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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잉힌 정치 성을 기였던 과거의 신인율이 국민 국기리는 새료운 톨 속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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띤연히기 위힌 척도로서 어느 집딘이 징집의 대상이 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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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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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른 히냐는 근대 국인국가 형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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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어 국인국기 애국주의 인즉주의 시인문 묵인 A엔

• 이 논운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슐부)의 재원으로 ~국연구재단의 시원올 받아수행된 연구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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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말
근대 국인국가 형성에 있어서 등장했던 다양한 앤수플， 즉 용건셰의 위기와 자본주의

의 발전이라는 정셰척 요인， 다양한 형태의 강앙과 지배의 요소， 그로 인해 발생하였던 진
쟁， 그리고 그것에 수반된 경제적 행위자와 7Jμ갑의 전문가라는 요인을이 존재하였다 그리
고 그러한 행위자들의 앙통 공간으로서 존재하였던 지1 국(e mpire)， 국개stat야， 도시공웅제

(city) 둥이 경쟁적으로 공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다햄 조건을과 요소들의 경합과 충돌
속에서 근대 국가는 서서히 주도적인 위치를 정하연서 근대의 유일한 정치공동제로서 위상
올 확립하였고， 근대 국가들의 제계로서 국제관계가 형성되었다 이 과갱어 서 주요한 행위

자이자동시에주요한변수로풍장하는것이‘군 líIì)이여，특히그과정은애국주의적시민
군의 근대적 상비군으로의 재연과맞울리는과정이기도 하다
근대 국가 형생에 있어서 핵심적인 두 가지 과정으로 이해되는 것은 초세권의 독점을 흉
한 재정의 확보와 군사적 독점의 과갱이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은 한연으로 자온주의의 발

전과 일정하게 절함되어지는 과정이며， 다른 한연으로 울리적 강압의 옥점 과정은 다수의
전쟁을 겪으연서 이루어지 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와 갇이 근대국가의 생성과 엘전의 과
정에서 중요한 축올 형성하는 군사적 운체에 대한 정치학적 당구가 소흉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소홈항을 에꾼다는 의미와 더올어 더욱 중요하게는 세계화라는 새로운
상항 속에서 그 의미가 새홉게 부각되고 있는 애국주의와 민촉주의의 문제와 결부하여 전
용적으로 중요시된 시민군과 근대적으로 재연되는 상비군의 운제를 살며보고자 한다 또
한본 연구는 다양한 정제성응 가졌던 과거의 신민틀이 국민 국가라는 새로운 툴 속에서 어
영게 국민a로의 전환이 일어났는지률 근대적인 정영제도의 형성올 용해 살며보는 것을 옥

적으로 한다 근대 국인의 형성 과정어 서 누가 진정한 국인으로 여겨졌는가흘 판단하기 위
한 척도로서 어느 집단이 정집의 대상이 되었는지 -

시인권의 문제 -

가 문제가 되었고，

또한 군대가 용원된 인구를 교육하여 국인으로서의 정제성올 싱어주는 역할윷 수행하였

다 국가는 단순히 누구를 정집항 것인가를 넘어서 정집한 군인들에게 새호운 생활 방식，
국가 이녕을 확산하고자 하였다 용원된 영사들은 군대 경협을 용해 국민으로서의 가지와
문화， 언어 및 근대적인 삶의 방식응 제득하게 되었고， 정영제도는 국민을 형성하는 도구로
서작동하기시작했다
기존의 연구들의 경우 근대 국가 형성과 관련한 연구들 혹은 민족주의와 관련한 연구들
은 많이 존재한대Gi dden s

1991; Anderson \990; Hobsbawm \994; 끼lI y

1994， 2뼈， 티 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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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하지만 전쟁 및 군의 문제를 통시에 다루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제한적으로 존재하
는 경우에도 에버와 마르크스적 시각융 결합하여 근대국민국가 형성과 군의 문제올 다루

었다 대표적인 것이 71 든스와 틸리의 연구이다 (G iddcn s 1991; 끼 lly 1994, 2(00). 본 연구에
서 다루고자 하는 근대 국민국가 형성 시기 시민군 혹은 국민의 문제와 국민형성의 문제를
애국주의의 인족주의로의 전화와 관련하여 연구하는 경우는 극히 찾아보기 힘들다 애국
주의의 문제릎 다루는 경우， 제한적으로 특히 애국주의와 공화주의의 문제와 나아가 민족
주의와의 관련성 동의 문제에 집중하여 다루고 있다 (Con에 and Be ll 이d. 2002; Vì roli 1995;

Ka teb 2006; Kantorwicz 1951 ‘ Godechot 1971; $amue11989‘ 3vol; La ng 2(05) 울론 이러한
연구들과는영도로군과관련한흥미로운연구틀，특히본연구와관련하여 인영대，시민군
의 역사와 상비군의 형성 둥과 관련한 연구들이 존재한다(C∞ per

1993; Brady 2006; Harari

2005; Mackenzie 1995) 다안 이러한 연구를윷 상여온다연， 본 연구에서 다루고사 하는 시
민군의 문제 그리고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시민군의 국인군 및 상비군으로의 전환과정에
서 애국주의와 민측주의 관겨 에 대한 문제을은 제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대 국민국가 형성파 시민군의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쟁정이 충청되어 있다 우선은
전흉적으록 정치학의 쟁점 중의 하나였던 시민에 대한 상과 관련하여 시민군 혹은 영역이
갖는 의미와 연결된다 이 문제는 공동제의 문제에 대한 고인 즉 정치화이라는 학문이 시작

왼 를라혼 이래 현재까지 지속되는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근대 국민국가 형성기라는 특정
한 시정과 관련하여 애국주의@따triot i sm)가 민족주의 (national i sm)로 변환되는 과정과 관

련왼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결국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갱에서 시인의 새로운 위상 정업 그
리끄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역항 수행이라는 과정융 거지면서 해결된다 근대적 국인국
가로 전화되는 과정어 서 셰로운 형태의 군의 위상이 정립된다 시민군 혹은 긋민군으로 이

릉으로 이루어지는 군의 위상 재정링 빛 그것에 대한 새로운 연제의 과정은 근대 국인국가
의 형성과 맞뭉혀 있다 즉 이전의 공통제틀

제국， 도시공동제， 등 •

과는 다른 형태로서

묵가’의 성립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작동하는 논리 풍의 하냐가 애국주의의 민족주의로의
연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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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화주의적 시민과 시민군
공동제의 방위와 관련하여 군대는 이미 를라혼 이혜 갱지공동제에서 핵싱적인 쟁점이었
다 그것은 바로 공동제의 안전의 문제와 결합외어 있기 때문이다 플랴혼에게 있어 전사계

급은 공동제의 안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영역으포 분류하였고， 또한 상위계
충으로 간주되었다 。f리 스토댈에스의 경우 시민으로서 군대의 의우룹 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고， 또한 핑요한 것이었다 이러한 선봉 속에서 공화주의자 마키아벨리는 용
명에 대한 거부와 시민군의 필요성올 장초하였다 즉 공화국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그리
고 공회댐의적 덕목의 실현과 그것의 함양을 위해서 시민군은 절대적으로 연요한 요소였
다 그리스인틀의 전투를 치열하게 만든 것은 농정지에 대한 칭당위협이 아니라 신녕， 즉 문
화적 관념이었다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 달복하거나 열퉁한 위치에 서지 않을 것 이라는 신
념이 이들윤 전쟁터로 나가게 안을었다(Lynn

2006, 46)

바료 그리스인들의 명동의식， 옥럽

심， 그리고 시민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그들이 갖고 있던 강한 자긍심이 그런 전투흘 만들어

낸 것이다 시인으로서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그리스인들에게는 중장 보영으로서의 능
력，즉중장비를한엘을갖출수있는놓력을의이하였디HMossé 2002 , 68).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중장보명의 도시등 실현가능한 가장 최상의 제도로 생각했다
충세의 군대는 고대와는 다른 양상융 보였다 일부 도시민영대를 제외하연 중세의 군
대는 소수의 귀족 7μF들과 공인권을 갖지 뭇한 다수의 명인틀로 이루어져 있었다 (Lynn

2006, 178)

기사도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용기， 영예 충성심이었다{ Ouby

2005 , 193-202)

당시의 문학작용이 칭송했던 기사도의 이턱은 주로 힘과 탁월한 용기였으며 ， 판용이 아니
라 무력행사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기사는 수중에 아무것도 지니지 않아야 한 의무가 있었

다 돈을 지닌다는 것은 타락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가진 모든 것을 냥에게 주어야 했던 것
이다 호이정거의 표현을 벌연， ‘기사도에 근거한 사회적 환상은 기이할 정도로 현실과 상
충되었다 -(Hui zinga

1997) 이렇게 현실의 전쟁이 기사도의 이상과 전혀 조화를 이루지 옷

했기 때문에， 귀족 계급은 자신들의 이미지블 유지하고 특권올 정당화하기 위해 기사도와

조화될 수 있는 형태의 전쟁을 원요로 했다 이와 강은 운화적 핀요성 때운에 중세의 군사
엘리트들은 배타척이고 흉체왼 형태의 전쟁인 아상시함， 즉 인위적이지안 완벽한 전쟁을

