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

프락시스(praxis) 관점에 있어서 아렌트와 

마르크스간의 횡단성(transversality)

채 진 원

【주제분류】정치철학 정치사상 정치이론 

【주요어】아 트, 마르크스, 횡단성, 락시스, 테오리아, 포이에시스

【요약문】본 논문은 락시스(praxis) 에 있어서 아 트와 마르크스 사

이의 ‘횡단성’(transversality)을 확보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즉, 락시스

(praxis)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아 트와 마르크스간에 서로 이질성이 존재

하는 데, 이것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있도록 ‘횡단성’(transversality)의 다

리를 놓고자 하는 것이다. 이로써, 서로간의 계를 상호보완 계로 보다 

진 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해서는 마르크스주의로부터 탈피하

여, 마르크스의 정치사상을 실천행 (Praxis)의 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

다. 아울러 아 트의 정치행 (praxis: action)의 에서 ‘마르크스’를 이

해할 필요가 있다.

Ⅰ. 서  론

아 트(H. Arendt)는 인간 삶의 형태를 노동(labor), 작업(work), 행

(praxis: action)로 구분했다. 행 (praxis: action)는 고  자유시민의 

삶의 형태로 자신의 ‘말’과 ‘행 ’를 통해 개성을 드러내면서 ‘자유’ 
(freedom)를 느끼는 ‘정치  행 ’(정치 인 삶)를 뜻한다. 그리고 노

동과 작업은 각각 고 의 노 와 장인의 삶의 형태로 먹기 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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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야만 하는 인간형인 노동  동물(animal laborans)과 이윤을 해 

자기 삶을 소비하는 제작인(homo faber)을 상징한다. 따라서 아 트는 
인간 삶의 형태 에서 오직 행 (praxis: action)만을 ‘인간 인 것’
으로 존 하 다. 그 이유는 행 의 속성을 ‘다원성’(plurality)으로 

악하 기 때문이다. 즉, ‘행 ’ 곧 ‘정치  행 ’는 1인이 다수를 동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복수의 men)의 ‘말’과 ‘행 ’가 

화로 소통되면서 열리는, ‘공감된 세계’(공 역)속에서의 ‘공동행 ’

를 말하기 때문이다.
자유시민이 공 역에서 ‘정치행 ’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 인 

것’(the private)이 안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사 인 것이란 시민 개인

의 ‘가정경제’(oikos)의 일로, 주로 노 와 여성 등에 의해 ‘생식’과 

‘노동’이 진행되는 공간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자유시민들은 안정

인 사 인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월하여 공 역에서 ‘정
치 인 자유’를 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치 인 것＝공 인 

것, (가정)경제 인 것＝사 인 것으로 단순화되었던 고 세계의 개념

구도는 근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기 한 국민경제국가로 환되면

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핵심에는 ‘사회 인 것’의 등장

(the rise of the social)이 있다. ‘사회 인 것’이란 ‘자본－임노동 

계’의 면화로 과거 사 인 역에 속해 있던 경제가 근 와 더불어 

국가  차원에서 공 심의 상이 되어버린 역사  과정을 지칭한

다. 즉, 사 이었던 경제행 가 ‘사회 인 것’(the social)으로 공 인 

심을 획득한 것을 말한다. ‘사회 인 것’의 등장으로 가정에 묶여있

는 노 들과 여성들이 ‘근 인 임 노동자’로 해방되었다. 하지만 

‘사회 인 것의 등장’에 따라 공 역의 구조에도 변동이 왔다. 즉, 
공 역에 ‘사회 인 것’이 침투함에 따라 이 에 분명했던 공(公)과 

사(私)의 경계가 무 졌다. 그럼으로써, 결국 진정으로 ‘공 ’이고 ‘정
치 인 것’이었던 ‘행 ’가 공 인 심에서 멀어지고 망각되었다. 그 

결과 인간 삶에서 최고의 가치 던 ‘정치  행 ’(action)가 자본－임

노동이라는 경제  계 논리에 려 노동(labor)과 작업(work)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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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후순 로 복되었다. 그것에 따라 말과 다양성을 기 로 드러났

던 공 역의 가치가 축소되고 그 신에 ‘정치  다원성’을 부정하

는 하나의 획일화된 과 표 화된 척도가 그를 신했다. 따라서 

‘ 의 정치’는 다양한 사람들이 말과 행 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드러내면서 소통의 장을 펼지는 행 (praxis: action)가 사라

지고, 노동(labor)과 작업(work)의 속성에서 나오는 목 달성을 한 

‘합목 인 도구  제작행 ’(기획, 계몽, 동원)로 변질되었다. 즉, 행

는 목 을 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공학’(즉, labor
와 work의 정치  버 )으로 락하 다.

아 트에 의하면 정치행 (praxis: action)를 제작활동(poiesis)의 세

계 인 ‘지배’라는 목 을 한 도구(수단)  정치(즉, 정치공학)로 왜

곡시키고, 행 의 조건인 다원성(plurality)을 단일한 진리의 독재에 

종속시킨 표 인 인물이 바로 마르크스(K. Marx)라는 것이다. 아

트는 마르크스가 노동(labor)을 인간의 세 가지 삶 에서 최고의 것

으로 격찬함으로써, 정치행 (praxis: action)를 노동(labor)과 작업(work)
으로 복하여 정치행  개념을 제작(poiesis)의 에 따라 ‘권력 

장악을 한 수단’이라는 도구  정치  즉, ‘정치공학’으로 락시켰

다고 비 하 다. 그 결과로 ‘사회주의’가 자본의 폐해를 ‘노동’으로 

체하 지만, ‘행 ’를 최고의 가치로 복원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

다. 즉, 다양한 사람들의 개성이 드러나는 ‘정치행 ’가 ‘노동’의 속성

(목  달성을 한 수단행 )으로 환원됨으로써, 결국 정치  다양성

과 개성을 계 과 이념으로 환원하여 획일화하는 ‘ 체주의’를 주조

함으로써 인간됨을 기 로 드러나는 화와 소통의 공 역을 복원

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 트의 이와 같은 비 은 마르크스 자신에 한 비 이

라기보다는 이른바 통념화된 ‘마르크스주의’(Marxism)에 한 비 으

로 보인다. 이러한 견해는 제이(Jay)의 “Hannah Arendt: Opposing 
View”(1973)와 스 링보그(Springborg)의 “Arendt, Republicanism and 
Patriachalism” (1989)에 의해서도 일정정도 드러나고 있다.1) 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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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마르크스 비 은 마르크스의 사상을 실천행 (Praxis)의 에

서 바라보지 않고 여기에서 이탈하여 근 사회와 체주의2)를 옹호

하거나 변하는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어 버린 노동주의나, 경제(토 )
결정론, 도구  정치 으로 통념화된 마르크스주의에 한 비 이며, 
아울러 이것의 실태인 국가사회주의 모델에 한 비 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통념화된 마르크스주의와 국가사회주의모델은 마르크스 자

신의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 트가 

‘마르크스’ 보다는 ‘마르크스주의’를 비 한 것이라면 그것은 통념화

된 마르크스주의와 국가사회주의 모델 속에 가려졌던 마르크스의 실

천행 (Praxis)와 정치 을 복권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해 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아 트의 마르크스 비 이 오해라는 것을 설

명하기 한 시도로서 경제(토 )결정론과 상  상부구조론  구

조주의 등 통념 인 차원의 마르크스주의로부터 탈피하여 마르크스의 

정치사상을 실천행 (Praxis)의 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나아가 아

트의 정치행 (praxis: action)의 에서 ‘마르크스’의 실천행

(Praxis)를 단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아 트를 통해 마르크스를 이

해하는 과정은 역으로 아 트의 정치행 (praxis: action)의 의미를 더

욱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과정이며, 이것은 둘 간의 계를 상호연

성 속에서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것은 결국 아 트와 마르크

스간의 ‘횡단성’(transversality)을 확보하는 일이다. 여기서 횡단성이란 

사 으로 ‘이미 구획되어 있는 틀을 뛰어넘는 성질’을 지칭한다. 즉 

1) 제이(Jay)는 아 트의 마르크스 비 과 련하여 “아 트가 엥겔스化 된 

마르크스를 읽었다”고 주장하며 ‘아 트의 오해’를 지 하고 있다. 그리고 

스 링보그(P. Springborg)는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 도 폴리스의 

에서 근 의 상업사회를 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마르크스의 폴리스

은 아리스토텔 스를 매개로 형성된 것으로 보고, 아 트를 마르크스와 

함께 아리스토텔 스의 연속선상의 공화주의 통”으로 치시키고 있다. 

