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미트의 ‘理念國家’와 ‘全體國家’

權 寧 禹 (중앙대) 

1. 머리말 

사설 칼 슈미트가 개넘화하고 이론화한 수많은 憲法學 및 政治學 t의 논점 

들이 獨速을 위시한 유럽국가들에 미친 그 압도적인 영향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美國의 學界는 이에 대하여 냉담하거나 무반응으로 열관해 왔으며 굳이 따 

지고 본다면 아예 무시하거나 경멸해 왔다고 할 것이다. 이를테면 며由主義와 

民主主義 사이 의 긴장관계， 安定된 政治候序(a stable p이itical order)와 價順追求

的 政治(the pursuit of value-based politics) 간의 양립불가능성 의 문제 빚 정치 생 

활을 기본적으로 友 • 敵 구분으로써 파악한 점 등 전형적인 슈미트流의 이론 

체계가 미국적인 多元主薰pluralism)에 쉽게 수용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 슈미트가 끊임없이 ‘多元的 民主主義(pluralistic democracy)’를 비판하였 

음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1) 

아무튼 칼 슈미트가 유럽대륙에서 오랫동안 누려왔던 학문적 영향력과는 대 

조적으로 英國과 美國으로 대표되는 영어권 國家에서는 그의 엽적2)이 제대로 

인정받아오지 못하였음은 적어도 분명하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 압도하는 학 

문적인 입지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된 저술이 1976년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英

1) 權寧，명J ， “슈미트의 「全體國家論」에 관한 小考" r효산 김계환 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헌법학과 법학의 제문제~(서울: 박영사， 1996), 127면 이하 
2) 캉 슈미트의 연구름 펼생의 과업으로 삼은 문헌학자 Piet Tommissen에 따를 때 슈미트 

가 남긴 주요저작은 단행본이 약 30권， 그리고 본격적인 학술논문이 약 50여편에 이른 

다고 한다 물론 여기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의 처신상 어려움 때문에 익명으로 

남긴 것틀도 포함되고 있다. Piet Tommissen, Ergänzungsliste zur Carl Schmitt

Bibliographie vom Jahre 1959, in: hrsg. v. H. Barion, E.-W. Böckenfòrde, E. Forsthoff, W. 

Weber, Carl Schmitt zum 80. Geburtstag, Epirrhosis, 2 Bde., Duncker & Humblot, 1968, 
5S.739-778: 그리고 슈미트의 엽적목록에 관한 국내문헌으로서는， 김효전， “칼 슈미트 
의 생애와 엽적" ~동아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제2집， 101-137변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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語로 번역 • 출판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써도 이를 웅변하고 있다 할 것이 

다 3) 즉 The COnCiψ，t o[ the Po/itica/(Rutgers University Press, 1976) 이 출간된 이후 

1985년 초 MIT 출판부는 잇달아 그의 대표저작 세 권을 출판한 것이다꺼 다만 

1990년대에 들어옹 이 래 美國의 學界， 특히 몇몇 주요 대학의 연구소를 중심으 

로 슈미트 연구가 부쩍 활발해지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5) 우리나라의 경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슈미트 연구는 거의 전적으로 憲法學의 영역에 국한되어 

왔음이 사실이며， 政治學의 경우 그 압도하는 마국적 영향의 결과 슈미트에 관 

한 연구는 사실 거의 제외되어 왔다. 그런 가운데 금년 1996년 서울대학교 現

代思想빠究會가 칼 슈미트 및 리오 슈트라우스 논쟁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하였음은 실로 주목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6) 뿐만 아니라 그 연구성과의 

일부분을 故 閔l져台교수 20주기 추모학술대회에서 다루게 되었음은 라스카와 

더불어 슈미트 정치학이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소개한 바 있는 公三 閔內

台교수의 학덕을 기리는 작은 노력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理念國家’ 및 ‘全體國家’는 現代國家忠想史에서 

오늘날의 자리매김이 실로 뚜렷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憲法學에서든 

또는 政治學에서든 끊임없이 중심과제를 이루지 않을 수 없는 국가의 문제에 

관한 한 바로이 논점은 이들 학문적 인식대상을 이루는 숱한 다른 쟁점들을 

3) 물론 이보다 6년전인 1970년 George Schwab에 의하여 英譯本이 간행된 적은 있으나 이 

는 베를린의 독일 출판사가 펴낸 것이었다. Geo탱e Schwab, The Cha.뼈rge 0.1 Ihe Exceptio..ι 
An Int쩌ιctio.n 10. the Political ldeaJ 01 (싸 Schmitt bet:μ~en 1921 and 1 936(Berlin: Duncl‘er & 

Humbolc, 1970). 

4) The Crisù 01 P.써'iamentry Democracy; Politica/ Theo.뺑.' Fo..ιr Ch째'tm o.n the Con，때'tsol SOf!I!reignly; 

POι'tica/ Romanlicis.껴 이틀 세 권의 英譯本은 모두 1985년 MIT Press에서 출판되었는 바， 

현재까지 5 ，000여부 정도의 판매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5) ]oseph W. Bendecsky, George Schwab, Ellen Kennedy 및 Rune Slagscad 등 미 국 내 슈미 

트 전문가들이 기본적으로 슈미트에 친화적 내지 옹호적인 반면， William E 

Scheuerman 둥으로 대표되는 끊임없는 슈미트 비판론자들 또한 적지않음이 사설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탐구의 노력은 괄복할만 하다 할 것이다. 이틀의 연구 
성파가 비교적 잘 평가되어 있는 문헌으로서는， William E. Scheuerman, Carl Schmirr’s 

“ Critique of Liberal Consticucionalism", The Review 01 Po.litics, Vo1.57, 1995, pp.299-322를 
창조할것. 

6) 現代思想뻐究會(회장: 서울대 김홍우 교수)는 1996년 7월 26일부터 슈미트論과 슈미트 
-슈트라우스 論爭에 관한 討論을 여러차례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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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함에 있어 적어도 하나의 설마리를 제공함은 분명할 것이다. 

II. 칼 슈미트의 生健와 思想

칼 슈미트의 이론을 다루기에 앞서 그의 생애와 학문적 성과， 특히 기본적인 

그 사상의 흐름을 간추려 봄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할런지 모른다.20세기의 탁 

월한 政治理論家며 뛰어난 憲法理論家였던 그가 1985년 97세를 일기로 그 파 

란만장한 생애를 마감한지도 별써 10년을 넘어섰다，7) 

칼 슈미트는 1888년 7월 11 일 독일의 서북지방인 베스트팔렌주의 아담한 도 

시 플레텐베르크(Plettenberg)에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전통적 

으로 가톨릭가문이었는데， 아버지 요한 슈마트(Johann Schmitt)와 어머니 루이 

스(Louise)는 원래 트리어(Trier) 지방의 모첼(Moselle) 계곡에서 이주해 온 독실 

한 가톨릭교인이었다.4명의 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난 칼은 이같은 가톨릭집안 

의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였다고 한다. 그의 어머니는 어린 칼이 가톨릭 

의 사제가 되기를 희망한 나머지 그를 플레텐베르크의 가톨릭계 초둥학교에 

입학시켰던 바， 그 뒤 칼 슈미트는 베스트팔렌주의 아텐도른{Attendorn)에 있는 

인문고등학교(humanistisches Gymnasium)에 진학하였다. 이때 그는 1907년의 졸 

업까지 줄곧 가톨릭수도원에서 생활하였다. 김나지움을 다니는 동안 슈미트는 

그리스 · 라틴의 고전문학과 종교 및 그리스어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07년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베를린대학에 입학하여 법학을 전공하였 

