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 아렌트의 공동권력과 정치

해 맹 맥

i 한국정치연구소

이 끓용 한나 아렌트의 권력개념과 이와 잃접한 연관관계에 있는 정치에
대한 그녀의 독륙한 견해훌 체계적으로 뿔석함으로써， 오눔밟 우리의 정치

에 대한 인식의 지평옳 확대 · 밟전시키는 데 그 목적옳 두고 있다. 아렌트는
자신의 여러 저슐률융 훌해 경험주의적으로 정향지어진 사회과학자롤이 권
력옳 ‘목적 · 수단 범주’ 의 테두리 안에서만 인식하는 오휴， 다시 말해서 혹
정한 묵적 닮성에만 관심옳 두고 있는 도구적인 권력개 l려에 안주하는 우훌

범하지 않옳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아렌트 자신이 전개하고 있는 권
력개녕의 핵심용 다른 그 어떤 목적옳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함께
토론하고 행￥|하는 사람률 사이에서 밟생'ð'~는’ , 따라서 그 자체가 북적이라

고 합 수 있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권력에 었다. 아렌트의 이러한 독혹한 정
치권력론용 나아가 20서|기훌 풍미했던 정치이데옳로기이자 정부형태률 규
정짓는 전체주의，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끓화주외 개념에 대한 새롭고도 체
계적인 해석율 가능케 해준다.

1.

훌어가며
한나 아렌트의 저작들은 이제 의심활 여지없이 혐대 정치철학의 고전 중의 하나

로 명가받고 있다. 현대 대중민주주의의 위기롤 극복하기 위해 미국에서 대두된

공화주의적 접근방법파 더불어 지금까지 혁명， 시민불북종， 공론 영역의 이론 둥

개별적인 주제에 한정되어 있었던 아렌트 사상에 대한 연구는 이제 그녀의 총체적

인 연구업적에 집중된 재구성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1) 아렌트의 사유의 독
1) 한나 아렌트에 대한 최근의 연구 동향에 관해서는 Greven (l 993) 파 Speth (l 996) ,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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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성은 그녀가 개념적으로 고휴한 궤도률 걷고 있으며. 그럽으로써 정치이론상의

중요한 개념들에 대한 의도적인 재해석을 추구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 중 특히 정치학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녀의 독특한 ‘권력’ 개념은
하나의 좋은 예를 제시해주고 있다. 그것은 아렌트가 대부분의 경험주의적 정치학
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권력개념과는 판이하게 다른 새로운 권력관을 전개하고 있

기 때문이다. 아렌트는 기존의 권력개념에 대한 인식이 권력과 폭력올 구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권력과 폭력올 동일시하는 것올 비판
한다. 아헨트가 주장하는 권력개념의 주안정운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동의와 지
지에 바탕올 둔 공동의 권력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나 아렌트의 권력이론은 크게 보아 3가지 촉변에서 관심올
집중시키고 있다. 첫째는 그녀의 정치적인 저작에서 기술된 사회구성원의 공동 권
력에 대한 사유는 분명히

권력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올 제

시해준다. 아렌트의 권력개념은 좌우파률 막론하고 막스 베버 (Max Weber) 로 대표

되는 경험주의척인 권력개념과는 대립된다. 그녀는 이러한 권력에 대한 이해가 결
국에는 목적-수단 범주. 즉 특정한 목적에 봉사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척인 측면
만올 강조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베버류의 권력개념의 특정이 목적지향적
인 수단의 측면올 강조하는 도구적인 권력개념에 놓여 있다면， 아렌트의 권력은
다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뀌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함께 토론

하고 행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독륙한 공동의 권력이라는 의미에서 논
의되고 있다. 이러한 권력의 공동성과 자기목적성 내지는 자기의폰성이 아렌트 권

력개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아렌트의 권력개념은 이에 체계적
으로 선행되어 있는 인간활동의 한 형식인 행위이론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데， 아
렌트에게 고유한 이 행위이론은 그녀의 권력이론 뽕만 아니라， 이와 긴밀한 연관
관계에 있는 정치적인 것 또는 정치에 대한 견해를 체계적으로 뒷받칭해주고 있는

근본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렌트의 정치권력이론은 20세기의 정치
척인 주요 이데올로기이자 정부형태훌 규정짓는 전체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 개념에 대한 새롭고도 체계적인 해석을 가능케 해준다.

국내에서의 아렌트 연구는 김비환 (200 1) . 김선욱 (2001) . 서유경 (2α)()) 및 정윤석 (2αX))

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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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아렌트의 권력개념에 대한 환석올 통해 그녀의 공동
권력 개념의 본질적인 욕정들올 체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둘째， 이률 바탕으로
그녀의 정치적인 것에 대한 인식올 살펴보고， 셋째 이러한 권력파 정치에 대한 그

녀의 인식의 토대를 이루는 행위개념올 비롯한 인간의 활동양식릎에 대한 거술올
분석함과 아올러 권력개념과 정치 및 행위개념 사이에 내재하는 구조척인 연관성
을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이를 바탕으로 아렌트가 주장하는 권력이론올 전체주
의 체제와 서구의 자유주의적 대의민주주의 및 공화주의 개념에 비추어 체계척으

로 분석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렌트의 정치철학이 지니고 있는 한계점에 대
해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1.

포구쩍 괜획과 풍풍의 권혁

앞서 말했돗이 아렌트에게 었어서 권력은 물리적 힘이나， 총칼올 통해 타인올

강제하는 힘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혼히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있
는 이러한 권력개념은 아렌트에 따르면 폭력 그 자체의 특정율 드러내주는 것이

다. 나아가 이러한 권력판은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청치의 개념에 대한 이해 방
식의 차이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아렌트는 자신의 권력개념올 보다 효
과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다융파 같이 정치에 대한 두 가지의 이해방식과 연결시키
고있다.
그 중 하나는 특히 국가확에서 오늘날까지도 정치의 중심적인 개념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는 ‘지배’ (Herrsch뼈)의 개념이다. 아렌트에 의하면 여기서의 국가는 정
당하다고 여겨지는 폭력수단에 기초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판계’ 에 다륨 아
니다. 이러한 지배개념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권력에 대한 인식은 아렌트에 의
하면 막스 베버에서 라스웰올 거쳐 C. R. 밀스 둥에 이르기까지 공통되고 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들의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권력개념에 대해
서는 일치된 견해훌 드러내고 있다. “내가 원하는대로 타인이 행위하도록 만드는
데 있는 것”이 권력이라고 말한 볼테르를 위시해， “모든 정치란 권력을 위한 투쟁
이며， 이 권력의 궁극적인 본성은 폭력에 었다”고 한 c.R. 밀스， “명령하는 것과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없다면 권력온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쥬브넬， 그리고
“모든 국가는 폭력에 기반하고 있다， (Arendt

1970a ,

36-37) 고 주장한 트로츠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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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력판의 공흉된 혹칭을 아렌트는 한마디로 ‘명령과 복종외 판계’ 로 요약한다.
이들의 권력판은 아렌트에 의하면 막스 베버의 권력에 대한 정의， 즉 “사회적 관

계 속에서 자신의 의지를 타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모든 기회”

(Weber 1972 , 28) 라는 권력개념으로 수렴될 수 있다. 명령-복종 관계에 토대를 둔
권력관온 결국운 권력옳 지배 내지는 폭력과 동일시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고 할
수있다.

