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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농주의는 18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등장한 개혁적 경제사상이다.

통상, 루이 14세 사후 프랑스에서 전개된 다양한 형태의 개혁사상을

계몽사상이라고 통칭하는데, 중농주의는 경제 분야에서 등장한 개혁

사상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농주의는 단순히 계몽사

상의 한 부분으로만 한정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당대인들이 중농

주의를 여느 계몽사상과 구분하여 생각했고, 심지어는 그것에 반하

거나 적대적인 사상으로 간주하기도 했다. 결국 중농주의는 그것이

등장할 때의 목적과는 별개로 계몽사상의 본류로부터 이탈하여 갑

작스레 소멸하는 운명을 겪게 되었다. 본 논문은 무엇 때문에 중농

주의가 이처럼 독특한 역사적 경로를 밟게 되었으며, 그러한 중농주

의의 역사가 프랑스사에 남긴 자취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중농주의를 농업중심주의

의 한 변주로 파악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든 어쨌든 농업

이 중요하다는 사상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러한 ‘편견’은 이미 당대

에도 강고했다. 물론 중농주의 경제 이론 자체에 이러한 ‘편견’을 조

장할만한 근거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순생산은 오직 농업에서

만 가능하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중농주의는 농업중심

주의로 환원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 중농주의를 제대로 이

해하기 위해서는 중농주의자들이 생산한 문헌들에 대한 훈고학적

독해만으로는 부족하며, 중농주의가 형성되고 소비되며 논쟁되었던

역사적 맥락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역사적 맥락을 통해 중농주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중농주의에 접근하였다. 첫째, 중농주

의를 케네의 경제사상과 동일시하지 않고, 케네, 튀르고, 미라보가

상호작용하여 만들어낸 복합적인 구성물이라는 관점이다. 이 세 사

람은 지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나 구체제 프랑스의 맥락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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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매우 이질적인 유형의 인물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중농주의라는 단일한 범주로 묶일 수 있었다는 것은, 역으로 중농주

의에 이들을 연결시켜줄만한 기존의 사상의 맥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핵심적 이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 핵심적 이념을 찾기 위해 두 번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중농주의를 중농주의에 반대하는 사상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접

근하는 것이다. 이른바 반중농주의 논쟁이 ‘밀가루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반중농주의자들은 곡가 상승으로 인한

식량 폭동이 당시 재무총감이었던 튀르고의 중농주의 정책과 연관

된 것이 아니냐고 공격하였다. 즉, 튀르고의 곡물거래자유화 정책이

몇몇 곡물 상인들과 대지주들에게 유리한 시장 상황을 조성하여 인

위적인 곡가 상승을 낳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튀르고 등의 중농

주의자들은 곡물거래자유화가 곡가 상승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정

부가 곡물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오던 관행이야말로 곡물 유통

질서에 왜곡을 낳아 곡가 상승을 불러오는 주범이라고 반박하였다.

표면상으로는 시장의 자율성을 어느 선까지 보장해야 하느냐를

둘러싼 논쟁으로 보이지만, 반중농주의자들이 중농주의를 공격하는

진짜 핵심 논거는 중농주의가 경제를 독자적인 체계를 갖는 독립된

영역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정치가 경제의 영역에 개

입하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중농주의의 반정치성을 공격하였던 것이

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반중농주의 논쟁은 독자적 영역으로서의 경

제를 본격적으로 공론의 장에 각인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곡

물거래자유화를 비롯한 튀르고의 개혁정책은 당장에는 실패로 돌아

갔지만, 훗날 프랑스혁명의 개혁 의제로 되살아났고 결국 관철되었

다. 요컨대 중농주의는 ‘농업 중심주의’가 아니라 ‘경제주의’를 본질

로 하는 새로운 경제사상이었으며, 이를 둘러싼 논쟁은 프랑스의 역

사에서 경제가 ‘탄생’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주요어: 중농주의, 경제, 케네, 튀르고, 미라보, 밀가루전쟁, 순생산

학번: 2006-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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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중농주의란 무엇인가?

본 논문은 1756년부터 1776년까지 ‘공식적으로’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 프랑스 중농주의(重農主義, Physiocratie) 경제학파를 다룬다.

당대인들은 중농학파를 “économistes”라고 불렀는데, 용어상으로만

볼 때 “경제학자”라는 단어는 이때 처음 등장하였다. 그러나 당대인

들은 이 말을 새로운 학문 영역을 다루는 전문가라는 의미보다는

다분히 경멸의 의미를 담아 사용하였고 우리말로 옮기면 “경제학자”

보다는 “경제주의자”에 가까웠다. 매사를 경제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농주의자들은 그 호칭에 걸맞게 최초의 경제학

자들이었을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근대 경제학의 창시자로 인정받

고 있는 스미스(Adam Smith)의 전사(前史)에 불과했을까? 사실 경

제학사에서 중농주의에 대한 평가는 스미스, 마르크스(Karl Marx),

슘페터(Joseph Schumpeter),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등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리 후하지 않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중농주의는 어느 경제학자에 의해서도 그 학파의 이론이 온전히 그

리고 체계적으로 계승되지 않았다. 따라서 중농주의를 근대 경제학

의 시조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본 논문은 중농주의가 하나의 역사적 분기점을 형성할 만큼

경제학사 일반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

이다. 이를 위해 크게 다음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다. 첫째, 과연 중농주의는 제대로 이해되고 있는가? 중농주의에서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부차적인 것인가? 둘째, 중농주의와 중농주

의를 둘러싸고 발생한 격렬한 논쟁의 역사적 맥락은 어떻게 평가해

야 하는가?

먼저, 중농주의에 대한 이해의 문제는 “중농(重農)”이라는 용어 자

체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은 ‘농업을 중시한다’는 뜻이고 따라서 ‘중

농주의’는 ‘농업을 중시하는 가치, 태도, 학설, 이데올로기 등’으로 정

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농주의는 보통명사인가, 아니면 고유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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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경제사상을 지칭하는 번역어로 사용하

면 고유명사인 것이고, 부의 원천을 토지로 보고 농업이 모든 산업

의 근간이라고 주장하는 견해 일반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보통명사

인 것이다. 튀르고가 재무총감직을 역임한 마지막 해인 1776년에 즉

위한 정조는 정통성리학에 기반한 농본주의를 주장한 저명한 중농

주의자였다. 여전제(閭田制)를 주장한 정약용, 한전제(限田制)를 주

장한 이익, 균전제(均田制)를 주장한 유형원 등도 중농주의를 주장

한 당대의 실학자들이었다. 즉, 우리 역사만 보더라도 이미 자체적

으로 중농주의 사상의 전통을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농주의라

는 용어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는 이미 그로 인한 ‘오염’이 내재해 있

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현재 중농주의로 번역해서

쓰고 있는 프랑스 원어는 “Physiocratie”로 “사회에 적용된 자연법적

원리”라는 의미로 뒤퐁이 케네의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낸 신

조어였다.1) 그런데 당대 프랑스인들은 케네를 비롯한 그의 추종자들

을 가리키기 위해 “économistes”라는 전혀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

었다. 물론 케네의 경제사상이 담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중

농주의로 번역한 것을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미 보통명사로서 정착되어온 용어를 고유명사의 번역어로 사용하

다보니 여기에서 파생하는 의미상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문제는 프랑스의 중농주의가 단순히 농업의 문제만을 다룬 좁은

의미의 “중농”적 성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잘 알려져 있

다시피 중농주의자들이 경제개혁과 관련하여 내세운 가장 핵심적인

기치는 곡물교역의 자유화였다.2) 케네는 프랑스 농업이 영국식의

‘농업혁명’을 거쳐 광작(廣作) 체제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

지만 이것이 단기간에 가능하리라고 보지 않았다. 그는 농업의 문제

1) Catherine Larrère, L’invention de l’économie au XVIIIe siècle (Paris, 1992),
p. 9; Gustav Schelle, Du Pont de Nemours et L’École Physiocratique (Paris,
1888), p. 45.

2) Quesnay, ‘Note sur le commerce des grains’(1757-8), OEuvres économiques
complètes et autres textes (Paris, 2005), p.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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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천적인 농업 개혁의 의제라기보다는 순생산(produit net)의 이

론적 규명이라는 면에서 더 주요하게 다루었다. 당대의 프랑스인들

이 중농주의자들을 “économistes”라고 불렀던 점도 쉽게 넘길 수 없

는 문제다. 만약 프랑스 중농주의가 좁은 의미의 “중농”적 성격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대인들이 중농주의자들을 이런 용어로 지칭했다

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용어에는 ‘농업’이나 ‘토지’를

연상시킬 만 한 의미가 전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

한 정황들을 고려할 때, 중농주의를 케네의 경제사상으로 환원할 수

도, 케네의 경제사상을 단순한 농업개혁론으로 환원할 수도 없다.

실제로 중농주의를 둘러싼 논쟁의 대부분은 그것의 농업관이나

정책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케네에 의해 사상이 정립된 이후 중농

주의는 정치경제학 담론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론장에서 나름 공론

의 한 축을 담당하며 활발하게 토론을 주도하였다. 이 국면에서는

미라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후 루이 16세가 즉위하고 튀르

고가 재무총감에 임명되면서 중농주의는 처음으로 국가적 의제의

중심부로 진입하였다. 그러다가 1763-4년에 한 차례 시행했다가 실

패한 곡물교역자유화 법령을 다시 관철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

나 때마침 발생한 식량폭동―훗날 ‘밀가루전쟁’으로 알려지게 될―

에 휘말려 튀르고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다. 바로 이 무렵 식량폭

동을 둘러싼 논쟁은 마블리(Gabriel Bonnot de Mably), 네케르

(Jacques Necker), 갈리아니(Ferdinando Galiani) 등의 반중농주의자

들에 의한 중농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비화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제

기한 반중농주의 논거의 핵심은 중농주의의 ‘비타협적 자유주의’와

‘반정치성’이었다. 물론 반중농주의 담론을 밀가루전쟁기의 반중농주

의론으로만 정확히 환원할 수는 없다. 그 이전에 중농주의의 ‘법치

전제주의(despotisme légal)’에 대한 계몽사상가들의 격렬한 비판이

있었고, 그 유명한 ‘상공업 불임(不妊)론’은 중농주의를 비난하는 사

람들이 늘 입에 달고 다녔던 조롱거리였다.

중요한 점은 중농주의는 농업의 문제만을 다루고 농업의 개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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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는 평면적인 사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중농주의의 스

펙트럼은 훨씬 더 복잡하고 모순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이 점은 당대인들이 중농주의를 어떻게 인식했고 또

어떻게 공격했는지를 보면 좀 더 분명해진다. 중농주의의 본질에 접

근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으로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용어상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하며, 더욱 중요하게는 중농주의에 대한 이해를

그것을 구성하는 텍스트에 대한 분석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

이다. 정전(正典)만이 사상의 본질을 온전하게 파악하게 해준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사상이 통용되었던 역사적 맥락과 그것을 실제로

대변했던 인물들의 성격 또한 그것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농주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중농주의의 경제사상에 대한 이론적 분석에 더해 중

농주의를 실질적으로 대변했던 인물들에 대한 분석과 반중농주의

논쟁에 대한 고찰을 통한 맥락적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 방식은 중농주의에 대한 또 다른 의문을 해

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튀르고의 집권기 동안 논쟁의

한 가운데 서 있었던 중농주의는 튀르고의 몰락과 함께 역사의 무

대에서 갑작스럽게 사라져 버렸다. 뒤퐁과 콩도르세를 끝으로 더 이

상 중농주의를 계승하겠다는 인물들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세간의

이목에서도 씻은 듯이 사라져 버렸다. 케네에게 자신의 책을 헌정하

고자 했던 스미스가 『국부론』을 완성하자 중농주의는 정치경제학

의 역사에서도 언제 그런 것이 존재하기라도 했냐는 듯이 사라져버

렸다. 그나마 마르크스나 슘페터, 케인즈와 같은 이들이 이러한 역

사적 폐허 속에서 용케도 중농주의를 끄집어내서 후대의 연구자들

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줄 수 있었다. 중농주의의 갑작스런 소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우연이 아니라 어쩌

면 중농주의의 본질을 설명해줄 가장 중요한 단서가 아닐까? 만약

중농주의를 중농주의 저작의 분석을 통해서만 설명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의문에 답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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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소멸’과 같은 현상은 중농주의 사상의 내용 그 자체보다는

그 사상의 내용이 소비되고 흡수된 역사적 맥락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먼저 그 동안 진행되어온 중농주

의에 관한 학문적 연구의 흐름들을 검토해 보자. 안타깝게도 중농주

의는 그 역사적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

했다. 역시 튀르고 개혁 이후 갑작스럽게 소멸해버린 탓이 큰 것으

로 보인다. 프랑스사의 영역에서는 튀르고 개혁 이후 중농주의적 의

제들이 개별적인 사안들로 분해되어 혁명사 일반으로 흡수되어 그

정체성을 상실해버렸고, 경제학사의 영역에서는 스미스를 중심으로

고전파 정치경제학이 정립되면서 케네와 튀르고는 각주로 밀려나버

렸다.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몇몇 중농주의자들에 대한 전기적 연

구들을 시작으로 중농주의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 학자들이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연

구가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농주의 연

구에서는 어떤 것이 됐든 중요한 쟁점이 형성되고 그것을 둘러싼

학자들 사이의 논쟁이 각축을 이루며 하나의 큰 흐름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물론 몇몇 개별적인 쟁점들에 관한 논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학자들 사이에 합의된, 중농주의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의심스럽다.

중농주의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이자 현재까지도 가장 완

성도 높은 연구는 조르주 벨레르스(Georges Weulersse)에 의해 이

루어졌다. 벨레르스는 통시적 구분에 충실하게 따르는 중농주의 4부

작을 집필하여 향후 중농주의 연구자들이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3) 그는 자신의 역할을 중농주의에 대한 해석가가

3) 제1권은 중농주의가 탄생하여 사상적 체계를 갖추어 가는 시기인 1756년부터
1770년까지를, 제2권은 케네의 손을 떠난 중농주의가 미라보를 중심으로 중농주
의 학파에 의해 조직적으로 연구되고 보급되는 시기인 1770년부터 1774년까지
를, 제3권은 튀르고의 중농주의 개혁이 시도되고 실패한 1774년부터 178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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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중농주의가 과연 무엇인지 그 실체를 재구성하는 발굴자로

상정하였고 매우 훌륭하게 임무를 완성하였다. 벨레르스는 우선 중

농주의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치밀하게 재구

성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중농주의 경제 강령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것의 이론적 실체를 체계화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벨레르스의 저

작에서는 중농주의에 대한 어떤 명시적인 메타 비평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레르스가 완성시켜 놓은 중농주의가 어

떤 특징을 갖는지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실 벨레

르스의 저작은 중농주의와 관련된 모든 역사적 사실들과 이론적 분

석들을 빠짐없이 집대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그 자신이

중농주의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그의 저

작을 평가하는 것은 그리 생산적이지 못하다. 다만 그가 저작을 구

성해나가는 논리적 전개방식을 통해 중농주의의 본질을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역으로 짐작해보는 것은 가능하다.

먼저, 중농주의의 기원에 관한 벨레르스의 분석에 주목해야 한다.

벨레르스는 중농주의를 어느 한 개인의 천재적 노력의 산물이라거

나 고전파 정치경제학의 프랑스적 흐름으로만 한정하지 않았다. 물

론 중농주의는 이러한 측면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벨레르스는 중농

주의의 ‘기원 신화’를 찾아 멀리 앙리 4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

다.4) 그는 중농주의를 루이 14세 치세 종반, 왕실에 비판적이었던

보방(Sébastien Le Prestre de Vauban), 부아기유베르(Pierre Le

Pesant de Boisguilbert), 페늘롱(François de Salignac de La Mothe

Fénelon) 등이 반콜베르주의를 역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앙리 4

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권은 프랑스혁명의 여명기인 1781년부터 1792년까지
를 다룬다. 1권의 주역이 케네라면 2권의 주역은 미라보, 3권은 튀르고, 그리고
4권은 콩도르세와 뒤퐁이 각각 중농주의를 대표하는 중심 인물이었다. 그러나
역시 케네를 중심으로 중농주의 형성기를 다룬 2권으로 된 첫 번째 저작이 가
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4) 중농주의의 기원에 관한 벨레르스의 설명은 Georges Weulersse, Le
mouvement physiocratique en France de 1756 à 1770 (Paris, 1910), pp. 1-42
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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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재상이었던 쉴리(Maximilien de Béthune, duc de Sully)의 치

세를 반중상주의적 유토피아로 그려내면서 시작된 역사적 흐름 속

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쉴리의 시대를 농업의 눈부신 부흥기로

묘사하면서 그 이후의 역사를 ‘적그리스도’인 콜베르에 의한 타락과

농업의 쇠퇴기로 정의하였다. 그러면서 다시 농업을 부흥시키고 토

지의 가치를 회복하는 길만이 콜베르주의에 의해 쇠퇴한 프랑스의

국력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선전하였다. 물론 이들의 비판과 주장은

비단 경제적 차원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고 왕의 전제군주화와 중

앙집권화의 문제, 귀족의 쇠락 및 풍속과 덕성의 타락과 같은 정치

적이고 윤리적인 측면들까지 망라하는 것이었다. 즉, 벨레르스는 중

농주의를 ‘쉴리 전통의 계승과 콜베르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요약되

는 루이 14세 치세 후반에 형성된 개혁주의의 계보를 잇는 흐름들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였다.5)

다음으로 벨레르스가 중농주의 사상을 어떠한 체계로 분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벨레르스는 중농주의 사상을 그것의

경제 강령(programme économique)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먼저 경

제 강령을 분석하고 그 뒤에 그것의 정치적·철학적 체계가 뒤따른

다. 분량에 있어서도 경제 강령에 관해서는 총 364쪽을 할애하여 다

루고 있으나 정치와 철학 부분에 대해서는 119쪽을 할애하는 데 그

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순서나 분량의 편중은 중농주의의 핵심을

경제 사상으로 보고 다른 체계들은 다분히 부수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음을 명백히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중농주의를 경제의 영역을 초

월하는 자기완결적인 하나의 형이상학적 체계로 보아야 한다는 해

석들과 충돌한다.6) 다음으로 경제 강령 분석 부분만 놓고 보면, 벨

5) 폭스-지노베즈는 중농주의를 케네와 미라보가 결합하여 완성된 사상으로 파악하
였는데, 벨레르스의 관점에서 보자면 케네나 미라보 모두 반콜베르주의적 개혁
주의의 전통을 계승하는 인물들로 볼 수 있다.

6)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토크빌-퓌레-로장발롱의 유토피아적 전체주의로서의 중
농주의 테제나 최근 연구자들 가운데는 린다 바디가 그러한 입장이다. 바디는
“중농주의는 하나의 경제이론을 훨씬 넘어선다. 그것은 인간의 정신 및 이성과
상상력의 역할을 이해하는 특정한 방식에 따르기 때문에, 중농주의자들이 중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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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르스의 분석은 ‘오직 농업만이 이윤을 생산한다’는 테제에서 출발

한다.7) 여기서부터 출발하여 공업과 상업의 비생산성, 프랑스 농업

의 쇠퇴 원인, 프랑스 농업의 개선 방안, 정부의 역할, 조세 정책, 곡

물가격 상승 방안과 무역 자유화 문제, 중상주의가 아닌 중농주의적

관점에서 본 상공업의 발전 방향 등의 문제를 논리적 연쇄에 따라

다룬다. 벨레르스의 논리는 중농주의의 ‘농본주의적 관점’의 전형을

보여주는데, 이는 중농주의를 봉건적 관행과 중상주의적 통제로부터

사적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장하고자 했던 자유주의의 한 흐름으로

보는 관점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이 말은 벨레르스가 전개하는

방식으로 중농주의 경제이론을 정리하는 것에 어떤 논리적 오류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당대인들도 과연 벨레르스처럼 중농주의

를 농업의 생산성 문제에서 시작되는 일목요연한 경제사상으로 받

아들였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달리 말하면, 벨레르스의 논리 정

연한 분석은 중농주의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데 오히

려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다.

벨레르스는 기본적으로 중농주의를 개혁적 경제사상으로 본다. 그

러나 중농주의를 경제사상보다 훨씬 포괄적인 자연법적 전통에 속

하는 형이상학적 체계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앞서 언급했듯

이 뒤퐁이 만들어낸 신조어인 “Physiocratie”는 “사회에 적용된 자연

법적 원리”라는 뜻을 담고 있다. 케네의 제자들 가운데 뒤퐁, 메르시

에(Pierre-Paul Le Mercier de La Rivière), 르트론

(Guillaume-François Le Trosne) 등이 중농주의를 하나의 종합적인

철학적 체계로 확립하고자 했다. 연구자들 가운데는 바디(Linda

Vardi)와 라레르(Catherine Larrère)가 이러한 관점에서 중농주의를

해석하였으며, 중농주의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는 아니지만 토크

주의 독트린을 사회적·정치적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은 곧 미학적 정의를 통해
문화의 영역을 다루려는 시도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Vardi, The Physiocrats
and the world of the Enlightenment (Cambridge, 2012), p. 3.

7) 중농주의 경제 강령에 대한 분석은 Weulersse, Le mouvement physiocratique
en France de 1756 à 1770, pp. 243-60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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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Alexis de Tocqueville), 퓌레(François Furet), 뒤몽(Louis

Dumont)도 중농주의를 자연법적 전통에서 발전한 형이상학으로 파

악하였다. 그러나 중농주의를 자연법적 전통에 속하는 형이상학적

체계로 파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케네가 자연법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케네를 자

연법 전통의 철학자로 볼 만한 여지는 거의 없다. 자연법에 대한 호

소는 당대의 사상가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했던 수사일 뿐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둘째, 만약 중농주의를 종합적 철

학 체계로 본다면 중농주의의 중심 인물은 누가 보더라도 케네가

아닌 메르시에가 맞다. 왜냐하면 메르시에가 아닌 어느 누구도 중농

주의를 형이상학적 철학 체계로 저술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케네의 사상은 벨레르스가 분석했듯이 명백히 경제 분석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대인들이 중농주의

를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다. 그 전성기 때 중농주의가 경제활동의

자유화를 주장하는 사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

다. 오히려 중농주의의 전성기가 지나고 갑작스럽게 역사의 무대에

서 사라질 무렵 반중농주의적 담론이 그 내용은 망각되고 몇몇 이

미지와 수사로 기억되는 과정에서 중농주의를 ‘독단적’·‘이상주의적’

체계와 동일시하는 신화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 신화가 토크

빌이나 퓌레에 의해 수용되어 프랑스혁명이 ‘과격화된’ 원인으로 변

질되었고 더 나아가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형태의 전체주의의 기원

이 되었다는 식의 해석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어떻게 중농주의

가 아우슈비츠와 대약진운동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요컨대, 벨레르스는 첫째 중농주의를 루이 14세 종반부에 시작된

개혁주의 전통의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둘째 중농주의를 농업

을 모든 경제 활동의 원동력이자 출발점으로 보는 경제사상으로 간

주하고 있다. 본 논문도 다른 많은 중농주의 연구들처럼 벨레르스의

연구로부터 출발하였으며 그가 정립해 놓은 연대기와 사실들을 이

해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완성되었다. 그리고 중농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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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많은 부분 벨레르스와 기본적인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 중농주의를 17세기 후반에 시작된 개혁주의의 한 계

보로 보는 것이나 사회적 총체성을 다루는 형이상학이 아니라 본질

적으로 하나의 경제사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그렇다.

그러나 중농주의 경제사상을 농본주의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벨레르스의 해석은 지나치게 케네의 경

제 사상 분석에만 치우쳐 있어서 당대인들이 중농주의를 실제로 받

아들였던 훨씬 더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모습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였다. 만약 벨레르스의 분석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면 중농주의에

는 본 논문에서 제기하는 것과 같은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한 문

제가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폭스-지노베즈의 연구는 벨레르스의 것과는 본격적으로 차원을

달리한다. 그녀는 중농주의에 관해 이미 확립된 사실을 토대로 해석

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중농주의의 기원을 물음으로써 그 본질

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폭스-지노베즈는 중농주의가 케네의 관료 중

심의 개혁주의, 과학적 엄밀성, 경제학적 혁신과 미라보의 귀족적

전통주의, 유기적 사회질서론, 낭만적 농본주의가 결합하여 만들어

졌다고 주장하였다.8) 이는 중농주의의 핵심 사상이 전적으로 케네에

게서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미라보를 비롯한 다른 인물들은 이

것을 단순히 전파하거나 정치 및 형이상학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역

할만을 담당했다는 통설을 반박하는 것이다. 또한 중농주의를 특정

한 측면만을 부각하여 이해하는 오류를 극복하였다. 가령, 비어(Max

Beer)와 웨어(Norman J. Ware)의 논쟁이 그렇다. 비어는 중농주의

를 기본적으로 중세의 연장 혹은 합리화된 중세로 파악하는 ‘신중세

론’적 입장이다. 비어는 중농주의가 중세 사회처럼 정태적인 사회를

8) Ibid, p. 67. 심지어 폭스-지노베즈는 미라보와 만나기 전 독자적으로 경제학을
연구하던 시절의 케네를 중농주의자가 아니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Ibid., p. 13;
바르디도 이와 유사하게 중농주의를 케네와 미라보의 결합으로 보고 있는데, 단
순히 케네의 실용주의와 미라보의 이상주의의 결합이라는 막연한 분석에 머무
르고 있다. Vardi, The Physiocrats and the World of the Enlightenment,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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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한다고 주장한다. 연간 농업 소출량에 의해 부의 규모가 제한되

는 사회라는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경제적 자유주의란 중상주의

의 폐해를 수정하고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여 구중세의 단점을 보완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닐 뿐이다.9) 반면, 웨어는 중농주의를 근대

적인 농업 자본주의와 동일시한다. 그는 중농주의를 18세기 프랑스

농촌의 뿌리 깊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정책적인 고

민의 결과로 파악한다. 복마전 같은 봉건적 잔재와 특권들, 과중하

고 불평등한 조세부담, 곡물 무역 통제, 금융에 대한 불신과 현물

자산에 대한 집착, 영국식 농업 혁신의 부재 등이 중농학파가 파악

한 프랑스 농촌의 난제들이었다. 웨어는 중농학파가 프랑스 농촌의

문제를 부상하는 신진 계급인 평민 지주들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방향에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중농주의를 주장했다고 평가하였

다.10)

비어와 웨어의 주장은 중농주의를 지나치게 단순한 프리즘으로

파악하며 결과적으로 그 본질을 왜곡하였다. 비어의 ‘신중세론’은 중

농주의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과대평가했다. 중농주의는 농업

이 가치 창출의 원천이라고 했지 농업사회로 돌아가자고 주장하지

않았다. 웨어의 ‘근대화론’은 중농주의를 전적으로 케네의 경제 사상

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비어와 마찬가지로 농업의 비중

을 과장하고 있다. 비어와 웨어 모두 중농주의에서 농업의 문제를

일면적으로만 파악한다. 사실 케네는 농업을 서로 다른 두 개의 차

원에서 논하였다. 하나는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프랑스 경제

가 현실적으로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영국식의 농업 혁신이 필요하

다는 실천적 차원이었고―그러나 당장 가능한 실천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다른 하나는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부가 만들어지는 경제

9) Daniel C. Carbaugh, ‘The Nature of Physiocratic Society: An Attempted
Synthesis of the Beer-Ware Interpretations’,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 31, no. 2 (Apr., 1972), pp. 199-200.

10) Norman J. Ware, ‘The Physiocrats: a study in economic rationaliz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21, no. 4 (Dec., 1931), p.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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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동방식을 추상적으로 보여주는 이론적 차원이었다. 오히려 현

실 경제의 문제를 논할 경우 케네는 농업 혁신의 문제보다는 언제

나 자유 무역의 과제를 더욱 중요하고 시급하게 다루곤 했다. 다시

말해 중농주의에서 ‘중농’은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슬로건이라기보다

는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은유’에 가까웠다. 이 점을 혼동하면 비어

나 웨어와 같은 오류에 빠지거나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처럼 중농주의를 ‘토지 근본주의’로 환원해 버리게 된다.11)

중농주의를 이질적인 요소들이 결합된 복합적인 사상으로 보는

시각이 폭스-지노베즈에 의해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다. 중농주의는

구체제의 황혼기이자 그 모순이 첨예화된 시대에 등장하였고, 그 자

체로 시대를 반영하는 가장 상징적인 사상이었다. 즉, 중농주의는

과도기적 시대에 등장하는 과도기적 이데올로기로들이 보여주는 특

징을 띤다. 당시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자본

주의적 관행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생계 경제에 묶여 있는 농

업을 대신해서 상업이 경제 전체의 추진력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때

였다. 중농주의는 자본주의 발전의 견인차로 아직 등장하지 않은 제

조업 대신 농업의 옷을 입고 나타난 새로운 정치경제학이었다. 이러

한 맥락에서 마르크스는 중농주의를 봉건사회의 틀을 한 새로운 자

본주의 사회의 표현이라고 보았으며,12) 르페브르는 자본주의가 농촌

에 침투한 결과가 봉건적 권리의 외양 아래 표현된 것으로 중농주

의를 정의하였다. 프랭클린은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하여 중농학파를

근대의 옷을 입은 중세주의자들 혹은 중세의 옷을 입은 근대주의자

들이라고 표현했다.13)

사실, 프랭클린식의 종합은 과도기적인 것을 과도기적이라고 표현

11)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에 관해서는 Henry George, Progress and poverty
(London; Dent, 1976)를 참조.

12) Dumont, From Mandeville to Marx; the genesis and triumph of economic
ideology (Chicago & London, 1977), p. 40.

13) Raymond S. Franklin, ‘The french socio-economic environment in the
eighteenth century and its relation to the Physiocrats’,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 21, no. 3 (Jul., 1962), pp. 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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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폭스-지노베즈의 테제는 중농주

의를 케네로 대표되는 요소들과 미라보로 대표되는 요소들의 결합

으로 분석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러나 이 테제에도 한계가 있

는데, 먼저 중농주의의 자유주의적 요소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

한다. 이는 폭스-지노베즈가 튀르고를 중농학파로 분류하지 않는 것

과 궤를 같이 한다. 사실 중농주의 정책이 입법을 통해 구체화되고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했던 시기는 중농주의와 자유주의가 한 목소

리를 냈고 외견상 거의 구분되지 않았던 때였다. 반대로 중농학파의

세가 급격히 위축되고 계몽사상가들을 비롯한 지식인들로부터 비난

과 조롱을 받거나 심지어 관심의 대상도 되지 못했을 때는 자유주

의와 가장 거리가 멀어진 시기였다. 갈리아니나 마블리, 포르보네

(François Véron Duverger de Forbonnais) 같은 자유주의자들이 중

농주의 공격에 앞장서기도 했다. 중농주의에서 자유주의적 요소가

차지하는 위상을 그 자체로 중농주의의 한 가지 목적이 아니라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본다면 폭스-지노베즈의 테제가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농주의가 당대의 저명한 자유주의자들

로부터 극심한 공격을 받은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중농주의자들이

자유주의를 비타협적으로 극한까지 추구했다는 점 때문이었다. 즉,

시장의 자유는 중농주의자들이 추구하는 핵심적인 이념이었다.

폭스-지노베즈 테제의 두 번째 한계는 중농주의를 케네와 미라보

의 결합으로 설명하면서도 그 결합의 결과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

는다는 점이다. 케네와 미라보의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표면적

으로는 미라보가 케네의 사상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개종’한 것이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미라보는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케네의 경

제사상으로 보완하고 귀족주의적 반동을 지주 중심의 자치제(自治

制)로 새롭게 단장하는 식으로 케네에 편승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

다. 애초에 케네가 미라보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중농주의를 널리 전

파하고자 했다면, 미라보는 케네라는 성능 좋은 말을 타고 결국 자

신의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자 했다. 누가 마부이고 누가 말이든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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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와 미라보의 마차는 결론적으로 어디로 향했는가? 폭스-지노베즈

의 테제에는 바로 이 점이 빠져 있다. 폭스-지노베즈는 그의 책의

제목처럼 중농주의의 본질을 알기 위해 그것의 기원을 추적하지만,

그 기원을 이해함으로써 중농주의를 어떻게 새롭게 정의내릴 수 있

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다.

벨레르스의 연구는 중농주의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이지만, 중농주의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

하지 않았으며, 지나치게 케네의 경제 사상 위주로 다룸으로써 중농

주의 사상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전달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그

것이 갖는 복잡성과 다양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였다. 폭스-지노

베즈는 벨레르스의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중농주의의 본질에 대한

탐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으며, 중농주의가 케네의 경제 사상만이

아니라 미라보의 정치철학적 내용도 그것의 본질적인 한 부분으로

담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로 인해 중농주의에 대한 이해의 폭이

한 차원 더 넓어졌으며 그 복잡성과 다양성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

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폭스-지노베즈는 튀르고를 중농주의자로

보지 않음으로써 ‘경제활동의 자유’라는 요소를 중농주의를 이해하

는 본질적인 한 축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아마 폭스-지노베즈는 튀

르고가 미라보와는 달리 주요한 중농주의 저작들이 만들어지는 과

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시종일관 케네는 물론 중농주의 학파

구성원들과 의도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려했다는 점에서 중농주의

에 대한 그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다. 그러나 튀

르고는 반중농주의자들과의 논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

써 케네나 미라보 못지않게 당대인들이 중농주의를 평가하고 인식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였다. 이론적인 면에서도 튀르고

의 경제 사상은 케네의 핵심을 포괄하면서도 그것을 일반화하여 중

농주의를 고전파 정치경제학의 맥락과 접목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본 논문은 벨레르스와 폭스-지노베즈의 연구 성과와 문제의식을

계승하면서도 각각의 한계를 극복하여 중농주의의 본질을 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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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복원하고, 그 바탕 위에서 중농주의의 역사적 의미를 재평가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크게 두 가지 가설

을 제기할 것이다. 첫 번째 가설은 중농주의를 케네, 미라보, 튀르고

세 사람의 합작품으로 보자는 것이다. 사실 이 세 사람은 신분적으

로 보나 지적·이데올로기적 배경으로 보나 매우 다른 유형의 인물들

이었다. 케네가 평민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학자이자 기술관료라면

미라보는 대검귀족 출신으로 반동적인 귀족주의자이자 성공한 문필

가였다. 한편, 튀르고는 미라보처럼 유서 깊은 귀족 가문 출신이었

지만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계몽사상가였다. 어떻게 보면 이 세

사람은 구체제의 엘리트층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각 집단을 대표하

는 인물들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서로 다른 유

형의 인물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로(John Law)체제 이후 형성된 포

스트 신중상주의 시대의 새로운 사상적 흐름을 대변하는 인물들로

도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새로운 사상적 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구

분할 수 있는데, 콜베르주의적 중상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등장

한 자유주의의 흐름, 낭만주의적 농촌 회귀의 유행과 로체제의 파국

이 불러온 토지 자산으로의 복귀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농본주의의

흐름, 그리고 7년전쟁의 패배 이후 고취된 민족주의의 흐름이 그것

이다. 물론 케네, 튀르고, 미라보가 농본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와

각각 일대일로 정확히 대응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중농주의가

농본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의 면모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

들이 케네, 튀르고, 미라보를 거쳐 흡수되고 발현되었다고 볼만한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어떻게 중농

주의는 농본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의 면모를 모두 포함할 수 있

었을까? 달리 말하면, 어떻게 케네, 튀르고, 미라보와 같이 어느 모

로 보나 결코 융합될 수 없을 것 같은 세 사람이 하나의 사상을 대

표하는 인물들로 묶일 수 있었을까? 이들을 묶어주는 결정적인 연

결고리는 무엇일까? 만약 이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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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농주의라는 하나의 사상으로 융합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바로 이 연결고리야 말로 중농주의의 본질을 규명하는 가장 핵심적

인 열쇠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추론일 것이다. 여기에서 본 논문의

두 번째 가설이 이어진다. 케네와 튀르고, 그리고 미라보를 연결하

여 중농주의를 만들어낸 연결고리는 “경제주의” 혹은 “경제”라는 새

로운 관념의 탄생, 줄여서 “경제의 탄생”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각각

서로 다른 영역에서 상이한 비중을 가지고 중농주의의 형성과 전파

에 기여했지만, 부의 생산과 분배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활동들을

‘경제’라는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고, 그것을 정치나 윤리의 영역으로

부터 독립시켜 독자적인 논리로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

을 가지고 있다. 즉, 중농주의자들은 당대에 유행하던 주요 경제사

상적 흐름들을 뒤섞어서 새로운 경제사상을 만들어 내었는데, 이는

단순히 기계적인 짜깁기가 아니라 ‘경제’라는 관념을 만들어낸, 다시

말해 ‘경제의 탄생’을 가져온 중요한 사상사적 혁신을 동반하는 과

정이었다. 케네는 “모든 악의 근원은 탐욕이 아니라, 세상만사가 스

스로 작동한다는 진리를 무시하는 것”14)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바로

이 통찰이야말로 케네, 미라보, 튀르고가 공히 공유했던 정치경제학

적 ‘발견’이었다.

그런데 ‘경제의 탄생’이라는 말은 곧바로 라레르(Catherine

Larrère)의 중농주의 연구서 『18세기 경제의 발명(L'invention de

l'économie au XVIIIe siècle)』이라는 저서를 떠올리게 한다. 그렇

다면 라레르가 말한 ‘경제의 발명’과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경제의

탄생’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앞서 말했듯이 라레르는 중

농주의를 경제사상이 아니라 자연법적 전통에 속하는 통합적 철학

체계로 보기 때문에,15) 그가 말하는 ‘경제의 발명’과 본 논문에서 주

장하는 ‘경제의 탄생’은 전혀 다른 의미이다. 라레르가 말하는 ‘경제

의 발명’이란 케네의 중농주의가 생존의 문제를 부(풍요)의 문제로

14) Quesnay, ‘Philosophie rurale’(1763), OEuvres économiques, p. 681.
15) Larrère, L'invention de l'économie,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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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한 것, 다시 말해 물리적 보존의 문제를 쾌락과 향유의 문제로

전환시킨 것을 의미한다. 라레르에 따르면 케네는 풍요(abondance)

와 생계(subsistance)를 분리했다. 즉, 생산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

게 생계도 보장된다는 전통적 관념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생산량이 늘어 가격이 폭락하면 생산자들이 생산을 줄여 역설

적으로 기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민들에게 적절한 가격을 보장해 주어

야 한다. 케네에게 곡물무역자유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반면, 케네

이전의 곡물무역자유화론자들은 생계에 충당하고 남는 곡물이 있으

면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

다.16) 케네는 그 이전의 경제 사상가들과는 달리 생산을 당연시하지

않았다. 여기서 당연시한다는 말은 생산은 그저 자연적 조건이나 인

구수에 의해 좌우되거나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자체로 좋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이와 달리 곡물은 저절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비용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케네의 관점이었다. 그리고 더

많은 생산을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량은 많으나 제값을 못 받으면 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반대로

가격은 높되 생산량이 극히 적으면 굶주리게 된다. 가격도 높고 생

산량도 많아야 그것이 바로 풍요이다.”17) 라레르는 바로 이 생산에

관한 케네의 이론적 기여에서 경제의 ‘발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이것은 농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며, 다시 말해, 농업이 구체적으

로 어떤 기제를 통해서 부를 창조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논리였다.18)

라레르의 이러한 분석은 그 자체로 매우 탁월하게 케네의 경제사

상이 갖는 혁신적 측면을 말해주고 있다. 마르크스는 케네의 경제분

석이 역사상 최초로 잉여의 원천을 ‘교환’이 아닌 ‘생산’에서 규명하

고자 한 시도라고 보고 높이 평가하였는데, 라레르는 케네가 역시

16) Ibid., pp. 180-1.
17) Quesnay, ‘Grains’(1757), OEuvres économiques, p. 211.
18) Larrère, L'invention de l'économie,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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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최초로 농업을 생존의 영역에서 경제의 영역으로 진일보시

킨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사실 이 두 가지 분석

이야말로 케네가 경제를 독자적인 논리 체계를 갖는 독립된 영역이

라고 간주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론적 토대였다. 부의 원천

을 불균등한 교환을 통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

라 자본의 적절한 투자를 통해 자연의 ‘너그러움’으로부터 획득하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은 자연스럽게 경제를 정치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또한 농업의 문제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량과 가격의 함수를 최

적화하여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기느냐의 문제로 봄으로써, 농업을

윤리적 이해관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켰다. 요컨대, 라레르가 말

하는 ‘경제의 발명’은 케네의 경제분석이 갖는 이론적 혁신을 이야

기하는 것으로 ‘경제학의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한층 더 정확한 표

현일 것이다. 물론 ‘경제학의 발명’이 ‘경제의 탄생’과 무관하지는 않

다. 그러나 양자의 심급(審級)이 확실히 다른 것은 사실이다. 본 논

문에서 주장하는 ‘경제의 탄생’은 케네가 이룬 ‘경제학의 발명’과 같

은 여러 계기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람들이 경제를 독자적인

논리 체계를 갖는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을 말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본론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본론의 첫 번째 장에서

는 중농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중농주의의 경제사상을 분석할 것이다. 중농주의의 경제사상이

담고 있는 합리적 핵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

하여 어떤 함의를 추출할 수 있는지 고찰할 것이다. 본론의 두 번째

장에서는 중농학파의 세 주역들을 한 사람씩 상세하게 다룸으로써

중농주의를 구성하는 매우 이질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

고 새로운 방식으로 종합을 이루는지 살펴볼 것이다. 각 인물들에

대해 전기적 접근과 이론적 접근을 균형 있게 접목하여 중농주의의

역사적 맥락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주력할 것이다. 마지막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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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장에서는 ‘밀가루전쟁’과 ‘반중농주의론’을 통해서 반중농주의

논쟁이 전개된 역사적 맥락을 다룰 것이다. 이를 통해서 당대인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중농주의의 핵심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중농주의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 따져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엇이 중농주의

의 본질이고 왜 중농주의가 갑작스럽게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질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실마리를 찾게 되리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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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중농주의 경제사상

1. 경제분석의 역사에서 본 중농주의

중농주의 경제사상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중농

주의가 경제학설사의 맥락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는지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다. 통상적으로 스미스로부터 밀(John Stuart Mill)까지 영

국에서 발전한 경제사상들을 고전파 정치경제학의 범주로 간주한

다.19) 이런 기준에 따르면 중농주의는 시기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고전파 정치경제학의 전사 혹은 주변부에 해당한다. 그런데 마르크

스의 기준에 따르면 전혀 달라진다. 그는 고전파 정치경제학의 시기

를 영국에서는 페티(William Petty)에서 리카도(David Ricardo)까지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부아기유베르(Pierre Le Pesant de

Boisguillebert)에서 시스몽디(Jean Charles Léonard Sismonde de

Sismondi)까지로 파악한다.20) 즉, 마르크스의 기준에 따르면 중농주

의는 고전파 정치경제학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다. 마르크스는 경제

체제의 내적 작동 원리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진정한 정치경제학의

시작으로 간주하였고, 이를 화폐와 유통 중심의 경제분석에서 생산

과 재생산 중심의 분석으로 이행하는 시점으로 파악하였다.21) 그의

분석에 따르면 페티와 부아기유베르는 사회적 분업, 생산과정 내에

서 노동에 의한 잉여의 문제, 노동의 생산성, 조세를 통한 국가의

전유, 그리고 비생산적 소비의 형태 등을 이해하였고 기초적인 경제

현상의 추상화와 개념화를 선도적으로 주도하였기 때문에 고전파

정치경제학의 선구자로 인정될 수 있다.22)

19) Peter Groenewegen, 'Marx's conception of classical political economy: an
evaluation', Political Economy: Studies in the Surplus Approach, vol. 3, no.
1 (1987), p. 19.

20) Ibid., p. 20.
21) Ibid., p. 22.
22) Ibid.,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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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분석에는 개념상 한 가지 모순이

있는데, 그가 고전파로 구분한 정치경제학자들은 모두 경제학을 하

나의 독자적인 학문으로 구축하려고 노력한 반면, 정작 마르크스는

경제학을 정치와 도덕의 영역에서 해방시켜 자율적이고 객관적인

법칙들이 발현되는 독립된 영역으로 확립하려는 시도에 반대했던

것이다.23) 마르크스는 리카도와 시스몽디 이후, 즉 그가 고전파 정

치경제학으로 분류한 마지막 학자들 이후부터를 이른바 ‘속류’ 정치

경제학이라고 칭하고 자신이 설정한 정치경제학의 규범으로부터 이

탈한 것으로 보았지만 이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고전파든, 속

류든 정치경제학자들로 간주된 학자들은 한결같이 경제학을 좀 더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영역으로 정립하기 위해 분투해왔다. 따라서

‘정치경제학’이 정치와 경제를 통합적 범주로 놓고 분석해야 한다는

이념에 부합하는 용어라는 주장은 ‘상대적으로만’ 옳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이른바 ‘속류’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을 본격적으로 추상화된

수학 공식의 학문으로 ‘변질’시켜 버린 것에 비하면 그 이전의 고전

파 학자들은 경제분석에서 아직 역사성과 상대적 총체성을 유지하

고 있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정치경제학적’이었다는 것이다. 그

러나 이것이 고전파 학자들이 경제학의 독자성을 지향하지 않았다

는 식으로까지 확대해석 되어서는 곤란하다. 굳이 이렇게 ‘고전파’,

‘정치경제학’, ‘속류’ 등의 문제를 길게 다루는 것은 이러한 용어상의

불비로 아직도 17~19세기 어간의 경제학설사를 이해하는데 약간의

혼동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용어들을 피하고, 슘페터가 사용한 ‘경제분석의 역사(History

of economic analysis)’24)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중농주의 당시의 경

제학설사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식의 정치경제학 개념과 경제분석사의 시대구분

23) Dumont, From Mandeville to Marx, p. 195.
24) Joseph A. Schumpeter, H istory of economic analysis, 김균 등 역, 『경제분석
의 역사』 2책 (한길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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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의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그가 고전파와 그 이전의 경제분석들

을 구분한 근거까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르

크스는 페티와 부아기유베르에 와서 경제분석에 있어서 뭔가 질적

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변화가 전통사회에

서 근대사회로의 변화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로부터 파생되었

다고 분석하였다. 그는 전통사회에서는 인간과 사물 사이의 관계보

다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중요했으나 근대사회에서는 이 관계가 역

전되어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인간과 사물 사이의 관계에 예속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변화가 경제 현상

으로 표출되어 토지(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인간에 대한 권력 사이

의 연계가 끊어지고 오히려 동산이 부동산보다 부의 일반적 형태로

서 더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로써 부가 하나의 독립적

이고 통합적인 범주로 등장하였고 비로소 정치가와 경제의 사이의

분리가 가능해졌으며 국왕이 신민들의 부를 자의적으로 갈취하는

관행에 제재가 가해지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25)

즉, 중농주의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경제분석사적 맥락을 고찰할 때

가장 면밀히 찾아보아야 할 핵심은 어떠한 사회적·심리적 ‘도약’이

발생하였는지, 그로 인해 실제 경제적 관계에서는 어떤 변화를 초래

하였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경제분석 상의 관점

이나 방법론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포착해 내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그러한 ‘도약’의 계기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이

의 관계의 존재론적 변화로부터 도출하였던 것이다. 한편, 허쉬먼

(Albert O. Hirschman)은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변화의 계기

를 심리적 ‘도약’에서 발견하였다. 17세기까지도 인간의 죄악 중에서

가장 사악한 것은 온갖 대상들에 대한 탐욕이라고 간주되었다. 그리

고 탐욕이란 인간 본성에 내재해 있는 열정(passion)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26) 스피노자에 따르면 “열정은 보다 강력한 다른

25) Dumont, From Mandeville to Marx, pp. 5-6.
26) Hirschman, Albert O., The passion and the interests, 김승혁 역, 『열정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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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에 의해 대치되지 않는 한 결코 없앨 수 없으며 선과 악에 대

한 진정한 지식으로도 없앨 수 없다.” 흄은 “이성은 열정의 노예이

고 또 그래야 한다”고 보았고, 홉스는 “재물, 영광 및 지배욕의 공격

적 추구와 같은 인간의 욕망과 열정은 죽음의 공포, 풍요로운 생활

에 필요한 대상물에 대한 욕구, 근면하게 일하면 이를 얻을 수 있다

는 희망과 같은, 평화를 지향하게 하는 다른 열정에 의해 극복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7) 즉, 인간은 누구나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

열정으로부터 탐욕이라는 악덕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열정

을 억제하느냐의 문제는 전통사회의 모든 도덕론자들에게 주어진

난제였다.

그러나 17세기에 들어서부터 열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대신

가장 덜 사악한 열정으로 다른 사악한 열정들을 억제하는 것이 현

실적이고 더 나아가 긍정적이기까지 한 해결책이라는 주장들이 등

장하였다. 이때 가장 덜 사악한 열정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바로 금

전욕, 부에 대한 열정이었다. 여기에서 이해관계(interest)라는 개념

이 파생되는데, 그것은 부에 대한 열정이 이성에 의해 적절하게 절

제되고 조절된 상태를 의미했다. 즉, 이해관계는 부에 대한 순화된

열정이자 계산된 욕구와 같은 것이었다.28) 허쉬먼은 열정이라는 인

간의 본성에 대한 심리적 태도변화가 부를 추구하는 인간의 이해관

계라는 새로운 ‘객관적’ 범주를 낳았고 이 새로운 범주를 합리화하

고 탐구하는 영역이 바로 ‘경제학’으로 등장하였다고 보았다. 그는

“경제는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복잡한 기구나 기계라

는 생각은 중농주의자들이 경제사상에 끼친 가장 중요한 업적”29)이

었다고 주장하였는데, 다시 말해 허쉬먼의 관점에서 중농주의는 열

정이 이해관계를 거쳐 자기 조절적 ‘기계장치’로 진화한 최종 산물

이었던 것이다.

해관계』 (나남, 1994), p. 47.
27) Ibid., pp. 30-8.
28) Ibid., p. 49.
29) Ibid.,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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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몽은 인간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개별적 주체로서 확립

되는 과정을 경제분석사의 가장 결정적 도약기로 파악하였다. 그는

로크(John Locke)와 맨드빌(Bernard Mandeville)의 경제사상에서 그

러한 단초를 발견하였다. 로크는 신과 인간의 관계, 왕과 신민의 관

계, 가부장과 가솔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여타 피조물의 관계를 규

정하는 지배-종속의 관계를 재산(property)-소유권(ownership)의 관

계로 재정립하였다. 자유란 자기 자신과 그 능력 및 그 능력으로 파

생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로크는 인간

을 소유의 주체이자 도덕적 존재의 결합으로 봄으로써 기존의 사회

적 관계망 내에 포섭된 인간을 개별적 주체로 재정립하였다. 맨드빌

은 개인이 논리적으로 사회에 우선한다고 보았다. 인간은 온갖 종류

의 열정을 타고난 개별적 존재인데, 다만 이러한 열정에서 기인하는

온갖 욕망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인간들과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

는 존재로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각자 자기 욕망에 충실하려는

이기적 행위들이 사회 전체로 보면 공익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

는데 맨드빌은 이를 “private vices, public benefis”라고 표현하였다.

경제가 윤리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행위 그 자체에 고유

한 윤리적 규범이 내재해 있음을 밝혀야 하는데, 맨드빌의 논리는

정확히 그 조건을 충족해 주었던 것이다.30)

그런데 이러한 맨드빌의 경제사상과 관련하여 그뢰네베겐(Peter

D. Groenewegen)은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니콜

(Pierre Nicole)과 도마(Jean Domat)의 장세니즘(Jansénisme)이 부

아기유베르와 맨드빌의 경제사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장

세니즘은 덕(virtue)과 악덕(vice)을 구분했는데, 덕은 신에 대한 순

수한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선행 즉, 자선을 말하고 악덕은 그 외에

모든 것으로 정의되었다. 그런데 니콜과 도마는 악덕을 오로지 지양

해야 할 것으로만 간주하지 않았다. 악덕은 본질적으로 이기심에서

30) 뒤몽의 로크와 맨드빌에 대한 설명은 Dumont, From Mandeville to Marx 의
4장과 5장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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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된다. 왜냐하면 신에 대한 사랑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이 바로 이기심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속 사회가 번영하는 문제는

덕의 영역이 아닌 악덕 즉 이기심의 영역이라고 보았고 인간들의

이기심을 어떻게 계몽하느냐가 세속 사회의 번영을 좌우한다고 보

았다. 여기서 계몽된 이기심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낳는다는

결론이 도출된다.31) 그뢰네베겐은 장세니즘의 이러한 논의가 세속화

된 결과가 바로 맨드빌의 경제사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마르크스로부터 시작해 허쉬먼, 뒤몽, 그뢰네베겐에 이

르기까지 17세기 말 ~ 18세기 초를 기점으로 경제분석의 역사에서

발생한 인식론적 도약과 그것을 가능케 한 몇몇 계기들을 살펴보았

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 비추어 프랑스 내에서는 경제분석의 역

사가 어떤 계기들을 통해 발전해 왔는지 간략히 살펴보자. 프랑스에

서 경제 문제를 둘러싸고 지식인들 사이에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된

최초의 사건은 1566년 경부터 시작된 보댕(Jean Bodin)과 말레스트

루아(M. de Malestroit)의 물가 상승을 둘러싼 논쟁이었다.32) ‘정치

경제학(économie politique)’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튀르케

(Louis Turquet de Mayeme)가 1615년에 쓴 저서에서였다.33) 그러

나 본격적인 의미의 경제분석은 중상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거들이

등장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반중상주의적 관점들은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나뉘는데, 하나는 로(John Law)와 뒤토(Du Tot)를 중심으로

31) Peter D. Groenewegen, 'New light on the origins of modern economics',
Economic Record, vol. 65, no. 189 (June 1989), pp. 137-8.

32) 이 논쟁에 대해서는 Bodin, Jean, La response de maistre Jean Bodin
advocat en la Cour au paradoxe de monsieur de Malestroit, touchant
l'encherissement de toutes choses, & le moyen d'y remedier. A monsieur
Prevost, seigneur de Morsan, president pour le Roy en sa cour de
parlement (1934); Hauser, Henri, La vie chère au XVIè siècle: la response
de Jean Bodin à M . Malestroit-1568 (A. Colin, 1932)를 참조.

33) L. Turquet de Mayerne, La Monarchie aristo-democratique ou le
gouvernement compose et mesle des trois formes de Idgitimes
Republiques (Paris, 1615); Gilbert Faccarello ed., Studies in the history of
french political economy: from Bodin to Walras (London & New York, 1998),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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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신중상주의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부아기유베르의 과소소비

론적 관점이다. 로는 잘 알려져 있듯이 루이 14세 사후 섭정기 동안

이른바 로체제라는 모험주의적 경제 정책을 통해 프랑스 사회에 커

다란 ‘트라우마’를 남긴 인물이었다. 뒤토는 로가 세운 미시시피회사

에서 일을 했고 로체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로의 경제 이

론가였다. 생몰연대를 비롯해 행적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

지만 그가 남긴 두 권짜리 저서 『금융 및 상업에 관한 정치적 고

찰(Réflexions politiques sur les finances et le commerce)』에서 그

의 경제사상의 핵심을 엿볼 수 있다. 그의 신중상주의는 금속화폐를

지폐로 대체하는 것과 공채 소유자들을 미시시피회사의 주식 소유

자들로 전환하는 것으로 요약된다.34) 신중상주의는 중상주의의 한계

를 중금주의로 보았는데, 귀금속의 한계에 묶여 통화량이 제한되어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부아기유베르

는 부를 화폐 및 귀금속의 축적과 동일시했던 중상주의적 관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오직 상품만이 부의 실질적인 형태이며 화폐나

귀금속은 상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화폐나 귀금속을 인위적으로 축장하는 것은 상품의 흐름을 방해해

서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막는 행위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

서 과소소비론이 등장하였는데, 그것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기침

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생산된 상품을 충분히 소비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소비에 사용되어야 할 화폐가 축장되기 때문에―수요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관점에 근거하였다.35)

뒤토의 신중상주의와 부아기유베르의 과소소비론은 각기 상이한

방식으로 중농주의가 형성되는 데 기여하였다. 신중상주의는 로체제

의 실험이 파국으로 끝나면서 프랑스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금융 부

문이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그 여파로 실물

자산에 관심이 쏠리면서 토지와 농업에 대한 관심이 18세기 중반

34) Ibid., pp. 57-68.
35) Groenewegen, 'Marx's conception of classical political economy', pp.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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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렵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중농주의의 등장 또한 이러한 사

회 전반의 흐름에 놓여 있었다. 과소소비론은 부에 대한 관점을 화

폐나 귀금속에서 상품으로 옮겨 놓았다는 점, 상품의 원활한 흐름을

경제 문제의 본질로 보았다는 점, 그리고 소비의 문제를 경제 체제

의 출발점이자 관건으로 보았다는 점 등에서 중농주의의 개념적 선

구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지주

의 소비와 투자를 『경제표』 상의 논리적 출발점으로 보았던 케네

의 사상은 확실히 부아기유베르의 과소소비론의 전통에 속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신중상주의와 과소소비론이 중농주의로

바로 연결되기 전에 거쳐야 할 단계가 하나 더 있었는데, 구르네

(Vincent de Gournay)의 자유주의가 그것이다. 구르네는 한 동안

“Laissez faire, laissez passer”라는 경구를 처음 사용한 사람으로 잘

못 알려진 적도 있었는데,36) 어쨌든 18세기 전반기에 중상주의에 반

대하는 프랑스 계몽사상의 경제적 흐름을 대표하는 인물인 것은 확

실하다. 이른바 구르네 그룹에는 튀르고 같은 중농주의자와 나중에

반중농주의자가 되는 포르보네나 모렐리 같은 이들이 모두 속해 있

었다. 다시 말해 구르네 그룹은 프랑스 자유주의가 아직 세분화되기

이전의 맹아적 단계를 대표하는 집단이었다. 문제는 정작 구르네 자

신의 구체적인 경제 사상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는 점이다.

