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인의 자유와 대의체 정부: 시에이예스와
콩스탕의 논의를 충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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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끓몽 현대 정치의 중심척인 훌로서 대의제 개념옳 프랑스 혁명과정옳
싫펴보면서 추적하고 있다. 프랑스혁명윤 정치에 대한 주요한 개념뚫옳 밟
생시키고 실험하면서 근대정치의 초석옳 협성하였다. 똑히 이 굴에서 보고
자 하는 대표 혹용 대의제 개념온 민주주의의 근대적 싫험과 맞물리면서 주

요한 쟁점옳 형성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인민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라는 봉
기의 정치가 혁명의 진행에서 주요하게 작동하였다는 점이 이후 근대민주주
의의 확장.9.1 카능성옳 내포하게 된다. 프랑스 혁명옳 통해 정교화되는 대의
제민주주의 개념롤 대의제라는 자유주의적 정치형식과 봉기의 정치 간의 충

돌과 배제 그리고 타혐의 과정옳 거치면서 성립되게 된다. 이 글에서는 대의

제라는 젊서의 정치와 인민의 봉기의 정치 간의 대립올 프랑스혁명의 주요
한 행위자이자 사상가인 시에이예스， 로베스피에르 그리고 콩스탕의 논의톨
추적하면서 해석하고， 그 과정에서 정교화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의미활
파악하고자하였다.

I.

훌어가는 많
현대에서 민주주의는 대의제라는 톨올 통해 형성되고 있다. 근대인들은 ‘인민에

의한 통치’ 라는 그리스적 어원의 민주주의률 그것의 현실적 실현불가능성이라는
이유와 자본주의적 노동분업의 발달을 거치면서 형성된

‘근대인의 자유’ 라는 개

념을 통해 대의제라는 형식으로 실현하려 했다. 현대에서 참여민주주의 내지는 심
의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민주주의의 내용을 풍부화하고자 하였지만，

그 역시 넓은 의미에서 대의제민주주의의 툴올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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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들은 결코 대의제민주주의의의 부정이라기 보다는 대의제민주주의의 외연과
내포를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대의제민주주의라는 근대정치의 형
식은 현재까지는 유효한 정치적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대의제민
주주의가 근대정치의 중심에 자리잡게 되는 과정 특히 프랑스혁명 과정에서 나타
난 대의제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면서 대의제민주주의의 의미를 찾아보고

자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근대적 의미의 대의제가 쟁점이 되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혁명에서이다.

‘대표없이 과세없다 (No tax without representation) ’ 는 구호와 함

께 촉발된 미국혁명은 당시 영국의회에서 지배적이었던 대표에 대한 개념 즉 ‘실
질적 대표 (virtu떠 representation) ’ 에 대한 일정한 문제제기였다(B. B때yn

1999 , 199-

212) . 일찍이 버크는 유명한 브리스톨 연설에서 “의회는 각각의 이해관계들이 유
지되어야 하는 상이하고 적대적인 이해관계들로부터 파견된 대사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국민의 심의기관”임을 명확히 하면서 ‘실질적 대표’ 에 관해 정의
하였다(c. B. Macpherson

1997 , 244-255). 영국에서의 실질적 대표개념은 영국의 의

회주권론의 발전과 결합되어 있었다. 식민지의 휘그들은 모국과 식민지 관계의 불
균형성을 근거로 실질적 대표 개념을 거부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의 국가형성 속

에서 연방주의자들은 그것을 다시 채택한다. 그것은 남부의 반연방주의자들의 ‘사
실적 대표 (actuel representation)' 개념과 대립하는 의미를 지녔고. 그에 근거하여 대
의제를 통한 공화국이라는 개념을 확정하게 된다 (G.

S. Wood 1969).

여기에서 미국인들은 인민의 대표자들이 “지성적이고 뛰어난 사람틀”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장점들과 확고한 특정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구성되어
야 함을 강조한다 연방주의자들은 민중적 정당성과 엘리트에 의한 정부라는 요소
를 결합시키기 위해

‘자연적 귀족’ (natur따 aristocracy) ’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J.

Shklar 1998). 메디슨은 자신들의 공화정과 민주정을 명확히 구분짓는다. 공화정은
“다수에 의해 뽑힌 소수의 시민이 정부를 위임받는” 정치형태이며， 공화정에서
"인민을 대표하는 자들로부터 나오는 공언이 인민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견해보다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할 것”이라고 단언한다(H"페더렬리스트 페이퍼.! 10호). 해밀

톤 역시 “정부의 권력은 인민의 대표자들의 손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민을 전적
으로 정부밖에 두게 된다. 미국혁명가들에게 공화정은 민주정과는 다른 ‘대의제

정부’ 라는 형태를 갖는 근대적인 정치체제이다. 비록 미국에서 국민주권론이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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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딴 그 권력 역시 국민의 대표자률에 의해서 행사되는 한에서이며， 민주주의
역시 그러한 한에서 의미될 뿐이었다. 영국과 미국 모두에게서 실질적 대표 개념

은 인민올 정치로부터 ‘실질적으로 배제하면서 근대정치의 대의제민주주의의 의
미률규정하게 된다.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은 새로운 정치적 주체이자 새로운 집단적 정체성올 지
닌 ‘국민’을 만들어내고 또한 동시에 그 국민에 의해 혁명을 가속화시킨다. 중세

이래 절대주의 왕정울 거치면서 확고해진 군주의 주권은 이제 국민주권에 의해 대
체된다.

‘구체제(Ancien Ré뺑ne) ’ 라고 명명된 과거와의 단절 속에서

‘국민’ 은 탄

생되고 법 앞에 평풍한 시민들의 총체로서， 새로운 혁명척 권력올 확립하는 주체
로서 동장하게 된다. [인권선언〕의 3항은 “모든 주권의 원칙이 본질적으로 국민에

있다”고 선언하면서 국민에게 새로운 사회률 위한 헌법의 제정권력올 부여한다.
하지만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서

국민 의 탄생과 그에 의한 새로운 사회의 형성의

문제는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다양한 쟁점툴올 제기한다1) 무엇
보다도 당장 제기되는 문제는 국민에 의한 주권이 어떻게 조직될 것인가였다. 즉
그것은 .헌법 (Constitution) 의 문제였다. 또한 동시에 헌법의 문제와 맞물려 제기
되는 문제가 .봉기 (insurrection )'의 문제이다 프랑스 혁명의 진행 속에서 이윷배
반적인 두 개의 정치， 헌법의 정치와 봉기의 정치 즉 “부단한 영속혁명의 정치와
제도척 질서로서의 국가의 정치 사이의 비결정적인 동요와 구조적 다의성이 존재

하고” 있었다 (E.

Balibar 1992, 139). 헌법의 정치와 봉기의 정치 간의 대립윤 정치

척 실천의 문제에서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 간의 대립， 주권의 문제에서

‘국민

주권’ 과 ‘인민주권’ 의 대럽으로 나타난다 2) 두 개의 정치의 대립과 그에 따론 다
양한 대립구도의 형성은 프랑스 혁명의 진행이 부르조아지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그것의 진행은 아래로부터의 민중 -

없이는 불가능하였다는 상황파 결합되어 있다. 대불동맹 및 구특권충에 의한 반혁
명의 위협 속에서 아직까지 지배세력으로 자리잡지 못한 부르조아 계급은 하충계

급에 의존하면서 자신뜰의 자유주의적 정치질서롤 확립합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1) 프랑스혁명 시기 ‘국민만들기’ 의 노력에 대해서는 홍태영 (2003) 참조
2) 현대에서 직접민주주의는 대의제민주주의에 대립되고，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

의는 민주주의의 두가지 형식률이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 시기 민주주의는 항상 직접민
주주의만올 의미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대의제와 민주주의는 대립되는 개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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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하충계급의 민주주의적 요구 한 사회경제적 요구 -

하충계급의 직접적인 정치적 참여와 다양

를 일정하게 제어해야 할 필요성을 낳게 한 것이다.

