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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의

인정이론에 대한 재구성을 통하여 국가들 간의 상호신뢰에
기초한 국제협력과 이를 위한 규범적 질서의 형성에 관한

문제를 설명함으로써 국제정치이론으로서의 인정이론의 가능성을 해명하는 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이것은 국가 간의 행위를 권력정치적 관점에서 경제적이거나
군사안보적인 물질적인 이해관계를 통해 설명하는 기존의 현실주의적 국제정치이
론이 간과하고 있는 국가행위의 동기구조를 새롭게 조명하고 국제정치의 지구화
와 더불어 변화되고 있는 현대 국제관계의 특수한 성격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재구
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헤겔에 의하면 국민주권의 원리에 기초한 근대 국가
의 정체성은 크게 헌법과 같은 정치제도의 규범적 가치를 통해 대의되는 정치적 정
체성과 역사 속에서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의 윤리적 감정과 연계된 사회
문화적인 정체성에 의존한다. 특히 헤겔은 국가들의 상호신뢰와 협력의 체계를 구
축하는 데 있어 물질적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역사 문화적으로 형성된 윤리적이
고 감정적인 차원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인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
았다. 이것은 한·중·일을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처럼 과거사와 관련하여
복잡한 윤리적 감정적 갈등에 놓인 국가들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거나 물리적 이
해관계에 기초한 국제협력의 제도적 기제를 구축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규범적으로 잘 보여준다. 헤겔에 의하면 이러한 국가들 간의 인정과 협력관계는
무시당한 공동체의 윤리적 감정과 같이 관계의 전환을 추동하는 매개요소를 포용
할 수 있는 성찰적 지식 형성의 기제가 정치제도적 ·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개별 국
가 내부에 존재할 때 가능하다. 이러한 성찰적 지식의 기제는 국가의 행위능력을
임파워링하는 공동체의 규범적 권력으로 기능하며 국가행위의 포용성을 확장시
키는 원천이 된다. 그런 점에서 헤겔의 인정이론은 단순한 행위론적인 구성주의적
접근방법이 아니라 국가 간의 협력과 상호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내부의 성찰
적 지식의 형성 구조를 진단하고 발견하는 규범적 이론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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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is article aims to reconstruct Hegel's theory of recognition as a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hat explains the formation of normative

ord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based on mutual trust between states.
This is to shed new light on motivational structure of state action that is
overlooked by the realist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which explains the
inter-state actions through material interests such as economic gains or
military security from a perspective of power politics. According to Hegel,
the system of mutual trust and cooperation between states is simply not
possible with external interactions based on reciprocity. This is possible
when there is a mechanism of knowledge formation within individual
states that can embrace and reflect on the mediating factors that drive
the transformation of the relationship, such as the ethical sentiment of
the community socio-culturally formed in history. The mechanism of this
reflective knowledge functions as the normative power that empowers
the state to act, and it is a source of expanding the inclusiveness of state
action. This shows well in a normative way those elements that states
such as those in Northeast Asia 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who
are located in complex ethical conflicts in relation to the historical past,
have as the obstacles to building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key words

헤겔 Hegel,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인정 recognition, 국가

정체성 nation-state identity, 동북아지역공동체 northeast asian community, 성찰적
지식의 구조 structure of reflective knowledge

국제정치이론으로서 헤겔의 인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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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헤겔의 정치사상을 국제정치의 맥락에서 사상적으로 체계화하거
나 이론화하는 작업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
면 헤겔의 정치사상은 기본적으로 일국적인 차원에서 국내 정치적
요소를 체계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국제정치와 관련된 논
의는 분명한 체계가 없이 국내정치를 설명하는 논의의 연장선상에
서 『법철학』(GPR)이나 『역사철학』(VG) 등에서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국제정치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이 헤
겔에게 과연 존재하는가의 문제는 하나의 논쟁점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런 이유로 헤겔의 국제정치사상은 헤겔이 제한적으로 언급
하고 있는 국제정치에 관한 논의를 헤겔 정치사상의 기본적인 이
론체계에 기초하여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는 한계
가 있다. 물론 이러한 이론적 공백은 헤겔 정치사상 안에 전개되고
있는 풍부한 이론적 자원을 통해 재해석될 때 새로운 해석의 보고
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의 헤겔의 국제정치사상에 대한 논의는 주로 그의 전
쟁론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1 그러다가 1990년을
1

C. Rößler, System der Staatenlehre(Halle,1857); A. Lasson, Das Kulturideal
und der Krieg(Berlin, 1868); Steven B. Smith, “Hegel’s Views on War,
the Stat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7, No. 3 (Sep., 1983); D. P. Verene, “Hegel’s Account of
War.” in Z. A. Pelczynski(ed.), Hegel’s political philosophy: Problems and
perspective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S. Avineri,
Hegel’s Theory of the Modern State(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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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하여 헤겔의 인정이론에 그 이론적 토대를 두고 있는 현대의
인정이론이 주류 사회이론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헤겔의 인
정이론을 국제정치의 맥락에서 적용하여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하
나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구성주의 국제정치학자인 웬트(Wendt 2003)를 들 수 있는데, 뒤에
서 논하겠지만 웬트의 헤겔 해석은 헤겔의 인정이론이 가지고 있
는 형식논리만을 차용하여 거대 담론의 형식으로 국제정치에 적용
함으로써 구체성이 결여된 해석이라는 한계가 있다.
현대의 인정이론은 1980-1990년대를 전후하여 서구사회에
서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와 문화다원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인
정의 정치’가 서구정치의 핵심적인 화두가 되면서 비판이론가들을
비롯한 독일의 도덕철학적 전통 속에서 구체화되었는데(Habermas
1968; Siep 1979; Wildt 1982; Honneth 1992; 2001; Schmidt am
Busch 2011), 그 이론적 기반은 주로 헤겔의 초기 저작인 예나 시

기의 저작에 대한 현대적 해석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현대의 인
정이론이 주제화하고 있는 인정의 정치의 내용은 주로 보편적 존
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존엄의 정치’
(Margalit 1997), 정치사회적으로 배제된 그룹이나 개인의 고유

한 권리와 정체성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정체성의 정치’ 혹은
‘차이의 정치’(Taylor 1993, 13-78), 무기력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
한 배려와 돌봄의 윤리를 강조하는 ‘돌봄의 정치’(Gilligan 1982;
Benjamin 1994; Hankivsky 2004; Held 2006)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글은 국내정치의 맥락에서 제기되어 온 이러한 인정의 정
치를 국가들 간의 관계가 지배적인 국제정치의 맥락에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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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교_책.indb 233

233

2017. 2. 8. 오후 2:51

적용 가능한지를 헤겔의 인정 개념에 대한 재구성을 통해 살펴보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헤겔은 자신의 『법철학』에서 국가들 간의 관
계를 다루면서 단편적이긴 하지만 자신의 인정이론을 적용하여 국
가들 간의 인정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GPR, §330-340). 그러나 개
인과 구분되는 국가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일종의 도덕 이론이라
고 할 수 있는 인정이론을 국가의 영역에 적용하는 문제는 단순하
지 않다. 실제로 헤겔의 인정이론은 주로 국내정치의 맥락에서 개
인들이나 사회적 그룹들의 도덕적 요구와 문화적 차이를 둘러싼
갈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그 유효성이 입증되기는 하였다. 그러
나 ‘국민 전체의 복지’ 혹은 ‘국가이익’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수행
하며 동시에 주권국가의 정치적인 규범 질서와 사회문화적인 정체
성을 대변해야 하는 국가들의 행위와 관계를 설명하는 국제정치이
론으로서는 아직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 논
문은 이러한 이론적 현실에 주목하면서 무정부적인 우연성에 기초
한 국가들 간의 세계에서 국가들 간의 상호 신뢰에 기초한 국제 협
력과 이를 위한 규범적 질서의 형성에 관한 문제를 헤겔의 인정이
론에 기초하여 설명함으로써 국제정치이론으로서의 인정이론의
새로운 가능성을 해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헤겔의 인정이론을 국가정체성의 인정과
형성이라는 맥락에서 재구성하여 국가들 간의 인정관계가 성립하
기 위한 구체적인 기제들을 헤겔을 통해 해명하고자 한다. 이것은
국가 간의 행위를 권력정치적 관점에서 경제적이거나 군사안보적
인 물질적인 이해관계를 통해 설명하는 기존의 현실주의적 국제정
치이론이 간과하고 있는 국가행위의 동기 구조를 새롭게 조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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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의 지구화와 더불어 변화되고 있는 현대 국제관계의 특수
한 성격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
제로 서구사회에서는 국제정치의 지구화와 더불어 인정의 정치가
핵심적인 화두로 자리 잡게 되면서 국제정치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정체성의 정치가 국가 행위의 중요한 동기 구조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일 관계나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공동체와 같이 역사적으로 복잡한 과거사를 지닌 국가
들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거나 전략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국제협
력의 제도적 기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국가정체성의 인정 문제는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제정치 이론의 영역에
서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치 체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
명할 수 있는 이론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헤겔
의 정치사상은 기본적으로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데 그의 인정 개념이 담고 있는 구성주의적 시각과 도덕철학적인
관점은 헤겔의 정치적 현실주의가 담아내지 못하는 규범적인 국제
정치 이론의 토대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II 국제정치에서 인정은 필연적인가?
웬트는 자신의 저작 『국제정치사회이론』(Wendt 1999) 이후 쓴
2003년의 논문에서 자신의 구성주의적 입장에 헤겔의 인정이론을
결합하면서 국제정치의 영역에서 “지구국가(World State)가 왜 필
연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지를 논증하고 있다(Wendt 2003).

