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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나는 파시스트 작가이다.”

“나는 파시스트 작가이다. 독자들은 내가 파시스트임을 인정한 데 대해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파시즘을 둘러싼 혼란스러운 논의에서 적어도 

한 쟁점은 분명해졌기 때문이다.”1) 전후 프랑스의 주도적인 파시스트 지

식인 모리스 바르데슈(Maurice Bardèche, 1907-1998)가 1961년 출

간한 『파시즘이란 무엇인가』의 첫머리에 던진 말이다. 표면상으로 이 

말은, 파시즘이 무엇인지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파시스트임을 인정함으로써 적어도 자신을 둘러싼 논란은 해결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나는 파시스트 작가”라는 바르데슈의 고백 속

에는 이 책의 목적이 함축되어 있다. 사실상 바르데슈는, 한편으로는 이

탈리아의 파시즘과 독일의 나치즘 같은 이른바 고전적(역사적) 파시즘이 

패망한 지 20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도 파시즘의 본질을 둘러싼 논쟁

은 여전히 불식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

으로는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 자신의 진정한 집필 의도임을 드

러내고 있다.2)

1) Maurice Bardèche, Qu’est-ce que le fascisme? (Paris: Les Sept Cou-
leurs, 1961). p. 9.

2)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에 등장한 이탈리아와 독일의 파시즘
은 흔히 고전적, 혹은 역사적 파시즘으로 규정된다. 이하에서 필자는 역사적 
파시즘 대신 고전적 파시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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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데슈는 영국의 오스월드 모슬리(Oswald Mosley, 1896-1980), 이

탈리아의 율리우스 에볼라(Julius Evola, 1898-1974)와 함께 제2차 세

계대전 후 유럽 파시즘 재건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의 『파

시즘이란 무엇인가』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젊은 세대 극우파들 사이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한 역사가는 이 책이 신

세대 극우파들 사이에서 히틀러의 『나의 투쟁』과 같은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했다.3) 무엇보다도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뉴라이트

(Nouvelle Droite)’를 결성하고 이끈 알랭 드 브누아(Alain de Benoist, 

1943-), 민족전선(le Front National)이라는 정당을 만드는 데 앞장선 프

랑수아 뒤프라(François Duprat, 1940-1978) 같은 인물들 모두 바르데

슈에게서 이념적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프랑스 신파시즘과 극우파의 

역사에서 바르데슈의 중요성을 그대로 입증한다. 드 브누아, 뒤프라, 뒤

프라의 때 이른 사망 후 민족전선을 주도했던 장-마리 르펜(Jean-Marie 

Le Pen)은 바르데슈가 고령의 나이로 공적 생활에서 물러난 뒤에도 자주 

바르데슈의 거처를 찾아 대화를 나눈 인물들이었다.4)

그러나 정작 바르데슈가 『파시즘이란 무엇인가』를 통해 그려내는 파시

즘이라는 그림의 실체가 무엇이며 또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역사가들의 해석은 엇갈린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바르데

슈의 목적이 전간기의 고전적 파시즘을 전후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데 있

으며 따라서 바르데슈의 수정주의의 본질은 신(新)파시즘(neofascism) 

이념의 구축이라는 데 동의한다. 예컨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조젭 알가지

(Joseph Algazy)는 “파시즘을 1945년의 패배로 생겨난 조건과 환경에 

적응시키려는 바르데슈의 완강함과 능력으로 그는 프랑스와 유럽 신파시

즘의 가장 위험한 이데올로그가 되었다”고 평가한다.5) 반면 프랑스의 역

사가 기슬렌느 데뷔송(Ghislaine Desbuissons)은 바르데슈가 전간기 파

시즘을 비판하고 전후 환경에 맞게 파시즘을 수정하려는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신파시즘의 이론과 강령을 

3) Joseph Algazy, L’extrême-droite en France 1965 à 1984 (Paris: 
L’Harmattan, 1989), p. 167.

4) François Bergeron, Bardèche (Grez-sur-Loing: Pardès, 2012), p. 78.

5) Joseph Algazy, La tentation néo-fasciste en France 1944-1965 (Paris: 
Fayard, 1984), p.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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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는 데 실패했다고 본다. 데뷔송이 볼 때 바르데슈는 파시즘의 이상, 

파시즘의 유토피아, 혹은 바르데슈의 표현을 빌리면 “파시즘의 꿈”을 문

학적으로 묘사한 작가이지 정치적 실천을 위해 파시즘의 이념을 재구성

한 이론가는 아니었다.6) “바르데슈는 파시즘을 꿈꾸었고 다른 사람들과 

그 꿈을 함께 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다.”7) 그러나 영국의 역

사가 이언 반스(Ian Barns)는 이러한 바르데슈 파시즘의 유토피아적 측

면, 혹은 바르데슈가 파시즘에 부여한 “화려하고 환상적인 비전은 1960

년대, 1970년대, 1980년대에 걸쳐 다른 파시스트들을 위한 풍요로운 사

육장을 제공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그는 바르데슈의 수정주의 파시즘

이 갖는 유토피아적 성격의 의미를 더 천착하기보다는 그의 파시즘을 

“권위주의적 사회주의”로 규정하는 데 그친다.8)

데뷔송의 경우를 예외로 한다면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바르데슈의 수정주

의 파시즘이 프랑스의 신파시스트와 극우파 세력에 미친 영향력이 막대

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정작 그 영향력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도출되는지를 천착하지 않았다. 이 글에서 필자는 

바르데슈가 제시한 수정주의 파시즘 이념이 대단히 추상적일 뿐만 아니

라 유토피아적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바르데슈는 이탈리아와 독일의 고

전적 파시즘뿐만 아니라 전후에 창궐한 신파시즘의 오류를 조목조목 비

판하면서 파시즘의 본질이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있다는 대단히 추

상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동시에 그는 이러한 새로운 인간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제

시하지 않는다. 바르데슈에게 파시즘은 늘 “꿈”으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유토피아적이다. 바르데슈의 수정주의 파시즘에서 파시즘과 파시즘이 아

6) Ghislaine Desbuissons, “Maurice Bardèche, écrivain et théoricien fas-
ciste?”, Revue d’histoire moderne et contemporaine, 37(1990), pp. 
148-159.

7) Ibid., p. 159.

8) Ian Barns, “A Fascist Trojan Horse: Maurice Bardèche, Fascism and 
Authoritarian Socialism”, Patterns of Prejudice, 37(2003), p. 194. 또
한 같은 저자의 “Antisemitic Europe and the ‘Third Way’: The Ideas of 
Maurice Bardèche”, Patterns of Prejudice, 34(2000), pp. 57-73; “I Am 
a Fascist Writer: Maurice Bardèche-Ideologist and Defender of French 
Fascism”, The European Legacy, 7(2000), pp. 19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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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것 사이의 경계가 흐려진 이유 역시 그 추상성과 유토피아적 성격에 기

인한다. 이 점에 착안해 필자는 바르데슈의 수정주의 파시즘을 손쉽게 신

파시즘이라 규정하기보다, 신파시즘에서 포스트-파시즘(post-fascism)

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나타나는 담론적 징후로 읽을 필요가 있다고 주

장하고 싶다. 

