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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늘날 인정은 우리의 세계를 설명하는 개념어가 되었다. 페미니즘,

퀴어, 문화적 다양성 등을 내세우며 세계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다양한

투쟁들은 이제 인정의 개념 아래 정체성 인정을 위한 투쟁으로서 파악된

다. 호네트(Axel Honneth)는 헤겔과 미드의 통찰을 통해 자신의 인정 개

념을 정립하고, 그것을 하나의 투쟁 이론으로 구성한다. 세계의 각 주체

가 참여하는 사회적 투쟁은 개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충족되길 원

하는 인정 욕구로부터 기인하며, 투쟁을 통해 그들은 자신에게 합당한

인정을 쟁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는 좋은 삶의 이념이 함축되어

있다. 인간은 정서적인 존재로, 권리의 담지자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

치 있는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때 자기실현에 도달할 수 있다. 만일 이러

한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이는 단지 심리적 불안이나 사소한 박탈감에

그치지 않는다. 인정을 통해 긍정적 자기관계에 도달하지 못한 개인은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좋은 삶을

위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호네트가 규정하는 “인정을 둘러

싼 투쟁(Kampf um Anerkennung)”이다.

그런데 호네트는 다음의 두 문제를 간과한다. (1) 인정은 이중적 속

성을 지닌다. 인정은 개인의 자기실현과 좋은 삶을 보장하기도 하지만,

질서를 유지하는 지배의 도구일 수 있다. (2) 두 번째로, 무시의 경험은

명료하게 현상하지 않을 수 있다. 호네트가 제안하는 인정 투쟁의 도식

은 명료한 무시의 경험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만연하는 무시와 차별은

사회의 질서 속에 스스로를 은폐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인정 질서가 요

구하는 순응은 마치 인정인 것처럼 가장되며 이로써 사회구성원들은 인

정이 아니라 순응을 요구받게 된다.

호네트의 “이데올로기적 인정(Anerkennung als Ideologie)” 개념은

앞서의 문제들을 해소하려는 작업으로 보인다.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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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순응하는 개인은 기존하는 인정 질서에서 노력할 때 그 자신의 좋은

삶이 가능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이 노력과 헌신은 그 자신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질서의 재생산에 기여한다. 호네트는 이러한 자발적 헌신

의 유도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작동 방식을 세 가지로 규정한다.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1) 긍정적 표현을 제공하면서 (2) 신용할만한

(credible) 것으로서 충분히 합리적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3) 업적을

성취한 개인에게 그에 합당한 표현을 제공하여 다른 이와 구분되는 존재

로 대우해야만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 속 개인은 무시의 경험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는 그에게 가능한 성취

를 약속하고, 그는 그 약속에 따라 자신의 인정 욕구가 기존하는 인정

질서에서 충족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서 속에 살아가는 사

람으로서는 이 질서가 정당한 것인지 이데올로기적인지, 인정인지 순응

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나 해방의 가능성은 있다. 호네트는 “물질

적(material) 조건”의 확인을 그 방법으로 제시한다. 이데올로기적 인정

은 인정의 형식을 갖고 있으나 개인이 자기실현에 도달할 물질적 조건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조건의 확인을 통해 개인은 자신이

인정이 아닌 순응의 질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호네트의 제안에 대해 세 가지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1) 자

기실현의 물질적 조건을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 현대 사회의 복잡성은

특정 물질적 조건과 자기실현 사이의 과정을 난해한 것으로 만든다. 나

아가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믿을 만한”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신에

게 주어진 물질적 조건이 이미 합당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2) 이러한

물질적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조건을 해석하는 전문적 지식

과 인정 질서 바깥에서 그 물적 조건을 고찰하는 외부적 관점이 필요할

것인데, 이는 당사자성이라는 인정이론의 독창성을 훼손하고 타자 의존

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인정이론은 개인의 인정욕구와 무시의

감정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이 당사자의 토대는 해방의 제안과 충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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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처럼 보인다. (3) 결국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그 근저의 작동방식을

관찰해야 한다는 점에서, 호네트의 제안은 이데올로기 비판의 반복처럼

보인다. 호네트는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인정을 구분하고 있기 때

문에 이 반복은 문제와 해결 사이를 괴리시킨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문제는 이데올로기적 인정에 대한 호네트의 비판

이 ‘인정’보다는 ‘이데올로기’적 특징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질

적 조건의 확인이라는 방법은 인정이론의 전제를 훼손한다. 그러나 동시

에 물질적 조건의 여부가 이데올로기적 인정과 정당한 인정을 구분한다

면 이 확인 자체를 배제할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인정이론의

관점을 반복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먼저, 물질적 조건의 확인을 배제할 수 없다면 그 이전의 단계를 설

정해야만 한다. 당사자가 물질적 조건의 확인을 시도하기 위한 조건은

기존의 인정 질서에 대한 믿음에 발생하는 균열이다. 당사자가 자신이

신뢰하던 인정 질서의 약속을 불신하거나 요구들에 회의를 갖게 될 때

그는 그 인정의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 물질적 조건을 해석하는 다양한

이론들에 접근하게 된다. 이 해석들은 기존하는 인정 질서가 합당한 물

질적 조건을 제공한다는 지표들을 보여주거나 혹은 그러한 조건 없이 그

저 질서의 재생산을 위해 움직인다는 증거들을 보여줄 것이다. 후자의

경우 그 당사자는 비로소 무시의 감정에 도달하며, 인정을 위한 투쟁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균열은 독자적인 반성을 통해 주어지지 않는다. 특정

한 상황적 조건이 필요하며, 이는 인정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진보의 이

념으로부터 발견된다. 호네트의 인정이론은 진보 이념에 의존하는데, 이

는 인정의 확장을 의미한다. 인정의 대상이 점차 다양한 정체성으로 확

장됨으로써, 인정에 포함되는 개인 또한 증대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역사적 관점에서 파악 가능한 확장의 과정이며, 당사자의 관점에서

이를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 또한 제시되어야 한다.

만일 어떤 인정 질서가 이미 역사적 과정을 통해 확장된 인정을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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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키려 시도한다면, 다시 말해 어떤 특정 정체성의 인정을 가치절하하

거나 배제한다면, 이는 퇴보로 나타날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는

일견 정체하는 인정으로 보인다. 인정 질서의 요구들은 새로운 인정의

명명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현재의 삶을 유보하도록 한다. 곧, 이데올

로기적 인정 속에서는 성취를 위해 다른 정체성들의 실현 가능성이 배제

되는 셈이다. 기여를 통해 획득 가능한 이름이 다른 정체성의 실현 혹은

유지를 위협하면서 자신이 제공하는 성취를 절대화할 때, 인정 질서 속

개인은 회의를 느끼게 되고 자신이 속한 인정 질서를 의심하게 된다. 이

믿음의 균열이 당사자를 물질적 조건의 확인으로 이끈다.

결국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상태에서 가능한 해방의 서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호네트의 투쟁 도식은 무시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한다. 무

시의 경험을 겪은 개인은 자신의 경험이 자신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

들 모두에게 속하는 집단적 사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집단의 이름으

로 투쟁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와 같이 사회적

지배 질서가 인정과 순응을 동일시하고 무시를 은폐하는 상황에서 이러

한 도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를 대체할 새로운 도식은 자신의

정체성이 위협받으며 믿음에 균열이 가는 사태에서 출발한다. 믿음에 균

열이 간 개인은 자신의 인정 질서를 확인하고자 하며 이 확인을 위해 받

아들이게 된 해석이 그 인정 질서가 인정이 아닌 순응이라는 것을 보여

줄 때 개인은 무시의 감정에 도달한다. 이로써 새로운 인정 질서를 향한

투쟁이 일어나게 된다.

주요어: 호네트, 인정, 이데올로기, 권력, 무시, 투쟁

학 번: 2013-2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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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악셀 호네트(Axel Honneth)의 인정(Anerkennung) 개념은 비판이론

의 전통을 잇는 새로운 규범적 사회비판의 중심축으로 등장했다. 그의

인정이론에 따르면, 인정은 사회적 관계의 근본 전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회적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 속에서 정서적 개체로서, 법적 권리의

담지자로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서 인정받아야만 자신

의 “좋은 삶”(Gutes Leben)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좋

은 삶을 위해 만족되어야만 하는 개인의 인정 욕구가 폭력이나 배제, 혹

은 무시의 경험을 통해 좌절되고 이로 인해 삶의 조건이 훼손된다면 이

는 단지 심리적 불안이나 박탈감에 그치지 않는다. 인정을 통해 긍정적

자기관계에 도달하지 못한 개인은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위협을 느낀

다. 이 때문에 그는 인정을 위한 투쟁에 나서서 훼손된 삶의 조건이 회

복되기를 바랄 것이다. 이것이 “인정을 둘러싼 투쟁(Kampf um

Anerkennung)”이다.

인정 투쟁은 새로운 인정 질서를 목표로 한다. 투쟁 당사자들은 기

존하는 인정의 질서에서 무시되었던 자신들의 정체성이 투쟁을 통해 수

립될 새로운 인정 질서에서는 합당한 인정을 받기를 바란다. 따라서 인

정 투쟁은 좋은 삶에 대한 인정 욕구로부터 발현하는 운동인 동시에, 새

로운 사회적 질서를 설립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개인의 욕구와 사회적

질서의 연관을 설명하면서, 호네트의 투쟁 모델은 현실의 사회적 투쟁들

을 이해하는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다. 거리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권리를

외치는 것은 사실 자신에 대한 무시를 철회하고 새로운 인정 질서로 나

아가자는 호소이기도 하다.

그런데 호네트는 상호인정이라는 규범적 토대에 의존하면서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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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문제를 간과한다. (1) 인정은 이중적 속성을 지닌다. 인정은 개인의

자기실현과 좋은 삶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질서를 유지하는 지

배의 도구일 수 있다. 투쟁 모델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호네트의 인정이

론은 인정의 두 속성을 전제한다. 투쟁은 그 대상을 필요로 하고, 인정

투쟁은 기존하는 지배적 인정 질서에 대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정이 지배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단지 투쟁 대상으로서의 인

정 질서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인정을 지배의 도구로

만드는 것은 권력이다. 권력은 개인의 삶에 침투하고 조정하며 인정과

배제를 규정한다.1) 권력 없는 인정은 현실적 사회에 대한 추상적 이해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2) 두 번째로, 무시의 경험은 명료하게 현상하지 않을 수 있다. 호

네트가 제안하는 인정 투쟁의 도식은 명료한 무시의 경험에서 출발한다.

물론 무시의 상황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가령 같은 직종 같

은 직급에 근무하는 여성과 남성이 임금과 복지의 차이를 겪고 있다면

우리는 이를 손쉽게 분명한 차별이며 무시로 규정할 수 있다. 무시가 명

료하게 인지된다면 무시를 시정하고 동등한 인정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

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시와 차별은 만연함에도 불

구하고, 사회의 질서 속에 스스로를 은폐한다. 이 은폐 속에서 개인은 자

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삶을 살아간다. 맑스 이

후 사회 비판의 주요 개념이었던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사태를 지시한

다. 이데올로기는 체제의 재생산이 자신의 재생산인 것처럼 믿게 하면서,

은폐를 통해서 개인을 체제에 순응하도록 만든다. 이는 동시에 권력의

작동과도 연관된다. 은폐는 권력이 자신의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하나의

작동 방식이다. 권력은 개인이라는 주체를 생산하면서 개인의 인식 또한

1) 철학사적으로 권력 개념은 수많은 규정들을 갖지만, 본 논문에서는 푸코의 개념
을 차용하고자 한다. 문성훈은 푸코의 권력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푸코에
게 권력은 우리가 특정한 인간이 되도록, 그렇게 ‘생산’되도록 한다. 나아가 국가
기구, 제도를 넘어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 자리를 잡고 인간을 형성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문성훈, 2010: 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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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한다. 즉 우리가 어떤 것을 문제로 인식하는지는 이미 권력의 생산

물이기에, 우리를 둘러싼 무시의 상황은 권력의 은폐로 인해 우리의 경

험에 현상하지 못한다. 무시의 경험이 인정 투쟁에 나서는 근본 동인이

라고 한다면, 일상적으로 만연한 무시의 요소들이 어떻게 개인에게 경험

으로서 현상할 수 있는지가 설명되어야만 한다.

권력에 대한 고려 없는 인정이론은 (1)과 (2)의 문제 모두를 마주하

게 된다. 권력 없는 인정이론은 사회적 현실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정 개념이 갖는 비판적 효력도 무력화한다. 권력은 인정과

순응2)을 동일시하면서 인정을 구체적 현실로부터 유리하기 때문이다. 인

정 개념이 규범적 사회비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권력과의 고려

속에서 순응과 구별되어야 한다.

인정투쟁의 정식화 이후 호네트가 제안하는 “이데올로기적 인정

(Anerkennung als Ideologie, ideological recognition)”의 개념은 권력의

부재를 극복하고 인정과 순응을 구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호네트는 먼

저 인정에 대한 알튀세르의 규정에 접근한다. 알튀세르에게 모든 인정은

이데올로기적이다.(Honneth, 2007: 324) 인정은 개인을 주어진 사회 체제

에 순응하도록 행동하는 주체로 만들기 때문이다. 호네트는 “이데올로기

적 인정” 개념을 통해 알튀세르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지만, 그것을 정당

한 인정과 구분함으로써 인정 개념의 재규정을 시도한다.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에 순응하는 개인은 그가 속한 인정 질서에

서 자기실현과 좋은 삶이 가능할 것이라 믿는다. 곧, 주어진 인정 질서에

서 자기실현을 위해 노력하지만 이는 자신이 아닌 이데올로기적 질서의

재생산에 기여할 뿐이다. 호네트는 이러한 자발적 헌신의 유도를 위해

이데올로기적 인정이 갖는 세 가지 조건을 규명한다. 이데올로기적 인정

2) 인정에 대한 반대 항으로 가장 먼저 “종속(subordination)”을 떠올릴 수 있다. 그
러나 “종속”은 이러한 자발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다. 본 논문의 중
심 개념이 되는 이데올로기적 인정과 관련해서는 그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력
의 차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인정의 반대 항으로
서 “순응”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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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 긍정적 표현을 제공하면서 (2) 신용할만한(credible) 것으로서 충

분히 합리적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3) 업적을 성취한 개인에게 그에

합당한 표현을 제공하여 다른 이와 구분되는 존재로서 나타내야만 한

다.(Honneth, 2007: 337-339)

이러한 조건에서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 속 개인은 자신의 인정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쟁에 나설 수 없다.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는 그에게 가능한 성취를 약속하고, 그는 자신의 인정 욕구가 기존

하는 인정 질서에서 충족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가 신용할만한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질서 속에 살아가는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질서가 정당한 것인지 이데올로기적인지, 인정인지

순응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나 해방의 가능성은 있다. 호네트는

“물질적(material) 조건”의 확인을 그 방법으로 제시한다.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인정의 형식을 갖고 있으나 개인이 자기실현에 도달할 물질적 조

건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 조건의 확인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질서가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질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 투

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개념을 통해 호네트는 권력과 결부된 인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물질적 조건이라는 해방의 계기를 제시하면서 인

정과 순응의 구분을 시도한다. 이 구분은 효과적인가? 본 논문은 이 문

제의식으로부터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에 속

한 개인이 물질적 조건의 확인을 통해 이러한 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 과연 물질적 조건의 확인을 통해서 인정투쟁이 일어나고 기존하는

인정 질서가 변화하게 되는가?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문제제기를 통해 호네트의 방안을 비판적으

로 검토하고 새로운 제안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1) 어떤 물질적 조건

이 자기실현을 가능하게 하는지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 현대 사회의 복

잡성은 특정 물질적 조건과 자기실현 사이의 과정을 난해한 것으로 만든

다. 나아가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두 번째 속성에서,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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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만한 정도로 근거 있는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적 조건이 이미 합당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2) 이러한 물질적 조건

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조건을 해석하는 전문적 지식과 인정 질서

바깥에서 그 물적 조건을 고찰하는 외부적 관점이 필요할 것인데, 이는

인정이론의 당사자성을 훼손하고 타자 의존을 극대화하는 방식처럼 보인

다. 인정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지만, 그 근저에 개인의 인정

욕구가 있다는 것이 인정이론의 불가분한 전제이며 이는 제시된 방안과

양립 가능해야만 한다. (3) 결국 일종의 계몽을 통해 인식의 한계를 넘어

서 그 근저의 작동방식을 관찰해야 한다는 점에서, 호네트의 제안은 이

데올로기 비판의 반복처럼 보인다. 호네트는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인정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복은 문제와 해결 사이의 괴리를 만

든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문제는 이데올로기적 인정에 대한 호네트의 비판

이 ‘인정’보다는 ‘이데올로기’ 측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질적 조

건의 확인이라는 방법은 인정이론의 전제들을 훼손한다. 따라서 인정이

론은 자신의 관점에서 이데올로기적 인정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야만 한

다. 본 논문은 물질적 조건의 확인이라는 호네트의 제안을 인정이론의

지평으로 돌아가 보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정과 순응을 구별

하고, 현존하는 권력과 무시의 은폐 속에서 투쟁에 이르는 도정을 정식

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논의의 구도

이 논문에서 전개하고자 하는 논의의 구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

데올로기적 인정에 앞서 인정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2장에서는 호네트의 인정투쟁을 중심으로, 초기 인정이론을 살피는 예

비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초기 인정이론이 근거하고 있는 이론적 전제



- 6 -

들과 투쟁의 도식을 고찰하면서 권력의 부재를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1

절에서는 인정 이론이 출발점으로 전제하고 있는 인정 욕구를 좋은 삶의

이념과 함께 살펴볼 것이다. 자기실현을 위한 조건으로서 인정 욕구의

충족이 인정이론의 핵심적 전제이기 때문이다. 다음 2절에서는 좋은 삶

의 조건으로서의 인정이 훼손되었을 때, 즉 무시의 경험에서 투쟁으로의

이행을 다룬다. 기존의 인정 질서가 투쟁을 통해 새로운 인정 질서로 대

체된다는 점에서 투쟁의 도식은 중요하다. 마지막 3절에서는 인정이론의

결여된 권력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3장에서는 이데올로기적 인정 개념을 분석한다. 지배 권력의 재생산

을 위한 순응과, 개인의 좋은 삶을 위한 인정은 구분되어야 한다. 먼저 1

절에서는 호네트의 분석을 따라가며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개념과 속성을

규정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2절에서는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발생

배경과 그 구체적 양상을 살핀다. 이로써 이데올로기적 인정이 현실의

어떤 사태를 지칭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이데올로기적 인정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호네트의 제안을 확인하고 이

를 비판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마지막 4장에서는 앞서의 비판을 토대로 이데올로기적 인정에 대한

호네트의 제안을 보완하고자 할 것이다. 1절에서는 물질적 조건의 확인

이라는 방법이 의도치 않게 훼손하고 있는 인정이론의 전제들을 살핀다.

