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렌트의 근대 비판과 새로운 정치의 모색
— 근대적 정치 기획을 넘어서 공화주의에로 —

정 윤 석*
1)

Ⅰ. 아렌트 정치 이론의 개관과 문제 제기
1. 왜 아렌트인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는 독창성의 측면에서 20세기 정치 사
상계의 가장 위대한 아웃사이더 중 한 명이다. 아렌트는 한편으로는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로 인한 정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참여 정치
의 고전적 옹호자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에서 정치의 핵심 주제가
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정치에서 배제하는 비현실적인 몽상적 이론
가로서 극단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렌트 옹호자들은 정치가 일반적
으로 사회 경제적 관심사에 종속된 시대에서 정치의 독립적 가치를
재확인시킨 점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 비판자들은 아렌트가 고대의 도
시 국가나 근대의 혁명 경험에 경도 된 나머지 일상적인 민주 정치를
거부하고 이로 인해 현실(now and here) 정치에 대해 말해주는 바가
별로 없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최근 아렌트에 대한 관심의 고조1)는 아렌트 사상의 깊이와
독창성에만 연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정치에 대한 새로운 적실성에
* 시립대, 산업대 강사
1) Benh abib는 이를 아렌트 르네상스 라 부른다. S . Benh abib , T h e R eluctan
M od ern is m of H . A ren d t, S ag e P ublish er , 1996. x x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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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한 것이다. 크게 봐서 최근의 아렌트 사상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냉전 이후 정치 상황을 설명해 줄 새로운 개념 틀을 모색하고 있는
정치 사상계의 분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의 폐해를
보완 내지 극복해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사회 민주주의의 좌절로 인해
이 두 정치 이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 이론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아렌트의 독창적 주장이 주목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
겠다. 특히 전체주의에 대한 아렌트의 분석과 주장이 동유럽 민주 혁
명을 이끈 지식인들을 안내하는 교과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권
력이 무기나 그 밖의 물리적인 것에 근거하지 않고 사람들의 함께 행
위 함 에서 비롯된다는 아렌트의 권력관은 폴란드와 헝가리 그리고 최
근 유고의 거리, 바로 생동하는 정치 현실의 공간에서 입증된 바 있
다. 아렌트는 정치와 철학, 의견과 진리를 철저히 구분한 가운데 정치
의 독자성을 주장함으로써 인식론적 정초주의의 붕괴를 조건으로 바
람직한 정치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현대 정치 이론가들2)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치 치하에서 유태계 여성으로 살아야 했던 체험에
서 유래하는 정치적 통찰은 동일성(보편적 인권, 평등)과 차이(인종
차, 성 차)의 갈등에 기초한 정체성의 정치, 차이의 정치의 선구적 모
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러한 세계적인 정치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이론적 방
향 모색이라는 배경 외에도 정치 개혁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의 상황
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는 아렌트에 주목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그 동
안 연고주의, 지역감정, 정치자금, 정치인과 유권자의 낙후된 의식 등
으로 인해 실망만 안겨 주던 우리의 정치 관행에 변화의 조짐이 돌고
있다. 정치 냉대와 무관심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이 그 어느 때보다 힘을 얻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냉정히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정치 현실에서 드러
나는 제반 문제점들은 우리 정치의 특수한 풍토에서 기인한 측면도
2) 예를 들면 M ouffe나 L aclau의 Radical Dem ocr acy 가 이에 속한다. T he
R eturn of the P olit ical, V er so,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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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 않지만 정치적 무관심과 사생활 중심주의는 서구의 정치 선진국
에서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부각된 지 오래되었음을 생각해 볼 때 대
의제를 기초로 한 자유주의 정치 패러다임의 구조적 문제라는 보편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서 우리는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즉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직업 정치인
이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도대체 정치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가와 같은 근본 물음을 던질 때가 된 것이다.

2. 문제 제기
이 논문은 이러한 현실적 조건을 토대로, 좀더 구체적으로는 근대
정치의 위기가 경제에 대한 정치의 통제력 상실에 있다는 점에서 경
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 규제력을 가질 수 있는 민주제도가 무엇인지
에 초점을 맞추어, 민주주의에 대한 규범적 이해 방식 즉 우리의 민
주제도들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정치철학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방
식에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 하나는 로크에서 비롯되는 자유주의 이고,
다른 하나는 루소로 대변되는 공화주의 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자유
주의는 현실적이지만 규범적 내용이 빈약하다는 단점이 있고, 공화주
의는 민주주의의 원래 정신에 충실하지만 너무 이상적이거나 과도한
윤리적 부담을 진다는 단점이 있다.3 ) 즉 민주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입장은 인권과 소유권 같은 보편적 권리를 인정하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들의 前정치적인 사적 이해와 권리를 전제할 때 정치과정은 오직
권력을 둘러싼 합리적, 전략적 행위의 선택에 그치기 때문에 규범성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고, 공화주의적 이해는 자율적 시민들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이성의 공적 사용을 제도화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본
3) 하버마스, 민주주의의 세 가지 규범적 모델 , 현대성의 새로운 지평 , 한상진
나남, 1996 . p .44.

