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네상스기 이태리 도시국가의 정부:
자유와법치의공화정 ‘

이 동수

| 경씩대 엑교

인주힘 이흥에도 한국사회는 여전히 깅용과 대킹으모 정설되어 있다 이 문저해영에
자유와 회잉을 추구히는 르예싱스기 이태리 도시국가률의 공회쭈의기 도용올 증다 이
들온 교용 용에 용진영주툴과의 대정 속에서 시민계용피 인인세업의 영력괴 뛰어닌 정
치킥더십올 용해 군주정 귀즉정 ~~쭈정의 장정을 혼밍한 지치공동지인 공회엠올 수링
했다 이는 모든 요멘애게 공직이 열려있지는 잉지만 대의회에 앙여 Of는 시인톨이 톨

잡힌 공직선흩세도외 후엉;1;11. 잉기지한 지입심사씨 등율 흥해 공정성을 유지하고 자
의적 X 애”톨 띠하기 위해 업의 X빼. 자유로 생각하는 엉치에 의즌했으며 전치에g 위
히는 공공선훌 추구엉으로써 싱딩한 성궁율 거두었디 당시 이태리 공회정은 크게 띠렌

체타잉괴 에lIl :i: IOf티입으로 나뉘는예 전지는 보다 민중적O 때 흥X반 보다 귀즉직씨
었고， 러그눔 이당리풍온 이 두 터입이 적절 01 섞여있었다 그런떼 일자가 보기에 용요
힌 것은 딘으히 띠렌때티입인기 에예i삐티입인가기 이니라 귀즉과 E명그g 중 어느
힌쪽이 우서1히더라도나머지 얼서인 그톨째게 영미나자유.주는기'"얼미나그툴올

사회용힘으로 01끄는가에 흥여 있다 요건대 공회{j이린 귀즉과 인용 ζ엑 ζ잉괴 경쟁
을 용왜 힌혹에 i 땀.:i: I:::q 잉는 균형을 유지함으훌내 자유와 화잉을 보존히는 체'il인 것
O때

주왜 어 이태리 도A 국기 공회주의 g앙정 띠렌체 에예치이 지유 잉치

·이 논문은 2001 년도 정부재원(교용인적자원부 학올연구조성사엉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
원율방아 연구되었응l{KRF-2007-321- B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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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후 지난 60년 동안 수많은 곡절을 겪어왔다 권위주의 시대를 거

쳐， 90년대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그리고 2뻐년대 ‘창여정부’와 ‘실용갱부‘ 시대를 흥

해 이제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여전히 갈퉁과 반목， 그리고 무한
투챙으로 정절 되어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 개인과 집단의 이기주의에 따른 혼란， 보수와

진보의 총롤， 고착화된 지역주의에 따른 갈등， 심각한 빈부격차 퉁은 좀처렁 혜소되지 않
고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띨자는 한 글에서 그 원인이 우리사회가 아직은 초보적인 자
유인주주의 혹은 천민민주주의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며 그 대 안으로 공화민주주의

(republican democracy)가 필요하마고 역설하었다(이용수 200끼 여기서 ‘공화‘란 권력분립
과 정치적 정쟁을 전제하지만 이 분립과 정쟁 속에서도 사회홍.tf(social integrat i on)을 어
떻게 이중 것인지， 인민의 의사에 따르지만 이 가운데 소수의 권리와 이익을 어떻게 보호

할 것인지， 또 개별성을 존중하지만 공동체즐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관싱 을 두는 것을
알한다 그리하여 ‘민주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인민의 지애’을 수립 하는 것인데 비해 ， ‘공
화의 목표는 공동체에 대한 자방적 북종옹 용해 야 지배 (non-dom ination) 상태 속에서 공
동체의 초화를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는 인민주권의 실현에 일차적 판싱을 두고 직
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강초하는 예 비해， ‘공화는 인인주권에 바당을 두기는 하지안 이를
대의제나 공공선(p ubli c goOO), 헌정주의 퉁과 같은 장치을융 흥해 사회 의 풍합을 우선시
한다

이러한 공화의 관정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와 로아에서 태동했으여， 르네상스 7]1) 이태
1) 일반적으호고대 그리스아태예의 갱치제제는 민주주의체제로이혜원다 하지안영자가보기에
고대 아테네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안큼 직접민주주의가 실뺑왼 것은 아니다 오든 주인이 시

민신용융 갖고 민회에 장여하지 않았으며 시인틀 충에서도 공직융 당당하는 일은 자격싱사제
나 정산보고서 제용 동의 문제호 인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실제호 개방되었고， 또한 민회와 앵
정판의 역할이 엉격히 분리되어 있었다는 정애셔 오히려 공화민주주의에 가끼워 호인다 이런
촉연애 대해서 능 마냉(Mani n 2005)융 장조하라

2) 이태리

도시국가제제가 앙생하여 유지원 시기는 대쩨로 1 2 세기애서 16세기정이다 따라서 혹자

는 이 도시국기등융중세의 정치체제로 보는 정우도 있다 또 일반적으호프나 상스기는 1 4- 1 5세
기정융 지칭한다 하지안 업자가보기얘 이 도시국가틀은 활충세객이며 근대적인 갱치체제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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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시국가에서 다시 부활하였다 르네상스는 문화적인 측연어 서 고전올 소생시켜 근대
의 찬란한 문회흥 꽃피운 계기가 되었올 훈안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고대 아태네와 로마

의 공화주의적 정치제도률 부짤시켜 군주제와 봉건제률 무너뜨리 고 근대 정치를 여는 데

크게공헌하였다”
중세 말영에 이르러 이태리 지역 즉 레그능 이탈리쿨(R앵num Italicum)은 교황과 황제
그리고 흉건영주들의 용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고， 또 이툴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당시 아 지역은 영목상으로는 신성로마제국-(H ol y

Roman Empiπ)의

관힐로 되어 있었지만， 여러 민촉의 칭입올 받아 홍일과 명회를 유지할 수 없는 거 의 우정

부 상태에 있었으여 따라서 황체의 영향력도 축소되었다 이런 혼돈된 픔을 타 이태리인들
은 ，'*를 얻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고， 납에게 구속되지 않는 ‘독립 과 자기 스
스로 통치하는 자치‘를 목적으호 하는 써쉬libe띠s)’의 획득올 최고의 목표로 상게 외었

대Rubin stein 1952 , 29) 그 절과 이태리인들은 반봉건융 표방하연서 군주나 용건영주의

지애즐 받지 않는 자유인틀의 모임인 도시국가체제플 이루었다 이런 도시국가는 13세기
경 중북부지역에 우려 20(HOO7H에 달했으여， 그리하여 레그능 이탈리풍에는 도시국가제
제， 즉 군주나 영주가 없는 공화제적 자치정부형태가 거의 보연적으로 채택되었다(H yd，

1973 , 1(1 )
또한 자유를 추구하는 가운데 파당 간의 충톨이 발생하는 정우가 현저해지자 자유를 보
존하고충돌을 방지하연서 명화을 유지하기 위해 법에 따른 홍치를확립하게 되었다 이는
고대 포마의 전홍융 이어받는 것이기도 한데， 특히 로마엉의 ’쿠오드 용네스 단지트 (quod

omncs tangit) 원리에 잉각해 국가릎 운영하였다 이 원리는 -전제와 관연되는 것은 주권
칙용 지니 E 있기 때문애， 이 글에서는 이런 흑연올 강조하기 위혜 진르예 상스 (pre- RcnaÎssance)

시기라할수 있는 1 2- 13 서 기도앙깨 포항하여 광의의 르네상스기로 사용하기로 한다

J) 그언에 은대 정치사상가들에게 있어셔 이태리 도시국가에 대한 명가는상반왼다 루소나해링턴
둥과 갇이 공화주의적 전용융 계숭하는 정치사상가들얘게는 상당히 사려깅은 체제호 이해되는
반연， 이와 정반대로 영하뻗 경우도 있다 비판적인 시각얘 대혜 몇 가지 성영하자연， 언저 홈
즈는 이태리 도시국가 증 하나인 루7'i{ Lu.κ:a)의 사랑을이 엉에 종속외어 있기 때문애 술탄이 지
배 a낸 온스탄티노을 사랑을과 마찬가지료 자유용 옷 누린다고 비판었다 용테스키외는 진갱
한 권혁분링이 없다고 보았으여， 에더랄리스트 (fcdcralists) 중 한 사캅인 해밍턴은 따당흘 간의
투쟁이 싱하고 불안정한 옥연융 우려했다 또한 그랑시는 근대국가의 호기적이고 정제적 깅드
코포라티증 단째로안 효았으여， 도시국가가 영망하고 왕갱으료 이챙한 것융 오히려 역샤적 진
보료 따악했다 이태라 도시국학때 대한 비딴툴에 관혜셔는”삐 ’“
i (2이
006， 65-66}않융 장쪼컸*하}섹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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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시민 모두가 법을 준수하면서 법이 갱한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웃한
다 법에 따른 주권적 결정은 흉치자들이나 특정 정파， 특정 사회집단의 사척 이익보다는

