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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이 책은 大竹弘二・國分功一郎, 統治新論 : 民主主義のマネジメント , 太田出
版, 2015를 옮긴 것이다.
2. 이미 2018년에 블로그(multitude.co.kr)를 통해 공개한 적이 있다. 지금의 이것은
그 수정 번역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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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책자는 PDF로만 배포된다.
4. 본문이나 각주에서 언급된 외국어 문헌의 일본어 번역본은 일본어 번역본 제목
을 그대로 적었고, 국역본은 대체로 병기하지 않았다. 검색하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어 문헌도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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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용어나 일본의 관행적 표현의 경우 필요할 때 각주에서 이를 해설했다.
6. 책 제목과 잡지명은 『 』로. 논문은 ｢ ｣로 묶었다. 또 본문 속의 인용문은 “ ”로, 단
순 강조는 ‘ ’로, 대문자는 < >로 표시했다. 인용문 속의 ( )는 원문에 있는 것이고,
필자의 추가는 [ ]에, 번역자의 추가는 〔 〕에 넣은 후 글자를 작게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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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미트의 변천

メント)』라는 제목을 보고 이 책을 집어든 독자는 책의 내용을 보고 골

리바이어던의 도상학

탕을먹었다고 생각할지도모르겠다. 이대담에서화제가되는것은주
로 역사이자 사상이며, 경제구조나 정보기술의 변화를 겪은 오늘날의

4장. 신자유주의의 통치에 관해
나치와 질서자유주의
푸코의 질서자유주의 평가
국가의 역할

‘효율성’이 아니라 ‘유효성’
생명과 경제성장의 신화

새로운 “통치” 혹은 “매니지먼트”의 방법을 그만큼 다루는 것은 아니
다. 그런한에서민주주의나주민참여의새로운시스템같은 것을기대
한 독자에게는 미흡하게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새로운공공성”에대
해서는이미기업, 대학 등에서커뮤니티디자인의활동에관여한사람
들에 의해 수많은 제안이나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3・11 이후
의 커뮤니티 재구축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이런 흐름을 뒷받침하면서

5장. 입헌주의와 민주주의 재고
구성적 권력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의 불일치

새로운 통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포지티브한” 시도가 다양하게 모색
되고 있다.
그러나이 책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이것들과는아주다른 곳이다. 이

법 운용의 역사성

대담은 근대 주권 국가와 그 통치의 방식에 관해 역사 및 사상사의 관

슈미트의 오해

점에서 진행됐다. 확실히 특정기밀보호법이나 집단적 자위권을 위한

스피노자의 특이성

“해석개헌” 같은 현실적인테마도도마위에올라있다. 하지만 그것들

민주주의에 관한 동질성과 다수성
시민적 불복종과 입헌주의

마치며

은 거기에 내포된 문제들에 대해 더 깊게 역사적으로 고찰을 밀고나가
기위한 하나의실마리이다. 이는그런시사적인테마를얕본다는의미
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현정권을 비판하기 위한 일시적인 “얘 007
깃거리”로 소비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도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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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역사를 토대로 바라보면, 현실적인 정치 화두가 때때로 옛날의

에 대한 물음을 근본에 두고 있는 것은, 그것이 민주주의를 다시 묻기

문제를반복하고있음을깨닫게 된다. 국가의비밀이라는문제이든, 법

위해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기존의 의회제 민주주의나 국민 민

해석이라는 문제이든, 그것이 과거의 사람들도 늘 생각하고 해결책을

주주의의 옹호에 그치거나, 그것을 넘어선 새로운 민주주의의 구상으

계속찾아온문제라는것을알아두지않으면, 지금의상황을 진정한의

로연결될수도있고, 혹은민주주의라는이념그자체로부터의결별에

미에서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수도 있다. 이것은 각각의 독자가 판단할 바이다.

최근 일본의 정치적 분위기에 대해서는 나처럼 “정치에 무관심한 정

오오다케 코지

치학자”조차도 급진적인 입장에서 마주대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과격한 반대나 항의의 몸짓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
는다. 래디컬〔급진적〕이란 문제의 “뿌리(라틴어로 라딕스radix)”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 즉 그 역사적 기원을 파내려가고, 그 지점에서 다
시금 생각해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입헌주의”의 이념이 어떻게 탄
생했는지조차 잊어버린 (혹은 원래 알지 못한) 현 상황에서, 이런 역사
적 입장으로서의 급진주의radicalism는결코 그 의의를 잃지 않았다고생
각한다.
이 대담에서는 통치의 문제가 일관되게 국가 권력과의 관계를 축으
로 묻고 있는데, 이것에 위화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최근에
통치라는 말은 국가의 그것에 한정되지 않고 더 폭넓은 의미로 이해되
고 있다. 실제로 이른바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사람에게
008

서도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지금도 일정한 공
감대consensus를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후퇴하는 국가 대신에
다양한 민간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새로운 통치방식도 기대
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좋든 나쁘든 여전히
국가야말로 가장 중요한 무대arena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를 자각
하지 못한 채로 전지구적 경제와 IT기술의 탈영토적인 발전에 현혹되
어, 경제결정론이나 기술결정론에 몸을 맡긴다면, 그것에 의해 매장되
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일 수 있다. 이 책이 근대국가의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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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비밀보호법의 성립

── 2013년 12월에 특정비밀보호법이 통과, 공포되고 2014년 12월에 010
시행됐습니다. 오오다케 코지 씨는 『at플러스(atプラス) 지에 “공개성
의근원”을연재하면서, 현대민주주의에서거너번스의위기를극복하
기 위해, 아르카나 임페리이1)(통치권의 기밀)로의 회귀가 일어나고 있
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고쿠분 고이치로 씨는 자신의 주민운동체
험2)을 바탕으로 주민의 행정 접근access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문
제 삼고,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해서도 행정부가 정보를 독점하고, 통치
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오늘은 두 분께서 정치
의 공개성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해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1) 고대 로마의 역사가 코르넬리우스 타키투스를 연원으로 하는 말. 16, 17세기의
정치적 담론 속에서 활발하게 논의됐으나, 18세기가 되자 절대주의의 비밀정치
를 상징하는 말로 계몽주의에 의해 비판받았다. 자세한 것은 오오다케 코지(大
竹弘二), 「공개성의 근원 제2회 : 정치에서의 비밀(公開性の根源 第2回 : 政治に
おける秘密)」, 『atブラス』, 2012年 5月, 「공개성의 근원 제3회 : 음모, 시간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비밀(公開性の根源 第3回 : 陰謀、時間政治、コミュニケー
ションの秘密)」, 『atプラス』, 2012年 8月을 참조.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는 것은
모두 편집자의 주이며 오오다케(大竹)와 고쿠분(國分)이 붙인 주는 끝에 이름을
적어뒀다).
2) 도쿄도 코다이라 시에 건설 예정인 도시계획도로 3・2・8호府中所沢線의 계획
에 관해 일어난 주민운동. 주민단체가 “주민 참여에 의해 계획을 재검토하라”
거나 “재검토는 필요 없다” 중에서 선택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7593건의
서명을 받아 청구. 주민투표의 실시를 결정한 조례안은 의회에서 가결되었으
나, 나중에 시의 동의에 의해 투표율 50%의 성립요건이 추가된다. 실제의 투표
율은 35.17%로, 주민투표는 성립되지 않았다. 주민단체는 투표 결과의 공표를
요구하고 정보개시 청구를 했으나 기각. 2014년 12월말 현재, 투표 결과의 공표
를 두고 재판에서 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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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오오다케 씨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연재 ｢공개성의 근원｣은

민 수용 정책을 제언했습니다. 여기서 언뜻 엿볼 수 있는 것은, 국민 사

2012년 2월부터시작됐는데요, 그 첫회에는 특정비밀보호법의 통과를

이의 격차나 빈곤을 없애기보다도, 나라 전체의 GDP를 늘리는 것을

예감한 듯한 문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한 불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근대 국민국가에는 ‘국민’만

신은 근대의 정치적 공개성이 기능 부전에 빠지고 있다는 것의 징후

좋다면 모두가 평등하게 국가의 결정에 관여할 수 있다는 명분이 있었

아닌가? 통치로부터 민주주의의 ‘짐’을 경감하려는 최근의 풍조에서

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국민’마저 소홀히 하는 형태로 경제 합리성이

엿보이는 것은, 통치가 정치적 공개성의 세계에서 벗어나 자립화하는

나 기술적 합리성이 국가의 통치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태 아닐까?”라고. 이런 위기감을 초래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또

“통치가정치적공개성의 세계에서벗어나 자립화한다”고말할때의

“통치가 정치적 공개성의 세계에서 벗어나 자립화하는 사태”에 대해

‘정치적 공개성’이란 통치가 국민의 견제check 하에서 민주적으로 통제 013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된다는것을뜻합니다. 그민주적통제가서서히미치지못하게된다는
것을 ‘비밀’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국민을 기초로 하는 법이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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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다케 : 특정비밀보호법의 통과를 예상했던 것은 아닙니다. “통치가

권 하에서 통치가 통제된다는 근대국가의 명분이 역전되고, 통치를 얼

정치적 공개성의 세계에서 벗어나 자립화하는 사태”란 국가의 주권

마나 효율적으로 행하느냐가 우선시되고,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법률

또는 법률로부터 통치 활동이 분리되어간다는 것인데요, 제가 염두에

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즉, 법이나 주권이 효율적인 통치를 위한 도구

둔 것은 1990년대부터 현저해진 신자유주의화의 흐름이었습니다. 즉,

가 되어버리는 도착적인 상황입니다.

통치 활동이 외부 위탁되고 민영화되는 상황입니다. “국가를 경영한

이런 점에서 보면, 특정비밀보호법에서 문제가 된 것은 매우 고전적

다”라고 말하듯이, 정치가 비즈니스・기업경영의 은유나 수사학으로

인 문제입니다. 기밀 정보의 비밀・익명은 어느 시대에서나 국가가 행

얘기되고, 경제 합리성이나 기술적 합리성에 의해 움직이게 됐습니다.

해온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역사상의 방대한 담론의 축적이

거버먼트government에서거버넌스goverance로의이행이라고도불립니다.

있습니다. 통치가국가의틀에서벗어나자립화된다는, 제가 문제삼고

그 심한 예로는 이라크 전쟁에서 주목을 받은 미국의 PMC3)(민간군사

싶었던최근의 신자유주의적사태에비하면, 이것은어떤의미에서 ‘전

회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 방식의 이런 전환이 ‘국가’의 이익과

면적인’ 테마이며, 굳이지금새삼스레논할필요까지는없다고생각했

‘국민’의 이익 사이에 충돌을 초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지만, 이 오래된 문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현재의 일본 상황 속에 회귀

상황이 자주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에는, 경단련이 “인구 감

했다는 인상입니다.

소에 대응한 경제 사회의 방식”이라고 제언을 정리하고, 적극적인 이

또 한 가지, 연재를 시작한 이론적 동기로는 칼 슈미트4)의 영향이 있 014
습니다. 통치행위가 법에서부터 자립하고, 법을 넘어서는 형태로 우위

3) 요인 경호나 시설 등의 경비, 군사교육, 병참 등의 군사적 서비스를 행하는 민간
기업. 냉전 종결 후, 군축이 진행되는 가운데 탄생. 특히 2000년대의 대 테러 전
쟁에서 급성장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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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88-1985년. 독일의 법학자. 바이마르 공화국의 의회주의와 자유주의를 비판하
고, 나치에 협력했다. 저서로 정치적인 것의 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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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버리는사태를슈미트는 ‘예외상태’라는말로정의했습니다. 바로

나치 정권은 독재정권으로 불리지만, 한 명의 독재자가 모든 것을 결

슈미트의 ‘예외상태’는 “통치가 정치적 공개성의 세계에서 벗어나 자

정했다는 이미지는 조금 틀렸습니다. 정치학자 프란츠 노이만5)의 유

립화하는” 상황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한 나치즘 연구서 비히모스 (1942)에서도 지적됩니다만, 법률을 넘

슈미트는 일반적으로 국가주권의 이론가로 파악됩니다. 물론 1920년

어서, 매번 예측할수 없는조치・명령이확대된다는점에나치 체제의

대의 슈미트는 분명히 그렇기는 하지만, 30년대 이후에는 주권이론을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노이만은 같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프리드리

포기하고, 오히려 행정이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역사적 배경에 29년

히 폴록6)이나 막스 호르크하이머7)와는 달리, 나치즘을 ‘국가자본주

의 세계 대공황이 있습니다. 경제위기에 대처해야 할 때, 융통성 없는

의’, 즉 국가가 경제를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체제라고 해석하는 데로

법률에 얽매이면 뒷북만 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유연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집행 권력의 활동의 일그러진 비대화를 문제 삼

한형태로 통치를 하려면 어떻게하는게 좋을까? 그래서행정국가론에

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나치의 전체주의 지배란 극단으로 치달은

당도했습니다. 특히나치시기가되면, 더이상의회에서의입법은아무

일종의 행정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래도좋은게되며, 이른바총통이내리는명령이나조치가모든법률과
015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법치국가의 원리를 거의 포

고쿠분 : 동감입니다. 나치정권은 행정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 이

기하고실질적으로예외상태를영속화해버리는 논리가됩니다.

른바행정의꿈같은것을실현하려고 한정권이라고생각합니다. 나치
는 그것을 전권위임법에 의해 실현했습니다.

고쿠분 : 공개성의 근원 에서도 몇 번인가, 슈미트는 행정국가적인 것

나는 도로 3・2・8호선 계획의 문제를 통해, 행정의 결정 과정에 민 017

이 근대 주권 개념에 의해 길들여졌다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주적 절차로 개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감하고, 이를 비판적으

그건 20년대의 슈미트라는 것인가요?

로 논했는데요,8) 행정은 의회나 민주적 절차를 최대한 멀리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향으로 아무래도 가버립니다. 이 방향성을

오오다케 : 그렇습니다. 20년대까지만 해도 슈미트는 예외상태에서 정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 나치 체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시무

부가 내리는 조치가법을넘어서는것은분명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주
권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라는 형태로 정당화했습니다. 30년대가 되면,
이번에는 주권 개념을 대신해 ‘구체적 질서’나 ‘노모스’ 같은 개념 하에
서 예외상태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행정 활동이 자의적이게 되지 않도
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말하는 ‘구체적 질서’는 전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행정조치에대한규범적인속박은없는것이나
016

마찬가지이고, 자의적인 집행활동이 점점 확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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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00-1954년. 독일의 정치학자. 나치정권 성립 후 미국으로 망명. 뉘른베르크 재
판에 협력. 저서로 비히모스 : 나치즘의 구조와 실천 1933-1944) 등. 비히모스는
구약성서에서 공포의 지배를 행하는 육지의 괴물의 이름.
6) 1894-1970년. 독일의 사회과학자. 프랑크푸르트학파의 거점이 되는 사회연구소
를 창설한 인물 중 한 명.
7) 1895-1973년. 독일의 사회학자. 프랑크푸르트학파 제1세대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 테오도르 아도르노와의 공저 계몽의 변증법 으로 알려져 있다.
8) 國分功一郎, 『来るべき民主主義 』, 幻冬舎, 2013年. [고쿠분 고이치로, 다가올
민주주의 , 김윤숙 옮김, 오래된생각,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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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독재자가 인민을 억압하고 있다는 이미지로 나치 체제를 그려내

공개성의 원칙은 정말로 가능한가?

면, 오히려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납니다.

고쿠분 : 오오다케 씨는 행정국가의 문제를 다룰 때, 근대 초기의 극히
짧은 기간에 일어난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셨습니다. 교과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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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다케 : 행정 활동은 항상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로는 “봉건사회가 무너지고 절대주의 국가가 수립됐다”고 간단하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개성의 근원 에서는 슈미트의 예외상태론을

한 줄로 끝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짧은 기간에 근대 국가의 본성

더욱 밀어붙여서, 집행권이 법을 넘어선다는 사태의 래디컬한 귀결로

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가 봉건제의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절대

서 신자유주의적인 흐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치활동이 민간기업

주의의 옷을 걸치는, 이른바 벌거벗은 순간이네요. 그 순간을 보면, 사

에 외부 위탁되면, 행정국가마저도 없어져버립니다. 그때에는 단순히

실 행정국가가 먼저 있고, 주권 개념에 기초하여 법치국가가, 그것을

행정권력이 비대화되는 데 머물지 않고, 통치는 국가가 결정하는 법이

어떻게든 하려고 해서 나중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이죠. 아

나 규칙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는 것 아닐까요? 적어도 국가의 행

주 날카로운 지적이고, 훌륭한 입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가있으면, 불완전하다고 해도규칙은있습니다. 국민이그것을정하

오오다케 씨의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근대국가에서 공개성의 원칙

고 견제check할 수 있는 구조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민

이어떤 이유에서나타났는가를잘알게됩니다. 공개성의원칙은절대 020

영화되면 그활동을견제하기도어려워집니다. accountability(설명책임)

주의 국가가 활용하는 아르카나 임페리이에 대해 어떻게 속박을 가할

라는개념은있지만, 아직은단순한도덕적요청에머물러있다고생각

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공개성의 원칙은 그것 자체

합니다.

가어느 정도가능한가를충분히음미하지도 않은채, 아르카나를어떻
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만 생겨났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쿠분 : 이라크 전쟁에서 일어난 사태는 바로 그겁니다. 아브그레이브

공개성의 원칙은 “계몽의 기획”이 내건 빛나는 슬로건이었지만, 그것

교도소의 포로 학대 사건에서도 PMC 직원이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처

은 실제로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런 물음이 여기서 생겨납니다. 이

벌 받은 것은 군인뿐이고, 직원은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땅에 발
을 디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문제는 1970년대

오오다케 : 이라크 전쟁의 경우는 주로 보급 업무를 민간기업에 위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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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렵부터 정치학자들에 의해 논의됐습니다.

습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의 활동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더라도 도덕

｢공개성의 근원｣에서 오오다케 씨는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노베르토

성이나공평성까지담보할수있는것은아닙니다. 그것에의해특정한

보비오9)의 “테크노크라시는 민주주의와 상반된다”는 말을 인용하면

사람들에게불이익이나손해가생긴경우, 누가어떤식으로 책임을질

서, 보비오는 나중의 이탈리아에 나타났던 “실무가 정권”을 예견한 것

것이냐라는문제가나옵니다. 그런사례가모든장면에서일어나고있
는 게 아닐까 합니다.
9) 1909-2004년. 이탈리아의 법철학자. 저서로 이탈리아 이데올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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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는 그 전의 마리오 몬티10) 내각

지 않을 수 없지만, 공개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엄밀하게 생각해

도그렇습니다만, 이따금전문가에의해구성된 내각을만들었죠. 보비

볼필요가있습니다. 근대의공개성원칙이란이념상모든국민이자유

오가 지적했던 것은, 현대사회의 문제는 너무도 복잡하고 민주적 절차

롭고평등한입장에서정책결정에관여할수 있다는것입니다. 물론이

로는 대응할 수 없게 되고 있지만, 그러나 테크노크라트나 전문가에게

렇게 위르겐 하버마스12)가 말하는 합리적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구

대응을 맡겨버리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였습니다. 실제

조를 정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어떤 형태로 정치에 관여할

로 전문가가 와서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것은 확실히 그것은 그래도 좋

것인가, 그 정도나 모습, 혹은 의사나 능력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 정

을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필요 없다는

치적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강한’ 시민뿐만 있는 게 아니

것인가?

니까, 정치에 접근access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 이른바 ‘복수의 공개성’

이후, 칼 J. 프리드리히11)의 정치의 병리학 (1972)이 인용됩니다. 그
는 비밀주의가 정치에서 완전히 배척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성도 소

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방안 023
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하며, 비밀과 공개성의 경합이 중요하다는 실용적인 대답을 내놓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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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뉴스에

고쿠분 : 아전인수격이 되겠지만, 지금의 말씀은, 제가 도래할 민주주

서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대해 논평을 요구받았을 때, 똑같은 말을 했습

의 (2013)13)에서 얘기한, 의회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강화 파트”로

니다. 법안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비밀은 이상해”라고 말하지만, 정치

서의 복수의 제도라는 논의로 연결되네요. 의회는 하나의 제도로서 중

에서비밀이없어지는일은절대로없으니까, 그것을확인한 다음에공

요하지만, 그것만이아니라, 예를 들어주민투표등의 제도를병설하고

개성의 원칙을 최대한 철저하게 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흔한 견해입

민주주의를 강화해간다고 말이죠. 정보가 완전히 공개된 상태에서, 모

니다. 오오다케 씨는, 그러나 이런 실용적인 타협적 해결밖에 있을 수

두가 독립된 개인으로서 의사소통적 토의를 거쳐 판단을 내린다는 비

없을까 라고 자문하십니다. 이 점에 대해 의견을 알려주시겠습니까?

현실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
의를 실현하기 위한 경로를 늘려나가고 공개성을 담보해간다는 방향

오오다케 : 저도 공개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밀

성이죠.

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인정하
오오다케 : “민주주의와 제도” 얘기는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법으로 만
10) 1943년 생.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서구금융위기가 이탈리아로 파급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조르조 나폴리타노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2011년 11월부터 2013
년 4월까지 이탈리아 각료 평의회 의장(총리)로서 내각을 조직. 국회의원, 정당
간부가 입각하지 않은 비정치가 내각이었다.

12) 1929년 생. 독일의 정치철학자. 프랑크푸르트학파 제2세대. 저서로 공론장의
구조변동 등.

11) 1901-1984년. 독일의 정치학자. 전 하버드 대학교 교수. 저서로 정치의 병리학
등.

13) [옮긴이] 고쿠분 고이치로, 다가올 민주주의 : 왜 민주주의는 여전히 미완성인
가? , 김윤숙 옮김, 오래된생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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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 모두가 하나의 법 공간 속에서 활동하는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모스” 같은 개념에 의해 옆으로 밀려납니다. 대체로 독일 민족의 (혹은

하지만 정책결정을 위한 토의만이 아니라, 복수의 정치참여를 위한 제

후년이 되면 유럽의) 문화적 공동체를 시사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

도가있기때문에, 다양한형태로정치에의관여방식이확보된다고생

지만, 그러나추상적인개념에머물러있습니다. 통치는그노모스에만

각합니다.

의거하면 법률을 넘어서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되며, 법률의 항상적인
침해를정당화하는논리가되고말죠. 그래서슈미트같은추상적인형

고쿠분 : 좋게 평가해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제도에 대한 논의는 질 들

태가 아니라, 제도를 갖고서 진정한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

뢰즈14)가 영국의 경험론 철학자 데이비드 흄15)의 정치철학을 참고해

가 있습니다.

서내세운것입니다. 흄은계약에의해법을수립하고 자연상태를벗어
난다는사회계약의비전을비판했는데, 들뢰즈는거기에서 “사회의기

고쿠분 : 지금도 법학 교과서에는오리우와 슈미트가나란히 있는데, 오 026

원에 있는 것은 법이 아니라 제도이다”라는 생각을 읽어냅니다.

오다케씨가지적한역사적사실은매우중요하네요. 법이제도를만드
는것이 아니라제도가법을만든다는 생각은유익한데요, 뭔가가잘못

오오다케 : 들뢰즈가 철학의 교과서(Premiers Travaux Philosophiques

되면 30년대 이후의슈미트가 빠진것과똑같은 함정에 빠지게됩니다.

Gilles Deleuze) 에서 모리스 오리우16)라는 법학자의 생각을 인용하고,

그러면 그 뭔가가 무엇인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법이아니라제도가중요하다고말합니다. 법이제도를만드는것이아
025

니라 제도가 법을 만든다는 것이네요. 오리우는 제도를 중시하여 법을

오오다케 : 제도는 기본적으로 보수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드

생각한 법학자이지만, 사실은 슈미트가 이 사람에 무척이나 의거했습

리히 하이에크18)가 말하는 ‘자생적 질서’로도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니다. 아까 언급한 슈미트의 “구체적 질서” 사상의 토대가 된 것이 오

자연발생적으로 공동체 질서가 생겨나서, 그 안에서부터 다양한 법도

리우의 제도론이죠. 일반적인 법률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에 기초해

생겨난다고 합니다. 제도라는 개념으로부터 이런 보수 공동체지상주

통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17) 시대 후반부터 그런 “제

의적communitarian 함의를 불식하고, 어떤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느냐

도적 보장”이라는 생각을 제시하는데요, 당초에는 아직 좋았습니다.

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치 시기가 되면, 그 구체적인 제도가 구체성이 전혀 없는 “노
고쿠분 : “구체성으로 향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슈미트처럼 구체
14) 1929-1995년. 프랑스의 철학자. 저서로 차이와 반복 , 의미의 논리 등.

성이 없는 것에 의존하게 되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제도와 법 같은 027

15) 1711-1776년. 영국의 철학자. 저서로 인간본성론 등.

개념을철학적으로정의하는한편, 심의회를어떻게할것인가, 공청회

16) 1856-1929년. “제도이론”을 제창한 프랑스의 공법학자. 프랑스 행정법학을 체
계화하고 다원적 제도이론을 설파했다.
17) 빌헬름 2세의 퇴위를 겪고 1919년에 발족. 33년의 히틀러 총리 취임에 의해 사
실상 붕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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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omment를어떻게할것인가같은 구체적인제도의 설계가 필요하

적인 정통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되네요.

다고 생각합니다.
고쿠분 : 그렇죠. 그래서 제도의 충실성도 중요하겠지만, 정치사회의성
숙이라는계기도중요하죠. 이런얘기를하면, 아무래도제가칸트적인 029

정통성의 문제

진보주의로 도망친다는 느낌도 듭니다만, 제도만으로는 아무래도 안

고쿠분 : 오오다케 씨에게 여쭈고 싶은 게있습니다. 도래할민주주의

되는점도있다는것을제대로지적해두고싶습니다. 예를들어주민투

에서저는제도의복수화를제안했습니다. 이제안자체는별로독창적

표라면, 그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결과를 존중

이지않습니다. 그동안 분명하게얘기되지않았던것이신기할정도인

하는 정치문화의 성숙도 소중합니다. 실제로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그

데요, 어째서 이것이 제안되지 않았느냐 하면, 정통성legitimacy 문제가

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시간은 걸리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일원화하는 것은, “여기서 결정
됐기때문에정통입니다”라고하기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근대의정

오오다케 : 만약 의회제가 여러 제도들중의원 오브뎀one of them이 되더

치제도는 일원적인 것에 천착했습니다. 제도를 복수화한다는 제 제안

라도, 그것에는 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은 어디에서 정통성을 확보하는가라는 문제에 충분하게는 부응하지

028

않습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최종적으로는 결정은 의회에서 승인

고쿠분 : 의회를중심에 두고다른복수의제도가그 주위에 배치된다는

되어야할것이라고도썼으니까, 그제안은역시의회를최종적인정통

이미지이죠. 그런 이미지가침투하면좋겠습니다. 그것이실현되면, 지

성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까지의 의회제의 의의도 되물어질 것 같네요.

예를 들어 지금의 일본에서 복수의 제도를 도입해도, 별로 큰 혼란은

고다이라에서 한 주민투표가 왜 얼마간의 임팩트로 받아들여지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전 같은 커다란 정치적 위기

되었는지를 말하면, 행정이라는 공적 기관을 실제로 움직이고 또 선거 030

가찾아왔을때에는정통성이큰문제가됩니다. 최근 타이에서는선거

와는 다른 의견 집약의 제도를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의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덧붙인 수정안때문에개표는안되었지만, 공적으로 실시할수

제도의 복수화는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

있는방안을제시하는것, 그리고그것을실현하는것이정말로중요하

은 슈미트가 생각한 문제와도 연결될 것 같은데요.

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위도 선거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치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양극만이 눈에 띕니다.

오오다케 : 결국그렇게되면, 어떤제도에정통성이있느냐를각자가자
의적으로 결정해 버리고, 정통성이 맞부딪히는 모종의 내전상태가 될

오오다케 : 고쿠분 씨가 연루된 고다이라에서의 운동은 의회가 직접 행

수도 있겠네요. 뭐, 현재 상태로는, 역시 의회에서의 결정에 의해 최종

동이라는 척박한 양자택일이 아니라, 새로운 도구tool를 만들어가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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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마이네케]가 1920년대 초반에 국가이성론을 저술했을 때,
염두에 두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제1차 세계대전의 파국이다.
마이네케의 저작은 대전을 일으키게 된 권력정치의 계보학이

근대국가의 비대증
고쿠분 : 조금더 오오다케 씨의 연재 ｢공개성의 근원｣ 얘기를계속해주
세요. 다루고 싶은 것은 프리드리히 마이네케19)입니다. 오오다케 씨와
031

마찬가지로 저도 정치학과 출신이라서, 학부생 때부터 그의 이름은 알
고 있었지만, 어차피 케케묵은 논의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읽지 않았습
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대사에서의 국가이성의 이념 이라는 제목을
보니 그 내용이 시시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오다케 씨의 연재 4회
를읽어보니, 그렇게 생각했던것이부끄러웠습니다. 오히려 지금읽어
야 할 고전이네요. 이번의 테마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그다지친숙하지않은말일 테니까확인해두면, “국가
이성”은 국가의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을 해도 허용된
다는 생각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오오다케 : 통속적인 용법으로서는 그렇죠. ‘국가의 이유’ 혹은 ‘상태의
이유’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지만, 영토를 비롯한 국가의 현재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법과는 달리비상수단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고쿠분 : 마이네케가 국가이성을 철저하게 연구한 것은 1920년대로, 거

032

기에는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이 있었다고 오오다케 씨는 지적
하셨습니다.

19) 1862-1954년. 독일의 역사학자. 저서로 근대사에서의 국가이성의 이념 , 세
계시민주의와 국민국가 등.

20 통치신론

며, 순수한 사상사 연구서라기보다는 그의 동시대의 정치적
참화에 대한 응답에 다름 아니다.20)
마이네케에 따르면, 정치가는 종종 법을 희생시키더라도 국가를 구하
겠다는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국가이성론이란 그런 법에 대한 위반행
위를 어떻게든 규범화하려고 하는 시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가이
성론에는통치를위해서는법을위반해도좋지만, 그러나그 행위도사
실은모종의고차적인법을따르고있다는기묘한논리, 역설이발견됩
니다.
오오다케 : 〔마이네케는〕 ‘필요’라는 말로 얘기하네요.
고쿠분 : 법을 무시하면서도 ‘필요’라는 이름의 고차적인 법을 따르고 033
있다는 역설이 있게 되네요. 그런데 마이네케에 따르면, 근대 국가는
결국 이 역설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좌절했습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
면, 힘과 법의 역설을 융화시켜 매듭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이
네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같은 파국은 “필요가
있으면 법을 어기고 행동해도 좋다”고 명하는 국가이성이 초래한 ‘근
대적인 비대증’의 나쁜 결과라고 말이죠. 이 “비대증”이라는 마이네케
의 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즉, 국가이성 같은 것을 인정하고,

20) 오오다케 코지(大竹弘二), 「공개성의 근원 : 제4회. 예외상태와 국가이성(公開
性の根源 第4回 : 例外状態と国家理性)｣, 『atプラス』, 2012年 11月, 144-159頁. (國
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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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따라서는힘이법을넘어서야한다는 이론을내놓으면, 힘은점

특정비밀보호법을 필두로 하는, 행정에 큰 권한을 부여하는 시책 전반

점 더 비대화하고, 국가권력은 비대증에 빠지게 됩니다.

에 대해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마이네케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결론은 정치적 행위자가

고생각합니다. 마이네케의지적에입각해생각할수있는것은비대증

법과힘 사이에서찢겨져있으면서도, 그모순을자각적으로 떠맡지않

을 허용하면 제1차 세계대전 같은 파국, 즉 국가 자신에 의한 국가 그

으면 안 된다는 ‘낯익은’ 것이었습니다.

자체의 파괴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에 강한 권한을 부여하
면, 행정이 자신의 힘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며, 어떻게 해도 비대증에 빠

034

오오다케 : 모종의 막스 베버21)적인 거죠. 자신의 양심과 해야 할 행위

진다. 일반적으로, 국가에 강한 권한을 부여하면, 민주적인 절차가 소

사이의 모순에 찢겨져 있으면서, 고심하면서도 과감하게 행위하는 것

홀해지기는 하지만, 국가는 신속하게 문제에 대응하고, 스스로의 이익

을 굳세게 떠맡겠다는, 한마디로 말해서 나르시시즘적인 영웅윤리.

을 위해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통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통념
은잘못된것입니다. 실제로는, 국가는강한권한을부여받으면오히려

고쿠분 : “20세기 초반의 독일에서는 친숙한 비극 윤리”네요. 오오다케

국익에어긋나는짓을해버립니다. 이런역설을생각할필요가있지않

씨의 말에 저는 세 번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막스 베버적이

을까요?

기도 하지만, 지금도 자주 얘기되는 것이죠.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했

035

여기서 참고하고 싶은 것이, 아까 이름을 거론한 한나 아렌트의 논고 036

다” 운운하는 겁니다. 게다가 자신의 가슴 속에 숨겨두면 되는데도, 굳

｢정치에 있어서 거짓말｣입니다. 거기서는 당시의 국방장관인 맥나마

이 회고록을 출판해서 자신이 비극적인 영웅적 행위를 했다고 쓰기도

라의지령으로 작성된, 베트남 전쟁정책결정의역사를보고한비밀문

합니다. 조금 전에 닛케이신문의 “나의 이력서”에 부시 주니어가 회고

서, 통칭 “펜타곤 페이퍼스”가 분석되고있습니다. 이 비밀문서가 어째

록 비슷한 것을 연재했는데요, 그 중 “자신은 고문에 관해서, 수공水攻

서 흥미롭냐 하면, 미국정부가 베트남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 자신들

은 인정하자고 고뇌의 결단을 했다”고 썼습니다. 참고로 한나 아렌

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행동하고, 전쟁의 목적을 차례차례 변

트22)는 ｢정치에 있어서 거짓말｣이라는 논고에서 회고록은 금세기의

경해간경위를 잘알수있기때문입니다. 제국주의적인이익추구조차

가장 기만으로 가득 찬 문학 장르라고 하는데요, 딱 맞는 말입니다.23)

하지 않는다고 아렌트는 지적합니다.

마이네케로돌아가면, 저는 이 ‘비대증’이라는말을 참고해서, 이번의

예를 들어 종종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일으킨 것은, 도미노 이론24)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되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21) 1864-1920년. 독일의 사회학자. 저서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 등.

비밀문서에따르면, 정부안에서도미노이론을믿은것은두사람뿐이
었다고합니다. 여기서저는웃어버렸는데요. 요컨대강한권한이주어

22) 1906-1975년. 독일 태생의 정치학자. 나치 정권 수립 후 미국으로 망명. 저서로
인간의 조건 등.
23) 한나 아렌트(ハンナ・アレント), 폭력에 대하여(暴力について) , 山田正行 訳,
みすず書房, 2000年.