이처럽 권력올 명령과 북종의 관계로 단순화시키는 일반적인 경향2) 에 반하여
아렌트는 권력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전통융 제시하고 있다. 이 전통옳 아렌트는
“이 소노미 .. (Isonomie) , 즉 자유롭고 평 둥한 시 민들이 “함께 토론하는 활동

다시

말해서 “발언의 자유.. (Are때t 1993 , 40) 에 토대를 둔3) 아테네 도시국가의 정치체
제와， 로마인들이 공적인 것 (res publica) 쪼는

‘시민연합’ 옳 의미했던 시민사회

(civitas) 라는 정부형태에서 찾고 있다. 여기서 아렌트는 아테네와 로마의 시민들이

공히 권력과 법의 문제롤 결코 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을 찾
아냈다. 즉 아렌트는 이률이 권력과 법 개념의 본질올 “명령하는 자와 복종하는
자의 관계로 환웬시키지도 않았올 뽕만 아니라 권력과 지배 그리고 법과 명령올
동일시하지도 않았다.. (Arendt

1970a ,

4 1)는 점올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은 아

렌트에 의하면 18세기 후반의 미국과 프랑스의 혁명자들에 의해서도 받아들여지

고 있는데. 이률은 공화국이라는 정부형태를 구성할 때 명령파 복종의 판계에 기
반한 것이 아닌， “인민의 지지 에 바탕을 둔 법치 (Arendt

1970a ,

42) 를 헌법상에 공

고히 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아렌트가 제시하는 권력개념윤 정치에 대한 또 다른 새
로운 차원의 인식울 함축하고 있다. 아렌트는 정치개념올 지배의 개념 대신 사회

구성원 꽁흉의 합의와 결속에 토대률 둔 권력개념율 통해 정착시키고자 했다. 나
아가 아렌트는 권력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통해서 기존의 지배적인 권력개념에 대

2)

아렌트도 초기에는 권력올 폭력개념파의 연관 속에서 기존의 지배적인 권력관에 입각
해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 몽테스키외에 대한 연구와 버클리 대학에서
강의훌 시작하면서 자신의 독륙한 권력관옳 발전시키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Canovan (J 993)

Margaret

208쪽 이하 창조.

3) 아렌트는 여기서 이소노미에 대한 기존의 일반적인 견해， 축 모든 사람들윤 볍 앞에 명

둥하다거나 또는 법이란 모든 이에게 공명하다는 관점용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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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했올 뽑만 아니라， 권력과 폭력의 근본척인 차이훌 가시화시켰다. 먼져 아렌트

는 한 대상이나 인물에 내재하는 햄 (Stärke) , 물리척이거나 사회적인 훈동올 통해
방출되는 에너지롤 표현하는 강제력 (Kraft) , 그리고 인격에 귀속되는 권위

(Authori따t) 와는 달리 권력파 폭력올 특히 다음파 같이 구별한다.
우선， 아렌트에 의하면 권력온 그 자체가

하나의 자기목적이다.

…따라서

권

력온 목적들에 대한 수단”이 아닐 뿔만 아니라. “모든 인간척인 꽁통사회를에 이
미 그리고 항상 내재하는 (inhärent) 것이다 (Arendt

1970a , 52)

이처럼 권력용 결코

최종 목적올 지날 수 없는， 오히려 모든 여타의 목척들에 선행하는 목척의 목적，
즉 목적 그 자체로서 아렌트에게 있어저는 국가톨 벼롯한 모든 정치제도들의 근본

조건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권력은 “모든 국가적인 공동체의 본질에 속한다.
동시에 권력은 모든 어떻게든 조직화된 집단들의 본질에 속하지만， 폭력은 결코
아니다.. (Arendt

1970a, 53).

이처럼 모든 공동체의 본질인 권력의 형성은 개별척 인

간들의 험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종합한 총체로서가 아니라， “인간들이 모아고 함
께 행위하는 모든 곳에서 발생한다 (뾰ndt

1958 ,

2때). 따라서 권력은 “타자와 결

속하며 그들과의 합의 속에서 행위하는 인간의 놓력에 상용하는 것이다. 권력은
결코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며， 한 집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단지 이 집단이
함께 할 동안만 존재하고 또 유지된다， (Arendt

1970a , 45).

나아가 이처럼 .함께 행

위함’에 의해 형성된 권력이 의미하는 바는 이 행위자돌이 결코 권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자기목적척’ 이다. 아렌트에 의하면 행위자률은 이러한 행위
를 통해 충만감올 느끼며 이를 통해 공동의 권력성 (Mätigkeit) 의 감정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아렌트의 권력개념은 ‘자통적’ 권력과 ‘타통적’ 권력이란 개념으로

셜명되기도 한다. 이때 타동적 권력개념의 경우는 권력행위의 주체와 객체가 뚜렷
이 구별되어， 다른 행위자인 객체에게 권력올 행사하는 분명한 주체가 있는 경우

로서 베버의 권력관파 일치한다. 반면에 아렌트의 권력관에 해당하는 자동적인 권
력개념의 경우， 권력의 주체와 객체의 구벌이 불필요한， 자기목적적이며 자기의존

적인 독특한 권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G뼈er u.a. 1997) .4) 아렌트는 이러한 자기목
4) 타동적 (tr없lsitiv) 및 자동척(intransi디v) 이란 용어는 동사외 상태률 말하는 언어학적 규정

이다. 이때 타동적이란 말온 하나의 행위가 4격에 해당하는 목적어로 이행한다는 의미
활 지니고 있다(예나는 나무훌 자룡다

; Ich fälle den Baum) . 반면에 자동적이란
; ‘나는 살고 있다’ ; Ich lebe).

는 4격에 목적 어훌 굳이 동반하지 않는다(예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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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성올 지닌 권력을 모톤 정치와 나아가 모든 정치제도뚫외 본질로 인식하고 있
다. “모든 정치제도들이란” 바로 이 공동의 ’권력의 발현 (Manifestation) 이며 그 구

체적인 형태화이다. 그리고 이 제도률은 인민외 역동척인 협， 즉 인민의 권력이 더
이상 뒷받침되지 않으면 퇴락하고 또 소멸되어 버린다’(없ndt 1여Oa ， 42) , 정치공
동체의 붕괴 현상도 이 인민의 지지에 의한

권력올 상실했기 때문.. (뼈:ndt 1958 ,

193) 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의 권력은 구체쩍으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측 정치

적인 자휴롤 보장하는 각종 정치젤서 및 제도률 유지하는 힘으로서. 또는 정치적
자유의 억압에 대한 저항으로서， 그리고 정치체제의 새로운 창셜율 가능케 하는

혁명올 통해서 그 모습올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Habennas 1992 , 186) ,5)
둘째， 이미 언급되었듯이 아렌트에 의하면 권력파 달리 .폭력’ 은 일차적으로 잔
혹성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비상시에 필요로 하는 그 무엇으로 취급되어지는”

(Arendt 1958 , 194) 여러 수단들과 마찬가지로 “도구적인 성격에 의해 특징지어지
고fl (Arεndt

1970a , 47) 있다. 뿔만 아니라 권력은 그 자체로서 이미 정당성

(Legi뼈U없t) 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결코 정당화 (Rechtfe띠gung) 를 필요로 하지 않
는다. 반면에 도구적인 톡생올 지닌 폭력은 다른 모든 수단툴처럼 항상 자신이 추

구하는 목적올 통한 정당화가 요구된다. 아렌트에 의하면 기존체제의 정당성이 도

전받올 경우에는 ‘과거’ 에 이 체제가 정당하게 형성되었다는 데 호소할 수 있다.
반면에 정당화는 항상

미래 에 자리잡고 있는 목척과 직접적인 연판올 맺고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렌트는 권력파 달리 폭력윤 정당화될 수는 있지만， 결코 정

당성올 가질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셋째， 이처럼 권력과 폭력은 대립적이며， 별개의 현상이지만 대개는 함께 나타

난다. 그러나 하나가 절대척으로 지배하는 곳에서는 다론 하나는 부재한다. 폭력
은 항상 권력옳 파피할 수 있으나， 이 폭력으로부터 결코 나오지 않는 것이 또한

권력이기도 하다. 따라서 권력은， 아렌트에 따르면， “그 개념적인 순수성이 극히
드물게 맞아떨어지는.. (뼈:ndt 1970a, 47) 하나의 이상적 형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경험적인 관점에서 활 때， 권력과 폭력이 대치활 경우 대개는 후자가

5)

역사척으로 활 때. 권력에 대한 아렌트의 인식에 부용하는 좋용 예로서는 인도의 간디

에 의한 비폭력 저항훈통과 프라하의 봄으로 상정되고 있는 체코의 민주화 운동 (1968
년)， 그리고 우리의 경우
운동동올돌수 있다.