물질적 조건의 확인에는 당사자에 대한 고려가 덧붙여져야 한다. 2절에

서는 인정의 확장으로 나타나는 진보의 이념을 당사자의 계기로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새로운 투쟁의 도

식을 제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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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호네트의 초기 인정이론과 그 한계

인정 개념을 일상적 사용을 넘어 철학적 개념으로 정립하기 위해 호

네트는 헤겔과 미드의 작업을 재구성한다. 그는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

에 대한 실천적-정치적 관철을 위한 사회 내적인 강제는 그들의 정체성

의 상호 인정을 위한 주체들의 투쟁에서 발생”(Honneth, 1994: 11)한다

는 청년헤겔의 통찰을 계승한다.3) 사회적 투쟁이 “자기보존

(Selbsterhaltung)”을 위해 일어난다는 마키아벨리나 홉스와는 달리 헤겔

에게 사회적 투쟁은 인정을 위한, 도덕적 투쟁으로서 일어난다. 즉, 생존

의 공포나 삶의 보존이라는 정념이 투쟁의 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

기 정체성의 인정이라는 도덕적 계기가 투쟁의 동인으로 등장하는 것이

다. 이러한 투쟁의 계기로서의 인정은 세 가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실현

되는데, 개인은 가족이라는 인정관계 속에서 정서적 인정을, 인지적-형

식적 인정관계 속에서는 권리 인정을, 마지막으로 국가적 인정관계에서

는 개인적 특수성을 가진 주체라는 인정을 획득한다.(Honneth, 1994)

호네트는 미드의 사회심리학을 헤겔의 작업을 이어받는 경험적 보완

물로 간주한다. 미드는 인간의 자아 형성과 사회적 관계 사이의 연관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사회심리학적 관찰들에 의존한다. 동물들

이 몸짓을 통해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듯이, 인간은 행위를 통해 상호 간

의 의미를 형성한다. 내가 타자에게 행위로서 어떤 표현을 하고, 타자가

그에 대한 대응으로 행위를 보인다면, 나와 타자 사이에는 상호주관적

3) 인정 개념은 청년기 헤겔, 즉 예나를 떠나 베를린에 가기 이전의 시기의 철학에
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인정 개념은 헤겔 철학 전반을 관통한다고 할 수 있으
며 헤겔의 저서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호네트는 인륜성의 체계와
실재철학의 논의들에서 인정투쟁의 실천적인 측면들을 강조한다. 그가 보기에
는 정신현상학 이후로 인정투쟁에 자기의식의 형성이라는 기능만이 부여되며
인정투쟁이 갖는 실천적 맥락이 축소되고 형이상학적 의미만 남았기 때문이
다.(Honneth, 1994: 104-105)



- 8 -

맥락에서 공동의 의미가 발생하는 것이다. 미드는 이를 ‘주격 나(Ich)’와

‘목적격 나(Mich)’의 구분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행위 주체로서의 주

격 나는 자신만의 행위규범들을 생성해내지만 자기 자신을 반성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 반대로 목적격 나는 규범을 인지하고 행위 주체를 제어

하지만 규범을 생성하지는 못한다. 목적격 나는 타자가 바라보는 나를

근거로 구성된다. 곧, 목적격 나에는 나에 대한 타자의 기대가, 내 행위

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일반화된 기대들, 규범들

을 미드는 “일반화된 타자(generalisierte Andere)”로 지칭한다.4) 이러한

기대들을 수용하고 그에 합당하게 행위하게 되었을 때, 그 주체는 비로

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일반화된 타자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주격 나와 목적격 나의 끊임없는 충돌을 통해 변화하는 것

이다. 주격 나는 사회가 포함하지 않는 자신의 특성을 인정하라는 요구

로 자신에게 부과되는 기대와 규범에 저항하고, 나아가 일반화된 타자와

목적격 나를 수정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두 이론적 지평에서 호네트는 자신의 인정 이론을 정립한

다. 인정은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좋은 삶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다. 인정이 사랑(Liebe), 권리(Recht), 그리고 연대(Solidarität)라는 세 형

식을 통해 실현될 때에만 각 개인은 자신을 긍정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즉 사회적 관계에서 마주하는 서로는 정서적 존재로,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로, 그리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아야만 한다. 그러

나 이러한 인정이 좌절되고 무시를 경험하게 된다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게 되며 이 투쟁은 그

결과로 기존의 인정 질서를 새로운 인정 질서로 대체한다.

4) 미드에게 사회화라는 성장 과정은 일반화된 타자가 내면화되는 과정이다. 행위주
체는 놀이(Spiel)와 게임 (Game)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한다. 아이는
역할놀이에서 상대 행위자의 역할을 취해봄으로써 상대의 행위를 모방한다. 곧,
이 단계는 어떤 역할이 어떤 행위를 수행하는지 익히는 단계이다. 그리고 게임은
타자와 함께 하는 순간에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기능적으로 수행하기를 요구
한다. 이로써 참가자들은 자신의 역할에 기대되는 행위를 즉각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규범의 총체 속에 진입한다.(Mead,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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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정에 대한 호네트의 초기 구상은 동등한 상호간의 인정에

집중하면서 사회적 질서와 권력의 문제를 간과한다. 이를 비판적으로 검

토하기 위해 2장에서는 우선 호네트의 인정 이론을 그 도덕이론적 배경

과 투쟁의 이행이라는 두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1절에서는 인정이

론이 정립하고자 하는 새로운 도덕이론의 입장과 그것을 매개하는 좋은

삶의 이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 2절에서는 인정이론에서 인정투

쟁의 중요성과 그 이행에 대해 고찰한다. 좋은 삶을 위한 조건이 훼손되

었을 때 발생하는 무시의 경험과 투쟁으로의 이행은 인정 질서의 변화를

설명한다. 마지막 3절에서는 이러한 호네트의 초기 인정이론이 가진 두

가지 한계점을 지적할 것이다.

제 1 절. 도덕이론에서 인정이론의 위치

(1) 도덕의 두 부분: 정의와 정의의 타자

호네트에게 인정 투쟁은 “도덕적 성격”을 가진다. 이 때 도덕은 불편

부당성을 함축하는 칸트적 보편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보편주의

적 도덕에 의해 배제되었던 도덕의 결여된 한 부분에 합당한 자리를 부

여하고, 그것을 도덕의 지위로 격상시킨다. 근대 이래 도덕은 한 부분만

을 자신의 것으로 간주해왔다. 그것은 보편과 평등, 불편부당성으로 특징

지어지는 ‘정의’의 원리였다. 칸트의 정식화 이래로 도덕을 이야기할 때

는 언제나 보편과 평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왔으며, 이처럼 모든 대상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보편주의가 도덕의 가장 지배적인 이념이었기 때문에

정의에는 “타자”가 없었다. 보편적이지 않거나 평등하지 않은 규범은 정

의롭지 않았으며, 따라서 도덕적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탈 근대적 윤리학의 등장으로 그동안 배제되었던 도덕의 다

른 부분이 새롭게 드러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이는 정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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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아닌 구체적 타자들에 대한 접근이라는 관점이다. 정의의 원칙이

함축하는 보편주의적 접근은 행위자나 그 주변 상황에 존재하는 구체적

여건들을 추상화한다. 호네트는 “특수한 것, 이질적인 것의 도덕적 고

려”(Honneth, 2000d: 134)를 중시하는 탈 근대적 윤리학의 관점을 통해

보편주의 도덕에 의해 그 동안 배제되고 결여되었던 구체적 특수성을 복

원하고자 한다.5)

호네트는 보편주의 도덕을 넘어 구체적 특수성을 고려하는 새로운

도덕적 관점을 “정의의 타자(das Andere der Gerechtigkeit)”로 지칭한

다. 이는 하버마스의 표현을 비판적으로 변용한 것이다. 호네트에 앞서

하버마스는 “연대(Solidarität)” 개념을 통해 구체적 개별자와 관련한 헤

겔의 통찰을 받아들이고, 담론 안에서 참여자들이 서로를 평등한 권리를

가진 인격으로 뿐 아니라 구체적 개별자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

해 평등의 한계를 넘어서려 했다.(Habermas, 1990) 이 때 연대는 “각 개

인이 그들과 공유하는 삶의 맥락의 온전성의 보호에 관심을 갖는 연합원

으로서 갖게 되는 타자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Habermas, 1990: 244)

호네트는 구체적 개별자에 대한 접근을 통해 칸트적 도덕의 한계를 넘어

서려는 하버마스의 시도를 높게 평가하지만, 이러한 연대의 개념이 여전

히 동등성을 중시하는 정의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연대의 개념 안에서 개별자는 개별자로서 등장하지만 “개별적 관심이 특

권부여나 비대칭성의 방법 없이 모든 인간 존재에 동등한 방

식”(Honneth, 2000d: 168)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다.6) 결국 호네트는 정의

5) 호네트는 리요타르, 화이트, 데리다, 그리고 레비나스의 개념들을 차용한다. 리요
타르의 “상쟁(Widerstreit)” 개념은 탈근대 윤리학의 이념을 표현하고 있다.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인간의 역사과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실되었으며 따
라서 모든 담론은 그 독자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서로 대결하지만 그것들을 비교
할 수 있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론윤리는 탈 근대적 윤
리의 이념을 표현한다. 화이트의 “배려(Fürsorge)” 개념은 이러한 담론윤리에 정
서적 개입의 여지를 만든다. 나아가 데리다와 레비나스의 “우정과 환대”의 개념
은 구체적 타자에 대한 무한에 가까운 의무들을 정당화한다. 타자와의 만남은 그
의 특수한 인격을 배려해야 한다는 도덕적 책임을 함축한다는 것이다.(Honneth,
200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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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에 있는 “타자”, 즉 배려의 방법을 통해 도덕 개념의 확장을 시도한

다. “평등의 도덕적 관점은 도움이 필요한 개별 주체들에 근거한 구체적

의무의 관점을 통해 끊임없는 교정과 보완의 필요가 있다.”(Honneth,

2000d: 135)

정의의 원칙을 비판하고 있지만 호네트의 작업은 도덕의 두 부분을

정립하기 위해 배제되었던 배려의 원리를 격상하는 것이지, 정의의 원칙

을 배려의 원칙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7) 다시 말해, 호네트

는 도덕이라는 이름 아래 정의와 정의의 타자, 즉 보편적이고 평등한 정

의의 원칙과 구체적이고 특수한 배려의 원칙을 모두 포괄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두 원칙은 서로 상충하고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누군

가를 배려하는 접근법은 편향성을 함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호네트는 이러한 종합을 데리다의 “우정” 개념을 통해 보여준다. 데

리다의 이 개념은 이중적 도덕개념의 긴장이 하나의 사회관계에서 성립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된다. 우정이라는 사회적 관계에서 서로

는 구체적이며 특수한 타자로서, 그리고 동시에 일반화된 타자의 역할로

서도 등장하기 때문이다. 곧 우정은 이중적 만남인데, 이 관계 속에서 개

인은 서로를 “공감과 호의라는 정서적인 영역에서 비대칭적 의무”를 수

행하는 관계로서 만나며, 동시에 “모든 다른 사람처럼 도덕적 인격으로

존중”하는 관계로서 만난다. (Honneth, 2000d: 157)

호네트의 작업을 통해 도덕은 이러한 두 의무가 내재한 것으로 재정

6) 미드의 이상적 역할수용 모델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하나는 인지적 모
델로서의 해석이며, 다른 하나는 정서적 모델로서의 해석이다. 하버마스는 정서적
특수주의의 위험을 경계하기 위해 상호 이해에 도달하는 인지주의적 모델을 선
택한다. 그러나 호네트가 보기에 담론을 구성하는 개별적 요구들은 “상응하는 감
정 이입 능력을 통해 독특하고 특수한 삶의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이
해함으로써 평가될 수 있다.”(Honneth, 2000d: 151) 담론 영역의 온전한 작동은
인지적 이해를 넘어서는 공감의 능력을 요구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7) 이 점에서 호네트의 작업은 길리건과 노딩스가 제안하는 “여성적” 배려의 윤리와
구분된다. 이들의 작업은 도덕을 구성하는 정의의 원리를 비판하면서 배려의 윤
리를 제일원칙으로 삼고자 하는 시도처럼 이해된다. 호네트에게 도덕을 구성하는
두 부분을 간과하는 것은 정의만을 도덕에 포함시켰던 근대 도덕의 거울상에 불
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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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다. 물론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는 정의의 원칙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법적 관계에서 배려와 일방적인 도움은 사회적 관계의 훼손을 유발한다.

그러나 배려라는 일방적 도움의 원칙은 정의의 원칙을 보완하는 하나의

반대 항이다. 우리는 서로를 구체적 타자로 인지하는 상호 관계에서 두

가지 의무를 발견한다. 그것은 서로를 대칭적 관계맺음에서 동등하게 대

하면서도 동시에 비대칭적인 관계맺음에서 구체적 타자로서도 대하는 것

이다.

(2) 좋은 삶의 조건으로서의 인정

앞선 논의를 통해 정립된 새로운 도덕적 관점은 인정이론의 틀 속에

서 새로운 규정을 획득하게 된다. 이를 위해 또 다른 대립쌍이 등장한다.

이 대립을 구성하는 두 항은 칸트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두 입장, 보편적

도덕과 개인의 윤리적 삶이라는 한 쌍이다.8) 이 작업을 통해 호네트는

동등한 정의의 원칙과 개개인의 구체적 삶에 대한 윤리 사이에서, 도덕

과 윤리를 다루는 두 전통의 강점들을 인정 도덕이라는 이름하에 포괄하

고자 한다.

정의와 배려 사이에서 수행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호네트는 양자

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후 양자의 종합을 시도한다. 칸트의 도덕과 아리

스토텔레스의 윤리는 완전무결한 것이 아니며, 각각에는 그 입장이 포괄

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존재한다. 호네트에 따르면, 칸트적 전통에서 도덕

을 이해하는 방식은 행위자들이 갖는 의도, 감정, 애정과 같은 동인들을

간과하기 때문에 보편주의적 도덕 개념들이 왜 실천적 중요성을 갖는지

8) 칸트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립, 도덕과 윤리의 대립이 앞서 호네트의 도덕이론에
서 두 항으로서 제시된 정의-배려의 구도와 완전히 합치한다고는 할 수 없다. 아
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은 배려 원칙으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려
원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와 전적으로 분리되어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
은 잘못이다. 배려 원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는 모두 동등한 정의에 대한 반
대 항으로서 제시되는 동시에 어떤 내적 연관을 갖는다. 이 연관은 이후 서술하
는 “좋은 삶”의 개념을 통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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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우리의 행위는 하나의 도덕적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도덕적 관점들의 통합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칸트적 전통의 도덕

론에 입각해서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수 없다. 나아가 불

편부당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삶에서 맺는 정서적 관계들

을 무시하고 왜곡한다는 점에서 부조리하다는 비판 또한 제기될 수 있

다.(Honneth, 2000e: 171) 한편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에서 윤리는 자

신의 좋은 삶에 대한 추구를 의미하지만 자신의 좋은 삶 바깥에 있는 타

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왜 필요한지를 정당화하지 못한다.9) 더 이상

형이상학적인 목적론 없이 ‘좋음’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좋은 삶의

이념을 주장하는 것 또한 설득력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Honneth,

2000e: 172)

호네트는 두 항의 매개를 위해 “보편”과 “좋은 삶”의 결합을 시도한

다. 이 결합에서 “좋은 삶”의 구제는 보다 시급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좋은 삶”의 이념은 형이상학적 목적론 없이 새롭게 재정립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호네트는 이 구제를 위해 좋은 삶의 내용

없는 형식만을 가져온다. 좋은 삶은 자기실현과 그것을 통해 획득되는

긍정적 자기관계로 이해되지만, 무엇이 추구할만한 목표의 내용인지, 좋

은 삶이 어떤 내용을 가져야 하는지는 다양한 관점들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10) 이로써 형이상학적 목적론 없는 좋은 삶의 이념은 긍정적 자

기관계라는 형식적 의미를 갖게 된다.

개인의 자기정체성이 독자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타인들과의 관

9) 문성훈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와 호네트는 모두 행복을 성공적 자아실현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행복에 대한 이해를 공유한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격
적 조건을 밝히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반면, 호네트는 행복의 사회적 조
건에 집중한다. 이 차이는 호네트의 인정이론에서 사회적 조건과 긍정적 자기관
계라는 인격적 조건을 연결하는 작업을 통해 해소된다.(문성훈, 2011)

10) 이에 대해 반 덴 브링크는 호네트가 제안하는 좋은 삶의 관념이 단지 형식적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인정의 역사적 발전을 설명하는 호네트는 이미 좋
은 삶이 어떤 내용과 방향성을 가지는지를 막연하게나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다원주의적 좋은 삶의 개념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van den
Brink,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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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인정은 개인이 긍정적 자기관계에

이르기 위한 사회적 전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호네트는 사랑과 권리, 그

리고 연대라는 세 인정형식을 제시한다. 각각은 개인의 긍정적 자기관계

형성에 기여한다. 즉, 정서적 배려, 인지적 존중, 그리고 사회적 가치부여

라는 인정의 방식들은 각각 자기 믿음(Selbstvertrauen), 자기 존중

(Selbstachtung), 그리고 자기 가치부여(Selbstschätzung)로 되돌려진

다.(Honneth, 1994: 209-210)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거부 혹은 유보되었

을 때, 즉 인정의 훼손이 발생한다면 개인은 긍정적 자기관계를 형성할

수 없으며 좋은 삶을 영위할 수도 없다.

결국 호네트에게 도덕은 “우리의 인격적 정체성의 조건을 함께 보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호적으로 수용해야하는 태도의 총체”(Honneth

2000e: 185)이며, 이는 칸트의 도덕과 아리스토텔레스적 윤리의 결합을

반영한다. 이 도덕 개념은 탈-형이상학적 목적론의 성격을 가진다. 인간

의 어떤 상태, 즉 긍정적 자기관계를 형식적 “목적”으로 삼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목적성은 보편의 관점과 결합해야만 한다. 칸트의 보편도덕적

관점은 이러한 좋음에 잠재하는 결과주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덧붙여

져야 한다. 도덕은 정체성의 손상을 막기 위한 태도의 총체이지만 각각

의 행위에서 도덕적 의무 자체는 보편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따

라서 우리는 도덕을 통해 타자와의 “좋은”관계를 성취하려 하는 동시에,

그에 따르는 각각의 의무들을 보편화 가능한 “이유들”로 정당화해야만

한다.(Honneth, 2000e: 185) 이 의무는 각각의 인정 형식에 상응한다. 사

랑의 인정 형식에서는 정서적 배려의 의무가, 권리의 형식에서는 동등한

대우의 의무가, 마지막으로 연대의 형식에서는 각각의 가치를 인정하는

연대의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도덕적 입장은 “상호주관적 관계

의 방식에 따라서 주체들에게 각각의 입장과 행동을 의무지우는 관

점”(Honneth, 2000e: 188)의 행위이기도 하다.

곧 호네트에게 개인의 좋은 삶을 보장하고 보편적으로 정당화 가능

한 근거들을 갖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등장하는 도덕적 상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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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좋은 삶”의 이념으로 매개된 도덕과 윤리의 고려를 통해 앞서 막

연히 “배려”라고 언급되었던 원칙은 인정의 세 영역 속에서 그 자신의

자리를 확보한다. 구분된 인정 영역들은 정의 원칙과 배려 원칙의 결합

을 보여준다. 사랑의 영역에서 배려 원칙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권리 영역에서 서로는 동등한 권리를 지닌 인격체로 등장하며, 연대 영

역에서는 정서적 관점을 통해 독특한 가치를 지닌 개별자로 인정받는다.