다. 1908년 여름 학기부터는 스트라스부르그대학으로 옮겨 그곳에서 1910년 6 

월에 형법에 관한 논문으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16년에 스트라스부르그 

대학에서 공법교수자격을 취득한 이후 그는 여러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명성을 날렸다. 1921년부터 22년까지는 Greifswald 대학， 1922년부터 1928년까 

지는 Bonn대학， 그리고 1928년부터 1933년 초까지 Berlin대학어l 봉직하였다. 

n 슈미트의 생애와 학문적 엽적에 관한 가장 압축된 조감은， George Schwab, The Chalknge 

0/ ExC，ψtion: An l.ηt1뼈ction to the ldta.r 0/ C써 Schmitt, Greenwo때" 1989의 서문-(pp.13-18)에 

잘 요약되어 있다. 그런데 이 영어본은 註 2)의 동일 저자 George Schwab의 독일 내 간 

행본과는 다른 미국판인 것임에 유의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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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6월 Köln대학에 잠시 이직했다가 그해 10월에 다시 Berlin대학으로 돌 

아와 1945년까지 정교수로 재직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에서 

1946년까지 슈미트는 마점령군에 의하여 그의 생가에 가까운 류텐사이트의 구 

치소에 구금되었다. 이후 고향인 플레텐베르크에서 은거하면서 저작활동에 전 

념하였다. 

칼 슈미트는 독일 공법학에 있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學派를 이루 

는 대표학자로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제 l차세계대전 후 당시까지 전통적인 독일 공법학의 방법론이었던 법설 

증주의로부터 결별하여， 공법학의 영역에 역사적 · 사회적 • 정치적인 요소틀을 

도입시킴으로써 법과 법제도의 과학적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넓히고자 하였음 

은 설로 높이 평가 할 만하다. 그리하여 그의 저서는 매우 다양한 시각에서 광 

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예컨대， 成文法과 법관이 내리는 判決의 관계라든 

지， 19세기 초의 政治思想에 있어서의 浪漫主義運動이라든지， 정치사상 내지는 

제도로서의 독재의 역사 등을 취급하였다. 그는 헌법에 관하여 체계적 이론을 

전개하였으며， 나아가 유럽의 公法벚를 철학적 고찰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 

다. 뿐만 아니라 그의 학문적 관심영역은 국제법 및 계염법의 특수문제에로까 

지 이어졌으며， 독일의 현실 정치상황에 대한 논쟁에 또한 적극 참여하였다. 

슈미트는 당시 독일에 있어서의 反自由主義的인 지적 운동과 정치운동에 참 

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학의 이론화에 또 다른 뚜렷한 몫을 담당하였다. 

판결이 내려지는 과정과 체계적인 법철학적 사고에 있어서 임의적인 결단이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관찰하면서， 그는 결단주의(Dezisionismus) 

의 개념을 수립하고， 어떠한 법질서도 궁극적으로는 주권자가 내라는 決斷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들 결단의 기초에 

있는 것은 實定規範이 아니라， 비상사태에서 내려지는 명령과 같은 최종결단 

이라는 것이다. 슈마트는 이 결단주의 철학의 뿌리를 ‘진리가 아닌 권위가 법 

을 만든다’고 동}는 홉스의 이론과 de Maistre, Bonald, Donoso Cortes 등 당시 반 

혁명사상가들의 이른바 정치신학에서 구하였다. 슈미트논 극한적이고 위기적 

인 사태에 초점을 맞추는 결단주의의 방법은 결국 정치질서와 정치행동에 관 

해 하나의 새로운 구체적 사고방법， 즉 구체적 질서와 형성의 사싱"(konkretes 

Ordnungs und Gestaltungsdenken)을 낳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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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방법은 정치현상을 해명하기 위한 하나의 단순한 분석방법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아무튼 그는 한계상황 및 반혁명사상가들의 비관적 인간관에 몰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결단주의 방법은 정치와 역사에 대한 하나의 해석으 

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정치 및 역사해석은 두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동안에 독 

엽의 정치가 겪었던 그 혼동상황에서 하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슈미트는 정치란 동맹자와 敵對者를 구분할 수밖에 없는 그리하여 국가라 

논 단일의 정치체에의 도전을 의미하는 友 · 敵의 대결구도로부터 나오는 것이 

라고 규정하였음은 설로 주목할 만 하다.8) 그리고 이러한 友 · 敵의 대결구도는 

내란이나 국가간 전쟁이 곧 현설화될 것으로 여겨지는 긴박한 상황에서 생겨 

난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의 집단은 그것이 경제적 뿌라를 가진 것이든 아니면 

종교적 또는 인종적인 뿌랴를 가진 것이든 간에 한계적 갈등상황에 빠지게 마 

련이다. 그러브로 국가는 그 시민을 내부와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직 

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슈마트는 국가의 이같은 방어적이고 돼j止的 

인 가능이야말로 모든 법파 절서의 전제조건이자 담보라고 생각하였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유렵대륙의 근대사는 18세기의 절대주의 국가에서 19세기의 

중립국가를 거쳐 20세기의 전체국가로 발전하였다. 이 전체국가는 19세기 자 

유주의의 결과인 정치권력의 중립성 및 국가와 사회의 분할을 극복하게 될 것 

이라논 주장이었다. 무릇 슈미트의 견해에 의하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상 

호 양립불가능한 정치원리이고， 의회정치제도는 한때는 진정한 정치적 토론과 

유효한 기능의 여톤에 토대를 두고 있었지만 20세기의 대중사회에 있어서는 

그 존재이유와 정당성을 상설하였다고 그는 본 것이다. 

그에 의하면， 바이마르 공화국은 그의 이른바 의회주의적 입법국가 

(parlamentarischer Gesetzgebungsscaat)의 왜곡된 변형태였다. 따라서 그 왜곡의 

원인을 국민의 정치적 동질성이 희박해졌다논 사설에서 구하려 하였는 바， 더 

나아가 정치적 동질성이 희박해지게 된 원인은 양립불가능한 정치세력들이 무 

정부적으로 난립하는 정치적 多元主義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바로 이점이 미 

8) 이에 관하여서는 權寧펌， “슈미트의 憲法戰念~ w고시연구~(1995 ， 5), 90-106면· 權寧훌 

· 李í :(1;';, “憲法制定權力理論의 )tf.:~건的 考察헌법학연구~， 제 l 집， 韓國憲法學會，

1995, 257-2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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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치학에서 그를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원인을 제공하였음은 두 말할 펼요도 

없겠다. 따지고 볼 때 슈미트는 바이마르 공화국하의 독일이 정치적으로 쉽게 

통합될 수 있다고는 결코 믿지 않았다. 그 결과 그는 實體的 正義를 회복하기 

위하여 펼요한 權威를 다시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나치， 즉 국7t사회주 

의자들의 권력장악을 옹호하였다. 이를 통하여 그는 새로운 독일의 헌법을 이 

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시키려 하였던 것이다. 즉 민족적이고 인종적인 동질성 

(Artgleichheit)의 확보를 통해， 그리고 통솔과 충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독일은 

(a) 사법부를 포함하는 관료기구 (b) 하나의 정당에 의한 정치행위 (c) 직능단체 

적이고 공동체적인 행정(Selbstverwaltung)이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영 

역， 이 3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완전한 통일체로 재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학문활동에 있어 종반부에 이르러 國際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 

던 바， 슈미트는 지구 전체를 포괄하는 국제적 법질서의 구조를 비판하면서， 

독일의 헤게모니에 기초한 이른바 유럽식의 먼로 독트린을 옹호하려 하였다. 

