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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시터아( syssitia )는 과연 스파르타 군대의 최소 단위였는가?

허 승 일*

1. 서 언

스파르타는 서양 고대 국가 중에서도 특이한 나라였다. 국가의 교육 목표는 오로지

하나， 남자는 용감무쌍한 전사가 되는 것이고， 여자는 건강한 남아를 출산하는 것이었

다. 스파르타의 국가 교육 제도는 두 개의 지주(支柱)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가 아고게

agoge로서 ， 소위 공교육(公敎育) 제도이고， 다른 하나가 쉬시티아syssi디aU라고 하는 공

동식사(共同食事) 제도이다. 전자가 7세부터 20세까지의 스파르타 청소년 교육과 군사

훈련을 람당하였다변， 후자는 20세부터 60세까지 스파르타 시민의 교육과 훈련을 맡고

있었다. 특히 20세부터의 청년들이 완전 시민이 되는 30세까지는 공동숙소에서 잠을 같

이 자면서 공동식사를 했다.

쉬시티아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로는 130여년 전에 알베르트 빌쇼브스키에 의

해 라틴어로 서술된 『쉬시티아 논고』 라는 박사학위 논문이 있다.2) 사료에서 출발하여

명칭， 참여자， 식사 내용， 개인 부담， 와해와 해체， 군사 제도와의 관계， 기부금을 내도록

한 법의 영향 등이 잘 설명되어 있다. 50여년 전에 험프리 미첼은 이 학위 논문을 아직

도 스파르타의 쉬시티아에 대한 “오래된 것이기는 하지만， 가장 훌륭하고 가장 상세한

설명서”라고 극찬한 바 있는데，3) 오늘날까지도 유일한 개설서라 할 수 있으니， 그 논문

의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최근에는 『스파르타의 음식 문화.

스파르타에서의 남성들의 공동식사』 라는 저서가 모니차 라브렌치크에 의해 출판되었는

데，4) 이 책은 스파르타의 쉬시티아의 기원， 명칭， 참여 체제， 공급 체계， 음식 내역， 식

1) 스파르타의 청년들은 아고게에서 졸업함파 동시에 또다른 40년간의 집단 생활을 하게 된다，

이 새로운 집단의 공동 식사 제도는 피디티온이라 불리웠는데， 피디티온(phic1ition: 복수는 피

디티아 phic1i디a)은 공동 식사의 생활 단위로 일종의 식사 클랩이었다 스파르타의 정식 명칭은

페이데이티온(pheideition) 또는 페이디티온(pheic1ition)이었는데 아티카 저자들이 때때로 그것

을 피디티온이라고 했고， 또 아티카어로 쉬시티온(syssition: 복수는 쉬시티아 syssitia)이 라는

번역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허승일~스파르타 교육과 시민 생활J , 삼영사， 1998, 56쪽 참

조. 본고에서는 여러 명칭을 혼용하겠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용례에 따라

쉬시티온이라는 용어들 사용하기로 하겠다.

2) Bielschowsky, Albert, De Spartanorum Syssitia. Breslau 1869 (Diss.).
3) Michell, Humphry, Sparta(Cambri미ge， 1952), p. 282, f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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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간， 식당 건물， 기능 그리고 지속 기간 등 아주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빌쇼브스키나 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라브렌치크의 논구에는 필자가 납득할 수 없는

하나의 쟁점이 있다. 그것은 곧 쉬시티아와 군대 편제간의 관계이다. 다시 말하자면， ‘생

활 단위’로서의 쉬시티아와 ‘군대 단위’로서의 쉬시티아에 관한， 특히 빌쇼브스키의 설명

은 그 자체에 이율배반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쉬시티아는 과연 스파르타 군

대의 최소 단위였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션학들의 오해를 파헤쳐보려고

한다.

2. 벌쇼브스키의 견해 검토

쉬시티아와 스파르타 군대의 관련에 관한 문제는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접근하기란

쉽지 않다. 라케다이모니아인들은 군대 조직을 비멜로 했기 때문에 투키디데스는 그에

관해 상세한 언급을 할 수가 없었고， 후대의 스트라본은 모든 사람이 그것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군대 조직에 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5)

플라톤은 스파르타가 ‘병영 국가’라고 강조하고 있다.6) 더욱이 할리카르나수스의 디오

나시우스는 좀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뤼쿠르구스는 스파르타에 쉬시티아를 만들어 커다란 공헌을 하였으니， 왜냐하면 그는 평화

시에는 매일매일의 공동 식사를 통하여 시민의 생활을 검소하고 절제있게 유지하도록 하였

고， 전쟁시에는 모든 시민들에게 함께 음식을 장만하고 식사를 하는 동료를 저버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7)

쉬시티아가 실제로 군대의 최소 단위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역사가는

헤로도투스와 폴뤼아이누스였다.

그래서 뤼쿠르구스는 군대 질서를 조직하고， 에노모티아， 트리아카데스， 쉬시티아의 기초를

놓았다.8)

에파미논다스는 스파르타에 대해서 전투 준비를 했다. 전투가 치열해지자 ... . 모두들 병

영으로 후퇴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스파르타인들은 로쿠스 모라 에노모티아， 쉬시티아대로

정열해서 얼마나 많은 무리가 죽었는지를 알았다.9)

4) Lavrencic, Monika, Spartanische K，디che. Das Gemeinschaft;smahl der Manner in Spar따，

Kaln, 1993.
5) w스파르타 교육과 시민 생활~ , 92쪽 참조.

6) Legg, 666.
7) 제2 권 제23 장.

8) Herodotus, 1, 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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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군대 단위로 나오는 로쿠스， 모라， 트리아카데스， 에노모티아， 쉬시티아에 대해

서는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헤로도투스와 폴뤼아이누스는 쉬시티아가 스파르타

군대의 최소 단위였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과는 달리， 투키디데스는 스파르타 군대

의 최소 단위가 에노모티아라고 봇을 박고 있고， 크세노폰은 모라의 편제를 말하면서

쉬시티아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투할 때에 600명 의 스키리타이 없이 7개의 로코스가 서 있었는데， 각 로코스는 4개의 펜

테코스뒤스를 갖고 있었고， 각 펜태코스튀스는 4개의 에노모티아를 갖고 있었다. 에노모티아

의 제1 대형에는 4명의 남자가 싸웠다. 대형은 앞에서 뒤로 열수가 동일했던 것이 아니라

단 한 병의 로코스 지휘관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그래도 그 수는 평균 8멍의 남자로 구성되

었다. 스키리타이를 제외하고， 전면의 길이는 입8명으로 이루어졌다，10)

그들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무장을 시키고 나서， 그(뤼쿠르구스)는 보병과 기병을 6개의 모

라로 구분히였다. 각 보병 모라는 1병 의 군명령권자(폴레마르코스)， 4명 의 로쿠스 지휘관(로

카고스)， 8명 의 펜테코스테스 지휘관(펜테코스테레스)， 16명 의 젊은 에노모티아 지휘관(에노

모타르코스)을 갖고 있다. 명령 한 마디에 각 모라는 횡대로 2. 3. 6개의 보병 부대를 구성하

고 있다，11 ) (괄호안은 펼자)

여기서 두 사람은 헤로도투스와 폴리아이누스와는 다르게 펜테코스튀스라는 새로운

군 편제상의 단위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또한 차차 설명하기로 하겠다. 더욱이 우리는

현대의 군사 사가인 라젠비가 쉬시티아의 군사적 기능에 반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

고 있는 데 주목하게 된다.

