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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글의 목적은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에서 ‘자기의식적 행위’라

는 개념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에는 ‘정치 미학’ 혹은 ‘미학의 정치’라는 

별칭이 붙어 있다. 그는 인간의 미적 자기 현시를 가리키는 행위라는 개념

을 중심으로 정치 철학을 전개하였으며, 칸트의 미학을 토대로 하여 행위

의 영역인 정치의 장을 이해하는 방법인 정치 판단 개념을 제시하였다. 미

학적 관점에서 행해진 이러한 정치 철학적 접근은 전체주의에 대한 한 처

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주의 앞에서 무력했던 기존의 합리주의 철학을 

비판하며 그는, 정치를 합리성과 보편성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으로 보

고 미학을 통해 이를 이해하는 길을 찾고자 하였다. 보편성이나 합리성과 

같이 기존에 상정된 틀에 따라 세계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의 세계를 이해하고 긍정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 것이다. 그는 이것을 “세

계 내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 “세계와 화해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한나 아렌트의 철학은 행위 개념을 토대로 인간 개개인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상찬하는 동시에, 판단 개념을 통해 그 개인들에게 공동체적 지

반을 제공(칸트에서 미적 판단은 타인의 존재, 나와 타인의 소통을 전제한

다.)하려는 기획이다. 그러나 실상 한나 아렌트의 철학 내에서 행위와 판

단에 관한 이 두 개의 이론은 적절히 관계 맺지 못하고 있다. 그의 행위 개

념은 고대 그리스 영웅들의 개인주의적이고 분투적인 삶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개인의 현시가 아닌 공동체의 합의가 강조되는 판단 이론에서 행

위는 공동체에 대한 참여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약화된다. 행위 개념의 이

러한 약화는 때로, 그의 철학이 공동선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개인들의 희

생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독되는 결과까지를 낳기도 했다.

기존의 연구는 행위 이론은 희랍 향수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이라는 

비판에서 판단 이론을 우위에 놓거나, 반대로 판단 이론을 강조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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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철학 전반을 보수화한다는 비판 하에 초기의 행위 개념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판단과 행위가 연장선상에 있

는 것으로 보고, 행위 개념의 분투적 계기를 보존하면서도 엘리트주의적

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독해를 시도하였다. “상상 속 타인과의 대화”로 

정의되는 정치 판단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내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성격

을 띠지만, 또한 “타인과의 차별화”라는 행위의 근거점이 될 타인에 대한 

이해가 될 수도 있다. 이 글에서 주장한 ‘자기의식적 행위’라는 개념은, 행

위자가 스스로의 판단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낳을 의미를 알고 있는 경우

를 가리킨다. 한나 아렌트 자신은 행위는 행위자의, 판단은 관찰자의 역할

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판단과 행위가 연장선상에 있으며 행위

자가 판단할 수 있음을, 따라서 ‘자기의식적 행위’가 가능함을 주장하였다.

판단을 토대로 행해지는 행위를 단순히 효율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

기의식적 행위로 칭한 것은, 한나 아렌트가 행위자 스스로는 행위의 의미

를 알 수 없다고 적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정의하는 행위란 예측할 수 없

는 것으로서, 행위자는 결과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갖고 자

신을 드러내는 존재로 규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위자는 영웅으로 칭

송받는데, 이 경우 행위는 특별한 소수만이 할 수 있는 활동이 된다. 한나 

아렌트는 행위하는 능력이 인간 누구에게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모델이 영웅이라는 점에서 그의 행위 이론은 엘리트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 글이 자기의식적 행위라는 개념을 주장한 것은 영웅적인 용

기 없이도 행위가 가능한 한 방식을 찾음으로써 예측불가능한 영역에 있

는 행위자 또한 영웅적 용기 없이도 “세계 내에서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

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한나 아렌트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는 행위자의 입장에서 행하

는 판단을, 후기의 《칸트 정치철학 강의》에서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행하

는 판단을 제시했는데, 서술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별개의 것이 

아니며 판단은 행위자에게도 여전히 가능하다. 그는 적절한 판단을 위해

서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실제 행위의 중단

보다는 사유의 확장을 촉구하는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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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순히 자신의 행위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행위를 은유적

으로 전유함으로써 그 의미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한나 아렌트는 

《정신의 삶: 사유》에서 은유 개념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명명을 통해 

비가시적인 것(행위의 의미를 포함하여)을 현상 세계로 불러 오는 역할을 

한다. 은유를 통해 행위자는 기존의 사회에서는 허용되지 않던 일까지도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로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공적 영역을 수정하고 

확장하는 결과를 낳는다. 자기의식적 행위를 통해 행위자는 단순히 자신

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뿐 아니라 새로운 공통 세계를 건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기의식적으로 획득되며 공적 공간을 확장하는 결과를 낳는 이

러한 행위자의 정체성을 이 글에서는 수행적 정체성 개념에 비추어 살펴 

보았다.

한나 아렌트는 자신의 이론을 체계화 하는 데에 큰 관심을 두지 않

았으며, 판단 이론은 완성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았다. 이러한 탓에 그의 

철학은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세계를 설명하기 보다는 각각의 단편이 새

로운 사유의 단초를 제공한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조각들을 새로 맞춤으

로써, 그가 촉구한 분투적 행위, 그가 얻고자 한 “세계와의 화해” 양자가 

모두 가능해지는 해석을 시도하였다.

주요어: 한나 아렌트, 자기의식적 행위, 행위, 정치판단

학   번: 2010-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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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합리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은 것은 합리적이라는 헤겔의 전

제가  무너진  전체주의의  현실  앞에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는, 궁극적인 것, 보편적인 것을 찾아 온 서구 전통 철학이 세

계를 이해하는 데에 실패했음을 선언한다. 대신 그는 합리성과 같은 개념

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미학에서 찾았다. 그

의 초기 저작인 《인간의 조건》(The Human Conditions, 1958)은 인간

의 활동을 노동(labor), 작업(work), 행위(action)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행위에 가장 높은 지위를 부여하는데, 여기서 행위란 도구적 합리성, 도구

-목적 구도에 포섭되지 않는 인간의 미적 자기 현시를 가리킨다. 여기에

서 그는 인간을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만 똑같은’ 복수적(plural) 존재로 

정의하고 그 복수성을 드러내는 활동인 행위가 인간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행위 개념은 도구-목적 구도 뿐만 아니라 이전의 사건

이 낳은 인과 관계로부터도 자유로운 ‘새로운 시작(new beginning)’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보편자 없는 개별자로서의) 미적 현상과 같은 위상을 

갖는다. 그는 행위의 의미, 즉 행위자가 드러낸 자신의 복수성―타인과 구

별되는 그의 정체성―이란 반성적 판단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으

로 보았으며, 이에 칸트의 미적 판단 이론을 토대로 자신의 정치 판단 이

론을 세웠다. 행위의 의미가 행위자 자신이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

인 반성 판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그의 관점은 롤랑 바르트의 ‘저

자의 죽음’ 논의를 선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 텍스트의 의미가 그 텍

스트가 수용자나 다른 텍스트와 맺는 관계 속에서 창발적으로 드러나듯, 

행위의 의미 또한 타인의 시선, 타인의 행위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저자의 죽음이 수용자에게는 해석의 자유를 주는 반면 저자에게

1 Leslie  Paul  Tiele,  “The  Ontology  of  Action:  Arendt  and  the  Role  of 

Narrative”, Theory & Event Vol. 12, Issue 4, 2009.

(http://muse.jhu.edu/journals/theory_and_event/v012/12.4.thiel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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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권위의 상실을 낳듯이, 행위가 이렇게 정의될 때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

가 낳을 의미에 대해 일종의 불확실성을 안고 있게 된다. 이 불확실성은 

타인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통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제거될 수 없다. 한나 

아렌트는 그럼에도 이 불확실성이 단순히 인간의 삶을 제약하는 것이 아

니라 반대로 인간이 가진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았으며, 행위할 것

을 촉구하는 철학을 전개하였다.

이 글 〈한나 아렌트: 자기의식적 행위의 가능성〉은 목표는 행위자

가 안고 있는 그 불확실성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행위의 절

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예컨대 합리성, 보편성과 같은)을 세움으로써 영

역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대신, 그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한편 반성 

판단을 통해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보편성

과 같은 개념을 부정하는 그의 철학을 완전히 뒤집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찾을 수 있다면, 행위의 불확실성은 줄어들 

것이며 이 때 행위의 가능성, 행위할 용기를 낼 수 있을 가능성은 확장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를 위해 우리가 자기자신에 의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자기의식적 행위’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한나 아렌트에게 있어 철학은 현상 세계 바깥에 존재하는 진리를 찾

는 일이 아니라, “이 세계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우리를 세계화 화해시키

는” 일이다.2 세계 바깥에 존재하는 진리를 찾아 이 세계를 고치려 한 플

라톤과 그를 뿌리로 삼은 서구 철학의 전통을 비판하며, 현상 세계를 있는 

그 자체로 이해하는 길을 찾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 화해는 정치 판단

에 부여된 임무이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긍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그는 자신의 철학을 통해 인간에게 세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품는 

대신 세계 내에서 행위하고 판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작 행위는 그 

“편안함” 이전의 문제로 남는다. 자신의 가능성인 행위라는 활동을 위해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하는 인간들은 늘 행위를 중단하려는, 행위의 장으

로부터 도피하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한나 아렌트는 행위가 인간 누구나

2 Melisa A. Orlie,  Living Ethically, Acting Politically, p. 7,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바로 다음의 인용도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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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진 능력이라고 천명하지만, 실제로 행위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

며, 그러한 용기를 가진 자는 영웅으로 칭송 받는다. 이 글은 자기의식적 

행위라는 개념을 통해 행위가 가진 불확실성을 경감시키고, 이로써 영웅

적 용기 없이도 행위가 가능한 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글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Ⅰ장에서는 우선 한나 아렌트의 철학적 입장과 주요 개념들을 개

관하였다. 그의 정치철학은 전체주의 앞에서 무력했던 서구 전통 철학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그 최초에 있는 플라톤의 철인 정치론, 즉 철학

자가 사유로 찾은 진리로 사람들의 삶을 ‘제작’하려는 관점을 비판하며 그

는 진리가 아니라 도크사(doxa)를 강조했던 소크라테스에게로 돌아간다. 

각자가 말할 수 있는 자신의 관점, 자신의 의견을 보다 진실되게 만드는 

것을 추상적인 진리를 찾는 것보다 중시했던 소크라테스적인 관점을 따

르는 한나 아렌트에게 있어 정치란 어떤 기준을 정해 사람들을 그에 일치

시키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 차이, 복수성, 다양성을 드러

내는 것 그 자체를 가리킨다. 이 새로운 정치관은 각자의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인 행위를 강조하는 《인간의 조건》에 잘 나타나 있다. 한편 인간이 애

초에 절대적인 진리에 따라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입장에 따라서 행위한

다면, 그 행위들에 대한 이해는 주어진 기준에 따라 각각을 분류하는 규정

적 판단이 아니라 개별자 자체에 주목하는 반성적 판단을 통해서만 가능

하다. 《칸트 정치철학 강의》(Lectures on Kant’s Political Philosophy, 

1982)는 칸트의 미적 판단력 개념을 전유하여, 상상 속 타인들과의 대화

를 통해 폭 넓은 관점에서 행위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으로서의 정치판

단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행위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분투(agon)이며,  판단이란 

타인들과의 대화, 타인들의 시선에 대한 이해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판

단 개념을 논할 때 행위 개념은 사실상 공동체에의 참여를 가리키는 것으

로 약화되고, 애초의 행위 개념은 다소간 상징적인 것이 된다. 비쿠 파레

크의 표현을 빌자면 “참여적 정치[행위]는 영웅적 정치[행위]를 위해 필요

한 환경을 창조하고 유지하며, 영웅적 정치[행위]는 인간들이 공적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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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고무하고 권장한다.”3 이러한 서술상의 차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인간의 조건》에서 제시된 영웅적 행위―분투

적 자기 현시―는 평상시에는 단순한 희망이자 지향점으로 남으며, 기껏

해야 “참여”가 불가능해진 시점에서의 혁명과 같은 예외적인 활동으로서

만 실현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연구는 이처럼 상이한 한나 아렌트의 두 

관점 중 하나를 택하여 발전시키는 쪽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판

단 개념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이 단순히 공동체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

이 아니라 개인의 효과적인 자기 현시를 위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함

으로써, 행위와 판단 두 개념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면서도 행위 개념의 분

투적 계기를 버리지 않는 해석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행위와 판단의 관계를, 칸트의 천재론에 비

추어 우선 검토하였다. 행위가 타인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주체의 활

동이고, 판단이 그러한 주체를 바라 보는 관찰자들이 하는 일이라면, 다시 

말해 판단과 행위의 주체가 별개의 존재라면 이 두 개념은 통합적으로 이

해될 수 없다. 한나 아렌트가 정치 판단 이론의 기반으로 삼은 칸트의 《판

단력 비판》은 미적 대상에 대한 감상자의 역할로 판단을 제시하는 한편, 

창작자로 ‘천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행위를 인간 누구나의 능력으로 

본 한나 아렌트는 천재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 그의 철학은 행

위자와 판단의 관계를 해명하지 않고 있다. 이 장에서는 칸트의 천재론이 

한나 아렌트의 철학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혹은 적용될 수 없는지를 

검토하는 한편 칸트에서 ‘미적 예술’의 창작에 준하는 ‘적절한 행위’가 한

나 아렌트의 철학에서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지를 보았다.4 주지하다시피 

3 Bhiku  Parekh,  Hannah  Arendt  and  the  Search  for  a  New  Political  

Philosophy, pp. 177-178, Macmillan, 1981.

4 칸트는 《판단력 비판》의 43, 44절에서 예술(혹은 기예)을 수공업적인 것과 미감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미감적 예술을 다시 쾌적한 예술과 미적 예술로 구분하고 있다. 수

공업적인 예술은 숙련된 솜씨의 생산물이고 쾌적한 예술은 한낱 향락을 위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미적 예술은 “그 자체로 합목적적이고, 비록 목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사

교적 전달을 위해 마음의 힘들의 배양을 촉진하는 표상방식”이다. 쾌적한 예술이 단

순히 감각에 순간적인 흥겨움을 제공한다면, 미적 예술은 반성적 판단력에 반성적 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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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는 예술의 생산자로 “천재”를 지목하며, 예술의 유일한 근원인 천재

성을 훈련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천부적인 자질로 규정하고 있다.5 또

한 그에 따르면 “하나의 산물의 창시자는 그 산물이 그의 천재에 힘입고 

있지만,  그 자신은 그러한 이념들이 어떻게 그에게 떠오르는지를 알지 

못”하며 “예술이 그 산물을 성립시키기 위해 따라야만 하는 규칙을 [창작

가] 스스로 생각해낼 수는 없다.” 이러한 서술은 《인간의 조건》에 제시된, 

자기 행위의 의미를 스스로는 알지 못하는 행위자에게 적용해도 이론적 

모순은 낳지 않지만 이 때 행위는 불확실성 속에 남으며 여전히 ‘영웅’에

게만 가능한 것으로 남게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 한나 아렌트는 행위자가 

행하는 판단과 관찰자가 행하는 판단을 모두 언급하고 있는데, Ⅱ장에서

는 두 개의 판단 개념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천재’가 아

닌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서로의 연장선상에 있는 판단과 행위 개념에 대

한 이해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Ⅲ장에서는 한나 아렌트가 제시하는 은유 개념을 통해 

자기의식적 행위의 구체적 가능성을 살펴 보았다. 행위자가 판단할 수 있

다고 할 때, 그가 자신의 행위에 자신이 원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타인들의 판단을 예측하여 그에 맞추어 행

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들의 판단을 벗어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살핀 것은 후자이다. 한나 아렌

트는 《정신의 삶: 사유》(The Life of the Mind: Thinking, 1971)에서 은

유 개념에 두 개의 절을 할애하고 있다. 이 개념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해 왔지만, 그에게 있어 은유는 언어의 핵심적 기능이며 언

어는 행위에 필수적인 것인바, 행위 개념을 논할 때 은유는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이 장에서는 그의 은유 개념을 개관한 후 이것에 행위의 의미화 

과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았다. 행위자는 은유는 통해 타인들

를 제공한다.(Immanuel Kant, Kritik der Urteilskraft, pp. 174-179, Verlag von 

Felix Meiner, 1922 참조. 이하의 인용 표기에서 쪽수는 1793년판을 기준으로 한다. 

번역은 백종현 역, 《판단력 비판》, 아카넷, 2010 을 주로 보았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번역하였다.)

5 Immanuel Kant, Ibid., pp. 181-182. 다음의 인용도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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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단을 넘어 서는 의미화를 할 수 있으며, 이로써 자신의 행위의 의미

를 스스로 규정하고 타인들에게 그에 대한 ‘이해의 강요’를 할 수 있다. 

즉,  스스로의 행위에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기의식적 행위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한나 아렌트에서 행위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활동

인바, 행위의 의미란 결국 행위자의 정체성과 관련된다. 은유로써 가능해

지는 ‘강요’는 관찰자들의 판단을 예측하여 그에 따라 행위함으로써 행위

자가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의 판단을 얻는 것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의미

에서의 자기 정체성 형성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장에

서는  보니  호니히,  주디스  버틀러의  논의로부터  수행적  정체성

(performative identity) 개념을 도입하였다.

한나 아렌트에서 정치 판단은, 선험적 기준인 공통감에 의거하는 

칸트의 미적 판단과는 달리 보편성이 아니라 오직 일반성만을 갖는다. 이

를테면 판단의 타당성은 경험적 기준 내에 머문다. 은유를 통해 새로이 구

성되는 의미화는 이 경험적 기준을 넘어서며, 이 때 행위자의 행위는 세계

에 새로운 경험적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의 장 자체를 바꾸는 역할까지를 

하게 된다. 자기의식적 행위란 단순히 효과적인 자기 현시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행위의 장에서 배제되어온 행위들 혹은 행위자들이 그 영역 자

체를 확장시킴으로써 보다 폭 넓은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고대 그

리스의 자유시민들의 활동을 토대로 구축된 《인간의 조건》의 행위 개념

은 시민권이 없는 이들을 논의에서 배제하고 있지만, 이 글의 논의는 그러

한 경계적 주체들의 행위 가능성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합리주의적 철학이 아니라 미학의 관점에서 정치 철학을 논함으로

써 한나 아렌트는, 인간을 보편적인 무언가에 종속되지도 세상에 내버려

지지도 않은 존재, 각자가 개별자로서의 특수성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지

상의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존재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 성과로 인간은 

행위라는 특권적 활동을 하는 존재이자 삶 외부의 기준 없이도 삶의 의미

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그대로의 서술

에서 행위라는 특권은 과거에 한 때 존재했으나 지금은 지향점으로만 남

은, 그나마도 특별한 누군가들이 행한 범례적인 것으로만 남아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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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논의는 그의 개념들이 맺는 관계를 새로이 해석함으로써, 그가 행위

라는 개념으로 말하고자 했던 인간의 자기 현시 가능성을 참여적 행위라

는 개념으로 축소시키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영웅 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임을 보일 것이다. 이는 그가 자신의 철학적 여정 내내 찾고자 

했던 “세계와의 화해”의 가능성을 보다 확대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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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예비적 고찰

1. 한나 아렌트의 철학적 입장

“행위가 인간의 복수성에 의존하는 한, 서구 철학―그 최후의 사상

가까지도 궁극적으로는 행위를 통제하기를 원했던―최초의 잘못은 원칙

적으로 폭정 아래에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으로 증명된 일치를 요구했

다는 점이다.”6 이 문장은 한나 아렌트 정치철학의 기본 입장을 명확히 말

하고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자신의 고유한 개념인 행위와 복수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삼아 그는 기존의 철학 전통 전반을 비판하며 새로운 정

치철학을 구축했다. 이 장에서는 철학 전통에 대한 전면적 비판 위에 전개

된 그 철학의 기본 입장을 살펴 볼 것이다.

위 인용문에 언급된 최초와 최후를 낳은 두 개의 사건이 있다. 최초

를 낳은 것은 바로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다.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몰아 넣은 아테네의 시민들을 비판한 플라톤의 작업이, 한나 아

렌트 당대까지, 혹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서구 철학 전통의 출발점이다. 

한나 아렌트가 비판하는 그의 정치관은 《국가론》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는 여기에서 정치의 이상적인 형태로 철인 통치를 제시한다. 철인 통치란 

단순히, 박학다식한 통치자가 국가 내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함을 의미

하지 않는다. 그가 말하는 철인 국가란 철학자가 국가의 통치를 맡는 동시

에, 국민들은 무사, 장인, 농민 등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게 사는, 또한 그

러한 구분이 잘 유지되도록 어릴 때부터 제도화된 교육을 받는 국가이다. 

이 이상국가의 국민들은 자신의 욕구나 관점에 따라서가 아니라, 철인왕

이 철학으로써 획득한 지식, 혹은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이다. 즉 (위 인용문

의 표현을 빌자면) 이 국가의 국민들은 진리라는 잣대 아래 한 덩어리로서

의 “일치”를 이루고 있다.7

6 PP, p. 3.

7 플라톤에서 시작된 서구 철학 전통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비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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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의 죽음으로 촉발된 플라톤의 이러한 철학은, 소크라테

스 자신의 철학과는 정 반대되는 것이다. 플라톤의 철학이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진리(Truth)를 찾는 것, 이데아를 엿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소

크라테스의 철학은 개개인의 의견(doxa)을 밝히는 것이었다.8 플라톤은 

도크사를 ‘억견’으로 취급했지만, 소크라테스에게 있어 그것은 진리와 배

치되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료 시민들에게와 마찬가지로 도케이 모

이(dokei moi ), 즉 ‘나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을 말하는 형식이었다.” 한

나 아렌트의 소크라테스 해석에 따르면 유한한 존재이자 말하는 존재로

서의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추상적이고 형언불가능한 진리를 좇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열려 있는 만큼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

이다. 한나 아렌트에게 있어 정치란 플라톤처럼 고독한 가운데 진리를 찾

아 무지한 타인들을 교육하고 세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

가 했던 것처럼 각자의 도크사를 더욱 진실되게 만들고 각각의 인간들의 

‘다름’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한편 “최후의 사상가”는 칼 마르크스를 가리키는데, 그를 ‘최후’로 

만든 사건은 바로 독일 나치당의 집권이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권을 

잡은 나치 정부가 행한 유대인이나 동성애자 등에 대한 학살이 서구 철학 

전통의 종언을 고한 것으로 한나 아렌트는 보았다. 물론 그 이전에도 사람

들을 억압하고 때로 학살하는 폭정을 종종 있어 왔으나, 한나 아렌트는 전

체주의를 특징 짓는 것은 독재자의 폭정이 아니라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

는다’는 점이라고 분석한다.9 즉 당대 독일의 국민들은 스스로를 타인과 

다음 글을 참조하라.

박혁, 〈플라톤과 서구 정치철학 전통의 성립 - 서구 정치철학 전통 안에 있는 반다원

적 요소들에 대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비판 - 〉, 《철학사상》 33호, 서울

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9.

8 PP, pp. 14-19. 이하 이 단락의 내용은 모두 여기에서 온 것이다.

9 또한 그는 전체주의에서 통치의 주체는 독재적인 집권자 개인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체주의의 기원》을 참조하라.

전체주의 국가의 ‘생각하지 않는’ 국민의 전형으로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있어 핵

심적인 실무를 맡았던 아돌프 아이히만을 들 수 있다. 당시 세간에서, 특히 유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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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되는 하나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언제든 대체 가능한 부품과 가능

한 위치에 두었다는 것이다. 플라톤의 철인국가론이 직접젃으로 이런 현

실을 낳은 것은 아니지만, 한나 아렌트는 개개인이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전체에 종속된 부품과 같은 존재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철인국가

론과 전체주의의 공통 지반을 보았다. 한나 아렌트는 자신의 스승인 칼 야

스퍼스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저는 철학이 그러한 불행한 사건[전체주의]에 책임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의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히틀러가 무엇인가 

플라톤과 관계가 있을 거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  그

러나 서구 철학은 필연적으로 한 인간에 관해서만 이야기했고 그

래서 다원성의 사실을 부수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순수한 하나의 개념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10

제일 앞의 인용문에서 한나 아렌트는 서구 철학의 “잘못”이 ‘최초

와 최후에’가 아니라 “최후까지” 있다고 썼다. 즉 플라톤에서 시작된, 인

간들을 하나로 일치시키려는 태도가 최후의 사상가인 칼 마르크스에게까

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본 것이다. 마르크스가 추구했던 것은 인간

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자유였다는 점에서 이 문장은 다소 의

문을 자아낸다. 한나 아렌트가 비판하는 것은 그의 철학이 ‘역사 발전의 

은 그를 ‘악마의 화신’으로 여겼지만, 한나 아렌트는 그의 심연에 있는 것이 절대적인 

악과 같은 것이 아니라 “사유하지 않음”이라고 주장해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그 근거로 아이히만이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에게 자신의 진급에 관한 넋두리를 

할 정도로 감정 이입 능력이 없었으며, 전범 재판소의 법정에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사형대에 오른 순간에까지도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구를 반복했다

는 점을 들고 있다. 아이히만 분석은 한나 아렌트 자신이 《뉴요커》지의 특파원으로서 

직접 방청한 전범 재판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진행되었는데, 이 내용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어 있다.

10 Briefwechsel mit Jaspers, p. 203, 1926-1969, München, 1985.

박혁, 앞의 글, p. 4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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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르크스의 정치철학은 통치자 개인이

나 정치 체제에 의해 인간들을 통제할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사 

자체의 동력’에 인간들이 종속되는 구도라는 점에서 비판되고 있는 것이

다. 플라톤이 철학자가 관조를 통해 엿본 이데아를 잣대로 인간들 사이에 

‘일치’를 실현하고자 했다면 마르크스는 역사 자체의 운동을 통해 나아가

는 역사 발전의 단계를 통해 인간들 사이의 일치가 이루어지리라 보았던 

점에서, 한나 아렌트는 두 철학이 (나아가 서구 철학 전통 전반이) 모두 절

대적인 무언가를 상정하고서 정치를 대했다는 공통점을 갖는 것으로 보

았다.

마르크스가 말한 역사 발전의 단계 가운데 ‘거쳐 가는’ 하나의 사건

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거대했던,11 그리고 서구 정치철학의 태초라 할 수 

11 한나 아렌트는 하나의 사건을, 필연적인 인과 관계가 낳은 것으로 보기를 거부한다. 

