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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국제정치사상

1713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종결될 무렵 출판된 생-피

에르 신부의 『유럽의 영구 평화를 위한 제언』만큼 오

랫동안 조롱의 대상이 된 저작은 드물다. 생-피에르 신부는 당시 대다수 논자와 

달리 세력 균형을 통한 국가 간 관계의 안정을 믿지 않았다. 신부는 오로지 국가 

연합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주창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신부는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빌려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반면 본 논문은 생-피에

르 신부의 주된 고민이 단순히 전쟁의 영원한 종식에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생-피에르 신부는 상업이 영원히 번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애썼

다. 유럽 연방은 자유 무역 체제를 향한 첫 단추에 다름 아니었다. 세력 균형과 더

불어 생-피에르 신부는 당시 유행하던 중상주의 사상과 정책을 우려의 눈으로 보

았다. 신부는 경제가 정치에 종속될수록 국가는 전쟁 상태와 같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생각했다. 『유럽의 영구 평화를 위한 제언』의 배경이 된 스페

인 왕위 계승 전쟁은 프랑스와 영국간의 식민지를 포함한 길고 긴 무역 전쟁의 시

작을 알렸다. 자유로운 교역을 통한 이성의 계몽에 희망을 두었던 생-피에르 신부

가 열과 성을 다해 막고자 했던 것은 바로 무역이 전쟁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상황

이라 할 수 있다. 

In the history of modern international thought, no work has perhaps 

received more ridicule than the Abbé de Saint-Pierre’s Projet pour 

rendre la Paix Perpétuelle en Europe (1713), which was published on the 

eve of the conclusion of the War of the Spanish Succession. Unlike many 

of his contemporaries, Saint-Pierre did not believe in the maintenance of 

stability through the balance of power. Instead he proclaimed that only a 

confederation of states can bring true peace. It is commonly held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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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홉스를 넘어서 홉스로

abbé employed Thomas Hobbes’s theory of social contract in formulating 

his arguments. This paper, however, seeks to demonstrate that his main 

concern went beyond simply putting a permanent end to war. Saint-Pierre 

endeavoured to construct a system that will perpetually allow commerce 

to prosper. His European League, basically, was conceived of as a first 

step towards a free trade system. He was critical not only of the balance 

of power, but also of mercantilist ideas and policies, which gained popular-

ity at the time. In his opinion, the more the economy was subordinate to 

politics, the more difficult it became for states to escape from the state of 

nature. The Spanish War of Succession, it is important to note, marked 

the beginning of a full-scale colonial and trade war between France and 

Britain. Saint-Pierre’s only hope was the enlightenment of reason through 

free trade, and hence he took considerable pains to prevent trade becom-

ing warlike, which is the reality of our times. 

key words 생-피에르 신부 The Abbé de Saint-Pierre, 토마스 홉스 Thomas 

Hobbes, 영구 평화 Perpetual Peace, 세력 균형 Balance of Power, 전쟁 war, 부드

러운 상업 Doux Commerce, 자유 무역 free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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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국제정치사상

I  서론

1713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프랑스와 영국

의 회담이 한창 진행될 무렵 출판된 생-피에르 신부(Charles Irénée 

Castle, Abbé de Saint-Pierre)의 『유럽의 영구 평화를 위한 제언』만

큼 저자의 숭고한 의도와 뛰어난 통찰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논란

과 조롱의 대상이 된 책은 드물다. 동시대 대부분의 논자와 달리 생-

피에르 신부는 프랑스의 루이 14세(Louis XIV)에 의해 붕괴 직전에 

처한 유럽의 세력균형의 복구에 만족하지 않았다. 신부의 소망은 유

럽 내 모든 전쟁의 완전한 종식이었다. 분명 정책으로서 세력균형

은 신성로마제국의 카를 5세(Karl V) 이래 유럽에 있어 보편 군주정

(Monarchia universalis)에 대한 열망을 제어하는 중심된 기제로 작

동해 왔으며, 성공을 거두어 왔다(Bosbach 1988; Pagden 1995). 하

지만 세력균형 정책은 이해관계의 끊임없는 물리적 조정, 즉 전쟁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동시대 논자는 전쟁을 근대 국제정치 

체제의 본질로 이해하고 인정했다(Haslam 2002, 89-127; Sheehan 

1996, 97-120; Anderson 1970, 183-198). 단적으로 루이 14세의 프

랑스에 맞서 네덜란드 공화국의 총독이자 영국의 국왕(1688년 명예

혁명 성공 이후) 윌리엄 3세(William III)의 주도하에 맺어진 대동맹

(Grand Alliance)이 수호하고자 한 “유럽의 자유”는 평화를 의미하

지 않았다(Troost 2011, 283-303; Baxter 1966). “유럽의 자유”는 세

력균형을 위협하는 시도에 대한 불굴의 저항의 정신을 뜻했다. 반

면 생-피에르 신부는 진정한 평화를 원했으며, 이를 위해 토마스 홉

스(Thomas Hobbes)의 자연 상태(state of nature)에 처한 개인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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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홉스를 넘어서 홉스로

유럽의 모든 국가는 속히 함께 정부를 구성해야만 한다고 설파했다. 

모두가 살 길은 오로지 연방 정부(confederal government, federative 

league)밖에 없다고 신부는 확신했다.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탄생으로 생-피에르 신부의 

기획은 이제 현실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피에르 신부의 제

안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장밋빛 희망과 달

리 나날이 점증하는 회원국 사이의 이해 충돌은 차치하더라도 유럽

연합이 역사상 대단히 예외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나서서 부인하는 

이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다시 말해, 생-피에르 신부는 국가연합

의 이론적 선구자일 따름이며, 그의 구체적인 주장은 국제정치의 냉

혹한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이상향(Utopia)에 불과하다는 인

식이 여전히 지배적이다(예를 들어, Archibugi 1992, 295-317; Hinsley 

1967, 33-45; Friedrich 1948, 165-169; Souleyman 1941, 76-92). 

생-피에르 신부의 평화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매우 오래되

었다. 일례로, 『유럽의 영구 평화를 위한 제언』의 초고로 1712년 독

일 쾰른에서 출판된 『유럽의 영구 평화를 위한 회고』를 읽은 후 독

일 하노버 공국의 역사학자이자 정치철학자 고트프리드 빌헬름 라

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Leibniz)는 신부의 주장을 묘비에 흔

히 새기는 문구에 빗대어 비웃었다(Saint-Pierre 1712). “영원한 평

화(Pax perpetua)라. 당연히 죽은 자는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 하지

만 살아있는 자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막대한 힘을 가진 자는 법정

(tribunal)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지 않는다”(Leibniz 1988b, 83). 라

이프니츠는 차라리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유럽의 기독교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 신부의 말을 따라 신성로마제국의 정치 구조를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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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국제정치사상

하여 유럽을 모두 포괄하는 공화국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것이라 비꼬았다(Leibniz 1988b, 84).

반세기 후 스위스 제네바의 정치철학자 장-자크 루소( Jean-

Jacques Rousseau)의 평가는 너무나 유명하다.1 생-피에르 백작

(Comte de Saint-Pierre)으로부터 삼촌 생-피에르 신부의 유고의 정

리를 부탁받은 루소는 『유럽의 영구 평화를 위한 제언』을 신부의 

신념과 사상의 정수로 파악하고, 이를 자세히 요약한 뒤 장문의 평

문을 더하였다(Rousseau 1995, 342-343). 주지의 사실이지만, 루

소 또한 신부의 생각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Rouseau 

2005c, 60). 하지만 루소와 그 이후 평자는 신부의 제안을 “황금 시

대에 대한 회상”에 불과하다고 혹평한 라이프니츠와 달랐다. 우

선 루소는 “유럽의 모든 국민 사이의 영원하고 보편적인 평화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으며 유용한 기획은 없으며, 당연히 이를 실행

할 방법을 제안한 이보다 더 공중(public)의 관심을 받아야 할 이

는 없다”고 생-피에르 신부를 칭송했다(Rousseau 2005a, 27). 신부

의 해법이 비현실적인 이유에 대해 루소는 “사람들이 제 정신이 아

니어서이다. 바보들 사이에서 혼자 현명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라고 답했다(Rousseau 2005a, 49). 루소는 『고백록』에서 이를 다시 

한 번 풀이한다. “생-피에르 신부의 모든 제안의 근저에는 그리고 

그의 모든 정치적 궤변의 근저에는 근대 지식에 대한 그의 확고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는 완벽한 이성이라는 잘못된 

1　 사실 생-피에르 신부의 평화 사상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루소와의 연관성을 찾

는 연구이다. 예를 들어, Roosevelt(1990, 91-119); Christov(2015, 211-233); 

Spector(2013, 371-393); Frey(2012, 455-473); Aiko(2006, 9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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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따랐다”(Rousseau 1995, 355). 즉, 루소에 따르면, 신부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사람들의 변치 않는 속성을 보지 않

고, 그들을 열정(passion)이 아니라 이성(raison)을 따르는 자신처

럼 바꾸고자 하면서 자신의 모든 이론에 오류를 더했다”고 분석했

다(Rousseau 1995, 355). 바꿔 말해, “생-피에르 신부는 이성을 너

무나 맹신하여 … 군주들이 열정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그리

고 열정에 따른 어리석은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이성을 동원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다”(Rousseau 2005b, 109).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볼테르(Voltaire, François-Marie Arouet) 

