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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 개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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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글로벌 현대사회는 ‘권리들의 시대’임에도, 인권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약자-타자들에 대한 ‘보다 안전한 국가들’의 배제-격리 정

책에서 자유-민주주의 원리의 자기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18세기에 국가-제도

를 초월한 보편적 이념으로 선언되었던 인간의 권리가 근대 국민국가 체제의 

해체 속에서 무기력한 종말을 맞았던 딜레마에 대해, 아렌트는 무엇보다 ‘권리

를 가질 권리’(right to have rights)로서의 인권 개념을 제시하였다. 21세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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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이 개념을 칸트적-규범적 의미 차원과 정치적 의미 차원으로 각각 해

석한 것이 벤하비브와 발리바르이다.

벤하비브에 따르면, 권리를 가질 권리는 모든 구별과 차이에 앞서 인간 자체

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칸트적 의미에서의 도덕적 성격의 권리와 유사하다. 목

적 자체로서 모든 인간이 갖는 인간성의 권리 및 시원적 사회계약의 이념으로

부터 시민사회-확정적 법상태로의 이행의 필연성이 도출되며, 그에 따라 시민

사회-법치국가로부터 환대권이 인정되는 세계시민법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칸

트의 구상은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 개념과 이어질 수 있다. 인권을 박탈

당한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권리를 가질 권리’란 곧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

는 근본적 권리(자격)를 의미한다. 다만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 또는 인간 

공동체에 속할 권리는 오직 인간(인류성) 자체에 의해 보장될 뿐이다.   

한편 발리바르는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를 정치에 대한 권리로 해석한

다. 그에 따르면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에 전제된 제도적 형상(이상)이 이

소노미아이고, 그 핵심은 평등한 자유(equal liberty)에 있다. 이 권리는 시민권

의 민주주의적 기초로서, 모든 인간을 기본권의 주체인 동시에 민주주의적 주

권자로 만들어 주는 ‘인간이자 시민의 권리’(human civic rights)를 의미한다. 

권리의 정당화 차원와 역사적 실현보장 차원에서 확인되는 난점에도 불구하

고,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 개념에는 그의 일관된 근본관심이 표현되어 있

다. 우선 아렌트가 지향하는 바는 권리의 국제화라기보다는 권리의 다양화-다

원화이며, 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당화 근거보다는 인권 형성의 토대 내지 조건 

문제를 향해 있다. 또한 아렌트의 정치 및 인권 개념은 사회-경제적인 것(소유

와 노동의 문제)에는 부정적 내지 소극적이다. 복지국가의 위기 또는 토대 전환

이라는 현재의 사회경제적 조건하에서 특히 이 점은 재해석을 요하는 듯하다. 

Ⅰ. 들어가는 말

글로벌 현대사회는 ‘권리들의 시대’, ‘인권정치의 시대’임에도, 인권의 문제

는 여전히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20세기 후반 이후에 기존의 질서관념으로

는 설명도 해결도 되지 않는 민족-종교-문화적 다양성이 표출되면서 중세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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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론(正戰論)을 연상시키는 국가 또는 비국가적 주체들 간의 갈등이 격화되어 

왔다. 전쟁은 전쟁 이후를 예견하는 일정한 룰의 작용 하에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적과의 어떤 공존 가능성도 남겨 두지 않는, 생활양식의 절대적 절멸의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대량의 난민과 망명자들은 

어떤 행위의 주체도 될 수 없는 타자로서 무권리의 공간에 갇혀 있다. 이 타자

들의 등장으로 근대 이후 확인되어 온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타당성-확장

성도 재차 흔들리고 있다.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관심이 국가주권 대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인권 침해국가와 이에 개입하는 주도국가(이른바 인권 

선진국)의 권력행사의 정당성과 한계 문제에 집중되었다면, 현재의 문제는 오

히려 외국인, 난민, 망명자 등 타자들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즉 이들의 권리

주체성을 부인하는 이른바 ‘보다 안전한 국가들’의 국경폐쇄-추방(배제-격리) 

정책 앞에서 그 누구도 인권의 근본성을 단호히 주장하지 못하는 자유민주주

의 체제-원리의 자기모순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실제적으로 갈등은 난민, 이

민자 등 타자에 관한 국가 정책을 둘러싸고 발언하는 배타적 민족주의-보수주

의자나 민주주의자들의 자의식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듯하다. 

이렇듯 21세기에도 여전히 인권의 문제는 규범적-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

고 있다. 한편에서는 인권이념의 보편타당성에 기초하여 21세기의 상황에서 

여전한 또는 더욱 절실해진 ‘인권 정치’를 기대하고 요구하는가 하면, 다른 한

편에서는 애초에 인권담론에 내재하는 지배-권력적 속성을 비판하는 가운데 

현시대를 생명권력이 지배하는 예외상태(state of exception)를 넘어 죽음의 권

력에 의한 포위상태(state of siege)에 빠진 사망-사멸정치(necropolitics)의 시대

로 규정한다.1) 인권은 추상적이지만 여전히 보편의 힘을 지닌 규제적 이념인

가 하면, 시대적-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지배적인 권력-세력관계의 형성-유지 

수단이자 표현일 뿐이다. 억압적 권력에 맞서는 맨 인간들의 방어막에서부터 

지배적 권력 자체의 도구로까지 인권의 작용에 대한 해석의 스펙트럼은 넓게 

펼쳐져 있다.   

이로부터 우선 드러나는 바는, 인권이란 고유한 독자적-자기완결적 이념 자

  1) A. Barder/ F. Debrix, “Agonal sovereignty: Rethinking war and politics with 

Schmitt, Arendt and Foucault”, Philosophy and social criticism (Vol.37, No.7, 

2011), pp.77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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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라기보다 정치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거나 작용한다는 점이고, 다양

한 인권 관념에는 그에 부합하는 일정한 정치 관념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잉그램은 인권 개념에 전제된 ‘인권 정치’의 세 이미지를 구별해 

설명하고 있다.2) 우선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인권은 보편주의적 도

덕적 열의를 표현하며, 그 실현 차원에서 국가주도적(statist) 정치관념과 결합

된다.3) 보편적 인권은 그 보호 또는 실행의 주체로서 효율적인 국가를 필요로 

하기에 현실적으로는 국가를 가질 권리, 또는 파괴적이거나 무력한 국가(자국)

를 대신하는 더 나은 외부-대체국가의 개입의 권리와 이어지게 된다. 인권정치

-인도주의적 개입 정치(politics of humanitarianism)-강자의 정치 계열이 형성되

는 것이다. 이렇게 보편적 도덕원리로서의 인권의 무조건적 적용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도덕정치의 장에 머물 때 인권은 평등한 존엄과 자유라는 선언적 목

표와 그 인권을 보호실현하는 우월한 강자의 권력행사라는 수단 간의 이중성

(불일치) 또는 행위-실행자와 수혜자 간의 불일치라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보

편적 가치로 설정된 인권이 그것의 보호실현 주체로서 보편적 강자를 불러들

임으로써 타율성-권력성의 장에 갇히고 만다.

그에 비해 칸트를 이어받은 하버마스, 벤하비브의 절차주의-합리주의 입장

에서는 도덕적 가치의 법적 제도화에 관심을 둔다.4) 인권정치의 관심사는 인

권이라는 보편도덕적 목표의 실현 수단으로서의 제재권력의 행사 및 그 정당

화 문제가 아니라, 인권이라는 도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의 재구성 

문제이다. 즉, 도덕적 가치는 보편적 법과 제도 속에서 실정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정치란 정당화 가능한 법과 제도를 형성-실행하는 과정이다. 21세기의 

맥락에서는 글로벌 강자의 (권력행사의) 논리가 아니라,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글로벌 공영역의 형성 및 보편적-절차적 제도화를 지향하는 논리이다.

한편 보다 급진적인 민주주의의 입장에서는 이런 공적 제도화에 초점을 맞

추는 대신 인권-권리 주체의 자율성을 살리는 실천에 보다 큰 의미를 둔다. 보

  2) J. Ingram, “What is a “Right to have Rights”? Three Images of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102, No.4, 2008), 

pp.401-416.

  3) J. Ingram, 위의 논문, pp.403-405.

