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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국제관계론은 국가 사이 상호정당성이 어떻게 획득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춘다. 통상, 이에 대한 칸트의 견해는

상당한 수정을 거친 것으로 이해된다.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1784)에서 칸트는 국제적 상호정당성은 강제적인 국가들의 국가를 통해서만 가
능하다고 논변한다. 그러나 『영구평화론』(1795)에서 그는, 강제적 국제연방 대
신 자발적 연맹을 제안한다. 이 글은, 칸트의 이러한 이론 수정을 최근 국제법철
학의 관련 논의와 함께 검토한다. 우선, 칸트의 입장 변화에 대한 현대 칸트주의
법철학자인 립스틴과 클라인겔드의 단절론과 연속론을 각각 살펴본다. 나아가,
두 해석을 해서웨이와 셔피로의 국제법집행론인 배제 이론에 비추어 봄으로써 칸
트 국제관계론의 건설적 이해를 시도한다.

K

ant’s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enters on the question
of how rightful relations among states might be achieved. This

chapter examines Kant’s notorious shift on this question—from arguing
for a coercive state of states to proposing a voluntary league—in light
of relevant recent work in international legal theory. First, a critical
engagement with Ripstein and Kleingeld’s recent interpretations of Kant’s
work on international relations shows the question of enforcement to be
pivotal. The discussion then goes on to reevaluate Kant’s arguments in
light of contemporary work on international legal enforcement, focusing in
particular on Hathaway and Shapiro’s theory of out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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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칸트는 자연상태에서 개인의 소유권이 임의적(provisional)일 수밖
에 없으며, 이를 완성된 권리(conclusive right)로 전환하려면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성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인간의 선
천적 자유에의 권리(innate right to freedom; 이하 줄여서 선천적 자
유권)는 완성된 소유권을 요구하고, 그러므로 결국 자연상태의 모

든 개인은 국가를 성립할 의무를 지닌다고 논변한다. 더불어 만약
특정 개인이 이에 저항하고자 한다면, 그를 강제적으로 국가에 포
섭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1784년 출간된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에서
칸트는 국가 간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라는 유추 논변(argument by
analogy)을 전개한다. 세계국가가 없는 국가 간 관계는 일종의 국

제적 자연상태로, 상호 정당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규범적 문제의
해결책은 일종의 국가로 기능하는 국제 연방(federation of states)
또는 ‘국가들의 국가’(state of states)라고 주장한다(8: 21-25).1 현
실적 고려와 별개로 이성의 요구는 개별 국가들이 “단결된 의지”
와 “단결된 힘”을 지닌, “시민적 연방과 유사한” 정치체제 아래 모
이는 것이다(8: 24, 25).
그러나 칸트는 얼마 후 이러한 입장으로부터 후퇴한다. 1795

1

이 글의 칸트 저작 면 수 표기는 학술원판 Kants gesammelte Schriften (Preussi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Berlin) 표준을 따른다. 번역은 대체로 그
레고어(Gregor 1996)를 참고하되『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은 니
스벳(Nisbet 1991)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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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작 『영구평화론』에서 그는 강제적인 국가들의 국가 또는 국제
연방 대신 자발적인 국제 연맹(voluntary league of nations)을 제안
한다(8: 357). 칸트의 이러한 이론 수정 이유와 타당성은, 비단 칸
트학뿐 아니라 롤스(Rawls 1999), 하버마스(Habermas 1997) 등의
현대 정치철학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최근 영미 철학계에
서도, 칸트 정치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저작이 출간되며 논의가 다
시 활기를 띠는 추세이다.2
이 글은 칸트의 국제관계론 수정을 최근 국제법철학의 관련
논의와 함께 검토한다. 특히 칸트 정치철학의 주요 화두인 법 집행
(enforcement)에 중점을 두며, 국제법의 집행이 국내법과 중요한

측면에서 다르다는 해서웨이(Hathaway)와 셔피로(Shapiro 2011)
의 배제(outcasting) 이론에 비춰 칸트의 국제관계론을 재고한다.
이를 위해 제II절에서는 우선 칸트 국제관계론의 기본 구조, 즉 선
천적 자유권을 온전히 보장하려면 자연상태를 벗어나 국가를 성립
해야 한다는 논변과 이를 국제관계에 적용하는 『세계 시민적 관점
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의 유추 논변, 그리고 『영구평화론』에서의
논변 수정을 재구성한다.3 이어서 III절에서는 후기 칸트의 논변 수
정에 관한 대표적 해석, 즉 립스틴(Ripstein)의 단절론과 클라인겔
2

대표적으로 립스틴(Ripstein 2009), 클라인겔드(Kleingeld 2012), 플릭슈와
이피(Flikschuh and Ypi 2014), 키실레브스키와 스톤(Kisilevsky and Stone,
forthcoming) 등이 있다. 본문에서 설명하듯이, 이 글에서는 립스틴과 클라인겔
드의 논의에 초점을 맞춘다.

3

글의 주제상 이 절의 논의는 축약적일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칸트의 국제관계론
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얼개만을 다루며, 이에 따라 여러 논쟁적인 지점을 생략한
다. 칸트 정치철학 전반을 더 자세하 재구성한 연구로는 립스틴(Ripstein 2009, 4,
6장); 팰리커타일(Pallikkathayil 2010)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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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Kleingeld)의 연속론을 살펴본다. 단절론에 따르면, 전기 칸트
국제관계론의 유추 논변과 후기 이론의 수정 논변은 양립불가능
하며, 그만큼 근원적 이론 변화가 있었다. 연속론자들은 이에 반해
유추 논변과 수정 논변을 하나의 일관된 이론으로 재구성할 수 있
다고 주장한다.
III절까지의 논의는 칸트 이론 내 법 집행의 중요성을 드러낼
것이다. IV절에서는 해서웨이와 셔피로의 배제 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통한 칸트 국제관계론의 건설적 이해를 시도한다. 더불어 배
제 이론의 약점인 공정한 집행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국제법의 보
충성(subsidiarity) 원칙에서 찾을 것을 제안한다. 결론에서는 앞선
논의에 비춰 단절론과 연속론의 차이를 재검토한다. 두 학자의 현
대적 해석이 함축하는 바를 따져보면, 단절론과 연속론 사이 거리
가 생각만큼 멀지 않다는 게 이 글의 입장이다.
본론에 앞서, 이 글의 성격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게 좋겠다.
이 글은, 현재 영미권 철학계에서 영향력 있는 칸트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로써 우리가 현재 당면한 국제정
치와 국제법의 문제에의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말하
자면 칸트학이라기보다는 칸트주의 이론을 여러 현존 이론 가운데
하나로 취급해 탐구하는 글이며, 철학사(history of philosophy)보
다는 현대 정치철학(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에 가까운
글이다.4 이런 접근에 관한 방법론적 논의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
난다.
4

