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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토크빌과 존 스튜어트 밀
- 자유: 토크빌과 존 스튜어트 밀

서병훈

이 글은 토크빌과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비교, 분석한다. 밀은 1856년 토크빌

의 『앙시앵레짐과 프랑스 혁명』을 읽고 그 책을 관통하는 ‘자유에 대한 고결한 

사랑’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토크빌은 1859년 밀의 『자유론』을 받은 뒤 인사편

지에서 ‘자유를 향해 같이 가자’고 했다. 이 글은 밀과 토크빌의 발언을 음미하

면서, 두 사람 자유론의 겹치는 부분과 엇갈리는 부분을 논증하고자 한다.

밀은 토크빌의 ‘고결한 자유’에 공감한다고 했다. 밀의 자유론에 비추어볼 때 충

분히 수긍이 가는 말이다. 이 글은 세 측면에서 밀의 공감을 설명한다. 그러나 두 

사람의 자유론이 적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토크빌의 희망과는 달리, 두 사

람이 ‘자유에 대해 손을 맞잡고 걸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를 논증하기 위

해 이 글은 토크빌의 ‘새로운 자유’를 세 관점에서 다시 정리한 뒤, 이에 대한 

밀의 비판적 반응을 유추해 볼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만큼, 두 사람의 자유론도 일정 부분 엇갈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글의 주

장이다.

 

I 서론

토크빌(1805-1859)과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은 그들 나이 서른 무렵에 처음 만

나 찬란한 우정을 나누었다. 밀은 1835년과 1840년 두 차례에 걸쳐 토크빌의 『미

국의 민주주의』1)1권과 2권에 대해 장문의 서평을 쓰면서 ‘정치철학의 최고 권위

자’ 토크빌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2)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긴장이 

높아가던 1840년대 초, 두 사람의 ‘시국관’이 서로 부딪히면서 서신교환이 뚝 끊

어졌다.3) 

1856년 토크빌은 오랜 침묵을 깨고 자신의 책 『앙시앵레짐과 프랑스 혁명』4)을 

밀에게 보냈다.5) 밀은 감사의 답장에서 그 책을 관통하는 ‘자유에 대한 고결한 

1) Alexis de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 Harvey Mansfield and Delba Winthrop, tr. 
and ed. with an introduc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이제부터 <DA>
로 표기).

2) John Stuart Mill to Alexis de Tocqueville, 11 May 1840, The Earlier Letters of John Stuart 
Mill 1812-1848 Part II, in Francis E. Mineka, ed.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63), XIII, 434.(지금부터 <CW>로 표기). 

3) 이에 대해서는 Byung-Hoon Suh, “Mill and Tocqueville: a friendship bruised,” History of 
European Ideas, forthcoming 참조.

4) Alexis de Tocqueville, L'Ancien Régime et la Révolution, 이용재 역, 『앙시앵레짐과 프랑스 혁
명』 (서울: 박영률출판사, 2006). (이제부터 <앙시앵>으로 표기).

5) Alexis de Tocqueville to John Stuart Mill, 1856. 6. 22, Alexis de Tocqueville, 
Correspondance Anglaise. Édition définitive publiée sous la direction de J.-P. Mayer, 
Oeuvres Complètes (Paris : Gallimard, 1954), Tome VI, 348. (이제부터 <OC>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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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에 깊은 공감을 나타냈다:

  

  나는 당신의 책을 관통하고 있는 자유에 대한 고결한 사랑(noble amour)에 깊    

  이 공감합니다. 그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합니다. 세계의 올  

   바른 눈이라고 할 당신의 조국은 지금 비참한 정치적 압제에 신음하고 있습니

다.     당신의 책은 그런 체제에 대한 지속적 저항을 담고 있습니다(CW, 15, 

518).

1859년 초, 이번에는 밀이 토크빌에게 『자유론』6)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그 무렵 

토크빌은 병이 너무 깊어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짤막한 인사편지에서 

『자유론』이 담고 있을 독창성과 열정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자유에 대해 ‘손을 맞잡고 같이 걸어 갈 것’을 희망했다. 그가 눈을 

감기 두 달 전의 일이었다: 

  

  분명히 말하지만, 자유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우리 둘이 손을 맞잡고 같이 걸어  

    가야(marcher)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OC, 352).

사족이지만, 밀과 토크빌은 19세기를 대표하는 자유주의 사상가들이다. 두 사람을 

빼고 자유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밀과 토크빌이 자유에 대해 ‘공감’하

고 ‘손을 맞잡자’고 했다. 밀은 『앙시앵레짐과 프랑스 혁명』의 ‘자유에 대한 

고결한 사랑’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자유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고결한 사랑

일까? 자유를 고결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곧 고결한 자유에 대한 사랑과 다르지 않

을 것이다. 밀이 고결한 자유라고 말했을 때, 어떤 자유가 그 심중에 들어있었을

까? 그가 무슨 생각에 토크빌의 자유론에 공감을 표했는지, 그 배경과 맥락을 추론

하는 것이 이 글의 큰 목적 중의 하나이다.

토크빌은 밀에게 자유를 향해 ‘손을 맞잡고 같이 걸어가자’고 했다. 토크빌의 발

언은 자유에 관한 한, 두 사람의 생각이 같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자유에 대해 한 

마음이라는 말인데, 이 점이 석연치 않다. 자유에 관한 밀과 토크빌의 생각은 민주

주의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각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공감 못지않게 

그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 두 사람의 자유론이다. 이 글은 두 사람의 자유론

이 일정 부분 겹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지점에서 서로 엇갈린다는 사실을 입

증하고자 한다. 

II 토크빌의 ‘고결한 자유’

6)John Stuart Mill, On Liberty, ed. by Currin V. Shields (Indianapolis: Bobbs-Merrill, 1982). 
(이제부터 <OL>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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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에 대한 헌신

토크빌은 자유와 인간적 존엄을 같은 선상에 놓았다. 이 둘에 대한 사랑이 그의 삶

을 규정한다고 고백했다. 정치체제든, 왕조든, 계급이든, 전통이든 그 무엇이든 자

유와 인간적 존엄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7) 그에게는 각종 정

부 형태라는 것도 이 신성하고 정당한 인간적 열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

에 불과했다.8) 그가 볼 때, 자유가 없으면 장기적으로 도덕적, 정치적 위대함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Reader, 152). 그래서 자유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

이었다(Selected, 317-18).

1835년 6월, 토크빌은 막 우정을 쌓기 시작하던 밀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내 취향은 자유를 사랑한다. 평등도 사랑하지만, 그것은 본능과 이성 때문이다. 

다    른 사람들도 말로는 이 두 열정을 소중히 여긴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

과 달리    정말 그런 감정을 가슴에 품고 있다.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라면 엄청난 

희생을 감    수할 각오가 돼있다(Selected, 100).

자유를 지키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생각은 나이가 들어도 바뀌지 않았다

(Selected, 261; Reader, 340). 그가 당시 프랑스의 정치지형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람들, 특히 정치권 인사들은 자유의 가치를 몰랐다. 

노예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곳에 몸을 담고 산다는 것은 그에게 너무

나 고통스럽고 때로 잔인하기 까지 한 일이었다. 차라리 사막 가운데 홀로 내버려

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Reader, 272).   

 

2. 『미국의 민주주의』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조건의 평등’이 이루어진 민주주의 사회를 

어둡게 묘사했다. 그는 민주사회가 평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평등제일주의는 사람들을 물질적 욕구에 집착하게 만든다(DA, 

436-37). 더 큰 문제는 물질주의가 개인주의(individualisme), 즉 ‘자신에게만 모

든 감정을 집중하면서 동료와 사회로부터 떠나 자신만의 성에 안주하는 잘못된 판

단’을 조장한다는데 있다.9) 

7) Olivier Zunz and Alan S. Kahn, “Introduction,” in Alexis de Tocqueville, The Tocqueville 
Reader : A Life in Letters and Politics, eds. by Olivier Zunz and Alan S. Kahn (Oxford :  
Blackwell, 2002), 259. (이제부터 <Reader>로 표기).

