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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낭 (ἀνάγκη)와 디 (Δίκη)

－신화와 법이론 사이－

성 모*

83)

ἄγου δ’ μ’, ὦ Ζεῦ, καὶ σύ γ’ ἡ Πεπρωμένη
ὅποι ποθ’ ὑμῖν εἰμι διατεταγμένος․

ὡς ἕψομαί γ’ ἄοκνος․ ἢν δέ μὴ θέλω
κακὸς γενόμενος οὐδὲν ἧττον ἕψομαι.

－Κλεάνθης－

Ducunt volentem fata, nolentem trahunt. 

－Lucius Annaeus Seneca－ 

Une intelligence qui, à un instant donné, connaîtrait toutes les forces dont la nature est animée 

et la situation respective des êtres qui la compose embrasserait dans la même formule les 

mouvements des plus grands corps de l'univers et ceux du plus léger atome; rien ne serait incertain 

pour elle, et l'avenir, comme le passé, serait présent à ses yeux. 

－Pierre-Simon de Laplace－

 * 이화여자 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선임연구원. 서울시립 학교/한양 학교 강사(법제사, 법

사상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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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신 이 의 신이자 신과 인간이 모두 따라야 하는 힘 내지 질서로서의 아낭 의 존재는 도덕

성이 제되었다기보다 필연성을 의미하 다. 윤리성을 가지지 못하던 아낭 는 사물의 이치

라는 측면에서 일정 논변에 논거를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다만 아낭 도 사안에 따라서는 

더 특수하고 외 인 사유 때문에 자신의 의지를 철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아낭

가 괴자나 응징자의 성격을 드러내는 경우가 그러했고, 그러한 한에서 아낭 는 정의의 

토 로 삼기 부족했다.

한편 희랍에서 신의 뜻이 비록 恣意일지언정 필연이고 그것이 법이고 정의 다고 할 수 있

었던 시기가 있었다. 이러한 법과 정의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디 는데, 디 는 제우스의 

권력 하에 머물러야 했기에, 제우스의 폭군  성격을 지하지는 못하 다. 인간의 시각에서 

정의를 확보하기 해서 자유의 념이 필요하 다. 바야흐로 자유로운 행 의 선택 주체로서

의 인간이 제되는 근  정의의 시기가 도래하게 된다. 

신이 자의를 恣行하던 시기에는 신의 자의에 한 인간의 보호수단으로서 필연(아낭 )이 

필요했지만, 아낭 의 필연 인 힘은 쉬이 폭력(비아)과 어우러질 가능성이 있었다. 새로운 

시 의 정의는 이제 신이 아닌 인간의 자유 내지 재량이 주도권을 잡게 된다. 이 시 에는 사

람들이 이성에 기 어 자신의 단력을 믿음으로써 정의가 실 될 수 있었다. 드디어 자유는 

건강과 결합되고 건강하지 못한 폭력과 이별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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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신화, 아낭 , 디 , 비아, 건강, 정의, 폭력, 필연.

Ⅰ. 롤로그

법과 사실의 계 여하는 아마 원히 풀 수 없는 아포리아일 수 있겠다. 

랑스 ｢Le Nouvel Observateur｣ 지의 최근 한 기사(“L'interdiction de la prostitution est 

une chimère”, 2012.8.23 목요일 자)를 보면 성매매 자유화를 주창하는 철학자 

Elisabeth Badinter 등 랑스 지식인  일부는 성매매가 어쩔 수 없다는 논변을 

펴면서 이를 근 하려는 랑스 정부의 노력은 徒勞라며 오히려 “선한 의도로 

鋪裝되어 있는 지옥”을 작출할 뿐이라고1) 경고하고 있다.

Ⅱ. 문제의 제기

사실을 법에서 얼마나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한 결단은 각 문명권마다 다

를 수 있다. 이 에서는 필연 인 사실에 한 고  희랍의 태도를 주로 신화

를 수단으로 살펴보고 우리 법에  수 있는 시사 을 고려해 보려한다. 다만 

법사학도의 을 견지하려 노력하 고 법철학  논의는 장래로 미룰 수밖에 

없었음을 이실직고한다.2) 

인간의 사유에서 자연법  사고가 먼  발 하 다고 볼 수 있다는 은 증

 1) “… Ce sera au bout du compte écarter de la vue ce qu'on ne veut pas voir et produire un enfer pavé 

de bonnes intentions.”

 2) 심사자 1인도 지 했다시피 신화를 소재로 논리나 분석력을 주무기로 삼는 법이론을 개

한다는 것이 그 자체 태로운 무리수인 은 필자도 최  시 부터 의식하고 있었다. 그

지만 본질 으로 상충하는 이 두 역이 이론 으로 합이 된다면 분명히 유익한 이 있

을 것으로 믿고 시작하 다. 그리고 심사 후에는 심자자들의 지 에 따라 증치료나 소  

외면  enhancement만으로 에 보이는 잘못만큼은 막으려 하 다. 신화 이해를 하여 필수

인 도식화도 개선된 형태로 장래에 꼭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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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요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다고 본다. 무엇인가를 제정하기 에 자연은 

존재했을 테니까 말이다. 과학기술 발 의 최고 好調의 시 에도 자연법  견

제를 인간이 스스로 원했다는 도 증거가 될 수 있다. 다만 근 의 기계

인 자연 을 몰랐던 고 인들에게 이성을 사용해 알아낼 수 있다는 이성법의 

존재도 물론 찾아볼 수 있지만, 으로 거슬러 올라 갈수록 법은 신이 부여

하 다는 념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류 역사 기의 상황에서 자

연법  사고는 신화와 결합되어 발 하 다. 물론 신이라는 존재도 인간이 산

출해낸 념 세계의 일부라고 본다면 자연법 체계나 신 념도 모두 자연스러

운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하여 인류는 실정법을 넘어서 실정법에 하여 지도해  수 있는 無謬

의 자연법은 신 인 기원을 가진다고 생각하여 인간의 상 성 내지 무력성에 

比하 다. 그러한 에서 자연법의 최  형태는 무생물도 감정과 지성을 가

진다는 物活論(animism)이라고 할 수 있다. 물활론  사고는 일단－낮은 수 이

라 할지라도－논리 인 설명을 가능  해 다. “사물이 사람의 좋은 행 에는 

賞給을 주고 나쁜 행 는 처벌한다”와 같은 통상  믿음은 사람들이 자신으로

부터 먼 사물을 설명하는데 있어 사람들에게 가까운 무엇인가를 원용하여 설

명한다는 사실로부터 확증된다. 즉 자연에 한 설명이 사회  체험의 확장 형

태라고 할 수 있다.

애니미즘은 그 후에 다신교로 진 한다. 인류의 사유 속에서 수많은 神靈들

이 응축되어 세력으로는 훨씬 강력한 소수의 신이 되어버린다. 신들은－물론 

첩되기도 하지만－확정 인 장 역을 가지게 된다. 그 후에 다신주의는 

지역에 따라서는 유일신주의로 더 발 하기도 한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최소한 사람에게는 인격  의미를 가지게 되고 일정한 형태로 사람의 

운명과 결합된다. 모든 자연사건은 동일한 원인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자연법은 신  의지이다. 인과  법과 규범  법은 구별되지 않고 같은 수 에

서 논의되며, 기술  설명과 규범  정당화는 동일한 것이 된다. 

기 단계에서는 신의 의지가 자연의 법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회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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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있었다. 즉 자연과 사회가 명쾌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동일한 법칙이 자연

과 사회 두 부분 모두를 지배하 다. 다신론  설명 체계인지 유일신  설명 

체계인지를 불문하고, 모든 사물이 강력한 월 인 힘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이러한 사고는 인격  상에 한 엄격한 숭배 상을 래하 다. 그리하여 

인간 인 이러한 힘들은 모든 법의 기원으로 여겨진다. 사람들이 만들어 낸 

인공 이고 불완 한 법은 신에 기원을 두는 법과 완 한 비가 된다는 생각

조차 더 후 시기의 일이다. 신이 계시하는 고차원 인 神法 내지 종교제도와 

련을 가지는 聖法(종교법)뿐만 아니라 인간사회에서 자생 인 습 등 모든 

종류의 사회 규범은 신과 련을 갖는 것으로 사람들은 보았다.

그 기 때문에 선사 시 부터 원시종족들은 정치제도와 법제도들이 신으로

부터 기원하며 그러한 신과 인간과의 소통에 매개자로서의 사람이 항상 있다

고 생각하 다.3) 매개자들은 사람이면서도 신과의 연 성을 가지고 있고 자신

이 신과 통으로 이어져 있다고 인정되기도 하며 심지어 신 자체로까지 고양

되기도 한다. 문명의 수 이 높아진다고 해도 이 상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자신들의 규범을 상 화된 시각에서 객 으로 볼 수 있으려면 

다른 문명을 체험하는 것이 결정 인 의미를 가진다.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규

범이 신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게 된다. 자신

의 공동체가 가지는 규범이 불완 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 인정법과 자

연법의 차이를 인식하고 체계로도 세우게 된다. 그러한 두 법의 조는 여러 

면에서 유용하다. 인간이 정한 법은 많은 경우 정의를 담보하는 완 한 자연법

을 오히려 교란하는 요소로 악되기도 하기 때문이다.4) 

 3) 제임스 조지 이  지음, 이용  옮김, 황 가지(한겨 출 사, 2001), 66~68면.

 4) 유일신론  종교들에서도 신으로부터 직  유래한다고 인정되는 법규범이 있다. 그러한 법

규범을 기독교의 신구약성서뿐만 아니라 꾸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법규범

들은 인간의 삶의 모든 측면을 포착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많은 人定法 발생의 여지를 

주고 있기는 하다. 이러한 인정법은 신정법과는 달리 불완 하여 좋지 않은 내용을 가질 가

능성은 언제나 있다. 그리하여 언제나 신법 내지 자연법과의 참조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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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자연법  사고의 시발 에서 어떻게 법 내지 정의 개념이 

여러 신들에 투 되어 발 하 는지 편린을 어모아 보려는 것이 이  소기

의 목표이다. 유럽 정신사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옳은 이성’(recta ratio) 개

념이 역사의 어느 변곡  이래로 정의의 근거 내지 토 가 되었다는 것은 이해

하기 어렵지 않다. 즉 이성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바가 옳은 것이고 정의도 옳은 

것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ratio naturae)이다. 키 로도 그러한 

을 주장하 고, 자연법은 원한 신의 의지이므로 사람도 응당 이성으로 악

할 수 있고 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일 그에 반하는 경우에는 자동 으로 처벌

받는다고 보았다.5) 즉 자연과 도덕이 어떤 에서는 일치를 이룬다고 할 수 있

고, 자연에서 사람이라면 수하여야 할 도덕  근본원리들이 도출될 수 있다

고 한다. 그러한 도덕률을 수하는 것은 자연의 일부인 사람의 본질에도 부합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은 자연에 부합하여 살뿐만 아니라, 인간으

로서 도덕 으로도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이다.  우주의 조화, 정의, 평화가 이

게 하여 보장된다. 키 로와 스토아, 아리스토텔 스, 더 거슬러 올라가 라

톤도 이러한 내용의 동소이한 윤리론을 피력한다.

그러나 이성법 인 세계정신이 등장하기 에 정의가 어떻게 근거 지워졌는

가를 살펴보면, 우리는 상당히 다른 풍경 앞에 서게 된다. 우선 로고스에 기

기 에 신화 인 사고가 희랍인들 사이에 지배했다는 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신화를 사실이 아니라 허구이고 분석 내지 증명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아리스토텔 스 이래 강했다.6) 그러나 로고스와 뮈토스의 사유는 모두 상에 

한 인간 지성의 해석의 노력으로 본다면 그 본질상 그리 다르지 않다고 본다. 

그리하여 신화를 ‘신화’로서만 이해하지 않고 신화를 신화시 의 세계 으로 

본다면, 법과 련해서도 우리에게 더 깊은 통찰을 주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

 5) 라톤, 국가론, 3,33.

 6) 그러한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난 작품으로는 아리스토텔 스, 천병희 역, 아리스토텔 스의 

시학(문 출 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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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 컨  사유가 로고스에 기 고 있는 희랍 철학 작들에도 여러 신화 내

용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컨  라톤 ｢국가｣에서 아낭  

이야기).8) 법을 알려 해도 신화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런데 희랍 신화에서 정의나 법을 표하는 신들은 다수이다. 그런데 부

분의 신들은 어떤 식으로든 올바름을 상징하기 때문에 정의와 법에 쉽게 연결

될 수 있고 의 시각에서 보아도 그리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하게 

에 띠는 여신으로서 아낭 (Ἀνάγκη)가 있다. 아낭 는 때때로 디 와 동일시되

었다.9) 희랍에서 필연성을 상징하는 아낭  여신에게 어떻게 법과 정의의 념

이 투 되었고 그 여신이 법과 정의의 여신 디 로도 인정되었는지 의문이 아

닐 수 없다. 행 의 주체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선택의 여지 즉 재량

(arbitrium)이 있어야만 도 체 법과 같은 규범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필연 인 

것은 정의로운 것이 될 수 있는가? 반면에 기존의 자연법론에서는 체로 자연

이 필연 인 것으로서 정의의 규 이 된다고 인정된다.10) 이 모순 이 본고의 

첫 번째 문제제기이다. 더 나아가 아낭 는 디 와 동일시되기도 하 지만 폭

력의 여신 비아와 동일시되기도 하 다. 희랍 사유에서 법과 정의가 필연과 같

은 지 를 차지하면서 그 이 흐려졌다면 다시  폭력과 연합체로 등장할 

가능성 때문에 재차 신에 흠이 갔다.

물론 이 에서는 필연성이 자연법과 어떠한 계를 가지는가라는 법철학  

아포리아를 논 으로 하여 기술할 수는 없다.11) 최 한 법사상사의 측면에서 

아낭 의 입장이 희랍에서 어떻게 정의의 역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지  들

 7) 조셉 캠벨, 이윤기 역, 신화의 힘(이끌리오, 2007), ‘1. 신화와  세계’ 부분 참조.