혁명의 진행 과정을 통하여 근대의 정치적 형식으로 수용된 ‘대의제’는 혁명 정
세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영미의 논의에서와는 다른 중요
한 또 하나의 변수， 즉 인민의 직접적 정치참여 -

봉기의 정치 -

가 혁명의 진행

에 주요하게 작동하였다는 점은 프랑스의 논의의 지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정부에의 참여에 인민의 전적인 배제" (IF페더럴리스트 페이퍼~ 63호)를 특징으로

하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인민윤 상존하였다. 따라서 프랑
스 혁명 과정에서 정교화되는 근대적 정치형식으로서 대의제민주주의는 ‘자유주

의적 개념’에 충실하였던 혁명가들과 ‘봉기’의 정치 간의 충돌과 배제 그리고 타
협이라는 과정을 통해 성립된다. 이 글에서는 혁명 정세의 변화 속에서 대표되는
혁명가들， 특히 시에이예스， 로베스피에르 그리고 콩스탕의 논의를 중심으로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1.

대표얘 의한 혁명

프랑스 혁명과 함께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등장한 국민이 새로운 정치질서를 조
직화하는 헌법을 제정할 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산물이었다. 시에이예스

는 “국민은 우선적으로 존재하며 모든 것의 기원이다. 국민의 의지는 항상 합법적
이며， 법률 그 자체이다”라고 확정하면서 국민이 제헌권력 (pouvoir constituant) 의

주체임을 선언한다 (Sieyès 1989). 시에이예스는 헌법이 근본적임을 강조하고 그것
은 일상적인 권력 즉 구성된 권력 (pouvoir constitué) 의 작업이 아니라 ‘제헌권력’ 의

작업임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시에이예스는 권력의 세가지 형태를 구분한다. 우선
구성된 권력은 법률의 제정 및 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일상적인 입법부 및 행정부

를 의미한다. 이 구성된 권력을 발생시키는 권력이 바로 제헌권력이다. 제헌권력
은 국민의 정치적 조직화를 가능케 하는 전반적인 규칙 즉 헌법을 제정하는 권력
이다. 구성된 권력이 지속적이고 일상적이라면， 제헌권력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출현하며 한시적이다. 그리고 시에이예스는 또 하나의 권력 개념을 정의하는 데

그것은 ‘임명권력 (pouvoir commettant) ’ 이다. 임명권력은 국민에 의해 행사되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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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으로 투표에 대한 권리 즉 자신의 대표자률 선출하는 권리률 통해 형성된다. 시

에이예스는 “인민은 스스로 유일한 임명권력을 행사하며 그것은 자신툴의 실질적
인 권리률 행사하게 될 사랍틀올 선태하고 위임하는 것이며 또한 그 권리에 의해
공척기관을 구성하게 한다 고 말한다(Sieyès 1789c. 36). 이것은 국민에게 제헌권력
과 구성된 권력을 형성하게 훨 사랍툴올 선택하는

임명권력’ 올 행사하는 권리를

부여하지만 실질적으로 헌법을 제정하는 제헌권력과 일상의 법률을 제정하는 구
성된 권력운 대표자들에 의해 행사됨율 의미한다. 이러한 권력둠의 구분은 시에이
예스가 전제하고 있는 대표 및 대의제정부 논의와 직접 연관된다.
시에이예스는 대의제에 판한 논의률 근대 유럽 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에서

출발한다.
“근대의 유럽인들온 고대인들파 거의 유사하지 않다. 우리 근대인들에게는 상
업. 농업， 제조업 둥이 품제될 뿐이다; 부에 대한 욕망은 유럽의 모든 국가들에서

거대한 작업장들을 만들게 하는 것 같다， 사랍들온 행복보다는 소비와 생산올 더
생 각하고 있다

.. (Archives Parlimentaires. vm. 594, P. P:쩍uino 1998 , 37에서 채 인

용)

시에이예스는 명확히 고대 사회와 근대 사회의 단절 그리고 근대의

‘상업사회

(commercial socíety) ’ 라는 특정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시에이예스의 지적 형성
과정올 본다면， 그는 혁명이 발생하기 이전 1770년에서 1785년 사이에 장기간 동
안 정치경제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P. Bastid 1939). 그 과정에
서 그는 아담 스미스 및 프랑스 중농주의에 대한 탐구롤 진행하였고， 상당한 양의

미간행 원고를 작성하였다 3) 이러한 탐구파정에서 그가 이끌어낸 근대사회의 기
본적인 원칙이

‘노동분업’ 이다. 그는 노동분업론에 근거하여 근대사회에서 정부

의 원리로서 대의제정부론을 제기하게 된다. 그는 아담 스미스에게서 발전된 노동
분업론이 부의 축적과 인간의 성장에 기여하며， 또한 노통분엽은 “사회 구성원 모

두에게 공통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Sieyès 1789d, 34-35). 나아가

3) 대표척인 원고는 “정치와 정신 체계에 대한 경제학자툴에게 보내는 편지툴(Lettres a뼈

éconornistes sur leur système de politique et de mor허e)" 이 라는

팡촬랫이 다. 그외 에 도 상당한

양의 필사 노트들이 존재하며 그것은 최근 깐행되었다 (Sieyès

1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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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회적 국가의 공통된 이익과 개선은 통치를 하나의 특수한 직업으로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인다. 따라서 아무리 좁은 국가에서 조차도 ‘정치적 결합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대의제 헌법 (constitution représentative) ’

이라고 결론짓는다. 그에게 대의제 정부는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라는 근대적 국
가의 특수성에 기인한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 노동분업에 따른 최선의 선택인 것
이다.

물론 당시의 논의 속에서 대표 및 대의제 정부는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라는 상
황이 부과한 기술적 방편이라는 사고가 지배적이었다. 즉 대의제는 불가피한 선택

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대의제라는 형식 그리고 대표자들의 집합인 국
민의회는 국민자체와 점차 동일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 대표 권력의 절
대화로 이어지게 된다. 프랑스 혁명에서 선언된 국민주권은 물론 모든 정치적 구

조 형성의 출발점을 이룬다. 혁명초기 1789년 9월 5 일 페티옹 (Pétion) 은 제헌의회

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결사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들은 법의 형성에 참여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며， 비록 각각은 자신의 특수의지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의지들의 결합은 일반의지를 진실로 형성하게 될 것이다..

(M. Genty 1989 ,

341 에서 재인용). 이러한 주장은 분명 주권이 인민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페티옹은 곧이어

모든 일상적인 상황에서 대표자들에게 무제한의 권력이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인다 (P. Rosanva11on :2아)()， 18에서 재인용). 주권은 인민에게
었지만 그것은 원칙의 수준에서 그러할 뿐이고 실질적으로 주권이 행사되는 것은

대표자들에 의해서인 것이다꺼
시에이예스는 명확히 순수하게 민주주의적인 헌법과 대의제적인 헌법을 대립시
킨다. 민주주의가 “시민들이 그들 스스로 법률을 만들고， 직접 공직자를 임명”하
면서 “정치적 연합의 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통치하기를 바라는 정부형태”라면，
대의제 정부는 시민들이 “공적 필요가 요구하는 배려와 감시를 전담할 수 있는 사

4)

혁명 초기에 국민주권 (souver뻐하édela 뻐rion) 과 인민주권 (souveraineté du peuple) 의 개념

은 구분없이 혼용된다 두 용어 사이에 개념적 구분이 발생하는 것은 1792-3년 직접민
주주의 경험이 있은 이후부터이며， 19세기 법학자들에 의해 보다 정교하게 구분된다

인민주권은 실질적인 민주주의적 위상을 갖는 반면에， 국민주권은 법치국가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특정을 갖게 된다. 특히 국민주권은 어느 특정 집단에 의해
권력 이 전유될 수 없음이 강조된다 (G. Bacot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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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틀올 선택하는 정부형태”라고 구분된다. (Sieyès 1789b , 3) 후자의 경우 시민 전

체로부터 “분리된” 일부 개인집단이 통치라는 작업올 수행하게 된다. 근대의 상업
사회에서 정부는 “민주주의척이기률 중단하고 대의제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인

민은 자신물의 대표자들에게 모든 영향력만을 행사하면 될 뿔”인 것이다 (lbid. 시
에이예스의 강조). “프랑스는 민주주의가 아니며 민주주의가 될 수도 없다”고 시

에이예스는 강조한다 5) 중요한 것은 “실재적인 공통의 의지”가 아니라 “대표되는
공통외 의지”였다(E.