이러한 관점은 사태가 갖고 있는 풍부한 국면들, 그 사태가 인간에게 주는 충격을 비

롯한 다양한 감정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때 상정되는 

필연적인 인과 관계란 직선적인 것일 수도 있고 순환적인 것일 수도 있다. 직선적인 

것으로는 절대정신을 향해 나아가는, 혹은 최종 단계를 향해 나아가는 헤겔과 마르크

스의 역사 관념을 들 수 있으며, 순환적인 것으로는 비코의 것을 들 수 있다. 

한나 아렌트는 《혁명론》에서 이러한 관점을 언급하는데, 그는 혁명(revolution)이라

는 정치 용어의 어원에서 이러한 관점의 원형을 찾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 용어는 원

래  “코페르니쿠스의  《천체  궤도의  순환에  관하여》(De  revolotionibus  orbium  

coelestium)를 통해 자연과학에서 점차 중요해진 천문학 용어였다.” 여기서 유래한 

혁명이라는 용어는, 무한한 원운동을 하는 별들이 몇 번이고 같은 자리를 지나치듯, 

“이미 확립된 어떤 지점으로 복귀하는 운동”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관점

에서 정치는 혁명을 몇 가지 정치체제를 순환적으로 이행해 가는 것으로 이해되며, 

새로운 정치체가 등장한 시점에서도 ‘신이 내려 준 상태로의 복귀’와 같은 식으로 이

해되었다고 그는 쓰고 있다.(Hannah Arendt,  On Revolution, pp. 42-44, New 

York: Penguin Books, 1981(1963).) 또한 그는 “자연과학으로부터 단서를 찾고 [역

사의]  과정을 기본적으로 주기적고 순환적인, 영원히 반복되는 운동으로 생각했던” 

역사관으로 비코의 것을 언급하는데, 이에 관해 상론하지는 않고 있다.(Ibid., p. 55.) 

비코는 “인류역사를 “야수상태”로부터 벗어난 ‘인간상태’가 계속하여 ‘신의 시대’와 

‘영웅시대’와 ‘인간시대’를 거치는 일련의 주기(corso)로 파악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

정의 되풀이(ricorso)를 통해 인류의 운명은 주기적 순환의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생

각했다.” 비코의 인식에서는 예컨대, 귀족들이 전권을 갖던 시대에서 평민들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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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플라톤의 철학에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였던 전체주의

를 접하며 한나 아렌트는 이데아나 역사 발전의 최종 단계와 같은 궁극적

인 무언가의 존재에 회의를 품었다. 그는 “만일 궁극적인 것이 여전히 존

재한다면 이러한 전면적인 전체주의의 파국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며, 궁극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사유 방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데아

나 역사발전의 최종 단계와 같은 궁극적인 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

간의 삶은 그곳을 향해 견인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혹은 그것에 준해 

마련된 무언가)을 기준으로 이해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데아

의 그림자, 혹은 역사 발전의 한 단계와 같은 식으로 현상 세계를 정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사유 방식’은 인간의 삶이 어디로 나

아갈지 혹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가늠하는 데에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지금 인간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한 필

요했다.

그는  그  새로운  사유  방식을  “난간  없는  사유(Denken  ohne 

Geländer)”라고 칭했는데, 여기서 난간이란 “우리의 정신에 깊이 각인되

어 있[어 사유나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범주나 정식”을 가리키는 말이다.12 

난간은 인간이 계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며 또한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의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는 서구 철학이 기대어 온 난간의 “경험적 근거가 오래 전에 망각되었

으며, 그 타당성은 실제 사건들에 대한 적절성보다는 지적 일관성에 의지

권력이 넘어간 로마사에서 역사의 발전을 찾을 수 있지만, 중세의 경우는 과거로 회

귀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의 사관에서 역사란 이와 같이 무한히 반복하는 나선운동으

로 이해되었다.(문경환, 〈지암바티스타 비코의 언어관과 역사관〉, 《인문언어》 Vol. 6, 

pp. 51-75, 국제언어인문학회, 2004. 직접인용은 p. 68.) 한나 아렌트는 역사를 순환

과정으로 보는 이러한 사관이, 어떠한 사건을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

는 결과를 낳음을 지적하고 있다.

12 Hannah Arendt,  “Personal  Responsibility  under Dictatorship”,  Library of 

Congress, MSS  Box  76, 1964.  다음 문장의 인용문은  MSS  Box  27 의 것이다.  

Lisa Jane Disch, Hannah Arendt and the Limits of Philosophy, p. 144 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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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비판했다. 즉 서구 철학이 사유의 이정표로 삼아 온 성찰이나 개

념들이, 설혹 처음에는 현상에 대한 관찰에서 도출되었다 하더라도, 달라

진 상황에 대한 적절성이 검증되지 않을 채 계속해 이용되어 옴으로써 현

실을 곡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잘못된 기존의 난간을 놓고 난간 없이 사유하는 방식을 그는 현상

학에서 찾았다. 어떤 대상에 대해, 단순히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

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따지는 것 뿐 아니라, 그것이 ‘왜 

존재하는가’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 “순전히 이론적인 방식보다 

현상학이 훨씬 많은 답을 제공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13 현상학은 현상 

너머의 본질을 상정하지 않고 현상적인 실존 자체를 본질의 위치에 둔다

는 점에서 한나 아렌트의 방법론으로 채택되었다. “난간”을 버리고 “경험

적 근거”로 되돌아 가고자 한 것이다. 인간의 삶에 대한 그의 현상학적 연

구는 《인간의 조건》에서 제시된다. 이 책에서 하이데거의 이름은 언급되

지 않지만, 《인간의 조건》은 하이데거의 기본적인 인간관을 이어받는 동

시에 그것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존재와 시간》(Sein und  Zeit, 1927)에 등장하는 하이데거의 인

간, 즉 ‘현존재(Dasein)’는 타인들과 세계를 공유한다. 현존재가 살아가

는 세계는 인간들이 공존하는 공간이며, 이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현존재는 필연적으로 ‘공통현존재(Mitdasein)’이다.14 서로 충돌하거나 

어울리며 사는 복수적 인간이라는 한나 아렌트의 개념 역시 같은 의미를 

지니는바, 둘 사이에는 “‘인간의 조건’은 현존재의 또 다른 개념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유사성이 있다.15 그러나 ‘공통의 삶’에 대한 가치 평

13 Hannah  Arendt,  tr.  Robert  and  Rita  Kimber,  “What  is  Existential 

Philosophy?”, p. 177, Hannah Arendt, ed. Jerome Kohn, Arendt: Essays in  

Understanding, pp. 163-187, New York: Harcourt, Brace&Co., 1994.

14 Martin Heidegger, tr. John Macquarrie&Edward Robinson, Being and Time, 

p. 155, Harper&Row, 1962(1927).

15 Agnes Heller, “Hannah Arendt on Tradition and New Beginning”, p. 27, ed. 

Steven E. Aschheim,  Hannah Arendt in Jerusalem, pp.19-32,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7.

13



가에서 한나 아렌트는 하이데거와 정반대의 태도를 취한다. 하이데거에

게 있어서 현존재가 타인과 함께 있는 존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기는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그에게 있어 “현존재는 죽음에 이르

러 전체성에 도달하며, 또한 동시에 ‘현’이라는 성격을 상실한다.”16 물론 

인간은 죽는 순간 경험을 멈추게 되므로,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 대신 인간의 삶은 타인의 죽음이라는 강렬한 경험에 지배된다. 타인

의 죽음을 목도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깊은 불안을 갖게 된

다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세인들이 “죽음을 은폐하는, 죽음으로부터의 도

피”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우리에게 이 불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은 

요구한다.17 그에게 있어 인간이 현존한다는 것은 세계에 “내던져진 것”이

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즉 죽음에 대해 불안을 갖는 것은 “현존재

로 하여금 자기상실을 알게 하며 본래의 자신이 될 가능성에 직면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18

현상학에서 현상적인 실존 자체가 곧 존재의 본질로 취급된다고 할 

때, 그 가운데에서 현상적 실존의 가장 본질적인 경험을 죽음으로 보는 하

이데거의 관점은 곧 인간의 본질을 죽음으로 정의하는 것이 된다.  또한 

‘현존재’인 상태에서는 알 수 없은 “본래의 자신”을 그는 상정하고 있다. 

한나  아렌트는  이러한  “하이데거의  이해에서  인간  존재는  곧  무(無; 

Nothing)가 된다”고 비판한다.19 현존재는 “본래의 자신”이 아니며, 이것

은 죽음의 순간, 즉 존재가 사라지는 순간에야 드러나기 때문이다. 인간의 

16 Martin Heidegger, Ibid., p. 281.

17 Martin Heidegger, Ibid., p. 299.

이 도피란, 예컨대 타인의 죽음을 그 당사자가 아니라 주위의 인물들에게 찾아 온 사

고로 여김으로써 자신의 죽음이 자신 스스로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것

이다. 뿐만 아니라 하이데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또한 자신의 존재 양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잘못으로 보고 있다. 세인들은 죽음에 대한 불안을 공포로 바꾸고 

이를 극복하지만, 하이데거는 불안을 그 자체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이에 관해

서는 이 책의 51 장, “Being-toward-death and the Everydayness of Dasein” 등

을 참조하라.

18 Martin Heidegger, Ibid., p. 311.

19 Hannah Arendt, “What is Existential Philosophy?”, p.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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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가 무라면, 인간의 존재 이유는 인간 삶의 바깥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한나 아렌트는 이것을, 하이데거가 플라톤과 같은 전통 존재론의 관점으

로 회귀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하이데거가 직접 창안한 공통현존재와 

같은 개념들이, 실은 고립적으로 이해된 자아들에게 이론적인 공통 지반

을 제공하기 위한 “신화적이고 모호한” 것들이었다며, “그러한 종류의 개

념들이 우리를 철학에서 모종의 자연지향적인 미신으로 이끄는 것임은 

명백하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한다.20 하이데거의 관점은 인간 존재 너머

에 있는, 즉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본질을 상정하지는 않았으나, 현상된 

경험 중에서 죽음, 즉 현상을 멈추는 지점을 본질로 설정함으로써 결국은 

인간이 현상할 수 없는 본질을 상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다고 한나 

아렌트는 보았다.

하이데거와 함께 인간의 현상적인 실존을 보면서, 그러나 하이데거

와는 달리 그 현상계를 떠나지 않기 위해 한나 아렌트는 “죽음을 향하는 

존재”라는 하이데거의 인간관을 뒤엎는다. 그는 인간이 출생에 “[태어남

으로써 이 세상에]  새로 오는 자가 어떤 것을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능

력”이 내재되어 있다고 선언하며 인간을 ‘탄생성(natality)의 존재’로 정

의한다.21 (어떤 것을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란 곧 뒤에서 

볼 행위 개념의 정의로, 한나 아렌트는 행위에 “우월한 정치적 활동”이라

는 지위를 부여하며 따라서 “사멸성(mortality)이 아닌 탄생성이 형이상

학적 사유가 아닌 정치적 사유의 핵심 범주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하이

데거가 죽음에 주목함으로써 “자연지향적인 미신”에서 인간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다면, 한나 아렌트는 탄생에 주목함으로써  (현상)세계지향적인 

20 Hannah Arendt, “What is Existential Philosophy?”, p. 180.

21 HC, p. 9. 바로 뒤 괄호 속의 인용구도 같은 곳.

이것은 사실상 한나 아렌트 철학의 ‘전제’라 할 수 있다. 그가 탄생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례로 드는 것 중 가장 단적인 것은 예수의 경우이다. 예수의 탄생은 그 자체로 신의 

선물이었으며, 그는 인간으로서 기적―기적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 행위하는 능력

에 대한 알레고리로 읽힌다―을 행했기 때문이다.(HC, pp. 246-247; 316.) 예수 또한 

인간이기에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그의 존재에서 본질이 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삶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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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자,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인간이 (진리나 역사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존재하면, 인간은 플라톤의 뜻대로 통제되거나 마르크스에서와 같이 역

사 발전의 단계를 따름으로써 높은 차원에 이르는 존재는 아니게 된다. 실

제로 높은 차원에 이르기는커녕 파국에 도달했던 역사 앞에서 한나 아렌

트는, 이러한 정의로써 그 누구도 온전히 자신의 뜻대로 할 수는 없는 이 

세계에서의 삶에 최대한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그 삶을 정당화하고자 한 

것이다.

“새로운 사유 방식”에 대한 필요성은 이처럼 그를 탄생에 주목하는 

현상학으로 이끌었다. 이와 같은 접근을 통해 관찰된 인간의 삶을 구체적

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또한 “새로운 사유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인간 각

각이 ‘새로운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면, 그들이 행한 새로

운 것은 기존의 난간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일 터이기 때문이다.(또한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도래가 ‘전통의 붕괴’를 초래한 것으로 보았던

바, ‘기존의 난간’은 이미 붕괴되었기에 더 이상 기댈 수 없는 것이기도 하

다.)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이 때 필요한 것은 각각의 ‘새로운 것’에 대한 

반성적 판단이다. 그는 “권위 있는 서술을 제공하는 자료가 이상하지 만

치 적[으며 …]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 이르러서야 주요 사상가의 주요 

주제가 된 이 기능”, 즉 판단력을 행위 개념과 함께 자신의 또 다른 주요 

관심사로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22

우리는 헤겔을 좇아 완성(Success)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은 미루어 놓은 채 ‘세계사는 세계 심판’이라고 말하거나, 혹은 칸

트와 함께 함으로써 인간 정신의 자율성과 있는 그대로서의 혹은 

생겨난 사물들에 대한 가능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탄생에, 현상적인 삶 그 자체에 주목하고 그것을 높이 산다 

하더라도 그 의미에 대한 판단을 사후적인 것으로 미루어 놓는다면, 삶의 

22 LMT, p. 215. 다음 단락은 p. 261 에서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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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삶이 지속되는 한에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결국 죽음, 혹은 

삶 이후에 오는 무언가에 기대게 된다면 인간은 다시금 궁극적인 무언가

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나 아렌트는 자기 당대의 현실이 궁극적인 

것의 부재를 드러낸 것으로 보았던바, 인간 스스로가 (삶 혹은 역사에 대

해) 판관의 권위를 획득할 수 있는,23 인간의 삶 속에서 그 의미를 밝히고 

그리 함으로써 각각의 ‘새로운 것’을 그 자체로 유의미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식을 칸트에서 찾고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궁극적인 것’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의 삶에 현상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한 한나 아렌트의 철학은 크게 행위 이론과 판단 이론으로 

구분된다. 《인간의 조건》에서 전개된 행위 이론이 인간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능력, 즉 행위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임을 주장하는 현상학적 존

재론이라면, 《칸트 정치철학 강의》에서 전개된 판단 이론은 그러한 인간 

존재와 그 행위들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인

식론(정확히는 인식비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동시에, ‘서로의 다름

을 드러내고자 분투하는 개인들’과 ‘서로를 이해하며 합의를 이루어 가는 

공동체’라는 인간 삶의 두 가지 측면에 관한 정치철학적 성찰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서론에서 밝혔듯 이 글의 목적은 이 두 방향의 논의를 통

합적으로 이해하는 한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두 층위의 관계에 대해

서는 이 글의 Ⅱ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다.)

2. 행위 이론 개관

한나 아렌트의 행위 이론은 인간의 활동적 삶을 다룬 저작인 《인간

의 조건》에서 제시된다. 그는 인간의 활동을 노동, 작업, 행위의 세 가지

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행위에 가장 높은 지위를 부여한다. 이 활동들은 

23 LMT, p. 216.

그는 이러한 판관의 권위를 그리스의 호메로스로부터 찾고 있다. “어떻게 해서 그렇

게 되었는지 말하기 위해 조사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historein)은  [...]  명사형인 

histor(말하자면,  역사가)라는 단어를 쓴  호메로스에서 기원한 것인데,  호메로스의 

역사가는 판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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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인간의 탄생성에서 비롯된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났기에 노동을 통

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해야 하며, 또 다른 누군가가 태어날 것이기에 작업

을 통해 세상을 유지시켜야 한다. 이 두 활동은 말 그대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지점에서 탄생성과 관계된다. 한편, 행위는 보다 고차원적인 

지점에서 탄생성과 관련된다. 그것은 바로 ‘개개의 인간이 새로운 존재로

서 세상에 태어난다’는 점이다. 즉,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새로운 것’을 

행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 관계되는 활동인 것이다.

인간 각자가 새로운 것, 따라서 서로 다른 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

라는 한나 아렌트의 관점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은 복수성이 된다. 인

간의 복수성이란 단지 인간이 수적으로 많음을 넘어 “[서로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따라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타인들이 끊임없이 

등장함”을 가리키는 개념이다.24 복수적 인간들은 각자가 인간이라는 점

에서, 즉 서로와 소통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질적

인 동시에 개개인이 각자 다른 관점과 입장을 갖는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존재이기도 하다. (한나 아렌트는 이 동질성과 구별성을 복수성의 “이중

적인 성격”이라고 적고 있다.) 인간이 자신을 드러내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인 언어의 존재가 이를 방증한다.25 한나 아렌트는 인간이 복수

적으로 산다는 것을 “동일한 이들 사이에서 구별되고 독특한 존재로 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새로운 개체로서 세계에 태어난다. 

그러나 한나 아렌트는 인간을 제외한 생물들은 개체로서가 아니라 종

24 HC, p. 95. 강조는 인용자.

25 HC, pp. 175-178. 바로 다음의 인용문도 같은 곳.

“인간들이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면, 각자의 인간 존재가 존재하거나 존재했거나 존재

할 다른 누구와라도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스스로를 이해시키기 위한 언어나 행

위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직접적이고 동일한 욕구와 필요[예컨대 허기와 식욕]

를 소통하기 위해서라면 기호와 소리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한편 인간의 복수성은, 

개인의 내면에서도 발견된다. 인간은 “적어도 사유할 때에 나는 이미 하나가운데둘

(two-in-one)이기 때문에 ‘다른 나’로서의 친구를 경험”하기 때문이다.(PP,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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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으로서 존재하며,  따라서 복수적이지 않다고 보았다.26 그에게 

있어 인간의 복수성은 다른 존재자들과 인간을 구별해 주는 가장 인간적

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복수성을 드러내는 활동인 행위는 

인간의 활동 가운데 가장 인간적인 것, 가장 고차원적인 것이 된다.

이제 노동, 작업, 행위라는 그의 세 가지 개념을 자세히 살펴 보도

록 하자.

2.1. 노동

한나 아렌트가 제시하는 활동적 삶의 세 요소 가운데 노동은 “인간 

신체의 생물학적 과정에 상응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27 다시 말해 노동

은 신진대사를 지속시킴으로써 생명을 유지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활동으

로서, 생명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비재, 즉 식량을 생산하는 활동이 여

기에 속한다. 그는 노동의 지위를 “인간의 활동 가운데 가장 자연적이며 

가장 비세계적인”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28 노동이 가장 자연적이라는 

것은 노동이 모든 동물이 공유하는 활동임을, 가장 비세계적이라는 것은 

노동에는 타인의 존재가 필수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의 노동은 오직 자신의 생명 유지만을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또한 

타인의 존재 없이 홀로 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복수성이 인간을 여타의 

동물들과 구별되는 존재로 만들어 주는 것인 한, 복수성으로부터 가장 멀

26 HC, p. 19.

이것은 역설적으로 인간의 사멸성과 관계된다. 그가 제시하는 그리스인들의 인식을 

예로 들자면, 올림포스의 신들은 태어났지만 죽지 않고 영속하며 동물들은 개체의 죽

음으로 불구하고 (그들은 복수적인 존재가 아니므로) 종으로서 불멸한다. 심지어 바

위조차 사라지지 않고 영속한다. 오직 인간만이 개체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행위란 살아 있는 인간이 살아 있는 타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활동인 

동시에, 언젠가는 죽을 존재인 인간이 나중에 살게 될 인간들의 기억 속에 자신을 남

기고자 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27 HC, p. 7.

28 HC,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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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있는 노동은 인간의 활동 가운데 가장 낮은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당연한 말이지만 인간은 노동을 피할 수 없다. “인간 신체

의 생물학적 과정” 즉 태어나고 성장하며 노화하고 죽는 일련의 과정에 

노동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혹은 기구하게도 노동의 산물

은 인간 신체가 거치는 탄생, 사망, 부패와 같은 과정을 겪는다. 예컨대 농

사라는 노동을 통해 생산된 쌀은 그 자체로 영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게 먹혀 소화되고 배설되어 부패하며, 심지어는 인간이 먹지 않더라도 부

패해 사라진다. 이처럼 노동의 산물은 일시적으로만 존재하며, 따라서 인

간은 사라진 그 산물을 대체할 새로운 산물을 얻기 위해 노동을 반복해야 

한다. 노동의 산물이 사라지는 과정은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과 마찬

가지로 일어나며 또한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에 인간은 노동을 피할 수 없

는 것이다.

인간의 삶에서 노동이 갖는 의미를 최소한으로 축소시키는 이러한 

개념 규정은 인간을 ‘노동하는 동물’에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생계수단을 생산함으로써 자신을 동물과 구별하기 시작한

다”라는 마르크스의 말을 인용하며 “이것이 인간을 노동의 동물로 정의한 

내용의 핵심”이라고 쓰고 있다.29 한나 아렌트는 노동이 인간에게 필수적

이기는 하지만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즉 복수성을 

통해서―라고 보았기에 노동에 이러한 권위를 부여하기를 거부하였다. 마

르크스에서 노동 개념이 “세계를 건설하는” 능력을 가리킨다면, 한나 아

레텐으에서 이 개념은 세계를 건설한 인간의 육체를 유지하는 데에로 그 

의미가 제한된다. 그는 마르크스가 “자신이 노동과 작업을 동치키시고 있

음을 알지 못했다”며 “그래서 노동이 오직 작업만이 갖는 어떤 능력들을 

부여받게” 되는 모순을 낳았다고 주장한다.30 그는 마르크스가 노동 개념

으로 한데 묶은 활동 중 “세계를 건설하는” 데에 관련되는 것을 작업이라

는 별도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개념을 세분화하려는 

29 HC, p. 99 f.36. 마르크스의 주장은 Deutsche Ideologie, p. 10 에서 가져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확한 서지사항은 첨부되어 있지 않다.

30 HC,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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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가 아니라, ‘노동하는 동물의 사회’가 된 근대에 대한 처방으로서, 노

동의 의미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한편으로는 행위를 진작)하려는 시도

이다. 노동, 작업, 행위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인간의 활동을 세분화함으

로써 행위에 보다 확고한 지위를 주고자 했던 것이다.

2.2. 작업

마르크스에서 노동 개념에 포함되었던 “세계를 건설하는” 능력, 즉 

생명의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 인간이 공통으로 살아가는 세계와 물

질적인 차원에서 관여하는 활동이 한나 아렌트에서는 작업이라는 개념으

로 따로 분류된다. 그에 따르면 작업은 인공물로서의 인간적 세계와 관여

하는 활동이다.31 예컨대 작업은 인간이 거주하는 집, 집을 수리하기 위한 

망치, 곡물을 재배하기 위한 농기구와 같은 것을 생산하는 일이다. 상정된 

목적과 주어진 방법론을 사물에 적용하여 예상된 결과물을 제작해 내는 

활동인 작업은 “인간 존재의 비자연적인 것에 상응하는 활동”으로서 “모

든 자연 환경과는 뚜렷이 다른 ‘인공적’ 세계의 사물들을 제공해 준다.”32 

수십 년간 지속되는 인간 개체의 수명은 지구의 관점에서 매우 순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이 건설한 세계는 이보다 오래 지속되는

데, 이는 인간이 기존의 세계를 기록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작업이 관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점, 즉 세계의 유지이다.

31 세계는 객관성(대상적 성격과 사물적 성격)을 지닌다.(HC. p. 52) 일차적으로 세계는 

인간 생활을 조건 짓는 인공물들의 총체를 가리키지만, 이것이 꼭 유형의(tangible) 

차원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관습화 된 제도와 같이, 이미 짜여진 대로 지속되

며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 역시 세계의 일부라 할 수 있다. 혁명으로 성취되는 

새로운 정치 체제는, 등장할 때에는 ‘새로운 것’으로서의 행위의 산물이지만 제도로 

굳어지고 사회가 그에 맞추어 돌아가는 시점에서는 세계의 일부로서 작업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한나 아렌트는 소크라테스 학파가 “인식 가능한 끝”(예컨대 투표를 통

한 대리자의 선출)을 갖는 정치 활동을 생각한 것을 두고 “이것은 더  이상 행위

(praxis)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 자면 생산(poiēsis)”이라고 쓰고 있다.(HC. p. 195)

32 HC,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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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유지를 위해 쌀을 재배하는 것이 노동이고, 그 노동을 위해 

필요한 쟁기를 생산하는 것이 작업이라면―요컨대 노동의 산물은 여전히 

자연적인 것이며 작업의 산물은 인공적인 것이라는 점만이 노동과 작업

의 차이라면, 두 개념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구분은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노동 개념을 노동과 작업이라는 두 개의 

개념으로 세분화하는 자신의 시도를 정당화하고 그 구분을 보다 확고하

게 하기 위해 한나 아렌트는 다음과 같은 지점을 제시한다. 그 산물을 인

간 자신과 “혼합”하는 노동과 달리, 작업은 사물에 지속성을 부여함으로

써 인간에 대한 “상대적 독립성”과 “객관성”을 갖는 산물을 제작하는 활

동이라는 것이다.33 예컨대 노동을 통해 생산된 쌀은 인간에게 섭취되고 

소화돼 인간의 일부가 되지만, 이 쌀의 재배를 위한 도구인 쟁기와 낫은 

인간과 별개로 남아 존재하며, 이들은 해를 거듭해, 때로는 대를 이어 사

용되고 지속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작업의 산물 역시 노후하여 사라진다

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이 인간을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작업

은 노동과 유사성을 지닌다. 그러나 한나 아렌트는 작업의 산물이 파괴되

는 것은 소비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둘은 구별된다고 주장한다. 벼를 재배

하는 것의 목적은 생산된 벼를 먹어 없애는 데에 있는 반면 그 때 사용되

는 쟁기의 날이 닳는 것은 불가피하다고는 해도 경작의 목적이 쟁기 날을 

닳게 하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나 아렌트는 작업의 산물에 

있어 소모되는 것은 산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지닌 지속성이라고 설

명하고 있다.34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지속성만이 소모된다는 점, 역으로 말해 소

모되는 중에도 대상 자체는 한동안 지속된다는 사실이 작업이 낳은 사물

에  “상대적  독립성”과  “객관성”을  부여한다.  한나  아렌트는  객관성

(objectivity)이라는 말의 어원인 라틴어 동사  obicere 를 참고해 ‘대상

(objcet)’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던져진 무언가’ 혹은 ‘맞세움’임을 지적

33 HC, pp. 136-137.

34 HC, pp. 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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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35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작업의 산물이 지속되는 동안 그것은 

자연으로서의 인간에 맞설 수, 다시 말해 저항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러한 점에서 드러나는 사물의 객관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자신의 법칙에 

따라 영원히 운동하는 자연에 속한 그대로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의 객관성을 갖는 사물로 제작함으로써 인간은, 사물의 객관성에 의지하

여 자신의 객관성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말하자면 “삶의 안정화”를 도모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2.3. 행위

노동이 동물로서의 인간 존재를 유지시키고 작업이 사회적인 인간 

존재를 유지시킨다고 할 때, 한나 아렌트는 인간에게 유지되는 것 이상의, 

존속하는 것 이상의 “보다 고차적이고 의미 있는 인간 활동”36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바로 ‘행위’이다. 이를테면 노동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활동이며, 작업은 유용한 활동이다. 그에 반해 행위의 경우 “이 영역에서

는 단순히 필요하거나 유용하기만 한 모든 것은 배제된다.”37 행위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적인 활동이 아니라, 인간이 타인들과 구분되

는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만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행위란 곧 인간의 

삶이라는 현상을 구성하는 활동이다. 하이데거에서 현상이란 ‘자기 현시’

로 정의되는데,38 한나 아렌트에서 행위란 바로 ‘인간의’ 자기 현시를 가리

킨다.