공콩의 이익올 보장<1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따라서 시민들옹 예속으로부터 보호
함으로써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여겨졌다이r이; 2006, 78)
또한 이 도시국가들의 체제척 특성은 ‘혼합정 (mi xed govemme nt)’을 취했다는 데 있다
교황과대치하고또항제나군주에 대항하연서 도시의자유와독립올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연으로 뛰어난 리더십이 띨요했고 다른 한연 귀족과 민중이 함께 힘을합쳐 연합해야 도
시를 보존힐 수 있었다 따라서 헤그눔 이탈리룹의 도시국가플은 군주정의 요소와 귀족정
및 민주정의 장정틀을혼합하여 옥특한 공화갱 체제를 만들었던 것이다
물론 혼합정에 대한 칭송은 이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있어 왔으며， 후

에 용테스키외나 미국의 에더할리스트들{federali st써게서도 발견된다 하지안 르네상스

기 이태리 도시국가을의 혼함갱은 이흔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성공적으로 행해졌
으여 근대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눈길올 끈마 당시 공화정은 완생된

민주주의처 제 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군주쟁을 타파하고 근대적 공동제로 이행하는 가운데

공동체에 영요한 것이 우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이 공화쟁을 연밀히 살며보면 오늘
날문제점에봉착한민주주의를치유할수있는원형적실마리을찾을수있올것이다
영반적으로 르네상스기 이태리 도시국가의 공화정은 크게 여렌체 타잉과 에네치아 타입
으로 구영될 수 있다 여렌제 타입은 보다 민중적인 혼합쟁으로서， 자유와 창여를 용혜 도
시에 활력이 녕치고 파당 간의 정갱이 끊이지 않으여 또 이런 정쟁으로 인혜 야기왼 혼란
올 해결하려는 시뇨에 (signore) 일인의 지배룹 경험한 공화제셰이다 반연 에네치아 타입
은 보다 귀족적인 혼합정으로서， 유력한 가운과 귀족계충의 헤게모니가 유지되면서도 전

체적으로는 귀족과 민중 간의 균형과공공선 추구가 잘 이루어진 공화제제이다
이 글은 르네상스기 공화주의적 도시국가가 발생하게 왼 배정과 역사，사상에 대해 알아
보고 두 타잉의 공화정올 제도적으호 비교하는 것올 옥적으로 삼는다 하지만 이 두 타입

중 어느 것이 더 우훨하다거나 어느 것이 더 우리현실에 척합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이
블의목적밖이다 다만이 글은두타잉의 비교를흥해르네상스기 이태리 도시국가공화

체제의 기온 원리가 무엇인지 살띠고， 그 현대적 한국적 합의가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한
다

트너상스기이태리도시국가의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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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레그눔 이탈리룹의 정치환정
이태리 지역은 서로아 멸망 이후 거의 무정부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 후 12 세기를 거치

연서 형식상으로는 신성로마제국의 영토로 연입되었다 하지만 독일 지역과 달리 신성로

마제국 황쩨의 직접적인 용치는 받지 않은 재 여러 도시국가를(∞ "n따 S어 test)로 나뉘어
져 각자 자신의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 중 엉흉적 주권 (de jure sovere îgnty)을 갖고

있는 도시국가는 베네지아뿐이었고， 나머지 는 실제적 주권(de facto 잉ve reignty)만 행사
하고 있었다 하지만 레그능 이탈리풍은 군주나 봉건영주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인들의

모임인 도시국가제제를 보연적으로 이루고 있었다
당시 이태리 지역엔 로마시대에 발달한 도로와 건축기술 둥에 의혜 이미 오래 전부터 도

시들이 방달해 있었다 이 도시들은 E무네 (commune)라 울리웠는데， 고대 도시툴과는 갱
치적으로나 사회척으로 다른 조건에서 출발하였다 예컨대 중세적 권력이라할 수 있는 교

회와 봉건영주가 아닌 지역의 상공업자와 금융영자들이 중심이 되어 건설했는데， 당시 농

촌정제가 용괴되어 놓촌의 인구와 경제적 투자 여력이 소비될 수 있는 꽁간으로서의 역할
과기능을갖고있었다

이 도시들은 모두 당을 쌓았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국방과 안전 때문만이 아니라 영주
가 지배하는 시골과 달리 도시는 자유의 공간이라는 것을 상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도시인
융 부트그(00"얻) 사람이 라 부르는에， 이는 자유인융 뭇하는 단어로서 자신의 재산을 가
징 수 있는 권리와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플 뭇한다 그리고 도
시국가의 시인인 키비스(civi s)가 장}는 뻔 고대 로마척 의미의 정부에 참여"는 자호

서의 시민이라는 의미보다‘ 도시에 사는 사합으로서의 시민 즉 자유를 가진 자로서의 시민

이라는 의미가 더 강했다” 이 자유시민들은 자치를 추구했으며， 자제의 군사력올 지냐고，
자체의 세금제도， 법휠제도， 행정제계를 갖추고 있었다 (Finer 1997, 952)
도시의 계충은 시민과 인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시민이나 도시의 유력가문이 안
든 기구로는 콘소르테리아(con sorteria)7t 있었고， 도시 인민들이 조직한 단체로는 포용로
씨 여기서 도시국가란도시와그 연방융포함'f는 톡립왼 정치체제용 지칭한다

5) 즉 시민이란 자유로운 도시거주민융 가랴키는 딸이다 하지만 시인등 At<> J 에 유연한 가운의 시
인이 었고 또 그형지 않은시민이 있었다 그리고 도시거주인 대다수는시벤의 지위융 갖지 옷한
인인을φ。polani)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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ψ0'이0)가 있었다 포폴로는 도시에서 공존하고 있는 다양한 경쩨적 이익단체를의 죠합

이나 길드 단위가 조직하여 탄생한 정체세력이었다 이들은 온소르테리아와 대립하거나
공생'f.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여， 포폴로와 콘소르태리아와의 투쟁과 협력관계에 따
랴 도시국가의 성격이 달라졌대김종법 2이7. 1 46)

이 도시국가를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기관은 위원회(혹은 公융， cons i1i o)였다 위원회
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여기에 창여힐 수 있는 사랍들은 소수의 유혁하고 부유한 시

인들이었다 이들은 경우에 따라 도시를 용괄하는 콘술{∞ n sul)을 임영하여 권한을 위입
하기도 하였고， 폭력과 우질서가 난무할 때에는 법과 질서의 외부에 존재히는 포데스타
φodestatJ.를 임명하여 국정올 운영하도록 했으며， 또 기근이나 질병， 전쟁과 같은 재해에
직연해서는 유력한 개인인 시뇨에 (signore)의 일인홍치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도시국가에는 여러 종류의 행정위원회와 1-2 개의 입법위원회， 영무툴 당당

하는 포데스타， 그리고 모든 시인이 참여하는 대의회가 있었다 하지만 긴급상황을 제외하
고는 대의회가 열리지 않았으며 ， 대부분의 공무는 각종 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위원회 위
원은 l 년 미만의 입기만 주어졌는데， 직정 혹은 간접 선거와 추정 풍 다양한 방식올 홍혜
충원되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재선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정부패툴 애초에 방
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격심사제흘 거쳐야만 입후보가 가능했기 때운에， 소수의 사량을
안 입후보합 수 있었다 예컨대 띠렌체의 정우， 시민의 수는 전체 인구의 5%인 4-5 천 영이
었으며， 이 중 10% 내외의 자을만이 공직에 입후보할수있었다{Finer 1997, 963)
따랴서 도시국가의 갱치처 제는 혼합정의 성격을 지닌다 콘술이나 포데스타와 같은 지
도자와 소수의 유력한 시인들이 점유하는 원로원올 비풋한 각종 위원회들， 그리고 시민들
이 모두 참여하는 대의회는 군주정과 귀족정， 그리고 인주정의 요소들올 척정히 혼합하여

이들 간의 균형을 도모했던 것이다 하지안 이런 공화재쳐 가 업게 인정된 것은 아니며 일
단수립되고 난후에도항상장유지된 것만은아니다
역사적으로 보연， 도시국가들이 자유툴 획득하는 과정은 레그눔 이탈리풍에 영옥상
의 관할권올 갖고 있는 신성로마제국과의 투쟁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당시 롭바르디아

(Lombardìa) 명원은 용요로운 곳이었으며 。1곳올 정복하면 ‘진정한 열락의 정원1올 소
이 포데스타는 power 용 풋한다 이 는 도시국가의 군사와 1 안옵 당당하는 최고행정관융 지갱하

는데， 이 는 영토가확장외연서 용 더 효율적인 용치에제를 안툴기 위해 잉명외었다 시민 충신으
로서 용수한 교육융 받고 전운적인 행정가로 일했는이1. 해당 도시§신이 아니라 。|옷도시율 제
외한타 도시 출신올긍여옹주고 임영하였다 요컨대 포예스타는 직엽적인 용치관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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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히}는 것융 의미 했다 1 1 54년에 이르러 신성로마제국의 황쩨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

