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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인민대표대회제도(人民代表大會制度) 관련 규정을 실마리로 중국 현행 

헌법의 계보에 대해 고찰하려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의 각종 헌법 

문서, 소련 헌법의 관련 규정 및 인민대표대회제도에 관한 모택동(毛澤東)과 레닌의 

언급을 정리하고 1871년 파리 코뮌의 실험과 이를 높게 평가한 마르크스의 이론을 

검토하 다. 파리 코뮌의 사상적 배경에 관해서는 1793년 프랑스 헌법 및 그 배후

에 있는 루소의 인민주권론으로 거슬러 올라가 인민대표대회제도와의 연관성을 살

펴보았다.

중국 현행 헌법에 규정된 인민대표대회제도나 그 전신인 소비에트제도는 이른바 

부르주아 의회제를 지양하고 ‘인민의 통치’ 또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

해 사회주의 국가에 도입된 정권 형식이다. 따라서 중국 현행 헌법 역시 1793년 프

랑스 헌법, 파리코뮌의 실험 및 그 배후에 있는 헌법 사상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로써 중국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고립된 울타리’에서 해방시켜 근대 

이후 헌법 발전의 역사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중국 헌법, 인민대표대회, 소비에트, 파리코뮌, 인민주권, 국민주권 

Ⅰ. 문제 제기

중국의 현행 헌법은 1982년에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통과되

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1982년 헌법(1982年憲法)이라고 불리는 

이 헌법의 기본 구조와 주요 내용은 사회주의 중국의 첫 헌법전인 1954년 헌법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14학년도 학술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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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年憲法)에 크게 의거하고 있다.1) 따라서 현행 헌법의 역사를 고찰함에 있어

서 1954년 헌법의 제정 과정, 내용 및 1982년 헌법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는 필수

적이고 이에 관해 중국 국내에서는 이미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2) 다

음으로, 1954년 헌법에 대해서는 이 헌법이 당시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의 모델이

었던 소련의 헌법을 많이 참조하여 제정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3) 헌법의 구체

적인 조항에 관한 소련 헌법과의 비교 연구는 아직 많지 않지만, 모택동 등 중국 

지도부가 소련의 사회주의 헌법제도를 참조하는 한편 중국의 특수한 현실에 입각

하여 이 헌법을 제정하 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1950년대 이후 중국에서도 헌

법뿐만 아니라 법학 전반 더 나아가 사회과학 전반에 있어서 소련의 향이 절대

적인 시기가 있었던 것이다.4) 이처럼 중국의 현행 헌법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54년 헌법 및 이 헌법의 주요 모델인 소련 헌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중국 헌법사 연구는 현행 중국 헌법에 중요한 향을 미친 소

련 헌법에 대한 언급 및 이 소련 헌법의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에 머물러 있

다. 중국의 현행 헌법과 1954년 헌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소련 헌

법의 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소련 헌법을 19세

기 이후 근대 헌법의 발전 역사 속에서 분석하거나 이를 통해 소련 헌법 이외의 

기타 성문 헌법과 현행 중국 헌법을 비교, 검토하는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소련을 포함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미 사라진 오늘날에 있어

서, 소련 헌법 등 사회주의 헌법 일반에 대한 연구는 크게 필요 없는 일로 간주되

는 분위기이다.5) 따라서 중국 현행 헌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소련 헌법의 

향을 받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지만 소련 이외의 성문 헌법과의 관계 특히 19세

1) 韩大元 编著, 1954年宪法与中国宪政(第二版)(武汉大学出版社, 2008), 399면 이하 참조.
2) 韩大元, 앞의 책 외에, 许崇德, 中华人民共和国宪法史(上)(福建人民出版社, 2005), 102

면 이하, 蔡定剑, 宪法精解(法律出版社, 2006), 22면 이하 참조.
3) 李秀清, “‘五四宪法’移植苏联宪法模式析”, 俄罗斯法制与法学: 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2001. 6).
4) 何勤华 等, 法律移植论(北京大学出版社, 2008), 189면 이하 참조.
5) 1980년대 이후 중국에서는 소련헌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소련 헌법은 주로 중국 헌법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는 범위에서 
언급된다. 예컨대 李秀清, 앞의 논문; 刘春萍, “苏联宪法学说对中国宪法学影响的历时
性审视”, 俄罗斯学刊(2011年 第4期) 등. 소련 헌법에 대한 일본에서의 연구도 대체로 
1990년대 이전에 이루어졌다. 예컨대 森下敏男，ソビエト憲法理論の研究(創文社, 1984); 
稲子恒夫，ソビエト国家組織の歴史(日本評論社, 1964) 및 총 8권으로 구성된 마르크스
주의 법학에 관한 연구의 집대성인 天野和夫 など編集, マルクス主義法学講座,①-⑧
(日本評論社, 1976) 중 소련 헌법제도에 관한 논문 등.



중국 현행 헌법의 계보에 관한 일고찰 / 姜光文   337

기 이후의 근대 헌법사에 있어서 중국 헌법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 예컨대, 중국의 현행 헌법제도를 근대 헌법의 개념

과 헌법 사상 발전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의 기본적인 헌

법제도를 한국이나 일본 등 기타 이른바 부르주아 국가의 헌법이나 헌법제도와 비

교하는 작업도 가능하게 된다.

본 논문은 현행 중국 헌법의 계보에 대해, 소련 헌법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19세

기 이후의 근대 헌법과 헌법 사상의 발전이라는 큰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하지 않

을까라는 물음을 출발점으로 하 다. 비록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특수성은 존재하

겠지만 현행 중국 헌법 역시 근대 헌법의 발전 역사 속에서 검토해야 하고 중국의 

헌법제도 또한 각종 근대 헌법 사상과 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헌법의 기본제도인 인민대표대회제도(人民代表大會制度)를 실마리로 삼았다. 

이는 무엇보다도 한국이나 일본 헌법학에서 흔히 논의되고 있는 대의제, 국민대표, 

국민주권 또는 인민주권 등 핵심적인 헌법개념이 중국의 현행 헌법체제하에서는 

인민대표대회제도와 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본 논문은 인민대표대회제도와 관련한 헌법 규정의 역사, 이와 관련한 헌법 

이론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중국 현행 헌법의 연원(淵源)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

공하려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중심으로 중국 

헌법과 소련 헌법의 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제도의 역사를 추적한 

후 이러한 제도 배후에 있는 대표적인 헌법 사상에 대해 검토하려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중국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고립된 울타리’에서 해방시켜 근

대 이후 헌법 발전의 역사 속에서 중국의 헌법제도를 이해하려 하 다. 단순히 사

회주의 헌법이라고 불리던 중국 헌법에 대한 이러한 위치 설정과 검토는 대의제나 

국민대표와 같은 한국 헌법학에서의 관련 논의에 대해서도 유익한 시각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논문은 우선 현행 중국 헌법에서 인민대

표대회제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관련 헌법 조항이 어떻게 중국 헌법에 도입되

었지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의 인민대표대회제도에 큰 향을 미친 소련의 

소비에트제도를 검토하고 이 소비에트제도의 특징에 대해 레닌의 언급을 중심으로 

종합한다. 그리고 소비에트의 전신인 프랑스의 파리코뮌과 이와 관련한 마르크스

의 논의를 추가함으로써 소련 헌법의 사상적 배경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헌법사와 관련하여, 이른바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을 둘러싼 언설(言說)을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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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년 헌법 및 1793년 헌법을 중심으로 종합함으로써 중국의 인민대표대회제도

와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본다. 

이 논문은 중국 현행 헌법의 역사나 계보에 관한 총괄적인 연구가 아니다. 어디

까지나 인민대표대회제도와 관련한 몇몇 헌법 조항과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중국 

헌법의 계보에 대해 소련 헌법과의 관계, 소련 헌법 배후에 있는 헌법 사상에 대

해 논의하고 이러한 제도를 중심으로 중국의 현행 헌법이 근대 헌법사 속에서 어

떻게 위치 설정 되는지를 알아보는 데 그친다. 또한 관련 헌법 내용과 헌법 제도

의 연원, 각 헌법 규정 상호간의 관계를 추적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그러한 헌법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고 그 배후에 놓여있는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문맥과 어떠한 관계에 놓여있는지 등의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6)　

Ⅱ. 중국 헌법의 제정: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중심으로

1. 현행 헌법과 인민대표대회제도

1982년에 통과된 현행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민대표대회제도에 대해, 중국

의 헌법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국가의 성격 또는 국가 내의 계급관계를 나타내

는 국체(國體)와 대비되는 정권 조직의 형식, 즉 정체(政體)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7) 구체적으로 중국은 현재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고(중국

6) 중국 현행 헌법의 역사나 계보에 대한 총괄적인 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논문의 제
목을 ‘현행 중국 헌법의 계보에 관한 일고찰’로 정한 가장 큰 이유는, 현행 중국 헌법
을 19세기 이후 성문헌법의 발전 역사의 맥락 속에서 위치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
는 본 논문의 문제의식 ― 이는 현재까지의 중국헌법사 연구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
았다 ― 을 상기시키고, 이로써 향후 중국헌법의 역사에 관한 전면적인 연구를 위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논문은 인민대표대
회제도 관련 규정을 실마리로 삼았다. 
  한편으로 본 논문은 인민대표대회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비교헌법사적 고찰에 중점
을 두지 않았고 인민대표대회제도의 현실이나 이 제도의 문제점 등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본 논문의 문제 관심이 어디까지나 인민대표대회 관
련 규정의 전사(前史)를 추적함으로써 중국 현행 헌법이 근대 성문헌법과 어떻게 연관
지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인민대표대회제도 및 
그 전신인 소련의 소비에트제도가 실제 운영과정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어떠한 문제점
들을 안고 있으며 어떠한 시사점을 제시하는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7)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华人民共和国宪法典(中国法制出版社, 2012), 3면 이하, 许崇德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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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체), 그 정권 조직 형식은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중국

의 정체). 인민대표대회제도와 관련한 주요 헌법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이다.

인민은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사무(國家事務), 

경제와 문화사무 및 사회사무(社會事務)를 관리한다.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이하 같음).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행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는 모두 민주선거를 통해 구성되며 인

민에 대해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의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민대표대회에 의해 조직되고 인민

대표대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감독을 받는다.

제76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原) 선거단위(選擧單位) 및 인민들과 접한 

연계를 가지고 인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청취, 반 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7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 선거단위의 감독을 받는다. 원 선거단위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 단위에서 선출한 대표를 파면(罷免)할 권한을 가진다.8)

제102조 성(省), 직할시, 구(區)를 둔 시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 선거단위의 감

독을 받으며, 현(縣), 구를 두지 않는 시, 시 관할 구, 향(鄕), 민족 향, 진(鎭)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선거인(選民)의 감독을 받는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단위 및 선거인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가 선거한 대표를 파면(罷免)할 권한을 가진다. 

编, 宪法(第四版)(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9), 104면 이하 등 참조. 중국에서 이러한 
국체와 정체 개념에 관해서는 1940년대에 모택동이 내린 다음과 같은 정의가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체의 문제는 청나라 말부터 수십 년간 논쟁거리로 되어 왔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사실 이는 하나의 문제 즉 사회 각 계급이 국가에서 차지하
는 지위를 지칭하는 데 불과하다 …… 이른바 ‘정체’의 문제는 정권 구성의 형식 문제
이고, 사회계급이 어떠한 형식을 취해 적을 반대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정권 형식을 조
직하는가의 문제이다”. 즉 국체는 한 국가에 있어서 계급 간 관계를 의미하고, 정체는 
정권 구성의 형식이라는 것이다. 毛泽东, “新民主主义论”(1940), 毛泽东选集(第二卷)
(第二版)(人民出版社, 1991), 676면 이하. 

8)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중국 헌법의 조문들은 모두 王培英, 中国宪法文献通编(修订版)
(中国民主法制出版社, 2007)에 수록된 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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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항들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행 중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의 모든 권

력은 인민에게 속하고 인민은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현행 헌

법에는 ‘주권’ 또는 ‘인민주권’에 대한 언급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위의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고 한 규정을 이른바 인민

주권원칙의 표현으로 이해하기도 한다.9)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입법기관인 동시에 

최고 권력기관이고(제57조), 행정과 재판 등 기타 국가권력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감독을 받는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설기관인 상무위원회

(常務委員會)는 인사권, 특별조사권, 질의 권한 등을 통해 산하 기타 권력기관에 

대한 통제를 실현한다(제63조, 제71조, 제73조 등). 이는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와 권력기관에 있어도 마찬가지다.10) 즉 전체 인민에서 인민대표대회로, 인민대표

대회 산하에 다시 행정과 사법, 검찰 등의 기관이 놓여 있는 구조로서, 행정기관뿐

만 아니라 사법기관 역시 인민대표대회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독 하에 놓여 있다. 

다만 인민대표대회가 이러한 권한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산하

에 상무위원회라는 상설기구를 두어 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는 인민대표대회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도록 하 다(제65조 내지 제69조).11) 그 외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최고 권력기관이지만 집행권을 직접 행사하지는 않고 집행권

은 중앙의 국무원을 비롯한 각급 인민정부에 부여되었다. 최고 권력기관인 인민대

 9) 国务院法制办公室，앞의 책, 3면. 여기서 ‘인민’의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현행 중국 헌법에서 말하는 인민에는 중국 국민 전체가 포함
되는지, 이른바 계급적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인민’의 범위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지 또는 인민을 오로지 유권자만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것인가 등이다. 참고로 
현행 중국의 헌법이나 기타 헌법 문서에는 ‘국민’이라는 표현은 보이지 않고 ‘인민’과 
함께 ‘공민(公民)’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자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다”(제33조).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장도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로 되어 있다. 따라서 나이나 신분, 계급 등과 관계없이 중
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중국 공민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하 각주 32) 참조.

10) 구체적으로 성급 인민대표대회가 성 인민정부, 성급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人民檢察
院)을 통제, 감독하고 시급 인민대표대회가 시 인민정부, 시급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을 통제, 감독하며 현급 인민대표대회가 현 인민정부, 현급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을 
통제, 감독한다(헌법 제95조 내지 제110조).

11) 수천 명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단기간 회의를 개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상무위원회제도는, 상무위원회가 실제로 국가의 대부분 입법권
을 행사하게 되는 등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권한을 형해화(形骸化)할 위험성을 내포하
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역사 및 국가 입법권 행사에 있어서의 역할
에 관해서는 강광문, “중국에서 ‘기본법률’의 효력에 관한 고찰”, 국법연구, 제20집
(2013), 2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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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입법권을 행사하고 그 산하에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놓여 있는 이러한 정치체제는 입법, 행정, 사법 등 권력기관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으며 서로 견제하는 이른바 형식적인 권력분립체제와 기본적으로 구별된다. 