8) Alexis de Tocqueville, Selected Letters on Politics and Society, ed. by Roger Boesche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115. (이제부터 <Selected>로 표기).

9) 토크빌의 해석에 따르면, 개인주의라는 관념은 민주주의 사회와 더불어 태어난 새로운 것이다. 과거에
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자신에게만 갖다 붙이고, 무엇보다 자신을 더 소중
히 여기는 열정적이고 지나친 자기애,”즉 이기심만 있었을 뿐이다. 이기심이 맹목적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개인주의는 잘못된 판단에서 생긴다. 사악한 심성 못지않게 정신적인 결함도 중요한 원인
이 된다. 개인주의는 처음에는 공적인 덕성의 근원을 고갈시키지만, 결국 다른 모든 덕성도 공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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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빌은 민주사회에서 사람들이 물질적 개인주의에 빠져 고매한 야심을 외면한 채 

그저 ‘자기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드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데 크게 실망했다.10)

그는 1841년 밀에게 쓴 편지에서 “사람들이 일신의 안락과 사소한 것들에 탐닉하

느라 위대한 그 무엇을 버리고 있다”(OC, 335)며 안타까워했다. 

뿐만 아니다. 평등사회 사람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주변 사람들 뒤로 몸을 숨긴 채, 그 다수에 동조하지 않는 그 어떤 

개인도 용납하지 않는다. 토크빌은 물질지향적 개인주의가 ‘다수의 전제(專制)’

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민주주의가 오히려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는 것이

다(DA, 240). 그가 평등사회를 심각한 우려의 눈으로 바라본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에 있다.

그러나 토크빌은 미국을 현장관찰하면서 희망을 얻었다. 정치참여가 사람들을 물질

적 개인주의의 늪에서 구출해낸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참여가 자유를 늘

리고, 정치적 자유가 확대되면 평등이 빚어내는 구조적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다. ‘평등이 빚어내는 여러 폐해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단 하나 

유효한 처방은 정치적 자유의 확대 뿐’이라는 것이 『미국의 민주주의』의 결론이

었다(DA, 488).

3. 『앙시앵레짐과 프랑스 혁명』

그 이후 많은 일이 벌어졌지만 그의 생각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토크빌은 20년

이 지나 『앙시앵레짐과 프랑스 혁명』에서 “이 책이 서술할 내용을 오래 전에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거의 그대로 썼다”고 말했다(앙시앵, 6). 토크빌은 『앙

시앵레짐과 프랑스 혁명』에서 자유의 아름다움을 세 차원으로 설명했다. 이 대목

이 밀을 감동시켜 ‘자유에 대한 고결한 사랑’에 전폭 공감을 표시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첫째, 토크빌은 자유가 사람들을 개인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역설했

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평등사회가 물질적 개인주의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앙시앵레짐과 프랑스 혁명』에서도 나폴레옹 3세의 폭정을 염두

에 둔 듯, ‘전제정치는 편협한 개인주의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추기며, 공공문

제에 대한 관심을 희석시킨다’고 지적했다(앙시앵, 8). 그의 해법은 다르지 않았

다. 토크빌은 사소한 집착을 퇴치하고, 연대의식을 촉진하는데 자유보다 더 위력적

인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자유만이 시민들을 고립상태에서 끄집어내어 서로 접촉하도록 이끌어 주며, 공동  

파괴한 후, 궁극적으로는 모든 덕성의 샘을 마르게 하는 이기심으로 바뀌고 만다. 이기심은 세상과 
더불어 어느 곳에서나 존재한다. 반면 개인주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처음 태어나, 조건이 평등해지
면 점점 더 강화된다(DA, 482-83).

10) Alexis de Tocqueville, Correspondence and Conversations of Alexis de Tocqueville with 
Nassau William Senior from 1834 to 1859. Vol. I, II, ed. by M. C. M. Simpson (NY : 
Augustus M. Kelley Publishers, 1968), II, 207-208. (이제부터 <Senior>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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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사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서로 상의, 토론해야 할 필요성을 매일같이 일깨

워준    다. 자유만이 잡다한 개인사에서 시민들을 구해낼 수 있으며, 그들의 옆에

는 언제    나 조국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앙시앵, 8). 

정치적 자유가 사람들을 개인주의의 늪에서 꺼내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게 하는 놀

라운 힘을 가진다는 것이다.11) 

둘째, 자유는 물질적 집착에서도 벗어나게 해준다: 

   

  자유만이 금전에 대한 숭배와 때때로 안락에 대한 애착을 더 강렬하고 더 고결한  

   열정들로 대체할 수 있으며, 부의 획득을 넘어선 숭고한 목적들에 대한 야망을 

불    러 일으킬 수 있다(앙시앵, 8). 

토크빌은 자유롭지 못한 민주주의사회에서도 풍요를 누리고 문화가 발전할 수 있음

을 인정한다. 선량한 가장, 정직한 상인, 존경받는 지주와 같은 사적인 덕성을 발

견할 수 있다. 그러나 토크빌은 그런 조건 아래에서는 결코 위대한 시민이 나올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 위대한 민족은 더 말할 것도 없다(앙시앵, 8-9).

셋째, 토크빌은 자유에 대한 섣부른 기대를 경계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자유가 언

제나 안락과 복리, 때로는 위대한 번성까지 안겨준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자유에서 이득만 취하고자 하는 자는 결코 오랫동안 자유

를 보존할 수 없다. 토크빌은 그 어떤 현실적 이해타산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유

의 아름다움에만 집중할 것을 권유한다. 자유 그 자체의 가치를 떠나 다른 그 무엇

을 기대하는 사람은 노예근성에 젖은 탓이라고 비판한다(앙시앵, 187-188). 토크빌

은 자유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경험에 의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유는 논리 이전에 느낌으로 접근해야 한다. 자유의 숭고한 취향을 

분석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앙시앵, 188, 209). 

4. 토크빌의 자유론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한 자유에 대해 토크빌은 명확하게 개념정의를 내리지 않았

다.12) 그의 자유론이 혼란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하나 분명한 것은, 그가 자

11) 앙시앵, 98.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다. 자유시민들이 참여를 통해 자기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동료나 이웃들과 협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토크빌은 ‘사람들이 자기 조국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가장 강력한, 아마도 유일한 방법은 정부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DA, 264-302, 226). 

12) 토크빌은 세 가지 다른 상황에서 자유라는 말을 사용했다. 자유로운 정치체제의 정치적 생활이 주는 
편익을 뜻할 때, 민주적 자유와 귀족적 자유를 구분할 때, 결과와 상관없이 그 스스로 최고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의미로 미학적 예찬을 할 때, 자유라는 말을 썼다. Melvin Richter, "Tocqueville on 
Threats to Liberty in Democracies," in Cheryl Welch,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Tocqueville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247; 또는 자유를 두 가지 의미, 
즉 자치(정치적 자유)와 영혼의 자유로 구분하기도 했다. M.R.R. Ossewaarde, Tocqueville's Moral 
and Political Thought: New Liberalism (NY : Routledge, 2004), 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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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단순히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으로 국한하지 않았다는 점

이다(Reader, 1). 물론 토크빌은 서구 자유주의의 전통 속에 굳건히 서 있었다. 20

대 청년 시절, 그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시민적 자유를 포기할 수 없다”고 선

언했다(Selected, 80). 『미국의 민주주의』에서는 각 개인에게만 문제되는 일이라

면 당사자가 전권을 가져야 하며, 개인의 특수한 이익에 관한 한 각자가 유일, 최

선의 심판 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DA, 62, 77).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주위 

사람의 독립성과 권리를 진정 존중’ 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Reader, 250). 

