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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서의 권위문제
- 한나 아렌트의 권위개념에 관한 고찰

박 혁

<요약문>
본 논문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권위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통로로 권위에
대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개념적 사유를 고찰할 것이다. 지금까지 아렌트의 권위 개념
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룬 논문이 없다는 건 놀라운 일이다. 아렌트의 정치이론에서 권위의
개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혁명의 이론가로 생각되는 아렌트에게 정
치적 권위는 공동체의 형성과 그 속에서의 질서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
이다.
본 논문은 일반적 권위의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 권위라는 제한된 주제를 다룰 것이며 특히 정
치적 권위에 대한 아렌트의 역사적-개념적 분석을 살펴봄으로서 진정한 정치적 권위의 내용과 형
식 그리고 그것이 갖는 정치적 기능이 무엇인지를 탐구해보려는 목적을 지닌다. 그러한 목적에
상응해서 본 논문은 우선 아렌트가 권위의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을 살펴보고(II) 정치사상사적 고
찰을 통해 권위의 개념이 부정적으로 각인된 이유와 원인들을 규명한 후에 권위의 개념이 본래적
으로 사용된 구조와 그것이 지닌 정치적 맥락과 의미를 재구성해 볼 것이다(III). 또한 권위 개념
의 분석을 통해 권위가 갖는 다른 정치적 범주들(자유, 권력, 지배)과의 관계를 규명할 것이다(IV,

V).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결론에서는 우리의 정치적 현실 안에서 요구되는 정치적 권위가 어떤
것인지에 관한 연구자의 입장을 제시할 것이다.
주제어 : 한나 아렌트, 권위, 정치적 권위, 자유, 권력

Ⅰ. 서 론
‘권위(權威)의 상실’ 혹은 ‘권위의 위기’는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현상 중의 하나다. 가정, 학

교, 학문, 종교, 정치 할 것 없이 모든 영역들은 권위 상실을 경험하고 있다. 지금껏 한국 사회
에서는 전통적 규범과 그것의 권위가 흔들림 없이 사회적 통합을 위한 토대의 역할을 해 왔다.
그래서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권위의 위기는 ‘무엇이 사회-정치적 통합의 원리일수 있는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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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오랜 시간 대한민국은 독재체제와 파시즘적인 군사정권 아래 놓여 있었
다. 그 정치체제들은 제왕적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권위주
의적 문화1) 를 양산해 왔다. 그 결과 일상화된 권위 즉, 권위주의는 “우리시대의 상식의 반열에
오른 행태적 문법”이 되어버렸다(강준만 1999, 15). 8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화는 ‘탈권위
주의’2)를 중요한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정치문화의 변화를 정치발전의 핵심으로 이해했
던 지난 참여정부는 탈권위주의라는 목표를 직접 정책적으로 구현하려고 노력했다.3)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보수나 진보의 이념적 성향에4) 상관없이 사람들은 ‘참여정부가 탈권위주의를
이루었지만 권위약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한다.5) 더 나아가서, 권위의 상실이 정치적 무능과 정
책적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도 한다. 물론 여기는 참여정부의 공과를 따지려는 자리는
아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 준 정치행태는 정치적 논의의 장에 정치와
권위의 관계를 어느 때보다 핵심적 주제로 떠오르게 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6)
정치 영역에서 권위란 과연 무엇일까? 정치적 논의에서 특별할 정도로 드러나곤 하는 사실
중의 하나는, 우리가 쓰는 정치적 핵심개념7)들의 혼동이다. 개념에 관한 논의는 자칫 공허한
형식과 추상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개념 속에는 실재적 경험과 현상을 밝혀주는
생명력이 존재한다. 많은 경우, 정치적 개념의 혼동들은 개념들이 지닌 정치적 함의들과 생명
력을 잠식할 위험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위험은 이론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실천의 혼

1) 강정인은 한국사회의 권위주의적 문화를 결정짓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로 수직적 인간관, 집단주의적
인간관, 인치주의를 들고 있다(강정인, 1997, 3-33).
2) 일반적 의미에서 권위주의는 ‘권위를 지배 혹은 맹목적 복종과 동일시하는 경향’을 이르는데 더 정확
히 말하자면 “권위를 내세워 남을 억지로 복종시키려고 하거나 타인의 권위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려는
태도 혹은 권위를 근간으로 삼아 일을 판단하고 처리하며 사회조직을 구성·운영하려는 태도”로 정의
될 수 있다(김준수 2005, 31).
3) 참여정부의 3대 국정 목표 중의 하나였던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폭넓은 국정참여를
촉진하고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기 위해 국가 권력의 탈권위주의화와 함께 그를 위한 광범위한
정부혁신을 목표로 하였다(청와대 브리핑 http://16cwd.pa.go.kr/cwd/kr/government/idea.html).
4) 일반적으로 보수는 정치-사회적 위기의 원인을 권위의 쇠퇴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반면, 진보는 권위가
자유를 후퇴시킨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화의 과정을 권위를 제거하는 과정으로 본다.
5)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했던 ‘탈권위주의 리더십’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마땅히 요구되는 권
위 자체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심화에 있어 탈권위주의 리더십의 확산과 그 정
착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국정수행의 민주적 리더십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것이지, 국정수행 자
체를 위협하는 권위 자체의 약화로 귀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정해구 2003).
6)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다양한 학문분과들이 권위의 문제를 중심으로 학술행사를 진행했었다. 몇 가지
예만 들자면 2004년에 고려대학교 사회학 콜로키움 100회 기념 특별 심포지엄은 ‘권위주의 이후의 권
위구조, 그 대안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고 중앙철학연구소에서는 2005년에 ‘철학적 문제로서
의 권위’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7) 여기서 정치적 핵심개념이란, 그 개념의 해명이 정치학에서 사용되는 다른 개념들과 실태들을 해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심적이고 중요한 개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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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을 초래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개념들의 올바른 사용은 단지 문법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역사적 관점과 구체적 실천의 문제다. 모든 정치적 개념들은 그 안에 정치적 문제
들을 내포하고 있다. 더구나 권위의 위기와 정치의 위기를 동일시하는 우리 시대의 정치적 상
황을 고려할 때, 권위의 개념에 대한 분석과 고찰은 개념의 정의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현실의 문제에 대한 접근이다.
권위에 관한 정치적 논쟁들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우리가 어떤 권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경우, 권위에 관한 규범적 논의들만이 진행된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정치사와 정치적 영역 안에 우리가 함께 공유할만한 진정한 정치적
권위의 경험이나 현상들이 없었다는 점이다.8) 그래서 정치적 권위란 어떤 것이며 어떤 정치적
기능을 갖는지에 대한 문제들의 답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경험에 대한 성찰과 분석 안에서 권위의 문제를 정치사상사적 맥
락에서 밀도 있게 다루고 있다. 정치철학이 갖는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는 정치와 정치적
범주들에 대한 개념적 해명이다(Sternberger 1988, 19). 아렌트의 정치이론이 갖는 급진성은 바
로 정치의 전통적 범주와 개념들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을 통해 형성된 그녀의 정치관 안에서
드러난다. 전통적 범주들과의 대결을 통해 아렌트는 정치의 전통적 범주들이 고유한 정치적 질
과 정치적 현상들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다. 그래서 아렌트는 우
리의 정치적 개념들이 - “그것들이 닳아져 버린 동전이나 추상적 보편성을 닮아가기 이전
에”(Arendt 1993a, 200) - 어디로부터 왔었는지를 밝히려고 노력한다. 그런 맥락에서 아렌트는
자신의 정치적 사유를 “개념들의 고고학(Archäologie der Begriffe)”으로 명명한다(Arendt 2002,
848).9)

본 논문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권위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통로로 권
위에 대한 아렌트의 개념적 사유를 고찰할 것이다. 지금까지 아렌트의 권위 개념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룬 논문이 없다는 건 놀라운 일이다. 아렌트의 정치이론에서 권위의 개념은 중요
한 의미를 지니는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혁명의 이론가로 생각되는 아렌트에게 정치적 권위

8) 그래서 자주 제기되었던 “권위주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권위까지 버린 것은 아이를 목욕시킨 후 물
과 함께 아이까지 버린 격”이라는 비판은 의심스럽다. 우리 사회에서 권위주의와 권위의 관계는 목욕
물과 아이의 관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 현실에서 권위주의가 아닌 정치적 권위가 온전하게 구현
된 적도 없고 그것이 어떤 전통이나 경험으로 존재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9) 아렌트의 제자이자 뛰어난 전기 작가인 영 브뤼엘의 전언에 따르면 아렌트는 자신의 정치적 연구과정
을 “개념분석”으로 간주했다고 한다. 그녀에 따르면 개념 분석의 목적은 “개념들이 어디로부터 왔는
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언어분석의 도움으로 그녀(아렌트)는 정치적 개념들을 그것들이 발생한 구체적
이고 역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경험들로 다시 돌아가서 추적하고 있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그녀는
하나의 개념이 자신의 근원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었고, 그녀가 언어적-개념적
혼동의 지점들을 표시함으로서 역사의 과정에서 개념들의 뒤섞임을 제시할 수 있었다”(Young-Bruehl
1986,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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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동체의 형성과 그 속에서의 질서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일반적 권위의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 권위라는 제한된 주제를 다룰 것이며 특히 정
치적 권위에 대한 아렌트의 역사적-개념적 분석을 살펴봄으로서 진정한 정치적 권위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그것이 갖는 정치적 기능이 무엇인지를 탐구해보려는 목적을 지닌다. 그러한 목적
에 상응해서 본 논문은 우선 아렌트가 권위의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을 살펴보고(II) 정치사상
사적 고찰을 통해 권위의 개념이 부정적으로 각인된 이유와 원인들을 규명한 후에 권위의 개
념이 본래적으로 사용된 구조와 그것이 지닌 정치적 맥락과 의미를 재구성해 볼 것이다(III).
또한 권위 개념의 분석을 통해 권위가 갖는 다른 정치적 범주들(자유, 권력, 지배)과의 관계를
규명할 것이다(IV, V).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결론에서는 우리의 정치적 현실 안에서 요구되는
정치적 권위가 어떤 것인지에 관한 연구자의 입장을 제시할 것이다.