272

논문

래 의미에 부합할 뿐 아니라 연대성과 공동선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강한 규범적 내용을 갖는 장점이 있지만 현대 정치에서 수용되기 힘
든 과도한 윤리적 부담을 진다는 단점을 갖는다.4) 하버마스의 심의
민주주의론은 이러한 두 입장을 종합하여 공화주의보다 현실적이고
자유주의보다 규범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하버마스
의 심의 모델에 따르면 민주주의적 의견·의사 형성의 정당성은 미리
주어져 있는 특정한 공동체의 윤리적 신념들로부터 유래하는 것이 아
니라 토론의 장에서 보다 나은 논증의 역할을 보장하는 절차에 근거
한다. 이러한 절차, 합리성, 이성의 공적 사용이 제도화된 산물이 법이
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법은 공화주의 전통과는 달리 특정 민족이나
지역 공동체의 가치 지향을 넘어서서 보편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어
야 하며 자유주의 전통과는 달리 서로 경쟁하는 이익들을 공동선과
양립하도록 타협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결국 심의 모델은 자유주의처
럼 추상적, 보편적 인권이나, 공화주의처럼 구체적, 특수한 윤리적 실
체에서 벗어나 담론의 규칙과 논증의 형식 속에서 합리성을 담보하려
한다. 심의 민주주의의 규범성은 바로 이러한 의사소통 행위의 구조에
서 유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버마스의 심의 민주주의론은 선험주
의, 형식주의의 성격 때문에 현실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처방에 취약
성을 드러낸다.
여기서는 이러한 민주주의에 관한 정치 철학적 논의의 연장선상에
서 아렌트의 공화주의를 현대적 조건에서 재검토하여 그 적실성을 밝
히고 몇 가지 수정을 통해 다원성과 양립 가능한 형태로 제시하고자
한다. 아렌트의 공화주의는 정치적 참여와 공동의 실천을 주장하고 정
치가 갖는 구성적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공화주의와 같
지만, 정치를 도덕과 단절적으로 파악하는 독립적 정치관을 갖고 있다
는 점에서 기존 공화주의의 이론적 약점을 공유하지 않는다. 개인의
자율성과 다원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와 친화력을 갖지만
정치를 단순히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자유주
4) 같은 논문,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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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내재한 약점을 공유하지 않는다. 아렌트 이론은 공론 장에서의
자유로운 토론과 이를 통한 의지·의사형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하
버마스와 일치하지만 의지나 의사형성이 반드시 동의나 합의를 목표
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견을 달리한다. 아렌트의 공화주의는 한
걸음 나아가 탈 정치화되고 사생활 중심주의에 빠진 현대인의 태도를
극복하고, 구태에 젖어있는 기성 정당을 통해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론의 장의 재활성화와 탈 중심적인 자치를 통해 국가기구
의 권력을 다시 시민의 수중으로 환수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아
렌트의 정치관은 아렌트 자신이 주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20세기 전반
부의 정치 현상인 나치즘이나 파시즘 같은 전체주의에만 타당한 것이
아니라 정보 사회를 배경으로 한 후기 산업사회의 정치 상황에 대한
분석에도 적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세계화라는 모토가 상징하는 오늘
날의 세계 상황은 아렌트가 경제적 필연성이 공론 영역을 점령해 가
는 과정으로 묘사하는 근대화와 이에 따른 전체주의화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1) 먼저 서구 근대화 과정 대한 아렌트의 규정을 살
펴보고, 이러한 근대화가 서구 정치의 위기를 초래하는 이유를 아렌트
를 따라 분석한 후(Ⅱ- 1) 3) 왜 이 위기가 자유주의나 사회주의로 대
변되는 정치적 모더니티의 확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지를 살펴볼 것
이다.(Ⅱ- 2) 3) 그리고 이에 기초해서 아렌트의 공화주의가 오늘날 필
요한 이유를 살펴볼 것이다.(Ⅲ) 4) 다만 아렌트의 정치 이론이 오늘날
에도 유효하려면 공화주의가 극복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하고 또한 혁명과 같은 특수한 시점이 아닌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
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살펴볼 것이다.(Ⅳ)

Ⅱ. 아렌트의 근대 비판
1. 근대에 대한 아렌트의 규정 : 사회의 등장과 전체주의의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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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에 대한 아렌트의 규정은 사회 (the social) 개념에 대한 독특한
의미 부여와 연관된다. 근대란 정치 (the political)와 대비되는 사회 의
등장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아렌트에게서 정치가 인간의 세 가지 활
동 범주 가운데서 다른 두 가지 범주 즉 삶의 필연성과 연관되는 노
동 (labor )과 지속적인 인간적 사물 세계를 만들어 가는 작업 (w ork )과
구분되는 다원적 인간 사이에서 말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행위 (action )
를 가리킨다면, 사회 는 가정 관리를 의미했던 사적인 경제적 활동이
사람들의 유일한 공적 관심사로 확대된 것 즉 공적 영역에까지 확대
된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태도가 개인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순응적,