(F riedrich Barbarossa)는 더 이상 이 지 역올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태리 경략
을 시작했는데， 그 후 신성로마제국과 레그능 이탈리쿨의 도시국가들 샤이에 전쟁이 거의

두 세기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전쟁 에서 레그눔 이탈리콤은 초기엔 밀라노를 필두로 그리 고 나중엔 띠렌체가 앙장

서 투쟁한 결과， 1 3 12년경 신성로마제국 세력올 완전히 추방항 수 있었다 이 기나긴 투챙
기간 동안 롱바르디아 및 토스카t.f(Tuscany)의 도시들은 전장에서 황제를 격퇴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목적인 영주에게도 계속 저 항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념적 무기
제계 또한 갖추게 되었다 황제의 요구에 대해 그들이 용수한 논거의 핵심은 자신에게는

일제의 외부 간섭에 대항해 ‘자유를 스스로 지킬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이 주장
은 중요한 근대적 이녕 두 가지를 분영히 밝혔는데， 하나는 자신의 정치생활에 대해 일체

의 외부적 풍제로부터 자유로율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 즉 자신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며， 다른 하나는 스스로 적당하다고 밍는 방식으로 자신을 다스릴 권리가
있다는 자치’의 개념이다 (Skinn er 1978, 6-7)
그러나신성로마제국에 대항해확인한자유와자치에는약점이 있었다 즉도시들은합

법적인 무력을 소유항 영분이 없었던 것이다 당시 엉룡에 대한 견해는 6세기에 완성된 유
스티니아누스 법전(Code x J u‘ t inianus)의 자구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주석학따 (Sch∞ |

of the Glossators)의 입장에 따트고 있었다 시대척 상황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가놓한 한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현실에 적용했던 것이다 이에 따트연， 고대의 엽월책응 도처에서

최고지도자인 프린캡스φ끼 n ceps)’야알로 도미누스 운디 (dominus mundi), 즉 지상의 유일
한 풍치자로 간주되어 야 한다고 천영하고 있었고， 주석화파 영 룡기을 사이에서는 신성로
마제국 황제가 곧 프린캠스라는 것이 정설굳 받아들여졌다 그러므로 로아법을 주석학파
에 따라 해석하게 되연， 도시 들은 신성로마제국으로부터 법룡적으로 옥렵되어 있다고 말
할 수 없는 반면 황제는 도시를 무력으로 정령하는 것이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14세기에 이르러 후기주석학파-(Schoo l of the post-Gl ossators)의 창시자인 바E
툴루스(Bartolu s

of Sax oferra lo)는 도시국가의 관할권 인정올 법률적으로 뒷받성해주는

입장올 취했다 그는 법과 사실이 충올한다연 법이 사실에 맞도록 수 갱되어야 한다고 주

끼 프린캠스는 시인들 충의 으응인 자툴 가리키는 용어이다 따라서 그는 최고권력자호서의 지위

용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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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다 그는 언저 형식상 유럽 전제가 하나로서 신성로마제국의 관할 아래 속하여， 따라

서 독립왼 쟁국툴 즉 레그눔이라 올리던 것들은 단지 제국에 속한 지방에 지나지 않고， 마

찬가지로 당시에 키비타테스(디 V l tat쩌랴 용였던 도시공화체제 역시 신성로마제국에 속한
도시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석학파의 입장은 받아플인다 하지만 그는 비록 황제가세계의

유일한흥지자라고 엉률상으로는 주장할 수 있지만， 실쩨로는 그에게 북종하지 않는 사랍
툴도 많다고 강조한다 그리하여 -제국의 법은 예컨대 피렌제 시인과 강이 황제의 칙령에
실제쩍으로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속하지 않는다i고 적시한다 그리고 도시들은 실제
상 매우 오핸 기간 동안 에중 임에리웅{merum im야 num， unq때 ified a씨 hority)융 행사해
왔다고 인정하고 ‘그들이 항쩨로부터의 양여를 입중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에홈 잉

페리융올 실제상으로 행사해 왔다는 정을 입증할 수 있는 한，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그
들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절흔짓는다 그리하여 도시들은 자신의 입쩨리웅올 행사하는

‘자유로운 인인에 의해 다스혀지며， 결과적으로시비 프린캠스(sibi princeps) 즉자기 나름
의 프린캠스플 형성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시비 프린캡스는 도시들。1 자유를 보유할수
있다는 주장‘ 즉 자신의 내쟁에 관한 한 어떤 법률적 간성도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자유

룡다는 주장을 정당화시킨다(Ski nner 1978, 12).

도시국가들이 신성로마제국에 대항해 싸운 기간 동안 가장 충요한 동조자는 교황이었
다 이 동맹은 교황 알예산데트 3세 때 시작되었는데， 11 59 년 바르바로사 항제가 그의 교
황 즉위에 대한 지지용 거부한 더 서 연유한다 그 후 1 243년 교황으로 선총된 이노켄티우

스 4세는 교황연의 군대흘 동원하여 룡바르디아 지방의 황제연 요새를 공격했다 하지만
이 동맹은 처음부터 위험이 내재되어 있었는에， 그 위협은 바로 교황이 에그눔 이탈리풍융

용치하려는 야십이었다 그리하여 도시국가들은 교멍에 대한 저항융 강화하는 한연， 그
저항논리을 개발하는 데에도 주력했다
그 논리척 해결책은 파도바 (Padova)의 마료실리우스(Marsi l i us)가 1342 년 완성한 r영화

의 수호자i，The Defender

of Peace에서

쩨시되었다 먼저 마르실리우스는 교회 지도자들

이 교회를 법률적， 갱치적 혹은 그 밖의 어떤 의미에서든 ‘강제적 관할권’올 행사할 수 있
는 종류의 제도로 생각벼낸 것 자제가 교회의 온질올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그
리스도가 일셰의 강제적 권위 또는 세속적 홍치의 행사로부터 그 자신의 사도를과 쩨자

들， 그리고 그들의 후계자인 주교을과 사제들융 일부러 배제했음을 역설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의혜 세워진 교회란애당초 특정한 영역에 대해 관할권을 강는존재인 양 간주

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교회란 오칙 성도들의 모임인 콩그레가티오 피텔리웅{congreg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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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elium), 즉 그리스도블 믿고 따르는 신싱있는 자틀의 집단이 자발적으로 한 데 모인 것
이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신이 사제에게 부여한 유일한 권위는 다안 가르치 고 행할 권위
뿐이며， 다른 사람에 대한 강제적 권력의 사용은 허용될 수 없다 그리하여 그는 각 독럽왕

국이나 공화제 도시에서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피죠울 개개인에 대해 완전한 강제적
판항권을 정당하게 보유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오직 그 입엉자라고 주장한다(Sk inner

1978 , 18-19)
교회로부터도 독립한 도시국가를이 다음에 용착한 문제는 바로 내부의 갈퉁이었다 도

시는 자유를 얻었지만， 이 자유로 인혜 도시 내의 계급을이 서로 분열했고 여러 붕당세력
을이 퉁장하여 따쟁을 일삼았다 일찍이 lJ세기에 라티니 (Brunetto Latini)는 -모든 도시에

서 싸웅과 중오가 크게 중쪽되고 마을 샤람들 사이에 서로 다른 따당이 생져서 어느 한연
으로부터 사량받는 사랑은 다른 연으로부터는 증요를 받는 다〔고 한탄했다 또한 14세기
피렌체의콩따니 (Dino Compagni)는-교만하고알많은피렌제사람툴사이에관직을향한

투쟁이 중곧 그토록 고상한 도시를 분열시켜온 원인의 뿌리였다-고 말했다 한연 법률가

인 무샤토(Alberto Mussato)는 1328년 파도바의 공화쟁이 무너지고 칸그란데 (Cangrande)
의 수중에 떨어진 이유가 파도바 지도총들이 이자놀이에 손을 대고 자신의 당욕을무한히

중가시 킨 데 있다고 지적 했다
한연 계급문세에 있어서의 갈둥 역시 꾸준히 계속되었다 도시엔 유력한 가운 외에도 무

역과 상엽을 흉한 부의 축적올 통혜 부상한 인사들이 새로이 신흥세역으로 등장하게 되었
다 그러나 자신의 부에도 불구하고 이들응 포플라니 ψ。po lani)， 즉 인인계급에 속했으며

따라서 이들의 목소리는 위원회나 대의회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도시의 대의회는 여전히

오래된 영문가문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분열의 간극이 녕어짐에 따라， 포
플라니는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고 영문가운들은 자신의 과두적 특권을 유지하려고 싸우
게 되어 도시민들 사이에 우려할 정도의 폭력이 중가했다 일반적으로 이 투쟁은 장정권융
인정받지 뭇한 포플라니쪽에서 먼저 촉말했다 그리하여 민중은 나릎의 명의회， 즉 포올로
ψop이 0)률 구성하고 그 콕대기에 자신이 선입한 지도자， 즉 카피타노 렐 포플로(뎌pllano

del p째l이를 앉혔다 이는 도시를 지도하는 집정관인 콘숭아나 포예스타가 주로 영문가
문 출신인데 대한 반작용이었다 일단 귀촉정치에 금이 가기 시작하자， 포융라니는 더욱
더 공격적인 움직임융 보였다 예컨대 1287 년 시에나(S i e nna)에서는 포용로가 포에스타에

게서 풍치권을 완전히 빼앗고 않은 귀촉을 땅영으로 내롤았다 그리고 나서 9인위원회틀
발족시쳤는데， 이는 상인계급에 의한 과두제로서 1355 년까지 줄곧 지속되면서 도시를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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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했다{Skinner

1978, 23-25).