Sieyès 1989 , 66). 대표의 과정， 제도척으로는 입법부의 구성

윷 흉하여 일반의지는 척합하게 발견되고 번역되는 것이다. 국민은 대표에 우선하
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훌 통하여 국민이 구성되는 것이었다. 시에이예스는
제헌의회의 한 연셜에서 대표의 과정은

민주주의적 투표롤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고 수정하고 종국적으로는 하나의 공통의 의지률 형성하는 것”이

라고 주장하면서 “인민운 결코 말할 수 없으며， 단지 자신의 대표자돌에 의해서만
행위활 뿔”이라고 대의제 정부의 성격을 규정한다 (P.-H. Tavoill야 1999 , 115에서 재
인용)， 이러한 성격 규정에 의해 의회는 일반의지가 존재하고 표혐되는 배타적이
고 유일한 장소가 된다. 혁명 직후 한 법령은 입법의원올 선출하기 위한 기초의회
에서 공척업무에 대한 심의의 기능을 금지한다. 그것온 선거 (élection) 는 선출

(sélection )의 의미만올 갖는 것이지 심의 (délibemtion) 의 기농올 가질 수 없으며. 그
것은 국민의 대표풀의 집합인 입법의회의 몫이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선거는
엘리트의 선출， 즉 시민률은 자신들의 의지활 잘 해석해내고， 일반이익올 잘 인식

해 낼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랍들올 지명하면 될 뿔이다. 대표의 과정올 통한 국민과

권력의 동일시는 왕국와 군주의 통일시라는 구체제의 논리률 다시 취한 것이었다.
또한 주권은 단일하고 분리불가분하다는 절대군주의 주권올 옹호했던 보탱(J.
B여in) 의 논리는 루소의 일반의지에서 재동장하고 또한 입법부의 절대 우위라는
혁명시기의 논리에서도 재현된다. 국민의 주권은 의회에 대표되고 그 의회는 절대

적인 주권자로서의 권력올 행사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아래에서 볼 것처럼 로베스
피에르의 산악당의 공포정치 시기 국민파 의회의 동일화의 논리는 극단화가 되고

통제장치 없이 의회의 전횡이 가놓하게 된다.
민주주의에 대립되는 대의제 및 대표자들의 권력의 전놓에 대한 강쪼에도 불구

5)

이 표현은 시에이예스에 의해 수차례 언굽된다고 한다 (P. Rosanvallon 2뼈，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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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혁명 초기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절대적인 부정의 시각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시에이예스 역시 대의제 정부의 절대화에도 불구하고， “모든 입법이 지속적으로
민주주의적 정신에 의해 쇄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동시에 “모든 입법이
초기의 임명자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도 않된다”고 강조한다 (Sieyès，

1789a, 127) 제헌의원이었던 무니에 (Mounier) 역시 “대표가 그 원칙 즉， 피대표자
들로부터 너무 멀어질 경우 훼손되고 기이해진다”는 것을 언급한다 (P. Rosanva11on

2000, 18에서 재인용). 대표의 절대화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적 요소들이 전면적으
로 부정된 것은 아니었고 민주주의적 운동은 다양한 형태들을 통해 출현하고 있었
다. 따라서 서서히

‘대의제민주주의’ 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러한 요소

들은 현실적으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대의제민주주의 ( démocratie

rep뼈sentative) ’ 라는 용어가 프랑스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1788년 콩도르세에 의해
서이다

그리고 혁명 초기에는 1791 년 페인(T. p，없ne) 과 브라소 (Brissot) 에 의해서

사용되었다 (P.

Gueniffey, 1989). 이들은 대의제가 민주주의적 요소와 분리될 때 대

의제의 절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것의 귀결은 전제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이면은 민주주의적 요소가 대의제에 의해 포섭되어야 함
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혁명의 진행 속에서 민주주의적 운동은 그 힘을 얻으면서 확장되어
간다. 1790년 지방자치법에 의해 형성된 지구 (district) ， 급진적인 저널리스트들과

그들에 의해 자극된 다양한 형태의 우애협회들 (sociét양 fraternelles) 은 이른바 새로

운 민주주의적 공론장을 형성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이들의 활동은 국왕의 거부
권， 피선거권의 조건 (marc d’ argent) , 청원권에 대한 제한 등 이른바 “비헌법적” 법

령에 대항하는 광범위한 여론을 조성하여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한다. 민주파
들은 국왕의 거부권에 대항하여

‘국민적 거부권 (veto nationa1)' 을 내세우고， 여론

에 의한 감시의 기능을 통해 ‘제 4의 권력’ 혹은 ‘검열 권력 (p이lVOir censoria1)’ 을 확
립하고자 한다(R.

Monnier 1994 , 36). 우애협회들이 탄생한 초기의 목적은 무엇보

다도 시민교육의 목적에 있었다. 즉 잡지와 신문의 강독， 토론의 진행을 통해 계몽
을 확대하고 그를 통한 국민의

‘새로운 탄생 (régénération)’ 을 목적으로 하였다. 하

지만 민주파들은 그와 동시에 감시의 기능과 압제에 대한 저항이라는 목적을 염두
에 두었다. 그들은 여론에 의한 감시가 정부의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

한 방법이며， 그것은 또한 주권의 행사라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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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형성， 특히 언론의 자유훌 홍한 감시권력의 발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호장치이며 동시에 대의제 개념의 전환올 가져율 수 있다고 이해되었다. 특히

지롱드파의 언론인이었던 브리소에게 언론의 자유는 일반의지를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P.

Rosanvallon 2000 , 45).

대의제 정부는 여론의 힘，

즉 민주주의를 통하여 전제정에 대한 제어장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아직
루이 16세가 국왕으로 존재하는 입헌군주제 시기에 국민주권에 의한 대의제 체계
의 성립과 공론장의 형성올 풍한 민주주의적 운동은 일정하게 양립하면서 그 모습

올 갖추어 가고 있었다. 일상적인 정치적 활동. 여론의 형성. 청웬권6) 의 활용 퉁
올 통해 민주주의적 운동은 ‘제 4의 권력. 이라는 이릅 속에서 대표의 기놓올 보조

하는 위치에서 자리매김되고 있었다.

III.

두 가지 경험

대의제와 민주주의의 대립에서 출발하여 그것의 절충적 결합의 시도가 있었던
혁명 초기의 시도는 혁명의 가속화， 즉 민중들의 봉기와그에 따른루이 16세의 처

형， 그리고 구체제의 특권충에 대한 물리적인 꽁격으로서 공포정치 속에서 두 개
의 극단윷 경험한다. 하나는 민주주의의 극단화 즉 봉기의 정치가 압도하게 되는
경험이고， 다른 하나는 공포정치의 경험 이후 테르미도르의 경험으로 질서 및 자

유의 제도화라는 이륨으로 민주주의척 운동올 철저하게 압도하게 되는 경험이다.

