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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에서 ‘인민’을 의미하는 ‘포풀루스’는 로마인들에게 로마 자체로 받아들여

졌으며 정치적으로는 일치를 상징했다. 원래 ‘포풀루스’는 군사용어로서 ‘보병’을 의미

했고, 초기에는 귀족만 군역을 담당했기 때문에 ‘포풀루스’는 귀족만을 의미했다. 그러

나 평민이 군역의 의무를 지기 시작하면서 군대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결국 ‘포풀루

스’는 원래의 귀족뿐 아니라 평민까지를 포함한 ‘전체 시민’의 의미로 확장되었다. 더군

다나 더 이상 귀족만을 ‘포풀루스’라 부르는 일은 없어지고, 오히려 평민만을 ‘포풀루

스’로 칭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포풀루스’는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지칭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포풀루스’ 개념에 대한 로마인들의 인식과 의미 변화는 중요한 정치적 함

의를 제공한다. ‘부분’으로서의 평민이 ‘전체’에 포함되고 그 이름까지 차지하게 된 것

은 공동체의 필요에 부응함으로써, 특히 군역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

나 평민이 ‘전체’를 의미하게 된 것은 사실 상징적인 측면이 강하며, 실제로는 평민은 

여전히 ‘부분’에 머물렀다. 하지만 로마가 강성해질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공동체에 헌신

함으로써 ‘전체’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부분’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했던 평민의 존재였

다. 로마 역사에서 세르비우스 왕의 군제개혁은 평민이 ‘전체’를 지향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했고, 분리운동은 ‘부분’으로서의 성격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사건들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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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이 글의 목적은 고대 로마에서 신분과 관계없이 ‘전체 시민’(the whole citizen body)

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엘리트 귀족(patricii)이 아닌 ‘일반 평민’(plebs)을 지칭하기도 

했던 ‘populus’(포풀루스)의 정치적 의미를 전체와 부분, 일치와 갈등 개념을 매개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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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는 것이다. 필자는 정치체제의 종류나 시대와 관계없이 귀족과 민의 갈등은 정치 

변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이며, 이것이 ‘민’(民; people) 개념의 역사에 고스란히 드

러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민과 관련된 개념들은 무수히 많은데, 민이 공동체 안에서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에 처해 있다 보니 대부분의 경우 그 개념들에는 부정적이

고 비하하는 이미지가 결부되어 있다.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귀족이나 엘리트는 

‘민’의 이름에 경멸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애썼고, 또 자신들이 민과 관련되는 것을 꺼

렸다. 그런데 ‘포풀루스’가 그것에서 파생된 여타 유럽어들1)과 다른 특징은 고대 로마

의 귀족은 자신들이 ‘populus’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점이다. 또한 ‘populus’

는 고대 로마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의 일

치와 단결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키케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고대 사상가들 뿐 아니라, 중세의 기독교 사상가들, 그리고 홉스, 스피노자 등 근대 철

학자들도 공통의 법과 이익을 매개로 단결을 이룬 인민(populus)의 존재 여부를 진정

한 의미의 국가(공동체)의 성립 조건으로 삼았다(신철희 2009).    

그러나 포풀루스가 일치와 단결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포풀루스’에는 공동체 

안에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세력들, 특히 귀족과 평민 사이의 갈등과 투쟁이 반영되

어 있다. 혈통, 재산, 교육 등 전통적인 참정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평민이 귀족에

게 차별을 당하다가 치열하고 오랜 투쟁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고 공동

체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담겨 있는 것이다. 처음에 ‘포풀루스’는 군단(legio)에 

복무할 자격이 있는 귀족만 지칭하다가 평민이 점차 군역에 참여하면서 귀족과 평민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발전했고, 나중에는 심지어 평민만을 포풀루스라 부르기

도 했다. 

하지만 전체로서의 포풀루스(populus)와 부분인 평민(plebs) 사이의 상호 긴장관계

를 잘 포착했던 정치철학자들인 르포르(Lefort 1988; 2012), 랑시에르(Ranciere 1999; 

2008), 라클라우(Laclau 2005) 등은 포풀루스의 또 다른 부분인 귀족(patricii)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설명하려다보니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포풀루스가 억압

의 기제가 되려면, 원래 포풀루스를 지칭했고, 여전히 그것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 라틴어 ‘populus’에서 유래된 각 나라의 단어들로는 이탈리아어 ‘popolo’, 영어 ‘people’, 프
랑스어 ‘peuple’, 스페인어 ‘pueblo’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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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들은 이점에 소홀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

서는 포풀루스의 중심 요소인 귀족과 평민의 어원과 그 역사적 발전과정을 먼저 밝히

고, 그것을 통해서 포풀루스를 둘러싼 정치적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II. 포풀루스의 어원과 구성

시대나 장소와 상관없이 모든 정치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구성원

들 사이의 단합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내부의 단결이 전

제돼야 국가의 생존과 더불어 외부로의 팽창과 정복도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서양

에서 공동체의 일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개념이 바로 ‘populus’, 즉 ‘인민’이다. 키케

로는 “군중”(multitudo)이 “법에 대한 동의”(iuris consensu)와 “유익의 공유”(utilitatis 

communione)를 매개로 결합할 때 "인민"(populus)이 되며(Rep. I. 39),2) 인민이 형성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국가가 건설된다고 보았다(Rep. I. 41).   

