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용빽 A~l 뼈 책빼얘 18 Ail 핵 프훌뿔4쏠*
김쩔폼
(전북대학교 사회교육학부)

역사 속의 세계화를 논할 때 흔히 세계 질서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패

권 국가를 주목하는 것이 상례이다. 17세기의 화란， 18-19세기의 영국，
20세기의 미국이 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하지만 헤게모니 장악에 실
패한 나머지 패권 국가 중심의 세계화에 저항 혹은 적응하는 국가들의
움직임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18세기 프랑스의

경우는 흥미 있는 사례를 제공한다. 역사상 헤게모니 경쟁에서 밀려난
국가들이 - 18세기 네덜란드 20세기 영국 등 - 주로 금융 투자 등을 통
해 패권국가의 세계지배 헤게모니에 편승하는 전략을 취한 반변， 18세기

프랑스는 패권 국가의 헤게모니에 저항하면서 독자적인 경로를 모색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프랑스의 경로는 세계체제의 헤게모니

로부터 국내체제의 개혁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놓은 것으로서， 왕정 말기
프랑스 사회에 긴장을 야기하고 결국 대헥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중

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I. 18 얘1171 포량6.9l 빼빽 3뮤빽
<대외무역의 도약〉
18세기 무역과 식민지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영국과 프랑스의 일련의

*이

논문은 2004 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KRF-2때4-여4-AIαl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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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띤지 전쟁에서 프랑스는 잇달아 패배하였다. 그리하여 1763년 파리조
약이 체결될 무렵에는 영국이 세계무대의 정치， 군사， 경제적인 주도권에
서 프랑스를 거의 압도하는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파
리 조약으로 가장 광대한 식민지였던 캐나다와 인도에서 물러나야 했던

프랑스가 식민지 무역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실제 식민지 무역의 수치는 예상과 다른 모습을 보
여준다.
1716-1720년과 1784-1788년 사이에 세관에 신고 원 프랑스의 대외무
역 액수， 즉 수출과 수입을 합한 액수는 약 5배로 늘어났다. 이 공식적
수치는 명목 가격으로 표시된 것이므로 그 동안에 약 2배로 된 인플레를
감안하고 초기 수치에 있어서 더욱 심했을 통계누락 부분까지 고려한다
띤 이 시기 통안 대외무역은 그 양에 있어서 최소한 2배는 증가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 식민지 경쟁에서 결정적 타격을 입은 것치고는

18

세기 프랑스 대외무역의 성적은 나쁘지 않은 셈이다. 특히 영국의 대외

무역과 비교하면 프랑스의 그것은 기대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외무
역 액수가 세계무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프랑스의 경우

년정에는 영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지만(15% 대

8%)

1720

1780년경에는 거

의 대등한 수준에 올라서게 되었다(양국 공히 8%).2) 물론 프랑스의 대외
무역은 대혁명과 제정기에 붕괴되는 반면 영국은 결정적 도약기를 맞게

되므로 1780년 프랑스의 수치는 절정기의 그것이며 그 후 양국의 운명이
엇갈린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18세기 프랑스의 대외무역은 상당히 번성하였으며 식민지 무역
은 팽창의 주된 동력이었다. 식민지 무역이 대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
중도 18세기 동안 약 2배로 늘어났으며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서
인도 제도로서 산토 도밍고 구아들루프 마르티니크와의 교역이었다. 이

1) Jean C. Asselain, Histoire économique de la France du XVlIIe síècle à nos jours, I
De ['Ancien R깅낌‘me à la Premí강're Guerre mond，따le (Paris: Seui!, 1984) , p. 55.
2) Ibid ,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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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점하였다.

반면 캐나다나 미합중국 등 북미 식민지와의 무역의 비중은 미약하였다
프랑스의 식민제국이 붕괴되었음에도 식민지 무역이 도약한 것은 새로

운 식민지의 편입보다는 가까스로 보존한 기존 식민지 경제가 팽창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서인도 제도로부터 설탕， 커피， 원면， 염료 등을 주로
수입한 반면 밀， 직물， 포도주， 그리고 노예 등을 수출하였는데 식민지
산물들， 특히 설탕과 커피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시장에서 거의 무제

한적인 수요를 기대할 수 있었다. 예컨대 산토 도맹고에서의 설탕 생산
은 1714년의 7천 톤에서 1789년에는 8만 톤으로 늘어나면서 영국령 서인
도 제도 전체의 생산량을 앞질렀다. 또한 커피

염료 그리고 원면을 합한

금액도 설탕에 버금갈 만큼 많은 양이었다. 아울러 식민지 경제의 팽창
에 따라 서인도 제도에 공급된 노예의 수 역시 17세기 말에는 4만 명가
량이었으나 1789년에는 50 여만 명으로 늘어났다，3)

〈대외 무역의 한계〉

하지만 프랑스 대외무역의 성장은 프랑스 경제의 구조적 변혁을 초래
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영국의 경우， 갈수록 원료를 수입

하고 공산품을 수출하는 구조로 되어간 반면 프랑스의 수출에서는 국내
에서 생산된 산업제품， 즉 공산품의 비중이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이는
프랑스의 국내 경제가 대외무역 팽창에 따른 생산 증가 및 수출 특수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 다시 말해 대외무역과 국내경제가 유기적으로 연결

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실로 프랑스의 식민지 무역은 상당 부분 창고무역 형태를 취함으로써
국내 산업 생산을 촉발하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 프랑스의 상인들이 서 인
도 제도에서 수입한 설탕의 3분의 2와 커피의 3분의 1 은 주로 화란， 독
일 그리고 근동 지방의 국가들로 재수출되었으며 4) 수출 무역 전체로 보

3) Ibid , p. 62.
4) Thomas M. Doerflinger, “ The Antilles Trade of the Old regime: A Statis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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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그 비중은 1770-80년대에 약 3분의 1 을 접하였다.5) 또한 상인들

은 식민지가 필요로 하는 공산품 등을 화란이나 독일 등으로부터 수입하
여 다시 식민지로 재수출하는 형태를 띠었다. 따라서 식민지 무역은 파

리와 리옹 등 내륙 도시의 경제 활동과는 거의 무관하게 전개되었으며
기껏해야 보르도， 낭트， 루앙 등 대서양 항구 도시 무역 상인들의 배를
불리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다.6) 결국 대서양 교역은 설탕 정제산업，

담배제조， 양조업 등 일부 산업을 자극했을 뿐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이
라고 할 만한 직물 분야 등에서 결정적인 변혁을 야기하지 못한 채 혁명
과 제정기에 와해되고 말았다.

이러한 프랑스 무역과 경제 구조의 취약성은 1778년의 불-미 통상조약
과 1786년의 영-불 통상조약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1778년 프랑스는 미
국과의 상호 무역에 특혜를 부여하는 통상조약을 체결함으로서 당시 미
국과 전쟁 중이던 영국을 대신하여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였다. 하
지만 전시에도 영국의 대미 수출은 프랑스의 수출액의 7배에 달하는 등

프랑스는 대미 수출에서 영국의 역할을 대신하지 못한 반면 프랑스 시장
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급증하여 미국의 대 영국 수출을 앞지를 정도였
다. 이렇듯 프랑스의 수출이 미약했던 이유로는 무엇보다 프랑스 제품의
품질이 영국의 그것에 뒤짐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 지적
된다，7)

