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50 -

정인철 ?
대한지리학회지 제48권 제5호 2013(750~767)

프랑스 혁명 초기의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논의와 지도의 활용

정인철*

Debates on the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on District and Use  
of Maps in the Early Stage of French Revolution

In-Chul Jung*

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 혁명 초기의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지리적인 논의를 고찰하고, 이 과정에서 지

도가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구체제의 행정구역 개편을 주장하는 개

혁주의자들의 논거를 살펴보았는데, 일부 중농주의자들은 정교한 지도 활용을 통해 구체적인 행정구역 개편 

논리를 가지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제헌의회에서의 행정구역관련 논의를 의회회의록을 분석하여 고

찰하였는데, 공간을 정각형으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유토피아를 구현하려는 혁명가들의 사상의 근저에는 카시

니의 기하학 정신에 영향을 받은 에슬른의 지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의원들은 에네킨의 지도를 근거로 

데파르트망의 수와 경계를 확정하였다. 지역대표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정사각형의 격자는 자연경계의 한계와 

지역의 경제적 이익에 봉착하여 불규칙한 형태의 역사적 경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불규칙한 다각형의 형태로 

변했다. 넷째, 카시니 4세는 새로운 행정구역을 카시니 지도 위에 그려서 의회에 보고하였고 이는 새로운 행정

구역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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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debates the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to investigate the role of maps in this debate during the early stage of French Revolution. For this, 
firstly, we examined the argument of reformers who attempted to change the administration system of 
the Old Regime. We found that physiocrats proposed map use for their attempt to reform this system. 
Secondly, we considered the debate on the theme of the new division of the kingdom on the basis of 
speeches or interventions delivered to the National Assembly. Robert de Hesseln’s map, itself inf luenced 
by the geometric spirit shown by the map of Cassini, played an crucial role in the utopian ideas of 
revolutionaries who would divide France in administrative units of equal size geometric grid. Thirdly, the 
deputies decided the number and boundary of department on the basis of Hennequin’s map. The final cut 
which resulted in very tense negotiations with local leaders was irregular polygons modeled on patterns of 
economic relations, and elements of relief and historical tradition. Fourthly, new administrative divisions 
are plotted on the map of Cassini and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it was declared as a new 
administrative division of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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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목적

행정구역의 계층구조 변화와 개편은 오랜 기간 지

리학과 관련분야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왔으며, 현재

도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구동회, 2010; 

안영진, 2013). 그리고 행정구역과는 별개로 선구구 

조정과 관련된 연구들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는데(김명진, 2012; 이정섭, 2012), 역사적 배경을 고

려하는 행정구역 연구와는 달리 선거구는 선거구간

의 인구의 등가성만 어느 정도 유지되면 인접성, 지역 

간의 거리, 상호작용, 지방세 납부 실적, 면적 등의 변

수를 연구자가 다양하게 도입하여 모델링하는 것이 

특성이다(김명진·김감영, 2013). 그리고 이들 연구

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이용되는 것이 지도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구 편차 

기준에 의거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다(최경옥, 2012). 따라서 선거구의 개편은 비교적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행정구역의 개편은 세종특별

시의 신설이나 일부 시군의 통합 사례를 제외하고는 

거의 일어나는 일이 없다. 역사적 전통성에서 탈피하

여 새로운 행정구역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급격한 행정구역의 개편 중 하나

는 프랑스 혁명기에 일어났다. 이는 말 그대로 혁명적

인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그

리고 그 때의 행정구역 개편의 틀은 일부 수정을 거쳐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프랑스 혁명기의 행정구역에 대한 선행 연구는 크

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혁명이전의 행정구

역과 이후의 행정구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

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20세기 초반부에 진행된 Ber-

let(1913)와 Brette(1907)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둘

째, 행정구역의 개편은 새로운 지방행정중심지의 선

정을 요구한다. 이러한 혁명과정의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도시들은 서로 중심지가 되려고 경쟁하였

는데, 후보도시들 간의 갈등을 Margrant(1992)은 연

구하였다. 셋째, 프로뱅스1)가 해체되면서 데파르트

망(département)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로는 

Mage(1924)와 Ozouf-Marignier(1989)의 연구가 존재

한다. 넷째, 중앙과 지방의 권력배분에 대한 연구로 

이는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운 정도이다. 

이들 연구는 대체로 프랑스 지방분권 개혁의 주요 내

용 및 특징을 분석하여 중앙과 지방과의 권력배분에 

관한 정치적 의미를 찾거나, 각국의 지방행정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행정학 

분야에서 지방자치의 확대와 관련하여 논의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최진혁(1999)은 프랑스가 강력한 

중앙집권방식의 지방행정수행에서 현재의 지방분권

화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던 근거를 1789년부터 1981

년 사이를 시기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리고 윤기

석(2003)은 프랑스 근대국가 형성(1789~1793) 당시 

지방행정구역 개혁 과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프로

뱅스(province)의 폐지와 데파르트망의 설치에 관련

된 정치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프랑스 혁명 직전의 삼부회의 회의록과 혁명 후의 

국민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혁명을 이끈 지도자들

은 상당한 지리적인 통찰력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란 팸플렛으로 혁명

의 도화선이 된 이론가 시에예스(E.J. Sieyès)는 직접 

지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행정구역 변경을 계획하

였다(박윤덕, 2010; 박인수, 2003). 또 미라보(G.R. 

Mirabau)를 비롯한 다른 대의원들은 시에예스와는 

다른 행정구역 변경 안을 제시하였으며 뚜레(J.G. 

Thouret)는 이들의 반론을 무마하고 시에야스의 초안

이 관철되도록 하였다. 이 논의 과정에서 나온 많은 

행정구역 개편의 논리들은 현재의 행정구역과 관련

된 이론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교

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도를 활용하고 지도를 통

해 주장을 이끌어내는 방식 또한 이념적이면서도 실

질적이다. 

이상과 같이 프랑스 혁명기의 행정구역 개편에는 

지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혁명 이념의 설파, 

행정구역 개편의 논거 제공, 실질적인 구역 획정의 과

정에서 프로뱅스를 폐지하려는 혁명가들과 기존의 

행정구역체계를 유지하려는 보수세력은 모두 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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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논쟁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랑스 혁명기

의 지도는 일반적인 공간정보 저장도구로서의 지도

의 용도와는 달리 이데올로기 전파의 도구와 이에 대

한 반격의 수단으로도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

게 프랑스 혁명기의 행정구역 변경에 지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를 중심으로 프랑스

의 행정구역의 개편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Konvitz(1987)가 부분적으로 언급했을 

따름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 혁명기의 행정구

역 변경에 관한 지리적인 논의를 고찰하고, 이 과정에

서 지도가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혁명 이전 프랑스는 정치·군사·경제·종교 영역의 

구역이 매우 다양하고, 각 지역이 중앙정부와 맺은 계

약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행

정의 비효율로 이어져 국가경영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먼저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구체제2)

의 행정구역 문제를 먼저 논했다. 그리고 당시의 계몽

주의자들과 정부 관료들은 행정구역의 개편의 필요

성은 인지하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

서 이들의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주장과 노력을 살펴

보았다. 