4 , 19

혁명과

6 , 29

선언으로 대변되는 1987년의 한국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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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하게 된다. 그렴에도 불구하고 아렌트의 입장은 분명히 권력의 규범적인 우월

성올 견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권력에 대한 폭력의 경혐척인 우세함만으로는 인간
세계의 규범적인 질서의 정당성에 대해 적절히 셜명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

한 의미에서 아렌트는 권력이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모든 다른 표현방식의 상위에
존재하는 “원칙적인 우월성 .. (뼈ndt 1970a , 5 1)올 지니고 있다고 강조한다.

넷째， 권력과 폭력의 또 다른 명백한 차이는 수(數)적인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었다. 권력은 항상 다수를 필요로 하지만 폭력윤 수단이자 도구에 의존하기 때문
에 다수가 아니더라도 행사될 수 있다는 접이다. 따라서 권력의 가장 극단적인 형
태는 한 사람에 반하는 모든 사랍이며， 폭력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극단적인 전

체주의률 의미하는. 모든 사람에 반하는 한 사랍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렌트에게 권력은 결코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며， 오로지 “다수”

(Arendt 1958 , 197) 와의 관계 속에서만 풍장한다. 여기서 권력온 함께 대화하고 행
위하는 복수의 인칸들 사이의 영역， 즉 하나의 특수한

‘사이 공간’ (Zwischen-

Raum) 올 의미하는데， 이 공간은 “인간들이 함께 할 때면 항상 이들 사이에 부여되
는 세계

즉 “인간들 사이의 공간”으로서(Arendt

1993 , 25) , 이것은 곧 다음에서

논의될 정치적인 것의 영역의 특성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러한 사이공간의 현존，
바꾸어 말하면 권력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온 아벤트에 의하면 특히 언어라는
매체률 통해서 일어난다. 권력의 실현은 .. 말파 행위가 일치하는 곳에서， 말이 공
허하지 않고 행위가 야만적이지 않은 곳에서 (AI빼t

1958 , 194) 이다. 언어를 매개

로 한 정치척인 공론장 이론을 발전시킨 하버마스가 아렌트의 권력개념올 “의사소
통척 권력 ..

(Habennas 1992 , 182) 이라고 지칭한 것도 이처럽 언어훌 통한 대화의 중

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처럼 말파 행위에 기초한 권력은 아
렌트에 의하면， 때에 따라 즉시 중발될 위험이 있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속
적으로 “공동의 행위 .. (act in concerto) 를 통해 체험되어야만 하는 속성올 지니고 있

다(Arendt 1958 , 194). 이러한 배정에서 아렌트는 훌리스나 공화국에서의 정치적인
질서는 권력， 좀더 정확히 말하자변 함께 말하고 행위하는 데서 비롯되는 그 자체

가 목적인 공동 권력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고 말한다. 반면에 뒤에서 논의되겠지
만 무엇보다도 전제정 또는 전체주의 하에서는 권력이 발불일 자리가 없다고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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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 11 집 저12호 (2002)

정치쩍인 것의 엉쩍

아렌트의 권력이 함께 말하고 행위하는 데서 퉁장했듯이. 정치 또한 아렌트에게

있어서는 언어를 매개로 한 다양한 의견률이 복수의 인깐들 사이에서 현상하는，
즉 공론이 형성되는

사이공간율 의미한다. 따라서 권력온 이러한 정치적인 것의

영역이자 정치적인 사이공간， 즉 공론 영역올 드러내주고 유지시켜주는 것이기도
하다. 아렌트는 이처럽 권력개념파 맞물려 있는 정치적인 것의 영역을 모든 여타
의 영역들에 규범적으로 우선시키고 있는데， 그녀가 이러한 정치적인 것의 영역의
전형적인 모범으로 삼은 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그 꽃올 피웠던 폴리스의 민주주의

였다.
아렌트에 따르면 정치척인 것은 권력의 발생공간이자 공공성 또는 공론의 영역

이다. 이 영역에서만 서로 말하고 행위하는 자유홉고 명둥한 자물의

.함께 함’ 이

있다. 바로 이 함께 함에 의해， 한편으로는 폴리스에서 타인들올 상대로 자신의 탁
월성올 과시하고 분투하는， 즉 경쟁적인 (agonal) 흑성을 유지했었고， 다른 한편으
로는 이률올 다시 결속시키는 결사척 (assozíativ) 인 특성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서로간에 동둥하고 평풍한 시민들이 그들에게 공동의 사안， 다시 말해서 공
적인 문제들올 결정할 수 있었다. 정치척인 것의 의미는 따라서 말과 셜득올 통해

공적인 현안을 함께 결정하는 것에 있다 6) 아렌트가 딸하는 정치적인 것의 영역에
서 우리가 활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척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공동의’ 또

는 공론의 영역에 몰입하게 된다(Arendt 1967. 49). 이처럼 정치적인 것의 영역은
앞에서 말했던 권력현상과 함께 내적으로 똥질척이고 자기목적적인 행위에 의한

공론의 영역이다. 아렌트가 말하는 정치적인 것의 특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정치척인 것의 개념은 사적인 영역이 아닌， 타자와의 공동의 삶올 영위하

는 공론의 영역올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공론의 영역윤 '" 우리에게 공동적인

6)

반면에 폭력으로서 인간율 강제하며. 설득하기보다 명령하는 것윤 인간올 전(前)정치
적으로 다루는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가부장적인 가정 안에서나，

전근대적인 야만국가에서의 삶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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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 한. 또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사척인 것에 숙하는 것파 구별되는 한， 세

계 그 자체훌 지칭한다. 이 세계 안에서 공동의 삶옳 영뀌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사물의 세계가 그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 (뼈ndt 1958 , 52) 율 의미한다. 아
렌트는 공론의 영역， 곧 정치척인 것익 영역과 이에 대비되는 사적 영역올 특히 다
음과 같이 구별하고 있다. 도시국가의 삶과 연판된 공론 영역은 자유시민들의 공
동의 세계로서， 자유의 영역이자 명풍의 공간이며， 개별적 시민를이 자신의 탁월
성올 드러내는 정치적인 것의 영역이기도 하다. 공론 영역윤 그러나 사적 영역의

회생올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에 가정 또는 가족의 영역인 사적
영역융 개체유지와 종쭉보존 그리고 생계유지륭 외한 필연성이 지배하는 가정경
제의 영역올 지청하며， 이는 또한 자유와 명동의 공간인 꽁론의 영역과는 달리 강

제와 폭력이 허용되는 불평풍의 공간이자， 드러냉이 아닌 친밀성 (Intimi때t) 과 숨김
이 지배적인 영역이기도 하다(Arendt

1958 , 31-36).

둘째， 아렌트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것올 륙정짓는 또 다롱 한 요소는 인간의 다
원성 또는 복수성 (PI뼈lí때t) 이다. 복수성은 그녀에게 정치적인 것의 구성요소로서

없어서는 안휠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복수의 인간들의 현존올 아렌트는 다음과 같
이 강조하고 있다. “이 혹성에 거주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인깐툴이다”
(뼈ndt

1977 , 29) , 나아가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사랍들의 함께 함

“(Arendt 1993 , 9) 에 있고， 이률 위해서는 “타자의 현촌" (Arendt 1958 , 195) 이 본질
척으로 중요하다. 반면에 이러한 복수의 타자의 현존， 즉 인간의 복수성이 하나의
집합적인 것으로 융합되어 단일화되어버렬 경우. 정치적인 것 또한 사라지게 된

다. 왜냐하면 아렌트가 이해하는 정치적인 것의 영역， 즉 “공론의 영역올 지배하
는 동풍성의 원리는 오로지 동둥하지 않윤 것에 의해서 실현되기 때문이다”

