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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튜어트 밀은 1835년과 1840년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I, II에 대한 장문의 

서평을 쓰면서 그를 “우리 시대의 몽테스키외”라고 격찬했다. 20여 년 뒤, 밀은 『자서

전』에서 자신이 토크빌의 영향을 받아 ‘수정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무슨 의미로 수정 민주주의라는 말을 썼을까? 밀은 토크빌의 영향을 적시(摘示)했는

데, 토크빌 사상의 어떤 측면을 염두에 둔 것일까? 이 글은 밀이 토크빌의 영향을 받아 

수정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했지만, 그 수정 민주주의의 큰 줄기는 그가 토크빌을 만

나기 전에 이미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한다. 이어서 밀이 『미국의 민주주의』

를 탐독했지만, 정작 토크빌이 그 책에서 마음에 담았던 핵심 문제의식은 소홀히 했다

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토크빌이 참여와 자유의 연결고리를 주목했다면 밀은 참여

의 교육적 효과에 집중했다. 토크빌이 습속을 눈여겨 본 반면, 밀은 교육의 힘을 과신

했다. 이 글은 이런 논거를 들어 토크빌의 영향을 받아 수정 민주주의로 선회했다는 밀

의 진술이 석연치 않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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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년)은 『자유론』(On Liberty 1859/1982)1)

을 썼고, 시대를 앞질러 노동자와 여성의 참정권 확보를 위해 분투했다. 그는 분명 19

세기의 대표적 민주주의자였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2) 

  1) 본고에서 사용한 판본은 쉴즈(Currin V. Shields)가 1982년에 낸 것임.

  2) 크랜턴(Maurice Cranton)은 밀의 정치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대의정부론』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본고에서 사용한 판본은 볼하임(Ric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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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이 민주주의에 대해 취한 태도를 미심쩍은 눈초리로 바라보는 평자들은 그

의 『자서전』(Autobiography 1873/1981)3)을 주목한다. 밀 스스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1805~1859년)의 영향을 받아 민주주의에 관한 생각을 본질적으로 바꾸

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그들 나이 서른 즈음에 처음 만나 각별한 우정을 나누었다. 특히 밀은 

1835년과 1840년 두 차례에 걸쳐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 

1835·1840/2000)4) I부와 II부에 대한 장문의 서평을 쓰면서 그를 ‘우리 시대의 몽테

스키외’라고 격찬했다. 밀은 20여 년 뒤 『자서전』에서 이 시점을 회상하며, 자신이 토크

빌의 영향을 받아 ‘수정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술회했다. 젊은 시절의 밀은 본인 말

대로 ‘급진주의자, 민주주의자’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정치와 인간의 궁극적 문

제’와 관련해서 본질적인 변화가 생겼다. ‘순수 민주주의’에서 수정된(modified) 형태로 

그의 이상적 정치체제가 옮겨간 것이다. 밀은 수정 민주주의를 향한 자신의 변화가 아

주 점진적으로 일어났으며, 그 출발점은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를 “읽고, 아니 공

부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밝혔다(Mill 1981, 199-201).

이 글은 밀이 토크빌의 영향을 받아 수정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했지만, 그 수정 

민주주의의 큰 줄기는 그가 토크빌을 만나기 전에 이미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자 한다. 나아가 밀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탐독했지만, 정작 토크빌이 그 책에서 마음

에 담았던 핵심 문제의식은 소홀히 했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토크빌이 참여와 자

유의 연결고리를 주목했다면 밀은 참여의 교육적 효과에 집중했다. 토크빌이 습속을 

눈여겨 본 반면, 밀은 교육의 힘을 과신했다. 이 글은 이런 논거를 들어 토크빌의 영향

을 받아 수정 민주주의로 선회했다는 밀의 진술이 석연치 않음을 주장할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II절에서는 밀이 토크빌을 만나기 전에 추구했던 급진주의와 

1835년 이후 옮겨갔다고 말한 수정 민주주의의 특징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이어 III

Wollheim)이 1983년에 낸 것임)이 귀족주의에 기울어져 있다면서 그는 분명 민주주의자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쉴즈도 그 책은 민주주의 정부 형태를 평가절하 하기 위해 써진 것이라

고 맞장구를 친다[이상 짐머(Zimmer 1976, 3-4) 참조]. 밀이 ‘평등론을 견지하지 않았기’ 때

문에 민주주의자로 볼 수 없다는 이태숙(2003, 101)도 참조. 

  3) 본고에서 사용한 판본은 롭슨(J.M. Robson)이 1981년에 낸 것임. 

  4) 본고에서 사용한 판본은 맨즈필드와 윈드롭(Harvey Mansfield and Delba Winthrop)이 

2000년에 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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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은 토크빌의 민주주의론을 살펴본다. 특히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그의 

‘새로운 정치학’을 집중 소개할 것이다. IV절은 이 글의 본론에 해당한다. 우선 토크빌

의 민주주의론에 대한 밀의 평가를 정리한다. 그런 다음, 토크빌을 만나 수정 민주주의

자로 변화했다고 하는 밀 자신의 언급에 대한 의문점을 3가지 측면에서 서술할 것이다.

II. 밀의 ‘숙련 민주주의’

1. 급진주의 운동의 좌절

밀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급진주의(radicalism) 운동의 선봉에 섰다. 

그는 『자서전』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이 투철한 ‘급진주의자요, 민주주의자’였다고 회상

했다. 민주주의의 진전에 뜨거운 성원을 보냈다(Mill 1981, 177-179). 

밀은 이성의 힘을 믿었다. 그(Mill 1983, 290)는 이성이 최상의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밀은 교육에 큰 기대를 걸었다. 교육이 사

람들의 지적, 도덕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이를 통해 사회를 본질적으로 변화시

킬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런 정신으로 급진주의 운동에 매진했다. 

밀은 10대 중반에 이미 귀족사회를 공격하는 글을 발표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

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는 편견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Mill 1981, 73). 그는 귀

족과 부자 계급을 반드시 척결해야만 하는 악의 세력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1830년 

이래 급진주의자들과 함께 비밀투표, 의회 임기 단축, 보통선거제의 점진적 실현, 세습 

상원 폐지를 위해 노력했다(Burns 1987, 209, 214). 

나아가 밀(1963, 317)은 “귀족주의 잔재를 완벽하게 일소하고 새로운 정치 시대를 

열기 위해” 정치운동의 일선에 나섰다.5) 밀 부자가 급진주의 노선을 반영할 London 

And Westminster Review를 창간한 것도 이런 목적에서였다(Mill 1981, 92, 211). 

