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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성의�근원 대표와�민주주의(9)� :�

大竹弘二

호 년 월at 19 (2014 2 )プラス 

김상운 옮김

대표의�양의성1.�

일반적으로 말하면 정치지배자가 궁정에서의 의례 혹은 법을 뛰어넘는 자비에 의해 자신의 영광을 , , ‘ ’

과시하는 정치적 공론장1)은 시민혁명의 시대와 더불어 소멸한다 하버마스의 유명한 정식에 따르면 지. , 

배자가 자신의 위신을 화려하게 상연하는 대표적 공공성은 이념원론적으로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 , [ ]

들의 토의에 기초한 시민적 공공성으로 이행한 것이다 이제 공공성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앞에‘ ’ . 

서 지배자의 광채빛 가 현시되는 극장적인 정치공간의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언론출판집회의 ‘ [ ]’ . · ·

자유 같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다양한 법권리나 제도에 의해 뒷받침된 합리적 의사소통의 공간이 

된다 정치의 공개성은 이제 권력의 가시적인 현전의 그것이 아니라 담론적 토의를 통한 권력의 끊임없. , 

는 검증 가능성이라는 뜻에 다름 아닌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시민적 공공성의 중심을 이루는 정치제도는 토의를 그 본질로 하는 의회제이, 

다.2) 그렇지만 의회주의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폭넓은 이해관심이 정치에 반영되는 데에는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자주 이뤄졌다 의회는 때때로 국민의 의지와 합치하지 않는 혹은 그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결. ‘ ’ , 

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의회를 특수한 부르주아적 제도라고 비판하는 과거의 사. 

회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의회제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 나타나게 됐다 의회제는 민주주의를 위한 제, . 

도로서는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것일까 대의제대표제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기에는 무리가 ? [ ]

있고 보다 직접민주주의적인 제도로 개량하는 것이 본래 바람직한 것인가 의회주의에 대한 이런 불만, ? 

은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애매한 성격과 관련된다 즉 대표‘ (representative) ’ . , ‘ (representation)’

라는 개념의 양의성이 의회의 역할에 관한 이해의 엇갈림간극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의회가 국민을 · . 

대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해지고 있는가‘ ’ ? 

도대체 일본어로 대표라고 번역되는 이란 무엇인가‘ ’ ‘representation’ ?3) 그것은 원래 국민의 의지든  , 

특정한 사회계층이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해를 대리하거나 대변하는 것을 반드시 의미했던 것이 , 

아니다 이런 의미의 대표제 대의적 민주주의에 관해 말해지게 된 것은 세기 이후의 대중민주주의의 . ‘ = ’ 19

진전 속에서이다 하지만 절대왕정기의 대표적 공공성이라고 말해지는 경우의 대의란 이런 의미에서 . ‘ ’ ‘ ’ , 

사용된 것이 아니다 로마 시대부터 존재했던 대표 라는 말은 중세가 되어 그 전문 분. ‘ (representative)’

야적인 용법이 확정되는데 그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충실하게 모사하다는 것일 뿐 아니, ‘ ’

라 무엇인가를 현전화함으로써 처음으로 그것에 실재성을 부여한다는 것도 뜻한다 이 말은 중세의 , ‘ ’ . 

신학적 맥락에서 그리스도를 필두로 하는 신비체로서의 교회라는 사상과 결합되어 비가시적인 것의 ‘ ’ , 

인격적 가시화구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착됐다고 한다· . 

이런 대표 원리는 근세의 절대주의 국가에서도 전용되어 그 지배의 정당화4)의 기초가 된다 이 대표. ‘

1) 옮긴이 공공권 은 공론장으로 옮긴다 [ ] ( ) . 公共圈

2) 옮긴이 일본의 경우 의회제와 의회주의 민주제와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같이 쓴다 이때 둘의 차이는 제도적  [ ] , . 

측면을 더 강조하느냐 이념이나 원리를 더 강조하느냐에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둘 다를 의미하기 위해 . , 
데모크라시라고 음차하기도 한다. 

3) 대표 개념에 관해서 참조한 것은  Hasso Hofmann, Repräsentation , Berlin 1974: Adalberr Podlech, 

«Repräsentation», in : Otto Brunner et al. (Hg.) Geschichtliche Grndbegriffe, Bd5, Stutgart 1984, 

칼 슈미트 년 제 장 및 장 나아가 한S.509-547. ; , , / , , 1974 , 16 24 , 憲法論 阿部間総裁 村上義弘 訳 書房みすず 
스 게오르크 가다머 년, I , , , 1986 , 205, 282 .真理 方法 轡田収 訳 法政大学出版局 頁と ほ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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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정치적 공론장에서는 영광 있는영광스런 지배자가 사람들 앞에 현전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그 때’ [ ] (

문에 이런 의미의 대표적이라는 말에는 자주 구현적 시위적 과시적 등등의 번역어도 배정된다‘ ’ ‘ ’, ‘ ’, ‘ ’ ). 

즉 대표에 있어서는 정치체이든 종교적 신비체이든 하나의 질서가 상징적으로 가시화되는 것이며 바, , , 

로 이것에 의해 비로소 그 질서가 실재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신학에서 유래하는 이와 같은 대표 원리. 

는 지배를 위로부터 정당화한다는 성격을 강하게 띤다 대표로서의 지배자는 결코 특정한 사람들의 의‘ ’ . 