 8) 송성근, 신화를 세운 사유뭉치들(리북, 2009), 176~191면.

 9) Wolfgang Fauth/Hans von Geisau, ｢Ananke/ Bia｣, In : Der Kleine Pauly I(Stuttgart :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1979), Sp. 332, 882; Konrad Wernicke, ｢Ananke Bia 1.｣ In : Paulys 

Realencyclopädie der classischen Altertumswissenschaft, III 1(Stuttgart : Metzler, 1897), Sp. 379~380.

10) 다만 마키아벨리의 작 에서 필연과 정의가 분리되고 그리하여 필연 인 것은 不正義일 

수 있다는 견해를 읽어낼 수 있다.

11) 크세노폰Xenophon, 메모라빌리아Memorabilia,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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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갔다면 그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희랍법사를 다룰 

때에 희랍 신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에 비추어, 최소한 아낭 는 지

까지 正義와 련된 논의에서 비교  소홀한 을 받은 주제  하나이다. 

즉 제 로 취 되지 못했던 이른바 하 신  하나에게 빛을 밝  보려는 것이 

이 의 목표이다. 물론 법/정의와 폭력과의 상 성도 신화  차원에서 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과 정의는 엄 히 나 어 쓸 수 있고 나 어 써야만 더 한 

논의의 상황도 있다.12) 그러나 이 의 맥락과 련해서는 희랍 신화와 사상에

서 특히 법과 정의를 나 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에 그 로 논의를 진행하겠다.

Ⅲ. 아낭

1. 아낭 의 의미

어원론 으로 아낭 (Ἀνάγκη)13)는 셈어족에서 온 ‘Chanak’(가축에 우는 굴

, 즉 멍에)에서 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도달한다는 의미의 古인도어 단어 

‘naç’나 획득한다는 의미의 라틴어 단어 ‘nancisci’와도 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

된다.14) 

古희랍인들은 필연/운명/불가피성의 여신 아낭 가 이 세상 만물에 질서를 

부여해 다는 생각을 하 다. 올륌포스의 다른 신들에 비하여 더 시원 인 이 

여신은 계보상 휘드로스(물)와 테티스의 딸이라고도 여겨지지만,15) 다른 버

12) 아르투어 카우 만, 김 환 역, 법철학(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명 번역총서 서양편 209)
(나남, 2007), 306면.

13) 아낭 라는 명칭의 異形은 ‘Αναγκαιη’, ‘Αδραστεια’, ‘Αδρηστεια’, ‘τέκμωρ’ 등이 있다. 그

러나 이후까지 흔히 쓰인 명칭은 ‘아낭 ’와 ‘모이라이’이다. 

14) Gemoll, s.v. "ἀνάγκη"; Liddell–Scott–Jones Greek–English Lexicon, s.v. "ἀνάγκ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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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야기에 의하면 성질상 無體的이라는 의미로 ‘아드라스테이아’라고도 불

리며, 최 에 자신의 짝인 시간을 상징하는 신 크로노스와 뒤엉켜 우주를 창조

하 다고 해진다. 즉 오르페우스식의 아낭  탄생신화는 다음과 같다. 

오르페우스 왈, 태 에 물과 진흙이 있었다. 진흙에서 지가 굳어졌다. 땅과 물로부터 

나온 세 번째 요소는 황소와 사자의 머리를 가지며 어깨에 날개가 달려 있는 龍이었다. 

그는 신의 용모를 갖추었는데 크로노스(Χρόνος, 永續의 시간) 는 헤라클 스라 불렸다. 

이것과 결합하고 있던 것이 아낭  는 아드라스테이아(Ἀδράστεια, 이 이름은 네메시스

의 별칭이기도 하다) 다.16) 아낭 의 팔은  우주의 끝을 잡고 있었다. 크로노스는 세 

자식이 있었는데 빛(Αἰθήρ), 공기(Χάος), 어둠(Ἔρεβος)이었다. 아낭 와 크로노스는 똬리

를 틀고 빛과 에로스(훨씬 뒤에 형상화된 同名의 에로스 신과는 구별되는 다른 신)를 키

웠다. 에로스는 최 로 모습을 드러낸 자라는 뜻으로 네스(Φάνης)라 불렸다.17)

시간(크로노스)과 필연(아낭 )은 宇宙卵(cosmic egg=世界卵world egg)18)을 꽉 

틀어쥐고 우주를 창조한 것이다. 우리는 이 신화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不可

的 두 가지 요소로서 시간과 필연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낭 는 우선 

우주의 창조자로서 신화에서 등장하는 것이다. 올륌포스의 신 에 두기에는 

맡은 임무가 무 막 하여 시원  신  하나로 등장하는 것이다. 물론 시간

이 지나면서 제우스의 휘하에 두려는 신화  가공도 있게 된다.19) 그런데 희랍

15) 아낭 의 출생은 우주의 탄생과 연 되어 묘사된다. 우선 기원  7세기의 알크만Ἀλκμάν의 

우주생성론을 살펴볼 수 있다. 알크만 단편 5; 그 다음에는 오르페우스 우주생성론에서의 

언 을 살펴볼 수 있다. 오르페우스 단편 54.

16) 알크만의 우주생성론(단편 5)에서는 크로노스의 역할을 ‘포로스’(Πόρος)가, 아낭 의 역할을 

‘테크모르’가 담당하고 있다.

17) 오르페우스 단편 54.

18) 신화에서 탄생 내지 창조의 모티 로서 알은 낯설지 않다. 우주란이라는 념은 에 빅

뱅이론에서도 원용된다.

19) 그러한 가공의 표 인 결과물을 특히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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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秘術師(Μάγος)20)들은 운명의 여신 아낭 를 디 (Δίκη)라고도 불 다.21) 

신화에서 속성이 공통 이면 명칭이 공유되는 경우가 많다. 아낭 와 디 가 

동일시되었다는 으로부터 그 두 여신이 어떤 식으로든 공통의 속성을 공유

한 을 推知할 수 있고, ‘옳은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을 배하거나 월할 

수는 없다는 도 쉬이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아낭 는 운명을 장하는  다른 신들인 모이라이들이 

여하는 사람 개개인의 운명만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면서 일반 이고 비인

격 인 운명을 맡고, 신들까지 統御하는 힘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다.22) 

호메로스에서는 아낭 라는 개념이 아직 인격화되지 않았고, ‘필연’, ‘강제’

를 가리키는 사물 개념에 불과하 다. 탈 스 이래로 그 당시까지 알려진 자연

에 존재한다고 믿어진 필연성을 나타내기 하여 철학 인 유비로도 사용되었

다. 헤라클 이토스도 마찬가지로 ‘몫’ 는 ‘운명’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헤이

마르메네(Εἱμαρμένη)와 동일시하 다.23) 이 은 스토아의 神論에서도 차용하

다. 르메니데스나 엠페도클 스에 이르러 확실히 인격화된 아낭 가 등장

한다. 이어서 라톤의 ｢국가｣에서도 아낭 는 필연의 여신으로 등장한다.24) 

20) 원래 메디아 인을 가리켰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해몽을 담당했던 사제 계층의 명칭이기도 

했다. 단, 희랍인들의 념 에서는 조로아스터교와 련된다고 생각된 자들, 즉 컨  

성술의 기 를 갖춘 자들이다. 

21) 물론 이것이 신화에서 특이한 상은 아니다. 성격을 공유하는 신들의 동일시나 變身은 보

편 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컨  희랍 신화에서 제우스는 디 나 테미스로도 등장한다

(최자 , 고 그리스법제사(아카넷, 2007), 13면). 그러한 면에서 ‘Zeus’는 신격으로서 등장

하는 경우도 많으나 汎神論的이기도 하다.

22) 아모르고스의 시모니데스Σιμωνίδης 단편, 4.20. 아낭 는 맹목  우연을 상징하는 튀 Τύχ
η와도 구별된다. 때로 정당한 응보를 상징하는 네메시스Νέμεσις와 동일시되기도 하 는데 

완 히 일치하지도 않는다.

23) 헤라클 이토스가 우주의 지배 질서로서 ‘아낭 ’, ‘헤이마르메네’뿐만 아니라 ‘로고스’를 

동일시한 것은 유명하다. 물론 헤이마르메네는 인과 계에 국한되어 아낭 와 구분된다는 

견해도 있다(Wilhelm Gundel, Beiträge zur Entwickelungsgeschichte der Begriffe Ananke und Heimarmene(Giessen 

: Lange, 1914), S.92).

24) 라톤, 국가, X, 616~617( 라톤, 박종  역주,  라톤의 국가․政體(서 사, 2012), 

656~6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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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필연의 여신 아낭 에게 운명의 신들인 세 딸 모이라들이 있다. 

아낭 는 자신의 필연성 때문에 최상의 힘을 가진다. 만일 구라도 모이라들

이 정해  분수를 넘어서 행동한다면 그 자체로 제재의 상이 되고 분노의 여

신들에 의하여 타격을 받아 다시 재정립되게 된다. 천체는 아낭  여신의 물

가락에 일정 방식으로 결합되어 질서를 유지하면서 움직여 체로서의 조화도 

확보된다. 천체의 조화는 가장 가깝게는 피타고라스학 의 생각에 향을 받은 

듯하다. 인간의 혼도 우주 질서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질서를 한다고 한다.25) 

필연성의 상징으로서의 아낭 의 성격은 여타 문학작품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26) 

필연성 때문에 아낭 는 막강한 제우스와 다른 신들조차도 따라야 하는 존

재라는 은 기술하 다.27) 더 나아가 아낭 는 각자에게 安分知足할 것을 명

25) 엘리아데(Mircea Eliade,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New York : Sheed & Ward, 1958), pp.181~182)

는 신화에서 거미, 紡績, 紡織(짜기, 織造), 운명, 달(月)이 모두 련되어 있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펴는데, 특히 사람의 운명을 장하는 모이라이도 달의 신으로 본다. Marta Weigle, 

Spiders and Spinsters : Women and Mythology(Albuquerque :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2007), 특히 

p.11~12 참조.

26) 아이스퀼로스, 결박된 로메테우스Προμηθεύς δεσμώτης, 217 이하 : “그[아가멤논]가 필연

[=아낭 ]의 멍에를 썼고 마음이 차 바 었다(자신의 딸 이피게니아를 아르테미스 여신

에게 희생으로 바쳐 무하고 여신이 희랍의 선단이 트로이아로 향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아이스퀼로스, 결박된 로메테우스 Προμηθεύς δεσμώτης, 103 이하 

: “나[= 로메테우스]는 나에게 배당된 (산에 묶이게 되는) 운명을 되도록 가볍게 져야만 

한다. 필연[=아낭 ]의 힘이 항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아이스퀼

로스, 결박된 로메테우스Προμηθεύς δεσμώτης, 510 이하 : “ 로메테우스 : 모이라(운명의 

여신)는 이 지 않다. 여신은 모든 것을 완결짓는다. 재주는 아낭 보다 훨씬 약하다. 코로

스 : 아낭 의 키잡이는 구인가? 로메테우스 : 세 모습을 가지는τρίμορφοι 운명의 신 모

라이, 기억의 신 므네모네스Μνήμονες, 에리뉘에스이다. 코로스 : 제우스가 그들보다 약한 

힘을 가질 수 있나? 로메테우스 : 그 지. 그라 할지라도 이미 말해진 것을 피할 수는 없

으니까. Nonnus, Dionysiaca 2, 678 이하:” 분배자 아낭 가 물 가락에서 의 운명에 하여 

뽑아낸 모든 비참한 것들! Nonnus, Dionysiaca 10, 90 : “아낭 는 한 신이다! 는 어디로 

도망할 수 있을 것인가?” 

27) 시모니데스 단편,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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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28) 하지만 그리 인기가 있거나 경배를 받은 신의 부류에는 속하지 않았다. 

즉 정치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여신에게 배하는 일을 즐겁게 생각하지 

않았을 정도이다. 그리하여 아낭  여신에게 헌정된 신 도 문헌상 코린토스에

서 하나만이 증명될 정도로 드물었다. 다만 그 신 도 아낭  단독으로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폭력의 여신 비아와 공유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여신에 한 숭배는 희랍문화가 우주창조(κοσμογονία = κοσμογενία)

와 련된 신을 사랑의 신 에로스로 재규정함에 따라 사라지게 된다.29) 아폴로

니오스 로디오스(Ἀπολλώνιος Ῥόδιος)도 같은 맥락에서 아낭 보다 더 가혹한 

여신은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30) 요컨  희랍인들은 자신들의 사유에서 일종의 

자연법(칙)으로 어쩔 수 없이 따라야만 하는 바를 아낭 라는 位格으로까지 인

정하여 경배하 으나, 그 신에 붙은 부정  함의도 동시에 감지하고 있었다.

2. 아낭 와 련 있는 다른 신들

1) 법과 정의의 신들 

희랍 신화 에서도 기 부분의 특징은 감지하여 지각할 수 없는 우주의 미

지의 힘들을 우주의 신으로 형상화했다는 이다. 그러한 미지의 힘에는 당연

히 추상 인 념들이 포함되었고, 정의 념도 시원 인 신들인 티탄 족에 결

28) 수다Σοῦδα, s.v. ‘Ἀνάγκη’. 여기에서도 다른 신들이 아낭 와는 싸우지 않는다고 한다. 

29) 라톤도 ｢향연｣에서 ‘不和’로 보았다(향연, 197b). 이 작품에 따르면 아낭 의 지배 때문에 

신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일이 많았지만, 에로스 신이 등장하게 되면서 아름다움에 한 사

랑이 신들과 인간 모두에게 유익함을 주었다고 한다.

30) 아르고호 이야기Argonautica, 3,426~3,430(아폴로니오스 로디오스, 강 진 역, 아르고호 이야

기(작은 이야기, 2010), 167면) : “그러니 나도 그 노역을, 그것이 힘에 넘치는 것이기는 하지

만, 감행하겠소, 설사 죽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 해도. 인간에게 사악한 필연보다 더 싸늘한 

것은 없기 때문이오”(강 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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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킬 만큼 그 역사가 길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의의 신으로 주로 테미스와 디 가 해진다.