대표와 인민 또는 선거권자의 관계에 관해, 현행 헌법은, 대표는 “인민의 의견을 

청취, 반 ”해야 하고 “원 선거단위(選擧單位)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원 선거단위

는 자신이 선거한 대표를 “파면할 수 있다”고 하 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관련 법

률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포함한 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선거권자의 관계, 

대표의 선거, 감독, 파면 절차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12) 이에 따르

면, 인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는 자신을 선출한 선거단위 또는 선거인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 반 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며 선거인은 자신의 

대표를 파면할 수 있다. 이러한 대표제도 역시 근대 입헌국가에서 규정되어 있는 

이른바 국민대표제도와 구별된다.13) 

위와 같은 인민대표대회제도에 관한 중국 헌법의 규정으로부터 우선 다음과 같

은 두 가지 기본 특징을 도출해낼 수 있다. 

①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 속하고 인민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

회 및 각급 인민대표대회를 통해서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행정기관을 비

12)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이하 ‘인민대표대
회 선거법’으로 칭함. 2010년 개정), ‘제10장 대표에 대한 감독, 파면, 사직 및 보궐선
거’;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代表法”(이하 ‘인민
대표대회 대표법’으로 칭함. 2010년 개정), ‘제4조 대표의 의무’, ‘제15조 파면권’ 관련 
내용 참조. 
  구체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경우는 총 3,000명 이하의 대표로 구성되고 그 대
표는 농촌과 도시의 인구비례에 근거하여 성급 인민대표대회와 인민해방군(人民解放
軍)에서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다시 그 산하의 하급 인
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현급 이하의 인민대표대회는 인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
출된다(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제2조, 제15조). 따라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그 선
출 모체인 성급 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에 의해 파면되고 지방 각급 인민대
표대회 대표는 하급 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에 의해 파면되며 직접 선거로 
선출된 현급 이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자신의 선거구의 선거인들에 의해 파면될 수 
있다(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제47조, 제48조).

13)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대표 개념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표는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의 이익을 대표하기보다 전 국민을 대표해야 하고 선거구 유권
자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그들에 의해 파면될 수 없다. 국민대표제
도의 개념과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김문현, “국민대표관계의 법적 성격”, 헌법학연구, 
제13권 제3호(2007); 杉原泰雄, “国民代表”, 同編,　 憲法学の基礎概念Ⅰ(勁草書房, 
1983), 9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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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기타 권력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종속되는 위치에 있다. 즉 인민이 인민대표

대회라는 대표기관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고 기타 국가기관을 통제하는 구

조이다. 다만 인민대표대회는 권력을 실제로 행사하기 위해 그 산하에 상무위원회

라는 상설기관을 두었고,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입법권 이외의 집행권 

등 권력까지 직접 행사하도록 하지는 않았다. 

② 다음으로 인민은 자신이 선출한 인민대표에 대한 감독, 파면을 통해 인민대

표대회에 대한 통제를 실현한다. 선출된 인민대표가 수시로 인민의 감독을 받고 

원 선거단위에 의해 파면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표가 자신을 선출한 인민들부터 

독립하거나 그들의 이익에 반하여 행동하는 사태를 방지하 다.

이러한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사회주의 중국의 특징적인 정권 조직 형식으로 이해

되고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회제도와의 비교 속에서 논의되고 있다. 

예컨대 인민과 대표, 인민대표대회와 기타 권력기관의 이러한 관계는 자본주의 국가 

헌법체제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원칙과 대비되는 민주집중제(民主集中制)의 구체

적인 표현이라고 해석된다. 민주집중제를 토대로 한 인민대표대회제도야말로 삼권

분립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고 극단적인 민주와 독재를 동시에 피할 수 있는, 국가

권력 행사에 있어서 인민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설계된 제도라는 

것이다.14) 또한 자본주의 의회제도가 ‘허위의’ 또는 기만성이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라면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진정한’ 또는 보다 보편적인 민주주의 실현에 적합

한 정권의 조직 형식이다. 왜냐하면 인민과 대표를 격리하고 인민이 인민대표를 

통해 행정이나 사법 등 기타 국가기관을 직접 통제하지 못하는 의회제도에 반해, 

인민대표대회제도 하에서 인민은 자신이 선출한 대표에 대해 또한 그러한 대표를 

통해 기타 국가기관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통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15) 

실제로 인민대표대회제도가 어느 정도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애당초 제도설계의 취지가 ― 인민으로 하여금 자신이 선출한 대표들에 대

해 보다 직접적인 감독권이나 파면권을 행사하게 하고 인민의 대표로 구성된 인민

대표대회가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기타 국가 권력기관을 통제하게 함으로써 ― ‘진

정한’ 인민주권을 실현하고 인민이 국가권력으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을 회피하려는 

데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설계는 무엇보다 자본주의 국

가의 의회제와 삼권분립원칙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것이다. 

14) 许崇德，앞의 책, 136면 이하 참조. 
15) 焦洪昌 主编，宪法学(第四版)(北京大学出版社, 2012), 22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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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현행 헌법은 일반적으로 1954년 헌법에 크게 의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위의 인민대표대회제도와 관련한 규정에서도 입증된다. 그리고 인민대표대회

제도에 관한 이러한 규정이 1954년 헌법에 도입된 과정을 검토해보면 중국의 첫 

사회주의 헌법인 1954년 헌법이 주로 어떠한 헌법 문서를 참조하여 제정되었는지

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이하에서는 1954년 헌법의 일부 내용과 그 제정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16) 

2. 1954년 헌법과 인민대표대회제도

(1) 1954년 헌법의 제정

현행 인민대표대회제도는 1954년 헌법에 의해 중국의 기본적인 헌법제도로서 

확정되었다.17) 인민대표대회 관련 주요 조항의 내용을 보더라도 현행 헌법의 규정

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이다.

제21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다.

제38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 선거단위의 감독을 받는다. 원 선거단위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 단위에서 선출한 대표를 수시(隨時)로 철회(撤换)할 권한을 가진다.
제61조 성, 직할시, 현,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 선거단위의 감

독을 받는다. 구를 설치하지 않는 시, 시관할구, 향, 민족향, 진(鎭)의 인민대표대

회 대표는 선거인의 감독을 받는다.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단위와 선거인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

신이 선출한 대표를 수시로 철회할 권한을 가진다. 

현행 헌법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권력은 인민에 속하고 인민은 인민대표대회

16) 1949년 이후 중국은 4차례 헌법을 대폭 제정/개정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각 헌법을 
1954년 헌법(1954年憲法), 1975년 헌법(1975年憲法), 1978년 헌법(1978年憲法), 1982년 
헌법(1982年憲法)이라고 칭한다. 문화대혁명의 혼란기에 만들어진 1975년 헌법 및 문화
대혁명이 끝난 후 제정된 1978년 헌법은 여기서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인민대표대회
제도와 관련한 내용만으로 볼 때, 이 두 헌법 역시 1954년 헌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17) 韩大元，“1954年宪法的历史命运与人民代表大会制度”, 法律科学(2004年 第5期), 1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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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그 권력을 행사하고 행정 등 기타 국가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종속되어 

있는 구조이다. 인민대표와 선거인 또는 선거단위의 관계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과 

마찬가지로 선거인 또는 선거단위는 자신이 선출한 대표를 감독하고 파면할 권한

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설기구인 상무위원회의 입법권을 

강화하는 등의 면에 있어서 현행 헌법은 1954년 헌법과 일부 다르게 규정하고 있

지만,18) 인민과 인민대표의 관계 및 인민대표기관과 기타 국가 권력기관의 관계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는 위에서 보다시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1982년에 제정

된 현행 헌법은 1954년 헌법에 규정된 인민대표대회제도의 틀을 변화시키지 않았

고 그 후 중국에서는 선거법이나 대표법 등 구체적 입법을 통해 애당초 실현하고

자 하는 인민대표대회제도의 장점을 현실화하는 데 중점이 옮겨졌다.19)

1954년 헌법의 제정 과정에 관한 일련의 연구에 따르면 이 헌법의 초안은 공식

적으로는 1953년에 헌법제정을 위해 설립된, 중국 각계 인사들을 망라한 ‘헌법기

초위원회(憲法起草委員會)’가 작성하 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중국공산당 산

하의 ‘헌법기초소조(憲法起草小組)’가 헌법초안을 사전에 작성하여 ‘헌법기초위원

회’에 건넸고, 헌법기초위원회는 이 초안에 대해 약간의 수정을 거쳐 중앙인민정

부 및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시하 다고 한다.20) 즉 실질적으로는 중국공산당이 

헌법초안을 작성한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헌법기초위원회’에 제시한 이 헌법초안

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민대표대회제도 관련 규정은 훗날 통과된 헌법에 그대로 반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21)

당시 중국공산당은 자신이 작성한 헌법초안을 ‘헌법기초위원회’에 제시하면서 

18) 1954년 헌법에서는 전인대상무위원회에 입법권을 부여하지 않고 법령(法令)의 제정권
과 법률의 해석 권한을 부여한 데 비해, 현행 헌법은 전인대상무위원회가 전국인민대
표대회와 더불어 법률을 직접 제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원회의 권한에 대한 헌법규정의 변화에 관해서는 강광문, 앞의 논문; 许崇德, 中华人

民共和国宪法史(上)(福建人民出版社, 2005), 199면 이하 및 同, 中华人民共和国宪法史

(下)(福建人民出版社, 2005), 508면 이하 참조. 
19) 인민대표대회 선거법은 1979년에 제정되어 1982년, 1986년, 1995년, 2004년, 2010년에 

개정되었고, 인민대표대회 대표법은 1992년에 제정되어 2009년, 2010년에 한차례씩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중국 인민대표대회제도하에서 선거인과 대표의 관계의 변
화에 대해서는 蔡定剑, 앞의 책, 359면 이하 참조.

20) 1954년 헌법의 작성과정에 관해서는 韩大元, 1954年宪法和中国宪政(第二版)(武汉大学
出版社, 2008), 426면 이하 부록의 연보 참조. 

21) 당시 중국공산당이 제시한 헌법초안 및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심의한 헌법초안의 내
용에 대해서는 각각 韩大元, 앞의 책, 445면 이하 부록의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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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초안 작성 경과와 각 조항의 내용에 대해 ‘헌법기초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명

하 는데 그중 인민대표대회제도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소련과 일치한 것이다. 즉 인민대표대회는 인민의 

권력기관이고, 의사기관(議事機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산계급의 의회는 단지 

논의(淸談)하는 곳이다. 우리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입법기관인 동시에 업무기관

(工作機關)이고, 입법권과 행정권의 통일을 실현한다. 국무원은 실질적으로는 집행

기관이다.

······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집중제를 실행한다. 인민대표는 선거인에 의해 탄생하고 선

거인의 감독을 받는다. 이는 자본주의 국가와 다른 점이다. 그들의 대표는 탄생한 

후, 인민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우리의 대표는 선거인의 감독을 받고 선거인은 

수시로 자신이 선출한 대표를 철회(撤換)할 수 있다.22)

여기서 헌법에 규정된 중국의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소련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참

조했다는 점과 이러한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인민대표대회의 지위, 대표와 선거인의 

관계에서 있어서 자본주의 국가들의 의회제도와 다르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즉 

자본주의 국가들의 의회는 단순히 논의기관인 데 반해 인민대표대회는 권력기관인 

동시에 업무추진 기관이며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가지고 있고, 자본주의 의회대

표는 선출된 후 더 이상 인민의 감독을 받지 않는 데 비해 인민대표대회제도하에

서 인민들은 수시로 자신이 선출한 대표를 소환함으로써 대표에 대한 감독과 통제

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단순히 논의기관으로 전락한 자본주의국가 의회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

해 인민의 대표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입법기관인 동시에 업무기관이고, 입

법권과 행정권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지만 대표기관이 집

행기능까지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민의 대표기관이 국

가의 입법권뿐만 아니라 집행권까지 행사하게 하는 이러한 발상은 구체적인 헌법 

제도로 옮겨지지 못했다. 실제로 후에 제정된 헌법에서도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

를 “최고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 및 “최고 국가행정기관”으로 인정하고 법률의 

집행권 등 광범위한 권리를 부여하 다(1954년 헌법 제47조 이하). 이는 각급 지방 

인민대표대회와 인민 정부도 마찬가지다(제62조 내지 제66조).23) 인민주권의 실현

22) “宪法草案初稿说明”(韩大元, 앞의 책, 167면 이하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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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인민대표대회가 집행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1954년 

헌법은 이 점에 관해 결국 인민대표기관으로 하여금 집행기관을 포함한 기타 권력

기관에 대해 통제와 감독을 강화하게 함으로써 인민이 권력행사에서 소외되는 결

과를 회피하려 하 고, 1954년 헌법에서의 이러한 제도 설계는 현행 헌법에서도 

그대로 답습되었다.

중국공산당이 제시한 이 초안은 ‘헌법기초위원회’의 몇 차례 수정 및 중앙인민

정부의 심의 통과를 거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정식으로 보고되었다. 당시 전국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위원장인 류소기(劉少奇, 1898-1969)는 ‘헌법기초위원회’

를 대표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행한 헌법초안에 관한 보고에서,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중국의 “인민혁명 근거지 정치 건설의 장기 경험에 근거하고 소련과 여러 

인민민주국가의 경험”을 참조하 으며 이 제도 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 

국가권력을 통일적으로 행사하고 국가의 행정기관은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와 같은 권력기관에 의해 생성되는 동시에 그러한 국가 권

력기관의 감독을 받으며 그들에 의해 파면”됨으로써 “국가 행정기관은 인민대표대

회를 이탈하거나 인민대표대회의 의지에 반해 활동할 수 없다”고 하 다.24) 여기

서는 우선, 인민대표대회제도 관련 규정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의 경험을 

참조하고 1949년 이전 중국 인민혁명 근거지에서의 실천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었다. 

또한 인민대표대회에 대한 행정기관의 종속성이 자본주의의 의회제도와 구별되

는 인민대표대회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처럼 인민대표대

회제도의 특징 및 자본주의 국가의 의회제와의 구별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도 비교

적 명확히 인식되어 있었다. 당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헌법초안에 대한 토

론 과정에서, 법학 전문가 대표로 출석한 한 토론자는 인민대표대회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헌법초안의 기본적인 특징은 철저한 민주주의를 실현한 것이다. 민주원칙은 

우리의 정치제도에서 일관되게 체현되어 있다. ······

23) 1954년 헌법 제62조 지방 각급 인민위원회 즉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지방 각급 인민
대표대회의 집행기관이고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이다.

24) 刘少奇, “关于中华人民共和国宪法草案的报告(1954年9月15日)”(王培英, 앞의 책, 214
면 이하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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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중앙과 지방정부는 모두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인민대표대회라는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생성되고, 그 권력기관의 감독을 받으며 동시에 파면될 수 

있다. 또한 국가권력기관을 구성하는 인민대표는 모두 원 선거단위 또는 선거인의 

감독을 받고, 그들에 의해 파면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소위 민주제도 하에

서는 통치하는 착취계급, 정부와 국회의원은 인민의 머리 위에 있는 데 불과하다. 