쉬시티아는， 그것의 모든 군사적 떤상(聯想)에도 불구하고， 아마 군사 조직의 일부는 아니었

을 것이다 12)

일반적으로 쉬시티아는 ‘함께 자고， 함께 식사하고， 전투도 함께’ 하는 것으로 말해지

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쉬시티아가 스파르타 군대의 최소 단위라고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으니， 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

9) Polyainos. 2, 3, 11 또한 2, 1, 15를 참조하라. 아게실라우스는 많은 자들이 도망가고 군인들이

큰 두려움에 빠지자" . 밤중에 로쿠스와 쉬시티아에 사자를 보내 버려진 창을 모으도록 명

령했다

10) Thucydides, Historiae, 5, 68, 3.
11) Xenophon, Rep. Lαc. 11, 4
12) Lazenby, J. F., The Spartan Army, ADs & Phillips Ltd warminsster-England, 1985,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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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여야 할 것인가? 쉬시티아는 과연 군대의 최소 단위였을까?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필자는 플루타르쿠스의 위인 열전의 두 상이한 기록을 놓고

풀어나가고자 한다. 플루타르쿠스는 뤼쿠르구스 전기에서 식탁 공동체에 대략 15인이

참여하였다고 말한다.

그틀은 다해서 15명 ， 혹은 그보다 약간 많거나 적었다 13)

그러나 그는 아기스와 클레오메네스 전기에서 아기스 4세가 시도한 개혁을 설명하면

서， 식닥 공동체의 크기에 대해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뤼쿠르구스의 고법’을

재건하고자 했던 아기스 4세는 페라오이코이와 외국인을 시민단에 편입시킴으로써 스파

르타 시민의 총수를 4，500명으로 늘리려 했는데， 그 때

그들 중에서 15개의 피디티아가 각각 400과 200의 구성원으로 만들어져야 했고， 그 곳에서

그들은 선조들의 방식으로 함께 살았다 14)

는 것이다. 이렇듯 뤼쿠르구스 전기에서는 쉬시티아의 정원이 15명이라 하고， 아기스와

클레오메네스 전기에서는 그것이 400명과 200명 이라고 하고 있는 플루타르쿠스의 두 언

급은 스파르타 연구자들을 당혹케 한다.

일찍이 이 문제에 대하여 가장 상세히게 다룬 빌스쇼브스키의 견해는 시종일관 쉬시

티아의 구성 인원이 15명 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논 쉬시티아의 참가자들이 누

구였고， 얼마나 되었는가를 언급한 제4장에서， 대략 15명 의 남자가 하나의 쉬시티아에

모였다고 말하고 있고，15) 또 쉬시티아의 와해와 해체를 다루고 있는 제7장에서 기원전

낌4년에 왕이 된 아기스 4세의 쉬시티아 재건 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는 페리오이코이와 외국인들을 시민에 포함시켜 시민의 숫자를 4，500명으로 증가시키려는

마음을 먹었다. 플루타르쿠스는 그가 그들을 200명 에서 400명씩 단위를 만들어서 그 단위를

157B 가 되게 했고， 그럼으로써 조상들이 지켰던 예전의 관습올 복원하려고 했다고 전한다.

이 문장을 검토하고 이제까지 내가 묘사한 쉬시티아 제도를 알고 있는 자는， 아기스 왕이

새로운 쉬시티아를 만들었거다고 하는 플루타르쿠스의 지적이 영터리라는 생각을 할 것이

다. 어떻게 된 것인가? 15명씩 편제되었던 쉬시티아를 400명과 200명씩으로 만들었단 말

연가? 이 숫자는 너무냐 차이가 나지 않는가 1 16) (강조는 필자)

13) Plutarchus, Lycurgus, 12.
14) Plutarchus, A밍s，8
15) Bielschowsky, De Spartaηarum Syssitia , 15.
16) Bielschowsky, De Spartanorum Syssit，따，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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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빌쇼브스키는 쉐마누스CSchoemannus)의 다음과 같은 견해17)를 비판한다.

틀림없이 아기스가 도입하려고 했던 15개의 대(大) 쉬시티아는 다시 대략 15명으로 구

성된 207R의 소(小) 쉬시티아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20x15는 300이지 만， 플루타르쿠스는

3001명 이라고 적지 않고 400명과 200명 이라고 적었다. 틀림없이 그가 정확히 300명 이 아

니라 적어도 200명 에서 많아도 400명을 넘지 않는 한에서 300명 이라는 그 숫자보다 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리라는 것이다.18)

그는 계속해서 말한다. 이 견해가 맞다면， 이전의 쉬시티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

는 바와 조화를 이루기는 하지만， 다음파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예천의 소

쉬시티아로 다시 분할하려면， 왜 아기스 왕은 대 쉬시티아를 만들었는가? 쉐마누스는

명백하게 틀렸다. 이 문장을 살펴본 사람 중에서，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누가 쉐마

누스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누가 “아기스는 시민단을 15개의 쉬시티아로 나누

었고， 각각 2001쟁과 400명으로”라는 문장을 이해하겠는기-? 이 쉬시티아가 고유한 쉬시

티아가 아니고， 오히려 소 쉬시티아가 있고， 소 쉬시티아 20개가 대 쉬시티아를 구성하

고， 하나의 쉬시티아는， 씌여져 있는대로， 성원이 400명 이나 200명 이 아니라 원래 300명

이며， 200이나 400이라는 숫자는 한계를 정하는 숫자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

설명의 근거는 무엇인가? 플루타르쿠스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문장을 배치해

놓았다고 누가 믿겠는가? 오늘날 쉐마누스의 견해는 더 이상 견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나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거부한다 19)

그러면서 빌스쇼브스키는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제 나의 설명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든지 간에， 그 숫자들은 그 자체