(1) 테미스

테미스(Θέμις)라는 이름은 법을 ‘[제]정한다’, 즉 ‘입법한다’는 의미의 희랍

어 동사 ‘τίθηναι’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테미스는 통 인 규범의 형

태로 나타나는 신  정의 내지 신  법과 질서를 장하는 여신이다. 호메로스

는 테미스를 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법이라는 의미에서 언 하고 있고,31)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서는 테미스가 가이아와 우라노스의 딸, 즉 티탄  

하나 고,32) 제우스와의 사이에서 모이라이들과33) 호라이인 3자매 에우노미아, 

디 , 에이 네34)를 낳았다.35) 법과 정의의 최고 심 인 제우스와 한 련

을 가지고 있으며, 디 보다 그 기원이 훨씬 오래된 테미스는 최 로 인격화된 

正義로 등장한다.36) 테미스는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델포이에서 

신탁을 답하는 신으로서 순 에서 가이아 다음이고 아폴론에 앞선다. 테미스는 

인간이 실행하여야 할 행 들을 不文의 형태로 지시하고 장한다. 이러한 명

31) 오뒷세이아, 14.56 : “οὔ μοι θ. ἐστὶ ξεῖνον ἀτιμῆσαι”; 일리아스, 11.779 : ἅ τε ξείνοις θ. ἐστ
ὶν [παραθεῖναι].

32) 신통기, 132, 135.

33) 신통기, 904~906.

34) 신통기, 901~903(헤시오도스, 김원익 옮김, 신통기(민음사, 2009), 86면).

35) 호라이는 계  내지 자연  시간의 一段을 상징하 다. 다만 후에는 자연이 되어가는 상황 

내지 질서를 상징하게 되었고 결국 일종의 자연법을 상징하게 되었다.

36) 핀다로스, 올륌피아Ὀλύμπια 찬가, 8,20이하. “참된 정의”; 핀다로스, 올륌피아 찬가, 9,15이하 

: “옳은 법”(반면 에우노미아는 좋은 질서); 핀다로스, 올륌피아 찬가, 13,5이하 : 자매인 에우

노미아(좋은 질서), 디 (정의), 에이 네(평화)는 모두 좋은 자문을 얻고 있는εὔβουλος 테미

스(神法)의 딸들이다; 박퀼리데스Βακχυλίδης, 단편 15; 아이스퀼로스, 탄원하는 여인들, 359 

이하 : 디 와 테미스가 운명의 배정자 제우스의 딸로서 同置되고 있다.; 아이스퀼로스, 단

편 9 박카이Bάκχαι : 테미스에 반하는 자 신속히 응징된다는 이 밝 져 있다.; 뤼코 론

Λυκόφρων, 알 산드라 128 이하; 디오도로스Διόδωρος Σικελιώτης, 역사 총서 5,67,3 : 티탄

족 에 테미스가 최 로 언, 희생, 법령의 규범을 도입하 다. 이 규범들을 잘 지키는 사

람들을 법수호자θεσμοφύλακες 는 입법자θεσμοθέται라 불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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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과 지는 신탁을 통해서 發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하여 희랍인들이 쟁

의 신 아 스에 해서 생각할 때에도 테미스를 연상하 다.37) 신의 목소리(θε
μιστή)로서 인간들에게 정의를 가르친 것이다. 신  정의인 테미스에 비되어 

노모스는 인간이 제정한 법을 가리켰다. 주목하여야 할 은 테미스는 강제하

는 기능과 반 시에 제재를 가하는 기능이 主라기 보다 공통의 합의를 상징하

는 면이 컸다는 이다. 테미스는 원래 고  희랍인들 사이에서 인간의 공동체 

업무, 특히 집회의 조직자 다. 그리하여 컨  후에는 일반 이 되어버린 칼 

등 힘을 상징하는 무기가 테미스와 련해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38) 

(2) 디케

반면 디 는 기본 으로 司法에서 구체화되는 人法을 상징하는데, 개인  

차원에서의 덕목을 넘어서 폴리스 즉 政體의 올바름까지 상징한다. 더 나아가, 

다른 문명권들에서도 찰되는바, 희랍에서 디 가 원래는 단순히 법 인 의미

에서 옳은 바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윤리 , 정치 , 종교  옳음까지 포

하 다. 디 는 어원 으로 체로 그 명칭이 희랍어 단어 ‘δεικνύναι’ (보여주

다)39)에서 보이는 어근 “*deik-”에서 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디 는 삼스크

37) 호메로스, 아 스Ἄρης 찬가 8이하 : “ 쟁의 신 아 스여, 好戰의 여신 니 Νίκη의 아버지

이자 테미스의 동맹자!”

38) Cathleen Burnett, “Justice : Myth and Symbol,” 11 Legal Studies(1987), pp.79~80.

39) *deik- 어근의 語群 : 우선 기본 으로 형용사 dikaios는 “옳은, 정직한, 정의로운, 의로운” 등

의 의미를 가진다. 동사형 δικαιόω는 정당화하다, 정의로운 것으로 선언하다, 석방하다 등의 

의미가 있다. δικαίωμα는 명사로서 요건, 명령, 옳은 행 를 의미하며, 부사 δίκαιος는 옳게, 

(정)의롭게, 하게, 정직하게의 의미이다. δικαίωσις는 명사로서 무죄 결, 석방, 정당화 

등의 의미를 가진다. δικαστής는 심 인을 의미한다. δίκη는 형벌, 처벌, 결을, δικαιοκρισ
ία는 옳은 결을 의미한다. ἀδικέω는 동사로서 불법행 를 범하다, 악행을 범하다, 불의한 

행동을 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다. 이 동사의 명사형 ἀδικία는 악행, 불법행 , 불의를 의미

하고  의미에서 불법행 에 해당하는 로마의 ‘iniuria’에 해당한다. 형용사로서는 ἄδικο
ς, 부사로서는 ἀδίκως이 사용된다. 복수한다 내지 응보한다는 의미의 ἐκδικέω 동사와 그것

의 명사형 ἐκδίκησις가 있다. 응보자는 ἔκδικος이다. καταδικάζω은 유책(죄) 결을 내린다

는 의미이고, ὑπόδικος는 유책(죄)이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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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탐(산스크리트)語에서 ‘방향’ 내지 ‘方位’의 의미를 가지는 diś-, diś 와 련

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디 는 上古시 에 군가에게 귀속되어 래되어 온 

권리를 보여 다거나 방향을 지시한다는 원의에서 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볼 Erik Wolf 같은 이는 의미상 법  결정 행 와 결부되어 있는 동사 ‘δικεῖ
ν’(던지다)에서 디 의 기원을 찾기도 한다.40) 여기에서 어원학 으로 심도 있

는 논의를 할 수는 없고, 다만 습법을 의미하는 ‘보여주다’ 계열의 발 과 법

 결정을 의미하는 ‘던지다’ 계열의 발 을 따로 분리하여 악할 필요는 없

는 것으로 보인다. 

디 는 우선 호메로스에서 행, 습의 의미를 가진다.41) 여기에서는 일단 

법  당 의 의미는 없다. 이로부터 δίκην( 격)을 쓰는 부사  용법이 유래하

는데, ‘ - 의 방식으로’로 옮겨진다. 컨  “δίκην τοξότου”는 ‘弓手의 방식으

로’라는 의미이다.42) 이제 우리 논의에서 특히 요한 의미가 등장하는데, 즉 

질서, 법, 정의라는 의미이다. μή τι δίκης ἐπιδευές에서처럼 호메로스에서는 ‘-

에게 한 바’, ‘권리’로 번역할 수 있다.43) δίκη는 한 형용사 δίκαιόν의 의

미도 가지고 있어 “δίκη ἐστι”(정당하다)라는 표 이 사용되었다.44) 그 외에 경

시할 수 없는 의미로는 말하다라는 의미의 ‘εἰπεῖν’과 결합하여 “δίκην εἰπεῖν”

(법을 선언하다)라는45) 용구가 자주 사용되었으며, 이는 사법작용을 의미하

는 라틴어 어구 ‘ius dicere’에 해당한다. 디 는 결국 신격화되어 여신이 된다.46) 

헤시오도스에 의하면 디 는 티탄 족  신 인 법의 담당자로 격화된 정

의의 여신인 테미스와 제우스의 딸이며 에이 네(Εἰρήνη, 평화, ), 에우노미

40) Erik Wolf, Griechisches Rechtsdenken, Vorsokratiker und frühe Dichter(Frankfurt : Vittorio Klostermann, 1950), 

S.35이하.

41) “αὕτη δίκη ἐστὶ βροτῶν” : 오뒷세이아, 11.218.

42) 라톤, 법률론, 705e.

43) 일리아스, 19. 180.

44) 아이스퀼로스, 아가멤논, 259.

45) 일리아스, 18, 508 : 천병희, 의 책, 2001에서는 ‘ 결을 내리다’로 옮겼다.

46) 신통기,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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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Εὐνομία, 법과 입법), 튀 (Τύχη, 맹목  우연)가 자매인데47) 이 한 상징

이 아닐 수 없다. 이 에서 신법을 담당하는 테미스와 인법을 담당하는 디

는 그 직분에 의해서도 나뉠 수 있다. 萬性을 겸유하는 최고신인 제우스에게

서 디 의 속성을 알아내기는 어렵고, 딸이 어머니인 테미스의 본성을 나 어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 정의의 여신 테미스의 성질을 분유하므

로 디 도 정의의 여신  하나로 열거되는 것이며, 자매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디 의 성격을 더 잘 알 수 있다. 즉 에이 네와 함께 평화의 상태, 에우노미아

와 함께 옳게 제정된 법의 성격도 나 어 갖는다. 다만 정의의 부정  측면을 

튀 가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하튼 잘못을 지은 자들은 모두 디 가 

제우스에게 보고함으로써 정당한 형벌을 받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 와 

단 할 수 없는 여신이 바로 네메시스이다. 이 신은 정당한 복수․응보의 여신

이라 할 수 있고, 개개인의 책임을 公義의 에서 실 시키는 임무를 갖는다. 

디 는 이른바 호라이(Ὧραι)  하나인데 호라이란 원래 자연의 여러 모습

을 시간  측면에서 악한 것이고 그리하여 사태의 시의 함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자연 자체를 표한다고 할 수 있다. 디 는 이 게 그 자신도 정의

를 상징하기는 하지만 시간과 련된 정의, 즉 時宜適切한 정의를 의미함으로

써 어머니 테미스와 구별되었다. 디 는 어머니 테미스와 함께 모이라가 결정

한 바를 집행하 다고도 한다. 이로써 두 신이 인간의 사회생활, 특히 종교, 도

덕, 법 생활에서 크나큰 요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간취할 수 있다. 

호메로스 이후 시간이 더 흐르면 디 가 심  내지 재 48)이라는 의미를 가

지게 된다. 이는 라틴어에서 ius가 ‘법’이라는 의미 외에 法廷이라는 의미를 갖

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후에 확장되거나 애매해지기는 하 지만, 원래 디

는 형사소송(γραφή)에 비되는 민사소송을 가리켰다. 물론 公訴(δημοσία δί
κη)와 私訴(ἰδία δίκη)를 다 가리키기도 한다. ‘οἱ δίκην ἔχοντες’는 소송당사자

47) 신통기, 901~903.

48) 라톤, 에우튀 론,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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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물론 디 는 소송의 결과를 가리키게 되어 민사소송

의 배상이나 형사소송의 벌 이라는 의미로까지 확장된다.

디 는 한 인격화된 신이자 어문학 으로 많은 司法 련 용어들이 그로

부터 생되어 나오는 원천의 성격을 가진다. 컨  ‘διαδικασία’는 결이라

는 의미에서 시작하여 특히 상속 련의 쟁송 내지 분쟁의 의미를 가진다. 흥미

로운 것은 διαιτητής(복수형 διαιτηταί)는 재인을 의미하는데, 아테네의 법

제에서 법  쟁송사건은 항상 공 인 심 의 결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많

은 경우 仲裁(δίαιτα) 제도를 이용하여 私人인 재인이 법률문제에 하여 결

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았다. 아리스토텔 스에 의하면 재인의 직무는 심 인

(δικαστής, 복수형 δικασταί)과는 달랐고,49) 재인은 결을 내리기 에 당사

자 간에 화해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했고 당사자들의 주장의 간 에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결 안에서 디 보다는 법규의 

엄격한 용에 비되는 이른바 ‘justice-beyond-justice’라 할 수 있는 형평(ἐπιείκε
ια)을 추구하 다고 한다. 뒤에서 보다시피, 이러한 형평 사고의 발 은 신화의 

세계 이 어느 정도 극복되고 神法과 人法의 間隙이 벌어진 후 의 사건이라

고 할 수 있다.50)

(3) 디카이오쉬네

단어 δικαιοσύνη는 의심의 여지없이 ‘디 ’와 련되고, 보여 다는 의미의 

‘δεικνύναι’에서 생된 추상개념이다. 희랍어에서 ‘-συνη’는 추상명사를 만드

는 어미이다. 추상명사라는 은 왜 이 명사가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의 작품

에서는 보이지 않는지를 설명해 다. 이러한 추상개념으로서의 정의의 격화

된 형태가 여신 디카이오쉬네(Δικαιοσύνη)이다. 제우스의 딸이라고 알려진 이 

옳음/(正)義로움은 희랍인들의 의식에서 정의 내지 옳음의 神靈(δαίμων)이 상

49) 수사학, I 13 1374b19~22.