“국가는 인민의 소유”(res publica, res populi)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고대 로

마 시대에 “국가 공동체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가진 자유민”인 ‘포풀

루스’는 곧 ‘로마’ 자체를 의미했다(Rep. I. 39, III. 43). 로마인들은 포풀루스를 초월

한 추상적인 국가에 대한 의식이 없었고, 이념상으로는 로마인민(populus Romanus) 

전체가 로마를 다스린다는 믿음이 있었다(조한상 2009, 17-18; Wood 1988, 126, 

137). 그리고 모든 정치 행위는 국가(res publica)와 로마 인민(populus Romanus)의 자

유(libertas)의 관점에서 정당화되어야 했다(Mouritsen 2001, 11).3)

그러나 로마인들이 포풀루스에 부여한 통합과 전체의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

의 형성과정에는 복잡한 현실의 갈등 관계가 숨어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고

대에는 더욱 더 군역 문제를 두고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둘러싼 첨예한 투쟁이 벌어졌

  2) 논문에 나오는 Rep와 숫자는 키케로의 De Re Puplica(『국가론』)의 권과 장을, Leg와 숫

자는 De Legibus(『법률론』)의 권과 장을 지칭한다. 본문의 키케로 저작의 인용은 키케로

(2007a; 2007b)의 도움을 받았다.

  3) 이렇듯 진정한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일치와 단결을 강조하고 그러한 목표의 구현체로 

‘포풀루스’ 또는 ‘인민’(people)을 상정하는 것은 키케로뿐 아니라 고대와 중세를 거쳐서 오

늘날에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신철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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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포풀루스가 원래 군단의 ‘보병’을 뜻하는 군사용어였다는 사실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

   

1. 어원

‘포풀루스’의 어원은 군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포풀루스'는 원래 ‘군단’(legion)이

나 ‘보병’(infantry)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고대 로마에서도 초기에 군역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나 일정한 재산을 가진 계급에 

한정되었다(Momigliano 1986, 183-184; Mommsen 2013, 101).4) 그래서 처음에 평민

은 군역에서 배제되었고, 이들을 ‘plebes'라 불렀다. 또한 처음에 군단에 소속된 계층인 

‘classici’5)와 달리, 군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계층, 즉 평민을 ‘infra classem’이라 불렀는

데, 이들이 평민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르비우스(Servius Tullius) 

왕이 군대를 무장과 무기의 종류에 따라 다섯 개의 ‘census classes’로 분류하고 평민도 군

역의 의무를 지게 만들면서 수적으로 우세한 평민이 보병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모밀리아노(Momigliano 1986, 188-193)는 평민이 포풀루스의 주축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설명하는 데 위와 같이 군사적 차원 외에 정치적, 문화적 차원의 이유도 제시

한다. 정치적 차원에서는 평민들이 민회(concilium plebis)를 운영하고 호민관(tribuni 

plebis)과 관리관(aedilis) 같은 정무관직을 운영하면서 자신들만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었고,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평민들의 문화가 에트루리아와 관련된 

귀족들의 문화보다 다른 계층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렇게 처

음에는 귀족만 해당되었던 포풀루스에 평민이 편입되면서 포풀루스가 평민도 포함한 

인민 전체를 지칭하게 되었고, 심지어 평민만을 포풀루스라고 부르는 일도 생기게 된 

것이다. ‘포풀루스’가 ‘평민’의 의미로 사용된 근거를 키케로의 『법률론』(De Legibus. 

  4) 그러나 하벨(Havell 2003, 43)은 오히려 초기에는 평민들만 군역을 부담하고 전쟁세를 냈지

만 6번째 왕인 세르비우스(Servius Tullius)의 개혁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의무가 확대되었다

고 주장한다.

  5) classici는 대부분 중무장보병에게 필요한 장비를 획득할 수 있는 시골의 토지소유자로 구성

되어 있었다. 이들의 동일성(homogeneity)의 경험은 군인들에게 군사적인 일에 국한되지 않

는 유대감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populus’가 비록 어원학적으로는 군사적인 

용도에서 생겨났지만 이후에는 ‘전체 시민체’(the entire citizen body)를 의미하게 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했다(Richard 1986, 11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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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b)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인민(populi)의 폭력은 훨씬 격렬하고 난폭해서 우두머리가 없을 때보다도 

누군가 우두머리가 있을 적에 한결 온건해지는 법일세. 우두머리라는 것은 자기가 일

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는 생각은 한다고. 그런데 인민의 광포한 충동은 인민 자

신에게 돌아올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단 말일세. “그렇지만 인민이 호민관한테서 선동

을 받는 수가 많다!” 또 그만큼 호민관한테서 무마되는 수도 많다네 […] 원로원 의원

들이 평민(plebi)에게 저런 권한을 허용하자 평민들은 무기를 내려놓았고 봉기는 수습

되었으며 자제력이 생겼고, 그것으로 아랫사람들이 자기들도 지도자들과 평등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네. 바로 그 조처 하나에 국가의 안녕이 달려 있었네 […] 하지만 호

민관직 덕분에 최고 계층은 증오를 사지 않고 평민들(plebes)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위험한 시비를 전혀 만들어내지 않았네(Leg. III. 23-25).

위의 인용문은 『법률론』에서 호민관직의 폐해를 주장하는 키케로가 친동생이자 화자

로 등장하는 퀸투스(Quintus Tullius Cicero)에게 한 말이다. 키케로는 호민관과 관련

된 대상을 처음에는 ‘인민’(populus)이라고 부르다가 뒤에서는 ‘평민’(plebs)이라고 칭

하고 있다. 처음에는 귀족만을 의미했던 포풀루스가 평민을 칭하는 데는 쓰였지만, 귀

족만을 가리키지는 않게 되었다는 사실은 단어 하나에도 정치적 환경과 세력의 변화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포풀루스의 구성

보츠포드(Botsford 1906, 498)는 “초기 로마의 정치·헌법 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원시 ‘포풀루스’의 사회적 구성과 그 구성요소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다.6) 예

속 평민(clientes)이나 기사계급(equites)을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포풀루스’를 분류하

  6) 키케로(Rep. II. 8)는 사비니의 왕 타티우스(Titus Tatius)가 ‘인민’(populus)을 3개의 지역구

(tribus)와 30개의 쿠리아(curiae)로 나누었다고 하고, 리비우스(Livy 1960, 81-82)는 세르비

우스(Tullius Servius)왕이 정부와 군대 시스템에 새로운 구조를 도입해서 인민을 기사 계급

(equites), 유산계급(classis), 무산계급(infra classem)으로 3등분해서 위계질서를 확립했다

고 말한다. 리비우스의 분류법에서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은 각각 귀족과 평민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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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귀족(patricii)과 평민(plebs)으로 나누는 것이다.7) 로마 인민 

사이의 사회적 구분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존재했고, 이것은 인민을 귀족과 평민으로 

나누는 기초가 되었다(Botsford 1906, 501).  

