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란스커와 국가기구 개혁안 

오 두 영 * 

I . 서론 

스페 란스키 (MHxaRA MHXaHROBHq CnepaHCKH때:1772-1839)는 러 시 아 초기 자 

유주의 1)의 역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라디쉐프(A. H. 

Pa띠meB)와 데카브리스트들(zleKa6pHCT퍼) 사이의 중간자적 인물로서， 그의 

사상과 활동이 러시아 자유주의의 일반적인 경향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 

서， 다시 말해， 봉건적 전제 국가에서 위로부터의 개혁의 가능성과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대대적인 국가 개혁을 요구하는 절박한 국내외적 상황 속에서 그가 작성 

하여 차르에게 보고한 “국가기구 개혁 입법 계획 "2)은 그의 사상을 평가하 

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왔다. 이는 18세기 서구의 사회 · 정치 사상에 대한 

자신의 풍부한 지식과 현실 경험이 바탕이 되어 쓰여진， 그의 사회 · 정치 

적 이념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또한 “계획”은 

그 동안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일정한 규범 없이 수행 되어온 국가 통치 질 

* 모스크바학술원 사학과 박사과정 
1) 러시아 자유주의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일치된 견해가 없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러시아 자유주의의 사회적 방향성이 명확히 드러나는 1857-1861년을 그 첫 

시기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러시아 자유주의의 역사가 모든 해방운동의 역사 

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자유주의적 사상이 형성되었던 시기까지 포함 

하여 라디쉐프를 그 출발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필자는 러시아 자유주의의 역사를 

보다 포괄적으로 보는 후자의 입장에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반의 시기를 그 초기 

역사시기로 보았다. 
2) ‘BBe~eHHe K YRO*e따뼈 rocY~lI.pcTBe따없 3I1.KOHOB." - 1961년 발크(BιIJ( C. H)는 스페 란 

스키의 1802-1809년의 저작들을 책으로 편집하였는데 그는 여기에서 이 같은 제목 
을 붙였다. Cnepll.HCK뻐 M. M., llpoeKTH H 3lU1HC찌 M. 1961. no~ pe~lI.J<llHeR C. H. BII.RKII.. 

(이하 n3.로 약함) 스페란스키 자신은 이를 “ITnIl.H Bce06~ero rOCYAlI.pCTBeHHoro 06P1I.3-

OB뻐뻐 로 불렀다.(이하 “계획”으로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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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명확한 기준파 원칙을 제공함으로써， 법에 의한 국정 운영을 가능케 

하려는 야심찬 계획이었으며， 또한 포괄적이면서 정밀한 그 내용으로 인해 

러시아 제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정치 계획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으며， 스페란스키 

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하는데에는 당시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 

지 학자들 간에 상당한 견해차가 있어왔다. 19세기말까지 대부분의 학자들 

은 스페란스키에 대해 두 가지 측면의 상반된 견해를 보여왔다. 즉， 그를 

전제정 및 기존 봉건질서를 옹호하는 보수주의자로 보는 시각과 반대로 입 

헌체제 수립을 목표로 했던 자유주의적 개혁자로 보는 시각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상반된 견해를 동시에 보여주는 예를 동시대인 니팔라이 투르게 

네프(H， TypreHeB)의 견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그의 책 『러시아와 

러시아인.Jl3)에서 스페란스키가 러시아는 물론 서유럽을 포함한 당대의 가 

장 진보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기폰 전제정 체제 내에서의 행정 개혁자의 

위치에 머물렀다고 평가하였다. 그의 일부 급진적인 사상에도 불구하고 그 

가 당시 러시아의 가장 첨예한 사회 문제인 농노 소유권 문제에 대한 적극 

적인 해결을 피함으로써 근본적인 사회 · 정치 개혁의 본질을 외면하였다는 

것이 투르게네프의 설명이었다.4) 이러한 투르게네프의 시각은 이후에도 스 

페란스키의 개혁 의도와 전반적인 그의 사상을 팽가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논점이 되었다. 이후， 1861년 꼬르프(M. A. Kopφ) 백작이 스페란스키에 대한 

객관적이며 포괄적인 평전5)을 발간하였다. 꼬르프의 책은 스페란스키의 생 

애와 활동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서임과 동시에， 스페란스키의 동시 

대인으로서 꼬르프는 그와 근접해서 매우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 씀으로 

써 오늘날까지도 스페란스키에 대한 기본 자료로써 읽혀지고 있다. 그러나 

그의 책은， 발간 이후 귀족 역사학자들 사이에 스페란스키에 대한 명가를 

둘러싸고 커다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까지도 스페란스키의 저작에 

대해서 당국의 검열이 엄격하였고 그를 자유주의자로 보는 시각이 허용되 

지 않았을 때였음으로 이러한 논의에서 스페란스키의 개혁 계획에 대한 명 

3) “La Russia et les Russes." 1847년 파리에서 불어로 출간된 이 책에 스페란스키의 초 
기 저작 및 1809년의 “계획” 일부가 게재되어 있다. 러시아어로는 1915년에 “POCCHJI 

H PyccKHe"로 출판됨. 

4) TypreHes H. POCCHJ1 H PyccxHe. M. 1915 r. T. 3. c. 292-328. 
5) Ko때 M. A. 1(n3Hb rp때a Cnepmcxoro. M. 1861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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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대체로 그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블라가스베플로 

프(r. 5RarOCBeTROB)는 스페란스키의 입법 계획에서 보다 자유주의적인 면 

을 발견하기보다는 그가 국가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아무런 의도도 

없었으며， 그의 개혁 계획은 단지 중앙 행정 기구의 기능과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개혁 계획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였다.6) 

이러한 보수적인 견해는 스페란스키가 1813년 페름에서 알헥산드르 I세 

에게 보낸 편지7)로 인해 더욱 정당화되었다. 즉 스페란스키는 자신의 갑작 

스런 해임에 대해서 알핵산드르 I세가 자신의 국가 개혁의 의도가 전제 권 

력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이로 인 

해 그는 이 편지에서 “자신의 계획이 차르의 전제 권력을 침해할 아무런 

의도가 없었으며， 법에 기초한 정부를 확립하려 했을 뿐”이라고 밝혔던 것 

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스페란스키의 개혁 의도에 대해 보다 자유주의적 

인 해석도 내려졌다. 이미 1811년에 카람진(H. M. KapaM3HH)은 스페란스키가 

러시아 역사 전통은 물론 러시아의 정치 발전에도 유해한 절대 군주권 제 

한을 의도했다고 비난함으로써 스페란스키의 급진 사상을 역설적으로 표현 

한 바 있었다.8) 또한 체르니쉐프스키 (H. M. 4epl빼eBCKHü)는 스페란스키를 

러시아 봉건 체제를 거부한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창시자 혹은 자유주의자 

혁 명가로서 높이 평가했으며9)， 끌류체프스키 (B. O. KnwqeBCKHÜ)도 그를 러 

시아 자유주의의 창시자로 규정하였다.10) 이러한 자유주의적 해석은 이후 

벡 뻔(A. M. f1hInHH)l1) 도브나르-자폴스키 (zIoBHap-3anORbCKHÜ)lZ), 세륨스키 (B. 