22 통치신론

24) 어떤 지역이 공산주의화하면,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이웃 국가들이 차례차례
공산주화되어버린다는 사고방식. 냉전 구조의 확립이 동반해 제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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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게다가 “필요를 위해서라면 법을 어겨도 어쩔 수 없다”는 이론이

이에서 성립하는 관계입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가는 어떤 특정

있다면, 국가는 자신들의 실패를 덮어 감추고, 점점 이론이나 변명을

한 국가라는 형태로 명확하게 지목할 수 있었습니다. 오로지 주권국가

만들어내서, 체면 유지를 추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강한 권한을

가 국제정치의 주역이던 시대이며, 국가만이 전쟁의 행위주체일 수 있

부여하면, 국가는 오히려 국익에 어긋나는 일을 시작합니다.

던 시대, 즉 슈미트가 이상화한 “유럽 공법”26)의 시대이죠.

그래서 ‘비대증’이라는비유를부연해서 이렇게말할수없을까요? ―

그러나 현대에서는, 국가의 위기라고 할 경우, 국외의 적국을 상정한

내버려두면 행정이나 국가는 반드시 비대증에 빠져서 꼼짝달싹 할 수

다기보다는 국내의 안전 유지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 039

없게된다, 그러니까공개성의 원칙에의해항상행정이나국가를다이

같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이 외쳐지게 된 것이 그것을 드러냅니다만,

어트시켜야한다고말이죠. 행정이나국가의과체중을 막기위해, 민주

이번의 특정비밀보호법에도 그 징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법률에

적절차를사용해적당하게체중감량을시켜야한다는것입니다. 역사

는 지켜야 할 비밀이 ‘방어’, ‘외교’, ‘특정유해활동의 방지’, ‘테러리즘의

로부터 배우는 것은, “국가를 자유롭게 내버려두면, 민주주의적 절차

방지’ 등 네 가지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의 집단

는 소홀하게 되지만 국익은 추구된다”는 통념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적 안전보장과 관련해서 ‘방어’나 ‘외교’의 측면은 자주 주목받지만, 나

생각합니다. 막강한힘이주어지면, 그것을사용하는쪽에있는자들은

머지 두 개인 ‘특정유해활동’과 ‘테러리즘’이 사실은 중요할지도 모릅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가의 편에 선, 국가를

니다. 이 법안은 내각 정보 조사실이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유효하게 기능시킨다는 관점에서도, 특정비밀보호법에 반대해야 한

대내적인 치안활동을 얼마나 원활하게 밀어붙일 수 있게 하느냐라는

다고 생각합니다.

점에 주안점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군과 경찰은 근대국가에서의 두 개의 실력 장치인데요, 어떤 의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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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다케 : 국가의 비대증, 국가에 있어서의 ‘필요’가 점점 확대되고 있

서는 군이 그 활동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군은 보통 구체적인 가상

다는얘기인데요, 과거의아르카나와현대의아르카나사이에는차이가

적국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장비도 훈련도, 그런 적국과의 사이에서 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대 초기 국가에서의 아르카나는 그 목적이 분명

제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분쟁의 모습에 의해 규정됩

했습니다. 종교내전을그치게하려면절대군주하에서중앙집권화되지

니다. 그러나 경찰에게는 이런 구체적인 적이 없다. 국내에서 생길 수

않으면안됩니다. 이른바국익과군주개인의자기보존은어느정도일

있는 범죄나 소란에는 그야말로 무수한 변종variation이 있습니다. 그래 040

체화했습니다. 국가를위협하는적은당장군주를위협하는적이었습니

서경찰은끊임없이새로운위험을예측하고, 항상그것을선취하여예

다. 도대체무엇을지켜야하는가, 누가적인가라는점을과거국가의아
르카나의경우는꽤분명하게식별할수있었다고생각합니다.
국제관계라는점에서봐도, 1648년의베스트팔렌조약25)과더불어근
대적인 국제질서가 탄생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주권국가들 사

24 통치신론

25) 신성로마제국을 무대로 1618년에 발발한 30년 전쟁의 강화조약. 근대에서의
국제법 발전의 단서가 됐다.
26)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유럽 주권국가의 관계를 규율했다고 슈미트가 봤
던 국제법 체제. 국제사회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공법의 역사적 모델로 간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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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적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그 활동

의한 “정치적인 것”, 즉 친구와 적 사이의 명확한 구별은 소실되어 버

의 범위는 한없이 확대됩니다. 요컨대 대외적인 군사 활동보다도 대내

릴 것입니다.

적인 치안 활동이 더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테러

참고로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 (1951)에서 전체주의의 비밀경 042

와의 전쟁”의 이름으로 “외치의 내치화”라고도 할 수 있는 사태가 일

찰을 예로 들어 똑같은 사태를 설명합니다. 거기에서 그녀는 ‘전제정

어나고있는현대의아르카나는, 과거의그것보다도위험한것이될수

치’와 ‘전체주의지배’를구별합니다. 전제정치에서는현실에존재하는

있습니다.

국내의 정치적 반대파에 대해서 탄압이 가해집니다. 그러나 전체주의
지배는 그런 현실의 반대파가 없어진 곳에서 처음으로 시작된다고 합

고쿠분 : 공안경찰은 지금까지도그런방식으로 움직였지만, 일반경찰

니다. 즉, 전체주의의 비밀경찰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로 체제

은 어쨌든 어떤 사태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의도

사태가 없어도 움직이는 공안의 논리가 경찰에 이관될지도 모르겠네

하는 사람이 없어도 됩니다. 적이 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요. 특정비밀보호법에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체포’ 얘기가 많이

있다고 체제가 판단하면,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 사람은 적・범

나왔지만, 실제로는마구잡이로체포할수는없죠. 그렇긴해도경찰은

죄자로간주되기때문입니다. 아렌트는이것을 ‘객관적인적’이라고부

체포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통해 극히 효율적으로괴롭힐 수있습니다.

릅니다만, 누구든 임의로 이런 적으로는 지정될 수 있습니다.

041 그래서 사태가 없는데도 경찰이 움직이게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능성으로서만 존재하는 적은, 자신이 언제 어디서나 도처
에서 공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집증적인(파라노이아적인) 불안
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는 세계적으로 봐

오오다케 : 저는 그 점을 슈미트의 친구-적 이론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도, 이런 ‘잠재적인 적’과의 전쟁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043

라고 생각합니다. 슈미트는 파르티잔의이론 (1963)에서적개념을세

현대에서의 국가의 비대증을 야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가지로 분류합니다. ‘관습적인 적’, ‘현실의 적’, ‘절대적인 적’입니다. 그
러나 오늘날에는, 이것들 외에도, 또 다른 적 개념의 범주를 생각할 필

고쿠분 : 방금 오오다케 씨는 슈미트의 파르티잔의 이론 을 언급하셨

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재적인 적’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구체적

는데요, 이것은 한참뒤인 60년대의저작이네요. 거기에서는실제의정

인 모습 없이, 단순한 가능성으로서만 존재하는 적, 즉 국가가 스스로

치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현실의 적’ 개념을 갖고서 정치를 행하는 것

가진다양한리스크를산정하고, 그것에대한있을수 있는공격으로서

이 이른바 권장되고 있는 셈인데요, 전의 책과의 차이는 있습니까?

만 생각할 수 있는 적 말입니다. 현실에 그런 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국가가 더 높은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과의

오오다케 : 기본적으로는 정치적인 것의 개념 (1932)에서 보이는 것과

싸움은예방이라는형태로얼마든지확대됩니다. 이경우, 슈미트가정

똑같은 입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적대관계를 비인간적인 섬멸전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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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까지 급상승시키지 않고, 구체적인 장소에 한정된 전쟁으로 그치게

대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미국은 이라크 전쟁 이후, 전

할 수 있는가를 문제 삼은 것인데요, 결국에는 잘 안 되고 끝나버린다.

쟁에염증을내는분위기가높아지고있고, 자국의병사를쓰기가어렵
습니다. 시리아위기때에도 여론은 70%가개입에반대했어요. 또시리
아 위기에서는, 걸프전쟁 이후의 군사적 파트너 국가인 영국한테도 외

044

기술적으로 일체화하는 일본과 미국

면당했습니다. 미국이 “있다”고 했던 대량살상무기가 실제로는 없었

오오다케 : 오늘날의국가가 ‘잠재적인 적’한테겁을먹는이유에는테크

다, 또 다시 그런 거짓말에 휘둘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놀로지가 빚어내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테크놀로지의 발

은 군사행동을 일으키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일본의 자위대를

달에 의해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

사용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죠.

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미국이 압력을 가했다기보다는 일본 쪽이 그것을 마음대로 추정했 046

야기될 수 있는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을것이라고생각하지만, 일본 정부는군사기밀을완전히공유하고자

리스크를 상정하고, 미리 그것에 대응하도록 한 결과, 방위나 치안을

위대와 미군이 한 몸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위한 조치들이 점점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도많은논자가지적했지만, 이법이집단적자위권 행사를위
한 포석임에 틀림없어요. 그것을 감추는 형태로, 아까 오오다케 씨가

고쿠분 : 특정비밀보호법 같은 것이왜 지금 나왔는지를생각할때 방금

지적한 내정상의 요청에 대응하는 규정을 만들었던 것이라고 생각합

의 오오다케 씨의 지적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현대에서는

니다. 그런 탓에, 꽤 강력한 법률이 됐습니다.

“전쟁”이라고 해도, 사이버 공격이나 무인기 공격 등, 전선이다각화되

045

고 있습니다. 사회학자 후루이치 노로토시古市憲寿 씨가 누구도 전쟁

오오다케 : 군사평론가인 오가와 카즈히사小川和久 씨는특정비밀보호법

을 일러주지 않았다 (2013)27)에서, 전선이 다극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차기 주력 전투기인 F-35를 도입하는 데 필수항이었다고 지적했습

왜 제2차 세계대전만을 가르치는가, 오히려 그렇게 하면, 지금 일어나

니다. F-35의 보유국은 ALIS28)라고 불리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군사정

고있는, 혹은일어날지도모르는새로운전쟁에대한 상상력을좁혀버

보를 공유하게 되는데, 그렇게 입수된 기밀정보의 보호를 확실한 것으

리지 않을까라고 지적했습니다만, 매우 진지한 지적이라고 생각했습

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밀보전법제가 어떻게든 필요했다고 합니다. 지

니다. 실제로국가는 전선의다각화에공포스러워하며, 그것에대응하

금도 이지스함 등에서는 미군과 자위대의 정보 시스템이 링크되어 있

는 형태로 이번의 법 같은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습니다. 일본과미국의기술적인일체화는어쩔수없이빠르게진행되 047

그리고 전쟁으로 말하자면, 특정비밀보호법과 미국과의 관계는 제

27) [옮긴이] 古市憲寿, 誰も戦争を教えられない , 講談社,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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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자유・인권・민주주의 등 똑같은 가치를

률인 것처럼 연상되지만, 오히려 비밀의 범위가 무제한으로 확대되지

공유하는 동맹국이라기보다는 테크놀로지적인필요성에 의해 결합된

않도록 하는 곳에 비밀보전법제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있

동맹관계의성격을강화하고있는것인지도모릅니다. 이렇게되면, 인

든 없든, 국가의 비밀이라는 것은 제멋대로 점점 생겨납니다. 법률로

권이나 민주주의 같은 중요한 정치적 가치는 오히려 뒷전으로 밀려나

무엇이 비밀인지를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비밀의 영역을 한

버릴 위험성도 있습니다.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불충분하면, 정부의 활동을 통제해야 할 법
률이, 스스로 정부의 무제한적 자유를 허용해 버린다는 도착적인 사태
를 초래하게 됩니다. 법률은 국가에 자유재량freehand을 부여하기 위한

철저하지 않은 문서주의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 행위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지 않으면 안

고쿠분 : 음, 그 밖에, 우려되는 점으로서는, 비밀로 지정된 정보를 공개

됩니다. 일단 아베 신조 총리도 국회에서 이것을 알고 있다는 식의 답 049

하는데까지걸리는기간의문제가있죠. 미국에서는비밀로 지정된정

변을 했지만, 지금의 법률로는 불충분하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보는 길어도 25년으로, 아무튼 공개됩니다. 하지만 특정비밀보호법에
서는 비밀 지정은 최장 60년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넘는 것도 있

── 정보는 공개가 기본입니다. 제3의 기관은 비밀지정에 관해 설명

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미국국립공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며, 비밀의 비대증을 멈춘다

서 기록관리국, 이른바 공문서관이 정보를 체크, 관리하고 있지만, 그

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런 기관이 일본에는 없습니다.
오오다케 : 확실히 지금은 그것이 역전되어 있어서, 정보를 비밀로 한다
048

오오다케 : 2013년 12월 20일자의 아사히신문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헌

는 것이 기본이고, 어련무던한〔별 탈이 없을 것만 같은〕 정보만이 부분적

법학자 하세베 야스오長谷部恭男29) 씨가 말하듯이, 비밀을 사전에 목록

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으로 만들어두는 것은 확실히 무리이고, 제3의 기관을 만들어도 결국
은 전문성 없는 아마추어에 의한 점검이라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에

고쿠분 : 비밀에관해서규칙을정하는편이좋다는것은동감입니다. 또

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비밀로 할 것이냐 라는 조건은 할 수

일본의경우는 의사록이 정말로 엉망입니다. 2013년의특정비밀보호법

있는 한 상세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 대한 위원회의 표결 때에도 의사록이 없었습니다. 자주 ‘메모’가 등

원래 특정비밀보호법이라고 하면, 비밀을 지키는 것이 주목적인 법

장하지만, 왜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미국에서는 오바마가 050

“Hello everyone”이라는 곳에서 모두있는 그대로쓰고 있습니다.
29) 1956년 생. 와세다대학 법학 학술원 교수. 저서로 『法とは何か』, 『憲法の円環』
등. [옮긴이] 하세베 야스오, 헌법의 이성 , 손형섭, 미즈시마 레오 옮김, 박영
사, 2014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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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검찰의 조서조차도 진술그대로는 아니니까요. 취조관이제

오오다케 : 권력이라기보다는 권위인 거네요. 실제로는 아무런 힘도 없

멋대로 피의자의 1인칭으로 “나는 00했습니다”라고 씁니다. 피의자는

지만, 모두가 그것을 신 같은 기적적인 존재로서 고마워합니다.

형사나 검사의 질문에 대답한다는 형태로 얘기를 했을 텐데도. 그것은
기록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쿠분 : 그럴 겁니다. 왕정이 봉건체제보다 더 낡아서 권위는 있습니 052
다. 그런데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각지의 봉건 제후의 미묘

오오다케 : 막스 베버의 정의를 끄집어내지 않더라도, 근대의 관료제는

한 파워밸런스로 질서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종교적 규범도

문서주의에의해성립된것일텐데, 그렇게하면근대 관료제조차도아

얽혀서, 매우중층적이고복잡한질서가구성되어있는셈이죠. 하지만

니네요.

그것은 미묘한 관계로 성립되어 있는 것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약합
니다. 오오다케씨의 ｢공개성의근원｣에서도몇번이나확인됐듯이, 종

고쿠분 : 문서주의가 전혀 철저하지 않습니다.

교적규범의붕괴를하나의계기로삼아, 유럽사회는근대초기에대규
모종파 내전에돌입하고, 만신창이가됩니다. 절대주의국가는그것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나왔습니다. 네트워크형이 아니라, 중앙집권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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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이용

로 질서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고쿠분 : 오오다케 씨의 ｢공개성의 근원｣을 읽고 나서 봉건사회에 관심

봉건체제는 일본에서도 유럽에서도 생겨났습니다. 마르크 블로크는

을 갖고, 최근 봉건 사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매우 재미있습니다. 봉

일본의 봉건제와 유럽의 봉건제에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합니

건국가는 영역〔영토〕 없이 계약만으로 연결되어 있는 셈이므로, 이미

다. 봉건적 질서에는 모종의 보편성이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보면,

지로 말하면, 인터넷과 가까운 세계입니다. 프랑스의 봉건영주가 독일

지금의 세계 질서가 어딘가 봉건제적인 것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 아니 053

이나영국의영주와계약으로연결되기도합니다. 게다가맨 위에있을

냐는 생각도 들어요. 주권국가의 영역을 무시하는 형태로, 특히 경제의

왕은 힘이 약하고, 실효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마르크 블

영역에서는, 무수한행위자agent가기술과계약의연결만으로질서를만

로크30)의 봉건사회 (1940)가 그 언저리의 것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

들고 있습니다. 전지구적인사회는 봉건 사회와닮은 것이아닐까요?

습니다. 왕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손을 얹어 병을 고쳤다
든가 그런 얘기만 눈에 띕니다.

오오다케 :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나요?
고쿠분 : 아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 인식이 있
다면, 영역〔영토에기반한〕 주권국가의 역할이 향후어떻게될것인지잘

30) 1886-1944년. 프랑스의 역사학자. 아날학파의 기초를 쌓았다. 저서로 봉건사
회 , 왕의 기적 등. [옮긴이] 마르크 블로크, 봉건사회 1, 2 , 한정숙 옮김, 한길
사, 2001. ; 기적을 행하는 왕 , 박용진 옮김, 한길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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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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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국가의 시대는 봉건국가의 시대와, 전지구화 하에서 국가 주권이

않기 위한 지혜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방금 공개성의 원리를 사용

위협을 받는 시대에 끼어 있는 예외적인 시대일지도 모른다고도 생각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비대화하는 국가・행정을 감시하고 적절하게

하게 되니까요. 봉건제 쪽이 훨씬 더 길었으니까. 어떤 때부터 무리해

다이어트시킨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국가의 필요한 측면을

서 주권 국가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봉건적인 것으로 회귀

잘 기능시킨다는 관점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으면 “계약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든 몰라”라는 봉건사회의 마이너스 측면
을 극대화하는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

054

오오다케 : 확실히 근대 주권국가 자체가 역사적으로 보면, 과도기적 제

는 우려도 있습니다.

도일지도모릅니다. 원래근대 국가는화폐경제의발달과연동하는형
태로 성립됐습니다. 화폐 경제가 미발달했던 중세의 봉건사회는 노동

오오다케 : 독일의 좌파 정당인 사회민주당은 이런 것들에 자각적이었

지대나 현물지대가 주를 이루었으나, 이것으로는 원격지로부터 거액

으며, 적어도 1959년의 바트 고덴스베르크 강령32)에서 맑스주의의 혁

의세금을모을수가없었습니다. 그러나화폐경제가 진척되고납세가

명노선을 포기하고부터는, 사회복지적인 개량을 진척시키는 데 있어

화폐로 이뤄지게 되면, 더 넓은 지역으로부터 징세를 할 수 있게 되며,

서 국가권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어떻게 복지를 위 056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화폐

한장치로삼는가가문제인데, 일본의좌파는주로국가를부정하는입

경제가국가를 넘어서고있는것이현대입니다. 화폐경제를 ‘조세국가’

장만 눈에 띕니다. 국가주의적인 좌파가 없습니다.

라는 형태로 길들여왔던 것이 근대국가였던 셈인데, 조세 천국31) 등의
문제에서도 보이듯이, 그것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고쿠분 : 유럽에는 그런 생각이 널리 있습니다. 프랑스 좌파 학생에게

‘리버럴’은 욕입니다. 신자유주의자, 시장원리주의자라는 의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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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쿠분 : 그렇죠. 그 파탄 나고있는근대국가에어떻게마주대하는가가

일본에서는 ‘리버럴’은 단순한 양심의 문제가 되어 있고, 아무런 실질

정말로 문제시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대국가 등은 끝났다고 하면 된다

도없습니다. 프랑스에서감탄한것은, 이상하게도, 분권화하면평등이

는발상이전후의일부좌파에게있었다고생각하지만, 예를 들어복지

훼손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칼로레아 제도라는 통일시

의문제를생각했을때에는, 국가라는통치질서가지닌재분배기능을

험제도에평상시의점수, 즉시험이외의평소성적을 가미한다는개혁

이용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국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활

안이 제시됐을 때도, 평상시의 점수에는 지역차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용할 것인가라는 큰 문제에 씨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반대운동이일어났습니다. 교육에대해서는일국적national으로통

그때 ‘정치의 공개성’ 원리는근대가싸워서이긴, 국가를폭주시키지

31) 조세가 경감・면제되는 국가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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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된기준이있고, 그것에맞춰서국가가운영해야한다는강한생각이

32) 독일의 사회민주당의 1959년부터 1989년까지의 강령. 1925년의 하이델베르크
강령을 파기하고, 계급투쟁을 정식으로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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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일본에는 이런 생각이 그다지 침투하지 않았네요.

體裁를

갖추려고 했습니다. 문명화된 국제관계란, 근대적 입헌주의를

제대로 채용하는 국가들의 공동체였던 셈입니다. 슈미트는 평등한 국
057

오오다케 : 국가가 없으면 내셔널 미니멈33)을 유지할 수없게 되기 때문

제법 공동체란 국내의 정치체제가 똑같은 국가들 사이에서만 성립한

이죠.

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제가 지금의 국제관계에서는 크게 바뀌어버린 것 같

고쿠분 : 국가가 없으면 최저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분야가 역시 있다

습니다. 최근 일본의 외교에서는 중국에 대항할 필요 때문인지 모르겠

는 생각이네요.

지만, ‘가치관 외교’가 자주 얘기됩니다. 즉, 일본과 미국처럼 인권이나
민주주의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끼리의 외교관계를 우선적
으로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미국한테는 일본보다 중 059

전지구화 시대의 국가론

국이점점중요도를더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아베총리가정말로미국

고쿠분 : 사스키아 사센34)이 지적하는데요, 전지구화 아래에서는, 대응

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일본과 미국의 연결은 오히려

해야 할 과제에 대해 일일이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없다는 논

군사적・경제적인 편의상의 동맹관계라는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 것

리가있고, 이것이행정의논리에딱들어맞습니다. 행정이즉각적으로

같습니다. 똑같은 정치체제나 가치관에 의해 결합된다기보다는 테크

결정하지 않으면 대응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슈미트의 30년대의

놀로지의 발전과 경제의 전지구화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필요성에

사상으로도 이어지는, 오래 전부터 있는 문제이지만, 이것이 첨예화될

의해 국가들끼리 연결되고 있습니다.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네요.

EU통합에 대해 살펴봐도, 국가 간의 증오를 뛰어넘어, 전쟁의 참화
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평화로운 유럽을 건설한다는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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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다케 :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의 국제관계는 비록 제국주의 시대라

얘기가 있지만, 오히려 90년대 이후에는 경제의 전지구화에 발맞춘 신

고 해도, 단순히 힘만이 쓸모가 있는 세계가 아니었어요. 아까 말했듯

자유주의적 정책 관심 하에서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

이, 국제관계는 기본적으로 국가들의 관계로서 상정되었습니다. 그리

다. 민주주의같은가치 아래에서국가가결합되는것이점점어려워지

고 그 경우 국제법의 독립된 주체로 인정받은 국가란 국내에서 근대적

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입헌주의체제를갖추고있는나라를가리킵니다. 그래서 일본은메
이지 시대에 그토록 필사적으로, 형태만으로는 입헌국가로서의 체재

고쿠분 : 저로서는 지금 오오다케 씨가 말씀하신 미국과의 군사적・경 060
제적인 편의상의 동맹관계의 문제점을 좀 더 일본의 시각에서 이해되

33)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하는 생활의 최저수준.
34) 1949년 생. 아르헨티나의 사회학자. 컬럼비아대 교수. 저서로 글로벌 시티 ,
전지구화의 시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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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TPP(환태평양 전략적 경제 제휴 협정)
로 일본의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본우정주식회사도,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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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에 공개하면 미국자본에 납치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NSC(국가

트 칸토로비치37)가 등장하고, 자신의 젊은 시절의 내셔널리즘적 경향

안전보장회의)를 만들면 자위대도 미국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을 왕의 두 신체 (1957)에서 반성하기도 하죠.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

화학무기 보유 등을 이유로 어딘가 먼 나라에 군사 개입을 한 미국이,

합니다.

자국 병사가 죽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공습을 맡을 테니까, 자위대는
지상 부대를 맡아주세요”라고 일본에 주문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보수파야말로 이것에 격분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 역할의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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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쿠분 : 얼마 전에 프랑스는 아마존 등 인터넷 서점에 규제를 가하는
오오다케 : 반미 보수도 풍전등화네요.

법률을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곳도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등의 중앙집권적인 국가는 전지구화에 알레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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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쿠분 : 오오다케 씨는 독일의 내셔널리스트이기도 한 시인 슈테판 게

가 있습니다. 전지구화에 공감sympathy을 갖고 있던 사르코지는 대통령

오르게35)를 중심으로 모인 “게오르게 서클”36)에 대해 역시 비판적으

에 당선되었지만, 일찍이 퇴진했습니다. 현재는 올랑드라는 당관료 같

로언급하셨는데요, 그런것이 지금의일본에있어도좋지않을까하는

은사람이대통령인데요, 높은세금을때리고있습니다. 그래서국가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오다케 : ｢공개성의 근원｣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게오르게 서클의 한

오오다케 : 다만, 원자력 발전처럼 대규모이자 고도로 전문적인 기술은

명으로, 나중에 1944년 7월 20일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의 주범이 된 클

중앙집권적인 국가 하에서 성립되잖아요. 재생 가능한 에너지 보급에

라우스 폰 슈타우펜베르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수파

의해 에너지의 지역생산 및 지역소비를 도모하려고 하면, 지방 분권적

군인들이 획책한 쿠데타로, 독일의 패색이 짙어지고 나서 일어난 사건

인 형태가 됩니다. 아까 말한 것을 부정하는 것 같지만, 국가라는 중앙

이니까, 너무 미화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이

집권적인 조직에만 의존할 것이냐 라는 문제는 역시 남습니다. 통치의 063

정도의 보수도 없어지고 있으니까요.

분권화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쿠분 : 오오다케 씨가 1회 연재에서 지적했듯이, 게오르게 서클의 사

고쿠분 : 바로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프랑스는 엄청난원전대국

상에도 파시즘과 일정한 친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에른스

입니다.

35) 1868-1933년. 독일의 시인. 저서로 혼의 사계(四季) 등.
36) 1890년대 초 독일에서 게오르게의 주위에 모인 시인, 예술가, 학자의 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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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859-1963년. 독일의 역사가. 나치 정권 수립 이후 미국으로 망명. 저서로 왕의
두 신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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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다케 : 그것은 중앙집권 국가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없어진다는 90년대의 망상도 그만두
어야 하죠.

고쿠분 : 그것은 식민주의와 관계가 있으며, 알제리를 놓치면서, 이후
석유에 의존할 수 없으니까 자기 부담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

오오다케 : 90년대 당시의 사상계 담론에서는 종종 ‘국가’와 ‘국민’이 혼 065

각을 하게 되고, 원전 추진으로 돌진했던 것 같아요.

동되었고, 근대국가는 오로지 ‘국민’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산물로만 파
악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동질화하는 ‘국민’ 이념의 허구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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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다케 : 독일에서 맨 먼저 원전이 만들어진 것은 70년대로, 좌파의 사

비판하면 이윽고 국가권력도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이데올로기

회민주당 정권 시대입니다. 오일쇼크에 의한 석유 부족 속에서, 그래도

비판의중요성을부정하는것은 아니지만, 그때에는종종, 국가가물리

경제성장이나고용을유지하려고해서, 원전에의존할수밖에없었습니

적・제도적으로 만들어진 통치기구라는 사실이 간과되어 버리는 것

다. 지지층이 노동조합이기도하고. 안드레고르[츠]38) 같은사람이 사회

이 아닐까요?

주의에서생태주의로향했던것은, 사회주의하에서는결국중앙집권적
인테크노크라시의발상에서벗어날수없다고 생각했기때문이죠.

고쿠분 : 오오다케 씨의 ｢공개성의 근원｣을 읽으면서, ‘통치’라는 말이
신선하게 귓가에 퍼졌습니다. 미셸 푸코39)는 말년에 ‘통치성’ 개념을

고쿠분 : 원래 사회주의의 발상은 중앙집권적인 것이니까요. 국가의 역

논했습니다만, 이것도 많은 경우, 민중을 통계적으로 파악・지배하는

할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이니까 좋다거나 국가이니

‘생명정치’ 개념으로 좁혀져 이해됐다고 생각합니다.

까 나쁘다는 거친 문제설정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반면오오다케 씨는 “주권 vs 통치”라는형태로문제를재편성했습니
다. 즉, 주권이란 정치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권이며, 그 결정에 기초 066

오오다케 : 그렇습니다. 어떤 기능을 남기고, 어떤 기능을 멈추게 할 것

하여 통치가 행해진다는 것이 근대의 명분이며 이상이었지만, 애당초

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이네요. 실제로 현재에는 통치가 주권의 손
을 피해서 자율적으로작용하는 사태가 일상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고쿠분 : 복지와 교육은 역시 국가와 떼어놓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근
대교육은국민을위해만들어진제도로, 부자뿐아니라모두에게교육

이후의 대화도 현재와 역사를 오가면서 통치와 주권의 문제에 관해
오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의 어디를 긍정하고 어디를 바꿔나갈 것
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가를 부정하는 것만

38) 1923-2007년. 프랑스의 사회학자. 저서로 자본주의, 사회주의, 생태주의 , 노
동의 변형métamorphos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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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926-1984년. 프랑스의 철학자. 저서로 말과 사물 , 지식의 고고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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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해석개헌’에서
제2차 세계대전 전의 독일로

‘해석개헌’의 의미
‘집단적 자위권’의 본질
입헌주의에 대한 반발
바이마르에서 나치로 1
슈미트와 벤야민
바이마르에서 나치로 2

‘해석개헌’의 의미

고쿠분 : 2014년 7월 1일, 정부는 각의〔국무회의〕결정이라는 형태로, 현 068
행 헌법 하에서도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한정적으로 용인된다는 해
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해석개헌”입니다.

“해석을 내놨다”고 해도 각료〔장관〕들이 방에 모여서 15분 정도 문서
에 서명을 했을 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정부는 이제부터 이런 생
각으로 법률을 만들려고 하니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위를 위한 무력행사가 헌법에 의해서도 부정되지 않
는다는 해석을 60년 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국제법의 용어로 말하면,
이것은 개별적 자위권의 행사는 헌법 9조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해석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해석도 헌법해석으로서는 타당성의 경계선상에 아슬아슬
하게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위대가 위헌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
헌법학자는 지금도 적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자신들이 공격을 받지 069
않았는데도, 공격을 받은 나라와 함께 상대국에 반격을 가하는 집단적
자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 행사를 인정해버리면,
헌법의 문구를 완전히 무시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각의〔내각〕
결정은 “헌법의 파괴”라고 해야 할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오오다케 : 일반적으로 “해석개헌”으로 불리는 이 집단적 자위권의 행
사를 용인하는 것은 법과 법 운용 사이의 어려운 관계와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본래의개정절차없이헌법의실질적인 내용을바
꿔버리는 것은 “헌법의파괴”라고말할수 있지도모릅니다. 다만문제
는, 이론적으로 보면, 헌법 그 자체는 자신이 그런 ― 경우에 따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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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인 ― 해석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본래 법은 단순히 제정됐다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070

없습니다. 법의 조문條文이 실제로 다양한 구체적인 사례에 입각해 해

서 “법을 정립하는” 행위는 “법을유지하는” 행위와종종 구별할 수 없
을 정도로 서로 뒤얽혀있다고 지적하고있고,4) 이와 관련해서자크데
리다5)도 “적용 가능성이 없는 법은 없다”6)고 말합니다.

석되고 집행되지 않으면, 법이 효력을 갖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

요컨대 ‘법’과 ‘힘’은단순하게대립하는것이아닙니다. 힘이법을만들

니다. 그래서 분명히 법은 우선 제정된 후에 운용되는 것이니까, 법의

거나짓밟거나, 혹은법이힘을억누른다기보다도, 법그자체속에법을

제정이라는 행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생각이라고

딛고 넘어서는 힘의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 법으로

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법의 해석과 집행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

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해석되고 집행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것에

다. 혹은 법의 제정 이상으로 법의 운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지도

의해서 오히려 법의 본래적 취지로부터 일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

모릅니다. 왜냐하면 결국 어떤 법이 어떤 성격의 법인가는, 적혀 있는

고 법 그 자체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고, 아무리

조문그 자체가아니라, 그조문이어떻게운용되는가에따라결정되는

세세하게 법을 만들었다고 해도, 해당 법은 스스로가 어떻게 운용되는 072

것이니까요. 극단적으로말하면, 일상적 운용속에서법은끊임없이계

가를 미리 결정할 수 없습니다. 법은 적용의 힘을 불가결하게 여깁니다.

속 제정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이힘은법을효력있게만드는동시에법을배반하기도하죠.

법에 대한 이런 사고방식에는 오랜 철학적 전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

법을 좇아 행위함으로써 법을 넘어선다는 역설은, 철학에서는 이미

어 16세기의 프랑스 사상가 미셸 드 몽테뉴1)는 고등법원에서 법관을

되풀이되어 다뤄지는 문제이죠. 문학적으로 보면 ‘비극’의 문제이며,

지낸 인물인데요, 그도 “법률의 해석에는 법률의 초안만큼이나 넓은

혹은 카프카의 작품 등에서도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만.

자유의 여지가 있다”2)고 탄식했습니다. 아무리 세밀하게 법률을 만들

071

었다고해도, 인간들의행위의 무한한다양성은결코망라할 수없으니

고쿠분 : 법의운용이법의제정 이상으로중요할지도모른다는것은매

까, 실제의 판결에서는 재판관이 자유롭게 법률을 해석하는 것을 피할

우 소중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슈미트는 물론인데요, 몽테뉴도 그

수없다는것입니다. 몽테뉴는 법률의수를늘리려고하는입법자의노

렇게 말했습니다. 또 벤야민이나 데리다도 법의 그런 성격을 중시했습

력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합니다만,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더라도, 법
의 제정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법의 적용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사
상가는 많이 있습니다. 발터 벤야민3)은 ｢폭력 비판을 위하여｣(1921)에

3) 1892-1940년. 독일의 사상가. 나치로부터 망명 중 스페인에서 독약을 먹고 자살.
저서로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 파사주론 등.
4) 발터 벤야민(ヴァルター.ベンヤミン), 「폭력비판론(暴力批判論)」, 『독일비극의
근원(ドィツ悲劇の根源)』, 浅井健二郎 訳, ちくま学芸文庫, 1999年. (大竹)

1) 1533-1592년. 16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사상가. 저서로 에세 등.
2) 미셸 드 몽테뉴(ミシェル ・ド・モンテ—ニュ), 「경험에 대하여(経験について)」,
『에세 1 : 인간이란 무엇인가(エセーI : 人間とはなにか)』, 荒木昭太郎 訳, 中央
公論新社, 2002年, 323頁. (大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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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30-2004년. 프랑스의 철학자. 탈구축으로 알려져 있다. 저서로 그라마톨로지
에 대해 , 에크리튀르와 차연 등.
6) 자크 데리다(ジャック・デリダ), 『법의 힘(法の力)』, 堅研一 訳, 法政大学出版局,
1999年, 12頁. (大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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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논점은 그다지 잘 이해되는 것 같지는 않아

안 됩니다. 현실의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다면 법을 어떤 식으로 해

요. 사실 제가 전문으로 하는 질 들뢰즈도 이 점을 중시했고, 어떤 인터

석・운용해도 좋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다스리는 규칙으로서의 법의 075

뷰에서는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법 일반도 아니고 개개의 구체적인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법률도 아니며 법해석이다. 실제로 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법해석이기

사실 칼 슈미트는 법의 해석이나 운용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어떤

때문에 이것을 한 명의 판사 손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7)고 말합니다.

