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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감정의 변수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공동의 역사와 기억을 

만들어내는 요소라는 점을 강조한다. 감정은 트라우마를 통해 정체성의 위기가 초래

될 경우 적극적인 집중화의 노력을 통해 정체성 회복과 재구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다. 이러한 특성들은 사회적 관계, 특히 국가와 민족 등 집단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동아시아의 국제정치를 탐구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원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논문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국제

정치이론이 왜 미흡한가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소개하고, 이것이 서구 중심의 메타서

사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감정의 패러

다임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감정의 개념과 그에 대한 철학적 논의, 이성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국제정치학 내의 논의를 정리하고, 감정 변수가 사회적 관계에서 작용하

는 메커니즘, 그리고 집단정체성과 역사, 기억 사이에서 감정이 수행하는 역할에 초점

을 맞춘다. 이러한 논의에 이어 동아시아에서 감정의 패러다임이 적극 도입되어야 하

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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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국제정치학을포함한사회과학의여러분야는오랫동안합리성패러다임의지배를

받아왔다.국제정치이론의주류인현실주의와자유주의뿐아니라비판적접근방법의

대부분도인간의이성을기반으로한합리성의전제를은연중에포용하고있는경우가

많은데,최근이에대한적극적인반성과성찰이이어지고있다.심리학의발전과생물

학및인지과학과의융합적접근등에힘입어인간의합리성이라는전제를넘어그동

안다루지못했던인간본성의여러측면,특히‘감정’에관한연구들이증가하고있다.

그동안사회과학내에서‘감정’에대한논의는매우더디게이루어져온편인데,여기에

는측정이나개념화가어렵다는방법론적문제도있었지만,감정이인간이성의긍정

적인모습에장애요인으로작용한다는편견도크게작용해왔다.

한편탈냉전기에들어와동아시아등비(非)서구권의독자적인이론이가능한가에

대한관심이높아졌다.동아시아의경제적성장에비해학문적위상이나국제정치이론

차원의존재감은상대적으로여전히미흡한상황이었기때문이다.이러한맥락에서본

논문은동아시아의독특한모습을담아낼수있는이론적도구로서‘감정’의요소를제

시한다.이논문에서는특히감정의변수가무엇보다도사회적기능을수행하고기존

의합리성패러다임만으로는다루기어려운점들을이해하는데중요한역할을담당한

다는점을부각시키고,정체성을수립하기위한매개체로서공동의역사와기억을만

들어내는기능에초점을맞춘다.감정은트라우마로인한정체성의위기가초래될경

우적극적인집중화의노력을통해정체성회복과재구성에결정적인기여를한다.이

러한특성들은사회적관계,특히국가와민족등집단사이의관계를이해하는데유

용하게적용될수있으며,동아시아국제정치를탐구하는데적극원용될필요가있기

때문이다.

다음장에서는먼저동아시아국제정치이론이왜미흡한가에대한학계의관심을소

개하고,이것이서구중심의메타서사구조에서벗어나기위한문제의식을반영하고

있다는점을강조하면서감정의패러다임을제시한다.이를바탕으로제3장에서는본

격적으로감정의개념과그에대한철학적논의,이성과감정의관계에대한국제정치

학내의논의를정리한다.제4장에서는감정변수가사회적관계에서작용하는메커니

즘을다루며,집단정체성과역사,기억사이에서감정이수행하는역할에초점을맞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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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러한논의를기반으로제5장에서는동아시아에서감정의패러다임이적극도입

되어야하는이론적근거를제시하려한다.이상의논의를통해이논문은새롭게떠

오르는감정의패러다임이동아시아지역의국제정치를이해하는데있어서도큰도움

이될것이라는점을보여주고자한다.

II. 동아시아 국제정치이론의 결핍에 대한 성찰

탈냉전기에들어와비(非)서구국제정치이론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왜비서

구국제정치이론이존재하지않는가”에관한궁금증이커져왔다(AcharyaandBuzan

2010,1-2),1)국제정치학의주류이론들이서구의경험을기반으로하고있다는점을

고려할때이러한질문은중요한의미를지닌다.비서구지역의현실정치적중요성이

그어느때보다도커지고있는시기에학문적으로나이론적으로동아시아의존재감을

부각시킬수있는이론틀이나개념,시각이따로존재하지않으며,지금까지이루어진

연구들은대부분서구의이론들을동아시아에적용하려는시도에그쳤기때문이다.반

세기에걸친냉전의정치적구조와이데올로기의대립이라는장애물로말미암아동아

시아와같은비서구지역에대한이론화작업이충분하게진전할수없었던반면,탈냉

전기가도래한이후에는동아시아의독특한시각과목소리에대한기대가점차높아지

는것도이러한문제의식에기인한다.

여타사회과학분야에비해국제정치학은서구의존도가높은편인데,서구중심의

세계관은하나의‘문명표준’또는보편적‘메타서사’(metanarrative)로간주되어왔다.

이러한메타서사는리오타르의비판처럼‘무역사적이고전체화된’것으로서,지배세력

의특정이데올로기를반영해왔다(Lyotard1984,34-37).제국주의의침탈과글로벌

헤게모니의영향으로부터오랫동안자유롭지못했던동아시아에서과거의역사적경

험에대한비판적성찰과더불어새로운이론적프레임워크를확립하는일은이런맥

락에서중요한과제이다.이를위해서는우선기존의프레임워크에갇히지말아야한

1)아시아를포함한비서구지역에국제정치이론이왜존재하지않는가하는중요한질문들이
제기되고있지만아쉽게도그에대한명확한해답은아직도요원한상황이다(Acharyaand
Buzan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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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leiker1997,57-58).2)물론마르크시즘,탈식민주의,구성주의,페미니즘등도이

러한반(反시)주류적시도라할수있다.그러나이들대부분이여전히서구또는비

(非)동아시아지역에서이루어진것으로,그대로수입하여적용하는데에는난점이있

다.따라서기존의유럽중심주의를극복하기위해서는국제정치의지식을단지비(非)

서구지역으로확대하는차원을넘어,주류프레임워크에내재된편견과왜곡을극복할

대안이필요하다(Jones2006,12).3)

서구의계몽주의전통으로부터출발한보편적역사관을벗어나기위한비(非)서구적

노력은무엇보다‘호혜적비교’로부터출발해야한다.이것은어느한쪽을표준으로

하고다른쪽을일탈로간주하는것이아니라,양쪽모두를상대방의관점에서‘차별

화된것’이라고간주하는공평한접근을의미한다(BuzanandLittle2010,202).이논

문에서는지역간의차이를강조하되특정한지역을중심에두지않는감정변수가동

아시아국제정치를이해하기위한‘호혜적비교’에적합한도구라고주장한다.그동안

주류국제정치이론이‘이성’과‘합리성’의패러다임안에서형성되어왔다는점을고려

할때,이와같은감정변수로의초점이동은중요한의미를가진다.감정에대한관심

은서구와비서구라는지역적,문화적구분을전제로한국제정치이론의내용적차이

를설명하는데큰도움을준다.이성을기반으로한이론이인간사회전반에걸쳐적

용된다는점에서상당히보편적인성격을띠는반면,감정변수는지역마다나타나는

다양한편차와특수성을설명하는데매우긴요하기때문이다.