고안해 냈다 그리고 그것을 흥해 영예와재산올 동시에 실현하혀 하였다
계용주의 철학자이며 「액과전서」의 집원사 증 하나였던 죠쿠르 (J aucourt)는 -유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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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의 병사를은 국가의 신인들 중에서 가장 천한 부류에 속하는 자들이다-라고 알했다
ι.yn n

2006, 2 54에 서 재인용).177j- l 7J7년까지 프랑스 전쟁성 장관을 역엄한 생제르앵 백

작은 자신이 거느린 일반영사들은 -인간쓰레기들이여 사회에 무용지뭉인 X뜸s이라고 묘

사했다 욕히 영국의 정우 지갱학적인 요인 때문에 해군에 대한 중요성은 있었지만， 육군은
소규모였고， 크롱웰의 공화정 시대 이후로 의회와 국민의 불신이 강하였다 따라서 모병제
였고， 비자넬적인 이들

강옥살이를 대선하여 잉대한 엉엉자들 - 이 상당수여서， 인간쓰

레기를이란 표현이 나오기도 하였대Fremont-Bames a찌 Fi sh야

2009, 344) 귀족제급충신

인 장교를이 정집명인 일반영사을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경영감은 귀족계급이 향유하던 엄
청난 특권올 정당화하는 연견에 올과했다 당시 귀족들이 누리고 있던 사회적， 경제적 정치
적 특권은 그틀이 국가블 위해 죽응도 울샤하는 특별한 용사를 한다는 주장， 즉 장교로 복
무한다는 것

·피로 세금을 낸다‘

으로 정당화되었다 귀족들은 자신들오}이 용기와 왕

에 대한 충성심의 기반인 명에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교의 지위를 차지건}는데 적합하다
고 스스로 믿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런 영예심을 정집영인 농촌과 도시의 빈민들도 갖고 있
다고 말하는 것은그들의 주장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던 것이다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주요한 축을 이루는 것은 우력의 독점이다 증세 시기 용건영주
혜 1 에서 절대주의를 거쳐 근대국가로 이어지는 과정은 이것을 잘 설영해 주고 있다 국가

형성의 역A애서 중요한 제기로 제시되는 것 중의 하나는 1648년의 에스트팔렌 조약이다

영토적 정계의 확정이다 이러한 정계선이 출현하연서 전쟁의 양상그리고 군대의 형태 역시
연화왼다 -전쟁의 수앵과 제도들은 중앙집권적 권력의 수중에 정점 집중되었고， 자응 엉적
으로나사실적으로나 국가권력만이 유일하게 전쟁에 뛰어등어 전쟁의 도구들을 관리‘하게
되었다(Foucau lt

1998 , 66-67) 전쟁의 국영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군대 구성원이나 구성방식 풍에 대혜서는 논란이 않았으여， 진행형으로 존재하였다 중세
에 존재하지 않았던 징중화된 군대의 올현은 새로운 국가 속에서 자신의 위상올 부여받았
고， 그것은 각자가 다른 생각 속에서 제시되었다
17세기 종반부터 프랑스혁영직전까지 유컵에서 지배적이었던 군대형태는 국가위잉군대

(state commission

army) 이다Ii. Lynn 199이 상교들응 연대를 오영할 권한올 왕으로부터 위

잉뿔t지안， 연대의 양성파 유지에 대한 구제적인 사항등은 국가가 영문화한 규정에 따라
표준화되었다 국가는 또한 군대를 구제적으로 용제했융 뿐만 아니라 장교단에게도 복종
과 위계질서블 강력하게 요구했다 군에 멸요한 인적자원은 지원영으로 채워졌지만， 대개
사영들은 자방적인 지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속임수와 강요에 의해 입대했다 당시의 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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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군에 지원한 사영들은 사회의 최하계충 충신이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국가나

어떤 영분에 대한 자기통일시가 존재하지 않았으여， 전쟁을 위혜 외인부대틀 모집하거나
외국인 용병을 고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
하지만 중세와 근대의 갈립길에 존재하였던 철대주의 시기에 형성된 상비군(standin g
mny)은 ‘국가위입군대 가 져 계화되연서 명화 시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동장하였다”

상비군의 풍장으로 중앙집중화된 왕권올 형생시키는데 있어서 군사적 옥정이라는 양식을
통해 근대 국가로의 길을 여는 수단이었고， 핵심적 역할올 수행하였다 따라서 정대주의 왕
권올 견제하고자 했던 세력을은 상비군의 유지가 시민의 자유와 부함õl지 않는다는 정융
강조하였다 영국혀영 전후에서도 용링프로 드L 일턴 둥은 상비군에 대한 거부， 시민군에 대
한 의회의 흉제권을 주장하였다 (Skinner 2007, 123- 125) 칸트 역시 자신의 「영구명화론」에
서 -상비군은 정차로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Kant 1992) 칸트에 따르연

상비군은 단순히 실존하는 것만으호도 명화에 대한 상시척인 위험요소가 왼다 왜냐하연
한연으로는 그 군대는 다른 군대에 대해 무장하지 않을 수 없도록 끊임없는 위협을 드러낸
다 다른 한연으로는 그 군대는 자신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에게 전쟁의 모험에 빠져 틀어가

도록 유혹할 수 있는 힘을 의석하게 한다 따라서 영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자는 상시적으
로 무장을 유지하고 있는 군대플 포기해야 한다고 칸트는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 독립혁영
시기에도 상비군의 위헝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1690년대 영국의 장비군은
영 액하게 영국의 사유를 위협하는 제도로 규정되었고 그러한사고가그대로 식인지에 전달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였대Bai l yn 1 999， 3없 384) 따라서 절국 주전투력은 인영대(milili a)，
다시 말해 엽의 수행을 위해 특히 내외의 적과 투쟁하기 위해 위험이 있올 때만 소집되는 국
민군이었다
다른 한연으로 로아 이후 아키아엘리에 이르러 다시 둥장"c는 공화주의 전풍에서 시인

군은 시민들로 하여금 시민적 덕성을 함양항 수 있는 장이었다 그리고 좋은 군주가 되기

1) 얘표 들어 루이 14애 시기 국왕융 호워하는 군대는 다양한 형태포 종재했으여‘ 근위대(ι，"，，， ω
corps)는 왕에 의해 귀 혹 중어 서인 선출펀 장오포 구성되었으여 3ω영으로 구성되었다 그라고
1622 년 아래 흔재해옹 종사대 (mousquetaiπ ，)는 각

250 정썩

2개 무대료 이 역시 귀록종신이었다

그 외 왕궁융 지키는 호위우대(gendarm히，，)가 크게 두 재로 구성 되어 있었는데， 하냐는 프링스
연대(ga rdes-- françaiscs)， 다증 하나는 스위스연대1&'띠e‘ SU I Sse야료 각각 3 ，630 영과 3 ， 200영으로

구성 외었다 욕히 스위스연대는 장교 영사 모우 스위스출신으로 구성외었다{Carrot 1995, 13-14)
2) 프랑스에서 갯 언쩌 진갱한 상비군은 1680년대
대 Lynn 1 996， 5 1히

150 αm 정도흉 명화시애도유지하연서 퉁장하였

근대국민국가앵성기시띤군과애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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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가장 우진이 되는 조건은 용영이 아닌 자신의 군대릎 갖추는 것이라고 마키아엘리는
단언하였다 자신과 자신의 공홍제를 지키는 것이 군주의 첫 번째 덕목이라는 껑을 강안할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자신의 군대였음은 말항 냐위 없다 루소는 유협의 직엽적 상비군
이 두가지 목적을 위해 적합합 분인데 ·하나는 인성 국가틀 공격하여 접령하기 위해서， 다
른 하나는 시국민을 속박하여 노예화하기 위해서 ’라고 비난했다 루소는 상비군에 대한 대

안으로국가의 진정한 보호자는 그 국가의 구생원틀이다 모든 국민은 직엽으로서가 아
니라 의무에 의해서 군인으로 복무해야 한다‘고 계시하였cj-(Rou sseau 19643 , 10 \3 -1014)
루소는 또한 -알핵산더 대왕의 숭리나 호기 로마 공회F국의 숭리는 조국올 위해 띠를 흉힐
줄 알고 조국을 결코 팔아먹지 않을 용강한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쪽군틀
은 정규군을 창설하여 인인을 억압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Rousseau

1964b, 268-269).