우리의 국가기관 일꾼은 국가주석을 포함하여 모두 인민을 위해 복무(服務)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인민의 근무원(勤務員)이다. 우리나라에서 인민은 비로소 진정하

게 주인이 된 것이다.25)

즉 자본주의 의회제에 비해 인민대표대회제도가 보다 ‘철저한 민주주의’를 실현

하는 제도이고 인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보장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구체적으

로는 이러한 민주주의원칙은 인민이 인민대표대회라는 국가권력을 통해 기타 권력

기구를 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 감독과 파면의 권한을 통해 인민대표를 통제하는 

데에서 나타난다. 이로써 자본주의의 민주체제하에서 흔히 나타나는 관료나 국회

의원이 인민의 위에 놓여 있거나 인민의 통제를 벗어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다만, 보다 철저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민의 대표기관이 

행정권이나 집행권까지 직접 행사해야 한다는 점은 여기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

(2) 1954년 헌법의 전사(前史)

이처럼 현행 헌법 및 1954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민대표대회제도 관련 규

정에는 크게 인민과 대표의 관계를 규정한 내용과 인민대표대회의 지위 및 기타 

국가권력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한 내용이 포함된다. 전자의 경우 인민대표가 파면 

등에 의해 자신을 선출한 선거인들에 대해 직접 책임지고, 후자의 경우 인민대표

기관이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행정권이나 사법권을 감독, 통제하는 지위에 놓여있

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인민대표대회는 그 산하에 상설기구를 둘 수밖에 없

었고 자신이 집행권 등의 권력까지 직접 행사하는 제도는 취하지 않았다.

아래 소련 헌법에 대한 검토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54년 헌법에 도입된 인민대

표대회제도 관련 조항들은 주로 소련 헌법을 참조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다만, 

1954년 헌법은 이러한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규정한 중국의 첫 헌법 문서가 아니다. 

류소기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인민대표대회제도는 1949년 이전 인민혁명 근거지의 

25) 周鲠生 대표의 발언(韩大元，앞의 책，268면 이하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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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토대로 한 부분도 있다.

우선, 사회주의 중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기본원칙을 규정한 1949년의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공동강령(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 1949년, 이하 ‘공동강

령’이라 칭함)’에서는 인민대표대회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정권(國家政權)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이 국가정

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각급 인민정부이다. 각급 인민대표대

회는 인민이 보통선거의 방식으로 탄생시킨다.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각급 인민정

부를 선거한다. 

제15조 각급 정권기관은 모두 민주집중제를 실행한다. 

인민대표대회는 인민에 대해 책임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인민정부위원회는 인민대

표대회에 대해 책임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여기서 ‘국가정권(國家政權)’은 국가권력과 같은 의미이다. 인민이 어떠한 방식

을 통해 대표를 감독, 통제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모든 국가권력의 주체인 인민이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기타 

국가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등의 인민대표대회의 일부 특징은 

이미 부분적으로 제시되었다. 

1949년 이전의 경우 중국공산당은 자신이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시행

해야 하는 헌법문서를 공포하곤 했는데, 이러한 문서에는 정권 형식의 기본제도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1949년 이전의 대표적인 헌법강령인 섬감 변구

헌법원칙(陝甘寧邊區憲法原則, 1946년)은 혁명 근거지 정권 조직 형태에 관해, 각 

지방의 “인민대표대회[참의회(參議會), 원문]는 인민의 정권 관리기관이다”(제1조)

라고 하고 “각급 정부는 각급 대표대회에 책임을 지고, 각급 대표는 선거인에 대

해 책임을 진다”(제3조)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인민대표대회’라는 표현이 중국의 헌법 문서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인

민 또는 선거인이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고 정부를 통제한다는 것이

다. 그 외 이 헌법 문서에서는 “향 대표회(鄕代表會)는 정무(政務)를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제4조)이라 함으로써 지방의 인민대표대회가 집행기관의 기능을 

겸한다고 규정하 다. 이는 지방의 경우, 인민대표회의가 권력기관인 동시에 집행

기관이며 이와 별도로 독립된 집행기관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즉 1946년의 

이 섬감 변구헌법원칙에서는 인민의 대표기관이 입법권뿐만 아니라 집행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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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행사하는 제도가 향급 지방 정부의 레벨에서는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그 외에 중국공산당은 창당 초기에 혁명 근거지를 건설하고 정권을 운 하면서 

한 차례 헌법강령을 만든 적이 있는데, 이른바 ‘중화소비에트헌법대강(中華蘇維埃

憲法大綱, 1931년)’이라고 불리는 이 헌법강령의 관련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2조 중국소비에트정권이 수립하려는 것은 노동자와 농민의 민주독재 국가이다. 

소비에트의 전체 정권(政權)은 노동자, 농민, 홍군병사(紅軍兵士) 및 모든 노고민

중(勞苦民衆)에 속한다. ······

제3조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의 최고 정권은 전국공농병회의[소비에트(蘇維埃), 원문]

대회이다. 대회 폐회기간에는 전국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가 최고정권기관이다. 

중앙집행위원회 산하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일상적인 정무를 처리하고 모든 

법령과 결의안을 반포한다. 

제4조 ······ 이러한 선거단위에서 선출된 지방소비에트 대표는 일정한 임기가 있

고, 도시 또는 농촌 소비에트의 각종 조직과 위원회에서 일하게 된다. 이러한 대

표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그 선거인에 대해 보고를 해야 한다. 선거인은 아무 때

나 피선거인을 철회(撤回)하고 새로운 선거를 실행할 권리를 가진다.26)

중국공산당이 주도하여 제정한 첫 성문헌법 문서인 이 중화소비에트헌법대강의 

규정에 따르면 최고 권력기관인 소비에트 내에 중앙집행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

하에 인민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소비에트 대표에 대

해서는 선거인이 보고나 소환 제도를 통해 감독하는 구조이다. 이를 1954년 헌법

이나 현행 헌법의 체제와 비교해보면 우선 용어의 사용에서 약간 차이가 보인다. 

1949년 이후 헌법의 규정과 같이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 속한다고 하지 않

고 ‘노동자, 농민, 병사 및 노고민중(勞苦民衆)’에 속한다고 하 으며, 국가의 최고 

정권, 즉 최고 권력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인민대표대회’ 대신에 ‘전국공

농병회의[소비에트]’라고 하고 있다. 훗날 자주 사용되는 ‘인민’이나 ‘인민대표대

회’라는 표현은 당시 소련 헌법을 그대로 모방하여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헌법

강령에서 찾아볼 수 없다.27) 

또한 제도적으로 이 헌법강령은 최고 권력기관인 소비에트 산하에 중앙집행위원

회를 두고 그 아래에 다시 집행기관인 인민위원회를 두는 체제를 취하고 있는데, 

26) 위 법조문은 王培英，앞의 책에 수록된 자료를 토대로 번역하였다.
27) 张晋藩, 中国宪法史(人民出版社/吉林人民出版社, 2011), 29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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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앙집행위원회는 1954년 헌법이나 현행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민대표

대회의 상설기관인 상무위원회에, 인민위원회는 행정부인 인민정부(중앙에서는 국

무원)에 해당된다. 다만 훗날의 인민정부가 독립된 행정기구로서 인민대표대회와 

명확히 분리되어 있는 데 비해 인민위원회는 아직 소비에트 산하에 위치하여 있어 

인민의 대표기관, 즉 소비에트에 보다 종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인민

대표기관(소비에트)의 지위 및 인민대표와 선거인의 관계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는 

1954년 헌법이나 현행 헌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당시 소련 헌법을 그대로 모방하여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이 중화소비에

트헌법대강에서는 아직 ‘인민대표대회’제도 대신 ‘소비에트’제도가 규정되어 있었

다.28) ‘인민대표대회’라는 표현이 중국공산당 헌법 문서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

은 1940년대 이후이다. 1940년 이후 ‘소비에트’ 대신에 ‘인민대표대회’가 널리 쓰

이게 되고 국가권력은 어떠한 구체적인 계급이나 계급 연합보다는 추상적인 ‘인

민’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기 시작하 다. 소비에트 산하에 설치된 집행기관으로

서의 인민위원회도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는 독립된 기관인 인민정부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혁명과 중국 정치체제의 방향에 대한 모택동(毛澤東, 

1893-1976)을 중심으로 한 중국공산당의 이해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29) 중국 헌법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1954년 헌법의 제정에 처음부터 깊이 

개입한 모택동의 헌법 사상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다.

(3) 1954년 헌법과 모택동

모택동은 당시 공식적인 헌법초안 작성 기구인 ‘헌법기초위원회(憲法起草委員

會)’의 주석직에 임하는 한편, 헌법초안을 실질적으로 작성한 중국공산당 ‘헌법기

초소조(憲法起草小組)’와 함께 중국 남방 도시 항주(杭州)에 가서 헌법초안의 작

성을 직접 지휘하고 미래 헌법에 담아야 할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다고 

한다.30) 중국 현행 헌법 및 1954년 헌법에 모택동의 생각이 깊이 각인된 배경이다. 

28) 이 헌법대강의 내용과 소련 헌법의 비교에 관해서는 张晋藩，앞의 책, 296면 이하,  
刘春萍, “苏联宪法学说对中国宪法学影响的历时性审视”, 俄罗斯学刊(2011年 第4期), 
46면 이하 참조.

29) 인민대표대회제도의 정착과정에 있어서 모택동의 역할에 관해서는 万其刚，“历史的
选择 ― 我国人民代表大会制度发展历史考察”, 法学杂志(2004. 11), 4면 이하 ; 张希坡, 
“我国人民民主专政和人民代表大会制度之演进”, 法学家(1998年 第5期), 16면 이하 참조.

30) 1954년 헌법의 내용과 모택동 헌법이론의 관계에 관해서는 위의 각주 29)의 문헌 이
외에, 张晋藩，앞의 책, 339면 이하, 曹寻真, “1954年宪法与毛泽东宪法思想的具体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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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중국 헌법에 대한 모택동의 헌법구상은 1940년대에 발표한 그의 논설

들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중국혁명의 성격, 발전 단계, 향후 목표 등을 논한 

유명한 ‘신민주주의론(新民主主義論, 1940년)’에서 그는 중국의 실정과 계급상황

을 분석한 후 향후 중국이 취해야 할 정권 형식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 다.

이른바 ‘정체(政體)’ 문제는 정권 구성의 형식 문제이고, 일정한 사회계급이 어

떠한 형식을 취하여 적을 반대하고 자신을 보호는 정권기관을 조직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적당한 형식의 정권기관이 없다면 국가를 대표할 수 없다. 

중국은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 성 인민대표대회, 현 인민대표대회, 구 인민대

표대회 및 향 인민대표대회의 계통(系統)을 취할 수 있고, 각급 대표대회를 통해 

정부를 선출할 수 있다.31) 

모택동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자신의 특수한 역사 상황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독

재를 실행하는 소련과 달리 여러 혁명계급이 연합하는 인민민주독재를 실행해야 

한다. 여기서 “인민”이라 함은 “노동자계급, 농민계급, 도시의 소자산계급과 민족

자산계급”을 포함하고 모든 반혁명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32) 자본주의 헌법에서

는 “국민(國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 계급적 본질을 숨기려고 하지만 반혁

명분자까지 포함한 “국민”의 개념은 기만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33) 모택동은 공

산당이 이미 정권을 잡은 지역에서는 필요에 따라 인민대표대회를 소집하고 인민

대표대회를 통해 정부를 선출하도록 요구하 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권력기관은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로부터 선출된 각급 정

부다. 현 시기(1948년 전후, 인용자)에 있어서, 농촌에서는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향촌 농민대회를 소집하여 향촌 정부를 선거하고, 구 농민대표대회를 소집하여 구 

정부를 선출할 수 있다. 현, 시 및 시 이상의 정부는, 그들이 농촌의 농민을 대표

할 뿐만 아니라 시진(市鎭), 현의 도시 및 성의 도시와 대 상공업 도시의 각 계층

의 직업인원도 대표하기 때문에 현, 시, 성 또는 변구(邊區)의 인민대표대회를 소

毛泽东思想研究(2013年 第1期) 참조. 
31) 毛泽东, “新民主主义论”(1940年 1月), 毛泽东选集, 第二卷(第二版)(人民出版社, 1991), 

662면.
32) 毛泽东, “论人民民主专政”(1949年 6月), 毛泽东选集, 第四卷(第二版)(人民出版社, 1991), 

1468면.
33) 毛泽东, “新民主主义论”(1940年 1月), 毛泽东选集, 第二卷(第二版)(人民出版社, 1991), 

6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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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해야 하고 각급 정부를 선출해야 한다. 미래에 혁명이 전국 범위에서 성공을 

거둔 이후, 중앙과 지방 각급 정부는 반드시 모두 각급 인민대표대회에 의해 선

출되어야 한다.34)

이러한 인민대표대회의 유래에 대해서는 모택동 역시 이 제도가 소련의 헌법제

도를 모델로 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 다.

우리는 자산계급의 의회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프롤레타리아의 소비에트제도를 

시행한다. 대표대회가 바로 소비에트이다. 당연히 내용상, 우리의 것은 소련의 프

롤레타리아 독재하의 소비에트와는 구별된다. 우리는 노동자와 농민의 동맹을 기

초로 한 인민소비에트이다. ‘소비에트(蘇維埃)’라는 외래어를 우리는 사용하지 않

고, 인민대표회의(人民代表會議)라고 부른다. 소비에트는 러시아 인민이 창조해낸 

것이고 레닌이 발전시킨 것이다. 중국에서 자산계급 공화국의 의회제도는 이미 부

패하 다. 우리는 그것을 채용하지 않고 사회주의국가의 정권제도를 취한다.35)

즉 자본주의 국가의 의회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소련의 소비에트를 참조하여 

중국에서 설립해야 하는 정권 형식이 인민대표대회제도라는 것이다. 우선 농촌과 

도시 지역에서 지방 인민대표대회를 소집하여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각급 정부를 

선출하고 전 중국에서 정권을 수립한 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이를 통한 중앙

정부를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소련식의 소비에트제도를 중국의 현실에 

맞게 개조하여 탄생시킨 것이 인민대표대회제도이다. 여기서 모택동은 각급 인민

정부는 각급 인민대표대회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고 요구하 으나 인민대표대회

나 그 상설기관이 집행권을 직접 행사해야 한다고는 하지 않았다. 그 외 인민대표

의 선거방식이나 선거인의 파면권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위에서 보다시피, 모택동의 이러한 구상은 1940년대 이후 중국공산당의 각종 헌

법 문서(1946년의 섬감 변구헌법원칙, 1949년의 공동강령)에서 체현되었고 최종

적으로 1954년 헌법 및 현행 헌법에 그대로 답습되었다.36) 1931년의 중화소비에트

헌법대강과 1940년대 이후의 헌법 문서 간에 나타난 표현의 차이는 위와 같은 모

34) 毛泽东, “关于目前党的政策中的几个重要问题”(1948年 1月), 毛泽东选集, 第四卷(第二
版)(人民出版社, 1991), 1267면.

35) 毛泽东, “在中共七届二中全会上的总结”(1949年 3月).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사
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문헌을 참조. http://cpc.people.com.cn. 