그는 국제적 법질서의 제개념에 대해 의심을 가졌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제 

국주의 내지 타국의 문제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제국주의적 간섭을 정당화하 

는 데에 원용될 효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또 정치적 보편주의에 대하여 

개탄하였던 바， 이 정치적 보편주의야말로 적국과 그 시민들을 범죄인으로 몰 

아부칠 수 있는 전쟁개념을 낳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패배가 목전에 이르렀을 때， 슈미트는 한때 유럽의 국가들이 어떤 역사 

적 조건하에서 적과 범죄인을 구분하였는가 하는 점， 그리고 전쟁을 명예를 지 

닌 상대 사이의 명예로운 싸움으로 어떻게 인식하였던가를 탐구하고자 노력하 

였다. 바로 이같은 조건을 이른바 Nomos der Erde에서 발견하였다고 믿었는데， 

그것은 원래 유럽의 공법(jus publicum europaeum)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슈미트에 있어 이 Nomos는 세계가 몇몇 세력의 영역으로 분할되는， 그 

리고 위대한 유럽의 강국들에 의해 지배되는 하나의 특수한 지정학적 질서내 

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들 강국은 계엄법에 입각한 공통의 

문명에 의해서 서로의 결속을 다지게 되는 독립적인 주권국가로서 서로를 승 

인하리라는 것이었다. 

요컨대 슈미트의 사상적 흐름은 크게 보아 다섯 갈래로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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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l 기(1910년-1918년): 이 시기눈 그에게 있어 가톨릭적 질서개념을 속 

으로 감춘 규범주의의 단계라 하겠다. 그 결과 국가와 法設定者가 반드시 형식 

화되는 것은 아닌 까닭에 이를 무한히 형식화함을 추구하는 한스 켈젠적인 규 

범주의와논 구별하려 시도하였다 

@ 제 2기(1 919년-1929년); 국가적으로 이는 바이마르 공화국하이었는 닙h 

그 헌법과 헌법현실에 있어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의 분석과 그에 대한 처방을 

위한 학문적 탐구의 시기이었다. 보기에 따라서 法解釋家로서 슈미트의 우수 

성은 실로 이 시기에 최고도로 발휘되었었다. 일반적으로 이 기간이 흔히 슈미 

트의 결단주의 이론시대로 규정하나 반드시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음이 사실 

이다 다시 말해서 앞의 제 l기의 규범주의로부터 결단주의로 완전한 전환을 

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기간은 슈미트에 있 

어 그 의 지적 염원인 ‘독일적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노력의 단계이기도 하 

였음에 주목해야 하겠다. 

@ 제 371 (1 930년-1933년): 이 기간이야말로 당시 독일에 있어서 危機政府의 

시기이었다 브뤼밍내각으로부터 시작되어 특히 파펜내각시대에 이르러 그는 

보수혁명의 여러 동지들과 함께 바이마르공화제의 파산으로부터 독일을 건져 

낼 것을 꾀하였던 바， ‘彈한 國家’의 이념을 고안해 내고 그를 적극적으로 정당 

화하려 한 까닭에 이 시기의 그의 이념은 ‘독일적 官憲國家’라 할 것이다. 

@ 제 4기(1 933년-1936년): 나치의 전반기를 가리키는 시기로서 슈미트가 숙 

청되기 이전까지의 시기이다 바로 이 기간에 나치의 새 국가를 정비하기 위한 

여러 법개념과 법이론을 슈미트는 당시 정부에 제공하면서 그 현상을 정당화 

함에 크게 협력하였음은 결국 그의 전 생애에 닥언을 찍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현실정치에도 크게 활동하턴 시기라 할 것이다. 이 단계에 있어 그의 

이념은 ‘독일민족적 全體國家’라 할 것이다. 

@ 제 5기(1937년-1945 년): 나치정권의 후반부를 이루는 기간으로서 슈미트 

는 끝내 공적 은퇴를 강요당하고 있던 시기였던 결과， 그는 정책과 헌법학으로 

부터 그 정치적 함축이 훨씬 덜한 세계적 관심사로서의 국제법과 탈정치적인 

법사상사 및 법철학과 같은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저술활동을 하였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사상가로서의 슈미트의 質面 目이 가장 뛰어나게 발휘된 

기간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주목할 점은 바로 이 기간의 그의 저술에서는 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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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완곡하나마 나치체제의 저항하는 측면이 엿보이기도 하였다고 한다.9) 이 시 

기에 그가 추구한 바는 ‘大獨速帝國’의 실현이 아닐 수 없었다 10) 

ill. 問題의 所在

‘全體國家(totaler Staat)’의 개념 및 이에 관한 일련의 사상구조는 제 1차 세 

계대전으로부터 제 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약 30년간의 20세기 초 • 중반에 걸 

쳐 주로 독일 • 이태리 · 엘본 등 소위 파시즘국가를 지배하였던 강력한 당대의 

국가사상 및 정치사조이었다. 굳이 따지고 본다면 全體國家의 개념은 그 출발 

점을 이탈리아의 파시즘 국가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命名 또한 뭇솔리니에 의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彈力한 새로운 國家’를 희구하고 있던 당시의 독엘 보수파에 영합하 

여 칼 슈미트가 이를 독일에 도입하고 이론화함에 따라 일반화되게 되었다 11) 

사실 이 전체국가 개념과 그 사상구조는 독일의 나치즘의 대두에 두드러지게 

활용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정작 나치의 정권장악 후에는 독일적 나치즘 

을 특정지우기에는 부적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서는 부정적인 입 

장을 취하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12) 

그러면 슈미트가 바로 이 개념을 도입하게 된 동기와 배경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슈미트에 따를 때 議會主義를 공화 

국의 기본 토대로 본 까닭에 議會主義의 이념적 기초를 民主主義라기보다는 

自由主義로 규정한 것이며， 이때 자유주의의 비효율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의회 

주의에 ‘死亡宣告’를 내렴과 동시에 그에 대한 代替로서 治者와 被治者의 동일 

9) )oseph W. Bendeπky， Carl Schmitt. Theorùt lor the Reich, Princeton Univ. Press, 1983, 
p.202. 

10) Carl Schmitt, Der μψ찌'han in der StaatJ/e，싸-ee tkJ Thomas Hobbes. Sinn ‘ηd Fehlschlag eineJ 

p찌'11，κhen Sym/JIJ/, Hamburg, 1938, S.47 κ 

11) Kutt Sontheimer, AntidetTwkratùches Denken in der Weimarer ReþlJb/ik-Die Po/itùchen Ideen tkJ 

‘&ιfJchen Nationa/iJ1f/lJJ zwù，야en 1918 IJnd 1933, Nymphenburger Verlagshandlung, 1968, 
SS.198-21 1. 