H. CeMeBCKHÜ)13), 바긴(B. H. BarHH)14) 둥 자유주의 역사가들에 의해 더욱 

6) BJlarOCBeTJlOB í. E., “:tH3Hb rp때a CnepaHCKOrO“, 2 T. C-[lJ). 1861 í., 엉rCCKoe CJ1OBO 

1861 í. NO. 10. 12. 
7) “nepwCKoe nßCbNO Cnep뻐CKoro Kb HNnepaTopy 따eKcaH，llpa I", PyCCK뼈 APXJIB XXII. M. 

1892 í. c. 51-65. 
8) KapaN3ßH H. M. 0 l1PeBHHJ1 H HOBoJ1 Pocc.쩌 M. 1914 í. c. 61-63. 
9) lfepHloIIleBCK때 H. í. [lOJUfoe COφ'lJHHe CO'lHHeHHJ1. T. vn. 1950 í. M. c. 827. 
10) KJJO맨BK뼈 B. O. Kypc 꺼rccKoJ1 HCTOpHH. lf. V. 1937 í. M. C. 잃4. 

11) 빼IßH A. M. O~ecTBeHHoe ,/UJInCeHHe B POCCHH l1pH ÂneKC.짜gpe I. cn6. 1잃5 í. 

12) ßOBHap-34nOJlbCK뼈. H3 HCTOpHH ofñfeCTBeH.願 Te'le.깨 B POCCHH. KHeB. 1910 í. 

13) CeNeBCK때 B. H. “Bonpoc 0 npeo6p430B4Hßß rocy，n4pCTBe뻐oro CTpOR PocCßß B 

xvm K nepBoR QeTBepT4 XIX BeKa" , BωlOe. 1906. NO. 1. 
14) Bar뻐 B. H. HCTopH'leCKHe CBe.lleHHJI 0 .l1e.JfTeJIbHOCTH rp뼈4 10( 10( CneplJHCKOrO B CH6H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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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되었다. 

이와 같이 스페란스키에 대해 보다 급진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즉 1812년 그의 갑작스런 몰락과 관련해서 결국 그 

의 국가 개혁 계획과 사상이 차르는 물론 귀족 지배 계충에게도 받아들이 

기 어려운 매우 진보적이었다는 사실15)과 데카브리스트들이 혁명 후 세워 

질 임시 혁명 정부에 스페란스키를 참여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데카 

브리스트들의 급진 사상의 한 뿌리가 스페란스키에게 있었다는 것이 그것 

이다. 

1905년 혁명은 입헌주의 체제 수립에 대한 당시의 자유주의자들의 활발 

한 논의와 더불어， 다시금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스페란스키에게도 돌리게 

했다. 아울러 당국의 검열 완화로 인해 스페란스키의 대부분의 저작들이 

공개 됨으로써 16)보다 객관적인 학문적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스 

페란스키에 대한 기존의 해석에는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1917년 

혁명 이후， 스페란스키의 사상에서 계급적 기원을 강조하려 했던 소비에트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기존의 상반된 견해차는 해소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소비에트 역사가인 파크롭스키 (M. H. nOKpOBK때)는 1809년의 “계획”에는 전 

제 권력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단지 부르조아적 정치 · 경제 

체제를 확립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17) 이러한 부르조아적 자유주의 

자로서의 그에 대한 펑가와 함께 스페란스키가 기존의 봉건적 질서의 붕괴 

를 막기 위해 개혁을 시도했을 뿐 기본적으로 봉건질서의 옹호자라는 시각 

이 폭넓게 받아 들여졌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아쉬로비취(5. C. Om.epoBuq)18)와 스로야트니코프(5. 

H. ChlpOW\TH따。B)19)는 스페란스키를 봉건 질서의 반대자이며 농노 해방의 

C 1819 no 1822 r，π T. 1. 2. CI1O. 1872 r. 
15) CM. CeMeHOB A. B. BpeueHHoe peBOJIlOIIHOHHOe np8.BHTeJIbCTBO B flJI8.H8.X neX8. 6pHCTOB. 

1982 M. c. 17-61. 
16) 1809년 ‘계획’ 의 원본 전문은 HNnepaTopCkaR nyónHqaR 5HónHoTeka에 있는 원로원 의 

원(CeHaTOp) 베젠스키 (Be뻐HCk때 K. r)의 5ywarH속에 보관되어 있다가 1899년에 비로 

서 최초로 『역사 비평( “CTOHQeCkOe o603peHHe) .!1 T. 10. 에 게재될 수 있었다. 또 한 
스페란스키의 1802년 저작들은 세홉스키( Ce“eBCKHü B. H. )에 의해 1907년에 공개되 

었다. “nepB뼈 nOJIHTHt{eCkHÜ TpakTaT M. M. CnepaHCkoro." 깨rccxoe BOr8.TCTBO. No. 1. 

CI1O. 1907. c. 46-85. 
17) nOkpOBCk뼈 M. H., H36p. npoH3BeneHHJI. T. 2. M. 1쨌 c. 145-147. 
18) Om.epOBHQ 5. C., Or.æpxH no HCTOpHH Pyccxoit yrOJIOBHO-np8.BOit JlHC1IH. 1없6 M. c.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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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로써 간주하고， 그에게서 라디쉐프와 페스첼(neCTeJJb)이 보였던 급진 

주의， 입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조하였다. 오문(c. 6. OKYHb)20) 

또한 스페란스키를 입헌주의자이며 농노 소유권 폐지 옹호자로 간주하였 

다. 한편， 스페란스키에 관한 서방측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라 할 수 있는 

라예프(M. Raeff)는 스페란스키가 기본법 하에서 국가 질서를 확립하려는 

행정 개혁자의 역할을 했을 뿐이지 진정한 의미의 입현체제를 세우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평가하였다.21) 이와 같이 스페란스키의 국가 개혁 계획에 

대한 엇갈린 평가의 핵심은 그가 전제 절대 권력의 제한과 전제정의 사회 

· 경제적 토대인 봉건적 농노제 폐지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는 데에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스페란 

스키의 초기 저작 및 1800년의 “계획”을 재검토함으로써 기존의 상반된 견 

해에 하나의 타협점을 찾아보려고 한다. 

11. 초기 저작에 관한 검토 

알렉산드르 I 세 초기에 정부내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는 국가 개혁의 불 

가피함에 대한 인식이 폭넓게 확산되어 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었다. 또한 이미 18세기 말엽부터 사회 · 경제적인 발달에 따른 봉건 

체제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었으며， 파벨(naBeJJ neTpOBH'I)의 독단적인 전횡 

을 경험했던 귀족 지배 계충이 그 같은 차르의 전횡의 재발을 막을 수 있 

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게 되었고，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서구의 급진 사 

상이 이미 러시아 사회에 상당히 침투해 있었다. 

더욱이 새로운 차르에 대한 기대로 전반적인 국가 개혁의 당위성은 충분 

해졌다. 이미 정부 내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스페란스키도 자 

연히 이러한 분위기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미 신학교 교사 시절에 자신 

의 정치 · 사회적 견해22)를 밝힌바 있었던 스페란스키는 원로원(ceHaT)에 

19) c매OIolJlTHHKOB D. H. “M. M. Cnep6.HCK때 )(6.)( rOCY.ll6.pCTB탠뼈 .lIe~Tenb H nOnH~eCK뼈 N

hlCnHTeJlb". COBeTCKoe rOCYJ1apCTBO H IIpasO. 1940 No. 3. C. 110. 
20) OKYHb C. D. OqepKH HCTOpHH cCCP KOHeIJ VXIII-IIepBlV1 qeTBepTb XIX BeKa. 11. 1956 c. 