아래 논의가 영미권 칸트주의자 사이에서 통용되는 그레고어(Gregor)의 영문 번
역본을 주로 인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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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가들의 국가”가 아닌 국제연맹: 칸트의
국제관계론 수정
1. 칸트의 사회계약론
칸트 정치철학의 초석은, 모든 인간이 선천적 자유권를 지닌다는
명제이다. 자유는 다시 내적 자유와 외적 자유로 나뉘는데, 정치철
학 맥락에서 중요한 종류는 후자이다. 칸트 도덕철학의 핵심인 내
적 자유는 정언명령을 따름으로써 자율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각
개인에 내적인 속성이다. 반면 외적 자유는 개인 간 상호작용, 즉
“사람들 사이 외적 관계에서의 자유”를 뜻한다(8: 289). 더 구체적
으로 외적 자유는 “다른 이의 선택에 제약받지 않는 독립성”으로
이루어진다(6: 237).
외적 자유의 범위는, 칸트 정치철학의 핵심 원리인 법의 보
편적 원리(Universal Principle of Right; Allgemeines Prinzip des
Rechts)로 규정된다. 이 원리에 따르면, “보편적 법에 따라 다른 모

든 이의 자유와 공존할 수 있는 모든 행동, 또는 그 준칙상 선택의
자유가 보편적 법에 따라 다른 모든 이의 자유와 공존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은 정당하다”(6: 231).5 요컨대 인간은 보편적 자유와 공
존 가능한 가장 폭넓은 영역에 대해 외적 자유권을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외적 자유권은 그에 상응하는 자유 존중의 의무를 낳

5

“Any action is right if it can coexist with everyone’s freedom in accordance
with a universal law, or if on its maxim the freedom of choice of each can
coexist with everyone’s freedom in accordance with a univers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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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내가 법의 보편적 원리에 부합하는, 즉 허용가능한 외적 자
유를 행사할 때, 다른 모든 이는 이 자유 행사를 침해하지 않을 의
무를 지닌다. 부당한(wrong) 행위란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다
른 누군가의 허용가능한 자유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누군
가 내게 부당한 행위를 행하면, 나는 이를 막기 위해 그에게 강압
(coercion)을 행사할 수 있다(6: 231-2).

이때 행사하는 강압 또한 일종의 자유 제약이라면, 이러한 제
약이 어떻게 인간의 선천적 자유권과 양립 가능한지 의문이 생
긴다. 이에 대한 칸트의 답은, 강압은 자유에 대한 방해를 방해함
(hindering of a hindrance to freedom)으로써 정당화가능해진다는

것이다(6: 231). 애초의 방해가 법의 보편적 원리를 거스른다면, 그
것을 막는 ‘방해에 대한 방해’는 이 원리와 합치한다는 논변이다.
여기까지의 논의는 국가 성립 여부와 딱히 관련이 없어 보
인다. 칸트 사회계약론의 특이점은, 논변의 이 지점에서 소유권
(property rights)과 이 권리의 조건에 대한 특정한 이해를 도입

한다는 것이다. 칸트는 우선 법의 보편적 원리에 따라 신체 외적
인 물체에 대한 소유권이 가능해야 한다고 논변한다. 여기서 소유
권이란, 물체를 신체적으로 소지(possess)하지 않은 채로도 주장
할 수 있는 권리이다(6: 249).6 예를 들어 내가 통근에 사용하는 자
전거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은, 비단 그 자전거를 타고 있을 때
뿐 아니라 그것을 어딘가에 세워 두었을 때도 그에 대한 권리를 주

6

그리고 이 외 추가 내용은 딱히 없어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칸트 정치철학 내 소
유권은 상당히 최소주의적(minimalist)인 개념이다. 팰리커타일(Pallikkathayil
2010, 13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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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할 수 있음, 그리고 누군가 세워둔 그 자전거를 가져간다면 그
가 내게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격임을 뜻한다. 그렇다면 이런 의
미의 소유권은 왜 가능해야 하는가? 칸트에 따르면, 이러한 소유
권이 허용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유에 불필요한 제약이 생겨서
이다. 제약이 생긴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만약 소유권
이 불가능하면, 외적 물체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제
약받을 테다. 가령 자전거에서 내리는 순간(즉 자전거를 신체적으로
소지하지 않게 되는 순간) 누군가 그것을 가져가더라도 규범적으로

무방하다면, 자전거를 이용할 능력은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자유
의 불필요한 제약이란, 자유를 위한 제약이 아닌 모든 자유 제약이
다. 누군가 보편적 자유와 공존 가능한 최대한의 자유보다 적은 범
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그는 불필요한 자유 제약을 받는 셈이
다. 그리고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는 바로 모두의 자유가 이
처럼 불필요하게 제약받는 상태라는 것이 칸트의 주장이다. 이런
상태라면, “사용할 수 있는 물체를 사용 불가능하게 만듦으로써,
자유는 선택의 대상이 되는 물체에 대해 그 사용을 선택함이 보편
법에 따른 모두의 외적 자유와 양립 가능한데도 스스로 선택한 것
에 대한 사용을 박탈할 것이다”(6: 250).7 이에 칸트는 실천이성의
법적 요청(Postulate of Practical Reason with Regard to Rights)을 제
안한다. 요컨대 “내가 선택한 외적 물체를 내것으로 소유함은 가능
7

“… freedom would be depriving itself of the use of its choice with regard
to an object of choice, by putting usable objects beyond any possibility
of being used … even though in the use of things choice was formally
consistent with everyone’s outer freedom in accordance with universa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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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즉, 법이 되었을 때 선택의 대상이 되는 물체가 그 자체로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어야 하는 준칙은 권리(rights)에 위배된다”(6:
250).8

논의가 여기까지 전개되면,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다. 자연상
태에서 소유권은 임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립스틴(Ripstein
2009, 6장)의 영향력 있는 논의에 따르면, 문제는 크게 일방적 선