로 모순된다. 따라서 그것틀을 올바르게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스파르타의 15개의

쉬시티아를 이상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쉬시티아 하나마다 15명 의 회원이 있었다는 것은 더

욱 이상한 것이며 해결책은 저절로 도출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야 한다: “(한 피

디티아당) 15명씩 조직하여 300개의 피디티아가 되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아무런 어

려움도 남아 있지 않다. 아기스의 쉬시티아는 이전의 쉬시티아와 일치하고 시민 4，500명은

15명 의 회원들로 구성된 300개의 쉬시티아를 정확하게 채운다. 누군가는 우리가 논지를 수

정하면서 너무 대담하게 나갔다라고 주장할지 모르는데， 그러한 비판은 근거없는 것은 아니

다. 왜냐하면 어떤 필사자가 15와 300이라는 숫자들을 바꾸어 “15명씩 300개의 피디티아가

되었다”대선에 “300명씩 15개의 피디티아가 되었다”라고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가 그 후에 “300"대선에 오기로 언하여 혹

은 무섬결에 “400"이라고 기록하였다면 그리고 그 후에 시민들의 숫자와 쉬시티아의 숫

17) Gr. Alt. , pp. 301 ft.
18) Bielschowsky, De Spartanorum Syssitia, 30.
19) Bielschowsky, De Spar따norum Syssitia,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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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이의 불일치를 알게 된 사람이 그 볼일치를 완화하기 위하여 “ZOO"이라는 말을 더

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20) (강조는 필자)

이상에서 보았듯이， 그는 “(한 피디티아당) 15명씩 조직하여 3007B의 피디티아가 되었

다"고 하면서， 어떤 필사자가 15와 300이라는 숫자들을 바꾸어 “15명씩 3007B의 피디티

아가 되었다" 대신에 “300명씩 15개의 피디티아가 되었다"고 썼고， 만약 누군가가 그

후에 “300"대선에 오기로 인하여 혹은 무심결에 “400"이라고 기록허였다면， 그리고 그

후에 시민들의 숫자와 쉬시티아의 숫자 사이의 불일치를 알게 된 사람이 그 볼일치를

완화하기 위하여 “200"이라는 말을 더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단정한다.

결국 빌스쇼브스키는 쉬시티아의 정원은 15명씩이었다는 논증을 한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

수적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첫째， 만약 스파르타인들의 군대가 쉬시티아로 구성되었다

면， 왜 크세노폰과 투퀴디데스는 군대의 개별 단위들을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열거하면서， 쉬시티아를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둘째， 또한 생활 단위로

서의 쉬시티아에는 늙은이나 쇠약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군사적으로 적합하지 않

은 자들이었다 그런 자들로 이루어진 쉬시티아가 어떻게 군사 단위로서의 쉬시티아와

동일할 수 있었는가?21 )

첫 번째 불음， 즉 만약 스파묘타인들의 군대가 쉬시티아로 구성되었다면， 왜 크세노폰

과 투퀴디데스는 군대의 개별 단위들을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열거하면서， 쉬시티아를 이야기하지 않았는가를 해명하기 위해서 보다 심도있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22) 스파르타인들이 토착민인 라코니아인

들이나 메쩨니아인들과 싸우던 때에는 스파르타 군대는 스파르타인들만으로 구성되었다

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스파르타인들은 그들을 모두 정복하여 페리오이코

이와 헤일로타이로 만들고， 그들을 보조군으로 삼아 스파르타 군대를 도와 싸우도록 하

였다. 헤로도투스의 여러 문장에서 페르시아 전쟁기에 라케다이모니아인들이 페리오이

코이를 그렇게 이용했다는 것은 충분히 엽증된다.23) 그러나 그 이후의 시기에 예전의

적대 기억이 사라지자， 페라오이코이는 스파르타의 부대에 수용되었다. 이것이 언제 이

루어졌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현존하는 최초의 증거에 의하면 기원전 425년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 해에 모든 로쿠스에서 선발된 라케다이모니아인들이 스팍테리아

섬을 점령했다. 그 후 아테네인들이 그 섬에서 포로로 잡은 292명 가운데 120명은 스파

20) Bielschowsky, De Spartanorum Syssitia , 30-31.
21) Bielschowsky, De Spartanorum Syssitia , 35.
22) Bielschowsky, De Spartanorum Syssitia , 36
23) Herodotus, lX. 10, 11, 28,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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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타인들이고 나머지는 페리오이코이였다. 따라서 모든 로쿠스에 페라오이코이들이 소

속되어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크세노폰에 따르면， 페리오이코이였던 아미클라이인

들이 모든 부대에 편제되어 있었으며， 또한 그의 다른 문장에 따르면 레욱트라 전투 때，

2400명 의 병사로 구성된 4개의 모라가 싸웠는데， 스파르타인들은 700명 이었다.24) 이 논

거들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서는 인용되지 않는 다른 논거들을 참고해보건대， 펠로폰네

소스 전쟁기에 페리오이코이와 스파르타인들이 같은 로쿠스와 모라에 속했음이 명확하

다. 펜테코스테스와 에노모티아와 같은 작은 부대들에서도 스파르타인들과 페리오이코

이가 같이 부대를 이루었으므로， 펜태코스테스와 에노모티아에서 페리오이코이와 스파

르타인들이 분리되어 있었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 병력이 동일한 구성 원

칙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질서정연하게 편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언하여 페라오이코이가 쉬시티아에 속했던 것 같지는 않다고

그는 주장한다.정) 스파르타인들만이 쉬시티아에 배치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우선， 쉬시티아는 우리가 아는 바로는 전술상의 중요성이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그 곳

에는 특별한 지휘관들이duces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키디데스가 전체 군대

단위틀을 열거하고자 하였을 때 최소 등급으로 에노모티아까지 이야기하였던 것이며，

마찬가지로 크세노폰은 라케다이모니아 국가에서 군대의 부분들을 묘사할 때 개별 모라

들에는 로쿠스， 펜테코스테튀스， 에노모티아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개별 쉬시티아의 지휘관들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하였다. 사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해 볼 때， 크세노폰과 투퀴디데스

는 군사적인 쉬시티아를 아예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 매우 분명해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물음， 즉 또한 생활 단위로서의 쉬시티아에는 늙은이나 쇠약한 자들이 있었

는데， 그들은 군사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자들이었다. 그런 자들로 이루어진 쉬시티아가

어떻게 군사 단위로서의 쉬시티아와 동일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는 스파므타 군대

가 매번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위험과 적군의 크기에 따라서 군대의 규모가 정해졌다고

주장한다.