역시 루소와 유사한 평가를 내렸다. “양심적인 박사(Docteur 

Goodheart)”라는 또 다른 필명으로 출판한 『영구 평화에 대하여』

(1769)란 글에서 볼테르는 “생-피에르 신부가 생각한 평화는 망상

에 불과하다. 코끼리와 코뿔소, 늑대와 개 사이에 평화가 결코 있

을 수 없듯이, 군주 사이에 평화도 결코 있을 수 없다. 육식 동물은 

서로를 마주하는 순간 서로를 물어뜯으려 달려들 것이다”라고 적

었다(Voltaire 1769, 1). 그러나 볼테르는 신부의 『유럽의 영구 평

화를 위하여』를 “공상 소설(romance)”에 불과하며 합스부르크 왕

조(House of Habsburg)와 부르봉 왕조(House of Bourbon) 사이의 

세력균형에 따른 질서의 유지를 주장한 라이프니츠와 달리 이성의 

힘에 의한 역사의 진보를 믿었다(Leibniz 1988b, 165-167; Schrecker 

1946, 484-498). 국가연합에 대한 신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볼테

르는 생-피에르 신부가 고안한 유럽의회(European Diet)가 만약 

국가 간 갈등을 공평무사하게 중재할 기구로 기능한다면, 이는 바

람직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그 전제 조

3교_책.indb   149 2017. 2. 8.   오후 2:49



150 국제정치사상

건으로 종교의 거짓된 열정을 대체할 이성의 확산, 무엇보다 “관용

의 정신(esprit de tolérance)”의 확산을 손꼽았다(Voltaire 1769, 1, 

39; Perkins 1969, 152-163; Riley 1974/1975, 186-194). 

『영구 평화를 위하여: 철학적 구상』(1795)에서 이마누엘 칸트

(Immanuel Kant)는 루소나 볼테르보다 생-피에르 신부의 주장에 

대해 훨씬 더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 프로이센의 정치철학자는 

그에 앞서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1784)에서 많

은 이가 신부의 계획을 비현실적이라 비판해 왔지만, 인류는 전쟁

의 참상을 되풀이해 겪으면서 점차 “야만적인 자유를 지양하고 법

에 따라 작동하는 정체 내의 평안과 안전을 추구할” 것이라 논박했

다(Kant 1970a, 47-48). 프랑스 혁명의 와중인 1792년 내놓은 『‘이

론적으로는 옳을 수도 있지만 실천에 옮길 수는 없다’는 흔한 경

구에 대하여』에서 그는 “세력균형을 통해 보편적이고 영원한 평화

를 구축할 수 있다는 주장은 완전한 허상이다”라고 확언했으며, 앞

으로 모든 분쟁은 생-피에르 신부가 제시한 유럽 연방(European 

League)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Kant 1970b, 92). 사실 “이론적으로는 옳을 수도 있지만 실천에 옮

길 수는 없다”는 말은 『유럽의 영구 평화를 위한 제언』에서 생-피

에르 신부가 국가연합의 역사적 선례로 삼은 신성로마제국의 성립

이 처음에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미 사용한 말이다(Saint-Pierre 1714, 26, 42).2 

2　 본 논문에서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714년 영문본을 1717년 불어본과 대

조하여 사용한다. 번역상의 오류나 제외된 부분이 있을 때는 1986년 재간된 1717

년 불어본을 사용한다(Saint-Pierre,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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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구 평화를 위하여: 철학적 구상』의 서두를 장식하고 있는 

무덤 그림 아래 “영원한 평화”란 문구가 적힌 네덜란드의 한 여인

숙의 간판에 대한 칸트의 유명한 논평은 신부의 기획을 조소한 라

이프니츠에 대한 반박에 다름 아니다(Kant 1970c, 93). 

본 논문은 “사람들이 열정이 아니라 계몽(lumières)에 의해 움

직인다는 확신이” 생-피에르 신부의 평화 사상의 핵심 논제라는 

루소의 해석을 초석으로 삼아 생-피에르 신부의 『유럽의 영구 평

화를 위한 제언』을 재조명하고자 한다(Rousseau 1995, 354-355). 

하지만 본 논문은 루소와 그 이후 논자의 해석을 그대로 따르지 않

는다. 본 논문은 신부의 주장이 두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

고자 한다. 첫 번째 차원은 홉스를 따르는 차원이고, 두 번째 차원

은 홉스를 넘어선 차원이다. 루소가 지목한 계몽된 이성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될 따름이며, 이 또한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개념이다. 

먼저 루소와 그 이후 평자와 같이 계몽된 이성을 중심에 놓고 

생-피에르 신부의 평화 사상을 해석할 경우 홉스의 사회계약론에 

대한 신부의 의존을 놓치게 된다. 후술하겠지만, 신부는 국가도 홉

스의 개인과 마찬가지로 전쟁 상태(state of war)에 처해 있으며, 죽

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았다. 홉스와 달리 신부는 계몽된 

이성이 자연 상태를 벗어나는 데 있어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

했지만(Perkins 1959, 49-62, 97-133; Keohane  1980, 115-237, 359-

449) 이는 일면에 지나지 않는다. 생-피에르 신부의 국가로 하여금 

계약을 통해 사회를 형성하도록 이끄는 주된 동인은 이성이 아니

라 열정이다. 

하지만 생-피에르 신부는 홉스의 논리에 머물지 않았다. 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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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테르, 그리고 칸트가 포착했듯이 신부는 이성에 의한 계몽을 믿

었다. 신부의 국가 간 사회계약은 홉스의 개인 간 사회계약과 달리 

정부의 수립을 통한 평화의 정착에 그치지 않았다. 전쟁 상태의 탈

피에만 초점을 맞춘 홉스와 달리 신부는 전쟁 상태를 탈피한 이후

의 상황도 염두에 두었으며, 엄밀히 말해, 계몽된 이성은 이를 위해 

준비된 기제였다. 또한 생-피에르 신부에게 이성은 칸트의 정언 명

령(Kategorische Imperativ)과 같은 숭고한 도덕률이 아니라 이익

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줄 아는 능력이었다. 앨버트 허쉬만

(Albert O. Hirschman)의 “열정 대 이익(passions versus interests)”

의 구도를 빌려 설명하자면, 홉스는 전자를 따라, 생-피에르 신부는 

전자와 후자 모두에 따라 사고했다고 할 수 있다(Hirschman, 1997).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서 상업, 특히 자유무역에 대한 생-피에르 신

부의 집착을 주의하여 살피고자 한다. 상업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은 홉스와 달리 신부는 상업을 이성을 추동하는 동력이자 동

시에 이성이 발현되는 장소로서 중요히 다루었다. 달리 말해, 상업 

혁명(Commercial Revolution)이 홉스의 시대와 생-피에르 신부의 

시대를 나누었으며, 당연히 신부의 『유럽의 영구 평화를 위한 제언』

에 대한 연구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만 한다.3

본 논문은 홉스의 정치이론을 이용하는 생-피에르 신부와 홉

스의 정치이론을 극복하는 생-피에르 신부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 앞에서는 홉스의 정치이론을 빌려서 세력균형을 위시한 당시 

전쟁과 평화에 대한 논의를 비판하는 생-피에르 신부를 다룰 것이

3　 예를 들어, Perkins(1959)와 Hont(2005, 1-156), Asbach(2014, 39-68)을 비교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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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뒤에서는 허쉬만이 열정을 조화롭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

는 이익의 기제로 지목한 “부드러운 상업(doux commerce)”의 보

존을 통해 홉스의 정치이론을 넘어서 국가 간 질서의 안정을 모색

하는 생-피에르 신부를 다룰 것이다(Hirschman 1997; 1992, 105-

141). 본 논문은 생-피에르 신부의 영구 평화론을 홉스를 따라 자

연 상태와 정부 형태의 차이 그리고 종교 분쟁을 극복하는 세 측면

과 홉스를 너머 상업을 중시하는 한 측면으로 구성된 사중 평화론

으로 새로이 조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신부의 『유럽의 영구 평

화를 위한 제언』의 오늘날 함의를 강권 정치(power politics)를 탈

피하려는 노력만이 아니라 전쟁의 열정으로 인한 상업의 이성의 

변질을 저지하고자 한 노력에서 찾고자 한다. 

