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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아렌트만큼 거의 모든 정치이론에 원용되면서 또한 각각의 방식으로 달리 해석되는 정치철

학자도 드물 것이다. 참여민주주의의 입장에서 아렌트는 정치행위 자체를 새롭게 살려내도록 

하며 홉스 이래 근대정치의 이념과 현실을 지배해온 도구주의적 관념으로부터 벗어난 이른바 

‘목적자체로서의 정치’를 제시한다. 한편 비판이론가들은 아렌트에게서 생활세계의 식민화로부

터 벗어나게끔 할 공공성의 영역 내지 의사소통적 행위 영역 복원의 실마리를 찾아낸다. 공동

체주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렌트는 무엇보다 자유주의 이론 일반의 비판에 유용하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동체 관념 또는 공동선 관념과 이어지는 아렌트의 정치 관념이야말로 공동

체주의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바이다. 

이런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속에서 확인되는 아렌트의 일관된 정치철학적 관심은 바로 공영

역과 정치의 복원이다. 근대세계에 대한 아렌트의 분석에 따르면 근대인은 세계 속에서 뿌리를 

잃어가는 무근성(rootlessness)을 특징으로 하며, 이렇게 자기뿌리와 자기자리를 잃어간 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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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간들이 20세기 초 전체주의적 폭민이 되어 갔다. 세계로부터 소외된 인간들의 이런 폭민

적 행위표출과는 다른 차원의 행위가 바로 ‘정치행위’이다. 정치행위는 소외시키고 소외되는 세

계와 인간 모두에게 본래의 의미를 되돌려주는 행위이다. 정치행위는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의 

숭고함이나 목적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유용함 때문에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 그 자체

가 곧 소외된 세계와 인간이 본래의 의미를 회복해가는 과정이 된다는 점에서 실존적 우월성을 

갖는다.1) 그렇게 보면 아렌트는 목적론이나 의미론적 관점보다는 존재론적-실존적 관점에서 

정치행위에 접근하고 있으며, 도구주의적-실용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근대 정치이론뿐 아니라 

목적론적으로 전개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락시스 관념과도 차이가 있어 보인다. 물론 아렌트

의 정치이론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락시스 관념을 어떻게 얼마나 수용하고 변형하였는가, 아리

스토텔레스보다 하이데거의 존재의 철학으로부터 보다 깊이 영향받고 이를 재구성한 것이 아닌

가라는 물음은 또 하나의 난해한 주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무엇보다 아렌트의 정치행위 이론이 

칸트의 실천철학과 어떻게 거리를 두고 칸트의 판단력 이론으로부터 어떻게 재구성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렌트가 근대의 이성적-이론적 사유에 맞서 되살려낸 정치적 판

단력과 행위-실천의 의미, 그리고 근대의 자유주의-개인주의 정치관념에 맞서 이끌어낸 공적 

영역과 다수성의 정치가 갖는 현재적 의미를 간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Ⅱ. 본 론

1. 아렌트의 정치행위 개념

아렌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구분들, 즉 공(public)/사(private), 프락시스(praxis, 실

천)/포이에시스(poiesis, 제작) 간의 구분들을 받아들이면서 이를 정치적인 것의 자율성을 밝

히기 위한 개념적 토대로 삼았다. 정치행위에 대한 아렌트의 관심은 활동적 삶의 영역에 대한 

그의 설명 -노동(labor)/작업(work)/행위(action)로 나뉘는- 에서 이미 드러나 있다.2) 노동

은 생존과 물질적 욕구충족의 관점에서 불가결한 활동으로서 자연과 필요에 의해 규정되는 영

역이다. 반복적-소모적이면서 불가결한 생존활동으로서의 노동은 인간의 본질징표라기보다는 

오히려 先인간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활동 중 노동이 가장 자유스럽지 않은 

것은 바로 노동에는 자연-필연의 지배를 벗어난 자기충족성이나 자기목적성이 결여되었기 때

문이다.

 1) 다나 빌라/ 서유경 역, 아렌트와 하이데거, 교보문고, 2000, 39면.

 2) 한나 아렌트/ 이진우, 태정호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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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이런 선인간적 성격에 비해 작업-제작 활동은 목적지향성이라는 인간(문명화된 인

간)의 전형적 욕구에 보다 부합한다. 작업-제작의 세계는 목적에 연계된 도구적 세계이다. 즉, 

지배-창조(통제-조종)하려는 의지를 갖는 호모파버가 주도하는 세계로서 수단-목적의 범주에 

의해 규정된다. 이 세계는 생산-창작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이며, 무엇보다 유용성과 효용-

만족의 관점에서 평가된다. 제작이 주도하는 세계에서는 점차 제작활동이 다른 행위영역들까지 

결합-동일화시키게 되며, 공적 행위-정치 영역의 독자성 또한 사라지고 침해된다. 노동하는 

인간으로서의 대중적-사회적 생존이나 제작자로서의 지배-창조 욕구는 충족되지만, 다양성과 

다수성이 표출되는 공영역의 행위자로서 인간은 더 이상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인간

세계의 거의 모든 활동은 필연성, 도구성 및 전략성의 지배를 받으며, 그럴수록 자유로운 자기

충족적 활동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아렌트가 특히 주목한 프락시스-포이에시스의 구분과 그것의 엄격한 적용은 근대 세계에서 

관찰되는 인간활동, 특히 기존에 정치적 활동이라고 여겨진 것들 거의 전부를 포이에시스의 범

주로 묶어놓고 비인간, 비자유, 비정치적 활동으로 평가하게 만든다. ‘지배’하려는 권력의 관

심, 시민혁명의 ‘물질적 해방’의 관심, ‘행정’통치 작용,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치 활동 등은 아

렌트의 정치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3) 이렇게 인간공동의 목적지향적 활동 대부분을 先정치적

-非정치적인 것으로 엄격히 규정해버리는 아렌트의 관점에서 정치행위 관념에 부합하는 행위

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단이 아닐 것, 의미의 표출일 것, 그리고 말(의견, 담화)의 형태일 

것이 요구된다. 폴리스의 인간들을 동물과 구별짓는 것은 이들이 폭력과 강제가 아니라 말과 

설득에 의해 움직였다는 사실이다. 

2. 아렌트에 대한 칸트의 영향

현대의 아렌트 연구자들은 이런 아렌트의 행위이론과 판단이론에서 칸트의 영향력을 읽어내

려 한다. 이들은 무엇보다 칸트의 자유 관념 및 공통감에 기초한 판단 개념이 아렌트에게 시작

으로서의 자유와 공동성을 살리는 정치 행위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 주목한다. 