스파르타인들은 20세에서 60세까지 군복무의 의무를 지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참가하지는 않았고， 에포로스들이 몇세의 시민들이 군대에 나가야 할지를 정했고， 따라서 개

별 쉬시티아에서 명령을 받은 자들만이， 그리고 신중하게 판별하여 60을 넘지 않는 자들만

이 전투에 참가하였다. 이렇게 해서 쉬시티아에서 군대 복무에 적합하지 않는 자들은 참가

히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생활 단위 쉬시티아에서 명령을 받아 전두에 참가할 사

24) H GR. 4, 5, 11; 6, 1, 1; 6, 4, 15.
25) Bielschowsky, De Spartanomm Syssit따，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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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선발되고 전투 쉬시티아가 결성되었다. 양 쉬시티아 사이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

았다고 생각된다. 틀림없이 대부분의 쉬시티아에서 군복무의 의무를 진 사람들은 동료들

이었을 것이다.26) (강조는 필자)

이어서 그는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에노모티아， 펜테코스뒤스， 로쿠스， 모라

그리고 쉬시티아가 또한 모두 시민적인 단위들이였으며， 전체 국가가 군대 단위들에 의

해서 구분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근거는 없다고 강조한다. 모라에 대해서는 분명한 증언

들이 남아 있으며， 쉬시티아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다. 그런데 최상의 단위와

최하의 단위에 대하여 그것이 유효하다면， 중간의 단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유효

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개별 단위들의 지휘관들이 평화시에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그가 지휘하는 단위를 대신하여 크고 작은 숫자의 쉬시티아들을

지휘하였다는 점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폴레마르쿠스들은 모라， 즉 가장 커다란 군부대

의 지휘관이었고， 전체 쉬시티아의 감독관custodes이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본다면

만약 전체 시민이 군사 단위들로 구분되었고 맨 아래의 단위들이 매일 서녁 만찬에서

모였으며 모든 단위들에서 지휘관이 종신토록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요컨대 만약 시민

들이 쉬시티아에서 무기를 소지하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하여 부대 단위들， 지휘관

들， 군부대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저녁에 명령이 주어진 후에 그 밤중에

스파르타의 전 부대가 도시에서 출동하였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이제 당선은 뤼쿠

르쿠스가 쉬시티아를 왜 만들었으며 “명령을 받자마자 당장”이라는 말이 무슨 뜻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스파므타인에 관한 플라톤의 말， 즉 그들은 병영 국가를 갖고 있

다라는 말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27)

지금까지 빌스쇼브스키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그의 논리 전개는 완벽하다고 할만큼

조리가 정연한 것처럼 보일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따라서 생활 단위 쉬시티아에서 명

령을 받아 전투에 참가할 사람이 선발되고 전투 쉬시티아가 결성되었다. 양 쉬시티아

사이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틀림없이 대부분의 쉬시티이-에서 군복

무의 의무를 진 사람들은 동료들이었을 것이다‘”라는 그의 결론 부분 단 한가지만은 역

사적 진실과 모순된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결론은 그가 그렇게도 강조해마

지 않았던 그 이전의 자신의 논리 체계를 스스로 허물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26) Bielschowsky, De Spartanorurη 적yssitia， 37• 38.
27) Bielschowsky, De Spar.따'11orum Syssitia,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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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시티아에 대한 신해석(新解釋)

쉬시티아는 과연 스파르타 군대의 최소 단위였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뤼

쿠르구스의 군대 개편에 관한 논제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아테네 등 당시 그리스 세계의 발전 과정과 국제 정세에 비추어 뤼쿠르구스 정치 활

동 시기는 기원천 700년과 기원전 650년 사이였던 것 같다. 기원전 7세기 초엽 스파트

타는 약체 국가였다. 시민들은 사치와 낭비에 물들고 나태와 방종의 생활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기원전 676년 이전 어느 때언가 스파르타의 국제를 전폭적으로 개

편하였는데， 아고게와 쉬시티아의 양 제도도 이 때에 설치되었다. 기원전 676년에는 아

고게 교육과 긴밀하게 결합시켜 카르네이아 제전도 군대 제도를 본 떠 재조직하였다.

뤼쿠르구스의 군대 개편 이전의 스파르타 군대의 편제는 어떠했을까? 스파트타인들의

군대 징집에 관한 가장 이른 시기의 진술은 기원전 600년 경의 튀트타이오스에게서이

다. 당시에는 완전 중무장 보병의 대 부대가 3개 있었는데， 이들은 스파르타 세 부족의

명칭을 따랐다고 한다. 군대의 규모와 하부 조직에 대해서는 기원전 6세기 전기간을 통

해 미지의 상태로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아르고스와 테게의 군대에 필적할

만 했다고 하는 사실뿐이지만， 이 때의 군대 편제를 간단히 추론해보는 것도 무의미하

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스파르타는 언제인지 그 시기를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귀족 개인의 1:1 대결로

승패를 결정했던 시절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마 그 때에는 튀르타이오스 시인

이 옳고 있듯이， 스파르타 군부대는 부족별로 정집되어 전투에 임했을 것이다. 같은 도

리아인 계통의 크레타에서 보듯이 스파르타에도 공동 식사 제도인 쉬시티아가 았었을

것이고 그리고 당시에는 15명으로 구성된 쉬시티아가 스파르타 군대의 최소 단위였을 가

능성이 농후하다. 이 때에는 물론 동일 쉬시티아에 부자와 형제가 소속했음도 확실하다.

그러나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여러 국가에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전투 방식이

도입된다. 즉 중갑병 부대의 밀집대형 전술인 것이다 이 전투 방식의 변화가 갖는 가장

두드러진 특정은 전투의 집단적 성격에 있다. 즉， 방패와 청동 갑옷， 투구， 그리고 정강

이받이 등으로 중무장한 보병이 밀집 대형을 이루고 창을 주공격무기로 하여 집단적으

로 전투를 수행하였다.