50) 아래 ‘4. 아낭  고찰의결론 (2) 디카이오쉬네 개념의 발 ’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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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르페우스 찬가에서도 디카이오쉬네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51)

디카이오쉬네에 한 오르페우스 찬가 63

乳香에 의한 燻香을 디카이오쉬네 여신께 바칩니다. 오, 찬미받으소서, 디카이오쉬네

여. 인류의 기쁨, 정의롭고 옳은 행 의 원한 친구. 풍요롭고 경외롭고 스러운 여신, 

당신은 깨끗한 단, 항상 인 양심, 정직한 마음에 언제나 조력을 하십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倒錯的인 혼이 당신의 구속을 바라지 않을지라도 당신에 의하여 멸망

할 것이며,  순종 이지 않은 자들에게는 당신의 지독한 주가 내려질 것입니다. 당

신은 조화롭고, 친근한 힘이며, 不和를 오하고, 평화와 안정된 생활 안에서 기뻐하십니

다. 사랑스럽고, 우호 이고 상냥한 마음씨에, 과도함을 싫어하고 인간들의 동등한 행

를 좋아하십니다. 어떠한 수 의 지혜와 덕이라도 한 한계가 당신 안에서 그어집니

다. 들으십시오, 디카이오쉬네 여신이여. 사람들의 삶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의 행 를 

괴하소서. 그리하여 언젠가는 죽는 모든 이들이 당신에게 복종하게 하소서.52)

디카이오쉬네가 주 하는 正義는 디 와 마찬가지로 개인  덕목 겸 폴리스

의 옳은 상태를 가리키지만, 많은 경우 후자에 더 방 을 두어지는 경우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한 에서 디 와 한 계를 가지고 있음을 넘어 디 와 

동일시되었던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53) 디카이오쉬네라는 개념은 희랍의 

이성법 시기에 근  용법을 취하게 된다.54)

51) 소  오르페우스 신통기란 오르페우스 詩作圈에서 간 으로 알려진 신의 계보에 한 

이다. 코스모스, 신들의 세계, 인간 세상의 순으로 진행되는 은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와 같

다. 여러 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모든 이 다 해지지는 않는다. 

52) Inscriptiones Graecae 3. 203에서는, 페르시아의 왕 다 이오스도 디카이오쉬네 신을 섬긴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여 히 그 여신을 완 히 자기 것으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즉 자신의 왕

국에 정의가 지배하고 있지 못하다는 을 自認하고 있다.

53) 우병훈, ｢헤시오도스의 디 (ΔIKH) 개념과 고  근동의 정의 개념 비교 연구｣, 서양고 학

연구 제24집(한국서양고 학회, 2005 겨울), 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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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우노미아

에우노미아(Εὐνομία)는 명칭 자체가 확연히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정당한 좋

은 질서로서의 법과 그러한 법에 부합하는 행 를 掌理하는 신이었다.55) 에우

노미아의 장 사항은 특히 선한 법의 제정과 내부 질서의 유지를 포함하는 국

가 내부의 안정성이라 할 수 있다. 호라이의 成員으로서 녹색 放牧地(νομία)를 

장하는 의 여신이기도 하다는 에서 에우노미아가 갖는 질서유지자로서

의 면모를 더 잘 느낄 수 있다. 에우노미아에 반 의 속성을 가지는 神格 뒤스

노미아(Δυσνομία, 無法)도 있다. 에우노미아는 희랍의 陶器들에서 특히 미의 

여신 아 로디테를 隨從하는 여신으로도 등장한다. 이 맥락에서 이 여신은 

한 혼인과 련된 법성과 법과 련되는 순종 인 여성의 태도를 상징하

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에우노미아는 優美의 여신 카리테스(Χάριτες)의 

어머니 에우뤼노메(Εὐρυνόμη)와 동일시되기도 한다.56) 에우노미아는 다른 법

과 정의 련된 신들과 비교할 때 안정, 조화, 화해, 더 나아가 법까지도 어우

르는 개념이라는 에 특색이 있고, 정의의 틀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2) 운명의 신들

불가피․불가역한 속성이 운명의 신들에게 속한다고 할 때, 필연의 신 아낭

도 운명의 신들에 포함된다. 다만 주의할 것은 사람 주 에서 찾아 볼 수 있

는 하나의 형질을 하나의 형상이 아닌 여러 형상으로 구상화시켰다고 하여, 즉 

하나의 성질을 표하는 여러 신들이 존재한다고 하여, 그 신(형상)들 사이에 

본질 인 구별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54) 아래 ‘4. 아낭  고찰의 결론 (2) 디카이오쉬네 개념의 발 ’ 부분 참조.

55) 박퀼리데스, 단편 13 : Eunomia는 시민 정부의 좋은 질서를 가리킨다; 박퀼리데스, 단편 15; 

솔론Σόλων, 단편 4 : 법성을 의미하여 Dysnomia의 반 개념이다; 데모스테네스Δημοσθένη
ς, 아리스토게이톤 탄핵κατ’Ἀριστογείτονος 25,11; 디오도로스, 역사 총서 5,72,5.

56) 헤시오도스, 신통기 901이하; 알크만, 단편 64; 오르페우스의 호라이 찬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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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이라이

사람의 운명 배정에 한 알 고리로서 가장 유명한 신들은 물론 모이라이

(Μοῖραι)이다. 모이라이(단수 형태는 ‘μοîρα’이며, 희랍어 간태 동사 μείρομαι
[‘내가 몫을 받는다’]에서 생됨)는 持分, 몫, 운명, 지분, 분배, 배분, 분배자 

등의 의미를 가지는데, μέρος(부분)나 라틴어 ‘fatum’에 해당하는 μόρος(몫, 운

명, 숙명)과 련된다. 로마의 르카이Parcae 여신들에 상응한다. 사람의 운명

을 결정하는 신격은 여러 문명권에서 복수로 등장한다. 희랍에서도 운명의 실

을 잣는 신들, 즉 모이라이는 라 시스(Λάχεσις), 클로토(Κλωθώ), 아트로포스

(Ἄτροπος) 삼인방 자매이다. 헤라클 이토스나 스토아의 핵심개념57)인 헤이마

르메네(운명)도 동일한 동사어간에서 생되었다. 모이라이는 체로 세 자매

가 같은 冠을 쓰고 머리띠를 하고 흰옷을 입은 늙은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 

라 시스는 삶의 몫의 분배자로서 과거를 노래하며, 클로토는 織造 이며 

재를 노래하고, 아트로포스58)(原義 : “되돌(리)지 않는다”)는 不可 ․불가피하

게 만드는 자로서 삶의 실을 끊음으로써 미래를 노래하는 것으로 념된다. 

라톤은 ｢국가｣에서 이들을 아낭 의 딸들로 묘사하고, 어머니와 딸들이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그 업무란 바로 사람 각자의 운명을 출생 시

부터 결정하는 역할이다.59) 라톤은 아낭 가 필연 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코스모스에서 최상의 권력을 가진다고 보았다. 즉 모녀가 만들어 내는 운명은 

희랍의 신들까지도 羈束하고 필연 인 것이다. 

헤시오도스는 ｢신통기｣에서 세 모이라이를 始原的 밤의 여신인 뉙스가 단성

처녀생식을 통하여 얻은 딸들로 묘사한다.60) 

57) 동방에서 온 소  星座運命論이 요한 역할을 한다(Gundel, S. 74). 

58) ‘아이사’와 通稱되기도 한다.

59) 국가․政體, 10권 617, 660~661면. 더 나아가 북방 노르만족 사가Saga에서 말하는 Nornen(古

노르드語 : norn(單), nornir(複))과도 련된다. 

60) 신통기 217(김원익 옮김,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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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여신은 인간이 태어날 때에 길흉의 정도를 결정하며 인간과 신들의 죄를 추 하

여 죄인들을 끔 하게 벌한 다음에야 비로소 무시무시한 화를 그러뜨린다.61)

그러나 같은 작품 안에서 제우스와 테미스의 소산으로 보기도 한다.62) 이 맥

락에서 테미스는 에우노미아, 디 , 에이 네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모이라이를 

제우스의 소산으로 볼 때에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즉 신과 인간을 통틀

어 최상의 권력을 갖는 제우스가 자신의 자식을 르고 재량을 행사하여 어떤 

이에게는 특권을 주어 운명의 굴 를 벗겨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의문이다. 

그러한 해석도 물론 가능하다. 다만 그것도 엄 히는 아트로포스가 실을 가

로 자르기 까지다. 특권을 통한 차별 가능성을 원천 쇄하기 하여, 즉 모이

라이와 제우스의 연을 끊기 하여 희랍인들이 수행한 고안이 바로, 제우스

가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뉙스( 는 라톤의 ｢국가｣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

낭 )가 單性處女生殖한 것으로 악하는 것이다. 그 게 악하면 제우스의 

간섭가능성은 그만큼 약화되며, 그가 삼라만상을 통치하는 최고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운명 앞에서 무력하게 될 수 있다.

모이라이들은 특히  헌법 원리인 권력분립과의 類比를 생각해 볼 수 있

다. 즉 그들은 서로 톱니처럼 짜임새 있게 일하면서 자신들의 세 가지 기능을 

각자 수행한다. 정부의 3부는 어떠한가? 권력분립에 해서는 폴뤼비오스(Πολύ
βιος)도 유사한 구상을 밝히기도 했지만, 통상 근 의 몽테스키외 때까지 와야 

구체화된다. 아낭 의 권력이 딸들에게 3분되듯이 정부의 권력도 3분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 다면 가 입법부에 상당하는가? 물론 클로토일 것이다. 클

로토가 하듯이 입법부는 권력을 법으로 만든다. 라 시스는 사법부이다. 왜냐

하면 라 시스가 을 측정하듯이 법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부이기 때문이다. 

61) 헤시오도스, 신통기, 김원익 옮김, 39면.

62) 헤시오도스, 신통기, 901-906(김원익 옮김, 86면). 이는 제우스에게 운명을 주 까지 담당하게 

하려는 자의 시도라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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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는 실을 끊는 행 와 비교할 수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을 이 게 나 게 

되면 물론 그 이 이 크다. 권력을 나 다는 사실에서 정부에 안정을 가져온다

는 은 모든 제  폭정을 막으려는 사상가들이 동의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나뉘지 않는 힘을 바탕으로 하는 필연은 의 거  비아탄인 국가와 비교

할 수 있다. 그것은 부정의이다. 이러한 부정의를 제거하려면 역시 권력분립을 

하여야 하고 분립에 기반한 권력의 상태가 바로 건강한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

고, 그 지 못한 권력은 건강치 못함 부정의한 힘인 것이다. 다만, 모이라이들

이 독립 인 기 이 아니라는 이 문제이다. 모이라이의 업무는 수단  성격

을 띨 뿐이다. 즉 제우스가 자의 인 斷을 일삼는다면 막을 도리가 없게 되

고, 아낭 가 어머니라고 한다면 그녀의 폭력  사태처리에 해서도 무력할 

수밖에 없다. 참된 극복은 후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2) 운명을 관장하는 기타의 신들 

아이사(Αἶσα, 희랍어 간태 동사어간 αἴνυμαι[내가 취한다 는 받는다])는 

몫, 특히 삶에서의 몫인 운명을 상징한다.63) 생어로는 “αἴσιμος”(운명에 의하

여 정해진), “αἴτιος”(마땅한), “αἴτιον”(원인, 이유, 應分)도 있다. 인격으로는 운

명의 여신이되 신의 계보에는 끼이지 못한다. 네메시스(Νέμεσις,64) 능동태 동

사어간 νέμω[내가 분배하다]에서 생)는 ‘ 한 배분’이라는 의미도 가지는

데 그 경우 νόμος(법률)와 련성을 가지고, 더 흔하게는 ｢일리아스｣나 ｢오뒷세

이아｣에서 정당한 분노, 복수 등의 의미를 가진다. 운명의 여신 에서도 특히 

에리뉘에스와 유사하게 복수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65) 통상 (맹목 ) 

우연의 여신 는 運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튀 (Τύχη, 능동태 동사형태 ‘τυγχά
νω’[나에게 우연히 발생하다] 참조)66)는 로마의 여신 Fortuna에 상응한다. 우연

63) 일리아스, 20, 127 : “ἅσσα οἱ Αἶ. γιγνομένῳ ἐπένησε”. 

64) 뉙스의 단성처녀생식을 통한 딸들(신통기, 223-224). 

65) 에리뉘에스는 족 간의 원한을 풀어주고, 네메시스는 비 족 간의 원한을 풀어 다고 한다

(김원익 역, 신통기,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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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은 물론 좋은 쪽의 우연, 즉 행운(εὐτυχία)도 될 수 있고 나뿐 우연 즉 불운

(ἀτυχία)도 될 수도 있다.67) 아테(Ἄτη), 즉 眩惑(=迷妄)의 여신은 혹에 의한 

인간과68) 신들에69) 한 加害행 까지를 포 하는데, 불화의 여신 에리스(Ἔρι
ς, 로마의 Discordia에 해당)의 딸이자 뉙스(Νύξ)의 손녀라는 도 상징 이다.70) 

로마의 Furiae신에 해당하는 징벌의 신들 에리뉘에스(Ἐρινύες, 단수형태 : Ἐριν
ύς)는 에우메니데스(Εὐμενίδες) 는 스(Κῆρες)라고도 불리는데, 징벌한다

는 면에서 네메시스와 마찬가지이다. 밤의 여신 뉙스로부터 처녀생식된 딸이

다.71)

(3) 소결

뮈토스의 차원에서 아낭 는 운명을 장하는 다른 신들과 그 본질에 있어

서 다르지는 않다. 다만 그 역사의 유구함으로 볼 때 아낭 는 다른 모든 신들

을 르고 그 세력 한 통 으로 강했다. 디 도 인간 사회에서 반드시 그

게 되어야 할 모습을 추상화한 상징물이라고 한다면 아낭 와 필연 으로 

공통의 형질을 공유할 것이다. 즉 그 두 신을 명쾌하게 분리할 수는 없는 것이

다. 더 나아가 신들은 다신이면서 동시에 합력체로서 활동하는 것이고, 디 는 

인간의 행 가 신의 명에 부합한다는 면, 아낭 는 행 가 따라야할 필연성의 

면을 강조한 명칭이라고 볼 수도 있다. 심지어 이 합력체가 제우스 한 신으로 

집 되어 되기도 하는 것을 보면, 극단 으로는 제우스의 일정한 특수한 

66)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 따르면 오 아노스의 41명의 딸  하나이고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손녀이다(360; 133). 

