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자료 설명

1908년 7월 30일『대한매일신보』에‘민족과 국민의 구별’이라는 제호로

실린논설은몇가지점에서뜻깊은글이다. 이논설은한국에서처음으로

‘민족’과‘국민’의의미를뚜렷이가르면서주권의주체를개념으로구성하

기시작했다는사실로유명하다. 이후로‘국민’은정치적의미론에서‘민족’

의상위에서면서근대세계를이끄는신호가되었다. 이글은또한외래사

유가낯선토양에뿌리내리는하나의단면을드러낸다. 여기에담긴주요논

지는동시대중국의계몽학자량치차오(梁啓超)가 1903년「政治學大家伯倫

知理之學說」에1) 이미 소개했던 내용이다. 글 제목에 나온‘정치학 대가’는

스위스태생으로독일에서공법학교수로활동했던요한카스파블룬칠리

(Johann Caspar Bluntschli, 1808~1881)이다. 량치차오는일본망명시절블룬

칠리의국가학에접했는데, 그텍스트는일본어번역본이나한문중역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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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선

1)  이글은처음에『新民叢報』제38·39호합본(1903년 8월 14일), 19~53쪽에실렸으며, 나

중에『음빙실문집』권13, 67~89쪽에올랐다.



축약하여『교양인을 위한 독일 국가학』(Deutsche Staatslehre für Gebildete,

Nördlingen, 1874)을출간했는데, 이책은히라타도스케(平田東助), 히라쓰카

데이지로(平塚定二郞)가『國家論』(東京: 春陽堂, 1889)의 제목으로 일역했으

며, 아즈마헤이지(吾妻兵治)가그것을다시한문으로중역하여『國家學』(東

京: 善隣譯書館, 1899)으로펴냈다. 량치차오는주로이번역본들을원용하여

유기체국가이론을중국토양에접목한것으로보인다. 이러한전이과정은

다음<자료정선>의과제가될것이다. 그럼에도가토의번역텍스트는동아

시아‘민족’과‘국민’개념의새로운지평을열었다는점에서커다란의미를

지닌다고하겠다.

해제:박근갑(한림대학교사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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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알려졌다. 

블룬칠리는입헌군주제의당위를인정하면서보수주의에기댔지만, 그것

이밑으로부터형성되는국민국가와조화를이뤄야한다고주장하면서자유

주의도옹호했던인물이다. 이런점에서그의이름과함께하는유기체국가

이론이메이지시대지식계의공명을이끌었던것으로보인다. 그의주요저

술대분분이일본어로번역되었다는사실은우연이아닐것이다. 그가운데

그의주저『일반국법Allgemeines Staatsrecht』이가장먼저『國法汎論』으로번

역되었는데, 역자가토히로유키(加藤弘之, 1836~1916) 또한메이지지식인

뿐만아니라량치차오의사유세계에큰영향을끼친인물로유명하다. 그무

렵시강(侍講)을맡고있던가토는천황에게읽힐목적으로그책을번역했

다고한다. 일본어로번역된최초의독일사상서였던이책은먼저 1876년에

서문(首卷)과권6~권9까지上帙 1로번역되고, 1876년과 1879년사이에권

1~권4를담은上帙 2~10이나왔는데, ‘민족’과‘국민’의의미를나누어서

술한내용은‘국민(Volk)과국토(Land)’를서술한권2에들어있다.

블룬칠리가직접이든간접이든동아시아개념소통에지대한영향을끼쳤

다는사실에주목하여그의글일부를 <자료정선>의 형식으로소개하고자

한다. 그의저술범위는방대하다. 그가운데동아시아개념세계에서울림이

컸던‘민족’과‘국민’의의미론을우선대상으로선정하였다. 여기에소개하

는글은가토가저본으로삼았던 Allgemeines Staatsrecht (4. Auflage, 1. Band,

München, 1868), 제2권가운데문제의내용을담고있는 2~4장이다. 일본어

번역본, イ·カ·ブルンチュリ, 加藤弘之譯, 『國法汎論』上帙 第 2~10冊

(1876~79, 文部省藏版)의해당내용도함께우리말로옮겨소개한다. 여기에

서가토가처음에독일어 Volk를國民으로, 그리고 Nation을民種으로번역

했다는점에주목할만하다. 따라서‘민종’이‘민족’으로바뀌어량치차오에

게, 그리고다시『대한매일신보』에전이되는과정은또다른연구의대상이

될것이다. 량치차오가쓴「政治學大家伯倫知理之學說」은블룬칠리의다른

번역 텍스트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블룬칠리는 1874년에『일반국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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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어 텍스트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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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요한카스파블룬칠리,『일반국법』

제2권 국민(Volk)과 국토(Land)

제2장2: 민족(Nation)과국민(Volk)

제멋 로 함께 모 거나 모집된 다수의 인간이 민족을 형성하지는 않는다.

또한몇몇개인이합의한다고하나의국민, 하나의국가가일어나지도않는다.

더구나 가족들의 결합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민족도, 하나의 국민도 이룰

수 없다. “여러 무리의 가족이 연 하거나 혼인 관계를 통해 굳게 결속할 때

국민 통합이 이루어진다.”라고 썼던 슐라이어마허(Schleiermacher)의 은
2)

두 가지 관련성에서 역사적 사실과 어긋난다. 로마의 세습귀족들은 혼인 관

계를 통해 서로 결합했으며, 평민들 또한 그러했다. 그러나 귀족이든 평민이

든그자체만으로로마국민이될수없었다. 그리고그들모두그보다더옛

날에는혼인관계를통해서로연 하지도않았으며, 로마국민이그들의연

맹에서 생겨나지도 않았다. 게르만 국민들은 신분에 따라 결속했는데, 개개

신분은 본성적으로 같은 신분끼리 혼인 공동체를 허용했다. 근래에 이르러

마침내 여러 다양한 민족들 사이에서 흔하게 혼인 공동체와 가족들의 유

관계가생겨나지만, 그로부터하나의새로운민족이태어나지않는다. 