상비군의 위헝성과 시인군에 대한 공화주의적 에착 속에서 그 대비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프랑스혁영 시기였다 1 789년의 프땅스 혁명은 근대 국민국가 형성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주권자로서 국민이 둥장하고 국민에 의한 국가라는 민주주의의 개녕。1 형
성되기 시작하였다는 정어 서 그러하였다 그리고 군과 관련하여서도 고대적인 공화주의적

시민개녕에 근거한 군이라는 개념과새호운근대 국가체저 에 부합하는새로운 방식의 군이
라는 개녕이 경쟁하연서 교차하는 시정이기도 하였마

III

프랑스 혁명과 시민군

프랑스 혁영은 근대의 정지행태를 구제적으로 만들어내연서 실협했던 시간이었다 1 8 세

기 계용주의의 끝자락에서 계용주의 현실화싹는 의띠 를 지니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근대적 의미을 지니지만 홍시에 고대적 의미의 부황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우엇보다도 인주
주의의 고대적 의미가 부각되었고， 로마의 공화주의가 부켈외었다 따라서 고대적 시인군
의 의이가 드러난 것 역시 당연하였다 비록 결과적으로 그것툴 간의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양수있겠지안，그과성은영난하였다

프랑스 혁영은 새로운 권력주제호 팍민(naIIOO)융 형성시켰고 그와 동시에 그것을 구성
i>N능 시인 (ciloye n)의 문제흘 제기하였다 시민권 및 시민의 성때)을 들러싸고 다햄} 문제

들과 시각의 차가 존재하였다 하지만 시민권 형성에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였던 것은 재산
의 문제였다 사실‘계몽주의 시대어 느 누구도 보통선거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r백과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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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돌바크(dO H이 bach)는「대표자{representa nts)J라는 항목에서 -시민을 안드는 것은 재산

이다， 국가 내에서 소유을 한 사랑은 국가의 부에 대해 관심올 가진다 륙정한 협약이 그에

게 어먼 일올 암기든지， 그는 항상 소유자자로서 그리고 그가 소유한 것 때문에 앙을 해야
하거나 대표를 보낼 권리를 갖게 된다.고 영시하연서 정치적 권리가 재산권과 밍접한 판련

이 있응을강조하였다(Rosanvallon 1992 ， 46에서 째인용) 따라서 혁영 직후 시민의 모습은
소유자로서 시민(citoye n propri뼈 ire) 이라는 생않)으로 확협되었다
소유자로서 시인 의 상과 함께 중요시되었던 것이 시민군(α toyen soldat)으로서의 상이
다 국인방위군’은 1 789년 7월 13일 국왕의 혀기들 받고 국민의회의 요구에 의해 질서유지
를 위한 복적으로 창성되었다 하지만 국민방위군은 행동하는 국민주권으로서， 국왕의 정
대주의에 대항하여 새로운 힘올 현시하였다 창설 다응날 바스티유의 정령은 바로 이러한
상징적 중요성용 보이는 것이 었다 1 790년 12월 국인앙위군과 관련한 엄령 은 ‘투표권을 가
진 적극적 시민에 한하여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영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투표권(droit

vote)과 방위권(droit

de

de défense)이 통일한 형태의 사회적 항의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무엇보다도 그것의 기저에는 재싼1 결정적이었응을 의이하는 것이었다
이미 1 788 년부터 1 789년 초에 이르는 시기에 여러 도시들에서 귀족들의 응모에 대항하기

위해 그리고 인중쪽동에 대비 6 기 위해 부르조아플을 중싱으로 국민군 (garde nationale)이
초성되었다 그것은 이이 전용적으로 존재해 오던 일종의 시인민영대 (milice bourgeoise) 의

성격이 강하였다" 특히 대공포‘와 함께 프땅스 전역에 국민군이 초성된다 :Le febvre 2002)
당시 국민군은 귀족들에 대항하는 측연도 있었지만， 동시에 주요하게는 질서의 유지자로
서의 역힐이 지대하였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혁명이 진행되연서 부르초아을에 의해 정싹

왼 의회의 시각에서 국민군은 질서의 유지자 경제， 군사， 종교적 정책의 실행자였다 1790
년 2원 23일 영툴에 의해 국인군은 소요사태와 관련한 인지를 흥해 개업이 가능하게 되었
다 예를 들어 1 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합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따려 시민을의 봉기 당

J) 부프조아 인영대의 기원은 1445년 왕의 영령에 의해 안틀어지연서부터였다 이후 1688과 1691 년
루이 l씨애 의혜 제계적인 제2의 군대료서 자리잡기도 하였다 그것은 일자적인 왕의 군대와는 구

영도 어 지역의 질서유지， 화재진앙， 엉죄에영 동의 임우툴 가지고 있었다(Carrot

1995. 12- 14) 시민

을애제 그것은 권라이자 의우였다 혁명 초기에도 민영대로서 국민군은 그등의 재정이나 함흥 동
에 '1 추어 올 때， 시민군 (ci tizen -soJ띠lπ)의 성격보다는 지역공동체의 1 안융 당당하는 자융적인

성격이 강하었다 (C liffo띠

1990, 851). 이러한 이유얘서 그틀에게는 하나의 일레아가 있었는데 그

것은 질서유지라는잉우와 용시에 귀촉주의적 질서에 반대한다는 영분 사이의 갈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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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국민군의 516이 인민의 면에 가답하였다(Bertaud 1988, 24). 그리고 이후 혁영의 진행과정
에서 국민군은 지속적으로 인민의 연에 가당하연서 핵영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이쳤다
순수하게 부르조아적 전앙을 지녔던 국민군이었지만， 인민들의 용기에 창여하면서 일정한
자융권올 행사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혁명에 적극적으로 가당하였다 또한 1 789 년 8월 4
일 망 이른바 용건적 권리에 대한 예지가 선언되연서 용시에 국민군 내에서도 장교선충에
있어서 신분자별이 정예되었다

국민군과는 별도로 팡의 군대로 존재하였던 정규군은 도시， 놓촌 둥에서 지원영등에 의
해 새룡게 충원되었지만， 그들 역시 긍격한 정치화 과쟁을 거치면서 애국따 시민들， 봉기농
민틀에 대해 총을 겨누는 것올 거부하였다 왕의 군대는 용기자들과 연대하는 부류와 그들
에 대항히F는 부류로 분할되었는데， 대항하는 부류들은 대부분은 외국인블로 구성된 부대
。꺼나 파리시민들과 다른 지방어를 사용하는 사랑등

알사스인이나 로렌인들 - 의 군

대였다(Berta뼈 1985 , 174) 따리의 용기자틀과 연대하고자 하였던 왕의 군대는 스스로를
국민의 일부로 선언하연서 짱이 아닌 라따예트(μ Fayette)의 영령안을 듣겠다고 선언하였
다
1 790년 6월 1 2 일 법령 (décret)이 있기까지， 국민군은 지자체의 관항에 있었다 이 엉영에
의해 국인군의 충원에서 시민권에 대한 죠항과 연계지어 제한윷 두었다 즉 시민으로서 정

치적 권리가 적극적 시민’과‘소극적 시민’으로 냐뉘연서 전자에 한해서만 정치적 권리를 앵

사힐 수 있게 했듯이 ， 그들안이 국민군에 연성될 수 있었다 고대 그리스 이래 시민의 의미
가 공동i 에 대한 앙어의 의우와 권리 및 갱치적 주권의 행사와 연결되어 있응을 그대로 보
여준 것이라고 항 수 있다 당시 라보 생태티엔느 (Rabaul Saint-El ienne)의 경우 의회 토론
에서 국인군을 국민 자체로 인식하고 있응을 보여주고 있다( Devenn e 1991, 56). 따랴서 국

민군의 충원은 시민권 개영에 의존하연서 제한적으로 유지되었다‘1 당시 그러한 이해는 시
예스 (S i eyès)가 양한 ‘제 3신분이 곧 국민‘이라는 주장과 풍일한 맥락에서였다 시인에 대한

4) 툴론 당시

원칙적으호 국민군의 구성원 능동적 시인이어야 했지안， 1790 년 2월 18일 엉흉은 능동

적 시인이 되기위혜서 3 일의노동애해당하는잉긍융 세긍으로냥부한경우，단중단없이 16연군

복우흉 한 정우 능웅적 시민의 권리흉 부여하였대Bertaud 1988, 47). 여성의 정우 1792 년 3M영의
여성이 여성 고유의 군대용 만등어당라고 청원용 제기하었지만‘ 허팍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일부
몇몇 여성등 냥생 ξ로 연장하고서 군대에 지원하기도 하였다 사실 자코뱅의 산악여가 권력융 장
~하연서 여생의 공적 영역애 대한 진잉은 어려워졌다 프랑스 혁영 당시 여생의 공적 영역에서의

권리에 대해서는 핸디스.(Landes

1988) 창조

270

힌R정치언구 저 11 9집 제1 호(201이

규갱어 서 놓동적 시민에 대한 규정에서 ‘노홍의 기준은 영종의 도덕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
이었다 즉 비소유자는 그들의 게으픔의 경과로서 정체적 상횡올 초래한 것으로 딴단외었
다 따라서 국민군 역시 제한척인 것은 시민권의 경제적 정의에 대한 반영이었다
1792 년 4월 20일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언저 선전포고가 이루어지고 혁영전쟁이 시작되

면서 핵영은 프랑스만이 아닌 유럽의 문제가 되었다 개전 초기 이미 장교의 갤반 이상이
망명하였고， 애국주의적 사병 혹은 민영대와 귀족주의적인 지휘부와의 갈퉁이 있는 퉁 문
대는 혼란상태였고 초기의 전투어 서 패배를 거듭했다 하지만 초기의 이러한 왜배는 오히

