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의 위대환 험 <Virtus romana) ’ 개법옳 통해
본 이탈리아 랙l쌍스 초기 인푼주의자률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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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

21

서옳대 효댁정치연구소

이 끓에서는 르네상스 최초의 인문주의자 1) 인 페트라르카 (Francesc。

Petrarca.

1304-1374) 와 그보다 한 세대 뒤에 태어나서 피렌체 공화국의

수장에까지 오른 인문주의자 싫루타티 (Coluccio

의 정치사상윷 그툴의 ‘로마의 힘， 역량’

Salutati. 1331-1406)
(virtus romana) 에 대한 사고톨

톨해삶펴보고자한다.

퍼|트라르카는 ‘로마외 힘’ 에 대한 관계옳 숙에서 이탈리아의 물학의 원인
옳 이닮리아에 칩입한 야만인률 숙에서 그리고 그률의 문화 숙에서 밟견한

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아비농의 교황청과 로마의 귀족가문률 그리고 용병
률이 서 있었다. 이훨리아에서 그둘옳 훌아내야만

virtus romana 의 재생

이 가능하며 그것운 다시 로마의 회생옳 가능케 할 수 있었다 .01 활리아인둘
파 고대 로마인률간의 동월화 속에서 지리적 연속섬에 기대어

virtus

romana 의 재생은 야만인률에 의해 잊혀진 이훨리아인옳의 로마인으로서
의 정체성 효|복과 거기서 귀컬되는 조국애의 부활인 것이다. 그러나， 그는

현싫정치의 기반 부족으로 인해 불분명한 정치적 행보훌륭 보이게 된다. 다시
말해 어느 때는 훌라 디 리엔쪼의 편에 서서 공화추의척 문제 해컬 방식올
선호하다가도 나중에는 황제 칼 4세와 교황 쭈르반 5서| 강온 군쭈， 전제적
권력자물에 의지하게 되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virtus

romana뿔 통한

고대 로마의 영광의 회복 (Renovatio romae) 이라는 정치적 이냄옳 계속
유지시켰다.
고대 로마醫 흉한 정당성 부여라는 측면에서는 싫루타티도 페트라르카의

1) 헤르프리드 뭔클러는 르네상스 인문주의률 다음의 세 가지 훈동으로 요약한다. 즉， 교

육운동， 정치운동 그리고 사회운동 거기서 인문주의적 개혁 프로그랩을 이루는 다음의
세 가지 혁신， 갱신들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학문의 혁신， 인간의 혁신 그리고 정
치의 혁신 다시 말해 로마 공화국의 재생 (H.M뻐lder 1993.559). 본 논문에서는 주로 정

치적 운동 그리고 정치의 혁신 다시 말해 로마 공화국의 채생에 대해 다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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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률 잇게 된다. 그러나， 살루타티는 그의 사고률 일관되게 구체화시킬 피렌
체라는 조국을 가지고 있었다. 도시 공화정의 수장으로서 그는 ‘로마의 힘’
율 고대 로마 공화정의 시민물의 자유애로 파악하였고， 내적

· 외적

자유톨

구현하고 있는 피랜체가 로마의 정당한 후손임울 주장한다. 이 글온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두 인문주의자들이 ‘로마의 힘 이라는 한 개념을 서로 다른
정치적 배경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수용하는가를 봄으로써 그 근

저에 담긴 담론 구조의 동일성과 차이에 대한 고찰 속에서 그들의 정치사상
의 일면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다.

1.

들어가는 말
Virtus romana2 )는 파tus와 romana의 합성 어 로 직 역하면 로마의 힘 이 란 의 미를 가

지고 있다. 남자， 남성이란 의미를 가진 라틴어 vπ에서 유래한 뼈tus는 남자다움，

용맹 동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특히 이것은 로마 공화정 초기， 정치 공동체 내
에서 공동체를 위한 군사적， 정치적 자질， 용맹 등을 의미하였다. 로마 공화정이
제국으로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전쟁 및 정치적 위기 등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특히 이 virtus는 제국으로의 성장을 가능케 한 군사적 · 정치적 역량의 총체적 의
미로 다시 말해 로마의 힘과 역량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것은 후대에 로마의 힘과
위대함을 나타내는 대명사처럼 쓰이며， 본받고 따라해야만 하는 모범과 이상형으
로서 나타난다. 그런데， 이 파tusrom뻐a는 그것에 대한 어떤 단일한 해석만이 존재

했던 것이 아니라 각 시기의 문제의식 속에서 파악된 것이었다. 즉， 각각의 해당시
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방하고 따라야만 하는 모범과 전형으로서 기능하였

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로마의 힘에 대한 표상을 가지고 자신의 시대의 문제에 대
처하고 그 나름의 해결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했던 한 예로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초
기의 인문주의자들인 페트라르카와 살루타티에 대해 다룰 것이다.

2) .로마의 힘’ 전반에 대해서는 W. 티se띠lut (1 973) 참조，

‘로마의 위대한 힘’ 개념옳 흉해 본 이탈리아 르네상스 초기 인훈주외 2많의 정치사상 2앓

11.

조국애 대한 사량으로서 ‘로마씌 힘’

(virtus romana);

때트라르카
일반적으로 알려진 데로 연인 라우라(Laura) 에 대한 사랑의 시(歸)로 유명한 페
트라르카는 중세에서 근세초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살았던 문학가로 알려져 었다.
특히 그는 그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고전에 대한 발굴작업파 함께 특히 고대
로마의 고전(古典)들에 대한 수학(修뿔)올 통해 그것에 대한 해박한 지식올 가지
고 있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최초의 인문주의자로 더 휴명하다. 그러나， 그는 사랑

과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시만 저숨한 시인온 아니었다. 그는 때때로 당
시의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주
로 서간문올 흉해 -개입했던 것이다. 이 률에서는 시인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척
판심올 가지고 그가 살았던 시대의 정치적 현실에 대해 고민하고 또 그것에 대해

정치척 의견율 개진한 페트라르카에 대해 다훌 것이다. 그것올 통해 페트라르카는

옛 영광이 사라진 황폐화된 이탈리아률 직접 체험하는 속에서 고대 로마시대에의
공부롤 통해 얻은 지식과 표상올 통해 이탈리아의 몰락을 극북하고자 노력한 이탈
리아 최초의 애국자로 드러날 것이다.

페트라르카는 스스로훌 이탈리아인이자 고대 로마의 후손으로 이해한다. 그에
게 당시 이탈리아는 고대의 영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위기의 땅으로 나타난

다. 다시 말해 두 보편권력인 교황권과 황제권이 이탈리아에서 알프스 이북으로

옮겨갔으며， 이탈리아3) 의 분열과 그로 인한 소국툴간의 끊임없는 전쟁들이 나라
를 황폐화시켰고， 비탄의 소리와 무질서로 가특 차게 했다. 질서의 완전한 몰락에
직면해 페트라르카는 고대의 로마의 힘， 욕 로마가 여러 번의 공동체의 위기롤 극
복하고 위대한 제국에 이률 수 있게 한 원인으로서 때tus romana에 주복하게 되었

다. 그것을 모범으로 삼읍으로써 그는 평화와 질서의 재생올 바랬던 것이다. 거기
서

‘로마의 힘’ 은 조국애 그리고 조국의 자유에 대한 사랑과 그것올 통한 조국에

의 헌신이외에 다름 아니었다.