12) 예컨대 1934년 Alfred Rosenberg와 Roland Fr，않ler 둥은 바로 이 ‘全體國家論’을 그 지나 

친 국가주의적 성격과 政黨輕視的 성격에 비추어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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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라는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형식적으로 파악함을 통하여 위기상황 내지는 

예외적 상황에서논 독재 또한 인정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이것이 바 

로 바이마르헌법의 틀에서 슈미트가 이론을 구축한 ‘大統領 獨載論’인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연관에서만 파악한다면 슈미트가 이론화하였던 ‘全體國家

論’도 본격적 의미의 전체국가 내지는 전체주의 그 자체를 옹호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바이마르 공화국이 등장하기 약 5년 전 슈마트 

는 그의 ‘理;승:國家’를 하나의 국가모형으로서 섣정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제시 

한 바 있었다. 요컨대 이는 곧 정치적 통일체로서의 국가의 復權을 뜻한 것이 

고， 냐아가서는 그 유명한 ‘狀況狗束性理論’으로 이어진 것인 까닭에 그에 의 

한 바로 이 ‘全體國家’개념도 그 같은 이중적 구조 속에서 파악될 수 있음은 물 

론이다. 다시 말해서 슈마트의 ‘全體國家’개념은 바이마르의 위기상황에 대한 

분석개념인 동시에 太統領獨載論과 함께 얽혀져 있는 위기극복의 이론적 대응 

이라는 성격 또한 띠게 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바로 이같은 점에서 이탈 

리아적 파시즘과 독일 보수파流의 입장과는 다소 다른 슈미트 나름대로의 ‘全

體國家’漸念이 갖는 獨담性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무릇 ‘全體國家’라 할 때에도 그 이론체계는 여러 갈래로 나눠지기도 할 뿐 

더러 그 내용 또한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나치스 

는 전체국가론과 자기틀의 이념을 분명히 구별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의 파시즘 국가론과 나지주의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를 찾지 않을 수 없으며， 

굳이 따친다면 日本式의 ￡멀制파시즘 국가론과 이들 유럽 두 나라의 국가론 

사이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요컨대 바로 이러한 까 

닭에 ‘수t體國家論’을 열반화하여 다루는 것은 사실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경우에 그 전체국가론의 이론적 체계성이 가장 돋보인다 

고 할 것이 독일의 경우열 것이고，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이 경우 슈미트의 이에 

관한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사설 全體國家論이든 社會主義國家論이든 20세기에 틀어와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는 그 시대적 공통성을 갖고는 었다. 다만 이들 상호간의 뚜렷한 차이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前者가 시민혁명가에 이루어진 근대적 정치원리， 다시 말 

해서 人權保障 및 民主的 政治制度 등을 전면적으로 否定하는 입장을 취한다 

는 점에 주꽉해야 하겠다. 다른 한편 後者는 부르주아 자유주의의 경제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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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資本主義 그 자체의 n破를 표방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시민적 자 

유， 민주적 제도 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내지 기본제도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간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전체국가론과 준별되는 것이다. 

결국 全體國家論은 일단 그 본질적 특정을 다른 무엇보다도 그 反民主性에 

서 찾을 수 있는 동시에 反마르크시즘 내지는 反社會主義性 또한 돋보인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전체국가론이 비록 反自由主

義내지 反부르주아적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그것을 반드시 직접적으로 자본주 

의 그 자체를 배격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의미에서 진정한 反資本主義로 규정 

할 수는 결코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은 아래에서도 언급될 것이나 칼 슈미 

트의 저술과 이론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가 결코 자본주의 그 자체를 비 

판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며， 또 독일의 나치즘이나 이탈리아의 파시즘마저도 

끝내 獨古資本家層과 연대하여 새로운 국가체제를 구축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도 이는 입증된다고 하겠다. 

요컨대 20세기초의 숱한 모순을 잉태한 資本主義體制를， 특히 독일적 국가 

조건에 비추어 보강하기 위한 現代의 保守的 國家면、想으로서 전체국가를 이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볼 때에는 夜警國家로 대표되는 19세 

기적인 부르주아 자유국가에 대한 극복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슈미트적인 ‘전체국가론’은 바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독일적 국 

가조건의 테두리에서 이해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시 대두하기 시작한 밑에서부 

터의 章命을 표방한 獨速좁年運動이나 독일의 나치즘과도 일정한 정도의 사상 

적 기초를 共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양자는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 

서는 상호 連帶를 이루었던 것이다. 

사실 ‘全體國家論’은 그 시초부터 완성된 이론이었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충분한 수준의 체계성을 갖출 만큼 광범위한 社會的 合意를 반영하고 있지도 

못하였다. 다만 1933년 초 나치스 정권의 동장으로부터 그 사회적 기반의 구축 

은 비록 단계적이기는 하나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먼저 지적되어야 할 

점은 슈미트가 어김없는 保守思想家라는 점이다. 제l차 세계대전의 패전 후 등 

장한 바이마르 공화국은 a웅體國家를 면할 수 없었고， 특히 슈미트에 있어서 중 

요한 중심과제의 하나는 볼쉐비키華命의 威齊으로부터 독일을 解放시킴과 아 

울러 서유럽의 帝國主義 열강과 어깨를 겨눌 수 있는 수준으로 독일을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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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야 된다는 목표가 아닐 수 없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權威國家의 수립이 

바로 그것이었으며， 그를 위한 이념과 사상의 정립이야말로 자신의 소임이라 

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같은 스스로 떠맡은 學問的 責務를 슈미트는 서구의 외견민주주의 

의 이론과 사상을 비판하고 배격함에 따라 바로 그 목표에 초점율 맞추어 온 

사회주의이론 또한 쉽게 타도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개인적 목 

적의식이 곧바로 그로 하여금 나치당에의 입당과 뒤이은 나치에의 협력으로 

이어진 것인지는 쉽게 판단내렬 수 없으나 적어도 슈미트 중심적으로 볼 때에 

는 그같은 풀이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N. ‘理念國家’

이미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슈미트 ‘全體國家’개념의 원형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등장하기 5년전 출판된 그의 초기저작인 『國家의 價f直와 個人의 意

味』에서 전개된 ‘理念國家(idealer Staat)’의 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13) 

이렇게 볼 때 전체국가로서의 이론화 과정은 이념국가의 구체화를 목표로 한 

개별제도의 비판과 검토 및 그 현실적 주체의 탐색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체국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理念國家’그 자체에 대한 정확한 개념파악 

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왜냐하면 이념국가야말로 전체국가의 모 

형개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의 이념국가 사상은 당시의 독일 사회에 팽배한 극도의 혼란과 가 

치질서의 전도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 및 자유주의의 결과라는 점에 그는 깊 

은 확선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슈미트의 관점에서는 적어도 당 

시는 개인주의의 시대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은 분명하다. 슈미트에 

의할 때 국가의 이행과정은 다옴과 같이 설명된다고 본 것이다. 즉， 17세기 및 

18세기의 절대국가{absoJuter Staat)로부터 자유주의적인 19세기의 중성국가 

13) 경우에 따라서는 그에 2년 앞서 그의 본격적 논문으로서는 최초인 Gesetz und U rteil -

‘'Eine Unrersuchung zum Problem der Red때raxis ~， Otro Liebmann, 1912를 이념국가의 
사상적 싹으로 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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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aler Staat)를 거쳐 전체국개tot때er Staat)로 이행하논 바， 이 경우 국가와 

사회는 그 동일성으로 파악되게 된다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슈미트의 國家移

行의 3단계론인 것이다 14) 다른 한편 그의 국가론은 量的 전체국가-(quantitative 

totaler Staat)로부터 質的 전체국가{qualitative totaler Staat)를 거쳐 권위국가 

(autoritäter Staat), 그리 고 그로부터 다시 全體的 영 도자국기-( totaler Führerstaat) 

로 移行되어 종국적으로 정착된다고 도삭화하였던 것이다. 

