소크라테스가 헬레네를 부각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전승에 알맞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진행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이소크라테스 『헬레네 찬사』의 형식적 완결도를 평가해본다. 다음으로 

이소크라테스 『헬레네 찬사』에서 표현된 신화들에 당대 시대상, 범그리스주의가 

드러나는지 분석해볼 것이다. 그 근거로 선행 연구를 가져오고 다른 저작들과 비교하며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면 작성 연대를 고려하여 그 원인을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소크라테스 『헬레네 찬사』가 정견을 전달하는 독특한 부각 연설임을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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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헬레네 찬사』의 연구사 

이소크라테스 『헬레네 찬사』의 연구사를 살펴보면 작품의 정치성이 전혀 포착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대개 『헬레네 찬사』 연구는 찬사 형식의 전형으로 읽혔기에 

부각 연설의 구조와 논증 방식을 분석하는 것이 전통이었다. 그 전통은 처음으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Rhetorica)에서 특히 

『헬레네 찬사』의 형식과 찬양 전략을 분석했다.13 몇 세기 뒤, 로마 제국의 수사학 교사 

퀸틸리아누스(Marcus Fabius Quintilianus, 기원후 2 세기경)도 『웅변가 

교육론』(Institutio Oratoria)에서 『헬레네 찬사』 도입부의 구성적 특징을 언급한다.14  

 근대에 들어서 『헬레네 찬사』는 여전히 부각 연설의 형식적 모범으로 연구되었지만, 

일부 신화가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이해되기 시작했다. Drerup 는 헬레네 찬사를 

"학부 졸업 문집"(Jahrbucher für class)과 같이 진지하지 않은 연설이며 "소피스트식 

장난거리 "(sophisticum paignium)라 평했지만 Jebb 은『헬레네 찬사』가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주제를 반영한다고 짧게 언급하고 있다. 또한 근대 그리스의 문헌학자 Korais 는 

이 작품에서 이소크라테스는 헬레네를 "교양있는(politismeni) 유럽을 무장하고…[필자 

주: 그리스 세계의] 진보(proodos)의 창조자이자 아버지"로 만들었다고 논평했다.15 Jebb 

과 Korais 의 평론은 『헬레네 찬사』에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논거들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근대의 『헬레네 찬사』 연구는 특히 고전기 부각 연설의 형식적 측면을 

살펴보기 위한 도입부와 논지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동시에 정치적인 함의를 포착하기 

시작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아직은 구체적으로 신화들에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고 어떻게 이 둘이 짜맞춰지는지 분석하지 않고 있다.  

20 세기 이후 비로소 작품의 정치성에 대한 연구가 구체화되었다. 특히, Kennedy 는 

『파네귀리코스』의 범그리스주의 메시지와 『헬레네 찬사』 의 정치적 메시지들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두 작품이 서로 짝(counterpart)을 이룬다고 분석하는 한편, 

Ostwald는 『헬레네 찬사』가 신화적 용어로 표현된 『파네귀리코스』라 표현했다. 한편 

Blondell 은 이소크라테스가 이 작품을 통해 구현한 헬레네는 비슷한 발음의 

'헬라스'(Hellas) 즉, 그리스를 의미하며 이상적인 모습의 그리스를 상징한다고 보았다. 

특히 Blank 의 연구는 『헬레네 찬사』에서 이소크라테스가 찬사 형식을 완벽히 보여주고 

정치적인 주제를 선택함으로써 신화를 사용한 부각 연설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했다. 

 
13  이소크라테스의 『헬레네 찬사』가 언급되거나 암시되는 부분은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1398b 20-28; 1399a 1-10; 1363a17-19 이다.  
14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1414b 19-30; 퀸틸리아누스 『웅변가 교육론』 III. 8 참조. (아리스토
텔레스 『수사학』과 퀸틸리아누스의 『웅변가 교육론』의 우리말 번역은 각각 천병희 (2017)와 
전영우 (2014)의 것을 참조했고 필요한 구간에서 필자의 주석을 남길 것이다) 
15  20세기에서 21세기 초반까지 진행된 『헬레네 찬사』에 대한 연구는 Drerup (1906), CXXXI- 
CXXXII; Jebb, R. C., The Attic Orators. From Antiphon to Isaeus vol. 2, London: Macmillan and 
Company, 1876: 102-106; Korais, A. (Κοραής Α.), Ισοκράτους Τά Απαντα, Athens: University of 
Crete, 1840: 58-59 를 참조. 특히 Korais는 현대 그리스 성립 이전의 초기 계몽주의자이자, 문헌학자
로 현대 그리스 문헌학자 중 최초로 이소크라테스의 텍스트를 정리하고 주석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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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nk 와 Blondell 연구는 도입부와 본론에서 논지로 사용된 테세우스, 트로이아 전쟁 신화 

등, 연설의 세부 내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데에서 유의미하다. 한편, Jaeger 의 관심은 

『헬레네 찬사』 초입에 등장하는 철학자들 특히 소크라테스 학파에 집중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소크라테스가 이 작품을 통해 "새로운 언어와 형식(ideals)으로" 그리스 민족 

전체를 위한 '어떤 조언'을 하고 있다고 본다.16 가장 최근의 연구라 할 수 있을 Haskins 의 

연구는 이소크라테스가 부각 연설을 연설 능력 과시뿐만 아니라 이상적 지도자상, 

범그리스주의 등을 담아낼 수 있는 도구라고 인식한 초창기의 인물이라고 평한다. 

20 세기와 그 이전 연구들과 달리, 최근의 『헬레네 찬사』 해석은 다양한 측면의 함의들이 

분석되고 있다.17  

흥미롭게도 국내 학계에서는 『헬레네 찬사』의 정치적 성격에 집중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김봉철은 이 작품이 범그리스주의의 "편린"을 드러낸 작품으로 이해하는 한편, 

김헌은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이소크라테스가 그리스인에게 "새로운 헬레네" 상을 

부여함으로써 범그리스주의를 정당화하려 했던 문서로 이해했다. 또한 작품 후반에 

등장하는 유럽에 관한 언급을 현대 유럽의 형성사와 연관 지어 연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의 선행 연구는 부각 연설의 형식과 논지를 뜯어보는 전통적 연구 흐름에 

더하여,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문서나 유럽-아시아 개념의 시초에 관한 연구 같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18 

그러나 동시에 『헬레네 찬사』의 정치적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연구도 적지 않다. 

Buchheit 는 이소크라테스의 『헬레네 찬사』가 고르기아스의 『헬레네 찬사』를 모방한 

"정품 복사기(ein regelrechter Abschreiber)"로서 형식적으로나 내용으로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 고르기아스를 따라 자신의 수사학 기술과 교육론을 뽐내는 데 

치중하고 있다고 평했다. 특히 Heilbrunn 은 『파네귀리코스』와 연관성을 제시했던 

 
16  『헬레네 찬사』의 정치적 성격을 포착한 현대의 논의로 Blank, T., "Isocrates on Paradoxical 
Discourse: An Analysis of Helen and Busiris", Rhetorica: A Journal of the History of Rhetoric vol. 31, 
no. 1, 2013: 1-33; Blondell, R. (2013), 222-246; Kennedy, G. A., "Isocrates' Encomium of Helen: A 
Panhellenic Document", Transactions an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vol. 89, 
1958: 77-83; Ostwald, M. and John Lynch J. P., “The Growth of Schools and the Advance of 
Knowledge”,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edited by D. M. Lewis et al., 2nd ed. vol. 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588–599가 유용하다. 특히 Blondell의 연구는 호메
로스에서 헤로도토스와 에우리피데스, 고르기아스에 이르기까지 헬레네의 수용을 탐구하고 헬레
네의 여성성에 대한 당대의 폭넓은 관점을 분석하는 연구로서, 헬레네의 고대 수용을 개괄하는 자
료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한편, Jaeger, W. and Highet G., Paideia: The Ideals of Greek Culture: Volume 
III: The Conflict of Cultural Ideals in the Age of Plato,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67-
68, 70도『헬레네 찬사』의 영향력과 의의에 대한 연구를 당대 교육계를 살펴보며 분석한다. 
17 "not only model the art of showing through words but also illuminate the culture of display 
and spectatorship in which rhetoric emerged as a public practice and a distinct branch of learning 
"cf. Haskins, E., "Reimagining Helen of Troy: Gorgias and Isocrates on Seeing and Being Seen", 
Gaze, Vision, and Visuality in Ancient Greek Literature vol. 54, 2018: 245. 

18 국내의 『헬레네 찬사』 연구는 김봉철, 『전환기 그리스의 지식인, 이소크라테스』, 서울: 신서
원, 2004: 67-69; 김헌, 「이소크라테스의 ‘트로이아 전쟁신화’해석」, 『서양고전학연구』제57
권, no. 2, 2018: 123-12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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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nedy 에 정면으로 반박한다. 『파네귀리코스』의 주장과 『헬레네 찬사』의 정치적 

메시지가 다르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또한 Norlin 은 이 작품이 현실에 유용한 교훈을 

전달하긴 하지만, 연설 전체가 정치적이기보다 "반쯤 진지한" 연설이라고 평한다. 심지어 

Blass 와 Mathieu 는 이 작품이 찬사 형식의 완벽함을 보여줄 뿐이며 "그 이상은 더 

없다(und nichts mehr als das)"고 평했다. 한편, Poulakos 의 논의는 정치적 해석보다 당대 

교육상을 반영하고 있다 분석하는 데에서 색다르다. 그는 이 작품을 정치적인 문서보다 

오히려 당대 그리스 교육계에서 플라톤 철학의 보편 진리 추구 경향을 비판하고 수사학을 

상징하는 헬레네를 찬양함으로써 당대 교육계에 수사학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고 

분석한다.19  

그러나 연구사를 조망하면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찬사라는 형식을 

정치적 메시지 전달의 걸림돌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시 말해 찬사와 정치적 메시지 

전달이 서로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되며 특히 한 몸체로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연설에서 어떤 행동이나 대상이 아름답다고 표현함으로써 정치적인 행동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반대로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고 역설함으로써 그 행위를 아름다운 

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도 『수사학』에서 찬사와 정치 연설이 

서로 말투(lexis)에서만 차이가 날 뿐이라 설명한다. 

칭찬과 조언들은 공통된 모습을 가진다. [의회 연설가가] 조언할 때, 

제시할 만한 [논지]들은 말투에서 바뀌어 찬사가 된다. 따라서 어떤 

성격의 사람이어야 한다거나 혹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연설가는 그 

일들을 제시하는 듯 말한 뒤, 말투로 바꾸어 돌려야 한다.  

... 따라서 [부각 연설가는] 칭송하길 원한다면, 제안할 만한 무언가를 

보아라. [반대로] 제안하길 원하면, 칭송할 만한 무언가를 보아라. 

ἔχει δὲ κοινὸν εἶδος ὁ ἔπαινος καὶ αἱ συµβουλαί. ἃ γὰρ ἐν τῷ 

συµβουλεύειν ὑπόθοιο ἄν, ταῦτα µετατεθέντα τῇ λέξει ἐγκώµια 

γίγνεται ἐπεὶ οὖν ἔχοµεν ἃ δεῖ πράττειν καὶ ποῖόν τινα εἶναι δεῖ, 

ταῦτα ὡς ὑποθήκας λέγοντας τῇ λέξει µετατιθέναι δεῖ καὶ 

 
19 Kennedy의 연구에 직접 반박하는 연구로 Heilbrunn, G., "The Composition of Isocrates' Helen",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vol. 107, 1977: 147-159 이 있다. 수사 능력 과시
의 성격으로 이해하려는 분석은 Livingstone, N., A Commentary on Isocrates' Busiris, Leiden: Brill, 
2001: 12-13; Poulakos, J., "Argument, Practicality, and Eloquence in Isocrates' Helen", Rhetorica 
vol. 4, no. 1, 1986a: 1-19 참조; cf. Blass, F., Die attische Beredsamkeit, II. Isokrates und Isaios, Leipzig: 
Teubner, 1892: 246; Buchheit, V., Untersuchungen zur Theorie des Genos Eptdeikitkon von Gorgias bis 
Aristoteles, München: Huber, 1960: 55-60; Mathieu, G., Isocrate, Discours, tome I-IV, Paris: Les 
Belies Lettres, 1929-1962: 153. 한편, Poulakos에 반박하자면, 당시 플라톤 교육의 지배력이 이소크
라테스로 하여금 자신의 교육론에 대해 옹호하는 글을 쓰게 할 만큼 위용을 펼치고 있었는지에 대
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Poulakos의 논의에 대한 반박은 Papillon, T. L., "Isocrates 
on Gorgias and Helen: The Unity of the" Helen", The Classical Journal 91.4. 1996: 379-3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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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τρέφειν … ὥστε ὅταν ἐπαινεῖν βούλῃ, ὅρα τί ἂν ὑπόθοιο: καὶ 

ὅταν ὑποθέσθαι, ὅρα τί ἂν ἐπαινέσειας.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1367b 37-1368a9) 20 

이렇듯 누군가를 찬양하는 것과 아름다움과 추함을 가려내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제안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리스토텔레스도 역시 2500 년 전 이해했다. 21 따라서 

『헬레네 찬사』 연구도 이소크라테스가 헬레네 찬양 논거들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제안한 점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지 '부각연설 아니면 정치연설'과 

같이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정견 전달의 방식을 특정 연설 형식에 가두어선 안 된다. 예컨대 

만일 우리가 권력에 탐착하는 정치 지도자에게 '권력에 탐닉하지 마십시오'라는 조언보다 

'꽃은 피고 지기에 아름답습니다' 라고 일갈한다면, 어떤 것이 더욱 효과적으로 청자에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물론 문맥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지만 후자가 비정치적인 말이라 

생각할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두번째로 주지해야 하는바, 『헬레네 찬사』에서 전하고자 하는 정치적 메시지 즉, 

'범그리스주의'가 항구적이고 단일한 이론이라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다. 22  그 까닭은 

이소크라테스가 평생 이 이론을 실현하기 위해 '시의 적절하게' 논조를 달리했기 때문이다. 

만일 Norlin 과 같이 『헬레네 찬사』의 일부만 '범그리스주의를 주장하는 문서이다' 라고 

결론 내린다면, 작품의 2/3 를 차지하는 범그리스주의를 언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신화들이 제 역할을 잃게 되며 이는 작품의 완전한 해석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리스인의 한 마음 한 뜻과 공동 원정으로 구성되는 이소크라테스식 

범그리스주의와 『헬레네 찬사』의 그것은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기에, 본고는 우선 작성 

연대의 역사적 배경을 살필 것이다. 이를 통해 『헬레네 찬사』 속 논지들과 시대상이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분석함으로써 이 작품이 가진 고유한 범그리스주의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먼저 찬사 형식과 논증에 집중함으로써 이소크라테스의 『헬레네 찬사』가 

공허한 말장난이 아닌 헬레네에게 씌워진 인습적 편견을 타파하고 새로운 생각의 물꼬를 

틔우는 연설이었음을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헬레네 찬양이라는 파격적인 주제에 이목이  

쏠린 곳에 던진 이소크라테스의 정치적 메시지를 살펴볼 것이다. 결국 『헬레네 찬사』의 

정치적 메시지란, '기원전 4 세기 초 내내 스파르타의 고압적 제국주의 정책에 짓눌린 

아테네인들은 다시 일어나 스파르타의 헤게모니를 빼앗고 범 그리스의 지도자가 되어 

 
20 이하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의 번역은 필자의 것이며, 원문은 Ross, W. D., ed. Aristotelis 
Ars Rhetoric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59를 참조함. 
21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부각 연설을 실용적이지(pragmatic) 않은 장르로 구별했다는 
Haskins의 비판은 이 구절을 통해 반박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로 세 장르의 연설을 엄
격히 나누지 않았다. 역시 이소크라테스도 부각 연설을 정견 전달의 플랫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cf. Haskins (2018), 245. 
22 이러한 경향 때문에, Heilbrunn이 이소크라테스 범그리스주의의 논조와 다른 작품들에서 주장
된 그것과의 논조가 다르다고 지적하며 이소크라테스 『헬레네 찬사』의 정치적 해석을 반박하는 
것이다. Heilbrunn의 주장과 본고의 반박은 본론에서 수행될 것이다. cf. Heibrunn(1977), 14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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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레네와 같은 이상적 그리스를 되찾고 범그리스주의에 입각한 페르시아 원정을 

추진하라'는 것이었다고 해석할 것이다. 본고의 연구는 지금까지 헬레네 찬양의 수사 

기법만을 주로 연구한 흐름에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발견한 몇 안 되는 사례가 될 것이며 

지금까지 깊게 다루어 지지 않았던 개별 논지들의 역사적-정치적 함의를 분석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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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헬레네 찬사』의 저술 배경 

1. 『헬레네 찬사』의 작성 연대 

이소크라테스가 연설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는 “시의 

적절함”(kairos)23이다. 다시 말해 이소크라테스는 연설들에 당대상에 대한 비판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관점(doxa)을 담아내야 한다고 곧잘 역설했다.24 따라서 『헬레네 

찬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예시(exemplum) 연설이었든 실연을 위해 발표 혹은 

발간된 연설문이었든, 『헬레네 찬사』에 당대 문제를 담아냈을 가능성은 적지 않다. 

그러므로 『헬레네 찬사』의 정치적 함의를 읽어 내기 위해 이 작품이 어떤 시대 아래에서 

작성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이소크라테스의 삶을 살펴보면, 그가 왜 당대의 문제 해결에 천착하는 글을 썼는지 

이해할 수 있다. 25 이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36 년 출생하여,26  431 년 시작된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404 년 아테네의 패전, 395 년 코린토스 전쟁, 357 년 동맹국 전쟁, 생을 마치는 

338 년의 카이로네이아 전투까지, 그리스 세계의 병란(兵亂)들과 몰락의 산증인이었다. 

그는 유년기에 유복하게 자랐으나 상기한 전쟁들로 인해 가세가 기울었고 

이소크라테스는 잠시 법정연설문 작가를 한 뒤, 기원전 390 년대 수사학 교사의 길에 

들어선다. 결국 그가 정치인이 아니라 수사학 교사였다 하더라도 아테네의 쇠락을 

관통하는 삶을 살아온 이소크라테스가 당대 그리스의 현실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교육계로 발길을 돌린 초창기의 이소크라테스는 기원전 380 년대 초반까지 자신의 

수사학 학교를 홍보하는 작품들을 썼다. 『소피스트들에 대하여』(Kata tōn Sophistōn) 와 

『부시리스』(Busiris)라는 작품이 그 시기의 대표작들이다. 『소피스트들에 대하여』는 

이소크라테스가 수사학 교사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쓴 작품이며 당대의 교육 행태와 

 
23  『소피스트에 대하여』17-18: "저는 연설의 이상적인 형식(idea)들을 잘 아는 것이란 각 사안
(pragmata)들에 어울리는 형식들 중 필요한 것을 골라내어 서로 잘 섞고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고 
더하여 상황에 맞는지에 틀림이 없어야 하며(ton kairon me diamartein), 반면 논거들(enthumema)
과 잘 맞게 연설문 전체를 장식하고 단어들로 리듬감 있고 음악을 하듯 말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안티도시스』10: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썼던 것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지금 이 연
설에 섞여 들어갔는데, 비논리적이거나 시의적절하지 않게 들어간 것은 없으며 , 지금 주제들에 적
절한 것들만 있습니다." 이하,『소피스트에 대하여』의 원문은 Drerup (1906)의 것을 참조했으며, 
필자의 번역이다. 
24 이소크라테스 철학에 대한 개요와 이상적인 연설가 상에 대해 김헌 (2013), 73-80 를 참조. 
25 이소크라테스의 생애와 저술 활동의 관계에 대해 김봉철 (2004), 23-88; Jebb (1876), 1-10를 참조. 
26이소크라테스의 생몰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비잔티움 제국 시대 만들어진 수다(Suda) 사전
에서 확인할 수 있다. cf. Suda On Line: Byzantine Lexicography 
(http://lexicon.katabiblon.com/suda) (최종접속: 2021년9월29일) 

http://lexicon.katabiblon.com/su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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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피스트들을 비판하는 한편, 이소크라테스식 교육이 아테네 교육계에서 군계일학임을 

강조한다. 27  『부시리스』는 이집트 신화 속 부시리스를 칭송한다. 부시리스는 

그리스인을 산제물로 바치다 결국 헤라클레스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는 신화 속 인물이다. 

이소크라테스는 악명높은 부시리스를 찬양의 대상으로 부각하면서 수사적 능력을 뽐내며 

학생들에게 교육 방식을 홍보했다.28     

이후 이소크라테스를 일약 인기 반열에 올려준 작품은 기원전 380 년의 

『파네귀리코스』였다 (김봉철 2004, 47). 이 연설문에서 그는 올륌피아 제전에 모인 

그리스인에게 범그리스주의 원정 즉, 그리스인이 "한 마음 한 뜻(homonoia)"이 되어 

"페르시아로 공동 원정(koinē strateia)"을 하자고 역설했다(이소크라테스『파네귀리코스』 

3). 또한 이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정치인이 되어 다른 폴리스들의 왕족을 이소크라테스 

학교에 소개했고 29 이를 통해 이소크라테스는 큰 부와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 시기부터 

그는 『니코클레스에게』(Pros Nikoklea)에서 이상적 군주론을 제시하고 

『플라타이코스』(Plataikos)에서는 당시 테베의 플라타이아 침입에 대해 규탄하는 등, 

정치적이고 당대 현안에 반응하는 작품들을 주로 썼다. 

상기한 저술 경향에 따라 이소크라테스의 『헬레네 찬사』의 연대 측정도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기원전 390 년대에서 380 년대 초반으로 저술 시기를 상정하는 

전통적인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적어도 기원전 385 년 이후나 370 년대에 쓰였다 하는 

입장이다.  

기원전 390 년이라는 전통적 견해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헬레네 찬사』의 저술 

목적이 『부시리스』와 마찬가지로 악명 높은 대상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소크라테스가 능력을 과시하고 학교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Jaeger 는 『파이데이아』(Paideia) 에서 『헬레네 찬사』의 도입부가 당대 소크라테스 

학파와 플라톤의 학교를 겨냥해 비판을 가하고 이소크라테스 학교의 차별점을 부각하는 

데 큰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Jaeger 는 『헬레네 찬사』가 기원전 390 년대 저술된 

『소피스트들에 대하여』와 더불어, 새로운 자신의 학교와 교육론을 홍보하는 문서로 

이해했다. 그런가 하면, 김봉철은 이 작품을 홍보문의 성격으로 전제하고 기원전 

 
27 『소피스트에 대하여』의 개략적 내용은 Jebb (1876), 127-133를 참조. 
28 『부시리스』는 편지 형태와 변론과 비판의 형태를 모두 갖고 있기에 이 작품이 교육용 자료로
서 사용되었는지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Livingstone (2001), 14-21에서 구조와 이소크라테
스의 의도에 대해 설명되고 있다. 요컨대, 『부시리스』의 형식를 따라 아마 학생들은 특정 연설문
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편지 형식을 통해 수사학을 연습했을 것이다. 
29 이소크라테스의 학교와 제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Usher, S., Greek Orators III: Isocrates: Panegyricus 
and to Nicocle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2-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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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년대의 저술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미 이소크라테스가 『파네귀리코스』로 자타가 

인정하는 시기, 굳이 학교의 홍보문을 쓸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30 

반면 적어도 기원전 385 년 이후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대체로 본론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생몰년을 특정함으로써 연대를 파악하고자 한다. 도입부에서 안티스테네스와 

고르기아스를 비판하며 이제는 늙어버렸다고 하는 바(이소크라테스 『헬레네 찬사』1), 

고르기아스가 기원전 380 년 31, 안티스테네스가 기원전 376 년에 사망한 것을 감안하면, 

기원전 390 년을 저술 시기로 주장하기엔 조금 이르다. 또한 Too 는 본론에서 스파르타에 

대한 과감한 공격을 주장하는 서술이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스파르타의 권력이 

절정에 이른 기원전 390 년대 후반에서 380 년대보다, 무력이 다소 완화된 기원전 

370 년대로 소급하고 있다.32  

그런데 기원전 390 년대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이소크라테스의 부각연설들과 

소피스트 비판 연설을 같은 시대에 묶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근본적으로 부각 연설은 

정치적 견해를 담는 도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원전 390 년대의 

『헬레네 찬사』는 홍보문의 성격으로만 이해됐다. 결국 도입부를 본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뒤 이은 논지들이 도입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본론은 어떤 의도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않게 만들었다(Livingstone 2001, 43; Jaeger  1986, 68).  

『헬레네 찬사』를 학교 홍보문으로만 국한하려는 시도는 같은 장르들을 묶고 싶어하는 

동기 이외에도 몇 가지 원인에서 기인한다. 하나는 『헬레네 찬사』의 도입부를 본론과는 

괴리된 것으로 이해했다는 점이다(Heilbrunn 1977, 157). 예컨대 홍보문 『소피스트들에 

대하여』와 유사하게 다른 소피스트들을 비판하고 있으니, 『헬레네 찬사』도 역시 

소피스트 비판문이자 홍보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곧 살펴보겠지만, 도입은 

본론과 괴리된 논의가 아니다. 도입부에서 이소크라테스의 비판은 다른 교육자들의 

교수법을 비판하지만, 그와 동시에 헬레네를 찬양하는 본론이 정치적일 것임을 규정하는 

일종의 설계도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반박하기 위해 우선 헬레네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도입부가 헬레네라는 주제와 관련이 깊을뿐더러, 전체적인 본론의 밑그림을 

 
30 국내에선 김봉철 (2004), 68 이 『헬레네 찬사』연대의 연구사를 정리하고 있으며, 기원전 390년
의 견해를 지지한다.  Heilbrun (1977), 153에서도 『부시리스』와 동시대인 기원전 390년에 저술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 외 다른 해석은 Eucken, Ch., Isokrates: Seine Positionen in der 
Auseinandersetzung mit den zeitgenossischen, Berlin: Philosophen. 1983: 44; Jaeger (1986), 67-68; 
Mathieu, G., Isocrate, Discours, tome I-IV, Paris: Les Belies Lettres, 1929-1962 에서 확인할 수 있다. 
Livingstone (2011), 43에선 양 이론에 모두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31 Drerup는 기원전 385년으로 추정한다. cf. Drerup (1906), CXXXII. 
32 기원전 385년 이후로 추정하는 견해는 김헌 (2019), 123-124; Drerup (1906), CXXII; Jebb (1897), 
102-106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Mirhady, D., Too, Y. L., Isocrates I,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2000: 32도 기원전 370년대로 추정하며, 역사적 연관성에 관한 연구로는 Ostwald 
(1994), 59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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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자타가 수사적 능력을 인정하는 기원전 

380 년대 후반, 이소크라테스가 능력을 선보이는 일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김봉철의 

추정은 이소크라테스의 개인적 동기를 섣불리 재단한 것일 수 있다. 이소크라테스가 

그리스인들에게서 비로소 인정받았을 때, 헬레네를 찬양하는 파격적 시도를 통해 시선을 

집중시켜 정견을 전달하고자 했을 수도 있지 않은가?  