같은 현상은 영-불 통상조약에서도 반복되었다. 양국 시장을 자유롭게
개방하는 통상조약을 먼저 원했던 것은 프랑스였지만 조약의 결과는 프

Overview ," Joumal of lnterdísdplinary History, vol. 6, no. 3 (Winter, 1976) , p. 40l.
5) P. M. Jones, R잉onn α，d Revolution ín Fnα，ce， 까Je Politics of Transitioη， 1774-1 7.91
(1ρndon: Cambridge Univ Press, 1995) , p. 96.
6) 대서양 항구들을 중심으로 식민지 교역에 종사했던 프랑스의 무역 상인들은 주로 카톨릭
보다는 개선교도 출신이었으며 프랑스 내륙보다는 다른 북서 유럽 국가들의 상인 집단과
가족적 사업적으로 돈독한 유대를 맺고 있었다 Peny Vil않， “ The Slaving In않rest in
the Atlantic POπ5， 1763-1792," French Historical Studíes, vol. 7, no. 4 (Autwnn,
1972), pp. 538-9
7) Jacques Godechot, “L않 relations économiques entre la France et les Etats-Unis de
1778 à 1789," French Historical Studies, vol. 1, no. 1 (1958) ,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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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에게 거의 재난에 가까운 것이었다 1784년과 1788년 사이에 프랑스
의 대 영국 수출은 50%가 늘어난 데 그친 반변 (2천만에서 3천만 리브
르) 영국의 대 프랑스 수출은 약 5배 (1300만에서 6400만 리브르)로 뛰

었다，8) 직물 등 프랑스 산업제품의 생산과 판매는 큰 타격을 입었고 포
도주 등 전략 품목의 수출 증대효괴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그

리하여 1787년부터 프랑스의 모든 산업 중심지에서 조약에 대한 항의가

빗발쳤다. 결국 혁명 정부는 1786년 조약의 일부 조항들을 폐지함으로써
부분적 인 보호주의로 복귀하지 않을 수 없었다i

혁명 이후 프랑스의 대외무역은 총재정부 때부터 다소 회복의 기미를
보이는 듯 하였으나 나폴레옹의 대륙봉쇄(18뼈) 01 후 다시 꺾이고 말았

다. 그리하여 1812-14년 프랑스의 대외무역량은 1784-88년의 절반 수
준에 불과하였다. 무엇보다 전쟁 중에 영국이 프랑스의 식민지틀을 점령

함으로써 식민지 무역이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였기 때문이다. 자연히

18

세기 번영의 중심지였던 대서양 연안의 항구 도시들도 파산에 직면하여
예컨대 보르도에서 1789년에 40개에 달했던 설탕 정제공장이 1809년에는
8개만 가동되었을 뿐이다，9)
이러한 18세기 프랑스 대외무역의 변화상은 그것이 곁국 해상 지배권
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1763년의 결정적 패배에

도 불구하고 1780년대까지 타올랐던 프랑스 식민지 무역의 불길은 결국
혁명기와 제정기를 통해 꺼지게 된 반면

18세기 내내 식민지를 넓혀간

영국은 세기 말부터는 명실상부한 세계무역의 패권 국가가 되었기 때문

이다. 하지만 프랑스가 식민지를 상실해가는 상황에서 적어도 1780년대
까지 대외무역의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과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것은 18세기 영국의 헤게모니에 대한 프랑스 고유
의 식 민지 전략이 작용한 결과였다.

8) Jean C. Asselain, op. cit. , p. 106
9) Ibid , 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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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8 쩨깨 표량소왜 식먼지 정책
1. 18 뼈8 쩍 훌훌활짧으g 샘eJ웹 옐활
<18세기 전반>
‘제 2차 백년 전쟁’으로 불리는 18세기 영 불 간의 식민지 주도권 쟁탈

전은 1689년에서 1815년에 걸쳐 행해졌다. 그 과정에서 프랑스와 영국은
각각 코끼리와 고래에 비유될 만큼 대륙국가와 해상 국가로서의 군사적
전문화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육군과 달리 프랑스의 해군은 루이 14세
치세 초기를 제외하면 한번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였다. 특히 콜베르가
물러난 1680년대부터 해군의 상황은 프랑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

하였다. 예를 들어 1688-1697년 아우구스부르크 동맹 전쟁에서 프랑스
는 대륙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야심적인 영국 본토 침공계획이 라
오그 (La

Hogue)

해전(1692) 에서 대패로 끝나게 되었다. 해전에서의 참배

는 루이 14세에게 해군 증강의 의욕을 앗아갈 정도였다. 그 후 프랑스는
전함 건조부담을 덜기 위해 주로 사략선으로 하여금 영국 상선을 공격하
도록 하는 비공식 전략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영국 해군의
장기적 해상 지배권을 허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18세기에 들어와서도 프랑스는， 해상 무역의 도약에도 불구하고， 해군
전력의 증강을 기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1708년 이래 해군은 재정적 긴

축의 희생물이 되었다. 이미 감축되어 1715년에 50척에 불과했던 전함의
수는 1724년에는 30척으로 떨어졌다. 1723년부터 국무대신 모르빠(Maure
pas)가 해군의 부활을 시도하여 1741 년에 51 척， 1756년에는 63척의 전함
을 갖추게 되었으나 영국 해군의 142척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그나마 1758-59년의 참패 이후 해군에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었으며
해군 증강노력도 중단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프랑스 해군의 구조적， 전략
적 어려움도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는 영국과 달리 국내에서 항

상 육군과 우선순위를 다투어야 했을 뿐 아니라 해군 자체를 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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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위치상 대서양과 지중해에 전력이 분산되어야 하는 처지였던 것
이다 10)

식민지와 해상 무역의 패권이 주로 해상 전쟁으로 결정되는 구조에서

해군 전력의 증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프랑스 식민제국의 영원한
고민이었다. 18세기 프랑스가 채택하게 될 식민지 정책은 이러한 고되외

산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식민지 확장에 따른 정치 군사적 목
표보다는 경제적 이익 혹은 대외무역의 보존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이었

다. 군사적 영광을 앞세우는 절대왕정의 일반적 속성과는 사뭇 다른 정
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은 스페인 계승전쟁을 종결한 1713년의 유

트레히트 조약이었다. 패전국인 프랑스는 캐나다에서 뉴펀들랜드와 아카
디아 그리고 허드슨만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협상과정에서 프랑스가 우
선순위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식민지에 대한 프랑스의 비전이 어떤 것이
었는지를 알 수 있다.

17세기 초 이래 프랑스 식민 제국의 주요 부분을 구성해 온 북미는 경

제보다는 정치， 군사 변에서 중요성을 띤 지역이었다. 루이 14세는 캐나
다가 제국에 유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그것은 내륙의 인디언들과
유대를 맺음으로서 영국-미국인들을 오대호 및 미시시피 분지로부터 몰
아낸다고 하는 군사， 전략적 필요와 결부된 것이었다. 그려하여 인디언들
과 결합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적자투성이의 모피무역을 계속 유지하였던

것이다 11) 반면 1747년에 캐나다에 진출한 프랑스의 한 무역 상인이 자
신의 친척에게 ‘솔직히 말하건대 이 곳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오지 않
는 것이 좋겠다’라고 쓴 것처럼 생산물의 가치에 있어서는 빈약한 곳이
었다 12)

10) Olivier Chaline, La France au XVlIIe siècle

(P때s: Belin,

1996) , pp. 267- 8.

11) tCe
Dale
히태nturπryγMi띠때que
Ovenπ
떼e마10αonπ1끼v찌riewψ’
，’ “"Ca”’;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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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nch
때da삶’닝s Place
떼
Hlstonmα1
in the
Stud.French
마le정s，’ voIr뼈
l.mperia
15, no
머l 3Economy:
(Spring , 1988)
An EEEig
, p. 436.
tee
12) ]. F. Bosher, “ Succes and Fai1ure in Trade to New France,
Historical Studíes, vo l. 15, no. 3 (Spring, 1988) , p.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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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은 북미 내륙 지대의 위상이 계속 유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다. 루이 14세 말기에 체결된 유트레히트 조약
은 그 시금석이었다. 1713년 당시 프랑스 외무 장관 토르시 (τ'orcy) 후작
은 영국 측 대표에게 프랑스의 우선순위에 대해 노골적으로 토로하였다.