(1) 칸트의 자유개념

칸트는 자유를 설명함에 있어 자유로부터의 원인성(Kausalität aus Freiheit) 또는 자발성

으로서의 자유(Freiheit als Spontaneität) 관념을 제시한다.4) 이는 모든 인과적 결정으로부

터 벗어나 스스로 개시되는 능력이다. 실천적으로 이해한다면, 자유란 주어진 것들(대안들) 사

 3) 다나 빌라, 아렌트와 하이데거, 72-77면.

 4)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순수이성비판2, 아카넷, 2006, B472-479, 656-6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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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선택하는 능력이 아니라 의지를 규정하는 모든 주관적-경험적 조건과 상황을 끊어내고 

오직 스스로의 이성에 의해 실천적 의지결정을 이끌어내는 능력과 같다. 이런 자유 관념은 자

율성 개념과 이어져 있다. 칸트에게서 자율적인 의지 혹은 자기입법적인 의지는 무엇보다도 보

편성을 확보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입법하는’ 의지로서 자율적 의지는 어떤 상위의 법칙에 

의존하지 않으며, ‘보편적으로’ 입법하는 의지로서 이 의지는 더 이상 자기에게만 고유한 이해

관계를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의지는 이해관계를 제한하는 또 다른 법칙을 필요로 하지 않

는다. 이로부터 자율성이란 타율적 강제와 주관적 이해관계로부터 동시에 벗어날 수 있는 가능

성을 의미하게 된다. 이 자율성 자체의 근거를 보자면, 자율성은 어떤 선행조건이나 전제를 두

고 있지 않다. 자율성은 인간이 어떤 상위의 근거나 심급을 끌어들이지 않고 제 스스로 도덕성

(도덕적-실천적 보편성)의 근본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암시할 뿐이다. 칸트적인 자기입법

자 혹은 자율적인 의지는 도덕적-실천적 보편성으로의 추동력을 스스로에게 제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도덕적이고자 한다면)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자율성관념이 의미하는 바

는, 인간이 도덕적이고자 할 때, 이미 경험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상황과 그로부터 영향받는 행

위(의도) 간의 무한한 (가언적이거나 인과적인) 연쇄과정을 어느 때인가는 끊어내고 이성적인 

의지결정에 의해 행위를 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지의 총체적인 이성적 방향전환으로의 자기추동성을 의미하는 칸트의 자율성 및 자유 관

념과 이어진 것이 아렌트의 시작(beginning)으로서의 자유 관념이다. 아렌트는 수단적-전략적

인 선택가능성이 아니라 무목적적-자의적인 시작 가능성으로서의 자유, 즉 존재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었던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자유 관념에 기초하여, 자유행사의 결과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유의 행사 자체를 통해서 인간들은 다른 인간들과 공동의 세계를 형성하고 정치행위

를 수행해간다고 설명했다. 즉, 자유는 어떤 목적이나 조건의 범주에 편입-종속되지 않는 절대

적 우선성(존재론적 우월성)을 가지며, 일상적 삶의 영역 중 이 자유를 실천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와 행위의 영역이다. 정치는 어떤 새로운 것, 들어본 적 없는 것

에 착수하고 시작하는 자유, 다른 사람들과 언어로 상호작용하면서 이 세계가 지닌 다양성을 

경험하는 자유의 영역이다.5) 인간이 정치 조직 속에 사는 이유 내지는 정치의 존재이유가 바로 

자유 자체라는 점에서, 선한 삶, 좋은 삶보다 자유는 우위이고, 정치행위는 목적론적 행위체계 

바깥에 존재한다.6) 인과론이나 목적론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행위는 무언가로부터 와서 무언가

를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만 필연적이고 의미있는 것인 반면, 실존적 자유가 우위인 세계에서 

행위는 시작 자체로서의 가능성, 미래를 향해 열린 가능성 때문에 의미있다. 적어도 자유의 맥

락에서 행위개념을 설명함에 있어 아렌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체계보다는 칸트의 자

5) 한나 아렌트, 정치의 약속, 171-172면.

6) 다나 빌라, 아렌트와 하이데거, 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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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개념에 기울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칸트는 사변이성을 이원론의 한 축으로 남겨놓은 채 실

천이성의 관점 하에서 자유-의지-행위의 장을 마련하는 방식이었다.

(2) 칸트의 판단력개념

자유와 더불어 정치적 판단력을 설명함에 있어 아렌트가 관심을 가진 것은 칸트의 <판단력비

판>(Kritik der Urteilskraft), 특히 미감적 판단력 이론이었다.7) 칸트의 출발점은, ‘취미 판

단은 주관적 쾌감에 기초한 것인데 어떻게 타인들의 보편적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가’라는 문

제였다. 칸트에 따르면 판단은 두 가지 정신작용, 즉 상상력과 지성(반성작용)에 의해 이루어진

다. 우선 ‘상상력의 작용’에 의해 더 이상 현존하지 않는 대상의 ‘재현’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반성작용의 대상이 준비된다. 그에 이어 비로소 무엇을 판단하는 실제적 행위로서의 ‘반성작용’
이 가능하다. 상상력과 지성이라는 이 두 능력의 자유로운 공동작용에 의해 어떤 개념의 전제 

없이 미적 대상(의 지각)으로부터 보편적으로 전달 가능한 쾌감에 이를 수 있다. 취미판단에서

의 쾌감이란 미적 대상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감각이 아니라 그 대상에 관해 감지-인지하는 

능력들에 의존한다. 이 능력들은 선험적으로 모든 인간이 공유한다고 전제된 것이어서, 적절한 

조건 하에서라면 취미 판단의 주관적 보편성 및 ‘보편적 동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다. 칸트에 

따르면, 이렇게 도덕적 의지활동의 쾌감도 아니고 이성 논변적 관조의 쾌감도 아닌, 순전한 반

성의 쾌감에 대해 타인들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고 소통이 가능한 것은 상상력과 지성이라는 

주관적 인식능력 외에 무엇보다 공통감(sensus communis)이 있기 때문이다. 공통감이란 ‘공
동체 감각’의 이념을 뜻하는 것으로, 판단에 작용할 수 있는 주관적인 사적 조건들의 영향에서 

벗어나 불편부당성에 이를 수 있도록 다른 모든 사람의 표상방식을 사유 속에서 선험적으로 고

려하는 하나의 판정능력의 이념이다.8) 이 감각관념은 자기의 판단을 다른 사람들의 (실제적 판

단 아닌) 가능적 판단과 비교해보고 스스로 타자의 위치에 서보며, 자신의 판단에 우연적으로 

부수되는 제한들을 배제하도록 한다. 이런 공통감이라는 취미판단의 이념이 작용하는 데에는 

세속적 인간지성(보통의 인간오성)의 준칙인 ‘확장된 사유방식의 준칙’, 즉 ‘모든 타자의 위치에

서 사고하라’는 준칙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 준칙에 따라 정신의 확장(확장된 심성, 

enlarged mentality)이 이루어질 때, 그로부터 귀결되는 판단은 불편부당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취미 판단에서는 상상력과 지성이라는 인식능력 및 공통감과 확장된 심성이 (취미판단

의 근본적 주관성에도 불구하고) 판단의 소통가능성 및 보편 타당성을 보장하는 주관적-선험

 7) 칸트의 판단력이론에 대한 설명은 졸고, “아렌트의 정치적 판단력 개념과 그 적용에 관한 일고찰

- 아이히만 사례와 관련하여”,  법학논총, 제31집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를 참고

하였음.

