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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정치에 관한 두 시각 

閔內台 교수의 『政治댈』을 理解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정치”를 바라보 

는 두 가지 기본적 시각에 대해 먼저 생각해볼 펠요가 있다. 하나는 Harold 

Lasswell의 Politiα . Who Ge.μ What, Wheη， HOl씨 1936)1)로 대표되는 견해로서， 정치 

를 소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소유지향적 정치론”이다. 다른 하나는 Hannah 

Arendt의 The Human Condition(958)2) 등에서 피력되고 있는， 말하자면 정치를 

소유가 아닌 소동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소동지향적 정치론”이다. 단적으로 말 

해서 아렌트의 “권력”과 라스웰의 “영향력”은 서로가 상충되는 대립개념이다. 

아렌트의 “권력(power)"은 “고립된 개인”이 소유하는 전-정치적， 자연적 

“힘"(strength)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행위하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형 

성된 일종의 “그물망"(web)이다. 이에 반해， 라스웰의 영향력은 “상정”과 “폭 

력 “재화”와 “섣천” 등윤 동원하여 획득되는 “소유”의 대상이다 후자에게 정 

치란 그 자체로 보면 하나의 허구이다. 전자에게 정치란 함께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현존하는 것으로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비로소 현실로 실현된 

다 반면 후자에게 정치란 가치를 박탈당한 엘리트들이 이를 보상하기 위해 전 

개하는 “대체반응"(a substitute reaction)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아렌트의 The 

Hum，αη Coηditioη은 급세기를 대표하는 “소통지향적 정치론”의 고전으로 볼리워 

1) Harold Lasswell, Politi，α Who GetJ What, When, Hot씨Cleve/and and New York: The World 

Publishing Company, 1958). 이 책의 첫판은 1936년 McGrow-Hill Book Company에서 출 

판되었다 본고에서는 라스웰의 『정치학』으로 略펴한다 
2) Hannah Arendt, The H，，11.μη Condition(Chicago: The U 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본 

고에서는 관냐 아렌트인간의 조건~， 이진우 • 태정호 옮김(서울. 한길사， 1996)을 텍 
(트로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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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다. 이것은 그후 ]ürgen Habermas의 “공론장 이론”과 “의사소통 이론” 

의 기초가 되었다 3) 

그러나 필자는 이와 같은 정치에 관한 대립적 견해가 사실은 1920년대에 전 

개된 Carl Schmitt의 “의회해체론”과 Harold Laski의 “주권해체론”에까지 소급 

된다고 보며， 한걸음 더 나아가 閔內台 교수의 『政治學』은 이러한 대립적 시각 

간의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단이었다고 본다. 따라서 필자는 閔쩌台 『政

治學』의 논의에 앞서， 이상에서 말한 정치에 관한 두 가지 기본적 시각에 대해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11. 라스웰의 『政治學』

라스웰에 의하면， “정치학 연구는 영향력과 영향력 있는 사람의 연구"(the 

study of the influence and the influential)4)로;..'i， 이때의 “영향력”이란 “가치들의 

상대적 분점"(the relative sharing of values)5)을，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란 이 

와 같은 가치분점에 있어 “가장 많은 몫을 차지한 사람"6)을 각각 가리킨다 또 

라스웰의 『정치학』은 “가장 많은”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을 엘리트”로， “그 

나머지는 대중”으로 구분하고， 영향력 있는 정치적 엘리트틀을 어떻게 비교 분 

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여기서 라스웰은 정치적 엘리트들이 첫째， 그들이 추구하는 여러 가치들 중 

대표적인 “복종， 수입， 안전”의 가치를 분접하는 정도에 따라 비교될 수 있다고 

본다. “복종"(deference)은 대부분의 경우， 형식적 위계조직에 따라 배분된다. 로 

마 가툴릭의 경우， 교황은 l인이며， 추기경은 55인， 교황청 사절(apostolic 

3) “부르조아 공론장"(che bourgeois public sphere)을 주제로 삼고있는 ]ürgen Haberrnas의 

초기 저 작 The Str/lct，ι’‘-t T ransformation 이 the Pι'b/ic Sphere: An Inquiη into a Cat，앵0’)' of 
80“rgeois Society, cr , by Thornas Burger wich che assistance of Frederick Lawrence(Carnbridge, 
Mass.: The MIT press, 1991)은 기본적으로 Arendc의 The H，ιman Co，찌ttton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다. 
4) H , Lasswell, op. αt. ， pp.13, 22. 

5) lbid. , pp.23, 26 

6ω) lbid.’ p.13’ 라스웰은 “영향력과 영향력있는 사람"’(“II삐ue야enc야e and che in띠l“fl“lu야len 
과 권력자'''(power and che powerful)와 같은 뭇으로 사용하고 있다. Ibid. , pp.23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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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gates)은 22인， 부추기경(vicars apostolic)은 256인， 대주교는 245인， 사제는 

1 ，578인이다. 구소련의 공산당 정치국원은 총 9-10명 선이었다 미국의 경우， 

대법원 판사는 9명， 대통령은 1명， 상하 양원은 모두 합쳐야 수백 석을 넘지 않 

았다.1) 

“안전”은 복종에 비해 보다 균둥하게 배분되는 반면， 복종의 정도에 반비례 

한다. 다시 말하면， 복종의 정도가 높을수록 안전의 정도는 그만큼 낮아지는 

반면， 복종의 정도가 낮을수록 안전의 정도는 반대로 더 높아진다. 이런 점에 

서 라스웰은 “복종적 가치의 엘리트가 반드시 안전적 가치의 엘리트인 것은 아 

니"8)라고 말한다. 또 그가 인용한 통계에 의하면， 총 423명의 군주들 가운데 

3 1.9%가 폭력에 의해 사망하였고， 볼리비아 공화국의 경우， 대통령의 40%7)-, 

그리고 미국과 프랑스의 대통령의 경우， 12.1%7)-, 가톨릭 교황의 경우는 9%가 

각각 폭력에 의해 사망하였다. 수입(income)과 부의 분배도 현저하게 불균등한 

%빵을 나타낸다. 단적인 예로서 1918-1926년까지의 미국인의 10%가 총국민 

수입의 3분의 l을 차지하였다.9) 

둘째， 엘리트는 기술， 계급， 인간형， 태도 등에 따라 비교될 수도 있다. 라스 

웰에 의하면， 기술은 가르칠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기능\operation)으로서， 크 

게보아 “육체적 기술”과 “정신적 기술”로 양분된다. 정신적 기술은 다시 엔지 

니어기술， 전투기술， 조직기술， 사무기술， 인사기술， 의전 또는 司察기술， 협상 

기술， 분석기술， 선전 또는 상정기술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정신적 기술”은 

사회정상에 오르는 주요한 통로로서， 일반적으로 사무기술보다는 인사기술이 

유리한 입장에 있다. 히툴러는 “웅변술과 조직기술을 겸비”하였고， “뭇솔리니 

는 웅변술， 저널리즘， 조직기술을， 마사리크는 웅변술， 저널리즘， 스칼라쉽과 

조직기술을 겸비하였다 기술의 중요도는 시대마다 달라진다. 예컨대 “봉건적 

유럽에서는 전투기술이 권력에 이르는 지름길이었다. 그후 조직기술이 국민국 

가적 군주국의 통합의 핵섬적 동인이 되었다. 19세기와 20세기초에는 협상기 

술이 산업계급의 무기였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전쟁과 혁명으로 세계의 불안 

이 고조되자 선전기술이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레닌， 뭇솔리니， 히틀러가 그러 

7) Ib.찌'.， pp.13-14. 

8) Ibid. , p.23. 

9) Ibid. ,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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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에 속한다). 그러나 라스웰은 “새로운 이데올로기들이 일단 공동체의 의 

식 속에 정착하게 되면， 이에 따라 선전전문가의 역할도 감소될 것”으로 내다 

본다. 여기서 그는 “선전기술자의 역할을 누가 대선하게 될 것인가?"라고 묻는 

다. 그는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하나는 “전쟁기술자”이고， 다른 하나는 

“협상기술자”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의전기술자”이다. 아울러 라스웰은 의전기 

술자가 조직기술자를 겸할 수는 있으나， 조직기술자가 반드시 의전기술자인 

것은 아니라고 논한다\0) 

엘리트는 또한 계급에 따라 비교될 수 있다. “계급은 같은 기능과 선분과 관 

점을 공유하는 하나의 거대한 사회집단(a major social group)"으로서， 토지귀족， 

대자본， 중산계급， 노동자 또는 무산자 등으로 구분된다. 오늘날 토지귀족들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영국내각의 계급구성을 살 

펴보면， 1801-1831년까지의 귀족출신의 비율은 71명중 52명이었고， 1906-1916 

년간에는 51명중 25명이었으나， 1917-1924년간에는 53명중 14명으로， 다시 말 

하면 구성비울이 100년 사이에 30%01하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다른 한편 라스 

웰은 토지귀족을 타도한 부르조아계급이 가까운 장래에 노동계급의 혁명에 의 

해 대체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본다. 물론 그는 “러시아 혁명”이 미국의 

남북전쟁과는 달리 엘리트의 계급구성을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불란서 혁명” 

과 더불어 2大 “세계혁명”에 속한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러시 

아 혁명을 본질적으로는 중산계급의 혁명 또논 그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중 

간-수입 기술집단"(middle-income skill group)의 혁명이라고 주장한다. 적어도 

러시아 혁명이 가져온 소비에트 체제를 “사회주의 국가”냐 “사회주의 사회”라 

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제2의 부르죠아 혁 

명"(The Second Bourgeois Revolution)에 지나지 않논다고 본다. 중간-수입 기술 

집단의 세력은 독일에서는 나치즘이라는 “낭만적 파시즘"(romantic F잃cism)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한편으로논 “점진적 파시즘"(piecemeal 

Fascism)운동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윌슨주의， 루즈벨트주의， 브라안주의 

(Bryanism) 등의 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중간-수입 기술집단의 문제점은 아 

직도 공통된 명칭이나， 계급의식 또는 구체적 정강 정잭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 그러나 라스웰은 이틀이 “최종적 승리의 길로 가고 있는 것”만은 의 

10) lbid. , pp.15-17 , 9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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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할 수 없다고 확신하면서， 이들의 역사적-정치적 “사명"(des디ny)은 “보상과 

희생의 사회적 관행을 변화시킴으로서 사회를 재도덕화"(the remoralization of 

society by changing the practices of society in regard to reward and society)하는 데 

있다고 밝힌다. 이런 점에서 라스웰은 “혁명의 가능성”을 믿고 있는 혁명론의 

진영에 속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사실 그의 『정치학』은 닥쳐올 중간-수입 기 

술집단의 “대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실천적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는 

인상을준다 11) 

엘리트는 심리적 “태도"(attitude)와 “인간형"(personality)에 의해서도 비교된 

다. 라스웰은 “정치”를 그 자체에 고유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다 

른 분야의 가치 박탈로 야기 된 대체반응"(a substitute reaction which comes about 

because of deprivations in other spheres of life)으로 이해한다 12) 이에 따라 “정치 

인”도 “사적 동기를 공적 대상으로 전위시켜， 이를 공공이익의 이름으로 합리 

화하는 사람."13)으로 정의된다. 나폴레옹은 이런 점에서 “진정한 정치인에 아주 

근사한 사람이다."14) 라스웰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을 “선동형"(agitator)과 “조직 

11) Ibid. , pp.17-20, 113-130, 172-173 라스웰의 “설천적” 성격은 그의 『정치학』의 넙뼈에 

서도 얽어볼 수 있다: “The interpretation of politics found in this book underlies the 

working attitude of practicing politicians." Ibid. , p.7 그는 또 이 렇 게 말한다: “There are 

many practical implications which follow 상om various aspects of this analysis.", Ibid. , 
pp.8-9; “ It is his {the political thinker’s1 function to use the resources of the mind to reveal 

the process of politics in its entirety as well as to shepherd policies toward end-values that 

appeal to him.", Ibid. , p.194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의 “실천적” 의도는 “방법"(methods) 
을 다루는 제2장의 각 절에서 “혁명”에 대해 소상히 언급하고 있는 데서 분명히 드러 
난다. Ibid. , pp.42-45, 52-56, 57-61 , 73-75, 91-94. 

12) Ibid. , p.150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 We think of politics in terms of participants(with 

identifications, demands, expectations; with concrol over base values) interacting in 

arenas(situations in which decision outcomes are expected) empolying strategies to maximize 

value indulgences over deprivations by influencing decision outcomes and hence effects.", 
Ibid. , p.208. 

13) Ibid. , pp.133, 21 , 148-163. 사적 동기가 전위되는 “공적 대상"(public objects) 가운데는 

“국가， 계급， 직업， 사람” 또는 “문화” 등이 었으며， 대상에 대한 태도 중 특히 정치적 
으로 중요한 것으로는 “외향적 태도‘’(externalized attitude), “공동적 태도"(community 

attitude), “전투적 태도"(militant attitude) 등이 있다. 또 서구인의 태도는 “외향 

성"(excemaltization) 또는 “행동주의’'(atcivism)， “전투성"(militancy)， “지역성"(parochi외ism) 

또는 “민족주의” 등의 특정을 나타낸다 
14) Ibid. , p.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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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organizer)으로 양분하고， 선동형을 “위기적” 시대에 등장하는 정치인으로， 

조직형을 “위기와 위기의 중간기"(intercrisis)에 나타나는 정치인으로 설명한다. 