36) 韩大元 主编, 中国宪法学说史研究(上)(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1)，27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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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동의 일련의 헌법 논의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3. 보론: 중국의 非사회주의 헌법(1949년 이전)과 인민대표대회제도

이처럼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인민혁명 근거지 정치 건설의 장기 경험에 근거하

고 소련과 여러 인민민주국가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졌고, 소련 헌법에서 규정

한 소비에트제도와 모택동의 이론이 결부되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954년 헌법에 규정된 인민대표대회 관련 내용은 1949년 이전에 존재했던 중국의 

非사회주의 헌법들에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1954년 헌법의 제정에는 소련 

헌법과 중국의 사회주의 헌법문서 이외에 이러한 非사회주의 헌법들도 향을 미

치지 않았을까?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1954년 헌법 제정 당시 모택동이 

참고자료로 제시했던 일부 중국의 非사회주의 헌법전의 관련 내용을 간단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37)

 

(1) 1946년 헌법과 손문(孫文)의 헌법이론

중국공산당이 1949년에 중국 전역에서 정권을 수립하기 전에 중국은 장개석(蔣

介石, 1887-1975)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국민당 정권인 중화민국의 통치하에 있었

다. 1936년에 통과된 중화민국헌법초안(中華民國憲法草案, 이른바 ‘五五憲草’)을 

수정하여 제정된 중화민국헌법(中華民國憲法, 1946년)은 1954년 헌법안의 작성 시 

참고자료로 이용되었다고 알려졌는데, 이 두 헌법은 모두 국민대회(國民大會) 산

하에 5개 권력기관을 병존시키는 이른바 5권분립(五權分立)이라는 독특한 체제를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민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 국민대회는 총통(總統)과 부총통(副總

統)에 대한 선거권과 파면권, 헌법개정권 및 입법원이 제출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복결권(復決權)만을 행사하고(1946년 헌법 제27조) 기타 국가권력은 대통령과 행

정원, 입법원, 사법원, 고시원(考試院), 감찰원이 각각 행사한다. 즉 행정권, 입법

권, 사법권, 고시권, 감찰권의 5권 분립 제도이다. 그중 입법원의 대표는 국민의 선

37) 1954년 헌법 초안 작성 당시, 모택동은 고위 공산당 간부들에게 참고할 필요가 있는 
각국의 헌법들을 제시하였는데, 1949년 이전 非사회주의 헌법으로는 1946년의 중화민
국헌법(中華民國憲法), 1923년의 중화민국헌법, 1913년의 중화민국헌법초안(中華民國
憲法草案)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蔡定剑, 앞의 책, 33면 참조. 이 세 헌법의 조문은 
王培英, 中国宪法文献通编(修订版)(中国民主法制出版社, 2007)에 수록된 자료를 토대
로 필자가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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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에 의해 선출되고 감찰원은 각 성(省)의 의회에서 선출된다(제62조, 제91조). 행정

원 원장은 총통이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한편, 권력 행사에 있어서 행정

원은 입법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제55조, 제57조). 국민대회 대표의 선거, 파면 및 

권력 행사의 구체적 절차는 법률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인민을 대표하여 입법권을 

행사하는 입법원 대표의 파면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제34조).38)

1946년 중화민국 헌법 및 그 전신인 1936년 헌법초안에서 규정한 이러한 체제는 

중국 혁명가 손문(孫文, 1866-1925)의 정치이론 특히 그의 5권헌법(五權憲法)의 사

상을 반 해 입법화한 것이다. 손문에 따르면 국가의 대권은 크게 정권(政權)과 치

권(治權)으로 나뉠 수 있고 인민은 국가의 주인이지만 국민대표기관을 통해 정권

에 포함되는 선거권, 파면권, 창제권(創制權), 복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고 기타 권

력 즉 치권에 속하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감찰권 및 고시권은 각 국가기관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 주권의 주체라는 지위를 인민에게 인정하는 동시에 인민의 

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손문의 위와 같은 발상은 인민의 능

력과 자질에 대한 그의 이중적 태도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손문은 이러한 제도 

설계를 통해 인민이 보다 직접적으로 권력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자본주의 국가의 전통적인 권력분립제도와 의회제도의 폐단

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39)

이처럼 1946년 헌법에 따르면 인민은 선거권과 파면권을 통해 국민대회에 대해 

직접 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민대회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 그 외 인민이 국민대회를 통해 대통령을 감독하고 행정

원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입법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구조하에서 인민주권 

38) 1946년 헌법에 비해 1936년 헌법초안에 규정된 국민대회의 권한은 보다 광범위하다. 
즉 국민대회는 ① 총통, 부총통, 입법원 원장, 부원장, 감찰원 원장, 부원장, 입법위원, 
감찰위원을 선거하고, ② 총통, 부총통, 입법원 원장, 부원장, 감찰원 원장, 부원장, 입
법위원, 감찰위원을 파면하고, ③ 법률을 창제(創製)하고, ④ 법률을 복결(復決)하고, 
⑤ 헌법을 수정하고, ⑥ 헌법이 부여한 기타 권한을 행사한다(1936년 헌법초안 제32
조). 1946년 중화민국헌법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는 张晋藩，앞의 책, 257면 이하; 
郑志廷/张秋山, 中国宪政百年史纲(人民出版社, 2011), 224면 이하 참조.

39) 손문의 헌법사상에 관해서는 王云飞, “再论孙中山‘五权宪法’”, 中国法学(2003年 第5
期); 王祖志, “孙中山五权宪法思想研究新见”, 法学研究(1999年 第4期) 및 宮沢俊義, 
憲法の思想(岩波書店, 1967), 297면 이하 참조. 당시 국민당 정부 입법원 원장인 孙科
는 헌법안 내용에 관한 설명에서, 손문 헌법사상과 관련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孙科, “关于宪草经过及其内容的说明”(1940), 夏新华等 整理, 近代中国宪政历程: 

史料荟萃(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4), 993면 이하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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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민주주의가 보다 확실히 실현될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2) 1923년 헌법 및 1913년 헌법초안 

1920년대 초 혼란기에 군벌 조곤(曹錕, 1862-1938)이 무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통

과시킨 중화민국 헌법(中華民國憲法, 1923년, 이른바 ‘曹錕憲法’ 또는 ‘賂選憲法’)

은 중국 근대 헌정사상 정식으로 공포된 첫 헌법전이라고 불린다. 이 헌법안의 내

용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대통령제를 명확히 하 고 형식적인 3권분립제를 비교적 

충실히 따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주권은 국민전체에 귀속”되지만 국권(國權)

은 각각 입법기관인 국회, 행정기관인 대총통과 국무원, 사법기관인 법원이 행사한

다. 국회는 지방의회가 선출한 대표로 조직된 참의원과 인구비례에 따라 각 선거

구에서 직접 선출된 대표로 조직된 중의원으로 구성된다. 국회는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탄핵권, 국무원(國務員)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통해 행정권

에 대해 향력을 행사하는 데 그치고, 대표와 선거인 또는 선거구의 관계에 대해

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1923년 헌법 제2조, 제39조 내지 제71조 등).40)

마지막으로 위 헌법의 토대가 된 1913년의 중화민국헌법초안(中華民國憲法草

案, 이른바 ‘天壇憲草’)의 내용을 보면 인민대표대회제도와 관련해서는 1923년 헌

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 헌법초안에는 국회위원회(國會委員會)라는 국회

의 상설기관을 설치하여 국회 폐회기간에는 국회의 일부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1913년 헌법 제51조 내지 제54조).41)

1954년 헌법 제정 당시 모택동이 참고자료로 제시한 3건의 非사회주의 헌법문

서에서 인민대표대회제도와 관련이 있는 내용은 위와 같다. 비록 손문의 헌법사상 

형성에는 소련 사회주의혁명의 향이 있었고 손문의 사상을 반 한 중화민국헌법

에는 국민대회대표의 파면권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하지만, 중국의 1954년 헌법에 

규정된 인민대표대회제도 관련 내용이 1946년 헌법의 직접적인 향을 받았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42) 1923년 헌법과 1913년 헌법초안의 규정은 인민대표대회

40) 张晋藩, 앞의 책, 235면 이하, 郑志廷/张秋山, 中国宪政百年史纲(人民出版社, 2011), 
115면 이하 참조.

41) 张晋藩, 앞의 책, 201면 이하; 郑志廷/张秋山, 앞의 책, 93면 이하 참조.
42) 인민대표대회제도와 관련하여 1954년 헌법의 내용이 1946년 중화민국헌법 등 1949년 

이전 중국의 非사회주의 헌법 및 손문의 헌법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언
급이나 연구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아래 제3장에서의 논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
국 헌법의 인민대표대회제도 관련 내용은 소련 헌법의 소비에트제도를 참조하여 도입
한 것이다. 대표의 파면권에 관한 내용을 예를 들어보면, 중국과 소련 각 헌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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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내용과는 더욱 거리가 멀다. 

4. 소결

위에서 보듯이 중국 현행 헌법의 전신인 1954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민대

표대회제도는 소련의 소비에트를 그 모델로 하고 있다.43) 구체적으로 중국의 전국

인민대표대회는 소련의 최고소비에트에 해당하고 그 상설기관인 전인대상무위원

회는 최고소비에트 주석단이며 집행기관인 국무원은 소련의 부장회의와 동일하다. 

인민대표대회제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기타 규정에 있어서도 사회주의 건설 초창

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현행 헌법 제77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 선거단위의 감독을 받는다. 원 

선거단위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 단위에서 선출한 대표를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1954년 헌법 제38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 선거단위의 감독을 받는다. 원 
선거단위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 단위에서 선출한 대표를 수시로 파면
할 권한을 가진다.

   1918년 러시아사회주의헌법 제78조 소비에트 대의원을 파견한 선거인은 언제든
지 대의원을 파면할 수 있고 규정에 따라 새로운 선거를 진행할 권리를 지닌다.

   1936년 소련 헌법 제142조 각 대의원은 자신의 활동 및 노동자대의원소비에트
의 활동에 대해 선거인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선거인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언제든지 과반수의 결의에 의해 대의원을 파면할 수 있다.

43) 본 논문의 심사단계에서, 중국의 현행 헌법과 1954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민대
표대회제도가 소련 헌법의 직접적인 영향 이외에 1949년 이전 중국에서의 관련 논의
나 당시의 헌법초안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심사의견이 
제기되었다. 
  위에서 보다시피 1954년 헌법의 관련 조문이 소련 헌법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점
은 명확하다. 모택동 등 당시 헌법제정에 깊숙이 관여한 중국공산당 지도자들도 이 
점을 여러 차례 상기시키고 있다(위 각주 35)에서 모택동의 발언 참조). 그 외에도 
1954년 헌법 제정을 위한 ‘헌법기초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의 인민대표대회는 소련의 
제도와 일치한다고 한 설명자의 발언에 대해, 모택동은 “소련에서는 최고소비에트(最
高蘇維埃)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라고 한다. 소련에서 최고소비에
트 주석단(主席團)이라 함은 우리에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고, 소련에서 
부장회의(部長會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국무원이라 칭한다”고 추가 설명하면서 중
국 인민대표대회제도와 소비에트제도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위의 각주 22) 참조).
  1949년 이전 소비에트 등 소련의 사회주의제도가 중국 공산당의 헌법문서뿐만 아니
라 손문의 헌법사상이나 중국국민당의 1946년 헌법 등에도 영향을 미친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이 점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임), 중국의 1954년 헌법에 규정된 인민
대표대회제도 관련 내용이 소련 헌법을 그대로 모방하여 도입하였다는 점은 명확하
고, 그에 비해 이 헌법에 대한 기타 헌법초안이나 헌법사상의 영향은 적어도 인민대
표대회제도와 관련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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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만들어진 이 헌법이 당시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의 모델격인 소련의 제도를 

대거 참조했다는 점이 확인된다.44)

소련 헌법 이외에 1931년의 중화소비에트헌법대강과 같은 1949년 이전 공산당

이 제정한 사회주의 헌법문서들에도 인민대표대회제도 관련 내용이 일부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소비에트제도와 인민대표대회제도 사이에 나타난, 용어 사용 등의 차

이점은 모택동의 이론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에 비해 1949년 이전 제

정된 이른바 非사회주의 헌법의 내용은 인민대표대회제도와 거리가 멀다. 

또한 인민대표대회에 관한 모택동의 이해나 1931년 중화소비에트헌법대강의 관

련 내용은 모두 소련 헌법의 규정을 참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따라

서 1954년 헌법 및 사회주의 중국의 기타 헌법문서에서 나타난 인민대표대회제도 

관련 규정의 연원(淵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소비에트에 관한 소련 헌법의 규정 

및 소련에서의 그러한 규정의 형성 과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Ⅲ. 중국 헌법과 소련 헌법: 소비에트에서 인민대표대회로

1. 소련 헌법과 소비에트제도

러시아어에서 본래 회의나 평의회를 지칭하는 일반명사 소비에트(совет, 蘇維

埃)가 특수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1905년 러시아 혁명 이후 다고 한다. 1905

년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혁명운동을 지도하기 위해 만든 대의원의 대표기구

가 처음으로 ‘소비에트’로 불리기 시작하 다. 소비에트는 공장, 철도 등 생산단위

를 토대로 선출된 대의원들에 의해 구성되고 소비에트 내에는 집행위원회가 상설

기관으로 설치되었다. 1905년 혁명의 종식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라졌던 소비에트

는 1917년 혁명과 함께 러시아 각지에서 부활하고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슬로건과 함께 레닌이 주도하는 러시아공산당(볼셰비키)에 의해 사회주의 러시아 

및 그 이후 소련의 기본적인 정치제도로 정착하게 된 것이다.45) 이는 당시 러시아

와 소련의 사회주의 헌법들에 그대로 반 되었다. 

44) 1954년 중국 헌법에 대해 소련 헌법이 미친 영향에 관해서는 李秀清，앞의 논문; 肖
明辉, “苏联宪法与我国宪法”, 四川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2000年 第4期) 등 참조.

45) 韩大元, 앞의 책, 271면 이하; 稲子恒夫, 앞의 책,　3면 이하; 天野和夫など編集, マル

クス主義法学講座④ 国家⋅法の歴史理論(日本評論社, 1978),　43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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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 10월 혁명 이후 만들어진 첫 사회주의 헌법인 1918년의 러시아사회주의

연방소비에트공화국헌법(이하 ‘1918년 러시아사회주의헌법’이라 칭함)의 일부 규

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46) 

제10조 러시아공화국은 모든 노동자들의, 자유의 사회주의 사회이다. 러시아사회

주의연방 소비에트공화국 내의 모든 권력은 시 소비에트 및 촌 소비에트에 통합

된, 국가의 전체 노동자 주민에 속한다.

제12조 러시아사회주의연방 소비에트공화국의 최고 권력은 전 러시아소비에트대

회에 속하고, 대회와 대회 사이에는 전 러시아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에 속한다.

제31조 전 러시아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는 러시아사회주의연방 소비에트공화국

의 최고의 입법, 처분 및 감독기관이다.

제37조 러시아사회주의연방 소비에트공화국의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는 인민

위원회에 속한다. 