사실 귀족과 평민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귀족과 평민의 구분은 인

종과는 관계가 없었고(Yeo and Heikelheim 1999, 86), 재산의 차이도 정확한 기준은 

아니었다. 적지 않은 수의 평민이 귀족만큼 부유했기 때문이다.8) 왕, 집정관, 사제 중

에도 평민 출신이 존재했고, 평민의 이익을 위해서 싸운 귀족들도 존재했다(Mitchell 

1986, 132). 왕정이 몰락하고 공화정이 수립된 이후에도 여전히 외부세력의 위협 때문

에 귀족들도 평민의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평민들에게도 관직을 개방했으며, 그 결

과, 역대 고위 관직 임명자의 명부인 파스티(fasti)에 평민의 이름이 섞여 있었다(Yeo 

and Heikelheim 1999, 86-87, 117). 

 

1) 귀족(patricii)

귀족의 기원에 대한 고전 저술가들의 견해는 대체로 일치한다. 건국 초기에 원로

원에 선출된 파트레스(patres)의 후손들이 지배계급인 귀족을 형성했다고 보는 것이

다. 키케로(Rep. II. 12)는 로물루스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왕의 자문기구인 원로원

을 만들고 그들을 ‘아버지들’(patres)로, 그리고 그 후손들을 ‘아버지에게서 나온 자들’

(patricii)로 불렀다고 말한다. 리비우스(Livy 1960, 42-43)에 따르면, 많은 이주자들로 

인해서 인구가 많아지자 사회조직을 구성하려고 마음먹은 로물루스가 원로원을 만들

었고, 그로부터 귀족계급이 생겨났다. 플루타르코스(Plutarchos 2007, 50)도 키케로와 

리비우스의 견해를 공유하지만, 로물루스가 “세력이 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아버지

와 같은 사랑과 관심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

미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귀족은 크게 혈통귀족(patricii)과 관직귀족으로 나뉘며, 후자를 신귀족 

(nobilium; nobilitas; nobilis)이라 부르기도 한다. 12표법(451~450년9))에는 귀족과 

  7) 그러나 폴 에르드캄프(Paul Erdkamp)는 귀족과 평민으로 양분하는 전통적인 구분은 정확

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중무장 보병(hoplites)으로 활약하는 부유한 평민이 어떤 

저항도 분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Erdkamp 2006, 282).

  8) 케리와 스컬러드(Cary and Scullard 1979, 49)는 재산이 양자의 구분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9) 본 논문에 나오는 모든 연도는 기원전(BC)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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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449년 제2차 분리운동(secessio 

plebis)이 있은 후, 445년 카눌레이우스법(Lex Canuleia)의 통과로 귀족과 평민 사이

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귀족과의 결혼을 통해 원로원에 진출하는 평민들

이 늘어났다(Havell 2003, 138). 부유한 평민의 지참금에 매력을 느낀 귀족들과 정치

적 야망을 가지고 있던 부유한 평민의 결탁으로 양 계급 사이에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

었던 것이다(Brunt 1971, 55). 또한 367년 리키니우스·섹스티우스법(Leges Liciniae-

Sextiae)이 제정됨으로써 평민도 집정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으며, 이렇게 관직을 역임

한 평민을 신귀족이라고 불렀다(Cicero 2007a, 82n.3, 195n.85).

혈통귀족과 신귀족의 차이는 원로원 의원을 파트레스(patres)와 신참자(conscripti)로 

구분하는 데도 반영되었다. 파트레스는 건국 초기에 로물루스에 의해서 원로원 의원

으로 발탁된 명문 씨족(gentes) 출신을 의미한다. 이들은 정무관(magistratus)10)과 사제

에 임명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신참자들과 달리 민회의 결정에 동의

해주고, 임시왕(interrex)을 선택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신참자는 원로원 명

부에 파트레스와 함께 등록(con-scripti)되었지만 파트레스와 같은 권한을 가지지 못한 

평민 출신 의원을 지칭했다(Momigliano 1986, 182-183).  

공화정 후기에 원로원 안의 귀족들이 택한 전략에 따라 그들을 ‘귀족파’(optimates)

와 ‘평민파’(populares)로 나눌 수도 있다. 요와 하이켈하임(Yeo and Heilkelheim 

1999, 337-339)에 따르면, ‘평민파’와 ‘귀족파’라는 명칭은 원로원 안의 귀족파 의원들

이 평민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반대편에 있는 의원들을 자신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다. 그리스의 귀족이 ‘데모스’(demos)와 관련되는 것을 꺼려했듯이, 

로마의 귀족도 ‘평민’이라 불리거나 평민과 관련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평민파도 호민관이나 원로원 바깥의 민중에게 직접 호소하는 전략을 사용

하지만, 원로원이 로마 정치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 결코 의심을 품지 않았

다. 이런 점에서 원로원 내의 평민파가 반드시 개혁세력인 것은 아니었다. 가이우스 그

라쿠스의 죽음 이후 원로원은 반동적인 귀족파와 민중에 호의적인 평민파로 분열되었

고, 이 두 파당의 갈등은 공화국의 멸망을 가져왔다(Machiavelli 2003, 92; Rodgers 

2003, 24). 