173-183. 
21) Raeff M. Michael. Speransky: Statesman of ímperial Russía α7껑-1839). The 

hague.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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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혁과 행정부처 (MHHHCTpCTBO)의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던 

1802년에 당시 입법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던 자바돕스키 (n. B. 3aBa~OBCKH 

ß) 백작에게 제출할 보고서23)를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서 이러한 개혁 논 

의에 대한 자신의 기본적인 정치적 견해를 밟히게 된다. 

스페란스키는 이 글에서 러시아의 기본 통치 구조가 바뀌어야 하며， 이 

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 ‘국가 기본법 (KopeHH뼈 3aKOH rocy~apCTBa) ’ 즉 

헌법 (KOHCTHTyUHJI) 이 제정되어야 하고， 이어 법령 (YJIOlI<eHHe)이 헌법에 따라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에도 그는 ‘국가 기본법’ 제정의 필연 

성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국가 기본법은 국민의 의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법의 심의와 제정을 위해 국가의 모든 계충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기구가 소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갱) 국민의 의사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있는 스페란스키의 견해는 같은 해에 쓰여진 글 “o CHJIe o6m.ero 

MHeHHJI"O’l 서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즉 그는 공공 여론에서 표현된 국민의 

의지와 힘은 군주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으며， 법에 기초한 ‘참된 군주정’ 

을 창출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똥) 이러한 그의 견해는 국가 권력의 

원천을 군주가 아닌 국민으로 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스페란스키 

가 의미했던 ‘국민 (HapOlI)’이란 귀족 및 중간 계충에 한정된 것으로 대다수 

하충민들은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공공 여론이 교육 

과 계몽을 통해 형성 될 수 있다”쟁)고 보았는데 실제로 노동 계층은 이를 

받을 수 없었으며 더욱이 국민을 “입법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는 모든 자” 

로 한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기존 사회계충 구조의 근본적인 변 

화를 추구했던 것은 아니었다. 또한， 그가 의도했던 국가의 모든 계층이란 

22) 1791년 10월 8일， 스페란스키는 알렉산드르 법스키(따eI<CAH매 HeSCK뼈) 대수도원에서 

행한 설교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천명하였다. 즉， 그는 국가 이익이 해족 계층에게만 
이 아니라 사회 전 계층에 평둥하게 향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 발전 계획을 세 

우고 법 질서 확립을 통해 섬지어 군주의 권력도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주는 계몽된 정신으로 선정을 베풀 것을 촉구 했다. 그의 연셜문 전문은 망r:CKl!J1 

CT8.pHH8.. 1002. No. 2. C. 잃4-291에 수록. 
23) “ÜTP찌SOK 0 KONHCCHH yJlO:l<eHHJI, BSe.!leHHe." 
24) Cnep8.HCK뼈 M. M. “ OT phIBOK 0 KO뻐CCHH yJlo:l<e판IJI ， BSe.!leHHe." n3. C. 22-23. 
25) Cnep8.HC K째 M. M. “ o CHJle 0611tero 뻐eHHJI." n3. C. π-83. 

26) T뻐 :l<e. C.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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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쿠노프(H. M. KOPKYHOB)가 지적했듯이'1:1) 국가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계충에 한정된 것이었으므로 프랑스의 신분제 의회와는 성격상 다른 것이 

었다. 따라서， 스페란스키가 보다 급진적인 민주주의 원칙을 따랐다고 볼 

수는없다. 

한편， 같은 글에서 스페란스키는 농노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자 

신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보다는 원칙적인 표명에만 그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거듭 주장하면서， 부분적인 

법 조항에서보다는 헌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함으로써 농노 문제는 부 

분적이 아년 전면적인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다. 즉， 

그는 농노를 ‘제국의 가장 유익한 부분’으로 기술함으로써28) 농노 문제가 

국가 전반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이 문제가 세부 

적인 사항은 물론 부동의 원칙으로 정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농노가 영주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으로써 농노 해방의 펼연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스페란스키는 1802년 같은 해에 저술된 다른 글 “o KOpeHHMX 3aKO

Hax rOCYllapCTBa"에서 국가 기본법 제정의 불가피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즉， 국가 기본법이 어떤 성격을 지녀야 하 

며 구체적으로 사회 · 경제적 諸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 

를 기술하고 있다. 그는 국가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당시 기존의 사회 · 정 

치적 기본 질서를 변화시키고 명확한 국가 통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 
다. 그의 논의는 우선 국가 기본법은 어떤 권력도 위반할 수 없는 부동의 

그리고 상설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도 이 기본법이 국민에 의해 창출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29) 이러한 그 

의 기본적인 원칙은 이후에 18æ년 “국가 개혁 계획”에서도 거듭 반복되는 

바， 국가 권력 행사가 국민의 견해에 그 근거를 둔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 

었다. 이러한 국민의 의사 표시의 결과로 나온 국가 기본법은 어느 정도 

전제 군주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스페란스키의 견해에 따르 

면， 이러한 국가 기본법을 제정하여 실천하기에는 러시아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2:l) KOPKYHOB H. M., PyccKoe rOCYAl/.pcTBeHHOe npllBO, T. 2, c. 75-83. 
28) Cnep뻐CKHH M. M. “OT pl>lllOK 0 KONIICCHH yJlo:r:eHHJI , BBe,lleHHe." n3. C. 24. 
29) Cnep뻐CK뼈 M. M. “o Kope제뻐x 38.KOHax rocY,ll8.pCTB8.." n3. C.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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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러시아는 여전히 속박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의 실현이 불 

가능하였던 것이다. 즉， 당시의 러시아 사회 계층 간의 관계에 있어서 농민 

과 영주 그리고 영주와 군주 사이의 관계는 사실상 종속 관계와 별다른 차 

이가 없었으며， 따라서 러시아에서는 군주를 제외하고는 진정한 자유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30) 

군주의 노예와 영주의 노예만이 존재하는 이러한 상태에서는 국가 기본 

법이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민의 예속 상태를 타파하기 위 

해 우선 국민을 계몽시키고 점차적으로 농노제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스페란스키의 견해는 당시 러시아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바， 국가 기본법의 도입과 그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률 

위한 사회 정치적 토양 배양에 역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스페란스키는 농노 소유권은 귀족 계충과 다른 사회 계충을 구분하는 첨 

예한 기준임으로 그것의 폐지에는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며， 신속한 

농노 해방은 국가 경제의 파탄과 혼란 심지어 농민 반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갑작스런 농노제 폐지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31) 

그는 러시아 사회에 농노제가 존재하는 한 국가 기본법의 존재가 무의미하 

기 때문에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는 기본적인 인식은 있었으나， 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 

이 있음을 인식하고 예비 조치를 취한 후 점차적으로 이행할 것을 제안했 

던 것이다. 