견이나 이해를 하물며 국민의 의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질서는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대표, ‘ ’ . ‘ ’

자에 의해 위로부터 구성된다 따라서 이 정치신학적인 대표 개념은 권위주의적인 함의를 갖고 있으며‘ ’ . ,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대립 개념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혁명 이후의 대의제대표 민주주의 아래서 대표 이념은 민주주의와 결합된다 그리고 [ ] , . 19

세기가 되면 대표는 정치 질서의 가시적인 현시라기보다는 차츰 국민의 의견이나 이해의 대리 또는 대, 

변이라는 의미를 강화하게 된다 의회는 국민 또는 유권자의 이해의 대변자가 된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 . 

것은 질서를 상징적으로 현전화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민의 의지를 충실하게 모사하는 것이다 즉‘ ’ ‘ ’ . , 

국민이 발흥하고 있는 사회적인 것으로의 종속을 피할 수 없는 가운데 여러 가지 경제적사회적인 이‘ ’ , ·

해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것이 대표라는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대표의 본. ‘ ’

뜻에서 보면 하나의 추락으로도 보인다 가령 칼 슈미트는 이 과정에 관해 의회는 점점 더 정치 통일. “

의 대표가 아니게 된다”5)고 표현한다 의회에서의 토론 혹은 이해의 절충에는 어떤 영광도 기대되지 않. 

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특히 세기 이후의 독일에서는 대표와 대리를 구별하려고 하는 국법학헌. , 19 ‘ ’ ‘ ’ [

법학적 담론이 누적되고 단순한 이익의 대리에는 그치지 않는 대표의 의의가 강조된다] , ( ) .6)

이처럼 대표 이념과 민주주의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은 없으며 오히려 근대민주주의의 발생기에서 이 , 

둘은 대립하는 원리로서 나타났다 이런 대립이 가장 명확하게 발견되는 것은 루소이다 그의 민주주의. . 

론을 특징짓고 있는 것은 정치의 극장화에 대한 철저한 거부에 다름 아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백과전. , 

서 에서 제네바에 극장건설을 제언한 달랑베르에 대해 루소는 유명한 달랑베르에게 보내는 편지  

에서 반박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모든 시각적인 표상으로부터 순화된 순수(1758) , 

민주주의이다 루소에 따르면 극장은 공화국에 해롭다 고대 아테네의 예가 보여주듯이 정치가 극장과 . , . , 

비슷하게 될 때 민주주의는 몰락한다 왜냐하면 극장은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와 관객의 분리를 전제하. 

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시민들은 단순한 관중으로서 정치가라는 배우를 보는 존재일 뿐이다 그것에 의. , . 

해 정치라는 무대는 공중으로부터 분리된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슨 일이든 그것을 연극에서 연기. “ , , 

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접근시키지 않고 우리로부터 멀어지([mettre] en représentation au théatre), , 

게 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7) 루소가 보기에 스토아적인 주인공의 항심 에 대한 놀 , ( ) ‘恒心

라움에 의해서든 비극의 주인공의 고난에 대한 동정에 의해서든 연극이 관객에게 능동적인 작용을 ’ , ‘ ’ ,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어떤 정념을 환기시키는 것이든 정치가 극장을 모델로 하여 이해되는 한 시. , , 

민이 단순한 수동적인 관중이 되어버린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민주주의란 상연되고 있는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기하는 배우를 . 

바라보고 있는 관객들 사이에서는 어떤 공동성도 생겨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연극을 보러 모였다고 생. “

각하지만 거기서는 모두 혼자이고 외톨이가 됩니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소가 공화국에서 뭔가 구 ‘

경거리 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면 그것은 민중 자신이 참여자로서 함께 행위하는 다양한 집회(spectacle)’ , 

4) 옮긴이 정통화 정통성은 각각 정당화 정당성으로 옮긴다 [ ] , , . 

5) 슈미트 앞의 책 , , , 364 . 憲法論 頁 

6) V gl. Hofmann, Repräsentation, a.a. O., S.15-37.

7) 루소 연극에 관해 달랑베르에게 보내는 편지 , : ( ) , , , 演劇 手紙 今野一雄 訳 岩波文庫について ダランベールへの 
1979, 56 . 頁

8) Ibid., 42 .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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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이다.9) 거기서는 이른바 관객 자신이 무대에 오르고 그 등장인물이 된다 따라서 공화국의 축제는  . 

반극장적인 극장이다 그것은 대표 표상를 결여한 의사소통의 장에 다름없다. (= ) . 

정치에 관한 안티 스펙터클적인 이해는 아테네의 극장지배테아트로크라티아 에 대한 플라톤의 비‘ ’ “ ( )”

판 이후 자주 보이게 된다 법률 권 그것은 종종 이성이 아니라 눈으로 판단하는 대중을 멸시하( 3 15).   

는 반민주주의적인 사상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렇지만 루소에게 민주주의는 오히려 극장 지배와 서로 . 

대립하는 것이다 그에게 극장에 맞선 투쟁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 같은 말이다 인민주권이 완전히 . . 

달성되는 것은 극장적인 공간에서가 아니라 공중 앞에서 스스로를 극장적으로 제시하는 모든 대표자가 

소멸함으로써이다 주권자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 “ ”10)고 하는 사회계약론 의 (1782) 

유명한 구절은 이런 스펙터클 비판의 관점에서도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 이와 똑같은 이유 때문에 주권은 대표될 수 없다 주권은 본질상 일반. . 

의지 속에 존재한다 더욱이 일반의지는 결코 대표되는 것이 아니다. .11)

대표가 있는 곳에서는 주권의 절대성이 훼손되며 주권자는 더 이상 주권자가 아니게 된다 루소는 인. 