하나의 민족은 재래의 인종들 또는 옛날의 민족 내부에서 새로운 분열

이있을때비로소발생하는데, 그자체로하나의고유한의미를획득하거나

다른 인종 또는 민족에서 유래한 이질의 구성요소와 섞이면서 하나의 새로

운 형상을 띠게 되는 한 무리가 나뉘어 갈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민

족 형성 과정에서 정신이 무엇보다도 커다란 향을 끼친다. 옛 동방에서,

그리고 또한 더러 중세시 에도, 종교의 정신이 때때로 같은 신앙의 무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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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thik, §267.  



사정과마찬가지로국민의발전과정에서도또한한결같이그생애의중간

시기에정신과힘이최고조에이른다. 다만개인들의시기는몇십년으로

나뉘지만, 국민들의시기는몇세기단위로구분되어야한다. 그렇지만국민

은불멸의존재가될수는없을것이다.

<주해> 

1. 유기적본성을지닌국민의의미와독일법제도의형성에끼친그연령대

의영향을다시금분명히강조한것은사비니(Savigny)의공적이다. 

2. 나는 이전에 프랑스 언어관습에 따라 자연 국민(Naturvolk)을“Volk”

(peuple)로, 그리고국가국민(Statsvolk)을“Nation”이라고불렀다. 그러나 nasci

에서유래한 natio가탄과종족을, 그리고 Volk(populus, πóλιç)가도시와국가

를지시한다는점에서, 어원학은뒤바뀐언어관습을입증하며, 독일어언어감

각은이의미를따른다. 그러므로중세시대독일인들은하나의민족이면서하

나의국민이었다. 그러다가그들은지난몇세기동안하나의민족이었지만하

나의국민이될수는없었다. 그리고오늘날그들은다시하나의국민이되기에

충분한근거를지니게되었다. 스위스인들은다양한민족성으로구성되었지만

하나의국민이다.

제3장: 민족의권리

문명이진보한덕택에비로소우리는민족의권리를말하며거기에주목

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한다. 민족들이란 인류의 부분이며 거대한 세계사적

발전과정의산물이기때문에, 그존립기반또한주목받고보호되어야한다.

항상인간존재가곧우선적이며자연적인기본권리이다. 그렇지만그어떠

한인간존재가민족적공동정신의존재보다도더나은본성의권리를지닐

수있겠는가?그것은또한개인적존재의기틀이면서인류발전의기본조건

이다. 그러나이렇게처음에는단순히윤리적이었던계명을적절히법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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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자들로부터구분하면서하나의새로운민족으로결속했다. 그렇지만언

어의정신이보다강력하고철저하게민족들을분리하거나결속한다. 언어

공동체는가장확실한민족공동체의징표이다. 그것은정신문화의통일을

의미한다. 관습과 법률 공동체는 그 다음 차례로 접속한다. 그러나 민족은

개인들과가족들위에우뚝솟으면서그모두를결속하는통일체로차츰차

츰성숙할따름이다. 그런다음에민족의외형, 태도, 복장, 주택등등셀수

없이많은작은특징들가운데유별난본성이뚜렷이드러나는데, 그것들은

쉽게인지할수있지만묘사하기는힘들다. 민족이수많은세대를거치면서

내내그고유성을퍼뜨린다음에야비로소장점과단점을지닌민족적품성

이정신과성격그리고신체적특성가운데나타난다. 

민족은 하나의 문화개념이다. 그러나 국민은 하나의 국법개념이다. 국가

안에서, 그리고국가를통할때비로소민족은국민이된다. 국가공동체가

민족통합을이룬다. 

또한본래의의미대로국민이되려면─민족과국민이라는표현은항상서

로구별되지는않는다─지속적인공동존재와공동생활이필요하며, 그럼

으로써국민은진정한통일체를이룬다. 그럴때특정한국민정신과국민성

격이자라나는데, 이는개개인의정신이나성격과는달리국민공동체의큰

무리가운데서번성한다. 따라서하나의민족적품성이있듯이, 하나의국민

품성도있으며, 이두가지가항상일치하는것은아니다. 

민족은법률상의미보다는선천적인의미에서그정신의통일성을언어로

표현하기때문에하나의인격체로불릴수있다. 그러나그공동체는어떠한

법제도로확정되지않는다. 민족은국법상의인격체가될수없다. 이와달리

국민은국가속에서온전한신체를갖추게되면서법률상의인격체가된다. 

국민들은따라서유기적인존재이다. 그것들은그러므로모든유기적생

명의 자연법칙 아래에서 존속한다. 개인들의 생애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발전사에서도 연령 시기가 구별된다. 한 국민의 선천적인 기력과 소질, 그

표상과욕구는노년기에이르러다르듯유년기에도다르다. 개개인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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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해도받지않아야한다. 그반대로어느개화민족의언어가외래어에

밀려학교와교회에서내쫓긴다면, 그것은그민족에게대단히부당한일로

각인될것이다.

2. 민족은나아가민족적관습을실행할권리를지닌다. 그렇지만그관습

이보다상위의인간도덕률에어긋나지않거나국가의제반권리를손상하

지않는다는범위에서그러하다. 인도를통치하는영국인은정당하게도그

곳의부인들이남편의장례식에서제물로희생되는일을더이상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나무해한민중유희를금지하는일은그정당성을밝힐수없는

국가의월권이다. 

3. 고유한법률제도의영역에서단순히민족이라는사실만으로국가적인

승인과보호를받을만한정당성의근거는희박하다. 왜냐하면거기에서국

가의통일과조화라는한부분이, 그리고또한국가적인문화국민의이해관

심이라는부분이자연스럽게보다큰영향력을행사하기때문이다. 전체인

구를감싸면서개개국민의권리를개량하거나폐지하는입법은선진국가

의요구사항이다. 로마인이로마법을제국전역에적용하려고애썼다는사

실에 분노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방약무인의 무절제는 비난받을 만하다.