신파시즘과 포스트-파시즘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범주이

다.9) 신파시즘은 고전적 파시즘을 이념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공개적으

로 표명한다. 반면 포스트-파시즘은 그 모태가 고전적 파시즘에 있지만, 

동시에 그것에서 “해방된”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파시즘은 이데올로기

적인 면에서 고전적 파시즘과의 연속성을 표방하지 않는다. 그러나 포스

트-파시즘의 성격을 규정하고자 할 때 한편으로는 모태 역할을 한 파시

즘의 경험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게 마련인 변화를 동시에 추적해야 한다. 포스트 파시즘은 그 

성격이 확정되지 않은 일종의 과도기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포스트-파

시즘을 특징짓는 것은 21세기 초라는 특정한 역사성의 체제(un régime 

d’historicité)이다. 이 때문에 포스트-파시즘의 이념적 내용은 상반되는 

정치 철학들이 뒤섞인 채, 유동적이며 불안정하고 자주 모순적이다.”10) 

1971년 신파시즘을 모태로 탄생한 민족전선은 오늘날 프랑스에서 약진

을 거듭하고 있다. 민족전선에 붙여진 명칭은 극우파, 신파시즘에서 포

퓰리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민족전선은 신파시즘에서 출발했

지만 이후 변신을 거듭하면서 신파시즘이라는 모태를 벗어났다는 점에

서 포스트-파시즘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포퓰리즘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민족전선에게 섣불리 선사하기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파시즘, 신파시즘, 포스트-파시즘으로 이어지는 궤도를 추적하는 역사적 

작업이야말로 민족전선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이다. 물론 프랑스

에서 포스트-파시즘이 등장하는 데에는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 등, 다

양한 영향력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필자는, 적어도 이념적 

9) 이하 신파시즘, 그리고 포스트-파시즘의 성격에 대한 서술은 Enzo Traver-
so, Les nouveaux visages du fascisme (Paris: Textuel, 2017), pp. 12-
17.

10) Ibid., pp.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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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바르데슈의 수정주의 파시즘이 만든 담론의 장이 신파시즘에

서 포스트-파시즘으로의 이행을 촉진한, 일종의 매개 역할을 했다고 주

장하고자 한다. 프랑스 파시즘의 긴 역사에서 바르데슈의 수정주의 파시

즘 담론이 갖는 중요성 역시 여기에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II. 고전적 파시즘의 오류

“파시즘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바르데슈가 수립한 전

략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파시즘에 덧씌워진 오명을 털어

버릴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일이며 둘째는 고전적 파시즘에서 신파시

즘에 이르기까지 파시즘의 역사를 검토해 파시즘의 본질과 무관한 것들

을 가려내는 일, 마지막으로 파시즘의 본질을 재정립하는 작업이 그것이

다. 이 가운데서 첫 번째 전략은 사실상 바르데슈가 전후 프랑스에서 벌

어진 숙청의 정당성을 비판하기 시작한 1947년 이래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던 작업이기도 하다. 바르데슈가 볼 때 파시즘에 대한 가장 심각한 오

해 가운데 하나는 파시즘과 인종주의를 동일시하는 것이다. 특히 유럽 유

대인을 향해 나치가 자행한 가공할 폭력을 생각할 때 파시즘이 다시 소생

할 수 있는 길은 무엇보다도 파시즘과 유대인 학살을 어떻게든 분리시키

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가 『파시즘이란 무엇인가』에서 동원한 한 가지 

논리는 이러하다. “정치체제로서의 파시즘이 유대인 절멸정책에 책임이 

없는 것은 과학 이론으로서 원자 물리학이 히로시마의 파괴에 책임이 없

는 것과 마찬가지이다.”11) 따라서 “유대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박해가 히

틀러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파시즘과 인종주의를 묶는 어떠한 필연적이

자 자동적인 논리적 연결도 존재하지 않는다.”12) 마찬가지로 파시즘이 필

연적으로 “강압의 체제”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 역시 허구이다. 바르데슈

가 볼 때 파시즘은 오히려 “관용”과 잘 결합될 수 있다. 왜냐하면 관용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체제는 파시즘처럼 강력하고 국민 전체의 지지를 받

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건한 파시즘 역시 존재할 수 있다.”13)

11) Bardèche, Qu’est-ce que le fascisme?, pp. 53-54.

12) Ibid., pp. 44, 53.

13) Ibid., pp.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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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바르데슈는 흔히 파시즘으로 분류되는 스페인의 프랑코 체제

와 프랑스의 비시 체제가 파시즘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그에게 이 두 체

제 모두 근본적으로 다양한 세력들이 연합한 보수주의 체제이기 때문이

다. “진정한 파시즘은 … 모든 보수주의의 본질적이자 가장 중요한 적이

다.”14) 따라서 이 둘 모두 바르데슈에게는 “사이비 파시즘”에 지나지 않

는다.15) 먼저 스페인의 경우 내전기 “진정한 파시스트”라 평가할만한 호

세 안토니오 프리모 데 리베라(José Antonio Primo de Rivera)의 팔랑

헤당(Phalange)이 있었지만 프랑코 체제는 전통적 군주제를 지지하는 사

람들과 가톨릭 세력, 그리고 부르주아들의 연합체였다. 마찬가지로 비시 

체제 역시 반동적이며 보수적인 민족주의, 애국주의, 그리고 가톨릭주의

의 혼합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 평등, 형제애를 대체하기 위해 비시 체

제가 내건 ‘노동, 가족, 조국’이라는 모토에 대해 바르데슈는 이렇게 평가

한다. “노동은 부자에 대한 예속, 가족은 도덕에 대한 예속, 그리고 조국

은 경찰에 대한 예속”을 의미할 뿐이다.16) 요컨대 바르데슈가 볼 때 비시 

체제는 “방법, 인물, 경향 모두에서 우리가 파시즘이라 부를 수 있는 것

의 정반대이다.”17)

반면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체제와 독일의 나치즘과 같은 고전적 파시즘

에 대한 바르데슈의 관심은 그것이 파시즘의 본질을 제대로 구현했는가

를 탐색하는 데 맞추어져 있다. 이탈리아 파시즘의 경우 바르데슈의 비판

의 키워드는 “케사르주의(césarisme)”이다.18) 바르데슈는 전반기 무솔

리니 체제를 이탈리아에 질서와 노동과 평화를 부여하면서 대중들과 긴

밀히 소통했던 “민중독재(dictature populaire)”라 평가한다. “이 무렵 

무솔리니는 경호를 거의 받지 않았다. 그는 인민, 어린이, 친근감을 사랑

했다. 사람들은 무솔리니에게 쉽게 접근했다 … 사람들은 무솔리니를 좋

14) Maurice Bardèche, “Reflexions sur le fascisme”, Défense de l’Occident, 
153-154(1977-1978), p. 102. 원래 이 글은 1957년 Défense de l’Occident 
(no. 46)에 발표된 것을 재수록한 것이다.