민주권을 그 순수성에 있어서 실현하기 위해 연기자와 관중 사이의 그 어떤 거리도 말소하려고 한다.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하는 것이 주권의 최고의 발현인 것이다 정치는 인민의 앞에서의 실천이 . ‘ ’ 

아니라 인민에 의한 실천이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크 주권의 기초인 대표 원리와 민주주의 사이의 긴‘ ’ . 

장은 바로 루소 안에서 가장 현저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슈미트에 따르면 어떤 국가형태든 대표와 민주주의 동일성 라는 양극을 이루는 두 개의 원리를 바, , (‘ ’)

탕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대의제대표 민주주의란 본래의 대표 개념에 관한 오해 위에서 성립되며 이, ( ) ‘ ’ , 

것들의 타협형태이다 그의 이런 반의회주의적 해석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와는 별개로 단순한 . , 

대리가 아닌 대표라는 뜻에 비추어 볼 때 현대의 민주주의론의 상당수가 이것과는 대립하는 반 이미‘ ’ , -

지적인 성격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는 것도 확실하다 하버마스처럼 담론적 토의에 의해 민주주의를 정. 

초하려고 하는 심의민주주의적인 시도는 말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믿지 않더라도, , 

적어도 정치적인 것의 극장화를 민주주의의 위기로 보는 시각은 많은 논자들에게 공통적이다 주지하듯. 

이 기 드보르는 루소를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스펙터클 사회를 비판한다 과거 직접 생겨났던 것은 모. “

두 표상 속에서 멀어졌다, (représentation) .”12) 대표표상가 자립화되는 곳에서 인민은 그 스펙터클의  ( )

단순한 수신자 혹은 소비자가 되어 정치로부터 소외된다 권력으로부터 극장적인 성격을 빼앗고 그 이, . , 

미지성을 극복하는 것은 민주주의 이론의 계속적인 이상인 것 같다. 

죽음의�극장� 영광의�신체와�그�종언2.� :� ?

역사적으로 보면 프랑스혁명은 당장은 루소가 원했던 대표적 공공성 의 극장장치의 해체를 수행, “ ”

한 듯이 보인다 그것은 죽음의 상연이라는 바로크적 실천이 혁명과 더불어 의미를 상실했다는 사정 . ‘ ’

속에서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절대왕정 시기에는 죽음의 연극적 제시는 대표적 공공성의 한 가지 범형을 이루었다 그것은 왕의 ‘ ’ . 

주권을 과시하기 위한 특히 주목해야 할 수단이 된 것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이미 거듭거듭 다뤄졌듯. , 

이 왕을 순교자로 묘사하는 바로크 시기의 문헌들 속에서 간파할 수 있다 에이콘 바실리케왕의 상, . ( ) 

9) Ibid., 224 . 頁

10) 루소 사회계약론 인용은 원문을 참조하여 수 , ( ) , / , , 1954, 42 (社会契約論 桑原武夫 前川貞次郎 訳 岩波文庫 頁 

정). 
11) Ibid., 133 . 頁

12) 기 드보르 스펙터클의 사회 , ( ) , , , 2003, 14 . 社会 木下誠 訳 学芸文庫 頁スペクタクルの ちく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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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찰스 세 또는 그리피우스의 바로크 극장의 주인공들이 그랬듯이 왕은 죽는 것을 통해서야 스(1649) 1 , , 

스로가 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 그들에게 닥쳐온 비참은 그들을 영광으로 높이기 위한 기회이기도 . , 

했다 군주에게 필요하다고 간주된 스토아적인 항심의 덕은 바로 죽음의 경험을 참아내는 가운데 더할 . , 

나위 없이 분명하게 증명되고 그것이 순교자인 왕에게 주권자로서의 존엄을 부여하는 것이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미 푸코의 감시와 처벌 의 너무도 유명한 분석이 보여주듯이 죽, (1975) , ‘ 

음을 통해 주권권력을 현현시키는 절대왕정기의 실천은 범인에게 가해진 신체형의 화려함 빛남’ , ‘ =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처형에서 수형자는 고문이 뒤섞인 여러 가지 잔인한 수(éclat)’ . 

단에 의해 사지가 불에 태워지거나 잘리곤 했다 군중은 공개적인 장에서 행해지는 이런 스펙터클을 구. 

경하러 모이고 시간을 들여 잔혹하고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신체를 일종의 호기심을 갖고 바라보게 , 

된다 고통을 주면서 천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처형법은 지은 죄에 상응하는 벌을 죄인에게 가. 

한다는 단순한 동해보복탈리오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또한 단순히 같은 죄를 저지를 자를 위협( ) . 

하기 위한 본보기로서 가혹한 형벌이 가해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신체를 훼손하는 일련의 . 

과정을 일종의 스펙터클로서 연출하는 것이며 그것에 의해 권력에 영광을 부여하는 것이다, . 

사용되는 폭력의 극단적임 자체가 사법의 영광의 일부분을 만드는 것이다 즉 죄인이 고문을 . , 

당하고 비명을 지르는 큰소리를 낸다는 것은 사법이 부끄러워 해야 할 측면이 아니라 자신의 힘, , 

을 과시하는 사법의 의례 자체인 것이다.13)

범죄에 의해 훼손된 것은 단순한 법 형식이 아니라 군주의 인격 자체이다 그러므로 형벌은 단순히 . 

