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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프로이센 헌법갈등 연구*

1)

宋 石 允
**

Ⅰ. 머리말

독일의 근현대헌정사에는 몇 차례의 역사적 전환기가 있었다. 그 중 프로이센 

헌법갈등이라고 불리는 사건은 19세기 이후의 독일헌정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대목이다. 1862년에서부터 1866년까지 진행된 프로이센 헌

법갈등은 1848/49년의 3월혁명,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 1918년 11월혁명

과 바이마르공화국의 성립, 1933년 나치의 집권, 1945년의 패전 및 분단 그리고 

1989/90년의 재통일 등과 함께 독일 근현대 헌정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1) 프

로이센 헌법갈등에서는 통일된 국민국가의 형성과 입헌주의의 실현이라는 과제

를 중심으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갈등하고 있던 상황이 가장 첨예하게 표출

되었다. 오스트리아와 함께 독일의 가장 강력한 방국가 던 프로이센은 기존의 

입헌군주제 헌법을 극복하고 의회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었다. 

또한 프로이센 헌법갈등은 독일의 국민국가를 자유주의적 시민계급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보수주의를 중심으로 위로부터 건설할 것인가

의 문제를 배경으로 발생되고 전개되어 이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며 종결되었다.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주도권 다툼이 프로이센 헌법갈등에서 입헌군주제 헌

법의 본질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는 이후 독일국법학의 전체구조

에서 커다란 줄기를 이루게 된다. 일차적으로는 예산에 대한 의회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통치를 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허용되는가 지만 수많은 문제들이 이와 

직간접으로 연결되었다. 프로이센 헌법갈등의 결과 독일의 입헌주의는 관헌국가

적 통치질서가 존속하는 속에서 부분적인 실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현실은 이후의 독일헌법학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프로이센 헌법갈등과 그에 

* 이 연구는 2002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1) W. Siemann, Gesellschaft im Aufbruch. Deutschland 1849-1871, Frankfurt a. M. 1991, 
2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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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헌법적 논쟁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헌법에 적지 않은 향을 미치고 있는 

독일헌법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일본에서 메이지헌법을 제정하는 준비를 하면서 프로이센과 독일 카이저제국

의 모델이 주로 참고되었다.2) 독일 카이저제국의 헌법질서는 후술하는 바처럼 

프로이센 헌법갈등의 연장선에 놓여있었다. 자주적인 근대화를 시작하던 때에 주

권을 상실하여 근대적 국가기구와 헌정질서의 성립에서 일본군국주의의 향을 

받았던 우리의 헌정사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프로이센 헌법갈등의 전개양상이 시

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이 에서는 우선 프로이센 헌법갈등에 대해 서술하기 전에 3월혁명과 프로이

센 헌법갈등 사이의 1850년대에 대해 간단히 서술하려 한다(Ⅱ). 이 시기는 정치

적으로는 보수반동의 암흑기 지만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성장이 집중적으로 이

루어진 때 으므로 프로이센 헌법갈등의 사회경제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이다. 프로이센 헌법갈등의 추이에 대해서는 우선 헌법갈등의 계기가 되

었던 프로이센 군사조직의 개편과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고(Ⅲ) 이어서 군비강

화를 둘러싸고 시작된 군주와 의회의 대립이 헌법갈등으로 확산되어 전개되고 

종결되는 모습을 알아본 후(Ⅳ) 프로이센 헌법갈등에서 문제되었던 헌법적 쟁점

들을 분석하려 한다(Ⅴ). 마지막으로 Ⅵ에서는 프로이센 헌법갈등에 대한 후세의 

논의를 독일헌법학과 헌정사에서의 과거청산이라는 맥락 속에서 살필 것이다.

Ⅱ. 프로이센 헌법갈등의 전사

1. 프로이센헌법의 제정과 3등급 선거제도의 도입

아직 3월혁명이 진행되고 있던 1848년 12월 프로이센국왕인 프리드리히 빌헬

름 4세는 일방적으로 흠정헌법을 제정․공포한다. 이는 헌법제정을 요구하는 혁

명적 움직임에 대한 방어적 수단이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는 또한 1849년 

2) 프로이센 헌법갈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헌법적 문제들은 일본의 메이지헌법 제정과정

에서 깊이 고려되었다. 헌법제정을 준비하기 위해 1882년 3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유

럽을 순방하던 이또오 히로부미 일행을 접견했던 빌헬름 1세는 국회의 개설을 허용한

다고 하더라도 국비의 징수에 국회의 허락을 필요하게 해서는 안되며 이 권한을 국회

에 양보하면 내란의 근원이 됨을 충고했다고 한다(김창록, “일본에서의 서양 헌법사상

의 수용에 관한 연구 ―｢대일본제국헌법｣의 제정에서 ｢일본국헌법｣의 ‘출현’까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8, 2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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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이른바 3등급 선거제도(Dreiklassenwahlrecht)를 역시 흠정의 형식으로 도입

하여 의회제도를 인정하는 자세를 보 다.3) 이후 상원과 1849년 7월에 실시된 3

등급 선거에 의해 구성된 하원에게 1848년 제정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 그 결과가 1850년 1월 31일에 제정되고 같은 해 2월 2일부터 효력

을 발생하게 된 이른바 개정헌법(die revidierte Verfassung von 1850)이었다. 이 

헌법은 1918년 11월혁명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여 이 의 연구대상인 프로이센 

헌법갈등의 근거가 되었다.

프로이센헌법은 1818년의 바이에른헌법으로 대표되는 초기입헌주의에서의 다

른 헌법들과는 달리 군주제원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4) 프로이센헌법은 

국가권력을 행정권, 입법권 및 사법권의 셋으로 나누었다. 행정권은 군주가 단독

으로 행사하 고 입법권은 의회와 군주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어있었다. 다른 

한편 재판은 군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지만 사법권은 독립되어 있었다. 이러한 

헌법의 구조는 아직 군주에게 커다란 권력이 주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

분립의 원칙이 실현되어 가는 초기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군주제원리에 입

각한 헌법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의 국법학이나 국법현실에서는 이러한 실정헌법상의 변화가 제대

로 반 되지 않았다. 보수주의 국법이론은 군주와 의회간의 권력분립을 추구하는 

헌법조항들의 의미를 축소하고 기존의 군주제원리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려 하

다. 프로이센헌법은 국가권력의 주체, 주권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

황에서 “국민과 거류민에 대한 국가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수(Oberhaupt)에게 

통합된다”는 프로이센일반란트법의 조항이 계속해서 효력을 지닌다는 군주제적 

3) 프로이센 3등급선거제도의 도입과정에 대해서는 G. Grünthal, “Das preussische 
Dreiklassenwahlrecht. Ein Beitrag zur Genesis und Funktion des Wahlrechtsoktrois vom 
Mai 1849,” in: Historische Zeitschrift 226(1978), 17-66면; J. Dorz, “Liberale 
Anschauungen zur Wahlrechtsfrage und das preußische Dreiklassenwahlrecht,” in: 
E.-W. Böckenförde(Hg.), Moderne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1815-1918), Köln 
1972, 195-214면 참조.