의미에서 그것을 가장 나쁜 방식으로 현실의 정치에 적용하려고 한 인

들뢰즈는 원래 철학이 아니면 법학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법에

물입니다. 앞에서 30년대의 슈미트의 행정국가론에 대해 언급했는데

아주 강한 관심을 가진 철학자이지만, 그 중에서도 그가 가장 관심을

요, 요컨대 그가 목표로 한 것은 집행권에 폭넓은 재량의 여지를 인정

갖고 있던 것은 법해석, 즉 법의 적용 문제였습니다. 원래 들뢰즈가 처

하고, 법률을 유연하게 해석・운용함으로써, 세계공황에 의한 경제・

음으로연구한 것은, 사회나법을관습의관점에서논한데이비드흄의

사회 혼란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법을 일일이

철학이기 때문이죠.

제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편이 효율이 좋으니까요. 그러나 말했

실제로 법을 만드는 것은 법해석입니다. 그래서 현정부에 의한 해석
개헌 때 우리는 법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성질의 문제에 직면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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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그것이 결과로서 법치국가를 파괴하는 이론으로 연결되어 버리
는 것입니다.

말할 수있을겁니다. 즉, 오오다케 씨가지적한 대로, 분명히이번의해

이런 슈미트의 구상은 동시대 독일의 정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석 개헌을 “헌법의 파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헌법 자체는, 원리적

있습니다. 세계공황이 한창이던 30년에 하인리히 브뤼닝8) 내각이 들

으로는 그런 “파괴”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법해석을 “한 명의

어서는데, 이것이 바로 슈미트의 행정국가론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

판사 손에 맡길 수는 없다”라는 들뢰즈의 호소는 지금의 일본에서는

입니다. 이내각은소수 여당내각이라서의회에서쉽게법안을통과시

전에 없이 중요한 것으로서 나타납니다. 이것을 정부에 맡겨둬서는 안

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브뤼닝이 이용한 것이, 유명한 바이마르 헌

됩니다. 민주적인 절차로 헌법의 해석에 개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법 48조의 대통령 긴급명령권입니다. 의회에서 입법을 하는 대신에 대

는 선거가 되겠지만.

통령의 이름으로 공포되는 행정명령을 사용해 정치를 운영하는 것입
니다. 이처럼본래라면단순히 법을적용했을터인행정권력이해당법

오오다케 : 물론 오해가 없게 해두면, 법은 해석되지 않으면 실제로 사

률을대신하는 역할을맡게됩니다. 이런대통령긴급령의남용이결국

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헌법의 해석이 점점 변경되는 것은

은 법의 지배를 형해화해 버리며, 나치 정권으로 향한 길을 열어버린 076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법에 의해 규정하는 것은

것입니다.

무리라고 해도, 어떤 방법으로 해석의 과도함에는 제동을 걸지 않으면

7) 질 들뢰즈(ジル・ドゥルーズ), 기호와 사건 1972-1990년의 대화(記号と事件
1972-1990年の対話)』, 宮林寛 訳, 河出文庫, 2007年, 340頁. (國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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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885-1970년. 독일의 정치가. 1930년부터 32년 바이마르 공화국 총리를 엮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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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것이편리한면도 있다는 점은틀림없습니다. 특히 30년대의 세계공

는구실이있으면, 현행 헌법해석의범위에서도방위력을높이기위한 078

황같은 경제위기, 혹은 전쟁이나내란같은안전보장상의위기인경우

법률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며, 그렇다면 여론의 지지도 얻을 수 있을

는특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눈앞에있는문제를목적합리적으로잘

겁니다. 예를 들어 유사시 일본인을 지켜내는 것이 과제라면, 그것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권력행사에 정통성이 주

가능케하는법률을만들면됩니다. 그러나그런일에 열심히씨름하고

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죠. 단순히 그런 이유만으로, 법을 과도하게 자

있지 않습니다.

유롭게 해석・운용하는 테크노크라시를 허용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다른 한편, 이번의 각의〔내각〕 결정의 내용을 보면, 이것의 어디가 집

정치적대가를 치르게될것입니다. 바로브뤼닝내각의정치운용에익

단적 자위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행 헌법 하에서도 집단적 자위권

숙해짐으로써 사람들이 나치와 같은 권위주의적인 지배에 대한 저항

의 한정적 행사라면 용인된다는 것이 그 내용인데, ‘한정’이 어떤 것이

감을 잃어버렸듯이 말이죠.

냐 하면,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의 명백한 위험이 없으면 행사할 수 없

헌법이라는국가의근본규범에관련된경우에는특히그렇습니다. 만

다는 의미죠. 그렇지만, 이것은개별적인 자위권의대상입니다. 그래서

약 헌법의 근간을 건드리는 변경을,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제동이 걸린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행정기관의결정만으로끝내버린다면, 나라의기본원칙을스스로결정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제동은 쉽게 확대 해석되어버리겠지만, 그 문제

한다는, 민주국가에 불가결한 국민의 정치의식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

보다 우선 묻고 싶은 것은 아베 총리나 그를 지지하는 정치가, 미디어,

이라고 봅니다. 널리 알려진 것인데요, 만일 이번 같은 변경을 한다면,

그리고 일부 여론이 왜 그런 어중간한 것을 받아들이느냐는 것입니다.

정식으로헌법 개정절차를 통해 국민투표를 거치는것이 타당하죠.

일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런
방안으로는불충분할 것입니다. “일본을지키기위해 집단적자위권이 079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왜 “지금까지 전적으로 불충분했다”

‘집단적 자위권’의 본질

고 비판하지 않을까요?

고쿠분 : 약간 정세론적인 얘기를 하면, 아베 총리나 그를 지지하는 정

즉, 안전보장이 문제라면서도, 안전보장을 정면에서 고려되어 왔던

치가, 그리고 일부 여론이 갖고 있는 헌법에 대한 의식은 전후의 헌법

것은아닙니다. 집단적자위권이필요하다면서도, 그렇게해서나온것

체제에 대한 단순한 증오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네요.

이 집단적 자위권인지 아닌지 잘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사시를 대비해 방위력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

요컨대이번의 “해석개헌”에서목표로삼았던것은집단적자위권의

기가 천연덕스럽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방위력을 높

행사그 자체라기보다도 ‘집단적자위권’을인정하는헌법해석의변경

이고 싶다면, 지금의 헌법 하에서도 법률을 만들어 할 수 있는 것이 많

그 자체였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의 헌법, 전후의 헌법 체제,

이 있습니다. ‘비전투지역’이라는 억지스러운 이유로 이라크에까지 자

이게 미워 죽겠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다는 겁니다. 무

위대를 파견한 경험이 있으니까, 일본 인근에서의 유사시에 대비한다

엇인가를위해서가아니라, 그냥바꾸고싶다는 거죠. 헌법학자인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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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요이치樋口陽一9) 씨는이런아베 총리의태도를 “헌법에 대한 허무주

고쿠분 : 물론집단적자위권을 정말로 행사할 수있으면좋겠다는 세력

의”라고 부르는데요, 그 말씀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10)

은있습니다. 그런세력은아베총리가만들어낸이흐름에편승했습니

대체로 해석개헌의 2년 정도 전에는, 아베 총리는 “헌법을 국민의 손

다. 하지만 우선, ‘개헌’이 자기 목적화하고 있다는 사태를 이해할 필요

에 되찾게 한다”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헌법 개정의 절차를 규정한 96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제시한, 집단적 자위권

조의 개정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비현실적인 사례와 관련된 신학논쟁 같은 것

개정 조건을 바꿔버리다니, 그런 짓은 술책 같은 것이니까요. 그리고

에 휘말려 들면서,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슬로건이 마치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이번은 해석개헌입니다.
너무도 노골적입니다. 결국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해 해석개헌이 행해
진 것이 아니라, 해석개헌을 위해, 모두가 반대하기 힘든 일본의 안전

입헌주의에 대한 반발

보장 얘기를꺼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헌법을바꾸고 싶어 합니다.

오오다케 :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을 목표로 한 아베총리 개인의

헌법그 자체를바꿀수없다면, 해석만으로도좋으니까바꾸고싶다는

정념이 다분히 반영되어 있다는 것도 확실하겠죠. 그런데 총리는 국회 082

겁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헌법을 국민의 손에 되찾아준

답변에서 “헌법 해석에 책임을 갖는 것은 내각법제국 장관이 아니라

다”라는 슬로건이든, 일본의 안전보장이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뭐든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2014년 2

이용합니다.

월 12일자, 민의원 예산위원회), 이것도 꽤나 두들겨 맞았지만, 제 개인
으로서는 여기에는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라는 점에서 볼 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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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다케 : 확실히 시대 정세에 맞춰서 헌법 해석을 바꾼다기보다도, 헌

시할 수 없는 논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는 오래 전부터, 내

법 해석을 바꾸는 것 자체가 자기 목적화해버리는 곳이 있네요. “우리

각법제국이라는 정치로부터 독립된 전문기관의 존재를 씁쓸하게 생

나라를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의변화”라고하지만, 그러면실제로어떤

각했던 것 같습니다. 뭐랄까 법제국에 개입할 기회를 엿보다가 고故 고

안전보장상의 리스크를 상정하는지를 설명해달라고 하면, 그 때에 꺼

마츠 이치로小松一郎 장관 인사로 드디어 그 기회를 얻은 것인데요, 그

내든 구체적인 예에는 별다른 현실성이 없습니다. 결국 안전보장 이외

러나 일부 전문가가 헌법 해석을 독점하는 것에 대한 반감은 아베 총

에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을 살 수밖에 없네요.

리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코 총리의 발언을 옹호하
는 것은 아닙니다만.

9) 1934년 생. 일본의 법학자. 전공은 비교헌법학. 저서로 『지금, ‘헌법’은 시대에 뒤
졌는가(いま、「憲法」は時代遅れか)』, 『지금, ‘헌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할까(い
ま、「憲法改正」をどう考えるか)』 등.

고쿠분 : 오오다케 씨는 아베 총리의 그 발언을 “입헌민주주의의 모

10) ｢한법학의 장로, 히구치 요이치 씨에게 듣다(憲法学の長老、樋口陽一さんに
聞く)」, 『朝日新聞』, 2014年 8月 2日자. (國分)

로 조금 부연하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입헌주의의 원칙에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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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발언은 문제적이며 매우 천박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행사

이라는 규칙에 따르게 하고 구속하는 것입니다. 거기서의 목표는 권력

에 경성硬性의 헌법전으로 미리 제한을 걸어두는 구조, 혹은 어떤 권력

의 간섭에 노출되지 않고 개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 제한된다고 하는 사상, 그것이 입헌주의라고 한다고 해도, 그것을

요컨대 그것은 ‘자유주의’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그

단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에 있습니다. 입헌주의가 권력행사의

하지만 거기에 어떤 기분이 작동하는지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선거로 민주주의적으로 뽑혔다, 이런 내가 뭔가를 정하는 게 뭐

제한을 의미한다는 헌법학자들의 공감대(합의)는 대체로 이런 생각에
따른 것입니다.

가 나쁘다는 것이냐”라는 마음입니다. 민중이 <아래로부터> 권력을

그러나민주주의는단순히개인이국가권력으로부터자유롭다는것이

만들어내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아베 총리한테는 자신이 그런 힘을 배

아니라, 사람들이 국가권력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권력에

경으로 하고 있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의자유”에기초하고있습니다. 그렇기에입헌주의만으로는민주주의를

원래 입헌주의는 권력에 대한 <위로부터>의 규제이기 때문에, 민중

실현하는데는충분하지않습니다. 역사적으로봐도, 근대민주주의의발

이 <아래로부터> 권력을 만들어내는 민주주의의 구조와는 원리상 그

생은 18세기부터 19세기로, 그것은 입헌주의에 나중에 덧붙여진 것입니

방향성을 달리합니다. 입헌주의와 민주주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다. 그렇게해서겨우 “민주적입헌국가”가성립하는것입니다.

아닙니다. 게다가 양자의 관계는 이론적으로도 사실은 미해결인 채입
니다.

그러나 입헌주의와 민주주의는 원래 다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곳
에 모순도 생깁니다. 권력행사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이뤄진 경
우에도, 그것은 헌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는가? 만일 헌법이 주권자

084

오오다케 : 교과서적인 얘기라서 죄송하지만, 17세기부터 18세기에 절

인 국민의 의사도 제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민주주의라고는 말할 수

대왕권과의 투쟁 속에서 태어난 근대 입헌주의는 원래 자의적인 권력

없지 않은가? 이렇게 민주주의와 입헌주의가 어긋남을 빚어내는 일이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있는 것입니다.

권리가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헌법
고쿠분 : 오오다케 씨는 그것을확인한다음에,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중
11) 아베 내각이 헌법해석의 변경으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을 목표로 한 것
을 겪고 헌법학자인 오쿠다이라 야스히로(奥平康弘), 정치학자인 야마구치 지
로(山口二郎)를 공동대표로 하여 2014년 4월에 설립됐다.
12) 오오다케 코지(大竹弘二), 「‘민주적 입헌국가’는 생존할 수 있는가? : 정치이론
적 관점에서 본 ‘해석개헌’ 문제(「民主的立憲国家」は生き残れるのか?──政治
理論的視点からた「解釈改憲」問題)」, 『atプラス』, 2014年8月, 30-40 및 오오다케
코지(大竹弘二), 「‘민주적 입헌국가’는 생존할 수 있는가(「民主的立憲国家」は
生き残れるのか)」, 立憲デモクラシーの会 編, 우리는 정치의 폭주를 허용하는
가(私たちは政治の暴走を許すのか) , 岩波書店, 2014年, 37-46頁. (國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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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6

안 되며, 민주주의를 정치적인것으로서 구출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전문가집단입니다. 일본의내각법제국과마찬가지로, 이른바 “헌법
의 파수꾼”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옛 “일본 유신의 모임”이 헌법 088

오오다케 : 민주주의가 폭주하는 것도 분명히 위험합니다. 구 공산주의

재판소의 설치를 제언했다는 것도 있고, 도쿄・주니치신문이 지면을

국가의 “민주집중제” 등에 전형적입니다만,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입

할애해서 일본에서헌법재판소의가능성에 대해 특집을 짰죠(2014년 4

헌주의도 권력분립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많은

월 15일자). 거기서 기대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그때그때마다 정부에

나라가 “민주적 입헌국가”로서, 입헌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균형

의한 자의적인 헌법해석을 막는 방파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을 취하고 있지만, 양자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입헌

그러나 독일에서도 헌법재판소 제도는 아무런 의문 없이 받아들여

민주주의”라고는 해도 좀체 어렵습니다. “입헌민주주의의 모임”과 관

진것이 아닙니다. 즉, 소수의사법전문가인헌법재판소의판사가국민

련시켜 말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회가 만든 법률의 시비를 판단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입법부에 의

087

고쿠분 : 아니, 우리두 사람 다 “입헌민주주의의모임”의 발기인인데요,

한 판단과 헌법재판소에 의한 판단 중 어느 쪽에 더 고차적인 정통성

바로 모임의 과제를 정면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입헌민주주

이있는가? 여기에서는 사법과 입법 사이에 정통성에관한경합관계가

의”는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계속 던지는 정체인 것 같

생겨난다는 것이, 주로 좌파계의 독일 법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었던 것

아요. 그렇지만 “민주주의 없는 입헌주의는 공허하며, 입헌주의 없는

입니다.

민주주의는 맹목이다”라는 오오다케 씨의 정식은, 답까지는 아니더라

그래서요, 아베 총리 같은 행정부의 수장이 “내가 헌법 해석에 책임 089

도 이것을 위치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준거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

을 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나, 헌법

니다.

재판소 같은 사법기관에 그런 “헌법의 파수꾼” 역할을 맡겼다고 해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헌법의 해석이 그때그때

오오다케 : 입헌주의에 관해 말하면, 적어도 그것이 정치로부터의 소외

마다의 정치에 좌우되어서는 법적 안정성이 상실될 테니까, 전문가가

감을국민에게 품게하는형태로기능해서는 안된다고생각합니다. 예

헌법해석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

를 들어, 헌법은 국민의 의사의 구현인데요, 그 실제의 해석과 운용이

과 민주적 정통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각법제국이든, 헌법재판소

일반 국민의 손에 닿지 않는 일부의 법률 전문가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든, “헌법의 파수꾼”으로서의 법률의 전문가 집단의 존재는, 민주주

국민이 실질적으로 헌법으로부터 배제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의와 원리적으로 어떻게 양립시킬수 있는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입

이문제는 내각법제국이든, 혹은 ‘헌법재판소’ 같은것을두든 본질적

헌주의의 역할을 고민하게 만드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예를 들어 독일에 설치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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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마르에서 나치로 1

바로 이것을 “합법적 혁명”이라고 부르고 정식화했습니다. 법질서는

고쿠분 : 이번의 일련의 보도에서는 자주 “입헌주의”라는 말이 사용됩

합법적으로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률이, 설령 그 문구

니다. 입헌주의란헌법이있는 나라라면어디든지키는것이 당연한전

자체가공평무사한것이라고해도, 그해석이나운용을통해 어느당파

제이며, 그런 원리 원칙이 화제로 되는 것 자체가 현재의 비정상을 나

에게 유리하게끔 정치에서 이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슈미트는 사회주의 정당의 온건한 의회주의 노선에서도 이러한 “합

아까 오오다케 씨는 2차 대전 전의 독일 정치를 언급하셨는데요, 그

법적혁명”의위험을보고있어서거의음모론적인데요, 당분간 중요한

것은 바로지금의 일본에대해 생각할 실마리가 되는 것 아닐까요? “지

것은 그가 법의 해석과 운용이라는 계기를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금의 일본과 나치 등장 전야의 독일은 비슷하다”고 안이하게 말할 생

슈미트는 이런 문제의식을 젊은 시절부터 줄곧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092

각은 없지만, 법의 지배의 약화, 차별적 언동이나 행동의 만연, 중간층

들어, 그의 최초 저작인 법률과 판결 (1912년)인데요,13) 저는 이것이

의 쇠퇴 등 현대 일본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나치가 등장하기 전야

슈미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좋을 저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

의 독일이 상기되어 버립니다.

에는 후년에까지 이어지는 그의 사상의 정수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나치는 1920년대, 30년대에, 자신들이야말로 민중의 의사를 체현하

책에서 다뤄지는 것은, 재판에 판결은 어떻게 내려지는가라는 문제입

는 것이라고 으스대며 등장하고, 이로부터 다양한 수단을 써서 헌법지

니다. 법률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례를 미리 예측하여 만들 수가 없

배를 무효화했습니다. 법의 지배, 넓은 의미에서의 입헌주의가 첨예한

습니다. 그렇기에, 개별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존 법률이 그것에 어떻

형태로다시질문된것이이시대였다고생각합니다. 또한자주얘기되

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작업입니

듯이, 민주주의의위험성이 최악의 형태로노정된것도이런시기이죠.

다. 그래서 단순한 법률의 문구를 넘어선 재판관의 결단이 요구됩니

입헌주의와 민주주의가 되물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이 시기의 독

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례에 입각해 법을 해석하는 인간이라는

일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식과 인식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

것입니다.

니다.

법률과판결 은슈미트의 이른바 “결단주의”가처음으로 형태를취
한 저작이라고 불리는데요, 그것이 바로 법의 해석과 운용의 문제로서

091

오오다케 : 나치에 의한 입헌체제의 파괴에 대해서는 다양한 얘기가 있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중의 독재 (1912년)14)가 되면, 이

지만, 자주 지적되는 것은, 나치가 바이마르 헌법을 완전히 합헌적인

문제는더 첨예한형태로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서 슈미트가 “독재” 혹

방식으로 전복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돌격대 등에 의한 비합

은 “예외상태”라는 말로 서술하는것은, 법의 운용이 법 자체를 넘어서 093

법적인 폭력도 많이 이용되었기에, 그것이 전적으로 사실인 것은 아니
지만, 그러나나치가 권력을장악하는과정에서, 다양한법률상의구조
가 바로 그 법률을 전복하기 위해 이용된 것도 확실합니다. 슈미트는

13) [옮긴이] 카를 슈미트, 법률과 판결 : 법실무의 문제에 대한 연구 , 홍성방 옮
김, 유로서적, 2014.
14) [옮긴이] 카를 슈미트, 독재론 , 김효전 옮김, 법원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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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극단적인 사태에 다름 아닙니다.

의 안녕 질서가 두드러지게 훼손됐을 때에는 그 회복을 위해 무력행사
도 포함해 긴급 수단을 취할 수 있으며, 그때에는 기본적인 인권에 관

고쿠분 : 여기서역사얘기를하면, 독재 는바이마르 시기의저작이죠.

한 규정들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비히모스 에서 노이만이 지적한 대로, 대통령 긴급령을

오오다케 : 바이마르 시기의 초기 저작이죠. 이 책이 집필된 배경 중 하

연발한 것은 1930년대 전반기의 브뤼닝 내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바

나에는 확실히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의 독일에서의 혁명 소란이 있

이마르 헌법이 시행된 1919년부터 빈번하게 이용됐습니다.17)

었습니다. 1918년 11월의 “독일 혁명”15)에 의해 제정帝政이 붕괴되고,
이와 더불어 제1차 세계대전도 종결됐는데요, 종전 후에도 독일에서

오오다케 : 바로 그렇죠. 대통령 긴급령은 브뤼닝 내각에서 남용된 것으 095

는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혁명 운동이 계속 됩니다. 특히 1919년 전반

로 유명하지만, 이미 19년부터 25년까지의 초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

기의 바이에른의 혁명, 이른바 “뮌헨 레테 공화국”16)을 슈미트는 뮌헨

베르트18)의 시대에 136회 나옵니다.

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경험합니다. “독재”나 “예외상태”의 이론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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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이런 동시대의 사건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이전부터

고쿠분 : 136번이나! 초대 대통령 에베르트는 1925년에 급사하는데, 이

슈미트 사상의 연속선상에서 나오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 그가 136번이나 사용했다는 거군요.

고쿠분 : 독재 라는 책이나 예외상태의 이론의 배경에는, 혁명 직후의

오오다케 : 독일공산당에 의한 작센 주에서의쿠데타 계획(1923년 10월)

독일 사회가 경험한 다양한 혼란이 있었지만, 원래 최초의 법률과 판

등, 정치소요의진압에사용된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경제・금융

결 에 이미 이 무렵의 이론의 씨앗이 존재한다는 것이네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지하듯이 1920년대 전반기의 독일

헌데, 바이마르 공화국의 역사를 보면, 슈미트의 주장을 긍정하는 사

에서는, 전쟁배상금의 미지급을 구설로 한 프랑스와 벨기에의 루르 지

회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조금 언급하셨는데요, 바이마르

방 점령을 계기로, 1달러가 수조 마르크에 달하는 하이퍼-인플레이션

헌법에는 대통령 긴급령(헌법 제48조)이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공공

이발생하고, 경제가 혼란의극에달했습니다. 대통령 긴급령이빈번하
게 나온 것이 이 시기입니다. 꼭 나치 대두 직전의 바이마르 말기인 것

15) 제1차 세계대전 말기인 1918년 11월, 독일에서 일어난 혁명. 킬 군항의 수병 반
란에서 비롯된 대중 봉기의 끝에, 빌헬름 2세가 네덜란드로 망명. 다수파 사회
민주당의 에베르트가 임시정권을 수립하고 제정(帝政)을 폐지, 공화제를 깔았
다. 이듬해 19년 8월에 바이마르 헌법이 제정됐다.
16) 바이에른 레테 공화국이라고도 한다. 제1차 세계대전 후의 1919년에 바이에른
에서 사회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켜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 이후 곧바로 공산
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정권을 수립한다. 그러나 곧바로 군에 진압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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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고,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기부터 사회와 경제의 안정을 목적으
로 대통령 긴급령이 이용된 것입니다.

17) 프란츠 노이만(フランツ・ノイマン), 비히모스 : 나치즘의 구조와 실제(ビヒ
モス—ナチズムの構造と実際) , みすず書房, 1963年, 29〜30頁. (國分)
18) 1871-1925년. 독일의 정치가.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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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쿠분 : 노이만은 의회가 입법권을 독점하는 것에 너무도 열심이었다

오오다케 :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바이마르 시기에 긴급령이 많 097

고지적합니다. 대통령긴급령은물론이고, 내각과정부관료에게권한

이 사용된 것은, 의회가 소수 난립에 의해 기능 부전에 빠져 있었기 때

을 위탁하는 “수권법授權法”도, 공화국 초기부터 몇 차례나 사용됐습니

문일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즉, 국가와 경제 사회

다.19)

의 관계가 이 시기에 크게 변화한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치

물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잘 된 것도 있고, 1923년에는 구스타프 슈

와 경제를 완전히 분리하고, 국가는 시장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자유주

트레제만20) 총리가 의회로부터 수권법에 의해 재정과 경제에 관한 전

의적 패러다임은, 19세기 후반부터 서서히 복지국가 ― 독일에서 말하

권을 위임받고 렌텐마르크21)의 발행을 시도하고, 그래서 경제를 안정

는 ‘사회국가’ ― 의 패러다임으로 대체됩니다. 국가가 시장의 활동에

시켰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사회정책이나 복지정책을 배려하게 된다는 거
죠. 특히 바이마르 헌법은, 생존권을 비롯해서 노동・교육・주택 보유

오오다케 : 그 후의 “상대적 안정기”에 들어서면 긴급령은 거의 나오지

의권리 등의사회권을대폭인정한세계사최초의헌법으로, 보수파한

않습니다만.

테서는 사회주의적이라고도 간주된 헌법입니다. 이런 권리들을 정책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입법만으로는 아무래도 미흡합니

고쿠분 : 역사에 대한 판단은 어렵지만, 나중에 돌이켜 보면, 역시 수권

다. 국민생활의구석구석까지배려할 수있는행정개입이꼼짝없이그

법으로 내각과 관료에게 권한을 위탁하거나 대통령 긴급권을 사용해

역할을 늘려갑니다. 그래서 대통령 긴급령 같은 행정명령이 의회를 대

법률을 통해 진행되는 방식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신했다는 것은, 단순히 민주주의 제도의 결함이라기보다는, 더 근본적 098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 국가와 사회의 구조 변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쿠분 : 바이마르 헌법의 초안 작성에 종사한 막스 베버와 후고 프로이
스22)가 대통령에게 대권을 주는 것에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19) “의회의 입법권의 쇠퇴는 파시스트 시대에 앞서서 독일 공화국의 최후의 시
기, 즉 1930년부터 1933년에 걸친 산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
일 것이다. 연방의회는 입법의 독점권을 유지하는 데 그다지 열의가 없었다. …
빨라도 1919년에는 의회는 광범위한 권능 위탁을 내각, 즉 정부 관료에게 주는
하나의 수권법을 통과시키고, 입법 분야에서의 자신들의 우월성을 스스로 자
진해서 포기했다. 유사한 법률이 1920, 21, 23, 26년에 제정됐다”(ノイマン, 『ビヒ
モス』, 29頁). (國分)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민주적인 사상가였지만,
독일 국민은 의회정치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렇게 주장했습니
다. 베버에게는 강대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에 의해 독일의 사회주의화
를 저지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20) 1878-1929년. 독일의 정치가. 1923년에 총리 겸 외교부 장관에 취임하고, 인플
레이션을 가라앉혔지만, 3월 혁명으로 총리를 사임.
21) 제1차 세계대전의 막대한 배상액에 의해 진행된 인플레이션을 억누르기 위해
독일 렌텐 은행에서 발행된 불환지폐(不換紙幣).

62 통치신론

22) 1860-1925년. 독일의 공법학자. 바이마르 헌법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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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다케 : 엄밀하게 말하면, 실제의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대통령제와

그리고 베버는 의회를 바로 이런 지도자 선발을 위한 투쟁의 장소로

의회제의 균형을 비교적 배려한 프로이스의 생각이 강하게 반영되어

평가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민주주의를 엘리트들의 경쟁과 선발을 위

있습니다. 베버는 진심으로 더 커다란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고 싶었던

한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요제프 슘페터24)의 엘리트 민주주의론에 큰

것 같은데요, 프로이스는 그것에 신중했습니다.

영향을줬습니다. 아무튼베버는한명의탁월한지도자가나타나대중
을 이끈다는 등의 통속적인 이미지로 카리스마를 생각한 것은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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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쿠분 : 베버의 구상은 “인민투표적 대통령제”23)라고 불리는 것입니

다.

다. 의회가아니라인민에게서 직접유래하는강대한권력을 가진대통

그러나 말년의 인민투표적 대통령제 구상이 그런 통속적인 카리스

령을 공화국의 정점에 두고, 그 강력한 정치지도로 행정을 움직인다는

마와 가까운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그것이관료제 지배 ―

거죠. 베버에 대한 평가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민주

“쇠우리” ―를 타파하는 일종의 처방전으로 여겨지고, 베버가 마치 갈

주의에대한신뢰가결여되어있다는것을어떻게든느끼게됩니다. 독

채에 기초한 카이사르적 지도자에게 기대를 걸었다는 식의. 그가 인민

일 국민에게는 의회제 민주주의가 아직 무리라는 베버의 판단은 어디

투표적 대통령제를 그렇게까지 강조하게 된 것은 독일 혁명에 의해 황 101

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제 빌헬름 2세가 망명함으로써 국가 원수의 지위가 갑자기 부재하게
됐다는 사정이 크죠. 제정帝政이 갑자기 소멸하고, 영국형 입헌군주라

오오다케 : 베버 연구자들에 따르면, 의회제에 대한 베버의 시각은 그렇

는 모델을 쓸 수 없게 되어, 모두가 쩔쩔매고 있었다.

게간단하지않은것같아요. 그가말년에제창한인민투표적대통령제
가 유명하기에, 이것이 히틀러 독재에 의한 의회제 민주주의의 파괴의

고쿠분 : 독일 혁명은 조금씩 이뤄지던 혁명이었으니까요.

한원인이됐다는등의시각이과거에는있었지만, 그것은조금신중하
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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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다케 : 황제의 망명이라는 예상 밖의 사태에 직면해, 인민투표적 대

인민투표적 대통령제는 물론, 베버가 지배의 사회학 등에서 말하

통령제가 입헌군주제를 대신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됐습니

는 “카리스마적 지배”의 변주variation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래 카리스

다. 말년의베버가의회정치의 모습보다도국가원수인대통령과그정

마를, 단순히대중을 끌어당기는개인의천부적 재능이아니라, 권력투

통성의문제에 사고를집중한것은, 바이마르공화국초기의 이런정치

쟁 속에서 끊임없이 실증되고 또한 상실되는 경우도 있는 지도자의 자

정세가 배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로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즉, 중요한것은지도자가 스스로카리스마
를 증명하고, 정치투쟁 속에서 자신을 연마해나간다는 점에 있습니다.

고쿠분 : 또 하나, 정치 상황을 좌우한 중요한 요소로, 당시의 좌파에 대

23) 1919년에 베버가 의원내각제의 입장을 버리고 주장했다. 막스 베버와 독일
정치 에서 W. J. 몸젠이 반의회주의에 사로잡혀 비판한 것으로 알려진다.

24) 1883-1950년. 오스트리아 태생의 경제학자. 이노베이션[혁신]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저작으로 경제발전의 이론 ,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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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언급하지않을수없습니다. 바이마르시기는주로 독일사회민주당

는 말년의 구상을 인용하여 베버가 의회제를 경시했다고 해석하는 것

이 정권을 담당했는데요, 사회주의 혁명과 민주주의 사수 사이에서 줄

은 슈미트 등 바이마르 시기의 사상가들이 지닌 의회 불신을 베버한테

곧 흔들리고 있었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든 노동자 중시가 되며, 중

사후적으로 투영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층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고 보는 거죠.
또한 공산당한테 사회민주주의는 적이기에, 이른바 내부 투쟁이 됩

103

니다. 게다가 공산당은 폭동이나 파업이 있으면 곧바로 혁명으로 이끌

슈미트와 벤야민

고가려고합니다. 이것이정말로비참하다고생각했죠. 결국사회민주

고쿠분 : 여기서 처음에 이름을 거론한 슈미트로 돌아갑시다. 오오다케

당은 군대를 꺼내들고 이를 진압하게 됩니다. 좌파가 “민주주의”라는

씨는 슈미트와 벤야민의 관계에 줄곧 주목하셨고, 공개성의 근원 에

가치 아래서 전혀 서로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서도 두 사람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이 대목을 보충하시겠습니까?26)

오오다케 : 확실히 사회민주당은 바이마르 시기가 되어 정권에 참여하

오오다케 : 슈미트의 ‘독재’나 ‘예외상태’는 법의 운용이 해당 법 자체를

게 됐지만 그래도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하는 노선을 완전히 포기한 것

뛰어넘는〔초과하는〕 사태를가리켰습니다. 1921년초반에출판된 독재

은 아닙니다. 19세기 말부터의 수정주의 논쟁25)에서 문제가 된 “혁명

를 벤야민이 읽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지만, 같은 해에 발표된 그의

이냐 개량이냐”라는 노선 대립은, 제1차 세계대전 후에도 실제로 전혀

논고 ｢폭력 비판을 위하여｣에는 슈미트의 예외상태론으로 연결되는

매듭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논의를볼 수있습니다. 벤야민은 “법유지적〔법보전적〕 폭력” / “법정립

다만 베버에 관해 말하면, 말년의 그가 의회주의에 부정적이 됐다고

적 폭력”이라는 두 개의 폭력을 구별하면서도, 이 구별이 폐기되어 버

까지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죽은 것은, 정식적인 바이마

린 폭력 형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꼽히는 것이 경찰입니다.

르 공화국 의회로서의 최초의 선거가 드디어 이뤄진 1920년 6월입니

경찰은 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면서, 모든 사례에 개입함으로써 법

다. 확실히 이미 다양한 정치적 혼란을 볼 수 있습니다만, 그는 아직 정

의 적용 영역을 무한하게 넓히고, 사실상 새롭게 자기 자신이 법을 재

말로 심각한 의회의 기능 부전에 직면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정립해간다고말입니다. 법을운용할터인권력이, 어느새스스로법을

베버는 결국,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 자유주의자의 문제의식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한에서 경찰은 권력의 가장 퇴폐적인 형태

충실했다고생각합니다. 즉, 황제와그관료기구에맞서의회제민주주

라고 벤야민은 말하는 것입니다.27)

의를 어떻게 유효하게 기능시키는가입니다. 인민투표적 대통령제라

25) 사회민주당은 맑스주의적인 혁명 노선을 포기해야 한다는 에두아르트 베른
슈타인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하여 시작되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사회민주당 내에서 격렬한 노선대립으로 발전된 논쟁.