죄에 걸맞은 벌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주의 위신을 광채빛남 속에서 회복하는 것이지 않으면 , ‘ [ ]’ 

안 된다 신체형이 공개적인 장에서 민중에게 목격될 필요가 있는 것은 그것이 군주의 영광을 현현시키. 

는 대표적인 공공성의 의례의 일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라신느의 비극이 인간 정념의 혼돈 속에서 . 

출현등장하는 주권자를 묘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체형은 바로 수감자의 신체가 찢겨지는 광[ ] , 

경을 통해 주권을 현전시킨다. 

일단 상처 입은 주권을 부흥시키기 위해 그것을 하나의 의식이라고 말하자 신체형은 주권을 , . 

그 완전한 빛남광채 속에서 현시하면서 그것을 부활시킨다[ ] .14)

이런 영광의 의례인 한에서 신체형은 그 자체로 군주에 의해 내려진 자비와 같은 기능을 갖지만, , ‘ ’ , 

다른 한편으로 신체형의 집행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군주는 집행의 한복판에 자비에 의해 , 

개입하고 이를 중단시킴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그 으뜸가는 광채빛남 속에 노출시킬 수도 있다, ‘ [ ]’ .15)

신체형은 군주에게 영광을 부여하는 한편 수형자에게도 자신의 영광을 보여줄 기회가 될 수 있다, . 

이 의례의 두려움 때문에 수형자에게 부과됐던 치욕은 동정 내지 영광으로 역전될 여지가 항상 있었“

다.”16) 즉 수형자는 그 비참한 죽음에 따라서 일종의 성인 혹은 순교자로 전화될 수 있는 것이다 형 , , . 

의 공포를 앞두고 혹은 가혹한 형의 한복판에서 만인의 눈앞에 나타난다 스토아적 항심의 덕은 군주에, . 

서 죄인으로 그 장을 역전시키고 바로 수형자가 비극의 순교자 왕의 모습을 띠게 된다 이때 그 자가 , . , 

저지른 범죄도 군주에게 허용되는 것과 동일한 영광을 수반하는 범죄자로서 사람들에게 찬양받게 되( ) 

13) 미셸 풐코 감시와 처벌 , [ ] , , , 1977, 39 . 監獄 誕生 田村倣 訳 新潮社 頁の 

14) 번역 수정 Ibid., 52 . ( ).頁
15) Ibid., 56 . 頁

16) Ibid., 14 .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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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민중 사이에서 범죄자의 영웅화가 행해질 것이다, . 

그렇지만 군주의 비극적인 희생이든 죄인에 대한 신체형이든 죽음을 상연함으로써 주권을 찬양하는 , , 

앙시앙 레짐의 비극적 실천은 혁명과 더불어 소멸한다 혁명은 대표적 공공성으로부터 궁정이라는 의례. 

와 축제의 장을 빼앗을 뿐 아니라 영광스런 처형을 제시하기 위한 무대 장치도 빼앗는다 이때 결정적, . 

인 것은 프랑스 혁명기에 길로틴 처형의 보급에 다름 아니다.17)

혁명의 한복판인 년 길로틴을 통한 참수는 정식 처형법으로 채택된다 그것에 의해 집행에 시간1792 , . 

을 필요로 하고 수형자에게 많은 고통을 줬던 절대왕정기의 다양한 처형법은 이 신속하고 고통 없는 

인도적인 처형법으로 통일된다 동시에 이제 처형의 기계화가 이루어진다 이 기술이 가능하게 했던 ‘ ’ . . 

것은 유례없는 대량처형이다 길로틴이라는 처형기계 없이는 자코뱅의 공포정치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 

며 그것은 이른바 자코뱅 독재의 물질적 기반을 이루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길로틴 형벌에 의해 초래됐던 것은 처형의 민주화‘ ’18)이다 이 형이 도입됨으로써 전에는 일반적이었. 

던 것인 신분의 차이에 따른 처형법의 차별화도 이뤄지지 않게 된다 또한 길로틴에 의한 참수라는 단. 

순명쾌한 방법은 신체와 형벌 사이의 접촉을 한없이 순간적인 것으로 한다 과거의 신체형과는 달리 길. , 

로틴 형은 인간의 신체성과는 무관한 사건이다 그것은 형의 집행인이 어느 정도 숙달된 기량을 갖추었. 

는가 혹은 수형자가 어느 정도 강인한 신체 혹은 정신력을 갖고 있는가와는 무관하게 모든 인간에게 , , 

평등한 죽음을 보장한다 여기서 처음으로 수형자는 신체적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귀책 능력이 있는 법. , 

적 주체로서 처벌받게 된다 개별 인간의 물질적 신체성을 사상 하고 그것을 보편 평등한 추상적 . ( ) , 捨象

주체로 하는 근대 계몽의 이상은 길로틴과 더불어 그 실현으로 향하는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길로틴 처형은 형벌을 신체적 스펙터클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같은 것에는 같은 것, <

을 의 원칙에 따라 죄인에게 귀책을 행하는 근대적 처벌로 나아가는 첫발을 나타낸다 이것에 의해 > . 

생기는 것이 처벌의 탈극장화에 다름 아니다 처형은 민중에게 더 이상 각별한 흥미를 끄는 사건이 . 

아니게 된다 잘 생각해보면 프랑스 혁명기에 민중은 공개적으로 행해진 길로틴 처형에 몰려들고 자. , , 

주 그것에 환희를 느끼고 갈채를 퍼부었다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길로틴 처형은 과거의 신체. 