1773년영국의회가벵골에서영국식재판절차와법률형식을아직미숙했

던인도인들에게강요하려고했을때, 그렇듯아주비열한실책가운데하나

의일이벌어졌다. 비슷한시기에독일국가들에서도관습적인성문법으로

부터고유한황무지를소규모민중소유필지로유지하는문제를둘러싸고

사람들이너무소심하게대처하는일이있었는데, 외래의보통법을넓은범

위로민족전체에적용하면서뻔뻔스럽고단호한태도를보이기도했다. 

따라서 계속 권리를 신장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이 민족보다 상위에

서고, 민족적 다양성이 법률의 통일성과 법 집행에 양보해야만 하며, 국가

시민들의권리평등이민족적관례의다양성보다도우선권을지닌다. 로마

인들에게는예속민족들을법률상로마인들로삼는일이그들의언어를라틴

어로통일하는일보다훨씬쉬웠다. 그리고우리는프랑스인들이그들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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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표현하는일은점차적으로이루어질따름이다. 민족성원리의주요

의미는국법에있기보다는우선적으로정치의문제이다.  

민족의권리요강으로서다음과같은사항을제시하고자하는데, 그것은

민족의구성원들이받아들이기에충분할것이다. 

1. 민족언어를사용할권리.

언어는모든민족이지닌가장고유한재산이며, 모든민족의특징은언어

속에서 선명히 나타난다. 언어는 민족의 구성원들을 하나의 문화공동체로

묶어주기에가장효과적인끈이다. 

따라서국가는민족의언어뿐만아니라그육성과문예도금지할수없다.

그반대로언어문화가자유롭게통하도록허용하면서, 보편적인교육의관

심이손상되지않을정도로그일을호의적으로후원하는것이국가의의무

이다.3)로마인들이속주들의토착어를억압했던일은끔찍한국가폭력의남

용이었으며, 그리고독일수도회영역에서죽음의형벌로위협하는가운데

벤트족의민중언어를금지했던사례는위법의야만행위였다. 

그러나 국가관련 사안에서 여타의 민중언어들을 모두 배제한 채 특별히

선호하는하나의국가언어를둘수없다는주장은이러한원리에서비롯한

것은아니다. 전체국민의이해관심이언어의통일을요구할수있기때문에,

단순한민족적삶보다는국가적삶이그만큼더중요하다. 그래서영국의회

에서는아일랜드어나켈트어를제치고오직영어만쓰이며, 프랑스중앙관

청에서는프랑스어이외에독일어나켈트어가통하지않는다. 그러나스위

스는함께연맹을이루는여러민족성을보다세심하게배려하여독일어와

프랑스어를국가언어로결합하고, 필요하다면이탈리아어도존중했다.

그리고또한학교가보다우수한문화언어를장려하고미개민족의어린이

들이세련된문예의성과와유산을함께나눌수있도록애쓰는국가는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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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esterreich, Staatsverfassung v. 1849, §. 5: “모든종족들은동등한권리(?)를지니며, 개개

종족은그들의민족성과언어를보호하고육성할불가침의권리를갖는다.”



몇가지권리규정을예시해보자. 

a) 모든 민족이 국민으로 구성될 자격을 지니지는 않는다.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민족은 국민이 될 수 없다. 모든

민족이본성적으로국가의국민이되는것은아니다. 고유한국가관념을결

핍하고있는민족이있는가하면, 그관념을자율적으로 실행할능력을지니

지 못한 민족도 있다. 능력이 없으면 권리도 없다. 따라서 그러한 민족은 보

다 뛰어나며 강력한 국민의 지도나 훈육에 순응하도록 신과 역사로부터 지

시받는다.

b) 고유한국가관념과또한그것을실행할만한힘과욕구를지닌민족은

하나의민족적국가를세울자격을지닌다. 그민족은이렇게애쓰는가운데

역사적 법질서를 존중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데, 그것이 민족의 자연스러운

발전을부당하게방해하지않는범위에서그러하다. 

c) 민족적 국가의 수립은 결코 모든 민족적 요소를 하나의 국가 전체로 통

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에게 꼭 들어맞는 국가상을 확고하면서도 충분

하게드러낼정도로민족적요인들이함께강력하게작용할것을요구한다.

d) 이미국민이되었거나이제막국민이되려고하는민족은분산된가지

들의 몸통이 되려는 필요성에서 그들을 정당하게 끌어당길 수 있다. 그러나

그 한 부분의 구성원들이 다른 국가 구조물 가운데서 이미 만족하게 지내고

있다면, 그민족은그들의존재가아쉬울수있더라도억지로그들을거기로

부터분리해낼만한권리를지닐수없다.

e) 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 건설은 단일 민족성에 한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민족적요인들을공통의인간질서로결합한다.

f) 여러 민족성이 뭉쳐 한국가를 세우면서 함께 한국민을 이룬다면, 정치

적권리들은민족성에따라분배될수없으며, 민족성을구별하지않고지켜

야할것은정치적공동체와평등한권리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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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레옹법전을독일어권알자스와옛갈리아어권브르타뉴에적용한다는점

에 동의한다. 국의 입법이 아일랜드인과 웨일스인의 법질서를 세우더라도

우리는 비난하지 않는다. 그러나, 로마인들이 아직 미숙한 독일인들을 로마

식 법 집행에 예속시키려고 하자 독일인들이 적으로 자유를 향한 투쟁

을 일으키게 되었으며, 모든 민족이 그들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자신의 선천적인(즉, 민족적인) 권리를 보호해야만 한다는 점이 수세

기 동안 권리를 확신하는 독일인들의 원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

하고 있다. 옛 로마식 원칙이 일방적으로 관철되었다면, 민족적 권리를 지닌

모든민족적자유는파멸하고 말았을것이며, 옛독일방식이완고하게 유지

되었다면, 더 발전했던 국가문화와 법률문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로마인

들과 게르만족이 서로 적 적으로 치했으며 두 가지 원칙 가운데 어느 것

도 독점적인 지배체제를 이룰 수 없었던 덕택에 민족들은 다행히도 자유를

누리며문명은더진보할수있었다. 