국제정치에서‘감정’이란과연어떤의미를갖는것일까?아직까지‘감정’의정치에

대한보편이론을기대하기어렵지만,국제정치에서인식,인지,과정,행동등의요

소와관련하여감정이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는점은잘알려져왔고,이를통해국

제정치이론의핵심명제들을수정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Crawford2000,

130).하지만감정이라는변수는국제정치학에서상대적으로평가절하되어왔는데,

이는감정을연구하는데있어방법론적인편향성문제를해결하기어렵다는점때문

2)국제정치를이론화하는데있어‘감정’의요소를강조하는것도이러한도전의일환이다.도
전이의미를갖기위해서는주류패러다임에대한‘망각’이필수적인데,망각은부정적인의

미가아니라기존이론의문제점을극복하기위한적극적인과정이다(BleikerandHutchison
2008,118).

3)과거의제국주의와식민주의관점에서서구중심의프레임워크를극복하려는일련의이론적
움직임을‘탈(脫)식민주의’라고부른다(Darby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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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BleikerandHutchison2008,117).합리성의변수들은지난수백년에걸쳐그

동안서구의과학및철학전통안에서체계적으로이론화되어온반면,감정의변수들

은최근까지도이러한과학적탐구가불가능하다고간주되었다.실증주의사회과학에

서다루기힘든‘관찰불가능한대상’으로서감정은측정이나탐구가어려운주제였고,

따라서주류국제정치학에서이를충분하게다루지않은것은어쩌면당연한귀결이라

고할수있다.

하지만주류국제정치학의내용이나시각이이미포화상태에달하여새로운돌파구

가열리지않고있다는점은‘감정’의프레임워크가도입될수있는중요한계기를만

들어주고있다.현실주의와자유주의국제정치패러다임은무엇보다‘합리적인간본성’

을전제로한이론으로서자리잡고있지만,오늘날학문의발전은이러한전제조건

에지나치게집착할필요가없을정도로인간에대한과학적이해의지평을넓혀가고

있다.특히심리학분야의연구가활발하게이루어지면서외교정책에대한미시적탐

구에도가속도가붙고있다.또한거시적,사회문화적차원에서정체성과상호주관성,

규범의역할을강조하는구성주의의성장도마찬가지로전통적인합리성패러다임의

한계를돌파하는데큰기여를해왔다(Wendt1999;Lebow2007).

합리성패러다임을뛰어넘는이론적논의의확산은오늘날동아시아국제정치의상

황을고려할때매우고무적인일이다.탈냉전기동아시아는근대화의프로젝트와더

불어문화적정체성을수립하기위한대규모의노력들을추진해왔는데,이는냉전기의

양극화구도속에서‘변방’의위치에머물러있던동아시아구성원들의위상이경제적,

정치적,군사적으로대폭상승해온것과맥을같이한다.즉경제발전과민주화등합

리성패러다임으로설명이가능한현상뿐아니라독자적인문화권으로서지역및국가

정체성을수립하려는열망을함께보여온것이다.따라서오늘날의동아시아안팎의

정치적다이내믹스를이해하기위해서는합리성패러다임과더불어새롭게문화와감

정의변수를포함해야한다는것이이논문의주장이다.

동아시아는유럽등타지역과여러면에서차별화되어왔는데,예를들어권위에대

한존경심,지도자들의위신,민족적자존심,상징을중시하는성향등에서그렇다(Pye

1985,viii).이러한특징들은모두정치권력에관련되지만,무엇보다도감정또는정

서적특징과도관련이깊다.4)오랜역사를통해문화권내의사회화과정을통해공유

4)이와관련하여파이(Pye1985)는근대정치이론에서다루고있는‘권력’의일반화를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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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특징을보여주기때문이다.또한21세기에동아시아에서확대되고있는문화적,역

사적갈등은새로운시각의필요성을더욱부각시키고있다.한일간의위안부문제와

역사교과서왜곡문제,중일간의난징대학살문제,한중간의동북공정문제등외교

현안의상당한부분들이문화적,감정적차원에집중되고있기때문이다.또한중일

사이에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센카쿠열도문제,한일간의독도문제등영토분쟁

의이면에민족주의적감정이대립하고있음을감안할때,동아시아국제정치에서새

로운‘감정’의시각을도입하는일은결코이르다고할수없다.

III. 감정의 담론과 국제정치이론

감정은모호하면서도다양한의미를담은개념이다.많은학자들이‘감정’또는‘감

성’의의미를규정하려고시도해왔지만,아직까지통일된합의는존재하지않는다.아

울러‘감성’,‘느낌’,‘정서’와같은유사한개념들사이에어떤차이가있는지인지과학

이나심리학의영역에서심층적탐구가이루어지고있지만,완전한이론화는요원한

상황이다(Damasio2007,18-19).5)하지만감정이대체로무의식적인현상이고통제

가어려우며,인지활동과대비되는속성을지니고있는인간본성의한요소라는점에

는이견이없다.따라서이논문에서는‘감정’의엄밀한개념을규정하거나이론적논의

를모두섭렵하는대신,이와관련한유사한개념들을포괄하는의미로사용한다.이

를위해감정이‘개인이자신의느낌을타인에게묘사하는내적상태’라는단순한정의

를따른다(Crawford2000,123-125).또한이러한감정의개념이사회나민족,국가

들면서동아시아에서이와같은보편적개념이적용되기는매우어렵다는점을강조한다.

그에따르면권력의의미와작동방식이문화마다다를수밖에없으며시간과장소의제약을

받는다는점을고려해야하며,특히감정적요소의공유와위계질서의사회화과정을통해

서로다른모습의권력관념을만들어낼수밖에없다는점이부각되고있다(Pye1985,viii-
ix).

