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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과 서구 정치철학 전통의 성립*

－ 서구 정치철학 전통 안에 있는 반다원적 요소들에 대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비판 －

박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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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정치와 철학, 의견과 진리, 행 와 제작

【요약문】한나 아 트(Hannah Arendt)는 자신의 체주의 분석을 통해 

체주의의 본질은 인간 다원성에 한 진  부정이라는 사실을 밝힌바 있

다. 그녀는 그러한 분석을 서구의 철학  통에 한 근본  비 으로 확

시킨다. 아 트는 라톤으로부터 시작된 서구정치철학의 통 안에 있

는 반다원성의 요소는 정치  실에 있어서 체주의  재앙이라는 참혹

한 결과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테제를 주장한다. 물론 그러한 향과 결

과는 라톤 철학이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다. 아 트가 말하려는 것은 

라톤의 국가이론이 20세기에 나타난 체주의 국가의 시스템이나 목표를 

선취했다는 것이 아니다. 아 트가 주목하는 것은 라톤의 정치철학으로 

부터 정치의 역이 형이상학  요소들로 잠식되었고, 그 결과 다원성이라

는 인간조건에서만 가능한 정치  범주들 즉 의견, 자유 그리고 권력과 같

은 개념들이 탈정치화되었다는 이다. 라톤으로부터 시작된 서구 정치

철학의 통과의 결에서 아 트의 주된 심은 다원성의 상으로서의 

정치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서구 정치철학의 시조로 간주되는 

라톤의 정치철학에 한 아 트의 비 을 다룬다. 그 비 에서 우리는

* 이 논문은 사회와 철학연구회 6월 정기 세미나에서 발표한 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발표시 논평을 해 주신 윤은주 박사님과 좋은 지 을 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한다. 그리고 심사를 맡아 주신 익명의 세분 

심사 원님들께도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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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아 트의 행 이론  분석에 을 맞출 것이다. 정치와 철학의 갈

등을 행 (Handeln)와 제작(Herstellen)간의 상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라톤의 시도는 결국 다원성의 괴라는 반정치  댓가를 치루고서야 가

능한 일이었다. 

Ⅰ. 서  론

어떤 사상가가 자신의 이론이나 사상을 통해 이후 세 들의 행

와 사유에 있어 어떤 형을 제공할 때 우리는 그를 가(Klassiker)
라고 부른다. 20세기의 말미에서야 한나 아 트(Hannah Arendt)의 이

론들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한 독일에서도 아 트는 이미 정치사

상의 가로 자리매김 되었다.1) 아 트의 정치사상은 매우 폭 넓고 

다양한 주제들－ 체주의 이론, 행 이론, 반유 주의, 여성주의, 권

력이론, 단이론, 근 사회비  등등－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근래에 들어서는 지구화에 따른 다문화사회에서의 정체성과 다

원성의 문제, 정치  윤리의 문제, 신자유주의에 한 논의에 이르기

까지 아 트의 사상을 통해 정치－사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모색

해 보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주제와 서로 다른 

역에서 이루어지는 아 트 사상의 개별  수용은 그녀의 정치사상

1) 독일의 지식인들은 나름의 이유 때문에 의도 으로 아 트와의 화를 

거부했다. 화가 거부된 첫 번째 이유로는 아 트가 아도르노나 호르크

하이머와 같은 망명자들과는 달리 독일로 돌아오지 않았으며 독일 지식

인들과의 공 인 화를 의도 으로 피했다는 이다. 그와 련해서 둘

째로는  더 많은 은 지식인들이 아 트 사유의 정치 －철학  토

와는 립되는 랑크푸르트학 의 사회학 이고 심리분석학 인 향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이다. 한 독일 내의 좌우익의 이념  립도 

아 트와의 화를 힘들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로는 아 트의 사유

방식이 독일의 학문  풍토와는 아주 많이 달랐다는 을 들 수 있다. 그

러나 2000년 이후에 독일에서 출간된 정치사상사와 철학사에 한 거의 

부분의 책들에서 아 트의 이름은 빠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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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 이고 통일성 있게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어려

움을 주고 있다. 물론 아 트의 정치 이론을 통일 으로 해석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우선은 아 트 자신에게 기인하는 바가 크다. 즉 아

트 정치 이론의 해석상의 어려움은 그녀가 체계  이론가가 아니었다

는 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트의 사상을 체  통일성 안

에서 해석하려는 노력은 그녀의 정치이론의 근본  토 에 한 이해

를 높일 것이라는 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가 하나의 이론을 이해하기 해서는 먼  그 이론이 어떤 문

제에 답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에 집 하고 있는지를 재구

성해야 한다. 필자는 “정치  상으로서의 다원성” 개념이 아 트가 

수행한 정치  사유의 심에 있다고 본다.2) 그래서 아 트 비 가들

에 의해 제기되는, 아 트의 이론이 모든 정치 철학이 지니고 있어야 

하는 하나의 규범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고 혹은 가지고 있다 하

더라도 분명하지 않다는 비 3)은 아 트 이론 반에 한 불충분한 

이해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필자는 아 트가 다원성 개념 에서 자

신의 정치사상을 일 되게 발 시켜가고 있다고 본다. 아 트가 주목

하고 있는 것은 지 까지의 정치철학의 역사와 정치  실천 안에서 

인간 다원성의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 맥

락에서 아 트의 이론은 일종의 비 이다. 따라서 아 트 이론을 이

해하려고 할 때 비 의 핵심  상들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은 

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논문은 서구 정치철학의 통 안에 내재된 

반다원성의 요소들에 한 한나 아 트의 비 을 내용으로 한다. 
라톤으로부터 시작된 서구 정치철학의 통 안에서 체주의와 같은 

20세기 정치  재앙의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들은 이미 다양하게 진

행되어 왔다.4) 그러나 체주의 지배의 특성에 한 분석을 통해 반

2) 그녀가 죽기 몇 년 에 리하르트 베른슈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 트

는 자신의 정치  사유의 과정은 한 가지 주제의 지속 인 변형이었으며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이었다고 말한다. 물론 그 주제는 다원성의 문제

다. 1972년 10월 31일자 편지; Young-Bruehl, 1986, p.450.

3) Morgenthau, 1979, 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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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성과 반정치의 문제를 정치철학 통에 한 비 의 심에 두기 

시작한 것은 아 트의 기여임이 분명하다.5) 아 트가 말하려는 것은 

라톤의 국가이론이 20세기에 나타난 체주의 국가의 시스템이나 

목표와 같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철학의 역사에서 이어져 온 반정치

 요소들이 정치의 종말과도 같은 체주의의 발생에 있어서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6) 이 에서 아 트의 라톤 비 은 포퍼의 비

과는 구별될 수 있다. 아 트의 서구 정치철학에 한 비 은 체

주의라는 상으로 결정화되었던 그 반정치  요소들의 발생과 발

을 추 해 가는 과정이다. 
서구 정치철학 통의 시조인 라톤의 정치철학 안에 내재된 반다

원성에 한 아 트의 비 을 다루는 본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서구 정치 철학은 정치와 철학의 분쟁에 한 라톤의 경

험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분쟁을 철학 이고 형이상학  틀 안에서 해

결하려는 라톤의 노력들은 서구 정치철학의 통이 되었다(Ⅱ). 정

치 역의 고유한 특징인 다원성과 그 안에서 수행되는 행 에 한 

라톤의 불신은 행 를 제작으로 체하려는 시도로 나타났으며(Ⅲ) 
그러한 과정에서 반정치  범주들이 정치  역에서의 핵심  개념

들로 자리 잡게 되었다(Ⅳ).

4) 특히 Crossman(1959)과 Popper(1987) 같은 학자는 라톤 정치철학의 

체주의성에 해 진 인 비 을 하고 있다. 

5) 아 트의 정치이론의 구조 안에서 서구의 정치철학  통에 한 비

이 갖는 의미와 그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룬 국내연구서들은 많지 않다. 필

자가 아는 한 유일하게 김비환 교수(2001)와 박홍규 교수(2008)가 아 트

의 비 을 개 으로 다루고 있다.  

6) 아 트는 자신의 친구이자 스승인 야스퍼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게 

쓰고 있다. “ 는 철학이 그러한 불행한 사건 [ 체주의: 자]에 책임이 

 없지는 않다는 의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히틀러가 무엇인가 

라톤과 계가 있을 거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 그러나 서구 

철학은 필연 으로 한 인간에 해서만 이야기했고 그래서 다원성의 사

실을 부수 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정치에 한 순수한 하나의 개념을 가

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Arendt, 1985,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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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치와 철학의 분쟁 

한나 아 트는 서구 정치철학 안에서 정치 역을 진지하게 생각

하지 않으려는 놀랍도록 질긴 통을 발견한다. 그러한 통은 라

톤이 인간사 인 공동의 세계로부터 벗어남이 철학  경험의 본질이

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아 트는 다음과 같

이 주장한다. “우리의 철학  통이 르메니데스와 라톤으로부터 

시작하는 한 그것은 근본 으로 폴리스 그리고 정치  역과의 립 

안에서 형성되었다”(2000a, 211)7). 그 게 시작된 정치철학  통은 

서구 철학사 안에서 수많은 변형과 변주에도 불구하고 지속 으로 울

려나는 기본음을 유지한다. 그러한 기본음은 근원, 즉 통이 시작된 

시 에서 가장 분명하고 순수하게 울린다. 아 트가 정치철학  통 

안에 내재하는 반다원성에 한 비 을 하려고 할 때 라톤에게로 

돌아가 그와의 결을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아 트가 보기에 서구 정치철학은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와 철학의 

분쟁, 나아가서는 정치에 한 철학의 감으로부터 시작되었다.8) 
아테네의 폴리스가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법정 앞에 세워 유죄 결을 

하고 그를 죽게 했던 정치  사건이 라톤의 정치철학에 결정  

향을 미쳤다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9) 소크라테스의 재 과 

죽음은 우선은 역사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아 트는 자신의 해석 안

7) 본문 에 나오는 간주들은 모두 아 트의 작들이며 년도와 페이지

를 나타낸다. 

