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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이 논문은 행복의 이해와 교육을 위해서는 다중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
을 주장한다. 행복은 행복감과 연관이 되고, 행복의 감정은 어떤 활동에서 이루어
지는 성취와 연결이 되며, 그것은 다시 그 활동과 연관된 객관적 요소와 연관이 된
다. 따라서 행복의 다양성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활동에 개입된 여러 측면들을 이해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나 아렌트가 인간 활동을 노동/작업/행위로 구분하였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녀의 분석을 시간성을 중심으로 하여 해석하고 영적 삶을 더하여
행복의 여러 측면들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러한 내용적 논의를 공간 개념을 활용하
여 정리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하버마스의 내면세계, 객관적 세계, 사회적 세계 구
분을 활용하는데, 여기에 다시 종교적 세계를 추가하게 행복에 대한 논의를 확장한
다. 이러한 분석 내용을 결론에서는 표로 만들어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였다. 행복에 대한 이런 이해가 제한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
복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각이
단순해서는 안 되며, 다중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연구는 명확히 알려준다.

I.
우리는 행복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행복이란 무
투고일: 1월 29일, 심사완료일: 2월 14일, 게재확정일: 2월 16일

* 이 논문은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제7회 콜로키움(2015년 11월 6일)에서 발표
한 글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좋은 토론을 해 주신 박병준 교수님과 여러 참여
자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심사자들께도 감
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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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가?”라는 질문에 비해 이차적인 질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복의 본질
에 대한 질문이 개인이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라면, 행복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 수 있냐는 질문은 강의자와 피강의자의 구분을 전제로 하여 행복이
라는 주제가 객관적으로 강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라는
점에서 두 질문이 지향하는 바에 차이가 있다. 행복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는 행복에 있어 객관성과 강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한다.1) 행복에 대한 강의가 참석자의 행복감 고양에
초점을 맞추거나, 행복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
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연구가 보여주는 것처럼 행복은 한 문장으로 해답
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교육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행복에는 다양
한 측면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행복의 이해와 교육을 위해서는 다중적 관점
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행복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점, 즉 행복의 다면성의 근원은 인간이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육체를 위해 음식을 먹고 신진대사를 이루어 신체의 유지를 이루어가야 한
다는 점에서 동물과 다를 바 없고, 이 점에서 인간은 자연의 질서에 속한
다. 하지만 인간은 정신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고 가치판단을 하며, 자신의
삶을 가치 중심으로 이끌어가려 한다. 나아가 인간에게는 종교를 가능하게
하는 영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것’이란, 한 인간의
삶의 중심을 말하며 비물질적 특성을 갖지만, 나의 삶 전체에 영향력 있는
원리와 가치를 부여하는 부분을 말한다.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는 이
를 “비물질적 영향력”2)이라고 규정을 내린다. 따라서 행복의 다층성에 대
1)

이 논문의 주제의식은 2011년 가을 경북 칠곡군에서 학자들뿐만 아니라 학생
들 및 칠곡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인문학 축제를 기회로 형성 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대상을 달리하면서 발표되는 가운데 그 문제의식이 성숙되었
다. 이로 인해 이 논문에는 행복에 대한 교육이라는 문제의식이 바탕에 깔리

2)

게 되었다.
D. Willard, “Intentionality and the Substance of the Self”, a paper delivered at the
Society of Christian Philosophers, APA San Francisco, April 4, 2007. 인간의 종
교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들에게 영성의 문제는 의심스러운 주제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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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는 인간의 활동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
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분석한 인간의 활동에 대한 세 가지 구분,
즉 노동, 작업, 행위에 대해 분석해 볼 것이다. 아렌트의 이러한 논의는 정
치철학적 목적에서 시도한 것이므로, 행복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직결되기
위해서는 다소 특별한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우리는 여기서 시간 개념을
통한 해석을 시도할 것이다. 각각의 활동에 대한 시간성 중심의 해석은 인
간의 활동과 행복의 관계를 드러내 보일 것이다. 이 논의는 영적 삶에 대한
논의를 도입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활동을 시간 중심으로만 이해해서는 한계가 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두 질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공간적 관점에서의 접근 또한 요
구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버마스의 세 개의 세계 개념을 활용할 것이다.
인간의 소통적 활동은 내면세계, 객관적 세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
어 살아가며 형성하는 공유된 세계(the shared world) 혹은 사회적 세계(the
social world)와 연관을 맺고 이루어진다. 이러한 공간 개념을 중심으로 볼
때, 활동과 연결된 행복 이해는 공간 중심으로 정돈이 이루어진다. 이 논의
에는 영적 공간 개념을 추가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행복의 다면성에 대한 보
다 나은 이해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는 행복의 성취는
다양한 공간에서 인간의 다양한 존재방식에 따라 다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결론에서 우리는 행복의 이러한 다면성을 도표를 통
해 정리해 볼 것이다.
행복에 대한 우리의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행복을 잠정적으로나마
규정해 보아야 한다. 행복의 의미는 무척 다양하지만, 우리의 논의를 위해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인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다. ‘행복’이라고 번역되는 ‘에우다이모니아’는 일시적인
감정으로서의 행복(happiness)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종교적 의미에서
의 복락(beatitude)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에우다이모니아는 글자 그대로는
‘다이몬(daimōn)의 좋은 상태’ 혹은 ‘다이몬의 웰빙’을 뜻하는데, 다이몬이란
것이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영성에 대한 논의 자체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
이며, 행복을 느끼는 주요 영역들을 두루 포괄하기 위해 영성의 존재를 전제
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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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인들에게 있어 한 개인의 진정한 모습을 의미한다. 자신의 진정한 모
습은 자기 자신도 잘 모를 수 있고, 오히려 남들이 더 잘 알 수 있는 경우
도 있다. 이런 진정한 자아, 좋은 다이몬(eudaimōn)은 일시적인 것일 수 없
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에우다이모니아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
간과 노력이 필요하며(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때문에 윤리가 필요하다고 한
다!), 어떤 한 사람이 에우다이모니아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가 죽은 다음에라야, 즉 그의 인생의 전체 모습을 다 본 뒤에라야 가능하
다.3)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 개념에 따라 행복을 이해한
다면, 행복을 순간적 감정에서만 찾는 것은 덧없으며, 진정한 행복이란 자
신을 돌아보고 끊임없기 가꾸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러면 행복은 객관적으로만 이해되어야 하는가? 행복에 대한 강의에서
많이 사용하는 질문은 “과연 노예는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는 행복이 전적으로 주관적인 문제인지 객관적으로 접근 가능한 문제인지
를 따지는데 유용하다. 먼저 노예란 자유가 없는 상태이므로 인간적인 삶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는 자유라는 조건
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는 자유가 행복을 위한
객관적 조건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는 자유의 쟁취가 우
선된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노예상태에 메어 있는 노
예들의 경우에, 그들에게 행복이 전혀 허락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기에는 너
무 잔인할 수 있다. 그래서 노예에게도 내면세계는 허락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그들에게도 행복이 가능하다는 말을 위로처럼 할 수 있다. 한
편으로는 자기기만을 불러일으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는 행복에
는 주관적 영역 혹은 심리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
다.
노예에게 자유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행복이 인간의 성취감과 연관이
있음을 알려준다. 노예에게 자유 없음은 자율성에 근거한 개인적 성취가 불
가능함을 말하며, 성취에 의한 기쁨의 향유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3)