제 2 절. 인정 투쟁의 발생과 귀결

(1) 무시의 경험과 전-이론적 실천

도덕이 “우리의 인격적 정체성의 조건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가 상호적으로 수용해야하는 태도의 총체”(Honneth 2000e: 185)라면, 우

리는 인정을 위한 투쟁의 동기가 무엇이며 그것이 왜 도덕적 성격을 갖

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사회적 인정이 유보되었을 때, 이는 단지

무시로 발생하는 ‘기분 나쁨’이나 심리적인 충격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좋은 삶이 위협받는다는 느낌은 ‘사회적 죽음’과 같이 개인의 삶

에 대한 하나의 선고로 나타난다. 병의 고통 때문에 삶이 위협받는 것처

럼, 사회적 무시의 경험은 인간의 정체성과 자신의 삶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투쟁은 불가피할 것이다.

물론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 투쟁들이 단지 자신들

의 이익을 위한 투쟁인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익을

위한 투쟁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위한 도덕적 동인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

라, 어떤 이기적인 동인에서 발생한 투쟁처럼 보인다. 그러나 호네트는

이러한 이익투쟁 또한 인정투쟁의 일부로 간주한다. 가령 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은 이익을 추구하는 투쟁으로 이해되지만, 어떤 노동에 합당한

임금 수준은 그의 노동에 부여된 사회적 인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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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인정투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에

대한 가치부여가 그 노동의 가격, 임금을 결정한다. 따라서 저임금 노동

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저임금 뿐 아니라 무시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며, 이는 노동자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나아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

용이라는 점에서 인간다운 삶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인 것이다. 곧, 인정

의 유보나 무시는 단순히 주체의 행위 자유를 침해하거나 손해를 입힌다

는 점에서 불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주관적 과정들에

서 획득한 긍정적 자기 이해를 훼손하는 손상된 태도라는 관

점”(Honneth, 1994: 212)에서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무시는 각 인정 형식에 상응하는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

다. 사랑에 대한 무시의 형태는 신체적 학대다. 신체적 학대를 통해 개인

은 자신이 사랑이라는 인정 형식에서 확보했던 자기 믿음을 상실한다.

더 이상 자신의 몸을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권

리의 무시 형태는 배제다. 권리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동등한

개인으로 인지될 수 없다는 무시의 표현이다. 이로써 개인은 자기 스스

로를 타인과 동등한 주체로서 존중할 수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연대의

인정 형식의 무시는 가치절하와 모욕이다. 이러한 무시의 경험을 통해

각 개인은 자신의 삶이 공동체에서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없게 되

며, 더 이상 자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못한다.

호네트는 이와 같은 무시의 경험이 전-이론적(pre-theoretic) 실천의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점에 주목한다. 주체는 이론 이전의 어떤 경험에서

투쟁에 나서게 되는가? 이 문제는 해방적 주체의 설정과 긴밀한 연관을

갖는다. 주체가 가진 경험적 배경이 해방적 투쟁의 조건을 규정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맑시스트 전통에서 해방적 주체 설정, 즉 어떤 집단에게 사

회 변혁을 위한 투쟁의 규범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비교적

간편하게 해소되었다. 자본주의 체제가 노동이라는 가치 생산의 활동을

착취함으로써 물화를 겪게 된 노동자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는 계급으

로 이해되었다. 가장 고통 받는 계급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본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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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이 맑시스트 전통의 주체 설정이었

다. 그러나 이제는 노동계급에 투쟁에 대한 특권적 지위를 부여할 수 없

다. 현대의 조건 하에서 “사회 계급들은 개별적 주체처럼 경험하거나 공

동의 객관적인 이익을 가진 것도 아니”(Honneth, 2000b: 95)기 때문이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변화된 조건에 따라, 해방적 주체에 계급적 규정

을 부여하지 않는다. 하버마스는 맑스의 생산 패러다임을 의사소통 패러

다임으로 전환한다. 즉, 노동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에 해방의 조건들

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패러다임에서는 담론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 주체들이 규범적 지위를 획득한다. 담론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자신들의 생활 세계가 체계에 의해 식민화될 때, 체계와 생활

세계의 구분을 유지하고 체계의 논리에 저항하기 위해 의사소통의 합리

성의 확보, 즉 생활세계의 의사소통적 합리화를 추구하게 된다. 곧, 하버

마스의 패러다임에서 전-이론적 실천은 생활세계의 의사소통적 합리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호네트의 관점에서 이러한 해방의 과

정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개인들의 의도나 의식을 통해 드러

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은 “인간적 주체들의 경험 속에서

도덕적 사실로서는 나타날 수 없”(Honneth, 2000b: 98)다.

하버마스와 달리 호네트는 전-이론적 실천의 경험을 사회 하층민으

로부터 찾고자 한다. 사회의 하층민들은 도덕적 경험을 체계화 할 수 없

으며, 이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회적 일상의 규범적 기대가 전-이론적

상태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Honneth, 2000b: 98) 이들이 저항에 나설

때 공유하는 동기는 그들이 “직관적으로 갖는 정의감의 훼손 경

험”(Honneth, 2000b: 99)이다. 사회 하층민들에 대한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귀결에 이른다. 개인들은 기대한 바와 달리 자신들

이 정당하게 여기는 인정을 거부당할 때 도덕적 불의의 경험, 사회적 무

시의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험은 정체성의 조건이 훼

손되는 경험, “자신의 인격이 상실된다는 위협”(Honneth, 2000b: 100)의

느낌을 주면서 개인을 투쟁에 나서게 한다. 이로써 무시의 경험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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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투쟁은 도덕적 성격을 갖는 동시에 해방적 계기의 성격 또한 갖

게 된다.

(2) 인정 질서의 전환

무시의 경험을 겪은 개인은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불가피한

투쟁에 나서게 된다. 이 투쟁은 일차적으로는 무시의 경험을 유발하는

요소를 제거하고자 한다. 낮은 임금 때문에 무시의 경험을 느끼게 된다

면, 그는 자신의 임금을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높이길 요구할 것이다. 이

점에서 인정을 위한 투쟁은 자신의 인정에 대한 결여를 해소하려는 과정

으로 규정될 수 있다.11) 그런데 동시에 이 투쟁은 해방을 위한 투쟁이기

도 하다. 무시의 경험이라는 기존하는 불의에서, 불의가 해소된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투쟁의 이러한 양상은 두 인정질서 사이에서 일어난다. 기존의 인정

질서는 투쟁에 나서는 개인들에게 충분한 인정을 제공하지 못하는 질서

로서 유지되어 왔다. 이 인정질서가 지속한다면 그들에게 무시의 경험은

자연화되어 영속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투쟁은 기존의 인정질서를 새

로운 것으로 대체하려는 시도일 수밖에 없다. 즉, 인정투쟁은 두 인정질

서를 매개하는 사건이면서 기존하는 인정 질서에 대해(gegen)일어나는

동시에, 새로운 인정 질서를 향해(zu) 일어난다. 투쟁에 나선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투쟁으로 미래에 도래하게 될 새로운 인정질서가 기존의 인정

질서에 의해 무시되었던 자신들의 정체성을 온전히 인정해줄 것이라 기

대한다.

11) 이 점에서 맥퀸은 호네트의 인정 모델을 “결여(deficit)” 모델로 규정한다. 인정
의 결여, 부족, 혹은 왜곡에서 부정의나 억압이 발생하며, 이는 인정관계의 확장
이나 개선을 통해 그 결여를 회복하려는 투쟁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결여를 채워나가는 과정은 자아에 대한 완전주의적 설명(perfectionist
account of the self)을 전제하기 때문에, 호네트의 인정 모델은 맥퀸의 관점에서
는 젠더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서 간주된다. 젠더 문제는 정체성의 결여를
채워나가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McQuee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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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이 성공한다면 새로운 인정 질서가 수립되고 투쟁 당사자들이

좋은 삶의 조건을 확보하게 되겠으나, 이러한 시도가 좌절을 겪을 경우

그들은 기존의 질서에서 무시의 경험과 다시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투

쟁이 곧바로 새로운 인정질서의 수립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투쟁에 참여

한다는 것 자체로 이미 “무시당했던 자신의 속성을 공적으로 보여주면서

상실된 자기존중을 다소 되찾게”(Honneth, 1994: 263) 될 것이다. 투쟁

당사자들은 연대라는 인정 관계 속에서 그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

문이다.

이처럼 인정투쟁은 표면적인 차원에서는 단지 정체성 투쟁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어떤 개인이 자신의 좋은 삶을 위해 정체성 인정을 요구

하면서 투쟁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정 투쟁은 인정이론의

전제들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인정의 확장이라는 다음 단계의 귀결로 이

행한다. 인정 투쟁의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인정 질서는 미래에 성취될

새로운 인정 질서를 의미한다. 투쟁 당사자들이 인정을 요구한 그 속성

을 포괄하는 새로운 인정질서는 그 이전의 인정질서와 비교하면 “확장

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다양한 투쟁들은 이러한 확장의 증거

다. 가령 20세기 초 영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suffragette)은 당시 여성에

게는 인정되지 않았던 참정권의 확장을 요구하는 인정 투쟁이며, 동성

연인의 법적 혼인을 위한 투쟁, “시민결합(civil union)”은 결혼이라는 제

도가 이성 연인을 넘어 동성 연인까지 확장되기를 원하는 인정 투쟁이

다.

호네트는 이러한 확장의 반복이라는 역사적 과정을 도덕적 진보로

규정한다. 인류의 역사는 투쟁을 통해 인정이 확대되는 과정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시의 경험이 투쟁을 촉

발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무시의 경험과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감정은

“단지 행위의 동인이라는 점에서만 주요한 것이 아니라, 인정관계의 전

개에서 그것에 귀속되는 도덕적 역할”(Honneth, 1994: 270)을 가지는 것

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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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쟁의 도식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호네트의 인정이론에 근거한 투쟁의 도식을

정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어떤 이들의 자기실현을 좌절시키는 인

정 질서가 있다. 그리고 이 인정 질서 속에서 당사자들은 무시를 경험하

게 된다. 이 무시의 경험은 부정적 감정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자신에게

합당하게 주어져야 하는 인정의 유보와 기대의 좌절이 개인에게 사회적

수치감과 고통을 주고, 그에 따른 분노를 생성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부정적 감정들은 인정투쟁의 정서적 토대가 된다. 분노는 기존의 인정

질서를 새로운 인정 질서로 대체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이 인정받는 새

로운 토대를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에 나서도록 촉구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무시의 경험과 분노의 감정은 단지 투쟁의 토대로서

주어질 뿐, 이 감정을 느끼는 모든 사태가 필연적으로 인정투쟁에 도달

하는 것은 아니다. 무시의 경험이 단지 개인에게 한정되는 사태일 수 있

기 때문이다. 투쟁은 그것이 “사회적”이기 위해서는 오직 “그 목표가 개

인적인 의도의 지평을 넘어 집단적 운동의 토대가 될 수 있게 보편화되

는 지점”(Honneth, 1994: 259)에 이르러야 한다. 즉, 무시의 경험이 개인

의 경험을 넘어 인정 투쟁이 되기 위해서는 무시의 경험을 사회적인 것

으로, 집단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해석 과정이 요구된다. 한 개인은 자신

이 가진 인정의 훼손감과 분노의 감정이 비단 자신의 일만이 아니라 자

신이 무시당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이

라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비로소 다른 이들에게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할 수 있게 된다. “이 훼손감이 전체 집단에 전형적이라는 것을 입

증하는 상호주관적 해석틀”(Honneth, 1994: 262)을 통해서만 사적인 무

시 경험은 공적인 사회적 투쟁, 인정 투쟁이 된다.12)

12) 이러한 이유로, 호네트는 인정투쟁에서 사랑이라는 인정 형식을 사회적 투쟁
의 영역에서 제외한다. 사랑에는 실존적 투쟁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친밀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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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행 과정을 정리하면, 투쟁으로의 이행은 네 단계로 설명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인정질서가 자기실현의 조건을 보장하지 못

하기에 발생하는 무시의 경험이다. 두 번째는 무시의 경험을 집단의 것

으로 만드는 해석 과정이다. 세 번째는 집단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인정

투쟁이며, 마지막 네 번째는 투쟁으로서 등장하는 새로운 인정질서의 수

립이다. 무시의 경험으로부터 인정 질서의 전환까지의 네 단계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제 3 절. 초기 인정이론의 두 가지 한계점

(1) 인정의 이중적 성격

호네트의 초기 인정이론에서 인정 개념은 다음의 성격을 가진다. 인

정이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이해되기 때문에, 사회적 인

정은 개인이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어떤 개인

영역에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호
네트의 이러한 관점은 사랑의 영역으로 인지되는 가정의 문제나 젠더 문제에 대
처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Young, 2007; Allen 2010) 결국 호네트는 분
배냐, 인정이냐에서 자신의 관점을 수정하고 사랑을 사회적 투쟁의 영역에 포함
시키게 된다.(Fraser and Honneth, 2003)

무시의 경험 + 집단적 해석과정

↓

인정투쟁

↓

새로운 인정질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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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신의 인정을 위해 투쟁에 나서거나, 인정을 받음으로써 긍정적 자

기관계에 도달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며 나아가 장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정질서 또한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인정질서는 투

쟁당사자들에게는 무시를 생산하는 부당한 것으로서 나타나지만, 인정질

서 자체가 부당한 것은 아니다. 질서에 속한 개인들의 좋은 삶을 보장하

는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어떤 인정질서는 정의로울 수 있고, 그 정의로

운 인정 질서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좋은 삶을 위한 조건일 수 있

다.

그런데 인정은 좋은 삶을 보장하는 방식으로만 기능하지 않는다. 기

존하는 인정 질서가 충분히 정의로우며 사회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자기

실현을 보장하는 정도로 충분히 확장된 것이라 한다면, 개인이 인정 질

서의 요구에 따라 인정을 추구하는 것은 자기실현을 향한 합당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정의로운 사회적 질서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완벽한 인정 질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인정 질서는 다

양한 투쟁들을 통해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한다. 무시와 배제가 내재해있

는 불완전한 인정 질서가 부여하는 인정을 추구한다면, 이는 자칫 부정

의한 사회의 요구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정은

한편으로는 개인의 좋은 삶을 보장하는 도덕적 규범이지만, 다른 한편으

로는 지배의 도구일 수 있다.

문성훈에 따르면, 인정이 갖는 이 이중적 성격은 푸코(Michel

Foucault)의 권력 개념과 관계한다. 특정한 존재 양식을 부여함으로써

주체를 “생산”하는 권력의 개념이 덧붙여질 때, 인정은 정상성과 비정상

성을 구분하는 “진위게임식 인정질서”로, 주체들이 복종을 통해 “정상성”

을 확보하는 기제가 된다.(문성훈, 2005a: 133-141) 이 때 인정질서는 어

떤 정체성을 인정하는 질서이기보다는,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을

구분하는 배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질서로 나타난다. 이러한 인정의 속성

은 생성은 가족, 학교, 회사, 등등 모든 사회적 관계에 내재한다.13) 특히

13) 순응하는 개인을 생성하는 인정은 가정 내에서도 작동한다. 알렌은 이를 지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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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틀러(Judith Butler)를 중심으로 한 페미니즘 진영은 인정의 이러한 속

성과 관련한 젠더 ‘생산’을 주장한다. 어떤 젠더를 가진 주체로서 결정되

는 것은 태생적 조건이 아니라 사회적 권력에 의한 주체생산 과정 때문

이라는 것이다. 인정이 지배적 질서를 반영하고 그에 복종하는 주체를

만들어내는 생산 과정이라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을

거부하고 인정의 요구들을 해체하는 것이 좋은 삶을 위한 조건이 된

다.(Butler, 1997; 2004; Oliver, 2001; Allen, 2008)

이러한 이중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인정질서가 지배 혹은 권력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간주되었던 것은 호네트의 인정 개념이 동등한 개인들

의 상호 인정이라는 전제 하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 권리,

그리고 연대는 동등한 개인들의 자유로운 상호 인정의 영역으로 이해된

다. 이 각각의 영역에서 집단의 구성원들은 동등한 서로의 정서와 권리,

그리고 가치를 인정한다. 물론 동등한 인정 관계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

지 않다. 그러나 사회의 인정 질서 일반에 이 동등한 상호성을 적용할

수는 없다. 사회는 다양한 비대칭적 관계망들로도 구성된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인정관계가 성립하지만 이 관계는 동등하지 않다. 인동등한 인

정 관계를 중심으로 한 인정의 모델은 사회적 관계의 일부만 반영하게

된다. 결국 호네트의 투쟁 모델은 불완전한 것으로 나타난다.14)

따라서 호네트에게 주어진 과제는 인정이론의 틀에 이러한 인정의

는데, 어떤 부모가 아이에게 “여성적”인 드레스를 입히며 순종적인 여성이 주인
공으로 등장하는 만화를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이 아이는 기존 사회가 요구하
는 “여성성”을 추구하는 주체로 자라날 수밖에 없다.(Allen, 2010)

14) 호네트의 투쟁 개념은 인정투쟁의 논의에서 헤겔의 재해석 과정을 통해 등장
하지만, 호네트는 인정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푸코의 사회적 투쟁 패러다임을 수
용한다. 권력비판에서 호네트는 푸코의 행위 이론적 모델에 접근한다.(Honneth,
1991) 그는 푸코의 작업을 “계몽의 변증법에 대한 재해석”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푸코의 행위 이론적 모델을 비판이론에 결합한다. 이 행위 모델에 따르면 전략적
행위에 나서는 개인들 사이에 내재한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고 안정화시
키기 위한 사회적 투쟁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페터브릿지의 지적처럼 호네트는
푸코의 사회적 투쟁 모델만을 수용하고 권력의 지배나 종속의 성격은 이론화하
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정투쟁의 논의는 하버마스와 푸코의 결합이지만 권력이
부재한 투쟁이론이 된다.(Petherbridge, 2013: 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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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적 성격에 대한 고려를 포함시키고, 지배의 도구로서의 인정을 자신

이 옹호하고자 하는 도덕적 성격의 인정과 구별하는 것이다. 이 구별은

인정이론에 대한 개념적 풍부화를 요구한다. 사회적 인정 질서는 동등한

상호성을 넘어 다양한 권력 관계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투

쟁의 도식 또한 권력에 대한 고려를 거쳐 변경되어야 한다.

(2) 무시의 은폐적 속성

호네트의 초기 인정이론이 갖는 두 번째 한계는 무시가 경험되는 사

태가 일면만 강조되면서 불충분하게만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정

투쟁은 당사자들의 좋은 삶을 위해 일어나면서, 동시에 사회의 인정질서

를 더 나은 것, 확장된 것으로 변화시킨다. 곧, 이는 기존의 인정질서와

새로운 인정질서를 연결 짓는 중간 지점이다. 그런데 이 투쟁은 오직 무

시의 경험으로부터만 발생할 수 있다.