3) 르네상스 초기에 태용하기 시작한 이탈리아인의 민혹의식에 대해서는 W. Goetz (1 939)
와 H.M뻐kler & H. Griin뼈ger & K. Mayer (l 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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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대로마의힘과역량이사라진이탈리아

우선， 페트라르카가 바라본 이탈리아에 대해 논하자면 그것은 고대 로마와의 비
교 속에서 더 명확히 드러난다. 자신을 이탈리아인이자 고대 로마의 후손으로 파
악한 페트라르카에게서 당시 이탈리아는 고대의 영광은 간 곳 없고 두 개의 보편
권력(교황권과 황제권)이 사라진 채， 군소 국가들로의 분할과 전쟁으로 피폐해 있
는， 끊임없는 전쟁과 무질서의 상태로 나타난다. 이 혼란에 빠진 이탈리아에 평화
와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 페트라르카는 고대 로마의 역량과 힘에 의존， 그것을 모
범 삽을 것을 주장하였으며， 그 때 그가 염두에 두는 .로마의 힘’의 핵심은 바로

조국에 대한 사랑 나아가 조국의 자유에 대한 사랑， 희생정신이었다.
피렌체의 한 망명자의 아들로 태어난 페트라르카에게 조국은 피렌체도 그가 자
랐던 프랑스의 아비농도 아니었다. 그것은 예전의 찬란했던 고대 로마를 션조로
가졌지만 지금은 소국으로 찢겨져 싸움만을 일삼는 분열된 이탈리아이며， 황제권
과 교황권의 중심지로서 화려했던 로마에서 이제는 허울만 남은 채 외래 꺼족들에
의해 지배받으면서 피폐된 로마를 가진 이탈리아이며， 이전에는 세계를 지배할 군

사력을 지녔고，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 (H뻐피b따)을 물리친 스키피오 (Scipio) 같
은 명장을 배출했지만， 지금은 훌륭한 군대와 명장은커녕 외국 군대와 용병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며 그들에 의해 착취당하는 불쌍한 이탈리아였다.
이렇게 찬란했던 선조인 고대 로마와의 비교 속에서 자신의 시대를 비탄한 페트

라르카는 그 쇠퇴， 몰락의 원인을 외세와 그들의 야만적 문화의 지배에서 보았

다 4) 이로 인해 이탈리아인들은 고대 로마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혔고， 비
르투스 또한 소멸되게 되었다 고대 로마사에 대한 연구 속에서 페트라르카는 그

쇠락의 원인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카르타고의 멸망 이후5) 비르투스 대신 들어
4) “인문주의자들에게는 공동의 완결된 인류공동체가 없었고. 로마인들과 야만인들만이
있을 뿐이었다..

(H. W. Eppelsheimer 1971. 92)

5) “차르타고가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었다면， 로마의 힘은 소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단 (적에 대한， 필자)두려움이 사라지자 못보던 해악들과 내전(內戰)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거대한 전쟁의 끝은 똑같이 거대한 전투들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
문이 다

" (F. Petrarca, Fam. , XIV, 5 (A. S. Bernardo 1982, Vol. 2, 찌0)) ;

“한가지 예 만을 든다

.로마의 위대한 힘’ 개념을 흉해 본 이탈리아 르네상스 초기 인문주외자률의 정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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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사익(私益)과 쾌락올 선호하는 습속이며， 이런 환경 속에서 밀려률어온 외래의

야만적인 문화와 습속 때문이었다. 공동체와 공익올 위한 행위 속에서 얻어지는
명예에 대한 갈망과 그것에 기반한 덕성과 역량의 자리에 쾌락파 재불 그리고 사

익에 대한 욕구와 추구가 들어선 것이다.
페트라르카는 고대 로마와의 비교 속에서 현재의 사회적. 특히 군사척 습속의
변화들올 비판한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게으르고， 무식하고. 겁쟁이이며， 말만 많은 군인졸은 그훌의 주인예 봉사하거
나 혹은 그들의 나라률 보호하거나 그리고- 또는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

니라 이득， 허상 그리고 쾌락올 위해 무기률 들고 앓옳 달린다: 그률은 자신들의
여자친구들에제 감명옳 주기 위해 금으로 치장하며， 척들에게 더 빛나는 전리품
을 제 공하기 위 해 금으로 치 장한다(F.

Petrarca, F:뻐1. XXlI, 14 (A. S. Bernardo 1982

Vo1.2, 252)).

그 결파는 끊임없는 혼란과 고대 ‘로마의 힘’ 의 소멸이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쟁에 연루되었다. 명화는 사라졌고， 역량은 추방
당했으며， 국가는 노예화되고， 난파되었으며， 안과 밖으로부터 조각조각 났다 (F.
Pe없rca， F;없n.

XXlI, 14 (A. S. Bemardo Vol. 2, 1982, 253)).

그것윤 다름이 아니라 찬란했던 자신들의 션조인 고대 로마에의 무지와 무관심

으로 나타나는 자기 정체성의 상실과 그에 따른 덕성과 역량의 소멸이었던 것이다.
오늘날 그 누가 로마 시민들보다 로마사(史)에 대해 더 무지하겠는가? 슬프게

도 로마이외의 그 어느 곳에서도 로마가 그렇게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올 말해야
만 한다. 나는 그러한 무지훌 애석해 할 뿐만 아니라，( ... ) 여러 역량들의 사라짐
과 추방올 또한 슬퍼 한다(F. Pe없rca， FlI1π

VI, 2 (A. S. Bemardo Vol. 1, 1975, 293)).

연 로마인률의 경우 그툴운 전쟁에서 광폭해지고 다롤 모든 나라들용 제압하고 나서 닥
치 조용한 평화에 의해 정복당했다. 그 시기의 몇몇 역사가틀이 가장 유려하게 애통해

했듯이 그돌이 송리하고 나서 숭리자들의 풀어정과 방샘이 정북된 세계에 복수훌 하였
다..

(F. Petrarca, Fam. , XII, 2 (A. S. Bemardo 1982, Vol. 2.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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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페트라르차는 이탈리아인으로서의 자기의식， 다시 말해 찬란했던 고대

로마 제국의 후손으로서의 자기의식을 고양시키는 것6) 을 통해 고대 로마의 번영
과 위대함의 원동력이었던 ‘로마의 역량과 힘’ 을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로마가 스스로를 알기 시작한다면 곧 바로 다시 일어셜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의

심할 수 있겠는가?(F.Pe뼈rca， F:때1. VI, 2 (A. S. Bemardo Vol. 1, 1975. 293)) 7)

2. 꼴라 디 리엔쪼와 로마 시민둘
로마사의 연구를 통해 고대 로마의 흥망성쇠와 그에 따른 현 이탈리아의 타락과
몰락을 본 페트라르카는 현 상태의 극복을 로마사의 모범을 통해 수행코자 하였
다. 즉， 고대 로마제국의 성립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 시민들의 영웅적 행위， 즉
비르투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현재의 타락한 이탈리아의 재건도 그 주도인

로마8) 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로마는 타락하고 몰락
한 상태였다는 데 있었다. 로마는 그 외래 귀족에 의해 피폐되어 있었으며， 로마
시민들은 그 아래에서 선조들의 경험과 그들에 대한 기억을 잊은 채 신읍하고 있

었던 것이다. 이에 페트라르카는 고대 로마제국을 건설한 공화정의 모범에서 이끌
어낸 , 그 원동력이었던 로마의 힘과 역량 그리고 그 덕성의 재건을 위해， 우선 외
래 귀족들의 세력을 몰아내고， 로마를 로마시민들의 손에 맡기는 것이 비르투스
로마나(때tusro뼈na) 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콜라 디 리엔쪼 (Cola di Rienzo) 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일련의 서신과，
콜라의 실패 후 로마의 정치 개혁을 위임받은 4인의 추기경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타난 페트라르카의 정치 이념이었다.

6) 이것을 페트라르카는 그가 위인들의 삶올 그린 역사책 “De ψ샌퍼usσibus"의 서문에서
명확히 표현한다나의 책에서는 무엇이 역량으로 이끄는지를 혹은 그것들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1974, 143)
7)

이외에도 E뼈l3I"d

Kessler

(1969) 와 꺼1뼈orMommsen

페트라르카가 사고한 “역사적 자의식의 현재적 작용”에 대해서는

93) 와 c. C. Bayley (1 942)

., (Benj뻐피1 G. Kohl

(1 959)

참조

A. Demandt (1 984 ,

참조

8) 이탈리아와 세계의 우두머리아자 주도(主都， caput mundi) 로서 로마에 대해서는 페트라
르카의

Fam. 23 ,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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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년 당시 로마롤 지배하고 있던 외래의 유력한 두 뀌족 가문폴올9) 몰아내고
호민판으로 선출된 콜라 디 리땐쪼는 로마 시민에 기반한 정치와 로마흘 중심으로

하여 이탈리아훌 통일시키려는 일련의 시도를 하게 된다. 이러한 콜라의 일련의
행위 속에서 페트라르카는 로마의 자휴의 회복파 해방올 보았으며， 그 힘에 의한