  4) J. Ingram, 위의 논문, pp.40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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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적 인권의 실현을 위한 국가주도적 권력행사의 정당화 문제나 인권의 사법

화-제도화 문제보다, 인권을 정치적 권리로 의제화하는 주체들의 자율적인 정

치 행위성을 살리는 것이 이들의 관심사이다.5) 

이런 인권실현의 스펙트럼하에서 볼 때, 권리 약자(수혜자)를 위한 강자의 

개입과 권력행사라는 리버럴한 관점이나 인권의 보편적-합리적 제도화의 관

점에서는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도화하지 못하는 국가나 공동체를 대체하는 

보편적 공동체(주권적 민족국가 중심의 국제법질서 또는 글로벌 세계시민주의적 법

질서)를 설정하게 되고 이로부터 권력실행 및 제도화에 있어 우월한 공동체와 

그렇지 못한 공동체 간의 구별 및 위계-서열화를 거치면서, 궁극적으로 인권은 

인권을 보호-실현해 줄 더 나은 공동체에 속할 권리를 의미하게 된다. 개인 대 

이 개인을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못하는 공동체의 관점이 문제의 출발점이고, 

개인 대 이 개인을 물리적-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공동체에의 소속의 권리 또는 

효율적 국가-공동체를 가질 권리가 문제의 해결책이 된다. 실질적으로는 강자

의 논리와 인도주의 이념 사이에서 ‘강자의 인도주의’가 인권의 가변적-자의적

인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는 근대 시민 혁명기에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시민

의 권리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버크의 논리 속에 이미 간접적-역설적으로 내

포된 바이고, 19세기 후반의 역사적 현실, 즉 국민-영토-주권의 통일성에 기초

한 근대 국민국가 체제가 흔들리면서 이른바 강자의 패권적 反인도주의에 의

해 보편적 인간의 권리가 무기력한 종말을 맞았던 현실 속에서 확인된 바이다.

이런 인권의 딜레마에 대해 아렌트는 인권이란 특정한 권리 요구 이전에 그 

전제-조건이 되는 틀로서 ‘권리를 가질 권리’(Right to have Rights)를 의미한다고 

주장했고, 이로부터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가질 권리’란 조직된 공동체에 속할 

권리를 핵심으로 한다는 해석을 낳았다. 물론 아렌트의 인권개념은 ‘더 나은 

보편국가’에의 소속의 권리라는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지 않으며, 그 어떤 형태

이든 조직된 공동체에 소속됨으로써 형성-체험되는 공동성 자체가 인간의 주

체적-정치적 실존의 출발점이 된다는 근본주장을 담고 있다. 권위-권력이 인

간의 권리를 지켜 주거나, 법과 제도가 인간의 권리를 구성해 내는 것이 아니

라, 인간의 권리는 인간 자신의 정치적 수행-성취라는 생각이다. 아렌트의 인

  5) J. Ingram, 위의 논문, pp.40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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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 자유주의적인 개인의 사적 자유나 국민국가-주권성에 묶여 있지 않으며, 

非지배로서의 이소노미아적 정치 관념에 기초해 있다.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인간들 상호 간에 의견 교환과 행위가 이루어지는 출현의 공간을 만들고 유지

하는 것이 정치이며, 어떤 의견의 통일성이나 목표의 단일성에도 제약되지 않

는 의견의 다수성-다양성(plurality) 및 기존의 모든 맥락-조건을 끊고 새롭게 시

작하는 자유(freedom as new beginning)가 되살려진다는 데에 정치의 의미가 있

다. 그런 점에서 권리를 가질 권리란 세계 안에 의미있는 장소, 즉 정치적 행위

의 공간을 가질 권리 또는 국가, 도덕, 법률의 제도적 승인에 앞서는 평등한 구

성원성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6) 

이런 기본 이해하에 이 글에서는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 개념을 두 가

지 의미 차원에서, 즉 ‘칸트적-규범적’ 의미 차원과 ‘정치적’ 의미 차원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포스트모던적 조건하에서 표출되는 이른바 인권정치

(human rights politics)의 자기모순 내지 이율배반성으로부터 ‘인간의 권리’가 

자기복권될 가능성이 있는지 간접적으로 가늠해 보려 한다.

  6) “인권의 근본적인 박탈은 무엇보다 세상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장소, 자신의 견해를 

의미있는 견해로, 행위를 효과적 행위로 만드는 그런 장소의 박탈로 표현되고 있

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태어난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이 더 이상 당연한 문제가 아

니고 그것에 속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닐 때, 또는 어떤 사람이 범

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그를 어떻게 취급할지가 그의 행위

에 좌우되지 않을 때, 시민의 권리인 자유와 정의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 위험

에 처하게 된다. 인권을 빼앗긴 사람들은 바로 이런 극단적인 궁지에 처해 있는 것

이다. 그들은 자유의 권리가 아니라 행위의 권리를 박탈당했고, 좋아하는 것을 생

각할 권리가 아니라 의사를 밝힐 권리를 빼앗겼다. 어떤 경우에 특권이, 대개의 경

우에는 불의가, 또 축복과 저주가 우연에 따라 그들에게 할당된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했고, 앞으로 할 것인지에 전혀 상관없이.”: 한나 아렌트/이진우, 박미애 역, 

전체주의의 기원1(한길사, 2006), 532-5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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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아렌트의 인권 개념 형성의 배경

역사적으로 근대에 형성된 민족-국민국가 체제 및 이들 간의 국제법 질서하

에서는 국가만이 영토-행정-군사적 독점권을 인정받은 유일한 행위자였고, 전

쟁 역시 물리력(군사력)을 독점한 국가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이후 전통적 국가체제의 재편 속에서 민족-국민국가성은 크게 흔

들렸고 국가 단위의 영토-행정-군사적 통일성도 급속히 약화되는 한편, 법의 

지배나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 역시 불신-붕괴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런 시대적 위기 속에서 ‘상실된 권리로서의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사

유한 결과가 바로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 개념이다. 아렌트에 따르면 인

간의 권리를 되살리는 데에는 인간의 선험적 자연권 또는 인간의 내면적 양심

에 호소하기보다는 (권리주장의 가능조건으로서) 공적인 정치행위의 공간(공영

역)의 복원이 필요하고, 그런 다양한 의견형성 및 행위의 공간에 접근하기 위

한 전제조건이 바로 ‘권리를 가질 권리’이다. ‘권리를 가질 권리’의 의미와 그것

이 암시하는 권리의 근본성에 대해 아렌트는 자신의 저작 <전체주의의 기원>

에서 상세히 밝히고 있다. 

이 문헌에서 아렌트는 근대의 인권선언 및 인권의 이념이 형성된 배경, 그리

고 20세기 전후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인권 관념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분석한

다. 그에 따르면 근대의 인권관념은 시민혁명기에 국가의 절대권력에 맞선 국

민주권적 자기지배(sovereign self-government) 사상을 전제로 하여 발전되었고 

19세기까지 ‘정치공동체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사실상 그것

은 이미 정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편입된 인간의 정치적 권리요구이자 시민

적 권리요구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후 국민국가 체제의 붕괴에 따른 국

제질서의 재편 과정 속에서 정치 공동체 내에 포함되지 못한 인간군―소수민

족, 난민, 무국적자들―이 대량 등장하게 된다. 이들이야말로 모든 정치적 귀

속-정체성을 박탈당한 ‘맨 인간(human and nothing but human)’들로서 인권선

언이 이념적으로 주장하는 ‘인간’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존재들이지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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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국제질서 및 국가법 질서는 바로 이런 자들, 즉 인간으로서의 권리 말고는 

어떤 정치적-사회적 권리도 언급할 수 없는 (갖지 못한) 자들, 인권의 보호가 가

장 긴급한 자들이 등장한 순간 보편적 인권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이들을 공동

체 밖으로 영원히 어내고 말았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형성된 민족자결

과 인권 중심의 국제질서 내에 바로 인권의 역설이 존재하는 것이다. 민족자결

주의의 선언하에 영토-국민-주권성의 재편이 일어나고 다민족 국가와 소수민

족들, 승전국과 패전국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가운데, 자국민의 인간적, 시

민적 권리를 보장하는 각국의 인권 질서 내에 편입되지 못한 자들이 대량으로 

등장했을 때, 국가는 더 이상 보편적 법의 지배 및 인권의 실현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 민족 또는 지배적 다수 집단의 배타적 이익에 봉사하는 재량의 도구일 

뿐이었다.7) 자연적 인간 현존 자체라는 가정에 근거한 인권 관념은 그 인권을 

신봉하는 자들이 ‘여전히 인간이라는 것 말고는 다른 모든 자격과 특정 관계를 

상실한 인간들’과 처음으로 대면한 바로 그 순간 붕괴하였다는 것이 아렌트의 

설명이다. 아감벤의 개념으로 표현하면, 호모 사케르적 형상을 지닌 헐벗은 인

간에게서 문명세계는 그 어떤 신성함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8) 

“권리를 상실한 사람들의 재난은 그들이 생명, 자유와 행복 추구 또는 법 앞

에서의 평등과 의견의 자유―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 고안된 공식들인데―를 빼앗겼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에도 속하

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의 곤경은 그들이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아서가 아니

라 그들을 위한 어떤 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탄압을 받아서가 아

니라 아무도 그들을 탄압하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단지 긴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 비로소 그들의 생명권이 위협을 받는다. 그들이 완전히 ‘불필요하

게’ 되고 그들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들의 생명은 위험에 처하

게 될지도 모른다.”9)

  7) 한나 아렌트, 위의 책, 501면; S. Benhabib, “Political Geographies in a global 

World: Arendtian Reflections”, Social Research (Vol.69, No.2, 2002), p.546.