4. 국가 폭력이 한 민족의 도덕적이며 정신적인 존재를 침해한다면, 그 구

성원들은 거기에 맞서 완강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족성을 방어

하는 것보다 더 정당하게 폭정에 저항할 만한 근거는 없을 것이다.4) 그때 합

법성은손상될수있겠지만, 권리는훼손되지않게된다.

5. 민족과 국민 사이에 자연적인 상호 작용이 존재한다. 정치적 소양을 갖

춘민족이국민으로될때그본성이만개할수있으며, 이와달리여러민족

적요소로구성된국민은특수한민족이되려고애쓴다. 정치는이러한변화

를 주목하면서 후원하거나 방해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역시 이 점에서도 심

각한권리의문제가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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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iebuhr(Preussens Recht gegen den Sächsischen Hof ):“민족성의공동체는하나의종족에

서나온여러국민들을통합하거나분리하는국가의지위보다더고귀하다. 문법, 언어, 풍

속, 전통, 그리고 문학을 통해 여러 국민들은 낯선 종족과 구별 짓기 위해, 그리고 본래의

종족과 치하면서 외국과 결속하는 분리주의를 비열하게 만들기 위해 형제관계를 수립

한다.” 5)  Eötvös, 1865, Die Nationalitätsfrage, Wien.



반드시 국민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성격에 맞지도 않으며, 그

고유성을 유념하지 않거나, 그 정신과 성향에 적합하지 않는 헌법은 부자연

스럽고 쓸모없는 신체이다. 외부의 폭력이 어느 민족에게 그러한 헌법을 강

요하거나, 우리가 이미 거 한 정치적 열광의 시기에 보았듯이 잘못 이끌리

고 병든 국민이 그것을 선택한다면, 그러한 폭력이 누그러지거나 국민이 냉

정을 되찾자마자 곧 그 헌법은 소멸되곤 한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국가 유

기체가 입은 결함은 국민의 몰락을 낳을 수도 있거나 오랜 시간 그 완전한

건강상태를방해할정도로커다란것이다.

국가국민이 되기에 적합한 모든 위 한 민족은 고유한 정치적 삶의 견해

와 더불어 특별한 국가적 임무를 지닌다. 국민은 그 본질의 특징을 국가에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사명을 완수한다. 이것이 곧 국민적인 헌법을 요구하

는 국민의 선천적 권리이다. 여러 국민들의 이질성은 그렇게 여러 민족들의

이질성에 상응하며, 국가 형태의 다양성은 신이 민족들의 본성에 배치한 다

양성을입증한다. 

그러나 국민의 고유성은 결코 국가 속에서 틀림없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여러 국면의 발전과정을 겪는데, 그 국민이 본래 그

로머물러있더라도그욕구와의견은당면한생애시기에 따라변한다. 민족

적이며국민적인국가는이러한발전과정에서국민과동반하면서그유기체

안에서 비슷하게 일어나는 변화와 개혁을 겪는데, 그렇다고 그 국가가 완전

히 다르게 되지는 않는다. 로마 국가의 겉모습은 그 역사의 여러 시기마다

매우 다양했지만, 그럼에도 그 모습에 드러난 민족적이며 로마다운 성격은

늘 분명히 한결 같았다. 왕정, 공화정, 그리고 제정의 국가 형태는 로마 국민

의 여러 연령 에 상응하지만, 그 모든 시기에 특별한 로마 상은 뚜렷이 드

러난다. 국국민의발전단계가 16세기와 18세기로구분되듯이, 튜더시

국왕조는하노버가문의 국왕조와구별된다. 시 에맞도록헌법을개

정하는일은국민의선천적권리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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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이 채 갖춰지지 않은 사정 때문에 인간의 법정이 아니라 세계사 가

운데 훤히 드러난 신의 법정이 물론 그러한 능력과 자격을 결정한다. 다만

국민이 체로 고난과 실천을 통해 위 한 투쟁을 벌이는 가운데 그 정당성

을지켜낸다.  

제4장: 헌법의국민성

단순한 자연국민(민족)보다도 국가국민이 국가 안에서 더 높은 자격을 지

닌다. 국가체제안에서거주하는존재는활동적인총체적인격이다. 

국가국민이반드시오직하나의자연국민으로이루어져야하는것은아니

다. 오히려 다양한 민족적 요소들을 포함한 국민이 더 유리하다. 하나의 국

민 안에 두 가지 또는 여러 민족성이 통합되면, 그것은 그러한 민족성의 결

함들을보완하면서 그장점들을키우는데기여한다. 이러한혼합은또한국

가의사명이단순히국민에적합하기보다는인간적이어야한다는의식을생

생하게유지하도록돕는다. 

이와 달리 국가국민이 본질적으로 하나의 특정한 주요 민족에 기댈 수 있

으며, 독일인이 프랑스와 러시아에서, 슬라브족이 프로이센에서, 유 인이

독일에서, 그리고 프랑스인이 북아메리카에서 그랬듯 여타의 국민 요소들은

다만수적으로부수적인관계에선다면, 그점은당연히국가의통합에매우

유리하다. 국가국민의 통합이 권력과 비중을 두고서 서로 겨루는 여러 민족

들로 이루어진다면, 그 통합을 기초하고 유지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 

국은먼저작센인과노르만인을, 그다음에는잉 랜드인과스코틀랜드인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 전부와 아일랜드인을 통합함으로써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곤경에 굴복한 오스트리아는 아직도 극복

하지못한위험에빠져있다.

국가가 국민의 몸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면, 그 기관들과 법규

들은 국민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요컨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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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가? 그것은 단지 우리의 도시들에 외래 감독관이 앉아 있지 않으며 외국

군 가 우리 국토를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우리의 정신

적 본성을 외부세력에 매이지 않은 채 완전하게 할 수 있으며, 우리 스스로 그

러한능력을지니고있다는점이훨씬중요하지않은가?”