Ⅱ. 권위상실이 갖는 정치적 함의
권위는 학문, 종교, 경제, 정치, 교육과 같은 아주 다양한 분야들에서 사용되는 말이다. 우리
가 권위(Autorität-Authority)를 정치의 핵심개념으로 고찰하려고 할 때 부딪히는 가장 큰 어려
움은, 오늘날 권위라는 말이 정치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전(前)정치적 영역들에서도 늘 부정
적으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의 원형으로 간주되는 가족을 결속
시켜 왔던 전통적 권위의 거부 현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오고 있다. 오늘날의 권위
붕괴 현상은 다양한 원인과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급격한 사회 변동을 통한 세대 · 문화적 갈
등, 역사적으로 각인되어 온 권위 자체의 부정적 이미지, 그와 맞물려 진행된, 사회의 전반적
인 민주화와 탈권위주의적 분위기 등은 권위붕괴라는 현상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엥겔스가 이미 1873년에 본 서구의 풍경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이러저러
한 행위를 비난하기 위해 단지 그것을 권위적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보인다
(Engels, MEW 18, 305). 권위는 내재적으로 권위주의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서 "민주주의 사

회에서는 가능한 최소화시켜야 할 비민주주의적 필요악"으로까지 여겨진다(김성국 1997, 92).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위와 같은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근대적 인식 안에서 권위에 대
한 향수는 지배에 대한 욕구를 뒤에 감춘 태도로 간주된다. 그런 시각에서 볼 때 ‘권위적’이라
는 말과 ‘권위주의적’이라는 말의 구분은 별 의미를 가질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
로 권위의 근대적 위기에 즈음해서 새로운 권위에 대한 요구 또한 적지 않게 존재한다. ‘탈권
위주의적 권위’, ‘민주적 권위’, ‘소통적 권위’ 등에 관한 담론들은 정치적 권위의 필요성을 전
제로 한다. 그러한 상황 아래에 있기 때문에 권위의 문제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엥겔스의 요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보인다(Engels 같은 책,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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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 역시 권위의 문제를 오늘날 정치의 가장 난해하면서도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간
주한다. 권위는 타인의 의심 없는 복종이나 승인을 요구할 만한 권리와 능력이며 그 권위의 주
체는 개인일수도 있고 제도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일반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권위의 개념은 아
렌트가 말하듯 오늘날 “개념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며 가장 오용되기 쉬운 단어
다”(Arendt 2000d, 175). 분명한 것은 권위의 문제가 현실 정치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아렌트는 권위의 문제를 인류의 가장 큰 정치적 재앙이었던 전체주의에 관한
분석과 함께 고찰한다.10) 1956년에 독일 잡지에 실린 권위에 관한 논문이 1958년에 다시 미국
잡지 노모스(Nomos)에 실렸을 때 논문의 제목은 “권위란 무엇이었는가(What Was Authority?)"
였다. 그러한 제목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실제로 아렌트는, 권위의 위기를 통해 더 이
상 권위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게 되어버린 오늘날의 조건에서, 권위가 무엇인가라는 우리시
대의 어려운 난제에 접근하기 위해 먼저 "진정한 권위”가 무엇이었는가를 추적한다(Arendt
2000a, 163; 2000b, 232).
‘진정한 권위’로 향하는 아렌트의 시선은 오래된 권위에 대한 낭만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라는

비판에 부딪힌다(Reist 1987, 28). 실제로 아렌트는 전통적 권위의 해체를 역사발전의 긍정적
표시라고 보는 동시대인들의 진단과는 달리 권위상실이 오늘날 세계의 위기의 본질이라고 본
다. 그녀가 전체주의의 발생은 전통적 권위의 붕괴와 관련이 있다고 말할 때11) 그러한 비판은
절정에 이른다. 아렌트는 전통적 권위의 지속이 전체주의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하려는 것인
가?
‘권위 없는 권위주의’라는 표현이 암시하듯 정치적 현실 안에서 권위의 부재는 권위주의의

강화로 나타나기도 한다. 권위의 상실이 더욱 전제적 정치현실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은 정치
적 현실 안에 권위를 대체할 다른 어떤 대안도 없을 때이다. 그래서 일종의 “권위지체현상”이
나타난다.12) 우리는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발생을 전통적 권위의 붕괴라는 조건과 결부시키는
10) 1955년 9월에 마일랜드(Mailand)에서 진행된 학술회의에서 아렌트는 “20세기에 전체주의적-권위주의
적 국가형태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권위의 문제를 처음으로 다루었다. 아렌트는 그것을 자
신이 독일어로 번역하여 같은 해 12월에 독일 여러 도시에서 다시 "권위주의적-전체주의적 국가형태
"라는 제목으로 순회 강연을 한다. 그 강연이 정리된 형태의 논문으로 "권위란 무엇인가(What ist
Autorität?)라는 제목 아래 1956년에 모나트(Monat)1)라는 독일 잡지에 실렸다. 그 논문이 다시 1958
년에 미국 잡지 노모스(Nomos)에 재수록된다. 아렌트는 야스퍼스에게 쓴 1955년의 한 편지에서 권
위에 관한 자신의 연구에 대해 밝히고 있다. 그 편지는 한스 자너가 편집한 아렌트-야스퍼스 서신집
에 포함되지 않은 편지들을 따로 편집해 출간한 "Ich will verstehen" 안에 수록되어 있다(Arendt
1997, S. 156).
11) 아렌트의 이러한 언급은 가장 자주 오해되곤 한다. '권위란 무엇인가'에서 아렌트는 이렇게 말한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근대적 권위상실의 가장 분명한 표시는 전체주의적 지배의 출현이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천적, 도덕적으로도 정치적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전통적으로 보전
된 권위들의 파괴를 전제로 한다”(Arendt, 2000a, 163).
12) 지난 2005년 2월에 ‘노무현 정부의 국가관리'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에서 이재열교수는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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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아렌트는 전통적 권위를 옹호하거나
권위의 붕괴가 전체주의의 직접적 원인이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통적 권위로
유지되는 사회의 허약성과, 전통적 권위에 의존해 왔던 인간들이 권위의 붕괴 이후에 보여준
판단의 무능력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1972년 토론토에서 있은 동료와 친구들과의 토론회에
서 아렌트는 왜 전통적 권위의 상실이 전체주의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고 있다. 그
녀에 따르면 사유와 판단을 위한 지지대 혹은 척도였던 권위나 가치들이 상실된 상황에서 사
람들은 판단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 그런 상황에서 오래된 가치와 권위에 익숙해 있던 사람
들이 그것들을 곧바로 새로운 가치와 권위로 갈아 치우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Arendt 1997, 85-86).

우리가 위기를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편견으로 대응하려 할 때 위기는 심화되고 확대된다.
아렌트가 바라듯이, 권위의 위기는 권위 자체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새로운 권위 혹은
‘진정한 권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 ‘진정한 권위’에 대한 추구를 통해 아

렌트는 권위 자체에 대한 일방적 긍정이나 이상적 권위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
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토대로, 권위의 위기라는 현실에 직면해서, 권위가 지니는 정치적 함
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는 어떤 다른 권위를 어떻게 창출하고 형성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아렌트가 권위에 관한 보수적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는 점이다. “정치에서, 세계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기존의 체제를 보전하기 위해 애쓰는 보
수주의적 태도는 오직 몰락을 초래할 뿐이다. 왜냐하면, 만약 인간이 끼어들려는, 바꾸려는, 새
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세계는 전체적 혹은 개별적 사안들에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의 파멸성에 맡겨지기 때문이다.”(Arendt 2000a, 273).