4) 군주제원리는 1820년의 비인 최종의결서 제57조에서 “독일연합은 자유도시들을 제외

하고는 주권적 제후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해 주어지는 기본개념에 따라 모든 

국가권력이 국가원수에게 통일되어 있어야 하며, 주권자는 란트신분제헌법에 의해 단

지 특정한 권리들의 행사에 있어서만 신분대표의 협력에 기속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통일적으로 규정되었다(H. Boldt(Hg.), Reich und Länder, München 1987, 210-229면). 
군주제원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송석윤, “독일 초기입헌주의와 독일연합의정서 제13
조”, 헌법학연구 제9집 제1호(2003. 5), 217-245면, 23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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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이 여전히 주장되었다.5) 이러한 헌법해석론은 프로이센 헌법갈등에서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1849년에 제정된 3등급 선거제도는 이전의 선거제도와는 달리 재산이나 소득

이 없는 자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여 적어도 성인남성들에게는 보통선거의 원

칙을 구현하 다. 하지만 이러한 보통선거가 실제로 큰 효과가 없었던 것은 엄격

한 불평등선거제도 기 때문이다. 프로이센에서는 의원을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선거인을 선출하는 유권자를 납세액에 따라서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다. 1850년을 기준으로 1등급에는 유권자의 4.7%인 15만 3천명, 2등급에

는 12.6%인 40만 9천명, 3등급에는 82.7%인 2백 69만 천명이 속했고 각 등급은 

해당선거구의 선거인을 3분의 1씩 선출하 다.6) 3등급 선거제도는 아직 농경사회

의 성격이 강하던 1850년대 초반에는 보수주의에게 유리한 선거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1850년대에는 반동정치의 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공개투표가 강요되는 등 

관권에 의한 부정선거가 자행되기도 하 다.7) 하지만 1850년대를 지나면서 산업

자본과 금융자본이 빠른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국민국가적 통일과 의회주의를 지

향하는 시민계급이 1등급과 2등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서 더 이상 부정선

거가 가능하지 않았던 1860년대에는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보수반동의 시대

3월혁명은 1849년 7월 23일 라슈타트요새에서의 항복으로 완전히 진압되었다. 

이후 약 10년 간의 시기는 시민혁명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반동의 시기 다. 

우선 독일연합의 국가들은 1815년에 체결된 연합의정서의 효력을 회복시키려 하

다. 특히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군소 방에서 입헌주의운동이 부활하는 것

을 경계하여 반동정책을 독일연합의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수행하려 하 다. 1851

년 8월 23일에는 이른바 “연합반동의결”(Bundesreaktionsbeschluß)이 제정되었다.8)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군대에게 헌법선서를 요구하는 것, 방국가의 헌법에서 

민주적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 의회에게 예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

5) W. Frotscher/B. Pieroth, Verfassungsgeschichte, 2.Aufl., München 1999, 187면.
6) Siemann, 앞의 책, 80면 이하; H. Boldt,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Bd.2. 

München 1990, 109면.
7) Siemann, 앞의 책, 81면 이하.
8) D. Grimm, Die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1776-1866, Frankfurt a. M. 1988, 217

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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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결사법이 정당의 조직을 허용하는 것,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등은 혁명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어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반동시기에는 

비 경찰이 광범위하게 조직되어 국내의 혁명세력뿐 아니라 외국에서 망명생활

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감시의 끈을 놓지 않았다.9) 프로이센헌법은 기본권조

항을 두고 있었지만 강력한 반동정책이 행해지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었다.

3. 산업혁명과 경제도약

1850년대의 독일역사는 1848/49년의 3월혁명기와 1862년부터 시작되는 프로이

센 헌법갈등의 중간시기로 보수반동의 암흑시대 정도로 인식되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 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1850년대는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전되

는 도약의 시기 다. 18세기말부터 1840년대까지는 산업화를 준비하고 시작하던 

시기 다면 1850년대부터는 자본주의가 꽃을 피웠다.10) 1840년대까지는 농산물

의 작황이 경제상황을 좌우하는 농경사회 지만11) 이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이 주도하는 시대가 오고 있었다. 1850년부터 시작된 고도성장은 1874년부터 

1895년에 이르는 침체기를 제외하고는 1913년까지 지속되었다.12) 프로이센의 경

제는 1850년대부터 급격히 성장하여 1860년대에는 독일통일에서 주도권을 다투

던 경쟁국가인 오스트리아에 대해 뚜렷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프로이센이 

1866년 오스트리아 및 독일 남부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독일통일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1850년부터의 경제도약과 이를 기초로 한 군비강화로 

인해 가능했던 것이다.13)

9) Siemann, 앞의 책, 44면 이하.
10) 지이만(Siemann)이 1849년부터 1871년까지의 독일역사를 다룬 저서의 제목을 ‘개화

(開化)하는 사회’(Gesellschaft im Aufbruch)로 지은 것도 이러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1850년대의 경제도약에 대해서는 Siemann, 앞의 책, 89면 이하, 117면 이

하 참조.
11) 1846/47년의 흉작은 독일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는데 이로 인한 빈곤의 확산이 

1848년 3월혁명의 전야에서 민심을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H. Boldt, 앞의 책, 92면).
12) 19세기 중반이후 독일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K. Borchardt, “Die 

industrielle Revolution in Deutschland 1750-1914,” in: C. M. Cipolla(Hg.), 
Europäische Wirtschaftsgeschichte Bd.4, Stuttgart/New York 1977, 135-202면, 16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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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 자본주의국가인 프로이센이 1850년대에 이룩한 경제도약은 역사상 전례

를 찾기 힘든 것이었고 프로이센 시민계급이 정치적 입장을 정하는 데에 적지 않

은 향을 미쳤다. 시민계급은 한편으로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관료집단

의 성과에 만족하게 되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노동운동세력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3월혁명 이후 프로

이센 시민계급의 혁명적 에너지가 결속력과 방향성을 상실한 데에는 이러한 사회

경제적 배경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다.14) 이는 또한 프로이센 헌법갈등의 

전개양상과 결과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전제조건을 이룬다.