66 통치신론

26) 오오다케 코지(大竹弘二), 「공개성의 근원 제1회 주권 vs 통치(公開性の根源
第1回 主権 vs 統治)」, 『atプラス』, 2012년 2월. (國分)
27) 발터 벤야민(ヴアルター・ベンヤミン), 「폭력비판론(暴力批判論)」, 『독일비극
의 근원 (하)(ドィツ悲劇の根源下)』, 浅井健二郎 訳, ちくま学芸文庫, 1999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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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르조아감벤28)은 1922년에출판된 슈미트의 정치신학 을, 벤야민

권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주권이 법을 넘어선

의 ｢폭력 비판을 위하여｣에 대한 응답이라고 해석합니다.29) 이것이 사

규범으로서 이를 통제한다고 말입니다. 슈미트는 최종적으로 주권에

실인지 어떤지는 차치하더라도, 정치신학 에서 처음으로 명확하게

의한 통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꺼내드는 “주권”의 이론은 예외상태론이 직면한 어려움의 해결이라

반면 벤야민은 ｢폭력 비판을 위하여｣에서 법의 적용이 사실상 법의

는게확실합니다. 즉, 법의적용이법규범으로부터무제한적으로일탈

정립〔제정〕이게 되는사태를 묘사하며 이와 더불어, 오오다케 씨가 ｢공

해버릴 위험을 어떻게 막을까? 슈미트의 해결책은 “예외상태”에서는

개성의 근원｣에서 다뤘던 독일 비극의 근원 (1928)에서는 독일 바로

분명히 법규범을 넘어서게 되고 이를 무시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것

크 비극의 독해를 통해, 군주에 있어서 통치와 주권이 잘 결합되지 않 107

은 “주권”이라는 더 고차적인 규범의 이름으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는다고 논하고 있습니다.

주권이 법을 넘어서 직접 통치하는 상태가 “예외상태”라는 것입니다.

참고로나는독일바로크비극등은전혀모르며, 오오다케 씨의논문

법집행권력, 즉 행정권력은, 비록 법의속박에서 해방된다고 하더라도,

을 읽고 겨우 독일 비극의 근원 을 읽을까 생각한 것일 뿐이고(웃음),

주권자의 직접적인 관할 하에서 통제됩니다. 이리하여 정치신학 과

그건그렇고, 여기에서는근대의정치학의두가지사고모델이있다고

더불어, 주권자가 예외상태를 통치한다는 슈미트의 이론의 일반적 이

생각되네요. 행정・집행권력을 어떻게든 주권이 통제해야 하고 통제

미지가 확정됩니다.

할수있다고하는슈미트와, 그물망의행정조직이주권의손을빠져나
가 제멋대로 통치를 밀고 나간다고 생각하는 벤야민.

106

고쿠분 : 일반적으로칼 슈미트의이론은 주권자를 “예외상태에서 결단
을 내리는 자”라고 정의하는 이론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 오오다케

오오다케 : “주권자는 통치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주권 개념에 관한

씨가 지적한 것은 원래의 슈미트의 문제의식은 행정이 규범으로부터

20년대의 벤야민과 슈미트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탈하여 폭주하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에 있었다는 것이네요.
행정에 의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재촉하는 현실의 과제가 분명

고쿠분 : 슈미트는 이런 의미에서는 근대 정치철학의 정통파의 사고방

히 있지만, 그런 과제에 대한 대응 속에서 행정이 폭주해버리는 것을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 정치철학에 결여된 것은 아마

막으려면, 그활동을 어떻게든규범화해야합니다. 슈미트는 이어려운

벤야민적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벤야민의 독일 비극의 근원 은 근대 108

과제에정면에서씨름하고, 행정이법의속박은넘어설수도 있으나주

정치철학에 다대한 공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나는 이 이
얘기에 아주 흥분했어요.

247〜249頁. (大竹)
28) 1942년 생. 이탈리아의 철학자. 저서로 호모 사케르 , 왕국과 영광 등.
29) 조르조 아감벤(ジョルジョ・アガンベン), 『예외상태(例外状態)』, 上村忠男・
中 村勝己 訳, 未来社, 2007年, 109頁. (大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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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마르에서 나치로 2

평가하기 어려운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34) 게다가 대통령의 권위를

고쿠분 : 헌데, 여기서재차역사로 돌아가고싶은데요, 1930년대에들어

높임으로써 국내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브뤼닝의 계획은 완전히 빗나 110

서자 바이마르 공화제는 혼란이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최후의 사회민

가고, 그가 의회를 해산한 뒤인 30년 9월의 선거에서는 나치가 12명에

주당 내각이 된 뮐러 내각이 1930년 3월에 무너진 이후, 의회 안에는 정

서 107명으로 비약적으로 의석수를 늘려서 그 후의 발판을 만들게 되

부를 형성할 연합이 존재하지 않으며, 조각組閣이 불가능해집니다. 그

죠. 바로 전환점이 된 총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과, 대통령 자신이 직접 총리를 지명하게 되는데요, 그때 대통령 파

109

울 폰 힌덴부르크30)가 선택한 것이, 아까부터 몇 번이나 이름이 나오

오오다케 : 1920년대 전반기의 하이퍼-인플레이션 시기에 대통령 긴급

는 브뤼닝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지하듯이, 3년 후에는, 힌덴부르크는

령이자주사용됐을때에는, 적어도경제위기에대처하기위한긴급수

마지못해 히틀러를 총리로 지명하게 됩니다.

단이라는 명분은 존중됐습니다. 그런데 브뤼닝이 되면, 긴급령이 의회

아까 언급한 대로, 브뤼닝은 대통령 긴급령을 남용한 것으로 잘 알려

제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와 노골적으로 결부됩니다. 바이

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한테 부탁해서 긴급령을 내리고, 그

마르 헌법에서 의회는 긴급령의 효력을 잃게 하는 권한을 인정받았는

것에 의해 입법하는 것인데요, 브뤼닝은 의회에서 심의하는 중에 대통

데도, 실제로긴급령을부결시킨의회를해산해버린예등은 바로그것

령한테 긴급령을 내게 해서 법률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재정 재건

입니다. 긴급령이 일시적인 위기 극복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의회에

에 관한 법안입니다. 게다가 의회가 투표로 그 긴급령을 파기하면, 이

대한 정부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자주 이용되었습니다. 브뤼닝 자신

번에는 의회를 해산시키고, 해산 중에 다시금 긴급령으로 법안을 통과

이나치를어떻게봤든간에, 이런권위주의적인통치를항구적인것으

시켰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경위가 있기도 하지만,

로 하려는 시도가, 나치의 전권위임법으로 통하는 것이었다는 점은 의 111

의회 경시도 여기에서 극에 달하고 있다는 인상도 갖게 됩니다.

심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브뤼닝은 어떤 인물일까요? 나중에는 분명히 나치와 팽팽
하게 대립했습니다. 하지만 한스 몸젠31)의 바이마르 공화국사 (1989)

고쿠분 : 이후, 파펜35) 내각, 슐라이허36) 내각으로이어집니다. 간단하게

에 따르면, 사회민주당에 대해서는 강렬한 불신감을 갖고 있는 한편,
나치와는 당시 접촉을 하고 있었고, 나치에게 영합적인 태도를 보여주
었습니다.32) 하야시 겐타로林健太郎33)도 바이마르 공화국 (1963)에서

32) 한스 몸젠(ハンス・モムゼン), 『바이마르공화국사 : 민주주의의 붕괴와 나치
의 대두(ヴァィマル共和国史—民主主義の崩壊とナチスの台頭)』, 関宏道 訳, 水
声社, 2001年, 326-327頁. (國分)
33) 1913-2004년. 근대 독일을 전문으로 하는 역사가. 1973년부터 77년까지 도쿄대
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林健太郎著作集』 등.

30) 1834-1934년. 독일의 군인, 정치가. 바이마르 공화국의 제2대 대통령. 히틀러를
총리에 임명하고 나치 정권으로의 길을 열었다.

34) 하야시 겐타로(林健太郎), 『바이마르공화국(ワィマル共和国)』, 中公新書, 1963
年, 179頁. (國分)

31) 1930년 생. 독일의 역사가. 19세기를 대표하는 지식인으로 로마사를 전문으로
한 테오도르 몸젠의 증손자.

35) 1879-1969년. 바이마르 공화정 말기의 1932년에 슐라이허에 옹립되어 힌덴부
르크 대통령 아래에서 총리를 역임하지만, 6개월 정도로 내각은 와해. 이후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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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만을 짚어두면, 슐라이허는 장군으로 국방군을 지배했으며,

다는것입니다. 이것은전에도확인한것입니다만, 행정이정식입법권

대통령힌덴부르크와도친하며, 그리고음모가였습니다. 힌덴부르크에

을 쥔다는 형태로 나치의 독재는 완성됩니다. 행정과 입법을 결합시키

게 브뤼닝을 추천한 것도 슐라이허입니다. 하지만 결국 파펜도 버려버

는것이 얼마나무서운가를가르쳐주는것이, 이역사상의최악의에피

리고 자신이 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일로 슐라이허에게 앙심을 품

소드에 다름 아닙니다.

은 파펜이 힌덴부르크를 설득해히틀러를총리로 지명하게끔 합니다.
사실히틀러가 총리로 지명되기직전인 1932년 11월의 국회선거에서

오오다케 : 나치는 19세기 이후의 사회복지국가 패러다임 하에서 볼 필

나치의 득표율은 지난 번(32년 7월)의 37.4%에서 33.1%까지 떨어졌습

요가 있죠. 특히 독일에서는 현재의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이 되는 오토

니다.37) 그리고 히틀러가 총리로 지명된 것의 배경에는, 지금 설명한

폰 비스마르크40)의 사회정책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 행정국가화의 113

인간관계의 경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치가 인민의 마음을 조금씩

흐름 속에 바이마르 공화국도 있고 나치도 있습니다.

사로잡게 되어 정권 취득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은 한편으로
112

확인해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다른한편으로, 히틀러가총리로뽑힌 직후에, 내각을정식입
법자로 하는 전권위임법38)이 통과됩니다. 이것은 앞서 오오다케 씨도

── 행정권의 확대는 나치 특유의 것이 아니라, 19세기 이후 “사회적
인 것”의 발흥에 의해, 사회복지적인 정책이 국가로서 필요해졌기 때
문에 행정권이 커졌다는 것입니까?

확인해주신 대로, 바이마르 말기의 의회를 둘러싼 상황이 준비한 것이
라고 해야겠지요. “이 법안〔전권위임법〕의 가결은 또한 완전히 공화국

오오다케 : 그렇습니다. 다만 물론, 일반적인 사회복지 국가와 나치 사

에 특권적인 항쟁 해결 모델과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몸젠도 지

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적했습니다.39) 즉, 전권위임법을 통과시킬 소지나 분위기가 만들어졌

역사가 데트레프 푀카트41)가 지적했는데요,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에행정 비용의증대에의해, 사회국가는이미재정상의위기에빠졌다
고 합니다.42) 바이마르 헌법에 노동이나 교육 등 국민의 다양한 권리

틀러와 접근하고, 나치당의 권력장악에 큰 역할을 했다.

36) 1882-1934년. 1932년 말에 총리가 되지만, 파펜의 암약에 의해 이듬해 1월 말에
실각. 직후에 히틀러를 총리, 파펜을 부총리로 하는 히틀러 내각이 탄생한다. 슐
라이허는 이후 은퇴 생활을 보내지만, 34년의 “긴 나이프의 밤‘ 사건으로 피살
됐다.

가포함된것은좋지만, 그것을실현하기위한재원의 뒷받침이없었습
니다. 사회보장을 위한 재정자금은 미국으로부터의 자본 차입에 의해

37) 野田宣雄, 『히틀러의 시대(ヒトラーの時代)』, 2014年, 文春学藝ライブラリ—,
22頁. (國分)

40) 1815-1898년. 프로이센 및 독일의 정치가. 독일 통일의 중심인물이며, “철혈재
상”으로 알려졌다.

38) 히틀러가 이끄는 정부에 국회가 입법권을 이양한 1933년의 법률 “민족 및 국
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을 가리킨다.

41) Detlev J.K. Peukert, 1950-1990년. 1988년부터 함부르크의 나치즘사 연구소 소장
을 역임했다. 저작으로 『ナチスドイツ—ある近代の社会史』 등.

39) 한스 몸젠(ハンス・モムゼン), 『바이마르공화국사(ヴァイマル共和国史)』, 10
頁. (國分)

42) 데트레프 푀카트(デトレフ・ポィカート), 『바이마르공화국(ワィマル共和国)』,
小野淸美 외 訳, 名古屋大学出版会, 1993年, 112〜125頁. (大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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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됐는데요, 세계대공황에 의해 외자가 독일에서 철수하자, 재정난

고쿠분 :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처음 갔죠. 중심은 노동자 대

은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그렇게 되자 급여 대상자의 ‘선별’이 필요해

책이라는 거겠네요. 지지했던 것은 중산층이라고 합니다만.

집니다. 즉, 그 사람이 급부에 걸맞은 ‘가치 있는’ 혹은 ‘도움이 되는’ 사
람인지여부입니다. 사회정책이 ‘사회보호’로서의 성격을강화해간것

오오다케 : 어떤 사회층이 나치를 지지했는가에 대해서는 최근 이러저 116

입니다. 나치 시대가 되면, 그런 인간의 ‘유용성’이 명확하게 인종이론

러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정통적인 설에 따르면, 1920년대에

이나 생물학에 의해 정초되게 됩니다. 나치는 인종생물학에 기초한 사

급증한 신중간층입니다.

회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쿠분 : 샐러리맨들이네요.
── 나치의 사회복지정책에서 두드러진 것이 있습니까? 누구나 지지
하는 정책이라든가.

오오다케 : 그렇습니다. 자본가에게 고용된다는 점에서는 노동자계급
과 다를 바 없습니다만, 임금은 블루칼라 노동자보다 좋기에, 생활에

115

오오다케 : 주된 것으로는, 역시 주택 건설이나 고속도로 건설 등의 공

다소 여유가 있고, 사회적 지위도 높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지크프

공투자. 결혼한사람에게무이자로융자하고, 출산한자녀의 숫자에따

리트 크라카우어44)가 샐러리맨 (1930)에서 묘사한 생태의 사람들입

라 상환금을 감액하는 결혼 대출이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여

니다. 크라카우어나 에른스트 블로흐45)는 실태로서는 프롤레타리아

성의 출산 장려라는 나치의 모성보호 정책에 따른 제도입니다. 이것에

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어울리지 않는 부르주아 의식을 갖고 있는

의해, 그때까지 일했던 여성의 상당수가 전업주부로서 가정으로 들어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문제 삼았습니다.46) 그들은 샐러리맨을 이런

가며, 그녀들이 빠지게 된 직장은 남성 실업자에 의해 메워졌습니다.

“허위의식”으로부터 깨어나게 하고 혁명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것입

나치 시대의 실업률 저하에는 이런 숫자의 트릭도 있었습니다. 전업주

니다만 ….

부는 실업자로 환산되지 않으니까요.
고쿠분 : 그리고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오오다케 : 그렇죠. 나치는 여가의 이용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유명한
것은 노동자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조직으로 만들어진 환희력행단歡喜
力行団입니다.43)

연극이나 콘서트, 스포츠 대회나 하이킹 등 말고도 대

형여객선으로 대서양 크루즈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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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나치 정권 하에서 국민에게 여가 활동을 제공한 조직. 여행, 스포츠, 콘서트, 축
제 등을 기획했다.
44) 1889-1966년. 독일의 사회학자. 저서로 『칼리가리에서 히틀러로』, 『샐러리맨』
등.
45) 1885-1977년. 독일의 철학자. 독특한 맑스주의 철학을 전개했다. 저서로 유토
피아의 정신 , 희망의 원리 등.
46) 에른스트 블로흐, 이 시대의 유산(この時代の遺産)』, 池田浩士 訳, ちくま学
芸文庫, 1994年, 40〜44頁. (大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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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쿠분 : 음, 맑스주의자로서는아무래도 그렇게 대응하지 않을 수없죠.

여가를향유할 수있는신중간층의출현은크다고생각합니다. 지금언
급된 고쿠분 씨의 여가와 지루함의 윤리학 에서도 다뤄집니다만, 이

오오다케 : 아무튼 그런 신중간층이 대공황에 의해 실업의 위기에 직면

시기에 하이데거가 “지루함”에 대해 철학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것도,

하고, 몰락의 불안 때문에 우르르 몰려들어 나치 지지로 흘러들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생활에 여유가 생기더라도, 그것

이것이 일반적인 설입니다. 다만 노동자층이나 농민층도 적잖이 지지

이 어쩐지 비본래적인 생활이라고 여기는 감각에 사로잡힙니다. 나치

했다는 설도 있으며,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만.

의 레크리에이션 정책은 신중간층의 그런 막연한 불안감을, 삶의 충실
감으로 채우려고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알베르토 슈페어50)의 건축이

고쿠분 : 이 시기에 “샐러리맨”이라는 신중간층이 나왔다는 것의 의미

나 레니 리펜슈탈51)의 영화 등과 관련해 이미 적잖이 지적되는 나치의 119

는 정말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가와 지루함의 윤리학(暇と退

“정치의 미학화”로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屈の倫理学) (2011년)47)에서 다룬 버틀란드 러셀48)의 행복론 은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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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출판됐습니다. 이 책에서 러셀은 기아나 전쟁 등 거대한 불행이

고쿠분 : 고속도로〔아우토반〕도 그렇죠. 주말에 폴크스바겐(국산차)을

아니라, 도시생활자의 막연한 불행을 논했습니다. 아마 러셀은 영국에

몰고시골에가서, 도시에서비본래적인생활을하고있는사람들이자

도 나타나기 시작한 신중간층의 존재와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신종 불

연과 놀면서 본래적인 생활을 하고, 도시로 돌아가 또 다시 노동합니

행을 알아차렸습니다. 즉, 지루함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해, 1930년에

다. 즉, 기술에 의해 본래성을 회복합니다. 사실 러셀도, 인간은 대지로

프라이부르크에서는 마르틴 하이데거49)가 형이상학의 근본 개념들

부터분리되어 살아서는안된다, 대지는 매우중요하다고, 철학적으로

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하고, 마찬가지로 지루함을 논했습니다.

는 혐오하고 있는 하이데거와 전적으로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러셀과 하이데거는 철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견원지간인데, 이런
그들이 영국과 독일에서 그 시대의 도시생활자의 삶의 비충실감이라

오오다케 : “본래성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보수주의자의 상투어죠. 다

는문제를동시에논한것은매우흥미로운일이라고생각합니다. 신중

만, 당시의 도시생활자들에게 문득 닥쳐오게 되는 “지루함”의 감각에

간층의 등장은 아주 큰 문제를 제기했던 거죠.

대해서는 좌파의 사상가들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라카우
어는, 바이마르 대중문화를 비평한 에세이에서 “흔해빠진 지루함”을

오오다케 : 매일 매일의 노동에 쫓길 뿐인 그때까지의 노동자와는 달리,

넘어선 “철저한 지루함”이나, 영화에 있어서의 “기분전환”의 경험을

47) [옮긴이] 고쿠분 고이치로, 인간은 언제부터 지루해했을까? : 한가함과 지루
함의 윤리학 , 최재혁 옮김, 한권의책, 2014.

50) Berthold Konrad Hermann Albert Speer(1905-1981년). 독일의 건축가. 나치당의
주임건축가가 된다. 저서로 제3제국의 신전에서 등.

48) 1872-1976년. 영국의 철학자. 저서로 서양철학사 , 행복론 등.

51) 1902-2003년. 독일의 영화감독. 나치당대회의 기록영화 의지의 승리 로 알려
져 있다.

49) 1889-1970년. 독일의 철학자. 저서로 존재와 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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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드리고, 그곳에 혁명적 유토피아의 가능성을 보려고 합니다.52) 이것
은 아마 벤야민의 복제기술 시대의 예술작품 (1936)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영화 등의 대중문화를 혁명에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그들의 기획은, 나치를 앞에 두고 무기력했던 것이지만.
고쿠분 : 물론 사회경제적인 조건은 달라서, 영국보다도 독일이 비참해
진다. 행정권이 비대화되어 여가leisure까지도 그 대상이 되어가는 사태
가, 신중간층의 삶의 방식과 겹쳐졌다는 것은 짚어두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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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지그프리트 크라카우어, 『대중의 장식(大衆の装飾)』, 船戸満之・野村美紀子
訳, 法政大学出版局, 1996年, 「권태〔지루함〕(倦怠〔退屈〕)」, 303-307頁, 「오락〔기
분전환〕 숭배(娯楽〔気散じ〕崇拝)」, 294-300頁. (大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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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이론에서 행정의 위상

고쿠분 : 지금까지 현대 일본의 정치, 그리고 바이마르 시기 및 나치 시 122
기의 독일 역사를 논하면서 몇 가지 이론적인 과제를 끄집어냈습니다.
그것들을 바탕으로 근대의 정치학자를 논하고 싶은데요, 아마 중심적
인 문제는 행정 내지 행정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오다케 씨도 저도 정치학과를 졸업했는데요, 이른바 정치사상사
의 맥락에서 행정이나 집행권의 문제를 배운 기억은 없습니다.
오오다케 : 정치철학이 아니라 행정학의 영역이 되고 있죠.
고쿠분 : 그렇죠. 저도줄곧정치사상사나 정치철학을 공부했는데, 언젠
가 그것을 깨닫고 놀랐습니다. 17세기 이후의 정치철학, 즉 토마스 홉
스1)나 장-자크 루소2)를 중심에 둔 정치철학 텍스트를 꼼꼼히 읽어보 123
면, 사실상그들에게는행정이나집행권에대한아주주의깊은관찰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다지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주권은 기본적으로 입법권legislative power으로 정의되었습니다. 그리
고 그에 대응하는 것처럼, 주권을 가진 국가를 연구하는 정치사상사도
입법권중심주의적인시각이되어버렸습니다. 그나저나왜집행권executive power 문제가 지금까지도 경시되었을까요?

1) 1588-1679년. 17세기를 대표하는 잉글랜드의 철학자. 저서로 리바이어던 , 철
학원론/자연법 및 국가법의 원리 등.
2) 1712-1778년. 제네바 태생. 철학자, 작가, 작곡가. 저서로 사회계약론 , 언어기
원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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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다케 : 근대정치철학의으뜸발명은주권이론, 특히국민주권이론이

오다케 씨가 지적했듯이, 역사적으로는, 막 생겨났을 뿐인 근대국가는

기때문이죠. 그것을통해서막강한관료기구를거느린국왕의집행권력

법치국가라기보다는 행정국가였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주권에 의

을통제한다는점에관심이집중된것은어쩔수없다고생각합니다.

한 입법으로 통제한다는 과제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즉,

근대초기의국가는원래행정국가였습니다. 절대왕권이시민생활에
개입하는이른바내치국가3)이죠. 이런국왕의자의적인 간섭으로부터
124

앞장에서제시한슈미트대벤야민의 도식을사용하면, 행정권에대한
벤야민식 인식이 없었던 거죠.

시민생활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과제가 생기고, 17세기부터 18세

그 폐해는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입법권으로 행정권을 완전히 통

기에 걸쳐 입헌주의나, 정치가 경제에 간섭하지 않는 고전적인 자유주

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권은 행정권에

의가 생겨납니다. 한동안은 그 패러다임으로 꾸려 나갑니다만, 19세기

우선한다”라는 명분이 있는데도 명분을 현실에 맞게 하는 작업이 충

중반이 되면, 자본주의 발전에 수반된 빈곤문제, 이른바 ‘사회문제’가

분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주권 ― 국민주권의 국가라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에 개입해 불평등을 바로잡는 국가의

국민이 통치에 관해 갖고 있는 최종적인 결정권입니다만 ― 으로부터 126

역할이 다시금 중시되고, 근대적인 행정학의 확립으로도 이어집니다.

독립하여 행정이 통치를 권장해가는 사태를 충분히 이론화할 수 없었

그렇기에 18세기의 정치이론에서 행정의 문제가 그다지 주목받지 않

던 게 아닐까요?

은 것은 어쩔 수 없죠.

이 관점에서 근대의 정치철학사를 다시 읽어보면, 이런 명분을 만들

다만 영국이나 프랑스를 모델로 생각하면 그런 것이지만, 근대적인

어내는 데 공헌한 인물로, 예를 들어 존 로크4)의 이름을 꼽을 수 있을

입헌주의나 자유주의가 그다지 깊이 뿌리 내리지 않았던 독일에서는

것같습니다. 시민정부론 (1690)에서는몇번이나행정권에대한입법

18세기에서도 내치학〔관방학〕이라는 행정학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독

권의 우위를 주장합니다.5) 하지만 그것은 명목상의 우위이며, 실질적

일이 19세기 후반의 비스마르크 시대에 일찍이 사회복지국가의 기초

으로 어떻게 입법권이 행정권을 통제하는가에 대한 고찰은 없다고 해

를 쌓았던 것도 이런 전통에 빚을 진 바가 컸습니다.

도 좋습니다. 또 로크는 행정권력에, 입법부를 소집할 권력이나, 전쟁,
외교, 조약 체결 등을 관장하는 연합권도 줘야 한다고 합니다.6) 그가

125

고쿠분 : ‘행정국가’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행정기능의 확대에 의해 행

생각하는 행정권력은 아주 강력합니다. 게다가 잘 생각해보면, 로크가

정권이 입법권이나 사법권을 능가해버리는 20세기의 국가를 가리키

그렇게 마음속에 그려낸 국가의 모습은, 지금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만, 행정국가의 문제는 단순히 행정기능이 역사적으로 볼 때 확대되
어간다는 얘기로 소진되지 않습니다. 애당초 입법에 의해 행정을 통제
할수있는가라는원리적인문제가거기에는 있습니다. 게다가지금오

4) 1632-1704년. 영국의 철학자. 경험론의 아버지라고도 불린다. 그의 사회계약론
은 미국 독립선언이나 프랑스 인권선언에 영향을 줬다. 저서로 인간지성론 ,
통치론 등.

3) 경찰국가라고 일반적으로 풀이되는 독일어 ‘폴리차이(Polizei)’는 실제로는 넓은
의미의 복지행정을 의미한다.

5) 로크, 시민정부론 , 153절, 15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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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크, 시민정부론 , 148절, 15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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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국가론 (1576)에서 주권자는 “신민 전체에게 그 동의 없이 법률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질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획기적인 정

127

주권이론의 완성자 루소

의였습니다. 사상사가인 퀜틴 스키너10)가 말하는데, 그때까지 법학자

오오다케 : 로크의 경우, 입법권의 위상에 대해 조금 애매함이 있죠. 입

들은 지배자를 기본적으로 심판자로 생각했다고 하네요.11) 즉, 사법권

법권을 집행권보다 우위에 놓으면서도 입법권과 집행권의 세력균형

의 담지자입니다. 그런데 보댕은 주권자가 지배자인 이유를 규칙을 만

도생각하고, 권력분립의사고방식이강하게나옵니다. 주권의절대성

들어내는 권능, 즉 입법권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이것이새로웠습니다.

을 철저하게 밀고 나간 것은 오히려 루소죠.
오오다케 : 보댕 자신은 신법이나 자연법 같은 인간의 작위를 넘어선 법
고쿠분 : 그렇죠, 루소가역시근대의주권이론에일정한 완성을 가져온

규범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129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돌이

주권이라는권능을생각해낸의의는큽니다. 그것은종교나교회로부터

켜보고 싶습니다.

자립한주권국가라는근대의정치적주체의탄생에크게기여했습니다.

주권 개념을 만들어낸것은 16세기의 프랑스 공법학자장보댕7)이죠.

128

그는 위그노 전쟁8)에 충격을 받고 절대주의 국가의 강력한 옹호자가

고쿠분 : 이 주권 개념은기본적으로 그대로답습되지만, 초기단계에서

됩니다. 아무튼 왕권을 사용해 위로부터 질서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아

는 아직 이론적으로는 너저분합니다. 예를 들어 홉스는 주권에 속하는

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왕권을 뒷받침back up하기 위

권리를 12개들고있습니다.12) 당연히 그중에는입법권이나평화와전

한 것으로 주권 개념이 발명됐습니다. 이는 “공공사회의 시민과 신민

쟁의 권리 등이 들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데올로기 조작, 여론조

에 대해 가장 높고,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권력”이라고 정의되지만, 이

작이라고 생각되는 권리까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정의뿐이라면 중요한 요점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를 들어 자의적으로 보수를 줄 권리라든가, 신민이 배워야 할 학설을

오오다케 씨가 공개성의 근원 에서 강조했듯이, 주권 개념의 요체는
그것이 입법권으로 정의된 곳에 있습니다.9) 실제로 보댕은 그 저서

一回 主権 vs 統治)」, 『atプラス』, 2012月, 143〜157頁.

10) 1940년 생. 영국의 정치학자. 전문은 근대정치사상. 저서로 근대정치사상의
기초 , 자유주의에 앞서는 자유 등.
7) 1530-1596년. 프랑스의 경제학자, 법학자. 주저인 국가론 은 위그노 전쟁이 한
창일 때 집필됐다.
8) 1562년부터 98년까지 프랑스에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싸운 내전. 위그노
란 프랑스의 칼뱅파 신자들의 총칭.
9) 오오다케 코지(大竹弘二), 「공개성의 근원 제1회 주권 vs 통치(公開性の根源 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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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퀜틴 스키너(クエンティン スキナー), 『근대정치사상의 기초(近代政治思想の
基礎)』, 門間都喜郎 訳, 春風社, 2009年 569頁. (國分) [옮긴이] 퀜틴 스키너, 근
대정치사상의 토대 1, 2 , 박동천 옮김, 한국문화사, 2012.
12) 홉스(ホッブズ), 『리바이어던(リヴァィアサン)』, 水田洋 訳, 岩波文庫, 1992年,
第2部第18章, 第2분책, 26〜46頁. (國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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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할권리같은것이죠. 홉스는정치에있어서감정의역할을중시한

130

개념을 논의할 때에도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철학자니까, 주권은 거기에까지 미쳐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

행정의 행위는 일반의지의 실현이 아니지만, 당연히 정부는 필요하

기까지 안 되면 통치 따위는 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렇더라도, 그런 것

며, 정부가 행정을 행하지 않으면 국가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을 정말로 쓰고 있기 때문에, 홉스는 정직한 인물이죠(웃음).

루소가 생각한 것이 주권의 담지자인 인민이 정기적으로 모여 지금의

그래도 주권을 다양한 권리로 분해하는 사고방식은 루소에 의해 비

정부를인정할 것인가여부의민회를여는방식입니다. 그렇게하면이

판받습니다. 루소는 확실하게 주권이 입법권이라고 정식화합니다. 이

민회는 이른바 주권과 통치, 입법권과 행정권이 얼굴을 맞대는 자리인

것 이외의 권능은 입법권에서 유래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13) 게다가

거죠. 그런 자리가 없으면, 행정을 주권에 의해 억누를 수 없다고 루소

주권을 일반의지의 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에 의해 “국민주권”

가 생각했던 증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민회의 이론은 ― 그 실현 가능

에 이르기까지 주권 개념의 현대적인 정의가 확정됐다고 해도 좋다고

성은 차치하더라도 ― 루소의 이론의 핵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루소는 다른 한편으로, 행정의 문제를 제대로 생각했습니다.
오오다케 씨는 공개성의 근원 에서 루소의 정치경제론 (1755)에 주

오오다케 : 확실히 사회계약론 3편에서는 행정권력에 대해 다룹니다. 132
일반의지로부터 행정권의 괴리를 어떻게 막느냐가 문제입니다.

목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입법하는 주권과 경제를 관장하는 정부가 인
체에서의머리와심장의비유로얘기되고, 주권과행정통치 사이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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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계가 명확하게 논의됩니다. 이 논문을 사회계약론 (1762)에 이르

스피노자의 국가론

는 도중의 단순한 기술론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14)

고쿠분 : 행정에 대한 벤야민적 인식이라는 걸까요, 오오다케 씨의 공

저는 그것에덧붙여서 사회계약론 에서의 ‘민회’의기능으로부터도

개성의 근원 에서 배운 통치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갖고 정치철학을

똑같은것을말할수있다고지적하고 싶습니다. 루소는일반의지가어

다시 읽어보니, 여러 가지 발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전공인 스

디까지나 입법권에서 실현되는 것이며, 행정의 행위는 일반의지의 실

피노자16)인데요, 정치론 (1677)의군주제를논한대목에, 아주흥미로

현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일반의지는 그 대상도 “일반적général”이어

운 분석이 있다는 것을 최근 깨달았습니다.

야 하지만, 행정이 행하는 것은 “개별적particulier” 행위이기 때문에, 일

군주한테 절대적인 권력을 주더라도,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그가 홀로

반의지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하죠.15)

사실 이 논점은, 루소의 일반의지

13) 루소(ルソー), 『사회계약론(社会契約論)』桑原武夫 他訳, 岩波文庫, 1954年, 第2
編 第2章, 44〜45頁. (國分)

15) “일반의지는, 그것이 정말로 일반적이기 위해서는, 그 본질에 있어서와 마찬
가지로, 또한 그 대상에 있어서도 일반적이어야 한다. … 일반의지는 어떤 개체
적이고 특정한 대상(quelque objet individuel et déterminé)을 향할 때에는, 그 본래
의 올바름을 잃어버린다”(『社会契約論』第二編第四草、五◦頁。 國分

14) 오오다케 코지(大竹弘二), 「공개성의 근원 제2회 정치에 있어서 비밀(公開性
の根源 第二回—政治における秘密)｣, 『atプラス』, 2012年5月, 112頁. (國分)

16) 1632-1677년. 17세기를 대표하는 네덜란드의 철학자. 저서로 지성개선론 ,
윤리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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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지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군주는 자신을 대신해

가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 해결책으로 주권이라는 최고 규범을 들여오

정치를 행하는 집정관이나 고문관을 구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맡기게

는 것 이외에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모두 주권을 ― 특히 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군주제 국가는 귀족제 국가가, 게다가 사람들이

주주의적으로 ― 정초하는 작업에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지금도 달리

선택하거나 인정하는 인물과는 다른 인물이 내밀하게 최고의 권력을

좋은 방식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담지하는 “최악의 귀족제 국가”가 됩니다.17) 바로 스피노자는 주권에
의한 통치의 한계를, 군주와 장관들의관계에서보고 있는것입니다.
스피노자는 그래서 군주를 보좌하는 지위의 사람을 민중이 선출하는

슈미트의 변천

제도를 제안합니다. 이것은 매우 뛰어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

고쿠분 : 현대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지위 (1926년)에서 슈미트는 “행정 135

면 스피노자의 군주제는 현대 일본의 ‘민주주의’보다 민주적일지도 모

이란 법률을 대전제로 하며, 일반적 사실을 소전제로 하며, 법률의 적

릅니다. 〔지금은〕 국민은 장관을 간접적으로 고를 수 있어도, 사무차관

용을 결론으로 하는 삼단논법에 불과하다”라는 니콜라 드 콩도르세18)

은 고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가 말하는 귀족제만 해도, 거기서 얘기

의 말을 인용합니다.19) 삼단논법이란 예를 들어 “인간은 모두 죽는다”

되는 귀족은 혈통상의 귀족Nobilis이 아니라 선출되는 귀족Patricius이며,

라는 대전제와,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라는 소전제로부터,

그러면 이 정체는 지금의 의회제 민주주의와 거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추론을 가리

정치론 은 유고이며, 마침 민주제를 논하기 시작한 곳에서 끝납니

킵니다만, 행정은 그렇게 해서 대전제를 현실에 적용해 결론을 논리적

다. 그래도 군주제와 귀족제를 이렇게 “민주적”으로 묘사해버리면, 스

으로도출하는 작업에지나지않는다는것입니다. 법률과그 적용사이

피노자가 어떤 시점에서 죽지 않았더라도, 이것 이상으로 “민주적”인

에는 어떤 간극이나 비약도 없으며, 순조롭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민주제를 정말로 논의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음, 이것은

네요. 행정에 대해서는 이런 이미지가 강했던 것이죠.