H. Arendt, The Human Condition, Chicago, 1958, 36~7/179~80/192~3 참조. 또한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창우 외 옮김, 도서출판 길, 1100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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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감은 ‘성취’라는 행위의 결과와 ‘감’이라는 감정적 요소가 결합된 말이
다. 이는 감정이 행복에 대해 갖는 독특한 위상을 설명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일화에 대한
제임스 레이첼스(James Rachels)의 분석을 살펴보자. 링컨의 일화는 그가 늪
에 빠진 돼지 새끼를 구해준 사건과 연관된 것이다. 마차를 타고 여행하던
링컨은 동행자들에게 인간의 행위에는 모두 이기심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어떤 돼지 새끼가 위기에 빠진 것을 보고 그를
구해주는 희생적 행동을 링컨이 하자, 동행자들이 링컨에 대해 언행의 불일
치가 일어났다고 비웃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링컨은 “내가 만일 새끼 돼지
를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마음이 불편해서 오늘 밤에 편히 잠을 이루
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 그것이 바로 내 이익이 되지요.”라고
대답하였다. 이 일화를 설명하면서 레이첼스는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
가 지향하는 목표와, 그런 행위를 할 때 자연스레 생겨나는 심리 현상은 구
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링컨이 한 행위의 목표는 돼지를 구하는 비이기
적 것이었고, 링컨은 그 목표를 성취하였다. 행복감은 그러한 선행의 성취
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심리 상태이다.4) 링컨은 사실상 이타적 행위를 했지
만, 자신의 논리를 강변하기 위해 궤변을 사용하여 답을 했다는 것이다. 이
러한 레이첼스의 분석은 행복이라는 주관적 감정의 위상을 명확히 알려준
다. 행복의 감정이라는 주관적 상태는 어떤 객관적 행위에 수반되는 감정으
로 나타난다. 이처럼 행복은 가치 있는 것의 성취와 연관이 되며,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형성된다. 또한 객관적인 측면
과 연결되는 성취의 내용의 가치 또한 행복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처럼 행복과 연관하여 감정을 도입시킬 때, 성취된 행위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가치와 무관하게 성취 자체에만 몰두를 할 때
는 왜곡된 감정적 쾌락이 등장한다. 특히 공적 영역에서 이런 쾌락이 등장
하는 상태는 도착된 공적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의해서 구별
해 보아야할 점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성취를 이루었을 때 소위 ‘성취의

4)

J. 레이첼스, 도덕철학의 기초, 노혜련 외 옮김, 나눔의 집, 2006, 148~153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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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랑콜리’라는 감정을 경험하기도 한다. 성취에서 오는 행복감과 더불어 허
무의 감정이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그것이다. 그런데 모든 성취가 허무의
감정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허무의 발생은 어떤 요소와 연관이
될까? 그것도 역시 성취에 담긴 가치와 연관이 된다. 이 가치는 그와 관련
된 시간성을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이처럼 행복에 대한 논의를 행복감
의 요소를 아울러서 진행할 때 그것과 연관된 객관적 요소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II.
이제 우리는 인간의 조건에서 한나 아렌트가 시도한 인간의 활동들에
대한 구분을 행복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아렌트는 인간의 활동,
혹은 활동적 삶(vita activa)을 그것이 나타내는 핵심적 내용에 따라 노동,
작업, 행위로 구분을 한다. 전통적으로 철학적 삶 혹은 관조적 삶(vita
contemplativa)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활동적 삶의 중요성을 강
조함으로써 현대에 위축된 정치적 행위를 복권시키는 것이 이러한 구분의
목적이었다. 이 책이 등장하기에 앞서 출간되었던 최초의 주저인 전체주의
의 기원의 바탕에 깔린 정치에 대한 인식을 명료화하기 위해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주요 개념들을 구분하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인간 활동의 구분이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간의 활동들에 대한
아렌트의 구분의 취지는 정치에 대한 이해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분이 행복의 이해에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하고 있는 활동의 다양성이
인간적 성취의 다양성을 드러내며, 따라서 행복의 요소가 되는 행복감 또한
다양한 객관적 요소와 결부되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행복감이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객관적 요소와 결부되어 형성될 때 그것이 가진 질적으
로 다른 종류의 내용으로 인해 행복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말이다. 아렌트의
인간 활동에 대한 분석은 결국 행복의 다면성의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준다.
그런데 아렌트의 인간 활동 분석이 행복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의 분석을 행복론으로 이끌어오기 위해 그 활동들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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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시간성에 주목하려고 한다. 각각의 활동들에 내재된 시간성의 차이는
그와 연관된 행복의 질적 차이를 드러내 줄 것이다. 시간성의 구분은 순환
적 시간관(the cyclical conception of time)과 직선적 시간관(the linear
conception of time)의 구분, 그리고 불멸(immortality)과 영원(eternity)의 구분,
또 실존적 시간 이해(the existential conception of time) 등이 활용될 것이다.
이 같은 다양한 시간관들이 인간의 여러 활동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주목해 볼 때 우리는 인간 활동에 대한 아렌트의 구분이 행복론에 제공하
는 기여점들을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일이 과중한 사람들은 일에서 해방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런데 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할 일이 없다는 것 자체가 불행이다. 일을 통
해서 우리는 성취를 이루고, 성취감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준다. 그런데
일이란 인간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말인데, 여기에는 육체 노동에서 정
신적인 일까지 모두 포괄된다. 아렌트는 육체를 통해 하는 일을 크게 노동
(labor)과 작업(work)으로 나누어 본다. 노동이란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생물학적 신진대사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즉, 우리는 먹어야만 살기 때문에 먹는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동식
물을 기르고 채취하고 음식을 만드는 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음식은 소화와
배설이 반복되는 과정에 맞추어 늘 새롭게 반복적으로 만들어내야 하며, 재
료와 관련된 일들도 이러한 순환성을 특징으로 한다. 노동은 이처럼 소비를
위한 산물을 만들어 내는 활동이며, 생산과 소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노동이 작용한다. 이와는 달리 작업은 생활의 필요한 물품들을 만들
어내는 활동을 말하며, 집이나 가구, 교통수단 등의 물품이 그 산물이다. 작
업을 통해 물건을 제작하는 일은 생명유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긴급성은
떨어지지만, 그 산물은 곧바로 소비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는 특성
을 가지므로 인간의 삶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한다.5)
노동과 작업은 보통은 구별 없이 인식되지만, 아렌트는 이 양자의 구분
이 무척 중요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노동의 산물은 소비의 대상이고 작업

5)