8) 아 트는 “ 부분의 철학자들에게서 정치에 한 일종의 감”을 발견

한다(Arendt, 1997, 45). 그 감은 아 트에게 있어 “반정치”(Antipolitik)

로 간주되며 ‘반정치’는 정치에 한 경시나 몰이해 이상으로 “정치에 

한 의식  거부”를 의미한다(Mandt, (1987), p.386).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 트는 ‘정치철학’이라는 표 자체를 모순 인 것으로 여긴다(Arendt, 

1997, 45).

9) 라톤은 자신의 일곱 번째 편지에서 자신의 철학 －정치  사유의 근

본  동기들에 해 언 하고 있다. 그는 거기에서 자신의 정치철학에 

해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미친 향을 분명히 기술하고 있다(Platon, Briefe 

Ⅶ 324 b－326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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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역사  사실에 한 심보다는 소크라테스의 재 과 죽음이라

는 정치  사건이 정치철학의 역사에 있어서 무슨 의미 는가 하는 

문제에 주목한다. 즉 아 트의 심은 소크라테스 시 의 민주주의의 

상황이라거나 소크라테스에 한 결이 옳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지 

않다. 그녀에 따르면 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정치와 철학사이

의 분쟁의 결과로 이해하며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라톤 정치철

학의 핵심  동기가 된다.10)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서구 정치철학의 

탄생은 폴리스에 한 철학이나 정치자체에 한 성찰과는 아무런 

련이 없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정치철학의 상은 정치에 한 실천

 문제들이 아니라 철학과 정치 사이에서 벌어진 분쟁에 한 것이

었다. 라톤 정치 철학은 그러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이었으며 

그러한 노력은 크게 세 가지 결과로 나타난다. 철학 아래로 정치가 

복속되었고(1), 진리와의 립 안에서 의견이 무시되었으며(2) 정치  

세계에 한 회의는 결국 철학  세계로서의 아카데미를 창설하는 것

으로 귀결되었다(3). 

1. 정치의 철학 아래로의 복속(Unterordnung)

라톤은 정치와 철학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한 실마리를 우

선 정치와 철학 사이의 새로운 계정립 안에서 찾는다. 새로운 계

란 정치의 철학 아래로의 복속이다. 그러한 라톤의 해결책은 당시 

그리스인들의 생각과는 립된다.11) 고  그리스인들에게 정치는 다

른 삶의 방식(철학  삶)과 경쟁 계에 있는 하나의 독립된 삶의 방

식을 표 하는 것이었다.12) 아 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라톤

10) 박성우(2001, p.38)는 정치와 철학의 갈등이 이미 소크라테스에게 있었다

는 테제 아래서 라톤으로부터 정치와 철학의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아

트의 주장을 비 하고 있다. 하지만 아 트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정

치와 철학의 갈등과 분쟁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아 트

가 주장하는 것은 라톤은 그러한 분쟁을 극 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그 해결의 노력이 그의 정치철학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11) Platon, Politeia 618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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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철학자의 심이 원하고 변치 않는 비인간사 인 것들이라는 사

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심이 철학자가 정치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인간의 평안함

에 한 걱정이 없는 철학자는 늘 무용함이라는 지속 인 험 안에 

있게 된다는 폴리스의 결론에 라톤은 결코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

다”(1993a, 383). 
라톤은 우선 정치의 토 를 정치  역의 밖에 두려는 노력으

로부터 시작한다. 철학  사유 방식과 과정을 정치  삶의 방식과 정

치  상 역에 직 으로 용함으로서 라톤은 정치  질서를 

진리  능력이 있는 철학  사유의 원리로부터 정 하려고 노력했다. 
그것을 통해 정치는 자신의 자율성(Autonomie)－즉 정치 자체가 자

기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상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을 해 수

행되어지는 특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아 트는 정치의 자율성 

상실이 라톤 정치철학의 핵심 안에 있다고 주장한다. “ 라톤은 다

양한 방식으로 폴리스와 폴리스  자유에 립하려고 노력한다. 그의 
정치 이론 안에서 정치 인 것의 척도는 정치 자체로부터가 아니라 철

학으로부터 형성되고 법은 단지 철학자에게만 허용되는 이데아(Idea)
에 상응한다. 그러한 이데아를 통한 입법을 실로 환시키기 해 

지배자에 한 향이 요구된다”(1993b, 54).
라톤은 특히 국가론 제 7장에 나와 있는 동굴의 비유에서 정치

와 철학의 계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비유에서 라톤

은 인간들이 처한 상황과 철학을 통해 근원  진리로 향하려는 철학

자들의 노력을 표 하고 있다. 인간사는 진정한 실재가 아닌 단순한 

그림자이며 기만과 착각일 뿐이다. 철학자는 나 에 베이컨이 “우상

12) 그러한 그리스인들의 태도 안에서 아리스토텔 스는 스승인 라톤을 비

하고 있다. 라톤과의 결 안에서 아리스토텔 스는 조  삶의 방

식과 활동  삶의 형식을 서로 독자 인 삶의 방식으로 간주하고 철학자

가 정치  역에 한 향을 미쳐야 한다는 라톤의 요구에 반 한다. 

물론 아리스토텔 스에게서도 라톤과 마찬가지로 조  삶과 활동  

삶의 서열화는 분명하다(Aristoteles, Nikomachische Ethik,  1140 a 25-30: 

Arendt, 2000a, 3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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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계”로 요약했던 동굴을 떠나 이데아의 세계로 향해 올라간다. 
그러기 해 철학자는 모든 정치 －사회  소통 역의 총체를 상징

하는 동굴을 떠나야 한다.13) ‘살다’가 라틴어  의미에서 “사람들 안

에 머무름(inter homines esse)”을 의미하는 것일 때 동굴을 떠나는 

것은 일종의 “철학  죽음”을 의미한다.14) 그러나 그는 다른 인간들

을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해 동굴로 다시 돌아온다. 진리를 지

닌 철학자들이 다시 정치  역 안으로 회귀한다는 것으로 라톤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정치와는 다른 역에 기인하는 완

히 비정치 인 이데아론을 폴리스 안에서 정치 으로 가치 있게 하

려는 라톤 자신의 노력의 표 이다(1985, 325). 그러한 맥락에서 

아 트는 동굴의 비유를 라톤의 이데아론의 핵심이 아니라 정치철

학의 핵심으로 간주한다.  
인간사 역에 한 경시에도 불구하고 라톤의 정치에 한 진

지함과 “의무감”15)은 어도 동굴의 비유 안에서 철학자들이 동굴로 

다시 돌아옴으로 표 된다. 철학자의 동굴로의 회귀에는 어도 “시
민  의무감”이 배어있다.16) 그러나 동굴의 비유 마지막 부분에서 핵

심은 회귀 자체가 아니다. 동굴의 비유에서 핵심  결론은 오히려 동

굴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 의한 회귀자의 죽음 안에 있다. 돌아온 철

학자가 어둠과 기만의 세계를 구하기 해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에

게 진정한 진리에 해 이야기 하려고 할 때 그들은 돌아온 철학자

의 말에 어떤 믿음도 갖지 않으며 오히려 그를 조소하고 심지어 그

를 죽인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 라톤은 정치와 철학 사이의 화해 

13) Flaig, 1994, pp.34-70 참조. 

14) 아 트는 종종 라틴어를 인용하여 삶과 죽음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 죽다

(sterben)의 의미는 ”사람들 안에 머무는 것을 멈추다 혹은 포기하다

(desinere inter homines esse)“이다(Arendt, 1999, 17; 2000a, 92). 

15) Cassirer, 1949, p.84.

16) 아 트는 철학자가 다시 동굴로 회귀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다. 

첫째는 단지 정치를 통해서만 삶 자체의 필연성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지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자신보다 더 못한 사람에 의해 통

치되는 것에 한 두려움 때문이며,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는 시민  의무감 때문이다(Arendt, 2002,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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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분쟁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 목에서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재 에 한 라톤의 해석을 어렵지 않게 읽어 낼 수 있다. 소크라

테스의 삶의 길은 라톤에게 있어서 돌아온 철학자의 표상이다. 그

러나 문제는 소크라테스의 길은 탈 스에게서처럼 그냥 별 탈 없는 

조롱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는데 있다.17)

물론 라톤은 그 게 화해 불가능해 보이는 분쟁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한 노력 안에서 그는 인간사의 안정을 

해 철학  원리들이 사용되어야 하고 그것을 해서는 철학자의 지

배가 필수 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18) 철학자의 지배야말로 

라톤이 말하는 진정한 화해다. 그 화해는 결국  척도에 한 

요구인 셈이다. “분쟁은 라톤을 통해 평화 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

니라 철학을 해 단지 압제 으로 결론난다. 그러한 해결방식은 지

속 으로 체 인 서구 정치철학 안에서 권 인 것이 되었다”　
(2000a, 181).