그의 행위 이론은 고대 그리스인들의 삶을 모델로 삼고 있는데, 그 

가운데 행위는 아테네 시민들이 행했던 정치 토론과 연설을 원형으로 구

35 HC, p. 137. 바로 뒤의 인용구도 같은 곳.

36 HC, p. 5. 이 표현이 등장하는 전문을 밝혀 두기로 하자. “이 사회[노동하는 동물의 

사회인 현대 사회]는 더 이상 다른 보다 고차적이고 의미있는 활동―이 [노동으로부터

의] 자유가 바쳐질 만한 가치가 있는―을 알지 못한다.”

37 HC, p. 25.

38 Martin Heidegger, Being and Time,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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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된 개념이다.39 이 토론과 연설은 물론 상대를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

지만, 상대 역시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살아 있는 인간인 한 그 결과는 알 

수 없는 것이기에, 노동이나 작업에 상정되는 목적과는 다른 층위를 지닌

다. 또한 노동이나 작업은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무의미한 것이 되

지만, 연설이나 토론은 발화 자체로 유의미하다.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애

당초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합의의 도출을 전적인 목표로 삼는 토론, 예컨

대 법안을 만들기 위한 토론으로서의 입법 과정은 행위보다는 작업으로 

분류되었다.40 그가 제시하는 사례 중 행위의 가장 단적인 예가 될만한 것

은 소크라테스가 시장에서 행인들과 나눈 대화이다. 그는 “결론이 없이도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라고 평하며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

다.41 소크라테스는 시장에 나가 행인들을 붙잡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

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캐물었는데, 이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낳기는커녕 오

히려 종종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내는 데에서 끝나는 ‘파괴적’

인 결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이러한 대화가 행위로서 의미 있는 것은 그것

을 통해 각자가 자신이 무엇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왜 그렇게 생각

하는지를,  자신의 생각이 타인들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를―즉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행위란, 복수적 존재로서의 인

간이 타인과 구별되는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며 그

로 인해 의미를 갖는 활동을 가리키는 개념이다.42

39 한편 앞에서 본 노동과 작업은 각각, 고대 그리스에서 노예와 장인이 맡았던 활동이

다.

40 HC, p. 195.

41 PP, p. 14-15.

42 적어도 지금의 현실에서, 어떤 활동이 행위인지를 말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활동을 따

로 살펴보아야 한다. 예컨대 한나 아렌트는 장인이 작업의 산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

을 행위로 규정하지만 모든 상행위가 행위인 것은 아니다. 장인의 상행위는 자신의 

산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므로 행위가 되지만, 현대 사회에서의 상행위

는 대개 생계를 위한 노동에 해당한다. 또한 그는 예술 작품의 제작을 어떤 이념을 고

정된 상태로 보존하는 사물을 만드는 작업으로 분류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작가 자

신을 드러내는 행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가 영웅적 자기 현시의 한 방법으로 제

시하고 있는 (아킬레스의 것과 같은) 전쟁에서의 전투도 상황에 따라서는 노동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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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 아렌트는 이 활동이 현대에 와서는 ‘사라진’ 활동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행위 개념은 기술적(記述的)인 개념은 아니다. 오히

려 그는 이것을 말함으로써 현대인에게 행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라

진 활동인 행위가 인간의 가장 고차원적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인간의 조

건》을 마가렛 카노반은 다음과 같이 평한다.

《인간의 조건》이 북돋우고자 하는 메시지는 인간의 탄

생성과 시작의  기적이다.  우리의 사멸성에 대한 하이데거의 

강조와 강한 대비를 이루며 아렌트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해서 세계에 온다는 것, 그들 각자는 독특하며 또한 그들 각자

는 과거의 행위로부터 이어지는 사건의 사슬을 중단하고 전

환시킬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데에서 인간사에서의 믿

음과 희망이 샘솟음을 주장한다.43

복수적 인간이 아니라 ‘전체’를 실현하고자 했던 전체주의, 경제 문

제가 ‘정치’의 사실상 유일한 관심사가 되고 노동이 인간들의 지상 임무가 

된 자본주의 앞에서 한나 아렌트는 행위의 복원을 제안함으로써 인간의 

복수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현대 사회는 노예를 두고 살았던 폴리

스 시민들의 사회와는 다른 곳이기에, 그것은 “기적”으로서 존재한다. 그

러나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소망으로서의 기적이 아니다. 그는 예수의 기

적, ‘인간이 행하는’ 기적44을 말하며 행위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고 주

장한다. 그에게 있어 행위란 기존의 인과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된 행위 개념을 자세히 살펴 보도

수 있다.

그가 자신의 이론의 모델로 삼고 있는 고대 그리스와는 달리 현대 사회에는 노예가 존

재하지 않으며 무형의 산물을 생산하는 서비스 노동이나 금융 거래 등의 새로운 활동 

양식이 등장한바, 그의 세 개념(과 그 예로 제시된 활동들의 구분)을 그대로 적용할 수

는 없는 것이다.

43 Margaret Canovan, “Introduction”, p. xvii, HC, pp. vii-xx. 강조는 인용자.

44 HC, p.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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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자.

그는 행위를 “사물이나 물질의 매개 없이 인간들 사이에 직접적으

로 행해지는 유일한 활동”이자 “복수성이라는 인간의 조건―단일한 인간

이 아니라 복수의 인간들이 지구상에 살아 있으며 세계에 거주한다는 사

실에 상응”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45 노동, 작업, 행위 셋은 앞에서 언급

했듯 모두 탄생성과 관계를 맺는다. 태어나 육체를 가졌기에 인간은 노동

을 통해 그것을 유지해야 하며, 또 새로운 누군가가 태어날 것이기에 사회

를 유지하고 물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작업과 노동이 인간이 태어

났다는 사실에 대한 대응이자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대비인 데 반

해, 행위는 탄생이라는 사실이 보증하는 ‘새로운 것을 행할 능력’을 발휘

하는 활동이다. 새로 태어난 인간이 새로운 무언가를 행할 능력,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해 주는 그 능력을 갖고서 자신을 드러내는 활동으로 

행위는 정의된다.

노동, 작업과 행위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앞의 둘은 시작과 끝이 

명확하며 직선적인 활동인 반면 행위는 시작과 끝이 불분명하고 그 방향 

또한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다. 노동은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신체의 과

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구체적인 양태에 있어서도 파종과 수확, 

수확과 섭취(혹은 부패)라는 명확한 시작과 끝을 지닌다. 인간의 신체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도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 한편 작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설계도가 있다’는 점이다. 쟁

기를 만들 때, 혹은 집을 지을 때 우리는 머리속의 구상이나 종이 위의 설

계도를 토대로 재료를 가공하며 예상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 활동은 종

료된다. 설계도를 재료에 적용하는 직선적 과정을 벗어나는 경우는 그 작

업이 실패할 때 뿐이다.

그러나 한나 아렌트에서 행위는 ‘새로운 것’이기에 적용할 설계도

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물론 인간이 나름의 구상을 갖고 행위할 수는 있

겠지만, 행위는 “인간들 사이에” 행해지는 활동이기에, 그러한 인간들 각

자가 자신의 행위를 하고 있기에 서로가 주고 받는 영향에 의해 각각의 행

45 HC,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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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결코 예정된 직선을 따르지 않게 된다. 행위가 설계도를 갖지 않는다

는 것은 또한 그것이 수단과 목적을 갖지 않음을 뜻한다. 인간이 새로운 

것을 행하는 것, 즉 행위하는 것은 그 행위를 통해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행위 그 자체를 위한 위한 것이다. 서로 다른 존재

로서의 복수적 인간들이 벌이는 행위들은, 어떠한 상위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각자의 ‘서로 다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한

나 아렌트에서 인간이 자신의 다름을 드러낸다는 것은 곧 행위한다는 것

의 동의어이므로, 행위의 목적은 행위 그 자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설계도가 없다는 것은 행위가 목적에 구애 받지 않음을 뜻하는 동

시에, 그것에 (복수의 인간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 이외의) 조건이 필요하

지 않음을 뜻한다. 물론 전체주의의 억압 앞에서, 혹은 매일 노동이 이어

지는 자본주의 하에서 행위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행위의 아무

런 필요 조건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한나 아렌트에서 행위는 

정의상 언제 어디서나, 마치 기적처럼 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행위에 

설계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 즉 행위란 기존의 인과 관계에서 비롯되는 

어떠한 ‘산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위가 정의상 인과 관계로부터 자유롭

다면, 그것은 필요 조건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다수의 인간이 동시에 행위한다는 점, 목적을 달성하는 일직선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예컨대 쟁기를 만드는 작업이 나무와 쇠를 

재료로, 쇠망치를 도구로 삼는 것과 달리) 물질적 매개를 갖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행위의 장은 불확실성의 영역이 된다. 세계 내에서 다수의 행위

가 동시에 일어나는 한, 인간은 행위의 결과를 온전히 예측할 수 없다. 소

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더라도 행위는 무의미해지지 않고 여전히 타인

들에게, 그리고 행위자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며 또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파괴해 되돌릴 수 있는 물질적 결과가 없다. 행위의 이러한 

예측불가능성과 불가역성이 행위의 장을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만드는 것

이다.

진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크라테스가 의견을 부정하지 않았듯, 한

나 아렌트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위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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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46 목적에서 시작해 결과에서 끝나지 않는, 시작과 끝이 불분명하고 

예측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행위는 인간의 무력함을 드러내고 인간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가진 자유(freedom)을 

드러낸다.47 행위는 피해야 할 혼돈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인간

으로서의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행해야 하는 활동이며 또한 인간을 이

해하기 위해, 인간으로 남기 위해 이해해야 하는 활동이다.

3. 판단 이론 개관

앞에서 살펴 본 행위 이론에서 한나 아렌트는 노동, 작업, 행위라는 

세 가지의 인간 활동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행위를 가장 인간적인 특성을 

가진 활동이자 가장 상위에 있는 활동으로 규정하였다. 단일한 인간이 아

니라 복수의 인간들이 행하는, 도구-목적으로 구성되는 일직선적인 인과

를 따르지 않는 활동인 행위를 나타내는 가장 한나 아렌트적인 표현은 바

로 “무언가를 새로이 시작하는 것(beginning something anew)”48이다. 

이는 물론 하나의 행위가 이전의 행위가 절대적으로 다른 무언가임을 뜻

하는 것은 아니며,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자연의 인과 관계나 과거의 사

46 물론 통제할 수 없음이 인간에게 고통과 불안을 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시작과 끝이 불분명한 행위가 되돌릴 수조차 없는 것이라면, 부정적인 행위가 행해졌

을 때 인간은 남은 평생을 그 그늘에서 살아야 하며 또한 미래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라면 다가오는 모든 순간을 불안 속에서 맞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조건》에서 

한나 아렌트가 제시하는 대책은 ‘용서’와 ‘약속’이다. 용서는 과거의 사건이 낳은 영

향들을 청산하고 인간이 새로이 시작할 수 있게 해 주며, 약속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

서도 인간 스스로가 일종의 이정표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준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

은 《인간의 조건》  33절 〈불가역성과 용서하는 힘〉, 34절 〈예측불가능성과 약속의 

힘〉을 보라.

47 한나 아렌트는 freedom 과 liberty 를 엄격히 구분해 사용한다. Liberty 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 이후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서의 자유라면 freedom 은 다른 

무언가를 위한 조건이 아니라 행위로써 비로소 실현되는, 능동적인 의미에서의 자유

이다.

48 HC,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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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낳은 인과 관계를 벗어나는 것임을 가리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위

란 이미 확인되거나 혹은 전제된 인과 속에서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역사 

발전의 단계’와 같은)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그 하나하나가 새로이 검토

되고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행위의 장은 보편자 없는 개별자

들의 영역이다. 따라서 이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개념을 사

유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자들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방식, 즉 반성적 판단

이 필요하다. 한나 아렌트는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으로부터 행위의 의미

를 밝히는 자신의 정치 판단 이론을 세웠는데, 아래에서는 이를 살펴 볼 

것이다.

3.1.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정치와 취미 판단 개념의 전유

“단일한 인간이 아니라 복수의 인간들이” 동시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행위하기에, 따라서 행위란 일직선적인 인과를 따르지 않기에, 한

나 아렌트에서 행위들은 하나의 선이 아니라 공간을 형성한다. 한나 아렌

트에서 정치란,  마치 재료에 설계를 적용하는 직선적인 작업―플라톤이 

세계를 다루고자 했던 바로 그 관점에서 행해지는 활동이 아니라 행위들

이 이루어지는/형성하는 공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개념이 된다. 하나의 

행위가 그린  (직선적이지 않은) 궤적들이 다양한 방향에서 얽히고설키는 

것 그 자체가 곧 정치인 것이다. 그에게 있어 정치란 공적 영역에서 말을 

매개로 인간들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활동들―즉, 행위들―의 총체이

다. 행위는 복수적 존재인 인간들의 상호 연관 속에서 이루어지기에 고정

된 한 점으로 수렴되지 않으며 (잘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실재하는) 거미

줄49처럼 얽혀 다양하고 가변적인 결과를 낳는다. 또한 그 결과는 마치 거

49 여기서 ‘거미줄’이라고 한 것의 원어는 web 으로,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 25절 

“The Web of Relationships and Enacted Stories”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가 web 이라는 말로 표현하고자 한 것은 ‘행위의 관계망’의 눈에 보이지는 않

으나 분명히 실재하는 성격이므로 거미줄이 가장 적절한 역어일 것이나, 한국어에서 

거미줄은 부정적인 함의를 갖기에 일반적으로는 ‘망’ 혹은 ‘그물망’ 정도로 번역되고 

있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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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줄 위 한 점의 진동이 거미줄을 타고 사방으로 퍼지듯 다른 행위에 영향

을 미치며 다시금 다양하고 가변적인 결과를 낳는다.

정치가 단순히 하나의 선이 아니라 공간이라는 것은 그 속에서 다

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서로 다른 존재인 복수적 인간이 

그 공간 속의 다양한 점에서, 즉 다양한 방향에서 사태를 보게 되기 때문

이다. 인간들이 정치라는 공간 속에서 하나의 사태를 다양한 관점에서 볼 

때, 그 사태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그 다양한 평가들 중 합당한 것을 고르는 일, 혹은 그 관점들을 

종합해 합당한 하나의 관점을 도출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칸

트가 제시한 취미 판단의 능력, 즉 반성적 판단력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칸트가 대상을 표상함으로써 그 현전에 대한 판단자의 이해 

관계를 배제하는 데에 사용한 상상력을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을 표상하

는 데에 사용함으로써 타인들의 관점을 종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전유한

다. 칸트의 취미 판단을 바탕으로 구성한 자신의 정치 판단 이론에서 그는 

이를 ‘상상력을 통해 타인의 관점을 방문’하는 것으로 표현하는데,50 이 방

문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관점들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을 종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관점들을 종합한다는 것은 하나의 단일한 관점을 

형성하는 것, 다양한 관점들의 모순을 지양하는 변증법적인 과정이 아니

다. 한나 아렌트의 “방문”에서 모순은 지양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에게

는 끝없는 방문의 연속이 요구된다. 칸트가 제시하는 취미 판단은 ‘상상력

과 지성의 자유로운 유희’51에서 오는 것이지만, 한나 아렌트의 정치 판단

에는 지성의 자리가 없다. 결론을 얻지 못하면서도 끝없이 대화했던 소크

라테스와 마찬가지로, 한나 아렌트의 판단자는 상상력을 통해 끝없이 타

인의 입장을 방문할 뿐이다. 그는 끊임없는 방문을 통해 사태를 다양한 관

점에서 검토함으로써 우리가 ‘불편부당한(impartial) 관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절대적인, 혹은 보편적인 관점이 

50 LKPP, p. 43.

51 Immanuel Kant, Kritik der Urteilskraft,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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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관찰자 또한 오직 복수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52 관찰자의 관점은 “불편부당”하다고 표현되고 있지만, 정확

히 말하자면 이 관점은 ‘덜 치우진(less partial)’  것인 셈이다.53 인간이 

보편적 존재가아닌 한, 관찰자의 확장된 관점 역시 ‘보편적 관점’이 아니

라 관찰자 자신의 위치에 어느 정도는 매여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복

수적인 판단자들의 복수적인 관점들이 있게 되는 것이다.

판단 과정에서 상상력의 용도를 바꾼 것과 마찬가지로 한나 아렌트

는 칸트 취미 판단 이론의 몇몇 개념들을 수정하여 ‘끝없는 방문’이라는 

지향에 적합한 자신의 정치 판단 이론을 구성하고 있다. 예컨대 그는 ‘확

장된 사유의 준칙’을 ‘확장된 심성(enlarged mentality)’으로, ‘공통감’을 

‘공동체 감각(community sense)’으로 번안한다. 아래에서는 이 둘을 중

심으로 그의 정치 판단 이론을 개관할 것이다.

3.2. “방문”으로서의 정치 판단

정치가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되는 한나 아렌트에서,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에 근거해 전개된 정치 판단 이론은 “방문”이라는 키워드로 요

약될 수 있다. 그가 제시하는 정치 판단의 핵심은 ‘상상력을 통해 타인의 

입장에 서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타인의 입장에 선다는 것을 

그는 칸트의 ‘확장된 사유(erweiterte Denkugsart)의 준칙’을 통해 설명

한다. 칸트는 “판단의 주관적인 사적 조건들을 벗어날 수 있어서, (그가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바꿔 서 봄으로써만 규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입장

52 LKPP, p. 63.

53 리사 디쉬는 한나 아렌트의 불편부당성 개념을 “[각각의] 상황에 따른(situated) 불편

부당성”이라고 해설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이 개념은 “결론에 이르기 위한 논쟁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그 어떤 결론도 모순의 해결책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맥락에 

따른 입장으로서[만]  정당화될 것이 요구된다.”(Lisa Jane Disch, Hannah Arendt  

and the Limits of Philosophy, pp. 214-215,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즉 이 불편부당성은, “방문”을 통해 이를 수 있는 유일하거나 절대적인 목적지가 아니

라, “끝없는 방문” 가운데 발견된, 해당 상황에서의 최선의 장소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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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기 자신의 판단을 반성”하는 태도로서의 ‘확장된 사유의 준칙’을 

제시한 바 있다.54 한나 아렌트에서 정치란 결국 인간의 복수성에 관한 문

제인바, 그는 정치 판단을 “심지어 내가 전적으로 혼자일 때조차도, 항상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합의를 도출해야 할 누군가와의 기대되는 의사소

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며 칸트의 준칙을 받아 들인다.55

타인의 입장에서 사유한다는 기본적 의미는 유지하면서도 한나 아

렌트는 이를 “확장된 심성”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어 사용한다. 심리적 성

향을 가리키는 심성이라는 말은 물론 사유 방식까지를 포함할 수 있지만, 

칸트가 사용한  Denkungsart 라는 말에 대한 일반적인 영역이  way of 

thinking임을 생각할 때, 이는 한나 아렌트의 의도적인 오역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칸트의 준칙이 ‘이성의 준칙’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이성의 사유는 알 수 있는 것의 한계, 인간 인식의 범위를 초

월”하는 것으로 보았던바,56 사유가 아닌 심성이라는 용어를 택함으로써 

“방문”의 목적지를 ‘인간 인식의 범위’ 내로 제한하고자 했던 것이다. 실

제로 칸트가 사유의 확장을 통해 도달하는 곳은 “보편적인 입장”이다. 그

러나 앞에서 보았던 한나 아렌트 철학의 출발점은 보편성에 대한 회의라 

할 수 있으며, 그가 말하는 방문의 목적지는 보편적인 입장이 아니라 (인

식 가능한 형태로 현상되는) 복수적 인간들의 복수적 입장들이다.(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복수적 입장들을 방문하고 검토함으로써  한나 아렌트의 

판단자는 보편적 관점이 아니라 일반적 관점에 도달한다.)

복수적 인간들의 각기 다른 입장에 대한 방문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상상력이다. 칸트가 “대상의 현전 없이도 직관에서 표상하는 능력”

으로 정의하 상상력57은 취미 판단 과정에서 판단자가 대상의 현전과 관계

하는 자기이해(self-interest)를 배제하고 무관심적인 판단에 이를 수 있

도록 하는 기제이다. 칸트는 “취미 판단을 규정하는 만족은 일체의 관심

54 Immanuel Kant, Kritik der Urteilskraft, p. 159.

55 BPF, p. 220.

56 KLPP, p. 29.

57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옮김, 《순수이성비판》 1, p. B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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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무관하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판단자는 “취미의 문제에 있

어서 심판관의 역할을 하려면, 사태의 현전에는 조금도 마음이 끌려서는 

안 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온전히 무관심해야 한다”는 것이다.58

한나 아렌트는 이러한 개념인 상상력을 타인의 입장을 표상하는 능

력으로써 사용한다. 그는 “확장된 심성으로 사유한다는 것은 자신의 상상

력이 방문을 떠나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쓰고 있는데,59 이러

한 구도에서 정치 판단은 단순히 판단자 자신의 사적 관심을 배제하는 것

이 아니라 반대로 타인들의 다양한 관심을 고려하는 일이 된다. 칸트가 대

상의 현전과 관계하는 사적 이해를 배제함으로써 판단의 적절성을 구하

고자 했다면, 한나 아렌트는 대상의 현전과 관계하는 다면적인 사적 이해

를 살핌으로써 적절한 판단에 이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나 아렌트는 자기이해를 배제한 상태를 가리키

는 칸트의 무관심성 개념을 불편부당성이라는 말로 이어받는다. 이는 말 

그대로 타인의 입장을 두루 살핀 판단자가 도출해 내는, 어느 한 입장에 

치우치지 않은 공평무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불편부당성은 

쟁점 너머에 존재함으로써 사실상 논란을 잠재울 모종의 고차원적인 관

점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이것이 보편성과는 

무관한 것임을 확실히 한다.60 보편성(Allgemeinheit)이 개별자들(그리고 

그들이 처한 시공간적 상황)의 차이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때, 한나 아렌

트는 인간들을 단일한 지점으로 환원시키는 이 보편성이라는 개념 대신 

인간들 각자의 특수성을 보존하면서도 그들 사이의 조화나 합의를 상정

할 수 있는 일반성(generality)이라는 개념을 택한다.61 “폭넓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개인이 자신의 한 관점에서 다른 관점으로 이동해 볼 수 있

58 Immanuel Kant, Kritik der Urteilskraft, p. 7.

59 LKPP, p. 43.

60 LKPP, p. 42.

61 로널드 베이너는 한나 아렌트가 칸트를 번역하면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번역되

는  allgemein 을  일관되게  ‘일반적(general)’으로  번역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 

(LKPP, p. 71 n155; p.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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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역이 넓을수록―그의 사유는 더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는 것이다.
62 이 일반적 관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하자면, 그것은 복수적 인간

들, 즉 개별자들 사이의 차이를 지양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로 “[다양한] 관점들의 특수한 조건”을 거침으로써만 얻어지는 것이다. 요

컨대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일반성이란, 어떠한 사태를 공유하고 있는 이

가 처한 상황을, 그들의 입장들을 종합함으로써 얻게 되는 하나의 합의라 

할 수 있다.(다음 항에서 볼 공동체 감각에 관한 논의를 참조하라.)

앞서 말했듯 한나 아렌트가 심성의 확장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칸트의 ‘보편적 관점’이 아니다. 그가 지향하는 곳은 대상과 판단자가 서

로 아무런 작용을 주고 받지 않는 아르키메데스의 점이 아니라,  서로가 

“적절한 거리”에 있는 어떤 지점이다. 그는 우리가 상상력을 통해 그 적절

한 거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오직 상상력만은 우리가 “사물들을 적절한 거리에 두는 것”

으로 알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는 사물들을 선입관과 편견 없이 볼 수 있을 때까지 밀어 낼 수 

있도록 충분히 강할 것임을, 너무 멀리 있는 것들을 마치 우리 자

신의 일인 것처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먼 거리의 심연에 다리를 

놓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처럼 어떤 것

들을 옮기거나 타인과의 심연에 다리를 놓는 것은 끝나지 않는 대

화로서, 이러한 목적에 쓰기에 직접적인 경험은 너무 즉각적이고 

너무 가까운 접촉만을 낳으며 순전한 지식[사변적 지식]은 인위적

인 장벽을 세운다.63

한나 아렌트에서 상상력의 역할은 이처럼 사태가 판단자 자신에게 

62 LKPP, p. 43. 다음의 인용문도 같은 곳.

63 Hannah  Arendt,  “On  The  Nature  of  Totalitarianism:  An  Essay  in 

Understanding”, Library of Congress, MSS BOX 76, 12.