국제정치이론으로서 헤겔의 인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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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웬트는 국가들 간의 갈등 구조를 인정투쟁의 관점에서 해
석하면서 인정투쟁을 “이기적 정체성”을 공동의 “집단적 정체성”
으로 전환시키는 기제로 이해한다. 특히 웬트는 헤겔이 개인이나
집단들 사이의 인정투쟁과 국가들 간의 인정투쟁의 결과를 서로
다르게 보는 것을 논리적 모순으로 보고, 국가들 간의 인정투쟁은
집단적 정체성의 형성이란 관점에서 개인들 간의 인정투쟁과 다르
지 않으며 동일한 결과를 낸다고 주장한다(Wendt 2003, 493). 이
러한 맥락에서 웬트는 인정이론을 개별 국가의 정체성 형성이라는
프레임을 넘어 일종의 평화체제라고 할 수 있는 지구국가를 형성
하기 위한 ‘포괄적인 집단적 정체성’ 형성에 관한 국제정치이론으
로 설명한다. 웬트의 이러한 해석은 현대의 변화된 국제정치적 구
조를 염두에 둔 것이긴 하지만 헤겔이 국내정치적 맥락에서 논한
인정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상호성(reciprocity)의 원리에
기초한 인정 개념을 일국적 차원을 넘어 지구국가라는 국제 체계
전체를 구성하는 근본 원리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헤겔이 말한 인정의 원리를 국제정치의 영역을 포함하
는 체계전체를 구성하는 근본원리로 확장하고, 이러한 논리선 상
에서 지구국가라는 국제정치의 전체영역에서 포괄적인 집합적 정
체성이 형성되는 인정의 과정을 필연적인 과정으로 보는 웬트의
시각은 비판적으로 성찰될 필요가 있다. 웬트가 인정이론의 적용
범위를 지구국가의 형성이라는 맥락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인정이
론을 국제정치 영역의 보편이론으로 정립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
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적인 도
덕적 논리와 실제적인 정치 현실을 매개하는 구조에 대한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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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헤겔 인정 개념이 가지고 있는 도덕
정치의 형식논리만을 단순히 차용하여 국제정치의 영역에 논리적
으로 확장하여 적용하려는 시도는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
을 면하기 어렵다. 인정 개념이 담고 있는 도덕적 힘을 현실의 정
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전제하고 전개되는 이러한 논리
는 헤겔이 비판하고자 했던 칸트식 도덕정치의 논리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웬트의 헤겔에 대한 해석의 방향은 헤겔 정치사상의 기본
의도를 벗어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웬트가 헤겔을 통해 주장하는 인정 개념의 이론
적 토대를 헤겔의 인정 개념에 대한 재구성을 통해 그 주장의 한계
를 살펴보고 헤겔의 인정이론이 기존의 국제정치이론과 달리 현실
적 설명력을 갖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국
제정치이론으로서 인정이론의 가능성과 적용 가능한 범위를 성찰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다.
헤겔은 『예나실재철학 1805/06』(JR)에서 주관정신의 단계에
서 현실의 객관정신의 단계로 체계가 발전하는 과정을 논증하면서
주관정신이라는 부분 체계를 구성하는 논리적 방법으로 인정의 필
연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웬트는 이 부분 체계를 구성하는 논
리적 방법을 체계 전체를 설명하는 논리적 방법으로 확장하여 적
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논리적 확장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헤겔은 논리적인 측면에서 인정 개념의 필연성을 논증하고 있지만
이 논리적인 것이 주관정신의 체계를 넘어 정치체계 전체를 관통
하고 구성하는 방법으로 설명한 것은 아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헤겔은 결코 대칭적인 상호성에 기초한 인정의 원리를 정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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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를 구성하는 유일한 원리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헤겔은 주관정신에 해당하
는 정신운동의 초기 단계에서 인정의 필연성을 “개념의 운동”(vgl.
Fulda 1978, 124)이라는 논리적 방식을 통해 논증한다. 이를 위해

헤겔은 먼저 인간을 자연 상태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개념 속
에서" 파악하는데 이때 개념으로서의 인간이란 “자유로운 자아”이
자 “자립적인 자기의식”(JR, 196-197)을 가진 존재이다. 여기서 개
념이란 단순한 현실에 대한 설명이나 묘사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를 실현할 힘이 있는 이념으로 규범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헤
겔에 의하면 이 개념으로 파악된 개인, 즉 권리(Recht)와 의무의
주체인 자립적인 개인이 ‘개념의 운동’을 추동하면서 법(Recht)이
라는 개념을 낳고 이로부터 인정이라는 개념이 논리적으로 도출된
다. “법은 법적 주체(Person)들의 관계이며 이것은 자유로운 존재
들의 보편적 요소이자 이들의 공허한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이러
한 제한은 내가 나를 위해 가져온 것이 아니라 법, 즉 인정 관계가
만들어낸 현실이다”(JR, 197) 그런 점에서 인정의 필연성은 도덕적
권리에 대한 자각을 통해 이를 주장하는 근대적 개인의 개념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인정운동의 필연성은 이런 이유로 인
간 존재의 근본필요와 맞닿아 있으며 정신적 존재인 “나의 본질”
(JS II, 171)에서 나오는 것으로 헤겔은 본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 필연성은 우리의 사고 속에 있
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고유하게 내재된 것이다”(JR, 197). 이렇
게 헤겔은 개념으로 파악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유로운 자
아’와 ‘권리와 법’ 그리고 ‘인정운동의 이념’이 가진 개념적 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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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명하면서 인정의 필연성을 규범적이고 논리적 맥락에서 논하
고 있다. 헤겔에 의하면 “인정받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그 존재 자
체가 운동이며 이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자연상태를 극복한다”(JR,
197). 여기서 헤겔은 무정부적인 자연상태의 극복을 권리와 의무