(Arendt 1958 , 209) , 측 서로 다른 인간률의 고유한 개성파 인격의 표출에 의해 공
론의 영역이자 정치적인 것의 영역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정치
척인 삶에서는 자기 표현과 자신의 드러냄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자기
표혐에 의해서만 결코 배제될 수 없는 개개인의 ‘유일성’ (Einzig없igkeit) 올 드러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올 정치적인 영역에서 드려낸다는 것윤， 하나의
인격올 가진다는 의미이며， 곧 이 인격율 표상한다는 것율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

에서 아렌트가 말하는 정치， 즉 공론의 영역이란， 벤하법이 적절히 표현했듯이， 인
격의 출현 또는 현상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i 이 현상의 공간에서 정치적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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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및 영용주의에 따흔 독특성이 계시되었고， 또한 이훌 타자와 공휴했었다. 이
공간이 바로 상호간의 인정， 타인과 구별되는 탁월성 그리고 동의률 위해 이루어
지는 경쟁의 공간이다 (Benhabib

1991 , 15 1),

셋째， 정치적인 것에 대한 아렌트의 이러한 독혹한 개념화는 톡히 국가룰 하나

의 통일체로 파악하는 경향. 즉 진리와 의견올 엄밀히 구분하고， 오로지 진리에 바
탕올 둔 플라톤척인 국가관과 자연권에서 출발하는 홉스와 루소의 정치철학 동에
대해 전띤척으로 항거하는 것이다. 여기서 아렌트는 진리활 추구하는 관조적 삶과
인간의 다양성파 복수성에 곤거한 활동척인 삶올 구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녀
는 진리와 의견올 구분하고， 전자를 철학의 영역으로. 그리고 후자를 정치의 영역
에 각각 고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AJendt

1958 , 22-23) ,

이러한 맥락에서 아렌

트는 정치외 영역은 각 개인들의 개성이 서로 다륜 의견들의 교환올 통한 설득의
형식올 통해 적극 발휘될 수 있게 하는 영역이다. 반면에 철학척 진리는 인간들의
동의나 합의률 초월하는 판조， 측 이성의 놓력융 통해서 비로소 도달될 수 있는 것

이지 , 대화와 셜득을 통해서는 결코 다다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렌트에 의하면
절대적인 진리룰 추구하는 철확척 이념이 정치의 영역에 침범할 때 빚어지는 현상

이란 다릅 아니라 바로 이 철대성올 앞세훈 독재척인 또는 전제적인 지배의 형태

일 뽑이다 7) 아렌트씌 정치와 권력에 대한 이러한 독특한 개념화는 특히 고대 그
리스 도시국가의 정치현상의 분석올 통해， 축 현상학적으로 재구성된 정치 및 권
력이론이라고 활 수 있다. 따라서 정치에 대한 아렌트의 이러한 인식온 플라톤 이
래로 서양 정치사상훌 지배해 왔던 ‘이성

중심주의에 대해 반기를 드는 것이기도

하다. 아렌트에 따르면 이성개념에 토대률 품 정치개념온 인간을 보편적인 이성올

지년 존재로 가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공동체 또는 국가훌 이론적으로 구성해내는
데 그 핵심이 있다. 그러나 아렌트는 정치에 대한 이러한 이성중심주의적인 접근
법의 폐단은 바로 우리 인간의 다양성파 복수성올 무시함으로써 결파적으로는 정
치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 도랄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아렌트의 이러한 복

수성과 다훤성에 입각한 정치개념온 모든 단일화된， 통일적인 의지에 바탕윷 둔
7) 훌라톤은 스숭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들 다수의 ‘의견’ (doxa) 에 의해 사형당한 후，

소크라테스가 그토룩 추구했던 상호적인 대화를 통한 설득의 방식에 회의률 품게 된다.
이 때문에 훌라톤은 인간의 행위와 삶에 있어서 홉변하는 절대적인 진리률 찾아나섰고，

그는 이 진리에 기초해야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는 옳바를 정치가 가능하다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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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룡 사상8) 이나， 나아가 인간의 능력올 초월한 전지전놓한 힘이 역사률 진행시
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역사철학적인 시각에도 반대하고 있다(Arendt 1993 , 33).

뽕만 아니라 넷째， 정치척인 것이 순전히 꽁적인 문제의 해결올 위한 것으로 인
식될 경우. 정치늪 아렌트가 그토록 염려했던 도구적 차훤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

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뼈ndt 1993 , 30). 아렌트의 정치개념은 근대 이후 인
간의 삶의 휴지률 위한 문제률 해결해야만 하는 필연성에 기인한 수단적 차원올
넘어서는， 우리 인간이 인간다용올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의 조건이자，
인간의 다양생과 복수성올 충족시켜주는 무때 또는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

한 억압이나 제한은 곧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영역올 파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리고 바로 이러한 인깐의 다양성 및 복수성이 위협받는 극단적인 예는 나찌체제라
는 부정척인 정치현실이었다.
종합하면 아렌트의 정치적인 것， 측 정치의 개념은 그녀의 권력 개념파 밀접한

구조적인 연판 속에 있고， 나아가 그녀가 제시한 인간의 세 가지 활동 양식 중의
하나인 행위개념과도 밀접한 관련이 었다. 뒤에서 좀더 자세히 기술하겠지만， 행

위는 오로지 ‘타자와 함께 하는 행위’ 로서만 가농하며， 권력과 정치 또한 타자훌
펼연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타자와 함께 행워하는 것이 인간의 복수성올 전제하

는 유일환 농력이며 통시에 이것이 행외의 문법에 촉하듯이， 그것은 마찬가지로
권력의 문장론 (Syntax) 에 속하는 것이다. 즉， 권력도 인간 자체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툴올 상호 연결시키고 또 창업 행위에서 부여하는 세계의 사이공간에
조용하는 것으로서 인간에게 유일한 부가적 요소이다..

(Arendt 1963 , 227). 권력파

정치에 판한 이러한 아렌트의 인식은 오늘낱 우리가 혼히 말하는 정치의 위기흘

진단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렌트는 현대의 정치위
기의 문제를， 정치적인 것의 영역율 침입한 그리고 이 영역올 측소시킨 근대 이후
의

‘사회적인 것’의 풍장과 연판시켜 셜득력 있게 기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척인 것. 즉 사회의 대두는 그러나 아렌트의 활동적 삶의 세 가지 양식의 구별파

긴밀한 띤관이 있다. 따라서 먼저 아렌트의 활동적 삶의 양식에 대해서 살며보고.
이것이 사회의 출현파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정치적인 것파 구별되는 사회적

8) 그녀는 이러한 주권룡에 근거한 이흔들이 멀게는 바로 일현롱적인 종교， 즉 유일신 사
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불필요한 유산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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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은 어떤 륙정뚫윤 지니고 있는지 고찰해보기로 한다.

IV. 앵위재냄과 그 정치적인 연환
아렌트에 있어서 정치적인 것올 특정짓는 독특한 활동양식윤 행뀌이다. 행위는

“인간이 공적으로 행위할 때， 그의 륙정한 존재의 차원올 드러내준다.. (Arendt

1970a, 109). 아렌트의 행위개념은 인간척인 활동양식들의 복잡한 현상과의 연관
속에서 찾아질 수 있다l'인간의 조건J (1 958) 에서 아렌트는 인간의 세 가지 근본
척인 활동양식올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노동 (Arbeit: labor) , 작업
(He없llen:

work) 그리고 행위 (H뻐빼: action) 이다(Arendt 1958 , 14-15). 이 세 가

지의 활동양식들윤 인간 존재의 근본활동플로서， 각기 인간적인 삶의 구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노동은 인간 존재의 자연적인 생동성의 토대를 이루고 있
는 것으로서， 우리 인간의 생물학척 삶의 영위를 위해서는 필수척이다. 인간은 노
동활동옳 통해 자연과의 물질적 교류. 즉 신진대사률 유치활 수 있다. 노동과 달리

작업윤 인위척인 대상들의 생산율 흉해 소위 말하는 인꽁적인 사물의 세계률 구축
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인간 존재의 세계성을 드러내준다. 마지막으로 노동과
작업이 인간파 자연과의 관계， 좀더 정화히 말하자면 자연파피(폭력)에 기반한 생

산을 통해 인간의 존재률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데 있는 반면， 아렌트의 행위 개념
은 언어흘 매개로 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일한 활
동양식으로서 인간의 정치행위를 철명하는 데 핵심척인 개념이다. 따라서 아렌트

가 인칸의 활동유형옳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인간의 활동을 노
동과 작업 , 그리고 행위의 이분법적으로 사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녀

는 행위률 다륜 두 가지 활동유형에 우선시키고 있용온 두말할 필요가 없다 9) 아
렌트에게 고유한 행위 개념은 다옴의 특성 . 죽 자기목척성 , 타자와의 공동성 , 자발
생 둥올 그 속성으로 하고 있다.