택(unilateral choice) 또는 규범성 창출, 불확실성(indeterminacy),
보장(assurance)의 세 가지로 나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앞의 자
전거 예시로 돌아가 보자. 이 예시에서는 소유권이 명확하다고 전
제했다. 예시상 나는 이 자전거의 소유권을 가지고, 다른 모든 이
는 자전거에 대한 나의 소유권을 존중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어
떻게 해서 이 특정한 권리와 의무의 분배에 이르는가? 칸트에 따
르면, 일방적 선택만으로는 규범성 창출이 불가능하다. 즉 일방적
선택만으로는, 소유권과 이를 존중할 의무가 발생할 수 없다. 가
령 내가 광장에서 “이 자전거는 내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
든, 고무와 고철에 노동을 섞어 자전거를 만들어 타고 다니든, 어
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자전거를 선점하든, 소유권 주장과 제시된
근거가 나만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면 이 주장은 성공할 수 없다(6:
256). 이 명제는 두 단계 논변으로 뒷받침된다. 첫째, 특정 물체의

사용으로부터 다른 누군가를 배제한다는 것은, 그의 자유를 제약

8

“It is possible to for me to have any external object of my choice as mine,
that is, a maxim by which, if it were to become a law, an object of choice
in itself(objectively) have to belong to no one(res nullius) is contrary to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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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다. 그러나 둘째, 모든 인간이 선천적 자유권을 지닌다면, 이
러한 배제는 그 적용을 받는 모든 이의 승인을 통해서만 정당할 수
있다. 요컨대 일방적 선택이 아닌 모두의 의지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일방적 선택에 따른 소유권 주장은,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 권리를 얻을 수 있느냐”는 도전에 만족스러운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9
일반 의지에 따라 소유권 체계, 즉 어떤 절차와 조건에 따라
외적 물체에 소유권과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가 확립됐
다고 치자.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러한 체계가 생기
더라도, 일반 원칙을 개별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언제나 불
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 입법 과정이 치밀한 정치사회에서도 개
별 당사자 간 송사가 사라지지는 않으며, 이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악의나 반목, 과실이 아닌 선의와 신의성실의 이견에서 발생한다
는 점을 환기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이때 판결 기능을 해 줄
제도가 필요하고, 이 역시 사회의 개별 구성원이 일방적으로 세울
수는 없는 바이다. 역시 모두의 의지로부터 도출되는 사법부가 필
요하다.
일방적 선택과 불확실성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공적 집행이
부재하면 보장의 문제가 발생한다. 소유권의 절차와 조건을 확정
하고 개별 사안에 관한 이견을 모두 중재했더라도, 집행이 없다면
9

립스틴(Ripstein 2009, 148-159)은 이 문제를 “일방적 선택(unilateral choice)”
의 문제라고 부른다. 그러나 아래 논의에서 보듯이, 선택의 일방성은 자연상태의
다른 두 문제, 즉 불확실성과 보장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논의 내용을 봤을 때,
첫 번째 문제는 규범성 창출의 문제라 부르는 게 낫겠다. 다만 이 글 맥락상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므로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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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교_책.indb 203

203

2017. 2. 8. 오후 2:50

다른 이들이 나의 권리를 존중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런데 그들
이 내 권리를 존중하리라는 보장 없이 내가 그들의 권리를 존중한
다면, 나는 그들의 개별 의지가 내 자유를 제약하게끔 허용하는 셈
이다. 이는 보편적 법이 아닌 요소에 따른 자유의 제약으로, 법의
보편적 원리를 거스른다. 그렇다면, 나 역시 다른 이들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보장을 제공할 집행이 필
요하다. 그런데 앞서 살핀 이유로, 이러한 집행은 일방적으로 정당
하게 행사할 수 없다. 결국 “모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 즉 모두
를 강력한 공동의 일반 의지 아래에 두는 것만이 이러한 [필요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6: 256).10
보장 문제는 실제 권리가 침해될 확률과 별개의 문제이다. 예
컨대 우리 모두 물질적으로 풍족하거나, 취향이 다르거나, 유독 마
음이 따뜻한 사람들이라 서로의 권리를 존중할 확률이 높다고 치
자. 이 다행스러운 결과가 그러나 공동의 일반 의지가 아닌 각자의
개별 의지의 총합에 따를 뿐이라면, 칸트가 우려하는 보장 문제는
여전히 발생한다. 앞서 소개한 독립성 개념을 통해 설명하자면, 이
런 상황에서도 나의 권리 실현은 개별 타인의 의지에 달려 있고 이
는 내가 그들과 의존(dependence) 관계를 맺는다는, 즉 나의 독립
성(independence)이 훼손된다는 뜻이기도 해서이다.
이처럼 선천적 자유권의 요구인 완성된 소유권을 실현하려면,
자연상태를 벗어나 일반의지로 구성된 공적 제도, 즉 국가를 성립

10

“…it is only a will putting everyone under obligation, hence only a
collective general(common) and powerful will, that can provide everyone
this as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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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국가란 일반의지를 제도화한 입법, 사
법, 그리고 행정부를 통해 이 세 가지 자연상태의 문제 또는 결함
을 해결하는 게 목적인 정치체제이고, 이로써 정당성을 획득한다
(6: 256).

2. 국제관계에의 유추 논변과 논변 수정
그렇다면 국가 간 관계는 어떠한가?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
편사의 이념』에서 칸트는 국가 간 관계도 개인 사이 관계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공동의 일반의지로 규율되지 않는 세계에서 국
가들은, “개별 인간을 법적 시민 상태에 돌입하게끔 강요한 바로
그 병폐들”에 부딪힌다(8: 24). 자연상태 내 개인들과 마찬가지로,
국가들도 상호작용에서 일방성을 통한 규범성 창출의 불가능함,
불확실성, 그리고 보장 문제를 겪게 된다. 칸트는 이런 어려움이
결국 국가들이 세계 시민 상태에 돌입하게 할 것이며, 그 제도적
발현은 “시민적 연방과 유사”하리라 예상한다(8: 25).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의 국제관계 논의
는, 대담한 만큼 간결하기로 유명하다.11 가령 이러한 연방에서 정
부의 각 부분은 어떻게 구분되고 서로 연관될지, 공권력과 군사력
의 형태는 무엇이며 물질적 재원은 어떻게 충당될지 등, 국가형 정
치체제 형성의 기초 요소를 전혀 다루지 않는다. 『영구평화론』에