Martin Jay. “Hannah Arendt: Opposing Views.” Partisan Review(1978), 

45. 348-64.; Patricia Springborg. “Arendt, Republicanism and Patriarchalism”,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10, 3 (1989), 499-523. 

2) Margaret Canovan, Hannah Arendt: A Reinterpretation of Her Political 

Though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 63-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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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간의 구분이나 문화  경계를 월하여 서로 다른 텍스트(text)를 

엮어내고 텍스트 상호 계를 구성하는 방법론  개념으로 사용된다.3) 
횡단성은 가타리(Félix Guattari)가 처음 사용했으며 이것을 쉬라그

(Calvin O. Schrag)가 ‘소통성’(communicability)과 ‘경계 가로지르기’ 
(cross-border)의 의미로 발 시켰다. 쉬라그는 횡단성을 보편성

(universality)과 개별성(particularity)의 구별을 넘어서 개별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제도나 문화에서 이해되고 공감될 수 있는 소통  

성질로 규정한다. 즉 횡단성이란 보편성과 개별성, 동일성(identity)과 

차이(difference)라는 형이상학  이분법의 구속을 넘어서 여러 견해, 
입장, 심들의 소통을 불러일으키는 횡단  연계와 통합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럴 때에만 어떤 보편성이나 동일성이 제되

지 않고서도 서로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채 소통가능하고 공감함으로

서 연 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4) 다시 말해서 횡단성의 개념을 

아 트와 마르크스 계에 용해 볼 때, 둘의 차이들이 서로 소통함

으로써 오히려 차이를 즐기고  거기서 어떤 공감 를 형성함으로써 

다른 두 개체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연 성을 이루는 것이다.5) 즉, 
아 트와 마르크스의 경계 가로지르기를 통해 서로의 차이와 함께 소

통의 가능성을 풍부하게 인식하기 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

은 아 트와 마르크스의 락시스(praxis) 에 있어서 ‘횡단성’ 
(transversality)을 확보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를 해 첫째, 아

트와 마르크스의 락시스 에 각각 향력을 미친 아리스토텔

스와 헤겔의 논의를 살펴본다(Ⅱ장). 둘째, 아 트의 락시스(praxis) 
을 살펴본다(Ⅲ장). 셋째, 마르크스의 락시스(praxis) 을 살

펴본다(Ⅳ). 넷째, 결론에서는 둘 간의 횡단성 내용을 요약한다(Ⅴ장).

3) 정화열, 박 모 역, 몸의 정치 (서울: 민음사, 1999), p. 26.

4) 이동수, “공존과 배려: 타자와의 계에 한 동서양 정치사상 비교,” 정

치사상연구 , 제12집 1호(2006 ), p. 59.

5) 이동수, “디지털시  한류의 역사, 문화  기반과 정책과제,” 신규장각 엮

음, 디지털과 실학의 만남 (서울: 이지앤, 1995), p. 141.



논문280

Ⅱ. 선행논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헤겔의 

프락시스(praxis)

1. 아리스토텔 스의 락시스 논의

락시스(praxis) 개념은 서양 정치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하나의 

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아리스토텔 스가 실제 인 혹은 실천 인 

철학을 강조한 이래 락시스(praxis)는 정치 상을 설명하는 주요 개

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고 로부터 세, 근 , 에 이르기

까지 락시스(praxis) 문제는 주로 락시스(praxis)와 테오리아

(theoria)의 계 틀 속에서만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락시스

(praxis)－테오리아(theoria) 분석틀 속에서만 락시스(praxis)의 문제

를 다루는 것은 아리스토텔 스가 한 강조하 던 락시스(praxis)
와 포이에시스(poiesis)의 계를 빠뜨리는 결과를 래하고 만다. 따

라서 락시스(praxis) 개념을 보다 근본  의미로 악하기 해서는 

락시스(praxis)를 테오리아(theoria)와 비교할 뿐만 아니라 포이에시

스(poiesis)와의 비교 속에서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6)

아리스토텔 스는 인간의 삶의 활동양식을 테오리아(theoria), 락

시스(praxis), 그리고 포이에시스(poiesis) 등 세 가지로 나 고 이러한 

구분을 지식의 성격에도 용시키고 있다. 그에 따르면 테오리아

(theoria)란 존재론  가정으로서의 ‘형상’(form)에 계하는 일로써, 
그 형상의 세계를 조하는 활동이나 지식을 의미한다. 이는 자유인

만이 릴 수 있는 삶의 양식이다. 그리고 이 자유인이 자신의 이론

인 지식을 행 로 옮기는 일, 즉 윤리 이거나 정치 인 행 가 곧 

락시스(praxis)이다. 그리고 포이에시스(poiesis)는 자유인이 아닌 노

가 질료(matter)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제작하는 행 를 가리킨다. 
컨데 물건을 만든다든가, 술작품을 창작하는 일이 여기에 속한다.7) 

6) 이동수, “하이데거의 락시스 해석: 락시스의 시간성을 심으로,” 한

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33집 1호, 1999, pp. 12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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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 스의 니코마스 윤리학 Nicomachean Ethics 의하면, 테

오리아(theoria)는 진리를 얻기 해 사물을 찰하고 그것에서 비롯

되는 앎을 기술하는 태도로 변하지 않고 원한 것을 추구하는 행

이다. 즉 테오리아(theoria)의 목표는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포이에시스(poiesis)는 인간이 사물을 생산 내지 제작하는 행 로서 

그 목표는 가공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과 연 된 지성은 방법

지(techne)이다.8) 한 락시스(praxis)는 그 자체가 목 인 행동으로

서 그 목표가 행동 외부의 그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heneks tinos) 
행 가 아니라 그 행동안에 내재되어 있는(hou heneka) 것으로서 잘 

행하는 것(euprattein)을 지향한다. 아리스토텔 스는 이 가운데에서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테오리아(theoria)와 락시스(praxis)에만 존재

한다고 강조하 다. 즉, 그는 포이에시스(poiesis)를 열등한 것으로 간

주함으로써 테오리아(theoria)와 락시스(praxis)의 차이에 보다 주목

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아리스토텔 스에게 있어 테오리아(theoria)는 

앎 그 자체와 연 된 행 이고, 락시스(praxis)는 인간의 윤리 , 정

치  행동과 연 된 행 이다. 이것에 해 아리스토텔 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락시스  지혜는 앎(knowledge)도 아니고 기술 인 것(art)도 아

니다. 행해진 것은 그 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에서 앎과는 다

른 것이며, 행함(action)은 만듦(making)과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에

서 기술과 다르다. 그것은 인간에게 좋거나 나쁜 것과 련해서 행하

는 진실되고 이성 인 능력상태를 지칭한다. 왜냐하면 만듦(making)은 

그 외의 다른 목 (end)을 갖고 있지만 행함(action)은 그럴 수도 없기 

때문이며, 좋은 행함이란 그 자체가 목 이기 때문이다.9)

7) 이학주, “실천  행 의 교육  의미: 마르크스와 듀이를 심으로,” 서울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1989, pp. 10-16.

8) Op. cit, p. 130.

9)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1140b, in A New Aristotle Reader, ed. 

J. L. Ackril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이동수, 

1999, p. 13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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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의에 따르면 락시스(praxis)는 행함 그 자체가 목 인 행

이고, 포이에시스( poiesis)는 어떤 목 을 성취하기 한 행동이다. 
목 에 한 한 락시스(praxis)는 포이에시스(poiesis)의 최종 원인

(final cause)이다. 더욱이 아리스토텔 스에 있어서 정치행동은 일종

의 락시스(praxis)이지 포이에시스(poiesis) 행 가 아니다. 인간은 

정치  동물(zoon politikon)이며 정치  동물로서의 인간의 삶은 

락시스(praxis)로 이루어진다. 즉, 인간의 존엄성은 정치  공통체인 

폴리스의 시민으로서의 행동(politeuin)에 있는 것이지 한 사  개인

으로서 소비물을 생산하고 제작하는 활동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

서 정치  행동이 인간사를 다루는 것은 락시스(praxis)인 것이다.
이상에서 테오리아(theoria), 락시스(praxis), 포이에시스(poiesis)의 

차이에 한 아리스토텔 스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락시스(poiesis)는 테오리아(theoria), 락시스(praxis)보다 열등하

다 2)테오리아(theoria)는 변하지 않는(atemporal) 것에 한 것이며, 
락시스(praxis)와 포이에시스(poiesis)는 시간성(temporality)속에서의 