Ⅲ. 권위개념의 역사적 두 뿌리
추상적 일반화를 통해 정치적 권위 자체가 무엇이었고 또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없게 되어
버린 상황 아래서 권위라는 개념이 갖는 근본적인 정치적 내용을 재구성하기 위한 아렌트의
전략은, 우선 개념이 담고 있는 역사적 경험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13) 거기서 아렌트는 서구
의 권위주의 해체는 민주화의 큰 성과였지만 급격한 권위주의 타파를 보완할 정당한 권위 형성이 지
체되는 `권위지체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일종의 딜레마인데 즉 권위주의는 타파됐는데
모두가 존중할 수 있는 정당한 권위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재열 2005).
13) 아렌트의 개념적 사유와 분석에 대한 비판은 많은 이론가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동료들과의 토론토
회의에서도 아렌트의 개념분석에 대한 비판들은 쏟아졌다. 예를 들어 맥퍼슨(Macpherson)은 개념분
석의 자의성에 관해 비판하면서 아렌트가 “많은 핵심적 개념들을 단지 그녀 자신에게만 유효한 방식
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Arendt 1997, 94). 파렉(Parekh)도 아렌트의 개념분석이 현상학적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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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의 현실과 이론에 어떤 권위의 개념이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미치고 있는지를 비판적
으로 검토한다. 그래서 권위에 관한 자신의 논문을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제기로 시작한
다. “권위의 개념은 어떤 정치적 경험에 상응하고 어떤 정치적 경험들로부터 발생했는가? 권위
를 통해 형성된 공적-정치적 세계는 어떤 형태인가? 명령과 복종이라는 관계를 넘어선 특별한
의미 안에 있는 권위라는 것이 존재했었는가?”(Arendt, 2000a, 170).
권위에 관한 논문에서 아렌트는 일반적 권위에 관해 논하는 대신, 서구의 역사 안에서 지배
적이었던 특수한 정치적 권위의 개념들을 다룬다. 우선 그녀는 서구의 정치사 안에서 발전해
온 권위개념의 역사를 추적한다.14) 서구의 많은 정치적 개념들이 고대 그리스에 그 뿌리를 두
고 있는데, 그러한 개념들과 달리 정치적 개념으로서의 권위는 그 말과 개념에서 로마적 기원
을 지니고 있다. 적당한 그리스어로 번역될 수 없었을 만큼, 로마의 권위 개념에 상응하는 것
이 그리스적 언어와 정치경험 안에는 없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Lütcke 1968;Heinze
1960;Sternberger 198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정치철학은 서구 정치적 전통 안에서 권

위에 대한 개념적 각인에 로마적 권위개념보다 훨씬 더 강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한 현상은 근
대에 이르기까지 서구 사회의 모든 분야에 현저하게 나타났던 고대 그리스에 대한 동경적 태
도와 관련이 있다. 버틀러(Elisabeth Buttler)가 표현한 “독일에 대한 그리스의 폭정”이라는 말이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서구 사회는 지속적으로 고대 그리스 문화의 일방적 영향 아래에 놓여
있었다(Buttler, 1935). 그러한 영향은 정치적 영역에서도 분명했다. 그래서 그리스의 정치 철학
으로부터 권위의 어떤 패러다임이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서구 정치철학의 전통은 플라톤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정치 영역 안에서 사용되는 권위 개념
또한 일정부분 플라톤적 전통의 영향 아래 있다. 우리는 실제로 인간사를 초월하는 절대적 척
도에 대한 플라톤의 요구 안에서, 권위와 같은 어떤 것을 정치적 영역 안으로 끌어 들이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실상 플라톤의 정치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지배를 정당화하는가’
라는 문제였다(박혁 2009). 그로부터 권위는 ‘지배의 정당성’이라는 이념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
질주의에 경도되어 있어서 개념의 일반적 사용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아렌트의 개념
정의는 일상적 현상들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일상적 의식과 부딪힘으로 해서 오히려 개념적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파렉은 아렌트의 개념정의가 경험적 분석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조
언한다(Parekh 1981, 183-184). 물론 아렌트의 개념들이 과도하게 현실에 상응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아렌트가 개념적 사유를 통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이해한다면, 경험에 상응해서 개
념들을 분석하려는 그녀의 작업은 정치사상적 관점에서 볼 때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아렌트에게
정치적 사유의 대상은 정치적 경험들이다. 아렌트는 개념과 언어의 역사는 정치적 경험들을 밝히는
질을 지녔다고 보기 때문에 개념분석을 통해 그녀는 우리가 상실해 버린 경험들의 의미를 밝힐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렌트의 개념분석은 개념의 도그
마적인 확정이 아니라 개념과 경험의 상응성에 기인한다(Arendt 2000d, 176 참조).
14) 아렌트는 서구 정치사에 영향을 미친 권위의 형식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로는 플라톤의
척도, 둘째로는 로마인들이 생각했던 창설로서의 시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격
으로서 살아있는 신이다(Arendt 2002, 3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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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플라톤은 권위와 같은 것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복종을 근
거지우려고 했던 것이다.
플라톤은 먼저 부모와 자식, 선생과 제자와 같은 전정치적 관계로부터 권위의 모델을 도출한
다(Platon, Politeia 412c). 그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유가의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와 유사하다.
그러나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해 갖는 절대적 우월성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전정치적 관계는
평등한 성인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정치적 영역에는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전정치적 모델로부터 유추하려는 플라톤의 노력은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복종을 기대하는 것이
다. 그렇게 유추된 권위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지배자체와 구분되지 않는다.15) 그래서 권위주의
적 국가체제의 특징으로서 절대주의는 권위의 플라톤적 이해를 토대로 하고 있다. 아렌트는 이
렇게 말한다. “권력의 수행을 정당화시키는 권위의 근원은 권력영역 자체의 외부에 존재해야
한다는, 즉 자연법이나 신의 계율처럼 인간에 의해 만들어 질수 없다는 것이 권위주의적 국가
형태의 본래적 특징인데, 이는 특히 플라톤이 말하는 척도라는 의미 안에서 형성된다”(Arendt
2000a, 178).

플라톤이 정치적 영역에서 권위와 같은 어떤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은 폭력에 대한 거부와 동
시에 폴리스 안에서 진행되는 논의적 설득과정에 대한 불신을 내포하고 있다.16) 플라톤은 권
위적 지배의 형태로서 진리를 전제로 하는 이성의 지배 즉, 철인왕의 지배를 제안한다.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귀결된 권위와 이성의 동일시는 오늘날 서구 사회가 권위의 원형으로 간주하는
전문가의 권위나 지식의 권위라는 지성우월주의적 사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17) 그
로부터 권위는 일종의 정신적 권력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플라톤은 이성의 지배라는 자신의 정
치철학적 핵심 안에서 중요한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즉, 자신이 주장하듯 진리가 결코 모든
인간에 의해 인식될 수 없고 다만 소수의 철학자들에게만 인식될 수 있다면18) 어떻게 다수의
15) 정치적 지배를 가정의 모델 위에서 유추하는 플라톤적 지배모델은 근대국가이론의 전범이 된다. 보
댕은 사적 영역과 공적영역을 구분하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하는 한편으로 플라톤의 의견에 지
지를 보낸다. “좋은 가정이 국가의 올바른 전형이듯이, 그리고 가장의 권력이 주권적 권력과 닮았듯
이 가정 안에서의 올바른 지배는 국가 통치의 원형이다”(Bodin 1981, 107).
16) 아테네의 폴리스가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법정 앞에 세워 유죄판결을 하고 그를 죽게 했던 정치적 사
건이 플라톤의 정치철학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아렌트의 견해에
따르면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무죄 즉 자신에 대한 고소가 근거 없다는 것에 관해 아테네 시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었다는 사실은 플라톤으로 하여금 의견을 발생케 하는 설득의 효용성에 대한 강한 불
신을 품게 했다. 폴리스적 생활방식이었던 설득에 대한 회의로부터 플라톤은 정치적 질서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행위 자체를 위해서 절대적이고 선험적인 척도를 요구하게 된다. 그 형이
상학적 척도의 확실성을 통해 인간행위의 자의성과 불확실성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한 논의는 박혁(2009) 참조.
17) 이런 맥락에서 플라톤은 오늘날의 테크노크라티의 입안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한 논
의는 박혁(2009) 참조.
18) 플라톤에 따르면 자신이 이성이라고 말하는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철학적 영혼은 아주 드물기 때문에
진리는 소수의 신적 인간들에게만 경험될 수 있다(Platon Politeia, 491 b, 508 d; Timaios 5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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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진리에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냐는 것이다. 어떻게 선험적 척도는 폭력 없이 관철
될 수 있는가?
그러한 난제를 풀고 자발적 복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플라톤은 죽음 이
후의 보상과 처벌이라는 원리에서 찾게 된다(Platon Politeia, 10권). 지옥이라는 형벌에 대한 믿
음 없이는 선험적 척도는 공허할 뿐이다. 그래서 미래의 보상과 처벌은 제재로서 기능하게 된
다. 그것은 일종의 제재의(sanction) 권위로서 권위를 수용하지 않을 때 자신에게 돌아올 제재
를 바탕으로 복종하게 하는 권위다.19) 사후세계의 권위로 이해되는 플라톤의 지옥처벌은 결국
정치적 목적을 위한 철학적 구상이었던 것이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론이 그리스도교의 권위
이해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지만 플라톤에게는 분명히 정치적 동기를 지닌 것이었다. 아렌트
는 이렇게 말한다. “지옥에 관한 이론은 플라톤에게서 분명히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고안된 정치
적 도구였다”(Arendt 2000a, 321). 보상과 처벌이라는 사후세계에 대한 위협적 언급이 정치사
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이 권위의 새로운 토대를 형성하려고
했던 근대 혁명의 역사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출현한다는 사실을 통해 어렵지 않게 인식될 수
있다(Arendt 2000b, 246-247).
권위를 선험적 근원으로부터 도출해 내려는 플라톤의 철학적 구상이 지금까지의 정치 현실
안에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지만, 서구 정치사에서 정치적 권위의 개념은 로마적
경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고대 로마에서 권위는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척도”(Arendt 2000a,
190) 자체였으며 “정치의 핵심개념”이었다(Eschenburg 1965, 12). 이미 로마의 언어 사용자체

가 권위의 중요한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다. 어원학적으로 고찰해 볼 때 권위(Autorität)라는 말
은 라틴어의 명사 auctoritas(존경, 명망, 영향력)로부터 왔으며 그 단어는 동사 augere 로부터
파생되었다. augere는 “증가시키다, 확대시키다, 성장시키다, 촉진시키다”등의 의미를 지닌다
(Arendt 2000a, 188;Eschenburg, 9).