그러나 개선은 너무나 미미했다. 밀의 기대와는 달리, 대중의 무지, 특히 이기심과 

야만성을 교정하기가 힘들었다. 사람들의 사고 양식이 환골탈태하지 않는 한, 사회의 

운명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리라고 기대할 수 없었다. 잡지를 통해 급진주의 운동에 새

  5) 본고에서 사용한 판본은 미네카(Francis E. Mineka)가 1963년에 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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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힘을 불어넣고자 한 그의 희망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역량 있는 급진주의 정

치인들도 단지 휘그당(Whig)의 좌파세력으로 전락해버렸다(Mill 1981, 205, 224). 밀

은 실망이 깊었다. 이제 그는 과거에 비해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훨씬 줄어들었다.6) 

밀은 민주주의라는 말 속에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된 개념이 통용되고 있다고 생각했

다. 순수한(pure) 의미의 민주주의는 평등하게 대표되는‘전체 인민에 의한 전체 인민의 

정부’를 지칭한다. 반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지금까지 존재했던 

민주주의는 특정 집단만 대표하는 그저 ‘다수파 인민에 의한 전체 인민의 정부’에 지나

지 않는다(Mill 1983, 247-48). 

이제까지 밀은 순수 민주주의의 구현을 꿈꾸었다. 그러나 그는 대중의 지지부진한 

변화에 실망했다. 다수파가 지배하는 거짓 민주주의를 경계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

다. 그래서 밀은 교육을 많이 받은 정치지도자에게 힘을 몰아주어야 할 당위성을 역설

했다. 급진주의자, 순수 민주주의자에서 수정 민주주의자로 변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는 V절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2. ‘숙련 민주주의’로의 전환

이런 생각의 변화는 밀이 중요한 정치문제에 관한 자신의 ‘성숙한 관점’을 담고 있

다고 회고했던 『대의정부론』(1981, 265)에 잘 나타나 있다. 민주주의자로서 인민이 공

공문제에 대해 완벽하게 통제권을 가져야한다는 밀의 신념은 변함없었다. 그러나 그

(1981, 265)는 동시에 민주적인 정치체제가 최선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담당자가 최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그가 도모한 ‘수

정’의 핵심이다.

정치제도가 지향하는 제일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전체 인민을 대표하는 기구가 

최종 결정권을 보유한 채 실제로 그 권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지적 전문성을 가진 유

능한 사람들이 업무를 맡아 처리함으로써 최대한 효율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 둘 사

이에 모순과 충돌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인민의 자기결정권이라는 큰 전제와 양립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전문가의 역할을 최대한 늘리자는 것이다(Mill 1981).

  6) 밀은 사회주의적 요소의 도입이라는 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즉, “궁극적인 사회 개

선에 대한 우리의 이상은 민주주의를 훨씬 초월하는 것이 되었고, 또 우리를 사회주의자란 

일반적 명칭 아래 결정적으로 분류하게끔 했다”(1981, 238, 2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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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능력을 요구하는 업무는 그에 적합한 기술을 갖춘 사람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밀(1983, 235-36)은 인민주권과 능력의 조화가 곧 ‘숙련(熟練)민주주

의’(skilled democracy)의 요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숙련’을 향해 그의 민주주의

론이 수정된 것이다.

밀이 숙련 민주주의를 지향하게 된 배경에는 ‘대의민주주의에 내재한 두 가지 위험’

에 대한 그의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밀은 대의정부가 “가장 완벽한 정체의 이상적 유

형”7)이라고 주장했다. 지성과 덕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정부 안에서 보다 더 큰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Mill 1983, 170, 199).  

그러나 밀은 두 가지 위험이 대의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했다. 

첫째, 대의기구와 이것을 통제하는 국민 여론이 조야(粗野)한 지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똑같은 계급으로 구성된 다수파 사람들이 당파적 이익에 따라 계

급입법(class legislation)을 시도할 수 있다(Mill 1983, 247). 밀은 투표권자의 절대 다

수를 차지하는 육체노동자들을 특히 경계했다. 지적 능력이 매우 낮은 사람들이 일반 

이익을 무시한 채 계급입법을 획책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했다(Mill 1983, 245, 

281).

밀(1983, 247)은 민주정부의 특징적인 장점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이런 두 가지 해

악을 제거하기 위한, 또는 최대한 그 문제점들을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숙련 민주주의에 관한 그의 원려(遠慮)는 이 바탕 위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의 『자서

전』과 『대의정부론』은 숙련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세 가지 조치를 상술(詳述)하고 

있다.8)

3. 입법위원회

밀은 다수 의원들로 구성된 입법부가 직접 법을 만드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

  7) 밀(1983, 186)은 ‘가장 이상적인’(ideally best) 정부의 요건을 다음 두 가지로 정의한다. 첫

째, 주권, 즉 최고 권력이 국가 구성원 전체에 귀속될 것. 둘째, 모든 시민이 그런 궁극적 주

권의 행사에 발언권을 가질 뿐 아니라, 적어도 가끔씩은 지방 또는 전국 차원에서 공공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일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을 것.

  8) 각주 2의 주장과는 달리, 『대의정부론』이 보통 시민의 정치적 발언권을 신장시키고 있다면

서 그 민주적 성격을 강조하는 크라우즈(Krouse 1982, 5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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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했다. 그래서 법안 만드는 일을 전문으로 맡아서 하는 입법위원회(Legislative 

Commission)의 설치를 제안했다(Mill 1981, 265). 나아가 법조문을 다듬고 조문끼리 

서로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손보는 조문심의위원회 (Commission of Codification) 같

은 조직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런 조직 그 자체가 법을 결정하는 것은 아

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일은 여전히 의회의 몫이고, 이들은 단지 의회에 자신의 지적 

능력을 제공할 뿐이다. 밀(1983, 223-25)은 이렇게 하면 입법과정에 숙련된 노동과 전

문적인 연구, 그리고 경험이 가미되면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4. 비례대표제

밀은 대의민주주의가 그 이상에 걸맞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수파가 자신의 이해관

계와 생각, 지성을 드러낼 기회를 가지고, 나아가 인격의 무게와 논리의 힘에 의해 수

적 열세를 뛰어넘어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진정 

평등하고 공평하며, 모든 사람에 의한(all by all) 모든 사람의 정부’가 가능하다며 이것

이야말로 “진정 유일한 민주주의”라고 불렀다(Mill 1983, 272-73).

그러나 당시 영국 정치에서 소수파는 대표를 낼 수 없었다. 발언권을 봉쇄당하고 있

었다. 민주주의와 결코 부합될 수 없는 일이었다. 소수파도 수에 비례해서 적절하게 

대표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Mill 1983, 252)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밀은 헤

어(Hare)의 비례대표제 제안을 듣고 환호했다. 대의정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

는 철학적, 실제적 구상이라고 격찬하면서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적극 주창했다(Mill 

1981, 262-63).

밀(1983, 259)이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크게 기대를 건 것은 지성이 높은 소수파가 

대의기구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대의기구 속에 한 나라

의 일류 지성 중 몇 사람만이라도 포진할 수 있다면, 이들 앞서가는 지도급 인사들이 

전체 심의 과정에서 확실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뛰어난 지성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의 숙련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였던 것

이다(Mill 1983, 261). 그러나 그의 비례대표제 발안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샀다. 