획일적인

행

동 (behaviour )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아렌트가 파
악하는 근대 사회의 전형적 특징은 인간의 활동에서 인간의 인간다움
과 개성을 발휘하는 활동으로서 정치 행위가 철저하게 배제되고 삶의
유지를 위한 노동과 노동의 산물을 소비하는 활동이 중심적 지위를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삶에서 생존과 관련되는 필연적 욕구를
해결하는 활동이 모든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공적인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심의하는 정치의 공간으로서 공적 영역의 위축 내지는
소멸과 이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함축한다. 경제적 관심사가 사람
들의 지배적 관심사가 되는 사회의 등장과 이에 따른 참된 정치의 위
기가 아렌트가 이해하는 서구 근대화 과정의 귀결이다.
이에 비춰 볼 때 노동 개념에 입각한 맑스의 근대 비판은 비판이
아니라 근대 사회의 대변이며 시대 정신의 반영이다. 아렌트는 노동
계급의 해방을 모토로 한 맑스의 근대 비판이 개인의 생존이 아닌 종
으로서 인간 (Gattung sw esen )의 생존 확보 이론에 불과하다며 재 비
판한다. 인간의 활동 가운데서 노동을 가장 중시하는 근대의 제반 정
치 이론(홉스나 로크의 소유권 이론, 맑시즘 등)만으로는 진정 인간다
운 활동의 영역을 구명하고 모색하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것
이다.
아렌트는 근대에서 사회 의 등장이 궁극적으로 귀결된 곳을 전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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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로 규정한다. 전체주의는 폭정의 한 형태가 아니라 역사적 전례가
없는 극히 근대적인 것이다. 전체주의는 매우 상반적인 것 즉 1) 노동
과 소비의 끊임없는 과정, 인류가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한 자동적 과정
에 직면한 인간의 무기력(Radical Evil)과 2) 인간의 노동, 과학과 기
술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ev erything is possible)5)는 전례 없는 오
만의 기묘한 결합의 산물이다.6) 이러한 전체주의 아래서 시민들은 불
신을 통해 서로 고립되어 있으며 이렇게 의견의 공적 교환이 차단된
모든 정치 질서는 폭력에 기초한 지배로 전락한다. 권력의 유일한 원
천인 의사소통적 구조는 테러의 공포에 의해 파괴된다. 전체주의는 개
인간의 거리를 파괴하고 개인으로부터 시작의 능력을 파괴한다. 아렌
트에 의해 전체주의의 전형으로 지적되는 나치즘과 스탈린주의는 고
전적 폭정의 근대적 재현이 아니라 지극히 근대적인 새로운 폭정이다.
그것의 새로움은 단지 공적 영역의 침묵에 그치지 않고 탈 정치화된
대중을 동원하는 체제라는 점에 있다. 경찰국가는 한편으로는 공적
영역을 파괴하고, 다른 한편으로 완전히 고립된 사람들이 정치적 행위
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전체주의 정권이
저지르는 모든 범죄에 동조하도록 강요한다.

7)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공적 영역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중들의 정
치에 대한 냉담은 언제든지 비합리적 이유에 기초한 정치 과열 혹은
동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치 정권의 전체주의적 지배는 근대 대중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등장한 것이다. 아렌트가 근대 정치를 특징짓는 私事化(priv atization )
에 그토록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사화란 사회 의 등장과 더
불어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소극적
자유를 찾아 사밀성, 친밀성(privacy , intim acy )의 내면의 영역으로 도

5) H . A ren dt , T he Orig in of T otalitar ian ism , H arcourt, Brace & Co., 1951
p .440 .
6) 같은 책, 서문 v ii.
7) H . A r en dt , E lem en te un d Ursp rü ng e totaler H errs chaf t, p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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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는 현상을 말한다. 대의제와 정당 체제가 이러한 대중 사회에서
탈 정치화된 대중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없다고 아렌
트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러한 상황에 내재하는 위험 때문이다. 고도로
관료화된 행정, 정당, 조직을 통해 비정치적인 대중을 정치에 동원하
기 위한 심리적 기초를 제공하고 강화하는 것이 사유화된 생활 양식
의 귀결이다.
이러한 근대 사회와 이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는 정치 이론에 대한
아렌트의 지적은 일차적으로 20세기 초 전체주의 사회인 나치 독일과
스탈린 치하의 소련에 대한 비판이긴 하지만 소비에만 몰두하는 21세
기 초반의 인류 사회에도 유효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근대 이후의
인류의 삶의 역정에 대한 매우 비관적 판단은 단지 아렌트 자신이 살
았던 시대의 비극을 반영하는 것만은 아니다. 인간이 자신의 생명의
원천을 건드리고, 지구를 한 순간에 날려 버릴 수 있는 에너지를 건드
리고 있는 오늘날 더 큰 비극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관적 조건 아래서 아렌트가 희망을 보았던 것은 인간의 행위
와 그 행위가 포함하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능력이었다. 그것은 구
체적으로 공동의 세계 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들의 함께 행위 함
에서 발휘되는 능력이고, 근대 이후 매우 드문 경우에 발생하는 사건
즉 혁명에서 실현되는 자유의 능력이다. 결국 아렌트의 근대 비판에
토대를 둔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은 인간의 개성과 자유가 실현되는
행위 의 조건, 시민들의 활발한 토론으로 채워지는 정치 공간으로서
공론 영역을 현실 속에서 확보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근대의 정치
기획인 대의제에 토대를 둔 자유 민주주의와 맑시즘에 토대를 둔 사
회 민주주의로는 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렌트의 판단이다.