Lisa Jane Disch, Hannah Arendt and the Limits of Philosophy, p. 157 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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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하면서도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리를 획득하는 데에 있다. 그

는 여기에서 그 과정을 “끝나지 않는 대화”라고 썼다. 이 대화가 어떤 것

인지 상상해 보기 위해, 한나 아렌트가 언급하는 소크라테스의 ‘설명하기

(logon didonai)’를 보도록 하자. 그에 따르면 설명하기란 “증명하는 것

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이유로 그 의견을 형성했으며 어떻게 그 의견에 

도달했는지”를 말하는 것이다.64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대화는 명제의 참

거짓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혹은 따지기 이전에) 서로의 입장을 충실히 

알아 내는 것이 목적이다. 타인의 경험을 “마치 우리 자신의 일인 것처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사태가 상대에게 어떻

게 보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태도인 것이다.

그러나 타인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본다는 것은 물론 단순히 상대

에게 감정이입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다. 상상 속에서의 방문을 통해 타인

의 입장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 사태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검토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소크라

테스의 대화는 단순히 상대의 설명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타

당한지를 검토하는―결과적으로는 그 의견을 파괴할 수도 있는 대화이다. 

또한 이 방문은 어느 입장 하나에 서 보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

러 입장을 두루 방문함으로써 사태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일이며, 그 끝

에 있는 것은 감정이입에 의해, 혹은 다수결에 의해 선택된 어느 하나의 

입장이 아니라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불편부당한 입장이다. 한나 

아렌트는 방문을 통해,  다양한 주관적 관점들 사이에서―보편적인 것에 

기대지 않고서도―객관성을 얻고자 했던 것이다.

3.3. 공동체 감각

칸트가 보편성을 말하는 반면 한나 아렌트는 이를 부정하며 일반성

을 말한다는 점은 앞에서 확인했다. 아래에서는 이에 더해, 둘의 공통감 

개념을 비교함으로써 둘 사이의 차이를 확실히 할 것이다. 공통감 개념으

64 LKPP,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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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양자를 비교하는 것은, 여기에서 양자의 차이가 단적으로 드러나서이

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이 개념이 둘의 사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주관적인 미적 판단의 보편타당성을 말하기 위해서도, 복수적 

존재인 인간의 서로에 대한 방문 가능성을 말하기 위해서도 이들의 이론

에는 한 개인과 타인들의 사이를 이어줄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칸트는 “취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은 자기 판단의 무조건적인 필연

성을 주장할 것”이라며 “취미 판단들은 쾌와 불쾌에 관해, 개념이 아니라 

오직 감정에 의해서만, 그러나 여전히 타당하게 규정하는 어떤 주관적 원

리를 갖고 있음이 틀림 없다”고 쓰고 있다.65 이러한 ‘주관적 원리’가 바로 

공통감(sensus communis)인데, 그는 이것이 “심리학적인 관찰에 입각

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식의 보편적 전달가능성의 필연적 조건으로 받아

들여지는 것으로, 이러한 필연적 조건은 […] 전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

한다. 공통감은 사유의 확장 가능성, 즉 타인의 입장에 서 보는 가능성의 

전제조건이 되는데, 명심해야 할 것은 칸트가 확장된 사유의 준칙에서 말

하는 타인의 입장이란 보편적 입장이라는 점이다. 취미 판단 역시, 주관적

임에도 불구하고 보편타당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보편적 입장에

서 행해져야 할 터인데 이 경우 취미 판단은 단순히 “무조건적인 필연성

을 주장”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로 필연적인 것이 된다. 보편적인 입장이

란 개별자들의 차이를 넘어서는 입장이므로, 취미 판단이 보편적인 입장

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판단자는 개별자들 사이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한나 아렌트 역시 인간이 “일반적으로 소통 가능하다”는 차원에

서66 전제된 수준의 공통감을 인정하지만, 그에게 있어 그것은 실상 큰 의

미를 갖지 않는다. 그는 칸트 연구자들이 공통감 개념을 주로 common 

sense 로 번역하는 것과 달리 community sense 라는 역어를 택하는데, 

65 Immanuel Kant, Kritik der Urteilskraft, p. 65. 바로 뒤의 인용문은 p. 66.

66 LKPP, p. 69.

그 근거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자기자신의 것과 같은 감각을 가졌다고 추측할 수 있

다”는 점이다.

36



이는 칸트의 공통감 개념이 담고 있는 ‘공동체적 감각’이라는 의미를 극대

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67 여기서 한나 아렌트가 말하고자 하는 공동

체는 보편적 존재로서의 인류 공동체가 아니라, 특정 시간과 공간, 문화를 

공유하는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공동체이다. 그에게 있어 공동체 감각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유로 필연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복수적 인간이라는] 이념을 염두에” 둠으로써68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칸트의 판단자가 자신이 내린 판단의 무조건

적 필연성을 주장하기 위해 인류 공통의 공통감을 요청할 때, 한나 아렌트

의 판단자는 자신이 내린 판단을 타인들에게 설득하기 위해―필연적인 것

이 아닌 자신의 판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들과 소통 가능하고 그들

에게 동의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타인이 자신의 판단을 

검토하게 만들기 위해―자신과 타인 사이에 공동체 감각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앤드류 노리스는 칸트와 한나 아렌트가 똑같이 

공통감이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함에도 칸트에서도 그것은 능력들 

사이의 관계인 데 반해 한나 아렌트에서는 “폴리스의 복수성에서 솟아나

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69 다시 말하자면 이러하다. 칸트의 취미 판단

과 한나 아렌트의 정치 판단은 그것이 타인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으며, 판

단자가 자신의 판단을 타인과 소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같은 구도에 있

다. 그러나 칸트에서 판단의 소통 가능성은 인간들이 공유하고 있는 보편

적 능력―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유희―에 의해 보증되는 필연성인 반

면 한나 아렌트에서 판단의 소통 가능성은 판단을 내리는 자와 그 판단을 

접할 상대가 같은 공동체에 속함으로써, 즉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같은 지

67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sensus communis 에 해당하는 독일어로 Gemeinsinn

을 사용한다. 여기서 gemein 은 ‘공통의’ 혹은 ‘보통의’라는 뜻을 지니는 동시에 ‘공

동체의’라는 뜻 또한 지닌다. 때로 그는 이를 gemeinschaftlicher Sinn 이라는 표현

으로 풀어 쓰는데, 이 표현에서는 ‘공동체적’이라는 의미가 강조된다.(p. 157)

68 LKPP, p. 76.

69 Andrew Norris, “Arendt, Kant, the Politics of Common Sense”, p. 187, Polity 

Vol. 29, No. 2, pp. 165-191, Palgrave Macmillan Journal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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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고려함으로써 비로소 만들어지는 설득 가능성인 것이다.

에른스트  카시러는  “독일어  표현  Mitteilbarkeit(소통가능성)와 

Mitteilungsfähigkeit(소통될 수 있는 능력)는 […]  한 개인이 자신의 마

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타인이 정확히 알게 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 

칸트는 이것을 뜻하지 않았다. 그가 의도한 것은 두 사람의 감정이 그 성

격상 동일하다는 것이 전부였다”고 지적한다.70 그러나 분명 한나 아렌트

는 소통가능성이라는 말을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타인이 정확

히 알게 할 수 있음”의 의미로 사용한다. (소크라테스의) 설명하기라는 방

식으로 자신이 현재의 의견에 이른 여정을 상대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

것을 위한 것인데, 한나 아렌트는 이것이 (보편적, 형이상학적 진리가 아

닌) 인간적 진리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엄밀히 말해 인간적 진리의 유일한 

판별 기준이라고 말한다.

그는 “진리란 내가 소통할 수 있는 것”이라는 칼 야스퍼스의 말을 

받아들이며, 그것이 바로 칸트가 취미 판단에 대하여 요구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71 과학에서의 발견물은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일반적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철학, 즉 사유를 통해 세워진 명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그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기에 소통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만 모종의 타

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나 아렌트의 정치 판단

은 스스로가 공동체의 일원임을 의식하고 있는, 즉 타인의 존재와 공통의 

미래를 고려하고 있는 이들 사이에서 소통됨으로써 타당성을 얻으며, 따

70 H. W. Cassirer, A Commentary on Kant's Critique of Judgment, pp. 195-96, 

New York: Barnes & Noble, 1970.

Andrew Norris, “Arendt, Kant, the Politics of Common Sense”, p. 185 에서 재

인용.

71 LKPP, p. 40. 

여기에서 한나 아렌트는 야스퍼스가 저렇게 표현한 맥락이나 출전은 밝히지 않고 있

다. 소통은 야스 퍼스에게 있어 실존의 조건이자 철학의 방법론이기도 했다. ‘소통’이

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야스퍼스와 한나 아렌트의 철학적 교류를 추적한 글로 홍원표, 

〈칼 야스퍼스와 한나 아렌트의 대화〉, 《한국정치학회보》 Vol. 44, No. 3, pp. 75-95, 

한국정치학회, 2010 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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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정치 판단의 타당성이란 다분히 특수한 조건에서만 유지되는 타당

성이다. 한나 아렌트는 “초월적 원칙을 경험적 기준으로 변형”72시킴으로

써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을 자신의 정치 판단 이론으로 전유하고 있는 것

이다.

72 Andrew Norris, “Arendt, Kant, the Politics of Common Sense”, p.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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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나 아렌트에서 행위와 판단의 관계

Ⅰ장에서는 한나 아렌트 철학의 기본 구도를 살펴 보았다. 그에 따

르면 인간사의 영역은 인간의 복수성에서 비롯되는 개별자의 영역이며, 

이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인간 활동은 바로 행위이다. 행위는 그 결과를 미

리 알 수 없으며 행위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인간사의 영역

이란 다소 혼란스러운 곳인 듯 보인다. 플라톤에서 시작된 서구 철학의 전

통은 철학적 사유를 통해 도출된 합리적 잣대, 궁극적인 무언가를 통해 이 

영역을 예측하고 통제하고자 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으며, 전체주의라

는 사건은 그것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파국만을 낳음을 

드러내었다. 서구의 전통 철학이 직접적으로 전체주의를 낳은 것은 물론 

아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전체주의는 그것이 이데올로기가 인간들을 

통제하는 구도를 띤다는 점에서 전통 철학이 꿈꾸어 온 것과 매우 유사해 

보이기까지 했다.

한나 아렌트는 행위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하였

다. 하나는, 전체주의와 같은 극도로 억압적인 상황에서도 인간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파국이 닥친 세계

를 마주하며, 세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

기를 촉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나 아렌트가 보기에 세계를 벗어

나려는 (전통 철학의) 시도는 존재하지 않는, 혹은 인간으로서는 가 닿을 

수 없는 궁극적인 것에 집착한 나머지 결국 인간사의 영역조차도 이해하

지 못하는 실패를 낳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인간사의 영역을 통제되고 일치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곳

이 비록 혼란스러운 곳이라 해도, 인간이 해야 할 것은 그 영역을 통제하

려는 불가능하고 그릇된 시도가 아니라 있는 그것을 있는 그 자체로 받아

들이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것은 반성적 판단, 정확히는 칸트가 제시한 

미적 판단의 능력을 통해 가능하다. 미적 판단의 구조를 띠는 정치 판단을 

통해 우리는 사익을 벗어나 대상에 대해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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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자 없이도 개별자로서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다.

서론에서 밝힌 대로, 한나 아렌트는 자신의 철학을 통해 ‘세계를 편

안하게 느끼기’ 위한 것, “세계와 화해”하기 위한 길을 제시하고자 하였지

만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판단에 부여된 임무”이다.73 다시 말해, 인간

이 세계와 화해할 수 있는 것―인간사의 영역에 내재한 불확실성을 그대

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행위할 때가 아니라 판단할 때이다. 행위자는 

이 불확실성을 그저 감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는 행위하는 능력이 인간 

누구에게나 있다고 선언하지만, 이 불확실성 앞에서 인간은 행위하기를 

망설이게 된다. 《인간의 조건》에서 한나 아렌트는 불확싱성을 감수하고 

타인 앞에 자신을 드러낸 ‘용기 있는’ 자에게 “영웅”이라는 호칭을 부여한

다.74 그가 영웅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반신(半神)이 아니라고 부연하고 

있기는 하지만, 행위할 능력을 갖는 것과 발휘하는 것은 여전히 별개의 문

제이다. 행위의 영역이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영역이라 할 때, 그

곳이 불확실성으로 가득하고 ‘세계와의 화해’는 판단을 통해 사후적으로

만 가능한 것이라면, ‘영웅’, 즉 그 세계에서 감히 행위할 수 있는 인간은 

소수에 머물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행위를 누구나가 갖는 능력으로 제시

한 한나 아렌트의 이론은 이러한 국면에서 엘리트주의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한다. 한편 이러한 영웅적 행위를 모든 인간에게 요구하는 대신, 공동

체 내에 형성되는 합의로서의 판단을 중심에 두고 행위를 공동체 내의 참

여로 다소 온건한 방식으로 이해할 때에는 그가 후기로 가면서 보수화되

었다는 비판이 또한 제기된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기왕에도 계속해 있어 왔다. 연구자들의 해

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세일라 벤하비브의 표현을 빌자면 

73 강조는 인용자.

74 한나 아렌트는 호메로스의 표현을 빌려 이야기의 주인공을 영웅이라고 부르는데, 여

기서 영웅이란 특출한 능력을 가진 반신半神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며, 또한 그 업적으로 

평가 받는 인물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공적 영역에 스스로를 기꺼이 드러내었

다는 사실이며, 또한 그의 드러낸 그 자신을 이야기로 남길 관객이 있었다는 사실이

다.(HC, pp. 184-187; Julia Kristeva, Hannah Arendt: Life is a Narrative, pp. 

15-16,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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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  아렌트의  이론에는  “분투적(agonistic)”  모델과  “담론적

(discursive)” 모델 사이의 긴장이 있다.75 분투적 모델에서 행위 개념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물론 타인의 ‘보고 있음’이 전제되기는 하지

만) 자아의 자기 현시로 정의된다면, 담론적 모델에서는 행위가 판단으로 

형성되는 공적 공간에의 참여 혹은 타인들과의 소통으로서의 합의적 활

동으로 정의된다. 벤하비브 자신이 지지하는 것은 이 가운데 후자이다. 분

투적 모델에 해당하는, 즉 《인간의 조건》에 제시된 행위 개념은 고대 그리

스의 사례를 토대로 구축된 것인바, 현대 사회에는 걸맞지 않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노예를 통해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그리고 시민들 사이

의 평등을 보장하는 제도를 통해 정치적으로 자유로웠던 고대 그리스의 

시민들과는 다른 처지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폴리스의 자유시민, 심지

어 그 중에서도 영웅의 행위를 원형으로 삼은 초기의 행위 개념은 지금의 

현실에 적용될 수 없다고 그는 보고 있는 것이다. 세일라 벤하비브는 자신

의 독특함을 드러내기 위한 개인의 분투로서의 행위보다는 판단으로 형

성되는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것으로서의 (다소 약화된) 행위 개념을 지지

하며 개인들간의 분투적 경쟁보다는 그들의 연대와 연합을 촉구한다. 그

는 “사람들이 ‘연합해 행위(act in concert)’하지 않는 곳은 공적 공간이 

아니다”라고 쓰고 있다.76 이러한 세일라 벤하비브의 입장을 보니 호니히

는 “자의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77 그는 세일라 벤하비브가 “아렌트

의 다층적인 시각을 두 개의 상호배타적인 항의로 이분화”하고서 이 중 

담론적 모델이 “더 근대적이기에 더 좋다”고 결론짓는 것이라 지적하며, 

이 둘은 이분법적으로 다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78 행위는 “비록 누군가가 

75 Seyla Benhabib, “Hannah Arendt and the Redemptive Power of Narrative”, 

pp. 190-196.

76 Seyla Benhabib, “Hannah Arendt and the Redemptive Power of Narrative”, 

p. 194.

77 Bonnie Honig, “Toward an Agonistic Feminism”, p. 158, ed. Bonnie Honig, 

Feminist  Interpretations  of  Hannah  Arendt,  pp.  135-166,  Pennsylvania 

University Press.

78 Bonnie Honig, “Toward an Agonistic Feminism”, p.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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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할 수도 있지만,  청중[관찰자,  판단자]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그의 

지적은79 합의로서의 판단 개념에 무게를 두지 않고, 개인의 창발성과 다

양성에 방점을 둔 애초의 행위 개념을 가진 의미를 강조한다.

세부적인 논의에서는 물론 차이가 있지만, 한나 아렌트에 대한 해

석은 주로 위의 둘과 같은 구도에서 진행되고 있다.80 그의 철학이 엘리트

주의적이거나 반대로 후기에서 보수화되었다는 비판은 불식되지 않는다. 

다소 엘리트주의적이라 할지라도 행위 개념이 가진 의미가 강조되어야 

한다거나 반대로 다소 보수적이 되더라도 판단 개념을 통해 현실 사회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식이라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행위 

개념이 가진 분투적 계기, 즉 이 개념이 강조하는 인간의 창발성과 복수성

을 약화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영웅’의 전유물이 아닐 수 있는 길을 찾

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기의식적 행위’라는 개념의 성립가능성을 논

할 것인데, 이는 행위자 스스로가 그것이 어떻게 판단될지를 아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개념은 행위가 안고 있는 불확실성을 다소 경감시켜 줄 것이

다. 물론 행위가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한 그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

는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은 제거될 수 없다. 하지만 행위가 타인들에게서 

어떻게 판단될 것인가, 행위자 자신이 타인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스스로

를 드러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다. 한나 아렌트는 행위

79 Bonnie Honig, “Toward an Agonistic Feminism”, p. 160. 강조는 원문.

80 보니 호니히와 마찬가지로 분투적이고 미적인 자기 현시로서의 초기 행위 개념을 지

지하는 연구자로 한나 피트킨(Hannah Pitkin),  조지 카텝(Geroge Kateb),  데이너 

빌라(Dana Villa)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카텝, 피트킨 등은 이 개념이 가진 ‘영웅’의 

전유물로서의 한계, 즉 엘리트주의적인 면을 비판하는 반면 보니 호니히는 이에 동의

하지 않는 등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글에서 이를 세세히 다루지는 않기로 한다.

한편 세일라 벤하비브를 비롯하여 위르겐 하버마스, 당트레브(D’entreve) 등은 한나 

아렌트의 후기 이론에 무게를 두며 공동체에 대한 참여로서의 행위 개념을 중시한다. 

이들은 분투적 행위 개념이 현실 정치에서의 적실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

다. 국내의 주요한 한나 아렌트 연구자인 김선욱, 김비환 등도 이러한 입장을 공유하

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한편 서유경은 연구에 따라서는 참여로서의 행위 개념에 

관심을 두기도 하지만, 행위 개념이 가진 분투적 계기에 주목하며 페미니즘적인 관점

에서의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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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스스로는 자신의 행위가 가질 의미를 알 수 없다고 쓰고 있으며, 실제

로도 행위자가 타인들의 판단을 온전히 미리 알 수는 없겠지만, 그 예측불

가능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닐 듯 보인다. 그는 예측불가능성을 감수하고 

스스로를 드러낼 용기를 가진 영웅을 행위자의 전범으로 내세우고 있는

데, 모든 인간이 영웅이 아니라면, ‘기적’이자 ‘희망’으로서의 행위라는 개

념은 다소 무색해진다. 이 글에서는 행위와 판단의 관계를 (칸트에서의 창

작과 판단의 관계에 비추어) 검토함으로써 판단이 단순히 행위에 대한 사

후적 이해의 방식일 뿐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기제

임을 주장할 것이다. 판단을 자신의 행위의 준거로 삼음으로써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갖게 될 의미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영웅적인 용기가 없다 

하더라도 그는 타인들 앞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분투를 할 수 있을 것이

다. 

1. ‘적절한 행위’의 문제

칸트로 돌아가서 논의를 시작하자. 칸트의 《판단력 비판》(의 1 부)

은 예술작품 혹은 미적 현상을 대하는 감상자에 관한 이론이다. 한나 아렌

트의 《칸트 정치철학 강의》 역시 행위와 정치에 대한 판단자, 즉 관찰자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예술작품의 창작, 행위라는 활

동 그 자체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이다. 칸트가 제시하는 판단력의 

효용은 명백히 감상과 미적 판단 그 자체에 머문다. 그에 따르면 미를 판

단하는 능력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갖고 있지만, 그 능력은 미적인 사물을 

생산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누구나 예술작품의 제작을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미적이기 위해서, 미적 쾌를 줄 수 있을 만한 것이

기 위해서 그 생산자는 ‘천재성’을 필요로 한다. 칸트는 예술(혹은 기예; 

Kunst)을 수공업적인 것과 미감적인 것으로 분류하고, 미감적 예술을 다

시 쾌적한 예술과 미적 예술로 구분하고 있다.81 이 가운데 취미 판단의 대

상이 되는 것은 바로 미적 예술인데, 그는 이것이 오직 천재성의 산물로서

81 Immanuel Kant, Kritik der Urteilskraft, pp. 17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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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생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적 예술이 산출되는 근원인 이 천재성은 

훈련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부적으로 타고 나야 하는 것이

다.82 요컨대 칸트의 천재는 자신의 판단력으로부터 예술 작품을 생산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의 산물의 창시자는 그 산물이 그의 천재성에 힘입고 

있음에도 그 자신은 그러한 이념들이 어떻게 그에게 떠오르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못박고 있다.83 판단과 창작 사이에는 단절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칸트의 이론을 전유한 한나 아렌트의 경우를 살

펴 보자. 그는 《인간의 조건》에서 행위의 능력을 누구나가 갖고 있는 것으

로, 이것이 사람이 세계에 태어났다는 사실 그 자체로부터 보증되는 것으

로 천명하고 있다. 그가 행위를 세분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능력은 예

술의 문제에 있어서라면 미적 예술 뿐만 아니라 수공업적인 것과 쾌적한 

것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예술작품을 생산하는 능력과 동치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생각은 미적 예술에 준하는 특별한 행위, 이를테

면 ‘적절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해명해 주지는 

않는다. 만일 칸트에서처럼 한나 아렌트에서도 판단과 행위 사이의 단절

이 있다면, ‘적절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를 말하기 위해 우리는 행위에 

있어서의 천재를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명백히, 한나 아렌트는 자신의 

이론에 천재론을 두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이론에 천재론의 자

리는 있을 수 없다. 그가 행위를 인간 누구나가 가진 능력으로 규정한 한, 

그리고 그가 바로 그 자체를 상찬하며 인간의 핵심적 활동으로 제시한 한, 

다른 행위에 비해 높은 지위를 점할 ‘적절한 행위’를 특별한 소수에게만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적절한(right)  순간에 적절한 

말을 찾는 것이―거기에 담긴 정보나 의사 소통 내용과는 전혀 별개로―

행위”라고 쓰고 있다.84 그는 여기서 ‘적절한’이라는 말의 구체적인 뜻을 

부연하지는 않지만, 바로 앞에서 이를 가리키는 다른 말로 《안티고네》에

82 Immanuel Kant, Ibid., pp. 181-182.

83 Immanuel Kant, Ibid., p. 182.

84 HC,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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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따 온 “강력한 공격에 답하는 ‘위대한 말들(megaloi logoi)’의 능력”을 

언급하고 있다.85 여기에서 드러나듯, 그리고 목적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행위의 정의 자체에서 드러나듯, ‘적절하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행위자

의 의도를 관철시킨다는 뜻이 아니다. 행위는 개인주의적이고 분투적인 

활동86이지만 그 분투의 목적은 타인을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

니다. 이 분투가 추구하는 것은 “다른 모든 이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차별

화(distinguish)”라는 것이며, 그 행위가 ‘적절한가’ 하는 것의 기준은 결

국 이 차별화에 달려 있다. 즉 적절한 행위란, 스스로를 타인과 가장 효과

적으로 차별화하는 행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인간들은 누구

나가 서로 다르며 행위는 정의상 그 다름을 드러내는 활동이라고 쓰고 있

으므로 ‘모든 행위는 적절한 행위’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행위가 

될 적절한 말을 ‘찾는’ 것을 말하고 있다. 매 순간에 있어 상대방과 자신을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 그의 행위가 어떤 의

미를 갖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상대방에 대해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적절한 행위’를 할 수 있기 위해 행위자는 자신의 판단을 근

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행위자가 행위하는 

동시에 판단할 수 있는가를 논해야 할 텐데, 이 글에서는 그것이 가능함을 

주장할 것이다. 다음 절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우선, 몇 

가지 가능성을 상상해 보자.

우선 판단과 행위 사이에 단절이 있다고 가정할 때, 행위자 스스로

는 알지 못하는 행위의 의미가 판단을 통해 비로소 드러난다는 서술로부

터 우리는 판단이 행위보다 우위에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

론 한나 아렌트가 제시하는 정치 판단은 선험적 보편타당성을 갖는 칸트

의 취미 판단과는 달리 경험적 기준에 관한 것으로, 판단이 행위자들이 갖

는 다양한 관점을 무화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 이 경험적 

기준은 일반적 타당성, 나아가 불편부당성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비

85 HC, p. 25. 작은따옴표 속의 것은 《안티고네》의 마지막 행에서 온 것이다.

86 HC, p.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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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나 아렌트 자신이 보편성이라는 관념을 부정하고 있음에도 심성의 

‘무한한’ 확장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보편성에 아주 가까운 일반성이라는 

것이 설정될 경우, 그리고 그것이 행위의 기준이 될 경우 그의 철학은 행

위 이론에서 중시된 개개인의 창발성과 복수성을 사실상 포기하고 판단

을 통한 합의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수화된다.87

다음으로, 행위의 의미가 판단을 통해 비로소 드러난다는 것은 인

정하되 판단의 중요성을 그리 높지 않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 판

단은 불편부당한 의견을 낳지만, 이것을 개개인의 창발성과 복수성을 포

기하도록 하는 규준은 아닌 것으로 보자는 뜻이다. 판단을 통해 ‘적절한 

행위’를 판별할 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구하기보다는 개개인

의 다양한 행위들을 그 자체로 존중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문

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해석이 한나 아렌트의 철학 내에서 이론적 

문제를 갖지는 않지만, 이 경우 “세계 내에서의 편안함”은 행위자에게 허

락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나 아렌트의 지적대로 행위는 그 불가역성과 예

측불가능성으로 인해 그 자체로 “모험”이다. 이러한 모험에는 상당한 용

기가 필요하여, 행위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할 뿐 아니라 분명, 아킬

레우스처럼 짧은 생과 이른 죽음을 택해야 한다.”88 죽음을 택해야 한다는 

말은 과장이라 하더라도, 행위의 결과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인 한 행위자는 

최악의 결과, 결국은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의 행위의 의미조차도 판단자의 판단에만 맡겨 두어야 한다. 이처럼 행위

가 온전히 불확실한 영역에 남는 한, 누구나가 자신이 가진 ‘행위의 능력’

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나 아렌트의 진단대로, 현대인은 이미 

87 자크 랑시에르는 실제로 그의 이론이 이렇게 읽혔던 경우를 지적하고 있다. 그에 따

르면 한나 아렌트의 이론은 1995년 프랑스에서의 대규모 파업 때 “우파 정부를 파업 

노동자들이 내세우는 ‘이기주의적인’ 사회적 이해관계에 맞서 공공선을 수호하는 대

리인인양 묘사”한 좌파 지식인들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옮

김,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p. 33, 길, 2008.)