  8) 한나 아렌트, 위의 책, 537면.    

  9) 한나 아렌트, 위의 책, 5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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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를 가질 권리’의 개념

아렌트에 따르면 이렇게 편입되지 못한 자들, 공동체로부터 자의적-폭력적

으로 배제된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권리를 가질 권리’이다. 근대적 

인권의 몰락을 비판하면서 아렌트가 ‘권리를 가질 권리’ 개념을 제시한 것은, 

한편으로는 근대적 국민-주권국가 체제 하에서 인간이자 시민(국민)의 근본적 

권리 보장을 뒷받침했던 인권 이념이 이런 국가 체제가 붕괴-재편되고 다민족-

다문화성을 내포한 국가 및 非국가들이 등장하면서 ‘인간이자 시민’에 속하지 

않는 자들의 권리 실현에는 무기력-무의미해졌다는 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 소수자들의 근본적 권원성을 표현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점

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이 권리 개념을 매개로 아렌트는 기존의 인권 관념의 

한계,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 권리의 형성조건과 의미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런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

며, 21세기의 맥락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벤하비브와 발리바르의 해석이다.10) 

(1) 벤하비브의 해석 

1) 칸트와의 연관성

절차주의 철학자 벤하비브는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 개념을 칸트의 실

천철학과 연관지어 해석한다.11) 그에 따르면 ‘권리를 가질 권리’라는 표현에서 

첫 번째 표현된 권리와 두 번째 표현된 권리는 의미내용에 차이가 있다. 첫 번

째의 권리는 일정한 공동체 내에서 형성되는 구체적이고 상호적인 권리의무 

 10) ‘권리를 가질 권리’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스테파니 데구이어는 이 권리를 규범

적 권리로 보는 벤하비브의 해석과 수행성을 발휘하는(performative) 권리로 보는 

버틀러의 해석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하고, 이런 해석이 ‘소속 자체가 소속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재귀적 순환논리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스테파니 데구이어, “권리들을 가질 ‘권리’”, 스테파니 데구이어, 알라스테어 헌트, 

라이다 맥스웰, 새뮤얼 모인/ 김승진 역, 권리를 가질 권리.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위즈덤 하우스, 2018), 38-68면; ‘권리를 가질 권리’의 여러 함의에 

대해서는: 박혁, “인권의 역설과 ‘권리를 가질 권리’의 의미―한나 아렌트의 인권개

념에 대한 고찰”, 시민사회와 NGO(제13권, 제2호, 2015), 149-192면.

 11) S. Benhabib, 위의 논문(주7), pp.539-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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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점차 확대되어 온 시민적, 정치적 권

리들 일반을 가리킨다. 권리의 상대방에게 그 권리에 상응하는 구체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이 첫 번째 권리에 비해, 두 번째 권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근

본 자격이나 권원성에 관한 것이어서 이 권리요구의 상대방-수신자가 누구인

지 상대적으로 불명확하다. 이 권리를 지닌다는 것은 인간이 어떤 인간 공동체

의 구성원 지위 및 그에 합당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 권리는 권리를 가질 자격-지위를 의미한다. 이 두 번째 권리의 난점은 그것

이 단지 인간이기만 하면 누구나 지닐 수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 될 자격 또는 

권한으로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어떤 특정한 공동체의 시민적 정체성을 지니

지 못한, 단지 인간이기만 한 자(맨 인간)에게는 쉽게 의심-거부된다는 점이다. 

이 권리가 인간(인류) 자체에 귀속되는 도덕적 권리에 가깝게 해석될 경우, 즉 

개인으로서 인간(인류)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지위로 해석될 경우 맨 인간들

로서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되지만, 특정한 시민공동체의 일원이 될 자격 또는 

가능조건으로 해석될 경우 맨 인간들에게는 쉽게 인정될 수 없는 권리가 된다. 

전자의 관점에서는 그저 인간-인류라는 존재사실이 권리-권원성을 뒷받침해

주지만, 후자의 관점에서는 구체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부여되는 구성원

으로서의 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적이다. 이 권리 자격을 인정받을 때 비로소 

시민적 정치적 권리요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마치 시민사회가 발행하는 

입장권과 같다.

벤하비브의 해석에 따르면 이 ‘권리를 가질 권리’를 모든 구별과 차이에 앞서 

인간 자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 칸트적 의미에서의 도덕적 성격의 

권리와 유사해진다.12) 칸트가 제시한 보편적 도덕원리로서 정언명령

(Kategorischer Imperativ)의 목적 자체 정식(Zweck-an-sich Formel)에 따르면 인

간(인간성)은 한갓 수단이 아니라 늘 동시에 목적 자체로서 다루어져야 하며, 

모든 인간은 인간성(인간임)에 의해 유일하고 시원적인, 자유에 대한 권리를 지

닌다.13) 이 인간성의 권리(근본적 자유의 권리)로부터 (자유의 공존을 위한 가능조

 12) S. Benhabib, 위의 논문(주7), pp.549-550.

 13) “자유(타인의 강제적 자의로부터의 독립성)은 그것이 모든 다른 사람의 자유와 보

편법칙에 따라 공존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인간성에 의해 모든 인간에게 귀속되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권리이다”: I. Kant, Die Metaphysik der Sitten, Rechtsleh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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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서) 시민사회 내지 법적 결합체의 형성에 대한 보편적 요구가 정당화되

며, 이 요구는 확정적 법상태로의 진입에 관한 사회계약의 이념으로 표현된다. 

즉, 잠정적 법상태로부터 확정적 법상태로의 이행에 관한 만인의 합의된 의지

라는 선험적 이념으로부터 시민사회상태(법치상태)의 필연성이 도출되고, 이 

시민사회-법공동체의 출발점에는 인간성의 권리로서의 인간의 근본적 자유가 

선험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 개념은 이런 칸트의 

법 및 권리 개념에 비추어 재해석될 수 있다. ‘권리를 가질 권리’를 지닌다는 것

은 각 인간이 인간임으로 인해 근본적 권리요구를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인격체

로서 시민사회 또는 법공동체의 공동구성원성을 요구-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

이다. ‘권리를 가질 권리’는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될 권리자격(가능조건) 또는 

사법적-시민적 권리를 지닐 자격(가능조건)과 같다. 모든 인격체 내의 인간성

의 권리로부터 자유의 보편적 제한-공존의 조건으로서의 시민사회(법치상태)

로의 진입에 대한 상호합의 내지 상호구속이 선험적으로 정당화된다는 칸트

의 논리는, 인권을 박탈당한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권리를 가질 권리’란 곧 시

민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근본적 권리(자격)을 의미한다고 본 아렌트의 견

해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그 정당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칸트가 자신의 실천철학 체계

에 일관되게 실천이성의 이념을 선험적 정당화 근거로 삼는다면, 아렌트는 자

연이나 역사성에 의존하는 정당화 방식을 거부한다. 권리를 가질 권리 또는 공

동체의 구성원이 될 권리는 인간의 본성(자연)에 근거하거나 역사적 기원을 가

진 것이 아니며, 오직 인간(인류) 자체에 의해 요구되고 보장될 뿐이다. 즉, 인

간이 인간에게 요구-주장하고 인정-부여하는 권리로서, 인간으로 태어났고

(natality) 그러므로 시작할 자유가 있다는, 삶과 행위를 시작한다는 사실이 근

본 권원성을 뒷받침한다.14)

“18세기의 인간이 역사로부터 해방되었듯이 20세기의 인간은 자연으로부

터 해방되었다. 역사와 자연은 똑같이 우리에게 낯설게 되었다. 즉 인간의 본

질은 어느 범주를 가지고도 이해될 수 없게 된 것이다. 다른 한편, 18세기 동안 

W. Weischedel(Hg.), Werkausgabe Band VIII, (Suhrkamp, 1982), AB45.

 14) 특히 ‘시작으로서의 자유’에 관해서는: 한나 아렌트/서유경 역, 과거와 미래 사이. 