둘째, 1789~1790년 행정구역 변경을 위해 제헌의

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당시의 국회회의록과 팸

플릿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혁명 초기 제헌의회가 

단일국가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을 어떻

게 변경하고자 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3) 단 이들의 

발언을 행정구역 변경과 관련된 공간적인 차원에 한

정하여 살펴보았다. 지역별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이나 기초자치단체의 필요성과 

관련한 논의는 정치학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

를 가지나 본 연구에서는 논하지 않았다. 

셋째, 행정구역의 변경은 한국의 도에 해당하는 데

파르트망, 군에 해당하는 디스트릭트(district) 또는 

아롱디스망(arrondissement)4), 면에 해당하는 캉통

(canton)의 세 단계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세 가지 수준의 변화를 여기에서 모두 고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글에서는 데파르트망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넷째, 행정구역 변경의 근거로 활용되던 지도를 분

석하여 지도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었는지를 연구

하였다. 지도 이미지는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

théque Nationale de France)과 프랑스 국가기록원

(Archives Nationales de France)을 통해 구입하였는

데, 지도의 저자나 제작방법에 대한 기술보다는 행정

구역 변경 논의에 구체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을 중심

으로 언급하였다. 

다섯째, 데파르트망으로 분할되는 과정에서의 지

방의 요구와 제헌위원회의 중재 및 결정과 관련된 지

리적인 논의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데파르트망의 

경계가 지도로 표시되고 상용화되는 과정을 조사하

였다. 

2. 구체제의 행정체계와 개편 시도 

1) 구체제의 행정구역 체계

혁명전 프랑스는 영주의 자치권이 일정부분 보장

된 신분회 지방(pays d ’états)5)과 국왕의 행정권이 직

접적으로 미치는 왕령 직속지, 최근에 프랑스로 편입

된 지역 등으로 각각의 통치체계가 다른 지역으로 구

분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방 행정구역은 교회의 교구

(diocèses), 군사를 담당하는 군사구(gouvernement), 

행정을 담당하는 납세구(généralité), 그리고 사법을 

담당하는 바이야지(bailliage)6)로 나누어져 있었다. 

교구는 17개의 대교구(provinces ecclésiastiques)로 

형성되었으며, 이는 다시 136개의 주교구(diocèse)로 

나뉘어져 있었다. 사법을 관할하는 법원은 13개의 고

등법원(parlements)으로 분할되었다.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는 납세구는 32개가 존재하였다. 이외에도 해

군구역, 수자원관리구역, 산림자원관리구역, 국토건

설부(départements des ponts et chaussées) 계획구역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구획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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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필요성이 없어진 

다음에도 삭제되지 않아 나중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구역도 존재할 정도였다. 이렇게 복잡한 지방 행정체

계는 행정의 비효율로 이어졌다(Allié, 1980).

프랑스에서 지방이란 의미로 사용되는 프로뱅스

(province)는 전통과 문화를 공유하는 역사적인 지역

구분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도에 표기된다. Nor-

mandie 지방이나 Bretagne 지방이라 할 때 이 지방이 

프로뱅스이다. 프로뱅스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대체로는 군사구나 납세구의 경계와 일치한다. 따라

서 구체제시 프랑스에는 32개의 프로뱅스가 존재하

였다(그림 2 참조).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는 면적이 

넓으면서도 국가에 대한 면세의 특권을 가진 경우가 

많아 국가 세수의 악화와 왕권강화의 장애로 작용하

였다. 

2) 구체제의 지방행정구역 개편 시도 

18세기초부터 프랑스의 지방 행정체계의 비효율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일어났다. 루이 14

세의 전제를 비롯한 당시 프랑스의 사회적 상태를 예

리하게 비판한 계몽사상의 선구자적 서적으로서 인

정받고 있고 있는 『텔레마크의 모험(Les Aventures de 

Télémaque)』의 저자 페늘롱(F. S. M. Fénelon)은 1711

년 부르고뉴 공작(Duc de Bourgogne)에게 미래의 프

랑스 통치를 위한 구상안인 「숀 지방에서의 정부계획

서(les Tables de Chaulnes: Plans de gouvernement)」

를 헌정한다.7) 그는 이 계획서에서 프랑스를 제대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국왕이 파견한 지사 한 사람이 통

치할 수 있을 정도의 면적을 가진 20개 이상의 프로

뱅스(province)로 새로 구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Gidel, 1971). 그러나 페늘롱은 이 계획은 중앙집권

을 강화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동일한 문서에서 당

시 지방신분회가 활성화되어 일정 부분의 지방자치

가 가능했던 Languedoc의 사례를 언급하며, 새롭게 

만들어지는 행정구역에서도 Languedoc 지방과 같이 

지방신분회가 조직되어 지방의 차안, 세부 등의 행정

을 스스로 개혁하고 상업을 진흥할 것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페늘롱은 루이 14세의 『텔레마크의 

모험』에 대한 반감으로 실총하고, 또 신비주의를 인

정하는 발언을 하여 교황청의 탄핵을 받았다(정해수, 

2011; 차영선, 2001). 또한 부르고뉴 공작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망하여 그의 개혁안은 실행되지 못하

였다. 

지방분권을 위해 행정구역 개편 의견을 제시한 페

늘롱과 달리 18세기 중후반에는 왕권의 강화를 위해 

행정구역을 개편하고자 하는 시도가 일어났다. 1764

년 아르장송(Marquis d ’Argenson)은 큰 프로뱅스의 

지방신분회의 영향력이 강하여 왕권이 약화되는 것

을 경계하였다. 그래서 큰 행정구역인 납세구보다 적

은 면적의 데파르트망으로 나누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 경우 각 데파르트망의 치안과 재정을 담당하는 왕

의 신료인 지사가 쉽게 이를 관리할 수 있으며, 만일 

일부 데파르트망이 독립하더라도 프로뱅스의 독립에 

비해 왕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은 장점이 있다는 것

을 근거로 제시하였다(Argenson, 1764, 30-31). 

18세기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미국의 독립지원 등

으로 인해 프랑스의 재정 사정은 더욱 악화된다(윤은

주, 2009).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

어가 제시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시도이다. 

중농주의 경제학자 르트론(G. Le Trosne)은 1779

년 지방행정과 세제의 개혁을 위한 저서를 출간한다. 

그는 세금 징수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의 행정구역을 

폐지하고 근접성과 편리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영토

를 납세구와 디스트릭트, 아롱디스망의 계층으로 구

분할 것을 주장한다. 먼저 납세구의 면적 편차가 너

무 심함을 지적한다. 그리고 기존의 행정구역은 크

기도 다양하지만, 형태가 불규칙하여 접근성이 보장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왕은 납세구의 경계

를 새롭게 정하고 각 납세구가 하위 행정단위의 범위

를 정하는 것을 용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Le 

Trosne, 1779, 331). 그는 지도의 사용을 강조하는데, 

납세구 의회는 아롱디스망의 개편을 위해 납세구 지

도와 카시니 지도를 준비할 것을 지적한다. 그리고 도

면제작자는 이 지도들은 확대하여 실제 계획에 이용

할 것을 주장한다. 그는 기본 행정단위인 아롱디스망

이 가로와 세로로 각각 1리우(lieue, 약 4㎞)의 길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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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사각형의 형태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

았다. 그리고 아롱디스망 18개가 모여 디스트릭트를 

형성하고, 디스트릭트 10개가 하나의 프로뱅스를 형

성하는 행정체계를 구상한다. 이 경우 프랑스에는 25

개의 프로뱅스, 250개의 디스트릭트와 4500개의 아

롱디스망이 존재하게 된다(Le Trosne, 1779, 395). 