이탈리아 통일 10) 올 갈구했다
다시 일어서려는 조국을 지지하고， 의심의 눈초리훌 보내는 이들에게 로마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무엇융 합 수 있는 지률 보여주자! 나머지 다른 이탈리아인들
은 아마도 의심치 않올 것이다. 예전에 활 수 있었던 것올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조언과 힘， 수단률과 용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통일성 (Einigkeit) 가

부족한 것을 (F.Pe없rca， Sine nome 2,

2001 , 13 1).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고대 로마의 영광올 가져은 힘의 잔존에 대한 믿음 속에서

그것의 추통올 콜라에게 기대하게 된다. 그러면， 그 추통자로서 콜라의 힘， 역량으
로서 비르투스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은 고대 로마의 조국올 위기에서 구하고
질서와 영광올 선사한 로마의 영웅들의 비르투스였으며. 그 핵심은 조국애， 나아

가 조국의 자유에 대한 열망이었다. 여기서 페트라르카는 콜라롤 자유의 수호자
이자， 로마롤 폭정으로부터 구해낸 이로서 칭송하면서 로마의 후손이 아니면서 로
마를 지배하며 , 폭정올 일삼은 귀족들， 권력자 가문들올 비판한다.
로마에 덕성과 역량이 사라지고， 로마인들이 자신올 잃어버리게 된 것은 바로
이들 때문이었다. “로마의 독약” 이자 “탐욕스러운 이리들”로서 그들윤 로마를 자

신들의 조국으로서 지키고 보호한 것이 아니라 자신틀의 사익의 도구로 착취하였
던 것이다. 이런 외래 귀족의 폭정으로부터 로마률 해방시키고 로마룰 로마시민들
의 손에 맡긴 콜라에게서 페트라르카는 친구나 부모보다도 더 많은 것올 빚진 바
로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래서 그 조국올 세웠고， 그것에 자유를 선사했으며 ,
그것올 위기에서 구해낸 고대 로마의 위대한 시민이자 영웅틀인 로물루스， 브루투

스 그리고 카밀루스의 재생올 보았던 것이다 11) 이런 조국애가 고대 로마의 영용，
9) 이 률은 오르시 니 (Orsini) 가문과 콜론나 (Colonna) 가문이 었다.
10) 이탈리아의 통일옳 위한 활라 디 리엔쪼의 계획에 관해서는 H.M뻐kler & H. Griinberger
& K. Mayer (1 998 ,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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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게서 보았던， 그리고 콜라에게서 부활된 비르투스 로마나의 핵심이었다.
또한 이로 인해 이제 이탈리아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기반을 얻게 된 것이었다.

한편， 로마의 피폐의 원인이자， 로마의 역량과 힘을 타락시킨 핵심 요인으로서
외래 귀족에 대한 비판은 콜라의 실패 후 로마의 정치개혁이란 임무를 맡은 4명의

추기경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또 한번 명확히 드러나는데， 이 면지에서 페트라르카
는 로마사의 예를 통해， 특히. 비르투스 로마나의 퇴락의 예를 통해 외래 귀족들을
비판하면서 그 극복을 위해 로마의 예를 따를 것을 주장한다.

즉. 페트라르카에 따르면 고대 로마의 비르투스의 쇠락은 과도한 부와 자만심에
기인했었다. 과도한 부(富)로 인하여 비르투스의 기반인 적정수준의 청빈(淸負)
이 로마에서 사라졌고， 그 자리를 외국인들의 수치스러운 행위들이 차지하게 되었

으며

12)

자만심 은 모든 “귀족들의 공통적 인 악” 이었다. 로마의 몰락을 부추기고

그 피폐한 로마를 차지한 외래 귀족들은 로마인이자 로마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착취자이자 정복자로서 그들의 사욕만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F. Peσarca 2001

213) . 따라서 페트라르카는 추기경들에게 - 특히， 다른 추기경들과는 달리 훌륭한
이탈리아 가문의 후손인 4번째 추기경 즉 카포치 (Capocci) 추기경에게 기대면서
그에게 이탈리아인으로서의 조국애를 환기시키는 것을 잊지 않는다. (F. Peσ'arca

2001 , 205) - 로마인들의 비르투스를 타락시킨 외래의 귀족들을 권력기구에서 제
외시키고， 로마인들에 의한 로마를 만들라고 권고한다.

나에게 묻는다면 주저 없이 답할 것이다. 로마의 전통과 윤리에 따르자면 로마

원로원은 오로지 로마 시민들로만 구성되었으며， 외래인들은 동원이 금지되었음
을(F. Petrarca 2001. 209).

그러나 로마인들로만 구성된 원로원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그것이 만

11) F. Peσ'arca (200 1, 94-95) 참조.

12) “나는 과도한 부(富)보다 용감하고 덕 있는 행위에 해로운 것은 없다고 감히 주장한다

( ... )

역사가들이 확실히 동의하는 것은 부가 다른 민족들을 정복한 로마조차도 무릎을

꿇게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로마의 청빈이 떠나간 동일한 길
을 통해 외세의 정념과 욕망들이 밀고 들어왔다는 것이다" (F. Pe때πa(Fam. 1I，

2001 , 2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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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귀족률로만 채워진다면， 그들의 “탑용과 자만 (F.Pe뼈πa 2001. 215) 그리고 오

만13) (F. Pe없rca 2001. 217)"" 으로 인해 실패할 것윤 과거의 역사가 이미 보여 주고
있었다. 이에 페트라르카는 고대 로마 공화정의 예롤 들면서 자유에의 갈망을 특

정으로 하는 인민들의 자유애흉 통해 귀족의 권한올 제한한 것 14) 올 그래서 이 둘
의 조화 속에 고대의 영광올 재현， 재건시킬 것율 권고한다.
로마의 기충시민들이 최고 관직에까지 참여활 수 있도록 요구한 것올 귀족이

최고의 수치로 여기고 아주 강력한 강권올 가지고 그것에 저항했다는 것옳 그러
나， 결국에는 귀족들이 무릅올 꿇고 이전처럼 다른 것에도 양보를 하였다는 것올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에 뒤이은 여러 대립과 투쟁이후에 우선은 집정관
은 아니지만 집정관의 권한을 가진 4명의 군대 호민관들이 신셜되기에 이르렀으
며 나중에는 기충시민들에게 평안과 안정올 주지 옷하였올 때 결국 그들의 거만
함이 거부하였던 것을 정의의 작용을 통해 달성한다. 기충시민의 집정관이 귀족
충의 집정관의 옆에 자리률 잡게 되면서 그리고 동시에 이들과 함께 공동의 조국

과 협동율 통해 얻은 제국올 동일한 지위에서 지배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사
실이며， 가장 유명한 역사가들에게 잘 알려진 것이라면. 현명한 추기경들이시여，
우리는 무엇율 필요로 하겠습니까? 만약 당신들이 로마의 불행을 불쌍히 여기시
고 당신툴 자신의 일 같이 느끼시면서 힘껏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몰락에 대
항해 대결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예전 고대의 모범들에 의지 하십시요

왜냐하면

이 도시는 무(無)로부터 하늘의 별들에까지 상승하였기 때문이며. (…) (F.

Petrarca

2001 , 219)
과거의 로마와는 달리 펴폐된 이탈리아의 부흥은 로마의 재건이 우선의 과제였
고， 그 로마의 재건용 외래 귀족세력올 몰아내고， 로마인의 손에 로마를 맡기는 것
이었다. 이것옳 통해 페트라르카는 조국애로서의 비르투스 로마나률 회복시킬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 때의 모범은 바로 로마 공화정의 경험이었다.
로마만이 이러한 고대 로마의 힘과 역량이 몰락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유일한
예는 아니었다. 한때 한 지봉 아래에 있었던 동족이었지만， 현재에는 서로 다투고
13) 여기서 페트라르카는 로마의 역사가 리비우스에 기대어 귀족들의 특정으로서 자만과
인민들의 자유애(自由愛)를 대립시킨다.