정치 사상에 관한 여덟 가지 철학연습(푸른숲,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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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용어로 조정 이념에 불과했던 인류는 오늘날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

다. ‘인류’가 과거에 자연이나 역사가 맡았던 역할을 맡게 된 이 새로운 상황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맥락에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 또는 인류에 속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의 권리가 인류 자체로부터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일

이 가능할지는 결코 분명치 않다.”15)

이렇게 인류(로서의 인간)이 인류(로서의 인간)에게 요구하고 인정하는 권리

로서의 인권이라는 아렌트의 견해로부터 다시 벤하비브는 칸트의 세계시민상

태 및 영구평화의 이상과의 연관성을 이끌어 낸다. 칸트에 따르면 공법의 세 

영역―국가법(ius civitas), 국제법(ius gentium), 세계시민법(ius cosmopoliticum)

―에는 영구평화라는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각각의 제도적 전제들이 있으

며, 그것은 개별 국가의 ‘공화주의’적 시민헌법, 자유 국가들의 ‘연방주의’적 국

제법관계, ‘보편적 우호성’에 기초한 세계시민법이다. 즉 선험적으로 합치된 

만인의 의지라는 이념에 의해 자연상태로부터 시민적-확정적 법상태로의 이

행이 가능하고, 개별적인 공화주의적 주권국가들로부터 소극적 국가연합(국

제연맹)체를 거쳐 평화로운 교류 차원의 방문권을 보장하는 세계시민법을 통

해 세계시민적 헌법상태-영구평화의 상태에 근접해 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칸

트는 만인에 의한 전 지구의 공유성 및 법침해의 전 지구적 전파성을 근거로 하

여, 모든 인간들은 보편적 세계시민으로서 평화적으로 상호교류할 수밖에 없

다고 설명했다.16) 느슨한 세계시민적 상태일지라도 모든 인간은 적대시되거

나 배제됨 없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뒷

받침하도록 세계시민상태의 인간들은 상호 간에 보편적 환대(hospitality)의 권

리를 지닌다.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호혜성의 조건으로 제한되어야 한다.”17)

이 권리는 거주의 권리와는 다른 방문교류의 권리 차원이고, (보편적 인류로

 15) 한나 아렌트, 위의 책(주6), 535-536면.

 16) I. Kant, Die Metaphysik der Sitten, Rechtslehre, W. Weischedel(Hg.), 

Werkausgabe Band VIII (Suhrkamp, 1982), AB81, AB83, A229; I. Kant, Zum 

ewigen Frieden, H. F. Klemme(Hg.)(Meiner Verlag, 1992), B46.

 17) I. Kant, Zum ewigen Frieden, B40; I. Kant, Die Metaphysik der Sitten, 

Rechtslehre, §62, A229, B4259; S. Benhabib, 위의 논문(주7), pp.55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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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인간의 권리와 (정치적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권리 사이의 경계-접합적 

권리 또는 특정 정치체의 구성원과 외부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18) 칸트에 따르면, 거주의 권리는 대상국가의 주권자가 제공하는 특권

이나 호의적 계약에 의한 것인 반면, 방문교류의 권리는 해당 주권자에게 평화

로운 체류를 허용할 의무를 부과한다. 그럼에도 이런 방문의 권리 차원의 보편

적 환대의 권리는 사실상 세계시민법적 차원에서 작용하는 도덕적 구속력 이

상의 보장 수단을 지니지 못한다. 전 인류의 세계시민적 질서상태로부터 영구

적 평화와 보편적 인권의 실현 가능성을 그려 낸 칸트의 세계시민법적 구상은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 개념, 즉 맨 인간으로서 (인류) 공동체에 속할 권리

로서의 인권 개념을 이끌어 내는 데에 절반의 토대를 제공해 준다. 한편으로는 

주권국가 및 그 구성원들 간의 수직-수평적 관계의 영역 바깥으로 려나 머무

는 외부자들은 非시민, 無권리자, ‘아무도 아닌 자’가 아니라 세계시민으로서 

보편적 환대의 권리를 지닌다는 점이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적이

고 일시적인 방문교류를 넘어서는 영구적 거주체류의 권리는 주권자의 호의

라는 우연에 의존한다는 점, 그리고 근본적으로 폭력과 전쟁으로부터 민족들

을 보호하는 것은 세계시민법이 아니라 자연이라는 점, 즉 모든 민족들이 서로 

통합되는 것은 자연에 의해서, 다시 말해 상호 교역정신을 일깨우는 이기성(자

기이익)을 통해서이며, 그런 점에서 ‘자연에 의한 영구평화의 보장, 결국은 자

기이익에 기초한 평화적 교류의 가능성’에 의존하고 그에 머문다는 점 때문이

다.19) 이런 자연과 본성에 의한 보장 이외에 제도적 보장의 차원에서 칸트의 

세계시민적 상태는 개별적 국가주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고 가능함을 전제

하지만 개별주권을 통제하는 보편적 세계시민정부를 상정하지는 않는다. 주

권의 경계 안팎에서 보편적으로 합의되고 작동하는 제도화된 룰의 지배상태

가 극단적 갈등-전쟁상태를 막고 영구평화로의 진전을 뒷받침한다는 것 이상

으로 국가주권의 행사와 세계시민적 권리 요구 간의 규율관계가 제시되지는 

않았다. 아렌트 역시 인류의 일원으로서의 인간의 근본적 권리(권리를 가질 권

리)에 적대적인 개별 국가주권성과 인간의 정치체제의 다양성을 가로막는 세

 18) S. Benhabib, 위의 논문(주7), p.552.

 19) I. Kant, Zum ewigen Frieden, H.F. Klemme(Hg.)(Meiner Verlag, 1992). B65,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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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부성 모두에 비판적이었고, 인간의 권리에 기초한 다양성, 자율성, 비지배

의 정치를 대안적으로 묘사하였다.20) 벤하비브로서는 주권 대 인권의 문제에

서 주권을 일방적으로 불신하기보다는 인종-민족적 정체성을 대신하는 반성

적인 집단 정체성(reflexive collective identity)의 형성 및 그에 기초한 시민적 민

족주의(civic nationalism)의 가능성을 다소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인권침해국

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 인류(인간성)에 반하는 범죄의 소추, 대량의 초국가

적 이주에 대한 공동규율 등 최근의 현상은, 국제법적 권리(international rights)

를 넘어선 세계시민적 권리(cosmopolitan rights) 차원에서 국가주권을 규율할 

수 있고 특히 인류가 주체가 되어 새로운 도덕적 사실(new moral fact)을 형성해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21) 벤하비브는 칸트를 매개로 하여 근본적으

로 인권이란 기존의 권리 목록-상태를 새롭게 재규정하는 집단적 실천을 포함

하는 “민주적 반추”(democratic iteration)에 의해 형성된다는 입장, 그러면서도 

인권규범(권리를 가질 권리)의 효력은 민주적 반추에 달려 있기보다는 독립된 

규범적 근거, 즉 의사소통의 토대-전제가 되는 맥락초월적인 근거에 달려 있다

는 입장이고,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권리를 가질 권리’에 대한 규범적 해

석을 취했다고 할 수 있다.22)

2) 실존적 칸트?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는 한편으로는 그 권리의 근본성에 있어서 칸트

 20) 국민-주권국가성에 비판적인 아렌트의 사유와 관련하여, 과연 아렌트의 인권관념

과 민족-국민-주권국가 체제는 수렴불가능한, 상호 적대적인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

기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E. Balibar, “(De)Constructing the Human as Human 

Institution: A Reflection on the Coherence of Hannah Arendt’s Practical 

Philosophy”, Social Research (Vol.74, No.3, 2007), pp.727-738; M. Canovan, “Is 

there an Arendtian case for the nation-state?”, Contemporary Politics (Vol.5, 

No.2, 1999), pp.103-119; 세일라 벤하비브/이상훈 역, 타자의 권리: 외국인, 거류

민 그리고 시민(철학과 현실사, 2008); 김민수,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

원>에 나타나는 근대 민족국가와 인간의 권리문제―제도와 권리의 이율배반을 중

심으로”, 사총(93,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8), 285-317면.

 21) S. Benhabib, 위의 논문(주7), pp.556-564.