려 시민들의애국주의적 영정올불러 일으켰다 " 7월 11 일 의회는 ‘초국이 위기에 처했대 a

patrie en danger)’고 선언하였고， 수동적 시민 역시 국민방위문에 가잉
법령에 의해

1792 년 7월 3 0 일

할 수 있게 되연서 상황은 급연하였다 우선 프항스 내부적으로 8월 10일 봉

기가 발생하고 공화국의 선포와 국민공회의 소집 그리고 공포정치로 이어진다 이제 국민

방위군에 가입한 모든 영샤들

능동적， 수통적 시민올 막론하고

시인의 정치적 권리를

누렬 수 있게 된다 조국의 방어， 즉 모든 시인이 방위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공동
체에 속한다는 사실 즉 투표권올 행사한다는 사실의 g현이었다 이 때 퉁장한 4F윌로트들
은 자신틀에 속한 주권을 직접적으로 챙사하기를 원하였다 파리 시민들은 -시민의 어떤 특
정한 계급도 조묵을 수호항 배타적 권리를 독정한 수는 없다”고 선언하였다(Soboul

\984

(上)， 244어 서 재인용) 애국적 시민이 된다는 것은 정치적인 권리의 행사와 풍시에 군대의
의무툴 용한 시민의 권리툴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적극적 시민‘과 소극적 시민 사이
의 구분이 사랴지연서 정치객 권리에 있어서 자멸이 없어지고 당연히 하충인민들 즉 상컨로
트을 역시 국민군에 틀어올 수 있게 된다 특히 농민들에 의해 충원왼 수가 거의 3 분의 2릎
차지하게된다

1 79 1 년의 첫 프랑스 헌엉에서는 육지와 바다의 무장력이 분영하게 고수되지안， 2 년 후 제
l 공화국의 헌법은 ‘공화국의 일반적 힘 ( force

인은 군인이다{Tous

génerale de la Republique)', 즉 -모든 프랑스

!es françai s 5O n! soldat sf는 양로 전환핑으로써 ‘국민군의 위상을 확

립시킨다 이러한 시인군 혹은 국민군。| 자유 혹은 공화국과 맺는 관계는 애국주의적 문제
설정 즉 자유 국가의 실현과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설현이라는 의미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었다 1792 년 8월 10일의 봉기，그리고루이 1 6 세의 처형 등으로 혁명은급신화되 끄유럽은

5)

1792년 4월 26'일 스트라스부르그에서 루제 드 링Æ.(Rouget

de

Li sle)는 국민적이여 혁명적인 열정

올 노래한 ‘라인주둔군융 위한 군가흉 작곡하였고， 신성한 애국심의 대상으호서 죠묵의 수호용
노래하였다 이것이 국개없:ru 즉 랴 마르세이에즈(La Marseillai s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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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대항하는 동앵을 형성하였다 1793 년 2 얼 24일 30 만 흥원영이 내려지고， 징병의

원칙에 따라 1 8 세에서 40세 남성에 대해 정집령이 내려진다 1 793 년 8월 23일 국민공회는 남
성， 여성， 노인， 어린이 각각의 계층이 조국에 대해 해야 할 임우에 대해 나열하연서 총동원
령

Lcvcc en masse) 올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이제부 터 적군이 공화국 영토로부터 쫓겨나

갈 때까지 모든 프랑스인은 군대에의 복무률 위해 영구 정집왼다 젊은이는 전쟁터로 갈 것
이다 기혼 냥자는 무기를 제조하고 식량올 운반항 것이다 부녀자는 악사와 제복을 안을
고 병원에서 간호를 맡올 것이며， 아이들은 현 린네프 천으로 외과용 가아제를 안을고 노인
네들은 광장에 모여 장l영틀의 사기를 고무하고 군주등의 증요심과 공화국의 용함성을 가
르칭 것이다~(Sobou l 1 9없(J:)， 3 23에서 재인용) 이제 전쟁은 국인의 전쟁이 되었고， 인민의

총혁전이되었다”
군대의 급격한‘국민회f{ natÎona1i zation)' 가 진행왼다 ” 새로운 군홍합엉과군연성법 에 의
해 장교와 장군을까지도 선출되었다 생쥐스트{Saint-Jusl운 -군대의 특정 지휘관올 선출
하는 일은 영사들의 시민권에 속하여， 장군윷 선출하는 일은 전체의 시민권에 속한다-고
선언했다(Sobo，' 1 984(下)， 57에서 재인용) 혁명이 급진화되는 1793 년 이후부터 파리 시민
들은 다양한 클럽 활동을 흥해 직접민주주의을 실현하였다 그와 마찬가지로 국민군은 병
사들의 협의회’릎 또떨어 유사한 경험을 하였다(8"'"ω

1985, 189) 거기에는 더 이상 장교

도 부사관도 명사도 없었다 혐의회에서는 오두가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명퉁한 구성
원만이존재하였다
그러한 의미어 서 문대는 시민의식의 학교호서 작동하였다 이러한 문대의 기여에 대하여

이 국민개영군대

popular conscript anny)라는 새호운 형태의

군대가 국가위잉군대융 대쩨었대 Lyn，

1996b, 360). 녁민깨영궁대는 자국 국민을로안 영력읍 충원했고‘ 이틀 시인영사는 국인과 조국융
위해헌신한다는신녕을갖게외었다 클싹우제비츠는이러한현상융다옹과강이요사힌다 ‘전
혀 상상하지 옷했던 전투쩍이 1793년애 용현했다 션갱은 을연히 국민적 관싱사가 되었다 자신용

국민으포여기는 인구는우려 3 천만 멍이었다

프랑스 국민이 전쟁에 장여하게 됨애 따랴 정부와

문융 대신해 천제 국민의 비중이 힘의 균형을 좌우하게 되었다 "(Clauscwilz

1998, 389) 클랴우계

에츠는애국심이프형스혁영에의혜호리영엮 ξ호을려나온강억한"징이며，이 A징용다시효
리영에 71'용 앙엉은없다고생각했다

7) 국인회(nationaJ i sation) 의

의이는 프랑스혀영 당시 륙영한 의미응 지니는 것이었다 애용 틀어 프

랑스핵영 당시 귀족이나 교회의 재산올 국인화{nati ona1i sat ion)한다는 것은 단순히 국유와라는
의미에서 소유권융 B댄다는 의미 이상으로 국민의 것으로 안드는 것이여， 그 과갱응 곧 국민의
주처로서의형성과정과맞울려작용하였에Rosanvallo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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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쥐스트는 -우리가 숭리을 엉는 것은 수와 규융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화주의적 갱

신이 군대 내에 뿌리블 내릴 때 7냄합니다 i라고 밸}연서 군대내의 애국주의가 숭리의 척
도입올 강조하였다 (Berta ud

1985 , 199) 당시 군사지휘권은 민간권력에 있었으며， 그것은

군대란 혁영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인식어 서 그러하였다(Sobo"1

1984

(下 ). 58) 초국의 위기 속에서 혁영 전쟁은 한연으로 조국 방위전쟁이었고， 특히 그것은 자
유와 명동의 이녕을 실현하고 있는 자신등의 조국올 지키기 위한 전쟁으로 인식되었다 물
론 혁영 7}을 역시 국민방위대의 혁영열기와 애국싱을 고취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마라{Marat}는 1 793 년 | 월 27일 상뀔로트가 군대의 우두머리가 되지 않는 한 자유플 위한

숭리가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에에르( H ébcrt) 역시 영령권자의 자리어 서 응모가을올 제
거할 것올 요구하연서 국민에 대한 정화{puri fi cati on)의 작엽을 진행하였다 어 에르는 ’귀
족플을 제거하지 않으연， 그들이 우리룹 축일 것이다.라고 확언하연서 시민을 선동하였
다
국민군 내부에서 장교들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그들의 군대에 속한다는 것에 대한 사항

과 영광， 영예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산악파에게 군대는 일종의 공화주의 쟁신을 습
득하는 교육기관이었다 생 쥐스트는 'lI사틀이 소유권 및 정치적 권리을 행사하연서 공화
주의 원칙올 실챙해 옮길 것이라고 생각했다 (Bertaud 1988, 192). 당시 군대 내부어 서 사용
되던 양호툴융 상며보연 흥미롭다 암호등은 고대 로아 공화국으로부터 온 것을 - 턱성， 용
기， 숭리 로마， 카토{Cat이 단일성 (unité)， 형제애( fralcmilé) 퉁올 비롯하여 엉찰과 국민공
회에 대한 복중올 의미'1-는 단어 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군대 내에서 다0"한 연극항통 풍
을 흥해 애국심과 공화주의에 대한 고취가 이루어졌다 또한 나라 전제의 수준에서는 자연
스럽 게 시민축제를 용하여 군대와 인인 간의 연대등 강죠하였다 이미 이전에 연앵제는 울
론， 불룡 당환올 기녕하는 축제 풍이 그것이대윤선자 2(08) 혁영력 2년 애국주의적 영사
의 회생올 추모하는 축제는 자코뱅이 자신등이 지키고자 하는 원칙의 교육 목적올 위해 이
루어졌다 1 깨2년 4월 1 5일 샤토비원Chateau 씨 eu x)에서 이루어진 스위스영사들에 대한 추
모축제가그것이다

프람스혁영과 합께 프랑스 내부에시 애국주의적 용원과 애국주의적 시민의 형성은 프랑

스라는 국민국가 형성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혁명 전쟁은 프랑스 핵영이
저 기하였던 근대적 이녕들 특히 자유와 명등의 문제즐 유럽 z!ι국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
다 또한 동시에 오히려 더욱 미 충요한 의미에서 유럽에 민족주의 시대를 열었다 프랑스의
핵영군으로부터 공격에 대항6때 유럽 킥버은 자기 나릉대로의 애국주의적 내지는 민족주