II  홉스와 더불어: 열정의 전쟁

잘 알려져 있다시피 생-피에르 신부의 유럽 연방의 중심된 이론

적 토대는 홉스의 정치이론이다. 특히 신부는 『리바이어던』(1651)

에서 제시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bellum omnium contra 

omnes, war of all against all)”이 벌어지는 전쟁 상태로서 자연 상

태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주권자를 옹립해야만 한다는 홉스의 논리

를 따라 사고하며 폭력으로 점철된 유럽의 역사의 완전한 전환을 

꾀했다.4 본 절에서는 홉스의 정부 구성에 관한 논의를 따라 유럽

4　 신부의 사상 전반에 있어 홉스의 영향은 Perkins(1959, 49-62), 신부의 국제 평

화론에 있어 『리바이어던』의 영향은 Perkins(1953, 69-76)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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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원한 평화를 구축할 방도를 찾고자 한 생-피에르 신부의 시도

를 자연 상태과 정부 형태 그리고 종교의 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연 상태

베스트팔렌 조약(Treaty of Westphalia, 1648)으로 되찾은 유럽의 

평화는 10여 년 남짓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문제는 프랑스의 루이 

14세였다. 부친 루이 13세(Louis XIII) 사후 모친 앤 여왕(Anne of 

Austria)과 재상 쥘스 마자랭(Jules Raymond Mazarin)의 섭정하에 

있던 루이 14세는 1661년 마자랭의 사망과 동시에 ‘태양왕(Roi-

Soleil)’의 꿈을 실현하고자 나섰다. 우선 루이 14세는 30년 전쟁 

직후 프랑스 군주정을 뒤흔든 프롱드 난(Fronde, 1648-1653)의 재

발을 막고자 귀족 세력의 약화를 꾀했다(Wolf 1968, 32-181). 귀족 

세력을 제압한 루이 14세는 상속 전쟁을 시작으로 눈을 밖으로 돌

렸다(Lynn 2011, 34-62). 상속 전쟁은 다행히 1년만인 1668년 끝났

지만, 루이 14세는 4년 뒤 다시 스페인령 네덜란드를 지나 네덜란

드 공화국을 침공했다. 프랑스-네덜란드 전쟁은 7년 동안 지속되

었으며, 양국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루이 14세는 멈

출 줄 몰랐다. 루이 14세는 1683년과 1684년 또 다시 저지대 지역

으로 출정했으며, 이에 참다못한 네덜란드 공화국의 총독 윌리엄 3

세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레오폴드 1세(Leopold I)는 4년 뒤 아우

크스부르크 연맹(League of Augsburg)를 창설했다. 아우크스부르

크 연맹은 같은 해 윌리엄 3세의 영국 침공이 성공하면서 대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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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명칭을 바꿨으며, 이로써 네덜란드 공화국과 신성로마제국, 

영국과 스페인 제국, 사보이 공국과 스웨덴 제국 등이 프랑스에 맞

서고자 일어났다. 마침내 루이 14세의 프랑스를 멈추고자 유럽 대

륙이 뭉쳤다.  

아우크스부르크 연맹 전쟁은 9년 뒤 1697년 리스윅 조약

(Treaty of Ryswick)으로 끝을 맺었다. 그러나 전쟁의 암운은 여전

히 유럽 대륙을 드리우고 있었다. 원인은 스페인 제국의 노쇠한 황

제 카를로스 2세(Carlos II)였다. 1700년 카를로스 2세는 직계 후

손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떴으며, 곧이어 주인 없는 스페인 제국을 

두고 루이 14세의 손자 앙주 공 필립(Philippe, Duc d’Anjou)과 레

오폴드 1세의 둘째 아들 오스트리아의 카를 대공(Erzherzog Karl 

von Österreich)이 격돌을 벌였다.5 네덜란드 공화국과 영국을 위시

한 대동맹 회원국은 다시 한 번 신성로마제국의 편에 서서 프랑스

에 분연히 맞섰다. 1702년 개시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은 11년 

뒤 생-피에르 신부의 『유럽의 영구 평화를 위한 제언』의 배경이 된 

유트레히트 조약(Treaty of Utrecht)에 의해서야 겨우 종결되었다. 

루이 14세는 2년 뒤 1715년 숨을 거두기 전까지 반세기 가까

이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던 것이다. 특히 네덜란드-프랑스 

전쟁 이후 루이 14세의 전쟁은 “안전(sécurité)”이 아니라 “영광

(gloire)”을 위한 전쟁으로 유럽의 제패 말고는 뚜렷한 목적이 없

었다(Lynn 1999, 105-159, 191-360). 루이 14세의 프랑스에 대항한 

5　 루이 14세의 첫 부인인 마리아 테레사(Maria Theresa)는 카를로스 2세의 이복 

동생이었으며, 카를로스 2세는 마지막 합스부르크 왕조 스페인 황제였다.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의 원인에 대한 간명한 해설로는 Roosen(1987, 151-175) 참조. 

3교_책.indb   155 2017. 2. 8.   오후 2:49



156 국제정치사상

아우크스부르크 연맹과 곧 이은 대동맹은 “유럽의 자유”를 구호로 

외쳤고, “유럽의 자유”는 부르봉 왕조의 보편 군주정으로부터의 

자유, 곧 세력균형을 뜻했다(예를 들어, Davenant 1701). 1713년 프

랑스와의 평화 회담을 지휘한 영국 국무 대신 헨리 세인트 존, 볼

링브로크 백작(Henry St. John, Viscount Bolingbroke) 또한 세력

균형을 영국의 대외 정책의 목표로 꼽았다. “세력균형의 추는 절

대 완전한 균형을 이루지 않을 터이며, 이를 알 수도 또 알 필요도 

없다. 단지 인생사 다른 일처럼 한 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지지 않

도록만 하면 된다. 종종 이러한 일이 일어나며, 우리는 이를 반드

시 주의해야만 한다”(Bolingbroke 1932, 84). 루이 14세의 전쟁에 

대한 비판은 프랑스 밖에서뿐만 아니라 프랑스 안에서도 이루어

졌다. 대표적으로 캉브레의 주교(Archevêque de Cambrai)로 루이 

14세의 증손자 부르고뉴 공 루이(Louis, Duc de Bourgogne)의 왕

실 교사였던 프랑수와 드 페늘롱(François de Fénelon)을 들 수 있

다(Schuurman 2012, 179-199; Klaits 1976, 194-290; Rothkrug 1965, 

372-457). 페늘롱은 제자 부르고뉴 공을 위해 집필한 자신의 주저 

『텔레마코스의 모험』(1699)에서만 아니라 수차례 익명의 상소를 

통해 “모두를 위한 최상의 체제는 완벽한 세력균형”이며, 따라서 

루이 14세는 스페인 왕위에 대한 욕심을 즉시 버려야 한다고 호소

했다(Fénelon 1997b, 127-147; 1997a, 1045-1058; 1720, 5-27).6   

반면 생-피에르 신부는 제 아무리 완벽한 세력균형도 평화라 

칭할 수 없다고 논했다. 합스부르크 왕조와 부르봉 왕조의 세력균

6　 페늘롱의 세력균형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안두환(2016, 117-153)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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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Saint-Pierre 1714, 14). 물론 신부는 “주

요 왕조 사이의 힘의 균형(equilibre de puissance) 체제를 구축, 유

지, 복구하고자 한 노력은 유럽의 주권자와 재상이 그 동안 취했

던 정책 중 가장 현명한 정책”이라는 점에는 동의를 표했다(Saint-

Pierre 1714, ii-iii). 그러나 세력균형과 상호 조약을 통한 평화는 오

래 지속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에 신부는 더욱 주목을 했다

(Saint-Pierre 1714, 1). 패권국에 맞선 약소국의 공수 동맹(Traitez 

de Ligue offensive et défensive)이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참여국의 의지와 능력의 불일치로 인해 오래 유지되지 못

하고 또 다른 전쟁을 낳으리라 신부는 예상했다(Saint-Pierre 1714, 

12-13). 생-피에르 신부는 이에 세력균형 체제를 “조약의 이행에 

대한 어떠한 확실한 보장도, 어떠한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는”, “오

로지 무력에 의존해” 자국의 생존과 이익을 구하는, “분열과 전쟁

의 체제(Systême de la Division et de la Guerre)”로 묘사했다(Saint-

Pierre 1714, 72).  

진정으로 평화를 구한다면 “균형 체제(Systême de l’Equilibre)” 

또한 탈피해야 한다고 믿었던 생-피에르 신부는 유일한 대안으로 

“통합과 평화의 체제(Systême de l’Union et de la Paix)”를 제안했

다(Saint-Pierre 1714, 72). 신부는 프랑스와 스페인 그리고 대동맹

에 속한 영국과 네덜란드 공화국 그리고 신성로마제국을 위시한 인

구 120만 명 이상의 24개 국가가 모두 유럽 연방의 정회원으로 가

입한다면, 그리고 유트레히트를 자유 도시로 선포하고 그곳에 의

사 및 의결 정족수 3/4 이상의 중재(arbitrage)를 통해 분쟁을 처리

할 유럽 의회를 설립한다면 유럽의 영원한 평화를 향한 확실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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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마련될 수 있다고 믿었다(Saint-Pierre 1714, iv, 124-128, 134).7 

생-피에르 신부는 전쟁 상태로 회귀하지 않으려면 유럽 연방이 “항

구적이고”, “충분히 강력해야” 한다고 판단하고(Saint-Pierre 1714, 

4-5), 이를 위해 모든 정회원의 동의 없이 수정될 수 없는 12개 핵

심 조항과 3/4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수정될 수 있는 8개 중요 조항

을 유럽 연방의 헌법으로 제시했다.8 안보 문제와 관련된 몇몇 주요 

조항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 (핵심 제2항) 현재 보유한 영토 이외의 

어떠한 영토 획득이나 확장 혹은 교환을 금지한다, (핵심 제3항) 연

방 의회에 의해 적으로 규정된 국가에 대한 공동의 조치 이외의 허

가받지 않은 모든 군사 행동은 연방을 탈퇴하고자 하는 시도로 간

주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Ban de l’Europe), (중요 제2

항) 연방 의회는 모든 회원국의 수도 및 주요 도시에 대사 및 영사를 

파견하여 각국의 동태를 수시로 파악한다, 그리고 (중요 제3항) 모

든 회원국은 전시나 평시 모두 동수의 군대를 보유하며, 공동 방위

를 위한 군대 역시 동수로 구성한다(Saint-Pierre 1714, 109-118, 122-

128, 136-140). 