 8) 칸트/ 백종현 역, 판단력비판, 아카넷, 2009, 317-322면.



144   法學論叢 第 35 輯 第1 號

적 전제 조건으로 작용한다.9)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서 분석된 이 미감적 반성적 판단력에 착안하여 아렌트는 취미 판단과 

정치적 판단의 연계가능성을 구상하였다. 정치는 자유로운 출현-표현의 상징공간으로서 단일

한 진리성보다 관점의 복수성(複數性)이 요구된다는 점, 정치 영역에서는 공동체적 감각을 통

해 복수의 타인들이 연결될 수 있다는 점, 정치적 결정은 일방적 권위나 진리주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호 간의 설득과 동의가능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들이 무엇보다 칸트에 의해 제시

된 미감적 반성적 판단력의 특성과 겹치며 그런 점에서 칸트의 판단력 비판은 칸트의 쓰여지지 

않은 정치철학과 같다는 것이 아렌트의 생각이었다. 특히 아렌트는 칸트가 ‘복수성’(複數性)과 

관련된 인간의 지적 능력을 해명해주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그에 관한 칸트의 두 개념인 ‘공통

감’과 ‘확장된 심성’을 강조하였다. 아렌트는 이 두 개념을 통해 취미 판단의 유효성-타당성이 

개념적-논리적인 필연성 차원이 아니라 공통의 지적능력에서 오는 불편부당성과 소통가능성 

및 타인들을 대상으로 한 동의가능성에서 오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판단의 올바름은 다수 인간 

공통의 감각과 상호 작용에 의한 복수적-주관적인 일반성으로부터 얻어진다는 것이다. 칸트의 

판단이론에 내재하는 초월성과 선험성, 추상성 대신 경험 연관적 에토스로 재해석된 공통감을 

통해 아렌트는 칸트의 선험적-인지적 능력에 기초한 판단력 이론으로부터 실천적-정치적 능

력으로서의 판단력 이론으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3. 아렌트의 칸트 비판

(1) 이성에 대한 의지의 종속성 비판

칸트의 실천철학에 대한 아렌트의 분석에 따르면, 칸트는 자신의 실천철학적 구상에서 이론

과 실천을 분리시킨 가운데 실천 영역을 행위가 아닌 ‘의지(결정)’의 문제로 파악하고 다시 이 

의지를 실천적인 ‘이성’으로, 즉 의지를 규정하는 이성의 문제로 환원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의지를 사유와 동화시키고10) 사실상 ‘이성’의 자율성에 머물고 말았다. 칸트가 애초에 살려내

고자 했던 실천의 영역은 결코 다수성과 행위의 공간이 되지 못하고 늘 독백적-자율적으로 작

용하는 이성의 몫이 되었다. 칸트의 실천철학은 이성의 자발성으로서의 자유와 이성적 능력으

로서의 의지를 결합시킴으로써 행위와 정치를 위한 사유에는 부적합한 것이 되었다.11) 물론 칸

트는 사교성 및 공공성 등에 대해 설명한 바 있지만 근본적으로 행위의 능력이나 필요에 대해

서는 말하지 않았고, 실천에 관한 칸트의 핵심 질문 역시 자아의 사유행위-의지원리의 연역과 

 9) 칸트/ 백종현 역, 판단력비판, 아카넷, 2009, 319-322면; 한나 아렌트, 칸트 정치철학 강의, 

129-131면.

10) 다나 빌라, 아렌트와 하이데거, 136면.

11) 다나 빌라, 아렌트와 하이데거, 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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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것이었다.12) 근본적으로 칸트에게서 실천의 문제는 초월적 자유의 가능성과 자율적인 

의지결정의 (가능조건의) 문제이고, 의지는 초월적 자유의 이념 하에 모든 주관적-경험적 요소

를 배제하고 보편화 가능성을 추구하는 이성에 의해 규정됨으로써 자유롭고 도덕적이며 자율적

인 의지가 될 수 있다. 이성이 실천적으로 의지를 규정하기만 하면 자유와 자율성, 도덕성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경험성이나 공동성에 의존치 않고도 오로지 초월-

선험성과 이성적 자아만으로 실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선

험적-이성적-독백적 자아가 자유-도덕성-자율성의 필요충분조건인 것이다. 이성이 실행하는 

보편화 가능성만으로 인간은 자유롭고 도덕적이며 자율적인 존재가 된다는 설명에는 실천의 문

제를 곧 인간 공동체 또는 경험세계 내의 행위 문제에 앞서 홀로 가는 이성의 자기반성적 의지

결정의 문제로 보는 칸트의 견해가 명확히 반영되어 있다. 애초에 경험성과 다수성을 배제함으

로써 오히려 실천 문제의 보편적-완결적인 해결이 가능해진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런 점에서 

칸트의 실천철학은 정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험도덕적 진리를 위한 것이고, 사교성과 의견교

환을 통해서가 아니라 선험적-이성적 의지의 원리를 통해서 보편적 도덕성 및 합법성의 상태

에 이를 수 있으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최고의 도덕적 목적의 실현 및 인류의 진보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을 담고 있다.13) 경험적 정치로 나아가는 대신 선험적-실천적 이성이념으로 늘 

되돌아가는 실천철학인 것이다. 

(2) 칸트의 실천철학 및 정치관념 비판

칸트의 정치철학을 새롭게 구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렌트가 칸트의 실천철학에 회의적이었

던 것은 무엇보다 칸트의 실천철학은 경험 세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선험적인 

의지의 원리를 제시하는 先정치적인 이론에 머물러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관념

을 도구화했다는 점 때문이다. 이런 비판은 실천이란 무엇인가, 인간 실천에 대해 칸트가 말하

고자 한 바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으로 이어진다. 칸트의 실천철학은 실천이성의 선험적 원리

(실천적 정언명령)를 마치 실천적 절대자인 듯이 제시하며, 이로부터 보편적 도덕성-합법성의 

실현 및 인류 진보의 과정을 실천이성과 자연의 의도의 합법칙적-합목적적 실현-일치의 과정

으로 서술하고 있다. 아렌트는 이를 단 하나의 절대적 진리라는 개념과 결부된 비인간적인 철

학이라고 보며, 빌라 역시 “그러한 하나의 절대에 대한 칸트적 호소는 인간관계망을 분쇄하며 

의견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인간 담화를 도구화한다”고 평가한다.14) 칸트에 따르면 의지의 결

정이 형식적 보편화 원리로서의 정언명령에 따라 이루어질 때 그 의지는 이성적, 도덕적이고 

12) 한나 아렌트, 칸트 정치철학 강의, 55면.