특히 보수당 사람들이 밀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Mill 1981,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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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수투표제

밀이 노동자와 여성의 참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분투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는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투표권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Mill 

1983, 281). 그런 밀이 일부 유권자의 경우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

장했다.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쓸 수도 없으며, 기초적인 산수를 할 줄도 모르는 사람

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다(Mill 1983, 277-78). 나아

가 경제적 요건도 제시했다.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국세든 지방세든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사람, 교구(敎區) 구호금을 받는 사람은 투표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Mill 

1983, 280).9)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밀은 사람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 부여하는 복수(複

數) 투표권(plural voting)의 도입을 주장했다. 사람에 따라 투표할 때 그 값어치를 다

르게 산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Mill 1983, 283).

밀(1983, 282)은 모든 사람이 자기 일에 대해  마땅히 발언권을 가져야 하지만, 그

렇다고 모두가 똑같은 무게의 발언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보다 뛰

어나고 현명한 사람에게 더 큰 발언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Mill 1983, 

288-89). 밀은 정신능력이 탁월한 사람에게 1표 이상의 투표권을 주자고 했다.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수적 우위를 독점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였다(Mill 1983, 

287).10)

밀이 복수투표권을 주장하자 일부 보수당 사람들이 쾌재를 불렀다. 밀이 노동자들

을 견제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밀이 복수투표권을 재산이 아니

라 교육과 연계시켰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장차 보통선거가 실시될 때를 대비해서 그

런 제도의 도입을 구상했다는 점도 놓쳤다. 노동자들이 제대로 투표권도 확보하지 못

  9) 물론 밀은 이런 형태의 투표권 박탈이 일시적인 것에 그쳐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저 

권리를 행사하는데 요구되는 의무에 대해 충분히 신경을 쓰도록 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

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Mill 1983, 
281). 

10) 밀은 1859년 “Thoughts on Parliamentary Reform”이라는 글에서 미숙련 노동자에게 1표를 

준다면, 숙련 노동자는 2표, 노동 감독자는 3표, 기업농, 제조업자, 상인은 3~4표, 법률가, 

의사, 성직자 등 지적 직업인에게는 5~6표를 줄 것을 제안했다(윤성현 2013, 158 참조). 



310   한국정치연구 제24집 제1호(2015)

한 상태에서 당장 복수투표제를 실시하자고 한 것은 아니었다(Mill 1981, 288-89, 

261-62).

III. 토크빌의 ‘새로운 정치학’

밀은 자신이 토크빌의 영향을 받아 수정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했다. 밀의 이런 언

급을 제대로 음미하기 위해서는 토크빌의 사상, 특히 그의 민주주의론을 일별해보아야 

한다. 그러나 토크빌이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명쾌하게 정리하기 쉽

지 않다. 머리로는 민주주의를 선택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귀족시대에 대한 향수

를 지우지 못한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1. 민주주의 비판

토크빌은 1841년 자신의 ‘깊숙한 본능’과 ‘기본원칙’에 대해 털어놓았는데, 이것을 보

면 그는 분명 귀족주의자이다. “이성적으로 나는 민주적 정치체제를 선호한다. 그러

나 본능적으로는 귀족체제에 더 끌린다. 다시 말해 나는 군중을 경멸하고 또 두려워

한다. 나는 자유와 법을 열정적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권리를 존중한다. 그러나 민주

주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솔직한 고백이다”

(Tocqueville 2002, 219).

토크빌(2000, 52)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자기들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저급한 평등’

을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목한다. 그는 이 그릇된 평등이 ‘물질적 개인

주의’를 낳는다고 보았다.

모두가 평등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눈앞의 물질적 욕구에 집착하며 신체에 따르는 

즐거움에 몰두한다(Tocqueville 2000, 436-37; 1983, xiii). 토크빌(2000, 482)은 이 물

질주의를 따라다니는 개인주의(individualisme), 즉 ‘자신에게만 모든 감정을 집중하면

서 동료와 사회로부터 떠나 자신만의 성에 안주하는 잘못된 판단’을 심각하게 받아들

인다. 

토크빌은 물질적 개인주의에 휘둘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크게 실망한다. 이 곳에서

는 고매한 야심을 품는 사람이 드물다. 그저 ‘자기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드는’ 것에만 



 민주주의   311

관심을 둘 뿐이다(Tocqueville 1968, II, 207-208). 그 결과 사회 전체가 무기력해졌다

(Tocqueville 1995, 5). 토크빌(1954, 335)은 1841년 존 스튜어트 밀에게 쓴 편지에서 

“[…] 습속이 점차 나약해지고 정신이 저급해지며 기호마저 평범해지고 있다 […] 사람

들은 일신의 안락과 사소한 것들에 탐닉하느라 위대한 그 무엇을 버리고 있다”며 안타

까워했다.11)

토크빌이 평등사회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보다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물질지향적 개

인주의가 ‘다수의 전제(專制)’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오히려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는 것이다(Tocqueville 2000, 240). 

평등사회 사람들은 자신보다 우월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자신이 뛰어

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자신의 무력함을 잘 알기에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이웃에 

의탁해서 몸을 숨기는 경향이 있다. 다수의 이름으로 자기 생각을 포장하고 피력한다. 

이 다수에 동조하지 않는 그 어떤 개인도 용납하지 않는다(Tocqueville 2000, 240). 

같은 맥락에서 민주적 전제(despotisme démocratique)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

다. 개인이 고독할수록 국가에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민주국가에서 이론상으로는 

국민이 유일 합법적 주권자이다. 그러나 국민은 서로 비슷비슷하고 완전히 평등한 개

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정부 행동을 통제, 감시할 수 없다. 이 공백을 틈 타 국민의 이

름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가 국민 위에 군림하게 된다. ‘국가’라

는 이름의 이 거대한 힘은 “인간을 얼마든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토크

빌(1983, 182)은 민주적 전제에 전율했다.

2. 민주주의에 대한 우호적 평가

그러나 토크빌은 민주주의의 여러 장점에 대해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민주

11) 토크빌은 이런 이유에서 ‘고상한 관념과 정신적 기쁨을 추구하는’ 귀족사회에 대한 미련

을 지우지 못한다. 그에 따르면, 귀족 사회는 웅대하고 고귀한 목표를 추구하며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 하찮은 쾌락을 멀리 하며 진리에 대해 큰 가치를 부여한다. 사소한 즐거

움을 경멸하기 때문에 비굴한 생각과 거리가 멀다(Tocqueville 2000, 436). 왜 이렇게 민

주주의 사회와 귀족 사회는 다를까? 토크빌은 ‘조건의 평등’이 근본원인이라고 생각한

다.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희미해지면 명예, 곧 고상한 야심도 약해지고 만다는 것이다

(Tocqueville 2000, 598-599, 601-602). 그래서 토크빌(1968, II, 83, 85)은 ‘귀족주의를 

잃어버린 것은 불행’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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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가 정치적 권리를 가장 낮은 계층의 시민들에게까지 확산시킨다면서, 이것을 ‘민주

정부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라고 꼽았다. 민주주의가 일부 사람들을 억압한다면, 

귀족주의는 나머지 사람 전부를 억압한다는 사실도 지적했다(Tocqueville 2000, 180).