또한 앞에서 본 세일라 벤하비브의 견해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

를 갖고 있다.

88 HC, p.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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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로서 자신을 드러내기 보다는 노동에 매진하며 조직의 부품으로서 

자신을 숨기고 있다.) 판단이 행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해도, 이러한 구도

에서 행위는 누구나의 능력이 아니라 사실상 특별한 소수의 능력이 되고 

만다.

마지막으로,  창작자와 판단자가 별개의 인물인 칸트에서와 달리, 

한나 아렌트에서 행위와 판단이 단절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

자―이것이 이후에 전개될 이 글의 관점이다. 물론 행위란 타인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의 의도가 온전히 실현될 수는 없다. 그러

나 행위의 물리적 결과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 즉 

그 행위가 어떻게 판단될지에 관해서라면 우리는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행위자’를 생각해 볼 수 있다.(물론 한나 아렌트의 

주장대로 인간이 복수적이라면 이 판단이 타인들의 판단과 온전히 같을 

수는 없겠지만, “심성의 확장”이라는 테제에 비추어 볼 때 이 판단은 일반

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다시 한 번 아킬레우스를 예로 들자면, 그는 

자신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더라도, 살아 남든 죽

든 폴리스의 시민들 사이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를 미리 생

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판단의 ‘불편부당성’은 상징적인 이름으

로 이름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판단은 끊임 없는 “방문”에도 불구하고 결

국은 관점적인 것으로 남을 것이다. 행위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활동인 

한, 자신의 행위의 기준이 될 판단은 말 그대로 불편부당한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비롯된 판단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도에서, 관

점적인 판단으로써 행위하는 개개인들은, 타인의 행위를 이해하며 자신

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고려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종의 합의

에 포섭되지 않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이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개의 가능성을 두고 이 장은, 마지막의 가능성을 구체화

하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첫 번째 가능성이 한나 아렌트의 이론을 보수

화하고 두 번째 가능성이 엘리트주의적인 측면을 가질 때, 이 세 번째 가

능성은 그 두 문제를 모두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그것이 절대

적이지는 않다 해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을 때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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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로소 세계 내에서 편안한 상태로 행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도에서 판단은 행위의 우위에서 행위를 제약하는 기준이 아니

라, 보다 효과적인 행위, 타인과 구별되는 자기 현시를 가능하게 하는 근

거가 된다. 이로써 한나 아렌트 철학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판

단 사이의 긴장, 분투적 행위와 참여적 행위 사이의 긴장은 해소될 것이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한나 아렌트의 판단 이론을 보다 면밀히 검

토함으로써 판단과 행위의 관계를 밝힐 것이다.  그의 정치 판단 이론은 

《과거와 미래 사이》(1968)에서 제시된 것을 전기 이론으로, 《칸트 정치철

학 강의》에서 제시된 것을 후기 이론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두 글에서 전

개된 이론들은 공히 칸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서술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한나 아렌트

의 철학의 행위와 판단 사이에는 칸트에서와 마찬가지의 단절이 생기기

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게 된다. 아래에서는 판단과 행위가 단절된 것으

로 보는 로널드 베이너(한나 아렌트의 제자이기도 한 그는 한나 아렌트의 

강의록을 편집해 유작 《칸트 정치철학 강의》를 출간하였다. 아래에서 볼 

것은 그가 이 책에 첨부한 논문이다.)의 해석을 살핀 후 이를 비판하고 행

위와 판단 사이의 단절을 제거하는 논의를 제시함으로써 이 글의 목적인 

자기의식적 행위의 가능성을 정초하기로 한다.

2. 한나 아렌트 판단 이론의 해석

2.1. 전기 판단 이론과 후기 판단 이론

판단자가 상상력을 통해 타인의 입장을 방문하고, 그로써 사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관점을―즉, 정치 판단을―얻는다는 기

본 구도는 전기와 후기, 두 개의 판단 이론에서 똑같이 제시된다. 그러나 

이 과정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는 ‘대표적(대의적; representative) 

사유’로 칭해지는 반면 《칸트 정치철학 강의》에서는 ‘불편부당한 관점을 

얻는 사유’로 칭해진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용어로 같은 것을 가리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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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기보다는 후자에서 제시된 판단의 수준을 보다 높은 것으로 설정

한 듯 보인다.89 《칸트 정치철학 강의》의 판단자는 불편부당한 관점을 얻

는 반면, 《과거와 미래 사이》의 판단자는 “[심성이 확장될수록] 대표적 사

유의 능력은 증대될 것이며, 최종 결론, 즉 의견은 더욱 타당해질 것”이라

고 모호하게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90 오히려 《과거와 미래 사이》의 

판단자는 다양한 입장으로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자기자신의 입장으로부

터 “결코 더 멀리 나아가지 못”한다.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우선 대표적 사유라는 개념을 살펴 보자. 판

단자의 사유가 대표적이라는 것은, 상상 속 타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판단

자가 대표함을 뜻한다. 가까운 예로 민주주의적 합의 과정을 생각할 수 있

다. 민주적 토론을 통해 얻어진 합의는 어느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토론

에 참여한 이들이 서로의 의견을 고려해 도달한 새로운 입장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합의는 토론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관

점을 고르게 반영할 수 없다―즉, 불편부당할 수 없다.

한나 아렌트는 대표적 사유가 결코 다수결도, 특정한 개별자에 대

한 감정이입도 아님을 강조한다.91 다수의 논리로 소수에게 무언가를 강요

하는 것도 아니며 어느 한 타인의 감정을 따르는 것도 아닌 이 대표적 사

유란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판단자 자신의 입장에서 행해지는 타인

들의 입장에 대한 검토이다. 타인들의 입장을 검토한 후에도 판단자가 자

신의 입장으로부터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전의 입장에 그대로 머

무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그 검토가 (불편부당한 어떤 관점이 아니라) 

판단자 자신의 입장에서 행해짐을 뜻한다. 결국 이 말은, 판단자가 방문할 

수 있는, 즉 상상할 수 있는 폭에 제한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방문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되는 판단자의 사유가 다수의 논리에 따

른 강요나 단순한 감정 이입이 아니라는 명제는 《칸트 정치철학 강의》에

89 물론 여기서 그 ‘높은 수준’이 실제로 도달한 것인가, 혹은 지향으로 제시된 것인가 하

는 문제는 별개이다.

90 BPF, p. 241. 다음 문장의 인용구는 p. 221.

91 BPF, p.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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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되는 판단자는 자신의 입장으

로부터 더 나아간다. 불편부당하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아무 쪽에도 치우

치지 않음을, 자기 자신에게도 치우치지 않음을 뜻하며 이 경우 판단자의 

상상력의 폭에는 제약이 없게 된다. 말하자면 《과거와 미래 사이》의 판단

자가 자신의 위치를 중심으로 한 어떤 원 안에서 여기저기를 방문할 때, 

《칸트 정치철학 강의》의 판단자는 중심점을 찾을 수 없는 훨씬 더 넓은 공

간 속 지점들을 방문하는 것이다.

대표적 사유는 다수결이나 감정 이입이 아니라고, 다시 말해 부정

적인 방식으로만 정의했던 한나 아렌트는 불편부당성이라는 개념에도 대

해서도 같은 방식을 취한다. “불편부당성이란 문제를 해결할 모종의 고차

원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다.92 이처럼 부정적인 방식의 정의는 우리

에게 해석의 여지를 열어 두는데, 예컨대 우리는 고차원적인 관점이 아닌 

불편부당성을 도달 불가능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는 어떤 지향점으로 읽

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칸트 정치철학 강의》는 한나 아렌트가 서문만

을 쓰고 세상을 떠나 완성하지 못한 저작의 강의록인바,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그의 사유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열려 있다. 말하자면, 불편부당한 

관점을 얻는 판단자를 제시한 《칸트 정치철학 강의》의 판단자가 갖는 행

위와 판단 사이의 단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혹은 이를 대표적 사유

의 한 지향점으로 보고 그 단절을 없애는 해석을 할 것인지를 우리는 택해

야 하는 것이다. 다음 항에서는 우선 로널드 베이너의 해석을 보기로 하자.

2.2. 판단과 행위 사이의 단절을 설정하는 해석과 그 문제점

로널드 베이너는 앞에서 살핀 두 개의 판단 이론에서 드러나는 서

술상의 차이가, 실제 한나 아렌트의 입장 변화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본

다. 그에 따르면 두 이론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거와 미래 사이의》의 판단자는 여전히 행위자―자기자신의 자리를 갖

는―인 반면, 《칸트 정치철학 강의》의 판단자는 행위의 장에서 물러나 있

92 LKPP,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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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 그는 “[한나 아렌트의] 강조점이 정치적 행위주체의 대표적 

사유와 확장된 심성에서부터 역사가와 이야기꾼의 관찰자적 입장과 회고

적 판단으로 옮겨갔다”고 쓰고 있다.93 실제로 한나 아렌트는 《칸트 정치

철학 강의》에서 적절한 정치판단을 위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94

정치판단을 위해서는 행위의 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한나 아렌트

의 말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저의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

나는 그가 행위보다 판단을 우위에 두었을 가능성이다. 그는 《인간의 조

건》에서 현대인을 공동체 감각을 잃은 이들, 공적 공간으로서의 세계를 

벗어나 개인의 내면에 침잠한 이들로 진단하고 있다.95 공동체 감각을 잃

는다는 것, 즉 자신이 타인과 함께 있음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위와 

판단 모두를 중단시킨다. 이 중 한나 아렌트 당대, 즉 전체주의의 시대에 

있어 더 문제가 된 것은 판단이 중지된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속한 세계에

서 일어나는 사태들에 대해 판단하지 않음으로써―그 사태의 의미를, 행

동들의 선악을 가늠하지 않음으로써―사람들은 자동 기계처럼 움직이는 

세계의 흐름에 그저 실려 가게 되기 때문이다. 전체주의 정권이 저지른 무

참한 학살, 그것에 저항하지 않았던, 반대하지조차 않고 부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두고 우리는 그들이 판단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한나 아렌트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루돌프  아이히만에 대해 그의 심역에는 ‘악’이 아니라 ‘사유하지 않음

93 Ronald Beiner, “Hannah Arendt on Judging”, p. 91, LKPP, pp. 89-156.

94 LKPP, p. 55.

“오직 관객만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배우/행위자(actor)는, 극의 일부이

기에, 자신의 배역을 연기해야만 한다―그는 정의상 부분적이다. 관객은 정의상 불편

부당하다―그에게는 아무런 배역이 주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행위에 대한]직접적인 

연루로부터 게임 바깥의 입장으로의 물러섬은 모든 판단의 전제조건(sine qua non)

이다.”

95 《인간의  조건》  45절,  〈노동하는  동물의  승리〉(The  Victory  of  the  Animal  

Laboran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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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tlessness)’이 있다고 진단했다.96)  그리고 한편으로,  판단 이론

을 전개하는 가운데 그가 행위의 장 내에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결론

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판단자가 불편부당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면, 

그리고 행위자로서의 판단자는 결국 스스로의 위치를 벗어날 수 없다면, 

이것은 가능한 이론적 귀결 중 하나이다.

로널드 베이거나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전자의 가능성이다.(후자의 

가능성은 하나의 균열을 안고 있다. 그 균열을 엶으로써 이 글의 논지는 

전개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을 보라.) 전자의 가능성이 사실이

라면 한나 아렌트는,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덕목인 행위를 중단하면서까

지도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 된다. 물론 이것은 공동체 감각

96 Hannah Arendt, Eichmann in Jerusalem, p. 288, Viking Press, 1964. 

여기서 사유는 넓은 의미에서의 정신 활동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한나 아렌트가 아이히만에 대해 내린 결론은 ‘악의 내용 없음(the banality of the 

evil)’이라는 표현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banal 의 사전적 의미는 ‘진부한’, ‘평범

한’, ‘별다를 것 없는’ 등이다. 여기에서는 나치 전범, 구체적으로는 아이히만이 개별

자로서의 인간에 대해 사유하지 않음을 가리키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으로 

옮겼다. 한나 아렌트가 나치의 악에 대해 ‘banal’이라고 평한 것에 대한 일반적인 역

어는 ‘평범한’이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번역한 김선욱은 “악이 평범한 모습으

로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음을 아렌트가 우리에게 말하려 했다”는 해석에서 이러한 

역어를 선택했다고 밝히고 있다.(《예루살렘의 아이히만》, p. 15, 한길사, 2006.) 이러

한 번역은 한나 아렌트가 악이 banal 하다고 표현함으로써 그것이 누구에게나 일어

날 수 있는 일임을 경고하고자 했다는 이해를 깔고 있다. 이것은 실제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나 아렌트가 ordinary 등의 표현이 아니라 banal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 그는 “아이히만이 내 속에도, 당신 속에도 있다”는 한 연구자

의 말에 “그것은 내가 뜻한 바가 아니”라며 “그것은 가장 추상적인 것보다도 더 추상

적”이며, “추상적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 사유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 바 

있다.(Hannah Arendt, “On Hannah Arendt, p. 308, ed. Melvyn Hill, Hannah  

Arendt:  The  Recovery  of  the  Public  World,  pp.  301-339,  New  York:  St. 

Martin‘s Press, 1979.) 한나 아렌트가 banal 이라는 말로써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개별자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적 근거(혹은 자료) 없는 사유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

유가 아니며, 그러한 태도가 곧 타인을 말살하는 무시무시한 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는 점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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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잃은 사람들로 가득한 세계가 거대한 사건으로 인해 붕괴되는 것을, 행

위가 영영 불가능하게 되고 만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말이다. 여하튼 한나 아렌트의 철학에서 행위는 결코 버릴 

수 없는 개념이며―정확히 말하자면, 한나 아렌트가 보는 세계에서 행위

는 결코 포기될 수 없는 활동이며―따라서 이처럼 판단을 위해 행위를 중

단하라는 요구는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에 로널드 베이너는 

“판단력의 행사가 실천적으로 유효한, 혹은 심지어 실천적으로 적절한 유

일한 순간은 파국이나 위기 혹은 비상시 뿐”이라고 쓰고 있다.97 요컨대, 

판단을 위해서는 행위를 중단해야 하지만, 그러나 행위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에, 행위를 중단하고 이루어지는 판단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남겨

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이를테면,판단은 일상적인 행위들에서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행하는 사유가 아니라 전체주의와 같은 거대

한 흐름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만 필요한 특수한 사유가 된다. 그런데 공동

체 감각을 잃은 이들이 행위하지 않는 중에 스스로 움직이는(한나 아렌트

는 전체주의에서 지배의 추제는 독재자가 개인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라고 

지적하고 있다.98) 거대한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자신의 행위를 중단하고 

사태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 판단이라면, ‘위기’를 맞아 행위를 중단하기 

전까지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로 남게 된다. 사

태를 다각도에서 조망하지 못하는, 자신의 위치에서 사태의 일면만을 보

는 행위자를 한나 아렌트는 “바보들”이라고 칭한다.99 물론 예술가가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것과는 달리 행위자는 그 행위가 적절하건 그렇지 

않건 행위로써 스스로를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행위자가 행위로써 드러내는 것은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이다. 행위와 

판단이 단절되어 있고 행위자가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면, 그는 타인이 누

97 Ronald Beiner, “Hannah Arendt on Judging”, p. 139.

98 Hannah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Harcourt,  Brace&Co., 

1973(1951) 참조.

99 LMT,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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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지, 자신과 타인이 어떻게 다른지조차 알 수 없을 것이다. 하기에 로

널드 베이너의 해석은, 그 내적 일관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받아 들이기 

어렵다.

사태를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그 사태를 

이해하는 것이라 할 때, 이 ‘이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 보자. 로

널드 베이너는 한나 아렌트를 인용해 “이해란 ‘우리가 현실과 관계 맺고 

화해하게 되는, 즉 세계 내에서 편안해지고자 애쓰는 […]  끊임 없는 활

동’”이라고 쓰고 있다.100 여기서 세계와 화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끔찍한 

사건까지도 모두 포용한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세계와 화해한다는 것은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업(어 보이)는 사건들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가

리키며 여기에서 화해의 대상은 개별 사건들이 아니라 세계 그 자체이다. 

우리는 판단함으로써, 즉 상상력을 통해 어떻게 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살핌으로써 세계를 이해할 수, 즉 세계와 화해할 수 있는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와 화해에는 세계의 파국을 막는 능력이 없다. 이

러한 화해는 “일이 닥쳐온 드문 순간에, 적어도 나 자신에 있어서는 파국

을 피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101 인간 개개인을 복수적 존재로 남겨 두지 

않는 사회가 도래한 때, 혹은 인간들이 스스로를 복수적 존재가 아니라 전

체를 이루는 한 부품으로 여기게 된 때에 판단을 통해 스스로를 타인과 차

별화되는 (즉 복수적인) 존재로 남겨둘 수 있다는 것이다. 파국을 피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이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로널드 

베이너가 말하는 판단은 파국을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파국 속에서 개인

이 파괴되지 않게 해 주지만, 홀로 파국을 피한다 한들 이미 세계는 사라

지고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다른 언급을 보자. 그는 이해란 “현

100 Ronald Beiner, “Hannah Arendt on Judging”, p. 94.

작은따옴표  속  한나  아렌트의  말은  “Understanding  and  Politics”,  p.  377, 

Partisan Review Vol. 20, pp. 377-392, Boston: Partisan Review, 1953. 생략은 

로널드 베이너.

101 Ronald Beiner, “Hannah Arendt on Judging”, p. 139.

55



실―어떠한 현실이건 간에―에 대한 극작적이고 섬세한 접근이자 저항”이

라고 쓰고 있다.102 사태를 판단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에 대한 앎과 회피

가 아니라, 그 자체로 그것에 대한 저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의 파국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소극적인 이해가 아니라 파국에 저항하고 

파국을 막는 적극적인 이해는 행위의 장에서 물러나 있는 판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싸움은 행위의 장 안에서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행

위와 판단이 단절된 것인 한, 그러한 싸움은 불가능하다.

2.3. 행위의 연장으로서의 판단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공적 공간을 형성하는 것은 행위자의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관찰하는 사람들, 즉 판단자들이다.103(비유컨대, 무대 

위에 배우가 오른다 하여도 관객 없이는 연극 공연이 성립될 수 없는 것과 

같다.) 공적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 판단이라면, “세계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결국 판단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판단이 

행위의 장에서 물러난 이의 사유 속에서만 행해지는 것이라면 그 효용은 

피난처의 제공에 그치게 된다. 판단이 세계의 파국을 막을 수 있기 위해서

는, 그것이 여전히 행위의 장에서 행해져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아래에서는 판단이 행위와 연장선상에 있음을 밝힐 것이다. 판단과 행

위가 단절되어 있지 않을 때, 판단과와 행위자가 별개의 인물이 아닐 때에

야 판단은 세계의 파국을 막을 수 있다. 판단자가 세계 바깥에 있는 한, 행

위자를 둘러 싸고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물리적 존재인지 혹은 판단자인

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판단자가 판단자임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곳은 

공적 공간인지 아닌지가 불확실해 진다. 판단자는 스스로를 판단자로 드

러냄으로써만, 공적 공간을 유지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다.

102 Hannah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p. viii. 

103 LKPP, p. 63.

“아름다운 사물들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소통가능성이다. 관객의 판단이, 그것 없

이는 그러한 어떤 사물도 드러날 수 없는, 공간을 창조한다. 공적 영역은 행위자나 제

작자가 아니라, 비평가나 관객에 의해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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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본 두 가능성 중 한나 아렌트가 판단을 위해서는 불가피하

게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경우에 관해, 그 ‘균열’에 관

해 보도록 하자. 《칸트 정치철학 강의》에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판단자

가 자신의 입장(행위자로서의)에 치우치지 않고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

해서 행위 행위를 중단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는 것은 자연스런 

수순이다. 그러나 이 때 행위를 중단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행위의 

장을 벗어난 판단자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그것

이 실제로 행위를 중단하고 말 그대로 공적 영역을 벗어난다는 것―예컨

대 혁명의 의미를 사색하기 위해 광장을 벗어나 자신의 집으로 간다는 것

―인지, 혹은 다른 어떤 곳으로 간다는 것인지를 우선 밝혀야 한다. 판단

자가 가는 곳이 정말로 자신의 집이라면 우리는, 판단과 행위 사이의 단절

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공적 영역에 현존하

는 타인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혼자만의 공간, 즉 집과 같은 곳은 사적 

공간이며 둘 사이에는 “가정이라는 좁은 영역을 넘어서고 정치라는 영역

으로 ‘올라가기’ 위해 매일 건너야” 하는 “심연”이 있기 때문이다.104

그러나 판단자가 있는 곳은 결코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다. 판단자

는 상상 속에서 타인들과 함께 할 뿐 아니라, 애초에 혼자 있지 않다. 오히

려 “관찰자는 오로지 복수로만 존재한다. 관찰자는 행위에 참여하지는 않

지만 항상 동료 관찰자들과 관계를 맺는다.”105 관찰자가 있는 곳은 이처

럼 복수의 인간이 서로 관계 맺는 곳, 행위가 벌어지는 공적 공간과 다를 

바 없는 곳이다. 그곳은 바로 사유의 공간이다. 행위의 장에서 물러선다는 

것은 실제로 그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해도 좋을 만큼 다양한 입장을 볼 수 있는 자유로운 사유의 공간으로 간

다는 뜻이다. 이 공간이야 말로 역사가 카토가 말한, 한나 아렌트가 즐겨 

인용한, “홀로 있을 때 그 언제보다도 활동적인”106 바로 그 공간이다. 행

위하지 않는 관찰자, 즉 사유하는 판단자가 “서 있는 곳은 우리가 일반적

104 HC, p. 33.

105 LKPP, p. 63.

106 HC, p.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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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해하는 현재가 아니며, 오히려 그의 지속적인 투쟁, 과거와 미래서 

맞서 입지를 구축하려는 그의 시도가 지속되는 시간의 틈이다.”107 카프카

를 해석하며 한나 아렌트가 쓴 이 문장은 ‘무시간적 현재(nunc stans)’를 

가리키고 있다. 이 말들은 카프카의 단편 〈그〉를 해석하는 중에 제시되는

데, 〈그〉에는 앞뒤에서 압박해 오는 두 적―과거와 미래―과 싸우는 한 사

람이 묘사되어 있다. 양쪽으로부터 압박 받고 있는 그는 “전선에서 빠져

나와, […] 적들을 심판하는 위치로 올라서고자” 한다.108 (여기서 그가 심

판하고자 하는 것이 적‘들’임을 보아두라.) 여기에서 한나 아렌트는 ‘그’가 

시간을 전통적인 관념대로 직선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시간이 하나의 선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인간

은 과거의 사건이 낳은 인과의 사슬과 미래의 불확실성이 주는 불안감 사

이에서 그저 직선을 따라 밀려갈 뿐이게, 심지어는 둘 사이에서 짓눌려 나

아가지 못하게 되고 만다.(이 직선을 벗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사

건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온전한 사적 공간으로 도피하는 것이 그 하나이

며, 다른 하나는 이 사슬을 끊고 새로이 시작하는 힘, 행위의 힘을 발휘하

는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그러나 사유의 공간에서는 시간의 방향을 벗어

나는 ‘사선’이 발생한다며, 그가 “과거와 미래로부터 완전히 똑같은 거리

를 두고 이 길을 따라, 이를테면 앞뒤로 걸으면서 […] 이 사선을 따라 힘

을 쓸 수 있었다면, 그는 전장으로부터 뛰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수

라장 너머에 존재했을 것”이라고 쓰고 있다. 아수라장 너머에서는, “과거

107 BPF, pp. 11-12. 원문에는 두 곳의 ‘그의’가 강조되어 있다.

카프카의 단편을 직접 인용한 것을 제외하고 이하 이 단락의 인용은 모두 여기에서 온 

것이다.

108 BPF, p. 7 에서 재인용한 것으로, 한나 아렌트는 이 우화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각

주를 달아 두었다.

“이 이야기는 〈Notes from the year 1920〉이라는 연작의 마지막에 〈그〉(“HE”)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윌라 뮈어와 에드윈  뮈어에 의해 영역되었으며,  《만리장성》

(The Great Walls of China), 뉴욕, 1946 을 통해 이 나라[미국]에 소개되었다. 내가 

보기에 보다 문학적인 번역이 필요했던 일부를 제외하고는 영역본을 따랐다.[...]” 이 

이야기는 강희진 역, 《카프카 작품선》, 주변인의 길, 2006 에 국역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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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미래로부터 충분히 멀어서 ‘심판’을 볼 수 있을 시간 속의 장소, 불편부

당한 눈으로 그들의 힘을 판단할 수 있을 위치”를 점할 수 있다.

“난투극 너머”, 즉 행위의 장 바깥에 있는 판단을 위한 모종의 공간

은 이처럼 “전장으로부터 뛰쳐 나오는” 식이 아니라도 갈 수 있는 곳이다. 