2. 의견에 한 경시

정치의 철학에 한 종속은 의견(doxa:Meinung)에 한 무시라는 

철학  태도와 깊은 연 성이 있다. 의견의 무시는 르메니데스와 

라톤 이래로 서구의 철학  통을 지배하게 된다. 아 트에 따르

면 의견에 한 경시가 이미 소크라테스 이  철학자들에게 있어서도 

특징 이었지만 라톤은 의견의 무시를 넘어 처음으로 진 인 방

17) 라톤에게 있어서 탈 스는 존재자의 조를 지향하는 세계소외  철학

자를 표상한다. 자신의 화편 Theätet에서 라톤은 탈 스의 산책에 

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거기에서 라톤은 이 게 말한다. “조소는 철

학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어울린다”(Platon, Theätet 174).

18) 아 트는 동굴 안 거주자들과 돌아온 철학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화해 불

가능성의 이유를 철학자들이 공통감을 상실해 버렸다는 데서 찾는다. 그

녀에 따르면 돌아온 철학자는 다른 모든 이들과 공유된 세계를 향하기 

해 요구되어지는 공통감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돌아온 

철학자가 자신의 사유 안에 지니고 있는 것은 세계  공통감에 립된다는 

것이다(Arendt, 1993a,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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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안에서 철학  진리를 인간의 정치  삶의 형성과 안정화를 해 

사용하 다(2000a, 332).19) 
라톤은 이성을 통해 인식될 수 있는 진리를 설득(Überredung)을 

통해 바뀔 수 있는 의견과 구분하는데, 왜냐하면 그 둘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식되어지며 완 히 다른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우리 안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발생하고 다른 하나는 설득을 

통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하나는 늘 진정한 근거와 결합되고, 다른 

하나는 확증될 수 없다. 하나는 설득을 통해 움직일 수 없는 것이지

만 다른 하나는 설득을 통해 바뀔 수 있다.”20) 
아 트의 견해에 따르면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무죄 즉 자신에 

한 고소가 근거 없다는 것에 해 아테네 시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

었다는 사실은, 의견을 발생  하는 설득의 효용성에 한 의심을 더

욱 강하게 했다. 폴리스  생활방식이었던 의견과 설득에 한 회의

로부터 라톤은 정치  질서를 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행

 자체를 해서 이고 선험 인 척도를 요구하게 된다. 그 형

이상학  척도의 확실성을 통해 인간행 의 자의성과 불확실성을 

체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진리에 한 지식은 라톤에게 있

어 정치 －사회  삶의 혼돈과 다양성을 하나의 단일한 질서로 만들

기 한 필수  제로 간주된다. 그에 반해서 의견은 인간사 안에서

의 혼돈과 혼란 자체를 표 한다. 그래서 철학과 정치의 분쟁과 련

해서 정치를 철학 아래로 종속시키려는 라톤의 노력은 의견을 진리

로 체하려는 노력과 같은 것이다.21) 아 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라톤의 의견(doxa)에 한 첨 한 비 은 설득의 효용성에 한 

의심과 하게 연 되어 있다. 의견에 한 그러한 태도는 그의 정

치  작을 이끄는 실마리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리개념의 석의 

19) Held, 1986, p.13 참조. 

20) Platon, Timaios, 51 e.

21) 이러한 라톤주의  맥락에서 Strauss의 언 은 이해되어질수 있다. “개

념의 완 하고 근본 인 의미 안에서 철학이란 체에 한 의견을 체

에 한 인식으로 체시키려는 노력이다”(Strauss, 1977,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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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이다. 라톤  진리는 의견에 한 언 이 없을 때조차 늘 의견

의 분명한 립물로서 이해되어진다.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의견을 아

테네인들의 무책임한 의견에 종속시켰고 다수에 의해 결정되었던 상

황은 라톤으로 하여  의견을 무시하고  척도를 향하도록 하

다. 인간행 를 단할 수 있고 인간 사유를 일정 정도의 신뢰성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척도는 라톤 정치철학의 두드러진 추진

력이 되었고 순수하게 철학 인 이데아론에 결정 인 향을 끼쳤다”　
(1993a, 381-382). 

그 다면 라톤은 의견과 진리를 어떠한 기 과 척도에 따라 구

분하 는가? 의견과 진리의 라톤  구분에서는 세 가지 척도 즉 인

식의 주체, 인식의 상 그리고 인식의 형식이 요하다. 
첫째로 진리는 진리를 인식하는 주체와 련해서 의견과 구분된다. 

진리는 단지 몇몇 소수에 의해서만 근가능하다. 그러한 소수만이 

정치 인 문제를 포함한 모든 삶의 진정한 척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철학의 임무가 진리의 인식 안에 있을 때, 소수의 철학자들

은 “애지 (weisheitliebend)”이지 “의견지향 (meinungsliebend)”이지 

않다.22)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철학  혼－그것을 라톤은 이성

이라고 부른다23)－은 아주 드물기 때문에 진리는 그러한 소수의 신

 인간들 안에서만 경험될 수 있다.24) 
인간 안에 있는 신 인 것으로서의 이성과는 달리 의견은 자기 자

신의 상황에만 매여 있는 “ 의 어리석음(Torheit der Menge)”25)과 

련이 있다. 진리와 달리 의견은 “많은 이들 혹은 다수의 사유형

식”이다.26) 군 들이 지닌 혼의 은 신  진리를 볼 수 없다. 그

러한 들과 달리 철학자는 이성에 걸맞은 과정 안에서 존재자의 

이데아(Idea)에 지속 으로 심을 갖는다.27) 결론 으로 라톤의 정

22) Platon, Politeia, 480 a. 

23) Platon, Politeia 508 d; Timaios 51 d. 

24) 같은 책, 491 b.

25) 같은 책, 496 c. 

26) Held, 같은 책,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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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철학은 “진리는 다수 아래서는 획득되어지지도 알려지지도 않으며 

진리의 탐구자인 철학자는 단지 개별자로서 개별자로만 존재할 수 있

다”는 생각에 기인한다(2000a, 335). 
이와 같은 진리와 의견의 인식 주체에 한 구별에서 요한 것은 

인식주체가 존재론 으로 이미 규정된다는 이다. 즉 라톤은 철학

하는 사람과 그 지 않은 사람을 본성 으로 구분하고 있다.28) 철학

 본성을 다른 본성으로부터 구분하려는 시도는 라톤 자신의 지배

개념에서 핵심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소수와 다수의 립이라는 서

구  통으로 수렴된다.29) 정치 으로 보자면 이러한 통은 에 

한 소수엘리트의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진리와 의견의 구분에 있어서 두 번째로 핵심 인 것은 인식의 

상에 한 문제이다. 인간사 인 상들과 그것의 경험들은 최상의 

경우 일 때조차 단지 보이는 어떤 것들에 한 올바른 의견을  수 

있지만 그러한 의견은 실제  인식과는 계가 없다는 것이 라톤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의견의 체  역은 늘 변하고 우연 인 것들

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30) 의견은 우리의 경험세계에 상응하는 

늘 변할 수 있는 문제들을 향하기 때문에 비지속 이고 변덕스러우며 

기복이 심하고 지엽 이며 아주 주 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그래서 

의견의 핵심 안에는 변화가능성, 오류가능성, 당 성 그리고 다양성이 

내재한다. 의견은 상하는 세계에 한 자신의 으로부터 출발하

27) Platon, Sophist 254 a. 

28) 라이그는 라톤의 그러한 구분에 해 비 으로 언 하고 있다. “본

성 으로 철학에 당한 사람만이 지혜에 다가설 수 있다. 다른 모든 사

람들은 철학에 여하는 것이 지되어야 한다”(Flaig, 같은 책, p.40). 

29) 기곤(Gigon)은 다수에 한 이러한 평가를 고  철학  윤리의 핵심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 라톤과 아리스토텔 스는 사유와 올바른 행 를 

할 능력이 없는 다수에 해 자주 언 한다. (아리스토텔 스의 경우 다

수에 한 그러한 단이 자신의 테제 즉 모든 인간은 본성 으로 진리

와 선에 애착을 갖는다는 테제와 모순을 갖는다는 것은 에 띤다). [...]

거기에서 아주 분명하게 언 되는 것은 단지 소수의 인간만이 그들이 해

야 할 것을 한다는 것이다”(Gigon, 1977, p.75). 

30) Platon, Politeia, 508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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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기 때문에 늘 다양성과 주 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31) 그래

서 의견의 립은 피할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의견의 다수성과 반 로 진리는 하나다. 진리는 필연 이며 변하지 

않고 보편 이다. 진리는 이데아의 불변  세계를 향한다. 철학  지

식의 상은 모든 인간사의 머에 있는 제1근원이며 원인이다. 그 

근원과 원인으로부터래야 결과들이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 라톤의 

생각이다. 철학  진리는 자신의 근원과 인식의 토 를 인간사 외부

에 갖고 있고32) 세계의 체에 한 지식과 련이 있는 것이기 때

문에 “무오류 인 것”이다.33) 라톤의 정치철학은 이러한 무오류  

진리의 인식 즉 “보이지 않는 조화로운 질서의 인식”으로 시작한다

(1976a, 144). 의견과 진리의 이러한 립은 근 에 이르기까지 서구 

철학의 근본토 가 된다.34) 
세 번째로 진리와 의견의 구별 은 인식의 과정과 방법 즉 인식의 

형식이 다르다는 데에 있다. 둘은 서로 다른 화형식을 지니고 있다. 
“ 라톤은 진리와 의견사이의 근원 인 립을 계속해서 철학  변증

31) 하지만 이러한 주 성은 자의성과 구별되어야 한다. 아 트는 의견의 개념

을 그리스어 ‘doxa’의 의미로 이해하는데 ‘doxa’는 아 트의 상학 으로 

고무된 확신에 따르면 나에게 보여지는 어떤 것, 나에게 드러나는 세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의견은 주  환타지나 자의가 아니며 한 이거

나 모두에게 타당한 것도 아니다. 즉 의견은 증명되거나 확고한 지식도 아

니지만 그 다고 자의 이거나 임의의 믿음도 아니다(Arendt, 1993, 385).