7　 이외에 사보이, 포르투갈, 바바리아, 베네치아, 제노바, 플로렌스, 스위스, 로레인, 

스웨덴, 덴마크, 폴란드, 러시아, 오스트리아, 교황이 속한다. 생-피에르는 신성로

마제국 내 선제후령인 쿠어란트, 프로이센, 작센, 팔츠, 하노버, 그리고 대주교령

인 마인츠와 트리에 그리고 쾰른을 별도로 더했다. 신성로마제국 내 상황과 유럽

의 정치 구조 전반을 고려할 때 오스트리아는 분명 반대할테지만 위의 선제후와 

대주교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신부는 판단했다. 후술할터지만, 터키와 모로코 그

리고 알제리는 준회원으로 참여한다. 

8　 신부는 유럽 연방의 실질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8개의 추가 조항을 더했다. 예를 

들어, 공동 방위를 위한 군대의 수장은 유럽 의회에서 선출하되 회원국의 주권자

일 수는 없으며, 공동 방위를 비롯한 유럽 연방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각

국의 예산에 비례해 분담한다(Saint-Pierre 1714, 15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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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피에르 신부의 국제정치에 대한 제안은 홉스의 국내정치에 

대한 제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자연 상태에 처한 홉스의 인간과 

마찬가지로 신부의 국가는 “어떠한 항구적이고 충분히 강력한 사

회를 이루고 있지 못하기에”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Saint-

Pierre 1714, 9). 홉스와 마찬가지로 신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공

포와 폭력이 난무하는 전쟁 상태”라 칭했다(Saint-Pierre 1714, 77). 

“왜 시민은 다른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유인즉, 사회를 이

루고 있기 때문이다”(Saint-Pierre 1714, 78). 그렇다면 “왜 국가는 

다른 국가를 두려워하고 있을까? 이유인즉, 사회를 이루고 있지 못

하기 때문이다”(Saint-Pierre 1714, 78). 바꿔 말해, 모두에게 공평무

사한 법이 존재하지 않고 이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

문에 국가는 오로지 자신의 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으

며, 이에 옳고 그름 없이 힘만이 유효한 전쟁 상태와 같은 자연 상

태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Saint-Pierre 1714, 2-5, 115-116). 

모든 국가는 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한 희망과 전쟁에서의 패배에 대

한 공포의 교차 속에 처해 있다(Saint-Pierre 1714, 59).   

그러나 국가를 개인과 같다고 할 수 있을까? 홉스는 그럴 수 

없다 보았다. 『리바이어던』의 제13장에서 자연 상태를 설명한 뒤 

홉스는 다음과 같이 첨언한 바 있다. “사실 개인으로서 인간은 만

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에 실제로 처한 적이 없다. 하지만 

왕과 주권자는 서로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기에 실제로 서로를 계

속 의심하고 질투해 왔다. 마치 검투사처럼 왕과 주권자는 서로에

게 무기를 계속 겨누어 왔다”,  “개인으로서 인간과 달리 왕과 주

권자는 각자의 백성을 부릴 수 있기에 [정부를 이뤄야 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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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상황에 처한 적이 없다”(Hobbes 1996, 90).9 달리 말해, 국

가는 개인으로서 인간과 달리 사회를 이뤄야 할 필요를 절실히 의

식할 까닭이 전혀 없다. 하물며 프랑스와 같은 강대국은 말할 필요

도 없다. 

『유럽의 영구 평화를 위한 제언』에서 생-피에르 신부는 국가

와 개인의 차이에 대해 답하고자 상당한 양의 노력과 분량을 쏟았

다. 우선 신부는 “전쟁은 모험 그 자체”라 적었다(Saint-Pierre 1714, 

60). 프랑스와 같이 제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거느린 국가라 해도 

승리를 확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전략과 작전으

로 얻고자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었다. 루

이 14세와 같이 전쟁을 일삼는 주권자는 일확천금을 노리다 가진 

재산마저 모두 탕진하는 “도박꾼( Joüeur)”과 같았다(Saint-Pierre 

1714, 62). 바꿔 말해, 국가도 개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음으

로 생-피에르 신부는 전쟁을 통해 제국을 건설한 가문 중 50년 이

상 지배를 한 가문은 역사상 한 가문도 없으며, 황제와 황제의 가

족은 대부분 독살되거나 암살당하는 처참한 운명을 겪었던 사실

에 초점을 맞췄다(Saint-Pierre 1714, 62-63). 끝으로 신부는 불확실

한 왕위 계승의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도 자연 상태의 개인과 마찬

가지로 극심한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고 논했다(Saint-Pierre 1714, 

169-171). 신부는 키루스(Cyrus), 알렉산더(Alexander), 징기스칸

(Gengiskhan)과 같은 위대한 정복자가 세운 제국이 모두 오래지 

않아 급속히 쇠락했다고 강조하며, 부르봉 왕조도 마찬가지 운명

9　 국제정치에 대한 홉스의 생각에 대해서는 Malcolm(2002, 432-456)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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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Saint-Pierre 1714, 18-19, 67). “현

재 프랑스 왕조는 유럽의 1/3을 점하고 있으나 [왕위 계승이 원

하는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1/6로 줄어들 수

도 있으며”, “프랑스 왕조는 이에 영토의 확장을 기대하기보다 영

토의 축소를 염려해야 할 것이다”(Saint-Pierre 1714, 67). “예전에 

마케도니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사보이와 같은 작은 나라가 몇 년 

후 지구 상에서 가장 강한 국가를 쳐부술 수도 있다”(Saint-Pierre 

1714, 67). 

요약하자면, 루이 14세의 오랜 전쟁을 겪으며 당대 유럽의 지

식인은 국가 간 관계를 평화롭게 바꿀 묘안을 찾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다. 대다수는 세력균형에 매달렸다. 반면 생-피에르 신부와 영

국의 퀘이커교도(Quaker) 윌리엄 펜(William Penn)과 존 벨러스

( John Bellers)는 국가연합을 내놓았다(Penn 1912; Bellers 1710). 

하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비폭력을 주장한 후자와 달리 신부는 세

속적인 홉스의 정치이론을 응용했다. 생-피에르 신부는 홉스의 사

회계약론을 따라 “전쟁 체제(Systême de la Guerre)”하에서는 약

소국뿐만 아니라 강대국도 결코 안전할 수 없으며, 따라서 모든 국

가가 유럽 연방에 가입할 충분한 동인을 지닌다고 확신했다. 폭력

적인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진정한 “평화 체제(Systême de la 

Paix)”는 무엇보다 공동의 방위를 추구할 때에만 들어설 수 있다고 

신부는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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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형태

루이 14세의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생-피에르 신부 당시 유럽

의 대부분 전쟁은 군주정을 정부 형태로 하는 국가에 의해 개

시되었다. 네덜란드 공화국이나 영국과 같이 혼합 정체(mixed 

constitution)를 따르는 국가는 단지 방어를 위해 무기를 들었을 뿐

이다. 네덜란드 공화국은 지난 세기 스페인 군주정의 압제에서 벗

어나고자 80년 동안 저항을 했으며, 1648년 독립 이후에는 줄곧 

프랑스 군주정의 침공에 맞서 싸웠다. 명예혁명 전후 영국도 네

덜란드 공화국과 비슷한 처지였다. 1688년 네덜란드 공화국의 총

독 윌리엄 3세를 국왕으로 옹립한 영국의 의회 다수는 영국의 혼

합 정체를 프랑스 군주정의 앞잡이 제임스 2세(James II)로부터 수

호하고자 대사를 벌였다고 선전했으며, 사실 종교 정책과 외교 정

책에 있어 제임스 2세와 루이 14세는 일정 부분 협력을 했었다. 이

에 더해 루이 14세는 윌리엄 3세를 영국의 국왕으로 인정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제임스 2세의 복권을 위해 군사적인 지원도 마다

하지 않았다. 당연히 영국과 네덜란드 공화국의 지식인이 볼 때, 

군주정은 자신의 선조와 자신이 오랜 투쟁을 통해 쟁취한 자유를 

짓밟고자 전쟁을 일삼는 정부 형태에 다름 아니었다(Velema 2002, 

9-25; Dzelzainis 2002, 27-41; Scott 2002, 61-81). 국왕의 권한이 헌

법이나 의회에 의해 제대로 제어되지 않는 군주정, 즉 절대주의

(absolutism)는 국왕의 헛된 영광을 위해 대내적으로만 아니라 대

외적으로도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정(despotism)으로 변질될 수밖

에 없다고 네덜란드 공화국과 영국의 많은 지식인이 분석했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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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Molesworth 1694; Pincus 2011, 295-54). 당시 군주정에 대

한 만연된 불신은 30여 년 뒤 “절제된 군주정(moderate monarchy, 

monarchie modérée)” 개념을 통해 군주정과 독재정을 구별하고

자 한 데이비드 흄(David Hume)과 몽테스키외 남작(Baron de 

Montesquieu)의 일련의 시도를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다(Hume 1994a, 58-77; Montesquieu 1989, 10-30, 112-128). 