2. 근대적 정치기획에 대한 아렌트의 비판: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 민주주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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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의 자유(per sonal liberty ) 보장과 이를 위한 정부의 제한을 다
른 모든 정치적 가치에 우선하는 자유주의와 이 자유를 소수가 아닌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결합된 것이 자유 민
주주의로서 그 본질적 형태가 대의제이다. 아렌트는 근대 대의제 민주
주의의 정치 시스템 다시 말해 대중 정당, 직업 정치인, 유권자의 경
제적 이해에 호소하는 선거 캠페인 등에 부정적이다. 물론 아렌트도
영국이나 미국 같은 양당제에 기초한 권력분산적 대의제의 장점을 인
정한다. 독재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효율적이었다는 사실도
인정한다. 그러나 아렌트에게 사적인 개인으로 시민적 권리를 향유하
는 것이 아무리 소중하더라도 공화국의 시민이 되고 그 정치적 자유
를 누리는 것에 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렌트에 따를 때 정치적 자
유란 통치에의 적극적 참여를 뜻하고 이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도
없기8) 때문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아렌트의 비판은 좀더 상세
하게 살펴보면 규범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규범적 비판의 핵심은 적극적 의미에서 자유는 표현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인데 대의제는 대중들을 사적 관심에 가
둬 놓고 사적 행복 추구에만 몰두하게 한다. 아렌트에 따르면 비정치
적이고 사적으로 향유하는 시민적 자유(civil liberty )가 중요하지 않다
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부의 제한에만 치중할 뿐 정치 참여에는 관
심이 없다. 공적인 자유와 공적인 행복을 소수 대표의 특권으로 만드
는 대의제는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에 비춰볼 때 규범성을 가질 수 없
다는 것이다.9 )
대의제에 대한 현실적 비판은 그것이 대중의 정치적 견해를 향상시
키지 못한다는 점과 투표가 가진 문제점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아렌
트에 따르면 대의제는 정치의 장을 구성하는 정치적 의견이 존립하기
힘든 체제이다. 의견은 열린 토론과 공적 논의의 과정에서 형성되며
의견 형성의 기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고 변덕스러운 개
8) H . A r en dt , On R evolut ion , F ab er & F ab er , 1963. p .216, 218
9) 같은 책, p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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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대중의 기분만이 존재할 뿐이다.10) 아렌트는 시민들이 정치적 주
제와 관련해서 적절한 의견 형성을 위한 공적 토론에 반드시 직접적
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T V나 신문 등 각종 매
체 혹은 국회에서의 토론만으로 의견 형성이 안 되는 이유는 개성과
인격을 드러내는 정치적 말과 행위는 대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직접적 경험이 가능하려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많은 수
의 공적 공간 혹은 기초 공화정 (an elementary republics )11)이 필요한
데 평의회(council)가 그 전형적 모델이라는 것이다.
투표에 대한 아렌트의 불만은 우선 투표가 정치적 경험이나 잘 형
성된 의견 없이 사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투표
가 개인적 문제와 전체 문제간의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사람들이 그들의 사적인 관심의 네트워크
바깥에서, 도구적 고려를 넘어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릴 때만
가능한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아렌트 비판의 기초는 정치 행위가 다른
것(다른 사람, 다른 활동)에 의해 대체불가능한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
이다. 이와 관련해서 그 누구도 참여 없이는 행복하거나 자유롭다고
말해질 수 없다는 아렌트의 언급은 인간의 본성을 전제하고 이를 실
현하는 자아 실현적 정치관이 갖는 문제를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점12)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은 그들의 보다 고차적인 본성을 실
현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행위 하도록 강제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적극적 자유와 관련해서 지적되는 모순 즉 자유롭도록 강제 받는 모
순을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정치관은 현대의 정치 조건과 양립하기
힘든 완전설 을 전제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대의제와 관련해서도 아렌트가 대의제 민주주의의가 이룩한