15) Bardèche, Qu’est-ce que le fascisme?, p. 74.

16) Ibid., p. 78.

17) Ibid., p. 77.

18) Ibid.,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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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했고 ‘당신이 우리 모두입니다’라고 말했다 … 나는 이 감동적인 시기

를 무척 좋아한다.”19)

그러나 후반기 이탈리아 파시즘은 옛 로마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군국주

의에 사로잡혀 대중과 단절되었다. 이 무렵 무솔리니는 “지도자(Duce)”

가 되었으며 스스로를 무오류의 절대적 존재로 규정했고 교황처럼 건물 

발코니에만 모습을 드러냈다. 바르데슈가 보기에 이제 무솔리니는 “인민

의 안내자가 된 사회주의자 초등학교 교사의 모든 매력을 상실했다.”20) 

바르데슈는 이러한 변화의 계기가 1935년 이탈리아 파시스트 체제의 에

티오피아 침공에 있다고 본다. 전쟁에 따른 국제 사회의 “제재에 화가 난 

무솔리니는 군사적이고 로마적이며 중무장한 불굴의 이탈리아를 꿈꾸었

다.” 이탈리아인 모두를 “전사 민족”으로 만들고 싶었던 무솔리니는 점

점 “이탈리아 인민의 매력을 잊어버렸다.”21) 무솔리니는 “케사르주의, 그 

케사르주의가 가져온 고립, 스스로 방관했던 몽상, 스스로 만족했던 낙관

주의 …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뿌려 눈멀게 만든 화약 때문에 목

숨을 잃었다. 이탈리아 파시즘은 로마의 유령에 홀리고 말았다. 이러한 

역사적 도취로 이탈리아 파시즘은 현실 감각을 상실했다. 그러므로 우리

는 파시즘이 케사르주의에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다.”22) 1944년 수립된 살로(Salo) 공화국은 무솔리니가 초기 파시즘으로 

되돌아가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고 “파시즘의 진실”을 담고 있었지만 이

미 “때는 너무 늦었다.”23)

독일 나치즘의 경우 역시 바르데슈는 그것이 이룩한 성과와 한계를 동시

에 지적한다. 예컨대 바르데슈는 나치즘이 집권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고 치켜세운다.24) 그러나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나치즘 역시 파시즘을 온전히 구현하지는 못했

19) Ibid., p. 17.

20) Ibid., p. 18.

21) Ibid., p. 19.

22) Ibid., p. 21.

23) Ibid., p. 20.

24) Ibid.,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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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의 제복과 문장, 특이한 자세의 걸음걸이와 같은 

외형적인 “파시즘의 스타일”이 파시즘이 본질이 아니듯,25) 흔히 나치즘

의 본질로 여겨지는 유일 정당, 친위대(SS)로 표상되는 엘리트주의, 지도

자 원리(führer-prinzip) 등은 파시즘의 통치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바

르데슈가 볼 때 통치 방식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들은 역사적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들일 뿐 아니라 다른 체제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시즘의 본질로 환원될 수는 없다.

예컨대 바르데슈는 “체제의 원동력 자체이며 민족사회주의 구조 전체의 

원천이자 기반”이라 간주되는 지도자 원리가 그 자체로 새로운 것이 아

니라 주장한다. 그것은 왕정이나 공산주의 체제에서도 채택된 통치 원리

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도자 원리가 통치에서 “방향의 통일성”을 지향하

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26) 그러므로 “민족사회

주의 체제는 지도자 원리로부터 힘을 얻었는지, 아니면 그것의 남용 때문

에 몰락했는지”와 같은 질문은 예컨대 히틀러와 같은 중요한 인물의 정

신적, 심리적 상태에 따라 다른 답변을 끌어낼 수 있지만 파시즘의 본질

과는 무관한 통치 방식으로 파시즘의 외부적 특징들 가운데 하나에 지나

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르데슈의 나치즘 비판에서 주목되는 점은 나치즘이 

지나치게 게르만 중심적이라는 지적에 있다. “히틀러의 역사적 꿈은 모

라스(Maurras)의 꿈이나 무솔리니의 꿈과 마찬가지로 같은 망상을 공유

하고 있다. 그것은 그 어떤 보편적 주장에도 기초를 두지 않았으며 모든 

사람들을 위한 어떠한 사명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것은 독일인들의 사명

을 내세웠을 뿐이다.”27) 그러나

파시즘은 결코 게르만인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는다. 파시즘은 게르만인을 

좋아한다. 파시즘은 게르만인에 적대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파시즘은 게

25) Ibid., p. 17.

26) Ibid., p. 41.

27) Ibid.,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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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만인에게 어떠한 배타성도 용인하지 않았다 … 사실상 게르만인들에게 

그와 같은 배타성을 부여해야 할 어떠한 근거도, 어떠한 보편적 근거도 …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럽은 신성로마제국일 뿐만 아니라 케사르의 

유럽이자 동시에 루이 14세의 유럽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역사적 망상을 

실현하려 했고 특히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여호수아처럼 오직 

게르만인들만이 태양을 멈출 수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 독일은 다른 어떤 것

이 아니라 바로 이 엄청난 잘못 때문에 궤멸하고 말았다.28)   

바르데슈는 여러 측면에서 고전적 파시즘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만 전

체를 관류하고 있는 공통된 논리가 있다면 그것은 보편성 문제일 것이다. 

바르데슈는 고전적 파시즘이 몰락한 이유를 검토하면서 자신의 수정주

의 파시즘의 목표가 파시즘에 보편성을 부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드러

낸다. 그렇다면 파시즘의 보편적 본질은 무엇인가? 일단 바르데슈가 게

르만중심주의 때문에 나치즘이 “서양을 구원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서 포착할 수 있듯이 그에게 파시즘은 이탈리아

나 독일, 프랑스만이 아니라 모든 유럽인들을 위한 이념이다.29) 이 점에

서 바르데슈가 주장하는 파시즘의 보편주의는 기본적으로 유럽적 보편

주의이다.30)

III. 신파시즘의 교조주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곳곳에서 다시 고개를 든 이른바 새로운 파시

즘에 대한 바르데슈의 입장은 고전적 파시즘에 대한 그것과 크게 다르

지 않다. 전후 신파시즘 가운데 이탈리아사회운동(Movimento Sociale 

28) Ibid., p. 29. 강조는 원문.