봉기의정치와그반전

프랑스 혁명의 진행 속에는 대표들에 의한 혁명과 대의제적 방식올 통한 민주주

의적 운동의 포섭 그리고 그것올 통한 대의제민주주의의 형성의 경향과 함께 직접

6)

미국혁명에서 대의제 개념용 분석한 우드는 청원 (petitioning) 과 지시(띠struction) 가 갖는

의미롤 구분한다. ‘청원(권)’ 은 대의제의 의미가 실질적 대표라는 것과 결합되면서 대
표자에게 의견올 수렴하여 청원함옳 말하는 반면에， ‘지시(권)’ 는 강제위임과 관련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가 강하다. 즉 대표자는 피대표자툴의 지시륭 따라야 하는 강제적
규정 의 의 미 이 다 (G.S.W때 1969, 3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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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적 경향 즉 봉기의 정치 역시 또 다른 흐름을 이루고 있었다. 당시 민주주
의는 기본적으로 직접민주주의를 의미했으며 그에 따라 대의제와는 대립되는 개
념이었다 분명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그에 따른 주권의 직접적 행사라
는 생각은 루소에 의존하고 있었다: “인민의 의원들은 대표자도 아니며 대표자가
될 수도 없다， 그들은 대리인에 불과하다; 그들은 종국적으로 아무 것도 결정할

수 없다.. (1'사회계약론.JJ 3권 15 장). 주권은 분할될 수도， 양도될 수도 없다는 루소
의 정언은 혁명 시기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앞

절에서 보았듯이 혁명 초기에 민주주의적 운동은 대의제라는 틀 속에 한정되어 존
재하였다.

1792년 7월 11 일 의회가 ‘조국의 위기 (la patrie en danger) ’ 를 선언하면서 민주주
의적 경향은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된다. 이어서 7월 30일의 법령은 수동적 시민틀
도 조국방위대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외부의 적과의 협정을 체결하려는 왕권에
대항하여 파리를 비롯한 전국이 궐기하게 된다 .8월 10일의 봉기는 국왕의 권한정

지 그리고 보통선거에 의한 국민공회의 소집으로 이어진다. 이 봉기는 ‘국민적’ 이
라는 점에서

'1792년 8월 10일의 혁명’ 이라 할 수 있었다 보통선거제와 수동적

시민의 무장을 통해 2차혁명은 민중을 국민에 통합시켰으며 정치적 민주주의의 도
래를 기록하게 된다(A. Soboul1984 , 1.245). 상뀔로트들은 자신들에 속한 주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기를 원했다. 상뀔로트들은 인민주권을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총체적으로 향유하고자 했다. 이제 상뀔로트들은 의회의 구성원들을 수임자

(manda때res) 라고 부르게 된다. 인민들은 위기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
출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위입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당시의 한 팝플렛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조국의 위기 동안 주권적 인민은 그 자신의 위치에 있어
야 한다. 인민은 군대의 선두에， 업무들의 선두에 그리고 도처에 있어야 한다.. (A.
Sobω11990 ， 127에서 재인용). 1792년 12월 27일 파리의 한 구는 “프랑스가 자신의

압제자들을 숙청할 때까지” 봉기 상태임을 스스로 선언한다. 그 구가 주장하는 봉

기상태란 “자유가 확고부동한 토대 위에 확립될 때까지 모든 선량한 공화주의자들
이 유지해야 될 적들에 대한 불신과 활동력， 감사와 애국적 정성이 담긴 지속적 상
태”를 의미하였다 (lbid. ， 158). 즉 봉기란 필연적인 무장행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였으며. 그것은 인민들이 승인하지 않은 법에 대한 거부이자 인민주권의 직접적
행사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인민과 그 대표자들간의 거리는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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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제거되고， 동시에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정부 사이의 긴장윤 제거된다.

이 시기 로베스피에르는 국민공회률 장악하고 있는 지롱드파훌 공격하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인민의 봉기률 촉구한다. 그는 8월 10일의 혁명에서부터 인민의 행
복을 위해 회생을 무릅쓰고 자유률 지지했던 것윤 ‘파리의 시민들 스스로’ 였음올
강조한다. 그리고 오히려 자유의 적이 되고 있는 집단윤 바로 국민공회 자체이며
그률은 루이 16세의 권위률 “새로훈 귀족정 (une arist따atie nouvelle)" 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Robespieπ'e
이 무엇올 하고 있는지에 대해

1792, 148-15 1). 그리고 이제 인민들윤 대표자풀

시선을 고정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

베스피에르는 브리소 동의 지롱E 파가 원하는 정부는 영국식 정부형태로서 부르
조아 귀족정파 결합한 새로운 군주체제라고 비난하면서， ‘공화국만이 인민에게 적

합한 체 제” 라고 주장한다 (M.Ro없pierre 1793a, 377).

전쟁이라는 상황파 국민감정이 산악파훌 상뀔로드와 결합시켰지만 산악파의 계
급정신은 지롱드파와 못지 않게 상뀔로뜨와 거리가 있었다. 산악파가 채택하여 법

제화했던 공포정치는 “부르조아의 척인 절대주의와 봉건제흉 끝장내려는 평민척
몸짓”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부르조아 혁명이 지숙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덕
분이었다(A. 80뻐11984 ， 1.

27 1). 반혁명의 위협 속에서 동일시되었던 로베스피에

르의 산악파와 상뀔로트들 간의 균열이 시작된다. 그것윤 공포정치가 공안위원회

의 통제 하에 롤어서면서부터이다. 1793년 10월， 11 월 절정에 달하였던 직접민주
주의적 실천외 민중운통은 정부가 셜정한 좁은 테두리 안에 불잡히게 된다. 혁명
력 2년 (1 793년 12쩔 4일) ‘혁명정부 조직법’ 윤 전시공화국올 위한 잠정척인 성격
의 헌법으로서 중앙집권화흘 확립한다:

‘국민공회는 통치의 유일한 추진체이다

(제 1 조). 모든 법정의 단체와 공무훤은 ... 공안위원회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놓인

다. 그리고 인신과 전반척인 국내치안에 관계되는 모둔 사항에 대한 그러한 특별
감독권은

... 보안위원회에 귀속된다(제 2조)

혁명정부는 국가방위에 대한 필요성

으로 말미암아 점차 민중조직의 수동적인 복종올 확보하려 했으며 인민의 민주주
의 적 판행올 부르조아적 수준으로 축소하려 하였다(A.

80bouI1984, ll. 26). 1792년

과 1793년에 빈번히 사용되었던 인민주권이라는 표현은 1794년이 되면서 정부의

정치적 용어로부터 사라지게 된다. 프리메르 14일의 법령에 따르면 자치구들은 혁
명정부 안에서 아무런 역활율 담당하지 못했으며， 브뤼머1 르 5 얼의 법령은 자치시

들의 선거를 중단시킨다. 또한 파리에 있던 주요한 우애협회률이 법령에 의해 해

270 한국정치연구 제 13집 체 1 호 (2004)

산되거나 그 기능을 정지해야 했다 자치구에서 선출된 혁명위원회들은 이제 국민
공회의 보안위원회의 통제하에 들어가고， 곧 이어 그 구성원들조차 공안위원회에
의해 임명되게 된다. 이러한 사실들은 상뀔로트들에 의해 행사되던 주권이 혁명정
부로 이전되었음을 의미한다(A.

Soboul1990 , 135)

혁명정부는 자신의 조직원리를 확정하게 된다 이미 1793년 10월 10일 국민공회

는 생쥐스트의 발의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평화가 도래할 때까지 혁명적임’ 을 선

언하였다 7) 그리고 이후 로베스피에르는 ‘혁명정부의 원리에 관한 보고’ (1793년
12월 25 일)와 ‘국민공회가 마땅히 따라야 할 정치도덕의 원리에 관한 보고’ (1794
년 2월 5 일) 등을 통해 혁명정부의 조직원리를 제시한다. 로베스피에르는 일상적
인 “입헌정부의 목표가 공화국을 보존하는데 었다”면， “혁명정부는 공화국을 세우
는데 있다”고 구분하면서 혁명정부가 “비상적인 활동 (activité extraordinnaire) "을 수
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Robespierre

1793 , 274). “혁명이란 국내외의 적에 대한 자유

의 전쟁”이며， 따라서 “혁명정부는 상황의 유동성과 엄중함 때문에 비교적 덜 통
일되고 덜 엄격한 규칙을 가질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끊

임없이 제기되는 위협들에 대항하여 새로운 자원들을 동원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
다. 일상적인 입헌정부가 “시민적 자유(liberté ci꺼le)" 를 주요하게 담당하고 “공권