9) 여기서 아렌트는 의식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 활동유형둡에 대한 이론적인 서열올 매기
고 있는데， 이것온 당시 그녀가 마르크스의 노풍개념 이론훌 비판했던 것올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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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렌트에게 있어서 복수성. 측 다수 인간의 현존은 권력과 정치에 있어서
뽀만 아니라 행위의 근본 조건이기도 하다. 그려고 인간파 인간간의 관계를 규정

짓는 행위는 앞에서 말한 정치적인 것의 영역과 공동의 삶의 세계를 형성해낸다.
여기서 “행위하는 것온 즐겁다.. (Arendt

1970a.

109) 는 표현처럽 행위개념은 내적

충만성과 자기목적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자기목척성의 구조는 아렌트
에게 고유한 톡징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아렌트에게 있어서는 행위든지 권력이든
지， 또는 정치적인 것이든지 모둔 것온 이러한 구조에 의해 파악되어질 수 있기 때
문이다. 여기서 자기목적성이란 행위가 어떤 목표률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것
이 아니라， 행위하는 것 그 자체에 이미 가치률 지나고 있다는 것올 의미한다. 도
구적이고 목척론적인 것파 거리롤 두고 있는 이러한 아렌트의 행위개념은 그녀가
모든 청치적인 것의 현상툴올 자기목척척이라고 파악하는 것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둘째， 이러한 자기목적성 외에도 아헨트의 행위개념의 근처에는 이성에 대한 두
가지의 이해방식이 놓여있다. 작업， 특히 노동이 지속척으로 이루어지며 또 새로
운 것올 창출하지는 않는 반복되는 하나의

‘과정’ 인데 반해， 행위는 자발성과 새

로움이라는 질(質)에 의해 특징지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되고 있다. 노똥온 목
적지향척인 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도구적인 합리성에 그 토대롤 두고 있다.

반면에 행위는 비일상성의 이성 또는 우연적인 합리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막스 베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합리성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대중사회에서 일상척으로 당면하고 있는 사회척인 삶의 방식으로서의 반옹적인
차원의 처신 (Sich-Verh때ten )， 즉 행동과 구별되고 있는 아렌트의 행위개념은， 단지

타자와 함께 행위하는 것으로서만 가능하다. 그것온 바로 타자률 포함하며 또 타
자와의

‘사이의 영역

즉 사이공간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언어행위와 동일

한 구조롤 가진다. 여기서 아렌트는 행위와 언어행위률 통해 인격의 자기현시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리고 인간윤 이때 단순한 주체로서가 아니라， 인격으로서

파악되고 있다. 진정한 것은 바로 이 인격의 현존에 있다. 그리고 인격의 독특함은
바로 이 인격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 있는 것

측 다륜 인격들과 함께 함에 있다

는 점이다. 우리가 행위할 때. 우리는 특정한 역활율 담당한다. 즉. 우리는 이 역
활을 통해 “거기 함께 있어야 한다.. (Arendt

1963. 303).

정치척인 것의 영역에서 이

러한 인격은 그동안 자신올 감추어 왔던 것올 드러내게 된다. 아렌트에 의하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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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인 것은. 우리가 행위와 언어로서 우리의 인격척이며 정치척인 존재를 드러내
줄 수 있는， 그러나 우리의 사적인 존재는 개입훨 수 없는 공척인 “세계의 무대”

(Arendt 1958 , 179) 로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아렌트의 정치척인 것의 영역을 우리
는 흑히 분투정신에 의한 투쟁이 벌어지는 풀리스의 상황이라는 협소하게 정의된
하나의 무대로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아렌트의 행위개념의 세 번째 중요한 기준온 자발생과 새로운 그 무엇올
시작활 수 있는 인간의 가농성이다. 아렌트의 사유의 출발점은 앞서 말한 세 가지
유형의 활동양식에 있다. 그녀에 따르면 이러한 활동양식들은 인간 존재의 두 가
지 근본적인 조건과 연관되어 있는데， 탄생성 (Natali따t) 과 사멸성 (Mortali때)이 그

것이다. 아렌트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인 활동양식인 행위는 일차척으로는 탄생성
과 판련되어 있다. 탄생성운 새로운 시작의 능력 또는 새로이 시작할 수 있움을 의
미한다. 그녀는 바로 이러한 .시초를 정하고 동시에 그 무엇올 시작할 수 있음”

(Arendt 1993 , 49) 에 모든 인간행위의 ‘자유’ 가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시초훌 정
하는 이러한 자유는 우리 인칸이 일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급진적인 새로운 것으로
예기치 않던 도약올 가능케 한다. 이로써 아렌트의 행위개념윷 욕징짓는 또 다른
한 계기는 그녀률 일정정도 탈근대 이론둘에게 친화척이게 하는 ‘급진적인 우연

성’ 에 있다고 활 수 있다.

넷째， 아렌트의 행위 개념처럽 인간의 활동 중에 언어률 필요로 하는 것은 없
다. 노동과 작업온 대리활 수 있다. 그러나 행위와 언어는 대려로 행해질 수 없다.
바로 이점에서 아렌트가 대의민주주의률 비판하는 근거가 놓여 있다. 뒤에서 좀더
자셰히 논의될 것이지만 아렌트는 정치행위가 타인에 의해 대체될 수 없다는 점올

자신의 행위개념에 대한 숙고훌 통해 분명히 하고 있다. 나아가 시민틀이 서로 말
하고 행위하며， 또 공동의 행위를 똥해 동장하는 아렌트 특유의 권력도 이처럽 행

위 및 언어와 깊용 연관이 있다. 이률 보더라도 아렌트가 왜 권력을 정치적인 것의
기본범주로서 뿐만 아니라. 동물이 아닌 인칸 행위의 범주로서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자명해진다. 여기서 권력윤 오로지 언어와 행위의 또 다른 한 표현에 지
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논의된 것처럽 아렌트의 권력 및 청치 그리고 행위 개념간
의 이와 같은 체계적인 연판성은 그녀가 란대의 쭉정으로서 꼽고 있는 ‘사회적인

것. ’ 측 사회의 대두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아렌트에 외하면 사회의 출현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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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시작파 함께 한다. 그리고 이 사회의 출현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정치적인
것의 전형이라고 활 수 있는 고대 그리스 폴리스 당시의 꽁론 영역， 측 정치의 영
역과 사적인 영역의 뚜렷했던 구분 자체률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우선 아렌트에

의하면 고대 그리스의 공론 영역을 특징짓는 인간의 활통양식온 다륨 아닌 개별적
인간들이 대화와 토론으로서 자신의 정치적인 탁월성을 드러내는 행위개념에 있

다. 반면에 가정경제 영역으로서， 친밀성과 숨김외 공간이지도 한 사적 영역율 지
배한 인간의 활동온 노동과 제작이다. 그리고 근대의 동장， 즉 근대 사회의 대두는
바로 이러한 공론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회석되어진， 톡히 가계의 활동파 문
제 및 조직 형태가 가정의 어두운 내부로부터， 드러냄의 공간인 공론 영역으로 이
전 · 침투된 것올 의미한다(Arendt

1958 , 31-38).