4. 이른바 ‘새로운 시대’(Neue Ära)로의 전환

황태자인 빌헬름은 자신의 형인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의 병세가 악화되자 

1858년 10월부터 섭정을 시작하게 된다. 빌헬름 황태자는 기존의 극단적인 보수

내각을 퇴진시키고 보수주의세력에 다수의 자유주의세력이 참여한 새로운 내각

을 구성하 다. 이러한 변화는 보수반동정책의 종식과 프로이센헌정의 자유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기대되어 ‘새로운 시대’(Neue Ära)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15) 

빌헬름 황태자는 신정부의 정책개발을 주도하 는데 기존의 반동적인 헌정 및 

행정의 극복, 적극적인 정교분리 등에 중점이 두어졌다. 또한 독일 국민국가의 

통일에 대해서도 기존 보수주의의 입장과는 거리를 두어서 소극적으로나마 미래

의 목표로 제시하 다. ‘새로운 시대’의 성공여부는 국내외정책에서 군주와 자유

주의세력간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의 공통분모를 확대․발전시킴으로써 기존의 갈

등관계를 극복하느냐에 달려있었다. ‘새로운 시대’가 출범하던 시점에서는 내각의 

헌법준수의지, 자유주의세력의 온건화, 보수주의의 분열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

져올 조건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 다.16)

하지만 이러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은 곧 드러나게 된다. 자유

주의세력이 다수인 내각과 군주간의 입장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명료해졌다. 빌헬

13) Borchardt, 앞의 , 164면.
14) R. Wahl, “Der preußische Verfassungskonflikt und das konstitutionelle System des 

Kaiserreichs,” in: Böckenförde(Hg.), 앞의 책, 171-194면, 184면.
15) ‘새로운 시대’의 전개양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 Haupts, “Die liberale Regierung 

in Preussen in der Zeit der “Neuen Ära.” Zur Geschichte des preussischen 
Konstitutionalismus,” in: Historische Zeitschrift 227(1978), 45-85면 참조.

16) Haupts, 앞의 , 5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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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황태자는 내각이 자유주의적 경향을 지니면서도 군주가 군통수권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기를 원하 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시대’가 3

년 정도 경과하자 자유주의내각 하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군통수권을 유지하기 어

렵다는 결론에 도달하 다.17) 자유주의내각 하에서는 의회주의화의 경향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프로이센 입헌주의의 기존상태(status quo)를 유지하고 절대

군주제로의 복귀나 의회민주주의로의 전개를 막으려면 기존상태를 법적으로 정

당화하고 정치적 타협을 주도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군주와 자유주의내각의 동거실험이 실

패하면서 프로이센의 내정은 양극화로 치달았다. 이는 독일헌정사의 중대한 전환

점인 프로이센 헌법갈등으로 이어진다.

Ⅲ. 프로이센 군사조직의 개편: 헌법갈등의 계기

1. 군사조직 개편의 배경

프로이센 헌법갈등은 군사조직 개편의 취지 및 방법과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면서 시작되었다. 프로이센에서 국민개병제는 나폴레옹과의 

전쟁시에 시행된 일련의 개혁조치들과 함께 도입되었다. 1817년에 해마다 4만명

의 청년을 입대시켜 3년 동안 복무시키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40년 후인 

1857년에는 인구가 약 천 백만에서 천 8백만으로 50%이상 증가하여 해마다 약 

18만명 정도가 병역의무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실제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의 

비율은 약 9분의 2정도에 불과하 다. 또한 병역기간 역시 1830년대 이후 2년으

로 단축되었다가 1850년대의 반동기에 다시 3년으로 연장된 상태 다.18) 이처럼 

변화된 현실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여 병역의무의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었다.19)

2. 정부의 군사조직 개편방안

하지만 프로이센정부는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회복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정부는 군대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황태자 빌헬름은 

17) Haupts, 앞의 , 70면 이하, 84면.
18) E. R. Huber,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Bd.3, 3.Aufl., Stuttgart u.a. 1988, 279면 이하.
19) Grimm, 앞의 책, 2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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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정을 시작하기 전부터 자신의 전쟁경험을 바탕으로 군사조직을 강화할 필요성

을 느끼고 이를 준비하 다. 이에 따라 론(Albrecht von Roon)장군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1858년 7월에 제출하 다. 그 내용은 인구의 증가에 비례하여 신병충

원을 매년 4만명에서 6만 3천명으로 늘리고 이로써 평시 상비군의 수를 15만명

에서 22만명으로 50%가량 증가시킨다는 것이었다. 또한 50개에 가까운 새로운 

연대를 창설하고 유사시에는 후비대(Landwehr)를 동원하여 이를 강화한다는 내

용도 포함되었다.20)

군사조직의 개편과 관련하여 중요한 논점은 병역자원이 넘치는 상황에서 3년

의 현역복무기간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2년으로 축소할 것인가의 문제

다. 당시의 군지도부는 군사적인 관점에서만 볼 때에 병역의무를 굳이 3년씩이나 

부과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3년의 의무복무기

간을 주장한 이유는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프로이센장병의 정신으

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21) 군사적 필요성

을 넘어서는 국민통제의 의도는 일종의 예비군인 후비대를 강화하여 이미 사회

생활을 시작한 시민들을 군사조직에 묶어두려 한 데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프로이센 군사조직 개편의 의도가 단지 군사력의 강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국주의적 전통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입헌주의적으로 개혁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은 병역의무 기간에 관한 논의가 잘 보여준다. 군사조직 개

편의 배경에는 관헌국가에 복종하는 신민으로 이루어진 국가를 유지하고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시민이 주도하는 의회주의로 나아갈 것인가

의 문제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정부의 방안이 시민계급이 주도하던 의회와 갈등

을 일으키는 것은 처음부터 예고되어 있었다.

3. 프로이센의회의 대응

프로이센의회는 반세기 동안의 인구증가에 상응하여 국민개병제를 보다 형평

20) Huber, 앞의 책, 280면.
21) 론장군이 빌헬름 황태자에게 제출한 의견서는 3년의 복무기간을 통해서 일반 사병들

도 장교집단처럼 단지 국민의 구성원을 양성하는 학교를 마치는데 그치지 않고 진정 

군사적인 것, 즉 총체적인 군인정신으로 통합되고 민간인으로서의 생활에서 탈피하여 

맹목적인 복종심을 지니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D. Schefold, “Verfassung als 
Kompromiß? Deutung und Bedeutung des preußischen Verfassungskonflikts,” in: 
Zeitschrift für Neuere Rechtsgeschichte 1981, 137-157면, 1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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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있게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3년의 군복무 기간

을 유지하면서 군대를 강화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의회는 1850년

대를 지나면서 군복무 조건이 완화되어 병역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되어 있다고 보았다.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던 시민계급에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군을 헌법적 

기속 하에 두는 것이었다. 군이 헌법에 충성하지 않고 군주에게만 충성하는 상황

에서는 비상시에 군주가 쿠데타를 행하더라도 입헌주의를 수호할 수 없다는 것

을 시민계급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22) 1848년 3월혁명이 성공하지 

못하고 반혁명에 의해 좌절된 것도 군주가 장악하고 있던 군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 때문이었다.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프로이센의회는 정부의 군사력강화에 대해 처음부

터 정면으로 반대하지는 않고 타협점을 찾으려 하 다. 재무장관은 의회가 일시

적인 재정수요에 대해 동의를 해주면 이를 군사조직의 근본적인 재구성을 위해

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 다. 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1860년 5월 15일

에 예산안에 동의하 다. 하지만 빌헬름 황태자는 의회의 조건부동의를 무시하고 

재정을 군사조직의 근본적인 개편을 위해 지출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1861년에도 임시적인 지출을 조건으로 예산안에 동의하 다.23)

Ⅳ. 프로이센 헌법갈등의 전개상황

1. 헌법갈등으로의 비화

정부는 조건부로 동의하는 의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 빌헬름 황태자는 

이미 1858년 10월에 섭정을 시작하면서 기존의 불필요한 후비대의 부대들을 해

체한 후에 이를 새로운 상비군 부대로 대체하고 그 장교와 하사관을 임명하는 

등 군대개편에 박차를 가하 다. 1861년 1월 2일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가 사망