마지막 이유는 연구자들이 이소크라테스의 범그리스주의를 단일하고 경직된 몇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사상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특히 본론의 테세우스 신화가 

문제시되었다. 테세우스 서사는 범그리스주의와 크게 관련 없고 학생들에게 도덕적 

모범을 제공하기 위한 사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점 때문에 

범그리스주의라는 정견을 전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33 이는 범그리스주의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기'와 '공동 원정'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된다.  실은 

테세우스 신화를 통해, 이소크라테스는 당대 아테네인을 위한 정치적 혜안을 제공한다. 이 

논의는 범그리스주의의 구성요소로 흔히 알려진 것과는 다소 동떨어진 논의였고 

처음으로 테세우스가 헬레네 찬양을 위해 사용된 경우였으니, 이를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하기보다 수사적 논증 방식에 집중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물론 『헬레네 찬사』가 학생들을 위해 쓰인 시범 연설문이었는지 당대 민중을 위해 

실연을 위한 것이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하지만 어떤 형식으로 의도되었든 본고는 이를 

홍보문의 성격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당대 현안에 깊은 관심을 보이던 이소크라테스가 

기원전 370 년대『헬레네 찬사』를 통해, 수사적 능력을 과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숭고함(semnia)과 진지함(spoudaia), 정치성(politikos)이 담겨있는 찬사가 가능함을 

보여주려 했다고 본고는 주장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해서 기원전 370 년이라는 저술 연대는 어떻게 확증되는가? 이를 확증하려면 

결국 본론에서 기원전 380 년대 후반에서 370 년대 초의 상황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왜 이소크라테스가 

범그리스주의 원정과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 아테네를 칭송했는지 알아보는 한편, 기원전 

370 년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본론의 정치적 메시지 분석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33 특히, Bons의 연구는 이소크라테스는 핀다로스의 격언시와 같은 글을 쓰고자, 테세우스를 모범
적 인물로 탈바꿈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Bons의 주석서는 유일한 『헬레네 찬사』의 주석서로 
테세우스 서술의 수사적-교훈적 측면에 집중하여 분석하고 있다. cf. Bons (1997), 17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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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술 당시 그리스의 역사적 배경  

그렇다면 이소크라테스가 『헬레네 찬사』를 썼던 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그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우선 기원전 4 세기 전반의 분위기를 거시적으로 조망하고 그에 대한 

이소크라테스의 전반적인 대안과 태도를 간략하게 요약할 것이다. 다음으로 『헬레네 

찬사』가 저술된 기원전 370 년대 전후의 상황을 조망하여, 『헬레네 찬사』에 담긴 

시대상 비판과 정견을 가늠할 역사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기원전 404 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스파르타의 승리로 막을 내리며 그리스에 장기 

평화가 찾아올 듯 보였다. 그러나 기원전 4 세기는 거의 끊임없는 분쟁의 시기였으며 

그리스 지도자들은 그리스의 헤게모니를 안정적으로 쥐고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이 없었다. 

수십 년 동안 새로운 권력과 지도자들이 그리스의 패권을 차지했고 얼마 안 돼 덧없이 

스러졌다. 이러한 혼돈의 원인들 중에서 특히 페르시아의 그리스 정세 개입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34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특정 폴리스가 그리스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 하면, 

다른 경쟁 폴리스에게 재정, 군사 지원을 암암리에 제공했고 얼마 안가 다시 내분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소크라테스는 그리스의 끊임없는 내분을 타개할 방도로, 

'범그리스주의 원정'을 내세운다. 35  이소크라테스식 범그리스주의 원정이 무엇이고 그 

원인이 페르시아의 음모 때문이라는 것은 연설문 『파네귀리코스』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다.  

  

 
34 Hornblower는 그리스-페르시아 전쟁 이후 페르시아의 대그리스 정책의 동기를 규명하기 힘들
다고 설명한다. 그는 페르시아가 왕정이나 과두정을 그리스에 강요하려 한 것인지 혹은 한세기 전
과 같이 정복을 노리고 있었던 것인지는 확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개 그리스 측의 사료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페르시아가 그리스의 특정 폴리스를 단독 
지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페르시아는 스파르타뿐만 아니라 아테네, 테바이, 이오니아의 여러 
군소 폴리스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며, 그 동기는 이간질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은 
그리스측 자료들에서 확실히 드러나 있다. 예컨대 스파르타에 대한 지원은 크세노폰 『헬레니카』
5.1.36, 테바이에 대한 지원은 같은 책7.1.33-38, 아테네와의 제휴는 이소크라테스 『판아테나이코
스 』160에서 알 수 있다. 페르시아의 대그리스 정책의 본질(nature)에 대한 분석은 Simon 
Hornblower, “Persia”,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edited by D. M. Lewis et al. 2nd ed. vol. 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50-64를 참조.   
35 이소크라테스의 범그리스주의는 독창적인 내용이 아니다. 이미 이전부터 페르시아에 대한 적개
심과 원정 논의는 있어왔고 이소크라테스는 이를 다소 보완하여 그리스의 주요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 주장했다. 범그리스주의라는 개념의 역사와 그 배경에 대해선 Perlman, S., "Panhellenism, the 
polis and imperialism", Historia: Zeitschrift für Alte Geschichte H. 1 1976: 1-30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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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방인[페르시아]을 상대로는 전쟁을 하되 우리 자신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될 것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재산을 늘리는 데에는 조금도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정의 그 

자체를 살펴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상대로 전쟁을 치러야만 

하겠습니까? 이전에도 그리스에 못된 짓을 저지르고 지금도 음모를 

꾸미며 언제나 우리를 향해 그런 태도를 취하는 자들[페르시아]을 

상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소크라테스 『파네귀리코스』 3; 183)36 

 이소크라테스는 진정으로 그리스인들 사이의 내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서로 '한 마음 한 뜻'(homonoia)이 되어, 분쟁의 원인인 페르시아를 침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범그리스주의 원정으로 기원전 4 세기 그리스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평생에 걸쳐 이 정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당대 시대상에 알맞게 변용했다(김봉철 2004, 242). 예를 들어, 때로는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협력을 권장하며 원정을 떠날 것을, 때로는 페라이 참주 이아손과 쉬라쿠사이의 

왕 뒤오니시오스에게, 혹은 북쪽 마케도니아의 왕 필립포스에게 원정의 지도자로 

옹립하고자 하며 이소크라테스의 꿈을 실현하고자 분투했다.37 

앞서 『헬레네 찬사』의 작성 연대인 기원전 370 년대 초반에도 그는 시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역시 범그리스주의 사상을 제안했다. 당시의 이소크라테스는 어떠한 

방식으로 범그리스주의 원정을 주창했을까?  

우선 기원전 380 년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시절은 스파르타의 "패권이 모든 면에서 

튼튼하고 안전하게 자리를 잡았던" 시기였다 (크세노폰 『헬레니카』(Hellenika) 5.3.27). 38  

기원전 404 년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스파르타를 맹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국들 

사이의 불화가 있었고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은 아테네, 테바이, 코린토스 연합이 맞붙은 

기원전 395 년 '코린토스 전쟁'이 발발한다. 그러나 이 전쟁은 뚜렷한 승자없이 10 년 가까이 

진행되었다. 내부 반란 세력을 진압해야 했던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재건을 우려한 

페르시아는 다시금 결탁하여 평화 조건을 내걸었다(크세노폰 『헬레니카』29-30). 

스파르타와 페르시아가 다시 손을 잡자, 다른 폴리스들은 어쩔 수 없이 페르시아 왕 

 
36 이하, 『파네귀리코스』의 번역으로 이소크라테스 외, 『그리스의 위대한 연설(파네귀리코스)』, 
김헌 외 역, 서울: 민음사, 2015의 역본 인용. 
37 이소크라테스가 각 지도자들에게 범그리스주의를 제안한 배경과 그 결과는「이소크라테스의 범 
(汎) 그리스주의」, 『인문논총』제72권, no. 3, 2015: 63-68을 참조. 
38 이하 번역으로 크세노폰, 『헬레니카』, 최자영 역, 서울: 아카넷, 2012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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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타크세륵세스가 제안한 평화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협정은 그리스인에게 

전혀 좋은 것이 아니었다. 협정의 내용은 이렇다.  

(페르시아) 왕 아르타크세륵세스는 아시아의 도시들, 그리고 섬들 

가운데 클라조메나이와 키프로스가 왕에게 속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나머지 그리스인 도시는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자치를 

하되, 렘노스, 임브로스, 스키로스는 그 전처럼 아테나이에 속한다. 

나(왕)는 이에 반대하는 자가 있으면, 찬성하는 자와 합세하여 육지와 

바다, 배와 자금을 동원하여 싸울 것이다.  

(크세노폰 『헬레니카』 5.1.31) 

일명 '왕의 평화'라 불리는 이 협정은 한 세기 전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에서 지키려 했던 

이오니아와 퀴프로스를 페르시아의 손에 넘겨주었고 그리스인이 주체적으로 평화에 이른 

것이 아니었다. 페르시아 왕의 엄포로 각 폴리스의 자치(autonomia) 존중이 결정된 것뿐만 

아니라 39 페르시아에 그리스 반도로 군사 개입의 명분을 주었던 협정이었다. 한 세기 전 

페르시아를 맞아 옥쇄한 그리스인의 선조 입장에선 통탄할 노릇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굴욕적인 조약은 스파르타의 평판을 추락시켰다. 다른 그리스 폴리스들은 스파르타가 

소아시아의 그리스 폴리스들을 페르시아에 팔아 넘겼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스파르타 왕 

아게시폴리스도 그들이 주도한 협정으로 인해 스파르타를 향한 평판이 좋지 않다고 

우려할 정도였다(디오도로스 『역사총서』(Bibliotheca historica) 15.19.4).   

그러나 Seager 가 알맞게 표현하듯, 스파르타는 '왕의 평화' 이후에도 그리스의 여론은 

아랑곳 않고 "인정사정없이 확장주의(imperialism)에 전념하고 평화를 무시했다." 40  

기원전 385 년, 스파르타는 우선 코린토스 전쟁 당시 스파르타 지원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동맹국을 처벌하는 데 집중했다. 스파르타는 이웃도시 만티네이아의 방어시설 해체를 

지시했고 이에 불복하자 원정대를 파견해 도시를 파괴했다. 이는 폴리스의 자치 존중 

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의 한 사례일 뿐이었다. 스파르타의 만용은 이웃도시에만 

해당하지 않았다. 3 년 후인 기원전 382 년, 스파르타는 마케도니아와 올륀토스 사이의 

국지적 분쟁에도 개입하여 트라키아에서의 통제권을 거머쥐려 했다. 이를 위해 동맹국, 

특히 테바이에 증원군 징집을 강요했다. 테바이로서 이는 자치 협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동료 폴리스에 대한 침략을 강요받는 것이었다. 

 
39  '왕의 평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같은 책, 5.1.21를, 그 외 1차 사료로 디오도로스
(Diodorus) 『역사총서』를, 디오도로스의 원문과 영역으로 Oldfather C. H., Diodorus Siculus: 
Library of History vol. 4, London: Heinemann, 1989을 참조. 
40 Seager (1994), 162: "ruthless dedication to imperialism and her contempt for the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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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스파르타의 가장 노골적이며 터무니없는 평화조약 침해 즉, 자치권 침해는 

테바이 과두정 쿠데타를 지원한 데 있었다. 당시 테바이 내에선 스파르타를 위한 지원 파병 

문제를 두고 과두정파와 민주정체파의 대립이 극심했는데, 과두파의 거두 

레온티아데스(Leontiades)는 올륀토스로 이동 중인 스파르타군과 결탁하고 도시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정체파를 체포하거나 추방했기 때문이다.41  

이소크라테스는 『파네귀리코스』에서 상술한 스파르타의 만용들을 모든 그리스인이 

모인 자리에서 비판하고 있다.  

그들[스파르타인들]은 도시국가[폴리스] 체제와 전쟁을 벌이고 독재 

정권의 성립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들은 평화조약이 이미 

체결되었는데도 만티네아 사람의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고 테베의 

카드메이아를 점령하였으며 지금은 올륀토스와 플리우스 사람을 

봉쇄하여 괴롭히고 있습니다. 반면 ... 아시아를 통치하는 

이방인[페르시아 제국]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패권을 

가능한 한 최대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소크라테스 『파네귀리코스』 125-126) 

요컨대 기원전 387 년 왕의 평화 협정부터 기원전 370 년대에 이르기까지, 스파르타는 

평화를 무시하고 "아시아의 그리스 폴리스들을 페르시아에 넘기고 그리스 반도 전역의 

폴리스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던" 도시로 낙인이 찍혔다(디오도로스 『역사총서』 

15.19.4). 다시 말해 기원전 370 년대 스파르타의 힘은 외적으로 튼튼하고 안정적인 것처럼 

보였을 수 있지만, 그들의 패악들은 쌓이고 쌓여 그리스 전역에 쓰라린 분노를 

불러일으켰다.42  

스파르타의 고압적 행동에도 불구하고 아테네는 초기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표면적으론 왕의 평화 협정을 준수한다는 명목에서 기인하나 실은 

스파르타에 비하면 초라한 아테네의 군사력과 경제력의 약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43 

 
41 직접 인용된 구절들과 코린토스 전쟁 이후의 역사적 배경과 해석에 관해 김봉철 (2004), 89-138; 
김진경, 『고대 그리스의 영광과 몰락』, 파주: 안티쿠스, 2009: 284; Seager, R., “The King's Peace 
and the Second Athenian Confederacy”,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edited by D. M. Lewis et 
al., 2nd ed. vol. 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156-186을 참조.  
42 테바이의 과두정 쿠데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들은 크세노폰 『헬레니카』5.1-3; 디
오도로스 『역사총서』19-20; Seager(1994), 160-162 참조.   
43 380년대, 아테네 대외 정책의 소극적 성격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차이가 있
다. 당대 아테네는 페르시아와 스파르타의 결탁을 막아낼 만큼 군사력이 강하진 않았지만, 390년대 
코린토스 전쟁을 통해 어느정도 군사력은 회복한 상태였다. 따라서 아테네는 페르시아가 자신의 
성장을 우려한 나머지 스파르타와 결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왕의 협정을 지키는 모양새를 취하면
서도, 스파르타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궁극적으로 지배권을 공유함으로써 페르시아를 공격하려
는 계획을 입안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아테네의 전략이 잘 반영된 저작으로 Hamilton은 이소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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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385 년까지만 해도, 만티네이아와 올륀토스의 지원 요청을 거절한 것이 반증이다. 

그러나 아테네는 공개적인 군사 지원을 하지 않았을 뿐, 차츰 다른 폴리스와의 동맹관계를 

구축하며 제 2 델로스 동맹을 외교적으로 조직하고 있었다. 44  아테네는 스파르타가 

폭압적인 행동으로 그리스 폴리스들의 호의를 잃는 동안 자신들의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던 것이다. 예컨대 만티네이아의 피난민들을 아테네에 받아주었고 

테바이의 과두 쿠데타로 망명한 테바이의 정치 인사를 받아주었다. 또한 기원전 379 년 

아테네에서 망명중인 테바이의 민주정체 세력들이 계획한 쿠데타를 몰래 지원함으로써 

테바이의 과두파를 축출하고 민주정을 이식하려 했다. 그런데 아테네가 외교적으로 

선행을 지속하던 기원전 378 년, 스파르타의 총독(harmostes) 스포드리아스(Sphodrias)가 

페이라이우스 항구를 선전포고 없이 기습적으로 약탈한 것이 뇌관이 되어, 아테네는 

명목상의 평화 정책을 버리고 해군을 재무장하기 시작한다. 이로써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침략에 맞서 자유와 자치를 수호하는 제 2 델로스 동맹의 "지도자"(hegemon)로 부활할 

명분이 마련된 것이다.45 

 바로 다음 해인 기원전 377 년 겨울, 아테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법령' 46 을 

통과시킴으로써 제 2 델로스 동맹을 구성했다. 이 법령을 통해 더 많은 도시가 연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아테네는 기원전 5 세기 델로스 동맹의 독단적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자유와 자치의 원칙에 대한 헌신을 약속했다. 디오도로스는 동맹국들을 향한 아테네인의 

변화된 태도를 이렇게 묘사한다.  

그들[아테네인들]은 식민지 개척자들에 의해 빼앗긴 땅을 이전 

소유주에게 돌려주기로 투표했고 아테네인은 아티카 이외의 땅을 

경작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관대한 행동으로 

아테네인들은 그리스인들의 호의를 바로잡고 자신들의 지도력을 

더욱 확고히 했다.  

 
테스의 『파네귀리코스』를 들고 있다. 이소크라테스의 『파네귀리코스』와 비문을 자료 삼아  기
원전 390년에서 380년대 이르기까지 아테네의 외교 전략은 Hamilton (1980)에서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cf. Hamilton (1980), 97-98. 
44 김봉철은 아테네의 제2 델로스 동맹의 조직이 기원전 378년의 '스포드리아스 약탈' 사건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테네의 해군 재무장과 군사적 행동의 시작은 기원전 378년에야 
표면화된 것이며, Seager는 아테네가 이미 기원전 380년대부터 외교를 통해 제 2델로스 동맹을 조
직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필자도 Seager의 의견을 지지했다. 왕의 평화 이후 10년간 아테네 정책 
해석의 온도차에 관해 김봉철 (2004), 287-288; Seager (1994), 166-167을 참조. 
45 기원전 5세기의 델로스 동맹과 달리, 아테네는 조약에서 동맹국들의 "자치"(autonomia)와 "의결
의 평등"(isos phsephos)을 강조했다. 제2 델로스 동맹의 구체적인 내용은 디오도로스 『역사총서』
15.28.3-4를 참조. 
46  아리스토텔레스 법령에 새겨진 구체적인 내용은 PHI Greek Inscription 
(https://inscriptions.packhum.org) 의 IG II² 43 PH 2261을 참조. (최종접속: 2021년9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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ἐψηφίσαντο δὲ καὶ τὰς γενοµένας κληρουχίας ἀποκαταστῆσαι 

τοῖς πρότερον κυρίοις γεγονόσι, καὶ νόµον ἔθεντο µηδένα τῶν 

Ἀθηναίων γεωργεῖν ἐκτὸς τῆς Ἀττικῆς. διὰ δὲ ταύτης τῆς 

φιλανθρωπίας ἀνακτησάµενοι τὴν παρὰ τοῖς Ἕλλησιν εὔνοιαν, 

ἰσχυροτέραν ἐποιήσαντο τὴν ἰδίαν ἡγεµονίαν. 

(디오도로스 『역사총서』 15.29.8)47 

아리스토텔레스 법령은 제 2 델로스 동맹의 기본 목표를 다시 정했다. 그것은 

스파르타인의 압박을 멈추고 동맹국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영토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한 동맹국은 자신이 원하는 법률을 가질 수 있었고 아테네에 동맹국 기금을 

바치지 않아도 되었다. 게다가 아테네는 회원국의 영토에 있는 사유 재산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했고 아테네 시민은 어떤 방법으로든 동맹국의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동맹에 관한 모든 안건은 아테네 법정에서 단독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닌 

동맹국 회의(synedrion)에서 심리해야 했다.  

한 세기 전 동맹 기금 납부와 단독 지휘권에 집착했던 아테네와 달리, 기원전 370 년대의 

아테네는 동맹국들의 자치와 자유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금 그리스의 지도자로 

거듭나려 애썼다. 그러나 스파르타는 여전히 군사적으로 강성하다는 현실 또한 아테네를 

마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을 이소크라테스도 『헬레네 찬사』에 충분히 반영했는지 분석할 

것이다. 실제로 그는 본문에서 스파르타의 행태를 엄중히 비판하는 동시에, 아테네인에게 

스파르타가 강성하지만 이길 수 있다는 생각과 그리스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충분한 

능력과 자격이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자신들의 과거와 스파르타를 반면교사로 삼은 

행동 준칙들을 제안한다. 

   

 
47 Oldfather (1989)의 원문을 참조한 필자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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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도입부 분석: 헬레네 없는 『헬레네 찬사』 

1. 소피스트를 향한 조언 (『헬레네 찬사』 1-16) 

이러한 배경 아래에 쓰인 『헬레네 찬사』의 첫머리는 당대 정치 상황에 대한 암시나 

헬레네에 대한 언급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도입부는 헬레네를 언급하기는 커녕 

소피스트 비판(1-7)과 찬사 작가 비판(8-15)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이소크라테스는 옛 소피스트들을 비판한다. 특히 이소크라테스 전(前) 세대에 

활동하던 소피스트들의 목록이 언급된다. 예컨대 안티스테네스와 퀴니코스 학파, 

프로타고라스, 메가라 학파의 에우클레이데스, 고르기아스, 제논, 멜리소스 등이 비판 

대상이다.48 이소크라테스는 그들의 "기이하고 비상식적인 글감"(hypothesin atopon kai 

paradoxon) 선정과 "꼬치꼬치 따지는 일"(terthreia) 같은 교육 방식을 비판한다. 그는 

그러한 주제의 글들은 "들어줄 만"(anektos)하다고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결국 

"무익"(periergia)하고 "골칫거리"(pragmata) 작품일 뿐이라 일갈한다. 뿐만 아니라 옛 

소피스트들의 시도들이 이미 무익하다고 판명되었음에도, 여전히 그런 "주제"(topos)에 

소일하는 당대 소피스트들도 "현실적인 일[논의]들(erga)" 사이에서 시종일관 논박 

당한다고 꼬집는다(1-4). 

그러나 이소크라테스는 이들을 비판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실은 교육계에 함께 몸담은 

사람으로서 교육자가 다루어야 할 주제와 목표에 대해 조언한다. 

[소피스트들은] 폴리스 생활을 하며 실천하는 일들에 관해 제자들을 

교육해야 하며 그 실천적인 일들에 대한 경험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하를 마음속에서 깊이 유념하면서 말이죠. 쓸모없는 일에 정확한 

앎을 형성하는 것보다 유용한 일에 관해 공명관대하게 관점을 

형성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것입니다. 또 중대한 일을 다루며 작은 

진전이라도 이루는 편이 훨씬 강력합니다. 오히려 삶에 한갓 도움도 

되지 않는 작은 일들에 아주 남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말입니다.  

(δεῖ) περὶ τὰς πράξεις ἐν αἷς πολιτευόµεθα, τοὺς συνόντας 

παιδεύειν, καὶ περὶ τὴν ἐµπειρίαν τὴν τούτων γυµνάζειν, 

ἐνθυµουµένους ὅτι πολὺ κρεῖττόν ἐστι περὶ τῶν χρησίµων 

ἐπιεικῶς δοξάζειν ἢ περὶ τῶν ἀχρήστων ἀκριβῶς ἐπίστασθαι, 

καὶ µικρὸν προέχειν ἐν τοῖς µεγάλοις µᾶλλον ἢ πολὺ διαφέρειν 

ἐν τοῖς µικροῖς καὶ τοῖς µηδὲν πρὸς τὸν βίον ὠφελοῦσιν.  

 
48 이소크라테스가 묘사하는 인물들에 대해 Mirhady, D., Too, Y. L., Isocrates I,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2000: 31-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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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크라테스 『헬레네 찬사』 4-5) 49 

이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이 들어줄 만한 글을 쓰지만 무익한 글감을 선택하는 것에 

아쉬워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주제 선정 방식과 방향성을 조언한다. 그 조언은 폴리스 

생활에 관련된 중대한 일을 주제로 삼고 제자들이 "공명관대한"(epieikēs) 관점을 

형성하게끔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자면 이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 

비판을 통해 자신을 차별화하고 홍보하려 한 것이 아니라 동료 의식을 갖고 따끔하게 

조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소크라테스는 옛 소피스트들에 영향받은 당대 찬사 작가들에 대한 

조언으로 옮겨간다. 앞서 말한 소피스트들에 영향받은 일명, '신 소피스트'들은 아테네 

젊은이들이 유용하진 않지만 신박한 논증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공적인 일과는 

상관없는 “논쟁에 관한 철학”(peri tas eridas philosophia)만 가르치고 있었다(6-7). 논쟁에 

관한 철학은 이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이렇게 언급된다. 

또한 소피스트들이 하도 거짓말만 향상되게끔 만들어서 벌써 일부는 

소피스트들에게 이득을 얻었다 생각하고 구걸하고 추방된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보다 훨씬 더 질투 받을 정도로 좋은 삶이라는 

내용의 작품들을 써보려 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소피스트들은 만일 

그들이 무익한 사안에 무언가 말할 거리가 있을 때, 비로소 훌륭한 

것들에 대해서도 쉽게 말할 수 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하기까지 

합니다. 

τοσοῦτον δ᾽ ἐπιδεδωκέναι πεποιήκασι τὸ ψευδολογεῖν ὥστ᾽ ἤδη 

τινές, ὁρῶντες τούτους ἐκ τῶν τοιούτων ὠφελουµένους, 

τολµῶσι γράφειν ὡς ἔστιν ὁ τῶν πτωχευόντων καὶ φευγόντων 

 
49 Drerup (1906)의 원문을 참고한 필자의 번역이다. Drerup는 Bekker 의 Γ 판본을 주요 저본으로 
삼았다. Γ판본은 오래되었지만 현재까지 이소크라테스의 텍스트 중 가장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소크라테스 텍스트에 대한 가장 최근의 비판 정본은 2003년 Mandilaras가 
Teubner사에서 출판했다. 그러나 Stefano는 이 판본의 중대한 오류들을 지적했다. 그는 Mandilaras
판이 Drerup판보다 많은 파피루스와 필사본들을 다루고 있지만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비판 정본
에 어떻게 적용되고 문헌적 논란을 판단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게 되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
적했다. 또한 수많은 오타들과 부정확한 라틴어 사용이 발견되었으며, 필사본 전승 계보도(Stemma 
Codicum)는 크게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Mandrilars판은 판매 중지된 상태인 반면, Georg 
Olms 출판사가 Drerup의 판본을 수정하여 다시 출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고는 Stefano가 언급
하듯 "기념비적인 판본"(monumentale edizione)인 Drerup의 판본을 번역 텍스트로 삼았다. 하지
만 필요하다면 Mandrilars가 추가적인 자료들을 언급한 비판 장치도 참고했다. Γ 판본을 처음으
로 발견한 Bekker 와 판본의 신뢰성에 관해 Drerup (1906), LXV-LXVIII을 참조. 다른 필사본 및 주
석서들의 사정은 Nornlin (1926), 46-51 참조. Mandilaras의 판본에 대한 분석은 Stefano 
M.T. "Isocrates, Opera omnia. Edidit Basilius G. Mandilaras Tempesta", Gnomon vol 78. 2006: 583-
59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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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ίος ζηλωτότερος ἢ τῶν ἄλλων ἀνθρώπων, καὶ ποιοῦνται 

τεκµήριον ὡς, εἰ περὶ πονηρῶν πραγµάτων ἔχουσί τι λέγειν, 

περί γε τῶν καλῶν κἀγαθῶν ῥᾳδίως εὐπορήσουσιν. 