형에 비해 볼거리로서의 성격이 현저하게 옅어지고 민중은 그것에 열광한다기보다는 공개 처형 자체에 ,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주게 됐다는 것이 실상인 듯하다.19) 순식간이자 대량으로 행해진 혁명기의 길로틴 

처형은 이전의 처형에 있었던 연극적종교적 분위기를 잃게 됐다 거기서는 이제 어떤 비극성도 느껴지, · . 

지 않게 되며 수형자에게서는 그 성스러움을 빼앗게 되는 것이다, . 

이제 처형을 통ㅎ 영웅적으로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기에는 처형을 대신해 종종 자살이 . 

자신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죽음의 수단으로서 선택된 것이리라.20) 실제로 이 시기에는 정쟁에서 패

배하거나 수감되기도 한 정치가의 상당수가 처형되기 전에 스스로 죽는 것을 택했다 이 영웅적 자살. ‘ ’

의 유형에도 고대 스토아파의 윤리가 강하게 영향을 줬음을 간파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프랑스 혁명의 . 

정치가들은 스스로를 고대 로마의 영웅에 빗대고 이들의 행동거지를 모방했는데 그들은 그 비참한 죽, 

음에서조차 인간적 자유의 궁극적 징표로서의 자살이라는 로마 시대의 스토아적인 이상을 따르고자 한 

것이다 그리하여 혁명기에는 구체제 하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것 즉 자살을 연극적으로 제시하는 . , 

시도가 행해지게 된다자크 루이 다비드의 회화 소크라테스의 죽음 등 혁명기의 사람들은 자살이라( ).   

는 행위를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죽음의 상연이라는 대표적 공공성의 무대 장치를 자기 것으로 하려 했

17) 길로틴의 도입이 공개처형에 초래한 변화에 관해서는  , , 革命 身体 高木勇夫 ドリンダ・ウートラム フランス と 

장 참조, , 1993, 7 . Dorinda Outram,訳 平凡社  The Body and the French Revoluti on. Sex, Class and 

Political Culture, Yale Universit y Press, 1989.

18) Ibid., 184 . 頁
19) Ibid., 193 . 頁

20) 장 참조 Ibid.,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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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찬가지로 혁명기에서 절대왕정의 판타시즘, 

의 흔적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공포정치 종료 후, 

인 년 무렵에 일어났던 길로틴의 비인간성1795

을 둘러싼 논쟁을 들 수 있다.21) 즉 길로틴 형 , 

에 처해진 목이 처형 후에도 의식이 남아 있는가 

아닌가를 둘러싸고 벌어진 의학논쟁이다 독일의 . 

과학해부학자 사무엘 토마스 폰 젠메링· (Samuel 

의 연구에 의해 지Thomas von Soemmerring)

지된 견해[ ]所説에 따르면 몸통에서 분리된 목은 , 

한동안 의식을 유지하며 고통을 계속 느낀다고 

한다 그렇다면 길로틴 형은 결코 인도적인 방법. , 

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신체형에 못지않게 잔혹한 형벌임을 뜻한다 의식의 중추를 머리에서 찾는 이 , . 

생리학적 관점에서의 길로틴 반대론은 왕을 우두머리로 하는 정치체정치적 신체라는 왕당파적인 국[ ] ( ) ‘ ’ 

가표상에서 그 대응물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잘려나간 후에도 계속 살아 있는 머리라는 이런 악몽은 의학생리학자인 피에르 카바니스에 의해 반, ·

박된다 그에 따르면 의식은 신체 전체의 유기적 기능이 공동 작용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 , 

신체의 통일적 순환이 끊어진 시점에서 의식은 소멸된다 머리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신체라는 이 공화. ‘

파적인 생리학적 견해와 더불어 국가를 인간 신체에 의해 구현화하는 절대왕정기의 상징적 이미지는 ’ , 

종언을 맞게 될 것이다 에드먼드 버크는 프랑스 혁명에 대한 유명한 반박서에서 계몽과 이성의 기계론. ‘

적 철학을 따르면 우리의 제도가 어떤 인격 속에서 체현 되지 않게 된다고 한탄한다’ “ ” .22) 이른바 공화

국이란 신체를 잃은 정치체정치적 신체라는 셈인 것이다( ) . 

길로틴 형은 대표적 공공성 에서 보여진 가시성의 정치의 종언을 범례적으로 나타낸다 그것은 구체“ ” . 

제 하의 처형에 있어서 죽음이 띠던 아우라를 상실케 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 

진행되는 과정이게 되며 그 죽음은 그저 무명의 죽음이 된다 이제 수형자가 처벌 속에서 자신의 오욕, . 

을 영광으로 전화시킬 수 없다 이리하여 세기 이후 개별 범죄는 단순한 익명의 사건 무수한 데이터. 19 , , 

의 한 사례가 되며 범죄자는 갱생 또는 관리를 행하는 통치 실천의 대상으로 변용된다 군주에 의한 것, . 

이든 범죄자에 의한 것이든 더 이상 법 침해 행위가 광채빛남 아래에서 찬양될 수 없게 된 것이다, , ‘ [ ]’ . 

의회주의의�미학� 공화국의�정치적�신체3.� :�

그러나 근대의 정치적 공론장은 정말로 극장모델로부터 손을 떼려고 했을까 근대 민주주의는 미적 ? 

표상에 의한 정당화를 거부하고 정치적 스펙터클에서 부정적인 가치만 찾아냈을까 사실상 정치 질서를 ? 