‘뉴펀들랜드 근해의 조업권은 당신들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그것(수산물)을 스스로 소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
다’， 프랑스는 허드슨만과 뉴펀들랜드 영토를 내주더라도 그 어장에 대한
조엽권은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나아가 프랑스는 서인도 제도 산토 도
빙고 섬의 절반에 해당하는 스페인령을 요구하는 대가로 미국의 루이지
아나 전부를 스페인에 양도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내륙의 광대한 영
토를 내어주고 식민지 무역의 중심인 서인도 제도의 섬을 획득하고자 하

는 프랑스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당시 프랑스의 해군 대신 풍샤르
트랭 (Pontch따tr려n)은 ‘산토 도밍고 섬을 프랑스가 획득한다면 그것은 프

령-스 협상 대표틀이 왕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가 될 것’이라고 협
상 대표들에게 보낸 비망록에 적고 있다.1 3 ) 이렇듯 북미 대륙에 대한

18

세기 프랑스의 관심은 주로 대양 해안선 그리고 섬들에 집중될 뿐 내륙
애 진출하여 식민 제국을 건설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루이지

아니를 포기한다는 것은 북미 내륙지대를 통해 스페인령 아메리카로 진
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포기 한다는 의 미 였다.

나아가 1712년 8월 프랑스는 아카디아 영토를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브르통 꽂( Cape Breton) 의 조업권과 아카디아 연안의 대서양 조업권을
지켜내고자 하였다. 역시 내륙의 식민 정착지를 포기하고 해안의 조업권

으로 보상받겠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영국이 신경을 곤두세운 북미 내륙
오대호 지역에서 양국 간의 경계를 정하는 문제도 ‘실무자들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는 식으로 가볍게 다루었다. 이렇듯 스페인 계승전쟁 패배
가 임박할 무렵 프랑스는 식민지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포기한 듯한 모

13) Dale Miquelon, “ Envisioning the French Empire, Utrecht, 1711 -1713," French
Historicα1 Studies , vol. 경， no. 4 (2001), pp. 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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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보여주었다.

<18세기 후반〉

통인도에서도 양상은 비슷하였다. 1740년대까지는 프랑스 동인도회사
를 통한 무역과 식빈 활동이 활발하였으나 그 후로는 군대 유지 비용에
신경을 쓴 본국이 회사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에 진정한 식민제
국의 건설이 어려웠던 것이다.1 4 ) 특히 1741 년에 뒤플렉스가 마드라스를

영국으로부터 빼앗고 뷔씨 후작이 데칸고원을 점거하는 풍 군사적 우위
를 과시했으나 1751 년 평화를 선택한 프랑스 왕정에 의해 뒤플렉스는 본
국에 소환되었고 프랑스는 새로 정복한 영토룹 모두 반환하였다. 또한
1769년에는 과도한 부채에 허덕이던 동인도회사마저 본국 정부 - 슈와즐
과 중농주의자들 - 의 비판적인 여론 속에서 그 기능이 정지됩으로서 프

랑스의 인도 진출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동인도에 대한 18세기 프랑스
의 태도는 식민 제국의 그것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소극적인 것이었으며
영토적 제국은커녕 무역의 수호에도 거의 의지를 나타내지 않았다.

프랑스 왕정의 소극성은 7년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표출되었다. 캐나
다에 정착한 프랑스인들은 인디언들과 연합하여 영국인 식민자들을 공격
하였지만 결국 영국 군대에 의해 접령당하고 만다. 프랑스로부터 도착하

기로 되어 있던 지원 함대가 도래하지 않았던 것이다. 1759년에도 캐나
다의 프랑스인들은 퀘벡이 포위되는 상황에서 본국으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항복하고 말았으며 1760년 9월에는 몬트리올도 같은 운명

을 면치 못하였다.
7년 전쟁에서 영국은 프랑스 선박의 79%를 나포하는 등 해전에서 압

도적인 우세를 점하였다. 1759년 퀘벡에서의 항복은 프랑스 북미 식민지

배의 종식을 알리는 것이었고 1761 년 풍디셰리에서의 항복은 프랑스령
인도의 종말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전쟁의 결과 영국 점유 식민지는 캐
나다에서 플로리다에 이르렀고 면적은 2배가 되었다. 이렇듯 영국이 잠

14) Olivier ChaJ ine, op. cit.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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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자원이 풍부한 광활한 지역을 획득하게 된 반면 프링스는 인도， 캐

나다， 세네갈， 루이지아나 그려고 플로리다로부터 물러나야 했다. 프랑스
는 식민지 투쟁의 전의를 상실하였고 절반쯤은 무관심해지지 않을 수 없

었다.
7년 전쟁의 패배를 인정한 파리 조약에서도 프랑스의 입장윤 달라지지
않았다. 프랑스는 식민지 영토를 영국에게 내주는 대신 무역권이나 조업

권 등은 유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프랑스는 캐나다， 도미니
차， 세네갈， 인도 등 식민지 전략의 핵심적인 요충지를 거의 모두 내주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뉴펀들랜드 앞 바다의 대어장에 대한 조업권을 사수
하고 영국이 점령했던 열대산물의 보고인 구아들루프 섬 및 마르티니크
섬을 반환 받음으로써 교역을 통한 경제적 토대를 지켜나가고차 하였던
것이다. 나중에 영국의 수상이 된 피트와 그의 측근들은 이 반환을 두고
크게 아쉬워하였다 15) 또한 인도에서 프랑스는 내륙 영토를 내주는 대신

다섯 개의 상관을 남기게 되며 아프리카에서는 세네갈을 상설하는 대신
작은 섬 고레 (Goree)를 보존하여 노예무역의 중개지로 삼았다. 이렇듯
프랑스는 영토와 무역기지 사이에서 후자를 선택하였으며 그 선택은

18

세기 내내 일관된 것이었다.
특히 18세기 후반에는 프랑스 왕정이 국내 체제로 관심을 롤라면서 해

외 식민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식어질 수밖에 없었다.7년 전쟁 때 프랑

스 해군은 연간 예산으로 3천만 리브르를 배정받았는데 그 액수는 육군
예산의 4분의

1

그리고 영국 해군 연간 지출액의 5분의 l 에 지나지 않았

다. 해군에 관한 조치들은 육군에 밀려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였다.

1763

년의 패배에 격분한 프랑스 외무장관 슈와즐은 긴축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군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으나 루이 15세는 전쟁의 재발이 재

정적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슈와즐의 호전적 태도
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결국 전쟁을 고집하던 슈와즐은 ‘장관， 짐은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바 있지 않소?’라고 한 루이 15세에 의해 해
15) 1. 월러스틴근대세계체제~

llI,

김인중 외 역 (까치，

1999),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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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되었다)6) 루이 15세는 무엇보다 국내 문제들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던
것이다. 특히 전쟁이 발발하면 추가적인 과세를 위해 특권귀족의 아성인

고등법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데 그 경우 고등법원의 정치공세가 강

화될 것은 뻔한 이치였다. 그렇지 않아도 군주정의 권위가 고둥법원 동
반동세력의 도전에 시달려는 상황에서 그 회복을 지연시킬 전쟁의 발발
은 군주로서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 점에서 본다면 프랑스가 미국 독립전쟁에 참여한 것은 뜻밖의 일이
다. 하지만 1774년에 루이 15세의 뒤를 이은 루이 16세는 선양보다는 해
군 증강에 적극적이었다. 또한 고등법원과의 관계도 루이 15세 때보다는
호전된 상태였다. 그리고 영국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복수심은 아직도 삭

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하여 프랑스는 에스파니아의 함대와 연합을 하면
영국 해군에 대적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프랑스는 영국을 대신해서 해상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야심을 품지는 않
았던 것으로 보인다. 단지 반란군을 원조함으로써 영국의 세력을 북미에
서 몰아내면 프랑스와 영국이 해상에서 그리고 식민지에서 균형을 달성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였다 17) 다시 말해 패권을 위한 전쟁이기보다는
세력 균형을 위한 것이었다. 또한 프랑스는 미국의 독립 획득을 도와줌

으로서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 영국의 역할을 대신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프랑스가 동맹조약과 동시에 통상조약을 맺어 경제 교류
의 장애물을 제거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어쨌든 1776-83년의 미국 독립전쟁에서는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었다.
영국은 해상 전투는 물론 북미 대륙 본토에서 대규모 대륙 전쟁을 벌여
야 했던 반면 프랑스는 최초로 대륙 부문을 제외시킨 채 해전과 식민지
전쟁에 힘을 집중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프랑스는 영국에 대해 승

리를 거두고 1783년에 베르사이유 조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20년 전에
상실한 것을 되찾을 수는 없었다. 프랑스는 영국에 도미니카를 양도하는

16) Lucien Bély , La
17) Ibid , p. 614.