29) Ibid., p. 28. 

30) 바르데슈는 이집트의 나세르주의(Nasserisme)를 비교적 자세히 검토하면서 
파시즘의 신비주의적이고 종교적인 성격이 잘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슬
람의 파시즘”이라는 명칭을 선사한다. 또한 바르데슈는 곳곳에서 일본의 사
무라이를 전사적 덕성을 구현한 존재로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이 경우를 제
외하면 바르데슈의 초점은 압도적으로 서양에서 출현한 파시즘과 신파시즘
에 맞추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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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liano)이나 독일제국당(Deutsche Reich Partei) 같이 비교적 영향력 

있는 세력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미약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바르데

슈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인정한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당시 독일

에서는 약 50개,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각각 20개가량이, 그리고 숫

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벨기에, 아일랜드,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등 유

럽뿐만 아니라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에도 상당수의 신파시스트 그룹

이 있었다.31) 그러나 바르데슈가 볼 때 이러한 수치는 신파시즘의 강점보

다는 약점의 증거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새로운 “파시스트 세력의 과도

한 분파주의”의 표현이기 때문이다.32) 그리고 이러한 분파주의의 배경에

는 파시즘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이 바르데슈의 진단이다. 

물론 이들 분파주의적 신파시스트 세력들 사이에서 공통된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바르데슈는 그것을 “신파시즘의 교조주의적 입장”이라 부

른다. 그리고 바르데슈는 “민족주의, 사회주의, 반공주의, 권위주의적 체

제”가 신파시스트 교의의 핵심을 이룬다고 분석한다.33) 먼저 바르데슈는 

신파시스트들이 내세우는 “사회주의”는 권위주의적이라 지적한다. 이들

에게 사회주의는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

권의 지배에 맞서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이룩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파시스트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권위주의적 권력 체제의 수립이다. “선거에도 복수 정당 체제에도, 

그리고 금권이 현대 민주주의를 좌우하는 어떠한 장치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권위주의 체제는 사실상 사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세력들의 막강

한 힘을 분쇄하고 강력한 금융가 집단을 희생시켜 완벽하고 굳건한 경제 

체제를 수립할 수 있으며 관료 체제를 무력화하고 정당한 임금 체제를 … 

만들 수 있다.”34) 신파시스트 교조주의자들은 민주주의 체제가 늘 경제적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압력 집단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어떠한 사회적 

31) Ibid., pp. 103-104. 바르데슈는 이 “전문가들”이 누구인지, 또 이들의 어떤 
자료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32) Ibid., p. 101.

33) Ibid., p. 112.

34) Bardèche, “Reflexions sur le fascisme”,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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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처나 대책도 이들 압력 집단의 동의 없이 실시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부정의를 척결할 수 없다. 이

들이 보기에 민주주의 체제는 노동자들과, 이들의 희생을 대가로 살아가

는 특권적, 기생적인 계층들 사이의 삶의 수준의 차이를 없앨 수 없기 때

문에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사회주의의 실현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바르데슈에 의하면 종종 교조주의적 신파시스트들이 수립하려는 권위주

의적인 권력 체제가 “폭력적인” 이유 역시 이들 식의 사회주의를 실현하

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다.35) 이들은 강도 높은 국유화나 산업 전 분야의 

국가적 통제를 주장하며 때로는 기생적 특권층의 재산을 “몰수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36) 신파시스트 사회주의의 목적은 “생산이 민족의 힘과 번

영에만 이바지하도록 하며 공동의 노동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

게 민족의 총 소득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37)

이러한 파시스트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에 맞선 최선의 보루로 여겨진다. 

교조주의적인 신파시스트들은 민주주의가 공산주의의 위협 앞에서 무력

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서 민주

주의가 공산주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현실을 그 증거로 삼는다. 이들

은 착취를 없앨 수 있는 “진정한 사회주의, 해방적 사회주의”야말로 민

주주의에 의해 기만당한 노동자들과 청년들을 규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38) 또한 신파시스트 사회주의는 식민주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공산

주의에 동조한 식민지인들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신파시

스트들이 볼 때 공산당은 소련의 제국주의가 이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 파견한 부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파시스트 교

조주의에서 “사회주의, 권위주의, 반공주의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며” 

서로 긴밀히 얽혀있다.39)

35) Bardèche, Qu’est-ce que le fascisme?, p. 106.

36) Ibid., p. 107.

37) Bardèche, “Reflexions sur le fascisme”, p. 98.

38) Ibid., p. 108.

39) Ibid., pp. 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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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신파시스트 교조주의자들은 강력한 민족주의를 옹호한다. 바르데

슈의 표현을 빌리면 “민족의 진정한 힘과 독립은 신파시즘의 또 다른 주

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다.”40) 무엇보다도 제2차 세계대전이 남긴 폐허

와 혼란 속에서 신파시스트들은 유럽의 여러 민족들이 정책에서나 경제

에서뿐만 아니라 안보라는 면에서도 독립을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미국과 소련 사이에 벌어진 냉전의 와중에서 유럽의 민족들은 막

강한 국제 금융가 집단들과 강력한 국제 여론의 영향력 앞에서 미국 아니

면 소련의 사실상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두려움을 공유한다. 따라

서 바르데슈가 볼 때 “민족의 우선적 이해관계는 전후 파시즘이 취하는 

모든 정치적 입장의 최고의 준거이다.”41)

신파시스트 교조주의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표현되는 유럽주의는 이

러한 민족주의적 열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들에게 유럽의 민족들

이 효과적으로 영토를 수호하고 독립적인 경제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새로운 유럽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이다. “파시즘의 민족적 사명은 

필연적으로 유럽적 사명이 된다. 왜냐하면 유럽 공동체만이 민족 독립이

라는” 그들의 열망을 이룰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42) 요컨대 “신파시스

트 교조주의자들은 단연코 유럽적이다. 이들은 이전, 조국을 위해 꾸었던 

위대함과 위엄의 꿈을 유럽으로 옮겼다.” 동시에 이들이 추구하는 유럽

은 새로운 유럽이다. 그것은 스스로를 방위할 수 있는 무력을 갖추고 미

국과 소련의 군사적 대립 속에서 중립과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제3의 세력”이자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모두 거부한다는 점에

서 “제3의 길이다.” 그것은 사실상 파시스트 유럽이라는 하나의 “섬”을 

만들려는 시도이다.43)

바르데슈는 신파시스트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와 반공주의, 권위주의와 

민족주의, 유럽주의가 파시즘의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지는 않

는다. 이러한 경향들은 고전적 파시즘에서 그리고 전후 신파시즘에서 강

40) Ibid., p. 109.

41) Ibid., p. 110.

42)Bardèche, “Reflexions sur le fascisme”, p. 99.