14) 인민의 자휴얘률 흉해 귀족올 제압한다는 측면에서 페트라르카와 마키아벨리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다고 이탈리아 학자 우고 도티는 주장한다 (Ugo Dotti 2001 ,

17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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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이탈리아의 부분 국가들 또한 그 로마의 힘과 역량의 몰락과 소멸의 희생

자였다. 서로 전쟁상태에 있던 베네치아와 제노바가 바로 그들이었다. 이탈리아
반도의 동과 서에서 각각 거대한 상업도시들이 서로의 이익만을 위해 벌이고 있는

전쟁은 페트라르카가 보기에 이탈리아의 힘을 약화시키는 형제들간의 비극적인
싸움이었다

이러한 인식 하에 페트라르카는 양 도시의 수장들(Dogen) 에게 보낸

편지들에서 두 도시는 서로 적이 아니고， 형제들임을 설득시키려 노력한다. 그들
모두 이탈리아인들임을 강조하면서 각자의 분파이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조국

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이탈리아의 전체이익을 생각하고， 추구할 것을 요구한
다 15)

3. 칼 4세 황제와 교황 우르반 5셔|에 대한 호소
꼴라 디 리엔쪼에게 기대한 로마 공화정의 재건과 그에 의한 이탈리아 통일의
염원이 실패하게 되자， 페트라르카는 황제 칼 4세와 교황 우르반 5세에 눈을 돌리

게 된다. 로마는 찬란했던 고대 로마 제국의 수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서구의 두
보편 권력인 교황권과 황제권의 주도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두 보편권력의 수도
로서 로마는 지금 이름뿐이었다. 두 보편권력의 수장들은 자신들의 주도를 도외시
하고 이탈리아 밖， 프랑스와 독일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에 페트라르카는 황제 칼

4세의 이탈리아 회귀 16) 와 교황 우르반 5 세의 로마 복귀에 대한 호소 속에서 이탈
리아인으로서의 자기의식에 대한 강조와 그것을 통해 이탈리아 통일시키고， 평화
를 가져오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낸다.
황제로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칼 (K때) 4세는 이탈리아인이어야 했다. 여기서

페트라르카는 황제와 로마의 연결을 강조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가 독일에

15) 페트라르카는 제노바와 화친을 맺을 것을 요구하면서 베니스 공화정의 수장인 안드레
아 단돌로(Andrea Dandolo) 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신들이 파괴하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바로 당신들의 형 제 임 을 상기 하십 시 요” 라는 말을 하고 있다(F.

Petrarca 1982, 104) .

또한

베네치아와 제노바의 전쟁에 대한 페트라르카의 평가에 대해서는 U. Dotti(2001. 219) 와
H.M뻐kler &H. Grtinberger &K.

Mayer (l 998. 96-97)

참조.

16) 페트라르카에게서 나타나는 꼴라 디 리엔쪼를 잇는 칼 4세의 역할에 대해서는
E，까Jelsheimer (I 971.

l1o- 111 & 120)

참조-

’로마의 위대한 힘’ 개념융 흉해 본 이탈리아 르네상스 초기 인분주의자훌의 정치사상

241

머무르는 한 그는 단지 한 명의 왕얼뽑이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제국의 주도인 로

마로 툴아용다면 그는 진정한 제국의 황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7) 자신올 이탈
리아인으로 규정하고， 황제의 원래 주도인 로마로 률아와 주인이 없는 동안 혼란
에 빠진 로마와 이탈리아에 명화와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이탈리아인으로서 황제
의 의무였다.
이탈리아에 대해 근심하시는 당신의 염려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우리는 당

신이 우리의 자유를 위한 구원자로서 하늘로부터 보내졌기률 바랬습니다. (…)
어쩨하던 우리는 당신올 이탈리아인으로 생각합니다.

( ... ) 실재로 당신의 모든

지고의 그리고 성스러운 의무들 중에서 이탈리아에 안정파 평화를 가져오는 것보
다 더 중요한 것윤 없습니다 (F.Pelrarca (Fam.X, 1) 2001 , 371-377).

이 경우에도 모범은 비르투스 로마나였으며， 조국올 위기에서 구해낸 조국에 대

한 사랑이었다 18) 페트라르카는 칼 4세에게 카르타고의 위협에서 로마를 구해낸
스키피오의 예를 툴면서， 이탈리아인으로서 그 모법을 따률 것올 권휴한다.

왜 나에게서처럼 당신에게 고향옳 사랑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시이저여! 반대로 나는 당신에게 권합니다. 당신의
조국올. 고향올 사랑하기률. 그리고， 실재로 키케로가 언급했듯이 virtus가 vir에서

나온 것이건， vir가 v뼈$에서 나온 것이건 한 남자에게 이러한 남성다움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실되면 남자는 단지 그의 최상올 상실
한 것일 뽕만 아니라 그의 존재 본질올 잃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향이， 조국이

당신올 부른다면 강제할 수 없는 남성성이 당신올 이리로 끌어 당겨서 당신의 의
무. 즉 황제권의 의무롤 다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 ... ) 비록 당신이 복음서의

구절에 따라 지상의 세계에서 영원한 안식처를 가지지 말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당신은 (지상의 어디에선가는 당신의 조국이 있는 한) 시이저의 집을 그것은 바
로 로마를 진정한 고향， 조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F. Petrarca(Fam. XXllI, 2) 2001 ,

499 & 503).

17) 황제와 로마 그리고 이탈리아의 판계에 대해서는 W.Köln뻐1 (1970 ， 14-15) 참조.
18) 페트라르카의 조국애에 대해서는 다짜lsheimer (1971 , 116) 참조. 그리고 페트라르카에
있어 조국파 이탈리아의 관계에 대해서는 W. Kö!mel(1970 , 14-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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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중세 이래의 제국의 전이(轉移)론 (TransIatio Irnperii) ’

19)

즉. 제국은 고

대 로마제국의 멸망 이후 다른 나라로 이통한다는 기존의 논의에 반대하면서

‘제

국의 부활 (Renovatio im야rii) 혹은 로마의 부활 (Renovatio Romae )’ 즉. 제국은 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로마의 혁신과 부활 속에서만 제국의 부활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황제의 임무， 의무를 재규정한 것으로서 황제는 이탈리아인이어야 했으

며， 이탈리아가 아닌 다른 어떤 나라의 번영보다도 이탈리아의 통일과 평화 회복
을 제 1 의 의무로 여겨야 했다(F. Pe없rca(Fam.

xvrn, 1)

1985 , 4 1).

페트라르카가 칼 4세에 원했던 것은 후에 교황 우르반 (Urban) 5세에 보낸 서신
들에서 한번 더 명확히 드러난다. 칼 4세에의 호소가 무위로 돌아가자， 페트라르
카는 이전 교황과는 달리 사치를 거부하고， 학문을 숭상하는 교황 우르반 5세에게

희망을 걸게 된다 20) 그는 교황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로마의 타락， 몰락을 언급하
며 21) 질서의 회복을 위해 로마로 귀환할 것을 종용한다. 지금은 타락의 땅， 야만
인의 땅 아비농에 있는 교황을 원래의 자리인 로마로 다시 복귀시킴으로써 교회의
재생을 통한 이탈리아의 주도로서 로마， 나아가 이탈리아 전체의 복원， 재생을 이
끌어 내고자 한 것이었다.
교황 우르반 5세에게 보낸 서신은 2개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편지에서는 이
탈리아와 로마의 찬양 속에서 교황의 “지상의 조국.. (F. Petrarca (Sen.

vn, 1) 1985 ,

19) 페트라르차에서 나타나는 중세의 제국의 전이론’ (Translatio irnperii) 의 부정에 대해서는
Th. E. Mommsen (1 959 , 120- 121) 와 Eppelsheimer (1 971 , 111) 참조. 민족담론과 관련하여
윈클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페트라르카는 또한 단호하게 서로마 제국의 몰락 후에
로마의 지배력과 문화가 다른 민족들로 이동했다고 하는 전이 (translatio) 의 모든 주장들

에 대해 대항한다· 그렇게 그는 제국이 독일인들에게로 옮겨갔다고 하는 제국의 전이
론에 대항하여 싸웠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당시 프랑스에서 퍼져있던， 특히 파리 대학에
의해 주장되는 ’학문의 전이론’ (σanslatio studii) 에 대항하여 싸웠다. 특히 그는 아비놓

에 교황청이 자리 잡은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로마로의 귀환을 끈질기게 요구하
였다 그는 프랑스인들에게 있다는 학문성을 부정하였고， 독일인들에게서는 예부터 지

속되는 야만성을 보았다 이러한 한에서 페트라르카는 유럽의 민족담론의 시초에 서 있
는 것이다"(H. M뻐kler& M. M뻐kler2아삐，

20)

315).