그러한 언어 사용과 관련해서 권위라는 말은 로마인들에게 정치적 공동체의 창설과 유지라
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아렌트는 강조한다(Arendt 2000b, 258). 다른 말로 하자면, 권위는
정치적 공동체의 창조자들로부터 전수된 것으로서 그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공동체의 유지와 새로운 창설을 통해 공동체적 토대를 증대시켜 간다.20) 그것은 국가의 창설

19)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사이먼(H. A. Simon)은 권위를 신뢰의 권위, 동일화의 권위, 제재
의 권위, 정당성의 권위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그 중 제재의 권위는 유리한 결과 즉 보상을
가져다 주는 적극적 제재(positive sanction)와 불리한 결과 즉 처벌을 가져다 주는 소극적 제재
(negative sanction)의 두 가지로 나뉜다(Simon 1947).
20) 더 이상 살아 있지 않은 근본적인 창설자의 권위로부터 산자들의 권위가 나온다는 의미와 관련해서
는 auctoritas의 어근인 auctor의 뜻을 살펴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된다. auctor는 원저자를 의미하
는데 건물의 예를 들자면 건축가나 시공자와 구분되는 설계자를 의미한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한 논
의는 김준수(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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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한 조언자가 플라톤에게 델피의 아폴론인 것과는 분명히 구분된다(Platon Politeia 427
b-c). 아렌트는 미국 혁명의 경험 안에서 로마의 권위개념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 의미를 재발

견한다. “창설과 유지는 상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상관성은 단지
토대의 확장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완전한 새로운 시작의 혁명적 행위와 새로운 것을
수세기 동안의 세파에 대항해서 유지하려는 보존 정신은 이미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생각들은
로마의 서적들 어디에서나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전형적으로 로마적이다”(Arendt
2000b, 260).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로마적 권위 개념이 갖는 정치적 함의는 무엇인가’하는 문제다. 우리
는 로마인들의 권위 개념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네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로마
의 권위개념은 정치적 행위와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다. 우리가 정치에 관한 로마인들의
이해를 살펴본다면 권위의 개념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
선 로마인들에게 “정치를 수행한다는 것은 도시 로마를 창설하고 유지하고 증대시키는 것이었
다”(Arendt 2000a, 187). 그러한 맥락에서 auctoritas는 정치를 확대시키고, 정치적인 것을 채우
고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했다(Baruzzi 1973, 175). 간단하게 말하자면, 권위는 “정치적 공동체
의 창설과 유지”를 통해 “세대들의 지속성과 기억과 역사를 위한 조건을 형성"하려는 정치적
행위로부터 발생한다(Arendt 1999, 18). 그리스적 인식과는 반대로 로마인들에게 권위는 신적
으로 이끌리는 이성이나 자연적 우월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치적 행위의 핵심인
창설(새로운 시작)과 보존행위(시작의 지속)에 기인한다.21) “권위는 창설행위와 새로운 시작
안에 내재되어 있다”(Arendt 2000b, 256). 이제 아렌트가 자주 인용하는 키케로의 언급은 어렵
지 않게 이해될 수 있다. “새로운 공동체를 창설하고 이미 창설된 공동체를 보전하는 일만큼
인간의 능력이 신적일 정도까지 가까워 질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22)
둘째, 로마인들의 권위 개념이 지닌 정치적 함의는 그들의 권위가 일정한 정치적 제도 안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권위를 “서구 정치제도에서 중심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Fueyo 1968, 217). 정치적 현상으로서의 권위는 권위의 담지자가 지
닌 일정한 특징이 아니다. 권위는 로마의 헌법질서를 규정하는 세 가지 개념들 중 하나에 속했
으며, 원로원(Senat)이라는 정치제도 안에서 구체화되었다.23) 원로원은 도시창설자들의 대변자
21) 이러한 정치적 의미에서 종교, 전통, 권위는 로마인들에게 뗄 수 없이 하나로 결합된다. 즉 로마에서
종교, 전통, 권위는 국가의 창설이라는 정치적 행위로부터 동시에 발생했다(Arendt 2000a, 190-194;
2000b, 259).
22) Cicero, De re publica, I. 7. 12. Arendt 2000a, 187-188에서 재인용.
23) 로마 공화정의 정치제도는 인민(Volk), 원로원(Senat) 그리고 행정관(Magistrate) 등 셋으로 나뉘었다.
그렇게 나뉜 세 조직은 상응하는 각각의 정치적 역할을 담당했다. 원로원의 구성원들은 근본적으로
민회(Volksversammlung)에서 선출되었는데 후기 로마에서는 그 수가 900명에 달했다. 원로원은 법률
제안, 전쟁선포, 평화조약, 행정구역의 설치 그리고 군대의 무장 등에 관해 권고하는 역할을 했다. 그
들의 폭넓은 권한으로 원로원은 로마공화국의 권위 있는 헌법기관이 되었다. 즉 원로원의 권위는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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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능했다. 즉 원로원을 통해 국가창설의 정신이 지속적으로 전수되고 생생하게 유지 되는
것이 보장되었다. “국가의 권위는 구체적인 제도 안에서 실현되었는데 그것은 입법권과 행정권
과 같은 국가권력과는 분명하게 구별되었다”(Arendt 2000b, 257). 권위의 개념이 특별히 정치
적인 이유는 권위가 정치적 세계를 안정시키고 안전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였다는 데 있다
(Lütcke 1968, 33).

권위의 개념이 지닌 세 번째 정치적 함의는 권위의 근원이 공적 승인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상호적 신뢰라는 점 안에 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권위의 구조가 어떠한 지배구조와도 구
분되고, 나아가서 정치적 평등과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플라톤적 권위개념이 절대적
척도에 기인할 때 그것은 고립적인 각각의 개인들에게 인식되는 반면, 정치적 권위는 공론장
을 전제로 하는 공적 승인으로부터 발생한다.24) 정치적 권위는 “타고난 덕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그것은 카리스마적인 어떤 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단지 타인과 관련해서만 권위를
가질 수 있다”(Fueyo 1968, 218). 다른 말로 하자면 정치적 권위를 위해서는 아렌트가 “조직화
된 행위의 원리”(Arendt 2000b, 275)라고 부르는 ‘공적신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전체주의
에 관한 책에서 아렌트가 강조하듯이 공적신뢰는 “단지 절대적으로 고립된 개인들에 의해 제
공될 수 있는" 절대적 신뢰와는 다르다. 그와 반대로 정치적-공적 신뢰는 "결코 절대적이지 않
고 또한 절대적으로 확고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적 신뢰는 늘 다원적인 공적 의견에 기
반을 둔 것이기 때문이다(Arendt 2000c, 698). 그 공적 신뢰는 정치적 영역 외부에 있는 어떤
힘이 아니라 공적 영역 안에서의 상호적인 약속과 인정을 통해 발생한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발생하는 존경과 자발적 복종은 타인의 의지에 맹목적으로 종속되는 것과는 다르다. 공적 신뢰
에 의한 권위의 부여는 동시에 권위에 참여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아렌트는 “권위와 평등이
일치”하는 정치제도로서 평의회체제를 마음에 두고 있는데, 그 체제 또한 공적 신뢰를 받는 이
가 대표가 되는 피라미드 구조를 갖지만 그 체제의 중요한 특징은 “권위가 상층이나 하층에서
발생하지 않고 피라미드의 각 층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Arendt 2000b, 358).
마지막으로 권위가 갖는 정치적 함의는 권위는 늘 공동의 세계에 대한 책임과 연관되어 있
다는 점이다. 정치적 공동체에 대한 책임성은 도덕적이거나 선험적인 어떤 권위에 기인하는 것
이 아니라, 우리가 탄생을 통해 공동의 세계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진정
한 의미에서 권위가 존재했었던 어느 곳에서나 권위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책임과
결합되었다”(Arendt 2000a, 271). 그런 맥락에서 권위의 위기는 공동의 세계에 대한 책임성의
상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25) 교육의 위기에 관한 논문에서 아렌트는 정치적 영역에서 뿐
으로 구속력 없는 연장자의 권고로부터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제도로 발전했다(Rabe 1992 참조).
24) 논쟁적인 격론의 장이었던 원로원은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탁월한 공론장이었다. 평등한 이들의
자유로운 발언권의 보장은 원로원이 정치적 공론장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원로원의 그러한 공
론장의 성격은 황제권의 강화로 변하게 된다(Freese 2000, 132 참조).
25) 스탠리 밀그램(Milgram)은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은 자신의 행위와 공동의 세계에 대한 책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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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가정과 교육 현장과 같은 전정치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권위의 붕괴 원인을 동일하
게 세계에 대한 무책임으로 본다. 즉, 탄생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아이에
대한, 그리고 그들이 함께 살아갈 공동의 세계에 대한 책임의 담지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거
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새로 태어난 이들과 그들이 함께 공유하는 세계에 대한 책임이 정
치적-전정치적 권위개념을 결합시키는 지점이다. “권위에 대한 극단적 적대감은 동시대인들에
게 나타나는 일종의 회피를 표현한다. 그것은 부모나 선생인 그들이 탄생을 통해 이 세상에 왔
고 그래서 이 세계에서 당연히 이방인인 이들의 생존과 적응을 떠맡고 그를 통해 공동세계의
지속성을 보장해야 할, 모든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들을 거부하는 것이다”(Arendt 2000a,
270). 권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계에 대한 책임이다. 그렇게 이해되어진 권위는 능력이나

설득력 혹은 지식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다. 교육자의 능력은 일정정도 필수적이지만
그것은 권위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동의 세계에 대한 책임을 떠맡는 사람만이 그에
상응하는 권위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인식 안에서 우리는 아렌트가 근대적 권위의 위기를
특별한 근대적 현상으로서의 ‘세계소외 현상’26)과 함께 고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아렌트의 권위개념은 인간 세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의 문제와 함께 새로운 시작의 문제를 내포
하고 있으며 권위의 상실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공동세계에 대한 책임의 회피 혹은 거
부를 의미한다.