토크빌은 1852년 입헌군주정의 전제조건으로 개인 자유 보장, 진정한 국민 대의기

구 수립, 의회에서의 완전 자유 토론 허용, 실질적 언론자유 보장을 내세웠다

(Reader, 263).

그러나 토크빌을 서구 자유주의 전통 속에서만 바라보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이 글은 토크빌이 자유를 ‘스스로에 대해 주인이 되는 감정’이라고 규정한 대목

에 방점을 찍는다. 그는 자신에 대해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거부해야 진실로 자유로울 수 있

다고 주장했다(앙시앵, 168, 187). 이런 ‘주인론’은 그 뿌리가 플라톤까지 거슬

러 올라 갈 수 있다. 누가 주인인가? 거짓 자아를 누르고, 자신에게 진정 이익이 

되는 것을 좇는 사람이 참된 주인이다. 따라서 올바른 이익에 대한 가치판단이 토

크빌 자유론의 중심이 된다.

사실 토크빌은 자유와 고매한 가치를 연결시키고 있다. 그는 자유롭기 위해서는 반

드시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유와 고귀함을 함께 묶는 것이 그의 과제

였다.13) 이런 맥락에서 위대함(la grandeur)은 토크빌의 자유론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14) 그는 1836년 자유가 없으면 ‘도덕적, 정치적 위대함’도 존재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Reader, 152). 『앙시앵레짐과 프랑스 혁명』도 자유가 위대함의 

필수요소라고 거듭 말한다. 그런 한편, 토크빌의 자유론은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강조한다. 개인주의를 떨쳐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위대함의 핵심

으로 간주한다. 이 대목에서 참여가 중요해진다. 공공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야 사람이 커진다. 자유를 느끼게 된다. 참여가 사람을 자유롭게 해 준다는 것이

다. 토크빌의 자유론을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15)

그러나 이런 자유는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마음의 관습’(mœurs)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민주적 자유는 참여 습관, 자조정신, 협력, 그리고 도덕성이 각 시

13) DA, xix; Joseph Aluis. 1998. "The Price of Freedom : Tocqueville, the Framers, and the 
Antifederalists". Perspectives on Political Science. 27 (2), 85, 88, 90.

14) 토크빌은 ‘아무 영문도 없이 왔다가 어디론지 모르게 사라지는’ 인간적 실존에 깊이 고뇌한다. 그는 
허무를 넘어가기 위해 위대함을 찾았다. 토크빌이 그리는 위대함은 물질적 개인주의의 반대모습과 정
확하게 일치한다. 인간은 신체적인 즐거움이나 일시적 흥분이 아니라, 고상하고 항구적인 가치를 추
구해야 한다. 그래야 실존적 허무를 이겨낼 수 있다. 공공의 영역에 적극 참여할 때, 다시 말해 진정
한 자유를 느낄 때 의미 있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다. Peter Lawler, The Restless 
Mind : Alexis de Tocqueville on the Origin and Perpetuation of Human Liberty (Lanham : 
Rowman and Littlefield, 1993), 113.

15) 이용재,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사이 : 토크빌 다시 읽기」, 『서양사연구』 40집(2009) 참조.



자 유 주 의 연 구 회                                                       2017.07.03

- 7 -

민의 일상적 생각과 행동 속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꽃을 피울 수 없다...습관과 

마음의 관습은 한 국민이 정치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Selected, 

280-81). 과거 귀족주의 시대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를 확보하고 유지하기가 

더 힘들다(Selected, 347). 토크빌은 이 점을 각별히 강조했다.

III 밀의 공감

밀의 자유론을 되짚어보면 그가 그 고결한 자유에 깊은 관심을 보인 이유를 알 수 

있다. 

1. 공리주의 자유론

토크빌은 소시민적 안락에 대한 집착을 경계했다. 이 점에서 밀의 공리주의 철학

과 맥을 같이 한다. 밀은 『자유론』(1859년)과 『공리주의』16)(1861년)를 2년 사

이로 출간했다. 밀의 대표작으로 불리는 이 작품들은 보기에 따라 상반되는 관점을 

담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리주의』에 우선순위를 두어 밀의 자유론을 이해한다.

밀은 자유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본다. 남에게 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각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자

기 방식대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것이 최선의 결과를 낳

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선택한 자기 방식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

다”(OL, 82). 따라서 밀은 ‘남을 위해 그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는’ 선의의 간섭

을 배격한다(OL, 13). 자기 방식을 고집하다가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자유를 박탈당하면서 야기되는 손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밀의 생각이

다. 밀의 ‘자유의 기본 원리’는 이 정신 위에 서 있다(OL, 17, 93).

그러나 『자유론』은 ‘삶의 필요’(OL, 125)에 의해 선의의 간섭을 용인하는 발

언도 한다. 밀은 자유의 기본 원리가 자유를 누릴 만한 사람, 다시 말해 ‘정신연

령이 일정한 단계 이상 오른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단다. 자유는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에 의해 정신이 발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OL, 31). 뿐만 아니다. 밀은 어른이라 하더라도 ‘자치능력’을 결여한 탓

에 어린 아이와 같은 대접을 받아야 할 경우를 여럿 예시하고 있다17). 필요에 따라 

정부의 개입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도 한다.18) 밀은 『대의정부론』에서도 ‘극

단적인 경우 다른 방도가 없다면’ ‘자유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독재를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19) 이처럼 밀은 선의의 간섭

16) John Stuart Mill, Utilitarianism (Amherst: Prometheus, 1987) (이제부터 <UT>로 표기).
17) 이를테면 도박이나 알콜 중독, 방탕한 생활 또는 게으름에 젖어 살거나 불결한 위생 상태를 개선해 

나가고자 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면, 본인의 행복과 진보를 위해서라도 자유를 허용할 수만은 없다
고 주장한다(OL, 98-99).

18) 예를 들어, 밀은 가족을 부양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결혼을 금지할 수 있다면서, 
이것을 국가의 정당한 권한행사라고 보았다(OL, 132). 

19) John Stuart Mill,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in Three Essays :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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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놓고 상반되는 견해를 보여 준다20). 

그의 공리주의에 서면 선의의 간섭에 무게가 실린다. 공리주의는 최고선(summum 

bonum), 즉 도덕의 기초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한다. 가치의 판단기준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무엇이 궁극적 가치인가. 공리주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쾌

락, 즉 효용의 증대를 그 잣대로 삼는다. 효용이라는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UT, 13).  

『자유론』도 공리주의에 대한 입지(立志)를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효용을 떠

난 어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공리주의야말로 모든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 근거가 된다.”(OL, 14). 밀은 효용이 가장 넓은 의미의 ‘최대 개념’, 즉 

‘인간의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것’에 그 기초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분

명히 한다(OL, 14). 인간의 진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밀은 그것을 인간의 ‘자기

발전’으로 규정한다: “인간의 삶에서 자기 자신을 가능한 한 최선의 상태로 발전

시키는 것 외에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OL, 77).   

이처럼 밀의 공리주의는 자기발전(self-development)을 궁극적 가치로 상정한다. 

이 기준을 따르면 자유도 효용, 즉 자기발전의 하위개념이 될 수밖에 없다. 자기발

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유는 의미가 없어진다.21) 밀의 자기발전은 토크빌의 위대

함과 맥을 같이 한다. 그가 소시민적 안락을 비판한 ‘고결한 자유’에 깊이 공감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사회성

『공리주의』는 행복을 최고선으로 여긴다. 밀은 우리 삶을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으로 이기심을 꼽는다. 그 다음은 ‘정신 교양의 부족’이다.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밀은 정신 교양의 부족이 아니라 이기심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특정(特定)했다. 이기심을 극복해야 우리 삶이 행복해진다는 것이 밀 공리주의의 

핵심이다(UT, 36). 이런 측면에서 사회성 (sociality)개념은 밀 공리주의의 뼈대가 

된다.