페트라르카가 교황을 높게 평가한 이유는

세히 언급되어 있다 또한 U. Dotti(2001.

F. Peùarca((Sen. \nU, 1) 1985.

229-230) 에 자

227) 참조

21) “로마는 병들었고， 무력하며， 미망인이 되어버렸으며， 비창하게 되었고 외롭게 되어버
렸습니다" (F. Peùarca(Sen. VII, 1) 1985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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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6) 인 로마로의 복귀흩 호소하고 었으며， 두 번째 편지는 로마로 복귀한 교황에

대한 칭송파 아비놓으로의 귀환올 요구하는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말고 꿋꿋이
버티어 나갈 것에 대한 호소로 이루어져 있다. 페트라르카는 이 두 번째 서신에서
교황의 로마 복귀를 반대한 프랑스 추기경돌올 비판하면서 프랑스인들과 이탈리

아인들 간의 대립항을 명확히 하는 가운데 이탈리아와 이탈리아인들을 칭송한
다 22)

이러한 훌흉한 자질을 소유한 이탈리아와 그 주도로서 로마의 피폐는 그 수장이

자리률 비웠기 때문이었다 23) 그렇지만 비록 이들이 이탈리아률 도외시함으로써
이탈리아가 혼란에 빠졌지만 그 힘의 자원은 아직 고갈되지 않았다. 북이탈리아의
상업도시들인 제노바와 베네치아의 강성함은 이탈리아의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아
직 이탈리아 곳곳에 잔존하는 힘올 보여주고 있었다. 이 자원들은 중심부의 강화

를 위해， 다시 말해 교황올 통한 로마의 부활올 위해 이용되어야만 하였다.찌) 이
제 주인이 오랫동안 떠나 있어 폐허가 된 집을 다시 고치고 세워야 했다. 로물루스
(Romulus) 가 세웠으며 , 브루투스 (Brutus) 가 자유를 주었고， 카밀루스 (Camillus) 가

부홍시켰던 지상의 제국이었으며， 동시에 베드로가 세우고， 실베스터 (Silvester) 가
확장했으며， 그레고리 (Gregory) 에 의해 높여진 영적 체국인 로마를， 나아가 이탈
리아를 회복시켜야 했던 것이다 (F.Pe없rca(Sen.

IX, 1) 1992 , 320).

22) “(이탈리아 문화의 우월성과 그것이 프랑스 문화의 근간이 되었음올 언급한 후， 필자)
저는 고옳인들이 위트가 있으며， 그돌의 언행이 세련되며， 농담율 즐겨하고， 노래 부르

기롤 좋아하며， 술을 많이 마시고. 연회에서는 게걸스러움율 인정합니다. 그러나 고상
한 진지함과 실재의 도덕성은 언제나 이탈리아인들과 합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애석하
게도 비록 덕파 역량이 이 세상에서 줄어들었다지만， 만약 아직 그것이 남아있다면 그

곳은 이탈리아일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확한 것은 고올인들 사이에 있습니
다.. (F.

23)

Petrarca(Sen. IX, 1) 1992. 313).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도인 로마는 수많온 전쟁들과 재난물에 의해 쇠약
해지고 기진맥진해져서 거의 무너지게 되었다. 그리고 슬표게도 인정해야하는 것은 그
모든 것 중에서도 교황과 황제돌이 장기간 부재함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다 .. (F.
Pe없κa( Sen. IX, 1)

1992 , 318).

24) “저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단언하건대 바로 이 이탈리아는 남자훌과 그 자왼들 그리고
특히 그 해상세력에 있어서 오늘날만큼 강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동의하고 수장이
예전처럽 강하다면 세계 제국율 회복하기에 이탈리아가 이렇게 준비되어본 적이 없었
습니다 .. (F.

Petrarca(Sen. IX, 1) 1992 ,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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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든 청송을 존귀하신 당신 혼자만이 받을 기회가 당선에게 주어졌다고

봅니다. 당신은타락하지 않은그리고감사하는 마음을가진 후대에 의해 어느하
나에가 아니라 전체에 비교될 가치를 지니게 될 것 입니다; 제국들과 그들의 성

장과 고귀함의 기반들이 무너지더라도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F. Petrarca(Sen. IX, 1) 1992 , 321).

이탈리아 최초의 애국주의자로서 25) 페트라르카는 “우리 이탈리아인”이라는 사
고 속에서 로마를 강조하면서 그것의 재건과 강화를 통한 이탈리아의 부홍과 평화
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고대 로마의 부활이라는 염원을 가지고 있었던 페트
라르카에게

.로마의 힘과 역량’ 인 비르투스 로마나는 그것의 약화와 소멸에도 불

구하고 이탈리아 이외의 다른 어느 곳에도 존재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상실된 것
이 아니었다. 그것은 로마의 후예로서 오직 이탈리아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었

고， 현재는 단지 잊혀진 상태에 있는 것이었다. 그 재생은 알프스 이북의 야만인들
에 대항하여 고대 로마인들의 후손으로서 스스로를 인지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

해 질 수 있었다 26) 이러한 자의식이 이탈리아의 현 상황의 몰락과 타락에 대한
이해와 함께 온다면 조국을 위해 목숨과 사적 이익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데서
그 특성을 찾을 수 있는 조국에 대한 사랑이 그 핵심인 ‘로마의 역량과 힘’ 이 다시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비르투스 로마나의 부활을 통한 이탈리

아 내의 질서와 평화의 재수립은 페트라르카가 그의 “나의 이탈리아 (Italia mia) ,’ 27)
라는 깐쪼네에서 묘사했던 정치적 희망이었다역량이 야만의 광포함과 대담하게
싸울 것이니/ 싸움은 순식간에 끝나리라./ 진솔한 이탈리아 인의 가슴 깊은 곳에/

25) 이러한 이탈리아 애국주의의 첫 주창자로서 페트라르카에 대해서는 Eppelsheimer( 1971 ,
152) 참조 에펠스하이머는 페트라르카의 애국주의는 그가 이탈리아로부터 추방된 것
에 기 인하다고 말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고대 학문을 통한 고대 로
마에의 의지가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핵심 사고인 로마/

이탈리아의 부활 즉 renovatio romae/italie는 바로 이러한 고전에의 회귀에 근거한다. 이
에 대해서는 H.M뻐lderjM.M뻐잉er(2αlO. 313-315) 와 C. C.Bayley (I 961.18 6- 188) 참조.

26) 제국의 도시들인 아헨과 펼른을 방문할 때조차도 페트라르카는 그곳들에서 이탈리아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올 회상하였다(F. Pe없rca，

20)

Fam. 1, 3 , 4)

이밖에도 W.

Kölmel (I 970 ,

참조

27) 깐쪼네 “나의 이탈리아”에 표현된 조국애에 대해서는 W. Goetz (l 939 , 44) 와 Q.
Skinner (I 978 , 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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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의 영웅적 긍지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기에." (김영국 1995 , 218)

페트라르카는 고대의 역량파 힘옳 부활시켜 고대의 악과 그 현재적 귀결올 제어
하고자 하였다. 조국애와 공동체훌 위해 회생활 훈비가 되어있는 비르투스 로마나

만이 제국의 성립 이후에 도입되고 생겨난 야만 문화， 부 그리고 타략에 의해 생겨
난 쾌락， 황금만능 그리고 자만-이것들윤 공동체 내의 시민들의 덕성과 역량의
소멸올 가져오고 나아가 그 귀결로 이탈리아의 혼돈올 가져온 것들이었다-올 극

복할 수 있었다. 이 해악의 담지자로서 외래 귀족가문돌의 추방올 흉해서만이 이
탈리아인들에게서 비르투스 로마나의 재생올 가져올 수 있었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다시 말해 반(反)야만주의와 로마인롤의 조국애률 통해서 페트라르카는
자신의 정치적 소망들율 실현시켜줄 수 있는 현실정치의 힘률옳 찾았다. 페트라르
카에게 그물은 바로 꿀라 디 리엔쪼， 4명의 추기경 특히， 전통있는 로마 가문의 추

기경， 황제 칼 4세 그리고 교황 우르반 5세였다 28) 처용외 두 사람물에게서 그는
로마훌 약탈하고 타락시켰던 외래 귀족가문들의 축출울 통해 로마롤 다시 로마인
들의 손에 롤려주기롤 바랬다. 그리고 황제와 교황에게서 패트라르카는 그들이 다

시 이탈리아인률이 되기훌， 로마에 주요 거처률 정하고 로마와 이탈리아률 위해
일하고 그곳에 질서와 평화롤 수립해 주기롤 갈구했다.
페트라르카가 의지하고 있는 고대 로마와 이탈리아외 통일화와 그것을 통한 정
당화라는 기원(基源)에 근거한 담론은 고대 로마와의 조우에서 생겨났으며， 거기

서 현재의 몰락올 극복하고자 하는 바램은 고대 로마에 대한 숭앙， 숭모를 더 드러
내게 하였다. 이러한 기원담론에 “우리 이탈리아인”이라는 주장이 근거하고 있었
는데 그것은 야만인들에 대항하는 이탈리아인들에 대한 강조， 외래 귀족률을 통한
로마의 타락과 약탈 그리고 황제와 교황의 정당화조건틀올 다 포괄하는 것이었다.