위기의 시대는 다시 위기의 상승기와 위기의 하강기로 나뉘고， 위기의 상승기 

는 위기의 임박기와 위기의 진행기로 세분된다. 위기의 진행기에논 나폴레옹 

과 같은 강력한 엘리트가 요구되지만， “위기의 임박기에는 인자하면서도 강인 

한 인간형이 서서히 전면에 나오게 된다. 임박한 전쟁이나 혁명의 무서운 그림 

자는 대중의 마음에 깊은 불안감을 싹트게 한다. 대재난의 전야에 나타나는 민 

심의 동요를 진정시킬 필요에서 사람들은 불같은 성격의 Seward보다는 온화한 

μncoln쪽으로 기울게 된다."15) 그러나 현대세계의 불안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가 급속히 위축되는 격심한 경제변동에 의해 조성된 “영구적 위기의 조건"(the 

conditions of perpetu며 crisis)으로서， 사람들은 오히려 나폴레옹이나 Seward와 같 

은 “냉혹하고 폭력적 인간”을 바라게 된다 16) 

라스웰은 이상과 같은 엘리트에 대한 비교가 엘리트가 행사하는 영향력의 

“무엇”에 초점을 맞춘 “정태적 접근"(contemplative approach)이라 보고， 이와 구 

별되는 보다 생생한 “동태적 접근"(manipulative approach)의 가능성을 주장한 

다. 그것은 엘리트가 “어떻게” 그들의 영향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셋째로 엘리트는 1) 상정， 2) 폭력， 3) 재화， 4) 실천 등 자신의 

환경(environment)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비교된다 

1) 상정(Symbol): “모든 엘리트는 공동운명의 상정의 이름으로 자신을 방어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정들이 기존의 질서를 위한 것일 경우 ‘이데올로 

기’라 하고， 대항-엘리트를 위한 것일 경우 ‘유토피아’라 한다. 엘리트는 용인 

된 말과 표현을 사용하여 대중틀로부터 피와 노동과 세금과 갈채를 끌어낸다 

끼7) 선전은 엘리트 또는 대항-엘리트가 이데올로기 또는 유토피아를 강화하거 

나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된다. 그러나 라스웰은 대중의 집단적 감정의 

고양이나 집단적 행동의 방향에 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온 선전보다는 변 

천하는 전체적 맥람이라고 말한다.뻐 

15) Ibid. , p.21. 

16) Ibid. , pp.133-147. 
17) Ibid. , p.3 1. 

18) Ibid. , pp.31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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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력(violence): “폭력은 엘리트 공격과 방어의 주요 수단으로서” 대체로 

두 가지 형태를 취한다. 하나논 상비군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력이다. 그러나 

폭력이란 어디까지나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 목적 그 자체는 아니다 “유한 

한 가능성의 세계에서 폭력”만이 “절대적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크라우제비 

츠 역시 어떠한 전쟁도 “절대적 전쟁”일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모든 전쟁은 

변화하는 충성섬， 희망， 기대 등의 맥락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부분열 따름이 

다. 이런 점에서 전쟁의 목적은 일반적인 정치상황에 종속된다. 또한 라스웰은 

폭력의 “합리적” 또는 “성공적” 사용을 위한 “조직， 선전， 정보와의 적절한 연 

계”를 강조한다 그는 특히 “선전”과의 연계(coordination)를 중요시한다. 그에 

의하면， “테러”와 “암살”의 최대목적도 사설은 “선전”에 었다는 것이다 19) 

3) 재화{goods)와 4) 설천(practices): 재화에 대한 통제력이 경쟁적 엘리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다. 재화의 통제는 이것의 “파괴， 억류， 분배” 등의 형 

태를 취한다. 일반적으로 지배는 재화사용의 재량권이 큰 데 비하여 대항-엘리 

트의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션전에 더 의존하게 된다. 그러 

나 상징은 비용이 적은 반면 독점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20) 또 엘리트의 

성패는 그의 설천에도 달려있다‘ 라스웰에 의하면， “실천이란 변화하는 전체 

속에서 변화가능한 세목틀"(practices are changeable details within a changing 

whole)로서 카타르시스적 실천과 재적응적 설천으로 나누인다. 재해지역 방문， 

구호물자 배급， 유감 표명 등이 전자에 속한다면 노예 해방， 선거법 개정， 여성 

차별 철폐， 자유권 선장 등등은 후자에 속한다. 엘리트의 보존은 “효율 

성"( efficiency)과 “수용성"(accep때lity)의 적절한 배합에 의존한다.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를 위해 희생할 경우， 엘리트의 위기가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라스 

웰은 엘리트의 실천이 “차타르시스와 재적응의 칩으로 승부를 거는 도박 트럼 

프놀이"(the baccarat of catharsis and readjustment)와 같다고 말한다.2 1 ) 

요컨대 라스웰의 『정치학』은 사적 영역에서 가치를 박탈당한 정치적 엘리트 

들이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어떻게 공적 영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지 

에 초점을 맞춘 “소유지향적 정치론”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정치학계에서 일 

19) lbid. , pp .46-6 1. 

20) lbid. , pp.62-79, 168-169. 

21) lbid. , pp.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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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시카고 학파’(the Chicago School)로 통칭되는 라스웰의 입장은 그후 정치적 

현실주의의 대명사로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Hans J. Morgenthau의 Po/itics 

Among Nations( 1948)22)는 라스웰의 이와 같은 입장을 대변한다고 올 수 있다. 

Morgenthau에 의하면， “정치적 현실주의”란 “권력으로 정의되는 이해관계 개 

념”을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중심지표”로 삼는 것을 돗한다. 이점을 그는 다음 

과 같이 다시 천명한다: “모든 정치가 그러하듯 국제정치는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이다. 국제정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제일차적 목표는 항상 

권력이다."23) D. Easton이 말하는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 또는 이 

를 약하여 “권위적 정잭결정"24)이라는 “정치”에 관한 그의 정의도 사실은 라스 

웰의 “영향력”과 “가치”에 입각해 있다. Easton은 또 같은 관점에서 “정치학”을 

“권력의 배분과 사용의 영향을 받는 가치의 권위 적 배분에 관한 연구"25)로， 따 

라서 “정치학자”를 “사회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권력의 사용과 배분관 

계에 관심을 갖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분히 라스웰의 입장에서 

재해석된 “정치학”과 “정치학자”의 像이라고 생각된다 26) 

그러나 1950년대에 들어오면서 소유지향적으로 굳어진 정치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H. Maκuse의 Eros aηd Civi/ization(955)27), C. W 

Mills의 The Potι'er E/itκ1956)28)， Hannah Arendt의 The H.ιman Con찌toη(958)29)， 

22) Hans J. Morgenchau, p,“'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lor Power and Peace{New York: 

Alfred A. Knopf, Inc., 1948) 본 논문에서 인용한 것은 한스 j 모겐소現代國際政해論 

→世界'1、꺼l의 權力理論的 훨近』， ?fR-γ 澤(서울: lt. $U바， 1995)이다-
23) 같은 잭， p.35 

24) David Easton, The Political System: An lnq，ιIη 껴to the State 01 Political Science{Second Edition, 
New York: Al감.cd A. Knopf, 1971), pp.117 , 119-148 

25) lbid. , p.146. 

26) David Easton, “Hatold Lasswell: Policy Scientist for a Democratic Society", The Jo，ιrnal 01 
Politics(Aug. , 1950), p.451 뿐만 아니 라 Easton은 Lasswell의 권위 에 기 대어 “철학”을 “선 

전적 도구"(propaganda instrumenc)로 격하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라스웰의 견해에 

의하면， 철학은 서구의 믿음을 밝히고 확산하는 데 협력함으로서 집단생존에 불가결한 
비합리적 합의를 강화시키는 이데올로기적 또는 선전적 도구로 작용한다" lbid. , p.452 

27) Herberc Marcuse, Eros and Civilization: A PhiloJψ'hical Enqιiry into Freι，d(New York: Vincage 

B∞ks， 1955) 

28) C. Wright Mills, The Power Elite(London,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6). 

29) H때n때 Arendt, The H.ιman Co찌tlon， op. α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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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rgen Habermas의 Strukt.ιrwande/ der (jftnttichkeit( 1962)30), C. B. Macpherson의 

The Political Theory 01 POSJessive lndividua/ism(l962)3 1}, J. Rawls의 A Theory 01 

JuStiCI이 1971)32)， Fred Dallmayr의 “ Beyond Possessive lndividulism(l981)33), M. Walzer 

의 Sphκ'es 01 Jus.μce(l983)34)， A Ryan의 Property and Po/itica/ Theoη(1984)35)， 그리고 

九山員男의 “The Structure of Matsurigoto: the basso ostinato of )apanese political 

life"(l988)36) 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최근에 발표된 鄭文吉 교수의 “삶의 정치

‘정치’ 개념의 새로운 규정을 위한 일 시론"(1996)에서도 소유지향적 정치에 대 

해 강도높은 비판을하고 있다. 그는우리나라의 문제가“다양한사회적 경쟁” 

이 “일원화”되는 데 있다고 지적하면서， “각 분야의 경쟁체제가 종국에는 정치 

권력의 획득에 수렴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37) 이런 점에서 우리 시대는 

일찍이 파스칼이 경고했던 “‘압제’의 시대”를 방불케 한다고 성토한다: 

30) Jürgen Habermas, Strukturwandel der QJènttichkeit(Darmstadt und Nuewied, Fede때 Republic 

of Germany: Hermann Luchterhand Verlag, 1962) 이 책은 1991년에 영역되었다 각주3) 

참조. 

31) C.B. Macpherson, The Political Thoeη o[ PosseJsive ln찌찌찌Jm: Hobbes 10 ÚJC뼈London，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2). 

32) John Rawls, A Thoe’, 0/ j.ι'stice(Cambridge， Mas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33) Fred Dallmayr, “ Beyond Possessive Individualism", in his Twilight 0/ Sιbjectiviη: Contri싸tlons 

to a Post-l찌tψ'idualist Theoη 0/ Politi，α(Amherst: The U 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81), pp.9-37. 

34) Michael Walzer, SphereJ 01 j.ωtice: A Delense 01 Plur.씨1m and Eqιali，이U.S.A.: B잃ic B∞ks， 

Inc., 1983). 

35) Alan Ryan, Propκty and Political Theoη(Oxford: Basil Blackwell Publisher Ltd., 1984). 

36) Maruyama Masao, “The Structure of Matsurigoto: the basso ostinato of J apanese political 

life", in ThemeJ and Theories in Modern j.째anese Hùtoη Essays in memoη 0/ Richard Storry , ed. 

by Sue Henny and Jean-Pierre Lehman with a tribute by Sir William Deakin(lρndon and 

Adantic Highlands, New Jersey: The Athlone Press, 1988), pp.27-43 , 여기에서 九111휩밍 

은 이렇게 말한다 .. “ In the 1930s, the young Harold Lasswell entitled his seminal work 

Politics, Who Gets What, When, How. Recendy David Bell at York Uneversity has proposed 

that the word ’gets’ be replaced by the word ’talks’, so that the new definition would be 

’politics, who talks to whom, when, how.' Despite the admitted oversimplifications, this is 

a significant change because ’talking’ ordinarily involves others, while ’getting’ can be an 

intensely private affair." lbid. , p.28. 

37) 鄭文좀， “삶의 정치-‘정치’ 개엽의 새로운 규정을 위한 일 시론"0996년 5월 10일 아카 
데미 하우스 대화모임 발표문)，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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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하나의 가치가 유일한 가치로서 다른 가치를 능가하고， 

지배하려는 시대에 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화폐가사랑을 독 

점하고， 권력이 지혜를 종복으로 부리는 등의 ‘압제’의 시대에 살고 었 
다 38) 

필자는 특히 Arendt의 The Human Co찌'ton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것은 Arendt 

가 정치를 “소유”가 아닌 “소통”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있으며 , 또 이런 점에 

서 그녀의 The Hιmaη Conditoη은 소통지향적 정치론의 압권을 이룬다고 생각되 

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는 Arendt의 The Humaη Conditioη에 나타난 정치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m.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 
아렌트에 의하면， 정치적 행동은 반드시 말을 수반한다. 아렌트는 이점을 고 

대 그리스적 전통에까지 소급하여 설명한다. 고대 그리스 사상에 의하면， 인간 

의 활동 중 “두 활동만이 정치적 활동으로， 그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적 

삶’(bios P이itikos)으로 명명한 것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그것은 행위(pr때5)와 

언어(le피5)이다. 이 행위와 언어로부터 인간사의 영역(ta ton anthropon 

pragmata)이 발생하며 단순히 펼요하거나 또는 유용하기만 한 모든 것 예컨 

대 생물학적 삶 또는 “단순한 생명"(zoe)과 관련된 “가정경제”에 속한 모든 활 

동이， “이 영역으로부터 엄격히 배제된다꺼9) 아렌트는 이 말의 의미를 다시 부 

연한다: “대부분의 정치적 행위는 그것이 폭력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한 

38) 鄭文吉， 같은 글， p.9. 

39) 한나 아렌트인간의 조건J. 이진우 • 태정호 옮김， 앞의 잭， pp.76-77. 152. “그리스 철 

학X뜸”에 의하면， “펼연성은 열차적으로 전정치적 현상으로서 사적 가정 조직체의 특 

정이며， 강제와 폭력은 펼연성을 제어하고 자유롭기 위한 수단으로서 - 예를 들어 노 

예의 지배를 위해-이 영역에서만 ... 당연시”됐다{위의 책， p.83). 이와 같은 관점에 

서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지배와 피지배， 정부와 권력의 모든 개념들과 이것등이 지 

시하는 규정된 질서는 전정치적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공론영역”에 속하가 보다는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아렌트는 “지배”를 “가정의 법”이 

라고도 말한다{위의 책. pp.84, 86-87 <각주27>). 또 “공론영역”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 
는 결코 존재한 적이 없었다“라고 그녀는 강조한대위의 잭，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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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통해 실행되며， 또 더 나0까 적절한순간에 적절한 말을 발견하는 것이 ... 

행위라는 점이다 말로 하지 않는 것은 단지 폭력이다껴0) 다시 말해서 그리스 

인들은 “정치적”인 것을 “폴리스” 안에서 “생활핸” 것으로 이해하였고， 폴리 

스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힘과 폭력이 아니라 말과 셜득을 통하여 모든 것 

을 결정함을 의미한다 반면 말이 아닌 “폭력으로 사람을 강제”하고 또 “설득하 

기보다”는 “명령하는 것”은 그리스인들에게는 “전정치적인 것"(pre-politi떼)으 

로 여겨졌다 설제로 강제와 명령은 “폴리스 밖의 생활， 즉 가장이 전제적 권력 

을 휘두르는 가정과 가족생활에 특정적”이거나 “아시아의 야만적인 제국의 생 

활에 특정적인 것이”었다. “이 제국의 전제주의는 흔히 가정 조직체와 유사하 

였다껴1) 

이런 점에서 아렌트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 

의”를 “가정생활에서 경험하는 자연적 결사체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이것과 

“대립되는 것”으로，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치적 영역은 “삶의 펼연 

성"(necessities of life)에 얽매여 있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 

는 것으로42) 이해한다. 그녀에 의하면， 앞서 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인간은 ‘이성과 언어를 가진 동물’(2Oon logon ekhon)이라는” 그의 “두 번째 정 

의와 함께 생각할 때에만 완전히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아렌트는 “이 두 가 

40) 위의 잭， p.78 아렌트는 또 이렇게 말한다: “고대 {그리스l인이 이해하기로는 ‘경제’에 

관련된， 다시말해 개인유지와 종족보전에 관련된 것은 무엇이나 정의상 비정치적인 가 
정사”였다. 이런 점에서 “‘정지경제’”라는 현대의 용어는 “그 자체 모순적”이대위의 

잭， p.8 1) 

4 1) 위의 잭， pp.76-77 동양에서 말하는 “;\JL3{"은 아렌트가 의 u]하는 “가정”의 특징을 가 

장 잘 집약한다. “A政이란 하나는 먹는 것， 둘은 재화， 셋은 제사， 넷은 토지 및 민사 

엽무， 다섯은 교육업무， 여섯은 형별엽무， 열곱은 외빈접대， 여넓은 군대”를 말한다. 