번역: 박근갑

4.가토 히로유키,『國法汎論』

第2款

제2 民種(Nation)과 國民(Volk)

많은 民衆들이 자유롭게 集合∙混同하지만 하나의 民種이 되지는 못한다.

○또 衆多의 各人이 상호 合同하더라도 아직 國民이라 칭할 수 없으며, 國家

라고도칭할수없다. 

아울러 같은 戚族이 서로 集合하고 함께 和同一致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아직 民種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國民을 창출하지도 못한다. 그런데

Schleiermacher(獨乙, 1768~1834)는 그의 저서 Ethik(道義學의 書)에서“같은

戚族끼리 合同하고 通婚하면서 다른 民衆과는 서로 혼인하는 일이 없다면

마침내 그 戚族은 하나의 國民이 될 것이다”라는 문장을 남겼는데, 고금의

역사를 참고해 보면 이 주장이 틀린 두 가지 이유가 있다. ○羅馬 Patoricier

(羅馬의고귀한戚族)들은동족끼리만혼인을했고 Plebejer(羅馬의下等 戚族)

들도 마찬가지로 동족끼리만 혼인을 하 다. ○하지만 이들 두 戚族이 각각

國民이 되지는 않았고, 또 훨씬 앞 시 에 이들 두 戚族은 서로 혼인하는 일

이없었음에도이미 合同하여 羅馬 國民이되었다. ○日耳曼 國民은각 門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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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성에 어울리는 국가 형태는 언제나 국가 안에서 생존하는 국민의 특성과

발전주기에상응한다.

<주석>

1. 키케로(Cicero)의『국가론』II권 21항에서 카토(Cato)의 말:“한 시 도 한

인간도국가를형성하지못한다.”

2. 프로이센 프리드리히 왕(『반 마키아벨리즘』12):“개인들의 성격은 다

양하며, 자연은 국가의 성격에(성질에) 꼭 같은 다양성을 부여한다. 나는 한 국

가의 성격을 그 위치와 확장, 그 국민들의 수와 고유한 정신, 그 상거래, 관습,

법률, 능력, 결점, 부, 자원으로이해한다.”

3. 『지배자에 관하여』(1796):“모든 민족을 위해 만들어진 헌법은 전혀 소용

없다. 그것은공허한추상물, 즉오로지관념적조건에서정신을훈련하는것에

만 적합한 학파의 창작품이며, 자기 자신만이 존재하는 상상적 공간에 있는 순

수인간을위해제한적으로적용된다.”

4. 『나폴레옹이 스위스인들에게 보낸 편지』(1803):“오랜 기간 있었던 한 국

민의 사건들, 사고들, 노력들, 시도들의 결과물이 아닌 정부의 형태는 결코 그

뿌리를파악할수없다.”

5. 시스몽디, 『자유 국민의 헌법에 관한 연구:“헌법은 법률보다 적잖이 한

민족의 관습, 성향, 기억, 그리고 그 표상방식의 욕구에 기인한다. 한 국민의 고

유한 정신과 특수한 역사를 무시한 채 원리라는 이름으로 잘못 존경받는 몇몇

일반원리에따라하나의새로운헌법을그국민에게부여하려한다면, 이는곧

지극히 피상적이면서 잘못된 정신이 명백하게 드러난 징표이다. 수준 높은 여

러 헌법이 등장했으며, 그 가운데 여러 헌법이 단순히 전용되었던 지난 50년은

그창시자의기 나그것을수용했던사람들의희망에부응하지않았다는점을

보여주는증거가될것이다.”

6. L. 랑케(Zeitschr. I, 91):“모든 국민이 각자 고유한 정치를 지닌다는 것이

우리의 이론이다.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모든 심성이 관통하는 민족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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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은 많은 民衆이 함께 하나의 國家를 이룸으로써 탄생한다. ○民種은 國家

의 성립에 의해 비로소 國民이 되는 것이다. ○즉 國家社會의 성립에 의해

비로소國民의合同이생겨나는것이다.

國民도일정기간同居하지않으면결코진정한合同物이될수없다. ○國

民은 일정 기간 同居하고 서로 生養함으로써 마침내 일종의 性情∙風俗이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性情, 風俗은 各人의 性情∙風俗과는 전혀 달리 특히

國民 衆多의 結合에서점차생겨나는 것이다. ○따라서앞서언급한소위 一

人種과같은 民種처럼 一 人種과같은 國民이비로소탄생하는것이다. 이때

一 人種과 같은 民種과 一 人種의 國民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各

民種은동일한 言語로合同을나타내는것이므로자연적으로형성된 活人이

라고 칭할 수는 있지만, 法制 상의 活人이라고 칭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民種社會는결코 法制사회가아니다. ○즉民種은결코 國法 상의 活人이아

니다. ○그러나 國民은 전적으로 國家의 힘에 의하여 비로소 하나의 형태를

갖추게되고또國法 상의活人이되는것이다.

國民 또한 活機體이므로 그 생존에서 항상 天�에 순응함은 마치 세상만

물이 活體임과다를바없다. ○따라서 國民의 興亡盛衰에자연적시간의등

급이 있음은 마치 각 개인의 탄생, 성장, 쇠락에 자연적 시간의 등급이 있음

과마찬가지이다. ○國民이처음에부흥했을때의氣力, 意見, 요구는마침내

그것이 점차 衰頹하려 할 때의 氣力, 意見, 요구와 전혀 다르다. ○國民의 精

力, 權勢가 보통 최고의 시기에 있을 때 최고의 點度에 오르는 것은, 마치 각

개인의 精力, 氣勢가 중등의 연령에 있을 때 최고의 點度에 도달하는 것과

같다. ○단, 國民이 생존하는 시기는 개 수백 년에 이르지만 각 개인의 생

명은 겨우 수십 년을 넘지 않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國民이라 해도 결코

永世不死의慶福을얻을수는없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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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ände)로 나뉘어 오로지 같은 門地끼리만 혼인을 하 다. ○근래에는 通婚

을 하고 異民種이라도 굳이 피하는 일은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新民種이 생

겨나지는않았다.