한나 아렌트는 그 공간이 “과거와 미래로부터 완전히 똑같은 거리”를 둔 

곳이라 말하고 있다. 판단력의 행사에서 상상력의 역할이 (과거의) 사태로

부터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거리가 미래에 대해서도 똑

같이 적용되는 것이라면, 판단과 행위 사이의 단절은 다른 방식으로 이해

되어야 한다. 판단자는 시간의 흐름을, 현재라는 행위의 장을 벗어나 과거

를 판단하기에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다. 그는 여전히 시간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도 그 너머에 존재함으로써, 단순히 과거를 적절하게 판단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 두 적들 모두를, 그 둘의 싸움을 “불편부

당한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판단은 행위와 떨어져 있되 단절되어 있지 않은 

자리를 차지한다. 이상이 행위와 판단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상황이라 할 

때, 우리는 또한 현실적 상황을 따져 볼 수 있다. 판단자들은 자신이 형성

하고 있는 공적 공간을 실재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이 판단하고 있

음을 ‘드러내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더러낸다는 것은 곧 행위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판단과 행위가 맺고 있는, 현실에서의, 불가분한 관계이

다. 소크라테스를 다시 떠올려 보자. 한나 아렌트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만이 인간적 의미를 지닌다는 그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판단이란 개

인의 정신활동이지만 그것은 결국 말로써 표현되는 순간에야 의미를 지

닌다. 사태를 다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른 판단, 즉 자신의 의견을 말로

써 타인에게 전하는 것은 곧 행위이다. 판단은 이처럼 행위로 이어지는 순

간에야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행위란 결국 타인과 구별되는 자기 자

신, 자신이 있는 타인과는 다른 위치를 드러내는 일인바, 판단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행위일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대화가 검토되지 

않은 타인들의 의견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다 할 때, 판단으로 형성된 의

견은 검토된 의견, 즉 파괴되지 않을 의견이다.(정확히 말하자면, 그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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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심성을 확장한 만큼 파괴될 위험이 줄어든 의견일 것이다. 판단자의 

공동체 감각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므로, 그보다 더 확장된 심성을 통한 사

유는 더 나은 의견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행위의 연장으로서의 판단’의 모델이 될 만한 

것을 찾을 것이다. 판단과 행위가 연장선상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행위

에 대한 타인의 판단을 상상할 수 있는 행위자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예가 될만한 것이 한나 아렌트의 이론에는 이미 제시되어 있다. 그것은 바

로 자신의 판단을 말하는 자, 다시 말해 판단으로써 찾은 자신의 위치를 

행위로써 드러내는 자인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야기꾼’,  즉 이야기

를 하는 이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야기꾼의 행위, 이야기하기를 살핌으로

써 판단과 행위가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연장선상에 놓이는지를 볼 것

이며 또한 그 한계를 밝힘으로써 이야기하기를 넘어선 영역―행위 일반의 

경우에서 자기의식적 행위 개념을 세우기 위한 논의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3. 자기의식적 행위로서의 이야기하기

행위와 판단 개념 각각에 대한 서술에서 한나 아렌트는 둘을 연결

시키지 않지만, 행위의 연장으로서의 판단, 또한 판단의 연장으로서의 행

위에 속할 만한 활동을 그는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야기하기

(storytelling, narration)’이다.  우선 이야기하기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논의를 이어가 보자.

이야기하기란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이

야기란 사태를 단선적인 인과 관계로 정리해 서술하지 않는, 사태 자체의 

다면적인 성격들을 그대로 보존하는 서술 양식이다. 호메로스가 승자와 

패자에 관계 없이 전쟁에 참여한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했듯, 

이야기하기란 사태의 다면성을 그대로 전달하는 일이다. 이 때 이야기하

기의 소재가 되는 사태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다. 이야기하는 이는 자신이 

겪은 거대한 사건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일화들, 나아가 허구적인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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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도 이야기의 소재로 삼을 수 있다. 이야기하는 이의 전형으로 한나 아

렌트가 제시하는 한 인물인 호메로스는 실제 사건(이라 이야기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였지만,  또  다른  전형으로  제시된  아이작  디네센(Isak 

Dinesen, 1885-1962)109은 소설가이다. 앞에서 언급한 영웅은 이런 이야

기들의 주인공이 된다. 이야기가 사건의 인과 관계를 밝히고 그 결과를 평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닌바, 영웅은 자신의 업적으로 평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관객들 앞에 스스로를 드러낸 그 용기만으로 이러한 칭호를 얻는다.
110

이처럼 소재의 제한이 없는 이야기라는 양식에는, 호메로스의 서사

시나 아이작 디네센의 소설에서부터 식사 자리에서 가볍게 주고 받는 일

화들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서사 일체가 포함된다.111 이러한 관점에

서 정의된 개념인 이야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감각된 경험 자체가 아니

라 그 경험에 대한 사유, 경험에 대한 판단이다.112(행위란 목적에 종속된 

활동이 아니므로, 그 행위의 결과나 목적 달성 여부는 물론 문제 되지 않

는다.) 판단의 핵심이 상상력을 통해 타인의 다양한 관점을 방문하는 것이

듯, 이야기하기는 사태에 연루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양한 사람

들도 구성된 사태의 다양한 면면을 청자에게 혹은 독자에게 전하는 일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사태의 다양한 면면을 전한다는 것은 물론 사태를 있

는 그대로, 사태의 ‘전부’를 전한다는 것은 아니다. 한나 아렌트에서 인간

은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의 입장을 가지는 복수적 존재인바, 이야기하는 

이 역시 사태의 모든 것을 ‘중립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야

109 아이작 디네센은 덴마크 출신의 작가 카렌 블릭센(Karen Blixen)의, 영미권에서 통

용되는 필명이다. 한편 으로 독일에서는 타니아 블릭센(Tania Blixen)이라는 이름으

로 알려져 있다. 주요 저작으로 Seven Gothic Tales(1934),  Out of Africa(1937), 

Last Tales(1957), Anecdotes of Destiny(1958) 등이 있다.

110 HC, pp. 184-187

111 Lisa Jane Disch, “Storytelling and Archimedean Ideal”, p. 2, Hannah Arendt  

and the Limits of Philosophy, pp. 1-19,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112 Julia Kristeva, Hannah Arendt: Life is a Narrative,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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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온 것들을 전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야기하기란 관점적인 

말하기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이야기하는 이가 자신의 결론에 따라 사태

를 인과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태에 

대한 단일한 서사, 즉 사태의 세목들을 보편적인 무언가로 수렴시키는 서

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의 전모를 전하는 동시에 이야기하는 이 자

신의 관점을 드러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Dokei moi 에 비추어 볼 때 이야기하기란, 사태가 이야기하는 이 

자신에게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전하는 일이 된다. 사태를 구성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행위들이며, 한나 아렌트서 이야기를 낳는 것은 행위 자체이

므로 이러한 구도에서 이야기하는 이의 역할은 행위들 자체가 드러낸―하

이데거에서 예술 작품 스스로가 현상하는 것과 같이―진리를 전하는 전달

자에 그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하건대, 이야기하는 이의 말

하기는 관점적이다. 행위가 드러내는 진리한 보편적 진리가 아니며, 그것

이 스스로 현상한다 한들 결국은 그 현상에 대한 관찰자, 즉 이야기하는 

이의 시야에 들어온 것이 이야기에 담기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설명하기를 생각해 보자. 그것은 사태가 자신에게 드

러난 바, 즉 dokei moi 에 기초해 자신이 그 사태에 관해 어떻게 그 입장

에 도달했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야기하기란 자신에게 드러난 사태의 

면면을 말함으로써 이야기하는 이 자신이 어떻게 그 입장에 도달했는지

를 우회적으로 말하는 일이다. 하기에 우리는, 전체를 관통하는 직선적이

고 단일한 인과를 갖춘 설명문이나 논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이

야기로부터 그 이야기한 이가 말하고자 했던 바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반

대로 말하자면, 이야기하기가 모종의 결론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이의 관점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란 그 

자체로 다양한 관점에서 사태를 검토한 것―즉 사태에 대한 판단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타인들 앞에 “최상의 형식을 갖춘 

의견”113을 제시하는 일이다. 소크라테스가 세인들과 주고받으며 검토했

113 Dana Rich Villa, “Thingking and Judging”, p. 25, ed. Joke J. Hermsen & Dana 

R. Villa, The Judge and the Spectator: Hannah Arendt’s Political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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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개개인의 의견 가운데 최상의 것은 이미 검토된 의견, ‘자신이 어떻게 

그러한 의견을 갖게 되었는지’를 말할 수 있는 의견일 것이다. 이야기가 

의견이라면 이야기하기는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 즉 스스로를 드러내는 

활동인 행위에 해당한다. 이처럼 한나 아렌트 철학에서 판단의 지위와 행

위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이야기하기 개념의 세목을 밝힘으로써 우리는 

이 글의 목적인 ‘자기의식적 행위’의 가능성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Ⅲ장에서 자기의식적 행위에 대한 깊은 논의를 하기 전에, 우선 이야기하

게 대해 더 살펴보도록 하자.

이야기가 사태를 재현하는 방식은 곧 이야기하는 이가 그 사태에 

접근한 방식, 그 사태에 대한 어떠한 입장에 다다른 여정이라는 점에서 이

야기는 과거의 사태에 대한 판단이다. 그것이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야기가 사태를 추상화하지 않고 그에 연루된 개별자들―개별적인 사건들, 

개별적인 입장들―을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것은 이야기가 

그 수용자로 하여금, 이야기에 연루된 다양한 지점들에 다시금 “방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이는 자신의 방문 여정

을 따라 이야기를 구성하고 수용자들을 그리로 초대함으로써 자신의 입

장을 전하지만, 동시에 수용자들은 이야기하는 이를 따라 곳곳을 방문하

면서 그와는 다른 각도에서 사태를 관찰하거나 혹은 이야기하는 이 스스

로는 놓쳤던 지점을 추가로 방문함으로써 또한 자신의 다른 입장을 형성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야기하기의 이러한 성격이 그것을 자신 스스로를 드

러내는 일이되 타인의 판단 하에서 최종적으로 의미를 획득하는 행위로 

만든다.

이야기하기는 이야기하는 이 자신의 판단을 행위로 드러내는 것을 

넘어, 다른 층위에서 또한 행위와 판단이 연장선상에 놓이는 활동이다. 이

야기하는 이는 이야기를 구성하면서 사태와 관련된 지점들을 방문한다는 

점에서, 이야기의 수용자들이 하게 될 방문, 즉 판단을 먼저 한 번 행한다. 

달리 말하자면 이것은, 이야기하는 이 자신의 미래의 행위―이야기하기―

가 수용자들에게서 어떻게 판단될지를 그 스스로가 먼저 한 번 판단해 본

pp. 9-30, Peeter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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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뜻이 된다. 이야기하기는 그 자체에 미래의 행위에 대한 판단의 예행 

연습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하기가 행위인 한, 수용자들은 제 나

름의 판단을 다시금 내리게 될 것이며 한나 아렌트 철학에서 ‘보편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야기하는 이는 수용자들에게 자신의 판단을 강제할 

수 없지만, 그가 ‘심성을 확장하면 할수록’, 다시 말해 자신의 관점을 일반

적으로 만들수록 그의 판단은 수용자들에게서 또한 타당한 것으로 받아

들여지게 될 것이다.

요약해 보자. 이야기하기는 과거에 대한 판단을 ‘드러낸다’는 점에

서 행위이며, 또한 그 이야기가 어떻게 판단될지에 대한 예비적 판단을 내

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단에 대한 예행 연습을 거친 행위, “최상의 형식

을 갖춘 행위”가 된다. 이야기하는 이가 예행 연습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

가 어떻게 판단될지를 미리 가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야기하기란 자기

의식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하기란 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행위인바, 이것을 여타의 행위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행위 일반에 대한 

자기의식적 행위 개념을 정초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야기하는 

이가 자신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다양한 입장들을 미리 방문함으로써 그

에 대한 수용자들의 판단을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나아갈  여정을 추측하고 그곳을 미리 방문함으로써 관찰자들의 판단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도식적인 수준에서의 가능성에 그친다.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이야기하기는 과거의 사태에 대한 판단하기이므로 이 때 

필요한 방문의 목적지는 그 사태를 이미 구성한 지점들로 한정되어 있지

만, 행위 일반의 경우 행위가 낳을 사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판단

의 예행 연습에는 훨씬 많은 경우의 수가 고려되어야 한다. 각자 다른 입

장을 지닌 복수적 인간 개념을 받아들일 대 이 경우의 수는 사실상 무한대

가 되므로, 판단의 예행 연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둘째로, 한나 아렌

트의 정치 판단에서 ‘공동체 감각’이 제한된 조건 내에서만 불편부당성 혹

은 타당성을 갖는 경험적 기준인 한, 경험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영역에

서의 활동, 혹은 경험적 기준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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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자들의 판단을 예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판단은 가장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판단, 사유를 이끌 그 어떠한 난간도 없

이 말 그대로 무한한 방문과 끝없는 대화를 통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주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하는 판단, 그 어떤 기준에도 기댈 

수 없는 판단, 이처럼 문자 그대로 ‘개별자들에서 시작하는 판단’을 대할 

때 앞에서 찾은 자기의식적 행위의 가능성은 다시금 약해진다. 이어질 Ⅲ

장의 논의는 이 가능성을 되찾기 위한 것이다. 이야기하기란 특정한 사태

와 그 사태가 갖는 의미를 이야기라는 방식으로―사태에 연루된 개별자들

을 드러내고 검토하는 방식으로 매개함으로써 자기의식적이 되는 행위라

고 할 때, 그 매개를 온전히 우리 것으로 할 수 없는 지금 윌에게 필요한 

것은 매개 없이 사태와 의미를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따라서 이후의 

논의는, ‘이야기하기’에서 매개 없는 새로운 방식, 즉 ‘은유’로 시선을 돌

리는 데에서 시작될 것이다.

65



Ⅲ. 자기의식적 행위와 행위자의 정체성

이 장에서는 한나 아렌트의 이론 내에서 자기의식적 행위가 어떻게 

가능한다, 인간의 어떤 능력이 자기의식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가를 본

격적으로 논할 것이다. 자기의식적 행위와 자기의식적 행위자, 이 두 용어

가 행위자 스스로가 그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행위나 행위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은 앞에서 밝혔다. 한나 아렌트에서 행위란 물리적인, 혹은 가시

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위자 자신을 드러내는 활동을 가리

키는 개념인바, 행위자와 그의 행위가 자기의식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

위가 타인들에게 어떻게 드러날지를 행위자 스스로가 알고 있음을 가리

킨다. 그런데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 혹은 ‘행위가 이러이러한 의미를 가

진다’는 것은 한나 아렌트에서 곧 행위자의 정체성과 관련된다. 앞에서 언

급했다시피 《인간의 조건》에서 한나 아렌트는 행위자의 정체성이 관객들

에게서, 즉 관객들의 판단을 통해서 비로소 드러나며 이야기의 끝, 즉 행

위자의 죽음에 이르러서 완성되는 것으로 쓰고 있다. 자기의식적 행위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정의를 수정하거나 혹은 한나 아렌틍 내에

서 정체성에 관한 다른 개념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라서 이 장의 

논의는 한나 아렌트의 정체성 개념을 우선 살핀 후 자기의식적 행위에 관

해 논하고, 마지막으로 한나 아렌트 스스로가 제시한 것과는 다른, 자기의

식적 행위자의 정체성이 어떠한 개념으로 논해질 수 있는가를 밝히는 순

서로 진행될 것이다.

1. 행위자의 정체성: 에우다이몬과 페르소나

이 절에서는 《인간의 조건》에 언급된 정체성 개념을 우선 본 후, 이

와 다른 가능성을 품고 있는 정체성 개념을 《혁명론》에서 찾을 것이다. 

《혁명론》에서 한나 아렌트는 주체의 정체성을 고대 비극 배우들이 사용

한 가면인 페르소나와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이를 바탕으

로 행위자의 수정적(performative) 정체성에 관해 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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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들에게서야 비로소  드러나는 것으로서의 행위자의 정체성은 

《인간의  조건》에서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정령인  ‘다이몬

(daimon)’에 비유된다.114 다이몬이란 한 사람을 일생동안 따라 다니는 

수호령으로, 사람의 뒤에서 어깨 너머로 그를 지켜 보기 때문에 당사자는 

자신의 다이몬을 확인할 수 없다. 다이몬은 오직 당사자를 마주하고 있는 

타인들의 눈에만 드러나 보인다. 행위자 본인에게는 드러나지 않으며, 판

단자가 이야기를 통해 타인들에게 현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이몬과 같

은 행위자의 정체성이다. 다이몬을 설명하며 그가 언급하고 있는 고대의 

속담은 이에 대한 그의 입장을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누구도 죽기 전에

는 에우다이몬(eudaimon)이라고 불릴 수 없다.” ‘좋은’이라는 뜻의 ‘에

우’와 다이몬의 합성어인 에우다이몬은 문자 그대로는 좋은 영혼이라는 

뜻을, 합성어로서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다. 따라서 위의 속담을 

해석하자면 ‘누구도 죽기 전에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릴 수 없다’가 된

다. 물론 이 말이 산 사람은 불행하고 죽은 사람은 행복하다는 뜻은 아니

다.115 이는 삶의 이야기가 죽음으로써 완성된다는, 죽음의 이후에야 그 사

람에 대해 말할 수 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세계 내에서의 편안

함을 찾고자 했던 한나 아렌트가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삶

의 의미가 삶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알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삶과 어

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  이것은 아마도 그가 끝내 풀지 못한 수수께끼일 

것이다. 《인간의 조건》에서 “자기자신의 다이몬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살

아 있는 이들(mortals)의 비참함”이라고 쓴 한나 아렌트는 《칸트 정치철

학 강의》에서도 최상의 사람에게조차도 삶이란 “안달복달하며 살” “근신

기간”이라는 칸트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116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인간

의 삶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서는 불가역적이면서 예측불가능한 능력인 

114 HC, p. 192.

115 한나 아렌트는 eudaimon 에 적합한 번역어가 현대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다.

116 LKPP, p. 25. 큰따옴표로 표시된 칸트의 말의 출처는 “Über das Misslingen aller 

Philosophischen Versuche in der Theodicee”로 되어 있다. 한나 아렌트는 이 중 

앞의 것의 원어를 밝혀두고 있다. “seines nicht froh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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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능력을 인간에게 주어진 탄생성이라는 선물로 받아 들인다 하여

도, 그것을 온전히 즐기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이제 그가 언급하는 페르소나에 대해 살펴 보자. 이 개념은 법적 인

격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지나가듯 언급되고 있지만, 우리의 갈 길에 있어

서는 훌륭한 지표가 된다. 페르소나는 앞서 언급한 대로 고대 그리스 비극 

무대에 오르는 배우들이 쓴 가면이다.  페르소나는 “배우 자신의 얼굴과 

표정을 숨기거나 혹은 대체하며, 그리하여 목소리가 제대로 소리날 수 있

게 한다.”117 이 가면으로 배우들은 자연인으로서의 자신의 얼굴을 숨기

고, 자신이 맡은 배역으로 다시 태어난다. 행위의 장, 정치의 장에서도 이

것은 똑같이 적용된다. 한나 아렌트의 행위자들은 주어진 육체에 대해서

는 사적 영역에 남겨두고, 평등한 행위자로서의 자신을, 행위로써 공적 영

역에 드러낸다. 관객들에게서 평가되는 것은 행위자의 물리적 얼굴이 아

니라 그의 어깨 뒤에 있는 다이몬의 얼굴이다. 여기까지 볼 때 페르소나는 

행위자의 다이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이몬과 페르소나는 

다르다. 다이몬은 행위자의 삶에서 자연스레 그의 어깨 뒤에 생기는 것이

지만 페르소나는 배우가 자신의 배역을 연기하기 위해 스스로 얼굴에 쓰

는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이 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아마 염두

에 두지도 않았던 것 같지만, 배우가 자신의 페르소나를 선택하는 이 순간

은 이 글이 찾고 있는 자기의식적 행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나 

아렌트는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로마어에서  ‘충분히  들리다

(per-sonare)’와 유사한 음을 지녔음을 언급함으로써 페르소나의 역할

을 설명하고 있다.118 페르소나는 단순히 배우의 원래 얼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소리가 관객들에게 더 잘 들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지

점에서 페르소나와 다이몬의 차이는 명확해 진다. 다이몬은 행위―배우의 

연기―의 산물이지만 페르소나는 연기―행위자의 행위― 이전에 존재하

며 오히려 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배우는 무대의 막이 내리면 가면을 벗고 일상의 자신으로 돌아갈 

117 Hannah Arendt, On Revolution, p. 106, The Viking Press, 1963. 강조는 인용자.

118 Hannah Arendt, Ibid., p. 293.(p. 106 의 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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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에게는 가면을 쓰지 않은 자신과 가면을 쓴 자신이 따로 존재하

며, 그는 맡은 배역에 따라 여러 개의 가면을 바꿔 쓸 수 있을 것이다. 여

하간 무대 위에서 그는 언제나, 어떠한 가면을 쓰고 있을 것이다. 현실의 

행위자가 그러한 가면을 쓰고 있다면, 그에게는 타인 앞에서 가면을 쓰고 

있는 자신과 사적 영역에서 가면을 내려 놓은 자신이 따로 존재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그는 때로 다른 가면을 쓸 수 있을 것이다. 타인 앞에서 행위

하는 동안에는 언제라도, 그는 어떤 가면을 쓰고 있을 것이다.(한나 아렌

트에 따르면, 공적 영역에서 행위자는 가면을 벗을 수 없다. 그곳에서 드

러나는 것은 자연인으로서의 한 사람이 아니라 행위자의 정체성 그 자체

이기 때문이다. 한나 아렌트는 가면을 쓰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은 위선

일 뿐이라고 말한다.119)

배우가 자신의 배역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가면을 선택하듯, 공적 

영역에서 행위자는 자신의 페르소나를,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다 .한 배우가 평생 같은 배역만을 연기할 수도 있고 무대에 따라 다른 

배역을 연기할 수도 있듯 행위자는 누구 앞에서나, 혹은 언제나, 같은 페

르소나를 드러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페르소나를 드러낼 수도 있을 것이

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행위자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가면을 고르고 

그것을 쓸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배우가 쓰는 물리적인 가면은 무대에 

오르기 전에 미리 그 모습을 보고 고를 수 있지만, 행위자가 쓸 가면은 그

런 가시적인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면을 볼 수 있는 방법

을 우선 찾아야 한다. 한나 아렌트의 행위-판단 이론 내에서 찾을 수 있는 

방식은 앞에서 언급한 이야기하기와 같은 방식이다. 심성의 확장을 통해 

타인들의 판단을 미리 상상해 봄으로써 행위자는 자신이 쓰는 페르소나

가 어떤 것인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때 행위자는 여전히 타

인들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예컨대 아킬레우스 역을 맡

은 배우가 아킬레우스 가면을 쓰고 스스로를 아킬레우스라고 소개하며 

무대에 오르는 것과는 다른 상황에 있는 것이다. 단순히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19 Hannah Arendt, Ibid.,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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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자신의 페르소나를 행위자 스스로가 볼 수 있는, 그리

하여 자신의 페르소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 절에서는 

《정신의 삶: 사유》에 등장하는 은유 개념을 볼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이 

책에서 은유 개념에 두 개의 절을 할애하고 있는데, 여기서 은유란 직유와 

대비되는 좁은 의미로서의 수사적 기법이 아니라 사물들 사이의 유사성

을 포착함으로써 의미를 드러내는 넓은 의미의 비유법이자 사물에 이름

을 붙이는 일로서의 언어 전반의 핵심적 기능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사유란 (한나 아렌트가 일반적으로 사유라는 개념을 정신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데 반해) 사변적 이성의 사유를 가

리킨다. 인간의 정신 활동 가운데 판단은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반

면 이 사유는 현상 세계와 보다 먼 거리에 놓여 있다. 앞에서 행위와 판단

이 연장선상에 있음을 보았지만(행위와 판단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은 

곧 활동적 삶과 정신의 삶이, 따라서 그 각각에 속하는 행위와 사유가 연

장선상에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사변적 이성은 또 나름의 거리를 

갖고 있는 셈이므로 이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언급을 적어 두고 넘어 가기

로 하자.

한나 아렌트는 “현상 세계에 살고 있는 현상하는 존재들이 스스로

를 드러내려는 충동을 갖고 있는 사유하는 존재들은, 심지어 현상 세계를 

이탈한 이후에도, 말하려는 충동을 갖고 있다”고 쓰고 있다.120 이것은 보

이지 않으며 소리 나지도 않는 사유가 현상 세계에 드러나는 방식, 즉 언

어 일반에 대한 설명이다. 그런데 그는 언어의 본질적 작동 방식으로 은유

를 지목한다. 그는 “언어가 사유와 철학에 부여할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선물”121이라고 말할 만큼 은유의 힘을 높이 샀는데, 그것은 은유가 “전에

는 이해되지 않던  사물들의 관계를 드러내며 이들에 대한 이해를 영구

화”122하기 때문이며 또한 “정신과 육체, 사유와 감각 경험, 비가시적인 것

과 가시적인 것들이 한데 속하며, 이를테면 서로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120 LMT, p. 98. 강조는 한나 아렌트.

121 LMT, p. 105.

122 LMT,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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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증거’”123가 되기 때문이다.124 여기서 인용한 문장들의 구체적인 

의미는 이후의 논의를 진행하면서 차차 밝히도록 하자. 이 절의 논의는 상

상력을 통하는 대표적 사유에서 직관을 통하는 시적 사유로 우리의 관심

사를 옮긴 후, 그 중심에 있는 은유 개념을 보는 데에로 진행될 것이다. 이 

은유 개념이, 행위자가 자신의 가면을 미리 보고 선택하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다면 그 다음 논의에서 우리는 자기의식적 행위의 가능성을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다.

2. 행위의 의미에 대한 은유적 전유

2.1. 대표적 사유에서 시적 사유로

123 LMT, p. 109.

124 이러한 한나 아렌트의 은유 개념은 발터 벤야민의 ‘유사성(Des Ähnlichen)’(혹은 ‘유

사한 것’) 개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듯 보인다. 그는 벤야민 선집을 출간한 바 있으며 

(뒤에서 보겠지만) 벤야민의 ‘은유적 사유’를 높이 샀지만, 자신의 글을 쓰면서 벤야

민을 참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아마도 벤야민의 사유를 관통

하고 있는 메시아적 세계관에 대한 경계 때문인 듯하다.

발터 벤야민은 〈유사성론(Lehre vom Ähnlichen)〉에서 언어의 저변에는 “비감각적 

유사성”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비감각적 유사

성은 소리로 말한 것과 의도된 것 사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리로 말한 것과 글로 쓰

인 것 사이의 관계를 주도한다. 매번 완전히 새롭고, 고유하며, 연역할 수 없는 방식으

로.”(Walter  Benjamin,  “Lehre  vom  Ähnlichen”,  p.  208,  Walter  Benjamin  

Gesammelte Schriften, BandⅡ/1, Suhrkamp, 1991.)

즉 그에 따르면, 대상과 그에 대한 언어적 명명 사이에는 (현대인들이 인식하지 못하

는, 심지어 필체나 음성에서도 드러나는) ‘비감각적 유사성’이 관계하고 있다는 것이

다. 대상과 그 이름의 연결은 이러한 유사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것은 논리적으

로 추론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대상의 의미를 드러낸다.(한나 

아렌트는 이것을 “이해의 강요”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언급할 

것이다.)