H. Arendt, The Human Condition 2장에서 이 양자의 구분이 폭넓게 설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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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물은 사용의 대상인데, 노동과 작업의 경계의 모호함은 결국 사용의
대상이 소비의 대상으로 간주되기에 이르고, 이는 건물과 자동차와 같은 사
용품의 사용기간이 소비의 기간처럼 짧아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결국
현대의 소비사회에서 환경문제를 초래하는 근원이 된다. 아렌트의 노동과
작업에 대한 구분이 이런 문제점을 드러내는 탁월한 시각이라고 찰스 테일
러(Charles Taylor)는 평한다.6) 노동과 작업의 구분은 어원적으로도 구분이
가능하다고 아렌트는 지적한다. 우선 노동이라는 영어 단어인 labor의 경우
를 보면, 이 단어는 명사와 동사로 동시에 사용되는데, 명사로 사용될 때
그 의미가 동명사인 laboring의 의미와 다르지 않으며, labor가 그 자체로 노
동의 산물을 지칭하는 경우가 없다. 작업의 영어 단어인 work의 경우도 그
용례가 비슷하지만, work의 경우는 명사로 사용될 때 작업의 산물을 지칭
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다르다. 둘째로 labor에는 ‘수고’, ‘고통’이 의미가 포
함되어 있지만, work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독일어의 Arbeit
는 농노가 하는 농장노동을 가리키는 가운데 수공업적 활동을 가리키는
Werk와는 달리 수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프랑스어에서도 노동을 의미하는
travailler의 어원은 일종의 고문을 뜻하고 있다. 이러한 어원적 연구는 서양
인들에게는 오랫동안, 고통과 수고는 인간이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며, 따
라서 노동에 메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거기서 자유로운 것보다 열등한
상태에 있다는 생각을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노동을 통
해 생활에 필수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일에만 열정을 내는 삶의 방식에 대
해 경멸이 따르기도 했다. 그것은 노예적인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고
대 그리스 사회에서 노동은 노예에게 맡겨졌는데, 이와는 달리 작업은 자유
인들의 일이기도 했다. 작업자는 자유 시민에 속했고, 노예적 속박이 이루
어지지 않는 집단에 속해 있었다.7)
노동 자체의 과정과 노동 생산물의 소비 과정은 인간의 생명 과정 자체
와 연결된다. 그것은 “자연의 무한 반복되는 순환적(cyclical) 운동”8)과 일치
하여 작용이 된다. 이는 노동에 개입된 시간이 순환적임을 보여준다. 아리
6)
7)
8)

Ch. 테일러, 불안한 현대사회, 송영배 옮김, 이학사, 2001, 132.
H. Arendt, The Human Condition, 80~82.
H. Arendt, The Human Condition,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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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텔레스는 자연학 4권에서 시간에 대해 말하는 가운데,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은 주기를 이루며, 그 주기는 마치 원을 그리는 것처럼 생
각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주기적인 반복이 자연의 운동의 특징이며,
따라서 운동을 통해 드러나는 자연적 시간은 원운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
다.9) 노동이라는 인간의 활동은 이러한 시간관을 여실히 보여준다. 노동의
반복은 삶이 지속되는 한 무한히 진행되며, 노동의 완결이나 최종적 귀착은
죽음 이외는 없다. 이는 자연의 거대한 순환에 인간이 속한다는 사실, 즉
인간의 삶이 육체의 존속에 의존하며, 그 존속이 요구되는 한 인간은 노동
에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동물로서의 인간의 모습이 이러한 활동에
반영된다.
살아있는 한 노동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론에 있어서 노동
은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 노동도 활동이므로 이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
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성취가 여기에서도 중요하다. 성취는 만족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성취가 일회적인 특수성
을 가질 수 없고, 완결과 더불어 다시 시작되어야 하므로 성취의 기쁨은 반
복의 질곡 가운데 소멸되어 버린다. 그러나 반복은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
적이므로 그 질곡 또한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과 연관하여 우리는, 무
한히 반복되는 생명의 순환에서 쫓겨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는 것에서 행복
을 발견하고, 생명은 유지되지만 노동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획득할 때 또한 행복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노동에서 항상 벗어나 있어
서는 몸의 유지와 관련된 생의 기쁨에서 분리되어 있으므로, 노동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이따금씩 몸으로 하는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행복을
맛보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상의 행복’은 바로 이러한 노동의 과정 그리고
생의 과정과 연결된다. 노동의 고통스러운 수고는 그 산물을 먹고 마시며
이루는 충족과 만족을 통해 우리에게 행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신진대사
를 통해 유지되는 몸을 가지고 있다는 인간의 조건은 행복 또한 그 몸이

9)

Aristotle, Physica, IV, 223b~224a. J. G. A. 포칵, 마키아벨리언 모멘트, 곽차섭
옮김, 나남, 2011, 45~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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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순환과 반복을 벗어나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행
복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아주 “기초적인 행복(the elemental
happiness)”10)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일상의 행복’이다. 노동과 그에 따른 충
족이 균형을 이루는 한 이 기초적인 행복은 보장되지만, 이 균형이 깨지면
가장 기본적인 행복이 훼손되는 것이다. 균형의 깨어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노동의 대가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음으로써, 즐거운 충족과 만
족의 삶 대신에 가난과 비참이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거나, 노동과 상관없
이 지나친 부가 주어짐으로 해서 노동의 수고가 없이 과도한 소비만을 향
유함으로써 결국 보람된 충족과 만족이 없는 권태의 삶을 사는 것이다.11)
수고와 그에 따른 향유가 삶의 기본적인 행복을 형성하기는 하지만 그렇
다고 해서 그런 삶 가운데 노동의 반복이 가져다주는 고통이 소멸하는 것
은 아니다. 반복적 과정의 근원은 자연이므로 수고는 운명처럼 존재하며,
반복이 주는 고통 또한 인간적 삶을 훼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고대 사회
에서는 노예제를 만들어 노예에게 노동의 수고를 부담시켰다. 노동에 종사
하는 것은 생의 필요, 즉 생명유지의 필연성에 종속된다는 것이므로 노예적
인 복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고대인들은 이런 이유에서 노예제도를 정당
화했다.12) 고대인들의 정치적 자유는 노예에게 노동을 시켜 생긴 여유와
재산 소유를 통해 얻은 여유를 통해 가능했다. 이때 노예는 두 가지 방식으
로 존재할 수 있다. 하나는 전쟁에서 패배하여 끌려와 승리자를 위해 노예
로 복무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자유인이면서도 노예처럼 먹고 사는 문
제에만 몰두하는 경우이다. 노동의 산물이 비지속성을 갖기 때문에 그 자체
의 집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재산 증식을 통해 언제든지 소비의 대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삶에 몰두할 수 있는데, 이 또한 필연성에서 벗어나지
10)
11)
12)