67) 일리아스, 오뒷세이아, 서사시, 아티카 비극 등에서는 그리 주요한 치를 가지지 못한다. 아

르킬로코스Archilochos 등의 기희랍의 서정시에서 언 되는 정도이다. 다만 기원  300년경

의 메난드로스의 新희극이나 계몽 헬 니즘 시기에 비로소 요성을 가진다. 

68) 일리아스, 9, 505~507.

69) 일리아스, 19, 90~133.

70) 신통기, 230.

71) 신통기,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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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이 각 신들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시기에 아낭 나 디  두 신이 신(들)(제우스 는 다수의 신)의 의지가 

강조될 때에는 자의 이라 할 수 있고, 자연(사실)과의 부합성이 강조될 때에는 

윤리성이 탈각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법과 정의의 논의에서 논하는 것이 맞

지 않는다는 인상을  수 있다. 이제 희랍에서도 법과 정의가 와 공통된 

맥락에서 논의되는 시 이 오게 된다.

3) 비아와의 계 문제

(1) 비아의 의미

비아βία는 언어학 으로 삼스크르탐語로 우월한 힘을 의미하는 jy  ́ 내지 

jiy ,́ 는 억압한다는 의미의 jin ti와 연 된다. 비아는 우선 신체의 강함 내지 

腕力(χειρῶν βία)을 의미한다. 물론 心地의 강함(굳음)도 가리키고 논증력의 강

함도 의미한다. 오뒷세이아에서는 ὕβρις τε βίη τε”72)에서처럼 폭력(행 )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βίη Ἡρακληείη처럼 강한 남자를 가리키는 형용어구

(epitheton)로도 쓰인다. 치사로도 쓰여 βίᾳ τινός는 ‘어떤 이의 의사에 반하

여’라는 의미를 가진다. 결국 신격화되면서 크라토스와 결합되어 “Κράτος Βία 
τε”73)라는 표 도 생겼다.

여신 비아는 힘 내지 폭력을 상징하는 神格이기도 하다. 헤시오도스74)와 아

폴로도로스(Άπολλόδωρος)75)에 의하면 젤로스, 니 , 크라토스, 비아는 티탄족

의 아들 팔라스와 오 아노스의 딸 스튁스의 자식들이다. 비아는 제우스의  

자리에 치하여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아이스퀼로스도 이러한 신화를 이

어받아 ｢결박된 로메테우스｣(Προμηθεὺς δεσμώτης)에서 크라토스와 비아가 

72) 오뒷세이아, 15, 329.

73) 아이스퀼로스, 결박된 로메테우스, 12.

74) 신통기, 383~394. 

75) 신화집,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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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메테우스를 카우카소스에 결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비아는 아낭

와 함께 모든 이에게 진입이 지된 聖所(ἱερόν)인 아크로코린토스76)에서 의식

으로서 경배되었고, 두 신은 한 피시디아의 아다다에서도 아폴론과 함께 신

탁의 목 으로 招致되었다.77) 루타르코스 ｢비교열 ｣(οἱ βίοι παράλληλοι) 
테미스토클 스 편 21,1을 보면 사람들은 이 두 신을 후에 혼동하여 동일시하

기까지 하 다.78) 아래에서는 正義 념과 부착될 수 있는 폭력에 한 통찰을 

얻기 하여－비록 소재는 고 의 사유이지만－약간 시간  비약을 하여 

의 정의와 폭력 논의를 살펴보려 한다.

(2) 베냐민의 입론79)

희랍 사상을 소재로 하여 정의와 폭력을 궁구한 사람으로서 우선 베냐민이 

있다. 희랍 상황에 한 분석으로 나아간 베냐민의 처음 심사는 폭력의 거부

다. 자연법론자들은 목 이 정당화될 때에 폭력  수단에 하여 통제의 정

도를 약화한다. 반면 법실증주의자들은 수단이 폭력인 경우에는 정의/법이 존

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베냐민의 언어를 써서 환언해 보면 자연법론에서는 

목 이 정당하면 수단도 정당화 되고, 법실증주의에서는 수단이 정당해야 한다

는 제가 충족되어야 목 이 정당하게 된다. 그리하여 베냐민은 법실증주의를 

택하여 수단으로서의 폭력 여부를 정하기 하여 역사철학 인 고찰로 나아

간다. 개인들의 폭력 행사를 함으로써 법은 폭력을 독 하게 된다는 역사  

사실을 이끌어 낸다. 그리하여 사인 간에는 화 등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할 

76) 우사니아스, 2, 4, 6.

77) Corpus Inscriptionum Graecarum III, 4379.

78) 아래 ‘IV. 결론－정의의 토 로서의 아낭 / 1. 신화시  아낭 의 특성’ 참조.

79) 발터 벤야민, 진태원 역, 폭력비 을 하여, 법의 힘(문학과 지성사, 2004); 발터 벤야민, 

최성만 역, 폭력비 을 하여(발터 벤야민 선집5)(길, 2008). 최소한 희랍에서 운명과 폭력 

간의 계에 하여 베냐민은 신화에서 폭력이 폭력만의 역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

본 으로는 법에 의한 폭력이 정당화되는 것으로 보아 폭력은 기본 으로 법에 의한 폭력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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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법은 수인할 수 없는 한도를 넘는 폭력이 법을 상

로 행사되면 법도 그에 못하지 않는 립  폭력의 행사로 나아가게 된다.

베냐민은 한 편으로는 법정립  폭력과 법보존  폭력을 나 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수단이 정당한지 여부는 운명  폭력(신화  폭력/ 법정립  폭력)과 

련시키고, 목 의 정당성 여부는 신의 결정/폭력(법보존  폭력)과 련시킨

다. 신화에서 운명의 역할이 그러하듯이 법정립  폭력에 있어서는 법의 정립

은 폭력의 정립과 동의어이다. 신화  폭력은 경계를 획정하며 경계를 괴하

는 소  신의 폭력과 구별된다. 법이 정립된 이후에는 법 보존이 이루어지고 

법 보존은 법 정립을 약화시키는 일종의 순환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정립된 법

을 벗어나야 하고, 법에 기 는 폭력, 그  가장 고도의 형태인 국가 등에 

하여 법정립  폭력과 그와 더불어 법보존  폭력도 거부하여야 한다고 한다. 

(3) 아감벤과 슈미트

아감벤은 희랍에서 폭력과 정의가 결합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고 한다. 그 둘을 결합시키는 것이 바로 노모스라는 

을 강조한다.80) 이에 하여 솔론의 단편뿐만 아니라 핀다로스의 단편도 

해지고 있다. 

솔론 단편 24

“κράτει νόμου βίην τε καὶ δίκην συναρμόσας” (노모스의 힘으로 내가 폭력과 정의를 

결합시키면서).

정식화의 면에서 더 우월한 핀다로스는 노모스의 찬양에 이르 다.

80)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 박진우 옮김, 호모 사 르(새물결, 2008), 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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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다로스 단편 169a]

Νόμος ὁ πάντων βασιλεύς  노모스, 모든 이들의 왕이 

θνατῶν τε καὶ ἀθανάτων  필멸의 자와 불멸의 자 모두의 왕이

ἄγει δικαιῶν τὸ βιαιότατον  극히 폭력 인 것을 정의롭게 만들면서 領 한다.

ὑπερτάτᾳ χειρί.  至上의 손으로. 

핀다로스의 단편을 횔덜린(Friedrich Hölderlin)은 독일어로 번역하면서81), 횔덜

린 자신이 다음과 같은 주석을 붙 다. 

직 인 것이란 엄 히 말하면 언젠가는 죽을 자들에게도 불멸의 자에게도 불가능한 

것이다. 천상의 신은 여러 세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하늘에 속하는 좋음은 성스러워야 한

다. 인간도 세계를 구별하여야 한다. 인간은 구별과 조에 의해서 인식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신과 같은 不滅 에게도 사람과 같은 必滅 에게도 직 인 것은 불가능한 것이

다. 엄격하게 간 인 것 그것이 바로 법이다. 그러므로 노모스는 가장 정의로운 법을 자

신의 가장 강력한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왕(=주권자)이라는 것은 최고의 

인식 근거이지 최고의 권력은 아닌 것이다. 법(노모스)이란 신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이다. 

그러나 분리된다.

폭력과 정의는 솔론에서뿐만 아니라 핀다로스의 단편에서도 주권자인 노모

스의 힘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다. “주권자는 폭력과 법 사이의 비식별 지 , 폭

력이 법으로 이행하고  법이 폭력으로 이행하는 경계이다”라고 말하는 아감

벤은 기본 으로 핀다로스의 생각을 따른다.82) 슈미트는 횔덜린의 해석에 하

여 노모스를 간 인 것으로 본 것에 반 하고 노모스는 여 히 매개되지 않

81) “Das Gesetz, Von allen der König, Sterblichen und Unsterblichen; das führt eben darum gewaltig das 

gerechteste Recht mit allerhöchster Hand.” Friedrich Hölderlin, Pindar-Übersetzungen : Fragmente - Das 

Höchste, 1805 in : Sämtliche Werke und Briefe, Bd. 2, S. 320f. (hrsg. G. Mieth, 1970).

82) 박진우 옮김, 의 책, 95~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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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직 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슈미트의 입장에서는 

횔덜린이 제정 행 를 거치는 법(률)과 노모스를 혼동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아감벤이 확히 지 한 바와 같이 여기에서 은 법과 노모스의 계라기

보다, 다만 슈미트는 직 성(무매개성)을 주장한 것이고 그에 반하여 횔덜린이 

보기에는 노모스가 매개성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라톤도 ｢고르기아스｣(484b), ｢ 로타고라스｣(337c), ｢법률｣(690b-c)에서 핀다

로스의 시문에 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핀다로스에게 주권을 구성하

는 폭력과 법은 서로 照應하는 계이다. 원래 법이라는 폭군은 본성에 반하는 

폭력을 행사한다고 한다. 반면 일응 모순되게 보일 수도 있으나 라톤 자신의 

이론 내에서는 법의 힘이 자연에 순응하며 비폭력 인 것이다. 법은 자연에 순

응하는 한 비폭력 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지혜로운 자가 지도함으

로써 가능하다고 한다. 라톤과 반 로, 칼리클 스처럼 노모스를 강자의 편

익에 복무하는 것이라고 보면, 노모스는 존재 내지 사실이 당  내지 법으로 

변형된 것이다. 슈미트도 주권자 노모스를 실정법보다 에 놓는다. 즉 주권자 

왕은 非常狀態(Ausnahmezustand)를 결정한다.83)

이 게 정의와 폭력을 手下로 지배하는 주권자 노모스는 유럽의 주지  

통의 開祖인 라톤에게는 극복해야할 험한 사유 다. 정의와 폭력은 이성법 

시기에 분리되어야 할 운명이었던 것이다.

(4) 아낭케와 비아의 관계

주 자 여신으로 通稱되는 헤카테Ἑκάτη 숭배의 모습을 살펴보면 표 인 

것이 열쇠의 행렬/운반(κλειδός πομπή / κλειδός ἀγωγή)인데, 헤카테 여신이 

승으로 통하는 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84) 헤카테 여신을 한 행진 

83) 칼 슈미트, 최재훈 옮김,  지의 노모스(민음사, 1995), 56면.

84) 바빌론 앗쉬리아에서는 신이 하늘로 가는 자물쇠를 연다고 한다. 그 열쇠는 컨  이슈타

르Ischtar나 샤마슈Šamaš에게 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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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에서 열쇠와 여신에게 헌정된 의상을 사람들이 돌려 갖는다. 행렬에서 열

쇠의 운반자는 체로 여성인데, 열쇠라는 상징은 운명 내지 正義와 련된 것

으로 여겨진다.85) 르메니데스도 정의를 인격화 하면서 “열쇠소지자 디 ”(κλ
ειδοῦχος Δίκη)라고 표 하며 다른 열쇠소지자 아낭 와 동일시한다. 아낭 는 

낮의 길과 밤의 길이 갈리는, 즉 태양이 지는 곳의 문을 지킨다고 한다.86) 

필연성과 불가피함을 표하여 어떻게 보면 정의에 반 되는 듯이 보이는 

아낭 는 자주 항을 용납지 않은 여신으로 묘사된다. 최 의 신들(πρωτόγον
οι) 에서 아낭 는 크로노스와 함께 우주를 창조한 것으로 해지고, 아낭

는 자연 자체이거나 자연을 창조한 자로 볼 수 있다. 아낭 의 무릎에서 돌고 

있는 물 가락은 우주의 조화로운 운행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87) 다른 모든 

신들이 합쳐서도 제우스를 당할 수 없지만, 제우스도 모이라이의 운명에 해

서는 어길 수가 없다는 말도 희랍인들 사이에 통상 들렸다. 아낭 는 그 정도 

강한 힘을 갖는 신으로 념화된 것이다.

엠페도클 스는 더 나아가 아낭 의 폭력성에 기하여 논변을 펼치고 있다.

엠페도클 스 단편

근엄한 아낭 의 법이 있다. 태고 부터 존재하는 신들의 원하고 확고한 규범이다. 

어떠한 다이몬(神靈)이라도 학살의 죄를 범하거나 하면 至福으로부터 放逐되어 필사의 

존재로 락하여 고난의 노정을 힘겹게 나아갈 것이다. 바다로 가게 하여 바다가 토해 낼 

85) 열쇠 상징은 성서에서 수에게 부착되고(요한계시록, 제3장 제7  :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

부름꾼에게 이 게 써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

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 하신다.”[새번역]), 사도에게 이

어졌으며, 결국－ 재에도 그러하듯이－사제와 련된다.

86) H. Diels, Parmenides, 1897, 117f. 탈 스 외, 김인곤 외 역, 소크라테스 이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아카넷, 2005), ‘08 르메니데스’ 참조. 그리고 'κλειδοῦχος' 일반에 한 설명은 Olga 

Palagia, Euphranor (Monumenta Graeca et Romana 제3권)(Brill, 1980), p.40 참조.

87) 라톤, 국가, X, 6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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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육지로 가게 하면 육지가 그를 뜨거운 태양으로 던져버릴 것이며, 태양은 다시 그

가 왔던 곳으로 되돌려 보냄으로써, 모든 이로부터 오․기피의 상이 된다.