여담입니다만.
134

아무튼 이렇게 복습해보면, 홉스든, 스피노자든, 루소든, 집행권의문

오오다케 : 콩도르세는 프랑스 혁명기라서 아무래도 그렇게 쓴 것이죠.

제를 아주 신중하게 취급합니다. 그에 반해 근대정치학의 연구는 어쩐
지 그 점에 제대로 초점을 맞추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인상을 떨쳐버
릴 수 없습니다.
오오다케 : 집행권력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17) 스피노자(スピノザ), 『국가론(国家論)』, 畠中尚志 訳, 岩波文庫, 1976年, 第6章
第 5節, 66頁. (國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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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743-1794년. 프랑스의 수학자, 철학자. 저서에 혁명의회에서의 교육 계획 ,
인간정신 진보사 등.
19) “이 점에서는 콩도르세도, 모든 구체적인 것은 일반적인 법률의 한 가지 적용
사례에 불과하다는 계몽적 급진주의의 전형적인 대표자이다. 따라서 그에게는
국가의 모든 활동, 그 전체 생활은 법률과 법률의 적용으로 소진되는 것이며, 행
정도 ‘법률이 대전제이며, 적어도 일반적인 사실이 소전제이며, 그리고 결론이
법률의 적용인 삼단논법을 이루는’ 기능을 갖는 것에 불과하다”(카를 슈미트
[カール・シュミッ卜], 『 현대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지위[現代議会主義の精神
史的地位]』, 稲葉素之 訳, みすず書房, 2011年, 59頁). (國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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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헌법제정권력에 의해 주어진 헌법이 부동의 기초로 존재합니

뭔지 잘 모릅니다. 대충 말하면, 독일 고유의 민족적 질서를 생각하고

다. 개별 사례에서의 법 적용이 아무리 누적된다고 해도, 이 기초 자체

싶었던 것 같은데요, 때로는 그것을 “총통의 의지” 등이라고 말하기도 110

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훗날 대지의 노모스 (1950)가 되면, 구체적인 장소의 질서를
산출하는 원리라는 것 이상의 적극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노모스’ 자

136

고쿠분 : 그런 명분은 지금도 강하다고 생각해요. 벤야민이 말하는, 법

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개념인 것입니다.

을 적용할 때마다 법이 갱신된다, 또는 법의 적용이 항상 모종의 비약

때문에 결국 슈미트는 주권 이외의 개념에 의해서도 법의 집행을 통

을 품고 있다는 인식을 역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하는 데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 운용의 확대에 의해 법규범

그런데 슈미트는 분명히 어떤 시기까지는, 주권에 의해 통치의 기술,

그 자체가 무화된다는 문제를 슈미트가 자신의 사상의 행로 속에서 몸

집행권이 길들여졌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생각도 20년대 이후에는 변

소 보여줬다고 할 수 있네요.

화됐고, 그래서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쿠분 : 슈미트가 30년대부터 입에 담게 된다고 하신 ‘노모스’는 ‘헌법
오오다케 : “예외상태”란 요컨대 집행권이 법률을 넘어서는 사태를 가

제정권력’20)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리키는군요. 저번에 말했던 대로, 1920년대의 슈미트는, 집행권은 설령

137

예외상태에 있더라도, 법률이 아니더라도, 주권에는 종속되어 있으며,

오오다케 : ‘헌법제정권력’은 주권이기 때문에, 30년대에는 그다지 말하

주권 하에서 통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0년대에는 어떤 때부

지 않네요. 국민이든 군주이든, 헌법제정권력이 법을 초월적으로 정립

터 서서히 생각이 바뀌게 되고, 주권 개념을 입에 잘 담지 않게 됩니다.

한다는 발상으로부터, 내재적으로 자연적으로 법질서가 생겨난다는

세계공황에 뒤따른 경제・사회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가

생각으로 30년대는 넘어갑니다. 시쳇말로 ‘결단주의’에서 ‘구체적 질서

되면, 집행권을 주권으로 통제하기보다도, 아무튼 강력한 행정권력에

사상’으로의 이행이라고 불리는 변화입니다만.

의해 통치의 안정을 되찾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고쿠분 : 들어보니까, 슈미트가점점현황을추인하는 식이 된다고들리
고쿠분 : 그것은 매우 큰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대정치철학의핵심

는데요, 그 언저리는 어떤가요?

부분에 손을 대고 말았다는 느낌이랄까.
139

오오다케 : 거기에서 주권자가 아니라 새롭게 ‘노모스’라는 개념이 나옵

오오다케 : 결과적으로 현상 추인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결단주의가
있으면 적어도 주체적인 선택이 있지만, 그 자체로 내용이 불명확한

니다. 그리스어로 법을 의미하는 이 ‘노모스’가 법의 집행을 통제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요, 그러나 이 ‘노모스’가
20) constituent power, 헌법을 제정하고 법률상 기관들에 권력을 부여하는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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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질서”는 바이마르 시대에는 바이마르 공화국, 나치 시대에는

오오다케 : 어려운 질문이네요. 주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

나치체제라고 하듯이, 이미사전에존재하는질서를가리키는것이상

지만, 주권이 법을 정립하고, 행정이 운용한다는 단순한 논법만으로는

의개념이아니게됩니다. 그래서결국슈미트는, 그때마다의정치체제

더이상 통용되지않습니다. 법의운용단계에서어떻게국민이통제할

에 순응하고, 기존질서를 사후적으로 긍정하는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주권이라고 부른다면

예를 들어 칼 뢰비트21)의 비판입니다.22)

주권입니다만.

고쿠분 : 말씀하신 걸 들으면 들을수록, 근대 정치철학을 고찰하는 데

고쿠분 : 주권 개념의 역사는 꽤 기묘하며, 원래 보댕이 이 개념을 만들

있어서 슈미트의 이론과 그 변천의 중요성을 잘 볼 수 있네요. 어떤 의

었을때에는, 위그노들의저항권사상을탄압하는것이중요한목적중 141

미에서 슈미트는 통치를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피투성이 개념이라고 말해도

에 순순히 응답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주권이야말로 통치를 순치23)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국민주권”이라는 새로운 옷을 걸치고

해야 하며,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곤란에 직면하고, 강력

있고, 모두가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입에 담는 개념이네요.

한행정권력에 의한통치의안정을중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긍

다른 한편, 말년의 데리다는 몇 년 동안 짐승과 주권자 라는 테마로

정하는 것만으로는 단순히 행정이 잘 통치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140

세미나를 했습니다. 강의록이막 나왔기 때문에전모는분명치 않지만,

거기에 어떻게든 규범성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잘 안

주권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24) 주권 개념의 탈

되고 ‘노모스’라는 애매한 개념을 제시하게 된다는 거군요 ….

구축이란, 그러나, 어떨까요…. 주권 개념에 집착해야 할까 그렇지 않

오오다케 씨는 원래 슈미트를 슈미트의 의도에 반하여 읽는다는 입

을까, 제 자신도 잘 모르는 곳이 있어요.

장에서연구하셨는데요, 위와같은경위를토대로하여, 다시금주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에 제동을 거는것은역시주권이라는

오오다케 : 주권에의해 근원적으로 수립된 법이, 운용과집행 속에서일

건가요….

탈해간다는 것도, 모종의탈구축이기때문이죠.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21) 1897-1973년. 유대계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에게 사사했으나, 나치 대두 후에는
거리를 뒀다. 저서로 헤겔에서 니체로 , 공동 존재의 현상학 등.

고쿠분 : 정말 그렇죠. 행정은 주권을 탈구축하고 있다고 말이죠. 물론 142
데리다자신은 법의 힘 (1990)을 썼으니까 그런것은 알고있었겠네요.

22) 칼 뢰비트(カール・レヴィット), 「카를 슈미트의 기회원인론적 결정주의(カー
ル・シュミットの機会原丙論的決定主義)」, 카를 슈미트(カール・シュミット),
『정치신학(政治神学)』, 田中浩・腐田武雄 訳, 未来社, 1971年, 89〜16；IV頁. (大
竹)
23) [옮긴이] 다음의 중의적인 의미가 모두 담겨 있다. 1) 짐승을 길들이듯이 통치
도 길들여야 한다는 것이며, 2) 그렇게 해서 목적한 상태로 차차 이르게 해야 한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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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최근 강의록의 1권의 일역본이 출판됐다. 자크 데리다(ジャック.デリダ), 『짐
승과 주권자 : 자크 데리다 강의록(獣と主権者ジ ャック・デリダ講義録)』, 西山
雄二 외 訳, 白水社, 2014年. (國分)

3장. 주권 개념의 기원과 그 문제 93

오오다케 : 법의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법이 어떻게 운용되는가, 즉

오오다케 : 일반적인 이해로는, 니콜라 마키아벨리26)는 정치사상사에

법에 있어서 사실확인적인constative 차원이 아니라 행위수행적인per-

서 중세와 근대의 분수령을 이루는 사상가로 여겨집니다. 중세에는 정

formative 차원에 눈을 돌리는 것뿐이라면, 예외상태에서 집행권력의 비

치가 신학 ― 및 로마 교회 ― 에 종속됐던 반면, 마키아벨리는 정치를 144

대화도 탈구축이라면 탈구축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

그런 종교 도덕에서 떼어내 현실주의적realistic으로 파악했다고 말이죠.

다. 오히려형식주의적인법의지배보다도더심하게됩니다. 벤야민이

부도덕한 권력 이론가로서의 마키아벨리라는 이미지는 지금도 뿌리

나 데리다처럼, 법의 그런 행위수행적인 일탈의 저편에 있는 “신적 폭

가 깊지만, 그런 이미지는 그가 살았던 16세기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력”이나 “메시아적인 것”에서 가능성을 찾아낸다면 다르겠습니다만,

권모술수라는 통속적인 의미의 “마키아벨리즘”은 그 당시부터 거센

이것을 실제로 정치이론 안에 기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중세적인 종교 도덕을 다시 한 번 부흥하려고 하는 시

고쿠분 : 그렇게 되면 역시 주권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간단하게 빠져나

도도 이제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과 그에 뒤따른 종파

올 수 없다는 게 되네요.

대립에 의해,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신학 교의는 상실되었기 때
문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신학에 기초하여 도덕을 되찾고자 하는 사람

143

오오다케 : 좀처럼.

들은, 서로 자신이 믿는 정의를 내걸고,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을 펼
칠수밖에없습니다. 16세기프랑스의위그노전쟁이바로그런 전쟁이

── 오오다케 씨는 ｢통치가 기술로 변용할 때 ― 칼 슈미트 독재 ｣라

었습니다.

는 논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슈미트의 견해에 따르면] 근대 국가는

보댕으로 대표되는 폴리틱파로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서 등

16-17세기의 탄생 당초부터 통치의 기술화와 싸웠다…. 근대국가는 일

장하는것입니다. 그들은위그노전쟁의참상에 직면해, 종교나도덕상

반적으로 강조되듯이, 중세적인 신학 규범이나 교회 권력과의 싸움으

의문제는 정치가 판단을 내려야할문제가 아니라고생각하게됩니다. 145

로부터만 생겨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슈미트가 그것보다 더 중시하는

정치의 임무는 오로지 평온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한정되어야 하며,

것은 근대 초기에주권이론이 대치했던또 다른 적, 즉 (‘마키아벨리즘’

그것에 의해서 정의끼리 부딪치는 끝없는 내전에 종지부를 찍지 않으

에서 국가이성・국가기밀론으로 이어지고, 관방학・내치학을 경유해

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위그노 전쟁은 1598년의 낭트 칙

근대 행정학에 이르는) 정치를순수한 통치의테크닉으로 환원하는기

령27)에 의해 교리상의 대립의 결말을 보류함으로써 평화에 이릅니다.

술적 국가관이다.”25) 구체적으로 어떤 싸움이 있었을까요?
26) 1469-1527년. 이탈리아의 정치사상가. 저서로 군주론 , 로마사 논고 등.
25) 오오다케 코지(大竹弘二), 「통치가 기술로 변용할 때 : 카를 슈미트 독재 (統
治が技術に変容するときカル・シュミット『独裁』)」, 『現代思想』 제39권 第39
卷 第9호, 2011年 6月, 90〜97頁.

94 통치신론

27) 1598년 프랑스 국왕 앙리 4세가 프랑스 서부의 낭트에서 발표한 종교적 화해
의 칙령. 프로테스탄트에게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인정하고, 위그노 전쟁의 종
결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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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댕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정치적 술책도 허
용된다고생각한것은아닙니다. 보댕에서시작된근대주권이론은, 중
세적인 신학 도덕과는 다른 형태로 정치의 규범성을 수립하려는 시도
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댕은 “마키아벨리즘”이나 그 변종인 국가
이성론을 적대시합니다. 국가주권은, 한편으로는 신학적인 정의와 관
련된 사항이 아니며,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한 권력 테크닉으로 소진되
는 것도 아닙니다. 보댕이나 홉스의 근대 주권이론은 이 두 양극단도
피하는 가운데 성립한 것이라고 슈미트는 생각합니다.
고쿠분 : 종교 도덕으로부터 겨우 자립한 정치를 종교 이외의 방법으로
146

어떻게든 규범화하려고 합니다.
오오다케 :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옥중수기 (1950) 등에서, 슈미트는
자신을신학과 기술곁에자리잡고있는법학자라고보는데요, 이때그
는 보댕이나홉스의입장으로 자기 동일화를합니다. 그리고슈미트는,
오늘날의 법학이 점점 기술에 지배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며 개탄
합니다. 아마 현대 사회에서는 그때 이상으로 통치의 기술화가 가속되
고 있습니다.

<그림 1> 원판 표지 그림, 리바이어던 , 1651년

리바이어던의 도상학

리바이어던은 구약성서의 욥기에 등장하는 바다 괴물. 이 유명한 책의 표지 그림은

고쿠분 : 오오다케 씨는 공개성의 근원 에서 유명한 리바이어던

의 얼굴, 신체가 무수한 신민으로 이루어져 있다. 왼손에는 종교의 상징인 왕홀, 오른

(1651)의 권두화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셨네요. 주권과 통치의 대립의

손에는 군대의 상징인 검을 쥐고 있다. 하단부의 오른쪽은 종교와 지성을 상징하는

판화가 아브라함 보스가 저자 홉스의 지시 하에 제작한 에칭 작품이다. 머리가 군주

문제를 저 그림에서 읽어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논
점처럼 보이기에, 마지막으로 이것을 다루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판화가 아브라함 보스28)가 홉스의 지시 아래 제작한 에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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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이다. 위에서부터 교회, 주교의 관, 파문을 상징하는 번개가 그려져 있고, 논리학・
철학의 용어 ‘삼단논법’, ‘양도논법’, ‘현실’, ‘의도’ 등의 말이 가래나 작살 같은 도구에
적혀 있다. 맨 밑에는 학자들이 논의를 벌이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반대편인 왼쪽은
무력의 상징인 도상이다. 위에서부터 성채, 왕관, 대포, 무수한 총과 창, 그리고 전쟁
터. 앞에는 기병대의 전투가, 안쪽에는 보병대의 전투가 그려져 있다.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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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hing[부식 동판화] 작품입니다. 홉스 자신이 지시를 내렸다고 하니까, 상

당히오랫동안생각해서만들어낸작품으로여겨도좋다고생각합니다.
우선 대충 전체를 보면, 화면의 위쪽 절반에는 머리가 군주의 얼굴이
고 신체가 신민의 집합으로 만들어진 리바이어던의 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바이어던의 왼손은 종교의 상징인 왕홀〔주교의 지팡이〕을, 그
리고 리바이어던의 오른손은 군대의 상징인 검을 쥐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와 군사력의 상징은 화면의 하단부 절반의 그림에 대응합
니다. 오른쪽에는종교와지성을상징하는도상이그려져있습니다. 위
에서부터 교회, 주교의 관, 파문을 상징하는 번개, 도구 위에 그려진 논
리학・철학의 용어 ― ‘삼단논법’, ‘양도논법’, ‘현실’, ‘의도’ 등의 말이
가래나 작살 같은 도구 위에 적혀 있고, 이것들이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 그리고맨 밑에 학자들이논의를 벌이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반대쪽은 무력의상징이 그려져있으며, 위에서부터성채, 왕관, 대포,
무수한총이나창, 그리고 전쟁터입니다. 참고로전쟁터장면에서는, 앞
150

에는 기병대의 전투가, 그뒤에는 보병대의 전투가 그려져있습니다.
헌데 문제는 역시 윗부분에 그려져 있는 리바이어던 그 자체에 대한
해석입니다. 오오다케 씨가 소개하고 있는 라인하르트 브란트가 매우
재미있는 도상학적 분석을 행하는데,29) 이 리바이어던의 기하학적 중
심점은그 왼쪽 가슴, 즉 심장부에있다고하네요. 무슨 말이냐하면, 이
리바이어던은 하반신이 언덕 너머에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브란트는 다리 부분을 상상력으로 복원했습니다. 그 복원도는 왠지 얼

28) 1602-1676년. 프랑스의 동판화가. 대표작으로 교회의 결혼 , 연작 오감 이 있
다.
29) Reinhard Brandt, 《Das Titelblatt des Leviathan》 in Philip Manow / Friedbert W. Rub
/ Dagmar Simon (Hrsg.), Die Bilder des Leviathan. Eine Deutungsgeschichte, Nomos /
Baden-Baden 2012, S.13. 國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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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다리 부분 복원도
철학사가 라인하르트 브란트는 육지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리바이어던의 하반신을 도상학적으로 복원하
고, 그 중심점이 왼쪽 가슴의 심장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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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같다고나 할까, 조금 기분이 나쁩니다만, 복원한 다리도 포함해

입니다. 아무리 절대주의적으로 보이더라도, 홉스는 신앙이나 양심 같

중심을 계산해내자, 마침 심장 부근이 되네요.

은 개인의 프라이버시한 내면에까지 국가권력이 미친다고는 생각하

이로부터 이런 해석이 도출됩니다. 그림을 대충 보면, 두뇌인 주권이

지않거든요. 그리고홉스는국가가사적인활동의자유를위협하지않

리바이어던이라는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의 중

는 한에서만 존재한다는, 근대 자유주의의 사상으로의 길을 열었다는

심은 신체라는 기계를 관장하는 심장이다, 따라서 이 그림으로부터 홉

것입니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분리하는

스가 마음속으로 그려낸 리바이어던에서 두뇌인 주권과 기계로서 작

자유주의 사상이 발견된다는 것은 원래 19세기 말의 페르디난트 퇴니

동하는 신체를 관장하는 심장이라는 집행권력 사이의 상극을 읽어낼

스〔텐니에스〕30)의 연구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퇴니스는 사회학의 맥락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 (1887)가 유명하지만, 홉스 연구자
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리바이어던 의 권두 그림으로 말하면, 그

151

오오타케 : 홉스가 유럽대륙을 여행하면서 갈릴레오와 데카르트 등과

상단부에 그려져 있는 광경에 있는 리바이어던의 모습은 공적 영역으

교류함으로써 기계론적인 자연관을 익히고, 그것이 리바이어던 에

로서의 국가권력을, 그 아래에 있는 마을은 리바이어던한테서 지켜진

도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본문에서도 국가를 “인공

사적 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를 나타내고 있다는 이해가 많습니다.

적 인간”이라든가, “죽을 수 있는 신”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유기적 전
체라기보다도 분해할 수도 있는 기계적인 메커니즘으로 파악하고 있

고쿠분 : 이 대목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153

습니다.

갖고 온 마그누스 크리스티안손과 요한 트랄라우의 ｢홉스의 숨겨진
괴물 : 리바이어던 의 권두 그림의 새로운 해석｣31)이라는 논문은 완

고쿠분 : 그런 기계적인 메커니즘으로서의 신체와, 그것을 통제하는 주

전히다른해석을하고있습니다. 앞에서이름을얘기한브란트의해석

권이라는 두뇌의 대립을 이 표지그림에서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을 직접 비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리바이어던의 신체가 신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까지만 얘기될 뿐이니까요.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이 리바이어던은 바로 앞의 거리를 지키고 있
는게아니라거기로쳐들어가는것아니냐는문제제기입니다. 이거리
는잘보면군대밖에없습니다. 거리의주둔지처럼보이는대목의앞에

오오타케 : 정치체를 인간의 신체에 빗댄 사고방식은 홉스 전부터도 전

는바리게이트 같은것이보입니다. 맞은편의오른쪽바다에는군함같

통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홉스의 경우, 그것이 어떤 혼에 의해 통일된
신비적인 신체라기보다도 더욱 기계론적으로 이해되고 있죠.
152

홉스의 리바이어던이 최종적으로는 혼이 없는 그저 기계로 귀착된
다는 것은 슈미트가 그의 홉스론인 리바이어던 (1936)에서 했던 지적

100 통치신론

30) 1855-1936년. 독일의 사회학자. 저서로 게마인사표트와 게젤샤프트 등.
31) Magnus Kristiansson and Johan Tralau, “Hobbes’s hidden monster: A new
interpretation of the frontispiece of Leviathan”,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Theory,
published online 20 September 2013. 國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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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배들이 네 척 그려져 있으며, 산의 성채는 그것들을 향해서 대포를
쏜것처럼연기를내뿜고 있습니다. 즉, 리바이어던이 바다건너편에서
쳐들어오고 있고, 거리는 지금 전쟁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논문의 재미있는 곳은, 리바이어던의 숨겨진 하반신 해석
으로, 숨겨진 부분은 인체 같은 것이 아니라, 당시 자주 그려진 ‘바다인
154

간homo marinus’처럼, 용의 꼬리 같은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 근거가 되
는것은, 검을가진리바이어던의오른손밑에보이는 수수께끼돌기물
입니다. 팔꿈치부근과손목부근에몇가지수수께끼의돌기물이있습
니다. 이것은기존에는침엽수가아닐까생각됐던것같은데요, 그림의
다른 부분에 그려져 있는 나무는 모두 활엽수입니다. 즉, 이것은 나무
가 아니라 용의 꼬리의 뾰족한 부분이 약간 드러나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상당히 독창적인 해석이긴 한데,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이 해석에 따
르면, 리바이어던의무서운 부분은숨어있다는 것이죠. 그것은국가의
두려움이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의 은유가 아닐까요. 이 그림
에 그려진 리바이어던의 상반신은 꽤보기 좋잖아요. 스타일이 좋아요.
하지만 숨겨진 부분은 무서운 용입니다. 국가는 숨겨진 부분에 무서움
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 3> 크리스티안손과 트랄라우의 리바이어던 확대도 분석
A : 배경의 바다 부분을 확대해 보면 몇 개의 함선이 보인다.
B : 건물에서는 대포 같은 것에서 연기가 나온다.

156

오오타케 : 왜 홉스가 국가의 비유로서 리바이어던이라는 바다의 괴물
을갖고 왔는지는, 반드시분명하게밝혀진것은아니었습니다. 육지의
괴물인비히모스여도 됐을텐데요. 그해석이라면, 이 리바이어던은바
다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C : 거리의 주둔지에는 총을 휴대한 병사들의 모습이 보이며, 또한 그 입구 부근에는 바리
게이트 같은 것이 쌓여 있다.
D : 언덕 위에 뽀족한 돌기물이 그려져 있다.
E : 리바이어던의 하반신은 당시 그려진 ‘바다인간’처럼, 용의 꼬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크리스티안손과 트랄라우의 논문은 추측한다. 155

태어났을 무렵, 무적함대가 영국을 침략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
고쿠분 : 글쎄요. 마그누스 크리스티안손과 요한 트랄라우는 스페인의

이 있었고, 그 공포 탓에 홉스의 어머니는 조산을 했다는 얘기가 있잖

무적함대가 ‘용’으로 표상됐던 사실을 방증으로 꼽고 있네요. 홉스가

아요. 홉스는 그 얘기를 꽤 많이 생각했고, 자서전에서도 “자신은 공포

102 통치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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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쌍둥이였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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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것은, 당시의네덜란드도분명히해양세력이긴했지만, 영국처럼섬

이런 도상의 해석은 좀체 결정타를 날릴 수 없고, 저도 전공 분야가

나라가 아니기에, 스스로를 굳이 말하면 유럽대륙 세계의 일원으로 파

아니라서 완전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일단 스토리는 통하는 해석이라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미적지근한 태도이기 때문에, 영국과의 해양

고 생각했습니다. 리바이어던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가능성도 생각하

패권 투쟁에서 졌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술사가인 호르스트 브

면서 이낯익은그림을바라보면, 또 다른경치가 보이게 되죠. 리바이

레데캄프는 이런 영국과 네덜란드의 차이가 리바이어던 의 두 판본

어던 에는 “획득에의한커먼웰스”라는 개념이 있고, 폭력적으로집단

의 권두 그림의 미묘한 차이가 되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32)

이병합되는곳에서도국가는생성한다고합니다. 지금바로 그것이행
해지고 있다는 그림일지도 모르겠네요.

고쿠분 : 홉스는 비히모스 (1682)라는 역사서도 썼네요. 퓨리턴 혁명 160
시대의영국내전을다룬저작입니다. 즉육지의괴물 비히모스는내란

── 홉스가 영국인이라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과 무질서의 상징입니다. 반면 전쟁상태의 해소를 가져올 국가는 바다
의 괴물 리바이어던에 의해 상징됐습니다. 왜 그것이 거꾸로가 아니냐

오오타케 : 그것은 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7세기의 영국은 스스

하는 것은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한 해석이라면, 바

로를 해양세력으로 자각했습니다. 때마침 해양패권을 둘러싸고 네덜

다에서 쳐들어오기 때문에 리바이어던이라는 게 되겠지만, 그것은 충

란드와 싸우던 시기에 해당됩니다.

분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게다가 지금 오오다케

참고로 1651년에 영국에서 출판된 오리지널판 리바이어던 의 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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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가 소개해준, 네덜란드어판이라면 배경은 육지 같고.

그림과 1667년에 출판된 네덜란드어판 리바이어던 의 권두 그림 사

아무튼 홉스의 리바이어던 은 바로 근대 정치철학을 창설한 저작

이에는 미묘할 정도로 흥미로운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판의

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권두 그림에 의해서도 독

권두그림을보면, 숨어 있는리바이어던의하반신은배경에 그려져있

자의해석과상상력을돋우는책이란말이죠. 실제로우리의 대담의커

는 바다 속에 잠겨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고쿠분 씨가 소개해주신

다란 테마인 주권과 통치의 관계도, 이미 이 책 안에 그 문제의 모형이

해석에 있듯이, 리바이어던은 바로 문자 그대로 바다의 괴물로서 그려

있었던 셈이니까, 정말로 놀라운 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져 있다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어판 권두 그림에서는, 맞은편 오른쪽의 리바이어
던의 배후에는 분명히 똑같이 바다가 그려져 있지만, 배경의 지평선을
잘보면, 리바이어던과바다사이에는육지가펼쳐진것처럼 그려져있
습니다. 즉, 네덜란드어판의 리바이어던은 바다에서 분리되어, 완전히
육지 위에 있는 존재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읽어낼 수 있

104 통치신론

32) Horst Bredekamp, «Die Brüder und Nachkommen des Leviathan», in Philip Monow /
Friedbert W. Rüb / Daginar Simon (Hrsg.) Die Bilder des Leviathan, a. a. O., S. 9. 大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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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통치에 관해

<그림 4> 네덜란드어판 권두 그림
리바이어던의 배경의 오른쪽 부분에는 오리지널판과 마찬가지로 바다가 그려져
있으나, 배경의 지평선의 위치를 보면, 이 네덜란드어판의 리바이어던은 바다에
서 분리되어, 완전히 육지 위에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이 차이는 섬나라 영국
과 대류국가 네덜란드의 지리적인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159
『リヴァイアサン オランダ語版1667年関西学院大学図書館所蔵撮影:伊藤菜々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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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와 질서자유주의
푸코의 질서자유주의 평가
국가의 역할
‘효율성’이 아니라 ‘유효성’
생명과 경제성장의 신화

나치와 질서자유주의

오오다케 : 잡지 『at플러스』에서의 연재 ｢공개성의 근원｣에서는 주권에 162
서 통치가 분리되어간다는 사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때 염두에 뒀던
문제 중 하나에는 오늘날의 신자유주의가 있습니다. 통치가 국가에 의
한 직접적인 통제의 손을 떠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영화되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이를 정치사상사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싶었습
니다.
미셸 푸코의 강의록 생명정치의 탄생 (강의는 1978-79년; 출판은

2004년)에서도 논의되는데요, 세계 대공황의 시기에 생겨난 독일의
“질서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의 선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오르도’
는 질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르도 자유주의’라고도 번역됩니다.
질서자유주의의 사고방식에서 특징적인 것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중시하면서도 그런 시장경쟁을 정치의 손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
려고 하는 점입니다. 즉, 경쟁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다투는 무질서한 163
상태가아니라, 국가하에서하나의질서로서배치arrange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덤 스미스1) 같은 고전적인 자유주의와는 다른 곳
입니다. 스미스의 경우, 신학적인 섭리라는 신스토아주의2)의 사상에
서 강한 영향을 받았기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가운데 조화와
균형이자연적으로생겨날것이라고사고할수있었습니다. “자유방임
laisser-faire”만 해도, 신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저절로 작동하죠. 그러나

1930년대의 세계대공황을 경험한 질서자유주의는, 더 이상 이런 나이

1) 1723-1790년. 영국의 경제학자. 저서로 국부론 , 도덕감정론 등.
2) 그리스의 스토아주의를 부흥시키려고 한 16세기의 사상. 대표적 사상가로 리프
시우스나 몽테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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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한낙관론에 설수없습니다. 분명히조화와균형은 시장경쟁하에서
실현됩니다. 그러나 국가야말로 이 경쟁을 스스로의 손으로 인위적으
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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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있어야 비로소 공정한 시장경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질서자유주의는 한편으로는 완전한 자유방임에 기초한 시
장경쟁이라는 사고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

사실질서자유주의와슈미트는관계가있습니다. 질서자유주의의경

가의 행정권력을 강화해 사회복지적 개입을 추진한다고 사고하지도

제학자에 알렉산더 뤼스토우3)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1932년 9월

않습니다. 나치와 공산주의는 물론, 케인스주의한테서도 전체주의의

에 “사회정책학회”에서 행한 유명한 강연이 있습니다. 흔히 “신자유주

위험을 보는 것입니다. 질서자유주의는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지만, 그

의의 최초의 선언” 등으로 일컬어지는 강연입니다. 이것이 잡지에 발

것은시장경쟁을만들어내기위한국가입니다. 국가와 시장, 주권과통

표됐을 때 붙여진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자유로운 경제 : 강한 국가｣

치 사이의 분리가 이 언저리에서 싹트고 있습니다.

입니다.4) “자유로운 경제”와 “강한 국가”라는 일견 대립하는 듯 보이
는두 개의 사항을 뤼스토우는 함께슬로건으로내걸고있는것입니다.
이 강연에서는 슈미트의 영향을 꽤 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

165

질서자유주의에 대한 푸코의 평가

기 슈미트와 뤼스토우 사이에는 매우 친밀한 교우관계가 있었습니다.

고쿠분 : 흔히 신자유주의의 선구로 간주되는 질서자유주의를 논하는 166

뤼스토우는 슈미트한테 배워서 경제가 사회의 다양한 이익단체에 의

데 있어서는, 지금 오오다케 씨가 언급한 푸코의 강의록 생명정치의

해좌우되지않는강한국가에의해이끌려져야한다고말합니다. 세계

탄생 이 하나의 중요한 참조문헌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질서자

공황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가의 강력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유주의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된 계기도 이것이었습니다. 이 강의는

이 점에서는 두 사람의 생각은 공통되어 있습니다.

1978년부터 79년에 걸쳐 행해졌는데, 이 시기는 마침 지식의 의지 를

그러나 두 사람이 기대하는 국가의 역할에 차이가 있습니다. 몇 번이

1976년에 출판한 푸코가, 잠시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게 된 침묵의 기

나 말했듯이, 이 시기의 슈미트에게 강한 국가는 행정국가입니다. 즉,

간에해당합니다. 강의록이출판된덕에이시기에푸코가무엇을연구

집행권력의확장에의해위기에 대응하는국가입니다. 다른한편, 뤼스

했는지를알게 되었는데, 그무렵의테마중하나가신자유주의연구였

토우도이제자유방임을나이브하게신뢰할수없으며, 경제에대한국

습니다. 그 맥락에서 질서자유주의의 연구도 이뤄졌습니다. 신자유주

가의 개입을 요구합니다. 다만, 그 “개입”의 의미가 조금 독특합니다.

의가 왕성하게 논의된 것은 좀 더 나중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푸코는

즉, 그것은 시장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입, 시장의 법칙에 따른

꽤 이른 시기에 이 문제에 손을 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익단체도 초월한 강한 국가의 개

푸코는 다양한 논점을 들고 있는데, 하나는 나치와 질서자유주의의
관계입니다. ‘질서자유주의’라는 이름은 발터 오이켄5)이라는 경제학

3) 1885-1963년. 독일의 경제학자.
4) Alexander Rüstow, “Freie Wirtschaft : Starker Staat”. in: Schriften des Vereins für
Socialpolitik, Bd. 187, Dresden 1932, S.62-69. (大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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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1936년에 창간한 오르도 라는 잡지에서 유래합니다. 오이켄이

의보다도 아데나우어로 대표되는 기독교사회주의의 사고방식이, 굳

라는 사람은 이른 시기부터 반케인스주의적 논문을 썼으며, 나치 시대

이 말하면 더 우세했어요.