제78조 소비에트 대의원을 파견한 선거인은 언제든지 대의원을 파면할 수 있고 

규정에 따라 새로운 선거를 진행할 권리를 지닌다.47)

이는 우선, 최고 권력기관인 소비에트 내부에 그 상설기관으로서 소비에트 중앙

집권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산하에 다시 집행기관인 인민위원회가 있는 구조이다. 

즉 대표기관인 소비에트가 직접 집행권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그 산하에 집행기관

으로서의 인민위원회를 두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그리고 선거인은 대의원을 수시

로 파면하는 권한을 통해 소비에트를 통제한다.

이어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등 기타 소비에트공화국을 포함한 소비에

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초창기 정치제도를 규정한 1924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

국연방 기본법(이하 ‘1924년 소련 헌법’이라 칭함)에서도 소비에트제도에 대해 위

의 1918년 러시아사회주의헌법과 비슷하게 규정하 다. 다만, 1924년 헌법에서는 

소비에트연방 결성에 따른 일련의 연방 관련 규정과 더불어, 소비에트대회를 최고

46) 10월 혁명 후 러시아 및 소련에서의 사회주의 헌법의 성립과정에 대해서는 森下敏男, 
ソビエト憲法理論の研究(創文社, 1984), 28면 이하; 天野和夫 앞의 책, 436면 이하 참조.

47) 필자는 러시아어를 전혀 모른다. 본 논문에서 러시아 및 소련 헌법 조문의 번역은 일본어 
번역본과 중국어 번역본을 참조하여 필자가 중역한 것이다. 일본어 번역본은 稲子恒夫, 앞
의 책, 118면 이하에 수록된 자료, 중국어 번역본은 http://www.marxists.org/chinese/index.html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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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력기관으로 정하고 소비에트대회 폐회기간에는 그 산하의 중앙집행위원회가 

연방의 최고 권력기관이 된다는 규정 이외에, 중앙집행위원회의 폐회기간에는 다

시 중앙집행위원회가 조직한 간부회의가 중앙집행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내

용이 보충되었다(1924년 헌법 제8조, 제29조). 최고 권력기관인 소비에트대회 및 

그 중앙집행위원회 더 나아가 중앙집행위원회간부회의의 지도하에서 인민위원회

가 일상적인 정무를 처리하게 하는 구조이다.48) 

소비에트 제도에 관련된 이러한 규정을 중국의 1931년 중화소비에트공화국헌법

대강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1931년 헌법대강이 이 두 헌법을 참조하 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이 헌법대강에서는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의 최고 정권은 전국공

농병회의[소비에트]대회”이고 대회 폐회기간에는 “전국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가 

최고 정권기관”이며 “중앙집행위원회 산하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일상적인 정

무를 처리하고 모든 법령과 결의안을 반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권력은 

노동자 등 민중에 속하고 소비에트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며 소비에트 산하에 인민

위원회를 설치하여 집행권을 행사하게 하 다. 소비에트 폐회기간에는 그 상설기

구인 중앙집권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한다. 한편으로 소비에트 대의원은 선거인의 

감독을 받고 수시로 소환될 수 있다. 중국공산당이 초창기 만든 이 헌법대강에서

는 아직 훗날 헌법의 ‘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 ‘국무원’과 같은 용어를 사용

하지 않고 소련식의 표현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 후 1936년에 수정, 통과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연방헌법(이하 ‘1936년 

소련 헌법’이라 칭함)에서는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을 간접선거로 구성되었던 “소

비에트대회” 대신에(1924년 헌법 제10조) 직접선거에 의한 대표로 구성된 “최고소

비에트”로 정하고(연방소비에트와 민족소비에트 포함) 소비에트대회 집행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최고소비에트 폐회기간에는 최고소비에트 간부회의(주석단)가 그 상

설기구로 되게 하 다. 소비에트 산하에서 구체적인 정무를 처리하는 기구인 인민

위원회는 훗날 소련장관회의(부장회의)로 개칭되었다.49) 소비에트제도 관련 1936

년 헌법의 주요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48) 당시 러시아 및 소련 헌법에 규정된 권력구조의 특징과 변화에 관해서는 稲子恒夫, 
앞의 책, 8면 이하, 특히 15면, 21면, 37면에 제시된 도표 참조. 

49) 여기서 “최고소비에트 간부회의”와 “소련장관회의”는 일본어 번역을 참조한 번역이고 
“최고소비에트 주석단”과 “부장회의”는 중국어 번역을 참조한 번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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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소련의 모든 권력은 도시와 농촌의 노동자에 속하고, 각급 노동자대표소비

에트를 통해 실행한다.

제30조 소련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은 소련최고소비에트이다.50) 

제64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국가권력의 최고의 집행, 처분기관(處分機關)

은 소련장관회의이다.51)

제65조 소련장관회의는 소련최고소비에트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고해야 하는 의

무를 지닌다. 소련최고소비에트회의와 회의 사이에는 소련최고소비에트 간부회의

(주석단)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제142조 각 대의원은 자신의 활동 및 노동자 대의원 소비에트의 활동에 대해 선

거인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선거인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언제든

지 과반수의 결의에 의해 대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이처럼 “소비에트대회”에서 “최고소비에트”로의 명칭 변화 등이 있지만 선거인

이 대의원을 감독, 통제하고 최고 권력기관인 소비에트 산하에 집행기관을 두는 

큰 틀은 1936년 소련 헌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자본주의국가의 의회제도 및 권력분립제도에 대해 사회주의 헌법학자들의 비판

은 흔히 그러한 제도로 인해 인민에 의한 직접적인 통치 또는 인민의 직접적인 권

력행사가 실제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52)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인

민의 대표기관이 집행권 등 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거나 최소한 기타 권력기관

을 인민의 대표기관에 종속시켜야 하고 한편으로 대표기관의 대의원에 대해서는 

소환 등을 통해 인민 또는 선거인의 감독,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로써 인민이 

직접적으로 국가의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10월 혁명 후 사회주의 러시아가 취해야 할 정권 형식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50) 1936년 소련 헌법 제3조의 일본어 번역과 중국어 번역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본
어 번역은 “소련의 모든 권력은 노동자대의원소비에트에 의해 대표되는 도시와 농촌
의 노동자에 속한다”로 되어 있고, 중국어 번역은 “소련의 모든 권력은 도시와 농촌
의 노동자에 속하고, 각급 노동자대표소비에트를 통해 실행한다”로 되어 있다. 

51) 이 조항의 일본어 번역과 중국어 번역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본어 번역은 “소비
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국가권력의 최고의 집행, 처분기관(處分機關)은 소련장관회의
이다”로 되어 있고, 중국어 번역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국가권력의 최고의 
집행기관과 명령을 반포하는 기관은 소련부장회의이다”로 되어 있다.

52) 森下敏男, 앞의 책, 22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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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1919년 러시아공산당(볼셰비키) 강령에서는 소비에트제도의 정당성을 옹호하

기 위한, 자본주의 의회제의 문제점이 두 가지로 요약되었다.

소비에트 권력은 노동자와 농민에게, 부르주아 민주주의 및 의회주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대의원을 선거하고 소환할 수 있

도록 보장한다. 동시에 소비에트 권력은 의회주의의 부정적인 측면 특히 입법 권

력과 집행 권력의 분리, 대의제기관의 대중으로부터의 절연(絶緣) 등을 없애도록 

한다.53)

즉 자본주의 의회제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입법 권력과 집행 권력의 분리 및 대

표기관과 인민의 격리가 지적되었다. 자본주의 헌법체제하에서 인민은 국가권력의 

행사에서 이중으로 ― 대표기관과 인민의 격리 및 입법기관 = 대표기관과 집행기

관의 분리로 인해 ― 소외된다.54) 여기에 자본주의 의회제의 허위성과 기만성이 

내재되어 있고 소비에트는 바로 이러한 의회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

도이다. 다시 말해 중국 인민대표대회의 전신인 소비에트제도를 통해, 집행권이 입

법권에서 이탈하고 대표가 인민으로부터 이탈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의회제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그 외 이 강령 초안에는 자산계급 의회에 대한 소비에트의 우월성, 소비에트제

도하의 민주주의의 실현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고 소비에트야말로 “자산

계급 의회제에 비해 보다 높은 차원의, 보다 진보적인 민주형식”이고 1871년 파리

코뮌의 경험 및 1905년과 1917년 러시아 혁명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제도라

는 점이 강조되었다.55) 이렇게 소비에트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자본주의 의회

제의 대체 형식으로 이를 러시아와 소련 헌법에 도입한 사람은 이 강령 초안의 저

자이기도 한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의 지도자 레닌(Vladimir Ilich Ulyanov Lenin, 

1870-1924)이다.

 

53) “러시아공산당(볼셰비키)강령”(1919년 3월)(稲子恒夫, 앞의 책, 142면에 수록된 자료 
재인용).

54) 森下敏男, 앞의 책, 248면 이하 참조.
55) 레닌, “러시아공산당(볼셰비키)강령 초안”(1919년 2월)(列宁选集(三)(人民出版社, 2012), 

72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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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닌과 소비에트

1918년 이후 러시아와 소련의 사회주의 헌법에 반 된 소비에트제도에 관한 레

닌의 생각은 ‘국가와 혁명’(1917년 8월)을 비롯한 러시아 혁명의 격동기인 1917년 

전후에 발표한 일련의 논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56) 레닌은 러시아 각지에서 조직

된 소비에트를 자본주의 의회제보다 우수한, 새로운 국가 유형이라고 정의하고 그 

원형을 프랑스의 파리코뮌(1871년)에서 찾았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선진적인 자산계급의 국가 유형은 의회제 민주공화국이다. 

······

그러나 19세기 말에 시작된 혁명 시대에는 보다 높은 유형의 민주국가가 나타

나게 되었다. ······ 바로 파리코뮌과 같은 국가이다. 
1905년과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이 수립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러한 국가유형

이다. 러시아인민대표입헌회의 또는 소비에트회의에 통일된 노동자, 농민, 병사가 

대표하는 소비에트공화국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산계급 의회제 공화국은 민중들의 자주적인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억압하며, 

민중들이 아래로부터 국가생활 전반의 민주 건설에 직접 참가하지 못하게 한다. 

공농병소비에트는 이와 정반대다.57)

소비에트는 어떠한 통상 유형의 자산계급 의회제 국가에도 없는 기구이고, 자

산계급 정부와는 병존할 수 없는 기구다. 이는 새로운, 보다 민주적인 국가유형이

다. 우리는 당의 강령에서 이를 농민-프롤레타리아 민주공화국이라고 명명하고 있

다. 이러한 공화국에서 정권은 오로지 노동자, 농민, 병사의 대표 소비에트에 귀

속된다.58)

자본주의 국가의 의회제는 현재까지의 정권형식 중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제도이

긴 하나, 이 역시 인민을 억압하는 대표를 누구에게 시킬 것인가를 선정하는 제도

에 불과하다. 이러한 자본주의 의회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모든 대표기구와 선거

56) 본 논문에서 레닌 저작의 인용은 모두 중국 인민출판사에서 출판한 列宁选集(人民出
版社, 2012)에 근거하여 번역하였다. “국가와 혁명”의 한국어 번역에 있어서는 국가와 

명(문성원/안규남 옮김, 아고라, 2013년)을 참조하였다.
57) 레닌, “프롤레타리아가 우리나라 혁명에서의 임무”(1917년 4월)(列宁选集(三)(人民出版

社, 2012), 47면).
58) 레닌, “러시아 공농병대표소비에트 제1차 대표대회에서의 강연”(1917년 6월)(列宁选集

(三)(人民出版社, 2012),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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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대표기구를 단순한 논의기구에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

사하는 기구로,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의 기능을 겸하는 기구로 개변하는 것이다. 자

산계급의 의회와 달리 소비에트의 대표들은 “직접 일을 하고, 직접 자신이 통과시

킨 법률을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직접 감독하고, 자신의 선거인들에 대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59) 여기서 레닌은 대표기구나 선거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 철

폐를 주장하지 않았고, 소비에트 및 그 전신인 1871년 파리코뮌에서 정권 형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미래 사회주의 국가체제의 기본으로 규정한 것이다.

소비에트라는 새로운 권력 형식의 특징에 대해 레닌은 1917년 9월에 발표한 책

자에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괄하 다.

소비에트는 새로운 유형의 국가기구다. 

첫째, 소비에트는 노동자와 농민의 무장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무장은 과거

의 상비군처럼 인민과 이탈한 것이 아니라 인민과 접히 연계되어 있다. 군사적

으로 이 무장은 종전의 군대에 비해 훨씬 강력하고, 혁명 과정에서는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이 기구는 군중 즉 대다수의 인민과 가장 접하고, 불가분의, 쉽게 감독

하고 갱신할 수 있는 연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종전의 국가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이 기구의 대의원은 관료주의의 절차가 아니라 인민의 의지에 따라 선거

에 의해 탄생한 것이고 동시에 소환될 수 있어, 종전의 기구에 비해 훨씬 민주적

이다. ······

여섯째, 소비에트는 의회제의 장점과 직접민주주의의 장점을 결합시켰다. 다시 

말해 입법의 기능과 법집행의 기능을 선출된 대의원에 결합시켰다. 자산계급의 의

회제와 비교하건대, 이는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세계사적인 의미를 지니는 커

다란 진보다.60) 

 

소비에트는 기존의 국가 상비군 대신에 노동자와 농민이 무장을 직접 보유하게 

하고 대의원으로 하여금 인민의 이익을 진정으로 대표하게 하며 집행권 등 모든 

권력을 직접 행사하도록 한다. 여기서 소비에트가 의회제의 장점과 직접민주주의

59) 레닌, “국가와 혁명”, 列宁选集(三)(人民出版社, 2012) 149면 이하; 국가와 명(문성원
/안규남 옮김, 아고라, 2013년), 76면 이하 참조.

60) 레닌, “볼셰비키는 국가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1917년 9월-10월)(列宁选集(三)(人
民出版社, 2012), 2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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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한 레닌의 언급은 흥미롭다. 

입법권뿐만 아니라 집행권 등의 권한을 인민의 대표기관에 집중시키고, 대표기

관의 대의원을 선거인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놓이도록 함으로써 인민이 국가권력 

행사에서 배제되고 마는 자본주의 의회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레닌의 이러

한 생각은 1918년 이후의 러시아 및 소련의 헌법에 반 되었고 또 이는 중국의 각

종 사회주의 헌법 문서상 관련 규정의 모델이 된 것이다. 

다만 레닌의 구상들이 소련의 헌법들에 그대로 옮겨진 것은 아니다. 소비에트제

도와 관련하여 보면, 대표기관이 입법권뿐만 아니라 집행권 등의 권한을 직접 행

사해야 한다는 주장, 즉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을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파리와 

같은 도시가 아닌 거대한 토와 인구를 가진 러시아나 소련에서는 현실적으로 실

현될 수 없다. 위의 헌법 조항들에서 보듯이 소비에트대회 산하에 집행위원회, 그 

산하에 다시 간부회의라는 상임기구를 둘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소비에트의 집행

기관으로서 인민위원회(후의 장관회의)라는 전문적인 행정기구를 설치하게 되어 

실제로 행정기구가 관료화, 비대화되고 소비에트를 초월하여 존재하게 되는 폐단

은 결국 피하지 못하 다.61) 이는 중국 사회주의 헌법에서도 마찬가지다. 대의원

으로 구성된 대표기관에 의한 모든 국가권력의 직접 행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고 따라서 집행기관에의 권력위임 및 이에 따른 집행기관의 관료화 및 집행기관과 

인민의 격리는 불가피하게 된다. 한편 인민대표(또는 대의원)와 인민(선거인)의 관

계에 있어서 선거인이 파면 등을 통해 인민대표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게 하는 발상은 소련 헌법 및 그 후의 중국 헌법에서 ― 적어도 제도적으로

는 ― 실현되었다. 