행 이다 3)테오리아(theoria)와 락시스(praxis)는 자유로 인도한다. 
정치행동은 포이에시스(poiesis)  행 가 아니라 락시스(praxis)  

행동이다.10) 아리스토텔 스는 인간의 일반 인 ‘일’이나 ‘활동’을 총

칭하는데 사용되던 락시스(praxis)라는 말의 의미를 비교  엄격하

게 규정하 다. 아마도 그가 락시스(praxis)를 포이에시스(poiesis)와 

엄격하게 구분했던 이유에는 자유시민과 노 라는 당시 사회계층 인 

계질서를 반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헤겔의 락시스 논의

고  라톤과 아리스토텔 스 철학에서부터 세 아우구스티 스

와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문 부흥과 종교개 을 거쳐 근 로 들

어와 베이컨, 데카르트, 로크, 칸트, 헤겔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 에 

10) Ibid.,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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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나 ‘최고 선한 삶’(eudaimonia) 혹은 ‘좋은 사회’에 한 물음

은 철학사상의 핵심 인 과제가 되어 왔다. 삶을 하나의 실천(활동)과
정으로 악하는 은 삶을 이론 으로 악하는 조  

(contemplation)과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즉, 세계를 

조의 상이 아니라 극 인 행 에 의해 변화되고 재창조되어야 

할 상으로 보는 것이다. 삶의 조 (이론 ) 측면이 무엇을 ‘안다’
든가, 혹은 무엇을 ‘본다’는 말 속에 그 특징이 담겨 있다면, 삶의 활

동 인 측면은 무엇을 ‘한다’든가, ‘만든다’는 말로 드러난다. 삶의 두 

측면 에 어느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삶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

식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러한 삶

의 두 가지 은 그 논리의 타당성과는 무 하게 그다지 시되지

도 한 지나치게 편 인 평가를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컨  생

산  활동의 한 외연으로서의 ‘일’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것이 삶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생계의 수단으로 여겨짐으로써 이론 인 

가치보다 훨씬 한 것으로 취 되는 경향이 지배 이었다.
그러나 철학에서 인간 삶의 능동  측면을 강조하면서, 락시

스(praxis)라는 용어를 철학 으로 취 한 사람은 헤겔(G. Hegel)이다. 
그는 고  그리스사상에서 테오리아(theoria)보다 다소 하 인 의미

로 사용되던 락시스(praxis)를 세계와 주체의 상 계를 설명하는 

요한 개념으로 사용하 다. 그러나 물론 헤겔의 개념을 보다 극

인 의미에서 받아들이고 락시스(praxis)를 세계와 삶, 그리고 역

사를 인식하는 가장 핵심 인 개념으로 부각시킨 사람은 바로 마르크

스다.11) 헤겔은 인간의 삶을 조  삶인 테오리아(theoria)와 활동  

삶을 락시스(praxis)와 포이에시스(poiesis)로 구분하고, 이들의 계를 
테오리아(theoria)에 의한 락시스(praxis)의 지배, 락시스(praxis)에 

의한 포이에시스(poiesis)의 지배로 계 으로 이해한 아리스토텔

스의 세계 을 부분 으로 비 한다. 이러한 비 은 ‘ 념론  변증법’
으로 제시된다. 이것은 “이성 인 것(theoria)이 실 인 것(praxis)이오, 

11) 이학주, 1989,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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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인 것(praxis)이 이성 인 것(theoria)이다”라고 한 명제처럼, 테

오리아(theoria)와 락시스(praxis)는 서로 연 되어 있으면서도 모순

의 운동과 모순의 지양(Aufhebung)으로, 즉, 변증법  시각으로 악

된다. 다시 말해서, 헤겔에 있어 락시스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정

신과 실과의 변증법  과정에서 도출된다. 즉, 락시스란 정신의 

세계가 실의 세계로 이행하는 과정이다. 이때 실이란 실재로서의 

상을 말하며, 그 상은 자연일 수도 있고, 삶일 수도 있으며, 혹은 

역사일 수도 있다. 한편 테오리아(theoria)란 실로부터 정신으로의 

이행, 즉 실재의 정신  표 을 의미한다. 이 게 해서 락시스와 

테오리아(theoria)는 실과 정신을 연결시키는 서로 방향을 달리하는 

두개의 교량이 된다. 헤겔에 있어서 락시스는 단순히 정신이 실에 
옮겨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상으로서의 세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을 말한다. 헤겔은 이것을 ‘止揚’(Aufhebung)
이라고 불 으며, 지양이란 주어진 실재가 정신의 힘에 의해 변질 혹

은 극복되거나 아니면 그 역으로 실재가 정신에 질 인 변화를 래

하게 하는 변증법  기제를 말한다.12) 한 이러한 헤겔의 변증법  

세계 에 따르면, 락시스와 포이에시스는 ‘노동개념’으로 종합되고 

상호 치를 바꾼다. 즉 이것은 ‘노 와 주인간의 인정투쟁’13)을 통

해 노동인 포이에시스가 락시스로 화된다.14)

12) Nathan Rotenstreich, Theory and Practice (Bohn: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77), p. 36.

13) 주인이 노 에게 자신의 욕망을 말한다. 노 는 주인의 말에 자신의 생명

이 걸려 있음을 알고 그것을 실 하기 해서 노력한다. 주인이  다른 

욕망을 노 에게 달한다. 노 는  목숨을 걸고 그것을 실 한다. 이

러한 일이 반복되다보면, 이제 주인은 자신의 욕망을 실 하는 일이 

으로 노 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된다. 노 도 마찬가지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자신의 생명을 손에 쥐고 있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욕

망을 손에 쥐고 있는 자기 자신이라는 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서로

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된다. 서로가 인정된다.

14) 번스타인(R. Bernstein). 김 웅 역, 실천론: 헤겔과 마르크스의 실천개념

(서울: 한마당, 1987).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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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렌트의 프락시스 관점: 행위(action: praxis)

아 트의 락시스 개념은 ‘행 ’(action: praxis)에서 구체 으로 

드러난다. 그는 자신의 사상을 ‘인간의 본성’(human nature)에 한 

이해로부터 시작한 마르크스와 달리 ‘인간의 조건’(human condition)15)

에 한 성찰로부터 시작한다. 아 트에게 요한 것은 ‘인간은 근본

으로 어떠한 성질을 소유하고 있는가’보다 ‘인간은 어떠한 조건들 

속에서 살고 있는가’하는 이다. 이와 련하여 그는 인간의 활동  

삶(vita activa)에 주목한다. 그는 인간의 활동  삶을 노동(labor), 작

업(work), 행 (praxis: action) 세 가지로 양식으로 구분하면서, 그 

에서 행 (praxis: action)를 인간 삶의 최고의 활동으로 강조한다. 그가 
왜 행 (praxis: action)를 최고의 것으로 생각했는지는 노동(labor)  

작업(work)과 비교되는 행 의 특징과 성격을 보면 이해 할 수 있다.
첫째, 노동(labor)은 인간의 생물학  필요에 조응하는 활동이다. 

이것은 인간신체의 자연발생  성장, 신진 사, 노쇠 등의 필요(necessity)
를 한 활동으로, 노동에 조응하는 인간조건은 생명(life) 그 자체이

다. 따라서 노동의 특징은 뒤에 흔 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과 끊임없

이 반복 인 순환운동을 갖는다는 것이다.16) 인간은 생명을 부지하기 

해 먹고, 마시고, 수면을 취하고, 후속을 생산해야 하는 기본  필

요를 가지고 있다. 노동은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이 자연과 

맺는 신진 사로서 그 목 은 생 그 자체의 재생산이며”, “그 과정은 

15) Hannah Arendt, The Human Con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Chicago Press, 1968), p. 7. 이하 HC로 약함. ; 아 트는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본성(human nature)은 다르며 인간조건에 상응하는 인간활동과 

능력의 총계가 인간의 본성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고 함으로써 인간본

성에 한 성격화를 거부한다. 우리는 주변의 자연  사물의 본성을 인식

하고 규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을 규정하려는 것은 오로지 

신만이 그것을 알 수 있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

성을 규정하려는 시도들은 인간을 사물과 같이 취 할 때나 가능한 것

이다(HC, pp. 9-11).