다행한게도 적어도 기원전 650년 경에 코린토스에서 중장밀집 대형의 전투방식이 채

택되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서 이른바 치기 (Chigi) 화병이 남아 있다. 원(原)코린

토스 양식의 이 도기에는 중갑병이 밀집대형을 이루고 전투를 시작하려는 장면이 생생

하고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화병의 제작 연대는 기원전 650년이라는 하한선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제작 연대가 기원전 675년 경으로 추정되는 원코린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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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의 도기 아뤼발로스(Ary ballos)가 페라코라에서 출토되었다. 이 화병의 그렴은 손상

이 섬하여 r 묘사된 전투 장면이 중장밀집대형에 의한 전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치기 화

병에서처럼 이중피리를 부는 전적주자(戰짧奏者)의 모습은 분명히 판별할 수 있다. 그렇

다면 이 아뤼발로스의 제작 연대인 기원전 675년 경에 코린토스에서는 이미 중장 밀집

대형의 전투 방식이 채택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잃)

이로 미루어 보아 거의 같은 시기에 스파르타에서도 뤼쿠르구스가 군제를 개편하면서

밀집대형을 취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선 뤼쿠르구스는 스파르타 군대를 7개의 로쿠

스로 나누고， 로쿠스에 폴레마르코스라는 지휘관을 두었다. 각 로쿠스에는 4개의 펜테코

스테스， 각 펜테코스테스에는 4개의 에노모티아로 다시 하향 구분하고， 각각의 지휘관들

을 펜테코스테레스， 에노모타르코스라고 불렀다. 에노모티아의 부대원 수가 40명 이었으

므로， 각 로쿠스의 병력은 640명으로， 총 7개 병력은 지휘관을 빼고도 4，480명 이 되는

것이다. 헤로도투스는 뤼쿠르구스가 군대 질서를 조직하고， 에노모티아， 트리아카데스，

쉬시티아의 기초를 놓았다고 하면서 트리아카데스를 새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제

개편 전에 2개의 쉬시티아를 불렀던 고졸기의 유습이라고 생각된다

그 후 전쟁 등 여러 요인으로 병력의 큰 감소 현상이 나타나자， 코린트 전쟁 후에는

군대 편제가 7개에서 6개로 줄고， 이름도 로쿠스 대신 모라로 불렸다. 모라도 로쿠스처

럼 16개의 에노모티아로 편성되었으므로， 병력은 장교를 빼고 3，840명으로 되었다.

이미 지적했듯이， 빌집 대형은 전투의 집단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종전의 15명으로

구성된 쉬시티아가 이제는 더 이상 군대의 최소 단위를 이룰 수 없었음은 지극히 당연

했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의 생각에 종전의 쉬시티아 편제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리면

서 새로운 스파르타 군대의 최소 부대 단위， 즉 40명으로 구성된 에노모티아블 창설했

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전투 훈련을 하기 위해 뤼쿠르구스는 기원전 676년에는

차르네이아 제전도 군대 제도를 본 떠 조직하였다고 생각된다. 기원전 676년 군대 생활

을 모방하여 개편된 카르네이아 제전(聚典)에서는 9개의 텐트를 치고 각 텐트에는 3개

의 펄레(부족)에서 각각 프라트리아 하나씩 세 대표가 모였다. 이 때 텐트는 스파르타의

지역구인 오베 (Obe)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는 당시 스파르타에 혈연적인 부족 휠레와

지역구인 오베가 결합한 27개의 프라트리아가 있었다는 좋은 예증이다. 당시 시민의 수

를 9，000명으로 잡을 I대 한 프라트리아의 소속원은 평균 333명 이 된다. 이것은 어떤 프

라트리아의 성원 수가 200명 에서 400명 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뤼쿠르구스 시대

의 스파르타에는 한 오베에 레스케라는 공동 회합 장소가 3개씩 모두 27개가 있었는데，

바로 이 곳이 한 프라트리아의 공동 식사 장소가 되었을 것이다. 한 식탁에는 20세서

28) 김용우， “그리스 초기 참주정의 기원에 관한 일고찰 코린토스의 컵셀로스의 경우를 중심으로

"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6) ， pp. 18•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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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까지의 연령층에 속하는 15명 의 고정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을 것이나， 부자(父子)나

형제는 같은 식탁에는 앉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훈련과 전투시에는 식사때와는 달리

연령별로 중무장 보병 대형을 형성했을 것이다. 30대가 에노모티아의 주력 부대를 이루

었다. 보통 전투 경험이 가장 많고 신체 건장한 30-34세의 8명 이 2열 횡대로 최전방에，

그 뒤 35세-39세를 비롯해 기타의 연령층의 8명 이 3열， 이렇게 모두 5열 횡대의 40명 이

완전 중무장 보병 밀집 방진 대형을 갖추고， 전투 경험이 적은 20대의 청년조와 그 나

머지 노령층은 전후방 부대 내지 도시 수비대로서 복무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크게는 피디티온의 수를 프라트리아 단위인 300명으로 볼 수도 있고， 작게

는 한 식탁 단위로 그것을 15명으로 볼 수도 았다. 특별히 엄선된 왕의 친위대 숫자인

300명도 하나의 공동 식사 단위， 하나의 전투 단위였을 것으로 추측해도 큰 무리가 없

을 것이다.

펼자의 이와 같은 논지를 뒷받침해주는 것으로서 포레스트의 견해가 있다. 우선， 그의

주장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마지막으로 모든 스파르타인들이 음식을 먹어야 했던 유명한 공동 식사 제도인 쉬시티아를

보기로 하자 물론 사회 제도일 뿐만 아니라 헤로도투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군사 체제의

일부이고 각 쉬시티온은 그 자체가 한 군사 단위의 기초였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비록 쉬시

티온의 관습은 충분히 업증되고 있지만 그 규모는 그렇지 못하다. 플루타르쿠스에 의하면

그것은 단지 15명의 성원으로 구성되었지만 아기스 4세가 기원전 3세기에 ‘뤼쿠르구스’의 체

제를 재창제할 때 그는 평균 300명 의 쉬시티아를 제안하였다고 한다. 전자의 수치는 불가능

할 정도로 작고 후자는 놀랍기는 하지만 터무니없이 크다고 할 수는 없는데， 도리아인의 크

레테의 유사한 공동 식사 제도가 하나의 전 프라트리아에 공통적이었으므로， 나는 스파르타

에서도 동일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기울게 되었다 프라트리아의 규모에 관한 나의

가설에 입각하여， 이 점에서 아기스는 과거와는 단절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만일 우리가 쉬시티온이 이러한 프라트리아의 공동 식사 제도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만일 더 나아가 우리가 피타나의 로코스에 관한 헤로도투스와 투키디데스 사이의 논쟁을 헤

로도투스가 단 하나만의 로코스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말하고 있는 피타나의 3개의 로쿠스

중 한 개의 로코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말하였다고 상상함으로써 하나의 오해에 불과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프라트리아=쉬시티온(식사할 때)=로코스(전투할 때)의 등식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증거에도 위배됨이 없이 다음의 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구조의 일단을 예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단순한 추

측 이상의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다 29) (강조는 필자)

29) Forrest, W. G., A Historγ of Sparta 950-192 B. C , London, 1968, pp. 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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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위 숫자 군대단위 숫자

social unit strength military unit strength

다모스(인민)The damos
9,000

스E라토스(군대 )the
6,500

(the people) stratos (the army)