H. Arendt, The Human Condition, 108.
H. Arendt, The Human Condition, 107~8.
이것이 고대인들이 노예제를 정당화한 배경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예제가
정당하다는 말은 아니다. 고대의 노예제는 노동을 인간의 조건에서 분리시키
려는 시도였으며, 근대의 노예제도처럼 착취의 수단으로 노예제도가 활용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아렌트는 지적한다. H. Arendt, The
Human Condition,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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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삶이며, 이러한 삶도 결국 노예적인 것이다. 재산 증식, 즉 경제생활
에만 몰두한 사람은 정치적 자유를 누릴 여유를 얻지 못했다. 경제를 의미
하는 economy라는 말은 원래 가정을 의미하는 oikos에서 나왔다. 경제 활동
은 생명유지를 위한 노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며, 자연적 과정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경제를 가장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경제에만 몰두하는 삶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노예로 만든다.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쓰면서 얻게 되는 행복은 노동과 소비의 순환을 유지하
며 획득하는 기초적인 행복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런데 여기서 향유
하는 행복은 개별화된 사적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형성한 해방 공간 속에
스스로 고립됨으로써 얻는 행복의 성격을 갖는다. 이것이 행복의 중요한 요
소이기는 해도 그것만으로 인간을 완전히 행복하게 할 수는 없다. 경제학자
이정전 교수는 통계를 통해 경제적 부와 행복의 함수관계를 명확히 보여준
다. 그에 따르면 부유한 나라들은 행복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하
며, 가난한 나라들은 행복지수가 상위권에서 하위권까지 고루 위치하고 있
음이 통계적으로 입증된다. 그것은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인당 국
민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낮은 경우보다 행복지수 또한 높게 나타난다. 그러
나 이와 더불어 주목할 점은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소득이 어느 정도
높아질 때까지 행복지수는 가파르게 상승하지만 일정 정도가 지나면 소득
의 증대는 행복지수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13) 물
질적 풍요가 행복의 필수적 요소이기는 해도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인 것이다.
노동과 연계된 행복은 인간의 기초적인 행복을 형성하지만, 이 행복만으
로는 인간적 삶에 충분하지 않다. 행복의 다른 차원은 작업에 대한 분석에
서 드러난다. 작업에 개입된 시간성은 순환적이 아니라 직선적이다. 책상을
만드는 작업을 예로 들어보자. 책상을 만들려면 책상의 재료가 있어야 하
며, 작업자의 머릿속에 어떤 책상을 만드는 지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말하자면, 책상의 질료를 손앞에 두고, 책상의 형상을

13)

이정전, 우리는 행복한가: 경제학자 이정전의 행복방정식, 한길사, 2009,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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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손의 작업을 통해 머릿속에
있는 책상의 형상을 목적으로 하여 재료에 대해 작업을 하여 실제의 책상
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작업의 과정을 보면 시작과 종료가 있다. 이처럼
작업과 관련된 시간은 시작에서 종료에 이르는 직선의 성격을 갖는다.
작업의 시간성이 직선적인 것은 작업을 통해 이루어야 할 하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목적의 설정이 있고 작업 과정을 통해 그 목적을 성취하며,
목적의 성취는 완결을 의미한다. 노동은 자연적 순환의 과정에 맞추어 이루
어지지만, 작업은 작업을 위해 주어진 목적을 따라 이루어진다. 이 목적은
외부로부터 반복적으로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자체로서 반복적으
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목적의 성취는 질적인 차별화를 가질 수 있다.
동일하게 제시된 목적에도 잘 만든 책상과 잘못 만든 책상, 그리고 아주 잘
만든 책상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도구가 주어진다면, 노동의 경
우에는 양적인 변화로 그 결과가 나타나지만, 작업의 경우에는 질적인 변화
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14) 작업에 질적인 차이를 낳는 성취도의 차이는 작
업에 개입된 직선적 시간의 질과 연결이 된다. 현대 사회는 이러한 질적 차
이를 낳는 시간의 소유에 따라 연봉의 차이를 낳기도 한다.
작업과 연관된 행복은 작업자가 작업을 통해 이루려는 목적을 얼마나 잘
이루었는가와 연관이 된다. 노동처럼 반복적 성격을 가진 일에서는 찾기 어
려운 행복과 성취의 보람을 작업에서는 찾을 수 있다. 일을 통해 성취를 이
루고, 그 결과물을 놓고 행복할 수 있는 것. 일을 통해 행복할 수 있는 것
은 노동이 아니라 작업의 성격을 갖는 일에 제한된다. 직선적 시간이 개입
된 일에서 말이다. 우리의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대체로 반복적인 일과
목적적 성취를 이루는 일이 결합되어 있다. 성취를 통해 얻어지는 행복감은
성취되는 목적과 연결이 되는데, 그 목적이 어떤 것인가와 어느 정도 성취
를 이루었는가가 행복감의 정도를 결정지을 수 있다. 여기서 행복감의 정도
는 주관적으로 결정이 되지만, 행복감이 목적의 존재와, 또한 그 목적의 성
취 정도와 연관된다는 점에서는 객관적이다.
책상의 제작이라는 예를 통해 이해를 추구해 보았던 작업의 특성은 비록

14)

H. Arendt, The Human Condition,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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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과는 다른 성격의 일이지만 그와 같은 시간성의 요소를 가진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논문을 작성하는 일이 그렇다. 논문 작성은 독서와
사색을 통해 생각한 내용을 글로 만들어 내는 일이며, 이는 생각 속에 있던
것을 글이라는 형태로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작업과 같은 성격을 갖
는다.15) 목적을 가지고 저술 작업을 하여, 그 의도한 결과를 잘 이루어내는
지의 여부에 따라 정도가 다른 성취감과 행복감을 낳는다.
작업의 특성을 갖는 또 다른 사례로서 인간의 삶을 들 수 있다. 작업이
노동과 차별화되는 목적이라는 요소는 인간의 삶에도 적용하여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삶에 어떤 목적이 개입이 되면 그 삶에는 질적인 변
화가 발생한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목적은 가치로 변모하기 때문이다. 릭
워렌(Rick Warren)의 목적이 이끄는 삶은 삶에 종교적 목적을 부여함으로
써 삶에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행복에 대한 길잡이를 한다.16)
일상의 반복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의 전환은 삶 가운데 어떤 목적의식을
갖는가와 연결이 된다. 목적의 존재가 작업에 개입된 시간의식을 바꾸어 놓
기 때문에, 작업의 산물은 인간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작업의
산물에 내재된 것은 작업자의 정신 속에 존재했던 목적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는 인간의 삶에 소위 ‘본질’이라
는 것이 작용하는 데 주목했다.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에서 사르트르
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유명한 명제를 제시한다. 예컨대, 칼과 같은
존재물의 경우는 본질이 그 사물의 존재에 앞서 있었고, 제작의 과정을 통
해 본질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제작물인 칼이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 그러
나 인간에 대하여는 그런 본질이 미리 존재하지는 않고, 인간이 자신의 삶
의 목적을 스스로 정함으로써 실존적이 된다는 것이 사르트르의 생각이
다.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에 외부적인 목적이 개입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삶은 작업과 유비되어 이해될 수 있다. 사르트
르가 자유라고 부른 실존적 행위는 그 목적이 외부에서 주어져서는 안 되
며, 스스로 결정하여 자신에게 부여하는 행위라야 한다. 이 경우 행복은 삶
15)
16)
17)