‘국가에 관한 마르크스주의 학설과 혁명에서의 프롤레타리아의 임무’를 부제(副

題)로 하는 위의 ‘국가와 혁명’에서 레닌은 마르크스 국가학설에 대해 자세히 논하

고 러시아의 소비에트를 마르크스 및 엥겔스가 높이 평가한 프랑스의 파리코뮌과 

같은 성질의 국가 형식이라고 설정하 다. 이하에서는 파리코뮌에 대한 마르크스

(Karl Heinrich Marx, 1818-1883)의 언급에 대해 보도록 하자.

3. 마르크스와 파리코뮌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국가는 지배계급의 통치 도구다. 근대 이후에는 부르주아

61) 稲子恒夫, 앞의 책, 34면 이하; 森下敏男, 앞의 책, 41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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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차 지배계급으로 상승하여 “현대의 대의제 국가에서 배타적인 지배권을 획

득”함으로써 현대국가 정권은 “전체 부르주아의 공동사무를 관리하는 위원회”에 

불과하게 되었다.62) 대의제 등 국가의 상부구조 역시 부르주아의 계급이익을 수호

하기 위한 방편들이고 진정한 민주주의와는 한참 거리가 있다.63) 공산주의혁명이

라는 폭력을 통해 기존의 국가체제를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실행을 주장

하던 마르크스는 1871년 3월에 파리에서 잠시 나타난 혁명정권인 파리코뮌에서 

공산주의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 및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감지하

다.64) 파리코뮌의 조직, 코뮌이 취한 각종 조치에 대해 마르크스는, 훗날 러시아와 

소련 헌법에 도입된 소비에트 및 중국 헌법의 인민대표대회제도와 관련하여, 1871

년에 출판된 ‘프랑스 내전’에서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

코뮌은 파리의 각 구에서 보통 선거를 통해 선출된 시의원들로 구성되었다. 그
들은 선거인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언제든지 파면될 수 있다. 그들의 대다수는 

당연히 노동자이거나 공인된 노동자계급의 대표들이다. 코뮌은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기구이지 의회식의 단체가 아니다. 코뮌은 행정기관인 동시에 입법기관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도구 던 경찰은 정치적 기능을 박탈당하고 코뮌에 책임지

고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는 일꾼으로 전환되었다. 기타 행정부서의 관리들도 마

찬가지다.

법관이나 재판관도 기타 모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향후에는 선거에 의해 선

출되고 선거인에게 책임지고 언제든지 파면될 수 있다.

모든 지역의 농촌 코뮌은 중심 도시에 설치한 대표회의를 통해 그들의 공동사

무를 처리하고 이러한 대표회의는 다시 파리에 있는 국민대표대회에 대의원을 파

견해야 한다. 각 대의원들은 모두 언제든지 파면될 수 있고 선거인이 그에게 부

여한 권한위임장[정식훈령, 원문]에 구속되어야 한다.65)

62) 마르크스, “공산당선언”. 본 논문에서 마르크스, 엥겔스 저작의 인용은 모두 중국 인
민출판사에서 출판한 马克思恩格斯文集(人民出版社，2009)에 근거하여 번역하였다. 
한국어 번역에 있어서는 최인호 외 번역, 칼 맑스/ 리드리히 엥겔스 작선집(박종철
출판사, 1995)을 참조하였다.

63) 자본주의 국가의 대의제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에 관해서는 정종섭, 헌법연구(4)(법
문사, 2003), 115면 이하 참조. 

64) 파리코뮌에 대한 마르크스의 평가에 관해서는 최갑수, “빠리 꼬뮌, 프롤레타리아의 독재, 
민주주의”, 칼 맑스, 랑스내 (안효상 옮김)(박종철출판사, 2011), 126면 이하 참조.

65) 번역은 马克思恩格斯文集(3)(人民出版社, 2009), 154면; 최인호 외 번역, 칼 맑스/ 리

드리히 엥겔스 작선집(Ⅳ)(박종철출판사, 1995), 64면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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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선거권은 지금까지 남용되어 왔다. 때로는 의회가 신성한 국가권력을 재가하

는 도구로 이용되거나 지배계급 손안에 놓인 장난감으로, 인민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의회제하의 계급지배의 도구를 선거하는 데 이용되었다. 현재(코뮌에 있어서, 

인용자) 보통선거권은 그의 진정한 목적에 합치되게 되었다. 즉 코뮌이 자신의 행

정을 위한 공직 일꾼과 입법을 위한 일꾼을 선출하는 일에.66)

공화국의 “진정한 민주주의 제도의 기초”를 마련한 코뮌은 본질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정부이고 생산자계급과 소유자계급과의 투쟁의 산물”이며 노동이 경제적

으로 해방될 수 있게 하는 정권 형식이다.67) 마르크스 사망 후 그의 ‘프랑스 내전

(1891년판)’을 위해 쓴 서문에서, 마르크스의 사상적 동지로 불리는 엥겔스

(Friedrich Engels, 1820-1895)는 코뮌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취한 조

치를 두 가지로 요약하 다. 

국가와 국가기관이 사회의 공복(公僕)에서 사회의 주인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모든 국가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났다 ― 코

뮌은 두 가지 방법을 취하 다. 첫째, 코뮌은 행정, 사법, 국민교육 방면의 모든 

직위를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 담당하도록 하고, 선거인은 언제든지 피선

거인을 파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 다. 다음으로, 직위의 높낮음과 관계없이 모두 

기타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 다.68)

이처럼 마르크스 및 엥겔스에 따르면, 코뮌에 있어서 대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

무원들은 인민들에 의해 선출, 소환되고 코뮌의 대의원들은 선거인들에 대해 직접

적으로 책임을 지며, 선거인들의 명령적 위임에 구속되고 대의원 대표기관이 입법

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 및 행동기관의 기능을 담당한다.69) 이것이 바로 프롤레타

리아 독재의 정권 형식인 코뮌이 부르주아의 의회제도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점

이고 이러한 정권 형식에서 새로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가능성이 제시되었

다고 마르크스는 인식한 것이다. 파리에서 잠깐 존재했던 혁명 정권에 대해 마르

66) 번역은 马克思恩格斯文集(3)(人民出版社, 2009), 196면; 최인호 외 번역, 칼 맑스/ 리

드리히 엥겔스 작선집(Ⅳ)(박종철출판사, 1995), 19면을 참조하였다.
67) 번역은 马克思恩格斯文集(3)(人民出版社, 2009), 157면; 최인호 외 번역, 칼 맑스/ 리

드리히 엥겔스 작선집(Ⅳ)(박종철출판사, 1995), 67면을 참조하였다.
68) 번역은 马克思恩格斯文集(3)(人民出版社, 2009), 110면을 참조하였다.
69) 杉原泰雄, 人民主権の史的展開(岩波書店, 1978), 3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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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스가 높게 평가한, 인민의 대표기관이 입법권뿐만 아니라 집행권 등 권한을 직

접 행사해야 하고 선거인이 대의원을 소환, 감독하는 제도들은 일부 변형을 거치

면서 ― 예컨대 집행권과 입법권의 통합은 훗날 실현되지 못하 다 ― 레닌을 거

쳐 러시아와 소련의 사회주의 헌법의 내용에 반 되게 된다. 

마르크스의 이러한 평가와는 별도로 파리코뮌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 및 이데올

로기 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70) 코뮌의 참가세력 역시 다

양하고 그 사이에 많은 선언, 강령들이 발표되는데,71) 1871년 4월 19일에 코뮌 의

회가 발표한 ‘프랑스 인민에 보내는 선언(Déclaration au peuple français)’의 내용을 

보면 마르크스가 위와 같이 부르주아 의회제와 구별되는 새로운 정권 형식의 가능

성을 코뮌으로부터 찾은 실마리가 보인다.

코뮌의 권리는 다음과 같음.

코뮌의 수지 예산의 결의. 조세의 확정과 배분. 지방사무의 관리. 사법부, 내무

경찰 및 교육의 조직. 코뮌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모든 단계의 코뮌의 사법관 또는 관리들에 대한 선거 혹은 경쟁시험에 의한, 
책임을 지닌 선임 및 항시적인 통제권과 파면권.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이익을 자유롭게 보장함으로써, 코뮌의 공

무에 대한 시민의 항시적인 참여.

시의 방위와 국민위병을 조직하는 일, 국민위병은 그 지휘관을 선출하고 그들

만이 시의 질서유지 임무를 담당 ······

3월 18일 민중의 주도에 의해 시작된 코뮌혁명은 경험적, 실증적, 과학적 정치

라고 하는 새 시대를 여는 것이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에 속하는 예속을, 조국에 불행과 재앙을 가져다주는 낡은 

정치계, 종교계, 군국주의, 관료주의, 착취, 투기, 독점, 특권을 종결시키는 것이다.72)

 

그에 앞서 3월 27일에 이른바 ‘20구 공화주의 중앙위원회’가 발표한 선언에서는 

코뮌이 실현해야 할 이념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코뮌의 공식 기구는 아니지

만 당시 코뮌을 주도한 세력이 채택한 이 강령에서도 파리코뮌이 지향한 정치형태

70) 파리코뮌의 성격에 대한 분석으로는 杉原泰雄, 앞의 책, 335면 이하; 최갑수, 앞의 논
문, 161면 이하 참조.

71) 파리코뮌의 성립과정 및 조직구성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명식, 랑스 명에서 

리 코뮌까지, 1789-1871(책과함께, 2011), 379면 이하 참조.
72) 杉原泰雄, 앞의 책, 376면에 수록된 자료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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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 특징을 엿볼 수 있다.73) 

코뮌의 이념은 정치 형태로서는 자유 및 인민주권과 양립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으로서의 공화제를 그 조건으로 한다.

모든 공무원 혹은 사법 관리에 적용되는 선거의 원칙.

수임자의 책임성, 따라서 항시적인 파면가능성.

명령적 위임 즉 수임자의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하고 한정하는 위임.

경찰청의 폐지. 코뮌[의회]의 직접적인 명령 하에 놓인 국민위병에 의한 시에 

대한 감독.74)

 

1871년 프랑스에서 나타난 코뮌의 성격과 이데올로기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

기 위해서는 코뮌의 탄생 배경과 과정, 주도세력의 구성 및 각종 강령에 대한 전

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위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분석의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어쨌든 파리코뮌의 실험으로부터 마르크스는 부르주아 국가

와 단절되는 사회주의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가능 형태를 찾았다. 위 두 선

언에서 언급된, 사법권을 포함한 모든 관리를 선거를 통해 임명하고 그들에 대해

서는 수시적인 파면권을 통해 통제하고 민중은 공무의 행사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

로 간여하며 명령적 위임제도를 유지하는 등의 내용에는, 마르크스와 레닌의 이론

적 전개를 거쳐 훗날 사회주의 헌법제도에 정착한 소비에트제도 및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맹아(萌芽)가 일부 보인다.

다만 파리코뮌의 이러한 시도는 근대 이후 프랑스 혁명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

은 아니다. 인민이 대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을 선출하고 수시로 소환할 수 있

으며, 선거인과 그들이 선출한 대의원은 명령적 위임 관계에 놓여 있고, 대표기관

이 입법권뿐만 아니라 집행권을 행사하는 등의 제도는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여러 차례 시도되었고 헌법 문서에도 반 된 적이 있었다. 예컨대 1793년 헌법은 

내용면에서 프랑스 첫 성문헌법인 1791년 헌법에 비해 이러한 코뮌이 취한 조치들

에 보다 가깝다. 근대 이후 부르주아 헌법의 원형으로 알려진 1791년 헌법과 그 

배후의 국민주권(souveraineté nationale) 원리를 지양하고 루소식의 인민주권

(souveraineté populaire)적 요소를 보다 반 하여 채택하 으나 실제로 실행되지는 

73) ‘20구 공화주의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성격에 대한 설명은 노명식, 앞의 책, 413면 이
하 참조.

74) 杉原泰雄, 앞의 책, 369면에 수록된 자료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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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것이 1793년 헌법이다. 1793년 헌법의 각종 제도 및 그 사상적 기반을 마련

한 루소의 인민주권의 이념은 그 후에도 프랑스 혁명사에서 계속 시도되었고 1871

년 파리코뮌도 그 연장선에 놓여있다.75) 

따라서 마르크스나 레닌이 높게 평가한 파리코뮌의 정권 형식의 원류 및 그와 

접히 관련되어 도입된 소련의 소비에트제도와 중국의 인민대표대회제도의 전사

(前史)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헌법의 역사 특히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의 원

리 및 이러한 원리를 반 하여 제정되었다고 하는 1791년 헌법과 1793년 헌법의 

관련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76)

4. 소결

위의 1919년 러시아공산당(볼셰비키)의 강령에 명시되어 있는 자본주의 의회제

의 문제점, 즉 “입법 권력과 집행 권력의 분리, 대의제기관의 대중으로부터의 절연

(絶緣)”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 파리코뮌의 경험을 토대로 마르크스와 

레닌의 이론적 전개를 거쳐 ― 러시아 사회주의 헌법 및 소련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에트제도이고 이는 훗날 중국의 인민대표대회의 모델도 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의회제를 극복하기 위한 애당초의 발상이 사회주의 헌법문서들

에서 그대로 반 되지는 못하 다. 소련 헌법에서는 선거인이 “수시로 대의원을 

파면할 수 있고”(1918년 러시아사회주의헌법 제78조) 또는 각 대의원이 “자신의 

활동 및 노동자 대의원 소비에트의 활동에 대해 선거인에 보고해야 하며”, 선거인

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언제든지 과반수의 결의에 의해 대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1936년 소련 헌법 제142조)고 규정함으로써 대의기관의 인민으로부터의 격

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려 하 으나, 대표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리 문제는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 다. 인민의 대의기관이 집행 권력을 직접 행사하게 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소비에트 산하에 인민위원회 또는 부장회의를 두어 집행권

을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 헌법의 인민대표대회제도에서도 크

게 다르지 않다.