10) 정무관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일반 명칭을 의미한다(Cicero 2007a,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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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듀퐁(Dupont 1992, 20)은 조금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민중파(평민

파)는 토지의 분배, 빚 청산, 시민권의 확대를 주장하고 귀족의 경제적, 정치적 특권을 

비난하는 입장을 가진 반면에, 귀족파(또는 원로원파)는 혁신을 반대하고 전통과 옛날

의 좋은 시절을 찬양하고 민을 엄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평민파의 지

도자들은 귀족파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명문가 출신이지만 어느 쪽에 있느냐는 가

문의 전통에 좌우된다. 그런데 듀퐁은 이러한 양 진영의 갈등을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예속평민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즉 평민파가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고 시민권을 확대

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미래의 예속평민을 확보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로마를 평민과 귀족으로 분류하고 이들 간의 갈등을 다루는 

것도 순전히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적인 문제로 본다.

고대 로마에서 귀족계급은 공화정 초기에는 외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평민에

게 개방적이었지만, 관직에 기반한 평민 출신의 새로운 귀족은 다른 평민에게 폐쇄적

이었다.11)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는 재산이 점점 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12)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 피렌체의 ‘포폴로’(popolo)가 귀족과의 정

치적 투쟁에서 승리한 이후 자신들도 과거의 귀족들과 마찬가지로 평민들의 요구에 폐

쇄적이고 독단적인 신귀족으로 변했는데, 로마의 신귀족도 마찬가지의 행태를 보였다. 

신귀족의 경제적 이익 추구와 과두적인 성향은 혈통귀족과 다를 바가 없었고, 사회 구

조는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Brunt 1971, 58).  

2) 평민(plebs)

평민(plebs)의 정체성은 귀족(patricii)과의 대비 속에서 잘 드러난다. 평민은 귀족보

다 역사적으로 늦게 등장했으며, 단순하게 말하면, 원로원 의원을 지낸 세습 귀족이 

아닌 자유민을 가리킨다(Richard 1986, 106, 128). 로마가 무역과 수공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라티움의 주변 지역의 마을과 공동체를 흡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늘어난 

인구 중에서 지배세력에 의해 의회와 국가의 종교 관습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이 평

11) 그런데 443년에 결정적으로 폐쇄적인 카스트가 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490년부터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기도 한다. 한편 세습과 배타성에도 불구하고 개방적인 귀족제

(an open aristocracy)라는 주장도 있다(Richard 1986, 113, 123, 129).

12) 그러나 이 새로운 피의 수혈은 공화국이 재탄생해서 로마의 황금기를 구가할 수 있는 기초

가 되었다(Havell 2003,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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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을 형성했던 것이다. 따라서 평민은 경쟁에서 뒤처진 씨족(gentes)의 구성원들, 피호

권(clientship)을 상실한 예속평민, 로마에 의해 흡수된 이웃 마을의 농부들, 이민자들

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6세기 또는 5세기 초까지 귀족과 평민이 분명하게 별도의 신분

(ordo)을 구성하게 된다(Cary and Scullard 1979, 49).

그런데 평민과 예속평민의 관계는 애매하다. 예속평민으로부터 평민이 생겨났다고 

보기도 하고(Mommsen 2013, 126), 예속평민이 귀족과 평민 사이에서 귀족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중간계층이라고 보기도 한다(Mommsen 2013, 121). 국가와의 관계에 있

어서 보통의 예속평민은 평민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예속평민은 상대적

으로 부유한 집단을 대표했고, 적어도 군단에서 복무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무장을 할 

수 있는 재산을 소유했다(Momigliano 1986, 186). 366년 이후 씨족의 숫자가 줄어드

는 추세에 있었지만 여전히 소수의 귀족들이 상당기간 동안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속평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바로 로마가 소수에게 정치, 경제적 

자원이 집중된 사회구조라는 것을 보여준다(Brunt 1971, 47-50).

한편, 미첼(Mitchell 1986, 133)은 귀족(patres)과 평민(plebs)의 구분의 성격이 정

치적이라기보다는 종교적·법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그는 파트레스와 평민 사이에 갈

등이 존재했다는 것도 부정한다. 기본적으로 파트레스는 세속적인 독점을 창출·유

지하려는 정치 귀족(political aristocrats)이 아니라 공적 수단에 집단적인 종교적 권위

(auctoritas)를 부여하는 차석 집정관(interreges)으로 선출된 사제였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세속적인 정무관 출신으로서 원로원 의원이 된 사람들을 ‘신참자’(conscripti)라

고 불렀다는 것이다(Mitchell 1986, 173). 

공화국 초기부터 고대 로마의 중추를 형성했던 소농계급은 잦은 전쟁으로 농사에 

신경을 쓸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빚에 쪼들리게 되어 점점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가 

더욱 힘들어졌다(Havell 2003, 145). 일부 정치인들은 식민지를 건설하거나 토지를 분

배함으로써 이 소농계급을 유지하고자 했으나 군역에서 돌아온 이들은 외국에서의 떠

돌이 생활에 오랫동안 익숙해져서 토지에 정착하는 단조로운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Havell 2003, 339). 이러한 현상은 제2차 포에니 전쟁 후인 2세기 중반에 두드러졌고, 

군대의 기반인 소농들이 토지를 떠나 도시로 대거 이주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인 불안이 가중됐다(Yeo and Heilkelheim 1999, 26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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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포풀루스의 정치적 의미

동서양에는 민(民; people)과 관련된 수많은 개념들이 존재해왔다. 그런데 대체로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에 처해 있다 보니 그 이름에

는 항상 부정적이고 비하하는 이미지가 결부되어 있었다. 특히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귀족이나 엘리트는 경멸의 의미를 담아서 ‘민’을 호명(呼名)했고, 자신들이 ‘민’

과 연계되어서 불리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다. 그런데 ‘민’과 관련된 서양 개념들 중에