H. Arendt, The Human Condition, 95.
R. 워렌, 목적이 이끄는 삶, 고성삼 옮김, 디모데, 2003 참조.
J.-P. 사르트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방곤 옮김, 문예출판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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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적을 가질 수 있고 스스로 수립한 가치에 따라 성취를 이루는지의 여
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루었는지, 혹은 어느 정도로 그 목적을 위해 분
투하였는지에 따라 확인될 수 있다. 세상의 저항을 받아 그 목적이 현실화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개인은 자신의 분투의 정도를 놓고 스스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선각자의 삶이나 종교적 순교자의 삶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
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일신 종교에서 나타나는 종교적 삶,
즉 영적인 삶(vita spiritualis)의 경우도 작업에 비유한 실존적 삶과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다. 영적 삶은 그 가치를 종교에서 부여받는다. 다신교 혹은
개인의 깨달음에 집중하는 종교와는 달리 유일신교에서는 신으로부터 내려
오는 계시를 중요시하고, 자신의 삶을 계시가 지시하는 대로 맞추려고 노력
한다.18) 이때 종교적 신자는 종교적 계시를 삶의 목표로 삼고 그것의 성취
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유일신교는 무한한 존재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그 신에게 어울리는 영원성(eternity)을 종교적 경험과 더불어 설정하게 된
다. 그러나 영원성은 특별한 종교적 체험이 아니고서는 경험될 수 없다. 종
교인의 일상의 삶은 신적 목표를 향하던지 아니면 그 반대의 삶을 지향하
여 타락의 삶을 살든지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직선적 시간의식이 작용한
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신앙인이 “최고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던지, 아니면 그로부터 돌아서서 “낮은 부분으로 떨어져” 타
락하는 길에 서 있는 의지를 가진 인간에 대해 말한다.19) 위로 올라가는
길이든지 아래로 내려가는 길 모두는 직선의 길이다. 다만 어디를 향하는가
의 차이만이 있는 것이다.
아렌트의 행위 개념은 노동과 작업의 개념과는 성격적으로 구별된다. 인
간이 개인으로서 물질적 대상물을 향해 하는 활동을 노동과 작업이라고 한
다면, 행위는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가는 활동이다. 이 행위 개념을 통해 아
렌트가 추구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의 특성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행
위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형성하는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

18)
19)

여기서 유일신교란 주로 유대교, 가톨릭교, 개신교, 이슬람교를 말한다.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성한용 옮김, 대한기독교서회, 200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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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통해 정치적 삶을 이끌어가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므로 행위에는
보고 듣는 타인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보고 듣는 타인들 앞에 선 행위자는
타인이 보고 들을 가치가 있는 주제에 대해 의미 있는 의견을 제시해야 한
다.20) 작업이 타인의 존재와 상관없이 스스로 목적에 몰두하는 활동이라면,
행위는 행위 자체의 내용적 특성과 더불어 그 행위가 타인들 앞에서 보고
들려지는 가운데 무엇인가가 추구된다는 특성 등 이중의 특성을 갖는 활동
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고 하며 폴리스라는 정치
공동체를 통해서만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 같은
정치적 동물로서의 인간이 행하는 공동체적 행위가 바로 아렌트가 설명하
려는 행위이다. 현대에는 이런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적 공간이 침해
되고 정치적 행위의 중요성이 점차 잊혀져가고 있다는 판단에서 정치의 중
요성을 회복시키려는 것이 이런 구분을 하는 아렌트의 의도이다.
행위의 이중적 특성으로 인해 행위에 개입된 시간성 또한 이중적이다.
이 이중적 시간성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를 우리는 포칵의 공화주의에 대한
설명에서 얻을 수 있다. 포칵은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 이론을 설명하면서,
“공화국, 즉 아리스토텔레스적 폴리스가 15세기 시민적 휴머니스트 사상 속
에 개념화되어 다시 나타났을 때, 그것은 보편적이자 개별적인 의미를 동시
에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시민들이 이 생(生)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가치
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는 보편적이었고, 스스로 시공간 속에
서 유한한 존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는 개별적이었다.”21)라
고 말한다. 포칵은 시민이 시공간 속에서 유일한 존재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존적 상황에 있지만, 그 가운데 시민이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장으로서 정치적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공화
국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인간이 시간 속에서의 국부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개별자의 유한성을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공간에서 합리성과
이해 가능성을 통해 그런 시간적 특수성을 넘어서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 두 측면은 아렌트의 행위 개념의 두 특징과 대응된다.

20)
21)

H. Arendt, The Human Condition, 188.
J. G. A. 포칵, 마키아벨리언 모멘트,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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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의 행위가 타인들 앞에서 보고 들려지는 가운데 무엇인가가 추구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선, 타인과 공통적인 점, 보편적인 무
엇, 가치 있는 무엇이 추구된다고 보면, 아렌트의 행위는 작업의 경우처럼
직선적 시간성을 통해 가치를 추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작업은
혼자서 하는 것이라면, 행위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공적 영역에 모인 개인들은 이런 직선적 시간의
식을 지닌 개인들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행위는 자신의 차별화된 누
구됨(whoness)의 드러냄을 내용으로 한다. 아렌트는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
들과 구별하여 그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적이고 독특한 측면을 가리켜 ‘누
구됨’이라고 부른다.22) 다른 사람과 공유되며 단지 그 차이만을 말하는 공
통적 속성의 부분은 무엇됨(whatness)이라고 부른다. 누구됨의 드러냄은 개
성의 표현(expression)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시간은 실존의 탈자적
(ek-sistant) 성격을 갖는다. 거칠게 말해 ‘실존적 시간성’이 행위에 개입되어
있다는 말이다. 개인이 자신의 실존적 모습을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행위, 따라서, 정치적 행위에서 나타나는 시간성은 직선적 시간과 실존적
시간이 결합된 것이다. 여기에 대해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정치적 시간성’
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행위와 관련된 행복을 아렌트는 공적 행복(the public happiness) 혹은 정
치적 행복이라고 불렀다.23) 행위가 두 측면을 갖고 있는 것처럼 공적 행복
의 성취 또한 두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타인들과 더불어 만들어 내는
공적 영역에서는 타인들과의 소통의 계기가 작동한다. 행위자의 말과 행위
는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고 보여질만한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서 그것은 내용상 타인과 공유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타인에게 들려지
고 보여질만한 것이라는 말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별하는 기준
이다. 공적 사안에 대해 던져진 행위자의 의견은 소통 과정을 통해 타인과
의 공유점을 형성하는데, 그것이 공적 가치이다. 공적 가치는 혼자서 만들
22)
23)

H. Arendt, The Human Condition, 181~2.
H. 아렌트, 혁명론, 홍원표 옮김, 한길사, 2004, 216. 공적 행복에 대한 자세
한 논의는 졸고 ｢공적 행복의 해부: 미국 혁명, 2008년 촛불집회, 그리고 한나
아렌트｣, 철학연구, 제87집, 철학연구회, 2009, 85~1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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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점이 작업에서
이루어지는 가치와 차별화되는 점이다. 행위자는 타인과 더불어 자신의 직
선적 시간 속에서 목적을 성취하려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은 공동의 직선적
시간 속에서 목적을 성취하려는데, 이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공공성은 이러
한 시간성이 종합된 가운데 형성된다. 한편에서는 행위의 행복은 이러한 행
위의 목적 성취 및 그 성취를 위한 노력에서 얻어진다. 다른 편에서는 행위
가운데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가운데 실존적인 탈자적 행위를 통해 행복
이 얻어 진다. 특히 후자의 행복은 타인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 자기 현시
적, 혹은 표현적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룰 수 있다.24) 행위에 개입된
두 개의 시간성으로 인해 행위의 행복인 공적 행복은 이처럼 이중적 방식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행위의 두 측면 가운데 어느 한쪽의 행복만을 온전히 이룬
다면 그것은 온전한 공적 행복이 될 수 없다. 예컨대 표현적 계기의 성취
없이 이루는 소통을 통한 가치의 성취는 공적 행복이라기보다는 이론적 합
의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여기서 오는 행복은 작업에서 오는 성취의
행복과 동질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소통을 통한 가치의 성취가 없이
일방적 자기표현에만 몰두함으로써 얻는 자아도취적 행복이거나, 공공성과
소통가능성이 부재한 일방적 독단에 빠진 상태에서 경험하는 도착적 행복
일 수밖에 없다.25)
여기서 다시 종교적인 영적 삶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 보자. 앞서 작업과
연관하여 영적 삶을 설명했는데, 그것은 작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삶의 경우를 말한 것이다. 그러나 종교도 사회
안에 존재하며 종교적 삶도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26) 그런데 행위의
24)