(이소크라테스 『헬레네 찬사』 8) 

이에 이소크라테스는 무익한 주제를 칭송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고 그 방식을 "찾기도, 

배우기도, 흉내내기도"(oute eurein oute mathein, oute mimesasthai) 어렵지 않다고 

반박한다. 또한 소피스트들은 마치 운동 선수가 하급자들과 경쟁하며 센 척하는 모습과 

같이, 경쟁자가 없는 "끔찍한 [주제들]"(symphora)을 다루며 의기양양한 것뿐이라고 

일갈한다. 이소크라테스는 이 소피스트들에게 모두가 경쟁적으로 다루는 현실적인 

주제들 사이에서 군계일학이 되어야 한다고 충고한다(9-10). 그리고 진정한 찬사를 쓰는 

방식에 대하여 조언한다.  

허나 모두가 공유하고 신뢰할 수 있는 ... 연설은 배우기 어려운 

수많은 연설을 이루는 요소들과 적절한 시기에 파악하는 능력을 

통해야만 발견되고 논의될 수 있습니다. [연설의 요소들을] 배열하는 

것도 몹시 어려운 일이죠. [연설을] 장엄하게 만드는 것이 탐구하는 

것보다 진지하게 만드는 것이 장난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처럼 

말이죠.  

οἱ δὲ κοινοὶ πιστοὶ … τῶν λόγων διὰ πολλῶν ἰδεῶν καὶ καιρῶν 

δυσκαταμαθήτων εὑρίσκονταί τε καὶ λέγονται, καὶ τοσούτῳ 

χαλεπωτέραν ἔχουσι τὴν σύνθεσιν, ὅσῳ περ τὸ σεμνύνεσθαι τοῦ 

σκώπτειν καὶ τὸ σπουδάζειν τοῦ παίζειν ἐπιπονώτερόν ἐστιν.  

(이소크라테스 『헬레네 찬사』 11) 

지금까지 이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들에게 했던 두 가지 가르침을 정리해보자면 이렇다. 

찬사는 시의 적절하고 장엄하며 진지하게 만들어야 하고 중대하고 상식적인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 또한 찬사의 목적이 폴리스 생활의 이익을 가져오고 청자에게 

공명관대한(epieikēs) 관점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 이소크라테스가 도입부에서 전하고 

있는 조언이다.   

이소크라테스는 뒤이어 좋은 찬사의 예시로, 고르기아스가 쓴 『헬레네 찬사』를 

칭찬한다. 고르기아스는 "출생이나 아름다움 그리고 명성에 있어 누구보다 남달랐던"(14) 

헬레네를 찬사의 주제로 선정했기 때문이었다. 앞서 고르기아스를 『무에 대하여』(To me 

on)와 같이 무익한 작품을 썼다고 비판한 것과는 대조적일뿐더러, 일견 도입부의 후반부와 

전반부의 논의가 괴리된 것처럼 보인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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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곧바로 고르기아스는 찬사라는 제목과 달리 내용은 변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비판받는다. 이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진정한 찬사란 "남다르게"(diapherōn) 훌륭한 

인물을 칭찬하는 것이지, 잘못한 사람을 두둔하는 연설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 뒤, 

이소크라테스는 말로만 비판하지 않고 그 예시를 보여주겠다고 공언하며 헬레네 찬양에 

돌입한다(15).  

도입부를 읽다 보면 찬양 대상인 헬레네는 보이지 않을뿐더러 역사적 배경에 대해 

분석한 것이 무색해질 정도로 당대 정치상에 대한 암시는 찾기 힘들다. 특히, 도입부의 

초반은 헬레네 찬양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인다. 도입부 초반의 소피스트 비판은 후반의 

찬사 작가 비판과 어떤 연관이 있으며 청중 혹은 독자 50에게 어떤 효과를 낳고 있는가? 

  

 
50 『헬레네 찬사』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에 따라 수용자에 대한 표현을 달리해야 한다. 실
연 되었다면, 응당 피전달자를 '청중'으로 불러야 한다. 그러나 『헬레네 찬사』 에는 말하기에는 유
독 긴 문장이 특히 많이 등장한다(18-20; 31-34; 41-44). Bons는 이를 통해 이소크라테스가 실험적인 
긴 도미문(periodic sentence)을 통해 문체를 과시하고자 했다고 분석한다. Bons는 실험적 문체의 
배경을 기원전 4세기 그리스의 책 문화의 발달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따라서 책 문화에서 기인한 
구어체에서 먼 긴 문장은 이 글이 연설용으로 쓰이기보다 교육이나 읽기용으로 저술된 것 같다. 그
러나 이소크라테스의 다른 저작 『필립포스에게』 3-4에서 읽기용 연설문이 "수익을 올리는 것
"(ergolabia)에나 적합하다는 언급한 것을 보면, 그는 읽기용 연설문에 긍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았
다. 역사가이자 수사학 교사 디오뉘시오스(Dionysius Halicarnassus, 기원전 1세기 경)가 『이소크
라테스에 대하여』(De Isocrate) 2장에서 그의 긴 문장이 법정 연설에나 적합하다고 지적한 바를 고
려한다면, 긴 문장이 연설 자체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짓는 것은 어렵다. 또한 Usher는 『헬레네 
찬사』에서 이소크라테스의 문체가 『부시리스』에서 만큼 길거나 복잡하지 않기에, 다른 저작들
에 비해 비교적 덜 문어적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헬레네 찬사』는 충분히 실연될 수 있었을 것이
기에, 『헬레네 찬사』의 수용자를 '청자'로 칭하기로 한다. cf. Bons (1997), 41-42; Usher, S., "The 
style of Isocrates",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Classical Studies 20. (1973),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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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입부와 본론은 묶여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헬레네 찬사』의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부각 연설의 도입부에선] 말하고 싶은 것을 당장 말하고 나서 주제를 

제시하고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실제로 모든 [부각] 연설가가 

그렇게 한다. 예를 들어 이소크라테스의 『헬레네 [찬사]』의 

도입부가 그렇다. 논박들과 헬레네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기 

때문이다. 허나 이야기가 옆길로 샐 경우， 그것이 연설 전체가 

단조로운 것보다 더 적절하다. 

τὸ μὲν οὖν προαύλιον ὅµοιον τῷ τῶν ἐπιδεικτικῶν προοιµίῳ: καὶ 

γὰρ οἱ αὐληταί, ὅ τι ἂν εὖ ἔχωσιν αὐλῆσαι, τοῦτο 

προαυλήσαντες συνῆψαν τῷ ἐνδοσίµῳ, καὶ ἐν τοῖς ἐπιδεικτικοῖς 

λόγοις δεῖ οὕτως γράφειν, ὅ τι ἂν βούληται εὐθὺ εἰπόντα 

ἐνδοῦναι καὶ συνάψαι, ὅπερ πάντες ποιοῦσιν. παράδειγµα τὸ 

τῆς Ἰσοκράτους Ἑλένης προοίµιον: οὐθὲν γὰρ κοινὸν ὑπάρχει 

τοῖς ἐριστικοῖς καὶ Ἑλένῃ. ἅµα δὲ καὶ ἐὰν ἐκτοπίσῃ, ἁρµόττει, καὶ 

μὴ ὅλον τὸν λόγον ὁµοειδῆ εἶναι.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3 권 1414b23-29) 

 아리스토텔레스는 『헬레네 찬사』의 도입부의 내용이 본론과 공통점(koinon)이 없다고 

보았다. 언뜻 본다면, 도입부는 헬레네가 전혀 언급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보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각연설의 특징이며 연설 전체를 한 인물과 주제로 일관하는 것은 

연설이 단조롭게(homoeidēs)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분석은 이후 연구자들이 『헬레네 찬사』의 도입부가 본론의 헬레네 

찬양과 전혀 무관하며 본론의 어떤 논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다고 해석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51 예컨대 고대 로마 제국의 수사학자 퀸틸리아누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을 다시 언급해, "이소크라테스가 『헬레네 찬사』의 도입부에서 

주제(materia)로부터 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52  또한 Poulakos 는 구조와 

주제의 통일성이 찬사 작가들에게서 우세하지 않으며 특히 『헬레네 찬사』는 진지한 

목적성이 결여된 연설이기에 도입부의 내용이 본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51 도입부와 본론이 분리되어 있다는 해석은 『헬레네 찬사』 의 연대 측정에도 영향을 끼쳤다. 연
구자들은 이소크라테스의 부각 연설 『부시리스』와 『소피스트에 대하여』,『헬레네 찬사』의 
도입부가 교육이념과 수사학 교육에 대한 입장을 주장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생각해, 같은 연
대로 묶은 것이다. 즉. cf. 김봉철 (2004), 67-69. 
52  퀸틸리아누스 『웅변가 교육론』3.8.9: "nam et longe a materia duci, ut in Helenae laude 
Isocrates fece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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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 는 마치 『헬레네 찬사』 안에 세 가지 연설 즉, 도입부의 소피스트 비평과 테세우스 

찬사 그리고 헬레네와 트로이아 전쟁으로 나뉘었다고 언급하며 작품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한다. Zajonz 도 역시 『헬레네 찬사』의 목표는 이소크라테스 학교를 

광고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이며 도입부에서 비판하는 비상식적(paradoxos) 주제와 

본론의 헬레네 칭송이라는 비상식적 시도가 도입부와 본론의 괴리를 드러낸다고 

분석했다(Too 2000, 31-32; Poulakos 1986a, 2; Zajonz 2002, 41-49). 

그러나 본고는 『헬레네 찬사』의 도입부가 본론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았다. 우선 

아리스토텔레스의 분석을 다시 곱씹어 보아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모든' 부각 

연설의 도입부가 『헬레네 찬사』와 마찬가지로 도입부에선 주제가 언급되지 않는다고 

한다. 정말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부각 연설의 도입부가 본론의 주제를 언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론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이해한 것일까? 다른 부각 연설의 

예시로 이소크라테스의 다른 찬사 『부시리스』와 고르기아스의 『헬레네 찬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폴뤼크라테스! 저는 당신의 공명관대함과 삶의 영고성쇠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허나 선생의 몇몇 작품을 

읽어 보자마자, 선생님이 종사할 수밖에 없었던 교육분야에 전반에 

대해 뭔가 보여드릴 것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생하면서 철학으로 먹고 살길을 찾으려 하는 사람에게는, 거의 

모든 시간을 쏟고 훨씬 갈고 닦은 사람이 십시일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τὴν µὲν ἐπιείκειαν τὴν σήν, ὦ Πολύκρατες, καὶ τὴν τοῦ βίου 

µεταβολὴν παρ᾽ ἄλλων πυνθανόµενος οἶδα. τῶν δὲ λόγων τινὰς 

ὧν γέγραφας, αὐτὸς ἀνεγνωκὼς ἥδιστα µὲν ἄν σοι περὶ ὅλης 

ἐπαρρησιασάµην τῆς παιδεύσεως περὶ ἣν ἠνάγκασαι διατρίβειν: 

ἡγοῦµαι γὰρ τοῖς ἀναξίως µὲν δυστυχοῦσιν, ἐκ δὲ φιλοσοφίας 

χρηµατίζεσθαι ζητοῦσιν, ἅπαντας τοὺς πλείω 

πεπραγµατευµένους καὶ μᾶλλον ἀπηκριβωµένους προσήκειν 

ἐθελοντὰς τοῦτον εἰσφέρειν τὸν ἔρανον. 

(이소크라테스 『부시리스』 1)53 

  

 
53 이소크라테스 『부시리스』의 번역은 Drerup (1906)의 원문을 참고한 필자의 번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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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리는 것은 도시에는 많은 훌륭한 남자이고 신체에는 

아름다움이고 혼에는 지혜이고 일에는 뛰어남이고 말[연설]에는 

진실입니다. 이것들에 반대되는 것들은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남자와 여자, 말과 행동, 도시와 일은 칭찬할 만한 값어치가 있으면 

칭찬으로써 존경해야 하지만, 그럴 만한 값어치가 없는 것은 비난이 

부가되어야 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비난 한다거나 비난받을 

만한 일들을 칭찬하는 것은 똑같은 잘못이고 무지의 소치이기 

때문입니다. 

(고르기아스 『헬레네 찬사』 1) 

『부시리스』의 도입에서 부시리스에 대한 언급은 없다. 고르기아스의 작품에서도 

헬레네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도입부는 과연 본론의 찬사와 전혀 무관한 

내용일까? 위 도입부는 뒤 이은 내용과 함께 보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귀하가 특히나 『부시리스 변론』과 『소크라테스 

고발』에 대해 뭣보다 의기양양하신 것을 아는 바라, 전 그 두 

연설문의 필요한 부분에서 그쪽이 실수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αἰσθόµενος οὖν οὐχ ἥκιστά σε µεγαλαυχούµενον ἐπί τε τῇ 

Βουσίριδος ἀπολογίᾳ καὶ τῇ Σωκράτους κατηγορίᾳ, πειράσοµαί 

σοι ποιῆσαι καταφανὲς ὅτι πολὺ τοῦ δέοντος ἐν ἀµφοτέροις τοῖς 

λόγοις διήµαρτες 

(이소크라테스 『부시리스』 4)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올바로 말하고 헬레네를 비난하는 자들을 

반박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할 일입니다.  

(고르기아스 『헬레네 찬사』 2) 

 『부시리스』에서 이소크라테스는 폴뤼크라테스의 공명관대함을 존중하고 그런 

사람에겐 자신 같은 철학에 소일하는 사람이 도움을 주는 것이 응당하다고 하며 그 

도움이란 폴뤼크라테스가 이전에 쓴 『부시리스 변론』의 문제점들을 짚어주는 것이었다. 

또한 고르기아스의 『헬레네 찬사』 에서는 도시, 혼, 신체, 연설에 어울리는 뛰어난 

것들을 칭찬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말하면서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 뛰어난 것 중 하나로 

헬레네를 언급한다. 도입에서 주제가 언급되지는 않지만, 본론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 요컨대 아리스토텔레스는 도입부의 주제 '언급 여부'에 대해 논한 것이지, 본론과의 

관련성을 언급한 것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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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연구자들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석을 달리 보고자 했다. 연구자들은 『헬레네 

찬사』의 도입부가 본론과 긴밀히 관련 되어있고 이소크라테스의 조언들이 본론에서 

모두 충족된다고 보았다. 예컨대 Kennedy 는 『헬레네 찬사』의 도입과 본론 사이의 

괴리는 이소크라테스의 다른 연설보다 훨씬 더 두드러진다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 

도입의 공언을 접한 청중은 논리적으로 진지하고 유익한 본론이 등장하길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Kennedy 1958, 77).  

도입부와 본론이 연관되어 있다는 또 다른 증거로 Kennedy 는 『부시리스』의 

도입부의 한 부분을 제시한다. 

... [부시리스가] 비록 진지한 주제도 아닐뿐더러 엄숙한 이야기를 

가진 건 아니지만 ... 

... καίπερ οὐ σπουδαίαν οὖσαν οὐδὲ σεµνοὺς λόγους ἔχουσαν... 

(이소크라테스 『부시리스』 9) 

Kennedy 는 『부시리스』 도입부가 주제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헬레네 

찬사』도 역시 도입부에서 헬레네라는 주제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Kennedy 의 분석에 따르면 이소크라테스는 도입부에서 주제 헬레네가 장엄하고 폴리스 

생활에 이익을 가져오는 주제이며 이 찬사를 통해 공명관대한 관점을 형성하도록 조언할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Kennedy 1958, 78). 

그러나 설사 도입이 헬레네와 무관한 홍보문의 성격이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도입부와 

본론의 연관성을 알 수 있다. Bons 는 이소크라테스가 9 장에서 진정한 찬사 작성이 

어렵다고 강조한 바를 토대로, 도입부의 주제가 아마도 홍보의 간접적인 방식이라 

생각한다. 어려운 일일수록 그 일을 해내는 것은 뛰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이소크라테스가 진정한 찬사 작성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조언을 했다면, 결국 본론에서 

반드시 도입부의 공언들을 실천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Bons 1997, 70-75). 

이소크라테스 스스로 말한 바들에 대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언급은 본문에서도 

등장한다.  

제 [능력]은 보여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가장 쉬운 일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의 언급에 대한 모든 것들은 

제쳐 두고 그녀에 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ἵνα δὲ μὴ δοκῶ τὸ ῥᾷστον ποιεῖν, ἐπιτιμᾶν τοῖς ἄλλοις μηδὲν 

ἐπιδεικνὺς τῶν ἐμαυτοῦ, πειράσομαι περὶ τῆς αὐτῆς ταύτης 

εἰπεῖν, παραλιπὼν ἅπαντα τὰ τοῖς ἄλλοις εἰρημένα. 

(이소크라테스 『헬레네 찬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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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논의를 다시 정리해보자면, 몇몇 연구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석을 

모든 부각 연설의 도입부는 본론의 글감을 언급하지도, 본론의 의도와 내용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분석했다 생각해왔다. 그러나 다른 부각 연설들의 도입부들과 본론을 

살펴본 바, 그 둘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고 『부시리스』에서는 주제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 분석의 진짜 의도는 연설이 단조롭게 되지 않도록 '본론'의 

주제를 언급하지 않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러나 본론과 연관된 논의를 하여 연설에 

색채를 더하라는 분석이었을 것이다. 또한 『헬레네 찬사』에서 다른 저작을 비판하고 

조언한 만큼 이소크라테스는 그 모범을 제시해야 했다. 결국 도입부는 본론이 완전히 다른 

연설이 아니라 이소크라테스의 교육론과 학교를 홍보함과 동시에 본론의 내용과 목표를 

규정하는 설계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있다. 도입부와 본론이 연관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입부 내에서의 괴리 즉, 고르기아스는 비상식적인 연구로 비판받으면서 동시에 

헬레네라는 상식적 주제를 다루었다는 도입부의 모순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Heilbrunn 은 소피스트들의 비상식적 주제 선정에 대한 비판을 수사학 학교의 홍보 혹은 

공언(epanggelma)격으로 해석하고 후반부의 찬사 작가들에 대한 비판이 비로소 『헬레네 

찬사』의 시작이라고 분석함으로써 이 괴리를 설명하고자 한다(Heilbrunn 1977, 158-159). 

그러나 Blank 는 Heilbrunn 을 효과적으로 반박한다. Blank 는 상식적이고 유익한 

헬레네를 주제로 선택한 고르기아스가 당연히 찬사의 형식으로 쓰지 않고 변론의 

형식으로 쓴 점에서 여전히 그는 다른 소피스트들처럼 비상식적인 연설문을 쓴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즉, 찬양해야 할 적절한 주제도 찾지 못하고 주제를 찾더라도 엉뚱한 

변론을 하는 찬사 작가들 비판은, 곧 비상식적 주제와 글을 쓰는 소피스트 비판의 

연장선이다. 따라서 이소크라테스는 도입부를 통해서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는 

고르기아스를 일관되게 비판하고 있으며 도입부의 전반부-후반부가 분리될 필요도 

없다는 것이 Blank 의 지적이다.  

 결국 도입부의 내용이 본론과 함께 하나의 총체로서 기능하고 있다면, 도입부는 본론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이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 비판에서 폴리스에 유익하고 

대중에게 상식적인 주제를 선택해야 한다는 충고를 통해(4-5), 전통적 악녀 헬레네를 

변호하는 통상적인 전략에서 벗어나 그녀가 상식적으로 찬양의 대상이자 대중에게 

폴리스에 유익한 교훈을 줄 수 있는 여인이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뒤이어 찬사가 

장엄해야 하며 진지해야 한다는 언급은(12-13), 본론의 연설이 장엄하고 진지하다는 것, 즉 

정견 전달을 예고하고 있다. 도입부를 이처럼 본다면, 『헬레네 찬사』가 그리스와 관련된 

중차대한 연설이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헬레네가 찬사의 대상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청자라도 도입부를 읽었다면, 

이소크라테스가 호언장담하는 헬레네의 현실적 유익함, 진지함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아마 아리스토텔레스도 헬레네를 구차하게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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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역설하는 것보다 이소크라테스 자신을 차별화하며 청중의 관심을 끌었다는 

점에서 찬사 도입부의 모범이 되었다고 분석한 것 아니었을까? 

 이제 도입부의 가르침들이 본론에서 충족될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 일만 남았다. 다시 

말해 『헬레네 찬사』의 본론이 "모두가 공유하는 신뢰할 수 있는"(11) 신화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당대상을 반영하고 유익한 메시지를 주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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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본론: 아테네를 필두로 한 범그리스주의 원정  

1. 테세우스를 이용한 헬레네와 아테네 찬사 (17-38) 

도입부와 마찬가지로 테세우스 서술에서도 헬레네에 대한 언급이 적고 테세우스의 

업적이 더 길게 나열되는 모습을 보면, 이 연설문이 테세우스 찬사인지 헬레네 찬사인지 

분간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먼저 테세우스의 위업들이 어떻게 헬레네를 칭송하는지 

살펴보고 테세우스의 칭송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를 분석할 것이다. 결국 본고는 테세우스 

서사가 헬레네 찬사와 무관하게 등장하지 않고 헬레네를 효과적으로 찬양하는 동시에 

아테네를 칭송하고 격려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1-1. 테세우스는 헬레네를 어떻게 부각하는가? 

이소크라테스는 헬레네가 두 가지 이유로 찬양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제우스 

혈통 54에서 비롯된 “시선집중되는”(periblepton) 아름다움 덕이며 다른 하나는 “두고 

싸움이 벌어지는”(perimacheton) 아름다움 덕이다. 제우스는 아들 헤라클레스에게 

압도적인 무력을 주었지만, 특히 아끼던 55 헬레네에게는 "그 힘마저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한 아름다움"을 주었다. 게다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신적인 경지로 끌어올리고 

호메로스 서사시의 영웅들과 같은 불멸의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16-17). 

여기서 이소크라테스의 참신한 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헬레네의 아름다움을 

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기억되는 것으로 만들었다. 대개 그리스 사회에서 남성적인 

외모나 풍모(phuē)는 주변에게 영감을 주는 일종의 자산으로 여겨졌지만 판도라와 

헬레네의 경우가 보여주듯, 여성의 아름다움은 성욕과 그로 인한 비이성적인 판단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cf. Bons 1997, 174). 예컨대 헤시오도스는 판도라의 

아름다움을 "아름다운 화(禍)"(kalon kakon)로 묘사한다거나 세모니데스는 "화려한 

꽃들로 아름답게 치장한" 여인은 "여인의 남편에게는 큰 재앙"이라고 묘사한다(cf. 

세모니데스 『단편』 7.67-70; 헤시오도스 『신들의 계보』(Theognia) 570-585).  반면 

남성들이 가진 아름다움의 효과와 그에 대한 인식은 다르다. 56 

  

 
54 헬레네의 모계 혈통은 에우리피데스의 『헬레네』에서, 제우스의 딸이라는 점은 호메로스에서
부터 확인된다. cf. 호메로스 『일리아스』3.418; 『오뒷세이아』 4.184, 에우리피데스 『헬레네』
18-21. 
55 제우스가 헬레네를 헤라클레스보다 특히 아꼈다는 증거는 현전하지 않는다. 
56  투퀴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6.54-9에서 묘사되는 아리스토게이톤과 하르모디우스의 
일화도 역시, 아름다움이 참주를 몰아낼 정도로 용감한 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식 아래에서 작
성되었다고 Blondell은 강조한다. cf. Blondell (2013),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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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미남들은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어떤 영감을 불어넣음으로써 

이들을 돈 문제에서 더욱 관대하게 만들고 위험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고통을 더 잘 참고 명예를 더욱 사랑하게 하며 이들을 정말로 더욱 

겸손하고 자기 절제력이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크세노폰 『향연』 (Symposium) 4.15)57 

대개 여성의 아름다움이 화를 가져오거나 판단 착오를 가져온다는 인식과 달리, 

남성들의 아름다움은 영감, 관대함, 인내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소크라테스는 헬레네의 아름다움을 성적 욕망을 유발하여 판단을 흐리는 

것으로 묘사하지 않고 강력한 힘마저 지배하는 아름다움으로 묘사한다. 힘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지배하는 아름다움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는 위험 속에서도 

용기와 인내를 불어넣어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남성들의 아름다움의 효과를 

이소크라테스가 부여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Blondell 은 이소크라테스가 그녀의 

아름다움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요소를 제거(de-erotizing)하고 신적인 것으로 

격상함으로써 남성들이 가진 아름다움의 효과를 헬레네에게 주었고 이는 여인의 

아름다움에 전통적 관념을 갖고 있던 청중에게서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끌어냈을 것이라 

분석했다(Blondell 2013, 239). 뿐만 아니라 이소크라테스가 헬레네의 미덕을 서사시의 

영웅들과 같이 영원히 기억되는 것으로 처음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특히 새롭다. 결국 

헬레네의 아름다움을 힘마저 지배하는 용기와 절제력 즉, 현명한 판단을 끌어내 주는 

것이자, 트로이아 전쟁의 전사들이 가졌던 불멸의 명성으로 묘사한 것은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존 견해를 갖고 있던 청중의 이목을 끌어 헬레네의 아름다움을 더욱 

부각했을 것이다. 58 

그렇다면 헬레네의 아름다움에 압도되고 영감을 얻어 그녀를 추구한 현명한 인물들은 

누구였을까? 곧바로 우리에겐 트로이아 전쟁 신화에서의 메넬라오스와 파리스가 떠오를 

수 있고 그들이 현명한 인물인지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소크라테스는 그녀를 

추구한 또 다른 인물 테세우스를 언급한다. 그러나 테세우스는 헬레네가 어린 시절 그녀를 

 
57 크세노폰 『향연』의 번역은 오유석(2005)의 번역본을 사용. 
58 "두고 싸움이 벌어지는"(perimacheton) 이라는 형용사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이 단어는 peri(주
변에서)와machetos(싸우는)라는 형용사가 합쳐진 복합어로,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3 권 1408 
b11 에 따르면, 복합어 형용사는 감정적 연설가에 적합하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 표현을 통해 헬
레네의 아름다운 본성이 인상적임을 강조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합
성어는 시적인 표현이라는 것이다. (같은 책.『수사학』 1406b) 따라서 헬레네의 품성을 이러한 시
적 문체로 표현했다는 것은 다분히 서사시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할 수 있다. 게다가 마냥 
"perimacheton"이라는 표현이 이소크라테스가 발명해낸 단어는 아니다. 그는 플라톤 『국가』에
서 언급되는 스테시코로스 서사시에서 이미 등장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마치 헬레네의 
환상이, 트로이아인들의 진실에 대한 무지 탓으로, 이들에 의해 싸움거리(perimacheton)로 되었다
고 스테시코로스가 말하고 있듯이 말일세" (플라톤 『국가』9 권 586c: 박종현 역) 즉, 스테시코로
스의 서사시에서 언급되는 바, perimachetos는 서사시적 용어이다. cf. Bons (1997), 17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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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과연 납치가 현명한 판단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비록 

그 납치가 현명한 판단 중 하나라 할지라도, 어떻게 헬레네는 찬양 받을 수 있는가? 

 이소크라테스가 묘사하는 테세우스의 납치사건은 이와 같다. 포세이돈의 아들 59인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참주이자 영웅이었다. 신의 혈통과 권력을 갖고 있었던 테세우스도 

어린 헬레네의 아름다움에 굴복했고 그녀가 없다면 자신의 삶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러, 결국 헬레네를 납치하기에 이른다. 심지어 그녀의 아버지이자 

스파르타의 왕 튄다레오스와 오라비들인 카스토르와 폴뤼데우케스가 있었음에도 아랑곳 

않고 헬레네를 납치해갔다(19).  