중농주의 경제학자이며 재무총감을 역임한 튀르고

(A. Turgot) 역시 행정구역 개편을 주장했는데 그는 

지형도를 통해 행정구역의 지리적 범위와 체계를 분

석하였다. 그는 어떤 프로뱅스도 10리우 이상의 반경

을 가져서는 안 되며, 어떤 디스트릭트의 중심도시도 

반경이 3~4리우 이상을 초월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

였다. 튀르고는 중심성이 시간과 거리에 의존한다는 

지리적 원리를 언급하였다(Neymarck, 1885). 18세기 

프랑스의 도로 조건에서 여행자는 하루에 10리우 이

상을 이동하지 못하였다. 행정중심지가 10리우 떨어

져 있다면,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가 소요되었다. 

따라서 중심지가 이 이상의 거리가 떨어진 것은 엄청

난 사회적 비용의 손실이었다(Turgot, 1787). 중농주

의(physiocracy)라는 단어의 어원이 자연의 지배라는 

의미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박윤덕, 2012), 

지도를 근거로 정책을 제시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

하였다.

이렇게 지도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

게 된 것은 완전한 측량작업의 완성은 혁명직후에 이

루어졌지만, 1:86,400 축척의 카시니 지도가 거의 완

성단계에 있어서 이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시니는 프랑스 전역의 카시니 지도를 1786년 「프랑

스와 주변 국경지역 아틀라스(Atlas royal de la France 

et de ses frontières levé et publié par ordre du Roy)」 라

는 명칭으로 루이 16세에게 헌정하였다. 그리고 일부 

지역의 경우 지적도도 제작이 완성된 상태였다. 그래

서 국가에서는 이들 지도를 이용하여 행정구역 개편

에 이용하려고 시도하였다(Pelletier, 2013). 

그러나 이러한 지방 행정구역의 개편에 대한 생각

들은 실제 정책으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행정구역의 

개편은 납세구 의원의 선출 및 세금 징수와 연관된 정

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이다(Bourdelais 

et al., 1989). 그러나 학자들은 여전히 지방 행정구

역 개편에 대한 의견을 끊임없이 제기하였다. 대표적

인 학자가 카시니 3세 사후 추도사를 작성하였던 정

치경제학자 콘도르세(N. Condorcet)이다. 그는 기

초 행정구역인 코미노테(communauté)는 반경이 3리

우, 중간단계인 디스트릭트는 반나절의 이동거리, 상

위 프로뱅스는 하루의 이동거리가 적당하다고 주장

하였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거리를 측정하여 지역을 

구성할 때 기계적으로 거리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자

연지리와 문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Con-

dorcet, 1788, 189-190). 

그리고 시에예스가 혁명직전에 작성한 팸플릿을 

보면 프랑스를 소교구를 근거로 분할하고자 하는 기

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는 50개의 납세구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납

세구는 40개의 아롱디스망, 그리고 아롱디스망은 20

개의 소교구(paroisse)로 나누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

였다(Sieyès, 1789a, 126). 

3. 정사각형의 격자로 나눈 유토피아 

1) 제헌위원회의 행정구역 구분안 

혁명이 발발한 후 국민의회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

하기로 하고 제헌위원회(comité de constitution)8)를 

구성한다. 그리고 헌법제정의 목적을 인민의 행복으

로 정의한다. 그리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인권이 

보장되어야 되어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조직, 사법체

계는 물론 의회의 구성 방식도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

다고 주장했다. 기존 삼부회의 불합리한 투표 방식이 

혁명의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와 투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혁명주도 세력으로서는 당연

한 일이었다. 의회의 개혁에 관해서는 의원을 선출하

는 방식과 지방의회의 구성문제가 주된 논의점이 되

었다.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곳에서 많은 수의 의

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새롭게 구획하

고 또 세분하여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게 되었다(Thouret, 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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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8월 26일 프랑스 인권선언이 공표되었다. 

인권선언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법 앞의 평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평등은 행정서비스와 사법서비스를 

받을 권리 및 투표권을 행사하는 권리에도 적용된다

고 지도부는 생각하였다. 그래서 접근성이 나빠 정

치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는 행정구역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Forrest, 

2013). 이러한 공감대 위에서 1789년 8월 31일 무니에

(Mounier)는 프랑스를 인구 15만의 디스트릭트로 균

질적으로 나누는 내용이 포함된 입구기구의 조직에 

관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9월 15일에는 

고주까르투(Gouges-Cartou)가 빈민 구제의 효율화

를 위해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그

리고 이미 혁명전부터 행정구역개편을 주장해 오던 

시에예스와 콘드르세가 혁명지도부에 위치하고 있

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의 분위기에서 9

월 29일 제헌위원회는 『비례적으로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보고서(Rapport sur les bases de la représentation 

proportionnelle)』를 뚜레와 시에예스를 비롯한 혁명

지도자 7명이 서명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행정구역과 관련된 내용은 시에예스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Lebègue, 1910). 그리고 

의회에서의 보고서 발표를 위한 연설과 토론은 뚜레

가 담당하였다.9) 

보고서는 기존의 종교, 군사, 행정, 사법구역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음을 선언한다. 그리고 프랑스를 보

고서에 첨부된 「에슬른의 모형에 의한 행정구역 초안

지도(Châssis figuratif du territoire de la France partagé 

en divisions égales entre elles Les bases du nouveau 

découpage administratif modèle de Hesseln)」와 같은 

정사각형의 행정구역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선포한다

(그림 1). 이 지도에서는 데파르트망을 구분하기 위해 

채색을 달리 하였다. 지도에서는 가장 작은 격자의 길

이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3리우이다. 데파르트망은 

그림 1. 에슬른의 모형에 의한 행정구역 초안지도(1789년) 

자료: 프랑스 국립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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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은 사각형 36개가 모인 것이다. 따라서 데파르

트망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18리우(약 72㎞)로 면적

은 324 제곱리우(약 5,184㎢)에 해당한다. 이 정사각

형의 데파르트망 80개로 프랑스를 새롭게 구획하는 

것이 위원회의 안이다. 데파르트망의 하위 행정구역

인 코뮌(commune)은10) 지도에서는 사각형 4개에 해

당하는데,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6리우이며 면

적은 36 제곱리우가 된다. 그리고 코뮌의 하위 행정

구역인 캉통은 이 코뮌을 9등분한 것으로 가로와 세

로의 길이는 각각 2리우이며 면적는 4 제곱리우이다. 