Fraηce

modeme 1498-1789 (Paris ’ PUF, 1994), p.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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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토바고를 얻었으며 세네길도 귀속시켰지만 캐나다는 계속 영국의

수중에 남게 되었다. 재정 파탄에 대한 보상치고는 결코 인상적인 성과
가 아니었던 것이다.
프랑스는 영국의 세계 패권에 흠집을 냄으로서 복수심을 만족시켰을
따름이다. 반면 영국은 아메리카를 상실했지만 오히려 미국에 대한 수출

이 급증하였고 인도 시장도 설속이 있는 것이었다. 1782-88년 사이에
영국의 해운업은 2배로 팽창하였고 국가의 재정상태도 회복되었다. 이는
다시 해군투자로 연결되어 해군은 수적으로 팽창하고 강력해졌다. 그리

하여 브로델은 ‘영국은 1780-85년경에 유럽 중심 세계 경제의 의심할
수 없는 지배자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영국이 1763년까지 프랑스에 대해
해상， 군사적 승리를 거두었다면 1783년에는 상업， 재정적 승리까지 확보
한 셈이다.

프광스는 1783년 이후 국제무대에서 물러나 있었는데， 그것은 새로운
전쟁을 김-당할 재정적 정치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어쨌든 영국에 대해 일단 복수를 했기 때문에 프랑스 대외

정책의 기조는 평화공존으로 바뀌고 있었다. 1784년 버l 르젠느는 런던 주
재 프량스 대사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다. ‘프랑스가 인도에서 전
쟁을 일으킨다면 영국에 해를 입힐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프랑스는
침략자로 낙인이 찍힐 것이고 중용과 평화에 기초한 유럽의 국제관계 체

제를 수립하는 것에 대한 기대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1 8 ) 1786년에 체

결된 영 불 통상조약도 프랑스가 표시한 평화 공존의 몸짓이었던 것이
다.
프랑스가 영국과의 평화공존을 기조로 삼게 되었다는 것은 1790년 누
트차 (Nootka) 해협사건에

대한 혁명

정부의

대응에서도 볼 수 있다.

1790년 캐나다 밴쿠버 지역에 있는 누트카 해협에서 발생한 스페인 군대
의 영국 선박 나포 사건을 둘러싸고 영국과 전쟁 일보 직전까지 내몰렸
18) G. C. Bolton, “ William Eden and the Treaty of Mauritius, 1786-7," The Historical

Joumal, XVI, 4 (1 973) , p

없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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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스페인이 프랑스에 부르봉 왕가가 체결한 가족동맹(1761)에 입각한

지원을 호소했을 때 프랑스에서는 영국에 대한 혐오증이 극에 달하고 스
페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연하였다. 하지만 제헌의회는 스페인
이 방어전을 할 때에만 스페인 인민을 도울 것이며 전쟁을 대외정책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족동맹에 입
각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기대했던 스페인은 프량스 혁명 정

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오히려 영국과 화해의 길을 택하게 된다. 하지만
프랑스 의회에서는 스페인이 영국의 요구에 굴복함으로서 전쟁이 방지되
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환호해 마지않았다 19)

1793년부터 프랑스와 영국이 주로 대립한 혁명전쟁은 다시 한번 육지
와 해상 전투의 특정을 드러내었다， 1793-95년 플랑드르 및 화란에 파
견된 영국 원정군은 프랑스 육군에게 대패했지만 제해권은 여전히 영국

이 장악한 상태였다. 스페인과 네덜란드 함대가 표랑스 진영에 가세했옴
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동맹국들은 해외식민지 - 동 서인도 제도， 콜롬

보， 말라카， 희망봉 - 를 잇달아 상실하였다. 이들 지역은 영국 무역의
시장 겸 영국 해군의 기지로 편입되었다. 혁명전쟁 동안에도 영국의 해
외시장과 식민지는 확대를 거듭한 것이다.
혁명 정부의 전쟁을 계승한 나폴레옹은 영국의 무역로를 차단함으로서
압박을 가하기 위해 대륙봉쇄령(1806 -1807) 을 선포하였다. 하지만

1808

년부터 스페인과 러시아가 대륙체제에서 이탈함으로서 영국은 봉쇄를 벗
어날 수 있었으며 전 세계에 퍼진 식민지와의 무역도 영국 경제를 굳건

히 지탱해 주었다. 그리하여 영국 제품의 수출은 1794-96년의 2170만
파운드에서 1814-16년에는 싫40만 파운드로 도약하였다，20)

이렇듯 영국이 대륙봉쇄령으로 인한 피해를 빠르게 극복한 반면， 프랑

스는 영국이 행한 역봉쇄로 인해 식민지배에 또 한번의 타격을 입게 되

19) H. V. Evans, “ The Nootka Sound Controversy in Anglo-French Diplomacy - 1790,"
Joumal of Modem HistOTγ 46 (December, 1974), p. 613, 623, 없4.
20) P. 케네디강대국의 흥망~， 이일수 외 역 (한국경제신문사， 1밍87) ， 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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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1803년부터 영국의 함대가 프랑스 해안을 봉쇄하고 있는 사이에
프랑스와 그 위성 국가의 식민지는 영국에 침탈 당하였다. 특히 혁명 이

전 프랑스 식민지 무역의 4분의 3을 차지한 산토 도밍고의 상실은 프랑
스의 대서양 무역에 결정타를 가하게 되었다. 나아가 트라팔가 해전은
프랑스 해군을 와해시킴으로써 거의 모든 해상로에 대한 통제권을 영국

에게 내주게 되었다; 결국 프로이센의 그나이제나우 장군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나폴레옹이 저지른 사건 때문에 영국의 위대함과 번영과
부가 치솟았다. 영국은 바다의 여왕이며 제해권과 세계무역 면에서 두려
워할 라이별은 하나도 없다’찌

홉. 18Ail 빽 훌훌훌#영~Q.I 생면웰빨

앞 장에서 우리는 18세기 프랑스 왕정의 소극적인 식민지 정책을 확인
한 바 있다. 사실 해군 전력의 어쩔 수 없는 격차를 절감한 18세기 프랑

스에 있어서 대안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프랑스 식민지 정책에
영향을 준 다른 요인들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18세기 프랑
스 계몽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반식민주의 여론이었다.