그런데 아무리 테세우스가 신의 혈통이고 뛰어난 통치자라 한들, 어떻게 이러한 납치 

사건이 용인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이 이야기는 헬레네 찬양의 논거가 아니라 테세우스를 

향한 비난이자 헬레네의 아름다움이 비이성적 판단을 가져오게 한 예시 아닐까? 『헬레네 

찬사』의 청중이라면 이러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반박을 의식한 것인지 이소크라테스도 테세우스 서사를 잠시 끊고 부각 전략을 

설명한다. 그는 만일 일반인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나 테세우스는 "모든 

종류의 탁월함(arete)을 움켜쥔 유일한 인물"임을 강조했다(21). 다시 말해 헬레네를 

추구한 자가 탁월하고 권위를 인정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선택한 인물 또한 

탁월한 여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유괴와 탁월함이 양립할 수 있는가? 탁월한 영웅이 

납치를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탁월한 인물일 수 있겠는가? 이에 이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답한다.  

우리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은 필시 그 사건들에 관한 우리의 관점에 

따라 판단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오래전 일을 이야기할 때, 저흰 

당대 현명한 생각을 했던 사람의 생각에 명백히 동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ὅσα μὲν γὰρ ἐφ᾽ ἡμῶν γέγονεν, εἰκότως ἂν ταῖς δόξαις ταῖς 

ἡμετέραις αὐτῶν διακρίνοιμεν, περὶ δὲ τῶν οὕτω παλαιῶν 

προσήκει τοῖς κατ᾽ ἐκεῖνον τὸν χρόνον εὖ φρονήσασιν 

ὁμονοοῦντας ἡμᾶς φαίνεσθαι. 

(이소크라테스 『헬레네 찬사』 22) 

이소크라테스는 이 구절을 통해 역사-신화적으로 위대한 인물을 당대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위대한 인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현자들에게 평가받아 

검증되어 왔기 때문이다. 지금 관점으로 보기에 테세우스의 평판이 헬레네 유괴 사건으로 

훼손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테세우스는 여전히 아테네의 성웅으로 인정받는다. 

다시 말해 테세우스는 납치 사건에도 오랜 시간 동안 현자들의 판단으로 영웅이라는 

 
59  cf. 에우리피데스 『히폴뤼토스』(Hippolytos), 887, 파우사니아스 『그리스 기행』 (Hellados 
Periegesis),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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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과 평판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이소크라테스는 강조한다. 또한 그는 테세우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전통적 판단 기준에 따라 납치 사건이 마냥 부정적인 것인지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온당한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테세우스 혹은 그의 권위가 

헬레네의 탁월함을 입증할 수 있는 논거라고 분석했다.  

"[증명하는 논거(topos tōn epideiktikōn)중] 하나는 같거나 비슷한 

또는 상반된 주제와 관련한 판단(krisē)에서 기인한다. 만일 모두 혹은 

모두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이나, 훌륭한 사람들, 판관들이나 

판관들이 받아들이는 자들이나, 판단을 반박할 수 없는 권위자들이나 

신들이나 아버지 선생님들처럼 반박하는 게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의 

판단이라면, [증명하는 논거이다] ... [예컨대] 이소크라테스는 

테세우스가 판단했으니 헬레네가 중요한 인물이며, 신들이 

판단했으니 알렉산드로스는 중요한 인물이라 말한 것처럼 말이다."  

ἄλλος ἐκ κρίσεως περὶ τοῦ αὐτοῦ ἢ ὁµοίου ἢ ἐναντίου, µάλιστα 

μὲν εἰ πάντες καὶ ἀεί, εἰ δὲ µή, ἀλλ᾽ οἵ γε πλεῖστοι, ἢ σοφοὶ ἢ 

πάντες ἢ οἱ πλεῖστοι, ἢ ἀγαθοί, ἢ εἰ αὐτοὶ οἱ κρίνοντες, ἢ οὓς 

ἀποδέχονται οἱ κρίνοντες, ἢ οἷς µὴ οἷόν τε ἐναντίον κρίνειν, οἷον 

τοῖς κυρίοις, ἢ οἷς µὴ καλὸν ἐναντίον κρίνειν, οἷον θεοῖς ἢ πατρὶ 

ἢ διδασκάλοις … καὶ περὶ τῆς Ἑλένης ὡς Ἰσοκράτης ἔγραψεν ὅτι 

σπουδαία, εἴπερ Θησεὺς ἔκρινεν, καὶ περὶ Ἀλεξάνδρου, ὅτι αἱ 

θεαὶ προέκριναν … ὅτι σπουδαῖος, ὥσπερ Ἰσοκράτης φησίν: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2 권 1398b20-1399a4)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소크라테스가 헬레네를 추구한 자의 권위를 이용하여 헬레네의 

아름다움을 입증하는 방식을 취했다 분석하며 그 예시 중 하나로 『헬레네 찬사』의 

테세우스를 직접 언급한다. 권위적 판단에 근거한 증거 제시가 효과적인 설득 방식 중 

하나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분석은 이소크라테스가 테세우스를 비난하지 않고 

테세우스의 권위를 활용하여 헬레네를 찬양하는 전략을 취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테세우스의 유괴 사건은 그의 판단력에 의구심을 제기하게끔 한다. 이를 

이소크라테스는 테세우스의 현명한 판단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테세우스의 판단력에 

대한 평판을 다시 세우려 한다(22). 이 때문에 『헬레네 찬사』에서 테세우스 서술이 유독 

긴 이유를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소크라테스는 오히려 테세우스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 나열을 통해 헬레네 납치 또한 한 번의 일탈이 아닌 현명한 판단들 아래로 포섭한다. 

결국 연설 상황에서 청중은 초반부의 헬레네 납치에 집중하지 않고 테세우스의 현명한 

판단에서 나온 위업들에 집중하게 된다. 결국 위대하고 현명한 테세우스의 후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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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레네를 배치함으로써 헬레네는 제우스가 부여한 남성적 아름다움이 그러하듯  

테세우스라는 강력한 영웅을 제압하고 현명한 판단을 불어넣는 여인으로 부각된다.  

이제 이소크라테스에겐 테세우스의 수많은 위업들을 골라낼 일이 남아있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테세우스의 업적을 나열하지 않고 도입부의 공언대로 당대상을 반영하며 

정치적 교훈을 제공하는 업적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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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테세우스 서사의 정치적 의도  

이소크라테스는 테세우스와 연관된 수많은 신화 중 켄타우로스, 미노타우로스 신화를 

이야기하며 테세우스의 위업을 부각하는 한편 아테네를 개혁한 정책들을 강조하며 

지도자로서의 현명함을 부각한다. 그런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테세우스가 

헤라클레스와 비교되며, 전 그리스인에게 아테네가 주었던 호혜가 강조된다는 점이다. 

이를 본고는 이소크라테스가 테세우스를 통해서 아테네가 그리스에 행한 선행을 

강조하고 헤라클레스와의 비교를 통해 스파르타와 남다른 아테네의 전 그리스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부각하려 했다 본다. 

본고의 주장은 Kennedy 가 『헬레네 찬사』에서 정치적 함의를 읽으려 했던 시도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Kennedy 는 이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탁월함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 

폴리스들을 위한 은인으로서 아테네의 면모를 강조하고 스파르타를 비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 근거로 『헬레네 찬사』 몇 해 전인 기원전 380 년의 『파네귀리코스』에서 

묘사된 아테네와 그리스가 『헬레네 찬사』에서 묘사된 테세우스와 당시 그리스의 

모습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Kennedy 1958, 81).  

물론 이 주장에 Heilbrunn 은 반론을 제기한다. 그는 『파네귀리코스』 에선 아테네가 

전 그리스의 은인이 된 것과 달리, 『헬레네 찬사』의  테세우스는 아테네에만 은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에, 『헬레네 찬사』 와 『파네귀리코스』의 논조가 다르다고 말한다. 또한 

이소크라테스는 『파네귀리코스』에서 아테네가 범그리스주의 원정의 '공동'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헬레네 찬사』에서의 테세우스가 헬레네를 '단독으로' 차지할 수 

있다는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Heilbrunn 의 지적대로 『파네귀리코스』에서 당대 강성한 스파르타에 범그리스주의 

원정의 공동 지휘권을 요구하는 장면은, 『헬레네 찬사』에서 헬레네를 스파르타에서 

빼앗아 단독으로 차지할 자격이 있다는 서술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각 작품의 저술시기를 

고려한다면 이 차이를 규명할 수 있다. 『파네귀리코스』의 저술 시기인 기원전 380 년 

중후반의 시대상과 『헬레네 찬사』의 저술시기인 기원전 370 년대 초의 시대상은 

변화했다. 『파네귀리코스』가 발표된 기원전 380 년대 중후반은 왕의 평화 직후 

스파르타가 강력함을 과시하던 때였다. 이에 이소크라테스는 『파네귀리코스』에선 아직 

강력한 스파르타를 고려하며 지휘권 공유를 요구했다. 반면 기원전 370 년대의 스파르타는 

왕의 평화 협정 위반과 그리스인을 향한 강압적 태도 때문에 그리스 국가들의 우호 여론을 

잃었다. 60  또한 스파르타의 총독 스포드리아스의 아테네 기습 공격으로 인해 특히 

아테네의 전운은 고조되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헬레네 찬사』에서는 

『파네귀리코스』보다 더욱 강경한 목소리로 스파르타의 헤게모니를 빼앗고 그를 대신해 

그리스의 은인 아테네가 그리스를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60 제2 델로스 동맹의 가입 국가 수가 70여개를 웃돌았다는 점에서, 당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스파

르타를 향한 분노를 가늠할 수 있다. cf. 김진경 (2009),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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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배경뿐만 아니라 청중의 차이도 논조 차이에 영향을 주었다. 『파네귀리코스』는 

전 그리스 국가가 모인 자리에서 과감하게 정치적인 논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작품이기에, 

아테네 중심적인 발언을 삼가려 했다. 반면 『헬레네 찬사』의 주장은 신화를 빌려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아테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바, 이소크라테스의 주장은 더욱 

아테네 중심적이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헬레네 찬사』에서 테세우스의 위업들은 

아테네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Kennedy 가 시도한 것처럼 『파네귀리코스』와의 비교를 

통해 이소크라테스의 정견을 분석함과 동시에, 두 작품 사이의 괴리에 대한 Heilbrunn 의 

지적을 수용하고 기원전 370 년대 전후의 시대상을 고려하여 논조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고 

『파네귀리코스』와 다른 『헬레네 찬사』만이 고유하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정리할 

것이다.  

테세우스의 헬레네 납치 서사의 초입부터 스파르타에 대한 노골적인 격하는 그리스어 

표현들에서 발견된다.  

ὑπεριδὼν τὴν ἀρχὴν τὴν Τυνδάρεω καὶ καταφρονήσας τῆς 

ῥώµης τῆς Κάστορος καὶ Πολυδεύκους πάντων τῶν ἐν 

Λακεδαίµονι δεινῶν ὀλιγωρήσας, βίᾳ λαβὼν αὐτὴν … 

[테세우스는] 튄다레오스의 왕국[스파르타]을 우습게 보았고 

카스토르와 폴뤼데우케스의 힘을 과소평가했으며 무시무시한 

라케다이몬인들의 힘을 얕잡아 보고선 강제로 그녀를 납치하여… 

(이소크라테스 『헬레네 찬사』 18-19) 

이소크라테스는 테세우스가 스파르타의 왕인 아버지 튄다레오스의 힘을 "우습게 보고", 

헬레네의 오라비들을 "과소 평가하고", 스파르타인들을 "얕잡아 보았다"고 표현한다. 

스파르타를 대표하는 신화적 영웅들과 스파르타인들을 향해 연달아 낮춰 부르는 단어를 

사용한 점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테세우스는 도움에 대해 고마움을 아는 인물로 부각된다. 

이소크라테스는 헬레네 납치를 도와준 동료 페이리토스에게 테세우스가 고마움을 표한 

장면을 길게 묘사한다.  

테세우스는 헬레네 납치를 함께 했던 페이리토스에게 너무 감사한 

나머지, 페이리토스가 제우스의 딸이자 데메테르의 딸인 

페르세포네를 신부 삼길 원해 하이데스에 내려가자고 요청했습니다. 

테세우스는 설득해도 마음을 돌리기 불가능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페이리토스와 함께 [하이데스로] 따라갔지요. 페이리토스에게 

은혜를 빚지고 있었고 그가 테세우스를 위해 감수했던 일들에 대한 

보답으로 어떤 부탁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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καὶ τοσαύτην χάριν ἔσχε Πειρίθῳ τῷ µετασχόντι τῆς ἁρπαγῆς, 

ὥστε βουληθέντος αὐτοῦ µνηστεῦσαι Κόρην τὴν Διὸς καὶ 

Δήµητρος, καὶ παρακαλοῦντος ἐπὶ τὴν εἰς Ἅιδου κατάβασιν, 

ἐπειδὴ συµβουλεύων οὐχ οἷός τ᾽ ἦν ἀποτρέπειν, προδήλου τῆς 

συµφορᾶς οὔσης ὅµως αὐτῷ συνηκολούθησε, νοµίζων ὀφείλειν 

τοῦτον τὸν ἔρανον, µηδενὸς ἀποστῆναι τῶν ὑπὸ Πειρίθου 

προσταχθέντων ἀνθ᾽ ὧν ἐκεῖνος αὐτῷ συνεκινδύνευσεν. 

(이소크라테스 『헬레네 찬사』 20) 

언뜻 이 장면은 테세우스가 헬레네를 납치한 사건을 묘사하는 데에도, 헬레네나 

테세우스를 부각하는 데에도 크게 중요한 장면은 아닌 것 같다. 이소크라테스는 이 장면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 Blondell 은 이 장면을 테세우스의 "충직함"(loyalty)을 

강조한다고 분석했다(Blondell 2013, 231). 물론 테세우스의 충직함이 강조되는 것은 그의 

덕망이 부각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필자는 더 나아가 테세우스가 감사함을 알고 

죽음의 세계까지 내려가 동료를 위해 보답하려는 장면은 기원전 370 년 당시 아테네가 제 

2 델로스 동맹을 준비하며 동맹국에 보여주어야 하는 충직한 태도를 보여준다고 해석한다. 

실제로, 기원전 5 세기 제 1 차 델로스 동맹이 아테네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과 동맹 공금의 

사취, 동맹국 토지의 강제 식민지(kleruchia)화로 인해 동맹국들 사이에서 신임을 잃었던 

선례가 있었다. 61  이에 아테네는 제 2 델로스 동맹 형성 과정에서 동맹국과의 동등한 

권리를 보여주고자 부단히 노력했고 민주적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강조했다.62 결론적으로 

페이리토스의 일화를 통해, 이소크라테스는 동맹국에 아테네의 충성심과 동료로서 

유익함을 보여야 함을 상징적으로 역설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스파르타의 영웅을 

의도적으로 격하하고 페이리토스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서술은 제 2 델로스 동맹 형성에 

박차를 가하던 기원전 370 년대에 적절한 관점이었다. 

또한 테세우스의 탁월함이 묘사될 땐, 시종일관 헤라클레스의 탁월함과 비교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61 델로스 동맹은 초기엔 페르시아 침략에 대한 방위 결사체로 조직되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군사
적 위협이 비교적 적어지며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었다. 게다가 기원전 451년경, 아테네는 이집트가 
페르시아에 일으킨 반란을 지원한 것이 실패로 돌아간 뒤, 델로스 동맹에 인상된 공납금을 부과하
거나 아테네 시민을 각 동맹국의 영토로 보내 그들의 영토를 개발하고 식민사업을 하도록 했다. 이 
모든 조치는 아테네만의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었기에, 아테네는 동맹국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고 많은 동맹국들이 탈퇴하려 애쓰기도 했다. 델로스 동맹의 변질과 아테네의 패악은 Rhodes, 
P.J. “THE DELIAN LEAGUE TO 449 B.C.”,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edited by D. M. Lewis 
et al. 2nd ed. vol. 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54–61를 참조.  
62 제 2 델로스 동맹의 배경과 동맹 비문에 나타난 아테네의 동맹국을 향한 조심성 있고 적극적으로 
호의적인 태도에 대한 연구는 Seager (1994) 168-170을 참조. 특히 『파네귀리코스』에서 강조된 아
테네의 태도가 어떻게 제 2델로스 동맹의 비문에서 발견되는지 Hamilton, C. D., "Isocrates, Ig Ii2 
43, Greek Propaganda and Imperialism", Traditio vol. 36, 1980: 98-106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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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헤라클레스는 명망이 자자하고 거대한 과업들을 수행했지만, 

테세우스는 그리스인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득 되는 과업들을 

해냈습니다 ... [헤라클레스의 과업은] 다른 인간들에게 이득을 줄 수 

없는 것이었고 자신만 위험에 처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테세우스는 

주체적으로 그리스인들이나 조국[아테네]의 은인이 될 수 있을 

투쟁들을 선호했지요.  

συνέβη δὲ τὸν µὲν ὀνοµαστοτέρους καὶ µείζους, τὸν δ᾽ 

ὠφελιµωτέρους καὶ τοῖς Ἕλλησιν οἰκειοτέρους ποιήσασθαι τοὺς 

κινδύνους ... πόνους, ἐξ ὧν ἤµελλεν οὐ τοὺς ἄλλους ὠφελήσειν 

ἀλλ᾽ αὐτὸς κινδυνεύσειν: ὁ δ᾽ αὐτὸς αὑτοῦ κύριος ὢν τούτους 

προῃρεῖτο τῶν ἀγώνων ἐξ ὧν ἤµελλεν ἢ τῶν Ἑλλήνων ἢ τῆς 

αὑτοῦ πατρίδος εὐεργέτης γενήσεσθαι. 

(이소크라테스 『헬레네 찬사』 24-25) 

물론 헤라클레스는 전 그리스적인 영웅이라는 점에서 테세우스와 비교를 통해 수사적 

효과를 노렸을 수 있다.63 영웅 중에서도 가장 명망 높고 거대한 일을 해낸 헤라클레스와 

테세우스를 비교 우위에 놓는 것은 테세우스의 탁월함을 부각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소크라테스는 테세우스를 칭송하며 동시에 아테네를 칭송하고 헤라클레스와 비교 

우위를 언급함으로써 스파르타를 상대적으로 격하하고 있다. 그 근거로, 테세우스와 

헤라클레스가 당시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어떤 의미였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소크라테스 당시 헤라클레스는 스파르타를 상징하는 영웅이었다. 

스파르타의 왕가 중 하나인 헤라클레이다이(Heracleidai) 가문의 이름을 

헤라클레스에게서 따온 것에서 알 수 있듯, 스파르타는 자신들의 시조를 헤라클레스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아테네도 이러한 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기에, 아테네의 신화적 영웅 

테세우스와 스파르타의 헤라클레스를 종종 비교하며 문학과 예술품들에 대결 의식을 

반영하곤 했다.64 이소크라테스도 역시 이러한 대립을 활용했다. 그는 스파르타의 국조신 

헤라클레스가 실질적으로 그리스인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실은 스파르타가 

 
63 헤라클레스는 스파르타의 국조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숭배되었다. 특히 아테네
와 마케도니아에서 숭배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에 관한 논의는 오흥식, 「고대 그리스의 
헤라클레스 영웅숭배」, 『서양고대사연구』 24, 2009:  131-166 참조.  
64 헤라클레스와 테세우스 신화가 아테네에서 언제나 대립각을 세워 표현된 것은 아니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점은 이소크라테스가 헤라클레스-테세우스 대립을 아테네의 우월성을 입증하고 스파
르타를 비판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헤라클레스와 테세우스가 어떻게 각 국가의 국조신
이 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최자영, 「헤라클레스와 테세우스 신화가 갖는 정치, 사회적 의미 -아테
네, 스파르타, 소아시아 등 다원적 관계를 중심으로」, 『서양고대사연구』vol. 28, 2011:  83-11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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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그리스의 헤게모니를 쥘 정도로 강력하나 그리스인에게 전혀 이득 되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65  

헤라클레스와 테세우스를 통해 스파르타와 아테네를 표현했던 다른 작가의 저작이 

있었더라도, 이소크라테스가 이 대립 구조를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테세우스가 

그리스와 아테네의 은인이 되었던 위업들이 아테네의 활동과 유사한지 분석해야 한다. 

반대로 이소크라테스가 묘사한 테세우스 시대의 끔찍한 모습들이 실제 이소크라테스 

시대 스파르타가 만든 참상들과 일치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속도와 힘 그리고 맹렬함에 있어서 남다른 반인 반수의 

켄타우로스 66들은, 라피타이족 67 도시 일부를 황폐화하려 했고 거의 

할 뻔했으며 도시 일부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테세우스는 

이들을 전투로 제압하고 곧장 그들의 만용을 잠재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간들 사이에서 켄타우로스들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크레타에서 자라고 헬리오스의 딸 파시파에가 낳은 

괴물인 미노타우르스가 있었는데, 그에게 신탁에 따라 아테네시가 

14 명의 아이들을 보내고 있었을 때, 테세우스는 그들이 끌려가고 

집단적으로 무법적이고 눈에 뻔히 보이는 죽음으로 몰리고 살아 

있음에도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 그래서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로스를 제압한 뒤, 아이들을 구하고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한편, 아테네시를 법도에 어긋나고 끔찍하며 거절하기 

어려운 명령으로부터 해방했습니다. 

... στρατευσάµενος ἐπὶ Κενταύρους τοὺς διφυεῖς, οἳ καὶ τάχει καὶ 

ῥώµῃ καὶ τόλµῃ διενεγκόντες τὰς µὲν ἐπόρθουν, τὰς δ᾽ ἤµελλον, 

ταῖς δ᾽ ἠπείλουν τῶν πόλεων, τούτους µάχῃ νικήσας εὐθὺς µὲν 

αὐτῶν τὴν ὕβριν ἔπαυσεν, οὐ πολλῷ δ᾽ ὕστερον τὸ γένος ἐξ 

ἀνθρώπων ἠφάνισεν. περὶ δὲ τοὺς αὐτοὺς χρόνους τὸ τέρας τὸ 

τραφὲν µὲν ἐν Κρήτῃ, γενόµενον δ᾽ ἐκ Πασιφάης τῆς Ἡλίου 

θυγατρός, ᾧ κατὰ µαντείαν δασµὸν τῆς πόλεως δὶς ἑπτὰ παῖδας 

ἀποστελλούσης, ἰδὼν αὐτοὺς ἀγοµένους καὶ πανδηµεὶ 

προπεµποµένους ἐπὶ θάνατον ἄνοµον καὶ προῦπτον καὶ 

 
65 그러나 다른 작가들의 전승뿐만 아니라, 이소크라테스의 다른 작품에서도 헤라클레스는 그리스
인을 위한 은인의 역할도 해냈다고 묘사된다. 예컨대 이소크라테스 『필리포스에게』 109-112 에
선 헤라클레스의 은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한다. 
66 켄타우로스 종족은 텟살리아에 거주하던 반인반마의 민족이었다. 켄타우로스족은 라피타이족
의 왕 페이리토오스의 결혼식의 하객으로 초대 받았지만, 식장에서 라피타이족의 여인들을 겁탈하
려 했다. 그러나 하객으로 참석한 테세우스가 이들을 제압하고 내쫓아 버렸다고 한다. cf. s.v. 
"Centaurs" in Brill New Pauly (이하BNP로 약칭) 
67 아폴론의 후손인 라피타이 민족은 텟살리아에 거주하던 민족이었다. cf. s.v. "Lapithae" in B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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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ενθουµένους ἔτι ζῶντας, οὕτως ἠγανάκτησεν ... καὶ 

κρατήσας ... ταῦρου... τοὺς µὲν παῖδας διασώσας τοῖς γονεῦσιν 

ἀπέδωκε, τὴν δὲ πόλιν οὕτως ἀνόµου καὶ δεινοῦ καὶ 

δυσαπαλλάκτου προστάγµατος ἠλευθέρωσεν. 

(이소크라테스 『헬레네 찬사』 26-28) 

헤라클레스와 비교되는 테세우스의 첫번째 우월함은 바로 같은 그리스인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과업들을 수행하고 도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라피타이족의 도시를 

위협하고 황폐화하려 했던 켄타우로스족들의 만용을 잠재웠고 죽을 것이 뻔한 데도 

아테네의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던 미노타우로스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 그를 

무찌르고 아테네를 해방했다. 상기한 업적들로 테세우스는 인간들의 은인이 될 수 있었고 

이러한 예시는 용감함(andreia)과 전쟁 능력을 부각하는 증거들이라고 이소크라테스는 

말한다(30-31). 

그러나 이소크라테스의 서술은 부정확한 구석이 있다. 그는 켄타우로스족이 라피타이 

족의 도시를 거의 황폐화 할 뻔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전승된 신화에서는 

라피타이족의 결혼식에서 켄타우로스족이 술에 취해 라피타이족의 여인들을 겁탈하려 

했다고 묘사된다(호메로스 『오뒷세이아』 21.295-300). 이소크라테스는 실제 사건을 

그대로 묘사하지 않고 다소 과장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왜 도시를 

황폐화하고 있었다고 묘사했을까? Blondell 의 주장에 따르면, 이소크라테스가 만일 

켄타우로스의 겁탈 사건을 토벌되어야 하는 만용(hybris)으로 묘사한다면, 테세우스의 

헬레네 납치 또한 겁탈이자 만용으로 인식될 수 있기에, 실제 신화와 달리 서술했다고 

본다. 68 Blondell 의 접근에서 더 나아가, 필자는 켄타우로스 납치 대신 그들의 만용을 

잠재웠다는 서술을 통해 이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은인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고자 

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소크라테스의 의도는 이소크라테스가 사용한 단어 켄타우로스족의 

"만용"(hybris)에서 유추할 수 있다. 켄타우로스의 납치도, 켄타우로스의 침략도 아닌 

"만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청중이 한 세기 전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을 떠올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헤로도토스는 『역사』(Historie)에서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의 원인을 페르시아의 "만용"에서 기인했고 그리스에 의해 이 만용이 징벌되었다 

보았다(김봉철 2011, 333; 최자영 2014, 372-374). 따라서 이소크라테스는 만용이라는 

단어를 통해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을 상기시키는 한편, 켄타우로스의 만용을 진압한 

테세우스를 통해 아테네가 한 세기 전 전쟁에서 활약했던 바 또한 상기시키고 있다.  

 
68 그러나 플루타르코스의 『테세우스 전』30에서, 이미 라피타이족과 켄타우로스가 전쟁 중이었
다는 헤로도로스의 기록을 보고한다. 이 점을 미루어 보아, 이소크라테스가 헤로도로스가 보고하
는 전승을 이용했을 지도 모른다. 이소크라테스가 헤로도로스의 전승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켄타
우로스의 납치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던 의도는 동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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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레네 찬사』와 비슷한 시기 저술된 『파네귀리코스』에서도 이소크라테스는 

테세우스의 위업과 유사한 아테네의 위업을 묘사한다. 