10) 같은 책, p .268.
11) 제퍼슨의 용어를 아렌트의 On R evolut ion , p .254에서 재인용.
12) J . E , S itton , H . Ar en dt ' s A rg um ent for Coun cil Dem ocracy , P olity 2 0
1987 . pp .85-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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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무시하거나 지나치게 과소평가 하는 것으로 보인다. 케이텁
(Kateb )은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피통치자의 동의에 의한 통치
라는 구절에서 아렌트가 동의를 피통치자가 되는 것에 수동적으로 순
종하는 것으로 오역하고 있다고 지적한다.13) 케이텁에 따르면 이 구절
은 로크의 저항권처럼 오히려 통치의 정당성이 의심스러울 때 정부 정
책에 대한 저항을 고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는 시민불복종
의 원천이 되는데, 시민불복종은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예를 들어 아렌트 자신이 최상의 혁명적 전통이라고
지지한 반전 운동은 저항 정신을 유지시키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 사
례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아렌트가 시민적 자유를 모두 소극적 자
유로 분류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 할 수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소극적 자유의 옹호를 통해 정치 참여를 고무하며14) 대의제 민주주의
는 아렌트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치 참여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제
반 현실적 조건을 고려했을 때 대의제 민주주의는 비록 차선적이지만
정당한 정치 체제임에 틀림없다.15 ) 꼭 케이텁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오
늘날 대의제가 완전히 배제된 민주주의 제도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
므로 대의제에 바탕을 둔 참여 정치의 활성화가 현실적이면서도 바람
직한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으로 보인다. 또한 아렌트는 소극적 자유들
간의 구분을 깨닫지 못했고, 참여의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기본
적인 시민적 자유가 갖는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피통치자의 동
의 를 너무 수동적으로 해석한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케이텁의 경우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아렌트의 비판을 방
치한다는 반박을 받을 수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핵심적 정치 관
계인 투표가 직접적 정치 경험을 위한 또 이러한 참여에 의존하는 적
13) Georg e K at eb , A r en dt an d Repr es ent ativ e Dem ocr acy , P roceed ing s o
H is tory , E thics , P olitics : A Conf eren ce bas ed on th e W ork of H annah
A ren d t, ed . Rob ert B oy ers , NY : Em prie S tat e Colleg e, 1982, p .123 .
14) M . Can ov an , T h e Contr adiction s of H . A ren dt ' s P olitical T h oug ht
P olit ical T heory 6, 1978 . p .22.
15) G. Kat eb , P olit ics, Cons cien ce, E v il, T ot ow a, 1984 .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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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의견 형성의 창출을 위한 장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사
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피통치자의 동의 요구에 의해 생기는 저항 무
드는 무드일 뿐 교육과 분석을 위한 장은 아님도 분명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에 의한 경제의 규제와 이를 통한 민주주의적
원칙의 관철이라는 우리의 핵심적 관심사와 관련해서 대의제에 기초
한 자유 민주주의는 자기 규제적, 자생적 사회에 개입하는 국가 권력
을 견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정치에 의한 경제의
규제는 원천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국가에 의한 철저한 계획 경제를 실시하는 사회주의 체제
는 정치에 의한 경제의 규제와 이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정치적 기획을 실현하는 것일까? 위에서 이미 언급되었듯이 아렌트에
따르면 사회 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맑시즘은 근대에 대한
비판자가 아니라 철저한 근대의 대변인이다. 맑시즘의 생산주의는 노
동과 소비를 최고의 인간 활동으로 간주하는 근대의 정당화 논리이며
맑스가 주장하는 노동 해방이 결코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삶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 아렌트의 생각이다. 노동이 찬양되는
노동 사회에서 자동화의 진전은 노동 없는 노동자 사회 16)라는 기묘
한 결과를 초래한다. 노동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노동과 짝을 이루는
소비에만 몰두할 뿐 더 이상의 고차적인 인간적 활동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 노동자 계급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과 경제적
평등의 요구가 역사적으로 한 때 정치적인 측면에서 진보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근대 대중 사회의 출현과 더불어 노동자 계
급도 다양한 이익집단의 하나로 전락하고 만 것은 사실이다. 세계의
일정 공간을 차지하며 공적 영역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 역할을 했던
사적 소유 가 부, 사유재산의 의미로 변질된 근대 사회에서는 사유재
산의 철폐가 참된 소유 의 회복으로 귀결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 조건인 공적 영역, 공적 토론의 장의 활성화는
사유 재산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각 개인이 사적 관심을 넘어서서
16)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 이진우·태정호 역, 한길사, 1996.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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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영역에 참여하려는 태도, 자격, 세계관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참여를 촉진할 정치적 제도와 사회 문화적 토양이 얼마만큼
갖추어지고 성숙한 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Ⅲ. 아렌트의 새로운 정치의 모색: 공화주의의
현대적 부활
1. 공화주의에 이르는 길: 근대의 변증법
공화주의(republicanism )는 어원적으로 통치가 소수 몇 사람의 특권
이 아니라 정치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공적인 일(comm on bu siness,
res p ublica )이라는 것에서 유래한다. 집단적으로 행위하는 시민의 활발
한 토론과 이 토론에 기초한 자기 입법을 중시하는 공화주의는 고대 희
랍의 시민 전사의 연대에 기초한 도시 국가에서 출발하여 로마의 복합
적 정치 체제의 근간으로 발전한다. 사적인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우선
해야 한다,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져야 한다는 등의 시민적 덕(virtue)에
의존하는 고전적 공화주의는 정치를 지나치게 윤리와 결합시키는 측면
이 있지만 근세 북부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에서 다시 부활한 공화주의
(civic hum anism , civic republicanism )는 정치와 도덕을 철저히 분리하
는 마키아벨리 이론에 근거해 있다. 결국 오늘날 공화주의의 부활은 정
치가 무관심하고 원자화된 대중들의 일시적 투표 행위로 전락한 상황
에서 적극적 시민권과 공적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공화주의의 재현, 부활은 선택적일 수밖에 없다. 즉
고전적 공화주의의 요소 중 스파르타적 영웅 전사의 부활, 노예제의 부
활, 여성의 시민권 박탈의 부활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
다. 또한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인간적 성취와 만
족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적 명제 역시 다원적인 현대적 조건과 양립하
기 힘든 인간의 본질적 본성과 이의 실현을 전제하는 도덕 교설(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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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perfectionism )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부활될 수 있는 요소는 정
치적 자유가 제도화되고 보존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공화주의의 명제
들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아렌트가 인위적인 세계 그리고 정치 제도의 안정적, 지속적 유지에
그토록 집착한 이유는 사회 의 등장과 이에 따른 생산과 소비의 끊임
없는 순환과정에 맞서 이러한 세계를 보존하지 못한다면 유의미한 인
간적 삶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플라톤이래 서구 정치
사상을 지배해 온 진리와 사변을 중시하는 전통으로 말미암아 무시되
어 온 의견과 현상의 공간, 인간의 다원성이 발휘되는 정치 공간의 복
원도 공화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근대
에 들어서 인간들이 경험한 딜레마 즉 모든 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
해 보이면서도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들
어가 있다는 경험, 또 근대 민주주의의 변증법 즉 모든 이의 평등한
천부적 인권을 표명하는 이상과 여성과 유색인, 사회 문화적 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민주주의의 현실간의 간극의 경험은 아렌트로 하여
금 민주주의가 표명하는 이상적 원칙은 이를 인정하고 지켜나가는 사
람들의 노력이 없을 때 공허할 뿐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다원적
인간 사이에서 세워지고 이들의 적극적 동의에 의해 유지된 세계적
(w orldly ) 제도의 확립만이 행위를 노동으로부터, 인간의 인간다움과
개성을 생물적 욕구와 이의 충족으로부터, 정치를 경제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망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나치 치하에서
의 난민의 경험은 아렌트로 하여금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연권을 갖는
다는 가정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지를 절실히 깨닫게 했
다. 인간이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는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 즉 시민이 될 때 뿐 인 것이다. 인간
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제도를 위해 함께
결합하는 것이다.17)

