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9/22

1

국제관계에서보는한나아렌트

The Use and Abuse of Hannah Arendt in 
International Relations

서울대학교 국제정치사상센터 브라운백 세미나

- 이신규 박사 (오벌린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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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나 아렌트인가?

• 정치적 상황: authoritarianism, populism, imperialism, 
totalitarianism, refugee problem, revolution 

• 비폭력, 반지배, 반강압의 정치 모델 제시

• 현대 사회, 정치에 관한 통찰력 (e.g. the rise of the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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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 연구의 세가지 줄기

• 이상주의 vs. 반이상주의
Øe.g. “현실주의의 귀환”; 현실주의와 급진주의의 연합

• 국내정치 vs. 국제정치
Øe.g. 인권의 토대와 실행

• 종교적인 것 vs. 세속적인 것
Øe.g. 정치신학: 정치공동체의 토대, 법의 근원

3

아렌트 연구에서 “이상주의” 이슈

• 아렌트는 이상주의자인가?

Ø아렌트의 유토피아는 행위(action)에 바탕한 고대 그리스 정치?

Ø그리스맹신주의(Grecomania)라는 비판

Ø아렌트의 민족국가 비판은 부적절하다: “a gigantic, nation-
wide administration of housekeeping” (HC, 28)

Ø사회경제적 요소를 제외한 정치는 알맹이가 없다 (Pitki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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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 연구에서 “이상주의” 이슈

• 인간활동의 유형: 행위(action), 작업(work), 노동(labor) 

• 초기아렌트연구: “작업”=폭력≠“행위”

• 근래아렌트연구: 공적세계에는 “작업” “행위” 모두 필요.

• A form of politics where action appears in an 
institutionally articulated space for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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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 연구에서 “이상주의” 이슈

• 순수행위정치(pure action-driven politics)와는 구별되는
실제정치내에서의 아렌트적 정치란 무엇인가?

• “정치적” 공간을 유지하는 저항, 징벌, 화해란 가능한가?

• 세계성(worldliness)를 유지하는 민족국가란 가능한가?

Ø프랑스 민족주의 = worldly nationalism 

Ø스탈린 전체주의와 마오의 민족주의는 다르다 (OT, x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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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적 자유정치≠이상주의
≠반이상주의

• “분투적 행위(agonistic action)”만으로는 아렌트의
자유정치를 다 담아낼 수 없다.
• 아렌트의 그리스 정치에 대한 관심: 수사적인 측면,

방법론적인 부분이 있음 (i.e. 서구정치전통에 대한 반발).
• 분투적 행위와 안정화를 가져오는 법/제도 모두에 대한 관심.
• 무차별적, 초급진적 변화/시작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

7

아렌트 사상이 국제관계학에 갖는 함의점

• 국제관계학 논의에 어떻게 활용되었는가?
Ø비판적/대안적 국제관계학(critical/alternative stud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내에서 주로 논의됨.

Ø논의의 주 포인트는 아렌트 사상의 “분투적(agonistic)” 측면.
Ø애고니즘의 아렌트 해석에 대한 영향은
세계정세(미패권주의에 대한 반발)와 연관있다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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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 사상이 국제관계학에 갖는 함의점

• 국제관계학 논의에 어떻게 활용되었는가?
Ø미패권주의, 서구자유주의에 대한 반발의 도구로 아렌트
사상을 원용하는 것은 아렌트 해석의 일면성을 초래.

Ø아렌트의 “제도”에 대한 관심을 극복대상으로 보는 사태.
Ø허나 “제도적 아렌트”는 단점이라 꼭 볼 수는 없음.
Ø아렌트의 독특한 “법”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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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의 연방주의 federalism

• 아렌트 연방주의에 대한 연구가 미진함 또는 편향되어 있음.
• 아렌트 연방주의란 무엇인가?
Ø자신의 자유개념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아렌트의 시도.
Ø주 질문: 자유정치(free politics)의 실현을 위해 모종의 조직화된
공동체 “some kind of organized community” (OT, 294)가
필수적이라면 정치공동체는 어떻게 생성, 연합해야 하는가?

Ø즉, 아렌트 연방주의는 일면적 sovereign statism에 대한 반발; a 
complex system of coordination at multiple layers of local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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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의 연방주의 federalism

• 아렌트 연방주의의 토대는 무엇인가?
Ø보편주의를 따라 도덕적으로 훈련된 개인들 (Benhabib)?
Ø규율, 통제에도 반발하는 니체적/미학적 개인들 (Honig)? 
Ø근래지성사에서 연구: 아렌트의 연방주의 토대는 민족.