우리[아테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났는지,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과 우리 도시의 

행적을 차례대로 일일이 나열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도시 때문에 전쟁에 대한 

위험[그리스-페르시아 전쟁]을 이겨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소크라테스 『파네귀리코스』 26) 

『파네귀리코스』에서 이소크라테스가 아테네가 그리스에게 가져온 호혜를 강조하고 

스파르타와의 그리스 헤게모니 공유를 강조한 것처럼, 『헬레네 찬사』 에서는 

테세우스가 그리스를 위해 행한 업적을 강조함으로써 헬레네를 차지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두 저작의 논조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전자에서는 

스파르타와의 헤게모니 '공유'를 이야기한다면, 후자에선 헬레네를 빼앗는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파네귀리코스』의 논조보다 더욱 강하게 그리스 지배권을 

스파르타에서 빼앗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테세우스의 선행과 『헬레네 찬사』의 

비교적 과격한 논조는 미노타우로스 서술에서 계속된다. 

 미노타우로스와 테세우스의 신화에서는 아리아드네 신화와 같은 미노타우로스 신화의 

핵심을 이루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강조되는 것은 아테네가 

미노타우로스로 인해 겪었던 "무법적인"(anomos) 아이들의 죽음과 여인들의 슬픔이 

강조된다. 미노타우로스로 인한 아테네의 끔찍한 모습은 어떤 사건을 상기시킬까? 필자는 

"무법"이라는 단어를 토대로, 미노타우로스의 무법적 폭력과 이소크라테스가 묘사한 

스파르타의 삼십인 과두정 시절의 무법적 폭력 묘사가 상당히 유사함을 발견했다.  

그들[스파르타인들]이 자행한 추방과 내전과 법의 파괴와 정체의 

변화, 게다가 아이에 대한 폭력과 여인에 대한 치욕적인 행위, 제물의 

약탈을 누가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이 

정도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치할 때 벌어진 끔찍한 일은 

누구나 단 한 번의 투표로도 쉽게 끝낼 수 있었지만, 저들이 통치할 때 

일어난 살육과 무법천지(anomia)는 그 누구도 치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소크라테스 『파네귀리코스』 114) 

약 40 년 전인 기원전 404 년 아테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한 뒤, 친스파르타 과두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삼십인 정권의 치세 세 달 동안 아테네서는 1500 명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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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재판없이 처형되었다고 한다.69 또한 이소크라테스는 삼십인 과두 정권의 시대를 

다른 저작에서 무법 상태였다고 표현한다(이소크라테스 『판아테나이코스』 55). 이를 

미루어 보아, 그는 미노타우로스가 아테네에 가한 탄압을 무법 상태였다고 표현함으로써 

과거 스파르타의 삼십인 정권 치세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또한 『헬레네 찬사』 저술 당시 상황을 고려해 더욱 과감하게 읽어본다면, 

미노타우로스의 무법적 폭력은 과거 아테네를 무법 상태로 몰고간 스파르타의 삼십인 

정권을 상징하는 것과 동시에, 저술 당시 '왕의 평화'의 조약 중 하나인 자치 존중 협정을 

무시하고 주변국을 침략하고 동맹국에서 강제 징용을 일삼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해 이소크라테스는 미노타우로스를 무찌른 테세우스를 

보여줌으로써 당시 스파르타의 무법적 폭력을 제압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  

이어서 테세우스가 경건함(eusebeia)을 보여준 모습에서도 기원전 370 년대의 상황은 

엿보인다.  

τὴν µὲν οὖν ἀνδρίαν ἐν τούτοις ἐπεδείξατο τοῖς ἔργοις ἐν οἷς 

αὐτὸς καθ᾽ αὑτὸν ἐκινδύνευσε, τὴν δ᾽ ἐπιστήµην ἣν εἶχε πρὸς 

τὸν πόλεµον, ἐν ταῖς µάχαις αἷς µεθ᾽ ὅλης τῆς πόλεως 

ἠγωνίσατο, τὴν δ᾽ εὐσέβειαν τὴν πρὸς τοὺς θεοὺς ἔν τε ταῖς 

Ἀδράστου καὶ ταῖς τῶν παίδων τῶν Ἡρακλέους ἱκετείαις, τοὺς 

μὲν γὰρ µάχῃ νικήσας Πελοποννησίους διέσωσε, τῷ δὲ τοὺς ὑπὸ 

τῇ Καδµείᾳ τελευτήσαντας βίᾳ Θηβαίων θάψαι παρέδωκε... 

한편, 아드라스토스와 헤라클레스의 자식들이 탄원했던 상황에서 

그는 신들을 향한 경건함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투로 

펠로폰네소스 사람을 이기고 헤라클레스의 자식들을 구조해주었던 

한편, 70 아드라스토스에게 카드메이아 아래서 테바이 군에 의해 생을 

마친 사람들을 매장할 기회도 주었습니다. 71  

(이소크라테스 『헬레네 찬사』 31) 

 
69 아리스토텔레스의 『아테네인들의 정체』(Athenaion Politeia)35.1에서 자세한 참상이 묘사된다. 
70 헤라클레스가 사망한 뒤, 그의 자식들은 에우뤼스테스에게 탄압당해 아테나이로 피신 와 보호를 
요청했다. 테세우스는 그들을 받아 주었고 추격하던 펠로폰네소스군을 무찔렀다고 전해진다. 그러
나 잘 알려진 에우리피데스의 『헤라클레스의 자녀들』(Heracleidai)에선 테세우스가 아닌, 데모폰
이 헤라클레스의 자녀들을 수용했다고 전해진다. 테세우스가 왕이었다는 전승은 파우사니아스와 
디오도로스 시쿨루스에 의해 전해지는데, 아마 이소크라테스는 이 둘이 보고한 전승을 이야기하는 
듯하다. cf. s.v. "Hyllus" in BNP. 
71 아드라스토스는 테베를 공격한 일곱 장군의 지도자이다. 그는 공격 실패 후, 테바이의 크레온에
게 전사자를 화장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그러나 크레온은 거절한다. 결국 아드라스토스는 테세우
스에게 가서 테바이의 크레온 왕을 설득할 것을 부탁한다. 그리고 테세우스는 크레온과 전투를 통
해 장례를 치르게 만든다. 자세한 내막은 에우리피데스의 『탄원하는 여인들』과 이소크라테스의 
『파네귀리코스』54를 참조. cf. s.v. "Adrastrus" in B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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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세우스는 헤라클레스 사후, 펠로폰네소스 사람에게 쫓기던 헤라클레스의 자손들을 

아테네로 수용했고 테바이와 일곱 장수들 사이의 전투로 인한 전사자를 매장할 수 있도록 

크레온과 아드라스토스를 중재했다.  이는 테세우스의 경건함을 부각하는 데,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피난자를 수용하고 전사자를 위한 매장과 장례를 주관하는 것은 신성한 

영역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72 이 또한 과거 아테네의 선행을 상기시킴으로써 아테네의 

은인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한다.  

또한 『파네귀리코스』에서도 아테네가 행한 호혜의 목록 중 하나로 이 업적들이 

그대로 언급된다. 이로써 『헬레네 찬사』에서의 테세우스가 아테네를 상징한다는 

사실이 뒷받침된다.  

한편 헤라클레스의 자식들은 에우뤼스테우스의 적대감을 피해서 

왔는데, ... 우리 도시만이 자신들의 아버지[헤라클레스]가 모든 

사람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해 주었던 것에 대해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춘 유일한 도시라고 생각했던 셈입니다 ... 우리 

조상은 전몰 전사들을 위하여 테베인들과 전쟁을 치렀는가 하면, 

헤라클레스의 자식들을 위해서는 에우뤼스테우스의 힘에 

대항하였기 때문입니다 ... [아테네인들은] 펠로폰네소스인 가운데 

에우뤼스테우스와 함께 우리 지역 안으로 쳐들어왔던 자들에 

대해서는 나가서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두었고 그자의 오만함을 끊어 

놓았습니다. 

(이소크라테스 『파네귀리코스』 56-58) 

 테세우스가 헤라클레스의 자녀들을 수용하고 테바이의 전몰자들을 도왔다는 점을 두 

작품 모두 언급하지만 미묘한 차이들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파네귀리코스』에서는 

헤라클레스가 그리스의 은인으로 묘사되지만, 『헬레네 찬사』 에서는 그렇지 않다. 둘째, 

테바이의 전몰자를 매장할 때, 『파네귀리코스』에선 테바이와 전쟁을 벌인 점을 

지적하지만, 『헬레네 찬사』에선 전쟁에 대한 언급은 나와있지 않다. 셋째, 

『파네귀리코스』에서는 아테네의 지원 동기가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이었다면, 『헬레네 

찬사』에서는 테세우스의 경건함이 그 동기로 제시된다. 이소크라테스가 두 작품 사이의 

차이를 둔 이유는 무엇인가? 앞서 말했듯, 이소크라테스는 『파네귀리코스』를 통해 

아테네가 자신들의 호혜를 강조하고 스파르타에 도움이 될 것을 약속하며 그리스 

헤게모니 공유를 요청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는 헤라클레스를 은인으로 묘사하며 

스파르타가 그리스를 지배할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아테네가 헤라클레스의 

자녀들을 수용했던 일을 들며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72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사자(死者)의 매장과 장례는 당연한 권리(geras)였다. 이러한 의식은『일
리아스』16.455; 675에서도 직접 언급되며, 『안티고네』에서 안티고네가 오라비의 시신을 목숨 
걸고 수습하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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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게모니 공유를 호소한다. 반면 『헬레네 찬사』에서 그는 아테네의 선행을 강조하는 

한편 스파르타의 만행을 고발하고 그리스 헤게모니를 아테네가 '단독으로' 차지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다. 73  이 때문에, 그는 테세우스만이 유일한 그리스의 은인이었으며 

스파르타의 그리스 지배권을 다시 빼앗자고 강조한다. 또한 필자는 헤라클레스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주체가 『파네귀리코스』 에선 "펠로폰네소스인 가운데 

에우뤼스테우스와 함께" 있던 자들로 특정되는 데 반해, 『헬레네 찬사』 에서는 

"펠로폰네소스 사람"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파네귀리코스』에서 스파르타를 특정하지 

않으려는 세심한 시도와는 대비된다. 스파르타의 만행을 부각하는 『헬레네 찬사』의 

논조를 고려하면 이 선행들이 스파르타의 공세로 인해 도시가 파괴된 만티네이아 

피난민을 수용하고 테바이의 쿠데타에서 피신한 민주파 정치 인사들을 받아들인 것을 

상징한 것이기에, 테세우스와 테바이의 전쟁 장면이 의도적으로 생략되었을 것이다. 

테세우스의 다음 탁월함 중 하나로, 이소크라테스는 도시를 다스리는 데 있어 보여준 

남다른 탁월함과 "절제력"(sophrosune)을 부각한다. 그런데 이에 앞서 테세우스 시대의 

시대상이 묘사된다. 이 시대상은 테세우스가 아테네에서 여러 개혁 정책을 행하게 된 

동기가 된다.   

한때, 테세우스는 이러한 광경들을 목격했습니다. 폴리스 시민을 

무력으로 다스리려는 자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노예 노릇 하던 

모습, 위험천만한 삶을 동료 시민에게 내세우는 자신들도 두려움에 

떨며 사는 모습, 또한 시민을 데리고 침략자들에 대항해 전쟁을 

강요하는 한편, 다른 국가의 군대와 함께 같은 폴리스 시민을 

공격하도록 강요받는 모습, 게다가 신상들을 약탈하는 한편, 시민 중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사형하는 모습, 가장 가까운 사람도 믿지 

못하는 광경을 ...  

ὁρῶν γὰρ τοὺς βίᾳ τῶν πολιτῶν ἄρχειν ζητοῦντας ἑτέροις 

δουλεύοντας καὶ τοὺς ἐπικίνδυνον τὸν βίον τοῖς ἄλλοις 

καθιστάντας αὐτοὺς περιδεῶς ζῶντας, καὶ πολεµεῖν 

ἀναγκαζοµένους µετὰ μὲν τῶν πολιτῶν πρὸς τοὺς 

ἐπιστρατευοµένους, µετὰ δ᾽ ἄλλων τινῶν πρὸς τοὺς 

συµπολιτευοµένους, ἔτι δὲ συλῶντας µὲν τὰ τῶν θεῶν, 

ἀποκτείνοντας δὲ τοὺς βελτίστους τῶν πολιτῶν, ἀπιστοῦντας δὲ 

τοῖς οἰκειοτάτοις ...  

 
73 Hamilton은 왕의 평화 협정 이후, 아테네는 스파르타와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고 있었다고 주장
했다. 그 이유는 스파르타와 대립각을 세우는 순간 다시금 스파르타가 페르시아가 결탁할 것을 우
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스파르타가 380년 전후 올륀토스의 자치를 무시하고 원정군을 보냈던 
때에, 아테네는 협상 창구를 닫아버렸다고 보았다. 『파네귀리코스』와 『헬레네 찬사』의 논조 
차이도 이러한 아테네 여론의 변화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cf. Hamilton (1980),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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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크라테스 『헬레네 찬사』 32-33 ) 

이런 광경을 목격한 테세우스는 참주(turannos) 74 가 되어 아테네를 다스린다. 과연 

테세우스가 목격한 참상은 진실된 것일까? 플루타르코스는 『테세우스전』에서 아테네 

개혁의 동기를 그저 테세우스가 "원대한 구상"(thaumaston ergon)을 했다 

보고한다(플루타르코스 『테세우스전』24.1). 현전하는 자료로 미루어 보아, 테세우스 

시대의 아테네 생활상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런데 이소크라테스는 왜 이러한 참상을 

강조한 것일까? 아마 그는 끔찍한 그리스의 모습과 테세우스의 통치를 대비함으로써 

테세우스의 통치 능력을 더욱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더 나아가, 

이소크라테스 시대의 아테네가 직면한 그리스의 참상을 묘사하려 했다고 보았다. 그 

근거는 역시 『파네귀리코스』가 보여주는 그리스의 모습 사이의 유사성이다.  

그런데 그리스인 선봉에 섰던 자들이[스파르타] 한 

사람을[아르타크세륵세스], 너무도 엄청나게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사람들의 주인으로 옹립하는 한편, 도시 

가운데 가장 강력한 도시조차도 자신들의 주인이 되도록 허락하지 

않고 그 대신 노예가 되도록 강요하거나 가장 큰 불행에 자신들을 

내던진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일 

가운데 가장 무서운 일은 주도권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인을 향해 매일 군사적 원정을 시도하며 이방인에 

대해서는 언제나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을 볼 때입니다.  

(이소크라테스 『파네귀리코스』 127-128) 

이소크라테스는 『파네귀리코스』에서 스파르타는 전 그리스의 주도권을 가졌지만 

페르시아의 왕 아르타크세륵세스를 주인 삼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폴리스조차 

주종관계를 따르도록 강요하고 정작 자신들도 불행에 빠져 산다고 묘사한다. 『헬레네 

찬사』에서 묘사된 참상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신상을 약탈하고 뛰어난 도시의 인물들을 살해한 장면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 

했던 것일까? Heilbrunn 은 이 장면을 과거 아테네 삼십인 정권의 만행을 상징하며 

이소크라테스의 다른 저작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주제라고 분석했다(Heilbrunn 1977, 

 
74 흔히 '독재자'로도 번역되는 'turannos'는 이소크라테스에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니
었다. 왜냐하면 이소크라테스는 모든 민중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정체가 아닌, 유능한 행정가가 선
출을 통해 도시를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유능한 소수 혹은 단일한 행정가가 통치하
는 제도가 민주정체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민권의 평등은 침해 받지 않는다고 이소
크라테스는 생각했다. 예컨대 그는 솔론과 클레이스테네스의 정체가 아테네의 이상적인 정체라고 
했는데, 그가 조상의 정체 즉, 솔론-클레이스테네스 시대의 정체를 따랐다는 주장에 대한 설명은 
Bordes, J., Politeia: dans la pensée grecque jusqu'à Aristote, Paris: Les Belles Lettres, 1982, 나정원 역,
『 폴리테이아 : 고대 그리스 시민권론과 정치체제론』, 서울: 아르케, 2000: 477; Mossé, C., Le 
citoyen dans la Grèce antique, Paris: Nathan, 1993, 김덕희 역, 『고대 그리스의 시민』, 서울: 동문선, 
2002: 113-1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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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그 예로 『아레오파기티코스』(Areopagiticos)에서 묘사된 삼십인 정권의 모습과 

『헬레네 찬사』의 모습은 놀랍게 비슷하다.  

30 인 정권은 공공건물을 방치하고 사원을 약탈했으며 아테네가 

1000 탈란톤에 이르는 비용을 들인 항구를 3 탈란톤에 팔아버린 뒤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τοὺς δὲ τριάκοντα τῶν µὲν ἀµελήσαντας, τὰ δὲ συλήσαντας, 

τοὺς δὲ νεωσοίκους ἐπὶ καθαιρέσει τριῶν ταλάντων 

ἀποδοµένους εἰς οὓς ἡ πόλις ἀνήλωσεν οὐκ ἐλάττω χιλίων 

ταλάντων; 

(이소크라테스 『아레오파기티코스』 66)75 

요컨대 이소크라테스는 테세우스가 목격한 참상을 자세히 묘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했을 것이다. 첫째, 청중에게 당대 스파르타의 페르시아를 향한 굴종적 태도와 

그리스 폴리스들을 향한 폭력적 태도를 상기시키고자 했을 것이다. 둘째,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스파르타가 심었던 삼십인 정권의 폭정을 아테네 청중에게 상기시키며 

스파르타에 대한 적대감을 떠올리게 했을 것이다. 이러한 서술로 인해 아테네 청중은 

과거와 현재를 막론한 스파르타의 행태에 분노했을 것이다.  

이 상황을 타개했던 테세우스의 노력을 묘사할 때에도, 이소크라테스는 청중에게 

테세우의 아테네 통치 업적을 보여준다. 수많은 업적 중에서도 테세우스의 아테네 통치 

업적을 강조하는가? 그 의도는 테세우스가 설립한 아테네의 정체로 돌아가자고 조언하는 

것이라 본다(Bons 1997, 188). 

테세우스는 조국 아테네를 공공의 것으로 만들고 아테네 폴리스 

시민의 정신을 해방한 뒤,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덕에 관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테세우스] 자신이 [탁월함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보다 뛰어난 것처럼, 탁월함을 연마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더욱 뛰어날 것이라고 자신했던 한편, 그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명예가 노예에게 받았던 명예보다 더욱 

달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시민이 하길 

꺼린다면 하지 않도록 거리를 특히 두었던 터라 민회를 정체의 

주요한 부분으로 설립했던 것입니다. 반면 민중들은 오로지 그가 

국가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민주정체보다 일인 지배체제가 더욱 공익을 위한 길이자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75 Norlin(1980)의 텍스트와 영역을 참고한 필자의 번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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µετὰ δὲ ταῦτα κοινὴν τὴν πατρίδα καταστήσας καὶ τὰς ψυχὰς 

τῶν συµπολιτευοµένων ἐλευθερώσας ἐξ ἴσου τὴν ἅµιλλαν 

αὐτοῖς περὶ τῆς ἀρετῆς ἐποίησε, πιστεύων µὲν ὁµοίως αὐτῶν 

προέξειν ἀσκούντων ὥσπερ ἀµελούντων, εἰδὼς δὲ τὰς τιµὰς 

ἡδίους οὔσας τὰς παρὰ τῶν µέγα φρονούντων ἢ τὰς παρὰ τῶν 

δουλευόντων. τοσούτου δ᾽ ἐδέησεν ἀκόντων τι ποιεῖν τῶν 

πολιτῶν ὥσθ᾽ ὁ μὲν τὸν δῆµον καθίστη κύριον τῆς πολιτείας, οἱ 

δὲ µόνον αὐτὸν ἄρχειν ἠξίουν, ἡγούµενοι πιστοτέραν καὶ 

κοινοτέραν εἶναι τὴν ἐκείνου µοναρχίαν τῆς αὑτῶν δηµοκρατίας. 

οὐ γὰρ ὥσπερ ἕτεροι τοὺς µὲν πόνους ἄλλοις προσέταττε, τῶν δ᾽ 

ἡδονῶν αὐτὸς µόνος ἀπέλαυεν, ἀλλὰ τοὺς µὲν κινδύνους ἰδίους 

ἐποιεῖτο, τὰς δ᾽ ὠφελείας ἅπασιν εἰς τὸ κοινὸν ἀπεδίδου. 

(이소크라테스 『헬레네 찬사』 35-36) 

그는 우선 흩어져서 마을 단위로 살던 공동체를 아테네라는 단일한 시(市) 단위로 

묶었고 결국 아테네는 이소크라테스 시대에도 폴리스들 중에서 가장 거대한 폴리스가 

되었다(35). 그 다음, 테세우스는 관직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으며 경쟁을 통해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회를 통해 자신이 결정한 정책의 가부를 결정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이소크라테스가 정말로 아테네인에게 조언했던 것인지 살펴보자. Kennedy 는 

『파네귀리코스』에서 등장하는 유사한 구절을 증거로 제시한다(Kennedy 1958, 81).  

실제로 우리 도시는 법도 없이 살고 흩어져 거주하던 그리스 

사람들을 받아들였는데 ... 그런 열악한 상태에서 우리 도시는 그들을 

구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후견인이 되어 주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스스로를 본보기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도시가 최초로 법을 세우고 정치체제를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소크라테스 『파네귀리코스』 39) 

 이소크라테스는 『파네귀리코스』에서 아테네가 흩어져 살던 그리스인을 모아, 정체와 

법률을 세웠다고 말하며 아테네가 그리스의 후견인(kuria)이자 

본보기(paradeigma)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두 작품이 이야기하는 바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헬레네 찬사』에서는 테세우스가 흩어져 살던 아테네인들을 모으고 

아테네인들에게만 이득을 주었다면, 『파네귀리코스』에서는 아테네가 흩어져 살던 

그리스인들을 모으고 그들 모두에게 이득이 된 폴리스였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포착한 Heilbrunn 은 Kennedy 의 정치적인 해석을 일축하며 이소크라테스의 진짜 

의도는, 아테네 청중의 애국심을 자극하여 테세우스의 위업을 강조하는 수사적 효과를 

노린 것뿐이라 반박했다(Heilbrunn 1977, 152-153). 필자는 Heilbrunn 의 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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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소크라테스가 청중의 애국심 자극을 겨냥하여 노리고자 했던 

바는, Kennedy 가 분석한 아테네의 전 그리스에 대한 선행 강조가 아니라 테세우스가 

처음에 세웠던 아테네 옛 정체 즉, 이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이상적 정체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것이라 보았다. 

이소크라테스의 이상적 정체란 무엇인가? 그는 유능한 일인 지도자를 옹립하여 

폴리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의제 민주정체를 채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76   기원전 

4 세기의 아테네의 민주 정체는 기원전 5 세기의 민주 정체보다 직접 민주정체의 성격이 

강해졌다. 과거에는 키몬 혹은 페리클레스와 같은 유명 귀족 가문에서 집정관(archon)을 

맡아 국정을 지도했다면, 기원전 4 세기에 들어선 민회의 민중들이 국정의 주체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직접민주정체는 민중에게 온전히 권력이 돌아간 진정한 민중들의 정치 

체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민중이 선동되어 오류를 저지를 시, 이를 저지할 방도가 

없었다는 데 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예컨대, 데마고고스(demagogos)라는 민중 

선동가들이 도시국가 전체의 이득이 아닌 특정 집단의 지지를 얻기 위해 대중을 선동하기 

시작하며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데마고고스들은 제 2 델로스 동맹이 기원전 5 세기의 

동맹과 같은 제국주의적 동맹으로 회귀하길 바랐다(김봉철 2004, 207). 이는 동맹국의 

자치를 존중하여 전 그리스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이소크라테스에게 가장 

반하던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아테네 민중들에게 옛 테세우스의 정체를 상기시키며 

아테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공익을 사취하지 않으며 아테네 전체의 이득을 대변하는 

유능한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이 역시 『헬레네 찬사』가 저술된 

기원전 370 년대 제 2 델로스 동맹 형성기에 시의 적절한 조언이었다.  

결론적으로 『헬레네 찬사』의 테세우스 서술은 크게 세 가지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소크라테스는 우선 기원전 370 년 대 아테네가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스파르타의 신뢰도가 급감하기 시작하자, 스파르타의 폭압을 더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추후 아테네의 지배자로서의 위치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즉, 대담하게 테세우스가 

라케다이몬을 우습게 보고 헬레네를 빼앗아갔듯, 아테네도 스파르타의 소중한 것, 즉 범 

그리스 지배권을 빼앗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시의적절한 정치적 관점을 

제시한다. 둘째, 아테네가 과거 테세우스가 설립한 위대한 조상의 정체 즉, 선출된 

지도자를 옹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셋째, 외교적으로 아테네인에게 한 세기 전, 델로스 

동맹에서의 독단적 태도와 공금을 사취한 역사를 상기시키고 제 2 델로스 동맹의 

아테네인들은 동맹국에 선행과 호혜를 베푸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간곡히 충고한다. 

과연, 『헬레네 찬사』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된 정치적 메시지가, 

『파네귀리코스』에서 노골적으로 표현된 정치적 주장보다 덜 효과적인가? 아테네 

시민이 상식적으로 익히 알고 있는 테세우스의 위업과 탁월함을 들었다면 정치 연설보다 

 
76 이소크라테스의 정체관 또한 그의 범그리스주의 사상과 마찬가지로 불변하는 몇 가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단언할 수 없다. 그는 시대에 알맞게 정체관을 조금씩 수정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소크라테스의 정체관에 대한 분석과 시대별 차이는 김봉철 (2004), 197-21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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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또한 청중은 현명한 테세우스마저 추구하기로 판단할 

정도였으니, 헬레네를 대단한 여인이라 여겼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표현된 

묘사들은 청중이 당대 그리스의 문제점을 느끼게 하고 테세우스와 동질감을 느껴 

아테네가 다시금 테세우스와 같이 조국과 그리스를 위한 무언가를 해야 할 것이라 느끼게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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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로이아 전쟁의 재평가와 범그리스주의 원정의 동기 (36-60) 

이어서 이소크라테스는 트로이아 전쟁을 재평가함으로써 헬레네의 아름다움을 

칭송한다. 트로이아 전쟁은 청동기 그리스[아카이아] 연합군과 아나톨리아 반도의 도시인 

트로이아  사이의 전쟁으로, 10 년 가까운 공방전 끝에 그리스 연합군의 승리로 막을 내린다. 