17) H . A r en dt , On R evolut ion , 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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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렌트 공화주의의 특징: 공간적 정치관
정치가 말을 매개로 다원적 인간들 사이(between )의 공간 에서 현
상하는 의견(doxa)들의 교환이라는 공간적(spatial) 정치관은 아렌트
공화주의의 핵심적 내용이다. 루소와의 높은 사상적 친화성에도 불구
하고 아렌트가 루소식의 일반의지 는 인간의 다원성과 다원성이 발휘
되는 공간을 배제한다고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
렌트 정치관에 포함된 이러한 공간성을 파악해야 한다. 루소처럼 모든
사람을 일반의지 로 환원하는 것은 어떻게 다수가 자유로우면서도 함
께 살 수 있는가? 라는 문제 의식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답변의 회피
이다.18)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측면에서
동일한 사고, 동일한 관점(일반의지)을 가짐으로써가 아니라 공동의
세계적 제도를 공유함을 통해서이다. 공화국의 시민을 엮어주는 것은
그들이 같은 공적 공간에 거주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공유한다는 사실
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정치적 공간을 창출하고 유지시켜 주는 것이 권력
(pow er )이다. 권력은 총구나 물리적 힘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권
력은 폭력(violence)과 철저히 구분된다. 흔히 권력을 다른 사람을 자
신의 의지대로 움직이게 하는 개인적 힘이나 혹은 이를 가능하게 하
는 특정 지위나 제도의 힘으로 이해하는데 이는 타인의 동의에 근거
하지 않은 채 강제를 행사하는 폭력에 불과하다. 권력이란 인간의 협
동적 행위 능력19 )이며 결코 한 개인이 임의로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것이거나 개인의 결합된 힘의 총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행위 할
때 이들 사이(공간)에서 생겨났다가 사람들이 흩어지는 순간 사라지는
어떤 것이다.20 ) 이는 제한 없는 의사소통 속에서 공통의 행위 과정에