근대국민국가앵성기시인군과애국주의

273

의적 동원윷 이루어냈고， 그것을 계기로 근대적 형태의 국민국가 형성의 길로 정어들었다"
프랑스 내부에서 는 혁영과 반혁명， 외부적으로는 프랑스 대부분의 유럽 다른 나라들과 대
링하연서 네이션， 조국， 애국주의 동의 개념도 변화하기 시작한다

IV 국민의 군대에서 국가의 군대로
프랑스 혁명과 이후 나올레용의 전쟁올 거지연서 이후 1 9세기의 과정은 고대 이래 공화
주의적 애국주의의 문제성정파는 단쩔응 이룬다 고대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개인이기 이전
에 공동제의 구성원으로 존재하였다 하지만 근대 민주주의는 근대적 개인의 탄생과 개인
틀의 영웅의 실현

내지는 토크빌적인 의미에서 조건들의 영등화 과정 -

의 역사와 경합

되어 왔다 근대 민주주의에서 보풍선거권은 권리이자 절차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따

라서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의 의이 속에서 공동제의 구성원으로서 자유의 실현과 공동제의
덕욕의 실현용 위해 존재하였던 시인군의 위상은 이제 근대 국민국가 속에서 새홉게 규정
된다 근대적 국민국가라는 틀 속에서 기존의 지유에 대한 판녕， 시인권의 개녕 등이 재배치

되고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가운데서 시민군 역시 새로운 위상흘 가질 수밖에 없었다 국
민국가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국제관겨 에서 군대는 국가의 앵창

는 제국주의적 식민지 개척과 제국주의간의 충동 퉁

자본의 앵창이 추흉하

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였다 따라

서 기존의 공와주의적 전용의 시인군 개념이나 애국주의직 요소는 거의 상실되었다끄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요소의 부재 속에서 군은 존재항 수 없었던 것이
고， 그것을 대제하는 작인이 민촉주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테르이도르 이후 축제에서 군대 와 인인 사이의 연대가 강죠된다 공식적 연설에서 ·군대
는 헌법적 기초의 경E 혼들일 수 없는 71 둥이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연설의 문구였다 정

부가 이러한 방식으로 군대와 인민의 연대룹 강조한 것은 왕당파의 유령 그리고 인민의 용

') 대g적인

에가 톡일의 애국주의 혹은 인족주의이다 예나 선푸에서의 패배 이후 프로이센은 올욕

올 강요받았고 그러는 가웅데서 젊응이흩응 덕성회(Tugendbunde)랴는 反프랑스조직올 만등었

고， 단순한 애국주의등 녕어 톡일인쪽의 대동단정융 우르짖는 쪼직을용 오별기도 하였다 또한
띠히태의 「옥일국인에게 고항J은 훗냥 r정쟁옹」용 쓸 올파우제비츠 등의 젊은 장교틀에게 영향
응미쳤다 프효이샌명사들은‘국왕이아니라조국옹 외치게 되었다(Fremont- Bamell
2009， 46μ6이

and F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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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서히 국민군과 인민 사이의 공
화주의적 연대는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1 797년 자코 뱅과 %별로트의 월락， 왕당파의 세력

화 속어 서 공화주의적 부르초아들은 일정한 정 i 척 한제를 드러내 보인다 서서히 장굽들
은 자신들의 고유한 독자적인 힘을 얻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국가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 시
작하였고， 꾼을 자신의 충실한 부하들로 만들었다
1 796 년 보나파트트의 이당리아 정책은 하나의 영백한 분기점을 이룬다 개인적 야심이

정책겸정의 주된 동기로서 국민적 요구를 대신하기에 이 르렀던 것이다(Sobou l 1 984{下)，

168) 이러한 엔회번 그것이 군사적 숭리에 뒤따트는 위광으로 장식되었던 만큼 더욱 위험
한 것이었다 애국주의는 공화주의적이고 휴머니즘적 속성을 상설했고， 민족주의가 나타

났다 이리하여 공민정신과 혁명적 열쟁은 외국에 대한 정멸감， 군사적 영광， 국민적 허영심
흉으로 바뀌어 갔다 위대한 민족(Grandc Nation) 이라는 민족적 자안감을 울어넣은 알은

총재정부 말기부터 유행했다 시민군은 자신의 운영을조국( Ia Patrie)과 자신을 일치시키 는
전능한 지도자의 손에 맡기게 되었다
1798 년 9 월 5일의 정영에 관한 주르당 냉(l oi de Jourdan)과 함께 사회의 군사화가 시작
되었다 주르당 법융은 강제적인 군복무서비 스제도를 도입하였고， 미혼의 20-2 5세 남성의
의우북우을 제도화하였다 군대는 서서히 국민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주

르당 법률용 흉한 정병지l 원칙과 함께 직업적 군대 즉 새로운 직업주의가 탄생하였다 나올
레용 군대의 징집기한은 6년으로 장기옥무에 따른 직업주의가 가능하였다 이셰 군인들에
게서 자신과 초국 혹은 국가보다는 군대라는 조직과의 통일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군
내부에서의 시민교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1 798 년 군의 현황을 보연， 기존의 국왕의
군대 용신은 3.3%, 지원영은 27.~‘， 1793 년 30 만 거영에 기원융 두었던 군인은 1 8.2%로 줄
었다( Bertaud 1988, 277).91따라서 이제는 공화력 2 년 이후 정집올 용해

충원된 사랑들이

다수릎 접하기 시작하였다 잘 훈련되고 장조직왼 군대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연환은 정집의 방멍에 있어서도 질적인 변환융 가져왔다 나플레옹 군대의 숭리
요인으로 많이 드는 것은 군대의 기동력이었다 동시에 징집의 빠른 속도에 있어서도 다

른 군대를 놓가하였다 체제적이고 신속한 정집제계를 갖추었던 것이다 혁영 시기 자발적

9) 119 1 년

지원자는 10만영수준 1792년지원자는 20 만 영이 녕어성다 1793 녕총동원령 시 m만영

의 지원자가 있었다 그리고

" ..년까지 지원자는 꾸춘히 중가하여 100만 영에 이트었지안， 깨7

년에는 38 만 명까지 하락하였다 1800 년에서 1814년 사이 나용레용의 군대는 200 안 명용 유지하

였는데 그것은정영셰에가언한것이었대 Lynn 1989.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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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원군에 크게 의존하였다연， 이제 나용례용은 징집을 제계적인 행정을 용해 조직적으
로 이루고사 하였다 이것은 근대국가 제제에서 행정제계의 확립과도 연관되었다 혁영 이

전 지방제도는 자치적인 코뭔(commune)과 지역 (région)이 있고 혁영과 함께 그 중간단위
의 챙정재계로서 도 (départemcn t)가 설치되었다 도에 는 도지사φ며 fet)가 중앙으로부터 따
견되어 중앙집권화왼 체제를 성립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코원
은 주요한 자치단위로서 주민들의 생황에 일정한 영향올 미치는 자치행정기구로서 역힐L이
지대하였다 나용레옹은 E윈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증앙의 행정체계틀 강화시키기 위한 수
단으로서 다시 E원과 도 사이에 군 혹운 구(aITondi ssement)‘를 설지하고 군수나 구청장
(sou s-prHct) 윤 두어 보다 일원적인 행정제제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지방행정제계
가 퉁장하논데 주요한 역항을 한 것이 정병제도였다 즉 보다 제계 적인 정집을 위해 행정재
계를 확립하였던 것이대ι'oloch

1986) 이러한 점을응 온다연， 근대국가 체제의 성립에 있

어서 관료제의 성립의 기반이 되는 행정체계의 성립이 국가에 의한 군사적 독점의 과정에

맞을려 있응을 알 수 있다 정영2 가 곧 인구 (populat i on)에 대한 관리와 봉제의 차원에 서
국민 전체에 대한 전일적인 인지의 과정과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으여， 동시에 그 과정은 전

국토에 대한 전일적인 행정제계의 확핍과도 정합되어 있었다
이렇게 정집왼 군대는 이제 독컵적인 제계와 원척을 갖추어갔다 나툴레용 군대는
혁명전쟁융 거지연서 고정된 사단제제를 확립하였고， 2 ， 3 개의 보 영 사단에 자제기명과
포영전력을 갖춘 실질적인 축소판 군이라 할 수 있는 영구적인 군단체세를 확립하였다

(Frcmont-Bames and Fi sher 2009, 43) 그리고 군단에는 고쟁 장오진이 배치되었다 '"' 이러
한 군대조직의 변화와 더같어， 군대를 유지히는 원칙의 차원에서는 근본적인 연화가 있었
다 원척의 욕연에서 불 때! 이전 혁영 시기의 군대 가 -덕성의 군대-였다연， 나플레용의 군대
는 맹예의 군대’였다(Lynn

1989) 앙서 조국의 위기와 함께 혁명 이 급진화왼 시기 공화국

은 시인의 덕성을 강조하였고， 군대 역시 되성스러운 시민틀의 사방적인 지원에 의해 확대
되고 힘을 가졌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진 상황에서 군대즐 유지하고 전쟁융 숭리모 이끌기
위한새로운 장치가 일요하였다 그래서 나올혜옹 이 새옵게 제시한 원칙이 -명예의 군대 i였
다 그것은 특히 영사를애게 보상과 증진을 애개로 한 사적인 이익의 자극이었다'" 또한 능

\0) 1 9세기와 20 애 기에 위세틀 영친 프로이샌식 창모에도 역시 1806년 프로이 샌의 애에에서 비룻핀
{!-용로 나용에용에 그 원휴가 있다고 용 수 있다{Fremont-Bamcs

and Fisher 2α)9 ， 63).