가시적으로 현현시킨다는 의미에서의 대표 관념은 시민 혁명 이후의 민주주의 안에서도 계승되고 있‘ ’ 

다 시각적인 대표적 공공성에서 담론적인 시민적 공공성으로의 역사적 이행이라는 이해는 너무도 도. ‘ ’ ‘ ’

식적이다 상징적 대표에 기초한 전근대의 정치공간에도 이미 담론적 의사소통이 존재했듯이 시민적 토. , 

의를 이상으로 삼은 근대의 정치공간에서도 대표적 현전의 계기는 없어지지 않은 것이다. 

21) 이 논쟁에 관해서는  Philip Manow, Im Schatn des Königs, Frankfurt a.M. 2008, S.97ff ; , ウートラム フ

앞의 책, , 187-190 [Dorinda Outram,革命 身体 頁ランス と   The Body and the French Revolution. Sex, 

Class  and Political Culture 및 , Yale University Press, 1989] , , 恐怖 幻想ダニエル・アラス ギロチンと の 
참조, , 1989,  66-89 . 野口雄司 訳 福武書店 頁 

22) 에드먼드 버크 프랑스혁명의 성찰 , ( ) , , , 1978, 99 .革命 省察 半漆孝麿 訳 書房 頁フランス の みすず 

자크� 루이� 다비드 소크라테스의� 죽음(Jacques-Louis� David),� ,� 

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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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일반적으로 토론을 그 주요 기능으로 삼는다고 간주되는 의회에 관해서도 들어맞는다 즉 근. , 

대의 의회제를 구성하는 요소들 안에서는 주권자의 영광의 현시라는 낡은 정치적 기능을 적잖이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여기서 단순히 유권자의 이해나 국민의 의견의 대리에 머물지 않는 대의제 민주주의. , ‘ ’ ‘ ’ 

의 측면이 겉으로 드러날 것이다 근대 민주주의가 왕의 그림자 속에서 필립 마노우 검토해야 할 것. “ ”( ) 

은 대표로서의 의회가 지닌 미학적 성격이나 다름없다. 

프랑스 혁명이 한창이던 년 월 일 국민의회에서 제정된 이른바 년 헌법 은 루이 세기1791 9 3 <1791 > 16

의 처형과 자코뱅독재에 앞서 프랑스사상 최초의 헌법이며 입헌군주제를 채택하는데 그 편 조에는 , , 3 2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모든 권력이 그것에서 유래하는 국민은 파견대표위임 에 의해서만 그 권력을 행, ( , délégation)

사할 수 있다 프랑스 헌법은 대표제적 이다 대표자는 입법부와 국왕이다. (représentative) . .23)

이 헌법은 행정부의 대표적 성격을 부정하는 한편 입법부와 국왕이라는 이원대표제를 채택했다, . 

이들은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표의 역할을 국민의 의견과 이해의 . ‘ ’

충실한 반영이라는 의미로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오히려 이전의 바로크적인 대표 관념. 

을 계승한 것이며 그 기능은 국왕과 의회 사이에서 분유되고 있다 즉 정치 질서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 . , 

국민은 이들 대표자를 통해 비로소 구현되는 것이다‘ ’ . 

국민의 대표에 대한 이런 규정은 시에예스에서 그 이론적 기초를 발견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개. 

개인의 이해의 단순한 집합 이상의 것인 인민의 의지는 대표 속에서만 구현될 수 있다‘ ’ . 

대표만이 통일된 인민이다 국민의 통합은 바로 대표일 뿐인 통일된 인민의 의지에 앞서는 것. 

이 아니다 통일은 거기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대표를 넘어서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고 대표가 유. . , 

일한 조직체이다 분산된 인민은 조직체가 아니며 그것은 하나의 의지를 갖지도 않으며 하나의 . , , 

생각을 갖는 것도 아니며 뭔가 하나의 것이 결코 아니다, .24)

여기서 보이는 시에예스와 루소의 단절은 분명하다 인민의 의지는 대표로서만 존재하는 한 대표  . , 

없는 직접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다 시에예스에게 의회제는 간접 민주주의 따위가 아니라 이상적인 민. ‘ ’ 

주주의 형태나 마찬가지이다 의회는 인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다. . 

이런 사상에서 보면 의회제는 직접민주주의의 단순한 대체물로 볼 수 없다 즉 그것은 근대 국가. , 

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택된 제도 따위가 아니다 실제로 직접민주. 

주의에 대한 의회주의의 질적 우위를 강조하는 담론은 역사적으로 거듭 나타났다 예를 들어 월터 배젓. 

은 영국 헌정론 에서 의회의 교육적 기능을 주장하고 선량 으로서의 의(Walter Bagehot) (1876) ‘ ’ , ( )選良 

원은 국민 여론을 이끄는 역할을 갖는다고 말했다.25) 만약 대표에 의해 비로소 국민의 의지가 구성된다

면 국민과 대표자를 연결하고 대표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선거는 그것이 어떤 제도를 취하든 대, ‘ ’ , , 

표를 대표답게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본질적인 것은 아니고 우연적으로 채택된 절차라고 간주되기까, 

지도 할 것이다 여기서는 의원이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자신의 판단에만 따르는 자유위임에 근거. ( ) ‘ ’

23) 이 프랑스 혁명기의 대표 개념의 의미에 관해 논하는  Zit, nach : Podlech, »Repräsentation«, a.a.O., S.526. 