의 주체인 인간의 도덕적 본성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유추하여 설명
하고 있다.
‘개념의 운동’을 통해 논리적이고 규범적인 맥락에서 논증된
인정의 필연성을 국가 간의 관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헤겔
이 말하는 국가에 대한 개념적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실제 헤겔
은 『법철학』에서 인정투쟁의 결과는 열어놓은 채 이러한 인정투쟁
의 과정을 국가 간의 대외 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여 논하고 있다.
헤겔의 국가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기초한 근대적인 법치국가이자
헌정국가이며 역사 속에서 형성된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정신
적인 존재이다. 국가는 이러한 정치제도적·사회문화적 정체성의
토대 위에서 구체적인 자유의 이념을 담지한 개체이자 “인륜적 이
념의 현실”(GPR, §257, §29)이 된다. 이러한 독립된 주권을 가진 개
별 국가는 자립적인 자기의식을 가진 개인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
신과 관계하는” 배타적인 “대자적 존재”로서 자유의지에 따라 스
스로 사유하고 행동하는 존재이다(GPR, §259, §322). 그런 이유로
국가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와의 인정 관계 속에서 현실
적인 개체가 된다. 따라서 국가들 간의 인정투쟁은 개인들과의 관
계처럼 필연적이다. 헤겔에 의하면 국가들 간의 이러한 인정투쟁
은 국가들 간의 자연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계약 관계에 기초한 국
제법의 형성으로 이어진다(GPR, §3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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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헤겔이 무정부적
인 자연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논증한 인정투쟁의 필연성과 그 결과
로 형성된 인정체인 법의 성격이다. 『예나실재철학』에서 헤겔은 인
정관계를 두 개의 서로 다른 영역에서 주제화하고 있다. 첫째는 제
1장 말미에 주관정신의 단계에서 일종의 자연상태인 전사회적 단
계에서 사회적 단계로 전이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생사를 건 투
쟁”(JR, 203)으로서의 인정투쟁을 다루고 있다. 둘째는 제2장에서
객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현실 정신”(JR, 204)의 단계에서 인정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헤겔이 자연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설
명하고 있는 인정투쟁과 그 결과로 형성된 평화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적인 인정관계가 추상적인 인정관계라는 것이다. 헤겔은
이것을 국내정치의 영역에서는 법의 추상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국제정치의 영역에서 이것은 계약의 성격을 띠는 국제법의 추상성
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연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이
루어지는 인정투쟁의 결과로 형성된 법적인 인정관계는 추상적이
며 그런 점에서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 평화는 추상적인 평화이고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는 불안정한 평화라는 것이다.
따라서 헤겔이 사회가 성립하기 이전의 자연상태에서 인정
의 필연성을 논한 것을 국내정치의 영역은 물론이고 지구국가라는
거대한 지구공동체의 형성논리로 차용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
한 논리적 확장이다. 헤겔은 국내정치의 영역에서도 인정체인 법
의 추상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문화적·정치제도적 기제
와 이를 구성하는 다른 차원의 사회구성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정치의 영역에서 인정의 문제를 주제화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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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이 주관정신의 단계를 넘어 현실정신의 단계에서 논한 인정의
구체적인 기제와 ‘정치적인 것’의 구성 원리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하며 이 구체적인 기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만 국제정치에서 인정
의 가능성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사유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인간의 도덕적 본성으로
부터 규범적이고 논리적인 맥락에서 논증한 인정의 필연성을 국제
정치라는 구체적인 현실의 영역에 그대로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이다. 헤겔이 주관정신의 단계에서 행한 규범적이고 논리
적 논증을 현실의 체계 전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도덕적이고 규범적 요구가 인정투쟁이라는 사
회적 실천을 추동하는 동기구조는 될 수 있지만 이러한 도덕적 요
구를 통해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극
복하는데 이르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헤겔이 주관
정신의 단계에서 논증한 인정의 필연성은 논리를 통해 제기하는
규범적 요청과 사회정치적 현실 사이에 놓인 간극을 메워줄 매개
구조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 따라서 개념의 운동으로서의 인정
의 필연성을 주관정신의 단계를 넘어 국제정치와 같은 복잡한 현
실에서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헤겔이 객관적인 ‘현실 정신’의 단계에서 논한 현실의 구체적인 매
개구조에 대한 내용적 논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
다. 실제 헤겔이 『법철학』에서 논한 무정부상태하의 국가들 간 인
정투쟁의 문제는 논리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의 논의이며 역사적인
현실을 대상으로 한 논의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개념의 운
동을 통해 규범적인 맥락에서 설명된 인정의 필연성을 헤겔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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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전체, 특히 현실의 국제정치 체계 전체를 관통하며 구성하는 근
본 원리로 설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를 묻는 것이기도 하다. 주
관정신의 단계에서 개념의 논리적 필연성을 통해 논증된 주관적
이념인 인정이 구체적인 현실에서 어느 정도까지 내용적으로 자기
를 실현하고 대상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개념으로 파악된 도덕
적 힘이나 권리의 문제로만 설명될 수 없는 문제 영역이다.

III

인정의 방법론적 토대와 성찰적 지식

헤겔 정치사상 체계의 주요한 특성 중의 하나는 정신의 구조를 방
법론적인 원리로 삼아 체계(System)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런 이유로 헤겔의 정치사상은 하나의 방법론적 체계를 가
지고 있는 학이라고 할 수 있다. 호르스트만이 지적하듯이 “방법론
으로서 자아(정신)의 원리”는 헤겔의 체계에서 “주체성 이론의 적
합한 전개”를 보증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Horstmann
1972, 115-117). 헤겔 정치사상의 체계가 방법론적인 원리에 토대

를 두고 있다는 것은 주체의 상호주관적인 행위에 토대를 두고 있
는 인정의 체계도 이러한 방법론적 원리 위에 구성되어 있음을 말
한다. 따라서 헤겔 정치사상의 체계, 나아가 인정의 체계를 이해하
기 위해서는 체계를 구성하는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를 전개하는 정신의 운동방법, 즉 논리적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헤겔 정치사상은 ‘논리적인 것’과 ‘내용적
인 것’이 결합된 학적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논리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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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체계를 구성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2 헤겔의 인정 개
념은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와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정치의 영
역이 연구의 대상이고 국제정치의 영역에서 인정 개념은 본격적인
탐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인정에 대한 논의는 제
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내용적으로 제한된 논의 체
계를 헤겔의 입장에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인정의 체계를 구성하
는 논리적 방법을 이해하고 이 방법론에 기초하여 국제정치에서
의 인정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물론 헤겔의 논리적 방법이 체계를
구성하는 내용과 일대일의 정합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내용적
인 것’이 ‘논리적인 것’의 단순한 반영이 아니다. 헤겔의 체계는 논
리적 방법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용적인 것’의 풍부함이 ‘논리적
인 것’의 단순성이 지니는 한계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
는 것이 사실이며 이것은 국제정치사상의 체계를 이해할 때도 동
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국제정치에서 인정의 체
계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서는 이 방법론적 토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이 방법론적인
토대 위에서 국제정치에 관한 내용적 언급들을 성찰함으로써 국제
정치에 관한 헤겔의 사상 체계를 제대로 재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헤겔의 인정 개념을 국제정치의 영역에 적용하려는 현대의 해석을
보면 이러한 방법론적인 고민이 부재하며 그러다 보니 인정 개념
의 추상적인 형식논리만 차용하여 국제정치에 단순 대입함으로써
논의구조가 추상적이고 구체성을 띠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2