서 ‘populus’, ‘demos’, ‘people’ 등은 ‘plebs’, ‘multitude’, ‘crowd’, ‘mob’, ‘hoi polloi’ 등 

보다는 비교적 경멸적인 뉘앙스가 적은 편이다(Breaugh 2013, xviii). 그 중에서도 특

히 ‘populus’는 ‘demos’나 ‘people’과 비교해도 경멸적인 것과 더욱 거리가 멀었다. 귀

족을 포함한 로마인들이 ‘로마 원로원과 인민'을 뜻하는 SPQR(Senatus Populusque 

Romanus)로 로마를 지칭했으며, 포풀루스는 자부심과 존중의 대상이었다. 그렇다면 

고대 로마에서는 귀족까지도 ‘포풀루스'라는 호칭에 거부감을 가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populus’에 대한 로마인들, 특히 귀족의 애착은 ‘왕정’(regnum)에 대한 반감과 밀접

한 관계가 있다. 로마 공화정은 에트루리아 왕인 타르퀴니우스(Tarquinius)에게 핍박

받던 귀족이 평민과 손잡고 혁명을 통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귀족들은 왕에 대한 거

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소수의 원로원 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던 로마 공화정

이었지만  국가의 운영이 한 개인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공동의 관심사이자 책무라

는 인식이 있었고, 이것이 ‘포풀루스'에 투영된 것이다(Brunt 1971, 44; Procope 1988, 

30). 심지어 공화국이 성립되기 이전의 왕정에서도 왕위는 세습되지 않고 선출되었고, 

종신직의 새 왕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임시왕(interrex)이 통치를 맡았다. 그러나 포풀

루스에 대한 귀족의 애착이 그 일부인 평민에 대한 존중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

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이기도 하면서 전체를 대표하기도 했던 평민의 존재는 정치

와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1. 포풀루스는 신화(神話)인가?

로마 공화정 연구에서 오래된 쟁점 중 하나는 평민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것이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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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 따라서 공화정이 민주적이었다고 평가하는 입장과 실제 정치는 원로원과 소수

의 귀족에 의해서 이루어진 귀족정에 가깝다는 입장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전자의 대

표적인 학자로는 밀러(Millar 1998, 11)가 있는데, 그는 당시에 공직은 모든 성인 시

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었고, 입법도 이들의 직접 투표의 대상이었기 때

문에 이 시기의 정치 운영을 “민주주의”(democracy)라고 충분히 부를 수 있다고 주장

한다. 387년에 리키니우스·섹스티우스법으로 평민이 최고 관직인 집정관이 될 수 있

었고, 267년 호르텐시우스법(lex Hortensia)으로 평민회의 의결이 쿠리아회(comitia 

curiata)의 승인 없이 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밀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

럼 보인다.13) 

그러나 실제 정치 운영에 있어서는 평민의 역할은 제한적이었고 원로원과 소수의 귀

족이 로마 정치를 좌우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에 가깝고 다수의 학자들도 여기에 동

조하고 있다(Brunt 1966, 4; Connolly 2006; Gelzer 1969; Lintott 1999; Mouritsen 

2001, 15, 141-144; von Ungen-Sternberg 1986, 82-83). 특히 로마 시대 귀족(Roman 

nobility) 연구의 대가인 겔처(Gelzer 1969, 3-4)는 주요 공직에 오른 사람들의 출신을 

조사해서 여러 가지 평등을 향한 공식적인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귀족이 철저하

게 로마 정치와 사회를 지배했는지를 상세하게 논증한다. 그는 평민은 군대에서 백부

장(centurion)까지밖에 오를 수 없었으며, 심지어 리키니우스·섹스티우스법도 “진정한 

민주주의”(a true democracy)가 아니라 “금권정치”(timocracy)를 향한 진전으로 보았

다. 

코널리(Connolly 2006, 94)는 공식 연설에서의 호칭에 초점을 맞춰서 “populus 

Romanus”를 “신화”(myth)라고 규정한다. 코널리에 따르면, 민회나 쿠리아회에서 투

표하기 전에 일종의 사전 공청회의 성격을 띤 contio에서 귀족 출신의 정치인들이나 연

사가 참석자들을 “populus” 또는 “Quirites”14)라고 호칭했지만, 여기에는 귀족의 계략

13) 로마 연구의 대가였던 몸젠은 리키니우스·섹스티우스법으로 시민권의 평등이 이루어졌다

고 보았으며(Gelzer 1969, 3), 또 많은 학자들이 호르텐시우스법의 통과로 귀족과 평민 사

이의 오랜 갈등인 ‘신분투쟁’(Struggles of the Orders)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고 여긴다.

14) 공적 영역에서 로마시민들이 스스로를 지칭할 때 사용되었던, ‘quirites’는 ‘창병’(spearmen), 

다시 말하면, ‘완전한 시민권자’를 의미했다(Cary and Scullard 1979, 581n.24; Mommsen 

2013, 101). 그런데 코널리는 사비니인들이 자신들을 “cures”라고 불렀는데, 사비니가 로마

에 통합된 후 로마인들이 이 명칭을 수용했다고 본다(Connolly 2006,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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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숨겨져 있다. 군중(crowd)의 통제되지 않는 폭력성과 힘을 두려워한 귀족이 평민

을 “populus”라 부름으로써 단일한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지도자가 필요한 일종의 

“신화적 단일 집합체”(a mythic unified collectivity)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이다(Leg. 

III. 23-25). 따라서 그녀는 contio에서 “populus”라는 호칭은 평민의 권리를 강조하기

보다는 오히려 귀족과 평민 사이의 불평등을 확인시키는 기제라는 것이다(Connolly 

2006, 87, 91-94).