(f尙렵~ r JoIiJ 렵 J <파跳>; 張鉉根， “동양의 관점에서 본 정치와 교육-짧了1γ*의 i똥 

敎{fl論" f세계화와 민주화 시대의 정치와 교육~(세계정치학회 17차 서울세계대회 동 

시 학숭회， 1997년 8월 19일， 프레지던트 호텔)， p.3에서 재인용) 뿐만 아니라 권력관계 

의 기본 원형으로 지적되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도 아렌트의 관점에서 보면 전-정치 

적인 “가정”의 영역에 속한 범주라고 볼 수 있다. 아렌트는 이점플 각주에서 Fustel de 

Coulange의 The Ancient City에 근거하여 이렇게 말한다: “Coulange에 따르면 타인의 지 

배를 표현하는 말인 rex, pater, anax, basileus와 같은 모든 그리스， 라틴어 단어는 본래 
가정의 지배 관계를 지시하던 땀이자 노예가 자선의 주인을 부르던 말이다."(위의 잭， 
p.84 각추22). 

42) 위의 잭， p.107 , 그리고 본 논문의 ;tt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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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유명한 정의”가 “당시 통용되던 인간과 정치적 삶의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정 

식화”한데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들 의견에 따르면 “폴리스 외부의 모든 사람， 

로고스가 없논 노예와 이방인들은 언어의 능력을 박탈당한 것이 아니라， 언어 

와 언어만이 의미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시민의 주된 관심이 서로 토론 

을 하는 것인 그러한 삶의 방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뭇한다 43) 

요컨대， 그리스인들이 보는 “행위와 언어는 밀접하게 연관”된 “활동”으로서， 

모든 정치적 “활동들은 언제나 충분한 정합성을 가진 이야기로 끝이 난다."44) 

아렌트는 이와 같은 그리스적 견해에 공감을 표하면서， “언어와 행위는 동시대 

적이고 동퉁한 것이자 통일한 지위와 종류에 속하는 것”임을 주장한다.45) 계속 

해서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말과 행위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근본적이고 특별 

히 인간적인 행위는 .. ,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 ‘너는 누구인가’에 답해 

야만 한다. 이 [대답의] ... 단서는 그의 행위와 말속에 함축되어 있다 
.. 말없는 행위는， 행위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다. 

행위자는 그가 동시에 말의 화자일 경우에만 행위자일 수 있다. 그가 "'] 

작하는 행위는 말에 의해 인간에게 이해된다. 그의 행위가 말을 수반하지 

43) 위의 책， p.79 이와 관련하여 정치적 사물은 감각적 지각의 대상도 또는 자연적 사물 
도 아닌 “speech object" 또는 “political category"oJ1 속한다고 말한 Eugene F. Miller의 말 

을 유의할 펼요가 었다 Eugene F. Miller, “The Primary Questions of P이It1C꾀 Inquiry" in 

The Review 0/ Po/i.“α(July， 1997), pp.298-331; Eugene F Miller, “Locke on the Meaning of 

PoliticaJ Language: The Teaching of the E.rsay Concerning H/lman Understan.찌ng" in The 

Political Science Reνiewer(FaJl， 1979), pp.163-193. Miller의 견해를 아렌트의 용어로 바꾸어 
표현해보면， “정치(politics)란 객관적 현설(objectiye re외ity)이기 보다는 공적 현설(pub!ic 

re외ity)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적 현설"(public reality)은 “res extensa" 즉， 

“물리적 현설"(physical reality)도， “res cogitans", 다시 말하면 “개인척 현실"(person에 

reality)도 아닌， 말 그대로 “ res publica"란 뜻이다 
44) 위의 책， p.152. 

45) 위의 책， pp.77-78. Arendt는 언어와 사회의 관계는 “2차적” 또는 ‘부차적”임에 반하여， 

언어와 행동의 관계는 “일차적” 또는 “동시적”이라고 보는 점에서 독특하다 Dallmayr 

역시 “말”을 “품홈"(speaker)의 입장에서 접근할 경우 “말"(speech 또는 language)과 “행 

위"(speech act 또는 human actiyity in generaJ)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 ohn R. SeaJe의 

입 장에 적극 동감을 표한다(Fred R. Dallmayr, “Ordinary Language and Ide외 Speech" in 

his Twi，ιr，ht 0/ S.ι'bjecti1/ity ， op. cit., pp.22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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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짐승과 같은 몸짓을 통해 지각될 수 있다 해도， 그가 행위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열을 수 있는 말을 통해서만， 즉 현재 행하고 이전에 행 

했고 장차 의도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을 통해서만 행위는 적절한 것으로 

된다. 

인간의 활동 중에서 행위만큼 말을 펼요로 하는 것은 없다. 행위 이외 

의 다른 활동에서 말은 부차적 역할만을 한다 46) 

아렌트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과 말이 이와 같이 “함께 속하고 더욱이 최고 

의 능력이라는 확신은 도시국가에 앞서 이미 소크라테스 이전 사상에도 었던 

믿음이었다 그 전거로서 그녀는 호머를 든다· “호머의 아킬레스의 위대함은 

우리가 ‘위대한 행위를 하는 7.t, 위대한 말을 전하는 자’로 생각할 때에만 이해 
될 수 있다 "47) 이때 아킬레스의 “위대함”은 인간의 말과 행위의 “계시적 성 

격”을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다. “말과 행위는” 말하고 행동하는 “주체를 계 

시”한다48); “말과 행위는 그 내용이 오로지 ‘대상적’이고 사물세계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질 때조차도 주체를 계시승}는 능력을 가진다 "49) 이런 점에서 “행위 

와 언어는 외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인간존재의 표명이”며，50) “인간이 물리적 

대상으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서로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양식이다."5 1) 여가 

서 아렌트는 말과 행동을 도구로만 볼 뿐， 그것의 “계시적 성격”을 간과해 옹 

기존의 정치학의 전통을 강하게 비판한다: 

· 정치학에서 모든 유물론의 기본적 살수는-이 유물론은 마르크 
스가 고안한 것도 아니고 근대에서 유래하는 것도 아니며 근본적으로 우 

리 정치이론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사람들이 전적으로 세계 

적이고 물질적인 대상의 확보에만 오로지 관심을 집중할 때조차도 그들 

은 자신을 반드시 주체로， 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유일한 인격으로 

드러낸다는 사실을 간과한 점이다 52) 

46) 위 의 잭， pp.238-239. 

47) 위의 잭， p.77. 

48) 위의 책， p.243 

49) 위의 책， p.24. 

50) 위의 책， p.150. 

51) 위의 책，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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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는 여러 곳에서 말과 행위에 내재하는 “계시성”을 되풀이해서 강조한 

다· “사람들은 행하고 말하면서 자신을 보여주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인 

격적 정체성을 드러내며 인간세계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다-"53); “아무개가 도 

대체 누구인가 하는 그의 인격은 그가 말하고 행위 하는 모든 것을 통해 드러 

난다-"54); “인간의 본질”은 그가 행하는 “행위와 말의 흐름 속에서” 가장 “생 

생”하게 드러난다55); 이것은 “사람”이 “말과 행위를 통하여 다른 사람과 단순 

히 다르다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분”하기 때문이다56). 

또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 자신 

이 드러내는 자가 누구인가를 미리 헤아렬 수 없으면서 말과 행위 속에서 자신 

을 드러낸다 "57) 

그러나 “폴리스”가 “가장 수다스런” 정치적 조직체로 변질되고， 또 이러한 

“경험에서 탄생된 정치철학조차 행위와 말”을 분리시키게 되면서， 이 둘은 서 

로 독립된 활동으로 전개되었다. 이와 더불어 “강조점은 행위에서 말로 옮겨졌 

다까8) 이제 주체의 인격을 들어내는 계시로서의 말은 “설득의 수단으로서”의 

말， 즉 “수사학”과 동일시되었다. 수사학은 오늘날의 PR과 선전과 홍보의 전선 

이라 할 수 있다. 급기야 오늘날의 말은 “의사소통과 정보의 수단으로”서， 보다 

효융적인 “기호언어”에 의해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렌트는 “말”이 

단지 “타인을 위해서만 또는 대항해서만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말은 ‘단순한 

공론’(空論)이 되고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며， “적을 기만하거나 선전을 통해 

모든 사람을 현혹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말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다 

이와 같은 말의 “수단화” 또는 “도구화”는 말의 계시성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정치 그 자체마저 소멸시킨다는 데 문제가 있다 59) 따라서 아렌트에 있어서의 

52) 위의 책， p.244. 

53) 위의 책， p.239. 
54) 위 의 책， p.234. 
55) 위의 책， p.242. 
56) 위 의 책， p.236 
57) 위 의 책， p.254. 

58) 위 의 책， p.76. 
59) 위의 책， pp.240-241 이와 같은 이유에서 아렌트는 현대 사회과학의 “행태주의”에 대해 

서도 비판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통"(communication)과 “통져I]"(concrol)를 같은 것으 

로 보는 Norbert Wiener 나 Karl Deutsch는 말의 “수단화”와 “도구화”의 구체적인 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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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회복은 자연히 말과 행동의 “탈수단화”와 “탈 도구화”로， 그리고 이를 

통한 “계시성의 확보”에 그 초점이 모아지게 된다. 아렌트는 이점을 다음과 같 

이 요약한다. “중요한 것은 계시적 성격이다. 이러한 계시적 성격을 갖지 못하 

는 말과 행위는 모든 인간적 연관성을 상실하게 된다 "60) 

아렌트가 말하는 “말과 행위”에 내재하는 “계시적 성격”은 “사람들이 타인 

을 위해서 또는 대항해서가 아니라 타인과 함께 존재하는 곳에서만 전면에 나 

타난다. 즉 순수히 함께 함에서 나타난다 "61) 여기서 아렌트는 고대 그리스인 

의 “폴리스”를 바로 이와 같은 “순수히 함께 함”의 전형으로서， 말하자면 “말 

과 행위”에 내재하는 “계시적 성격”을 실현시킨 “공론영역” 또는 정치적 공간 

으로 해석한다: 

‘ 공론영역 그 자체인 폴리스는 격렬히 고민하는 정신의 소유자에 

의해 침투되며， 이곳에서는 누구나 항상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자신의 특 

성을 부각시켜야만 했고 독특한 행위와 엽적을 통하여 자신이 최고임 

(aien aristeuein)을 보여주어야만 했다. 달리 말하면 공론 영역은 개성을 위 

해 준비된 곳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고 바꿀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이런 기회를 잡기 위하여 그리 

고 생각된다. Norbert Wiener, The Human Ure 0/ Human Beingr: Cyberneticr and Society(New 

York: Avon B∞ks， 1950); Karl Deutsch, N.ι짜'onaιrm and Social Communication(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53); Karl Deutsch, The NeroeJ 0/ Government(New York: The Free 

Press, 1966). 

60) 한냐 아렌트， 앞의 책， p.243. “계시성의 확보”는 어떤 점에서 孔子가 말한 “κ名”사상 
과도 통한다고 보여진다. 孔了는 “íE名”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한다: “이름이 바르지 않 
으면 말이 안 통하게 되고， 그리되면 일이 이뤄지지 않고， 나아가 禮樂이 홍성하지 않 
게 된다. 짧樂이 시틀변 형별이 공쟁을 앓고， 나아가 백성은 손발을 둘 곳이 없게된다 
(~論淑子路J) 공자가 말한 “ IE名”은 놀랍게도 John Locke의 &ray Concerning H.ι"'μn 
Underrtanding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다. Locke는 이렇게 말한다: “Because the 

names for the most part want standards in nature, whereby men may rectify and ad때 

their sìgnifications."(IlI 9.7) 따ke는 특히 III권 XI장을 “ Of the Remedies of the Foreg띠ng 

Imperfections and Abuses of Words"라고 제목을 붙여 “ lE名”의 방법을 상세히 논한다. 

fL了가 말한 “ 11'.1'，"과 대립적인 것이 “巧，j쉬띤”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Arendt의 표 
현을 빌리면 “타인을 위해서 또는 대항해서” 하는 말로서 “주체의 인격을 들어내는 계 
시로서의 말”이기보다는 “설득의 수단으로”서의 말을 가리킨다. 

61) 위의 책， 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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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회 포착을 가능케 하는 정치적 조직체에 대한 애정으로 각 개인은 

배심관， 방어， 공적 엽무의 관리와 같은 부담을 기꺼이 맡으려 했던 것이 

다.62)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아렌트가 말하논 폴리스란 단순히 하나 

의 지리적 공간이기보다는 사람툴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 즉， “현상의 공 

간"(space of appearance)이라는 점이다. “아테네가 아니라 아테네 시민이 폴리 

스”라논 말이다63) 

아렌트에 의하면， 사람의 “행위와 말”은 “주변에 있는 타인의 현존을 펼요로 

한다”“); 행위와 언어의 “설재생”은 “보고 듣는 능력을 가지므로 인해서 그것 

틀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타인의 항상적 현존에 의존한다 "65) 이 때문에 그 

것은 타인과 “고립되어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그것은 “타인의 행위 및 말 

의 그물망에 둘러싸여 그것과의 끊임없이 접촉하면서 이루어진다 "66) 뿐만 아 

니라 행위와 언어는 “결과물과 최종적 생산품”을 남기지 않는다67) 그것은 “스 

스로 어떤 것을 ‘생산하지’ 않으며"68) 또 “어떤 흔적이나 생산물을 남기지 않” 

기 때문에 “도대체 살아남지 못”한다.(9); “살아있는 활동으로서의 행위”와 “언 

어”는 그 과정이 끝냐는 지점에서 그 실재성을 상실하며， 마치 존재한 적이 없 

던 것처럼 사라져버린다 이런 점에서 그것은 “삶 그 자체만큼이나 무상하다."70) 

62) 위의 책， p.94. 또 아렌트는 “아레테(arete)" 또는 “비루투스(virtus)"로 불리우는 “탁월성 

은 언제나 공론영역에 주어지는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공론 영역에서 사람들은 타언 

을 능가하거나 타인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할 수가 있다. 공론 영역에서 수행되는 모든 
활동은 사생활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탁월성을 획득할 수 있다. 탁월성의 획득을 
위해서는 정의상 타인의 현폰이 언제나 요구된다 ." 교육이나 천재성 그리고 재능도 
공론영역의 우선적 요소를 대신할 수 없다. 공론영역은 인간이 탁월성을 발휘하는 적 
절한 장소이다'. "(같은 잭， pp.101-102) 반면 “노예는 탁월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공론영 

역에 진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탁월성을 상설하였다'."(위의 책， 같은 곳〈원주40>). 
63) 위의 잭， pp.260-261 , 257. 