Ⅳ. 권위와 자유의 관계
권위를 정치의 핵심적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우선 해명되어야 하는 문제는 권위와 자
유의 관계다. 특히 아렌트는 정치의 의미를 자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위와 자유의 관계
는 문제의 핵심 안에 있다.
정치사상사적 고찰에서 눈에 띄는 것은, 권위에 대한 근대의 첨예한 비판이 개인의 자유라는
근대적 이념의 시작과 동시에 발생했다는 점이다. 낡은 권위에 대항한 근대의 이성성은 “모든
권리와 진리의 정당한 근원을 각각의 개인들에게서” 본다(Horkheimer 1992, 149). 전통적 권위
로부터 회피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아렌트의 통찰을 자신의 구체적 연구를 통해 훌륭하게 보여
주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정치적 영역에서 권위의 상실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누구에게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거나 떠넘길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다(밀그램
2009).
26) 인간들이 공동의 세계로부터 물러나고 동시에 자신의 내부로 들어가는 근대의 전형적 현상을 아렌트
는 “세계소외”라고 부른다. 세계소외의 현상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의 세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아렌트는 “근대의 특징은 자기소외가 아니라 세계소외다”라고 강조한다(Arendt
1999,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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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저항한 계몽의 투쟁에서 이성은 모든 전통적 권위에 대한 최종 심급으로서 간주된다. 개
별적 독립성과 주권적 의지로 이해된 개인적 자유의 의식과 경험 안에서 권위의 개념은 그 토
대를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권위가 있는 곳에 자유는 없다’는 생각은 자명한 것이 된다. “자
유는 우리의 근대적 경험에 따르면 권위와는 완전히 대립되는 것이다. 자유 없이는 진정한 인
간존재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권위에 대한 저항은 인간존엄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이
다”(Krüger 1953, 45-46).
그러나 오늘날 일반화된, 권위와 자유의 적대적 대립을 아렌트는 하나의 오해로 간주한다.27)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권위와 자유는 결코 대립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권위의 상실에 자동
적으로 자유의 획득이 뒤 따르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증가하는 권위
의 상실에 증가하는 자유의 상실이 상응하는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다”(Arendt 2000a, ). 자유
가 자의나 주권과 동일하지 않듯이 권위는 아렌트에게 폭력이나 지배와 동일하지 않다. 권위가
지배로 이해되고 자유가 자의로 이해될 때, 권위와 자유의 화해불가능한 적대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자유와 권위의 결합은 무정부적 자의와 전제적 지
배를 막을 수 있다. 아렌트는 이렇게 말한다. “권위적 국가형태는 만약 그것이 자유를 파괴할
때는 자신의 본래적 실체를 상실할 만큼, 권위의 임무는 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자유를 파괴하는) 그러한 국가는 더 이상 권위적인 것이 아
니라 전제적이다”(Arendt 2000a, 162). 자유와 권위의 극명한 대립의 견지에서 자유주의자들은
권위적 국가와 전체주의적 국가형태를 구분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두 가지 국
가 유형의 차이는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그러나 아렌트에 따르면
자유주의적 시각은 권위적으로 제한된 자유와 자유의 전제적 파괴 그리고 전체주의적 지배국
가에서 보여지는 모든 자발성의 전체주의적 제거라는 결정적인 차이를 간과한다. 아렌트는 좀
더 분명한 하나의 예를 든다. “카톨릭 교회와 같이 권위적으로 운영되는 공동체가 전체주의적
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틀러나 스탈린 체제로부터 알고 있는 전체주의 지배는 권위
와는 어떤 사소한 관계도 없다”(Arendt 2000a, 162).
그렇다면 권위의 개념과 자유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어디에 있는가?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유와의 연관성 안에서 권위는 지속성과 변화가능성의 상호작용이라는 특징을 갖게 된다. 그
러한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아렌트의 자유개념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28)
아렌트는 우선 자유를 시작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행위의 자유로 간주한다. 그래서 아렌트는
시작할 수 있음(Anfangenkönnen)을 “자유의 능력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인간경험”이

27) 자유와 권위의 상관성에 대한 생각 안에서 아렌트는 야스퍼스와 일치한다. 야스퍼스는 권위에 관한
논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유는 단지 권위를 통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갖는다. 권위는 단지 자
유의 각성을 통해서만 진정한 것이다”(Jaspers 1958, 45).
28) 아렌트의 자유개념에 관한 더 구체적인 논의는 김희정(2007)과 박혁(2009)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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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한다(Arendt 1999, 285). 다른 말로 하자면 칸트가 “스스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능
력”으로 규정한 자발성(Spontaneität)을 아렌트는 자유의 핵심으로 이해한다(Kant 1974, B 478).
그러나 비판가들이 제기하는 것과 달리 아렌트는 자유를 제한 없고 경계 없는 완전한 자의성
으로 보지 않는다(Morgenthau 1979; Gehlen 1961; Mckenna 1984).
자발성은 아렌트에게 자유의 중요한 요소이며 조건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공간”(Arendt 2000a, 173) 역시 아렌트가 생각하는 정치적 자유개념의 본질적인 요소
이다.29) 아렌트에게 자유는 늘 공동의 세계 안에서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서만 실현된다. 그래
서 자유는 자신의 드러냄30)과 공동의 세계에 대한 책임이라는 이중적 요소를 지닌다.
정치적 자유가 다원성의 조건 위에서 실현될 수 있는 한 정치적 자유의 문제는 늘 정치적
제도 문제와의 관계 안에 있다.31) 인간의 자유는 늘 지속적인 새로운 변화를 통해 공동의 세계
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위험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아렌트의 정치적 자유개념은 제도화와
자발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의 결합에 주목할 때 완전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아렌트는 인간
의 자발성은 그것이 출현의 공간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단지 자의(Willkür) 안에
서 끝나고 마는 공허한 자유라고 본다. 즉 자발성의 자유는 전정치적 자유(prä-politische
Freiheit)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개개인과 관련된 능력으로서 결코 인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32)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유는 단지 정치적으로 조직된 공간 안에서만
하나의 세계적 실재성을 얻을 수 있다.
그러한 자유의 이해에서 볼 때 정치적 권위의 승인은 자유의 배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아렌
트에게 자유는 오히려 새로운 권위를 창설하려는 정치적 행위로부터 발생한다. 그러한 권위와
자유의 관계는 근대혁명의 역사에 대한 아렌트의 분석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아렌트의
견해에 따르면 혁명은 자유와 동시에 새로운 권위의 창설을 목적으로 한다. 아렌트에게 혁명자
체는 분명한 권위 상실에 대한 대답이다. 즉 혁명은 권위상실의 결과이지 결코 권위상실의 원
인이 아니다. 혁명은 "존재하는 체제의 권위가 가망 없이 붕괴될 때" 발생한다(Arendt 2000b,
148). 그러한 맥락에서 혁명의 목적인 자유의 창설은 새로운 권위의 형성과 관련이 있다. 혁명
29) 아렌트의 “정치적 공간” 개념은 두 가지 차원을 지니고 있다. 첫째로는 인간들의 관계로 엮여진 집단
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재적이고 공간적인 조직형태를 통해 규정되는 정치적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30) 아렌트에게 행위는 행위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출현’이기 때문에 늘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공적인 인간 활동이다. 행위가 행위자 자신을 밝히지 못할 때 행위는 단지 일종의 대상관련적
인 성과나 업적으로 전락한다. “인간들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출현하기 때문에”, 그들은 인
간으로서의 “자신들의 완전한 실재성”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획득한다(Arendt 1993b, 390).
31) 김비환(2007)은 아렌트의 정치이론을 “정치적 헌정주의”의 틀 안에서 분석하고 있다.
32) 아렌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발성(Spontanaität)의 자유 자체는, 그것 없이는 모든 정치적 자유가
자신의 깊은 의미를 상실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정치적이다(präpolitisch). 정치적 자유는 그것이 세
계로부터 조직되어 질수 있는 한 인간이 서로 함께 하는 공존의 조직형태에 달려 있다”(Arendt
1993a,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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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무는 관습이나 전통 등을 근거로 하지 않는 새로운 권위를 형성하는 것이다.
엥겔스가 혁명을 권위의 원리와 연관시키는 것은 흥미롭다. 1873년 저술한 '권위에 관하여'
라는 글에서 그는 혁명은 우선적으로 권위를 철폐해야 한다는 바쿠닌(Bakunin)류의 반권위적
사회주의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다. 그에게 혁명은 오히려 있을 수 있는 가장 권위적인 문제다.
그러나 엥겔스에게서 혁명적 권위란 폭력과 강제를 통한 의지의 관철을 의미한다.33) 엥겔스와
달리 아렌트는 혁명을 통한 권위의 창설을 행위와 연관 짓는다.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권위
는 창설 즉 시작으로서의 행위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자유의 요소를 지닌다. 다른 말로 하자
면 “새로운 시작은 그 시작이 권위자체를 재형성할 때에만 가능하다”(Kristeva 2007, 9). 권위
의 형성이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권위의 형성이 어떤 목적이나 모델에 따라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창설의 권위적 성격은 모든
제작적 활동에서 사람 혹은 사물에게 필수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으로부터 생겨날 수 없다.34)
만약 권위가 만들어 질 수 있는 어떤 것이라면 그것은 강제나 폭력에 의해 더 손쉽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마키아벨리나 로베스피에르가 “창설”을 제작과 구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권
위를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으로 여겼었던 것이다. 근대에는 창설자체가 정치의 목적이 되는데
폭력은 점차 그러한 목적을 통해 정당화된다. 근대에는 창설과 행위의 관계가 망각되고 그와
함께 인간 공존의 범주인 권위를 위한 조건 또한 사라지게 된다. 아렌트는 창설을 제작과 동일
시했던 역사적 사례들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한다. “근대에 들어서 창설은 정치의 가장 높은 목
표였고 다른 모든 정치적 행위들은 수단으로서 그 목표에 종속되었다. 그를 위해 모든 수단들,
심지어 테러와 폭력의 수단들도 정당화 되었다. 그것이 창설행위가 더 이상 행위의 의미에서
혹은 지속적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행위의 의미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
작의 의미 안에서 이해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키아벨리에게는 하나의 통일된 이탈리아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고, 로베스피에르는 공화국을 만들려고 했었다”(Arendt 2000a, 238. 강조는
필자).