5)인지과학자들은외부로드러나는감정표현을‘정서’(emotions)로,사적으로남아있는부분
을‘느낌’(feeling)으로구분한다.특히‘정서’라고할경우에는외부로표출되는얼굴표정이
나목소리,행동으로써다른사람에게관찰되는현상을의미한다.이에비해‘느낌’은심상

내부에숨어있기때문에소유자를제외한다른사람들이알수없는상태로남아있다는

차이가있다(Damasio20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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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집단차원으로확대적용될경우에는‘집단감정’이라는현상을뜻하는것으로간주

한다.

감정은생물학적,인지적,행태적상태및변화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으며,문화적

관계등주관적인경험과도무관하지않다.개인이느끼는감정은내적경험이지만,여

기에‘의미’가덧붙여지고그에따른‘행동’이동반된다는점에서감정은문화적으로구

성되고해석된다.사람들은‘감정적관여’(emotionalinvolvement)라는매개작용을통

해다른사람들과감정적관계를형성한다.감정적관계는중립적이기도하지만때로

는감정이입또는적대감으로발전하기도한다(Crawford2000,125).따라서사회적

관계를형성하는데있어감정은이성과마찬가지로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특히감

정과이성사이에이루어지는상호작용은개인의문화적정체성을확립하는데필수

적인메커니즘을형성한다.이처럼감정은개인차원에서경험하는현상이면서동시에

사회적인현상이다.특히부끄러움과질투,경멸,명예와관련한감정은사회적관계를

기반으로한다(Elster1999,139-140).

감정에관한과학적연구는19세기후반이래로시작되었는데,찰스다윈과윌리엄

제임스가그효시로알려져있다.철학자들도인간의감정에관하여오랫동안논의를

거듭해왔는데,대표적으로데카르트,스피노자,흄,칸트를꼽을수있다.감정에관한

통찰은그리스시대까지거슬러올라가지만,본격적인논의는근대의데카르트와스피

노자에의해시작되었다.데카르트는감정이인간의신체와분리된영혼에깃들어있

는하나의‘열정’이며,의식적인인지활동과신체적인느낌을통해생성된다고보았다.

예를들어어떤대상이공포를야기할경우이는영혼이기억속에내재되어있는이전

의경험과현재의상황을비교함으로써공포를야기하는대상에대한‘거울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믿었다.그가보기에신체에서일어나는행동과반응은주변환경에대

한인식을바탕으로하며,기억과상상력,그리고심사숙고할수있는영혼의인지능

력에의해감정으로만들어지는것이었다(Lyons1999,28-29).

대조적으로스피노자는인간이영혼과신체로분리될수없다고함으로써단원론을

지지했다.마음과신체는어떤현상이인간에의해인지되는서로다른방식일따름이

라고본스피노자는감정을야기하는근원이인지적신념이라고보았는데,감정의일

부로서신체의변화는그것이인지활동에의해표현되기전에는아무런의미가없다는

것이그의생각이었다.신체와정신의통합적인움직임은무의식적으로이루어지는자

기조직화,즉‘코나투스’(conatus)에의해가능한것으로서,이를통해인간의‘항상성’



226   한국정치연구 제23집 제3호(2014)

이유지된다는생각은스피노자만의독창적인관념이었다(Damasio2007,48).하지만

근대가본격적으로시작되기전에제시되었던스피노자의감정론은기독교세계에서

탄압의대상이되었고,결국데카르트의이원론적패러다임에밀려크게주목을받지

못하고말았다.

18세기에들어와흄의계몽주의철학은미신과비합리성에대한비판을바탕으로이

성에대한체계적인논의를전개했다.흄은이성의역할에대해탐구하면서도‘열정’

이상대적으로열등한것이라는입장을정면으로비판했다.그는감정이일종의‘감

각’이며,물리적인자극을통해인간몸속의‘동물정신’을움직이도록만드는‘인상’

(impression)이라고인식했다.감정은감각이나인상과더불어인지적측면을동시에

지니고있다는것이흄의생각이었는데,이를통해그는“감정은무엇을대상으로하

는가”의질문에대한고민,즉감정의‘의도성’에관한주제를심층적으로탐구했다.이

러한흄의감정론은이후아담스미스의도덕감정론과칸트의계몽철학으로이어졌다.

근대철학에서‘감정’은‘이성’또는‘합리적자기이익’의상대적개념으로사용되었

다.특히이성이인간행동의바람직한근원으로서간주된반면,감정은본능적이고충

동적인것으로서목표달성을가로막는장애요인으로무시되었다.인간의감정이나열

정은계획과행동사이에불일치현상을초래함으로써올바른인지활동을왜곡하거나

인간의의지를약화시키는동인이라는것이일반적인생각이었다(Elster2000,8-11).

하지만인간의이성과감정이반드시대립관계로만존재하는가에대해서는의견차이

가존재하는데,최근에는이들양자가단지서로다른역할과성격을지니고있을따

름이라는주장이주목을받고있다.이러한시각에서는감정이이성을방해하기보다는

오히려도와주는요소이며,목표달성을위한‘도구적’역할을수행한다는점이강조된

다(Damasio1994,200-201).

한편서구실증주의전통과합리성패러다임위에구축된주류국제정치이론에서는

최근까지도감정이라는요소를등한시해왔다.현실주의에서는인간의‘본성’과‘양육’

사이에큰간극이있으며,전자가후자에미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사회나제도를이

해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본성에대한이해가앞서야한다고보았다.하지만인간본

성이어떻게변화하는지,어떤방식으로작용하는지에대해서는별관심을보이지않

았다.현실주의자들이보기에인간본성은적대적이고공격적이며공포와불신을조장

하기때문에정치의최고목표는생존일수밖에없었다(Crawford2009,276).그들이

이해한감정은단지인간본성의자연스러운표출일뿐이것이합리적판단과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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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영향은미미하며,대부분의경우폐해를가져오는요인이라고간주되었다.

현실주의패러다임의원조인투키디데스는아테네의성장으로인한스파르타의공

포에대해자세하게묘사한바있는데,그는용기와애국심,명예가국제정치를이해

하는데중요한덕목이라고보았다.홉스는자연상태가만인들사이의투쟁으로서죽

음에대한공포감과불안감을형성한다는점을강조했고,자연스럽게평화를향한열

정이생겨나는모습을그려냈다.클라우제비츠는전쟁에서열정이차지하는비중을강

조하면서원시적인폭력과증오,적대감이라는자연적이고맹목적인힘에대해논의한

바있다(Crawford2000,120-121).하지만이와같은현실주의사상가들의논의는모

두감정과열정에대한피상적인묘사의차원을뛰어넘지못한채이론화의동력을상

실하고말았다.