13) 다나 빌라, 아렌트와 하이데거, 141면.

14) 다나 빌라, 아렌트와 하이데거, 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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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이다. 정언명령이라는 형식적 보편화 원리가 실천적-합리적 사유의 일관된 근본원리가 

됨으로써 사유과정 속에 윤리적 근거원리가 놓여있는 셈이 된다.  사유하는 자아가 보편적 이

성의 원리를 제시할 수 있고 의지가 그런 이성의 원리에 따름으로써 결국 실천이성과 동일시

되는 한, 단일한 자아의 독백적인 사유 또는 단일한 자아의 독백적인 의지결정만으로도 실천 

문제의 해결은 충분해진다. 의지가 보편적 이성성을 스스로 의욕할 수 있기(있다고 전제했기) 

때문이다.

이런 칸트의 관점에서 정치란 이성과 의지의 동일화의 이념으로부터 의지(의사)결정의 보편

성-자율성이 표현-실현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적 개인-국민-세계시민으로서 자유의 

공존 및 자율적 의사결정을 통해 보편적 합법성(법치) 상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정치란 공적 

이성의 보편화 원리로서 공개성의 원리를 가능조건으로 하되, 결코 경험적 차원의 다수성 및 

토의정치, 즉 다수 간의 의견교환과 담화의 정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의지에 

기초한 反다수적 보편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입장을 취하는 정치개념은 본질적으로 도구

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아렌트와 빌라의 견해이다.15) 칸트는 정치적으로 만인의 합의된 의지

의 이념에 합치하는 공화주의적 입헌주의를 선호했고, 그것은 인간 실천 영역에서의 최종 목표

인 보편적 자유와 영구평화의 실현에 가장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칸트의 실천철학이 향했

던 외적 자유의 실현의 문제는 어떻게 개인들을 국가로 조직화할 것인가, 어떻게 공화국의 헌

법을 기획할 것인가라는 국가조직 및 입법의 문제들이었고16) 궁극의 관심은 어떻게 국가조직

의 문제를 다수의 담화-의견 형성 속에서 해결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국가조직의 문제를 

실천이성의 명령과 화해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도덕성과 행복의 실현이라는 최고선을 

향한 인간진보의 과정에서 자유와 평화의 보장을 위해 정치가 수행하는 역할이라는 맥락에서 

칸트가 도구주의적 정치관념을 취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지점이다. 

4. 아렌트의 칸트 수용 

(1) 실천철학 비판에서 판단력이론으로

아렌트가 비판적으로 이해한 바에 따르면 칸트의 주요 관심과 핵심질문들 중에서 정치적 동

물로서의 인간에 관한 것은 없다. 신과 불멸성, 그리고 초월적 이념으로서의 자유에 관한 것이 

있을 뿐이다.17) 칸트는 행위 또한 문제 삼고 있지 않다. 인간의 본성으로서의 사교성과 소통 

가능성 등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행위와 이어져 있지 않다. 칸트에게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

는가’라는 질문은 타자와 독립적으로 사유하는 자아의 의지-의욕 행위와 관련된다. 아울러 실

15) 다나 빌라, 아렌트와 하이데거, 144-145면.

16) 한나 아렌트, 칸트 정치철학 강의, 49면.

17) 한나 아렌트, 칸트 정치철학 강의,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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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철학에는 ‘나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질문 또한 빠져있으며, 인간 복수성-다수성의 조

건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18) 판단력이 정치철학적 테마로서는 칸트의 실천철학 그 어

디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칸트에게서 도덕-법-정치-역사를 포괄하는 실천철학

의 근본문제는 인간 의지결정의 문제, 즉 어떻게 이성이 의지를 규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한 개인의 의지를 보편적-자율적 의지일 수 있게 하는 이성의 실천적 규정작용에 대한 해명을 

과제로 한다. 이런 실천 철학 전체는 초월적 자유의 이념에 근거하여 실천이성에 의해 도출된 

형식적 보편화 가능성의 원리로서의 정언명령에 기초해 있다. 정언명령은 인간의 외적인 자유

에 관한 보편적 합의의 가능성을 다루는 법의 영역에서는 선험적으로 합치된 만인의 의지의 이

념에 근거한 보편적-이성적 법원리로 표현되며, 이들 법원리는 사적 개인들의 합의질서(잠정

적 법상태)로부터 공법적 국가조직(확정적 법상태)을 거쳐 세계시민적 헌법상태로까지 확장-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실행되어가는 법론으로서의 정치의 영역에서는 보편적 의사결정의 가

능성의 원리인 공개성의 원리가 정언명령의 변용으로서 작동한다. 또한 이 원리들의 실현 보장

의 문제로서 역사의 문제에서는 자연의 계시가 이 원리들의 목적론적 실현을 뒷받침해준다. 이

런 칸트의 실천철학의 체계 안에는 판단력의 자리는 없다는 것이 아렌트의 설명이다.19) 정언명

령의 타당성은 ‘자신과 일치되게 사유하기’에서 도출되며, 법칙제정자로서의 이성은 타인을 전

제하지 않고 단지 자기 자신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 독백적 자아(의 의지)만을 전제로 한

다.20) 그에 비해 판단의 영역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자연의 사실로서 또는 역사적 사건으

로서의 특수자, 그런 특수자를 다루는 정신 기능으로서의 판단력, 판단 기능의 작용조건으로 

인간의 사교성, 즉 인간정신이 기능하기 위해 다른 동료 인간들에게 의존하게 되는 특성 등이

다. 이런 판단력은 실천이성과 다르다. 실천이성은 의무법칙의 추론을 통해 나에게 도덕적으로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고, 만인의 의지의 합치라는 선험적 이념으로부터 합

법성의 명령을 이끌어낸다.21) 이렇게 도덕성과 합법성의 보편적 원리를 추론하는 실천이성에 

비해 판단력, 특히 취미 판단은 특수자로부터 유발되는 관조적 쾌락 또는 비활동적 즐거움에 

18) 칸트의 기초적인  세 가지 “철학적 질문들에 인간 복수성의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 자신을 향한 의무에 관한 칸트의 주장, 즉 도덕적 의무는 모든 성향들로부터 자유로워

야 하고 도덕법칙은 이 지구 상에 사는 인간뿐 아니라 우주에 존재할 모든 지성적 존재에게도 타

당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 복수성의 조건을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이 세 질문 모두의 근저에 있는 

태도는 자기이해일 뿐 세계에 대한 관심이 아니다.”: 한나 아렌트, 칸트 정치철학 강의, 56면. 