16) HC,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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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한 순환운동에 포섭되어 있다.”17) 노동은 소비(consume)와 마찬

가지로 삶의 과정의 박함 즉, 생존의 필연성(necessity)에 구속되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없이 언제나 같은 순환 속에서 움직이며, 노동

의 ‘노고와 고통’은 유기체가 죽어야만 끝이 난다.18) 따라서 사람들

이 공동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인간의 행 와 반 로 ‘완
히 고립되어’ 노동만하는 존재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노동하는 동

물(animal laborans)이라는 문자 그 로의 의미에서 노동하는 동물이고 
노동활동은 타인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19) 둘째, 작업(work)
은 인간실존의 비자연성(unnaturalness)에 조응하는 활동이다. 이것은 

생물학  필연성에 조응하는 노동과 달리 자연환경과 구별되는 ‘인공

’(artificial) 사물세계를 만들어 냄으로써,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구체 이고도 객 인 세계를 구성한다는 에서 그 인간  조건은 

세계성(worldliness)이다.20) 작업(work)의 산물은 사용되기 때문에 

이진 않더라도 세계에 지속성을 부여하며, 지속성으로 인하여 사

물들은 그것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인간으로부터 상  독자성과 객

성을 부여받는다. 그러므로 작업은 항상 폭력의 요소를 포함한다.21) 
작업의 에서 보면, 자연은 세계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에 

불과한 것으로 인간의 힘 곧 폭력이 가해짐으로써 비로소 세계  사

물들로 변형된다. 이 과정은 으로 수단과 목 의 범주에 의해 결

정되며, 유용성(utility)을 추구한다. 따라서 명확한 시작과 측할 수 

있는 명확한 목  는 끝을 갖는 것이 바로 작업의 특징이다.22)

셋째, 행 (praxis: action)는 사물이나 물질의 매개없이 인간 사이에 
직 으로 이루어지는 유일한 활동이다. 행 (praxis: action)는 말 

(speech)과 행 (action) 통해 자유(freedom)를 추구하는 활동이다. 이 

17) HC, pp. 88, 98, 144.

18) HC, pp. 7, 87, 96-100.

19) HC, p. 23. 

20) HC, p. 7.

21) HC, p. 139.

22) HC,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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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praxis: action)에 조응하는 인간조건은 다원성(plurality)이다. 이

것은 지구상에 한 종류의 보편  인간(Man)이 아닌 다양한 인간들

(men)이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에 조응하는 활동이다.23) 인간실존은 

타인들의 실존을 제로 하기 때문에 타인들과의 교류를 한 행 는 

근본 인 인간활동이 된다. 아 트에게 있어서 인간의 다원성(human 
plurality)은 매우 요하다. 인간조건의 모든 측면들이 다소 정치에 

련되어 있지만, 특히 다원성은 모든 정치  삶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정치  삶을 구성하는 이유는 타인들과 

공존하기 해서인데, 이러한 타인들의 실존을 표 하고 있는 인간조

건이 바로 다원성(plurality)이기 때문이다. 행 는 말(speech)과 히 

연 되어 있다.24) 말이 없는 행 는 그 행 의 시 (revelatory)인 

특성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존재를 드러내주지(disclose) 못하고 주체

(subject)를 잃어버린다. 말이 없는 행 는 행 자가 없어지므로 행 가 
되지 못한다. 말을 단지 의사소통이나 정보의 도구로 보는 것은 유용

성(utility)의 측면에서 보는 것에 불과하며, 반 로 말이 있는 행 는 

독특한 개인의 정체성(identity)을 인간세계에 드러내주는(appearance) 
행 이다. 따라서 아 트는 세 가지 활동 에서 행 (praxis: action)
가 가장 우월하며 진정으로 인간 인 것으로, 그 행 는 인간의 다원

성을 제해야만 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말과 행 의 기본조건인 

인간의 다원성은 평등성(equality)과 차이성(distinction)이라는 이 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인간 서로에게 평등하며 그리고 자신 이 이나 

이후 세 의 계획이나 필요를 이해하거나 측할 수 있다. 만약 차이

가 없다면 스스로를 타인에게 이해시키기 한 어떠한 실천이나 발언

도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25)

인간조건에 한 성찰이 아 트 정치사상의 출발 이라면, 다원성은 
그의 사상에서 핵심이다. 즉, 다원성은 다양한 사람들과 그 수만큼이나 
다양한 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것들은 다양한 의견(opinions: doxa)26)

23) HC.  p. 7.

24) HC, pp. 178-179.

25) HC, pp. 17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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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출된다. 아 트에 의하면, 인간이 다원성이라는 것은 인간조건

을 실 하기 해 타인들과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며, 인간의 행 는 

타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극 으로 드러내는 것(to appear)이다. 
결국 인간들은 말과 행 를 통한 드러냄(appearance)과 그 드러남의 

공간속에서 가장 인간 인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 즉, 인간이 세계에 

드러난다는 것은 단지 자신의 육체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자질(qualities), 재능(gifts), 능력(talents), 약 (shortcomings)과 

같은 “what somebody is”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who somebody 
is”를 드러내는 것이다.27) 즉, 자신의 독특한 인격  정체성을 인간세

계에 드러내는 것이며, 행 와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드러냄을 포기하고 허무(vanity)에 빠지는 것이고 이것은 더 이상 타

인과 함께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생활을 포기하는 것

을 의미한다. 아 트는 이러한 드러냄을 통해서, 인간은 타인을 해

서(for other) 혹은 타인에 항해서(against other)가 아니라 타인과 

함께(with other) 된다고 본다.28) 드러냄을 통해서 인간은 순수하게 

함께 모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이 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은 그 자체가 용기

있는(courageous) 일이다.29) 인간이 단지 자신의 삶이나 생존에 

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이 게 용

기를 보임으로써 인간은 삶의 역에서 타인에게 느끼던 단순하게 함

26) 진리’가 아닌 의견이다. 라톤은 의견을 ‘억견’ 혹은 ‘편견’으로 악했다. 

그는 이러한 의견들 이면에 존재하는 ‘진리’를 구하기 한 철학자  삶

을 옹호했다. 그러나 아 트는 이러한 입장에 해 반 한다. 그녀에게 

다양한 들, 즉 의견들은 당연히 존재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합

리 으로 토론되고 단되는 과정이다. 아 트는 정치  삶의 의미를 이

러한 의견의 형성과 단을 한 논쟁  과정에서 찾고 있다. 라톤은 

이러한 아수라장 같은 논쟁의 과정을 매우 해로운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시민들의 삶, 즉 정치  삶은 철학자  삶보다 못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Hannah Arendt, Between Past and Future (New York: Viking Press, 

1961), pp. 107-109, 17 참조).

27) HC, p. 179.

28) HC, p180.

29) HC, pp. 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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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있음(mere togetherness)을 월하여 동료애(fellowship)를 느낄 수 

있다.30) 그러나 행 를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의 특별한 성격을 상실

하는 경우, 행 는 목 을 한 수단으로 락하게 된다. 아 트는 

이러한 행 의 수단화가 인간들의 함께함(togetherness)이 상실되었을 

때, 곧 사람들이 오직 타인을 해서만(일방 인 지배－복종의 경우) 
혹은 타인에 항해서만(‘만인에 한 만인의 투쟁’의 상태)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역설한다.31) 아 트에 의하면, 작업과 다르게 행

는 고립속에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고립된다는 것은 행 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당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말과 행 는 타인들

의 존재로 둘러싸이는 상황을 필요로 한다. 말과 행 는 타인들의 행

  말의 망(web)에 둘러싸이는 동시에 그것과 지속 으로 한

다는 것을 제로 한다. 말과 행 를 통한 드러냄 속에서 인간은 자

유(freedom)를 느끼게 된다. 자유란 인간이 에 없었던 것을 창조

해 낼 때 생기는 것으로, 에는 일어나지 않았고 기 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의 출발을 말한다.
아 트에 의하면, 행 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archein’과 ‘prattein’, 

라틴어의 ‘agere’와 ‘gerere’인데, 이  ‘archein’과 ‘agere’의 의미는 

시작한다는(to begin) 뜻이다. 이 시작의 의미가 자유이다. 한 자유

롭다는 것은 타인을 명령하지도 않고, 타인에게 명령받지도 않는다는 

뜻이다. 즉, 자유롭다는 것은 타인을 지배하지도 않고 타인에게 지배

받지도 않는다는 뜻한다.32) 이 평등의 의미가 자유이다. 자유롭다는 

것은 불평등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다. 그런데 행 는 인간사의 

역에서 행 로 인한 허약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인간본성

의 허약성(frailty)과는 무 하게, 인간의 제도와 법률의 허약성(혹은 

덧없음)과 그리고 일반 으로 인간 공동의 삶에 속하는 모든 문제들

의 허약성이 나타난다. 이것은 탄생성이 인간조건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행 는 이러한 변화무 한 인간의 허약성(나아가 덧없음)

30) HC, p. 36.