토크빌은 행정의 질서정연함 등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가 귀족정보다 훨씬 

불완전하다는 점을 시인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목표, 즉 인간성을 보다 잘 고취한다

는 점에서 민주주의가 더 낫다고 주장한다(Tocqueville 2000, 222). 뿐만 아니다. 장기

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는 독재체제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한다. 때로 가장 능란한 정

부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해낸다. 사회 전반에 엄청난 힘을 불어넣는다. 토크빌(2000, 

234)은 이런 것을 민주주의의 ‘진정한 장점’이라고 역설한다.

결정적으로 종교가 등장한다. 토크빌(2000, 7)은 ‘오랜 관찰과 진지한 명상’을 통해, 

평등의 점진적이고 전향적인 발전, 곧 민주주의의 확대가 절대자의 뜻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그(2000, 674-75)는 자기를 내려놓고 신의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받아들였다. 

토크빌 스스로 자신을 민주주의자로 불렀다. 그는 1835년 6월 밀에게 보낸 편지에

서 민주주의의 진정한 목표를 언급한 뒤, ‘이런 의미에서 나는 민주주의자’라고 자신을 

규정했다(Tocqueville 1985, 100-102). 그는 1839년 편지에서도, 자신이 민주주의의 

친구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의 어두운 측면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고 해명했다. 민

주주의에 대해 진실된 충고를 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한 것이다(Tocqueville 

1954, 326). 토크빌(2002, 250)은 1848년 자신이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자’라고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혔다 .

물론 토크빌이 민주주의에 환상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상적 민주주의라는 신기루

를 좇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쉽게 실현되지 않고, 상상하는 것만큼 굉장한 변화를 일

으키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 역시 그의‘정치적 목표’였다. 높은 수준의 사

고능력, 사적 도덕심, 신념 같은 것이 전제돼야 그런 정부가 작동할 수 있는데, 당시 

사회가 그와 같은 조건들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냉엄한 현실을 깨우쳐 주고 싶었다

(Tocqueville 1985, 98-99).

3. ‘새로운 정치학’의 과제

토크빌은 스스로 시대의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미국의 민주주

의』를 쓰면서, 특정 당파에 좋은 말을 하거나 비판할 생각이 없었다. 그 사람들과 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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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달리 보기보다 더 멀리 바라보고자 했다. 그들이 내일 문제에 관심을 집중한다면, 

그는 더 먼 미래의 일을 고민하고 싶어 했다(Tocqueville 2000, 15). 

토크빌은 그 누구보다 더 분명하게 민주주의의 오류와 위험을 직시했다. 평등의 과

잉이 개인의 독립을 저해하며 빚어내는 여러 가지 폐해를 집중 부각시켰다(Tocqueville 

2000, 672). 미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민주주의가 그 힘의 남용과 자원의 오용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Tocqueville 2000, 248). 

그러나 토크빌( 2000, 672)은 이런 위험이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지도자들은 민주주의의 잘못을 찾아 고치기보다 엉뚱하게도 그 자체를 파괴할 궁리나 

했다(Tocqueville 2000, 7-8). 그러나 토크빌은 ‘좋은 경향을 북돋우고 나쁜 경향을 최

대한 억제하면’(2000, 7) 평등사회가 직면한 위험을 얼마든지 이겨내고(2000, 672) 자

유와 민주주의 ‘둘 다’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2000, 302). 

그래서 토크빌(2000, 7)은 민주주의가 야기하는 폐해를 완화시켜주고, 그것이 불

러일으키는 이로운 것들을 찾고자 했다. 그가 ‘새로운 세계를 위한 새로운 정치학’

(science politique nouvelle)을 정립하고자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토크빌은 새로운 

정치학을 통해 민주주의를 계도하고, 그 관습을 순화하며, 그 움직임을 규제하고자 했

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경험의 부족을 메우고, 맹목적 본능 대신에 진정한 이익을 찾

도록 이끌고자 했다(Tocqueville 2000, 7). 민주주의를 교육시키는 것이 그의 새로운 

정치학의 사명이었다(Kelly 1992, 28).

IV. 밀의 평가

밀은 1835년, 1840년 두 차례에 걸쳐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I·II권에 대한 긴 

서평을 썼다. 그(1977b, 156)는 과학적 정치학 연구의 신기원을 연 이  ‘민주주의에 관

한 최초의 철학적 저서’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밀은 민주주의에 대한 토크빌의 생각에 대체로 공감했지만 이견이 없지 않았다. 밀

(1963, 272) 스스로 토크빌에게 밝혔듯이, 그는 민주주의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호의

적이었다.12) 밀은 토크빌이 귀족주의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못 마

12) 밀이 서평을 써나간 맥락을 보면 밀 자신의 관점을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다. 밀은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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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했다. 귀족주의가 사라짐으로써 잃어버린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민주주의 사회

가 직면한 문제점을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묘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밀(1977a, 

54)은 귀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잘 규제되기만 하면 너끈

히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밀(1977a, 50; 1977b, 158)은 전체적으로 볼 때 토크빌이 귀족주의와 민주주

의 사이에서 균형 잡힌 판단을 한다고 평가했다. 토크빌은 어느 열렬한 민주주의자보

다도 더 명료하게 민주주의의 뛰어난 점들을 드러내보였다(Mill 1981, 199).13) 동시에 

토크빌은 민주주의를 곤경에 몰아넣는 구체적인 위험 요인들도 똑같이 탁월하게 분석

했다. 밀은 이 점을 의미 있게 바라보았다.14)

밀은 토크빌이 민주주의를 거부하기 위해서 그 책을 쓴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민

주정부의 약점을 들추어냈지만, 그것은 민주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 유익한 

경향은 촉진시키고, 부정적인 것은 중화 또는 완화시켜 줄 치유책을 제시하는 것이 그

의 목표였다(Mill 1981, 199-201). 종합적으로는 토크빌이 민주주의의 손을 들어주었

다고 해석했다(Kinzer 1978, 6). 