앞서 논의를 통해 정립했던 투쟁의 도식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도식은 전-이론적 관찰, 즉 무시의 경험과 사회적 투쟁에 대한 현상적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것이다.(Honneth, 2000b) 무시의 경험이 사회적

투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해석과정을 거쳐 공동의 경험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 투쟁이 인정 질서를 새로운 것으로 대체할 것이라

는 호네트의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 도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시

를 일으키는 사태가 어떻게 인지되고 경험되는지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

이다.

투쟁에 나서기 위해서는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이 필요하다. 우리

는 단적으로 분명한 무시의 상황에서 분노를 느낀다. 가령 노동자는 어

떤 전문적 지식을 갖지 않고도, 휴일 없이 끊임없는 노동이 자신에게 요

구되면 분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에 내재한 무시의 속성

들은 이처럼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며 은폐된 상태로 곳곳에 존재하기 때

문에, 이를 인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노동자에게 휴일 없는 노동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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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는 것은 단적인 무시이지만, 노동자를 무시하지 않는 적정한 휴일이

얼마인지 규정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이와 같은 규정이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능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시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

니다. 이미 사회적 질서로 작동하고 있는 제도 속에서도 무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한 사회에 운용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은 구성원

들의 암묵적 동의를 전제하지만, 그럼에도 이 제도가 정의롭거나 구성원

들의 좋은 삶을 보장하는 인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제도들은 그 제도의 적용 대상들을 무시하거나 모욕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한다.15)

이와 같은 무시의 은폐는 제도적 무시들이 기능적 복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이미 이러한 무시

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지하도록 성장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16) 차별

적 사회에서 성장하면서 차별을 내면화한 개인은 그와 유사한 차별이 그

에게 가해졌을 때 이를 차별로 인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인정 투쟁은 일어날 수 없다. 이들은 자신이 속한 질서에서 무시를 겪지

않으며, 따라서 그 질서에서 좋은 삶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고 믿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무시는 그 당사자들에게 무시로서 경험되었을 때 무시의 경험

이 된다. 그러나 호네트의 투쟁도식은 무시가 개인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분명하게 경험되는 무시의 경험으로부터

15) 마갈릿의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제도는 그 구성원들에게 정의로
운 것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제도가 그 구성원을 모욕할 수 있다. 마갈릿은 모
욕을 “자존감을 손상시키는 행위나 조건” 이라 규정하고, 제도가 개인을 모욕하
지 않는 사회를 “품위 있는 사회(decent society)”로 규정한다. 품위 있는 사회는
모욕이 없다는 점에서 롤즈의 정의로운 사회와도 구분된다. 정의로운 사회도 모
욕적일 수 있다. 즉 품위 있는 사회는 정의의 문제와 별개로 추구되어야 하는 사
회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Margalit, 1996)

16) 이 점에서 은폐의 문제는 권력 개념과도 연결된다. 권력이 생산해내는 주체는
권력이 부여하는 진위게임에 따라 자신의 인지 또한 형성하기 때문이다. 즉, 순응
하는 주체는 권력에 순응하는 주체로서 생산되는 동시에, 권력이 자신의 유지를
위해 기능하도록 하는 무시의 체계에 눈먼 주체가 되도록 생산된다.(문성훈,
2010: 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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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도식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호네트의 인정이론이 비판적 사회이론

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은폐된 무시가 어떻게 무시의 경험으로 이행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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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이데올로기적 인정과 호네트의 제안

앞서의 두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호네트의 “이데올로기

적 인정”의 개념이 등장한 배경과 그 개념이 인정 이론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정이론은 두 가지 지점에서 보완되어

야 한다. 먼저 인정과 권력의 결합으로 지배를 재생산하는 인정 개념과,

좋은 삶의 조건이 되는 인정 개념을 구별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은폐된

무시의 상황이 어떻게 당사자들에게 인지될 수 있는가에 대해 합당한 답

을 제시해야만 한다.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보완하고

호네트의 투쟁 도식을 완성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보인다.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이름에 “이데올로기”라는 수식이 붙었다는 것

또한 주목될 필요가 있다.17) 이는 이데올로기적 인정에 대한 호네트의

작업이 헤겔, 맑스, 그리고 비판이론에까지 이어지는 이데올로기 비판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네트의 초기 인정이론이

이미 이데올로기 비판을 수행하고 있다고 분석하는 관점도 존재한다. 이

데올로기 비판의 작업이 “세속적 초월(intramundane transcendence)”, 즉

세계 속에서 현존하면서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하려는 시도

라면, 호네트에게 이는 무시의 경험과 인정을 위한 투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Ng, 2015: 400-402) 그러나 앞선 논의처럼 호네트의 인정이론

은 해방의 기획을 위해서 보완되어야 하며, 이데올로기적 인정 개념은

이 보완의 중심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호네트는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인정을 구분하고 있지만, 지배

메커니즘을 은폐하고 지배를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이 양자는 동일한 기

17) 게스(Raymond Geuss)는 이데올로기를 기술적(descriptive), 경멸적(pejorative),
그리고 긍정적(positive)의미에서 규정한다. 이데올로기 비판이 사용하는 이데올
로기 개념은 경멸적 의미의 이데올로기와 관련한다. 즉, 이데올로기는 “지배 메커
니즘을 은폐하는 일종의 허위의식”이며, “지배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이해된다.(Geuss, 1981: 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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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에서 지배의 재생산은

순응과 인정을 뒤섞어 전자가 후자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양자를 동일시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질서 속에 있는 개인이 순응을 인

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의 요구들을 적극적으

로 수용하게 될 것이다. 인정 투쟁에 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긍정적 자

기 관계가 훼손되었다는 느낌에서 저항을 시작한다면, 이데올로기적 인

정은 그 인정 질서가 구성원들의 인정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것처

럼, 기존의 질서에서 자기 정체성이 온전히 실현될 것처럼 가장한다. 이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의 개인들은 투쟁에 나설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순응

과 인정을 구분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가 형성한

이러한 착종을 효과적으로 해체하고 인정 투쟁으로의 이행을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정이론은 사회비판의 실천적 의미를 확보할 수 있다.

3장이 수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구분이다. 1절에서는 세 가지 접근

방식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인정 개념의 정식화된 이해를 시도할 것이다.

다음 2절에서는 이데올로기적 인정이 지시하고 있는 구체적 양상들을 고

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데올로기적 인정이 왜 순응이며, 어떤 점에서

병리적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이데올로기

적 인정의 상태에 있는 개인이 순응과 인정을 구별하고 투쟁에 나설 수

있는지, 그 해방의 가능성에 대한 호네트의 제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제 1 절.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개념

(1) 인정과 두 유사-인정의 구분

인정을 순응과 구분하는 작업을 위해서는 앞서 정립했던 인정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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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2장의 논의에 따르면, 인정은 긍

정적 자기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좋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러한 규정

은 호네트가 주제화하는 정당한 인정 외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보

인다. 인정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당한 인정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을, 본 논문에서는 “유사-인정”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이 유사-인정들은 인정과 구분되어야 한다.

1) 첫 번째 유사-인정은 좋은 삶을 위한 조건을 위해 등장하는 인정

요구들과 관련한다. 기존하는 인정 질서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정해주

지 않을 때, 당사자들은 무시의 경험과 분노의 감정에서 투쟁에 나서게

된다. 이 투쟁에 함축된 인정 요구는 당사자들의 좋은 삶을 위한 도덕적

요청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인정 질서가 어떤 정

체성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그것을 수용함이 합당하다는

관점이 전제된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인정 질서가 기능하고 있다는 것

에는 곧 사회 구성원들이 그 인정 질서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함축되어 있다. 기존의 인정

질서도 지나간 사람들의 투쟁이라는 역사적 발전의 도정 위에서, 즉 인

정 투쟁의 연쇄 속에서 수립되었기 때문에, 기존하는 인정 질서의 규범

들 모두를 부정할 수는 없다. 인정 질서의 기능이 인정의 목록과 배제의

목록을 만드는 작업이라면, 이미 만들어진 목록에 기입된 합리성의 부분

까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인정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기준을 세우는 작업, 인정

요구의 선별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몇몇 인정 요구들은 단적으로 부당

하다. 단적인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경우 긍정적 자기 관계의

충족을 정당화할 수 없을 것이다. 스킨헤드나 네오나치 등은 이민자, 외

국인, 유색인종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거나 혐오범죄를 일으키

는 인종차별적 집단들이다. 이들은 특정 집단에 대한 강한 혐오로 자신

들을 정체화하고, 그들의 관점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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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을 주장하는 이들의 정체성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은 분명하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모든 인정 요구가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직관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직관은 인정의 구체적인 규

정 아래서 정당화될 수 있다.

어떤 인정 요구들은 거부되어야 한다는 직관에 상응하는 인정개념은

인정 모델에 대한 두 선택지로부터 출발한다. 호네트에 따르면, 인정은

인정의 행위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두 가지 모델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두 모델은 부여(attributiv/Attribuierung)모델과 인지(rezeptiv/

Wahrnehmung)18)모델이다. 이 구분은 인정 행위의 두 양상에 근거한다.

타인에 대한 인정 행위는, 상대의 어떤 정체성에 긍정적인 지위를 ‘부여’

하는 것이거나, 혹은 상대의 어떤 정체성에 이미 존재하는 긍정적 지위

를 ‘인지’하는 것이다. 곧, 부여 모델에 대해서는 그것이 새로운 인정을

‘생산’ 한다는 점에서 “인정의 생산적 수행”이며, 인지 모델의 경우 이미

있는 긍정적 속성이 특정한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인정의 재생산

적 수행”이다.(Honneth, 2003: 321) 그런데 어떤 정체성에 긍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과 이미 그 정체성에 부여된 긍정적 지위를 인지하는 것은

서로 다른 사태를 지시하고 있다. 결국 인정의 두 모델은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두 모델 중 부여 모델은 어떤 정체성이 인정받을만한 것인지를 결정

하는 문제에 있어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부여 모델

은 어떤 정체성에 긍정적 속성을 부여하는데, 이는 그 정체성을 인정하

는 태도를 상대에게 보여주는 실천을 통해 가능하다. 그런데 이처럼 긍

정적 속성이 단지 부여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방식의 정당성 혹

은 적절성을 판단하는 내적 기준을 가질 수 없”(Honneth, 2003: 322)다.

18) “rezeptiv”는 “수용적”이라는 번역어에 적합하다. 그러나 동시에 호네트는 동일
한 모델에 대해서 “Wahrnehmung” 즉 “인지”모델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본 논문
에서는 하나의 모델을 지시하는 두 표현 중 “인지”이라는 표현이 호네트에 의도
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한다. 호네트가 의도한 바에 따르면 이 모델은 상대
에게 새로운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이미 존재하는 지위를 긍정
적으로 인지하는 방식으로서 인정을 수행하기 때문이다.(Honneth, 2003: 3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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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어떤 정체성이든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존재한다면 인정이 성

립하기 때문이다. 결국 인정의 부여 모델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정체성

을 “개인의 능력 혹은 지위로 간주해야”(Honneth, 2003: 322)한다. 따라

서 부여 모델이 인정의 단일한 모델이라면 우리는 인종 차별적 집단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정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규범적 준거점

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반면 인지 모델은 어떤 정체성에 긍정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인정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속성을 인지하고 반응19)하는 것이

다. 어떤 속성에 대한 긍정적 반응은 이미 인정 받을만한 가치의 기준이

실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속성이 가치 있다는 것이 객관적 기준

에서 판단될 수 없다면, 인지될 속성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속성이 가지는 가치가 그것을 보는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은 사회적 인정이라는 관점에서 구성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그런데 반대로 실재하는 객관적 가치 기준에 강조점을 두게 되면 새

로운 인정 질서의 등장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속

성들이 변화해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인지모델의 관점은

변화하는 인정 질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호네트는 이처럼 실재하

는 동시에 변화의 계기를 가진 객관적 기준에 인정의 역사성을 덧붙인

다. 인지모델이 인지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속성들의 목록은 내용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가변적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인정의 기준은 한 특정한 사회에서는 사회화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속성들이 정

당한 것인지 아닌지는 특정 사회의 성격이 반영된, “특정한 생활세계의

경험지평 속에서만 현실성을 가지는”(Honneth, 2003: 324) 것으로서 나

타난다. 그런데 이처럼 특정 생활 세계에 한정되는 지평은 언제나 상대

19) 이 때문에 호네트는 인지 모델을 동시에 “반응” 모델 Antwortmodell로 지칭하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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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멈추게 될 때 인지모델은

다시 객관적 기준을 상실하고 부여모델의 한계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호네트는 이에 진보의 이념을 결합시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역사적으

로 드러난 “인간 존재의 가치 있는 속성의 증가하는 다양성”(Honneth,

2003: 325)은 진보의 표지다. 인정 질서는 확장하는 역사적 경향성을 가

지고 있으며, 인정의 기준은 이러한 역사적 경향성에 합당한 방향으로

변화한다.

타인의 긍정적 정체성을 인지하는 것을 인정의 행위로 규정하고, 그

객관적 기준에 진보라는 역사적 경향성을 부여함으로써 호네트는 인정

요구들의 정당성을 구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차별적이나 혐오하

는 정체성을 가진 이들의 주장은 생활 세계의 현재적 담론에 의해 거부

될 뿐 아니라, 인정 질서의 확장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미래의 관점에

서도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2) 앞서의 논의는 정체성 인정 요구의 수용 여부와 관련한 문제였다.

이 때 유사-인정의 구별은 역사성을 가진 실재적 기준에 의존한다. 그런

데 또 하나의 유사-인정이 존재한다. 이는 앞서와 다른 층위에서 인정의

형식을 취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두 번째 유사-인정의 상황에는 새로운

인정 요구가 등장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 두 번째 유사-인정의 문제

는 기존의 인정질서가 재생산하는 요구들과 관련한다.

새로운 인정 요구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일 수 있

다. 하나는 기존의 인정 질서가 모든 구성원의 자기실현을 이미 보장하

고 있는 질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정 요구는 인정 질서의 변화라는 역

사적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인정 요구의 부재

는 다른 하나의 가능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인정 질서가 무시를 은폐

함으로써 그 질서의 요구들이 마치 구성원들의 좋은 삶을 보장하는 것처

럼 나타나는 것이다. 이 두 번째 유사-인정은 인정 요구를 불필요한 것

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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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적 인정의 개념이 지시하는 사태는 이러한 두 번째 유사-

인정에 해당한다.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 속의 개인은 생활 세계에서

합의되는 기준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어떤 인정이 정당한지를 구별할 능

력이 있다. 그러나 이 기준에 따라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인정 질서가 실

제로는 자신의 긍정적 자기 관계를 수립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좋은 삶

을 보장해주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 생활 세계의 객

관적 기준이 존재하지만 이 기준이 왜곡된 상태에 놓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개인은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인정의 요구들

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그에게는 자신에게 정당한 것으로 드러난

인정 질서가 그에게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이행했을 때 좋은 삶을 영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그의 좋은 삶

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로써 순응은 인정이 된다.

(2) 이데올로기적 인정과 사회적 질서의 재생산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가 왜곡된 기준에 따를 것을 개인에게 요구

하면서 자신의 질서를 재생산할 때, 개인은 그의 노력이 자신에게 돌아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인정의 요구들을 수행하게 된다. 곧,

개인이 이러한 인정 질서의 요구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수록 그 개인은

자신을 희생하여 인정 질서를 재생산한다. 알튀세르(Louis Althusser)는

인정의 이러한 속성을 “이데올로기적”이라 규정한다.(Althusser, 2002)

인정은 “이데올로기의 모든 형식이 갖는 공통의 메커니즘”(Honneth,

2007: 324)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정은 이데올로기의 도구이

며, 개인은 인정을 통해 자신의 좋은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

로기의 지배에 예속된다. 한 개인이 비로소 “주체”가 되는 것은 “그들에

게 사회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실천적 규칙과 역할-부여의 체계에 종속”

될 때만, 즉 사회적 인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Honneth, 2007: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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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네트는 인정의 이러한 기능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들을 발견한

다. 가령 “엉클 톰(Uncle Tom)”이라는 호칭은 이웃에 사는 친숙한 흑인

을 위해 사용된 표현이 아니다. 이 호칭은 흑인과 백인이 차별받는 사회

에서 백인에게 순종적인 흑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호칭을 통해 발생하는

인정 행위는, 이 표현에 함축된 “노예제 사회에서의 순종적인 하인”이라

는 정체성을 긍정하는 것이다.(Honneth, 2007: 325) “좋은 가정주부”라는

표현도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예시가 된다. 이러한 표현은 여성에게 “노

동의 젠더-국한적인 구분에 순응”하도록 촉구하기 때문이다. (Honneth,

2007: 326) 마지막으로, 영광이나 모험을 추구하기 위해 기꺼이 전쟁에

나서는 사람들의 덕목을 만들어내는 “영웅적인 군인들(heroic soldiers)”

의 상도 이데올로기적 인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명명들은 모두

자발적 복종, 순응 속에 자신의 자아상을 위해 기꺼이 사회의 과업들을

수행하는 주체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명명들이 인정이라는 형식을 통해 사회 질서의 재생산에 협

력해왔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때문에 호네트는 이러한 부정적 규정 전

체를 거부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인정 일반의 규정으로 간주되어

서는 안 되는 것이다. 호네트는 알튀세르가 이데올로기 개념을 “순수하

게 기술적인 의미로서만 사용”(Honneth, 2007: 324)하고 있으며, 인정의

다층적 속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비판한다. 이 때문에 알튀세르는 인정의

규범적 의미 없이 인정을 “주어진 사회적 체제에 순응하도록 행동하는

주체를 만드는 메커니즘”(Honneth, 2007: 324)으로만 규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정의 부정적 규정을, 호네트는 “이데

올로기적 인정”이라 명명한다. 물론 사회적 질서가 개인에게 제시하는

자아상을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과업 수행과 그로 인한 사회 질서의 재

생산이라는 현상은 인정과 전적으로 별개의 사태가 될 수 없다. 다만 그

것은 인정 자체가 가진 특성이기보다는 오히려 합당한 인정의 결여가 만

들어낸 현상에 가깝다. 인정이 언제나 지배의 실천과 주체화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다. 정당한 인정은 이로부터 구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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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앞서의 역사적 사례들을 상기해볼 때, 이 사례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단적으로 부당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정과 이데올로기적 인정을

구분하는 것은 손쉬운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동시대인으로서 우리가 살

고 있는 시대에서 이를 구분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엉클 톰, 좋은 가정주

부, 용감한 군인이라는 앞서의 세 예시들은 모두 그것이 사용되던 시대

에 한정해서는 나름의 합리성, 그 명명의 근거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가치 언

명들에 수긍하며 살아왔다. 반면 우리는 이미 노예제가 비인간적이라는

것, 여성을 가사노동에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시도들이 대부분 의미 없는 희생에 그치게

된다는 점을 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 언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무시의 감정을 느끼며 이를 거부하게 된다. 호네트에 따르면, 이

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도덕적으로 진보된 현재의 관

점”(Honneth, 2007: 326)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판적 사회이론이 오직 역사적으로 지나간 사건들에 대해서

만 이야기할 수 있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실천적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비판적 사회이론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병

리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구체적 속성

을 확인함으로써 현재의 관점에서 이를 구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만 한다.