그래서 우선 그 준비 단계로서 농노의 부역을 정례화하고 영주의 횡포로 

부터 농노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 사이의 관계를 법에 의해 명확히 설정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인두세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토지의 보유량에 의 

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32) 이러한 그의 주장은 당시 논의되고 있 

던 “토지 없는 농노 해방”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 

스페란스키는 두번째 단계로， 농노들의 “거주 이동”을 허락할 것을 주장 

했다.33) 이것은 그들이 토지에 결박된 상태로부터 해방될 수 있음을 의미 

했다. 스페란스키는 여기서 농노의 범위를 전체가 아닌 대다수 영주 농노 

30) T/üI :l<e. C. 40-42. 
31) T/üI :l<e. C. 54. 
32) T /üI :l<e. C. 55. 
33) T/üI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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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한 국가 농노에 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귀족의 특권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명백하다. 또한， 스페란스키는 라디쉐프가 필수적인 것으 

로 간주했던 토지 분배라든가 베즈바로트카(A. A. Ee36opOllKO)가 주장한 농 

노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조치들 중에서 부역 및 조세의 완화와 농노 권익 

의 보호와 같은 설질적인 조치 34)를 제안하지는 않음으로써 보다 온건한 모 

습을 보였다. 이는 그가 농노 문제에 대해 이상적인 해결 방식보다는 현실 

적인 가능성에 역점을 둔 것이라 볼 수 있다. 

1803년에 스페란스키는 코츄베이 (B. n. Koqy6ei1)의 의뢰에 따라 차르에게 

보고될 보고서35)를 작성했다. 이 글에서 그는 어떻게 “참된 군주 정치 

(HCTHHHoe MOHap'leCKOe npaBJJeHHe)"를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러시아 정치.행정 제도의 비효율성과 후진성의 주된 요인이 법 

에 의한 통치 체제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강조하고 있다，36) 따라서 이의 개 

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통치 체제의 각 부분 별로 그 기능과 권한 

그리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는 국가 통치를 경찰， 법 

정， 군사， 대외정치(외교) 그리고 국가경제 둥 다섯 부분으로 나누고， 이 각 

분야가 “참된 군주 국가”에서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가를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에서 군사와 외교 부분은 제외) 그는 ‘법은 인간의 자연적 

자유의 제한’이라는 벤담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간은 개인적 욕망에 따라 

살아감으로 사회에서는 개개인 간의 충돌이 일어나게 마련이고 이를 제어 

하는 힘이 경찰력이라고 지적하였다.암) 그런데， “참된 군주 국가”에서는 경 

찰이 법의 파괴를 방지하는데 반해， 독재 정치 국가에서는 경찰이 그러한 

법질서 파괴를 조장한다. 따라서 법질서 파괴의 경우， 법정은 법에 의거 범 

죄에 의한 해악의 정도를 정해준다. 그리고 법정은 다시 법 질서 준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하나의 제어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스페란스키의 

주장이었다. 여기에 덧붙여， 국가는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최대한 조 

세 부담을 줄이도록 국가 경제를 통제해야 하였다.38) 

그는 여기서 그의 관심이 중앙 정부 조직의 재면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 

34) npeJlTeqeHCK때 A. B. OqepKH Ooo.eCTBeHHO-nOJIHTHqeCKOR HCTOpHit B nepBoR qeTBepTH 

XIX BeKll. M-J\. 1957. C. 55. 
35) “띠aH yCTp뼈CTBa cy.ae6t뻐X H npaBHTenbCTBe따{없 yqpe:r.aeHH때 B POCCHH." 
36) Cnep뻐CKHÜ M. M. Taw :l<e. 86. 
37) T뻐 :l<e. 90-91. 
38) Cnep뻐CK때 M. M. “o COCTaBe ‘laCTeü rocy.aapCTBeHHoro ynpaBneHH.!I." n3. C. 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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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제안을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정부의 기능은 두 기구， 즉 입법원 

(3aKOHoaaTeRbHYR CeHaT)과 행정원(HcnORHTeRbH뼈 CeHaT)에 의해서 수행된 

다. 그러나， 이들 원로원들은 황제의 권력 행사의 도구일 뿐이지 독자적인 

권한이 없다. 원로원 성원은 황제에 의해 지명되며 따라서 차르의 의지에 

충실히 기능한다. 원로원은 어떤 경우에도 황제의 절대 권위를 침해해서는 

안된다，39) 정부의 각 기관은 각기 그들의 설무상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 

야 한다. 이러한 책임 행정은 정부가 자발적으로 법을 지키거나， 그렇게 하 

도록 ‘공공 여론’ 에 의해 강요될 수 있을 때 획득되고 확대된다 4이 또한 

정부 각 조직은 내적 통일성을 이루어 유기적으로 기능해야 하는데， 무엇 

보다도 그것을 맡는 실무 행정 담당자의 질이 높아야한다，41) 왜냐하면， 법 

의 힘은 그것을 수행하는 자의 능력과 양심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군주 국가에서는 법이 공공 여론에 의해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 

활동--군사 · 외교상의 비밀은 제외--이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언론 

및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어 야 한다. 

결론적으로 스페란스키의 견해에 의하면 당시 러시아는 이러한 “진정한 

군주 국가”와는 거리가 먼 상태에 있었다. 차르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전 

통을 제외하고는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있다，42) 이런 상태에서는 군주가 

법에 종속되는 구조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권파 행정권이 분리 

되어 행사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군주 이외에 모든 국민이 자유를 빼앗기 

고 굴종의 상태에 있는 이런 상태를 변화시켜야만 한다. 그렇게 해야만 법 

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스페란 

스키는 이러한 ‘참된 군주 국가’로의 행로에 단서를 달고 있다. 즉， 이러한 

개혁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급격한 변화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 

으므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가 지향하고 있는 ‘참된 군주 

국가’를 향한 개혁의 내용은 법에 의한 국가 통치로 집약된다. 그러나 이 

로 인해 차르의 절대 권력이 침해될 수는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그 힘이 

약화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스페란스키는 전제정을 입현체제로 변화시키 

려는 의도를 지녔다기보다는， 군주가 전횡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 

39) Cnep뻐C I<Hä 1.1, 1.1, “o COCTRBe rOCY~RpCTBeHf뻐X NecToB," n3, C, 1Z7 -131. 
40) CnepaHC I<째 1.1,1.1, “o COCTRBe (opraHH3R~뻐) ynpRBJ1eHH$I," m , C, 114, 
41) TIlN :l<e , 115, 

42) CnepaHCI<Hä 1.1, 1.1, “o ~eäCTBHTeJ1bHON YCTPQäcTBe ynpRBJ1eHH$I B POCCHH," n3, C, 122, 



스패란스키와 국가기구 재혁안 127 

가 계몽된 군주의 선정에 기대를 거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알 수 있 

다. 

여기서 참조할 것은 그가 과연 자신의 신념을 그대로 표현했느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당시 아직 자신의 급진적인 견해를 그대로 표명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코츄베이 동 귀족들의 압력 하에 있었음이 명 

백하기 때문이다. 그가 아무런 부담 없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그의 정치적 견해 

는 당시 정부 내 여러 집단의 의도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당시 귀족 계 

충은 황제에 의해서 자신들의 권익이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므로 가능 

한 한 황제의 권한을 일정 정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였고， 이점 

에서 스페란스키는 ‘비공식 위원회 (HernaCH뼈 1<0뻐TeT)’43) 멤버들의 견해를 

따름으로써 그들의 이해와 일치된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그가 귀족 계층 

의 이해와 직결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보다 급진적인 견해를 보일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이미， 그 자신도 귀족 계층의 범주에 있었다는 사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스페란스키의 국가 개혁 계획은 법에 의한 국가 통치 확립이라는 

목표를 지향하였으나 차르의 절대 권력과 지배 귀족 계급의 특권을 침해 

하지 않는 범위에서였다. 그는 그러한 모순의 극복을 혁명， 혹은 전제정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에서 찾지 않고 현실적인 타협안 

을 모색하였으며， 따라서 그의 태도는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다. 스페란스키 