몽테스키외에서 루쏘에 이르기까지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은 노예제도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식민지 지배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였다. 따라서 18세기 프랑스에 대해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반식민주의가 그토록 많은 인사들의 지지를 받지 않았을 것
이다’라는 주장도 나옹다.갱)

우선 피부색 혹은 출생지에 따른 인종적 차별을 거부하였던 계몽주의
자들에게 식민지의 노예제는 집중적인 반대의 표적이 되었다. 몽테스키
외는 노예제가 식민지의 소수 자유민에게만 이익을 안겨줄 뿐이라고 했

21) 같은 책， 171 쪽.
22) Vincent Confer, “ French Colonial Ideas before 1789" , French Historiml Studies, vol.
3, no. 3 (Spring, 1964), p. 잃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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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레이날 사제는 어떤 경제적 이익도 흑인 노예제의 끔찍함을 덮을
수는 없다고 하였다. 나아가 그는 흑인이 자유로워지면 더욱 열심히 노
동함으로써 모국의 상품에 대해 더 많은 구매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노예해방이 경제적으로도 유려하다는 주장을 펼쳤다.염)
계몽주의자들의 반노예제적 입장은 구호에 그친 것은 아니었다. 대혁
명기에 정부 차원에서 흑인 노예제와 노예무역 동아 본격적으로 거론되

었던 것이다. 식민지 이해관계자들은 노예무역과 노예제도를 혁명 의회
의 의사일정에서 제외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1789년부터 라 로첼， 낭
트 그리고 보르도 등 노예무역 항구들은 의회에 대해 노예제 폐지 반대
로비를 펼치기도 하였다24) 하지만 1794년 2월 국민공회는 만장일치로

산토 도밍고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그 결정을 프랑스의 모든 식민지
에 적용시켰다.잃) 이는 영국인들이 산토 도밍고를 점령했을 때의 태도와

대조를 이룰 것이었다. 영국인들은 그 섬에 진입했을 때 노예채를 다시
부활시켰던 바 결국 그것이 흑인 반란군 지도자 투쟁을 프랑스 측으로
기울게 한 원인이 되었다.26) 비록 나폴레옹 하에서 다시 부활하였지만

강대국 중에서는 프랑스의 사례가 최초의 노예해방령에 해당하는 것이며
영국에 비해 약 40년 앞선 것이었다찌
물론 그렇다고 18세기 프랑스인들이 식민지를 완전히 거부한 것은 아
니었다. 식민 지배와 관련하여 다른 주장은 용납하지 않았던 계몽주의자
들도 경제적 필요의 측면은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노예제를 거부했던
몽테스키외의 경우 서인도 제도 식민지가 프랑스에서 재배가 불가능한

23) Ibid , p. 347.
24) Perry Viles , “ The Slaving Interest in the Atlantic Ports, 176.'3 -1792," French
Historiml Studies, vol. 7, no. 4 (Autumn, 1972), p. 529
25) Yves. Benot, “Les colonies devant \es assemblées révolutionnaires ," L’ Etat de la
France pendant la Révolution 0789 -1799) (Paris: La Découverte, 1988), p. 443.
26) Yves Benot, “ Esclavage et colonies après la Révolution," L’Etat de la France pendant
la Révolution 0789-1799) (Paris: La Découveπe， 1988) , p. 447.
27) S. Drescher, “ British Way , French Way: Opinion Building and revolution in the
Second French Slave Emancipation," Amerimn Historicα1 Review, vol. 96, no‘ 3
(June, 1991), p.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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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 산물들을 공급하기 때문에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가
장 강경한 반식민주의자인 레이날 사제조차도 식민지에서 보내지는 막대
한 액수의 상품을 포기하게 되면 프랑스의 겸제와 재정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하였다.
반띤 상업이나 무역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중농주의자들은 식

민지 무역 혹은 무역 전반의 경제적 효용에 대해 불신을 나타내었다. 그
들에게는 무역으로 인한 부꾀 창출은 토지 생산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며 특히 프랑스의 경우 영국과 달리 토지의 집약적인 경작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농업경작에 치중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렇듯 식민지의 경제적 필요에 관해서 의견이 엇갈렸다면， 그와 반대
로 식민지에 대한 군사적 혹은 정치적 정당화는 18세기 프랑스에서 거의
힘을 얻지 못하였다. 17세기 그리고 18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리슐리외

와 콜베르 그리고 보방 등은 식민지 활동을 프랑스 왕정의 권력 증강을
위한 전략적

관점에서 고려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18세기에 들어와

식민지를 잇달아 영국에게 빼앗기면서 식민지의 군사적 가치에 대한 회
의론이 고개를 들었다. 몽테스키외는 ‘멀리 떨어진 지점을 방어하기 위해
힘을 분산시키는 것은 오히려 식민 본국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하였으
며 볼테르가 ‘캐나다의 눈 덮인 몇 에이커의 땅을 둘러싼 영 불의 쟁탈

전’을 조롱한 것도 멀리 떨어진 식민지의 효용에 대한 회의를 풍자적으

로 표현힌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은 왕정 내부에까지 침투한 것으로 보인다. 루이 16세의

외무장관이었던 베르젠느는 1774년 12월에 왕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식
민지는 방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무한정 영유하기도 불가능하기 때문
에 그 점유가 의미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미국 독립전쟁
에서 승리했을 때에도 프랑스령 캐나다 혹은 인도 식민지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잃)

이러한 ‘프랑스적’ 식민지관은 흔히 군사적 영광과 위신 나아가 전략적

28) Vincent Confer, op.

αt.，

p.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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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를 우선시 했으리라고 생각되는 절대왕정의 일반적 패턴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인들에게 18세기 식민지 경쟁에서
의 패배는 오히려 식민지의 가치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기
회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장에서 볼 것처럼 그것이 앙시앵
레짐 말기 프랑스인들로 하여금 영국과 다른 방향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자극한 사실을 감안하면 오히려 ‘유익한 패배’라고 볼 수 있
는 면도 있을 것이다.
실로 앙시앵 레짐 말기 프랑스에서는 식민지의 효용을 프랑스 인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레이날은 ‘식민 본국의 군
주들은 식민지의 인민들이 살거나 죽거나 관심이 없다. 다른 군주가 그
들에

대한 통치권을 획득하지

않는 한 ... ’이라고 하였는가 하면 볼네

(Volney) 는 ‘정부는 그 인민들에게 식민지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
고 말한다. 그러나 인민들이 피로서 그 대가를 지불한 식민보유지에 대
해 인민들 중 몇이나 그것을 향유하였는가? 그것은 오히려 부담과 고통

만 가증시키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면서 프랑스가 ‘식민지 경쟁을 추구하
기보다는 묵묵히 자기 일에 힘쓸 것’을 역설하였다.
이렇듯 처음에 노예제에 반대하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출발했던 반식
민주의는 18 세기 후반에 이르면 인민의 입장에서 그 효용을 따져보는 새
로운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는 식민지를 인민의 복지와 관련지어
파악하는 새로운 식민지관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식민지관은 18세기 후
반 프랑스인들이 국가정체성 수립의 일환으로 모색한 인민적 애국주의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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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애국주의와 국내 깨혁

1. ‘앙훌훌뿔椰매’때서 OH 뿔훌에뿔
<7년 전쟁과 여론〉
프랑스의 군사 외교적 지위는 7년 전쟁의 패배를 기점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그 후 유럽의 궁정에서 의식이 거행될 때 승리를 과시하는 영국
의 외교 사절들 앞에서 프랑스 외교관들은 치욕을 느끼곤 하였다.29) 물

론 7년 전쟁은 본국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그 패배가
왕국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실패는 왕정과 각
료의 무능과 취약성을 드러내었고 국정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제
공하였다. 프랑스의 엘리트들 - 지식인， 관료， 사업가， 정치가 - 이 영국

에 비해 뒤쳐졌다는 느낌을 표현하고 그를 따라잡는 방법을 모색한 것도
바로 이 시 점， 즉 1760년대부터 였던 것으로 보인다. 1776년 루이 16세는

‘우리는 잉글랜드보다 더 잉글랜드적인 프랑스를 필요로 한다’고30) 함으
로써 당시의 분위기를 대벌하였다. 그 점에서 패배는 프랑스에게 자극제

역할을 했던 셈이다.