Ⅴ. 권위, 지배 그리고 권력
권위의 개념적 이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권위, 권력(Macht), 지배(Herrschaft)와 같은 개념
33) “나는 혁명보다 더 권위적인 것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를 타인에게 포탄이나 총탄으
로 강제할 때 그들은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Engels MEW 18, 308).
34) 권위의 형성과 제작의 구분에 관해 Baruzzi는 이렇게 말한다. “정치적 삶이 권위를 형성시키는데 그
형성은 행위에 기인한다. 제작(poiesis)이나 기술(Thechnik)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거기에 있다. 로마인
들은 그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권위를 기술적 제작규칙의 밖에 있는 potestates의 제
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Barruzi 1973,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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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정치학의 영역 안에서 구분 없이 사용된다는 데 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 어떤 사태를
나타내고 어떤 현상에 관해 말하고 있는지가 늘 불분명하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개념들은
단지 “명령하는 자와 복종하는 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로 다른 말”로서만 이해된다(Arendt
2000b, 232). 그러한 개념적 혼동에는 단지 사려 깊지 못한 언어 사용뿐만 아니라, 지배와 피지

배 관계가 모든 정치적 관계를 규정한다는 일반적 확신과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야스퍼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현실에서 권위가 지배와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은 권위의 불운이
다”(Jaspers 1958, 47).
권위와 지배의 동일시와 관련해서, 우리는 위에서 지배를 권위와 같은 어떤 것으로 대체하려
는 플라톤의 시도를 보았다.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도 정치적 관계의 관점을 주인과 노예,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차이로부터 도출하고 있다(Aristoteles 1965, 1253 b, 1322 b).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그도 정치적 질서를 위해 선천적인 우월함과 선천적인 열등함의 관계를
폴리스의 질서 안으로 도입하고 있다. 아렌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한 의심스러운 인간학
적 진술을 사용함으로서 정치를 탈정치화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아렌트에 따르면 전정치적
(präpolitisch) 권위가 정치적 권위의 모델로 사용될 때 그것은 “정치적인 것의 근본적인 왜

곡”(Arendt 1993a, 10)을 초래하는데 왜냐하면 전정치적 권위는 “본성 자체에 의해 강제되고
모든 역사적 변화와 정치적 제도로부터 독립적이기” 때문이고, 또한 정치적 영역 안에서는 늘
평등한 성인들인 시민들의 관계가 문제이기 때문이다(Arendt 2000a, 272).
권위와 지배의 동일시는 지속적으로 근대 국가이론에서도 유지된다. 특히 근대에 들어 정치
적 질서의 핵심개념이 된 주권개념 안에서 권위와 지배의 구분은 거의 사라져 버린다. 계약을
통한 입법행위라는 이념을 통해 근대 정치철학은 지배의 정당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근
대 정치철학의 선구자인 홉스에게서도 권위와 주권의 결합은 중요하다. 계약을 통해 형성된 법
은 권위화과정의 산물인데 그 권위화과정은 위임의 형식을 통해 절대적 주권인 “사멸하는 신”
을 만든다(Hobbes 1999, 17장). 홉스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한 인간 혹은 인간의 조직에 권위
를 부여하고 그것들에게 나를 다스릴 나의 권리를 위임하는 데 이는 너 또한 그것들에게 너의
권리를 위임하고 그들의 모든 행위에 권위를 부여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Hobbes 1999,
134). 그러한 권위화 과정으로부터 지배의 정당성이 발생한다. 홉스가 “법의 권위는 단지 주권

자의 명령 안에 있다“고 강조할 때, 그는 권위와 주권을 거의 동일시 하고 있다(Hobbes 1999,
210). 그래서 권위는 홉스에게서 늘 주권자의 권위를 표현한다. 권위화의 과정은 권력독점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주권적 권위는 자신의 절대성을 통해 두드러진다. 홉스는 우선은 권위를 “소
유에 대한 권리인 지배”와 구분하여 “행위에 대한 권리“로 정의한다(Hobbes 1999, 123). 그러
나 권위화의 과정은 주권자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승인하기 위해서 저자(Autor) 자신의 행위
의 권리에 대한 포기과정이다. 홉스에게 권위화의 목적은 수많은 개별 시민들을 한 사람에게
종속시키려는 것, 즉 “모든 이를 하나의 동일한 사람” 안에서 통합시키려는 것이다(Hob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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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34). 결국 그러한 권위화는 “한 사람의 주권을 위해 모두를 탈권력화”시키는 결과를 초

래한다(Arendt 2002, 81). 지배로 이해되어진 권위와 정치적 통합은 홉스에게서는 결코 결합을
위한 공동의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권위화를 통한 저자들(Autoren)의 행위
의 포기를 통해 발생한다.
지배와 권위의 개념적 혼용은 막스 베버에게서 가장 분명하게 발견된다. “권위는 그에게 일
종의 지배였다”(Sternberger 1980, 152). 그에게 지배는 정치의 중심개념이다. 지배에 대한 유명
한 정의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지배는 특별한(혹은 모든)명령에 특정한 인간 집단에게서
복종을 발견할 기회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이나 영향을 행사할 모든 형식의 기회는
아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배(권위)는 각각의 경우에 맹목적 습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순수하게
목적합리적인 고려에 이르기까지 복종의 매우 다양한 동기들에 기인한다. 최소한의 일정한 복
종의지 즉 복종에 대한(외적 혹은 내적) 관심은 모든 순수한 지배관계에 속한다”(Weber 1964,
157. 강조와 괄호는 원문). 지배와 권위를 동의어로 사용한 이 정의에 따르면 지배는 피지배자

들의 복종에 대한 관심(Interesse)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해관계를 통한 지배”(Weber 1964,
691)는 베버에게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그는 지배를 “권위를 통한 지배” 혹은 “권위적 명령