에게 사회 · 정치 체제의 (혁명을 제외한) 급격한 변화는 당시로서는 불가 

능했을 뿐만 아니라， 최선의 방법으로 간주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로 인 

한 그의 미온적인 태도는 그의 개혁 의도가 당시 사회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부분적인 개혁에 불과했다는， 그래서， 여전히 차르와 귀족 계충의 이 

해를 대변하는데 머물렀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의 농노 문제에 대한 

43) 차르의 가신 그룹으로서， 알렉산드르 I 세가 황제로 둥극하기 이전부터 친분을 가졌 
던 4명의 귀족- 스트로가노프(n. CTporIlHOB), 노보실쩨프(H. H. HOBOCKnbl1eB), 차르토뢰 

스키 (A. A. l!apTOp!>lCJ<뼈) 그리고 코츄베이 (B. n. Ko'l)'6ea)를 말한다. 알렉산드르 I 세와 
이들은 1796년 파벨 I 세의 대관식 때 모스크바에서 첫 회합을 가진 이후， 수시로 모 
여 국사를 의논했다. 이들은 황제의 자유주의적 사상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 

음은 물론 알렉산드르 I 세 퉁극 후， 그의 최측근들로서 황제의 자유주의적 국가 개혁 
을 주도하였다. 특히， 1803년 스떼란스키가 코츄베이의 비서로 들어감으로써 이들 가 

신 그룹과 스페란스키는 친밀한 교분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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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도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더욱이 1803년에 나온 “러시아에 

서의 사법 및 통치 기구 설립 계획 "44)에서 스페란스키는 농노 문제에 대해 

더욱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영내에서 경찰 및 행정권을 계속 행 

사할 수 있어야 하며， 전반적으로 농촌의 경제가 토지 소유자의 손에 유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45) 즉， 이러한 견해는 기존의 농노와 영주의 

관계와 영주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시킴을 의미하므로 그는 기존의 봉건적 

질서의 본질적인 변화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단지， 영주들은 자신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에 따라 그 

것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첫째， 행정 기관 및 사법 기 

관의 관리자 역시 영주들 자신이라는 점과， 둘째， 그러한 원칙이 각 지방에 

서 영주틀에 의해 쉽게 무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영 

주에 가해지는 ‘법에 의한 농노 처우’는 현실적인 것이 못 되었다. 결국， 

스페란스키는 영주 스스로 부담을 줄이고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켜 줄 것을 

기대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영주 스스로의 판 

단에 의해 농노를 해방시키는 것이 더 유익하게 되는 시장 경제의 원리가 

적용되기에는 당시 러시아에서의 자본주의적 사회 발달이 일천했음을 고려 

해 볼 때， 스페란스키의 농노 문제에 대한 견해는 유토피아적인 것에 불과 

한 것이었다. 

川. 1809년의 “계획”에 대한 검토 

대대적인 국가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스페란스키의 역사 인식 

과 현실 감각은 매우 정확한 것이었다. 그는 서구와 러시아의 역사가 동일 

한 발전 과정 속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동일한 역사적 운명에서 

이탈해 있는 러시아는 프랑스와 같이 아래로부터의 혁명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극단적인 파국， 즉 혁명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국가 계획이 필요하며， 당시 러시아에게는 매우 시급하 

고 절박한 것이었다. 그에 따르면， 서구에서는 이미 중세 봉건적 사회 체제 

44) “띠aH yCTpo~cTBa cy~e마뻐X H 매aBHTenbCTBeHHNX y‘~pe:lClleHH~ B POCCHH." 

45) CnepaHCKH얘 M. M. Taw :f<e. 13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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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쳐 공화주의적 혹은 입헌주의적 정치 체계가 확립된 반면， 러시아에 

서는 여전히 봉건적 사회 체제와 절대 왕권적 정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에카테리나 II세 시대를 거쳐 그리고 알랙산드르 I세 치세 초기에 이 

르기까지 러시아 사회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18세기 서구 계몽 사상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치 체제가 마련되지 않아 사회 내적 

모순이 심화되고 있었다. 더욱이， 틸지트 조약 이후 사회 · 경제적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으며， 특히 귀족 지배 계층이 느끼는 패배 의식과 불만은 매 

우 컸다. 더군다나， 국가 권위가 급속히 약화되고 황제가 지니는 도덕적 권 

위마저 추락되고 있는 상황은 당시 러시아가 혁명 전야의 프랑스와 같이 

전반적인 사회 붕괴의 위험에 처해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정표였다.46)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 개혁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 

었다. 이러한 국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당시 지배 계충 사이에 

널리 확산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스페란스키의 국가 개혁 의지는 황제는 

물론 당시 러시아 봉건 지배 계층 내에서 점증하고 있던 새로운 사회 그룹 

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기도 한 것이었다. 

스페란스키는 자신의 계획에 의해 구성될 입헌군주정 하에서의 러시아 

사회 구성원을 세 계충으로 구분하였다. 즉， 귀족계층， 중간계층(Jbo.rlH 

cpeaHeíO COCTO~H~) 그리고 노동계층(PaÕoq때 Hapoa)이 그것이다(스페란스 

키는 사회계층 구분에서 성직계층을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각 계층 

은 모두가 동일한 수준의 시민적 혹은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우선 모든 계층은 일반적인 시민적 권리를 소유한다. 즉， 모든 

계층은 재판 없이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으며， 누구든지 법에 따라 동산 

및 부동산을 획득 · 소유할 수 있고， 재판 없이 그것을 빼앗기지 않음은 물 

론 법에 의하지 않는 세금은 강요받지 않는다. 또한 타인의 자의적인 강요 

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에 따라 시민의 개인적인 의무를 수행하며， 오직 법 

이 정한 바에 의해서만 부역 및 개인적 봉사를 이행한다.47) 이것은 농노 

소유권 제도 하에서 영주의 자의적인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 

할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계층- 영주 농노， 수공엽 노 

동자 그리고 가내 일꾼들 -은 어떤 정치적 권리도 소유하지 못한다. 따라 

46) Cnep뻐CI<째 M. M. “o pa3yNe rocyAaPCTBeHHOrO yno*e뻐JI." [13. C. 153-164. 
47) CnepaHCK뼈 M. M. “o npaBax no따뻐뻐x." [13. C.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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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치적 자유 없이 시민적 자유는 있을 수 없음”으로 노동계충에게는 

모든 계충에게 주어지는 시민적 권리도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었다，48) 

다음으로， 상인， 명민 그리고 국가 농노를 포함하는 중간계충의 경우에 

그들은 시민적 권리는 물론 재산 소유에 따라 정치적 권리도 소유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귀족 계충은 모든 시민적 · 정치적 권리를 소유하며 조세 및 

각종 개인적인 부담이 면제된다. 특히， 귀족계층은 그 소유 재산의 상실로 

인해 정치적 권리를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도 농노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즉， 귀족 계충에게 농노 소유권을 배타적으로 허용함으로 

써 그것을 귀족 고유의 특권으로 인정하고 있다.쟁) 

스페란스키에게 귀족 계충은 그가 의도하고 있는 “참된 군주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귀족 계층의 도움 없이는 그러한 계획이 불가능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그가 ‘귀족 없이는 군주정도 없다’라는 몽테스키외 

의 말을 인용하고 있음에도 잘 나타나 있다 5이 따라서 스페란스키의 개혁 

에서 귀족계층의 이해가 침해되는 일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또한， 그 

에게 귀족계층은 곧 관료를 의미했음으로 그들에게는 일정 정도의 교육이 

요구되었다，51) 