64) 위의 책， p.249. 

65) 위의 책， pp.149-150. 

66) 위의 책， p.249. 

67) 위 의 책， p.244 

68) 위의 책， p.150. 

69) 위의 책， p.233. 

70) 위의 잭，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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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는 그리스에서의 폴리스의 발생이 인간의 말과 행위에 대한 이와 같 

은 반성의 산물이라고 본다‘ 그것은 “개인적 삶의 무상성에 대한 보증”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상하기만 한 모든 것을 막아주고 비교적 영속적인 것틀 

을 허용하는 공간， 즉 죽을 운명의 인간에게 불멸성을 보장하는 공간”으로서 

출현하였다.7 1 ) 따라서 “폴리스”는 “멸종의 조직화된 기억체”라고도 볼 수 있 

다.72) 그것은 “가멸적 행위자의 지나가 버리는 설폰과 유동적인 위대성이 결코 

현실성을 상설하지 않도록 보증해준다. 이 현실성은 보여지고 들려짐으로써， 

일반적으로 말하면 동료 청중 앞에 나타남으로써 생긴다 페리클레스의 추도 

사의 말을 빌리면， “폴리스”는 “모든 바다와 땅을 자신틀의 모험의 장으로 만 

든 사람들이 아무런 증언없이 그대로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보증해주며， 따라 

서 그들을 칭찬할 줄 아는 호머와 그밖의 사람들이 펼요 없음을 보증해준다. 

행위하는 자들은 타인(시인)의 도움 없이도 좋은 행위와 나쁜 행위의 영원한 

기념비를 세울 수 있으며 현재나 미래에 찬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달리 말 

하면， 폴리스”는 “가장 무상한 인간활동인 행위와 말 그리고 가장 덧없는 . 

행위와 이야기들을 사라지지 않도록 보증해준다. "73) 

아렌트는 “폴리스”에 대한 이상과 같은 해석을 토대로 “정치의 영역”을 “함 

께 행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현상의 공간”으로 일단 정의하고， 여기 

에 함축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공중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누구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현상"(appe와ance)이기 때문에 “실재성"(re외ity)을 

가지며， 또 “누구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publicity)을 갖 

는다.74); 둘째， 이 공간의 “공통성"(the common)은 “이 세계를 구성하는 사람들 

의 ‘공통적 본성”’ 또는 “동질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입장과 관점에도 

71) 위의 책， p.l09. 

72) 위의 책， p.260 아렌트는 “polis"의 어원척 의미를 부연한다: “polis라는 단어는 본래 
‘둥근 담’과 비숫한 것을 의미하였다. 라틴어 urbs도 마찬가지로 ‘원’(circle)의 관념을 
표현하는 단어이며 orbis와 같은 단어에서 파생하였다. 우리 시대의 단어인 ‘town’에서 
우리는 동열한 연관을 발견한다 도시는 본래 독어 Zaun과 같이 무엇을 둘러싸는 울타 

리를 의미한다"(위의 책， pp.117-1l8 <江>64).

73) 위의 책， pp.2S9-260. “그래서 노예에 대한 저주의 본질은 ... 비가시적인 존재방식으 
로 인하여 어떤 존재의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버리지 않을까 하는 ... 두려움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도 하다끼위의 책， pp.108-109) 

74) 위의 책， pp.102-1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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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언제나 같은 대상에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때문에 가 

능하다. 따라서 이것은 “독재”나 “대중사회 또는 대중적 히스테리의” 경우에서 

처럼 “단지 한 측면에서만 보여지고 단지 한 관점만을 취”하게 될 때， 그와 동 

시적으로 “끝이 난다 이 세계는 “이 세계의 관점블의 다양성 속에서만 실존 

한다."75); 셋째， 이 공간은 “우리를 결집시켜주”기도 하지만 “서로 공격하고 덤 

벼들지 못하게” 우리를 “분리시키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공중"(the public)과 

구별되는 “대중사회"(m잃s society)가 “견디기 힘든 것은” 단순히 “사람들 사이 

에 존재하는 세계가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관계를 맺어주며 서로 분리시키는 

힘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76); 넷째， “이 공간”은 물리적 “작업의 공간과는 탈 

리 이 공간을 존재하게 하논” 말과 행동의 “현설성을 넘어”서는 존속할 수 없 

다.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면 나타나고， 흩어지변 사라지는 불연속적인 공간이 

다. 아렌트는 이 공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장엄하게 기술한다. 그녀의 기술 

은 차라리 “노래”라고 말하논 것이 더 적절하다는 느낌을 자아낸다: 

현상의 공간은 말과 행위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이면 어디 

서나 존재한다 이 공간의 특성은 우리 손의 작업의 공간과는 달리 

이 공간을 존재하게 하는 운동의 현실성을 넘어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흩어지면 사라지며 ... 활동 자체가 없어져도 사라져버린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 어디에서냐 현상의 공간은 잠재적으로 존재하지만， 

펼연적으로 또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문명이 흥하고 망하며， 

강력한 제국들이 외적 재난 없이도 쇠퇴하여 사라질 수 있는 것은 ... 공 

론영역의 이런 특성에 원인이 있다 이 공론영역은 궁극적으로 행위와 말 

에 의존하기 때문에 결코 잠재적 성격을 완전히 상설하지 않는다. … 권 

력은폭력의 도구처럼 저장할수도없고비상시를위하여 비축할수도없 

다 권력은 실현될 때에만 존재한다. 권력이 실현되지 않는 곳에서는 권 

력은 없어진다. … 말과 행위가 일치핸 곳에서， 말이 공허하지 않고 
행위가 야만적이지 않은 곳에서， 말의 의도를 숨기지 않고 행위가 실재를 

현시하는 곳에서， 권력은 실현된다 행위하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의 

잠재적 현상 공간인 공론영역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 ‘권력’이다 이 단어 

는 그리스어 ‘가능태’(dynam잉)가 동의어로 근대에 다양한 파생어를 가지 

75) 위의 책， pp.lll- I12. 

76) 위의 잭， p.l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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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라틴어 포텐치아-(potentia) 또는 독일어 마흐트(Macht. 이 단어는 ‘만들 

다’는 돗의 machenò ] 아니라 ‘할 수 있다’ 또는 ‘원한다’의 mögen과 

möglich의 파생어이다)와 유사한데， 이 단어들은 모두 현상의 ‘잠재적’ 성 

격을 의미한다. 권력은 언제나 잠재작 권력이며， 세력이나 힘과 같이 불 

변하고 측정 가능하여 의지할 만한 그런 설재는 아니다 힘이 고립된 개 

인에게서 볼 수 있는 자연적 성질인 반면에 권력온 함께 행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서 사람틀이 흩어지는 순간 사라진다. 권력이 현실화될 

수 있지만 결코 완전히 물질화될 수 없는 모든 가능태와 공유하는 이 특 

성때문에， 권력은 놀라울 정도로 물질적 요소와는 무관하며 쉬numbers) 

와 수단(means)과도 무관하다 

권력의 발생에 유일하게 필수적인 물질적 요소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 

간다는 사실이다 ... 도시의 건설은 따라서 권력의 가장 중요한 물질적 

펼수조건이다. 행위의 열시적 순간이 지난 후 사람들을 함께 묶어두는 것 

은 … 그리고 동시에 그들을 함께 머물게 함으로써 삶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권력이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든지 함께 하는 삶에 참여하지 못하 

는 자는， 그의 힘이 아무리 강하고 고립의 이유가 아무리 타당하다 할지 

라도， 권력을 상실하여 무능하게 된다77) 

· 권력은 공론영역파 현상의 공간을 보존한다. 그러므로 권력은 인 

간의 손으로 만틀어진 세계의 생명 줄이다. 인간의 세계는 말과 행위， 인 

간사와 판계들의 그물망， 그리고 이것들의 산물인 이야기들의 무대가 되 

지 못하면 그것의 궁극적인 존재근거를 갖지 못한다 전도서의 음울 

한 지혜 ... 는 꼭 특별한 종교적 체험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지혜는 인간이 등장하기에 적합한 공간， 즉 행위와 말에 적합한 공간 

인 세계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불가피한 것이다 78)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아렌트가 말하는 “정치의 영역”은 함께 행동하고 말 

하는 “현상의 공간”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자유로운 소통에 의해 영위되는 공간 

이다. 권력은 말과 행동의 “제시성”이 회복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그리고 어디 

에서나 설현되는 그런 현상이다. 그녀의 표현대로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곳에 

77) 위의 잭， pp.261-264. 

78) 위의 책， p.267. 아렌트가 말하는 “세계에 대한 신뢰”는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계 

의 불별성(immorrtality)에 대한 신뢰”라 할 수 있다. 아렌트는 현대세계가 “세계의 불멸 

성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면서 정치세계에 대한 믿음도 상설하게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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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말이 공허하지 않고 행위가 야만적이지 않은 곳에서， 말의 의도를 숨기지 

않고 행위가 실재를 현시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권력은 실현된다 

이런 점에서 권력은“행위하고 말하는사람들사이”에 존재하는“소통활동” 

과 운명을 같이한다. Arendt는 권력의 이와 같은 소통적 성격 때문에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물질적 요소와는 무관하며 수와 수단과도 무관하다”고 본다. 

Arendt의 이와 같은 관점은 다른 한편 정치를 보상과 획득과 수단의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접근한 Lasswell의 소유지향적 입장과는 엄격하게 대비된다. 뿐만 

아니라 아렌트는 권력을 “potentia", “Mögen" 또는 “Möglichkeit" 등 일종의 “잠 

재성"(dynarnis)으로 파악한다. 이와 같은 아렌트의 견해는 “권력은 항상 信

任"(Power is always trust)79)이라고 지적한 Laski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 

른 한편 라스웰의 “순종"(deference)은 Schmitt가 “적과 동지”를 구분하면서 주 

장한 “보호와 복종간의 영 원한 상관성‘’(ewigen Zusammenhangs von Schutz und 

Gehorsarn),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보호하기 때문에 나는 복종한다"(protego 

e핑o oblig이80)와 맥을 같이한다. 앞서 밝혔듯이， 필^t는 라스웰과 아렌트간의 

대립적 견해가 1920년대의 슈미트와 라스키간의 논의에까지 소급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t는 슈미트의 “의회해체론”과 라스키의 

“주권해체론”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9) Harold J. μski， A Grammar 01 PolitiCJ(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25), p.35. 

80) Carl Schmitt, The Conα1J1 01 the Political, tr. and with an Introduction by George Schwab 

with a New Foreword by Tracy B. Strong(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p.52. Schmitt는 또 이렇게 부연한다: “No form of order, no reasonble 

legitimacy or legality can exist without protection and obedience. The protego ergo obligo 

is the cogito ergo sum of the state. A political theoty which does not systematically become 

aware of this sentence remains an inadequate fragment. Hobbes designated this as the true 

purpose of his Leviathan, to instill in man once again the mutual relation between 

Protection and Obedience." 본고에서는 슈미트의 국역본인 『정치적인 것의 개념: 서문 

과 세 개의 계론을 수록한 1932년판~， 김효전 역(중보판， 서울:ìt‘文11it:， 1995)과 아울러 
독어본 Carl Schmitt, Der Begriff deJ Politùchen: Text von 1932 mit einem Vorwort UM drei 

Coroμarien(Berlin: Duncker & Humblot, 1987)을 함께 참조할 것이며， 인용에 있어서는 영 
문본， 국역본， 독어본의 순으로 모두 표기할 것이다. 즉 칼 슈미트， 위의 잭， 
pp.52/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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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슈미트의 의회해체론 

슈미트의 “의회해체론년 두 개의 서로 다른 다원주의를 구분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전투적-정치적 다원주의와 자유주의적-비정치적 다원주의를 

구분하고， 전자에 대한 옹호와 후자에 대한 비판으로 전개된다. 본 장에서는 

슈미트의 이와 같은 논의에 따라，1) 전투적-정치적 다원주의의 옹호와 2) 자유 

주의적-비정치적 다원주의의 비판， 그리고 3) 의회해체론의 전개의 순으로 슈 

미트의 입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전투적-정치적 다원주의의 옹호: 슈미트에 의하면， 정치는 “단일 

체"(Universum)가 아닌 “다원체"(Pluriversum)이다.8 1 ) 그것은 다양한 “인간 집단 

들"(Menschen-gruppen)로 구성된 “다원체”이다. 정치 세계에는 “정의나 인류나 

질서 또는 펑화라는 이름 아래 다른 구체적 인간 집단과 싸우는 구체적 인간 

집단이 항상 존재”한다.82) 여기서 슈미트는 “정치적인 것”의 본질을 “전투적인 

것"(polemisch)으로 규정하고， “전투”에서 “적과 동지의 결집"(Gruppierung von 

Freund und Feind)이， 그리고 이러한 결집으로부터 “정치적인 것의 특수한 긴 

장"(spezifisch politische Spannung)이 나타난다고 본다 83) 그는 이 렇게 말한다: 

“모든 정치적인 개념과 관념과 용어들은 전투적 의u](einen polemischen Sinn)를 

지닌다. 그것들은 구체적인 대립관계를 취하며 또 “전쟁이나 혁명”에서 볼 

수 있듯이 “궁극적으로는 적과 동지로 결집되는 구체적 상황과 결부된다 "84) 

뿐만 아니라， “모든 구체적 대립은 적과 동지의 결집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정치적인 것으로 된다 "85) 따라서 “국7}， 공화국， 결사， 계급， 나아가서는 

81) 위의 책， pp.53/65/54. 
82) 위 의 책， pp.67 /79-80/66-67. 
83) 위의 책， pp.35/43/35. 그 역도 마찬가지다. 즉 “투쟁의 가능성이 남김없이 제거되고 소 

멸된 세계， 궁극적으로 평화롭게 된 지구라는 것은 적과 동지의 구별이 없는 세계， 따 

라서 정치 없는 세계일 것이다"(같은 곳， 그리고 위의 책， pp.57167/56.) 여기서 “투쟁” 
이란 “경쟁이나 순수한 정신적 논쟁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신체적 살해의 가능 
성R을， 따라서 “타인의 존재의 부정"(Negierung .eines anderen Seins)을 뜻한다. 위의 책， 

pp. 3 3/40/3 3. 
84) 위의 책， pp.30/38/3 1. 