11 ) 이 시기 명예는 중세 기사얘제 요구되었던 영예외운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었다고 양 수 있다 우

엿보마이 시기 영여 는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이익의 설현이라는 액랴으로 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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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올 발휘한 이틀에 게 레종도뇌르( Ugion d"honneur)라는 혼장이 주어졌다 1 8영의 장군을

개인의 능력과 충성도에 의혜 원수로 선발하였다 이툴은 나용레용 군단을 이끌었으여 두
욱한 봉급이 수반되었다 원수의 꿈은 모든 프랑스 군인들의 마음 속에 자리장은 포부였
다

군대는 이제 울리적인 거리어 서나 정신적인 거리의 촉연에서나 정정 국민과 멸어져갔다
1795년부터 혁영군은프랑스가아닌 영토에서 작전을개시하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약
활에 의해 보급을 총당하였다 그것은 시민군이 가지는 존경을 포기하는 것이었고， 결국 그
지역인들로부터 조롱올 당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공회F극의 덕성이 강조되던 시기 약탈을
전연적으로 긍지하였던 것과 대초적으로 이 시기 군대는 보급이 원활하지도 않았지만 그

것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약탈을 강요받았고 당연하게 생각하였 Q(Lynn 1989, 161) 군
대까 정정 프랑스로부터 멸어져 외국 영토로 진출할수록 욕자적인 활통세력이 되었다 영
사들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간주되지 않았다 사실 나폴레용의 군대로 프랑스 본토로

멀어지면서 또한 숭리를 거듭하면서 군대의 성원은 외국인틀에 의해 많이 충원되었다 나
올레용 군대의 최대 승리 중의 하나인 1805년의 아우스터리츠 선투 때와 달리 1 809 년 엄요
스트리아 전쟁올 시작항 즈응에 프랑스 군대는 라인동앵과 이달리아， 폴란드에 더해 나폴
리 왕국1 스에인군대까지 동원되어 구성되었대Fremont-Bames

and Fi s야r 2009, 190). 러

시。녕 공격할 당시 %반 대군 중 절반이 외국군으로 충원되었다 전쟁 수앵지역이 온토로
부터 열어지면서 외국 영토의 점령은 영사들에게 임금올 지물힐 수단으로 마련하는 재정적
수단이 되었다 군대는 시민 권력에 대해 독립되어 갔다 승리는 공회국의 숭리가 아니라 자

신들의 숭리였고， 그혈수록 보나파트르는 더욱 부각되었다 그것은 이미 1797년 7월 14일
밀라노에서 보나따르트를 공화국의 구원자로 요사δF는 자발적인 행진。1 이루어지고 전쟁
영웅으로 부각시키면서 예고왼 것이었다

V. 근대 국민국가와 군대
명예혁영 이후 영국은 제져 적인 근대국가의 모습올 띠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특히 자본
주의발전과결합하연서더옥그러하였다 영예회영이후보다근본적인 재정혁영 (fi nancia l
Revolulion)'을 흥해 영글랜드 은행을 설립하고 증권거래소를 확립하연서 자본주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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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제도적 기반융 갖추었다'" 전쟁 및 군과 관련하여 특히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근
대국가는 이제 서서히 영구적인 전쟁국개 pennancnt

war 잉ate)’의 모습을 띠기 시작하였다

(Mann 1988, 108). 1700년과 18 1 5 년의 군비지출윷 비교하연， 물가지수를 고려 하여 1 5 배 물가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30배 이상 - 증가하였다 영구적인 전쟁국가’란 국가의 전

쟁관련 예산이 일단 중가하고 나연 전쟁이 끝난 뒤라도 이전 수준으로 다시 영어지지 않는
다는 것올 의미하였다 이 시기 국가의 재정은 대부분에 있어서 외국과의 전쟁에 의해 지배
되었다 전쟁이 직업군인과 상비군을 증가시켰으며， 이로 인해 군사비 지충은 전쟁 시에는
전비 지출로， 이후에는 전비에 대한 벚 때문에 중어들지 않았다

사실 이러한 국가의 군사비 지출은 단순히 군사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러한 군사적 모혐
융 밍요로 했던 1 8세기 이후 유럽 자본주의의 발전과 결합되어 있다 즉 원료와 상용 시장
을 찾으려는 유럽 자본주의 국가플의 해양진중과 맞물려 있다 해외진출이 국가적 사엉으

로 체계화되기 시작한 첫 예는 근대 이후 최초의 제계적인 헤게모니국가를 이루었던 네덜
란드이다 (Arrighi 2뼈) 네덜란드의 헤게모니가 정점에 이른 이후 하락하기 시작한 시정은

유럽에 근대국가 체제가 성링하기 시작한 시정과 맞블린다 즉 종교전쟁의 종결 이후 에스
트팔렌 초약이 체결된 시점은 유협에서 새로운 혜게모니 장악을 울러싸고 영국과 프량스
가 경쟁하는 시점이며， 세계적 차원에서 정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정이다 따라서 국져관
계의 요인에 의한 군사력의 중대는 절정적이다 즉 근대국가의 영토적 경계가 설정되기 시
작하연서 국민경제 라는 경제적 정계 및 군사적 경계가동시에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울론 19세기 자본주의 발전을 고려한다연， 군사력에 기반한 국가의 공권력의 성장이랴
는 측연이 존재한다 즉 자본주의의 1알전에 따른 노동자운동의 성장 그리고 그에 대한 국
가의 개잉이라는 기능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군사력의 중대가 내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
어진 측면은 외부적 요인 즉 외국과의 전쟁이라는 측연에 비교한다연 부차적이다(M ann

1988, 110) 그러한 의미에서 온다연， 군사지상주의 ( mîlitarism)적 경향과 자본주의와의 상
관관계가 우렷하게 존재'f-는 것은 아니다 그힘에도 블구하고 근 대국가가 기본적으로

16

세기 말에 시작왼 군사혁영 ( military revolulion)에서 출발한다는 약간은 과장된 주장처럼

12) 영국의 영얘혁영의 진챙과성꽁에 작용했던 요인를 중에는 프링스 푸이 14세의 정책‘ 예연란드 오
엔지공의 선택 풍의 요인들이 중요하였다 영국이 영예혁영융 거지연서 유럽의 영강으로 진충하기
까지 유렁영?염의 세력관제와 전쟁이라는 요인은 주요하였다 재갱핵영 역사 전쟁의 연요와 명
예혁영의 결과였대 p，"，α

2009, 154-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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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무시항 수 없는 부분이다 '" 산엉혁영이 가져온 효과에 따라 철도와 흉신의 발달이 전
쟁 방식의 연화를 가져왔고、 그 전개양상을 변화시컸기 때문이다

물론 나폴레옹의 군대가 이전과는 차영성융 갖는다는 점에서 역사7f들이 주목하는 것처

럼 19세기 초반에 많은 연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프랑스 혁영과 이후 혁영 전쟁은 시민
전쟁 혹은 이전의 제한전쟁으로부터 전연전으로의 선환의 계기였다 1 792년 발이전투가 보

여주듯이 전쟁은 국민에 대한 총동원령과 함께 시작되었고， 전쟁이 전개되연서 그것은 전
연적이고 전국인적인 젓이 되었다 하지만 장기적 흐릎 속에서 판단한다면， 패러다임의 연
옹이 발생한 것은 오히려 1 860년대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860년대의 전쟁은 분
영 이전의 전쟁과는 다른 성격을 띠었다 프로이샌과 오스트리아의 전쟁 그리고 프로이샌

과 프랑스의 전쟁이 그것틀이다 우선 거대한 규모의 갱징을 흉한 군대와산엉화를 이루기
시작하고 새롭게 국민국가의 오습을 갖춘 나라들 간의 전쟁이 되었으여， 이제 총력전 (1이， 1
warfare)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전쟁이 사회의 중요한 업무로서 그 위치가 고양되었고， 사
회조직의 전보}이 군사적 목적을 바당으로 재연되는 이른바 군사지상주의가 풍장하였다(박
상성 1996, 23 1)
산영화에 따라 철도교흥과 같은 대량수송 수단이 발전하고 전보와 같은 빠른 풍신수단
의 발달은 수백만을 통원할 수 있는 7 f'õ-성융 열어 두었던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도 한

몫하여 총포기술의 발달에 따라 군대의 전슐에 영향을 미치고 정집의 방식에 있어서도 근

본적인 앤화가 발생하였다

…프로이센의 상모제도가 1 9세기 후반 전 세계 군대의 기본적인

13) 로어츠，(M . Robcr1s)는 군사핵영 (mili tary revolution) 이라는 개녕g 용해 근대국인국가의 캉현융
처읍으로 설영하고시 하였다 그는 15 60년에서 1660년 사이에 진충혁영， 군대규오의 급충‘ 대당한
공세전략의 충현， 전쟁의 사회애 대한 영향력익 증대 풍의 측띤용 고창하여 그러한요인을로 인해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주의적으로 용지되는 국민국가리번 조직체가 16 애기 영에 충현했다고 주장
하었다 그 뒤로 따커 (0.