그는 유복한 선주 가문 출신으로 대규모 국제무역 분야에서 실무를

익혔으며, 오랫동안 상무지사(Intendant du Commerce)를 역임하며

관료로서의 경험도 가지고 있었다. 1759년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지

않고 케네와의 만남이 성사되었다면 중농주의와의 관계도 어떤 식

으로든지 정리되었을 것이다. 중농주의는 구르네 그룹이 주도하던

경제적 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이론상 그것보다 훨씬 더 원칙적인

자유주의 교리를 구축하며 등장하였다.

36) 1886년에 옹켄(A. Oncken)이 이를 정정함. Simone Meyssonnier, 'Vincent de
Gournay (1725-1759) et la "Balance des hommes"', Population (French
Edition), 45e Année, no. 1 (Jan-Feb., 1990),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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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중농주의의 세 거두 케네, 튀르고, 미라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세 명의 경제사상가들인 캉티용(Richard

Cantillon), 흄, 스미스에 대해 살펴보겠다. 케네, 튀르고, 미라보는

확실히 이들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각자 자신들만의 독특

한 경제사상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캉티용의 가문은 본래 노르망

디 출신이었으나 정복왕 윌리엄을 따라 잉글랜드로 건너갔다가 다

시 아일랜드를 거쳐 스코틀랜드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작

캉티용 본인은 파리를 거점으로 은행업에 종사하면서 다시 프랑스

로 돌아왔다. 그는 사업상 여행이 잦고 관찰력이 뛰어나며 매우 꼼

꼼한 기록 습관을 가진 인물이었다.37) 캉티용은 케네와 미라보 둘

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미라보와는 미라보의 자택에서 열린

화요모임에서 직접 만나기도 했다. 사실 캉티용과 미라보 사이에는

단순한 접촉을 넘어서는 더 미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미라보는

자신의 출세작 『인간의 벗(L'ami des hommes)』을 준비하고 출간

하기 한참 전부터 캉티용의 유일한 경제학 저서 『상업론(Essai sur

la nature du commerce en général)』의 수고본을 보유하고 있었다.

캉티용의 이 저서는 1730-4년 사이에 집필되었으나 알 수 없는 이

유로 출판이 늦어지다가 1755년에야 출간되었고 미라보의 저서는

그 다음해인 1756년에 제1권이 출판되었다. 이로 인해 미라보가 언

급하는 농업과 인구 문제에 관한 내용은 캉티용의 것을 그대로 가

져다 쓴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38) 이 점은 케네가

미라보를 처음 만났을 때 바로 알아본 사항이기도 했다. 그러나 케

네 자신 또한 캉티용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윌리엄 페티

로부터 가장 두드러진 영향을 받은 캉티용의 경제사상은 노동과 토

지를 부의 두 가지 원천으로 동등하게 인정하였다. 또한 ‘표준가치

(normal value)’라고 하여 시장가치와는 별도로 생산 비용 혹은 생

37) Henry Higgs, 'Cantillon's place in economic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6, no. 4 (Jul. 1892), pp. 439-40.

38) Higgs, 'Richard Cantillon', p.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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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투입되는 노동과 토지의 양으로 측정되는 가치 개념을 상정하

였다. 임금은 지역의 생활수준이나 관습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임금

철칙론을 받아들였으나, 동시에 소비와 수요의 중요성 또한 강조하

였다.39) 이렇게 놓고 보면, 케네는 캉티용의 토지가치설을 그리고

미라보는 노동가치설을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표준가치’라는 개

념 또한 케네의 ‘본원가격(prix fondamental)’ 개념과 거의 흡사하며,

임금철칙론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지주의 소비와 수요의 중요성

을 강조한 것 또한 유사하다. 그러나 케네가 결정적으로 캉티용에게

지고 있는 ‘빚’은 그가 『경제표』를 만들 때 적용한 기본 개념과 순

생산 개념을 실은 캉티용의 저서 1부 12장에서 ‘도용’했다는 사실이

다.40)

흄의 경제학은 역사학과 심리학을 경제 분석의 핵심 도구로 사용

했다는 점에서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경제 활동의 동

기를 인간의 심리적 욕구의 다양성으로 설명하면서도 그러한 인간

의 욕구를 자연적이고 불변하는 특성으로 보지 않고 구체적인 역사

적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보는 매우 독창적인 관점을 지니

고 있었다.41) 흄과 중농주의자들 사이의 관계는 그다지 직접적이지

도 긴밀하지도 않았다. 일단 흄 본인이 중농주의에 매우 비판적이었

다. 상공업은 어떠한 잉여도 생산하지 않는다는 중농주의의 기본 이

론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흄과 튀르고는 개인적으로 서신을

교환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는데 흄은 튀르고가 중농주의자들 사

이에서 언급되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을 정도였다고 한다.42) 그러나

본인의 선호 여부와 상관없이 흄의 경제학은 본의 아니게 중농주의

의 한 지류로 흘러들어갔다. 흄은 사치는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며 역사적 조건에 따라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복리에 얼

39) Higgs, 'Cantillon's place in economics', pp. 444-50.
40) Richard Cantillon, Essai sur la nature du commerce en général (Londres,
1755), pp. 55-61.

41) Marcus Arkin, 'The economic writings of David Hume: a reassessment',
The South Africa Journal of Economics, vol. 24, no. 3 (Sep. 1956), p. 218.

42) Ibid., pp. 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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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43) 흄

의 이러한 사치론은 전통적인 사치론과 질적으로 다른 태도에서 등

장한 것이다. 전통적인 사치론은 사치의 성격, 즉 어떤 신분의 사람

이 무엇을 소비하였느냐가 사치의 옳고 그름을 결정한다고 본 반면,

흄의 사치론은 특정 조건에서 행해지는 사치가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사치이냐 아니냐로 사치의 좋고 나쁨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

다. 미라보는 흄의 사치론을 자신의 저서 『인간의 벗』에서 본격적

으로 다루며 그 기본 골격이 중농주의 사치론으로 고스란히 이어진

다.44) 중농주의의 사치론은 농업의 생산 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치이

면 긍정적인 것으로 그렇지 않은 사치이면 부정적인 것으로 규정한

다. 여기서 ‘농업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는 경제 활동 즉, ‘순생산의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치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것이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스미스는 케네와 튀르고 둘 다와 관련이 있었

다. 만약 케네가 일찍 죽지만 않았다면 스미스가 『국부론』을 케네

에게 헌정하려 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 만큼 스미스

는 중농주의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케네는

가치 창출의 근원을 토지로 보는 반면 스미스는 노동가치설을 주장

하는 입장이었고, 케네의 가치이론이 사용가치에 기반하였다면 스미

스는 교환가치론을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양자는 외견상 사뭇 다른

맥락의 경제사상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45) 무엇보다도 양자

가 비록 동시대에 등장하였지만, 케네의 경제사상이 농업에 매여 있

는 전통적 입장의 마지막 국면처럼 보일 수 있는 반면, 스미스의 경

제사상은 자본주의를 수용하고 산업혁명을 예견하는 새로운 시대의

첫 번째 국면으로 보일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각론상·외

43) Ibid., p. 208.
44) Mirabeau, L'ami des hommes, vol. 2, pp. 139-93의 “De Luxe”를 참조.
45) 케네와 스미스의 경제사상에 관한 비교는 Dumont, From Mandeville to Marx
의 6장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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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케네와 스미스의 경제사상은 더 근본적

인 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경제

과정을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과 생산된 가치를 유통시키는 ‘분배’로

나누어 보는 생산/분배의 이원론적 관점이다. 이는 후대의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 당시에 케네와 스미스가 서로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이

훨씬 더 가까웠으리라는 점을 말해준다.

튀르고는 중농주의에 속하면서도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위를 누

렸으며 또한 독자적인 경제사상을 구축하고 있었다. 튀르고는 케네

의 생산 과정에서 자본의 역할에 대한 분석을 계승하면서도 그것을

농업 부문에만 한정하지 않고 생산 분야 전반으로 확장하여 이를

자본투자와 생산성에 관한 일반 이론으로 확장하였다.46) 아무래도

케네의 이론이 농업 분야에 특화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면 튀

르고는 명실상부하게 스미스에 비견할 정도로 경제 전반에 관한 일

반 이론을 개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튀르고

와 스미스의 경제사상은 자주 비교 대상이 되었다. 정황상 스미스가

국부론을 집필하기 전에 튀르고의 저서 『부의 형성과 분배에 관한

고찰(Réflexions sur la formation et la distribution des richesse

s)』의 원고를 2/3 정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튀르고의 사상을 염두에 두지 않기는 어려웠을 것이

다.47) 실제로 스미스와 튀르고의 저작 사이에는 ‘유효 수요’, ‘자본의

순환’, ‘저축-투자 분석’, ‘지가의 결정 및 자본 투자의 수익성’ 등을

다루는 부분에서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48) 한편, 슘페터는

튀르고의 경제분석이 몇몇 부분에서 스미스를 훨씬 능가했다고 주

장하였다. 예를 들어 스미스는 튀르고에 비해, 자본 수요에 대한 분

석에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간극(시간 요소)의 문제를

46) Peter D. Groenewegen, 'A re-interpretation of Turgot's theory of capital
and interest', The Economic Journal, vol. 81, no. 322 (Jun. 1971), p. 335.

47) Peter D. Groenewegen, 'Turgot and Adam Smith', Scotti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5, no. 3 (Nov. 1968), p. 276.

48) Ibid., pp. 2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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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자본 축적에 대한 분석에서는 ‘저축

(saving)’과 ‘축장(hoarding)’의 차이, 화폐의 역할, 저축의 동기 등에

관한 상세한 분석을 결여하였으며, 그리고 이자율의 결정에 관한 분

석에서는 시간 할인(time preference)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

다고 비판하였다. 게다가 이자율의 변화가 자본의 할당에 영향을 미

친다는 분석, 즉 이자율이 낮아지면 이윤율이 낮은 분야로 자본이

이동한다는 분석은 튀르고만의 독창적인 업적이라고 높이 평가하였

다.49) 이렇게 볼 때, 중농주의와 스미스의 경제사상은 일정한 상호

교류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근본적으로 같은 방향을 지향하는 것으

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중농주의는 그 주장의 급진성 혹은 ‘시대착오적’ 성격 때문에 당대

인들에 의해서도 이미 이질적인 사상으로 취급받곤 했다. 후대의 연

구자들도 중농주의를 프랑스사나 정치경제학사 역사적 맥락에서 파

악하기보다는 케네와 같은 특정 인물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에서

전적으로 기인하였거나 아니면 자연법과 같은 완전히 별도의 독자

적인 사상 체계에서 유래하였을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즉, 중농

주의는 프랑스사나 정치경제학사의 외부에서 외삽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관점은 프랑스혁명의 급진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에 의해 혁명의 ‘일탈’ 혹은 ‘왜곡’을 중농주의라는 ‘비프랑

스적’ 사상의 ‘감염’ 때문이라는 터무니없는 역사 해석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농주의는 결코 허공에서 갑자

기 등장한 이물질이 아니었다. 중농주의는 루이 14세 시대의 중상주

의와 섭정기의 신중상주의에 대한 이중적 반동이라는 맥락에서 등

장한 경제 개혁의 한 조류이자, 스미스, 구르네, 캉티용 등의 정치경

제학자들과의 교류와 상호영향 속에서 형성된 정치경제학사적 맥락

이 분명한 경제사상이었다.

49) Groenewegen, 'A re-interpretation of Turgot's theory of capital and
interest', p.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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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농주의 경제사상의 쟁점들

1) 개요

이번 장에서는 중농주의 경제사상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간략히 그 세부적 개념들을 살펴볼 것이다. 벨레르스는 중농

주의 경제사상을 왜 농업만이 순소득을 가져다주고 상공업은 그렇

지 못한가라는 중농주의 이론의 핵심 전제에 대한 설명에서 출발하

여, 프랑스 농업에 대한 진단과 해결 방안의 제시, 정부가 취해야

할 각종 정책적 조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중농주의적 체제에 맞는

산업 전체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전망을 밝히는 방식으로 논리적 연

쇄에 따라 서술하였다. 아마 이러한 벨레르스식 설명이 중농주의 경

제사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식일 것이다. 그러

나 본 논문에서는 논리적 연쇄에 따른 설명보다는 주제별로 쟁점을

다루는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벨

레르스의 설명이 놓칠 수 있는 중농주의의 이론적 쟁점을 보다 선

명히 드러내고, 또 본 논문의 전체 주제와 관련하여 각각의 이론적

쟁점들이 주는 함의들을 적절히 포착하기 위함이다.

중농주의는 당시까지 존재해왔던 다른 경제사상들과는 본질적으

로 다른 차원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특징은 본 논문에서 주

장하는 ‘경제의 탄생’이라는 개념과도 직접적으로 맥이 통하는 것으

로 보인다. 먼저 <경제표>는 케네의 경제사상을 집약적이고 상징적

으로 보여주는 업적이었다. 어쩌면 <경제표>가 갖는 최고의 의의는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세부적인 수치들이 아니라, 경제를 마치 인

체의 해부도처럼 한 장의 ‘청사진’으로 구현하겠다는 발상 자체일

것이다. 이러한 발상의 전제에는 하나의 몸이 하나의 ‘우주’이듯이

경제도 그 자체로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이라는 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중농주의를 자연법적 전통에 있는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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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학적 체계로 볼 것인가, 아니면 17세기 후반 이후의 개혁적 경제

사상의 전통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를 다룬다. 자연법적 맥락에

서 볼 때 중농주의는 경제 활동의 문제를, 인간의 생존을 위한 물질

적 조건에 대한 자연적 권리의 차원으로부터 더 많은 재화를 생산

하고 생산된 부를 소비하고 향유할 권리의 문제로 확장했다는 식으

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당대

의 프랑스인들 대다수가 중농주의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중농주의를 자연법 전통의 맥락에 놓고 해석하는 것은 케네가 수사

적 차원에서 당대에 유행하던 ‘자연권’론을 언급한 것을 과대 해석

한 것이다.

세 번째는 자연가치설을 다룬다. 자연가치설은 오직 농업(토지)만

이 새로운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중농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

는 명제이다. 중농주의 이전의 모든 경제 사상은 부의 원천을 인간

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 교환에서 찾았다. 그 교환의 형태가 상업이

됐든, 약탈이 됐든 부의 축적은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 위에서 벌

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중농주의는 부의 원천을 인간과 자연

사이의 수직적 교환으로 보았다. 즉, 부의 원천은 생산이라는 것이

다. 이 두 가지 관점 사이에는 경제 활동에 대한 매우 근본적인 인

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부를 다른 인간(사회)과의 수평적 교환에서

획득해야 한다는 관점은 필연적으로 경제 활동에 경제외적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전쟁, 약탈, 국가 주도의 무역 등이

그러하듯이 말이다. 반면, 자연에 대한 인간의 노동에서 부의 원천

을 찾는 관점에서는 경제 활동을 순수하게 경제 자체의 논리로만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해진다. 네 번째로는 중농주의의 가치론

을 다룰 것이다. 그 핵심은 부란 (농업의) 생산량과 시장가격의 곱

에 비례한다는 것으로, 농업의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부의 증대는 사실상 시장가격의 상승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장가격의 상승을 위해서는 농산물

의 판로를 확장해야 하고 바로 여기에서 중농주의자들의 곡물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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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 정책이 도출된다. 즉, 중농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국부의 증

대는 곡물교역자유화와 같은 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 경제활동

이 최대한 보장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소유권 문제는 지주의 역할에 관해 다룬다. 중농주의

생산체제는 생산 요소와 생산 과정 및 생산된 결과물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확실히 보장해주는 사적 소유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자

연스럽게 토지의 소유자인 지주가 경제적 주체로서나 사회적 관계

의 조정자로서나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받는 것으로 상정된다. 여기

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이미 확립된 신분적·법적 질서에 의해 경

제 활동이 통제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동의 작동 방식

에 의해 결정된 생산 관계를 그대로 반영하여 사회적 관계를 수립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즉, 경제가 먼저고 사회는 그것을 반영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로는 중농주의 조세론을 다룬다. 중

농주의는 현재의 세목으로 보자면 법인세에 해당하는 종합토지세를

정부가 거둘 수 있는 원칙적으로 유일하게 합법적인 조세로 본다.

왜냐하면 순소득에 대한 과세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과세도 경제 활

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시장의 질서를 왜곡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중농주의는 조세 수취의 정당성으로 정부의 재정 수요, 불평등의 완

화, 징벌적 효과와 같은 어떠한 경제외적 원칙도 인정하지 않고 오

직 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 한 가지 원칙만

을 인정하였다.

일곱 번째로는 중농주의 경제성장론을 다룬다. 케네는 생산과 잉

여를 분석하여 그것이 경제 전체에서 어떻게 순환하는지 보여주었

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경제 순환의 확대재생산이라는 성장의 문제

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물론 당대의 경제적 지평에서 지속적 경제

성장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리는 없다. 다만 케네는 자신이 이상

적으로 생각하는 정태적 균형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프랑스의

낙후된 농업 현실을 감안했을 때 특히 더―농업 부문에서 생산성의

증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중농주의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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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론은 마지막으로 다루는 소비론과 함께 케네가 <경제표>에서 그

려낸 ‘닫힌’ 순환 체계로서의 경제 활동의 영토를 완성한다. 중농주

의에서 ‘소비’는 간혹 부정적인 측면에서 묘사되기도 하지만, 경제의

순환체계가 시작되는 최초의 원동력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최초에

소비가 있었다.’ 소비로부터 경제의 순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최초에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무상으로 ‘열매’를 얻어야만 생존이 가능했고

여기에 자연가치설의 철학적 기원이 있다. 또한 소비는 경제 활동의

가장 중요한 동기로 간주된다. 경제는 경제외적 동기에 의해서가 아

니라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 가장 잘 추동된다는 것이다. 중농주의에

서 소비는 ‘지나치지만 않다면’ 낭비적 요소가 아니라 생산을 추동

하는 원동력이며 경제 전체의 순환을 구성하는 한 축이자 전제조건

이다. 이렇게 해서 소비는 생산과 연결되어 경제의 독자적 영토를

완성해주는 필수적 개념이 된다.

2) 경제표

연간 총소비를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의 연간 총생산을 상세

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소비(consommation)와 소득(revenu)은

동의어다.50)

바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소비의 본질과 각 소비 항목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경제표의 목적이다. 케네의 경제학적 업적 가

운데 『경제표』를 첫 손에 꼽는 데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

다. 케네는 1756년부터 백과전서에 실릴 원고의 형식으로 경제 문제

에 관한 본격적인 저작을 집필하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통해 자신이

그리는 기본적인 경제학적 관심사를 충분히 담아내었다. 『경제표』

는 그러한 노력들의 종합이자 이론적 공식화라고 볼 수 있다. 1756

년부터 『경제표』의 초판이 출간되는 1758년 사이의 기간은 케네

50) Quesnay, ‘Philosophie rurale’(1763), OEuvres économiques, p.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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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술 작업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에도 공을 들이며 중농주의라는

하나의 체계를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을 충실히 벌였던 시간이기도

했다. 왕의 정부(情婦)이자 왕실 최고 실세의 주치의라는 직함과 베

르사유 궁에 위치한 거처는 자연스럽게 그에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었다. 1757년에는 미라보를 중농주의로 끌어들

였고, 1758년에는 자유주의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구르네를 만나

공동 학술 연구를 계획하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구르네는 그 해 말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더 이상의 공동 작업이 진행될 수는 없었다.51)

『경제표』라는 당시로서는 매우 독특한 형식의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케네의 독특한 인식론적 배경 때문이었다. 의사로서

케네는 경험과 관찰, 그리고 그것들의 집적된 유산인 전승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다. 오히려 케네는 내과의(physician)

중심의 주류 의학계가 경험과 민간 전승을 무시하고 도그마에 빠져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이었다.52) 그러나 경제 분석에 있어

서는 태도를 바꾸었다. 케네는 깊은 통찰과 그러한 통찰 끝에 얻을

수 있는 직관을 통해서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확실

성에는 신앙(foi)과 명증성(évidence)이라는 두 가지 원천이 있다. 신

앙은 이성을 통해 알 수 없는 계시적 진리에 관한 확실성을 보장해

주고 명증성은 자연적 지식에 관한 것으로 한정된다. (···) 명증성은

필연적으로 감각에 대한 내면적 관찰에 기인한다.”53) 즉, 경험들의

누적과 귀납적 결론만으로는 진정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다. 또한 케네는 직관을 통해 도달한 진리는 경험을 통해 검증될 필

요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한 과정 없이도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진

리를 표현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54) 『경제표』에

는 케네의 이러한 입장이 잘 표현되어 있다. 케네는 『경제표』를

51) Weulersse, Le mouvement physiocratique en France de 1756 A 1770, pp.
49-60.

52) Gustave Schelle, Le docteur Quesnay (Paris, 1907), pp. 89-90.
53) Quesnay, ‘Évidence’(1756), OEuvres économiques, p.61.
54) Vardi, The Physiocrats and the world of the Enlightenment,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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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고도로 추상화된 프랑스 경제 구조의 ‘해부도’를 만들어내고자

했다. 왜 그것이 그러한지에 대한 논리적·실증적 설명 같은 것은 없

다. 그냥 그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보

면 경제적 현실에 대해 지금까지는 몰랐던 통찰을 제공해주지 않느

냐고, 그런 것이 바로 경제의 진리 아니냐고 설득하는 식이다.

케네의 전기 작가 쉘(Gustave Schelle)은 케네가 『경제표』를 만

든 이유를 국왕과 퐁파두르 부인(Jeanne Antoinette Poisson,

Madame de

Pompadour)에

게 중농주의를

직관적이고 쉽

게 설명하기 위

함이라고 했

다.55) 케네가 일

종의 로비를 위

해서 『경제

표』를 고안했

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학설을 대중적

으로 전파시키

고자 하는 노력

의 일환인 것만

은 확실한 것

같다. 그것은 케

네가 『경제

표』를 미라보

에게 이해시키

55) Schelle, Le docteur Quesnay, p.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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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매우 애를 쏟았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여 최소 8개의 판본을 만들어냈으며, 각 판본마다 도해 옆에

해설과 금언을 병기하여 최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했

기 때문이다.56) 불행히도 케네의 의도는 썩 만족스럽게 달성된 것

같지는 않다. 미라보 정도의 지식인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경제

표』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한 눈에 척 봐도

『경제표』는 많은 수치들이 어지럽게 나열되어 있고 그 사이를 화

살표들이 복잡하게 엇갈려 있어서 보는 이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다음은 『경제표』 도해의 일부를 확대한 그림이다.

그러나 <경제표>가 작성된 기본 원리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표

의 시작은 지주의 지출이다. 여기에 크게 두 가지 가정이 더해지는

데, 첫째는 매년 지주의 투자 자본인 연선대(年先貸, avance

annuelle)에 대한 수익률을 100%로 가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주가

자신의 순이익을 경작자들과 제조업자들, 다시 말해 농업 부문과 비

농업 부문에 50 대 50의 비율로 지출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가정들

은 실증적인 근거에 의해 뒷받침 된다기보다는 케네가 설명을 위해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고 판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지주

의 지출로 인해 소득을 얻게 된 경작자와 제조업자는 다시 이 소득

을 생산 활동과 생물학적 재생산을 위해 농업 및 비농업 부문에 각

각 절반씩 소비하는 데, 이러한 과정이 무한히 반복되며 국가경제

전체의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경제표』의 기본 개요다.57)

아주 단순히 말하면 『경제표』는 케네가 경제의 세 주체로 간주

하는 지주, 경작자(영농가 + 농업노동자), 장인/제조업자(고용인 +

피고용인)들 사이의 거래 관계를 임의적으로 정한 수치로 표시한 것

에 불과하다.58) 케네는 상호 의존적인 이 세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지를 시각화하여 보여 준 것인 데, 그렇다고 하여 이

56) T. Barna, ‘Quesnay’s Tableau in modern guise’, The Economic Journal, vol.
85, no. 339 (Sep., 1975), p. 485.

57) Weulersse, Le mouvement physiocratique, pp. 62-3.
58) Barna, ‘Quesnay’s Tableau in modern guise’, p.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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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경제의 모든 요소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식의 단순한 기

술은 아니다. 케네가 보여주고자 한 것은 이러한 전체의 순환을 결

정하고 그것에 원동력이 되는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

떤 특정한 부문에서 특정한 요인들로 인해 인과의 사슬이 단절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었다.59) 일견 단순한 작업인

것도 같지만 케네의 『경제표』는 한 사회를 측정 가능한 수치들로

표현한 최초의 정치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카르텔리에(Jean

Cartelier)와 피케(Marie-France Piquet)는 이로써 경제 현상이 일종

의 사회물리학(physique sociale)의 대상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60)

물론 경제학이 새로운 과학적 분석의 지평을 획득했다는 것과 그것

의 내용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경제표』를 프랑스의 경제적 현실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라고만

단순하게 간주해 버리면 여기저기서 해명해야 할 문제들로 넘쳐날

것이다. 『경제표』는 현실이 아니라 이상적 상태에 대한 묘사다.

즉, 케네가 구상한 대로 농업 체제가 광작(廣作) 체제로 바뀌고, 곡

물 무역이 자유화되며, 과세가 순생산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등의 중

농주의적 경제 개혁이 완전히 실현되었다는 전제 하에 프랑스 전체

의 거시경제 체제의 정태적 균형 상태(static equilibrium)를 묘사한

것이다.61) 『경제표』의 의미를 분석하거나 비판할 때에는 반드시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경제표』에서 추출할 수 있는 경제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지주의 투자와 소비가 경제 순환 전체의 시발점이다. 중농주의에서

는 오직 토지(농업)에 투하된 자본만이 가치를 생산한다. 제조업은

잉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생산된 가치가 재생산 과정에 고스란히

59) Ronald L. Meek, ‘The interpretation of the “Tableau Economique”’,
Economica, New Series, vol. 27, no. 108 (Nov., 1960), p. 344.

60) Jean Cartelier and Marie-France Piquet, ‘Produit, production, reproduction
dans le Tableau économique: les concepts et les mots’, Revue économique,
vol. 50, no. 1 (Jan., 1999), p. 72.

61) Robert V. Eagly, ‘A physiocratic model of dynamic equilibrium’,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7, no. 1 (Jan.-Feb., 1969),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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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된다. 경작자에 의해 생산된 순생산은 지대의 형태로 지주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지주는 농업에 투자할 자본을 할당하고 지대의 형

태로 벌어들인 순생산을 소비하여 경제 전체의 순환을 시작하는 원

동력이 된다. 둘째, 경제의 원활한 순환 체계를 방해하는 경제활동

은 ‘나쁜’ 경제활동이다. 대표적으로 순생산이 아닌 분야에 대한 모

든 과세와 화폐의 인위적인 축장(蓄藏)을 들 수 있다. 상품이나 상

품의 입출입에 대한 과세는 가장 빈번하게 시행되어온 과세 형태인

데, 이러한 과세는 필연적으로 생산비 증가를 가져와 생산 활동 자

체를 위축시킨다. 지주가 농업 선대 자본과 소비 용도 이외에 화폐

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축장에 해당하며 순환하지 않는 부는 그

자체로 경제활동에 해악을 끼친다. 셋째, 경제활동의 이상적인 순환

상태 즉, 정태적 균형 상태는 자연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끊

임없는 경제외적 노력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62)

『경제표』 상의 정태적 균형 상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

인들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지주의 소비성향의 변

화다. 만약 지주가 사치품 구입에 지출 비중을 늘리면 이는 농업에

투하될 투자금의 상대적 축소로 이어져 농업의 전반적인 위축을 가

져올 것이고 결국 순생산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과세

대상과 세율의 변화다. 지주에 대한 과세는 순생산에 대한 과세이고

이 순생산은 어차피 지출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생산 활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생산과정이나 생산물에 대한 과세는

곧바로 생산의 위축으로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가격변동에

따른 변화다. 그러나 농산물 교역을 국내외에서 완전히 자유화하여

국지적 기근이나 매점매석과 같은 불의의 사고와 시장 교란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확보해 놓는다면 가격변동으로 인한

교란은 최대한 억제 가능하다.63)

62) Meek, ‘The interpretation of the “Tableau Economique”’, p. 345.
63) W. A. Eltis, ‘François Quesnay: a reinterpretation 2: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Oxford Economic Papers, New Series, vol. 27, no. 3 (Nov., 1975), p.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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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체제의 정태적 균형모델로서 『경제표』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 문제로는 크게 두 가지가 지적된다. 첫째, 케네에 의해 불임

계급으로 낙인찍힌 장인들의 경우, 소득의 절반은 생계를 위한 농산

물 구입에 소비하고 나머지 절반은 생산에 원료로 투하될 원자재를

구하는 데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자신들이

소비할 소비재를 어디에서 획득하는가?64) 믹은 『경제표』 상에는

대외교역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장인들의 소비재는 이들이 보유

한 농산물의 절반을 국외로 팔고 그 대가로 수입되는 공산품으로

충당되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65) 믹의 주장은 또 다

른 측면에서도 정당화되는데, 『경제표』에 따르면 농산물은 총수요

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총생산에서는 2/3를 차지한다. 따라서 농산물

의 일부는 반드시 수출이 되어야 하고 또 공산품은 수입되어야만

전체의 균형이 유지된다.66) 아마도 이 문제는 케네가 『경제표』를

최대한 단순하게 도식화하려다 보니 발생한 것일 테고 믹과 같은

해결책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둘째, 영농가의 이자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67) 지주는 직접 경작하지 않고 순생산의

일부를 영농가에게 선대함으로써 자본을 공급한다. 영농가가 지주에

게 지대를 통해 선대한 자본을 갚을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

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이자가 지불되어야 한다. 이 이자도 결국 영

농가의 총생산에서 지불되어야 한다면 이 부분이 총생산에 반영되

어야 하는 데 『경제표』에는 완전히 누락되어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제표』는 케네가 경제 분석의 역

사에 기여한 백미임이 분명하다. 『경제표』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이

64) Meek, ‘The interpretation of the “Tableau Economique”’, p. 332; Fred M.
Gottheil, ‘The underdressed manufacturers in Quesnay’s “Tableau: and what
economists are saying about it”’,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 34, no. 2 (Apr., 1975), p. 155.

65) Ibid., p. 158.
66) W. A. Eltis, ‘François Quesnay: a reinterpretation 1: the Tableau
Economique’, Oxford Economic Papers, New Series, vol. 27, no. 2 (Jul.,
1975), p. 187.

67) Ibid., p.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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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의미는 경제가 나름의 순환체계를 갖는 독자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68) 케네에게는 그것이 어떤 과

정을 통해 도출되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다만 자체적으로 충분

히 논리적이고 정합적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

종의 경제의 ‘독립선언문’이었다. 케인즈는 1941년 미국 경제의 투입

산출표(input-output table)를 작성할 당시 케네의 『경제표』를 염

두에 두고 작성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슘페터는 케네를 역사상 가

장 위대한 경제학자 4인 가운데 한 명으로 꼽기까지 했다.69) 물론

『경제표』가 실제로 후대의 경제학에 중요한 유산을 남겼는가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나 전문적인 경제학자들 역시 의문을 표할 것

이다. 그러나 『경제표』가 사람들의 기억에 많이 회자되지 않았다

고 하여 그것이 전혀 역사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경제표』가 표상하는 경제에 대한 관념이 너무 보편적으

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만, 케네의 지적재산권이 제

대로 지켜지지 못했을 뿐이다.

3) 중농주의: 자연법적 체계?

본 논문에서는 이미 중농주의를 개혁 담론에 기반한 경제 사상으

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자연법적 전통을 계승한 형이상학 체계로

보아야 하는지를 둘러싼 연구자들의 논쟁을 소개한 바 있다. 벨레르

스와 폭스-지노베즈 및 본 논문은 중농주의를 개혁적 경제 사상으

로 보는 입장을 지지하는 반면 바디, 라레르, 토크빌-퓌레-로장발롱

테제는 중농주의를 연역적으로 빈틈없는 형이상학 체계로 보는 입

장이다. 사실 이런 식의 입장 차이는 후대의 연구자들 사이에만 존

재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당대의 중농주의자들 사이에서도 감지할

수 있었다. 중농주의를 하나의 경제 사상이나 경제 분석의 모델로

68) 케네는 모든 경제학의 목적은 최대한의 재생산을 추구하는 것이며 소비와 생산
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순환의 관념을 분명히 했다. Quesnay,
‘Philosophie rurale’(1763), OEuvres économiques, p. 648.

69) Ibid., p.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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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것인지 아니면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인

간사의 전 영역에 대한 자연적 원리에 관한 체계로 볼 것인지에 대

해서는 케네 자신과 그의 제자들 사이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것

으로 추정된다. 케네의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이미

케네 자신은 사실상 중농주의 연구로부터 손을 놓았기 때문에 미라

보를 제외한다면 케네가 직접적으로 그의 제자들과 어떤 소통을 하

였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케네가 주로 경제 문제에 집중하였다

면, 미라보를 기점으로 그 이후의 제자들은 경제 문제는 케네의 입

장을 ‘교조적으로’ 따르되 학파의 영역을 다른 방면으로 확장하는

데 주력하였다. 메르시에, 르트론(Guillaume-François Le Trosne),

뒤퐁 등은 중농주의를 하나의 종합적인 철학적 체계로 확립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분명 스승의 길로부터 일탈하였다.

르트론은 중농주의를 농업, 상업, 제조업, 조세, 사법, 치안, 입법,

평화와 전쟁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행정을 다 아우르는 것으로 정

의하였고,70) 메르시에는 중농주의 체계 전체를 엄격한 연역적 구조

로 정식화하고자 했다.71) 이들의 시도는 긍정적으로 보자면 중농주

의를 확장하고 체계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중농주의를 도그마로 경도시킬 위험을 수반했다. 이들의 궁극적 목

표도 중농주의를 자연법적 원리에 근거한 과학적 진리로 확립하는

것이었다.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통치 체제에는 자연적 질서(ordre

naturel)가 존재한다. 바로 이 질서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지상에 머무

르는 동안 누리게 될 모든 물질적 행복을 확보한다. (···) 자연이 우리

에게 이 질서에 관한 지식의 일부를 가르쳐주었고 우리는 그저 그것을

목도하고 관찰하기만 하면 된다.72)

70) Neill, ‘The Physiocrats’ concept of economics’, p. 536.
71) Albaum, ‘The moral defenses of the Physiocrats’ laissez-faire’, p. 180. 메르
시에의 중농주의 체계에 관해서는 Pierre-Paul Le Mercier de La Rivière,
L’ordre naturel des sociétés politiques (Paris; London, 1767)를 참조.

72) Ibid., pp. xvi-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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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중농주의자들이 자연으로부터 배운 자연적 질서란 무엇인

가?

중세 교부철학에서 자연법은 정태적인 사회·경제적 관계를 합리화

하는 데 이용되었다. 이윤 추구라는 욕망에 의해 동기 부여된 경제

활동은 자연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73) 즉, 자연법은 이기

심에 대한 도덕적 억제의 수단이었다. 이러한 견해는 16세기 후반

영국에서 처음으로 도전에 직면했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

는 인간의 자유는 자연법의 원리에 따라 사회의 복리를 촉진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영국인들은 정부가 특정 상인들에게

독점적 특권을 부여하는 관행을 비판하면서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

이 더 이로운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바로 이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이 자연법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 되었다. 이러

한 극적인 논리의 전복은 동인도회사의 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

1600년에 설립된 동인도회사는 주로 아시아산 기호품을 영국으로

수입하고 금으로 결제했다. 당연히 금의 유출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

이 벌어졌는데, 동인도회사를 옹호하는 진영의 논리는 이러했다. 금

의 유출이 상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한 어떠한 규제를 가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윤 동기에 따르는 시장의 법칙

은 어떤 인위적인 노력으로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74)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바디, 라레르, 앨바움 등은 중농주의의 자

연법적 맥락을 강조하였다. 자연법적 기본권 가운데 생존에 대한 권

리는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한다. 생존권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물리

적 수단이 바로 재산이며 따라서 생존권의 논리로부터 재산권이 정

당화된다.75) 경제가 충분히 발전하기 전에는 자연권적 권리가 생존

73) Amalia D. Kessler, A revolution in commerce: the parisian merchant court
and the rise of commercial society in eighteenth-century France (New
Haven & London, 2007), p. 17.

74) Alfred F. Chalk, ‘Natural law and the rise of economic individualism in
Englan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59, no. 4 (Aug., 1951), p. 332-41.

75) 푸펜도르프는 제1의 자연법적 원리로 인간의 자기애(self-love)를 원천으로 들
었다. 그러나 인간은 유약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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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적 차원에서 주로 논의되었다면, 경제가 발전하면서 더 많은 재화

의 소비에서 오는 쾌락의 향유로 자연권적 권리의 확장이 일어난

다.76) 아울러 자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증가하면서, 자연법적 권

리를 통해 인간의 자연적 본성의 실현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막연히

이해되었던 자연적 질서가 이제 자연의 원리에 대한 과학적 기술에

의해 대체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중농주의는 자연적 질서

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통해 부의 생산을 최대화하고 올바르게 분

배하는 법칙을 발견하여 인간의 자연적 권리를 확보하려는 경제 사

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77)

중농주의를 비판하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 상공업 불임설 다음으

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과학적 진리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독단적 태도일 것이다. 중농 사상에 대해 내용적으로 호의적

인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독단성에 대해서는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

다. 많은 계몽사상가들이 중농학파를 일종의 종교적 광신도에 비유

하고 조롱했다. 그도 그럴 것이 중농학파들이 자신들의 학설을 진리

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인식론이 계몽과 이성의 시대를 살아가

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확실히 빈약했다. 르트론은 과학적 진리란 신

의 계시에 의해 주어지거나 귀납적 방식에 의해 단계적으로 추론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진리란 계몽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명확한 ‘직관’에 의해 각인되는 것으로 일종의 본유관념

(innate ideas)이라는 것이다.78) 본유관념이란 진리가 인간에게 내재

되어 있다는 의미인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그것을 즉각적으로 알

인간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이로부터 최초의 자연법적 원리가 나온다.
즉, 인간은 반드시 상호 교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이기심으로부터 상업의
필연성이 도출되는 것이다. Kessler, A revolution in commerce, pp. 157-9.

76) 그러나 자연권의 향유는 노동을 전제로 한다. 노동에는 육체적, 정신적 재능은
물론 적절한 수단들과 도구들이 필요하다. 케네는 바로 여기에서 자연권 향유의
불평등이 유래한다고 보았다. Quesnay, ‘Observations sur le droit naturel des
hommes réunis en société’(1765), OEuvres économiques, p. 102.

77) Albaum, ‘The moral defenses of the Physiocrats’ laissez-faire’, p. 196-7.
78) Quesnay, ‘Essai physique sur l’oeconomie animale’(1747), OEuvres
économiques,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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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식으로

각자의 의식의 영역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그것은 마치 종교적 진리

가 어느 한 순간의 깨우침에 의해 터득되는 이치와 유사하다.79)

분명히 르트론의 인식론이 케네의 것으로부터 발전한 것은 사실

이다. 누구보다도 케네 자신이 중농주의 경제학의 과학적 명증성

(évidence)을 확신했다. 그러나 케네의 인식론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

면 다분히 절충적 성격을 볼 수 있다. 케네는 로크의 경험주의, 데

카르트의 본유관념과 방법론적 회의 모두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하

지 않았다. 진리를 발견하는 두 가지 원천은 관찰과 실험 둘 다이며

이 둘은 반드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80) 외과의사로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케네에게 진리의 경험적 원천을 부정한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사실 케네의 제자들이 한창 중농

주의를 체계화하며 철학적 토대를 구축해나갔던 시기는, 중농주의가

더 이상 공론장의 총아가 아니며 그 사상에 기반한 정책적 실험은

사실상 실패로 판명되었으며 학파의 수장인 케네의 관심사는 이미

수학과 기하학으로 옮겨가고 난 이후였다.81)

중농주의를 경제 영역에 국한된 이론 체계로 보느냐 아니면 세상

만사를 논하는 근원적인 법칙으로 보느냐는 매우 다른 함의를 갖는

다. 자유주의적 개혁 담론으로 처음 소개되었을 때 중농주의는 세인

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한 때나마 개혁의 상징으로서 공론장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러나 스스로를 진리에 대한 독점적 담지자로

규정하고 마치 종교적 도그마 같은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자 사람들

의 관심은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물론 그것을 전적으로 중농주의의

79) Neill, ‘The Physiocrats’ concept of economics’, p. 539.
80) Ibid., pp. 545-6.
81) 중농주의를 평민 지주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이데올로기이자 프랑스 농촌의
개혁을 위한 정책적 강령이라고 보는 웨어는 중농주의자들의 자연법에 대한 강
조는 일종의 수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자연법을 내세우는 것은 18세기에 광
범위하게 유행했는데, 이것은 마치 19세기 사람들이 뭐든지 진화와 연관지으려
했던 것과 유사한 현상이었다는 것이다. Ware, ‘The Physiocrats: a study in
economic rationalization’, p.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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탓이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몫을 한 것은 사

실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중농주의가 차지하는 자리를 경제 사상

이 아닌 보편적 형이상학으로 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인식이다.

왜냐하면 형이상학으로서의 중농주의는, 악의적으로 말하자면, 세간

의 비웃음을 산 것 외에는 중농주의의 자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나 지금이나 중농주의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

들에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제 혹은 농업에 관한 혁신적인 관점이

었다. 중농주의적 형이상학이 어떤 유의미성을 갖는다면 중농주의

경제사상의 인식론적 기원을 밝혀주는 한에서일 것이다.82)

4) 자연가치설83)

농업만이 생산에 투하된 비용을 충당하고도 순수하게 생산을 추

가할 수 있고 그 밖의 모든 산업들은 기껏해야 단순재생산의 수준

을 넘어설 수 없다는, 당대인들에게는 상공업 불임설84)로 더 잘 알

려진 악명 높은 주장에 대해 살펴보자. 케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국가의 재정 수입은 매년 생산되는 부로 충당되는데, 그 부는 토지에

서 생산되는 부에서 지출을 차감한 이윤으로 이루어진다.

82) 마르크스와 슘페터는 케네야말로 경제학을 상호 연관된 부분들의 총합으로 이
루어진 하나의 전체, 즉 경제의 영역을 하나의 일관된 전체로 파악한 최초의 인
물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케네의 경제 사상은 경제학 내부로부터 발전 및
도출된 것이 아니라 외부의 문제로부터 경제의 영역으로 투사된 것이라고 보았
다. 즉, 케네의 경제 사상은 자연법 이론으로부터 발전하여 전통사회에 투사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Dumont, From Mandeville to Marx, pp. 43-44.

83) 농업만이 순생산을 낳는다는 의미이지만, 노동가치설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자
연가치설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케네는 소유권 개념과 관련해서는 로크의
입장을 받아들이지만 가치에 대해서는 그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순된 입
장을 보였다. 로크의 입장에서 노동가치설을 수용한 경제학자는 아담 스미였다.
즉, 케네의 가치이론은 자연(토지)에서 기원하는 사용가치에 기반한 것이라면
스미스의 가치이론은 노동에서 기원하는 교환가치에 기반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Dumont, From Mandeville to Marx, p. 89.

84) Quesnay, ‘Réponse au mémoire de M. H. sur les avantages de l’industire et
du commerce...’(1766), OEuvres économiques, p.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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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산물은 가장 근원이 되는 부로써 무상이고(gratuites), 항상 재

생산되는 부이다. 사람들은 이 부로 그들이 구매하는 다른 모든 재화

들에 대한 값을 치른다.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 획득하는 부는 토지의 수익에서 발생하는 부에

서만 기인한다. 따라서 노동은 그 자체로는 부를 생산하지 못하며 토

지의 수익을 통해서만 지속된다.85)

제조업이 생산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외국에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원료인 농산물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제조업을 생산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과 원인을 혼동하는 것

이다. 다리나 도로가 농산물 판매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생산성을 갖

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86)

이 주장 때문에 중농주의는 동시대인들로부터 이미 시대착오적인

경제 사상으로 낙인찍혔으며 후대인들에게도 자신의 정당한 역할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바꿔 말하면 이 테제야말로 중농주의를 다

른 자유주의 경제 사상들과 구분지어 주는 결정적인 차이점이기도

하다. 거드먼(Stephen F. Gudeman)은 ‘오직 농업만이 생산적이고,

다른 모든 생산 활동은 불임이며, 노동은 일종의 비용이다’라는 세

가지 테제를 중농주의의 핵심이라고 파악하였다.87) 케네는 순생산의

존재 여부로 농업과 여타 다른 산업들을 구분했지만, 이를 좀 더 경

제학적인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부의 원천을 노동이 아닌 자연(토지)

으로 파악했다는 의미다. 스미스 이후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토지를

다른 생산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화폐의 교환가치로 환원될 수 있는

따라서 그것의 사용가치는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면, 케네는 정반대로 토지의 사용가치―‘자연의 너그러운 생산력’이

라고 표현된―를 부의 유일한 원천으로 격상시켰다.88) 튀르고 본인

85) Quesnay, ''Impot'(1757), OEuvres économiques, pp. 218-20.
86) Quesnay, 'Répétition de la question...'(1766), OEuvres économiques, p. 859.
87) Stephen F. Gudeman, ‘Physiocracy: a natural economics’, American
Ethnologist, vol. 7, no. 2 (May, 1980), p. 247.

88) Siegfried G. Karsten, ‘Nature in economic theories: Hans Immler tr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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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의 경제 사상이 갖는 명백한 독자

성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전히 중농주의의 틀 안에 넣는 강력한 논

거는, 튀르고도 자연을 인간에게 순수한 선물로 자신의 잉여를 제공

해주는 일종의 저장고라는 논리에 동의하였기 때문이다.89)

“농민들이 자신의 생계 수준을 넘어서 생산하는 생산물들이야 말로 다

른 모든 노동자들의 생계의 원천이다. 농민을 제외한 다른 모든 노동

자들은 자신들이 원료로 받은 만큼의 가치 이외에 다른 가치를 추가로

생산하지 못한다.”

“농민은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보다 많이 생산하는 유일한 생산자이며

따라서 모든 부의 유일한 원천이다.”90)

케네는 노동이 아닌 자연을 부의 원천으로 보는 이유를 자연상태

에 대한 묘사로부터 도출하였다. 인간이 생산도구를 가지고 자연을

이용하여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기까지는 반드시 일정한 시간이 필

요하다. 즉, 자연상태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을 조직하기까

지 걸리는 시간 동안 인간은 무얼 먹고 사느냐는 질문이 가능하다.

케네가 보기에 답은 명확하다. 자연이 자연적으로 생산해내는 산물

을 먹고 사는 수밖에 없다. 자연은 인간 노동의 도움 없이도 인간에

게 유용한 산물을 스스로 생산해낸다. 인간의 노동은 이러한 자연적

인 생산능력을 더욱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높이는 데 필요한 것이

지 노동 자체가 부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노동

에 대한 케네의 입장은 약간 모호한 면이 있다. 케네는 로크의 소유

권론을 받아들여 소유권을 정당화시켜주는 원천으로서의 노동은 인

정하지만 순생산(잉여)의 원천으로서의 노동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토지에 노동이 투입되어야만 비로소 부가 생산되는 것은 분명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이 그 원천이라고는 보지 않았다.91) 생산

recognition of the environment. and its neglect. In various classics’, American
Journal of Economic and Sociology, vol. 46, no. 1 (Jan., 1987), p. 66.

89) Gudeman, ‘Physiocracy: a natural economics’, p. 247.
90) A. R. J Turgot, Joel-Thomas Ravix & Paul-Marie Romani ed., Formation
et distribution des richesses (Paris, 1997), pp.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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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중농주의 이론의 핵심은 생산은 언제나 재생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과 달리 제조업은 농업에서 생산한 원료를 지속

적으로 공급해야만 재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케네가 보기에 제조

업 스스로는 불임인 셈이다. 케네는 재생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원천

을 바로 자연(토지)의 복원력이라고 보았다. 자본과 노동의 투하를

통해 생산체제가 적절하게 잘 조직되면 자연은 무한히 반복적으로

생산한다.92) 케네가 보기에 농업에 투하되는 노동과 자본은 제조업

에 투하되는 원료와 동등한 성격의 생산 요소가 아니다.

그러나 바지(Gianni Vaggi)는 케네의 불임설을 그와는 다른 논리

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케네가 농업만이 잉여를 생산할 수 있다

고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첫째 농산물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고 상시

적인 유효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 둘째 진입 비용 때문에 농업 생산

자들 사이에는 경쟁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경제학적 이유가 존재

하였다.93) 물론 바지의 설명은 중농주의 체제가 이상적으로 작동하

는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다. 케네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경제 체제

에서는 농업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광작으로 재편될 것이기 때문

에 진입 장벽이 높은 영농가들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약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물론 당시 프랑스 현실을 보자면 소농 중심의

농업에 진입 장벽이 높을 리가 없고 특권으로 보호되는 제조업의

경우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갖는다. 이 논리를 역으로 뒤집으면 상

공업의 불임설에 대한 설명이 된다. 장인들은 자기들끼리의 경쟁 때

문에 원가와 생활비를 넘어서는 이윤을 취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즉, 바지는 농업의 배타적 생산성과 상공업의 불임설을 생산요소로

서의 자연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 아니라 중농주의 체제에서의 시장

가격 형성을 분석함으로써 정당화하였다.

91) Quesnay, ‘Grain’(1757), OEuvres économiques, p. 186.
92) Karsten, ‘Nature in economic theories’, pp. 69-70.
93) Cihan Bilginsoy, ‘Quesnay’s Tableau Economique: analytics and policy
implications’, Oxford Economics Papers, New Series, vol. 46, no. 3 (Jul.,
1994), p.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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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티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상공업 불임설이 문자 그대로 이해

된 원리는 아니었을 것94)으로 파악한다. 사실 상공업이 잉여를 생산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의 경제활동이 중요하

지 않다는 결론으로 연결될 수 없다.95) 케네 자신이 누차 강조했던

사항이기도 했고, 중농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치가 곡물 무역의 자유

화라는 점을 봐도 그렇다. 또한 케네는 기업가의 이윤을 원칙적으로

는 그의 노동에 대한 대가, 즉 일종의 임금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임

금에는 노동의 대가뿐만 아니라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과 같이 통상

이윤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

다고 말한다. 농업에서 생산되는 순생산도 그 원천이 어느 때는 자

연으로 이야기 되다가도 또 어느 때는 자본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도 한다.

우리가 열망하는 번영은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토지의 경작에 투하되

는 자본의 산물임을 명심해야 한다.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주는 것은

거름이고 이 거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축이며 가축은 돈으로 산다.96)

실제로 케네는 일단 자연가치설을 철학적으로 해명한 다음부터는

농업의 순생산과 관련하여 전적으로 자본의 중요성만을 강조하였

다.97) 바지와 엘테스의 주장은 자연가치설의 철학적 토대를 경제학

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칫 중농주의의 가

장 핵심적 주장을 가치론이라는 경제학 일반 이론으로 환원해버리

는 위험성을 내포하기도 한다.

여기서 일련의 의문이 제기된다. 케네는 구태여 왜 자연가치설을

94) 가령, 케네는 프랑스와 같은 거대 농업국과 바다나 강에 위치한 소규모 도시국
가들이 각각 부를 획득하는 방식을 다른 범주로 분류한다. 전자는 농업을 통해
서만 부를 획득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상업을 통해서 얻는 이익을 지리적 조
건에서 얻는 이윤의 일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한다. Quesnay,
‘impôts’(1757), OEuvres économiques, p. 220.

95) Quesnay, ‘Observations sur le commerce’(1766), OEuvres économiques, pp.
946-7.

96) Quesnay, ‘Grain’(1757), OEuvres économiques, p. 206.
97) Eltis, ‘François Quesnay: a reinterpretation 1’, p. 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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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을까? 자연가치설이라는 철학적 추론으로부터 농업의 중요

성이 도출되었을까, 아니면 농업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연

가치설이라는 철학적 정당화가 뒤따른 것이었을까? 농업의 중요성

을 반드시 상공업의 가치 생산을 부인하고 농업에만 특권적 위상을

부여함으로써만 강조해야 했을까? 그로 인한 대가가 너무나 컸다는

것을 생각하면 불필요한 작업이지 않았을까? 그러나 케네의 자연가

치설은 매우 추상적인 추론에 의해 정당화되었고 더 세부적인 경제

분석의 과정에서는 별다른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케네로서는

매우 중요한 전제였음이 분명했다. 마르크스는 케네가 잉여의 원천

을 교환이 아닌 생산 과정에서 찾고 있다는 점을 매우 높이 평가했

다. 케네의 중농주의는 부의 원천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 교

환이 아닌 인간과 자연 사이의 수직적 ‘교환’―즉 생산―에서 추구

하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경제 사상이었다. 이것은 중농주의 이전

의 모든 경제사상과 중농주의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대전제인 자연가치설 테제는

케네의 전체 그림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5) 가치론

토지의 생산물은 그 자체로는 부가 아니다. 인간에게 필요불가결하거

나 거래를 통해 화폐로 실현될 때라야만 부라고 할 수 있다. 부는 상

호간의 매매를 전제로 한다.98)

가격은 상업적 부를 금전적 가치로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상업적 부

가 갖는 가격과 그것의 사용가치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99)

상품의 본원가격(prix fondamental)은 그 상품을 만들거나 그것을 위

한 제반의 준비에 들어가는 지출과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100)

98) Quesnay, ‘Grain’(1757), OEuvres économiques, p. 208.
99) Quesnay, ‘Hommes’(1757), OEuvres économiques, p. 273.
100) Ibid., p.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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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케네는 사용가치―“인간에게 필요불가결하거나”―와 교

환가치―“거래를 통해 화폐로 실현”―를 동시에 언급한다. 뮬러(A.

L. Müller)는 중농주의 가치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⓵ 상업은
그 자체로 가치를 생산하지 못하지만 모든 가치는 반드시 상업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⓶ 가치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구분된다. 케

네는 유용성만을 갖는 물품(goods)과 희소성 덕에 시장가격을 갖는

교환가능한 부(marketable wealth)를 구분하고, 전자와 후자 사이에

는 아무런 상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희소성은

물론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⓷ 가격은
생산가격(본원가격)101)과 시장가격으로 구분되며 완전경쟁 시장에

가까울수록 양자는 서로 수렴된다. ➃ 공급자가 제한된 불완전경쟁

시장에서는 잉여가 발생하나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102) 케네의 임금이론은 이러한 논리에서 파생한다. 임금도 노

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가격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노

동시장에서는 대체로 고용인에게 유리하게 수요와 공급이 구조화되

어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생계비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임금철칙론과는 다르다. 케네는 생계비 수

준의 임금이 필연적이라거나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았다. 다만 당시

의 실정이 그렇다고 이야기했을 뿐이다.

케네는 화폐 자체를 부의 척도로 보는 중상주의적 관념을 이미

극복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103) 그러나 생산물의 가치를 화폐로 표

시하는 가격의 역할을 무시하지 않았다. 케네는 부란, 많은 생산량

과 높은 가격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극단적으로 말해 생산

량이 아무리 많아도 시장가격이 무(無)에 가까우면 부의 양 또한 무

101) 상품의 본원가격이란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들어간 투자 자본이나 비용에 의
해 결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Quesnay, ‘Hommes’(1757), OEuvres économiques,
p. 276.

102) A. L. Müller, ‘The physiocratic theory of value’, South Africa Journal of
Economics, vol. 42, no. 3 (1974), pp. 316-20.

103) Quesnay, ‘Remarques sur l’opinion de l’auteur de l’Esprit des loix
concernant les colonies’(1766), OEuvres économiques, p.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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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렴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농업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농업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과 안정적이고 높은 시장가격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104) 후자의 조건을 확보

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곡물 무역의 자유화다. 그러나 곡물 시장의

완전한 자유화를 통해 높은 곡물 가격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잉여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그의 이론과 충돌한

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등가교환만 이루어진다는 이론을 받아들인

다면 마르크스처럼 생산과정에서 잉여의 원천을 발견해야 하는데,

케네의 경우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게다가 케네는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워질수록 생산가격(본원가격)과 시장가격이 수렴한다고도 하지

않았는가?105) 단, 이러한 모순점들에도 불구하고 케네가 의도하고자

했던 바는 분명하다. 아마 케네의 사고의 지평에는 완전히 자유화된

곡물시장에서 곡물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들어 있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와 같은 생산성의 수준에서 국제적으

로 곡물생산 과잉이 발생하여 곡가가 하락하리라고는 생각하기 어

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케네가 보기에 시장만 자유화되면 프랑스

산 밀에 대한 수요는 거의 무한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자유화를

통한 곡가 상승이 국부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본 이유였다.

바지가 본원가격과 생산가격을 동일시하는 케네의 주장과 달리

본원가격은 생산비에다 지대까지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마도 이러한 모순을 피하기 위함일 것이다.106) 바지의 주장

대로 본원가격에 지대가 포함되어 있으면 완전경쟁시장에서 등가교

환이 이루어지더라도 순생산을 고스란히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난점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바지 또한

어떠한 매커니즘을 통해서 본원가격에 지대가 포함될 수 있는지 입

104) Quesnay, ‘Répétition de la question... au sujet du bénéfice que la fabrique
des bas de soie... produit à la France’(1766), OEuvres économiques, p. 859.

105) Quesnay, ‘Dialogue entre Mr. H. et M[r]. N’(1766), OEuvres économiques,
p.885.