8’) 위의 잭， pp.29/37/30 슈미트는 또 이렇게 말한다: “정치적인 것으로서의 위치지옴은 
결정적인 집합과 이산의 기준이 되는 거리의 강도에 의해서 규정된다 위의 책， 

pp.59/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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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법치국가， 절대주의， 독재， 계획， 중성국가 또는 전체국가 등과 같은 말 

은” 그것의 “전투적-정치적” 성격을 이해하지 않는 한， 다시 말하면 그것이 구 

체적으로 “누구를 공격하고， 부인하고， 반박하는지를 따라서 그것이 누구를 

적으로 그리고 누구를 통지로 보는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모두가 공허하고 

유령과 같은 추상적인 것이 되어버린다 "86) 슈u]트는 “적과 동지의 결집”이야 

말로 정치와 비정치를 구분하는 척도임을 되풀이 강조한다: “정치적인 현상은 

오직 적과 동지의 결집이라는 현설적 가능성과 관련을 가짐으로써만 이해되는 

것이며， 거기서 정치적인 것에 대한 어떤 종교적 • 도덕적 • 미학적 · 경제적 평 

가가 나오는지는 관계없는 것이다 “정치적 사고와 정치적 본능은 이론적으로 

나 실제적으로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능력에 의해 실증된다. 위대한 정치의 정 

점은 적이 구체적인 명료함 속에서 적으로서 인식되는 시점과 동시적이다 이 

런 점에서 크롬웰(Cromwell)은 정치인의 전형에 가장 근접하는 인물이다.87) 반 

면에 만일 “적파 동지를 결집할 현실적 가능성”이 “우연히 없어지는 경우에논 

정치적인 것 자체도 없어져 버린다."88) 예컨대 “지구상의 여러 민족， 종교， 계 

급， 기타 다른 인간의 집단이 모두 일체가 되고， 상호간의 투쟁이 사실상으로 

나 이론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면， 나아가 또한 전지구를 포괄하는 국가의 내 

부에서 내란의 가능성마저 사실상 생각할 수 없게 된다면， 즉 적과 동지의 구 

별이라는 단순한 우발성마저 중단된다면， 거기에 존재하는 것은 단지 정치적 

으로 무색한 세계관， 문화， 문명， 경제， 도덕， 법， 예술， 오락 등등에 불과하며， 

정치도 국가도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89) 

86) 위의 잭， pp.30/38/3l. 

87) 위의 책， pp.35 , 67-68/43, 80-81/37, 67 

88) 위 의 책， pp.45/53/45 

89) 위의 책， pp.53/65/54. 슈미트는 이와 아울러 전쟁 종결의 가능성， 따라서 정치 종언의 

가능성에 대해 이 렇게 말한다: “군사 기술이 발달하여 감에 따라서 아마도 승산있는 
전쟁을 수행하기에 족한 공업력을 가진 국가는 매우 소수의 국가만이 잔존할 뿐이며， 
한편 약소 국가틀은 정당한 동맹정책에 의해서 자신의 독립을 유지하는 데에 성공하지 

못하는 한은 자발적으로 또는 어쩔 수 없이 교전권을 포기하게 되는 사태가 열어날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개는 무릇 전쟁， 국가 그리고 정치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치위의 책， pp.46/55/46.) 슈미트에 의하면 어떠한 “i義나 
논리구성으로도 국가나 정치를 근절할 수 없으며， 세계를 탈정치화하지 못한다 ... 정 
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운명이다.(Nach wie vor die Politik das Schicksal bleibt.)" 

(위 의 책， pp.98/92n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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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슈미트의 주장과 관련하여 주의할 것은 그가 말한 정치의 

일차적 의미는 “국가적 집단."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민족국개Volksstaat)적 

집단."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그는 “비국가적 집단”을 “‘비정치적’ 집단”으 

로서 정치의 영역에서 배제한다. 그는 비정치적 집단은 1차적 정치의 “기생적 

내지 희화적 존재”로서 2차적 의미 이상을 가질 수 없다고 봇박논다.90) 슈미트 

는 이점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r국가』에 대한 관련 내지 환원이외의 아무 것도 내포하지 않는 정 

치적인 것의 일반적인 개념규정은 명백하며， 또한 국가가 … 비국가적 
인， 바로 그 때문에 r비정치적인」 집단과 업무들에 대립하는 한은， 뿐만 

아니라 국가가 정치적인 것을 전유하는 한은 학문적으로도 정당하다‘91) 

· 정치적=당파정치적이라는 등식이 가능한 것은 모든 국내정치적 
당파나 그 대립을 상대화하는 포괄적 통일체(국개라는 관념이 그 힘을 

상실하고， 그 결과 다른 국가와의 대외정치적인 공통의 대립보다도 국가 

내부의 대립 쪽이 보다 커다란 彈度를 보유하는 경우이다 92) 

이제 슈미트가 주장하는 전투적-정치적 다원주의를 정리해보면， 세 가지 점 

으로 집약됨을 알 수 있다: 첫째， 정치세계는 다양한 “인간집단”이 상호 대립하 

는 세계이다. “정치적 존재의 구체적 현실에서논 어떤 추상적 질서나 규범계열 

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체적인 인간들 또는 집단들(kenkrete 

Menschen order Verbände)이 다른 구체적 인간들 또는 집단들을 지배한다”%); 

그리고 “국가가 존재하는 한은 항상 복수의 국가들이 지상에 존재”하게 된 

다.94) 왜냐하면 이 지구상의 “각 민족들은 적과 동지의 대럽에 따라 결집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슈미트는 이러한 대립을 오늘날의 아주 자명한 사실로 

단정짓는다: “이 대립은 오늘날 더욱 현실로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존재하는 모 

든 국민에 대해서 현실적 가능성으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 
다 "95) 

90) 위의 책， pp.5 3/65/54. 
91) 위의 책， pp.22/26-27 /23. 
92) 위 의 책， pp.32/39/32 
93) 위의 책， pp.72-73/87/72. 

94) 위의 책， pp.5 3/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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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가도 하나의 집단이다. 그러나 국가에는 비국가적 집단에 결여된 다 

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지배적 요소"(herrschafdiche Elemente)96), 또 

는 전통적으로 “주권"(Souveränität)이라 불리우는 요소이다. 국가는 바로 이 

“주권”적 요소때문에 “결정적 통일체"(die ma8gebende Einheit)라 불리우며， 같 

은 이유에서 그것은 “존재하거나 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일” 수 있다. “만 

약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최고의 통일체， 즉 결정적 사태에 결정을 내리는 

통일체(여에d예i止ehöc야hs애stκeζ， d.h. i띠n ents 

트는 국가의 주권적 특성을 좀더 부연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국가는 결정적 

정치적 통일체로서(als die ma8gebende polítische Einheit) 거대한 권능을 자기에 

집중하고 있다. 그것은 전쟁을 수행하고 인간의 생명을 처분할 가능성이다."98) 

그러나 슈미트는 이와 같은 “주권”의 개념을 “절대주의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 

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정치적 통일체에 속한 인간의 모 

든 현존재(jede Einzelheit des Daseins jedes Menschen)가 정치적인 것에 의해 규 

정되며， 그 명령을 받아야 한다든가， 또는 어떤 중앙집권적 조직이 다른 모든 

조직이나 단체를 말살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절대주의적 시각은 그가 의도한 

국가주권의 본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강조한다.99) 그럽에도 불구하고 그 

는 “주권”이란 결국 “교전권"(das jus belli)이며， 또 이 “교전권”은 “자기의 결정 

으로 적” 또는 정확하게 말해서 “공적"(der öffendiche Feind)을 “규정하고 적 

에 대항해서 “전쟁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인간의 생명을 처분할” 수 있는 

“힘” 또는 “가능성”을 뭇한다고 밝힌다. 슈미트는 “교전권”을 다시 이렇게 요 

약한다: “그것은 자국민에 대해서는 죽을 각오와 살인할 각오를 요구하며， 또 

한 적측에 서있는 인간을 죽인다는 이중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00) 여기서 우 

리는 슈미트의 “주권”이 결국은 자국민의 생명에 대한 절대적 처분권과 소유 

권에 다름아님을 확인하게 된다\0\) 

95) 위 의 책， pp.28/35-36/29. 
96) 위 의 책， pp.25/29/25 
97) 위 의 책， pp.43/51/43. 
98) 위의 책， pp.45/55/46. 
99) 위의 책， pp.38-39, 28/47, 36139, 29. 
1(0) 위의 책， pp.46/55-56/46. 
101) 슈미트는 또 이 렇게 강조한다: “전쟁， 싸우는 사람틀의 죽을 각오， 척의 편에 선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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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슈미트는 “인간의 생사를 좌우하는 권능， 즉 생살여탈권리(jus vitae ac 

necis)가” 국가외에도 다른 집단， 예컨대，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처럼， “가족이 

나 가장에게도 귀속될 수 있으나， 교전권” 따라서 “적” 또는 “공적”을 “선언하 

는 권능~das Recht der hostis-Erklärung)"만은 국가가 “현존하는"(vorhanden) 한에 

서는 “다른 어떤 단체도 이러한 권능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슈 

미트는 주권의 이와 같은 특성에 근거하여 “정치적 공동사회 즉 “국7}'’의 최 

고성을 선언한다: 

· 인간의 육체적 생명에 대한 이와 같은 지배권에 의해서 정치적 공 
동사회(die politische Gemeinschaft)는 그 밖의 모든 종류의 공동사회나 이 

익사회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다. 그 경우에 공동사회 내부에는 다시 이차 

적인 정치작 성격을 가진 하위 조직이 고유한 또는 위탁한 권한을 가지 

며， 좁은 범위의 집단의 소속원에게 국한된 생사여탈의 권리까지도 가지 

고 존속할 수 있는 것이다 102) 

셋째， 따라서 슈미트는 각종 비국가적 집단틀， 예컨대 종교적， 문화적， 교육 

적， 경제적 집단틀을 국가와 동얼션상에 놓고 또 이것과 동등시하여 구분하지 

않는 것은 정치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이며， 또는 의도 

적으로 국가를 “비정치화"(Entpolitisierung)함으로서， 궁극적으로 국가를 “해체” 

하거나 “부정”하려는 시도로 본다 103) 여기서 슈미트는 “정치를 기만이나 다름 

없는 작은 술책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단호히 반박되어야 한다"104)는 레닌 

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유주의적-비정치적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의 포문을 연다. 

2) 자유주의적-비정치적 다원주의의 비판: 슈미트에 의하면， 자유주의적-비 

육체적 살해， 그것은 모두 1+범적 의미가 아니라 존재적 의미에 불과한 것이다.(alles 

das hat keinen normativen, sondern nur einen existenziellen Sinn)" 사살 따지고보면 “전쟁 
이란 이상이나 법규범 때문이 아니라 현설의 적에 대해서 수행된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어떠한 합리적인 목적， 열마나 정당한 규범， 또 열마나 이상적인 강령， 

엘마나 아름다운 사회적 이상， 어떠한 정당성이나 합법성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 때문 
에 인간을 서로 죽이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위의 책， pp.48-49/ 59/ 49). 

\02) 위 의 잭， pp .47/57-58/48. 

103) 위의 잭， pp.44/52/44. 

104) 위의 잭， pp.63 /75 -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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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다원주의 발전에 결정적인 계기가된 것은 기에르케(Qtto von Gierke)의 

『독일단체법론.!(Das deutsche Genossenschaftsrecht)의 출판이었다. 슈미트는 

“1868년에 발간된 기에르케의 단체법론 제 l권은 정치적인 활동에네르기와 대 

담한 정치적 진보의식으로 가득차 있다”고 격찬한다 105) 그것은 종래의 “국가 

인격설” 또는 “중앙집권적 관현국가론”에 반대하여 “국7}'’를 “다른 단체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106) 또 그것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국 

가를 다른 단체들과 병존하는 단체”들 중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에 대 

한 국가의 우월적 지위를 상대화”하였으며， 이런 점에서 그것은 “새로이 진출 

하는 시민 계충”과 이들의 “자치에 대한 새로운 관심에 적합한 것이”었다고 그 

역사적 의의도 아울러 밝힌다 107) 그러나 슈미트는 “국가에는 단체적 요소외에 

지배적 요소도 포함되어야”한다고 지적하면서， 기에르케의 이론은 “국가의 단 

체이론이며， 지배이론이 아니”라는 것 108)， 따라서 “하나의 일반적인 조합이론” 

에 불과하다고 펌하한다 109) 

다원주의의 두 번째 단계는 상디칼리즘의 “가장 저명”한 “국가이론7t'’인 듀 

기(Leon Duguit)이다. 그는 George Sorel의 상디칼리즘을 이어받은 E. Berth의 

“국가는 죽었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주권을 가지며 인격적인 것으로 간주되 

는 국가는 죽었거나 또는 죽어가고 있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슈미트 

는 “그가 1901년이래 주권개념과 국가인격이란 관념을 분쇄하려고 시도하였 

고， 무비판적인 국가형이상학이나 결국은 군주절대주의 세계의 잔재에 불파한 

국가인격설에 대하여 여러차례 적절한 논쟁을 제기”한 점들을 일단은 긍정적 

으로 받아들인다. “사실 국가의 r전능」과 같은 표현(Wendung)"은 따지고 보면 

“신의 전능함이라는 신학적 공식을 피상적으로 세속화한 데 불과하다”고 주장 

하면서 슈미트는 이렇게 말한다: 

• 19세기 독일 국가의 r인격」셜은 일부는 r절대」군주라는 인격에 대 

한 항의적인 안티테제이며， 또한 일부는 군주주권이냐 국민주권이냐 하 

105) 칼 슈미트政암?神學 外J ， 金孝수 :￥%서울: 法xJfit， 1988), p.140. 