이런 이유에서 밀은 토크빌이 강조한 새로운 정치학의 필요성을 잘 정리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강화하고 

나쁜 것은 통제할 수 있을까. 밀은 ‘잘 조절된 민주주의’(well-regulated democracy)라

는 표현으로 토크빌의 문제의식을 압축했다. 즉, 잘 조절된 민주주의와 그렇지 못한 

빌 책을 소개하면서 원문을 자주, 길게 인용했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어긋나는 부분(이를

테면, 귀족사회에 대한 긍정적 평가나 민주사회에서 정신을 탄압하는 것에 대한 우려 등)은 

의도적으로 축소, 외면하기도 했다(Kinzer 1978, 2, 7-9).

13) 밀의 아버지 제임스 밀(James Mill: 1773~1836년)은 토크빌의 책이 민주주의의 단점보다

는 장점에 대해 더 많이 지면을 할애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존 스튜어트 밀은 막 토크빌과 

교신을 나누기 시작한 시점이라, 아버지가 방법론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토크빌을 호의적

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그 자신도 꽤 만족감을 느꼈던 것 같다(Mill 1981, 211 참조).

14) 밀(1977a, 70-71)은 1835년 서평에서 토크빌이 제시한 민주주의의 부정적, 긍정적 두 측면

을 잘 정리하고 있다. 

  장점: 그 총체적, 항구적 목표가 최대다수의 이익을 추구한다, 인민들이 정부에 대해 자발

적으로 복종하고 따뜻한 일체감을 느낀다, 정부가 인민을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그 어느 

정부보다도 더 인민에 의해서 작동되기 때문에 대중의 지적 능력을 갈고 다듬어 줄 수 있다.

  단점: 정책이 근시안적으로 성급하게 만들어진다, 다수의 이익이 늘 전체의 이익과 일치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수의 주권을 앞세워 소수의 권익을 유린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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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인류의 미래가 좌우된다면서, 토크빌의 

새로운 정치학을 잘 조절된 민주주의에 대한 탐구로 연결했다(Mill 1977a, 56).

1840년 서평에서도 새로운 정치학의 지향점을 언급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는데, 인간의 노력과 지혜에 의해 그런 조건들

이 충족될 수 있다고 했다. 현명한 노력을 기울이면 민주주의에 들어있는 부정적인 측

면은 교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Mill 1977b, 158).

20여 년 뒤, 밀은 자신의 지적 여정(旅程)을 되돌아보며, 급진주의자로서, 그리고 민

주주의자로서 자신의 생각의 큰 틀은 이미 청년 시절에 확립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다

만 정치와 인간의 궁극적 문제와 관련해서 본질적인 변화가 딱 두 가지가 생기는데, 

그 하나는 제한된 사회주의(qualified Socialism)에 대한 관심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상

적 정치체제가 수정된 형태로 옮겨간 것이었다. 밀(1981, 199)은 수정 민주주의를 향

한 자신의 변화가 아주 점진적으로 일어났으며, 그 출발점은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

의』를 공부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밀이 토크빌의 영향을 받았다면 그것은 새로운 정치학에 대한 공감 때문이었을 것이

다. 밀은 그것을 잘 조절된 민주주의로 바꾸어 불렀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밀의 저

작 속에서 수정 민주주의, 숙련 민주주의로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밀(1981, 201)은 ‘자신이 그 무렵 이미 그런 생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

었기 때문에 그 이후 그의 생각은 점점 더 같은 방향으로 굳어져 갔다’고 했다. 밀은 

분명 토크빌의 책을 공부하고 나서 생각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동

시에 자신이 그 무렵 이미 그런 생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미묘

한 표현의 차이를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V. 토크빌의 영향?

1. 참여 억제

토크빌은 민주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고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학

을 개척하고자 했는데, 그 핵심 중의 하나는 인민의 ‘열정과 무지’를 견제하는 것이었

다. 이 점에서 밀의 수정 민주주의와 다르지 않았다. 수정 민주주의 역시 대중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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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현실적 판단을 근거로 하여 능력 있는 전문가들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토크빌은 ‘민주주의를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아첨꾼 또는 ‘지나치게 가까운 친구’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잠식한다고 우려했다. 사사건건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이 자유와 인간적 존엄의 고

양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Manent 1996, 132). 무엇보다 인민의 열정과 무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관점에서 토크빌은 인민의 변덕에 저항하고 위험한 요구를 거절하는 지혜와 용

기를 지닌 연방주의자들의 존재가 미국에게는 큰 행운이었다고 주장한다. 인민의 이

익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때로 인민의 불쾌한 반응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Tocqueville 2000, 167-169, 129, 144). 같은 맥락에서 토

크빌(2000, 191)은 ‘지성과 도덕적 탁월성을 지닌 사람을 존중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

이 그들에게 순종하는 전통’을 지켰기 때문에 미국 민주주의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

었다고 칭찬한다. 

따라서 토크빌(2000, 235-36)은 미국의 입법부 의원들이 ‘인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

고, 임기도 대단히 짧은 것’을 아주 못마땅해 했다. 유권자들의 하찮은 욕망에서 벗어

날 길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토크빌(2000, 145, 191-192)은 다수파의 열정과 의

지가 손쉽게 반영되는 직선제 대신 간접선거제도를 확대해야 민주주의의 숱한 폐해들

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입법자들이 유권자들에 꼼짝 못하고 얽매이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임기 연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Tocqueville 2000, 144). 토크

빌은 대통령의 재선 허용도 반대했다. 재선에 나서는 사람은 인민의 호감을 사기 위해 

‘다수파의 말 잘 듣는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우려했기 때문이다(Tocqueville 

2000, 130). 

인민의 열정과 무지를 견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밀도 생각이 같았다. 토크빌과 마

찬가지로, 그(1983, 392)는 ‘높은 식견과 그에 상응하는 지위를 갖추고 공화국의 독립

을 이끈 지도자들’, 즉 연방주의자들 덕분에 미국이 어려운 전환기를 잘 넘겼다고 평가

했다. 입법부 의원들의 임기를 7년 정도로 길게 잡으려 한 것도 토크빌과 유사하다. 밀

(1983, 321)은 임기가 너무 짧을 경우, 조만간 또 선거에 나가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의원들이 늘 유권자의 비위를 맞추려 하는 폐단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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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

인민의 열정과 무지에 대한 우려에서 잘 나타나듯이, 새로운 정치학과 수정 민주주

의의 대세는 보수화 경향이다. 그런데 밀이 1835년 토크빌을 만나기 전에 그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보수주의에 경도되고 있었다. 

밀은 1831년 “시대의 정신”(“The spirit of the Age”, 1831/1986)15)이라는 글에서 어

느 사회이든지 가장 유능한 사람(fittest persons)이 세속적 권력과 도덕적 영향력을 견

고하게 행사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유능한 사람, 

즉 정치적 대표가 정치의 일선을 담당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런 발상은 정통 급진주의 

대의정부 이론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Burns 1987, 204).