19) “칸트의 실천 개념은 실천이성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판단도 행위도 다루지 않는 실천이성비판

은 그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관조적 기쁨과 비행위적 기쁨에서 나타나는 판단은 그 속에 거할 자

리가 없다. 실천적 문제에서는 판단이 아니라 의지가 결정적이며 이 의지는 오로지 이성의 준칙에

서 도출될 것이다. ... 칸트에게 실천적이라는 말은 도덕적임을 의미하며 개인을 개인 자체로서 관

계하는 것이다.”: 한나 아렌트, 칸트 정치철학 강의, 121-122면.  

20) 한나 아렌트, 정치의 약속, 212면.

21) 한나 아렌트, 칸트 정치철학 강의,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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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어 있다. 칸트에 의해 실천철학적으로는 서로 분리된 채 남아있었던 실천이성과 판단력

의 세계는 아렌트에 의해 정치철학적으로 새롭게 해석-조망될 수 있었다.

(2) 공공성-공개성(Publizität)의 원리에서 정치적 판단력으로

아렌트는 소크라테스에서 칸트로 이어지는 비판적 사고의 계보를 정리하며 칸트의 사유 특

성을 탐구한다.22) 그에 따르면, 비판적 사고는 철학의 오랜 관심사였고 소크라테스에게서 이미 

발견된다. 소크라테스는 엄밀히 말해 아무 것도 가르치지 않았다. 그는 지식을 얻기 위해 검토

한 것이 아니었고, 생각 자체에 집중했을 뿐 전체의 기획을 향한 어떤 동기나 목적도 없었다. 

그가 순수히 행한 것은 자기 삶에 대한 사유를 담론화시키면서 공적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소

크라테스의 사유의 규칙인 일관성-무모순성의 규칙은 윤리적인 동시에 논리적인 공리였고, 칸

트에 이르러 윤리학의 원리가 되었다.23) 칸트에게서 윤리의 문제는 이성의 비판적 자기검토를 

통해 해결가능한 문제로서, 무엇보다 ‘보편 법칙이 되기를 네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그런 

격률에 따라서만 행위하라’는 정언명령의 정식, 즉 ‘보편적으로 사유하여 보편적으로 의욕(의지

결정)-행위하라’는 이성의 규칙(명령)에 의존하는 방식이었다. 칸트는 이런 비판적 사고가 자

기시대 -계몽의 시대- 의 특징(특권)이라고 여겼고, 정치적으로는 다수에 의해 자유롭고 공개

된 검토를 받는 것 또는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여겼다.24) 이성의 공적 사용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이성을 (사적으로 특수하게가 아니라) 객관적-보편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

로서, 비판적 사유 자체의 가능조건이자 사유를 의미있게 만드는 전제이다. 이성의 공적 사용

을 이성의 객관적-보편적-공개적 사용이라고 이해한다면 이런 사유작업(과정)에는 잠재적 타

인(들의 관점)이 전제된다. 이 때의 개인은 특정 집단-직무에 연관구속된 자가 아니라  ‘세계 

시민 사회’의 구성원에 가깝다. 즉, 비판적으로 사고한다는 것,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

은 공공성-공개성을 매개로 하여 타인들의 관점으로까지 사유를 확장시키면서 보편적-불편부

당성이라는 의미에서 ‘세계시민적 입장’에 이르는 과정이다.25) 이 때 자신의 사유를 타인의 관

점으로 이입시키는 데 작용하는 것이 상상력이다.

“비판적 사고는 분명 고립 속에서 진행되기는 하지만, 상상력의 힘에 의하여 타자들을 등

장시킴으로써 잠재적으로 공적이며 모든 입장에 공개된 공간으로 들어가게 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것은 칸트가 말하는 세계시민의 입장을 채택하는 것이다. 확장된 정신으로 생각

22) 한나 아렌트, 칸트 정치철학 강의, 82-89면. 

23) 한나 아렌트, 칸트 정치철학 강의, 84면. 소크라테스에게서 ‘덕은 논리와 함께 있다’.
24) I. Kant, Beantwortung der Frage: Was ist Aufklärung?, E. Bahr(Hg.), Was ist 

Aufklärung?, Stuttgart, 1992; 한나 아렌트, 칸트 정치철학 강의, 86면.

25) 한나 아렌트, 칸트 정치철학 강의, 92-93면. 아렌트는 공공성을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만날 때 발

생하는 검사작용’이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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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은 자신의 상상력을 통해 다른 곳을 방문하러가도록 스스로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

한다.”26)

타인들의 관점을 고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불편부당성 또는 확장된 사고는 인간사 전체에 

대해 반성조망할 수 있는 관점으로서, 실제로는 무엇보다 주관적이고 우연적이며 사적인 요소

들을 배제함으로써, 또는 자기이해를 배제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물론 이런 불편부당성이나 확

장된 일반적 관점 자체가 구체적-개별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행위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지는 않는다. 비판적 사고, 이성의 공적 사용, 공공성의 원리는 사유-판단의 보편타당성을 

위해 타인들을 고려해야 함을 말할 뿐이다.27) 일반적 관점은 결국 참여하는 행위자를 위해 필

요한 것이라기보다는 관조하는 관찰자, 세계시민의 관점에서의 세계관찰자를 위해 필요한 것이

다. 아렌트에 따르면 칸트가 생각한 관찰자의 사유양식은 역사적 사건-사태 한가운데에서 자

신을 공적으로 드러냄, 즉 자기이해를 초월한 무관심성, 불편부당성, 일반적인 관점(인류의 관

점)을 견지하면서 자신의 공감 및 의견을 드러냄을 특징으로 한다. 근본적으로 칸트는 관찰-판

단의 양식과 참여-행위의 양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었고, 이 양식 간의 충돌 역시 불

가피하다고 여겼다. 이는 현재의 문제로서 참여하고 행위함과 현재를 과거화시켜 관찰하고 판

단함 사이의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칸트는 두 가지의 완충 또는 잠정적 해결 방식을 

제시한다. 첫째, (도덕과 달리) 정치적 문제에서는 인간들이 도덕적 의도를 전혀 지니지 않고 

(마치 악마성을 가진 민족처럼) 자기예외-자기이해를 추구하는 가운데에서도 최종적으로 보편

적-공적 목적으로서 공공선의 실현에 이를 수 있으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론적 자연(자연

의 계시)이라는 설명이다. 둘째, (도덕과 달리) 정치적 문제에서는 모든 의사결정 및 행위가 공

공성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짐으로써 윤리도덕과 정치의 극단적 충돌대립이 해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28) 즉, 한편으로는 자연의 궁극적 의도-목적에 따라 역사는 전개될 것이므로 현재의 

행위 대 이를 과거화한 판단 간의 대립에서 미래의 진보라는 관점에 설 것, 다른 한편으로는 

선을 가장한 정치(정치적 도덕)가 아니라 적어도 도덕과 모순되지 않는 정치(도덕적 정치)이기 

위해서 정치적 선(목적)이나 도덕적 의도 자체보다 단지 계몽된 비판적 이성의 관점에서 공공

성의 원리에 비추어 판단할 것에 대한 요구이다.