밀은 ‘내 방식대로’ 사는 삶의 중요성을 되풀이 강조한다. 그래서 『자유론』은 

개별성(individuality)에서 시작해서 개별성으로 끝난다. 그런데 밀은 바로 그 

『자유론』에서 ‘사회성과 개별성이 똑같은 비중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Liberty,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The Subjection of Women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185 (이제부터 <CRG>로 표기). 

20) 이와 관련, 보다 자세한 논의는 Robert Young, "John Stuart Mill, Ronald Dworkin, and 
Paternalism," in C. L. Ten, ed., Mill's On Liberty : A Critical Guide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210, 220 참조.

21) Roger Crisp, Mill on Utilitarianism (NY: Routledge, 1997), 175, 190; Don Habibi, John 
Stuart Mill and the Ethic of Human Growth (London :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1), 
196. 물론 밀은 자유를 행복한 삶의 전제조건으로 삼는다. 밀에게 개별성은 행복에 이르는 필요조건
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그것의 구성 요소도 된다. John Gray and G.W. Smith, 
“Introduction," in John Gray and G.W. Smith, eds., John Stuart Mill <On Liberty> in 
Focus (London: Routledge, 1991), 9-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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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OL, 58). 개별성과 사회성이 함께 발전될 때 행복해 진다는 것이 밀의 생각이

다. 

밀은 사회성을 직접 설명하지는 않는다. 대신 그는 인간이 사회적 감정(social 

feeling)을 타고 난다는 표현을 쓴다. 이 말로 미루어 사회성의 개념을 유추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은 이웃이나 동료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다. 따라서 

다툼이 생기더라도 이웃을 적대적인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둘째, 인간은 서

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셋째, 공동 이익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

는 일은 인간의 본성과 거리가 멀다.22)

밀은 남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감정이 이미 깊숙하게 인간의 천성 속에 들어 있다

고 주장한다. 사회성이야말로 밀의 공리주의 도덕률의 중심 요소인 것이다. 토크빌

도 개인주의를 넘어 공공선에의 헌신을 역설했다. 두 사람의 자유론이 사회성을 

중심으로 깊은 공명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23) 

3. 자유의 방향

밀은 자유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OL, 117). 내가 하면 

모두 다 내가 원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 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결과 여

부에 관계없이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의 소중함을 강조한 밀이지만, 그 자유가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밀은 자유의 전제로 일정한 방향을 강조한

다: “인간은 모델에 따라 똑 같은 것을 찍어 내는 기계가 아니다. 인간의 본성은 

오히려 나무를 닮았다. 나무는 생명의 내재적인 힘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온 사방

으로 자유로이 그 뿌리를 뻗어 나가야 한다”(OL, 72). 

나무는 땅 밑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뿌리를 뻗지만, 거기에는 방향이 있다. 나

무는 ‘생명의 원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뿌리를 뻗어나간다. 인간도 생명 원리

가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 밀은 자기 발전이라고 하는 목적론적 가치가 인

간의 생명 원리를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발전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자유를 

행사해야 진정한 자유인 것이다.

밀이 자기발전을 바라보았다면, 토크빌은 위대함이라는 가치를 염원했다. 이름은 

상이하지만, 사람을 크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지향은 다르지 않다. ‘주인의 자

유’를 추구하는 점에서 자유도 같은 방향이다. 밀이 토크빌의 『앙시앵레짐과 프

22) CW, 10, 231; Gertrude Himmelfarb, On Liberty & Liberalism : The Case of John Stuart 
Mill (NY: Alfred A Knopf, 1974), 103-105.

23) 밀이 참여를 강조한 것도 기억해야 한다. 밀은 참여가 도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본다: “사람들이 공공 영역에 참여하면....자신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느낌을 가지
게 되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이 곧 자기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생각을 품게 된다”(CRG, 196-98). 
이런 이유에서 밀은 ‘토크빌의 위대한 저작’(즉, 『미국의 민주주의』)를 인용하며, ‘인류의 대다수가 높
은 수준의 정신적 진보를 이루는 것을 정녕 꿈꾼다면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역설한다(CRG, 
274-75). 이와 관련, 토크빌 자유론의 공화주의 맥락을 강조한 이용재 (2009) 및 밀의 공리주의적 공
화주의 (utilitarian republicanism) 측면을 조명한 Gregory Claeys, Mill and Patern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2013), 2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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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 혁명』을 관통하는 자유의 정신에 다시없는 공감을 표시한 데에는 그만한 이

유가 있었던 것이다. 

IV 토크빌의 ‘새로운 자유’

밀은 토크빌의 자유론에 깊은 공감을 보냈고, 토크빌은 밀더러 자유를 향해 같이 

손잡고 나가자고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자유론 가운데는 상충되는 요소들이 적지 

않게 들어 있다. 토크빌은 1836년 친구 스퇴펠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을 ‘새로운 

자유주의자’라고 불렀다: “사람들이 내가 새로운 종류의 자유주의자(libéral 

d'une espèce nouvelle: 강조점 추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Reader, 153). 아래에서는 ‘새로운 자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조망한 

뒤, 바로 이 관점에서 토크빌과 밀의 자유론이 어긋날 수 있음을 입증해보고자 한

다.

1. ‘이상적 자유’

1830년 혁명으로 샤를 10세가 쫓겨났다. 토크빌은 그 시점을 착잡한 심경으로 되돌

아보며 중요한 말을 남겼다: 

  

  나는 최상의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 당시 프랑스 사회는 자유를 되찾으면서 번영  

   과 위대함도 함께 되찾은 것처럼 보였다. 나는 질서 속에 규율이 있는 자유     

     (liberté modérée, régulière: 강조점 추가)의 관념을 체감할 수 있었다. 다

시 말     해 종교적 믿음과 습속, 그리고 법에 의해 통제되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기쁨에      가슴 벅찼다. 그 자유는 내 모든 삶을 지탱하는 열정이 되었다. 그 당

시 나는 이     런 자유를 잃는다면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

다. 이제 나는     다시는 그와 같은 자유를 누릴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

닫는다.24) 

토크빌은 ‘질서 속에 규율이 있는 자유’를 누리는 기쁨에 가슴 벅찼다고 했다. 

프랑스 사회도 그 자유와 함께 번영과 위대함을 회복했다고 했다. 토크빌이 그리는 

이상적인 자유의 모습이었다.25)

토크빌은 새로운 자유를 추구했고, 질서 속에 규율이 있는 자유를 그렸다. 그가 품

었던 바람직한 자유의 관건은 도덕과 종교, 질서 그리고 자유와 법 앞에서의 평등

을 함께 아우르고, 종교적 믿음과 습속, 그리고 법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다. 이것

24) Alexis de Tocqueville, Recollections : The French Revolution of 1848, eds. by J. P. Mayer 
and A. P. Kerr (London : Transaction, 1995), 65. (이제부터 <Recollections>로 표기).

25) 토크빌은 1848년 스퇴펠에게 ‘규칙적이고 강력하며 자유로운 정부’를 세우는 것이 젊은 날 그의 꿈
이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Selected,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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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는 ‘아름다운 과업’이라고 불렀다(Reader, 152). 이 글은 산만하게 펼쳐져 

있는 이런 자유의 요건들 가운데서 종교와 질서를 특히 유념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밀과의 차별성이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이다.