뿔만 아니라 근대사회의 대두와

함께 꽁론 영역에서외 인간활동의 중심개념인 행위의 비중이 쇠퇴되고， 대신에 사

척 영역의 활통양식인 노동과 제작이 그 자리흘 메우게 되는 결과률 불러왔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로써 근대사회는 최단 시간 안에 모든 근대의 공동체들올 노동
자 동 직업인의 사회로 탈바꿈시켰다. 농촌사회와 대가족제에 토대롤 두었던 모든

사람플은 삶의 필연성의 요구에 따라 최단시간 안에 도시로 이동해 핵가족올 바탕
으로 한 도시노동자로 재편성되지 않올 수 없었다. 이러한 근대사회의 풍장에 의
해 빚어진 현상윤 공동체 또는 사회구성훤들이 점차 표준화되고， 획일적으로 행동
하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자발적인 행위의 가능성이 축소되었다는 점이 그 특정
이다. 쁜만 아니라， 근대사회는 최종적으로는 사회구성원 다수의 순웅주의와 자동

주의 그리고 획일적이고 몰개성적인 성격율 부각시키는 경향성올 낳게 하였다. 따
라서 사회의 출현， 톡히 현대 대중사회의 동장은 이제 친밀성과 익명성이 지배하
고， 평란화와 획일화의 경향성에 의해 시민대중들이 정치의 영역에 무판심하게된
현상. 즉 공론 영역의 급격한 소멸올 초래했다. 이러한 공론 영역의 쇠퇴는 특히

20세기에 그 획올 그었던 전체주의외 대두와 결코 무판하지 않다는 것이 아렌트의
주장이다. 공론 영역의 쇠퇴와 전체주의의 대두는 아렌트가 말한 정치적인 것의
영역의 소멸 및 행위능력의 손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는 동시에 아렌트가 우
려했던 공동 권력의 죄퇴률 초래했다고 활 수 있다. 이제 아렌트의 권력개념과 연
판해서 20세기의 역사률 지배했던 전체주의， 자유주의척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공

화주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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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체추의， 대의민후후의 그리고 풍확후의

1, 전체쭈의와 정치책인 무기력의 조칙화
아헨트의 정치철학이 전반적으로 그렇듯이. 그녀의 권력개념온 전체주의의 경

험에 대한 반용으로서 나타났다. 전체주의는 정치질서의 형태들 중에 하나의 부정
적인 극단올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아렌트가 말하는 근대의 동장과 긴

밀한 연관성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흉적인 폭정의 연장된 형
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 유래가 없는 근대만의 유일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

러한 전체주의체제 속에서 행위란 아렌트에 의하면 ‘불훨요한’ 것에 지나지 않는
다‘우리는 아직도 전체주의척인 조직의 잠청적인 실험들 -

이러한 기구들의 가

능한 한 완벽화는 인간의 행위률 우리에게 알려진 바와 같이 완전히 뿌리뽑아버렬
것이 라는 것올 인식 활 수 있는 -

에 대해서 찰 알고 있다.. (Arendt

1953 , 15). 전체

주의는 행위자옳올 격리시키기 위해 공적 문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싱의하는 정

치적인 공간， 즉 인간들간의 사이공칸올 형성하는 최후의 연결망조차도 잔악한 테
러훌 통해 분리시켜 버린다. 이로써 정치적인 공동 권력의 전체주의적인 홉수가
완수된다. 왜냐하면 공동의 세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내적으로 완벽히 연관성이

없는 사회척 대중이 동장하게 된 곳에서. 전체주의는 비로소 자신의 충족된 효과
률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Arendt 1951 , 523). “인간의 전반척인 삶이 총체적으
로 청치화되어 있다고 일컬어지는 전체주의척 국가형태 속에서는 자유가 전혀 존
재활 수 없는 절과훌 낳는다(Arendt 1993 , 29). 뻗만 아니라 “현대 대중사회의 독특
한 원자화와 개인주의화"(Arendt 1951 , 515) 는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토양을 제공

한다. 이러한 원자화와 개인화는 개별척인 사회구성원툴에게 “뿌리뽑힘과 접촉없
음" (Are때t 1951 , 513) 올 형성해낸다. 바로 이러한 사회심리화척인 토대 위에서 전

체주의는 자신의 “강철같윤 띠”로서 훤자화된 개인뚫의 안전파 질서유지의 욕구
률 총족시키게 된다. 전체주의는 “마치 모든 사랍룹이 단 하나의 엄청나게 거대한
실체에 융합된 것처럽" (뼈ndt 1951 , 713) 서로 밀접하게 결속시켜버린다. 인간물

의 공동의 행위에 의한 정치적인 사이공간블은 송두리째 축출되어버리고， 대신 전
체주의척인 지배가 친밀한 인격적인 판계들 속에도 파고들게 된다. 따라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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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환계와 모든 인간 사이의 연대들" (뻐-endt

1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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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차 신뢰할 수 없는 ‘불

신’의 세계로 탈바꿈시키고， 개인들올 고립된 존채로 만률어버린다. 전통적인 폭

청과 근대 이후 새로이 발생한 전체주의의 차이점은 대중동원체제에서 그 극단적
인 특정을 드러내주고 었다고 할 수 있다. 나찌주의와 스탈린주의로 대변되는 전

체주의는 개인들의 고립화와 아울러 이들 사이의 불신감의 조장에 만족치 않는다.
전체주의는 이처럼 고립되고 탈정치화된 개인물율 다시금 자신의 체제에 길들이
는 과정， 즉 체제순웅척이고 획일적이며 자동화된 대중돌의 ‘동원’올 통한 전시체

체에의 동참올 강요한다. 비밀경찰에 의한 공론영역의 조직적인 따괴와 더불어 이
제는 고립된 개인들올 다시 집단척인 정치행통올 하도록 강요한다. 문제는 이때
훤자화된 개인들의 정치적인 냉담이 언제든지 그 어떠한 비합리적인 이유에 의해
서도 정치과열 또는 동훤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고 바로 이챔올 아웬트는 경

고하고있는것이다.
이점이 바로 공포와 불신에 의해 지배된 세계의 억압된 인간돌이， 최소한이나마
옵직일 여유가 있었던 ‘폭정’ (Despotie) 또는 ‘전제청’ (Tyrann리)이라는 전통적인

폭정에 의한 국가형식과는 다른 점이다. 왜냐하면 천체주의는 최종적으로 인간의
행위농력올 말살시키고 모둔 사랍들올 자신외 공모자들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
다. 따라서 전체주의와 행위는 정반대의 의미를 함휴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척인
대립성에서 아렌트는 과거 역사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전제적인 폭정의 범주를 벗
어난， 전혀 새로훈 전체주의라는 국가형식올 발견해냈다.

아렌트의 전체주의 분석에 의하면 셰 가지 단계흘 통해， 족 법척인， 올리적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인격이 전체주의에 의해서 소멸되었다. 인간본성의
완전한 무기력화라는 전체주의의 목표는 오로지 극한척인 조건하에서만 달성될

수 있었다. “전체주의적인 통제는 인칸의 인격이

…종속된

존재로 변형되었을 때

에반 도탈활 수 있다. 이 때 그의 행동 양상은 확실한 죽용에 직변했올 때만 완벽

히 예상할 수 있다:' (Arendt

1950 , 24).

전체주의는 행위와 언어 그리고 공동의 권력

이 남겨둔 바로 그 빈자리에 전체주의객인 이데올로기라는 대체물올 제공한다. 전

체주의 이데올로기는 인간뜰올 역사나 자연의 초인간적인 법칙에 순종하는， 따라
서 의지가 배제된 혹윤 언제나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인으로 전락시키는 역할올 떠

맡고 있다. 전체주외 이데옳로기의 목표는 그러한 법칙의 이홈으로 인간의 본성율
변형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변형의 단적인 한 예가 바로 나찌 치하의 수용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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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아렌트는 나찌수용소가 전체주의의 단순한 한가지의 부수척인

현상만은 아닌， 그야말로 전체주의척인 지배체제의 논리필연척인 제도라고 강조
한다. 이러한 전체주의의 위험은 아렌트에 의하면 현대의 대중민주주의. 즉 자유

주의에 그 토대를 둔 대의민주주의체제의 취약성과도 무판하지 않다.