도시 내부의 갈퉁이 이처렁 악화되자， 레그능 이탈리풍의 대다수 도시들은 행갱수반제
도릉 만들기에 이르렀다 공직을 툴러싼 파당들의 분열적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 13세기부

터 대부분의 도시국가들은 치안과 정장권을 모두 당당했던 포데스타라는 단독 행정수반
셰도를 안들었으여 (Waley

1988 , 37), 비상시엔

한 사람의 시뇨혜 (si gnore)에 의한 일사분

란하며 강력한용치를 원하기도 하였다 피렌제의 에디지가(*)의 지배는 대표적인 시뇨레
쩨쩨의 예이다 그러나 시뇨례 체제를 반드시 나쁘게만 본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혀 시뇨

례를 흉엘과 명화를 가져다주는 사랍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여하은 도시국가가 추구하는 목g는 이제 단순히 ‘자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화‘
라는 가지륭 하나 더 추가하게 되었다 이때 영화란 각 계급간의 명화， 각 파당간의 명화률

의미하여， 앵화가 지켜져야만 자유를 누힐 수 있다고 생각얘}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되
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멸요한 것은 사람들이 개인적， 따당적 이익융 제쳐두고 자신의

이익과 도시 전체의 。1 익을 같은 것으로 인식할 윷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공선을 우
시하고 마올과 도시 전체가 무분별한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으연， 도시는 끊임없이 황예
해지고 파괴될 뿐이다 그리하여 각 계급과 파당 간의 화합과 영화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가지로 챙송받게 되었으여， 공화제제의 목적은 이를 지키는 것이었다
요컨대 르ψ앙스기 레그눔 이탈리콤은 혼란의 시기를 틈 타 교황과 황쩨， 영주의 지애로
부터 벗어나 톡렵과 자치를 추구하는 도시국가을올 탄생시켰으며， 이 도시국가들은 먼저

자유를 목적으로 삼지만 이 자유가 따당간의 갈둥， 계급간의 갈퉁을 초래하자 화합과 명
화를 또 다른 이상으로 삼아 이를 모두 지킬 수 있는 공화재쩨를 발전시키게 된 것이다

III. 공화정의 원리: 자유와 법치
자유와 자치， 그리고 명종한 자유에서 비훗되 는 따당 간의 충롤을 막고 화함을 유지하

기 위해 르네상스기 이태리 공화정이 주목한 것은 자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를 보존하
기 위한 법치의 영요성이었다 즉 이태리 도시국가공화정의 가장 큰 특정은‘자유’와‘엉치’

툴 그 두 측으로 상는다는 데 있다 이 절에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의 의이와 엉치의 중
요성에 대해 살여보도록 하겠다
앞서 지적한 것처럽 해그눔 이탈리풍은 교항과 황제， 그리고 봉건영주들로부터의 옥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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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유틀 추구했으여， 그 결과 자치공동체인 도시국가를 건설하고 공화정올 수립했다
그련데 이때 자치와 연관왼 자유의 개녕은 고대 로마적 의미의 자유를 계숭하는 것으로

서 " 근대 자유주의에서 발견외는 자유 개녕과는 다른 것이었다
혼히 자유주의적 자유 개녕은 다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자유， 즉 얼린

(I saiah Berlin 1998)의 용어대로 한다연 ‘소극적 지유{n egati ve li berty) 라 힐 수 있는데， 이
는 정치체제가 어떻든지 간에 자신에 대한 간성만 없으연 자유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한
계가 있다 이와 달리 공회주의잭 새}는 간섭의 부재가 아니라 ‘지배의 부재‘ 상태들 의
미한다 이는 사적 형태의 주종적 지배 (domi nation) 또는 예속(d，야 ndency) 자쩨가존재하

지 않는 상태를 뭇한다 즉 법의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라도 냥을 마음대로 억압할
수 있는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자의척 의지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바로 지유라는
것이대Pettit 1 99끼

이태리인틀에게 있어서 이런 자유상태를 유지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화정을 수
립 'f는 것이었다 공화정은 시인툴의 자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정치참여를 요구
했다 이 는 자치의 원리흘 내포하는 것이었는데， 즉 ‘모두에게 영향올 미지는 것은 모두에
의해 절정되어야 한다셔는 토마엉 원리에 따르는 것이었다 시민 모두는 의사정정으로부터

똑강이 영향올 받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공공선의 논외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를 위해 주권적 정치과정에 참여핸 것이 요구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직접
적인장여가뀔수적인것은아니다 공공선이란모든사람들이일치하여 웅의하는 것이아

니라， 냥에게 예속되는 것도 원지 않고 또 냥을 사적으로 지배하여는{또는 주인처럼 지애

하려는) 야싱도 없는 그련 시인들어 게 이로운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예속을 며하려
는 욕구가 바로 자유를 향한 육구이며， 이런 공공선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공화정이 효
과적이다(Vi ro l i

2006, 36) 그리고 이 점에서 시인들의 집단적 의사에 의존하논 민주정보

다 자의적이지 않은 엄에 의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즉 업치에 따른 공공선의 실

현이 시인의 자유를보장해준다는것이다”
8) 일찍이 교대 료마종화갱율옹호한 '1 케호도 공화정의 최고 가치 는 자유라고 주장하였다

9)

18세기에 루소도 이정에 착안하여 복종{obedicnce)과 예종{servitude)을 구멸하고 자유란 모든
사람에게 옥장이 제한융 가하는 엉에만복종하는 것융 뭇한다고보았다 그는 다읍과 같이 일한

다(R ousseau 1964): ‘자유로운 인인은 북총응 하지만 예종하지는 않으며， 지 도자는 두지만 주인
은 두지 않는다 자유.，운 인인은 오직 법에안 북종하여， 타인얘게 예총하도륙 강제힐 수는 없

266

효댁정치 연구 지 11 9집 저 2호(2010)

이런 공화주의적 엄}는 민주주의적 자유와도 다르다 민주주의가말하는 써운 주권

적 의사절정 과정에 직정 창여하는 일총의 ‘적극적 자유φositive li berty)'이다 또한 인주주
의적 자유는 자신올 위해 스스로 규엉올 정할 수 있는 힘 ， 그리고 스스로 만든 규멍이 아니

연 어떤 규멍에도 복종하지 않올 힘올 갖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민주주의적 자유는 강요에
반대되는 개녕으로서 자기규울올 뭇한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적 자유인은 자유의사를 갖

고 있는 사람， 즉 스스로 생각f하고 다른 사랑의 눈치을 보지 않으며， 압력이나 아부 또는

상의 방향에 관한 환상를올 이겨낼 수 있는 전혀 고분고분하지 않은 사람올 가랴킨다 요
컨대 스스로 결정해서 살아가는 것을 즐길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유로운 의사흘 가진 사

랍이랴는것이다
이에 비하연 공화주의적 씨F는 개인들이 예속에 벗어나 있올 때， 그리고 타인이나 타집

단의 자의에 좌우되지 않올 때 누리는 일종의 소극적 자유이다 반연 공화주의적 자유는
그 역시 강요률 자유의 캠해로 간주한다는 정에서는 의사의 자융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적 자유에 가감다 그러나 공화주의에서는 내 의사가 자융적으로 되는 것은 나의 챙통융
지배하는 법이나 규칙이 내 의사와 일치할 때가 아니라， 내가 냥에 의혜 강요방올 수 있는

끊임없는 위험성으로부터 보호될 때라고 온다이 ro li 2006, 103). ^J-.유란 내가 동의한 엄에
의혜서만 냐의 행동이 규율되는 것이거나， 내가 스스로 규칙올 만틀어야 한다거 냐 또는 내
가 안든 규칙안을 띠를 수 있는 힘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 대신 스스로 엉올 만드는 것이
-직접 안틀거나 대표를 홍혜 안을계+--자유로운 삶， 즉 타인의 자의척 의지에 예속되지

않는상올누리는 데 효과척인 하나의 수단이다
그리하여 법에 의혜 규융되는 행동이 자유로운 행퉁이 되는 것은 엉이 자발적으로 받아
툴여지거나 시민들의 욕구에 부합힐 때가 아니라 법이 자의적 이 지 않을 때， 즉 법이 보연