 22) 세일라 벤하비브/이상훈 역, 위의 책(주20); A. Gündoğdu, Rightlessness in an 

age of rights, Hannah Arendt and the Contemporary Struggles of Migrants

(Oxford, 2015), pp.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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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지만 권리의 정당화에 있어서는 선험-초월적 이념에 의한 정당화 대신 인

류 자체라는 자기근거성에 의존한다. 그런 점에서 칸트적이면서도 탈형이상

학-탈계몽주의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아렌트의 인권관념은 칸트적 

관점의 실존화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아렌트가 ‘권리를 가질 권리’의 준거-조건으로 삼은 인간-인류 자체는 칸트

의 목적 자체성(목적 자체로서의 인간)보다 규범성을 낮춘 순수한 인간 자체성

에 가까우며, 이성과 진보의 이상을 추구하는 계몽주의의 관점과도 거리가 있

어 보인다. ‘권리를 가질 권리’의 내용은 시민사회 및 법공동체(확정적 법상태)

로의 공동진입에 대한 요구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실존적 공존에 대한 요구라

고 할 수 있다. 아렌트로서는 아마도 인간들 간에 (그들이 인간인 한) 최초의 합

의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서로의 권리를 확정적으로 인정하기로 함’보다는 ‘서

로를 인간으로 인정하기로 함’, 그리고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인류 집단(어딘

가)에 속하는 구성원이 될 자격을 인정하기로 함’일 것이다. 그 집단성을 시민

사회 또는 법공동체로 규정하는 것은 자칫 문명과 계몽의 관점을 이입한 것일 

수 있기에 ‘권리를 가질 권리’란 단지 출생했다는 사실로 인해 맨 인간에게 주

어져야 하는 것이고, 어떤 종류이든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권리, 공동체의 구

성원이 될 권리라고 표현될 수 있을 뿐이다. 아마도 홉스의 관점에서라면 인간

들 최초의 합의는 ‘각자가 생존을 위해 가능-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 즉 

만물에 대한 자연권에서 출발하여 ‘극한 생존투쟁을 포기하고 공동의 권력에 

복종-공존하기로 함’(평화와 복종의 자연법)일 것이다. 아렌트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 실존에 중요한 것은 인간들 간의 폭력-물리력의 위임-독점 가능성보

다 공동체의 형성-소속 가능성이고, 그것이 20세기의 맨 인간들에게는 가장 충

족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23) 그런 점에서 ‘권리를 가질 권리’는 시민적 법공

 23)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정치상황이 출현하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그것은 어떤 사람이 그의 행위와 의견에 의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하

나의 구조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조직된 공동체

에 속할 수 있는 권리를 잃고 다시 얻을 수 없게 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그런 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문제는 이런 재난이 문명이 부족하거나 미개하

거나 또는 단순한 폭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이 재난이 복구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것은 지구상에 이제 ‘미개한’ 장소가 존재하지 않고, 원하든 원

치 않든 우리가 이제 하나의 세계에서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완전하게 조직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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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의 시민자격에 대한(시민자격을 향한) 권리 이전에 인간(인류) 공동체의 구

성원 자격에 대한 요구-주장에 가깝다. 이 권리 개념을 근대와 계몽에 묶어둘

수록 이 권리는 문턱을 지니게 되고, 포함-포용보다는 구별-배제의 논리와 이

어질 수 있다. 시민사회가 발행하는 시민사회로의 입장권이 아니라 인류공동

체가 인정하는(지켜 주는) 인간사회(인류)에의 소속-성원권으로 해석될 때 ‘권

리를 가질 권리’는 모든 인간(인류)을 수신자로 하는, 맨 인간들의 생존-존재요

청으로서 해석될 수 있고 그 권리의 침해는 인류의 생존요청 또는 인간성 자체

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 근대의 계몽주의적-시민적 권리요청에 앞선 

실존적 존재요청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어도 아렌트의 20세기 세계인식에 부

합하는 듯하다. 

물론 이렇게 맨 인간들이 귀속되는 인간-인류 공동체가 그 어떤 세분화된 특

성-징표를 갖지 않는 집단-공동존재성으로 이해될 때, ‘권리를 가질 권리’의 의

미내용은 전부 아니면 전무의 것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인간-인류공동체에

의 소속 가능성(구성원 자격)이 구별-배제없이 주어짐으로써 비로소 모든 인간

에게 인간적 존재 실현(인간화)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으로 이 권리는 ‘생명체로 태어나 생존함’, ‘아무도 아닌 자는 아님’에 대한 확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인간-인류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는 자격의 부여가 

단지 탄생성-자연존재성의 인정일 뿐이라면, 이 인간-인류공동체라는 공간은 

이미 탄생하여 생존하는 인간에게는 의미내용(효용) 없는 둘레-공간에 불과하

다. 그런 점에서 ‘권리를 가질 권리’는 자연존재성을 넘어서는 인간화의 가능

성 또는 ‘아직 아무도 아닌 자’가 스스로 ‘의미있는 어떤 자’가 되어 갈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내포-지향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2) 발리바르의 해석: 정치에 대한 권리

1) 자연적 본성에서 정치성으로

근대 시민혁명기의 인권선언 이후 인간의 불가침성 및 규범적 주체성에 대

한 으뜸 논거로 작용해 왔던 보편적 인권 관념이 19세기 후반 이후 이론적-실

류와 더불어 고향과 정치 지위의 상실은 인류로부터 배제되는 것과 동일하게 되었

다.”: 한나 아렌트, 위의 책(주6), 5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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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적 자기모순을 드러냈을 때, 아렌트는 ‘더 이상 기존의 인권담론으로는 안 

됨’을 역설하였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주의 체험 이후 인권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재사유가 필요했지만, 20세기의 세계는 18세기 인권선언의 반복에 불

과한 1948년의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머물렀고, 그

것은 ‘국민국가와 인권의 동시적인 종말’이라는 역사적-정치적 현실을 간과한 

것이었다. 아렌트의 인권에 대한 분석은 무엇보다 근대의 자연법적 인권 관념

에 대한 비판을 매개로 한다.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아렌트는 정치적 보수주

의의 입장에서 보편적 자연권으로서의 인권관념을 비판했던 버크의 주장, 즉 

영국인의 권리가 있을 뿐 인간의 권리란 없다는 주장에 주목한다. 아렌트가 자

기시대의 정치현실과 연관지어 이해했던, 버크류의 자연법적 인권 비판의 요

지는, ‘권리’란 무엇보다 규범적 요구이고, 모든 효력 있는 규범적 요구는 법적 

재가(입법)를 수반하는 정치적 결정을 전제하므로, 인간의 권리는 특정한 정치

-법공동체(국가)를 전제이자 한계로 한다는 것이다. 특정 정치공동체(국가)의 

법적 결정(입법)에 의해서만 권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법적 맥락

을 초월해 있는 자연적 인간의 권리란 불가능-무의미한 주장일 뿐이다. 이런 

근대 인권형성기의 비판으로부터 아렌트가 공감-인식한 것은 근대의 보편적 

인권관념은 자연권이라는 그 선험-보편적 근거제시에도 불구하고, 근대 국민

국가(주권성), 주권국가로서의 영토적 한계(국경-영토성), 주권국가의 구성원

(국민)이라는 조건하에서만, 즉, 주권-영토-국민의 통일성을 전제해서만 실현-

주장가능한 요구라는 점이었다. 인간의 근본적-보편적 권리를 정당화하기 위

해 선험적-보편적 자연법이라는 거대한 이념적 근거에 의지하더라도 사실상 

이미 특정한 정치적-법적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인간만이 그런 근본적인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한계-역설이 존재한다. 귀속되는 권리가 근본적일수록, 

불가양의 절대적이고 강한 권리일수록 국가적-법적 (보호 또는 배제의) 장벽을 

전제하며, 그 장벽 안쪽의 자에게만 권리주체성이 인정된다. 선험적-보편적인 

자연-본성이 아니라 특정 시대의 특정 국가-입법이 인간을 권리주체로 만들고 

보호하는 것이어서, 국민국가의 형성기에 인간의 근본적 권리주체성을 이론

적-실천적으로 정당화해 주었던 자연법-자연권 이론은 국민국가의 쇠퇴기에 

이르러 이런 권리주체성을 더 이상 보호해 주지 못했다. 즉, 국민국가의 쇠퇴

와 함께 특정국가의 국민 자격(국적)을 지니지 못한 인간들이 국민국가의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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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외부로 려났을 때, 자연적-보편적 맨 인간의 권리로서의 인권 관념은 

결정적으로 무기력-무의미해졌다.24) 

아렌트는 이런 인권의 위기현상에 대해 ‘맨 인간의 권리로서의 인권이란 없

다’라고 단언하는 한편, 그럼에도 이런 국가(주권), 영토(국경), 국민-시민성(국

적)에 기초한 인권-기본권과는 다른 차원의 근본적 권리귀속성을 포기하지 않

았다. 그 잠정적인 해결은 적어도 다시 先국가성으로 돌아가는 방식, 즉 국가에 

우선하는 자연적-도덕적 성격의 권리 내지는 권리주체성을 이끌어 내는 방식

은 아니다. 오히려 특정한 정치적-법적인 소속-지위성을 떠나서는 그 어떤 근본

적 권리(인권)나 권리주체성도 존재-실현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통해 정치적 출

발점으로서의 인권, 또는 최초의 정치적 소속-지위획득 가능성으로서의 인권

을 구상하였고, 그런 근본적 권리성을 ‘권리를 가질 권리’로 표현하였다. 