생-피에르 신부는 정부 형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당시 전쟁

과 평화 논의 역시 홉스의 도움을 받아 극복하고자 했다. 먼저 신

부는 군주정과 달리 공화정은 평화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

을 수용했다. 우선 “공화국은 왕위 계승이나 왕조 간 합의를 통해 

영토를 늘릴 수 없다”(Saint-Pierre 1714, 114). 군주국은 왕조 간 결

혼을 통해 쉽게 영토를 확장할 수 있기에 전쟁의 유혹에 더 쉽게 빠

지지만 공화국은 그렇지 않다고 신부는 보았다. 또한 생-피에르 신

부는 “공화국은 전쟁을 통한 영토의 확장을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공화국은 영토의 상실을 우려한다. 왜냐하면 정복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화국은 군주정보다 훨

씬 더 평화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적었다(Saint-Pierre 1714, 97). 이

뿐만 아니라 신부는 “공화정은 모든 시민이 국정에 대해 자유로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장려하는” 정부 형태로 “군주정보

다 훨씬 더 분열과 불화를 두려워하며”, “바로 이러한 약점(maladie 

d’état) 때문에 군주정보다 훨씬 더 유럽 사회 체제(Systême de la 

Société Européenne) 내에서 확실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논

했다(Saint-Pierre 1714, 97-98). 바로 이러한 연유로 유럽 연방의 성

립을 알리는 첫 번째 핵심 조항에 대한 부연 설명에서 생-피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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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는 연방 정부야말로 공화정을 정부 형태로 하는 네덜란드와 스

위스 그리고 베네치아의 독립과 자유의 확실한 보장책이라 열변하

며, 그 이유로 내부 분열을 악용하는 행동의 금지를 꼽았다(Saint-

Pierre 1714, 108). 유럽 연방은 영토 팽창은 물론 공화국의 내부 불

화를 조장 혹은 악용하는 행동을 완전히 불허함으로써 공화국이 이

전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보장할 터였다. 

생-피에르 신부는 정부 형태만 놓고 보아도 군주국이 공화국

에 비해 국가 간 질서를 파괴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생각했다.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왕조 간 결혼과 계승은 

단번에 기존의 구도를 뒤흔들 수 있었다. 또한 군주정은 국왕을 중

심으로 단결이 용이해 공화정에 비해 전쟁에 더 적합한 정부 형태

라 신부는 판단했다(Saint-Pierre 1714, 107). 하지만 생-피에르 신

부는 프랑스와 같은 거대한 군주국도 스위스와 같은 약소한 공화

국과 유사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반론을 펼쳤다. 앞서 언

급한 바 있는 불확실한 계승의 문제가 그것이었다. 능력이 부족한 

왕세자가 계승할 경우 군주국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왕위를 계승할 왕세자가 없거나 혹은 있어도 너무나 어려

서 섭정을 해야만 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카를로스 2세 사후 스

페인은 전자에, 루이 14세 사후 프랑스는 후자에 속했다. 생-피에

르 신부가 『유럽의 영구 평화를 위한 제언』을 집필을 시작할 무렵 

루이 14세는 일흔을 훌쩍 넘은 고령이었으며, 왕세자와 왕세손은 

전염병으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프랑스의 왕위는 결국 1710년

생으로 이제 갓 3살이 된 루이 14세의 증손자 루이 15세가 물려받

아야 했으며, 이에 삼촌 필립 2세, 오를레앙 공(Philippe II, Du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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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léans)이 섭정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Sheehan 1979). 베르사유 

궁전 내에는 섭정에 반대하며 스페인의 왕위를 물려받을 루이 14

세의 둘째 왕손자 앙주 공 필립을 옹립하고자 하는 음모가 비밀리

에 추진되고 있었다. 프랑스도 네덜란드 공화국과 마찬가지로 내

전(guerre civile)과 이를 틈탄 침략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이다. 

생-피에르 신부가 『유럽의 영구 평화를 위한 제언』에서 국가

와 개인의 차이와 더불어 불확실한 계승의 문제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다룬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예를 들어, Saint-Pierre 1714, 

92-94). 유럽 연방의 핵심 조항 제2항에서 신부는 “유럽 사회는 어

떠한 국가의 정부 형태와 관련된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단 현재

의 정부 형태에 반하여 폭동이나 반란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유

럽 사회는 안정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각 국

가의 풍습과 관습에 따라 세습 군주국은 세습 군주국으로 남아 있

을 수 있다”고 적었다(Saint-Pierre 1714, 108). 제3항은 더욱 구체

적이다. “섭정이나 주권자가 미성년일 경우와 같이 각 국가가 취

약한 상태에 처해 있을 때 주권자의 생명이나 권리를 해하고자 하

는 모든 시도를 연방은 열과 성을 다해 저지할 것이다”(Saint-Pierre 

1714, 109). 중요 조항 제8항은 “왕위를 계승할 왕세자가 없는 경

우 연방은 해당 국가의 안정을 위해 해당 국가의 국왕과 지명된 후

계자와의 상의하에 문제의 원만한 해결에 힘을 다할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Saint-Pierre 1714, 143-144). 루이 14세의 사후 프랑

스 군주정의 미래에 대한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책은 있을 수 없다

고 생-피에르 신부는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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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피에르 신부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모든 국가가 정부 

형태와 상관없이 자연 상태에 처한 홉스의 개인과 결코 다르지 않

다고 보았다. 공화국과 군주국 모두 나름의 단점이 있으며, 그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신부는 공화정은 평화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당시 많은 논자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군

주정도 사실은 다르지 않다고 열변을 토했다. 불확실한 계승의 문

제로 인해 혼란에 휩싸인 것은 스페인과 영국만이 아니었다.10 루

이 14세 사후 프랑스도 예외가 아니었다. 신부는 유럽 연방을 내전

으로 인한 사멸의 공포에서 공화국과 군주국 모두를 완전히 구출

해 줄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신부는 전쟁과 내전만 없다

면 공화국만 아니라 군주국도 국민을 위한 정부로 다시 태어나리

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Saint-Pierre 1714, 16-17, 86-88, 107, 109).11 

전쟁과 폭정은 동전의 양면이었으며, 『유럽의 영구 평화를 위한 제

언』에 이어 출판한 『폴리시노디에 대한 논의』(1718)에서 생-피에

르 신부는 다양한 위원회를 통한 국왕의 독단적인 권력 행사의 제

한을 덧붙여 제시했다(Saint-Pierre 1719; Kaiser 1983, 618-643).  

10　 영국의 왕위는 1714년 앤 여왕(Queen Anne)이 후손이 없이 사망함에 따라 독

일 하노버 공국의 조지 1세(George I)가 넘겨받았다. 두 번의 왕조 교체로 당시 

영국의 정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으며, 생-피에르 신부는 이를 영국이 유럽 연

방에 참여할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Saint-Pierre 1714, 57-59, 166).

11　 신부는 이에 유럽 연방의 다수를 군주국이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공화국은 전혀 

염려할 필요없다고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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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 종교

흔히 생-피에르 신부의 평화는 유럽의 평화라 말해지곤 한다. 이

웃하는 오토만 제국의 야욕으로부터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공통의 믿음과 문화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피에

르 신부로 하여금 『유럽의 영구 평화를 위한 제언』을 구상하도록 

이끌었다는 해석이다(Johnson 1987, 180-181; Evrigenis 2008, 138-

142). 공동의 적을 외부에 상정함으로써 내부의 협력을 꾀하는 방

안의 효과는 이미 십자군 원정(crusades)을 통해 어느 정도 입증된 

바 있었으며, 직업상으로도 생-피에르 신부는 이를 놓칠 리 만무

하다는 주장이다. 생-피에르 신부는 당시 신성로마제국에 맞선 프

랑스의 동맹국으로서 지닌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토만 제국을 회

원국에서 제외했다. 또한 신부는 연방 정부의 주된 이점 중 하나로 

오토만 제국을 위시한 외부의 적에 대한 공동 방위를 꼽았다. 

그러나 생-피에르 신부는 유럽의 안정을 위해 십자군 원정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믿었던 앙리 4세와 달리 오토만 제국의 침

략에 대한 대비는 임시적인 조치일 뿐이며, 종국에는 오토만 제국

도 연방의 회원이 되어서 평화의 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고 논했다(Saint-Pierre 1714, 49-50, 105; Duc de Sully 1921, 30-35; 

Mastnak 1998, 570-598). 예를 들어, 연방의 핵심 조항 제1항은 “연

방은 유럽 내에서 평화를 다진 후 이웃하는 이슬람 군주와 공수 동

맹을 통해 상호 안전 보장을 확실히 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Saint-Pierre 1714, 106). 다음으로 생-피에르 신부는 모로코와 알

제리와 더불어 유럽 의회 투표 권한이 없는 준회원의 지위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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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오토만 제국이 모든 인적, 물적 교류에 있어 정회원과 동

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다(Saint-Pierre 1714, 129, 158-

161). 끝으로 오토만 제국이 처음부터 회원국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종교 때문이 아니다. 생-피에르 신부는 단지 

오토만 제국의 외교 전통에 비추어 볼 때 오토만 제국이 자신의 제

안을 즉시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판단을 유보했을 따름

이다(Saint-Pierre 1714, 105). 또한 신부는 유럽 연방이 아시아에서

도 유럽 연방과 같은 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Saint-Pierre 1714, 160).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외부의 적이 없다면, 내부의 질서 수

립 방식 역시 동일할 수 없다. 하지만 종교 문제에 있어 생-피에르 

신부 당시 유럽의 상황은 이전과 많이 다르지 않았다(Thompson 

2009, 47-88). 영국 내전 이후 가톨릭과 개신교의 충돌은 확연히 잦

아들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었다. 『유럽의 영구 평화를 위한 제언』에서 신부는 “종교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

다”고 적고 있다(Saint-Pierre 1714, 34). 특히 루이 14세의 퐁텐블

로 칙령(Edict of Fontainebleau, 1685) 이후 유럽은 다시 한번 끔

찍한 종교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는 듯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프랑스 내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던 앙리 4세의 낭트 칙령

(Edict of Nantes, 1598)이 급작스레 폐지되면서 프랑스 내 상당수

의 개신교도(휘그노교도, Huguenots)는 네덜란드 공화국을 비롯한 

이웃 국가로 망명을 떠났다. 프랑스 내 종교 탄압은 유럽의 모든 

개신교도의 공분을 샀다. 루이 14세의 프랑스에 맞선 싸움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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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내 종교의 자유를 위한 싸움이 되었다(Sonnino 2009, 17-24).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창설된 아우크스부르크 연맹은 베스트

팔렌 조약에 의해 확정된 유럽 내 종교의 자유 수호를 구호로 외쳤

다. 동시에 네덜란드 공화국의 총독 윌리엄 3세는 휘그당 일파의 

도움을 받아 가톨릭을 따르던 자신의 장인 제임스 2세를 내쫓고 영

국의 왕위에 올랐다. 윌리엄 3세는 아우크스부르크 연맹의 창설자

이자 명예혁명의 주인공으로 신이 영국과 유럽의 평화와 자유 그

리고 번영을 위해 보낸 구원자라 칭송을 받았다(Claydon 1996).12 

네덜란드 공화국과 명예혁명 이후 영국 그리고 신성로마제국의 입

장에서 볼 때 루이 14세의 프랑스에 맞선 전쟁은 단연코 종교 전쟁

이었다(Boscher 1994, 5-30; Thompson 2006, 25-42). 