무릇 이념국가에 대한 슈미트의 기본전제논 新칸트주의의 당위와 존재의 二

元論에서 찾을 수 있으며， 특히 그 그7t論에 기초한 당위의 존재에 대한 우위 

성 확인으로부터 도출된다고 할 것이다. 바로 이 같은 입장에 기초를 두면서 

그는 법과 국가와 개인이라는 세 개의 축을 둘러싼 관계를 주제로 하여 다루는 

가운데 “본서의 관심은 국가의 문제에 있는 것이고， 법에 관해서는 국가의 법 

철학적 定義에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그러할 뿐이다"15)라고 하면서 국가를 다 

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 즉 “國家의 의의는 법을 세계에 설현하는 임무에 있 

으며， 國家는 法， 國家， 個人이라고 하는 3계열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16) 이 때 

법이란 국가에 의해 공포된 法規範(Rechtnorm)과는 구별되는 바， 이는 국가 이 

전에 존재하며， 관념상 국가로부터 독립해 있는 법일 뿐더러 自然主義 아닌 自

然法 (Naturrecht ohne Naturalismus) 17)이라고 표현된다. 요컨대 그것은 경험적 

이며 구체적인 사설의 영역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추론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현실과는 전혀 관계없이 선험적으로 설정된， 그 가치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초월적인 법이다 18) 

아무튼 슈미트가 말하는 法은 國家에 의하여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며 法이 

14) Carl Schmitr, Der HÜ1er der viκfaJJung， ).C.B. Mohr, 1931 , 5.79. 
15) Carl Schmitr, Dκ Wert deJ StaateJ μnd die 8ιieut.μη'g deJ Einzel，η.en ， J. Mohr, Tübingen, 1914, 

5.10. 

16) a.a.O., 5.2 
17) a.a.O. , 5.76. 
18) 그러나 다른 한편 슈미트는 個別性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개별성의 가치를 규정하는 

統一體를 인정하고， 그것은 곧 ‘정신적 유대’이며 ‘규범적 고찰에 의해서만 파악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슈마트가 말하는 ‘自然王義 아닌 自然法’이란 결국 
다름 아닌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유대’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음 수 없다 바로 그러한 
까닭에 슈미트 이론의 세 가지 축을 이루는 規範主義- 決定主義→→具體的 몫序思想 

이 하나같이 같은 뿌리를 가진 것임이 확인된다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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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國家를 創造한다는 뜻에서 법을 국가에 先行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 

결과 슈미트에 있어서 국가는 오직 법을 실현할 의무를 가진 이른바 法構成體

일 뿐이라는 것이 되며， 그러한 뜻에서 그가 말하는 법치국가는 ‘法治國家 이 

외의 國家는 존재하지 않는다’ 19)는 의 uj의 법치국가임이 분명하다. 

한펀 슈미트는 모릅지기 국가는 개인의 영역에 있어서의 權力複合體(deus ex 

machina)와 같이 밖으로부터 파악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런 까닭 

에 이와는 반대로 국가는 선험적으로 설정된 법으로부터 연역적으로 정의된다 

고 그는 이해한 것이다. 바로 이때의 국가야말로 그가 말하는 ‘理念國家’인 것 

이다. 그리하여 그는 국가 내지 개인의 법철학적 구성이 문제되는 한 완전히 

법치국가가 된 이념국가만이 추상적으로 고찰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였 

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슈미트가 이처럼 이념국가를 논증하면서 가톨릭 보편 

교회의 이론을 논술한 바 있다눈 점이다이 즉 理念과 現實을 얼치시키는 교회 

는 그 자체가 이념국가로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구체적 국가에 

대항해서 이념국가를 철학적으로 기초지우는 논리의 근거를 제공한다고 그는 

보았다 

요컨대 슈미트의 ‘理念國家’란 法=理念을 世界=現實에 실현하는 기능 그 

자체이며 국가와 기능이 동얼시 되고 있는 이상， 이념국가는 당위나 존재의 영 

역에 그 고유한 위치를 가질 수 없고， 그 두 가지의 냐]問地뽕삐Mittelpunkt)， 그리 

고 移行劇~Übergangspunkt) 벚 構成뽕에Konstruktionspunkr)파 같은 點으로서 존 

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2 1) 그리고 바로 이 때 ‘이념국가’가 點이기 때 

문에 그것은 全體的엘 수 있다. 왜냐하면 點으로서의 국가는 그에 대한 i二位의 

領域， 다시 말해서 當채의 領域에 산재하는 법을 한 지점으로 응결시키고， 그 

19) Carl 5chmirr, a.a.O., 5.53. 
20) Hans Krupa는 이 시가의 이 같은 슈미트의 입장을 ‘가톨릭적 規範主義’라고 命名한 바 

있다 요컨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슈미트의 初期理論에는 특히 그의 가툴릭적 시각이 

크게 함축되어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21) 슈미트는 그의 ‘政治神學’ 속에서， 國家=點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스 켈젠의 國

家廠:2‘을 비판한 바 있다 즉 켈젠이 말하는 法秋序로서의 國家는 궁극적인 귀속점， 곧 
궁극적인 根本規範에로의 궈속체계라고 보았다. 요컨대 법학적 시각에서 존재하는 것 

은 오직 귀속점열 뿐이다 바로 이 點이 동시에 위로부터 도출될 수 없는 질서인 것이 

며， 이는 하나의 점이 잘서이며 규범과 열체를 이룬다는 이른바 數學的 神話로 파악하 
。~rl
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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點에서부터 下位의 영역， 곧 存在의 領域內의 모든 개인에 대하여 그 법을 적 

용시키기 때문이다. 

이같은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슈미트의 ‘理;강:國家’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 

를 가치의 원천으로 하여 귀납적으로 형성되는 국가와는 완전히 대칭을 이룬 

다 할 것이다. 더구나 當寫와 存在의 二元論에 기초해서 국가를 법과 동일시한 

한스 켈젠의 법치국가와도 구별되는 바， 현실과는 전혀 무관하게 설정된 법을 

모든 가치의 원천으로 함을 통하여 모든 개인을 법실현의 기능에 수용함을 통 

하여 해소시켜 버리는 국가라 규정지울 수 있겠다. 

아무튼 지금까지 설명된 이념국가는 바이마르 공화국 이전의 시기에 형성된 

슈미트의 國家像을 반영한 것이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로 접어들고 슈미 

트의 국가에 대한 탐구가 더 한층 성숙되면서 그의 국가상은 기본적으로 이념 

국가의 기초로부터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훨씬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론화 

됨을 볼 수 있게 된다. 즉 법의 내용적 무관심으로부터 야기되는 결단이 아니 

라 법의 결여， ‘규범적 無’，22) ‘예외상태’를 규정하고， 이 경우 決斷으로부터 국 

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변화를 ‘決斷主義’라고 하는 하나의 法

學上의 입장으로서 그는 설명하고 있는 1:lr, 이로부터 엿볼 수 있는 것은 그 중 
심과제가 따지고 보면 법학으로부터 정치의 영역에로 중점의 이동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같은 결단주의는 그의 이론적 전개의 결과 

라 할 것이나， 그와 그의 국가 즉 독일을 둘러싼 당시의 현실이 보기에 따라서 

는 더욱 더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풀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부터 독일의 패전， 내부적 혁명， 바이마르 공화국의 

탄생， 배상문제와 국내대립이라는 심각한 국내외 정세는 이른바 ‘例外狀態’를 

낳고 있다는 역사적 현실로부터 강력한 영향력을 받았고， 그로부터 그의 ‘決斷

主義’가 이론화되었다는 점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슈미트는 예외상태에서 결단을 내리는 자가 진정한 주권자라고23) 한다면， 

정치적 통일체로서의 국가는 그것이 폰재하는 한， 결단하는 통일체이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그는 예외상태를 포함하여 결정적인 상태에 대한 결 

22) Carl Schmitt, Politiche Theologie - Vier Kapite/ zιr Lehre von der Souver없itäJ. Duncker & 

Humblot, München / Leipzig, 1922, 5.42. 