11

클라인겔드(Kleingeld 2012, 46-47) 참고. 클라인겔드는 간결함의 이유를 글의
성격에서 찾는다.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는 정치철학적 글이
아니라 역사학적 글이라서 정치체제의 세부 구성을 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원한 평화와 국제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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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좀 더 자세한 논의가 등장한다. 유추 논변의 전개에 따르면, “오
직 전쟁만” 있는 “무법 상태”를 벗어나는 방법은 세계 모든 개별
국가가 공적이고 강압적인 법치로 규율되는 “국가들의 국가”를 형
성하는 것이다(8: 357).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국가는 일종의 연방
(federation), 이상적으로는 공화정들의 연방이리라는 점도 드러난

다(예를 들어 8: 354, 376).
그러나 『영구평화론』에서 칸트는 다른 이유로 제도적 세부 사
항을 생략한다. 이 저작에서 칸트의 관심사는, 유추 논변이 성공
하지 못한다는 수정 논변을 제기하는 것이다. 텍스트상 그 근거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생각보다 분명하지 않다. 가장 파격적이고 그
만큼 유명한 발언은, 세계국가가 “영혼 없는 전제정치”(soulless
despotism)를 초래하리란 주장이다(8: 376). 예컨대 롤스는 『만

민법』에서 이 예상을 긍정적으로 인용한다(Rawls 1999, §4). 그러
나 엄밀히 말해 전제정치의 가능성은 세계국가가 “보편적 군주정”
(universal monarchy) 형태를 띨 때 발생하는 우려이다(8:367).12

스스로 이상적인 세계국가 형태로 제시하는 공화정의 연방체제에
서도 전제정치가 부상할지에 대해서 칸트는 특별한 입장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유추 논변이 무너지는 지점은 무엇인가? 다음 절에
서 더 자세히 살펴본다.

12

클라인겔드(Kleingeld 2004, 3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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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칸트의 이론 수정 해석: 립스틴과 클라인겔드

1. 립스틴의 불필요성 논변
칸트의 이론 수정에 대한 표준적 해석은 일종의 단절론이다. 칸트
의 초기 국제관계론과 후기 국제관계론은 서로 양립할 수 없으며,
이런 의미에서 후기 칸트는 자신의 기존 이론은 근원적으로 수정
했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이다. 단절론자들은 나아가, 이론적 일관
성의 관점에서는 칸트가 전기 국제관계론을 견지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그가(그답지 않게13) 이러한 일관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론을 수정한 이유와 그 타당성을 탐구하는 데에 집중한다.
단절론자는 다시 수정을 긍정하는 입장과 비판하는 입장으
로 나뉜다. 전자의 대표적 예로 롤스의 만민법(law of peoples) 이
론을 들 수 있다(Rawls, 1999, §4). 반면 하버마스는 1997년 에세
이 “Kant’s Idea of Perpetual Peace, with the Benefit of Two
Hundred Years’ Hindsight”에서 칸트 논변 “구성의 모순적 성격”
을 강하게 비판한다(Habermas 1997, 117).14
롤스와 하버마스는 공통되게, 칸트가 경험적(empirical) 고
려를 근거로 이론을 수정했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마이클 도일
(Doyle 1983)은 공화정들의 평화주의적 경향에 대한 칸트의 경

험적 주장을 강조한다. 이런 방식의 논변 재구성은, 이론과 현실

13

가령 『속설에 대하여』(8: 289-306) 참고.

14

그러나 하버마스 자신도 이후 저작에서는 긍정적 단절론으로 선회한다(Habermas
2001,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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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 대한 칸트의 일반적 견해와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해석
상 단점을 지닌다.15 이에 최근 단절론은 경험적 제약이 아닌 원리
적 또는 개념적 수정 근거를 찾는 경향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립스
틴(Ripstein 2009)은 칸트가 이론을 수정한 이유가 경험적 고려가
아니라 “합법적 조건의 공적 성격”(the public nature of a rightful
condition)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 논의를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여기서 립스틴은 일종
의 불필요성 논변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들의 자연상태와 국가들
의 자연상태 사이에는 규범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서 개인
간 자연상태에서의 세 가지 문제가 국제 관계에서는 그대로 발생
하지 않으며, 따라서 국제적으로 국가들의 국가를 형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더 자세하게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는 외적인 선택의 대상(external object of choice)을 갖지
않는다.
(2) 따라서, 국가 사이에는 일방적 선택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3) 따라서, 국가 사이에는 선택의 대상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없다.(즉 보장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4) 국가는 공적 합법적 상태(public rightful condition)이다.
(5) 공적 합법적 상태의 행위자는 오직 공적 목적을 위해서만 행동
한다.
(6) 국가 단위의 공적 목적을 위한 전쟁 행위는 오직 자기방어 또는

15

클라인겔드(Kleingeld 2004, 313)는 이 점을 연속론의 주요 근거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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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협동적 전쟁 행위뿐이다.
(7) 따라서,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은 오직 개별 자기방어 사안에 관한
불확실성 문제이다.
(8) 개별 자기방어 사안에 관한 불확실성 문제는, 국제 재판 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9) 즉 입법 및 행정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는 불필요하다.
(10) 따라서, 삼부를 모두 지닌 국가들의 국가는 불필요하다
(Ripstein 2009, 228-30).

논변의 초석은, 개인과 구별되는 국가의 성격을 규정하는 (1)
번과 (4)번 전제이다. (1)번 전제부터 살펴보자. 이 전제에 관해 립
스틴은, 국가가 가질 수 있는 물적 권리는 영토권이며, 영토권은
외적 물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유권과 구별된다고 주장한다. 즉 국
가의 영토권은 마치 개인의 신체권처럼 선택과 취득, 상실의 대상
이 아니라는 세부 논변을 전개하는 것이다(Ripstein 2009, 228). 국
경의 유동성을 고려하면, 경험적으로는 부정확한 주장이다. 그리
고(또는 그래서) 국가와 영토의 관계에 관한 개념적 논변으로 받아
들인다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한 국가들 사이에는 소
유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지언정, 현재 국제정치와 국제법상 국
가로 분류되는 주체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분쟁이 심심찮게 일어나
고 그 결과 평화에 위협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를 이처럼
현재 국제관계상의 국가와 동떨어진 모습으로 이해할 때, 칸트의
이론이 그의 문제의식이었던 현실의 평화 달성과 어떻게 연결되는
지 질문할 수밖에 없다. 개념적 해석을 취했을 때 해당 논변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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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만족스러운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4)번 전제는, 칸트 정치철학의 전반적 틀을 받아들인다면 논