생-피에르 신부는 루이 14세에 의해 다시금 불붙은 가톨릭과 

개신교의 다툼을 완전히 끝낼 해법을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 구

했다(Perkins 1957, 242-253). “기독교 공화국(Christian Common-

wealth)”에 관한 『리바이어던』의 제3부의 주장은 ‘시민 종교(civil 

religion)’라는 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다(Tuck 1993, 120-138). 30년 

전쟁과 프랑스 종교 전쟁 그리고 영국 내전의 파괴와 살육 속에서 

홉스는 종교에 대한 정치의 확실한 우위를 설파했다. “구원을 위

해 필요한 덕목은 그리스도(Christ)에 대한 믿음과 법에 대한 복종 

둘뿐이며, 만약 우리 모두 법을 충실히 따르면 그로써 충분하다”

(Hobbes 1996, 403). ‘저 세상에서의 안녕(other worldly peace)’을 

위해 ‘이 세상에서의 안녕(this worldly peace)’을 해치는 행위는 오

12　 제임스 2세는 영국 내 잔존 지지 세력의 반복된 조언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을 고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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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반대의 효과를 낳는다고 종교의 열정에 매몰된 영국민을 홉

스는 설득했다. 바꿔 말해, 폭력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

로울 때 진정한 믿음이 자리할 수 있다고 파악한 홉스는 교회가 아

니라 국가가 종교의 문제에 대한 최종의 권한을 지녀야 한다고 논

했다.13

홉스의 국가와 같이 생-피에르 신부의 연방도 우선된 목적은 

안전에 있었다. 홉스의 국가가 개인의 내적 신념을 보장하듯 신부

의 연방은 국가의 내적 신념을 보장한다(Perkins 1959, 63-72). “분

명히 유럽 연방은 현재의 종교 논쟁을 끝내지도 미래의 종교 논

쟁을 막지도 못할 수 있다. 사실 종교 문제로 논쟁할 이유를 찾자

면 끝도 없다. 그러나 적어도 유럽 연방은 종교 논쟁이 무력 충돌

로 비화되지 않도록 저지할 수 있다”(Saint-Pierre 1714, 171). “신

학자 사이의 논박이 초래할 내전에 대한 공포는” 100여 년 전과 전

혀 다를 바 없이 유럽의 주요국을 괴롭히고 있었으며, 이를 떨쳐낼 

유일한 방도는 연방 정부뿐이라 생-피에르 신부는 확신했다(Saint-

Pierre 1714, 171). 당연히 신부는 “독일 정체(Corps Germanique)

를 볼 때 믿음이 서로 다르고 모순되어도 주권자의 사회는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는” 앙리 4세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했다(Saint-

Pierre 1714, 47). 즉, 홉스의 『리바이어던』이 이론을 제공했다면,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 확정된 아우크스부르크 화의(Peace of 

Augsburg, 1555)는 사례를 제공하였다.14 

13　 이 점에서 분명 홉스는 자신이 비판한 시민인문주의 전통에 서 있었다(Beiner 

1993, 617-638).

14　 양자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Malcolm(2007, 92-123)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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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생-피에르 신부의 유럽 연방은 “한 영주, 한 교회

의 원칙(cujus regio, eius religio)”을 기초로 삼았다. 신부는 가톨

릭과 개신교의 갈등이 여전히 전쟁으로 발전되는 가장 주된 이유

는 이를 기회로 삼는 국가가 있기 때문이라 파악했다. 따라서 모

든 국가의 주권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다면 가톨릭과 개신교의 갈

등은 전쟁을 야기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홉스의 국가와 같이 신

부의 연방은 전쟁의 공포를 제거해 모든 이가 나름의 방식을 따라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Saint-Pierre 1714, 156, 168-

169). 생-피에르 신부는 유럽 연방이 “사회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를 환영하는 네덜란드 공화국처럼 되기를” 소망했다(Saint-

Pierre 1714, 101). “종교 문제에 있어 네덜란드 공화국의 관용은 분

명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바로 그러한 이유로 생-피에

르 신부는 가톨릭 국가와 개신교 국가가 공존할 수 있는 “평화의 

도시(Ville de la Paix)”로 유트레히트를 지명했다(Saint-Pierre 1714, 

136). 

III  홉스를 넘어서: 이성의 상업

생존을 위해 전쟁 상태를 벗어나 공동의 정부를 꾸린다는 점에서 

생-피에르 신부의 국가는 분명 홉스의 개인과 다르지 않았다. “만

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속에서 전자도 후자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는 힘만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지만 결국에는 힘이 

있어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공포에 휩싸여 함께 “충분히 강력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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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 사회(Societe permanente; et suffisamment puissante)”를 이루

게 된다(Saint-Pierre 1714, 3-4).

홉스는 『리바이어던』의 제13장에서 자연이 개인으로서 인간

에게 부여한 열정과 이성이라는 두 가지 기질을 논거로 삼아 이를 

설명하였다. “인간으로 하여금 평화를 추구하도록 이끈 열정은 죽

음의 공포, 풍족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을 향한 욕망, 그리

고 자신의 노력을 통해 이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다. 이성은 모

든 인간이 동의할 수 있는 평화의 항목을 알려주었을 따름이다”

(Hobbes 1996, 90). 신부도 국가 역시 열정과 이성을 지니며, “분

열과 전쟁의 체제”를 벗어나도록 이끈 것은 전자이며, 후자는 “통

합과 평화의 체제”를 확고히 다질 뿐이라 보았다. 『유럽의 영구 평

화를 위한 제언』의 제3장에서 생-피에르 신부는 우리에게 “열정이 

완전히 배제된 이성과 같은 고귀한 정신이 필요한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유럽 연방은 모든 국가가 지니고 있는 열정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극심한 공포와 극심한 희망이야말로 우

리의 편이다”라고 말했다(Saint-Pierre 1714, 102-103).

생-피에르 신부는 자신이 홉스처럼 이성이 아닌 열정에 호소

하고 있다고, 허황된 이상이 아닌 냉혹한 현실에 착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면은 맞지만 일면은 아니다. 홉스를 따라 신부도 열정

과 이성은 구별을 했지만, 홉스와 달리 신부는 열정과 이익을 혼용

하였다. 생-피에르 신부는 앞서 열정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다음처

럼 다시 풀이하고 있다. “이익은 어떤 때는 사람들을 뭉치도록 하

지만 어떤 때는 사람들을 나눈다. 만약 사람들이 현명하다면 있다

면, 그들은 곧 자신들을 뭉치도록 한 이익이 자신들을 나누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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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을 테지만, 대다수는 욕망

에 휘둘려 자신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 알지 못하며”, “열정에 휩싸

여 무질서 상태에 처한 이들한테 더 큰 이익을 알려 준다고 한들 

별 소용이 없다”(Saint-Pierre 1714, 2). “나는 자신의 부와 명예 그

리고 힘을 증대시키고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고 늘릴 수 있는 

현명한 이익을 진정한 이익(intérêt veritable)이라”, “난폭한 야망

처럼 순간의 열정이나 경망스럽고 경솔한 희망에 따른 사소한 이

익을 외관상 이익(intérêt apparent)이라 정의하고자 한다”(Saint-

Pierre 1714, 13). 생-피에르 신부는 개인과 국가 모두 “외관상 이

익”에 홀려 폭력에 의존하지만 점차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 알

아차리고 법을 세우고자 협력을 시작한다고 논했다(Saint-Pierre 

1714, 11-12, 27-29). 

부연하자면, 홉스는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망과 희망을 폭력

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 주된 열정으로 꼽았지만, 『리바이

어던』을 지배하는 열정은 단연코 후자이다. 홉스는 이에 무정부 상

태의 무질서를 극복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 어떠한 상세한 논의도 

더하지 않았다(단적으로 Hobbes 1996, 483-491). 홉스의 초점은 오

로지 온 유럽을 피로 적신 종교 내전의 완전한 종식에 머물러 있

었다. 반면 신부는 부유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애끓는 열망이 생명

의 위협으로 인한 극도의 불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심지어 위의 인용에서처럼 생-피에르 신부는 『유럽의 영구 평화

를 위한 제언』의 곳곳에서 살고자 하는 열정은 더 나은 삶을 바라

는 열정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논의를 펼쳤다. 바꿔 

말해, 신부의 초점은 모든 전쟁의 영원한 종식만 아니라 상업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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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부의 안전한 확보에 있었다. 이익은 생

존만 아니라 상업을 뜻했다. 