헤겔의 체계에서 현실철학과 논리적인 것의 관계에 대해서는 Hösle(1998, 6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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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에게 정신이란 이론 이성인 “예지(Intelligenz)”와 실천
이성인 “의지(Wille)”로 구성되는데 이 양자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을 대상화하는 “나(Ich)”가 바로 정신이다(JR, 171-204). 그런
데 도덕적 실천과 행위를 강조하는 현대의 인정이론에서는 실천이
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의지 개념을 인정이론의 도덕철학적 토대로
삼는다. 빌트(A. Wildt)에 의하면 의지는 “자발성”에 기초한 동기
의 형태로서 “도덕적 추동력(Trieb)”이다(Wildt 1982, 349). 이것은
인정투쟁이라는 사회적 행위를 견인하는 동기의 원천이 개인이나
집단의 자발적인 도덕적 추동력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헤겔에
의하면 도덕적 추동력은 “행위자”와 보편적인 “목적”이라는 두 가
지 요소와 관계한다(JR, 189). 그런 점에서 도덕적 추동력에 기반
한 인정투쟁은 개인의 자의적 목적이 아니라 보편적인 목적을 지
향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 도덕적 추동력에 기초한 인정투쟁은
개인의 자의적인 지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보편적인 지식구조의 성
격에 영향을 받는 사회적 실천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빌트와 같은 도덕철학자들은 이러한 개인이나 집단의 도덕적 행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의 규범적 지식구조가 인정운동의 중
요한 동기구조로 기능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이것은 인정운동
의 체계를 구성하는 세가지 요소, 즉 개인이나 집단의 자발적인 도
덕적 동기와 사회적 실천 그리고 공동체의 규범적인 성찰적 지식
구조의 상관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정치에서 이러한 인정운동의 동기체계를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과연 국가는 상대 국가와의 전략적 이해관계에도 불구하
고 국가의 윤리적 존엄을 위해 자발적으로 인정운동을 추동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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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도덕적·윤리적 동기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물어야 한다.
이것은 개별 국가들이 물질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윤리적 존엄을
위해 인정투쟁에 돌입할 수 있는 도덕적 윤리적 동기구조를 가지
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경제적 이해관계나 군사안보적인 이
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현대의 국제정치 상황에서 이러한 도덕적
윤리적 동기구조를 일반화하여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적어도 한·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한·일 간의
관계를 보면 국제정치에서 국가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국제
협력의 문제는 개별 국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치공동체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감정에 대한 인정여부에 의존적임을 볼 수 있다. 이
것은 서구와 이슬람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문제
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하나는 개
별 국가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공동체에 대한 도덕적 윤리
적 감정에 대한 무시가 개별 국가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현실적 협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국
제협력이나 지역공동체 형성에서 있어서 필요한 국가 간 신뢰 형
성의 문제가 역사적·문화적 시간 속에 상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정치공동체의 윤리적 감정에 대한 인정 문제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가를 묻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역사 속에서 하나의 문화적 감정으로 형성된 상
대 국가의 도덕적 윤리적 감정에 대한 인정을 추동할 수 있는 도
덕적 행위의 동기체계를 개별 국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하
는 문제이다. 이것은 국가 간의 자발적인 인정투쟁을 추동하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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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 동기구조와는 구분되는 또 다른 형태의 도덕적 동기체계로
서 정치공동체의 성찰적 지식기제와 결합된 동기체계이다. 이것
이 중요한 것은 개별 국가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공동체에
대한 윤리적 감정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정부가 단
순히 상대 국가 국민의 윤리적 감정에 대한 고려만을 통해서 상
호 인정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국제정치에서 인
정의 문제는 상대와의 투쟁행위를 추동하는 자발적 도덕적 동기
구조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포용과 화해를 추동할 수 있는 자기
내부의 성찰적인 지식기제와 결합된 도덕적 동기구조의 존재여부
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인정의 원리는 타자와의 외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상호성의 원리 뿐만 아니라 성찰적인 지식기제
와 관련된 내적인 자기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인정의 틀을
국제정치이론에 적용하려는 해석들을 보면 인정의 원리를 상대와
의 외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상호성이라는 논리적 원리로 단순 등
치하면서 이러한 성찰적인 지식과 관계된 동기체계의 자기관계
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정 개념의 추
상화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헤겔적 의미에서 ‘현실적인’ 논의
가 아니다.
성찰적인 지식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우리가 우
선 해야 하는 질문은 인정운동이 단순히 행위자 자신의 도덕적 동
기구조에 의해서만 추동되는 것인지 나아가 이러한 도덕적 추동력
만으로 현실의 전체 체계를 논증하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것이다.
헤겔 인정이론의 대표적인 해석자인 빌트는 물론이고 빌트의 해석
을 수용하고 있는 호네트의 해석이 지니는 문제점은 실천이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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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의 활동에 구성적인 역할을 하는 예지의 기능을 고려하고 있
지 못하다는 것이다(Honneth 1992; Wildt 1982). 헤겔에게 예지는
성찰적 지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인지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정신의 요소로서, 행위를 추동하는 의지와 더불어 사회적 동기구
조의 또 다른 차원을 보여주는 개념이다.
헤겔에 의하면 실천하는 주체의 자기경험 혹은 자기정체성은
의지뿐만 아니라 예지의 활동에 규정을 받는다. 이때 예지가 하는
전체 행위의 목적은 인식(Erkennen), 즉 성찰적 지식의 획득에 있
다. 헤겔은 인식(Erkennen)이라는 성찰적 지식의 형성과정을 통
해 인정(Anerkennen)이라는 실천적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는
데(JR, 203), 이것은 의지가 추동하는 정서적인 차원의 도덕감정뿐
아니라 인지적인 지식 형성 과정이 인정행위의 또 다른 동기구조
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엔찌클로페디(1830)』에서 헤겔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
지가 자신의 개념에 부합하는 목적에 이르렀을 때 예지는 인식
(Erkennen)이 된다”(Enz, 445). 여기서 인식이란 예지가 직관, 상

상력, 언어, 사유 등을 매개로 대상에 대한 성찰의 과정을 통해 형
성된 이성적인 지식의 형식을 말한다. 여기서 이성적인 지식이란
이론적인 개념과 실제적인 내용의 통일, 사물에 대해 사유한 것과
실재 존재하는 사물이 일치할 정도의 “구체적인 보편성”을 지닌
성찰적 지식을 말한다. 그런 점에서 예지가 ‘인식’이 되는 과정은
예지가 이성(Vernunft)이 되는 과정이다. 결국 예지가 이성이 되고
인식이 되는 과정을 통해 헤겔은 성찰적인 이성을 소유한 자립적
인 주체성, 즉 자기 자신을 이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성찰적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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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정신으로서의 “나”의 탄생과 그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
을 개별 국가의 수준에서 보면 국가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 중에서 자기 성찰적이고 이성적인 차원의 정체성 형성과 관
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나실재철학』에서 이 성찰적인 지식은 다름 아닌 “관계”
(Beziehung)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데 이 관계에 대한 인식이란

무엇보다 관계의 전환을 추동하는 “살아있는”(lebendige) “매개”
(Mitte)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JR, 183). 여기서 매개란 서로 대립

하는 두 개의 상대자를 연결하는 제3의 고유한 층위가 아니라 서
로 대립하는 두 개의 상대자가 서로에게 자기이해와 자기인식의
매개자가 되어 동일성을 확보했을 때 이루어지는 새롭게 변화된
관계 그 자체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살아있는 매개’란 두 상
대자 간의 대립이 부재하는 관계가 아니라 대립하는 관계를 자체
내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가 통일을 이루고 있는 관계이다.
서로 대립하는 상대자와의 관계 안에 내재된 이 부정성 때문에
‘살아있는 매개’란 고정된 관계가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고 생성되
는 관계로서 이러한 관계의 전환은 개별 상대자가 서로에게 자기
이해를 제공하는 성찰적 지식의 매개자가 될 때만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이 관계의 전환 속에서 타자는 더 이상 나와 대립
만 하는 낯선 타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타자’가 된다(JR, 96). 자
기 자신의 타자로 인식한다는 것은 적대적인 타자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달리 말하면 대립하는 두 상대
자가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발견하여 상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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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상호 신뢰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결국 매개에 대한 인식이
란 타자를 매개로 하여 자기 주장과 자기 부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보편성 안에서 서로가 자기를 인식(Sich-Erkennen)하는 과정이라
고 할 수 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서로가 대립하는 부정적인
관계에도 불구하고 타자를 매개로 하여 포용적이고 이성적인 자기
정체성(Ichidentität)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
해 대립하는 두 상대자는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관계의 전환을 추동하는 살아있는 매개에 대한 인식문제를 국
가 간의 인정문제로 치환하여 말하면 이는 결국 상대 국가의 정체
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란 특정 국가가 상대 국가와의 대립적인
관계 속에서 성찰적이고 이성적인 지식을 생산하여 상호 이해와 협
력에 이를 수 있는 구조를 내부에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치
환하여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자기주장을 넘어 상대
국가에게 자기이해와 자기인식을 제공하는 매개자가 될 수 있는 수
준의 성찰적이고 이성적인 지식생산구조를 개별국가가 가지고 있
는가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국가 간의 인정투쟁
의 과정은 상대자와 대립하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자기
성찰적인 지식을 매개로 창조적인 관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살아
있는 관계’가 된다. 그런 점에서 대립하는 국가들 간의 인정 과정은
시민사회를 포함한 국가 내부의 자기성찰적인 이성적인 지식생산
기제 혹은 이에 토대를 둔 국가의 자기정체성 형성 기제에 의존한
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헤겔은 국가의 자기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제를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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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헤겔에게 성찰적인 지식에 기초
한 국가의 자기정체성이란 국가의 자기인식 혹은 자기이해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지적이고 이성적인 차
원에서는 헌법으로 표상되는 개별 국가의 정치제도에 구현된 법
치국가의 규범적 가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정서적인 차원에서는
시민종교와 같은 사회문화적 기제를 통해 역사적이고 사회문화적
인 맥락에서 형성된 공동체의 윤리적 감정을 통해 형성된다(김동하
2012; 2013). 그리고 이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차원에서 형성된 국

가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동시대의 시민들이 시민사회 안에
서 행하는 인정투쟁과 같은 사회적 실천을 통해 새롭게 해석되고
재구성된다.