(3)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세 가지 속성

자신의 삶을 위한 개인의 노력이 지배 질서의 재생산으로 이어진다

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이데올로기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인정이 지시하는 고유한 사태가 드

러나기 위해서는 구체적 속성들을 규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 호네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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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적 인정이 갖는 세 가지 속성을 제시한다. 이 세 가지 속성들

은 이데올로기적 인정이 어떤 점에서 이데올로기적 ‘인정’인지를 보여준

다.

1) 먼저,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믿음 체계는 “주체 혹은 주체가 속한

집단의 가치에 긍정적 표현(positive expression)을 제공”(Honneth, 2007:

337)해야 한다.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개인을 기존하는 질서에 순응하는

주체로 만들고 질서의 재생산에 기여하게 하는데, 이는 억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방식을 통해야 한다. 개인이 신

뢰하는 인정 질서가 그에게 긍정적인 표현을 제공해줄 때에만 그는 인정

질서가 부여하는 “어떤 특정 과업을 기꺼이(willingly) 수행”(Honneth,

2007: 338)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억압적이거나 차별적인 방식으로 유지되는 질

서는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질서가 될 수 없다.20) 억압적이거나 차별적인

질서에서 개인은 강제적으로 자신의 과업을 수행하지, 자발적으로 기꺼

이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가령, 이슬람 신도들은 자신들을 잠재적 테러

리스트라고 규정짓는 사회적 편견이 만연한 인정 질서에 순응하지 않을

것이며, 이 인정 질서에 어떤 적극적 협력의 가능성도 갖지 않을 것이다.

2) 두 번째로,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믿을만한(credible)” 것이어야 한

다. 믿을만하다는 것은 곧,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믿음 체계가 “수신자들

의 눈에 반드시 믿을만한” 정도로 “좋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Honneth, 2007: 338) 만일 이데올로기적 인정이 제시하는 인정의

20) 호네트는 여성혐오(misogyny)를 명백한 억압의 목록에 포함되는 것으로 언급하
고 있다. 여성혐오의 관점이 반영된 인정은 그 억압적 성격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영역에 포함될 수 없다.(Honneth, 2007: 338) 반면 알렌은 호네트가 제시
하는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세 가지 속성을 비판하면서 가정에서 여성이 겪는 “여
성성”에 대한 요구들이 이데올로기적임에도 불구하고 호네트가 제안하는 세 속성
이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인정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고 비판한
다.(Allen, 2010: 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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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들 혹은 가치 언명(value-statement)이 그 수신자들에게 근거가 부

족한 것으로 비친다면, 그들은 이러한 인정 질서에 따르지 않을 것이며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그 “수행적 기능(performative function)”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Honneth, 2007: 338)

이 “신용가능성”의 문제는 가치 부여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의 확장

과도 관련한다.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표현들은 그 표현의 수신자들이 현

재 가지고 있는 평가적 지표보다 하락하지 않는 한에서만 이 표현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반대로, 어떤 긍정적인 표현을 제공하는 인정 질서라

하더라도 이미 평가 절하된 가치들을 제시하려는 시도들은 수신자들에게

는 믿을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곧,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확장

되어 사라진 과거의 인정 언명들이 아닌, “현재의 가치 부여적 어휘들

(evaluative vocabulary)을 사용하는 표현들만 이용”(Honneth, 2007: 338)

한다. 이 점에서 이데올로기적 인정에는 역사적 혹은 시간적 맥락에 대

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

앞서 논의에서 나타난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여성에게 좋은 가정주

부의 역할을 제안하는 것에 부당함을 느낀다. 가정주부라는 가치 언명은

가사 노동을 담당하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어떤 인정 질서가 여성에게 좋은 가정주부의 역할을 장려한다면

우리에게 이는 근거 없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이러한 인정 질서는 이데

올로기적 인정이 아닌, 자율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능하는 “정상화

(normalizing)”(Honneth 2007: 339)하는 인정이다. 좋은 가정주부라는 언

명은 여성의 자율성을 가정의 영역에 한정짓는다. 이와 같은 정상화하는

인정은 억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첫 번

째 속성과도 양립할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긍정적 표현을 제공하고, 믿을만

한 것일 뿐 아니라, 특정한 새로운 가치나 특별한 성취에 대해 표현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수신자를 “대비시키는(contrastive)” 것이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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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Honneth, 2007: 339) 개인을 특별하게 만드는 성취는 앞서 두 속성들

과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에 속한 개인이 그 질서에 자발적

이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촉구한다.

이는 인정 질서에 속한 개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가치 언명을 통해

“그 가치들이 그들에게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구분되는 느낌을 줄

때”(Honneth, 2007: 339)에만 그 가치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자신과 동

일시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노력으로 얻은 성취가 타인들과 구분되지

않는다거나 그가 이미 성취한 인정과 차이가 없다면 그 가치를 추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가치 언명은 그 수신

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과거의 인정 질서나 혹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질서가 자신에게 부여했던 것과 확연한 대조가 드러날 때에만 유의미한

것이 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그 인정 질서를 받아들이는 개인이 기꺼

이 자신의 노력을 쏟을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기존하는 인정 질서가 요구하는 역할이나 규범에 기꺼이 협력한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특징들은 이데올로기와 유사한 것처럼 보인

다. 그러나 주어진 과업을 수행한다고 해서 곧바로 지배 질서에 대한 순

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인정 질서에 대한 적극적 협력은 정당한 인정

질서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이상이기 때문이다. 인정 질서가 개인의

좋은 삶을 충분히 보장한다면, 그 질서를 수용하는 개인들은 자신들의

좋은 삶과 인정 질서의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될 것이다.21)

이러한 관점에서 호네트가 제시하는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세 속성은

모든 인정이 공유하는 속성이기도 하다. 곧, 이 세 규정들은 인정의 속성

들을 통해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인정을 구분하지만, 정당한 인정

21) 이러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력의 이상은 호네트의 민주주의 정치이론에서도
중요하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분배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정치적 영역은
민주적 공론장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다. 그러한 정의로운 분업을 통해서만 개인
은 자신이 공동체의 협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식을 형성하며 그 의식을 통해 민
주적 절차에 대한 관심이 발생하기 때문이다.(Honneth, 2000f: 3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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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데올로기적 인정을 구분하는 도구로 작동할 수는 없다. 인정의 이

러한 속성들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 이데올로기와 결합해 정당한 인정이

아닌 이데올로기적 인정으로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그 결합이

일어나는 구체적 양상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구체적 양상들

(1)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영역

호네트의 서술을 토대로 우리는 이 개념을 더 추적해볼 수 있다. 이

데올로기와 인정의 이러한 결합은 어떤 조건 하에서 가능한가? 앞서의

논의에서 제시된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세 속성들 모두가 이데올로기가

아닌 인정의 속성들이라는 점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가능성이 모든 인정 영역에 부여될 수는 없다.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사

랑과 권리, 그리고 연대라는 호네트의 세 인정 영역 중 가치부여의 영역

인 연대의 영역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기여를 평

가하고 그 기여를 통해 확보될 인정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

이다. 즉,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 안에서의 적극적 협력은 정서적 관계

나 동등성이 아니라 개인의 성취에 대한 가치 평가에 의존하고 있다.

연대라는 인정의 형식을 통해 개인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서 집단에 대한 기여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22) 이때 기여에 대한

평가, 즉 무엇이 “업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는 공동의 목표를 척도

로 측정된다. 가령 고대 그리스 스파르타의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웃 국가들과의 전쟁이 잦은 스파르타의 목표는 강한 군대를 양성해 이웃

22) 권리 영역을 지배하는 원칙이 동등성의 원칙이라면, 개인의 가치가 협력에 대한
기여로 계산된다는 점에서 연대의 형식을 지배하는 원칙은 “업적(achievement)”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Fraser and Honneth, 2003: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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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지배하거나 침략을 막아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질서에서 강한 남

성이라는 정체성은 가치 있는 것일 수밖에 없다. 즉, 어떤 개인의 가치는

그가 속한 집단의 목표 설정에 의존한다. 이 공동의 목표 설정은 구성원

들의 좋은 삶이 이 목표 추구를 통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를 함축하고

있다. 이 기대가 구성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낸다. 구성원들이 동의 없는

목표 설정은 반드시 억압이나 폭력을 통한 지배를 포함할 수밖에 없으

며, 이는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표현을 제공하지도, 믿을만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곧,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기여를 통해 가치를 평

가하는 연대 형식의 작동은 그 자체로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세 속성을

함축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렇다면, 연대 형식에서 성취에 관여하는 인정이 이데올로기적 인

정이 되는 것은 목표 설정에 달려 있는가? 어느 집단 구성원들이 공동의

것으로 설정한 목표가 지배적 인정질서를 대변하거나 그것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구성원들의 가치 인정은 이러한 지배적 인정질서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23)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인정을 결정하는 것은 공동의 목표가

지시하는 방향과는 무관하다.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그것이 어떤 목표가

되었든, 목표를 추구하면서 발생한 기여를 통해 주어질 성취를 그 기여

의 당사자와 단절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나치 부역자들이나, 자원

봉사에 나선 의료봉사팀의 일원, 혹은 정치적 조직에 참여하는 운동가

등, 목표를 설정하면서 그 목표에 기여하려는 사람들 모두가 그들의 집

단 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데올로기적 인정은 그 목표에 가장 합당한 이름을 그 질서 내의 구성원

들에게 보인다. 그리고 그들이 노력을 통해서 그 인정을 획득하고 좋은

삶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공언한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그

들에게 그 성취를 돌려주지 않는다.

23) 가령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세 번째 인정형식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이데올
로기적 방식으로 위계화 되면서 조직된” 것이다. 자본 소유자 집단은 그들의 “일
방적인 가치 지평”에 따라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들을 자신들의 재생산에 합당하
게 배열하면서 가치를 부여한다.(Fraser and Honneth, 2003: 14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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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차적 장애: 믿음과 실재의 분리

앞서 1절에서 언급된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두 번째 속성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믿을 만한” 좋은 근거를 가진 것으

로 나타난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에 속한 개인들은

인정 질서의 요구들을 수용하고 그에 따라 노력했을 때 자신의 기여를

통해 새로운 성취에 합당한 인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믿게 된다.

이러한 믿음은 근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

가 요구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그들의 노력을 통해 도달한 새로운 인

정의 이름을 비어있는 것으로 만든다. 즉,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기여를

통해 주어질 성취를 그 인정의 이름을 획득한 개인에게 돌아가도록 하지

않고, 그에게 이름 외에는 자기실현을 위한 그 어떤 조건도 제공해주지

않는다. 결국 그들이 인정 질서에 가졌던 믿음과 기대는 이 이데올로기

적 질서 안에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주언(Christopher F. Zurn)에 따

르면, 이러한 상황은 “이차적 장애(second-order-disorder)”로 명명될 수

있다. 이데올로기적 인정에서는 인정 질서가 표면적으로 약속한 것과 그

심층적 층위에서 실제로 보장하는 것이 불일치한다는 것이다.(Zurn,

2011; 2015)24)

이러한 이차적 장애 현상은 쉽게 발견된다. 가령, 보험 회사가 “사원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자. 보험 가입 유도를 통해 많이 가입자

가 생길수록 그것이 ‘실적’이 되고, 그 실적은 회사에 대한 기여를 보여

주는 성취로서 계산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원왕에게는 그 이름 외에 다

른 물질적 보상이나 더 나은 근무조건 등 다른 성취들이 주어지지 않는

24) 주언은 이러한 이차적 장애라는 불일치 현상이 현대 사회에 만연한 병리이며,
이데올로기적 인정, 물화, 불가시성, 개인화의 역설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고 본다. 비판이론의 역할은 이러한 이차적 장애가 무엇인지 규정하고 이것의 발
생을 진단함과 동시에, 이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다.(Zurn, 2011: 36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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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그의 기여가 그의 자기실현에 기

여할 것처럼 그들의 노력을 장려하지만 그것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노동

의 생산들이 지배의 재생산에 기여하도록 만든다.

이차적 장애는 그 심층적 작동 방식을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 이데

올로기적 인정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에 속한 개

인들이 자신도 모른 채로 질서에 순응하도록 만든다. 자신의 인정을 위

해 투자된 노력들은 질서를 유지하는 순응에 기여한다. 이데올로기적 인

정의 이러한 작동 방식은 단지 노력의 대가가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낭비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인정을

위한 노력을 지배 질서에 대한 기여로 전환하고, 인정을 순응으로 대체

하며, 결과적으로 인정을 훼손한다.

(3)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인정 훼손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질서 내에서 인정이 순응으로 대체된다면, 즉

이데올로기적 인정이 그 질서 내의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좋은 삶을 보장

해주는 것처럼 나타난다면, 그들은 인정을 위해 노력하지만 오히려 그것

을 훼손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이 인정 질서 속에서 개인은 은폐된

무시를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 의존해 자신을 헌신하지만 이는 결코 자기실현으로 돌아오지 않

는다.

좋은 삶을 위해 개인이 세 가지 형식에 따라 인정받아야 한다면, 이

데올로기적 인정은 자기 가치부여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그 성취에서

배제함으로써 그들이 온전한 자기 정체성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한다. 호

네트는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현대적 사례로 노동자에 대한 호칭 변화를

제시한다. 노동자는 더 이상 “임금근로자(wage-workers)” 혹은 “노동

계급(labor force)”으로 불리지 않는다. 노동자는 이제 자신이 수행하는

작업의 “창조적 기업인(creative entrepreneur)”이다.(Honneth, 2007: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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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명명법은 노동자의 노동을 마치 자율적이고 개인적인 성취인 것

처럼 전환한다. 이제 노동 과정의 시작과 끝 모두가 온전히 노동자 자신

의 것처럼, 따라서 노동력 또한 어떤 강제도 없이 노동자 자신이 자의적

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처럼 간주된다.

이러한 명명이 노동자가 자신의 기여를 통해 실제로 획득 가능한 성

취를 담고 있다면 이는 이데올로기적 인정이 아니라 정당한 인정일 것이

다. 그러나 이는 실현 불가능한 것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동시에 질서의

재생산만을 가능하게 한다.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한 기업 안의 노동자

가 “창조적 기업인”이 되기 위해서, 곧 자신이 관여하는 노동에 자율적

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필요하다. 그는 우선 숙련 노동

자여야 하며, 어느 정도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따라서 어떤

일의 결정권이 온전히 그에게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회사 내 극

소수에게 한정되는 것이지만 노동자가 노력을 통해 그 위치에 오르는 것

은 불가능에 가깝다. 즉, 노동자에게 “창조적 기업인”이라는 칭호를 붙이

는 것은 일종의 기만이다.

이처럼 이데올로기적 인정 속에서 개인이 속한 인정 질서는 억압과

배제의 질서가 아니라 자기실현을 위한 기회를 충분히 열어놓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의 개인은 무시를 경험

하지 못한다. 기존하는 인정 질서가 이미 자신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창조적 기업인”이 되기 위해

자신에게 충분한 기회가 열려 있다고 믿는 노동자는 지금의 인정 질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자신의 충분한 노력만이 기여와 성취를 통해 자신을 인정받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인정 질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질서 안에서

자기실현을 위해 투자해야 할 노력의 강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정을

둘러싼 투쟁 또한 일어날 수 없다. 곧, 이 질서 안의 개인은 좋은 삶을

추구할 기회를 은밀하게 박탈당한다.

그런데 투쟁 가능성의 상실은 단지 좋은 삶과 자기실현의 기회를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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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는 동시에 사회 발전의 정체를 의미한

다. 앞서 2장에서의 논의를 상기하면, 호네트의 투쟁 도식에서 긍정적 자

기 관계를 위한 투쟁은 사회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투쟁

을 통해 사회적 인정 질서가 변화하고 확장하기 때문이다. 가령 동성 연

인이 자신의 결혼에 대한 법적 인정을 통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얻고자 할 때, 동성 연인의 결혼이라는 법적 권리는 자신의 긍정적 자기

관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결혼이라는 사회적 영역의 확장을 불러온다. 이

로써 자신과 동일한 속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까지 확장된 인정의 영향

이 미치게 된다. 그런데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이러한 확장의 계기를 제

공하지 못한다. 인정 영역의 확장을 가능케 하는 계기는 기존하는 인정

질서가 개인에게 경험하게 하는 무시의 감정에서 유래한 어떤 방식의 투

쟁이기 때문이다.

제 3 절. 이데올로기적 인정에서 저항의 가능성

(1) 인정과 물적 조건의 연관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가 자기실현을 위한 충분한 기회가 열려 있

는 것처럼 보이는 동시에 단절을 통해 믿음과 실제적 조건의 불일치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이데올로기적 인정을 정당한 인정과 구

분하고 순응에서 벗어나 인정을 위한 투쟁에 나서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불일치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이 불일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적 인정이 아닌,

정당한 인정이 자기실현에 기여하는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정의

세 가지 양상들에는 모두 정서적 만족감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의 표현

들을 통해 이 만족감이 발생한다.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받음으로써

당사자는 사랑 받는 기분을 느끼게 되고, 권리를 인정받으면서 존중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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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을,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이 정서적 만족감은

긍정적 자기관계의 토대가 된다. 그러나 이 정서적 만족감은 인정의 표

현들에 확신을 부여해주는 근거들 없이는 일시적인 감정에 불과하다. 곧,

인정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상징적 차원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차원도 보장해야 한다. 정서적 만족감만으로 충분한 것처럼 보이

는 사랑의 인정 형식에서도 물질적 차원은 중요하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면서도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 사랑과 폭력의 대상이 되는 그

의 자녀는 자신이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인정이 물질적 차원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사실은 분

명하다. 더 나아가 물질적 조건의 존재 여부가 인정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 프레이저(Nancy Fraser)는

물질적 영역과 상징적 영역이 서로 독자적인 영역을 갖기 때문에 이 두

영역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Fraser and Honneth, 2003)

어떤 사회적 문제들은 물질적 영역과 상징적 영역에 겹쳐서 나타나지만

각각의 영역에서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가령 백인 남성 노동자가

경기의 악화로 직장을 잃었을 때, 이는 인정의 결여가 아니라 독자적 원

리를 갖는 경제적 체계의 결과인 것이다.