적 규엉올 존충하고， 공공션을 지함}며， 이률 위혜 시민들의 의사가 타인의 강압에 의혜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는 위험성을 블어악아 이련 의사가 충분히 자율적인 것이 되도록 보

장할 때이다 공화주의는 법에 의혜 개인적 선택에 부과되는 제한이나 간섭은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화주의적 자유의 핵싱적인 구성요소로서 자동차의 프레 이 크
처럽 목 멸요한 것이라고 본다 법은 모든 시민툴 또는 단제의 모든 구성원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공적이고 보연적인 명령이며， 따라서 업의 지배가 엄중하게 지켜지는 상황에서
는 어떤 사랍도 자신의 자의적인 의사를 타인들에게 강요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반면 엉

는데，이것은엄의힘때문이다”

르너 상스기 이혜리 도시국가의 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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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사랍이 지배하게 되는 경우엔 타인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고， 0 1 틀을 억압

하거나 이들이 하는 일올 땅혜함으로써 자유플 박탈할 수 있는 특정인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 roli 2006,

108-109). 이

정은 다수파가 지배하는 민주주의에도 적용되 는데， 다수의 지배

는 결국 소수지만 비자유인을 초래하는 것이다

고대 로마의 공회주의자인 키케로 역시 r클루엔티오를 위한 변론i.Pro CluentÎo)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흉기 위해 엉에 복총한다i고 말했으며 (Cicero 1990), 르너 상스기 피렌체
들 이끌었던 브루니(Leonardo Brun i )는 진정한 자유란 법에 의혜 보장되는 명뭉올 의미한

다는 원칙올 역설했다 또한 그는 지아노 댈라 엘라-(Giano della Bella)의 생각이라연서 덧
붙이기를， 자유가 존속히}논 것은 오직 엽이 시민들보다 힘이 겔 때엘이라고 하였다 요컨

대 공회주의에서 Z나F롭다는 것은 공명한 법 아래 사는 것융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르네상스기 이태리 도시국가의 공화정틀은 민주정올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

았다 씨 민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공선올 실현히는 것이었으여 이때에만 시민들이 자유
를 누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공공선을 가장 질 실현하려연 군주정， 귀족정， 인주정
융 섞은 혼합정 제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혼합정은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의 좋

은 점을안 모은 것인데， 이런 혼합정이 필요한 이유는 정부을 구성항 때 3가지 핵싱적 기능
을 모두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언저， 최고위 결정의 신속한 집챙과 대 외 정책 및 정부 기

타 활동의 조융과 강독이 요구되는데， 이는 군주정적 요소가 멸요함을 의미한다 이 기능
은 포데스타나 도제 (doge)"1 풍에 의해 수행되었다 둘째， 여러 가지 정치척 능력을을 충분
히 모아야 하는데， 이는 정험이 많고 존정받는 시인들로 구성된 원로원적 요소가 띨요함

올 뭇한다 셋째， 옥채체제를 수립하거나 따당적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막아
낼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방따제가 있어야 'f-는데， 이는 엉블을 인준하고 실제적으로 용치
를 당당할 징정관틀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 대규모의 확대된 공회를 뀔요로 한 다 그련
데 이 세 가지 요소의 혼합은 다양한 시민들의 욕심을 만족시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도제나 곤팔로니에르(gonfalonier)씨와 같은 직은 도시국가의 다른 주요한 직책과 더불어

l 이 비륭리(Vi r이 i2α)6， 38)는 꽁화주의용장여민주주의용 강조하는 이혼체제라기보다는 헌엉적
제약 욕에서 운영되는 대의제적 자기용지에 판한이혼체제-라고 명가한다

11) 도제는 에네 i 아의 행정수반용 지칭하는용어이다 선총부터 사망시까지 종신칙으호 유지핀다
국가원수와 갇다고 율수 있지만1 설질적인 권한은 옐로 없었으며 각종 위원회의} 위원등에 의혜
제한방았다

12) 곤땅효니에르는 도시 내의 지역인 구(Ill)용의이 ßf'는 온옐로니용 당당ßH= 사람융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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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야싱적인 시민틀의 구미를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에예치아의 프레가디 (Pregadi) 같

이구성원이 제한왼원로원은충간시인툴의야싱을충족시킬수있다 마지막으로대규모
공회(대의회)는 영예나 영광에 대한 특별한 야심이 없고 단지 공통제가 쟁의룡지 못한 엉

올 용과시키거나 사악하고 부때한 인사륭 공직에 앉히는 것올 악기만올 바라는 일반시민
들의요구플충족시킬수있대끼 rol i 2006, 78)
그런예 르너 상스기 이태리 도시국가에서는 이런 창여가 성문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

장핑으로써 실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엉치를 강조하는 공확정은 특정 가문이나 특

정인이 정권올 잡거나 공권력융 독정하는 것올 최대한 어렵도록 제도화시켜 놓았다 예컨
대 시에나의 경우， 최고위직 (9인위원회 위원)에 선출되는 정치가는 오직 2 개월만 그 직위

에 재입할 수 있었고， 다시 선출되려연 엉에 따라 20개월올 기다려야 했다 훈만 아니라 선
출이 ‘추청 에 의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9 인위원회에 선출되는 데 자신할 수 없었다
끝으로 가족이나 진척 또는 동엉자나 사엉관계자가 다른 공직을 앙끄 있는 경우에는 영에

따랴 9 인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다
결론적으로 알하자연， 르너 상스기 이태리 도시국가는 지배가 부재하는 자유를 추구하
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점에 주목했다고 올 수 있다 첫째는 공공선올 추구하기에 적합한 혼

합쟁 처 제를 채택했으며， 둘째는 개인의 자의적인 지애를 방지하기 위해 법치에 의존했다
는 정이다 그영데 법의 지배가 개인융 자유롭게 안드는 것은 그것이 이들의 의사흘 표현
해서가아니라즉 이들의 동의을 표현해서가 아니라， 법이 일반적이고 추상적 명령이고 그
리하여 개인들올 타인의 자의척 의지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이다 이런 공화정의 원리를 염

두에 두고‘ 다음 두 절에서는 피렌체와 에네치아의 사혜륭 차혜로 살여보도록 하겠다

IV.

피렌체의공화정

띠렌체는 정치， 경쩨， 문화 풍 모든 연에 있어서 이태리 르네상스를 이끈 대표적인 도시

국가이다 섬유산업과 광엉위한 긍용엽이 발달하여 강력하고 부유한 도시국가를 이루었
고， 인구는 대략 10만 명에 달했다 문화와 예술 방연에 서는 마사지오 (Masaccio)， 도나텔

로(Donatello)， 브루옐레스키 (Brune ll eschi) 둥의 업적이 띠렌체의 영성융 드높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피렌체흘 레지움 이탈리풍의 대표적인 도시국가로 만든 것은 강력한 공화쳐 셰
툴수립한 쟁치적 촉연 때문이었다

프네상스기 이태리 도시국가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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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시 띠렌제에 공화갱이 처응 들어 선 것은 1l세기 였으며， 1328년 개혁 이후 비교적 안

정적인 공화쩨셰를 유지하였다 특히 1 4- 1 5세기엔 인문주의자이자 재-'J이었던 살루타티
(Salutati)를 비롯해 그의 풍료인 브루니 (B미ni)， 포지오 (Poggio)， 에르제리오(싸멍eri o) 퉁
이 피렌제 공화정의 전성기플 이끌었는데， 이틀은 모두 시인적 자유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

며 이의 실현을 위한 실천척 노력을 가속화시컸대Baron 1966, 28)

특히 E루니는 공화정이 모든 시민들에게 공직창여의 기회와 영예획득의 기회률 풍둥
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시민들 싸1 에 경쟁하고 창여하는 마음이 생겨 강하고 효과적인 공

통제를 안을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토디 (Tod i )와 루7' kLuca) 의 재상을 지낸 후 1375 년 피
렌체의 재상에 임명왼 살루타티는 용부한 경험올 바탕으로 피렌제를 강력한 공화저 제로

바꾸어 나갔다 당시 피렌제는 밀라노와충을하고 있었는데， 이 위기를 겪으연서 살루타티
는 피렌제 유지에 주된 위협은 일라노라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전쩨적 횡포가 칭벙해 오

는 데도 시민들이 자유릎 위해 싸올 태세률 갖추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용명의 손에만 자
유수호 잉무를 떠암기는 데 있다고 보았다 피렌제는 상엽적 활동이 점정 더 복잡해지고

알달함에 따라 대부분의 부유한 시민틀은 국방을 직접 당당하지 않고 용병을 고용하여 적

과 싸웠는데， 몇 자혜에 걸쳐 용영의 배신올 경험한 바가 있었다 따라서 상루타티는 공화
국과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옥숭을 바질 수 있는 사랍들이 지키고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띠렌체 시민들이 꽁화국의 자유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자신의 도시를 스스로 지키지 옷하연서 오직 전리풍에만 판심을 갖는 것을 냥자당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난하연서 시인들의 관싱과 창여용 톡혀했다(Skinner