31) HC, pp. 180-181.

32) HC,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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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근본 인 난 을 갖는다.33) 즉 행 의 잠재성, 무제한성이 

인간사의 취약성을 낳는데, 다시 이것이 행 의 난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아 트에 의하면, 인간사의 허약성 혹은 덧없음을 부추

기는 것은 행 의 과정  성격으로 인한 잠재성과 무제한성 이외에 

행 가 갖는 측불가능성(unpredictability)과 불가역성(irreversibility) 
때문이다.

아 트에 의하면, 행 가 래하는 인간사의 허약성은 다시  행

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치유해야 할 정치 인 문제

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행 의 무상함’으로 표 된다. 
따라서 그녀는 고  그리스인들이 이러한 행 의 무상함과 불확정성 

그리고 인간사의 취약성을 치유하기 한 방법으로 어떻게 행 했는

가를 검토하 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그녀에 의하면, 
그리스인들은 무엇보다도 첫째, 미래의 불확실성인 측불가능성으로

부터 벗어나기 해서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인간의 

능력을 요하게 보았다고 한다. 아 트에 의하면, 인간이 약속의 능

력(faculty of promising)을 통해 인간사의 어둠을 극복  한다는 것

이다. 둘째, 그리스인들은 자신이 무엇을 행했는가를 알지 못하고, 알 

수 있다 할지라도 행한 것을 되돌릴 수 없는 무능력인 환원불가능성

의 곤란으로부터 벗어나기 해서 용서하는 능력을 요하게 인식하

다는 이다.34) 용서의 능력(faculty of forgiving)이 인간의 정치  

삶에서 반드시 요청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간은 인간사의 그물

망에서 새로운 계를 만들려고 하는 한 매일 죄를 범할 수 있으며, 
죄를 짓기 마련이다. 따라서 아 트에 의하면, 죄는 항상 용서하여 

잊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이 알지 못하고 행한 것으로부터 부단히 인

간을 해방시켜야만 인간의 삶은 지속 가능하다. 인간이 행한 것으로

부터 서로를 해방시켜 으로써 인간은 자유로운 주체로 남을 수 있다. 
더불어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켜 다시 시작하겠다는 부단한 의지를 통해

33) HC, pp. 190-191.

34) HC, pp. 23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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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인간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한 힘을 부여할 수 있다.35) 
즉 시작의 능력인 행 의 능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인간은 죽기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시작하기 해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

런데 아 트에 의하면, 행 의 불행(不幸)은 모두 다원성의 인간조건

에서 비롯된 것이며, 따라서 용서와 약속의 능력은 다원성과 한 

련을 갖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용서와 약속이 고독과 고립 속에서 

행해진다면 그 실재성을 갖지 못한다.36) 따라서 용서와 약속은 공

역을 덮고 있는 빛 속에서 그 의미를 충분히 발 할 수 있다. 그

다면 이러한 행 를 평가할 수 있는 기 은 무엇인가? 그것은 함

(greatness)이다. 본질 으로 행 는 일반 으로 수용되는 것을 기하

여 외 인 것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행 의 공간에서 이

게 실 되는 함 혹은 탁월함은 자유의 의미를 표 한다. 아

트에 의하면, 주권자 인  자유가 아니라 타인들과의 계 속

에서 실 되는 ‘ 세 인’(worldly) 자유이며, 이러한 자유가 지향하

는 바는 탁월함과 함에서 찾을 수 있는 ‘공  자유’가 된다. 
이상으로 아 트의 행 (praxis: action) 개념을 살펴보았다. 행 는 

다원성의 인간조건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것을 ‘드러냄’을 통해서 

인간은 공  공간을 형성하고 공 인 존재로서의 불멸성(immortality)
을 획득할 수 있다. 고  그리스인들에게 공 인 행 로서의 ‘정치’의 

의미는 이러한 에 있었다. 그런데, 행 에는 행 가 래하는 허약

성(frailty)으로 인한 행 의 불행이 존재하게 된다. 그것은 행 의 덧

없음 는 무상함을 말한다. 아 트는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고  그리스인들의 지혜에서 찾고 있다. 그것은 바로 ‘기억의 정치공

동체’인 폴리스의 구축이었던 것이다. 즉 그들은 폴리스를 통해서 자

신들의 말과 행 의 역사를 공 으로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아 트에게 행 의 공간이자 정치의 공간은 고  폴리스와 같은 ‘공

역’으로 악되고 있는 것은 무나도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35) HC, p. 240.

36) HC, p.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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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마르크스의 프락시스 관점: 실천행위(Praxis)

“지 까지 철학자들은 다만 세계를 다양하게 해석(theoria)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그 세계를 변 (praxis)시키는 일이다.”(포에르바하에 

한 테제 11)라고 한 언 은 마르크스의 락시스 개념인 실천행

(Praxis)를 핵심 으로 보여 다. 즉, 이 명제는 그가 라톤, 아리스

토텔 스, 헤겔 등과 다르게 철학과 정치의 계, 즉 테오리아

(theoria)와 락시스(praxis), 그리고 락시스(praxis)와 포이에시스

(poiesis)와의 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명증하게 보여 다. 
마르크스는 테오리아(theoria)와 락시스(praxis)를 으로 이분화

하고 계 으로 이해해온 라톤 통의 형이상학  세계 을 비

한다. 그리고 이어서 ‘테오리아 같은 락시스‘나 역으로 ’ 락시스 

같은 테오리아’ 그리고 ‘ 락시스 같은 포이에시스’ 역으로 ‘포이에시

스 같은 락시스’로 표 할 수 있듯이, 양쪽 역의 상호연 성과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즉, 세계변 의 을 가지는 철학 는 세계

해석의 을 가지는 실천 인 정치를 주창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실천행 (Praxis)는 그가 철학(theoria) 차원에서 제시한 

‘공산주의사회’와 정치(praxis) 차원에서 제시한 ‘ 롤 타리아와 

명’의 계에서 구체 으로 드러난다. 마르크스는 “우리에게 공산주

의는 조성되어야 할 하나의 상태(Zustand), 혹은 실이 따라야 할 하

나의 이상(Ideal)이 아니라 오늘날의 상태를 지양하는 ‘ 실 인 운

동’을 공산주의”37)라고 말했다. 이것의 핵심은 락시스(praixs)의 

역에서 정치행 (의견, 상, 실, 실천)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테오

리아(theoria)의 역인 철학(진리, 존재, 이데아, 이론)으로 출발하여 

단계를 설정하거나 미래의 이상 인 상태를 고안하여 그것에 따라 

실을 억지로 끼어 맞추려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  근방식과 같은 

‘유치한 공산주의’ 는 ‘공상주의’38)를 낳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 

37) 마르크스, 김 웅 역, 독일이데올로기 (서울: 두 신서, 1989), p. 78. 이하 

독일이데올로기 로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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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타리아와 명’의 계에 해서도 “ 명이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지배계 은 타도되지 않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것

을 타도하는(Stuzede) 계 이 오직 명을 통해서만 모든 낡은 오물

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새로운 사회의 기 를 세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39)라고 말한다. 그럼으로써 실에서의 억압

받고, 착취받는 ‘소외된 노동자’가 아니라 이것을 월하여 인간의 주

체 인 능력을 면 으로 드러냄으로써 ‘자유로운 인간존재’로서의 

재탄생을 보고자 하 다. 이러한 견지에서 마르크스의 실천행

(Praxis)는 ‘소외된 노동’을 기 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일반

인 상이자, 필연 인 상인 주체와 객체의 분리․ 도  목 과 

수단의 도 그리고 ‘주체의 도구화’속에서 이를 합리화시켜주는 실

천  경향인 주 주의(主觀主義), 객 주의(客觀主義), 도구  정치

과 다르게 “ 락시스(Praxis) 통해 그 ‘존재’가 드러나는 행 ”40)라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에 있어서 실천행 (Praxis)의 의미는 테오리아(theoria)와 

락시스(praxis, praxis)와 포이에시스(poiesis)와의 계를 볼 때 크게 

정치  측면, 인식론  측면, 경제－사회  측면으로 드러난다. 우선 

정치 인 측면은 정치공동체의 창설행 로 나타난다. 이것은 사회

인 것(경제  토 )과 정치 인 것(정치  상부구조)간의 변증법  

계가 역사 인 형태에 따라 분석․종합된다. 이것은 결국 근  자본

주의의 특징인 근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 상의 명 인 지양개념

인 게마인베젠(Gemeinwesen)41)으로 나타난다. 특히, 1871년 리꼬

38) 마르크스의 이같은 지 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에 등장한 실 사회주

의는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 술논쟁과 생산력주의 논쟁에서 드

러나듯이, ‘유치한 공산주의’ 는 ‘공상주의’로 귀결되었다. 이 같은 단계

론과 이행론은 아 트  의미 로 행 (praxis: action)를 ‘목  지향  제

작행 ’로 환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praxis를 theoria에 종속시켰다고 볼 

수 있다. 