력의 남용에 대항하여 개인들을 보호하는데 주력한다”면， 혁명정부는 “공적인 자
유 (liberté publique)" 를 담당하고 “공권력을 공격하는 다양한 분파들에 대항하여 스

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 해야되는 것이다. 따라서 혁명정부가 의지해야 하는 곳
은 무엇보다도 “좋은 시민 (bons citoyens)" 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 시민들의 “정신

을 공화주의적 덕성과 고대적 수준으로 고양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lbid. ，

277). “이기주의를 도덕으로， 명예를 청렴으로， 실용을 원칙으로， 격식을 의무로
대체할” 것이 요구된다 (Robespierre 1794a, 352) . 이러한 원칙들이 실현되는 정부형
태를 로베스피에르는 민주주의적이자 통시에 공화주의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민

주주의는 “주권자인 인민들 스스로 혹은 그들의 위임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에
의해 인도되어 통치하는 상태”로서 정의되며， 민주주의의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7)

이려한 상황은 칼 슈미트가 정확하게 지적하듯이 ‘주권적 독재’ 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
다.

c. Schmitt (l 996)

4장 참조. 또한 사에이예스의 경우에도 권력들에 대한 구분을 통해

일상적인 권력과 비상적인 권력을 구분하고 있읍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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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덕성”임을 강조한다 (lbid.， 352). 덕성이란 “조국과 법에 대한 사량이며， 모

든 개인적 이익을 일반이익에 종속시키는 숭고한 자기회생”으로 정의된다 (lbid.，

353). 덕성에 대한 강조는 직접민주주의의 활성화 내지는 절대적 대표에 의한 대
의제적 절차와 제도의 무시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그 행위의 정당화롤 위
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덕성， 꽁포 그리고 민주주의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립된
다.
“명화시의 민중적 정부의 활력소가 덕성이라면， 혁명시의 민중적 정부의 활력

소는 덕성인 동시에 공포입니다: 덕성이 결여된 공포는 흉악하지만 공포가 결여
된 덕성은 무력합니다. 공포는 신속， 준엄하고 확고부동한 정의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공포는 덕성으로부터 도출된 것입니다; 하나의 특수한 원리라

기보다는 조국의 보다 긴급한 요구에 부합된 민주주의의 일반원리의 소산인 것입
니 다.’ (Rφespierre

17 94a, 357) .

인민들의 봉기에 기반하여 권력을 장악한 산악파들은 국민공회 나아가 공안위
원회와 인민의 칙접적 정치적 행위의 일치에 근거하여 공포정치률 가속화한다. 직
접민주주의의 활성화를 통하여 대의제정부와 민주주의 사이의 긴장이 제거되었다

면， 산악파는 자신이 장악한 국민공회를 스스로 인민의 직접적 행위와 일치시킨
다. 산악파들윤 그들 스스로 “여론의 살아있는 폼”을 형성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R. Monnier 1994. 235). 이러한 휴기체적인 비유는 지속적으로 공포정치 시기에 산
악파들에게 동장한다. 공안위원회는 지방의 혁명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혁명
위원들은) 국민공회를 머리로 하는 정치적 몸체의 손과 발이다”라고 적고 있다(L.

Jaume 1990 , 43). 대표자를 피대표자인 인민과 일치시키면서 공포정치 시기는 혁

명 초기에 존재하였던 대의체와 (직접)민주주의 사이의 긴장올 해소한다 8)
덕성의 강조 역시 이러한 일치와 무관하지 않다. 혁명 초기 시에이예스는 국민
과 대표의 통일화가 가능하기 위해 다양한 개인이 하나의 국민이 되는 일종의 추

8)

한 역사학자는 이러한 공포정치의 인민주권에 대한 개념. 인민과 그 대표자와의 일치

현상울 ‘후소에 반한 루소주의 (rous않auisme

contre Rousseau) ’

라고 명 가한다 즉 루소가

말한 것처럼 인민의 의지는 대표될 수 없는 것이기에 인민과 대표의 일치라는 사고를
통해 대의채훌 회펴하는 방식인 젓이다 (M. Gauche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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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를 하였다. 그가 사고하는 국민 (nation) 은 제 3신분에 의해서 표상되는 동질적

인 사회적 집단이었다. 그는 “인간들의 통질화가 하나로서 전체 인민 그리고 국민
적 결합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적고 있다 (P.

Rosanva1lon 1998 ,

39에서 재인용). 무

엇보다도 국민의 동질성은 “공통의 법률과 공통의 대표”에 의해서 확보되는 것이
다. 공포정치 시기 덕성에 의한 일종의 정화 (p삐fication) 작업을 통해 국민의 통질

화는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덕성의 함양을 위해 국민공회는 ‘새로운 인간(homme

nouveau) ’ 의 탄생을 통한 ‘재생 (régénération) ’ 된 사회를 이루고자 한다 9)

2. 테르미도르의

“혁명 끝내기

몽테스키외의 부활

혁명력 2년 테르미도르 9 일(1 794년 7월 27 일)，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한 공
포정치의 수뇌부들이 제거된다. 공포정치의 책임은 독재자로 비난된 로베스피에
르에게 전가되었고， 이제 혁명을 끝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국민공회를 휩쓴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산악파의 지배 시기 거리의 정치가 보여주었던 ‘공포’
때문에 질서에 대한 사회적 강박관념이었다. 이 시기 제기된 두가지 문제는 거리
의 민주주의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자유를 제도화하는 것이 하나였

고， 다른 하나는 인민으로부터 분리된 대표자 권력의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테르미도르와 함께 민중들에 의한 정치적 통로였던 자코뱅협회와 선거클럽 둥
다양한 우애협회들과 조직들이 해산된다. 파리의 각 구에서는 상뀔로트 축출운동
이 전개되고 반공포정치라는 백색테러가 진행된다. 덕성의 이름으로 비난되었던
사치가 되살아나고 공화주의적 엄격함이 아닌 부르조아지의 쾌락이 추구되었다.

이제 다시 제한선거권을 통해 시민의 권리는 제한되었고， 명사 (notable) 라는 이름
의 부르조아들에 의한 지배가 시작된다. 그들이 판단하기에 민주주의， 즉 민중들

의 직접적 정치참여는 필연적으로 ‘테러 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것이었기에 절대
적으로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9)

‘새로운 인간’ 을 탄생시키기 위해 로베스피에르가 제시한 작업 중의 하나가 ‘시민축
제’ 이다. 그는 “혁명의 영광스러운 사건들， 인간에게 가치있고 유용한 덕성 그리고 자
연의 위대한 배려들”과 관련하여 축제의 날들을 제안한다 (Robespierre 17여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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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꽁회는 새로운 훤법을 마련하기 휘해 온건꽁화파와 업헌군주주의자들로 구
성된 11 인위원회를 설치한다 .11 인위원회의 중심 화두는 ‘균형’ 이었다. 명백히 이

시기는 혁명올 추동했던 루소에 대항하여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 에 대한 사고

가 우외를 정하는 시기였다. 1791 년과 1793년 헌법 모두 권력의 균형에 대한 문제

의식이 결여되었다고 비판된다 .11 인위원회의 위원이었던 라마르는 전통적인 혼

합정체의 모텔올 제시한다 10) 즉 입법부가 양분되어 민주주의적 요소와 귀족주의
적 요소를 반영하고， 행정부 역시 단순히 실행기관을 넘어서 군주제적 요소를 갖
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의 프랑스가 “물리척으로 민주주의적 공화국”이
며 이러한 혼합정체가 민주주의적 I영동에 적합한 정치체제라고 주장한다 (μmare

1795a , 64 }, 혼합정체는 어떤 한 세력이 주권올 전유활 수 있는 것올 막기 위한 좋
은 방편이다. 인민주권윤 최종순간에만 지배할 뿔이며， 그것온 인민의 통합성 속
에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일반의지에 대한 환상은 전제정을 가져오게 된다.
이 환상온 ‘권리에 대한 평둥’ 과 그것의 근거가 되는

‘이해관계에 대한 동일성

(i뼈ltité des intérêts) ’ 이라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Larr빠e

1795b, 41). 이해관계의

동일성에 근거한 권리의 평퉁이라는 명제는 ‘소유의 체계’ 와 ‘상업， 상업 그리고
예술의 체계’ 로 대체되어야 한다(Ibid. ，

13 1). 민주주의는 .개인들의 민주주의

(démocratie d’ individus) ’ 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전체 인민의 민주주의
(démocratie du peuple en

co매s) 로 존재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뼈m따e

또한 직접민주주의에 대항하여

1795a, 57).