칸트의 견해로는 참여하는 행위자와 판단하는 관찰자 간의 충돌 지대에서 최대한의 완충작

용을 하는 원리가 바로 공개성-공공성의 원리이다.29) 이 원리를 통해 정치적 행위 준칙의 보

26) 한나 아렌트, 칸트 정치철학 강의, 93면.  

27) 한나 아렌트, 칸트 정치철학 강의, 95면.

28) 한나 아렌트, 칸트 정치철학 강의, 50-54면.

29) I. Kant, Zum ewigen Frieden, H.F. Klemme(Hg.), Hamburg, 1992, B98-B111;  I. Kant, 

Beantwortung der Frage: Was ist Aufklärung?, E. Bahr(Hg.), Was ist Aufklärung?, 

Stuttgart, 1992; 한나 아렌트, 칸트 정치철학 강의, 86-89, 102-104면. 칸트에게서 공공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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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여부를 가리는 것, 공적 이성의 작용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정치적 

현실과 도덕성 간의 충돌에 대한 칸트 식의 해법(보편화 가능성의 추구)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목적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공공성을 필요로 하는 모든 준칙은 정치와 권리에 일

치한다.”30)

공공성이라는 칸트의 해결에는 물론 한계가 있다. 첫째, 그 기원에 있어서 공공성 역시 형식

적 보편화의 원리(공개 가능한가)일 뿐이어서 구체적 행위에 대해 말하지 않는, 여전히 선험적

이고 도덕적인 원리이다. 궁극적으로 칸트가 이야기하려는 바는 보편성을 갖추지 않고는, 사적

인 것을 뛰어넘지 않고는, 도덕성을 포기하고는 결코 인간세계의 진보를 가져올 공동의 것을 

성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선험적-보편적 이성의 원리인 정언명령의 정치적 변용으로서 사적-

주관적인 준칙의 공공성 여부를 검토하라는 이 원리에 따르면 (정치적 관점에서) 도덕성이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일치에서 온다. 사적으로만 남으려는 것, 공적인 영역 또는 공개적 

시선으로부터 은폐된 영역으로 후퇴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으로 악한 것이다. 둘째, 그 실현 작

용에 있어서 공개성의 원리는 언어와 이성을 가진 존재, 그러나 단수로서의 관찰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 즉, 고립된 단수 관찰자의 관조행위를 통해 실현되는 원리이다. 실천의 문제에서 공

공성의 원리를 통해 의사 및 행위결정의 공적 성격-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수

의 참여 및 공동의 검토 과정을 필요로 하기보다 각자의 이성으로써 홀로 관조하며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공공성을 매개로 하여 전개되는 칸트의 정치 및 실천 개념은 다수의 참여-행

위자보다는 관조하는 단수 관찰자의 관점에 서있다는 것이 아렌트의 주된 비판점이다. 아렌트

에 따르면 칸트의 정치는 플라톤의 그것과도 구별된다.31) 플라톤의 통치자는 행위를 위한 최선

의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서 정치가이지만 전혀 행위하지 않는다. 그는 행위가 의도하는 

목표를 아는 현자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의도를 알리는 것은 불필요하다. 그

에 비해 칸트에게서 모든 행위를 지배하는 선험적 원리는 공공성이다. “자신의 목적에 모순을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공공성을 필요로 하는 행위는 무엇이든 간에 정치와 권리를 결합한 행

위”이며,32) 공공성의 원리가 의도된 행위의 공적 보편성(보편화 가능성)을 확인-보장해준다. 

그런 점에서 플라톤의 철인 정치가 갖지 못한 공적-공개적 성격을 통해 보편적 진리에 이르려

는, 즉 진실성을 통해 진리성에 이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 문제되는 의사결정-행위들에 

관하여 공공성을 검토-부여하는 주체는 공적 이성의 사용자로서 사유하고 비판하는 관찰자이

개성의 원리는 ‘타인들의 권리에 관련된 행위들 중 그 행위의 격률이 공개성과 합치하지 않는 모든 

행위(공개될 경우 결코 선택될 수도 실현될 수도 없는 행위격률에 따른 행위)는 부정의하다’는 정식

으로 표현된다. 

30) I. Kant, On History, Beck(ed.), p.134(칸트 정치철학 강의, 104면), 재인용.

31) 한나 아렌트, 칸트 정치철학 강의, 120면.

32) 한나 아렌트, 칸트 정치철학 강의, 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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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칸트의 실천은 근본적으로 관조적 비판의 세계를 벗어나지 않으며, 그런 실천은 이성에 의

해 인도되어 행위세계의 문턱에서 멈춘다.

아렌트는 바로 여기까지가 칸트에 의해 쓰여진 실천철학이자 그 한계지점이라고 여긴다. 세

계의 공유자로서 다수의 평등한 소통, 의견형성, 자기표현으로부터 공동의 정치적 판단형성에 

이르는 과정을 명확히 밝혀주는 대신 정치적 의사결정 및 행위(의 타당성)의 선험적-형식적 가

능조건에 관심을 가졌으며, 이를 공공성이라는 선험적 보편화 원리로써 절차화시키는 데 머물

렀다. 즉, 정치는 현상세계의 판단-행위 문제임에도 칸트는 궁극적으로 세계의 도덕적 목적 실

현 및 인류의 진보에 반해서는 안되는, 실천적 이성원리의 실행의 장 또는 도덕적-합법적 권리

들의 실현과정을 곧 정치로 이해하였고, 결국은 경험적 다수의 의견 및 판단 형성 기능을 배제

하고 선험적 자아의 실천이성 및 의지의 능력에 의존하였다. 그런 점에서 정치의 선험화-이성

화로 시작하여 정치적 공동 경험과 판단능력을 도외시한 채 정치를 선험적-이성적 관찰자의 

몫으로 돌려놓고 말았다.

이렇듯 칸트에게서는 정치적 실천 역시 이성 원리의 실행 가능성의 문제이고, 그 원리의 실

행(실천)을 위해서는 이성이 의지를 규정하기만 하면 된다. 실천은 목적-의도에 연관된 지향 

행위라기보다 이성의 원리로부터 그 실행에 이르기까지의 이성 주도의 관조행위에 가깝다. 이

성의 관조작용에서 귀결된 실천은 개별적 판단도, 구체적 행위개시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실

천의 타당성 문제는 결국 이성적 원리 실행의 타당성 문제이고 각자의 이성의 관점이 기능-작

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는 보편화를 수긍하는 개인의 이성적 의지의 문제로 환

원된다. 즉, 총체적으로 칸트의 실천은 이성적 원리에 대한 관조(행위)와 그에 따르는 의지결정

(행위)에 달려있다. 그 이성적 원리가 공공성일 경우 정치적 실천의 영역이고, 그 영역에서는 

자유의 외적 공존, 더 구체적으로는 정치와 권리의 공존이 문제된다. 이 공존을 위해서는 정치

가 법원리의 실행 또는 합법성의 실현과정과 다르지 않아야 하고, 결국 정치는 ‘실행되어가는 

법론’이 되어야 한다.