하지만사회과학에서미시적접근이널리활용되면서국제정치학에서도감정요소

에대한탐구가증가해왔는데,외교정책이가장대표적인분야이다.감정은외교정책

을구상하고실현하는데중요한역할을수행하는데,정치지도자들은정체성에대한

자각으로부터공포또는자긍심과같은감정적반응을야기함으로써특정외교정책을

지향또는회피하는경향을보인다.예를들어핵무장을추구하는상당수의나라에서

는지도자들이이를이용하여어떤목표를달성하기보다자신들의정체성을확립하거

나강화하려는감정적요인을더내세운다(Hymans2006,13).외교정책을기획하고

수행하는과정에서감정은신념을만들어내고증폭시키며,때로그것을바꾸기도하는

것이다.

심리학의발전을통해이와같은감정적요소들은비정상적이고예외적인것이아

니라일상적이면서자연스러운것이라는인식의변화가나타나기시작했다(Holsti

2006,36-37).특히인지과학의발전으로인해인간의판단기저에서작동하는신경

메커니즘의구조가밝혀지기시작하면서인지과정에개입되는왜곡현상,즉추단법

(heuristics)과편향(bias)의속성이드러나고있으며,인간의사고와판단이‘제한적합

리성’의지배를받는다는사실도점차분명해지고있다(KahnemanandTversky1979;

Simon1985,295-298).감정이라는요소가이성과밀접하게연계되어있으면서인간

의판단과행동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변수로서다루어지게된것이다.

감정적신념(emotionalbelief)으로불리는현상에관한연구는이와같은감정과정

치의관계를잘보여준다.정치지도자들은특정사안마다별도의신념체계를지니고

있는데,이러한신념은개인적경험과내적추론에의해형성된다.그과정에서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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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보와증거를왜곡하거나무시하고,때로는과신함으로써오류에빠지기도한다

(Mercer2010,2-3).이는정치인들의신념이합리성을근간으로하는‘인지’와‘감정’의

영향을동시에받는다는것을의미한다.이러한‘감정적신념’의상호작용속에서느낌

과표현을통해사람들의신념이형성되며,이성과결합하여행동을결정짓는다.감정

은개인과환경의관계속에서주어진목표에맞추어사람들의반응을표현하기때문

에감정이작용하는데인지적요소가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고할수있다(Lazarus

1999,8).감정적신념은신뢰,민족주의,정의와같은정치학의고전적관념에도큰

영향을미친다.애정과호감을기반으로한신뢰관계는합리적인센티브를바탕으로

한신뢰관계에비해더확고하게뿌리를내릴수있다.사회생활속에서구성되는‘정

의’의관념도절대적인기준에의해수립되기보다상황에따라사람들의감정에의해

결정되는경우가더많다(Mercer2010,6-7).

거시이론의영역에서도국제정치의협력을유발하는메커니즘으로서전통적인이익

의공유라는관념이외에감정적교류가중요한역할을한다는사실이밝혀지고있다.

감정은상호작용하는행위자들사이에‘공감’을만들어냄으로써협력을증진시킨다.

공감은타인의눈으로자신을인식할수있도록해주며,타인과자신이‘존재론적등

가물’(ontologicalequals)이라는점을부각시킨다(Lebow2007,314).6)따라서전통적

인현실주의와자유주의이론에서제시하는제도,사회자본,호혜성등의합리적메커

니즘이아니더라도감정적교류를통해협력을도모할수있다는점이최근의연구에

서밝혀지고있다.이처럼감정이라는변수를등한시해온국제정치학의여러분야에

서기존의주류합리성패러다임이충분하게다루지못하는부분을보완할수있는가

능성에대한확신이점차커지고있다.

6)구성주의국제정치이론,특히웬트의이론은상호주관적교류를통해정체성을함양하고이
를통해협력이가능하다는점을강조하지만,협력과공동체에대한구분이명확하지않고

정체성의근원이무엇인지에대한설명이명확하지않다(Lebow200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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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집단정체성과 기억: 감정의 사회적 메커니즘

1. 감정의 사회적 기능과 집단정체성

감정에대한논의는본래개인을대상으로하여시작되었지만,최근의감정연구는

점차그것의사회적측면에집중하고있는추세이다.감정이지닌‘사회성’에대해체계

적으로언급한학자로서뒤르켐을들수있는데,그는우리의생각이나성향이스스로

만들어낸것이아니라외부로부터유래된것이라는점을중시했다.즉감정이개인의

단순한표출행위라기보다는사회적행동의한유형이며,나아가집단이공동으로느

끼는감정도개인차원에서유래하는것이아니라고보았다.감정은공동체내의개인

들을한데묶는유대감의일종으로서외부로부터‘부과’(imposition)되어내부로전이

된다는것이그의견해였다.이런맥락에서감정은개인의상태를묘사하고전달하는

차원을넘어사회적인기능을수행하는중요한요인으로서간주되고있었다.7)

전통적으로감정은개체의생존확률을높이고재생산에기여한다고인식되었다.개

체가환경속에서살아가는데부딪히는많은문제들을해결하고극복하는데감정이

적절한기능을수행할것이라는전제가이러한인식의바탕에깔려있었다.하지만이

와같은생물학적생존기능이외에도감정은‘사회적생존’의기능도수행한다.사회

적생존은타인들의생존에위협을가하지않으면서자신들의사회적지위와세력을

강화시킬수있도록해준다.감정이수행하는사회적기능은구성원들사이의정체성

을확립하도록하는데도움을준다.사실사회속의인간은사회구조의서로다른

측면에연결된각자의정체성을구현함으로써자아를인식하기때문에지위와집단에

따라다양한정체성을동시에지닌다.이런점에서정체성은‘사회적지위의내면화된

표상’이라고규정할수있다(Stets2006,203).

사람들은집단에대한소속감을느낌으로써구성원들사이에‘집단내정체성’을확

립하는동시에외부집단과의차이를분명하게인식하는‘집단간차별화’의성향을보

인다.집단내부에서는정체성이강화될수록공유와협력,상호이익과희생정신이증

7)감정이‘사회적’현상이라할지라도이를‘주어진’것으로간주하는것은문제가있다는견해
도있다.감정이라는작용이개인의내부와외부에고착되어있는것이아니라이들을넘나

드는‘경계연결자’의역할을수행하기때문이다(Ahmed2004,10).



230   한국정치연구 제23집 제3호(2014)

가하는반면,대외적으로는경쟁과대립구도가더욱첨예하게바뀐다.내부의응집력

이강해질수록대외적인배타성과갈등심리가커지면서사회정체성의부작용이나타

나기쉽다.이와같이집단문화는집단내부와외부에걸쳐이율배반적인사회정체성

을형성하는‘양날의칼’역할을수행한다.집단문화가발달할수록집단내부의다이내

믹스와별도로집단간의차별화와갈등가능성은더욱증가할수밖에없는속성을지

니고있는것이다(Mercer1995,245-246).