‘개인들의 민주주의 가 대표률과의 일정한 거리룰

유지하면서 작동되어야 함올 강조한다.
1795년 6월 23 일 11 인 위원회의 결파훌 보고한 부아시 당글레는 .단원제 의회의

위험들’ 올 나열하면서

.세 권력의 균형 원칙’ 올 강조한다 (Boissy d’Anglais 1795).

무엇보다도 입법부의 전횡올 제한하기 위해 절대적인 독립올 지닌 사법부와 권위
와 위엄올 지난 행정권력에 의한 제한올 제시한다. 국민공회의 경험은 ’‘절대적 민
주주의와 무제한적인 명동에 대한 환상

속에서 ‘모든 사회의 특수이익들올 제거

하였다”고 비판한다. 또한 부아시 당글레는 국민공회 시기 인민들의 정치참여를
염두해 두면서 새로운 헌법에 의한 정치는 일정한 재산을 지닌 자에 한정된 제한

10)

라마르는 이미 1792년에 아담스(J. Adams) 의 『미국헌법의 옹호 혹은 자유정부내에서 권

력균형의 필요성에 대하여」라는 책올 번역하였고， 이 시기 권력균형에 판한 주요한 두
저서를 발간한다(Lamare

1795a; 179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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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정치적 권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치는 가장 잘 교육받고 법
률의 유지에 이해가 었는 사람들에 한정될 경우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렇
지 않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그것은 자연상태와 통일하다고
주장한다(Ibid. ， 21-22)

하지만 서두의 이러한 원칙의 천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5 인의 총재에 의해 분산된 행정부의 권력에 대한 무시가 드러나

고 있으며， 권력분립이라는 틀 아래에서 기구와 기능의 통일성의 강조가 두드러친
다 11)

11 인 위원회의 보고서는 광범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그 중 시에이예스의 반
박은 주목할만 하다 (Sieyès 1795a). 그는 보고서에 나타난 계획안의 특정이 헌법의

안정성에 대한 보장의 결여， 양원 의회의 대의제적 기초의 불충분성. 입법부에 대
한 행정부의 견제의 부재 등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이러한 세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우선 그는 행정부에 법안 발의권을 줄 것， 둘째는 인민의 욕
구의 기 관인 트리 뷰나 (tribunat) 와 피통치자들과 정 부의 제안을 제 기 하는 ‘입 법 부’

를 구분할 것， 그리고 셋째로 헌법에 가해질 수 있는 모든 공격에 대항하여 판단을
하는 특수한 임무를 가진 대표자들의 보충기관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다른 한
편으로 시에이예스는 혁명초기부터 그가 견지하였던 행동의 통일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특히 당시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권력분립’ 에 대한 반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가 정부 (gouvemement) 와 행정부 (p이Jvoir exécutif) 를 구분하면서， 행

정부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기는 하였지만， 정부는 “전체적으로 사고하고” 단일
한 행동을 하는 유기체적 기관이어야함을 강조한다 그의 판단에 따르면 권력분립
을 주장하는 논의의 가장 큰 오류는 “유일한 행동 (action unique r 와 “행동의 통일

성 (unité d’ action)" 을 혼동하는 것이다. 정부에 요구되는 “행동의 통일성”은 권력
들에 의해 조직되고 그들의 경쟁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일성을 말하는 것이다. 물

론 권력의 분립은 불가피하지만， 그것은 구별되는 보충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확실성을 가지고서 요구되는 총체를 형성하면서” 통일되기 위해 분할되는 것이

어야 한다. “하나의 사회， 하나의 연합에서는 하나의 정치권력만이 존재할 뿐이
다.. (Ibid. , 9). 행정부에 고유한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대항의 지점을 만들기 위해

11) 이러한 경향에 대해 최근의 한 역사가는 혁명의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불가능한 단
절”이었다고 테르미도르의 수수께끼를 풀고 있다 (M. Gauchet

1995,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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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아니라 ”사회척 의지를의 연속성과 보완성올 충족시키면서 행동하기 위한”
것이다 (lbid. ， 12). 기존의 입법부에 트리뷰나률 추가하면서 시에이예스는 그것이
사법부와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입법의 기능은 갖지 않으며 다만 입법의 합헌성만
을 판단하는 기관이어야 함올 제안한다. 중요한 것은 입법부는 “모든 공적 기관들
중에서 최고의 규제자이자 중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lbid.， 14) 혁명

초기이래 그가 견지했던 일반의지의 단일성과 절대성율 그가 지속적으로 유지하
고 있옴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가 제안한 “헌법배심원제”는 일종의 안전장

치의 성격올 갖는 것이다. 사실 헌법배심원제는 공포정치 시기 대표자들을 재판할
수 있는 “국민배심원저11 GWY nation떠 r 에 그 기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시는 헌법
배심웬제가 의회의 활동올 방해하고 그 권위훌 첨해활 수 있다는 이유에서 거절되
었었다(K.

M. Baker 1989 , 898). “헌법배심원”은 헌법 자체에는 손을 댈 수 없지만，

”헌법적 행위와 인권선언올 완벽화시킬 수 있는 관점에서 자신의 일을 수행하게
훨 것”이라고 시에이예스는 제안한다 (Siey，앓

1795b) 헌법배심왼은 대표되는 권력

들 상위에서 최고의 권위를 행하게 되며 권력의 단일성과 그 권력의 대표성을 결

합시킬 수 있는 장치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시에이예스는
인민주권이 결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울 강조하면서， 인민주권이 잘못 이
해될 때， 진정한 공화국 (ré-publique) 이 아닌

‘전체화 (ré-totale )' 의 경향이 발생활

수 있으며 그것은 자유와 공적인 것에 대한 극단적인 침해라고 비판한다 (Sieyès

1795 a, 7)12)
혁명력 3년의 헌법은 주권이 ‘시민들의 보편성’ 에 존재한다고 명시한다. 기존의
헌법이 국민 혹은 인민이라고 명시한 것에 상기한다면 ‘시민의 보편생’ 이라는 언

급은 ‘구체적인 인민. 에 의한 주권의 실현을 거부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채태된 헌법은 입법발의권올 가진 요백인회 (Conseil

des Cinq-Cents) 와 법안에

대한 승인 및 거부권올 가진 원로원( Conseil des Anciens) 으로 구성원 양원제의 입법
부， 국방 및 외교， 꽁무원에 대한 임면권 둥 상당한 권한을 가진 5 인 총재단으로
구성된 행정부， 그리고 독립적인 사법부로 이루어지는 정부 구성 둥을 명시하게

된다. 이것온 일반의지의 단일성， 주권의 불가분성을 강조하면서 입법부에 전권을

12)

여기에서 시에이예스는 공화국 (république) 이라는 단어롤 훌어쓰면서 그 의미롤 명확히

하려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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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했던 이전의 시기와는 분명한 구분이었다. 혁명력 3년(1795년)의 헌법은 혁명

이래 최초로 행정부의 자율성과 그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권력들 간의 규제 권력
을 셜치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특정을 드러낸다. 이후의 역사전개에서 드러나듯
이 삼권의 총체성을 통하여 일반의지는 형성되고 또한 대표된다는 사고와 연결된
것이다. 또한 테르미도르의 혁명가들이 공포정치 시기에 나타난 ‘절대적 민주주

의’ 는 거부했지만， 공화정에 대한 애착과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는 부인할 수는 없
었다 13)

IV.