철학자는 아낭 가 지배하는 사태의 엄 함과 형벌의 가혹함을 강조하고 있

을 뿐이고, 그의 입론에서 아낭 의 자연법  규범성은 찾기 힘들다. 아낭 에

게 윤리 인 성격이 희박할수록 폭력과 가까워지는 것은 어  보면 당연한 논

리일 수 있다. 그리하여 기능을 제 로 발휘할 수 없게 된 아낭 를 신할 요

소를 한 탐색이 시작되었다.

(5) 건강을 통한 돌파 가능성

오히려 운명을 거스를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의료․치료․치유의 신 아

스클 피오스(Ἀσκληπιός) 다.88) 신의 질서라는 에서 볼 때 그가 아  사

람들을 고쳐  때에 문제가 발생한다. 신의 의지에 따라 병질을 통하여 괴로워

해야 할 사람이 아스클 피오스의 치료로 그 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아스클 피오스가 죽은 이를 甦生하도록 할 정도가 되면 문제의 심각성이 극

에 달하게 된다. 즉 우주의 질서를 깨게 되고 그리하여 사람이 당한 운명을 뒤

집게 되는 것이다. 이 게 되면 건강(salus)이라는 것이 필연성의 원리를 넘어 

는 필연성에 반할 수도 있게 된다. 아낭 는 필연성 내지 불가피성을 표할 

뿐만 아니라, 강제 내지 강제력 즉 폭력 는 강요를 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게 폭력 이 되면 될수록 인간에게 가해를 하면 할수록 건강과 거리가 멀

어지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건강이 임계 에 도달한 어느 시 부터 구

원을 바라게 되고 그 구원은 치료의 형태를 취하여 ‘구원자’ 아스클 피오스로

부터 오게 된다.

반면에 비아가 디 와는 척 에 서 있었다. 즉 원래부터 정의를 한 디

88) 핀다로스, 퓌티아 찬가, 3, 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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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폭력이 세상에 만연하지 않도록 존재 의의를 가지기 때문이다. 아낭 가 디

와 동치되기보다는 오히려 비아와 행보를 맞추게 되면, 즉 필연과 폭력이 동

반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정의의 상태라고 볼 수 없고 不正義의 상태를 이루

게 되고, 정의로서의 건강은 다른 방식으로 찾아졌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신화에서는 아스클 피오스가 힙폴리토스를 죽은 자들 사이에서 살

려 神法을 반을 하는 바로 그 순간 제우스의 번개를 맞고 散華하게 된다. 다

만 신의 지 를 얻는다. 다른 버 에 의하면 아스클 피오스가 사람들을 죽지 

않게 하여 지옥에 오는 사람들이 없자 하데스가 이의를 제기하여 그를 죽일 것

을 제우스에게 부탁하 다고도 한다. 다만 치유의 신 아폴론은 이 소식에 분개

하여 보복으로 제우스의 번개를 만든 장인 퀴클롭스(Κύκλωψ)들을 죽인다.89) 

 제우스는 아스클 피오스를 신으로 만들고 퀴클롭스들을 살려내 화해를 시

도한다는 결론도 있다.90)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건강이 폭력  필연과 립한다는 

, 그리고 건강과 진정한 정의가 행보를 같이 한다는 을 알 수 있다. 건강이 

眞相을 깨우치면 필연의 불가역성을 타 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건강은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바를 넘어 작동함으로써 필연이 항상 필연이기에 능력부

족이고, 결국 아낭 도 자신의 자의 이고 나약한 성격을 드러내 보여  수밖

에 없다고 한다. 폭력으로서의 필연은 그야말로 假性이고 객 인 眞品으로

서의 필연은 건강일 뿐이다.

(6) 소결

법철학에서 법과 힘의 문제도 오래 부터 논의되어 온 주제이다.91) 힘이란 

89) 아폴로도루스Apollodorus, 신화집Bibliotheca 3, 10, § 4.

90) 휘기 스Hyginus, 신화집Fabulae 49 : “Aesculapius Apollinis filius Glauco Minois filio vitam reddidisse 

sive Hippolyto dicitur, quem Iuppiter ob id fulmine percussit. Apollo quod Iovi nocere non potuit, eos, qui 

fulmina fecerunt, id est Cyclopes, interfecit; quod ob factum Apollo datus est in servitutem Admeto regi 

Thessal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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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실의 사실세계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된다.92) 희

랍 신화에서 자주 언 되는 여신인 비아(=힘, 폭력)는 팔라스(Πάλλας)와 스튁

스(Στύξ)의 딸로서 제우스가 과업을 행할 시에 수반자로 활동하 고 티탄(Τιτά
ν) 족과의 싸움에서 제우스를 원조하 다고 한다. 그러한 강력한 힘을 바탕으

로 비아는 아낭 의 역에까지 손을 뻗쳐, 부작용으로 아낭 로 하여  건강

함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그러한 사태는 사람들이 최 에 신들을 가지고 싶어 

했던 목 으로부터 멀 감치 이탈하게 되는 결과를 래한다. 폭력 인 필연은 

다만 飮鴆止渴일뿐이게 되었다.

사실 종교  념 생성의 動因은 운명의 힘이 압도 이고 엄, 냉혹, 잔혹, 

무자비하여 인간에 하여 生死 奪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두려움이다. 그리

하여 인간의 마음에는 결국 군가가 자신들을 보호해 주기를 염원하게 된다. 

외부의 제어할 수 없는 힘과 직면하 을 때 그 공포를 완화시키고 나름 로 문

제의 해결을 하여 가장 크게 노력하는 것이 바로 位格化라는 기제이다. 내지 

희랍인들과 련하여 말하자면 신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强 하고 막 한 힘으로서의 신의 일반  념화 이 에 바로 자연이

라는 필연이 있고 그러한 면에서 제우스도 꼼짝하게 할 수 없었던 아낭 라는 

신의 지 가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필연도 건강할 수도 있고 불건강할 수도 

있다고 볼 때, 건강과 련된 논 을 밖에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건강이라

는 이 다음 시기로의 발 의 계기를 품고 있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4) 아낭  고찰의 결론

(1) 아낭케의 지위 약화

사람들이 법과 정의를 기본 으로 신의 법과 정의이고 그것에는 오류가 있

91) 심헌섭, 법철학I(법문사, 1989), 137면.

92) 심헌섭, 의 책, 13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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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없다고 념하는 경우, 윤리  성격이 탈각된 아낭 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희랍에서도 인간에 한 심이 폭발하여 실천  담론이 주류를 이루

고 규범성이 강조되자 아낭 는 더 이상 법의 토 가 될 수 없게 되었다.

신화시 의 정의는 어쩔 수 없이 신의 자의와 결합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인

간이 자신의 이익이 아닌 방향으로 사태가 진행될 때에 신들의 폭거로 보았다. 

다만 아낭 는 때로 신들의 자의를 억제하는 기제로도 활용되었다. 그리하여 

희랍에서 신들도 아낭 에게는 어쩔 수 없이 복종한다는 속담이 생기게 된 것

이다. 아낭 는 심지어 신들의 압제 하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로 향한 

돌 구를 마련해 주기도 하 다. 그러나 로메테우스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낭 도 체로 제우스의 의지를, 환언하여 신들의 자의 행사를 가능

하게 해 주는 신이었고, 그러한 한에서 부정  함의를 벗을 수 없었다. 그리하

여 시간이 흘러 희랍에서 소  ‘로고스에로의 환’이 도래하 을 때 법과 정

의에 한 논의에서도 아낭 의 입지는 그만큼 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성법 시기에 진입한 후 주목하여야 할  다른 개념이 ἐπιείκεια(형평)이

다. 아리스토텔 스는 심 (δικαστής)의 역할이란 디 에 따라 결하는 것

이라고 하면서, 재인(διαιτητής)은 형평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 다.93) 

엄격한 법규칙의 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  정의의 흠결 상태가 발생하

여 사태가 부당한 것이 명백한 것으로 밝 지는 경우, 형평이 부당성을 지양하

는 수단으로 등장하여야 한다고 하 다. 형평은 아낭 의 몰락과 동시에 그것

을 발 으로 형성되어 아낭 와는 극 에 있으며, 필연의 아낭 에 비되어 

非필연성을 토 로 가지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낭 는 로고스의 시 로 진입한 후에도 여 히 

常用되던 신화  알 고리 의 하나 다. 컨  라톤은 자신의 정의론을 

93) 니코마코스 윤리학, V 14; V 3, 1129b25. 유사한 意味域 때문에 에피에이 이아를 ‘형평’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어권에서 이에 한 번역어로 “equity”, “fairness”, “natural justice” 등이 쓰

이는 것도 같은 궤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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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는데 있어서도, 즉  존재의 질서를 지배하는 원리를 δικαιοσύνη(정의)

에서 찾으면서도, 인간과 국가의 δικαιοσύνη를 아낭 의 물 가락인 신 인 

세계질서에 연결시킨 바 있다.94)

(2) 디카이오쉬네 개념의 발전

신화시 의 자연 개념은 우리에게 익숙한 법칙성에 기반하는 재의 자연 

개념과는 달랐다. 즉 세상을 지배하는 질서가 필연(아낭 )이 되고 힘(크라토스)

이 되고 폭력(비아)이 되고 정의(디 )가 된다고는 한다. 필연, 힘, 폭력, 정의는 

모두 제우스가 가지는 現象(φάνης)의 총합이 보여주는 속성일 뿐이다. 즉 아직

까지는 정의 내지 법과 사실과의 사이에 경계가 缺해 있다는 에서 신화 인 

사유를 엿볼 수 있다.

디카이오쉬네(δικαιοσύνη, 디카이오쉬네[Δικαιοσύνη]로 신격화됨)는 일반

으로 義로움, 옳음, 정의 등을 의미하는데, 다만 디 보다는 훨씬 그 역사가 

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5세기가 되면서 법과 의무이행의 성품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등장한다. 기존의 법을 어 든 지켜야 한다는 의미이고 아리스토텔

스가 사용한 ‘δικαιοσύνη δικαστική’95)도 법  정의를 가리키며 맥락에 따

라서는 형평법이라 할 수 있는 에피에이 이아96)에 립하 다.

결국 이성법 시기에 진입하면서 디카이오쉬네라는 신개념이 발달이 필요하

고 디카이오쉬네는 실정법과 자연법의 틈을 인정하게 되는 공동체의－일정 

정도 타락한 는 최소한 사람들이 타락했다고 인정한－실태를 반증하는 것이

다. Ὀρθός λόγος(옳은 이성)에서 이제 더 이상 신들에게 사태와 그에 한 인

간의 응 행 의 正否 단을 일임할 수 없는 세태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법  정의나 형평이 모두 디카이오쉬네의 역에 속하는 은 부정할 수 없다. 

94) V. Pöschl, Römischer Staat und griechisches Staatsdenken bei Cicero (Darmstadt : Wissenschaftl. Buchgesellschaft, 

1962), S.111f.

95) 정치학, 1291a27.

96) 니코마코스 윤리학, 1137a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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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든 디카이오쉬네가 당시의 일반 윤리와 한 계를 맺고 있다는 

도 명백하다. 아리스토텔 스도 디카이오쉬네의 규범성 내지 윤리성을 다음과 

같이 언명하고 있다. 

ἔστι δὲ δικαιοσύνη μὲν ἀρετὴ δι᾽ ἣν τὰ αὑτῶν ἕκαστοι ἔχουσι, καὶ ὡς ὁ νόμος : ἀδι
κία δὲ δι᾽ ἣν τὰ ἀλλότρια, οὐχ ὡς ὁ νόμος. 정의란 그것을 통하여 법(노모스)에 따라 각

자가 자신의 것을 갖는 훌륭함이다. 반면에 불의란 법에 반하여 타인의 것을 갖는 것이

다.97)

－그 자신 神格이기도 했지만－디카이오쉬네 개념의 등장으로 脫神話的이

고 이성 인 법 악이 희랍에서 이미 달성되었다는 사실로써 자연법의 독립을 

제 로 경험하지 못한 다른 문명권들에 비하여 희랍은 일 감치 메타-법  사

유 는 형평 원칙을 발 시킬 수 있는 토양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에서도 언 된 바와 같이, 형평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상  법

과 실  법의 괴리를 메우려는 노력에서 발 하는 것이라는 을 상기하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Ⅳ. 補論－로마에서의 필연

일반 으로 신화  사유와는 달리 로고스라는 정신 활동이 주류가 되는 시

기가 도래하 다. 기원  6세기의 헤라클 이토스는 변화를 우주 변화의 근본 

법칙으로 로고스를 들고 있고, 제논 이래 스토아는 로고스를 모든 실재에 침투

하여 활동한다고 보았다.98) 로고스란 한 마디로 자연계rerum natura가 존재하고 

97) 아리스토텔 스, 수사학, I, 9.7.

http://www.kennydominican.joyeurs.com/GreekClassics/AristotleRhetori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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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게 되는 이성  원리이다. 소  ‘軸의 시 ’99)를 지나면서 신화  사유

가 극복되었다고 한다. 요한 것은 인간들만이 정신을 차리고 이성 인 사유

를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신들도 함께 이성의 세계로 진입하 다는 이다. 희

랍에서건 로마에서건 신들의 인 자의가 이성이라는 원리로 통제되기 시

작했다는 의미는, 이제 규범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규범사로서의 진정한 

법제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 법사상－키 로

로마인들에게는 아낭  여신과 같은 기능을 하는 여신 ‘necessitas’가 있었다. 