(3) 아렌트의 정치적 판단력 개념

칸트의 ‘쓰여진 실천철학’에 대한 아렌트의 비판은 곧 ‘쓰여지지 않은 정치철학’에 대한 구상

으로 이어진다. 그 실마리는 판단력 비판, 특히 취미판단이다. 관조적 기쁨 또는 비행위적 기쁨

과 연결되어 있는 취미판단의 영역에서 미적 대상의 경험을 위한 필수조건은 소통가능성이다. 

즉, 취미에 관한 논쟁-판단이 가능한 것은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그 소통을 위해 상상력

과 공통감각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상상력은 재현작용을 통해 현존하지 않는 것을 현존하게 하

며, 이런 상상력의 준비작용를 통해 반성작용이 가능해진다. 이 반성작용이 무엇을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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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 행위이다. 재현작용과 반성작용은 적절한 공간, 거리, 비관여 또는 무관심성, 즉 어떤 

것에 대한 승인과 불승인을 위한, 그래서 그것의 적절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불편부당성의 조건을 형성한다.33) 이 두 작용으로 인간은 가시적 사물들에 대한 불편부당한 관

찰자로서 사태를 전체로서 보는 입장에 서게 된다. 엄밀히 말해 그가 느끼는 쾌와 불쾌는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승인-불승인 행위로부터 온다. 그런 승인-불승인 사이에서 선

택의 기준은 소통가능성(소통 가능한가)이며, 그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공통감각이다. 공통감

각은 가장 사적이고 주관적인 감각 속에 주관적이지 않은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음을, 즉 상호

주관성이 가능함을 보여준다.34) 이 공통감에 부합하는 준칙들로는 스스로 생각하라(계몽의 준

칙), 생각 속에서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자리에 놓아라(확장된 심성의 준칙), 자신과 일치되도록 

하라(일관성의 준칙)들이 있다. 이 준칙들을 통해서는 의견이나 판단에 있어 심성의 확장이 가

능해지고, 그것이 바로 타당한 판단의 필수조건이 된다. 근본적으로 칸트는 판단(의 타당성)의 

보편적 가능조건들에 관심이 있었기에 판단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형식주의적 설명을 제

시하는 데 그쳤다.35) 이런 칸트의 미감적 판단력 이론에 주목했던 아렌트는 취미판단뿐 아니라 

정치적 사건 역시 공적인 성격(공동성)을 가지며 이해하려는 관찰자를 향해 있고, 반성적 판단

에 적합한 현상세계에 속한다고 파악하였다.36) 정치는 상상력(의 자유)와 공통감각에 의해 불

편부당함과 상호주관적 관심이 동시에 작동되는 판단력의 작용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다. 다만 

33) 한나 아렌트, 칸트 정치철학 강의, 131면.

34) 한나 아렌트, 칸트정치철학 강의, 131, 135면.

35) 베이너, “한나 아렌트의 판단이론”, 한나 아렌트/ 김선욱 역, 칸트 정치철학 강의, 2부, 베이너의 

해설논문, 푸른숲, 2011, 230면.

36) “정치사상은 표상적이다. 나는 주어진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하여, 즉 부재하는 사람들의 입

장을 내 생각에 도입하여 하나의 의견을 형성한다. 즉 나는 그들을 표상하는 것이다. 이 표상의 과

정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실제 견해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계를 다른 시

각에서 바라보게 한다. ...... 이것은 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모색

하고 사유하는 것이다. 어떤 문제를 성찰할 때, 더 많은 사람의 입장을 끌어들일수록 내가 그들의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할까를 더 잘 상상할 수 있다. 그러면 나의 표상적 사유능력은 

더 강해질 것이고 나의 최종결론, 즉 내 의견의 타당성은 더 커질 것이다(인간이 판단을 하게 하는 

‘확장된 사유방식 enlarged mentality’이 바로 이런 능력이다. 칸트는 이것을 <판단력 비판>의 1

부에서 발견했지만, 자신의 발견이 지닌 정치적-도덕적 함의를 인식하지는 못했다).

    의견 형성의 과정은 그 입장이 되어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일에] 자신의 정신을 사용하도록 만드

는 당사자들에 의해 결정된다. 이 격심한 상상력의 활동을 위한 유일한 조건은 사심 없음

(disinterestedness), 즉 사적인 관심사로부터의 해방이다. 예컨대 의견을 형성하는 동안 모든 동

행을 물리치거나 완전히 고립되어 있을지라도 내가 철학적 사유의 고독 속에서 단지 나 자신과만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아직도] 보편적 상호의존의 세계에 남아 있으며, 그 속에서 다른 모

든 사람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 ...... 판단의 진가와 마찬가지로 의견의 진가도 그것이 담지한 불

편부당성의 정도에 달려 있다.

    그 어떤 의견도 자명하지는 않다.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의견의 문제에서 우리의 사유함(thinking)은 

정말로 담론적이다”: 한나 아렌트/ 서유경 역, 과거와 미래 사이. 정치 사상에 관한 여덟 가지 철

학연습, 푸른숲, 2009, 323-3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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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에게서 정치는 다수의 인간 공통의 경험적 관심과 소통가능성보다 권리-합법성의 선험적 

추론에 의존하는 것이었고, 취미판단에서의 보편성 역시 선험적-형식적 동의가능성 차원에 머

물렀다. 아울러 판단작용의 기초로서 공통감은 정치적-도덕적 의미를 갖기보다는 판단의 탈정

치적-지성적 형식을 보여줄 뿐이었다. 이런 칸트의 판단 이론 및 공통감 개념에 대해서는 취미

판단의 탈정치적 미학화이자 반경험적-비활동적 지성화라는 비판이 있어왔다.37)

근본적으로 아렌트는 정치라는 현상 세계 내의 활동적 삶과 판단이라는 정신-관찰-관조적 

삶 모두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정치와 판단의 관계 또는 정치적 판단의 가능조건에 대해 의문

을 제기했다. 한편으로는 정치라는 활동적 삶의 영역을 활성화시키려는 관심,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는 이론과 실천을 연결시키고 그 이행을 매개하는 능력으로서 판단력에 대한 관심이 무

엇보다 칸트의 선험적-형식적 취미판단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 관심으로부터 아