이런맥락에서집단또는국가가개인과마찬가지로부끄러움이나죄책감,분노등

과같은감정적인반응을보이는국제정치현상에대한관심도증가하기시작했다.만

약집단이나사회차원에서‘감정의공유’를통해구성원들사이의정체성을확립하는

일련의과정에대해충분하게이해할수있다면,그집단이취할향후의특성이나행동

을유추할수있을것이다.즉합리적판단이외의어떤요소들이사회적차이와갈등

을증폭시키는지,그리고해결방안을가능케하는지에대한식별이더손쉽게이루어

질것이다.이런점에서우리는국가나민족과같은집단도단일한정체성을가질수

있으며,구성원들사이에감정을공유함으로써자신들의문화와역사에대한독자적

인판단기준과규범을수립한다는전제를무리없이받아들일수있을것이다(Subotic

andZarakol2012,916-918).

감정이집단정체성의수립에영향을미치는배경에는그러한감정의공유를가능케

해주는‘문화’가자리잡고있다.문화가인간의감정을이해하는데중요한역할을수

행하는것은,생물학적표현을넘어서는인간의‘사회적정서’가사람들사이의감각

과표현,제스처,의미전달등의과정을통해구성되기때문이다.사람들은문화속의

‘자아’(self)를인식하는데있어서도감정의도움을받는다.개인들은스스로가자신

이속한사회안에서다른구성원들에게어떻게보이고인식될것인가에큰관심을갖

는데,여기에서비롯되는자긍심이나부끄러움의느낌이야말로정체성을형성하는중

요한근원이된다.다른사람의시각에서자신을들여다볼수있는능력,즉‘성찰성’

(reflexivity)이사람들의정체성을형성하는데필수불가결한요인이된다(Stets2006,

203).그만큼자아에대한인식,즉정체성과감정은불가분의관계를이룬다.8)

8)정체성의문화적기원이‘성찰성’에대한자각으로부터생겨난다는시각이있다.성찰성은
사람들이스스로를하나의객체로인식하고그에반응할수있는능력을뜻하는데,이로부

터정체성과감정을연결해주는고리가만들어진다는주장이가능하다(Rosenberg1990,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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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이처럼개인의정체성이형성되는과정에서사회적으로감정적요소가작용

할수있는배경을이룬다(Peterson2006,115-116).특히문화가정체성의근원으로

작용하는과정에서감정을공유하는구성원사이의상호작용메커니즘이중요한역할

을수행하는데,여기에는관심의공유,언어적소통,인식,유대감,진입과탈퇴의의

례,일탈에대한규범등이포함된다.9)이와같이감정은개인의자아형성에서시작하

여상호작용과문화를통한사회적정체성을구축하는데중요한원천으로작용한다.

합리주의패러다임에서상대적으로등한시해온‘감정’의변수는이런맥락에서사회과

학의중요한변수로서새롭게조명되어야할필요성을지니고있다하겠다.

2. 역사와 기억: 정체성 회복을 위한 수단

근대이전에는부족적,종교적문화가공동체의정체성을떠받치는기반이었다.근

대에들어오면서이러한전통적기반들이무너지게되었고,개인과공동체의‘정체성

위기’가초래되기시작했다.사람들은자신이누구인지제대로알지못하게되었고,스

스로가어디에서있는지올바로인식할기회를상실했다.자신의모습을가늠할수

있는안정적인규범과기준을잃어버렸기때문에근대인들은무엇이옳고그른지,무

엇이의미있는것인지판단할능력을상실했다.이와같이근대에들어와정체성의기

준은불안정하고불확실한상태로남게되었는데,이는근대인들에게고통스럽고참기

어려운상황을야기했다(Taylor1989,27-28).10)이런상황에서민족주의,역사교육,

시민교육등국가를중심으로활발하게전개되고있는정체성회복의노력은자연스

러운사회적노력이라고할수있다.공동의역사를기반으로사회와민족,국가차원

의‘집단정체성’을회복하려는목적을지니고있기때문이다.

인간의정체성은하나의단일체가아니라다양한집단정체성들이서로얽혀있는

복합체로서존재한다.어떤인간이든자신이존재하는문화권을기반으로정체성을수

9)이러한문화적요소들은구성원들사이에감정적인‘만남’이가능하도록돕는장치로서,이
를일컬어‘감정문화’라고부른다.감정문화는문화권내에서공유되기위해‘감정사회화’의

과정을거쳐야한다(Peterson2006,117-118,122-123).
10)사람들이종교나이데올로기,인종집단과같은정체성의근원을상실한다는것은단순히영
적인의존대상을잃어버린다는차원을넘어삶의의미와가치판단의기준이되는프레임워

크가더이상존재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Taylor1989,27;Megill19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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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며,다양한문화적집단정체성의조합을통해스스로의정체성을만들어낸다.문

화가사회의모습을그대로반영한이미지라면,개인들은이러한이미지를통해자신

의정체성을발견한다.개인들은서로다른문화적요소의조합을통해내적정체성을

형성하고각요소들사이에위계질서를형성한다.나아가문화속의집단정체성은‘집

단기억’이라는사회적구성물을통해발전한다.사람들은과거의사실,즉역사로부터

자신들이원하는것을선택함으로써집단기억을구성하며이것을현재의사회구성원

들과공유한다.집단기억은수많은과거의사실들중에서선별적으로구성되지만,그

과정에서어떤사실들은의도적으로‘망각’되기도한다.정체성을추구하는사람들에

게기억은정확한지식과사실이아니라자신의위상확립을위한수단으로서의미를

지닌다(Todorov2010,58-60).

이렇게본다면집단기억은하나의의도된‘명령’(injunction)이라고할수있다.기억

은단지기억하기위해고안된것이아니라다양한기능을부과하기위한명시적인명

령인것이다.집단의정체성을위한명령은다양한실천행위와의례,담론을통해만

들어진다.여기서집단기억을형성하는‘기억의내용’(nmemonicsubstance)이무엇인

가하는문제가중요한데,이는과거의역사중어떤부분을기억할것인가에관한질

문이다.그해답은어떤기억‘의지’가작용하는가에달려있다.기억의지는‘반복’이나

‘재구성’(recollection)과같은기능을수행하는데,이를통해과거를창조적으로재편성

하면서새로운전통을만들어낸다.나아가이러한과정을통해기억의지는집단정체

성을창조해낸다(Eyal2004,9-12).