토크빌의 사상 속에 종교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의 생각에, 신앙 없이 완

전한 정치적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자유를 누리자면 반드시 믿음

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DA, 418-19). 종교의 중요성은 특히 민주 정부 아래에서 

배가된다(Selected, 98-99). 왜 그럴까? 종교는 인간의 삶에서 분명하고 생명력이 

긴 해답을 제시해준다(DA, 418). 앞에서도 말했듯이, 토크빌은 조건이 평등한 사회

가 개인주의 등 매우 위험한 본능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물질적 향락

에 온통 정신을 뺏기는 것도 큰 문제였다. 그런데 종교는 이런 본능과 정면 상반되

는 경향을 고취시킨다. 무릇 종교치고 세속적이고 감각적인 욕구를 멀리 할 것을 

권면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과 사회에 대한 봉사를 독려한다. 

이런 것이야말로 종교가 가지는 최대 강점이 아닐 수 없다.26)

얼핏 상호 적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와 자유는 실제 상생협력 관계에 있다. 

자유는 종교를 동반자요, 요람이며, 신성한 원천이라고 여긴다(DA, 43-44).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자기편이라고 생각한다. 올바른 마음의 관습이 전제돼야 

자유가 존립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의 관습은 종교에 바탕을 둔다고 생각하기 때문

이다(DA, 11).

토크빌은 종교가 없으면 위대함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1853년 글에서 자

유주의적 감정과 종교적 감정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위대함’이 실현가

능하다고 말했다. 자유와 종교를 함께 일구어내는 것이 자신의 30년 정치인생의 목

표였다는 말도 덧붙였다(Selected, 294-95). 토크빌이 질서 속에 규율이 있는 자유

를 말하면서 종교적 믿음을 강조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이다. 토크빌은 자유를 은혜

의 산물로 여기면서, 오직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만 자유를 이해할 수 있다고 주

장했다. 종교와 자유를 화해시키고, 그 둘 사이에 완전한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토

크빌 새로운 자유주의의 지향점이었다.27)

동시에 토크빌은 법질서 확립을 매우 강조하였다. ‘질서와 적법성에 대한 사랑’

이 자유에 대한 ‘성숙하고 사려깊은 취향’을 낳았고, 그 바탕 위에서 미국 민주

주의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DA, 67). 질서 존중이 독재자 추종으로, 

자유를 숭상하는 것이 법에 대한 경멸로 혼동되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DA, 12).

토크빌은 ‘질서있고 안정된 자유’(Recollections, 239, 65)를 꿈꾸면서 질서와 

자유를 동일선상에 놓았다(Selected, 84). 언제나 질서 편에 섰고 혼란을 야기하는 

급격한 변화를 매우 싫어했다(Reader, 22). 적정 수준을 넘어가는 혁명적 선동을 

배격했다. 천천히, 매우 신중하게 변화를 추구했다(Reader, 157-8). 민주 사회 사

26) DA, 419; Frank Turner, “Alexis de Tocqueville and John Stuart Mill on Religion,” The 
Tocqueville Review Vol. XXVII, No.2 (2006), 158 및 홍태영, 『정체성의 정치학』 (서울: 서강대학
교 출판부, 2011), 117, 121 참조.

27) Harvey Mansfield and Delba Winthrop, “Introduction,” DA, 83; Ossewaarde, 83-84,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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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질서를 사랑하고 질서 앞에 기꺼이 머리를 숙여야 자유를 평화롭고 유용하

게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DA, 622).

토크빌은 ‘천천히, 신중하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일을 꾸미고자 했다. 그 스스

로 ‘미신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법을 존중했다. 따라서 그는 급진주의자들이 법

질서를 훼손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Reader 157-58). 세월이 흘러 『회고록』을 

쓸 때도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 그는 가능하다면, ‘체계적이고, 온건하며, 보수적

인, 그리고 철저하게 헌정질서를 지키는’ 공화국을 만들고 싶었다(Recollections, 

192). ‘규율있는 자유와 적법성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토크빌 정치철학의 

근본원리였다(Selected, 266-67). 그가 법조인들의 권위와 영향력이 미국 민주주의

의 퇴행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방파제라고 주장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DA, 

251). 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질서를 존중하고 규칙에 집착하기 때문에 

혁명적 정신과 민주주의의 사려깊지 못한 열정에 대해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한

다는 것이다(DA, 252, 256).  

2. ‘귀족적 자유’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근대적 자유와 귀족주의적 자유, 둘로 

구분한 뒤, 정당한 근대적 자유가 나쁜 효과를 내는 반면, 잘못된 귀족주의적 자유

가 오히려 올바른 효과를 낸다고 보았다. 그는 1836년에 쓴 "L'état social et 

politique de la France avant et depuis 1789"에서도 특권에 바탕을 둔 ‘귀족주

의적’ 자유와 근대 자연권에서 시작된 ‘정의로운 민주적’ 자유를 구분했다.28)  

토크빌은 그의 저작 여러 곳에서 귀족주의적 자유를 그리워하고 있다. 『미국의 민

주주의』에서, 귀족주의적 요소가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가는 위기를 맞을 때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력을 발휘한다고 했다 (DA, 214). 1854년 시니어

(Nassau Senior)와의 대화에서 “귀족체제를 유지하는 동안 자유도 누릴 수 있었

다”고 토로했다(Senior, II, 69, 83).

귀족주의적 자유에 대한 토크빌의 미화는 『앙시앵레짐과 프랑스 혁명』에 집중적

으로 나타난다. 토크빌은 앙시앵레짐을 예속과 복종의 시기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

이라고 했다. 비록 소수 특권계급에 국한된 특수한 유형의 자유였고 따라서 축소되

고 왜곡되기는 했지만, 자유는 여전히 비옥한 토양이었다. 우선 사람들이 ‘예속의 

어머니격인 안락에 대한 열정’을 알지 못했다. 안락한 생활보다 아름다운 생활에, 

풍요보다는 명예에 더 몰두했다. 그 시대에는 ‘오늘날 생각하기 힘든 특별한 유형

의 자유’가 있었다. 타고난 독창성과 색채와 윤곽을 보존해주고, 마음속에 자부심

을 넣어주며, 다른 무엇보다 영예에 대한 취향을 줄곧 우선시하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그 자유였다. 토크빌은 이런 자유 때문에 ‘불굴의 영혼들, 자부심이 강하고 

대담한 천재’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앙시앵, 126, 135-137). 그는 

28) George Kelly, The Humane Comedy : Constant, Tocqueville and French Liberalism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61-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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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시대 프랑스 귀족사회보다 그 의견과 행동에서 더 자존을 세우고 더 독립적

인 고상함을 유지했던 것은 없었다”고 회고했다(Kelly, 64 참조). 

귀족적 자유를 둘러싼 토크빌의 고민은 민주주의 시대를 바라보는 그의 착잡한 심

경과 직결되어 있다. 그는 ‘인간성을 보다 잘 고취’하고(DA, 222) ‘사회 전반에 

엄청난 힘을 불어넣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장점’을 외면하지 않았다(DA, 234). 

토크빌은 ‘새로운 세계를 위한 새로운 정치학(science politique nouvelle)’을 

통해 ‘좋은 경향을 북돋우고 나쁜 경향을 최대한 억제하면’ 평등사회가 직면한 

위험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DA, 7, 672, 302). 자기를 내려놓고 신의 관점에

서 민주주의를 받아들였다(DA, 674-75). 그래서 그는 1835년 6월 밀에게 보낸 편지

에서 자신을 민주주의자로 불렀다(Selected, 100-102; Reader, 250). 