43) Bardèche, Qu’est-ce que le fascisme?, pp. 1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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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점과 양상을 조금씩 달리 하면서 나타났던 파시즘의 근본적인 “경향”

들이자 “특성들이다.”44) 그러나 바르데슈에 의하면 이런 경향과 특성들

이 파시즘의 본질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경향”과 “특성”은 상황에 따

라 변화할 수 있는 성격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파시스트들은 이를 마치 

불변의 교의처럼 여긴다는 점에서 교조주의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다. 또한 교조주의는 맹목성과 불과분의 관계에 있다. 바르데슈는 특히 

프랑스의 신파시스트들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오로지 민족적 이해관계만

을 앞세우는 태도에서 교조주의적 맹목성을 발견한다. 예컨대 알제리 독

립전쟁에서 프랑스의 신파시스트들은 식민지 알제리를 보존하는 것이 민

족의 이해관계를 수호하는 것이라는 맹목적 믿음 때문에 알제리 수호가 

“동시에 금권적 민주주의의 이해관계를 수호하지는 않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45) 바르데슈에게 이러한 맹목성은 “신파시스트 교의의 

기반이 빈약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이다.46)

교조주의적 신파시즘에 대한 바르데슈의 비판은 단호하다. 왜냐하면 그

가 볼 때 “파시즘은 교의가 아니다. 파시즘은 우리의 피와 우리의 영혼에 

아주 오래전에 새겨진 어렴풋한 의지”이기 때문이다.47) 그러므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고전적 파시스트 체제와 마찬가지로 전후 신파시즘 역

시 파시즘을 충실하게 구현했다고 보기 어렵다.48) 바르데슈는 교조적인 

파시즘을 “차가운 파시즘”이라 부른다. 왜냐하면 “인민을 동원하고 인민

들에게 파시즘의 진면목을 드러낼 수 있는 … 거대한 신비적 물결을” 일

으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49) 파시즘의 힘은 “사람들은 사로잡고 봉기

하게 만드는 열정”을 일으키고 “신성한 임무처럼 여겨지는 명확한 목표”

를 설정하게 만들며 “별안간 계시처럼 다가오는 자의식”을 깨닫게 한다. 

바르데슈가 볼 때 “민족을 변화시켜”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키는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50)

44) Ibid., p. 110, 112.

45) Ibid., p. 116.

46) Ibid., p. 117.

47) Ibid., p. 164.

48) Ibid., p. 87.

49) Ibid., pp. 89-90.

50) Ibid.,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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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파시즘의 꿈”51)

바르데슈에게 파시즘은 역사상 실현된 적이 없는 “꿈”으로 남아있다. 한

편으로 이탈리아 파시즘과 독일의 나치즘은 고대 로마나 신성로마제국의 

영광에 집착하는 편협성에 갇히고 말았다. 또한 이들 고전적 파시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징들, 예컨대 그것이 일사불란하게 단결한 민족 통합

을 표현하는 특유의 스타일이든 아니면 지도자 원리, 유일 정당과 같은 

통치 방식이든, 아니면 민족주의, 사회주의, 반공주의, 권위주의로 요약

될 수 있는 교의이든 간에 이 모두는 파시즘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바르

데슈가 볼 때 그것은 시대적, 공간적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파시즘의 특

성, 경향, 방식일 뿐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

는 것들이다.

바르데슈가 볼 때 파시즘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전쟁 속에서 파시즘이 겪은 변화를 인식

하지 못하는 데 있다. “전쟁 동안 벌어진 파시즘의 변화를 파악한 관찰자

들은 거의 없었다. 이들은 파시즘을 저주하는 데 바빴고 그 정확한 역사

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52) 그러나 파시스트 전사들의 희생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파시즘의 이념은 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극적인 새로운 

내용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므로 새롭게 탄생한 파시즘의 이념은 “역사

의 세례를 받은 것이다 … 오늘날 새로운 면모를 지니고 부활하는 파시

즘은 … 전투 속에서, 호된 시련 속에서, 파멸 속에서 살았던 자발적인 삶

의 결과이다.”53)

그러므로 바르데슈에게 전쟁과 패전의 시련은 고전적 파시즘의 오류에

서 벗어나는 과정이자 파시즘의 보편성을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전

51) Ibid., p. 174. “파시즘의 꿈”은 『파시즘이란 무엇인가』의 결론 부분의 제목
이다.

52) Ibid., p. 176.

53) Ibid., 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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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초기에 파시즘은 민족주의적이고 교만하며 냉정했고 인간의 범상함

을 비난하면서 일부 인간의 특징을 대신 내세웠다. 그러므로 이 시기 파

시즘은 사실상 “약속한 것이 아무 것도 없으며 파시즘을 존경하든 아니

든, 파시즘을 모방하든 말든, 거의 관심이 없었다.”54) 그러나 전쟁이 진행

되면서 파시즘은 변모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파시즘이 보편성을 획

득하기 시작하는 것 역시 전쟁의 와중에서였다. 전쟁을 통해 파시스트들

은 “신성로마제국의 부활을 위해, 케사르의 군단을 위해 싸우고 있지 않

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또한 그들은 튜턴기사단, 로마 백인단의 장수, 사

무라이, 십자군이 이들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지리적, 우

연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들은 “파시즘의 인간(l’homme du fascisme)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인간

형은 너무나 새로운 도덕적 유형이라 아직도 이에 대한 역사가가 없을 정

도다. 파시즘의 인간은 이들 자신 안에 있었다 … 이제 파시즘의 인간이 

되돌아오고 있다.”55) 

전쟁을 거치면서 탄생한 파시즘의 새로운 보편주의를 바르데슈는 “새로

운 인간의 이미지”라 요약한다. 바르데슈는 여러 곳에서 파시즘의 본질

에 대해 언급하면서 조금씩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인간 개

념”56), “다시 출현하는 문명”57), “인간 유형”58), “인간과 자유에 대한 이

념”59)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그 표현이 무엇이든 “본질적인 것은 새로운 

인간의 이미지이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파시즘의 특징들은 논란의 여지

를 남기고 있으며 우리가 검토한 일부 특징들만이 파시즘에 대한 논리적 

정의에 부합될 뿐이다. 유일 정당, 경찰제도, 선전, 케사르주의, 지도자의 

존재 자체도 파시즘의 필연적 속성들은 아니다.”60) 같은 맥락에서 “유명

한 파시즘의 방법들은 지속적으로, 또 끊임없이 수정된다. 이러한 기법보

54) Ibid., p. 176.

55) Ibid., pp. 180-181. 강조는 원문.

56) Ibid., p. 180.

57) Ibid., p. 147.

58) Ibid., p. 163.

59) Ibid., p. 182.