오바Dba 1,000 모라?mora? 720

효 라E 리 아(?파 E 라)=쉬 시 티 온Phratry
330 로코스lochos 240

(?pαra)=susstion

?트리아카스(3천명의 한 부족의 1/30)?
110 ?E 리아카스?triakαs 80

triakas (one thirties of a tribe of 3,000)

? 55 에노모티아enomotia 40

포레스트의 주장의 핵섬은 이러하다. 한 프라트리아의 성원을 이루고 있는 330명 이

식사시에는 하나의 쉬시티온의 구성 멤버였고， 전투시에는 240명 의 로코스， 즉 군대의

최소 단위인 6에노모티아의 대원을 구성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

명하자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된다. 뤼쿠르구스는 군제 개편 전의 15명의 식탁 동료

이자 전투원이었던 쉬시티아의 식사 유습을 그대로 살려 개편 후에도 식사시에는 20세

에서 60세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시민들이 함께 식사하도록 하였다. 그러

나 중갑병의 전술에는 최소 40명 의 전사를 필요로 하므로， 식탁 동료 중에서 노약자와

병약자 등을 제외한 대체로 10명 에서 12명의 시민을 함께 중갑병 밀집 대형의 최소 단

위인 에노모티아의 일부를 구성토록 하였다. 보통 한 식탁에서 치기의 화병이 보여주고

있듯이 에노모티아의 최전방 제1 열에 가장 막강한 30-35세의 전사 4인 1조가 배치되

고， 그 뒤로 35-40세의 4인 1조， 그리고 기타의 연령층이 나머지를 채웠다고 보는데， 어

쨌든 330명 중에서 240명 이 6개 에노모티아 부대를 이루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가급

적 한 식탁 동료로 조를 썼기 때문에 스파르타 당사자들의 눈에는 종전의 쉬시티아와는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으로 비쳤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밀집대형에서는 군 최

소 단위가 40명 의 에노모티아였고， 쉬시티아는 에노모티아의 성원을 공급하는， 문자 그

대로의 스파르타 군대의 기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플루타르쿠스가 언급하고 있는 쉬시티아에 가입시 전수결로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 가입이 불허되었다고 하는 기록도 종전과는 탈리 에노모티아의 일부를 구

성할 쉬시티아에서의 전사단의 구성 조건， 이를 테면 부자나 형제는 통일 쉬시티아에

소속될 수 없었다거나 20세에서 60세까지의 연령상의 안배를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특별 배려로서 해석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만약 330명으로 구성된 하나의 쉬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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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내에서， 다같이 형제와 같은 처지에 하나의 식탁 동료의 멤버로 들어가는 것을 거절

당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었고，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상기

조건을 충족시키려는 특별 배려에서 15명의 식탁 동료 가입이 허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필자 나름으로 쉬시티아에 대해 새로이 고찰해보았다. 이제 빌스쇼브스키의

이미 인용한 바 있는 견해들을 비판해 보기로 하자.

첫째，

스파르타인들은 20세에서 60세까지 군복무의 의무를 지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전

쟁에 참가하지는 않았고， 에포로스들이 몇세의 시민들이 군대에 나가야 할지를 정했고，

따라서 개별 쉬시티아에서 명령을 받은 자들만이， 그리고 신중하게 판별하여 60을 넘지

않는 자들만이 전투에 참가하였다 이렇게 해서 쉬시티아에서 군대 복무에 적합하지 않

는 자들은 참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생활 단위 쉬시티아에서 명령을 받

아 전투에 참가할 사람이 선발되고 전투 쉬시티아가 결성되었다. 양 쉬시티아 사이

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틀렴없이 대부분의 쉬시티아에서 군복

무의 의무를 진 사람들은 동료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의 결론 부분에서 단 한가지만은 분명히 역사적 진실과 모순된다. 생활 단위 쉬

시티아는 있었지만， 진투 단위 쉬시티아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굽대의 최소 단위

는 에노모티아였던 것이다. 다만 15명 의 식탁 통료 중에서 연령별로 4인조의 전투단으

로 에노모티아의 일부를 구성했던 것은 사실이다.

둘째，

그는 페리오이코이와 외국인들을 시민에 포함시켜 시민의 숫자를 4，500명으로 증가시키

려는 마음을 먹었다. 플루타르쿠스는 그가 그들을 200명에서 400명씩 단위를 만들어서

그 단위를 15개가 되게 했고 그럼으로써 조상들이 지켰던 예전의 관습을 복원하려고

했다고 전한다. 이 문장을 검토하고 이제까지 내가 묘사한 쉬시티아 제도를 알고 있는

자는， 아기스 왕이 새로운 쉬시티아를 만들었거다고 하는 플루타르쿠스의 지적이 영터

랴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어떻게 된 것인가? 15명씩 편제되었던 쉬시티아를 400명과

200명씩으로 만틀었단 말언가? 이 숫자는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는가!

이제 나의 설명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든지 간에， 그 숫자들은 그

자체로 모순된다. 따라서 그것들을 올바르게 바로잡지 않으변 안 된다 만약 스파르타

의 15개의 쉬시티아를 이상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쉬시티아 하나마다 15명 의 회원이 있

었다는 것은 더욱 이상한 것이며 해결책은 저절로 도출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기록

되어야 한다. “(한 피디티아당) 15명씩 조직하여 3007~ 의 피디티아가 되었다" 만약 그

렇게 본다면 아무런 어려움도 남아 있지 않다. 아기스의 쉬시티아는 이전의 쉬시티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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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고 시민 4，500명은 15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3007B 의 쉬시티아를 정확하게 채운

다. 누군가는 우리가 논지를 수정하면서 너무 대담하게 나갔다라고 주장할지 모르는데，

그러한 바판은 근거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필사자가 15와 300이라는 숫자들

을 바꾸어 “15명씩 300개의 피디티아가 되었다”대신에 “300명씩 15개의 피디티아가 되

었다”라고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

가가 그 후에 “300"대신에 오기로 인하여 혹은 무심결에 “400"이라고 기록하였다면， 그

리고 그 후에 시민들의 숫자와 쉬시티아의 숫자 사이의 불일치를 알게 된 사람이 그

불일치를 완화하기 위하여 “200" °1 라는 말을 더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것은 뤼쿠르구스가 새로이 도입한 밀집 대형의 전투와 전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한 그의 단견에서 나온 소치이다. 밀집 대형의 전투 방식은 전투의 집단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15명의 쉬시티아 성원으로서는 밀집 대형을 이룰

수는 없었다. 그래서 뤼쿠르구스는 평균 333명 의 한 프러트리아를 식사시는 하나의 쉬

시티아로， 전투시에는 240명 의 로쿠스로 편성했던 것이다. 물론 쉬시티아 내에서는 15명

의 단원이 일개의 식탁 동료로서 에노모티아의 전투단의 일부를 구성했을 것이다. 그런

데 실제로 프라트리아의 성원 수는 200명 에서 400병 안팎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후일

아기스 왕은 뤼쿠르구스 군제를 부활시키려고 노력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

를 필사자의 오기 운운 하는 것은 그 얼마나 비 역사적 발상인가? 왜 그는 플르타르쿠스

의 언급을 제멋대로 뜯어고쳐 해석하려고 하는가?