그러나 토크빌은‘자유의 이름으로 독재를 휘두르는 공화국’에 대해 두려움을 느

끼고 있었다(Recollections, 89). 공화국은 균형을 잃은 정부형태이고, 입헌군주정

보다 자유를 더 많이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더 작게 준다고 생각했다.29) 그는 진심

으로 공화국을 건설하고 싶어 했다(Recollections, 200-201). 단, 그것은 ‘체계적

이고, 온건하며, 보수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합헌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정부

여야 했다(Recollections, 192). 

결국 토크빌은 ‘본능 깊은 곳에서 귀족체제에 더 끌렸다’(Reader, 219). 그의 가

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고결한 관념과 정신적 기쁨을 추구하는’ 귀족사회에 

대한 미련을 지우지 못했다(DA, 598-599, 601-602). 그는 ‘할아버지 세대’에 비

해 현 시대가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훨씬 열등해졌고, 공공정신도 파괴되었다고 

진단했다. 그가 볼 때,  ‘귀족주의를 잃어버린 것은 불행’이었다(Senior II, 83, 

85, 207-208). 

3. ‘더러운 민주주의’ 비판

토크빌은 1836년 편지에서 ‘더러운 민주주의자’와 ‘질서 옹호자’들이 프랑스 

정치를 어지럽히고 있다면서 통렬하게 비판했다(Reader, 152-153). 한쪽은 ‘자유

와 법 앞에서의 평등’을 중시하는 반면, 다른 쪽은 ‘도덕과 종교, 질서’를 숭상

하는 현상을 매우 개탄했다. 토크빌은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하나로 합쳐져야만 

위대함과 행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일을 이 시대가 

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과업’으로 꼽았다.

토크빌은 이 편지에서 ‘이 시대의 대부분 더러운 민주주의자’(les sales 

démocrates)30)들과 자신을 혼동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31) 그는 ‘급진적, 혁명적 

29) 토크빌은 1836년 “내가 원하는 것은 공화국이 아니라 세습군주정이다. 그것이 정당성만 있다면 선거
에 바탕을 둔 정치체제보다 더 낫다”고 털어놓았다(Selected, 113). 1852년에는 입헌군주정을 다시 
수립하기 위한 4가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도 했다(Reader, 263).

30)‘더러운 민주주의자’ 라는 표현은 이 편지의 초고에서만 나오고 그의 전집에는 그냥 ‘이 시대의 대부
분 민주주의자’라는 표현을 썼다. 영어로 번역된 The Tocqueville Reader : A Life in Letters and 
Politics는 ‘dirty democrats'라고 표기했다(Reader, 153). 

31) 토크빌은 당시 프랑스 사회를 주도하던 중산층 기득권 세력을 질서 옹호자(amis de l'ordre)라고 부



자 유 주 의 연 구 회                                                       2017.07.03

- 14 -

이론’을 좇는 사람들을 ‘더러운 민주주의자’라고 불렀다. 급진 민주주주의자, 

혁명파, 그리고 사회주의자 등 그가 심각하게 문제 삼았던 ‘평등의 사도’를 염두

에 두고 있었다.32) 

토크빌은 자신을 중도좌파로 자리매김 했다(Reader, 20-21). 그러나 그는 좌파33)를 

싫어했다. 토크빌은 좌파가 자유주의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여전

히 자유주의자보다는 혁명파에 가까웠다. 그래서 그는 자유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좌파에 대해 언제나 크게 불만이었다. 토크빌은 좌파에게 자유 그 자체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훈계했다.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주위 사람의 독립성과 권

리를 진정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하는 일이 자신의 희망사항과 일치하

더라도 여전히 그 권력을 견제하고 그 영향력을 제한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토크빌은 좌파가 온건하고 합리적이면서 자유주의 세력으로 변신

할 것을 촉구했다(Reader, 218-19).

토크빌은 혁명파를 ‘비열한 악당’으로 지칭하며 거세게 비판했다(Recollections, 

101-102). 혁명파는 ‘어디서나 폭력적이고, 사려가 부족하며, 언제나 이성이 아니

라 열정에 휩쓸린다’고 꼬집었다(Reader, 252). 그는 자기보다 더 혁명을 싫어하

는 사람, 소위 말하는 혁명정신을 자기만큼 더 철저하게 증오하는 사람은 없을 것

이라고 단언했다.34) 

반면, 토크빌은 사회주의에 대해 어느 정도 적극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사회주

의를 1848년 2월 혁명의 기본 특징으로 지목했다. 지나간 역사를 통해 인민은 점차 

권력을 확대해 나왔다. 그런 인민의 눈으로 볼 때, 재산에 바탕을 둔 특권은 평등

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토크빌은 민주 혁명의 다음 단

계로 사회주의가 등장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35)

문제는 사회주의가 뜨거운 열정에 불을 붙이고, 질투심을 부채질하며, 마침내 계급 

사이에 전쟁을 조장한다는 데 있다. 사회주의자들이 근대사회를 구성하는 근본 구

조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려 들 것이지만, 토크빌은 근본 구조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폐지, 대체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Recollections, 74-76). 더 큰 문제는 사회주

의가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한다는 점이다. 토크빌은 1848년 의회 연설에서 사회주

의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정치운동을 펼치지만, 인간 이성과 개인 자유를 심각하게 

불신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지적했다. 모두가 개인을 제한하고, 억누르며, 규

제한다는 것이다. 토크빌은 사회주의가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통박했다(Reader, 250).

르며, 그들과 한 통속으로 분류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 역시 분명히 밝혔다(Reader, 152-153; 
Senior, II, 207-208).

32) ‘이상적 민주주의라는 신기루를 좇는 사람들’도 이 범주에 포함될 것이다(Selected, 98-99).
33) 이 글에서는 급진 민주주주의자와 혁명파를 좌파로 부르면서 사회주의자와 구분한다.
34) 토크빌은 이 혁명정신이라는 것이 자칫 절대정부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싫어

했다(Reader 156-57).
35) Harvey Mansfield, Tocqueville :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6.



자 유 주 의 연 구 회                                                       2017.07.03

- 15 -

따라서 그는 사회주의와 하나가 될 수 없었다: “나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자이다. 

이것이 내가 사회주의자와 같이 할 수 없는 이유이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같이 

갈 수 없다. 이 둘을 한꺼번에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Reader, 250). 토크빌은 

친구에게 자신이 ‘급진적인, 그리고 심지어 혁명적 이론에 끌리고 있다고 생각하

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더러운 민주주의자들과 달리, 자신은 언제나 본능

적으로 자유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토크빌은 자기의 모든 사상이 ‘자유가 없으면 

그 어떤 도덕적, 정치적 위대함도 성취 불가능하다’는 사실 위에 서 있음을 주지

시켰다(Reader, 152-153). 

V 밀의 이견

1. ‘이상적 자유’ 

토크빌은 종교와 질서를 앞세워 이상적인 자유를 구체화했다. 이에 대해 밀은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 당연히 거부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종교의 역할을 강

조한 토크빌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이다.36) 

밀은 종교 그 자체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는 『자서전』에서 아

버지 제임스 밀을 빌어 자신의 종교관을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아버지는 오랜 

연구와 사색 끝에 계시 신앙뿐만 아니라 자연종교까지 일절 거부하게 되었다. 그는 

종교를 도덕에 대한 최대의 적으로 간주했다. 이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밀은 종

교적 신앙이라곤 아예 가져본 적이 없었다(자서전, 40-47). 기독교 교리 자체를 부

정했다. 밀은 이런 자신의 관점이 불러일으킬 사회적 파장을 염려해서 가능하면 종

교에 관한 공개적 언급을 피했다(Turner, 164, 159). 

밀은 각자 원하는 대로 자기만의 삶을 추구하는 것을 중시했다. 그런 밀에게 종교

는 ‘도덕적 억압의 동력’이나 다를 바 없었다. 자유를 침해하는 최대 적이었다. 