역사와기억은과거를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유사하다.역사는다양한형태의문

서와사료를통해관찰되거나비판받는기억이며,기억은감정을통해관찰되는역사

이다.하지만주관적인감정을동반한다는점에서기억은역사와다르다.역사가하나

의학문분야로서그규칙과한계에대해배우고가르칠수있는반면,기억은하나의

재능으로서우리를지탱하는요소이다.역사는장구한흐름속에서드러나는객관적인

현상을탐구의대상으로삼지만,기억은특별한상황의경험과정체성을근간으로하

는역사의편린이다.역사와기억은각각‘보편성’에대한열망과‘특수성’에대한권위

를대변한다.기억은엄밀하지도않고객관적으로측정하기도어렵지만사람들의열망

과바람을정당화시켜준다(Megill1998,38).11)그럼으로써기억은사람들은안정적인

11)오늘날 ‘기억’에대한관심과학문적탐구가폭발적으로증가하는현상을 ‘기억의광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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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되돌려주고현재의존재감을부각시키며집단과개인의경험에일관성을부여

한다.12)

역사는그자체로서집단기억이나정체성을만들어내지않기때문에역사와기억사

이에는일정한간극이존재한다.이러한간극을메우는일은결코쉽지않지만,사람

들은필요에따라자신들의집단기억과정체성을위해이러한간극을넘나들면서필요

에따라역사를활용한다.이러한과정을‘기억의활성화’(valorization)라고부르는데,

이는정체성의확립이라는목표를위해객관적이고억압적인역사속에서권위와정

통성을제공해준다고판단되는요소들을추출해내는작업이다(Megill1998,50-51).

개인과마찬가지로집단차원의‘의식’도기억의선택에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과

거는정체성에부합하는방식으로재구성되며,사회의주류사고방식을반영한과거

의이미지가선별적으로활용된다(Halbwachs1980,52-55).사람들은기억을공유함

으로써가상의정체성,즉‘상상의공동체’를만들어내는데,자신이특수한시간과공

간에연루되어있다는인식은그것이과거로부터지속되어온것이라는인식을기반으

로한다.그러한과거는오랜시간망각속에묻혀있었지만필요할때마다집단서사

(narratives),즉기억의도움으로불려나와정체성을확립하고재구성하는데이용된

다(Anderson2006,205).따라서집단정체성확립을위한민족적서사나신화,역사교

과서편찬등은국가차원의중요한프로젝트가된다.

결국기억이란현재의필요에의해만들어진과거의이미지로서,주관적이고감정적

인측면을지닌다.13)그만큼기억은신뢰하기어렵고때때로불완전한속성을보인다.

그렇다고해서기억이항상역사의‘그늘’에놓여있다고볼수없다.기억과역사사이

에는거대한심연이가로놓여있으며,그러한심연은어떤이유로인해우리들의정체

성에위기가닥쳤을때정체성을안정적으로유지할수있는역사의기원을찾아갈수

있게끔해준다.항상엄밀한객관성과체계적인확증을강조하는‘이성적역사’의뒤안

(memorycraze)이라고부른다(Megill1998,38-39).기억에대한갑작스러운관심의증가
는역사학자들로하여금‘기억’과 ‘역사’의관계에대해본격적인고민을하게끔만들었다

(Hobsbawm1994,53-54).
12)사람들은자신의정체성을스스로구현하려는성향을가지고있는데,이러한과정속에서
주관적‘선택’을통한역사의활용이이루어지는것이다.즉사람들은선별적으로과거의이

미지를불러내며,이를통해특수한상황의기억에몰입하려한다(Megill1998,41-42).
13)이런점에서역사는‘증거를갖춘기억’이라고볼수있다(Megill1998,54).역사는항상분
명한증거를요구하지만주관적인속성을갖는기억은반드시그럴필요가없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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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주관성과불확실성이공존하는‘감정의기억’이자리를잡는공간이기때문이

다.그런만큼역사와기억모두는그자체만으로는존립할수없다(Megill1998,57).

사람들은끊임없이역사와기억의경계를넘나들면서자신들의정체성을부단하게유

지하려노력하기때문이다.

3. 기억과 트라우마의 치유: 감정의 역할

근대의자아는도덕적,신학적뿌리를상실하면서정체성의혼란을겪어왔다.근대

는개인들로하여금소외,도구화,원자화된상황이라는난관에봉착하도록만들었으

며,오늘날세계화의추세는이러한현상을더욱부추기고있다.세계화와더불어종

족적,문화적갈등이더욱심화되는모습이동시에나타나는이유도이러한정체성의

위기에서찾을수있다.특히‘기억’에대한관심과국가적프로젝트가증가하는최근

의현상은오늘날의불안정한상황에서겪는정체성의불안한측면을대변한다.14)국

제정치에서도전쟁이나혁명,제노사이드와같은혹독한경험을통해정체성의심각한

균열과파괴를경험하게되는데,그때마다사람들은이를회복하려는동기를갖게된

다.만약그러한상처가제대로치유되지않을경우개인이나집단은정체성의핵심을

이루는기억에‘트라우마’를겪게되며,오랜시간에걸쳐그부작용에시달린다.

트라우마는병리학에서외상으로인한상흔을가리키는용어이다.사회심리학에서

도이러한개념을사용하는데,사람들이겪는상처가잠재의식속에억눌린상태로남

아있는경우를가리킨다.트라우마가오랫동안방치되면개인의정체성에혼란을가

져온다.집단의경우에도문화적상호작용을통해형성된정체성에외부충격에의한

트라우마가생길수있는데,이러한집단트라우마는정체성을유지해온기존의서사

구조에쉽사리동화되기어렵다.따라서트라우마는정체성에대한하나의‘도전’으로

작용한다.집단트라우마는사회전역으로확산되기도하고,시간이흐르면서후대에

계승되기도한다.눈에보이지않지만매우강한전염성을지니고있다는점에서트라

14)1990년대에심한홍역을앓았던유고슬라비아사태는이와같은정체성혼란의대표적인사
례로꼽을수있다.당시이지역은이데올로기의붕괴로인하여다양한인종과민족,종교

사이에정체성을새롭게확립하려는갈등과투쟁이전개되면서큰재앙을맞이하였다(Meier
1999,1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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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마는일종의‘사회적구성물’이다(Bell2006,6-7).15)트라우마는이런방식으로개인

과사회를지탱하는기억에큰충격과변화를유발한다.