32)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며 여기와 지 을 가지고 있지 않다” (Cassirer, 

1949, 109쪽). 한나 아 트에 따르면 정치는 그러한 진리의 특징과 정확하

게 립된다. “정치는 늘 함께 함과 여기 그리고 지  안에 존재해야 한

다”(Arendt, 2002, 591). 

33) Platon, Politeia 477 e. 

34) 아 트에 따르면 이러한 라톤  통은 근 에 들어 청년헤겔에게서 

자신의 마지막이면서도 체계 인 부흥을 이룬다. 철학의 역사에 한 강

의에서 헤겔은 의견의 특징에 해 이 게 기술한다. “의견은 자의 이며 

주 인 생각이다. 그 생각은 단지 나의 것이며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갖는다. 철학은 객  인식이며 진리에 한 지식이지만 주 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라톤이 이미 언 했듯이 철학은 의견과 립된다.” 이

러한 맥락에서 아 트는 헤겔을 라톤  의미 안에서 보편 이고 무오

류 인 진리를 자의 , 우연 이며 단편 이고 그래서 비이성 인 의견으

로부터 구분했던 마지막 철학자로 간주한다(Arendt, 2000a, 97,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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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Dialektik)과 정치  수사학(Rhetorik)의 차이 안에서 진행시켰

다”(2000a, 333). 설득의 수단으로서 수사학은 의견과 련이 있는 

반면 진리발견에 당한 형식은 철학  변증론에 상응한다. 사물의 

본성에 한 지식을 얻는데 언어  소통 행 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진리는 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신의 에만 보일 수 있

는 형식에 한 고찰을 통해서 철학자에게 알려진다. 철학자는 드러

나고, 허망하며 지속 으로 변하는 신체와는 달리 볼 수는 없지만 사

라지지 않는 자신의 혼을 통해 보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에 

참여한다. 그는 진리를 조함으로서 진리에 참여하지만 논쟁을 통해

서는 아니다”(2006, 64). 
라톤이 변증 이라고 부른 언어  형식은 “소리 없이 진행되는 

혼의 자기 자신과의 내  화”35) 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의 고립과 무언 안에서 진행된다. 철학  진리는 신 인 일들을 다루

며 본질 인 것에 한 정신  조를 통해 인식된다. “진리 인 것

은 다른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나타나기”(1999, 351) 때문에 진리

의 인식은 타자로부터 독립 이다. 반면에 의견은 늘 타자에 의존한

다. “ 라톤에 따르면 진리 인 것은 말로는 표 될 수 없기 때문에 

말은 진리를 해서는 무 허약하다”(1999, 378).36) 그래서 진리의 

조에 있어 언어는 불필요하며 철학의 근원은 말이 아니라 “무언의 

놀라움”(1993a, 396)이다.
진리는 말을 통해 해 질수 없으며 말의 형식 안에서 획득될 수

도 없다. 라톤에게 있어 말은 오히려 이데아의 빛을 흐리게 한다. 
말 자체는 진정한 이데아의 인식을 래할 수 없다는 라톤  통

과 련해서 요한 것은 진리는 필연 으로 모든 인간의 화들을 

멈추게 한다는 이다.37) 이러한 맥락에서 아 트는 라톤의 정치에 

35) Platon.  Sophist 263 e. 

36) Platon, Brief VII 341 c 참조.

37) 라톤의 언어이해를 가다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라톤이 밝

히고자 하는 것은 “말 안에서 그리고 말의 올바름 안에서 객  진리는 

도달되어질 수 없다는 것과 우리는 언어 없이 존재자를 순수하게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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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시는 말에 한 무시와 상응한다고 보고(2002, 397) 그 에 

한 그녀의 비 의 강도는 아주 높다. “인간이 행 하고 인식하고 

경험한 것들은 그것에 해 말해질 수 있는 정도 안에서만 의미롭다. 
물론 말하는 사람을 넘어서 있는 진리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진리들은 인간이 단수로 존재할 때만이, 즉 정치의 역 밖에 존재할 

때만이 그에게 최고의 요성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다수 안에서 

존재하는 한, 즉 우리가 세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행 하는 한 우

리가 무엇인가 그것들에 해 서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이 

의미를 갖는다”(1999, 12). 
진리와 달리 의견은 함께 이야기함의 형식 안에서만 형성되고 

해지고 표 된다. 즉 의견은 인간의 다원성과 언어가 필수 인 조건

이다. 그래서 의견은 “말하는 이가 다수의 의견들에 향을 미치고 

종래에는 많은 이들을 설득시키려는 설득의 기술”(2000a, 333)과 

히 연 되어 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의견들은 단지 공론장 안에서

만 가능하며 말을 통한 설득의 과정 안에서 발생하고 유지된다. 그래

서 “말이 멈춘 곳에서는 정치도 멈추고”(1993b, 196), 의견의 형성 

한 불가능해진다.   
진리가 정치  역 안으로 들어올 때 그것은 많은 의견들  단

지 하나의 의견이 되고 만다. 아 트에 따르면 소크라테스의 화과

정은 “진리는 많은 의견들 안에서 사라지고 그가 진리라고 여겼던 것

이 많은 의견들 속의 단지 하나의 의견이 된다”(2000a, 337)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진리가 정치  역 안에서 스스로

를 철시키려고 할 때 진리는 피할 수 없이 이고 독재 이 

된다.  진리에 한 요구는 정치  역의 특징인 다원성 자체

를 괴시킬 만큼 다원성과는 매우 이다. 정치 으로 말하자면 

정치  역 안에서의  진리에 한 요구는 제(Tyrannis)의 

다른 형식일 뿐이다. 그녀는 주 함 없이 “인간사 역 안에서 인간

들의 의견과는 아무런 상 이 없다고 주장하는  진리에 한 요

자체로부터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Gadamer, 1965, p.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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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모든 정치와 모든 국가형태의 정당성의 뿌리에 도끼질을 하는 

것이다”(2000a, 333)라고 주장한다. 

3. 아카데미의 창설

에서 언 된 철학자와 폴리스 사이의 분쟁은 실천 으로는 철학자

들의 공동체 창설이라는 결과를 래한다. 기원  387년 라톤은 아

카데미(Akademie)라 불려 진 최 의 철학학교를 세운다. 철학자들의 

공동체 설립은 철학자들이 최종 으로 폴리스를 등졌다는 것을 의미한

다. 달리 말하자면 라톤의 아카데미는 좋은 삶은 단지 폴리스 안에

서만 가능하다는 그리스 이고 폴리스 인 생각과의 가장 진 인 단

을 의미한다.38) 하지만 그러한 단 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왜

냐하면 라톤에게는 처음부터 좋은 정치 혹은 좋은 폴리스의 실 이 

요했던 것이 아니라 철학  삶의 보호와 안 이 문제 기 때문이다. 
“ 라톤의 철인왕에 한 요구는 근본 으로 정치나 폴리스를 해서

가 아니라 철학과 철학자들의 안 을 한 것이었다”(2000a, 173). 
역사 으로 보자면 아카데미의 창설은 폴리스의 혼란 그리고 소크

라테스의 죽음이라는 정치  사건들과 깊은 연 성이 있다. 라톤은 

“완 한 시민의 형상이었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폭력  죽음”39)을 

목격한 이후부터 아고라(Agora) 안에 있는 그의 동료시민이 철학하도

록 하는 것을 최종 으로 포기한다. 그 신 그는 철학자들의 안 을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조직 원리에 해 성찰한다. 라톤과 

그의 제자들은 소크라테스와 같은 운명을 거부하 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시민들과의 공동체 신 그들 자신들의 결합을 필요로 했다. 그

러한 배경 앞에서 라톤은 최 로 철학자들의 학교를 세운 것이다. 
말하자면 그 학교는 분명히 폴리스와는 구별되는  진리의 담지

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의 형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역사

38) Scholz, 1998, p.125.