반면 호네트는 상징적 영역과 물질적 영역을 인정으로 통합하는 일

원론적 관점을 주장한다. 이 관점에서는 프레이저가 구분하고 있는 “상

징적” 영역과 “물질적” 영역이 인정이라는 단일한 규범적 틀 속에 통합

된다(Fraser and Honneth, 2003: 113). 분배라는 경제적 문제는 그것이

독립적인 원리를 가진 체계의 일부로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25) 호네트

에게 그것은 인정의 표현, “인정으로서의 분배”로 인정의 규범적 지평

속에 있다. 분배 투쟁의 내부에는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정당하다고 간

25) 이는 호네트가 루만과 하버마스를 비판하는 근거가 된다. “루만과 하버마스가
자본주의를 규범에서 자유로운(norm-free) 경제적 과정의 체계라 보는 것은 잘못
되었는데, 이는 물질적 분배가 투쟁적이지만 언제나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가
치 부여와 관련해 일시적으로 설립된 가치 원리들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이
다.”(Honneth, 2003: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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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되는 사회에 대한 규범적 기대의 좌절이나 침해”(Fraser and Honneth,

2003: 129)라는 규범적 토대가 있다. 분배 투쟁을 인정과 분리해 특정 이

익에 한정된 투쟁으로 본다면, 그러한 관점은 결코 투쟁 속에 자리 잡은

사회적 고통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없다. 결국 분배 투쟁은 사회적

불의에 대한 경험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인정 투쟁으로 이해된다. 이로써

물질적 영역은 인정의 영역에 포섭되며, 분배와 같은 경제적 실천들은

인정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26)

분배가 인정의 표현이라고 할 때, 물질적 영역과 상징의 영역을 매

개하면서 표현의 도구로 기능하는 것은 제도다. 특히 분배 문제와 관련

해서 제도의 매개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호네트에 따르면, “사회적 인정

을 요구하는 그들의 주장들이 이미 어느 정도 법적 규제나 임금 체계에

제도화되어 있다.”(Fraser and Honneth, 2003: 252). 경제 영역과 관련한

제도들은 인정의 규범적 요구들에 근거해 성립해 있으면서 동시에 경제

적 영역에서의 분배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제도들은 인정의 요구들에 근

거하며 인정 질서가 변화한다면 제도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

인정은 제도를 통해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이러한 제도

는 인정이 지시하고 있는 자기실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만 한다. 물질

적 영역과 상징적 영역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물질적

영역의 저변에는 인정의 규범적 요구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불

일치는 끊임없이 교정되어야 한다.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인정이 갖는 이

연관을 거부한다.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이 불일치에 의존하는 동시에 그

것을 은폐함으로써 이 연관이 개선될 수 없도록 한다. 정당한 인정에서

이 불일치는 인정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데올로기적 인

정에서 이 불일치는 인정 질서를 유지하고 재생산한다.

26) 슈미트 암 부쉬는 호네트의 인정이론이 사회적 비판이론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
지만 경제 영역을 인정으로 포섭해 설명하려는 시도가 시장을 설명함에 있어서
적합한 방식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이를 위해 시장에 대한 헤겔의 논
의로 돌아갈 것을 제안한다.(Schmidt am Busc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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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데올로기적 인정과 물적 조건의 확인

물적 조건과의 연관 속에서 인정은 일종의 “약속(Promise)”이

다.(Honneth, 2007: 345) 어떤 인정 질서의 수용은 그 질서 속에서 자신

의 자기실현이 가능할 것이라는 약속의 신뢰를 의미한다. 인정은 단순히

상징적 차원에서 성취되지 않는다. 인정은 그것이 “현실의 가치에 실재

적 표현을 부여하는 행동”(Honneth, 2007: 345)으로서 드러날 때, 비로소

완수된다. 곧 인정은 언제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제도화된 정책들과

실천들의 영역이 덧붙여지는 한에서만 완수될 수 있다.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그 인정 질서 내의 개인들에게 인정의 이름을

붙이지만 그것을 실현할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지 않는다. 호네트가 주목

하는 것은 이 지점이다. 그는 이데올로기적 인정을 확인하고 해방을 기

획하기 위해서 “물질적 조건(material condition)의 확인”(Honneth, 2007:

345)을 제안한다. 이 물질적 조건이란 재화의 분배 같은 경제적인 측면

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물질적 조건은 “주어진 사회적 상호작용의 복잡

성의 정도에 따라, 각각의 개인적 수행이나 적합한 제도적 절차들로 구

성”(Honneth, 2007: 345)된 요소들 전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창조적 기

업가”라고 불리는 개인이 자신의 인정이 이데올로기적인지 정당화된 인

정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 명명이 실제로 그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 조건까지 보장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만 한다. 자본주의 체제의

기업은 극소수의 경영진에만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전권을 허용하기 때문

에 각각의 노동자에게 “창조적 기업가”라는 이름에 따르는 물질적 조건

을 제공해주지 않는다. 앞서의 구분법에 따라서, 이는 분명한 이데올로기

적 인정이다.

나아가, 인정은 자기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새로운 가치들의

등장으로 그 질서를 확장시키는 토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적

인정이 순응이 아닌 인정으로서 자신을 위장하기 위해서는 “사회 진보의

방향과 합치하는 가치평가의 기대들을 설명”(Honneth, 2007: 346)할 수



물질적 조건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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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새로운 가치 평가적 특질

들을 실현하는 물질적 필요조건들을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불능

(structural inability)”(Honneth, 2007: 346) 때문에 새로운 가치 평가적

기대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 곧, 물질적 조건의 확인이라는 방법은

현존하는 인정 질서가 이데올로기적인 것인지를 평가하는 도구이자, 미

래의 변화된 인정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확인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이데올로기적 인정이 인정의 명명과 자기실현의 물질적 조건을 단절

한다는 사실을 물질적 조건의 확인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만 인지할 수 있

다면, 이 물질적 조건의 확인은 인정투쟁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즉, 이

데올로기적 인정이 무시의 감정을 느낄 수 없게 하는 질서라면, 물질적

조건의 확인은 은폐되었던 무시의 감정을 유발하는 새로운 계기로 보인

다. 따라서 앞서 초기 인정이론에 따라 구상한 투쟁의 도식은 이데올로

기적 인정의 조건 하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무시가 단적으로 분명

하지 않은,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 안에서 물질적 조건의 확인은 해방

의 계기로 설정될 수 있다. 이로써 호네트의 투쟁 도식은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

무시의 경험 + 집단적 해석과정

↓

인정투쟁

↓

새로운 인정질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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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네트의 제안이 갖는 세 가지 한계

주언 이데올로기적 인정에 대한 호네트의 분석을 받아들이지만 그의

작업이 비판적 사회이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본다.(Zurn,

2011; 2015) 주언에 따르면, 사회적 병리를 온전히 다루기 위해서는 증상

학(symptomatology), 역학(epidemiology), 병인학(etiology), 그리고 치료

에 이르기까지 네 부분의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즉 사회적 병리에 대

해서, 그것이 어떤 증상으로서 나타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진단되며, 어

떤 원인에서 발생하는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치료되어야 하는지가 설명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차적 장애”를 진단하는 호네트의 작업은 증상학

과 역학의 관점에서만 수행되었기 때문에 불충분한 병리학이 된다는 것

이다.

주언의 지적처럼, 호네트는 이데올로기적 인정이 수행하는 불일치의

원인에 주목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데올로기적 인정에 대한 “치료”의 관

점에서 제시된 물질적 조건의 확인의 방법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데올로기적 인정을 구별하기 위한 호네트의 제안은 물질적 조건의 확인

이다. 이 불일치를 확인함으로써 자신이 성취하고자 노력해온 인정이 자

신의 좋은 삶에 결코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에 속해 있던 개인은 그것이 일종의 기만이라는 것을 알게 되

어 분노하고 투쟁에 나서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수용하고 적극

적으로 협력해왔던 인정 질서가 자신의 자기실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무시의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호네트의

제안은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문제를 단순화시키면서 세 가지 한계에 마

주하게 된다.

1) 실제적 조건 확인의 어려움

물질적 조건을 “자기실현의 제도적 조건”이라 이해할 수 있다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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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속한 인정 질서의 요구들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준의 제도

적 조건들이 자기실현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

가 선행해야 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인정 질서의 요

구가 자기실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단지 순응을 요구하는 질서의 산

물이라는 점을 알게 되면 그것을 거부하고 투쟁을 통해 인정 질서를 변

화시켜야 한다.

그런데 현대 사회의 복잡성은 이러한 검토를 어렵게 만든다. 어떤

제도가 사회적 과정을 통해 어떤 귀결에 이르게 될지는 쉽게 규명할 수

없다. 어떤 제도들은 그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물론

그 연결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들도 있다. 가령 이러한 조건들이 전

적으로 부재할 수 있다. 승진 기회도, 임금의 상승 가능성도 없는 비정규

직 보험 판매원들에게 “영업왕”을 선출하는 경우, 이러한 명명이 이데올

로기적 인정의 예시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물질적 조건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충분한지를 검토해야하는 문제라면, 이를 판별하는 것은 어렵다.

어떤 조건들이 노동자를 “창조적 기업인”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판단하

는 것은, 단순히 기회가 열려있다는 점을 넘어서 전문적 지식이나 기업

의 경영 방식, 노동자의 작업 양상 등 수많은 정보들이 동원되어야 하며

노동에 몰입해야하는 노동자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검토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확인의 문제는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규정에 관련해서도 발생

한다. 앞서 1절의 논의에 따르면,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믿음 체계는 그

질서 내의 구성원들에게 그 인정 질서가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이도록

하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한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믿음 체계를

다룰 때, 그 작동방식이 갖는 비합리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던

이데올로기 비판과 다른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그런데 자기실현의 물질

적 조건을 보장하지 않는 인정 질서가 어떻게 “믿을만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을까?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이미 그것이 나름의 합리성을 갖춘 것

으로 보이기 위해 자기실현의 가능 조건까지 보장하는 것처럼 좋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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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제공할 것이다. 즉,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 드러난 작동방식’

을 불신하고 ‘그 너머의 영역’을 발견해야만 한다. 결국 개인이 이데올로

기적 인정의 물질적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믿음을 극복하고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동시에 구체적 경제 지표나 제도의 작동 방식,

그리고 그 효과 등 전문적 지식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개인에게 과중한 과업처럼 보인다.

2) 타자 의존의 문제

이데올로기적 인정질서에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

해서만 그것의 물질적 조건의 자기실현 보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데올로기적 인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언제나 다른 이의 관점이 필

요할 것처럼 보인다. 반복되는 노동 과정 속에서 노동자는 그 자신의 노

동에 함몰되어있기 때문에, 물적 조건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에게 주어지

는 인정의 조건을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 즉, 인정 질서 속에서

이데올로기적 인정을 내면화한 당사자들은 인정 질서 외부에서 그 인정

질서를 분석하고 물질적 조건을 확인한 다른 이들의 언어를 통해 자신들

이 속한 인정 질서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물론 어떤 사회적 병리도 타인과의 상호작용 없이 독자적인 자기반

성만 통해서는 온전하게 인지될 수 없다. 물질적 조건의 확인을 위해서

는 상호주관적 담론 영역에 진입하고, 이 담론 영역에서 전문적 지식을

가진 타인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그들과의 논쟁을 통해 반성적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고도로 증대된 복잡성을 가진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독자적 반성만으로 사회적 조건에 대한 어떤 높은 수준의 이해에

도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질적 조건의 확인만이 이데올

로기적 인정의 해법이라면 이러한 의존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앞서 2장에서 검토했던 내용들, 즉 당사자들이 가진 인

정 욕구에서 전개되는 인정이론의 통찰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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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가진 인정 욕구와 자기실현, 그리고 이로써 획득하게 될 긍정적

자기 관계는 인정이론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였다. 이러한 요소들이 충

족되지 못하고 인정이 좌절될 때, 당사자가 무시의 감정을 느끼고 자발

적으로 투쟁에 임하게 된다. 그런데 앞서의 논의에 따르면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상황에서 개인의 투쟁을 결정하는 요소는 어떤 앎을 가진 타인의

확인이다. 이데올로기적 인정 속 개인은 전문적 지식 없이는 자기실현의

물질적 조건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가질 수 없다. 이로써 이 의존은 결

정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이 때 당사자의 인정 욕구는 상대화되어 축소

된 계기로 인지될 수밖에 없다.

3) 전통적 해결의 반복

호네트는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인정을 구분하고 있다. 이 양

자를 구분하는 것은 앞서 1절에서 제시된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세 가지

속성들이다. 이 세 가지 속성들은 모두 인정과 공유하는 속성들이기 때

문이다. 특히 두 번째 규정이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구별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호네트에 따르면,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인정 모두는 지배에 기여하는 믿음과 관계하지만, 이데올로기가 “비합리

적”인 반면에,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서, “믿음

체계의 비합리성을 보여주는”(Honneth, 2007: 344) 전통적 방식으로는

이데올로기적 인정을 판별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제기된 두 문제의 연장선에서 이 구분은 물질적 조건의

확인이라는 방법에 집중하면서, 이데올로기로부터의 해방과 이데올로기

적 인정으로부터의 해방이 마치 동일한 접근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

이게 한다. 게스는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 비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

다. 이데올로기는 “허위, 그리고 기만의 형식”을 갖는 동시에,(Geuss,

1981: 26) “지배를 안정화하거나 정당화시키는 하나의 세계상”이다

(Geuss, 1981: 31).27) 동시에 이데올로기는 이 체제의 행위자들이 이데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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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기적 제도에 저항하지 않고 그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자신에게

부과”하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이데올로기적 세계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Geuss, 1981: 60).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기-기만이 발생한다. 세계상이

보여주는 은폐된 환상은 결국 행위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발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작업은 곧

이를 인지하고 새로운 세계상을 형성하는 작업, “인식적 활동이며 지식

의 한 형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Geuss, 1981: 26). 이데올로기 비판은

자기-기만에 빠진 개인들에게 자기-반성에 이르도록 하면서 “그 세계상

을 반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따라서 그것이 하나의 허위의식임을

알려준다(Geuss, 1981: 62). 즉, 이데올로기가 지배를 안정화하고 정당화

하는 것을 허위와 기만으로서 은폐할 때, 해방을 위한 ‘탈-은폐’가 이데

올로기 비판이 수행했던 것이다. 이로써 개인은 “계몽과 해방”에 이르게

된다.(Geuss, 1981: 58)

그러나 물질적 조건의 확인이라는 호네트의 제안은 두 개념을 구분

하면서도 그 해결을 동일한 접근법을 통해 수행하는 비일관성을 보인다.

이데올로기 비판은 은폐를 인지하고 새로운 세계상을 형성하려는 작업으

로 이해될 수 있다. 이데올로기적 인정 비판에서 해방을 위해서는 ‘물질

적 조건의 확인’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가 어떤 것

인지 ‘탈-은폐’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두 비판에는 동일한 수행이

요구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은 동일시는 호네트의 제안을 전통적

답변의 단순한 반복처럼 보이게 한다.

27) 게스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두 규정 모두를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이
데올로기로서 작동할 수 있다. 허위와 기만의 형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지
배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데올로기라 볼 수 없으며, 지배에 기여한다 하
더라도 그것이 허위와 기만으로서가 아니라 지배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낸다면
이데올로기가 아니다.(Geuss, 1981: 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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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인정 이론에 대한 새로운 제안

앞서 3장의 논의들은 물질적 조건의 확인이라는 호네트의 제안이 이

데올로기적 인정에 대한 비판으로서 기능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여

주었다. 인정을 순응으로 대체하며 지배 질서를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

적 인정이 사회적 관계 속에 만연해 있다는 호네트의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호네트의 작업이 이데올로기 비판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인정’

의 비판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해방을 위한 새로운 접근에서의 보완이 필

요하다.

앞서 제기된 세 가지 문제제기, (1) 실질적 조건 확인의 문제 (2) 타

자 의존의 문제 (3) 전통적 해결 반복의 문제 모두는 호네트의 제안에

대한 하나의 요구로 이해될 수 있다.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인정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비판 또한 이데올로기 비

판과 비동일적인 방식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데올로기적 인정’을 구성하는 ‘이데올로기’와 ‘인정’의 두 개념 중 ‘인

정’과 관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4장에서는 인정이론 고유의 관점을 통해 재구성함으로써 이데올로기

적 인정 비판 작업을 보완하고자 한다. 그것은 일정 부분 앞서 2장에서

의 작업들을 다시 상기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1절에서는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비판을 위한 인정이론의 단초로 당사자성에 집중하고자 한다. 물

질적 조건의 확인만으로는 이데올로기적 인정에서 투쟁으로의 이행을 설

명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그 확인 이전의 어떤 계기를 발견해야만

하며, 그것은 당사자성의 관점과 관련할 것이다. 나아가 2절에서는 이 계

기의 발생적 과정을 인정이론적 진보의 이념을 통해 고찰할 것이다. 당

사자가 ‘물질적 조건’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는 인정이 갖는 확장의 속

성에서 발견될 수 있다. 마지막 3절에서는 앞서의 논의를 종합해, 물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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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확인 이전의 계기가 추가된, 순응에서 인정으로 이행하는 투쟁의

새로운 도식을 재정립할 것이다.

제 1 절. 물질적 조건과 당사자의 문제

(1) 세 문제의 종합

앞서 3장에서 제기한 (1) 실질적 조건 확인의 문제 (2) 타자 의존의

문제 (3) 전통적 해결 반복의 문제는 ‘물질적 조건의 확인’에 집중하는

호네트의 제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 세 문제

는 하나의 관점에서 종합될 수 있다. 이 문제들은 서로 연결된 각기 다

른 층위에 해당한다. (1)의 문제는 물질적 조건의 확인에 있어서 필연적

으로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 문제들의 층위다. 물질적 조건의 확인을 구

체적인 상황에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대 사회의 복잡성에서 전문적이고

상세한 정보들을 확보해야만 한다. (2)에서 언급된 타자 의존의 문제는

(1)이라는 현대 사회의 조건에서 따라 나오는 귀결이다. 현대 사회의 복

잡성과 전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사자는 타인의 언어에 의존할 수밖

에 없다. 그러나 이는 인정이론의 당사자성과 상충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지막으로 (3)은 (1)과 (2)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임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이며, 이는 호네트의 제안이 갖는 유의미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문제는 하나의 일관적 요구로 해석될 수 있다.

물질적 조건의 확인이라는 방법이 이데올로기적 인정을 판별할 때 주요

한 방법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1)의 상황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적 조건에서 물질적 조건의 확인이라는 방법만 제시된다면 (2)와 (3)의

귀결은 피할 수 없다. 곧, (1)의 상황에서 (2)와 (3)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질적 조건의 확인이라는 방법에 어떤 다른 접근법이

보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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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조건을 보완하는 새로운 접근법은 당사자의 인정 욕구가 논

의의 전제가 되는 초기 인정이론의 통찰로부터 발견되어야 한다. 이데올

로기적 ‘인정’에 대한 인정이론의 고유한 대답이 결합할 때 앞서 세 문제

는 해소할 수 있다. 세 문제 중, (1)이 지시하는 현실 사회의 복잡성은

부정할 수 없는 조건이다. 그러나 물질적 조건의 확인이 (2)처럼 타인의

언어에 결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물질적 조건의 확인에 관심을 가지고

그 당사자를 이끄는 계기가 당사자에게서 발견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기

가 선행할 때, 물질적 조건을 분석하는 전문적 지식들은 당사자들이 자

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해석 틀로서 주어지지, 그

들의 투쟁을 결정하는 요소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앞서의 문제가 해소될

때 (3) 또한 더 이상 문제로 성립하지 않는다. (1)과 (2)의 문제가 해소

됨으로써 이데올로기적 인정 비판은 이데올로기 비판과 확연하게 구분되

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적 인정이 믿을만한 것으로서 자신이 인정인 양 가장하여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탈-은폐해야 한다는 점에

서 물질적 조건의 확인이라는 방법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물질

적 조건이 인정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인정의 유무

를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물질적 조건의

확인 이전의 계기가 주어져야만 인정이론은 이데올로기적 인정에 대한

고유의 답을 제시할 수 있다. 그 계기는 당사자로부터 발견되어야 한다.