쟁적이지 않다. 마찬가지로 (5)번 전제 또한 자연스럽다. 요컨대
국가가 공공선(common good) 달성을 목적으로 성립되었다면, 그
에 허용가능한 행동의 범주는 개인과 달리 극히 제한될 것이다.
(5)번 전제는 이 점을 명시한다. (6)번 전제는 그러나 훨씬 불분명

하다. 국가의 공적 목적에 해당하는 게 무엇일지 분명하지 않아서
이다. 예컨대 타국에서 인종학살이 벌어지고 있고, 관련 정치적 역
학관계상 이 학살은 온전히 해당 국가 내에서 전개될 사건이라고
치자. 즉 평화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지는 않지만, 타국의 다수가
극심한 인권침해에 처하는 상황이다. 이를 막기 위해 (가령 다른 국
가들과 협력하여) 병력을 투입하는 일은 공적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행위인가? 현재 국제정치와 국제법 풍토상으로는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래트너(Ratner 2014)가 최근 주장했
듯이, 국가 간 평화와 개인의 인권이 현재 국제법의 “두 기둥”(two
pillars)이고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행동이 허용된다면,

립스틴이 구성한바 (6)번 전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빈약
해 보인다.
이에 만약 (6)번 전제를 더 폭넓게 수정하고, 동시에 논변이 칸
트 정치철학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려면, (9)번의 결론도 수정
해야 한다는 압력이 생긴다. 국가의 공적 목적이 자기방어와 평화
유지라는, 비교적 분명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면, 그 영역을 얼
마큼 어떤 방식으로 넓힐지는 개별 국가의 일방적 의지가 아닌 모
든 국가의 일반 의지로 결정돼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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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관계는 사법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뿐 아니라 입법 제도를 필요로
하게 된다(이에 관해서는 아래 III.2절과 IV절에서 더 자세히 논의한다).
입법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흥미롭게도 (1)번 전제의 설
득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덜 심각해진다. (1)번 전제의 주장과 달
리 국가 사이 영토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논변의
다른 부분을 통해 이미 그 필요성이 드러난 입법 제도가 존재한다
면 이런 분쟁을 규율할 규범 창출의 통로가 독립적으로 생기기 때
문이다.
(7)~(9)번 사이에도 몇 가지 숨은 전제(hidden premise)가

있는 듯하다. 그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국제 재판소가 통상 행
정 기능을 지닌 제도의 뒷받침 없이—즉 통상적인 집행력을 수반
하지 않은 채—제대로 작동할 수 있으리라는 전제이다. 이런 식의
전제가 참이어야 (9)번의 결론, 요컨대 입법 및 행정 역할을 담당
하는 제도는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유효하다. 앞서 보았듯이, 칸트
이론에서 정당한 권리는 안정적 집행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클라인겔드는 립스틴의 논변을 바로 이 지점에서 비판한다.
“제재를 가하고 결정을 집행할 어떠한 힘도 없는 재판소가 어떻게
립스틴이 그에 부여하는 과업을 달성할 수 있고, 나아가 권리와 강
압이 내재적으로 연결됐다는 칸트의 주장과 어떻게 합치할 수 있
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16 이러한 비판의 배경에는, 설득력 있

16

Kleingeld 2012, 52, n. 30(“…it remains unclear how a court without any
power to impose sanctions and force its rulings could fulfil the task Ripstein
sets for it, and how it fits with Kant’s claim that right and coercion are
intrinsically conn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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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절론이 가능한지에 대한 더 일반적인 의구심이 있다.17

2. 칸트의 이론 수정 해석: 클라인겔드의 자결권 논변
클라인겔드는 이런 의구심을 배경으로 연속론을 펼친다.18 립스
틴과 마찬가지로 클라인겔드는 칸트가 단지 경험적 고려만이 아
닌 원리적 근거에 호소한다고 본다. 그러나 클라인겔드가 주목
하는 원리적 근거는 보장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자결(political
autonomy)의 중요성이다. 이 해석의 핵심은, 칸트의 국제정치 논

의에서 악명높은 한 구절의 비표준적이고 창의적인 재구성이다.
『영구평화론』에 등장하는 이 구절에서 칸트는 다음과 같은 난해한
주장을 펼친다.

이성에 근거했을 때, 국가들이 서로의 관계에서 무법 상태—오직 전
쟁만을 수반하는—를 벗어나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개
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야생의(무법적) 자유를 포기하고 공적, 강
압적 법의 지배를 받아들여서, 언제나 확장하여 마침내 지구 위 모든
국가를 포괄하는 국가들의 국가(civitas gentium)를 형성하는 것이
다. 그러나 국가들은 … 이를 전혀 원하지 않아서 … 모든 게 헛되지
않으려면, 세계공화정의 적극적 발상 대신 전쟁을 피하고 연명하며
항상 확장하는 연맹의 소극적 대리만이 법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적대

17

예를 들어 Kleingeld(2012, 50-52) 참고.

18

관련 논의로 버드와 흐르슈카(Byrd and Hruschka 2006, 9장) 참고. 이 글에서
는 더 자세한 클라인겔드의 논변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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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향을 제어할 수 있다(8: 357).

칸트는 나아가 이러한 연맹은 순수하게 자발적이라는 점, 요
컨대 참여와 탈퇴가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8: 357).
국가들이 세계공화정을 원하지 않으므로 그 대신 자발적 국제
연맹을 설립해야 한다는 이 논변은, 적어도 곧이곧대로 읽었을 때
에는 좋지 않은 논변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자 a가 어떤 행동
x를 하기 원하지 않는다는 점으로부터 a가 x를 행할 의무가 사라
진다고 보는 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클라인겔드는 그러나 해당 구절을 이처럼 설득력 떨어지는 논
변의 예로 보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여기서 칸트가
하고 싶은 말은, 국가들의 국가를 형성할지는 개별 국가의 정치적
자결권의 영역에, 즉 각 국가가 원하지 않는다면 강요할 수 없는
일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클라인겔드는 나아가, 국가들의 세계국가 참여 여부가 각 국
가의 자결권 영역에 해당한다면, 모든 국가가 이러한 참여의 의
무를 지닌다는 이성의 요구는 여전히 견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Kleingeld 2012, 56). 여기서 일반적인 실천철학의 원칙이 전제

된다. 어떤 의무는, 진정한 의무이지만 동시에 그 의무를 수행하
지 않는 행위자에게 해당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
다. 개인윤리 차원의 예를 들어보자. 내가 고마운 친구에게 점심
을 사주기로 약속했다고 치자. 약속한 이상 나는 친구에게 점심
을 사줄 의무를 진다. 그러나 내가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제3자가 나에게 해당 행위를 강제함은 딱히 의미가 없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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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약속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 또는 나와 친구 사이 관계(우
정)의 성격을 고려할 때, 나에 대한 제3자의 강제는 아무런 규범