에는 침묵을 지키고, 프라이부르크대학 교수에 머물렀습니다.6) 기본
적으로는 반나치의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고쿠분 : 나치즘과질서자유주의의 관계에대해서인데요, 질서자유주의
자들은나치즘으로부터 세 개의교훈을 끌어냈다고 푸코는 말합니다.

오오다케 : 그렇죠. 오이켄은 부인이 유대인이고, 나치 시대는 여러 가

우선 나치즘은 괴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치즘은 하나의 진리라는

지위태로운경우도있었던것같습니다. 뤼스토우도나치가 정권을쥐

겁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나치즘이 구현한 것은 어떤 방향성을 채용

자 국외로 망명하고, 슈미트와의 교우관계도 끊어버렸습니다. 다만

했어도피할수없는불가피한시스템이었다는겁니다. 좀더자세하게 169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말을 지어냈다고 여겨진 알프레트 뮐러-아르

말하면, 나치즘에 있어서는, 보호경제, 부조경제, 계획경제, 케인스주

막7)이라는인물은나치에입당하기도합니다. 똑같은질서자유주의자

의 경제라는 네 가지 요소가 굳게 조합되어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고

여도, 나치 시대에 처신은 사람마다 달랐네요.

있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 이것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세

질서자유주의자들은 오히려 전후의 서독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튀스토우, 빌헬름 뢰프케,8) 특히 뮐러-아르막은 초대 총리 아데나우어

개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질서자유주의
는 이 체계에 반대하는 형태로 태어났다.

하에서 경제장관이 된 루트비히 에어하르트9) ― 나중에 제2대 총리가

168

됩니다만 ― 에게 영향을 주고,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신자유주의적

오오다케 : 질서자유주의는 나치즘에 대한 비판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

인 이념이 1950년대의 서독의 경제부흥에 기여했다고 여겨집니다.

군요. 나치라는 비대화된 행정국가에 대한 안티anti로서 신자유주의가

무엇보다 이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개념은 조금 양의적이고, 점차

등장했습니다. 하이에크 등이 전형적입니다.

“시장경제”보다는 “사회적”이라는 부분이 강조되고, 시장을 교정하는
케인스주의적인 사회복지 쪽으로 역점이 이동합니다. 결국 독일은 좌

고쿠분 : 질서자유주의가 나치즘에서 끌어낸 교훈의 두 번째로 푸코가

우를 불문하고 사회국가의 전통을 지키는 생각이 강하니까요. 집권정

들고있는것이그것이네요. 즉, 나치즘은국가권력의 무제한적증대였

당이던 우파 기독교민주동맹 내부에서도 에어하르트 같은 신자유주

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설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나치즘은 당초
에는 민족의 공동체를 목표로 했으며, 국가라는 제도적인 것의 소멸을
이끌고자 하는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정반대로, 비대 170

6) 미셸 푸코(ミシュル・フーコー), 『생명정치의 탄생(生政治の誕生)』, 慎改康之
訳, 筑摩書房, 2008年, 127頁. (國分)
7) Alfred Müller-Armack, 1901-1978년. 독일의 경제학자.
8) 1899-1966년. 독일의 경제학자. 나치 대두 후 망명. 50년에 서독정권고문이 된다.

화된 행정국가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나치즘이야말로 대중사회를 산출했다는 교훈입니다. 이
것도 역설입니다. 나치는 부르주아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고, 민족의

9) 1897-1977년. 독일의 정치가. 1963-1966년까지 서독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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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인 결합을 지향했지만, 결과적으로 산출된 것은 규격화된 획일
적 소비사회이며, 기호와 스펙터클로 구성된 대중사회라는 겁니다. 앞

신자유주의의 원형prototype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나 간단하게 “네오리베”라는 말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에서 “신중산층” 얘기를 했는데요, 그들 같은 자연적인 공동체로부터

있지만, 나치즘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신자유주의가 태어났다면, 이것 172

떼어내어지고 원자화된 개인을 “피의 공동체”로 구제한다는 것이 나

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아까의 슈미트와

치즘의 당초 이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치즘에 의해 기호 소비

뤼스토우의 국가관의 차이는 매우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슈미트는

와 스펙터클 사회가 촉진됐습니다. 전대미문의 거대한 당 대회와 폴크

나치에가까워지고, 뤼스토우는망명합니다. 즉, 강한 국가라고하더라

스바겐(국민차)의 이념 등, 나치즘이 행한 것은 모두 대중사회・소비

도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사회의 촉진에 다름없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로부터 질서자유주의는, 대중화가 일어나는 것은 부르주아 자본

오오다케 : 그렇군요. 뤼스토우는 앞의 강연에서 슈미트의 논의를 토대

주의탓이아니라, 제대로된자유주의가없기때문이라고생각하게됩

로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주장하는 것은 슈미트와는 정반대

니다.

라고할 수있습니다. 질서자유주의의입장에서 보면, 슈미트가말하는

“강한 국가”는 사회주의, 나치즘, 케인스주의 같은 전체주의와 동렬의
171

오오다케 : 자유주의의과도함〔탐욕〕에 의해 대공황이일어나나치가대

것입니다. 다만, 시장이 국가를 통제하는 상위의 원리로까지 간주되는

두했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유주의가 올바르게 기능하지 않았기

것은, 질서자유주의라기보다는 그 후 미국에서 태어난 시카고학파11)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생각이네요.

에서가 아닐까요?

고쿠분 : 그렇죠. 나치에대한반성은자유주의에대한재평가로서나타

고쿠분 : 확실히 그 점은 푸코의 분석에 대해 조금 거리를 두지 않으면

납니다. 그러면 질서자유주의가 어떤 사상을 조립했느냐 하는 것인데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푸코는 질서자유주의의 사상을 시장의 173

요, 푸코 자신은이런 식으로정식화합니다. “국가의 감시 하에있는시

원리에 의해 국가도 조직화시키는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단순하

장보다도 오히려 시장의 감시 하에 있는 국가를”10)이라고 말이죠. 즉,

지 않다는 거죠.

시장의 원리를 국가를 조절하는 원리로 삼는다고 합니다. 푸코 자신은
질서자유주의의 사상을 그렇게 정식화하고, 국가에 의해 경제적 자유

오오다케 : 질서자유주의에 있어서 국가는 경쟁질서의 기초이며 전제

의 공간을 감시한다는 그때까지의 고전적 자유주의와 대치시키고 있

입니다. 여전히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지고 있습니다.

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자유주의가 경쟁지상주의라고 일컬어지는

10) 『생명정치의 탄생(生政治の誕生)』, 143頁. (國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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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카고대학 경제학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학파. 밀턴 프리드먼이 잘 알려져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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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쿠분 : 생명정치의 탄생 이라는 강의록에 대해서는 그 위상을 조금

판을 위해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으로, 다소 난폭하다는 인상을 부정할

보충해 두는 게 좋겠네요.

수 없습니다. 확실히 시카고학파를 필두로 하는 미국의 신자유주의에 175

푸코는 이 강의의 2년 전에 출판된 지식의 의지 에서 “생명정치”라
는 개념을 제창했습니다. 민중에 대한 생살여탈의 권리를 가진 권력이

서는, 시장이 국가를 조절하는 원리로까지 격상됩니다. 그러나 질서자
유주의의 경우는 국가에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는 것이네요.

아니라, 민중을 살리면서 통계학적으로 관리하는 권력이 18세기 무렵

174

부터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요컨대, 국민국가의요청에기초하여나

오오다케 : 확실히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자립한 민간 활력 같은 것을

타난 권력입니다. 민중을 훌륭한 경제 주체로 키워냄으로써 국력이 증

강조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국가정책에 의해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대하고 치안도 유지됩니다. 생명정치의 탄생 이라는 강의에서는 18

예를 들어 전후의 뤼스토우가 제기한 개념에 Vitalpolitik가 있습니다.

세기에 나타난 “생명정치”가 그 후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추적합니다.

“생명정책” 혹은 “생명정치”라고 번역될 수 있을까요? 오로지 사람들

그 귀결 중 하나가 197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이며, 질서자유주의는

의 경제상태의 개선만을 목적으로 급부를 제공해온 기존의 사회정책

그런 신자유주의의 기원으로 소환됩니다.

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원래 가족이

푸코의 논의에는 아주 흥미로운 점도 많고, 또한 당연히 거기에는 날

나 중간단체 같은 다양한 자연적인 공동체 속에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카로운분석이 이뤄지지만, 푸코가결국이논점을책으로꾸려내는데

있습니다. 국가는이런인간 본연의생명을따라공동생활을보호하고,

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짚어두고 싶습니다. 우리의 공통 친구인

그것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촉구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시오카 요시하루石岡良治 씨가 강조하는 점인데요, 푸코는 한 권의 책

것입니다.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와 마찬가지로, 국가에 선행하여

을 쓸 때마다 새로운 연구영역을 열었습니다.12) 거꾸로, 새로운 연구

계획이나 인위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은 자연적 질서가 있다고 상정되 176

영역을 열 정도의 영향력impact은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면, 테마가 아

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스스로 활짝 꽃 피울 수 있게

무리 흥미롭더라도 책으로는 만들지 않습니다. 이시오카 씨는 그런 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여겨집니다.

마의 한 예로 푸코의 마네론을 꼽는데요, 신자유주의론도 마찬가지입
니다. 그래서 푸코는 자신의 신자유주의론에 대해 일정한 유보를 갖고

고쿠분 : 질서자유주의는 시카고학파의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있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푸코에 대해서는 책과 강의록을 동등

모르지만, 거기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거네요.

하게 다룰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질서자유주의에 대한 평가 그 자체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

오오다케 : 질서자유주의는 사회의 자조를 국가가 뒷받침한다는 발상
을 하고 있습니다.

12) 이시오카 요시하루(石岡良治), ｢미셸 푸코와 ‘수법 밖’의 작품(ミシェル・フー
コーと「手法外」の作品)」, 『現代思想 総特集=フーコー』, 2003年 12月 臨時増刊
号, 青土社, 94頁. (國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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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쿠분 : 다만 현재의 신자유주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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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다케 : 시카고학파에 가까워지는 것 같네요.

고쿠분 : 주권에 의해서 통치를 통제한다는 것이 법치국가 혹은 주권국
가의 이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념이었을 뿐입니

177

고쿠분 : 질서자유주의가 고전적 자유주의와 다른 것은, 시장의 원리를

다. 거기서 질서자유주의는 경제영역을 독립시키면서도, 경쟁과 질서

교환에서경쟁으로바꾼것이라고푸코는강조합니다.13) 시장의경제적

가 그안에서 만들어지듯이, 국가가활성화activation라고도 불러야 할 역

합리성을 보증하는 것은 경쟁이라고 말이죠. 경쟁을 원리로 삼는 점은

할을 담당하는 것이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까요?

질서자유주의와시카고학파에공통되는 부분으로간주해도되겠죠?
오오다케 : 그렇게 생각해도 좋다고 봅니다. 1930년대가 되면 슈미트-나
오오다케 : 질서자유주의는 이름 그대로 “질서”를 만든다는 곳에 역점

치적인 행정국가의 생각과는 별도로, 질서자유주의의 생각이 나옵니

을둡니다. 단순한경쟁만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반면요즘의신자유

다. 집행권이 모든 사회 영역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기초가

주의에는, 경쟁 속에서 질서를 만든다기보다는 오로지 경쟁에 의해 성

되는 질서를 형성시키기만 하고, 구체적인 활동은 사회의 행위자actor

장한다는것을 중시하는경향이있는것같습니다. 이것은오히려슘페

에게 맡긴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질서자유주의적인 생각 179

터적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노베이션에 의한 경제성장을 주장했는데,

은 현대의 신자유주의로도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의해 어떤 질서나 균형이 생겨난다는 사고는 그다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역할
고쿠분 : 확실히 현재의 신자유주의를 특징짓는 것이라면, 오히려 “창

고쿠분 : 질서자유주의 같은 사상이 나오는 이유는잘 알겠습니다. 국가

조적 파괴”라고 말한 슘페터를 인용하는 편이 더 좋다는 느낌이 드네

의비대화에제동을걸어야한다는문제의식은잘알겠어요. 여기서생

요. 그러면, 질서자유주의와 현재의 신자유주의는 그다지 연결되지 않

각해야 할 것은 통치의 다양한 사업이 민간에 위탁될 때 그 사업에 대

는다는 느낌이 듭니다만….

한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생명정치의 탄생 에서 푸코는 사회보장에 관한 질서자

178

오오다케 :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어디까지나 사회의 자

유주의의 사고방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진정한 사

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한 점에서 질서자유주의는 주

회정책은경제게임에서는 그무엇에 대해서도손을 대지않고, … 그것

권과 통치의 분리를 향해 한걸음 내디뎠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원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원조〕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에만 원조를 한다”14)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점점 더 철저해

13) 생명정치의 탄생(生政治の誕生)』, 147頁. (國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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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생명정치의 탄생(生政治の誕生)』, 256頁. (國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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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서, 복지에 관한 국가의 역할이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있겠죠. 실제로 이라크의 민간군사회사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
다. 수송 작업을 소개받아 이라크에 갔더니, 고용주는 민간군사회사였

180

오오다케 : 생존권 보장처럼 근대국가의 최소한의 임무로 여겨졌던 것
이 민영화될 경우, 누가 최종적인 책임을 맡는가, 누가 accountability를
져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고 일은 군수품 수송이었기 때문에 공격 목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더욱 놀란 것은 공사현장을 지키는 경찰관 앞에 민간 경비회사의 경
비원들이 서서 경찰관들을 지키더라는 겁니다. 의뢰하는 쪽인 정부로
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도 경비회사의 경비원 ― 아르바이트도

고쿠분 : 사회보장 얘기는아니지만, 오키나와 현헤노코의 미군 신기지

있겠죠 ― 을 사용해서 경비 담당 공무원을 지키게 합니다. 어느 샌가 182

건설의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공사 현장을 일본

일본에서도 사태는 그렇게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사기지에 대한

의 유명한 민간경비회사가 경비를 맡고 있습니다. 경찰관이나 기동대

경비를 서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군사의 민영화가 빨라지고 있다

한테 맡기지 않고, 경비를 민간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비원들

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책임의 문제가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기지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의했습니다. 실로 교묘한 방
식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반대운동 사람들이 항의해도, 그들은 경비를

오오다케 : 최종적인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문제는 군사력 행

의뢰받았을 뿐인 사원이나 아르바이트이기에 아무런 사정도 알지 못

사의 경우에는 특히 중요하죠.

합니다. 즉, 아무런 책임accountability도 없습니다.

181

나리타 공항 건설 반대투쟁을 그린 오가와 신스케小川伸介15)의 영화

고쿠분 : 1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아니면 담당하지 못할 부문은

등을 보면, 시위대와 기동대가 부딪치고, “이런 게 옳다고 생각하는

확실히 존재합니다. 복지나 교육에는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이

가!”라고 외치고, 그것에 대해 경찰도 응수하면서 대화 같은 것이 있었

라는 생각이필요합니다. 그것들과는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지만, 그런 것도 없습니다. 뭐랄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나 군사도 국가가 담당하지 않으면 큰 일이 납니다.

오오다케 : 그런 말다툼은 일단 국가공무원이라는 자각이 있는 경찰을

오오다케 : 국가의 폭력 독점을 비판하는 담론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

상대로 해야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니까요.

러면 그런 독점이 흔들릴 때 어떻게 될까요? 군사력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행위자actor가 국가 이외에도 다수 생겨났을 경우, 그때 폭력은 지 183

고쿠분 : 거의희극적이기까지 합니다. 아무런 사정도 모른 채아르바이

금의 주권국가 체제 이상으로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최근

트로 경비 일을 하러 왔더니 미군기지 건설 현장의 경비였다는 일도

민간군사회사뿐 아니라 국제테러조직과관련해서도 심각하게 제기되
는 문제입니다.

15) 1935-1992년.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작품으로 『圧殺の森』、『日本解放戦線 三
里塚の夏』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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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쿠분 : 예를 들어 폴 버호벤16)의 1987년 영화 로보캅 에서는 경찰도

라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정권교체를 했을 때의 민주당도 그랬습니다.

민영화되어버린 디스토피아를 풍자적으로 그려내는데요, 오키나와의

그것은 그것대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권자는 입법권에 관여할 수 있

미군기지 건설 현장의 영상을 봤을 때, “ 로보캅 의 세계조차도 더 이

다면그것으로 좋다는생각이아직도강한이상, 민중이행정에관여하

상 그렇게 비현실적인 세계가 아니로군”이라고 생각하고 말았죠.

는 제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경찰이나 군사는 근대 주권국가의 양대 폭력 장치로, 주권의 모종의
근거였던 셈이죠. 힘이야말로 지배의 정통성을 담보한다는 전제가 있
고, 그것을어떻게할까를생각하고있다면, 지배층이 손쉽게폭력장치

‘효율성’이 아니라 ‘유효성’

를 민간에 아웃소싱하기 시작했다는 것 아닐까요?

오오다케 : 행정의 모습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고쿠분 씨는 자주 말씀하
시는데, 행정개혁은 그야말로 옛날부터 여러 사람들이 다뤘던 테마입

184

오오다케 : 폭력그 자체의 완전한폐기를 목표로 하는 절대적 평화주의
의 입장에 선다면다르겠지만, 작금의인류는 국가 ― 이것은 주권국가
이든 세계국가이든 같습니다만 ― 이상으로 유효한 폭력 통제의 수단
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이죠.

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일본에서 유행한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17)
등을꼽을수있습니다. 드러커도오스트리아출신의유대인으로, 나치
를 피해 국외로 망명한 인물입니다. 전체주의의 위험을 뼈저리게 경험
한만큼, 질서자유주의나하이에크와비슷한생각을갖고있고, 국가의
활동영역이넓어지는것에대해매우 경계심을갖고있었습니다. 다만

고쿠분 : 그러면, 잠정적인 결론으로서, 복지나 교육 같은 내셔널 미니

드러커도 단순히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멈의사고방식이필요한영역, 그리고군사나경찰같은폭력을통제해

단절의 시대 (1968)이라는 저작에서 그가 제안하는 것은, 정부와 민

야 하는 영역, 이 두 가지에 있어서는, 작금의 국가의 역할은 부정할 수

간 행위자 사이의 역할 분담입니다.18) 정부에는 분명히 의사를 결정한

없다는 게 될까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열린 결론으로서 말입니다.

다는역할이있습니다. 그러나 그결정을정부자신이 실행에옮기려고

그러면 제 자신은 법의 제정뿐만 아니라 법의 운용・적용의 장면에

하면, 엄청난비용과 작업의비효율을초래합니다. 많은역할을담당하

주권자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가라는 원래의 관심으로 다시금 돌아

면 담당할수록 정부는 오히려 약화됩니다. 때문에 정부는 오히려 의사

오는 느낌입니다. 그런 영역들은 법의 적용의 장면 그 자체입니다. 그

결정에만 전념하고, 그 실행을 민간 행위자에게 맡김으로써 계속해서

렇다면 어떻게 그것들을 주권자인 민중에게 열어나갈까요, 혹은 어떻

강한 정부일 수 있다고 합니다. 드러커는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

게 해서 그것들을 민중이 감시할 수 있을까요?
185

행정국가에 대한 반성은 줄곧 있었지만, 그것은 언제나 “정치주도”
17) 1909-2005년. 오스트리아 태생의 경영학자. “매니지먼트”로 알려졌다. 저서로
『マネジメント』, 『経営者の条件』 등.
16) 1938년 생. 네덜란드의 영화감독이므로 ‘파울 페르후번’이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것이다. 작품으로는 토탈리콜 , 원초적 본능(Basic Instinc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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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피터 드러커(ピーター・ドラッカー), 『드러커 명저작집7 단절의 시대(ドラッ
カ名著作集7 断絶の時代)』, 上田惇生 訳, ダィヤモンド社, 2007年. (大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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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라, 국가를 더욱 활력 있게 하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이 한정되어야 한

사고방식에가깝다고 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실업자한테 돈을주는

다고 얘기합니다.

게 아니라, 직업 훈련을 통해 자립하여 일하도록 하는 워크페어workfare
정책 등이 전형적이죠.

고쿠분 : 드러커의 경영학도, 전체주의의 경험이 배경을 이루는 거군요.

187

그러나 이런 “제3의 길”도 이제는 이미 곳곳에서비판을 받고 있습니

그렇지만국가 같은조직을부정하는것은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유

다. 안토니오 네그리24)도 그것을 신자유주의의 변종에 불과하다고 하 188

효하게 기능시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드러커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며, 직업훈련에의해노동자의 자립을촉진한다는정책이실제로잘기

정부와 민간 행위자 사이의 역할 분담도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능하지 않음으로써 기본소득25) 같은 주장이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저

고 생각합니다.

는 기본소득에 회의적이지만, 그렇지만 “제3의 길”로도 좋을까요? 자
립적으로 활동하는 민간 행위자를 활성화시켜서 통치에 기입하려고

오오다케 : 더 말하면, 그런 드러커의 생각에 영향을 받은 책으로 데이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것일까요?

비드 오스본19)과 테드 게블러의 행정혁명 (1992)이 있습니다.20) 신자
유주의도 고전적인 복지국가도 아닌 제3의 길을 제시한 책으로 인기

고쿠분 : 저도 기본소득 같은 방식에는 회의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를 끌었고, 클린턴21) 정권의 행정개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개혁파

“인간에게는 빵을 마련해주면 그것으로 좋다”는 생각 아닐까요? 게다

지사로 주목을 받은 기타가와 마사야스北川正恭22) 전 미에현 지사 등도

가 “제3의 길”을 지지할지 여부는 차치하고, 실업자에게 돈을 줄 뿐 아

읽고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 얘기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은

니라, 그들이 일을 찾아내서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역량 강화empowerment”에 있다는 것입니다.

직업훈련이든 뭐든 지원을 한다는 것은 방향성으로는 기본적으로 옳

즉, 시민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겁니

다고 생각합니다. 즉, 복지를 더 다양화한다는 것이죠. 제게는 기본소

다. 영국의 블레어23) 정권의 “제3의 길”에서 보이는 활성화activation의

득의 생각이 신자유주의적으로 보입니다. 개개인을 추상적으로 생각 189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민간 행위자 사이의 관계인데요, 민간 행위자라고 해

19) 클린턴 정권의 앨버트 고어 부통령의 조언자를 역임했다. 저서로 행정혁명 ,
재정혁명 등.
20) 데이비드 오스본/테넷 게블러(デビッド・オズボーン/テッド・ゲーブラー),
『행정혁명(行政革命)』, 野村隆 監修, 高地高司 訳, 日本能率協会マネ ジメント
センター, 1995年. (大竹)
21) 1946년 생.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제42대 미국대통령.
22) 1944년 생. 일본의 정치가.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미에현 지사. 저서로 『マニ
フェスト革命』 등.
23) 1953년 생.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영국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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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은 민간 기업일 테지
만, NPO도 민간 행위자이며, 게다가 현재에는 사회에서 매우 큰 역할

24) 1933년 생. 이탈리아의 철학자. 저서로 제국 (마이클 하트와 공저), 야생의
아노말리 등.
25) Basic Income.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내기 위한 현금을 무
조건으로 정기적으로 급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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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맡고 있습니다. 혹은 대학도 민간 행위자 중 하나이죠. 민간 행위자

기에는 정치와 경제를 소박하게 이원적으로 대립시키는 생각은 없습

를활성화시킬 경우, 사회가정부대민간이라는단순한도식으로는들

니다. 경제를 항상 “정치경제학”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점에서는

어가지않는다는것을고려해야하며, 그위에서국가의책임을확실하

옳다고 봅니다.

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쿠분 : “정치경제학”이란 지금 요구되는 관점이라고 봅니다. 이 표현

190

오오다케 : 국가가 아니라 민간 행위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많

은 “폴리티컬 이코노미”의 번역인데요, 원래 정치학과 경제학은 통일

이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국가는 끝났다”고 단순하게 말할 수는없

적으로 파악되었고, 둘이 어우러져서 정치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이루

습니다. 질서자유주의에 특징적인 것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강조하

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두 개가 갈라지고, 특히 경제학은 계량적인

면서도,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국가를 기초로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

‘과학’을 자칭하고 맹렬하게 발전하는 동시에, economics라는 명칭이

니다. 이런 점에서는, 정치를 시장원리로 치환하고, 인간을 호모 에코

발생합니다. 지금 영어사전을 인용하면, political economy는 economics

노미쿠스(경제적 인간)로 축소하려는 시카고학파보다도 옳지 않을까

의 옛날 명칭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호칭이 바뀐 것만이

요? 시장에 대한 정치의 통제를완화하고자유경쟁에맡기겠다는결정

아닙니다. 내용에 맞춰서 호칭이 달라진 셈이죠. 바로 정치와 경제를

자체가 “정치적”인 프로그램이죠. 규제완화라고 해도 국가가 법률을

소박하게 이원적으로 대립시키는 생각이 political이라는 부분을 배제

그렇게 규정함으로써 행해지는 것이니까. 자유로운 시장도 국가의 제

했습니다.

도라는 지평 위에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질서자유주의의 경우,

역시 매우 고전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192

경제가 완전히 국가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착각은 갖

시장의 원리로 국가의 모든 영역을 운영한다는 시카고학파적인 신자

고 있지 않습니다.

유주의가대두하고있으며, 그문제점은끈질기게지적해야하며, 실제
로 그런 작업은 ‘신자유주의’ 비판으로서 꽤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

고쿠분 : 고전적 자유주의와도 케인스주의와도 나치즘과도 사회주의

만다른 한편으로, 그것을대신하는것으로서거대한국가에 의한통치

와도 다른 사상으로 구상된 질서자유주의를, 푸코가 말하는 것처럼 그

를 구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원래 신자유

대로 시카고학파적인 신자유주의의 원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국가

주의적인 발상은 국가권력의 무제한적 확대에 대한 반성에 의해 생겨

를 완전히 시장원리 아래에 두는, 이른바 네오리베〔신자유주의자〕적인

난 것이었습니다.

발상과는 다른 것으로 질서자유주의를 파악해야 하며, 거기에는 봐야
할 대목이 있다는 것이죠. 아주 흥미로운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드러커의 경영학적인 관점은 매우 참고가 된다고 생각합니
다. 즉, “큰 정부인가 작은 정부인가”라는 양자택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조직이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매니지먼

191

오오다케 : 질서자유주의에 완전히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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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필요한가를 생각합니다. 조직 자체를 부정하면 신자유주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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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되어버리며, 조직이 유효하게 기능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조직은

문에유효한대처가되고있습니다. 게다가머리를맞대고지식을획득

비대화되어 전체주의적인 것이 되어갑니다.

하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면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

어쩌면 국가를 경영학적인 매니지먼트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발상

어 공적 기관이 이런 활동을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바로 유효

은, 신자유주의적인 ‘경제합리성’의 발상에가깝다고 이해될지도모르

한 외부 위탁이죠. 다만 외부 위탁에 의해, 정말로 문제 해결을 위해 일

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경제학자인 야스토미 아유미安冨歩는

하는사람들을 지원할수도있겠지만, 예를들어보육원의민영화따위

드러커의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매니지먼트를 ‘효율성efficiency’이

는 분명히 행정의 책임 회피이니까요.

아니라 ‘유효성effectiveness’으로 생각했다는 데 있다고 합니다.26) 지금
의 신자유주의적인 생각은 ‘경제 합리성’의 이름 하에서, 유효성이 아

오오다케 : 민영화라고 하면 아무래도 복지나 육아지원 같은 사회 목적

니라 효율성만을 생각하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보다도, 세출 삭감이

그런 것을 하면, 복지나 사회보장 따위는 정말로 망쳐버립니다. 이런

라는 효율성의 논리가 우선시되기 쉽네요.

영역들이야말로, 어떻게 하면 유효한가를 무엇보다 생각해야 하는 영
역이죠. 게다가 유효성을 생각한다면, 결과로서 효율도 좋아질겁니다.

고쿠분 : 행정에 맡기면 효율이 나쁘니까, 공적인 사업도 점점 외부 위 195
탁해서 시장에서 경쟁시키면 된다는 발상이 너무도 단순하다는 것은

오오다케 : 일률적으로 사회보장이라고 해도, 민간에 위탁하면 잘 되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발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부분과그렇지 않은부분이있죠. 그런부분들을해부해서생각해야할

드러커같은관점에서, 행정및민간행위자의유효한 조직매니지먼트

겁니다.

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역시 분야마다, 사례마다 해야 할 것도 다르
고 원칙도 다르기 때문에, 개별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확인할

고쿠분 : 사회보장이나 복지의 유효성을생각할 때, 특히 개별적으로생
194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이겠죠.

각한다는 관점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르크DARC27)

아무튼 질서자유주의를 다시금 평가해보자는 오오다케 씨의 문제제

라는 약물의존이나 알코올의존에 빠진 사람들의 자조 그룹과 약간 친

기는 의표를 찌르는데,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푸코의 정리에 따르면

분이있는데요, 이런활동은단순히국가가돈을내놓는것만으로는절

질서자유주의라고 해도 시카고학파적인 국가혐오의 사상의 한 패턴

대로 할 수 없어요. 어차피 시시한 포스터 작성 따위에 돈을 낭비합니

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제대로 사정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열의를 갖고 씨름하고 있기 때
오오다케 : 확실히 국가혐오라는 푸코의 말은 너무 강하다는 인상이 있
26) 야스토미 아유미(安冨歩), 『경제학의 출범(経済学の船出)』, NTT出版, 2010年,
86〜87頁. (國分)

습니다. 전체주의, 혹은케인스주의같은형태로국가의행정기능이확 196
대하는 것에는 비판적입니다만, 국가 역할의 중요성은 질서자유주의

27) Drug-Addiction-Rihabilitation-Center의 약칭. 민간의 약물 의존증 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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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에 있는 국가로”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원리는 교환이
아니라 경쟁이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질서자유주의와 고전적 자유주

고쿠분 : 나치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만, 20세기는 역시 국가혐오가 정

의의 차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푸코는 질서자유주

말로 강하고, 국가에 대해 욕을 하면 뭔가가 된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

의가 이경쟁을 자연현상으로 생각하지않았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즉,

같습니다.

국가에 의해 조건을 인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비로소 처음으로 발생
하는 것이 경쟁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시장의 감시 하에 있는

오오다케 : 그것은 언제 얘기입니까?

국가”라는 정식과 모순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만.
반복해서 말하지만, 질서자유주의가 국가에 뚜렷한 지위를 부여한 198

고쿠분 : 포스트모던28) 무렵?

점은 잊어서는 안 되네요.

오오다케 : 과연 포스트모던과 나치즘 때는 배경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

오오다케 : 적어도 질서자유주의에는 아직 있었던 듯한데, 경제활동에

니까? 실제로나치즘에쫓긴 30년대의 망명자들과 80년대, 90년대의일

질서가 필요하다는 사고방식 그 자체를 이제는 그다지 돌이켜보고 있

본의 포스트모던을 하나로 쳐버리면 하이에크 등이 불쌍해져버리죠.

지않은 것같습니다. 시장의원리가교환에서경쟁으로변화하고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망명을 했으니까요.

는 푸코의 진단은 이런 의미에서는 옳을지도 모릅니다. 질서나 균형을
목표로 움직인다기보다는 그저 경쟁에 의해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시

197

고쿠분 : 확실히 그렇네요. 생각하면 제 자신은 하이에크 같은 경험의

장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업가들의 이노베이션에 의한 경

소유자가 국가에 대해 품은 마음가짐을 좀체 상상할 수 없지 않을까

제성장이 강조되고, 아주 슘페터적인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싶네요. 국가 역할의 재정의라고 할 때, 그들의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되

앞에서 애덤 스미스에게는 신스토아주의적인 섭리의 사고방식이 있

며, 또 어떻게 하면 실감을 갖고 상상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다고얘기했습니다. 즉, 스미스의 경우경쟁이나성장은최종적으로모

안 되죠.

든 것이 조화를 이룬다는 균형상태를 전제로 하여 사고됐습니다. 질서

그러면 푸코에 의한 질서자유주의 해설에 대해 조금만 보충하겠습

자유주의는 더 이상 그런 신학적인 전제에 의존할 수 없게 됐기 때문

니다. 분명히 푸코는 그의 사상을 ― 시카고학파적인 신자유주의와 동

에, 자유경쟁에 질서를 부여하는 기초를 국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

일시하듯이 ― “국가의 감시 하에 있는 시장으로부터 시장의 감시 하

어내고자 했습니다.

199

한편, 지금의 신자유주의는 질서나 균형에 무관심한 채, 어떻게든 경
28) ‘근대 이후’라는 의미.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ジャン=フランソワ・リオター
ル), 『포스트모던의 조건(ポスト・モダンの条件)』(1984)에 의해 널리 알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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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불안정한 것이어도 상관없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럭저럭

고쿠분 :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따위는 필요없다고 말하면서도, 곤란

경제의 안정성을 보장해온 그동안의 국가 역할은 당연히 경시되어 버

하면 국가에 기댑니다. 카야노 토시히토萱野稔人 씨의 말을 빌린다면,

립니다.

‘탕아’입니다. 국가의 무서움을 알고 있기에, 그 유효한 운용을 생각한
드러커 같은 냉정한 인식이 없으면 정말로 안 됩니다.

고쿠분 : 주권은 통치할 수 있는가라는 첫 번째 문제와 연결되네요. 주
권은 보댕이나 슈미트가 꿈꿨던 것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오오다케 : 또 한 가지 점을 지적하면, 신자유주의에는 뿌리 깊은 성장

범위에서 기능할 수 있고 기능해야 합니다.

신화가 있죠. 주지하듯이, 1972년에 나온 로마클럽30)의 유명한 보고서
성장의 한계

31)에서는

경제성장에는 지구환경이나 자원의 량에 의

오오다케 : 시장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리스크 헤지29)를 할 수 없습니다.

해 부과된 자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32) 전후의 고도성장기

어떤 형태로 최종적인 리스크 헤지를 하는 국가는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가 끝나고, 에콜로지 운동이 생겨나게 된 시기입니다.

입니다.

반면 다니엘 벨33)은 로마클럽의 보고서가 이노베이션의 역할을 고 201
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시대는 이제 “산업사회”

200

── 파산할 것 같은 은행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 등이죠.

에서 “포스트산업사회”로 질적인 변화를 이룩했다고 합니다. 로마클
럽이 말하는 성장의 한계는 어디까지나 근대적인 산업사회의 한계이

오오다케 : 맞아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국가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아

며, 현대의 포스트산업사회에서는 이노베이션을 일으킴으로써 새로

직 있죠.