스페란스키가 지향하는 관료 체제의 핵심은 여전히 귀족계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스페란스키는 이러한 사회 구성원이 지닐 수 있는 

諸 권리 및 유기적인 사회 계충간의 연결 고리의 한 기준으로서 ‘재산권’ 

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모든 법의 목적은 인명과 재산의 

보호에 있으며 재산 보유자가 그렇지 못한 자보다 법을 지키는데 보다 적 

극적이므로 그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였다. 또한 .재산은 

이성과 근면’에 의해 획득됨으로 이러한 특성을 지닌 자가 그러치못한 자 

보다 법의 준수에 더 적극적이었다.많) 

재산 소유 여부와 그 정도- 스페란스키는 부동산의 양에 대해서는 언급 

48) CnepllHCKHÜ M, M, “ elle He'lTO 0 cBo6o.!le H pll6cTBe," n3, C, 83-85, 
49) CnepllHCKHÜ M, M, “o pll3ywe 31lKOHOB B 때IlBax nO.!l，!lllHf없，" n3, C, 186-189, 
50) CnepllHCK때 M, M, “o KopeHt뻐X 31lKOHHax rocY.!IllpCTBIl," n3, C, 42, 
51) 이 보고서에 곧 이어 공표된 1009년 8월6일의 법령에 의해 문관 관리로의 등용을 위 

해서는 반드시 일정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했다. 특히 8둥 문관(KOJlJle:ICCK뼈 Ilceccop) 

부터는 대학 교육을 이수하거나 혹은 그에 상웅하는 시험을 치루어야 했다. 
52) CnepllHCK때 M, M, “o pll3ywe 31lKOHOB B npllBIlX nO.!l,!lIlHHwx," n3, C,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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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않았다 -에 따른 제 권리의 부여는 당시 서구의 부르조아적 원칙을 그 

대로 적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인간의 힘은 그의 참된 재산으로 

부터 나온다”는 그의 말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53) 

그에 따르면， 모든 계충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재산 소유에 

따른 권리가 모든 계충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국가 행정 

및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이러한 참정권은 그가 계획한 각급 두 

마의 성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일정 정도 이상의 “부동 

산특히， 거주지 (HaCeJIeHHaJI 3e뻐j1)--을 소유한 자로 한정된다.닮) 따라서 

이러한 권리는 사실상 그것을 보유할 수 있는 귀족계층에게만 허용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귀족계층에의 독점적인 권리 부여에도 불구하고， 재산 

보유 정도와 개인적 능력에 따라 계층 이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계충 고정 

의 틀을 깨트리고 있다.또)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중간계충의 귀족으로의 계충 이동은 불가눔한 것 

이었다. 왜냐하면， 스페란스키는 계충 이동의 단서로 이전 계급의 “부역 및 

납세 이행 "56)을 붙였는데， 사실상 이러한 단서를 이행할 수 있는 중간계층 

은 일부 부유한 상인 및 소지주(O.lIHO.lIBOpe띠에 한정되었지， 일반 대다수 평 

민 및 국가 농노들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여전히 재산 소유권의 이전을 막 

고 있는 계층간의 장애 요소가 존재하고 있었다.57) 따라서 중간 계층의 귀 

족으로의 이동은 그 만큼 어려웠으며， 스페란스키의 제안은 그것이 실행될 

수 있는 여건이 결여된 현실성이 없는 것이었다. 더욱이 이러한 계층 이동 

의 원칙은 노동 계층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비록 재산을 획득 

한다 하더라도 계충 이동이 불가능하다. 스페란스키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정치적 권리 및 국가 행정에 참여하는 권리 행사 

53) CnepaHCKHA ........ mo. IþOH.A 731. II 1662 JI. 1. ( OT.ne.n pyKonHceA rocy.napCTBeHHO언 ny6-

.nH‘깐loA 6H6.nHOTeKH H“eHH .... E. Ca까，，"，OBa-l，e.np뻐a (mo) 때OH.A. 731. ........ CnepaHcKoro) 

54) CnepaHCK뼈 .... .... “nOp~~K 3aKOHo.naTe.nbH빠해." n3. C. 192-195. 
55) 즉， 중간계층은 일정 정도의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귀족- 이 경우 스떼란스키는 귀족 

을 세습 귀족과 사회적 성공으로 인한 입신 귀족(뻐맨oe .nsOP~HCTBO)으로 분류했는데， 

이는 후자의 경우를 지칭한다 -으로 계충 이동 할 수 있으며，이로써 정치 및 행정에 

참여할 권리를 소유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셰습은 불가능하며 그 후손은 중간계층으 
로 남는다. CnepaHcK뼈 ........ “o pa3ywe 3aKOHOB B npaBax nO.lUlllHf없." n3. c. 178. 

56) Cnep뻐CK뻐 ........ Taw :cæ. C. 188. 
57) TIlN :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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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산 보유 정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일정 정도의 교양 

내지 교육이 필요한데， 노동 계충은 그것을 획득할 수 없으므로 계층 이동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58) 따라서 노동 계층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 가능성은 거의 없었으며 그들의 기존 상태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 

다. 스페란스키는 농노 문제에 관한 급진적이며 신속한 해결에는 원칙적으 

로 반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그의 초기 저작에서 농노제 폐지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스페란스키 

는 1809년 “계획” 에서도 이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는 여기에 ‘점진적인 해결’ 이라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이의 해결을 사실 

상 후일로 미루고 있다. 그는 농노제 폐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를 잠정 

적으로 유보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그는 농노제가 군 

사상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역사적 근거에 기초해서， 당시 러 

시아의 군사 면제와 광활한 영토는 상설적인 주민 정착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 농노제 폐지는 이를 불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임차 노동력의 활용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란만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59) 그러나， 실제 

로 농노제 폐지 문제는 지배 귀족의 이해가 걸림은 물론 국가 사회 체제의 

근간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으므로 스페란스키로서도 신속한 농노 

제 폐지가 가져올 혼란과 저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원 

칙적인 농노제 폐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과 시기에 있어서는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다. 

스페란스키는 ‘권력 분립’ 이라는 전통적인 부르조아적 원칙에 따라 국 

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세 부분으로 나누고 각기 독립적이며 고유의 

권한을 갖는 독자 기구를 통해 그 권한을 행사토록 했다. 이러한 권력 분 

럽의 필요성에 대해 그는 “전제 권력이 입법권과 행정권을 독점한다면 법 

에 의한 국가 통치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60) 

입법권은 ‘두마’라는 새로운 기구에 의해 행사된다. 위에서 설명한 각급 

두마 즉， 읍(BOJIOCTb) ， 군(ÜKpyr) ， 주(ry6epHH.sI)，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가 두 

마(rOY.llapCTBeHHa.sI 마Ma)가 차례 로 재 산 보유에 따른 참정 권을 기 반으로 

한 투표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 의해 구성되며 각급 두마는 해당 지역의 

58) TI1M :l<e. C. 188-189. 
59) CnepaHCI<Hìl M. M. “ElI\e He'lTO 0 CBO.llO.lle H pa6cTBe." 03. C. 85. 
60) Cnep뻐C I<Hìl M. M. "06 o6ll\eN pa3ywe 매eo6pa30BaHHJI." 03. C.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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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구 및 법정을 구성한다. 각급 두마는 매 3년마다 회합하며 회기는 