60) Ibid., p. 181. 강조는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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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과 자유에 대한 파시즘의 이념이다.”61)

바르데슈에게 파시즘의 새로운 인간의 이미지는 민주주의의 그것과 극

명한 대조를 이룬다. 먼저 민주주의에서 자유는 무정부주의적이라면 파

시즘의 자유는 “사회적 개념이다.”62) 민주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

치지 않는 한 자유를 무한히 보장하지만 그것이 민족 전체에 끼칠 해악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비도 하지 못한다. 파시즘의 사회적 자유는 민족을 해

롭게 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인 반면 민주주의적 자유는 

민족의 삶의 터전을 “스텝(steppe)”으로 만든다.63) 따라서 모든 것들에 

열려 있고 모든 것들의 침략을 받을 수 있다. 아래의 인용문은 바르데슈

의 민주주의 비판이 어떻게 강력한 이주민 혐오와 심지어 인종주의와 연

결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자유는 무엇이든 받아들인다. 다른 사람들이 쫓아내고 싶어 하는 모든 빈

민층들이 스텝에 정착해 목소리를 높이고 법에 호소하며 우리의 피와 흑

인의 꿈, 주술의 악취, 식인종의 악몽을 뒤섞을 권리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것들은 마치 기괴한 꽃들처럼 우리가 더 이상 식별할 수 없는 이방인의 두

뇌를 뒤덮고 있다. 한 민족 내에서 이러한 신을 모독한 인종의 출현은 진정

한 근대적 제노사이드이며 현대 민주주의는 이를 체계적으로 조장한다.64)

또한 바르데슈는 민주주의가 조장하는 이기주의와 파시즘이 장려하는 사

명감을 대조한다. 무정부주의적 자유가 횡행하는 민주주의 아래에서 사

람들은 삶의 목적과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이기주의와 극단적 개인주의

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믿음은 사라지고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이기심의 

노예로 전락한다. 민주주의적 자유는 “공허한 목소리이자 내용도 얼굴도 

61) Ibid., p. 182. 강조는 원문.

62) Ibid., p. 183.

63) Ibid., p. 184.

64) Ibid., p. 18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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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65) 반면 파시즘은 마치 종교처럼 사람들에게 위대한 과업을 달성하

도록 사명감을 부여한다. 따라서 파시즘 아래에서 사람들은 “건설의 기

쁨, 헌신의 기쁨, 사랑의 기쁨,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

하고 있다는 느낌”을 함께 한다. 그러므로 “위대한 과업의 모든 전망들을 

보여주는 이념 없이 진정한 파시즘은 존재할 수 없다. 또한 진정한 파시

즘은 위대한 과업에 … 민족 전체를 동원한다 … 무엇보다도 파시즘의 정

신은 모두에게 모두에 의해 성취되는 과업의 위대함을 느끼게 만듦으로

써 내적인 기쁨을 주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모두의 삶을 밝게 만들

고 변화시키는 데 있다.”66)

바르데슈가 볼 때 파시스트 국가의 목적은 새로운 도덕으로 무장한 통합

된 민족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달리, 파시스트 

국가는 민족 구성원들의 도덕 교육에 누구보다도 앞장선다. 왜냐하면 민

족이 통합을 이루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의 의지와 열정이 필

수적이며 이는 도덕적 각성으로 촉발되기 때문이다. 파시스트 국가는 

“민족의 에너지를 만들고 보존할 수 있는 집단적 자질들을 장려하는 일

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이러한 집단적 자질들은 민족적 도덕 원리로

서 “규율과 질서 존중, 일에 대한 열정, 의무와 명예에 대한 감각이다.”67) 

반면 민주주의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하며 진보는 역사의 법칙이라 믿

는다. 따라서 민주주의자들은 국가가 개입해 인간을 도덕적으로 만들 필

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의 인간 이미지를 수립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는다.”68)

그러나 파시즘은 인간의 본질적인 선함도 역사의 필연적 진보도 믿지 않

는다. 파시즘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인간이 스스로의 운명을 창조할 힘

이 있다고 믿는다. 바르데슈의 수정주의 파시즘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도

덕적 자질을 갖춘 인간형을 창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이러한 인식 때

문이다. 바르데슈에게 파시즘이 양성해야 할 덕성은 먼저 집단적으로는 

65) Ibid., p. 185.

66) Ibid., p. 186.

67) Ibid., p. 189.

68) Ibid., p.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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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국가를 만들고 개인적으로는 삶의 의미를 얻는 데 필수적인 자질

이다. “용기, 규율, 희생정신, 열정”이 그것으로 전투에 임하는 전사, 위

기에 처한 개척자와 선원들에게 필수적인 덕성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

사적 덕성은 동시에 인간이 지닌 “동물적 자질”이기도 하다. 그것은 현대 

도시의 평화로운 삶 속에서 잊어졌지만 심각한 위기의 순간에 스스로를 

보호하고 적을 진압하려는 본능과도 같은 자질이다. 이러한 인간의 동물

적 자질들은 “신의, 충성, 협동, 무사무욕”과 같은 또 다른 덕성들을 촉발

한다. 또한 “자부심, 서약의 엄수, 관대함, 용맹한 적에 대한 존경, 약자와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보호, 거짓말쟁이에 대한 경멸, 정정당당히 

싸우는 사람에 대한 존경” 등은 앞서 언급한 전사적 덕성의 좀 더 세련된 

형태들로 간주된다.69)

요컨대 파시즘의 꿈은 전사의 모든 덕성을 구현한 인간, 바르데슈의 표현

을 빌리면 “아름다운 인간 동물(bête humaine), 이 건강한 인간 동물”로 

구성된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있다.70) 바르데슈는 또 다른 곳에서 자신이 

꿈꾸는 파시스트 공동체를 이렇게 묘사한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안위

는 자연에 부합하는 삶, 인간을 인간되게 하고 숨 쉬고 달리며 살아가는 

삶, 우리 같은 포유류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처럼 이데올로기에 마비된 

삶이 아니라 농민의 본능에 따라, 자연이 부여한 동물적 자유에 따라 마

음대로 우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삶을 되찾는 데 있다.”71)

바르데슈는 온갖 오욕을 뒤집어 쓴 파시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곧 사라질 

것”이라 예언한다.72) 그에게 용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인

간과 자유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며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

69) Ibid., p. 191-193.

70) Ibid., p. 194. “인간 동물(bête humaine)”이란 표현은 바르데슈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물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Ibid., p. 192). 같
은 의미로 그는 “인간 동물(animal humaine)”이란 표현도 사용하고 있다
(Ibid., p. 193). 따라서 의미상 “인간 동물”보다 “인간 내부의 동물성”이 더 
적절한 번역이지만 바르데슈가 전달하고자하는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 그대
로 사용했다. 이 점을 지적해준 익명의 심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71) Maurice Bardèche, Socialisme fasciste (Waterloo: Éditions du Javelot, 
1991), p. 11.