물론 영국에 대한 관심은 그 이전에도 있었다. 특히 영국의 정치제도
에 매료된 볼테르를 비롯한 계몽 사상가들은 이미 18세기 중엽 이전부터
영국을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확고한 국가로 소개한 바 있었

다. 그들은 종래에 오직 적대국으로서 멸시와 비방의 대상이 되어 온 영
국의 이미지를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7년 전쟁의 패배가 기정사실화 되
던 1760년대부터는 영국의 ‘우월성’에 관한 것 뿐 아니라 영국에 대한 복
수심리도 함께 고조되었다，30
실로 프랑스의 여론은 영국에 대한 찬미

29) I.

일색으로 흐르지는 않았다.

월러스틴위의 책~， III 쪽.

30) 같은 책， 113쪽.
31) Joel Comette, Absolutisme et Lumières, lé많 -1짧 (Paris: Hachette, 1993),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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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후반에 프랑스 국가가 나아갈 길과 관련하여 프랑스 여론에는 두

부류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인 계몽철학자들의 입장이 영국의 관습과 풍
습을 존경하고 그것을 모방하려는 입장이었다면 다른 하나는 애국주의라

일컬어지는 것이었다. 드 모렐(Louis

Basset de Marel1e)은 7년 전쟁이

끝날 무렵 리옹 아카데미에서 행한 연설에서 애국주의는 현재 프랑스에
서 가장 절정에 달하고 있다. 마치 고대 로마에서 그랬던 것처럼’이라고
하였다，32) 애국주의의 입장은 계봉철학자들의 진보에 대한 믿음 - 영국
적 요소 - 을 따오지만 거기에 프랑스적 요소 즉 인민의 이상화라는 대

의를 첨가한 것이었다.

프랑스에서 앙글로마니 (anglomanie) 에 대한 견제 역할을 했던 애국주
의 혹은 조국이라는 개념은 독특하게 자유라는 개념과 결부되어 있었다.

프랑스인들에게 조국은 자유로운 즉 행복한 인면이 사는 영역을 의미하
였다. 따라서 애국주의는 모국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자유에 대한 애착
도 환기시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루쏘는 조국 (patrie) 을 정의할 때， 모

국이 곧 조국이지만 조국에서는 자유롭고 행복해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
였다. 따라서 만약 제도가 그것을 가능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바꾸어
야 하고 필요하다면 혁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33) 또한 1765년에
발간된 백과전서에서 조쿠르(Jaucourt) 는 몽테스키외， 볼테르 그리고 루
쏘의 관점을 종합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조국은 태어난 곳을 가리키며

‘우리가 속하고 그 법 이 우리 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자유 국가에 대
한 소속감을 나타낸다 .. 따라서 전제정의 억압 하에서는 조국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34)

왕정 말기에 루쏘의 영향 등으로 인민을 중시하는 사조가 유행한 것도

애국주의와 무관하지 않았다. 페티오 (Petiot) 사제는 1777년에 다음과 같

Mαdem French Nationa! Identity ," 1디he Journal
01 Modem History 68 (1996), p. 84.
33) Jacques Godechot, “ Nation, patrie, nationa! isme et patriotisme en France au XVille
siecle," Al1I111les historiques de la revolution Irancαise， 43 (oc t. -dec. , 1970 , p. 뼈8.
34) lbid , p. 490

32) Oaniel Bell , “ Recent Works on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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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언명하였다. ‘몇 년 전부터 가장 유창한 웅변가들이 인간과 인민이라

는 이름을 존경심을 가지고 발언하도록 가르쳤다. 그리고 바로 인민들의
관심， 그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들의 행실에 관한 것이 우리의 대화와
사색의 주제가 되어 왔다’.35) 따라서 18세기 프랑스의 애국주의 주창자들

은 철학도 전체 인민의 복지를 그 주요 임무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하였

다. ‘진정한 철학자라면 시민이 되어야 한다’. ‘사람이 지식을 획득하는
것은 그것을 전파하고 인간에게 유용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조국이 요구하면 자신익 재능 그리고 시간을 희생시켜야 한다’.
군주정 하의 프랑스에서 인민의 자유와 복지를 위한 정치를 강조하는
것이 모순 혹은 지적 기만으로 비쳐질 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인들에게

인민 주권과 왕정을 양립시킨다는 생각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

에게는 헌정체제가 중요하지 않았으며 예전처럼 단순히 영국식 헌법을
채택하려는 주장 동은 낡은 구호가 되어 버렸다. 1774-76년에 루이

16

세의 재정총감으로서 개혁정책을 입안 빛 시행했던 튀르고의 경우가 그
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튀르고는 각 지역 단위에서 신분 체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자치 기구를
설립하여 인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개혁의 장애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군주권이 절대적인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군주정 하의 프랑스에서 개학 혹은 혁명적인 변화는 단지 계몽
된 군주의 지지가 있어야만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나아
자 그는 영국인들이 누리던 형태의 ‘공화국’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
었다. 그런 형태는 군주의 개혁에 대한 저항세력이 활개 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뻐 하지만 왕정의 개혁은 궁극적으로 군주권의

강화가 아니라 약화를 초래할 것이었다. 왜냐하면 인민의 자치기구 수립
은 인민주권을 높임으로써 불가피하게 군주권을 침해하고 기존의 군주정
35) Josephine
Discourse
36) Ger머d ].
Historiml

Grieder, Anglomania in France, 1740 -1789. Fact, Fiαion and Politiml
(Paris: Droz, 1985), p. 135.
Cavanaugh, “ Turgot: The Rejection of Enlightened Despotism," French
Studies, vol. 6, no. 1 (Spring, 1969), pp. 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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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변화를 부과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왕정을 통해 인만 주권을

확보하려는 방안은 영국과의 차별성을 의식하면서 프랑스의 상황 하에서
독자적인 처방을 찾아보려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물론 18세기 프랑스의 애국주의에는 인민적 애국주의가 아닌 다른 갈

래도 있었다. 예컨대 국가 방어를 담당했던 전사 귀족을 앞세우는 반동
적 혹은 복고적 애국주의를 들 수 있다，37) 특히 귀족의 입장을 대변한

고등법원 등 특권단체의 주장이 아이러니 하게도 국민적 이익을 대변한
다고 인식되어 18세기 후반에 여론의 지지를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혁
명이 가까워올수록 신분적 구별을 고수했던 고퉁법원과 혈통귀족에 실망
한 일반 여론윤 인민주권을 더욱 뚜렷이 자각하게 되었다.

그런가하면 왕정을 통해 인민을 위한 개혁을 실현한다는 인민적 애국
주의에 대해서도 불신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1780년대 이후 심화되어

가는 재정위기를 해소하려는 왕정의 노력이 실패하면서 그 효능이 의심
받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전통적인 프랑스의 정치체제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결국 1789년에 나온 시에예스의 ‘제 3신분이란 무엇인가?’는 기존의 다
양한 스펙트럼의 애국주의를 시민을 중심으로 한 단일한 애국주의로 통

합 및 단순화하는 과정이었다， 1789년 시에예스는 ‘프랑스의 역사적 귀족
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귀족 카스트에 의해 대체되어 버렸다.’고
하면서 정치의 주도권이 제 3신분으로 전이하는 것을 정당화 하였다. 또
한 그는 구체제의 신분이나 사회적 분류가 의미 없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이익과 시민의 평등을 중심으로 한 애국적 입장을 정립하였다，38)