무릿센(Mouritsen 2001, 141-144)의 경우에는 포풀루스가 관념적 성격이 강하고 평

민에 대한 경멸이 존재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로마 공화정을 “민주적”(democratic) 모

델로 보는 것을 반대한다. 그는 로마 시대에는 “정치개념으로서의 인민”(‘people’ as a 

political concept)과 “개인의 합으로서의 인민”(‘people’ as the sum of individuals)이 

구분되었는데, 밀러와 같이 로마 공화정의 정치를 ‘민주주의’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바

로 이 두 가지 대조적인 ‘인민'을 구분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무릿센은 실제로 시민

들이 정치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실현 정도를 판단해

야 하지 ‘이상’(ideal)으로서의 민주주의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Mouritsen 

2001, 16-17).  

귀족은 평민을 포풀루스와 동일시하면서도 그들을 경멸했다. 포풀루스에 대한 귀족

들의 애착과 존중은 단순히 평민과의 연대의식이나 독재에 대한 반감에서만 비롯된 것

이 아니었고, 그 이면에는 대중(multitudo)에 대한 거부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Mouritsen 2001, 141). 원래 귀족만을 지칭하던 포풀루스는 그들을 다른 계급과 구별

시켜주는 자부심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키케로는 앞서 서술한 대로 평민을 포풀루스

라 부르기도 했지만, 평민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15)    

15) 『국가론』(De Re Publica 2007a)에서 화자(話者) 중 한 명인 라일리우스(Gaius Laelius)의 입

을 빌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것이 다중의 권한(multitudinis potestate)에 있는 것보다 국가가 아니라고 부정

함에서 내가 더 빠르게 할 것은 없을 것이오 […] 어떻게 다중이 주인 노릇하는 상태

(multitudinis dominatu) 속에 국가라는 이름이 생기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소. 왜냐하면 

우선 스키피오 당신이 가장 잘 정의했듯이 법에 대한 합의로 억제되지 않는 자들은 인민

(populus)이 아니기 때문이오. 오히려 인민이 한 명의 사람처럼 모일 때는 참주나 다름없

는데, 이 경우가 더욱 무서운 법이지요. 왜냐하면 인민의 모습과 이름을 흉내 낸 것보다 

더 잔인한 짐승은 없기 때문입니다(Rep. III.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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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처 등의 연구가 사실에 부합한다면, 고대에 어느 국가보다 시민들 사이의 평등

(equality)을 철저하게 지킨 것으로 알려진 로마의 정치와 그것의 상징인 포풀루스는 

신화이자 허상에 불과한 것인가?(Mommsen 2013, 99). 그리고 평민이 오랜 투쟁의 결

과 얻어낸 신분 간 평등을 향한 입법들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일까? 누구보다도 로

마에 대한 큰 애정을 가지고 그 역사를 열심히 탐구한 마키아벨리의 평가를 고려하면 

로마 정치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은 작업임을 실감하게 된다. 마키아벨리는 평민의 자

유에 대한 열망,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한 귀족과의 갈등이 결코 로마에 해가 되지 않

았으며, 오히려 로마가 강성하게 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었음을 강조한다. 그는 특히 

호민관 제도의 도입을 로마의 제도가 완성된 계기로 본다.

그들의 목적은 공화국이 아니라 왕국을 수립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도시가 자유

로워졌을 때, 그 도시는 자유를 위해 제정되어야 할 것들을 결여하고 있었다…. 이제 

정부 내에 민의 역할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일만 남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일은, 

로마 귀족이 다음에 설명할 이유로 횡포를 부리게 되었을 때 민이 그에 저항하여 봉기

를 일으키고, 급기야 귀족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해 민에게 그들의 몫

을 허용함으로써 달성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로원과 집정관은 공화국에서 자신

들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많은 권력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호민

관이라는 관직이 창설되었다(Machiavelli 2003, 83).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로마에서 왕정이 폐지되었을 때, 로마인민은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의 세 요소를 혼합한 공화정을 설립하고자 했다. 그런데 그들이 택한 방법은 귀

족정의 요소는 기존의 원로원이 담당하게 하고, 군주정의 특성은 집정관직을 신설함으

로써 해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민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호민관직을 설치

했다. 마키아벨리(2003, 88)는 호민관직이 “통치에 민의 몫을 부여한 것” 외에 “로마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기여했다고 높이 평가한다. 물론 위의 인용문에 드러난 것처럼, 

마키아벨리도 호민관직의 도입이 이미 가진 것을 모두 잃지 않으려는 귀족과 자신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평민의 타협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잘 알

고 있었다. 그러나 정치에 있어서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완벽한 처방은 없으며, 

또 좋은 법이나 제도도 그 효과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니다. 모든 정치 행위와 조

치는 명암이 공존하기 마련이다. 평민이 포풀루스로 인정받게 되는 과정과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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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법제정도 이러한 시각에 볼 수 있을 것이다.16)

 

2. 부분과 전체

‘민’과 관련된 용어들의 공통된 특징은 그것이 계급이나 계층의 구별 없이 ‘전체 시

민’이라는 뜻과 엘리트 귀족이 아닌 ‘일반 평민'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

이다. 즉 ‘민’은 ‘전체’이면서 ‘부분’인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대 로마에서 사용

되었던 ‘포풀루스’(populus)도 예외가 아니어서, ‘전체’로서 ‘모든 로마 시민’(populus 

Romanus)과 ‘부분‘으로서 ‘평민’(plebs)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Botsford 

1906, 505-6; Canovan 2005, 11-12). 