적 기능을 하지 못한다.19 마찬가지로, 국가들은 국제평화를 위해
국가들의 국가에 참여“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강제되어서
는 안된다”는 게 클라인겔드의 주장이다(Kleingeld 2004, 310). 그
리고 이 주장이 옳다면, 칸트의 악명높은 구절은 하버마스의 평
가대로 모순적인 게 아니라 일관적인 논변으로 재탄생한다. 국제
적 국가 연방 형성의 의무는 여전히 의무로 남는다. 그러나 당장
이를 원하지 않는 국가에 참여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
려하면, 우선 자발적 연맹만이라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이 자발
적 연맹은 현실적 타협이 아니라 국가들의 정치적 자결권을 존중
한 결과이다.
클라인겔드의 논변은, 이렇게 세워진 자발적 연맹의 순기능을
강조함으로써 완성된다. 자발적 연맹이 자연상태와 무엇이 다르냐
는 반론에 대해 클라인겔드는 연맹의 존재 자체가 지니는 의미를
강조한다. 연맹은 국가들이 서로의 이견과 갈등을 중재할 제도적
장을 제공하고, 장내 상호작용이 축적되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나
마 평화를 증진한다. 그리고 이런 상호작용이 궁극적으로는 세계
공화정에의 자발적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낙관론이 클라인겔드
논변의 종착점이다(Kleingeld 2012, 68). 이처럼 국가들의 국가 형
성 의무와 각 국가의 정치적 선택이 합치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발

19

심지어 친구가 엎드려 절받기 격으로 점심 대접을 강제하더라도 마찬가지일지 모
른다. 이는 흥미로운 질문이나 이 글의 주제를 벗어나므로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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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론적 관점”에서 보면, 표준 해석인 단절론에 대항하는 『세계 시
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과 『영구평화론』 사이 연속론이
가능해진다(Kleingeld 2016, 17).
클라인겔드의 연속론은 기발하지만,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지점에서 보완되어야 한다. 우선, 세계국가 참여 여부가 정치적 자
결권의 영역으로 남겨져야 한다는 전제에 대한 논증이 부족하다.
만약—고전 국제법관이 전제하듯이—각 국가의 국내 정치와 대
외 관계가 모두 그 국가의 자결권 영역에 해당한다면, 이 전제 또
한 쉽게 도출된다. 그러나 이렇게 폭넓고 간명한 자결권 영역 해
석은, 더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극심한 인권 침해가
단적인 예이다. 예를 구체화해서, 해당 국가의 대다수 국민이 인
종학살 또는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지지하고, 정부의 인권 침해
는 이들의 의지 반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이
침해 행위를 단지 정치적 자결권의 문제로 취급하고, 따라서 해당
국가에 인권 존중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고 보는 건 설득력이 떨
어진다.
이렇듯 정치적 자결권의 범위와 내용이 자명하지 않다면, 위
립스틴의 논변에 대해 제기한 국제 입법의 필요성이 다시 떠오른
다. 각국의 선택의 몫으로 남겨지는 사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유효한지가 일방적이지 않은 방
식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다.
둘째로, 클라인겔드의 논변이—또 하나의 긍정적 단절론이
아닌—연속론으로 설득력 있는지는 자발적 연맹이 점진적으로라
도 국가들의 국가, 즉 “공적, 강압적 법의 지배”로 이어지는 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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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지, 그리고 그 과정과 조건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파악해야
알 수 있을 것이다.

IV

국제연맹의 규범적 자원: 법집행의 문제

1. 배제 이론과 근대국가형 집행논제 비판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자. 립스틴과 클라인겔드의 해석 모
두 정당한 국제 입법 기능, 즉 일방적이지 않은 국제 규범 창출의
필요성을 간과한다. 나아가 립스틴의 해석은 국제 재판 결과의 안
정적 집행을 전제하는 듯하면서도 그 제도적 실행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의문을 남긴다. 클라인겔드는 강제적 집행이 부적절한
의무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피해가지만, 논변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생략한다는 다른 문제를 보인다.
이 절에서는, 해서웨이와 셔피로가 최근 제기한 국제법 집행
에 관한 배제(outcasting) 이론을 통해 양쪽 해석의 단점을 보완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립스틴 논변의 결론으로 돌아가 보자.
앞서 보았듯이, 립스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함께 묶어 이해하는
정부의 기능—입법, 사법, 그리고 행정 기능—을 나누어 개념화
하고, 국제관계에서는 사법 기능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세 가지 기능이 나뉘어 제도화될 수 있다는 발상이
다. 이 제안은 립스틴 해석의 참신함이기도 하다. 그는 다수 이론
가가 세 가지 기능이 늘(국가의 형태로) 함께 가야 한다고 전제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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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실은 칸트 자신도 이런 경향을 보인다(예를 들어 6: 317, 331332)—만들어낸 이론적 사각지대 내 지점을 포착한 것이다.20

해서웨이와 셔피로의 배제 이론 또한 유사한 발상에서 출발한
다. 그들은 특히 집행 기능이 입법과 사법 기능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법체계들이 존재했다고 논변한다.
나아가 현재 국제법 역시 바로 이런 분리된 집행 기능에 의존하며,
이는 국제법의 결함이 아닌 국내법과 다른 특징일 뿐이라고 주장
한다. 요컨대 국제법은 그에 고유한 집행 방식을 통해 세계국가 없
이도 안정적인 법 집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변이 성
공한다면, 립스틴의 해석에 대한 클라인겔드의 반론, 즉 행정 제도
에서 분리된 국제 사법 제도의 집행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하
나의 답이 생긴다. 더불어 클라인겔드의 낙관론에도 내용을 추가
해준다.21
그럼, 배제 이론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해서웨이와 셔
피로는 “국제법이 정말 법인가?”라는 회의의 상당 부분이 “근
대국가관이 씌운 눈가리개”(the blinders imposed by the Modern
State Conception)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한다(Hathaway and
Shapiro 2011, 302). 근대국가관은 법 집행에 관해 내적 폭력 논제
(Internalized Violence Thesis)를 견지한다. 이 논제에 따르면, 특정

20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한다면, 립스틴과 클라인겔드 논변에 공통적인 문제, 즉 입법
기능을 지닌 제도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점은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가지 기능이 별개로 도입될 수 있다면, 립스틴과 클라인겔드가 각자 제
시하는 상에 입법 기능을 지닌 제도를 추가하는 일은 비교적 간명하다.