106) Jean Cartelier, ‘L’économie politique de François Quesnay: a propos d’un
ouvrage de G. Vaggi’, Revue économique, vol. 42, no. 5 (Sep., 1991), p.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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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바지에 따르면, 케네의 가격이론에는

또 다른 모순이 있다. 중농주의 체제에서 농업 생산자들이 공산품

생산자들보다 시장의 교환 조건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이유는 농업

의 진입 장벽이 높아 농업 생산자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케네의 주장대로 원선대나 연선

대 형태로 가능한 한 많은 자본이 농업에 투자되어야 한다면, 농업

부문에서 독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아무래도 농업 생산자들의 수

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 사이의 경쟁도 심

해져 농업의 순생산을 보장해줄 시장가격을 지켜내지 못할 것이

다.107) 즉, 순생산은 투하된 자본의 양에 비례한다는 일반론에 부합

하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시장에서의 교환은 등가교환으로 수렴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잉여 생산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생산 과정에 주목

하였다. 그러면서 노동의 가치와 노동력의 가치의 차이가 자본가에

게 잉여를 가져다주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 케네도 순생

산(잉여)의 기원을 부등가 교환이 아닌 생산 영역에 두었다는 점에

서 진일보한 경제 분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마르크스와는 정반대

로 생산에 기여하는 양 주체인 자본가/지주와 노동자 가운데 노동자

가 아닌 자본가/지주가 잉여 생산의 주체라고 분석한다. 마르크스가

잉여를 생산하는 것은 노동자이지만 그것이 자본가에 의해 전유됨

을 밝혔다면, 케네는 잉여는 토지와 토지에 투하되는 자본에 의해

만들어지며 이 과정에서 투하되는 노동은 단순히 가치를 이전시키

는 역할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구를 국부의 근원으로 보는

통념을 비판하고 철저히 자본 중심으로 경제의 본질을 파악하였

다.108)

6) 소유권

107) Ibid., p. 924.
108) Quesnay, ‘Hommes’(1757), OEuvres économiques, p.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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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그것의 합법적 소유자에게 확실히 보

장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유권의 보장이야말로 사회의 경제적 질서

의 본질적 토대이기 때문이다.109)

소유권의 기원에 대해서는 케네 자신이 로크의 가설110)을 수용한

다고 밝히고 있다.111) 중농주의 문헌에서는 이를 “노동에서 유래하

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유권은 개인의 권리이다. 그

러면서 자연법적 원리라는 외피를 덧씌운다. 소유권은 “신의 의지의

산물”이라거나 “자연적 질서의 발현”으로 묘사된다. 한편 소유권을

더 중요한 목적의 실현을 위한 방편으로 보는 인식도 드러난다. 사

적 소유권은 사회적 이해관계의 조화와 경제적 번영을 위한 최상의

수단이라는 것이다.112) 소유권에 대한 이러한 다차원적 인식을 어떻

게 해석해야 할까? 사무엘스는 중농주의가 사적 소유권을 원론적으

로는 보장해주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의 필요성에 따라 제한이 가

능하다는 실용주의적 입장에 가깝다고 평가한다.113)

스타이너는 중농주의 체제에서 소유권이 갖는 의미를 매우 적극

적으로 해석한다. 그는 케네를 농업의 생산 체제에 소유권 개념을

통합시킨 최초의 경제학자로 보았다. 케네가 백과전서에 기고할 원

고로 작성된 최초의 경제학 논고 『영농가(Fermier)』와 『곡물

(Grains)』에는 농업에서 생산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109) Quesnay, ‘Maximes générales du gouvernment économique’(1758), OEuvres
économiques, maxime 4.

110) 로크는 신과 인간의 관계, 왕과 신민의 관계, 가부장과 가솔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여타 피조물의 관계를 규정하는 지배/종속(rulership/subordination)의 관
계를 재산/소유권(property/ownerhip)로 대체하였다. 인간이 신의 창조물이자 소
유물이듯 지구는 인간의 전용(appropriation)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자유란 자기
자신과 그 능력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임노동자나 거지는 자신의 노동
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못하므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Dumont, From
Mandeville to Marx, p. 54.

111) Philippe Steiner, ‘Le project physiocratique: théorie de la propriété et lien
social’, Revue économique, vol. 38, no. 6 (Nov., 1987), p. 1121.

112) Quesnay, ‘Hommes’(1757), OEuvres économiques, pp. 284-5.
113) Warren J. Samuels, ‘The physiocratic theory of property and stat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75, no. 1 (Feb., 1961), pp.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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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겨 있다.

사람들은 농촌 주민들을 빈곤하게 하는 정책이 그들의 노동을 자극하

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지만, 부의 축적이야 말로 농업의 중요한 원동

력이다. (···) 재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희망이 없으면 노동에 대한 동

기부여가 일어나지 않는다. 노동은 언제나 성공에 비례하기 마련이

다.114)

부유한 임차인은 자기 손으로 땅을 경작하는 노동자가 아니다. 그는

지혜와 재산을 이용해 자신의 사업을 감독하고 가치를 높이는 기업가

다.115)

부유한 지주들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무보수로 가장 명예로운 공공의

사무를 담당해야 한다. 이러한 매우 중요하고 신성한 직무가 이익에

따라 좌우되는 인물들에게 맡겨져서는 안 된다. 대지주들이 향유하는

수익은 그들이 부당하게 한가로움을 누리도록 주어지는 것이 아니

다.116)

케네가 프랑스 농업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영농 모델로 제시한

‘광작(廣作)’과 낙후된 프랑스 농업의 상징인 ‘소작(小作)’ 사이에는

단순한 재배 면적의 차이 그 이상이 있다. 광작의 주체로 제시된 영

농가는 전통적인 의미의 농민과는 다르며 근대적 의미의 기업가에

가깝다. 그는 자신의 사업(농업)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자이자 자유

로운 의사결정권자이다.117) 그에게 토지를 임대해준 지주는 지대의

수취자이지만 그의 사업에 개입할 권리는 갖지 못한다. 이는 마치

국가가 조세 징수권은 갖지만 사인의 경제활동에 간섭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반면, 전통적인 반분소작농은 지주에 대해 독립적이지

못하며, 엄밀한 의미에서 자신의 영농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의 일

114) Quesnay, ‘Fermiers’(1756), OEuvres économiques, p. 138.
115) Quesnay, ‘Grains’(1756), OEuvres économiques, p. 185.
116) Quesnay, ‘Despotisme de la Chine’(1767), OEuvres économiques, p. 1028.
117) 케네는 영농가를 “농업 자산을 임대하여 가치를 생산함으로써 국가를 유지하
는데 가장 필수적인 부(richesses)와 재원(ressources)을 획득하는 사람”으로 정
의한다. Quesnay, 'Fermiers'(1756), OEuvres économiques, p.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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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지주에게 지대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주의 영농을 대리해

주고 그 이익을 분배받는 입장에 속한다.118) 영농가가 농업 경영의

주체라면 전통적인 소작농은 말 그대로 말이나 소처럼 농업의 생산

과정에서 소모되는 수단으로 취급된다. “소작농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쟁기를 끄는 말이나 소에게 과세하는 것이나 마

찬가지이기 때문이다.”119) 이 말은 소작농이 마소와 같이 비천하다

는 뜻이 아니라 쟁기를 끄는 마소와 같이 농업 경영의 능동적 주체

가 아니라는 의미다. 스타이너의 이러한 해석은 그가 중농주의를 바

라보는 매우 신선한 관점과 닿아 있다. 그는 중농주의를 붕괴되어가

는 사회적 관계를 소유권이라는 ‘납땜’으로 재구축하려는 시도로 본

다. 구체제는 생산성이 하락하고 토지가 사회적 구성원들의 관계를

제대로 매개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관계의 붕괴에 직면해 있었다. 케

네의 중농주의는 생산과정의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소유권을

재확립함으로써 구체제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시도로 이해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120)

스타이너의 해석을 쫓으면 자연스럽게 지주가 중농주의에서 중요

한 사회적·경제적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지주는 배타적 소유권을

바탕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포함한 진

보적인 농업경영의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제적 힘과 지

역에 뿌리내린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망의

핵으로 기능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으로 중농주의를 해석하

는 것은 미라보 후작이 지향한 중농주의적 이상향과 매우 비슷해

보인다. 미라보의 중농주의는 지주의 경제적·사회적 역할과 이해관

계는 소유권의 보장을 전제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주를 자본주

의 체제에서의 사적 기업가와 같은 존재로 보지는 않는다. 지주에게

는 경제적 권리만큼이나 사회적 책임이 주어진다. 그는 과세의 유일

118) Steiner, ‘Le project physiocratique’, pp. 1113-4.
119) Quesnay, ‘Impot’(1757), OEuvres économiques, p. 237.
120) Steiner, ‘Le project physiocratique’, p,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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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천(납부자)이자 지자체와 국가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정치적 책

무를 다해야 하는 의무 또한 지고 있다.121) 필요하다면 공익을 위해

사익을 포기하기도 해야 한다. 케네를 만나기 전 미라보는 정치적

대표성을 신분이나 법인체적 정체성에 둔 정치적 반동을 지향했으

나, 이후 사회적 유용성에 기초하여 정치적 대표성을 재구성하는 방

향으로 나아갔다.122)

7) 조세론

세금의 문제는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는 수취되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

개인의 재산에 대한 임의적 과세와 상업용 농산물에 대한 세금이야말

로 국부를 가장 훼손하는 과세이다.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도 어겨서는 안 되는 철칙은,

과세를 통해 안전을 훼손하지 않고 농업의 진보를 가로막지 않는 것이

다.

차지농에 대한 과세는 농업의 재생산 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해야 하고, 대신 차지농이 지주에게 배분하는 지대에 과세해야 한

다. 이는 농업 생산에 타격을 주지 않는다.

상업용 농산물이나 공산품에 과세하는 것도 결국은 지주에게 전가된

다.

농산물이나 공산품에 대한 과세는 곧바로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소

비를 둔화시키고 이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들을 야기한다.123)

구체제 말 프랑스의 조세 문제는 재정 문제와 연루되어 매우 중

121) 미라보는 지주의 사회적 역할로 토지의 관리, 공적 기능의 수행, 소득의 유용
의 지출의 세 가지를 꼽았다. Yves Citton, Portrait de l’économiste en
physiocratie (Paris, 2000), p. 64.

122) Michael Kwass, Privilege and the politics of taxation in eighteenth-century
France: liberté, égalité, fiscalité (Cambridge, 2000), p. 300.

123) Quesnay, ‘Impot’(1757), OEuvres économiques, pp. 226-36.



- 61 -

대한 공론장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7년전쟁과 미국독립전쟁이라는

양대 전쟁은 승패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정 위기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고, 재정 위기 극복이라는 주제는 신분제와 귀족의 특권과 같

은 사회적 쟁점 및 조세 개혁과 같은 경제적 쟁점과 맞물려 매우

휘발성 있는 사안으로 발전했다. 케네, 미라보, 튀르고 모두 조세-재

정 문제 해결을 둘러싼 백가쟁명에서부터 개혁가로서의 문제의식을

갈고 닦기 시작했다. 케네는 경제적 잉여의 비밀을 ‘발견’해 생산 및

교역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종합토지세라는 만병통치약과 같은

조세제도를 고안하였고, 미라보는 귀족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희생시

키지 않으면서도 변화된 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정치체

제를 만들고자 하였으며, 그리고 튀르고는 현직 관료로서 제한적으

로나마 조세체제의 합리화를 위해 실제로 개입한 바 있다.

조세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는 루이 14세 치세 마지막

20년 경부터 시작되었다. 부아기유베르, 보방, 생피에르

(Charles-Irérée Castel de Saint-Pierre) 등이 타유세, 인두세 등을

비판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른 공평한 과세 체제의 도입을 요구했

다.124) 과세가 매우 불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은

계몽사상가들이 사회의 모순을 발견해내는 보편적인 진입로이기도

했다. 구체제 하에서 제기된 조세 개혁안들은 사회적이기보다는 윤

리적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누진세에 대한 관심도 이 시

기에 처음 등장하였다. 과세와 관련하여 ‘누진적(progressif)’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공교롭게도 중농주의의 가장 강력한 맞

수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라슬랭(Jean-Louis Graslin)이었다.125)

중농주의 과세론도 여러 조세 개혁론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케

네의 안은 다른 것들과 확연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케네의

과세이론은 마치 기존의 조세체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

124) Jean-Pierre Gross, ‘Progressive taxation and social justice in
eighteen-century France’, Past & Present, no. 140 (Aug., 1993), p. 82.

125) Ibid.,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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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는 듯이 모든 과세를 종합토지세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종합토지세란 오늘날의 세목으로 보면 법인세와 유사하다. 법인

세는 기업의 소득에 물리는 세금인데, 중농주의에 따르면 상공업은

순생산을 산출하지 못하고 오직 농업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는

오직 토지에만 부과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중농주의의 종

합토지세는 단순히 토지에 매기는 재산세 성격보다는 농업의 순소

득을 전유하는 지주의 지대에 부과하는 소득세의 성격에 가깝다.126)

물론 당장에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주장은 아니었다.127) 또

한 케네의 과세론은 과세 그 자체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

의 선순환의 필연적 조건이기도 했다. 케네는 과세의 기준은 총생산

이 아니라 순생산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총생산이 과세의 대상이 될

경우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간접세

는 폐지되어야 했다.128) 직접세도 오직 지대의 형태로 순생산을 수

취하는 지주만이 과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세론은 국가

를 일종의 지주로 보는 것이다.129) 즉, 국가가 걷는 세금은 공동 지

주로서의 국가가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갖는 권리에 해당한다.130)

126) 케네는 상인, 제조업자, 노동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원할한 경제 활동을 가로
막을 뿐만 아니라 어차피 그 부담이 (순생산의 수탁자인) 지주에게 전가될 것이
기 때문에 의미도 없다고 보았다. 특히 노동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고용주에게
과세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는데, 말에 과세하는 것이 결국 말 소유주에게 관세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Quesnay, ‘Tableau
économique’(1758), OEuvres économiques, p. 512.

127) 케네 자신이 생각한 현실적 방안은 지주의 지대에 약 30% 정도의 직접세를
매기는 것이었다. Eltis, ‘François Quesnay: a reinterpretation 2’, p. 336.

128) Quesnay, ‘Philosophie rurale’(1763), OEuvres économiques, p. 776. 케네는
간접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옳은 방향이지만, 당장 실현하기 어
렵다는 측면에서 ‘좋은 간접세’와 ‘나쁜 간접세’를 구분한다. 그는 대인 타유세
(taille personnelle), 부역세(corvée), 인두세(capitation), 연금세(rentes
pécuniaires) 등을 좋은 간접세로, 반면 복잡하고 징수비용이 많이 들며 경제 활
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간접세, 즉 소비세, 입출입세, 통행세, 관세 등을 나쁜 간
접세로 구분하였다. Quesnay, ‘Seconde problème économique’(1767-8),
OEuvres économiques, p. 619.

129) Quesnay, ‘Analyse de la formule arithmétique du Tableau économique de la
distribution des dépenses annulles d’une nation agricole’(1766), OEuvres
économiques, p. 528.

130) Steiner, ‘Le project physiocratique’, p.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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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모든 가치의 원천이라는 가정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으

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중농주의 과세이론을 곧이곧대로 적용했다면

그 나라는 심각한 세입 부족에 처했을 것이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당연하게도 상공업 불임설 때문에 중농주의에 매우 비판적인 사람

들도 중농주의 조세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들

이 보기에 당연히 말이 되지 않지만 자신들에게 해로운 주장이 아

니므로 못들은 척 했던 것이다. 중농주의에 우호적이었던 튀르고조

차 지사와 재무총감 직을 역임하던 시절에 중농주의적 과세의 도입

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튀르고는 타유세의 개선이

나 민병대 징집제도 그리고 농민들의 부역 동원과 같은 당면 현안

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해결 방안에 집중했다. 케네의 조세론을 실제

로 구현하고자 했던 시도는 한 참 후 혁명기에 프랑스 내에서 처음

이자 마지막으로 이루어졌다. 지롱드파의 핵심 의원으로 활동하였던

뒤퐁은 의회 내에서 과세 의제를 주도하며 토지세의 도입을 시도하

였는데 입법에는 실패했다.131) 한 세기 후 미국의 경제사상가 헨리

조지(Henry George)가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된 케네로부터 종합토

지세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전까지 중농학파의 조세론은 조용히 잠

들어 있었다. 19세기에 영국에서 지주의 이해관계와 상공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일련의 정치경제학적 논쟁으로 이어졌을 때

중농주의 조세론은 지주의 토지에 대한 고율의 토지세를 부가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로 언급되기도 했다. 즉, 지주가 지대를 통해 상공

업자들의 이윤을 과도하게 전유하기 때문에 이를 토지세를 통해 흡

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8) 경제성장론

지주와 수입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비생산적인 저축

(épargnes stériles)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

131) Gross, ‘Progressive taxation and social justice’,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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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제 정책은 인구의 증가가 아닌 수익의 증가에 초점을 맞추어

야 한다.

정부는 화폐의 축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왕국의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132)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당연시하는 사고가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케네의 경제학에는 이

미 경제성장론의 맹아라고 할 만한 요소들이 발견된다. 비생산적인

저축을 통해 화폐가 경제 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경계하

였으며, 경제 활동의 목적이 생계의 확보가 아닌 이윤의 확대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정부가 직접 투자를 통해 공공재

의 확충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케네는 경제성장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적극

적으로 사고했을까? 그는 “모든 경제 이론의 목적은 시장을 잘 관리

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재생산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133) 앞

서 언급한 <경제표>로 잠시 돌아가 보자. <경제표>는 거시경제의

정태적 균형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이 균형 상태를 긍정적인 방향

으로든 부정적인 방향으로든 깨뜨릴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 인데,

농산품과 공산품 사이의 지출 비중의 변화 즉, 지주의 소비성향의

변화, 과세로 인한 변수, 농산물의 가격 변화가 그것이다. 따라서

<경제표> 상에서 경제의 성장이란 이 세 가지 항목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균형이 깨지는 것을 의미한다. 엘티스는 중농주의의 경제

성장론을 <경제표>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 그런데 위의 세 가지 변수들 가운데, 과세 문제는 중농주의 이

론에 따르면 결국 국왕과 교회, 지주 사이의 분배의 차이에 불과하

기 때문에, 원칙만 지켜진다면 과세율 자체는 성장과 관련하여 중요

하지 않다. 지주의 소비성향에 근거한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소비

132) Quesnay, ‘Maximes générales du gouvernment économique’(1758), OEuvres
économiques, maxime 21, 26, 27.

133) Quesnay, ‘Philosophie rurale’(1763), OEuvres économiques, p.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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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중 문제는 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위축되어 농업 부문에 들어

가는 자본의 할당이 줄어드는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역시 큰

문제가 아니다. 케네는 지주가 공산품에 대한 소비를 지나치게 줄이

고 농업 분야에 대한 소비에만 치중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

니라고 생각했다. 결국 엘티스의 주장에 따르면 중농주의 경제체제

에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농산물 판매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가치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유일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

법이 있는데, 먼저 기술 혁신이나 자본 증대 등을 통해 농업의 생산

성을 높이는 방법과 둘째, 농산물의 판매 조건을 향상시켜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다.134)

이에 반해 뮐러는 중농주의의 경제성장론을 훨씬 적극적으로 해

석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뮐러는 엘티스가 케네의 농업 중심주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다고 주장한다. 케네는 농업이 가치 생산

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이론상의 측면뿐만 아니라, 농산물은 수요가

비탄력적이어서 경기변동이나 기근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 그

리고 노동을 비롯한 생산 요소들의 합리적 배치를 위해서는 프랑스

처럼 농업에 강점이 있는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 등을

들어 농업을 중시했다.135) 또한 엘티스는 중농주의자들이 프랑스가

농업을 기반으로 산업화의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

무런 언급이 없다. ‘불임’이라는 표현을 써서 생긴 오해는 당대부터

시작되어 두고두고 중농주의의 발목을 잡아왔다. 당초 중농주의가

중상주의를 반대했던 것은 상공업 자체에 반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육성하는 방법에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즉, 농업을 희생시킨

대가로 상공업을 육성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농업의 발전을 토대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케네는 한 나라의 공업화의 발전 정도는

그 나라의 농업이 조달해 줄 수 있는 원료의 양과 노동자의 공급에

134) Eltis, ‘François Quesnay: a reinterpretation 2’, p. 341.
135) A. L. Muller, ‘Quesnay’s theory of growth: a comment’, Oxford Economic
Papers, New Series, vol. 30, no. 1 (Mar., 1978), pp.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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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야만 경쟁국보다 가

격 상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료를 조달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산품을 수입해다 쓰는 것이 유리하다는 일

종의 비교우위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136)

또한 케네는 경제성장에서 국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하

였다. 경제 활동의 주체는 기업이고 국가는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적절한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국가는 첫째, 중상적의적 관행을

근절하여 경제 전반의 체질을 개선해야 하고, 둘째 효율적인 조세

시스템을 운용하여 생산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셋

째 기초적인 인프라 건설을 위한 투자를 주도해야 한다. 케네는 경

제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지주가 가급적 비생산적인

지출(사치품 소비)을 억제하여 충분한 자본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저축을 통한 자본의 형성을 강조한 스미스의 주장

과 거의 일치한다.137) 한편 바지는 케네의 경제성장론을 시장가격

결정의 문제와 연관지어 살펴본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농업 부문

의 잉여를 자본의 재투자로 전환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에서 가격의 조정을 통해 이익의 흐름을 상인에서 영농가로 돌

려야 한다. 이 또한 케네가 자유무역을 강조한 중요한 이유들 가운

데 하나다. 물론 영농가는 지주나 농업 노동자를 희생시켜 자본을

축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농주의적 자본축적의 논리는 어

떠한 경우든 기존의 특권층(상인, 지주)이나 일반 민중의 저항에 직

면하기 쉽다. 즉, 중농주의는 필연적으로 계급갈등과 그로 인한 정

치적 가시밭길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138)

사실 케네의 이론은 경제 분석의 역사에서 최초로 약탈이나 부등

가교환―이것도 결국 약탈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만―이 아닌 경제

자체의 기제에 의해 부가 증가하는 원리를 규명한 이론이었다. 어떻

136) Ibid., pp. 152-3.
137) Ibid., pp. 155-6.
138) Gianni Vaggi, ‘A physiocratic model of relative prices and income
distribution’, The Economic Journal, vol. 95, no. 380 (Dec., 1985), p.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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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면 케네의 이론은 본질적으로 경제성장이론이다. 그러나 그 경

제성장이라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까? 케네의 문제의식이 프랑스의 낙후된 농업 현실에서 시작되었고,

그가 프랑스의 제반의 경제 활동이 어떤 식으로든 보다 진일보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경제의

영역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을까? 그 보다는

케네가 생각했던 경제성장은 낙후되거나 비정상화되어 있는 경제의

제반 조건들을 정상화하는 차원이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케네가 고안한 『경제표』는 분명히 이상적인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지속될 상태를 묘사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염두에 둔 경제성장이

란 결국 『경제표』 상의 전제들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9) 소비론

20세기 전반에 발생한 대공황의 파국 이후 현대 경제학은 크게

두 진영의 이론적·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역사로 해석될 수 있다. 한

편에는 생산, 즉 공급 중심의 경제학이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소비,

즉 수요 중심의 경제학이 있다. 전자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흐름으로 대변될 수 있고 후자는 케인즈주의로 대표된다. 그렇다면

중농주의는 어느 편에 해당할까? 물론 오늘날의 관점을 과거에 덧

씌우는 잘못된 질문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급 중심의 경제학 대 소비 중심 경제학의 대립은 20세기에 생겨

난 것도 아닐뿐더러 매우 유사한 논쟁이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

지 고전파 경제학자들을 사이에 존재했다는 것이다. 저임금경제론

(‘economy of low wage’ argument) 대 고임금경제론(‘economy of

high wage’ argument) 논쟁이 그것이다.139) 저임금경제론자들은 기

본적으로 노동을 비용으로 인식한다.140) 따라서 임금은 낮으면 낮을

139) P. D. Groenewegen, ‘Labour and the classical economists’, Labour H istory,
no. 16 (May, 1969), p. 23.

140) 콜베르의 중상주의적 산업정책을 대표적인 저임금경제론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중상주의와 중농주의는 확연히 대별된다. Aimé Richardt, Colbert et le



- 68 -

수록 좋은 것이다. 게다가 노동자들에게는 식량과 몇몇 필수 기호품

을 충당할 정도의 임금을 넘어서는 노동 인센티브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높은 임금은 오히려 음주, 악행 등을 유발하여 노동생

산성에 저해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임금경제론자들은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증가 자체가 경제적 번영의 지표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임

금의 증가는 노동자들의 욕구의 범위를 늘려 주고 이는 노동 인센

티브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중농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캉티용은 일종의 ‘소비자 주권론’

을 제시한 바 있다. 소비자 즉, 지주의 선택이 자원의 할당을 결정

하고 여기에서부터 경제 전체의 순환이 시작된다는 것이다.141) 케네

는 캉티용의 이러한 개념에다 자본 투자로 인한 생산성 증가의 누

적적 효과라는 개념을 더해 중농주의 경제학을 고안해냈다.142) 국부

에 대한 개념에서도 중농주의는 일정한 개념적 진보를 보여주는 데,

국부를 일반 민중들의 부와 동떨어진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이들의

경제적 조건의 개선이 국가 번영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였다.

노동자들의 유복한 생활은 생산성을 늘릴 뿐만 아니라 수요를 증대시

킨다. 수요의 증대는 농업 부문의 이윤을 늘려 국가, 지주, 영농가의

소득을 높여주고, 이는 다시 이들의 소비 지출을 늘려 제조업 부문의

고용과 소득도 아울러 증가시키는 선순환을 발생시킨다.

빈곤이 노동을 촉진하고 유복함이 게으름을 유발한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오히려 사람들은 일단 획득한 유복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욱

근면해지기 마련이다.143)

요컨대, 중상주의는 소비를 노동의 공급을 위한 수단으로 보았고,

캉티용은 소비자의 선택이 자원의 할당을 결정한다는 데 머물렀으

나, 중농주의는 소비자의 선호·소비를 그 자체로 바람직한 경제적

colbertisme (Paris, 1997), pp. 124-8.
141) Richard Cantillon, Essai sur la nature du commerce en général (Paris,
1755; 1952; 1997), p. 63.

142) Quesnay, ‘Hommes’(1757), OEuvres économiques, p. 289.
143) Ibid., pp. 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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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인식하였다.144) 뒤퐁은 “구매가 곧 판매고 판매가 곧 구매”

라는 말로 지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입은 즉각적으로 지출을 통

해 재순환되어야 하며 저축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했다.145)

순생산의 수취자인 지주에게 소비는 특권이 아니라 의무였다. 그들

이 지대의 형태로 벌어들이는 순생산은 그들만의 배타적인 부가 아

니라 전국민의 부다. 지주는 일종의 국가적 자산 신탁자라는 것이

다. 따라서 지주는 자신의 소득을 즉각적으로 지출하여 사회 전계층

으로 이전시켜야 하며, 만약 지주가 이러한 의무에 소홀하면 정부는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관철시켜야 한다.146)

중농학파는 소비 중심의 경제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종의 사치

론을 고안하기도 했다. 케네는 “사치란 재생산에 지장을 초래하는

필요 이상의 지출”이라고 정의했다.147) 뒤퐁은 소비를 네 가지 유형

으로 분류했다. 완전히 기이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미친 소비

(dépense folle), 공산품 일반에 대한 지출을 불임적 소비(dépense

stérile), 말이나 가구 등 유용한 내구재이지만 생산적 목적에 이용되

지 않는 것에 대한 지출을 보존적 소비(dépense conservatrice), 그

리고 생산적인 농업 생산물에 대한 지출을 생산적 소비(dépense

productive)로 분류하였다.148) 중농학파는 ‘사치품(luxe)’을 물건 그

자체의 본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즉 그 물건의 쓰임새에 의해서가

아니라 농업의 자본화에 기여하는 정도로 파악한다. 과시적인 소비

라고 하더라도 순생산 내에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생산적 소비’에

속하는 것으로, 순생산을 넘어서는 소비를 ‘낭비적 소비’로 구분하였

다.149) 그러나 중농학파가 소비를 무조건 찬양하기만 하지는 않았다.

144) Mary Jean Bowman, ‘The consumer in the history of economic doctrin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41, no. 2 (May, 1951), pp. 3-8.

145) Jerah Johnson, ‘The role of spending in physiocratic theor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80, no. 4 (Nov., 1966), p. 622.

146) Ibid., p. 629.
147) Quesnay, ‘Dossier "luxe"’, OEuvres économiques, p. 720.
148) Quesnay, ‘Problème économique’(1766), OEuvres économiques, p. 598. 이 글
에는 뒤퐁의 서문이 달려 있다.

149) Ronald L. Meek, ‘Physiocracy and the early theories of under-consumption’,



- 70 -

케네는 “사치품에 대한 방탕한 소비에 의해 유지되는 제조업과 상업

은 인구와 부를 대도시에 집중시키며, 부의 증식을 가로막고 농촌을

황폐화시킨다, 또한 농업에 대한 경멸을 불러일으키고 개인의 소비

를 과도하게 늘려 가계의 유지에 해를 끼치며 인구 증가를 억제하

여 국력을 약화시킨다”150)고 비판하였다. 미라보 또한 ‘소비 혁명’에

비판적이었던 당대 보수주의자들의 시각을 일정 정도 수용했다. 즉,

하층 신분의 무분별한 소비가 전통적인 신분별 차이를 불분명하게

한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그러나 미라보는 신분의 과시를 위한 과시

적 소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대신 귀족의 임무는 과시적 소비

를 생산적인 투자로 돌려서 사회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미라보가 보기에 이것이야말로 공화주의적 덕성에 기반한

군주제에서 귀족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었다.151)

중농주의는, 한편으로는 토지에 투하된 자본이 순생산을 낳는 경

제적 작동방식을 규명하는 생산과 성장에 관한 이론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기제가 지주의 지출(소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분석하는 소비 중심 이론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개념을 빌리자면,

중농주의에는 공급 중심 요소와 수요 중심 요소가 공존한다. 앞서

『경제표』를 높이 평가했던 케인즈를 인용한 바 있는데 케인즈가

단순히 『경제표』의 기술적 측면만 높이 평가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중농주의는 노동가치설을 부인하고 노동을 단순히 비용으로

보기도 하지만 수요가 먼저 공급을 견인하는 것이 경제 전체의 순

환에서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양가적인 면을 보

인다. 따라서 일부에서 과도하게 중농주의를 마치 오늘날 신자유주

의의 최초의 선구자인양 취급하는 것은 중농주의의 일면만을 본다

는 점에서 잘못된 관점이다.152)

Economica, New Series, vol. 18. no. 71 (Aug., 1951), p. 234.
150) Quesnay, ‘Fermiers’(1756), OEuvres économiques, p. 156.
151) Kwass, ‘Consumption and the world of ideas’, p. 205.
152) Riccardo Baldissone, ‘Beyond economic fundamentalism’, real-world
economics review, issue no. 45 (March 2008); Citton, Portrait de
l’économiste en physiocratie, pp.75, 83 참조. 시통은 중농주의, 튀르고, 아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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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 리카도, 신고전파 및 시카고 학파로 이어지는 경제학의 계보와 루소, 그라
슬랭, 랭귀에, 로베스피에르, 시스몽디, 굿윈, 마르크스, 최근의 비주류 경제학으
로 이어지는 계보를 대립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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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중농주의의 세 주역

1. 배경

중농주의는 당대 최고의 외과 의사이자 퐁파두르 부인의 주치의

였던 케네가 인체의 건강에서 ‘나라의 건강’으로 연구 주제를 바꾼

1756년경부터, 튀르고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중농주의가 사실

상 소멸된 해인 1776년까지 지속되었다. 대략 20년간 지속된 중농주

의의 활동기는 7년전쟁(1756~1763) 시기 전체와 1775년부터 시작된

미국독립전쟁 기간 일부를 포함하며, 1763년과 1776년 두 차례에 걸

쳐 곡물무역자유화 법령이 공포되어 경제 자유화의 실험이 본격적

으로 시작된 시기이며, 아울러 스미스가 1776년에 완성하게 될 『국

부론』이 집필되고 있었던 때이기도 하다. 또한 이 시기는 정치경제

학 담론을 중심으로 공론장이 활발하게 꽃피웠던 시기였으며, 바로

그 공론장을 통해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프랑스인들의 상처받

은 자존심이 민족주의적 색채를 드러내며 분출하기 시작한 때였다.

재정위기에 대한 개혁방안에서 시작된 개혁담론이 신분, 조세, 지방

자치제, 노예제, 무역자유화, 시장, 길드, 그리고 왕의 권한에 이르기

까지 정치·경제 문제 전반을 아우르는 사회 전 영역으로 번져나갔

다. 중농주의 또한 이러한 개혁담론의 백가쟁명 가운데 하나로 등장

하였고, 농업과 무역 자유화 문제를 중심으로 논쟁을 주도하는 역할

을 담당하였다. 중농주의가 활약한 이 시기는 혁명에 도달하기 전,

더 점진적이고 덜 폭력적인 방식으로 프랑스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

가능했던 마지막 시기였을 지도 모른다.

1757년 케네와 미라보가 처음으로 만났을 때 중농주의는 아직 한

사람의 머릿속에 머물러 있었으며 케네와 미라보는 살아온 삶의 배

경에서나 지적인 지향에서나 전혀 다른 부류의 인물들이었다. 한 사

람은 농촌 부르주아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외과의였고, 다른 한 사람



- 73 -

은 유서 깊은 귀족가문 출신으로 군인의 길을 걷다 진로를 바꾸어

성공한, 떠오르는 문필가였다. 두 사람 사이의 유일한 공통점은 대

체로 경제 문제에 무지하고 무관심했던 미라보가 캉티용의 원고를

읽고 농업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지게 된 탓에 생길 수 있었다.

케네는 미라보가 비록 방향은 잘못 잡고 있었지만 문제의식 자체는

쓸 만하다고 판단했다.153) 둘의 만남은 케네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

졌는데 이즈음에 케네는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사상을 널리 전파

시켜줄 대변인의 필요성을 느꼈다. 케네는 궁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신에게 접근하고 싶어 하는

세간의 관심을 잘 알고 있었다. 미라보도 처음부터 케네라는 인물이

나 그의 사상에 관심을 갖고 만남을 수락한 것이 아니라 청탁성 요

청을 받고 연줄을 얻기 위해 케네를 만나러 간 것이었다. 이 만남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만남은 결국 미

라보가 아닌 케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케네는 긴 대화를

통해 미라보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득해냈고, 중농주의는 마

치 기업들 사이에 인수합병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탄생했다.154)

튀르고의 경우 위의 두 사람과는 또 완전히 다르다. 그는 노르망

디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 출신이며 파리에서 태어났다. 소르본에서

신학을 공부했지만 계몽사상의 영향을 듬뿍 받은 자유주의적이고

세련된 지식인이었다. 또한 청원심사관(maître des requêtes) 출신으

로 일찌감치 엘리트 관료의 길을 걸었다. 무엇보다도 튀르고는 농업

이 프랑스 경제의 관건이라고 보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농업만이 이

윤을 산출한다는 주장을 교조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튀르

고를 중농주의자로 보지 않는 해석도 많다.155) 실제로 튀르고는 자

153) Citton, Portrait de l’économiste en physiocratie, pp. 16-20.
154) 실제로 케네에 대한 미라보의 태도는 경외감에 가까웠다. 미라보는 인류사에
서 가장 중대한 3대 발명으로 문자 및 화폐와 더불어 케네의 『경제표』를 꼽
을 정도였다. Fox-Genovese, The Origins of Physiocracy, p. 246.

155) 튀르고는 『부의 형성과 분배에 관한 논고(Réflexions sur la formation et la
distribution des richesses)』(1766)의 테제7에서 “농민은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
보다 많이 생산하는 유일한 생산자이며 따라서 모든 부의 원천이다”라고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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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의자 구르네의 제자이며 경제사상만 놓고 보면 중농주의보다

자유주의에 더 가깝다.156) 케네는 튀르고에 대해서 무관심했으며 튀

르고는 케네가 지나치게 독단적이라고 생각했다. 튀르고는 케네의

제자이면서도 자신과 긴밀하게 지낸 뒤퐁에게 케네의 그늘에서 벗

어나 독자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자주 충고하곤 했다. 그는 디

드로(Denis Diderot)나 루소(Jean-Jacques Rousseau) 같은 계몽사상

가들이 중농주의에 대해 가했던 비난이나 편견들을 고스란히 가지

고 있었다. 일례로 튀르고는 “중농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과학을 지나

치게 신뢰하여 노련한 장사꾼들에 불과한 자들을 반박하는 데 문제

가 없다고 믿는다”157)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중농주의의 ‘교조적

행태’에 대한 당시 계몽사상가들의 흔한 비판과 다르지 않았다. 흥

미로운 점은 사정이 이러한데도 당대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튀르

며, 테제17에서 “경작자는 자기 자신의 임금(생계)이외에도 잉여를 생산하나, 수
공업자는 자기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 이외에 다른 잉여를 생산하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쓰고 있으며 여기까지는 케네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테제
60-2에서 제조업 분야에 대한 자본의 이용 문제를 다루면서, “농업 경영에 자본
을 투자하는 지주 및 영농가와 비농업 분야에서 자본을 투자하는 기업가 및 자
본가는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고 함으로써 중농주의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튀르
고는 케네가 주장한 토지만이 부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테제에 동의하지만 동시
에 이윤을 전체 잉여에 대한 기업가의 몫으로 일반화하면서 공업과 상업도 부
를 늘리는 원천으로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튀르고가 경제를 ‘농
업 주도의 단계’와 그 보다 더 진보한 단계로 나누어서 분석하였기 때문에 발생
하였다. Turgot, Formation et distribution des richesses, pp. 28, 39, 161, 166,
193-5.

156) 튀르고와 구르네의 관계는 구르네가 사망한 후 튀르고가 그를 기리기 위해 집
필한 『구르네를 기리며(Éloge de Gournay)』(1759)에서 잘 드러난다. 이 글은
형식은 구르네에 대한 조문(弔問)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조문의 형식을 빈
이론서에 가깝다. 튀르고는 구르네의 생애를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경제의
자유화라는 대의를 위해 싸워왔는가에만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였다. 어떻게 보
면 튀르고 자신의 경제사상을 구르네의 생애에 투사하여 경제적 자유주의를 옹
호한 글에 가깝다. 이 글에서 튀르고는 구르네의 경제사상을 한 마디로 ‘신체제
(Système nouveau)’라고 명명하며 “이 체제의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은 자기 자
신의 이익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안다는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한
다. 그러나 과연 구르네 본인이 이런 식의 명료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의심
스럽다. A. R. J. Turgot, E. Daire ed., ‘Éloge de Gournay’(1759), Oeuvres de
Turgot, I (Paris, 1844), p. 270.

157) Turgot, 'Lettre à Mille. de Lespinasse'(1770), Oeuvres de Turgot, II, p.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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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중농주의자로 간주했다는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도 튀르고를

중농학파의 삼거두(三巨頭) 가운데 한 명으로 다룰 것이다. 물론 당

대인들의 통념을 그냥 따르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며 이는 논문 전체의 주장을 뒷받침하

는 하나의 핵심 논거이기도 하다.

물론 이 세 인물들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매우 다른 유형에 속하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우연에 의해 서로 결합하여 중농주

의라는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

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들이 각기 서로 다른 분야에서 관

철시키고자 했던 공통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은 본 논

문의 두 번째 관심사와 연결된다. 중농주의와 중농주의를 둘러싼 일

련의 현상들은 당대의 역사적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즉, 중농주의는 프랑스사 혹은 경제사의 도정(道程)에 어떤 유산을

남겼는가? 케네는 중농주의 경제 이론의 대부분을 만들어낸 말 그

대로 ‘중농주의의 아버지’였다. 미라보는 케네의 첫 번째 제자이자

협력자로서 케네의 이론 형성 작업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무엇보다

도 중농주의를 공론장에 널리 알린 대변인이었다. 튀르고는 케네의

‘대의’에 동조하면서도 독자적인 경제 사상을 가진 이론가였으며, 특

히 지사와 재무총감을 역임하면서 중농주의 사상을 현실에서 실현

시키기 위해 분투한 개혁관료였다. 이들 셋을 하나로 묶어준 연결고

리는 경제를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상정하고 다른 모든 분야들

로부터 독립된 논리에 의해 작동된다고 보았던 관점이었다. 이는 당

대로서는 매우 독특하고 전혀 새로운 태도였다. 오늘날에는 경제를

경제(시장)의 논리가 아닌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예

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누구나 당연히 잘못된 것이라고 믿고 있다.

경제는 경제 논리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러한 주장은 최소한 경제에는 경제만의 논리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

로 할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는 자본주의가 초역사적

실체가 아니듯,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봉된 당연한 진리가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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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농주의가 등장한 시기에는 아직 그 ‘전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

태였다.158)

프랑스 역사에서 구체제라 함은 발루아 왕조(Dynastie des

Valois)의 루이 11세(1461~1483)부터 프랑스혁명 때까지 이어지는

300년이 넘는 매우 긴 시대를 포괄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가운데

루이 14세가 죽고 루이 15세와 16세가 통치하는 1715년부터 1789년

까지를 큰 경계로 삼아 중농주의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1750년대 후

반부터 1770년 대 초반까지를 직접적인 역사적 배경으로 다룰 것이

다. 루이 14세의 시대를 구체제의 전성기라고 한다면 이후의 시대는

구체제의 황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는 정치적으로나 군사

적으로나 프랑스가 전 유럽을 호령하는 시대는 지났지만 지적인 면

이나 문화적인 면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더욱 역동적인

국면이었다. 이 시기는 계몽사상이 꽃피우고 식민지 무역이 절정을

구가했으며 소설이나 신문 등의 매체와 접촉이 점점 늘어나고 있던

대중들이 공론장을 만들어낸 시대이기도 했다.

여느 왕들과는 달리 루이 14세의 죽음은 확실히 한 시대가 마감

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중요한 단절적 사건으로 간주하는 것

이 옳다. 루이 14세의 치세는 드물게 길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의 운명을 프랑스에 결박시켜 놓았을 만큼 강렬했다. 그의 시대는

그의 의지에 동의했든 동의하지 않았든 모든 사람들에게 비상한 긴

장감과 강박을 강요했다. 따라서 루이 14세의 죽음은 그것의 심리학

158) Philippe Fontaine, 'The french economists and politics, 1750-1850: the
science and art of political economy', Th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vol. 29, no. 2 (May, 1996), pp. 379-93. 퐁텐은 케네를 비롯한 중농주의자들과
중농주의에 비판적이었던 당대의 계몽사상가들 사이에 존재했던 본질적인 ‘오해’
에 주목했다. 중농주의자들은 경제를 자연적 원리에서 기인하는 독자적 법칙에
따르는 독립된 영역으로 정립하고자 하였으나, 반중농주의 계몽사상가들은 경제
를 생계의 유지와 정치적 안정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목적에 복무하는 한 방편
으로 보았기 때문에 양측은 논점을 정확히 일치시키지 못한 채 소모적 논쟁을
계속해야 했다. 이 논쟁은 케네의 중농주의가 그 이전의 정치 중심적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고자 했음을 보여주는데, 필자는 중농주의가 추후에 등장하게
될 이러한 ‘경제중심주의적 사고’로의 전환을 향한 최초의 계기를 형성했다고 판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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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향력만 따져보더라도 일대 사건임이 분명했다. 전 유럽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던 이 절대군주의 죽음은 안타까움보다는 기쁨을,

죄책감보다는 해방감을 가져다주었다. 나라의 재정도, 군사도 그대

로였지만 프랑스인들은 모든 것을 뒤집어엎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

을 것만 같은 심리적 해방감을 느꼈고, 이것만 가지고도 그들이

1715년을 전후로 역사의 큰 단절이 일어난 것으로 인식하기에 충분

했다. 게다가 단지 심리적 해방감만으로 머무르지 않았다. 섭정기

동안 프랑스인들은 방종에 가까운 과감함과 모험심을 보여주며 새

로운 것들에 도전했다. 경제의 영역에서는 이른바 로(John Law) 체

제가 루이 14세 시대의 콜베르주의에 대한 반테제로 등장하였다.

로체제159)가 프랑스의 전통적인 경제 체제를 크게 뒤흔든 건 사실

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념상 중상주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

다. 중상주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정의된다. 첫째, 노동이 모든

가치 생산의 원천이라고 보는 관념이다. 이는 부의 원천을 토지(자

연)라고 보는 중농주의나 인구의 규모 자체를 국부의 지표로 본 인

구성장주의(populationnisme)160)와는 달리 고용된 인구를 국부의 지

표로 보는 관점이다.161) 중상주의를 일종의 공공재정 시스템으로 보

는 시각에서는 왕국 내의 화폐 유통을 늘려 조세를 통해 이를 왕실

재정으로 흡수하여 국력을 높이고자 하는 경제정책으로 정의하기도

한다.162) 콜베르식의 중상주의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제조업

159) 로체제와 섭정기에 관해서는 Jacques Cellard, John Law et la Régence
(Paris, 1996); Thomas E. Kaiser, 'Money, Despotism, and Public Opinion in
Early Eighteenth-Century France: John Law and the Debate on Royal
Credit', The Journal of Modern H istory, vol. 63, no. 1 (March, 1991), pp.
1-28; Antoin E. Murphy, 'The evolution of John Law's theories and policies
1707-1715',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35, no. 5 (July, 1991), pp.
1109-17를 참조.

160) Quesnay, ‘Grains’(1757), OEuvres économiques, p. 186.
161) E. A. Johnson, ‘Unempolyment and consumption: the mercantilist view’,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46, no. 4 (Aug., 1932), p. 705.
162) Martin Wolfe, ‘French views on wealth and taxes from the middle Ages to
the old Regime’, The Journal of Economic H istory, vol. 26, no. 4 (Dec.,
1966), p.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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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전시켜 수출을 늘리는 전략이라면,163) 로체제는 인위적으로 화

폐 유통을 늘려 상공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시도였다. 이러한 의미

에서 로체제를 ‘신중상주의’로 규정하기도 한다. 로는 화폐의 명목가

치가 귀금속의 실질가치와 일치해야 한다는 귀금속 본위제에 반대

했다. 이러한 화폐 제도에서는 경화 부족으로 경기 침체의 악순환에

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활발한

경제 활동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는 충분한 화폐의 공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루이지애나 개발 독점권을 소유한 미시시피 회

사의 신용을 담보로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Générale)은 무제한의

신용화폐를 발행했는데, 이는 미시시피 회사의 수익성 여부와 상관

없이 발행된 일종의 폰지 사기(Ponzi Scheme)였다. 마침내 거품이

붕괴되었을 때 화폐 보유자들의 재산은 크게 감소한 반면, 농민들과

지주들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았다.164) 로체제는 프랑스인들에게

금융 및 신용 활동에 대해서는 심각한 불신을 갖게 만든 반면, 토지

를 비롯한 실물 자산의 가치에 더욱 집착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

다.165)

섭정기의 자유분방함은 루이 14세 시대에 대한 즉각적인 반동

(reaction)의 성격이 강했다. 그리고 반동은 또 다른 반동을 낳았다.

콜베르식의 국가 개입과 봉건적 유습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통제주

의 경제 체제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 로체제와 같은 ‘과도한’ 신용에

기댄 경제적 ‘방종’에 대한 경계도 커다란 흔적을 남겼다. 중상주의

적 통제와 신중상주의적 방종에 대한 반발은 자연스럽게 자유주의

와 농본주의의 유행으로 이어졌다. 즉, 콜베르주의적 국가 통제에

163) Louis Dumont, From Mandeville to Marx: the genesis and triumph of
economic ideology (Chicago & London, 1977), p. 34.

164) 로체제의 붕괴로 전체 프랑스 인구의 10% 정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
다. 그러나 많은 부채를 지고 있던 대귀족들은 빚을 청산할 수 있었고 농민들도
대체로 이득을 보았다. 이 밖에도 자산 시장이 활성화되었으며 식민지 무역 관
련 업종 및 지역도 수혜를 입었다. Colin Jones, The great nation: France from
Louis XV to Napoleon 1715-99 (New York, 2002), p. 70.

165) Weulersse, Le mouvement physiocratique en France de 1756 A 1770, pp.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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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사적 경제활동의 자유를 지지하는 자유주의의 확산을 그

리고 신중상주의적 과대망상이 불러온 거품경제 붕괴의 비극은 금

융에 대한 불신과 가장 확실한 현물인 토지에 대한 집착을 가져왔

다. 사실, 보방, 부아기유베르, 그리고 페늘롱으로 이어지는 쟁쟁한

인사들이 이미 루이 14세 치세 후반부터 체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

를 내며, 경제에 대한 간섭이 심하지 않고 농업의 생산성이 높다고

간주되었던 앙리 4세 치세의 재상 쉴리의 시대를 이상적인 시대로

내세운 바 있다.166) 이러한 비판의 전통 또한 온건한 수준의 자유주

의와 농업을 바탕으로 하는 실물 중심의 경제 활동에 우호적인 흐

름으로 귀결되었다.

로체제 이후 프랑스 사회에서 유행한 농본주의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합류하여 나타난 현상인데, 하나는 로체제의 경제적 방종에

대한 반동으로 등장한 ‘실물/농업으로의 회귀’이고, 다른 하나는 고

전고대 농업 전통의 재발견과 자연회귀 철학의 유행으로부터 촉발

된 낭만주의적 자연주의의 부상이다. 이러한 농업 및 전원생활에 대

한 열광은 상류층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며 약간의 시

차를 두고 영국과 프랑스에서 동시에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1730년

경 이러한 열풍이 절정에 달했고 프랑스에서는 1748년 이후 본격화

되어 1756년부터 1770년 사이에 절정에 이른 후 서서히 퇴조하였

다.167) 그러나 영국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열광

이 농업 기술 및 제도상의 실질적인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케

네의 중농주의적 문제의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농업이 모

든 경제 활동의 근원인데도 프랑스의 농업 실정은 매우 피폐했던

것이다.168) 농업에 관한 케네의 초기 저작은 사실상 영국에서 일어

난 ‘농업혁명’의 모델을 그대로 프랑스 농촌에서 재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농본주의 흐름과 나란히 자유주의도 점차 지배적인 경제

166) Ibid., p. 17.
167) Paul H. Johnstone, ‘The rural Socrates’, Journal of the H istory of Ideas,
vol. 5, no. 2 (Apr., 1944), pp. 159-65.

168) Quesnay, ‘Fermier’(1756), OEuvres économiques,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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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담론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자유주의자들의169) 주된 공격

대상은 정부가 경제활동에 일일이 개입하는 개입주의, 무역과 제조

업의 몇몇 분야에서 특정 회사에 독점적 지위를 주는 특권체제, 길

드와 같은 법인체들의 낡은 봉건적 관행, 그리고 국내외의 교역 활

동에 대한 보호주의적 통제 등이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의 ‘자유’

는 적극적 자유라기보다는 소극적 자유에 가까웠다. 즉, 자유주의적

인 경제활동을 위한 능동적인 원리나 정책들을 제안하기보다는 자

유를 구속하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데서 문제의식이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자유주의의 또 다른 특징은 스스로 시장의

역할에 한계를 설정하고 반자유주의적인 관행과 타협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시장의 실패를 시장의 오작동이 아니라 시장 자체의 한계

때문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기근 시에는 시장의 작동을 중단하고

정부가 곡물 가격을 통제하거나 수출을 규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이기심에 근거한 개인의 경제 활동이

공공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적인 철학이 아직 미성숙했

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었다. 즉, 아직도 상인들의 활동을 필요악이

라거나 면밀히 감시하고 통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광범

위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유주의의 이러한 미분화되고 비교조적인 특징은 7년전쟁 이후

중하급 엘리트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전파된 민족주의와 일정한 접

점을 찾을 수 있었다. 민족주의170)는 7년전쟁의 패배로 실추된 프랑

169) 프랑스 자유주의 경제학의 선구자 구르네가 이끄는 구르네 그룹이 대표적이
다. 여기에는 중농주의자이기도 한 튀르고, 훗날 가장 강력한 반중농주의자가 되
는 포르보네(François Véron Duverger de Forbonnais), 모렐리(André Morellet)
등이 속했다. 구르네 그룹과 그들의 경제 사상에 관해서는 Loïc Charles,
Frédéric Lefebvre & Christine Théré, Le cercle de Vincent de Gournay:
Savoirs économiques et pratiques administratives en France au milieu du
XVIIIe siècle (Paris, 2011)을 참조.

170) 18세기의 민족주의에 관해서는 P. M. Jones, Reform and revolution in
France: the politics of transition, 1774-1791 (Cambridge; New York, 1995);
Krishan Kumar, 'Nationalism and revolution: friends or foes?', Nations and
Nationalism, vol. 21, no. 4 (2015), pp. 589-608; Derek Beales, Enlightenment
and reform in eighteenth-century Europe (London, 2015); David A. Bell,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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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영광을 되찾고자 했으나 그 영광이 군주만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171) 국가의 위대함은 군주의 위대함이 아니라 덕

성(virtue)을 갖춘 시민들의 명예로운 행위의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민족주의자들은 경제활동을 통한 부의 축적과 시민적 덕성

의 조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경제활동의 동기를 이익이나 욕망이

아니라 명예에 둠으로써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으면서도 국력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다.172) 민족주의자들이 말하는 덕성은 고전고대

의 전통에서 가져온 것으로 프랑스의 역사에서는 주로 사치에 대한

비판, 재정가들(financiers)의 공공권력 ‘찬탈’에 대한 비판 그리고 매

관매직에 대한 비판의 논거로 주로 활용되어 왔다.173) 그러나 18세

기 이후 자본주의와 계몽사상이 발전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

다가 7년전쟁 이후 재부상하였다. 여기에는 전쟁뿐만 아니라 이른바

‘소비혁명’에 의해 촉발된 사치논쟁도 일정하게 기여했다. 즉, 민족주

의는 민족적 명예의 회복이라는 정치적 목적뿐만 아니라, 유례없는

경제 발전이 가져온 사회의 새로운 변화상을 통제 가능한 형태로

제어해야 할 기제가 필요했다는 점에 의해서도 촉발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형성된 민족주의는 소비에 대한 제한 혹은 선택적 소비―

바람직한 소비 혹은 생산적 소비와 사치스러운 과시적 소비 및 비

생산적 소비의 구분―, 농업 선호, 이기심이 아니라 명예―혹은 국

가에 대한 기여―에 의해 동기부여 된 경제 활동이라는 세 가지 주

요 담론으로 구성되었다.174)

로체제 이후 프랑스 사회는 농본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라는 세

가지 경제적 사조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 흐름들은 각

cult of the nation in France: inventing nationalism, 1680-1800 (Cambridge,
2001); Joan B. Landes, Visualizing the nation: gender, representation, and
revolution in eighteenth-century France (Ithaca, 2001)등을 참조.

171) Peter R. Campbell, 'The politics of patriotism in France (1770-1788)',
French H istory, vol. 24, no. 4 (2010), p. 552.

172) John Shovlin, The political economy of virtue: luxury, patriotism, and the
origins of the French Revolution (Ithaca & London, 2006), pp. 4-7.

173) Ibid., p. 19.
174) Ibid.,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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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콜베르주의와 로체제하의 신중상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등장

하였다. 물론 이는 계몽사상의 전파와 공론장의 형성 그리고 자본주

의의 발전 및 소비문화의 확산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역사적 맥락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농본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라는 로체

제 붕괴 이후의 세 흐름은 다시 중농주의가 만들어지는 맥락을 형

성하였다. 이 점은 중농주의를 분해하여 ‘역조립’ 방식으로 다시 종

합해보면, 그 안에서 농본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의 각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물론 중농주의가 이 세 가지

흐름들을 기계적으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농본주

의는 케네에 의해 생산성과 능률을 강조하는 차가운 농업중심주의

로 바뀌었고, 미라보는 지주 중심의 지방자치제와 시민적 덕성이 조

합된 새로운 유기적 국가모델을 만들어 민족주의에 대안을 제시하

고자 하였으며, 튀르고는 자유주의자들의 자유주의 보다 더 자유주

의적인 시장체제를 정착시키고자 했다. 중농주의가 탄생한 맥락과

그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본주의-자유주의-민족주의’와 ‘케

네-미라보-튀르고’라는 이중의 ‘삼위일체’가 분석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2. 중농학파의 삼거두

1) 케네: 계몽된 ‘중상주의자’

중농주의가 그렇듯 그 창시자인 케네도 역사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은 인물은 아니다. 어린 시절의 일화들부터 속속들이 알려져 있는

위인들과는 달리 케네의 일생은 마치 후대에 남겨질 것을 전혀 고

려하지 않았던 것처럼 어렴풋한 윤곽만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케네

본인이 자신의 사적인 흔적을 거의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당대의

계몽사상가들 사이에서 내밀한 고백을 저작의 주요 모티브로 삼는

것이 유행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의외의 경우다.175) 이런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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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케네가 계몽주의 시대의 전형적인 지식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케네의 일생에 대한 기록은 그의 사위인 에뱅

(Prudent Hévin)과 퐁파두르 부인의 측근 오세 부인(Madame de

Hausset) 그리고 그의 충실한 제자 뒤퐁이 남긴 기록에 주로 근거

하고 있다.176) 본 논문에서는 케네의 일대기를 연대기적 순서에 따

라 길게 나열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케네의 인간적 면모를 잘 드

러내 줄 수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전기적 묘

사를 갈음하고자 한다.

케네는 1694년 베르사유 부근의 메레(Méré)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 배경에 대해서는 한 동안 다소 잘못된 정보가 알려지기도 했

는데,177) 확인된 바로는 그의 가문은 증조부 때 이후로 계속 부유한

농민이자 징세청부업을 생업으로 삼아왔다. 케네는 총 12명의 형제

들 가운데 여덟째였고 살아남은 5명의 형제들 가운데서는 네째였다.