39) Kuhn, 1969,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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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락에서 비롯된 아카데미의 창설은 동시에 두 가지의 철학  근

본확신을 함의하고 있다. 첫째는 정치  삶의 허망함, 둘째로는 정치

와 자유의 상호 배제성에 한 확신이 그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으로부터 라톤이 내린 가장 요한 결론은 폴

리스는 더 이상 기억의 공동체도 비사멸성의 공동체일수도 없다는 것

이었다. 라톤은 “폴리스가 생의 비극에 제압당하지 않고 창조물의 

어두움으로부터 인간 인 것의 밝음에 이르기 해 인간이 머물러야 

하는 장소”(2000b, 362)라는 그리스  믿음 즉 정치  비사멸성의 믿

음을 포기한다(1993a, 382). 고  그리스에서 폴리스는 시민들에게 

“그들의 행 가 다른 모든 것의 도움이나 매개 없이도 비사멸 으로 

될 수 있는” 정치 으로 보장된 공 공간을 제공했었다(2000a, 90). 
그래서 비사멸성의 가능성은 폴리스  정치의 가장 큰 모티 의 하나

다(2000a, 290). 페리클 스(Perikles)가 유명한 장례연설에서 웅변

하듯 폴리스가 사멸자들의 말과 행 를 계속해서 비사멸 으로 만들 

수 있었다면40) 그리고 아리스토텔 스가 자신의 윤리학에서 요구했

던 것이 폴리스 안에서 실 되어질 수 있었다면41) 폴리스로부터의 

그처럼 격한 철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아 트의 단이다.
실제로 정치  삶에 한 찬양은 그리스 폴리스의 멸망과 동시에 

에 띄게 사라진다. 폴리스의 역사  퇴락의 시 에서 정치  삶과 

정치  역은 더 이상 개별  행 들의 허망함에 한 보장으로서 

간주되지 않았으며 정치  세계로서의 폴리스는 더 이상 사멸  인간

들에게 비사멸성을 부여해주는 공간이 아니었다. “모든 정치철학에서 

결정 이었던 것은 그것이 폴리스의 쇠퇴와 정치의 타락에 한 라

40) 페리클 스는 자신의 유명한 장례연설에서 이 게 말한다. “폴리스는 더 

이상 호머나 그의 다른 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러한 도움 없이 사라

지지 않는 동상들을 남긴다”(Thukydides, Geschichte des Peloponnesischen 

Krieg, Buch 2, Kap. 41: Arendt, 2000a, 90에서 재인용).

41)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욕구와 사멸자로서의 욕구는 인간 인 것과 사멸

인 것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경고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가

능한 한 비사멸 이려고 노력해야 한다”(Aristoteles, Nikomachische Ethik 

1177 b 31).



논문254

톤의 반동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2002, 414). 그리스 도시국가의 

해체가 가져다  정신  향들은 정치철학의 체 역사에 지속  

향을 끼친다. 특히 그 향들은 인간의 삶은 원하며 세계는 허무

한 것이라는 고  그리스도교  신앙과 결합하여 서구  사유 통의 

토 가 된다(2006, 31). 아 트는 이 게 말한다. “공 인 일들은 사

멸하는 인간들에게 세  비사멸성을 보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세

계가 허무한 것일 때 정치에 종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2000a, 91). 이런 변화 아래서 철학자들은 폴리스의 시민이기를 

포기하고 순수하게 정신  삶으로 환했던 것이다. 그래서 “철학자

들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창설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치유 불가

능한 사멸  세계에 등을 돌렸다는 것”을 의미한다.42) 
아카데미의 창설은 자유를 정치  상으로 경험한 폴리스  사유

와의 단 을 의미한다. 서구에서의 자유개념의 근원은 고  폴리스  

세계 다.43) “정치  상으로서의 자유는 고  폴리스의 발생으로부

터 유래한다”(2000b, 35). 그러나 라톤의 아카데미는 정치와 립

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자유에 한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의 토 를 

형성한다. 철학자들은 아카데미에 들어가기 해서 폴리스를 떠나야 

한다. 그 시 에서 지 까지 시민  권리의 행사와 동일시되었던 인

간의 자유는 개인의 내  자유로 변화하게 된다. 
폴리스의 심  자유공간인 아고라로부터의 해방은 아카데미  자

유를 한 필수  조건이 된다. 라톤의 아카데미는 “소수자와 그들

의 자유의 공간”(1993b, 57)으로서 철학자들만의 배타  역이다. 
그와 함께 정치는 체 으로 삶의 유지를 한 하나의 층 로 락

한다. 이제 정치는 한편으로는 자유와 립되는, 다른 한편으로는 자

유의 제가 되는 “필연 인 것”이 된다(1993b, 58). 그러한 정치의 

지 와는 달리 철학  삶은 육체  욕구와 외  재화로부터 자율 이

다. 그러한 맥락에서 라톤은 “정치가를 노 로 철학자를 자유인”으

42) Jaspers, 1967, p.27.

43) Meier, 1975, p.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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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한다.44) 자유는 정치  행 의 포기와 정치  역으로부터의 

벗어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정치와 자유의 이러한 립  통은 

서구 자유개념의 필수  요소가 된다.  

Ⅲ. 행위(Handeln)의 제작(Herstellen)으로의 변형

한나 아 트는 라톤의 정치철학의 핵심을 정치의 선험화

(Transzendentalisierung)에서 본다. 정치의 라톤  선험화의 이론

－철학  토 를 아 트는 자신의 행 이론  분석 안에서 분명하

게 보여주고 있다.45) 철학과 정치의 립은 근본 으로 조  삶

(vita contemplativa)과 활동  삶(vita activa) 간의 립에 기인한다. 
라톤 이래로 철학자들은 인간행 를 통해 형성되는 인간사들에 

해 불신할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행 에 한 불

신은 인간의 다원성 안에서 수행되는 행 의 불확실성과 우연성 때문

이다. 서구정치철학 통은 행 의 우연성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통

제하려는 지속 인 노력을 통해 특징 지워진다.46) 즉 서구 정치철학

은 “우연성의 주”(1976b, 30)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들로 채워진다.  
“최 로 인간사의 멸성에 한 구원을 계획한 철학의 지혜가 내린 

결론은 행  능력을 포기하는 것이야 말로 추천할만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철학은 폴리스와의 분쟁의 과정 안에서 모든 행 에 

내재하는 허무함과 무제한성 그리고 결과의 비 측성들을 잘 알고 있

었기 때문이다”(1999, 245). 
우연성과 불확실성을 극복하려는 철학  핵심을 헤겔은 짧은 문장 

안에서 분명하게 표 하고 있다. “철학은 우연한 것을 제거하려는 것 

이외에 어떤 다른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47) 아 트는 라톤 이

44) Scholz, 같은 책, p.125. 

45) 아 트의 행  이론에 해서는 서유경(2000) 참조.

46) Monod, 1996, p.68 참조.

47) Hegel, 1955,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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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한 사상가들  행 를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단언한다(2000a, 104). 행 의 문제 즉 행 의 우연성과 불

확실성은 행 자의 다원성이라는 조건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

로부터 우연성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은 결국 다원성의 

괴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인간사의 우연성을 극복하려는 거의 모든 

철학  노력들이 역사 안에서 자신의 목 을 실 시키고 상을 압도

하는 하나의 주체에 한 설정으로 귀결된다는 것은 여겨 볼만하

다. 그래서 행 는 인간 뒤에서 작용하고 의미와 요성을 독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의 지수(指數)에 지나지 않는다. 
법률(Nomoi)에서 라톤은 인간의 등 뒤에서 행 하는 보이지 않

는 존재에 해 말하고 있다. 그 존재가 만물의 척도로서 역할 한다. 
그 척도에 따라 인간은 마치 꼭두각시처럼 연기해야 한다.48) 그 목

을 아 트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 라톤은 자신의 정치철학

에서 인간들 사이의 행 를 통해 발생하는 것들은 진지하게 여겨질 

가치가 없고 인간의 행 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손 (꼭두각시 같은 

인간으로 시간을 보내는 신의 손)에 의해 조정되는 인형놀이와 같다

고 주장한다“(1999, 229). 행 문제의 극복을 한 라톤의 이러한 

생각은 근 역사철학에 지 않은 향을 끼친다. 역사철학이 특별히 

근  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철학의 근

본 인 동기가 정치  혼돈은 단일한 인간역사라는 개념의 도입을 통

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일 때 라톤  통의 향은 분명하다

(1999, 228). 
말했듯이 행 의 문제(Aporie)를 극복하는 것은 철학  세계 에 

있어 필수 인 제에 속한다. 불확실성은 확실성으로 체되어야 한

다. 아 트에 따르면 라톤은 그 해결책을 다원성 안에서 수행되는 

행 를 주권  제작(Herstellen)으로의 환 안에서 발견한다. 그래서 

정치철학은 상의 제작 패러다임으로 향하기 시작한다. 그러한 패러

다임과 한 련이 있는 정치  완 주의(Perfektionismus)는 정치

48) Platon, Nomoi  716 c 4; 644 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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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무를 어떤 이상에 한 실 으로 본다. 아 트는 이 게 말한다. 
“정치철학에서의 문제는 함께 있는 다수의 행 를 단 한 남자－그는 

다른 사람을 통해 방해받지 않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행 의 지

배자로 존재한다－만을 필요로 하는 활동을 통해 체하는 것이었다. 
제작  활동의 유형을 행 의 자리에 앉히려는 노력은 민주주의와 

립되는 다른 극단의 오래된 역사를 실마리처럼 통하고 있다”(1999, 
279). 행 를 제작으로 체하려는 것을 아 트는 “모든 서구 정치철

학의 가장 오래된 과오(過誤)”(2000a, 98)로 간주하는데 왜냐하면 그

것은 인간행 에 고유한 다원성의 요소들을 제거하려는 노력이기 때

문이다. “제작의 방식 안에서 행 한다는 것은, 그리고 결과에 한 

측의 형식 안에서 사유한다는 것은 기 하지 않았던 것, 다른 말로 

하면 [행 를 통해 발생하는: 자]사건 자체를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1999, 382). 다원성의 제거는 아 트에게 있어 정치자체의 

괴로 귀결된다. 그래서 서구 정치철학 통에 한 비 에 있어서 아

트의 핵심  테제는 다원성 괴의 충동이 서구 정치철학의 반정치

 근본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인간사를 제작의 원리를 통해 질서 지으려는 노력은 라톤 자신

의 이데아론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그가 분명히 행 와 제작을 구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49) 락시스(Praxis)를 “선의 만듦(Machen 
des Guten)”50)으로 규정할 때 그가 행 와 제작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락시스에 한 그러한 이해는 그가 제작과 행 의 

계를 제작을 해 뒤엎었다는 것을 의미한다(1999, 384). 그와 같은 
뒤엎음은 이데아와 제작의 한 내  연 성 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내  연 성에 해 라톤은 국가론 10권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49) 아리스토텔 스 이 에 이미 라톤은 인간 활동의 두 가지 방식 즉 Poiesis 

(제작)와 Praxis (행 )를 구분하고 있다. (Kauffmann, 2001, p.126). 그래

서 박홍규 교수의 비 은 의심스럽다. 그는 이 게 말하고 있다. “아 트

의 논의는 라톤을 비 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 기본 개념들이 라

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 스가 비시킨 실천과 제작이라는 개념에서 나

왔다는 도 문제가 된다”(박홍규, 2008, p.442). 