하자 황태자 빌헬름은 1월 18일 빌헬름 1세로 즉위한다. 이날 행한 대관식에는 

새로이 창설된 부대들도 자신의 깃발아래 참석하여 성대한 분위기 속에서 임명

식을 가졌다. 의회의 임시적 동의로 창설되어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

22) Grimm, 앞의 책, 232면.
23) Siemann, 앞의 책, 2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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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들이 군주의 대관식에 자신의 깃발을 가지고 참석한 것은 빌헬름 1세가 새로

운 부대의 창설을 의회의 동의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미 정해진 문제로 본다는 것

을 의미하 다. 이는 자유주의세력이 지배하는 의회가 지니는 예산안 동의권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동시에 프로이센 헌법갈등의 전주곡이었다.24)

의회의 의사와 무관하게 군주가 군사력 강화를 이미 정해진 일로 몰고 가자 

의회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하 다. 1861년 12월의 선거에서 기존

의 자유주의세력뿐 아니라 급진적인 자유주의세력인 진보당(Fortschrittspartei)이 

약진하여 자유주의세력은 명백한 다수의석을 점하게 된다. 이제 의회는 군사조직 

개편을 위한 재정지원에 대해 임시적인 동의를 거부하고 예산안 속에서 군사조

직 재편을 위한 부분을 파악하고 경우에 따라 이를 삭제할 수 있도록 국방비를 

별도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 다. 이에 대해 빌헬름 1세는 군통수권과 정부조직권

이라는 군주고유의 권한으로 대응하 고 1862년 3월 11일에는 예산안에 동의하

지 않는 의회를 해산하 다. 하지만 1862년 5월 6일에 실시된 재선거에서 자유

주의세력은 80%가 넘는 의석을 확보하여 보수주의세력에게 참패를 안겼다.25)

의회해산과 재선거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유리해지지 않자 빌헬름 1세의 참모

진들은 친위쿠데타를 주장하는 입장과 타협론으로 양분되었다. 빌헬름 1세는 황

태자에게 양위함으로써 상황을 돌파하려는 것까지 고려하다가 1862년 9월 23일 

프랑스대사로 가있던 비스마르크를 수상으로 임명하 다. 비스마르크는 1862년 9

월 30일의 의회연설에서 “말이나 다수결이 시대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수 없

고 ―이것이 1848년과 1849년의 커다란 오류이다― 이를 결정하는 것은 철과 

피이다”라고 하 다.26) 그러나 비스마르크에게 철혈재상이라는 칭호를 준 이 연

설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예산의 삭감을 결의하 다. 이에 대해 비스마르크는 의

회에 제출한 1863년의 예산안을 철회하 다. 이후 비스마르크는 1865년까지 의

회의 예산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통치하 다. 당시 모든 헌법적, 정치적 문

제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없이 정부가 징세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술한 바

처럼 185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민의 조세저항이 적었다는 점도 지

적해야 할 것이다.

24) Huber, 앞의 책, 290면.
25) Huber, 앞의 책, 295면 이하; Siemann, 앞의 책, 210면 이하.
26) Frotscher/Pieroth, 앞의 책, 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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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이센 헌법갈등의 종결

프로이센의 내정이 헌법갈등으로 요동치고 있는 동안 두개의 전쟁이 일어났다. 

프로이센은 1864년 덴마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 고 이어서 1866년 오스트리아

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 다. 특히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은 독일민족 통일에서 누

가 주도권을 지니는가를 결정하는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이 전쟁을 프로이센의 

승리로 이끈 쾨니히그래츠(Königgrätz)전투가 벌어진 1866년 7월 3일 의회의 재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동안 일련의 의회해산과 재선거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세

력의 다수의석이 변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할 때 이 선거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보수주의세력이 가장 많은 의석을 획득했던 것이다. 이는 비스마르크의 현실주의

적 권력정치, 즉 철과 피의 정치가 가져온 성과가 다수의 시민계급을 움직인 결

과 다.27) 시민계급은 이제 독일통일이라는 목적이 시민혁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프로이센 관헌국가에 의해 더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비스마르크는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다. 그는 자유주의세력을 모욕하고 

짓밟을 것을 원하는 보수주의세력의 희망과는 달리 의회에 대해 온건정책을 실

시하 다. 새로이 선출된 의회는 1866년 9월 14일 사후승인법(Indemnitätsgesetz)을 

제정하 는데 이 법률은 부칙에서 1862년부터 1865년까지의 국가예산은 “국가정

부의 책임을 고려할 때에 행정부가 이 시기동안 법률적으로 확정되고 적기에 공

포된 국가예산에 근거하여 집행하 다고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 다.28) 

이에 대해 보수주의세력은 정부가 의회의 입장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하 고 

급진자유주의세력은 의회가 비스마르크의 헌법침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았다. 비

스마르크는 보수주의자세력에 대해서는 입헌주의를, 급진자유주의세력에 대해서

는 군주제원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자신의 중간적 입장을 정당화하 다.29) 의회의 

동의없는 예산집행에 대한 이러한 사후적인 승인은 한편으로는 의회의 예산동의

권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위헌시비를 종식시키는 것이었

기 때문이다.

27) Grimm, 앞의 책, 238면 이하.
28) Huber, 앞의 책, 358면 이하; Siemann, 앞의 책, 217면 이하.
29) Grimm, 앞의 책, 2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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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프로이센 헌법갈등의 쟁점

입헌군주제에서 헌법갈등은 프로이센 헌법갈등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입헌

군주제 헌법에서는 상호 충돌하는 군주제원리와 의회제원리 사이의 관계가 해결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갈등은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

었다.30) 여기서는 프로이센 헌법갈등에서 문제되었던 쟁점들을 살펴보려 한다.

1. 군의 헌법적 통제

프로이센에서 군사조직 개편의 문제가 헌법갈등으로 비화된 것은 보다 근본적

인 문제와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입헌군주제 국가에서 군대는 헌법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서 군주 개인의 권력기반을 이루는가 아니면 군대도 국가권력에 대한 

헌법적 기속 밑에 있는가의 문제가 결정되어야 했다. 3월혁명에서 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획득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 자유주의세력은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군대가 취하는 입장이 결정적으로 중요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회가 군에 대해 직접적인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의회는 간접적이지만 매우 효율적인 방안인 예산안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이다.31) 문제는 예산안에 관한 갈등으로 시작했지만 정부가 예산동의 

없이 통치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헌법갈등으로 전개되었다. 군사조직 개편을 중

심으로 한 갈등은 계기에 불과했고 헌법갈등의 핵심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통치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아니면 이것이 헌법침해인가 다. 이

는 의회가 예산동의라는 수단으로 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

이기도 하 다.