하지만 트로이아 전쟁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예컨대 호메로스는 

트로이아 전쟁을 그리스 측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통"(호메로스 『일리아스』 1.2)을 

안겨준 전쟁이며, 승리한 그리스의 영웅들도 "재앙에 쫓겨" 고향으로 간신히 돌아갈 수 

있었다고 묘사했다(같은 책 1.60). 패배한 트로이아도 마찬가지로 파리스가 가져온 재앙 

즉, 헬레네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같은 책, 5. 62-64; 22.38-50). 10 년의 장기전과 고통스러운 

귀향이 숭고한 목적이 아닌 결국 "계집에 미친 유혹자"(39) 파리스가 납치한 한 여인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으니 그리스인에게는 트로이아 전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소크라테스는 트로이아 전쟁을 부정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찮은 이유 

때문이 아닌 숭고한 목적을 위해 발발한 전쟁이자 그리스에 수많은 이득을 가져온 

전쟁으로 재평가한다. 트로이아 전쟁의 동기와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를 통해 헬레네가 찬양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특히 대단하다. 이소크라테스는 

트로이아 전쟁의 동기와 이익을 어떻게 재평가했으며 이를 통해 어떻게 헬레네 찬양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소크라테스는 크게 트로이아 전쟁의 두 가지 편견을 다시 검토한다. 하나는 전쟁의 

동기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의 결과이다. 그는 전쟁의 동기를 헬레네와 파리스의 외도 즉, 

남녀의 정욕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현명한 판단 하에 시작된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전쟁과 그 결과가 고통스러운 10 년 전쟁과 귀향이 아닌 참전 영웅들이 신격화되고 

이소크라테스 시대 그리스 세계에 '자유와 번영'이라는 만고의 유산을 가져온 

전쟁이었음을 강조했다. 결국 이 전쟁이 숭고한 목표를 위한 숭고한 희생이었고 그 결과 

또한 숭고한 것에 걸맞는 보상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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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헬레네를 추구한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나? (36-48) 

먼저 이소크라테스의 트로이아 전쟁 원인과 참상의 재해석을 분석하고 이와 동시에 

어떻게 헬레네가 격상되는지 살펴볼 것이며 재해석의 정치적인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이소크라테스는 파리스가 헬레네를 선택했던 결정과 그녀를 추구한 인물들을 재평가한다. 

이소크라테스 이전까지 파리스의 결정은 호메로스에 의해 "계집에 미친 사내"가 내린 

평가로 표현되었으며 이 결정으로 인해 전쟁을 일으킨 파리스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다(호메로스 『일리아스』 3.454). 과연 정욕에 눈이 멀고 전쟁을 처음으로 

촉발했고 만인의 미움을 받았던 파리스와 한 여인을 위해 고통의 10 년을 바친 구혼자들은 

어떻게 재평가되나?  

헬레네가 납치에서 풀려나 다시 돌아오고 77  성장해 혼기에 이르렀던 때, 당시 그리스의 

지배자들은 혼기가 찬 헬레네에게 시선을 뗄 수 없었고 심지어 자신들이 통치하는 

도시에서 첫째가는 여인들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오로지 헬레네에게만 구혼했다. 그러나 

수많은 헬레네의 구혼자들이 그녀를 향해 열정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큰 분란에 

휩싸일 것은 불 보듯 뻔했다. 이에 구혼하던 그리스 지도자들은 한데 모여 헬레네를 얻지 

못함에 불복하지 않고 헬레네가 납치된다면 모두 힘을 다해 도울 것이라는 "서약"(orkia)을 

맺었다. 이로써 헬레네는 스파르타의 맹주 메넬라오스의 아내가 되었지만 그리스인들 

사이에선 다툼이 벌어지지 않았다(38-41).  

인간들이 헬레네 쟁탈전을 벌였듯, 신들도 아름다움 쟁탈전을 벌인 것은 마찬가지였다. 

비슷한 시기, 펠레우스와 테티스의 결혼식에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두고 간 황금사과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올륌포스의 여신들은 서로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 논쟁하기 시작했다. 신들 사이에서도 그 논의는 끊이지 않았고 결국 가장 

아름다운 남성 인간 파리스를 판관(kritēs)으로 내세워 선택을 종용한다. 그 뒤 세 여신은 

파리스에게 뇌물을 바쳤다. 헤라는 파리스에게 전 아시아의 왕권을 제안했고 아테나는 

전쟁마다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프로디테는 헬레네를 신붓감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의 "모습"(opsis)에 굴복했고 결국 헬레네와의 

"친연 관계"(oikeiotēs)78을 제안한 아프로디테가 가장 아름다운 신이라 판단했다(41-43). 79 

 
77 Heilbrunn 은 헬레네가 다시 스파르타로 돌아온 것이 결국 아테네의 헤게모니가 스파르타로 돌
아갈 것을 암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이소크라테스는 테세우스가 아테네를 상징하도록 만들
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신화 서술에 비해 언급이 매우 짧고 구체적이지 못하기에 
'테세우스=아테네' 상징 전체를 부정할 정도의 중요성을 지니지 않는다고 본다. 오히려 곧 트로이 
전쟁 서사에 시선이 쏠리기 직전에 자연스럽게 장면을 전환하도록 짧게 줄여 이소크라테스의 의도
적 생략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cf. Heilbrunn (1977), 150. 
78 '친족관계' 혹은 '친연관계'를 뜻하는 말로써, 아프로디테가 제안한 헬레네의 아름다움이나 사랑
과는 전혀 다른 맥락의 의미이다. cf. s.v. oikeiotes (οἰκειότης) in BNP. 
79 Blondell은 이소크라테스의 세심한 단어 선택을 눈여겨본다. 그에 따르면, 파리스는 아름다움이 
유발하는 성적인 매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신적인 모습에 굴복한 것이다. 그 근거로 그는 호메로
스 찬가 중에서도 『데메테르 찬가』와 『아프로디테 찬가』를 제시한다. 두 작품에서 메타네이라
와 앙키세스는 데메테르와 아프로디테의 모습(opsis)을 보고 다리가 풀리거나 두려워 고개를 돌린
다. 메타네이라와 앙키세스는 신들의 아름다움에 성적으로 격양된 것이 아니다. Blondell은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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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크라테스가 묘사한 트로이아 전쟁의 전사(前史)는 큰 틀에 있어서 전통적 신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기에 이 논지가 헬레네를 부각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헬레네 그리고 헬레네를 환유한다고 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두고 싸운 것이 

어떻게 헬레네가 부각될 수 있는 논거인가? 오히려 외적인 모습을 보고 욕망에 사로잡힌 

이들의 난장(亂場)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먼저 이소크라테스는 

파리스의 결정을 정욕에서 촉발된 충동적인 결정이 아닌 현명한 결정임을 강조한다. 

파리스는 쾌락을 고려하지 않았고 … 오히려 갈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제우스의 사위가 되길 원했기 때문에 

[헬레네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또한 파리스는 아시아의 왕이 되는 

것보다 [제우스의 후손이 되는] 가치를 더욱 크고 좋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거대한 국가와 지배세력도 언젠가는 저열한 자들 

곁에 있게 된다는 것을 생각했고 후세 사람 중 누구도 그녀의 

가치만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파리스는 자식들에게 아버지만 아니라 제우스에게서 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있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재산을 남겨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기에, 다른 행운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반면 좋은 혈통은 언제나 

같은 혈통의 사람들에게 머무르며 다른 선물들은 오로지 자신이 살던 

시대를 위한 것이지만, 이 결정은 모든 후손을 위한 결정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οὐ πρὸς τὰς ἡδονὰς ἀποβλέψας … ἀλλ᾽ ὅµως οὐκ ἐπὶ τοῦθ᾽ 

ὥρµησεν, ἀλλ᾽ ἐπεθύµησε Διὸς γενέσθαι κηδεστής, νοµίζων 

πολὺ µείζω καὶ καλλίω ταύτην εἶναι τὴν τιµὴν ἢ τὴν τῆς Ἀσίας 

βασιλείαν, καὶ µεγάλας µὲν ἀρχὰς καὶ δυναστείας καὶ φαύλοις 

ἀνθρώποις ποτὲ παραγίγνεσθαι, τοιαύτης δὲ γυναικὸς οὐδένα 

τῶν ἐπιγιγνοµένων ἀξιωθήσεσθαι, πρὸς δὲ τούτοις  οὐδὲν ἂν 

κτῆµα κάλλιον καταλιπεῖν τοῖς παισὶν ἢ παρασκευάσας αὐτοῖς 

ὅπως µὴ µόνον πρὸς πατρὸς ἀλλὰ καὶ πρὸς µητρὸς ἀπὸ Διὸς 

ἔσονται γεγονότες. ἠπίστατο γὰρ τὰς µὲν ἄλλας εὐτυχίας 

ταχέως µεταπιπτούσας, τὴν δ᾽ εὐγένειαν ἀεὶ τοῖς αὐτοῖς 

παραµένουσαν, ὥστε ταύτην µὲν τὴν αἵρεσιν ὑπὲρ ἅπαντος τοῦ 

 
태도가 "경외감을 불러 일으키는"(awe-inspiring) 아름다운 모습에서 기인한 것이라 설명한다. 그
는 이소크라테스도 파리스가 굴복한 것이 성적인 동기가 아니라 "경외감을 불러 일으키는"(awe-
inspiring) 신적 아름다움에 굴복한 것으로 들리길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단어 선택에 있어서도 이
소크라테스는 아름다움이 유발하는 성적인 동기를 제거한 것이다.cf. Blondell (2013),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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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ένους ἔσεσθαι, τὰς δ᾽ ἑτέρας δωρεὰς ὑπὲρ τοῦ χρόνου µόνον 

τοῦ καθ᾽ αὑτόν. 

(이소크라테스 『헬레네 찬사』 42-44) 

이소크라테스의 파리스는 정욕에 눈이 먼 사내가 아니다. 그는 아프로디테가 준 

헬레네의 아름다움에 굴복한 것도 아니다. 그는 죽으면 사라질 것에 불과한 권력이나 

승리의 명예를 보지 않았다. 그는 그가 살아서도 누리고 후손들도 영원히 누릴 헬레네의 

아버지 제우스와의 "친연관계"를 고려했다. 이는 이소크라테스의 독창적인 시각이다. 

그는 앞서 헬레네와 테세우스 찬양에서도 혈통을 찬양 논거로 사용했고 다른 저작 

『아레오파기티코스』에서도 가장 오래 남을 탁월함은 "고귀한 혈통"이라 칭한 바 

있으니(이소크라테스 『아레오파기티코스』 13), 파리스의 이러한 결정은 

이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선 현명한(phronēmos) 결정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파리스의 

선택은 "계집에 미쳐" 이루어진 것이 아닌 현명한 판단력의 산물이 되어 파리스는 현명한 

판관으로 재평가된다. 

그렇다면 현명한 판단력을 가진 파리스를 통해 헬레네는 어떻게 찬양 받을 수 있는가? 

파리스가 성욕과 아름다움을 탐닉하는 모습이 아닌 현명한 판관으로 반전되었을 때, 앞서 

테세우스 서사와 마찬가지로 헬레네를 추구한 인물은 현명한 인물일 수밖에 없다. 

헬레네는 현자라면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되는 것이다.80 이소크라테스는 트로이아 

전쟁의 원인인 헬레네를 변호하지 않고 일부러 함구하지 않는다. 그는 헬레네가 전쟁의 

원인이었음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 "계집에 미쳐" 발발한 전쟁이 아니라 현명한 

판단에서 기인한 전쟁이라 강조하며 헬레네뿐만 아니라 트로이아 전쟁의 동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뒤집는다. 

 그렇지만 하나의 결정으로 파리스의 현명함이 충분하게 입증되었다고 할 순 없다는 

반박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이소크라테스는 파리스가 신들이 선택한 확실히 현명하고 

믿음직한 판관(kritēs)임을 강조한다.  

  

 
80 하지만 실제로 헬레네와 파리스 사이의 후세가 있다는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는다. 전거가 맞다
면, 결국 헬레네와의 친연 관계는 그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의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에
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뒤이은 파리스 찬양에 집중하는 것을 보면, 이 점에 대해 이소크라테스는 
충분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할 수 있다. cf. Blondell (2013),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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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께서 그토록 큰 분쟁이 되어버린 문제에 관해서는 그냥 

일반인에게 구별할 권한을 주진 않았을 것이니, 오히려 당연히 바로 

그 문제에 관해 신경을 매우 많이 썼던 만큼, 가장 뛰어난 자를 

판관으로 고르는데 열과 성을 다했지요. 또한 우리는 대체 파리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 봐야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택 받지 못한 

여신들의 분노를 통해 그를 평가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모든 

여신들이 장고 끝에 파리스의 생각을 구했는지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결한 사람이 강력한 존재들에 의해서 심히 고통받는 

것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판단력이 남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면, 필멸자임에도 신들의 판관이 될 정도의 명예도 얻을 수 

없으니까요. 

οὐ γὰρ δή που περὶ ὧν εἰς τοσαύτην ἔριν κατέστησαν τὸν 

τυχόντα διαγνῶναι κύριον ἐποίησαν, ἀλλὰ δῆλον ὅτι τοσαύτην 

ἔσχον σπουδὴν ἐκλέξασθαι κριτὴν τὸν βέλτιστον, ὅσηνπερ περὶ 

αὐτοῦ τοῦ πράγµατος ἐπιµέλειαν ἐποιήσαντο.  χρὴ δὲ σκοπεῖν 

ὁποῖός τις ἦν καὶ δοκιµάζειν αὐτὸν οὐκ ἐκ τῆς ὀργῆς τῆς τῶν 

ἀποτυχουσῶν, ἀλλ᾽ ἐξ ὧν ἅπασαι βουλευσάµεναι προείλοντο 

τὴν ἐκείνου διάνοιαν. κακῶς µὲν γὰρ παθεῖν ὑπὸ τῶν 

κρειττόνων οὐδὲν κωλύει καὶ τοὺς µηδὲν ἐξηµαρτηκότας: 

τοιαύτης δὲ τιµῆς τυχεῖν ὥστε θνητὸν ὄντα θεῶν γενέσθαι 

κριτὴν, οὐχ οἷόν τε µὴ οὐ τὸν πολὺ τῇ γνώµῃ διαφέροντα. 

(이소크라테스 『헬레네 찬사』 46-47) 

이소크라테스는 파리스가 현명한 결정을 했다고 강조함으로써 파리스의 결정을 

현명함으로 부각한 데 이어, 이제는 파리스 자체도 현자로 부각하고 있다. 이소크라테스는 

황금 사과를 차지하기 위한 논쟁이 그토록 거센 상황에서 과연 헤라와 아테네가 정욕에 

눈이 먼 사내 파리스를 아름다움의 판관으로 내세웠겠느냐고 청중에게 반문한다. 논쟁과 

아름다운 여신이 되기 위한 열망이 그토록 큰 마당에 신들은 무결하고(exemarkotos) 

남다른 판단력을 가진 판관을 필요로 했을 것이고 장고 끝에 파리스가 선택되었다. 만일 

신들이 장고 끝에 선택한 판관 파리스를 계집에 미친 유혹자로 해석한다면, 신들의 결정을 

부정하고 의문시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결국 이소크라테스는 현명하고 뛰어난 

통치자이자 신들이 선택할 정도로 판단력이 남다른 사람이라면, 헬레네를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여인이라 강조하며 헬레네를 부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리스 지도자들의 헬레네 추구는 어떻게 헬레네를 부각하는가? 그리스의 

지배자였고 고향 폴리스의 뛰어난 여인들을 저버렸다는 점은 헬레네가 그만큼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을 돋보이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구혼자들이 정욕에 따라 그러한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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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수도 있지 않은가? 이에 이소크라테스는 구혼자들의 헬레네 추구가 성적 욕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님을 부각한다. 그 근거는 구혼자들의 "서약"이다.   만장일치로 맺은 서약은 

구혼자들의 추구 동기를 정욕에서 이성적 판단으로 전환한다.  

지금까지 언급된 헬레네를 추구했던 인물들의 면면을 보자. 테세우스와 파리스는 

헬레네를 납치했다. 신들은 아름다움 때문에 서로 끊임없이 다투고 파리스가 현명한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복하고 복수심을 품었다. 그러나 이 그리스 지도자들은 어떤가? 

그들은 아름다운 것을 얻으려는 본능적 갈애 때문에 불복하거나 서약을 그르치지 않았다. 

그들은 내분을 경계해 만장일치로 선서했고 심지어 추후에 있을 사태를 대비해 헬레네를 

지켜주기로 약속했다. 다시 말해 그리스인들은 분란에 이르지 않으려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그리스의 지배자들이 현명했음에도 납치라는 다소 

폭력적인 태도를 취한 테세우스와 파리스와 분란에 휩싸인 신들보다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81  결국 이러한 대조는 헬레네가 현자들의 현명한 판단의 객체가 아니라 

오히려 현명한 판단을 만들어내는 주체적인 인물임을 암시한다. 아름다움 자체는 신들 

사이에 다툼과 집착을 만들어 내고 헬레네는 이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헬레네는 그 동시에 화해와 이성적 판단을 만들어내는 그녀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이 된 것이다.  

그러나 파리스가 신들이 선택한 판관이고 판단이 현명했다 하더라도 선택이 가져온 

참상은 어떠했나? 과연 전쟁의 참상을 보고도 결정이 현명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트로이아 전쟁의 결과를 생각한다면, 아무리 파리스가 현명해도, 결국 판단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반박이 제기될 수 있으며 헬레네는 전과 같이 재앙을 가져오는 여인일 수밖에 

없다고 비난받을 것이다. 심지어 이소크라테스는 이러한 반박을 예측하지 못한 것처럼 

다시 트로이아 전쟁 서사로 돌아와 10 년간 진행된 전쟁의 참상을 과장하여 묘사한다. 

그것[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그리스인들뿐 아니라 일부 

비(非)그리스인들에게도， 아니 전 인류에게 일대 사변이었다. 먼 

옛날에 일어난 사건이나 우리 시대 이전에 일어난 사건은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되도록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여러 증거를 검토한 결과 나는 전쟁이든 그 밖의 일이든 

이토록 규모가 큰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렀기에 

하는 말이다. 

(투퀴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1.1)82 

 
81 Haskins 는 구혼자들의 서약이 당대 군사 전략이었던 밀집 대형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그리스주의의 원정에서의 군사적 이미지를 강조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당대 청중이 
"서약"에서 '밀집 대형'의 모습을 바로 떠올릴 수 있었을 지는 미지수이다.. cf. Haskins (2018), 263. 
82 이하 번역으로 투퀴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천병희 역, 서울: 숲, 2011 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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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크라테스는 투퀴디데스가 묘사한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같은 수준으로 트로이아 

전쟁의 규모를 과장한다. Bons 는 트로이아 전쟁을 최대의 전쟁으로 묘사한 것이 아테네에 

과거 쓰라린 패배를 맞이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Bons 

1997, 197).  

물론 트로이아 전쟁은 예전에도 비참한 전쟁으로 널리 알려지긴 했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도 그리스군의 아가멤논은 전황이 좋지 않자 트로이아를 떠나려고 했고 

이를 오뒷세우스가 간신히 말렸다. 말리는 와중에도 오뒷세우스는 이 전쟁을 "비참한 

전쟁의 실타래"라 표현한 것으로 보아, 확실히 그리스 측에도 이 전쟁은 달갑지 않았던 

전쟁이었다(호메로스『일리아스』14.64-102). 트로이아군도 마찬가지로 트로이아가 

파멸에 이르는 것을 슬퍼했다. 트로이아가 함락하는 미래를 한탄하는 프리아모스의 

간청이 그 예시이다(같은 책, 22.37-76) 또한 신들의 자식들이 전장에서 싸웠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도 전장에 나가서 죽음을 종용받거나 위급한 상황에도 외면받지는 않았다. 

예컨대 『일리아스』의 아이네아스와 디오메데스와의 결투에서 위험에 처한 

아이네아스를 어머니 아프로디테가 그를 보호했기 때문이다(같은 책, 5.311-320). 

이소크라테스는 호메로스의 전승에서 양군이 느끼는 비참한 감정과 신들의 집념을 

언급하지 않지만 전쟁의 규모를 전승보다 큰 것으로 과장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트로이아 전쟁의 규모가 과장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과장된 묘사로 헬레네가 

부각될 수 있을까? 앞서 제우스가 헬레네에게 주었던 아름다움의 성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상기하며 트로이아 전쟁이 과장된 이유를 살펴보자. 

[제우스는] 헬레네에겐 힘마저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한 

아름다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제우스는 특출남과 눈부심은 

평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경쟁에서 생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τῇ δὲ κάλλος ἀπένειµεν, ὃ καὶ τῆς ῥώµης αὐτῆς ἄρχειν πέφυκεν. 

εἰδὼς δὲ τὰς ἐπιφανείας καὶ τὰς λαµπρότητας οὐκ ἐκ τῆς 

ἡσυχίας, ἀλλ᾽ ἐκ τῶν πολέµων καὶ τῶν ἀγώνων γιγνοµένας… 

(이소크라테스 『헬레네 찬사』 16-17) 

이소크라테스가 앞서 전제했듯, 특출남(epiphaneia)과 눈부신 힘(lamprotēs)은 

전쟁에서 생기는 것임이 제우스의 입을 빌려 언급되다. 따라서 트로이아 전쟁은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헬레네의 힘은 더욱 특별해지고 눈부시게 빛날 수 있다고 이소크라테스는 

생각하는 것이다. 이를 Blondell 은 전쟁의 규모와 헬레네의 특별함이 정비례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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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한다고 표현한다.83 결론적으로 이소크라테스는 트로이아 전쟁은 신들과 인간들이 

뒤엉켜 헬레네를 추구한 최대-최장의 전쟁이었으니, 헬레네의 가치가 그만큼 대단한 

것이라 생각하길 원했던 것이다. 

한편, Blondell 은 그리스군이 10 년 가까이 버티고 트로이아가 분개하지 않았다고 바꿔 

묘사한 점에 대해 흥미로운 분석을 덧붙인다. 그는 이소크라테스가 파리스에게서 

헬레네를 향한 욕망을 제거하고(de-erotizing) 현명한 결정을 강조했듯, 양군이 헬레네를 

추구한 동기에서 성적 욕망의 동기를 제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만일 성욕으로 

헬레네를 추구했다면, 그리스군은 10 년간이나 전쟁을 끌 이유도 없었고 트로이아군도 

영토가 황폐해지는 것을 두고 보았겠느냐는 것이다. Blondell 의 설명은 이소크라테스가 

헬레네를 추구한 자들의 동기가 성적 욕구였다는 일말의 의구심이라도 제거하려 했다는 

설명에서 신선하다. 그러나 필자에겐 파리스에게서 성적 욕구를 제거한 만큼 트로이아 

전쟁의 규모를 과장한 것이 헬레네 찬양에 효과적인지 모르겠다. 파리스는 대중의 상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여인에 탐착하는 사내이고 애욕이 무엇보다 우선인 사내이다. 그런 

사내에게서 욕망이 아닌 현명한 판단이 동기였다고 서술하는 것은 신선한 충격으로 

대중에게 다가갔을 것이나, 정욕과 무관한 그리스인과 트로이아인들의 애욕까지 제거할 

이유도, 그 효과도 미미하다고 본다. 이소크라테스는 트로이아 전쟁이 모두 헬레네를 

추구하여 일어난 일이 아니었으니 전쟁의 세부적인 동기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의 

규모와 진지함의 정도를 강화하기 위해 그 예시로 10 년을 버티고 트로이아도 영토가 

황폐해졌다는 서술에만 집중했을 것이다. 

그러나 소위 헬레네의 눈부신 탁월함이 가져온 참상은 너무 크다. 결국 헬레네의 특출난 

아름다움은 인간과 신을 끔찍한 전쟁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덕인 '환대'(ksenia)의 전통도 파괴되었다. 메넬라오스가 파리스를 

대접한 환대를 걷어차고 그의 아내를 파리스가 납치했기 때문이다. 결국 헬레네를 

추구하다 다른 가치를 파괴한 것이다. 과연 헬레네가 저 모든 참상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 여인인가? 다른 탁월함을 무시하게 만드는 헬레네를 어찌 칭송할 수 있는가? 

현자들이 추구한 여인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칭송하기엔 충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했으니 그녀에게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는 청자들의 마음에 실질적으로 와 닿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규모와 참혹함에 

버금가는 납득할 만한 보상이 필요하며 헬레네는 '환대'의 미덕 그 이상의 가치 있는 것을 

가져온 여인으로도 묘사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 수준의 

동기와 이득을 제시한다면, 트로이아 전쟁은 '재앙'이 아닌 '규모에 걸맞는 보상을 위한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반전될 수 있을 것이다.  

 
83 Blondell (2013), 227: "The resulting war was, in proportion to her beauty, the greatest ever in 
all re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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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신들이 그토록 피비린내 나는 혈투를 벌였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우선 

인간들은 헬레네의 육신(sōma)이 정착하는 곳이라면, 그 지역은 훨씬 더 복된(eudaimōn) 

지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52).84 사람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행복이 결정된다는 

생각인데, 이 논지는 짐짓 이해하기 힘들다. 이에 Blondell 은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았는데, 

여기서 이소크라테스는 헬레네를 우리의 신주단지와 비슷한 '팔라디온'(Palladion)85 과 

같은 위치의 여인으로 만들었으며 이를 트로이아 전쟁의 동기 중 하나로 언급한다. 

그리스인들은 특히 아름다운 여인에게 곧잘 ‘동상’(agalma)를 만들어 바쳤는데, 이 

여신상은 신성의 힘에 맡겨져 보호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다. 가장 유명한 

여신상으로 트로이아에 아테네의 팔라디온이었다. 트로이아 전쟁 당시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아에 잠입해 팔라디온을 훔쳐간 후에야 (『일리아스』 6.2, 273, 303; 베르길리우스 

『아이네이스』(Aeneis) 2.162) 그리스인들이 우세할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헬레네를 

차지하는 쪽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논지는 우리에겐 요상한 생각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로 미루어 보아, 이소크라테스가 청자인 그리스인들에게 아름다운 여인인 헬레네를 

팔라디온과 같은 신성한 여인인 점을 연상시킴으로써, 트로이아 전쟁의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신들이 팔라디온을 필요로 할까? 신들의 경우라면 이 동기만으론 부족하다. 

신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의 행복을 바라고 싸웠던 것은 아니다. 신들이 헬레네라는 

팔라디온을 위해 싸웠던 것이 아니라면, 신들의 동기는 무엇인가? 이소크라테스는 

인간뿐만 아니라 신들마저 추동한 동기를 헬레네의 "신에 가까운 아름다움"(theiotaton 

kallos)으로 제시한다. 신에 가까운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예컨대 탁월함의 한 종류인 

용감함(andreia), 지혜(sophia), 정의(diakaiosunē) 중 하나라도 갖고 있는 인물일지라도, 

사람들은 그에게 아름다움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스운 자로 치부하는 데에서 아름다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제시된 탁월함을 인간들은 얻길 원할 순 있지만 더 

많은 열정을 쏟진 않는 반면, 아름다움에 대한 갈애(erōs)는 내재한다고 묘사한다. 마치 

사람들이 위대할 정도로 용감한 행위를 목도했을 때, 오히려 그 용감함을 자신이 행하고 

추구하는 것에는 주저하고 자신과는 먼 일처럼 여기지만, 어떤 것이 더욱 아름다울수록 

얻고자 하는 마음을 더 크게 가지듯, 더 큰 아름다움은 사람들이 더욱 많은 열정을 쏟게 

만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탁월함을 지닌 인물들은 타인의 질투 대상이 되기 

십상인데, 아름다운 이들은 사람들이 기꺼이 종 노릇을 할(douleuesthai) 정도로 호의적인 

대접을 받는다(51-56).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종노릇까지 하는 사람들은 으레 비굴하거나 추한 모습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나 오히려 면면을 보자면 그렇지 않다. 예컨대 사람들은 타인의 힘(dunamē) 

 
84 『오뒷세이아』4권에서 메넬라오스는 딸의 결혼식의 화려한 축제를 벌인다는 점에서 적어도 스
파르타는 복된 곳이 되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지만, 아내에게 살해당한 형, 아가멤논과 트로이아
에서 잃어버린 전우들을 회상하며 괴로워한다. 
85 cf. s.v. "Palladion" in B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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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놓인 이를 모욕하는 데 반해, 86  아름다움에 헌신하는 자라면, 노고를 꺼리지 

않고(philoponos)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philokalos)87이라 여긴다. 이소크라테스는 

당대의 현행법을 언급하여 이러한 경향을 입증하려 한다.  당대의 법이란 아름다운 젊은 

나이에 매춘하는 청년들의 민회 발언권을 박탈하는 것인데(Mirhardy 2000, 44), 이는 당시 

아테네 사회의 아름다움에 대한 태도가 반영된 법률적 예시로 이소크라테스가 제시한다. 