테러와같이비정상적이고극적인상황이발생하면사람들은합리적인판단을견지

하는대신매우강렬한느낌,즉격동적인감정에휩싸인다.이러한충격을통해사람

들은절멸감과상실감을경험하며,본능적으로상황을통제하려는성향을보인다.사

람들은잠재의식에내재되어있는역량을총동원함으로써자신의정체성을복구하려

한다(BleikerandLeet2006,714-715).이와같은변화는충격이일어날때마다갑자

기발생하는것이아니다.오히려교류가빈번해지고소통이원활해지면서극단적인

사건에대한경험이공유되기시작했다는점,그로인해감정의표출과공감이일상생

활의일부가되었다는점이이러한변화를이해하는데중요하다.16)예를들어테러리

스트들은직접적인공격과파괴보다는그것을통해사람들에게‘감정적인위협’을제기

하는데주안점을둔다.그리고이러한일이일어날때마다사람들은잠재의식에서도

출한감정과다양한문화적장치를통해자신들의정체성을재건하고외부의위협에

대처하려고시도한다.

이처럼기억의서사와정체성에일관성을유지하고안정성을회복하는과정에서감

정의역할이부각된다.트라우마자체가강렬한감정적경험이지만,그로부터벗어나

기위한노력에서도감정의기능은돋보인다.그런데사람들의사고와판단,행동에

감정의요소가작용할경우‘관심’의폭이좁아지는경향이있다.이는곧감정을야기

하는신체기관들이감정의대상중에서도핵심적인부분에집중하기때문에주변상황

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덜민감하게반응하는현상을일컫는다.감정의집중을통해

서관심의‘집중화’가일어나는것이다.이와같은집중화는현실의특정한부분에초

점을맞춤으로써사람들로하여금자신들이원하는내용만을걸러낼수있도록하는

‘기억깔때기’(memorynarrowing)기능을수행한다(ReisbergandHeuer2004,7).

15)집단트라우마의대표적인사례로서홀로코스트와9/11테러를꼽을수있다(Parr2008,
76-90;Bell2006,8).최근동아시아국제정치에서현안이되고있는난징대학살이나위안
부문제등도아직치유되지않은트라우마의관점에서다루려는성향도이런맥락에서관심

을끌고있다.

16)과거에는극단적사건에대한대응을이해하는데의식적이고목적지향적인행동,즉통제
와관리의요소가강조되었다.하지만최근의테러리즘은두려움과공포심,충격등을야기

함으로써감정변수의중요성을더욱부각시키고있다(BleikerandLeet2006,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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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의근원으로서기억의내용을선정하는데감정의역할이중요한이유는,감

정에서유래하는자극자체가외부환경에대하여유기체의내적정서의변화를촉발

하는정보로이루어져있기때문이다.이러한자극은무의식적으로또는암묵적으로

기억활동에영향을미치는데,그로인하여우리의기억은그용량과주관적선명성,

그리고세부사항전반에걸쳐제약을받는다(KensingerandSchacter2008,602).이

와같이개인과집단은트라우마를통해정체성의위기를겪을때마다이성과더불어

감정적수단을총동원하여집단구성원들사이에공유가능한기억을다시도출하고,

이를새롭게조립하여집단정체성을구축해나간다.이러한과정은결코합리성패러다

임만으로이해할수없으며,‘감정’에대한새로운인식과이해를통해서만심층적으로

살펴볼수있다.

V. 동아시아의 새로운 이해: 감정의 국제정치이론을 위한 시론

이논문의전반부에서논의했던것처럼동아시아의독자적인국제정치이론이왜없

는가에대한학계의논의는상당히흥미로운문제의식으로자리잡고있다.다만동아

시아의독특한상황을반영한독자적이고‘상황의존적’(idiographic)이론이더시급한

지,아니면동아시아의사례를포괄하는‘법칙정립적’(nomothetic)이론이더바람직한

지에대해서는논란이있다.동아시아의문화적특성을내세우면서전통적인유교의

영향과위계질서적인세계관이중요하다는시각도주목을끌고있는데,이러한시각

은현실주의국제정치이론이동아시아상황에잘맞지않는다는인식을기반으로한다

(Kang2003,59-61).17)이와같은비판적노력이동아시아의독자적인이론틀을모색

하기위한훌륭한출발점이될수있지만,만약동아시아라는상황의존적범위를벗어

나지못할경우자칫하나의‘지역연구’로전락하고말것이라는우려도제기되고있는

실정이다.18)

17)탈냉전기에동아시아의국제정치를현실주의관점에서제대로설명할수없다는비판의일
례로서데이빗강은중국의부상에대한주변국가들의세력균형대신오히려편승현상이

일어나고있다는점을꼽고있다(Kang2003,70-71).
18)아차리아(Acharya2003/2004,159-160)는특수성에대한지역연구의집착을비판하면서규
범과상호의존,제도등기존의이론을동원하여동아시아국제정치를설명할수있다는점



   감정의 국제정치이론을 위한 시론   237

따라서동아시아국제정치이론을위한과제는‘특수성’과‘보편성’을동시에포괄하

는방향으로추진될필요가있다.이는곧동아시아사례의‘특수성’과개념및이론의

‘보편성’을균형있게담아내는이론이어야함을의미한다.동아시아의역사적경험이

동아시아지역연구라는특수과제에머무른다면이론화의범위는대폭축소되고말것

이다.무엇보다동아시아의경험을기존의국제정치이론및다양한사회과학이론과연

계된보편적개념과프레임워크로풀어낼필요가있다.예를들어일본제국주의나태

평양전쟁처럼동아시아지역이겪었던특수한역사적상황은동아시아만의유일한경

험이라고할수있다.하지만이에대한탐구가단순한묘사를뛰어넘어법칙정립적일

반화를지향하기위해서는적어도그것을분석하는용어와전제조건,시각,방법론등

에서유럽의제국주의나홀로코스트,제노사이드등의경험과호환될수있는방식으

로다루어져야헌다.최근동아시아에서반복되고있는민족주의적대립구도와영토분

쟁,과거사문제등을다루는데있어서도이러한필요성이절실하다.

이논문은최근빠르게발전하는감정과기억연구가이와같은동아시아의특성을

보편적인맥락에서파악하는데큰기여를할수있다고주장한다.동아시아에서벌어

지는특이한현상,단순한권력투쟁이나이해관계의대립만으로는납득하기어려운역

사교과서문제,과거사왜곡문제,민족주의의갈등과같은양상을이해하는데있어

감정과열정의요인이예전에비해더욱중요해지고있기때문이다.이처럼동아시아

에서기억의역사와감정의문제가다시불거지는이유는근대기의전쟁경험이나제

국주의의트라우마가냉전체제하에서오랫동안치유되지못한채방치되어왔기때문

이다(Johnston2012,67-69).미국의헤게모니영향아래놓여있던동아시아냉전기의

상황에서중국은공산주의체제의폐쇄성으로인해,한국과일본은지정학적위상으로

인해이러한트라우마를올바로다스릴기회를갖지못했다.따라서난징대학살문

제나위안부문제등수십년전의사건들이동아시아에서새롭게외교적갈등이되고

있다는사실은전혀이상한일이아니다.