72) Bardèche, Qu’est-ce que le fascisme?, p.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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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는 파시즘이 꿈꾸는 공동체와 인간형을 각각 “스파르타의 질서, 

스파르타의 인간”이라 바꿔 부르기도 한다.73) 그러나 그 명칭이 무엇이든 

바르데슈가 꿈꾸는 사회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위협 속에서, 페르시

아의 침공을 막았던 스파르타처럼 서양을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

은 분명하다. “다른 이름, 다른 모습, 그리고 아마도 과거의 어떠한 투영

도 없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젊은 메두사의 머리, 

스파르타의 질서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자

유와 즐거운 삶의 마지막 방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74) 

Ⅴ. 맺음말: 포스트-파시즘과 포퓰리즘

인간과 자유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키워드로 보편적 파시즘을 재정립하

려는 바르데슈의 수정주의 파시즘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두한 프랑스 

신파시즘의 역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 또한 프랑스 신파시

즘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이른바 ‘뉴라이트’

와 민족전선이 결성되는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바르데슈의 수정주의 파

시즘은 한 때 격렬한 신파시스트였던 드 브누아와 뒤프라 같은 인물들이 

‘뉴라이트’와 민족전선의 결성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만약 바르데슈의 수정주의 파시즘이 예컨대 민족전선과 같은 

세력의 결성과 그 이념에 영향을 주었다면 오늘날 민족전선을 포퓰리즘

의 대표적 예로 보는 견해는 타당한 것일까?

최근 서구 학계와 언론의 논평을 보면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유령이 

세계를 배회하고 있는 듯하다. 북미와 남미,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

시아, 심지어 한국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인물, 

73) Ibid., p. 194.

74) Ibid., p.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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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정당 등이 포퓰리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다.75) 머지않아 한국의 

‘촛불혁명’ 역시 포퓰리즘의 반열에 오를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정작 포퓰리즘이 무엇인가를 둘러싼 혼란은 진정될 기미가 보

이지 않는다. 예컨대 포퓰리즘은 독자성을 지닌 이데올로기인가 아니면 

일종의 정치 스타일에 지나지 않는가, 포퓰리즘은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가 아니면 파괴하는가를 놓고 상반된 입장들이 맞서고 있다. 에르네스토 

라클라우(Ernesto Laclau)는 포퓰리즘을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 자

체와 동일시하며 포퓰리즘이 급진적 민주주의를 촉진할 것이라 주장한

다.76) 반면 일부에서는 포퓰리즘이 민주주의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민주

주의를 약화 혹은 붕괴시킬 것이라 본다. 이들에게 포퓰리즘은 민주주의

의 내부에서 민주주의를 공격하려는 움직임이다.77)

이러한 혼란을 놓고 볼 때, 포퓰리즘이라는 표현 자체가 특정 정치 행위

와 정치 세력의 본질을 규정하고 개념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

려 혼란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필자는 좌, 우파를 불문

하고 무차별적으로 포퓰리즘이라는 개념을 덧씌우는 일이 다양한 성향의 

인물이나 운동, 그리고 정당의 성격을 선명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모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일부 극우적인 반(反)민주적 정치 세력에게 알

75) Cas Mudde, Cristóbal Rovira Kaltwasser, Populism. A Very Short Intro-
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p. 21-41. 예컨대 북미
에서는 티파티운동(Tea Party Movement), 오큐파이(Occupy Wall Street), 
샌더스(Bernie Sanders), 트럼프(Donald Trump), 남미에서는 베네주엘라
의 차베스(Hugo Chávez), 에쿠아도르의 코레아(Rapael Correa), 볼리비아
의 모랄레스(Evo Morales), 니카라구아의 오르테가(Daniel Ortega), 유럽
에서는 프랑스의 민족전선(le Front National), 네덜란드의 빌더스(Geert 
Wilders),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 오성운동(M5S), 영
국의 영국독립당(UKIP), 터키의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체코의 
시민포럼(OF), 헝가리시민연대(Fidesz), 폴란드의 법과 정의(PiS), 그리스의 
급진좌파연합(Syriza), 스페인의 ‘우리는 할 수 있다’(Podemos), 뉴질랜드의 
뉴질랜드우선(New Zealand First), 아시아의 경우 필리핀의 에스트라다(Jo-
seph Estrada), 대만의 천수이볜(陳水扁), 태국의 탁신 신나와트라(Thaksin 
Shinawatra), 아프리카에서는 우간다의 무세베니(Yoweri Museveni), 잠비
아의 사타(Michael Sata) 등이 흔히 포퓰리즘으로 분류된다. 

76) Ernesto Laclau, On Populist Reason (London: Verso, 2005).

77) Jan-Werner Müller, What Is Populism?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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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모르게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생각한다.78) 

오늘날 프랑스에서 민족전선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당으로 여겨진다. 

2011년 아버지 르펜을 계승해 민족전선의 당수가 된 마린 르펜(Marine 

Le Pen)은 이른바 ‘탈악마화(dédiabolisation)’ 정책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했고 한편에서는 이것이 최근 민족전선이 이룩한 비약의 발판이 되

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일부 관찰자들은 마린 르펜의 ‘탈악

마화’ 정책이 이미지 쇄신 전략에 불과하며 그 본질에 있어서는 아버지 시

절의 민족전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제브 스테른헬(Zeev Sternhell)의 다음과 같은 진단은 주목할 만

하다. 고전적 파시즘과 같은 혁명적 우파, 혹은 “파열적인 우파(la droite 

de rupture) 세력들이 1945년에 사망했다고 생각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

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것은 문명의 현상입니다. 민족전선은 19세

기와 20세기 전환기의 파열적인 우파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 오랫동

안 민족전선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되어 왔습니다. 민족전선은 위기로 탄

생한 기회주의적 현상이 아닙니다.”79)

스테른헬은 파시즘의 역사적 맥락을 도외시한다면 민족전선에 대한 올바

른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1971

년 민족전선을 탄생시킨 주체는 공공연히 신파시즘을 내걸고 세력이었

다. 민족전선의 결성을 주도했던 ‘신질서(Ordre nouveau)’와 뒤프라의 

정치 성향과 이념이 이를 입증한다.80) 물론 민족전선은 1990년대를 기점

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신을 거듭해 왔다.81) 특히 마린 르펜의 등장 이

78) 김용우, 「프랑스 민족전선(FN)과 포퓰리즘 그리고 파시즘」, 진태원 편,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서울: 소명출판사, 2017), 119-150쪽.

79) Jean Birnbaum, “Fascisme français: Débat continue”, Le Monde des 
Livres (28. 05. 2014).

80) Nicolas Lebourg, Jonathan Preda, Joseph Beauregard, Aux racines de 
FN.  L’histoire du mouvement Ordre nouveau (Paris: Éditions Fonda-
tion Jean-Jaurès, 2014); Nicolas Lebourg, Joseph Beauregard, François 
Duprat: L’Homme qui inventa le Front National (Paris: Denoël, 2012).