(2) 축소된 자기실현의 문제

관점을 달리하면, 이데올로기적 인정에 대한 물질적 조건의 확인이

라는 호네트의 제안이 이미 당사자에 집중하는 인정이론적 접근을 반영

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호네트의 제안에서 물질적 조건이 보장하

고자 하는 것은 자기실현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 비판은 지배

질서를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의 메커니즘을 탈-은폐함으로써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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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식임을 보여준다. 반면 이데올로기적 인정 비판은 인정 질서가 약

속하는 자기실현이 그 질서에 대한 기여를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 그 인정 질서가 물질적 조건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데올로기 비판은 탈-은폐의 방식으로 현재의 질서로부터 해방을 시도하

지만, 개인에게 돌아가야 하는 성취들이 가지는 중요성과 자기실현의 조

건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는다. 물론 이데올로기 비판을 통해 허위

의식과 그것을 생산하는 질서가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었을 때, 개인이

자유롭게 자기실현 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될 것이지만, 이는 부차적인

귀결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이면, (3)의 문제제기가 부당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물질적 조건의 확인은 그 조건이 보장하고자 하는 ‘자기실현’을

중심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 경우 더 이상 이데올로기 비판과 이데올

로기적 인정 비판을 동일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실현’이 고려의 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의 입장을

온전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좋은 삶의 추구를 위해 확인되어야

만 하는 물질적 조건에는 그 추구 당사자의 관점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 그 조건의 구체적 내용이 당사자 각각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기 때

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조건의 확인이라는 방법이다. 물질적 조

건의 확인은 당사자의 것을 타자의 관점을 통해 규명한다는 점에서, 결

국 이데올로기 비판의 방식으로 회귀한다. 자기실현의 조건은 구체적 당

사자의 욕구나 경험과 유리된 어떤 기준을 가진 외부적 시선에서 규명되

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기실현은 축소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호네트 자신의 규정과도 충돌한다. 앞서의 문제

제기에 따르면,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믿음 체계의 비합리성을 보여주는

식으로는 구별될 수 없다.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이미 그 구성원에게 믿

을 만한 것으로서, 나름의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 조건이 자기실현을 위한 조건인지, 지배 질서를 재생산하는 조건인지

를 떠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믿음을 넘어서야만 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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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자기실현에 강조점을 두면서 호네트의 제안을 다시 고찰한다 하더

라도 앞서 세 가지 문제들은 유효한 것으로 남는다.

(3) 물질적 조건 확인에 선행하는 자각의 계기

물질적 조건의 확인이 선행하는 계기의 문제없이 이데올로기적 인정

의 판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의 가상적 조건 아래서다. 우

리는 어떤 지적인 절대자가 있어서 그의 관점이 사회 내에서 절대적 신

뢰를 얻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대자가 ‘물질적 조

건’을 분석해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그가 속한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어

떤 인정 질서가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이

며, 어떤 인정 질서가 자기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한 질서인지를 쉽

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물음만 있다면 곧바로 답이 나오는 이 절대

자가 현존할 경우 개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속한 인정 질서의 언명들

을 확인하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물질적 조건의 확인에 따르는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거나 아주 사소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와 같은 절대적 권위자는 없다. 생활세계에서 진입할 수 있는 담론의

영역은 수많은 권위자들의 자신의 이론을 경쟁하든 내놓는 투쟁의 장이

다. 어떤 절대적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들은 자신이 속한 인정 질서

의 자기실현 가능성을 믿거나 어떤 이론적 틀을 선택함에 따라 물질적

조건을 해석하고 인정 질서를 비판하게 된다.

이 선택의 경계, 기존의 질서가 제공하는 약속을 믿을 것인지 혹은

물질적 조건에 대한 새로운 비판적 담론을 믿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간

지점의 경계는 중요하다. 이데올로기적 인정 속의 개인은 그 인정 질서

가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이 질서가 약속하는 것을

신뢰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타인이 자신에게 자신이 속한 그

인정 질서가 자기실현을 위한 물질적 조건을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가 곧바로 자신의 믿음을 폐기하고 이를 신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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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지는 않다. 그는 타인을 의심할 것이며, 타인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

에 인정 질서가 약속하는 자기실현을 위해 그 질서 안에서 더 노력하게

될 것이다. 기존하는 인정 질서에 대한 신뢰에 균열이 있을 때에만 그는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된다.

결국 물질적 조건에 대한 타인의 해석에는 어떤 경험이 요구될 것이

다. 이 경험이 자신의 삶과 경험에 대한 반성적 이해를 산출해야만 한다.

현존하는 인정 질서에 대한 막연한 문제의식이나 약간의 의심이 형성될

때, 그렇게 자신의 희생과 노력을 다시 생각해보게 될 때 투쟁의 가능성

이 열린다. 이러한 경험 이후에야 그 당사자는 자신이 기여하고 성취하

고자 하는 인정 질서의 약속이 어떤 물질적 조건 하에서 가능한지를 분

석하는 다양한 해석들에 접근할 것이다. 물론 이 해석들은 그 믿음을 회

복하는 확신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당사자가 자신의 의심에 확신을

제공하는 해석을 선택하게 될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이 인지하지 못했던

무시를 경험하게 된다.

세계에 대한 어떤 해석 틀을 선택하기 위해 담론 영역에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는 선행 경험, 즉 기존의 인정질서

에 대한 믿음의 균열은 어떤 외부적 요인 없이 스스로의 반성적 숙고를

통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특정 조건이 당사자의 믿음에 균열을

만들 것이다. 이 균열의 조건은 도덕적 진보와 정체성이라는 인정이론의

전제들로부터 발견될 수 있다.

제 2 절. 진보 이념과 인정의 확장성

(1) 진보 이념의 인정이론적 사용

진보의 이념은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든 더 나은 것으로 변화해 왔으

며, 앞으로도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다. 이는 어떤 개별적 사건



- 60 -

들이 퇴보의 표지처럼 나타난다 하더라도 전체 역사의 관점에서는 진보

의 방향으로 운동해왔으며 운동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 믿음을 정당화

하고 자신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보의 이념은 자신의 방향성을 구

체적으로 규정해야만 한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진보는 막연한 희망이

나 추상적이고 설득력 없는 환상으로 간주될 것이다. 이 때문에 진보의

이념은 언제나 그것이 반영된 역사의 방향성과 미래에 성취될 새로운 세

계에 대한 상을 포함해야만 한다.

그런데 서도식의 우려처럼, 미래의 성취될 목적지를 실체화하는 시

도들은 증명 불가능한 도래할 목적에 따라 역사를 물화할 위험이 있다.

(서도식, 2015: 231) 역사 외적으로 주어진 목적에 근거해 역사의 진보에

강한 목적성을 부여하는 시도들은 역사를 폐쇄적인 총체성에 머물게 한

다. 이 때 모든 정치적, 사회적 시도들은 역사의 목적에 맞춰 평가되거나

혹은 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험에서 벗

어나기 위해서는 진보의 이념으로서 제시되는 목적이 역사의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서도식, 2015: 235-237) 이 목적은 역사적

과정에서 내적으로 감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곧, 진보라는 이념

을 폐쇄적 총체성의 위험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역사 외적

으로 실체화해서는 안 되며, 과거의 지평으로부터 미래의 지평까지 이어

지는 그 연속선의 내부에서 역사의 방향성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야만 한다.

호네트의 이론 체계에서 진보의 이념은 추상성에 머무르지 않으면서

도 역사적 진보의 목적에 실체성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한다.28)

앞서의 논의를 통해서, 진보의 이념은 인정이론의 주요 전제로서 나타났

다.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에게는 사회적 인정을 통해 자신의 좋은 삶

28) 이에 대해 반코브스키는 호네트의 진보 이념이 가설적인 것으로 제시되면서도
자기실현이라는 보편적이고 초-문화적인 속성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은, 하나의 긴장을 초래하는데, 인정의 이상이 우리의 특정한
현실에서도 만족되는 동시에, 도덕적 진보를 통해 완수되어야 하는 것으로도 제
시되고 있기 때문이다.(Bankovsk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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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그 욕구의 충족을 위한 투쟁이 역사 진

보의 동인이 된다. 나아가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가치의 실재를 정당화하

기 위해서 진보의 이념이 요청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적 인

정과 관련해서도 역사 진보의 이념은 전제되고 있다. 호네트는 이데올로

기적 인정의 판별에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 동시대의 이데올로기적 인

정을 구별하는 작업은 어렵지만 지나간 과거의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비

교적 명료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과거의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우리의

도덕적으로 진보된 현재의 관점”(Honneth, 2007: 326)을 통해서 정당한

인정과 구분되기 때문이다.

호네트가 인정이론 전반에서 전제하고 있는 역사의 진보는 물질적

혹은 기술적 층위를 지시하고 있지 않다. 세계가 물질적 관점에서 더 풍

요로워지거나 인류가 사용하는 도구 혹은 기술이 발전하는 것에도 진보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호네트는 이를 역사적 방향성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호네트에게 진보는 도덕적 진보를 의미하며, 이는 인정

의 확장으로 드러난다. 인정은 역사적 과정을 통해 확장되어 왔으며, 앞

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할 것이라는 믿음이 인정이론의 전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주어진 인정질서의 상황에서 투쟁이 일어

나고, 그 투쟁을 통해 인정 질서가 변화하는 일련의 과정은 곧 역사적

진보의 과정에 상응하는 것이다. 투쟁은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고 좋은

삶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생하며, 이 투쟁으로서 확보된 새로운

삶의 조건은 보다 확장된 인정 질서다. 기존의 인정 질서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정체성이 새로운 인정질서에서는 인정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

정과 순응을 구별하고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에서의 해방을 고찰하는

것은 진보의 가능조건을 발견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2) 인정 확장의 방향성

분명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에서 인정의 확장이라는 역사적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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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한다. 그 내부에서는 투쟁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

한 추상적 이해의 수준에서는 그 어떤 해방의 표지도 발견될 수 없다.

인정의 확장이 지시하는 구체적 사태가 드러날 때,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가 어떤 방식으로 이를 순응으로 전환하는지 그리고 해방의 계기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호네트는 지나간 역사적 지평들을 통해 인정의 확장을 구체화한다.

인정이 사랑, 권리, 그리고 연대라는 세 영역으로 분화하고 각자의 고유

한 영역으로 정립되는 과정은 인정의 확장 과정을 보여준다. 권리와 연

대라는 두 영역은 근대 이후 분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거쳐 비로소 자신

의 영역을 갖게 되었다. 근대 이전, 권리와 사회적 가치의 인정은 모든

구성원에게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 또한 분명치

않았다. 권리는 사회적 가치부여에 종속되어 그 일부로 기능했다. 즉, 권

리란 신분사회라는 배경에서는 그 신분에 합당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

동체에 기여하게 될 때 획득하게 되는 합당한 명예와 관련했다. 명예는

특권적이었다. 기사의 명예와 상인의 명예 사이에는 어떤 노력으로도 넘

어설 수 없는 질적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신분제의 붕괴 이후,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을 근거로 한 권리 체계의 등장은 그들의 보편적 권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부여를 신분이라는 집단적 속성에서 벗어

난 개별적 특수성의 영역, 즉 가치 있는 개인들이 서로를 인정하면서 구

별 짓는 영역으로 만들었다. 이로써 권리는 동등성의 차원, 사회적 가치

부여는 개성과 독특성의 차원으로 분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정영역의 분화가 인정의 확장으로 이해되는 것은, 이 분화

가 발생함으로써 권리와 가치부여의 형식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개인

의 범주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각각의 영역이 확립되는 이 분화 자체

가 도덕적 진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계의 강화는 오히려 퇴보

일 수 있으며, 반대로 경계의 완화는 인정의 확장일 수 있다. 현재 우리

는 개성과 구별의 영역인 사회적 가치부여에 대해서도 ‘동등한’ 가치 부

여를 생각한다. 가령 우리는 종교적 전통이나 문화적 소수자들의 생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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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우리와 동등하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긴다. 호네트의 표현에 따

르면, 이 변화는 “차이를 고려하지 말라(non-consideration of difference)

는 요구에서 차이를 고려해 달라(consideration of difference)는 요구로

의 이행”을 보여준다.(Fraser and Honneth, 2003: 165) 이처럼 가치 부여

에 대해서 ‘동등한 가치 부여’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은 곧 권리 영역에

적용되었던 ‘동등성의 원칙’이 권리 영역을 넘어 가치부여 영역에까지 적

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29) 곧, 근대로 이행하면서 발생한 분화와 현재

우리가 동등한 가치부여를 위해 이 경계를 다시 허무는 것 모두가 진보

의 표지이며, 이는 진보가 단순히 구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의

영역에 포함되는 개인 범주의 확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네트에게 진보는 “보편성 혹은 평등성 증대의 방

향”(Honneth, 1994: 280)이라는 역사적 지향으로 나타난다. 권리와 사회

적 가치부여라는 두 인정 영역 모두 보편적이고 평등한 것으로 변해왔다

는 것이다. 권리라는 인정 영역이 점차 보편화되고 평등화되었다 할 때,

이러한 서술을 이해하는 것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가령 현대

를 살아가는 우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이나 인권이라는

보편적 권리에 동의한다. 그런데 사회적 가치부여의 영역이 보편화되고

평등화된다는 것은 마치 모순적인 결합 같다. 사회적 가치부여는 보편이

나 평등이 아니라, 개인의 특수한 기여나 성취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별

적 가치 평가를 수행하는 인정 형식이기 때문이다.

이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정의 확장을 단순히 다수의 개인

을 포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의 점차 다양해지는 정체성들을 인정

의 대상으로서 포함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만 한다. 사회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정체성의 목록이 점차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 인정 질서에 포함

29) 또한 개인 간의 정서적 관계로 인식되었던 사랑이라는 사적 영역 또한 이제는
권리나 사회적 가치부여와 연관을 갖는다. 가령 권리의 측면에서 볼 때, 가정 내
에서 가족의 구성원들은 폭력에서 자유롭게 보호되어야 한다. 나아가 우리가 가
사노동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라는 정서적 영역에 사회적 가
치부여의 형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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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개인의 숫자도 증대되는 것이다. 따라서 호네트에게 진보는 “사회

적 포함 과정”인 동시에 “개성화 과정”이다.(Fraser and Honneth, 2003:

184-185) 어떤 개인이 자신의 개성을 정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의

증대, 그리고 이로써 보다 많은 개인들이 사회적 구성원에 포함되는 확

장은 진보가 드러나는 구분된 두 양상이지만 이는 곧 역사의 진보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사회적 가치 부여라는

인정 영역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가치 부여에서의 보편성과 평등성이 이

러한 확장의 속성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30)

인정의 확장이 진보라는 역사적 방향성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우

리는 어떤 인정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도 이를 규

범적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역사의 바깥에서 요청된 것이

아니라, 역사 과정에서 내적인 계기들을 통해 도출된 것이다. 어떤 요구

가 인정의 확장을 부정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그 요구가 인정을 진보가

아니라 정체하거나 퇴보하는 것으로 만든다면 이는 부당한 요구일 것이

다. 역사적 흐름에 합치되지 못하고 인정을 축소하려는 시도들은 퇴행적

인 것으로 비판받아야 한다.

(3) 인정의 축소와 다층적 정체성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진보의 이념은 인정이론의 핵심 전제로 나

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진보의 이념은 인정이론을 관통하고 있음에도 투

쟁 당사자의 관점에서는 앞서 수행된 작업처럼 구체적 규정으로 나타나

지 않는다. 진보의 이념은 무시의 경험과 투쟁으로의 이행, 그리고 그 결

30) 다만 증대하는 보편성과 평등성이 사회적 가치부여가 갖는 구별의 성격을 대체
해서는 안 된다. 구별의 성격이 사라진다면 사회적 가치부여의 형식은 권리의 형
식과 구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가치부여는 구별의 성격을 갖지만 그 구
별을 위한 기회가 열려있다는 점에서 보편성 혹은 평등성과 결부될 수 있다. 그
러나 문화적 다양성과 같은 경우의 인정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기여나 성취와 관
계없이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사회적 가치부여는 두 부
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Fraser and Honneth, 2003: 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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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형성되는 새로운 인정 질서 모두에 결합해 있지만, 투쟁 당사자들

이 진보를 목표로 투쟁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진보의 이념은 투

쟁 당사자들에게도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표현되고 있다.

먼저, 무시의 경험을 겪은 당사자들은 진보에 대한 희망 없이는 투

쟁에 나설 수 없다. 자신의 좋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인정의 질서가 더

이상 확장되거나 변화할 수 없으며, 나아가 변화하더라도 그 변화가 인

정을 축소시키고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당사자

들은 현재 누리는 불완전한 인정에 만족하고 질서에 순응하게 될 것이

다. 현재의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인정을 위한 투쟁은 이제 헤겔

에서처럼 “목숨을 건 투쟁”이지는 않지만 투쟁의 당사자들은 많은 위험

을 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미래에 성취할 수 있는 확장된

인정질서의 희망 없이는 투쟁에 동반하는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

이다. ‘나아질 수 있다’는 진보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과 그에 대한 막연

한 희망이 그들을 투쟁에 나서게 하는 동인이 된다. 몇몇 사회적 투쟁들

이 인용하는 문구인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는 선언은 이러한 희망을

반영하고 있다. 그들에게 진보는 가장 먼저 어떤 역사적 방향성이나 정

치적 입장, 혹은 경제적 분배와 관련하는 이념으로서 등장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진보는 투쟁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이며 잠정적인 믿음으로서

기능한다.