그렇다면왜유럽에서는민족주의나역사의배타성이점차극복되어가고있는반면

동아시아에서는그렇지못한가하는질문을제기할수있다.여기서민족주의의감정

적측면이대외관계에서반드시적대적인방향으로만전개될필요는없다는점을먼저

인식할필요가있다.예를들어프랑스와독일이라는대립적정체성을지닌국가들사

을강조한다.



238   한국정치연구 제23집 제3호(2014)

이에유럽연합이라는공동체가만들어졌다는사실을어떻게설명할수있을까?이러

한현상은집단의형성과확대를통한자구노력의하나로이해할수있다.말하자면

유럽은안보문제를해결하기위해초기기능주의접근에서시작하여지속적인상호작

용과조정을통해상당한수준의‘집단정체성’을구축해왔고,그럼으로써개별회원국

의정체성상실을보완할수있는‘공감’능력을강화해왔다(Mercer1995,249).동아

시아에서유사한수준의협력이나공동체가만들어지지않는현상도이러한감정변수

의차이로써설명할수있을것이다.

물론지구공동체차원에서집단정체성이나보편적규범을확보하는일도국제정치

의중요한과제이다.글로벌수준에서홀로코스트의과거경험과성찰은오늘날세계

인의도덕적원천으로여겨지고있다.홀로코스트나제노사이드에관한논의는이제

‘범(汎)세계적기억’으로서,전세계인의유대감을상징하는규범으로서,그리고고통의

나눔을대변하는‘글로벌아이콘’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코소보의대량학살이나이

스라엘-팔레스타인분쟁의경험도마찬가지맥락에서글로벌집단기억으로승화시키

려는시도들이있다(Bell2006,17).만약동아시아국제정치학이이러한추세에일조

하고자한다면,동아시아의공동기억과트라우마에대한‘감정적접근’을통해글로벌

규범과제도에훨씬손쉽게다가갈수있을것이다.이러한점에서동아시아국제정치

의감정패러다임은분명새로운시도라고할수있다.

하지만냉전이후빠르게전개되어온세계화현상으로인해인류공동의기억을위

한공간이점차축소되고있다는비판적인시각도존재한다.홀로코스트와같은강렬

한감정적,정치적유대감을전세계차원에서재생산할수있는기회가과거에비해

줄어들었다는것인데,이는기억과감정의요소가좁은차원의정치공동체범주에서

크게벗어나기어렵기때문이다.개별사회가‘특수한’기억과구성원을공유하기는쉽

지만,인류전체가공동의소속감과기억을만들어내는일은매우어렵다.인류전체

의역사와문화,일상의생활양식이동일하지않으며너무나다양하면서도차별화되어

있기때문이다.따라서세계화의시대에글로벌차원의공유와교류,소통이확대되면

서상대적으로정체성과기억의공감대는줄어들수밖에없다는진단도가능하다(Bell

2006,18).그만큼동아시아국제정치의새로운접근은이와같은어려움,즉글로벌

차원의정체성과지역차원의기억사이에서적절한자리매김을할수있는방법을찾

는데주안점을두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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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맺는 말

동아시아는오랫동안독자적인공동체관념을유지해왔다.근대이후서양중심의

문명표준에편입되면서정체성의혼란을겪었고,20세기에들어와서는국민국가의성

장속에서제국주의적근대화와이데올로기적양극화의트라우마를경험했다.이러한

트라우마는일본제국주의와태평양전쟁을통해증폭되었고,냉전체제하의경직된

대립구도를통해치유되지않은채지속되었다.1990년대이후미국의헤게모니가느

슨해지면서나타나기시작한다양한현상들,특히역사교과서를둘러싼갈등과난징

대학살및위안부문제등은동아시아국제정치의감정적측면을잘드러내준다.영토

분쟁과같은전통적인갈등의양상이면에도민족주의와정체성의대립과같은감정적

요인이뿌리깊게작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런상황에서본연구는동아시아의독자적인국제정치이론의왜존재하지않는가

에대한하나의해답으로서감정의국제정치학을제시하였다.동아시아국제정치의수

많은현안들을이해하는보완적인도구라고할수있는감정의프레임워크는,그동안

합리성의패러다임이지배해온주류국제정치이론의제약을극복하고동아시아의특

수한상황을심도있게다루는데도움이된다는것이이논문의입장이다.이를위해

이논문에서는감정에대한기존의철학적,사회과학적,국제정치적논의들을살펴보

고,특히최근외교정책및정치심리학분야에서활발하게전개되고있는미시적차원

의감정연구를소개하였다.

이논문에서는특히감정변수가사회적기능,특히개인과집단의정체성을수립하

는데중요한역할을맡음으로써여러정치현상을설명하는데기여한다는점을강조

했다.집단문화를기반으로한정체성의확보는특히역사적기억의선별과경합을통

해이루어지는데,그과정에서주관적감정의역할이두드러진다.또한기억을재구성

함으로서정체성을회복하려는노력은테러나대량학살과같은트라우마를경험한후

에자주나타나는데,이때에도감정은집중화의기능을통해인간사고와행동에영향

을미친다는점이부각되었다.이와같이감정에대한기존의연구성과들을요약하고

그로부터국제정치적함의를도출함으로써이논문은향후감정의국제정치이론이확

산될수있는지,그리고동아시아의상황에적극원용될수있는지에관한시론으로서

의미를갖는다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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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motional Approach to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ts Applicability to East Asia

 Byoung Won Min |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discusses social roles of emotions by emphasizing its function of media in 

establishing identity by creating common histories and memories. Emotions contribute 

to the recovery and reconstruction of collective identities through active concentration 

whenever those identities are in crisis under trauma. These features of emotions may 

be applied to understanding the social relationship between groups such as states 

or nations. Also the paper argues for the paradigm of emotions in proposing a new 

approach of international relations of East Asia. The paper introduces, in this context, 

reflexive movements for indigenous theories in East Asia and existing discourses on the 

concepts and theoretical mechanisms of emotions both in philosoph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Detailed notions, based upon scientific findings and researches, on the reason-

emotions nexus, social functions of emotions, collective identities, the relationship 

between history, memory, trauma and emotions are discussed. The paper, in conclusion, 

argues that the paradigm of emotions is a necessary element in developing international 

theories of East Asia.

Keywor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East Asia, rationality, reason, emotions, 

history, memory, identity, traum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