‘제국의 전이론’ 에 반대되는 ‘제국의 부활론’ 뒤에 숨어있는 것은 우선 당시 이탈
리아가 지리적으로 볼 때 고대 로마의 정당한 후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구에
근거하여 페트라르카의

.비르투스 로마나’ 는 사고되었다. 그것은 오로지 이탈리

아와 로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담지자들윤 이탈리아인들 외
28) 고대 로마의 역량의 부활융 위한 이 모든 시도들이 실때하였융에도 때트라르카는 로마
에 대한 이상파 이념올 포기하지 않는다 그가 말년에 자신이 식잭으로 있는 파두아 공
(公)인 프란체스코 다 까라라 (Francesco 때 can뼈)에게 쓴 모법적인 군주의 상에 대한
저술에서 그것은 다시 한번 동장한다 (B.

G. Kohl & R. G. Wìtt 1978 , 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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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 누구도 될 수가 없었다29시”비르투스 로마나 (virtusromana) 는 로마를 떠나서
는 생각되어 질 수 없다 ..

(Eppelsheimer 1971 , 95). 이러한 관계 속에서 비르투스 로

마나는 조국애와 조국을 위한 희생정신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황제와 교황의 정당

성은 바로 로마에 살았던 그리고 로마에서 살아야만 하는 이탈리아인으로서만이
가질 수 있는것이었다.

페트라르카는 단어의 참된 의미에서 정치가 혹은 정치 사상가라기 보다는 “자유
분방한” 인문주의자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는 그가 위해서 일하고 싸울 조국

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30) 때문에 그는 로마사에 대한 연구의 도움을 받아 엄청난
혼란에 직면한 이탈리아를 그의 조국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그의 정치적 이
념은

virtus romana의 재생을 통한 질서와 평화의 재 수복이었다. 현실의 구체적인

담지자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고대로의 기투를 통해 페트라르카는 공화주의적인

꼴라 디 리엔쪼와 군주제적인 황제와 교황사이에서 동요하였다 3 1)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인문주의자로서 32) 그의 유동적인 상황은 미래에 도래할 담론， 즉 이탈리아의
민족담론을 생산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것은 후에 마키아벨리가 그의
“군주론.. 26장 말미에서 페트라르카를 다시 불러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
다. 몰락한 이탈리아에 평화와 고대의 영광을 재건， 회복시키는 것이 페트라르카
의 정치적 대의였으나， 핍박과 오욕의 시기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비르투스 로
마나가 회복된 이탈리아를 보려고 했던 페트라르카에게 그 새로운 땅의 상(像)을

29)

“여러분의 힘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조상의 피 중 단 한 방울이라

도 잔존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덜 존귀하지도 일반적 명성을 상실한 것도 아닙니다

(F. Petrarca(Sine nomine, IV) 2001 , 1991)

30)

이런 연관성속에서 다음 세대 인문주의자이자 정치인

피렌체 공화국의 수장 -

이었

던 레오나르도 브루니는 정치에 참여했었고， 조국을 위해 전쟁에도 참여했던 단테를 페
트라르카보다도 더 높이 평가한다(L.

Bruni 1972 , 60--61).

31) 페트라르카에서 보이는 이러한 동요는 페트라르카 연구자들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다

발터 괴츠는 현실정치와 고대(古代)에의 의지 사이에서의 동요로 표현하는 반면

(W. Geotz 1939 , 52) ,

빌헬름 펼멜은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희망을 걸었던 페트라르카의

현실인식이라는 점올 강조한다 (W.

32)

Kölmel1970 , 28-29 ),

페트라르카의 정치적 이념을 문학적 인문주의의 관점에서 파악하면서 그 특징으로서
“낭만주의적”임을 논구한 것으로는 알프레드 폰 마틴의 글들을 참조할 수 있다(찌야d

von Martin 1928: 1948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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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논 것윤 허락되었지만 틀어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다.

111.

자유 OB(amor libertatis) 로서 ‘로마의 힘’ ; 짧훌타티

페트라르카의 철친한 친구이자 제자로서 살루타티는 페트라르카의 사후 1 년만

인 1375년부터 그가 죽옴율 맞이하는 1406년까지 피렌체 공화국의 수상을 맡게 된
다. 휴머니스트이자 한 도시 공화국의 수장으로서 살루타티의 정치사고가 극명하
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두 번의 정치적 위기， 즉 교황 그레고리(Gregoη)11 세가
보내어 피렌체를 침공한 교황군에 대항한 8성인의 전쟁 (Guerra degli Otto Santi,
1375-1378) 파 빌라노 공국의 지안갈레아죠 비스콘티(Giang려eazzo Visconti) 에 대

항한 전쟁( 1390-1402) 올 통해서였다. 조국을 위협하는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
살루타티는 자유-이태리와 피렌체의 자유-라는 어념을 발전시켰고， 그 정당
화의 기준은 고대 로마였다.
페트라르카와 갈이 기원과 역량의 담론에 기반하여 고대 고마외 적자인 피렌체

를 공격하는 아비농의 교황파 밀라노에 대항하는 살루타티에게 피렌체 공화국이
이어받았고. 재생시켜야 하는 고대 로마의 비르투스는 자유 및 자유로운 조국에
대한사랑이었다.
1375년 발발한 교황 그레고리 11 세에 대항하는 피렌체의 전쟁은 기독교계의 수
장인 교황에 대항하는 전쟁이 아니었다. 그것온 아비용에 교황청을 붙잡아 두고，

그것올 볼모로 이태리에 툴어와 자신들의 이익만올 구하고 이태리를 피폐시키고

있는 프랑스 인들과의 싸웅이었다. 이 외국인툴， 특히 과거 야만인들의 자손들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기에 피렌체와 로마 같은 다른 이태리(도시)국가들은 힘을 합
쳐 이태리의 자유를 위해 싸워야 했다. 왜냐하면 이태리는 영광스런 고대 로마의
후손들로서 같은 종족， 민족이기 때문이며， 그 위대한 로마의 유산인 비르투스와

자유에 대한 사랑을 고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옛 교황국의 영토훌 회복하기 위해 첨입한 그 대부분이 알프스 이북의 용병들로
이루어진 교황군에 대항하여 싸우는 피렌체의 수상 살루타티는 1376년 초 로마인

들에게 보내는 두 통의 서신에서 자유애 (amor libe없tis) 률 로마사의 원동력으로 재
해석하고， 그 후손으로서 로마와 피렌체의 자유， 나아가 이태리의 자유를 위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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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교황군， 즉 아비농 유수 이후 프랑스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인류 전체의 이

익에 봉사하는 보편권력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알프스 이북의 옛 야만족들로
구성된 용병들을 통해 이태리에 간섭하고， 혼란을 부추기며 교황청을 장악한 프랑

스인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교황청에 대한 전쟁을 호소한다 33) 1376년 1 월 4
일자 서신에서 살루타티는 말하기를;

이러한 자유애(自由愛)는 예전에 로마인들로 하여금 폭군정에 대항하도록 하였
고， 10인 위원회 (decemviri )의 지배를 폐지하도록 하였다. (…) 이 자유가 호라티

오 코클레스 (Horatio Cocles) 를 흘흘단신으로 적들을 향해， 무너지려고 하는 다리
위로 나아가도록 하였다. 그 똑같은 자유가 무티우스로 하여금 귀환의 희망이 없

는 포르세나로 가게 하였고， 자신의 손을 불태움으로써 왕을 놀라게 하였고， 후대
의 모든 이들이 폰경하게 하였다 (D. Witt 1976 , 55-56).