논의의 대상이 다르다는 점과 더불어 생-피에르 신부의 『유럽

의 영구 평화를 위한 제언』과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구분하는 핵심

적인 두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상업에 대한 고려 여부에 있다. 사실 책

의 서문에서부터 생-피에르 신부는 유럽 연방이 영토의 보존과 더

불어 상업의 지속을 보장할 유일한 대안이라 외쳤다. “[이 책을 통

해] 나는 다음의 두 제안을 논증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유럽의 구

도는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충분한 안전을 제공할 수 없으며, 따라

서 전쟁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둘째, 프랑스 왕조와 오스트리아 

왕조 사이의 세력균형은 전쟁은 물론 내전에 대한 어떠한 충분한 안

전을 제공하지 못하며, 따라서 영토의 안전과 상업의 보호를 위한 

어떠한 충분한 안전도 제공하지 못한다”(Saint-Pierre 1714, iii).

역으로 보자면, 연방 정부를 추구할 동인이 하나 더 늘어난 셈

이다. 유럽 연방에 참여한다면 사멸의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동시

에 더 많은 부를 더 편히 축적할 수 있었다. 전쟁은 이중으로 “진

정한 이익”에 반하는 일로서 이를 영원히 끝내려는 시도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신부는 믿었다. 전쟁은 부의 원천인 교역을 국내외

에서 방해할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일에 부를 낭비하도록 한다고 

생-피에르 신부는 분석했다(Saint-Pierre 1714, 90-91). “만약 지난 

200여 년 동안 공허한 우상을 유지하고 세우고자”, 즉 “균형 체제

를 위해 다투지 않고 일찍이 유럽 사회를 구축했다면 유럽은 현재

보다 네 배 이상 잘살고 있을 것이다”(Saint-Pierre 1714, 20). “모두 

익히 알고 있듯이, 법과 법률이 잘 정비되어 있을수록 사회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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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성하지만”, “전쟁 중에는 법과 법률이 준수되지 않고 무시되며 

사회는 발전하지 않고 매일 쇠락한다”(Saint-Pierre 1714, 79-82).

구체적으로 생-피에르 신부는 자신의 유럽 연방이 독일 연방

(Union Germanique, 신성로마제국)보다 훨씬 더 구성이 용이하다

고 자신하며, 주저하지 않고 상업의 발전을 중심된 이유로 지목했

다(Saint-Pierre 1714, 45).15   

우리는 그들보다 상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망을 더 많이 지니고 있

다. 이유를 들자면, 첫째, 공예의 발전과 동시에 교환 수단, 운송 수

단, 그리고 보험 등에 있어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지난 대여섯 세대 동

안 상업이 현저히 증대되었다. 둘째, 모든 부문에 있어 사람들이 더 

능숙해졌으며, 특히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부문에 있어 발전은 놀

랍다. 만약 [전쟁으로 인해] 내부 교역이 중단된다면 오늘날 주권자

는 예전의 주권자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를 보리라 본다(Saint-Pierre 

1714, 34).

오늘날 주권자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대외 교역을 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대부분 해상 무역에 적합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항해는 예전과 

비교해 볼 때 서른 배나 더 편해졌고, 더 많아졌다. 독일 사회를 구축하

여 대외 교역을 지속하고자 했던 독일 주권자의 이익 혹은 동인보다 유

럽 사회를 구축하여 대외 교역을 지속하고자 하는 오늘날 주권자의 이

익 혹인 동인은 서른 배 이상 크리라 본다(Saint-Pierre 1714, 36).  

15　 생-피에르 신부는 이에 더해 독일 연방의 존재 역시 유럽 연방을 용이하도록 만든

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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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공화국과 영국과 같이 상업에 의존한 국가만 아니

라 프랑스나 신성로마제국과 같이 농업에 의존한 국가도, 심지어 

오토만 제국과 러시아와 같이 경제가 앞의 국가와 비교할 수 없

을 정도로 낙후된 국가도 모두 “분열과 전쟁의 체제” 하에서보다 

“통합과 평화의 체제” 하에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Saint-Pierre 1714, 11, 88-89, 99-100, 166-167). “모든 예술과 과학

이 예전에 비해 엄청나게 발전했다. 당연히 그에 발맞춰 협상의 기

술과 정치학도 발전을 거듭했다”(Saint-Pierre 1714, 42, 45). 허쉬만

과 나넬 커헤인(Nannerl O. Keohane)이 간파했듯이, 상업 혁명 이

래 정치 과학(science of politics)의 주제는 빠른 속도로 홉스의 열

정에서 이익에 대한 신중한 고려에 의해 대체되고 있었으며, 생-

피에르 신부는 바로 이러한 변화의 선두에 서 있었다(Hirschman 

1997, 7-113; Keohane 1980, 361-391; Saint-Pierre 1714, 27-29).  

생-피에르 신부는 상업 활동의 확실한 보장에 만족하지 않았

다. 유럽 연방의 목표는 단순히 전쟁으로 인해 상업이 중단되는 일

이 없도록 하는 데 머물지 않았다. 신부는 유럽 연방의 정책은 “모

든 국가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상업을 자유롭고 동등하게 영

원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주창했다(Saint-Pierre 1714, 8). 

즉, 유럽 연방은 핵심 조항 제7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완전한 자유

무역을 추구했다(Perkins 1959, 73-96). “상업과 관련해 가장 중요

한 사항은 어떠한 국가도 최혜국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과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상품을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다

음으로 중요한 사항은 … 어떠한 국가도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수출입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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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rre 1714, 120). 생-피에르 신부는 유럽 연방의 회원국은 모두 국

경 지대에 상공 회의소(Chambre de Commerce)를 세워 이를 위

반하는 경우를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라 덧붙여 주의를 주었다

(Saint-Pierre 1714, 42, 119). 

종교 문제에서처럼 상업 문제에 있어서도 네덜란드 공화국은 

신부의 이상에 가장 가까웠다(Perkins 1959, 73-81). 네덜란드 공

화국은 “대외 무역을 위한 큰 항구[만 아니라] … 대내 무역을 위

한 운하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상업에 대한 규제를 상업을 촉

진하는 방향으로 입법하고 … 엄정히 집행한다”(Saint-Pierre 1714, 

100-102). 또한 공화국은 “전 세계에 상업을 위한 정착지를 두고 있

을” 뿐만 아니라, “항해술도 매우 뛰어나며”, “특히 홀란드는 모든 

종류의 선박을 다 건조하는 세계의 조선소이다”(Saint-Pierre 1714, 

100-102). 네덜란드의 국민은 “근면 성실할 뿐만 아니라 검소하고 

도전적이기도 하다”(Saint-Pierre 1714, 100-102). 이유인즉, 공화정

이란 정부 형태로 인해 네덜란드에는 “겉멋만 부리는 귀족이 없으

며”, 네덜란드의 국민은 “출생이 아니라 공공의 일에 대한 헌신과 

재산의 유무에 따라 존경을 받기” 때문이다(Saint-Pierre 1714, 100-

102). 게다가 공화국의 관용 정신은 휘그노교도의 경우에서처럼 자

신의 신념으로 인해 억압받는 모든 이로 하여금 “자신의 상품과 돈 

그리고 노동력을 가지고 자유를 찾아 [네덜란드로] 오도록” 이끈다

(Saint-Pierre 1714, 100-102). 네덜란드 공화국이 세계의 무역을 장

악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생-피에르 신부는 보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네덜란드의 엄청난 부가 “모두에게 

동등히 열려있는 상업”(Saint-Pierre 1714, 100-102), 즉 완전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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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통해 축적된 것이라는 사실에 있었다.16 

네덜란드 공화국의 자유무역에 대한 생-피에르 신부의 칭송은 

당시 프랑스와 영국의 쟁투의 한 측면을 이루고 있었던 보호 무역 

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었다. 유럽 연방의 주된 목표 중 하나

는 핵심 조항 제7항에 대한 부연 설명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상업

이 다시는 전쟁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었다(Saint-Pierre 

1714, 132). 네덜란드 공화국의 부와는 정반대로 프랑스와 영국의 

부는 중상주의(mercantilism) 정책에 따라 쟁취된 부였다. 루이 14

세의 재무대신 장-밥티스트 콜베르(Jean-Baptiste Colbert) 이래 프

랑스 무역 정책은 줄곧 국부는 곧 국력이라는 전제하에서 입안되

고 추진되었다.17 프랑스의 상업 진흥과 무역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개입은 국가 이성(raison d’état)에 따른 것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

이 되었다. 무역 균형(balance of trade), 즉 대외 무역에서의 수지

는 세력균형의 지표로 이해되었으며, 따라서 무역은 곧 전쟁이 되

었다(Haslam 2002, 89-161; Clark 1928, 262-280). 역으로 전쟁의 목

표는 자국의 무역 증대에 있었다(Viner 1948, 1-29). 프랑스-네덜

란드 전쟁 이래 루이 14세의 외교 정책의 목표는 유럽의 패권 장

악을 통한 자신의 영광의 확대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공화국의 상

업을 탈취하는 데 있었으며, 사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았다

16　 네덜란드 공화국의 자유무역 정책과 그에 따른 융성에 대해서는 Israel(1989)를 

보라.