18) M . Can ov an , A r en dt , Rou s seau , H um an P lur ality in P olitics , J o urnal o
P olit ics , vol. 45 , 1983 . p .290.
19) H . A r en dt , On V iolence, H arcou rt , Br ace & Co., 1968. p .44.
20)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 p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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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는 능력이기도 하다.21) 그러므로 권력에서 중요한 것은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도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에의 도달을 지향하
는 것이다. 권력은 상호 대화를 지향하는 생활 양식을 보장하는 정치
제도 속에서 구현되지만 동시에 이 정치 제도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구실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권력은 자유를 보호하는 질서 속에서, 정
치적 자유를 위협하는 폭력에 대한 저항 속에서, 새로운 자유의 제도
를 정초 하는 혁명적 행위 속에서 드러난다. 정부란 권력이 조직되고
제도화된 것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생동하는 권력이 지지를
멈추는 순간 붕괴되고 만다. 이처럼 아렌트의 공간적 정치관은 권력관
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권력은 공론 영역과 현상의 공간을 보존하는
것이고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세계의 생명줄이다.22)
권력이 개인이 자기 속에서 지니는 힘(strength )과 달리 자기 바깥
에서 사람들과 함께 행위 할 때 생성되고 발휘되듯이 자유(freedo
m )23)도 개인의 내적 능력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세계적인 우리들 사이
에서야 제대로 생성되고 실현되는 것이다. 물론 자유에 시작할 수 있
는 능력 이라는 개인의 내적 능력(자발성)과 연관되는 측면이 없는 것
은 아니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고립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무
언가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 현실 속에서 타인과 행하는 상호작용이
다. 아렌트에게 자유는 세계적 현실이며 그 전형적 사례가 혁명이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능력으로서 이해되는 아렌트의 공화적 자
유관에서 중요한 것은 집단적 결정 과정에의 참여 라 할 수 있다. 인
간의 자발성과 상호 협조에 의해 생겨난 권력이 자유의 실현이 되려
면 지속적 제도들 즉 시민들의 동의를 받는 보장된 공적 공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21) J . H ab erm as , H . A r en dt ' s Com m un ication s Concepts of P ow er , S ocia
R es earch vol. 44 , 1977 . p .3.
22)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 p .267 .
23) 자유(fr eedom )는 육체적 필연성이나 타인의 지배로부터의 해방(lib er ation ), 시
민이 사적으로 누리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같은 시민적 자유
와 권리(civ il lib erty an d rig ht )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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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의 평등(equality ) 개념 역시 공간적 특징을 보여준다.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공화주의 정치의 가장 기본적
원리이자 중요한 정치 경험이다. 공화주의적 평등 개념은 자유주의의
그것과 전혀 성격이 다르다. 근대 자유주의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평
등하게 태어난 존재이다. 공화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불평등하
게 태어난다. 이렇게 불평등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인공적인 법과 제
도, 정치 공동체 속에서는 평등하게 된다. 따라서 권력, 자유와 마찬가
지로 평등도 개인이 내부에 소유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동일한 정치
세계에 거주하는 시민들간에 존재하는 것, 정치 공간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공화주의에서 평등은 결코 천부적 부과물이 아니라 인공적, 정치적
구성물이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자유주의 정치 이론은
문제를 왜곡한다. 자유주의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
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정치적 권리나 지위도 부여하지 않았던
역사적 사례는 너무도 많다. 국가 없는 사람들, 정치 공동체 외부에서
배제된 사람들(pariah ), 여성과 흑인은 평등한 인간의 범주에서 제외되
었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제 권리의 평등은 자연이 우리에
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을 통해 실현되어야 할 정치적
기획이라는 점이다.
사회주의적 평등, 경제적 차이의 해소도 참된 의미의 평등이라 할
수 없다. 이는 획일적인 같음을 평등으로 오해하는 것에 불과하다. 모
두가 공유하는 정치 공간은 이 공간에 참여할 자격으로서의 평등에
토대를 두고 이해, 의견, 민족, 개성 등의 다양한 차이가 발휘되는 장
소이다. 평등은 결코 인종적 같음, 문화적 같음, 경제적 같음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공화정의 시민들이 공유하는 인위적 공적 공간은 인종,
민족, 종교 등의 어떤 자연 공동체에도 기반해서는 안 된다. 공화정의
시민으로서의 평등과 민족적 정체성의 같음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할
필요성은 나치를 위시한 민족주의에 기초한 정치 공동체의 폐해가 너
무도 분명하게 보여준다. 나치에 대한 반응으로 유태인들이 자기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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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국가 건설에 매진했을 때 아렌트는 그 운동에 내재한 역설을 지
적하였다. 즉 아무리 발달되고 성숙한 민족 국가라 하더라도 그것은
바람직한 정치체(공화정)가 아니라 공동체에 불과할 뿐이다. 민족국가
가 만인의 보편적 인권선언을 민족적 주권과 결합하게 될 때 이 국가
에서 소수인종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역설에 빠지고 만다. 결국
아렌트는 1940년대에 이미 민족 국가의 정치적 정당성에 파산 선고를
하는 셈인데 냉전 이후 민족주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국제 정치
상황에서 공화주의는 민족주의와 민족국가 모델을 극복할 수 있는 길
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3. 아렌트 공화주의의 보완: 현대 공화주의의 과제
행동하는 다수의 자기 입법 활동을 중시하는 공화주의의 옹호자들
이 개인의 인간다움의 실현과 정치 행위에의 참여 사이에 성립하는
불가분의 연관을 정당화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루소나 칸트는 자치가
갖는 윤리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간은 양심이나 비판적 성찰에 근거
해서 스스로에게 입법한 이성이나 목적에 따라 행위 할 때만 진정 자
유롭다고 주장한다. 아렌트는 폴리스에서 시민이 발휘하는 정치 행위
의 탁월성이 갖는 독특한 인간적 성격을 강조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에 입각해서 공적인 일에의 참여와 여기서 누리는 공적 행복
(public happiness )이 인간을 진정 인간답게 한다고 주장한다.24) 그러
나 이처럼 강한 공화주의는 다원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 지
탱되기 힘들다. 현대 공화주의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1) 공화주의가
다양하고 자유로운 현대 사회와는 양립하기 힘든 일정 정도의 도덕적
합의를 전제하는 연대주의(solidarism ) 교설이라는 비판과 2) 공화주의
는 정치적 억압에 맞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현대 입헌주의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다수 인민의 입법권을 최고로 여기는 교설
24) H . P itkin , On R elatin g P riv at e an d P ub lic , P olit ical T h eory vol. 9
1981. p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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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비판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의 요지는 공화주의가
편협하고 강압적인 공동체주의와 친화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는 공화주의가 다수의 적극적
참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인민의 자치라는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
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행동하는 다수의 입법을 절대시할 경우 다수
의 도덕관, 가치관에 기초한 입법이 이러한 도덕관을 공유하지 않는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정당성을 가지기 힘든 약점이 있다는 것
이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해서 공화주의를 주장하고 확립하게 한 동기와
공화주의 정치관의 내용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는 역사적으로
제시되었던 공화주의의 동기 즉 무엇이 인간다운 것이지, 무엇이 영혼
에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개인이 실현해야 할 본성인지에 대한 영감
과 주장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공적인 일에 대한 관심과 적극
적 참여 그리고 활발한 토론과 이를 통한 자기 입법을 중시하는 공화
주의 정치관의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공화정과 (자연) 공동체와의 엄
격한 구분을 통해서 공화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친화성을 차단하고, 다
수의 입법활동이 자기 교정적인 규범적 대화 25)에 근거해 있다는 점
에서 언제나 모든 비판을 수용함으로써 다수 입법에 내재하는 취약한
정당성을 보완해 가야 한다. 더 나아가 공화주의적 정치관이 없이는
오늘날 헌법에 표현된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매우 중
요한 규범적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의 헌
법에는 1) 국민은 자신들에 의해 통치되는 만큼 정치적으로 자유롭다
는 自治의 이념과 2) 국민은 인치가 아닌 법치에 따르는 만큼 정치적
으로 자유롭다는 法治의 이념이 천명되어 있는데, 대화적- 공화주의적
입헌주의 가 다른 어떤 정치 이론보다 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즉
다수의 함께 행위 하는 사람들이 공적 관심과 이해의 정신에서 입법
활동을 수행할 때 자치와 법치는 가장 잘 조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
25) F . M ich elm an , L aw ' s R epu blic , T he Y ale L aw J ournal vol. 9 7, 1988
p .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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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공화주의는 향수에 젖은 공화
주의가 아니라 자치와 법치라는 헌법상의 원리가 어떻게 일치하는 지
를 설명함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정치 이념인 것이다.
아렌트 공화주의의 또 다른 약점은 그 이론이 혁명이나 무정부 상
태, 지독한 권위주의 통치시기와 같은 역사적으로 특정한 시점에서만
그 영향력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아렌트 이론에서 제시된 내용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보통의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연결될 가능성이 미약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역시 일상
적 생활에서 대화를 통한 개인의 규범적 자기수정과 이를 통한 개인
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목적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및 공적 공간에서 타
인의 관점을 취하는 능력의 향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입법 활동 등은
일상생활에서의 공화주의 원칙의 실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의회나 선거 기간의 선거 운동 등 공식적 통로 외에도
여러 유형의 일상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수정적 대화는 공화주
의적 입법정치의 통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26 )
자유주의나 심의 민주주의와 다른 공화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
의 권리를 표현한 법과 제도를 그 종류에 상관없이 언제나 집단적 토
론과 심의의 대상으로 회부한다는 사실이다. 자유주의나 심의 민주주
의에서 특정한 법은 전제되는 것이지 결코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공화주의가 함축하는 다원성의 법적 형식은 미확정성이며, 모든 기존
의 규범체계에 대한 다양한 재해석의 가능성을 언제나 열어 놓는다.
이러한 입장이 초래할 수도 있는 소수 인권의 침해 가능성 같은 부작
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정치 공동체에 주는 활력과 자기 수
정의 가능성은 이를 능가하는 장점을 갖는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공화주의 속에는 지속적인 규범적 자기 개선
의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화주의가 헌법 해석과 관련해서 유용
26) 미국의 경우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판례를 만드는 것은 헌법
을 위시한 기존의 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입법을 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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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반이 될 수 있다면 연대주의와 공동체주의와의 연결 가능성 때
문에 공화주의를 멀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두려워 할
것은 연대주의나 공동체주의가 초래할 부작용이 아니라 정치 공동체
의 자기 혁신 능력의 감소와 정치 공동체의 해체 현상이며, 시민으로
하여금 정치 공동체의 성원으로 참여하고 헌신하는 의욕을 저하시키
고 그 기회를 박탈하는 정치 공동체의 내적 분열인 것이다.