아렌트의 행위 개념에 담긴 소통의 계기와 표현의 계기의 구분은 M. P.
D’Entrèves, The Political Philosophy of Hannah Arendt, Routledge, 1994, 76~9,

25)

26)

99~100 참조.
독단에 빠진 행위자의 정신상태에 대해서는 졸저 아모르 문디에서 레스 푸
블리카로, 아포리아, 2015, 42~4 참조.
종교의 공공성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보여주는 사례로 M. 볼프, 배제와 포
용, 박세혁 옮김, IVP,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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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측면을 고려하다면, 종교가 정치의 맥락에서 작용할 때 대중 혹은 타 종
교와의 소통의 측면과 자신의 신앙에 대한 표현의 측면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만일 소통의 측면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신앙에 대한 표현을 공
적 공간에서 일삼으며 행복감에 빠지는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도착적 행
복감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활동에 대한 아렌트의 구분, 즉 노동과 작업, 그
리고 행위로 구분한 내용을 시간성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각각의 활동들이
이루는 행복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아렌트는 영적 삶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가 없지만, 종교가 인간의 행복에 대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아렌트에
대한 논의의 한계 안에서 영적 삶을 도입하였다.
우리는 각각의 활동에서 행복이 질적으로 다르게 경험된다는 것을 이 분
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우리가 행복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가라는
우리의 질문에 대해, 우리는 행복이 질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 그
래서 행복을 이루려면 어떤 활동을 통해 어떤 노력을 함으로써 어떤 행복
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점을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III.
노동과 작업, 그리고 행위에 대한 아렌트의 구분을 우리는 시간성을 중
심으로 해석해 보았다. 그렇다면 공간성을 중심으로 한 해석은 행복에 대한
추가적 해명을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공간성은
행복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구분해 준다는 점에서 우리는 행복의 다양한 측
면들이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아렌트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했다. 사적 영역이란 재산과 같
은 사적인 일들이 다루어지는 영역이며, 공적 영역이란 공통적인 관심사를
다루는 영역이다.27) 이러한 구분은 고대 그리스를 모델로 한 것이며, 가정
(oikos)은 사적 영역에 해당하며 폴리스는 공적 영역에 해당한다. 노동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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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사적인 것을 다루는 활동이므로, 이 활동들은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
며, 정치적 활동인 행위는 공적 영역에서 다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데 현대로 와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구분은 모호해졌다. 근대와 더불
어 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제가 공적 영역에 들어와 공적 관심사를 빼
앗아 가벼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사회적인 것의 등장인데,
사회적인 것이란 공적 관심을 받고 있으나 본래는 사적인 특성의 것을 말
한다. 사적인 것이 등장하면서 공적 공간은 사회적인 것을 위한 자리와, 본
래의 공적인 것을 위한 자리가 구분되어야 하는데, 본래의 공적인 것을 위
한 자리인 정치적 공간은 사회적인 것의 힘에 눌려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
하게 되었다. 아렌트의 정치철학적 노력은 이러한 정치적 공간의 회복에 있
었다. 그런데 사적 영역 또한 변화가 발생했다. 사회적인 것의 등장으로 말
미암아 사적 영역은 개인의 내밀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프라이버시의 공간
처럼 여겨지게 되는, 일종의 변형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렌트의 공간론은 활동의 구분과 일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복에
대한 논의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렌트와 사상적으로 근거리에
있는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28)에게서 대안을 찾을 수 있다. 하버
마스는 사회학적 행위들을 설명하는 가운데 행위가 이루어지는 세 개의 세
계(world) 개념을 구분하는데, 주관적 세계(the subjective world)와 객관적 세
계(the objective world), 그리고 사회적 세계(the social world)가 그것이다.29)
주관적 세계란 타인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인간의 내면적 공간이며, 행위의
의도가 형성되거나 행위로 표현되는 정신세계를 말한다. 하버마스는 주관적
세계가 “행위자가 다른 사람에 비해 특별한 접근권을 갖는 주관적 체험의
총체”라고 규정한다. 하버마스의 소통행위이론에서는 내면세계가 중요하게
27)
28)

29)

H. Arendt, The Human Condition, 56~7 참조.
하버마스는 아렌트의 사상이 자신의 소통행위이론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
음을 수차례 인정했다. J. Habermas, “On the German-Jewish Heritage”, Telos,
44, 1980, 128~9.
J. Habermas,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I: Reason and the
Rationalization of Society, Th. McCarthy, trans. Boston, 1984, 84~94; J.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이론 I, 장춘익 옮김, 나남출판, 2006, 13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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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어지지는 않지만,30) 아렌트의 행위 개념에서 자기 현시의 측면이 이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행복의 구조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
다. 객관적 세계란 사물들이 존재하는 공간을 말한다. 우리의 행위는 객관
성을 가진 어떤 물적 대상과 관련되므로 그러한 자연물과 인공물이 존재하
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다. 소통의 과정에서 물적 대상의 것이 문제가 되면
우리는 대응설적 진리관에 의거하여 사실 확인을 하게 된다. 이때 객관적
세계는 그러한 사실 확인을 위한 준거가 되는 세계이다. 사회적 세계란 도
덕과 윤리, 에티켓 등의 사회적 규범이 형성되고 작용하는 공간이다. 사회
적 규범들은 상호주관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므로 이 세계는 상호주관적으로
공유된 세계(the intersubjectively shared world)라고 부르기도 한다. 소통적 행
위 과정에서 규범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상호주관적으로 인정된 규범의
사회적 타당성을 기초하여 해결이 시도된다. 이는 아렌트의 ‘세계(the
world)’ 개념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 다르게 규정된 것이다. 아렌
트의 세계 개념이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버마스의 사회적 세계는 윤리적 규범처럼 상호주관적으로 형성
된 규범을 중심으로 설명된다.
하버마스의 세 세계 개념에 우리는 영적 세계(the spiritual world)를 더하
여 모두 네 개의 세계 개념으로 행복에 대해 논의해 보려고 한다. 아렌트에
게서 영적 삶이 고민의 대상이 되지 않았듯이, 하버마스에게도 소통행위이
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시점에서는 영적 세계 혹은 종교의 문제가 적극
적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31) 그러나 역시 종교의 문제는 행복론과 행
30)

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주로 연대성의 형성의 문제와 관련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하버마스를 비판적으로 다룬 논문은 졸고, ｢의사소통과 의식적 주체
의 문제: 하버마스와 디터 헨리히의 논쟁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제26집,

31)