네켓시타스는 로마에서 운명의 확정  구속력을 상징하는 놋쇠못으로100) 운명

을 고정한다.101) 그러나 본질 으로 실무법학이라는 성격을 가지는 로마의 법

학은 신화에 을 돌릴 겨를은 갖지 못했다. 법학의 역 외에서도 법에 한 

사상가들의 사유는 이성법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신화에 멀 감치 거리를 두고 

있었다. 표 인 법사상가로 키 로를 들 수 있겠는데, 그의 입장 한 자연법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스토아의 윤리학에서 최고의 선(summum bonum)은 덕

(virtus)이고 품덕(honestum)이고 옳은 이성(recta ratio)이고 복(beatitudo)이다. 4추덕 

 용기(virtus=ἀνδρεία), 사려(prudentia = φρόνησις), 정의(iustitia = δικαιοσύν
η)는 나머지 덕인 이성(ratio = λόγος)이 응용된 라 할 수 있다. 감정을 포함

하여 감정으로부터 생하는 쾌락 내지 불쾌 모두를 극복할 수 있는 방도가 바

98) 세계정신이 强度, 純度에서는 상호 다르기는 하지만 질료의 보편 혼으로서 침투하여 있

다고 본다(Friedrich Überweg, Grundriß der Geschichte der Philosophie, 1. Teil : Die Philosophie des Aristoteles, 

12. Aufl. hrsg. v. K. Prächter (Berlin : E.S. Mittler und Sohn, 1926), S.419.

99) Karl Jaspers의 작 ｢Vom Ursprung und Ziel der Geschichte, München, 1949｣에서 유래하는 개념이다.

100) Horatius, Carmina.i. 35 Carm., 17.

101) William Smith, A Smaller Classical Dictionary of Biography, Mythology and Geography : abridged from the larger 

dictionary, with illustrations (New York : Harper, 1889), p.267, s.v. ‘necessi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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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옳은 이성이다. 즉 복을 달성하는데 있어 옳은 이성은 필수불가결이다. 여기

에서 이성에 따라 산다는 말은 자연에 따라 산다는 의미이다. 자연은 다시 운

명(fatum)이라 할 수 있고 운명에 따라 사는 것이 스토아 인 좋은 삶임은 세네

카도 이미 강조한 바 있다.102) 이때의 자연 내지 운명은 다시  아낭 를 상기

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낭 는 外因性의 非주체  결정 메카니즘인데 반

하여, 스토아 내지 키 로의 운명은 내 인 본성에 따르는 실존 인 결단에 달

려 있는 것이다. 인간의 입장에서 아낭 의 필연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만, 이성에 기반한 스토아의 운명(자연)은 인간이 객 에 참여함으로써 공동결

정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옳은 이성이 신 이고 객 인 법으로서 키 로의 국가론에

도 등장한다. 키 로는 스토아  라일리우스의 입을 빌어 옳은 이성이란 유일

하고, 원하고, 불변이고, 사람이라면 어떠한 민족, 어떠한 시기를 가리지 않

고 모든 이에게 부어져 있는 것(“diffusa in omnis”)이라고 하 다. 명하기도 하

기도 하는 이 법의 제정자(inventor)는 바로 신이다.103) 법률론에서도 키 로는 

‘recta ratio summi Iovis’라고 불리는 법은 신의 정신과 동시에 발생하 으며 신

과 인간을 결합시킨다고 하 다.104)

키 로, 국가론 3,33

Est quidem vera lex recta ratio naturae congruens, diffusa in omnes, constans, sempiterna, quae 

vocet ad officium iubendo, vetando a fraude deterreat; quae tamen neque probos frustra iubet aut 

vetat nec improbos iubendo aut vetando movet. Huic legi nec obrogari fas est neque derogari ex hac 

aliquid licet neque tota abrogari potest, nec vero aut per senatum aut per populum solvi hac lege 

possumus, neque est quaerendus explanator aut interpres eius alius, nec erit alia lex Romae, alia 

102) 본 논문 제목 아래 클 안테스의 생각과 세네카의 로마  변용인 두 인용구 참조.

103) 국가론 3,22,33.

104) 법률론 1,7,23; 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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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enis, alia nunc, alia posthac, sed et omnes gentes et omni tempore una lex et sempiterna et 

immutabilis continebit, unusque erit communis quasi magister et imperator omnium deus, ille legis 

huius inventor, disceptator, lator; cui qui non parebit, ipse se fugiet ac naturam hominis aspernatus 

hoc ipso luet maximas poenas, etiamsi cetera supplicia, quae putantur, effugerit.

참된 법이란 바로 자연과 일치하고,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고, 항상 이며, 구한 옳은 

이성입니다. 의무는 행하라고 명하면서 부르는 것이고 속임수는 하면서 하지 않도록 하

는 것이며, 그 지만 성실한 자에게는 이유 없이 명하거나 지하지 않고 불성실한 자에

게는 명하거나 하면서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이법은 수정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어

떠한 완화도 가해질 수 없고 더욱이 부 폐지될 수는 없고 사실상 원로원이나 인민을 통

해서도 이법의 용에서 우리가 면제받을 수도 없습니다. 한 법의 설명자요 해석자로서 

섹스투스 아일리우스를 찾아서는 안 되고 로마와 아테네에서 각각 다른 것이 아니며 지

도 앞으로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모든 시기에 하나의 구 이고 불변

인 법이 통제할 것이며 이는 유일하고 보편 이어서 만인의 스승이요 사령 인 신과 

같습니다. 신이야말로 이 법의 발명자요 고안자요 제안자입니다. 여기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소멸하고 인간의 본성을 경멸한 자는 바로 그 자체에 의하여 비록 가해지는 

기타의 처벌을 모면한다 할지라도 그 가를 가장 큰 벌로 치릅니다.105)

105) 같은 취지의 많은 개소들을 찾아 볼 수 있다. 키 로, 법률론 I, 6-18 : Lex est ratio summa, 

insita in natura, quae iubet ea, quae facienda sunt, prohibetque contraria. Eadem ratio, cum est in hominis 

mente confirmata et confecta, lex est. 법률이란 자연에 새겨진 채 되어져야 할 것들은 命하고 반

의 것들은 禁하는 최고의 이성이다. 그 이성이 인간의 정신에 확고하고 완성된 때에 바로 

법률이다; 키 로, 법률론 I, 6-19 : Constituendi vero iuris ab illa summa lege capiamus exordium, 

quae saeclis communis omnibus, ante nata est quam scripta lex ulla aut quam omnino civitas constituta. 법 

제정의 시작을 겁의 시간 에 어떠한 법률이 성문화되기도 에 그리고 어떠한 국가도 

건립되기 에 탄생한 그 최고의 법률에서 우리가 취하자; 키 로, 법률론 I, 15-42 : Est 

enim unum ius, quo devincta est hominum societas et quod lex constituit una, quae lex est recta ratio 

imperandi atque prohibendi. Quam qui ignorat, is est iniustus, sive est illa scripta uspiam sive nusquam. 즉 

인간의 사회가 그에 구속되고 유일한 법률이 제정한 유일한 법이 있다. 이 법률이란 바로 

명하고 하는 옳은 이성이다. 그 법률을 모르는 자는 그 법률이 어딘가에 쓰 거나 그 지 

않거나 불문하고 不正한 것이다. 본문의 텍스트를 포함하여 모든 텍스트의 번역은 김창성

의 ｢국가론｣ 번역(한길사, 2009)과 성염의 ｢법률론｣(한길사, 2007) 번역에 필자가 약간의 수정

을 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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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규범과 사실이 혼화․일치되어 있던, 그리하여 필연성이라는 요소가 

사람들의 규범의식에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었던 古희랍 시기의 아낭 에서 

보이는 원시  자연법 사고와는 확연히 다른 근  감각의 자연법 사고를 키

로의 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로마법

로마에서 정의의 인격화된 형태는 유스티티아이다.106) 유스티티아는 테미스

와는 다르고 디 처럼 人法을 담당한다. 로마에서는 일견 正義의 토 로서 

컨  필연 내지 운명fatum을 언 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낭  

정도는 아니지만 로마법에서 법에 한 사실의 강제  침입이 이루어지는 몇

몇 장면들을 소묘하는데 그치겠다.

로마법 개념  하나인 ‘necessitas’ 는 ‘necessitudo’는 재 우리 법률용어  

‘강제’, ‘강요’, ‘窮迫’ 등에 해당한다. 법률행 를 수행하는 사람이 행사하는 자

유의사(libera voluntas)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로마법 사료에서 ‘ex 

necessitate’나 ‘necessitate cogente’는 ‘강제에 의하여’의 의미이고, 자유의사를 가

지고 행 할 수 있는 경우에는 ‘nulla necessitate cogente’로 표 된다. 그런데 로

마법의 규칙  하나인 ‘coactus volui’(나는 강제되었으나 의욕했다)를 살펴보면, 

강제란 아낭  등이 표하는 필연보다는 약한 것으로 극복의 가능성을 제

하는 개념으로 보인다. 즉 비록 만약 자유로웠다면 하지 않았을 것을 강박에 

의하여 하 다 하더라도 그 행 의 법  효과를 부정하지 않는다.  어떤 이

로 하여  계약 체결, 의무 부담 는 지 을 하도록 사용한 강박(metus)은 강박

106) 후에 유스티티아는 울과 칼 그리고 가리개를 附帶的인 상징으로 가지게 된다. 때로 한 

손에는 司法的 권 를 나타내는 權束桿fasces을, 다른 손에는 진실을 나타내는 횃불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다. “Legal Symbols of the Anglo-American Legal Tradition,” 11 The Guide to American 

Law : Everyone's Legal Encyclopedia, Appendix D, 688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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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권(actio quod metus causa)으로 제재되었다.  강박 하에서 체결된 계약의 이

행을 소구당한다면 강박의 항변(exceptio metus)으로 물리칠 수 있었다. 일정한 

사정 하에서는 원상회복도 인정되었다. 강박이란 “ 재 는 장래의 해에 기

한 심리  危懼”(D.4.2.1)이지만 모든 종류의 공포가 아니라 “ 한 해악에 

한 두려움”(D.4.2.5)으로 정의된다. 그리하여 근거 없는 공포(timor vanus 헛된 공

포, metus vani hominis 虛構人에 의한 강박)는 고려되지 않았다(D.4.2; C.2.19). 반

로 ‘자발 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라는 의미의 ‘sponte’는 법, 합의, 정무

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거나 는 불가피하게(“necessario”, “necessitate cogente”) 

어떠한 것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아닐 때 사용된다.

로마법학에서 事變(casus)은 私法的 책임 여부를 논할 때 책임의 감면사유로 

등장하는데(“casus a nullo praestantur” : Ulp.D.50.17.23), 사변  한 사변을 

불가항력(vis maior)이라 한다. 재 형법 도그마틱에서  폭력의 경우에는 

피강요자의 행 자체가 부정되는데 반하여, 강제  폭력의 경우에는 기 가능

성만이 부정된다고 하는데,107) 같은 맥락에서 로마의 불가항력 개념도 면책 사

유로 기능하 다. “인간의 취약함”(humana infirmitas) 때문에 측되거나 피할 

수 없는 사변으로서, 지진(terrae motus), 水勢(=범람, vis fluminis), 폭풍(tempestas), 

의 來襲, 단순한 도가 아닌 격퇴될 수 없는 강도들이나 해 들의 침략 등

이 이에 해당한다. 컨  騷擾(tumultus)는 국가에 항한 민 의 폭력 인 실

력행사이다. 계약상 채무에 하여 소요기간 동안 일정 사유로 인한 채무의 이

행불능은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마지막으로 人法에 비되는 神法이라고 할 수 있는 ‘fas’는 사람에 의해 제

정된 법(ius)과는 달리 신  기원의 도덕법을 가리킨다. 이 두 용어는 ‘ius fasque’

라는 문구에서 결합되어 쓰인다. fas는 신이 허락하는 것이라면, nefas는 신이 

지하는 것이다. 최 의의 fas는 법이나 습에 의하여 허락된 바이다. 신  기원

107) 이재상, 형법총론(박 사, 2003), 3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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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때 로마라면 necessitas가 포함되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fas는 1차 으

로 허가, 허락, 寬免의 의미이므로 자유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취지를 가지므로 

소극 인 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반하여 necessitas는 인간의 행

행태를－인간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일정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극 이라고 할 수 있다.108) 

3. 소결

로마에서는 확연하게 주  도덕의 세계에서 객  도덕의 세계로 진입하

다. 인간의 측면에서는 주인도덕이 노 도덕을 체하 다고도 말할 수 있

다. 필연(아낭 )은 신화시기에 객  정의의 최소한의 내지 최후의 담보라 할 

수 있기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 지만, 그 필요가 사라지자 아낭 의 담보기능

도 약화된 것이다. 이성에 기반한 법과 정의의 념은 희랍에서 시작하여 로마

에 오면서 더욱 확고하게 되어 로마법에서 필연성 내지 사실의 구속성이라는 

념은 컨  면책 ․소극  기능을 담당했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정의의 토 로서의 아낭

1. 신화시  아낭 의 특성

컨  성서에서도 알 수 있는바 히 리인들은 신을 可視的인 무엇인가로 

형상화하는 것을 터부화하 지만,109) 신인동형론 인 인식이 강했던 희랍에서

108) 물론 fas에도 극 인 면이 있고, necessitas에도 소극 인 면이 있다. 미법에서 necessity론

이 형사법에서 정당화 내지 면책을 한 논의에 원용되는 것을 로 들 수 있다. 



50 0    法史學硏究 第46號

는 인간을 하게 보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반 로 신을 인간의 수 으로 끌

어내린 면도 강하다. 신 이 의 신이자 신과 인간이 모두 따라야 하는 힘 내지 

질서로서의 아낭 의 존재는 신의 성을 제한다면 어려운 세계 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아낭 는 올륌포스신 이 의 창기신에 속하며110) 

호메로스의 詩文에서도 제우스가 필연 인 운명을 이끄는 주도  역할을 맡고

는 있지만 아낭 나 모이라들의 력 내지 통제를 받는다. 