2, 행휘붙력외 손상과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아렌트의 권력개념온 나아가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또는 대중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의 척도로 사용뭘 수 있다. 우선 아렌트에 의하면 현대의 대중
소비사회는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나아가 개인주의에 매몰된 대중인간들올 양산
해냈융 뽑만 아니라， 위협적일 정도로 자동화된 관료제활 초래했다.

앞서 말했듯이 근대 이후 사적 영역의 공론 영역에로의 챔투로 인한 ‘사회’의
동장은 현대의 대종률이 특히 사적인 친밀성의 영역으로 첨잠하게 하는 결과를 빚
어놓았다. 이러한 근대적 조건하에서 의회， 대중정당 및 직업정치인. 행정조직 둥

옳 통한 대의민주주의체제는 정치척 무관심이 팽배한 탈정치화된 시민들의 활발
한 정치참여롤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는 여간 부족하지 않올 수 없다. 오히려 고
도로 조직화된 관료체제와 정당조직 둥은 탈정치화된 근대적 개인틀의 정치적인
행위놓력올 부활시키는 데는 오히려 걸림물로 작용활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말하고

행위하는 것이 배제된 “탁상에서의 익명성에 의해 특정지어지는 관료적 지배와 폭
정 .. (와얹ldt 1993 , 14) 은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아렌트에 의하면 이처럽 탈정

치화되고 원자화된 시민들올 정치영역에 다시금 복귀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시민
들이 사척 영역에 침잠하지 않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공론 영역， 즉 정치적 영역에 참여하는 데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첫째， 혐대사회에서 행휘의 놓력보다 더 손상받고 있는
인간의 능력이란 없다. 왜냐하면 익명의 행정기구와 장치훌 통해서 권력의 현상공
간온 질식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렌트에게 혐대의 대중들이 정치적인 교
의나 미신， 죽 전체주의척인 이데옳로기의 품속으로 빠져들 가놓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위험성올 그녀는 경고하고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아렌트는 대

중 (Masse) 파 군중 또는 폭도 (Mob) 률 구별하고 있다， 군중은 공격적이고， 정치적
인 모험윷 즐겨 추종한다. 반면에 대중은 게올러셔 자신돌의 좌절된 소외에서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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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기 위해서는 질서를 부여하는 전체주의척인 이데옳로기에 의존하게 되는 경
향성을 지닌 존재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화의 경향은 현대 사회의 정표에 다름

아니다우리는 오늘날 전세계 곳곳에서 전통척인，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형
식툴이 좋거나 나뻗 저항올 추구하는 모든 사회척인 구조들의 지속척인 대중화의

조건하에서 살고 있다’ (Arendt 1951 , 505).10)
둘째， 아렌트는 200년 된 미국 민주주의의 헌법올 옹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에 대한 비판에 소극척이지는 않았다. 특히 그녀의 비판은 정치적인 의사형성의
매체로서의 정당들과 단체들에게 집중되었다(Arendt

1970b , 121-123).

그녀에 따르

면 미국헌법에 기초한 대의민주주의 제도는 그 실천에 있어서 위기에 봉착하고 있
었다. 왜냐하면 대의제률 지탱하는 정당 및 각종 단체률의 체계가 목적지향적인

따라서 도구적인 효율성에 치중된 관료화의 길올 걷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에 따
라 시민들의 정치참여뿐만 아니라 보면적인， 즉 공적인 것에 대한 관심조차도 점
차 소멸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럽 생산자 사회에서 소비자 사회에로의

이행하는 동안 공론의 영역은 접증하는 획일주의와 자동주의에 기반올 둔 ‘사회’
에 의해 축소 · 소멸되었다고 아렌트는 주장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한
학문척인 반웅이 바로 행태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아렌트가 제기하는 성
공척인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각종 이해관계틀올 단순히 의사대변의 형식올 통

해 전달하거나 또는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스스로 자격있고 또 책임있는
시민으로 인지하고 이에 상웅하게 능동척으로 행위하도록 지속척으로 격려하며

힘올 부여하는 데 있다. 즉 아렌트가 현대의 대중민주주의 사회에 제기하는 문제
점은 순전히 행태로 대체된 인간의 행위 능력올 복원시키고. 아울러 공동의 권력
올 부활시키는 데 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는 아렌트가 보기에 그 자체로서는
충분치 않올 뿔만 아니라. 파괴척인 요소들울 방치하며 나아가 자신 안에 전체주
의의 씨를 배태활 여지륨 두고 있기 때문이다.

10) 이러한 맥략에서 노동훈동옳 흉한 해방의 잠재혁옳 쳐1 시했댄 마르크스주의에 반해， 아
헨트는 이 노동용통에서 위험요소률율 추론해냈다. 왜냐하면 그녀는 노동세계에서 작
업하는 노동하는 동물의 단순한 활동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극단적인 강조가 인간의

정치적인 행위능력의 상실올 초래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62

한국정치연구

제 11 집 저12호 (2002)

3, 공화쭈외와 공쯤권뼈
전체주의와 대외민주주의에 대한 고찰에서 밝혀졌듯이 아렌트의 세 번째 정치
체제의 형태는 공화주의이다. 일반적으로 공화주의는 꽁홍체 구성원 모두가 자신
들의 공척인 사안에 쩍극 참여하는 것， 측 대화와 토론올 통해 자기입법올 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 고대 그리스 폴리스나 로마의 공화정은 이러한 의미에서 사적 이
익보다는 공적인 이익올 우선시하는 시민의 미덕에 바땅옳 둔 공화주의의 고전적
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마키아밸리주의에 그 토대훌 둔， 근대 초기의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공화주의의 특징은 정치와 도덕의 엄격한 분리에 입각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공화주의의 대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닌 부정적

인 측면， 즉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치적인 무관심의 확산파 이에 따론 공척 관심보
다는 사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는 원자화된 개인주의의 폐단윷 극복하기 위해서
이다. 이톨 위해 공화주의는 국민 또는 시민풀의 자발척인 정치참여률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의식올 진작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공화주의는 아렌트의 시각에서 볼
때 인간들의 개별적인 놓력파 정치적인 의견들이 발휘뀔 수 있는 복수성과 다원성

이 훌현하는 ‘청치적인 공간’ 의 부활올 가능케 해주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맥락에서 아렌트의 권력개념은 보다 나윤 정치적인 질서에 대한 적실성있는
이해훌 돕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녀는 미국혁명에 의해 형성된 정치질서훌 “새로이 발견된 국

가의 형식

족 “공화국" (Arendt 1963 , 39) 이 라고 규정하고 있다 11) 아렌트의 공화

국에 대한 이해와 이것외 권력파의 연관에 대해서논 자신의 저작 『혁명론J (1 963)
에서 제기된 두 가지 혁명이론에서 명료하게 설명될 수 있다. 아렌트는 여기서 우
선 잘못된 권력개념에 입각한 ‘나쁜’ 즉 부정적인 결과률 낳은 프랑스혁명과， 다
른 한편에서는 그 성과와 세계사적인 의미가 다소 우연척이긴 하지만， 고대 그리
스의 폴리스에서 로마의 공화정올 거쳐 몽테스키외에게로 이어지는 권력에 대한

11) 률롤 공화주의의 역사척인 근원온 그리스 풀리스와 르네상스기의 북이탈리아 도시국가
률에서도 찾아불 수 있지만， 아헨트는 공화국의 모렐로서 광대한 영토률 지닌 국가의
정치적인 질서 , 족 미국헌법율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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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연관되어 있는 ‘좋용’ , 측 긍정척인 의미에서의 미국혁명용 구별하고 있

다. 아렌트에 의하면 프랑스혁명에서는 한마디로 말해 권력파 폭력이 항구적으로
혼동되어 있었고.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권력파 권력형성의 현상은 혁명기간

내내 인식될 수 없었다. 이 당시의 권력은 “정치적인 영역 바깥에 있는 자연력의
일종으로” 인식되었으며， 따라서 “혁명의 발발과 함께 마치 태풍처럼 구체제의 모
든 제도들올 청소해버리기 위해 엄청난 폭력올 방출했던 것이다>> (Arendt 1963 ,

235).
반면에 미국헌법의 성공윤 하나의 “새로운 머국책인 권력개념>> (뼈ndt 1963 ,
216) 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권력개념은 당시의 행위자들에게 혁

명옳 통해 방출된 인민의 공동 권력올 공고히 하는 데 힘올 부여했다. 미국의 헌법
은 아렌트에 의하띤 이제까지 여러 곳에서 해석된 것처럽 정치적인 권력에 대한
의구심의 표현이 결코 아니라， 권력올 처옴으로 확정하고 또 구성하기 위한 하나

의 성공한 기획이라는 역사척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일시적인 권력현상의 안정
화를 근거짓기 위해서 아렌트는 공동 권력 개념으로 되돌아간다. 미국헌법에 제시
된 권력분립은 “도처에서 새로용 권력올 창출하게 하지만， 다른 권력의 훤천이나
중심올 희생시키지 않게 하는>>(Arendt

1963 , 197) 하나의 체계롤 구성하고 있다.