4개의 가장 작은 격자를 9등분한 것이므로 지도의 격

자로 캉통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지도의 중앙 부분

에 예시를 들어 행정구역의 형성원리를 설명하고 있

다. 즉 캉통 9개가 코뮌을 형성하며, 코뮌 9개가 데파

르트망을 형성하는 행정체계를 제헌위원회는 구상했

다. 

당시 해외식민지를 제외한 프랑스의 면적은 26,000

제곱리우였다. 그런데 각 데파르트망의 면적 324제

곱리우의 80배는 25,920제곱리우가 된다. 따라서 정

사각형의 격자 분할은 당시 프랑스의 지리적 상황과 

매우 부합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면적을 기본으로 인

구와 조세부담을 고려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역별

로 국민회의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제헌위원회

의 안이다. 

2) 에슬른의 격자 

「에슬른의 모형에 의한 행정구역 초안지도」의 저

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시에예스의 행정구역 구

분 구상을 당시 국민의회 지도제작자(topographe de 

l’assemblee nationale)인 에네킨(L. Hennequin) 휘하

의 지도제도사가 그린 것이라 보는 것이 합당하다. 시

에예스는 당시 카시니 지도 위에 직접 행정구역을 그

어 보는 등 지도를 적극적으로 자신의 구상에 활용하

그림 2. 에슬른의 지도(1780년) 

자료: 프랑스 국립도서관 



- 757 -

프랑스 혁명 초기의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논의와 지도의 활용

였다(Sieyès, 1789b).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왕실측지

사(Topographe du Roi)와 왕실인구조사원(Censeur 

royal)을 역임한 에슬른(M. Robert de Hesseln)이11) 

1780년 그린 지도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에슬른과 접촉하려 하나 그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후계자인 에네킨을 1789년 9월 제헌국민의회의 

지도제작자로 위촉하였다.12) 

에슬른은 『새로운 프랑스의 지형(Nouvelle Topog-

raphie de la France)』을 1780년 출간했는데, 이 책에

는 한 장의 프랑스 전도와 9장의 지방지도가 수록되

어 있다.13) 프랑스 전도의 제목은 「프랑스를 9개의 지

역으로 구분한 최초의 지형도(Première Carte de la 

Nouvelle Topographie Contenant la France Divisée en 

IX Régions)」이다(그림 2). 이 지도는 파리를 중앙경

선으로 하여 수직선을 긋고, 이 선에 직교하는 수평선

을 그은 다음 9리우마다 숫자로 거리를 표시했다. 모

든 격자는 정사각형인데, 선의 굵기를 달리하여 지역

을 구분하였다. 지도 전체를 굵은 선으로 9등분하는

데, 9등분한 지역을 좌상에서 시작하여 북서, 북, 북

동, 서부, 남서, 남, 남동지역으로 표기한다.14) 그리

고 이 사각형을 계속 9등분해 나가서 프랑스를 10단

계의 행정단계로 나눈다.15)

9개의 지역 중 중앙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다나 외

국과 접하기 때문에 지역의 면적은 실제로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다만 하위 단계로 내려오면 각 행정구역

의 면적이 동일하게 된다. 그는 이 지도를 출간한 목

적을 프랑스의 면적을 격자의 형태로 정확하게 알리

는 것이라고만 기술했다. 그렇지만 왕실측지사라는 

그의 지위와 귀족들의 후원으로 이 책이 집필된 것을 

고려할 때, 국왕의 명령을 받아 제작했을 확률이 있다

(Hesseln, 1780). 그렇지만 이는 기하학적으로 공간을 

구획하는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한 개인적인 

취향의 발현일 수도 있다. 1642년 리슐리외(Riche-

lieu) 추기경을 기념한 소도시가 직교형으로 건설된 

바 있으며, 베르사유 궁전 역시 기하학적으로 건설되

었다. 혁명 직전에도 건물과 정원등을 기학학적으로 

건축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그리고 당시 계몽주의자

들은 유토피아 정신에 몰입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일

부는 기하학적 구획이 유토피아 구현의 한 수단이라

고 생각하고 있었다(문경자, 2012; 장세룡, 2004). 

에슬른의 지도를 이용하면 프랑스는 9개의 지역, 

81개의 소지역과 같은 방식으로 분리되는데 실제 지

도를 보면 바다 때문에 균등한 정사각형의 80개의 데

파르트망으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

헌위원회는 에슬른의 행정구역인 콩트레(contrée, 

27×27리우)를 가로와 세로가 각각 18리우인 정사각

형으로 변환하여 데파르트망을 만든다. 그것이 바로 

그림 1의 지도이다. 제헌위원회의 이 지도는 기하학

적인 규칙성을 추구한 당시의 유토피아 정신을 구현

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oncayolo, 1992).16) 

그리고 프랑스가 독립을 지원했던 미국의 1785년 공

유지 조례(Land Ordinance of 1785)의 격자형 분할의 

영향을 받았을 확률도 존재한다(Laurent, 2011). 

4. 정사각형에서 다각형으로 

1) 에네킨 지도에 기반을 둔 제헌위원회의 토론 

1789년 9월 29일 새로운 행정구역 설정에 대한 보

고서가 지도와 함께 발표되자, 당일 제헌의회 의원

인 리히에(Richier)는 이 지도를 배포하여 의원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당시의 위원장 타

르게(Target)는 이를 수용하였으며, 향후 이 지도 위

에 경계를 표시하여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 하였다. 그

리고 지방에 이 지도를 보내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

민과 행정구역에 대해 충분한 소통을 하겠다고 선포

하였다(Mavidal et Laurent, 1888, t.9, 210). 그러나 

이 지도에는 지형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

인 경계를 설정하는데 참고로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인 에네킨의 「제헌국민의회의 계획에 의

한 프랑스 지도(Carte de France divisée suivant le plan 

proposé à l’Assemblée Nationale pour son comité de 

constitution)」를 제작하게 된다(그림 3). 이 지도는 에

슬른의 지도를 복제한 것이데, 지도의 제출 일자는 10

월 3일로 알려져 있다(Pelletier, 2013). 그러나 문제

는 제헌위원회가 제안하는 80개 데파르트망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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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경계를 손으로 표시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는 것

이다. 그리고 데파르트망의 경계선이 직선이 아니라, 

이전의 프로뱅스 경계를 답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다. 제헌위원회의 직선형의 행정지역구분에 대한 

비판이 11월에도 이루어짐을 볼 때, 데파르트망의 경

계는 11월 이후에 표시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

다. 아무튼 이 지도를 근거로 제헌위원회의 의원들이 

행정구역의 개편에 대해 의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제헌위원회의 안은 발표 즉시 심한 반발에 직면하

였다. 지방신분회가 설치되어 있던 프로뱅스 지역의 

의원들은 프로뱅스의 해체 자체를 반대하였다. 예를 

들어 제세(baron de Jessé)는 10월 19일 프로뱅스를 해

체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신분

회 지방은 정식으로 프랑스 국왕과의 계약에 의해 프

랑스에 편입되었으며,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였는데 

이를 특권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 정신은 프랑스의 고귀한 자산으로 프

랑스를 이끄는 정신인데 이를 폐지하는 것은 혼란만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도 존재했지만, 대다수는 특권의 폐지

라는 혁명의 대의에 따를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개

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개혁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쟁하였다. 