물론 한나 아렌트가 이 인식될 수 없는 비감각적 유사성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은 아니나,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즉 대상과 그 의미를 연결짓는 일이 둘 사이

의 비가시적인 유사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의 의미를 드러낸다는 그의 은

유 개념은 벤야민을 볼 때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71



우트 코넬리슨은 한나 아렌트의 철학에 세 가지 방식의 사유가 등

장함을 지적한다.125 그 중 두 가지는 대화의 양상을 띠는데, 우선 첫 번째

는 자기 자신 속의 또 다른 자신과의 대화, 즉 내면의 자아와 행하는 소크

라테스 변증술적인 대화이다. 이것은 주어진 가정들을 검토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가려낸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 본 대표적 사유(《칸트 

정치철학 강의》의 판단자가 행하는 사유를 포함하여)이다. 이것은 상상력

을 통해 상상 속 타인들과 대화함으로써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사태에 

대해 불편부당한 입장을 도출하는 사유이다. 대표적 사유란 넓은 의미에

서는 판단 그 자체이며 좁은 의미에서는 최종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판단

의 준비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시적 사유이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은유이다. 우리는 앞에서 대표적 사유 개념을 검토했고 이제 시

적 사유 개념을 볼 것이다. 우트 코넬리슨은 둘을 별개의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나 아렌트 역시 둘을 다른 맥락에서 언급하고 있다. 본격

적인 논의에 앞서 우선 이 둘의 관계를, 정확히는 이 둘이 연장선상에 있

음을 밝히도록 하자.

다표적 사유는 이야기꾼의 일이고 시적 사유는 시인의 일이다. 여

기에서 또한 둘이 별개의 것임이 드러나지만, 흥미롭게도 한나 아렌트는 

이야기꾼과 시인을 동의어로 사용한다.126 시인에 대한 하이데거의 관점

을 떠올려 보자. 시인은 세계와 대지의 투쟁 속에 드러나는, 스스로 현상

하는 진리를 시적 언어로 수립하는 존재이다. 한편 한나 아렌트의 이야기

꾼은 인간들의 행위 속에서 스스로 현상하는 진리를 이야기라는 방식으

로 수립하는 존재이다. 결국, 시인과 이야기꾼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유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서로 다른 이 두 

125Wout Cornelissen, “Thinking Metaphor”, Hannah Arendt Center, 2012.

(http://www.hannaharendtcenter.org/?p=7224)

126 그에게 있어 대표적인 이야기꾼인 호메로스의 다른 이름은 시인이다. 또한 《어두운 

시대의 사람들》에서 몇몇 문인을 다루는 중에 그는, 헤르만 브로흐가 소설을 씀으로

써 “시인이 되었다”고 쓰고 있다. 시인과 이야기꾼은 때에 따라서는 동의어로 사용되

며, 별개의 의미로 쓰일 때에도 똑같이 ‘행위의 의미를 드러내는’ 이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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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가리키는 이 말들이 한나 아렌트에서 동의어로 쓰일 수 있는 것이

다.

대표적 사유와 시적 사유가 만나는 곳은 두 사의 최종 목적지로서, 

여기에서는 ‘범례(example)’가 도출된다. 한나 아렌트는 《칸트 정치철학 

강의》에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낳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으나 유력한 가능성으로 ‘범례의 도출’을 제시하고 있다.127 그에 따르면 

판단 이론에서 판단이 타당성을 갖게 되는 근거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인류의 원초적 계약’을 상정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무언가를 상정하는 것으로, 이 때 판단은 인

간이 갖고 있는 선험적 원리를 통해 타당성을 갖게 된다. 물론 앞에서 보

았듯 이것은 한나 아렌트의 관점에는 맞지 않으며, 그는 범례의 도출에 무

게를 둔다.이것은 가까이는 주어진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을, 멀리는 

상상  가능한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을  선발하는  일이다.  그는 

example 의 어원이 ‘어떤 개별자를 선발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eximere

임을 언급하며, 판단자가 개별자들로부터 도출한 예를 통해 “판단 가능한 

최고의” 것을 상상함으로서 판단에 ‘예증적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

으로 보고 있다. 상상력을 통하는 반성 판단은 수많은 개별자들에게서 일

반적인 규칙을 도출해 내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범례로 남게 된다는 것

이다. 판단자의 ‘최종 결론’은 보편진리가 아니라 이러한 범례에 해당하

며, 이른 판단자의 상상력의 폭에 따라 제한된다.

《정신의 삶: 사유》에서 한나 아렌트는 은유를 칸트적 의미의 도식

(shcmea)―”칸트는 도식이라 불리는 직관이 경험과 인지에 대해 갖는 것

과 같은 역할을 《판단력 비판》에서는 범례에 부여한다”―과 연결짓고 있

다. 그는 대상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심지어 일상적인 감각 경험에 있어

서도, 비가시적인 것을 다루는 정신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의 감각에 결코 드러나지 않는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칸트적 의미에

서 ‘직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쓰고 있다.128 그에 따르면 우리는 대상을 

127 LKPP, pp. 76-77. 이하 이 단락의 내용은 모두 여기에서 온 것이다.

128 LMT, p. 101. 다음의 인용문도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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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함으로써 이미지를 얻는데,  이미지를 통하는 이러한 사유는 “‘구체

적’이기는 하지만 일목요연[…]할 수도, 자신에 대해 설명할 수도 없다.” 

이때 대상의 비가시적인 일반적 특성은 이미지로 감각되지만, 여기서 말

하는 감각이란 현상세계에서의 감각이 아니라 여전히 정신 내에 머무는 

감각이다. 은유가 개입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다. 은유는 정신의 직관을 

현상세계로 소환한다.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은유는 “내면적이고 비가시

적인 정신활동과 현상 세계 사이의 심연을 연결”129함으로써 “불가능해 보

이며 진정한 전환, 사유라는 실존적 상태로부터 현상들 사이의 현상이라

는 또 다른 상태로의 전환을 이루어 낸다.”130 앞에서 언급했듯 한나 아렌

트에서 개개의 실존은 현상 세계에서 공동체적으로, 즉 복수적으로 존재

한다. 실존적인 것인 사유를 현상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은유의 역할은 결

국 자신의 직관을 공동체 속에 내어 보이는 일인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

고, 한나 아렌트에서 은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다음 항

에서 살펴 보도록 하자.

2.2. 한나 아렌트의 은유 개념

한나 아렌트에서 호메로스가 이야기꾼의 전형이라면, 시적 사유를 

하는 이의 전형은 발터 벤야민이다.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발터 벤야민은 

“자신의 생애 동안 일어난 전통의 단절과 권위의 상실이 회복 불가능한 

것임을 알았으며, 과거를 다루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

렸”는데131,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찾은 새로운 사유 방법이 바로 “시적 사

유”이다. 한나 아렌트는 그가 “시인이 아님에도 시적으로 사유했으며 따

라서 은유를 언어 최대의 선물로 생각했다”고 쓰고 있다.132 “전통의 단절

과 권위의 상실”이라는 말이 암시하듯, 시적 사유는 기존의 논리나 방법

129 LMT, p. 105.

130 LMT, p. 103.

131MID, p. 193. 

132MID, p. 166. 이하 이 단락과 다음 단락의 인용은 모두 같은 곳에서 온 것이다. 강조

는 모두 한나 아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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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기대지 않고 행해진다. 사물들이나 사건들의 의미를 지정해 주던 전

통과 권위―기존의 인식 체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점에서 시적 

사유는 대상의 의미를 새로이 발견한다. 이때 의미의 발견은 “감각적으로 

경험된” 것으로부터 “지체 없이, 모든 ‘매개’를 피하며” 행해진다. 요컨대 

은유란 사물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다.(앞에서 본, ‘이해’라는 용

어의 한나 아렌트적 용례를 생각하라.)

은유가 제공하는 “‘언어적 전환’은 우리로 하여금 비가시적인 것에 

물질적 형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따라서 그것을 경험 가능하도록 해 

준다.” 이때 ‘비가시적인 것’의 범위에는 많은 것이 포함된다. 멀리는 신

의 존재가 있고 가까이는 아주 단순한 사물들이 갖는 의미가 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인간의 행위들, 인간이 만들 사물들, 인간이 만든 문장들의 

의미가 포함된다.(인간에게서 비롯된, 따라서 인간적인 의미를 이미 지니

고 있는 것들도 “전통의 단절과 권위의 상실” 앞에서 의미를 잃고 다시금 

비가시적인 것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한나 아렌트가 보는 은유란 “시적

으로 세계의 통합을 가져오는 수단”이 된다. 여기서 세계의 통합을 가져

온다는 것은 물론 세계를 단일한 무언가로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 ‘궁극적

인 무언가’를 부정하는, 즉 신이 내려 준 존재의 의미와 같은 것을 상정하

지 않는 한나 아렌트에서 세계의 통합이란 스스로가 구축한 의미망을 통

해 세계 내의 존재들이 서로에게 유의미한 것이 됨을 뜻한다. 세계의 통합

이란, 세계 내에서 서로의 위치를 알게 되는 것, 서로의 관점에서 서로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바로 이 장의 첫머리에서 인

용한 “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사물들의 관계를 부각시키고 이들에 대한 이

해를 영구화”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인 셈이다.

은유적인 방식으로 사물들에 이름을 붙일 때, 이해되지 않았던 것

들의 관계가 드러나고 이로써 인간이 그 사물을 이해하게 될 때 인간적인 

세계가 형성된다. 이에 한나 아렌트는 명명하는 것, 즉 “사물들에 대한 순

전한 이름붙이기, 새로운 용어들을 만드는 것은 세계를 전유하는, 말하자

면 세계 소외(world alienation)를 줄이는 인간적인 방식”이라고 쓰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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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3 그의 고유한 개념인 세계 소외는 “인간이 세계에 기대는 것이 아니

라 자기 자신에 기대는” 현상으로서, “모든 공동체 내에서의 공통감의 뚜

렷한 감고, 미신과 기만의 뚜렷한 증가”를 수반한다.134 사물들에 이름이 

붙기 전, 다시 말해 사물들이 인간 세계의 일부가 되기 전이라면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공적 영역이 축소되고 사람글이 행위나 작

업이 아니라 비세계적인 노동에 매몰되어 있는 근대 사회, 혹은 어떠한 사

건으로 인해 합의된 관념이 붕괴된 사회에서는 기존에 붙은 이름들이 힘

을 잃는다. 새로운 명명, 새로운 전유를 통해 세계로부터 소외되어 스스로

의 내부에 고립된 인간을 다시금 세계와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은유는 그 자체로는 인간적 의미를 갖지 못하는 대상에 새로이 이

해 가능한 이름을 붙임으로써 세계 소외를 줄이는―즉 대상을 세계에 포

섭시킴으로써 인간이 그 대상과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된다.

이제 한나 아렌트가 제시하는 벤야민의 ‘시적 사유’, ‘은유’의 구체

적인 방식을 살펴 보자. 이름붙이기로서의 은유는 벤야민에서 인용이라

는 방식으로 도입된다. 한나 아렌트는 지나간 전통 속의 문장들을 재료로 

삼아 글을 쓴 그가 사용한 인용문이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씻어내는, 맥

락에서 떼어내고 파괴하는 힘”을 갖고 있었다며, “원래의 맥락에서 떼어

진 조각들로, 그것들이 서로를 밝히는 방식으로 구성된 그의 주요 저작은 

말하자면 단편들이 자유로이 떠다니는 상태에서 그것들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135 문장들이 일련의 논리에 따

라 하나의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방향에서 떠다니며 서로에 

대한 상대적 좌표를 갖게 됨으로써 그 의미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한편 

린 윌킨슨은 한나 아렌트 또한 발터 벤야민 식의 이러한 인용을 글쓰기에 

이용했음을 지적한다.136 그에 따르면 한나 아렌트는 (의도적으로 틀린 인

133 MID, p. 100. 강조는 원문. 

134각각 HC, p. 254, p. 209.

135MID, p. 202. 

136 Lynn R. Wilkinson, “Hannah Arendt on Isak Dinesen: Between Storythelling 

and Theory”, p. 86, Comparative Literature Vol. 56, No. 1, pp. 77-98, Duke 

University Press, 2004.

76



용을 포함하여) 다양한 텍스트에서 가져 온 인용문을 자신이 말하고자 하

는 바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재배열했다. 또한 그는 한나 아렌트가 높이 산 

아이작 디네센 역시 같은 방식으로 글을 썼다며 “디네센이 문장을 잘못 

인용했다는 것을 [독자가]  깨닫는 것이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형성한다”

고 쓰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인용이 시적이자 은유적이라는, 다시 한 번 인용컨

대 “시적으로 세계의 통합을 가져” 온다는 것의 의미를 밝혀 보자. 앞서 

말했듯 여기서 세계의 통합이란 서로의 연관 속에서 각자의 의미가 드러

남을 뜻한다. 벤야민의 경우 기존의 문장들을 새로운 맥락으로 인용함으

로써 “서로 다른 것들 속의 유사성”을 드러내었다고, 이러한 은유적 방식

으로 문장을 재전유함으로써 세계를 통합시켰다고―하나의 새로운 세계

를 형성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틀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식

으로 문장을 제시함으로써 벤야민은 상대의 판단을 촉구하고 이어 상대

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 한나 아렌트는 “벤야민에게 있

어 인용하기는 이름붙이기이며, 이름붙이기가 […]  진리를 밝혀 준다”고 

쓰고 있다.137 익숙한 것이라도 그것이 낯선 맥락 속에 있으면 관객은 그것

을 기존의 관념에 따라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발터 벤야민의―또한 한나 

아렌트의, 혹은 아이작 디네센의―방식은 “‘이해의 강요’를 초래한다.” 이

처럼 한나 아렌트에서 은유란 대상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재전유함으로써 

세계 소외를 줄이는, 즉 그 의미가 통용되는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일이 된다.

2.3. 행위의 은유적 전유

앞에서 언급한 대로 발터 벤야민은 전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옛 전

통에 속한 문장들을 인용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세계가 붕괴된 시점에서 

‘시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세계를 세우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그

치지 않고, 문장들이 속한 기존의 전통이 붕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와 

137MID, p.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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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나 아렌트에서 행위란, 새로운 시작이란, 

기존의 사슬을 끊고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항에서는 이러한 방

식의 행위, 기존의 사슬을 끊고서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해를 

강요하는’ 행위의 사례를 것이다―이것은 하나의 행위와, 그 행위의 의미

를 시적, 은유적으로 전유하는 행위, 이렇게 이중의 행위로 구성되어 있

다. 노르마 모루치는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모델로 삼고 있는 

고대 그리스에서, 한나 아렌트 자신은 발견하지 못한 한 인물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바로 알키비아데스(Alcibiades)로 노르마 모루치는 그를 “논

란거리인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에 좋은 정치적 효과로 가면을 씌운, 극적

으로 자기의식적인 공적 인물”로 평가한다.138

여기서 사회적 정체성이란 행위로써 드러나는 공적 정체성과는 달

리, 개인에게 ‘주어진 것’에 의해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정체성을 가리키는 

말고, 구체적으로는 젠더 정체성에 해당한다. 그리스의 정치가이자 장군

이었던 알키비아데스는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의 옷을 즐겨 입은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 남성의 몸과 여성의 복장이라는 불일치는 그리스 시

민들 사이에서, 혹은 정치가들 사이에서 늘 논란거리가 되었다. (성별 역

할에 관한) 폴리스의 묵시적인 규범을 어긴 그는 당대에 마치 폴리스에 위

험한 인물처럼 인식되기도 했지만, 결국은 용맹한 장군이자 그야말로 독

특한 개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기억을 폴리스에 남겼다. 그의 행동은 한

나 아렌트가 말하는 “새로운 시작”에 가장 잘 들어맞는 듯 보인다. 타인들

의 행위가 낳은 인과로부터 벗어나는 수준을 넘어, 폴리스라는 공간의 규

범과 전통이라는 사슬 자체를 끊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가, 단순

히 주어진 공적 영역 내에서 행위하는 것을 넘어 공적 공간의 구획 자체에 

138 Norma  Claire  Moruzzi,  Speaking  throught  the  Mask,  p.  137,  Cornell 

University Press, 2000.

여기서 ‘가면을 씌운’이라고 한 것을 정확하게 옮기자면 ‘가장한(masquerades)’이 

되어야 한다.  마스커레이드,  즉 가장이라는 개념은 정신분석학의 용어이며,  노르마 

모루치는 이 글에서 정신분석학을 방법론으로 삼아 한나 아렌트를 재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정신분석학을 참조하고 있지 않으며, 그 개념을 살리지 않고 인용해

도 내용 전개에 무리가 없기에 의역한 것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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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까지도 행위했다고, 여타의 시민들보다 더 확장된 수준의 “새로운 

시작”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규범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알키비아데스의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일화를 살펴 보자.

레슬링에서 완전히 제압 당해 내동댕이쳐 질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상대의 손을 자신의 입으로 가져가서는 있는 힘껏 깨물었

다. 상대가 손에 힘을 풀고 “알키비아데스, 여자처럼 깨물다니”라

고 말하자 그는 “아니, 사자처럼이지” 하고 답했다.139

이를 발터 벤야민의 인용문과 비교해 보자. 그가 문장을 기존의 맥락에서 

떼어내 인용함으로써 새로운 진리를 드러내고 독자에게 이해를 강요했

듯, 알키비아데스는 ‘여자 같다’고 인식되던 행동을 기존의 맥락에서 떼어

내 ‘사자 같다’는 새로운 맥락에 둠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알

키비아데스 스스로가 이름 붙인 이 정체성은, 다이몬처럼 당사자는 볼 수 

없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배우의 페르소나처럼, 사자라는 이 가면은 알키

비아데스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며 자신의 행동이 갖는 의미를 극대화해

서 드러낸다. 이로써 그라는 행위자는 타인의 판단을 기다리는 위치에서 

벗어나 타인에게 “이해를 강요”하는 위치를 점한다. 노르마 모루치는 “여

기서 사자라는 은유는 알키비아데스에게 있어 새로운 이름이 되는 듯하

다”며 아리스토파네스의 《개구리들》의 한 구절을 지시한다.140 아리스토

139 Plutarch’s Lives, p. 111. 

Norma Claire Moruzzi, Ibid., p. 144 에서 재인용.

140 Norma Claire Moruzzi, Ibid., p. 198. 이 문장은 앞의 인용구에 대한 각주에 등장

한다.  여기에서 ‘새로운 이름’이라고 옮긴 것의 원어는  metonym으로,  직역하자면 

‘환유어’라 옮겨야 할 것이다. 좁은 의미에서 환유어는 환유라는 수사법에 사용된 단

어―즉 대상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대상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물(예컨대 ‘사자’

를 상징하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리킨다. 하지만 여기에서 노르마 모루치는 ‘이름을 

바꿈’이라는 μετωνυμία의 문자적 의미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듯 하기에 의역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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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네스는 《개구리들》에서 알키비아데스를 묘사하며 “물론 최선은 당신의 

땅에 사자를 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사자가 있다면, 그를 사자

로 대해야 한다”고 쓴 바 있다.141

 다이몬으로서의 정체성을, 누구도 죽기 전에는 에우다이몬이라고 

불릴  수 없다는 말을 생각해 보자.  용맹한 장수로서의 알키비아데스와 

“여자처럼 깨무는” 알키비아데스, 이 중 어떤 것이 그의 다이몬의 얼굴에 

새겨질지 그 스스로는 알 수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타인들이 그를 어떻게 

브노냐에 달려 있으며, 그가 죽기 전까지 그 얼굴은 가변적이고 다면적인 

것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알키비아데스는 타인들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은유적인 이름을 붙임으로써, 다이몬의 얼굴이 아니

라 자신이 택한 페르소나를 내어 보인다. 그는 사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정

체성을 얻기 위해, 타인들이 사자 같다고 판단할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아

니라 오히려 누구도 사자 같다고 여기지 않을 행동을 하면서도 스스로에

게 사자라는 이름을 붙여 사자의 페르소나를 썼다. 한나 아렌트에서 은유

가, 서로 다른 사물들 사이에서 직관적으로 발견한 유사성을 토대로 비가

시적인 것―이 때는 알키비아데스의 정체성―에 이름을 붙이는 일이라면, 

우리는 알키비아데스가 자신의 정체성을 은유적인 방식으로 전유함으로

써 자기의식적인 행위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항의 첫머리에서 언급한 ‘공적 공간의 구획 자체에 대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살펴 보고 항을 끝맺기로 하자. 한나 아렌트가 행위 이론의 모

델로 삼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은 ‘그리스인 성인 남성’으로 제한된다. 

물리적으로 볼 때 알키비아데스는 물론 이 범주에 속하지만, 그가 여성의 

옷을 입고 “여자처럼 깨물” 때 이 범주는 흐려진다. “알키비아데스는 젠

더화된 여성성이라는 사회적 정체성을 아테네의 정치적 삶이라는 서사에 

써 넣었다.”142 한나 아렌트의 주장대로 폴리스라는 공적 영역이 복수성이 

141 Aristophanes, tr. John Dryden,  The Frogs, p. 124, New York: P. F. Collier 

and Sons, I909. 

Norma Claire Moruzzi, Ibid., p. 143에서 재인용.

142 Norma Claire Moruzzi, Ibid.,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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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고 그것이 인정되는 공간이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국적, 나이, 성

별 등 일련의 제한이 있다. 알키비아데스의 예를 보지 않은 한나 아렌트는 

이러한 제한들을 그대로 받아 들이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심

연’을 말했지만, 이처럼 사회적인 제한들을 재전유할 때 그러한 심연은 사

라지거나 혹은 좁아지고 얕아진다. 다시 말해 공적 영역과 행위의 가능성

이 확장되는 것이다. 가정 경제를 통해 사적 필요를 충족하고 폴리스의 제

도를 통해 정치적 자유를 보장 받은 그리스의 시민들 대부분에게 이러한 

확장은 필수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폴리스에서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

던 이들, 괴짜 취급을 당했던 이들, 나아가 근대 사회의 경계적 주체들―

빈민, 이주민, 여성, 제 3세계의 국민 등 정치적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확장은 ‘세계 내에서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일 것이다. “어두운 우리의 시대에 자기의식적 가장으로서

의 주체에 관한 정치 이론은 정치적 가능성의 제한을 느슨하게 하기 시작

할 것이다. 행위화된 사회적 정체성의 필연적으로 복수적인 정치[…]는 결

국,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143

3. 자기의식적 행위와 수행적 정체성

이 장에서 지금까지 진행한 논의를 정리해 보자.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행위자의 정체성을 사람의 어깨 뒤에 있어 스스로는 

볼 수 없는 정령 다이몬에 비유하고 있지만, 《혁명론》에 언급된 페르소나

로부터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정체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예로 폴

리스의 정치인 알키비아데스를 보았는데, 그는 기존의 규범을 파괴하는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이름을 붙임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규정

한 자기의식적 행위자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경험적 기준인 공동체 감각

에 따른 타인들의 판단을 추측하고 그에 맞추어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

신의 행위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것은 한나 아렌트가 제시하는 언어의 

기능인 은유에 비추어 이해될 수 있다. 은유란 사물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143 Norma Claire Moruzzi, Ibid.,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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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미를 전유하는, 그 의미가 통하는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언어의 기능

이다. 알키비아데스는 자신의 행위에 새로운 은유를 부여함으로써 타인

들이 공유하는 의미를 씻어내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

했다 할 것이다.

3.1. 수행적 정체성 개념 정의

이제 아래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획득 되는 페르소나로서의 정체

성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필 것이다. 이 장의 첫머리에서 언급했듯 

자기의식적 행위자의 정체성을 수행적인 것으로 볼 텐데, 여기에서는 주

디스 버틀러의 논의를 가져 올 것이다. 수행적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한나 

아렌트가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이 개념은 한나 아렌트의 기본적인 

정체성 개념을, 그리고 특히 이 글에서 주장하는 자기의식적 행위자의 정

체성 개념을 설명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수행적 정체성 (혹은 수행성) 

개념은 언어학의 수행문 개념에서 유비된 것으로, 수행문이란 참거짓을 

따질 수 있는 진술문과는 달리 그 발화 자체가 하나의 행위가 되는 문장을 

가리킨다. 예컨대 ‘나는 학생이다’라는 문장은 ‘나’를 살펴봄으로써 그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올해 학생이 되기로 다짐한다’와 같

은 문장은 그 참거짓이 문제되지 않는다. 이 문장에서는 화자가 ‘다짐한

다’고 말함으로써 다짐이라는 행위가 수행된다. 이처럼 발화로써 행위가 

이루어지는 문장이 바로 수행문이다.144 이에서 유비되는 수행적 정체성

144 수행문과 진술문의 구분에 대한 연구는 영국의 언어철학자 존 오스틴에서 비롯된 것

이다.(Ed. J. O. Urmson,  How to do Things with Words: The William James  

Lectures delivered at Harvard University in 1955, Oxford: Clarendon, 1962) 

바로 뒤에서 인용할 보니 호니히 역시 존 오스틴의 이론에서 출발하고 있다.