즉 인민이 국가권력의 행사에서 소외되는 위의 두 가지 원인에 대해, 소비에트

제도 및 중국의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인민대표에 대한 파면 등을 통해 대표기관과 

75) 프랑스에서 인민주권원리의 등장과 변화 과정에 관해서는 杉原泰雄，앞의 책 및 杉
原泰雄, 国民主権と国民代表制(有斐閣, 1983), 215면 이하 참조．

76) 프랑스 혁명과 소비에트제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森下敏男, 앞의 책, 1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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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의 격리 문제를 해결하려 하 고 입법기관 = 대표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양자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 으나, 그대로 실현하지는 ― 비록 

자본주의 의회제에 비해 집행기관을 대표기관에 종속시키는 등 집행권에 대한 인민

의 통제를 강화하긴 했지만 ― 못한 것이다. 결국 집행기관이 인민의 대표기관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식을 통해 인민의 간접적인 통제를 받는 데 그치게 된다.77) 

다만 집행기관의 형태에 관해서, 소비에트 산하에 인민위원회 또는 장관회의를 

둔 소련 헌법에 비해 중국 헌법에서는 보다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국무원 및 각급 

인민정부를 설치하고 이에 국무원을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 및 “최고 국가행

정기관”으로 인정함으로써(1954년 헌법 제47조, 현행 헌법 제85조) 행정기관의 독

립적 지위를 한층 강화하 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중국 헌법이 소련 헌법과 구별

되는 부분이다.78)

Ⅳ. 프랑스 헌법: 국민주권과 인민주권 

1. 1791년 프랑스 헌법과 국민주권

‘주권’이나 ‘국민’ 나아가서 ‘국민주권’ 등은 유럽 중세의 정치질서가 붕괴되고 

근대 정치체제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개념들이다.79) 이러한 과정은 특히 프

랑스 헌정사와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프랑스 헌법학 연구에 따르면 국민주권원

리의 기본 특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괄된다. 우선, 국가의 최고권력 또는 

주권은 개별적인 시민의 총체인 인민(peuple)과 구별되는 추상적인 국민(nation)에 

귀속된다. 주권은 단일, 불가분하고 양도할 수 없으며 국민은 이러한 주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다. 주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연인으로 구성된 대표가 필요

하고 이로써 국민주권은 대의제 또는 국민대표제와 필연적으로 결합된다. 이러한 

77) 인민의 대표기관인 소비에트가 입법권뿐만 아니라 집행권까지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초기의 이상(理想)은 소련에서도 실현되지 못하게 된다. 소비에트 산하에 전문적인 행
정기구를 둘 수밖에 없는 이유 및 그 과정에 대해서는 稲子恒夫, 앞의 책, 39면 이하 
참조. 

78) 그 외 중국 헌법에서는 “소비에트” 대신에 “인민대표대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일부 용어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은 앞의 제2장 내용 참조.

79) 중세에서 근대에 이르는 정치질서와 법관념의 변화 속에 주권이론 및 국민주권이론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에 관해서는 高橋和之, 国民内閣制の理念と運用(有斐閣, 
1994), 15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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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하에서 국민의 대표인 대의원들은 특정 선거구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선거인

의 명령적 위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국가 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독립적

으로 권리를 행사한다. 여기서 대의원 및 의회는 정치적으로는 국민의 대표로 불

리지만 자신을 선출한 선거인과의 법적인 위임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그들은 어디

까지나 입법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선거는 일종의 

임명방식이다.80) 이러한 국민주권원리의 구조는 1791년 프랑스 헌법(Constitution 

de 1791)의 아래와 같은 규정에서 집중적으로 체현되고 있다.81) 

제11조(제3편 전문 제1조) 주권은 단일, 불가분하고, 양도할 수 없으며 시효가 없

다. 주권은 국민(nation)에 속한다. 인민(peuple)의 어떠한 부분이나 개인도 주권의 

행사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없다.
제12조(제3편 전문 제2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만 유래하지만, 국민은 대표

위임(délégation)을 통해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프랑스 헌법은 대표제를 취한

다. 대표자(représentant)는 입법부와 국왕이다.

제13조(제3편 전문 제3조) 입법권은 인민에 의해 자유롭게 선출된, 임기를 지닌 

대표자로 구성된 국민의회에 위임되고,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라 국왕의 재가를 

얻어 국민의회에 의해 행사된다.

제14조(제3편 전문 제4조) 정체는 군주제다. 행정권은 국왕에 위임되고 아래에 정

한 방식에 따라 책임지는 장관 및 기타 관리에 의해, 군주의 권한하에서 행사된다.

제39조(제3편 제1장 제3절 제7조) 각 지방(département)에서 임명된 대표자는 특

정 지방의 대표자(représentant)가 아니고 국민전체의 대표자이고 대표자에게는 어

떠한 위임(mandat)도 할 수 없다.82)

한마디로 주권의 주체 또는 국가의 모든 권력의 근원이라는 지위를 국민에게 인

정하는 한편, 그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권의 주체

80) 국민주권원리의 주요 내용에 관해서는 성낙인, 랑스헌법학(법문사, 1995), 172면 이
하; 杉原泰雄, 国民主権の研究(岩波書店, 1971), 273면 이하; 杉原泰雄, 国民主権と国

民代表制(有斐閣，1983), 207면 이하; 박인수, “국민주권과 인민주권”, 고시계, 1990년 
제3호 참조.

81) 長谷川正安,　フランス革命と憲法(三省堂, 1984), 114면 이하 참조．
82) 1791년 프랑스 헌법의 원문은 http://www.assemblee-nationale.fr의 자료 참조. 본문에서

의 인용은 中村義孝 編訳, フランス憲法史集成(法律文化社, 2003)에 수록된 일본어 
번역문 및 杉原泰雄, 国民主権と国民代表制(有斐閣, 1983), 220면의 일본어 번역문을 
참조하여 필자가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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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국민이 주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없는 이 ‘교활한 이론’에 의해 절대주의 시대

의 군주주권과 더불어, 인민이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권리행사를 하도록 하는 

인민주권의 원리 및 직접민주주의도 동시에 배제되었다.83) 즉 대의원이나 대표기

관이 국민 = 인민 대표의 명의를 빌리면서 동시에 국민 = 인민으로부터 독립적으

로 권리를 행사하는 구도이다.84) 위의 헌법 규정에서도 보듯이 국민은 대표를 통

해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 국민의 대표인 대의원에게 

어떠한 위임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선거인 또는 被대표자에 대한 대의원 또는 대

표자의 독립이 1791년 헌법 배후에 있는 국민주권원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85) 그 외에 행정권을 국민의회와 더불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군주 및 

그가 임명한 장관들에 귀속시킴으로써 1791년 헌법은 행정권을 독립시키고 국민

의회에 의한 간접적인 통제만을 보장하 다.

국민주권 및 그와 접히 연관되어 있는 대의제원리는 국에서 점차 형성되어 

온 제도를 기초로 프랑스의 몽테스키외 등이 이론화하고, 그것이 프랑스 1791년 

헌법에 반 되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 대해 자세히 논하지 않고,86) 여기서는 당시 

국식 대의제원리, 특히 대표와 선거인의 관계의 기본 특징을 반 한 것으로 알

려진 국 정치가 버크(Edmund Burke, 1729-1797)의 유명한 연설 중 일부를 발췌

하는 데 그친다. 

의회(parliament)는 결코 다양하고, 적대적인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사절단(ambassador)

으로 구성된 회의체(congress)가 아니다. ······

의회는 오로지 하나의 이익 즉 전체 구성원을 대표하는 국민(nation)의 심의기

구이다. 여기에서는 지역적 목적이나 국지적 편견이 아닌, 전체의 보편적 이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편적 이익이 지침으로 되어야 한다. 당신들은 대표를 선출하지

만, 일단 당신들이 대표를 선출한 순간부터, 그는 프리스톨[버크의 지역구, 인용

자]의 구성원이 아니라, 국의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유권자의 견해에 대해 대의원이 늘 귀를 기울여야 한다. ······ 그러나 대표가 자

신의 판단력과 양심의 가장 명백한 확신에 반해서까지 맹목적으로 준수해야 하고, 
투표하고, 지지해야 하는 권위적 지시(authoritative instruction), 즉 훈령(mandate)

83) Maurice Duverger(時本義昭 訳), フランス憲法史(みすず書房, 1995), 55면.
84) 佐藤幸治, 日本国憲法論(成文堂, 2011), 426면.
85) 樋口陽一, 比較憲法(改訂版)(青林書院, 1989), 60면 이하 참조.
86) 이와 관련해서는 杉原泰雄 編, 憲法学の基礎概念Ⅰ(勁草書房, 1989), 95면 이하; 高橋

和之, 앞의 책, 199면 이하; 정종섭, 헌법연구(1)(철학과현실사, 1994), 18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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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포는 이 나라의 법률상에서는 전대미문의 일이고 우리나라 헌법질서와 정신 

전체에 대한 완전한 착각에서 생기는 오해에 불과하다.87)

버크에 따르면 국 의회는 서로 분리된 이익단체로 구성된 기관이 아니라 국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개별적인 목적이 아니라 보편적 목적을 위해 존재하며, 대표

는 일단 선출된 이상 각 선거구나 선거집단의 이익을 대표하거나 그들의 지시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해 자신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 행동해야 한

다. 왜냐하면 의회는 각종 파벌들의 개별 이익의 각축장이 아니라 보편적 이성에 

의해 판단 가능한, 전체 이익을 대표해야 하는 국가기구이기 때문이다.88) 이러한 

대표관념은 국민의회 및 대의원과 관련된 1871년 프랑스 헌법의 규정에 대체적으

로 반 되었다. 

이처럼 국민주권과 대의제원리 하에서 국민 = 인민은 모든 권력의 정당성의 근

원이지만 그러한 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없고 국민의회와 같은 대표기관에 위임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은 자신의 ‘대표’인 대의원을 선거하는 데 그치고 대의원에 

대해서는 소환 등의 방식을 통해 직접 통제할 수 없다. 이로써 통치자와 피치자(被

治者)는 분리될 수밖에 없고 ‘국민의 자기통치’원리는 일정 부분 수정될 수밖에 

없다. 통치자와 피치자의 일치를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여기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러한 국민주권 및 대의제원리는 민주주의의 실현이 아니라 민주주의에서의 이탈 

또는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이다.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국민의 자기통치’를 실현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국민주권원리를 지양, 극복해야 한다.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가 고취한 이른바 인민주권이 바로 이러한 방향에 놓여 있고, 

이와 관련된 그의 사상은 1791년 헌법 선포 2년 후 제정된 1793년 헌법의 내용에 

큰 향을 미치게 된다.

2. 1793년 프랑스 헌법과 인민주권 

국가가 단지 통치기구가 아닌 인적 공동체, 공화국(République)이라는 고대 그리

스적인 관념에서 출발하여 그러한 국가 = 정치사회의 권력을 기존의 주권 이론을 

87) Burke, “Speech at the Conclusion of the Poll”(1774. 11. 3), The Writings and Speeches 
of Edmund burke, Volume Ⅲ, (Clarendon Press⋅Oxford, 1996), pp. 64-70. 인용은 バーク 

政治経済論集(中野好之編 訳)(法政大学出版局, 2013), 158면에 수록된 일본어 번역본
을 참조하여 필자가 번역하였다.

88) Burke의 대의제 이론에 관해서는 정종섭, 앞의 책, 10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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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표현한 것이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체계화한 인민주권이론이다.89) 개개

인은 사회계약을 통해 일반의사에 복종함으로써 국가 = 정치사회를 형성하고 이

러한 국가의 구성원은 집합적으로 인민(peuple)으로 불린다. 주권이라 함은 인민의 

일반의사의 표현이다. 사적이익과 연관된 특수의사의 총합체인 전체의사와 달리, 

일반의사는 공동이익만을 고려한다. 일반의사의 표현으로서 주권은 양도할 수 없

고 분할될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주권은 대표될 수도 없다.90)

주권은 대표될 수 없다. 이는 주권이 양도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

서다. 주권은 본질적으로 일반의사에 놓여있다. 의사라는 것은 결코 대표되지 않

는다. 의사는 그 자체이거나 그와 다른 것이지, 그 중간이 있을 수 없다. 인민의 

대의원은 인민의 대표자가 아니며 대표자가 될 수도 없다. 그들은 인민의 대리인

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그 무엇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인민이 직접 승

인하지 않는 법률은 모두 무효이고 결코 법률로 될 수 없다. 

국 인민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큰 잘못이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대의원을 선거하는 순간뿐이고, 의원들이 선출된 후에는 노예가 되

고 무(無)로 전락하고 만다.91) 

일반의사는 국가에서 구체적으로 법으로 표현되고, 법 = 일반의사의 결정권은 

인민에만 속하고 인민의 최종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은 무효다. 따라서 인민은 입법

에 직접 참여하든가(직접민주주의), 그렇지 않고 대표제를 통해 법을 결정하는 경

우에도 대의원은 인민의 ‘대표’가 아니라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인민은 소환 등을 

통해 대의원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를 가해야 한다. 그에 반해 “정부는 주권자와 

혼동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주권자의 대행기관에 불과하다”. 복종자로서의 신민

과 주권자 사이에 놓여 있는 중간단체인 정부의 구성원은 행정관리 또는 군주, 즉 

지배자로 불리고 그 전체는 통치자로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정부는 주권자로부터 

명령을 받아 신민에게 전달하는 데 불과하다. 따라서 집행권 및 집행권의 담당자 

역시 주권자인 인민의 통제 하에 항상 놓여있어야 한다.92) 

89) 福田歓一, ルソ-(岩波書店, 2012), 192면 이하 참조.
90) 본 논문에서 루소 사회계약론의 인용은 한국어 번역본 사회계약론(이환 옮김)(서울대

학교출판문화원, 2013) 및 일본어 번역본, 社会契約論(作田啓一 訳)(白水Uブックス, 
2010)을 참조하였다. 

91) 루소, 사회계약론(이환 옮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123면 및 일본어 번역본, 
社会契約論(作田啓一 訳)(白水Uブックス, 2010), 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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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인민주권하에서 ‘인민’은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국민주권의 추상

적인 ‘국민’과 달리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는 유권자의 총체이다. 입법권의 경우 인

민이 직접 법률을 제정하든가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제정하고, 행정권이나 사법권

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인민의 통제 하에 놓여있어야 한다. 인민은 이러한 주권 

원리가 완전히 실현되는 정치사회에서만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국 국민은 선

거의 순간 이외에는 노예상태에 처해있는 데 불과하다는 루소의 위의 언급은 이러

한 맥락에서 이해가능하다.93) 

즉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한 상황 하에서 인민은 대표기관을 통해 입법권을 행

사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대표는 실제로 인민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

들은 선거인으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아니라 소환이나 명령적 위임 제도에 의해 선

거인에 종속되어야 하며, 한편으로 집행권과 같은 기타 권력기관도 주권자인 인민

의 보다 직접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전자는 인민과 대표(대의원)의 관계

에, 후자는 인민 및 (인민의) 대표기관과 기타 권력기관의 관계에 연관된다. 인민

주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소비에트제도 및 그 후의 인민대표대회제도 

역시 이 두 가지 면에서 자본주의 의회제의 폐단을 극복하려 한 것이다.