아름다움을 대하는 태도는 신들 사이에서도 인간들과 차이가 없다. 그 예시로 제우스가 

아름다운 인간 여인들, 예컨대 알크메네, 다나에 88, 네메시스, 레다에게 89 다가갔던 순간이 

제시된다. 제우스는 마음만 먹는다면 인간 여인들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지만, 

이소크라테스 표현에 따르면 그는 겸손하게(tapeina) 아름다운 여인들에게 다가갔다. 

아름다움은 신들마저 고개 숙이게 만드는 것이었다. 제우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신들도 

필멸하는 남자의 아름다움에 굴복했고 그녀들 중 누구도 인간의 탁월함에 굴복한 

수치스러운 일이나 다름없는 사건을 숨기려 하지 않았을뿐더러, 아름다움에 굴복된 일이 

찬송(hupomneisthai) 받기를 원했을 정도라고 이소크라테스는 묘사한다(56-60).90 

여기서 이소크라테스는 신과 같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곧바로 정의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반응을 묘사했다. 또한 당대 시민 사이에 

집행되던 법률로써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본능이 있음을 예증하기 위해 대중이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신화를 이야기한다.  이로써 목적은 아름다움을 정의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소크라테스는 아름다움이 전무후무한 노고를 감수할 만큼 

위대하다고 설득하는 것이다.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 이소크라테스는 엄밀한 체계의 

논증으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도입부에서 밝혔듯(2), 

그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꼬치꼬치 따지지(terthreia) 않고 폴리스 생활에서 벌어지는 

 
86 정의, 지혜, 용감함을 추구하며 정의로운 자 밑에서 정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모욕 받
을 사람들은 아니다. 이소크라테스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상기한 덕의 종류들을 다시 언급하는 대
신, 모호한 단어인 '힘'(dunamai)을 사용하여, 마치 탁월함이 아닌, 무력에 의해 굴복한 사람들이 연
상되게끔 만들고 있다.   
87 "아름다움을 사랑하는"이라는 형용사 표현은 당대 아테네 시민에게는 성적인 욕망에 탐착하는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었다. 투퀴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2권 40장에서 페리클레스가 
기원전 5세기 당시의 아테네인을 규정지었던 단어이다. 이소크라테스가 페리클레스의 표현을 빌
렸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앞서 아름다움이 가져오는 성적 욕망을 제거하려는 이소크라테스의 
시도를 미루어 보면, 이 단어는 아테네인을 겨냥한 단어였을 것이다. 
88 다나에의 아버지 아크리시우스는 딸의 아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신탁을 받는다. 그러자 아크
리시우스는 다나에를 청동 탑 안에 가두어버린다. 그러나 제우스는 금빛 비가 되어, 벽돌 사이의 틈
으로 스며들어 다나에를 임신시켰다. cf. s.v. Danae in BNP. 
89 헤시오도스 『여인들의 목록』단편 23에서는 네메시스가 제우스와 동침해 낳은 알이 레다라고 
한다. 만일 그렇다면, 제우스는 딸과 또 동침을 한것인데, 그렇다면 찬사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앞서 『헬레네 찬사』16절에서 레다가 카스토르와 폴룩스의 어머니라고 언
급되는 것으로 보아, 네메시스와 관련은 없는 것 같다. 헬레네의 어머니가 레다라는 신화는 이후 에
우리피데스 『헬레네』16-22에서 처음 언급된다. cf. s.v. Leda in BNP. 
90  가니메데와 티토노스의 경우가 그 예시일 것이다. 제우스는 미남 가뉘메데스의 허벅지에 반하여 
그를 시종으로 쓰려고 결심한다. 그래서 제우스는 독수리로 변하여 그를 납치하여 불멸자로 만든
다. 한편 티토노스는 새벽의 여신 에오스의 눈길을 사로잡아 그녀와 함께 결혼한 미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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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들에 대한 묘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청중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트로이아 전쟁의 

동기를 다시 설명한다.91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트로이아 전쟁의 동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헬레네가 

부각되는지 살펴보자. 이소크라테스가 묘사한 트로이아 전쟁의 동기와 헬레네 찬양의 

관계를 요약하자면 이렇다. 그리스와 트로이아는 헬레네를 두고 큰 노고를 겪었다. 전쟁은 

인간에게나 신들에게나 전무후무한 규모였다. 헬레네는 신과 인간을 유례없는 전쟁을 

불사하게 만드는 위대한 여인이 되었다. 게다가 위대한 테세우스와 현명한 파리스, 충돌을 

막고자 합의를 이루는 그리스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헬레네인데 그 정도의 고통은 감내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혹자는 헬레네에 의해 벌어진 참상이 너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녀를 추구하는 투쟁은 아름다움을 두고 투쟁하는 인간들과 신들을 보자면 

상식적인 수준이다. 그 까닭은 인간들은 아름다움에 호의를 갖고 본능적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소중히 여긴다. 아테네의 법률이 이를 증명한다.  또한 신들도 아름다움에 고개 

숙이고 아름다움에 의해 기뻐한다.  인간과 신들이 마치 종이 되어 버릴 정도로 좋은 것이 

아름다움인데, 이러한 아름다움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 판단이야말로 어불성설일 것이다. 

  

 
91 엄밀한 논증보다 대중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설득하는 방식은 『헬레네 찬사』의 면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소크라테스의 『헬레네 찬사』를 연구한 김헌(2018)에서는 이소크라테스 식의 사실
과 진리가 공공선 아래에 놓여 있어야 하며 청자의 공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헬
레네 찬사』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설득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cf. 김헌 (2018), 1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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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헬레네 추구 재평가의 정치적 함의 

 헬레네는 위대한 그리스의 은인이자 뛰어난 통치자 테세우스가 인정하고 추구한 여인이 

되었고 여신들이 모두 인정하고 판단력이 남다른 파리스가 추구한 여인으로 인정받았다. 

그녀를 위해 모든 영웅들이 10 년동안 전쟁을 치를 정도로 자신의 삶을 내던졌다. 그 거대한 

전쟁은 정욕에서 기인한 고통스럽고 어리석은 전쟁이 아니라 신적인 아름다움을 좇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희생이었다. 그런데 이 서술에서도 이소크라테스가 

전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을까?  현명한 사람이 언제나 선택하는 헬레네이자 

신적인 아름다움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Kennedy 와 Blondell 은 헬레네가 이상적 모습의 그리스를 상징한다고 분석한다. 

이소크라테스도 그리스어 표현에서 이를 숨기지 않으며 실제로 테세우스를 아테네로, 

트로이아 왕국의 파리스를 아시아로, 헬레네를 그리스로 치환한다면, 모두 

이소크라테스의 정치적 주장과 들어맞는다.  

 우선 표현을 살펴보자. Blondell 에 따르면, 헬레네가 파리스에게 납치되었을 때, 남편 

메넬라오스와 그리스 지도자들의 분노가 표현되는 부분에서 이소크라테스는 헬레네와 

그리스의 당시 명칭인 '헬라스'와의 동음이의(同音異義)적 성격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Blondell 2013, 227). 

ἧς ἁρπασθείσης 

οἱ μὲν Ἕλληνες οὕτως ἠγανάκτησαν 

ὥσπερ ὅλης τῆς Ἑλλάδος πεπορθηµένης, 

그녀[헬레네]가 납치되자, 

헬라스[그리스] 사람들은 극도로 분노했는데, 

꼭 전 헬라스가 약탈당한 것처럼… 

 (이소크라테스 『헬레네 찬사』 49) 

 

헬레네, 헬라스(그리스) 사람들, 헬라스는 마치 한 몸체처럼 헬레네가 납치당하자 함께 

분노하고 약탈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표현된다. 그리스와 헬레네가 노골적으로 

동일시되고 있다.  

만일 그리스와 헬레네가 동일시된다면, 앞서 트로이아 전쟁의 전사로 언급된 그리스 

지도자들의 구혼의 정치적인 의미도 끌어낼 수 있다. 그 의미는 구혼자들의 "서약"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스 지도자들이 만장일치로 맺은 서약은 테세우스와 파리스 신들의 

아름다움, 헬레네를 향한 태도와 다르다. 그리스 지도자들은 아름다운 것을 얻으려는 

본능적 갈애 때문에 불복하거나 서약을 그르치지 않았다. 그들은 내분을 경계해 

만장일치로 선서했고 심지어 추후에 있을 사태를 대비해 헬레네를 지켜주기로 약속했다. 

다시 말해 그리스인들은 분란에 이르지 않으려 서로 '한 마음 한 뜻'(homonoia)이 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그리스의 지배자들이 현명했음에도 납치라는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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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태도를 취한 테세우스와 파리스와 분란에 휩싸인 신들보다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92  

이 결정을 두고 Blondell 과 Kennedy 는 이소크라테스의 범그리스주의 원정의 요체 중 

하나인 '한 마음 한 뜻'을 의미한다고 보고 헬레네가 이소크라테스가 그토록 추구하던 전 

그리스의 연합을 최초로 촉발한 위대한 여인임을 암시한다고 보고 있다(Blondell 2013, 

226; Kennedy 1958, 81-82). 

이소크라테스식 범그리스주의의 요체란 무엇인가? 이는 정치적 주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파네귀리코스』에서 잘 알 수 있다. 

… 우호 관계를 깨뜨리며 동족 의식을 적대감으로 돌리고 모든 

사람을 전쟁과 내분으로 몰아넣는 삶과 관련된 빈곤이 우리 곁에서 

제거된다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homonoia)이 되고 우리끼리 

진정한 호의를 갖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이 곳에서의 전쟁을 대륙[ 페르시아]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로 삼아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끼리 벌이는 전쟁의 위험에서 생겨난 

경험을 이방인과 싸울 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을 갖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좋은 점이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소크라테스『파네귀리코스』 174) 

이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 세기 내내 끊임없는 전쟁에 휩싸여 고통받는 그리스에게 

내분을 마무리짓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페르시아 제국으로 원정가자고 이야기한다. 이 

주장은 구혼자 서사의 장면과 일치한다. 구혼자들이 헬레네를 두고 서로가 다투게 될 것을 

알고 서약을 맺어 만장일치로 다투지 않고 서로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장면은, 그리스의 

헤게모니를 두고 다툼을 벌이던 그리스인들에게 이상적인 그리스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비슷하다. 요컨대 이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지도자의 맹약을 통해 

당대 청중에게 헬레네와 다를 바 없는 이상적 그리스를 얻을 수 있는 조상의 선례를 

신화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트로이아 전쟁은 10 년동안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전쟁이었다. 이소크라테스가 

『헬레네 찬사』에서 범그리스주의 원정을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 

그리스인에게도 이 고통스러운 희생을 요구한 것일까? 이제 이소크라테스가 '새로운 

 
92 Haskins 는 구혼자들의 서약이 당대 군사 전략이었던 밀집 대형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그리스주의의 원정에서의 군사적 이미지를 강조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당대 청중이 
"서약"에서 '밀집 대형'의 모습을 바로 떠올릴 수 있었을 지는 미지수이다.. cf. Haskins (2018),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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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이아 전쟁'과 그 동기인 신적인 아름다움을 통해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려 했는지 

분석해보자.  

우선 그가 트로이아 전쟁을 청중에게 익숙한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으로 묘사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리스군은 알렉산드로스[파리스]나 메넬라오스를 위해 경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군은 에우로페[유럽]를 위해서, 트로이군은 

아시아를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καὶ ταῦτ᾽ ἐποίουν οὐχ ὑπὲρ Ἀλεξάνδρου καὶ Μενελάου 

φιλονικοῦντες, ἀλλ᾽ οἱ μὲν ὑπὲρ τῆς Ἀσίας, οἱ δ᾽ ὑπὲρ τῆς 

Εὐρώπης, νοµίζοντες... 

(이소크라테스 『헬레네 찬사』 51) 

트로이아 전쟁에 임할 때, 양군은 서로 유럽과 아시아를 대표한다는 정신으로 싸웠다. 

헬레네가 이상적인 그리스를 상징한다고 할 때, 양군은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그리스를 

위해 그리스는 유럽을 대표해, 트로이아는 아시아를 대표해 그리스를 탐내며 싸운 것이다. 

이 언급은 청자가 그리스에 익숙한 대 전쟁을 떠올리게 한다. 그것은 바로 한 세기 전 

일어난 '그리스-페르시아'전쟁이다. 헤로도토스는 『역사』(Historie)에서 이 전쟁의 

원인을 오래된 유럽-아시아의 대립으로 해석했다(헤로도토스 『역사』I, 4-5). 김봉철 

또한 이를 수사적인 측면에서 헬레네를 추구한 인물들의 행적을 "유럽적인 차원으로 확대 

해석" 했으며 이소크라테스가 그리스-트로이아 관계를 유럽-아시아 관계와 동일시한 

것이라 분석했다(김봉철 2004, 321-324). 그렇다면 이소크라테스가 『헬레네 찬사』에서 

이 대립 구도를 차용했던 의도는 무엇인가? 김봉철의 의견에 보충하자면, 그는 당대 

그리스인에게 헬레네를 추구한 트로이아 전쟁이 과거 영광스럽게 승리했던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메시지를 넌지시 내비친 것 일수 있다. 따라서 

이소크라테스의 유럽-아시아 이분법은 당대 그리스인의 기억에 남아있던 대륙간의 

전쟁이자 그리스 민족의 승리로 끝난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을 상기시킴으로써, 헬레네를 

추구한 인물들과 트로이아 전쟁을 대중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숭고하고 위대하게 

만든다. 그리고 결국 과거의 영광을 고취하고 트로이아 전쟁을 아시아에 저항한 전쟁으로 

격상하는 것은 이소크라테스 시대 페르시아로 원정을 떠나는 것이 숭고하고 반세기전의 

위대한 승리와 다름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소크라테스는 트로이아 전쟁과 그리스-페르시아 전쟁 당시 위대하고 현명한 

인물들이 아름다움을 향한 태도를 당대 그리스인의 모습으로 투영해 보여줌으로써, 

이상적 그리스 연합을 형성한 행동 모범을 청자의 피부에 더욱 와 닿게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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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아름다운 이들을 보자마자, 그들에게 호의를 가집니다. 

그리고 신들을 살피듯, 오로지 그 사람들만을 살피는데 거리낌이 

없지요. 기꺼이 크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위해 종노릇 합니다.  온갖 

것을 명령하는 사람에게 더 큰 호의를 품으면서요. 아름다움에 

헌신하는 자라면, 우리는 근면하고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여깁니다 ... 반면 우리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전성기[의 아름다움]을 

마치 신전을 짓듯이 사악한 자들에게 밟히지 않도록 하며 지키는 

젊은이들을, 도시 전체를 위해 좋은 행동을 한 사람처럼 존경합니다. 

τοῖς δὲ καλοῖς εὐθὺς ἰδόντες εὖνοι γιγνόµεθα, καὶ µόνους 

αὐτοὺς ὥσπερ τοὺς θεοὺς οὐκ ἀπαγορεύοµεν θεραπεύοντες, 

ἀλλ᾽ ἥδιον δουλεύοµεν τοῖς τοιούτοις ἢ τῶν ἄλλων ἄρχοµεν, 

πλείω χάριν ἔχοντες τοῖς πολλὰ προστάττουσιν ἢ τοῖς µηδὲν 

ἐπαγγέλλουσιν. καὶ τοὺς µὲν ὑπ᾽ ἄλλῃ τινὶ δυνάµει γιγνοµένους 

λοιδοροῦµεν καὶ κόλακας ἀποκαλοῦµεν, τοὺς δὲ τῷ κάλλει 

λατρεύοντας φιλοκάλους καὶ φιλοπόνους εἶναι νοµίζοµεν. ὅσοι 

δ᾽ ἂν τὴν αὑτῶν ὥραν διαφυλάξωσιν ἄβατον τοῖς πονηροῖς 

ὥσπερ ἱερὸν ποιήσαντες, τούτους εἰς τὸν ἐπίλοιπον χρόνον 

ὁµοίως τιµῶµεν ὥσπερ τοὺς ὅλην τὴν πόλιν ἀγαθόν τι 

ποιήσαντας. 

(같은 책, 56-58) 

앞서 지적했듯, 이소크라테스는 현자들과 신들이 아름다운 헬레네를 추구한 모습이 

지금 '우리' 즉, 기원전 379 년 전후의 그리스인들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Blondell 은 과거와 당대의 동일시를 "전설의 시대를 넘어 현재 우리도 그러하다고 확대" 

하는 것이며 "당시 그리스인도 트로이아 전쟁과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의 위업처럼 

아름다움에서 영웅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에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소크라테스가 

의도한 것이라 분석한다(Blondell 2013, 237-238). 결국 이소크라테스는 과거 영웅들과 

신들이 아름다움을 대하는 태도와 헬레네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트로이아 전쟁 영웅들의 

모습이 먼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그리스인의 모습과 비슷하고 비슷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고 자신감을 준다.  

Blondell 에 덧붙여 본고는 이소크라테스가 아름다움을 대하는 태도를 묘사할 때  

말하는 '우리'가 특히 아테네인을 지칭하는 것이고 과거 헬레네를 추구했던 영웅들과 당대 

아테네인들이 아름다움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표현했으며 아테네인에게 

이처럼 행동할 것을 촉구한 것이라 본다. 즉, 아테네인은 과거에도 지금도 이상적인 한 

마음 한 뜻의 그리스를 위하여 언제나 호의를 갖고 돌보았으며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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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philokalos)이자, 폴리스를 위해 선행을 베풀었음을 이소크라테스는 강조한다는 

것이다. 앞서 테세우스 서사의 정치적 메시지와의 조응은 본고의 주장을 일관되게 만들어 

준다. 테세우스를 통해 아테네가 행한 선행을 강조함으로써 범그리스주의 지도자의 

면모를 강조했다면, 이곳에서는 아테네인들이 이전 전쟁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를 위해 

종과 같이 열심히 일한 또 다른 모습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을 추구한 이들의 

모습이 아테네인을 상징한다는 주장은 투퀴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와 

『파네귀리코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고 Blondell 의 연구도 이를 지지한다.  

우선 이소크라테스가 표현한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페리클레스가 

아테네인들을 규정한 단어였다.  

[아테네가 칭찬받을] 이유는 또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고상한 

것[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면서도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며 지혜를 

사랑하면서도 문약하지 않습니다. 

(투퀴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2.41) 

 

그리고 우리 도시[아테네]는 가장 아름다운 구경거리를 가장 많이 

벌이는데, 어떤 것은 그 비용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어떤 것은 

솜씨로 유명하고 어떤 것은 그 두 가지 점에서 모두 돋보입니다. 

(이소크라테스 『파네귀리코스』 45) 

그리스 전체가 아름다움을 추구한 것은 아니다. 특히 페리클레스는 스파르타의 

투박함과 아테나이의 아름다움 추구를 부단히 대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소크라테스가 

여기서 표현한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테네인을 지칭할 가능성이 크고 청중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심정적으로 아테네인 자신들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또한 이소크라테스의 『파네귀리코스』를 보면, 아테네인이 여전히 

자신들을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테네인이라 하더라도, 묘사된 대로 호의적인 

마음으로 마치 종과 같이 선행을 베풀었을까? 앞서 묘사된 아름다움을 향한 행동은 

놀랍게도 『파네귀리코스』에서 등장하는 아테네의 호혜와 과거의 공을 설명하는 

구간에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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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우리[아테네]는 잘 해 준 일들 가운데 가장 큰 것과 처음 생겨난 

것과 모든 사람에게 가장 공통된 것에 관해서는 이것을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그와 거의 같은 시간에 이방인들은 대부분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그리스인들은 좁은 공간에 갇혀 지내면서 협소한 땅 

때문에 자신들에 대해 음모를 꾸미며 서로에 대해 군사적인 원점을 

벌이고 그 와중에 일부는 일상생활의 빈곤함 때문에, 일부는 전쟁 

때문에 죽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도시[아테네]는 상태가 그 

지경으로 계속되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았고 그 대신 그 도시들에 

지도자들을 파견하였습니다. 파견된 지도자들은 생활이 가장 빈곤한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들의 장군이 되어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 

이방인들을 제압하였습니다. 또한 양쪽의 내륙지역에 많은 도시를 

건설하는 한편, 모든 섬을 식민지로 삼았으며 따라온 자들은 물론 

남아 있던 자들까지도 모두 구했습니다 ...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을 위한 부양책을 찾아내는 것을 좋은 일의 

출발점으로 삼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다른 것도 

아름답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의당 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같은 책, 35; 38) 

 

우선 저[이소크라테스]는 그리스를 위해 앞장서서 몸으로 위험한 

전쟁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좋은 일을 베푼 

사람들이며 가장 큰 찬양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들은 공공의 일을 ... 자기 집안일인 것처럼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며 

남의 일인 양 돌보지 않았던 적이 없고 ...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큰 

명성을 줄 수 있고 자기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평판을 얻도록 해 주는 

그런 일들만 골라서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재산을 얻은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책, 75-76) 

 

반대로 막대한 권력을 거머쥔 사람들 가운데 우리[아테네인]만이 

노예 상태에 빠져 비난을 받는 사람들보다 우리 자신이 더 궁핍하게 

사는 것을 감수했습니다.  

(같은 책,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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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네귀리코스』에서 이소크라테스는 그리스인이 내분을 멈추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페르시아로 원정을 떠날 것을 촉구했고 아테네가 그리스에 가져온 호혜를 강조하며 

스파르타와의 지배권 공유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아테네가 과거부터 페르시아에 공격 

받던 다른 폴리스들을 구해주었고 다른 폴리스들의 일을 자신의 일들처럼 돌보았으며 

지배받지 않는 삶을 위해서라면 노예 노릇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전한다. 그리고 이는 모든 

그리스에 관련된 일들을 아름답게 만들고 아름다운 재산과 평판을 얻기 위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파네귀리코스』에서 묘사된 아테네인의 모습은, 『헬레네 찬사』에서 

아름다움을 사악한 자에게 밟히지 않게 하고 세심하게 신경 쓰며 때론 그것을 위해 기꺼이 

노예 노릇하는 트로이아 전쟁과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의 영웅들을 떠올리게 한다. 결국 

이소크라테스는 트로이아 전쟁을 그리스-페르시아 전쟁과 같은 유럽-아시아 대립으로 

격상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모습과 과거 영웅의 모습이 실은 우리 아테네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전하는 것이다. 

아테네인의 행위를 과거 영웅들의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하며 아테네인들에게 

범그리스주의 원정을 권함과 동시에, 이소크라테스는 당대 그리스의 내분을 경고하는 

모습도 보인다. 

[신들 사이에서도] 자식에게 [전쟁을 내보내도록 하는] 일이 고려된 

점을 놀라워할 게 뭐가 있나요? 신들은 과거 일어난 기가스들과의 

전쟁보다 더 크고 무시무시한 전열을 형성한 마당에 말이죠. 즉, 

신들은 기가스들과 함께 싸웠던 반면 헬레네를 두고 자기들끼리 

싸웠으니까요. 

καὶ τί δεῖ θαυµάζειν, ἃ περὶ τῶν παίδων διενοήθησαν; αὐτοὶ γὰρ 

πολὺ µείζω καὶ δεινοτέραν ἐποιήσαντο παράταξιν τῆς πρὸς 

Γίγαντας αὐτοῖς γενοµένης: πρὸς µὲν γὰρ ἐκείνους µετ᾽ 

ἀλλήλων ἐµαχέσαντο, περὶ δὲ ταύτης πρὸς σφᾶς αὐτοὺς 

ἐπολέµησαν. 

(이소크라테스 『헬레네 찬사』 53) 

  신들도 참전한 전쟁은 기간토마키아보다 더욱 거대한 전쟁으로 과장된다. 신들에게도 

전무후무한 전쟁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내분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소크라테스의 생각이 엿보인다. 그는 과거의 외세에 맞선 어떤 전쟁보다 내전이 가장 

크고 무시무시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신들의 경우에도 내전에 휩싸이는 것이 

가장 큰 전쟁으로 묘사될 정도이니, 인간 세계인 그리스 세계의 내전이 최악의 전쟁이라 

지적하고 있다고 말해도 괜찮을 것이다. 혹시 이 메시지는 내전으로 점철된 기원전 4 세기 

그리스인 모두에게 향하던 메시지였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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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소크라테스는 그리스가 처한 내분을 타개할 방도도 제시한다. 그는 아름다움을 

위해 한발 물러나는 신들의 태도를 보여주는데, 이 모습은 이상적인 그리스를 향한 한보 

후퇴가 창피한 일이 아니라 찬양의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여신들은 필멸자의 아름다움에 굴복했고 여신들 중 누구도 이 

수치스러운 일이나 다름없는 사건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들은 그 사건들에 대해 잠자코 있는 것보다 마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찬양 받길 원했습니다. 

αἳ θνητοῦ κάλλους ἡττήθησαν, ὧν οὐδεµία λαθεῖν τὸ 

γεγενηµένον ὡς αἰσχύνην ἔχον ἐζήτησεν, ἀλλ᾽ ὡς καλῶν ὄντων 

τῶν πεπραγµένων ὑµνεῖσθαι µᾶλλον ἢ σιωπᾶσθαι περὶ αὐτῶν 

ἠβουλήθησαν. 

(이소크라테스 『헬레네 찬사』 60) 

여신들은 여인의 아름다움에 굴복했음에도 창피해 하지 않았다. 그녀들은 오히려 

아름다움에 굴복한 모습을 찬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보통 굴복하거나 패배한 일은 

수치로서 간주한다. 그러나 이소크라테스는 아름다움을 위해 굴복하고 종노릇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여신들의 태도를 통해 묘사했다. 외려 이소크라테스는 

여신들의 태도를 통해 이상적인 그리스의 상태, 한 마음 한 뜻이 된 그리스를 위해 각 

폴리스가 우위를 차지하려는 태도를 거두고 상대를 인정하는 모습이 수치가 아닌 오히려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묘사하고 있다. 이 생각은 역시 『파네귀리코스』에서 

『헬레네 찬사』의 묘사와 유사하게 드러난다.  