근대인의 자유와 대의채 정부 -

콩스탕(8.

Constant)

테르미도르 이후 스타옐 부인(Mme de Staël)과 함께 파리에 등장한 콩스탕은 프

랑스 혁명과정 속에서 둥장했던 전제정 그리고 이후 나폴레옹의 전제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근대적인 대의제 정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전시킨다. 우선 도독정부

(Direc toire )시기 콩스탕은 19세기 프랑스 자유주의자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체
제의 문제 (ré맹ne- 공화정이냐 업헌군주제냐의 문제)의 부차성을 주장하면서 논

의의 출발점을 개인의 자유에 맞춘다. 도독정부가 산악당의 공포정치 이후 테르미
도르와 함께 형성되고， 이후의 두가지 큰 격변 즉 자코뱅에 의한 마지막 봉기 혁명력 3년 프레리알R때i떠 l 일(1 795년 5월 20일)- 와 왕당파에 의한 봉기 -

혁

명력 3년 방데미에르Vendémi때e13 일 (1 795년 10월 5 일) 一 가 모두 실패로 돌아
가고 서서히 공화정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시점에서 콩스탕의 초기 논의는 시작된
다 그는 무엇보다 현재의 시점에서

보존되 어 야 한다” 고 주장한다(B.

‘공화국이 이미 설립되었기 때문에 공화국은

Constant 1796 , 71). 사실 이 러 한 공화국에 대 한

콩스탕의 옹호는 이후 나폴레옹의 제정에 대한 지지， 왕정복고를 가져온 〔헌장
Chaπe) 에 대한 지지 등 콩스탕의 눈앞에 출현한 체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기회주의자’라는 비난을 들어왔다

14)

콩스탕은 상황이 만들어

낸 체제에 대해 그 체제가 일정한 원칙을 지키고 있다면 또 다른 혁명올 통한 더

13)

혁명력 3년의 헌법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결코 후퇴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된다 선
거권의 수준에서도 보통선거권은 아니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확대된 형태로 존재했으
며， 그것이 사회적 평화의 조건이라고 판단하였다 (P.

Rosanvallon 2000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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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폐해률 막기 뀌해 지지률 보냈다. 그는 왕당파에 의한 반혁명이든 보다 급진척

인 혁명이든 이러한 혁명의 슐관윤 “대중들로 구성된 사회와 혹수한 개인들올 지

속적으로 압박하는 모든 원칙에 대한 전복이며， 모든 다양한 의견들의 왜곡”이라
고 규정한다 (lbid.， 83) . 콩스탕은 테르미도르 이후 동장한 공화국 정부가 왕당파나
산악파라는 두개의 극단올 중립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혁

명올 끝내고자 하는 왕당파의 새로훈 혁명에 대한 요구는 또다시 ‘국민 (nation) ’ 올
분열시킬 뿐이며， 산악파가 주장했던
.실행활 수 없는’

‘좋온 시민 (bons citoyens) ’ 에 기대는 결코

믿옴이라고 주장하였다 (lbid. ， 43). 홍스탕윤 “새로운 사회협약

(nouveau pacte soci띠 r 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새로훈 사회협약에 근거한 정부는
“모든 톡수이익들이나 계굽이익뜰에 의해 동요하지 않는” 정치 시스템올 갖춘 것
이 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B. Constant 1797a, 103) .
초기의 롱스항의 문제의식들은 프랑스 정치체제의 지속적인 변화 속에서 체계

화되어지고 보다 정교화된다. 프랑스 혁명 이후 정치가와 사상가들이 일반적으로

매달렸던 문제가 주권의 문제였다면， 콩스탕은 주권 그리고 그것의 현실적인 형태
로서 국가권력의 문제롤 항상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개인들의 이해관계의 문제와
결부지어 사고하려 한다. 주권의 문제훌 중심에 두고서 사고하는 경우 그것은 항

상 일반이익올 전제로 하여 사고훌 출발하는 경향올 가지고 있다. 한 개인의 전제

정이든 혹은 전체인민의 이륨으로 행한 전제정이든 이 근저에 동시에 자리잡고 있
는 훌발점용 인민주권론이다. 혁명과 함께 시작된 인민주권론은 나폴레옹에 이르
기까지 전제정의 합리척인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인민주권론은 그것
의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인 권력을 합리화시키면서 개인의 권리훌 침해하였고， 일
반의지의 이륨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특수이익올 억압하였다는 것이 콩스

탕의 문제의식의 출발점이다.
홍스탕온 권력의 전횡올 악용 수 있는 방법율 찾고자 했고. 그에 따라 몽테스키

외의 제안이었던 “권력은 권력을 통해 제어되어야 한다·’는 논의롤 구체화시킨다.
혁명과정 속에서 제기되었던

‘헌법배심원제. 와 휴사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암시

14) 홍스탕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기회주의’ 라는 비판에 대해 콩스탕이 .정치체제. 의 문
제롤 부차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셜명하는 것이 셀득력융 갖는다(Ph.

Raynaud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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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국의 입헌군주에서 가져왔던 것이

‘보호권력 (pouvoir préseπateur) ’ 에 대한 제

안이다. 그는 이제까지의 삼권분립에 대한 논의를 입헌군주제에서 5 개의 권력분립
논의로 전환시킨다 (B.

Constant 1815 , 280). 다섯 개의 권력은 1)왕권 2) 행정부 권

력 3) 지속적인 대표 권력 4) 여론의 대표권력 5) 사법권력이 그것들이다 대표의

두 개 권력은 이른바 양원제라는 의미에서 기존의 논의와 크게 다른 것이 없다. 다
만 첫 번째 왕권에 콩스탕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그는 왕권을 행정부의 실행

권력과 구분하여

‘중립적인 권력 (pouvoir neutre)' 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영국의 입

헌군주제에서 왕권이 행정부의 권력과는 독립적으로 오히려 의회권력과 행정부
권력 그리고 상원과 하원 사이의 극단적인 대립의 시기에 중재역할을 한다는 것에
그것의 중요성을 부여한다. 물론 입헌군주제 하에서 군주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콩스탕은 공화정에서도 이러한 중립적인 권력으
로서

‘보호권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존에 시에이예스가 제안한 헌법배섬

원이 ‘사법적’ 성격의 권력이고 비정치적이라면， 콩스탕의 보호권력은 병확히 정
치적 권력이다. 이 권력은 “입법권력과 행정권력 모두와 구별되는 이해관계를 가
지며

무엇보다도 “두 권력간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 Constant 1806 , 375). 이 권력은 양원제의 의회를 통해 귀족 계급과 인민들이 자
신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대의제 정부의 원칙에 비추어 본다면 분명 정상적인 것
은 아니다. 보호권력은 인민의 이해와는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권력이다.