논의를 계속하기 전에, 수행문과 진술문의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님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나는 학생이다’라는 문장은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힐 수 있는 진술

문이지만, 상황에 따라 수행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이 문장이 

발화될 경우, 이 문장은 스스로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는 학생이 아닌 사람에게서 발화될 경우에는 신분에 상관없이 공부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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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체성을 행위가 창출되는 근원으로서가 아니라 행위의 결과로 형

성되는 것으로 보는 개념이다. 이 절의 논의는 보니 호니히와 주디스 버틀

러의 한나 아렌트 해석을 따를 것인데, 주디스 버틀러의 정체성 개념 정의

를 보고 다음으로 넘어 가기로 하자. 젠더 정체성을 수행성의 관점에 입각

해서 논한 《젠더 트러블》에서 그는 “‘수행성’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말하

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첫째로, 젠더의 수행성은 젠더적인 본질에 대한 기대가 젠

더  자신을  자기  외부에  가져다  놓게  된다는  메타렙시스

(metalepsis)  주변을 맴돈다.  두 번째로,  수행은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의례적인 행위이다. [...] 젠더가 수행적이라는 

관점은, 우리가 젠더의 내적 본질이라고 여기는 것이 일련의 지속

적인 행동을 통해 만들어지며, 젠더화된 몸의 양식화를 통해 그 위

치가 정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의 

‘내적’ 특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특정한 몸의 행위, 극단적으로 말

해 당연시된 제스처의 환각효과를 통해 우리가 기대하고 생산해

낸 결과라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145

다소 난해한 이 문장을 풀어 쓰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

째, 우리는 정체성의 본질이라 할 만한 것을 기대함으로써 정체성 자체를 

우리 외부의―혹은 내부라 하더라도 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것으로 

치부하게 되는데, 수행성은 이러한 거리에 관계된 개념이다. 둘째, 우리가 

본질이라고 여기는 것은 실은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며 극

단적으로 말하자면 상정된 본질의 존재를 의심치 않음으로써 형성된 환

각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수행

는 의지의 표명, 나아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요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수행

문과 진술문의 구분에는, 단순히 문장의 형식이나 진리치뿐만이 아니라, 그 문장이 

사용되는 맥락 또한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145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옮김, 《젠더 트러블》, pp. 54-56, 문학동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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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는 본질적인 무언가로 치부되어 우리 자신으

로부터 먼 곳에 놓여졌던 정체성을 다시 수중으로 되찾을 수 있으며, 상정

된 본질의 내용을 의심해 보고 다른 수행―새로운 시작―을, 혹은 그 반복

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능동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3.2. 행위자의 수행적 정체성 형성

앞에서 본 알키비아데스의 경우, 스스로의 행위에 기존의 맥락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름을 붙임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수행적으로 형성해 

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항에서는 ‘수행적 정체성의 형성’을 보다 구체적

으로 볼 것인데, 논의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사례를 하나 보기로 

하자. 여기서 볼 것은 한나 아렌트가 《혁명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국 혁

명의 선언문이다. 그는 생계라는 사적 문제―정확히는 신흥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의 사회적 문제―에서 촉발된 프랑스 혁명보다, 정치

적 자유를 직접 겨냥하며 일어난 미국 혁명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독립선언문〉의 한 문장이다. 〈독립선언

문〉의 2 장을 보자.

우리는 다음의 진리들이 자명하다고 생각한다(hold).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어떤 권리

들을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았다. 생명,  자유,  행복 추구와 같은 것

이 그에 속한다. 이 권리들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건설되었으며, 

그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정부의 형태

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 언제라도, 그것을 개혁하거나 

폐지하는 것, 인민의 안전과 행복에 가장 잘 기여할 어떤 원칙들에 

기반을 두고 그러한 형식에 따라 권력을 조율하여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이다.146

146 The Congress,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 강조는 인용자.

(http://www.archives.gov/exhibits/charters/declaration_transcrip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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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나 아렌트가 주목하는 것은 강조된 문장, 그 중에서도 ‘생각한

다’는 표현이다.  그는 “〈독립선언문〉의 위대함은 그것의 철학이 아니라 

[…], 그것이 행위가 말로써 드러나는 완벽한 길이었다는 점에 있다”고 쓰

고 있는데147, 보니 호니히는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우리는 다음의 진리

들이 자명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유명한 문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아렌트

는, 새로운 제도의 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권위가 자명한 진리들에 

대한 진술적 지시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수행문으로부

터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화행(speech-act)이 그 

발화(와 반복)의 순간에, 다른 모든 행위와 마찬가지로, 행위자에게 생명

을 주는 것이다.”148 화행, 즉 수행문을 발화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은, 이를 통해 한 인간이 공적 공간에서 행위자라는 위치를 갖고 

자신의 정체성을 얻게 된다는 뜻이다. 한나 아렌트는 “말과 행위로써 우

리는 인간 세계에 들어가며, 이 들어감은 제 2 의 탄생과 같은 것”이라고 

쓰고 있다.149 알키비아데스의 사례를 떠올리며 우리는 여기에 ‘또한 말과 

행위로써 우리는 인간 세계를 확장하고 수정한다’고 덧붙일 수 있을 것이

다.

보니 호니히는 “행위하는 자아는  〈독립선언문〉의 수행적 순간과 

유사하다. 자유롭고 (자기)창조적이며, 가변적이고 독창적이다”라고 쓰고 

있다.150 “아렌트의 행위자들은 기존의 자신이 무엇인가에 따라 행위하지 

않으며, 그들의 행위는 이전에 주어진 변치 않는 정체성을 표현하지 않는

다.  그들은  행위와  그  보상인  정체성을  통해,  기껏해야  단편적인

(episodic)  자아실현만을 추구하는 변덕스럽고 다중적인 자아를 전제한

147 Hannah Arendt, On Revolution, p. 130. 

148 Bonnie  Honig,  “Toward  an  Agonistic  Feminism:  Hannah  Arendt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p. 137, Bonnie Honig et al., Feminist Interpretations of  

Hannah Arendt, pp. 135-166,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5. 

149 HC, p. 176.

150 Bonnie  Honig,  “Toward  an  Agonistic  Feminism:  Hannah  Arendt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p. 141. 다음의 인용문도 같은 곳에서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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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남들과 구분되는 독특한 것으로서의 행위자의 정체성은 행

위를 선언하는 수행문과 유사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수행적인 

행위를 통해 획득되는데, 이것은 단일한 근원으로서의 본질을 따르는 항

구적인 것이 아니라 복수의 수행에 따라 복수적으로 형성되는 단편적이

고 일시적인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자기의식적 행위자의 수행적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

해 페르소나와 은유를 언급했다. (여전히 신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자명

한 진리’를 논증 가능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을 가리

키는 말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독립선언문〉은 넓은 의미에서 알키비아데

스의 자기 명명이나 발터 벤야민의 인용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한 보니 호니히의 글은 굳이 

이러한 개념들을 살피지 않더라도, (다이몬을 상정한) 한나 아렌트의 행위 

이론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논의를 좀 더 구체

화해야 한다. 배우의 가면으로 돌아가서 논의를 이어 보자. 무대의 막이 

내리면 배우가 자신이 맡은 배역으로부터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오듯, 그

리고 극중의 인물은 다만 관객의 기억 속에만 남듯, 행위가 끝나면 행위자

는 사적 영역으로 돌아가며 그의 “단편적인” 정체성은 판단자들의 기억 

속에만 남는다. 이 기억에 대해, 보니 호니히는 행위자가 “기껏해야 단편

적인 자아실현만을 추구한다”고 보지만 한나 아렌트는 폴리스가 “불멸성

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쓰고 있다.151 행위의 매 순간 행위자가 순간

적인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는 스스로를 타인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기고자, “정체성의 확고한 주

인”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다.152 이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처방은 “하나의 

위대한 행위로 목숨을 잃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어 온 우리의 논

의는, 행위자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하지 않기 위한 것, 특별한 용기를 가

진 영웅들만이 아니라 보다 많은 이가 행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할 

길을 찾는 것이었다.

151 HC, p. 19.

152 HC, p. 193. 다음의 인용문도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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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 호니히가 괄호 속에 넣은 말에 그 길이 있다. 위에서 인용한 

문장에서 그는 “발화(와 반복)의 순간”을 말하고 있다.153 매 행위를 통해 

획득되는 단편적인 정체성은 반복을 통해 확고해 진다. 페르소나를 쓰고 

무대에 오르는 배우는 매번 다른 배역을 맡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꾸준히 

같은 역을 맡음으로써 그것을 자신의 확고한 배역으로 삼을 수도 있다. 행

위자 또한 매 순간, 같은 지점을 가리키는 행위들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한 것으로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154 주디스 버틀러는 한나 

아렌트의 행위 이론에 비추어 수행적 정체성에 관한 자신의 이론을 전개

하며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기존의] 규범을 폐기하고 수정하는, 이윽고 

새로운 길의 현실을 다시 만들 가능성을 열어주는, 이러한 규범의 재생산 

없이는” 정체성이란 없다고 주장한다.155 앞에서 인용한 “수행은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의례적인 행위”라는 말에 비추어 볼 때 이 문

장의 의미는 드러난다.

알키비아데스가 탈규범적인 행위를 한 번 했을 때 그는 그저 한 번

의 일탈을 한 사람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그가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할 

때 그는 그것을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으로 갖게 된다. 그가 한 번 행위 했

을 때 그것은 사소한 논란거리가 된다. 그가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할 때 

그것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정체성이 되며, 이는 이어 알키비

아데스라는 독특한 개인 뿐 아니라 같은 공적 영역에 속한 타인들에게 또

한 가능한 행위가 된다. 그의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규범이 수정되고 재생

산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수행성은 ‘누가’ 인식가능한 주체

로서 생산될 수 있는가 하는 데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153강조는 인용자.

154 행위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에서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는 말은 다소 모순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새롭다는 것은, 그 행위와 같거나 유사한 행위가 이전에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기존의 인과 관계가 낳은 산물이 아니라 인과로부터 자

유로운 것임을 뜻한다는 점에서 이는 모순된 문장이 아니다.

155 Judith Butler, “Performativity, Precarity and Sexual Politics”, p. i. 여기에서 

“현실”은 원문에는 “젠더화된 현실”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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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156

앞에서 주디스 버틀러가 규범의 재생산 없이 정체성이란 없다고 했

을 때, 이 정체성이 단순히 개인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닌 듯 보

인다. 이 문장은 오히려 서로가 인식 가능한 여러 정체성들, 정체성이라는 

관념 자체에 관한 것인 듯하다. 앞에서 은유란 세계 소외를 줄이는 것, 다

시 말하자면 의미가 통용되는 하나의 인간 세계를 건설하는 것임을 말했

다. 알키비아데스는 자신의 행위로써 단순히 독특한 자신을 드러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당대의 공적 영역을 수정하고 확장했음을 말했다. 이 문

장 역시 이러한 차원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문장의 

함의가 무엇인가를 밝힘으로써 이 장을 끝맺기로 하자.

공적 영역을 수정하고 확장하는 것, 혹은 “새로운 길의 현실을 다

시 만드는” 것은 한나 아렌트에서 새로운 공통 세계(common world)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는 “우리의 정치적 삶은 인간이 자신과 

평등한 이들(equals)과 함께 할 때에, 그리고 오직 그럴 때에만, 공통 세

계를 건설하고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곳에서 행위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기

대고 있다”고 주장한다.157 여기서 평등하다는 말로 그는 폴리스 시민들 

사이의 관계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은 동일한 사태에 대해서도 서로 다

른 각자의 관점을 견지할 수 있는 권리를 평등하게 가진 것을 뜻한다. 공

통 세계란 서로 같은 존재들로 구성된 공간이 아니다. 한나 아렌트는 “평

등화는 물론 친구들이 서로 같거나 동일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공통 세계 내에서 동등한 파트너가 된다는 것이다. […] 평등화의 논점이 

시민들의 분투적 삶에 내재된 끊임없이 증가하는 차별화라는 점은 명백

하다”고 쓰고 있다.158 공통 세계란 그 구성원들이 공통된 관점을 가진 세

계가 아니라, 각자 다른 관점에서 공통된 대상을 보고 있는 세계를 가리킨

다. 이것을 건설한다는 것은 복수적 존재인 타인들 앞에 새로운 대상―행

위자 자신의 행위―을 내어 놓음으로써 사람들의 시선이 공통적으로 그 

156 Judith Butler, “Performativity, Precarity and Sexual Politics”, p. vi.

157 Hannah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p. 301. 강조는 한나 아렌트.

158 PP, p. 17.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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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향하게 하는 것을 뜻하며, 이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그 공간에 내

어 놓을 수 있는 항목들을 바꾸고 늘림을 뜻한다. “누군가는 이것[규범을 

벗어나는 개인의 수행이 평등한 이들 사이의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것]

이 모순이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오히려 수행의 원리이며 그것 

없이 정치는 존재하지 않는다.”159

159 Judith Butler, “Performativity, Precarity and Sexual Politics”, p.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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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이상의 논의로 이 글은 한나 아렌트의 철학에서 행위 개념과 판단 

개념의 관계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자기의식적 행위’ 개념의 성립 가능

성을 확인하였다. 그의 행위 이론과 판단 이론 사이에는 모종의 긴장이 있

다. 공히 미학적 관점에서 전개된 두 이론은 각각 개인의 (미적) 자기 현시

로서의 분투적 행위 개념을 제시하여 창발적이고 개인주의적인160 삶을 독

려하는 한편, 동시에 미적 판단 개념을 토대로 정치 판단 개념을 구성함으

로써 그러한 개인들 사이에 합의와 공존이 가능한 공동체적 지반을 제공

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의 분투―이것이 희곡의 등장인물들이 보이는 갈

등과 경쟁을 가리키는 말임을 기억하라―를 강조했던 행위 이론과 달리 

판단 이론은 공동체에 초점을 두기에, 타인과의 “끊임 없는 차별화”를 가

리키던 행위 개념은 여기에서 공동체에 대한 참여를 의미하는 쪽으로 약

화된다. 이러한 긴장을 두고 기존의 연구는 두 이론 중 한 쪽, 두 개의 행

위 개념 중 한 쪽을 선택하는 식으로 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꼭 양자택인

은 아니라 하더라도 전자는 이상주의적인 것, 후자가 현실적인 것으로 평

가되어 왔다. 이러한 구도에서는 한나 아렌트 철학에서 행위(그리고 정치) 

개념이 갖는 비도구적 성격이 약화되며, 초기의 행위 개념은 단순한 지향

점으로만 남는다. 그가 자신의 철학을 통해 강조하고자 했던, 행위하는 능

력이라는 인간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축소되는 것이다. 이 글은 그의 판단 

개념이 행위의 분투적 성격을 약화시키는 공동체 내의 합의만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과의 차별화 가능성을 확대하는―즉 효과적인 분투를 가능하

게 하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답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나 아렌트 철학의 성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 글이 거쳐 온 

논의를 정리하는 것으로 글을 끝맺기로 하자.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을 특징 짓는 개념은 인간이 자신을 드러내

160 ‘각각의 개별성을 중시하는’ 정도의 의미로 사용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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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활동을 가리키는 ‘행위’이다. 행위는 어떠한 목적의 달성이나 타인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미적 자기 현시’를 통해 행위자를 타인들 앞에 드러

내는 활동으로서, 한나 아렌트는 이것이 도구-목적-결과라는 일직선적인 

구도에 종속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행위를 “새로운 시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행위가 목적이나 결과, 즉 상정된 틀에 따라 행해

지거나 평가될 수 있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위의 이러한 성격 때문

에, 주어진 보편자 없이 개별자를 직접적으로 대하는 반성적 판단이 행위

를 이해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 한나 아렌트는 칸트의 미적 판단 개념을 

전유하여, ‘상상력을 통해 타인들의 입장에서 사태를 보는 것’으로서의 정

치 판단 개념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적 접근에서 비롯되었다. 

인간들을 통제하고 심지어 학살한 전체주의라는 파국 앞에서 한나 아렌

트는 전체주의의 정치관과 합리주의적 서구 전통 철학이 가진 모종의 공

통점을, 또한 그 현실 앞에서 전통 철학이 무력함을 보았던 것이다. 전통 

철학과는 다소 다른 흐름에 있는 하이데거의 현상학이 대안이 될 수도 있

었겠으나, 결정적으로 그는 인간의 죽음에 주목함으로써 삶을 벗어나고

자 하는 전통 철학의 관점으로 회귀한 듯 보였다. 플라톤에서 출발한 서구

의 철학적 전통,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려 했으나 결국은 회귀한 하이데거

의 철학을 모두 비판하며 한나 아렌트는 소크라테스가 주목했던 개개인

의 도크사에, 그리고 하이데거와는 반대로 인간의 탄생에 주목하는 자신

의 새로운 철학을 전개하였다. 그는 자신의 정치 철학에 있어 ‘탄생성’을 

핵심 개념으로 제시하며, 개개의 인간이 세계에 새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그들 모두가 새로운 존재이며 또한 그러한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하는 능

력을 갖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철학적 규정은 인간 개개인이 갖는 차

이가 이데아와 같은 완전하고 궁극적인 무언가에 대한 결핍이 아니라 오

히려 인간의 가능성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이렇게 볼 때에 인간은 현상 세

계를 긍정하고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존재할 수 있다.

개개인의 차이, 개개인과 그 행위들의 ‘새로움’을 이해하는 사유활

동인 판단이 바로 그 편안함을 얻는 일이다. 그런데 한나 아렌트는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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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자신의 최후 저작인 《칸트 정치철학 강의》에서 판단을 행위자는 할 

수 없으며 오직 관찰자만이 할 수 있는 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받아 들

일 때 행위는, 이를테면 불편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영웅에게만 가능한 활

동으로 남는다. 나아가 판단 이론이 품고 있는 공동체적 측면이 강조된다

면, 이 공동체에 참여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분투적으로 자

신을 드러내는 활동인 행위는 부정적인 것이 되기까지 한다. 행위 이론은 

엘리트주의적이라는 혐의를, 판단 이론은 보수적이라는 혐의를 안게 되

는 것이다. 판단이 타인들에게서 행해져 행위자에게 지침이나 규범을 제

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행위자 스스로가 행하여 자신의 행위의 근거

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이러한 혐의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행위자가 자신의 판단을 자신의 행위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통

해 스스로를 타인과 더욱 차별화하는 분투적 행위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

이다. 이것이 이 글이 개념화하고자 한 ‘자기의식적 행위’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Ⅱ장에서는 한나 아렌트 철학에서의 행위와 

판단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칸트 정치철학 강의》보다 앞서 판단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그는 행위자의 입장에서 행해지

는 판단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서술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저작의 판

단 개념이 실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임을 이 장에서는 확인하였다. 비록 그

가 《칸트 정치철학 강의》에서 판단을 관찰자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하였지만, 이때 관찰자는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복수적인 존재이며 그의 

판단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판단을 위한 관찰, 행위의 장에서의 물

러섬은 실제적인 행위의 중단이 아니라 사유 공간 속에서의 물러섬, 즉 상

상력을 통한 심성의 확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이 공

간에서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판단할 수 있다. 즉 판단이란, 역사

가로서의 관찰자가 과거에 대해 내리는 것만이 아니라, 행위자가 과거와 

미래에 대해 동시에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이 장에

서는 행위자가 자신의 판단을 토대로 자신의 행위가 가질 의미를 미리 생

각해 볼 수 있으며 이로써 ‘적절한 행위’를 하는 자기의식적 존재일 수 있

음을 주장하였다. 한나 아렌트의 철학 내에서 그 예가 될만한 것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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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하기’를 살펴 보았는데, 이야기하는 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태들, 다양한 인물들의 위치를 “방문”함으로써 일직선적인 인

과를 구성하지 않고도 자신의 이야기가 낳을 의미를 미리 알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그러나 이야기하기가 실제의 사건이든 허구적인 사건이든 과거의 

사건을 대상으로 삼는 데 반해, 행위 일반은 미래의 판단들을 예측해야 하

는 것이므로 이러한 방식의 자기의식적 행위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타인

들의 판단을 예측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판단을 넘어서는 방식의 의미화

를 통해 행위자는 또한 자기의식적으로 될 수 있을 터인데, 이 글에서는 

그 기제로 한나 아렌트의 은유 개념을 살펴 보았다. Ⅲ장에서는 은유가 

행위의 의미화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봄으로써 자기의식적 행위

의 구체적인 가능성을 찾았는데, 한나 아렌트에서 은유란 좁은 의미에서

의 수사법이 아니라 명명을 통해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는―세계 소외를 

극복하고 세계를 수립하는―언어의 기능 전반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은유

를 통해 행위의 의미를 전유하는 것, 타인들의 판단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자신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의 구체적인 사례는 알키비아데스의 

경우를 통해 확인했다. 그는 폴리스에서 일반적으로는 납득되지 않았던 

자신의 행위에 은유적인 이름을 붙임으로써 의미를 부여하고 나아가 타

인들에게 그에 대한 이해를 ‘강요’해 내었다. 이처럼 자기의식적 행위를 

통해 드러내는 자기 자신, 즉 행위자의 정체성을 이 글에서는 주디스 버틀

러의 수행적 정체성 개념을 통해 이해해 보았다. 이 개념을 한나 아렌트 

자신이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보니 호니히의 《혁명론》 해석에 따르면 그 

단초는 이미 한나 아렌트 내에 있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로 Ⅲ장

에서는 스스로 알지 못하는 중에 행위하고 타인들의 판단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 받는 존재였던 행위자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은유적 전유

를 통해 수행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존재로 재정립하였다. 자

기의식적 행위자의 이러한 능동성은 공동체 내에 통용되는 판단의 기준

을 넘어섬으로써 그것을 폐지하고 수정하여 공적 세계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기의식적 행위는 《인간의 조건》이 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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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적은 불확실성만을 안고 있으며, 따라서 ‘영웅적’ 용기 없이도 행

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자기의식적 행위’, 즉 행위자 스스로가 그 의미를 알고 있는 경우

의 행위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이 글은 한나 아렌트가 “판단에 부여”한 세

계와의 화해를 행위의 영역에서 또한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나아가 

그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스스로 규정할 수 있음을 또한 보임으

로써 이 글은 ‘분투적 행위’의 가능성을 더욱 확장하였다. 한나 아렌트는 

칸트의 미학을 폭넓게 수용하면서도 숭고론이나 천재론에 대해서는 자리

를 내어 주지 않았다. 이는 복수적 인간들의 차이로 가득한, 그리고 그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인간사의 영역이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고 또

한 그 속에서 누구나가 행위할 수 있는 곳으로 말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인간이 행위의 결과를 통제할 수 없음에도 행위로서 “정체성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일견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현상 세계라는 

공간이 가진 조건들로부터 (노동의 사적 공간으로든, 전통 철학의 추상적 

사유에로든) 도망치려 할 때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 들이고 그 속에서 가능

성을 찾을 때, 우리는 삶과 화해하고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인용컨대, “공통 세계를 건설하고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곳에서 행위할” 수 있을 가능성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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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essay aims to conceptualize ‘self-conscious action’ in 

Hannah Arendt’s political philosophy.

The political  idea  of  Hannah  Arendt  is  called  ‘political 

aesthetics’ or ‘aesthetic politics.’ It is named in this way because 

she developed the ideas upon her original term ‘action’ which is 

referred  to  an  aesthetic  self-disclosure  of  an  agent  and 

suggested a form of political judgment that is based on Kantian 

term aesthetic judgment  (as  reflexive judgment).  Her aesthetic 

approach  to  politics  is  a  philosophical  prescription  against 

totalitarianism. This is a criticism against the traditional western 

philosophy that seems to be little relevant to her contemporary 

reality. She argues that politics cannot be explained adequately 

merely with the notion of rationality and universality.  Instead, 

she  attempts  to  explore  ways  to  understand  it  based  on 

aesthetics: that is understanding and appreciating the world the 

way it  is,  not  prejudging  it  based  on inadequate conventional 

frames  such  as  universality  and  rationality.  She  attempt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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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gate a way “to feel at home in the world” or “to reconcile 

with the world.”

Her philosophy is such a project in which on one hand we 

can admit and appreciate the individualities of men; on the other 

hand, we can apply a communal foundation to each individual(in 

Kant, the existence of the others and a communication among 

them are preconditions of an aesthetics judgment). In fact , the 

two  theories  on  action  and  judgment,  however  conflict  each 

other in some ways. Her notion of action, which is derived from 

the agonistic and individualistic lives of ancient Greek heroes, 

gets  degraded  into a notion that indicates participating to the 

community  in  the  theory  of  judgment.  Sometimes,  such 

degradation  causes  a  misreading  effect  that  her  philosophy 

emphasizes  serving  common  good  and  demands  sacrifice  of 

people.

Some critics give superiority over the theory of judgment 

criticizing that calling for an action is nostalgic of ancient Greece 

and elitist, while others give superiority over the action pointing 

out that emphasizing judgment conservatizes her philosophy. In 

this thesis, my objective is to suggest a different approach to the 

reading.  It  is  a  valid  statement  that  judgment,  which  is 

characterized as ‘a conversation with imaginary others’, implies 

reaching to  an agreement amongst a community; but it also can 

make an understanding of others for an agent to have a criteria 

for  her  action  or  “differentiating  with  others”.  A  notion  of 

‘self-conscious action’ which I argue is referred to an action of 

which meaning  the  agent  knows herself  (before  the  action or 

simultaneously with acting).  Hannah Arendt herself  defines an 

action as a role of actors; a judgment, of spectators. But I ar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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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y are not severed with one another; not only a spectator 

but also an actor can judge, therefore a self-conscious action is 

possible.

I  mentioned about a ‘self-conscious action,’  not only an 

effective  action,  because  Hannah Arendt  writes  that  an  agent 

herself  cannot  know  the  meaning  of  her  action.  She  defines 

action as unpredictable and demanding an actor to be ‘brave’ to 

disclose herself. This view, in which actors are appreciated as 

heroes, only allows the action for exclusively selective persons 

(even though those people are  not  necessarily talented in some 

way).  But,  the  philosopher  makes  an  assumption  that  every 

single person is capable of action. This conflict leads her to be 

blamed for being an elitist. The notion of self-conscious action 

would encourage an actor without a heroic braveness to act; and 

it can also be a theoretical foundation on which an agent can feel 

at home in the realm of unpredictability(of actions).

Here, I argue that two forms of judgment, each of which is 

suggested as one from the point of view of an actor in Between  

the Past and the Future and the other from the point of view of a 

spectator  in  Lecture  on  Kant’s  Political  Philosophy are  not 

separate terms, in spite of the difference in conceptualizations; 

so it is possible for an actor to judge. Though Hannah Arendt 

writes we need to quit acting to judge properly, this statement 

should  be  regarded  as  an  urge  to  enlarge our  thought  or 

mentality.   Instead of only knowing the meaning of actions of 

hers, a self-conscious actor can give a meaning that she wants 

by  appropriating  it  with  metaphorical  method.  According  to 

Hannah Arendt’s comments on the metaphor in her book Life of  

the  Mind:  Thinking,  it  makes  a  transition  of  the  invisible 

102



(including meaning of actions) to the phenomenal. By metaphor, 

an agent can commit an action which used to be prohibited in 

the given society,  which amend and expand the public  realm. 

Through  a  self-conscious  action,  she  does  not  only  disclose 

herself  effectively,  but  also  builds  a  new  common  world.  An 

identity acquired in this way can be understood with the notion 

of performative identity.

Hannah  Arendt  was  not  tremendously  interested  in 

systematizing her own philosophy and, passing away, had never 

completed  the  theory  on  judgment.  Accordingly,  her  writings 

give us rather clues for new thoughts than a consistent account 

of the world. Here, I try to find a way to arrange the fragments. 

Along the line I have found, she shows a path on which we can 

show ourselves at more ease with less unpredictability; and, as 

marginal subjects, change the world against given rules.

Keywords: Hannah Arendt, self-conscious action, action, 

political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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