주요 안건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 각급 두마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중 

앙 정부에 의해 임명된 해당 행정관에 건의한다. 그러나， 각급 두마， 심지 

어 국가 두마도 독자적인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행정 관료에 대한 자 

문 기구의 역할만을 행할 수 있었다. 단지 정부가 ‘기본법’을 위반하거나 

정부 각 부서가 자기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때는 차르에 보고하고 

독자적인 조처를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 두마는 차르의 절대 권력 

행사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었다. 즉， 국가법은 “입법계 

층에 의해서 동의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61)라는 그의 원칙적인 견해 

에 따라， 어떤 법도 두마의 사전 동의 없이 공표될 수 없으며， 과세 또한 

불가능하였다. 또한 국가 두마는 차르의 동의 없이도 소집이 가능하고， 또 

한 고위 행정 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며 각급 행정 기관은 두마에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르는 두마의 의장을 임명하고， 전시 및 

국가 비상 상태에는 두마를 거치지 않고 법을 공포할 수 있으며， 두마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음은 물론 두마의 해산권 및 두마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국가 두마가 차르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은 불가능 

했다. 따라서 두마는 독자적인 입법권을 통해 차르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 

기보다는 차르에 종속된 보조 기관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사법권은 최고 사법 기관의 자격을 지년 원로원이 관할한다. 

사법 기구는 각급 두마와 같은 단계를 거쳐 조직된다. 즉， 각급 두마가 해 

당 사법 기구를 구성한다. 지역 법원장은 법무 대신이 승인하며， 주 법원장 

은 국가 두마가 제출한 예비 명단에서 선출하여 국가 두마의 승인을 받는 

다. 마지막으로 최고 사법 기관인 원로원의 법관들은 주 두마에서 선출된 

명단에서 차르가 임명하며 종신이다. 원로원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즉， 원로원은 최고 상고 기관이며， 하급 기관에 대한 감독권 

을 행한다. 원로원의 결정은 최종적인 결정으로 인정되며， 이는 공개적으로 

공표되고， 하급 기관에서 회람된다. 차르는 사법 기구에 대한 감독권만 행 

사할 뿐 최종 결정에서는 직접적으로 간여하지 않는다.62) 

국가 행정기구의 개혁은 스페란스키가 가장 역점을 둔 개혁 사안이었다. 

행정권은 각 부처 (MHHHCTepCTBO)를 중심으로 각급 지역 행정 기구--인구 

61) CnepaHCKHÜ M. M. “ 06pa30BaHHe rocy~apcTBeHHO꺼 따MH." fi3. C. 2V. 
62) CnepaHCK때 M. M. “fiop쩌，OK cy뻐뼈." fi3. C. 19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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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에 따른 체계--에 의해서 실행된다. 행정권은 차르의 배타적인 특권으 

로서 모든 행정 사항은 어떤 경우에도 그의 자의적인 결정에 따른다. 행정 

부는 입법부에 책임을 지며， 중앙 행정 기구는 국가 두마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한다. 스페란스키는 행정이 각 기관 사이의 내적 통일성과 유기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63) 

이는 각 기관이 자의적 판단이 아닌 일정한 규칙에 따라 행정을 실행하는 

데 펼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행정권은 사법권과 입법권과는 달리 차르 

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 체계에 의해 행사된다. 이는 스페란스키가 사법권 

과 입법권이 국민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는 반면 행정권은 군주에게 고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행정권은 차르가 

장악한다. 스페란스키는 각 행정 기구에 소비에트(COBeT)를 설치하여 지방 

정부의 자문기관 역할을 하도록 했다. 소비에트는 해당 지역의 필요 사항 

을 지역 행정관에게 보고하고 지역 예산과 과세 및 부역의 내용을 승인한 

다. 

스페란스키는 기존 국가 행정부의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즉， 각급 기관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담당 행정관이 자신의 업무에 대 

해 책임지지 않는 것과 각 기관 구성원의 기능과 권한에 명확한 구분이 없 

다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책임 회피 및 자의적인 판단의 개입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 부서를 세분화하 

여 그 숫자를 늘리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권 및 그 조직을 

확대 ·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스페란스키가 법에 의한 국가 통치가 

행정기관에 의해 실제 행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스페란스키는 “국가 개혁 계획”에서 마지막 부분을 새로운 정부 최고 기 

구인 ‘국무협의회 (rocy~apcTBeHHMR COBeT) ’64)의 창설에 할애하고 있다. 국 

무협의회의 창설은 스페란스키의 국가 개혁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는 중요 

한 제안이었다. 국무협의회는 차르와 입법， 사법， 행정부 사이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즉， 전쟁선포， 조약 체결 그리고 다른 중요한 외교 사안을 포 

63) CnepaHC I<HA M, M, “nOpR~O I< HCnOnHHTenbf빼，" m, C, 201-3)6, 
64) 황제의 입 법 자문 기관으로는 이 미 모스크바 공국 시대 에 보야르 두마 (BOpRpb llywa) 

가 있었고， 에카테리나 I세 때의 추밀원(BepXOBH뼈 Ta뻐뼈 COBeT), 그리고 알헥산드르 
I세 등극 직후에는 상설 협의회(HenpeweHH뼈 COBeT)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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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모든 국사는 우선 국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차르에게 보고되고， 모든 

차르의 결정도 국무협의회에 의해서 각 부에 전달된다. 또한 모든 입법 계 

획도 국무협의회가 심의 후 차르에게 보고되며 차르의 결정이 국무협의회 

를 통해서 국가 두마에 전달된다.4 행정부의 의제와 보고서도 그와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은 물론이다. 국무협의회의 성원은 선출이 아니라 차르에 

의해 임명된다. 국무 협의회는 국가 최고 자문 기구로서 차르의 입법， 사 

법， 행정상의 세 기능의 행사를 돕는 협의 기구 역할을 함으로써 실제로 

차르와 절대 권력을 보존.강화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었다. 국무협의회는 군 

주의 자문 기구일 뿐 독립적인 기능은 없으며， 어떤 것도 그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차르로부터 나온다. 이는 “모든 국사는 황제로부터 나와서 그 

에 의해 결정된다"65)는 말로 요약된다. 즉， 국가 운영의 실질적인 힘이 차 

르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페란스키는 차르의 절대 권력을 약화시 

킬 의도가 전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국무협의회에 보고되는 모든 국사는 행정부에 의해서만 보고될 

수 있다. 즉， 사법과 입법 사항도 행정부에 의해서만 국무협의회에 보고되 

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부는 사법 및 입법 사항도 심의 건의할 수 있는 막 

강한 권한을 지닌다.66) 그러므로， 사실상 국가 두마는 입법 주도권을 행정 

부에 념겨주는 것이다. 이는 스페란스키가 대의제 기구보다는 군주를 중심 

으로 한 국가 운영 체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IV. 맺음말 

스페란스키의 대부분의 저작에서 보듯이， 그의 개혁 사상은 당시 서구의 

계몽 사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의 개인 서고에는 홈볼트， 스피노 

자， 벤담등 서구의 유명한 사상가들의 저서들이 있었고，67) 실제로 그는 

1804년에 벤담 저작의 번역 사업에 참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서구의 계몽 내지 진보적 부르조아 사상을 정확히 이해하였는가에 대해서 

는 의문의 여지가 었다. 그가 그러한 서구의 사상을 당시 러시아의 현실에 

65) Cnep뻐CI<Hß M. M. “o pll.3y‘ e 311.)(OHOB OprIl.HINeC I<HX." n3. C. 216. 
66) Cnep뻐C I<Hß M. M. “nOp~AOI< HCnOnHHTenbl빼." n3. c. 203. 
67) KllTlU10r .lIH'lHoJt 6H6JIHoTeKH Cnepll.HCKoro. I1lB. rþ 731 ll.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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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기에는 러시아의 사회 및 정치적 토양이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그는 국가 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현실적인 행정 담당자였다. 