39) 독일이데올로기 , p. 128. 

40) 이동수, 1999, p. 13.

41) 독일어 Gemeinwesen은 사 인 의미로 공동의 본질, 공동존재, 공동체, 

공동체 국가, 공공단체, 공공조직이라는 뜻인데, 마르크스는 자신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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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에 한 인식에서 드러난 마르크스의 정치 인 실천행 (Praxis)는 

새로운 정치공동체인 게마인베젠(Gemeinwesen)을 창설을 통해 인간 

자신이 공  존재임을 느끼고, 표 하며, 실 하기 해 자신의 정체

성을 극 드러내는 자기변 인 정치  행 로 재구성된다. 둘째, 
인식론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의식의 역(사유, 
단, 비 )을 “의식(das bewußtSein)은 의식된 존재(das bewußte Sein)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아니며, 인간의 존재는 그의 실  삶의 과정

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인간의 물질  실천과정에 한 두뇌의 실천

인 상호작용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42) 그리고 테오리아(theoria)와 

락시스(praxis)의 상호연 성과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이론이란 결코 실천과 동떨어진 순 히 사변 이거나 공리공

론 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실천과 결부된 명의 이론이고 실천의 

철학이다. 마르크스는 실천과 유리된 채로 이루어지는 사유와 단의 

실성과 비 실성에 한 시비는 한갓 공리공론이며, 이것은 순 히 

사변 인 이론이라고 정면으로 비 하고 있다. 따라서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이론은 곧 ‘실천 인 이론’이며 그것은 실천에 방향성과 타당

성을 제공해 주고 힘을 부여하는 ‘이론’이다.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이

러한 이론화(theoria)는 실천  차원(praxis)에서 ‘비  행 ’와 상호

서인 유태인문제에 해서 , 헤겔법철학비 , 경제학 철학수고 , 정치

경제학비 요강 등에서, ‘개인’과 ‘사회’의 계와 성격을 설명하기 해 

공동체란 뜻의 게마인베젠(Gemeinwesen, communal be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개인은 ein Gemeinwesen이며, 그가 살아 활동하는 사회

복합체는 das Gemeinwesen이다. 마르크스는 이 용어를 인간의 유  성

격을 강조하여 표 하기 해서 사용했으며, 특히, 헤겔의 stände 개념과 

립되는 개념으로, 근  상인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와 립을 지

양하는 안  공동체 개념으로 사용하 다. 마르크스는 로만스어인 Kommune

보다는 게르만어인 Gemeinwesen를 선호했다. 이것은 1875는 엥겔스가 

베벨(Bebel)에게 한 권고에서 “따라서 국가(Státe)라는 말 신 꼭 친숙한 

독일어인 Gemeinwesen 이라는 말을 쓸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랑스어 공동체(commune)와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에서 구체 으로 드

러난다(엥겔스, 김세균 감수, 엥겔스가 쯔비까우의 아우그스트 베벨에게 , 

≪칼 맑스 리드리히 엥겔스 작선집 4≫(서울: 박종철출 사, 1992), p. 458). 

42) 독일이데올로기 , pp. 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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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여 나타난다. 비 이란 개별  존재를 본질과 연 시켜 구체  

실을 그 이념과 연 시켜 단하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비 ’이
라는 용어는 삼 의 의미를 지니는 바, 자기규명(self-clarification), 타

자규명(the clarification of others) 그리고 정치  행동(political action)
이다.43) 따라서 그것은 존하는 모든 제도에 한 가차없는 비 이

고 은폐되어 있는 모순을 드러내는 인간의 실천  행 이다. 그것은 

은폐된 기만과 착취를 드러내어 사람들로 하여  그것을 극복  하는 

힘이다. 
아 트가 비 하고 있듯이, 마르크스도 이데올로기(ideology)44)를 

인간 계의 도(顚倒)의 산물로 이해하고 있다. 도의 사 인 의

미는 ‘ 와 아래가 바 어서 뒤집어지는 것’, ‘서로 치가 바 어서 

뒤집어져 있는 것’이다. 이런 도의 의미는 ‘당연히 올바르게 있어야 

할 것’을 제로 하며, ‘거꾸로 뒤집어진 것’을 비 하고 바로잡기 

한 정신 , 실천  활동이다. 마르크스는 도의 의미를 ‘인간과 인간

행 의 결과인 생산물 사이의 도’로 설명하고 있다. 즉, 당연히 인

간에게 사하고 인간성을 성취하는 데에 사용되어야 할 물질 ․

념  생산물이 독자 인 힘을 가지고 거꾸로 인간을 지배하는 상을 

도라고 하 다. 다르게 말하자면, 인간의 노동  정신의 산물인 

물질(축 된 노동, 상품, 화폐, 자본), 종교, 이념 등이 인간의 삶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주객 도(主客顚倒)의 상을 말한다. 마르크스에

게 있어서 이데올로기는 ‘인간과 그 생산물 사이의 지배 계의 도

를 반 하는 의식형태’이다. 즉, 인간 계가 물질 계(자본 계, 상품

계, 화폐 계, 종교 계, 권력 계, 국가 등) 따 로 뒤집어져 있는

43) 마르크스, 홍 두 역, 헤겔 법철학 비 (서울: 아침, 1988), p. 214. 이하

에서는 헤겔 법철학 비 으로 약함.

44) 마르크스는 이데올로기를 정 으로 보고 있는 닌과 달리 부정 인 의

미로, 극복되어야 할 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이데올로기’는 

실의 모순을 은폐시키는 왜곡된 실인식으로 이해되며, 그 기 때문에 

실(상품 계, 이념 계, 국가, 계 계) 자체의 변 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최상천,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 비 : 顚倒개념을 심으로,” 

구 효성카톨릭 학교 연구논문집 제51호, 1985, pp. 106-118 참조).



논문296

데, 이러한 도된 실재를 아무런 비 없이 반 한 의식(생각, 이념)
은 이데올로기가 되며, 이것은 실의 모순을 은폐하는 기능을 담당

한다. 이데올로기에 한 마르크스의 비 행 는 의식의 도된 형식

과 물질  생활(존재) 사이의 필연 인 연 을 밝히기 한 것으로써, 
이데올로기 비 의 상은 이데올로기를 생성시키는 실 그 자체는 

물론이고, 종교 인 형이상학  인식론도 포함된다. 따라서 그에게 있

어서 이데올로기 비 45)은 실의 비 인 동시에 방법론의 비 으로,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기 하여 독단 이며 추상 인 이념으로부터 

실을 해석해서는 안 되며, 실의 실재 인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마

르크스는 이 같은 방법론을 ‘추상’이라고 하 다.46) 따라서 마르크스

는 논리 인 종결 인 ‘추상 인 것’이 역으로 ‘구체 인 것’의 본질, 
필연성, 목  따 로 뒤바 게 되면, ‘구체 인 것(존재)’이 ‘추상 인 

것(의식)’의 수단․도구로 략하게 되고, 이러한 도된 인식은 필연

으로 목 론으로 귀결되며 인간은 이념, 국가정신, 역사법칙, 
경제발  따 의 ‘신성한 목 ’의 꼭두각시(도구)로 치 지워진다고 

비 하 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이론이 인간됨을 지향하게 될 때 의 마음

을 사로잡을 수 있고, 이론이 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실을 변

할 수 있는 물질  힘이 된다. 그는 이것을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  

통일로 한 이것을 실천행 (Praxis)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론이 실

천을 지향하고 있고 실천이 이론을 제로 할 때, 비로소 실천과 이

론이 통일되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말하고 있는 이러한 이론과 실천

의 통일은 그가 실의 고통받고 소외받는 ‘ 롤 타리아트’를 발견

함으로써, 곧바로 철학과 롤 타리아트의 변증법  통일로 실세

계에서 드러나게 된다.

45) 마르크스도 아 트와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를 체주의의 핵심으로 보

고 비 하 다. 이와 련한 내용은 Hannah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58), pp. 

460-479 참조.

46) 독일이데올로기 , p. 66.