고대 로마의 발전의 원동력은 로마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사랑， 즉 자유애 (amor

Iibertatis) 였으며， 그것을 통해 위대한 제국을 건설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로마의
힘을 자유에 대한 사랑과 그것을 통한 공동체에의 헌신으로 해석하는 것을 통해

1376년 2월 l 일자 서신 3，4)에서는 고대 로마의 후손으로서 피렌체와 로마가 외세와
야만인들 -

구체적으로는 당시 교황청을 지배하고 있는 프랑스인들 -

로부터 자

유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다.

우리가 우리 가슴에서 이탈리아인들의 피의 옛 힘을 다시 소생시키려 한다면，

지금이 바로 적기(適期)이다. 우리에게 박차를 가하게 하는 성스러운 이유를 가
지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것을 시도할 순간인 것이다 이탈리아인들 중에 그리고
덕망과 자유애를 물려받은 로마인들 중에 누가. 전 이탈리아를 유린하고， 우리의

피를 마시며， 우리의 재산을 약탈하여 자신을 살찌우기 위해 교회의 높으신 분들
에 의해 보내진 프랑스인들의 야만적 행위에 우리의 도시들과 성들이 예속되는
것을 참을 수 있겠는가? (…) 그들은 교회의 이름으로 이탈리아를 침략하였다，

33) 에를스트 발저 (E. Walser) 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콜루치오 살루타티는 오

로지 이탈리아인으로서 그리고 피렌체의 한 시민으로서 프랑스의 교황에 대항해 말하
고 있는 것이다"(E.W따ser 1932 , 28)

34) 로날드 위트에 의하면 살루타티는 이 서신에서 피렌체가 로마인에 의해 세워졌음을 즉，
그 로마 기원설을 처음 언급한다(R. G. Witt 1976.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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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률은 믿옴옳 가지고 있지 않으며， 동정심도 그리고 자비섬도 가지고 있지 않

다; 그풀이 충환한 힘올 가지고 있지 않옳 때， 그뜰온 우리의 분멸을 이용하며.
우리흘 지배하기 위해 우리사이에서 훈열올 획책하고， 치훤한다 (E. Garin

1963 , 6-

7).

교황군의 침입에 대항해 조국의 자유룰 수호해야 했던 피렌체는 로마와 그 후손

으로서의 이태리와야만족간의 대립항위에 로마사와 .로마의 힘과역량’을자유

애로 재정의， 재해석하고， 그 비르투스의 담지자이자 이탈리아의 자유의 수호자로
서 피렌체와 이탈리아 도시들의 동맹을 호소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고대 로마의 휴산으로서 자유와 자유애라는 ‘로마의 힘과 역량’ 올 몰려

받은 피렌체와 그것을 통한 이탈리아의 자휴 수호라는 주제는 대(對) 지안갈레아
죠 비스콘티 전쟁에서도 잘 나타난다. 톡히 그것은 비스콘티 정권의 신하로서 북

부 이태리 지역올 넘어 남쪽으로 확장정책올 펴는 가훈데 흉일을 롱한 평화의 확
보라는 밀라노 공의 이념올 대변하면서 자신과 반대되는 피렌체의 주장을 비판한
안토니오 로스키(Antonio Loschi) 에 대한 살후타티의 반박에셔도 잘 나타난다.
피렌체의 자유 (libertas) 라는 이념에 대항해 통일 (unitas) 과 평화 (pace) 라는 이념

올 가지고 피렌체률 비판한 로스키에 대해 살루타티는 고대 로마에의 의지를 통해
피렌체 시민. 피렌체인이 됨이 무엇인지률 다옴과 같이 말한다.

당신온 보았고， 보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불 젓이다. 어떻게 피렌체 시민풀

이 모든 지상의 풍요로움융 넘어서는 천상의 것이라고 말해지곤 하는 그 달콤한
자유률 로마인들 보다 더 용맹하고 지속적으로 수호하는 지훌. 모든 피렌체인들
윤 그 자유를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아니 그들의 모든 재산과 무기률 가지고 자

신풀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지키고자 하는 확고한 결의률 가지고 있다. 그럼
으로써 신의 도움올 벌어 손상되지 않은 채로 우리가 우리의 션조들로부터 받은

최고의 유산올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 ) 본성과 법에 의

33)

에훌스트 발져 (E.W，때양)는 이에 대해 다옴과 같이 말한다

활후치오 살루타티는 오

로지 이탈리아인으로셔 그리고 피렌체의 한 시민으로서 프량스의 교황에 대함해 말하
고 있는 것이다" (E. Walser

34)

1932 , 28).

로날드 위트에 의하면 살루타티는 이 서신에서 피렌체가 로마인에 의해 세워졌융옳 록，
그 로마 기원셜올 처음 언급한다(R.

G. Witt 1976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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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로마 시민이 되지 않는다변 그리고 그 결과로 자유로와지고， 노예가 되지 않는

다면， 도대체 피렌체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유라 불리는 그 신의 선물
은 로마시민들과 로마인들의 피 속에서 하나가 되었다. 다시 말해 자유롭고자 하
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당연히 로마 시민이 그리고 또한 피렌체 시민이라 더 이상
불릴 수 없다는 것이다(A. BuckI987 ， 179).

한편， 살루타티에 따르면 이러한 ‘달콤한 자유’ 를 로스키는 이해할 수가 없었
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살루타티는 밀라노가 위
치한 지역의 이름인 롬바르디아(Lomb없'de) 가 옛 야만족인 랑고바르드(뼈ngobarde)

에서 유래된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밀라노인들을 로마의 후손으로서 이탈리아의
영역에서 제외시켜 버린다. 그것을 통해 이탈리아 대 야만인들의 도식 속에서 로
마의 후손으로서 이탈리아의 자유(빠rtas 1때ie) 의 수호자인 피렌체를 야만인의 후

손으로서 밀라노와의 대비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35)

이러한 고대 로마와의 연관지음을 통한 피렌체의 자기 정당화는 살루타티의 정
치 프로그램의 핵심이었고， 이것은 안토니오 로스키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는 피렌체가 고대 로마인에 의해 세워졌다는 것을 부정하는데 (Salutati 1952 , 16) ,
이것을 살루타티는 그의 반박문에서 피렌체 소재의 건축물에 대한 고고학적， 예술
사적 증거와 고대 로마 사가들의 원전을 인용해 가며 반박한다. 그런데， 여기서 살
루타티는 고대 로마의 역사 서술가인 살루스트 (Sallust) 의 글을 인용하며 (Salutati

1952 , 2 1) 술라 (Su1la) 의 베테랑들에 의한 펴렌체 건설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기존

의 시이저 (Caesar) 에 의한 피렌체 건설이라는 입장에서 탈피하는 것이었다 36) 다
시 말해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황제정과 전제정으로의 길을 놓았던 시이저가 아니
라 공화정의 시민(군)들에 의해 피렌체가 세워졌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자유의
수호자로서 피렌체의 공화주의적 기원에 대한 강조였던 것이다.
살루타티가 두 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발전시켰던 정치적 담론의 핵심은 자유

(libertas) 였다. 교황군의 침입과 밀라노 공국의 침략에 맞서 피렌체와 나아가 이
탈리아의 자유를 호소하였던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이탈리아 외부， 특히 프랑

스 인들의 조종을 받고 있는 교황청과 용병들， 즉 야만인들에 대항하는 고대 로마

35)
36)

H.Mψ1퍼er &
이 논의에

H. Grtinberger & K. Mayer(I998 , 126- 127) 참조.
대해서는 로날드 위트의 글(R. W. Witt 19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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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후예로서 이활리아의 자유수호에 대한 호소에 중점이 놓여 있었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이탈리아 통일과 그것올 흉한 이탈리아 내의 평화의 수립이라는 기치롤
내세운 밀라노 공국에 대함한 각 도시 공화국의 자유와 그것에 기반한 이탈리아
전체의 자유률 옹호하는 공화주의적 의미에 강조룰 두었다.