밀은 1835년 서평에서 자신의 ‘대표’ 개념을 자세하게 논의한다. 우선 밀은 토크빌이 

지적하는 민주주의의 부정적 측면이 단지 민주주의가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해 사람들

이 그릇된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합리적 민주주의(rational 

democracy)는 인민이 궁극적 통제권을 행사하지만 그들 자신이 정치를 담당하지 않는 

체제라고 규정한다. 그럼 누가 정치를 담당해야 하는가? 밀은 ‘선의를 믿을 수만 있다

면’ 가장 현명한 소수의 사람이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가 최선의 정부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인민은 가장 지혜 있고 유능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은 뒤, 그들이 자신의 능

력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들이 자기 사적 이익을 도모하

지 않는 한 가능하면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인민의 이익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다. 정치인이 대표(representative)가 될 때,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러나 그릇된 민주주의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인민이 정부 일에 간섭함으로써 인

민주권을 오용하고 있다. 입법자들을 단순히 다수 인민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집행하

는 일종의 대리인(delegates)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면 인민 스스로 자기들의 이익을 

해치게 된다. 밀은 이런 정부는 현명한 사람들이 꿈꾸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결론짓는다. 대표 자리에 대리인이 앉아 있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가 직면한 단 하나, 

유일한 위험이라고 강조한다(Mill 1977a, 70-74).

토크빌은 밀의 생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는 1835년의 편지에서 밀이 대표

15) 본고는 본고에서 사용한 판본은 롭슨이 1986년에 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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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리인을 구별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친구들 중에서도 

대리와 대표를 밀처럼 명확하고 멋지게 구분한 사람이 없었다. 토크빌도 밀과 마찬가

지로 인민이 정부가 하는 일의 큰 방향에 대해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되, 지도자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또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

대 사회의 운명은 바로 이 숙제에 달려 있는데, 밀이 바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있었다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Tocqueville 1954, 303-304).

그런데 밀은 이에 대한 답장에서 자신이 이미 몇 년 전의 글에서 대표와 대리를 분명

히 구분했다고 밝혔다. 자신보다 훨씬 민주주의자인 아버지 제임스 밀도 이런 의견에 

전적으로 동조했다고 말했다(Mill 1963, 288). 

사실 밀은 1832년 글에서 대표가 서약(pledges)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

것 때문에 급진주의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당시 급진주의자들은 소수 지배

자가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제한하는데 온 신경을 집중했다. 따라서 대

표가 유권자들의 생각을 의사당에 그대로 옮기고, 이것을 서약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

치이론의 당연한 귀결로 간주했다(Burns 1987, 204-205 참조).

그러나 밀은 인민주권은 위임 주권(delegated sovereignty)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

했다. 가장 현명한 최상의 대표를 뽑았다면 그를 믿고 맡겨야지 이래라 저래라 지시

(instruct)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환자가 의사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처방을 내리도

록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Mill 1986, 489-91). 밀도 인민의 

의지가 궁극적으로는 최고 위상을 자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치에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은 인민의 의지가 아니라 인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

했다(Mill 1986, 502). 대의민주주의가 우민(愚民)이 지배하는 정부로 전락하지 않으려

면 지력이 뛰어난 지도자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Mill 1986, 504). 밀

은 토리(Tory)가 아니더라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Burns 1987, 

206).

밀은 1835년에도 똑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이익이 일치하

고 인민이 소수 지도자의 재량을 따르는 것이 좋은 정부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

라고 말했다. 대표가 인민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급진주의 노선을 다시 한 번 비판

한 것이다(Burns 1987, 209-210). 

밀은 이런 생각을 『대의정부론』에서도 길게 소개하고 있다. 밀은 분명히 말한다. 민

주적 다수의 본능에 맞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면 지성을 



 민주주의   319

갖춘 소수(instructed minority)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Mill 1983, 263-64). 의원

들이 최대한 자기 소신과 재량에 따라 활동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는 것이다.16)

밀은 어린 나이에 급진주의 운동에 투신했지만, 그가 토크빌을 만날 무렵에는 보수

주의로 경도되고 있었다. 대표와 인민을 대척선상에 놓는 발상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전통적인 급진주의자들은 평등에 바탕을 둔 순수 민주주의를 주창했다. 이

에 반해 밀은 다수를 견제하고 이끌어갈 대표의 역할을 더 강조했다. 그가 급진주의

자들과 결별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밀은 토크빌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 생각

을 굳히고 있었다. 적어도 대표 개념에 관한 한 밀은 토크빌의 영향을 받은 바 없다. 

곧 논의하겠지만, 밀의 대표 개념은 그가 추구했던 숙련 민주주의, 곧 수정 민주주의

의 큰 틀을 형성한다. 따라서 밀이 토크빌의 책을 읽고 수정 민주주의로 사상적 전환

을 겪게 되었다는 주장은 석연치가 않다. 

3. 참여와 자유

토크빌의 새로운 정치학이 인민의 열정과 무지를 제한하는 데만 관심을 둔 것은 아

니었다. 오히려 그는 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온건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참여의 

미학을 강조하였다. 한편으로는 인민주권을 위축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민의 참여

를 촉구하였다. 그의 정치학이 새로운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민주주의로 민

주주의를 온건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 

민주주의 말고는, 민주적 사회상태가 불가피하게 빚어내는 각종 해악을 […] 제어해낼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Craiutu 2005, 625 재인용).

토크빌은 참여가 자유를 낳는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토크빌 민주주의론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 밀은 그 중요한 대목을 놓쳤다. 밀은 토크빌이 역설한 참여의 미

학을 온전히 읽지 못했다. 밀은 참여의 교육적 효과에 관심을 집중했다. 그가 토크빌

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술회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이다. 

밀의 1835년 서평이 소개하듯이, 토크빌은 참여가 민주주의의 열매로서 지력의 확산

에 이바지한다고 주장했다. 토크빌에 의하면, 사람들이 공공 업무에 관여하면 공공의 

일을 자신의 것인 냥 생각하게 된다. 그 결과 생각이 깊어지고, 자신의 반복되는 일상

16) 그렇다고 유권자의 근본 신념까지 무시해도 좋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Mill 1983, 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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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벗어나 마음도 해방될 수 있다. 하층 계급사람도 정부 일을 하다보면 자신에 대

해 일종의 자긍심을 느끼게 된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과 접촉을 하다보면 안목도 

넓어진다(Mill 1977a, 89). 1840년 서평에서도 민주적 정치 제도가 실질적인 정치교육

의 효과를 내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폐단을 치료할 최선의 방책이라는 토크빌의 주장이 

소개되고 있다(Burns 1987, 218). 