그는 “편협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종교 (즉, 기독교)의 부활을 자랑하지만, 그것은 

실상 지독한 편견의 부활과 다름없다”고 냉소하기도 했다(OL, 17, 38).

토크빌은 밀이 걱정했던 관습의 독재(despotism of custom: OL 85)를 전혀 문제 삼

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인간은 독단적 신념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신념

을 가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종교와 관련된 독단적 신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37) 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었다.

토크빌은 온건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원했다. 변화를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질서정

연한 변화여야 했다. 그가 품었던 자유론도 마찬가지다. 그는 질서 속에 규율이 있

36) Joseph Hamburger, “Mill and Tocqueville on Liberty,” in John Robson and Michael Laine, 
eds., James and John Stuart Mill: Papers of the Centenary Conference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6), 118-19 참조.

37) 밀은 토크빌의 책에 관한 두 번의 긴 서평에서 저자가 그토록 강조했던 종교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밀의 의도적인 침묵은 곧 토크빌의 종교관에 대한 명시적 도전으로 읽어
도 무방할 것이다(Turner 2006, 161-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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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유를 고대했는데, 그것의 요체는 도덕과 종교, 질서였다. 토크빌은 전통과 관

습으로 나타나는 기존 질서에 일단 순응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밀은 관습의 독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는 관습이 현상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 즉 자유의 정신 또는 진보의 정신과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킨다

고 성토했다(OL, 85). 사람들을 현실에 무비판적으로 순응시키며, 생각 없이 살아

가게 만드는 ‘원흉’이라고 비판했다(Hamburger 1976, 115). 밀은 사람의 성격이

나 개성을 사회의 표준에 맞도록 획일화시키려 하는 시도에 맞서 『자유론』을 썼

다(OL, 7). 밀은 전통과 관습의 이름으로 기존 질서를 지나치게 옹호하는 것을 거

부했다. 오죽하면 시대에 맞서 획일성을 거부하고 관습을 따르지 않는 것이 곧 인

류에 대한 봉사라는 말까지 남겼을까(OL, 81). 토크빌의 질서 속에 규율이 있는 

자유와 매우 거리가 먼 생각이다. 밀과 토크빌의 자유론이 엇박자를 내는 중요한 

국면이 아닐 수 없다.

2. ‘귀족적 자유’

밀은 토크빌이 귀족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균형 잡힌 판단을 한다고 평가했

다.38) 토크빌은 민주주의의 뛰어난 점들을 열렬한 민주주의자 그 누구보다 더 명료

하게 드러내 보였고, 동시에 민주주의를 곤경에 몰아넣는 구체적인 위험 요인들도 

탁월하게 분석했다.39) 그러나 밀은 민주주의에 대한 토크빌의 생각에 이견이 없지 

않았다. 

밀 본인의 말처럼, 그는 『미국의 민주주의』 1권에 대한 서평에서 토크빌보다 민

주주의를 ‘약간’ 더 우호적으로 다루었다. 토크빌의 민주주의론을 우회적으로 비

판한 것이다.40) 토크빌도 밀이 ‘비우호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부분을 (다른 사람들

이)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더 기쁘게 생각한다’고 응대함으로써 두 사람의 

생각이 일정 부분 엇갈린다는 것을 인정했다(OC, 304).

밀은 미묘한 표현으로 에둘러 토크빌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토크빌이 민주주의

를 비판하는 대목을 자신이 직접 인용한다고 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의 눈에 『미국의 민주주의』는 민주

주의 시대에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을 다소 과도하게 미화하고, 반대로 현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폐해를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밀은 ‘잘 조절된 민주주

38) John Stuart Mill, “De Tocqueville on Democracy in America [I],” in Collected Works, ed. 
by J.M. Robson (Toronto :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7), XVIII, 50 (이제부터 <Mill 
1835>로 표기); John Stuart Mill, “De Tocqueville on Democracy in America [II],” CW, XVIII, 
158 (이제부터 <Mill 1840>으로 표기). 

39) John Stuart Mill, Autobiography, 최명관 옮김, 『죤 스튜어트 밀 자서전』 (서울: 서광사, 1983), 
199 (이제부터 <자서전>으로 표기); Mill 1835, 70-71. 

40) Mill, CW, XII, 272. 밀이 서평을 써나간 맥락을 보면 밀 자신의 관점을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다. 
밀은 토크빌 책을 소개하면서 원문을 자주, 길게 인용했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어긋나는 부분(이를테
면, 귀족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민주사회에서 정신을 탄압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
는 장면 등)은 의도적으로 축소, 외면했다. Bruce L. Kinzer, "Tocqueville and His English 
Interpreters, J. S. Mill and Henry Reeve," The Mill News Letter  XIII(1) (Winter 1978), 2,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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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well-regulated democracy)를 실천할 수만 있다면, 귀족주의 시대의 장점들

을 저자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활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Mill 1835, 54).

밀은 토크빌이 귀족주의에 대해 관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도 사실을 불충분하게 검

증한 결과라고 못 마땅해 했다. 토크빌이 귀족정의 지속성을 칭찬하지만, 그 자체

의 특권을 고집할 때나 그럴 뿐, 눈앞의 충동에 흔들리는 것은 일반 인민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밀은 일부 귀족정이 훌륭한 정책을 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정체가 행정 경험이 풍부한 소수, 다시 말해 일반 인민들과 철저하게 유리된 사람

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밀은 일부 특정 귀족정을 두둔할 수는 있지만 토

크빌처럼 귀족정 일반을 찬양할 수는 없었다(Mill 1835, 54).

물론 밀도 민주주의에 대해 일부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젊은 시절의 밀은  

‘급진주의자, 민주주의자’였지만, 토크빌의 영향을 받아 ‘수정 민주주의자’가 

되었다(자서전, 199-201). 그 핵심은 인민주권과 전문가의 능력을 조화시키는 숙련

(熟練)민주주의(skilled democracy)였다(CRG, 235-36). 이런 논의는 엘리트주의자

의 전형에 가까운 것처럼 보인다.41) 심지어 그가 과연 민주주의자인지 의문을 품는 

학자들마저 있다.42) 

그러나 밀이 시대를 앞질러 노동자, 특히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 분투한 사실을 잊

어서는 안 된다. 오늘의 관점이 아니라 19세기 중반의 시점(視點)에서 바라본다면 

그는 분명 ‘급진’ 민주주의자였다.43) 밀이 토크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두 

사람의 민주주의관에는 일정한 벽이 있었다. 따라서 밀이 토크빌의 귀족적 자유론

을 흔쾌하게 수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3. ‘더러운 민주주의’

좌파와 사회주의를 바라보는 밀의 시선은 토크빌과 확연하게 달랐다. ‘마음이 내

키지 않더라도’ 주위 사람의 독립성과 권리를 진정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밀

도 토크빌과 같은 생각이었다. 그러나 좌파에 대한 밀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더 우

호적이었다.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한 발 더 나갔다. 

토크빌은 2월혁명의 와중에서 ‘사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몸을 던지다시피 했

다. 그의 『회상록』은 이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밀은 2월혁명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영국 독자들에게 폭력이나 종교에 대한 공격, 재산 파괴 등 

혁명의 부정적 양상이 그리 심각하지 않았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Turner, 163). 

오히려 밀은 2월 혁명을 기회로 생각했다. 그는 평소 정부가 일정 한도 안에서 사

회주의적 원리에 입각한 생산조합공동체의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

다. 그가 볼 때,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임시 정부가 들어섰다는 것은 이러

41) 밀이 민주적 요소와 엘리트 지배를 융합시키려 노력했다면서 민주적 플라톤주의(democratic 
Platonism)의 한계를 지적한 Graeme Duncan, Two Views of Social Conflict and Social 
Harmony: Marx & Mil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259 참조.