IV

인정 체계의 객관적인 구성 요소와 국가정체성:

인정투쟁, 성찰적 지식, 공동체의 권력
헤겔 정치사상에 연원을 둔 현대의 인정이론은 주체들 간의 상호
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인정의 과정을 설명한다. 비판이론가인 호
네트로 대표되는 이들 인정이론가들은 상호성의 원리를 인정의 체
계를 구성하는 근본원리로 본다(Habermas 1968, 9-47; Siep 1979;
Wildt 1982; Honneth 1994). 웬트의 경우도 비대칭적인 인정관계를

언급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입장에 서 있다. 그러나 이러
한 해석은 헤겔의 인정 개념에 대한 협애한 이해일 뿐 아니라 실천
적인 관점에서도 많은 한계를 노정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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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서는 헤겔의 인정 개념에 대한 재해석3을 통해 국제정치의 영
역에서 상호 신뢰에 기초한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인정의 체계가 성
립하기 위한 본원적 계기들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국제정치에
서의 인정에 관한 기존의 논의가 간과하고 있는 요소를 새롭게 조
명해 보고자 한다.
헤겔 정치사상에 나타나는 인정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
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예나실재철학』에 나오는 상호성에 기
초한 인정투쟁의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현상학』(PhG)에서
주제화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처럼 자립적인 주체들과 비자립적
인 주체들 사이에 일어나는 비대칭성에 기초한 인정투쟁의 모델이
다(Siep 1998; 2009, 107-124; 김동하 2009, 178-182; Kim Dong Ha
2011, 123-145 참조). 이 두 모델은 국내정치적 차원뿐 아니라 국가

주권의 상대적인 균등성과 비대칭성이 혼재하는 국제정치의 영역
에서도 구조적 맥락은 다르지만 적용할 수 있는 기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인정의 첫 번째 모델부터 살펴보자. 헤겔에게 인정이란
일방적으로 타자를 배려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주장과 타인에 대
한 배려(인정)라는 서로 상충되는 경향이 공존·대립하는 과정이
다(Roth 1989; Girndt 1990). 그러나 인정운동의 시작은 ‘도덕적 무
시’(Honneth 1992, 212-225)를 통해 훼손당한 권리와 존엄의 회복
을 위한 자기주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정이 항상 ‘투쟁’의 과정
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이란 개별 주체가 타자에 대해 자
3

본 논문의 헤겔의 인정 개념에 대한 재해석은 다음 논문에 기초하고 있다. Kim
Dong Ha(2011); 김동하(2009; 2014, 25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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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지의 절대성을 표현하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
문이다. 인정투쟁의 긍정적인 결과는 법적인 인정관계의 형성이고
이 인정의 결과물 속에서 개인은 법적 주체가 되고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식을 획득한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대립하는 주체들이 자신의
절대성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인정을 위한 투쟁이 타
자와의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헤겔
에 의하면 인정투쟁의 핵심은 법적 주체(Person)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획득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인정
투쟁의 동력은 자신의 고유한 권리와 의무를 자각한 “대자적 존재”
(JR, 232), 즉 자립적인 의식과 자율성을 가진 개인으로부터 나온

다. 이 개인은 양심으로 표상되는 내면에 외부 세계와 독립하여 가
치를 판단할 줄 아는 절대적 도덕적 기준을 가진 근대적 개인이다.
헤겔은 구체적으로 개인들이 법적인 권리에 대한 지식을 획득
하는 과정을 일종의 무정부상태라고 할 수 있는 자연상태에서 불
평등한 재산 점유를 통해 생기는 갈등을 통해서 설명한다. 헤겔에
의하면 자연상태에서 자원이 희소한 가운데 일어나는 나의 점유물
에 대한 상대의 침해는 단순히 나의 점유물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나의 존재와 도덕적 인격에 대한 무시와 침해, 즉 “모욕”을 의미한
다(JR, 231). 이것은 경제적 부의 불평등한 분배의 문제는 다른 의
미에서 나의 도덕적 인격에 대한 무시와 모욕을 의미함을 암시한
다(Vgl. Fraser and Honneth 2003). 따라서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
는 데 있어서 관건이 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의 회복이 아니
라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 즉 무시와 모욕을 통해 자각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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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존엄과 도덕적 권리에 대한 인정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헤겔이 이러한 인정투쟁이 자신의 목숨
을 담보로 하는 ‘생사를 건 투쟁’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본 부분이
다. 이것은 인정투쟁이 단순히 침해당한 물질적 재산의 회복이 아
니라 모욕당한 나의 도덕적 감정과 도덕적 존엄에 대한 회복을 목
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하는 것은 모욕으로 표상되
는 상처 입은 도덕적 감정이다. 인정투쟁의 정서적 동기구조를 형
성하는 모욕은 집단적 차원에서 보면 분노를 동반하는 사회적 감정
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Vgl. Iser 2008). 그런데 분노와 같은
사회적 감정은 한편으로는 사회적 투쟁과 진보의 정서적 감정적 동
기구조로 기능하지만 동시에 인정투쟁이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로
단순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노와 같은 적대적인 사회적 감
정이 가지고 있는 극단적이거나 파괴적인 성격 때문이다. 그런 점
에서 인정의 질서를 제도화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
소가 바로 인정투쟁이라는 사회적 행위의 동기구조 속에 내재된 분
노와 같은 사회적 감정의 적대적인 성격을 어떻게 공동체의 성찰
적 지식의 형성기제 속에서 포용하고 화해시킬 수 있는가이다. 특
히 인정투쟁의 문제틀 속에 내재된 이 윤리적이고 감정적인 동기구
조의 이중성은 국가들 간의 인정과 협력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대로 적용될 뿐 아니라 국민 국가의 집단적 성격 때문에 더 중요하
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예컨대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공동
체의 윤리적 감정에 대한 무시와 모욕은 국민들의 집단적 분노라는
적대적인 사회적 감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인정
의 질서를 제도화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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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인정운동은 자신의 무시당한 도덕적 감정에 대한
사회적 분노와 도덕적 권리에 대한 지식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투
쟁이라는 사회적 행위를 통해 외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이러
한 사회적 투쟁을 통해 현실 속에서 적합한 대상을 발견한 결과로
형성된 인정체가 바로 법이며 개인은 이를 통해 권리와 의무에 대
한 객관적인 대상과 지식을 획득한다.
그런데 헤겔에 의하면 이와 같은 모순적인 경향이 서로 충돌
하는 인정투쟁의 과정을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로 변화시키는 의식
의 전환은 도덕적 추동력에 의해 동기화되는 투쟁뿐만 아니라 자
기관계적인 자아의 성찰적인 지식생성과정에 달려있다. 자신의 절
대성을 주장하던 개인이나 집단의 의식의 전환은 이들의 도덕적
동기에 기초한 외적인 상호행위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상호성의
원리로 환원되지 않는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성찰적인 지식의 획
득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체가 자기이해에 이르는 과
정은 단순히 외부의 객관적인 세계와 관계하는 도덕적 추동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추상적인 도덕적 행위의 이성적인 측면을 간접적
으로 고양시키는 정신의 또 다른 동기구조인 성찰적 지식에 의존
한다는 것이다. 성찰적 지식은 행위주체의 자기이해를 고양시킴으
로써 행위능력을 제고하고 행위의 이성적인 측면을 증진시키는 인
지적이고 정서적인 동기의 원천이다. 그런 점에서 성찰적인 지식
의 형성이 가능하기 위한 정치공동체의 구조적이고 규범적인 조건
들의 충족은 성공적인 사회적 정체성의 형성을 위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헤겔은 상호성에 기초한 사회적 투쟁의 과정이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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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성찰적
인 지식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헤겔은 자신의 학적 체
계 내에서 이 성찰적 지식을 가능하게 하는 인정의 공동체적 조건
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다. 바로 개인의 행위 능력을 제고 시킬 수
있는 공동체의 정치제도적·사회문화적 층위가 그것인데 이것은
그의 ‘공동체성’에 대한 이념 속에서 구체화되었다.
중요한 것은 헤겔의 공동체성에 관한 이념은 다름 아닌 국가
정체성에 대한 헤겔의 이해 방식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예나 실
재철학』에서 공동체성의 규범적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
데 이 공동체성의 규범적 내용이 국가정체성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룬다. 정치제도적 층위에서는 헌법(Konstitution)이라는 정치제
도의 체계가 대의하는 규범적 가치를 통해서(김동하 2013, 16-17,
20-22; Göhler 1997), 사회문화적 층위에서는 시민종교로 대표되는

사회문화적 가치기제를 통해 형성되는 공동체의 윤리적 감정(김동
하 2012, 361)을 통해서 공동체성의 두 가지 층위를 제시하고 있다.