2) 정치적 권리로서의 인권

인간의 근본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구상으로서 이해할 때, 아렌트의 인권 개

념은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우선 아렌트의 관점에서 권리란 근본적으로 자연

인으로서의 인간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 공동체를 전제로 그 구

성원으로서의 인간이 상호 간에 요구-주장할 수 있는 바이다. 즉, 특정 공동체

의 유지 및 구성원의 공존 방법에 관한 정치적인 결정의 과정 및 결과로서 형성

-실현된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근본적 권리는 자연적-선험적인 근거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실행성을 전제-내포한다. 이런 사실과는 달리 인간의 자연

적-보편적 권리를 선언한 근대의 인권선언은 사실상 특정 공동체의 정치적-법

적 결정을 전제하는 권리를 자연적 인간에게 무전제-무조건적으로 부여함으

로써 ‘자연인’의 ‘실정적’ 권리라는 모순적 선언에 머물고 말았다. 인권(근본적 

권리)을 정치적-법적 맥락에 의존하는 일차적-실정적인 지위-능력(의 획득 가능

성)으로 이해하는 대신 선정치적-자연적 맥락 속에 자리 잡은 내재적-초월적인 

 24) “… 국민의 권리 상실은 어떤 경우에든 인권의 상실을 수반했다. … 인권의 복구는 

국민적 권리의 확립이나 복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인권 개념은 인류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인권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인

간이라는 사실 외에는 모든 다른 자질과 특수한 관계들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마주

치는 순간, 인권 개념은 파괴되었다. 세상은 인간이라는 추상적이고 적나라한 사실

에서 신성한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한나 아렌트, 위의 책, 5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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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속성으로 이해함에 따라, 인권은 정치적 결정의 영역(정치적 실행의 차원)

으로부터 자연의 영역으로 옮겨 갔고,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

으로 환원-격하되고 말았다. 정치적 결정의 원리를 자연적 인권의 이름(형식)

으로 표명하는 것은 정치의 자연화와 같으며, 결국 정치적-법적 인간화의 문제

를 자연적 인간의 문제로 非정치화시킨 것이다.25) 이렇게 공동체의 정치적 근

본토대의 문제를 손쉽게 생략해 버림으로써 귀결된 것이 바로 20세기의 인권

의 무기력한 종말이었다. 아렌트의 관점에서는 서로 같지 않은(불평등한) 자연

적 인간들을 정치공동체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의 과제이자 

인권의 난제이며, 그 해결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환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

간의 정치적 조건을 재구성하는 방식이어야 했다. 아렌트에게 있어 인간의 권

리(인권)에 관한 근본전제는 ‘모든 권리는 정치적 권리이다’라는 것이고 권리는 

정치공동체성을 근본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에, 인간에게 절실히 필요한 기본

적-일차적 권리(인권)는 공동체에 (정치적 구성원으로서) 속할 권리이다. 즉, 구

성원으로서 누리는 권리들은 애초에 구성원이 될 권리자격을 지닌 자에게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정치공동체성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정치공동체 바깥으

로 배제된 자들에게는 구성원으로서 누리는 권리 이전에 구성원이 될 권리(자

격-지위)가 필수적이다. 그것은 최초로 정치 공동체에 속할 권리, 비로소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권리이고,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가 의미하는 바이

다. 

이 권리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기본적 권리들을 누리기 위한 가

능조건과 같으며, 근대적 인권관념의 결정적 한계에 빠져들지 않은 관념이다. 

즉, 한편으로는 인권을 보편-선험적인 자연-본성에 근거한 자연인의 권리로 

설명함으로써 사실상 어떤 실천적-실정적-정치적 의미도 지니지 못하게 되는 

자연권적 한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권리귀속성의 전제로서 근대국가

적 맥락을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영토-국민-주권성에 부합하는 인간(구성원)만

이 권리의 귀속주체가 되는 국민국가적 한계를 각각 극복한 것이 아렌트의 인

권구상이다. 선험적 자연법(자연상태)의 맥락과 영토-국민-주권성(국민국가 상

 25) Ch. Menke, “The ‘Aporias of Human Rights’ and the ‘One Human Right’: 

Regarding the Coherence of Hannah Arendt’s Argument”, Social Research

(Vol.74, No.3, 2007), pp.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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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맥락에서 벗어나, 맨 인간들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최초의 근본적 권리

는 정치적 공동체의 능동적 구성원이 될 권리, 정치에 대한 권리라는 것이

다.26) 

3) 발리바르의 ‘정치에 대한 보편적 권리’

인권을 특히 ‘정치에 대한 권리’로서 재해석한 정치철학자가 발리바르이

다.27) 그에 따르면 아렌트의 정치관념은 근대의 인간과 제도에 관한 딜레마와 

역설에 기초해 있으며, 이를 보여 주는 두 논거가 ‘권리를 가질 권리’ 개념과 ‘이

소노미아’(isonomia) 개념이다. 민족-국민국가 체제하에서의 인간과 시민의 권

리, 그리고 정치적 이상으로서의 데모크라티아와 이소노미아의 관계에 주목

한 발리바르는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에 전제된 제도적 형상(이상)이 바

로 이소노미아이고, 그 핵심은 평등한 자유(equal liberty)라고 보았다. ‘권리를 

가질 권리’에 대한 그의 해설에 따르면, 이념상 인간의 권리는 시민의 권리와는 

독립적이며 보다 근본적이다. 역사적으로 근대 국민국가 체제에서 인간의 권

리는 국가 권력 및 시민의 권리에 대한 정당화 근거였고, 인간의 권리는 시민 

이전에(시민의 권리와는 독립적으로) 단지 인류공동체에 속하는 자들의 존엄의 

기초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근대 후기에 국민국가-시민권의 체계가 흔들리면

서 인권은 붕괴되었고, 이는 인권이 오히려 국민국가와 시민권에 의존해 있다

는 역설을 보여 준다. 아울러 권리란 개별 주체들이 독립적-배타적으로 지니는 

성질-특성이라기보다, 일정한 공동의 세계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서로에게 부

여-인정하는 관계적인 성질임이 드러난다. 근대 국민국가로부터 배제, 추방된 

난민, 무국적자들은 이 공동체의 구성원 자격을 박탈당한 자들이면서 이전에 

누렸던 권리(자격)들을 부인당한 자들이다. 더 이상 어떤 공동 세계에도 소속

 26) 버밍햄에 따르면, 바로 이런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 관념이 발리바가 주장했

던 ‘정치에 대한 보편적 권리(universal right to politics)’요구에 대해 규범적 기초를 

제공해 준다: P. Birmingham, “The An-Archic Event of Natality and the “Right to 

Have Rights””, Social Research (Vol.74, N0.3, 2007), p.774.

 27) 발리바르의 정치관념 및 아렌트와의 연관성에 대한 상세한 분석으로는: 진태원, 

“무정부주의적 시민성? - 한나 아렌트, 자크 랑시에르, 에티엔 발리바르”, 서강인

문논총(제37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47-85면; 전혜림, “인간과 시

민, 자유와 평등 사이―아렌트와 발리바르의 인권과 시민권의 정치”, 철학논집
(제47호,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6), 123-1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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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하는 인간들은 상호적으로 관계를 형성할 구성원성을 잃었다는 점에

서 권리(서로 인정하는 성질자격) 자체에 대한 접근-형성가능성이 차단된 자들 

내지는 권리형성-보유의 전제조건(공동체 소속성)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다. 이

들이 근본적으로 빼앗긴 것은 권리 이전에 ‘권리를 가질 권리’(권리의 가능조건)

이고, 이 권리에 대한 요구 자체는 제도적-실정적인 근거-토대를 갖지 않는다. 

즉, 국가-제도 공동체를 전제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인간-인류 공동체라는 

가장 단순한 존재가정에 기반하여 주장될 수밖에 없는 권리이고, 역사적으로

는 근대 국민국가라는 제도공동체에 의존하여 우연히 인정되었던 권리이자 

바로 그 체제에 의해 부인된 권리이다. 또한 그렇게 부인됨으로써 비로소 독립

적으로 드러나고 요구된 권리이기도 하다.28) 이런 관점하에서는 누군가로부

터 시민의 권리를 완벽히 박탈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시민공동체로부터 배

제하는 것이고, 되돌아올 수 없게끔 인류공동체라는 관념 자체까지 삭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렌트의 인권 관념에는 인간, 권리, 정치-제도공동체 간의 상호성

과 이율배반이 내포되어 있다. 발리바르에 따르면 아렌트의 견해는 공동체만

이 권리를 만들어 낸다는 의미는 아니며, 정치-제도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상태

에서 인간은 자연적 성질을 가질 뿐 어떤 특정한 권리자격(구성원 상호 간에 인

정하는 성질자격)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행위의 상호성을 뒷받침하는 정

치-제도공동체로부터 분리될 때, 인간 주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제도공

동체가 (구성원 상호 간의) 권리 형성을 뒷받침하고, 이 권리가 인간주체의 형성

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발리바르는 “인간(humans)이란 단지 자신의 권리

들이다”라고 말한다.29) 그러나 바로 이 권리 및 인간주체 형성의 장인 공동체

가 오히려 권리체계를 무너뜨리고 그럼으로써 인간을 파괴할 수 있음을 근대 

국민국가 체제가 보여 주었고, 이것이 제도공동체-권리-인간 간의 관계에서의 

 28) E. Balibar, “(De)Constructing the Human as Human Institution: A Reflection on 

the Coherence of Hannah Arendt’s Practical Philosophy”, Social Research

(Vol.74, No.3, 2007), pp.732-733. 발리바르는 ‘시민의 권리가 제거되거나 파괴되

면 인권 역시 파괴되고 마는’ 역설을 “아렌트의 정리(Arendt's theorem)”라고 표현

했다: 진태원, 위의 논문, 68면.