21

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의 연속론이 필요한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관
해서는 결론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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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의 법 집행은 그 체계 내 관료(official)가 법을 어긴 행위자
의 신체 또는 그의 소유물에 대해 폭력을 행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의무화하는 요소를 포함한다(Hathaway and Shapiro 2011, 272). ‘근
대국가관’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아는 대부분 근대
국가는 이 논제를 실현한다. 즉, 각 국가의 법체계는 체계 내 공권
력을 통해 위법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게 허용되거나 의무화된다.
그러나 해서웨이와 셔피로는 ‘근대국가관’이라는 명칭을 통
해 또한, 내적 폭력 논제가 보편적이거나 개념적 사실이라기보다
는 특수한 정치적·역사적 맥락에서 설득력을 얻을 뿐임을 보이고
자 한다. 가령 중세 아이슬란드 법체계나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고전
교회법 체계처럼, 외적(external)이거나 비폭력적(non-violent)인
집행에 의존하는 법체계가 가능하고 역사적으로 실재했다는 것이
다. 해서웨이와 셔피로는 나아가,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보면, 외적,
비폭력적 집행은 내적이고 폭력적인 집행의 이상에 불완전하게 도
달한 게 아니라 그 자체로 고유한 그리고 해당 사회의 성격에 적절
한 집행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이 사례들에서 외적
이거나 비폭력적 집행은 “특징이지 버그가 아니다”(feature, not a
bug)(Hathaway and Shapiro 2011, 348).

논의의 핵심은, 국제법 역시 내적 폭력 논제로는 설명할 수 없
는 고유한 집행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제법의 특징
적인 집행 방식으로 배제(outcasting), 즉 법 규범을 따르지 않는
국가는 협동 체제로부터 배제함으로써 협동을 통한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하는 관습을 제시한다. 국제법상 배제는 때로는 내적이다.
세계보건기구가 기여금을 내지 않는 참여국의 투표권을 중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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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게 한 예이다. 또 유엔안보리의 무력 개입처럼, 국제법에도 물
리적으로 폭력적인 집행이 있다. 그러나 국제법 전반을 개괄하면,
가장 일반적인 집행 방식은 외적 배제(external outcasting)이다. 즉
법체계 내부 관료가 아닌 행위자에게 집행이 위임되고, 이때 위임
된 집행은 물리적으로 폭력적이지 않은 것이다. 외적 배제는 다시
다음 다섯 가지 변수에 따라 나뉜다.
(1) 선택적/필수적(permissive/mandatory) 배제: 예를 들어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의 판결 집행은 선택적이지만, 유엔 안
보리의 경제제재 적용은 참여국에 필수적이다.
(2) 집행 전(유사)사법적 기구의 결정 요구 여부: 세계무역

기구 분쟁해결기구 제도처럼, 사법적 성격의 판결이 선행해야 집
행이 허용되는 체계와 그렇지 않은 체계가 있을 수 있다. 해서웨
이와 셔피로는 후자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주장한다
(Hathaway and Shapiro 2011, 313).
(3) 동종/비동종 이득(in-kind/non-in-kind benefts)을 통한 배

제 여부: 상업 활동을 규율하는 체계는 대체로 동종 이득 거부를 통
해 위법자를 배제한다.(해서웨이와 셔피로의 예시는 만국우편연합이
다.) 그러나 인권법처럼 “동종 이득” 거부가 어불성설인 경우에는 비

동종 이득 거부를 통한 배제가 이루어진다. 유럽인권협약 준수 여부
와 유럽회의 참여 여부를 연계시키는 유럽연합의 전략이 한 예이다.
(4) 비례성(proportionality) 적용 여부: 상당수 배제는 비례성

원칙을 적용받지만, 위에서 언급한 유엔 안보리의 경제제재 경우
처럼 이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배제도 가능하다.
(5) 당사국/제3국(first-party/third-party) 집행력 부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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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세계무역기구의 집행은 피해 당사국에만 허용된다. 반면
만국우편연합의 권리 정지 조치를 받은 국가에는 모든 회원국이
그에 상응해 우편전달 의무를 중지해도 무방하다. 더 중차대한 예
시로, 유엔 안보리의 경제제재 또한 제3국에 집행력을 부여한다
(Hathaway and Shapiro 2011, 311-319).

이 다섯 가지 변수는 서로 결합해서 수십 가지의 다양한 배제
방식을 낳는다(Hathaway and Shapiro 2011, 325-339 참고). 이 글의
목적상 그 다양성의 세부사항보다는, 배제 집행 전반을 관통하는
특성이 더 중요하다. 해서웨이와 셔피로는 국제법의 배제 중심적
집행 방식이, 중세 아이슬란드나 교회법 사례와 마찬가지로 “버그
가 아닌 특징”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이 주장이 옳고, 근대국가관
에 대한 그들의 반론 그리고 이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립
스틴의 논변 또한 성공한다면, 현재 국제법의 집행 방식과 그 안정
성은 칸트주의 국제관계론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요약하자면,
립스틴의 불필요성 논변에 근거한 긍정적 단절론이 설득력을 얻는
다. 즉 칸트가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에서 주장
한 국가들의 국가를 성립하지 않고도 규범적으로 만족스러운—요
컨대 필요한 만큼의—국제적 제도화에 이를 수 있다는 견해에 힘
이 실린다.
클라인겔드의 자결권 논의에 대한 함의는 더 복합적이다. 배
제 이론은 한편으로, 자발적 연맹에 세계국가에 근접해가는 과도
기적 제도틀이라는 클라인겔드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3절에서 보
았듯이 클라인겔드는 이러한 연맹이 이견과 갈등을 중재하는 장으
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외적 배제를 통해 그 중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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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안정적으로 실현되게 할 수 있다면, 중재의 제도적 장으로서
연맹의 중요성을 높아질 것이고, 이를 통해 연맹을 주축으로 한 국
제 협동이 강화되리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른다. 요컨대 연맹은 칸
트가 강조하듯이 참여와 탈퇴가 자발적인 동시에, 협동의 이득을
조건부로 제공함으로써 탈퇴하기보다는 참여할, 규범에서 이탈하
기보다는 규범을 준수를 할 뚜렷한 이유를 제공하는 셈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배제 이론은 연속론의 필요성은 물론 적
절함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외적 배제가 국제법 전반에 적실
한 집행 방식이라는 해서웨이와 셔피로의 논변을 통해 잘 드러난
다. 이들은 주권(sovereignty)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제관계에
서는 중앙집권화된, 내적 폭력을 통한 집행보다는 외적 배제가 규
범적으로 나은 집행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왜냐면 “주권의 본성은
국제법이 드문 경우에만 물리적 강제를 적용하길 요구”하기 때문
이다.22 배제를 통한 집행 가능성을 무시한 채 근대국가관의 법 집
행만을 시도한다면, 국제법은 “국가 주권과 민주적 자기결정을 짓
밟”아야만 할 것이다.23
이쯤 되면 클라인겔드의 논변과의 관련성이 분명해진다. 자
결권 또는 주권의 범위와 조건을 어떻게 이해하든, 다른 모든 변수
가 같다면 근대국가형 집행보다는 배제를 중심으로 한 집행이 자
결권·주권에 가하는 부담이 덜할 것이다. 더욱이 해서웨이와 셔피
22