것은 슈미트 앞의 책 이 밖에도 , , , 246-247 . ; Hofmann, 憲法論 頁  Repräsentation, Gallimard 1998, 

p.27-63. 

24) Cité par Rossanvallon, Le people introuvable, ibid. p.38. 

25) 월터 배젓 영국헌정론 , ( ) , 60 , , , 憲政論 世界 名著 辻淸明責任編イギリス の バジョット ラスキ マッキーヴァー｢ ｣  
, , 1970, 172, 201-204 .集 中央公論新社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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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행동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선거구민의 의지와 이해에 종속되는 명령위임에 근거하는가 같은 친, ( ) ‘ ’

숙한 헌법학적 문제에는 파고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흥미로운 것은 근대 의회주의가 여전히 대표적 공. ‘

공성과 마찬가지로 모종의 의례적미학적인 계기를 통해 정당성을 산출해 왔다는 점이다’ , · .

근대의 의회는 담론적이라기보다는 종종 상징적인 의사소통의 장이 됐다.26) 즉 그것은 의례적인 수 , 

사나 이미지를 매체로 하여 대표 표상을 제시한다는 성격도 갖고 있던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 궁정의 (= ) . 

전례가 주권의 절대성을 대표했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대표되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인민이다 그것은 단, . 

순한 국가의 통일이 아니라 국민의 통일을 대표한다 즉 거기서는 평등한 국민으로 이루어진 정치질서. , 

라는 것이 사람들의 눈앞에 제시되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에서 국민 전체가 법권리상 혹은 경제적으로 .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실제로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 필. 

요도 없다 오히려 국민은 평등하다는 의제를 가시화시키는 것이 문제이며 사실로서 국민이 대등하게 . , 

민주적 토의에 참가한다기보다는 그렇다고 하는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한 가지 예로 근대의 의회건축에서 채택된 회의장의 공간배치를 들 수 있다, .27) 그것은 새로운 민주

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대응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지했음을 알 수 있다 왜 영국이라는 예외를 빼고 많. ( ) 

은 나라의 의회 본회의장은 반원형의 의식과 그것에 대면하는 연단 사이의 조합이라는 배치를 취하는 

것일까 그것은 시민혁명기에 유행한 신고전주의적 건축의 고대로의 회귀를 나타낼 뿐이 아니다 즉 그? . , 

것은 단순히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반원형의 극장을 모방했다는 것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혁- . 

명 때 나온 의회건축 계획에서는 국민 전체의 통일성을 표현하는 데 더 적합한 양식으로서 의석을 완, , 

전히 원형으로 배치하는 것이 상당수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장된 이후 년부터 의사당이 된 . 1798

파리의 부르봉궁전에서 볼 수 있듯이 최종적으로는 그런 원형 플랜을 억누르고 연단을 정면에서 보는 , , 

반원형의 의식이라는 배치가 보급된다 이것은 단순한 기능적인 편리성 때문에 채택된 것도 아니다 오. . 

히려 이것은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의 상징적 표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반원형의 의석에 앉는 것은 국민 각층으로 구성된 의원들이다 거기서는 사회의 다양성이 가능한 . 

한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근대국가란 차이화를 수반하는 통일이다 따라서 차이성과 동시에 . . 

인민의 통일성도 표현되어야 한다 연설자가 선 연단이 바로 그것을 나타낸다 즉 연단은 왕의 죽음에 . . , 

의해 공백이 된 국가의 중심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제 각각의 연설자들은 자신의 의석이 아니라 그 연, ( ) 

단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연설한다 그리고 의석의 의원들은 관중으로서 무대 위의 연설자를 목격한다. , . 

따라서 반원형의 의석과 연단의 조합은 다양하면서도 통일성을 지닌 국민국가를 상징하는 것에 다름없

다 그때마다 연설자에 의해 채워진 공허한 연단은 국가의 부재의 머리이며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 ( ) , 

는 의원들이 앉는 좌석은 그 몸통이다 그런 한에서 의회는 이른바 공화국의 새로운 상징적 신체이다. . 

이런 왕의 정치적 신체의 유산은 근대 의회주의의 또 다른 요소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프랑스 혁명이 한창이던 국민의회에서 로베스피에르의 주도 하에서 선언된 의원의 인신의 불가침 원칙

이 그렇다.28) 이른바 불체포특권은 일반적으로 생각되듯이 과거의 절대 군주가 행하는 의원의 자의적 , 

인 체포를 방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국민의 대표체. “ (coprs 

에 대해서는 어떤 권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의 표현이며 이런 한에서 대표로서의 국왕représentatif)” , 

26) 근대의 의회주의에서 볼 수 있는 미학적 표상 전략에 관해서는 최근 급속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Vgl. 

Manow, Im Schatt en des Königs, a.a.O., Andreas Schulz / Andreas Wirsching (Hg.), 

Parlamentarische Kulturen in Europa. Das Parlament als Kommunikationsraum, Berlin 2012; Jörg 
Feuchter / Johannes Helmarth (Hg.), Parlamentarische Kulturen vom Mittelat er bis in die M oderne, 

Reden-Räume-Bilder, Berlin 2013. 

27) Manow, Im Schatten des Königs, a.a.O., S.16-56. ; Philip Manow, »Kuppel, Rostra, Sitzordnung-das 

architektorische Bilderprogramm moderner Parlamente«, in : Feuchter / Helmrath, Parlamentarische 

Kulturen vom Mittelalt er bis in die Moderne, a.a. O., S.115-129. 