스페란스키의 국가 개혁 계획의 기본 목표는 “확고한 상셜법 하에서 전 

제 정부의 국가 통치를 확고히 하는 것"68)이었다. 이러한 원칙은 “강력한 

국가 건설의 원천이 법에 있다”는 그의 주장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69) 그 

래서 시리도닌(C.M. CepenOHHH)은 스페란스키의 최종적인 개혁 목표는 원로 

원(CeHaT) 개혁을 통해 독립적인 사법 체계를 창출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 

다 7이 이러한 원칙은 곧 전제 권력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마련이었 

다. 그런데 스페란스키는 황제도 법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강 

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의 국가 기구 개혁에서는 황제의 전제 권 

력이 조금도 침해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스페란스키에 있어 황 

제권은 절대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었다. 곧， “황제권 

은 다른 세속권과는 달리 신으로부터 부여 받은 신성한 고유 권한"71)이었 

음으로 어떤 경우에도 황제의 절대 권한은 유지되어야 했다. 따라서 그의 

국가 개혁은 전제 권력과 그의 사회적 기반인 농노제를 유지하는 범위 내 

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현실적인 모순이 있었다. 

스페란스키가 의도한 권력 분럽의 의미는， 당시 서구에서와 같이 입헌 

및 대의제 정부에서 요구되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단지 정 

부 기능의 논리적 분럽에 불과한 것이었다. 즉， 비록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기구가 서로간 불간섭적이며 독립적인 수행을 하더라도， 독자적인 입법 및 

행정권이 없이 모든 권한이 황제에 집중되어 있는 말하자면 황제를 정점 

으로 하는 단일 구조 하에서 황제의 의지를 수행하는 대리 기구에 불과했 

다. 또한， 국무협의회도 황제를 보좌하는 국정 자문 기구의 역할을 벗어나 

지 못하였다. 그것은 오히려 황제의 전제 권력을 강화시키는 기구로 기능 

하게 된다. 다만， 황제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가 국무협의회를 통해 한번 걸 

러져 나옴으로써 법 체계는 갖추었다는 데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농노 소유권 문제는 당시 가장 중요하고 첨예한 문제였다. 스페란스키는 

문명 사회에서는 노예가 폰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농노제는 반드시 폐지 

68) CnpaHCK때 M. M. npoeKTU H 3 l1IIHCKH. n3. c. 164. 
69) “ o CK1Ie npasßTeJlbCTsa." PyCCKaJl cupßHa. 1902 r. No. 12. c. 495-499. 
70) c. M. Cepe~oH뻐. “rpaφ M. M. CnepaHcKßi!." ηrccKHil 6Horpa.φljf'leCKHil C.nOBa.pb. T. 

17. cn6-M. 1909. C. 215. 
71) CnepaHCKßi! M. M. “npaso sepxosHoe." IìlB. 1\1. 731. lt 187. 3 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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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언식하고 있었다. 그의 초기 저술에서는 이러한 그 

의 원칙적인 입장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스페란스키의 농 

노제 폐지 원칙이 곧 완전한 개인적(인신적)， 재산적(물적) 자립의 상태가 

허용되는 실질적인 ‘농노 해방’을 의미했던 것은 아니었다. 심지어 그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는 농노제 폐지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며 나아가 그것 

을 유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농노제 폐지는 사전에 단계적인 조치에 

따라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였다. 스페란스키는 이 문제에 관한 이러한 

소극적이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문제 해결의 이유를 신속한 농노제 폐지 

가 가져올 혼란과 국가 경제의 파탄의 위험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신속 

한 사회 변화에 대한 그의 신중한 태도는 “시간이 사회 발달의 기준”이라 

는 그의 말에 집약되어 있다. 즉， 그에 따르면 “사회 변화는 물리력에 의해 

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자연적인 발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 

는 것”이다. 왜냐하면 물리력에 의한 사회 변화는 불안정하고 자연 질서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72) 

사실상 이러한 스페란스키의 태도는， 드루쥐닌(H， M. llpy:I<H뻐H)이 지적했 

듯이 무엇보다도 그가 보수적인 귀족 계충의 저항을 고려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73) 실제로 당시 고관들은 ‘비공식 위원회’ 멤버들파 스페란스키가 

너무 지나치게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한다고 비난하였다，74) 또한， 취비랴예 

프(c. A. 배6Hp.lI eB)도 지적했듯이， 우리는 스페란스키의 국가 개혁 계획을 

명가할 때 그가 처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만 한다. 당시 귀족 계층은 

국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스페란스키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 및 개혁 의지를 나타나는데 불가피하게 그들의 압력 하에 놓여 있었 

던 것이다.75) 

그러나 스페란스키는 소극적 내지는 보수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황제 

전제 권력을 일정 정도 제한시키려는 의도를 보였다. 즉， 국가 두마에 의해 

서만 법의 공표와 과세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점과 황제가 사법 기구에 대 

해 감독권만 행사할 뿐 직접적인 간여를 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최고 사법 

기구인 원로원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한 점이 그것이 

72) CnepaHCI<때 M. M. “o nOCTeneHHOCTH ycoBeplleH'UI o6I11eCTBeHHOrO." n3. C. 75-76. 
73) llpy뼈HHHH H. M. “KpeCTbJlHCI<H꺼 Bonpoc B paHHHX 3anHCICAX M. M. CnepaJIc lCoro." TPYßN 

.neHHHrpMCKoro OT,ae.neHHJ1 HHCTHTyT4 HCTOPHH. BW1. 7. M.-J1. 1964 r. P. 260. 
74) Koplþ M. A. :t{ß3Hb rp때a CnepaHc lCoro. T.l. C!1B. 1861. C. 101-104. 
75) 4HBHIHleB C. A. Be11HKH1l 꺼rCCKH1l P빼OPII4TOp. M. 1989 r. C.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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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페란스키는 “법정에서는 전제 권력의 영향력도 제한될 수 있다”는 

말로 그의 의도를 명백히 드러냈던 것이다.76) 또한 스페란스키는 국가 계 

획에서 부르조아적 원칙틀을 적용함으로써 러시아의 사회 • 정치적 諸 관계 

에서 부르조아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요컨대 스페란스키는 기존 러시아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매우 진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실현 방법에 있어 라 

디쉐프와 같은 급진적인 방법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온건한 방법을 택했다. 

그는 자신의 개혁 내용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러시아의 상황으 

로 볼 때 시기상조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륨스키가 지 

적한 대로， 스페란스키는 러시아 사회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을 제시해 주 

는 교훈적 의미에 보다 더 큰 의미를 두었음이 분명하다.77) 

76) Cnep뻐CK뼈 M. M. 38.IIHCXH H npoeXTH. M. 1~1. C. 168. 
77) CeweBcKHl! B. H. KpeCTbJlHCXHA BOnpoC B POCCHH B XVIII BeXI1.. T. 1. cnlí. 1없8. C. 

잃0-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