23) a.a.O., 5.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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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을 개념펼연적으로 항상 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주권적이라고 설명하였 

다. 그 결과 국가주권의 본질은 권리의 독점 내지 지배의 독점이 아니라， ‘결 

단’의 독점24)으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슈미트는 國家問多元論과 國家

內多元論을 구별하고， 주권의 等價11.에 의해 전자를 긍정하지만， 국가내 여러 

단체의 존재를 국가의 소멸 내지는 종결의 근원으로 본다는 점에서 후자를 부 

정한 것이다 25) 

이처럼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들어온 이후 슈미트의 국가에 관한 이론구 

성은 ‘理念國家’에 비추어 보면， 법의 우위플 법이 흠결된 ‘例外狀態’로 전환시 

킴을 통하여，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국가의 위치를 한층 더 강력하게 공고화 

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v. ‘全體國家’의 擺念과 特性

위에서 본 바와 같이 ‘理念國家’란 ‘全體國家’의 원형을 이루고 있음은 분명 

하다. 다만 독일의 패전과 바이마르 공화국의 숱한 내부적 갈등요인 등은 따로 

위기상태를 낳고 있었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겠다. 이때 그는 이같은 당시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제시한 것이다. 즉， 하나 

는 ‘理念國家’의 全體性과 效率性을 기준으로 하여 당시의 구체적 제도를 분석 

· 비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이마르 헌법을 전제로 하고 그 틀 안에서 

‘理念國家’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과 구체적인 그 주체를 탐구하고 이 

론화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全體國家’에는 두 가지 개념이 성립한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前者의 방법은 분석개념으로서의 ‘전체국가’란 곧 ‘허약한 量的 전체국가 

(quantitative totaler Staat aus Schwäche)’로 개념화하였다. 한편 後者의 방법에 

24) a.a.O. , 5.20. 

25) 여기서 주목할 점은 슈미트가 多i的 民主主義를 비판하였던 점이었다. 물론 이 때 그 

는 기본척으로 多Jl;的 民主主義와 自 由主義를 완전히 동일시하고 있는 바， 이 점은 다 
소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다원주의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왜 近代國家가 보다 全體的 性|리을 띠게 되면서도 동시에 럴 主權的으로 되어 

가는가 하는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과 示짱點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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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를 때 그 모형개념은 ‘전체국가’는 곧 ‘강력한 質的 전체국가，qualitative 

totaler Staat aus Schwäche)’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다른 한편 슈미트는 그 나름대로의 역사인식에 기초하여 전체국가의 출현을 

‘ 17세기 내지 18세기’의 절대주의 국가로부터 19세가의 中性國家(Neutraler

staat)를 거쳐 국가와사회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전체국가로의 이행26)으로서 파 

악하는 이른바 변증법적 발전논리를 전개한 것이다. 이때 그는 두 가지 명제를 

도입하고 었음이 분명한 바， 하나는 국가의 분류이며， 다른 하나는 예외상태에 

서 나타나는 기능에 비추어 ‘사법국가-(] urisdiktionsstaat)’ - ‘統治國家

(Regierungsstaat)’ - ‘ 立法國家 (Gesetzgebungsstaat)’ - ‘ 行政國家 (Verwaltungs

staar)’로 유형화시킨 것이었다. 요컨대 그에 따를 때 전체국가 이전의 국가는 

강대한 국가이었는 바， 바로 그 강대함에 따라 국가는 으레껏 사회의 상위에 

존재하거나 혹은 사회와 병존하면서 종교， 경제 등 사회의 여러 영역에 대해 

불간섭 내지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 그들의 自律性이 확보될 수 있었 

다는 것이었다. 이를 바꾸어 설명하면 강대국가란 곧 경제로부터 자유로운 국 

가와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경제라는 대비관계가 보여주듯이 二元構造가 존재 

한다는 것이다. 결국 군대와 관료제에 의하여 지탱되는 절대주의 국가가 행정 

국가임에 비하여， 그 그元構造에 바탕을 둔 국가는 行政國家임과 동시에 立法

國家라는 두 개의 상이한 유형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국가라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서 19세기에 들어오고서는 사회가 의회를 통로로 하여 국가내부에 진입 

하였다는 점에서 입법국가로 규정지을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서 사회의 새로운 발전에 따라 이 中性國家는 立法國家로 나타나게 

되고， 이 때의 국가는 곧 ‘社會의 自己構成 (Selbstorganisation der Gesellschaft)’ 

이라는 성격을 갖게 마련이다. 결국 사회가 국가로 완전히 유입됨에 따라 ‘國

家=政治領域’ 그리고 ‘社會=非政治領域’이라는 종래의 구별은 사실상 소멸되 

고， 사회내의 문제가 직접 국가의 문제로 되어버리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는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에 곧바로 개입하게 된다고 그는 본 것 

이다. 바로 여기에서 ‘園家와 社會의 同←→性’이라는 全體國家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며， 이 때의 전체국가야말로 슈미트에게 있어서는 바이마르 독엘의 현실 

바로 그것이었었다. 

26) Carl Schmitt, “ Die Wendung zum totaler Staat", P.u.B., 1931 , S.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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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독일에 있어서의 ‘전체국가로의 전환’이란 다름 아닌 ‘경제국가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라고 바로 이 같은 전환에 가장 순응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국가유형으로서 슈미트는， 立法國家나 統治國家 내지 감]法國家가 

아니라， 바로 行政國家를 상정하였던 것이다27) 캅 슈미트는 입법국가로부터 

파생된 것이 ‘全體國家’라면 이는 펄연적으로 ‘經濟國家’일 것이고， 이는 다시 

논리당연으로 ‘{j政國家’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음에 주목해야 하겠 

다 

다른 한편 당시 바이마르 共和國의 議會制度 및 政黨制度가 야기시킨 숱한 

문제점과 갈등상 때문에， 슈미트로서는 어느 형태이든 수술이 가해지지 않으 

면 안된다고 보고 있었다. 이제 의회는 통합을 형성하는 무대 내지 제도가 아 

니라， ‘組織化된 利디的인 勢JJ들의 多;[;H'~ 분할의 무대’가 되어버렸고， 국가에 

의 충성은 급기야 정당에 대한 충성으로 변질되어 버렸으며， 한 결음 더 나아 

가서 국가는 바야흐로 정당의 약탈대상이 되어버렸다고 그는 판단하고 있었다. 

실로 이것이 슈미트가 당시에 본 바이마르 議會의 現實이 아닐 수 없었다. 그 

렇다고 해서 그는 機能不能에 빠진 議會制度 그 자체의 dtt솥 내지는 再建에 착 

수하려 하지도 않았다. 닫아 따진다면 議會主義이냐， 아니냐 하는 兩者擇 -의 

선택으로 그는 당시의 국가적 과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이 직면하고 있던 이 같은 위기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제도의 개혁만으로써 극복될 수 있을 정도의 표면적인 위기가 아니었다. 오히 

려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슈미트는 의회의 기능상 

설을 다름 아년 국가의 }웹弱tl 그 자체에서 구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바로 

여기에서 다시 그에 의한 전체국가의 당위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때의 전체국가는 정지적으로 나약하다는 의미에서라기보다， 전적으로 量的

인 의미에 있어서의 全體的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슈미트논 ‘약한 양적 전체 

국가’에 ‘강한 質的 전체국가’를 대비시키고 있는 바， 이때의 모형은 물론 이탈 

리아의 파시즘국가가 아닐 수 없었다. 