락시스 에 있어서 아 트와 마르크스간의 횡단성 297

철학이 롤 타리아트 속에서 그의 물질  무기를 발견하듯이, 
롤 타리아트는 철학 속에서 자신의 정신  무기를 발견한다. 해방의 

머리는 철학이고, 해방의 심장은 롤 타리아트이다. 롤 타리아트의 
지양없이 철학은 실화될 수 없으며, 철학의 실화(Verwirkichung 
der philosophie) 없이 롤 타리아트는 지양될 수 없다.47)

이 말을 통해 마르크스는 “사람이 뜨거운 심장없이 차가운 지성만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냉철한 지성없이 뜨거운 기

로만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비유로서 나타내고 있다. 
한 마르크스는 “해방의 머리로서 철학과 해방의 심장으로서 롤

타리아트”라는 말을 통해 철학과 롤 타리아트가 결합되지 않고서

는 해방이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실천행 (Praxis)란 

이 게 테오리아(theoria)를 필수 으로 갖추어야만 그 타당성을 갖게 

된다고 할 때, 이론은 곧 타당한 실천을 한 핵심  요소가 된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실천행 (Praxis)는 자본주의사회 ‘소외된 노동’

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외된 노동은 실천행 (Praxis)를 

통해 지양되어야 할 그 무엇, 실천의 상이다. 마르크스가 포이에르

바하에 한 테제 11 에서 언 한 ‘세계를 변화시키는 행 ’로서, 실

천행 (Praxis)란 자연과 사회 그리고 인간에 한 능동 이며 주체  

행 로서 인간의 자아실 과 사회․정치  해방을 목 으로 하는 인

간의 자기 변 인 행 이다. 그것은 ‘상품’으로 물신화된 인간의 

‘소외된 노동’을 본래의 의미로 되살리는 명  행 이다. 그것은 

한 착취와 억압을 타 하는 정치 인 행 이다. 아울러 인간을 지배

하고 억압하는 소외된 사회  힘인 ‘국가권력’(state power)을 인간의 

자연스런 사회  계 즉, 유  존재의 부활로 재편하여 새로운 정치

공동체로 지양시키는 정치  행 이다. 마르크스는 이 같은 실천행

(Praxis)를 자신의 서 곳곳에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잃은 

것은 쇠사슬이요! 얻을 것은 자유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자신이 정치 인 존재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단결하여 정치  실천행

47) 헤겔 법철학 비 , p.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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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극 나설 것을 구하 다.
아울러, 마르크스가 말하는 실천행 (Praxis)의 경제－사회  측면

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그것은 ‘일’, 혹은 ‘노동’을 뜻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일’과 ‘노동’이 가져다주는 결과로서의 가치를 강조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생산’이 된다. 여기서 ‘일’과 ‘노동’은 소외된 

의미로써의 노동(labor)이 아니라 ‘소외된 노동’의 ‘지양’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일을 통해서 그 자신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기 이 바로 생산 인 일에 참여한다는 데 

있다고 한 마르크스의 말은 결국 그러한 생산  일이 곧 인간을 비

로소 인간답게 해주는 본질 인 조건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생산 인 

일이란, 일하는 사람 스스로의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 머무는 것

이 아니라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남을 한 것이기도 하며, 나아가 

인류라고 하는 보다 보편 인 가치를 실 하기 한 것이다. 즉, 나

의 일은 나의 일이 아니며, 따라서 나 개인은 사사로운 나 개인을 넘

어서게 되어 인류의 일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인간의 이러한 본질  

속성을 가리켜 마르크스는 ‘유  존재’(Gttungswessen)라고 하 다. 
여기서 인간이 유  존재라고 하는 의미는 그의 자본론 48)과 정치

경제학 비 에서 “인간은 고립된 생산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말하는 

개인들이 없는 가운데서 언어의 발 이 불가능한 것”처럼, “문자 그

로의 의미에서 정치  동물(zoon politikon) 즉 사회  동물일 뿐만 

아니라 사회속에서만 개별화될 수 있는 동물”49)이라고 한 언 에서 

잘 드러난다. 
여기서 ‘정치  동물(zoon politikon) 즉 사회  동물’이라는 그의 

언 은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 아리스토텔 스가 생각하는 그러한 의

미의 정치  동물은 아닐지 몰라도 여하튼 사회  동물이다”50)라고 

48) 자본론 , p. 421. 업은(하나의 동일한 생산과정에, 는 서로 다르지만, 

상호 련된 생산과정에, 많은 사람이 계획 으로 함께 력해서 일하는 

노동의 형태) 인간이 그 본성에 있어서 아리스토텔 스가 생각한 것처럼

(노 제에 기 하여 정치하는 자와 노  노동하는 자의 분리) 정치  동

물은 아닐지라도 여하튼 사회  동물이라는 데 기인한다. 

49) 마르크스, 김호균 역, 정치경제학 비  요강 (서울: 백의, 2000),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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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하고 있듯이, 아리스토텔 스의 정의를 비 한 언 이다. 다시 말

해서 마르크스는 “아리스토텔 스의 정의가 ‘고  고 의 특징’(만)
을 표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아리스토텔 스의 정의가 노

노동과 구별되는 인간의 노동일반을 추상  개념으로 추출할 수 없

었던 ‘역사 인 한계’로 인하여, 노 노동 역인 포이에시스(poiesis)
와 정치 역인 락시스(praxis)의 계를 계 인 고정불변의 것으

로 볼 수밖에 없었던 고  노 제 상황에서만 유효한 개념이라는 것

이다. 따라서 재에는 유효하지 않은 개념이라고 비 하는 것이다. 
즉, 마르크스에 의하면 아리스토텔 스의 정의는 사회  존재로서 인

간의 실천행 (Praxis)인 ‘노동일반’을 설명해내는데 부 합하다는 것

이다. 마르크스의 아리스토텔 스 비 51)은 그의 실천행 (Praxis)가 

아리스토텔 스에서부터 연원하는 락시스(praxis)에 의한 포이에시

스(poiesis)의 지배로 보는 통 인 세계 을 지양하고, 둘 간의 계

를 계 인 차원이 아니라 수평  차원에서 상호연 과 상호작용으

로 이해하는 데서 연원하고 있다.

50) 자본론 , p. 421. 주 7) 참조, “인간을 정치 인 동물이라고 한 아리스토

텔 스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도시

공화국의 시민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원래 도구를 만드는 동물이라고 한 

랭클린의 정의가 양키 시 의 특징을 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

리스토텔 스의 이 정의는 고  고 의 특징을 표 하고 있는 것이다.”

51) 마르크스는 가치의 ‘일반 인 등가형태’로 화폐가 등장한 것을 분석하면

서, 특별하게 자연과 사회형태와 함께 가치형태를 처음으로 분석한 사람

이 아리스토텔 스라고 그의 천재성을 높게 평가하 다. 하지만 아리스토

텔 스가 결국에는 서로 다른 물건들이 같은 단 로 측정되고, 상품과 화

폐가 교환될 수 있는 본질  이유에 해, “질 으로 동등하다는 것은 실

제로는 불가능하지만, 실제상의 필요를 한 인 인 조치일 따름”이라

고 밝히면서, 가치의 본질인 ‘추상 인 인간노동’이라는 것을 밝히는 데 

실패한 것은 아리스토텔 스가 가치개념을 결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의 역사  한계를 비 하고 있다. 아리스토텔 스에 한 마르크스의 이

같은 평가는 그가 살고 있었던 그리스 사회가 노 노동에 기 하고 있었

고, 따라서 인간과 인간 노동력의 부등가성을 그 자연  토 로 삼고 있

었기 때문에, 추상  인간노동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노동의 결과가 상품

으로 일반화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야 비로소 생길 수 있는 개념이기 때

문에 그리스 사회에서는 역사  한계 때문에 생길수도 발견할 수도 없었

다는 것이다( 자본론 , pp. 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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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둘 간의 횡단성(transversality)

본 연구는 락시스(praxis) 에 있어서 아 트와 마르크스의 

‘횡단성’(transversality)을 확보하고자 하는 실험 인 근이다. 그런 

만큼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 트와 마르

크스에 있어서 서로 이질 으로 보이는 문제에 해, 락시스

(praxis)라는 매개를 통해 둘이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음으

로써 서로간의 계를 풍부하게 하고자 했다는 에서 소박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둘 간의 횡단성은 유사성과 차이성을 통해 드러나는데, 
그것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둘 간의 유사성과 차이성은 아리스토텔 스의 철학  통에 의해 

정식화된 테오리아(theoria), 락시스(praxis), 포이에시스(poiesis) 간

의 질서 계 즉, 테오리아(theoria)에 의한 락시스(praxis) 지배 계, 
그리고 락시스(praxis)에 의한 포이에시스(poiesis) 지배 계의 긴장

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를 통해 드러난다. 결국 이것은 아리스토

텔 스와 아 트의 계, 아리스토텔 스와 마르크스의 계 그리고 

아 트와 마르크스의 계 즉, 세 사람 계의 틀로 재구성된다. 첫

째, 그 둘 간의 유사성의 측면이다. 즉, 아리스토텔 스와 다르게, 아

트와 마르크스는 테오리아(theoria)에 의한 락시스(praxis)의 계

 지배 계에서 벗어나 락시스(praxis)와 테오리아(theoria) 간의 

수평  상호연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에서 서로 유사하

다. 즉, 아 트에 있어서는 인간의 활동  삶인 행 (praxis: action)는 

정신  삶인 단(judging)과 상호작용하는 행 로 드러나고 있으며, 
마르크스에 있어서도 락시스(praxis)는 테오리아(theoria)와 상호작용

을 하는 실천행 (Praxis)로 부각된다. 다시 말해서, ‘ 락시스(praxis) 
같은 테오리아(theoria)’52) 즉, 이론과 실천의 통일로 드러난다.