28) Manow, Im Schatten des Königs, a.a.O., S.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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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체가 갖고 있던 불가침성의 흔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슈미트는 이 특권을 의회가 가진 대표. “

로서의 성격의 한 가지 귀결”29)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대외적인 대표로서의 외교관의 신체. 

의 불가침성과도 닮은 것이며 과거 왕의 신성성을 이어받은 것에 다름없다, . 

그렇다면 푸코처럼 왕정 하의 국왕의 신체와 똑같은 기능을 맡는 공화국의 신체라는 것은 없다“ ”,30)

혹은 르포르처럼 민주주의 사회는 유기체적 전체성의 표상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로서 신체 없는 사회“ , 

로서 창설된다”31)고 진단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 의회제는 종종 절대왕권. 

에서 볼 수 있는 상징적 대표로서의 역할도 담지했다 즉 열린 장에서 투명한 논의를 한다기보다는 그 . , , 

자체로는 어떤 정치질서도 이룩할 수 없는 무정형의 인민을 주권자로서 현전시킨다는 기능이다 이것은 . 

단순한 경제적사회적 이해의 대리자로는 맡을 수 없는 영광으로서의 대표 기능에 다름없다 여기서 ( · ) , . 

의회는 직접민주주의의 부득이 한 대용물에 머물지 않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이것은 결코 루소. 

가 몽상했던 대표 없는 순수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여전히 자신에 관한 상징적 이미지를 . 

필요로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의회주의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 토의의 공개성이라는 전제를 무조건 수긍할 수는 없다 근대. 

의 의회는 종종 토의를 통한 합리적 결정에 의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가 국민의 대표라는 이미지, 

를 형성함으로써 집행권에 대립해왔다 독일 통일 후의 제정기에서 독일 제국의회는 그 한 가지 예를 . 

이루고 있다.32) 프랑스의 년 헌법에서 볼 수 있는 이원대표의 문제가 계속 남아 있던 세기 독일 1791 19

에서 제국의회는 집행권을 가진 또 다른 대표인 황제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신문미디어와의 협력 아래·

서 스스로를 국민 대표로서 상징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획을 시도하게 됐다 즉 여기서 공개성이란 이미. , 

지 전략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표로서의 정당성은 담론적이 아니라 미적 공개성을 통해 조달되는 . ‘ ’ ‘ ’ 

것이다. 

이미 말했듯이 국가에 대한 경제사회적 세력들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의원이 단순한 이익대리가 됨에 , ·

따라 대표로서의 의회의 역할은 변질된다 그리고 의회의 결정이 점점 더 비밀스런 이해 절충이라는 성, . 

격을 띠게 되는 가운데 미적이든 담론적이든 대표로서의 의회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터이다, ‘ ’ ‘ ’ , . 

슈미트가 개탄하는 바에 따르면 당대의 의회는 보이지 않는 권력 보유자의 사무소 내지 위원회로 들, “

어가는 하나의 커다란 옆문(Antichambre)”33)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적 이익집단에 의한 토론의 이념의 이런 타락은 원래 근대 의회주의가 토론 절차 자체

의 공개성을 반드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는 간주하지 않았던 것의 내재적 귀결일지도 모른다 민주주. 

의 국가라 할지라도 모든 결정과정을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인민에게 열린 , . , 

형태로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가라는 문제보다도 얼마나 결정을 상징적의례적으로 정당화하는가라는 문, ·

제가 중요하다는 것이 종종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의 공개성은 결코 계몽의 이념이 상정하듯이 이성. , 

적인 비판의 심급이 될 수 있는 정치의 근본원칙일 수 없다 그것은 이미 원칙이 아니라 단순한 수단. , 

즉 대중조작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정당화의 도구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의 과정을 정치원릭 비밀에서 공개로 이행하는 것이락 파악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것은 비밀의 ? 

실천뿐 아니라 공개성조차도 통치의 에코노미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과정으로 간주할 수 없을까?34) 즉 , 

29) 슈미트 앞의 책 , , , 336 .憲法論 頁 

30) 미셸 푸코 권력과 신체 미셸 푸코 사고집성 , ( ) , , 5( V) , 権力 身体 中澤信一 訳 思考集成と ミシェル・フーコー｢ ｣  

, 2000, 373 .筑摩書房 頁
31) 클로드 르포르 민주주의라는 문제 권 호 , ( ) , , 23 12 , 1995, 49 .民主主義 問題 本郷均 訳 現代思想 頁という｢ ｣   

32) 제정기의 독일 제국의회에 의한 자기 상징화의 실천들에 관해서는  Andreas Biefang, Die andere Seite der 

Macht : Reichstag und Offentlichkeit im »System Bismark«, 1971-1890, Düsseldorf 2009. 

33) 칼 슈미트 현대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지위 , ( ) , , , 2000, 11現代議会主義 精神史的地位 稲葉素之 訳 書房の みすず 
번역 수정( ).  頁

34) Cf. Michel Senellart, Les arts de gouvener , Seuil, 1995, pp.27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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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는 더 이상 기밀과 음모를 조종함으로써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보를 공개하다는 것이 종. 

종 효율적인 정치 운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대의 통치는 그것을 수단으로 이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 

즉 중요한 것은 공개성의 , 유용성인 것이다 여기서 공개성은 비밀과 마찬가지로 통치를 위한 전술적 . , 

장치나 다름없다 근대정치에서 공개성의 원칙이 점점 중요하다고 간주되기에 이른 것은 사실상 이런 . , 

통치 메커니즘의 재편성의 징후로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른다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