Parker), 로서스 (C Rogers) 융핵 (J . Black) 둥응 시기의 차이틀융 재기하

연서 군사혁명올 혼허싼 다양한 논의등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논의등에 대해서는 이영횡{2(07) 창
조 이러한 견해등의 차이에도 올구하고 군^I 적 연화 욕히 전쟁의 확대와 그것의 국가에 의한 독
정 그러고 그에 따른 군대의 제계화 풍은 근얘국가의 앵성에 경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음응 얄 수
있다

14) 나용에용 시기 어스킷(musk이)은 50야도가 정아했고 2ω야드가 녕어가연 우의이혔다 1870년에
유럽의 주요무기는 과학적으호 갱일혜진 라이융{ ri f1 e)이었으며， 500야드가 정확했고， 2-3 ，α”야
드까지 효과가 있었다 또한화약용 총구가 아닌 총의 후이어 서 장전하연서 속도용 빠흐게 하였

다 프호이샌과 오스 트리아의 전쟁( 1 866)에서 프로이샌군이 6엘옴 방사하는 동안 오스트리아군
은 한얀융 얀사안 수 있었다 부섯롤에 의한 격양 (flint-Iock )이 아니라 충격뇌판땅식 (pcrcussi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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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응 이루기 시작하였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오스트리아 군은 나플페용 전
쟁 시대의 모승융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면， 프로이센 군은 올트케(M이t ke) 장군이 이끄는
새로운 군대였다 새흡게 건설왼 철도릎 이용하여 빠르게 이통하였고， 벼를린의 샤무실에
서 전장 전역을 전보릉 통해 통제하였다 전투제겨에 있어서도 군단은 강모시스댐에 의해
보완을 받으면서 두뇌전융 양상융 띠기 시작하였다 독일의 군교육기관인 군사아카데미

(Kri egsakade mi e)를 통해 양성된 -두뇌-을옹 흥해 창모제도를 확립시키고 거기에 하위부대
를올 종속시키도록 하였다{Bond

1984, 20)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한 프랑스 역시 새로운 군사주의적 개혁을 시도하였다 프랑

스어 서는 파리E윈과 함께， 국민군에 대한 두려웅으로 인해 국민군 시대의 종알을 가져왔
나 III 프레시너 (Freycinet)와 강엣타(Gambetta)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군대의 모습이 만들
어진다 전문화된 인간인력 - 의사， 엔지니어 퉁 - 윷 군에 정정 'c는 것이 었다 프랑스는
독일군 모델을 따라 1 8 76년 선갱학교(Ecole de gucrrc) 를 설링하였고， 프레시네가 국방장

관으로 있던 시기 ( 1 888-1 893 )에 장모재도를 도입하고 군복무기간 역시 단기로 전환하였다

(Lynn 1996, 525) 이 시기 징집의 앙식도 연회플 겪었다 이전에 징집의 방식이 대중의 자발
성 혹은 애국주의적 강정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정집은 형상시에는 소극적이다가
선시나 비상시기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세 정집은 항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선택적인 것
이 아니라 모든 국민

물론 냥성시민이지만

응 포괄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군대는 일반적으로 2-3년의 짤은 기간동안 전엽적인 군대가아닌 파트타잉의 예비군 개념
으로 연화되었다(Lynn 1996, 52 1)

이러한 군사적 촉연의 연화가 근대국가 차원에서 고려해 보아야 항 정은 더욱 더 큰 것이
었다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1 870/71 년 전쟁은 프로이센에게는 특히 의이있는 전쟁이었다

cap)으호 전환되연서 보영등의 전푸앙식융 바꾸어 전용적인 선우앵대에서 유연한 전투앵태용 취
하게 되었다 이러한 총g기앙의 연회애 의해 기영은 그 의미릎 잃었다 프땅스 역시 프로이센의

후장식 라아 을의 문제접을 왜옐한 채스포(c hassepot )상 생산"여 라이 설보다 격뭘하기 섭E 안전
한 총융 ?뻐하였다 프로이센의 니틀건(" ~이 e-gun)O ) 6OIl야드가 효과흉 가지고 있었다연 재스
포는 1.600야드의 효능융 가지고 있었다(애씨띠 2001 ， 1-8)

15) 나폴레옹 시기 이후 약화된 국민방위군온 북고행정시기 1 827년에 샤용 10세에 의해 해산당하였
다 1 830 년 7씬혀영 1 848년 2월혀영에다시적극객으로장여하였지안， 1848년 6일의노풍자용기
때는 갱규군괴} 함깨 그툴읍 진앙하였다 써 2 째정 시기는 다시 영 목적으호 존재하였고， 1 870년 9영

4일 공회터의 선포와 항깨 다시 소징외었다 이예 묵인망위군은 민중들로부터 주토 총원되연서
시인군으로서 성격융 영와히 하였고，그것아 파리E원의 동력이 되었대현재영 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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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제국 국민이 최초로 행한 공동의 앙동이었다 따라서 이 전쟁은 아지 프랑스인들 에게
나올레용 | 세의 전쟁의 했던 역할과 비교되었다/-( Dann 1996, 1 55). 9월 Z일 나폴레옹 3세의

군대가 전멸당했던 남은 프로이센에게는 국민축제일 - ‘세당의 냥 - 이 되었다 이제 프
로이센 군대는 이 전쟁읍 홍하여 국인적인 축생을 받게 되었으며， 그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
은 이러한 제국애국주의(Rei chspatri oti s mus)의 우선적인 확인의 장이 되었다

물론 총동원윷 흉한 총력전이 본격화되는 것은 제 l 차 세계대전이었다 이) 국민전체가 전
쟁을 위해 동원되었고， 국민경제 전반이 전쟁정제로 전환되었다 국민들을 위해 전쟁여론
의 조성 즉 그것은 ‘애국주의적 동원을 위한 여론의 죠성이 중요하였다 당연히 1 9세기 동
안 형성되었던 노동자틀의 민족주의적 강정은 극히 일부 사회주의자들의 국제주의적 선풍

에 동요되지 않았다 또한 제 l 차 세계대전의 정협을 풍해 독일이나 영국과같이 정치적 권리

에 있어서 제한을 두었던 나라들은 영역과 시인권을 연결지어 실행항 수 밖에 없었다 '" 공
적 권리이자 의우로서 영역을 수행한사랍들에게 정치적 권리에 대한 부여는 당연한 것이었
다 프항스에서 전쟁 직후 19 19년 용과왼 연금영의 제 l 항은 다응과 같이 시작된다 -공화국

은 조국의 안녕을 수호하였던 이들에 대해 정의를 표하연서 현행 법률에 준하여 이하의 사
람들뀌1 게 보상의 권리를 선언하고 결정한다 11전쟁으로 인해 울구가 된 육 해군인， ν프랑
스를 위해 축은 이들의 미망인， 고아 및 후손들- 전쟁 직후 최초로 취한 복지정책은 일종의
사회적 권리의 부여였다 시민권의 확대과정이 국인 용합이라는 옥적 속어 서 애국주의 블
g망한민촉주의적‘문제의식의 실현이라고용수밖에 없대(홍태영

2008, 328-329).

인족주의자들에게 군대는 자신의 조국 (Ia Patrie)에 대한 관념을 가장 영확하고 구제척
인 g현으로 퉁장한다 민족주의자들에게 조국은 -땅과 축은 자를"01 었CI{써 nock \990).")

16)

19에기 산엉화과정융 거치연서 전서 계적으로 유엄적인 군사모앵과 국인국가의 융이 확산되었다

이징트나 일ε「은 서구적 군사R엔융 그대로 요영하기 시착하였고ιyn n

1996, 521)

미국은 냥욱

전쟁 이후부터 군사력융 키웠으며‘ 려 A 아는 크리미아 전쟁 이후 국내용앙과 동시에 중앙아λ 아
로 서진하기 시작하였대(G idden s

1991, 266), 이러한 의이에서

제 l 차 세계대전은 전세계블 끌어등

이는정과륭낳았다

17) 영국의 경우 정냉제가 도입원 것은 1 차 세계대전이 옐엘한 후 1 8개월이 지난 1 916년 1 월에야 엉융
이 제정되연서부터이다 오랫동안 영국은 개인의 자유의 신성항파 국가 간성의 최소화라는 원칙
이 사회생망의 모든 영역에서 관첼되연서 정냉체가 영국의 정용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

였다 정영에는 생영과 신체의 자유훌 포항한 모든 사유에 대한 국가의 직접 간성이어 용제라고
간주되었대칙재회

2004).