운성장의여지를차례차례산출할수 있다는겁니다. 지금의신자유주
의는 완전히 이것과 똑같은 생각 위에서 전개됩니다.
고쿠분 : 이노베이션은 미리 알지 못하니까 이노베이션이며, 그것에 기

29) Risk Hedge. 헤지(hedge)란 환율, 금리 또는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보
유하고 있는 위험자산의 가격변동을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 즉,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확정된 자산으로 편입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주로 선물 옵션과 같
은 파생상품을 이용한다. 이를 통해 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헤지는 ‘리
스크 헤지’의 줄임말로 사용된다. 즉, “리스크 헤지”란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
정도를 예측하여,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취해 대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산운용에 있어서, 자산가치가 일방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 선물거래를 사용해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법이 있다. 주식 등의 현물
을 사들이는 동시에, 선물시장에서 같은 양의 매물 주문을 내놓고, 현물의 가격
하락이 계속될 것 같을 때, 선물시장에서 먼저 판 것을 싸게 되사면, 현물 거래
에서 생긴 손실을 커버할 수 있다. 이익추구보다 가격변동 리스크를 억누르고
안정된 운용을 하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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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스위스에 본부를 둔 민간 싱크탱크.
31) 로마클럽이 1972년에 발표한 보고서. 인구증가나 환경파괴 등이 현재처럼 계
속되면, 100년 이내에 인류의 성장이 한계에 달한다고 한다.
32) ドネラ・H・メドゥズ 외, 『성장의 한계 : 로마 클럽 ‘인류의 위기’ 리포트(成長
の限界 ローマ・クラブ「人類の危機」レポート)』, 大来佐武郎 監訳, ダイヤモン
ド社, 1972年. (大竹)
33) 1919-2011년. 미국의 사회학자. 저서로 이데올로기의 종언 , 탈산업화사회의
도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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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건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런 입장은 일반적으로 에콜로지즘ecologism에 친화적이라고 여겨집니
다만, 그것을 오히려 신자유주의와 결부시키는 것이 쿠퍼의 논의의 재
미있는 대목입니다.

생명과 경제성장의 신화
202

바이오테크놀로지는 생명에 본래 내재하고 있을 무한한 자기 산출

오오다케 : 이와 관련해, 오스트레일리아의 사회학자 멜린다 쿠퍼의

의 잠재력potential을 끌어내려고 하는 과학기술입니다. 70년대 이후 미

잉여로서의 삶 (2008)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34) 꽤 재미있었어요. 거

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바이오산업을 중점 산업 중 하나로 위치시킨

기에서는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신자유주의의 전략이, 70년

것은이 점과관련되어있습니다. 생명의내적가능성을이용하는바이

대 이후 미국에서 바이오테크놀로지 산업의 발흥과 연결된다고 지적

오산업은 지구의 유한한 자원 한계와는 무관하게, 끝나지 않는 성장을

했습니다.

약속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른바생물은, 자기자신의내부로부터 ‘잉여

쿠퍼에 따르면 20세기 후반이 되자 생물학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가치’를 산출해냅니다. 이런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는 바이오산업을 중

을볼 수있게됐습니다. 즉, 지구라는 유한한 환경에서만살 수있는생

심으로 하는 ‘바이오 이코노미’가 되어 ‘생명정치’로서의 성격을 강화

물이 아니라 우주나 심해 등 보통의 동물이 살 수 없는 극단적인 환경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생명을유지할수있는생물에관심을기울이게됐습니다. 최근의

NASA가 씨름하고 있는 우주생물학의 프로그램 등이 그 예입니다. 보

고쿠분 : 농업을 생각하면, 그 얘기는 제법 들어맞는다는 느낌이 듭니 204

통의 유기체의 한계를 넘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미생물 같은 것이

다. 거대 기업이 자신들에게 편리한 대로 종의 품종을 개량하고, 농가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에매년비싼씨앗을판매하는 종자전쟁으로 불리는사례도있습니다.

이러한 생물은 외부 환경이 어떻든 그것에 제약당하지 않고 자신을
산출・창조할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완전히 내재적인 자기 조직화

쿠퍼는 생명이라는 새로운 잉여가치의 영역이 활용되고 있는 이 사태
를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시스템이라는 이상을 체현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생명은 본질적으로
203

그 어떤 한계도 외부도 없이 스스로를 무한하게 전개할 수 있는 능력

오오다케 : 물론 비판적으로 파악합니다. “성장의 한계”는 에콜로지와

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쿠퍼는 지구화학자인 베르나츠

이코노미(경제)가궁극적으로는 양립할 수없다는 생각을 전제하고있

키Vernadskii나 러브록James Lovelock, 생물학자인 프리고진이나 스탄제르

는데,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삼은 신자유주의 전략에서는 경제성장

등, ‘전체론holism’35)적 입장의 과학자의 영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의에콜로지적 한계가없다는것입니다. 외적환경과는관계없이, 생명
은 새로운 비즈니스의 싹을 그 내부로부터 산출해낼 테니까요.

34) Melinda E. Cooper, “Life as Surplus: Biotechnology and Capitalism in the Neoliberal
Er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8. (大竹)
35) 어떤 시스템 전체가 그 부분의 산술적 총합 이상의 것이라는 생각. 혹은 전체

134 통치신론

를 부분이나 요소로 환원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

4장.신자유주의의 통치에 관해 135

205

물론 “바이오테크놀로지는 신자유주의이다”라고 말할 생각은 없으

국도이런탈영토적인경제지배의흐름속에서나왔습니다. 하지만지

나, 미국에서는 실제로 캘리포니아의 산타페연구소 ― 복잡계 연구의

금은, 영토의 지배는 물론이고 해양이든 금융시장이든, 그런 탈영토적

거점인데요 ― 등에서 생물학자와 경제학자의 의견교환이 활발하게

인 공간의 지배에 의해 패권을 유지하는 것도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에 의해 경제학에 생물학의 수사학이 이

만일 쿠퍼의 논의에 입각해 말한다면, 이제 자본주의는 새로운 프런

식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군요. 그런 가운데, 자기조직화 같은 복잡

티어를 생물의 내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데에서 찾아내고 있는 것인지

계 이론의 개념이 신자유주의의 반에콜로지적 성장 신화에 이용되는

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땅’에서 ‘바다’, 그리고 ‘하늘’로 옮겨간 공간

일도 일어납니다.

지배의 형태가 마지막인 ‘우주’에서 생물학과 결합되는 것인지도 모르
죠. 생명 속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은 결코 소진되지 않으며, 그 어떤 한

고쿠분 : 정말로, 이것은 아무래도그럴듯한얘기네요. 식민지주의에서

계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영토를 확대한 끝에, 미개척 영토가 없어지고 제국주의 전쟁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실물경제에서 이윤을 거두지 못하게 되자, 버추얼한 금

고쿠분 : 금융이라는버추얼 공간도 오래됐다는 말이죠. 이 얘기는어딘 207

융공간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버추얼한 공간도 한계를 맞이

지 모르게 에피스테메의 섬뜩한 변동을 예감시킵니다. 푸코는 말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속에서 바이오테크놀로지로 새로운 영역

사물 (1966)38)에서 19세기에 경제학은 ‘노동’을, 생물학은 ‘생명’을 발

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셈입니까?

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쿠퍼에 따르면, 현재에는 경제학과 생물학이 손
을 잡고, 생명 속에서, 노동도 금융도 아니고, 새로운 가치의 원천을 찾

오오다케 : 카야노 토시히토萱野稔人 씨와 미즈노 카즈오水野和夫 씨의 대

아내고 있다는 거죠. 쿠퍼의 논의는 아직 발전의 여지가 있겠지만, 어

담에서 지적되고 있어요.36) 세계자본주의의 역사에서는, 처음에는 군

쩌면 매우 중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사에의한영토지배의확대가그대로 경제패권으로연결되었지만, 점

206

차 탈영토적인 경제 시스템을 지배하는 국가가 패권을 쥐게 됐다고 합

오오다케 : 인간이나 생명이 “유한”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어

니다. 구체적으로는 17세기 이후에 해양 지배를 확립하고, 자유무역의

떻게든 극복하고 싶다는 멘탈리티에서 좀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지

규칙을 전 세계로 확대한 영국 등입니다. 카야노 씨와 미즈노 씨는 슈

도 모릅니다. 고쿠분 씨도 나카자와 신이치中沢新一 씨와의 대담집 철

미트의 저작 땅과 바다 (1942)37)의 논의를 인용합니다만.

학의 자연 (2013년)에서 왜 원자력에 매료당한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달러 기축 통화 체제에 기초한 금융 제

36) 水野和夫/萱野稔人, 『초거시전망 : 세계경제의 진실(超マクロ展望: 世界経済
の真実)』, 集英社新書, 2010年. (大竹)
37) [옮긴이] 카를 슈미트, 땅과 바다 , 김남시 옮김, 꾸리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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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가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39) 인간에게는 그 무엇에도 의지할

38) [옮긴이] 미셸 푸코, 말과 사물 , 이규현 옮김, 민음사, 2012.
39) 中沢新一・國分功一郎, 『철학의 자연(哲学の自然)』, 太田出版, 2013年, 26-30
頁. (大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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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수 없는 자기 완결된 세계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욕망이 있다고 생각합

게다가현재각국에서바이오산업이성장산업으로기대를받고있는

니다. 자원량의한계에 좌우되지않고에너지원도자신의손으로산출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을 신자유주의의 전략과 결부시키는 쿠퍼

하고, 그것이 무한한 발전을 약속합니다. 완전하게 자기 충족적인 세

의 ‘생명정치’론은 약간 사변적이고 너무 지나친 것인지도 모릅니다만.

계, 그 어떤 외부도 없는 내재적 세계라는 꿈입니다. 인간은 항상 다양
한 것을 바깥으로부터 ‘증여’받고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일 텐데 말이

고쿠분 : 그래도 제 나름대로 실감 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의

죠. 끝없이자기조직화를계속하는시스템에대한신앙은일부의생물

공간도 아니고 버추얼한 공간도 아닌 생물 그 자체로 경제의 프런티어

학자나 경제학자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 이행한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사태이죠.

210

실제로 세상의 일반적인 흐름을 봐도, 예전에는 에콜로지와 에코노
미(경제)가 양립할 수 없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양립

오오다케 : 혹시 어쩌면 STAP 세포가 한때 그토록 흥분된 채 받아들여

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늘고 있습니다. ‘에콜로지적 근대화’라든가, ‘에

진 것도, 사람들의 그런 욕망에 따랐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생명은 스

코자본주의’라고얘기됩니다만. 에콜로지도성장산업이될 수있다는

스로를 몇 번이나 재생하고, 무한하게 지속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생각이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싶어 하는 거죠.

고쿠분 : ‘그린 뉴딜’ 등이라고도 하죠.

고쿠분 : 경제성장이생명 그자체속에서프런티어를찾아내고있는것
인지도 모른다는 가설은 앞으로 10년 정도에 걸쳐 검증되어야 할 것으

오오다케 : 예를 들어 독일의 좌파정당에서도, 에콜로지와 경제 사이의
209

긴장관계는 옛날만큼 의식되지 않게 됐습니다. 사회민주당은 물론이
고 녹색당에서도 그렇습니다.

2002년에 채택된 녹색당의 현재 강령 “미래는 녹색”에서는 이노베이
션에 의해 에콜로지를 배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사고방
식이 뚜렷하게보입니다.40) 80년대의녹색당창당 당초에비해, 에콜로
지와 경제를 타협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장의 한계라는 비관론은 그다지 유행하지 않으며, 에콜로
지를 경제성장 속에 받아들인다는 분위기가 되고 있네요.

로, 여기서 소개해두죠.
그나저나 이 에피소드는, 경제성장 신화의 집요함을 새삼 느끼게 해
주네요. 성장 신화비판에 대해서는, “저성장일 떄 가장타격을받는것
은가난뱅이이다”라는상투적인반론이있습니다. 그래도거기에서생
각해야 하는 것은, 국가를 통한 재분배입니다.
지금까지 거듭 말했는데요, “국가를 시장의 감독 하에 둔다”는 방식 211
으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도대체 국가의 역할은 무
엇이며, 국가는어떤 분야를담당해야하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생각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40) 강령 90. 독일녹색당(ドイツ緑の党), 『미래는 녹색(未来は緑)』, 今本秀爾 監訳,
緑風出版, 2007年. (大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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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주의와 민주주의 재고

구성적 권력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의 불일치
법 운용의 역사성
슈미트의 오해
스피노자의 특이성
민주주의에 관한 동질성과 다수성
시민적 불복종과 입헌주의

구성적 권력

고쿠분 : 마지막으로 다시금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 얘기를 나눕 214

시다. 논의의보조선으로안토니오 네그리의 구성적권력 (1997)을거
론하고 싶습니다. “구성적 권력”은 프랑스어로 pouvoir constituant이고,

“헌법제정권력”으로도 번역됩니다. 말 그대로 헌법을 제정하는 힘인
데요, 사실은 아주 다루기 어렵고, 법학에서도 큰 문제를 계속 제기한
개념입니다. 사상가마다취급방식이상당히다릅니다. 그러니까이개
념의 취급이나 이 개념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그 사상가의 정치나
법에 대한 생각을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그리는 1장의 첫머리에서, 이런 헌법제정권력 = 구성적 권력에 관
한 다양한 입장을 분류하고 매우 압축적으로 정리하는데, 이것은 좋은
참고가 됩니다.1) 그래서 그 논의에서 시작해 봅시다.
우선 첫 번째 범주는 “구성적 권력”을 초월적인 지위에 두는 게오르 215
크 옐리넥2)이나 한스 켈젠3)의 입장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구성적
권력의문제를 법학이다루는범위의바깥에 두고, 이를사회학이나역
사학의 대상으로 삼는 사고방식이죠. 헌법은 실제로 있으니까, 그것을
제정한권력이 있었다고상정을하지만, 그러나그권력자체를문제로
서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오오다케 : 슈미트가 비판하는 “순수법학”의 입장이죠. 법을 제정하는

1) 안토니오 네그리, 구성적 권력(構成的権力)』, 杉村昌昭・斉藤悦則 訳, 松籟社,
一九九九年, 23~33頁. (國分)
2) 1851-1911년. 19세기를 대표하는 독일의 공법학자. 저서로 『人権宣言論』 등.
3) 1881-1973년. 오스트리아의 공법학자. 저서로 『法と国家』, 『純粋法学』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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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그 자체는 법학 내부에서 다룰 수 없다는 것으로, 법 이론의 대상

리에게 보여주는 동물은 언제나 완전히 가축화된 동물 아니냐는 겁니

으로부터 제외하자고 합니다.

다. 구성적권력은야생동물처럼거칠고, 그렇게간단하게는사람들의
손에 잡히지 않는데도, 법학자들은 그것을 길들이고 싶어 한다고 말입

고쿠분 : 두 번째 범주는 헌법이 입헌주의적으로 작동하고, 그 과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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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구성적 권력을 위치시키는 사고방식, 즉 입헌 시스템 속에 구성적

네그리가 구성적 권력이라는 말로 생각하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권

권력을 내재시키는 입장이라고 설명됩니다. 먼저 이름이 언급되는 것

력, 혹은 민중이 지닌 역량입니다. 이것이 헌법을 제정하는 권력으로

이 존 롤스4)나 페르디난트 라쌀레5) 등인데요, 이 범주가 어렵게 여겨

상정되니까요. 네그리의조바심이란, 즉 구성적권력이원래 그렇게버

지는 것은 이 사람들과 나란히 베버나 슈미트의 이름도 여기서 언급되

릇이 좋지 않은데도, 법학자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입헌주의라

기 때문이죠. 네그리 자신이 깔끔하게 설명을 달고 있지만, 이것은 꽤

는 법의 지배를 말하는 법학자들은 가축 얘기만 하고, 이 권력이 야생

어림잡은정리일겁니다. 다만 롤스나라쌀레등의논의와의 차이는분

동물처럼 거칠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 야생의 힘을

명히말하고있고, 베버나슈미트의특징은이권력의 비합리성에주목

길들일생각만 하고있을뿐이라는겁니다. 꽤날카로운지적이라고생

한 점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각합니다.

세 번째 범주는 현대의 아카데미즘 법학자들을 염두에 두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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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에, 네그리는 이로부터 구성적 권력 = 헌법제 218

구성적 권력을 법이나 제도에 통합해버리는 생각입니다. 언뜻 보면 두

정권력이라는 야생동물을 길들이려고 생각하는 입헌주의의 사상이

번째 범주와도 비슷하지만, 첫 번째 범주나 두 번째 범주로 생각됐던,

기본적으로 반민주주의적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비약한다는 것입

이 권력이 가진 “형성하는 힘”이 여기서는 더 이상 사고되지 않습니다.

니다. “입헌주의적패러다임은 … 비민주주의적인패러다임이다”라는

네그리로서는 이 세 번째 범주가 가장 불만을 품게 하는 것 같지만,

것입니다. 네그리의조바심은이해할수있지만, 이것은역시극단론이

그의 불만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세 가지 범주 모두에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헌주의를 이렇게 자리매김 함으로써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구성적 권력의 무력

도대체 어떤 정치적 비전이 도출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생 동물은

화이며, 눈속임이며, 그 의미의 박탈”이라고 합니다.

야생 동물답게 행동하는 편이 좋다는 것인가요?

무슨 말이냐 하면, 네그리의 표현이 정말로 생각하게 하는 것인데요,
그는 구성적 권력 = 헌법제정권력을 “야생동물”에 빗대고 있네요. 이

오오다케 : 자못 네그리다운 반입헌주의의 입장이네요. 구성적 권력을

권력은야생의 힘이라고도해야할거친것이다. 그런데법학자들이우

입헌주의라는 울타리에서 풀어놓고, 본래의 야생 모습대로 활동하게
하자는 거네요.

4) 1921-2002년. 미국의 철학자. 저서로 정의론 , 공정으로서의 정의 등.

고쿠분 : 네그리는 모종의 법학적사고가가진 맹점을찌르고있다고생

5) 1825-1864년. 프로이센의 법학자, 철학자. 국가사회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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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합니다. 구성적 권력을 야생 동물로 보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고, 그

스히로奥平康弘8) 씨는 헌법을 제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

것을길들이려는마음이되어서는안된다는 것도맞는말입니다. 하지

입헌주의의 전제라고 말씀하십니다. 헌법제정권력이 국민한테 있다

만 이로부터 입헌주의를 반민주주의적이라며 배척하는 것은 너무 위

는 의미에서의 입헌주의이죠. 젊은 헌법학자 키무라 소타木村草太9) 씨

험합니다.

도 이 입장에 가까운 것 같아요.10)

그러면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까요?
앞서 소개한 오오다케 씨의 강연에서도 강조되고 있듯이, 입헌주의와

오오다케 :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권력이 남용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

민주주의의 관계라는 문제는 아직 미해결인 채로 머물러 있습니다. 일

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세베 씨처럼, 민주주의적 헌법제정권력이라고

본의 헌법학자의 견해를 조금만 참조합시다. 가령 도교대학교 법학부

하더라도 함부로 신용하지 않고, 권력 행사의 제한이라는 고전적인 입

교수인 하세베 야스오長谷部恭男 씨는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민주적인

헌주의의 입장에 매달리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통해서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경성硬性의 헌법전으로 규정”

저로서는분명히 입헌주의와 민주주의가 역사적으로 종종 대립했지 221

한다고 설명합니다. 혹은 “민주적 절차가, 본래 사용할 수 없는 목적을

만, 원리적인 부분까지 대립한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양자는

위해 사용되면, 삐그덕거림을 낳는다는 것은 분명”하며, “민주주의가

구별되어야 하지만,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대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호하게 기능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민주주의가 적절하게 대답을

전에 제가 입헌주의와 민주주의를 과감하게(drastic) 대조시켜 설명한

낼 수있는문제로, 민주주의의결정할 수있는 것이 한정되어있는것”

것은 어디까지나 논의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라고도 말씀하셨다.6)
하세베씨가말하는이미지란, 민주주의위에입헌주의를덮어씌워서,
220

“여기까지는 민주주의로 하면 좋지만, 이것 이상은 민주주의로도 해서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의 불일치

는 안 됩니다”라고 헌법으로 금지해둔다는 거죠. 이 경우, 헌법이 선행

고쿠분 : 다만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의 불일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하며, 그것에 의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민주주의가 행해진다는 게 됩니

는 거의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라, 입헌주의를 지켜

다. 하세베 씨보다 윗세대인데, 히구치 요이치樋口陽一 씨도 국민주권을

라, 이런 것은 어쩐지 슬로건으로 주창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봐도,

포함한모든 권력을묶는 원리로서 입헌주의를 생각한다고 봅니다.7)
반면 히구치 씨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헌법학자인데, 오쿠다이라 야
8) 1929년 생. 일본의 법학자. 도쿄대학교 명예교수. 저서로 『憲法の想像力』, 『憲法
を生きる』 등.
6) 長谷部恭男, 『헌법과 평화를 다시 묻다(憲法と平和を問いなおす)』, ちくま新書,
2004年, 41, 61, 62頁. (國分)

9) 1980년 생. 수도대학도쿄 조교수. 저서로 『텔레비전이 전하지 않는 헌법 이야기
(テレビが伝えない憲法の話)』, 『키요미즈 조교수의 법학 입문(キヨミズ准教授
の法学入門)』 등.

7) 樋口陽一, 『지금, ‘헌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할까(いま、「憲法改正」をどう考え
るか)』, 岩波書店, 2013年, 1-7頁. (國分)

10) 奥平康弘・木村草太, 『미완의 헌법(未完の憲法)』, 潮出版社, 2014年, 16~19頁.
(國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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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으로봐도, 양자사이에는간극이있다는것을더인식해야합니

바이마르시기의슈미트는, 만일헌법에적혀있는개정절차를따랐다

다.

고 해도, 헌법에는 결코 바꾸면 안 되는 핵심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
니다. 안 그러면, 헌법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며, 법적

오오다케 : 대체로 헌법학자들은 권력행사를 제한한다는 입헌주의의

안정성이 궁극적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헌법

당초 이념에 충실하네요.

개정의한계’입니다. 이학설은현재의일본헌법학에서도널리받아들
여지고 있네요.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한 헌법 96조 그 자

222

고쿠분 : 그런것 같아요. 저는네그리의 반입헌주의적입장에는 단호하

체의 개정에 의욕을 보였을 때, 그 반대론으로 자주 원용됐습니다. 헌

게반대하지만, 그가일부법학자들의논의에반발하는이유는잘알고

법의 절차를 따라 헌법 개정의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은 헌법의 안정성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입헌주의라는 울타리에 가둬버리는 이미지는

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96조 개정은 헌법 개정의 한계를 뛰어넘어버린 224

어딘가 찜찜하고, 그것에 의해서 민중이 가진 야생의 힘을 길들였다고

다고 말이죠.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 힘의 본성을 똑똑히 보지 못한 게 됩니다. 원래

이런 생각은 특히 전후 서독의 ‘기본법’ ― 사실상의 ‘헌법’에 상당하

입헌주의와 민주주의가 반대의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으

는 것인데요 ― 에 분명하게반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헌법개정

나, 오오다케 씨가 말한 것처럼, 원리적으로 양자는 일치 가능하죠.

에 있어서 인권 보호나 사회국가・연방국가 같은 국가의 기본원칙은

오오다케 : 원리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싶습
니다. 어떻게 일치시키느냐에 대해서는 롤스나 하버마스를 필두로 하
여 이러저러한 것을 얘기합니다만.

바뀌어서는안 된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롭고민주적인
기본질서”라고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올바른 헌법상의
절차를 밟았다고 해도,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되는 헌법의 근간 부분이
있다는 사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쿠분 : 입헌주의가 민주주의 위에 자리매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의
근거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헌법 자체가 민주주의적으로 변

── 그것은 처음부터 적혀 있었나요?

경 가능한 것이라는 얘기일 텐데요, 개헌이라는 행위 자체에 형이상학
223

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이 최고 법규인 이상, 절차만 ‘민주적’이라

오오다케 : 그렇습니다. 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전후 직후의 시기라서,

면 개정도 가능한가라는 문제입니다.

아직나치의기억이새로웠습니다. 나치의권력탈취를막지 못한바이
마르 헌법에 대한 반성에 기초한 것입니다. 기본법의 초안자들에 대한

오오다케 : 나치의 ‘합법적 혁명’이라는 문제가 여기서도 나오네요. 절

슈미트의 이론적 영향도 다소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나치에 가 225

차가 형식상 합법이라면, 어떤 법 개정을 해도 좋은가? 게다가 민주주

담하게 된 슈미트가 나치의 재래를 막기 위한 헌법상의 규정에 영향을

의적 절차에 의해 민주주의 그 자체를 전복시키는 것은 허용되는가?

주었다면,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아무튼 전후 서독의 체제가 ‘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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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라고 불린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에게는 민주주의

── 해석 개헌 같은 거네요, 그것은.

적 권리나 민주적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
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격한 정당을 활동 금지할 수 있다고

오오다케 : “자유롭고 민주적”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자유롭고 민

기본법으로 정한 것은 유명한데요, 최근 화제가 된 것으로 말하면,

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나 사법이 해석을 독점한 것

1960년대에 일찍부터 민중선동죄라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규제가

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130조에 마련된 것도 그 일례입니다. 무제한의 자유, 무제한의 민

226

주주의에는 어딘가에서 제동을 걸지 않으면 자유와 민주주의 자체가

고쿠분 : 논리학적으로말하면, 개헌에는메타/오브젝트의구별과관련 227

파괴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된 까다로운 로지컬 타이밍logical timing의 문제가 있네요. 즉, 오브젝트

다만문제는무엇을헌법개정의한계로삼는가, 지켜야 할헌법의근

수준에서는 해서는 안 될 규칙이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이것은 가무라

간은무엇인가가여전히애매함을간직하고있다는 점입니다. “자유롭

소타木村草太 씨에게서들은 얘기인데요, 아베총리가처음말하기전에,

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말만 들으면 누구나 이론의

학자들 사이에서, 96조의 절차에 의해 96조를 바꿀 수 있는지 여부가

여지가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구체적으로무엇이 “자유롭고민

한동안 꽤 열심히 논의됐다고 합니다. 논의 당시에는 “이런 형이상학

주적인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

적 논의를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라고 생각했던 것 같지만, 실제

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적군파11)에 의한 테러가 연달

로 “개헌하기 어렵다면 96조를 바꾸면 된다”는 난폭한 얘기를 꺼내는

아일어난 70년대에는, 좌파세력을지나치게 경계한 나머지, 이것이상

아베총리 같은 인물이 나타나니까, “아, 이런 얘기를 꺼내는 놈이 있으

당히 확대 해석됐습니다. 때는 빌리 브란트 정권인데, 이 정권은 헌법

니까, 그런 논의도 필요하네”라는 반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에 적대하는 인물의 공무원 임용을 거부하는 “과격파 조례”라는 악명
높은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그 운용이 상당히 자의적이었습니다. 예를

오오다케 : 문제는 바꿔도 되는 ‘오브젝트’의 부분과 바꿔서는 안 되는

들어 베트남 반전 시위에 조금 참여한 것만으로도 “자유롭고 민주적

‘메타’의 부분을 ‘누가’, ‘어떻게’ 구별하느냐죠. 슈미트의 말을 빌리면,

인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간주되고, 학교 선생님이 되지 못한 사례 등

‘헌법률’과 ‘헌법’의 구별인데요, 이것은 아무리 치밀한 논리학을 구사 228

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조치가 헌법 질서를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행해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정치공동

진 것입니다.

체가 역사적으로 선택한 가치와 관련된 문제니까요.
고쿠분 : 헌법에 대해서는물론논리로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
고 개헌도 지금 말한 논리학적 문제와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11) 1970년대에 서독에서 폭파 테러, 암살 등 다수의 행동을 일으켰다. 서독경영자
연맹회장 한스 마르틴 슐라이어의 유괴와 루프트한자 비행기의 공중납치를 실
행한 1977년의 사건 “독일의 가을”이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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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있습니다. 독일이 헌법에 개헌의 한계를 정한 것도 역사 때문이

오오다케 : 예를 들어 개헌파 중에는 자주적 헌법을 제정하면 일본이 어

죠. 그런 역사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규정이 있었습니다. 역시 그 나라

엿한 주권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한번

와 헌법의 역사로부터 떼어내어, 법형식적인 수준에서만 헌법이나 개

일본 국민 자신의 손으로 헌법이 제정되면, 그래서 ‘강요된 헌법’의 트

헌에 대해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

라우마가극복되고 미국의 속국이라는 오명에서도벗어난다고말이죠.

니다.

다만 이런 생각은, 헌법제정이라는 시작의 시점에 너무도 강한 부하
를 지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내실은 구체적인 운용 속에서
형성됩니다. 그래서헌법이진정으로 그나라의국민자신의 것이될지

229

법 운용의 역사성

여부는,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운용될 것인가에 의해서도 좌우

오오다케 : 필요한 것은 어떤 나라가 왜 그 헌법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는

됩니다. 한 번의 제정 절차만으로 그 헌법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

지를 생각하는 것과 더불어, 그 헌법이 실제로 그 나라의 역사 속에서

닙니다. 이런의미에서도헌법의역사가중요합니다. 현행일본헌법은

어떻게 운용되어 왔는지에 눈을 돌리는 것이죠. 요컨대 헌법의 역사성

아무튼 70년 가깝게 운용된 역사가 있습니다. 이 헌법이 일본 국민의 231

이라고해도좋을겁니다. 무슨헌법이가장좋은가를 형식론만으로결

독립 주권을 구현하는 것이 될지 여부는, 이 운용의 역사를 보고 판단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나라의 헌법이 어떤 경위를 거쳐서 지금과도

해야 합니다. 개헌・호헌 중 어떤 입장을 취하든, 논의의 출발점은 거

같은 형태로 뿌리 내리게 됐는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기입니다.

고쿠분 : 무슨 헌법이 가장 좋은가를 형식론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는

고쿠분 : ‘강요된헌법’이니까 개헌하고싶다는 사람들은신학적인 사고

것은매우중요한지적이라고생각합니다. 아까부터문제삼고있는입

입니다. 일회성의 기원에 엄청나게 매달리고 있는 거죠.

헌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도, 이 헌법의 역사성이라는 관점에서 생각
할수있겠죠. 확실히입헌주의를형식적으로적용하면, 헌법이정하는
틀속에서만민주주의의행동의자유가있게 될것입니다. 하지만헌법
은 민중이 민주주의를 키워내면서, 자신들이 항상 다시 선택하고, 그
의미를계속 확인하는그런것 아닐까요? 민주주의와입헌주의의관계

오오다케 : 맞습니다. 헌법의 시작에만 눈을 돌리고 있어서는, 그 구체
적인 운용 속에서 발목이 잡힙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
존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해 헌법 96조를 개정했다고 해도, 그것이
오히려 일본을 미군의 세계적인 재편 전략에 기입하는 것에 간편하게
이용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죠.

도 역사 속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 헌법의 개정을 논하는
230

데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이 헌법의 의미와 성격을 형성해온 70년동
안의 역사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고쿠분 : 이 대담에서는 줄곧, 법의 운용이 그 제정 이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는 벤야민적 혹은 슈미트적인 법이해를 중시했습니다. 이로부
터 법이 운용되는 과정을 민주주의로 감시한다는 과제도 발견됐습니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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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의 운용 과정에 주목하는 것은, 그러나 법이 어떤 역사를 거치고

처럼 문자를 무시한 해석 개헌이 행해질 위험성이 있는 한, 제대로 문

어떤 의미를 획득했는가에 주목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헌

자로 “자위대는자위권행사의 주체이지만, 해외에서는무력행사를할 234

법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관점이 아닐까요?

수 없다”고 헌법에 적어두는, 즉 그렇게 개헌하자는 의견이 지금은 상

예를 들어 자민당은 어떤 의미에서 60년에 걸쳐 해석 개헌을 했다고
도할수있다고봅니다. 자위권을행사하는수단으로서의자위대의존
재를 부정하는 의견은, 지금은 다수파가 아닙니다. 그것의 시시비비는
차치해도, 여론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은 사실이죠.
다만, 이 의견은 자위대가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한다거나, 하물며 집

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신의 문자화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그정신에대한 비판도 당연히있으며, 왜헌법을실정에맞추게
하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즉 원래 위헌상태에 있던 자위대가 처한
상황에 왜 문자를 맞추게 하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것 등은 헌법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는 의견

제 자신은 뚜렷한 견해는 없으나,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내

과표리일체이며, 정부의헌법해석도줄곧그런것이었습니다. 집단적

각 결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예사로 하는 내각이 존재하는 현 단계에서

자위권의 행사를 한정적이라고는 해도 용인해버린 내각의 결정은, 그

개헌하는것은, 잠금장치도없는결과를낳을뿐이기때문에 절대로반

런 일본 헌법의 운용 역사를 무시한 것입니다.

대한다는 것입니다.

법의 운용에 대한 주목은, 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법 운용을 감시한다
233

는 것뿐만 아니라, 법이나 헌법이 어떤 역사를 거쳐서, 어떤 의미를 획

오오다케 : 다른 한편, 문자로 제대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너무 저항

득했는가에 주목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문자가 그것을 운용하는 정신에 의해 집어삼켜질 수 있습니다.
즉, 법의 해석이 현상 추인의 형태로 자의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는

오오다케 : 요컨대 법의 ‘문자’뿐만 아니라 법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말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치 시기의 슈미트는 정신의 싸움을 역설했습니다. 그에 235
따르면, 그때까지 독일은 영국이나 프랑스 등 서구 자유주의 국가들의

고쿠분 : 다만 지금은 문자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고, 매우 위험한 상태

영향 하에서 독일 고유의 법질서를 간과했습니다. 이를 되찾으려면 어

에 빠져들고 있죠.

떻게 해야 좋을까? 확실히 독일은 외국에서 유래한 법률 개념을 많이

오오다케 : 확실히 일본 헌법의 경우, 그동안 문자의 변경이 행해지지
않고, 그것을 운용하는 정신의 변경만이 행해졌습니다. 문자의 정립도
생각할 시기가 오고 있는 걸까요?
고쿠분 : 이 대목이 가장 의견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이번의 내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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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였다, 그러나 그것들을 독일적인 정신에 의해 해석함으로써 독
일 민족 고유의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입니다. 바로법의문자가아니라그정신의수준에서 외국과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의 독일적 또는 나치적인 정신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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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습니다. 결국 법 개념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환골탈태시켜 제멋대로

이론화했습니다. 즉, 구성된 권력인 입헌 체제의 내부 절차로는 ― 적

해석하는것을 인정하는듯이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법을운용하

어도 보통의 절차로는 ― 구성적 권력, 즉 헌법제정권력이 정한 것을

는 정신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를 이상하게 추켜세우지 않는 편

변경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13)

이 좋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역시 문자 수준에서의 실천도 필요하죠.