50) Kauffmann, 같은 책, p.126. 



논문258

거기에서 그는 “침 나 책상을 만드는 제작자는 다른 하나의 침 나 

책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침 의 이데아에 시선을 둔다”(1999, 453)
고 말함으로써 조(theoria)와 제작(poiesis)의 한 계를 설명하

고 있다. 라톤이 이데아를 인간의 활동과는  다른 조라는 철

학  경험을 말하기 해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데아

는 분명히 제작의 경험으로부터 도출된다. 그래서 아 트는 라톤이 

자신의 이데아론의 수용가능성을 시하기 해 항상 제작의 세계로

부터 를 들고 있다고 주장한다(1999, 453). 
행 와 제작의 혼용이 갖는 정치  험성은 모든 정치의 문제가 

단지 기술  리의 문제로 락한다는 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아

트처럼 라톤의 이데아론을 제작 혹은 기술의 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라톤을 인간행 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려는 근 사회의 

기술 료  모델의51) 시조로 간주 할 수 있다. 그러한 모델 안에서 

정치는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문가의 기술로 락한다. 
그와 련해서 아 트는 서구 정치철학은 결코 근 에 이르러서가 아

니라 이미 라톤으로부터 기술  제작의 개념을 정치의 이론 이고 

실천 인 모델로 삼았다는 독특한 테제를 주장한다.52) “인간의 공동

삶이 기술 으로 규율화 될 수 있는 이상  국가형태를 처음으로 설

정했던 라톤은 정치 안에서의 유토피아의 근본  창설자이다”(1999, 
289). 아 트의 견해에 따르면 근 의 정치철학은 단지 ‘모든 공 －

정치  일들은 제작기술에 용되어지는 동일한 척도아래 놓여 질 수 

있을 만큼 그 게 조 되어야 한다’는 라톤의 제안을 수용했을 뿐

이다(1999, 292). 이 게 볼 때 정치행 와 제작의 동일시는 라톤 

51) 근 사회의 기술 료주의는 “열려져 있고 측할 수 없는 경제 , 정치  

행 를 기술행 와 정확한 자연과학의 형에 따라 측정가능하고 지배 

가능한 것으로 만들려는 이념”을 말한다(Rapp, 1998, p.954).

52) 고  그리스의 경험을 증거로 기술  제작개념을 행  정치개념과 구

분하고 있는 이론가들은 아 트 이외에도 많다(Hennis, 1977; Habermas, 

1971; Riedel, 1969). 그러나 아 트와 달리 그들은 정치  역 안에서 

행 와 제작의 동일시를 고  통과의 단 을 나타내는 근 의 특징

으로 간주하며 특히 홉스의 근  정치사상의 핵심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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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의 서구 정치철학의 단 없는 통을 나타낸다. 
행 의 제작으로의 변형이라는 정치철학  통은 서구 정치사 안

에서 크나큰 정치  결과를 래했다는 것이 아 트의 생각이다. 아

트는 체주의를 정치의 기술  형태로 간주한다. 체주의에 한 

분석을 통해 아 트는 체주의  지배는 어떠한 삶의 역 안에서도 

행 의 측할 수 없이 자유로운 창발성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반정치

 시도 다고 진단한다(2000c, 724). 그래서 체주의는 “인간의 행

를 제작의 모델로 바꾸려는 정치철학의 통  유혹”(2000c, 956)
과 한 연 성이 있다.53) 이런 맥락에서 아 트는 라톤의 행

와 제작의 동일시가 20세기의 정치  재앙에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한 동일시의 정치  결과와 련해서 아 트는 라톤을 “정치  

역에 한 가장 결정 이고 향력 있는 자”(2000a, 365) 다

고 말한다. 무엇보다 그러한 동일시로부터 비정치  혹은 반정치  

개념과 범주들 즉 목 합리성(1), 주권과 자유의 동일시(2) 그리고 지

배의 개념이 정치 역 안에서 핵심  범주로 자리를 잡게 됨으로써

(3) ‘정치의 망각’은 시작된다. 

Ⅳ. 제작의 승리가 야기한 정치－철학적 결과

1. 목 －수단의 틀 안에서 정치의 도구화

아 트 정치이론의 핵심 작인 인간의 조건 은 행 에 한 제

작의 승리의 과정과 그것의 향과 결과를 역사 으로 재구성하려는 

아 트의 노력을 보여 다.54) 아 트에 따르면 행 를 제작의 형식으

53) 체주의  이데올로기와 테러는 모든 발생하는 것들로부터 우연 이고 

측할 수 없는 것을 제거하려는 체주의  지배의 필수  수단이었다

고 아 트는 주장한다(Arendt, 2000c, 734). 

54) 이러한 맥락에서 어  제목보다는 독일어  제목이 아 트 자신의 의

도에 더 상응한다. 아 트는 1958년에 출 된 인간의 조건 (The Human 

Condition)을 자신이 직  번역하고 내용을 보충하여 1960년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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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형시킴으로서 정치철학은 목 －수단이라는 도식 안으로 빠져든

다. 목 합리성은 제작의 역에서 고유한 사유방식이다. 우리가 아

트의 행  이론 안에서 인식하듯 모든 제작  활동은 고립 으로 설

정된 목 에 의해 추동된다. 나아가서 제작 활동자체가 상응하는 목

을 한 수단이다. 그러한 제작  활동에서는 목 이 수단을 정당

화하고 합리화하고 조직화하고 나아가서 신성화한다. 그러는 한 목

합리성이란 주어진 목 을 한 수단의 합리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 －수단의 구조가 인간행 의 이해를 한 유일한 패러다임이 된

다. “행 가 제작의 형식으로 변형됨으로서 나타난 두드러진 결과는 

우리에게 당연시 되어버린 정치이론과 정치  사유의 용어들 안에서 

증명될 수 있다. 그 변형은 목 과 수단의 범주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정치의 문제에 해 이야기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1999, 291).
고르기아스(Gorgias)에서 라톤은 행 는 행 자체가 아니라 행

자가 선이라고 간주하는 목 을 지향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 목 의 

규정은 이성의 소 이다. 행 의 질은 행 의 목 에 의해 규정되는

데 그 목 은 선행 으로 주어진다.55) 그 게 이미 주어진 목 의 존

재는 무엇이 행 되어져야 하는가라는 당 에 한 문제에 분명한 

답을 주며 행 는 그 목 을 한 단순한 수단으로 락한다.56) 행

를 행 의 목 에 제한시키려는 시도들은 정치철학의 통 안에서 지

속 인 향을 미친다. 그러한 통 안에서 정치는 늘 하나의 수단으

로써 간주된다. 라톤에게 있어 정치는 철학자들의 삶의 보호를 

한 도구 으며 세에는 혼의 구원, 근 에는 사회의 발 과 생산

력의 도달을 한 도구 듯이 최종목 이 무엇인가는 세기를 통해 다

양했지만 정치는 늘 자신의 역 외부에 있는 더 높은 목 을 한 

도구로 환원되었다.57)  

삶 (Vita activa oder Vom tätigen Leben)이라는 제목으로 독일어 을 출

했다. 

55) Platon, Gorgias  467 c. 

56) Ebert, 1977, p. 34. 