반발의 내용은 행정경계선의 모습이 지나치게 이

상적인 직선이라는 것, 등면적 분할이 불합리하다는 

것, 문화와 역사적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계설

정, 그리고 행정단계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각 의원

들은 이러한 이유를 중심으로 위원회의 안을 반박하

고 대안을 제시한다. 여기에서는 가장 대의원들의 지

지를 많이 받은 의견 네 가지만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오브리(Aubry du Bochet)는 10월 14일 발언

에서 위원회의 격자안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

판하였다. 실제 경계선은 자연지형을 고려해야 하는

데, 이를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 기존의 프로뱅스 경계

그림 3. 에네킨의 지도(1789년) 

자료: 프랑스 국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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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므로 이 경계선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반

박하였다. 그는 11월 5일 프랑스를 인구 100만의 25

개의 프로뱅스로 나누고 각 프로뱅스에 2~7개의 데

파르트망을 인구에 따라 배분하여 총 110개의 데파르

트망을 만드는 대안을 제시하였다.17) 

둘째, 벤기(Bengy de Puyvallée)는 등면적 기준에 

의한 분할은 불평등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11월 5일 반

대하였다. 그는 공간의 기능과 중요성이 다른데, 이

를 일률적으로 분할하면 인구의 편차가 심하고 또 이

로 인해 행정비용의 격차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Berry 지방의 한 데파르트망은 인구 20만인데 

동일한 면적의 Flandre 지방의 한 데파르트망의 인구

는 100만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권선언에 의하

면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한데, 비옥한 지역의 경우 조

세부담을 많이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데, 이는 평등의 정신과 어긋난다는 것

이다. 그리고 면적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 36만의 데

파르트망 70개로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고 제안하였

다.

셋째, 미라보는 80개의 등면적의 데파르트망은 인

구, 풍습, 문화 및 언어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며, 동일

한 지역 안에 숲이나 비옥한 농경지, 사막, 도시가 포

함되는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비판하였다. 위원회의 

안을 실제 지도상에서 검토한 결과 720개 코뮌 중 상

당수가 인구가 희박하며, 6,480개 캉통 중 반 이상에 

촌락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리

고 삼각형과 사각형 모두를 이용해 등면적으로 프랑

스를 나누어 본 결과, 어떠한 경우에도 사막이나 숲이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경우를 발견하지 못

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각 지역의 주요 도시 120

개를 선정한 다음 이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에 일정 반

경의 영향지역을 지리적인 범위, 인구, 조세부담, 토

양의 비옥도, 지역 생산물의 질, 산업자원을 고려하

여 설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 경우 가로와 세로가 

대략 14~15리우 정도인 인구 20만의 행정구역이 만

들어지는데, 가장 외곽에 위치한 곳에서도 7~8리우 

정도만 이동하면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등면적 분할은 지리학자와 

기하학자에게는 평등해 보이겠지만, 시민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였다.18) 

네 번째로 피송(Pison du Galand)은 지역 간의 형

평성을 지방간의 형평성이 아닌 수도인 파리와 지방

간의 균형에서 도모하였다. 그는 지역의 면적이 좁

으면 지역 사업에 제한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규모

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대규모의 개혁 대신 

기존의 32개 프로뱅스 경계를 최대한 유지하되 Nor-

mandie와 Champagne 지방을 분리하면 인구 70만의 

데파르트망 36개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지역의 반발로 인해 제헌위원

회의 안은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특

히 미라보의 의견은 많은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지방색이 강한 Bretagne의 반발이 격심하였다. 

그렇지만 지방분권의 명연설로 유명한 뚜레의 왕국

의 분할에 대한 1차 연설을 11월 3일, 2차 연설을 11

월 9일 행한다. 그는 연설에서 제헌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반론들을 다시 반격한다. 그는 인구만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프로뱅스 경계를 무

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연지형, 경제적 상황, 언

어와 문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자기모순에 빠진 최악

의 안이라고 비판한다. 변하는 인구와 지가를 기준으

로 행정구역을 만들 경우, 시간의 변화에 따라 구역을 

지속적으로 변경해야 하며, 이는 행정의 불안정성으

로 이어진다고 반박한다. 그리고 인구를 기준으로 행

정구역을 만들 경우 당시 중앙정부에 가장 위협적인 

Normandie나 Bretagne는 인구가 많아 데파르트망이 

10개나 만들어지며, 이로 인해 의원수가 많아지기 때

문에, 프로뱅스를 약화시키려는 위원회의 안과 배치

된다는 것이다. 

뚜레의 연설과 혁명지도부의 정치력에 힘입어 대

의원들은 ‘통합하기 위하여 분할하기(diviser pour 

unir)’라는 이념의 틀 안에서 11월 12일 위원회의 안을 

통과시켰다. 단 데파르트망의 수는 80개로 고정하지 

않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75~85개 사이로 결정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중간 행정 단계인 디스트릭트

의 수는 9개가 아닌 6~9개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리고 데파르트망의 경계는 각 지역의 의원들이 지도

에 그려서 의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역 간

의 조정이 힘들 경우에는 제헌위원회가 간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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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마침내 1789년 12월 22일 75~85개의 데파

르트망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한다는 법령이 선포되었

다. 

2) 행정 경계 획정 

데파르트망의 수가 11월 12일 75~85개 사이로 결

정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에네킨의 지도(그림 3)에 

그려진 80개 데파르트망의 경계는 이전에 그려진 것

으로 추정가능하다. 그런데 이 지도의 경계를 보면 제

헌위원회의 초안인 기하학적 경계와는 완전히 다름

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프로뱅스가 분리되거나 통

합되기는 하였지만, 대체적으로 자연경계와 역사경

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세 가

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자연경계를 유지하려는 의원들의 반론이 

당시의 프랑스 계몽주의의 자연주의 사조와 연계되

어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당시의 프

랑스에서는 자연이 신의 뜻이라는 의미로 인식되었

다(Ehard, 1994). 즉 이것은 계몽주의의 하나의 특징

인 유토피아적인 기하학적 경계가 프랑스 계몽주의

의 또 다른 강조점인 자연주의에 패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 기존의 프로뱅스의 경계가 대체로 유지

되게 된 것이다.

두 번째 해석은 급격한 경계의 변화가 사회적 혼란

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다(Ozouf-

Marignier, 1989). 당시 프랑스의 지방은 농민의 반란

과 비적의 습격 등으로 인해 공황상태였기 때문에, 급

격한 지방의 경계선 변경은 치안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최갑수 옮김, 2002). 

셋째, 시에예스가 처음부터 직선경계를 유지할 의

지가 약했을 가능성이 있다. 시에예스는 1789년 10월 

2일자 보고서에서 「에슬른의 모형에 의한 행정구역 

초안지도」를 과학자들이 실험에서 사용하는 모형이

라고 지적하였다. 즉 모형은 현실을 설명하는 수단이

지 현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Sieyès, 

1789b).