그렇다면 어떻게 ‘부분’인 평민이 ‘전체’를 의미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것의 정치

적 의미는 무엇일까? 이 주제에 대한 가장 체계적이고 자세한 논의는 유럽 좌파 계열

의 학자들인 르포르(1988; 2012), 랑시에르(1999; 2008), 라클라우(2005) 등에게서 나

왔다. 이들의 민에 대한 논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를 기획하는 것과 관련이 깊은데, 공

통적으로 민주주의를 하나의 “정치체제”가 아니라, 정치적 주체와 그들의 관계를 의미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Ranciere 2008, 241). 특히 르포르 등이 생각하는 주체들 사이

의 관계는 부분으로서의 민이 전체의 지배 논리에 도전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들

이 사용하는 용어들과 강조점은 조금씩 다른데, 르포르(1988, 17-19)는 민주주의를 확

실성(certainty)이 사라진 “빈 공간”(empty place)으로, 랑시에르(1999; 2008, 240-242)

는 “몫이 없는 자” 또는 “셈해지지 않는 자”가 “아르케(지배)의 논의와 단절”하는 것으

로, 라클라우(2005, 224-225)는 부분인 평민(plebs)이 전체인 포풀루스(populus)의 보

편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르포르, 라클라우, 랑시에르는 부분과 전체의 갈등과 긴장을 철학적으로 잘 

분석하고 있지만, 포풀루스가 억압의 기제로 작용했다는 말만 했지 어떻게 그것이 가

능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Laclau 2005, 94). 포풀루스와 평민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귀족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논의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라클

라우의 경우에서 잘 드러나듯이, 포풀루스와 평민 사이의 화해가 불가능한 긴장 관계

16) 몸젠은 공화정 혁명이 민주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보수적이었다는 것을 인정

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새로운 자유를 위한 단초이자 새로운 시민 공동체의 기초가 되었

다고 평가하고 있다(Mommsen 2013, 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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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치 평민 스스로만 느끼는 인식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앞에

서 지적했듯이, 포풀루스가 억압의 기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포풀루스의 이름을 선점하

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권력을 행사하려는 귀족의 존재 때문이다. 또 군역을 둘러싼 

투쟁도 결국 그것을 독점하고 있었던 귀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다시 말하면, 귀

족이라는 존재가 없이는 평민이 겪었던 차별과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 획득 과정

이, 그리고 포풀루스와 평민의 상호성이 제대로 설명이 안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귀족과 평민의 대립 관계를 중심으로 고대 로마, 나가서 모든 종류의 정

치체제의 정치사회적 동학을 분석한 마키아벨리의 연구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키

아벨리(2003, 88-89)는 모든 도시(국가)는 귀족(grandi)과 평민(popolo)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는 ‘지배하려는 강한 열망’, 후자는 ‘지배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자 하

는 갈망’이라는 상이한 정치적 성향(umori)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마

키아벨리는 자유를 원하는 평민의 성향 - 라클라우(2005, 111)의 표현을 빌리면, 부

분이자 특수성으로서 평민이 초월적인 보편성인 포풀루스와 자신을 일치시키려는 노

력 - 이 도시의 자유를 수호하고 전체를 지향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

는 "평민이 자유를 보호하는 직책을 담당하게 되면 스스로 그것을 독점할 수 없기 때

문에, 타인들이 그것을 독점하지 않도록 훨씬 잘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Machiavelli 

2003, 89). 처음에 귀족에 비해서 약세였던 평민은 공동체에 편입되기 위해서 보편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평민의 지향과 정치적 특성이 권력을 독점하려는 

귀족보다 국가의 자유에 더 적합한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부분으로서 전체(populus)를 

지향하는 평민의 특성을 잘 포착한 것이다.

로마 역사에서 부분으로서 평민이 공동체 전체에 참여하게된 것과 관련해서 가장 중

요한 사건은 세르비우스의 군제개혁과 ‘분리운동'이었다. 세르비우스의 군제개혁으로 

모든 로마 시민은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군역을 지게 된다. 왕정 초기에는 귀족만 군

역의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군단(legio)에 복무하는 보병을 지칭하는 포풀루스는 귀

족만을 의미했지만(Mommsen 2013, 101), 세르비우스의 군제개혁으로 평민도 군대

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결국 수적으로 우세한 평민이 군대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

다. 그런데 ‘부분’이 ‘전체’의 이름까지 갖게 된 것이 단순히 수적인 우세에서 비롯된 것

은 아니었다. 수적으로는 소수지만 여전히 원로원과 귀족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로마 사회에서 귀족이 자신의 이름을 순순히 내주었을 리는 만무하다. 무엇보다 평민

(부분)이 전체의 이름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체(공동체)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



304   한국정치연구 제24집 제2호(2015)

했기 때문이다(진태원 2013, 204; Laclau 2005, 111; Ranciere 1999). 시민의 특권이

자 의무를 상징했던 포풀루스를 향한 평민의 열망은 자연스럽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지향하게 되었다. 라클라우의 표현대로, 부분이 보편성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Laclau 

2005, 224).   

그런데 세르비우스 개혁과 관련해서 의문스러운 점은, 몸젠이 잘 지적했듯이, 평민

이 군인으로 복무함으로써 공동체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지만, 그 의무에 따른 권리의 

신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평민이 군역에 참가하게 된 것은 평민의 강

한 요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세르비우스 왕의 혜안과 지배세력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

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Mommsen 2013, 127). 작은 도시에서 출발한 로마는 상당

히 오랫동안 주변 종족이나 도시로부터 군사적인 위협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쟁에 대비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평민을 군대에 받아들이는 일은 불가피한 선택

이었다. 

그러나 정치적 주체로서 평민이 자신의 힘과 더불어 그 한계를 자각하게 된 결정적

인 사건은 분리운동(secessio plebis)이었다. 분리운동은 로마 초기 역사에서 가장 극적

이고 중요한 사건으로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만큼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계속

되자 평민이 모든 군사, 경제적 의무를 거부하고 도시 밖으로 철수함으로써 공동체 또

는 전체로부터 ‘분리’(secessio)를 시도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총 세 번의 분리운동(494, 

449, 287년)이 있었는데, 이 분리운동의 결과로서 정치경제적으로 권력을 독점하고 있

던 귀족으로부터 평민을 보호하는 제도들이 생겨났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호민관직의 

신설이었다. 