2. 프로이센헌법의 관련조항과 이원적 구조

이와 관련해서 프로이센헌법 제100조는 조세는 국가예산에 포함되었든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을 때에만 징수할 수 있다고 하 고, 제99조는 

30) 프로이센 이외의 방국가에서 발생한 헌법갈등의 예로는 W. Frotscher, 
“Verfassungsdiskussion und Verfassungskonflikt. Zur Entwicklung freiheitlich- 
parlamentarischer Verfassungsstrukturen in Kurhessen(1813-1866),” in: Zeitschrift des 
Vereins für hessische Geschichte, 107(2002), 203-221면 참조.

31) Grimm, 앞의 책, 2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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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매년 법률에 의해 확정된다고 하 다. 또한 제62조는 입법권은 군주와 양

원이 함께 행사한다고 하면서 “모든 법률에 군주와 양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 다. 이는 군주와 상하양원의 3자 중 하나만 동의하지 않아도 법률이 성

립될 수 없음을 의미하 다. 일반법률의 경우에는 3자의 합의가 없어서 통과되지 

못해도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국가위기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예

산의 경우에는 통과되지 않으면 세금을 거둘 수 없고 이는 바로 국가위기로 연

결되었다.

이는 19세기 독일입헌주의에서 표면적으로는 군주가 국가권력을 장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원주의적 권력구조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즉 군주가 다른 국

가기관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갖지만 입법이나 조세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 의

회의 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의회가 협력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갈등이 생

기는데 군주와 의회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면 헌법은 이원적 구조 때문에 어떠

한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었다.32) 프로이센 헌법갈등이 19세기 독일헌정에서 지

닌 의미는 이러한 갈등을 절대주의로의 회귀로, 아니면 입헌군주제를 넘어 의회

제군주제로 나아감으로써 해결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다.

비스마르크는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 다. 그는 프로이센 헌법갈

등이 정점에 이르 을 때인 1863년 1월 27일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국의 내

각은 의회다수파의 내각이지만 프로이센에서는 군주의 내각이라고 하면서 의회

가 헌법갈등에서 취하는 행동은 호엔촐레른왕가에 속한 합헌적 통치권을 의회의 

다수파에게 넘겨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하 다.33) 한편 의회는 1863년 5월 22일의 

결의에서 의회와 내각사이의 의견차이는 “사람의 교체, 그리고 더 나아가 체제의 

교체를 통해서만 메워질 수 있다”고 선언하 다.34) 이는 헌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의회의 다수파가 궁극적으로는 내각불신임제를 포함하는 의회

주의체제를 지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호소이론과 흠결이론

프로이센 헌법갈등이 진행되는 동안 크게 보아 두 가지의 해결책이 제시되었

32) Grimm, 앞의 책, 235면.
33) E. R. Huber(Hg.), Dokumente zur deutschen Verfassungsgeschichte Bd.2, 3.Aufl., 

Stuttgart u.a. 1986, 56면.
34) Huber(Hg.), 앞의 책,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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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스마르크가 취임하기 전의 내각에서는 1862년 9월에 온건한 대응책을 내 

놓은 바 있었다. 예산안이 거부되면 정부는 국가행정을 펴나갈 수 없고 정부가 

의회의 명백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예산법률 없이 재정을 지출하는 것은 통치의 

헌법적 기초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보았다.35) 이 대응책은 이어서 의회의 해산과 

재선거를 권하면서 새로운 의회 역시 예산안을 거부할 때에는 의회다수파의 의

견을 따르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하 다. 호소이론(Apelltheorie)이라고 불리

는 이러한 입장은 예산에 대한 의회의 동의가 없는 경우를 규율하는 헌법규정이 

흠결된 상황을 다른 헌법규정들을 적용함으로써 해결하려는 시도 다.36) 즉 정부

와 의회 사이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군주는 내각을 사퇴시키거나 의회

를 해산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의회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재선거에서 유

권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따르도록 호소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호소

가 유권자를 설득하지 못할 때에 군주는 재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의사를 따

라야 한다는 것이다. 비스마르크가 헌법갈등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37)

호소이론에 대응하는 입장이 흠결이론이었다. 흠결이론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비스마르크가 프로이센 헌법갈등에서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아니었

다. 이미 프로이센헌법이 제정된 직후부터 예산안이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 대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38) 비스마르크가 프로이센 헌법갈등에

서 제시한 흠결이론은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비스마르크는 1863년 1월 27일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 다: “모든 헌정

생활은 항시 일련의 타협과정이다. 연관된 권력 중 한쪽이 자신의 입장을 교조적 

전체주의로 관철하려함으로써 타협이 실패하면 일련의 타협과정은 중지되고 그 

자리에 갈등이 들어선다. 국가생활은 정지할 수 없으므로 갈등은 권력문제로 비

화된다. 즉 누가 권력을 지니고 있는가의 문제가 우선되는데 이는 국가생활은 잠

시도 정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39) 이어서 그는 1850년의 헌법개정 과정에서 예

35) Huber(Hg.), 앞의 책, 43면.
36) H. Boldt, “Verfassungskonflikt und Verfassungshistorie,” Der Staat Beihefte 1. 

Probleme des Konstitutionalismus, Berlin 1975, 75-102면, 76면.
37) Grimm, 앞의 책, 236면.
38) H.-C. Kraus, “Ursprung und Genese der “Lückentheorie” im preussischen 

Verfassungskonflikt,” in: Der Staat 1990, 209-234면.
39) Huber(Hg.), 앞의 책, 5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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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미 있었음을 상기시키면서 흠결

이론을 주장하 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에 대비하는 헌법규정이 

흠결되어 있으면 그 흠결은 구법이 채우는데 이는 절대군주의 포괄적인 통치권

이라는 것이다.

프로이센 헌법갈등은 비스마르크가 흠결이론을 제시하면서 촉구했던 이른바 

헌정의 타협이 그의 철혈정책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상황 속에서 다시 기능하면

서 종식되었다.

Ⅵ. 프로이센 헌법갈등의 헌정사적 의미

1. 헌법흠결의 존속과 독일 카이저제국에서의 헌법학

프로이센 헌법갈등에서는 결과적으로 비스마르크가 취한 입장이 관철되었지만 

전쟁에서의 승리와 의회의 동의없는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적인 승인은 일회적인 

방식이었지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일 수 없었다. 비스마르크는 헌법적 차원

에서 해결책을 구하려 했다. 헌법갈등이 종식된 후 북독일연방(Norddeutscher 

Bund) 헌법과 독일 카이저제국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는 우선 모든 군사

비지출을 연방의 예산으로 넘김으로써 프로이센에서의 갈등의 소지를 없애려 하

다. 또한 새로 제정되는 북독일연방 헌법과 카이저제국 헌법에서 군사비지출과 

관련된 사항은 헌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예산동의권에서 벗어나려 하

다. 하지만 의회 역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헌법의 흠결을 메우려 했던 것

은 당연하 다.