이렇듯 18세기 영국에 대한 패배는 프랑스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국민
적 정체성을 모색케 하는 일종의 자극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과정에서 영국의 체제는 일종의 모델 혹은 극복 대상으로서 지나칠 수
귀족적 애국주의에 관해서는 Jay M. Smith, “ Soci외 Categories, the Language of
Patriotism, and the Origins of the French Revolution: The Debate over noblesse
commercante," The Joumal 01 Modem History , 72 (June, 20αl) ， pp. 339-374 창조.
38) Ibid , pp. 373-4.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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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준거점이 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애국주

의는 비록 앙시 앵 레짐 하에서 태동하였지만 그 안에 계몽주의자들의 진

보의 신념， 혹은 영국적 요소를 채택하고 나아가 평둥적 인민주의를 가
미함으로서 가히 ‘프랑스적 정체성’이라고 칭할 만한 새로운 종합으로 모
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민적 애국주의의 강령은 이론 차

원에 머물지 않고 앙시앵 레짐 말기부터 바로 국내 개혁으로 실천되어
프랑스 전통 사회의 기반을 뒤흔들고 새로운 사회로 가는 길을 열었다. 대
혁명과 제정기의 개혁 역시 앙시앵 레짐 말기의 개혁을 계승한 것이었다.

g 。 쭉뼈 얘혁

〈‘국내체제’의 관점〉

몽크레티앵， 부아길베르， 보방 등 18세기 프랑스 정치경제학의 기반을
닦은 이론가나 관료들은 프랑스가 나아갈 길을 모색함에 있어 무역을 통

한 번영보다는 주로 국내 체제의 개혁을 우선시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들은 대양의 상업경제와 대륙의 농업 경제를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프랑스가 나아갈 길을 후자에서 찾았다，39) 프랑스인 대다

수가 왕정과 관련된 농업

행정

군사적 체계 속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생

계 수단을 끌어낸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조세 등 국내체제의 개혁을 호소하였다. 부아길베르
는 군주의 부가 신민의 부에 의존한다고 하면서 인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워주는 불평등한 조세 체계 특히 특권신분의 면세 특권을 비판하였
다 4이 보방 역사 1698년 루이 14세에게 ‘노동과 부역 그리고 세금을 지불

39)

프랑스 왕정의 경제적 기반이 대외 무역이 아니라 국내의 농업이라는 인식은 다수의 프
랑스인들이 공유한 것이었다 몽테스키외는 무역도 사치품 등 최소한에 국한하며 일반
상품에는 확대하지 말 것을 권하연서 왕정에게는 국내 소비를 위한 식량 재배가 수출을
겨냥한 양털 생산보다 훨씬 더 적합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부양

E. W. Fox, L'autre France (Paris: Fl빠JlTIarion， 1973), p. 97.
40) Judith A. Miller, “Economic Ideologies, 1750 -1800: The Creation of the Modern
Political Economy? ," French Historical Studies, vol 23, no. 3 (Summer 2000) , pp.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영국의 세계 지배와 18세기 프랑스

131

함으로써 왕국 전체를 부유하게 하는 하층민들’의 처지를 고려할 것을
탄원하였다. 그가 주장한 10분의 1 세는 면제되는 계층 없이 수입의

5-

10%를 세금으로 부과하자는 평등주의적 입장에서 나온 것이었다.41)
이렇듯 전체 인민을 중시하는 입장으로부터 농업을 중시하는 중농주의
로의 귀결은 당연한 것이었다. 18세기 사회에서 농업이야말로 절대 다수

인민의 생계가 달린 부분여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영국의 경우 조세특권
폐지， 곡물거래 자유 등의 국내 문제는 늦어도 17세기 4분기에는 해결된
상태였으므로 왕에게 국내 문제와 관련하여 별다른 요구를 할 것이 없었

다. 그리하여 영국의 이론가나 관리들은 왕에게 새계의 정복을 위해 힘
을 집 중할 것을 충고하였다.42)

그런데 앞에서 보았다시피 인민주의 혹은 평동주의 색채가 짙던 18세
기 프랑스에서 인민의 생계에 대한 보장책이 없는 순수한 자유주의 혹은
영국적인 자유주의는 그 승혀를 보장받을 수 없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농주의의 운명이었다. 예컨대 중농주의자의 영향을 받은 재정총
감 베르탱은 프랑스기- 영국에 패배하고 영국의 ‘우월성’이 자주 입에 오

르내리던 1763년에 곡물의 자유거래를 선언함으로서 영국식 자유주의를
도입하였다. 나아가 중농주의자들은 대영지를 우선시하고 빈곤한 소작농

에 대한 지주들의 권리를 옹호함으로써 평등주의를 침해하였다. 하지만
여기에 편승한 기근과 일부 투기세력의 작용으로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

서 밀가루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 독물 거래 자유화 칙령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중농주의 강령이 실패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국가 통제
가 우세한 프랑스 농업 사회에 상업 사회의 자유무역 이론을 적용한 데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502-4’

41) François Fourquet, Richesse et puissance. Une
Découverte, 1989), p. 180.
42) Ibid , p. 225

gén없logie

de la

αlieur

(Pari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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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 15세의 개혁〉

1760년대와 70년대에 루이 15세가 행한 개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

볍제도 개혁이었다. 이는 단순히 재판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당시 프랑스에서 왕정의 근대화 및 개혁 노력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던 것은 낡은 전동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고등법원의 법
복귀족들이었다.염) 칙 령에 대한 등기권을 무기로 고등법원은 18세기 내

내 왕정의 경제적 근대화 및 조세 평등화 조치에 끊임없이 반대하였다.
이렇듯 반동세력이 왕정의 개혁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루이 15세는 군
주의 권위를 세우는 동시에 고등법원 등 반동 세력을 물리쳐야만 하였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전쟁이 재발한다면 개혁의 시도는 물거품이 될 것
이었다. 7년 전쟁에 패배했을 당시 프랑스에는 영국에 대한 보복전쟁을
외치는 여론이 크게 일어나고 있었지만 루이 15세는 전쟁의 재발이 재정
적 파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 장에서 보았다 시피
슈와즐의 호전적 태도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실로 18세기 후반 프랑

스에서 대외 전쟁과 국내 개혁은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루이 15세는
결국 후자를 택하였다.

루이 15세는 국내체제 개혁의 일환으로 1771 년 2월 고등법원을 폐지하
고 관직매매를 금지함으로써 법복귀족의 관직 세습을 철폐하였다. 아울
러 재판을 무료로 하고 법관도 유급 관료화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경감

시켰다. 이러한 계몽 전제 군주적 시도는 방법상 독재적이었지만 그 이
변에는 특권을 제한하고 보다 니-은 사법제도를 수립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었다.μ)

이 에 대해 프랑스인들은 근대화와 진보를 대표하는 것은 군주정 이므로
기존의 관행에 대해 왕정이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프랑스

인들에게 있어서 정치체제의 자유화보다는 조세와 사법 분야 개혁이 휠

43) Lucien Bély, op. cit , p. 550
44) Michel Cotteret, La vie politique en France
Ophrys, 1991),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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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더 시급한 일이었요며 군주정은 그것을 실행하도록 기대된 조직이었

다. 루이 15세는 특권신분의 반대를 무릅쓰고 끈질기게 사법과 재정 개

혁을 추진함으로써 왕정 국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루어 16세의 개혁〉

루이 16세는 근본적으로 자유주의적이며 개혁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선왕의 정책을 지속시킬 만한 의지력을 결여했던 것으로 보인
다. 그리하여 그의 치세는 개혁과 타협의 반복으로 점철되었다. 특히 각
료들은 계속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왕이 일관성 있게 그를 뒷받침해주지

못함으로써 개혁이 중간에 좌절되고 인민의 기대도 그만큼 무산되는 결
과를 가져왔다.