1978, 74-75)

이륭 위혜서는 소위 르네상스적 인간이 헬요했다 이는 어느 한 가지에도 뛰어나지 않음

이 없기용 목표로 하는 인싼l 다 즉 시민이라연 학문적 지식이 있쓸 분만 아니라 정치에
관싱을 갖고 전쟁에도 참여 'f는 실천적인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

의 총합은 소위 비르투(v i rtù)라는 용어로 표영되었다 ", 피렌체를 젊어질 젊은 시민등에게
는 단지 어느 한 가지에만 뛰어난 전문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인(uomo uni versa le)이

되는 것이 요구되었으며， 이는 운영 (fortuna)을 개척하는사람으로 이해되었다
띠렌제 공화쟁의 특정은 시민들의 창여를 강죠하연서도 실제척이고 효융적이며 강력한
행정체제를 형성했다는 데 있다 당시 프랑스나 영국의 고위직은 교회 성직자들이 차지하

13) 아키아앨리가 g프투나흉 극복용}는 비르투영 강죠힌 것은 자신의 옥장객인 생각이 아니라 당
시 이태리 공화제제애[풍영으포 강조되던 내용이었다 다안 아키아엘리의 1:1 1 .s투가 다른 사람
을의 비르투와 다른 정은 냥자다웅의 비 E투에 숭수의 능력도포항시켰다는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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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관료체제가 방달하지 않은 데 비해， 띠렌제는 수사학자냐 법률가들이 주요 엉 무률 당
당하연서 관료제제를 정비해 나갔다 관료의 수가증가했고， 조세수입이 늘어냥에 따라 행

정서비스가 확대되었으며， 기급을 조성뼈 대출올 원활히 해주는 금융업이 알달하는 퉁
시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다수 시행 되 었다 그 결과 공적 권위는 날로 중대했다(Finer

1997, 973).
그런데 이와 같이 관료조직의 힘과 권위가 강혜졌음에도 을구하고 정부가 부때나 전제
로 이어 지 지 않은 것은 피렌제 공화갱의 제도적 특정 때문이었다 언저 띠헨재에는 최고기

관으로서 9인으로 구성되는 시뇨리애S i gnoria)가 있었으여， 이에 조언하는 2 개 위원회의
보좌를받았다 시뇨리아는주로영문가출신들로구성되었으며，위원장 ! 인과 4지역의대

표들이 각각 2 인씩 창여했다 이들의 임기는 2 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퇴임 후 즉시 재임

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시뇨리아흘 보좌하는 두 위원회는 12인위원회와 16인의 공팔로
니에르 (gonfalonier)로 구성왼 행갱위원회가 있었는데， 특히 후자는 각 지역으로부터 충원

되여내무와보안옹당당하였다 잉기는전자가 3 개월，후자는 4개월이었다
위원회 위원이 되려연 언저 시민들의 심사{squitt i ni이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 과

정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우선 노미나토리(Nominatori )라는 예비선갱위원회가
있어서 최종심사에 올라갈 사랑올 먼저 용았다 이때 선정방식은 시인들 중 일정 수 이상
의 g융 얻은 다수의 후보자융 이를올 주머니에 넣고 이 중 행갱관이 될 사람의 이릎올 무

작위로 홉았다 울흔 후보자가 되는 과정에서 영문가문이나 거 대 상인， 그리고 길드조합의
지도자들이 부분적으로 영향력올 발휘한 것은 사실이다 영문가운。 1 아닌 사행즉 중간급
상인 이나 기능인)도 관직에 오툴 수는 있었지만， 이는 누가 심사방융지 결정하는 노미나
토리툴 지배했던 유력하고 부유한 사람을이 숭인한 때에나 가능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누가 심사에 용라갈지는 아우도 율랐요여， 그런 점에서 공갱성은 유지 되 었다{Mani n

2005,

81).
한연 노미 나토리툴 거쳐 최종심사에 회부된 사람들은 또 다시 싱 사를 받。싸 했다 이는

후보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 기관은 시인들 중 추정올 흥해 선총된 사람
틀로 구성되며 그 수는 수액 영 에 달했다 따라서 심 사는 두 언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한번
은 노미 나토리에서 영문가문에 의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보다 폭녕은 엉위의 시민집단

전재로부터 숭인올 받아야 했다
이런 복잡한 제제의 도입은 행정판을 선발히}는 데 있어서 공명성올 보장하고 파당의 형
성율 악기 위한 것이었다 행정 관 선충이 복잡한 과정올 거치기 때문에 어느 특갱 개인이

흐예상스기 이태리 도시국가의 갱부

나 파당이 행정관 선충을 조작하는 것올 막올 수 있었대Waley

1988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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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느 누구도 그

과정의 각 단계플 봉제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결과율물어낼 수는 없었기 때운이 다
1 494년 개혁 후엔 에네지아 오델을 받아들여 대의회도 설지하였다 이때는 대의회의 모

든 위원들이 행정관 선발에 창여해야 했으며， 그들 스스로도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올 갖게 되었다 선거에 나갈 이 릎율 예비선정하논 일은 계속되었지 만， 영문가문들은 예비

선정에 대한 홍제력올 상실했다 그때부터 노미나토리는 영문가문이 장악.~는 대신 대의
회 위원을 중 추청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의회는 심사 후 추정을 힐지 아니연

십사어 서 다득표률 얻은 사랍에게 행정관올 배분힐 지을 정하는 권한도 갖게 되 었다 이때
후자는 선거제를 채택했다는 의미을 갖는데， 유력가문 출신 중 선거들 흥해 공직에 진출
하는 경향이 발생항에 따라 시민들은 다시 추정을 선호하게 되었다

하지만 1 434 년부터 1494년까지 %년간은 에 디 치 가문에 의한 전형이 이어져 공화정은
퇴색의 빛이 역력했다 종교가이자 수사학자인 사보나흘라( Savonarola)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1494년 혁명과함쩨 공화정이 부양되었지안 프랑스의 샤플르 8 세가 침략혜오면서 띠

렌제는 위기에 용착하게 되었다 샤을르 8세의 뒤를 이응 루이 12세 역시 빈번히 섬략전쟁
을 일으켰고， 1 520년대 신성로마제국의 카알 5세가 밀라노에 대한 프랑스의 지배권에 맞

서연서 레그눔 이탈리쿨 지역은 이후 30년간 전화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는 이태리 지역 전쳐 에 걸친 도시국가의 정치스타일에 연화를 가져왔다 나폴리와 옐

라노에서는 강력한 시뇨례 제재가 동장하였고， 피웬체나 로아에서는 자유릎 용호하는 사
람과 보다 전제적인 방식이 띨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퉁이 빚어졌다 그 후
에디지 가문에서는 며렌제에 시뇨레 제제를 성립하기 위한 여러 작엉틀을 진행시겼으며，

망영했던 에디치 가운이 스에인 군대의 도웅으로 복귀한 1 5 1 2 년에 공화갱은 무너졌다 그
후 공화정 회복의 노혁과 민중봉기가 있었지만 에디치가 출신의 교양 콜레엔스 7세가 개

입하여 공화정올 무력으포 무너 뜨리고， 젊은 사생아 알핵산드로 데 에디치 (A l essandro

de

Medi c i )를 피렌제의 총신 곤옐로니 에르로 입영한 다응 1 53 2 년부터는 그 후계지들에게 영
구적인 영유권융 내주어 토스카나 대공국(Grand
로전락하고딸t다

Duchy o fTuscany)이라는 세습정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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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베예치아의공화정
띠렌체가 격정적이고 활기찬 공화정이었다연， 이와 반대로 에네치아는 세레니시아

(serenissima)라는 영영쩌렁 조용한 도시국가였다 그 주된 이유는 베네치아가 서구제국의
일원이 아니라 비잔틴제국의 일부였고， 따라서 봉건주의을 거치지 않아 용건귀족과 부유

한 상인계총 사이의 극단적인 총동이 없었으며‘ 다른 종류의 사회적 종교적 분쟁이 부재
했기 때문이다 에예치아는 17세기 영국의 공화주의자인 해링턴 (J ames Harrington)이 자신
의 저서 r오세아나i.Oceona써서 그 이상적 모델로 삼을 정도로 모엄적인 공화쟁이었다

베네치아의 충일은 황우지로 벼려진 땅에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피난 온 사캉
들이 도시를 건설한 데서 비훗되었다 비잔틴 시대 8 세기경부터는 도제가 용치툴 맏았는

데， 도제는 대의회에서 명생직으로 선출되고 절대 권력을 가지며 대앵의회의 동의를 영어

중요한 일틀을 결정했다 초기엔 도체에 항거하는 인민봉기가 일어났으며 .9세기부터 11
세기 사이에는 6영이나쫓겨나거나암살당하는 등소용올이가 올아쳤다

그 후 1 297 년에 현업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공화정올 얀들어 이를 계속 유지하였다 이