마지막으로， 더욱이 필자는 빌스쇼브스키가 당시의 스파르타의 중갑병(重甲兵) 군대와

밀집방진(密集方陣) 부대 전술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스파르타 육군은 완전 중무장을 한 보병 집단이었다. 기병도 있긴 했는데， 그들은 행

군시에만 말을 탔지 전투시에는 말에서 내려 보병으로 싸웠다. 따라서 주력 부대는 중

무장 보병이었다. 무장을 할 때는 진홍색의 군복에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청동으로 만

든 흉갑을 입고 청동제 투구를 썼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초기의 앞뒤가 딱딱한

청동제 흉갑 대선에 더 가볍고 더 유연한 린네르(아마포)나 가죽제품의 흉갑을 착용하

였다. 투구는 청동제 헬멧을 사용하였는데， 투구 위에 붙어 있는 커다란 장식용 깃털은

공격용 무기로 시(용하였다. 전투시 적과 밀어붙이기로 승부를 낼 때 이것은 상당히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무릎 정강이 보호 받이는 초기에는 착용하지 않았다.

보호용 무기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패였다. 초기에는 청통제 방패를 사용하였으나， 후

에는 더 가볍고 단단한 방패로 대치하였다. 보통 직경 80센티 미터가 약간 넘는 방패는

원형으로서 나무 제품인데， 방패의 가장 자리만이 청동으로 되어 있고， 또 방패 전체는

청동으로 도금하여 윤이 났다. 중앙은 볼록하나 가장자리 쪽으로 평변을 이루고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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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패는 가운데 속은 텅 비어 있고 또 팔을 끼는 밴드와 분명 천으로 만들어진 손잡이가

있어서 쉽게 방패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었다. 크세노폰 시대의 스파르타 방패는

라케다이모니아인들의 첫 자인 ‘λ’을 문장으로 새겨 넣었는데， 그 전에는 각자 개별적인

취향에 따라 문장을 새겼었다고 한다. 완전 중무장 보병， 즉 중갑병은 호플리테스

(hoplites) 라고 불렸는데， 이는 방패 모양의 둥근 ‘원형’을 나타내는 호플론(hoplon)에서

유래하였다. 그렇지만 원형의 방패 자체는 아스피스 (aspis)라 불렸다. 어쨌든 전승을 했

을 때는 방패의 승리라고 할 만큼， 스파르타 육군은 방패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고 또

귀중하게 여겼다.

스파르타 육군의 공격용 무기로는 단연 창을 들 수 있는데， 호머 시대의 ‘던지는’ 창

과는 달리， 고전기에 중무장 보병이 사용한 창은 길이가 긴 ‘찌르는’ 창이었다. 창의 길

이는 2미 터 에서 2.5미 터 시-이였고， 나무 제품이었으나 창 머리 부분과 손잡이 부분은 철

로 되어 있었다. 공격할 때는 적의 팔 위 목이나 팔 밑 넓적 다리나 복부를 향해 창을

찔러 나갔다. 검은 창의 대용품이었다. 전투 중에 창이 부러지거나 못쓰게 되면 검을 사

용하였는데， 특히 그들의 검은 다른 그리스 국가의 검보다 짧고 곧았다고 한다.

그 외에 날으는 무기， 즉 화살， 돌， 던지는 창은 보조 공격용 무기로 사용되었을 뿐인데，

이것들은 완전 중무장 보병이 아니라 산병(散兵)의 무기였다.

완전 중무장을 갖춘 스파르타 육군은 팔랑크스 (phalanx)라고 하는 밀집방친 대형의

전술을 썼다. 평지나 산 계곡을 행군할 때， 적이 사방 어디서 공격을 해 올지 모르므로

정사각의 진용을 갖춰 최강의 전사들은 그 가장자리에 배치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투시

에는 이에 알맞는 전투 대형을 취했을 것이다. 우선， 한 열이 8명 인， 그러나 경우에 따

라서는 12명 또는 그 이상의 완전 중무장한 보병이 횡대로 서서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최대한도로 서로 몸을 밀착시킨다. 폼을 밀착시키면 살고， 그렇지 못하면 죽는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렇게 되면 원형의 큰 방패는 자기 자선의 왼쪽 몸과 왼쪽 옆 전우의

오른 쪽 몸을 막아주게 된다. 때로는 산병(散兵)이 방패 밑에 구부리고 앉아 활을 쏘거

나 창이나 돌을 던질 준비 태세를 취한다. 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이중 피리 군악대의

음악 소리에 발맞추어 적을 향해 계속 전진을 하게 된다. 아마 그럴 경우 마치 난공불

락의 성벅이 앞으로 계속 움직여 나가는 것 같았을 것이다.

곧장 육박전이 벌어졌던 것 같지는 않다. 본격전에 돌입하기 전에 워밍업 정도의 예

비전이 행해졌다.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대치한 양군간에는 먼저 간단한 산병(散兵)

들의 공격전이 벌어졌는데， 그들은 완전 중무장 보병의 “방패 밑에 몸을 낮추어 쭈그리

고 앉아 여기 저기에서 또는 완전 무장 보병 곁에 서서” 활을 쏘거나 롤이나 창을 던졌

다. 그러다가 본격전이 시작된다. 다시 이중 피리의 음악 소리에 맞추어 양군은 서로 앞

을 향해 전진한다. ‘창을 찌를 수 있는’ 공격권내에 들어오면， 각자 적을 향해 팔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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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과 신체의 상부를 향하거나 아니면 팔 아래 넓적 다리나 복부를 노려 긴 창을 찔러나

갔다. 창이 부러지면 짧은 칼로 적을 공격하였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그 뒤에 있는 사

람이 쟁싸게 그 자려를 메꾸었다 때로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전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창을 찌를 수 있는 거리내’로 들어오기 직전에 어느 한쪽이 길을 열어주었을 것