슈미트가 본 파시즘 국가는 낡은 憲法을 폐기하고， 현실의 사회구조의 변화 

를 현설적으로 經濟國家로써 대응하게끔 經濟憲法을 마련함을 통하여 경제에 

27) Carl Schmitt, Lega/itäJ 11M LegitimitäJ. Duncker & Humblot, München I Leipzig., 1932, 
S.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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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가의 우위를 견지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강 

한 국가만이 곧바로 경제적 강자에 대하여 국가 고유의 강대함을 과시할 수 있 

다고 본 것이다. 이같은 이탈리아적인 파시즘 국가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바이 

마르 독일의 ‘弱한 量的 全體國家’를 극복할 수 있는 바로 그의 ‘彈한 質的 全

體國家’가 일원적으로 도출된 것임에 주목해야 하겠다. 아무튼 이같은 ‘彈한 

質的 全體國家’는 요컨대 강력한 국가에 대한 집요한 지향이 아닐 수 없다. 곧 

質과 에너지의 의미에 있어서 모름지기 수:體的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내부의 

反국가적 세력이나 국가파괴세력을 결코 용언하지 않게 된다. 아울러서 이때 

의 국가야말로 友 • 敵을 구별하여야만 하는 것이며， 이같은 의미에 있어서， 진 

정한 국가는 곧 전체국가일 수밖에 없다고 강변한 것이다. 

여기에서 잠시 슈미트의 友 • 敵의 구별이론28)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슈미트에 따를 때 국가란 결단적인 정치적 실체인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제 1차적인 기능은 전쟁을 수행하는 것만도 아니며 시민생활을 

통제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가의 목적은 펑온과 안전 및 질서의 확보가 아 

닐 수 없다. 무릇 안정된 국가내에서는 법규범 내지 법률이 우선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국가는 평상상태를 확보합과 아울러서 국가내 友와 敵의 갈퉁이 무 

장투쟁의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하도록 보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국가가 스스로 국가자신의 敵(Staatsfeind)을 결정하여야 

함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국내평화를 위협하거나 국가의 존재 그 자체를 

위협하는 집단이 었다면 어쩔 수 없이 국가의 敵으로 선언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만일 국내에 友 · 敵의 갈등이 무력투쟁의 정도로 이어지게 될 때， 국 

가야말로 정치적인 개체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 분명하다. 요컨대 

적과 동지의 구분이 없는 정치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슈미트가 말하는 ‘彈한 質的 全體國家’의 존재근거는 국가가 새로운 

권력수단의 독점을 통하여 강력해짐으로써， 사회에 빼앗긴 ‘정치’를 다시 탈환 

하고， ‘弱한 量的 全體國家’의 성립 이전에 존재하였던 ‘國家=政治’의 영역과 

28) 슈미트의 敵(Feind)의 용어사용법에 대해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George 

Schwab, “Enemy oder Foe: Der KonfIikc der modernen Policik" in H. Barion, E.W. 

Böckenförde, E. Forschoff, W. Weber (hrsg.), 태irrhosù: FeJlgabe für Carl Schmill, Bd. II , 
Berlin, 1968, SS.665-682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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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非政治’의 영역이라고 하는 二元構造를 회복함에 있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슈미트에 따를 때， 이렇게 함을 통하여 ‘社會=非政治’의 영역이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경제영역， 다시 말해서 자유로운 私的 영역으로 수용된 

다고 본 것이다 29) 

그런데 ‘강한 질적 전체국가’에 대한 슈미트의 설명은 사실 ‘약한 양적 전체 

국가’에 대한 이론구성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조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때 이 국가가 현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념의 상 

태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같은 평가는 피할 길이 없을 것이 

다. 따지고 볼 때， 슈미트의 이 같은 국가모형으로서 이탈리아 파시즘 국가나 

볼쉐비커 혁명후의 러시아 또는 헤젤이나 슈타인에 의해 구상된 ‘官憲國家

(Obrigkeitsstaat)’를 들고 있는 바， 이 국가의 성격을 관료제와 군대를 기본토대 

로 하는 ‘행정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같은 설명은 결국 ‘강력한 국 

가’의 기능에 그 춧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이고， 국가의 조직구성이나 경제와의 

관계 등과 같은 문제에 관하여서는 뚜렷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겠다. 

요컨대 그의 ‘약한 양적 전체국가’와 ‘강한 질적 전체국가’라는 두 가지 전체 

국가 개념에 있어서， 前者는 바이마르 독일에 대한 분석개념이라 할 것이고 後

者는 모형개념이라는 점에서 구별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다만 그에 따를 때 

전자가 후자로 변증법적으로 발전한다고 설명은 하고 있지만， 언제，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가에 관하여서는 명확한 설명 

을 찾기 힘틀다. 실로 헌법학자인 슈미트가 이른바 ‘신학적 니헐리즘’의 沒落

史觀을 가졌다면， 거기에서 말하는 ‘절망 속의 기적’에 해당되는 기적이란 곧 

바이마르 헌법 제48조의 대통령독재규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칼 슈미 

트의 ‘강한 질적 전체국가’는 결국 바로 이 대통령독재와 연결될 때에 그 본래 

의 의미가 살아난다 하지 않을 수 없겠다. 

29) 슈미트는 ‘강한 質的 全體國家’에 있어서논， (1) 국가 고유의 경제활동 영역， (2) 자유경 
제， (3) 비국가적이나 公的언 경제영역 둥의 세 가지 영역이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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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全體團家’의 운제성과 ‘憲法의 守護者’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기에 해당되는 1921년 바로 그 해에 슈미트의 『獨我

論』이 출간됨에 따라 독재의 문제를 그가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는 사설은 주 

목할 만한 대목이다. 왜냐하면 대통령독재의 이론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말기 

에 위기극복의 방법으로써 바로 그 시점에 그가 이론적으로 나치스에 제공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암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에 

훨씬 선행하여 그가 저술한 ‘이념국가’에 기초하여 하나의 정치제도로서 독재 

가 가지는 매력에 이끌려 당시로서는 막 탄생한 신생공화국 바이마르에 대하 

여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바이마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선의 ‘이념 

국가’로 변혁시킬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내고자 하였던 학문적 탐구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까닭인 것이다. 그는 역사상의 다양한 독재의 사례를 분석함을 통 

하여 그를 유형화하여， 위임적 독재와 주권적 독재로 나눈 바 있다 30) 

사실 양자는 모두 예외상황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결코 영속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었다. 따지고 보면 주권적 독재는 기존의 헨법을 단순히 정지하는 차원 

을 넘어서서， 스스로 진정한 헨법이라고 생각하는 바의 새로운 헌법을 정립할 

수 있는 상황을 창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때의 독재논 기존의 헌법에 호 

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제정되는 헌법에 호소하는 것이다，31) 요컨대 기존 

질서의 정당성을 거부함으로써 주권적 독재자는 자신이 인민을 대표하며 그 

결과 자신의 권위는 오로지 이 “無定型의 헌법제정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라고 주장한다. 주권적 독재자의 목적이란 이같이 무정형의， 그리고 조직화되 

지 않은 인민의 의사를 대변함을 통하여 새로운 정치체제 내지는 헌정질서의 

형태로 실현하게끔 하는 외부적 조건들을 창출해 내논 것이다. 슈미트에 따를 

때 주권적 독재는 이처럼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게 마련이며 인민주권에 함축 

된 관용과 더불어 주권적 독재에 의한 지배를 總對君主政 내지는 주권적 귀족 

정과 엄격히 구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슈미트 독재개념은 수단성， 과도기성， 예외성 등을 그 개념적 정표로 

30) Carl Schmitt, Die D.샤tat.ιr - Von dm Anfängen deJ modernen SOfl1/eräjtäJ.앵edankem bù zum 

mηktarùchen KiaJJenkampf 2. Auflage, 1928, S.137. 

31) a.a.O., S.137, SS.2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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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국가개념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형식적 성격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른 한편 슈미트는 민주주의를 형식적으로 

파악함에 따라 이를 독재와 결부시켜 정당화하고 있었음에 주목해야 하겠다. 