공동체성의 이념 속에서 구체화된 이 성찰적 지식의 기제를 통해
헤겔은 독특한 권력 개념을 제시한다. 공동체의 권력이 바로 그것
이다.
헤겔에게 공동체의 권력은 개인의 상호작용으로 환원되지 않
는 공동체의 자기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집합적 권력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행위 능력을 부여하는 권력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국가권력이 가지고 있는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성격의 권력과 구분
되는 권력의 형태로 현대의 권력이론의 맥락에서 말하자면 헤겔은
공동체의 권력이 지닌 임파워먼트(empowerment)적 성격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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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할 수 있다(Kim Dong Ha 2011, 98-121; Göhler 2014, 303317). 여기서 공동체의 권력이란 법치국가의 이념을 담고 있는 헌

법이라는 정치제도 안에 규범적으로 제도화된 ‘국민의 살아있는
권력’이 ‘정치적 대의’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삶 속에 충분히 현재
화됨으로써 기능하는 권력이다.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헌법과 같이
공동체의 기본 가치를 매개로 기능하는 규범적인 정치제도의 효과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이 정치제도의 기본 가치를 지
지하고 보충하는 사회문화적 가치구조, 즉 공동체의 윤리적 감정
이 필요하다. 헤겔은 공동체의 인륜적 삶 속에 역사적으로 문화적
으로 뿌리를 내린 공동체의 윤리적 감정의 내용과 성격, 즉 합리성
이 공동체의 권력이 기능할 수 있는 중요한 정서적 원천으로 이해
한다.
결국 공동체성의 이념 속에서 구체화된 국가정체성의 구조와
기능을 통해 헤겔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정체성의 규범적 내
용이 개별 주체들의 성공적인 인정관계에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국가 간의 관계에서 보면 국제정치와 같이 중앙의 권위체
가 없는 무정부적인 상황의 체계에서 국가 간 인정의 문제는 개별
국가의 정체성의 규범적 성격에 따라 상당 부분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가들 간의 관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국가정체성은 정치제도의 이성적인 규범적 가치와 사회문
화적 기제를 통해 역사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의 윤리적 감정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공동체의 포용적인 내적 권력의 존재
유무에 의존한다.
중요한 것은 헤겔이 개별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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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가 단순히 상호성에 기초한 개인들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공
동체의 규범적인 가치와 윤리적 감정을 내재한 정치적·사회문화
적 지식구조를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
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이 성찰적인 지식구조를 개인뿐만 아니
라 국가의 행위능력을 제고시키는 임파워먼트로서의 권력으로 이
해했다는 것이다. 임파워먼트로서의 권력이란 주체의 행위 능력의
제고를 통해 타자에 대한 포용성을 확장시키는 독특한 권력 개념
으로 일종의 포용적 권력이다. 이것은 국가들 간의 인정이나 포용
이 단순히 정치지도자들이나 행정부의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지식구조의 포용성에 의존하는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것은 헤겔에게 인정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이나 집
단의 외적인 상호성에 의존하는 기제가 아니라 공동체 자체의 능
력,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담지하고 있는 성찰적인 지식구조의 포
용성과 그것의 권력효과에 의존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격언처럼 헤겔은 성찰적인 지식의 생성 과정
을 독특한 권력 형성의 메커니즘으로 이해하면서 이 권력으로서의
지식이 대립하고 투쟁하는 개인들이나 국가의 의식과 태도의 전환
을 가져오게 하는 구조적 요소로 보았다.
이것을 국가 간의 인정 문제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먼저 개별 국가의 주권을 인정받기 위한 자기주장의 과정
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갈등의 과정에서 개별 국가의 태도 변
화 혹은 의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투쟁’의 과정뿐 아니라 성찰적인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포용적인 국가정체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범적 합의를 선차적으로 보장하는 상호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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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회적 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오늘날의 지구화 과정은 여
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한 최소한의 객관적인 조건만
은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공동의 규범적 질서가 취약한
국제정치에서 국가의 완고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성찰적인 지
식은 국가 외부에 최소적으로 존재하는 규범적 질서가 국가 내부의
포용적인 성찰적인 지식의 체계와 연계될 때 생성된다. 이러한 성
찰적 지식은 개별 국가의 행위 능력을 제고하는 공동체의 권력, 즉
임파워먼트로서의 권력으로 작용하고 국가의 인정행위를 유발하
는 성찰적 동기구조가 된다. 그런 점에서 국가의 완고한 태도의 전
환을 가져올 수 있는 공동체의 권력을 생산하는 국가정체성의 기능
적 구조는 인정과 협력을 위한 국가의 태도 전환에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다. 특히 헌법의 규범적 가치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에서 형성된 공동체의 윤리적 감정으로 요약되는 국가 내부에
존재하는 성찰적 지식의 기제가 상대 국가에게 자기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성과 포용성을 가질 때 개별 국가는 국가 간의 관계에
서 인정의 질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정치의 영역에서 국가들 간의 인정의 질서가 정착
하기 위해서는 첫째 헌법의 규범적 가치로 표상되는 정치적 정체
성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국가 내에 정
치적 정체성에 대한 자기인식을 매개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규
범적 질서가 최소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이것은 법치국가의 규범
성을 담지하지 못하는 국가들과의 인정의 문제는 장애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형성된 개별 국가의 사회문화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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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에 대한 인정, 달리 말하면 개별 국가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윤리적 감정과 사회문화적 자존감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헤겔이 지적하듯이 유대민족과 이슬람을 믿
는 민족 간에 존재하는 종교문화적 차이와 복잡한 과거사는 인정
에 이르기 어려운 심각한 대립을 이루고 있어서 국가 간의 사회문
화적 정체성과 공동체의 윤리적 감정에 대한 인정의 문제는 단순
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서로가 공유하는 현실적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의 협력 관계나 동북아 지역에서의 국제적인 협
력이 과거사로 인해 형성된 상대 국가들의 윤리적 감정을 인정하
지 못하는 문제로 순조롭지 못한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국제정치의 영역에서 개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사회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면서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는 층위를 발견하고 구성해 나가는 작업의 중요성을 보여준
다. 특히 양자 간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문화적 정체성이나 공
동체의 윤리적 감정에 대한 공감이나 인정 없이 이루어지는 국가
들 간의 자기주장은 신뢰에 기초한 국제협력을 이루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헤겔이 『정신현상학』에서 말한 “화해의 언
어”(PhG, 441)는 개별 국가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 대
한 윤리적 감정과 문화적 자존감에 대한 공감을 통해서 말해질 수
있는 소통의 언어이다. 이 화해의 언어를 발견하는 문제는 “자신의
절대적인 대립자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PhG,
442)을 획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국가