권력의 안정화문제에 대한 아렌트의 해결책은 권력분립이 권력집중보다 하나의
정치체계률 더 강하게 한다는 데 있었다.

이처럼 두 혁명의 서로 다른 출발에 대한 역사척인 기원올 아렌트는 각각 이들
의 과거의 국가형태에 따른 상이한 부담에서 찾고 있다. 아렌트에 의하면 미국혁

명의 경우， 프랑스 혁명기에 봉학했던 문제점， 즉 헌법구성을 위한 모든 개별적인
회합이 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게 구성되었다는 비난 때문에 정당성옳 잃지 않올

수 없게 되었다는 정을 비켜갈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과거의 정치척언 질서 속
에 정착된 제도틀에 의존했기 때푼에 이 문제률 비켜갈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식민

지시대 당시 지방의 자치행정기구들은 이미 주민들의 정치적인 조직올 가능케 한
기존의 제도틀이었다‘ 이 제도틀은 혁명에 의해 사회가 자연상태로 추락하는 것올

방지했다. 이처럼 지방자치 결사체들에 대한 수용의 시초률 아렌트는 ‘메이폴라
워-협정’ 에서 찾는다. 이 협정의 특수한 의미률 확고히 하기 휘해서 아렌트는 전
통적인 지배계약과 사회계약율 구별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계약용 지배자와 인민
사이에 체결된다. 이 계약은 개인들이 자신의 권력옳 국가에 이양했기에 그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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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셔는 절대주의롤 숨기고 있다. 아렌트는 이훌 홉스에게서 유래하는 “수직
적인” 계약양식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즉 “수평적인 .. (Arendt

197Ob. 145) 계약양식윤 자휴주의적인 계약주의에 기인하는 양식이다. 이러한 수
명적 계약양식에 대해 아렌트는 세 번째의 결합양식인 연합올 제시함으로써 자신

의 권력개념올 대입시킨다. 여기서는 사랍들이 정치적인 공동체에로의 연합을 퉁
장시키고 있다. “이 연합은 연합 파트너틀의 격리된 힘들올 모아서 상호간의 신뢰
를 통해 ‘자유롭고 숨김없는 약속’ 에 기초한 하나의 권력구조로 결속시킨다. 그리
고 이러한 계약행외는 근본척으로 모든 자유로운 단체행성에서나 모든 조직에서
반복되고 었기에 순전히 허구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Arendt 1963 , 220-221). 아

렌트가 이러한 계약양식의 제시를 위해 인용하는 것윤 또다시 언어이다. “약속올
하고 또 그것옳 지키는 능력 속에서 세계률 구성하는 인간의 농력이 나타나고 있
다， (Arendt 1963 , 227). 그리고 이러한 약속능력과 이에 대한 신뢰롤 아렌트는 정

치척인 영역에셔의 인간의 능력 중 최고의 것이라고 규정한다. 좀더 정확히 말하
자면 아렌트의 이러한 세 번째 결합양식용 계약。1 아니라， 연대(Soli빼때t) 라고 번
역활 수 있다. 연대는 이러한 결속올 보장하고 자신의 행위들올 공익올 위해 이행

하고 또 이해관계에 얽매인 행동들의 충동올 중화시키는， 자율적인 인간의 능력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이렇게 연합의 파정과 연대를 흉해 형성된 공동의
권력이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영속적이지는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 권력은 일
시객이며 또한 불안정한 권력이기 때문에 그 안정성이 위협받는다. 다시 말해서

아렌트외 권력은 일시적이고 덧없기조차한 현상이다. 따라서 미국헌법에 대한 아

렌트의 해석운 권력과 바로 이 권력의 제도화에 대한 그녀의 입장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우선척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어떻게 이러한 정치척인 예외 상황들의 표현이
라고 할 수 있는 일시적인 권력 현상을， 또는 권력 그 자체툴 지속적으로 보존시킬
수 있는가라는 데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권력올 보존하는 형식， 즉 제도화에 대

한 고려와 연관되어 있다. 물론 아렌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록 체계척으로 다

루고 있지는 않지만， 비제도적인 뀐력개념의 제도화로의 전환은 우선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외 ‘약속’ 에 의한 권력의 지휴화와 고착화의 과정이 뒤따라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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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한나 아렌트의 권력개념은 권력의 발생에 대한 규범적 측면에서의 권력개념이

라고 활 수 있다. 그녀는 권력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인식은 강제성파 억압적인 측
면을 내포하고 있는 ‘폭력’ 과 원래 비강제적이고 비억압적이며， 사회구성원 공동
의 자율성에 기인하고 있는 ‘권력’올 동일시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이러한
오류를 아렌트는 목적-수단 법주에 토대를 두며， 또 기능적인 측면올 강조하는 도
구적인 권력관에 기인한다고 비판한다. 아렌트의 권력은 그 어떤 외적인 목적달성
올 위한 수단이 아닌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즉 함께 토론하고 행위하

는 사랍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기목적성에 기반하는 구성원 공동의 권력이다. 아
렌트의 권력개념은 그녀 자신의 정치에 대한 인식파 깊은 연관이 있다. 아렌트에
의하면 정치적인 것은 함께 말하고 행위하는 복수의 인간들의 공동의 출현공간이
다. 바로 이 인간의 복수성， 다양성 및 창의성이 정치의 영역， 즉 공론 영역의 동
장올 가능케 해준다. 아울러 아렌트의 권력개념파 정치에 대한 인식은 노동， 작업 ,

행위로 대표되는 인간의 근본활동들 중 행쩌개념과 밀접한 연판올 갖고 있다. 아
렌트에게 있어서 행위개념은， 노동과 작업이 인간실존올 유지시켜주는 필연성의
범주에 귀속되는 인간활동인 데 반해，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치행위의 근본
개념올 이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아렌트의 공동의 권력파 정치， 나아가 행위

개념은 동일한 사유구조 속에서 체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그녀의 입장은
20세기를 풍미한 전체주의，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나고 었다.
자신의 이론 내적인 정합성에도 불구하고， 아렌트는 고대그리스의 직접민주주

의에 지나치게 경도된 나머지 오늘날처럽 다기농화되고 복잡화된， 나아가 총체적
으로 변모된 현대 산업사회라는 조건하에서 이러한 고대의 이상이 효과적으로 실

현될 수 있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척철한 대답올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한
계는 그녀가 강조하고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활동양식의 하나인 ‘행위’ 개념의 독

톡한 규정파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아렌트의 행위개념은 인간의 기본적인 그리고
최소한의 생존올 위한 근본적인 활동양식이자 현대사회의 재생산올 위해 반드시

요구되고 있는 ‘노똥’ 과 ‘제작’ 활동의 고유한 가치률 소흉하게 취급했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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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봉착한다. 왜냐하면 현대의 다양한 정치 · 경제 · 사회척인 문제의 개선올 위해
서는 행위개념과 함께 노동과 작업개념이 차지하고 있는 중차대한 비중울 과연 소

훌히 할 수 있올까 하는 의문올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나 아렌트의 공동권력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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