집안의 경제적 사정과는 별개로 교육 환경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

다. 그의 아버지는 교육 수준이 보잘 것 없었고 자식들의 교육에도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케네는 11~12세까지도 글을 읽을 줄 몰랐

다고 한다. 그러나 일단 글을 깨우치자 무서운 속도로 여러 분야의

책을 독파했으며 특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등 고전고대

175) Fox-Genovese, The Origin of Physiocracy, p. 70.
176) Schelle, Le docteur Quesnay, pp. 4-6. 케네의 일대기에 관해서는 M. Le
compte d'Albon, Éloge historique de François Quesnay (Paris, 1775); Du
Hausset, Mémoires de Madame du Hausset, Femme de chambre de
Madame de Pompadour... (Paris, 1846); François Quesnay, August Oncken
ed., Oeuvres économiques et philosophiques de F . Quesnay, fondateur du
système physiocratique accompagnées des eloges et d'autres travaux
biographiques sur Quesnay par différents auteurs (Baer, 1888); Gustave
Schelle, Le docteur Quesnay (Paris, 1907); François Quesnay, François
Quesnay et la physiocratie: Préface, études, biographie, bibliographie
(Institut national d'études démographiques, 1958); Jacqueline Hecht, "La vie
de François Quesnay", François Quesnay et la physiocratie 2 (1958), 211-94;
Mark Blaug, Fraçois Quesnay (1694-1774), 2 vols (Aldershot, 1991) 등을 통해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177) 케네의 사위 에뱅이 케네의 부친을 변호사이자 상인으로 기재하면서 발생한
혼란이다. Ibid.,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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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자들의 저서를 탐독하였다.178)

이때부터 케네의 일생은 지칠 줄 모르는 학구적 탐구의 연속이었

다. 그는 그 치열한 탐구를 통해서 무엇을 알고자 했던 것일까? 케

네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외과의가 되기 이

전에 케네는 조각가의 도제 생활을 했으며 외과의로서 성공을 거둔

다음에 다시 내과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베르사유에

서 생활하면서 한창 경제학자로서 명성을 날리다가 1768년경부터는

돌연 경제학 연구를 중단하고 기하학 연구에 주력하였다. 중농주의

를 연구하는 많은 역사가들이 왜 케네가 의학에서 경제학으로 방향

을 전환했는지 궁금해 했으며 그 과정에서 양자 사이의 직접적 혹

은 은유적 연관성을 추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각가-외과의-내과의

-경제학자-기하학자로 이어지는 케네의 전 경력에 비추어보았을 때

의학에서 경제학으로의 전환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질문을 해야 한다면 그러한 다양한 학문적 경력을 관통하는

그의 ‘진짜’ 관심사는 무엇인가가 아닐까? 폭스-지노베즈는 이에 대

해 “케네의 학문적 관심사는 어느 특정한 분야라기보다는 사회의 구

성원이자 행동하는 주체이며 신의 섭리의 한 부분인 인간 그 자체

였다”는 식으로 정리하였는데,179)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돈키호테적 열정을 가지고 여러 학문 분야를 종횡무진 질주했던

케네의 경력을 놓고 혹자는 그를 이상주의자나 몽상가에 가까운 유

형으로 판단할 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케네는 부조리에 적극적으로

저항한 이상주의적 개혁가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외과의 시

절 외과의들을 급이 낮은 기능인들로 취급하던 내과의들의 관행과

편견에 맞서 저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학문적·임상적 오류를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지면(紙面)과 임상을 통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178) 드물게 전해지는 한 일화에 따르면 케네는 아침 일찍 책을 구하러 파리로 길
을 나서곤 했는데 저녁에 집에 돌아올 무렵에는 이미 그 책을 다 읽어버릴 정
도였다고 한다. Weulersse, Le mouvement physiocratique en France de 1756
à 1770, p. 47.

179) Fox-Genovese, The Origin of Physiocracy,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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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180) 케네의 이러한 이상주의적 개혁가

로서의 열정이 중농주의가 만들어지는 데에도 하나의 원인으로서

작용하였을 것은 틀림없다. 그가 경제학 연구에 뛰어든 것은 잘못된

경제 활동의 관행을 청산하고 이상적인 경제 활동의 모델을 제시하

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이상주의적 요소를 중

농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지만, 버크-토크빌-퓌레로 이어지는 중농주의 해석은 중농

주의가 프랑스 혁명에 유토피아적 관념을 주입하여 혁명이 급진 과

격화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케네가 이

상주의자였으며 그것이 중농주의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

에 근거하였다.181) 그러나 케네는 몽상가이자 개혁가의 면모만큼이

나 현실 순응적인 보수주의자의 모습도 지니고 있었다. 사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수십 년간 절대왕정 심장부의 그늘에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림자처럼 지낼 수 있었을까? 그는 선을 넘지 않았다. 권

력의 중심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결코 과시하지 않았다. 자신의 말

과 글에 권력에 대한 비판과 정치에 대한 청사진을 담지 않았다. 신

180) 케네는 1743년 외과의들의 조합이 이발사들의 조합과 정식으로 분리되는 데
기여하였다. 이론적으로는 당시 유행했던 유추를 통한 진단(analogy)과 같이 인
체를 기계에 비유하거나 생물학적 현상에 수력학적 모델을 적용하는 식의 방법
론에 반대하였고, 임상적으로는 사혈의 효과를 놓고 당대 최고 내과의와 지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Scelle, Le Docteur Quesnay, p. 30; Fox-Genovese, The
Origin of Physiocracy, p. 72; Vardi, The Physiocrats and the World of the
Enlightenment, p. 36; François Quesnay & Jean Austruc, Lettres sur les
disputes qui se sont éleveés entre les médecins et les chirurgiens sur le
droit qu'a M . Astruc d'entrer dans ces disputes, sur la préférence qu'il se
donne en comparant son ouvrage avec celui de Hery (1738), pp. 1-162.

181) 이런 식의 해석은 오늘날까지도 하나의 상식으로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다.
“(중농주의자들이) 믿은 인공적이고 과도한 체제와 인위적 제도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사상이 그 후 프랑스 혁명의 후유증 속에서 100만 명의 목숨을 앗아
가는 씨앗이 되었다. 농지의 중요성에 대한 그들의 어리석은 원칙이 빅토리아
시대의 식민지 열풍을 불러왔다. 그 후에는 카이저의 제1차 세계대전, 히틀러 총
통의 제2차 세계대전, 스탈린의 우크라이나 대학살, 마오쩌둥의 중국 굶어죽이기
를 가져왔다. 중농주의가 출현한 이래로 2세기 동안에, 그 이전 20여 세기 동안
이데올로기의 과잉으로 죽은 사람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론의 과잉 때문에 사망했다.” P. J. 오루크, 이종인 옮김, 『국부론 이펙트』 (세
종서적, 2013),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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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제를 혐오하였지만 순순히 귀족 작위를 받아들였고 그렇지만 결

코 귀족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요컨대 케네는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유형의 인간이 아니었다. 몽

상가이자 실천가이면서 현실에 철저히 뿌리내린 보수주의자였다. 케

네는 고전 철학으로 훈련된 탄탄한 지적 소양을 갖추었으며 조각가

의 견습생을 거치면서 세밀한 관찰력과 시각적 표현력을 습득하였

다. 또한 무수한 임상적 경험을 일반화할 줄 아는 유능한 의사이자,

복잡한 경제적 실상을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한 탁월한 직관의 경

제학자였다. 이러한 그의 복잡함이 그가 고안한 중농주의의 성격에

도 그대로 반영되었던 것일까? 일도양단으로 명쾌하게 중농주의를

해석하려는 모든 시도는 경계해야 한다. 풀지 못한다고 해서 매듭을

잘라 버리면 그 매듭이 어떻게 얽혀 있었는 지는 결코 알 길이 없

기 때문이다.

케네의 복잡한 면모는 그의 업적에서도 잘 드러난다. 의사로서 케

네는 임상적 사례를 중시한 충실한 경험론자였다. 이는 그의 철학적

원칙에 부합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 때문이기

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본유관념(idées innées)을 찾고자 하면 할

수록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될 것이다. 대

신에 우리는 감각을 통해 획득한 가장 확장되고 친숙하며 명확한 자연

관념(idées naturelles)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182)

그가 내과의들의 진단과 처방에 반론을 제기한 것은 이론적 이견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이 알고 있는 임상적 사례들과 맞지 않

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케네가 의사로서 철저하게 경험주의만

고수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제기하

기도 했다.183) 경제학자로서의 케네의 업적도 방법론적 복잡성을 보

182) Quesnay, ‘Essai physique sur l'oeconomie animale’(1747), OEuvres
économiques, p. 10.

183) 케네는 병의 원인을 환경과 독소에서 찾았던 전통적인 설명 대신 어떤 미세한
입자가 몸에 침입하여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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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초창기 케네의 작업은 주로 영국의 농업 자본주의를 분석하

여 프랑스적 현실에 적용하려는 시도였다.184) 케네는 영국이 과거

앙리 4세 시대에는 프랑스로부터 많은 곡물을 싸게 수입해서 영국

곡물의 경쟁이 불가능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사정이 정반대라고 분

석하였다.

영국이 곡물의 자급자족 정책을 썼을 때에는 항상 국내 수요조차 충족

시키지 못해 수입에 의존해야 했으나, 일단 수출을 허가하자 생산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단 한 해의 수확량으로 5년 치의 식량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사정이 개선되었다.185)

영국의 밀 가격은 늘 안정적인데, 이는 밀 교역이 자유화되었기 때문

이다. 영국 농부들은 정상적인 판매를 통해서도 밀농사에 투자할 충분

한 이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 프랑스에서는 최근에 곡

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으면서도 자주 기근에 빠지곤 했는데, 이는 낮

은 곡가 때문에 농민들이 밀농사를 쉽게 포기하거나 밀 수확에 적극적

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186)

초창기 경제 관련 작업을 수행하면서 케네는 초보적이지만 통계학

적 기법을 사용하는 등 경험주의적 방법에 충실했다. 그러나 『경제

표』를 집필하면서부터는 매우 도그마적이고 선험주의적인 태도로

돌변하였다. 『경제표』는 프랑스 경제의 이상적인 상태를 압축적으

로 표현한 일종의 해부도이자 청사진이다. 그러나 『경제표』는 자

기 정당화를 위한 어떠한 설명도 담고 있지 않다. 다만 이 표를 어

떻게 이해해야 하는 지에 대한 ‘사용설명서’만 담고 있을 뿐이다.187)

는 가설 수준이었지만 현대의 병인론과 무척 흡사했다. François Quesnay,
L'art de guérir par par la saignée (Paris, 1936), pp. 54-5.

184) 케네의 경제학을 『경제표』 위주로 분석하면 정태적인 성격이 두드러지지만
실상 그의 경제학은 침체된 프랑스 경제를 영국과 같이 번영하고 발전하는 단
계로 끌어올리겠다는 능동적인 변화(발전)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T. Barna,
‘Quesnay’s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European Economic Review,
8(4) (December, 1976), p. 317.

185) Quesnay, ‘Grains’(1757), OEuvres économiques, p. 195.
186) Quesnay, ‘Fermiers’(1756) OEuvres économiques, p. 142-3.
187) 케네는 일반 독자들의 <경제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원본에 해설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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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은 케네가 심오한 숙고를 통해 획득한 직관적 ‘진리’를 믿고

자신의 것으로 ‘체화’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케네는 독

자들, 특히 국왕에게 『경제표』를 자주 노출시켜 경제의 바람직한

상태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갖기를 희망했다.188)

『경제표』의 이러한 도그마적 특성 뒤에는 케네 특유의 인식론

이 자리 잡고 있다. 그의 인식론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개념은 ‘명

증성(évidence)’이다. 1756년 이 개념을 제목으로 발표된 논문에 따

르면, 명증성이란 “마음속으로부터의 확신”189)에 의해 “그 자체로

명명백백한 확실성”190)을 의미한다.191) 케네는 확실성의 원천에는

신앙과 명증성 두 가지가 있는데 신앙은 이성을 통해 알 수 없는

계시적 진리에 관한 확실성이고 명증성은 자연적 지식에 관한 것이

라고 주장한다. 자연적 지식에 관해 명증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경

험적으로 획득된 감각에 대한 깊은 내면적 통찰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우리는 기억을 통해 우리 자신의 존재가 지속함을 인식하고 반복적으

로 접하는 감각에 의해 감각적 대상을 감지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억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감각 덕분이

가한 판본을 따로 출판하였다. Quesnay, 'Tableau économique avec ses
explications'(1760), OEuvres économiques, pp. 439-526을 참조.

188) 케네는 자신이 직관을 통해 획득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각적 경험을
통해 각인되기를 바랐다고 한다. 이것은 인식론적 차원에서 매우 모순되거나 아
주 편리한 절충주의로 보인다. Vardi, The Physiocrats and the world of the
Enlightenment, p. 68.

189) Ibid., p. 53.
190) Quesnay, ‘évidence’(1756), OEuvres économiques, p. 61
191) 케네의 명증성을 현대 진화론의 개념으로는 ‘직관’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
다. 인간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컴퓨터가 하듯이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대
입하여 최적의 경우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사고하지 않는다. 인간이 겪은 개별적
생존 경험들은 진화를 통해 특정한 패턴으로 유형화되어 유전적 본능으로 각인
된다. 즉, 인간은 새로운 경험에 직면했을 때 그에 대응한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곧 직관이다. 케네 스스로는 심오한 내적 성찰을 통
해 명증성에 도달했다고 하나 그것은 아마 경제 분석에 대한 자신의 직관적 통
찰을 정교하게 정당화하는 과정이었을 것이다. Steven Pinker, The blank slate,
김한영 옮김, 『빈 서판: 인간은 본성을 타고나는가』 (사이언스북스, 200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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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이러한 감각적 대상이야말로 모든 명증성의 원천이다.192)

그런데 케네는 이 내면적 통찰의 실체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즉, 케네는 인식론상 방법론적 귀납주의를 지지하

면서도 경험적으로 획득된 사실들이 집적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어

떤 진리를 제공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감각에 의해 흡수되

는 경험적 지식들은 반드시 깊은 통찰을 통해 수정 보완되어 명증

성을 획득해야 한다.193)

케네의 경제학 이론의 핵심을 이루는 개념들, 이를 테면 ‘순생산’

이나 ‘상공업 불임론’, ‘자연가치설’ 등은 어떠한 경험적 근거에 의해

서도 뒷받침되지 않는다. 케네는 그저 깊은 통찰을 통해 이 개념들

의 명증성을 제시할 뿐이며 여기에는 어떠한 별도의 외부적 증거도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사실 많은 학문적 업적들이 실험이나 경험

을 통해 입증되기 전에 가설의 형태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케네의

방식이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케네와

그의 제자들은 그것을 가설이 아니라 이미 확립된 진리로 간주한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증명이 아니라 체화와 전파다. 케네는 경험과

선험, 유물론과 관념론, 그리고 지성과 신성 등 일련의 대립되는 이

원론들 사이에서 횡보를 거듭했다. 그는 17세기와 18세기의 복잡한

혼합체였다.194)

192) Quesnay, ‘Évidence’(1756), OEuvres économiques, p. 70.
193) Scelle, Le docteur Quesnay, pp. 163-4.
194) 케네의 경제학에 대해서도 유사한 평가가 있다. 케네의 중농주의를 현대 경제
사상의 출발로 평가하는 경향이 우세하기는 하지만, 현대의 첫 출발자가 아니라
구체제의 마지막 주자가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 근거로 중농주의
가 노동과 산업이 아니라 자연과 농업을 중시한다는 상당히 타당해 보이는 증
거들을 제시한다. Larrère, L'invention de l'économie au XVIIIe siècle, pp.
5-6. 한편 뒤몽은 케네의 경제학이 서양 경제 사상사 발전의 맥락에 위치한다기
보다는 다른 철학적 전통에서 도출된 문제의식 및 방법론을 경제 문제에 투사
한 측면이 강하다고 보았다. 즉, 자연법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철학적 분석들을
가지고 전통 사회의 경제 문제를 새롭게 묘사했다는 것이다. 중농주의는 중세의
전체주의(holism)와 근대적 개인주의(individualism) 혼합물로써 진정한 의미에
서 과도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Dumont, From Mandeville to Marx, pp.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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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자신의 심오한 통찰에서 비롯되었다는 『경제표』가

정말 순수하게 케네의 머릿속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곤

란하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공리는 여기에서도 통한다.

케네가 <경제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캉티용의 기여는 결정적이다.

『경제표』의 가장 핵심적인 공헌을 경제적 과정을 소비와 생산이

라는 상호 연관된 두 부분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순환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면, 케네는 사실상 캉티용을 표절한 셈이다.195)

물론 케네의 경제학은 캉티용의 것과 근본적인 부분에서 매우 다르

다. 캉티용은 국부의 척도를 인구로 보는 인구성장주의자196)였으며

가치의 기원을 노동과 토지 둘 다에서 찾았다. 그러나 하나의 표를

통해 경제 활동의 연쇄를 보여준다는 발상은 분명히 캉티용에게서

먼저 시작되었다.197)

케네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추가하자면 케네의

경제학에 대한 현대 학자들의 해석을 들 수 있다.198) 앞 장에서 설

명한 바 있듯이 중농주의는 공급주의적 관점과 수요주의적 관점 모

두로부터 선구자급 대접을 받고 있다.199)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케네의 경제학이 세련된 분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 때

문일 수도 있고 이것저것 가져다가 편의주의적으로 절충을 시도하

195) V. Foley, ‘An origin of the Tableau Économique’, H istory of Political
Economy, 5(1) (1973), p. 144.

196) 인구성장주의에 대한 중농학파의 비판에 대해서는 Gustav Schelle, Du Pont
de Nemours, p. 39를 참조. 케네는 인구의 규모는 국부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
라고 보았다. Quesnay, ‘Hommes’(1757), OEuvres économiques, p. 317.

197) 경제의 순환에 관한 캉티용의 관점은 Richard Cantillon, Essai sur la nature
du commerce en général (Londres, 1755), pp. 159-182을 참조.

198) 자세한 설명은 본문 ‘II-8 소비론’을 참조.
199) 스팽글러에 따르면 마르크스의 재생산론, 세의 시장법칙(law of markets), 케
인즈의 일반이론(general theory)는 어느 면에서 모두 중농주의의 순환론
(circular flow)에서 기인하였다. J. J. Spengler(1945), ‘The Physiocrats and
Say’s law of markets I’,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53(3) (September,
1945), p. 193. 바르나의 해석에 따르면, 케네의 경제 모델은 자본 축적을 통한
더 높은 기술 단계의 근대적 부문으로의 이행 및 전통적 부분의 퇴조와 유효수
요의 관리라는 이중적인 목표를 가진 일반 모델이었다. 즉, 공급과 수요 양 측면
을 모두 고려한 발전 모델이라는 것이다. Barna, ‘Quesnay’s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p.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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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로 대표

되는 수요-공급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갈등은 케네 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제학의 근본 문제 가운데 하나다. 케네 자신은

‘수요중심’이라던가, ‘공급중심’이라던가 하는 식의 논쟁을 거의 의식

하지 않았지만 그 논쟁들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다룬 것은 분

명한 사실이다. 후대의 학자들이 보기에 케네의 논리는 분명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모순 그 자체야 말로 그의 학문적 경

력, 인식론적 절충주의, 그리고 경제학적 이데올로기의 양가성을 모

두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닐까?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 케네가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

지에 관한 단서는 현재까지는 없다. 1749년부터 퐁파두르 부인의 주

치의가 되어 베르사유 궁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이때부터 자

연스럽게 국정의 중요 사안들이나 인사들과 자주 접하면서 문제의

식이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짐작도 가능하나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이다.200) 꼭 궁에서 살아야만 나라 걱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공식적으로는 1756년 백과전서에 “영농가(Fermiers)”를 기

고하면서 경제 문제에 대한 연구 활동이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이때가 7년전쟁이 발발한 시점이었으며

그러한 시국 상황이 케네의 학문적 관심사의 전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이때는 이른바 삼중위기―재정위기, 정

치위기, 산업위기―가 대두된 시기였으며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는 공감대가 무르익은 시기이기도 했다.201)

200) 폴리는 케네가 시골 의사로 지내면서 농업 기술과 농촌 문제를 직접 접할 기
회를 가지게 되었고, 지인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베르사유로 옮기게 되면 농촌
문제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개진할 기회를 갖게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
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Foley, ‘An origin of the Tableau Économique’, pp.
124-5.

201) 7년 전쟁기에 만연한 위기 의식과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정파를 초월
한 현상이었다. 케네의 후견인이었던 퐁파두르 부인은 정치적으로 슈아셀 재상
과 적대관계였고 그 여파로 슈아셀은 케네와 중농학파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
나 그가 임명한 재무총감 라베르디는 중농학파의 주장과 일치하는 개혁을 추진
하였는데 1763-4년의 곡물 무역 자유화 조치가 바로 그것이다. Colin J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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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케네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경제학 연구로 전환했는

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아니면 어찌됐건 케네의

경제학 연구가 시작된 시점이 전쟁을 비롯해 국가적 위기가 중첩된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연구 동기와의 상관관계는 자연스러운 것

이 아니냐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 따져보겠지만 이 질문

이 케네의 경제학 연구의 전반적인 성격 규정에 매우 중요하게 관

련되어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판단이다. 왜냐하면 케네의 경제학

연구가 기반이 되어 만들어진 중농주의는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

라 매우 상이하게 보일 수 있어서 도대체 그 사상이 본래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하나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농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중농주의를 매우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가령, 튀르고나 뒤퐁

같은 이들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자유주의) 혹은 시장의 자율성을 최

우선시하는 경제활동을 중농주의의 핵심으로 보았다. 튀르고는 지사

와 재무총감을 역임하면서 봉건적 규제를 타파하고 곡물 무역을 비

롯한 교역의 자유화를 위해 일선에서 노력한 개혁적인 관료였다.202)

뒤퐁도 튀르고를 도와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중농주의가 사실상 소

멸한 다음에도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경제활동의 자유화와 무역

장벽을 없애기 위해 한결같이 노력하였다.203) 또한 중농주의가 막

등장했을 무렵 많은 사람들이 중농주의를 경제적 자유주의와 거의

동일시하였으며 곡물 무역의 자유화를 중농주의의 대표적인 기치로

인식하였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루소, 볼테르, 레날 신부, 디드로와

같은 저명한 계몽사상가들도 중농주의를 자유주의적 개혁의 선봉으

로 인식하고 호의적인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였다.204)

The great nation, p. 258.
202) 튀르고의 활동에 관해서는 다음에 나오는 본문 III-2를 참조하라.
203) Gustav Schelle, Du Pont de Nemours, pp. 231-6.
204) 중농학파도 다른 계몽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사회의 개혁을 추진한 지
식인들이었으나 이들은 자신들의 개혁이 ‘과학’에 입각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강
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Ibid., p. 158. 엘버트 허쉬먼은 경제는 인간의 의지
와는 상관 없이 움직이는 복잡한 기구나 기계라는 생각은 중농주의자들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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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케네의 경제학에서 자유주의(곡물교역자유화)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 케네의 자유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구

분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케네가 자유주의적 경제활동의 보편적 유

용성을 인정한 것과 그것이 케네가 고안한 경제 사상의 관건이자

목적이라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케네가 강력하게 주장한 곡물

(특히 밀)무역의 자유화는 밀 가격을 상승시켜 밀농사의 채산성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인 자본의 투하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

이다.205) 케네는 모든 경제활동은 반드시 교역을 통해 판매될 때에

만 즉, 시장가격에 의해 실현될 때에만 최종적인 의미를 획득한다고

주장하였고 따라서 상공업 불임설 때문에 중농주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오해와는 달리 상업을 매우 중요한 분야로 인식한

것은 확실하다.

상업과 농업(또는 여타 다른 생산 활동들)의 관계는 운동과 자연의 관

계와 같다. 운동이 멈추면 생명은 중단된다. 불모지가 된 토지는 죽음

의 비통함만이 가득한 거대한 궁전일 뿐이다.

상업의 본질은 다양한 생산자들 사이의 순환이다. 경작자들만 잔뜩 있

는 나라에 끊임없이 세계 곳곳의 수요를 계산하여 농산물의 판로를 개

척하는 상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풍요 속의 빈곤에 처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농산물

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것이 부족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206)

사상에 끼친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평가하였다. Hirschman, Albert O., The
passion and the interests, 김승혁 역, 『열정과 이해관계』 (나남, 1994), p. 95.

205) 케네는 마치 오늘날의 산업연관효과 분석을 연상케 하는 방식으로 곡물무역자
유화 정책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매우 구체적으로 추산하였다. 그는 곡물무역
자유화를 통해 프랑스 밀이 국제시세로 판매된다면 약 1억 5000만 리브르의 수
익을 추가로 창출할 수 있고 이는 약 100만 명의 인구 증가를 유발할 것이라고
추산하였다. 또한 1억 5000만 리브르를 농업에 투자하면 평균 수익률(100%)에
따라 다시 연간 1억 5000만 리브르의 순소득을 산출하기 때문에 총 3억 리브르
와 200만 명의 인구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다시 새롭게 증가한 인구
200만 명은 연평균 약 3억 리브르의 소비를 발생시키고 이는 곧 3억 리브르의
생산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곡물무역자유화가 가져오게 될 경제효과의 총합
은 6억 리브르의 국부 증가와 400만 명의 인구 증가라는 것이다. Quesnay,
‘Note sur le commerce des grains’, OEuvres économiques, pp. 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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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논리적 인과관계상 상업의 중요성은 농업의 생산성을 실현

하고 떠받쳐준다는 역할에 있는 것이고 결국 궁극적으로 부를 창조

하여 사회를 부강하게 하는 원동력은 농업의 생산성으로 귀착된

다.207) 즉, 케네의 경제학은 농업 생산의 문제로 환원된다.

그렇다면 케네의 경제학에서 농업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가

령 헨리 조지 같은 미국의 경제학자는 이를 토지근본주의로 해석하

였고, 미라보의 경우 중농주의로 ‘개종’하기 전에는 캉티용의 영향을

받아 인구성장주의적 관점에서 농업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

실 미라보나 케네나 로체제 이후 프랑스에서 유행한 농본주의의 영

향을 받은 것은 맞다. 또 케네가 미라보를 적당한 파트너로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쨌건 농업이 중요하다는 대의(즉, 농본주의)

에서 말이 통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케

네의 농본주의는 그 시대의 유행보다 경제학적으로 한 걸음 더 나

아간 것이었다. 먼저 케네의 경제학은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서 금융

적 방법을 배척하였다.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로체제에 대한 반감에

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재정적 위기를 매우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부패에 취약한 조세-금융 시스템에 의존해

왔던 구체제의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이러한

206) Quesnay, ‘Observations sur le commerce’(1766), OEuvres économiques, pp.
946-7.

207) A. I. Bloomfield, ‘The foreign-trade doctrines of The Physiocrats’,
American Economic Review, 28 (December, 1938), p. 716. 자유무역에 대한 중
농주의의 관점은 매우 좁은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곡물 수출을 자유화
하여 국내의 곡물 가격을 적정하게(국제 곡물 가격 수준)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곡물 수입의 자유화 및 교역 일반의 자유화를 옹호하는 것으로 확장
되지만 이것이 국제 교역 일반에 대한 인식―무역은 본질적으로 바람직하지 못
한 것이라는―을 바꾸지는 못했다. Ibid., p. 734. 한편 사적 소유권과 경제활동
의 자유를 옹호하는 자유주의적 이념과 농업의 순생산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아
울러 공동체의 복리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공리주의적 이념 사이에 충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케네는 공리주의적 목적을 위해 자유주의적 원칙을 제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미라보를 제외한 케네의 다른 제자들은 공리
주의적 목적보다 자유주의적 원칙을 더 중시하였다. J. J. Spengler, ‘The
Physiocrats and Say’s law of markets. II’, American Economic Review, 53
(December, 1945), p.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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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금융적 태도는 튀르고에게서도 명확히 드러나는데, 튀르고는 왕실

의 재정위기를 재정적·금융적 대안이 아닌 산업적 대안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208)

케네의 농본주의가 갖는 또 다른 의미로 인구성장주의와의 결별

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캉티용과 케네의 경제학적 차이 정도

가 아닌 더 근본적인 의미를 갖는다. 인구성장주의란 경제, 특히 농

업의 목표는 농촌의 인구 부양 능력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고 그렇

게 해서 부양되는 인구 자체가 국부의 원천이라는 입장이다. 재정적

관점에서든, 군사적 관점에서든 인구의 많고 적음이 한 나라의 국력

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케네는 이를 비판하고 관건은 농업이 얼마나

총생산량을 늘려서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자본과

노동의 비용을 제하고도 얼마나 많은 이윤(순생산)을 남길 수 있는

지의 여부라고 주장하였다. 농업 생산량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들이

전부 가난한 농민들을 부양하는 데 소모되어 버리면 재정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가급적 많은 이윤을 남

겨야만 과세의 원천도 늘어나는 것이고 재투자의 여지도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즉, 케네는 농업의 생산량이 아닌 생산성에 초점을 맞

추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국부의 증대는 바로 이 생산성에 달려 있

다고 주장하였다.

농업을 생산성의 잣대로 판단하고 개혁하겠다는 케네의 경제학은

역사상 처음으로 농업을 안보/생계의 영역에서 경제의 영역으로 진

입시켰다. 농업을 생계의 원천이 아닌 부의 원천으로 보았다는 것이

208) 사실 그랬기 때문에 재무총감 재직시절 튀르고의 개혁이 단기적인 재정 처방
에 무력했고 결국 실각의 원인이 되었다. 튀르고의 재정 대책은 장기적으로는
산업을 부흥시켜 과세를 늘린다는 것이었고 단기적으로는 재정의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전쟁과 같은 재정의 블랙홀을 피해가는 것이었다. 튀르고의 재정 정책
은 중상주의와 유사하면서도 중상주의자들이 재정을 튼튼히 해야 하는 목적이
라고 생각했던 전쟁과 같은 국가적 영광을 위한 사업들을 오히려 재정 정책의
종속 변수로 간주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추구하기도 했다. Bosher, French
finances 1770-179, p. 303. 튀르고는 미국 독립 전쟁에의 참전을 반대하며 다음
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최초의 총성이 들리자마자 정부는 파산할 것이다.”
Jones, The great nation, p.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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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9) 어느 사회에서나 역사적으로 농업이 차지하는 의미는 각별했

다. 농업은 모든 사람들의 생존을 담보해주는 활동이었고 왕이나 교

회, 귀족들 같은 지배계급들에게는 군사적 영광의 원천이자 대내적

안보의 관건이었다. 농업은 생존과 안보, 정통성과 같은 문제들과

직결된 전략적 대상이었다. 뭐든지 팔아서 수출을 늘려 재정을 확충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콜베르210)와 같은 철저한 중상주의자도 밀을

팔아서 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농업은 경

제 활동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생존과 안보의 영역이라고 보았기 때

문이다. 캉티용과 미라보도 같은 전제 위에서 농업을 바라보았다.211)

이런 의미에서 케네야말로 결정적 단절을 가져온 최초의 경제학자

였던 셈이다. 정리하자면, 케네의 농본주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그 의미를 평가해야 한다. 국부의 문제에 대한 반금융주의적

―혹은 산업적―대안의 강조, 경제 활동의 기준을 생산량이 아닌 생

산성으로 변경, 그리고 농업을 안보-생존의 영역에서 경제의 영역으

로 편입이 그것이다.

따라서 케네의 경제학이 갖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동기는 중상주의적이었으나 그 방법은 그것을 훨씬

초과했다는 것이다. 케네는 계몽된 ‘중상주의자’였다. 이 지점에서 분

명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케네를 추종하는 중농주의자들이 매우

209) 라레르는 케네가 ‘생계’와 ‘경제’를 구분하고 경제를 생산 과정에 대한 자본의
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의 문제로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경제를 ‘발명’했다
고 보았다. 물론 라레르는 중농주의를 자연법적 전통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러한 분석을 제시하였지만, ‘자연법’이라는 맥락을 걷어내고 순수하게 경제 분석
의 차원에서 케네가 ‘생산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농업 생산의 문제를 생계-안보
의 차원에서 경제의 차원으로 전환시켰다는 설명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
다. Larrere, L'invention de l'économie, p. 190.

210) 케네는 콜베르에 대해 나름대로 높게 평가했다. “콜베르씨는 제조업에 관심을
집중했지만 동시에 타유세를 줄이고 경작자들에게 자본을 투입해 시들어버린
농업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믿었다. 다만 그는 이를 국가의 재정적 필요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을 뿐이다. 물론 그는 타유세를 정규 과세(imposition réglée)로 통
합하고 곡물무역자유화의 확립과 같은 본질적인 방법들을 언급하지 않았다.”
Quesnay, ‘Grains’(1757), OEuvres économiques, p. 174.

211) 캉티용의 농업, 인구, 부에 대한 관점은 Cantillon, Essai sur la nature du
commerce en général, pp. 1-8을 참조.



- 97 -

교조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케네와 중

농주의를 완전히 동일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이 쟁점

은 본 논문의 핵심적인 테제이기도 하다. 케네의 경제학 연구가 활

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는 1750년대 중후반이었는데,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중농주의라는 하나의 학파가 본격적으로 결성되어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763년 이후였다. 게다가 케네 자신은 학파의 활동에

거의 개입하지 않았으며, 1760년대 중반부터는 사실상 경제학 연구

에서도 손을 떼었다. 첫 번째 제자 미라보는 케네의 경제학을 정확

히 이해했는지 의심스러웠으며 주로 정치나 사회 이슈에 관심을 기

울였고, 튀르고의 경우 사상과 실천 모두에서 훨씬 더 독자적이었

다. 이들 삼거두외에 주목할 만한 인물을 한 사람 더 꼽자면 메르시

에 정도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중농주의를 새로운 경제학을 넘어선

자연법적 원리에 기초하고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총체

적인 형이상학으로 정립하고자 했다.

본 논문은 케네의 사상과 중농주의를 동일시하는 건 오류이며 미

라보와 튀르고를 아우르는 삼거두의 사상을 아울러 살펴보아야만

중농주의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케네야말로

가장 압도적으로 중농주의에 기여한 인물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

라서 먼저 순수하게 케네에게 속하는 케네의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

하는 것이 중농주의 전체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일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케네의 성격, 의도, 업적 등을 살펴

보았다. 그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케네의 문제의식은

중상주의의 전통에 속한다. 둘째, 케네의 방법론은 중상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셋째, 케네의 업적은 경제학을 중상주의적 틀에

서 벗어난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킨 것이다.

당연하게도 케네를 중상주의자로 분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케네

의 경제학 연구가 중상주의적 동기, 즉 어떻게 하면 국부를 늘려 국

가적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떠한 점에서 케네는 중상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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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했다고 볼 수 있을까? 먼저, 케네는 국부의 주체와 범위를 다

시 설정했다.

인구가 많으면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기 좋다는 점만 생각하는 사람들

은 국력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군의 입장에서도 병사에 적합한 사

람들만이 가치가 있다. 또한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자들로서도 전쟁에

소요되는 인구가 아까울 따름이다. 마치 지주들이 밭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저수지에 수몰되는 땅을 아깝게 생각하듯 말이다.

대규모 군대는 국부를 고갈시키지만, 대규모 인구와 막대한 부를 소유

한 국가는 가공할만한 위력을 갖게 된다. 많은 인구가 가져다주는 가

장 본질적인 이점은 왕국의 금전적 부를 늘려주고 순환하게 하는 생산

과 소비의 증가이다.212)

국가의 부유함을 드러내 주는 것처럼 보이는 막대한 금전적 부는 실상

그 국가가 타락하고 몰락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

러한 부는 농업과 해운, 국제 교역, 노동자 그리고 군주의 수입에 대한

피해를 감수하고 형성된 부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막대한 생산

자본을 파괴하고 조세를 회피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를 군주의 수입에

기여하는 부로 간주할 수 없다. 조세의 형성이 국가에 부담을 덜 지우

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농업과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가 복원된다면

이러한 금전적 부는 스스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갈 것이다.213)

케네는 국부를 왕실의 재정과 동일시하지 않았다. 그는 국부의 최종

적인 판단 기준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누리느냐

에 있지 왕실 재정의 풍족함이나 강력한 군사력 따위에 있지 않다

고 보았다. 즉, 경제 활동의 목표는 화폐의 축적이 아니라 상품의

향유라는 것이다.214) 이러한 입장은 고전주의 정치경제학의 견해와

다르지 않다. 전통적인 중상주의에서 경제를 국가가 재정을 확보하

기 위한 정책적 수단과 동일시했다면, 케네는 경제를 국가를 넘어서

‘시민사회’의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경제를 일단 시민사회의 영역으

212) Quesnay, ‘Grains’(1757), OEuvres économiques, p. 186.
213) Quesnay, ‘Impôts’(1757), OEuvres économiques, p. 217.
214) Bloomfield, ‘The foreign-trade doctrines of The Physiocrats’, p.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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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장시키자 시민 개개인에 의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의 영위는

더욱 당연하고 당면한 의제로 부상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경제 분석의 대상을 화폐-유통 중심에서 재화-생산 중

심으로 이동시켰다. 마르크스는 케네가 자본의 전체 생산과정을 도

표와 수치를 통해 화폐의 순환과 재생산의 과정으로 간략하게 정식

화한 것은 정치경제학의 유아기에 이룩한 위대한 업적이라고 평가

하였다.215) 즉, 전통적인 정치경제학적 분석과 질적 단절 및 도약을

이루어냈다는 것이다. 또한 그가 고안한 『경제표』는 역사상 최초

의 ‘국민계정(National Account)’에 해당할만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

하다. 수요와 공급, 수입과 지출, 생산과 소비라는 경제적 대차대조

표 상의 각 항이 마치 ‘거울 쌍’처럼 연결되어 순환함으로써 통합적

국민계정을 이룬다는 개념이 케네에 의해 명확하게 표현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케네의 경제학은 구체제 프랑스 왕실을 늘 괴롭혀 왔던

재정 위기의 문제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216) 케네가 순생산(이윤)의 원천을 교환

이 아닌 생산과정에서 발견했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영합 게임으로

보았던 중상주의적 관점을 넘어섰음을 의미했다. 케네가 보기에 생

산활동, 특히 농업에 열심히 투자하기만 하면 국부는 자연스럽게 증

가하게 되어 있다. 국가가 억지로 나서서 생산활동에 개입하고 규제

하고 특권으로 유인하여 어렵게 만든 재화를 외국에 불리한 조건으

로 수출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국가의 부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사치나 여타의 갖가지 무질서에 의해 취약해진 국가의 번영을 재확

립하기 위해서는 소유권과 자유의 보장, 상업의 용이함, 그리고 불

215) Dumont, From Mandeville to Marx, p. 40.
216) 이 지점에서 중농주의의 영향을 받은 튀르고와 금융가 출신의 네케르가 왕실
재정 문제 해결의 해법을 두고 서로 갈라지게 된다. 튀르고는 재정 위기는 근본
적으로 재정 수입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중장
기적인 산업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장에는 재정상의 낭비
를 막아 지출을 줄이는게 우선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네케르는 재정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분산된 재정시스템에 있다고 보았다. 사실상 사유화된 재정 관직
들을 재통합하여 국유화하고 조세 체제를 효율화하면 재정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Bosher, French finances 1770-179,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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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급(classe stérile)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서 생산 계급의 고용

에 자본을 투자하는 것 등이 본질적 조건으로 충족되어야 한다.”217)

케네는 재정-화폐-유통 중심의 중상주의적 경제관을 시민사회-재화

-생산 중심으로 이행시킴으로서 중상주의를 ‘계몽’하였다.

안타깝게도 케네의 ‘계몽’은 다른 계몽사상가들에 의해 제대로 인

정받지 못했다. 그들은 케네가 권력자들에게 빌붙은 기회주의자이

며, 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바라지 않는 반개혁적인 절대왕권의 신

봉자이자, 유사 종교적인 ‘종파’의 교주이고, 피도 눈물도 없는 시장

근본주의자라고 비난했다.218) 그러나 이러한 비판의 상당 부분은 계

몽사상가들 자신에게도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들도 국왕을 비롯한

권력자들에게 의존하고 비위를 맞췄으며 개혁을 위해 어떠한 실천

적인 전략도 제시하지 못했다. 경제 활동의 자유화를 주창하면서도

사정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었고 그러면서도 명확한 기준이나 설

명을 제시하지 못했다. 중농학파의 조직화와 교조화는 케네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진행되었으므로 그걸 가지고 케네를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러나 이러한 변론보다 중요한 것은 케네에

대한 계몽사상가들의 부당한 평가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이다. 케네는 17세기와 18세기적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부 분야에서는 시대의 한계를 돌파하여 앞서나간 매

우 다차원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그 시대에 어울리는 유형화를 거부

하는 비전형적인 외부인이었다. 그러면서도 그 시대에 전형적인 인

물들보다 시대의 정곡을 더 예리하게 찌른 대변자이기도 했다. 본디

계몽사상가들이란 시대와 불화를 겪으면서도 시대를 선도하는 인물

들이었을 텐데, 실상은 그들조차도 몇몇 전형으로 유형화될 수 있는

인물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케네는 계몽사상가들보다 더

계몽사상가다운 면모를 보였고 그에 대한 부당한 비난들은 정체성

217) Quesnay, ‘Répétition de la question...’(1766), OEuvres économiques, p. 865.
218) 반중농주의자들의 공격에 대해서는 Weulersse, Le mouvement physiocratique
en France de 1756 à 1770, pp. 145-8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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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협당한 자들의 소심한 항변이 아니었을까?

2) 튀르고: 경제주의적 자유주의자

케네가 17세기와 18세기의 특징을 모두 가진 인물이었다면 튀르

고는 18세기와 19세기의 면모를 아울렀다. 그의 문제의식은 당대의

시대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방

도는, 좋게 말하면 시대적 지평을 초월했고 나쁘게 말하면 몸에 어

울리지 않는 옷이었다. 케네가 중상주의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

나 ‘국부’와 ‘경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정의하고 그것의 분석 수준을

한 단계 진전시킴으로써 중농주의라는 새로운 경제 사상을 창안하

였다면, 튀르고는 당대의 자유주의 경제사상가들 및 계몽사상가들과

유사한 지평에서 출발하여 케네의 중농주의를 거쳐 경제주의적 자

유주의라는 새로운 흐름의 선구자가 되었다. 여기에서 ‘경제주의’라

는 용어는 당시 프랑스 사람들이 중농주의자들을 지칭하면서 사용

한 ‘경제주의자(économistes)’를 준용하여 튀르고의 자유주의를 수식

하기 위해 필자가 임의로 채택하였다. 튀르고의 자유주의를 경제주

의적 자유주의라고 정의한 것은 당대의 다른 자유주의자들과 구분

하기 위해서다.

오늘날 자유주의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19세기에 형성된 고전적

자유주의와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신자유주의에 의해 강하게 규정

되고 있다. 그러나 18세기 프랑스에서 유행한 자유주의는 양상이 많

이 달랐다. 메소니에(Simone Meyssonnier)는 이를 구별하기 위해

‘평등주의적 자유주의(egalitarian liberalism)’ 혹은 그냥 ‘프랑스적

자유주의’라고 이름을 붙였다.219)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튀르고가

젊은 시절 정치경제학에 입문할 때 스승으로 삼았고 가까운 측근이

219) Simone Meyssonnier, 'Vincent de Gournay (1712-1759) et la "balance des
hommes", Population (French Edition), vol. 45, no. 1 (Jan. 1990), pp. 87-112
참조. Judith A. Miller, ‘Economic ideologies, 1750-1800: The creation of
modern economy?’, French H istorical Studies, vol. 23, no. 3 (Summer, 2000),
p. 502.



- 102 -

되어 함께 프랑스 여러 지역을 두루 시찰하는데 동행하기도 했던

구르네(Vincent de Gournay)를 시조(始祖)로 하는 자유주의 경제사

상의 흐름을 지칭한다. 구르네의 자유주의는 경제 활동에 대한 봉건

적, 조합주의적, 특권적 규제에 반대하고 시장의 자율에 경제의 더

많은 부분을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그것이 공공선의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시장의 질서와 공공선

이 충돌할 경우 언제든지 국가가 공공선을 위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빈자에 대한 보호,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호혜의 원칙, 시

장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국가의 제한적 역할 인정 등의 원칙

들이 18세기 프랑스의 자유주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였다.220)

이렇게 볼 때 프랑스적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소극적·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중농주의는 봉건적 관행을 공격할 때에는

프랑스적 자유주의와 공동전선을 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등주의

적 자유주의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던 공동체주의적이고 시장 제

한적 요소에 대해서도 공세를 가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튀르고는 공동체의 복리와 시장의 질서를 모두 중시했다는 점에

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와 다르지 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반튀르고 진영에서는 간혹 그를 피도 눈물도 없는 원리주의자이며

냉혹한 시장주의자라고 공격하기도 했지만221) 사실 튀르고만큼 인도

주의적이고 하층민의 고통에 동정적인 행정가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튀르고가 지사직을 수행하면서 이루어낸 개혁 조치들의

대다수는 하층민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의도에서 추진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튀르고는 공동체의 복리와 시

220) Ibid., pp. 504-8. 혁명기의 최고가격제, 교회재산몰수 및 불하, 공공작업장 설
치 등과 같은 정책은 계급주의적 정책이라기보다는 18세기의 평등주의적 자유
주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제안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산악파나 지롱드파나 경
제 정책에 있어서 기본 관점은 바로 이 자유주의 스펙트럼에서 벗어나지 않았
다. 다만 그 스펙트럼의 양 극단에 있었고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
때문에 그들 사이의 갈등이 더 두드러져 보였을 뿐이다.

221) Jessica Riskin, ‘The “Spirit of system” and the fortune of Physiocracy’,
H istory of Political Economy, vol. 35, annuel supplement (2003),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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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질서를 상호 배타적이거나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파악하지 않

고 그와는 정반대로 상호 의존적인 것으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구르

네의 자유주의와 차별적이었다. 튀르고는 시장의 질서가 왜곡된 상

태에서는 결코 공동체의 복리가 증진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 또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경제적 수준이 일정 단계로 진입하지 않는 한

시장의 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222) 많은 사

람들이 오해하는 것과는 달리 튀르고는 프랑스에 당장 전면적인 시

장의 자유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어느 정도의 과도

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자신의 경제사상을 본격적으로

담은 논문에서 상업이 충분히 발전한 사회와 아직 그 단계에 도달

하지 못한 사회를 구분하여 분석하기도 했다.223) 그렇다면 과도기

단계에서 국가는 공공의 복리와 빈민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개입

해야 하는가? 이 지점에서 튀르고는 다른 자유주의자들과 다시 한

번 차별점을 보여준다.

구휼 활동은 단순히 개인의 선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

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자 의무

이다. (···) 구휼을 위한 기부는 우선 자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이 가장 명예로운 방식인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만약 기부

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강제적으로 할당해야 한다.224)

국가가 전략적으로 특정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경우, 인위적으로 식량

비용을 낮추어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다른 산업이나 농업

을 희생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가의 인위적인 개

입이 국부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모든 경제활동은

222) Emma Rothschild, ‘Commerce and the state: Turgot, Condorcet and Smith’,
The Economic Journal, vol. 102, no. 414 (Sep., 1992), p. 1200. 기근 등 위급한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생계 수단을 구매할 여력이 전혀 없어서 완전히 시장 밖
으로 밀려나는 상황에서는 시장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에 대응할만한 방법이 가
능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223) P. D. Groenewegen, ‘Turgot and Adam Smith’, Scotti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5, no. 3 (Nov., 1968), p. 285.

224) Turgot, 'Instruction sur la formation des bureaux de charité'(1770),
Oeuvres de Turgot, II,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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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대가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 자연스러운 경제활동을 왜곡시키는 인위적인 개입이 국부나 공익

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부터 고쳐야 한다.225)

튀르고는 당장 눈앞에 존재하는 빈민 구제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

다. 그것은 그것대로 국가나 공동체가 맡아야 할 당연한 의무로 간

주하였다. 그러나 그는 국가의 개입이 시장의 질서를 무시하는 형

식, 예를 들어 강제 징발이나 인위적인 재분배 같은 방식으로 행해

져서는 안 되며, 일자리 공급을 통한 생계수단 지급, 누진적인 조세

제도를 통한 재분배 정책의 강화와 같은 간접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226)

사실 튀르고가 지사와 재무총감직을 역임하며 관철했거나 하고자

했던 많은 정책들은 당대의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계몽사상가

들의 지지를 받는 내용들이었지만 결코 보편적으로 채택되거나 안

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그가 현직에서 물러나자마자 그의 개혁

들도 썰물처럼 휩쓸려나갔고 언제 그랬냐는 듯 신속하게 과거로 되

돌아갔다. 그러나 결국 혁명의 과정에서 튀르고의 개혁들은 훨씬 더

거창한 명분으로 포장되어 재등장하였고 19세기를 경과하면서 고전

적 자유주의로 정식화되었다. 자유주의의 세례 속에서 중농주의를

흡수했던 튀르고의 독특한 자유주의는 18세기의 프랑스적 자유주의

를 19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고 필

자는 이를 경제주의적 자유주의로 규정하고자 한다.

튀르고만큼의 지적 깊이, 공적 책임감, 그리고 도덕적 진중함을

두루 갖춘 인물을 찾는다면 시대는 다르지만 영국의 밀(John

Stewert Mill)정도는 돼야 할 것 같다. 어린 시절 튀르고는 어머니

가 못마땅해 할 정도로 지나치게 책을 탐독했으며 공무에 바쁜 탓

에 밀처럼 아버지의 체계적인 지도를 받지는 못했지만 계몽주의 시

대의 지식인답게 다방면에 걸쳐 체계적이고 박학다식한 지식을 자

225) Turgot, 'Éloge de Gournay', Oeuvres de Turgot, I, p. 274.
226) Rothschild, ‘Commerce and the state’, p.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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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했다. 번역이 가능한 언어만 6개 국어(그리스어, 히브리어, 라틴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영어)에 달했고, 라틴어와 영어는 정확한 집필

도 가능할 정도로 능통했다. 신학, 철학, 문학, 정치경제학은 물론 화

학과 물리학에도 조예가 깊었다.227) 정치경제학에 관한 논고로는

1749년 4월 10일에 소르본의 동료에게 편지 형식으로 쓴 지폐

(Papier-monnaie)에 관한 논고가 최초다.228) 이 글에서 튀르고는 로

의 신중상주의의 오류를 지적하고 교환의 도구로서 화폐의 본질에

관한 논증을 전개했다. 1750년에는 버클리(George Berkeley)의 형이

상학적 독트린에 대한 비판을 담은 2개의 논문을 작성하였고 백과

전서에 ‘존재(existence)’ 항목을 기고했다.229)

노르망디의 매우 유서 깊은 귀족 출신인 튀르고는 당대 명문가의

차남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엘리트 과정이었던 소르본의 신학

과정에 들어갔다. 고위 성직자가 되어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길이었다. 그러나 1751년 2월 부친이 사망하자 소르본에서

의 성직자의 길을 포기하고 관료가 되기 위해 법률가의 길로 진로

를 변경하였다. 1752년 12월 30일 파리고등법원 국왕 대리인

(conseiller du roi au Parlement de Paris)으로 임명되었으며 이듬해

3월 28일에는 고등 관료의 등용문이었던 청원심사관으로 임명되어

1761년 리모주의 지사(Intendant de Limoges)로 부임하였다. 1753년

에는 추방된 파리고등법원을 대신해 들어선 왕립법정(chambre

royale)의 판사직으로 등용되어 고등법원과의 악연이 시작되었다.

1755년 경 구르네와 케네를 비슷한 시기에 접촉하기 시작했다. 특히

구르네와는 그가 상무지사(Intendant de Commerce) 시절 직접 수행

227) 튀르고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는 A. R. J. Turgot, W. W. Stephens ed., The
life and writings of Turgot: comptroller general of France 1774-1776
(Whitefish: MT, 1895), pp. 3-11을 참조.

228) A. R. J. Turgot, 'Lettres à l'abbe de Cice sur le papier-monnaie'(1949),
Textes choisis, Collection des grands économistes (Dalloz, 1947)을 참조.

229) 튀르고가 백과전서에 기고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étymologie’, ‘existence’,
‘expansibilité’, ‘foires’, ‘fondations’. Turgot & Stephens, The life and writings
of Turgot,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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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년여에 걸쳐 프랑스 전역을 시찰하기도 하였다.230) 1761년, 리

무쟁(Limousin), 앙구무아(Angoumois), 마르슈(Marche) 및 푸아투

(Poitou)의 일부를 아우르는 징세구였던 리모주의 지사로 취임하였

다. 지사로서 각종 개혁적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개혁 관료로서의 명

성을 획득한 튀르고는 1774년, 루이 16세 즉위 직후 들어선 모르파

백작(Comte de Maurepas)의 내각에 대신으로 등용되었다. 7월부터

8월 사이에 약 한달 간 해군부 대신을 거쳐 8월 24일 재무총감에

임명되었다.231)

지사와 재무총감으로서 튀르고가 이루고자 했던 개혁의 청사진과

실제로 진행되었던 일부 정책들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는 그가 가진 다양한 면모들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통합적인 인식

이 필요하다. 우리는 튀르고의 세계관과 프랑스 현실에 대한 그의

정세관 그리고 그러한 정세 인식을 바탕으로 한 개혁 정책의 내용

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앞에서 주장했던

그의 경제주의적 자유주의의 본질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튀르고의 세계관은 크게 세 가지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역사

의 진보232)에 대한 믿음, 보편적 평등주의, 그리고 관용과 세속주의

230) Constantial Maxwell, ‘The life and work of Turgot’, H istory, vol. 18, no. 71
(Oct., 1993), p. 217. 구르네가 갑작스럽게 죽지 않고 케네와의 만남이 성사되어
케네가 바랬던대로 공동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중농주의는 물론 양측 모두와 연
관이 있었던 튀르고의 향후 향방도 상당히 달라졌을 지도 모를 일이다.

231) Turgot & Stephens, The life and writings of Turgot, pp. 83-5. 튀르고의 일
대기에 관해서는 다음 작품들을 더 참조할 수 있다. A. P. Batbie, Turgot
philosophe, économiste et administrateur (Cotillon, 1861); A. Mastier, Turgot,
sa vie et sa doctrine (Guillaumin, 1862); Alfred Neymarck, Turgot et ses
doctrines, vol. 1 (Guillaumin & cie, 1885); Gustav Schelle, Turgot (F. Alcan,
1909); Constantia Maxwell, 'The life and work of Turgot', H istory, vol. 18,
no. 71 (1933); Douglas Dakin, Turgot and the ancien régime in France
(Methuen, 1939); Pierre Benjamin ed., Turgot, 1727-1781 (Libraire Dalloz,
1947); Malcolm Hill, Statesman of the Enlightenment: the life of Anne-Robert
Turgot (Othila Press, 1999).

232) 튀르고는 1750년 소르본에서 행한 공개 강연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의
기본 원리들인 질서(ordre), 자유(liberté), 진보(progrès)에 대해 설명하면서, 질
서란 법치와 그에 근거한 정의를, 자유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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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것이다. 튀르고는 인간들 사이의 선천적 불평등은 불행이 아니

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인류가 자연스러운 분업을 통해 부와 문명

을 쌓게 된 원동력이라고 보았다.233) 그는 민족들이나 문명들간의

차이가 기후와 같은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을 반박하며234),

문명들 사이의 격차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의해 발생한 인간들

사이의 재능과 특성의 차이 때문이며 이것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낳

게 하는 무수한 우연적 상황들이 누적되면서 발생한다고 설명한

다.235) 튀르고는 서로 다른 역사적 인과관계가 각 문명들의 상이한

발전을 낳았지만, 순환하는 자연과는 달리 진보하는 인류 문명의 궁

극적 원동력은 인간의 내적 속성에서 절대적으로 기인한다고 보았

다.236) 진보에 대한 튀르고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의 작동원

리에 대한 그의 분석이 당대의 프랑스가 아닌 조만간 도달하게 될

산업적으로 보다 성숙해진 프랑스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튀

르고는 프랑스 경제가 필연적으로 더 많은 자본의 축적으로 상업적

으로 성숙해지고 분업의 고도화와 체계화가 더욱 진전되어 시장의

자기조절기제에 의해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보할

것이라고 믿었다. 튀르고는 구르네의 입을 빌려 자유시장의 기본 원

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그리고 진보란 사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의 점진적
발전과 그에 걸맞는 도덕성의 진보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Eugène Daire,
'Notice historique sur la vie et les ouvrages de Turgot', Oeuvres de Turgot,
I, p. xxiii.

233) Turgot, ‘Second discours. Sur les progrès successifs de l'esprit
humain’(1750), Oeuvres de Turgot, II, p. 587.

234) ‘Plan du second discours, don't l'objet sera les progrès de l'esprit
humain’(1750), Oeuvres de Turgot, II, p. 642.

235) Turgot, 'Tableau philosophique des progrès successifs de l'esprit
humain'(1750), Formation et distribution des richesses, p. 72. 튀르고가 한
세기 후에 등장할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 알 수는 없었겠지만, 마치 개체들 사이
의 무수한 변이가 외부적 환경에 맞게 적응해 나가면서 다양한 종적 분화로 진
화해나갔다는 식의 설명을 듣는 듯하다. Philippe Fontaine, ‘Turgot’s
“Institutional Individualism”’, H istory of Political Economy, vol. 29, no. 1
(Spring, 1997), p. 17.

236) Turgot, Ravix & Romani ed., Formation et distribution des richesses,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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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네는 자신의 제안을 ‘신체제(système nouveau)’라고 명명하였고

(···) 이 체제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안다는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구르네는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적 이익이 공적 이익과 정확히 일치할 경

우 각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바를 하도록 놔두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경제활동이 각 개인에게 알아서 하도록 맡겨질 경우 사익이 공익과 조

화를 이루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237)

진보 자체와 그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시대의 통념을 벗

어나는 그의 과감한 개혁들은 결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튀르고는 보편적 평등주의자이다. 튀르고는 프랑스 사회

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를 헌법의 부재라고 보았다. 이는 명문화된

헌법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사회가 신민들 사이의

통합적 이해관계가 거의 없고 배타적이고 사적인 이해관계로 갈라

진 집단들로 분절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그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의 권리는 역사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자연

적 권리라고 보았다. 따라서 어떠한 단체나 조직이 아무리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타당한 이유 없이 영속적으로 존재할 권리

가 있는 것은 아니다.238) 인민들의 권리가 그들 각각의 개별적인 특

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보편적인 자

연적 상태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맞게 국왕과 인민을 연

결하는 보다 단순하고 보편적인 입헌적 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튀르고는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한 시민적 평등성에 기초한 군

주제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근대적 입헌군주제를 향

한 길을 열고자 했다.239)

튀르고는 보편적 평등주의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헌정 질서를 구

237) Turgot, 'Éloge de Gournay', Oeuvres de Turgot, I, p. 270.
238) Turgot, ‘Mémoire au roi sur les municipalités, sur la hiérarchie qu’on
pourrait établir entre elles, et sur les services que le gouvernement en
pourrait tirer’(1775), Oeuvres de Turgot, II, p. 502.