진보에 대한 막연한 희망으로 시작된 투쟁은 그 전개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투쟁에 나선 당사자들이 인정의 확장을

언어화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언어화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이

인정의 질서에 포함되기를 요구한다. 따라서 인정 투쟁을 통해 확보하게

되는 것은 새로운 인정 질서가 보장하는 인정 가능한 정체성의 확장된

목록이다. 투쟁을 통해 새롭게 확장된 인정질서는 기존의 질서에서 무시

되었던 투쟁 당사자들의 집단적 정체성을 인정받게 한다. 가령 동성연인

의 결혼에 대한 권리 인정은 수많은 투쟁을 통해 가능해졌는데, 이는 결

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권리의 영역이 이성 연인에 한정되지 않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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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확장하는 사회적 포함을 보여준다. 이 때 동성연인의 사랑과 결

혼은 사회적 인정을 확보하게 된다.31)

그런데 앞서 논의된 것처럼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질서 속에서는 무

시의 경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투쟁이 일어날 수 없다. 투쟁이 일

어나는 경우, 그들의 요구에 포함된 확장의 주장들을 파악하는 것은 어

렵지 않다. 그러나 투쟁이 부재하는 상황에서는 이 인정 질서가 역사적

방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 경우 우리는 다른 관점

을 취해야 한다. 진보는 부정적 규정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진보는 인

정의 정체나 퇴보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지칭한다. 투쟁 없이 인정의

확장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투쟁의

부재가 만드는 인정의 정체가 도덕적 진보의 도정 위에서 일어나는 한시

적 정체인지, 퇴보의 징후로서의 정체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런데 명백한 퇴보의 표지가 발견된다면, 기존하는 인정 질서와 역사적

방향성 사이의 문제는 비교적 수월하게 완수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한 개인이 단 하나의 정체성만으로 좋은 삶에 이를 수 없다

는 것을 안다. 한 개인은 수많은 관계망 속에서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

지고 있다. 공장 노동자이면서, 성 소수자이면서, 누군가의 아들이면서,

진보 정당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일 수 있다. 이러한

정체성들은 호네트의 규정에 따라 세 가지 영역에 상응하는 것들로 구분

될 수 있다. 인정 질서 속의 한 개인은 정서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정

체성, 권리를 통해 형성되는 정체성, 그리고 가치 인정을 통해 형성되는

정체성을 가진다. 이러한 다양한 정체성들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인정받

31) 주언은 결혼 제도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들이 이러한 인정의 확장으로 해결될 수
없다 주장한다. 결혼의 탈-인정(de-recognition)에 대한 주언의 주장은 흥미롭다.
인정이 정체성의 확장이라면 단순히 동성연인의 결혼을 인정하는 방법으로는 그
것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결혼의 방식과 결혼이라는 제도가 가질 수밖에 없
는 성적인 코드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어떤 규범이나 인
정도 개입되지 않는 영역으로 인지하게 될 때, 결혼이 가진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인정에서 벗어남으로써 모든 결혼의 방식이 인정받게 되는 역설이 발생한
다.(Zur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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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을 때 개인은 자기실현에 도달한다. 만일 자신의 정체성 중 일부만 사

회적 인정에 포함되고 다른 정체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그는 자신

이 행복한 삶을 누린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로서 자신의 노

동에 합당한 임금을 받으며, 성 소수자로서 결혼의 권리를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를 살아간다면 그

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이데올로기적 인정에서 이 축소는 정체성을 전면에서 부정하는 시도

로 나타나지 않는다. 정체성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질서는 억압적인 것으

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인정일 수 없다. 다만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그 질서가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정체성의 실현을 위해서

다른 정체성의 실현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촉구한다. 이데올로기적

인정에 대한 다른 규정들을 받아들인다면, 이제 이러한 관점이 추가되어

야 한다. 결국 무시가 은폐되고 투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데올로기적 인

정 질서에서 인정과 순응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하는 인정 질서

에 개인의 정체성을 축소하는 경향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인정 질서가 자기실현에 제한을 부과하고 결국 그것을 좌절시킨다면 이

인정 질서는 정당한 질서일 수 없다.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성취를 통해

자기를 실현하는 충분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실현은 요원할뿐더러,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는 그 실현을 위해 그

의 다른 정체성들을 희생하기를 요구한다. 좋은 주부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 외의 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한 자기실현을 희생해야 한다. “영업왕”

이 되기 위해서는 반대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실현되는 정체성을 포기

해야만 한다.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기여를 통해 획득할 새로운 이름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이 포기가 의미 있는 것처럼 가장한다. 곧, 이데

올로기적 인정 질서는 그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인정의 확장을 포기하고

퇴보의 흐름에 동참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32)

32) 이 점에서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개인화의 역설(Paradox of Individualization)”
과 관련한다. 호네트는 근대 이후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개인화와 합리화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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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정체성 훼손의 경험으로 돌아가기

(1) 정체성 모델의 정당성

이데올로기적 인정에 대한 논의에서 정체성의 논의로 되돌아가는 것

은 2장의 논의를 반복하는 불필요한 작업처럼 보이기도 한다. 정체성 훼

손에 대한 무시의 경험에서 투쟁이 발생한다는 초기 인정이론의 도식이

앞서 2절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인정 확인의 계기로 다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정체성 훼손의 양상은 동일하지 않다. 전자의 정체

성 훼손이 무시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분명하게 경험된다면, 후자

는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질서 속에서 “믿을 만한” 것에 균열이 발생하는

미세한 의심이나 회의로 나타난다. 물질적 확인의 단계를 거쳤을 때 후

자는 비로소 전자가 될 수 있다.

정체성 인정을 강조하는 것에는 몇 가지 위험이 있는 것처럼 보인

다. 사회적 인정에 포함된 정체성의 목록이 이미 사회적 지배 질서가 자

신의 재생산을 위해 형성한 것이며, 이 때문에 정체성을 실현하려는 모

든 시도가 단지 사회적 지배 질서의 정체성 목록에 편입되고자 하는 노

력이라면 정체성의 인정은 배제를 함축할 수밖에 없다. 프레이저가 인정

에서 정체성의 위치를 자신의 지위(status) 개념으로 대체하면서 사용하

는 “정체성의 물화(reifying of identity)”는 이러한 우려를 보여준

다.(Fraser, 2010: 215-216) 호네트나 테일러가 제안하는 정체성 중심의

인정이론은 필연적으로 정체성을 “진정한(authentic)” 것과 “진정하지 않

은(inauthentic)” 것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특정 정체성을 물화하고 특권

화 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33)

한다. 그러나 새로운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시대는 연대성을 해체하고 개인을
고립시키며 종속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노력은 역설적으로 자기실현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종속을 향한 노력이 된다.(Honneth, 2004; Hartmann and
Honneth, 2006) 이러한 관점에서 스미스는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현상 또한 자본
주의가 생성하는 하나의 역설로 간주한다.(Smith,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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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의 반대는 배제이며, 우리가 인정을 이야기할 때 배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사회관계들을 통해 형성된, 어떤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의 목록이 곧바로 어떤 정체성들을 특권화한

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이 목록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해왔기

때문이다. 투쟁을 통해 성취된 많은 인정 목록들은 역사적인 저항의 산

물이었다. 여성의 참정권, 흑인과 백인간의 법적 평등과 같은 역사적 인

정의 사례들은 그것이 어떤 정체성을 특권화하거나 진정한 정체성을 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투쟁의 연속에 의해 변화한다는 점을 증명한

다.

개인이 정체성의 인정을 추구하는 것은 필연적인 사건이다. 자신의

정체성이 충족되지 않는 개인은 자유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

을 겪게 된다. 이것이 호네트가 “불확정의 고통”(suffering from

Indeterminacy)으로 지칭하는 사태다.(Honneth, 2010: 35) 자유는 공동체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제약과 관계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제약과 관계들 속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이 점에서, 정체성 인정은 자유

의 조건이 된다. 정체성의 물화나 특권화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

체성 모델이 가지는 통찰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

곧, 호네트에게 정체성은 제약하는 동시에 자유의 토대가 된다. 불확

정의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사회적으로 인

정받아야만 한다. 개인은 이 사회적 인정에 규정되지만, 동시에 이 사회

적 인정에 근거해 자신의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

회적 인정은 사랑, 권리, 연대라는 세 영역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세 영역 각각에서 어떤 정체성을 갖는 동시에 그 정체성을 근거로 나아

갈 수 있어야만 한다. 붙잡는 동시에 나아가는 다층적 정체성의 역동적

33) 프레이저는 인정에서 정체성 모델을 지위 모델로 대체할 것을 주장한다. 인정을
지위의 문제로 보게 되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든 그에게 어떤 사회적 지
위를 부여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특정한 개인의 정체성이 진정한 것인지 아닌지
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프레이저는 지위 모델을 통해 개인의 자기실현이 아닌,
개인에게 동등한 동료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동등한 사회 참여의 조건을 제공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Fraser and Honneth, 2003: 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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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위협받을 때, 기존하는 인정 질서에 대한 개인의 믿음에는 균열

이 생기게 된다.

결국 정체성 모델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문제

는 온전히 해결될 수 없다. 물질적 조건의 확인이라는 방법에서 발생했

던 문제들은, 정체성의 인정이라는 초기의 통찰을 통해 해소된다. 불확정

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의 충

족이 위협받을 때, 그곳에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를 넘어선 새로운 인

정 질서의 계기가 있다.

(2) 새로운 투쟁 도식의 제안

개인이 “불확정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신의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

해 어떤 정체성들을 인정받아야만 한다면, 이 인정은 세 형식 모두에 상

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좋은 삶은 세 인정 영역에 해당하는 모든 정체성

인정이 성취될 때에만 가능하다. 어떤 인정질서가 개인의 좋은 삶을 보

장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인정질서가 될 것이며 개인은 그 인정질서에 적

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인정 영역을 훼손하면서 작동하는

억압적 인정질서라면 개인들은 그 질서에 동의하거나 협력하지 않을 것

이다.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질서는 개인적 기여에 따른 성취를 약속한다는

점에서 인정 질서의 정당성을 판별하기 어렵게 한다. 인정 질서가 약속

하는 성취는 미래에 있으며 그 성취의 실질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될 수 없다. 이를 위해 제안된 물질적 조건의 확인이라는 방법은 불

가피하지만 3장에서 이미 논의된 것처럼 이론적-실천적 차원에서 한계

점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인정 투쟁으로의 이행은 충분한 설명력을 갖

지 못하게 된다.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의 개인이 물질적 조건의 확인의 단계까지

이행할 수 있는 계기, 인정 질서에 대한 자신의 믿음에 균열이 발생하는



- 71 -

계기는 인정의 도덕적 진보와 정체성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

발견될 수 있다. 인정의 도덕적 진보는 정체성의 목록이 확장된다는 것,

그리고 이 때문에 인정에 포함되는 개인의 범주 또한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의 개인이 이러한 확장을 감지

하기란 어렵다. 기존의 인정 질서에서 작동하는 믿음 체계 속에서 개인

은 자신이 노력한다면 성취될 수 있다는 약속을 통해서 확장의 가능성을

믿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부정적 접근법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 인정의 확장을 확인할 수 없다면, 역으로 인정의 축소를 통해 인정

질서를 평가할 수 있다.

개인이 자신의 좋은 삶을 위해 실현하고자 하는 정체성들이 위협받

을 때 그는 자신이 속한 인정질서에 회의를 느끼게 된다. 이는 곧 자신

이 속한 인정질서에 대한 믿음의 균열이다. “좋은 주부”라는 이름을 얻

기 위해 가정 바깥의 사회적 관계와 성취들을 포기하게 된다면, “창조적

기업인”이라는 이름을 위해 과중한 노동과 책임을 지면서 여가의 권리를

박탈당한다면, “영업왕”이 되기 위해 계속되는 야근과 가족 구성원으로

서의 정체성이 위협받게 된다면, 이는 좋은 삶일 수 없다. 좋은 주부가

되는 것, 좋은 회사원이 되는 것 자체가 부당한 행복 추구인 것은 아니

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인정 속에서 이는 좋은 삶을 위태롭게 하는 자

발적인 노력이 된다.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그 질서의 재생산을 위해 어

떤 이름을 격상시키고 헌신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자리로 개인을 유도

해 다른 정체성의 실현을 포기하고 그 이름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

력하도록 한다.

이러한 역설을 통해 발생한 믿음의 균열은 자신의 노력과 희생을 의

문시하게 만들어 자신의 조건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로 이끈다.

이는 자신의 믿음을 재확인하려는 시도이거나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려는

시도일 것이다. 이 때 물질적 조건이 자신의 자기실현을 보장해주지 않

는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는 무시의 경험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지금

까지의 논의를 통해, 이제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에서 인정을 위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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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은 다시 한 번의 수정을 거쳐서, 다음과 같은 도식을 갖게 된다.

무시의 경험 + 집단적 해석과정

↓

인정투쟁

↓

새로운 인정질서 수립

자기실현의 축소
+

믿음의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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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수행된 예비논의

는 호네트의 초기 구상에서 나타난 인정 개념과 투쟁 모델을 이해하는

작업이었다. 호네트에게 인정은 좋은 삶의 조건인 동시에 투쟁의 토대가

되는 규범적인 동인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호네트의 인정이론은 두 가

지 문제에 마주한다. 지배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인정의 이중적 속성과,

무시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은폐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는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개념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권력과 은폐, 그리고 인정

모두를 고려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3장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이데올로

기적 인정의 개념을 통해 순응이 인정을 대체하는 사회적 병리 현상을

고찰했다. 좋은 삶의 조건인 인정은 특정 지배 질서 안에서 단지 질서를

재생산하는 순응이 되지만, 그 지배 질서에 속한 개인들에게는 인정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집단 내에서 특정한 성취를 장려

하여 개인이 사회적 질서에 기꺼이 협력하도록 한다. 호네트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물질적 조건의 확인을 제

시한다. 그러나 물질적 확인이라는 방법은 이데올로기적 질서 안에서 그

질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개인이 어떻게 해방에 이를 수 있는지를 설명

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4장에서의 작업은 호네트의 제안을 보완함으로써 순응과 인정을 구

분하고 비판적 사회이론에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는 것이었다. 물질적 조

건의 확인으로 개인을 이끄는 계기는 “믿을 만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

는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에 대한 믿음에 균열이 생기는 계기이기도 하

다. 인정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이데올로기적 인정에 다시 접근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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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계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기여를 통해 획득 가능한 이름이 다른

정체성의 실현 혹은 유지를 위협하면서 자신이 제공하는 성취를 절대화

할 때 개인은 회의를 느끼게 되고 자신의 인정 질서를 의심하게 된다.

그리고 이 믿음의 균열이 당사자를 물질적 조건의 확인으로 이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투쟁 도식을 확보할 수 있었다. 기존의

투쟁 도식은 무시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한다. 무시의 경험을 겪은 개인은

자신의 경험이 자신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속하는 집단

적 사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집단의 이름으로 투쟁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 지배 질서가 무시를 은폐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도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를 대체할 새로운 도식은 자신의 정체성이 위협

받으며 믿음에 균열이 가는 사태에서 출발한다. 믿음에 균열이 간 개인

은 자신의 인정 질서를 확인하고자 하며 이 확인을 위해 받아들이게 된

해석이 그 인정 질서가 인정이 아닌 순응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 개인은

무시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본 논문의 작업은 인정과 순응을 구분하면서, 투쟁의 도식을 보완하

는 동시에 사회병리학으로서 인정이론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수

행되었다. 호네트에 따르면, 비판이론은 사회 병리학(Pathologie)이라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Honneth, 2000a) 병리학은 정상 상태를

상정하고 그 정상 상태를 위협하는 병리가 무엇인지 진단하는 기능을 수

행한다. 그러나 주언의 비판처럼, 비판적 사회이론은 병리의 해결까지 자

신의 주제로 삼아야 한다.(Zurn, 2011; 2015) 정상 상태를 위협하는 병리

현상을 해결하고 정상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 또

한 비판이론의 과제다.

이데올로기적 인정에서 해방의 계기는 두 단계를 거쳐 발견될 수 있

다. 먼저 자기 자신의 좋은 삶을 위협하는 정체성 인정 축소의 시도들을

감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로써 균열이 발생한 믿음은 물질적 조건의 확

인으로 이끈다. 인정과 물질적 조건의 불일치가 발견될 때, 이 인정 질서

는 이데올로기적이며 정당하지 않다. 곧, 인정과 순응을 동일시하는 병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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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정 질서에 의심을 갖고 물질적 조

건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필요하다.

의학이 환자의 병을 대비하고 치유하기 위해 존재하듯이, 사회 병리

학으로서의 비판이론 또한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병리를 겪

는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막연하게 진단하고 자신의 상태를 언어화하려

고 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비판이론의 과제일 것이다. 인정이론이 사회

병리학으로서의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 인정과 순응의 구별은 수행되어

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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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recognition has become a conceptual word that explains our

world. Under the concept of recognition, various struggles are

understood as identity struggles. Axel Honneth established the

concept of recognition through Hegel and Mead, and made it struggle

theory. Social struggle, where various individuals in world join in,

originates in needs for recognition, and they get what was coming to

them by struggle. From this perspective, the idea of good life is

presupposed: every human being arrives at self-realization only if she

is recognized as a emotional person, a person with rights, and

socially valuable member. If this is frustrated, it causes more than

psychological anxiety or minor deprivation. Individuals who fail to

arrive at self-realisation feels threatened their entire life: they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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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ngage in a struggle for their good life. This is “Struggle for

Recognition.”

However, Honneth’s accounts on recognition overlook the

following two issues. First, his theory neglects the ambivalence of

recognition. On the one hand, recognition work as a guarantee of

self-realization and good life. But on the other hand, it could be a

tool of domination. Second, experience of mis-recognition does not

appear clearly. Honneth’s recognition theory starts from the distinct

experience of mis-recognition. However, so much mis-recognition is

concealed. Under this condition, conformity could be disguised as

recognition.

Honneth’s concept of “ideological recognition” seems to solve

foregoing issues. An individual in the order of the ideological

recognition believes that when she does her best in the existing

order, good life is achieved. However, this endeavor contributes not to

her, but to the ideological order. According to Honneth’s definition of

the ideological recognition, ideological recognition gives positive

expression that is resonable to credible, and distinguishes individuals

who got the achievement from others.

Under these conditions, an individual in the order of ideological

recognition never arrives at the experience of mis-recognition. The

order of the ideological recognition promises her achievement, and she

believes that her needs to be recognised are satisfied in the existing

order. Therefore, an individual in the order cannot distinguish

recognition from conformity. Nevertheless, there is a possibility of

liberation. Honneth suggests confirmation of material conditions.

Ideological recognition has form of recognition, but lacks the material

conditions to arrive at self-re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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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three problems can be raised against Honneth’s

proposals. First, it is difficult to define the material conditions of

self-realization. Moreover, because the ideological recognition provides

a credible explanation, the material condition may seem reasonable.

Second, in order to define these conditions, it is necessary to gain

expertise in interpreting complex conditions and external perspectives

to examine the material conditions outside of the recognition order.

This seems to maximize the dependency on others, and affect the

originality of the theory of recognition. Third, Honneth’s proposal

seems like a repetition of the criticism of ideology in that it must

observe its underlying mode of operation beyond the limits of

perception.

These issues are can be solved by returning to the ideas of

recognition theory. Since the confirmation of material conditions

cannot be ruled out, the preceding step must be set. The condition of

the attempt to confirm the material conditions is a crack in the belief

in the existing order of recognition. When a party distrusts, she

approaches various theories of interpretation of material conditions in

order to confirm the promise of recognition.

This crack is not given through the independent reflection.

Specific circumstantial conditions are needed, and they can be found

in the idea of progress, which is based on the theory of recognition.

Honneth's theory of recognition depends on the idea of progress,

which means an extension of recognition. As the objects of

recognition gradually expanded to various identities, individuals

included in recognition also increase. However, this is not easily

grasp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arties.

But if an order of recognition attempts to diminish the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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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 historical process, it will appear as a retrogression. In the

ideological recognition, the possibility of fulfillment of other identities

is excluded. When names that can be obtained through contributions

threaten the realization or maintenance of other identities, the

individuals in the order of recognition become suspicious of their

order.

As a result, the narrative of liberation is composed as follows. In

the beginning, there is the experience of mis-recognition. However, a

new struggle model is required in the order of the ideological

recognition. A new model that will replace the existing model starts

with a situation in which his identity is threatened and causes cracks

in his faith. Individuals who have cracked their faith seek to confirm

their recognition. When the interpretation accepted for this

confirmation shows conformity, rather than recognition, they reach an

emotion of mis-recognition. This leads to a struggle for a new order

of recognition.

keywords : Honneth, recognition, ideology, power, misrecognition,

stru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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