 누구든 이방인에 대한 전쟁으로부터는 찬가(讚歌)가 지어진 반면 

그리스인들끼리의 전쟁으로부터는 우리에게 만가(輓歌)가 생겨나는 

것을, 그리고 앞엣것은 축제에서 노래되는 반면 뒤엣것은 우리가 

불행의 순간에 떠올린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소크라테스 『파네귀리코스』 158) 

 『헬레네 찬사』에서 이소크라테스가 내분을 가장 끔찍한 것으로, 반면 아름다움에 

굴복한 것을 찬양의 대상으로 여긴 것은, 『파네귀리코스』에서 내전은 만가로, 사사로운 

이익을 거두고 연합하여 페르시아를 향한 전쟁은 찬가로 불릴 것이라는 생각과 

일맥상통한다. 

 결론적으로 트로이아 전쟁의 규모와 아름다움 서술을 통해 이소크라테스가 전하고자 

하는 정치적 메시지는 이런 것 아니었을까? 즉, 이소크라테스는 "트로이아 전쟁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과 같이 유럽과 아시아의 대결이었으며 비록 규모는 거대했지만, 두 전쟁 

모두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루어 냈다. 그리고 그 전쟁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참여한 이유는 

범접불가한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아테네인도 일상처럼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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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을 대하는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따라서 만가(輓歌)와 다를 바 없는 

그리스인 사이의 내전을 끝내고 아름다운 그리스를 위해 행동한 아테네의 모습을 본으로 

삼아, '제 2 의 트로이아 원정'을 갈 동기와 능력은 충분하다"라고 전하는 것이다. 

트로이아 전쟁과 아름다움 논의에선 특히 이소크라테스의 수사 전략이 돋보였다. 그가 

선택한 트로이아 전쟁 신화들은 도입부에서 공언했던 대로 비상식적이지 않은 근거에 

기반을 두고 당시 청중에게 익숙한 내용과 선배 작가들의 묘사에서 차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그는 대중들이 트로이아 전쟁을 생경한 것으로 여겨 타자화하지 않게 

하고 자신들의 전쟁인 양 전쟁의 동기에 깊이 동감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72 

 

3. 트로이아 전쟁의 이득과 범그리스주의 원정의 이득 (61-69) 

이소크라테스는 헬레네를 추구한 인물의 현명한 판단력을 강조하고 아름다움의 

영향력을 보여줌으로써, 트로이아 전쟁이 적절하고 합당한 이유로 일어난 전쟁이라 

재해석했다. 그러나 청중은 전쟁에 참여한 모두가 헬레네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반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적절한 판단 아래 전쟁에 참여했더라도, 목표였던 헬레네라는 과실은 단 

한 사람에게만 돌아갔고 다수의 그리스 영웅들은 귀향 중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 결국 

헬레네로 인해 촉발된 트로이아 전쟁은 소수에게나 찬양 받을 만한 것이 아닐까? 또한 

이소크라테스가 궁극적으로 범그리스주의 원정을 트로이아 원정과 동일시하며 청중을 

설득하고 유혹하고 있다고 할 때, 이 연설을 들은 청중은 소수에게나 이득이 돌아갈 원정을 

현실에서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제 이소크라테스는 헬레네의 

위업을 예시로 들며 헬레네를 추구한 모든 이가 얻은 이득을 부각한다. 이를 통해 그는 

트로이아 전쟁의 이득을 가져온 헬레네의 능력을 찬양함과 동시에 '제 2 의 트로이아 

원정'의 이득이 전 그리스인에게 득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3-1. 트로이아 전쟁은 과연 무익한 전쟁이었나? (61-69) 

 헬레네의 탁월함은 지금까지 다른 영웅들에 의해 수동적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제 

이소크라테스는 헬레네가 신적인 능력을 통해 트로이아 전쟁의 참전 영웅들에게 직접 

이득을 주었다고 묘사한다. 이를 통해 더 이상 헬레네는 다른 영웅들에 의해 인정받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신과 같은(isotheos) 힘을 갖고서(61) 긍휼한 축복을 내리는 존재로서 

격상되는 것이다. 그 첫번째 예시로 헬레네가 가족들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던 신화가 

소개된다. 

[헬레네는] 먼저 전에 운명에 의해서 죽어 있던 오라비들[카스토르와 

풀룩스]을 신의 반열로 끌어 올리는 한편 … 이후 메넬라오스가 

그녀를 위해 인내해야 했던 위험들과 고난들에 대해서 아주 큰 

보답을 돌려주었기에, 펠롭스 가문이 몰살되고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나쁜 일들에 빠졌어도 그녀는 메넬라오스를 그 비극들에서 

꺼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죽어야 하는 인간대신 신으로 만들어 

그녀와 한 지붕 아래서 곁에 앉아 평생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πρῶτον μὲν τοὺς ἀδελφοὺς ἤδη κατεχοµένους ὑπὸ τῆς 

πεπρωµένης εἰς θεοὺς ἀνήγαγε … µετὰ δὲ ταῦτα τοσαύτην 

Μενελάω χάριν ἀπέδωκεν ὑπὲρ τῶν πόνων καὶ τῶν κινδύνων 

οὓς δι᾽ ἐκείνην ὑπέµεινεν, ὥστε τοῦ γένους ἅπαντος τοῦ 

Πελοπιδῶν διαφθαρέντος καὶ κακοῖς ἀνηκέστοις περιπεσόντος 

οὐ µόνον αὐτὸν τῶν συµφορῶν τούτων ἀπήλλαξεν ἀλλὰ καὶ 



 

73 

 

θεὸν ἀντὶ θνητοῦ ποιήσασα σύνοικον αὑτῇ καὶ πάρεδρον εἰς 

ἅπαντα τὸν αἰῶνα κατεστήσατο.  

(『헬레네 찬사』 61-63) 

헬레네는 능력으로 오라비들인 카스토르와 풀룩스를 별자리인 쌍둥이자리로 만들어 

주었으며, 남편 메넬라오스를 사후 저승에 가지 않고 신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이소크라테스가 묘사한 헬레네의 능력들은 현전하는 전승에선 발견되지 않는다. 

현전하는 문헌 자료들에 따르면, 카스토르와 풀룩스를 별자리로 만든 것은 

제우스이며(에우리피데스 『헬레네』 137-140; 호메로스 『오뒷세이아』11 권 301), 

메넬라오스를 신들과 함께 있는 엘뤼시온(Elysion) 들판에 데려간 인물이 헬레네라는 

언급은 찾을 수 없다(『오뒷세이아』4 권 561). 현전하는 전승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코 헬레네의 행동들이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소크라테스에게 

중요한 것은 헬레네를 부각하여 찬양하는 것이다. 헬레네가 주체가 되어 신격화를 행한 

것은 불분명하지만 신격화된 인물들은 확실히 있는 상황이라면, 그는 불분명한 주체가 

헬레네라 소개함으로써 헬레네의 축복(charis)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수사적 전략을 

사용한다(Zajonz 2002, 279). 『헬레네 찬사』 가 글이라는 매체로 전달되는 것과 달리, 

엄밀히 따져보며 판단할 수 없는 연설 상황에서 실연되었다면, 이 전략은 청중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소크라테스는 청중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제시함으로써 이 이야기의 사실성을 

뒷받침한다. 이로써 그는 다소 주체가 불분명한 신화로 인해 발생한 청중의 의구심을 

해소한다. 

오라비들에게 아주 눈부신 명예를 주었기에 오라비들은 바다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고 만일 누구든 경건하게 자신들을 찾는다면, 

구해줄 수 있게 될 정도였고 … 여전히 지금도 라코니아 반도의 

테라프나에서는 메넬라오스와 헬레네에게 영웅이 아니라 꼭 신에게 

하는 것처럼 신성하고 전통적인 제의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ὥσθ᾽ ὁρωµένους ὑπὸ τῶν ἐν τῇ θαλάττῃ κινδυνευόντων σῴζειν, 

οἵτινες ἂν αὐτοὺς εὐσεβῶς κατακαλέσωνται … ἔτι γὰρ καὶ νῦν 

ἐν Θεράπναις τῆς Λακωνικῆς θυσίας αὐτοῖς ἁγίας καὶ πατρίας 

ἀποτελοῦσιν οὐχ ὡς ἥρωσιν ἀλλ᾽ ὡς θεοῖς ἀµφοτέροις οὖσιν. 

(『헬레네 찬사』 61-62) 

이소크라테스는 당시 청중이 알던 쌍둥이자리와 항해사들의 관계, 테라프네 지역의 

헬레네 숭배를 그녀가 행한 축복의 증거로 제시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헬레네가 

카스토르와 풀룩스 그리고 메넬라오스를 신격화한 주체였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청중에게 있어 상식적인 내용은 신격화의 주체가 헬레네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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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쌍둥이자리 이야기와 테라프네 지역의 숭배 전통을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소크라테스는 신격화의 주체가 헬레네인 점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고 당시 청중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곧바로 들려줌으로써 헬레네의 신적인 능력이 

여전히 자신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또한 이소크라테스가 

사실을 희생시켰다고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전승의 한계도 있거니와, 이소크라테스의 

말대로 신화는 허구로 가득(mythodēs)하기 때문에(『니코클레스에게』 48), 그는 신화를 

엄밀하게 혹은 단 하나의 절대적인 사실을 토대로 말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한 것일 뿐이었다. 결국 이소크라테스는 헬레네가 행한 축복을 통해 헬레네를 

신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뿐만 아니라 범그리스주의 원정을 추구할 자들 또한 신의 

반열의 오를 것이라고 강조한다.93 이에 더해 이소크라테스는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실례를 제시함으로써 헬레네의 신적인 능력을 설득하고 정당화하고 있다 할 수 

있다(김헌 2019, 126).  

그러나 메넬라오스와 그녀의 오라비들이 신격화된 것만으로는 여전히 헬레네 찬양에 

충분치 않을 수도 있다. 헬레네를 추구한 사람 중에서 그녀의 친인척만 신격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헬레네를 추구하는 자 모두에게 그녀의 신적인 능력이 닿을 순 없을까? 

이소크라테스는 당시 그리스의 성서와 다를 바 없었던 서사시를 통해 그녀의 축복을 

친인척뿐만 아니라 헬레네를 추구한 모든 자에게 돌린다. 

한편 헬레네는 시인 스테시코로스에게도 그녀의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그가 노래를 시작하고 헬레네에 관해 어떤 점을 

모욕하자, 그는 두 눈의 [시력을] 상실한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재앙의 이유를 알아차리곤, 일명 개영시를 지었고 

그러자 다시 [헬레네는] 그를 [전과] 같은 본래 상태로 

만들었으니까요 ... 또한 헬레네는 밤 중에 호메로스에게 다가서서 

트로이아로 원정 간 사람에 관한 [작품을] 지으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는 헬레네가 원정군의 죽음을 다른 사람의 삶보다 더 

부러워할 만한 존재로 세워놓길 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부는 

호메로스의 기술 덕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헬레네 덕에 호메로스의 

작품이 모두에게 그토록 매력적이고 유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ἐνεδείξατο δὲ καὶ Στησιχόρῳ τῷ ποιητῇ τὴν αὑτῆς δύναµιν: ὅτε 

μὲν γὰρ ἀρχόµενος τῆς ᾠδῆς ἐβλασφήµησέ τι περὶ αὐτῆς, 

ἀνέστη τῶν ὀφθαλµῶν ἐστερηµένος, ἐπειδὴ δὲ γνοὺς τὴν αἰτίαν 

τῆς συµφορᾶς τὴν καλουµένην παλινῳδίαν ἐποίησε, πάλιν 

 
93 본고는 헬레네를 이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이상적 그리스를 상징한다고 분석했지만, 
Poulakos 는 헬레네가 이상적 수사학 교육자를 상징한다고 분석했다. 비록 본고의 상징 분석과 
일치하지 않지만, 헬레네를 취한 자가 신격화가 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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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ὐτὸν εἰς τὴν αὐτὴν φύσιν κατέστησεν … ἐπιστᾶσα τῆς νυκτὸς 

Ὁµήρῳ προσέταξε ποιεῖν περὶ τῶν στρατευσαµένων ἐπὶ Τροίαν, 

βουλοµένη τὸν ἐκείνων θάνατον ζηλωτότερον ἢ τὸν βίον τὸν 

τῶν ἄλλων καταστῆσαι: καὶ µέρος µέν τι καὶ διὰ τὴν Ὁµήρου 

τέχνην, µάλιστα δὲ διὰ ταύτην οὕτως ἐπαφρόδιτον καὶ παρὰ 

πᾶσιν ὀνοµαστὴν αὐτοῦ γενέσθαι τὴν ποίησιν. 

(『헬레네 찬사』 64-65) 

헬레네는 호메로스와 스테시코로스로 하여금 트로이아 원정군을 찬양하는 서사시를 

지으라 명령했고 그 서사시를 통해 그녀를 추구한 자들은 불멸의 명성을 얻게 된다. 

헬레네가 자신을 추구한 자들도 신적인 수준으로 격상함으로써 그녀의 신적인 능력이 

모두에게 닿게 되는 것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역시 현전하는 자료에 따르면 

이소크라테스의 묘사가 이견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헬레네는 자신과 파리스가 

노래될 것이라고 하지만(호메로스 『일리아스』 6 권 357) 트로이아 전쟁의 모든 전사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 말하지 않으며 실제로 모든 전사들이 불멸의 명성을 얻은 것은 아니다. 

더러는 참혹하게 죽거나 더러는 전장에서 겁을 먹고 도망간다. 호메로스가 마냥 영웅들을 

찬양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헬레네를 욕했기에 맹인이 되었고(플라톤 

『파이드로스』243a) 심지어 이소크라테스 자신도 서사시인들이 신성을 모독했기에 고된 

삶을 살았다고 말한다(이소크라테스 『부시리스』39). 그러나 동시에 서사시가 트로이아 

전쟁의 영웅들 일부에게 불멸의 명성을 주었다는 것 또한 사실이었다.  따라서 

이소크라테스는 서사시에서 일부 전사들이 받은 불멸의 명성을 헬레네를 추구한 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호메로스의 비난에 대한 징벌로 그의 시력을 빼앗은 일에서 

호메로스의 헬레네 비난 이야기를 제외하고 그에게 영웅 찬양 서사시를 지으라 명령한 

것으로 바꾸어 표현했다. 기존 이야기의 재배치(taxis)를 통해 헬레네의 신적인 능력만을 

강조한 이소크라테스의 수사적 능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소크라테스가 묘사한 헬레네의 주체적 신격화 덕에 트로이아 전쟁의 결과는 

비극적인 귀향으로 점철되었다는 편견에서 벗어났다. 이제 이 전쟁은 전지전능한 헬레네 

덕에 노고를 감수했던 영웅들에게 불멸하는 명예와 축복을 내려준 전쟁으로 반전된 

것이다(Blondell 2013,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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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트로이아 전쟁의 이득 속 범그리스주의 원정의 이득 

또한 이소크라테스는 헬레네의 신격화를 통해 범그리스주의를 추구한 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강조하고 있다. 그 근거로 Kennedy 는 헬레네의 신격화 서사와 

『파네귀리코스』의 논지와의 놀라운 일치를 근거로 제시한다(Kennedy 1958, 82). 

그런 일[아시아 원정]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 사람이 살아서 

누리거나 죽어서 남기게 될 명성과 기억과 평판이 어떤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알렉산드로스[파리스]를 상대로 

전쟁을 치렀고 단 하나의 도시를 점령한 사람들이 그와 같은 찬양을 

받아 마땅하다고 평가되었다면, 아시아 전체를 정복한 사람들은 어떤 

성질의 찬양을 누려야 한다고 기대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지을 수 

있으며 말할 줄 아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자기 생각과 동시에 그들의 

탁월함에 대한 기념비를 영원히 남기기를 원하면서도 노력하지 않고 

철학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소크라테스『파네귀리코스』 39) 

『파네귀리코스』에서 이상적인 모습의 그리스를 추구하며 페르시아로 원정 갈 

그리스인도 불멸의 명성을 얻게 된다고 이소크라테스는 강조하고 있다. 이는 『헬레네 

찬사』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한 트로이아 전쟁의 전사들이 헬레네의 힘으로 불멸의 

명성을 얻었던 장면과 유사하다. 다시 말해 트로이아 전쟁과 페르시아 원정이 

동일시됨으로써 헬레네와 아름다움을 추구한 이들이 불멸의 명성을 얻었으니 그리스인이 

페르시아에 원정가는 것이 불멸의 명성이 될 것이라 동기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범그리스주의에 입각한 페르시아 원정군이 찬양 받을 수 있도록 이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살던 시대의 지식인들에게도 당부한다.  

따라서 그녀가 보복하고 호의를 베풀 수 있기에 ... 철학자들은 

헬레네가 가진 어떤 것을 합당하게 말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육받은 자들에게는 제물을 그런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맞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ὡς οὖν καὶ δίκην λαβεῖν καὶ χάριν ἀποδοῦναι δυναµένην … τοὺς 

δὲ φιλοσόφους πειρᾶσθαί τι λέγειν περὶ αὐτῆς ἄξιον τῶν 

ὑπαρχόντων ἐκείνῃ: τοῖς γὰρ πεπαιδευµένοις πρέπει τοιαύτας 

ποιεῖσθαι τὰς ἀπαρχάς. 

(이소크라테스 『헬레네 찬사』 66) 

그는 헬레네가 자신을 폄하했던 스테시코로스에게 잠시 벌을 내린 것처럼 교육받은 

이들, 예컨대 철학자나 시인들이 그녀를 인정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Mirhardy 는 

이를 두고 이소크라테스가 당대 지성인들에게 헬레네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전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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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신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범그리스주의를 추동 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재해석하라고 일갈하고 있다고 평했다(Mirhardy 2000, 47). 또한 Blondell 의 분석대로, 

『헬레네 찬사』에서 헬레네를 "합당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이소크라테스는 스스로 

그녀를 추구했던 테세우스, 파리스, 구혼자들, 신들과 같은 수준이라고 부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소크라테스는 헬레네를 신격화하고 그녀를 추구한 자들을 

신격화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그들 중 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이소크라테스의 

『헬레네 찬사』가 자신의 수사학 능력을 신격화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도입부에서 현실적으로 실용적인 의견을 주겠다고 공언한 

이소크라테스를 잊지 않고 있다. 범그리스주의에 입각한 페르시아 원정을 통해 불멸의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이소크라테스의 유혹은 분명 구미가 당긴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득 

또한 제시되어야 한다. 훗날 페르시아 원정군이 당장 실제로 별자리나 서사시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먼 일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소크라테스가 부각한 아름다움 추구의 실질적 

이득은 무엇인가? 『헬레네 찬사』의 대미를 장식하며 이소크라테스는 과거도 아니고 

상상 속의 신화도 아닌 자신들의 손에 쥐어진 것들로 청중의 시선을 옮긴다. 

그런데 언급된 이야기들보다 훨씬 남아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혹자가 헬레네와 트로이 전쟁의 덕으로 돌릴 수 있을 (그리스의) 

기술, 철학, 다른 이득들을 차치하고서- 우리는 헬레네 덕에 

비그리스인들에게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응당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 까닭은, 헬레네 덕분에 그리스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고 비 그리스인들에 대항한 연합 작전을 구상하여 

당시로선 처음으로 에우로페가 아시아에 대한 승전비를 

세웠으니까요 ... 트로이아 전쟁 이후 우리 민족은 거대한 폴리스들과 

광대한 지역들에서 비 그리스인들을 몰아낼 정도로 엄청난 진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πολὺ δὲ πλείω τὰ παραλελειµµένα τῶν εἰρηµένων ἐστίν. χωρὶς 

γὰρ τεχνῶν καὶ φιλοσοφιῶν καὶ τῶν ἄλλων ὠφελειῶν, ἃς ἔχοι 

τις ἂν εἰς ἐκείνην καὶ τὸν πόλεµον τὸν Τρωϊκὸν ἀνενεγκεῖν, 

δικαίως ἂν καὶ τοῦ μὴ δουλεύειν ἡμᾶς τοῖς βαρβάροις Ἑλένην 

αἰτίαν εἶναι νοµίζοιµεν. εὑρήσοµεν γὰρ τοὺς Ἕλληνας δι᾽ αὐτὴν 

ὁµονοήσαντας καὶ κοινὴν στρατείαν ἐπὶ τοὺς βαρβὰρους 

ποιησαµένους, καὶ τότε πρῶτον τὴν Εὐρώπην τῆς Ἀσίας 

τρόπαιον στήσασαν … µετὰ δ᾽ ἐκεῖνον τὸν πόλεµον τοσαύτην 

ἐπίδοσιν τὸ γένος ἡμῶν ἔλαβεν ὥστε καὶ πόλεις µεγάλας καὶ 

χώραν πολλὴν ἀφελέσθαι τῶν βαρβάρων. 

(『헬레네 찬사』 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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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레네를 추구하며 발발한 트로이아 전쟁은 그리스에게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을 

주었다. 그것은 바로 기술(techne)과 철학 그리고 자유(eleutheria)이다. 헬레네가 신적인 

능력으로 그리스를 지배하던 자들을 몰아낸 것인가? 아니다. 이소크라테스는 당대 누리고 

있던 그리스의 높은 기술력과 자유를 트로이아 전쟁의 결과와 묶는다. 이제 청중은 

트로이아 전쟁이 가져온 과거의 참화를 떠올리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가져온 것과 

연관 짓게 된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헬레네를 추구하던 자들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었음을 안 청중은 앞으로 행하게 될 범그리스주의 원정이 먼 타인의 일이 아닌 당장 

스스로의 힘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다. 또한 훗날의 명성뿐만 

아니라 원정과 동시에 누리고 있는 당장의 기술과 자유를 대대손손 계속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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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고는 『헬레네 찬사』의 찬양 방식과 효과 그리고 정치적 메시지를 분석했다. 

이소크라테스는 헬레네를 쾌락(hedonē)을 유발해 결국 그릇된 판단을 가져오는 여인이 

아닌, 현명한 판단을 끌어내는 원동력으로 부각했다. 먼저 그는 테세우스를 현명한 

아테네의 통치자로 강조하며 테세우스의 헬레네 납치를 현명한 판단 중 하나로 

반전시켰으며, 파리스를 신들이 인정한 판관이었음을 강조하고 파리스의 선택이 욕정이 

아닌 올바른 판단에 기반한 것이라 보았다. 또한 그리스 지도자들의 헬레네를 향한 구혼과 

맹약을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로 합의한 이성적인 판단으로 해석했고 그 원동력을 

헬레네에게서 찾았다. 요컨대 이소크라테스는 헬레네의 아름다움을 현명한 판단력을 

발휘하도록 숨을 불어넣는 탁월함(aretē)으로 반전시켰다. 

또한 이소크라테스는 트로이아 전쟁을 헬레네에 의해 촉발된 재앙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는 트로이아 전쟁을 합종연횡(stasis)하던 그리스인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게 

한 전쟁이라 역설했고 유럽을 대표하는 그리스가 아시아를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두어 

자유를 얻게 된 전쟁이라 묘사했다. 더불어 전쟁에 참여한 그리스의 영웅들은 비극적으로 

삶을 마친 것이 아닌 헬레네 덕에 신격화되었고 서사시에서 찬양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헬레네의 아름다움이 판단 착오와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다. 이렇듯 판단 착오를 일으키는 아름다움과 트로이아 전쟁의 재앙적 결과와 

결부된 헬레네의 평판을 뒤엎은 이소크라테스의 『헬레네 찬사』는 헬레네 재해석의 한 

획을 그었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헬레네 찬사』의 남다른 점은 이소크라테스의 정치적 견해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큰 일을 주제 삼아 정치적으로 유익한 연설을 써야 한다는 

도입부의 조언은 본론에서 실제로 적용됨으로써, 도입부가 본론의 '설계도' 역할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테세우스 서사는 다른 저작들의 아테네 묘사, 기원전 370 년대의 

시대상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 글이 당대 아테네를 위한 글이자 시대상을 고발하고 

진단하고 있다 분석했다. 또한 헬레네 구혼자들의 태도을 통해 이상적인 그리스를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트로이아 원정의 동기와 이득 묘사를 통해 이소크라테스가 

범그리스주의 원정의 조영(照影)을 드러내려 했음을 파악했다. 결국 본고가 해석한 

『헬레네 찬사』 속 이소크라테스의 정치적 메시지란, 오랫동안 스파르타의 횡포에 

억눌려 있던 기원전 370 년대의 아테네인은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이었고 전 그리스의 

유능한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격려였다. 게다가 이소크라테스는 비단 아테네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인에게도 페르시아와 합종연횡하며 서로 뒤엉킨 분쟁을 끝마치고 

'범그리스주의'라는 새로운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정견을 제시했다. 이소크라테스가 

단순히 아테네 편향적인 정견 제안을 넘어서 당대 산적한 그리스의 병폐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시의적절한 관점(doxa)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헬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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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사』의 정치적 메시지는 특별하다 할 수 있으며, 정견 전달의 장(場)을 의회 연설뿐만 

아니라 부각 연설까지 넓혔다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헬레네 찬사』가 실제로 아테네 정치에 끼친 영향력도 후속 연구의 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Hamilton 의 연구에 따르면 이 연설에서 이소크라테스가 강조한 

바들이 제 2 델로스 동맹의 규정이 쓰인 비석 '아리스토텔레스 법령'에 대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Hamilton 1980, 95). 또한 Seager 는 확실히 『헬레네 찬사』와 

『파네귀리코스』는 당대상을 잘 진단하는 작품이며 이 작품들과 제 2 델로스 동맹의 창설 

의의가 비슷한 맥락을 가진다고 분석한다(Seager 1994, 588-599). 앞으로 이소크라테스 

『헬레네 찬사』의 작성 연대가 더욱 명확히 규명되고 각 논지들의 정치적 메시지와 이후 

실제 역사적 사건을 더욱 면밀히 비교해 본다면, 『헬레네 찬사』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더욱 정확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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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Political Epideictic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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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Isocrates' epideictic speech, Encomium of 

Helen in order to inspect how Helen's positive aspects has been highlighted and 

to reveal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is speech. In general, Helen was a figure 

who had not been positively evaluated. On the ground that Helen, as the wife of 

Spartan king Menelaus fell in love with Paris and fled away, She was castigated 

for being the main instigator of Trojan war and was described a disaster in several 

literatures.  However, every author had not been criticizing Helen. For instance, 

Gorgias defended her by pointing a finger at logos, the power of love and the 

gods. On the other hand, Isocrates attempted to praise her, arguing that the 

Trojan War not only broke out from a reasonable motive but also was a blessed 

war for Greece. Therefore, this thesis explains Isocrates' method of praising Helen, 

logic and efficacy of his arguments. As a result, this thesis will show that 

Isocrates' Encomium of Helen was a distinguished epideictic speech that marked a 

milestone in the reinterpretation of Helen. In addition, This thesis assert that 

Isocrates' Encomium of Helen not only diagnosed the political situation in the 370s 

B.C of Greece but also impart the political message as a solution which is urging 

a Panhellenic expedition aimed at Persian. In conclusion, This thesis 

demonstrates that Isocrates' Encomium of Helen has expanded the horizon of 

impartation of political opinion to epideictic speeches. 

Keywords: Isocrates, Epideictic Speech, 4th Century B.C., Helen, Encomium of 

Helen, Panhelle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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