밀 자신도 참여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후기 저작에서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

는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직접 결정하는 일에 참여하면, 지성과 심성을 교육시키는 효

과를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밀은 특히 미국의 민주적 제도들이 최하층 계급 사람들의 

정신적 발전을 촉진하는데 탁월한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육체노동자도 정

치토론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선거권 행사를 통해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엄청

난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는 인류의 대다수가 높은 수준의 정신적 진보를 이루는 

꿈같은 일이 참여를 통해 현실화될 수 있다고 확언했다(Mill 1983, 274-276). 그래서 

밀(1983, 196-98)은 ‘사회의 일반적 진보 수준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참여가 최대한 

확대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밀과 토크빌은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밀은 토크빌

이 참여를 강조한 또 하나의 이유를 간과했다. 토크빌은 참여가 사람을 바꾸는 교육적 

효과를 낼 뿐만 아니라 자유를 진작(振作)시키는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역설

했다. 밀은 이 두 번째 의미를 놓쳤다. 토크빌이 의미심장하게 지켜보았던 참여와 자유 

사이의 연결고리를 지나친 것이다.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평등제일주의’에 빠져 자유를 부정한다고 생각했다.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자유가 아니라 평등이 1차적 목표가 된다. 차라리 노예상태에 빠

지더라도 평등 없이는 못 산다(Tocqueville 2000, 52). 민주주의가 자유를 오히려 제

약하는 이런 상황에 토크빌은 경악했다. 그런데 토크빌은 미국의 사례를 통해, 참여가 

늘어나면 민주주의가 빚어내는 그런 해악을 방지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참여가 자유

를 지켜준다는 것이다. 

토크빌이 미국 민주주의의 현장을 직접 관찰한 바에 따르면, 지역 단위의 공동체 

및 각종 중간집단의 활발한 활동은 자유시민이 자기 사회에 대해 애착심과 소속감

을 가지게 해준다. 공공문제에 대한 참여를 통해 자기이익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주

변의 동료나 이웃들과 협력하게 된다(Tocqueville 2000, 264-302). 이런 관찰을 통

해 토크빌은 ‘인민들로 하여금 자기 조국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는 가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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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아마도 유일한 방법은 정부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었다

(Tocqueville 2000, 226). 평등사회의 가장 큰 고질인 물질적 개인주의가 참여를 통해 

극복된다는 것이다.

토크빌은 이런 말도 했다. 평등사회 속에서 개인은 남 뒤로 숨으려 한다. 다중의 이

름으로 자기 생각을 대신하려 한다. 그러나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자신에 대해  일종의 

자존심을 느끼게 된다(Tocqueville 2000, 233). 책임감을 느낌으로써 군중 속에 매몰

되는 것을 방지해준다(Tocqueville 2000, 302). 자유의 토대가 확보되는 것이다.

현지 관찰을 통해 토크빌은 각종 지역단위, 특히 타운이야말로 자유 시민들의 힘의 

원천이 된다고 생각했다. 초등학교가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이나 타운 제

도가 자유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타운을 통해 자유를 일상적인 것으로 체험

하고, 음미하며, 습관적으로 향유하게 된다(Tocqueville 2000, 57-58). 자유의 소중함

에 대해 깊이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토크빌은 자유와 정치를 떼어서 생

각했던 전통 계약 이론과는 달리 인간의 자유가 정치 속에서 발견되어야 한다고 생각

했다(Mansfield 2010, 3).

토크빌은 20년이 지나 출판된 『구체제와 혁명』(De L’Ancien Regime et la Revolution 

1956/1983)에서도 참여가 물질적 개인주의의 해독제라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정치적 

자유가 모든 국민 사이에 호혜와 연대 감정을 창조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

다(Tocqueville 1983, 81):

자유만이 독재정부가 빚어내는 폐해를 극복하게 해준다. 자유만이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갈 운명에 처해 있는 개인들의 고립을 구출해내고, 사람들끼리 서로 접촉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적극적인 유대감을 느끼도록 촉구한다. 자유시민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

서는 사람들이 자기 아웃동료들과 만나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생각을 주고받으며 

공동 이해관계에 관해 어떤 행동을 취할지 합의해야 되는 필요성을 매일 매일 깨닫게 

된다. 자유만이 사람들이 배금주의나 일상의 사소한 걱정거리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

을 막아준다. 자유만이 항상 매 순간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과 그 주변 사람들 너

머 보다 큰 실체, 즉 조국의 일원임을 의식하게 해준다. 자유만이 어떤 중요한 고비에 

사람들이 물질적 행복에 자연적으로 끌리는 것을 막고 보다 고상하고 더 의미있는 이

상을 추구하게 해 준다(Tocqueville 1983, xiv). 

그래서 토크빌(2000, 488)은 평등이 초래하는 여러 폐해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단 하

나 유효한 처방은 바로 정치적 자유의 확대뿐이라고 선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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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1977b, 188)도 1840년 서평에서 토크빌이 정치적 권리의 확대와 보급에 의해 촉

진되는 자유의 정신(spirit of liberty)이 민주정치의 해악에 대한 중화제 역할을 한다고 

말한 것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토크빌이 평등에 대해 품었던 심각한 고뇌와 이 연

장선에서 그가 참여에 대해 걸었던 크나큰 기대가 밀의 글 속에서는 그다지 두드러지

지 않는다. 참여의 교육적 효과에만 집중하면 토크빌 정치사상의 깊숙한 구조를 간과

하게 된다. 

4. 이성과 습속

밀이 토크빌의 영향을 받아 민주주의에 관한 생각을 수정하게 되었다는 그의 회고를 

미심쩍게 만드는 또 하나의 고리가 있다.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습속(習俗)의 순화를 매우 강조했다. 그러나 밀은 이 점을 눈여겨

보지 않았다. 밀은 맹신에 가까울 정도로 이성의 힘을 믿었다.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

꿀 수 있다는 믿음을 끝까지 견지했다. 

토크빌(2000, 199)은 민주주의가 대단히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생각 위에 서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조건

이란 무엇일까? 『미국의 민주주의』 I부에서 토크빌(2000, 7)은 민주주의 혁명을 유익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 사상, 습관, 그리고 관습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

했다. 그 책이 출간된 직후에는 ‘지성, 도덕성, 종교적 믿음’ 같은 것이 전제돼야 이상

적 민주 정부가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Tocqueville 1985, 98-99).

토크빌은 민주주의의 안착을 위한 이런저런 조건들을 나열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은 습속(les moeurs)이라고 단정짓는다. 미국의 예를 통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습속

이 민주국가의 국민들을 자유상태에 머무르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Tocqueville 2000, 302, 191). 

토크빌은 습속이 ‘사람들 사이에서 자리 잡고 있는 유일하게 굳세고 오래 지속되는 

힘’인데도 작가들이 법에만 신경 쓰느라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

나 토크빌은 이 습속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다. 그는 관습, ‘마음의 습관’, ‘사

람들의 전반적인 도덕적, 지적 상태’를 염두에 두고 습속이라는 말을 썼다(Boesche 

2005, 749 참조).