공화제체의 핵심 내용은 3개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도시의 공직을 대부분 임영하는 책무
릎 지닌 대의회 (consilio grande) , 외교와 재갱에 관한 사무흘 관장õf는 원로원 (senate)， 그
리고 대의회의 보좌를 받으연서 선충직 정부수반으로 재직하는 도제 (doge)가 그것이다

이렇듯 엉격하게 짜인 제제가 시행되자， 처음엔 창정권융 인정받지 못한 인인틀이 용기흘

일으켰다 하지만 이는 즉시 진정되었고. 1 335 년 비일공안위원회인 \0인위원회가 상성기
관으료 설립된 후에는 더 이상의 소란은 없었다 그리하여 에네치아는중단없이 자유와 안
전을누리면서 레그눔 이탈리큼 전역에 선앙의 대상이 되었다

경제적으로도 베네치。}는 유럽 최고의 가장 부유한 국가였다 15세기에 도시인구는 \0

만 영 정도였고， 에예치아가 곳곳에 일군 제국 전제의 인구는 150만 명에 달했다 당시 프
랑스의 인구는 에예치아의 10배나 되었지만， 수입은 에네치아의 절반밖에 외지 않았다
에예치아엔 | 어여 개의 영문가문이 있었는에， 그 중 21H07H 의 유력한 가문들이 대가문

올 이루었다 중요한 절정을 내리는 대의회는 많은 경우 1 ，500 1정 정도의 시인으로 구성되
었으여， 이들이 모두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다 법관과 고위관료 퉁 주요공직을 당당할 수

있는 시민은 전체인구의 5%에 혜당되며， 대부분의 샤람은 자유노풍자나 숙련노동자였
다 이민 온 사람들은 \0년이 지나연 도시 내어 서 무역을 할 수 있는 절반의 시민권(ha1f-

르네상스기 이태리 도시국가의 정부

citizenship)을 획득하며， 이는 25 년간만 유지할 수 있었다(F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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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에예치아 공화재제를 이루는 세 요소를 나영했지만， 에네치아인들은 도시의 정치

적 안정의 원인이 바로 이 혼합정 제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졌다 특히 법를가
인 베르제리오(Pier

Paolo Ve멍erio)는

1394년 도저 에 게 보낸 한 연지어 서 에네지아의 특정

인 혼합정을 찬양한다 먼저 그는 플라톤이 r법율J..Laws)에서 밝힌 주장， 즉 가장 건전하
고 안전한 정부형태는 세 가지 순수한’ 형태가 정함한 절과 즉 군주정과 귀족정， 그리고
민주정이 융합된 상태라는 주장에 통초한다 그리고 에네치아 헌법이 특별히 뛰어난 것은

군주정의 요소를 대변δF는 도제와 귀족갱 및 엔주정을 대연<1-는 원로원과 대의회 용， 세

개의 서로 다른 요소가 융합해 하나의 안정된 혼합정을 엮어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마키아엘리의 친구이며 에예치아에 망명한 적이 있는 피렌체 출신의 지아
노티 (DonalO Gianotti) 역시 에네치아 공화정의 진화과정을 서술하면서， 에네지아 사항들
이 달성한 자유와 안전의 결합은 두 가지 주요 원인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 첫째는 도제

와 원로원， 대의회를 결합항으로써 에예치아 사람툴이 일인지배와 소수지애 그리고 다수
지배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정이고， 툴째는 모든 관리의 선출과 정책의 결갱

이 어떤 따당적 이익에 앙서 공공선을 극대화하는 목적에 따랴 이루어지게끔 선거와 투표
제도를 정교하게 고안해 시행했다는 정이다(Skinner

1978, 141).

그러연 에네지아의 공직선출 파정을 보다 구저 적으로 살펴보자 언저 도제를 선출<1-는

권한은 대의회에 있다 예비추천위원회인 노미나토리는 후보를 추전했으며， 이 후보들 가
운에 도제플 선출*냄 권한은 대의회 위원 중 구성왼 선거인단에 주어졌다 선거인단이 구

성되는과정은다응과같다 언저 1 ， 500 영 정도로이루어진대의회에서 11 영의선거인을임
명하고， 01 들이 그 가운데 스스로 4명으로 축소하여， 다시 이 4명。 140 명(후에 41 명)으로
선거인단을 확대시킨 후， 최종적으로 확대된 선거인단이 도제블 선출한다 이러한 과정이
목표로 <1-는 것은 선거인단의 구성을 처음에 1 ，500명에서 11 영， 11 명에서 나시 4명으로 축
소(reducl ion)시키고， 그것융 다시 4ll--4 1 영으로 확대 (expansion)하는 과정을 거치연서， 선

출과정에서 어떤 따당도 형성항수 없게 만드는 데 있었다 (Fi ner 1997 , 993). 그리고 선거인
단올 임명할 때 추첩과 선거를 모두 환용했는데， 여기서 추첩을 사용한 것도 위와 똑강은

이유어 서이다 이런복잡한과정올거칭으로써 선거인단은결국특정한소수을위하는사
랍이 아니라 전제등 대표<1-는 도제을 선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연 원로원의 정원은 260영이었는데， 이 중 핵심은 120영으로 구성되며 나머지는 공직
에서 울러나 보직올 받지 않은 참석자틀에 불과했다 이 120영의 핵심 중 절반인 60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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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회에서 선거로 선출되고， 선출된 60영이 또 다른 60영올 선충하여 이를 대의회에서 확

정했다 이러한 원로원을 구생할 때에는 여러 기준에 따라 명가딴데， 지식， 책임갑， 토론
능력， 연속성 둥을주요한 기준으로삼았다
대의회가 민주정의 요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에예치아 대의회 역시 인구의 작은

부분만 포항하고 있었다 대의회의 위원 자격은 세습되었는데， 위원들은 1297년 개혁 때

입회했던 사랍들의 후손이었다 또한 대의회 위원들은 스파르타 귀족들{homoii)처혐 특권
을가진동퉁한자{pri vil eged eq ua써효서 모든공직의 후보가될수있었으여，공직의 임기

는대체로 l 년이고즉시 재임은불가능혔다
에네치아의특정중하나는공칙에추천할때많은부분이추청을용해이루어졌다는점

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후보추천과정에서 파당틀이 영향력올 행사하지 뭇하도
록 하기 위항이었다 즉 대의회 위원들은 어떤 직책에 어떤 후보가추천될지 미리 알 수 없

었으며， 후보추천 후에도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후보가 발표되자아자 투표가즉시 행

해졌다 요컨대 추첨을 흉한추천위원의 선정과 지명 및 투표의 즉각성은 관직획득을 위해
파당올 자극'}-는 선거운똥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던 것이다ι.ane

1973 ,

11 이 그리하여 투

표할 때 대의회 위원들은 집단과 따당의 압력으로부터 가능한 한고립되었다

에예지아 헌법의 가장 유영한 이론가인 콘타리니 (Gasparo Contari ni)는 추첩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역할을 부여'}-는 민중적’ 측연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명동주의
적 옥연은 대의회의 모든 위원들이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퉁퉁한 기회툴 갖고 었다는

즉 관직에 나질 수 있는 퉁퉁한 기회툴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인이 될 수
있는 동둥한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용 말한다 (Manin 2005, 89-90) 에예치아 역시 현실적
으로 고위 행갱직들은 항상 대의회보다 훨씬 적은 소수에 국한되었다
하지만 에예치아는 시민들 간에도 원로원과 대의회로 나뉘어 상호견제가 이루어졌으
며， 가장 부유한 만큼 심각한 빈부격차가 있었음에도 윌구하고 조정과 화합이 잘 이루어

졌다 모든 인민들이 정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수는 없었지만 법 앙의 명풍은 이루어졌고
모두의 권리는 보호되었다 이렇듯 안정적인 에예치아 공화체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또
다른 공화주의를 내건 나용레용 군대에게 폭력적으로 점령당항으로써 그 역사를 마감한
다

르너 상스기 이태리 도시국가의 갱부

275

V1. 컬론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연 다음과 같다 첫째， 르네상스기 레그능 이탈리큼은 영목상 신성

로마제국 황제의 관힐임에도 풀구하고， 여러 인족과 국가의 침략 때문에 무정부상태에 놓
여 있었다 이 기회를 틈 타 래지능 이당리풍의 도시국가들은 황제와 교황， 그리고 용건 영
주들의 지애로부터 벗어나 자유도사를 만들고 공화정올 실시하였다 울째， 비록 자유도시

들은 독립과 자치률 얻었지만 내부엔 따당 간의 갈풍， 제충 간의 갈퉁이 상존했으여， 따랴
서 공화정이 추구히는 최종적 가지는 ‘자유‘와챙화였다 그런데 그들이 추구한 자유는 소

극적 자유인 간섭의 부재도 아니고 의지의 자융성을 강조하는 민주적 자유도 아니라， 지
애의 부재를 의미하는 공화죄 자유였으며， 명화는 따당 간의 극단적인 충훌없이 화합하는