권”에 한정시킨다(Weber 1964, 692). 베버는 권위를 "실제적인 피지배자들에 대한, 모든 관심
으로부터 독립된 복종의 권리"(Weber 1964, 693)로 정의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베버에게 폭력,
권력 그리고 권위 모두는 지배를 위한 도구적 역할을 한다.
아렌트는 권위, 지배 그리고 권력의 낯선 구분을 제시한다. 그녀는 권위에 관해 이렇게 말한
다. “권위는 늘 복종에 대한 요구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강제나 권력의 특별한 형식으로 여
겨진다. 그러나 권위는 모든 강제의 사용을 배제한다. 그래서 복종을 강제하기 위해서 폭력이
사용되는 곳에서는 늘 권위는 기능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권위는 평등이 전제되고 논쟁
을 필요로 하는 설득과는 일치하지 않는다”(Arendt 2000a, 159). 만약 폭력을 통해 강제한다면
그것은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전제적이며, 논쟁을 통해 설득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적인 것
으로 간주된다. 권위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로마인들의 권위개념을 근거로 한다. 그들에게 권
위는 몸젠이 전하듯이 “충고 보다는 강하면서 명령보다는 약한 권고와 같은 것인데 그것에 대
한 복종을 사람들은 쉽게 거부할 수 없다”(Mommsen 1888, 1034; Arendt 2000a, 189에서 재인
용). 권위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갖는 어려움은 권위가 단지 강제와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논의적 설득과도 구별된다는 점에 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치적 개념으로서 권위가 지배
와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소통적으로 형성되는 권력과도 구분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 때문
에 사람들은 아렌트가 권위와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임혁
백 2005, 109). 민주주의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동의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논쟁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려고 할 때 권위가 상실된다는 아렌트의 진술은 우선은 당황스럽다.
여기에서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전정치적 권위에 대한 아렌트의 이해를 떠 올려야한다. 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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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지식이나 교육적 능력 그리고 설득력은 일정정도 필수적이지만 그것이 권위와 동일한 것
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권위와 그러한 능력들이 결코 대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누군가를 설득할 때 권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설득의 능력이 권위의 필수조건은 아니다.
아렌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설득이 어떤 관계의 핵심적 구성요소일 때 그 관계는 더 이상 권
위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일반적인 정의들이 권위를 “규범적 권력 혹은 합법적 권력"(Lasswell/Kaplan 1950, 133)으로
규정하는 반면에 아렌트에게 권위와 권력은 동일한 것이 아니며 두 가지 현상은 정치적 영역
안에서 자기 자신의 고유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또한 “권력이 인민들 안에 있듯이, 권위는
원로원 안에 있다”(Arendt 2000a, 189)는 고대 로마의 정치적 질서였다. 아렌트에 따르면 권력
이 늘 행위하는 사람들 사이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권위는 정치적 제도 안에 자
신의 자리를 갖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정치적 권위는 복종을 요구받는 이들의 의
심 없는 승인과 관련이 있다(Arendt 2000d, 175). 정치적 권위를 형성하는 복종은 그러나 맹목
적인 복종과 구분되어야 한다. 다시 로마인들의 권위에 대한 인식으로 돌아가자면 원로원의 정
치적 권위는 인민들의 동의에 달려있었다. 왜냐하면 원로원은 “인민들에게 명령할 권력도 자신
의 권고들을 관철시킬 폭력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Arendt 2000a, 189). 즉 정치
적 권위는 상호적인 합의나 동의와는 무관한, 맹목적 복종을 요구하는 계율로서의 플라톤적
초월적 근원이나 폭력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치적 의미에서 말하자면 정치적 권위와
관련된 복종은 그래서 권력형성자들의 지지와 지원을 의미한다. 정치적 권위는 인민들이 지지
와 동의의 형태인 복종을 거부하는 시점에 붕괴된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아렌트가 권위와 민
주주의를 대립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은 단편적이다. 아렌트는 아이히만 재판에 관해 글
에서 자신은 단지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아이히만에게 판사가 언급한 정치적 영역
에서 복종이 갖는 의미에 관해 전하고 있다. “당신이 복종을 근거로 내세운다면 우리는 당신에
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알다시피 정치는 아이들의 놀이방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
니며, 성인들의 정치적 영역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단지 동의와 지지에 대한 다른 표현일 뿐
입니다”(Arendt 1964, 329).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권위와 권력이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이라 하더라도 상호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렌트에게 권위의 임무는 모든 권력이 발생하는 정치적 영역의
경계를 정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권력은 지속성을 유지한다거나 인간사를 안정
화시키는 데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렌트의 의미 안에서 권력은 그것이 인간의 상호적
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한 결코 불변적인 것도 측정 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적
제도를 통해 경계 지어져야 한다. 즉 권력은 인간의 다원성과 행위를 토대로 한다는 자신의 본
질 때문에 정치적 권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권력은 신뢰할 수 없다. 그것은 사람들이 일정
한 목적을 위해 모이고 조직화 될 때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한 목적이 도달되거나 상실되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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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져 버린다”(Arendt 2000a, 363). 권력의 그러한 본성 때문에 권위는 사람들의 공동행위와 새
로운 시작에 세계적 안정감을 부여함으로서 공적권력을 보호하고 확대시키려는 목적을 갖는다.
그러한 맥락에서 정치적 권위는 공적권력이 어떻게 조직되고 구성되는지에 달려 있다. 미국 혁
명에 대한 분석에서 아렌트는 권위와 권력의 그러한 관계를 미국 혁명의 아버지들은 잘 알고
있었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그들은 권력은 인민에 있다는 권력의 원리에 로마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권위는 원로원에 있다는 내용을 보충하여 정부를 구성하려고 했다. 그래서 “미국 혁명
의 중심적인 문제는 새로운 권력구조를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권력이 의존할 수 있는 권
위의 새로운 근원을 함께 발견하는 것이었다”(Arendt 2000b, 231).

Ⅵ.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아렌트를 통해 정치적 권위의 개념과 그것이 정치 영역 안에서 담당해 온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권위에 관한 아렌트의 논의를 통해 오늘날 정치 질서
안에서 적절한 권위의 모델이 무엇인가를 성찰해보려는 시도였다. 물론 아렌트는 어떤 것이 우
리 시대에 걸맞은 권위의 정치적 모델인지에 관해 분명한 답을 주지 않는다. 실제로 그녀는 권
위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논의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아렌트의
권위개념은 그것의 현실 정치적 의미와 적실성에 대한 문제를 해명해야 할 여지를 남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권위가 정치영역의 중요한 구성요소임을 아렌트를 통해 알 수 있다.
아렌트에게 권위의 문제와 정치적 공동체의 안정성의 문제는 동일한 문제에 속한다. 고대에서
부터 근대에게 이르기까지 권위의 문제는 어떻게 정치적 세계, 즉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의 후손들이 살아 갈 공동체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지속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권위와 관련해서 나서는 정치적 어려움은 오늘날의 정치적 영역이 전통적 권위를 통해서 유
지되거나 구성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위 자체가 포기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말은 오늘날
정치는 과거의 권위와 손잡아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새로운 권위의 형태를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권위가 정치적 영역에서 자명한 것으로 여겨지면서도 왜곡된
형태로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서 권위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성찰은 더더욱 중요한 문제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참여정부의 경험으로부터 권위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참여 정부는 초집중적 대통령 권한에 대한 다른 권력기관과의 분점을 실천하려 했다.
그러나 한국정치의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노무현 정부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은
권위를 개혁의 수단으로 사용했어야 한다는 비판은 정치적 권위의 특징을 잘못 인식함으로서
제기된 것이다. 권력의 다원화와 권위의 상실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아렌트의 논의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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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말하자면, 참여정부에서 나타난 문제의 핵심은 새로운 권력구조를 형성하는 것과 아울러
그 권력들을 안정화시키고 일상화시킬 권위의 근원 혹은 새로운 권위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
이다.35) 그 형성의 과정은 결코 개인의 리더쉽 문제가 아니다. 권위의 문제를 리더쉽의 문제로
보려는 사람들은 탈권위주의적 성실함이나 소박함을 권위상실의 핵심으로 비판하는데 이는
대통령을 여전히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무소불위의 권력소유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권위의 형성은 시민들의 측면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의 문제다. 내가 누군가에게 권위
를 부여한다는 것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내가 그 권위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 시대의 문제인 권위의 위기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다. 권위가 어떤 정치적 기능을 하
며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고 어디에 자리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본 논문에서는 다룰 수 없
는 어렵고 중요한 문제다. 다만 필자는 사회적 질서가 자연법이나 신적 계율 혹은 전통 위에서
형성될 수 없는 오늘날의 조건에서 시작(창설)의 재현은 헌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36)
헌법은 하나의 새로운 질서의 시작과 창설을 대변한다. 그것의 정당성과 권위의 근원은 초월적
절대자나 자명한 진리에 있지 않다. 헌법은 오늘날 로마의 원로원이 했던, 창설을 대변하는 역
할을 하는 제도다. 미국 혁명에 관한 분석에서 아렌트 역시 대법원을 창설의 권위를 지속적으
로 기억하게 하고 안정시키는 장소로 규정한다. “권위는 형식적으로 헌법의 해석에서 증명된
다. 그것은 실제로 해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롭게 재형성되고 그것을 통해 생명력 있게 유지
된다.”(Arendt 2000b, 258). 헌법적 판결은 새로운 질서를 형성했던 원래의 텍스트를 토대로 하
지만 늘 새롭게 해석되고 그러한 해석을 통해 계속해서 전수된다. 즉 헌법의 권위는 헌법의 관
철, 안정성,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에 대한 신뢰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더 간단히 말하자면 헌
법적 권위는 상반된 두 요소 즉, 비지속성과 안정성의 동시성 위에서 형성된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헌법의 권위는 성문화된 문서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입헌행위를 통해서 보장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다시 한 번 권위의 핵심을 강조하고자 한다. 권위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
의 세계에 대한 책임에 기인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권위의 위기는 공동의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심지어 복종
과 명령의 책임들까지도 거부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그러한 상황이 현실적인 정치 질서 안
35) “효과적인 사회개혁에 필요불가결한 조건은 당면한 환경에 적합하고 장차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
갈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권위를 수립하는 것이다. (개혁과 관련하여) 아무리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제안과 사업과 계획과 강령들을 그려낸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러한 것들에 실질
성을 부여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중개하고 이상적 모형들을 현실적 조건들로 변환
할 수 있고, 개혁계획이 동원하려는 사람들의 열정과 충성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권위이다"(I.
Jenkins, "Authority: Its Nature and Locus," R. Banie Harris. op. cit., pp 25-26. 양동안, 권위의 형성과
붕괴에 관한 일고찰, 88에서 재인용).
36) 건국-헌법-권위의 관계에 관해서는 한나아렌트학회가 주최한 제2차 정치학술회의 자료집에 실린 홍
원표교수(2009)의 “한나 아렌트의 시선과 한국정치의 두 모습”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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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갖게 되는 문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정치적 결정자들이 자신들의 행위
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거부한다는 점이다. 바로 그 점이 오늘날 정치적 권위의 위기를 초
래한 문제의 핵심이다. 권위의 위기는 민주적 정치체를 작동시키는 필수적 전제인 시민들의 신
뢰 상실로 나타난다.37) 권위의 붕괴는 신뢰를 형성할 근거와 토대의 상실을 의미한다. 권위와
신뢰의 공백은 오직 강권통치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정치적 핵심 덕목을 책임감이라고
보며 정치적 윤리로서 책임윤리를 강조한 바 있는 베버의 지적은 정치적 권위와 관련해서 매
우 의미 있게 들린다. “자기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면서 그러한 책임감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성숙한 인간은 무한한 감동을 줍니다”(Weber 1991, 261).