이는 헌법제정과정에서 격렬한 토론을 야기하 고 그 결과는 독일 카이저제국 

헌법 제62조 제2항 이하의 복잡한 타협규정이었다.40) 이 규정은 한편으로 적어

도 평시의 군비예산에 대해서는 수년 동안의 효력을 지니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부는 해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

었다.41) 하지만 일반예산에 대해 의회가 지니는 동의권은 그대로 남았다. 독일 

40) Wahl, 앞의 , 177면.
41) 군비예산에 관한 법률은 초기에는 7년 기한으로 제정되다가 이후에는 주로 5년 기한

으로 단축되었다(E.-W. Böckenförde, “Der deutsche Typ der konstitutionellen 
Monarchie im 19. Jahrhundert,” in: Böckenförde, Recht, Staat, Freiheit, 2. Aufl., 
Frankfurt a. M. 1992, 273-305면, 29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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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저제국이 탄생한 이후 제국내각의 독자적인 권한은 날로 증대하 고 이에 

따라 군사비 이외의 일반예산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제국의회에서 해마다 이

루어지는 일반예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은 정부와 의회의 긴장관계와 의회의 권한

확대를 보여주는 장이 되었다.42)

프로이센 헌법갈등이 종식된 후에도 정부와 의회의 갈등으로 예산안이 통과되

지 못한 경우에 헌법흠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서 독일

국법학의 핵심적인 연구주제가 되었다.43) 그 대표적인 예로 1870년에 라반트

(Paul Laband)가 발표한 ‘프로이센헌법전의 규정에 의한 예산법: 북독일연합 헌법

을 고려하여’라는 논문을 들 수 있다.44) 이 에서 라반트는 예산안은 실질적인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 법규로서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 행정행위(Verwaltungsakt)

라고 주장하 다.45) 그는 정부의 입장을 비스마르크처럼 초헌법적인 방식으로 정

당화하는 것에는 반대하 지만 헌법내재적인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비스마르크와 정부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 다.46) 이로써 라반트는 독일 

카이저제국의 계관 헌법학자에 오르게 된다.

이후 카이저제국 헌법학의 전개양상은 입헌주의(Konstitutionalismus)라는 단어

의 사용방식에 의해 상징될 수 있다. 프로이센 헌법갈등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

부와 의회 사이에 균형이 잡힌 헌정질서를 진정한 입헌주의로 이해하고 당시 정

부의 행태를 외견적 입헌주의로 부르는 상황이 존재하 다. 하지만 헌법갈등 이

후에는 군주제원리와 의회주의원리를 공존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슈타알

(Friedrich Julius Stahl)의 입장에 근거하여 군주제원리에 기초한 독일식 입헌군주

제를 입헌주의라고 부르고 독일식 입헌군주제에 맞지 않는 것은 의회주의적이고 

따라서 반입헌주의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일반화되었다.47)

42) Huber, 앞의 책, 958면 이하.
43) 이에 관한 논쟁에 대해서는 K. H. Friauf, Der Staatshaushaltsplan im Spannungsfeld 

zwischen Parlament und Regierung, Bad Homburg 1968, 249면 이하 참조.
44) 이 논문은 처음에는 Zeitschrift für Gesetzgebung und Rechtspflege in Preußen Bd. 4에 

발표되었는데 일년 후인 1871년에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P. Laband, Das Budgetrecht 
nach den Bestimmungen der preussischen Verfassungs-Urkunde unter Berücksichtigung 
der Verfassung des Norddeutschden Bundes, Berlin 1871). 이 책은 1890년 세계예산론

(歲計豫算論)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이는 입헌군주제 헌법에서 

의회의 예산안동의권이 지니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45) Laband, 앞의 책, 11면 이하.
46) Friauf, 앞의 책, 2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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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유주의의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은 옐리넥(G. Jellinek)이나 안쉬츠(G. 

Anschütz) 등 소수의 헌법학자에 국한되었다. 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가 없는 

경우 “국법은 여기서 정지한다”48)라는 안쉬츠의 유명한 언명은 ―그의 방법론에 

대한 찬반을 논외로 한다면― 비스마르크의 흠결이론이나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되었던 헌법해석론들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 즉 의회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

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정치의 문제이며 적어도 헌법적으

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49) 1920년대에 칼 슈

미트가 비상사태를 전제로 자신의 국가이론 및 헌법이론을 전개한 것은 바이마

르공화국 헌법학에서 주류로 등장한 자유주의에 대한 프로이센 보수주의의 반격

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50) 1860년대 프로이센 헌법갈등에서의 전선이 

1920년대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2. 후버의 복고주의적 해석: 독일식 입헌군주제의 독자성

독일이 나치의 독재와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인 1963년 후버(E. R. Huber)

가 독일헌정사(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제3권의 초판을 출간하 다. 이 

책에서 나타난 독일입헌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프로이센 헌법갈등에 대한 

서술은 독일 카이저제국 성립 이후 형성되고 고착된 독일 관헌국가 헌법학의 입

장을 대변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51)

후버는 프로이센 헌법갈등의 의미를 헌법정치에서 상호 의존하고 있는 세력들

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각자의 입장을 절대적이고 근본적으로 관철하는 

것을 포기하고 타협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헌정국가의 본질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하 다. 따라서 헌법갈등의 종결과 함께 1866년 9월에 제정된 사후승인법은 

군주와 시민계급의 확고한 결합을 보여준 것으로 정치적으로 지속력을 지니는 

“독일 헌법문제의 모양 좋은 해결책”이었다고 평가하 다.52) 비스마르크를 연상

47) Boldt, 앞의 , 98면 이하.
48) Meyer/Anschütz, Lehrbuch des deutschen Staatsrechts, 7.Aufl., Berlin 1919, 906면.
49) Boldt, 앞의 , 99면 이하; Böckenförde, 앞의 , 296면 주56.
50) 1920년대 독일국법학에서의 방법론논쟁에 대해서는 송석윤, 위기시대의 헌법학, 정우

사, 2002, 201면 이하.
51) 이 에서는 같은 책의 제3판을 인용하고 있는데 관련부분의 내용은 제1판과 동일하다.
52) Huber, 앞의 책, 11면; 또한 E. R. Huber, “Bismarck und der Verfassungsstaat,” in: E. 

R. Huber, Nationalstaat und Verfassungsstaat, Stuttgart 1965, 188-223면에서는 독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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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이러한 입장은 군주제원리를 중심으로 의회주의적 요소를 가미했던 1850

년 개정 프로이센헌법과 이 헌법으로 대표되는 19세기의 독일식 입헌군주제가 

절대군주제에서 의회민주주의로의 전환기에 나타나는 임시적인 타협책이 아니라 

하나의 독자적인 헌법형태를 이룬다는 관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53) 후버는 이

른바 입헌주의라고 불리던 독일식 입헌군주제 헌법에서 군주제원리와 의회주의

적 대표제원리가 잘 조화되어 두 원리 사이의 구조적 대립이 하나의 통합된 기

능체로 지양되었다고 보았다. 즉 독일식 입헌군주제 헌법이 헌정적 자기형성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정당한 모델(Systemgerechtes Modell)의 반열에 올랐다는 것

이다. 후버는 나아가 군주에게 초헌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이 실정헌법에 대해 우

위를 지니는 체제를 입헌주의라고 부르는 생각이 ‘대담한 모험’(Kühnheit)임을 인

정하면서도 프로이센 헌법갈등에서 나타났던 헌법의 흠결을 초헌법적인 방식으

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54)