의 비이성적인 태도를 삼가게 하는 성찰적인 지식체계가 개별 국
가 내부적으로 존재해야 한다(김동하 2009, 17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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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주인과 노예 관계에 기초한 인정모델은 자립적인 의
식을 가진 개인과 비자립적인 의식을 가진 개인들 간의 인정모델
이다(PhG, 127-136). 이 인정모델은 비대칭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
들 간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지배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인 영
향을 이해하는 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이론은
주체의 개인적 정체성 형성은 원칙적으로 다른 주체들의 인정을
통해서만 형성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주인과 노예 관계에
서 노예가 자립적인 자기의식을 갖는 계기는 자기의식을 가진 타
자의 인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물에 대한 노동을 통해서 획득한
다. 여기서 노예의 타자는 자기의식을 가진 개인이 아니라 사물 혹
은 물건이다. 그러나 사물과 관계하는 노동을 통한 자기의식의 획
득은 노동이 가진 도구적 성격 때문에 불완전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신현상학』에서 주인과 노예가 서로 인정하는 관계
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이다. 타자가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조하는 사물이 될 때 이 관계는 매개(Mitte)
를 발견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못하므로 결국 인정에 실패하게 되
는 것이다. 이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통찰은
자립적인 의식을 가진 주체가 비자립적인 의식을 가진 주체와 지
속적인 관계를 가질 경우 자립적인 의식을 가진 주체의 의식이 왜
곡되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
제정치에서 비대칭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 사이에 발생하는 지배
와 자국중심성의 논리가 타국은 물론 자국에도 미치는 부정적 영
향을 보여준다.
결국 주인과 노예 모델이 보여주는 것은 문화적 인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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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든 현실적인 사회의 권력관계를 통해서든 비대칭적인 관계 속
에서는 결코 서로가 동등함에 이르는 인정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
이다. 이 비대칭적인 권력관계에서 인정의 수혜자는 주인이고 노
예는 주인이라는 타자에 의해 소유되고 주형되는 사물에 불과하
게 되기 때문이다. 주인과 노예 모델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비대
칭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관계에서 어느 일자가 비자립적인
의식을 갖고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동등한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제정치에서 인정
의 문제는 단순히 국가들 간의 외적인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국가 내부에 자립적이고 이성적인 정치적·사회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도 중요한 고려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Vgl.
GPR, §331). 이것은 남북한 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와 관련

하여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V 인정의 규범적 질서로서의 국제체제와
국가정체성의 인정이론적 맥락
헤겔에 의하면 정치적인 것의 본질은 개인의 자기의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고독한 자기결정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함께
공동결정하는 데 있다. 헤겔이 말하는 정치적인 것의 본질을 설명
하는 개념인 ‘인륜성의 체계’도 실체적으로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
라 자유의 이념이 현실에서 자기주장과 공동결정이라는 모순적 과
정을 통해 생성되고 구성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헤겔의 인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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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은 정치적인 것의 본질을 구성하는 공동결정과 협력의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헤겔에 의하면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하여 독립된 주권을 가
지고 관계하며 이러한 국가 간의 관계에서 개별 국가들의 행위를
구속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결정하는 초국가적인 권력이란 존
재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국제법의
규범적 내용은 하나의 당위로만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국가 간의
관계는 상호간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동시에 이 계약을 넘어
서는 독립적인 관계이다(GPR, §330-331). 여기서 주목할 것은 헤겔
이 국가 간의 인정관계를 계약관계로 보는 점이다. 헤겔에게 계약
은 경제적인 교환체계 속에 실현된 법적 인정의 한 형태이다. 교환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각자는 타자의 소유를 법적인 관계 속
에서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인정의 경제적 형태는 인격적
인 총체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 하는 것이다. 그래서 헤겔은 “나의 명예와 생명”은 경제적 계
약관계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말한다( JR, 212). 그런 점에서
경제적 계약관계 속에 실현된 공동의 의지는 시민들의 도덕적인
자기존중이라는 기준에 배치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계약관계의 모순은 계약의 이행이 개인의 개별의지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의지는 공동의지의 수준에서만 인정되고
개별의지 자체는 존중을 받지 못하는데 있다. 이것은 계약 안에 존
재하는 공동의지가 개인의 자기실현과 필요충족의 물질적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동하 2009, 171). 개별의지가 공
동의지 속으로 흡수됨으로써 개별의지의 특수성을 포용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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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동의지는 법적이긴 하지만 개별의지에게 하나의 강제로 작용
하고, 추상적인 공동의지 안에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개별의
지는 항상 이 공동의지를 깰 가능성이 항존 한다. 그런 점에서 계
약관계는 언제나 깨어지기 쉬운 추상적인 인정관계이다.
국가 간의 관계가 계약이라는 추상적인 인정의 수준에 머무
는 한 세계평화나 세계국가의 이념은 불가능한 꿈이라고 할 수 있
다. 헤겔이 국가 간의 계약관계를 이야기하면서도 전쟁을 할 수 있
는 독자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이것의 좋은 예다. 그러나 헤겔은
전쟁의 필요성을 맹목적으로 옹호한 것이 아니라 국가들 간의 관
계에서 개별 국가의 특수한 의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즉 개별
국가의 특수한 의지가 인정받지 못할 때 일어나는 예외적이고 최
종적인 현상으로 이해했다(GPR, §324).
『법철학』에서 헤겔은 국민주권에 기초한 국가들 간의 인정문
제를 다루고 있다(GPR, §331-333; Vgl. Williams 1997, 334-363). 헤
겔에 의하면 주권국가가 개별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그 국
가의 절대적 권리이며 이러한 인정은 개별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상호인정에 대한 보증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헤겔이 국가 간의 상호인정의 개념을 가지고 주제화하는 영
역이다. 헤겔은 “국가로서의 국민”(GPR, §331)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 이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기초한 근대 국가가 단순히 물리적
인 기제의 총합이 아니라 정신적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다. 구체적
으로 헤겔은 국민주권에 기초한 근대국가의 정체성은 크게 헌법과
같은 정치제도의 가치를 통해 대의되는 정치적 정체성과 역사 속
에서 사회문화적 형성된 공동체의 윤리적 감정과 연계된 사회문화

국제정치이론으로서 헤겔의 인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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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정체성에 의존한다. 헤겔은 이런 맥락에서 “법치국가를 구성
하는 일반적 원리”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적으로 형성된 “국민의 습
속과 교양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원리”(GPR, §339 Zusatz)의 유사성
이 국가 간의 국제협력과 이를 위한 국제제도의 체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특히 국가가 단순히 물리적 제도의 체계가 아니라 ‘국민’이라
는 말은 국민들이 공유하는 공동체의 윤리적 감정이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보여준다. 사회문화적 정
체성의 본질적 계기를 이루는 공동체의 윤리적 감정은 정치공동체
의 정당성을 구성하는 정서적 계기로서 근대적인 국민주권국가의
본질적인 특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국가들 간
의 상호인정에 있어 물리적인 국익도 중요하지만 정치공동체의 정
당성의 기반이 되는 국민들의 공동체에 대한 윤리적 감정이 중요
한 변수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오늘날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한
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지는 윤리적 감정상의 갈등이 양국 간의 상
호 신뢰와 협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공동체의 윤리적 감정
이 국가 간의 상호인정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보여준다. 헤겔
은 이러한 맥락에서 유대민족이나 이슬람 민족처럼 종교적으로 서
로 화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국가들 간의 상호인정은 심각한 어
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본 반면(GPR, §331 Zusatz), 국민의
습속 및 교양을 구성하는 보편적 원리가 하나의 가족처럼 유사한
유럽의 경우는 국제협력과 제도의 형성이 용이할 것으로 말하고
있다(GPR, §339 Zusatz).
그런 점에서 헤겔의 인정이론은 국가 간의 상호 신뢰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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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제협력의 제도적 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 국가정체성의 이
성적이고 합리적 계기이자 정치공동체의 구성 원리라고 할 수 있
는 헌법과 같은 정치제도가 표상하는 정치적 정체성과 역사적이
고 문화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의 윤리적 감정과 사회문화적 정체성
의 인정에 대한 규범적 시각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
제정치이론으로서 헤겔의 인정이론은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
북아 지역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를 규범적으로 잘 보여준다. 한·중 관계는 정치적 정체성이 미국
과의 관계 속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고, 한·일 관계는 공동체의 윤
리적 감정에 대한 도덕적 무시가 국가 간의 상호 신뢰에 기초한 협
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적으로 한·중·일 관계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중첩되어 복잡한 양
상을 보여주지만 정치적 정체성은 현실적인 국가 간의 물리적 이
해관계와 맞물려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우리가 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각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윤리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이익이 서로 상충하는 냉엄한 현실의 국제관계
속에서 상대 국가의 윤리적 감정과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은 국가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의 체계를 구축하는 중
요한 토대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로서의 국민’의 자기이해와 자기
존중의 감정을 형성하는 중요한 정서적 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동시에 국가 간의 인정운동 과정에서 공동체의 윤리적 감정이
촉발할 수 있는 비이성적인 측면을 성찰하고 포용할 수 있는 성찰
적인 규범적 지식형성의 기제를 국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도 국가 간 상호신뢰의 협력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더 중요한