것올 의미했다 셋째， 이련 공화적 자유와 명화을 보전하기 위해 그들은 군주정， 귀족정，
민주쟁의 요소을 융합한 혼합정 형태의 공화정율 채택하고， 어느 개인이나 파당의 자의적

인 지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엉치’에 의존했다 넷째， 당시 공화정은 크게 두 타입

으로 나뒤는데， 피렌제 타입은 보다 민중적인데 비해 에예치아 타입은 보다 귀족적이었다
하지만 두 타입 모두 공용적으로 군주정이나 귀족쟁적 요소가 부패하거나 전제화외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즉 득갱 개인이나 따당의 영향력 행시를 막고 공공선을 추구하는 행정
관들을 선충하기 위혜， 복잡한 공직선출제도와 추청제， 임기제한， 자격심사계 풍을 사용
하였다 마지악ξ포， 이 시기 공화정은 제한된 시인의 창역안 혀용했기 때문에 근대적 의
미의 민주주의는 아니었지만， 시민들 사이앤 공정성과 기회의 명풍， 상호견제， 법치， 꽁꽁
선에 대한 인식이 존재함으로써 공화적 인주주의의 원형올 보여준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군주와 영주의 전쩨로부터 벗어나 자유도시를 세운 르네상스기
이태리인들에게는 이제 황제나 영주와 같은 한 개인올 대상으로 히는 투쟁보다는 시민계
충과 인인계용의 계총적 갈등， 그리고 시민계충 내부 사이에서의 따당적 갈등이 더 충요한

운제였다 이 중 파당적 갈풍올 해결 δF는 문제에 있어서는 대제로 일치왼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계충적 갈둥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상안된 의견을 내놓았다
먼저 띠렌쩨주의자들은 공회정의 기반이 좁기보다는 넓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소수

엘리트에 의한 지도보다는 포괄적인 대의회에 기초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아
노티는 r피렌제 공회국1.，Florentine Republic，써서， ’잘 질서잡힌 풍화정은 시인의 모든 계

충을-귀족과 중간 부류분만 아니라 행정관으로 봉사항 자척을 갖추지 옷한 처지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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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용 인인인 포폴라니까지 -망라하는 광범위한 대의회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 알한다

마카아앨리 역시 r로마사 논고.J.. The Disco/l.η"') 제 l 권 제 5 장에서현상유지만 원한다면
근대의 에예치아와 고대의 스따르타어 서 승인받았듯이-공화국의 살림을 귀족에게 위

엄한다는 주상을 용호할 수 있지안， 한 제국의 건설을 바라보는 공화국을 영두에 두고 있
다연， 반드시 인인 전처 가 자유의 수호자로 되어야 한다셔고 역설한 q(Ski nner 1978, 159

160)
반대로 종 더 작고 긴일하게 상호연관왼 지애제급이 인인올 위해 리더싱을 제공해야한

다고 주장한 귀족주의적인 공화주의자들도 상당수 있었다 파트리찌 (Patrizi)는 r공화국의
제도」 제4정써서， 가장 좋은 행태의 공화정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한 데 섞여 있는 것
이라고 언영하연서도i 그러나 안약 귀족계급 단독으로 또는 민중계급 단독으로 지배하는

것 사이에 선택해야 한다연반드시 인중보다는 귀족에 정치가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한

다 왜냐하면 귀족이 그 성칙상 공공선에 훨샌 높은 정도로 헌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귀차르디니(Francesco Guicc i ardini)는 r로마사 논고에 관한 고창λObservations

on

Machiavelli 's The Discourses)에서 마키아엘리을 공격하면서， ‘인민의 집합제는 생각이 없
고l 항심도 없으며， 연회에 옥알라 하고， 원척도 없이 의십만 하여， 나아가 부 또는 지위를
가진 모든 사랍을올 우한히 시기하기 때문에， 그들은 한 마디로 말해 중요한 사안에 관해
결정할놓력이 없다’고설파한대Skinner 1978 , 160-161)
레그눔 이당리쿨에서 이 두 견해는 서로 앵앵한 균형율 이루었다 비옥 이흔적으로는 지
아노티와 아키아엘리의 인중주의적 정근이 보다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설쩨척으로는 파
트리찌와 귀차트디니의 견해대로 실행되었다 그런데 영자가 보기에， 공화정의 핵심은 보
다 귀촉적인 공화정인가 혹은 보다 민중적인 공화갱인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귀족과
민중 중 어느 한쪽이 우세해지더라도 열세에 있는 다른 제충이 "H품 유지할 수 있는가，

또 영세에 놓인 다른 계총올 배제하지 않고 그들을 사회에 홍합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
다고여객진다

다른 식으로 말하자연， 절대권력 "1을←그것이 황제든 교황이든 아니연 제한된 관할권
내에서의 지도자이은←볼아내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것이 단순히 민중계층이 정치

권력을 확대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귀족계층을 최종적으로 타도하여 완전한 민주

갱올 수립하는 것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설사 절대군주는 제거될 수 있어도
복잡한 사회라는 공간 속에서 하나의 계충으로서의 지도척 계총은 궁극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 지도계충은 때론 궁사력이냐 강제혁올 바탕으로， 혹은 경제력을 기반으로，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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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녕이나 당성(i;性)을 기준으로 형성되며， 사회가 연해도 시대가 지나도 여전히 존재

한다 이는 인간사회의 속성이며 정치의 특성이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지도계충이 계속 세습되거나 혹은 한 가지 성격으로 국한

되 어 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연 이런 상태가 지속되연 누가 권력올 갖든지 간에 공
화정적 요소가 사랴지고 점차 사회를 전제화시키기 때운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귀족정
과 민주정적 요소의 적절한 융합과 균형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적인(st이 ic) 상태로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통적인 (dynami c) 과갱으로만 존재한다 즉 귀촉정적 요소를 인주정적 요
소가 투쟁하거나 대제하연서， 또 인주갱적 요소의 혼란융 막고자 다시 귀촉정적 요소가

부활하연서 현실 속에서 다이나익스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정에서 민주사회에서 소란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소란이 지나치연 지나칠
수록 이플 장채우기 위해 귀족정적 요소가 대두히댄 것 역시 당연하다 이것의 순환만이
오히려 공화정을 유지시겨주는 비결인 젓이다 마커아벨리도 이 정에 착안하고 있다 그는

r로아사 논고J에서 말하기를， 껴l총 사이의 충롤에서 자유에 우호척인 모든 엽 이 태어나
며， 그러므로 제충갈퉁이란 공동체릎 와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데 묶어주는 접착제 i라

고 설파한대Machiavelli 1970, 11 3) 그런 점에서 공화정은 귀족정과 민주정의 긴장과 경
쟁 속에서 그 균형강을 잃지 않응으로써 사회의 자유와 명화를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급 한국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오핸 인주화 과정을 거쳐 민주정이 확대왼 만큼 사회적
혼란은 가중되기 마련이 다 혹자는 이 혼란을 부정적으로만 보는데， 이는 지나치게 귀족정
적인 태도이다 또 다른 혹자는 이 소란이 여전히 기득권총과 인중의 대결 속에서 아직 민
중이 최종적으로 승리하지 뭇했 71 때문이라고 보고 ‘민주주의의 공고화을 주장하기도 하
지만， 이는 민주정에만 치우진 진단이다 지금 우리에게 벨요한 것은 이런 혼란 속에서 공
화의 의미를 외새져보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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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talian Republics in Renaissance
Towards the Balance between Liberty and Peace

Dongsoo Lee I K뼈 Hee Unive찌y

E‘{cn after democαtization ， Korea is sti lJ stuck in conflict and anlagonism. I think i1 is

‘

helpful 10 confer wi h republican democracy of the ltalian country-states in Renaissance
Th eir characteristic !ies in the facl that they take the fonn of mixed govemments which

pursue the values of liberty, peace and rule of law. In confrontatio n with the Pope,
emperors‘ and

fiεudal

lords, exc히 l en1 political leadership as well as cooperalion belween

aristocrals and commoners was required. Th is is why the country-states created a pec 띠'"
republ ic system. Their syslem is generally classi fied into the Florentine type and the
Venetian type. The former refers 10 a more mass-oriented system, whi le the latter is
characterized as a more aristocratic one. These two types maintained a balance in the
Regnum Italicum. In tenns of theory, the dcmocratic approach is more persuasive , but
the real

p이 it i cs

corresponded wi th the aristocratic vÎew. For me, however, the key-point

does not rest with whether it is aristocratic or democratic , but with whether the rcpublic
can guarantee freedom 10 Ihe weaker group in case one of the two groups, aristocrats and
pop비 ace，

gets uppcr hand over the other. In brief, republican democracy is a govemment

that tries to preserve freedom and peace by maintaining balance through tension and
∞mpct it ion

between aristocracy and democracy.

Keywords: Italian counlry-slales, republicanism, mixed govemment , Florence, Venice ,
liberty, rule of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