106) 칼 슈미트 r정치적인것의 개념J ， 앞의 책， pp.24-25/29/25. 

107) 칼 슈미트， f&ì'f1神멍外J ， 앞의 책， pp.140-141 

108) 칼 슈미트 r정치적인 것의 개념J ， 앞의 책， pp.24-25/29/25. 

109) 칼 슈미트， f&암?神핑外J ， 앞의 책， p.254. 



민병태 『정치학』의 이해 / 金弘宇 75 

는 딜레마를 회피하기 위하여， 국가라는 r보다 높은 제3자」에로 회피하 

는 유도인 것이다 1 \0) 

그러나 다른 한편 슈미트는 듀기가 “본질적으로 주권사상이 가지는 본래의 

정치적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공격한다 슈미트에 의하면， 상디칼리즘 

은 “국가내의 경제적 단체들이 어느 정도 커다란 정치적 의미”를 갖게되고 “특 

히 노동조합이 성장하여 조합의 경제적 권력수단인 스트라이크에 대하여 국가 

의 법률이 상당히 무력하”다는 사실이 인식되면서 “국가의 사멸과 종말을 선 

언”하는 “교리로서” 나타난 것이다 11 1) 또 이와 같은 상디칼리즘의 원형은 기 

에르케 “저작의 여러 곳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슈미트는 “칼 헤 

르츠"(Carl Herz)가 자신에게 기에르케의 『독일단체법론』의 “제 1권은 여러 곳 

에서 공산당 선언을 상기시킨다고 말하였는데，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었다” 

는 주석을 붙이면서， “국가는 아래로부터 위로 구축되어야 하며， ‘인민에게 반 

환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은 조직된 인민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기 

에르케의 말을 상기시킨다 112) 그러나 슈미트는 주권이 제기되는 것은 “정상적 

인 경우가 아니라 극한적이고 예외적인 위기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바로 여 

기에 주권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의 핵심이 놓여있다는 것， 그러나 상디칼리즘 

은 이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113) 

세 번째 단계는 라스키(Harold J. Laski)로 대표되는 다원주의이다. 슈미트는 
“라스키”가 John Neville Figgis의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교회~(Ch.ιrches in the 

Mo微 State, 1913)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여러가지 종류의 단체”들， 

110) 칼 슈미트정치적인 것의 개념J ， 앞의 책， pp.42-43/50-51/42-43 

111) 위의 책， pp.39-40/ 48/ 40. 

112) 칼 슈미트政治神學外~， 앞의 책， pp.140-141. 

113) 위의 책， pp.1 7-25 , 칼 슈미트정치적인 것의 개념J ， 앞의 책， pp.38-39, 43. Carl 
Schmitt, The Crùù 0/ Parliameηlaη Democr.쩌(Third Ed. , Cambridge, Mass. and London: The 

MIT Press, 1992), p.43. 이와 같은 경향은 최근 “주권”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 

면서 이것을 “新封建 기획”으로 규정한 황태연 교수의 입장에도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황태연， “절대 τ，權의 이념과 下權 1[:楊의 근대기획"， pp.I_64(r한국정치사상연구회， 제 

l회 연차 학술대회， 1996. 12. 13) 물론 필자 자신은 슈미트의 입장을 받아틀이려는 것 
은 결코 아니다. 다만 그가 제기한 “위기적 상황”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해 입장을 밝혀 

야 한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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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회와 국가”의 “등가성을 증명하기 워하여 메이트랜드(Maitland)와 기 

에르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고 밝힌다 114) 슈미트는 라스키에게 특 

히 “깊은 감명을 준 역사적 사건은 비스마르크가 가톨릭 교회와 사회주의자에 

게 동시에 가하였으나 모두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 로마 교회에 대한 문화투쟁에서 비스마르크 제국이라는 불굴의 힘 
을 가진 국가마저도 절대적으로 주권적이며 전능하지는 않다는 것이 설 

증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국가는 사회주의 노동자 계층에 대한 투쟁에 

도 승리하지 못하였다. 즉 경제의 영역에서 노동조합의 손으로부터 r파 

업권」 속에 내재하는 힘을 빼앗을 수는 없었다 115) 

여기서 “다원론”은 “국가라는 주권적 통엘체， 즉 정치적인 통일체를 부정하 

고 개개인은 수많은 여러” 사회적 “결사들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말하자면 

“종교단체 • 국가 • 노동조합 • 가족 • 스포츠클럽 기타 수많은 결사들의 구성 

원”이라는 점을 누누히 강조하면서， 이들 “결사들"(Assoziationen)의 결정영역은 

각각 다르며， 각각의 고유영역 내에서만 “가장 강력할” 뿐， “결코 절대적 결정 

과 주권은 아무에게도 없다”고 본다. “예컨대 어떤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조합 

원으로서 앞으로 교회에 다니지 말라는 지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고， 다른 한편 노동조합을 탈퇴하라는 교회로부터의 요구에도 마찬가지로 

따르지 않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단지 이틀 결사들은 각 구성원에게 “성 

실성 의무와 충성에 있어서 다원성"(Pluralität der Treueverpf1ichtungen und der 

Loyalitäten)을 요구효}는 것에 그친다 116) 그 결과 “국가는 다른 단체들과 경합 

하는 하나의 단체로 간단히 변한다. 국가는 그 내부와 외부에 존재하는 다른 

많은 이익사회들과 동위와 동렬에 있는 하나의 이익사회가 된다."117) 

슈미트는 다원론이 공격하려는 표적이 “국가에 대한 종전의 과대평가와， 그 

주권과 인격성과， 그 최고 통열체의 독립에 있다”논 점에서 그 비판의 적실성 

을 “대부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원론이 “도대체 정치적 통 

114) 칼 슈미트. rJl&암1~，I>킴外J. 앞의 책. p.137. 

115) 칼 슈마트정치적인 것의 개념 J. 앞의 잭. pp.41-42/ 50/ 41-42. 

116) 위의 책. pp.41/ 49/ 41 

117) 위의 책. pp.44/ 52/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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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한 채로 남아있다”는 불 

만을 토로한다. 다원론은 “무엇보다도 먼저 어떤 이유에서 인간이 종교적 • 문 

화적 · 경제적 그 밖의 결사들 외에 정치적인 결사， 즉 통치결사~governmental 

association)를 구성하논지를” 밝혀주어야 한다고 슈미트는 따진다. “그러나 라 

스카의 수많은 저서에는 항상 국가， 정치， 주권， 그리고 ‘정부’(government)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만 정치적인 것의 명확한 정의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한다. 라스키의 “다원론적 국가이론”에는 무수한 “사회적 결사들 

의 연방체 또는 일종의 결사적 屋上屋 (eine Föderalismus sozialer Verbände oder 

eine Art Dach-Assoziation der Assoziationen)은 존재하지만， “통일적 중심은 없으 

며"， 118) “정치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판은 있지만 자유주의적 정치는 없 

다"(keine liberale Politik schlechthin, sondern immer nur eine liberale Kritik der 

P이itik) 1 19)고 지적한다. 섬지어 라스키의 다원주의는 “다원적이지도 않다”는 것 

이다. 왜냐하면 라스카는 결국 “인류"(die “humanity")라는 “완전히 일원론적 · 

보편적이며， 결코 다원론적이 아닌 개념”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120) 

끝으로 슈미트는 라스카의 다원주의를 포함한 이른바 휴머니즘적 자유주의 

를 “비정치적”인 것으로 비판한다. 왜냐하면 “정치적 영역에서는 인간이 추상 

적 인간이 아닌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를 갖고 또 정치적으로 결정된 인간으로 

서， 다시 말하면 시민， 또는 치자나 피치자， 또는 정치적 동맹자나 적대자 등등 

항상 정치적 범주안에서 대립한다 따라서 “정치의 영역에서 정치적인 것을 

제거하고 엘반적인 인간의 평등성만을 남겨둘 수논 없다."121) 

반면에 휴머니즘적 자유주의에서는 모든 敵은 경제적 “경쟁^t'’(Konkurrenten) 

나 정선적인 “논쟁상대"(Diskussionsgegner)로 대체되며， 또 모든 집단은 “윤리 

와 경제의 양극 사이에 존재하는 중립적인 소비조합이나 생산조합?로 전환 

118) 위 의 잭， pp.44-45/ 52-53/ 44-45. 

119) 위의 잭， pp.70/ 84/ 69. 
120) 위 의 잭， pp.44-45/ 52-53/ 44-45 
121) Carl Schmitt, The Crùis 0/ Parliameηtaη Democracy, op. αt. ， p.l l. 본고는 국역본으로 켈 슈 

미트， if .fJlf\:;議땐 F義의 精~빼~， H、뼈珪 ~훨서울: 탐구당， 1987)과 독어본 Carl Schmitt, 
Die geistesgeJ찌찌，tliche lι'ge der heμtigen P arlamentarism，ιJ(Sechste Auflage, Berlin: Dunker & 

Humbolt, 1985)도 아울러 인용할 것이다. 인용의 순서는 앞의 예에 따라서 영역본/ 국 
역본/ 독어본의 순서로 할 것이다 즉 칼 슈미트현대의회주의의 정선~， pp.l l/ 3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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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122) 따라서 여기서는 어떠한 “국가도 제국도 왕국도， 공화제도 군주제도， 

귀족제도 민주제도， 보호도 복종도 알” 수 없게 되며， 또 “어떠한 정치적 성격 

도” 가질 수 없게 된다 123) 

3) 의회해체론의 전개: 슈미트의 의회해체론은 그의 독특한 민주주의론의 전 

개과정에서 제기된다. 그것은 특히 의회주의에 대항해서 민주주의-그는 자 

신의 민주주의를 “동일성”의 원칙이 관철되는 “시종일관된 민주주의"(die 

konsequente Demokratie 124) 또는 “혼합적”인 부르조아 민주주의와 대중민주주 

의에 대립되는 “순수 민주주의"(die reine Demokratie)125)라고도 부른다-를 옹 

호한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그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여러 시대에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은 “군국주의적일 수도 평화주의적일 수도， 

절대주의적일 수도 자유주의적일 수도， 중앙집권적일 수도 지방분권적일 수도， 

진보적일 수도 반동적일 수도 있다."126)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는 현대의회주의 

라는 것이 없이도 존재할 수 있으며， 의회주의 역시 민주주의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독재”는， 피히테식 “교육독재”나 자코뱅식 “이성적 독 

재”에서 보듯이， “민주주의에 결정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아니며， 민주주의도 

독재에 결정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독재는 민주정적 

기반 위에서만 가능할 수 있”으며 127)， 또 “적어도 이론상으로， 민주주의는 항상 

122) 칼 슈미트정치적인 것의 개념J ， 앞의 잭， pp.28, 71/ 35, 86/ 28, 70. 

123) 위의 책， pp.53-58/ 65-70/ 54-58. 

124) 칼 슈마트 r현대의회주의의 정신J ， 앞의 책， pp.14/ 35/ 20. 

125) C. Schmicc, r憲法理빼J ， 金했웰 ，뿜서울: 교문"h 1975), pp.223, 227, 257. 이책을 인용 

하는 데 있어서도 독어본인 Carl Schmitc, Verfassungslehr어Achce Auflage, Berlin: Dunker 

& Hur뼈c， 1993)를 참조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역을 다소 수정할 것이다. 인 

용은 깔 슈미트헌법이론~， pp.223, 227, 257/ 203, 207, 235(국역본/ 독어본)으로 할 
것이다. 

126) 칼 슈미트 r현대의회주의의 정신J ， 앞의 책， pp.25/ 55/ 34. 

127) 위의 책， pp.28, 30, 32/ 61 , 6’-66, 68/ 37, 39, 41; 칼 슈미트헌법이론J ， 앞의 책， 
pp.259/ 237. 슈미트는 루소.(Rousseau)에 의지하여， 이렇게 말한다; “그[루소]는 90인의 
부패된 사람들이 10인의 훌흉한 사람틀을 지배하는 것은 추호도 민주정적이 아니라는 

것과 민주정의 실질이 ... 상설될 때에는 모든 결의의 전웬일치제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백인의 노예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사는 전원엘치 
의 경우에 있어서도 하동의 자유로운 의사를 산출하지 못하고， 정치적 관심이 없는 천 
사람의 비정치적인 의사는 아무리 집계해도 폰중할만한 정당한 정치적 의사를 산출하 

지 못한다."(위 의 책， pp.276/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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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이론의 한 부분을 이루었다."128)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독재개념”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해서가 아니”라 “의회주의” 또는 “의회주의적 입헌주의에 대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슈미트는 “ 1848년이라는 위기의 해”를 “민주주의의 해이며 동시 

에 독재의 해”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 양자는 의회주의적 사상을 추종하는 부 

르조아적 자유주의와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29) 여기서 슈미트는 “의회주 

의”가 “민주적 이념과 거의 동시에 나타났고 그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민주주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130) 오히려 그는 

의회주의의 원리인 “대표성”과 민주주의의 원리인 “동일성”은 상호 모순적인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 代議 사상은 정치적 통일체로서 현존하는 인민의 자기 동일성이라 
는 민주정 적 원리 와 모순된다.(Der Gedanke der Repräsentation widerspricht 

dem demokratischen Prinzip der Identität der anwesenden Volkes mit sich 

selbst als politischer Einheit)13 1) 

민주정의 원리를 철저하게 실시하면 대표의 최소화로 귀결된다 132) 

· 민주정의 귀착점은 선거의 폐지와 그때그때 현폰하는 인민의 통일 
성안에서 인민을 통한 설질적 결정(Sachbestimnung)이다케 

128) 감 슈미트 r현대의회주의의 정신~， 앞의 책， pp.641 131/ 76-77. Michael Walzer는 1960 

년대의 Herbert Marcuse도 “민주적 교육 독재”론을 (a democratic educational dictatorshψ) 

옹호했던 것으로 지 적 한다. Michael Walzer, “ On the Nature of Freedom" in DùJent(Nov. 

-Dec. , 1966) p.728. 

129) 위의 책， pp.511 1081 63-64. 

130) 위의 잭， pp.341 711 42 

131) 칼 슈미트헌법이론~， 앞의 책， pp.2871 262. 

132) 위의 책， pp.289/265. 슈미트는 “귀족정의 정치형태는 대표사상에 의거한다”고 본다〈위 

의 책 ， pp.320/292). 