대동철학회, 2004, 67~86 참조.
의사소통행위이론을 형성하는 가운데 하버마스는 뒤르켐의 종교 이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지만, 이때의 관심사는 종교의 규범적 역할을 소통행위가 대신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는 데 있었다. 그가 종교 자체를 적극적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공적 영역의 수준에서 논의를 이끌어가는 것은 9.11테러 이후
의 일이다. 위르겐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이론 II, 장춘익 옮김,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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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므로, 적어도 “우리는 행복에 대해 무엇을 가
르칠 수 있는가?”에 대답하려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적 영역의 존재론적
위상 자체에 대한 논의를 건너 뛴 채 영적 세계를 별도의 세계로 놓고 논
의를 전개해 나갈 이유가 있다.
신앙은 영적인 삶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영적인 것이란 한 인간의 삶의
중심을 말하는 것이며, 비물질적 특성을 갖지만 나의 삶 전체에 영향력을
주는 원리와 가치를 부여하는 차원이다. 영성이라는 “비물질적 영향력”은
타인을 향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향할 수도 있다. 영성이 개인에게 하
는 작용은 개인이 갖는 다중적 정체성에 통일과 균형을 제공하는 일이다.32)
한 개인의 정체성을 말할 때 우리는 마치 한 사람이 하나의 색깔을 가진
존재인 것으로 말하지만, 정체성 자체는 다중적 성격을 갖는다. 어떤 이가
교수이면서 남자이고 경기도에 거주하고 음악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의 정
체성은 이러한 다양한 면모가 종합되어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다중성을 관
통하여 중심을 형성하는 것이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가 “네 영
혼을 돌보라”는 말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해보면, 나의 삶의 다양한 영역들
을 꿰고 있는 그 중심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아
렌트가 분석한 나의 다면적인 활동들, 그리고 하버마스가 말하는 나의 행위
가 관계하는 여러 영역들이 어떤 중심적 원리와 가치에 따라 펼쳐지고 있
는데, 그 중심적 통합이 영성의 영역이다. 이런 작용을 하는 정신의 공간을
영적 세계라고 부르려는 것이다.
영적 세계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종교적 삶 외에도 아렌트
가 말한 관조적 삶(vita contemplativa) 또한 이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영적 세계는 주관적인 내면세계와는 다르다. 거칠게 말해 내면
세계는 심리학의 대상 영역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면, 영적 세계는 철학과
종교의 영역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하버마스에게서 차용한 내면세계, 객관적 세계, 사회적 세계 개념에 덧붙
2007, 132 및 J. Habermas, Habermas and Religion, Craig Calhoun et. al. ed.
32)

Malden, 2013, 2~3 참조.
찰스 테일러는 종교의 이러한 역할에 관심이 있었다. Ch. Taylor, The Sources
of the Self, Cambridge, 1993, 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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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영적 세계까지 포함한 네 개의 세계 개념을 행복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
한 공간 개념으로 받아들여, 앞 절에서 분석하였던 다양한 측면의 행복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자. 우리는 네 개의 공간에서 행복이 잘 이루어질 수도 있
고 불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안다. 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복을 구
분하려면 우리는 기준점들이 필요한데, 그 기준점들을 중심으로 행복과 불
행이 전개되는 양태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앞 절의 분석에서 언급되
지 않았던, 상세한 분석이 요구되지 않는 행복의 요소들까지 포함하여 체계
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내면세계는 심리적 영역으로서 심리적 질서가 형성되어 있는지, 혼란이
발생하는지가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구분이 된다. 개인의 주관적 내면세계
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질 수도 있다. 내면세계가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서도 정신적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 개인
은 주관적 심리적 안정과 행복을 이룰 수 있다. 이는 동양에서 ‘신독(愼獨)’
이라고 불렀던 정신적 태도를 가지고 이룰 수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만일
그 개인이 외부 세계에서 도피하여 내면세계에 함몰되어 버린다면 온전한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되지 못하고 환경에 노예적으로
굴종하면서도 스스로 그것을 정당화하는 자기 합리화에 침몰한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에리히 프롬이 말한 ‘자유로부터의 도피’의 심리라고 할
수 있다. 또 개인은 자신의 은폐된 마음 안에서 환상적 상상력을 발동하여
비실제적 행복을 누릴 수도 있다.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일들을 마음속에
서 상상을 통해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도취적 광기로 이어져 남에게 피해
를 끼친다면 부정적 현상이지만, 약간의 자기기만이 작용한 자기만족 수준
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실에서 우리
는 전능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로 인한 불만을 모두 불행의
요소로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현실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사상의 자유는 내면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다. 현실의 제약 안에서도 우리는 내적 자유를 통해 행복의 기초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외적 혹은 내면적 억압의 기제
가 작동함으로써 정신병적 고통을 당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내면세계가 단지 은폐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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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술 활동이나 도덕적 삶을 통해 내면적 정신세계를 표현할 수 있다.
예술 활동이나 공적인 자기표현 등을 통해 이것이 가능한데, 이런 자기표현
이 지속적으로 억압이 된다면 제대로 된 자아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불행에 처하게 된다. 개인의 탁월한 도덕성을 드러내는 것도 내면의
표출에 해당된다. 이때의 도덕성이란 헤겔이 인륜성(Sittlichkeit)과 구별한
도덕성(Moralität)을 의미한다. 정신적 도덕의 세계를 형성하고 표현하는 것
은 도덕적 주체로서의 행복감을 얻게 하지만, 그러한 도덕이 배타적으로 작
용하고 자신의 정신적 고귀함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면 그것은 관
계를 파괴하는 정신적 교만에 머물게 된다.
객관적 세계는 자연과 인공물의 세계이며, 이것이 순기능을 할 때는 신
체적으로 건강한 삶, 평온한 자연환경, 안정적 노동과 작업 활동을 통한 일
상의 행복, 기초적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공간에서 발생하는 역기
능은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 자연 재해나 재난으로 인한 불안정과 고
통, 일거리를 갖지 못해 발생하는 생계의 어려움과 실패로 인한 어려움 등
을 통해 불행을 유발하게 된다.
사회적 세계에서의 행복과 불행은 공유된 가치의 성취와 작용이 이루어
지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런 가치가 잘 성취되고 작동이 된다면 개인
의 사적 관계에서는 안정이 이루어지고,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에서는 우정
이나 사랑 혹은 동료애를 이루어갈 것이다. 노동과 작업의 영역에서는 소유
와 성취와 향유의 기쁨이 있게 되고, 사회적 활동의 영역에서는 개인의 자
아실현과 사회 발전이 연결될 것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사회는 부와 풍요
를 누리며 개인은 행복을 누리게 된다. 정치적으로도 사회 문제들을 적절히
해결하고 좋은 구조를 만들고 개선함으로써 사회 발전을 이루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공 영역의 활성화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공간에서의
가치는 다양한 형태의 윤리로 표현되는데, 이때의 윤리는 헤겔이 말하는 인
륜성(Sittlichkeit)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세계에서 가치의 공유가
이루어지 않고 가치 부재의 상황이 형성되면 개인적 관계에서는 갈등과 충
돌이 발생하고, 경제적으로는 빈곤과 실업, 사회적 성취의 기회 부재, 빈부
의 격차 심화로 인한 사회 불안 등이 야기될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병적 사
회 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생명의 정치가 아니라 죽임의 정치만이 난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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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이런 사회적 공간에서는 도덕적 윤리적인 성실성이 인정받지 못
하며 기만과 술수만이 횡횡하며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의 대가가
행복으로 이어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시민의 공적 노력은 사회적 세계를
잘 가꾸는데 기울여져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도 조
성이 되며, 그런 공적 노력을 기울이는 이들은 공적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영적 세계는 영적 성숙도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나뉜다. 영적 차원을 신
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철학적 사유와 반성, 신앙적 태도에 있어서
의 열린 태도 등을 영적 차원의 요소로 포함하여 이해해야 한다. 영적 성숙
은 철학적으로 관조의 행복을 가져다주는데, 철학적 사유의 부재는 무반성
과 무사유로 이어지며, 이는 아이히만의 경우처럼 ‘악의 평범성’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33) 종교적 신앙의 경우는 개인의 구원의 차원과 종교가 가
져야 할 공공성의 차원을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개인의 구원 차원에서 신
앙은 현세적 삶에 있어서 안정성을 가져다주고 도덕성을 세우며 자선 등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런데 종
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배타적인 태도와 독선적 모습을 가질 경우에는 오
히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볼 때 자기 모순적
인 삶에 빠지게 된다.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가
르치는데, 종교의 이름으로 배타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와 모순되기 때문
이다. 또한 종교는 사회 구성원을 신도로 가지며, 사회 안에서 작용하고 있
기 때문에 공공성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공공성을 갖춘 종교는 종교 간의
평화의 길을 모색하지만, 공공성이 부재한 종교는 신앙의 내용을 이데올로
기화하여 종교 간의 평화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내며, 결국 문명충돌이
라는 테제가 적용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다.
33)