외세， 특히 야만족과 왕정， 혹은 폭군정에 대항하여 펴렌체의 자유 나아가 이탈
리아의 자유률 방어하는 피렌체에 그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해 준 것은 바로 고대
로마사였다. 이 로마사로의 연관지음융 통해 고대 로마의 힘과 역 량 그리고 그 기
반으로서의 자유률 연결시킴과 동시에 도시의 건설 신화률 통한 그 후계자로서의
정당성의 획득은 바로 지안 갈헤아조가 두려워했던 살루타티의 정치적인 달， 담론

의 혐의 원천이었던 것이다 37)
프랑스인에 의해 장악된 교황청을 포함하는 알프스 이북의 야만인들에 대항하

여 계속해서 고대 로마에 의지한다는 측면에서 살루타티는 페트라르카의 연장선
상에 서 있었다. 그러나， 살루타티는 한 걸음 더 내디딘다. 피렌체 공화국의 수장
으로서 그는 로마의 힘 개념올 로마 공화정 숙에서만 해석하는 일관성올 유지한
다. 그리고 나아가 떼트라르카가 그 단초롤 보여준 이탈리아의 민족의식에 더하여

이제는 고대 로마와외 연관지음 속에서

‘로마의 힘파 역량’ 개념올 좀 더 구체적

으로 적용하여 정체 즉 공화정의 관점에서 파악활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로마

의 힘윤 꽁화정 하에서만 꽃올 피우는 자유38) 에 대한 사랑파 그것올 통한 공동체
에의 복무로 이해되어 진다.

VI.

맺는 밟

새로 발견된 고대 서척들과 남겨져 있는 유척들올 흉해 고대 로마의 위대함율

깨달은 페트라르카에게 당시 이탈리아는 찬란했던 고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몰락
한 이탈리아였다. 이러한 위기와 몰락에 대한 의식 속에서 페트라르카는 자신이

37) 지안갈레아조는 자신에게는 살루타티의 펜이 칼보다 더 위험하게 보인다고 말했다고
한다 (H.Mωlkler

1982. 44 1).

38) 여기서 자유란 외세로부터의 자휴， 혹은 독립의 유지훌 의미활 뻗만 아니라 또한 폭군
정에 대립되는 “자유 정체 내에서의 자휴”롤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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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하는 구체적인 그리고 실재하는 나라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탈리아라는 당시

에는 너무도 앞서갔던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을 형성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찬란했
던 과거를 지닌 고대 로마의 후손으로서 이탈리아인의 정체성 수립이 그 우선적인
과제였었다. 거기서 ‘로마의 힘’ 으로서 애국심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해야 했

다. 구체성이 결여된 과거에의 모방이 현실에서는 현실추수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꼴라 디 리엔쪼에 걸었던 공화주의적 기대가
나중에는 공화주의적 정치제도와는 너무나도 다른 전제주의적 권력자들인 황제나

교황에 기대하는 것으로 바해는 것은 구체적 사고를 가능케 하는 자기 힘의 기반
이 부재하는 상황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페트라르카는
일관되게 비르투스 로마나에 기대어 ‘이탈리아인’ 이라는 민족의식의 담론 속에서
사고를전개해 나간다.

페트라르카와 유사하게 로마인의 후손이라는 기원 담론에 기대어 사고한 살루
타티는 그러나 페트라르카와는 달리 도시 공화국이라는 현실의 기반을 가지고 있
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방어전쟁이라는 정치의 위기는 ‘로마의 힘’을 달리 해

석하는 데 새로운 자극을 주게 되었다. 공화정에서 사고되고 본받아야될 ‘로마의
힘’ 은 다름이 아니라 한때 로마 공화정의 정수이자 그 힘의 원천이었던 자유에 기
반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애와 조국애였다. 고대 로마에의 회귀 속에서 사고된
페트라르카의 이탈리아 자리에 자유의 방어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된 고대 로마의
후손으로서 피렌체 공화국이 들어선 것이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탈리아라
는 조국에 대한 사고와 그에 따른 민족의식의 고취 속에서

‘로마의 힘. 이 조국에

대한 사랑과 그것을 통한 헌신이었다면， 전쟁들을 통해 형성된 도시공화국의 애국
주의 속에서 사고된 ‘로마의 힘’ 은 자유에 대한 사랑과 그것을 통한 헌신이었다.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다른 해석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저에 깔린 담
론의 논리는 통일화의 논리로 매 한가지였다. 지리적 위치에 의한 것이건 자유에
의한 것이건 고대 로마는 이 인문주의자들에게는 동일성을 찾아 그들의 정당성을

근거 지우는 정체성 확인의 기반이었다. 로마가 없다면 그들의 존재 근거도 사라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과거의 위대함에의 동일성 확인을 통한 현재의 정당성 확인
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이 주장한 비르투스(때tus) 논의에 배

치되는 것이었다. 중세적인 지배 논리인 피와 가문의 전승， 즉 신분 논리에 대항하

여 중세 말기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이 주장한 비르투스 논의는 신분이 아니라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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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자기 정당화의 논리로 전면에 내세운 것이었다 39) 인간론에 있어서는 능력과
덕성에 의한 정당화률 주장한 인문주의자들이 정치적 정당화에 있어서는 능력 논
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고대 로마의 후손으로서의 신분과 혈족의 논리롤 내세
웠던 것이다. 따라서 거기서는 고대 로마는 비판적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칭송과
찬양 그리고 동일화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단순한 동일화와 긍정의 논리를
넘어 비판적 고찰의 논리 다시 말해 고대 로마와 현실깐의 비판척 비교를 통해 고

대 로마의 .로마의 힘’ 의 생성파 발전 그리고 몰락의 구조를 사고하고， 그것을 통
해 현재의 구체적 문제를 재 숙고하여 현 정치 공동체의 힘과 역량의 생성과 그 발

전 구조를 사고하는 것은 마키아벨리에서야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

39) 살루타티는 의학에 대한 법학의 우위롤 논한 그의 저서에서 “진정한 귀족이 됨은 씨족
이나 가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량과 덕성틀에 있다." (C. Salutati

1990, 9) 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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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Political thought of Pre-renaissance Humanists on the
Concept of Vz rtus Romanα:
Investigation on Petrarca and Salutati

뻐빼 에톨I It im

η1Ïs pa야r

I s∞뼈

reviews the politic외 thoughts of Francesco Peσarca (1304-1374) and Coluccio

Salutati (1331-1406)

throu맹

the lens of the concept of viπus romana. Petrarca was the first

humanist of the Renaissance and Salutati was another humanist, who was bom a generation
l따.er and became the chancellor of the Florentine

Republic.

Petrarca saw the cause of the decline and fall of lta1y in the Barbarian invaders and their
corrupt culture, especially the pap외 influence from Avignon, the noblemen of foreign origin
now residing in Rome, and mercenaries. He believed that these three elements had to be
eli n1Ïnated, in order to revive
hOlχd

vimα

romana and also the ancient Rome

띠

his time(s). He

that the revival of virtus romana through such identification - in a way ge맹llphic

of lta1 y and the ancient Rome would regenerate the identity of ltali뻐s as Romans and their
love for fatherland. However, his political stance was ambiguous by reason of having no firm
p이itical

background. Sometimes he gave support to Cola di Rienzo’ s republican agen없， other

times he placed reliance on the monarchical, despotic agenda of Emperor Charles the
and Pope Urbanus the Fifth. Still he

di이1’ t

give up his core political

id않s，

Fou떠1

that is , to bring

about renovatio romae (re꺼V외 of the Roman gloη) through the revival of virlus romana.
Salutati also followed Petrarca in his efforts to legitirnate
unlike his forerunner, Saluta디 had a concrete

0비ect

throu맹

the ancient Rome. But,

to realize his ideas in, i.e. his fatherland

Florence. As the head of state of Florence, he understood virtus romana as the ancient Roman

citizens' love for liberty and believed that Florence, not geographic lta1 y, was the legi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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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r to the ancient Rome.
π‘e

ideas

pwpose of this paper is , in sum, to illuminate two Renaissance humanists ’ political

throu앙1 뼈C버ating

the sameness and

φfference

of their discourses by reviewing the

way they interpre때 andaccom때ated the concept virtus ronuma in their different situ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