133) 위의 책， pp.282/257 슈미트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추첨에 의한 선임을 민주적 방법으 

로 보는 반면， 선거에 의한 선임을 귀족정의 방법으로” 보았다고 말한다.(위의 책， 

pp.281/25 7.) 그리고 슈미트가 말하는 “실질적 결정"(Sachbestimmung)이란 “인민투표” 
(Volksabstimmung)에 의한 “직접적인 설절적 결정"( unmittelbarer sachlicher Entschei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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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미트의 특이성은 첫째，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동일성”에서 찾는 데 있다. 

그에 의하면 “민주주의”논 “결단"'(Entscheidungen)과 “결단자"(Entscheidenden)간 

의 “동일성"(Identität)에 입각한다: “내려질 결단은 모두 결단한 자에 대해서만 

유효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이와 같은 “동열성”은 “치자와 

피치^t'’， “지배자와 피지배자 “국가적 권위의 주체와 객체 “인민과 그의 의 

회대표 “국가와 언민 또논 투표하는 인민 “법률과 국민의사 그리고 “양적 

인 것(수적 다수 또는 만장엘치)과 절적인 것(법률의 정당성)"간의 “동일성” 등 

등으로 표현된다 134) 이에 따라 슈미트는 “민주정”을 “지배자와 피지배자， 치 

자와 피치^t， 명령자와 복종자의 동열성”으로， 또는 이를 약하여 “지배자와 피 

지배자의 동열성”으로 일단 정의하고， “국가는 계약에 근거를 두고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자기 자신과의 동절성과 동일성(Homogenität und Identität des 

Volkes mit sich selbst)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또 이와 같은 주장은 “민주정적 

사고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철저한 표현”이라고 확신한다 135) 

둘째， 슈미트가 말하는 “동일성”은 “동절적 동열성”이라는 데 특정이 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민주정 국가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은 동질적 설재의 동 

일성 이 다."(Identität der homogenen Subs때z， die das Wesen des demokratischen 

Staates ausmacht) 그리고 이를 “한층 더 정당화하기 위하여 E. Husser!의 『논리 

연구.JJ 11"에 나오는 논의를 인용한다. 즉， “동등성이란 동일한 종에 속한 대상 

들 간의 관계이다."(Gleichheit ist d싫 Verhältnis der Gegenstände, welche ein und 

derselben speci엉 unterstehen) 136) 여기서 슈미트는 “동열성”을 “동열한 종에 속 

을 뭇한다(위의 잭， pp.277/252) 

134) 칼 슈미트 r현대의회주의의 정신~， 앞의 책， pp.25-26/55-58/34-35. 

135) 칼 슈미트 r헌법이론J， 앞의 책， pp.252, 257/229-230, 234-235. 

136) 위의 책， pp.258/ 235-236 슈미트가 인용한 구절은 훗설의 Logische U ntersuchungen II 

2, S 112로서 그 인용된 전문은 다음과 같다: “‘Jede Gleich heit hat Beziehung auf eine 

S야〔없， der die Vergleichenen unterstehen. Und diese species ist beiderseits nicht abermals 

ein bloß Gleiches und kann es nicht sein, da sonst der verkehrteste regressus in infinitum 

unvermeidlich wäre Gleichheit ist das Verhältnis der Gegenstände, welche ein und 

derselben species unterstehen. 1st es nicht mehr erlaubt, von der Identität der species zu 

sprechen, von der Hinsicht, in welcher die Gleichheit statt hat, so verliert auch die Rede von 

der Gleichheit ihren Boden., (Vg l. hierzu die Auseinandersetzung von H. Lipps, 
Untersuchungen zur Phänomenologie der Erkenntnis, 1. Teil, Bonn 1927, S. 10ft)γ(위 의 

책，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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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일성 바꾸어 말해서 “동질적 인민의 동일성”으로 규정함으로써 폐쇄주 

의적인 경향과 이질적 요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다. 그의 폐쇄주의적 

경향은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도 엿볼 수 었다: “민주주의에 반드시 속한 것으 

로 첫째， 동질성(Homogenität)이고 둘째필요한 경우에는-이질적인 것의 

배제 또는 섭멸(Vernichtung)이다 민주주의가 정치적으로 어떤 힘을 발휘 

하는가는 그것이 이방인이나 평등하지 않은 자， 즉 동질성을 위협하는 자를 배 

제하거나 격리할 수 있다는 데서 나타난다 "137) 그리고 이와 같은 “동열성”의 

원칙에 부합되는 “사고"(Denken)는 “내재주의”라고 밝힌다: 

모든 민주정의 사고는 명백히 필연적으로 내재적 관념 

(Immanenzvorstellung) 속에서 활동한다. 내재성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은 

모두 동일성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인민의 정치생활 속에 들어오는 어떠 

한 초월적인 것도 높은 것과 낮은 것， 위엣 것파 아랫 것， 선택된 자와 선 

택되지 않은 자 등과 같은 질적 차별을 초래한다. 반면 민주정에 있어서 

는 국가권력이 인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으연 안되고， 언민의 외부나 인민 

의 위에 있는 사람이나 지위로부터 나올 수 없다 ... [이런 점에서 민주 

정은] 신의 이룹으로서 인민에 대하여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는 모든 다른 

이질적인 기관에 대한 거부， 다시 말하변 인민에게 고유한 실질적 동질성 

으로부터 유래되지 않는 모든 정치적 영향과 효과에 대한 거부라는 전투 

적 의미를 갖는다 138) 

셋째， 슈미트는 “계약론”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루소”를 “근대민주주의의 

출발점에 서있는” 철학자로， “루소의 r社會찢約論」”을 “민주주의 사상에 있어 

서 기본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슈미트에 의하면， 루소의 「계약론」은 “자유 

주의”와“민주주의”의 “두 이질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외형은 자유주의적 

이다. 즉 국가의 적법성은 자유로운 계약에 근거한다 또 이러한 “계약은 확실 

히 다양성과 대립을 전제”로 하며， 그것은 “자유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러나 “서술이 보다 진전되고 열반의사-(volonté générale)라는 본질적인 개념이 

나타나면서 루소에 의해서 제시되는 것은 인민의 동질성으로 말미암아 만장일 

137) 칼 슈미트현대의회주의의 정신~， 앞의 책， pp.9/ 24-25/ 14. 

138) 칼 슈미트헌법이론~， 앞의 책， pp.260/ 23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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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지배하는 곳에서만 진정한 국가가 존재하게 된다논 것이다社會찢約論」 

에 의하면 국가얀에는 어떠한 정당도 어떠한 특수 이익도 어떠한 종교적 차이 

도 있어서는 안되며， 인간을 분열시키는 것은 전무해야만 하고 財政

(Finanzwesen)조차도 있어서논 안된다"139) 슈미트의 “동일성”의 원리는 어떤 

의미에서 루소의 “열반의 A}'’를 보다 철저화시킨 것으로도 보인다 그는 루소가 

말한 “일반의사”를 “공통적 이익 다시 말하면 이익의 “동일성”으로 이해하 

고， “루소의 이상적 민주정”을 “인민의 동열성과 동질성”이 고도로 확보된 민 

주정과 동임시한다. 그리고 “이익과 정의의 ‘경탄할만한 일치”’는 일반의사로 

부터 나오는 것이며， “사적 이익이나 특수 이익의 토론” 또는 타협 “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고 본다. 이와 동시에 그는 “루소의 이론구성이 동어반복적인 순 

환에 빠진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한다. 왜냐하면 일반의사가 존재하는 곳에서 

는 사회계약이 펼요 없으며， 일반의사가 없는 곳에서는 사회계약이 아무런 도 

움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140) 

여기서 슈미트논 루소에 따라 “인민"(Volk)을 “통치하지 않고， 대표하지 않 

고， 위계적으로(behördenm짧ig) 조직된 권능을 행사하지 않는 자틀”로 정의하 

고， 또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인민은 이 말의 독특한 의미에 있어서는 저명하 

지 않고， 차이가 나지 않는 모든 사람， 특권이 부여되지 않은 모든 사람， 재산 

이나 사회적 지위 또는 교육 때문에 선발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가리 

킨다， “그러므로 쇼펜하우어는 「라틴어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민에 

속한다」고까지 말하였다 "14 1) 

특히 슈미트는 “인민은 대표될 수 없다논 루소의 유명한 명제”를 그의 “동일 

성” 이론의 근간으로 삼는다: “인민은 현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대표될 

수 없고， 현폰하는 것이 아닌 단지 현존하지 않는 것만이 대표될 수 있다. 현존 

하고 설제로 집합해 있는 인민에 있어서는， 그리스 민주정의 광장에 모인 인민 

집회나， 로마의 공회당에 모인 성인남자 또는 군대의 집회나， 또는 스위스의 

주회에서 보듯이， 최고도로 가능한 동열성이 존재한다 “대표한다는 것은 보 

139) 칼 슈미트현대의회주의의 정신~(앞의 잭， pp.13/ 33-34/ 19). 

140) 칼 슈미트헌법이론~， 암의 잭， pp.299/ 274 및 칸 슈미트현대의회주의의 정신.1， 암 

의 잭， pp.14/ 35/ 20. 

14 1) 칼 슈미트헌법이론~， 암의 책， pp.264-265/ 2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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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는 존재플 공적으로 현존하는 존재를 통해서 보일 수 있게 하고 現存化

시키는 것(vergegenwänigen)이다 대표 개념의 변증법은 보이지 않는 것은 현존 

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되면서， 동시에 현존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데 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존재에 관해서도 임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종류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생명이 없는 것， 가치가 적은 것과 무가치한 것， 

저급한 것은 대표될 수 없다 “인민은 현존하고 있다. 인민은 대표될 필요도 

없고 대표될 수도 없다 루소로부터 종종 인용되논 이 말은 논박의 여지가 없 

는 민주주의 사상이다 "142) 그는 또한 “민주적 통치”는 민주적 동열성을 폐기 

하지 말아야하며， 이것은 “인민 전체로부터"(durch das Volk) 나오논 “신 

임"(Vertrauen)에 의해서만 담보될 수 있다고 말한다: 

· 민주정에 있어서 통치하는 사람들은 그가 가치가 낮은 하층부에 

비해 절적으로 더 홀륭한 상층부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치를 하 

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당연히 민주정적 동질성과 동일성을 폐기시걸 것 

이다 위대한 재능과 지식은 인민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재능과 지식을 

갖은 동료로 하여금 그들의 지도와 통솔을 맡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 하다 그랴나 그는 인민의 신임(Vertrauen)을 얻고았는 

한에서만 통치할 수 있다 그는 특별한 존재로부터 권위를 얻은 것은 아 

니다. 최선의 사람뜰과 가장 재능이 많은 사람들만이 인민으로부터 위탁 

을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것이 없다. 그랴나 민주정 국가에서 

가장 유능한 자질을 선출하고 선택하는 방식이 민주정 전체의 前提인 모 

든 사람틀의 절적 · 설질적 동등성을 위 태돕게 만드는 특수층의 형성으로 

가는 것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통치하는 사람들은 인민을 통해서 

구별되며， 절대로 인빈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Di이enigen， die 

regieren, sind durch das Volk, nicht vom Volk, unterschieden)143) 

142) 위의 책， pp.266, 287; 230, 225/ 243 , 262; 209, 205 

143) 위 의 책， pp.259/ 237 이 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지 적 할 것은 David Spitz의 다음과 같은 
지 적 이 다. “ But it is surely the magic of government - political or otherwise • that men 

rule who are often less knowing, less wise, less just, than some of those who are ruled." in 

David Spitz, “ The Pleasure of Misunderstanding Freedom" in Dissent(Nov.-Dec., 1996), 
p.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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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슈미트는 한편으로는 “공론"(öffentliche Meinung)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서도， 다른 한편으로논 “토론”에 대해 강한 불선을 나타낸다. 먼저 슈미트는 

“공론 없는 민주정과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144)고 말함으로써， 공론의 가치에 

대해 일단은 큰 의미를 부여한다. 여기서 슈미트가 말하는 “공론”은 “공적 영 

역"(Sphäre der Publizität) 또는 “공공영역"(Spl때e der Öffentlichkeit)을 전제로 

하며， 또 이러한 “공공영역”의 출현은 인민의 “현존성"(Anwesenheit)을 그 요건 

으로 한다: “인민은 공적 영역에서만{nur in der Sphäre der Publizität)존재”하며 

또 “공공영역에서만(nur in der Sphäre der Offentlichkeit) 존재하는 개념이다. 인 

민은 공공성에서만 존재하고， 일반적으로는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실현한다. 인 

민과 공공성은 동시적이다. 공공성 없는 인민은 존재하지 않고， 인민없는 공공 

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인민은 그 현존성(Anwesenheit)에 의해서 공공성 

을 설현한다 현존하는 실제적으로 집합한 인민만이 인민이고 공공성을 복원 

한다 "145)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1) 슈미트가 말하는 “공론”은 “조직화되지 않 

은"(unorganisieπ)， 자연발생적인 계기에 의해서만， 진정한 공론으로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슈미트의 견해는 헤겔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헤겔 역시 “공론은 ‘인민이 念志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를 알게 해주는 비 

조작적 방법 ”’(eine δffentliche Meinung ist die ‘unorganische Weise, wie sich d잃， 

W싫 ein Volk will und meint, zu erkennen gibt’)이라고 말한바 있다 146) 따라서 

만일 “공론이 일종의 전문적인 기능(eine Arr amtlicher Funktion)으로 변하게 되 

면， 그 본질을 상실하게 된다"147) 이런 점에서 공론은 “인민이 목적여하를 불 

문하고 단순히 집합해있고， 또 조직화된 이익집단이 아닌 형태로 나타날 때에 

만 말하자면 “가두시위나 공공축제， 극장이나 경기장 또는 스타디움 등에서 

갈채하는 인민 가운데서만 존재”할 수 있다 148) 이점은 또한 슈미트가 오늘날 

의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 불만을 갖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논 이렇게 말한다: 

144) 칼 슈미트 r헌법이론J ， 앞의 책， pp.2691 247 

145) 위의 책， pp.2661 243. 칼 슈미트현대의회주의의 정신J ， 앞의 책 ， pp.161 401 22. 