57) Arendt, 1999,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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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에 이러한 통은 더욱 진화된다. 함께 말하고 행 하며 자

유의 경험공간에 참여하는 시민의 자리를 도구  합리성 안에서 움직

이는 호모 버(Homo faber)가 차지한다. 근 정치철학의 가장 

한 선구자인 홉스(Hobbes)는 “제작 인 타산(打算) 개념의 도움으로 

정치이론을 새롭게 정립”하려고 노력한다(1999, 382). 그러한 노력에

서 이성  추론58)에 따른 행 는 기능 이고 목 련 이다. 그런 

이론  맥락에서 국가는 홉스에게 있어서 다만 생존자의 안정과 신민

의 행복을 한 목 합리  구성체이다. 그래서 국가는 “자신들의 사

이해를 추구하는 개인들의 보호를 목 으로 하는 하나의 기계”이
다.59) 이와 동일한 생각이 막스 베버(Max Weber)의 행  개념 안에

서도 아주 분명히 보여진다. “의미 있는 인간행 의 최종  요소에 

한 모든 사유  규정들은 우선 목 과 수단이라는 범주들과 연 된

다.”60) 베버에게 있어서 근  합리성은 목 －수단에 한 타산을 

표 한다. 목  합리  행 는 권력과 지배와 같은 정치  범주들에 

한 베버의 이해에 있어서 핵심  원리가 된다. 
아 트는 행 와 제작의 동일시로부터 의미와 목 의 비극  혼동

이61) 발생한다고 말한다. 행 와 제작의 동일시 결과인 도구  합리

성의 개념은 비용과 유용성을 재는 이기 이고 합리 인 행 자에 

한 생각을 정치의 역 안으로 끌어들 다. 사회에서 모든 사물

은 어떤 것이든 사용가치를 가져야 하며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도구가 

58) “우리가 이성을 정신의 능력으로 간주할 때 이성이란 개념이 무엇인지 정

의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성은 단지 계산이다”(Hobbes, 1999, p.32).

59) Fetscher, 1999, p.XLI. 

60) Weber, 1988, p.149. 

61) 아 트에게 있어 의미와 목 의 구분은 요하다. 목 은 행 의 이 에 

선 주어져서 행 의 과정을 이끄는 것인 반면 의미는 행  에 혹은 나

에야 발견되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목  자체는 그것이 이루

어진 후 다시 다른 목 을 한 수단이 되는 반면에 하나의 의미는 지속

이다. 그리고 목 은 목 의 달성이 문제이지만 의미는 행 의 성공과 

실패와 상 없이 자신의 성격으로부터 어떤 것도 상실하지 않는다. 의미

는 모든 제작과 그것의 목 을 넘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견되는 것

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의미의 경험은 구체

인 행  안에서 진행된다(Arendt, 1999, 1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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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즉 그곳에서는 유용성이 최고의 의미를 낳는다. 그러나 

의미로서 확립된 유용성은 무의미성을 낳는다. 정치  행 는 이제 

단지 기능연 성 안에서만 고찰되어지고 의미 연 성은 평가 하 된

다. 유용성의 내용  규정 없이 정치는 다만 공리주의  기능 연 성

으로 격하된다. 단순한 기능 연 성 안에서 지배의 수행은 단지 형식

 과정을 통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를 통해 정치  행 가 지닌 

의미 형성  성격은 소멸된다. 

2. 자유와 주권의 동일시

다원성에 한 철학  감에 기인하는 행 와 제작의 혼동은 

자유와 주권(Souveränität)의 동일시라는 반정치  결과를 래한다. 
제작의 특징 안에서 목 의 철은 주권을 제로 한다. 제작자는 제

작 상의 이데아를 소유하기 때문에 그는 주권 이다. 그는 자신의 

주권  제작활동 안에서 이데아, 말하자면 의도와 목 을 실화시킨

다(1999, 384). 그런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동료인간들로부터 독립

이다. “단지 제작자만이 주권을 소유하며 행 자는 결코 그 지 못하

다. 단지 제작자만이 지배자이며 주인이다. 그는 주권 이며 모든 사

물을 재료와 도구로 삼을 수 있다. 그와 달리 행 자는 늘 다른 행

자와의 계 안에 존재하며 그들에게 의존 이다. 그래서 행 자는 

결코 주권 이지 않다”(2000a, 295).  
아 트는 주권을 “다른 모든 이들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다른 이들

에 한 자신의 철”로서 이해한다(2000a, 213). 철학 으로 말하자

면 주권은 단지 의지 안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교류 즉 행 의 

지 안에서만 경험될 수 있다.62) 제작자들처럼 철학자들도 자유를 

62) 정치이론 안에서 주권의 개념은 14세기 에야 나타난다. 주권은 근 국가

에 있어서 특징 이며 국가와 동의어로 쓰일 만큼 국가의 본질을 이룬다. 

넓은 의미에서 주권은 그러나 단지 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  차

원에서도 사용되어 질수 있다. “한편으로 자유롭고 자기 자신에 한 권력을 

가지며 사  지배권을 수행하는 개인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국

에 한 주권  권리를 행사하는 군주가 있다”(de Jouvenel, 1963, 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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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인간사 역사이에 거리를 둠으로서 갖게 되는 주권으로서 경

험한다. 그러한 철학  통 안에서 다원성의 조건은 오히려 주권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결코 주권 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 트의 의미 

안에서 자유는 나와 평등한 타인들의 존재를 제로 하며 그래서 비

주권성의 조건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아 트는 “주권과 

자유의 동일시”를 서구 정치철학의 가장 근본 인 오류로 이해한

다.63) 그녀에 따르면 “자유는 근본 으로 다원성 안에서 발생하는 정

치  상”(2000a, 210)인 반면에 “주권 즉 자기 자신에 한 지배와 

제한 없는 자율성은 다원성이라는 인간의 조건과 모순된다”(1999, 299). 
자유는 행 와 뗄 수 없는 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치  상이

며 그 상의 독특한 특징은 다원성의 조건 때문에 발생하는 제한성 

안에 있다. 그래서 정치  자유는 늘 제한  자유이다. 그와 달리 주

권은 무제한－무한계 이며 철회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주권은 

그것이 정치 이고 실천 으로 기능하기 해서는  지배의 원

리를 필요로 한다.64) 정치  자유와 달리 주권  자유는 객체에 한 

주체의 지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배욕구라는 주권의 경향은 그래

서 인간의 상호  공존과는 립된다. “인간사의 역 안에서 주권은 

결국 늘 단지 제를 통한 폭력  지배로 귀결된다”(2000b, 200). 결

론 으로 말하자면 주권은 잠재 으로 토론을 배제하며 그와 함께 

립을 조장하기 때문에 주권의 원리를 포기할 때라야 사람들은 논의

이고 비폭력 으로 공존할 수 있으며 그들 사이의 많은 계와 결합

의 공동공간을 만들 수 있다. 정치의 역이 다원성의 역인 한 정

치  자유를 해서는 주권은  권력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

이 아 트의 생각이다. 
주권으로서의 자유는 라톤에게 있어 자기 지배를 토 로 한다.65) 

63) “정치 으로 볼 때 통 이고 철학 인 자유개념의 어떤 요소들도 자유와 

주권의 동일시보다 더 유해한 것으로 증명된 것은 없다”(Arendt, 2000a, 213). 

64) “서구역사에서 주권과 주의의 개념은 함께 동일한 모루 에서 만들

어진 것이다”(Maritain, 1970, p.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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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자기 자신의 지배자가 될 때에만 행 의 우연성에 해 자신

을 방어할 수 있다. 그와 반 로 자기 자신을 지배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지배해야 할 때 더 큰 재앙과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 지배의 능력만이 다른 사람에 한 지배를 정당화

한다.66) 그래서 라톤에 따르면 자기 지배는 타인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에 한 최고의 척도다. 그러한 자기 지배의 원리는 근 에 와서 

특히 루소에게 있어서 보편의지의 인식과 사회통합의 원리로서 결정

인 역할을 한다. 

3. 지배개념의 정치화 

라톤과의 결은 아 트에게 특히 언제 지배의 개념이 정치 역 

안으로 이입되었는지 하는 질문의 답을 한 열쇠를 제공한다. 정치

 역 안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지배개념이67) 정치  개념으로 발

한 것은 아 트에 따르면 라톤이 서구 정치철학 통 안에 남긴 

가장 큰 반정치  유산이다. 라톤이 지배의 개념을 정치  세계 안

의 행 다원성을 제거하기 해 제작의 역으로부터 정치  역 안

으로 끌어 들 다는 것이 아 트의 단이다. 즉 지배개념의 정치

－실천  의미는 인간의 다원성으로부터 발생하는 행 의 불확실성과 

비 측성을  확실성을 통해 극복하려는데 있었다. “ 라톤 이

65) 라톤의 자기 지배 원리는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자기 자신에게 복종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는 권리와 다른 사람에게 복종

하지 않을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Arendt, 2000a, 212; 1999, 303). 

66) Platon. Gesetze 626d-627a; “정신은 육체에 명령할 수 있고 이성이 정열

을 지배할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철인왕의 명령은 정당하다”(Arendt, 

1999, 284).

67) 고  그리스인들에게 “정치 ”이라는 말은 다수에 한 소수의 지배형식

을 의미하는 제 (despotisch)이라는 말과 립  의미 다. 독일어에서 

지배를 뜻하는 ‘Herrschaft’라는 말은 라틴어 ‘dominium’과 희랍어 ‘despot’

로부터 왔다. ‘Dominium’이라는 말은 가정의 사  역에서 가장의 권력 

즉 부인, 자식 그리고 노 에 한 권력을 가리키는 것이며 본질 으로 

명령과 복종에 제한된 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Meier, 1983,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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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로 정치철학의 가장 큰 부분이 이론 으로든 실천 으로든 결국은 

정치자체를 폐지시키는 방향의 노력과 제안들이었을 만큼 인간사를 

반정치  질서의 도입을 통해 안정시키려는 유혹은 그 게 컸다. 
통  지배개념의 역할(모든 정치는 지배의 형식이고 지배와 피지배, 
명령과 복종을 실정법의 토 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본질

에 속한다는 생각)은 그러한 맥락에서 두드러진다”(1999, 281). 
라톤은 자신의 정치철학 반에서 지배의 문제에 심을 갖는다. 