렌트의 ‘정치’적 ‘판단’ 이론이 새롭게 구상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칸트의 판단력비판은 아

렌트에게 있어 정치철학 자체는 아니어도 정치의 필수조건에 대한 미학적 해설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 대한 정치철학적 재구성 이후에도 정치적 판단의 난제, 즉 

정치적 판단은 공통감과 확장된 심성에 적극적으로 의존하는 소통적-활동적 삶의 영역인가 

또는 불편부당성에 기반한 반성적-관조적 삶의 영역인가라는 의문은 늘 남게 되며, 아렌트 역

시 양면적 입장을 버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는 아렌트의 사유의 불충분함때문이라기보다는 

아렌트의 포기불가능한 정치철학적 지향, 즉 칸트로부터 유래하는 반성-판단력의 개념과 아

리스토텔레스로부터 유래하는 행위-실천의 개념 모두를 놓지 않으면서 칸트적 목적 자체-가

치 자체로서의 인간실존에 대한 존중과 아리스토텔레스적 자기목적적-자기완결적 행위활동으

로서의 정치에 대한 공감을 동시에 표현하고자 했던 아렌트의 인간 실존-실천 지향성 때문일 

것이다.

Ⅲ. 결론을 대신하여

왜 계몽된 인간들의 세계에서 정치가 인간들의 파국을 막지 못하고 붕괴-부재하게 되었는가

라는 의문에 대해 아렌트는 무엇보다 정치를 사적-경제적인 것의 보호-보장을 위한 영역 내지

는 각자의 생존-이익의 추구를 위한 합리적-효율적 수단으로 보는 자유주의-도구주의적 정치 

관념을 비판한다. 아울러 정치는 보편적 진리추구의 문제나 선한 의도의 실현의 문제도 아니라

고 말한다. 인간들이 자초한 파국은 인간지성의 결핍이나 악의성 때문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37) 베이너, “한나 아렌트의 판단이론”, 2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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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판단을 거부하는 무사유의 태도 때문이라는 것이 아렌트의 진단이다. 사적인 것에 압도

되어 정치를 수단화하고, 공적인 공간을 회피하며 고립된 자아의 독단에 머문 채 판단중지 상

태로 빠져들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렌트는 공적인 공간에 들어서서 정치적으로 사유하

고 행동할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지성 및 의지와는 또 다른 능력으로서 판단력을 살려낼 것을 

주장한다. 정치적 판단이란 형식논리적 명증성-일관성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인간실존의 복수

성-다양성에 기초하여 의견을 형성하고 교환하면서 동의가능성에 이르는 과정이다. 아렌트가 

생각한 정치적 판단의 가능조건은 두 가지, 즉 비판적으로 거리두기와 공통감의 작용이다. 정

치적 판단은 고립된 자아의 사적-주관적인 독백과는 달리 복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공개적-

비판적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교환하는 행위이며, 이 과정에서 인간이 지닌 (이성이나 의지의 

작용과는 다른) 공통감의 작용으로 일반적 동의가능성-타당성에 이를 수 있다. 즉,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비판적인 거리를 두고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가운데 공통감이 

일깨워지는 활동이다. 이런 정치적 판단의 관념이 칸트의 미감적 판단력 비판으로부터 아렌트

가 이끌어낸 바이고 자기 시대의 파국에 대해 이해한 바이다. 아렌트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인 

삶만이 인간적이며, 자유주의-개인주의적 정치관념과는 달리 공영역은 자유의 제한구역이 아

니라 ‘자유가 기거하는 집’과 같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적-개체적 실존을 품되 세계를 공

유하는 인간들로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공적으로 형성-표현할 수 있을 것, 그것만이 폭민

의 체제를 막아설 수 있는 인간의 조건이라는 호소이다. 

(논문투고일자: 2018. 02. 24 / 심사 및 수정일자: 2018. 03. 15 / 게재확정일자: 2018. 03. 16)

주제어 : 아렌트, 칸트, 판단력, 판단력 비판, 공통감, 정치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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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아렌트의 정치철학

- 칸트에 대한 비판과 수용의 시도 -

                                                                     임 미 원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에 대해 최근 새로운 철학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접근방향의 다

양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이론가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는 공영역과 정치의 복원에 대한 

아렌트의 일관된 신념이다. 아렌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공/사, 실천/제작의 개념구분을 받아들

여 공영역과 행위-실천의 문제에 집중하는 한편, 실천보다 사유-관조를 우위에 두었던 서양 

정치철학 전통을 비판하였다. 아울러 정치의 도구성 대신 자율성을 강조함으로써 근대의 실천

철학과도 거리를 두었다. 특히 아렌트는 칸트의 실천철학에 대해 정치의 영역 바깥에 존재하는 

실천의 형이상학으로서 이성에 대한 의지의 종속성을 확인해줄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렌트는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서 제시된 반성적 취미판단의 이론을 수용하였고, 

특히 칸트의 공통감 및 확장된 심성 개념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판단이론을 완성하였다. 한편

으로는 정치라는 활동적 삶의 영역을 활성화시키려는 관심,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론과 실

천을 연결시키고 그 이행을 매개하는 능력으로서 판단력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칸트의 선험

적-형식적 취미판단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 관심으로부터 아렌트의 ‘정치’적 ‘판
단’ 이론이 새롭게 구상된 것이다. 칸트에 대한 비판과 수용으로부터 귀결된 아렌트의 판단 및 

행위이론은 무엇보다 인간의 복수성과 의사소통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의미부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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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rendt’s political philosophy 
- in view of critique and reception of Kant’s philosophy -

                                                      Lim, Mi-Won*38)

Hannah Arendt's conception of the Political receives relatively great attention 

from contemporary political theories, esp. participatory democratic theory, 

discourse theory, and communitarianism. In spite of a variety of the approaches, 

they recognize commonly that Arendt has devoted herself to the renewal of the 

public sphere and political action.

Based on a Aristotelian distinc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poiesis and praxis, 

she investigates the significance of public sphere and praxis. And she breaks with 

the Western tradition of political thought which dissolves the political action by 

setting contemplation over praxis. Her insistence on the autonomy of politics and 

the primacy of the political action makes her skeptical about modern practical 

philosophy, including Kant. Arendt explains that Kant’s practical philosophy as a 

whole takes no political action into account and it includes only metaphysical 

theory of reason and will.

Notwithstanding Kant has great influence on Arendt’s political theory. She looks 

to Kant's analysis of reflective judgment in the <Critique of Judgment>, especially 

that of reflective judgment of taste in order to explain how political judgment can 

be conceived. Focusing on Kant’s conception of sensus communis and enlarged 

mentality she completes her own conception of political judgment which enables the 

revaluation of plurality and communicability of men.

Key Words : Arendt, Kant, Judgment, Critique of Judgment, sensus communis, 

Political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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