‘사회계약론’에서 루소가 주장한 이러한 인민주권론이 그대로 1793년 헌법

(Constitution du 24 juin 1793)의 내용에서 반 되지는 않았지만, 1791년 헌법과 비

교해보면 양 헌법의 차이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 배후에는 루소 이론의 향

이 있음을 알 수 있다.94) 

우선, 주권의 주체에 대한 규정에서 1793년 헌법은 “주권은 인민(peuple)에 있

다”(1793년의 인권선언 제25조)고 하면서 인민의 개념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인민

은 프랑스 시민(citoyen français)의 전체”이고, 시민은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거주

하는 만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이다(헌법 제7조, 제4조)라고 규정함으로써, 주권

의 주체가 추상적인 국민이 아닌 구체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유권자임을 시사했다.

다음으로, 인민의 입법권 행사와 관련해 1793년 헌법은 “주권자인 인민이 법률

92) 루소, 사회계약론(이환 옮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77면 이하 및 일본어 번역
본, 社会契約論(作田啓一 訳)(白水Uブックス, 2010), 87면 이하 참조.

93)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주장한 주권이론의 특징에 관해서는 杉原泰雄, 国民主権の研

究(岩波書店, 1971), 142면 이하 참조.
94) 성낙인, 앞의 책, 169면 이하; 박인수 앞의 논문 참조. 프랑스 1793년 헌법 및 1793년 

인권선언의 원문은 http://www.assemblee-nationale.fr의 자료 참조. 본문에서의 인용은 
中村義孝 編訳, フランス憲法史集成(法律文化社, 2003)에 수록된 일본어 번역문을 참
조하여 필자가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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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결한다”(헌법 제10조)고 규정함과 더불어, 인민은 국민의회의 일부 입법권 행

사에 대해 직접 간여하도록 하 다. 즉 민사 및 형사 입법, 공화국의 경상수지에 

대한 일반 관리, 국유재산, 화폐 관련, 조세의 징수, 선전포고, 토의 새로운 구분, 

공교육, 위인을 기념하는 행사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의회가 심의한 법안이 

그대로 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 집회의 소집을 통한 사전심의 절차를 거

쳐야 한다(헌법 제54조 내지 제60조). 

또한 국민의회 대의원과 선거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령적 위임이나 소환에 관

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1791년 헌법의 “각 지방에서 임명된 대표자는 특정 

지방의 대표자가 아니라 국민전체의 대표자이고 대표자에게는 어떠한 위임도 할 

수 없다”와 같은 규정은 두지 않았고, 주권자인 인민이 “자신의 대의원(député)을 

직접 임명”하게 하고(헌법 제8조) 대의원을 “시민의 수임자(mandataire) 또는 대리

인(agent)”으로 정하고 있었다(1793년의 인권선언 제29조).

마지막으로, 행정권에 대한 인민의 통제와 관련하여 1793년 헌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에 대한 행정권의 종속성을 강화하 다. 일반 행정 및 법률의 집행을 담당하

는 24명으로 구성된 행정평의회(conseil exécutif)는 입법부가 선임하고 입법부에 

대해 책임을 진다(제62조 내지 제74조). 또한 사법을 담당하는 재판관 역시 시민에 

의해 선임되고, 재판관의 정원과 권한은 입법부가 정한다(제88조 내지 제90조). 즉 

인민이 입법부인 국민의회 위에 있고, 입법부 산하에 행정과 사법이 있는 구조이다.95)

1791년 헌법과 더불어 근대 성문헌법의 또 하나의 원형으로 알려진 1793년 헌법

은 1791년 헌법을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루소가 주장한 인민주권원리의 여러 요소를 반 하 다. 프랑스의 1791년 

헌법과 1793년 헌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되는데, 주권원리의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 직접적인 권력행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국민은 자신이 선출한 ― 

동시에 선거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 의회(대표기관)를 통해서만 주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집행기관 등 기타 권력기관의 상대적 독립성도 보장한 1791년 

헌법에 비해, 1793년 헌법은 인민이 주권의 행사에 보다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각종 제도 장치를 마련하려 하 다고 할 수 있다. 즉 주권자인 인민이 입법

권의 행사에 직접 간여하게 하고 인민에 대한 대표자의 독립성을 강조하지 않는 

한편, 행정과 사법에 대한 주권자 = 인민의 통제를 강화한 것이다. 전자를 몽테스

95) 1793년 헌법 내용에 관해서는 杉原泰雄, 앞의 책, 273면 이하; 長谷川正安, 앞의 책, 
17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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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외식의, 자유주의적인 권력분립型, 또는 입헌민주주의型 헌법이라고 하고, 후자

를 루소식의, 민주주의적 권력집중型 또는 절대민주주의型 헌법이라고 부르는 이

유다.96) 계급사적 관점에서 볼 때, 1791년 헌법과 그 배후에 있는 국민주권이론은 

당시 프랑스사회에서 주도세력으로 성장한 이른바 부르주아 = 제3신분의 정치이

익을 대표하 다고 한다면, 1793년 헌법 및 인민주권사상은 국민의회에서 자신의 

대표를 아직 가지지 못한 하층 민중 즉 이른바 제4신분의 이념을 대변하 다고 할 

수 있다.97)

따라서 현행 중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민대표대회제도의 주요 내용, 즉 

인민이 주권자로서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각급 인민대표대회를 통

해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행정기관을 비롯한 기타 권력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종속

되는 위치에 있으며 인민은 자신이 선출한 인민대표에 대한 감독, 파면을 통해 인

민대표대회에 대한 통제를 실현하는 등의 내용은 위의 프랑스 1793년 헌법과 그 

배후에 있는 인민주권이론의 연장선 ― 1791년 헌법과 국민주권이론을 극복하려

는 방향 ― 에서 이해될 수 있다.98)

1793년 헌법은 실제로 실행되지 못하고 이 헌법이 추구한 이념도 당시에는 좌절

되었다. 그러나 1793년 헌법 및 인민주권원리가 상징하는 이념들은 그 이후 이른

바 부르주아 국가들에서 기존의 국민주권원리와 대의제에 대해 보충적 역할을 해

왔고, 이러한 국가들의 헌법에서 도입된 국민투표제나 半대표제와 같은 제도에서 

루소流의 인민주권원리의 향을 엿볼 수 있다.99)

한편으로, 1793년 헌법 및 인민주권원리는 1871년의 프랑스 파리에서 잠시 존재

했던 코뮌의 각종 정책에 반 되었고 이러한 시도가 마르크스의 높은 평가, 레닌

의 재해석에 의해 사회주의 국가들의 모델인 러시아와 소련의 헌법에 도입되었으

96) 樋口陽一, 比較憲法(改訂版)(青林書院, 1989), 73면 이하 참조. 樋口는 여기서 1791년 
헌법과 1793년 헌법의 대비를 통해 프랑스 혁명의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양 헌법의 내용을 대조분석한 후, 저자는 프랑스의 이 두 헌법을 “몽테스키외식” 對 
“루소식” 또는 ”자유주의적 권력분립” 對 “민주주의적 권력집중”, “입헌민주주의” 對 
“절대민주주의”, “부르주아민주주의” 對 “사회민주주의” 등의 定式으로 비교할 수 있
다고 하였다.

97) 이 두 헌법을 주도한 세력 및 그들의 경제적 기반에 대한 자세한 분석으로 杉原泰雄, 
앞의 책, 74면 이하 및 同, 国民主権と国民代表制(有斐閣, 1983), 146면 이하 참조. 

98) 현행 중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민대표대회제도의 특징에 관해서는 본 논문 제2장 
제1절 내용 참조.

99) 樋口陽一, 앞의 책, 78면; 성낙인, 앞의 책, 184면; 박인수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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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마찬가지로 중국의 각종 헌법 문서 및 인민대표대회제와 같이 현재에 이

르는 중국식 헌법제도에 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3. 소결

국민을 주권의 주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각종 국가권력을 실제로 행사하지

는 못하게 하는 것이 1791년 프랑스 헌법 및 그 배후의 국민주권원리의 특징이라

고 할 수 있다. 적어도 루소와 같은 인민주권론자들에게는 그렇게 인식된다. 즉 국

민주권원리는 군주주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인민이 보다 직접적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방식도 배제하 다. 이러한 체제하의 국민대표 및 의회제는 결국 국민을 

국가권력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루소에 의하면,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하여 대표제를 취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대표는 실제로 인민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들은 선거인으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아니라 명령적 위임 등에 의해 선거인에 종속되어야 하며, 집행권과 같은 

기타 권력기관도 인민의 보다 직접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로써 진정한 인민

주권이 실현된다. 이러한 주권원리의 요소를 반 하 다는 점에서 1793년 프랑스 

헌법은 1791년 헌법과 대비된다. 그 후 루소식의 인민주권원리 및 1793년 헌법은 

1871년 파리코뮌의 실천, 마르크스와 레닌의 논의를 통해 러시아와 소련의 사회주

의 헌법 및 인민대표대회제도와 같은 중국의 헌법제도와 연계되게 된다.

Ⅴ. 결    론

중국 현행 헌법의 계보를 추적하기 위해, 본 논문은 위와 같이 인민대표대회제

도를 실마리로 사회주의 중국의 각종 헌법 문서, 소련 헌법의 관련 규정 및 모택

동과 레닌의 언급을 정리하고 1871년 파리코뮌의 시도와 이를 높게 평가한 마르크

스의 이론을 검토하 다. 파리코뮌의 사상적 배경에 관해서는 프랑스 1793년 헌법 

및 그 배후에 있는 루소의 인민주권론으로 거슬러 올라가, 소비에트제도나 인민대

표대회제도와의 연관성을 분석하 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중국 현행 헌법의 역사

나 연원에 관해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중국 현행 헌법의 전신인 1954년 헌법 및 그 이전의 1949년 공동강령, 

1946년 섬감 헌법원칙, 1931년 중화소비에트헌법강령 등이 모두 사회주의 소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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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모델로 하 다는 점은 인민대표대회제도 관련 규정에서 입증된다. 이 과정

에서 중국 헌법의 작성에 깊이 관여한 모택동의 향은 있었으나 모택동의 헌법 

이론 역시 소련의 제도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것이다. 

다음으로, 소비에트제도는 이른바 부르주아 의회제를 대체할 정권 형식으로 레

닌에 의해 ― 파리코뮌의 경험과 부르주아 의회제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을 토대

로 ― 사회주의 소련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 부르주아 의회제와 비교해 볼 때 소

비에트제도와 인민대표대회제도하에서 인민은 두 가지 방식을 통해 국가권력의 행

사에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즉 인민은 한편으로 소환이나 보고 등의 

제도를 통해 자신이 선출한 대표를 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 인민의 대표기관인 인

민대표대회가 입법권뿐만 아니라 집행권 등 기타 권력의 행사에 대해서도 보다 강

력하게 간여하는 방식이다. 다만 인민의 대표기관이 집행권까지 직접 행사하는 제

도는 소비에트제도 및 인민대표대회제도에서도 그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장관회

의’나 ‘국무원’과 같은 독립된 행정기구를 둘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론은 마르크스나 레닌과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처음으로 제기한 것이 

아니라 1793년 프랑스 헌법에서 이미 시도되었고 그 배후에는 루소식의 인민주권

사상이 놓여있다. 1791년 프랑스 헌법이 체현한 국민주권원리와 의회제에 대한 비

판에서 출발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1793년 헌법, 1871년 파리코뮌의 실

험, 그 후 소련의 소비에트제도 등은 결국 ‘인민에 의한 통치’ 또는 ‘진정한 민주

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따라서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규정한 중국

의 현행 헌법 역시 부르주아 헌법을 지양하고 진정한 ‘인민에 의한 통치’를 실현

하기 위한, 근대 이후 각종 헌법제도의 실험 및 그 배경에 있는 헌법사상 발전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울타리에 얽매이지 않고 중국 헌법제도를 바라보면 

인민대표대회와 같은 현행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의 형성배경과 특징이 더

욱 쉽게 이해되고 대의제나 국민대표, 국민주권과 같은 개념들과의 연관성도 보이

게 된다. 즉 인민대표대회제도 관련 내용은 1791년 헌법에서 규정한 대의제나 국

민대표제도에 대한 비판 및 1793년 헌법이 실현하고자 했던 각종 제도 실험의 연

장선에 놓여있다. 또한 중국 현행 헌법의 계보에 관해서도 이러한 검토와 추적을 

통해 19세기 이후 성문헌법의 발전 역사 속에서 중국 헌법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

다. 자유주의적 권력분립型 및 입헌민주주의型인 1791년 프랑스 헌법에 비해 1793

년 헌법을 민주주의적 권력집중型 및 절대민주주의型이라고 정의(定義)한다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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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현행 헌법은 후자 계열의 헌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 이후 부르주아 

헌법이 대체적으로 1791년型 헌법의 토대 위에서 1793년型 헌법의 요소를 반 하

여 점차 발전해온 데 비해 중국 헌법을 비롯한 사회주의 헌법은 1793년型 헌법의 

특징을 보다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한층 ―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으로 ― 발전시

키려 했다고 할 수 있다. 

1793년 프랑스의 헌법은 실행되지 못하 고 1871년 파리코뮌도 잠깐 지속하는 

데 그쳤다. 소련의 헌법체제 역시 애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목표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소비에트와 

인민대표대회와 관련하여 보자면, 대표기관을 통한 인민의 통치는 몇 가지 왜곡 

또는 변형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 다. 예컨대, 수천 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표

기관이 입법권 등의 권한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없어 그 산하에 상설기관을 두

어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대표기관이 집행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기에 전문적인 행정기관을 둘 수밖에 없고, 결국 이는 행정기관에 대한 통제를 

불가능하게 하고 행정부의 독주 즉 행정부가 권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하 다. ‘인민의 통치’나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이러한 

제도하에서도 ‘인민의 통치’는 실현되지 못하 고 부르주아 의회제를 극복하려 한 

실험도 실패로 끝났다. 인민대표대회제 등 사회주의 헌법제도가 실제 운 과정에

서 어떻게 왜곡되고, 그렇게 된 이유 등의 문제는 향후 연구가 필요한 과제다.

투고일 2014. 2. 3   심사완료일 2014. 5. 28   게재확정일 201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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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Genealogy of China’s Current Constitution: 
By Focusing on the People’s Congress System

Jiang, Guangwen*

100)

This article, as a clue to the content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system, 

aims to study the history of the current Chinese Constitution.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examines the various Chinese Constitution texts and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of the Soviet Union, summarizes the discussions of Mao Zedong and 

Lenin on the People’s Congress system and analyzes the Paris Commune of 1871 

and Marx reviews. Regarding to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the Paris Commune, 

this article dates back to the French Constitution of 1793 and Rousseau’s underlying 

ideas of popular sovereignty.

The People’s Congress system provided in the current Constitution of China and 

its predecessor, the Soviet system, are political forms adopted by the socialist coun-

tries for overcoming the parliamentary system of capitalist countries, achieving “the 

rule of the people” or “real democracy”. In order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Chinese current constitution,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French Constitution of 1793, 

the Paris Commune and its underlying constitutional thoughts. Only through this 

kind of study, the Chinese Constitution can be freed from the “narrow framework” 

of socialist constitution and understood in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the 

Constitution since the modern times.

Keywords: China’s Constitution，People’s Congress System，Soviet, Paris Commune, 

People’s Sovereignty, Nation’s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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