239) Keith Michael Baker, ‘French political thought at the accession of Louis
XVI’, The Journal of Modern H istory, vol. 50, no. 2 (June, 1978), p.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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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면서 기존의 삼부회는 물론 지방삼부회들과도 완전히 다른 새

로운 형태의 지방자치체를 구상하였다. 그는 재무총감직에 취임하기

훨씬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미라보의 저작 『지방

삼부회의 활용(L’Utilité des états provinciaux)』을 집중적으로 연구

한 바 있다. 그리고 재무총감에 취임하자 곧바로 뒤퐁을 통해 지방

자치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튀르

고는 새로운 지방자치체를 통해 두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하나는

개별적 이해관계로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고 오직 국왕을 통해서만

국가에 연결되어 있는 프랑스 인민들을 단일한 원리에 의해 보편적

으로 조직된 하나의 틀로 묶어 내겠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렇

게 해서 국내에서 일어나는 행정적 대소사를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체에 위임하겠다는 것이다. 튀르고는 토지 소유의 정도라는 한 가지

기준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신분적, 직업적 차이도 인정하지 않고 아

래로부터 차곡차곡 민의를 대의하여 맨 꼭대기의 국왕에까지 이르

는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피라미드 형태의 헌정 구조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제한된 형태의 공화정이었으며, 최소한 입헌군주정으

로 가기 위한 과도적 단계의 통치구조였다.240)

마지막으로 튀르고를 특징짓는 핵심 개념은 관용과 세속주의이다.

튀르고가 청원심사관 시절 중대한 배임혐의로 고발당한 징세청부업

에 종사하는 한 고용인에 관한 조사를 의뢰받은 적이 있었다. 당시

튀르고는 이 피의뢰인의 유죄를 확신한 나머지 엄밀한 조사를 수행

하지 않고 사건을 넘겨버린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서야 그가 무죄였

음을 알게 되었다. 튀르고는 당시 피의뢰인이 받지 못한 임금을 모

두 원상회복시켜 주면서 이는 관대함에서 비롯된 조치가 아니라 정

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였다.241) 그의 종교적 관용성을

240) Gerald J. Cavanaugh, ‘Turgot: the rejection of enlightened despotism’,
French H istorical Studies, vol. 6, no. 1 (Spring, 1969), p. 58. 튀르고의 지방자
치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배미정, 『튀르고의 “공화주의 군주정”: 1775년의
「지방 자치체에 대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을 참조.

241) Eugène Daire, 'Notice historique sur la vie et les ouvrages de Tur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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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일화로는 루이 16세의 대관식을 둘러싸

고 벌어진 논란을 들 수 있다. 관례적으로 이 행사는 랭스(Reims)에

서 거행되었으며 행사 과정에서 국왕은 가톨릭교회의 의지에 따라

이교도를 처형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튀르고가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관식은 랭스가 아닌 파리에서 거행해야 하

며 이교도 단죄에 대한 국왕의 선언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튀르고는 이 대관식을 과거와의 단절을 알리는 상징적 행사

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결국 대관식은 교회의 주장대로 랭스에서

열렸으나 국왕은 이교도 처형에 관한 선서를 작은 목소리로 얼버무

리며 말하는 식으로 나름의 타협을 이루어냈다.242)

튀르고는 5개의 항목이나 백과전서에 기고를 했을 정도로 당대의

대표적인 계몽사상가였지만 본인 스스로는 자신을 ‘백과전서파’와

구분하면서 그 이유로 신앙을 내세웠다. 당대의 계몽사상가들을 싸

잡아서 무신론자들이라고 공격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교권에 대한

반대와 신앙에 대한 회의주의적 태도는 당대인들이 계몽사상가들을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튀르고는 다른 계몽

사상가들과는 달리 중세를 암흑의 시대로 보지 않았으며 그 자체로

역사의 진보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였고, 마찬가지로 기독

교와 중세의 스콜라 철학에 대해서도 그 나름의 진보적 역할을 인

정하였다. 특히 스콜라 철학에 대해서는 엄격한 정의, 일관된 논리,

열정적 논쟁의 정신을 고취하여 유럽인들을 정신적으로 날카롭게

다듬었다고 해석하는 등 오늘날의 역사 해석과 견줄 정도로 현대적

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243)

그러나 튀르고는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세속적 권력은 분명히 구

분했다. 1757년 백과전서에 기고한 ‘재단(Foundation)’ 항목은 튀르

Oeuvres de Turgot, I, p. xxxi.
242) Turgot & Stephens, The life and writings of Turgot, p. 103. 튀르고의 종교
적 관용에 관해서는 Turgot, ‘liberté religieuse: “le conciliateur”’(1754), Oeuvres
de Turgot, II, pp. 688-703.

243) R. R. Palmer, ‘Turgot: Paragon of the Continental Enlightenmen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19, no. 3 (Oct., 1976), p.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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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교권주의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튀르고는 국가가 필요에 따라 종교재단의 재산을 이용할 권리가 있

으며 공익이 종교재단 설립자의 특수한 이해관계에 우선함을 분명

히 했다. 특히 종교재단이 주장하는 영구적 증여라는 것은 허구적

논리이며 만약 이것이 인정된다면 결국 모든 재산이 종교재단의 손

에 넘어갈 것이라고 반박했다.244) 다시 말해 튀르고는 교회 또한 사

회의 다른 특수이익 집단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견

지한 셈이다. "국가가 특정 종교를 선택하여 보호하는 것은 어디까

지나 유용성 때문이지 그 종교의 진실성 때문이 아니다."245) 따라서

교회 재산에 과세를 면제해 줄 이유도, 그들의 권익을 신성불가침으

로 보호해 줄 이유도, 그리고 국가가 맡아야 할 교육과 빈민구제 같

은 사업에서 교회의 특권을 줄 이유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

다. 튀르고의 반교권주의는 직접적으로는 혁명기 뒤퐁이 제안한 종

교재단 재산 문제 몰수에 관한 법안으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정

교분리에 대한 프랑스적 전통의 확고한 확립에 시발점이 되었다.246)

중농주의를 계몽사상과는 결이 다른 사상적 조류로 보려는 입장

에서는 튀르고처럼 계몽사상가로서의 면모와 중농주의자로서의 면

모를 동시에 가진 인물 자체가 모순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튀르고는 계몽사상가이거나 아니면 중농주의자이어야지 둘 다

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중농주의를 계몽사상과는 달

리 대단히 폐쇄적이고 도그마적인 경제 이데올로기로만 보려는 관

점에 근거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미 중농주의를 단일하고 순

도 높은 이데올로기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매우 상이한 사상의 흐

름들이 ‘경제’라는 공통의 지점에 의해 연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중농주의와 계몽사상의 관계를 어떻게 보

든 간에 튀르고를 대표적인 계몽사상가이자 중농주의자로 평가하는

244) Jack A. Clarke, ‘Turgot’s critique of perpetual endowment’, French
H istorical Studies, vol. 3, no. 4 (Autumn, 1964), p. 498.

245) Turgot, 'Fondation', Oeuvres de Turgot, I, p. 299.
246) Ibid., pp. 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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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는 하등의 문제도 없다. 오히려 앞에서 이야기한 튀르고의 계몽

적 세계관은 그의 자유주의적 경제 사상에 필연적인 전제조건일 수

밖에 없다. 즉, 보편주의적 평등주의와 이에 기반한 정치 제도는 자

유로운 시장질서에 의해 주도되는 경제 체제에 의해 뒷받침될 수밖

에 없다는 것이 튀르고의 논리적 귀결이었다.247) 물론 경제적 특권

과 불평등한 정치 체제를 연관 지은 것이 튀르고만은 아니었다. 어

떻게 보면 튀르고는 중농주의자로서는 예외적으로 정치체제에 대해

주류 계몽사상가들과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즉, 튀르고는

케네의 중농주의와 계몽사상가들의 세계 모두와 접점을 가지고서

두 세계를 연결해주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튀르고의 경제사상을 다룰 때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그것이 위치하는 정확한 맥락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튀

르고의 ‘경제주의적’ 자유주의는 18세기 프랑스의 ‘평등주의적’ 자유

주의와 19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 사이의 과도기적 단계의 자유주

의로, 공공의 복리와 빈곤의 구제를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함을

인정하였으나 그 방법이 시장 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

을 담고 있다. 둘째, 튀르고의 세계관은 보편성과 진보에 대한 강한

신념에 근거한 것으로, 그는 프랑스의 정치와 경제의 체제도 더 보

편주의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더불어 진보할 것이라고 전망하였

다. 따라서 경제 문제에 대한 튀르고의 분석에서도 그것이 현재의

상황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미래의 보다 성숙해진 프랑스 경제에서

나타날 일반화된 현상에 대한 것인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한다.

케네의 경제사상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분석으로 요약할 수 있

다.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잉여는 농업에 투하되는 자본에 의해 결

247) 튀르고는 인류의 진보를 위한 필수적인 세 가지 원리로 자유(liberté), 소유권
(propriété), 불평등(inégalité)을 꼽았다. 이 말은 서로 다른 필요가 존재해야 교
환이 성립하고, 교환할 혹은 교환된 것에 대한 확고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며,
어떠한 교환이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실상 시장 질서의
작동 원리를 밝힌 것이다. Turgot, Formation et distribution des richesses,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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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며, 그것은 자본이나 노동의 속성 때문이 아니라 토지(자연)의

속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주장을 준거로 삼아

튀르고의 경제사상을 분석해보자. 튀르고를 중농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근거는 그가 케네의

자연가치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부의 원천이 토지(자

연)이며 오직 농업만이 순생산을 낳는다는 주장을 얼토당토 않는 것

으로 여겼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렇게 간단하게 치부할

수 없다. 튀르고는 자신의 글에서 분명히 토지가 모든 부의 원천이

며 농민만이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유일한

생산자라고 적시하고 있다.248) 다만 튀르고는 케네가 제조업이나 상

업에 대해 ‘stérile(불임의)’이라는 수식어를 쓴 점에 대해서는 이의

를 제기하였다. 너무 강한 수식어를 써서 상공업이 마치 경제적으로

무익하다고 주장한다는 식의 인상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신

튀르고는 ‘stipendié(고용된)’라는 표현을 제안했는데, 이 수식어를

통해 그가 의도한 바는 상공업의 경제적 기여는 농업의 잉여에 의

해 한정된다는 의미였다.249) 튀르고가 경제 활동의 여러 분야들 가

운데 농업을 특권적인 분야로 인정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다.250)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튀르고의 경제 분석은 당대의 프랑

스 현실과 미래의 그것, 즉 농업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를 구분하고

있다. 튀르고는 농업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각 토지와 자본의

역할 및 비중에 대해 미묘하게 차이를 두고 있다. 농업 사회에 대해

248) Schelle, Du Pont de Nemours, pp. 160-1.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문 ‘II-3 자
연가치설’에서 다루었으며 튀르고 자신의 입장도 직접 인용한 바 있다.

249) Ibid., p. 76.
250) 사실 튀르고뿐만 아니라 스미스도 농업의 우위성을 명백히 인정했다. 튀르고
와 스미스가 제조업과 상업을 포함한 경제 일반에 관한 이론을 추구했다 하더
라도 당시는 아직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이었고 부의 대부분이 농업이나 농산
물을 직접적인 원료로 하는 가공산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업의 현실적
인 우위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던 것은 이해할만한 일이다. Adam
Smith, The wealth of nations, vol. 1, 김수행 역, 『국부론』 상 (비봉출판사,
2003), pp. 1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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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케네의 이론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 경우 지대의 형

태로 순소득(잉여)을 수취하는 유한계급(classe disponible), 지주의

토지를 경작하여 이윤과 지대를 생산하는 생산계급(classe

productirce), 그리고 생계와 재투자를 충당할 정도의 이윤만을 생산

하는 상인 및 피고용계급(classe stipendié)로 이루어지는 ‘삼계급’251)

구분이 뚜렷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분석에서

는 일련의 미묘한 변화가 일어난다.

비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불임계급은 기업가(entrepreneurs), 자본가

(capitalists), 노동자(ouvriers)로 구분된다.

농업 경영에서 자본의 투자를 담당하는 지주나 영농가는 비농업 분야

의 기업가나 자본가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농업종사자들 사이에서의 계급 구분은 기업적 영농가와 단순 날품팔이

노동자, 즉 자본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구분된다.252)

먼저, 영농가와 제조업자(수공업자) 및 상인에 대해 생산적 계급과

피고용 계급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던 것을 이 범주 전체를 생산적

분야에 자본을 투자하고 경영하는 집단으로 분류하여 기업가

(entrepreneur)라는 새로운 범주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지주의 지

대(순소득)와 영농가, 제조업자, 상인 등의 이윤을 구분하던 것에서

사실상 지대와 이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기업가의 이윤으로 간주

하고 오히려 지주의 몫을 이윤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이른바 기업가(자본가), 지주, 노동자의 ‘삼 계급’ 구

분 혹은 더욱 간단명료하게 자본을 이용해 노동을 고용하는 자본의

소유자들과 자신의 노동력 이외에 다른 생산 수단이 없는 단순 노

동자들이라는 ‘두 계급’ 구분이 등장하였다.253) 두 계급 구분에서는

지주도 기업가(자본가) 범주의 한 하위 분야로 자리하게 된다. 실질

251) Turgot, Formation et distribution des richesses, p. 165.
252) Schelle, Du Pont de Nemours, pp. 194-6.
253) Ibid., p.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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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경영은 하지 않으면서 자본만 대부해주는 고리대금업자를 기

업가(자본가)의 한 하위 범주로 간주되는 것도 동일한 원리이다.254)

튀르고의 경제 사상은 농업 사회에 대해서는 케네와 유사했으나 자

본주의 사회에 대해서는 스미스와 유사하게 변모하였다. 그러나 이

러한 변화의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저술을 통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남겨 놓지 않았다. 제조업이나 상업도 잉여를 포함한 이윤을 생산한

다는 것인지, 토지 대신 자본이 부의 원천으로서 대신하는 것인지,

생산의 한 주체로서 지주의 의미는 사실상 사라지는 것인지 등에

대한 명시적 설명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농업 사회에 대한 분석과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분석 사이의 관

계에 대한 불분명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튀르

고의 경제 분석은 탁월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 부의 생산을―농

업, 제조업, 상업을 모두 포함한―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본의 투자

와 그 결과물로서의 이윤으로 단순화하여 분석한다면, 그 다음 질문

은 투자된 자본의 수익률에 관한 것이다. 케네는 자유로운 교역이

완전히 실현될 경우 상품의 교환가치와 본원가치가 수렴할 것이라

고 보았다.255) 반면, 튀르고는 본원가치라는 개념을 분석의 한 범주

로써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환가치에 달려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256) “모든 상품의 가치는 다

른 상품과의 등가물로 표현된다.”257) 그리고 이는 특수한 상품이기

는 하지만 화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화폐의 수요와 공급

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로 금리, 즉 이자율이다.258) 금리는 한 마

254) Ibid., p. 203; Jean-Yves Grenier, L’économie d’ancien régime (Paris, 1996),
pp. 37-8. 그르니에에 따르면, 튀르고는 원리상 토지와 토지에서 생산되는 순생
산(지대)의 특수성과 배타적 지위를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토지를 자본과 등
가물로 간주하고 아울러 순생산(지대)을 이윤의 한 형태로 취급한다.

255) Quesnay, 'Hommes'(1757), Oeuvres économiques, p. 276.
256) Anthony Brewer, ‘Turgot: founder of classical economics’, Economica, New
Series, vol. 54, no. 216 (Nov., 1987), p. 417.

257) Turgot, Formation et distribution des richesses, p. 176.
258) P. D. Groenewegen, ‘A re-interpretation of Turgot’s theory of capital and
interest’, The Economic Journal, vol. 81, no. 322 (Jun., 1971), p.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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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로 화폐의 가격인데, 자본가가 경제 활동에 자본을 투하할 경우

적어도 금리 이상의 이윤율을 확보해야 한다. 그 이하로 떨어질 경

우 경제활동을 지속할수록 적자를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리는 이

윤율 하한의 경계일 뿐 그것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개별 사업들 사이의 이윤율의 편차를 평균하여 보면 금리에 수렴하

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금리가 이윤율을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혹은 낮은) 이윤율이 자본에 대한 수요를 높여(혹은 떨어뜨려)

금리를 견인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자본은 투자된 분야에 따라 이윤율이 제각각이지만, 각 분야의 이윤율

은 상호 영향을 미치고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며 안정된다. 왜냐하면

어느 한 분야의 이윤율이 높아지면 자본이 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며

그렇게 되면 다른 분야의 이윤율이 다시 회복되고 자본이 흘러간 분야

의 이윤율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윤율은 자본이 과다한지 부족한지를 알려주는 기본 척도이다. 이는

또 한 나라의 농업, 제조업, 상업에 투자를 늘려야 할지 여부를 결정해

주는 준거가 된다.

낮은 이자율은 풍부한 자본의 결과이자 징후이다.259)

슘페터는 19세기 말까지도 생산 과정에서 자본의 역할에 관한 분석

에서 튀르고의 이론을 압도할만한 것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격찬했

다. 튀르고는 농업의 생산 과정에 대한 케네의 분석을 생산 분야 전

반으로 확장하여 일반화하였고, 특히 생산 과정에서 시간을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인식한 것은 튀르고의 독창적인 기여라고 분석하였

다. 이자율의 변화가 자본의 할당에 영향을 미쳐서, 이자율이 낮아

지면 이윤율이 낮은 분야로 자본이 이동하여 낙후된 분야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 또한 튀르고의 독창적인 업적이다. 슘페터

는, 스미스와 비교해보더라도 자본과 이자에 관한 분석에서는 튀르

고가 스미스를 훨씬 능가하며 특히 이자율의 결정에서 시간의 할인

259) Turgot, Formation et distribution des richesses, pp.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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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time preference)에 대한 분석은 스미스에게는 없는 튀르고의 탁

월한 성취라고 평가하였다.260)

튀르고의 경제사상은 현대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전혀 어색하거나

고색창연하지 않은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근검절약과 저축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이를 산업에 투자하여 국가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관점은 여전히 어지간한 선진국에서가 아니라면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경제 상식 가운데 하나다. 튀르고는 자유주의와 중농주의 경제

사상을 동시에 흡수하여 독자적인 프랑스 정치경제학의 전통에서

고전주의 정치경제학을 완성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스미스

의 정치경제학이 영국의 정치적·경제적 발전 상황과 맞물려 적시에

수용될 수 있었다면, 튀르고의 경우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이 만만치

않은 질곡으로 작용하였다. 튀르고 스스로가 계몽군주로서의 루이

16세의 가능성을 믿고 특권 세력의 장벽을 돌파해보려고 했으나 끝

내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이론가이자 행정가로서 튀르고가

시도한 일련의 개혁 정책들이 불러온 파급들은 프랑스 공론장에서

경제 문제에 대해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전혀 새로운 형식의

정치-경제의 관계를 사람들의 관념에 각인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렇다면 이제 개혁 관료로서의 튀르고의 면모를 살펴보자.

튀르고가 내각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점점 더 막강해지던 재무총

감이라는 요직에 등용된 일련의 배경을 살펴보자. 먼저 백성들은 물

론 신하들 사이에서도 매우 인기가 없었던 전임 국왕 루이 15세를

반면교사 삼은 신임 국왕 루이 16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

260) Groenewegen, ‘A re-interpretation of Turgot’s theory of capital and
interest’, pp. 338-9. 튀르고는 자본을 이용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로 정리한다. 첫째 토지를 구매하여 지대를 수취하는 것, 둘째 농업에 투자하여
순생산을 취하는 것, 셋째 제조업에 투자하여 이윤을 획득하는 것, 넷째 상업에
투자하여 이윤을 획득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업을 통해 이자를 획득하
는 것. 각 분야에 따라 자본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지대, 순생산, 이윤, 이자
등 각기 다른 용어로 표현하였지만 튀르고는 이들을 하나의 범주로 취급하였다.
Turgot, Formation et distribution des richesses, p.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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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루이 16세는

국정 운영 경험이 있으나 오랫동안 야인 생활을 해온 모르파 백작

(Jean Frédéric Phélipeaux, Comte de Maurepas)을 총리대신으로

등용하였다. 모르파 백작은 24세에 해군부 대신을 시작으로 여러 요

직을 두루 거친 노련한 관료였으나, 퐁파두르 부인을 비난한 중상문

의 집필자라는 혐의를 받고 1749년부터 재야에 머물던 차였다. 튀르

고의 등용은 모르파 백작 부인의 추천과 개혁적이고 어진 관료로

신망이 두터워 여론의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던 튀르고의 이미

지를 적극 활용하고자 했던 모르파 백작 자신의 계산이 맞아 떨어

져 이루어졌다.261) 재미있는 사실은 기간이 너무 짧아 간과되는 경

우가 많지만 튀르고가 곧바로 재무총감으로 임명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에 앞서 약 한 달간 해군부 대신을 역임하였다. 물론 이

짧은 기간 동안 소소한 개혁들 이외에 크게 특기할만한 사건이 있

었던 것은 아니다.262)

모르파 백작은 비록 개방적이고 시류의 흐름을 잘 읽는 인물이기

261) Turgot & Stephens, The life and writings of Turgot, p. 83.
262) 정책 사안과는 관련이 없지만 나중에 튀르고의 실각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게
되는 한 가지 사건이 이 시기 동안 발생한다. 문제의 발단은 1763-5년 사이에
일어난 쿠루(Kourou) 원정으로부터 시작된다. 7년 전쟁으로 아메리카의 식민지
대부분을 상실한 프랑스는 국가적 명예 회복과 그리고 유토피아적인 식민지 건
설에 대한 열정이 더해져 새로운 식민지 건설의 열풍이 불었다. 남미 대륙의 오
리노코 강과 아마존 강 사이에 위치하는 프랑스령 기아나가 그 대상이었다. 이
지역은 전설 상의 엘도라도가 위치한다고 알려진 지역이었으며 스페인, 네덜란
드, 포르투갈 등과 치열한 식민지 경쟁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했다. 바로 이 지역
에 대규모 원정대를 파견하여 새로운 프랑스 정착 식민지를 건설한다는 것이
당시 재상이었던 슈아셀이 디드로, 볼테르, 네케르, 튀르고 같은 당대의 주요 계
몽사상가들의 지지를 받아 추진하던 계획이었다. 그리고 이 원정의 지휘자로 튀
르고의 형인 에티엔-프랑수아 튀르고가 발탁되었다. 문제는 이 원정 계획이 대
실패로 마감되면서 9000명 정도의 원정대가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사망한 대규
모 재난으로 비화되었고, 조사결과 사망자의 대다수는 이미 배에서부터 오염된
음식과 물로 인해 전염된 장티푸스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원정대 자체
에 전적으로 원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튀르고의 형에 대한 재판이 1765년부터 1781년까지 계속되었고 튀르고도 형의
변호를 위해 적극 개입하였다. 바로 이 점이 튀르고에 대한 공격의 빌미로 작용
하여 계속해서 튀르고에게 정치적 부담을 지웠다. Emma Rothschild, ‘A
horrible tragedy in the French Atlantic’, Past & Present, no. 192 (Aug.,
2006), pp. 8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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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했으나 튀르고의 개혁성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다기보다는 단

지 개혁에 대한 상징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처음부터 튀르고가 시도하고자 했던 개혁의 진정한 후원자가 될 생

각이 없었다. 튀르고 자신도 모르파가 아닌 루이 16세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재무총감에 임명되자마자 국왕과 면담을 갖고

자신이 추구하는 개혁의 기조를 밝히고 국왕으로부터 흔들림 없이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다짐 받았다. 그는 국왕에게 파산선언을 하지

않을 것(Point de banqueroute)이며, 증세를 하지 않을 것(Point

d'augmentation d'impôts)이며, 국채를 이용하지 않겠다(Point

d'emprunts)는 세 가지 약속을 했다.263) 대신 재정 삭감을 통해 흑

자 재정을 달성하여 국가의 부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

혔다. 이를 위해 튀르고는 각 부처가 재정 지출 시 재무총감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징세 과정에서 발생하는 낭비와 부패를 제거하고,

왕실의 지출을 삭감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을 단행하였다.264)

사실 튀르고가 국왕에게 약속한 재정운용에 관한 3대 원칙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얼마나 제한적인가를 잘 드러내준다.

구체제 내내 왕실이 반복적으로 의존했던 파산선고는 1769년 재무

총감 테레 신부(abbé Joseph Marie Terray)에 의해 마지막으로 시

행된 바 있었다. 당시 정부는 일부 국채의 이자율을 강제로 인하하

고 600리브르 이상의 연금 70-85%를 삭감하였으며 일부 대출금에

대한 상환 중지 등의 긴급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연금생활자들과 관직보유자들을 희생시켜 국가의 재정신인도를 다

시 높이겠다는 것이었는데, 광범위한 정치적 비난을 감수하지 않고

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정책이었다.265) 물론 튀르고가 파산선고나

263) Turgot, 'Lettre de Turgot au roi'(1774), Oeuvres de Turgot, II, p. 165.
264) Turgot & Stephens, The life and writings of Turgot, p. 85. 각종 연금 혜택
이 주어지던 궁중 내의 각종 한직들과 대상자들의 수가 대폭 감축되었고, 자신
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궁정 지출을 삭감하였으며, 조세 과
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징세청부업자들의 수익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정부 관
료들을 통한 조세 징수를 확대하였다. Maxwell, ‘The life and work of Turgot’,
p.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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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정치적 반대를 염두에 두었

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정책들이 시장의 정상적인 질서에 역행하

는 악성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즉, 튀르고가 국왕에게 약속한 재정

기조는 구체제의 악습과 결연히 단절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물론 지출 삭감을 위한 개혁은 단기적이고 기본적인 조치일 뿐

튀르고가 실시하고자 하는 개혁의 본령은 따로 있었다. 그리고 이는

리모주 지사 시절에 이미 추진했던 개혁들을 전국 단위로 확장하는

것이었다. 튀르고는 기본적으로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재정적 부담을

임의로 덜어내거나(파산), 재정적 ‘눈속임’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거

나(국채 발행), 비특권층의 과도한 희생(증세)에 의존하는 등의 관행

을 중단하고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여 자연스럽게 국가의 재정수

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곡물의 교역 및 가격에 대한 정부의 통제 폐지, 길드의 폐지, 부역

의 폐지 등 세 가지 개혁 정책으로 요약된다. 이는 자유무역, 개방

적 경쟁, 임금 노동으로 대표되는 부르주아적 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지향을 명확히 보여준다.266)

당연하게도 튀르고의 개혁은 광범위한 반튀르고 전선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튀르고의 지지 세력은 계몽사상가들과 그들의 영향

을 받은 소수의 계몽된 여론 층에 불과했고 국왕의 지지는 급격하

게 흔들리고 있었다. 각종 경비 삭감과 정부 지출에 대한 재무총감

의 간섭은 특권 세력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조세 개혁은 납세 및 재

정 운용에 관여했던 재정가267)들의 반발을 샀으며, 길드의 폐지는

수공업에 종사하는 장인 및 직인들의 반대로 이어졌고, 신교도에 대

265) White, ‘Was there a solution to the ancient regime’s financial dilemma?’, p.
548.

266) Palmer, ‘Turgot: paragon of the continental enlightenment’, p. 614.
267) 통칭하여 ‘financier’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오늘날의 의미대로 금융 활동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 정부와 계약을 맺고 납세 업무를 대리하거나
정부의 각 부처들에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는 등의 실질적인 재무행정을 대리
하던 직책이었기 때문에 ‘재정가’로 번역하였다. Bosher, French finances
1770-179,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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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용책은 교회의 반대를 그리고 곡물 무역 자유화 및 그것과 우

연히 맞물린 곡물 수확 감소는 민중들의 대대적인 반란을 불러 일

으켰다.268)

신(臣)은 신을 둘러싼 모든 위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신 혼자서 모

든 종류의 악습들과 거기에서 이득을 얻는 자들의 협잡에 맞서 싸워야

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개혁에도 반대하는 백성들의 편

견과도 맞서 싸워야 하고, 전하의 천성적인 관대함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조신(朝臣)들과도 맞서야 합니다. 신은 전하의 은혜를 간청하는

궁정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증오의 대상이 될까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잘못을 신의 탓으로 돌릴 것이고 신을 고집불통인 자로 매도할

것입니다. 신이 전하께 백성들의 생계를 희생해서 조신들이 자신들이

배를 불려서는 안 된다고 간언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269)

튀르고는 이렇게 될 걸 몰랐을까? 분명히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튀

르고는 국왕에게 재차 삼차 어떠한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끝까지 자

신을 믿고 지지해줄 수 있는지 ‘다짐’을 받았던 것이다. “전하, 신이

신의 능력을 넘어선 중책 맡겠다고 감히 나선 것은 신을 신뢰하겠

다는 전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임을 기억하실 것이옵니다.”270)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튀르고는 예상되는 반대를 국왕의 지지를

등에 업고 돌파할 생각만 했지 어떻게든 타협안을 만들고 자신의

지지자를 늘리기 위한 정치적 활동을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이념을 현실에 적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자신의 이념

에 끼워 맞추려 했다. 더욱 뼈아픈 것은 특권세력의 반발이야 뭘 해

도 무마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가장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반대가

같은 개혁진영 내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강력한 반중농주의자

로 알려진 갈리아니나 네케르 같은 인물들은 자유주의적 개혁의 대

의에 동의하는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곡물무역 자유화와 관련하여

튀르고의 강경한 자유주의적 원칙에 동의하지 않았다.271) 네케르는

268) Maxwell, ‘The life and work of Turgot’, p. 227.
269) Turgot, 'Lettre de Turgot au roi'(1774), Oeuvres de Turgot, II, p. 168
270) Ibid., p.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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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정치적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데 튀르고를 비

롯한 ‘자유방임주의자들’은 기근으로 인한 폭동, 폭력, 약탈과 같은

문제들을 전혀 고려치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갈리아니는 일반론과

그것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임에도 튀

르고의 개혁에는 그 차이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고 지적하였다.272)

필자는 튀르고의 개혁정책에 대한 거국적 반대 전선의 기저에는

각 집단들이 느낀 이해관계의 위협이라는 당면한 문제를 넘어선 다

른 어떤 것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이 바로 경제주의적 관점에 대한 반감일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근의 문제는 국가에 의한 개입과 통제가 아닌

근본적으로 곡물시장의 정상화를 통해서만 해결 가능하며, 재정지출

은 재정수입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재정 수입의 증대는

국부의 증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그리고 가장 근본적

으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도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시장의 자율적 작동기제에 따라야 한

다는 관점이 바로 튀르고를 통해 표현된 경제주의적 사고이다.273)

튀르고의 정책 이면에 자리 잡은 경제주의라는 기조가 그러한 사고

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반감을 불러

일으켰고 그 반감은 이해관계의 위협이라는 현실적 문제와 결합하

여 강하게 상승작용을 일으켰을 것이다. 튀르고의 정책은 단순히 너

무 급진적이어서 특권과 전통에 안주하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는 측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사고를 그

271) Gilbert Faccarello ed., Studies in the history of french political economy:
from Bodin to Walras (London & New York, 1998), pp. 121-3.

272) Ibid., pp. 127-8.
273) 튀르고는 “정부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협잡들을 막아주기를 기대하
는 것은 놀다가 넘어질 수도 있으니 모든 아이들에게 등받이를 받쳐달라는 것
과 같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정부의 시시콜콜한 규제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와
그 폐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지나치게 방대해서 사실상 불가능한
임무라는 점, 둘째 경제 주체들의 진취성과 창의성을 봉쇄한다는 점, 셋째 부패
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들었다.
Turgot, 'Éloge de Gournay', Oeuvres de Turgot, I, p.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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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에 깔고 있었다.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가 독립을 선언하고 영국과 식민지 사이

에 전쟁이 불가피해지자 프랑스 조야(朝野)에서는 이를 7년전쟁에

대한 복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었다. 튀르

고 자신은 식민지의 독립에 대해 동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지지를 표하기도 했지만 프랑스의 전쟁 개입에 대해

서는 단호하게 반대했다. 대신 그는 양측의 전쟁에 대해 프랑스가

취해야 할 전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전쟁

의 시나리오를 가장 바람직한 경우, 가장 불리한 경우, 가장 있을

법한 경우로 나눈 뒤, 각각의 경우에 프랑스가 취해야 할 전략을 논

하였다. 먼저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식민지가 독립을 달성하는 것

인데, 이 경우 프랑스는 카리브 식민지들에 대한 중상주의 체제를

해제하고 미국과 자유롭게 교역해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식민

지와 영국이 화해하는 것인데, 이 경우 영국이 프랑스의 카리브 식

민지들에 대해 공세를 취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영국이 식민지 반란을 제압하는 것인데, 이때

는 영국의 무력이 식민지에 묶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행동반경이 넓

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274) 이를 종합해볼 때, 아메리카 식민지

독립 전쟁에 대한 튀르고의 전략은 그의 개인적인 호불호와 무관하

게, 프랑스가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양측 모두와 최대한 경제

적 실리를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275)

재무총감으로서 튀르고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의

운용에 관한 그의 관점도 경제주의의 특징을 잘 드러내준다. 오늘날

의 관점에서 보자면 정부의 살림살이가 재정수입의 규모 및 국가의

경제 규모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물론 이것

이 재정지출이 무조건 재정수입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274) Turgot, 'Mémoired sur la manière don't la France et l'Espagne devaient
envisager les suites de la querelle entre la Grande-Bretagne et ses
colonies'(1776), Oeuvres de Turgot, II, pp. 581-5.

275) Palmer, ‘Turgot: paragon of the continental enlightenment’, p.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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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정한 규모의 적자재정은

거의 상례처럼 되어 있고 어느 누구도 이것을 비정상적이라고 생각

하지 않는다. 단 그것이 통제가능한 수준이라면 말이다. 재정지출

삭감과 관련하여 튀르고는 매우 중요한 원칙을 정착시키고자 했

다.276) 기존에는 정부의 각 부처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예산을 국

왕의 묵인 하에 역시 자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개별적인 재정가들

의 지원을 받아 지출하였다. 이 각각의 예산들은 정부의 총 재정지

출의 규모와 관련하여 편성되거나 제한되지 않았고 오로지 정치적

이해관계와 국왕의 개별적인 관여에 의해서만 조정될 수 있었다. 튀

르고가 추진하고자 했던 재정 지출의 대원칙은 단순히 각 부처의

씀씀이를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각 부처의 활동을 처음부터

재정의 한계 내로 묶어 두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원칙에 따르자면

당연히 미국의 독립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터무니없는

모험이었다. 그것이 아무리 국가적 명예를 고취시키고 영국에 고통

을 가져다주더라도 말이다. 그 모든 정치적 고려에 앞서 재정적 한

계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튀르고의 확고부동한 원칙이었

다.277)

튀르고의 경제주의는 같은 개혁 진영이면서도 매우 대비되는 행

보를 보이며 튀르고의 뒤를 이어 재무총감직을 수행하게 되는 네케

르와 비교해보면 더욱 선명해진다. 편의상 네케르의 입장을 ‘정치주

의’라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프랑스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정

위기가 지목되곤 한다. 그런데 이 재정위기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서 루이 16세의 주요 재무총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프랑스혁

명에 관한 주요 개설서들에는 불평등하고 비합리적인 조세체제, 즉

특권층에 대한 감세가 재정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하는데

276) 튀르고의 재정 대책에 관해서는 Turgot, 'Déclarations, édits, etc., relatifs à
l'établissement de régie nouvelles, ou à l'amélioration des anciennes',
Oeuvres de Turgot, II, pp. 418-31을 참조.

277) White, ‘Was there a solution to the ancient regime’s financial dilemma?’, p.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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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입장은 정확히 말해 칼론(Charles Alexandre de Calonne)의

견해일 뿐이다. 따라서 칼론의 대안은 당연히 특권층에 대한 증세이

며 바로 이에 대한 정치적 반발로 그의 개혁안은 성공하지 못하였

다. 한편 튀르고는 재정악화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 구체제의 잘못된

관행들278)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원인들과는 별개로 재정문제의 해결

은 단기적으로는 지출 삭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통해

서만 가능하다는 대단히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반해 네케

르는 재정 문제의 원인을 조세의 불평등이나 과도한 지출이 아닌

재정체제 자체의 비합리성에서 찾았다. 당시 프랑스의 재정체제는

중앙정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사적 기업의 속성과

공적 관료의 속성을 겸비한 재정가들의 손에 중구난방으로 내맡겨

져 있었다. 그 과정에서 조세 수취의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부정부

패와 독직이 만연하였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할 수 없어 재무총

감은 눈 뜬 장님과 같은 신세를 면할 수 없었다.279) 따라서 재정 문

제에 대한 네케르의 해결책은 구체제의 재정가들을 몰아내고 정부

가 재정 관리를 중앙집중화하여 조세 수취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외

신인도를 재고하는 것이었다. 네케르가 보기에 튀르고의 정책은 불

필요하게 희생을 강요하여 정치적 반대파만 늘리고 있었다. 재정체

계만 중앙집권화하여 정비하면 나머지는 국채의 발행을 통해 얼마

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실제로 미국의 독립

전쟁에 개입을 반대한 튀르고를 대신하여 재무총감이 된 네케르는

국채를 발행하여 전쟁 비용을 충당하였다.

정부 채무에 대한 튀르고의 반감은 그의 화폐이론으로까지 거슬

러 올라간다. 튀르고는 화폐를 특수하지만 고유한 사용가치를 갖는

상품으로만 충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화폐란 부의 가치를 표시하

278) 특히 튀르고는 손쉽게 간접세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간접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고 생산과 소비 모두에 파괴
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직접세야 말로 바람직한 행정의 3
대 원칙인 단순성, 확실성, 신속성의 요건에 잘 부합한다고 보았다. Turgot,
'Impot', Oeuvres de Turgot, I, pp. 395-7.

279) Bosher, French finances 1770-179, pp. 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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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표물이자 그 자체로 하나의 상품”280)이다.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해 지폐의 이용을 강제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

가가 지폐의 양을 자의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

폐와 교환되는 다른 상품의 가치를 강제적으로 하락시킬 수 있다. 그

렇게 되면 백성들은 국가가 발행한 화폐의 명목 가치대로 자신들의 상

품을 교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국왕이 지폐의 양을 함부로 늘

리지 않는다고 약속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정한 지폐의 양은 어느 정도

이고 그것은 누가 정하는가? 결국 모든 것이 임의로 결정될 위험에 노

출될 수 있다.281)

그는 귀금속 화폐론자였고 정부의 신용에 의지하는 지폐의 이용에

반대했다.282)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튀르고가 정치경제학에 관해

쓴 최초의 논고가 바로 로 체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었다. 튀르고

는, 정부의 정책은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재정은 산업 생산

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믿었으며 이것이 바로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튀르고의 경제주의이다. 반면, 네케르는 정부의 정치적 판

단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을 우선시하며 이것을 뒷받침하는 재정은

국채를 통해 조달할 수 있으며 채무에 대한 관리는 금융 기법과 정

치적 결단―정부의 인위적 개입―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283)

만약 튀르고의 개혁이 성공하였다면 프랑스는 혁명을 겪지 않고

영국식의 점진적인 개혁주의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 이러한 가

정이 타당한지 여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학적 주제가 될 수 있

을지 모르겠으나, 튀르고의 개혁은 그 성공 여부를 떠나서 간과해서

는 안 되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튀르고는 계몽사상의 총

아이자 중농주의의 문제의식을 흡수한 자유주의 경제사상가이며, 이

론가이자 동시에 정무적 행정가로서 정책 집행을 통해 이상을 실현

280) Turgot, Formation et distribution des richesses, p. 174.
281) Turgot, 'Lettre sur le papier suppléé à la monnaie'(1749), Oeuvres de

Turgot, I, p. 97.
282) Groenewegen, ‘A re-interpretation of Turgot’s theory of capital and
interest’, p. 329.

283) Shovlin, The political economy of virtue, pp.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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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했던 진정한 의미의 개혁가였다. 그는 이상과 권력을 동시에

가질 수 있었던 보기 드문 역사의 행운아였기에 필연적으로 시대와

의 불화가 예정된 운명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거인이라도

한 개인이 시대를 이길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그의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당대인들에게 정치와 경제에 관한 모든 것들

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지평을 열어 주었다.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겠지만 그가 열어준 새로운 지평은

후대의 프랑스인들에게 온전하게 받아들여질 것이었다.

3) 미라보: 유기체적 공화주의자

케네가 17세기와 18세기적 특성을 공유한 인물이고 튀르고가 18

세기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19세기의 해결책을 제안한 사람이라

면, 미라보야말로 생물학적으로나 기질적으로나 프랑스혁명 이전 구

체제시기 그 중에서도 특히 18세기를 정통으로 구현한 인물로 볼

수 있다. 심지어 그의 생몰년도는 루이 14세가 사망한 1715년과 프

랑스혁명이 일어나는 1789년에 정확히 일치한다.284) 그는 후대인들

이 볼 때, 18세기를 대표하는 최고 반열의 지식인이나 정치인으로

거론 되는 인물은 아니지만 그 시대를 가장 잘 대변하는 인물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 미라보는 진지함과 고상함의 차원에서는 물론 허

영심 가득한 민낯과 속물적 근성까지도 적어도 케네와 튀르고보다

는 훨씬 시대적 전형에 가까운 인물이었다.285)

284) 1789년 7월 11일 사망하는 미라보 후작은 임종 직전에 아들인 미라보 백작이
삼부회 의원으로 선출되었다는 말을 듣고 참으로 영광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여
러 면에서 매우 역설적인 장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Vardi, The Physiocrats
and the world of the Enlightenment, p. 89. 미라보의 생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Louise Colet, La jeunesse de Mirabeau (E. Dentu, 1874); Louis de
Lomenie, Les Mirabeau: nouvelles études sur la société française au XVIIIe
siècle (Dentu, 1891); Alfred Stern, La vid de Mirabeau: avant la révolution
(Librairie E. Bouillon, 1895); Henri Ripert, Le marquis de Mirabeau:(L'ami
des hommes) ses théories politiques et économiques (A. Rousseau, 1901).

285) Schelle, Le docteur Quesnay, p. 96. 미라보는 보도 신부와 더불어 중농학파
들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인격적 흠결로 자주 거론되는 인물이었다. 미라보는 허
영심과 개성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평을 그리고 보도 신부는 출세를 위해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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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를 중농주의로 한정해 보자. 케네는 이론적 작업을 통해 실질

적으로 중농주의의 핵심 교의를 만들어냈으며, 튀르고는 오랫동안

지사직과 재무총감직을 수행하면서 중농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개혁 의제를 추진한 주체였다. 그렇다면 미라보는 중농학파 내에서

어떤 인물이었는가? 중농주의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상은 무엇인가?

미라보가 아니라 사실은 뒤퐁이 더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 충분히 가능한 문제제기이다. 뒤퐁은 중농주의 기관지

의 발행을 책임진 편집인이었으며 최초로 케네의 저작을 편찬 출판

하였고 케네가 죽고 중농주의 조직이 사실상 와해된 이후에도 오랫

동안 중농주의의 대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유일한 인물이었

다. 게다가 미라보에 대한 평가는 중농주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크

게 엇갈린다. 한 쪽에서는 그를 케네의 경제 사상을 홍보하기 위한

단순한 대변자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편에서는 그를 중

농주의를 구성하는 데 본질적으로 기여한 한 축으로 보기도 한

다.286) 그러나 뒤퐁은 중농주의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음

에도 그의 독자적인 사상이 중농주의를 형성하는 데 의미 있게 기

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는 케네가 발언한 영역에서는 철저하게

그를 추종했으며 그 밖의 분야에서는 현실 정치인이자 관료로서 자

신만의 의제를 가지고 있었다.287) 반면, 미라보는 케네의 첫 번째 제

자이면서도 비록 하위 파트너였지만 그와 나란히 중농주의를 만드

는 데 참여했고 어떻게든 중농주의에 자신만의 견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즉, 중농주의의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미라보와 뒤퐁

의 위상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케네는 출신 신분이 미천하지만 자수성가한 인물로서 관료제 중

심의 중앙집권적인 군주정을 지지한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인물이었

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다는 구설에 자주 오르내렸다.
286) Vardi, The Physiocrats and the world of the Enlightenment, p. 86;
Fox-Genovese, The origins of Physiocracy, p. 134. 바디가 전자의 입장을 대변
한다면 지노베즈는 후자의 입장이다.

287) 뒤퐁의 생애와 사상에 관해서는 Gustav Schelle, Du Pont de Nemours et
l’école physiocratique (Paris, 1888)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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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반면 튀르고는 유서 깊은 귀족 가문 출신이자 중앙집권화된 왕

권을 떠받치는 핵심 관직인 지사와 재무총감을 역임하였으나 사상

적으로는 매우 개혁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인물이었다. 한편 미라보는

귀족 출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귀족의 정치적 복권을 꾀한 반동주의

자이자 국왕의 정치적 독점을 반대한 봉건적 분권론자였다. 이들은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 서로 다른 엘리트 집단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들이었다. 나중에 일어나게 될 프랑스혁명도 본래 이들이 속해

있던 사회적 집단들 사이의 적대감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아도 과언

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유형적으로 매우 다른 세 사람을

하나로 묶어낸 연결점이야말로 중농주의를 이해하는 핵심적 관건이

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그것이 바로 ‘경제’라는 가설을 제기하는 것

이다.

앞서 서론에서도 설명한 바 있듯이 중농주의의 정체성은 경제의

독자성을 이론적, 정책적, 그리고 담론적 수준에서 당대에 뿌리내린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미라보의 역할은 이 가운데 세 번째 즉

공론장의 영역에서 정치경제학의 담론을 크게 유행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라보의 대표작이자 출세작인 『인간의 벗』은 중

농주의에 입문하기 전에 이미 집필되기 시작한 것이었기 때문에, 미

라보가 중농주의로 전향하여 어떠한 사상적 변화를 겪었으며 그러

한 변화의 상호작용이 중농주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서는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미라보가 중농주의를 구성하는 하나

의 본질적 요소였다고 주장하는 폭스-지노베즈는 이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미라보는 케네의 경제 사상에서 도출되는 정

책적 처방만으로는 개혁을 완수할 수 없다고 보았다. 케네의 경제학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 체제와 그것

을 정당화해줄 경제외적 이데올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

적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케네는 정치와 이데올로기

에 지나치게 무관심했으며 바로 이 지점에서 미라보의 역할이 도출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288)



- 130 -

문제는 폭스-지노베즈의 설명이 여기서 더 나아가지 않는다는 점

이다. 그렇게 해서 미라보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어떤 정치

적·사회적 시스템을 구상했다는 것인가? 미라보가 중농주의에 입문

하기 전 가지고 있었던 구상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서술하면서도 중

농주의 이후 변화한 미라보의 관점은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사

실 많은 연구자들이 미라보의 정치적, 경제적 관점을 다룰 때 중농

주의 이전의 구상과 그 이후의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채 언급

하다 보니 많은 혼란이 발생해왔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중농주의 이전의 미라보는 봉건적 귀족주의자였지만 중

농주의 입문 이후에는 신분적 특권을 갖는 집단으로서의 귀족을 적

어도 표면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귀족의 자리는 지주로 대체된

다. 본 논문에서는 시기상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미라보의 사상을

분석할 것이며 더 나아가 미라보가 본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상

적 바탕에 중농주의를 결합하여 만들어낸 특유의 ‘발명품’에 대해서

도 깊이 고찰할 것이다.

그 전에 먼저 미라보의 사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보자. 한 개인의

개성이나 인격이 반드시 그의 사상과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무관하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 미라보의 개성을 몇 가

지 핵심어로 표현해보면, ‘명예’, ‘권위’, 그리고 ‘가산’이라는 세 개의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즉, 명예에 대한 집착, 가부장적 권위의 철

저한 옹호, 그리고 가문의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시키고자하는 노력

이야말로 자연인 미라보의 생애를 가장 잘 집약해주는 표현일 것이

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면에서 모두 미라보는 대단히 성공적인 삶을

산 것처럼 보인다. 문필가로서 얻은 명성은 말할 것도 없고 가산도

항상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게 관리했으며 어쨌건 표면적으로는 말

썽 많은 자식과 부인을 통제할 수 있는 가부장으로서의 힘을 과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라보는 진정 자신의 삶에 만족감을 느꼈을

288) Fox-Genovese, The Origins of Physiocracy, p.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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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비록 그가 특별히 성찰적인 인물은 아니었더라도 말이다.

명예에 대한 미라보의 집착은 그의 귀족 혈통 그 자체로부터 기

인하였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미라보는 자신의 혈통에 대해 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귀족의 본질적 특성은 ‘방탕함’과 ‘영웅주

의’라고 하는 등 나름의 관점을 제시하기도 했다.289) 미라보 가문의

혈통에 대해서는 당대에도 약간의 논란은 있었으나 1668년 루이 14

세가 공포한 귀족입증법을 계기로 공식적으로 정리되었다. 미라보의

가문은 이탈리아 출신 앙투안 리케티(Antoine Riquetti)가 1398년 귀

족으로 서임된 문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아마도 이탈리

아에서 프랑스로 이주한 후, 평민이 귀족 토지를 구매하여 작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 성왕 루이의 칙령을 통해 귀족이 되었던 것으

로 짐작된다.290) 전형적인 대검귀족이었던 미라보에게 열린 출세 길

은 자연스럽게 성직자와 군복무로 한정되었는데, 형인 장자 엘리제

르(Elizéar)가 1728년 군복무 도중 사고로 사망하면서 둘째인 빅토르

의 장래는 자연히 군인의 길로 정해졌다.291) 미라보의 아버지(Jean

Antoine de Mirabeau)도 고지식하고 다혈질이나 용기가 출중하고

책임감이 강한 군인으로 명성을 날렸고 전쟁에 참여하여 여러 차례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목에 입은 부상 때문에 은으로 된 목 받침을

하고 다녀서 별명이 ‘은대령(Col d’argent)’이었다고 한다.292) 목(col)

에 은받침을 하고 다니는 전직 대령(Col.)이라는 중의적 의미의 별

명이었을 것이다.

미라보는 군인의 길이 귀족의 명예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영웅

적인 길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사관학교에 들어가 장교가 되고 연

대를 매입하여 지휘관이 되지만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군인의 길을 포기한다. 미라보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호라티우스와

몽테뉴를 열광적으로 탐닉하면서 문필가로서의 자질을 은밀히 키우

289) Humbert de Montlaur, Mirabeau: l’ami des hommes (Paris, 1992), p. 30.
290) Ibid., p. 15.
291) Ibid., p. 23.
292) Ibid.,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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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명성에 대한 갈망은 오직 전쟁을 통해서만 채울 수 있다

고 믿으면서도 마음 한 켠에는 귀족이 문필가적 재능을 부끄러워해

야 할 시대는 지났으며 그 길을 통해서도 명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293) 미라보가 겨우 22세 되던 해에 아버지가 사망한 것도

추후에 군인의 길을 포기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아

버지의 죽음으로 미라보는 가문을 책임져야 할 지위에 오르게 되었

고 따라서 군인의 길은 너무나 불안정해 보였다. 또한 미라보는 오

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에 참전한 이후 부상과 패주 등을 경험하면

서 전쟁의 쓴 맛을 제대로 보았고 종전 후 귀향과 동시에 본격적으

로 문필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294)

미라보는 아직 군직을 내려놓지 않은 1737-40년경부터 자신의 첫

번째 저작에 대한 구상을 시작하였고 제목도 미리 정해놓았다. 『정

치 유언(Testament politique)』이 그것이다. 비록 10년 후인 1747년

에야 완성되지만, 미라보는 이 책에서 개인의 사무에서 시작하여 점

층적으로 인간 일반의 문제로 나아가는 식으로 자신의 문제의식을

개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즉, 이 당시 미라보는 아

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산을 관리하는 문제에서 시작하여 정치경제

학 일반의 문제를 다루어보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295)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은 현금으로 연간 30,000리브르 상당의

순소득을 가져다주는 정도였는데 이는 당시 기준으로 상당한 금액

이었다. 로 체제에서 200,000리브르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의 아버지도 가산의 관리를 상당히 잘 했던 것으로 보

인다.296) 그러나 미라보는 새로운 농업 이론을 직접 영지에서 실현

시켜보겠다는 진취적인 구상을 너무 성급하게 진척시킨 나머지 상

당한 금전적 손해와 송사를 겪어야 했다.297)

293) Ibid., p. 29.
294) Ibid., p. 81.
295) Ibid., p. 39.
296) Ibid., p. 37.
297) Ibid., p. 133. 미라보는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자신의 영지를 하나로 통합하
여 합리적인 광작 경영을 시도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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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이후 미라보의 삶에 깊은 우환이 될 두 개의 갈등도 따지고

보면 금전적 문제에 대한 미라보의 집착 때문에 시작되었다. 미라보

의 부인 쥬느비에브(Geneviève de Vassan)는 성격 차이와 같은 여

러 가지 사소한 문제들과 본인의 외도와 같은 사소하지 않은 문제

들로 남편인 미라보와 사이가 멀어졌고 자신의 지참금을 보호막 삼

아 어떻게 해서든 남편으로부터 사실상 독립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해 분투했다. 한편 미라보는 자신과 결혼

할 당시 부인이 사실상 미혼이었으나 법적으로 한번 결혼을 한 바

있었다는 점이나 자신의 가문에 비해 부인의 가문이 상대적으로 손

색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부인의 교양이나 지적 능력이 자신에 비

해 보잘 것 없었다는 점 등을 구실로 부인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

았다.298) 그러나 섣불리 부인과 이혼할 경우 그녀가 가져온 막대한

지참금을 상실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부인을 매년

약 2,000리브르의 생활비 지급을 대가로 파리에 있는 자신의 거처로

부터 격리해 놓으려 했다. 즉, 미라보는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도 실

질적인 별거를 원했던 것이고 그 이유는 부인의 지참금 때문이었다.

훗날 프랑스혁명의 지도자가 되는 장남 가브리엘(Honoré Gabriel

Riqueti, comte de Mirabeau)과의 관계도 부인과의 악감정으로 인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 미라보는 장남의 용모가 자신의 가

문이 아닌 어머니 가문을 닮아 보잘 것 없다고 생각했으며, 더구나

종두법을 믿지 않았던 부인 때문에 장남이 천연두에 걸려 얼굴에

큰 흉터가 남게 되자 두 모자에 대한 미라보의 반감은 더욱 커졌

다.299) 물론 미라보 부자의 관계를 전적으로 아버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후작이 느끼기에 마음을 다잡고 아들에게 부드럽게 대해

줄라치면 아들의 건방지고 무례한 태도가 어김없이 자신의 다잡은

마음을 무너뜨리곤 했다. 그러면 후작은 다시 더욱 강압적인 방식의

훈육에 의존했고 가브리엘은 여기에 한층 더 저항함으로써 상호간

298) Ibid., p. 143.
299) Ibid.,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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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악순환을 가중시켰다. 급기야 후작은 국왕에게 아들의 감금을 요

청하는 봉인장(lettres de cachet)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300) 미라보

는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봉인장을 통해 아들을 감금하였으며, 이

에 가브리엘은 도주, 망명, 기고 등을 통해 처절하게 저항하였다. 훗

날 미라보 백작의 구체제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의 자양분은 아버지

와의 치열한 항쟁 속에서 쌓였을 것이다.

미라보의 사생활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그의 요란스러운 사생활 스캔들은 결정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중농주의에 대한 세간의 호의가 사라지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 틀림없다. 당대 최고의 문필가의 사생활은 그의

명성만큼이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미라보가 주도하고 있었던 중농주의자 모임의 평판에도 영향을 미

쳤을 것이다. 두 번째로 과거의 유습에 집착하면서도 진보에 대한

예민한 촉을 가지고 있었던 인간 미라보의 삶은 케네와의 결합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의 정치사상이 보여주는 혼성적 특성과

잘 맞아떨어진다. 초창기 미라보는 완고한 귀족주의자였지만 『인간

의 벗』을 통해 미라보는 당대 가장 대중영합적인 개혁의 기수로

떠올랐다.301) 그 책에서 미라보는 프랑스 사회에 대한 당대 개혁가

들의 비판과 농업 개혁에 뿌리를 둔 자신만의 개혁 실천 방안을 적

절히 버무려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모범적인 절충을 보여주었

다. 그리고 케네와의 만남 이후 이러한 미라보의 사상은 이론적으로

300) 구체제 하에서 국왕의 봉인장은 국왕이 시민사회에 자신의 의지를 강제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바와 달리, 봉인장이 국사와 관련된 문
제들에 행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고 절대 다수는 일반 시민의 가정사나 치
안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었다. 대개 시민들로부터 청원을 받아들여 허가해주
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는데, 가부장의 권위를 뒷받침하여 가문의 명예를 유지한
다는 것이 대표적인 명분이었다. Louise Colet, La jeunesse de Mirabeau (E.
Dentu, 1874), p. 54.

301) 그의 주요 저서 『인간의 벗』은 총 40쇄 이상 인쇄되었으며, 1750년부터
1780년까지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 13위(백과전서는 21위)에 해당한다.
특히 당대에 판매된 정치경제학 저서 가운데는 단연 압도적인 판매 부수를 기
록했다. Kwass, ‘Consumption and the world of ideas’, p.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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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더 정교해진 새로운 정치경제학을 통해 한 번 더 재구성된다.

즉, 미라보의 정치사상에는 가장 완고한 귀족주의, 자유주의적 개혁

담론, 그리고 케네의 급진적인 정치경제학이라는 이질적인 단층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셈이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 이 점에

대해 미라보라는 인물의 개성이 어느 정도 답을 가지고 있지 않겠

냐는 것이다.