결과적으로 프로뱅스의 경계를 가급적 유지하는 

에네킨의 지도를 기초로 제헌위원회는 데파르트망

의 수와 경계 획정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수행하였

그림 4. 1790년 Meurthe에서 제출한 디스트릭트 구분 지도 

자료: 프랑스 국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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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시 카시니 4세는 제헌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지역 간의 경계를 조정하여 지도상에 그리는 것을 돕

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Konvitz, 1987). 12월 22

일 법안이 선포될 당시에는 약 40개 정도의 데파르트

망의 경계가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Ozouf-Marignier, 

1989). 그렇지만 전국의 44,000개 소교구를 묶어서 

6,500개의 지초자치단체를 만들고 선거를 통해 의회

를 구성한다는 법안이 1789년 12월 14일 통과되었기 

때문에(양희영, 2009), 행정구역의 획정이 시급하였

다. 따라서 1790년 1월 8일 당시 제헌위원회의 간사

(rapporter) 뷔로더뷔시(Bureaux de Pusy)는 각 지역의 

의원들이 데파르트망의 경계와 하부 행정구역의 경

계를 획정하여 이를 카시니 지도에 그려 의회에 제출

하라고 하였다.19) 예를 들어 그림 4의 지도는 카시니 

지도위에 그린 Meurthe의 지도로 독일어권을 2개의 

디스트릭트, 프랑스어권 7개의 디스트릭트로 구분하

여 당시의 Lorraine 지방의회가 제헌위원회에 제출한 

것이다(Masson, 1982). 

데파르트망의 경계이외에도 데파르트망 지방의회

가 개최되는 중심도시 선정 및 하위 행정구역인 디스

트릭트의 경계와 중심도시 역시 제헌위원회가 결정

해야 했다. 제헌위원회는 이제 프로뱅스를 해체하고 

데파르트망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이념적인 차원에

서 벗어나 지역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직면하게 되

었다. 제헌위원회는 행정구역 변경의 목적이 인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지역의 협조를 당부

했지만, 인민의 행복이 지역의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데파르트망으로 분리되는 것에 반대하던 

프로뱅스들도 일단 데파르트망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이제는 지역현안과 경제논리에 의하여 분

할되는 데파르트망의 수와 경계를 결정하였다. 지역

에서는 제헌위원회에 1만 건이 넘는 소청을 올렸고 

위원회는 이를 분석하여 경계 획정에 반영하거나 거

부하였다(Forrest, 2013). 소청 내용은 다음의 유형으

로 구분된다. 

첫째, 경제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한 경계 설정의 논

리로 작용하였다. 항구도시나 공업도시를 자신들의 

데파르트망에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많았다.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도시들이 상호 연계하여 독립적인 데

파르트망을 형성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예를 들어 항

구도시 마르세유(Marseille)는 주변의 항구도시 툴롱

(Toulon)과 연합하여 해변으로 이어지는 데파르트망

을 형성하려고 시도하였다. 반면 농업 생산성이 낮으

면서도 도로 관리비용이 높은 산지지역은 서로 포함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Margrant, 1992). 

둘째, 행정구역의 변화가 식량의 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1789년 대혁명의 원인

의 하나는 당시의 식량부족인데(주명철 옮김, 1983), 

곡물을 제공하는 배후지가 다른 데파르트망으로 분

리되면 식량의 공급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소청이 

Franche-Comté 지방에서 제기되었다. 왜냐하면 위원

회의 초안대로라면 산지에 위치한 도시 Besançon은 

서부지역의 평지와 다른 데파르트망으로 분할되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감정으로 인해 지리적으로 가까우나 다

른 데파르트망으로 편입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었

다. 예를 들어 Le Forez는 Lyon과 같은 데파르트망에 

소속되기를 거부했는데, 이는 세금의 사용과 관련된 

이전의 감정 때문이었다. 

넷째, 지역의 상속법이나 계량단위가 달라 지역적 

통합을 거부한 지역들이 많았다. 장자상속과 균등상

속이냐는 당시로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예를 들

어 Hautes-Pyrenées에 속하게 된 Béarn과 Bigorre 지

역은 두 지역의 상속법이 달라 합치는 것이 불가하다

고 주장하였다(Celhay, 2005). 

다섯째, 언어가 다른 것을 이유로 하나의 데파르트

망으로 통합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프랑

스 동부의 Alsace와 Lorraine 지역은 독일어 사용지

역, 서부의 Bretagne 지역은 브레통어, 남서부는 바스

크 언어권이 혼재하고 있었다. 사용언어가 다른 지역

을 하나로 데파르트망으로 통합하자는 의견과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지역 내에서도 공존하였다. 

여섯째, 데파르트망 의회 소재지를 의원들의 출신

도시에 유치하기 위한 경계설정이다. 데파르트망으

로 나뉘는 방식에 따라 어느 도시는 중심도시가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성장이 정체되게 될 운명이었다. 

따라서 각 지역의 대표는 출신 지역의 도시가 중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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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되도록 프로뱅스의 분할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하였다. 

위원회는 이러한 의견들의 대부분을 데파르트망 

하나의 평균 면적을 324제곱리우로 정하고 이를 기준

으로 데파르트망을 분리하거나 합치는 것을 판단하

였다. 그래서 면적이 적은 곳이 독립적인 데파르트망

으로 형성되기를 원하거나, 면적이 넓은 프로뱅스가 

분리되지 않기를 원하는 소청을 기각하였다. 

반면 면적 기준을 충족하면 심사하여 허용하였다. 

예를 들어 에네킨 지도에 의하면 Normandie는 원래 

4개로 분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 당시의 대

도시인 Caen과 Coutances가 모두 하나의 데파르트망

(가칭 Cotentin)의 변경에 위치할 예정이었다. 그래

서 이들은 청원했고 최종적으로 Caen은 Calcados(면

적 288제곱리우), 그리고 Coutances는 Manche(318

제곱리우)의 데파르트망 의회 소재지가 되었다. 

또한 지역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면적을 기

준으로 조정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Bretagne와 

Poitou 사이에 위치한 Marches-Communes인데 인구

는 12,000명으로 주민들은 Bretagne에 속하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경우 Poitou가 너무 위축

된다고 판단하여, 이 지역을 나누어 두 지방에 나누어 

소속되게 하였다. 그리고 면적의 문제가 없다면 지역

의 이해관계에 의해 각각의 데파르트망에 소속된 도

시를 교환하는 것을 허용했다. 예를 들어 Aroffe 시는 

처음 Meurthe에 속했지만 이후 Vosges의 Aboncourt 

시와 교환되었다. 

결국 수많은 소청과 정치적 압력, 그리고 자연경계

를 존중한 결과 데파르트망의 수는 83개로 1790년 2

월 26일 최종 결정되었다. 전반적으로 83개 데파르

트망의 면적을 Prudhomme(1798)의 사전자료를 통

해 분석해 보면, 대체로 위원회가 요구한 324제곱리

우에서 ±10% 범위에 속하는 도는 40개 정도이며, ±

20% 범위 내에 속하는 도는 65개였다. 수도로 특별히 

데파르트망으로 분류된 파리를 제외하고는 가장 면

적이 좁은 곳은 Alsace 지방의 Haut-Rhin으로 면적은 

204제곱리우이며 가장 넓은 곳은 Gironde로 면적은 

537제곱리우이다.20) 제헌위원회가 격자형의 구획을 

포기하고 기존의 프로뱅스를 합치거나 나누는 방식

으로 면적의 균형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이 정도의 면

적 차이는 불가피하였다(그림 5 참조). 