지배개념이 정치철학의 가장 요한 구조  요소가 되었을 때 지배의 

정당성에 한 문제는 모든 정치철학의 근본문제에 속한다. 지배 정

당성에 있어서 문제의 핵심은 ‘ 가 지배해야 하는가’라는 지배의 당

 주체에 한 문제로 귀결된다. 그 문제와 련된 라톤의 해결

은 알려졌듯이 철학을 정치  지배와 결합시키는 것이다. 철인왕이 

지배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68) 
즉 올바른 정치  지배의 가능조건은 이제 지식과 권력의 결합 안에 

놓여있다. 
이성지배는 지식이 행 를 이끈다는 생각, 즉 지식과 행 의 라

톤  분리는 아 트에게 있어 모든 지배이론의 뿌리로 이해된다. “
라톤은 알지만 행  하지 않는 사람과 행  하지만 자신이 하는 것

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처음으로 구분 지었다”(1999, 282). 지식과 

행 의 이러한 라톤  구분은 서구 정치  사유 안에서 다양한 변

형에도 불구하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라톤이 지식을 명령 혹은 

지배와 동일시하고 행 를 복종 그리고 집행과 동일시할 때 행 는 

이론  지식의 단순한 이행으로 락한다. 그래서 지배의 개념은 정

치에 한 형이상학  이해－즉 모든 인간의 정치  행 는 이성  

지식의 이끎 아래서만 진행 되어질 수 있다－를 통해서만 정당화 된

다.69) “완 한 지배자는 행 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의 행 를 이끌

고 그 행 의 의도된 목 을 알고 있는 지혜로운 남자다. 그래서 그

68) Platon, Politeia 473 c－d. 

69) 김용민, 1999, pp.49-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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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배자다”(1985a, 81). 
라톤은 지식과 행 의 구분 모델을 우선은 가정에서의 계형식

으로부터 유추한다. 가정의 사  역 안에서 가장은 자신의  

지배력을 통해 가족구성원들을 통합시킨다. 라톤이 자신의 정치  

작들 안에서 가정에서 쓰이던 단어들(노 , 가장, 독재)을 사용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즉 라톤은 폴리스의 모든 시민들이 가정의 구

성원들처럼 이끌려지고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고 믿었다(2000a, 171). 
그 게 정치  지배를 가정의 모델 에서 유추하는 라톤  지배모

델은 근 국가이론의 범이 된다. 보댕은 사  역과 공 역을 

구분하려는 아리스토텔 스70)를 비 하는 한편으로 라톤의 의견에 

지지를 보낸다. “좋은 가정이 국가의 올바른 형이듯이, 그리고 가장

의 권력이 주권  권력과 닮았듯이 가정안에서의 올바른 지배는 국가

의 통치에 있어서 원형이다.”71) 
그러나 사  가정으로부터 정당한 지배를 유추하는 것은 라톤으

로서는 만족스럽지 않다. 가장이 노 로부터 구분되듯 지배자가 피지

배자로부터 결정 으로 구분되기 해서 지배자는 일종의 신과 같은 

존재여야 한다. 라톤의 고민은 어떻게 일상에서 지배의 계가 

철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라톤은 지배를 제작

 경험으로부터 유추함으로서 극복하려고 한다. “지배와 수공업  

제작의 유사성은 자신의 기술에서 비숙련공에 한 문가(Meister)의 

일상 으로 경험되고 유지된 우월성을 내재한다. 비숙련공을 움직이

게 하고 문가의 우월한 단에 복종하게 하는 것은 문가의 인격

이 아니라 그에 의해 변되고 구 된 숙련기술의 규칙이다”(1999, 
288-289). 

지배 계의 유추가 가정의 모델에서 제작의 모델로 환한 것은 

70) 아리스토텔 스는 정치학에서 가능한 한 최 의 통합이 국가의 최상의 

목표라는 라톤의 주장을 비 한다. 아리스토텔 스에 따르면 라톤은 

단지 가정에서나 의미가 있는, 그러나 폴리스에서는 의미가 없는 하나의 

통합을 추구함으로서 폴리스를 큰 가정(Oikos)으로 만들려한다고 비 한

다(Aristoteles, Politik  1261 a 16; 1253 b 2). 

71) Bodin, 1981,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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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으로 라톤이 폭력 없는 지배를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즉 그

의 목 은 폭력 없는  지배를 정당하게 근거 짓는 것이었다. 
이성지배(철학자의 지배)의 제안은 정치권력이 자기 추구  목표를 

폭력 으로 철하려는 경향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  패러다임으로부터 유추된 이성지배는 지 않게 

제 이고 강제 이다(1985b, 196). 그러한 험을 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칸트 다.72) 

V. 결  론

지 까지 우리는 라톤의 정치 철학과 함께 시작된 서구 정치철

학  통에 한 한나 아 트의 비 의 핵심들을 살펴보았다. 아

트가 정치의 조건이며 동시에 목 으로 간주하는 인간의 다원성은 서

구 정치철학의 역사를 통해 늘 부정  의미 안에서 심  문제로 

여겨져 왔다. 그 문제의 해결이 통  정치철학의 추동력이었다. 정

치에 한 형이상학  으로부터 다원성 문제의 해결을 해 지

배, 목 합리성 그리고 주권과 같은 반다원 이고 반정치 인 원리들

이 정치  역 안으로 들어왔다. 그것은 철학이 인간  존재의 약

으로 간주하는 다원성 문제의 완벽한 해결을 해 행 를 제작  활

동으로 체한 결과 다. 
서구 정치철학의 통에 해 이야기 할 때 우리는 결코 체 정치

철학 안에 어떤 통일  원리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각각의 정치철

학  원리들은 자기 자신의 시 에 상응하는 역사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철학  사유의 역사  발  안에서 나타나는 상

이한 원리들을 일반화시켜 비 할 수는 없다. 시  기경험과 이론

형성사이의 계는 이미 라톤 이래로 정치철학에 있어서 특징 이

다. 그러한 시  비  성찰에서 통은 “과거의 보물창고를 통한 길

잡이”(2000a, 34)로서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아 트는 부정

72) Kant, 1984,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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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그런 맥락에서 정치철학의 통에 한 아 트의 비 은 

정치－철학  사유의 역사 반에 한 거부로 읽 지지는 않는다. 
아 트의 비 에서 요한 것은 정치의 실에 지속 으로 향을 

미쳤었고 지 도 미치고 있는 “근본 으로 반 정치 인 통”(2000a, 
217)이다. 그러한 비 은 일종의 괴의 작업인데 그것은 정치철학의 

통 안에서 정치의 비정치 인 개념들의 요소와 근원들을 밝 내고 

그를 통해 정치철학의 반정치  토 들을 복시키려는 노력이다. 
아 트가 행하는 정치철학에 한 비 은 철학에 한 거부가 아

니라 “철학에 의해 흐려지지 않은 으로 정치  상을 보려는 것” 
(1997, 45)이며 마찬가지로 통에 한 비 은 통의 거부가 아니

라 통에 의해 흐려지지 않은 으로 과거를 보려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철학과 철학  통에 한 성찰의 요구 즉 “지지

 없이 사유할 것에 한 요구”다. 그러한 성찰 안에서 아 트는 

체주의와 같은 근  상에서 보여 졌던 철학 반의 산선고가 

통  정치철학이 모든 정치세계의 필수 인 조건인 다원성의 인간

조건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데서 온 결과 음을 밝 낸다. 그 진

단을 통해 아 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  세계의 복원과 인간 

공존의 가능성은 도덕 이고 종교 인 규범이나 진정한 인간본성의 

철학  회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원성이라는 인간조건을 승인하고 

돌보는 정치  행 를 통해서라는 이다. 정치상실 혹은 “정치의 무

의미성”(Bauman)이라는 우리시 의 증상에 해 아 트가 우리에게 

써  처방 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처럼 

보인다. “다원성의 원리가 새롭게 살아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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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laton and The Formation of a tradition of 
Western Political Philosophy

Park, Hyok

Hannah Arendt, through her analysis of totalitarianism, uncovered 
that the essence of totalitarianism is a radical denial of the plurality 
of human beings. She stretched the analysis to fundamental critics 
on the tradition of Western philosophy. Arendt proclaimed a thesis 
that a factor of anti-plurality in the tradition of Western political 
philosophy, which originated from Plato, has been responsible for 
the disastrous results of totalitarianism in the realities of politics. 
There is no doubt that Plato’s philosophy did not aim for the 
disastrous consequences and impacts. However, what Arendt 
mentioned was not that Plato’s theory of the state preoccupied the 
system and that the purpose of totalitarian states emergedin the 
twentieth century. Rather, what Arendt focused on was the 
encroachment on a politic realm by metaphysical factors that are 
caused by Plato’s political philosophy. Another point is the 
de-politicalization of concepts on the political realm such as 
opinions, freedoms, and authorities, which were only possible on the 
human condition of plurality. 

In dispute with the tradition of Western political philosophy of 
Plato, the main concern of Arendt was to rediscover politics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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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omenon of plurality. This article dealt with Arendt's criticisms 
of Plato's political philosophy, which is considered the origin of 
Western political philosophy. Among these criticisms, we focus 
particularly on the action theoretical analysis of Arendt. Attempts 
made by Plato to solve the conflict between politics and philosophy, 
by a variation of phases in between action and work, have  been 
possible as reverse political payment for the wrecking of plurality. 

Keywords: politics and philosophies, opinions and truth, action 
and 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