후버가 취한 입장의 핵심에는 독일 근대헌정사에서 초기입헌주의 시기부터 독

일 카이저제국과 바이마르공화국까지의 독일국법학과 헌정사 연구에서 논쟁의 

핵심이었던 입헌주의의 독일적 모델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놓여있었다. 이는 3월

혁명과 프로이센 헌법갈등에서 독일자유주의가 좌절한 이후 독일헌정이 계몽주

의적 전통과 유리되어 전개된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 고 19세기 헌정 

및 사회질서에 대한 기본인식과 연결되어 있었다. 독일식 입헌군주제 헌법의 성

격에 대한 논의는 단지 과거의 헌정사를 서술하는 차원을 넘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기본법 하에서 민주적 입헌주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형성할 것인가와도 

연관되어 있었다. 독일식 입헌군주제 헌법에 대한 후버의 해석은 프로이센적이고 

관헌국가적인 전통에 맥락이 닿아있었고 따라서 철저한 비판과 극복의 대상이 

된다.

3. 독일헌정사연구에서의 전후 과거청산

논쟁의 핵심은 독일식 입헌군주제가 독자적인 헌정질서인가 아니면 절대군주

제와 의회민주주의의 전환기에 존재하는 일종을 타협책이었는가 다. 독일에서 

이저제국에서의 이후의 헌정사적 전개에 대해서도 이러한 설명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53) 역사학에서 후버와 유사한 입장을 피력한 로는 1911년에 발표된 O. Hinze, “Das 

monarchische Prinzip und die konstitutionelle Verfassung,” in: Hinze, Staat und 
Verfassung, 3.Aufl., Göttingen 1970, 359-389면.

54) Huber, 앞의 책,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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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군주제 헌법은 초기입헌주의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때까지 100년 가

까이 존속하 다. 하지만 후버에게 비판의 포문을 열었던 뵈켄푀르데가 적절하게 

지적했던 바처럼 독일식 입헌군주제의 헌정적 독자성의 여부는 존속기간이라는 

양적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독일식 입헌군주제가 절대군주제 

및 의회민주주의와 구별되는 독자적 헌법유형으로 성립하려면 우선 구체적인 헌

법형성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수렴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본원리가 존재하여 

정치적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른 두 헌법유형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정당성이 존재해야 한다.55) 일반적으로 입헌군주제는 국민에 의해서가 아

니라 자기 스스로 정당화하는 군주의 지배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군주제원리에 

기초하여 군주가 상징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통치권을 행사하는 체

제를 의미한다. 입헌군주제가 절대군주제와 구별되는 것은 이러한 통치권이 헌법

에 의해 정형화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통치권이 새로이 대두하는 시민계급의 권

력행사에의 참여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에서 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

고 군주와 내각, 그리고 군과 관료가 국민대표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지 않으며 

국민대표인 의회 역시 독점적인 통치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56) 따라서 

독일식 입헌군주제의 독자성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논점이 되는 것은 초기입헌주

의 헌법의 전형적인 예인 1818년 바이에른헌법이나 1820년의 비인최종의결서 제

57조가 선언했던 이러한 입헌군주제의 원리가 3월혁명 이후의 후기입헌주의의 

실정헌법이나 헌법현실에서도 그대로 존속했던가의 여부 다.

프로이센헌법의 전개과정은 이러한 입헌군주제의 기본원리와는 거리가 있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주권의 소재와 관련해서 보면 군주제원리는 국가권력의 

보유와 행사를 구별하여 국가권력은 군주에게 있으며 그 행사에 있어서만 분점

55) E.-W. Böckenförde, “Der deutsche Typ der konstitutionellen Monarchie im 19. 
Jahrhundert,” in: Böckenförde, Recht, Staat, Freiheit, 2. Aufl., Frankfurt a. M. 1992, 
273-305면, 291면. 이 논문은 1967년에 처음 발표되었다. 한편 독자적인 정당성의 원

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정당성의 주체들이 공통된 헌법적 기초에 대해 합의

하고 이를 정형화된 기본 컨센서스로 인정하며 이것과 일체감을 지닌다면 독자적인 

헌법유형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독일식 입헌주의에서는 이러한 기본 컨센서

스가 결여되어서 그 독자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단지 전환기에 불과했다는 입장도 있다

(W. Heun, “Das monarchische Prinzip und der deutsche Konstitutionalismus des 19. 
Jahrhunderts,” in: Recht-Staat-Gemeinwohl. Festschrift für Dietrich Rauschning, Köln 
u.a. 2001, 41-56면, 54면 이하).

56) 입헌군주제의 기본원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öckenförde, 앞의 , 27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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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입헌군주제는 군주주권을 기초로 하는 헌법유형이었

다. 하지만 프로이센헌법은 주권의 소재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보수

주의 헌법학의 거두 던 슈타알조차도 입헌주의 상황 속에서 주권의 개념이 변

화되었음을 인정하 다.57) 입헌군주제 헌정의 현실 속에서는 군주와 국민대표체

가 동등한 지위를 지녔고 양자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면 군주제원리와 대표

제원리가 평행선을 그었다. 후버가 주장한 것처럼 두 원리가 상위의 통합원리로 

지양58)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는 앞에서 살핀 프로이센 헌법갈등의 전개와 결과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

다. 의회의 예산의결권은 일반입법에서 의회가 행사하는 공동권한과는 근본적으

로 다른 것으로서 독일식 입헌군주제에서 군주제원리와 대칭을 이루는 의회의 

권한이었다. 의회의 예산의결권은 신분의회의 예산안에 대한 승인권에 뿌리를 두

고 있었다.59) 신분의회의 예산승인권은 군주가 특별한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 이

에 대해 동의권을 행사하고 그 지출을 통제하는 권한이었다. 하지만 입헌주의헌

법에서는 국가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일반적인 동의권으로 변하 다. 의회

가 국가재정 전체에 대한 동의권을 지닌다는 것은 동시에 책임을 지는 것을 의

미하 다. 국가의 전체 재정이 해마다 의회가 행사하는 자율적인 동의권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에서 국가운 의 계속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예산안에 대한 동의

권뿐 아니라 동의에 대한 의무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프로이센헌법은 신분제의회의 전통과의 연속선상에서 예산안동의에 대한 의

회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인정하 다. 의회가 지니는 예산안동의권은 양적으로는 

군주의 막강한 권한에 비해 보잘 것 없었지만 이는 정부가 의회에 의존할 수밖

에 없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무기여서 장기적으로는 군주제원리에 기초한 독자적

인 군주정을 공동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이었다.

예산안에 대한 군주와 의회의 합의가 형성되지 않고 헌법갈등이 발생할 때에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으면 국가생활의 정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독자적으로 행동해도 된다고 해석하면서 그 이유를 실정헌법상 근

거가 희박한 군주제원리에서 찾는 것은 예산안에 대한 동의권을 의회에 부여한 

57) Boldt, 앞의 , 87면.
58) 후버는 “입헌주의의 본질은 군주제원리가 대표제원리와 결합하고 이로써 양 구조원리 

사이의 대립이 이들을 결합하는 기능연관체로 지양된 데에 있다”고 주장한다(Huber, 
앞의 책, 20면).