52) ‘ 락시스 같은 테오리아’는 마르크스의 서인 포이에르바하에 한 테

제들  11번째인 “철학자들은 세계를 단지 다양하게 해석해[theoria: 연

구자 삽입] 왔을 뿐이다. 그러나 요한 것은 세계를 변 시키는[praxis; 

연구자 삽입] 것이다.” 마르크스, 김세균 감수, 포이에르바하에 한 테제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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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둘째, 그 둘 간의 차이성도 있다. 즉 락시스(praxis)에 의

한 포이에시스(poiesis)의 계  지배 계’에 있어서, 아 트와 마르

크스의 시각은 매우 다르다. 아 트는 아리스토텔 스의 통 로 

락시스(praxis)에 의한 포이에시스(poiesis)의 지배 계를 수용하여, 노

동(labor), 작업(work)보다 행 (praxis: action)를 요시 한다. 이런 

에서 아 트와 아리스토텔 스는 유사하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아

트  아리스토텔 스와 다르게 락시스(praxis)에 의한 포이에시

스(poiesis)의 지배 계를 수용하지 않고, 이것을 비 하고 있다. 이런 

에서 그들은 다르다. 즉, 마르크스는 ‘ 락시스와 상호작용하는 포

이에시스’53) 역으로 ‘포이에시스와 상호작용하는 락시스’를 상정하

고 있다.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이러한 락시스와 포이에시스 계는 

‘소외된 노동’을 반 하고 있는 포이에시스(poiesis)와 이것을 지양하

는 공간인 락시스(praxis) 그리고 락시스(praxis)가 드러난 정치공

동체인 게마인베젠(Gemeinwesen)에서의 포이에시스(poiesis) 형태가 

더 이상 ‘소외된 노동’이 아니라 ‘자유로운 노동’으로 발 된다는 

에서 분명해진다.54) 결과 으로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테오리아(theoria), 
락시스(praxis), 포이에시스(poiesis)의 질서 계는 각각의 역은 

계 이지 않게 수평 인 차원에서 자율성을 갖되, 서로 연 되어 상

호작용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추동하는 것으로 상정된다. 이 같은 

배경에는 마르크스가 헤겔의 ‘주인－노  인정투쟁의 변증법’을 비

≪칼 맑스 리드리히 엥겔스 작선집≫(서울: 박종철 출 사, 1992), p. 

186 참조. 

53) 이것은 마르크스에 있어서, ‘소외된 노동’(labor)으로부터 벗어나 해방

(freedom)되고자 하는 실천행 (praxis)로 드러난다. “자유의 왕국은 궁핍

과 외부 인 편의에 의해 규정되는 노동[소외된 노동: 필자삽입강조]이 

끝장나는 곳에서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되며 따라서 그 본성상 고유한 의

미에서의 물질  생산의 역을 넘어서서 존재한다”, 마르크스, 김수행 

역, 자본론 3권 (서울: 비 출 사, 1989), pp. 1010-1011.

54) “진정한 공동체 속에서는 개인들이 그들의 연합(assoziation) 속에서 그리

고 그들의 연합을 통하여 동시에 자신들의 자유를 획득한다.” 마르크스, 

김세균 감수, 독일이데올로기 , ≪칼 맑스 리드리히 엥겔스 작선집≫

(서울: 박종철 출 사, 1992), p.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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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마르크스는 “모든 

노동은 그것이 인간노동 일반이기 때문에 동등하고 등가의 것이라는 

사실(가치개념: 연구자강조)”55)을 발견한 후, ‘가치’개념을 결여한 아

리스토텔 스의 한계를 비 56)함으로써 ‘소외된 노동’이 해방된 ‘자
유로운 노동’으로 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았다. 즉 마르크스는 

포이에시스(poiesis)의 역을 인정하되, ‘소외된 노동’에서 가치개념

에 입각한 ‘동등한 노동’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락시스(praxis)로 새

롭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마르크스가 락시스(praxis) 과

정에 있는 포이에시스(poiesis)를 ‘ 락시스 같은 포이에시스’로 이해

하고 있다는 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아 트  아리스토텔 스

와의 근본 인 차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둘의 차이는 결국 실에서 ‘정치 인 것’을 부활하기 

한 노선상의 차이로도 나타난다. 아 트가 노동(labor), 작업(work), 
행 (praxis: action)를 구분하고, 행 (praxis: action)의 공간인 공

역(public realm)에 노동(labor)과 작업(work)이 투 된 ‘사회 인 

것’(the social)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경계선의 분리를 강조하는 진

인 분리노선를 사용한다. 반면에 마르크스는 아 트가 분류해 놓은 

노동(labor), 작업(work), 행 (praxis: action)의 구분을 인간의 실천행

(Praxis)를 통해 명 으로 융합(convergence)시키는 통합  노선을 

55) “상품가치의 형태에서는 일체의 노동은 동등한 인간노동으로서, 따라서 

동등한 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표 된다는 사실[가치개념: 필자강조삽입]

을 아리스토텔 스는 간 하지 못하 다. 왜냐하면, 그리스 사회는 노

노동에 기 하고 있었고, 따라서 인간과 인간노동력의 부등성을 그 자연

 토 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체의 노동은 그것이 인간노동 일반이

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만, 동등하며 동등한 의의를 가진다 가치표

의 비 은 인간의 동등성이라는 개념이 민 의 선입견으로 되는 그때라

야만 비로소 해명될 수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 김수행 역, 자본론 1권

(서울: 비 출 사, 1989), p. 75. 

56) “아리스토텔 스의 천재는 바로 그가 상품의 가치표 에서 일종의 동등

계를 발견한 데서 훌륭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그가 생존하고 있던 

사회[노 노동에 기 한 사회: 연구자삽입]의 역사  한계 때문에 이 동

등 계가 ‘실제로’무엇인가를 그는 해명할 수 없었던 것이다.”,마르크스, 

Ibid.,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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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는 이다. 특히, 마르크스에 있어서 노동(labor)－작업

(work)－행 (praxis: action)간 경계 그리고 사회 인 것과 공 역

간의 경계(border)는 아 트처럼, 명확히 구분되기 보다는 그 경계선

이 융합되고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그 경계선을 변경해 갈 가능성

을 열어두고 있는 이다. 다시 말해서 마르크스는 ‘정치 인 것’과 

‘사회 인 것’의 분리 상으로 발생한 근  국가와 시민사회가 

으로 립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 인 것’과 ‘사회 인 것’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근  사 소유(private property)제도로 

상정한다. 그리고 이것을 지양하는(Aufhebung) 인간의 행 (praxis)를 

통해 창출되는 새로운 정치공동체인 게마인베젠(Gemeinwesen)을 창

조함으로써, 그 속에서 분리되었던 양자가 새로운 차원에서 재결합된

다는 의미에서 ‘정치 인 것’과 ‘사회 인 것’의 ‘ 명  통합노선’을 

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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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ransversality between Arendt and 
Marx in Praxis

Chae, Chin-Weo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nsure the ‘transversality’ 
between Arendt and Marx in Praxis. In other words, it i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mutual relations into complementary relations 
by building a bridge of transversality which enables Arendt and 
Marx to understand and communicate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on a problem that seems to be different. In order to make this 
possible, it is necessary to see Marx’s political ideas under the view 
of Praxis as getting out of Marxism. And it is also needed to 
understand ‘Marx’ in the perspective of Arendt’s Praxis.

Keywords: Hannah Arendt, Karl Marx, transversality, praxis, 
theoria, poie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