이다. 그러나 만약 양군이 서서 끝까지 싸웠다면， 팔랑크스는 어느 한 쪽이 길을 열 때

까지 밀고 밀어붙이는 행동을 하였을 것이다. 최후에는 육박전이 벌어지는데， 마치 일종

의 오늘날의 럭비 축구에서 스크립을 짜고 싸우듯이， 발에는 발， 가슴에는 가슴， 투구에

는 투구， 투구 위에 벗살에는 벗살로 피비린내나는 혈투를 하게 된다. 이것은 ‘처음에는

조금씩 조금씩 밀어붙이면서’ 또는 ‘한 발자국만 나가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는 말

로 보아 짐작할 수 있듯이， 결국 전투의 결말은 밀어붙이기로 끝났을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쉬시티아의 정원은 200명 에서 400명으로， 그러니까 평균 300명으로

구성되었고， 15명은 쉬시티아 내의 각각의 식탁 동료였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20세에서 60세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15명씩 한 조를 이루어 식탁 동료로서

식사를 하고， 훈련시나 전투시에는 40명의 에노모티아의 일원으로서 밀집대형을 이루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플루타르쿠스가 뤼쿠르구스전에서는 15명을， 아기

스 4세의 개혁시에 200-400명으로 쉬시티아 성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둘 다 맞는 말

이리고 해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자는 식탁 동료를， 후자는 쉬시

티아 성원을 염두에 두고 그가 기록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날 연구자들이 한쪽을 부정

하고 다른 쪽을 받아들이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크게는 피디티온의 수를 프라트리아 단위인 300명으로 볼 수도 있고， 작게

는 한 식탁 단위로 그것을 15명으로 볼 수도 있다. 특별히 엄선된 왕의 친위대 숫자인

300명도 하나의 공동 식사 단위， 하나의 전투 단위였을 것으로 추측해도 큰 무리가 없

을 것이다.

필자는 최종 결론으로 체자르 포르니스와 주앙 미구엘 카실라스의 글을 제시하고자 한

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식사 참여자들이 새로이 200에서 4001겸 사이의 사람들이 각각

15인용의 탁자에 배분되었다는 것밖에 달리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30)

30) 고대의 쉬시티온이나 식당은 각각의 테이블이 15인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Cesar
Fornis and Juan-Miguel Casillas, “The Social Function of the Spartan Syssitia ," The
Ancient Hist01γ Bulletin 11.2-3 (1997) 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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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어

스파르타에서 아고게와 쌍벽을 이루는 쉬시티아 제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15명 이었느냐 아니면 평균 300명 이었느냐하는 근본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른 것이 사실이다. 선학 중에 특히 빌스쇼브스키는 전자의 주장을 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후자의 주장을 논박하였고， 그의 견해는 오늘날 거의 정설로 통하고

있다.

그러나 “따라서 생활 단위 쉬시티아에서 명령을 받아 전투에 참가할 사람이 선발

되고 전투 쉬시티아가 결성되었다. 양 쉬시티아 사이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고 생각된다. 틀렴없이 대부분의 쉬시티아에서 군복무의 의무를 진 사람들은 동료

들이었을 것이다"라는 그의 결론 부분은 필자가 설파했듯이 설득력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

그가 생각하듯이 15명으로 구성된 전투 쉬시티아는 존재치 않았다. 약 300명으로 구

성된 쉬시티아는 식사시 15명의 식탁 동료들로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을 뿐이었고，

전투시에는 에노모티아라는 군대의 최소 단위에 소속해서 싸웠다. 스파르타는 중갑병으

로서 팔랑크스 밀집 대형을 이루어 싸웠는데， 중갑병 부대와 밀집대형의 전술의 특성을

상기할 때， 20세서 60세의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15명 의 쉬시티아 성원 전윈이 전

투 대형을 이루었다고 할 수가 없으며， 노약자와 병약자 등이 빠진 상태에서도 전투 쉬

시티아를 구성하였고， 이는 생활 단위 쉬시티아와 별 차이가 없었다고 극언하는 그의

논지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의마에서 포레스트와 체자르 포르니스와 주앙 미구엘 카실라스의 견해는 참신성

을 띠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역시 추측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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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yssitia, the Core Unit of Classical Spartan Military System?

Heo , Seoung 11 *

Syssitia, together with the pedagogical agoge remarkably peculiar custom of male

common mess in ancient Sparta, has been as usual regarded as the minimal unit of

Sp따tan militarγ force. Such a view can be said to be originated from the doctoral

dissertation of Albert Bilschovsky written in the later half of nineteenth centuη.

His first comprehensive survey on Syssitia, which has long resided as the principal

standard for the study of Spartan common mess , received recently a renewed

approval by La、rrencic， who published a book on Syssita in the line and style of

Bilschovsky.

In spite of this main stream, my doubt is that the everγday-life-syssitia could

effectively have operated as wartime-syssitia or an elementary military unit. For

despite of all the ancient and modem writers including Herodotos, Plato, Dionysios

of Halicarnassos, Polyainus , and the two said earlier, who consistently suggest that

syssitia was by its nature a military organization, we must not tum down

Thucydides' comment that the smallest unit of Spatan army was Enomotia, and a

genius modem student on ancient military affairs, Lazenby, who warned not to

regard syssitia as such.

Most importantly, there is an ever unsolved problem of syssitia formation,

particularly on its number of members. Ancient sources are less informatiγethan

mixing or rather deranging on this basic and crucial matter. The most notorious is

Plutarch, who at one time suggest 15 members of a syssitia, soon at the other time

talk of "400 and 200" to the embarrassment of his modem followers. Bilschovsky ’

solution is: err of manuscripting. He eagerly held on '15 ’ syssitia, and so suggested

for the Agis' time 300 syssitia which consisted each of 15 members. Ingenuous exit,

but problems still remain. From the ancient sources we know that the perioicoi

fought side by side with the sp따tiates， but it is most unprobable that the perioicoi

*)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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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ed spartiates' syssita. Moreover, Xenophon and Thucydides even did not

commented syssitia when they explained military affaires. And finally, hoplites' way

of combat could not be possible with a high variety of age classes.

Given the problems, we naturally seek for an better explanation on the formation

and raison d'etre of syssitia other than Bilschovsky' s rather problematic intentional

discarding of text. A new perspective on syssitia’ s formaition and nature of the

auther' s own is this: about 300 spartiates make up an syssitia, and 15 table-mates

go to the combat-field as a part of Enomotia. This can also explain how the age

variance of a syssitia did not disturb making most unvulnerable military uni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veryday-syssitia and wartime-enomotia could thus be

explained away , but we must not forget that all these are mainly speculation and

the limit is obvio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