미라보는 그의 출세작 『인간의 벗』에서 국가를 나무에 비유한

다면 농업은 그 뿌리에, 인구는 줄기에, 제조업은 가지에, 그리고 잎

은 상업과 기예에 각각 해당한다고 서술하였다.302) 농업은 미라보가

중농주의에 입문하기 전부터 이미 그의 사상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농업은 생계수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모

든 기예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303) 사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는데, 당시 프랑스 사회는 농업에 광적으로 심

취해 있었고 누군가 그 내용을 보다 설득력 있게 잘 표현해내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열렬히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농업중

심주의와 더불어 중농주의 이전 시기 미라보의 사상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주제는 봉건적 귀족주의이다. 다른 모든 쟁점들은 이 두 가

지 대전제에서 파생된 가지들로 볼 수 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케네는 백과전서에 투고한 논문을 통해서 그

리고 미라보는 『인간의 벗』을 통해서 두 가지 유형의 서로 다른

농업중심주의적 경제 사상을 발표했다. 케네의 것은 이미 살펴본 바

있으니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미라보의 농업론을 비교 평가해 보도

록 하겠다. 먼저, 둘 다 프랑스 농업의 침체의 원인으로 제조업 위

주의 중상주의 정책과 농산물 교역에 대한 통제 및 잘못된 과세정

책을 지적했다. 그리고 침체의 증거로 프랑스의 인구감소를 꼽은 점

302) Victor Riquetti, Marquis de Mirabeau, L'ami des hommes, ou traité de la
population, vol. 1 (Avignon, 1756), p. 64.

303) Ibid.,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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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비슷한 입장이었다.304) “생계수단의 양은 인구의 규모를 결

정하고 인구는 한 사회의 부유함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

다.”305) 둘 다 농업을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으로 보는 이유가 농업

만이 사람들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하고 다른 어떤 산업에 의해서도

대체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도 역시 같은 인식이었

다. 그러나 미라보가 농업의 목적을 그것의 본연의 목적 즉, 생계로

한정하고 있다면, 케네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순생산 즉, 농업

비용과 생계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은 순수한 이윤이 농업의 진정한

목적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미라보의 경우 농업의 번영이 인

구의 증가로 곧바로 반영되는 반면,306) 케네는 과도한 농촌 인구는

농업의 순생산을 좀먹는 병폐로 인식하였다. 물론 미라보도 농업 경

영에 기술적 진보와 합리적 관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데에 반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케네가 그리는 것처럼 소수의 광작 지주들과

다수의 빈농 및 농업노동자들로 구성되는 불평등한 농촌의 모습을

이상향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커다란 곤들매기들이 연못 물고기들의 씨를 말리듯이 대지주들이 소농

들을 질식시켜 버린다.

대규모 농장에 의해 중소 농장들이 잠식되면, 소규모 경작지들은 지근

304) Ibid., p. 25. 당시 프랑스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은 보편적으로 수용되
었는데, 그 근거로 흔히 전쟁, 전염병, 재난 및 성직자들의 독신주의가 자주 언
급되었다. 이와는 달리 케네와 미라보는 인구 감소의 원인을 농업의 쇠퇴에서
찾았다.

305) Ibid., p. 11.
306) 이러한 미라보의 농업관은 캉티용의 인구주의(populationnisme) 경제학에서
기인한다. 캉티용의 경제 사상에 관해서는 Tony Aspromourgos, “The theory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in Cantillon’s essai’, Oxford Economic Papers,
New Series, vol. 41, no. 2 (Apr., 1989)를 참조. 그러나 미라보가 캉티용의 경
제 사상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니다. 핵심적으로 캉티용은 소비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바람직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는데, 미라보는 소비의 경제적 역할
을 일정정도 긍정하면서도 그것이 소수에게 집중된 소비가 아니라 다수의 소비
자들에 의한 분산된 소비여야 하며 소수에게 집중된 소비는 오히려 다수의 인
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미라보는 소비의 집중은 곧 자
본의 집중이며 자본의 집중은 전통적인 사회관계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
고하였다. Fox-Genovese, The origins of Physiocracy,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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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농민들이 끊임없이 관리할 때 가지고 있었던 비옥도를 더 이

상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이들 소농들이 토지를 빼앗기면서 국

가가 이들에게 지고 있었던 생계에 대한 보조 의무도 사치와 게으름에

푹 빠져 있는 지주들의 부담으로 옮겨지게 된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면 그것에 정성을 쏟기 마련이다. 세심

한 주의와 노동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토지는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

한다.307)

단적으로 말해, 케네가 효율성과 생산성을 우선시하는 농업을 지향

한다면 미라보는 조화와 평등을 더 중시하는 농업관을 가지고 있다.

물론 미라보도 케네처럼 농업의 기술적 혁신을 지지했지만 그것이

사회적 조화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케네가 농업의 기

술적 혁신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대농장제 중심의 농업 구조로 전환

해야 한다는 급진적 입장이었다면, 미라보는 농업 개혁이 농촌 인구

의 증가와 조화로운 농촌 생활이라는 목적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정

반대편의 보수적 입장이었다. 농업 개혁의 측면에서 보자면 케네가

극단적인 자유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 미라보는 자유주의적

개혁론과 전통적 가치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절충적 태도를 보여주

었다. 미라보가 지키려 했던 전통적 가치란, 한편으로는 귀족의 봉

건적 위상을 회복시켜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화의 폐해를 되돌리는

것이며,308) 다른 한편으로는 공화주의적 덕성을 회복해 자유주의적

개혁과 경제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타락과 정치적 무질서 및 경

제적 불평등에 대응하는 것이었다.309) 미라보는 계몽사상가들이 추

307) Mirabeau, L'ami des hommes, vol. 1, p. 42.
308) 미라보는 프랑스에 닥친 일련의 난제들이 본질적으로는 왕과 왕의 관료들이
지역의 현실에서 점점 더 괴리되고 있는 상항에서 기인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군주와 백성들이 격이 없이 친근하게 밀착해서
지냈던 시절로 돌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왕과 백성들을 연결해주었던 귀족
들의 역할이 다시 복원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Montlaur, Mirabeau: l’ami
des hommes, p. 115.

309) 미라보는 사치란 부의 남용이라고 간단히 정의하며 그 효과로 마음을 병들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술 자체의 효용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수적이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일탈이라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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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 구체제의 개혁이라는 대의에 공감했지만 그것이 가져올 위험

성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계몽사상이 종교적·사

회적·신분적 전통을 부정하고 완전히 새로운 ‘교의’를 가르치려는 경

우 언제든지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310) “종교는 인간의 발

명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원리와 윤리적 가르침에 자연법적 특

성이 담겨 있는 것이 틀림없다.” 미라보는 “종교가 항상 시대의 풍

속을 반영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기존의 종교적 전통을 완전히 배척

하고 이성이든 새로운 종교든 인위적인 대체물을 만들어 보겠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보았다.311) 요컨대, 농업을

중시하고 자유주의적인 개혁을 통해 중상주의적 관행의 적폐를 청

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몽주의적 개혁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나, 다

른 한편으로 부의 증대나 편중이 가져오는 사치의 만연과 풍속의

타락을 경계해야 한다는 보수주의적인 면모는 계몽사상가보다는 봉

건적 귀족주의자의 것에 더 가깝다. 미라보의 사상을 관통하는 일관

된 흐름은 온건한 자유주의적 개혁을 지지하면서도 그것이 극단으

로 나아가 사회의 본질적 가치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고 적절한 절

충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미라보는 유서 깊은 귀족 출신으로 프랑스의 ‘쇠퇴’가 귀족의 사회

적·정치적 역할의 축소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직감했다. 그는

프랑스가 과거의 더 단순하고 자연적인 생활양식으로 돌아가야 한

다는 일종의 풍속 개혁을 주장했다.312) 그렇다면 어떻게 풍속을 개

프랑스인의 민족적 특성은 단순하고 자연적인 생활 양식에 따르는 것이며 따라
소 풍속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Mirabeau, L'ami des hommes, vol.
2, pp. 139-93의 “De Luxe”를 참조.

310) Montlaur, Mirabeau: l’ami des hommes, p. 182. 미라보의 계몽사상적 개혁성
과 봉건적 보수주의 사이의 절충적 모습은 종교에 관한 태도에서도 잘 드러난
다. 미라보는 개신교에 대한 관용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도 튀르고와는 달리
가톨릭의 공적, 세속적 활동들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그
는 종교는 사회 구성의 필수 요소이며 사회는 종교의 위안과 지혜를 필요로 한
다고 보았다. Ibid., p. 181.

311) Mirabeau, L'ami des hommes, vol. 2, p. 85.
312) Ibid., p.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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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해야 하나? 미라보는 군주와 백성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군

주의 권한은 점점 더 전제화되어 가고 모든 권력이 중앙집권화되어

가는 동안,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지방의 자율성은 무시당

하고 풍속은 더욱 각박해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과거처럼 군주와 백성들의 중간에서 완충과 연결의 존재로서

귀족의 역할이 시급히 복권되는 것뿐이다. 따라서 미라보의 정치·경

제 사상에서 볼 수 있는 보수주의적 요소들은 자유주의적 개혁주의

와는 그 맥락을 달리 한다. 미라보의 보수주의는 왕권에 의해 흡수

당해온 귀족의 자유를 확대하여 ‘좋았던 옛날’로 돌아가자는 반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튀르고의 진보적 역사관과 달리 미라보는 전형적인 순환론적 역

사관을 가지고 있었다. “자연이든 사람이든 사회든, 태어나고 성장하

고 쇠퇴하고 죽는 순환을 그리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대개 온전한 순환을 다 마치고 자연사하는 경우는 드물고

또 순환의 어디쯤에 다다랐는지 아는 것도 매우 힘들다고 보았다.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연적 순환의

수명을 온전히 마치고 사라진 국가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은 외부적

요인이나 변수에 의해 쇠퇴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재상이란

지금 나라가 자연적 순환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잘 파악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미라보는 이러한 역사관을 전제한 다음

프랑스에 대해 진단을 내렸다. 그는 프랑스가 이제 막 완숙함의 단

계―즉, 역사의 절정기―에 진입하였다고 보았으나 국가를 떠 받쳐

온 근본 원리가 변조하고 그 원동력이 붕괴되면서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주장하였다. 미라보가 파악하는

국가를 구성하고 지지해온 근본 원리는 ‘왕가의 영속성’, ‘군주에 대

한 백성들의 사랑’, ‘귀족들의 상무적 기질’, ‘백성들 사이의 연대감’,

그리고 ‘귀족적 고귀함에 대한 열망’과 같은 것들인데 이러한 가치

들이 퇴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라보는 이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지켜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농업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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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하고 존중하라.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끌어온 것들을 다시 중심부

에서 주변부로 밀어내라. 소비에 있어서 사치스러움과 음란함을 경

멸하라. 덕성과 재능을 존중하되 그것을 돈으로 사지 말라.”313)

이렇게 놓고 볼 때, 미라보의 주장은 몽테스키외의 것과 여러 모

로 유사해 보인다. 물론 미라보가 당대의 저명인사인 몽테스키외를

몰랐을 리 만무하다. 실제로 이 둘의 관계는 생각보다 더 직접적이

다. 미라보가 1739년 군장교로서 보르도에 주둔했을 무렵 몽테스키

외는 보르도 고등법원의 수석판사였다. 25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지

만 두 사람은 폭넓게 교분하며 자주 정치적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

다.314) 그러나 두 사람의 견해차는 분명히 존재한다. 몽테스키외는

대검귀족과 법복귀족이 융합하여 전제적 군주권력에 맞서 특권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미라보는 귀족의 사명과 특

권은 대검귀족에만 한정되며 법복귀족은 부르주아로 돌아가야 한다

고 믿었다. 미라보가 그리는 이상향은 몽테스키외보다 훨씬 더 과거

였다.315) 권력의 분립과 지방의 자치에 대해서도 견해차가 존재했다.

몽테스키외는 삼권분립은 물론이고 지방 삼부회 또한 정치적 결사

체로 인정하여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나 절대군주의 권력을 헌법

에 근거하여 분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16) 반면 미라보는 몽테

스키외의 영국식 권력분립 모델보다 좀 더 오래되고 좀 더 모호하

며 보다 낭만적인 이상향을 지향하고 있었다.317)

케네를 처음 대면했을 때, 미라보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

었다. 미라보에 대한 케네의 최초의 평가는 재능은 있으나 뭔가 잘

못된 사상을 주입받았다는 것이었다. 케네는 그 잘못된 사상의 원천

313) Ibid., pp. 195-211.
314) Ibid., p. 40.
315) Fox-Genovese, The origins of Physiocracy, p. 143.
316) 몽테스키외, 이명성 옮김, 『법의정신』 (흥신문화사, 2006), p. 24.
317) Andrew Jainchill, ‘Political economy, the state, and revolution in
eighteenth-century France’, Modern Intellectual H istory, vol. 6, no. 2 (2009),
p. 430; Fox-Genovese, The origins of Physiocracy, pp. 141, 144. 미라보 본인
도 자신의 주장이 당시 상황에서 매우 고립된 주장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
고 그래서 스스로를 돈키호테에 비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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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캉티용임을 단박에 알아차렸다.318) 케네와 미라보의 만남은 1759

년 케네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케네는 미라보의 경제 사상이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농업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바탕이 좋다고 보

았고, 또 재능과 명성을 갖춘 작가라는 점에서 자신의 목적에 딱 들

어맞는 인물이라고 평가하였다. 미라보로서도 케네와의 만남을 고대

할 이유가 충분했는데, 당시 케네의 베르사유 궁 거처는 지적 호기

심이나 연줄을 바라고 찾아드는 인사들로 끊이질 않았다. 케네 본인

도 명망 있는 의사이자 정치경제학자로 잘 알려져 있었으며 그의

뒤에는 루이 15세 궁정의 총아 퐁파두르 부인이 있었다. 미라보의

관심도 내심 케네보다는 퐁파두르 부인에게 가 있었다.319)

미라보와 케네의 만남은 두 번에 걸친 긴 대화와 케네에 의한 일

방적인 설득으로 진행되었다. 케네는 미라보보다 21살이나 더 많았

고 미라보가 보기에도 경제에 관한한 케네의 지적인 우위는 명백했

다. 케네는 미라보가 쟁기로 소를 끄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어리석

은 자를 참조하고 있다며 대놓고 비판했다. 쟁기로 소를 끈다는 말

은 미라보의 인구주의 경제관을 비꼰 것으로, 인구를 경제 성장의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인구의 증가 자체를 경제의 목적으로 보아서

는 안 된다는 케네의 관점을 표현한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점은 보

통 사람들보다도 훨씬 자존심이 강하고 만만찮은 성정을 지니고 있

었던 미라보가 케네의 모욕에 가까운 비판과 설득을 참아내고 끝내

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미진함을 인정하고 케네의 입장을 공식적으

로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한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둘 사이에 어떤 대

화가 오갔는지는 더 이상 알 수 없지만 매우 불가사이한 일이 일어

난 것만은 확실하다.320)

케네의 경제 사상은 곧바로 미라보의 저작에 실려 더욱 대중적으

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케네는 아마도 최고 권력의 지근거리에서 지

318) Schelle, Le docteur Quesnay, p. 226.
319) Ibid., p. 230.
320) Vardi, The Physiocrats and the world of the Enlightenment,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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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야 하는 행동상의 제약 때문에 본인의 이름으로 책을 출간하는

것을 극도로 삼갔을 것이다. 간혹 필명을 통해 학술지에 기고를 하

는 것이 아니면 대부분 미라보와의 공동 작업을 통해 미라보의 이

름으로 출판되는 저서에 본인의 생각을 담아냈다. 1758년에 출간된

미라보의 『인간의 벗』 4부에 처음으로 케네의 경제관이 실리기

시작했으며 같은 책의 6부에는 『경제표』가 실렸다.321) 1760년에

출간된 『조세론(La théorie de l’impot)』과 1764년에 발표된 『농

촌철학(La philosophie rurale)』도 미라보의 이름으로 나가기는 했

지만 사실상 케네에 의해 꼼꼼하게 검토와 수정이 이루어진 공동

작품이었다. 특히 『조세론』의 경우 매우 거친 어조와 도발적인 문

제제기로 루이 15세의 분노를 샀는데, 이로 인해 미라보는 8일간 구

금되고 한 동안 파리의 출입을 금지당하기도 했다.322)

미라보가 중농학파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는 것은 케네의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고 난 뒤부터다. 케네가 1760년대 중반부터 왜 갑자기

정치경제학 연구에서 손을 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케네로서는 이론적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

을 수도 있고, 갑자기 새로운 분야―이번에는 기하학―에 대한 호기

심이 생겨났을 수도 있고, 자신의 후견인 격이자 중농주의에 대해

호의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퐁파두르 부인이 세상을 떠난 것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을 지도 모른다. 어쨌든 중농학파의 근거지는

케네가 머물던 베르사유 궁에서 미라보가 활동하던 파리의 문필계

321) Schelle, Le docteur Quesnay, p. 241.
322) 이 책에는 조세에 관한 미라보의 6개의 주장이 실려 있는데 물론 이는 케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다. 1. 세금은 백성이 군주에게 주는 선물이지 군주에 의해
자의적으로 수취되는 것이 아니다. 2. 군주는 백성의 동의와 협조 없이 과세할
수 없다. 3. 가장 자연스럽고 유익하며 공정한 조세는 토지의 순 생산에 부과하
는 세금이다.(과세액이 순생산의 1/3을 넘어서는 안 된다.) 4. 과세의 대상을 지
정하고 징수하는 업무는 현재의 삼부회 지역에서처럼 모든 징세구 지역에서도
지방자치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5. 국내외 교역에는 어떠한 과세도 부과되
어서는 안 된다. 6. 조세의 대략 절반 정도를 담당하는 현재의 징세청부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Victor Riquetti, Marquis de Mirabeau, Théorie de
l’impot (Paris, 1760), pp. 332-9; Montlaur, Mirabeau: l’ami des hommes, pp.
18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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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동했다. 미라보가 그 동안 파리의 사교계와 문필계에서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살롱과 아카데미의 중간적 성격의 모임을 통해 중

농주의의 전파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미라보의 ‘화요모임’이 그것이

다. 이 모임에는 중농주의의 추종자들은 물론 우호적인 저명인사들

이나 귀족들, 심지어 적대적인 인사들까지 초청되어 폭넓은 교류가

이루어졌다. 모임의 진행은 저녁 식사 및 환담, 주제 발표 및 토론

의 순서로 이루어졌고, 사실상 중농주의에 관한 거의 모든 논고는

이 모임에서 토론을 거쳤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었다.323) 또한 미

라보는 초심자들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학파를 소개하기 위해 중농

주의 교양 강습을 개설하기도 했다.324)

그렇다면 미라보의 활동은 단순히 케네가 만들어 놓은 중농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데만 그쳤는가? 미라보는 케네에게서 배운 개념들

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수정하고 체계화하였다. 경제 사상에 관해서

는 캉티용의 인구주의를 철회하고 케네의 중농주의를 완전히 받아

들였다. 사실 미라보의 경제 사상은 정교한 체계를 지닌 것이 아니

었기 때문에 케네의 것으로 갈아타는 데 눈에 띄는 이론적·철학적

딜레마 같은 것이 존재하여 미라보를 괴롭혔던 것 같지는 않다. 미

라보의 자가 교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퇴행적 봉건주의의 색

체가 강했던 귀족 중심주의를 포기하고 그 자리를 지주 중심의 지

방분권형 자치제로 대체했다는 점이다. “사회는 크게 세 종류의 구

성원들로 이루어진다.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계급, 생산

적 노동을 통해 생계를 책임지는 계급, 그리고 생계 이외의 기타 생

활에 유용한 물품을 생산하는 계급이 그것이다.”325) 이는 각각 지주,

323) Loic Charles & Christine Théré, ‘From Versailles to Paris: The creative
communities of the physiocratic movement’, H istory of Political Economy,
vol. 43, no. 1 (2011), pp. 37-45.

324) 강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급반-1단계: 『경제표』 학습, 2단계: 『경제
표』 연습, 3단계: 『경제표』 문제풀이. 고급반-1단계: 『농촌철학』 학습, 2단
계: 각종 중농주의 저작 학습, 3단계: 반중농주의 저작들에 대한 비판적 학습.
Weulersse, Le Mouvement Physiocratique en France de 1756 à 1770, p. 134.

325) Victor Riquetti, Marquis de Mirabeau, Philosophie rural ou économie
générale et politique de l'agriculture, vol. 1 (Amsterdam, 1764),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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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계급(영농가), 불임계급(제조업자 및 상인)에 해당한다. 이로써

미라보는 혈통에 근거한 신분제를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자신의 사

상을 새로운 정치경제학의 흐름에 맞는 ‘근대적’ 사회질서론 및 정

치철학으로 자임할 수 있게 되었다. 미라보는 지주를 한 사회의 유

기적 질서의 뼈대로 규정했다. 왜냐하면 지주는 토지를 관리하는 주

체이며 공적 기능의 담지자이자 소득의 유용한 지출을 통해 국가의

재정을 충당하고 모든 경제 활동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326) 미라보가 귀족을 정치적 측면에서 군주와 백성의 매개

자이자 사회가 조직되는 기본 틀로 보았다면, 지주의 경우 이러한

귀족의 정치적 역할을 이어받으면서 동시 그것을 경제적 측면으로

까지 확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라보는 지주를 권력의 원천이

자 부의 저장고에 비유했고 이는 케네의 정치경제학이 자신의 유기

적 사회질서론과 지주라는 사회경제적 범주에 의해서 접점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327)

미라보의 지주 중심의 정치철학은 지방자치체에 관한 구상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된다.328) 앞서 몽테스키외와 미라보를 비교한 부분

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창기 미라보의 정치철학은 귀족의 봉건적 권

력을 복원해야 한다는 원칙 말고는 제도로서나 사상으로서나 구체

성을 결여했다. 미라보는 1760년대부터 기존의 신분제 의회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체의 수립을 주장했다. 그리고 그 역할도 왕

권에 대한 견제가 아닌 자문 및 과세와 행정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326) Yves Citton, Portrait de l’économiste en physiocratique (Paris, 2000), p. 64.
미라보는 국가를 근본적으로 가문들의 연합으로 보았다. “몇 개의 가족이 모여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이러한 사회들이 모여 하나의 국가를 이룬다.” “국가란
공통의 정치적 규범으로 묶인 여러 가문들 사이의 연합에 다름 아니다.” 여기서
가문이란 당연 지주들을 우두머리로 하는 확장된 인적 구성원들의 집합을 말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Mirabeau, Philosophie rural ou économie générale et
politique de l'agriculture, vol. 1, p. 9.

327) Citton, Portrait de l’économiste en physiocratique, p. 101.
328) 미라보의 지방자치체에 관한 구상은 Victor Riquetti, Marquis de Mirabeau,
Mémoire sur les états provinciaux ou précis sur l'organisation & la
formation des assemblées provinciales (Lyon, 178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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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는 것으로 재설정했다. 이러한 미라보의 구상은 뒤퐁을 통해 튀

르고에게도 이어졌으며 『지방자치체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실체

화되었다. 더구나 미라보의 이러한 구상은 1780년대에 이르러 국왕

이 주도하는 지방자치체의 건설이 시도되고 이에 반발한 특권층의

삼부회 소집 요구와 맞물려 새로운 정치적 전망을 둘러싼 각축의

한 축을 형성하였다.329)

루이 16세가 시도한 지방자치제도와 특권층이 요구하는 신분제

의회 그리고 미라보-튀르고의 중농주의적 지방자치제도는 자치제도

의 구성과 선출 방식 및 역할과 권한에 있어서 서로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국왕의 자치제도의 경우 국왕이 임명하는 의원들과 의

원들 간의 호선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며 국왕이 파견한

지사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상정되었다.

한편 특권층이 요구한 삼부회는 선거에 의해 신분별로 선출되며 귀

족의 주도권이 유지되는 구조를 가지며 국왕이 파견한 지사의 권한

을 넘겨받아 행사하는 것으로 왕권에 대한 견제가 목적임을 노골적

으로 보여주었다.330) 마지막으로 미라보-튀르고의 지방자치제도는

(토지)재산 요건에 따라 자격이 주어지는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

출하며 최하위 단위에서부터 전국 단위까지 단계적으로 범위와 권

한이 확장되는 피라미드식 모델이며, 각 단계에 맞게 국왕의 행정을

보좌하되 국왕은 사실상 국정 전반에 대한 일반적 의제만 관장하는

통치 구조로 설계되었다.331)

베이커(Keith M. Baker)에 따르면 1750년대 이후 벌어진 정치 논

쟁은 국왕의 통제를 벗어났으며 세 가지 유형으로 발전하여 향후

혁명기 담론을 규정하게 된다. 첫 번째 유형은 관료주의적 절대주의

로부터 발전한 것으로 법 앞에서의 평등, 조세 정의 등의 보편주의

329) Stephen Miller, ‘Venal offices, provincial assemblies and the French
Revolution’, French H istory, vol. 28, no. 3 (July, 2014), p. 346.

330) Ibid., p. 352.
331) 튀르고와 미라보의 지방자치체 구상에 관해서는 배미정, 『튀르고의 “공화주
의 군주정”: 1775년의 「지방자치체에 대한 보고서」를 중심으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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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담론으로 발전한다. 두 번째 유형은 주로 고등법원 판사들을 중

심으로 한 특권층의 지지를 받아 발전한 것으로, 과거 국왕의 신민

으로서 보장 받았던 전통적(봉건적) 권리들을 역사적으로 정당화된

헌법적 가치로 규정하여 국왕의 자의적 권력에 대한 방파제로 삼으

려는 담론이다. 세 번째 유형은 급진적 민주주의 이론가들의 담론으

로 시민권만을 유일하게 합법적인 권력의 원천으로 인정하여 심지

어 국왕의 의지보다도 우선해야 한다는 담론이다.332) 이러한 맥락에

미라보-튀르고의 지방자치체 구상을 대입해보면, 미라보의 사상이

중농주의를 거치면서 얼마나 놀랍게 변모했는지 알 수 있다. 케네를

만나기 전의 미라보는 두 번째 유형의 담론들 가운데서도 가장 극

단적인 편에 속했다. 이후 케네를 통해 보편주의의 체계를 흡수하였

고 이를 자신의 유기체적 사회질서론에 접목시켰다. 그러나 그의 진

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자본주의의 발전이 낳은 경제적·이데올

로기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미라보의 사상은 한 단계 더 도약을

앞두고 있었다.

토크빌은 미라보를 평하면서 “봉건적 외양에 민주주의적 이념을

침투시킨 인물”로 묘사하였다.333) 필자는 여기에 하나를 더 첨가하

고 싶다. 미라보는 민주주의적 이념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정치경

제학도 침투시켰다. 다시 말해 미라보가 구상한 군주와 지주 그리고

백성들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사회체제는 봉건주의

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미라

보가 최종적으로 도달한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미라보는 본

래 중농주의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의 문제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어

그 모순을 분명히 드러내 보인 다음 해결책을 찾기 위해 새로운 종

332) Keith Baker, 'French political thought at the accession of Louis XVI', The
Journal of Modern H istory, vol. 50, no. 2 (June, 1978), p. 281; Stephen
Miller, ‘Provincial assemblies, fiscal reform and the language of politics in
the 1770s and 1780s’, French H istorical Studies, vol. 35, no. 3 (Summer,
2012), p. 444.

333) Vardi, The Physiocrats and the World of the Enlightenment, p.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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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시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중농주의의 실패 원인을 찾는

학자들은 중농주의가 군주제의 권력과 위신을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려 했다는 점이나334) 경제적 불평등을 소유권의 이름

으로 보장하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제도에 무관심했다는 점335) 등을 중농주의의 고유한 모순으

로 지적한다. 여기에서도 이 세 가지 요소들 사이의 충돌의 문제를

볼 수 있다.

폭스-지노베즈는 케네와 미라보 사이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로 다

음과 같은 점을 지적한다. 케네는 전통 사회의 응집성을 파괴하지

않고도 시장 경제의 확립이 가능하다고 본 반면, 미라보는 시장 경

제가 전통 사회에 가지고 올 위험성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경계하였

다는 점이다.336) 미라보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사회 조직의 기초로

인정하였으나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았다. 그는 한 사회가 굳건하

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영구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구성원

들―즉, 지주―과 스스로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덕성이 반드

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337)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부

와 덕성의 조화를 달성할 것인가의 문제로 치환된다.338) “금이 타락

을 조장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곧 자유의 적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 어떤 민족이 자유와 상업이라는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추

334) Hammersley, ‘Concepts of citizenship in France during the long eighteenth
century’, p. 474.

335) Yves Charbit & Arundhati Virmani, ‘The political failure of an economic
theory: Physiocracy’, Population (English Edition), vol. 7, no. 6 (Nov.-Dec.,
2002), p. 877.

336) Fox-Genovese, The origins of Physiocracy, p. 220.
337) Ibid., p. 207. 미라보뿐만 아니라 18세기의 많은 지식인들이 이윤 추구의 동기
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어떤 이들은 이기적 욕망을 억제하기 위한
대안으로 명예를 향한 열정, 즉 공명심을 제시하기도 했다. 즉, 이기심이란 경제
적 보상 대신에 공명심이라는 명예의 보상을 제공해줌으로써 이기심과 덕성 사
이의 절충을 이루어내겠다는 의도였다. John Shovlin, ‘Emulation in
eighteenth-century french economic thought’, Eighteenth-Century Studies,
vol. 36, no. 2 (Winter, 2003), p. 225.

338) Jainchill, ‘Political economy, the state, and revolution in eighteenth-century
France’, p.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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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것은 물과 불을 결합시키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339) 미

라보가 당면한 부와 덕성의 문제는 다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자들에 의해 사상적으로 반

영되었듯이 자본주의의 발전이 가져온 부의 팽창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두 번째는 그러한 부의 팽창이 가져온

부작용, 즉 사치의 팽배와 풍속의 타락, 공공성의 쇠퇴와 같은 문제

들에 관한 것들이다.

미라보가 당면한 부와 덕성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문제를 보다 폭넓은 역사적 맥락에서 다루어야 한다. 18세기 프랑스

는 유례없는 경제 성장의 결과 도시 인구의 증가, 농업의 발전, 소

비의 대중화(이른바 소비혁명)와 같은 새로운 물질적 조건들을 경험

하게 된다. 그러나 변화된 물질적 조건들과 사람들의 의식 사이에는

시간적 간극과 그로 인한 부조화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한 부조

화는 ‘소비의 범람’과 ‘사치의 대중화’가 신분적 위계질서를 붕괴시켜

나라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도덕론자들의 우려로 표명되었고,340)

왕국의 구심 역할을 해야 할 왕권은 그것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 위상이 추락한 상태였다.341) 프랑스는 물론 어느 사회

339) Mirabeau, L'ami des hommes, vol. 2, p. 19. 미라보의 배금주의는 케네를 만
나기 전부터 미라보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뿌리 깊은 관념이었다. 그가 법복귀
족과 같은 신흥귀족들조차 인정하지 않은 배경에는 이러한 배금주의가 자리 잡
고 있었다. “요컨대 신분제를 없애는 것은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황
금과 돈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의 가치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Montlaur,
Mirabeau: l’ami des hommes, p. 166.

340) 쇼블린은 사치(과시적 소비)와 신분적 위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담론이 18세
기 중반을 기점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잘 보여준다. 18세기 중반 이전의 전통
적인 반사치담론은 하층민들의 사치를 문제삼는 것이었고 그들의 과시적 소비
가 상층 신분과의 외양적 구분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반
면 18세기 중반 이후 새로운 반사치담론은 신분의 차이를 막론하고 사치 일반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하였고 특히 상류층의 과시적 소비를 주된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쇼블린은 이러한 변화가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역사상 최초로
도시의 임금노동자들이 소비의 주체로 부상하면서 더 이상 과시적 소비를 통한
신분간 구별짓기가 불가능해진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John
Shovlin, ‘The cultural politics of luxury in eighteenth-century France’, French
H istorical Studies, vol. 23, no. 4 (Fall, 2000), pp. 578-97.

341) Sarah Maza, ‘Luxury, morality, and social change: why there wa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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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전자본주의 시대의 전통사회에는 소비와 사치에 관한 부정적 가

치관이 지배적이었다. 중세 기독교 교리에서 사치란 그 자체로 죄악

이었다. 경제 윤리의 영역에서 보더라도 사치란 사람의 기질을 비생

산적으로 만들고 외국 상품들에 대한 선호를 높여 결과적으로 국내

산업의 생산성을 악화시키고 수입을 증가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되었

다.342) 즉, 중상주의가 지배적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치는 윤리적

차원에서나 경제적 차원에서나 매우 부정적인 습성으로 받아들여졌

다. 또한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국왕의 절대주의와 관료적 중앙집권

화에 반대하는 진영에서 반사치담론을 고전적 공화주의 담론으로

변용하여 활용하기에 딱 알맞았다.343)

사치는 두 개의 가지를 낳는다. 하나는 나태함이고 다른 하나는 무질

서다. 사치에서 뻗어 나온 이 두 개의 가치는 대기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괴기하고 끔찍한 열매를 맺는다. 모든 것이 이 두 개의 가지

(나태함과 무질서)로 환원된다. 다시 말해 소비가 적절한지 과도한지

알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가지와 견주어 본 다음 판단할 수 있다.344)

그러나 18세기 전반기부터 일각에서 사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맨드빌(Bernard Mandeville), 믈롱

(Jean-François Melon), 볼테르, 흄 등345)은 사치를 사회적 선이라고

주장하는 ‘진보적’ 소비주의를 주창했다. ‘진보적’ 소비주의자들은 의

도야 어떻든 소비는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소비를 통해 부가

재분배되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치재의 소비는 사회

middle-class consciousness in prerevolutionary France’, The Journal of
Modern H istory, vol. 69, no. 2 (June, 1997), pp. 216-9.

342) E. A. Johnson, ‘Unemployment and consumption: the mercantilist view’,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46, no. 4 (Aug., 1932), pp. 708-10.

343) Keith M. Baker, ‘Transformations of classical republicanism in
eighteenth-century France’, The Journal of Modern H istory, vol. 73, no. 1
(March, 2001), p. 42.

344) Mirabeau, l'ami des hommes, vol. 2, p. 141.
345) 미라보의 사치에 대한 논의도 믈롱과 흄의 ‘사치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루
어지고 있다. 미라보의 사치에 관한 논의는 Ibid., pp. 139-93(ch.v "le luxe")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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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기적으로 진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적절한 지표이자 유럽 문

명과 인간 행복의 진보를 보여주는 지표로 인식되었다.346) 반면 루

소는 사치와 소비의 증가가 프랑스의 문화와 민족을 타락시키고 사

람들을 신체적으로 허약하게 만들 것이라는 지극히 고전적인 공화

주의 덕성론을 그대로 되풀이하였다.347) 그는 “화려함에 대한 해로

운 취미는 행복과 자유에 있어서도 가장 중대한 적”이라고 하였

다.348) 한편 미라보는 위의 둘을 절충한 것과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그는 모든 소비는 소비된 재화에 대한 생산을 유도하기 때문에 일

자리와 소득 증대 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사치품에

대한 소비가 지나치다보면 해당 분야의 산업이 농업과 같이 더 중

요하고 본질적인 경제활동 분야로 투자되어야 할 자원을 끌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에 해악을 끼치게 된다.349)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먼저 소비함으로써 삶을 시작하며 이는 스스로의

노동으로 생계를 꾸릴 때까지 계속된다. 이처럼 인간의 소비와 생산의

연속성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경제 활동은 먼저 소비가 선행되고 추

후 노동을 통한 생산이 뒤따른다. 따라서 소비야말로 경제의 영역에서

고려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노동은 부와 소비 증가의 원천이다. 부의 증가가 갖는 진정한 목적은

부를 재생산하고 확장하여 소비를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350)

이에 따라 미라보의 소비론은 생산적 소비―농산물과 그 원료를 이

346) Michael Kwass, ‘Ordering the world of goods: consumer revolution and the
classification of objects in eighteenth-century France’, Representations, vol.
82, no. 1 (Spring, 2003), p. 90; Aida Ramos, ‘Luxury, crisis and consumption:
Sir James Steuart and the eighteenth-century luxury debate’, H istory of
Economic Review (Winter, 2011), p. 57.

347) Ibid., p. 58.
348) 장 자크 루소, 최석기 옮김, 『인간불평등기원론/사회계약론』 (동서문화사,
2007), p. 20.

349) Ibid., p. 59; 중농학파의 사치론에 대해서는 Ronald L. Meek, ‘Physiocracy
and the early theories of under-consumption’, Economica, New Series, vol.
18, no. 71 (Aug., 1951), p. 234.

350) Mirabeau, Philosophie rural ou économie générale et politique de
l'agriculture, vol. 1, pp.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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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재화에 대한 소비―와 낭비적 소비―농업의 생산에 기여하지

않는 소비―를 구분하고, 이로부터 낭비적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공

동체적 가치관의 필요성이 도출된다.351)

부와 덕성에 관해 미라보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라보

는 경제적 번영을 지향하면서도 과도한 소비를 비난하였으며 물질

적 개량을 추구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시민적 덕성을 중시하는 고

전적 공화주의를 접목하고자 했다.352) 미라보는 케네를 통해 경제적

자유주의를 수용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을 합리화하였고

또한 고전적 공화주의라는 오래된 ‘규율’을 끌어와 봉건주의의 가치

를 보존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라보에게 공화주의는 단지 봉

건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방편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당시 프랑스

사회는 1763년 7년전쟁에서의 패배 그리고 1771년 고등법원을 해산

한 루이 15세의 ‘친위 쿠데타’를 겪으면서 국왕의 자의적 권력에 반

대하는 대안적 권력의 원천을 찾으려는 모색들이 꿈틀대고 있었다.

물론 그러한 모색들에는 고등법원과 같은 특권 세력들의 반동도 존

재했지만, 가장 중요한 움직임은 프랑스 대중의 광범위한 다수를 포

괄하는 민족주의의 부상이었다.353) 미라보는 민족주의의 부상이라는

현상이 경제발전의 자연스러운 부산물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354)

351) 미라보는 믈롱의 사치에 대한 정의―“사치란 상괘를 벗어난 호사스러운 소비
이나 국가에 부와 안전을 가져다주는 것”―를 비판하고 보다 간명하게 자신의
정의를 제안한다. “사치란 부의 남용(abus)”이다. 그는 사치란 어떤 것을 사용하
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적절히(남용하지 않고) 사용하느냐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물론, 사치와 소비에 대해 미라보의 정의가 엄
밀하고 모순된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전통적인 반사치론의 핵심
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케네의 경제 이론에 따라 소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필수불가결한 효과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Mirabeau, l'ami des hommes, vol. 2, pp. 141-2.

352) Kwass, ‘Consumption and the world of ideas’, p. 189.
353) David A. Bell, ‘The unbearable lightness of being french: law,
republicanism and national identity at the end of the old regime’, The
American H istorical Review, vol. 106, no. 4 (2001), p. 1223.

354) 상업적 자본주의의 발전과 공론장의 형성에 대해서는 William H. Sewell Jr.,
‘Connecting capitalism to the French Revolution: The Parisian promenad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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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보는 당대 대다수의 정치경제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경제발

전의 흐름은 되돌릴 수 없으며 그것을 발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야

말로 다른 모든 것들의 전제임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물질적 부를 향유하면서도 공동체의 정치적·윤리적 타락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케네와 같은 사상가들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동

의하지 않았고 그냥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미라보에게는 이것이 중

요한 문제였다. 우선 중농주의라는 새로운 경제 사상 자체가 타락을

막는 일차적인 방어벽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미라보가 보기에 중농

주의는 그 자체로 덕성을 내재한 경제 사상이었기 때문이다. 왜냐하

면 농업을 중시하고 농촌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경제 발전

으로 인한 윤리적 타락의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경제발전은 한편으로

는 사회의 자유주의화와 개인주의화를 추동하여 봉건적 사회질서로

부터 멀어지게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더 똑똑해지고 더 부유해진

대중들을 다량으로 양산하여 민족주의라는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위

험스러운 사회적 현상을 만들어냈다. 이 때문에 공화주의 덕성이 필

요했다. 미라보의 공화주의는 정부의 형태에 관한 이론이 아니다.

그는 한결같이 군주정을 지지했다. 그의 공화주의는 일종의 ‘에토스’

였다. 중앙집중화된 권력에 대한 불신, 사치와 방종에 대한 비난, 소

박한 농촌 생활에 대한 동경 그리고 공공선에 대한 헌신 등의 가치

를 고양시켜 군주정을 견제하고 민족주의를 길들임으로써 중농주의

에 기초한 유기체적 공화주의를 실현시키는 것이 미라보의 궁극적

인 지향이었다.355)

케네와 튀르고, 미라보는 중농주의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세 인

물들이지만, 이들은 중농주의로 합류하기 전부터 프랑스 사회의 개

the origins of civic equality in eighteenth-century France’, Critical H istorical
Studies, vol. 1, no. 1 (Spring, 2014), pp. 5-46.

355) Kwass, Privilege and the Politics of Taxation in Eighteenth-Century
France, p.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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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을 위한 나름의 복안을 구상하고 있었던 독자적인 사상가들이었

다. 케네는 경제성장을 통한 부국강병이라는 중상주의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았지만 전혀 다른 방법론을 내 놓았고, 튀르고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적 개혁을 지향했던 대표적인 계몽사상가였지만 경제활동

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급진적으로 확장하면서 계몽사상의 틀을 벗

어났으며, 귀족 중심의 봉건적 질서로의 회귀를 꿈꾸었던 미라보는

지주가 중심이 되어 부와 덕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방분권적 군주정

이라는 ‘이상적’ 체제를 구상하였다. 이들 세 사람은 각기 절대왕정

의 기술관료, 개혁적 계몽주의자, 그리고 반동적 귀족주의자라는 구

체제를 대표하는 엘리트집단 속하는 상이한 유형의 인물들이었지만,

중농주의라는 단일한 경제사상으로 합류하였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중농주의의 어떤 특성이 이렇게 서로 다른 유형의 사

상가들을 한 데 묶는 연결고리 기능을 하였을까?

케네가 창안한 중농주의 경제사상의 핵심 이념은 농업만이 이윤

을 생산할 수 있다는 농업중심주의라기보다는, 경제 활동은 그 자체

의 논리 구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경제는 정치나 윤리 및 관습

으로부터 침해받지 말아야 할 독자적인 영역이라는 주장이다. 이러

한 이념은 튀르고에 의해 ‘경제주의적 자유주의’로 수용되어 구르네

그룹은 물론 대다수의 계몽사상가들이 동의하던 ‘평등주의적 자유주

의’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자유주의 사상의 맹아가 형성될 수 있었

다. 한편 미라보는 농촌과 농업 그리고 자본주의의 공통분모로 지주

를 상정하고 지주를 중심으로 피라미드식으로 통치구조가 짜인 지

방분권적 군주정을 모색하였다. 귀족중심의 봉건주의로 회귀해야 한

다고 했던 과격한 복고주의자 미라보는, 중농주의를 경유하면서 자

본주의에 얹혀 있으면서도 유기적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신체

제의 계획가로 변모하였다. 즉, 서로 다른 유형의 사상가들을 끌어

들인 중농주의의 본질은 농업중심주의가 아니라 경제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경제주의’였다. 요약하자면 중농주의는 ‘경제주

의’라는 프리즘이었으며, 케네, 튀르고, 미라보의 이력은 그 굴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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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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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반(反)중농주의 논쟁

1. ‘밀가루전쟁’

이 장에서는 ‘밀가루전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중농주의가 사람

들에 의해 어떻게 받아들여졌으며, 반대로 중농주의는 사람들의 사

고와 역사적 변화의 추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것이다.

본 논문은 앞부분에서 중농학파의 삼거두 케네, 튀르고, 미라보가

각기 상이한 사회적, 지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제의 탄생’

이라는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렇게 해서 중농주의라

는 독특한 사상을 구축해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경제의 탄생’

이 이들 세 사상가의 관념적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일어난 것은 아

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중농주의는 당대에 매우 큰 파장을 일으킨

역사적 사건의 한 가운데서 발생한 중요한 논쟁의 한 축을 담당하

였다. 그리고 그러한 논쟁의 과정에서 사람들은 중농주의적 전제와

사고방식에 익숙해졌다. ‘밀가루전쟁’은 17~18세기 프랑스사에서 빈

번하게 발생했던 수많은 식량폭동들 가운데 하나이자 프랑스혁명

이전에 발생한 마지막 사례이다. 따라서 ‘밀가루전쟁’에는 구체제 식

량폭동의 전형은 물론 향후 프랑스혁명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식량

폭동의 새로운 양태들의 맹아도 공존하였으며, 특히 튀르고가 재무

총감으로 재직하는 동안 추진한 가장 중요한 개혁인 곡물교역자유

화의 여파와 맞물려 발생하였기 때문에 본 논문의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사례로 선택하였다.

1) ‘밀가루전쟁’의 전개

‘밀가루전쟁’을 바로 다루기 전에 먼저 그것의 상위 범주라고 할

수 있는 식량폭동에 대해 살펴보자. 전근대 사회에서 식량폭동은 그

것의 원인으로 간주되는 기근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하나의 쌍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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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해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기근이 반드시 식량폭동을 발생시

키는 것도 아니며 식량폭동의 원인이 꼭 기근인 것도 아니다. 식량

폭동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1661년부터 1789년 사이에 1400회 이

상의 식량폭동이 발생한 반면, 1788년부터 1793년 사이에는 무려

1200회 이상이 발생하였다.356) 기근 자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발생

빈도가 점점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식량폭동은 크게 증

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프랑스혁명이 열어 놓은 정치

투쟁의 장도 큰 몫을 했을 것이다. 프랑스혁명 이전의 18세기에 기

근이 발생한 해를 꼽자면 1709년, 1725년, 1749년, 1775년, 1785년,

1788년을 들 수 있다. 기근이 발생한 이 해들에 대체로 식량폭동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부적으로 따져 보면 기근과 식량폭동은

그것이 발생한 장소와 시점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357)

사실 식량폭동은 기근이라는 자연적 변수보다는 중앙집권화의 강

화, 경제의 성장 및 인구의 증가와 그로 인한 도시의 발달과 같은

역사적 장기변동의 추세와 더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 추세들은 자

본주의의 발전이라는 공통분모 위의 양의 되먹임 과정 속에 서로

맞물려 있다. 중앙집권화의 강화는 파리나 리용과 같은 몇몇 대도시

들의 정치적·행정적 중요성이 압도적으로 커졌음을 의미하고, 이는

356) Cynthia Bouton, ‘Les mouvements de subsistance et le problème de
l’économie morale sous l’ancien régime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no. 319 (Janvier-mars, 2000), p. 72. 식
량폭동에 관한 연구로는 Guy Lemarchand, 'Troubles populaires au XVIIIe
siècle et conscience de classe: une préface à la Révolution française',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vol. 279 (1990); 'Troubles populaires
et société. Vues nouvelles sur l'Ancien Régime. À propos d'un livre récent',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vol. 328, no. 1 (2002); 'À
propos des révoltes et révolutions de la fin du XVIIIe siècle: Essai d'un bilan
historiographique',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vol. 340
(June, 2005); John Markoff, Abolition of feudalism: Peasants, lords and
legislators in the French Revolution (University Park, 1996)을 참조.

357) R. B. Rose, ‘18th century price-riots,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jacobin
maximum’,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H istory, vol. 4, no. 3 (1959), p.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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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도시들에서 발생하는 민중들의 소요가 순식간에 도시의 기

능을 마비시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왕국 전체의 톱니바퀴가 멈출

수도 있게 됨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도시

민들의 요구에 매우 전향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한 관

행은 식량폭동에 좋은 구실이 되었다.358) 또한 중앙집권화의 강화는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국내 교역의 양적·질적 성장을 견인하였는데,

이는 사람들이 점점 더 시장을 통해서 식량에 접근해야 함을 의미

했다. 즉, 자연적인 기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시장의 작동원리에

의해서나 혹은 그것의 왜곡에 의해서도 ‘인공적 기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에 의해서 기근이 발생한다는

것은 공급되는 식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더 많다는 것이며,

시장의 왜곡에 의해 기근이 발생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탐욕으로 공

급되어야 할 식량이 공급되지 못하고 창고에서 썩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359)

마지막으로 식량폭동에는 정치적 배경이 있었다. 밀가루전쟁을 다

루면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민중들은 식량 확보를 위한 자신들의

직접 행동을 일종의 권리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었다. 시장의 질서와

치안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중앙정부나 자치 당국의 관리들도

유독 식량폭동에 대해서만은 법의 잣대가 아닌 정치적 잣대로 사태

358) Hilton L. Root, ‘Political frumentaires et violence collective en Europe au
XVIIIe siècle’, Annales économise, société, civilisations, vol. 45, no. 1 (1990),
p. 183.

359) 18세기에 일어난 곡가 상승의 근본적 원인은 인구 증가를 곡물 생산의 증가가
따라잡지 못한 것이었다. 구체제의 마지막 20년간 곡가는 65% 상승한 반면 임
금은 22% 증가에 머물렀다. 최악의 곡가 상승기는 1764~1775년으로 곡물 무역
의 자유화 시도가 이루어진 시기에 일치한다. Olwen Hufton, ‘Social conflict
and the grain supply in eighteenth-century France’, The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 istory, vol. 14, no. 2 (Autumn, 1983), p. 304. 아서 영도
1760년부터 약 30년 간 인구가 400만 명 증가하였고 이것이 이 시기 식량 가격
의 상승과 임금의 상대적 하락의 원인이었다고 보았다. Weulersse, Le
mouvement physiocratique en France de 1756 à 1770, p. 152. 프랑스 경제사
의 전반적 흐름에 관해서는 Fernand Braudel & Ernest Labrousse eds.,
H istoire économique et sociale de la France, t. 3(1660-1789) (Paris,
1970-1982)를 참조.



- 158 -

를 무마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다. 즉, 식량폭동은 감당해야 할 ‘벌’

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프랑스인들은 군주와 백성들 사이에는 충성

과 생계 보장의 상호 교환이라는 사회 계약에 준하는 일종의 불문

법에 의해 결합되어 있다고 믿었다. 이는 민중들뿐만 아니라 보슈에

(Jacques-Bénigne Bossuet) 몽테스키외, 마블리, 랭귀에

(Simon-Nicolas-Henri Linguet), 네케르와 같은 당대의 계몽사상가

들이나 정치경제학자들에 의해서도 폭넓게 공유되고 있었다.360) 민

중들의 입장에서 식량폭동은 충족되지 못한 권리를 되찾는 투쟁이

자 군주와 정부의 의무를 환기시키는 호소였다.

식량폭동에 관한 이러한 일반적 맥락을 염두에 두고 밀가루전쟁

에 대해 살펴보자.361) 밀가루전쟁이 발발한 주요 무대는 파리, 베르

사유, 노르망디, 피카르디, 오를레앙, 일드프랑스, 상파뉴, 브리 등의

지역으로 프랑스 전체로 볼 때 도시의 비중이 높고 인구가 많을 뿐

만 아니라 농업이 발달하였으며 특히 케네의 기준에서 보자면 상대

적으로 광작(廣作)이 우세한 지역들이었다. 따라서 1773, 1774년 연

속으로 곡물의 작황이 나빴다 하더라도 곡물 공급의 절대량이 부족

하여 폭동이 일어난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점은 사건을

보다 정치적인 측면에 맞추어서 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1774년

360) Steven Laurence Kaplan, ‘The state and the problem of dearth in
eighteen-century France: the crisis of 1738-41 in Paris’, Food and Foodways,
vol. 4, no. 2 (1990), p. 111; Colin Lucas, ‘The crowd and politics between
“Ancien Regime” and revolution in France’, The Journal of Modern H istory,
vol. 60, no. 3 (Sep., 1988), p. 439; Martin Wolfe, ‘French views on wealth
and taxes from the middle ages to the old regime’, The Journal of Economic
H istory, vol. 26, no. 4 (Dec., 1966), p. 468.

361) 밀가루전쟁의 개요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였다. 박윤덕, 「민중의 “도덕경
제”와 식량폭동: 18세기 말 프랑스의 경우」, 『역사학연구』, 제38집 (2010);
George Rudé, ‘La taxation populaire de mai 1775 à Paris et dans la région
parisienne’, Annales H 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vol. 28, no. 1
(1956), pp. 139-179; George Rudé, ‘La taxation populaire de mai 1775 en
Picardie, en Normandie et dans le Beauvaisis’, Annales H 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vol. 33, no. 1 (1961), pp. 305-326. Thompson et als.,
La guerre du blé au XVIIIe siècle: la critique populaire contre le
libéralisme économique au XVIIIe siècle (Montreuil,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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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고의 재무총감 취임으로 비로소 중농주의자에 의해 중농주의적

경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미 지사 시절에

그가 지향하는 개혁이 어떤 것임을 잘 보여주었기 때문에 튀르고가

곡물교역자유화를 실시할 것이라는 점은 공인된 사실이었다. 문제의

발단은 바로 이 점이었다. 다시 말해 중농주의와 튀르고에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이미 반대할 준비를 끝내 놓고 무엇이든 계기만 마련되

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의혹이 가능하다. 물론 이것이 ‘밀가루전쟁’

전체가 음모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튀

르고 체제에서 발생하는 식량폭동은 언제든지 튀르고의 재정·경제

노선에 반대하는 당파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

했다는 것이다.

1774년 12월 19일 튀르고가 추진한 프랑스 내에서 곡물교역자유

화를 허용하는 법령이 등기되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1775년

초부터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 해 3월 빵 4

리브르(livre) 당 11수(sou) 하던 것이 4월 하순에는 13.5수로 상승하

였다.362) 밀가루전쟁의 공식적인 시작은 4월 27일 보몽쉬르와즈

(Beaumont-sur-Oise)에서 발생한 폭동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곳 주

민들은 이른바 민중에 의한 공정가격제(taxation populaire)라는 식

량폭동의 전형적인 행동 방식에 따라 식량 확보를 위한 직접행동에

나섰다. 그들은 빵 가격을 리브르 당 2수, 밀은 세티에(setier) 당 12

프랑(franc) 그리고 밀가루는 부아소(boisseau) 당 20수를 공정가격

(juste prix)이라고 주장하고 강제로 그 가격에 식량을 구매했다.363)

이후 5월 2일까지 사태는 주변 지역으로 꾸준히 확산되어 갔으나

강제적인 가격조정 외에 별다른 사태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5월 2일에는 왕실 궁전의 코앞에서 봉기가 발생하여 국왕이 사냥을

취소하고 왕비가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였다.364) 5월 3일부터 수비대

362) Rudé, ‘La taxation populaire de mai 1775 à Paris et dans la région
parisienne’, p. 141.

363) Ibid., p. 143. 리브르(livre) = 500그램, 세티에(setier) = 약 150-300리터, 부아
소(boisseau) = 약 13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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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집되어 주요 거점에 배치되면서 폭동이 적어도 도시 내에서는

소강상태를 맞이했다. 그러나 교외 지역에서는 여전히 폭동이 계속

되었고, 특히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곡가규제라는 선을 넘어서 부농

이나 교회, 영주들의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약탈이 일어났다. 농촌

에서는 5월 10일까지도 폭동이 계속되었다.365) 5월 10일 이후부터는

당국의 대응이 뚜렷이 강경해졌다. 튀르고는 강경 진압을 거부하는

파리경찰청장을 해임하고, 곡가 인하를 주장한 파리고등법원의 상소

문을 기각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주도하였다. 집회가 금지되었고 군

을 동원해 파리와 일드프랑스에 주둔시켰으며, 그레브광장(place de

Grève)에서 본보기로 2명의 폭동 가담자가 공개 처형되었다. 튀르고

는 계엄에 준하는 조치를 통해 사태를 강제로 진정시켰으나 이후에

도 곡물 가격은 10월 중순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366)

튀르고가 식량폭동에 대한 당국의 온건한 대처 관행을 뒤집고 강

경하게 진압한 이유는 무엇일까? 누구보다도 약자에 대해 동정적이

었고 개혁 관료로서의 명성 또한 높았던 튀르고가 식량폭동을 강경

하게 진압했다는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식량폭동에

대한 튀르고의 기본적인 인식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튀르고는 기

근에 대비해서 지방행정당국이 취하는 조치들이나 민중들의 자발적

인 대응들이 대부분 과잉대응이고 오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 기근의 진짜 중요한 원인은 이러한 과잉대응들로 인한 시장

의 왜곡이라는 것이 튀르고의 입장이었다. 또한 튀르고는 지방당국

364) Ibid., p. 148.
365) 농촌 지역에서 등장한 지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약탈의 양태를 보인 식량
폭동은 그것이 전통적 방식 혹은 도시적 방식에서 좀 더 계급투쟁적이고 사회
경제적 모순을 직접 건드리는 방식으로 진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훗날 프랑
스혁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 농민봉기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다. Ibid., p.
160.

366) Ibid., pp. 164-5. 그러나 튀르고의 식량폭동 대처가 강경 일변도였던 것만은
아니다. 폭동 중에 체포된 자들이 받은 형벌은 대개 10일 이내의 구류나 몇 시
간 동안 말뚝에 매여 있기 등이었고, 공개처형은 어디까지나 ‘교훈’을 위해 보여
주기식 시범 사례였다. Rudé, ‘La taxation populaire de mai 1775 en Picardie,
en Normandie et dans le Beauvaisis’, p.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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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량폭동으로 번질 수 있는 초기의 조그마한 소동들에 좀 더 단

호히 대처했더라면 오히려 민중들의 희생을 더 줄일 수 있었을 것

이라고 생각했다. 지방당국의 소극적·미온적 태도는 민중들에게 잘

못된 신호로 읽히기 쉬웠고, 사태를 오판한 민중들이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고 나면 커다란 희생을 치르고서야 사태를 정리할 수밖에 없

었다. 튀르고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았다.

물론 튀르고가 시종일관 강경대응만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니었다.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선동적인 대중 집회에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중들의 경각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유

화책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튀르고는 유화책을 실행해야 하

는 경우에도 당국이 지주들이나 상인들에 대한 민중들의 그릇된 비

난에 동조한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빌미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367)

튀르고는 밀가루전쟁을 음모론의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자신의 정

치적 반대파들이 개혁을 좌초시키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고의

적으로 기근을 발생시켜 식량폭동을 유발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자

신의 정치적 반대파에 의해 사주 받은 ‘스파이들’이 농민들을 선동

하여 파리로 수송되는 곡물을 약탈해서 수도를 아사 상태에 빠뜨려

자신을 정치적으로 타격하겠다는 음모가 진행 중이라고 믿었다.368)

사실 식량폭동을 둘러싼 음모론은 늘 있어 왔고 튀르고는 단지 자

신의 입장에서 각색된 또 다른 음모론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그

러나 음모론이라고 해서 그것이 곧 진실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음모론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식으로 진실을 파악할 수 없

367) Turgot, 'Lettre aux officiers de polices des villes de la généralité de
Limoges'(1765), Oeuvres de Turgot, I, pp. 668-70.