토크빌은 습속의 근간으로서 지성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매우 개화되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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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깊은 사회’에서만 민주주의가 아름답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토크빌

(2000, 199)은 그런 사회가 ‘최후의 순간’에나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습속의 구성요소로서 종교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의 글 곳곳에 종교가 

등장한다. 이를테면 그의 이상적 자유, 즉 ‘질서 속에 규율이 있는 자유’를 설명하는 대

목에서 ‘종교적 믿음과 습속, 그리고 법에 의해 통제되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기쁨’에 

가슴 벅찼다고 되돌아보았다(Tocqueville 1995, 65). 참된 자유란 신의 규칙과 신의 영

원한 법 위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말도 했다(Mayer 1960, 99). 

그런가 하면 그는 여러 군데에서 법질서의 존중을 강조했다. 그가 염두에 둔 공

화국은 ‘체계적이고, 온건하며, 보수적이고 완벽하게 헌정질서를 따르는’ 국가였다

(Tocqueville 1995, 192). 그로서는 ‘조심스럽게, 합법성의 테두리 안에서 천천히 전진

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는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가장 싫어했다. 법을 존중하는 

것이 그에게는 거의 미신과도 같은 중요성을 띤 것이었다(Tocqueville 2002, 157-8).

밀(1983, 353)도 ‘자유에 대한 사랑과 절제하는 습속’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성숙한 

정치를 펴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항상 상호 관용과 타협의 정신에 의해 움직여

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밀(1981, 108)은 시종일관 이성의 힘에다 모든 것을 걸었다. 교육을 민주주

의의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간주했다(Pappé 1964, 225-227). 그에게 교육은 민주

주의가 직면한 문제들을 풀어줄 ‘만능 해독제’나 다름없었다. 밀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

는 것이 진보의 요체라고 확신했다. 따라서 지적 능력을 갖춘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했

다. 밀은 이들을 지성과 학식의 힘으로 계급이익을 누르고 일반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겼다. 특히 이들이 대중에게 발휘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에 대단한 기대를 

걸었다. 그래서 그는 1835년 서평을 통해 배운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대중

이 서슴없이 따라올 것으로 믿었다. ‘신념을 가진 한 사람이 그저 이익만 생각하는 99

명과 맞설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늘날 세태에 비추어본다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사적, 계급적 편견에서 자

유로울 수 있다는 밀의 발상은 소박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문맹자가 태반을 차지하던 

당시 상황에서 교육에다 큰 희망을 거는 것을 터무니없다고 평가절하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Schpiro 1987, 85-86).

중요한 것은 밀이 지성의 힘에다 집중하느라 토크빌의 습속이 가지고 있던 다차원적 

의미를 간과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밀이 참여를 교육적 효과 측면에 기울어서 조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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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표나 복수투표권 등 그의 정치이론의 근간이 되는 것들이 모두 이성의 힘에 과도

하게 기대를 걸었던 사실과도 연결된다. 

VI. 결론

이 글은 토크빌의 책을 읽고 민주주의에 관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는 밀의 회고에 

의문을 제기했다. 밀 본인이 자신의 지적 여정을 되돌아보며 『자서전』에서 밝힌 내용이

니만큼 가볍게 볼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가 급진주의, 순수 민주주의에

서 잘 규제된 민주주의, 수정 민주주의, 숙련 민주주의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이 순

전히 토크빌 때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것들이 있다.17) 

전후 사정을 보면, 밀의 이어지는 언급, 즉 ‘자신이 그 무렵 이미 그런 생각을 받아들

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것 같다. 밀은 일찍부터 

생시몽주의자들의 ‘지도자론’(pouvoir spirituel)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대표’ 이론의 뿌리를 생시몽주의에서 찾기도 한다(Krouse 1982, 522). 이와 관련, 프

랑스의 기조(François Guizot)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밀은 기조의 저작을 소개하는 두 

편의 글을 쓰는 등 그의 사상을 깊숙이 받아들였다. 

기조는 인민주권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론을 비판하며 ‘이성주권’을 강조했다. ‘이성

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조는 능력있는 대표가 이성의 봉사자 노릇을 할 것을 주장했는데(홍태영 2008, 104-

110 참조), 밀의 대의정부론도 정확하게 같은 주장을 폈다.18) 따라서 기조의 영향을 받

아 밀이 ‘그 무렵 이미 그런 생각’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추론해도 크게 무

17) 토크빌이 밀의 정치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다. 심지어 밀을 토

크빌의 ‘학생’(disciple)으로 간주하는 사람도 있다(Qualter 1960, 881). 그러나 파페(Pappé 
1964, 229-31)는 이런 통설을 거부하고, 민주주의 등 주요 문제에 대해  두 사람이 ‘주고받

는’ 관계였다고 주장한다.

18) 흥미로운 것은 토크빌 역시 기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를 ‘사회상태’

(état social)로 간주한 것이 특히 그렇다(Richter 2004 참조). ‘모든 이해당사자가 아니라 가

장 의식이 앞서고 도덕적인 사람들의 참여’를 주장한 그의 대의제론도 기조의 주장을 연상

시킨다(Tocqueville 198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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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아닐 것이다.19)

밀은 토크빌을 만나기 몇 년 전에 이미 지적 능력이 뛰어난 대표의 정치적 자율성에 

문제의식이 싹트고 있었다. 이것은 나중에 숙련 민주주의로 압축되는 그의 정치이론

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러던 중 밀은 토크빌의 새로운 정치학이 자신의 고민과 궤

를 같이 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밀은 주저없이 

토크빌의 생각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다 공감했던 것은 아니다. 자기 생각을 강화해줄 

특정 요소만 선별해서 받아들였다. 참여와 습속을 둘러싸고 밀이 토크빌과 동일한 목

소리를 내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밀은 토크빌의 책을 읽고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 무렵 

그의 머리 속에는 기조의 문제의식이 먼저 들어와 있었다. 토크빌의 책을 읽고 민주주

의에 관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는 밀의 회고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엄밀히 말

하면, 밀은 당시 자신이 기왕에 품고 있던 생각과 부합하는 토크빌의 글만 받아들였

다.20) 그 내면을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토크빌의 영향에 대한 밀의 술회는 한 줄 걸러

서 읽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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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ll and Tocqueville on Democracy

 Byung-Hoon Suh | Soongsil University

In his Autobiography, John Stuart Mill recalled that, after having read, or studied, 

Tocqueville’s Democracy in America, he had come to move toward the modified 

democracy. This essay attempts to raise questions regarding Mill’s remark. First, 

Mill had articulated the concept of the representative, which would become a key 

element in his modified, or skilled democracy, before he met Tocqueville. As far as it 

is concerned, it is beyond doubt that Mill was not influenced by Tocqueville. Second, 

Mill simply focused on the education effects of participation while Tocqueville 

stre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and freedom. Third, Mill believed in the 

absolute power of education in promoting democracy, but Tocquevill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les moeurs. Given thes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hinkers, it is not 

easy to accept Mill’s allegation that he had been influenced by Tocqueville with regard 

to his changes in the understanding of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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