Hathaway and Shapiro 2011, 346(“the nature of state sovereignty demands
that international law only apply physical force in rare instances”).

23

Hathaway and Shapiro 2011, 348(“To be real law under the Modern State
Conception … international law must live up to the greatest fears of its
critics —trampling state sovereignty and democratic self-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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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주장하듯이 배제를 중심으로 한 집행이 대체로 성공한다면,
세계국가를 이상으로 남겨두는 연속론을 고수할 이유가 불분명해
진다. 더 강하게 표현하자면, 단지 연속론을 견지하지 않아도 무방
한 게 아니라 단절론으로 선회하는 게 규범적으로 나은 해석이 되
는 것이다. 클라인겔드는 국가들이 세계국가를 “원하지 않으므로”
자발적 연맹에 머물러야 한다는 칸트의 악명높은 발언을 기발하게
해석함으로써 자결권 논변을 구성한다. 하지만 배제 이론이 맞는
다면, 이 자결권 논변의 자연스러운 이론적 종점은 연속론이 아니
라 단절론일지 모른다.

2. 보충성을 전제한 제3국 집행력 부여의 일반화?
앞선 논의는 물론, 해서웨이와 셔피로의 핵심 주장, 즉 국제법의
배제 중심적 집행이 전반적으로 성공적이라는 주장을 전제한다.
이 주장을 면밀히 평가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여기
서는 대신 해서웨이와 셔피로의 국제법철학과 최근 칸트주의 국
제관계론의 관계를 조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배제 이론
의 규범적 약점 한 가지는 칸트 정치철학과의 관련성이 유독 높
으므로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는 바로 외적 배제를 중심으
로 한 집행이 국제 역학 관계에 종속돼 법치의 주요 덕목인 공정
성과 일관성을 획득하지 못하며, 칸트의 용어를 빌리자면 일방성
(unilateralism)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약점은, 해서웨이와 셔피로 스스로 인정하는 잠재적
위험요소이다. 그들은 문제를 세계무역기구 사례를 통해 설명한

222 국제정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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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령 최근 안티과와 미국의 무역분쟁 결과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기구는 안티과가 미국에 대해 지식재산권협정 아래 의무를 일
부 중지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24 하지만 안티과는 이 판결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해서웨이와 셔피로는 그 이유
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안티과가 미국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
로 깊이 의존해서라고 추측한다(Hathaway and Shapiro 2011, 342).
분쟁해결기구의 판결을 실행함으로써 미국을 배제하는 것보다, 판
결 아래 권리 행사를 포기하고 미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안티과에는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해서웨이와 셔피로는 전반적으
로, 국제적 협동 체제에 기여하는 바가 큰 강대국은 약소국보다 배
제당할 가능성이 낮고, 그 결과 국제법 집행에 공정성과 일관성을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한다(Hathaway and Shapiro 2011, 341342).

이 문제가 이론에 치명적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특히 해서
웨이와 셔피로의 배제 이론 내 자원으로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른다. 가령, 피해 당사국에만 집행력을 부여하는 배제
방식과 제3국 또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하는 배제 방식의
차이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관련 국가가 2개국에
서 다수 국가로 확장되면서 힘의 불균형 문제가 완화되고, 그만큼
일관되고 공정한 배제 또한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Hathaway

24

United States — Measures Affecting the Cross-Border Supply of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Current Status Summary), World Trade Organization(Feb.
24, 2010), http://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285_
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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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hapiro 2011, 331-332).

그러나 피해 당사국이 아닌 행위자에게 집행력을 부여할수록
앞서 그 중요성을 논의한 국가 주권에의 부담이 늘지는 않을까? 현
재 국제법의 구조로 봤을 때, 이 우려에 대한 가장 직접적 해결책은
보충성의 원리(principle of subsidiarity)에서 찾을 수 있다.25 보충성
의 원리에 따르면, 국제법의 중재와 집행은 해당 사건과 관련이 높
은 또는 거리가 짧은 단위에서부터 시작해, 하위 단위에서 중재 및
집행력을 지닌 행위자가 그 기능을 적절히 행사할 의지나 능력이
없을 때야 다음 단위로 넘어간다. 말하자면 사건 당사국에 집행의
우선권이 주어지는 셈이다. 그렇다면, 제3국의 개입에 대한 당사국
의 주권 근거 반론은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Song 2015).

V 결론: 단절론과 연속론의 경계와 국제법의 진화
이 글은 칸트의 국제관계론에 대한 최근 해석을 국제법철학 내 최
신 논의와 함께 검토했다. 연속론과 단절론 사이 선택에만 집중한
다면, 클라인겔드의 연속론보다는 립스틴의 단절론이 좀 더 설득
력 있어 보인다고 논변했다. 그러나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
은, 해서웨이와 셔피로의 배제 이론을 통해 소개한 집행 방식의
다양성은 칸트는 물론 최근 칸트주의 이론도 깊이 고민하지 않은
변수란 것이다. 만약 외적 배제를 통한 공정하고 안정적인 국제법

25

보충성 원리에 관한 일반적 논의는 카로차(Carozza 200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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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이 가능하다면, 단절론의 이론적·실천적 대가 또는 연속론 고
수의 중요성이 희석될지 모른다. 요컨대 국제법에 고유한 집행 방
식을 찾고 성공시킬 수 있다면, 그만큼 단절론과 연속론의 경계가
덜 중요해지는 셈이다. 이것이 글의 더 중요할 결론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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