146) 칼 슈미트현대의회주의의 정신~， 앞의 책， pp.471 1001 59에서 재인용. 
147) 칼 슈미트헌법이론J ， 앞의 책， pp.2691 247 

148) 위 의 책， pp.2661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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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반세기에 걸쳐 세심하게 개발된 통계처리방법에 못지 않게 

또는 그보다 더 낫게 인간의 의지는 환호와 갈채와 명백하고 순종적인 현 

존재를 통해서(durch selbstverständliches, unwidersprochenes Dasein) 더 민 

주적으로 표현된다 149) 

(2) 슈미트가 말하논 “공론”의 장에서는 인민이 반지 “갈채”할 뿐， 토론하지 

않는， 말하자연 극히 “단순하고 초보적인” 참여양식을 취한다는 점이다. 그들 

은 단지 “찬성”아니면 “반대”라는 최소한의 결정에딴 참여한다. 슈미트는 이점 

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인민은 갈채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외침으로써 그의 동의 
또는 거부를 표시할 수 있고， 만세 또는 야지를 외치고， 한 지도자 또는 

나의 제의를 환호하고， 국왕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 만세를 제창하 

고， 침묵 또는 야지로써 갈채를 거부할 수 있다 150) 

인민의 직접적인 의사표시의 자연적인 형식은 집합된 군중의 찬성 또 

는 반대하는 외침， 즉 갈채이다. 현대의 광역국가에서는 모든 인민의 자 

연적이고 펼요불가결한 생활의 표시인 갈채의 형태가 변하였다. 여기서 

는 ‘공론’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인민은 항상 일반적으로 可 또는 否， 즉 

찬성 아니면 반대만을 할 수 있다. 또 이와 같은 인민의 可 · 否는 자기자 

신의 전체적 존재에 관한 기본적인 결정이 문제가 되면 될수록 더욱 단순 

하고 초보적으로 된다 15 1) 

이런 점에서 슈미트가 말하는 “공론”은 로마 공화정의 “민회”에서 실시되던 

“인민투표”를 방불케 한다. 슈미트에 의하면， 

· 집정관이 현장에 집합해 있논 인민과 상호대변하게 되는 순수 민 
주정에서는 그것[즉 인민투표]은 통상적인 입법절차이다. 가령 로마의 국 

가법에 의하면 집 정관이 로마시민들에게 ‘너희들에게 묻노라’(vos rogo, 

149) 칼 슈미트현대의회주의의 정신J ， 앞의 책， pp.16/ 4α 22. 

150) 칸 슈미트헌법이론~， 앞의 책， pp.266/ 243-244. 

151) 위의 책， pp.104/ 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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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rites)는 물음을 던지고， 여기에 대해 可(uti rogas) 또는 否의 해답이 행 

해진다 ‘그러므로 전체시민에게나 개별시민에게나 발의권(lnitiative) 

은 전연 인정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대답을 할 뿐이고， 자기들 편에 

서 집정관에 대하여 이것 또는 져것에 찬성한다는 물음을 제기할 수 
없다 …’ 152) 

결국 한가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슈미트에 있어서의 “공론”은 “갈채”이상 

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가 젓째로 “토론에 대한 믿음이 민 

주주의가 아닌 자유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마’，"15’ 

이고， 둘째는 부르조아의 “토론”은 “결단”을 “회피”하려는 계략이라는 편견 때 

문이며，l%) 셋째는 “공론”을 “현대식 갈채”로 보고 있는 데도 그 이유가 있다. 

사실 그는 “공론이 갈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공론의 본질과 그 정치 

적 의의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155) 

152) 위의 책， pp.284-295/ 260 

153) 칼 슈미트현대의회주의의 정신~. 암의 잭. pp.15/ 38/ 21. 

154) 이런 점에서 슈미트는 스페인의 급진 우파 철학자인 Donos Cortés의 견해에 전적으로 

찬성을 표한다· “도노소에 의하면 부르조아 자유주의의 본질은 이 투쟁에서 결판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선에 토론을 전개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다 그는 부르조아지를 바로 
r토론하는 겨!급J(una 따sa discutidora)이라고 정의한다 이리하여 부르조아지는 규탄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틀은 결단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모든 정치 활동을 선문이 
나 의회와 같은 언론으로 옮기려는 계급은 사회투쟁의 시대에 대응하지 못한다. 7윌 
왕국시대의 자유주의적 부로조아지의 내적인 불안정성과 불철저성은 주지하는 바이 
다 “그러브로 r토론하는 계급J(clasa discutidora)이라는 부르조아지의 정의나， 언론 출 

판의 자유가 부르조아지의 종교라는 인식은 그 좋은 예이다. 나는 그의 이 말을 자유주 
의에 대해서는 탁월한 착상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꽁도르세(Condorcet)의 체계”에 

따르면 “단지 입법부뿐만 아니라 민중 전체가 토론하며， 인간 사회가 하나의 거대한 

클럽으로 변하고， 이리하여 진리는 토론을 표결한 결과 저절로 생겨나온다는 것이 정 

치 생활의 이상이라는 것플 실제로 믿지 않으면 아니된다 도노소는 이것이야말로 책 
임을 회피하기 위한 사상이며， 언론 출판의 자유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결국 

에는 결단을 펼요없게 만듬려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할 뿐이다 자유주의는 개별적인 
정치문제 모두를 토론하며 교섭 재료로 삼듯이， 형이상학적인 진리도 토론 속에 해소 

시켜버리려고 한다 자유주의의 본질은 교섭이며， 결정적인 대결과 피비린내 나는 결 
전은 의회의 토론으로 변하고， 결정은 영원한 토론에 의해서 영원히 정지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천천히 기다리는 것이다 캄 슈미트. W Jl3( tfìlfil!!멍外~. 암의 책. pp.60. 

62-63 

155) 칼 슈미트헌법이론~. 암의 책. pp.269/ 24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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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에 관한 슈미트의 이와 같은 소극적 또는 “초보적” 인식은 “토론”과 여 

기에 입각한 “의회주의”에 대한 그의 부정적 입장과 맞물려 있다 슈미트는 근 

대의회주의 제도의 핵심은 “공개성과 토론"(Offentlichkeit und Diskussion)에 있 

다고 본다. 그는 이 두 요소를 “의회주의”와 의회주의의 정신적 기초가 되는 

“상대적 합리주의약ψ’"(어바d배바lκe r빼e리뼈Ia따때t디빠i끼뼈ve Rat따t디IOn아ona뻐때a 

말한다156)“): “의회에 특유한 모든 제도와 규범은 토론과 공개성에 의해서 비로 

소 그 의의를 갖게된다 “의회는 공개적 토론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서 설현 

될 때에만 ‘진설한 것，이다다.’”깨’ 

한 선념은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이 보인다”고 토로한다. 그는 “아마도 

토론의 시대는 다 지나가 버렸는지도 모른다”고 자문하기도 한다. 그리고 앞으 

로도 “토론의 시대(das Zeitalter der Diskussion)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으로 내다보면서， “토론에 의한 정부갱overnment by discussion)라논 지금까지 

의 “의회주의에 관한 무수한 정의들은 ‘케케묵은 것’(verschimmelt)으로서 마 

땅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158) 

여기서 슈미트가 딸하는 “토론”은 단순한 “거래"(Verhandeln)나 “타협”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뜻”을 갖는다. “거래라면 모든 외교사절들의 모임이나， 대표 

자회의나， 주역회의에서 이루어지며， 절대왕정국가의 내각간에도， 선분적 조직 

간에도， 기독교도와 터어카인 사이에서도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거래와 타 

협”은 그야말로 “세계사 도처”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거기에서 근대의회제도” 

나 “통치제도” 또는 “국가형태”가 “나타나는 엘은 없다 이와 같은 거래에서 

도 물론 “이익과 이득의 기회룹 교량하고 탈성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선의 이 

익을 가능한 한 달성시카기 위하여 많은 연섣과 논의를 거치게되지만” 이것을 

토론이라고 하지 않으며， 또 “두 사람의 상인이 서로 경합하다가 한 자리에 만 

나서， 짱방의 경제적 조건을 따져보고， 각자의 분명한 이익의 무엇인지를 탐색 

하는 과정에서 사엽상의 타협점에 도달하지만” 이것을 “공개성”이라 부르지 

않는다. 

슈미트가 말하는 토론의 “특별한 뜻”은 “합리적인 논거에 의해서 상대에게 

156) 칸 슈미트현대의회주의의 정신~， 앞의 책， pp.481 1021 61 
157) 위의 채， pp.3, 41 13, 161 7, 9. 

158) 위의 책， pp.2, 1, 76, 71 10-11 , 155, 221 6, 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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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와 공정성을 납득시킨다든지， 상대에 의해서도 진리와 공정성을 납득한다 

는 목적에 의해 지배되는 의견의 교환”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토론이 가능 

하기 위해서는 “설득 당하는 데 기꺼이 응할 각오， 당파적 속박으로부터의 독 

립성， 이기적 이해관계에 구애받지 않는 것” 등등에 대한， 다시 말해서 토론 참 

여자의 “불편부당성"(Uninteressiertheit)에 대한 “공통된 확신”이 전제되어야 한 

다. 그러나 슈미트는 오늘날 이와 같은 “불편부당성”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따 

라서 이에 대한 “공통된 확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봇박는다 159) 

슈미트는 이와 같은 “불가능성”의 첫 번째 예로서 “현대의회”의 문제점을 

생생하게 지적한다: “현대 대중민주주의의 발전은 논쟁적인 공개토론을 하나 

의 공허한 형식으로 만틀었고， 이로 말미암아 의회주의도 위기에 빠지게 되었 

다. 오늘날 국회법상의 많은 규칙들{Normen)， 특히 의원의 독립과 회의의 공개 

성에 관한 규정들은 불필요한 장식적 기능에 불과하며， 무용하고 심지어는 성 

가선 폰재이기도 하다. 그것들은 마치 뜨거운 열의 환상을 주기 위하여 붉은 

불길이 타오르게 그린 근대식 센트렬 히팅의 모습과 같다 얼찍이 Cavour7} 

지적했던 말， 즉 “아무리 나쁜 의사당일지라도 가장 좋은 밀실보다 낫다"(La 

plus mauvaise des Chambres est encore préférable à la meilleure des Antichambres) 

는 명언이 이제는 무색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의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자의 사무실이나 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커다란 대기실 

(Antichambre)"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누군가가 Bentham을 따라서 

‘의회란 생각들이 만나고， 이들간의 불꽃튀는 접촉을 통하여 명증성을 획득하 

는 곳’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고작해야 우스개 정도로 들릴 것이다. 누가 나 

폴레웅 3서l의 ‘개인체제’에 반대하여 의회주의의 가치를 갈파했던 Prévost

Paradol의 통찰력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겠는가?"; Paradol은 “의회의 가치”를 

“현실 권력의 끊임없는 변동 속에서 권력의 실세를 즉각적으로 공개토록 강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정부만이 외양과 실재(Schein und Sein)의 ‘놀라운’ 일 

치 속에서 항상 최강의 권력임을 보여주는 데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누가 

아직도 이와 같은 공개성을 믿겠으며， 또 의회를 저 위대한 ‘민회’(die große 

‘Tribüne’)라고 믿겠는가?". 그래도 “만일 아직도 의회주의를 신봉하는 자가 있 

다면， 그는 마땅히 새로운 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슈미트는 일갈한 

159) 위의 책. pp.4-6/ 16-19/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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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6이 

슈미트가 드는 두 번째 예는 “정당정치”의 현실이다: “오늘날 정당은 더 이 

상 토론하는 의견집단이기보다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권력집단으로서， 서로 

대립하고 쌍방간의 이익과 권력획득의 가능성을 교량하고， 또 이와 같은 사실 

에 근거하여 타협하고 제휴한다". 이들 정당들은 대중들에게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선전기관을 동원하여， 눈앞의 이익과 격정에 호소함으로써 대중을 장 

악한다 여기서 “참된 토론을 특정짓는 논쟁의 고유한 의미는 사라지”고， “그 

대신에 이익과 권력획득의 기회를 잡기 위한 정당간의 계획적인 계략파 대중 

동원에 있어서 광고효과가 높은 선정적인(eindringlich) 암시”나， 또는 W a1ter 

Lippmann이 말한 이른바 “‘심볼’이 등장한다 이제 정당정치의 주된 관심사는 

“상대를 공정성이나 진리에 의해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를 확보하여 이것 

을 수단으로 지배하는 데”에 쏠리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Cavour가 지적했던 

“절대주의와 입헌주의”간의 본질적인 차이점， 다시 말하면 “절대주의의 장관 

은 명령하고 입헌주의의 장관은 설득한다”는 차이점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16 1) 

끝으로 슈미트는 이상과 같은 “공개성”과 “토론”의 불가능성으로부터 “이제 

의회는 종결되었다"(d잃 Parlament ist dann erledigt)162)는 의회주의의 종언을 선 

고한다. 마침내 “명증적 진려”의 산실로서의 의회의 시대는 막을 내리며， 기술 

적인 전문부서로서의 의회만이 남는다. 의회는 “본질 없는 사회적-기술적 임시 

방편’”’(애we앉se태n띠los앞e soz깅la혀l-te 

λ사}똑족으로 이렇게 덧붙인다: “토론에 의한 정부인 의회주의에 대한 신념은 자유 

주의 思推世界에 속한 것이며， 민주주의에 속한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와 민주 

주의， 이 둘은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 또 그는 “모든 독재”가 “반자유주의적이 

기는 하지만 반드시 반민주적이지는 않다”고 회유한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살 

펴보면 많은 독재체제와 시저주의” 또는 반자유주의적인 “에률이 존재한다”고 

강변하기도 한다 164)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그의 주장 속에서 의회주의로부 

160) 위의 책. pp.6-7/ 19-22/ 10-12. 
16 1) 위의 책. pp.7/ 19-21/ 11 
162) 위의 책. pp.8/ 24/ 13. 
163) 위의 책. pp.16/ 38/ 22 
164) 위의 책. pp.16/ 3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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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민주주의를 분리하여， 이것을 독재와 결합시키려는 그의 숨은 의도를 감지 

하게 된다. 그는 이점을 다음과 같이 암시한다: 

· 독재적 또는 시저적 방법은 인민의 갈채에 의해서 지지될 뿐만 아 
니라 민주적 실체와 힘의 직접적 표현도 될 수 있다.(diktatorische und 

zäsaristische Methoden nicht nur von der acclamario des Volkes getragen, 

sondern auch unmittlabare Außerungen demokrarischer Substanz und Kraft 

sein können)165) 

(다음 호에 계속) 

165) 위의 책， pp.17/ 40/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