세르비우스 개혁과 분리운동이 주는 교훈은 부분인 평민이 전체(포풀루스)를 자임하

거나 단순히 의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부분의 특수성이 극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다. 귀족이 계속 약속을 어기다가 평민(부분)이 포풀루스(전체)로부터 떨어져나갈 위험

에 처하게 되자 그 때 비로소 양보를 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역설적으로, 경우

에 따라서는 전체로의 통합을 거부하고 부분으로 계속 남아 있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몫을 얻을 수 있다. 

민(民)은 전체와 보편성을 지향하고 평등을 중시하기 때문에 마키아벨리의 말대로 

도시의 자유에 귀족보다 더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귀족을 배제하고 권력을 독점했던 피

렌체의 민(popolo)처럼 전체를 지향하지 못하고 부분으로서의 특성에 머물거나, 또는 

반대로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부분으로의 특성을 망각하고 전체에 동화된다면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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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 따라서 민은 부분의 성격과 분리(반란)의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전체를 지

향할 때 자신도 살고 공동체 전체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 지금까지 고대 로마시기에 사용된 ‘포풀루스’의 기원과 그 정치사상적 

의미를 살펴봤다. 처음에는 군역의 의무를 졌던 귀족만을 지칭하던 군사용어였던 ‘포

풀루스’가 귀족과 평민 사이의 오랜 투쟁과 갈등 끝에 평민을 포함한 전체 시민의 의미

로 확대되고, 나중에는 평민만을 의미하기도 했다. 공동체의 일부분이었던 평민이 전

체를 지향함으로써 적어도 언어상으로는 전체의 이름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포풀루스를 둘러싼 개념 변화는 단순하게 언어학적 의미로 한정할 수 없는 중요한 정

치사회적 함의를 지닌다. 

모든 정치 공동체는 일치와 단결을 지향한다. 즉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여러 부분들

을 공통의 목표 아래 전체에 통합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통합의 정도에 따

라서 공동체의 운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분과 전체, 분리와 통합의 

논리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부분이 전체에 통합되고, 또 포풀루스의 경우처럼 전

체의 이름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체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 하지만 전체의 틀 안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부분으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을 때, 남은 또 

다른 부분의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다. 부분이 전체에 완전히 녹아들면 일치와 

단결이 완성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건전한 통합은 전체 속에서 부분이 보일 때, 부분이 자신의 특성을 유지한 채 살아있

을 때, 그리고 분리의 가능성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포풀루스가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특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포풀루스를 둘러싼 평민과 귀족의 대립은 특수한 역사적 맥락 안에서 벌어

지는 계급 갈등의 성격과 동시에 그것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정치적 특성도 보여주기 

때문이다. 즉 정치세계에서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의견대립과 갈등이 항상 존재하

며, 우리와 입장이 다른 적대적인 세력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칼 슈미트(Schmitt 

1996)가 우적(friend/enemy) 개념을 가지고 정치의 본질을 규명한 것은 현실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우를 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입장 차이를 야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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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정을 매순간 내려야 하는 정치세계의 특성을 통찰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고대 로마나 마키아벨리 시대의 피렌체와는 달리 현재 우리 사회에는 귀족이 존재

하지 않고 최소한 법적으로는 모든 시민이 완전한 평등을 누리며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가 다르며, 부나 권력에 있어서도 엄연한 격차

가 존재하기 때문에 갈등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 정치권, 시민사회

에서 갈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주장만 하거나 공동체 전체에 치명적인 이익 추구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세력도 물론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기에 우리 사

회는 갈등 표출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국민 통합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

머지 시위나 파업 같은 투쟁행위에 나서는 것은 물론 자신들이 가진 불만과 생각이 무

엇인지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불온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

의 말대로, “자유를 희구하는 평민의 열망이 자유에 해로운 경우란 거의 없다. 왜냐하

면 그 열망은 억압으로부터 또는 억압이 발생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

다”(Machiavelli 2003, 87).

민에게 전체와 부분으로서의 이름이 공존한다는 것은 민에게는 항상 공동체 전체를 

지향하고 헌신하려는 속성과 자신들의 정체성과 이익을 지키려는 성향이 상존한다는 

의미다. 우리는 민에 대한 지나친 낙관이나 또는 지나친 비관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마키아벨리의 다음과 같은 말이 맞는다면, 우리는 희망 쪽에 좀 더 무

게를 둘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일 때는 언제나 집회라는 치유책이 있다. 그 집회에

서 유력한 어떤 인물이 나서서 인민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지

를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키케로가 말하듯이, 인민은 비록 무식하지만, 그들의 신망

을 받는 사람이 무엇이 진리인지를 이야기해줄 때 그 진리를 납득하고 거기에 쉽게 복

종하는 법이다(Machiavelli 2003, 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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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tical Meanings of “Populus” in Ancient Rome

 Chul-Hee Shin |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ancient Rome “populus,” or “people,” were considered Rome herself, and they 

symbolized unity. Originally, “populus” was a military term, meaning “infantry,” and 

“populus” signified only patricians who were in charge of the military obligation. 

However, as plebs started to serve in the army and became the majority, the concept 

of “populus” expanded to mean “the whole citizen body” including plebs as well as 

patricians. Moreover, only plebs were called “populus” sometimes, but patricians were 

no more. Anyway, “populus” got to indicate both “whole” and “part.”

Romans’ conceptions of “populus” provide some important political implications. 

Plebs as “part” came to be included in the “whole” and finally won the name, because 

they responded to the needs of the community, serving in the infantry. But it was 

symbolic that plebs meant “whole” while actually they still remained “part”. However, 

plebs contributed to the strengthening of Rome by aiming for “whole” and sticking to 

“part” at the same time. In the history of Rome, Servius’s military reform enabled plebs 

to commit to the “whole,” and secessio plebis made them realize their roles as “part.”

Keywords: populus, patricians, plebs, Rome, whole, p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