데파르트망의 경계는 결정되었지만, 의회의 소집

장소와 하부 행정구역 수 역시 결정해야 했다. 워낙 

시일이 촉박하여 지방의회의 소재지를 모두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결정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

는 추후의 지방의회 결정에 맡긴다는 문장을 삽입하

였다. 그리고 1790년 3월 4일 루이 16세가 이 법안에 

서명하여 발효되었다. 그리고 이 법안과 지역에서 제

출한 지도를 근거로 파리천문대장 카시니 4세는 휘하

의 카피텐느(L. Capitaine)에게 「새로운 프랑스 행정

구역지도(Carte de la France suivant sa nouvelle divi-

sion en départements et districts」)를 제작하게 한다(그

림 5). 이 지도는 기존의 카시니 지도를 10배로 축소

한 1:864 000의 축척으로 제작되었는데, 철야작업 끝

에 1790년 4월 10일 의회에 제출되었다(Drapeyron, 

1896; Séguy et Théré, 2003). 당시는 카시니 지도가 

국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도는 직접 시장에 판

매되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행정구역이 가장 큰 관

심거리의 하나였다. 그래서 새로운 행정구역이 공표

되기도 전에 새로운 행정구역을 추정하여 제작한 지

도가 판매되고 있었다. 그래서 프랑스 최초의 일간

신문인 「주르날 드 파리(Le Journal de Paris)」의 1790

년 2월 7일자에는 의회에서 발표할 새로운 행정구역

에 가장 근접한 지도가 프랑스 과학회 회원이었던 망

텔(E. Mentelle)이 1789년에 제작한 『새로운 아틀라스

(Nouveau Atlas)』에 수록된 프랑스 지도라는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료로 데파르트망의 

경계를 비롯한 새로운 프랑스의 행정구역에 대한 강

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Mettrier, 1923). 그러나 그

가 그린 지도는 프랑스를 88개의 데파르트망으로 분

류한 것으로 전혀 행정구역 구분 결과와 부합하지 않

았다. 

새로운 행정구역을 그린 지도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아 벨레임(P. Belleyme)과 드죠서(J. Dezauche)와 

같은 지도제작자들은 카시니 지도의 행정경계를 활

용하여 새로운 지도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유명 지도

제작자의 이름을 도용하여 제작된 행정구역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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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되었다.21) 이렇게 상용화된 지도를 통해 시민들

은 행정구역의 변경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1790년 83개의 데파르트망이 만들어지고, 

지도에 표시되었지만 워낙 짧은 기간 내에 만들어지

다 보니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헌위

원회는 지역의 끊임없는 소청에 부닥쳤다. 그리고 주

변의 지역이 프랑스에 편입되거나 기존의 데파르트

망에서 독립하여 새로운 데파르트망이 만들어지면

서 데파르트망의 수는 1793년에는 89개로 증가한 이

래, 1795년에 98개, 그리고 1798년에는 103개로 증가

하였다. 따라서 시민들은 즉시 발행되는 지도가 아니

면 전혀 행정구역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였다. 

이후 나폴레옹의 원정 등으로 숫자가 일시적으로 늘

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데파르트망의 개수는 감소

하였으며 현재는 유럽의 프랑스 영토를 기준으로 96

개이다. 그러면 이러한 행정구역의 변화가 과연 지

방의 정체성을 약화하고 하나의 프랑스로 통합하는

데 기여했을까? 결과는 부정적이다. 제헌의회가 실

행한 국토재편이 역설적이게도 지방의 정체성을 강

화하게 되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지방의 정

체성은 프로뱅스의 폐지를 반대한 저항운동 속에 깊

이 뿌리 박혀있었다. 그리고 새롭게 형성된 데파르트

망의 정체성이 당시의 문학작품에 의해 강화되어 새

로운 모습의 정체성을 형성하였다(Corbin, 1992). 그

리고 19세기에는 프로뱅스의 폐지에 반발하는 운동

이 시작되었고 1865년에는 낭시 지방분권화 선언(La 

Declaration de Nancy)이 발생하였다. 이로부터 발생

한 지역주의 운동은 1982년 결실을 맺어 이전의 프로

뱅스에 해당하는 지역의 개념을 가진 레지옹(Région)

이 일부 행정기능을 갖게 되었다(윤기석, 2002). 

그림 5. 1790년 카피텐느의 지도 

자료: 프랑스 국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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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철

5. 결론 

프랑스 혁명시기의 행정구역 변천을 지도의 이용

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혁명이론가인 시에예스는 

지도를 세밀히 분석하고 모든 특권을 폐지하는 혁명

의 정신과 프랑스 통합의 기치 아래 기존의 특권을 누

리던 프로뱅스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평등의 이념

에 근거한 새로운 행정구역을 기획하였다. 그리고 제

헌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행정구역에 대한 초안과 함

께 왕실측지사인 에슬른의 지도를 모형으로 정사각

형의 격자로 구분된 행정구역 변경 의견을 제시하였

다. 이것은 당시 프랑스의 계몽주의가 추구하던 이상

향을 공간의 구획을 통해 실현하려한 것이다. 광역 행

정구역을 계속 격자형으로 세분하여 중간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만들고 하위 자치단체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상위자치단체의 의원을 선출하고, 이 과

정에서 지역의 인구와 조세부담을 고려하는 적어도 

공간적인 관점에서는 평등한 공동체를 구상한 것이

다. 이것은 제삼신분의 압도적인 조세부담률에도 불

과하고 투표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구체

제의 반발에서 시작된 것이다. 다만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기득세력의 벽을 구체제에서는 넘지 못했을 따

름이다. 즉 행정구역 분리에 대한 의견이 혁명이전부

터 존재해 왔고 이를 혁명을 통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 혁명이 과거와

의 단절이 아니며, 과거의 잔재를 이어와 개혁으로 이

르게 한 것이라는 토크빌(A. Toqueville)의 역사관과 

상통한다(이용재 옮김, 2013). 

의회의 논의 과정에서 초안으로 제시된 지도와 행

정구역구분 안에 대한 반발과 비판이 많았으며 새로

운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반대파들의 반대 내용의 대

부분은 직선경계가 자연경계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과 인구 분포 및 문화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는 것이었다. 뚜레의 정치적 수완과 명연설로 위원회

의 안은 수정되어 가결되었으나, 에네킨의 지도를 이

용한 논의 과정에서 직선경계는 포기되었다. 당시의 

프랑스 자연주의는 자연경계를 신의 뜻으로 간주하

는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에, 프로뱅스는 없앨 수 있었

어도 자연경계의 벽을 넘지는 못한 것이다. 이후 카시

니 지도위에 데파르트망의 경계를 표시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생산성이 높은 지역을 서로 차지하려는 지

역의 소청에 봉착하였다. 그렇지만 제헌위원회는 면

적의 균등성이라는 원칙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

였다. 그러나 프랑스 전역의 데파르트망을 균질한 면

적으로 구분한 것은 아니며, 기존의 프로뱅스를 균질

한 면적으로 구분한 것이다. 실제 경계를 살펴보면 이

전의 프로뱅스 시절의 경계가 계속 데파르트망의 경

계로 채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유토피아의 

이념에서 출발한 균등한 분할은 지역의 이익과 정치

인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불규칙한 형태의 역사적 

경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분할로 귀착된 것을 확인하

였다. 