42) 밀의 『대의정부론』이 귀족주의에 기울어져 있다는 주장은 Louis B. Zimmer, "John Stuart Mill 
and Democracy, 1866-7," The Mill News Letter XI(2) (Summer 1976), 3-4 참조. 

43) 이에 관해서는 Zimme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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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험을 위한 천금 같은 기회가 도래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이런 기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무산되고 말자 밀은 매우 안타까운 심경이었다(CW, 20, 

353-54).

사회주의에 이르면 밀과 토크빌은 더욱 확실하게 갈라선다. 밀은 스스로를 사회주

의자라 불렀다. 민주주의에 큰 기대를 걸었던 젊은 시절의 밀은 “민주주의자였고, 

결코 사회주의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대중의 무지, 특히 그들의 이기주의와 야

수성’을 개선시켜 주리라 기대되었던 교육에 대한 실망이 커지면서 밀은 ‘훨씬 

덜 민주주의자’가 되었다. 그 결과 궁극적인 사회 개선에 대한 그의 희망은 민주

주의를 훨씬 초월하게 되면서 그 자신을 ‘사회주의자란 일반적 명칭 아래 결정적

으로 분류’하기에 이르렀다(자서전, 184). ‘인류에 대한 궁극적 전망에 있어서 

하나의 수정된 사회주의에 더욱 접근’하게 된 것이다(자서전, 156).

밀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말을 구분해서 사용했다. 그는 공산주의를 현실적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극단적인 사회주의’ 또는 ‘혁명적 사회주의’ 등으로 

지칭했다. 밀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 체제가 개인

의 자율성을 총체적으로 부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44) 밀은 마지막 승리를 달

성하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향해 실질적으로 노력하며 한 가지씩 축적해 

나가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보다 

사려깊고 철학적인 사회주의자들’을 주목하였다.45) 

밀은 사회주의의 윤리적 목표에 마음이 끌리지만, 자본주의의 효율성을 도외시할 

수는 없었다. 그는 과도기적 실험으로 두 체제를 함께 섞은 생산자협동조합 운동을 

제창했다. 이 실험적 공동체는 자본주의적 인센티브와 사회주의적 공동선을 동시에 

지향했다. 밀은 그 전제로 개인의 자유를 내세웠다. 그래서 그는 자유사회주의자

(liberal socialist)라 불린다.

이렇게 본다면, ‘더러운 민주주의자’에 대한 토크빌의 경멸은 밀의 지지를 이끌

어 내기 어렵다. 밀과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 1848년을 전후한 발언을 되짚어보면 

사회주의에 대한 토크빌의 면식도 만만치 않다. 밀이 사회주의를 껴안으려 했다면, 

토크빌은 분명 경계의 날을 세웠다. 미묘하지만 밀과 토크빌의 민주주의관에는 엇

갈리는 지점이 있다. 그 불일치가 좌파와 사회주의자에 대한 두 사람의 평가를 다

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VI 결론

밀은 토크빌의 ‘고결한 자유’에 깊은 공감을 표했고, 토크빌은 밀더러 ‘자유를 

44) John Stuart Mill, On Socialism (Buffalo: Prometheus Books, 1976), 130 (이제부터 <OS>로 
표기). 

45) OS, 60-61, 115, 119. 밀은 추종자의 수나 가능성, 그리고 열정이라는 점에서 주로 푸리에 주의를 
겨냥하여 ‘사려깊은’ 사회주의라는 말을 썼다. John Stuart Mi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1894),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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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해 같이 가자’고 말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두 사상가가 그들 인생의 마감 길

에 자유를 놓고 마음을 털어놓았다. 이 글은 그런 언사의 맥락과 의미를 찾고 싶었

다.

밀이 토크빌의 『앙시앵레짐과 프랑스 혁명』을 두 번 정독한 뒤, 그 책이 강조하

고 있는 ‘자유에 대한 고결한 사랑’에 깊은 공감을 표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

하다. 그의 『자유론』 역시 비슷한 방향 위에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발전

과 위대함을 고리로 하여, 두 사람은 함께 ‘주인의 자유’를 구가했던 것이다. 그

러나 밀이 토크빌의 다른 저작에 나타나는 보다 보수적인 자유론까지 받아들였을지

는 의문이다. 그래서 이 글은 ‘자유를 향해 같이 가자’고 한 토크빌의 제안을 밀

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유추해보았다. 

토크빌은 ‘정치적 자유’46)를 확대하면 민주사회의 폐해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확

신했다(DA, 488). 그는 사람들이 정부 일에 참여할 때 개인주의의 울타리를 벗어나 

조국의 운명에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음을 목격했다(DA, 488, 226). 인민들 사이에 

상호 협력과 연대 감정을 창조하는 정치적 자유의 ‘놀라운 효과’(OR, 81)에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토크빌은 평등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귀족주의 시절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다. 그가 종교와 질서를 강조한 것도 평등사회의 

반작용을 견제하기 위한 의중의 발로였다. ‘평등의 화신’인 좌파와 사회주의를 

저어한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결국 토크빌의 자유론을 규정하는 위대함이라는 

가치도 질서와 규율의 틀 속에서 추구되어야 했다.47) 

밀은 토크빌처럼 평등을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노동자와 여성을 중심으로 

평등의 확대를 도모했다. 그가 사회주의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

다. 따라서 밀이 토크빌의 이상적 자유, 귀족적 자유, 더러운 민주주의 등의 개념

을 뚫고 지나가는 자유론에 흔쾌히 동의했을 것 같지 않다. 더구나 그는 평등사회

가 아니라 대중사회의 도래를 더 걱정하고 있었다. 정치적 참여보다 개별성48)의 확

보에 관심이 더 컸던 것이다(Hamburger, 124). 

이런 점에서 두 사람의 자유론은 확연하게 엇갈린다. 밀은 토크빌의 민주주의론에 

대해 일정 부분 선을 그었다. 귀족체제에 대한 생각은 더욱 달랐다. 뿐만 아니다. 

46) 토크빌은 자유를 여러 의미로 사용했지만, 그 중에서도 정치적 자유를 핵심으로 여겼다. 그는 ‘시민
적 자유’를 시민들이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한 안전띠 같은 것으로 간주하면서, 그것을 그 자체로 좋
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자유라는 보다 높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Ossewaarde, 84, 
95 참조).

47) 질서와 권위를 강조하며 국가주의적, 반 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프랑스 자유주의의 전통에 맞서, 
‘국가와 교회보다 개인을 먼저 내세웠던 몇몇 자유주의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토크빌을 지목하는 관
점에 대해서는 Ossewaarde, 38-39 참조.

48) 토크빌도 민주주의 사회 사람들이 서로 너무 닮아가면서 개별성이 파괴되고 있는 현상에 전율했다. 
과거 귀족주의 시대에는 신분과 계급의 경계선을 따라 개별성이 예민하게 살아 있었다(DA, 631-32). 
그는 개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성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존심을 살리는 행동을 통
해 영혼을 확장’하는 것이 그 해법이었다(Lawler, 132 참조). 그러나 토크빌의 개별성은 종교적 색채
가 짙었다. 인간은 신이 만든 그 공동체를 떠나 살 수 없다는 것이다. 그의 심중에는 ‘종교적 개인주
의’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그는 개인의 선호를 우선하는 벤담류의 공리주의적 개인주의와 
거리가 멀다.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욕구와 자유를 강조하는 밀과도 구분된다(Ossewaarde, 
39-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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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빌과 달리, 밀은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사회주의의 포용이 불가피하다고 생

각했다. 두 사람의 출발 시점(視點)이 미묘하게 어긋나는 만큼 자유에 대한 생각도 

의미심장하게 다를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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