 29) “Humans simply are their rights.”: E. Balibar, 위의 논문, p.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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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배반성이다. 이율배반에 빠져들면서도 결국 이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권

리형성의 가능조건 차원에서 정치-제도 공동체의 구성 및 참여의 가능성에 달

려 있으며, 그것이 바로 정치-제도 공동체의 공동 구성 및 참여에 대한 권리(정

치에 대한 권리)라는 차원에서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와 더불어 아렌트의 정치개념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논거가 이소노미아

(非지배, non-archè)이다.30) 이소노미아적 공동체의 개인들은 어떤 배제나 유

보-전제 없이 공영역 내에서 발언하고 새로 시작할 권리를 상호 인정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권리를 가질 권리’가 충족된 상태이다. 즉, 이소노미아란 권리를 

가질 권리(권리를 요구할 권리)에 전제된 제도적 형상(이상)과 같다. 자연적 불

평등(차이) 상태의 인간들은 이소노미아적 공동체에서 비로소 권력이나 권위, 

지배, 불평등에서 벗어나 공영역에서의 평등과 자유에 접근할 수 있다. 제도가 

인간들의 공적-정치적 평등을 만들지만, 그 제도는 비지배적 지배성을 행사할 

뿐, 평등과 자유의 실정적 보장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자유로운 동의의 조건을 

만들어 내는 수평적 결합체이기에 평등과 자유의 형성실현에는 늘 우연성, 위

험, 비결정성이 동반되고, 불복종과 저항의 가능성까지 포함된다. 이런 이율배

반성을 내포하는 이소노미아적 공동체에서만이 권리를 가질 권리가 실재할 

수 있고, 구성원 자격을 박탈-제한당하지 않는 인간 주체들(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인간들 상호 간의 관계 형성의 최초 가능성(가능조건)에 

관한 정치적 자의식의 표현이 ‘권리를 가질 권리’이고, 권리를 가질 권리가 유보

-제한 없이 가능한 공동체 질서가 이소노미아이며, 생각할 수 있는 완벽한 최대

의 이소노미아적 공동체는 인류공동체일 것이다. 이런 이소노미아적 지배상태

에서 구성원들이 지니는 ‘권리를 가질 권리’의 핵심은 무엇보다 평등한 자유

 30) E. Balibar, 위의 논문, pp.734-736. 무엇보다 정치를 다원적-공존적인 자유 행위로 

이해하는 아렌트의 관점에서는 인간들이 자유롭고자 할 때 (획득해야 할 것이 아니

라) ‘반드시 포기해야 할 것’이 바로 주권-권력이다. 이렇게 비권력-비지배로서의 정

치이자 자기목적적-순수목적(pure ends)의 정치를 지향하는 가운데 아렌트는 일

관되게 ‘인간화되기 위해, 非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 정치화될 것’을 요구한다: 한나 

아렌트/서유경 역, 과거와 미래 사이. 정치 사상에 관한 여덟 가지 철학연습, 푸

른숲, 2009, 225면. 이소노미아 개념에 대해서는: 김현철, “이소노미아”, 법철학연

구(제21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18) 81-110면.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 개념의 기초적 고찰  225

(equal liberty)이다. 이렇게 ‘권리를 가질 권리’를 평등한 자유에 대한 권리로 해

석할 때, 이 권리는 시민권의 민주주의적 기초 내지는 헌법적 구성(constitution 

of the constitution)을 의미하게 되며, 근대의 두 정치원리, 즉 인간을 기본적 권

리의 주체로 설정한 칸트의 원리와 인간을 민주주의적 주권자로 설정한 루소

의 원리를 동시에 넘어설 수 있게 된다. 달리 표현하면, 권리를 가질 권리의 구

체적 핵심을 ‘평등한 자유’로 이해할 때, 이 권리를 지니는 것은 칸트식으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권리를 지니는 것이면서, 루소식으로는 일반의지의 형성

에 참여할 권리를 지니는 것이다. 즉, 모든 인간을 기본권의 주체인 동시에 정

치공동체의 민주주의적 주권자로 만들어 주는 ‘인간이자 시민의 권리’(human 

civic rights)를 의미하게 된다.31) 루소가 일반의지의 공화국의 인민주권 이념에 

기초하여 ‘공화국의 시민’과 ‘인간’을 구별할 수밖에 없었다면, 칸트는 추상적 

개인주의 또는 세계시민주의의 차원에서 권력을 제한-통제하는 다중의 개인

성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 점에서 평등한 자유의 원리를 내포한 ‘권리를 가질 

권리’의 구상은 이중의 한계, 즉 일반의지에 기초한 민족적-주권적 공동체의 

외부를 미처 고려하지 못한 루소의 한계와 인간성(humanity)의 권리로부터 정

치적 권리로 미처 나아가지 못한 칸트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하려는 프로젝트 

내지는 정치적 공동행위 속에서 집합적-상호적인 권리의 성취에 이를 가능성

을 모두에게 열어 놓으려는, ‘정치에 대한 보편적 권리’의 프로젝트로 볼 수 있

다. 

3. 아렌트의 인권구상의 난제들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 개념은 무엇보다 권리의 정당화 차원에서 난점

을 갖는다. 이 근본적 권리의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문제 앞에서 다시 아렌트의 

사유맥락으로 돌아가 본다면, 아렌트는 인권에 관한 근대적 담론, 즉 인위적인 

국가-국민성을 초월한 자연-본성에 근거하여 인간에게는 보편적이고 평등한 

존엄-권리가 귀속된다는 담론에 비판적이었다. 제한된 특정 국가-시민성을 떠

 31) E. Balibar, “Is a philosophy of Human Civic Rights possible? New Reflections on 

Equaliberty”, The South Atlantic Quarterly (Vol.103, No.2/3, 2004), pp.3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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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때, 인간은 최초의 자연-본성으로 돌아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한 존재로

서의 권리-자격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국가-국민 주권성의 바깥에서 인간은 

非국민, 非시민인 동시에 非인간일 뿐이다. 모든 인간을 자연권적-보편적 인권

의 귀속주체로 전제했던 인권의 정당화 논리가 사실상 국민국가의 구성원이 

아닌 자들, 국민-주권국가라는 구체적 수신자를 갖지 못한 맨 인간들에게는 무

용한 것이었기에, 아렌트가 역설한 새로운 인권 패러다임은, 국민국가 보호체

계 바깥의 인간들을 보편적 자연인이라고 범주화시켜 이들 고유의 자연-본성

적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들에게 국민국가 체계 내로 진입-참여할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최초의 진입 자격-능력에 대한 요구가 곧 

구성원이 될 권리로서의 인권이며, 이를 통해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들

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권리를 가질 권리’, ‘권리를 요구할 권리’라

고 표현하였다. 여기서 아렌트의 관심은 인권이라는 근본적 권리주장의 근거

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인권이라는 근본적 권리주장에 내포된 인간의 실존적-

경험적 근본조건성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인간 누구나 출생한다는 사실

(출생성)이다. 출생성은 우연성, 무한한 비가망성(infinite improbability)을 동반

하며 새로운 시작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새롭게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태어난 자만이, 태어난 자로서 자유를 지닌다는 의미이고, 그런 자유로 인해 

늘 새롭게 자기를 표현하고 행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인간의 근본적 권리는 

이런 인간의 실존적-경험적 근본 조건(출생성) 및 특징들(자유, 시작함, 함께 말하

고 행위함)과 연관된 근본요구로서, 사실상 이런 근본특징들을 드러내 주는 공

동의 제도적 공간(에의 진입-소속)에 대한 요구와 같다. 이 근본적 권리는 주권-

국민 국가적 한계를 벗어나 있지만 선험적 자연권의 논리(자연-본성에 의해 선

험적-보편적 권리를 부여받은 자)에 의존하지 않는다. 어쨌든 이 세계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롭게 시작-행위할 수 있도록 공적-정치적 공간에 진입하고 머물려

는, 이 세계에 태어나 존재하는 모든 자들을 상정한다. 이런 요구는 근본적으

로 공적 인간화가 그 누구에게도 차단-거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고, 사실

상 모든 인간의 정치공동체 귀속성 또는 전 인류의 정치 공동체화 가능성을 암

시한다. 인권의 선험적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인간-인류의 현존 자체에 의거하

는 방식, 즉 인간으로 태어나 인류의 일원이라는 경험적-실존적 존재조건으로

부터 권리-정치-행위의 필요성과 의미를 도출하는 방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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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당화 근거의 (불충분성) 문제에 이어 아렌트의 권리 구상은 그 실현-