결론적으로 에슬른과 카시니의 지도는 혁명시의 

행정구역 개편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쳤음을 확인하

였다. 에슬른의 지도가 이념을 제공했다면, 카시니 

지도는 구체적인 지역 분할과 경계를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기록하게 하였다. 특히 왕

실측지사인 에슬른의 지도가 혁명가의 지역 특권 폐

지 이념을 제공하고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역사

의 아이러니로 볼 수 있다. 물론 프로뱅스의 폐지가 

오히려 데파르트망의 정체성을 강화하여 이후에 새

로운 형태의 지역정체성을 만든 것 역시 일종의 아이

러니이다. 

주

1) 본 연구에서는 프로뱅스를 프랑스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

는 지방(province)의 의미로 사용한다. 우리가 흔히 프로방

스(Provence) 지방이라 말할 때의 프로방스는 프랑스 남부

에 위치한 지역으로 고유명사이다. 프로뱅스는 일반적으

로 지방으로 번역되나, 여기에서는 행정구역으로서의 프

로뱅스의 폐지를 논하므로 프로뱅스 용어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지방으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도로 

번역되는 데파르트망 역시 번역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2) 앙시엥 레짐과 구체제의 용어 사용 문제는 여기에서는 논

하지 않으며, 최갑수(2009)의 주장에 근거하여 구체제 용

어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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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회의록은 국회의 기록관인 Mardival과 Laurent이 

1888년 편찬한 회의록 자료를 사용하였다. 혁명기의 행정

구역에 논의에 대한 발언은 8권부터 12권까지 산재하는데, 

일일이 발언의 일자와 출처를 권수까지 밝히는 것은 너무 

인용 건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도와 관련이 있

는 극히 일부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밝히지 않기로 한다. 

4) 혁명 당시에는 디스트릭트로 불리었으나 현재는 아롱디스

망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코뮌(commune)으로 불

리기도 한다. 

5) 삼부회지방이라고도 번역한다. 

6) 12세기 말부터 재판업무를 담당하던 국왕 또는 영주의 대

리인인 대법관(bailli)의 재판관할구이다(이세희, 2003)

7) 이 계획서는 1711년 11월 루이 14세의 아들인 왕세자

(Grand Dauphin)가 죽음으로써. 루이 14세의 손자 부르

고뉴 공작이 왕위에 오를 경우 페늘롱이 국가 재상이 된다

는 계획이 세워짐으로써 단시간에 작성된 것이다(차영선, 

2001).

8) 제헌국민위원회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 

9) 시에예스 대신 뚜레가 연설을 담당한 이유는 두 가지로 설

명된다. 첫째는 뚜레의 연설 능력이 뛰어났다. 둘째, 의원 

선거 시 뚜레가 더 많은 표를 얻어 의원들 사이에서 지지도

가 높았다(Brette, 1907). 

10) 보고서에서는 코뮌으로 기록했으나. 이후는 디스트릭트

로 명칭을 바꾼다. 

11) 출신 지역명인 에슬른보다는 원칙적으로는 로베르란 호

칭으로 표기하는 것이 합당하나, 이 경우는 대체로 에슬른

으로 줄여서 부른다. 당시 많은 지도제작자들이 왕실지도

제작자인 로베르 드 보곤디(Robert de Vaugondy)의 이름을 

흉내 내어 로베르란 호칭을 사용하였다. 

12) 에네킨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인데 이 내용은 1790년 

1월 26일 대의원 바레르(Barrère de Vieuzac)의 발언에 언급

되었다. 

13) 본 논문에서 제시한 1786년판 프랑스 전도의 축척은 1: 

189만이다. 참고로 지방도의 축척은 1:60만이다. 그러나 

판본에 따라 축척과 경위도 표시는 변한다. 

14) 이 지도에서는 실제로는 서부인데 동부로 잘못 표기하거

나 좌하의 남서지역이 지도에 표기되어 있지 않는 오류가 

있지만 Hesseln(1780)의 책에서는 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15) 명칭은 région, contrée, district, territoire, ban, canton, 

ténemen, carreaux, pièce, mesure이다. 최상단계인 지역

(région)의 길이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81리우이고, 면적은 

6,561 제곱리우이다. 

16) 이것을 극단적인 평등을 지향한 자코뱅당과 같은 특정 혁

명집단의 이념적 성향으로 발전시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

다. 국회회의록을 살펴보면 이후 자코뱅당의 지도자가 되

는 로베스피에르(M. Robespierre)는 물론 다른 자코뱅당 

성향의 의원들 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거의 발언

하지 않았다. 

17) 그의 배분에 의하면 인구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생겨 Lorraine 지방에 포함되는 7개의  데파르트망 중 2개

를 2개의  데파르트망만 존재하는 Alsace에 소속시켜야 한

다고 명시하였다.

18) 미라보는 삼 단계 행정계층구조에 대해서도 반발하였다. 

이 경우 선거를 세 번하여 각 자치단체의 의원을 뽑아야 하

는 단점이 있으므로 코뮌과 캉통을 없애고 120개의 데파르

트망만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19) 카시니 지도의 축척을 변경하여 소축척으로 만든 지역 

지도도 허용되었다. 예를 들어 Bretagne 지방에서는 당

시의 국토계획청에 소속된 오제(Ogée)가 1771년 제작

한 1/467.000의 「브레타뉴 지도(Carte Géométrique de 

Bretagne Dédiée à Monseigneur Le Duc de Duras)」를 활용

하였다. 

20) Alsace 지방은 프랑스 동부에 위치한 전체적으로 500 제

곱리우의 면적을 지닌 좁고 긴 지역이다. 따라서 원칙적으

로는 주변 지역을 편입하여 두 개의 도를 만드는 것이 원칙

이다. 위원회는 Alsace 지방은 폭이 좁고 길어 하나의 도로 

만드는 것이 어렵고, 또 서쪽에는 보주산맥이 위치하고 동

쪽으로는 라인 강을 접하여 확장이 불가능하며, 또 남쪽으

로는 Franche-Comté와 경계를 이루기 때문에 다른 지역

을 이 지역에 편입하여 도의 면적을 넓히는 것이 불가능하

므로, 면적이 좁은 두 개의 도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

하였다. Gironde의 경우는 이 지역이 속한 프랑스 남서의 

Guyenne 지방을 4~5개로 나누느냐는 논쟁에서 4개로 나

누기한 결과 이 지역의 해안에 접하는 이곳의 사구와 강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어 생산성이 없는 토지가 많다고 생각

하여 넓어진 것이다

21)  영국에서도 이 지도에 대한 수요가 많아 1791년 영국의 

왕실지리학자 파덴(W. Faden)은 「프랑스의 행정구역 지도

(France divided into metropolitan circles)」를 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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