17　 콜베르 이래 프랑스 중상주의 정책에 대해서는 Cole(1939)를, 중상주의 담론의 

지적 연원과 전파에 대해서는 Magnusson(1994); Hecksher(1935)를 보라. 영

국의 중상주의 사상과 정책에 대한 최신의 연구는 Stern and Carl Wennerlind  

(2014)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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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nino 1988). 신부의 『유럽의 영구 평화를 위한 제언』의 직접적

인 배경이었던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은 더더욱 그러했는데, 이유

인즉 스페인의 아메리카 대륙의 광활한 식민지 때문이었다. 단적

으로 영국과 프랑스 사이 유트레히트 평화 회담의 주요 안건 중 하

나는 스페인 식민지에 흑인 노예를 제공하고 자국의 상품을 팔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Asiento)의 귀속에 관한 것이었다(McLachlan 

1940, 30-77). 당연히 식민지를 둘러싼 다툼에 대한 생-피에르 신부

의 대응은 놀랍도록 단호하다. 유럽 연방의 중요 조항 제7항과 그

에 대한 부연 설명에서 신부는 “아메리카 대륙의 땅은 … [유럽에

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개간되어 있지도 

않고 사람이 살지도 않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홀란드와 질

랜드의 경우에서 보듯이 상업은 좁은 곳에 인구가 밀집된 국가에

서 더 많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더 많은 부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Saint-Pierre 1714, 142-143). 신부가 보기에, 당시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불붙은 식민지 경쟁은 낭비 그 자체였다. 

정리하자면, 생-피에르 신부는 홉스가 개인을 다룬 것과 같

이 국가를 다루었다. 홉스의 개인과 마찬가지로 신부의 국가도 본

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정치적 동물(zoon politikon)”이 

아니었다. 전자가 그러하듯 후자도 협력을 하는 것은 본성에 맞

지 않았다. 하지만 홉스의 개인이 열정에 의해서만 움직였다면 신

부의 국가는 열정만 아니라 이익에 의해서 움직였다. 사멸에 대한 

공포가 자국의 이익의 핵심을 차지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신부는 생각했다. 이익은 열정과 달리 순

간에 머물지 않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뜻했다. 홉스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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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생-피에르 신부는 인간이 그리고 국가가 자연 상태 속에서 점

차 “외관상 이익”과 “진정한 이익”을 구분하고, 전자가 아니라 후

자를 찾고자 한다고 논했다. 신부는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힘으로 

상업을 꼽았다. 신부는 정치 사회를 구성하는 중심된 동력은 폭력

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홉스의 주장에 동의했지만, 상업 또

한 인간과 국가를 한데 묶을 수 있다고 보완했다. “상업적 사회성

(commercial sociability)”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피에르 

신부는 당시 새뮤엘 푸펜도르프(Samuel Pufendorf)에 의해 혁신된 

자연법 논의를 응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후일 몽테스키외 남

작에 의해 정리될 “부드러운 상업(doux commerce)”을 확실히 예

견하고 있었다.18 

생-피에르 신부의 자유무역에 대한 옹호는 상업이 국가 간의 

관계를 평화롭게 바꾸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문명의 진보를 이끌 

수 있다는 확신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Dickey 2001, 271-317). 

결국 문제는 상업을 홉스가 “국가의 질투(jealousy of state)”라 칭

한 자연 상태 아래에서 국가의 행동 양식으로부터 어떻게 지킬 것

인가에 있었다. 스페인 식민지를 둘러싼 영국과 프랑스의 대결을 

보면서 신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했다.19 시급히 “국

가의 질투”를 영원히 종식시켜 “부드러운 상업”이 만개할 수 있도

록 해야 했다. 생-피에르 신부의 연방 정부의 존재 이유(raison d’

18　 전자에 대해서는 Hont(2005, 159-184), 후자에 대해서는 Larrère(2014, 21-38) 

을 참조.

19　 이는 1715년 불안정한 왕위 계승 문제로 인한 영국과 프랑스 사이 동맹 조약에 대

한 신부의 평가에서도 드러난다(Wade 1930, 43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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être)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신부가 “진정한 자기 이익”의 정의로 

인용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

접하라”라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은 완벽한 자유무역을 보

장하는 영원한 평화 속에서 계발될 이성이었으며, 유럽 연방은 이

성의 계몽을 향한 첫 단추였다(Saint-Pierre 1714, 123). 

IV  결론

1713년 유트레히트 조약으로 유럽은 반세기 만에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존 포콕(John G. A. Pocock)의 근래 지적처럼, 유트레히트 

평화는 “종교 전쟁과 루이 14세의 과도한 권력에 종지부를 찍고 

유럽의 질서를 새로이 구축하고자 한 첫 시도”로 “계몽된 유럽”의 

시작을 알렸다(Pocock 1999, 100; Meerts and Beeuwkes 2008, 157-

177). 하지만 생-피에르 신부의 예언대로 세력균형에 기초한 유트

레히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30여 년이 지난 뒤 스페인과 영국

은 식민지 무역 문제로 서인도 제도에서 다투었으며, 이듬해 1740

년 유럽은 오스트리아 왕위를 둘러싼 전쟁에 돌입했다. 오스트리

아 왕위 계승 전쟁은 10여 년 가까이 이어졌으며, 다시 10여 년 뒤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인도를 전장으로 한 7년 전쟁이 발

발했다. 유럽에서 전쟁은 연이어 터졌고, 평화 조약은 휴전 조약에 

지나지 않았다. 중요한 사실은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이래 주요 

열강 간 충돌의 주된 원인이 식민지와 무역에 있었다는 것이다. 무

역 전쟁은 정말로 무역을 둘러싼 싸움을 뜻했고, 경쟁의 마지막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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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영국은 제국이 되었다(Dorn 1940). 흄은 “국가의 질투”에 의

해 상업이 오염되고 변질된 이러한 상황을 “무역의 질투(jealousy 

of trade)”라 부르며 탄식했다(Hume 1994b, 150-153; Hont 2005, 

1-156).  

흔히 생-피에르 신부의 『유럽의 영구 평화를 위한 제언』은 홉

스의 사회계약론을 국제정치에 적용한 첫 저서로 일컬어지고 있

다. 반면 본 논문에서는 신부의 목표가 단순히 자연 상태의 완전

한 종료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분명 신부는 세력균

형과 정부 형태 그리고 종교 문제에 대한 대응 마련에 있어 홉스의 

도움을 받았다. 우선 신부는 홉스를 따라 국가연합의 주된 동인으

로 전쟁 상태 아래에서 유발되는 폭력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를 꼽

았다. 다음으로 신부는 국가를 홉스의 개인과 같이 다뤘다. 강대국

이든 약소국이든, 공화정이든 군주정이든 모두 나름의 약점을 지

니고 있으며, 그로 인해 언제든 강권 정치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고 신부는 생각했다. 끝으로 신부는 홉스와 마찬가지로 시민 종교

를 종교 분쟁에 대한 해법으로 내놓았다. 진정한 믿음은 안정된 사

회하에서만 성취될 수 있다고 신부는 확신했다. 물론 신부는 유럽 

연방이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생-피에르 신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허쉬만의 

“열정 대 이성”의 구도로 풀이하자면, 홉스가 열정의 시대에 살았

다면, 신부는 열정의 시대를 벗어나 이성의 시대에 살고자 했다. 

상업 혁명에 따른 변화 속에서 신부는 중대한 역사적 이행이 일어

나고 있다고 보았다. 상업이 인류를 계몽케 할 터였다. 하지만 이

를 위해서는 먼저 전쟁을 완전히 끝내야 했다. 유럽 연방은 상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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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이성의 계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제였다. 이에 더해 신부

는 완전한 자유무역을 주창했다. 신부는 열정에 의한 이성의 변질

을 우려했다. 당시 극심해지고 있는 프랑스와 영국의 무역 전쟁을 

목도하며 신부는 더 이상 “국가의 질투”에 의해 “부드러운 상업”

이 오염되도록 방치해서는 어떠한 희망도 없다고 판단했다. 

만약 생-피에르 신부가 오늘날 국제정치 상황을 본다면, 유럽

연합을 보고 기뻐하기보다 무역 전쟁을 보고 한탄을 할 것이 분명

하다. 하지만 홉스를 넘어서려면 홉스로 돌아와야 한다. 즉, “부드

러운 상업”이 제 몫을 다하려면 우선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 탈출해

야만 한다. 신부의 『유럽의 영구 평화를 위한 제언』의 진정한 함의

는 무역이 국가 간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자유주의의 오래된 

신념에 던지는 질문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 간 경쟁에 무역이 종

속된다면 어찌할 것인가? 신부의 간절한 소망과 달리 상업은 이미 

오래전 총성없는 전쟁이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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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교_책.indb   189 2017. 2. 8.   오후 2:50



190 국제정치사상

Tuck, Richard. 1993. “The Civil Religion of Thomas Hobbes,” in Nicholas 

Phillipson and Quentin Skinner(eds.), Political Discourse in Early Modern 

Brita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Velema, Wyger R. E. 2002. “‘That a Republic is Better than a Monarchy’: Anti-

Monarchism in Early Modern Dutch Political Thought,” in Martin van 

Gelderen and Quentin Skinner(eds.), Republicanism, a Shared European 

Heritage: Vol. I.Republicanism and Constitutionalism in Early Mod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Viner, Jacob. 1948. “Power versus Plenty as Objectives of Foreign Policy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World Politics 1-1.

Wade, Ira O. 1930. “The Abbé de Saint-Pierre and Dubois,”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2-3.

Wolf, John B. 1968. Louis XIV. New York: The Norton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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