ü이는 초기저작에서 분명히 나타남.
ü물론 self-contained된 민족, 민족주의는 아님.
ü각 개인 정체성의 형성, 변화에 기초적 배경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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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의 연방주의의 주 원칙
- “neither from above nor from below”

• 연방주의는 위와 아래에는 오는 권력의 흐름을 모두 반대.

• 풀뿌리 공의회를 통해 로컬 정치에서 권력의 분산을 추구.
• 모든 파워가 중앙으로 쏠리는 주권정치에 반발.

국제정치 위에서오는파워:세계정부 (world government) 
아래에서오는파워:무정부상태에서국가간의안보경쟁

국내정치 위에서오는파워:강력한주권국가모델 (sovereign statism) 
아래에서오는파워:포퓰리즘 (constant popular turbu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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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의 연방주의의 주 원칙
- “neither from above nor from below”

• 풀뿌리 공의회를 통해 로컬 정치에서 권력의 분산을 추구.
• 복합적 위임(delegation)의 과정: “the councilmen … chose 
their deputies for the next higher council, and these deputies, 
again, were selected by their peers; they were not subject to any 
pressure either from above or from below” (OR, 270) 

• 아렌트의 의도: 권력하달/투쟁이 아닌 권력분산/연합을 추구.
• 국내적, 국제적 주권정치의 모형에 반발.
• 반제국주의, 반권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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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 연방주의의 국제정치적 함의점

• 근래 국제담론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제공.
Ø 반제국주의 운동 à 권위주의에 관대한 사태.
Ø 반권위주의 운동 à 제국주의에 관대한 사태.
아렌트의
입장

제국/권위주의 모두 주권정치의 산물. 공의회 연방제로
극복해야.

다만 현재 정치상황에서 국제/국내적 평등을 질적으로
동일하게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국제정치내에서 누가 행위자(개인 또는 국가?)인지의
질문은 지속적으로 물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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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 연방주의의 국제정치적 함의점

• 권위주의에 반발 à 과도한 국내평등 강조 à 제국주의 관대
• 제국주의에 반발 à 과도한 국제평등 강조 à 권위주의 관대

• 아렌트: 국가폐지가 아니고 공의회연방제를 통해 국가의 재구성
• 판단: 근래 두개의 국제담론은 문제가 있음.
Ø반대: 국내/국제 평등의 동시추구는 불가능하다 (현실주의, 공동체주의)
Ø반대: 국내/국제 평등추구내에서 보이는 간격 없음 (자유사해동포주의)
Ø판단: 국제정치의 기본유닛이 무엇인가? State Agency 문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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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 연방주의의 국제정치적 함의점

• 이러한 복합적인 아렌트 국제정치사상이 공의회 연방주의에서 드러남.
Ø공의회의 상위층과 하위층의 관계가 무엇인지 아주 명료하지 않음.
ØGlobal council에서 국가 대표들이 갖는 두가지 책무 발생:
1) 타국가들과 외교관계에 있는 국가 à 허나 포퓰리즘에 매달릴 수 없음.
2)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 à 외교상황에서 국민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음.

• 결과적으로 State Agency 토픽의 부각: 국가 대표들이 디플로마시 세팅에서의
갖는 자율성의 정도는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물어져야 하는 경우 발생.

• How much autonomy do state delegates have as diplomatic actors at the 
global council when balancing representing their people with being 
working partners of the delegates from other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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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의 국제 연방주의란?

• 국가에 관련된 두가지 평등의 요구를 “ideal types”으로
여기되 그것이 꼭 모순적이거나 꼭 일치적이지도 않다고
보는 입장. i.e., “ideal types along a continuum”
• 실제 정치상황에서 정치행위자들이 어떤 평등의 요구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묻게 만듬.

Ø반제국주의와 반권위주의 근래국제담론의 수사적 과장 비판.
Ø동시에 국제관계학내에서 state agency에 관련된 복합성을
경시하는 입장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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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 사상, 국제관계, 정치학

• 글로벌 애고니즘(global agonism)으로 보는 한나 아렌트의
정치사상 – 상황적 요구?
• 좀더 완성된 아렌트 정치사상의 픽처를 봐야.

• 국제관계 à 아렌트 정치사상 | state agency
• 아렌트 정치사상 à 국제관계 | how to constitute the public 

realm (agonistic action & stable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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