여기서 그는 독재의 법적구성을 추구하였던 바， 사실 민주주의적 기반 위에 구 

축되었다고 볼 바이마르헌법을 이를테면 유선론적으로 체계화하려 했던 것이 

다. 이렇게 볼 때， 그가 그의 『독재론』에서 위임독재의 한 예로서 지적한 바 있 

는 바이마르헌법 제 48조 2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즉， 공공의 안정과 질서를 회 

복하기 위하여 필요다면 라이허 대통령은 인선의 자유의 불가침권， 주거불가 

침권， 통신의 비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재산권보장과 같은 

7개의 기본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슈미트는 다음과 같 

이 광범위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즉 ‘라이히 대통령의 독재’에 있어서 만약 

제2항에 규정된 이같은 7개 기본권 이외의 모든 조항이 대통링의 행동에 대해 

지나친 제약을 가한다면， 실효성있는 비상사태에의 대처는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서 대통령은 제 2항에 따라 공공의 안정과 질서가 현저히 위태 

롭게 되는 경우， 그 회복을 위하여 펼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2) 

여기서 나타난 독재의 개념에 있어서의 슈미트가 말하는 강조점의 이동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가 『독재론』에서 지적한 법질서라는 목적 

에 그 중점이 주어지고 있었는 바， 바로 이 바이마르헌법의 테두리에서는 ‘대 

통령독재의 권한’에 중점이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같은 중점의 이동으 

로부터， 바이마르헌법에서 국민적 통합과 국가권위를 도출해 내고자 하는 슈 

미트의 의도릅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그는 국민투표에 의하여 선출되고， 

私的 利已f義의 수단으로 변해버린 의회로부터 초월적 지위에 있어야 할 대 

통령제의 설현을 추구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의 이같은 경향은 r憲法의 守

護者J 33)라는 논문에서 가장 극명히 나타나고 있다. 곧， 헌법의 수호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과 법원을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규범의 존 

재를 전제로 할 때에만 비로소 성립되는 까닭에 정상상태에 타당한 경우가 되 

32) a.a.O, SS.215-216. 

33) Carl Schmitt, “ Der H디ter der Verfassung. fl in: Aπhiv des 행eηtlichen Rechts, Neue Folge, 
Band 16, Heft 2 (März), SS.16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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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사후적 기능이라는 성격 때문에 이를 헌법의 수호자로부터 제외함이 마 

땅하다고 그가 본 나머지， 라이히 대통령이 결국 헌법의 수호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무릇， 19C에는 헌법에 대한 위협요인이 으레껏 집행부측에 존재하였고 그 

결과 입법부가 오히려 헌법의 수호자로서 기능을 하였던 것에 반해 당시의 위 

협은 오히려 의회 측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왜냐 하면 연방의회내의 

다양한 사회적 및 경제적 이해를 달리하는 세력틀로 인해 정부의 기능마비가 

초래되는 사례가 잦았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의 정치적 통합이 현실적으로 위 

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중심이탈적 분산경향에 대처하기 위하여 슈미트가 고안해 낸 것이 

다원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전체로서의 독일국민을 대표하는 이른바 헌법의 

수호자로서 기능하게 될 중립적 권력이었던 것이다. 비록 연방대법원이 1927 

년 10월 15일의 판결을 통하여 자신을 스스로 헌법의 수호자로서 표방하긴 하 

였지만 슈미트로서는 이를 적정한 경우로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헌법의 수호 

자로서 갖추어야 할 펼수적인 조건 - 전체로서의 헌법을 수호할 능력과 정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 법원은 이 양자를 모두 구비하고 있지 않 

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헌법의 수호자는 곧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를 때 대통령이야 말로 중립적 제 3자， 

즉 ‘중립적 권력’(pouvoir neutre)으로서 다른 헌법기관의 上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병렬하여 있다고 본 것이다. 결국 대통령이 헌법의 수호자로서 

기능하여야 한다는 명제는， 슈미트의 풀이로서는 바이마르헌법에 분명히 내재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독일국민에 의하여 7년의 임기로 직접 선출되 

는 대통령이야말로 그 지위가 민주적 위임에 기초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이라는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 당시 바이마르의 두 대통령은 이같은 역할을 받아들였 

던 바 Ebert대통령과 Hindenburg대통령이 바로 그에 해당된다 

이처럼 위임독재를 염두에 두고， 바이마르헌법 제 48조를 실마리로 한 그 확 

대해석을 통하여 대통령을 헌법의 수호자로 고양시킴에 따라 ‘대통령내각제’ 

의 구상을 도출해 낸 것도 슈미트였다고 볼 것이다. 당시 바이마르 현실은 공 

화국 의회를 매개로 하는 대중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의 체제가 기능마비의 상태 

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른바 ‘약한 量的 전체국가’의 양상이 강화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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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내각제의 역사가 막 시작되려는 시점에 있었다. 다만 슈미트에 의한 대 

통령 독재론의 전개가 곧바로 바이마르헌법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는지에 대하 

여서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w. 맺는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국가론’의 요체는 강력한 정치지도자의 강력 

한 정치권력의 행사를 통한 중립적인 ‘약한 국가’의 극복이 아닐수 없었다 그 

결과 이는 반의회주의， 반정당주의， 반인권주의의 입장으로 이어지게 마련이었 

다. 이같은 연관에서 칼 슈미트의 정치이론 내지 헌법이론은 당시 보수혁명을 

열망하는 세력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음은 부인하기 어렵고 그 결과 그들 

의 주장과 상당한 수준의 연대를 형성하였음도 어김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굳이 따지고 볼 때， 슈미트의 ‘전체국가론’을 포함하는 보수혁명의 

사상은 위로부터의 혁명을 겨냥한 것인 까닭에， 히틀러의 나치즘과는 궁극적 

으로 합치할 수 없는 조건을 안고 있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 점은 

1936년 그가 저술한 흡스에 관한 연구서34)가 인권의 옹호를 우회적으로 주장 

함에 따라 급기야 게쉬타포의 기관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끝내 정치의 중 

심무대로부터 소외되고 말았음에서 확인되고 있다 요컨대 그가 전체국가에 

걸었던 엄청난 기대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결과로서의 권력국가에 의하여 사 

실상 짓밟히게 되는 실로 비운의 사상가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이같은 점에서 볼 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슈미트는 英 • 美， 특히 미국 

의 학계에서 오랫동안 이른바 知的 理養(intellet뼈 ostracism)의 대상이 됨에 따 

라 오랫동안 관심과 연구로부터 소외되어 왔었다. 그 결과 George Schwab, 

J oseph W. Bendersky 및 Ellen Kennedy, 이들 세 전문학자들만이 단행본 또는 

논문 등을 통하여 소개되고 탐구의 대상이 되어온 정도를 넘어서지 못하였다. 

다만 근년에 들어와서는 두드러진 인식의 변화가 초래되고 있어 그와 그의 학 

문적 성과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는 바， 1990년 한 해의 경우 

34) Carl Schmitt, Der Leviathen in dw StaalJlehre 짜~ Thomas Hob!m - Sinn ιnd Fehlschμ'K etn~ 

politischeη SymbolJ. Hanseatisch Verlagsanstalt, Hamburg.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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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하더라도 뉴욕에서 두 차례의 슈마트에 관한 회의가 개최되었음은 이를 반 

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결국 슈미톤야 말로 나치주의자가 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하여 나치주의를 제거하지도 못하였다는 평가가 共有되고 있음이 바 

로 이를 가능케 한 인식의 전환이며， 적어도 단순한 煙聲의 분위기는 벗어나고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