국제정치이론으로서 헤겔의 인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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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라고 할 수 있다.
『법철학』에서 국가는 실현된 자유를 보장하는 체계이다. 그러
나 이러한 국가들 간의 세계는 자연상태에 비유된다. 전쟁의 가능
성을 합리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헤겔에게
세계사는 국가의 역사이며 이 국가의 역사는 자유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향하여 전개되는 역사이다(VG, 352). 세계사는 단순히 현
존하는 국가들의 관계를 다루는 역사가 아니다. 이 세계사는 자유
의 이념이 구현된 헌법을 구성해 나가는 문제와 같이 인륜적인 삶
의 형식들을 역사 속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런 점에서 세계
사는 국가의 외적인 역사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내부의 역사이다
(GPR, §273). 그런 점에서 국제관계에서 인정의 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은 외부의 역사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국가 내
부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헤겔이 제시
한 인정의 방법론적인 논리 구조를 따라 추론을 해 보면 국제정치
에서 국제협력을 위한 인정의 규범적 질서로서 국제체제의 형성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차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헤겔의 인정이론은 국가 간의 상호 신뢰에 기초한 국제
협력의 제도적 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 국가의 정치적 정체성이
지니고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 계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헌법
과 같은 정치제도의 규범적 체계로 표상되는 이것은 국가 간의 협
력체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인지적 동기구조로서 문화적이고 정
서적인 맥락에서 형성된 공동체의 윤리적 감정이 가지고 있는 비
합리적 측면에 대한 성찰을 제공하는 규범적 계기로 작용할 것이
다. 특히 국민주권 개념의 정서적 오용을 막고 국제협력의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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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교_책.indb 266

2017. 2. 8. 오후 2:51

계기를 성찰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국제정치이론으로서 인정이론은 이러한 국가 간의 협력
을 위한 제도의 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개별 국가의 국민들이 공
유하는 공동체의 윤리적 감정과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문
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것은 국가 간의 신뢰와 협력
을 위한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제는 단순히 현실적인 물질
적 이해관계에 기초해서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일 관계는 물론이고 동북아 지역공동체와 같이 과거의 복잡한 역
사 때문에 상대 국가에 대해 불편한 윤리적 감정을 가진 국가들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거나 국제협력의 제도적 기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셋째 타 국가에 대한 인정이나 포용의 문제는 단순히 정치지
도자들이나 행정부 차원의 외교능력이나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
가라는 전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성찰적인 지식구조의 포용성과
그것이 생산하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로서의 권력효과에 의
존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행위능력의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성찰
적 지식생산의 기제와 이로부터 생산되는 공동체의 규범적 권력이
존재하는가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것은 국제정치의 영역
에서 국제협력을 위한 인정의 체계가 성립하기 위한 개별 국가 내
부의 구조적이고 규범적인 조건으로, 인정이론을 단순히 행위론적
차원에서 구성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구분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국가 내부에 존재하는 포용적인 인정의 규
범적 질서는 국제정치에서 평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못지않게 평화와 협력의 체계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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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교_책.indb 267

267

2017. 2. 8. 오후 2:51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헤겔의 인정이론은 국제정치에서 국가의 행
위능력을 제고시키며 국가 간의 협력과 상호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 내부의 성찰적인 지식의 구조를 진단하고 발견하는 규범적 이
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정치 이론으로서 인정이론은
국제정치를 독립변수로 하여 논의를 하기보다는 국제정치의 행위
자인 국가의 행위의 규범적 토대가 되는 국내적 차원의 인정의 질
서와 수준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을 제공한다. 특히 헌법
으로 표상되는 정치제도의 규범적 체계와 역사문화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의 윤리적 감정은 국가 행위의 기본적인 규범이자 동기의 원
천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국내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인정의 규범
적 질서를 외면한 국가의 행위란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국가
간의 상호 신뢰에 기초한 국제협력을 설명하는 국제정치이론으로
서 인정이론은 상대 국가와의 외적인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자국 안
에 존재하는 인정의 질서가 얼마나 포용적이고 이성적인 내용을 가
지고 있는지를 반성할 수 있는 자기성찰의 시각을 제공한다. 헤겔
의 인정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국제정치에서 상호 신뢰와 협력의 체
계를 제도화하는 문제는 이 세 가지 차원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정
의 질서를 형성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VI

나가는 말

헤겔에 의하면 국민주권의 원리에 기초한 근대 국가의 정체성은
헌법의 규범적 가치로 표상되는 정치제도적 차원과 역사적이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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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의 윤리적 감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문화
적 차원, 그리고 동시대의 시민들이 사회적 인정투쟁을 통해 요구
하는 사회정치적 행위의 차원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구성된
다. 따라서 국가들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위한 국제적인 수준의
인정의 제도적 규범적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층위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상호이해와 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헤겔의 인정이론 체계가 보여주는 함의는 국가 간 혹은 지역
공동체 수준에서 상호신뢰와 협력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
제적인 이해관계나 군사안보적인 이해와 같은 물질적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역사 문화적으로 형성된 윤리적이고 감정적인 정서적
차원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인정이 중요하다는 점과 이러한 관계의
전환을 추동하는 인정의 문제는 개별 국가 내부적으로 포용적이고
성찰적인 지식 형성의 구조적 기제가 기능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는 점이다.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개별 정치공동체의 윤리적 감정에 대한
도덕적 무시와 모욕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인정투쟁을 불러일으키
는 동기구조로 기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집단적 분노
와 같은 적대적인 사회적 감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상호신뢰와 국
제협력의 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중요한 장애가 될 수 있다. 국제정
치의 지구화와 더불어 복잡해진 국제정치현실 속에서 국가들 간
의 상호신뢰에 기초한 협력의 체계는 현실주의적인 입장이 전제하
는 것처럼 단순히 경제적이거나 군사안보적인 물질적인 이해관계
에 기초해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도덕
적 정당성의 힘에 의존하여 무시당한 공동체의 윤리적 감정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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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기 위한 도덕적 자기주장과 투쟁만으로도 불가능한 것은 자명
하다. 이것은 현재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간의 외교적 갈등에서 보이듯이 한·중·일을 포함하는 동북아 지
역의 국가들처럼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과거사와 관련하여 복
잡한 윤리적 갈등에 놓인 국가들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거나 국제
협력의 제도적 기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요청되는 규범적 내용
이 무엇인지 보여 준다,
헤겔의 인정이론에 의하면 국가들 간의 상호신뢰에 기초한 인
정과 협력의 체계는 단순히 상호성에 기초한 외적인 상호작용 행
위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무시당한 공동체의 윤리적 감정과
같이 관계의 전환을 추동할 수 있는 매개요소를 인식하고 포용할
수 있는 성찰적 지식을 형성하는 구조적 기제가 정치제도적・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개별 국가 내부에 존재할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러
한 성찰적 지식의 형성기제는 정치지도자나 국가의 행위능력을 임
파워링하는 공동체의 규범적 권력으로 기능하며 국가 인정행위의
포용성을 확장시키는 원천이 된다. 공동체의 윤리적 감정에 대한
도덕적 무시로 인한 한·일간의 외교적 갈등 문제도 단순히 정치지
도자나 행정부 차원의 외교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국가 공동
체가 가지고 있는 성찰적인 지식구조의 포용성과 그것이 생산하는
임파워먼트로서의 권력효과에 그 해결의 열쇠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런 점에서 헤겔의 인정이론은 단순한 행위론적인 구성주의
적 접근방법이 아니라 국가 간의 협력과 상호신뢰를 가능하게 하
는 국가내부의 성찰적 지식의 형성 구조를 진단하고 발견하는 규
범적 이론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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