368) 그러나 이 주장의 신빙성을 실증적 자료에 의해 검토해 본 결과 뤼데는 튀르
고의 음모론을 뒷받침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며 어디까지나 정황에 근거
한 추정일 뿐이라고 결론지었다. 사실 ‘수도고립론’은 18세기 내내 곡물교역자유
화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공세에 이용된 상투적인 소재였다. Ibid., pp. 173-4;
Rudé, ‘La taxation populaire de mai 1775 en Picardie, en Normandie et dans
le Beauvaisis’, p.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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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등장 하는 합리화의 한 방식일 뿐, 그 자체로 진실과 거짓을

판별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튀르고의 음모론도 상당히 그럴 듯한 정

황적 추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튀르고는

곡물교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기근을 야기할 정도로 가격

이 폭등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경제학적 원리에 근거한 믿음을 가

지고 있었고, 또 어느 정도의 곡가 상승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의 입장에서는 식량폭동이라는 것이 어떤 숨은 음

모가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사

태였다.

그러나 사실 튀르고가 제기한 음모론은 식량폭동을 둘러싼 일반

적인 음모론들과 비교해볼 때 예외적인 유형이었다. 대개 식량폭동

에 관한 음모론은 민중들이 상인들이나 당국의 책임자들, 동인도회

사 같은 거대 국영회사, 심지어 국왕을 기근의 인위적 발생에 책임

이 있는 당사자로 고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형태

의 음모론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제기되었던 사례는 프랑스혁명

기에 발견할 수 있지만 그 기원은 구체제 시기 전반기로까지 깊이

거슬러 올라간다. 카플란은 기근 음모론(famine plot)을 구체제 시기

민중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식이자 그들의 집단의

식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실체로 규정하였다.369) 그는 18세기 주요

식량폭동들을 둘러싼 음모론을 분석하면서 그것을 야기한 구조적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프랑스 경제의 높은 곡물

의존성이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곡물의 생산과 유통의 흐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뜻한다. 둘째 프랑스인들은 프

랑스의 농업 생산 능력을 실제 이상으로 높게 보는 경향이 있었는

데, 그러다보니 기근의 발생 자체가 외부 세력의 개입에 의해 인위

적으로 조장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셋째 당국의

369) Steven L. Kaplan, ‘The famine plot persuasion in eighteenth-century
France’,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vol. 72, no. 3
(1982),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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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도 음모론을 조장하였는데, 왜냐하면 당국의 입장에서는 기근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통제 너머에 있

음을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급적 사태를 인위적

원인에 돌리고자 했다. 넷째 민중들은 관료들이 상인들과 결탁하여

부정을 저질러 왔음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다. 다섯째 생계

가 최우선인 사회는 기본적으로 외부인에 대한 배타성이 매우 강했

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곡물은 우선적으로 지역 내에서 소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었고 이를 위배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행위들에 대

해서 강한 적대감이 표출되었다. 여섯째 교통과 통신의 수준이 미비

한 전근대적 소통 구조 때문에 정보의 유통이 불확실했고 각종 풍

문에 쉽게 노출되었다.370)

물론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음모론을 주장할만한 보다 구체적인

‘근거’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정부가 곡물을 고의적으로 강물에

버린다거나 은밀한 곳에 감추어 놓고 시장에 출하하지 않는다거나

감추어둔 곡물들을 마치 외국에서 수입한 것인 양 둔갑시켜 시장에

내놓는다는 등의 소문들을 사실로 믿었다.371) 문제는 이러한 소문이

오해가 섞이긴 했지만 실체가 있는 사실에서 기인했다는 점이다. 기

근시 정부의 곡물 공급 및 가격 정책에는 근본적인 딜레마가 있었

다. 정부는 기근시 비축한 식량을 시장에 공급해야 하는데 이때 너

무 낮은 가격이나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다른 민간 공급자들을 강

제적으로 시장에서 축출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정부 비축분이

바닥나는 순간 곡가는 더 높이 치솟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시중

가격보다 크게 낮지 않은 수준에서 식량을 공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민중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는 정부가 곡가를 인위적으

로 높게 책정하여 마치 굶주린 자신들을 상대로 수익을 올리는 것

370) Ibid., pp. 63-6; Steven L. Kaplan, ‘Religion, subsistence, and social control:
the uses of Saint Genevieve’, Eighteenth-Century Studies, vol. 13, no. 2
(Winter, 1979-1980), p. 150.

371) Kaplan, ‘The state and the problem of dearth in eighteen-century France’,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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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냐는 오해를 갖게 하는데 충분했다. 그러다보니 정부가 기근

의 발생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예측하여 곡물을 미리 저장해 두려는

조치조차 매점매석이라고 비난받았다. 정부가 실제로 곡물을 강에

버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건 대개 곡물이 너무 오래 저장되어 있

어서 식용으로 적당치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곡물의 질이 좀 떨

어지더라도 기근시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정부가 판

단하여 공급할 경우 민중들은 정부가 좋은 곡물은 수출하여 이익을

남기고 오래되고 질 나쁜 곡물만을 공급한다고 비난하였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였다.372)

1760년대 이후부터는 이러한 공통적인 요인들에 곡물교역자유화

로 인해 유발된 음모론의 새로운 정황들이 더해졌다. 이른바 ‘기근

협정(pacte de famine)’이라는 말이 1760년대 중반 널리 유행했다.

국왕이 투기꾼들과 짜고 곡물 가격을 올려 백성들을 굶주리게 한다

는 것이다.373) 특히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었던 루이 15세 개인

에 대한 평판과 결합하여 본격적으로 정부와 국왕이 음모론의 대상

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민중들이 보기에 곡물의 공급을 상인들의

손에 내맡겨버리는 것은 국왕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간주되어 왔던

백성들의 생계 보장을 저버리는 것으로 인식되었다.374) 그러나 민중

들의 인식과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 1760년대부터 시

작된 곡물교역자유화 정책이 실제 곡물 공급 및 곡가 정책에 단절

을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375) 프랑스 정부는 구체제 시

372) Kaplan, ‘The famine plot persuasion in eighteenth-century France’, pp.
26-32.

373) Colin Jones, The Great Nation, p. 264.
374) 루이 15세를 비난하는 한 익명의 비방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앙리
4세 시절에는 전쟁 때문에 기근이 발생했지만 우리에게는 왕이 있었다. 루이 14
세 때에도 마찬가지로 전쟁 때문이든, 불순한 날씨 때문이든 여러 번의 기근이
발생하였지만 역시 우리에게는 왕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기근이 발생한 것은
전쟁 때문도 실제로 곡물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왕 자신이 바로 곡물 상인이기 때문이다.” Ibid., p. 53.

375) Bouton, ‘Les mouvements de subsistance et le problème de l’économie
morale sous l’ancien régime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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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내내 점진적으로 중앙집권화의 강화와 대도시들의 발전에 맞추

어 곡물 공급 체계도 점점 더 시장에 의존하는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기근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시기

에 국한되는 편이었다.376) 곡물교역자유화 법령이 등장하기 오래 전

부터 일상적인 시기에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로 받아들여졌다.377)

곡물교역자유화 법령이 곡물 공급 체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단절

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왜 굳이 이렇게 논란이 많은 법령을 시행하

려고 하였을까? 이 점에 있어서는 개혁의 주체들 사이에서도 차이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대의를 가장 잘 대

변했던 튀르고의 의도로 한정하여 추론해 보자. 튀르고는 곡물교역

이 완전히 자유로워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

다. 첫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곡물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통제할

권리를 보편적으로 인정해주면 원칙적으로 지역들 사이의 곡물 교

역이 완전히 차단될 수 있었다. 둘째, 식량위기 때마다 곡물상인들

을 희생양으로 삼게 되면 전국 단위 혹은 그 이상의 규모로 곡물

교역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상업적 역량의 축적이 불가능해진다.

셋째, 곡물교역자유화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이 오히려 기근의 발생 빈도가 더 줄어든다. 넷째, 곡물교역통제로

인한 최종적 결과는 지주와 경작자들이 아예 곡물경작을 포기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378) 튀르고는 곡물교역자유화 법령이 시행된

다 하더라도 빈곤층의 생계 여건이 갑자기 호전될 수 있다고 보지

376) Kaplan, ‘The state and the problem of dearth in eighteen-century France’,
p. 114.

377) Louise A. Tilly, ‘The food riot as a form of political conflict in France’,
The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 istory, vol. 2, no. 1 (Summer, 1971), p. 31.
카플란은 1725년 파리 식량폭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정부가 이 때 결정적으
로 식량 공급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고 밝히고 있다. Steven L. Kaplan, ‘The Paris bread riot of
1725’, French H istorical Studies, vol. 14, no. 1 (Spring, 1985), p. 55.

378) Turgot, 'Lettre aux officiers de polices des villes de la généralité de
Limoges'(1765), Oeuvres de Turgot, I, p.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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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그런 이유로 튀르고 자신도 기근시 정부의 대책과 빈민에

대한 공공부조 대책을 만드는 데 소홀히 하지 않았다.379) 그러나 언

제까지고 이렇게 자율과 규제가 뒤섞인 상태로 관행과 임시변통에

의존하는 곡물공급체제가 지속된다면, 영국과 같이 보다 높은 수준

의 자유화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에는 프랑스

의 상업적 역량이 약화되고 농업이 침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고 보았다. 다시 말해 곡물교역자유화 법령의 목적은 곡물교역에 있

어서 시장의 자율적 질서가 ‘원칙’임을 법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는 사람들의 관념 속에 확립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장의 자율적 질서가 ‘원칙’이고 정부의 개입은 ‘예외’라는

관념을 뿌리내리고자 했던 튀르고의 의도는 단기적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에 부

딪혔다. 시장주의라는 새로운 관념이 ‘주입’되기는 어려웠지만 그것

이 기존의 것을 해체시키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국왕은 백성들의 생

계를 보장해주고 백성들은 국왕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관습법’에 금

이 가기 시작했다. 민중들에게 식량을 보장해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시장이라는 확신이 형성되기 전에 더 이

상 국왕에게 그러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불신이 먼저 확산되

었다. 그 결과 왕권의 탈신성화라고 할 만한 현상들이 발생했다. 무

엇보다도 국왕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민중들의 이해에서 중

요한 상징적 전환이 일어났다. 그것은 왕권의 탈신성화를 야기했으

며 향후 프랑스혁명기 민중들의 급진적 행위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왕권의 탈신성화는 튀르고의 군대를 동원한

강경 진압책과 맞물려 당국에 대한 민중들의 소외감을 더욱 부추겼

을 것이다. 밀가루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정부는 총 25,000명의 군을

동원하였으며 체포된 자들을 단일한 재판부에서 일괄 처리하였을

379) 튀르고의 빈민구제 대책에 관해서는 Turgot, 'Instruction sur la formation
des bureaux de charité'(1770), Oeuvres de Turgot, II, pp. 5-13; 'Lettre
circulaire aux curés de la province'(1770), Oeuvres de Turgot, II, pp. 21-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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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전례 없이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였다.380) 한편 마찬가

지로 민중들도 공정가격제라는 관행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체제

와 기득권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밀가루전쟁은 프랑스혁명의 예행연습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 점은 식량폭동의 농민봉기로의 급진적 진화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프랑스혁명기에 등장하게 될 핵심적인 정치

경제적 쟁점 또한 밀가루전쟁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

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그 전에 먼저 구체제

시기 식량폭동의 성격 규정 및 그것과 관련된 경제사적 쟁점에 대

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자.

2) 식량폭동의 역사적 해석

식량폭동을 기근에 대한 민중들의 본능적이고 약탈적인 반작용으

로 보았던 전통적인 해석을 비판하고 처음으로 중요한 역사적 의미

를 부여한 학자는 톰슨(E. P. Thompson)이었다. 톰슨은 「18세기

영국 군중의 도덕경제」라는 논문에서 식량폭동을 다음과 같은 의

미로 정식화하였다. 첫째, 군중들은 식량폭동이라는 행위를 전통적

권리와 관습에 따르는 것이라고 정당화하였다. 즉, 그들은 배고픔에

못 이겨 즉자적으로 식량을 약탈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 하에

서 그리고 일정한 절차에 따르는 한 그러한 행위가 합리화될 수 있

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둘째, 군중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광범위한

합의에 기초한 것이며 정부 당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 승인된 행

위라고 간주했다. 셋째, 식량폭동은 고도로 양식화된 군중들의 직접

행동으로 잘 조율되고 명확한 목적을 지닌 행동이었다. 다시 말해

군중들은 경제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과 규범에

근거한 독자적인 정치경제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톰슨은 이

를 ‘도덕경제’라고 명명하였다.381)

380) Bouton, ‘Les mouvements de subsistance et le problème de l’économie
morale sous l’ancien régime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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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슨은 민중의 도덕경제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분석하였

다. 첫째는 시장에 대한 통제다. 이것은 시장의 작동 기제 자체에

대한 통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일정한 제한을 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가령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소규모 구매자들에게 구매의 우선권을

보장한다거나 담합이나 물밑 거래를 막기 위해 반드시 정해진 시간

에 정해진 장소에서 시장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제한들

을 말한다. 두 번째는 소비자 보호의 원칙이다. 가령 식량을 다루는

제분업자나 제빵업자는 이윤이 아니라 적정 보상만을 받고 공동체

에 봉사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빵의 무게나 가격은 제빵업자들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의 시세에 맞게 정해

져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도덕경제의 원칙들은 당

국에 의해 암묵적으로 혹은 긴급한 상황 하에서는 강제적으로 보장

된다.382)

톰슨의 도덕경제론은 공정가격제라는 식량폭동의 전형적인 행동

양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공정가격제란

민중들의 식량폭동이 명확한 요구, 정해진 패턴 및 조건 내에서 절

제 있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이다.

부통(Cynthia A. Bouton)은 공정가격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묘사

했다. 먼저 소요가 일어난 지역에서 민중들이 요구한 가격은 각각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시중 가격과 크게 괴리를 보이지 않았다. 민중

들은 폭동이 일어나는 동안 인질로 잡은 희생자들을 다루는 일종의

행동 규범 같은 것을 공유했으며, 농민들에게 강제로 곡물을 매입하

는 경우에도 반드시 최소한의 곡물을 남겨 두어 해당 농민의 생존

권을 보장했다. 사실 식량폭동은 서로 잘 알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은 폭동 이후

381) E. P. Thompson, ‘The moral economy of the english crowd in the
eighteenth century’, Past & Present, no. 50 (Feb., 1971), pp. 78-9.

382) Ibid., pp.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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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활을 염려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폭동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

들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도 일정한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행동

을 조절했다.383) 그러나 공정가격제가 부통이 설명하는 대로 그렇게

전형적인 방식으로만 ‘시행’되지는 않았다. 루데의 분석에 따르면 식

량폭동 가담자들이 공정가격제로 제시한 식량 가격은 시중 가격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거나 1/3에 불과한 경우도 많았다.384) 또 어

떤 경우에는 ‘폭도들’이 빵은 물론이고 다른 재산들을 약탈하기도

했다. 그럴 때에는 일부러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한 다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구실로 약탈을 합리화하곤 했다.385) 그

리고 1775년의 식량폭동 때부터는 사실상의 계급 투쟁적 성격의 농

민운동으로 진화하였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도덕경제론을 떠받

치는 공정가격제라는 폭동 방식이 그다지 전형적이지만은 않았다는

것이다.

톰슨은 민중들의 도덕경제가 영국에서는 기근을 해결하는 단기적

전략으로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지주들

이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시장 체제와 민중들의 도덕경제 사이에

일정한 타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기여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로 인해 빈민 구제를 위한 일종의 사회적 타협을 강구하

는 전통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386) 톰슨의 도덕경제론에 따르면 18

세기 사회경제사는 ‘혁신적인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세력’ 대 ‘민중

들의 도덕경제적 관행’의 대립으로 귀결된다. 보슈테드(John

Boshetedt)는 이러한 톰슨의 주장이 허구적인 인식에 기초한 것이지

실상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한다. 먼저, 민중

383) Cynthia A. Bouton, ‘L’économie morale et guerre des farines de 1775’, E. P.
Thompson et als., La guerre du blé au XVIIIe siècle (Montreuil, 1988), pp.
97-9.

384) Rudé, ‘La taxation populaire de mai 1775 en Picardie, en Normandie et
dans le Beauvaisis’, p. 313.

385) Kaplan, ‘The Paris bread riot of 1725’, p. 35.
386) Thompson, ‘The moral economy of the english crowd in the eighteenth
century’,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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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도덕경제라는 관념을 가졌다는 주장을 민중들 스스로에게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덕경제는 어디까지나 관찰자들에 의한

관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민중들의 분노가 자본주의적

시장 관행 그 자체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교역 활동의 부도

덕성 때문인지도 불분명할 때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

민중들도 이미 자율적인 시장 체제의 작동 방식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반드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뜻이다.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를 옹호하는 담론들의 등장과는 별개로

프랑스의 곡물공급체제는 끊임없이 시장에 좀 더 많이 의존하는 방

향으로 발전해오고 있었다. 따라서 톰슨의 도덕경제를 자본주의적

시장 체제 그 자체에 대립하는 민중들의 대안적인 경제 모델이라는

식으로 규정하고 이 모델의 원리를 전통적 가부장제의 재구성으로

보는 것은 사태를 너무 단순하게 파악하는 것이다.387) ‘도덕경제’ 대

‘자본주의’의 대립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국적 단위의 실용주의’

대 ‘지역적 단위의 실용주의’의 대립으로 보는 것이 진실에 더 가까

울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민중들의 대안 경제는 자본주의적 시장

체제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지역 내 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중앙이 아니라 지역에서 가져야 한다는 원리에 따른다는 것이다. 마

지막으로 식량폭동 과정에서 보여준 민중들의 절제된 행동들은 반

드시 그들이 자신들의 대안적인 윤리성과 합법성의 논리체계를 가

지고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사후의 법적·형사적 소추를

모면하기 위한 일종의 면피성 행동이었다고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

다.388)

한편 루트(Hilton L. Root)는 또 다른 관점에서 톰슨의 도덕경제

론을 비판한다. 루트는 이른바 도덕경제는 도시의 소비 대중의 이익

387) 도덕경제의 가부장제 모델 변용의 실효성에 관한 부분은 Olwen Hufton,
‘Social conflict and the grain supply in eighteenth-century France’, p. 318을
참조.

388) John Boshtedt, ‘The moral economy and the discipline of historical context’,
Journal of Social H istory (Winter, 1992), pp. 2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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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그 부담을 인구 전체, 특

히 농촌의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도덕

경제적론은 사실상 민중들이 스스로의 행위를 어떤 식으로 정당화

하였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을 제외하면, 식량폭동이라는 사건들에 대

해 다른 어떤 근본적인 설명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

면 그 관점은 식량폭동의 거시 경제적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

기 때문이다.389) 도덕경제론에 대한 기존의 비판들은 주로 민중들의

반시장적 관행들 속에서 의미 있는 준거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

러한 준거들을 하나의 대안으로 정식화할 수 있는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다보니 시야가 도시 내부 혹은 식량폭동의 특정한 사

례들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반해 루트의 테제는 도덕경제를 국가 전체의 거시경제의 차

원에서 분석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준다. 그는 왜

영국에서는 식량폭동이 거의 성공하지 못한 반면, 프랑스에서는 성

공적인 관행으로 정착했는지 묻는다. 영국에서는 1670년대에 정부의

정책이 저곡가 정책에서 곡물수출을 장려해 곡물 생산자들을 돕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그때까지는 곡물가격을 낮게 유지해서 도시

주민의 생계비를 낮춰주고 그로 인해 임금을 낮게 유지하는 정책으

로 제조업을 지원했다면, 1670년대부터 곡물법이 폐지되는 1846년까

지 영국에서는 지속적으로 농업 생산자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

였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콜베르의 중상주의 이래로 제조업/수출 중

심의 전략을 유지해왔고 18세기 중반에 중농주의자들이 등장한 이

후에도 실제 정책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영국에서는 곡물이 주력

수출 종목으로 부상한 반면, 프랑스에서는 어디까지나 식량안보의

수단으로만 우선시되고 있었다. 이러한 양국의 곡물정책에서의 차이

는 국가권력의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엘리트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389) Hilton L. Root, ‘Political frumentaires et violence collective en Europe au
XVIIIe siècle’, Annales économise, société, civilisations, vol. 45, no. 1 (1990),
pp. 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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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되는 차이와 결합하여 농업의 이해관계에 대한 대응에서 현저

한 차이를 낳았다. 프랑스에서는 국왕과 파리를 중심으로 엘리트 집

단과 권력이 집중되면서 농업의 이해관계는 자연히 홀대받았고, 반

면 권력의 물리적 지근거리에서 발생하는 도시 민중들의 움직임에

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루트는 도시

민중들의 생존권을 대변하는 도덕경제란 실상 농촌을 희생해서 도

시 주민들의 불만을 달램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도모한 불공평하고

비생산적인 관행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390)

3) 튀르고의 자유주의

톰슨의 도덕경제론이 함의하는 ‘도덕경제’ 대 ‘자본주의’, ‘민중정치

경제’ 대 ‘자유주의 정치경제’391) 혹은 ‘생존권’ 대 ‘소유권’이라는 구

도는 18세기 프랑스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도식에 따른다면 구르네, 포르보네, 마블리, 갈리아니, 네케르

등은 어느 진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가? 또 중농주의자들은 어떻게

분류해야 하며, 더 나아가 프랑스혁명기에 등장하는 자코뱅파와 지

롱드파, 로베스피에르와 에베르, 그리고 파리의 상퀼로트들은 어떤

경제적 지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까? 이들이 지향했던 정치경

제학적 구상은 시장의 자율성이나 배타적 소유권, 그리고 국가에 의

한 직접적 빈민구제 등에 대한 찬반으로 단순화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관점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당시의 상황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단순하게 재단하지 않았냐는 의구심마저 든다.

완전히 새로운 대안적 관점의 재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18

세기 프랑스 자유주의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

서는 중농주의의 핵심을 ‘경제주의’로 파악하며 바로 이 ‘경제주의’라

390) Ibid., pp. 172-5.
391) ‘민중정치경제(l’économie politique populaire)’라는 용어는 로베스피에르가 자
신의 경제학적 입장을 표현하기 위한 사용하였다. Florence Gauthier, ‘De
Mably à Robespierre: de la critique de l’économique à la critique du politique
1775-1793’, Thompson et als., La guerre du blé au XVIIIe siècle,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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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념을 통해 18세기 프랑스 자유주의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밀가루전쟁과 그와 관련된

일련의 논쟁들 속에서 중농주의가 어떻게 ‘경제’라는 관념을 사람들

의 머릿속에 각인시켰는지 설명할 것이다.

밀가루전쟁은 도시 하층민들의 식량폭동 말고도 또 다른 차원에

서도 ‘전쟁’을 불러일으켰다. 공론장의 영역에서도 사건의 원인과 해

결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마블리-튀르고 논쟁은

향후 프랑스혁명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경제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입장들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

요했다. 마블리는 중농주의에 반대하는 논거를 크게 6가지로 나누어

제기했는데, 그 주장들 하나하나가 지금 당장의 경제적 논쟁거리로

도 손색이 없을 만큼 경제학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쟁점들을 다루

고 있다. 마블리는 첫째, 중농주의자들이 농산물 가격을 높여 생산

자들의 이윤을 보장해주면 그것이 사회의 다른 분야로 고루 퍼질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주장은 허구라고 단언하였다. 중농주의

자들의 주장은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일종의 ‘낙수효과’인데

마블리는 그것이 계급적 갈등의 현실을 은폐한 기만이라고 주장하

였다. 둘째, 마블리는 중농주의자들이 곡물의 수요와 공급 시장이

마치 사치품 시장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할 것처럼 가정하는데, 이는

곡물이 수요와 공급 모두 탄력성이 극도로 떨어지는 상품이라는 점

을 망각한 중대한 오류라고 지적하였다. 셋째, 인본주의적인 개혁가

로 명성이 높은 튀르고조차 식량폭동을 오히려 더 강력하게 진압한

것을 보고 마블리는 자유주의 경제정책은 필연적으로 계엄령과 같

은 억압적 조치를 동반하기 마련이라고 비판하였다. 넷째, 마블리는

중농주의가 자유 시장 체제가 자유로운 경쟁 체제의 전제조건인 것

처럼 주장하지만 실상은 경쟁의 후퇴와 독점의 강화로 귀결될 수밖

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섯째, 이처럼 자유가 독점을 낳는 모순의

근원에는 무제한적 소유권이 존재하며 그것이 극단적으로 확장될

경우 생존권적 권리마저도 위협함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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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제권력은 그 전제주의적 속성상 반드시 정치권력에 의해 제한

되어야 하는데 중농주의자들은 이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하

였다.392) 이 마지막 주장은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특히 의미심

장하게 생각해볼 대목이다.

마블리의 반중농주의론은 중농주의 일반과 밀가루전쟁의 맥락을

적절히 조합하여 구성된 체계적이고 훌륭한 논변이었다. 그러나 그

것이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을 정확히 겨냥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마

블리를 비롯하여 반중농주의자들이 중농주의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

한 주장은 중농주의는 모든 것을 시장에 내맡겨버리면 다 잘 풀릴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는 뒷짐 지고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

면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해 해결하면 된다는 식이라는 것이다. 그러

나 이는 중농주의를 지나치게 일반화하여 공격하는 주장이다. 클레

망(Alain Clément)은 튀르고의 정책적 노선을 개입주의적 색채를 띤

자유주의로 규정하면서 그를 교조적인 자유방임주의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393) 그가 시장의 자율적인 작동을 통해 곡물을

공급해야 하고 국가는 이를 왜곡할 수 있는 어떠한 개입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은 시장 만능주의적 발상 때문이 아니라 그것

이 실제로 식량을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

법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튀르고는 프랑스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

든 기근들이 생산량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천재지변이나 일부 상인

들의 욕심으로 인한 인재가 아니라, 곡물 교역망이 제대로 자리 잡

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때까지 정부나 백성들이 기다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체제불비의 문제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가 시장의

자율을 주장한 것은 불비된 체제를 제대로 정비하자는 것이지 그것

에만 모든 것을 맡기자는 것은 아니었다.

튀르고의 전체 그림 안에는 시장의 틀로 포괄하지 못하는 빈곤

392) Gauthier, ‘De Mably à Robespierre: de la critique de l’économique à la
critique du politique 1775-1793’, pp. 115-20.

393) Alain Clément, ‘La politique social de Turgot: entre libéralisme et
interventionnisme’, L’Actualité économique, vol. 81, no. 4 (2005), p.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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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도 포함하고 있었다. 사실 그의 사회

정책은 현대적 사회 정책의 효시라고 할 만한 요소들을 포함할 정

도로 당시로서는 진일보한 것이었다. 튀르고는 빈민을 병에 걸려 노

동을 할 수 없는 피(被)사고 빈민(pauvreté accidentelle), 여성, 어린

이, 노인들과 같은 노동 불능 빈민(pauvreté d’incapicité), 실업 혹은

저임금으로 생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제활동 빈민(pauvreté

économique), 자선에 의존하기 위해 일부러 노동을 포기한 자발적

빈민(pauvreté calculée), 그리고 무계획적이고 부주의한 소비 활동

으로 빈곤에 빠진 태만 빈민(pauvreté par oisiveté / pauvreté par

imprudence) 등으로 구분하였다.394) 튀르고는 빈민들 가운데 노동을

통한 자력구제가 불가능한 범주의 경우 자선사무소(bureaux de

charité)를 세워 국가가 직접 구제에 나서야 하나, 노동이 가능하지

만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자선작업장(ateliers de

charité)을 세워 일자리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생각

하였다.395) 그러나 모든 빈곤층들 가운데 그가 가장 중요한 범주로

본 ‘경제활동 빈민’의 경우 결국 임금을 높여 구매력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정부가 특단의 대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경제적 여건 자체의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튀르고가 기근의 문제를 곡물

의 풍흉작의 문제나 상인들의 투기나 당국의 정책 문제로 보는 패

러다임에서 벗어나 구매자(노동자)의 구매력 문제로 보는 새로운 패

러다임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즉, 튀르고는 생계의 문제를 자연적

조건이나 윤리적·정치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경제적 차원의 문제로

재설정하였다. 그는 생계의 문제를 시장에 내맡기자고 한 것이 아니

라 시장을 통해 생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394) Ibid., p. 730.
395) Turgot, 'Instruction sur la formation des bureaux de charité'(1770),
Oeuvres de Turgot, II,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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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통해 생계를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을 우회하는

방식으로는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튀르고를 피

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자유방임주의자로 보는 시각은 그의 사상

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한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개혁적이고 박애주의적이었다. 다만 그것이 시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은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396)

그렇다면 튀르고의 자유주의 노선은 당대의 맥락에서 어떻게 분

류해야 할까? 다수의 학자들이 중농주의가 표방한 자유주의를 극단

적 자유방임주의 혹은 프랑스적 자유주의와는 흐름을 완전히 달리

하는 노선으로 보았다. 시통(Yves Citton)은 18세기 이후 경제사의

양대 흐름을 중농주의, 튀르고, 스미스, 리카도, 신고전파 및 시카고

학파로 이어지는 흐름 대 루소, 그라슬랭, 랭귀에, 로베스피에르, 시

스몽디(Jean Charles Léonard Sismonde de Sismondi), 굿윈

(Richard Goodwin),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최근의 비주류 경제학으

로 연결되는 흐름으로 대별하였다. 즉, 중농주의를 하이예크

(Friedrich Hayek)나 프리드만(Milton Friedman) 같은 극단적 자유

주의자들의 선구자 격으로 간주하였다.397) 밀러(Judith A. Miller)는

프랑스에서 경제적 자유주의를 구르네를 중심으로 그의 제자들인

포르보네, 튀르고, 모렐리 등을 한편으로 그리고 중농주의자들을 다

른 한편으로 구분하였다. 양자는 중상주의 및 봉건적 관행의 혁파라

는 공동의 기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구르네 그룹은 보다 인본주의적

인 자유주의를 대변하고 중농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교조적 흐

름을 대변한다고 보았다.398) 미나르(Philippe Minard), 제르베(Pierre

Gervais), 르고프(Judith Le Goff) 등도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구르

네 그룹의 ‘제한적 자유주의’와 중농주의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396) Clément, ‘La politique social de Turgot: entre libéralisme et
interventionnisme’, p. 733.

397) Citton, Portrait de l’économiste en physiocrate, p. 83.
398) 밀러는 이러한 대립적 양 흐름이 프랑스혁명기의 지롱드파와 산악파의 대립으
로까지 그대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Miller, ‘Economic ideologies, 1750-1800’, pp.
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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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으로 분석하였다.399) 파카렐로(Gilbert Faccarello)는 18세기 후

반 프랑스 정치경제 이데올로기의 노선을 중농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세력 대 국가 통제와 전통적인 관행을 지지하는 보

수주의 세력의 대립으로 크게 구분하면서 그 중간에 제3의 그룹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네케르나 갈리아니와 같은 인사들이 대표적 인

물들인데 그들은 근본적으로는 개혁 세력에 속하지만 중농주의가

추구하는 교조적 자유방임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이라는 것이다.400)

이렇게 중농주의를 교조적 자유방임주의로 보고 개혁적이지만 반

중농주의 입장을 취하는 그룹의 자유주의에는 ‘제한적’, ‘평등주의적’,

‘인본주의적’ 등의 수식어를 붙여 규정하는 입장이 지배적임을 부인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는 결코 튀르고의 사회 정책

에 대한 구상을 설명할 수 없다. 튀르고뿐만 아니라 케네, 미라보,

뒤퐁 등의 구상에도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교조적 형태의 자유방임주의는 존재하지 않았다.401)

이러한 난점에 대해 로스차일드(Emma Rothschild)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스미스, 튀르고, 콩도르세로 이어지는

계몽주의 후기의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의 사회적 안전에 대한 관점

은 맬서스 이후의 교조적 자유방임주의자들의 관점과는 명확히 다

르다고 평가한다. 19세기 이후의 자유방임주의자들은 사회적 안전과

평등에 대한 관심이 일종의 사치이며 이미 부유해진 나라에서나 가

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스미스와 중농주의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 그들을 사회로 통합시키는 것은 경제 발전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기도 하다는 입장이었다.402)

399) Philippe Minard, Pierre Gervais, Judith Le Goff, ‘Colbertisme continued?
The inspectorate of manufactures and strategies of exchange in
eighteenth-century France’, French H istorical Studies, vol. 23, no. 3
(Summer, 2000), p. 494.

400) Faccarello ed., Studies in the H istory of French Political Economy, p. 123.
401) 중농주의는 한 가지 형태의 능동적 국가 역할에서 다른 능동적인 국가 역할로
전환하자는 것이지, 국가의 역할 자체를 배제하자고 주장하지 않았다. Warren
J. Samuels, ‘The physiocratic theory of economic polic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76, no. 1 (Feb., 1962), 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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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는 봉건적이고 억압적인 권력으로부터 법적으로 해방된 개

인들에 의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서만 국부가 증가할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국부란 금고에 쌓이는 귀금속이 아니라, 노

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결합으로 생산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

하는 임금과 이윤으로 새로운 생산에 투자하고 생산된 재화를 자유

롭게 소비하면서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자유로운 시장 체제 그 자

체를 말한다. 그러나 스미스는 이러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국가에

의해 개인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될 때에만 가능하다고 단언하였

다.403) 튀르고는 앞서 서술한 대로 기근의 문제를 자연적 조건이나

윤리적·정치적 차원의 문제에서 경제적 차원의 문제로 재설정하였

다. 즉, 기근은 일단 곡물시장을 정상화하고 아울러 노동자들에게

생계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주는 노동시장을 구축해나감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빈민들이나 정상적인 시장 체제가 달성된

다음에도 불가피하게 시장에서 소외되는 빈민들에 대해서는 공공의

부조로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404) 콩도르세는 국민 각자

의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의 ‘복리’를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

무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가는 각 개인에게 최

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줄 의무를 지고 있으며 특히 완전한 자유 무

역의 단계로 진입하는 이행기에는 기근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이 더 큰 해악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

다고 주장하였다.405) 즉, 스미스, 튀르고, 콩도르세 모두 19세기에 등

장하는 교조적 자유방임주의자들과는 확연히 결을 달리 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 시장 체제의 목표와 한계를 공익적 관점에서 제한하고

402) Emma Rothschild, ‘Social security and laissez faire in eighteenth-century
political econom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21, no. 4 (Dec.,
1995), p. 712.

403) Ibid., p. 714.
404) Emma Rothschild, ‘Commerce and the state: Turgot, Condorcet and Smith’,

The Economic Journal, vol. 102, no. 414 (Sep., 1992), p. 1200.
405) Ibid., p.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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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였다.

그렇다면 마블리나 네케르, 갈리아니와 같은 반중농주의자들과도

다르고 19세기식의 교조적 자유주의와도 다른, 스미스와 중농주의자

들이 표방한 자유주의는 무엇인가? 여기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자

유주의 즉, 반중농주의자들의 자유주의, 중농주의자들의 자유주의,

그리고 교조적 자유주의는 각각 어떻게 다른가? 외견상 반중농주의

자들은 중농주의를 교조적이고 극단적인 자유주의라고 공격하였는

데 이러한 공격은 과연 정확한 것이었는가? 밀가루전쟁을 계기로

반중농주의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중농주의에 대한 계몽

사상가들의 초창기 비판 지점은 주로 중농주의의 정치적 보수성에

관한 것이었다. 중농주의가 경제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절대왕정을 옹호한다는 것이었다. 즉 초창기 반중농주의의 핵심 논

거는 중농주의가 정치적으로 충분히 ‘자유주의적’이지 못하다는 것

이었다. 그러나 밀가루전쟁에서 시작된 본격적인 반중농주의 논쟁에

서는 중농주의가 지나치게 자유주의적이어서 빈민들의 생존권에 무

관심하고 공동체의 조화를 위협한다는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 즉,

중농주의가 경제적으로 너무 ‘자유주의적’이라는 것이다. 반중농주의

자들에 의해 중농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자유주의적’이지 못

하며 경제적으로는 너무 ‘자유주의적’이라는 공격을 받았던 셈이다.

그렇다면, 반중농주의자들과 중농주의자들 사이의 대립은 중농주의

를 교조적 자유방임주의의 선구자로 간주하는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프랑스적’·‘제한적’·‘평등주의적’ 자유주의 대 ‘교조적’ 자유주

의의 대립이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 대 ‘경

제 영역에서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입장’의 대립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지 않을까?

정치에서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과 경제 활동의 자유를 중시하

는 입장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양자가 일정한

단계를 넘어서면 상호 배타적인 요소들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한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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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의 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배타적 소유권에

근거한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의

자유를 고도로 보장해줄 경우 빈부의 격차나 경제적 예속의 문제가

발생하여 경제적 약자의 정치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

선거제도가 초창기에 재산제한 조건을 달고 있었던 것도 경제적으

로 독립적이지 못한 자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반중농주의자들이 중농주의자

들을 공격하는 본질적인 지점은, 중농주의가 경제활동의 자유를 극

단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정치적 자유의 확장을 가로막는다는 것이었

다. 그런데 반중농주의자들의 이러한 주장에는 경제활동은 결코 그

자체만의 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위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전제

가 깔려 있다. 그들로서는 항상 정치적·관습적·윤리적 고려를 통해

조절해 왔던 생계 보장의 문제를,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

처럼 보이는 시장 논리만으로 해결하려 들면서 사태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든 중농주의자들의 태도가 납득되지 않았던 것이다.

경제에 대한 반중농주의자들의 이러한 관점은 그들이 아직까지

전통적인 정치경제학적 관념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퍼스에

따르면 18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전통적인 정치경제학에서 새로운

정치경제학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경제에 대한 관점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전통적인 정치경제학은 크게 중상주의와

치안(police)으로 구분되는데, 중상주의는 국부를 늘리는 방책에 관

한 것이고 치안은 빈민과 노동자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주

기 위한 행정적·재정적·군사적 조치들을 모두 포괄한 분야다.406) 즉,

전통적인 정치경제학은 정치와 경제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

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퍼스는 18세기 중반까지도 독립된 영역으로

서의 ‘경제’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407) 닐(Thomas

406) Ann Firth, ‘Moral supervision and autonomous social order: wages and
consumption in 18th century economic thought’, H istory of The Human
Sciences, vol. 15, no. 1 (2002), pp. 43.

407) Ibid.,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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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Neill)도 중농주의 이전의 경제 사상들은 윤리학과 정치학의 일부

로 간주되었고 체계적인 종합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언급하였다.408)

따라서 반중농주의자들이 중농주의를 공격하는 논리는 정치가 경

제보다 더 우월하다든가 혹은 특정 영역에서 자유의 확장은 어느

한도까지 가능하다든가 하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진짜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경제를 다른 영역들로부터 분리하여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 상정하는 것 자체였다. 경제를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 인정한다는 것은 거기에 독자적인 체계와 자율성이 존재한

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를 경제 논리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당

연한’ 주장에 반박의 여지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스미스와 케네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정치경제학은 부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유통에

서 생산/생산력의 문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노동자를 생산의 요

소이자 비용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소비와 생산의 주체이자 두 분야

의 연결고리로 인식하는 등 이 분야에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

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의 기저에는 경제를 독자적 논리 구조를

갖는 독립된 순환 체계로 보는 시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409)

밀가루전쟁은 프랑스혁명 이전에 발생한 마지막 주요한 식량폭동

이며 여러 면에서 프랑스혁명 기간 동안 발생할 사태의 추이를 예

견케 하는 맹아들을 품고 있었다. 프랑스 사회는 점점 더 시장에 의

존하는 식량공급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

람들이 생계의 확보는 국왕의 져야할 신성한 의무이며 각 지역에서

생산된 곡물들은 그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소비되는 것이 당연하다

408) Neill, ‘The Physiocrats’ Concept of Economics’, p. 532.
409) Firth, ‘Moral supervision and autonomous social order’, p. 52.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떠오른다. 그렇다면 반중농주의자들은 왜 중농주의를 공격하
는 직접적인 논거로 경제를 정치와 윤리로부터 부당하게 독립시키려 한다는 점
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
이 당연했을 텐데 말이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물론 반중농주의자
들의 논거에서 그러한 지적이 얼핏얼핏 들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더 중
요한 이유는 아마 자신들도 자신들이 실제로 공격하는 핵심이 경제외적 영역들
로부터 경제 영역의 독립이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높
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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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믿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때마침 실시된 곡물교역자유화 법

령과 중농주의자 튀르고의 등장은 식량공급에 관한 민중들의 전통

적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인식되었고 격렬한 물리적 저항

과 치열한 이론적 공방을 불러일으켰다. 반중농주의자들은 중농주의

를 경제활동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면서 민중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극단적 자유주의라고 고발하였다. 그러나

실상 그렇게 극단적 자유주의자로 고발된 튀르고는 나름의 관점에

서 곡물시장을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빈민들을 구제할 방안을 마련

하고 있었다. 외견상 ‘생존권-소유권’ 논쟁으로 혹은 경제적 자유의

영역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으로 비춰진 반중농

주의 논쟁은 중농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낳았다. 많은 연구자들

이 중농주의를 19세기 이후 등장하는 교조적 자유주의나 20세기의

신자유주의의 선구자격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중농주의자들과 반

중농주의자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의 본질은 과연 경제를 하나의 독

립된 영역으로 볼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뒤집어 보면, 이것은

곧 중농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프랑스 사회에서 경제가 ‘탄생’하였음

을 말해주는 것이다.

2. 반중농주의론

폭스-지노베즈는 중농주의가 쇠퇴하게 된 역사적 배경으로 스미

스의 경제학이 성공을 거두면서 고전주의 경제학의 주도권이 영국

으로 넘어간 점, 튀르고의 개혁이 실패한 점, 그리고 영국, 프로이센

등지에서 산업 자본주의가 부상한 점 등을 들었다.410) 그러나 이 정

도의 설명은 중농주의가 쇠퇴하는 동안 어떤 거시적 변화가 있었는

가를 상기시키는 것 말고는 아무런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한다. 보다

직접적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중농주의를 둘러싸고 구체적으로

410) Fox-Genovese, The origins of Physiocracy,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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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논쟁이 오고갔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장에

서는 중농주의에 반론을 제기한 주요 인물들의 반중농주의론을 살

펴볼 텐데, 이에 앞서, 보다 개괄적인 관점에서 당대에 유행했던 반

중농주의적 담론들의 유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중농주의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소멸해 버린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어색한 구

석이 있다. 하나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가 유행에서 밀려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연하게도 실효성을 상실할 때이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사람들에게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안목을 제공해주지 못

하거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으로써 기능하지 못할 때, 사상이든 이데

올로기든 그 수명이 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농주의는 그 실효성과

는 무관하게, 어떻게 보면 중농주의가 제시한 청사진이 본격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할 때, 정작 중농주의 자체는 사라져버렸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점은 분명히 납득하기 어렵고 어떤 식으로든 해명이 필요

하다.

1) 반중농주의 담론의 여러 유형들

오랭(Arnaud Orain)은 중농주의자들이 순식간에 엄청난 반대에

직면하게 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 첫째, 중농주의는 계몽

사상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임했지만 종파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것과 자연스럽게 융합하지 못했다. 둘째, 곡물교역

자유화 정책을 강행하면서 현실과 경험을 도외시하고 추상적인 도

그마에만 집착하는 집단으로 인식되었다. 셋째, 중농주의자들이 발

견했다고 주장하는 ‘진리’가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이해하기도 어려

웠고 통상적인 형식과 너무 괴리되어 보였다.411) 오랭은 같은 학술

지에 게재한 또 다른 논문에서 중농주의를 조롱하고 폄하하는 행태

들을 세 가지 부류로 유형화하였다. 첫 번째 유형의 폄하는 중농주

411) Arnaud Orain, 'On the difficulty of constituting an economic avant-garde
in the french enlightenment', The European Journal of the H istory of
Economic Thought, vol. 22, no. 3 (2015), pp. 3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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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계몽사상과 대비하여 합리적이고 관용적이지 않고 도그마적

맹신에 빠져 있다는 의미에서 ‘종교’나 ‘종파(sect)’로 규정하는 행태

다. 갈리아니는 뒤퐁을 “예언가 뒤퐁(Dupont Nostradamus)”라고 야

유하였으며 케네를 적그리스도에 그리고 그가 그리는 농촌상을 묵

시록에 비유하기도 했다. 곡물무역자유화, 종합토지세, 법치전제주의

가 악의 세력들의 종말론을 위한 성삼위일체로 묘사되었는가 하면,

랭귀에는 중농주의를 철학계의 재세례파, 즉 다른 사람들을 죽임으

로써 행복을 느끼는 자들로 부르기도 했다. 이와는 정반대로 두 번

째 유형의 폄하는 중농주의를 계몽사상과 긴밀히 묶어 놓고 프랑스

사회를 통째로 뒤엎으려는 과격한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이었다.

계몽사상가들과 중농주의자들은 왕실을 무너뜨리고 프랑스 사회를

자연상태의 원시로 되돌리려는 과격한 음모론자들로 간주되었다. 폄

하의 마지막 유형은 수치와 시각화의 방식으로 ‘진리’를 전달하고자

했던 케네의 방법론에 대한 조롱에서 비롯되었다. 미라보는 『경제

표』를 화폐의 발명과 견줄만한 대단한 성취라고 주장한 바 있었고,

보도 신부는 『경제표』를 고대 중국의 음양오행표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중국의 음양오행표나 케네의

『경제표』 모두 자연의 실제 법칙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허한

이미지에 불과했다.412)

오랭의 분석은 중농주의가 그것의 실제 내용과 무관하게 ‘태도’,

‘생소함’과 같은 피상적 이해에 의해서 어떻게 조롱받았는지 잘 보

여준다. 그러나 그의 분석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빠져 있

는데 중농주의의 정치적 입장에 관한 비난이 그것이다. 사실 중농주

의가 계몽사상가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된 결정적 계기는 법치전

제주의라는 정치적 입장이 알려지면서부터였다. 계몽사상가들은 법

치전제주의를 사실상 절대군주제와 동일시했으며 중농주의자들의

412) Arnaud Orain, 'Figures of mockery. The cultural disqualification of
physiocracy (1760-1790)', The European Journal of the H istory of Economic
Thought, vol. 22, no. 3 (2015), pp. 39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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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과 반동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했다. 그러나 법치전제주의

의 내용을 잘 뜯어보면 계몽사상가들이 주장하는 계몽군주제와 별

반 다를 것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군주의 통치 행위가 자연법에 의

해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입헌군주제와도 통하는 면이 있었다.

“입법권은 우주의 전반적인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고 예측한

‘전능한 존재’에게만 속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여기에 무질서만 더

할 수 있을 뿐이며, 사람들이 피하려는 이 무질서는 자연법의 정확

한 준수를 통해서만 배제될 수 있다.”413) 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중농주의 정치제도의 가장 독특한 면모는 9명의 노련하

고 현명한 법관으로 구성되는 최고법정 제도이다. 이는 자연법에 통

달한 법률가들이 정부의 모든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고안되었는데, 오늘날 미국의 연방대법원과

매우 유사하다.414) 케네와 튀르고 같은 중농주의의 주요 인사들이

왕실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활동하였고 국정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법치전제주의를 절대군주제와 동일시하는 논변은 충

분히 현실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 무관심

했던 케네가 법치전제주의라는 제도를 제안했던 배경에는 당대의

프랑스 군주제를 옹호하려는 의도보다는 정부가 시장의 작동에 직

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정치제도를 고안하려는 의도가 훨씬 중요

하게 고려되었을 것이다. 법치전제주의는 시장 경제와 권위주의적

정부를 결합한 모델로, 케네는 이상은 아마도 나폴레옹 체제에서 가

장 근접하게 달성되었을지도 모르겠다.415)

다시 말해 중농주의는 표면적으로는 법치전제주의를 내세웠지만

내용상으로는 시장에 간섭하지 않는 권위주의 체제를 지향했고, 사

실상 정치 자체를 부정하는 정치체제라는 모순에 직면할 수밖에 없

413) 프랑수아 케네, 나정원 역, 『중국의 계몽군주정』 (엠-에드, 2014), p. 205.
414) Overton H. Taylor, A history of economic thought: social ideals and
economic theories from Quesnay to Keynes (New York & Tokyo, 1960), p.
18.

415) Fox-Genovese, The origins of Physiocracy, pp. 305,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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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샤르비(Yves Charbit)와 비르마니(Arundhati Virmani)는 중농

주의 정치 이데올로기의 모순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경

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원론적으로 부정하면서 동시에 소유

권과 시장의 보호를 위한 강한 정부를 요구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백성들의 생계 보장은 국왕에게 주어진 전통적인 역할이었는데 이

를 간과하면서도, 중농주의 정책 집행의 동력을 전적으로 왕의 호의

에만 의존하였다. 즉, 국왕의 정치적 자산을 잠식할 수밖에 없는 정

책을 왕의 지지를 받아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농주

의는 소유권을 명분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용인하였는데, 이는 당시

발흥하고 있었던 민족주의 및 민주주의와 양립하기 어려웠다.416) 왜

냐하면 이 두 이념은 법적 차별로 인한 불평등뿐만 아니라 경제적

격차에 의한 불평등까지도 직접적으로 공격하였기 때문이다. 중농주

의를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대다수의 계몽사상가들은 중농주의를

절대왕정의 하수인이라고 오해했지만, 마블리나 루소 같은 이들은

중농주의의 결정적 한계가 정치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는 점을 정확

히 간파하고 있었다. 즉, 중농주의자들은 부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과정이 이해당사자들의 직접적 개입 없이 오직 시장의 자연적 질서

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마블리나 루소 등이

보기엔 이는 불가능할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중농주의

반정치성은 경제를 독자적인 영역으로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

한 태도였을 것이다.

이처럼 중농주의는 종파주의, 독단적 태도, 경제주의로의 경도, 반

정치성 등과 같이 당대의 공론장에서는 수용되기 어려운 특징을 가

지고 있었고 이 점이 갑작스런 소멸의 한 축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내인론(內人論)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외인론(外因論)도

생각해볼 수 있을까? 여기서 중농주의에 대한 토크빌의 테제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토크빌은 프랑스혁명을 절대왕정과의 단절이 아

416) Yves Charbit & Arundhat Virmani, 'The political failure of an economic
theory: physiocracy', Population, vol. 57, no. 6 (Nov.-Dec., 2002), p.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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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연속의 측면에서 통찰함으로써 퓌레 이후 전개되는 수정주의 해

석의 원천을 제공했다. 토크빌의 관점에서 보면 프랑스혁명은 절대

왕정에서 진행되어온 국가의 중앙집권화 및 합리화 과정이 완성되

는 단계이다. 단절은 1789년의 혁명이 아니라 국민공회 이후 국왕의

처형과 공포정치로 이어지는 혁명의 급진화 단계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수정주의 해석의 주요 골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토크빌은 프

랑스혁명의 사상적 기원은 계몽사상이 아닌 중농주의에 있다고 파

악하였다. 그는 프랑스혁명에 의해 영구히 사라진 구체제의 모든 제

도들이 실은 중농주의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었고, 반대로 프랑스

혁명의 주요 업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이미 중농주의에 의해 적

극적으로 옹호되었던 것들이 아니었냐고 반문한다.417) 튀르고가 재

무총감 당시 추진했던 개혁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면 혁명의 발

발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역사적 가정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

오는 것이다.

토크빌은 중농주의를 국가의 중앙집권화 및 합리화 과정의 한 계

기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중농주의는 국왕이나 관료들과는 달리 그

과정을 행정적·정치적 경로가 아닌 고도로 추상화된 유토피아를 설

계함으로써 추구하고자 했다는 것이다.418) 프랑스에서는 중앙집권화

된 국가 권력의 발전이 독특한 형태의 ‘문필 정치’를 낳았다. 그런데

이 문필가들의 정치는 현실에서의 행정과 정치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추상적이고 이데올로

기적이었으며 또한 유토피아적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이 틀

에 가장 잘 들어맞는 집단이 바로 중농학파라는 것이 토크빌의 주

417) Reinhard Bach, 'Les physiocrates et la science politique de leur temps',
Revue Française d'H istoire des Idées Politiques, no. 20 (2004), p. 231;
Richard Swedberg, Tocqueville's Political Economy (Princeton & Oxford,
2009), p. 260.

418) Vardi, The Physiocrats and the world of the Enlightenment, p. 12. 퓌레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프랑스혁명의 급진화 및 폭력화도 혁명가들에게 완
전히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관념을 심어준 중농주의에 그 기원이 있
다고 주장하였다. Ibid., p. 18; François Furet, Elborg Forster trans.,
Interpreting the French Revolution (New York, 1981),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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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다.419) 토크빌 테제를 정리해 보면, 프랑스혁명은 절대왕정에서

시작된 국가의 합리화 과정이 절정에 이른 단계인데, 중농주의는 국

가의 합리화라는 거시적 과정을 고도로 추상화되고 유토피아적인

형태로 번역하여 촉진함으로써 혁명의 발생에 박차를 가하고 그것

이 급진화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중농주의가

계몽사상의 변두리에서 존재했던, 흥미롭지만 기괴하고 별로 중요하

지 않은 문제를 제기했다가 금방 사라져버린 사상이 아니라, 프랑스

사회의 거시적 발전 과정을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형식으로 재정립

한 그러나 채 자리를 잡기도 전에 급격한 역사적 격랑에 휩쓸려 망

실되어버린 사상이었다는 것이다. 아마 중농주의가 정말로 시대의

요청과 동떨어진 내용을 다루는 사상이었다면 변두리에서나마 그

고유성을 보존한 채 계속 살아남았을 것이다. 정확히 그 반대였기

때문에 프랑스혁명과 그에 이르는 과정은 역설적으로 중농주의의

역사적 소임이 해소되는, 따라서 그 이름도 의미를 잃어가는 과정이

었다.

2) 마블리

이제 중농주의에 반대한 주요 인물들의 사례를 살펴보자. 첫 번째

이자 가장 중요한 반중농주의자는 마블리다. 그는 여러 면에서 중농

주의와 가장 대척점에 서 있던 인물이었으며 가장 체계적인 반중농

주의론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마블리는 1709년 그르노블의 법복귀족

집안에서 출생하였으며 동생은 유명한 철학자 콩디야크(Etienne

Bonnot de Condillac)이다. 성직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지만 서

임을 받지 않았으며 1740년대에 외무성 관리로 잠깐 근무한 것을

제외하면 평생 별도의 직업을 갖지 않고 학문과 저술에만 전념하였

다.420) 마블리에 대한 연구자들의 평은 양극단으로 갈린다. 한편에서

419) Alexis de Tocqueville, L'ancien régime et la Révolution (Paris, 1860), pp.
225-40; Shovlin, The Political Economy of Virtue, p. 248.

420) Johnson Kent Wright, A classical republican in eighteenth-century France:
the political thought of Mably (Stanford, 1997),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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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블리를 진보적인 사상가로서 프랑스 계몽사상계 내에서 유토

피아적 공동체주의를 대표하며 더 나아가 19세기 사회주의의 선구

자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를 매우 보수적이고 반동적

인 인물로서 계몽사상의 적이었다는 식으로 묘사한다.421) 평가가 이

토록 엇갈리는 데에는 마블리의 사상적 궤적이 보여준 몇 번의 전

환들 중에서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느냐가 학자들에 따라 달랐기

때문이다.

마블리의 최초의 저작은 고대 로마제국과 중세 이후 프랑스 군주

정을 비교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고대 로마제국이 공화정과 귀족정

의 혼합정체가 나쁜 방향으로 발현하여 결국에는 전제정으로 귀결

된 부정적 사례인 반면, 봉건제에서 군주정으로 진화한 당대의 프랑

스 군주정은 봉건적 귀족정과 군주정이 이상적 형태로 결합하여 결

코 타락할 수 없는 바람직한 혼합정체를 이룬 모범적 사례로 서술

하였다.422) 1742년부터 1747년까지 외무성에 근무한 것도 부르봉 왕

조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

시 그가 보좌하던 외무대신이 신교도의 결혼을 무효화하는 법령에

동의한 것을 계기로 마블리는 외무성 관직을 사임하였고 아울러 절

대왕정체제에 대한 정당화와 지지도 철회하였다. 사임한 지 2년이

지난 1749년 마블리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 관한 2권의 저술을 냈

고 이때부터 그는 고전적 공화주의를 옹호하는 공화주의 사상가로

변모하였다.423) 마블리는 프랑스 군주정을 옹호하고 부르봉 왕가에

421) Ibid., pp. v-vi. 역사에 관한 마블리의 주요 저서로는, Parallèle des romains
et des français, par rapport au gouvernement, 2 vols (Paris, 1740);
Observations sur l'histoire de la Grece (Genève & Paris, 1789); Observations
sur les Romains (Genève, 1751) 등이 있고, 경제 문제를 다룬 저서로는
Doutes proposés aux philosophes économistes sur l'ordre naturel et essentiel
des sociétés politiques (Paris, 1778); ‘Du commerce des grains’(1775),
Collection complete des oeuvres de l'Abbé de Mably, Oeuvres posthumes,
tome 13 (Paris, 1794-5)이 있다.

422) Wright, A classical republican in eighteenth-century France: the political
thought of Mably, pp. 32-3.

423) Ibid.,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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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한 1749년 이전의 시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자아비판을 하였으

며 첫 번째 저서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신의 전집에도 수록하지 않

았다.