루이 16세의 재정총감이었던 튀르고는 모든 지주들의 토지재산에 부과
되는 토지세를 신설함으로써 불평등을 타파하고 재정수입을 늘리고자 하
였다. 또한 1776년에는 주로 빈자가 부담해 온 부역을 폐지함으로서 민

생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의 정책은 성직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특권계급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얘) 그런데 선왕과
달리 루이 16세는 자신의 각료를 특권신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지 못

하였다. 그리하여 튀르고는 실각하고 그의 개혁도 수포로 돌아갔다.
그런가하면 개혁과 전쟁의 딜레마는 루이 16세 치하에서도 계속되었

다. 개학을 추진하던 튀르고가 실각하면서 전면으로 나선 것은 외무대신
베르젠느 등 영국에 대한 복수를 주장하던 주전파였다. 그리하여 5개월

이내에 튀르고가 시도한 모든 개혁안이 철회된 반면 튀르고 시절에 불가
능하던 군사비 지출이 늘어났고 결국 프랑스는 1778년 미국독립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개혁이 물러나자 전쟁이 등장한 것이다.
또한 루이 16세 치하에서도 국내 개혁은 특권신분과의 힘겨루기 양상

45)

1꺼6년 고등법원은 왕정의 개혁에 대해 ‘그것이 비록 인간성과 자비의 모습을 띨지라도
인간들 사이에 필수적인 구별을 파괴함으로서 의무의 평등을 수립하려는 체제는 곧 사

회 혼란과 전복을 낳을 것이다’라고 ‘엄숙한 항의’를 하였다

Joel Comett" op. cit. , p.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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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개되었다. 넥케르는 다시 특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재정개혁을
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특권신분의 보루인 고등법원은 지방의회의 설

치를 거부하였다. 결국 대립 과정에서 넥케르는 왕의 지지를 상실하고
1781 년 5월 사임하였다. 뒤이어 칼론은 1786년에 신분의 구별 없이 부과

되는 토지세를 다시 들고 나왔는데 역시 고등법원과 성직자 대표들의 반
대에 직면하였다. 또한 라무아농이 마지막으로 고둥법원의 기능을 축소
및 폐지하는 개혁을 시도하자 특권층은 ‘자유’를 외치며 마침내 애국파와

공동전선을 구축하였다. 이렇듯 왕정은 18세기 후반에 끊임없이 개혁을
시도하였고 비록 그 노력이 결실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결국 토크
빌이 말한 것처럼 ‘왕정이 몸소 프랑스 인민들에게 혁명을 교육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이었다.

〈혁명과 제정기〉
혁명기에도 프랑스는 군주정 말기에 정립된 국가정체성과 개혁의 기조

를 유지해 나갔다. 제헌 의회는 1791 년 국내의 모든 상업회의소(Chambre

de

Commerce) 를 철폐하였는데 그것이 소수 대상인들의 특권적 대변기

구 역할을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제헌의회는 대상인들과 국가의 이익을
동일시하는 대신 국가를 평등주의적 이상의 기반 위에서 재창출하는데
관심을 쏟았다.얘)

또한 1792년 공화국이 선포되고 그 성격을 정립하고자 하였을 때 프랑

스인들은 루쏘가 주창한 반 상엽적 논리를 신봉하였다. 루쏘는 상업적
교역이 인간에게 진정한 필요보다는 그릇된 필요를 심어줌으로써 인류를
타락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찌 그를 이어받아 총재정부의 내무장관

이던 프랑수아 드 뇌샤토는 근대 상업은 끝없이 새로운 필요의 고리를

46) Hilton L. Root, “The Redistributive Role of Govemment: Economic Regulation in Old
Regime France and England,"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33,
no. 2 (April, 1991), pp. 345-6
47) J. Livesey, “ Agrarian Ideology and Commercial Republicanism in the French
Revolu디on，" Past & Present, no. 157 (Nov. 1997),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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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인간 사이의 이해관계의 타협 가능성을 위협하는 반면 농엽은 필

요의 사이클을 통제할 수 있는 성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장려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48)

또한 총재 정부의 농업위원회 소속이던 그레구아르 사제는 농업의 부
활을 공화국의 이데올로기를 포함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

로 삼고자 하였다. 그는 식민지 상품을 수입함으로써 적자가 초래되는
사태에 대해서도 재능과 기술을 토지에 투입하면 프랑스의 산물로서 대
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49)

나아가 그는 영국과 구별되는 프랑스적 경로를 제시하였다. 영국은 오
직 식민지 무역을 장악하기 위해 전쟁을 그 수단으로 삼으면 된다는 입

장이지만 프랑스는 식민지 무역이 초래한 범죄를 인식하므로 그것을 변
혁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 전략의 하나로는 국내에서 생산휠 상품으로

식민지 산물들을 대신함으로써 노예제의 필요성을 없애는 것이고 본국에
서 재배될 수 없는 산물들은 자유 시민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식민지에서

재배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 새로운 공화국
무역 동맹국들， 예컨대 미국 등을 파트너로 삼아 거래한다는 것이었다.50)
이는 혁명기의 프랑스가 기존의 식민지와 노예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이론
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었다는 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빨용빨
브로델과 월러스틴은 세계경제 혹은 세계 체제 내에서 영국과 성공과

프랑스의 실패를 자주 대비시켰다. 특히 브로델의 경우 조국 프랑스가
세계 경제의 헤게모니 장악에 실패했다는 사실은 거의 한탄의 대상이 될

48) Ibid , pp. 120-121.
49) Ibid , p. 100.
50) Ibid , p. l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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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였다.51) 그 때문에 프랑스가 자본주의 발달과 근대화에서 영국에 뒤

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브로델이 묘사하는 근대 프랑스는 승자인
영국의 길을 뒤따르고 또 그 지위를 노려보지만 번번이 좌절하는 2 인자

의 안타까운 모습이다.
하지만 이것은 근대화와 경제발달에는 오직 세계체제를 통한 길 밖에

없다는 단선적인 역사관의 발로는 아닐까? 세계체제를 통하지 않고 국내
체제 혹은 국내개혁을 통한 발전의 경로가 존재할 수는 없었을까? 18세
기 후반 이 래 프랑스의 역사는 바로 그 대안적 경로의 가능성을 보여주
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다시피 18세기 말 프랑스는 세계체제， 즉 영국과

의 패권경쟁보다는 국내 체제

즉 국내 개혁에 주력하였고 그것은 프랑

스 혁명이라는 대사건으로 귀결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오히려 세계 체제
헤게모니 쟁탈전에서의 패배가 국내문제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자극제

역할을 하였고 진보적 개혁의 단서를 제공한 셈이 되었던 것이다.

51)

브로델의

ηJe

관점은

Steven 1. Kaplan,

“Iρng-Run

Lamentations: Braudel on France,"

Journal 01 Modem History 63 (June 1991), pp.

341-3잃에 자세히 분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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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때gla뼈뼈’ s 때'0뼈얘 묘egemo뼈옛 a뼈뼈

짧lce 뼈

the

묘19뼈tee뼈뼈 Cent때앵f

Kyung-Keun 꿇 1m
(없lonb때k National Universiî.y )

In discussing the history of wor뼈 뼈egemony ， the France in the 18th century
interesting example as a case of failure. Instead of following the
hegemony state as did Holland 뼈 17th a뼈d Great Britain i. n the 20th century ,
France pursued her own way. It consisted mainly of 빠e reform ofthe pr뺑dices
。f thε Old Regime and of the searcn for the national i뼈entity. This caused a
tension at the ofthe Old Regime , wnose conse얘uences are well known.
멍rovides a때

핵 심 얘 (없ey

W <!lJ!rIdl5)

프랑스 (Fral1 ce) , 18 세 기

(1 8tl1 Century) , 상엽 (commerce) , 식 민지 (colony) , 식 민

지 정 책 (colonial policy) , 애 국주의 (patriotism) , 국내 체 제 (domestic system) , 국
가정 체 성 (national ident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