이것은 구성적 권력을 초월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사고방식이죠. 그
런데 슈미트가 이 시에예스의 이론을 스피노자의 체계와 결부시키고,

236

고쿠분 : 혼한 결론은 아니지만, 역시 문자와 정신 쌍방에 대한 긴장감

헌법제정권력과 헌법으로 구성된 권력은 스피노자의 “능산적 자연”

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긴장감을 가지면서, 민주주의를 통해 헌

과 “소산적 자연”에 대응한다고 말합니다.14) 조금 전문적인 용어가 나

법의 의미를항상 재확인합니다. 물론 그가운데필요하다고느낀다면,

왔는데요, 능산적 자연이란 양태들을 산출하는 원인으로서의 자연이

문자의 변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럴 때에는 문자와 정신의 쌍

며, 소산적자연이란 그렇게산출된양태의총체로서의자연입니다. 스

방에 대한 긴장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피노자 이론의 특징은 양자의 관계를 내재로 파악한 곳에 있습니다. 238
즉, 능산적자연은원인으로서소산적자연에선행하지만, 이것을초월

오오다케 : 말을 바꾸면, 구성적 권력 = 헌법 제정 권력에 의한 법의 제

하는것은아닙니다. 양자가서로에게내재하며, 초월항은없다고생각

정과, 구성된 권력 = 입헌 체제 하에서의 법의 운용이라는, 둘 중 어느

하는 겁니다.

하나의 관점이 누락되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슈미트의 이해는 단적으로 오해입니다. 아감벤도 예
외상태 (2003)에서 이 점을 거론하면서 슈미트의 스피노자 이해를 비
판하고 있습니다.15) 그렇지만 이 오해는 조금 재미있습니다. 즉, 슈미

237

슈미트의 오해

트는 스피노자를 오해해서 시에예스의 초월 체계 쪽에 가깝게 했지만,

고쿠분 : 그런데구성된 권력과 구성적 권력의 관계에대해서는조금말

거꾸로 구성적 권력/구성된 권력이라는 대칭 쌍을 스피노자 쪽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구성적 권력, 즉 헌법제정권력이라는 개념

끌어당겨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 입헌체제라는 구성된

은, 에마뉘엘 조제프 시에예스12)가 프랑스 혁명 직후에 출판한 제3신

권력 안에 구성적 권력 즉헌법제정권력이내재하고 있다는셈이 되며,

분이란 무엇인가 (1789)에서 정식화하고, 이로부터 보급된 것이죠. 이
것이 작성된 시점의 프랑스에는 성문헌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의 위치를 정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시에예스는 헌법제정권력과 보통
의 입법권을 구별하고, 보통의 입법절차로는 헌법을 개정할 수 없다고

12) 1748-1836년. 프랑스의 정치가. 저서로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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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에예스(シィエス),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第三身分とは何か)』, 稲本洋之助
외 訳, 岩波文庫, 2011年. (國分)
14) 카를 슈미트(カール・シュミット), 『독재(独裁)』, 田中浩・原田武雄 訳, 未来
社, 1991年, 162頁 및 카를 슈미트(カール・シュミット), 『헌법론(憲法論)』, 阿部
照哉・村義弘 訳, みすず書房, 1974年, 103頁. (國分)
15) 조르조 아감벤(ジョルジョ・アガンベン), 『예외상태(例外状態)』, 上村忠男・
中村勝己 訳, 未来社, 2007年, 72頁. (國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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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양자를 이 사회 속에 내재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되는 이유이지만. 시대 배경으로는 러시아혁명을 필두로 하는 각국에
서의 혁명 소란과, 제정帝政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으로 독일의 체제 전

오오다케 : 슈미트는 스피노자의 ‘능산적 자연’을 주권자가 기존 법질서

환 등이 영향을 줬겠죠.

의 외부로부터 초월적으로 내리는 결단, 즉 헌법제정 결단에 대응하는
239

개념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아감벤에따르면그것은잘못이며, ‘능산

고쿠분 : 법질서가 생겨나는 순간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획기적이었다

적 자연’은 ‘소산적자연’에 대해 초월하고있는것이아니라, 양자는내

는 것은 강조해야 할 점이죠. 발생의 문제에 직면했다고 말해도 좋죠.

재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군요.
오오다케 : 슈미트의 사상을 단순히 ‘결단주의’라고 잘라 말할 수는 없
고쿠분 : 기본적으로는 아감벤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능산적 자연

다고생각하지만, 바이마르시기의저작에는확실히기원의힘같은것 241

은 소산적 자연에 초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예시 방식은 재미

에대한 신뢰가있습니다. 주권이나구성적권력은헌법에선행하는것

있습니다. 스피노자적으로 구성적 권력/구성된 권력을 생각하는 것은

으로, 결국은 법을 부여하는 힘 쪽에 우위를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

실제로 가능하죠.

는것도아닙니다. 다만 이런생각은 30년대가되면서서히바뀌어갑니
다. 초월론적으로 결단하는 주체가 있다기보다는, 법질서를 넘어선 곳

오오다케 : 슈미트처럼 구성적 권력을 구성된 권력에 대해 초월적인 것

에 고차적인 질서로서의 노모스가 생성한다, 그리고 이 노모스에 기초

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양자를 스피노자적인 내재의 관계로 이해할

하여법의운용을넓혀간다는식이됩니다. 이른바초월에서 내재성쪽

수도 있다는 겁니까? 분명히 주권자의 초월적인 결단이라는 슈미트의

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것이 20년대와 30년대의 슈미트의 차이라

이론 자체가 이제는 그다지 평판이 좋지 않죠. 그 대신에 하나의 해석

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몇 번이나 말했듯이, 그 내재성이 법의

방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운용을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최악의 형태의 내재성입니다만. 그것과

다만 헌법의 제정 그 자체는 헌법을 넘어선 힘에 의해 이뤄진다는 슈
240

미트의생각은, 당연한것처럼보일지도모릅니다만, 여기에 눈을돌린

는 달리 법과 힘 사이의 내재적인 관계를 스피노자는 어떻게 생각했을
까요?

것은 당시 독일의 법학자로서는 참신했습니다. 19세기 이후 독일 헌법
학은 국가나 법률이 미리 존재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삼아 체계를
조립한 것으로, 헌법이나 법질서가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거의 문제 삼

스피노자의 특이성

지도 않았습니다. 슈미트가 주권이나 구성적 권력이라는 말로 법질서

고쿠분 : 그것에 대해서는 다분히 스피노자의 계약론의 사고방식에서

가생겨나는순간을문제삼았던것은 획기적이며, 당시의법학자들중

대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홉스는 자연권을 포기함으로써 질 242

에서는 특이합니다. 그것이 그가 ‘법학자’로도 ‘정치학자’로도 범주화

서가 생성된다고 생각했지만, 스피노자는 국가상태에서도 자연권은

158 통치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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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식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연권은 자연상태에서 각자가 갖

244

오오다케 : 홉스와 비교해서 말할 경우, 그 점이 중요하네요. 홉스의 경

고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인민이 언제든 국가권력에 대해

우, 사람들이 요구하는 ‘더 큰 좋은 것’은 최종적으로 한 가지로 환원됩

반항하려고마음먹으면반항할수있다는것입니다. 더나아가, 구성적

니다. 즉 자기 보존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

권력은언제든 발휘될수있다는것이기도합니다. 그런데사람들은대

인 최저치의 정념일 테니까, 그것을 홉스는 사회계약의 근거로 삼으려

체로 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하고 싶은 데도 할

합니다. 반면 스피노자는 그런 어떤 특권화된 정념을 바탕으로 사회계

수 없는 것에는 불만도 있지만, 법률을 따르는 편이 안심하고 살아갈

약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스피노자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실제로 인간이 반드시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고, 목숨보

익 고려에 근거하여 질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가리켜 계약이라고 부

다 명예나 대의를 존중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홉스가 결코 ‘현실주의

릅니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않는다”든가 “타인의 권리를

자’로서뭔가를생각했다는 것은아닙니다. 모든사람이죽음을두려워

존중한다” 등의 내용으로 계약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상화된 가정인 겁니다.

홉스처럼 자연권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모두 일제히
포기하는 일회성의 계약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연권

고쿠분 :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스피노자가 현실주의적

은 포기할 수 없으며, 국가 속에서도 각자는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고 243

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랄까, 스피노자의 계약론은 실로 상식적인 사고

생각하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사회계약을 부단하

방식입니다. 경험론적이라고도 해도 좋습니다. 스피노자 연구에서는

게 갱신하는 것이라는 스피노자적인 사회계약론이 나타난다. 이것을
일회성의 계약에 대비시켜 반복적 계약론이라고도 부를까 합니다.

245

종종 신학정치론 (1670)에는 계약론의 관점이 있으나 정치론 에는
그것이 없다는 식으로 침소봉대되어 얘기됩니다만, 그것보다는 우선

그렇게 하면, 구성적 권력은 사회에 내재하는 것으로서 유지되면서

스피노자의 계약론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피

도, 구성된권력으로서의법이질서를유지한다는것이됩니다. 그리고

노자의 계약론은 통치하는 쪽과 통치되는 쪽의 긴장관계를 중시하는

각자의 이익 고려를 만족시키는 한에서는 그 질서는 유지되지만, 자의

데요, 이런 생각은 정치론 이 논한 귀족제나 군주제에도 깔려 있습니

적인 운용 등에 의해 각자의 불만이 쌓이면 순식간에 구성적 권력이

다. 그래서 양자 사이에는 결정적인 단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긴장

발휘된다, 즉 자연권에 기초한 반항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

관계를 어떻게 매니지먼트할 것인가가 정치체가 살아남는 데 있어서

로, 통치하는쪽과통치되는쪽의긴장관계를시야에넣는것이스피노

가장 중요하다고 스피노자는 생각했습니다.

자의 정치론이죠. 스피노자는이것을 ‘더 큰나쁜것’을 피하기 위해, 혹
은 ‘더 큰 좋은 것’을 낳기 위해 우리는 그 자체로서는 ‘나쁘다’ 혹은 불

오오다케 : 그래서 스피노자는 더욱 더 “저항권”을 문제 삼지도 않습니

쾌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알기 쉬운 말로 얘기하고 있습
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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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스피노자(スピノザ), 『신학정치론(神学・政治論)』, 吉田量彦 訳, 光文社古典新
訳文庫, 2014年, 下巻, 第16章, 157頁. (國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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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에대한저항이규범적으로옳은지여부와는무관하게, 사람들

오오다케 : 매우 진부하지만, 기독교의 ‘사랑하는 신’과 유대교의 ‘질투

의 자연권의 매니지먼트를 할 수 없는 국가는 스스로 해체할 테니까.

하는 신’을 대치하는 것은 자주 이뤄지는데요, 그런 유대교의 배경이
스피노자의 인간 이해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 아닐까요?

246

고쿠분 :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의 자연권의 매니지먼트는 언
제든 어디서든 국가의 생명선입니다.

고쿠분 : 스피노자는 어려서부터 유대교를 접했지만, 유대교에서 이론

그리고 감정 얘기인데요, 홉스는 공포를 가장 정치적인 감정으로 특

적 영향을 받았다는 느낌은 그다지 들지 않네요. 뭐랄까, 스피노자의

권시했습니다. 반면스피노자에게는뭔가하나의감정을특권시한다는

철학은 어디에서 왔는가가 수수께끼입니다. 정말로 독특한 느낌이 듭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가 정치를 생각할 때 중시한 감정이 몇 개 있

니다.

었고, 그것은 시샘의계열에 속하는 감정이라고 봅니다. 윤리학 (1677)

3부는감정을망라하듯이, 그야말로사전처럼 차례대로정의하는데, 증

오오다케 : 가령 마이모니데스19)의 영향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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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기, 질투의 계열이 매우충실하며, 게다가실로 날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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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람들은 자신과 동등하지 않은 자는 시샘하지 않는다고

고쿠분 : 윤리학 에는 마이모니데스를 빗대고 있다고 생각되는 대목

스피노자는 말합니다.17) “너와 나는 동등한데 왜 너만 높이 평가받는

이 몇 개 있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는 생각할 수 없죠. 저도 마

가”라고 생각하게 됐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시샘의 감정을 품는다고

이모니데스의 길잃은자의인도 를꽤 열심히읽었지만, 근본적인발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질투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상이 다르더군요. 스피노자가 철학적으로 가장 영향을 받은 것은 역시

다른 사람을 특별시하여 숭배하고, 시샘하던 대상을 그것과 비교하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로 데카르트20)입니다. 다만 데카르트는 스피노

“저 녀석은 원래 별 게 없다”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들려줍니다. 이것은

자 안에서 완전히 탈구축되고 있습니다. 정치철학이라면, 데카르트에

들뢰즈도 스피노자한테서 주목하는, 원한(르상티망)이 압제자를 찾는

상당하는 것이 홉스죠. 스피노자의 자연권의 사고방식은, 바로 홉스의

욕망과결부되는 예입니다. 혹은또한, 부모에대한복수심을품은아이

자연권 개념을 탈구축해서 생긴 것입니다.

가 “전쟁의 노고와 폭군의 명령”을 선택하고,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된다

방금 이름을 거론한 데카르트든 홉스든 스피노자든, 17세기의 철학

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18) 인간의 마음의 모습을 섬세하게 포착

자는정념을잘게분류하여정의하는일을열심히하고있습니다. 오오

하면서도, 그것이 가진 정치적 효과를고찰하고있는 느낌이듭니다.

다케 씨는 ｢공개성의 근원｣에서, 17세기에 정념론의 유행은 종교전쟁
을 배경으로 한다는 사실을 소개하셨습니다. 즉, 그 시대의 지식인은

17) 스피노자(スピノザ), 『에티카(エチカ)』 第3部 정리 55계. (國分)

19) 1135-1204년. 랍비 모세 벤-마이모니데스는 라틴어 이름. 유대교의 랍비. 저서
로 길 잃은 자의 인도(迷える者の導き) 등.

18) 스피노자(ス ピノザ), 『에티카(エチカ)』 第4部 부록13. (國分)

20) 1596-1650년. 프랑스 태생의 철학자, 수학자. 저서로 방법서설 , 정념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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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보통의 서민도 종교적 정념에 사로잡히면 태연하게 잔학한 행위

인민투표적 대통령제로부터 계승했다고 얘기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를 저지른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념을 통제해야 하는

오히려 직접적으로는 신학자 에릭 페테르존21)에게서 유래합니다.

가라는 과제가 추구되었습니다.

슈미트에게서는 어떤 인민이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조건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입각 251

오오다케 : 당시에 정념론이 유행하게 된 배경에 종교전쟁이 있다는 것

한다기보다는 집단적 정체성에 입각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개

도잘알려진사실입니다. 다만이것은지금까지일본에서는 그다지지

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민

적되지 않았네요. 종교전쟁을 끝내고 평화와 질서를 되찾기 위해서는,

주주의와는 상반된 자유주의의 역할로 여겨집니다. 자유주의와 민주

인간의 정념이나 종교 감정을 어떻게든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주의의 차이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가, 공동체 구성원의 ‘평등’을

거죠. 이것은 당시의 신스토아학파의 정치철학에서 전형적으로 보이

중시하는가라는 관점에서 파악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슈미트는 민

는 생각입니다.

주주의적인 평등이 동질적인 인간 집단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아마 홉스도 이런 시대 배경 하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에게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모든 정념을 극복하기 위한 정념입니다. 종교전쟁

250

의 시대에 사람들은 신앙이나 종교적 대의를 위해 자진해서 죽음으로

고쿠분 : 민주주의는 동질성 혹은 동일성을 근본에 두고 있다는 유명한

내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공포는 그런 열광을 잠재우

슈미트의주장은 아무래도충분히납득할수 없는 부분이 남을겁니다.

고, 적대성의 급상승을막을수 있을 겁니다. 거듭말하지만, 이것은 ‘현

현대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지위 에서는 내려진 결정 전부가, 그저 결

실주의’적인 인간관이라는 게 아니라, 종교전쟁의 극복이라는 시대의

정하는 자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민주주의의 본질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하나의 이론적 패러다임입니다.

여기고, 민주주의가 의거하는 동일성으로서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동
일성, 지배자와피지배자의 동일성, 국가적권위의주체와객체의동일
성, 인민과 의회에 있어서의 그 대표 사이의 동일성 등을 열거합니

민주주의에 관한 동질성과 다수성

다.22) 이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째서 동질성 혹은 동일성이어야 하 252

고쿠분 : 슈미트도 갈채acclamation를 논하고 있고, 정념에 주목한 것처럼

는가라는 의문은 남습니다.

생각되는데, 어떤가요?
오오다케 : 슈미트의 갈채는 민중의 정념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주체가 되는 하나의 인간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로 나타내기 위한 개념입니다. 참고로 슈미트는 갈채 개념을 베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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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890-1960년. 독일의 가톨릭 신학자. 저서로 정치적 문제로서의 일신교 등.
22) 카를 슈미트(カール・シュミット), 『현대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지위(現代議会
主義の精神史的地位)』, 稲葉素之 訳, みすず書房, 新装版, 2013年, 35, 37頁. (國
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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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다케 : 민주주의는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집단으로

으로, 생물학주의와 인종이론에 가까운 곳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처

서자기 결정하는것이라고합니다. 슈미트가이렇게정의하게된배경

럼 동질성 개념이 어떤 민족이나 인종으로 실체화될 위험이 있다는 것

중 하나에는 아마 제1차 세계대전 후에 활발하게 주장된 민족자결의

은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겠죠. 전후에, 오스트리아-헝가리, 오스만-투르크 등의 제국

그러나 인민의 동질성을 더욱 탈색하여, 슈미트에게 호의적인 형태

이 해체됨으로써, 특히 동유럽 지역에 새로운 국민국가가 탄생합니다.

로 이해하면, 정치의 목적은 개인의 보편적인 권리를 지킬 뿐만 아니

슈미트는 이런 동시대의 국제상황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라,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고유한 생활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

슈미트는 20년대부터 국제법과 국제연맹에 대한 논문도 많이 집필했

현하는것이라는공동체지상주의적communitarian23) 사상을달리 표현한

는데요, 거기에서는 민주주의와 민족자결이 거의 같은 개념으로 취급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마스는 슈미트의 민주주의론

되었습니다.

이 현재의 공동체지상주의와 겹친다고 지적합니다.24) 게다가 그는 이

확실히 어떤 민족적 소수자가 자결을 내걸고 기존 국가로부터 독립

두가지를싸잡아비판하기위해이렇게하는겁니다만. 아무튼슈미트

하려고 할 경우에도, 현행의 법질서를 쓰러뜨리는 구성적 권력의 문제

가 정식화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은 ‘자유주의자’와 ‘공동체지

가 관련되네요. 최근에도,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목표로 행해진 카

상주의자’의 대립으로 고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 자신이 꼭 공동체

탈루냐지방의주민투표에대해, 스페인정부는 ‘헌법위반’이기때문에

지상주의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 것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원래 자국의 일부가 합법적

만으로는, 모두가모여서정치적결정을내리는것에직결되지않는것

으로분리독립하는것을미리인정하고있는헌법이있겠는가. 이것도

도 확실합니다. 슈미트가 말하는 동질성은 사람들을 공동으로 의사 형 255

민주주의와 입헌주의 사이의 어긋남의 일례라고 할 수 있겠죠.

성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집단적 정체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고쿠분 : 아렌트는 정치의 조건이 다수성이라고 했죠. 구별된distinguished

고쿠분 : 역시 그렇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어떻게해서든 결정을 내리는것이 정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정의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쪽의 정의

오오다케 : 민주주의적 정치를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에 뭔가 공통성이

가 더 감이 오네요. 오히려 동질성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어떻게든 매

필요하다는 생각은슈미트에만국한되지않습니다. 루소를 필두로, ‘공

사를 결정하기 위한 구조가 민주주의가 아닌가 싶어요.
오오다케 : 확실히 슈미트의 동질주의적 민주주의는 지금은 비판도 많
습니다. 인민의 동질성이라고 할 때, 그가 반드시 피로 연결된 민족이
254

나 인종을 염두에 두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나치 시기가 되면 결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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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발전한 공동체를 중시한 정치사상. 대표적인 논자로
찰스 테일러, 마이클 왈쩌 등.
24) 위르겐 하버마스(ユルゲン・ハーバマス), 「포괄-수용인가 포위인가? : 국민, 법
치국가, 민주제의 관계(包括—受容か包囲か？ 国民、法治国家、民主制の関
係)」, 『타자의 수용(他者の受容)』, 高野昌行 訳, 法政大学出版局, 2014年, 153〜
180頁. (大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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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의’라고 불리는 정치사상의 전통에는 많든 적든 공통적인 생각입

계속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후년의 아렌트의 정치철학은, 서로 공통

니다. 예를 들어 시민의 ‘덕’이 그것에 해당됩니다. 구성원이 어느 정도

되는것을갖지않은특이한인간들이, 그럼에도불구하고함께공존해

동질적인 멘탈리티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공동체의 통합력과 응집력

나가려면어떻게하면좋은가를둘러싸고전개됐다고할수있죠. 실존

이생기지않는다는것입니다. 다만이런집단적정체성을너무추구하

주의와 정치를 묶기 위한 노력이 그녀의 ‘복수성의 정치’였던 것입니

면, 이번에는 개인의 권리나 다양성이 소홀하게될 위험도 있습니다만.

다. 그렇다고 해도, 실제로는 개개인의 다양성과 공동성을 양립시키는
것은 좀체 어렵지만 말이죠.

고쿠분 : 어떻게 이해하든, 아렌트와슈미트의 정치 및민주주의의정의
256

가 중요한 참조항이라는 점은 틀림없네요. 항상 거기로 돌아가 현실의

고쿠분 : 아렌트는 실존주의에 계속 충실했고 말년에는 그것을 정치와

정치나 민주주의를 다시 보게 되는 축입니다.

묶으려고 했다는 생각에는 찬성입니다. 절판된 정신의 생활 (1978년)
은 ‘사고’를 논한 1부, ‘의지’를 논한 2부로 끝났는데, 원래 이것은 아이

오오다케 : 참고로 아렌트의 사상은 이른바 ‘정치적 자유주의’와 구별될

히만 재판26)의 충격을 받고 시작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즉, 정치적인

필요가있겠죠. 그녀는모든사람이지닌보편적권리를바탕으로정치

문제를 ‘사고’나 ‘의지’, 그리고 쓰지 못한 3부에서 다룰 예정이었던 ‘판 258

적공론장을구상하는것이아닙니다. 그래서그녀는모두가 똑같은인

단력’이라는 개인의 능력으로부터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간으로서 평등하다는 휴머니즘 같은 것은 말하지 않고, ‘인권’이라는
개념에도불신감을품고있습니다. 여기에는분명히, 그녀자신이나치

257

시기에 유대인 망명자로서, 인권 등이라는 겉으로 내세워진 명분 따위

시민적 불복종과 입헌주의

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은 불안정한 무국적 상태에 놓였던 것이 영

오오다케 :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양립 가능성에 대해, 더욱 다른 관점

향을 미쳤는지도 모릅니다.

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시민적 불복종처럼 거

다만 사상적으로 보면, 이것은 그녀의 초기부터 일관된 입장이라고

의 법률위반에 가까운 회색지대gray zone의 사례에 눈을 돌려보는 것입

생각합니다. 즉, 각자는 서로 교환할 수 없는 고유한 존재라는 실존주

니다. 시민적 불복종에 대해서는 아렌트도 논했지만, 여기에서는 오히

의적 인간관입니다. 사람은 각각, ‘모두 같은 인간’이라는 공통항으로

려 하버마스의 논의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묶일 수 없는 ‘바로 이 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런 고유성을 빼앗

하버마스는 80년대 전반에 시민적 불복종의 정통성에 대해 논하는

았기 때문에 전체주의는 최악의 재앙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이 점에

데,27) 그 배경으로는 환경운동이나 여성운동 같은 ‘새로운 사회운동’

서 아렌트는 하이데거나 칼

야스퍼스25)에게서

물려받은 실존주의에

25) 1883-1969년. 독일의 정신과의사, 철학자. 저서로 『哲学入門』、『精神病理学総
論』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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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961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열린, 유대인을 절멸수용소로 열차 수송
한 최고 책임자였던 아이히만에 대한 재판.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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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의고조가있습니다. 특히이시기의독일에서는국내의미군기지에중

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행정기관이든 사법기관이든 마찬가지입

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놓고 대규모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그

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의 독일에서는 ‘헌법의 파수꾼’이 누구인가에

런 가운데 법에 저촉한다고도 여겨지는 항의활동이 연달아 일어났습

관해, 그것을 행정부의 대통령으로 보는 슈미트와 헌법재판소로 보는

니다. 이에대해보수적인정치가나사법관계자, 저널리스트 등은이런

켈젠 사이에서 유명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하버마스에 의하면 어느 쪽

항의활동이 그대로 입헌국가의 존립을, 나아가 민주국가의 존립을 위

이든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국가의 정통성에 대한 결정은 특정한

협한다고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하버마스는 이것에 반론을 펴려 했습

심급이 독점적으로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개개의 시민은 경우

니다. 그런 비판은 법치국가로서의 합법성과 민주국가로서의 정통성

에 따라서는 자신의 판단으로 법의 침해로도 보이는 행위에 호소할 수

을 무매개적으로 혼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 있으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다른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법률상

그에 따르면, 설령 비합법적 행위였다고 해도, 국가를 민주주의적으

의 권리로서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적 법치국가’가 스스

로 정통화해간다는관점에서 보면, 뭔가 기여를하는 경우도있습니다.

로를 정통화해가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입헌주의와 민

물론 비폭력적인 행위에 한합니다. 설령 그 당시에는 비합법적 행위였

주주의의 양립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라도, 나중에보면 올바른행위였다고사람들한테서 인정을받고, 국
가의법질서속에새로운권리로서기입될가능성도있습니다. 물론인

고쿠분 : 지금 얘기는 정의正義에 대한 데리다의 정의定義와 겹치는군요. 261

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입헌국가를 진보시키는 계

이미 “이것이 정의이다”라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것을 결정

기로 시민적 불복종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정의는 넓은의미에서의 법과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요컨대 입헌국가의 진보는 미리 예상할 수 없는 형태로 초래되는 경
우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합법적 절차만으로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
260

정의에 부합한다는 것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정의는 “이것이
정의이다”라고 미리 결정될 수 없기 때문에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은 아닙니다. 하버마스의 비판은 “헌법의 파수꾼〔수호자〕”이라는 사고

데리다는 그런 생각에서 정의를 계산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방식을 향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헌법의 파수꾼’이 헌법 해석을 독

지금의 하버마스의 논의와 접합하면, 이 사뭇 데리다적인 논의를 현실

점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원조는 하버마스입니다. 전후 독일

의 정치에 잘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분명히 법률을 위반하는 것일지

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지키는 것을 국시國是로삼았지만,

도 모르지만, 이것은 이뤄져야 한다”고 직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는

무엇이 그것을 위협하는 행위인가를, 특정한 국가기관의 판단만으로

역시있는셈입니다. 예를들어압정에대한저항은비합법으로이뤄질
수밖에없는경우가있습니다. 그저항이정의에부합했는지 여부는훗

27) 위르겐 하버마스(ユルゲン・ハーバーマス), 『새로운 불투명성(新たなる不透
明性)』, 河上倫逸 외 訳, 松籟社, 1995年, ｢시민적 불복종 : 민주적 법치국가의 시
험대(市民的不服従: 民主的法治国家のテストケース)」, 107-134頁, ｢법과 권력
(폭력) : 독일(인)의 트라우마(法と権力(暴力) : ドイツ(人)のトラウマ)」, 135-159
頁. (大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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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천천히 검증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오다케 : 그렇군요. 하버마스가 말하는 시민적 불복종은 데리다가 계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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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불가능한 것이라든가, 절대적으로 특이한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에

오오다케 : 민주주의와 입헌주의가 서로 맞닿는 경계지점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대응하는것 같아요. 전에 데리다의 “메시아적인 것”을정치

좋을지 모릅니다.

이론에 편입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했지만, 여기서 그 하나의 실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법이나 권리의 범주에도 미리 포섭되지 못하고,

고쿠분 : 제가 처음 프랑스로 유학하여 스트라스부르 대학교에 있었을

예견할 수도 없는 행위나 사건에 어떻게 마주대할 것인가? 이것은 우

때에는 아직 징병제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거부하는 젊은이가 많았습 264

리가 그때그때마다 번번이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회 판단을 강제

니다. 그런데 그런 징병을 거부하는 젊은이를 적극적으로 아르바이트

당하는 것입니다. 데리다라면, “메시아적인 긴급성”이라는 거죠.

로 고용하는 영화관이 거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역시 프랑스네, 라고

하버마스의 시민적 불복종도 바로 그런 법이나 권리의 범주 바깥에
있는 ‘한계사례’입니다. 종종 오해되고 있지만, 하버마스는 시민적 불

생각했고, 조금 감동했습니다. 시민적 불복종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것을 받아들일 만큼의 도량이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종을 말의 엄밀한 의미에서 ‘정당화’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항‘권’

263

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적 불복종‘권’ 같은 것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

오오다케 : 그것이 정치문화이죠. 단순한 법률을 초월한 곳에 있는 정의

다. 시민적 불복종은 사전에 미리 법질서 속에 기입될 수 없는 것입니

에 대한 감수성sensibility을 갖고서, 스스로의 책임으로 그것에 충실하려

다. 개개의 불복종 행위가 정당한 권리로 인정될지 여부는, 나중에 사

고합니다. 적어도민주주의의출발점이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확실

람들이 받아들일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그때까지는 어디까지나 법

히 입헌주의와 어긋남을 초래하는 일도 있습니다만, 입헌주의의 진보

을 ‘중지〔허공에매다는〕’하는이의제기 행위에 그칩니다. 법질서에진보

에 기여하는 일도 있습니다. 만일 버스의 백인우선석에 앉은 흑인여성

를가져온정당한요구였다고인정받을수도 있고, 단지혼자만의요구

로자 퍽스29)가 인종분리법을 따라 순순히 자리를 양보했다면 미국의

에 불과했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토의윤리’28)를 작동시키는 그

공민권법은 통과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만일 샤프빌딩30)에

때마다 매번의 계기라는 것이죠. 시민적 불복종에는 다양한 것이 있으

모인 시위대가 퍼스법을 지키고 신분증을 휴대했다면, 남아프리카의

므로,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개의 사례마다 할

아파르헤이트법은 철폐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의제기 행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헌주의의 발전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다고 생각합 265
니다.

고쿠분 : 시민적 불복종은 그렇게 생각해보면, 법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문제네요.
29) 1913-2005년. 공민권운동 활동가. 1955년에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서 버스운
전사의 명령을 어기고,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거부하고, 인종분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 공민권 운동의 계기가 됐다.
28) 모든 당사자가 참여하는 토의에 의해 산출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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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남아프리카 공화국 샤프빌딩에서 흑인에게 신분증의 휴대를 의무하한 퍼스
법에 반대한 시위대가 학살당한 사건.

5장. 입헌주의와 민주주의 재고 173

고쿠분 :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접촉점, 혹은 최종적으로는 입헌주의
의 진보에 기여할지도 모르지만, 때로 입헌주의와 어긋남을 초래하는
정의, 그런것을생각하기위해서는, 역시철학적인사고나정치철학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데리다가 분명히 이 강의에서였다고 생각하는데
요, 도그마티즘은, 여기까지는 생각하지만 이 다음부터는 생각하지 않
는다는 선을 그어버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학은 도그마티
즘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물론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지금의 오
오다케 씨와의 대화에서, 제 자신, 철학에 짊어지운 짐의 크기를 재확
인한느낌이듭니다. 그래도그것은동시에, 이제부터 생각하지않으면
안 되는 과제가 몇 개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에 이제부
터 씨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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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마치며

\

이 책은 현대정치에 관한 문제들을 사상과 역사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266
있다. 이상한 일을 한 것 같지만, 나는 지금 오오다케 씨와의 논의를 돌
이켜보면서, 그 관점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실감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과 주권의 관계, 입헌주의의 정의, 법의 제정과 운용의 문제
같은화두는최근의정치의논점과직결되는 동시에, 사상과 역사에관
한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우며, 그런 난제이기도 하다. 아마 우
리는 지금 사상과 역사의 지식이 직접적으로 필요하며, 또한 직접적으
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상황을 살고 있다.
물론 “언제나 그랬다”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마 그럴 것이다.
하지만적어도내피부감각으로는최근 20년동안사태는크게 변화했
다. 오오다케 씨와 내가 함께 대학생으로서 정치학을 배운 1990년대중
반은 “정치사상이나 정치철학 등을 공부해서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
까?”라는 물음이 아직 진지하게 논의됐던 것 같다. 즉, 그것들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듯 보였다. 그리고 그렇게 보였던 것은, 아마 실제로
그랬기 때문이다. 나만 해도, 철학에 관심을 가진 것은, 그것이 무슨 도
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다. 단순히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다. 철학은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생각하면, 시대가 철학을 필요로 하고, 철학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 267
은, 조금도 좋은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철학이 없으면 도저히
맞겨룰 수 없는 난제에 시대가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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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책에서 오오다케 씨와 나는 몇 번이나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쁨이 있었다. 철학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위기의 증거라고 해도

논의했는데, 17세기야말로 근대철학이 창시된 세기였던 동시에, 유럽

철학을배우는 그자체에는기쁨이있다. 그것은위기의시대에남겨진

정치사회의위기의세기였다. 우리를에워싼상황이, 그시대의혼란에

소수의 희망이다.

상당하는 것인지도모른다. 그렇지만그 혼란의시대에나타난 철학이,

고쿠분 고이치로

지금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입헌주의”라는 말이 매일 같이 신문을 뜨겁게 달구고 있
는 것 자체가 비정상 아닐까? 그런 것은 헌법이 있는 나라라면 당연시
되어야 마땅한 사고방식이며, 입헌주의를 지킨다는 과제가 생겨난다
는 것 자체가 어떤 위기, 혹은 불행이 존재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리
고 있다. 그리고 위기나 불행에 대응하려면, 바로 오오다케 씨가 ｢들어
가며｣에서적고 있듯이, 급진적이지않으면안됩니다. 문제의 ‘뿌리radix’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사상이나 역사를 배우는 것, 혹은 철학

을 익히는 것은 그 실천이다.

*

*

*

*

본서의 출발점이 된 것은 at플러스 지에 게재된 두 사람의 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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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게재 당시부터 단행본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오타출판太田出版의
오치아이 미사落合美砂 씨, 시바야마 히로키柴山浩紀 씨, 와타노 케이타綿
野恵太 씨에게 대단히 신세를 졌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본서에

게재된 두 명의 사진은, 사진가 이와사와 란岩沢蘭 씨가 직접 찍어주신
것이다. 멋진 사진을 촬영해주셨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
오오다케 씨와의 만남은 이제 20년이나 됩니다. 두 사람의 전문분야
는 가깝다고 하면 가깝고, 멀다고 하면 멀다. 이 거리감을 갖고 대화를
계속하는 것은 실로 자극적이었다. 나는 오오다케 씨의 얘기를 따라잡
기위해 열심히공부해야했기때문이다. 거기에는최고의학문적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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