81) Valérie Igounet, Le Front National de 1972 à nos jours. Le parti, les 
hommes, les idées (Paris: Seuil, 2014); Grégoire Kauffmann, Le nou-
veau FN. Les vieux habits du populisme (Paris: Seui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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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고전적 파시즘이 저지른 범죄를 상대화하려는 아버지 르펜의 시도는 

자취를 감추었다. 그렇다면 민족전선은 이제 파시즘의 유산과 완전히 결

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최근 대선 결선투표에서 패배한 뒤 

민족전선은 심각한 노선 투쟁에 돌입했고 이전의 강경한 극우파의 노선

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과 이에 반발하는 세력 사이의 갈등

이 분당 사태를 초래했다. 이처럼 민족전선이 급진화와 온건화 사이에서 

방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족전선의 정치적, 이념적 노선이 불안정하고 자주 모순적이며 오락가

락한다는 사실 자체가 민족전선을 포스트-파시즘으로 규정할 수 있는 중

요한 근거이다. 포스트-파시즘은 기본적으로 과도기적 현상이기 때문이

다. 민족전선은 신파시즘이라는 배경 없이 탄생할 수 없었지만, 그것으로

부터 벗어나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민족전선의 변신이 

파시즘의 유산과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성격의 정치 세력으로 거듭나

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족전선은 여전히 배타적 민족주의와 인종주의, 

권위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 마디로 현재로서는 거듭되는 민족전

선의 변신이 어떤 방향으로 귀결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민족

전선이 어떤 성격의 세력인지를 포착하려 할 때 모태 역할을 한 파시즘의 

경험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동안 진행된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포스트-파시즘이라는 개념은 파시즘으로 출발한 특정 

세력이 파시즘과 결별했지만 그렇다고 파시즘이라는 끈을 완전히 놓아버

리지 않았다는 점을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 “포스트-파시즘의 주된 특징

은 옛 파시즘의 유산과” 옛 파시즘의 전통에는 속하지 않는 새로운 요소

들이 “모순적으로 공존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족전선과 같은 포

스트-파시즘은 특정한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 급진화할 때 언제든 신파시

즘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82)

깊은 전망과 관점에서 파시즘의 역사를 추적할 때 비로소 고전적 파시즘

이 어떻게 신파시즘을 거쳐 포스트-파시즘으로 진화해 갔는지를 포착할 

82) Traverso, Les nouveaux visages du fascisme, p. 17. Federico 
Finchelstein, From Fascism to Populism in History (Oak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7)는 포퓰리즘의 본질이 포스트-파시즘이라는 견해
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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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바르데슈의 수정주의 파시즘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새롭게 평

가되고 해석될 필요가 있다. 바르데슈는 보편적 파시즘의 이념을 재정립

하기 위해 고전적 파시즘에서 출발해 신파시즘에 이르기까지 모든 파시

스트 세력들이 이룩한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는 야심만만한 작업을 진행

했다. 파시즘의 본질은 다름 아닌 인간에 대한 개념 혹은 이미지로 압축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르데슈가 도달한 결론이다. 그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고전적 파시즘과 관련된 주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들이 파시즘의 

본질과는 무관한 외형적 특징이나 통치 방법으로 간주되고, 다른 한편으

로는 민족주의, 사회주의, 권위주의와 같은 신파시즘과 긴밀히 연관된 이

념들이 교조주의로 평가받으며 둘 모두 협소한 민족주의적 경향 때문에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이 점에서 바르데슈가 파시즘을 수정하는 과정은 

파시스트 이념을 해체하면서 추상화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파시즘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바르데슈가 내린 결론, 즉 인간에 대한 새로

운 개념으로서의 파시즘, 전사적 덕성으로 무장한 새로운 인간형을 창출

할 새로운 문명으로서의 파시즘은 추상적인 만큼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 

되었으며 현실에서 실현된 적이 없는 유토피아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바

르데슈에게 진정한 파시즘은 언제나 “꿈”으로 남아 있다. 왜냐하면 이 꿈

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에 대해 바르데슈는 어떠한 전망도 제시하지 않

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바르데슈의 수정주의 파시즘 담론에서 때로 파

시즘과 파시즘이 아닌 것 사이의 경계가 흐려진 이유는 이러한 추상성과 

유토피아적 성격 때문이다. 

바르데슈의 수정주의 파시즘의 성격은 어떻게 범주화될 수 있을까? 고전

적 파시즘에서 신파시즘 그리고 포스트-파시즘으로 이어지는 파시즘 전

체의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볼 때 바르데슈의 자리는 신파시즘과 포스트-

파시즘 사이의 어느 지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점에서, 그리고 바르데

슈가 당시 프랑스의 신파시스트들에게 미친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의 수정주의 담론은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포스트-파시즘으로 이

행을 자극하면서 동시에 그 이행을 합리화한 일종의 촉매이자 가교 역할

을 한 것은 아닐까?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kimywoo@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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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모리스 바르데슈의 수정주의 파시즘과 포스트-파시즘

김 용 우

1961년 출간된 『파시즘이란 무엇인가』는 전후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

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파시스트 지식인 가운데 한 사람인 모리스 바르

데슈(Maurice Bardèche)의 주저이다. 이 책에서 바르데슈는 전간기 고

전적 파시즘뿐만 아니라 당대의 신파시즘을 비판하면서 보편적인 파시

스트 이념을 재정립하려는 했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이 저작이 신세대 

극우파와 신파시스트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정작 이 저작에 나타난 수정주의 파시즘의 성격을 천착하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바르데슈의 수정주의 파시즘이 대단히 추상적이자 유

토피아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파시스트 이념을 재정립하겠다

는 의도와는 달리 그의 수정주의는 구성적이라기보다는 해체적인 효과

를 낳았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 점에서 바르데슈의 수정주의는 신파시

스트 이념을 공고히 하기 보다 오히려 포스트-파시즘으로의 이행을 촉진

하는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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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urice Bardèche’s Revisionist Fascism and Post-Fascism

Kim, Yongwoo

Published in 1961, What is Fascism? is magnum opus of Maurice 

Bardèche, one of the most influential post-war fascist intellectu-

als in Europe, as well as in France. In this work, Bardèche tried to 

reestablish the universal fascist ideology by criticizing not only the 

classical fascism but also various trends of contemporary neofas-

cism. Most historians agreed that this work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new-generation extremists and neo-fascists, but they did 

not delve into the nature of the revisionist fascism in this work.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argue that Bardèche’s revisionist fascism 

is abstract and utopian in nature, and therefore, unlike his intention 

of reestablishing the fascist ideology, his revisionism has a decon-

structive effect rather than a reconstructive one. In this respect,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Bardèche’s revisionism promoted the 

transition to post-fascism rather than consolidating the neofascist 

id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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