<참고문헌>
강정인. 1997. “권위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권위 없는 권위주의, 권위와 문화.” ꡔ형성과 창조ꡕ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강준만. 1999. “우리 마음속의 권위주의 체제.” ꡔ인물과 사상ꡕ 11호. 개마고원.
김비환. 2007. “아렌트의 정치적 헌정주의.” ꡔ한국정치학회보ꡕ 제41집 2호.
김성국. 1997. “권위의 형성과 붕괴에 관한 일고찰에 대한 논평.” ꡔ형성과 창조ꡕ2,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김준수. 2005. “권위와 권위주의” ꡔ철학탐구ꡕ 제17집 31.
김희정. 2007. ꡔ한나아렌트의 자유 개념과 페미니즘ꡕ,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혁. 2009. “플라톤과 서구 정치철학 전통의 성립.” ꡔ철학사상ꡕ제33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
구소.
박혁. 2009. “정치 현상으로서의 자유 -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정치적 자유’ 개념.” ꡔ
사회와 철학ꡕ제 18호, 사회와 철학 연구회.
양동안. 1997. “권위의 형성과 붕괴에 관한 일고찰.” ꡔ형성과 창조ꡕ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재열. 2005. “사회갈등과 국민통합: 사회해체에서 연대와 통합의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연세
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춘계학술회의 발표문.
임혁백. 2005. “민주주의와 권위구조.” ꡔ한국사회 어디로 가나? 권위주의 이후의 권위구조, 그
대안의 모색ꡕ서울: 굿인포메이션
정해구. 2003. “대통령의 탈권위인가, 대통령직의 무력화인가?” ꡔ미디어 오늘ꡕ10월 21일.

37) 클라우스 오페에 따르면 “시민들의 강력한 내면적 확신"을 의미하는 신뢰는 연대성과 함께 민주적
지배에서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Offe 1998, 104).

94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9집 3호

청와대 브리핑. http://16cwd.pa.go.kr/cwd/kr/government/idea.html
홍원표. 2009. “한나 아렌트의 시선과 한국정치의 두 모습.” ꡔ2009년 한나아렌트학회 제2차 정
기학술회의 자료집ꡕ10월 16일.
Arendt, Hannah. 1964. Eichmann in Jerusalem. Ein Bericht von der Banalität des Bösen. München.
_____________. 1993a. Was ist Politik? München.
_____________. 1993b. “Philosophie und Politik.” Deutsche Zeitschrift für Philosophie vol. 41.
_____________. 1999. Vita activa oder Vom tätigen Leben. München.
_____________. 2000a. Zwischen Vergangenheit und Zukunft. München.
_____________. 2000b. Über die Revolution. München.
_____________. 2000c. Elemente und Ursprunge totaler Herrschaft. München.
_____________. 2000d. “Macht und Gewalt” in In der Gegenwart. München.
_____________. 2002. Denktagebuch 1950∼1973. München.
Aristoteles. 1965. Politik, übers. von Franz Susemihl, München.
Baruzzi, Arno. 1973. “Autorität.” in Hermann Krings/Michael Baumgartner/Christoph Wild (eds),
Handbuch philosophischer Grundbegriffe, Bd. I. Müunchen.
Bodin, Jean. 1981. Sechs Bücher über den Staat. München.
Buttler, Elisabeth. 1935. The Tyranny of Greece over Germany. Lodon.
Engels, Friedrich. “Über Autorität.” Marx-Engels Werke, Bd. 18.
Eschenburg, Theodor. 1965. Über Autorität. Frankfurt a. M.
Freese, Ingo. 2000. Die antike Stadt als politische Konstruktion und historischer Lebensraum.
Hannover.
Fueyo, J.. 1968. “Die Idee der auctoritas: Genesis und Entwicklung.” in Hans Barion/Ernst-Wolfgang
Böockenförde/Ernst Forsthoff/Werner Weber(eds.), Epirrhosis. Festschrift für C. Schmitt.
Berlin.
Gehlen, Arnold. 1961. “Vom täigen Leben.” Merkur 15.
Heinze, Richard. 1960. Vom Geist des Römertums. Stuttgart.
Hobbes, Thomas. 1999. Leviathan oder Stoff, Form und Gewalt eines kirchlichen und bürgerlichen
Staates. Frankfurt a. M.
Horkheimer, Max. 1992. “Autorität und Familie.” in Traditionelle und kritische Theorie, Frankfurt a.
M.
Kant, Immanuel. 1974. Kritik der reinen Vernunft. Frankfurt a. M.
Jaspers, Karl. 1958. Philosophie und Welt. München.
Kristeva, Julia. 2007. “Hannah Arendt oder: Wiedergründen als Überleben.” Kommune 2.

정치에서의 권위문제 95

Krüger, Gerhard. 1953. “Das Problem der Autorität.” in Karl Piper(eds.) Offener Horizont. Fest-schrift
füur Karl Jaspers. München.
Locke, John. 1977. Zwei Abhandlungen über die Regierung. Frankfurt a. M.
Lütcke, Karl Heinrich. 1968. Auctoritas bei Augustinus. Stuttgart.
Mckenna, George. 1984. “Bannisterless Politics. Hannah Arendt and Her Children.”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5.
Milgram, Stanley. 정태연 역. 2009. 『권위에 대한 복종』, 에코리브르.
Mommsen, Theodor. 1888. Römisches Staatsrecht. Bd. III/2. Leipzig.
Morgenthau, Hans. 1979. “Hannah Arendt über Totalitarismus und Demokratie.” in Adelbert Reif(eds.)
Hannah Arendt. Materialien zu ihrem Werk. Wien.
Offe, Claus. 1998. “Demokratie und Wohlfahrtsstaat” in Wolfgang Streeck(eds.) Internationale
Wirtschaft, nationale Demokratie. Frankfuhrt a. M.
Parekh, Bhikhu. 1981. Hannah Arendt and the Search for a New Political Philosophy. New Jersey.
Platon. 1959. Gorgias. in Sämtliche Werke 1, Hamburg.
Platon. 1959. Politeia, in Sämtliche Werke 3. Hamburg.
Platon. 1972. Timaios, in Werke in acht Bänden 7. Darmstadt.
Reist, Manfred. 1987. Die Praxis der Freiheit. Basel.
Simon, Herbert Alexander. 1947. Administrative Behavior. A Study of Decision-Making Processes 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New York/London.
Sternberger, Dolf. 1980. “Max Weber und die Demokratie.” in Schriften III. Frankfurt a. M.
Sternberger, Dolf. 1988. Drei Wurzeln der Politik Frankfurt a. M.
Weber, Max. 임영일.차명수.이상률 역. 1991. “직업으로서의 정치.” 『막스 베버 선집』. 까치.
Young-Bruehl, Elisabeth. 1986. Hannah Arendt. Leben, Werk und Zeit. Frankfurt a. M.

논문접수일 : 2009년 11월 1일
수정일 1차 : 2009년 12월 21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2월 23일

￭ 박혁은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과 에어랑엔-뉘른베륵 대학에서 정치철학을 공부했으며 2009년 2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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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현상으로서의 다원성 개념" (에어랑엔, 2009), "다문화 사회에서 다원성과 정체성의 문제"(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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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회와 철학 2009) 등이 있다.

96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9집 3호

<Abstract>

The problem of authority in politics
- A study on the concept of authority by Hannah Arendt

Hyok Park
(Dong-guk University)

In this paper, the conceptual consideration of authority by Hannah Arendt will be examined as a
means to approach the subject of authority, a matter which is currently being presented in our society
these days on a serious note. It is rather surprising that no paper published up to now has dealt with
Hannah Arendt's concept of authority in a concrete and systematic manner. The concept of authority
plays a central role in Hannah Arendt's political theories because to Hannah Arendt, who is generally
considered as the theoretician of revolution, political authority is a key factor in establishing a
community and in creating and maintaining order within that community. This paper will deal not with
the general concept of authority but with a more limited subject of political authority, and examine in
particular the historical and conceptual analysis of Hannah Arendt on political authority, with the
intent of seeking the true substance and formality of political authority and studying its functions in
politics. In order to achieve this end, this paper will investigate the reasons and causes for which the
concept of authority has left a negative impression in the history of Western politics through
considering the matter in the aspect of the history of political ideas. Also, a reconstruction of the
structure in which the concept of authority was originally used and of its political context and meaning
will be conducted (II, III).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ority and other political categories
(liberty, power, control) will be defin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ncept of authority (I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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