마블리를 급진적 이상주의자이자 사회주의자로 보는 견해는, 인류

에게 가해진 모든 불행의 원천은 사적 소유에 있다는 그의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마블리는 자연은 인간에게 각기 서로 다른 재능과

능력을 주었지만 그 차이가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불평등을 정

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인간 역사의 불평등은 자연적 차이

가 아닌 사적 소유라는 인위적 제도에서 기인했다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란 부자와 빈자 사이의 투쟁의 역사이며 다른 어떤 차이보다

부자와 빈자 사이의 계급적 차이가 더 본질적이라는 그의 역사관은

그를 급진적인 이상주의자로 보기에 충분했을 것이다.424) 그러나 여

기까지만 보고 마블리를 섣불리 공산주의자 혹은 관념적 이상주의

자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는 본질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가

와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변화는 무엇인가를 철두철미하게 구분한

현실주의자이기도 했다.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를 이상적인 국가로

믿었지만 그것이 당대의 프랑스에서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사

유 재산 문제만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인위적인 불평등의 원인이

된 제도이지만 당대 프랑스 현실에서는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

하는 보루이기도 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마블리는 공화주의를 주창

하면서 거기에 이중적 함의를 담았다. 하나는 공화주의의 원형을 고

전 고대에 둠으로써 그것이 지향하는 근본적인 이념을 담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주의라는 이상 사회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써

입헌 체제의 수립을 공화주의라는 기치로 표방하였다.425)

마블리를 보수적인 반계몽사상가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가 말년에

가톨릭에 제도적으로 귀의한 사실을 강조한다. 또한 그가 볼테르를

비롯한 대표적인 계몽사상가들은 물론 계몽사상 자체에 대해서 꾸

424) Ibid., pp. 95-98.
425) Ibid., pp.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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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마블리 본인은

활동 초기에 프랑스의 군주정을 지지했던 오류를 제외하고는 자신

의 사상은 늘 일관된 궤적을 유지했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서임을

받아 교직(敎職)에 재직하지는 않았지만 신앙을 버린 적은 없었으

며, 종교에 대해 비판적이고 철학적으로 지나치게 진보적이며 정치

에 대한 사고가 취약한 계몽사상가들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부정적

인 입장을 견지했다는 것이다.426) 계몽사상계 내에서 마블리의 위치

는 루소와 비슷하게 주류와는 이질적이면서도 큰 틀에서는 계몽사

상의 테두리 안으로 포괄할 수 있는 정도로 볼 수 있다. 마블리는

정치의 우선성, 정치적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철학적 추상성

과 방법론적 객관성에 경도된 계몽사상가들을 비판하였다. 이 점에

서 중농주의는 그에게 가장 극단적인 계몽사상의 한 부류로 보였을

것이다.427)

마블리의 기본 사상은 고전적 공화주의의 옹호라는 점에서 루소

와 매우 흡사하다.428) 그러나 루소는 스스로가 자신의 정치 이념이

현실적으로는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이상임을 인정하고 현실 정치

로부터 한발 물러나 있었다면, 마블리는 자신의 이상을 현실에 맞추

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그는 절대군주제를 입헌군주제로

교체하는 것을 타당하고 또 당면한 정치개혁의 과제로 보았다.429)

이로부터 그의 유명한 3단계 개혁론이 도출된다. 이것은 마블리가

향후 정치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경로를 구체적으로 구상

한 것이었다. 첫째, 고등법원이 본연의 정치적 역할을 회복해야 한

다. 둘째, 고등법원이 왕실을 압박해 삼부회를 소집하도록 해야 한

426) Ibid., p. 90.
427) Keith Michael Baker, 'A script for a French Revolution: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the abbé Mably', Eighteenth-Century Studies, vol. 14, no. 3
(Spring, 1981), p. 254.

428) Rachel Hammersley, The English republican tradition and
eighteenth-century France: between the ancients and the moderns
(Manchester & New York, 2010), pp. 86-95.

429) Gabriel Bonnot de Mably, Doutes proposés aux philosophes économistes
sur l'ordre naturel et essentiel des sociétés politiques (Paris, 1778). p.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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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 소집된 삼부회는 스스로 회기를 정하고 입헌군주정의 틀

내에서 입법부로서의 권위를 천명해야 한다.430) 비록 본인은 이러한

정치적 구상이 실현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마블리의

이 개혁론은 프랑스혁명의 발생 과정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

측하였다. 요컨대 마블리는 공산주의적 이상주의자도 보수적 반계몽

주의자도 아니었다. 마블리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

음 세 가지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먼저 그의 사상적 뿌리는 고

전적 공화주의라는 점인데, 여기서는 루소와의 유사성을 볼 수 있

다. 다음으로 정치의 중요성과 역동성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사회는 물리적 존재들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물리적 존재들은 도덕

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 인간에 대해 아무리 연구해

보아도 인간을 물리적 특성은 물론 도덕적 자질을 함께 지닌 존재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뿐이다. (···) 사회 제도는 인간이 먹여 살

려야 할 짐승이 아니라 지적이고 감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형성될 수

있었다. 문화란 사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사회는 농업을 치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431)

그는 유토피아를 간직하고 있었지만 이상주의자는 아니었다. 오히려

현실에서 정치의 가능성을 늘 사고하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다. 마

지막으로 자본주의에 비판적이었다. 그는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이나

중농주의가 지향하고 전제로 하는 부에 대한 관점에 동의하지 않았

다.432)

이 마지막 지점은 중농주의에 대한 마블리의 비판의 지점과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경제에 대한 마블리의

관점은 매우 독특하다. 일단 무역을 통해 화폐의 유입을 늘리는 것

430) Ibid., p. 255; Wright, A classical republican in eighteenth-century France,
p. 77.

431) Mably, Doutes proposés aux philosophes économistes sur l'ordre naturel et
essentiel des sociétés politiques, p. 72.

432) Hans Erich Bödeker & Peter Friedemann, Gabriel Bonnot de Mably:
Textes politiques 1751-1783 (Paris, 2008), pp. 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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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부를 증진시키는 것이라는 중상주의적 관점에 동의하지 않았

고 이 점에서는 자유주의는 물론 중농주의와도 입장이 같다. 또한

농업을 중시하고 국제 무역보다는 국내 교역에 힘써야 한다는 점에

서도 역시 중농주의에 동의한다.433) 그러나 마블리는 부란 그 자체

로 좋은 것이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지나친 격차 없이 균등하게 소

유되어 있으면 국가의 부강함에 기여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중농주의와

결정적 차이를 드러낸다.434)

당신들이 말하는 자연적 질서라는 것이 자연에 반(反)하는 것은 아닐

까? (···) 내가 보기에는 토지소유권이 확립되면서부터 재산의 불평등

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재산의 불평등에서 이해관계의 대립, 부

유함과 가난함에서 비롯되는 모든 악, 지적 수준의 저하, 풍속의 타락

그리고 온갖 종류의 특권과 위험한 열정들이 생겨난 것이 아닐까?435)

중농주의가 생산성을 늘려 국부를 확장시키는 방법에 관한 사상이

라면, 마블리는 생산성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관건은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억제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436) 마블리는 번영하는 농업은

좋은 정부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그 역은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중

농주의자들이 문제의 선후관계를 정반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비판하

였다. 즉, 정치를 경제라는 자연적 법칙에 종속시키거나 적어도 그

테두리 밖에 머물러 있게 해야 한다는 중농주의에 맞서, 정치가 우

선이고 좋은 정치를 통해서만 바람직한 경제 활동을 유도할 수 있

433) 마블리는 농업과 세금 문제에 있어서 자신은 케네와 미라보의 제자라고 이야
기하기도 했다. Gilbert Faccarello & Philippe Steiner, 'Interest, sensationism
and the science of the legislator: french 'philosophie économique', 1695-1830',
European Journal of the H istory of Economic Thought, vol. 15, no. 1 (2008),
p. 6.

434) Wright, A classical republican in eighteenth-century France, pp. 60-3.
435) Mably, Doutes proposés aux philosophes économistes sur l'ordre naturel et
essentiel des sociétés politiques, p. 132.

436) 여기서 미라보와 마블리의 관점을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롭다. 공화주의적 덕
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미라보는 루소, 마블리와 동일한 진영에 속한다. 그러나
미라보는 경제 문제에 관한한 케네의 사상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에서 마블
리와는 기본적으로 결을 달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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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 마블리의 입장이었다. 법치전제주의를 내세우는 것에 대

해서도 현실적으로 법치전제주의와 ‘자의적’ 군주제 사이의 구분은

무의미하며 모두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명증한’ 진리와 같

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437)

앞 장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마블리의 중농주의에 대한 비판은

튀르고의 곡물교역자유화 조치에 대한 반박을 통해 더욱 자세히 제

시된 바 있다.438) 곡물무역자유화 조치는 계급적 이해관계를 은폐하

고 있으며, 곡물이라는 생존에 필수적인 상품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블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유란 또 하나의 과

세에 불과하며, 시민들 사이의 빈부의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정부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리임을 강조한다. 소유권에 대한 제한은 극단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안전 및 공공선의 붕괴로 인해 소유권 자체가 위협받는 것

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439) 즉, 중농주

의에 대한 마블리의 비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

농주의는 자연적 법칙이라는 독단적 진리를 전제함으로써 정치의

우선성은 물론 그 효용성까지 원천적으로 부정한다. 둘째, 중농주의

는 경제 발전이 보편적으로 편익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지만 실상 계

급적 이해관계를 은폐하고 있다. 셋째, 중농주의는 부자와 빈자 사

이에 존재하는 기존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경제 활동을 조장

하고 있다.

3) 갈리아니와 네케르

마블리 다음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반중농주의자로는 갈리아

니와 네케르를 들 수 있다. 갈리아니는 프랑스 사교계에서 활동하였

지만 나폴리의 외교관이었고 네케르는 제네바 출신의 은행가로 둘

437) Wright, A classical republican in eighteenth-century France, pp. 111-4.
438) 각주 294)의 본문 참조.
439) Wright, A classical republican in eighteenth-century France, pp. 1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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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교롭게도 비프랑스인이라는 점이 이채롭다. 이 둘의 반중농주

의론은 구체적인 내용에서 중복되는 지점도 많고 무엇보다도 그 담

론의 층위가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다루겠다. 마블리의 반

중농주의론이 자본주의의 발전이 가져오는 변화의 방향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 반대에서 비롯되었다면, 갈리아니와 네케르의 반중농주

의론은 근본적인 방향성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그것의 구체

적 과정과 방법론에 대한 반대의 성격이 강하다. 이들은 중농주의자

들이 말하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통한 프랑스 경제의 체질 개선과

재정 개혁이라는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지 않았다. 또한

중농주의자들의 경제 이론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는 차이를 보이기

는 했지만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 편이었다.440) 그러나 구체적으로

경제활동의 자유나 경제 이론의 적용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를

놓고서는 매우 심각한 반론을 제기했다.441)

이들이 제기한 첫 번째 반론은 경제 주체의 사익이 공동체의 공

익에 반할 경우 경제 활동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

익의 추구를 경제 활동의 기본 동기로 인정하되 그것을 공익의 경

계 안으로 제한하기 위한 끊임없는 조정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442) 예를 들어 곡물교역자유화에 대해서 갈리아니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곡물의 대외 교역을 허용하되 국내 수급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위해 곡물의 수출입에 대한 관세 정책을

440) Gilbert Faccarello, ''Nil Repente!': Galiani and Necker on economic
reforms', The European Journal of the H istory of Economic Thought, vol. 1,
no. 3 (1994), p. 522.

441) 갈리아니와 네케르의 경제문제와 관련된 주요 저작들은 다음과 같다.
Ferdinando Galiani, De la Monnaie (Paris, 1751); Dialogues sur le commerce
des blés (Paris, 1770); 'Discours sur la parfaite conservation des
grains'(1754), Lettre de l'éditeur de la correspondance complète de l'Abbé
Galiani (Paris, 1818). Jacques Necker, Réponse au mémoire de M . l'abbé
Morellet sur la Compagnie des Indes (Paris, 1769); Éloge de Jean-Baptiste
Colbert (Paris, 1773); Sur la législation et le commerce des grains (1775);
Compte rendu au roi (Paris, 1781); De l'administration des finances de la
France (1784-5).

442) Faccarello, ''Nil Repente!': Galiani and Necker on economic reforms', p.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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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해외 곡물무역을 국내 곡물 유통 실정에 맞게 적절히 통제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43) 네케르도 곡물 수급이 심각한 상황에 처

할 경우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곡물업자들의 경제적 자유는 언제든지 식량수급이라는

공익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었다.444) 두 번째 반론

은 경제학의 위상과 한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네케

르는 아직 경제학의 발전 수준이 미미하기 때문에 확고부동한 진리

에 근거한 정책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445) 갈리아니는 한

발 더 나아가 경제활동을 관리하는 데에는 단순히 자연의 법칙을

인지하고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

다.446) 그는 일반원리를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

용하는 것은 서로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보았다.447) 갈리아니는 자

유주의 경제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구체적 단서를 제

시하였다. 첫째, 지정학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제네바와 같이 강력한 국가들에 둘러싸인 작은 국가들은 반드시 식

량 등을 전략적 품목으로 취급해야 한다. 둘째, 시장은 항상 수요-

공급의 균형을 회복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가령 그 시간을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은 시장의 균형

을 기다리다 굶어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사실에 대한 잘못

된 이해와 경험의 부족에서 오는 한계도 경제 이론의 적용을 왜곡

하는 요소임을 명심해야 한다.448)

세 번째 반론은 주로 네케르가 주장하였는데, 중농주의에는 정치

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네케르는 크게 두

443) Ferdinand Galiani, Dialogues sur le commerce des blés, M. Gust. de
Molinari ed., Mélanges d'économie politique II (Paris, 1848), pp. 47-54.

444) Faccarello, Studies in the history of french political economy, p. 126.
445) Ibid., p. 127.
446) Fontaine, 'The french economists and politics, 1750-1850: the science and
art of political economy', p. 381.

447) Faccarello, Studies in the history of french political economy, p. 128.
448) Faccarello, ''Nil Repente!': Galiani and Necker on economic reforms', p.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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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측면에서 정치적 고려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는 자유방임주

의자들이 굶주림이 불러일으키는 폭력, 폭동, 약탈 등의 문제를 감

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449) 이 점은 그가 ‘밀가루전쟁’을 둘러싼 논

쟁에서 튀르고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집중적으로 제기한 문제였

다.450) 네케르는 여론에 매우 민감하였고 정치가 공론의 장에 투명

하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그의 재정 개혁이 공채

에 크게 의존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여론의 신뢰에 그

만큼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측면과도 잘 연결된다.451) 기근시 굶

주림으로 고통 받는 민중들이 공채를 직접 구매하지는 않겠지만, 도

시 한복판에서 발생하는 소요가 정부의 신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네케르가 주목한 또 다른 정치적 고려의 요

소는 기득권과 관성에서 비롯되는 개혁에 대한 저항이었다. 갈리아

니는 자유주의 경제학을 '경제 과학(science économique)'이 아니라

'정치 과학(science politique)'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는 경제의 개혁이 단순히 기술적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경제

적·정치적 기득권 자체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의 문

제라기보다는 정치의 문제에 가깝다는 의미였다.452) 이러한 지적 역

시 튀르고의 개혁과정에 여실히 적용될 수 있다. 튀르고는 정치적

반대 세력의 공세를 오로지 국왕의 지지에만 의존한 채 돌파하려다

국왕이 손을 놓는 순간 바로 개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

네 번째 반론은 갈리아니가 주장한 것인데, 경제 체제는 반드시 정

치제도의 수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갈리아니는 통제

경제는 전제정과 어울리고, 자유주의 경제는 민주정과 걸 맞는데,

당시 프랑스는 전제정도 민주정도 아니기 때문에 자유주의 경제체

제를 도입하되 일정한 제한을 가해 수정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449) Faccarello, Studies in the H istory of French Political Economy, p. 127.
450) Jacques Necker, 'Sur la législation et le commerce des grains', Molinari,
Mélanges d'économie politique II , pp. 269-72.

451) Léonard Burnand, Necker et l'opinion publique (Paris, 2004), p. 59.
452) Faccarello, ''Nil Repente!': Galiani and Necker on economic reforms', p.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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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53)

4) 그라슬랭

다음에 살펴볼 반중농주의론자는 그라슬랭(Jean-Joseph-Louis

Graslin)이다.454) 그라슬랭은 갈리아니-네케르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중농주의를 비판하였다. 당대의 대부분의 반중농주의자들과 달리 그

라슬랭은 중농주의자들이 주창한 ‘새로운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향후 모든 과학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학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

나 중농주의자들이 경제학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라슬랭은 새로운 과학의 점

유권을 놓고 중농주의자들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셈이다.455) 그라슬

랭은 프랑스 최대 교역 항 낭트 출신으로 직물업, 간척사업, 도시개

발 등 다양하고 매우 규모가 큰 경제 활동도 경험한 인물이었다. 이

론 분야에서의 본격적인 활동은 리모주농업협회의 논문 공모에 응

모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456)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 리모주농업협회

는 중농주의식 조세론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논증하는 논문

을 요구하였으나, 그라슬랭은 오히려 중농주의의 제조업 및 상업의

불임성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중농주의 조세론에 반대하는 논문을

작성하였다.457) 비록 중농주의에 대한 반박을 통해 경제에 대한 이

453) Ibid., p. 531.
454) 그라슬랭의 경제 문제 관련 저서로는 리모주농업협회에 응모한 논문 외에
Jean-Joseph-Louis Graslin, Correspondance entre M . Graslin et M . l'abbé
Baudeau sur un des principes fondamentaux de la doctrine des soi-disants
philosophes économistes (Londre, 1777)가 있다.

455) Gilbert Faccarello, 'The enigmatic Mr. Graslin. A Rousseauist bedrock for
classical economics?', The European Journal of the H istory of Economic
Thought, vol. 16, no. 1 (2009), pp. 2-5.

456) 당시 그라슬랭이 응모한 논문은 Jean-Joseph-Louis-Graslin, Essai analytique
sur la richesse et sur l'impôt (Londre, 1767)로 출간되었다.

457) Arnaud Orain, ''Équilibre' et fiscalité au siècle des lumières: l'économie
politique de Jean-Joseph-Graslin', Revue économique, vol. 57, no. 5 (Sep.,
2006), p.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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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탐구를 시작하였지만 그라슬랭은 독자적인 사상체계에 기반하

여 나름의 경제이론을 정립한 사상가라고 할 수 있다.

그라슬랭의 반중농주의론의 핵심을 짚기 위해서는 우선 그의 독

특한 가치론을 이해해야 한다. 그는 앞에서 소개했던 마블리의 동생

이기도 한 철학자 콩디야크의 감각주의 철학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다.458) 그의 가치론이 바로 이 감각주의 철학으로부터 출발하였

다. 중농주의자들은 오직 자연(토지)만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인간의 노동은 단순이 가치를 이전하는 데에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이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농업만이 유일하게 순생산(이윤)을 낳는다

는 주장과 상업과 제조업은 가치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상공업 불임

설이 도출된다. 따라서 이를 반박하려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노동도

가치를 생산한다는 식으로 논지를 전개해야 한다. 그러나 그라슬랭

은 자연가치설과 노동가치설 모두를 부정하고 전혀 새로운 관점에

서 가치설을 정립하였다. 그가 보기에 어떤 상품이 지니는 가치는

자연이 부여하거나 노동에서 이전된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을 사용하

는 사람이 느끼는 ‘필요’와 ‘희소성’에 의해 창출된다. 토지나 자본,

노동은 상품을 만드는데 투하된 요소일 뿐 그 자체로는 가치의 창

출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개인의 주관에

전적으로 내맡겨지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경험의 평균치에 의해 고

정된다고 보았다.459)

이러한 가치론은 그라슬랭의 경제학을 특징짓는 두 번째 측면과

연결된다. 콩디야크 못지않게 루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라슬랭의

경제학은 강한 평등주의적 지향을 보여준다. 재화의 가치라는 것이

투입된 요소의 양에 의해 객관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

는 사람의 주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면 경제학의 목적은 얼마나

많은 재화를 생산해내는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각 개인이 가지고

458) Faccarello, 'The enigmatic Mr. Graslin. A Rousseauist bedrock for classical
economics?', p. 6.

459) Orain, ''Équilibre' et fiscalité au siècle des lumières: l'économie politique
de Jean-Joseph-Graslin', p.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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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필요를 충족시킬 것이냐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라슬

랭의 관점에서는 욕구를 줄이는 것도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

만큼이나 부를 늘리는 셈이다.460) 여기에서 이른바 중농주의의 ‘낙수

효과론’이라고 할 만한 것에 대한 그라슬랭의 비판이 제기된다. 중

농주의에서 생산 활동의 단 하나의 목적은 지주의 순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지주는 이 순소득을 소비적 지출과 생산 분야에 대한 재투

자를 통해 경제 전체의 순환을 촉발시킨다. 즉, 지주의 순소득이 늘

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소득이 경제의 각 분야와 그에 종사하는 사

람들에게 흘러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이 중

농주의의 논리이다. 그러나 그라슬랭은 이러한 설명은 눈속임에 불

과하며 실제로는 지주들만이 재화와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누릴 특

권을 부여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지주의 소득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

금이 반드시 더불어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중농주의자들은 한편으

로는 ‘낙수효과론’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순소득을 높이

기 위해서는 노동비용, 즉 임금을 줄여야 한다는 모순되는 주장을

한다는 것이다.461) 국부는 순생산의 양에 의해 결정되고 순생산은

자본의 투하량에 의해 좌우되는데, 자본의 투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의 총량을 줄여야 한다. 다시 말해, 중농주의자들의 논리에 따

르면 노동자들의 몫이 줄어들수록 국부는 증가한다는 것이다.462)

그렇다면 그라슬랭의 경제사상은 생산자보다는 소비자를, 농촌보

다는 도시를, 그리고 농업보다는 상업과 제조업을 중시하는 것이라

고 보아야 하는가? 앞서 그라슬랭이 정치경제학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리모주농업협회에서 공모한 중농주의 조세론에 관한 논문을

응모하면서였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당시 그라슬랭이 중농주

의 조세론을 비판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조세제도는 무엇이었을까?

460) Jean-Joseph-Louis-Graslin, Essai analytique sur la richesse et sur l'impôt
(Londre, 1767), pp. 24-58; Citton, Portrait de l’économiste en physiocratie, p.
280.

461) Ibid., pp. 81, 123.
462) H. Grange, 'Turgot et Necker devant le problème du salaire', Annales

H 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vol. 29 (Jan., 1957),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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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슬랭은 국가의 조세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부유한 사람들일수록 국가의 보호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라슬

랭은 여기서 ‘더 많은’의 의미를 과세 구간에 따라 세율이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누진적(progressive)'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누진세를 주장하였다. 다만 해당 소

비재가 필수 소비재에 가까울수록 누진율을 낮추고 사치품에 가까

울수록 누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

다. 다음으로 대인(對人)과세나 대물(對物)과세가 아닌 소비세를 원

칙으로 제시했다. 대인과세는 개별 가정의 실질소득을 제대로 파악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불공평하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대물과세의 경우 기업 활동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소

비세를 주(主)로 하되 여기에 토지세를 보완하는 혼합 과세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463) 그라슬랭이 주장하는 조세론은 한 마디로

누진소비세다.

그렇다면 이 조세제도가 함의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먼저 누진소

비세는 도시에 거주하는 부재지주들의 사치에 대한 경제적·윤리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사치품에 대한 누진과세는 도시의 부재지주들

의 소비성향을 떨어뜨리고 자본과 인력을 농업을 비롯한 보다 유용

한 분야로 이동하게 하는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다. 중농주의자들이

농산물 시장의 자유화로 가격을 높여 농업 발전을 유도하고자 했다

면, 그라슬랭은 사치품 소비에 제재를 가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고

자 했던 것이다. 물론 그라슬랭의 조세제도는 국부의 분배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자체로 의의를 내세울 수 있었다. 결론적

으로 말해 반중농주의자라고 하여 그라슬랭을 농업에 반대하고 제

조업과 상업에 편중된 경제 사상가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그라슬랭

463) Graslin, Essai analytique sur la richesse et sur l'impôt, pp. 229-32. Arnaud
Orain, 'Progressive indirect taxation and social justice in eighteenth-century
France: Forbonnais and Graslin's fiscal system', The European Journal of
the H istory of Economic Thought, vol. 17, no. 4 (2010), pp. 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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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농주의자들 못지않게 농업의 진흥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차이

가 있다면 중농주의가 지주를 핵심적인 경제적·정치적 계층으로 보

았다면, 그라슬랭은 오히려 이들을 계도하고 심지어 타도해야 할 부

정적인 대상으로 보았다는 점이다.464)

5) 포르보네

다음으로 살펴볼 반중농주의자는 포르보네(François Véron

Duverger de Forbonnais)다.465) 포르보네는 튀르고와 더불어 구르네

의 제자로서 역시나 크게 보아 같은 자유주의 진영의 일원이었다.

그러나 초창기 프랑스 자유주의 진영은 여러모로 미분화되어 있었

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구성원들 사이에 감추어져 있던 차이점

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다. 포르보네야말로 중상주의의 틀을 완전

히 깨지 못한 자유주의자였다.466) 국부에 대한 정의, 무역에 대한 관

점 등에 있어서 여전히 중상주의적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한 나라의 경제활동의 수준은 보유하고 있는 화폐량에 의해

결정되며 따라서 대외 무역에서 흑자를 통해 화폐를 유입하여 국내

의 자본 총량을 늘리는 것이 경제활동의 핵심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467) 포르보네는 중농주의자들과는 전혀 다른 측면

에서 영국의 정책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크롬웰의 항해조

례나 수출보조금 정책 등을 프랑스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었

다.468)

464) Ibid., pp. 676-9.
465) 포르보네의 경제관련 주요 저작은 다음과 같다. Considération sur les

finances d'Espagne (Dresde, 1753); Elémens du commerce, 2 vols (Paris,
1754); Essai sur l'admission des navires neutres dans nos colonies (Paris,
1756); Recherches et considérations sur les finances de France dupuis 1595
jusqu'en 1721, 3 vols (Liege, 1758); Principes et observations oeconomiques,
2 vols (Amsterdam, 1767).

466) Schelle, Le docteur Quesnay, p. 188.
467) Gilbert Faccarello & Philippe Steiner, "'Philosophie économique' and money
in France, 1750-1776: the stakes of transformation', The European Journal of
the H istory of Economic Thought, vol. 19, no. 3 (2012), p. 334.

468) François Véron Duverger de Forbonnais, Recherches et considérations 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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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중농주의에 대한 비판도 바로 이 지점, 즉 국제 관계 및 무

역 체제에 집중되어 있다. 중농주의자들은 상호 우호적 교역과 국가

들간의 형제애를 주장하면서 전통적인 중상주의 노선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입장의 바탕에는 무역 수지 자체는 국부의 지표와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지나친 흑자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이 자리 잡고 있었다. 무역은 상호간의 동등한 교환이며 어느 한 편

이 다른 편의 희생으로 이득을 취할 수는 없다. 또한 근린궁핍화 전

략을 통해서는 어느 나라도 이득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중농주의자

들의 입장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들은 보편군주제나 연방제와 같

은 방식으로 국가간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럽의 여

러 국가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제시하기도 했다.469) 이에 반해

포르보네는 무역 수지를 통해 국가가 국제 무역에서 얼마나 부를

축적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전통적 입장에 동의하며, 더 나아가 무

역 수지야 말로 국가간 권력 관계를 보여주는 진정한 지표라고 주

장하였다. 포르보네는 중농주의자들이 제시하는 거창한 국가간 통합

및 평화의 전망은 비현실적인 공론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평화를 위

해서는 국가간 무역 관계에 의해 조절·유지되는 세력균형이 유일한

방편이라고 보았다. 무역은 비군사적 수단이며 자유를 파괴하지 않

는 팽창의 수단이기 때문에 다소간 과열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조

정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470) 포르보네는 중농주의자들을 한편으

로는 ‘천년왕국주의자들(millémaires)’, ‘사해동포주의자들’이라고 비

난하며 이상주의자들로 몰아세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이익에

대한 특별한 인식을 갖지 않은 비민족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하였

다.471)

les finances de France dupuis 1595 jusqu'en 1721, vol. 1 (Liege, 1758), pp.
2-101.

469) Thierry Demals & Alexandra Hyard, 'Forbonnais, the two balances and the
économistes', The European Journal of the H istory of Economic Thought,
vol. 22, no. 3 (2015), pp. 446, 455-6.

470) Forbonnais, Recherches et considérations sur les finances de France
dupuis 1595 jusqu'en 1721, vol. 1, pp. 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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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포르보네가 대외 관계와 무역 문제에 대해서만 중농주의를

비판한 것은 아니다. 사실 반중농주의자로서 포르보네의 명성은 이

른바 ‘중농주의적 행태’에 대한 특유의 독설을 살린 비난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포르보네는 중농주의가 사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자신들이 내세운 이른바 ‘새로운 과학’을 위해 불필요하게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시각적 현란함을 동원한다고 비판하였다.472) 자신이 보

기에 중농주의자들의 주장은 기존의 언어와 방법으로도 충분히 설

명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한 마디로 중농주의는 지나치게 추상적이

고 불필요하게 현학적이라는 것이다.473) 포르보네는 중농주의의 독

단적인 태도를 비난하기 위해 케네의 제자들을 무함마드의 제자들

에 비유하기도 했다. 또한 중농주의를 비판하는 글에서 자신의 필명

을 'Agricola'라고 쓰기도 했는데, 이는 케네가 농산물 가격이 유일

하게 정상인 나라가 영국이라고 한 것에 대해 그 나라를 정복한 장

군의 이름으로 응수한 것이었다.474) 사실 포르보네가 반중농주의의

역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그 내용의 중요성보다는 중

농주의적 ‘스타일’을 조롱하는 반중농주의적 ‘스타일’에 있어서 하나

의 전범을 만들어냈다는 점 때문이다. 포르보네의 반중농주의 풍자

는 그림이나 갈리아니 등의 것과 결합하여 사람들이 중농주의에 대

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형성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

인다.

471) Ibid., pp. 447, 453-5.
472) Loïc Charles & Christine Théré, 'Jeux de mots, narrative and economic

writings: the rhetoric of anti-physiocracy in french economic periodicals
(1764-1769)', The European Journal of the H istory of Economic Thought,
vol. 22, no. 3 (2015), p. 360.

473) 계몽사상가들 사이에서는 수치, 측정, 계산 등을 동원한 방법론들은 일반적 결
론을 이끌어내는 데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우세했다. 기껏해
야 지엽적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 일반적 결론에 이
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험이나 좋은 평판을 지닌 사람들에 의한 판단이 더
욱 중요했다. Ibid., p. 372.

474) Ibid., p. 369.



- 205 -

6) 루소

반중농주의자의 마지막 사례로는 루소를 살펴보고자 한다.475) 앞

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근대 세계에 대한 진단에 있어서 루소는 미

라보나 마블리 등과 고전적 공화주의라는 동일한 진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식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해보더라도 루소가 중

농주의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쉽게 짐

작할 수 있다.476) 그러나 루소가 중농주의를 어떻게, 얼마나 접했고,

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줄만한 자료는 별로 없다. 다

만, 1767년 7월 26일자 미라보에게 보낸 서신에서 루소가 미라보가

자신에게 보낸 메르시에의 원고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언급한 기록

이 남아 있다.477) 통상 이 비판의 내용은 다른 반중농주의자들과 마

찬가지로 법치전제주의에 대한 공격으로만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 서신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루소가 중농주의에 대해 가지고 있었

던 견해를 훨씬 더 풍부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478)

루소가 중농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농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데로 자

연의 법칙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그 법칙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

해서는 정부를 제대로 운용하는 통치술(science of government)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중농주의자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경제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정치적 단계

들을 거쳐야 하는데 중농주의에는 바로 이 정치의 문제가 빠져 있

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중농주의는 인간 행동의 동기로 이해관계의

475) 경제 문제에 대한 루소의 저작으로는 Discours sur économie politique
(Amsterdam, 1763)이 있다.

476) Andrew Jainchill, 'Political economy, the state and revolution in
eighteenth-century France', Modern Intellectual H istory, vol. 6, no. 2 (Aug.,
2009), p. 431.

477) 루소의 서신은 Jean Jacques Rousseau, Correspondance complète de Jean
Jacques Rousseau, vol. 33 (Genève, 1979), p. 182를 참조.

478) Théophile Pénigaud, 'The political opposition of Rousseau to physiocracy:
government interest, citizenship', The European Journal of the H istory of
Economic Thought, vol. 22, no. 3 (2015), pp. 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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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만을 다루고 열정(passion)의 문제는 소홀이 취급한다고 지적하

였다. 그는 열정이 공익의 추구와 어떻게 부합하고 상충하는 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인간 행동의 동기에 대해 제대로 파악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농주의가 자연의 법칙을 발

견하고 정부가 그것을 입법화한다고 해도 그것을 시민들에게 납득

시켜 공론을 형성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중농주의가 아무리 자연법의 명증성을 전제해도 그것이 공론장으로

전파되는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루소는 중농주의의 이러

한 한계는 자신이 구상한 민주적 정부 형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

장하였다. 즉, 시민권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적으로 보장하는 정부만이 중농주의 사상을 합법화하고 그것의 실

행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479) 요컨대 루소는 화폐적 이해관계의

우선성을 부정하였으며, 정치가 경제에 복속된다는 개념을 거부하고

오히려 반대로 경제가 더 높은 단계의 정치적 합리성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루소와 중농주의의 대립은 민주주의(democracy)

대 기술관료주의(technocracy)의 대립과 유사한 양상이었다.480)

지금까지 살펴본 반중농주의 담론들에서 가장 주요하게 등장하는

비판적 논거는 ‘반정치성’이다. 몇몇 경제 이론들에 대한 세부적인

반박들을 제외한다면 다른 모든 반중농주의적 요소들은 바로 이 한

가지 특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의 본령은 이

해관계의 조정이다.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규

칙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법, 종교, 관습, 재산, 그리고 물리적인 힘

과 같은 것들이 그러한 규칙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규칙

들을 다 ‘적용’하고 난 뒤에도 공백이 남아 있다면 별 수 없이 구성

원들 사이의 협상과 합의에 의해 상호간의 몫을 조정해야 한다. 바

로 이 협상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바로 정치다. 따라서 정치

479) Ibid., pp. 477-8.
480) Ibid., p. 496.



- 207 -

는 정치제도의 역사와 무관하게 항상 존재했다. 상인과 소비자, 도

시민과 농민, 관료와 상인, 군인과 민간인, 정치인과 종교인, 그리고

심지어 왕과 신하들 사이에도 항상 정치의 영역이 존재해 왔고 앞

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변화의 양상에 따라 정치의 존

재 양태와 비중도 변하기 마련이다. 종교의 영향력, 왕권의 크기, 법

치의 확립 정도, 기술의 발전 단계, 재산의 분배 정도, 그리고 사회

적 자본의 존재 유무 등에 따라 사람들이 정치에 의존하는 정도는

저마다 다를 것이다. 이를 근대사의 발전 과정, 더 구체적으로는 18

세기 프랑스의 상황에 대입해 보면, 정치의 비중을 결정할 요인들

사이의 상충적 측면을 볼 수 있다. 자본주의와 기술의 발전이라는

요인은 정치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부르

주아지를 비롯한 일반 대중의 성장은 정치의 역할을 폭발적으로 확

장시킬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계몽사상가들이 발전시킨

자연권적·정치적 주체로서의 인권과 시민권의 확장은, 재산에 대한

배타적이고 무제한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소유권의 확립과, 정치의

재구성을 둘러싸고 확실히 충돌하는 면이 있었다.

당대인들은 중농주의에 대해 새롭지만 ‘이상하다’고 느꼈다. 중농

주의가 자유주의적 개혁의 범주 안에 자연스럽게 편승해 있을 때에

는 그 ‘이상함’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었지만, 양자 사이에 간

극이 벌어지고 중농주의가 점점 더 급진적이고 원론적인 개혁을 주

장하면 할수록 중농주의의 ‘이상함’은 특이함을 넘어서 불편함으로

느껴졌다. 불편하다는 것은 그것이 기존의 관행과 맞지 않는다는 것

이었다. 그 관행이란 프랑스 사회가 구체제 시기 동안 나름의 합의

를 통해 형성해 온 경제활동의 작동방식이었고, 그 작동방식에 의해

각각의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정치적 역할에 관한 합의였다. 중농주

의가 표방한 상공업 불임설, 종합토지세, 법치전제주의, 곡물교역자

유화 등의 개념들은 하나같이 기존의 합의된 정치적 규칙에 어긋나

며 그것을 파괴해야만 관철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사실상 중농주의

가 지향하는 바는 경제를 다른 어떤 외부적 논리에 의해서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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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체의 합리성에 의해서만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농

주의자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정치적 이해관계와 도덕

적 대의 그리고 이것들이 어우러진 관습적 절차에서 자유로운 새로

운 영토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거기에 ‘경제’라는 이름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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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첫째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중농

주의를 상당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점과 둘째로

는 왜 중농주의가 갑작스럽게 역사의 지평에서 사라졌는가 하는 점

이었다. 그런데 연구를 진행하면 할수록 이 두 개의 의문이 서로 별

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고리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증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연결고리로 ‘경제의

탄생’이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 이 가설은 18세기 후반 프랑스

에서 중농주의가 경제를 만들어냈다는 주장으로 일반적인 학문적

논지로는 매우 단정적이고 심지어 무모하게 보이기까지 한다. 물론

중농주의 이전까지는 경제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가 중농

주의에 의해 갑자기 생겨났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본 논문은 사

상사적 접근법을 따르고 있으며,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경제’도 인

간들에 의해 영위되는 실제 활동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

람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관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즉, 본 논

문에서 주장하는 ‘경제의 탄생’이란 사람들이 생산, 유통, 소비, 조세,

재정 등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나 시장의 행위들을 ‘경제’라는 하

나의 독립된 범주로 간주하고, 이 ‘경제’라는 영역 안에는 고유한 작

동 체계와 원리가 존재한다고 믿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의 관

점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18세기로 거슬러 올

라가보면 ‘경제’가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쳐 ‘탄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론이 한 가지 제기될 수 있다. 본 논문에

서 말하는 ‘경제의 탄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스미스와 같은 고전파

정치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의 발전을 정식화하고 정당화하는 경제

이론을 확립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서는 두 가지 답변이 가능하다. 하나는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자

본주의와 고전파 정치경제학의 발전을 다른 나라의 사례에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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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라는 새로

운 경제체제가 점점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경제 분석의 수준이 고도화되면서 ‘경제’를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으

로 사고하는 경향이 거시적으로 서서히 자리잡아가고 있었다고 하

더라도 그것이 아무런 계기 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역사는 늘 구체적인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서 구현

된다. 프랑스의 역사에서 ‘경제가 탄생’하는 과정은 영국은 물론 다

른 어떤 나라들과도 달랐으며, 그 구체적 과정에 대한 분석은 그 자

체로 중요한 역사 연구의 대상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본 논문은 중

농주의와 그것을 둘러싼 논쟁을 프랑스에서 경제가 탄생하는 구체

적인 역사적 계기로 파악하였다.

그렇다면 중농주의는 ‘어떻게’ 혹은 ‘왜’ 18세기 프랑스 사회에서

경제가 탄생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까?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먼저 본 논문의 두 가지 주제, 즉 ‘중농주의의 정체성’과 ‘중농

주의의 역사적 의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

다. 이 두 개의 문제의식이 ‘경제’라는 관념을 통해서 연결될 것 같

다는 발상을 하게 된 계기는 중농주의를 대표하는 세 인물들이 당

시 통념으로 보았을 때 매우 상이한 유형의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

들이었다는 점이었다. 케네, 미라보, 튀르고는 신분적으로 보나, 지적

배경으로 보나, 그리고 정치적 지향으로 보나 어느 한 가지도 양립

하기 어려운 인물들이었는데도 중농주의라는 하나의 경제 사상의

테두리 속으로 결속하였다. 게다가 비록 이들을 중농주의를 대표하

는 세 인물들로 선택하였지만, 이들이 중농주의 내에서 차지하는 위

상이나 역할은 매우 불균등하였다. 미라보는 자기만의 경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고 단순히 케네의 사상을 전파하는 대

변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고, 튀르고의 경우 심지어

중농주의자로 보기 어렵다는 무시하기 어려운 소수 견해가 있을 정

도다. 케네는 중농주의의 이론적 체계를 세운 장본인이면서도 정작

중농주의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었을 때에는 활동의 일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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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물러나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인물들이 중농주의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농주의는 진공 상태에

서 케네라는 천재의 머릿속에 갑자기 등장한 경제 사상이 아니다.

그것이 등장할만한 시대적 배경이 반드시 존재했고, 그 맥락에 비추

어 보아야만 중농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는 중농주의의 시대적 배경으로 루이 14세 시대의 유산과 로 체제

의 유산에 의해 중첩 결정되어 섭정기 이후 주요한 경제적 흐름으

로 자리 잡게 된, 농본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를 제시하였다. 즉,

중농주의는 ‘포스트 (신)중상주의’ 시대에 주요한 경제 사조로 등장

한 농본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등장하였고 따라서 그

안에는 이러한 흐름들의 흔적이 어떤 식으로든 존재할 것이라고 가

정하였다.

또한 이 가설은 폭스-지노베즈의 연구에서 얻은 시사점들에 착안

하고 있다. 폭스-지노베즈는 중농주의를 케네 중심으로만 보는 관점

에서 탈피하여 케네와 미라보의 협업이라는 맥락에서 중농주의의

본질을 재구성하였다. 폭스-지노베즈 이전까지는 케네의 이론적 구

성물을 중심으로 중농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벨레르스의 관점이

하나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물론 폭스-지노베즈의 해석

이 등장했다고 해서 벨레르스가 해 놓은 중농주의 연구의 기본 토

대의 가치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중농주의의 정체

성에 대한 해석의 차원에서는 폭스-지노베즈가 벨레르스의 한계를

한 단계 극복한 것만은 사실이다. 폭스-지노베즈의 연구는 처음으로

중농주의가 일목요연하고 단일한 성격의 경제 사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들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체계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폭스-지노베즈는 튀르고를 중농주의자로 보지 않았고 그러

다 보니 중농주의의 배경 가운데 하나인 자유주의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물론 튀르고를 중농주의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에도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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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는 있다. 튀르고는 중농주의 경제 사상이 만들어지는데 직접 개

입하지 않았으며 독자적인 경제 사상을 구축하고 있었다. 또한 튀르

고는 단 한 번도 중농주의에 대한 조직적 소속감을 드러낸 적이 없

었으며 오히려 그들의 교조적이고 독단적인 행태에 대해 늘 비판적

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튀르고를 중농주의자로 볼 만한

근거가 더 우세하다. 첫째, 튀르고는 농업만이 순생산의 원천이라는

케네의 핵심 이론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둘째, 재무총감으로 부

임한 후 발생한 밀가루전쟁 시기에 벌어진 반중농주의 논쟁에서 주

도적인 역할을 맡았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대인들

이 당연하다는 듯이 튀르고를 중농주의자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

이다. 따라서 중농주의자인지 아닌지를 ‘회원 가입’ 여부로 따질 것

이 아닌 이상, 튀르고를 중농주의자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해 보

인다.

이렇게 해서 본 논문은 중농주의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완성하였다. 중농주의는 포스트 (신)중상주의 시대에 유

행한 세 가지 경제적 사조, 농본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라는 배경

하에서 등장하였고, 케네, 미라보, 튀르고라는 세 인물에 의해 대표

되고 이들 각각의 사상적 성향에 의해 영향을 받은 복합적인 경제

사상이다. 그렇다면 다시 앞서 제기한 질문으로 돌아가서, 케네-미

라보-튀르고 ‘연대’는 어떤 매개를 통해 가능했을까? 이들을 공통적

으로 묶어주는 어떤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

로 성립할 수 없다. 중농주의를 농본주의나 자유주의 그리고 민족주

의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으면서도 그것들과는 다른 독자적인 경

제 사상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해준 핵심적인 이념을 찾는 것이야말

로 중농주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해

보였다.

경제에 관한 새로운 관점이 케네와 미라보, 그리고 튀르고를 연결

해주는 핵심적인 고리일 것이라는 가설은 본 논문의 문제의식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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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두 번째 것, 즉 중농주의는 왜 갑자기 역사의 지평에서 사라졌는

가라는 의문과 관련이 있다. 어떤 사상이 등장했다가 사라진다는 것

은 무슨 의미일까? 어떤 사상이든, 한 때 번창 했다가도 유행의 변

화 등으로 시의성이 약화되거나 과학적 인식의 진보로 그 내용이

적실성을 상실하는 경우, 조용히 역사의 한 귀퉁이로 밀려나기 마련

이다. 아니면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수정된 내용과 형식으로 계승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때 상당히 위세를 떨쳤던 사상이 짧은 시간

안에 갑작스럽게 마치 그런 것이 언제 존재했냐는 듯이 거의 완전

히 존재를 감춰버리는 경우는 어지간해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어떻게 보면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하기는 할까 싶기도 할 정도이다.

그런데 정말로 중농주의에 관해서는 큰 과장 없이 그러한 일이 있

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1776년 튀르고의 개혁이 최종적으

로 실패로 돌아간 이후 중농주의는 어떻게 되었는가? 다른 중농주

의자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케네는 1774년 그리고 튀르고는 튀

임 얼마 후―1781년―사망하였고, 케네의 마지막 제자 뒤퐁은 미국

으로 건너갔으며, 프랑스혁명이 발발하던 해에 사망한 미라보는 이

미 한참 전부터 아들의 명성에 추월당한 한물 간 명사로 전락했다.

프랑스혁명기까지 중농주의 정신을 일부나마 계승하고 있었던 콩도

르세는 그러나 더 이상 중농주의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중농주의’라는 이름이 세간의 오르내림에서 사라졌다.

간혹 교조주의자나 이상주의자를 비난하는 수식어로 이용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사실 중농주의가 아직까지

도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도 이러

한 갑작스러운 단절과 소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아마

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중농주의는, 자

본주의의 발전에 의해 추동된 여러 경제적·정치적·사회적·문화적 변

화들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적응해갈 수밖에 없었

던 프랑스인들에게, 변화에 반대하는 최소한의 변명조차 허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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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서 그것을 강요한 일종의 트라우마적 존재로 각인되었던 것

같다. 프랑스에서 경제 활동의 자본주의적 관행은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발전해왔다. 곡물교역 및 식량공급 분야만 보더라도 되

풀이되는 기근과 식량폭동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통합되고 규모가

커지고 있었던 상업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는 별개로 사람들의 정서에는 여전히 식량은 생존권의 문제

이고 언제든지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관념이

끈질기게 남아 있었다. 그런데 중농주의는 이러한 현실적 관행과 정

서적 관념 사이의 괴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머릿속의 관념조차도

변화된 경제적 현실에 맞게 바꿀 것을 ‘강요’하였다. 최소한 사람들

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졌다. 바로 여기에서 왜 중농주의자들이 그들

이 실제로 내세운 사상의 내용보다도 훨씬 더 급진적이고 위험한

존재로 받아들여졌는지, 특히 케네와 튀르고는 많은 반중농주의자들

에 의해 피도 눈물도 없는 독선적인 원리주의자로 비난 받았는지

어느 정도 이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중농주의가 실제로 가진 내용에 비해 훨씬 심하게 공격을 받은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 주장의 ‘합리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구체제

시기의 프랑스 사회는 지역, 신분, 직종, 가문, 종교, 회사 등 온갖

종류의 사회적 집단들에 의해 분절된 사회였으며, 특권을 놓고 벌어

진 각 집단들의 각축에 의해 분열된 사회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절

과 분열이 오직 국왕 개인에 의해서만 중재되고 통합되는 그러한

사회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과 중앙집권화가 지속되면서 분절

되고 분열된 프랑스 사회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점점 더 통합

적이고 보편주의적인 형태로 진화해가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중농

주의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이미 대세를 이루고 더욱 가속화되는

시기에 등장하여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그것을 이론적으로 체계화

하여 표현한 사상으로 볼 수도 있다. 바꿔 말하면, 중농주의는 무언

가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주장했다기보다는 이미 프랑스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흐름에 편승한 사상이었다. 문제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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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어떤 사상가들도 중농주의보다 명확하게 그리고 단정적으로

프랑스 사회의 변화의 방향을 표방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것이 바람

직하다고 보지도 않았다. 중농주의가 역사의 지평에서 갑작스럽게

사라진 이유는 첫째, 한때 그것이 모두가 비난하던 악의 상징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며,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농주의가 지시한 방

향은 결국 프랑스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같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농주의를 비난하는데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그러한 비난은 당혹스

러운 과거가 되었고 부끄러움과 선택적 망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여 중농주의는 이제 ‘이상주의’나 ‘교조주의’를 지칭하는 데나 가끔

사용되는 반쯤 사어(死語)가 되었다.

중농주의로 구현된 케네-미라보-튀르고 연대는 연대의 연결고리

가 프랑스 사회의 진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회 일반의 원리로

편입되면서 해소되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왜 ‘농업’이 아니라 ‘경제’

를 케네와 미라보, 그리고 튀르고 사이의 연결고리로 보아야 하는가

이다. 전혀 다른 유형의 인물들이 중농주의라는 하나의 사상으로 결

속하였다면 그 결속의 근거는 ‘농업에 대한 관점’이 되는 것이 당연

해 보인다. 그러나 중농주의에서 농업의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중

요하지 않다. 또한 농업의 문제만 가지고는 중농주의와 다른 농본주

의 사상들 사이에 차별성도 발견할 수 없다. 농업만이 순생산을 낳

는다는 케네의 주장도 부의 원천을 밝히는 이론적 차원에서의 분석

이지 실제로 농업만 중시하고 상업이나 제조업 등은 경시해도 좋다

는 의미는 아니었다. 게다가 케네가 생각하는 농업의 순생산은 광작

체제가 확립된 다음에야 의미 있게 고려될 수 있는 희망사항에 가

까웠다. 한편 튀르고는 농업의 순생산을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모든 산업 분야를 자본의 투하에 따른 이윤의 생산이라는 일반 원

리로 통합시켰다. 미라보의 경우, 중농주의로 ‘개종’한 이후 케네의

사상을 충실히 따랐으며 경제 문제보다는 정치적·윤리적 차원의 문

제에 더 주력하였다.

농업이 아니라 경제에 대한 관점이야말로 케네-미라보-튀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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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연결고리였으며 다른 사상들과의 확실한 차별성을 그어주

는 요소였다. 본 논문에서는 케네를 ‘계몽된 중상주의자’로 표현하였

는데, 이는 경제에 대한 그의 문제의식은 다분히 중상주의의 패러다

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가 제시한 해결책은 중상주의의 범위

를 훨씬 초월했기 때문이다. 특히 케네의 중농주의는 농업만이 순수

익을 생산한다는 자연가치설보다 이윤의 원천을 생산과정에서 발견

하고 국민경제를 하나의 통합적 순환체계로 묘사한 점에서 높은 평

가를 받았다. 미라보에 대해서는, 과연 그가 경제에 관한 새로운 관

점에 무엇을 기여했는가라는 회의적인 질문이 가능하다. 물론 미라

보는 케네를 대신해서 중농주의 사상을 교육하고 선전하는 데 앞장

섰기 때문에 중농주의적 경제 관념을 공론화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실상 미라보의 더 중요한 기여는 그가 구상한

정치·사회체제와 관련이 있다. 미라보는 토지의 소유자이자 자본의

투자자인 지주가 정치의 영역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유

기적 사회체제론을 주장하였다. 미라보는 토지소유정도에 의해 참정

권이 제한되는 피라미드형의 지방자치제도를 구상하였다. 그가 생각

하는 국가론은 국왕을 정점으로 크고 작은 지주들이 일종의 주주와

같은 자격으로 연합하여 결성한 ‘지주법인국가’였다. 그런데 이러한

미라보의 국가론은 중농주의 경제체제를 거울 이미지처럼 정치영역

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경제가 먼저고 정치가 따르는 모양새였

다.

그러나 중농주의의 경제주의적 특성을 가장 뚜렷이 보여주는 인

물은 역시 튀르고라고 할 수 있다. 반중농주의 논쟁에서 튀르고를

겨냥한 반중농주의자들의 핵심 논거는 튀르고가 정치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가령 네케르 같은 이는 튀르고가 개혁

을 추진할 때 반대 진영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

한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마블리 같은 사람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사적 소유권과 경제 활

동을 구속하는 생존권이 충돌하였을 때, 정치적 요구가 경제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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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경제의 문제는 언제

나 정치적 요구와 윤리적 요청에 의해 제한되어야 마땅함에도 튀르

고의 개혁은 이 점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이었다. 반중농주의자들

이 튀르고의 ‘반정치성’을 주로 문제 삼는다는 점은 튀르고의 중농

주의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튀르고를 19세기식 교조적 자유주의의 선구자로 간

주하면서, 튀르고의 자유주의를 ‘평등주의적’·‘프랑스적’ 자유주의와

대비시켜 분석해왔는데 이것은 초점을 잘못 맞춘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튀르고의 자유주의의 ‘정도’가 아니라 그의 자유주의가 ‘반정

치적인’ 혹은 ‘경제주의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중농주의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것에서 시작된 본 논문은 ‘경제의

탄생’에서 중농주의의 역사적 의의를 찾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사

실 어느 한 사회에서 독자적인 영역과 체계를 갖는 경제라는 관념

이 언제 처음 등장했느냐는 식의 역사학적 질문은 쉽게 접하기 어

렵다. 어떤 역사 교과서들은 아예 선사시대부터 역사의 탐구를 정

치, 경제, 문화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서술하기도 한다. 설명의 편

의성을 위해 도입된 기술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식의 역사 서술은 마치 인간 사회가 처음 존재했을 때부터 사람들

이 사회를 정치 따로, 경제 따로, 문화 따로 구분해서 생각해왔던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기 쉽다. 그러면서도 버젓이 왕과 무당이 구분

되지 않았던 신정일치 사회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런 갈등도 느끼지

않고 서술한다. 종교와 정치의 분리가 당연하지 않았던 시대가 존재

했던 것처럼 경제가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

도 매우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모든 사회에는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개념적 범주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범주가 결정되는 것은

그 사회의 지식 권력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며, 지식 권력은 사회의

물적 토대를 재생산하는 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자본주의

가 전세계의 보편적인 경제체제로 성립된 이후부터는 경제를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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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에 늘 존재해온 보편타당한 영역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당연

하게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각 사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런

시기는 고작 200년 정도에 불과하다.

본 논문은 중농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사에서

경제의 탄생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다만 중농주의

와 관련하여 그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중농주의가 결정적인 계기

가 되지 않았겠냐는 가설을 제기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경제의 탄생

에 관한 한 따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의

발전을 다루어 온 경제사나 사회사의 영역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의

식에서 독자적인 연구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가

시작된 시기는 언제인가?’, ‘자본주의 체제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자본주의 정신은 언제 형성되었는가?’와 같은 질문들과 ‘경제라는

관념은 언제 등장했는가?’는 분명히 다른 질문이다. 본 논문이 경제

사상사와 관련된 새로운 영역의 개척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

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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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ysiocracy and the Birth of
Economy, 1756∼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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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ocracy is a reformist economic thought that emerged in

France in the mid-18th century. Generally, various forms of

reformist thought developed in France after the death of Louis

XIV are called Enlightenment ideologies, and Physiocracy can be

seen as one of the Enlightenment ideas emerging in the economic

field. However, it was not just a part of the Enlightenment.

Above all, contemporaries thought of Physiocracy as separating

from other Enlightenment ideas, and even considered it as

antagonistic or hostile. In the end, Physiocracy was separated

from the mainstream of the Enlightenment, apart from the

purpose of its emergence, and was suddenly destined to perish.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what m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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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ocracy take such a peculiar historical path, and what its

legacy has left in French history.

Today, the vast majority of people still view Physiocracy as a

variation of agricultural centrism. Whatever the specifics, it is the

idea that agriculture is important anyway. These ‘prejudices’

were already strong at that time. Of course, it is true that there

is a basis for promoting this ‘prejudice’ in the theory of the

economics of Physiocracy. That is the claim that produit net is

possible only in agriculture. However, Physiocracy is not simple

enough to be reduced to agricultural centrism. In order to gain a

good understanding of Physiocracy, it is not enough to simply

read the textbooks produced by Physiocrats, and it is necessary

to scrutinize the historical context in which Physiocracy was

formed, consumed, and debated.

In this thesis,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Physiocracy

through the historical context, it has been approached in two

major directions. First, it is a viewpoint that Physiocracy should

not be identical with Quesnay’s economic ideas, but should be

considered a composite composition of Quesnay, Turgot, and

Mirabeau in its interaction. These three men were very

heterogeneous figures, intellectually and ideologically, in the

context of the ancien régime France. Nonetheless, the fact that

they could be tied to a single category of Physiocracy means

that there is a new core idea that would connect them to

Physiocracy and can not be found in the context of existing

ideas.

A second approach is needed to find this very core idea.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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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 to Physiocracy is based on analysis of philosophe who

oppose it. The so-called anti-physiocracy debate has been

widespread during the ‘guerre du blé’. The anti-physiocracy

philosophe attacked if the food riots caused by the rise of grain

price were related to the physiocratic policy of the then-current

contrôleur général, Turgot. In other words, the liberalization

policy of grain trade in Turgot has created a favorable market

situation for some grain merchants and large landlords, resulting

in an artificial rise of grain price. On the other hand, Turgot and

other Physiocrats respond that liberalization of grain trade did not

lead to a rise in the price of grain, but that the government’s

artificial involvement in the grain market interfered with grain

circulation, leading to a rise in grain price.

On the surface, it seems to be a controversy over the extent

to which market autonomy should be guaranteed, but the real

key argument of anti-physiocratic aggression against Physiocracy

is that it sees the economy as an independent territory with its

own system. In other words, it attacked the anti-politics of

Physiocracy that block the intervention of politics in the sphere

of the economy. However, paradoxically, the anti-physiocratic

debate became a decisive opportunity to imprint the economy as

an independent domain in the field of public opinion in earnest.

The liberalization of grain trade, as well as the other reform

policy of Turgot, failed immediately, but later revived and

realized as a reform agenda of the French Revolution. In short,

Physiocracy was a new economic idea based on ‘economism’

rather than ‘agrarianism’, and the controversy over it became a

decisive momentum for the economy ‘to be born’ in Fr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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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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