다음으로 콩스탕이 제기한 문제는 일반이익에 대한 신화화된 성격의 부정이다.
루소에게서 시작된 일반의지 및 일반이익의 절대성은 시에이예스와 로베스피에르
의 .대표의 절대화’ 속에서도 드러난다. 콩스탕은 ‘일반이익의 너무 과장된 사고’
를 비판한다(B. Constant 1815, 306). 그는 “일반이익이 특수이익들 사이에 작동된
타협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라고 묻는다. 그리고 이어서 “보편적인 대표
가 공통된 대상에 대해 타협을 진행해야 할 부분이익들의 대표가 아니라면 무엇이
란 말인가?"라고 재차 반문한다 그는 일반이익이 분명 특수이익과 구별되지만 결
코 대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반이익은 다양한 특수이익들의 결합이며，
부분들로 구성된 정치체를 통해 형성된다고 말한다. "1007" 의 부분에서 지명된
100명의 의원들은 의회 내에 각각의 특수이익들을 제기하고 ... 토론하면서 불가피
한 희생들을 인식하고 그 희생들을 최소화하면서

일반의 공공이익을 형성하게 된

다고 주장한다 (lbid.). 이러한 콩스탕의 주장은 .실질적 대표’ 와 ‘사실적 대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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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씌 대표’ 라는 개념과 그것의 절

대화 속에서 나타났던 실질적 대표 개념에 의한 일반이익의 형성이라는 것과는 명
확히 구분된다.
콩스탕 논의의 출발점온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절대척인 신념이다. 그가 말년에
정교화 했던 “근대인의 자유와 비교한 고대인의 자유”률 보면， 그의 논의의 전개

를 추적할 수 있다 15) 이 연설에서 흉스탕온 두가지 주제훌 다루고 있다. 하나는
제목이 제시하고 있는 고대인의 자유와 문대인의 자휴의 개념의 차이률 분석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그 논의에 기반하여 대의제 정부의 특징올 서술하고 었다. 공적
업무에서 주권자로서의 개인이라는 것이 고대인의 자유의 특정이며， 그에 대비되
어 근대인온 사적 삶에서 독립된 개인이라고 구별지었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

실이다. 물론 콩스탕은 사적인 삶에서 개인의 자유가 “진정한 근대인의 자유”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자유는 그것의 보장이며 결국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올 빠트리지 않는다 (B. Constant 1819 , 509) .16) 이러한 사실로부터 대의제 체제
의 필연성이 제시된다고 콩스탕윤 강조한다. 근대인의 자유의 위험은 개인들이
“사적인 독립의 향유에 함몰되어 정치권력에서 공유해야 할 권리들을 랩게 포기한
다”는 것에 있다 (lbid.， 512-513). 대의제 체계에서 개인들은 대표자들에 대해 지속
적이고 적극적인 감시롤 행사함으로써， 인민들과 대표자툴간의 거리가 너무 떨어
지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콩스탕의 연셜의 마지막에서 입법자가
해야 할 일올 들고 었다. 입법자는 단순히 인민들올 만족시키는 것에 머무르지 않
고 “시민률에 대한 정신교육 (éducation mo뻐e) ”의 필요성윷 갖는다 (lbid.， 514). 개

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독립을 지켜내면서 동시에 공적인 것에 대한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를 통해 권력에 영향올 미치고 자신의 의사를 표
시하면서 통제와 감시률 행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열정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 입법자는 그것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콩스탕의 사고는 혁명에서 제기된 문제틀을 비혁명척인 방식으로 제도화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고 활 수 있다. 그는 ‘근대’ 라는 문제 설정에 충실하였고， 근

15)

물론 이 글은 1819년 파리의 황립 아테네 학당에서 행해진 연셜문이다 그의 주요 정치
저술들이 그 이전에 씌여졌긴 했지만， 이미 이러환 문채의식물온 배태되어 있다.

16) 이러한 정치적 자유에 대한 필요성율 제시했용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상대적인 과소
명가는 정치적 자유를 강조했던 토크빌파도 구분된다 J ...c.μmberti (1 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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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대립을 새로운 혁명이 아닌 제도

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 하였다. 물론 1789년 혁명의 시작과 함께
대부분의 혁명가들이

‘혁명을 끝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지니고 다양한 모색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콩스탕은 한걸음 더 나아가 근대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 부분은 시에이예스와 도독정부 시기 이데올로그 (Idéologues) 에 대한 빚이라고

할 수 있지만 -

과 그로부터 유추되는 ‘일반의지.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논

의를 시작한다 17) 따라서 그의 대의제 정부론은 19세기말 정당정치의 출현과 함께
그 의미가 드러날 것이었다.

v. 결

론

이 글에서는 1789년 혁명에서부터 10여년의 프랑스 정치사를 간략히 보면서 대
의제 개념의 근대적 형성， 특히 근대 국민국가의 탄생 속에서 나타난 대의제 개념
에 한정하여 그것의 민주주의와 관계설정의 문제만을 살펴보고자 했다. 1789년 혁

명에서 시작된 근대정치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은 그 이후의 프랑스
정치사에서 반복되어 나타나거나 극단화된 형태를 띠면서 재퉁장하기도 한다.
1830년대 기조의

‘이성의 주권론 (souveraineté

de la raison) . 은

극단적으로 반민주주

의적인 자유주의의 형태를 띠었고. 1850-60년대 나폴레옹 3세 시기의 ‘신임투표
적 민주주의 (démo다atie plébisci때re) ’ 는 반자유주의 적 인 민주주의의 형 태를 띠 었

다. 극단적인 경험들을 거치면서 이성을 갖춘 인민에 의한 민주주의의 형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1875년에 성립된 제 3공화국에 이르러서야 가농
했다. 1789년 혁명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일정한 타협을 이루면서 100여 년이 흐른

뒤에야 해결책을 찾은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대의제와 민주주의의 내용과 형식
들은 풍부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20세기에 이르러 대의제민주주의가 안정화되면
17)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강조를 출발점으로 하는 자유주의 흐름은 오히려 프랑스 자유주의
흐름에서는 소수이다. 콩스탕과 스타옐 부인이 칸트와 유사한 개인의 자유주의를 강조

했다면， 주류적인 흐름은 대표적인 사상가인 .기조 (F. Gt따ot)’를 중심으로 한 ‘국가에
의한 자유주의’ 였다고 할 수 있다. 기조의 자유주의와 국가주의적 프랑스 정치문화의
특정에 대해서는 홍태영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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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민주주의， ‘참여’ 민

주주의 둥 다양한 수식어롤 통해 재정의하고자 하는 민주주의는 사실 근대 정치의
출발점에서부터 제기된 문제들올 반복하여 재현하는 듯하다.

근대의 정치체계에서 대의제라는 형식은 물리척 영토의 확대에 따른 직접민주
주의의 현실척 실현불가놓성이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근대척 사고의 출발점으로서
‘이성’ 에 대한 신뢰와 .이성’ 에 의한 통치의 실현에 대한 추구에서 비롯되었다.
물론프랑스혁명이라는현실정치 에서 군주와구귀쪽그리고부르조아지， 인민들

사이의 다총적인 세력관계률 통하여 대의제의 구체적인 형식파 내용이 갖추어지
게 된다. 대의제민주주의， 보다 포괄적으로 민주주의는 자신의 역사롤 지니고 있
다. 대의제민주주의가 근대 국민국가의 핵심적인 정치적 기제로서 자리잡게 되는
것은 국민국가률 구성하는 시민(권)의 문제 그리고 시민에 의한 주권의 실현의 문

제와 결합하여 작동된다. 그리고 이 개별요소률이 결합하고 작용하는 방식은 개별

국민국가의 형성과 발전의 역사 속에서 상이하게 나타나고 개별 국가의 고유성을
드러낸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영국파 미국의 정치사에서 대표 개념의 고유성물은
각각의 국가의 행성과 시민(권)에 대한 이해， 주권 개념의 상이함 회주권， 미국에서 연방과 주의 주권의 분할

영국에서 의

그리고 더 멸리는 개별국가률의 전

근대사로부터 유추되는 역사척 특수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에

서 새롭게 제기되는 다양한 정치적 쟁점들올 이해하고 해결올 모색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자신의 정치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이
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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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m Libert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A Critical Review on E. Sieyès and B. Constant
셰1-빠ng 빼

πris

s∞뻐

study examines conception of r뼈잃entation 없 cen없1 frame of contemporary politics

reviewing the French Revolution. ’The French Revolution generates and experiments princip외
concepts of modem politics, and she forms its foundation. Especially , the conception of
representation , which is examined , constitutes essential disputed points in the modem
ex야riments

of democracy. πle fact that politics of insurrection 없 이rect politic외 participation

of people operate in the Revolution contains possibilities of enlargement of contemporary
democracy. πle conception of repI1않entative democracy el때orated in the French Revolution
was formed in the process of conflict , exclusion and reconciliation between liberal
representation and politics of insurrection. This paper, examining discourses of Sieyès ,
Roberspierre and Constant, tries to
rep없애빼vedem따acy.

expl없n

these processes and comprehend conception o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