유대인 학살을 행정적으로 책임을 지고 수행했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참관한 한나 아렌트는 그의 악행이 그의 악마성이나 성격적 흉포성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사유하지 못한데서 온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사유의 부재, 즉 무사유(無思惟)라는 현상을 통해 악의 평범성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아이히만에게 적용하였다. H.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
이히만, 김선욱 옮김, 한길사,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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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는 하버마스를 이용하여 구성한 네 개의 공간에 아렌트와
더불어 분석했던 다양한 측면의 행복들을 정리해 보았다. 이제 분명해 지
듯, 아렌트 자신이 제시한 공간적 개념들보다는 하버마스의 공간적 개념들
이 행복 개념에 장착된 다면성을 잘 펼쳐서 보여준다. 아렌트의 노동과 작
업에 연관된 행복의 유형은 여기서 객관적 세계와 사회적 세계로 나뉘어
정리되었고, 행위와 관련된 행복의 유형은 내면세계와 사회적 세계로 펼쳐
지고 있는 것이다.

IV.
행복의 다면성에 대한 이상의 논의는 결코 행복의 본질에 대한 완전한
논의가 될 수는 없다. 그보다 이는 행복에 대한 교육의 측면에서 접근한 것
으로, 행복에 대한 논의가 객관적인 내용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행
복에 대해 어느 한 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행복을 제대로 다루는 것이 아니
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표로 만들어 본다면 행복의 다면성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은 위의 내용을 정리하여 만든 표이다.
(표: 행복의 구조 이해를 위한 표)
공간
구분

양상

기
준
은폐

질서
내면

표현

(주관
적)
세계

은폐
혼란
표현

내용

행복/불행 유형

비고

안정적 심리 상태

주관적, 심리적 행복

신독의 영역

환상적 상상력

비실제적 행복

환상의 긍정적 기여

내적 자유의 세계

심리적 행복

주어진 제한내의 자유

표현적 활동

표현의 행복

예술, 공적 표현

도덕적 자아실현

도덕적 행복

강한 도덕성 요구

내면세계로의 도피

내면에의 함몰

자유로부터의 도피

정신의 병리적 표출

도취적 광기

타인에게 피해

병리적 휘둘림
표현의 억압

정신병적 고통
자아의 왜곡

의학적 치료 필요
비정상적 표출/위기

배타적 도덕성

정신적/도덕적 교만

관계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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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순기 자연
능
활동
객관
적
세계

신체
역기 자연
능
활동
관계
가치
성취

경제

사회
정치

적
(공유

관계

된)
세계
가치

경제

부재

건강

안전한 삶

일상의 행복/

안정적 노동

수고의 결실 향유

기초적 행복

성공적 작업

성취의 행복

질병

육체의 고통

재난

파괴와 상실의 고통

일상의 위협/

노동의 고통

실업/과도한 노동/

보험 들기

작업
사적 관계

착취/실패
관계의 안정성

사적 영역

순전히 함께 있음
노동과 작업

우정/사랑/동료애
노동/성취/소유/향유

규범/윤리
노동/직업윤리

사회적 활동

사회적 자아실현

성공의 여건

부와 풍요
구조 변화

사회적 여유
사회 발전

사회의 번영과 발전
사회문제 감소/안정

정치 행위

공적 행복

정치적 참여 활성화

악연/갈등

충돌/파괴

관계 개선 요구

노동과 작업

빈곤/실업

경제공황/구조적 문제

사회적 활동

인정받지 못함/실패

저고용/비효율

빈부격차 심화
병적 사회구조/식민 상

사회 불안

재분배구조/경제윤리

비정의/정치적불평등

개혁/혁명

파괴/살상

평화

사유

관조의 행복

철학

개인의 구원

삶의 조화/영적 행복

정체성 통합 원리

공공성을 갖춘 종교

종교 간의 평화

문명 공존

사유의 부재

무반성/무사유

악의 평범성

영적 (반성) 부재

자기 모순적 삶

극단적 종교행태

공공성 부재의 종교

신앙의 이데올로기화

문명충돌 테제

정치 태
분쟁/전쟁
관조
성숙
영적
세계

신앙
관조

빈곤

신앙

건강의 기쁨

평온한 환경

인간에 대한 이해가 표 하나로 정리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한 이 표가
가진 한계는 분명하다. 더욱이 인간의 활동을 분석하고 정리한 것이 도식적
으로 정리되기는 어렵다. 이 표에서 이루어진 공간 구분에도 불구하고 공간
이 중복되거나 회색지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접근
은, 우리에게 행복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행복을 이루기 위
해서는 우리의 시각이 단순해서는 안 되며, 다중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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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appiness and the Human Condition
- An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e of Happiness Kim Seon-Wook
(Soongsil Univ.)
This article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a multiple viewpoint for
understanding and educating happiness. Happiness is related to the happy
feeling, the happy feeling comes from an achievement in an activity, and the
achievement is made in connection to a certain objective element of the
activity. To get an understanding of the various aspects of happiness, thus, we
need to comprehend various aspects human activities. Hannah Arendt analyses
them into labor, work and action according to their qualities in her The Human
Condition, and I will interpret them according to their temporalities. I also add
the spiritual activity to Arendt’s three activities so as to get a whole view of
happiness. In addition, I try to organize the various aspects of happiness by
means of the concept of space. For this I get the help of Jürgen Habermas's
concept of three worlds: the inner world, the objective world, and the social
world. I also add to them the concept of the spiritual world for a better view
of happiness. In the conclusion, I suggest a table that organizes various aspects
of happiness according to the worlds fitting the qualities of the various aspects.
It will show that happiness contains qualitatively different aspects and that we
need a multiple view point, not a simple one to have a proper understand of
happiness.
Key words: Happiness, Labor, Work, Action, Spirituality, World, Arendt,
Haberm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