무릇 民種의 기원은 원래 하나의 人種 혹은 거 民種의 일부분이 나머지

부분에서 분리했거나, 또는 다른 人種 혹은 다른 民種의 일부분이 서로 混同

하여 마침내 일종의 性情∙風俗이 만들어짐으로써 발생하 다. ○단, 民種

의 起立을촉진시키는것은특히 精神∙情意에관한것, 즉 敎道, 言語, 風習,

法律 등이다.6)

옛 동방 지역에서 종교[神道]의 차이로 新民種이 생겨난 것은 같은 종교를

받드는무리들이 단결하여 異敎徒들과분리하 기 때문이고, 中古 시 에도

간혹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단 言語의 차이로 民種이 서로 �合하는

것은종교의차이에의한것보다훨씬심각했다. ○무릇 言語의동일함은아

마 民種의 合同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徵候이다. ○이는 精神 상의 開化가

동일함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 다음으로 民種의 合同을 촉진시키

는것은 風習과 法律의동일함이다. ○그러나 民種의 合同은매우서서히이

루어지는데 처음에는 衆多의 個人을 合하고 점차 여러 戚族의 協同으로 나

아간다. 마침내 많은 人衆의 合同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반드시 어느 정도의

세월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民種은 점차 面貌와

體勢를갖추고, 또복식, 주거, 그밖의사소한것까지모든體裁를갖추게된

다. 여기서그러한온갖사소한것들을전부나열하기란어렵지만잠시생각

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風習과 體裁를 갖춘 民種은 후

로 繼承하면서 수백 년이 지나 비로소 一 人種과 같은 民種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이같은民種은性情∙體質에있어고유한長短점과愚�이있다.

民種은 많은 民衆이 함께 同一 취향의 開化를 얻음으로써 탄생한다.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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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Wend 民種(獨乙에 거주하는 슬라브 民種을 말함)의 언어를 금지시키고 이

언어를사용하면사형에처하는법을만든사례는매우폭력적인조치 다.

다만 이러한 사정 때문에 가령 일반 國事에 관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내

여러 民種 가운데 한 民種의 언어를 國語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반드시모든民種의언어를사용해야한다고하는이치는있을수없는일이

다. ○개별民種의사소한일이아니라일반에관계되는사건은全 國民에게

해당되는 일이므로 반드시 동일 言語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국의 巴力門에서는 당연히 英語를 사용하고 阿爾蘭語 또는

gälisch(蘇格蘭 언어)를 쓰지 않으며, 또 佛의 중앙정부에서는 오로지 佛語만

을 사용하고 獨乙語 혹은 keltisch(켈트民種語)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직 瑞士國는 국내 民種의 편리함을 도모하여 佛, 獨의 양 언어를 겸용하고

또以大利語도병용한다.

다만 국가가 학교에서 최상등 民種의 언어 학습을 장려하고, 또 開明하지

못한 民種의 자녀를 勸導하여 상등 民種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고등 文學을

연구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이미 開明한 民種의 자녀

에게만일학교혹은교회에서고유언어를버리고다른타언어만을학습시

킨다면이는부당한일이다.

[第2] 그리고 각 民種은 고유 風俗에 따라 행동할 權利를 갖는다. 다만 그

風俗이 �理를 거스르거나 國法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 ○印度에

는 과거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뒤를 따르는 惡風이 있었는데 英國이 印度를

藩屬으로삼고이를엄금한것은나라로서온당한 조치라할만하다. 그렇지

만 종래에 民俗에 존재하던 遊戱 등에서 國家에 방해되지 않는 것조차 모조

리금지시키는일이있다면이는결코온당한일이라할수없다.

[第3] 法制 시행의 主旨는 각 民種 고유한 法의 保護, 維持가 아니다. 왜냐

하면 진정한 法制의 설정은 國家의 一致合同과 전 國民의 �益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전체 人民을 위한 것이 목적이기에 開明, 進步한

각국이民種 고유의법을개정하거나폐지하는것은어쩔수없는일이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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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款 民種의 權利(Rechte)

우리가 여기서 民種의 권리를 논하면서 民種의 權利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연유를주장할수있는것은바야흐로 文明開化의 進步 덕분이다. ○民

種은 人類의 한 部分이요 실로 世代의 變遷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므로 가벼

이여길수있는것이아니며, 반드시이를잘保護하지않으면안된다. ○무

릇 사람의 權利 중 가장 첫 번째 지위를 차지하며 자연적으로 생긴 것은 바

로 存在의 權利(사람의 體軀 및 精神이 存在할 수 있는 권리임)이다. ○그렇지

만 存在의 權利 중 각 民種이 協同精神을 具有할 權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가. ○분명 이 權利는 각 個人의 存在의 礎石이 되고 또 人類 開明,

進步의근본이될것이다.

다만지금은이권리가 條理 상으로만존재할뿐이지만반드시진정한 權

利가 될 때가 올 것이다. ○民種의 權利를 중시하여 보호하는 것은 오늘날

政治(Politik) 역에만 있을 뿐 國法에 관련된 바는 없다. 그러나 다음 여러

조항은 현재 民種 權利의 原則으로 認定해야 하며, 같은 民種의 구성원이기

에마땅히요구할수있는것이다.

[第1] 각民種은자신의言語를사용할權利가있다. 무릇言語는각民種에

게 고유한 소유물이다. 각 民種 고유의 性情∙風習을 표현하는 것은 오로지

언어이다. 또 동일 民種 구성원 간의 교제가 가장 깊어지는 것도 言語에 의

해서이다.