보장의 차원에서 또 다른 난점을 갖는다. (최초로) 공동체에 속할 권리로서의 

인권은 인간의 출생성과 시작으로서의 자유라는 인간 공통의 실존상태로부터 

그 근본성을 이끌어 내지만, 바로 그런 만큼 인권(권리를 가질 권리, 공동체에 속

할 권리)의 실현을 뒷받침해 주는 또 다른 차원의 보장의 심급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전 인류의 정치공동체화’ 또는 ‘정치적 인류공동체성’이라

는 관념은 보편-선험적인 자연이라는 정당화 근거를 대신하는 경험-역사적 보

장의 심급이 아닌가 질문해 볼 수 있다. 아렌트에게서 인간의 정치화 가능성에 

대한 (자연법적이지 않은) 보편적 보장은 인간의 ‘정치적 본성’이라는 최초의 자

연상태로의 소급-환원이 아니라 정치적 인류공동체의 형성 내지 전 인류의 정

치공동체적 진화라는 최후의 역사상태를 선취함으로써 해결되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권리를 위한 권리’를 곧 정치적 공동체에 속할 권리로 이해한다면, 

이 권리는 한편으로는 (인간의 자연-본성적 요구는 아니되) 인간의 정치적 공존의 

전제조건 내지는 최초의 토대-출발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공동체로

서의 인류공동체’라는 궁극적 실현 상태를 잠재적 조건으로 삼는다. 이런 역사

적 선취-보장의 문제로부터, 결국 아렌트에게서는 ‘인류’라는 관념이 인권을 

뒷받침하는 궁극의 토대이자 아포리아로 남는 듯하다. ‘인류’ 관념에서 또한 

칸트적-규범적 해석과 정치적 해석은 만나고 경계지어진다. 보편적 세계시민

공동체 또는 실존적 인류공동체에 가까운 것이 칸트적-규범적 해석의 관점이

라면, 이소노미아적-정치적 인류공동체로 이해하는 것이 정치적 해석의 관점

일 것이다.

Ⅲ. 결론을 대신하여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개념은 근대적 인권의 이율배반-자기모순에 대

한 근본적인 비판이자 새로운 정치성 및 새로운 권리성에 대한 진지한 요구이

다. 벤하비브가 칸트적-규범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권리를 가질 권리’란 무엇

보다 세계시민성 및 인류성에 기초한, 공동체에 속할 권리라고 해석했다면, 발

리바르는 정치적-수행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평등한 자유를 본질로 하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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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권리로 재구성하였다. 인권의 궁극적 기초 또는 지향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대해 보편적 인류공동체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세계시민성에 대한 합

의-의지 또는 이소노미아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정치적 공동주체성-정치화에 대

한 의지로 각각 환원되는, 그럼에도 서로 수렴불가능하지는 않은 해석들이라

고 할 수 있다. 아렌트로서는 ‘인간화를 위해, 非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 ‘공동체

의 구성원이 될 것’과 ‘정치화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완결적이기보다는 늘 새

로운 이해의 가능성을 열어 주는 그의 ‘권리를 가질 권리’로서의 인권개념은 포

스트모던적 현대의 상황에서 의미 있는 몇몇 특징을 지닌다. 우선 아렌트가 지

향하는 바는 권리의 국제화라기보다는 권리의 다양화-다원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주권국가성이나 세계정부성에 의존하여 권리의 국제적-제도적 승인을 추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원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정치적 공동행위를 통해 이

루어가는 집합적-상호적인 성취로서의 다양한 권리를 옹호한다. 

또한 아렌트의 관심은 인간의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정당화 근거보다는 인간

의 권리를 형성하는 토대 내지 조건을 향해 있다. 인권의 근거의 문제로부터 

인권 형성-보장의 조건의 문제로 관점을 전환한 것이다. 인권 문제의 본질은 

인간의 보편적-자연적 본성을 찾아내는 일이 아니라 인권형성의 토대조건을 

갖추는 일, 즉 인간들 간에 상호적인 관계 자체가 형성될 수 있는 정치적 공간-

공동체성과 그것을 구성하는 집합적-정치적 행위자성을 갖추는 일이다. 바로 

이런 공동체성과 행위자성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최초의 것이 공동체에 속할 

권리이다. 공동체에의 소속은 권리형성의 가능조건인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권리(인권)이라는 생각에서 아렌트는 ‘권리를 가질 권리’라고 표현하였다. 권

리를 가질 권리는 주권적-제도적 권력의 승인 이전에 주장되는 권리이고, 맨 

인간들로서 공동체의 행위자-구성원성을 갖춰 가는 정치적 실행 속에서 성취

될 뿐이다. 그런 점에서 ‘권리를 가질 권리’ 개념은 정치의 근본적 권리성(‘정치

는 인간의 근본적 권리이다’)와 권리의 정치-행위성(‘권리는 정치적 실행-성취이다’)

을 동시에 환기시켜 준다.

이렇게 권리-정치의 연관성 및 정치의 근본성의 관점에서 전개되는 아렌트

의 정치 및 인권 개념은 사회-경제적인 것에는 부정적 내지 소극적이다. 역사

적으로 부르주아 시민계급의 사적-경제적 이해와 욕구가 ‘정치적 지배를 열망

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지배를 성취하고자하는’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사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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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및 폭민체제를 낳았고,32) 프롤레타리아 노동계급 역시 물질적 생존의 욕구,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및 “사물의 관리(administration of things)”에 갇혀 버림으

로써 공적 정치의 영역을 약화-소멸시켰다는 인식하에 아렌트는 사회-경제적 

(권리의) 문제를 인권과 정치의 의제로부터 제외하려 했다. 생명-생존에 대한 

욕구 및 그 물질적 실현은 결코 정치적 자유 형성의 전제도, 궁극목표도 아니

며, 사회경제적 생존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활동들만이 개인적-집단적 관심사

가 될 때, 결국 사회경제적인 것이 공적인 의미와 자리를 차지하게 될 뿐이다. 

아렌트의 이런 비판적 견해는 적어도 복지국가의 위기가 시작되거나 복지국

가의 토대 전환이 모색되는 현재의 사회경제적 조건하에서는 재해석을 요하

는 듯하다. 이는 소유와 노동의 문제를 배제한 민주주의적 (또는 이소노미아적) 

정치과정 또는 소유와 노동의 문제를 생략한 ‘평등한 자유’의 추구가 진정으로 

가능한가, 그리고 소유와 노동의 자기모순 또는 상호모순은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의문과 이어져 있다. 사회경제적인 의

제 자체가 오히려 약화된 정치공간 및 정치적 주체성을 되살리는 생산적 매개

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인다. 이는 현재의 민주주의의 위기(정치

의 위기)를 사회경제적인 것(노동)의 과잉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노동의 축소-소

멸에서 오는, 이른바 노동민주주의의 위기로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관된 

것이기도 하다. 아마도 이런 또 다른 사유들로의 열린 가능성이 아렌트의 정치

를 재사유하게 되는 이유일 것이다.

 32) 아렌트의 관점에서 私的 국가란, 사적 이익에서 공공선을 끌어내고 사적인 선(좋

음)의 관점에서만 국가를 정당화함으로써 사적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수락하는 체

제를 의미한다. 결국 개인들을 영원히 사적 영역에 가두어 두는 국가이자 개인의 정

치적 무용성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국가이다. 이에 관해서는 김비환, 축복과 저

주의 정치사상, 20세기와 한나 아렌트(한길사, 2001), 205, 3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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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annah Arendt’s Concept of ‘Right to have Rights’

Lim, Mi-Won*33)

There is a persisting difficulty at the core of Politics of Human Rights 

which threatens the liberal democratic legitimacy. In view of the destruction 

of the nation –state unity and the modern ‘Rights of man’, Arendt has 

developed the concept of human rights as the foundation of the Political, 

defining human rights as the ‘Right to have Rights’. Benhabib and Balibar 

give the convincing interpretations of Arendt’s phrase. Benhabib explains 

that Arendt’s construction is totally Kantian. Arendt’s ‘Right to have Rights’ is 

based on Kant’s formulations of Right of humanity in every person, idea of 

social contract and the cosmopolitan right of hospitality. ‘Right to have 

Rights’ implies the right to belong to organized community as the right to 

political membership. Focusing on the founda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tical institution and the construction of the rights and human, 

Balibar defines ‘Right to have Rights’ as the right to democratic ‘equal liberty’ 

which is the immanent result of the political community of ‘isonomia’. 

Aiming at the reconstruction of the public(political) sphere, Arendt has 

provided the solid foundation of the ‘political rights of Man’. Consistently 

she was sceptical about the social-economic rights. That is also why we 

have to rethink Arendt.

  * Professor, Hanyang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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