보편  질서의 수호자는 다수의 다른 문명권에서도 찰되는바, 컨  이

집트의 마트(Maat) 여신도 희랍에서도 이러한 힘 내지 질서가 기에는 물론 도

덕성은 가미되지 않았고 다만 필연성을 의미하 다. 희랍 문헌에서도 아낭 가 

기에는 도덕  성격을 취하지는 않았다. 호메로스는 아낭 가 가지는 語義를 

달하기 해서는 아낭 가 아니라 모이라를 사용하 다. 아낭 는 다만 자연

 보편 질서 다. 소포클 스(Σοφοκλής)도 신들이 인간들의 운명 주재자인 

것을 언 한다.111) 컨  “ἀναγκαία τύχη”112)라는 구 로써 아낭 와 튀 의 

동질성을 환기시킨다. 에우리피데스도 사람의 생을 불운과 행운, 불행과 행복

이 갈마드는 것으로 보았는데, 자신의 작품 ｢아울리스의 이피게니아｣에서는 모

이라와 튀 는 同置되어 등장한다.113) 핀다로스는 운명은 신들로부터 유래하

고 구라도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보았다. 모이라이와 구원자 튀 를 언

한다. 결국 그 유명한 아낭  찬가를 부르며 법과 폭력의 결합을 주장한다. 

다만 아이스퀼로스에서는 약간 다른 시각에서 아낭 가 등장하는데, 그의 작품 

｢결박된 로메테우스｣에서는 로메테우스가 제우스도 운명의 여신들과 분노

109) 탈출기 20.4 : 희는 희가 섬기려고 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 한다 (새번역).

110) 알크만, Greek Lyric II : Anacreon, Anacreontea, Choral Lyric from Olympis to Alcman (Loeb Classical 

Library 143) transl. David A. Campbell, Harvard University Press, 1988.

111) 안티고네Ἀντιγόνη, V 1158.

112) 엘 트라Ἠλέκτρα, 48 : “τέθνηκ᾽ Ὀρέστης ἐξ ἀναγκαίας τύχης”. ‘아낭카이아 튀 ’는 ‘아낭

’의 패러 이즈된 동의어일 뿐이다. 

113) 에우리피데스, 아울리스의 이피게니아, V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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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신들에 의한 필연 인 것은 바꿀 수 없다고 비난하는 장면이 나온다. 즉 

신의 의지와－같은 신임에도 불구하고－아낭 의 의지가 분열되고 있다. 

역사 기술 에도 아낭  신이 원용된 개소를 찾을 수 있다. 한 때 아테나이

의 名  테미스토클 스가 안드로스 시민들에게 자신들이 한 두 신 설득

의 신 페이토(Πειθώ)와 아낭 의 조력을 받아 원조하러 왔으므로 안드로스 인

들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을 요구하자, 안드로스인들은 아테나이 인

들은 풍요로운 땅에서 여러 유익한 신들의 가호를 받고 있지만, 자신들은 경작

지도 없고 자신들 곁에 원히 거주하려는 신이란 빈곤의 여신 페니아(Πενία)

와 무력함의 여신 아메카니아(Ἀμηχανία)만이 있다고 하 다. 아테나이 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 신들보다는, 즉 자신들의 무력함보다는 강할 수 없다는 

논거로  지 을 거부하 다. 이 사건에서는 아낭 나 폭력이 상  권력자

에 의한 강제의 맥락에서 강제를 강화하기 하여 원용된 논거의 하나 다. 여

기에서도 필연의 논리가 빈곤의 논리에 배척되면서 결론은 좀 기이하다. 다만 

原사료인 헤로도토스의 작 ｢역사｣에서는 “…ὡς ἥκοιεν Ἀθηναῖοι περὶ ἑωυτ
οὺς ἔχοντες δύο θεοὺς μεγάλους, πειθώ τε καὶ ἀναγκαίην…”114)의 문구에서 

아테나이인들을 원조하는 한 두 신으로 설득의 여신과 아낭 를 들고 있

는데,115) 같은 故事를 보고하고 있는 루타르코스의 작에 보면, “δύο γὰρ ἥ
κειν ἔφη θεοὺς κομίζων, Πειθὼ καὶ Βίαν”116)에서 그 두 신  페이토는 그

로인데 다른 한 신은 아낭 에서 비아로 바 어 있다.117) 즉 아낭 가 비아와 

동일시되고 있다.

체로 윤리성을 가지지 못하던 아낭 는 사물의 이치라는 측면에서 일정 

114) 역사 8, 111, 1.

115) 헤로도토스, 박 순 옮김, 역사(범우사, 1995), 350면 : “아테네인은 ‘설득’과 ‘강제’라는 두 

신(大神)을 받들어 왔으니”

116) 루타르코스, 비교열 , 21,1.

117) 루타르크 지음, 이성규 옮김,  웅  집( 지성사, 2000)에서는 두 신을 ‘설득’과 

‘힘’으로 보았는데, 물론 두 번째 신인 비아의 상징개념은 힘이라기보다 폭력이 더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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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변에 논거를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필연성을 상징하는 아낭 는 부

분의 경우 모든 신과 인간보다 우월한 선택권 내지 결정권을 갖기는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다른 더 특수하고 외 인 사유 때문에 철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아낭 가 괴자나 응징자의 성격을 드러내는 경우 더

욱 그러했다. 사물의 이치로서의 아낭 는 그리하여 정의의 토 로 삼기가 

부족했다. 

2. Coincidentia oppositorum

본 논고의 첫 화두는 희랍인들이 과연 법을 필연에서－최소한 신화 수 에

서－찾았을까 이었다. 법학을 당 를 다루는 규범에 한 이론의 체계로 본다

면, 법을 사실 내지 자연에서의 보편타당한 계로 나타내는 자연법론은 본성

상 충돌할 수밖에 없다. 낙하법칙이나 인과율을 로 들 수 있겠다. 자연법을 

컨  자연과학  법칙으로 보아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은 필연 으로 

그 게 되도록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유의 이념은 개입해 들어오기가 쉽

지 않다. 자연은 자칫 기계론  자연으로 락하기 쉽다. 

물론 이 게 자연에서 특히 필연성에서 내지는 운명에서 법규범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생각은 오래된 것이다.118) 즉 일반 인 철학사 기술에서 자연(필

연성)에 그러한 법  성격을 찾는 것은 헤라클 이토스의 만물유 론과 그에 

한 토 로서의 로고스부터 찾을 수 있고, 최소한 희랍의 사상에서 낯선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논의는 솔론 이래 자연철학자들의 논의이다. 그리하여 필

자는 뮈토스의 시 에는 어떠했을까를 살펴보려 하 다. 서양 고 의 시 구분

에서 신 인 모든 것들이 이 지상에서 물러난다는 鐵의 시 119)는 가장 비참하

118) S.v. “Recht, Gerechtigkeit”(Fritz Loos & Hans-Ludwig Schreiber),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 

Historisches Lexikon zur politisch-sozialen Sprache in Deutschland, Bd. V, S.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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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타락한 시 이고, 이 시 가 종언을 고하면 황 시 가 다시 재탄생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역사  순환론을 엿볼 수 있다. 컨  헤시오도스는 ｢노동

과 나날｣에서 사라진 신 인 것의 로서 ‘정당한 응보’를 의미하는 νέμεσις와 

‘염치’를 의미하는 αἰδὼς를 들고 있다.120) 정당한 응보를 믿을 수 있었던 시  

그것이 기 희랍에 합한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신화시 가 극복

되면서 이성  정의가 주류를 차지하면서 괴자 내지 응징자로서의 정의는 

한 걸음 뒤로 물러가게 된다.

희랍에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신의 뜻이 그것이 비록 恣意일지언정 

필연이고 그것이 법이고 정의 다고 할 수 있다. 법은 사람이 정하는 그 무언

가가 아니라 신이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과 정의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디 던 것이고, 디 는 그리하여 기본 으로 제우스의 권력 하에 머물러야 

했다. 그러나 제우스의 폭군  성격은 여기 기 드러났고 법과 정의의 주재자

로서 그의 역할이 도 받게 되는 계기들이 있었다. 신은 불멸의 존재일 뿐 사

람과 별로 다를 바 없다는 인식으로는 이 세상의 정의를 담보할 수 없었던 것

이다. 인간의 시각에서 정의를 확보하기 해서는 자유의 념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신의 의지에 억 려 있는 한 진정한 정의가 찾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

하기 시작하 다. 제우스와 여타 신들의 의지가 자의이자 정의라는 이름을 가

지더라도 그것보다는 인간의 이 들어간, 즉 자유로운 행 의 선택 주체로

서의 인간이 제되어야만 근  정의가 가능하게 된다. 에는 신의 자의

에 한 인간의 보호수단으로서 필연성(아낭 )이 필요했던 것이다. 아낭 는 

신과 인간이 모두 따라야 했기 때문에 올륌포스 신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始原

的 신의 자격을 가져야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도 자의로 뒤집을 수 없는 엄

119) 희랍인과 로마인의 사고에서 시 를 , 은, 동, 철의 넷이나 웅시 를 넣어 다섯으로 나

는 것이 일반 이었다.

120) 헤시오도스, 노동과 나날, 174~201. 헤시오도스 뿐만 아니라 다른 시인들도 유사한 견해

를 표명한다. 아라토스,  이노메나Phainomena, 96 이하, 오비디우스, 변신Metamorphoses, 

14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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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연성이 법과 정의로서 기능할 수 있었다. 아낭 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달리 될 수 없음’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낭 의 운명 인 힘은 쉬

이 폭력(비아)과 어우러질 가능성이 있다. 아낭 는 신들을 거스르는 것을 허용

하려고 존재하는 개념은 아니었고 오히려 신들의 의지 실 을 조력하는 입장

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로메테우스의 생각은 제우스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당시의 정의에는 반하 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정의의 새로운 차원의 

장을 열 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공로가 크다. 새로운 시 의 정의는 이제 

자유 내지 신이 아닌 인간의 재량이 주도권을 잡게 되기 때문이다. 폭력  필

연은 사람이 갈 방향을 보여주고 진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진정한 자유로운 

진은 아닐 것이다. 이 때 자유는 건강과 결합되고 건강하지 못한 폭력과 이

별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스클 피오스는 단지 육체  건강만을 의미한다기보

다는 아낭 의 구속을 깰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 해방을 가능  한다. 아스

클 피오스가 신들에 항하고 결국에는 자신이 신으로 된 所以이다.

그 이후부터는 정의 념 발 의 역사가 곧 이 방향을 취하 다. 즉 로메

테우스나 아스클 피오스의 신에 한 항은 고  희랍의 정의 념 발 의 

두 큰 매듭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본다. 이제 공은 사람으로 넘어왔다. 

으로 따라야 할 신의 의지로서의 정의가 수되지 않아도 되는 시 가 온다. 

그것이 이미 희랍에서 자연철학자들에게서도 보이는 경향이지만 가장 꽃피게 

된 것은 물론 소피스트 이래 인간 철학의 시 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이성에 

기 어 그들의 단력을 믿음으로써 정의가 실 될 수 있는 시 인 것이다. 소

피스트들의 자유로운 사유의 개는 희랍 사상 발 의 새로운 단계이다. 그

지만 양 극단은 언제나 심을 찾게 마련인 것처럼 소피스트들에 의해 무나 

상 주의  극단성을 띠게 된 인간 , 윤리 , 정의 이 그 후 立 을 만나게 

되면서 인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 인 개념

이 ‘옳은 이성’일 것이다. 이러한 옳은 이성은 자유 의지를 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개념이다. 반면 필연성은 이제 규범의 세계 반을 극 으로 지배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정당화․면책사유로서의 감면․ 외사유를 인정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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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阻却’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소극 인 역할만으로 그 기능이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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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nke und Dike : Die Stellung der Göttin der 

Notwendigkeit in der griechischen Mythologie

Seong, Dschungmo Ivo*

121)

Eine gerechte Konfliktlösung als die höchste und fundamentalste Funktion aller 

Rechtssysteme erschöpft sich in den meisten Fällen in der intensiven Subsumption des 

Sachverhalts unter das Recht. Bei diesem Prozess stellt sich aber wiederholt die Frage, 

inwieweit die Begebenheiten der Welt in Rahmen der juristischen Faktenverarbeitung in 

das forum iuris aufgenommen werden könnten. In der vorliegenden Untersuchung hat der 

Verfasser versucht, mit Hilfe von vorgeschichtlichen Erlebnissen der Menschheit diese 

gerade aufgestellte Frage zu beantworten. Seiner Einstellung liegt dabei zugrunde, dass 

das sog. mythos-Denken der antiken Kulturen die vernunftsmässige Handhabung der 

herauszufordernden Problematik darstellt.

In der Antike wurde die Beziehung zwischen Tatsache und Norm im Recht noch 

ganz anders verstanden als heute. Die Griechen hatten z.B. die Göttin der 

Notwendigkeit (Ananke) und ein naturphilosophischer Begriff entsprang aus dieser sehr 

früh personifizierten Göttin. Dabei betrachteten sie die Göttin auch als Teil des Rechts. 

Sie galt demnach als eine Vorlage für weitere Entwicklungen des Naturgesetzbegriffs. 

Mit der Zeit setzte sich so die Anschauung durch, dass wider die Ananke und damit 

wider die faktische Notwendigkeit, kein Recht bzw. keine Gerechtigkeit bestehen kann. 

 * Institut für Biomedizinrecht, Ehwa Frauenuniversitä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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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Göttin der Notwendigkeit wollte sich jedoch nur zu gern der Unterdrückung 

anschliessen. Sie widersetzte sich auch oft dem Heilungsbefehl der Göttin der 

Gerechtigkeit (Dike) für verletzte Menschenseelen.

In der griechischen Mythologie trat Ananke sogar vereint mit der Göttin der Gewalt 

(Bia) auf. Dike musste sich daher von der Ananke frühzeitig verabschieden. Folgerichtig 

wurde die Gerechtigkeit in dem nachfolgenden neuen Zeitabschnitt in Griechenland 

hauptsächlich auf dem logos begründet. Dem logos lag wiederum die Gesundheit, für die 

Äskulap steht, zugrunde. Die Gerechtigkeit der Gewalt, die als unheimliches Schicksal 

die Menschen abschreckte, wurde von der heilenden und tröstenden Gerechtigkeit 

überwunden und schlussendlich durch diese ersetzt.

[Key Words] Mythologie, Ananke, Dike, Bia, Salus, Gerechtigkeit, Gewalt, 

Notwendig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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