그러므로 國家가 각 民種이 고유한 言語를 사용하거나 육성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시키거나 그들의 文學 연구를 금지시킬 권한은 없다. ○덧붙여서

國家는 각 民種이 자신의 언어를 修成하는 데 종사할 自由權을 보장하고, 또

修成方法 一般의 開明에 장해가 없도록 장려하는 것을 기꺼이 국가의 의무

로삼아야한다. ○고 羅馬정부가 屬國의 言語를억압한것은참으로가혹

한 처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獨乙의 Orden 즉, 수도회(십자군이

일어남에 따라 병자 등을 구조 간호한다는 主旨에서 맺은 大義會임)의 管領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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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인 開明, 進步를 저해하게 됨은 필연적이다. ○羅馬人과 日耳曼人이 끝

내 적 하여 싸우느라 자신들의 主旨를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民種

의 자유권도 훼손되지 않았으며 국가의 도리인 開明, 進步를 저해하지 않게

된것은다행한일이라말할수있다. 

[第4] 어느 民種이 만일 �魂, 心思와 관련된 일을 정부로부터 폭압당한다

면 이에 저항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릇 정부의 폭정에 저항함

에있어民種의권리를防護하기위한저항이상으로정당한것은없다. ○다

만 民種이 이러한 저항을 한다면 어김없이 恭順하지 않다는 汚名은 피할 수

없음은당연하겠지만이로인해權利의훼손은막을수있다.

[第5] 民種과 國民은자연히 상호관계가생겨났다. ○국가를 이루는데참

을수있는民種은國民이되어비로소그性의本分을다할수있고, 또여러

民種으로 성립된 國民은 서로 分離하려고 애쓰는 일도 있다. ○그리하여 정

치가는 이 변화에 주목하고 이를 鼓舞하거나 차단하려 한다. ○그러나 法理

에근거하여變化의옳고그름을변별하고판단하는것이필요하다.

나는法理에 하여다음과같이주장하고자하는바이다.

(1) 각 民種이 반드시 國家를 이루어 國民이 될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만일 民種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智德을 겸비하지 못한다면 國民이 될

권한은 없다. ○따라서 각 民種이 당연히 國民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諸 民種 중에스스로국가를이룰才智를갖추지못한

民種이있으며또스스로국가를건설할氣力을갖지못한民種이있기에그

러하다. ○무릇 국가를 이룰 수 없는 民種은 이를 이룰 權利도 갖지 못한다.

○이 때문에 知德이 얕고 미력한 民種은 才智와 氣力이 우수한 國民의 보호

와 嚮導를 받아야 함은 天神이 명하는 바이며 고금의 事蹟에 명료하게 기록

된사실이다.

(2) 스스로 국가를 이룰 才智를 갖추고 또 국가를 건설할 氣力을 가졌고

나아가 정말로 建國 사업을 긴급하게 여기는 民種만이 스스로 국가를 건설

할 권리를 갖는다. 그렇지만 건설에 있어 종래 세습하는 諸 法制 중 前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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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고 羅馬國이 모든 版圖에 걸쳐 羅馬法을 시행하려 한 시도

는 틀렸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방법이 매우 지나쳤고 적절함을 잃은

것은 옳지 않다. ○ 국의 巴力門에서 印度人이 英國 법률에 익숙하지 않음

은아랑곳않고 1773년 (安永 2년) 孟加刺(Bengalen)에서본국법률과재판법

을 시행하여 억지로 이를 준수하게 한 것은 전횡적인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같은시기에 獨乙은각지역의인민을위하여다수의복잡

한 慣用法을 護持, 保存하고, 또 全國을 위하여 異邦 法律(羅馬법률)을 시행

하 다. 결국 慣用法의 保存은 지나치게 신중하 고 異邦法�의 시행은 과

감하지못하여양쪽모두좋은결과를얻을수없었다.

그러므로 법률 개정의 主旨는 전 국민을 위하는 것이고 개별 民種을 위한

것이아니다. 法制 및 裁判은 全國적인통일이요구되므로각 民種의차이를

인정할 수 없다. 분명 國人은 동일한 法律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民種의 習慣에 구애되어서는 안 된다. ○고 羅馬國이 藩屬 民種에게 羅

馬 법률을 준수토록 한 것은 羅馬 언어를 사용하게 한 것보다 훨씬 쉬운 일

이었다. ○또근세 佛國이원래 獨乙의 토 Elsa�와옛 Gallien民種이 거주

하던 Bretagne에 Code Napoleon(那破倫이 선정한 법률)을 시행했는데 이 역

시 잘못한 일이 아니다. ○또 英國이 본토 법률을 阿爾蘭 및 威勤士(Walliser)

에 시행한 일도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 고 羅馬가 당시 미개한 日耳曼人

을 羅馬 법률에 복종시키려고 함으로써 결국 日耳曼人의 �叛을 초래했고,

이들 인민이 속박을 벗어나기 위한 전쟁을 일으키게 하 다. 이는 日耳曼人

이羅馬 法意에 하여자신들이古來 수백년간인정해온法意와는모순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또 日耳曼은 일찍이 民種의 법률을 각 民種에게

맡기고 民種이 태생적으로 가진(즉 民種고유의) 법률을 사용하고 보호하는

것이 法意의 도리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므로 만약 고 羅

馬의 法意만을옳다고여기고전 版圖의법률을통일하려했다면결국각 民

種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기에 이르 을 것이다. 또 만약 완고하게 옛 日耳

曼의 法意만을 옳다고 여겨 民種의 법률을 보존하고자 했다면 결국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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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증 시키는이로움이있다. ○국가의주안점이단지民種民族의치안이

아니라人類의치안에있다는이치도이로부터명백하게되는이점이있다. 