Ⅳ. 맺는 말
아렌트의 근대 비판에는 근대 과정의 정치적 반영으로서 자유 민주
주의와 맑시즘으로 대표되는 근대적 정치 기획에 대한 비판도 포함되
어 있다. 그렇다고 고대의 도시 국가의 정치 경험에 기초한 공화주의
에 의지하는 아렌트의 정치 이론이 포스트- 모던한 정치 기획으로 해
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아렌트의 정치 이론 특히 정체성과 개
성을 표현하는 행위 개념에는 자기 표현과 개성 실현을 중시하는 측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너무 일면만을 보는 해석이다. 아렌트
의 정치 이론에서는 이러한 개성의 표현조차도 그 현상 공간으로서
공적 공간의 출현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 공간은 한 개인의 고립된
노력이 아니라 책임 있는 시민들의 공동의 노력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노력은 정치에 대한 경제의 지배과정, 공적 정
치적 공간을 조금씩 축소시키고 결국에는 완전히 추방하려는 거대한
과정에 직면해서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간적 몸부림이다.
그런데 20세기 초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비판하
고 고전적 공화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은 파시즘을 초래하였다.
이때 부활했던 공화주의적 요소는 사적 이익을 공적 이익 앞에 모두
포기하고 군사적 무용과 책임감을 강조하며 영웅을 숭배하는 것이었
다. 우리는 오늘날 유사한 상황에서 또 다시 공화주의에 호소하려 한
다. 여기서 우리가 의지할 공화주의적 요소는 인간의 삶을 유의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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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줄 공동의 세계에 대한 책임감, 이 세계를 유지해 줄 제도의 확립
이다. 공적 공간, 공적인 토론장의 창출, 보존, 활성화를 위해 행위 하
는 다수의 노력을 통해 사회 경제적인 것, 노동과 소비의 무한 과정에
한계를 설정하고 인간적 세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받아
들여야 할 아렌트의 공화주의적 측면이다. 어두운 시대를 밝힐 공론
장을 여는 인간의 행위 능력이 우리의 희망이라면 날이 갈수록 사람
들이 이 능력을 망각해 가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딛고 넘어서야 할
장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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