59) Böckenförde, 앞의 , 29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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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에 상응하지 않는 것이었다. 예산안에 대한 동의권을 의회에 부여한 기

본취지는 의회와 군주간에 긴장관계를 통해 정치세력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었다.

프로이센 헌법갈등에 대한 후버의 해석은 헌법갈등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헌법갈등 이후에 보수주의적 주류이론에 의해서 형성된 해석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프로이센 헌법갈등 당시에 입헌군주제의 성격이나 

의회의 권한 등은 격렬한 토론의 대상을 이루는 열린 문제 다.60) 헌법갈등이 종

식되었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일 카이저제국의 보수

주의헌법학은 헌법의 흠결상황을 군주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이론적인 작업을 

하 고 후버의 입장은 그 전통선상에 있었던 것이다.

프로이센 헌법갈등에 대한 후버의 해석을 비판하는 작업은 관헌국가적인 외견

적 입헌주의에 헌정사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를 철저하게 극복하고 새로운 

입헌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지는 전후 독일헌정사 연구에서의 일종의 과거청산이

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Ⅶ. 맺음말

프로이센 헌법갈등의 승자는 누구 는가 묻게 된다. 의회는 헌법갈등의 결과에

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한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후 카이저제국에서 자신의 향

력을 점차 확대하여 갔다. 하지만 이러한 의회의 성공은 의회의 승리로 이어지지

는 않았다.61) 서유럽국가보다 늦게 산업화가 시작되었지만 1850년대 이후 폭발

적으로 성장한 프로이센에서 시민계급은 경제적 자유주의의 성공에 만족하여 근

본적인 변혁에의 의지가 크지 않았고 곧이어 등장하는 노동운동에 대한 두려움

으로 인해 위축되는 경향을 보 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에 프로이센 헌법갈등

은 시민계급의 의회가 헌정의 의회주의화를 추구했던 마지막 모습이었다. 이후 

의회는 향력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장악하고 책임지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의회주의의 미성숙이 이후 바이마르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는 

데 커다란 약점이 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독일 시민계급의 군국주의

화는 독일사회를 극우 보수주의적이며 군사주의적인 우익세력과 기본적으로 반

60) Boldt, 앞의 , 96면 이하.
61) Wahl, 앞의 , 183면 이하.



2004. 9.] 프로이센 헌법갈등 연구 373

군사주의적인 좌파로 양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880년대 이후부터는 예비역장

교 출신이 아니면 법률가나 고급 행정관료가 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는데 

예비역장교로 예편하려면 군국주의적 세계관을 체화할 것을 요구받는 것은 당연

하 다.62) 지배엘리트집단의 반민주주의적 정서가 바이마르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에 장애물이 되었던 것도 알려진 바와 같다.

그렇다고 군주를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궁극적인 승자 다고 하기도 어렵다. 

프로이센 헌법갈등 이후 군주는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새로운 기반을 확보

하는 데 실패하 다. 19세기 후반 독일은 국민국가적, 헌정적, 사회적 통합이라는 

과제를 지니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헌법갈등 이후의 통치방식은 

의회를 친위쿠데타로 위협하고 카톨릭세력이나 사회민주주의세력을 제국의 적으

로 탄압하며 이익단체를 동원하여 정당과 경쟁시키고 군주가 보나파르트적 대중

주의를 동원하는 등 주어진 과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 시대가 주어진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룰 때에 그 부담은 다음 세

대로 넘어가기 마련이었다.

프로이센헌법과 독일 카이저제국 헌법으로 대표되는 독일 후기입헌주의 헌법

에서의 실정헌법과 헌법현실은 절대군주제로의 회귀와 의회민주주의로의 전개 

사이에서 뚜렷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부유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버가 독

일식 입헌주의 모델에 독자적인 의미를 부여하려 한 것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

지 못하 다. 민주적 입헌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그 보편성을 공유하는 한에서

의 개별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지만 보편적 내용을 벗어나는 정치질서를 입헌

주의 또는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민족적 자긍심을 근거로 한다고 해도 허용

될 수 없는 것이다. 전후 독일의 헌정사연구에서 후버의 입장이 비판․극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입헌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는 이를 왜곡했던 과거에 대한 냉정

한 평가를 통해서 열어갈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62) Wahl, 앞의 , 1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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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r preußische Verfassungskonflikt
63)

Seog-Yun Song
*

Der preußische Verfassungskonflikt zwischen 1862 und 1866 war einer der 

wichtigsten Wendepunkte in der modernen deutschen Verfassungsgeschichte. Nach 

dem Scheitern der Revolution von 1848 herrschte in den 1850er Jahren die 

politische Reaktion. In diesem Jahrzehnte fand aber zugleich ein wirtschaftlicher 

Aufbruch mit der industriellen Revolution statt.

An die Reaktion schloß die “Neue Ära” an, in dem auch die liberalen Kräfte 

an die Regierung teilnehmen konnten. Die Zusammenarbeit zwischen dem 

preußischen König Wilhelm I und dem Liberalismus wurde aber angesichts der 

Frage der Heeresreform immer schwieriger. Mit dieser Reform wollte der König 

eine wesentliche Verstärkung des Heeres mit preußisch-soldatischem Geist. Die 

Liberalen, die von Anfang an das Ziel, die Armee zu konstitutionalisieren, 

verfolgt hatte, unterstützten diesen Plan weder im Kabinett noch im Parlament.

In dieser Situation entließ Wilhelm I die liberalen Minister und ernannte 

Bismarck zum Ministerpräsidenten. Nun ging Bismarck zum sog. budgetlosen 

Regiment über. Das Parlament wurde mehrfach aufgelöst und wieder gewählt, 

ohne dass sich die politischen Verhältnisse entscheidend veränderten. Was diesen 

Verfassungskonflikt zu Ende führte, war der militärische Sieg über Österreich im 

Jahr 1866. Daraufhin wurde das budgetlose Regiment mit dem 

“Indemnitätsgesetz” nachträglich legalisiert.

Nach dem preußischen Verfassungskonflikt wurde aber die Verfassungslücke, 

die den Verfassungskonflikt verursacht hatte, weder in Preußen noch im 

Deutschen Kaiserreich geschlossen. Diese Lücke bildete entscheidenden Punkt der 

staatsrechtlichen Diskussion in dem Deutschen Kaiserreich und der Weimarer 

* Assistant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4. 9.] 프로이센 헌법갈등 연구 375

Republik. Nach dem 2. Weltkrieg vertrat E. R. Huber den Standpunkt, dass die 

deutsche konstitutionelle Monarchie keine Übergangserscheinung, sondern eine 

selbstständige politische Form darstellte. Diese Position wurde stark kritisiert und 

überwunden. Dies war eine wissenschatliche Vergangenheitsbewältigung, die den 

Verfassungsstaat des Grundgesetzes auf eine neue Grundlage stell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