다만 여러 民種이 합동하여 國民이 된 나라에서 그 가운데 하나의 民種이

중요한 위치로 나머지여러 民種의상위에위치하고, 나머지여러 民種이하

등의 위치에 있는 것이 國家의 一致協同을 위하여 매우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佛國와 峨羅斯에 거주하는 獨乙民種, 普魯士에 거주하는 斯�卨

(slavischen)民種, 獨乙에 거주하는 猶太民種, 北亞米利加에 거주하는 佛民種

은 下等 지위의 民種이다.7) ○그렇지만 만약 국내 여러 民種이 權力과 위세

를내세워항상서로경쟁한다면國家의一致協同을維持保存하기란매우어

려운 일이다. ○英國에서는 처음에는 薩克素(Sachsen)인과 �曼(Normannen)

인을, 그 다음에는 英倫(Engländer)인과 蘇格蘭(Schotten)인을, 그리고 마지막

으로 英蘇를 통합하여 阿兩蘭인과 서로 필적하고 경쟁시킨 일이 있었지만

결국모두 一致協同할수있었다. 따라서 墺地利와같은경우에는 諸 民種의

경쟁이오늘날에도아직멈추지않고있다.

國家는 國民의 體軀가 되어 맡은 바를 다하고, 각국의 制度 憲法은 반드시

각 國民 固有의 性情과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요컨 이는 각국의 國

憲이반드시 國民에게 적합해야함을 말한다. ○國民 性情에맞지않고 習俗

에맞지않으며精神과情意에맞지않는國憲은條理에어긋나국가에는전

혀 쓸모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만약 외국에게 핍박당하여 외국의 意

를 떠받들어 國憲을 制定하거나, 과거 각국의 戰國時代의 혼란처럼 國民의

心神이 혼란스러워 일단가령 國憲을 制定하는일이 있다면, 결국 외국 권력

이 끝내 쇠퇴하거나 國民의 心神이평상을 회복한다면, 이 國憲의소멸은 필

연적이다. ○다만 國憲의 소멸만으로 그치지 않고 이로 인해 國民이 쇠락하

여건전함을회복하지못하고돌이킬수없는피해를초래하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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進步에해가되지않는것은애써유지보존하지않으면안된다.

(3) 一 民種의 여러 部分이 전부 合同해야만 새로이 국가를 건설할 수 있

다는 것은 잘못이다. 가령 아주 작은 부분이 合同해서 그 民種에 적합하고

확고하며견실한國家를건설할수있다면그것으로충분한것이다.

(4) 이미 國民이 된 民種, 혹은 國民이 되고자 하는 民種이 完備를 요구하

기위해 각처에 흩어진 同種의 民衆들을 召集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다

른 邦國에서 이미 만족하게 사는 同種의 民衆을 굳이 소집하여(즉 소집할 필

요가없음에도) 그나라를떠나합병시키는것은당연한권리라고할수없다.

(5) 最高等 國家는 결코 하나의 民種의 合同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러 民種

이서로협동하여인민사회를이룬것이다.

(6) 여러 民種이 서로 합하여 하나의 國家를 이룬다면 반드시 각 民種이

동등하게 동일한 공권리의 보장을 요구해야 하며 民種에 따라 이를 빼앗을

수는 없다. 단 지금은 �國法이 아직 완전하게 구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民種이國民이될수있는권리를갖느냐마느냐도이를판정하는法院이

아직 없으니 그저 세계 각국의 事蹟과 天神의 법정에 맡길 뿐이다. ○각 國

民은 그저 爭鬪의 어려움을 견디고 고난을 이겨 냄으로써 權利를 보존할 수

있을따름이다.

第4款 國憲이 國民의 本性을 따라야 하는 理

(Volksthümlichkeit der Verfassung)

무릇國家는특히국민의권리를民種의권리보다한층더큰것으로한다.

○국민은 본래 人衆이 서로 合同하여 一體를 이룸으로써 國家精神이 되는

것이다.

國民은 반드시 오직 하나의 民種에서 성립할 필요가 없고, 또 여러 民種이

합쳐져서 하나의 國民이 되는 것 또한 무방하다. ○두 개 혹은 여러 개 民種

이 합쳐져서 하나의 國民이 된다면 오히려 여러 民種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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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토의 해설] 단 제도상 尊卑의 等級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연스런 형세로 그 지

위를달리하는것이다.



國民이 될 거 民種은 반드시 國家에 적응하는 本性을 지니며 국가를 이

룰 특별한 임무를 띤다. ○이러한 民種이 國家를 이루어 그 本性을 國家로

향함으로써 國家 本性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면 비로소 그 임무를 다하 다

고 하겠다. ○이는 각 國民이 반드시 자신의 본성에 적응하는 憲法을 얻을

수있는당연한 權利에의해생겨나기때문이다. ○각 國民이 本性을달리하

는 것은 각 民種의 本性의 바탕이 다르기 때문이다. 각국 政治 體裁가 다른

것은하늘이각民種에게부여한性情이다르기때문이다. 

그러나 國民 本性은 國家에 하여 항상 동일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다.

○國民은 開明 進步에 있어 반드시 여러 번의 시기를 경과하는 것이므로 혹

시 本性이 항상 동일하더라도 요구와 意見이 이 시기가 변천함에 따라 변화

하지않을수없다. ○무릇國民의本性을중시하는나라는능히國民을유도

하여 開明∙進步하게끔 하여 開明∙進步의 정도에 따라 항상 法制의 개혁을

중시한다. 따라서 國民은 本性을 일변시켜 他 國民처럼 되지는 않는다. ○羅

馬는처음왕국을건설하고그다음에공화정치를하 으며나아가帝國이되

었지만이러한세政體는모두國民의開明 進步의정도에따른것이었고, 羅

馬 國民의 本性은 항상 의연히 존속하여 끊임없이 변화하지는 않았다. ○英

國은 16세기와 18세기에 國民 進步의 상황이 매우 달랐기 때문에 Tudor씨

(1485년에서 1603년까지 왕위에 있던 氏族)의 제도와 阿那威(Hannover)씨

(1714년부터 현재까지 왕위에 있는 氏族)의 제도는 서로 다르다. ○이는 시

의 좋고 나쁨에 따라 國民이 國憲을 개혁할 수 있는 권리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논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에서 살아 있는 國民의

本性과 進步의 정도에 따라 설정된 政體制度는 항상 國民에게 적응하는 政

體制度인것이다. 

번역: 홍선 (한림 학교일본학연구소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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