18) 내이 션은-현재있는자를안이 아니라과거와이래의성원도포항닝}는것이 된다는정얘서 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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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서1 기 초 드에뛰스 사건 당시 극우민측J주의자들은 비록 드레위스가 진실을 말했다 하더

라도 군대라는 조직올 지키기 위해서 앞선 철정된 사실틀올 언북항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
다 우엇보다도 조국 그리고 그 구쩨적인 표현으로서 군대는 불가침의 영역이었다
이에 대 "1 되어 1 910년 프랑스 사회주의자 조레스는 r새로운 군대(L 'Armée nouvelle)J라

는 책융 용혜 국가와 군대 사이의 관계등 분석하고 진정한 국가망위를 위한 군대는 상비군
이 아닌 인영대임을 강초하였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명화주의와 현실적인 상비군
의 영영적， 위계적 질서의 의띠에 대해 운석하였다 조페스는 여기어 서 1 793 년의 봉기를 가

장 신성한 의우였다고 명가하면서 현대에서 총파엽은 그러한 전통을 잇는 프랑스 프롤레
타리아의 신화라고 주장한대Jau 영 1992). 그는 프동레타리아는 조국이 없다는 공산당 선
언의 유영한 구절은 지나친 역성이라고 해석하였다(노서정 2001 , 58). 조국올 애타적인 경
제적 벙주냐 계급성에 기반하여 해석하시 않으려 하였다 조국은 훨씬 농은 이상과 깅은 유
기성올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조국을 프롤레타리아트의 초국으로 세우l야 한다고
보았다 군은인인과혁영과앨수없는관계흘맺고있었다
19세 기 이후 20세기에 이르러 군대는 명확히 전문화되고 전쟁은 산업화 되었다 더 이
상 용영에 의존하지 않고 대신에 전문화된 군대제도와 장교단의 호직화 그리고 위장전슐
을 전개하기 위해서 그 때까지 입었던 밝고 화려한군복 대신에 모든 계급의 병λ 들어 게 어
두운 색깔의 군복올 입혔으며， 그에 따라 군대에서 예식적인 측연은 철저하게 애제되었다

(Giddens 1991 , 263) 또한육지， 바다， ')-늘에서의 군사행동을하나로통합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한 접 풍은 결국 쩨한 전쟁에서 전연전쟁으로 나아가 되었응을 의이하였다
제 l 차 세계대전들은 제국주의 전쟁이연서 동시에 민족들 간의 전쟁이었다 그러한 의미
에서 온다연， 17 89년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되어 19세기 동안 끌어왔던 문제틀올 해경하기
하기 위해 블가피하게 치러야 항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V. 글을냐가며
본 연구는 시인군 혹은 국민군의 근대잭 상비군으로의 전환 과정을 상펴보연서 근대의
생융지니는것으호간주왼대가라타나고진 2009.72). 이러한고진의지객은 상상의공동제의네
。1션 개녕을 지적한 에예덕트 앤더슨이나 기옥교릉 대신하는 새로운 종표적 성칙을 지닌 근대국

가라는뜩징올지적한뒤 르카잉 의연장선상애서 이혜원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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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이녕으로서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의 연환과정들쓸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작업은

국민국가 형성에 주요한 계기를 이루었던 프랑스혁영 시기 시민군의 형성 그리고 혁영전쟁
을거치연서연환되는과정을살여보면서민족주의개녕을어떠한변화릎겪었는가를보고
자 하는 것이었다 민족주의라는 딸이 처음 둥장하는 것 역시 프랑스 혁영 전쟁이 정복전쟁
으로 연질되어 가는과정에서였다 프랑스 혁명전쟁은 이전과같은왕초 전쟁이 아니라국
민전쩨가흥원되고 창여한 총력전의 양상읍 띠기 시작하였다

1 9세기 유럽에서 지배적인 모슐으로 둥장한 것은 민족주의적 애국심이었다 내셔널리즘
(nationalism)이라는 단어가 풍용되기 시작하는 것은 1 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이다 m 하지

만 1789 년 프랑스 혁명과 함께 시민권의 조건으로서 국인권이 요구되연서 네이션의 범위를
툴러싸고 그리고 전쟁과 함께 네이션을 동원할 멸요성이 제기핍으로써 애국주의 내부에서

는 서서히 내셔널리즘의 요소를 만들어냈다 특히나 애국주의적 풍원이 가놓했던 것이 전
쟁이라는 상쟁이었다는 정을 감안한다연， 올가띠하게 외부의 적에 대한 타자화가 멸요했
올 것이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의 %이 1*)은 자연스럽게 시민군의
상과 겹쳐졌다 이후 19세기의 프랑스 역사에서 는 공화주의적 이상올 실현하고자 송 는 오
랜 노력 속어서 애타적인 민족주의의 모습보다는 프탕스 혁영의 이상을 지니고 있는 공화

주의적 애국주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종화국이 안정화되기 시작한 제 3공
화국에서 특히 드에뛰스 사건 (Affaire Drey“ ，)을 계기로 잠재되어 있던 애타직 민촉주의
의 경향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일정하게 그러한 경향은 태생에서부터 장재
되어있었다

1 9세기 말에 이르연 사회주의적 성향의 정당들이 각 나라에서 의회에 진입하기 시작하고
정치적 스핵트럽에 따른 정당정치가항성화되기 시작한다 그와 함께 민족주의에 있어서도
뚜렷한 분화가 발생하였다 독일의 정우 국민 민주주의적 애국주의와 반민주주의적 민족

주의의 대링， 프랑스의 경우，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극우파의 민족주의가 대립하기 시작
하였다 l 자 세계대전을 흉하여 국제주의를 외치던 사회주의자틀도 대부분 애국주의적 전

쟁에동장하였다 계급의형성과국인의형성은통전의양연파같은과정이었다
세계화로 자온과 노동의 이똥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악가라는 경제는 여전히 굳건하게

냥아 있다 최근 프랑스총리 피용{F. Fillon}은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국가정져 생 확립방안’

19) 프랑스어얘서

내셔널리칭nationa li sme)이라는 앙이 지옹 동장한 것은 1798 년이지안 광엉위하게

유흥되기 시작한 것은

1860'i! 이후이다{G여cdlOt 1971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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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발표하였다 그 내용융 보면， 공립학교의 국기게양， 초 중 고 교실에 1 789 년 프랑스혁
명 때 발표왼 인권선언문게시，학생들어 게 시민생활수칙이 당긴수청 배포， 1 년에 한번이
상 학생등 국가지창， 이민자에 대한 명등이녕 교육， 국가정쩨성위원회 셜렴 퉁이 같자이다
20 1 0년에 새롱게 제기된 1789년 혁영 당시 애국주의적 내용들은 당시에는 분영 절대주의
왕권에 맞서연서 새로운 질서와 가지을응 답보하는 것등이었지만， 현재의 시정에서 그것이

부각되는 맥락은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프랑스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강화하는 애
타적 성격올 띠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빈촉주의의 배타적 성격은 최근 세셰화 속에서도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본 연구어 서는 민족주의의 배타적 성격이 기본적으로는 국인국가 형성에 내재되어 있응을

보고자 하였나 현재의 세계즐 위협하는 나양한 위헝 요소등은 국민국가랴는 경제를 넘어
서 작용하고 있으며， 그 해결책의 모색 역시 그 경계릎 넘어서 이루어져 한다 현재는 전똥
척 안보개녕융 넙어서서 경제척， 환경척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이나 이민， 자원고갈， 그리고
인구문제 등의 장재적 위협으로부터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자원으로 안보개녕이 확장
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동제의 안전과 시민의 자유륜 연절시키고자 했던 시민군의
전용적인 문제의식， 즉 민족주의 이전의 애국주의가 현재에 오히려 더 의미블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배타적 민족주의를극복하기 위한모색이 옐요하다는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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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litia and Patriotism in the Period ofFormation of
Modern Nation-State

TaiYoungHong

I KOI'ea NaliorlalC잉빼e 씨"''''>'

Th e p뼈ose ofthîs paper is 10 analyze how 10 change from ancients subjects 10 citizen in

the framc of nation-statζ in examining formation

ofmod야n

conscription syslem. Th e inS1Î

tution ofconscription shows who aπ 。이 ects of conscri ption, which signifi es who can have
citizenship. And military mobilities give occasions of education of citi zen and take a role
of formation ofnatÎonal identity. Th is is 、이'Y ∞ nscnpll on syslem IS a 맘때 example which
can reveal

proce잉

from subject 10 citizcn. Slate decides who are 0에 ects of conscription and ,

al5O, lri야 10 disscminate new style of living and national idea 10 the conscripts. Th ey get
values, culture and langage as nationhood, and the conscriptive system is opertated as instru
ment of nation building
Th ere arc two issues entangled in the fonnation of nation-state and citizen amy. Firsl , the

mililia is rclaled 10 image
pro비 cm

of 이lzen‘

which 1S traditional issuc of political science, Ihal is

of communily from Plato 10 now. Second is problem of transfonnation from patri o-

lism 10 nationalism in thc period of modem nation-slale. Two problcm arc solved in the
process offonnalion of nalion-statc, in making ncw

m얘el

of modcm citizen and ideologi-

cal role ofnationalis m. Th e new posilion ofanny i5 locatcd in the formalion ofnation-state
Ca1J ed

αtizen

anny or national guard , modem nrmy is situuted in thc institution ofmodcm

state. Modem slatc,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c fonn of ιommutllly as Clty, cmpirc,
etc., is fonned , and it is simultaneous in thc transformation from patriotism 10 nationalism

’

Kcyword‘ nution-slute, patriotism, nationalism, militia, nation , c tl z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