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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집단학살(genocide)의 장기적 영향 속에서 살펴본 가해자-희생자간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필자는, 쌍방간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대규모 폭력 사례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한바 있다. (1) 물질적, 사회적 차원 및 가족 등 여러 차원에서
희생자 집단에 실제로 미친 영향과 (2) 집단학살의 파괴적 결과를 안고 사는 희생자 집단과 집단학살
이후 경제적, 정치적, 인구학적, 사회적, 신분적인 것은 물론 다른 이득을 보는 가해자 집단 간의
분명한 권력 불균형이 그것이다.1 물론 이들 사이의 긴장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희생자 집단에 대한 피해가 심화되고 가해자 집단의 이득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긴장이
감소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필자의 접근법은 (특히 1915년 아르메니아인 집단학살2과 같은) 특정 사례에 적용된, 가해자-피해자
대화를 기반으로 하는 전형적인 갈등 해결 모델을 검토하고, 왜 이러한 모델이 대규모 폭력의 유산을
해결하지 못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이때 ‘해결’이란 공정한 방식으로 희생자의 요구와 권리를
고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대규모 폭력의 유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방식의 보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필자는 가해자-희생자 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에 있어 어떤 형식의 대화가 대규모 폭력의
유산을 해결하는 데 생산적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비판적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대화가

1 T
 heriault, Henry C., “From Unfair to Shared Burden: The Armenian Genocide’s Outstanding Damage and
the Complexities of Repair,” The Armenian Review (forthcoming).
2 아르메니아 집단학살은 1914년에서 1920년대까지 이어진 오스만투르크 지역의 그리스, 아시리아, 아르메니아 종족
에게 가해진 광범위한 집단학살의 일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대화와 보상과정에 대한 내 연구의 포커스는 이 지배
적 집단학살 참상 중 아르메니아의 경험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특히 아르메니아 집단학살 사례
를 참고하고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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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이라고는 하지만, 가해자의 진정한 참여와 동의가 없는 해결책이란 늘 불안정할 뿐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중요할 것이다.

실패하는 갈등 해결책
지금부터 과거의 대규모 폭력과 억압에 적용되는 일반 갈등해결 모델들에 대해 필자가 제기하고자
하는 일반적 주장을 개진하고자 한다.3 이러한 모델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긴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들의 태도 변화에 중점을 두는데, 이러한 모델의 제안자들은 가해자피해자의 태도로 인해 이러한 긴장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태도는 그들의 정신적 과정이나 말로 표현된다는 의미에서나 이것이 그들의 본성이라는 의미에서
개념적이거나 담화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모델들은 과거의 폭력이나 억압이 물질적 실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얻어진 태도와 표현방식들은 이전의 폭력이나 억압과 분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관점에서는 과거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긴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폭력과 억압에 의한 정신적
과정의 산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두 집단이 상대 집단의 성격을 부정적으로 규정한 것을 계속
유지하고 그에 따른 태도를 표현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런 모델의 결과는 그러한 태도와 표현을
바꾼다면 더 이상의 긴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델은 근본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자
애초에 표현법들을 바꾸어 시작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태도를 ‘근본 원인’으로 여기기도
혹은 제거를 이끌어내야만 하는 것이다.
내가 비판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담화적이거나 관념적인 차원의 변화는 물질적 차원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지만 학살, 노예제, 집단 강간, 또는 다른 대규모 폭력이나 억압은 지극히
물질적인 것이다. 내가 이렇게 구분한다고 해서 폭력이나 억압의 과정이 또한 근원적으로
관념적이거나 담화적 요인들을 갖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례에서는 아니라도
분명 그들은 이데올로기 지형에 있어서나, 정치선전 조작 등에 있어 큰 역할을 한다. 그뿐 아니라
담론이나 관념에 있어서의 영향은 사망, 강간, 고문, 노동과 재산의 착취, 가족과 공동체의 파괴에
이르는 것들이다. 구체적인 힘과 권력의 작동을 통해 그러한 태도들과 진술들이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들은 결코 무에서(ex nihilo)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사회적 정치적 힘과
상호작용들을 통해 생산된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적 영향은 가해자와 피해자 집단 간의 장기적 관계를
구조화한다.
관념적이고 담화적인 층위에만 특별히 포커스를 둔다고 해서 물질적 차원의 문제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각 집단으로부터 다른 집단들에 대한 태도의 변화나 긍정적 진술을 끌어낸다고
해서 희생자들의 빈곤화와 가해자들의 축재(蓄財) 같은 폭력이나 억압의 긴 파장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가해자들의 안정성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희생자 집단의 인구학적,

3 Theriault,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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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정체감의 취약함은 말할 것도 없이, 희생자 집단이 지닌 트라우마의 여러 층위가 그
후세대들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태도의 변화 같은 것들로는 대규모 폭력이나 장기간의 억압에
의해 만들어진 지배적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가해자-피해자 집단 관계의 종결이나 유예로써,
혹은 희생자들에 대한 가해자들의 물질적 영향력의 종결이라는 식으로, 집단학살의 직접적 살인
국면이 끝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러한 견해와는 정반대로 집단학살의 영향력이란
초지배(hyper-domination) 관계에 영향을 더하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집단학살은 지배자
집단이 희생자 집단에 대해 그 이전부터 지배력을 갖고 있는 맥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집단학살이
일어남으로써 지배관계에 어떤 파열이 일어나기는커녕 지배를 극대화하거나 전체화할 뿐이다. 또한
극단적 지배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설명되지 못한다면, 이러한 관계가 미래에까지 온전히 유지될
것이다. 사실상 희생자들에 대한 가해자 집단의 권력이 유지되며 지배력이 커지는 것은 다시금 거대한
권력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이다. 힘의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4
더군다나 관념적이고 담화적인 개선이 가해자 집단의 구성원들이 해야 할 근본적 책무를 대신하는
것도 아니다. 자각하여 태도가 변화하더라도 그것이 가해자 집단이 희생자 집단에 대해 의미 있는
보상을 하려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폭력이나 억압으로부터 얻은 이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입장은 본질적으로 희생자 집단에 가해진 폭력이나 억압이 응당한 것이었다는 암묵적
동의로서 그 폭력과 억압에 무심히 공모하게 되는 최소한의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가해자 집단의
구성원들이 희생자들에 대한 폭력과 억압을 반대하는 견해들을 지지하고, 또 자신들이 그러한 폭력에
반대하고 있다고 진정으로 느낄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분 자체가 대규모 폭력이나 억압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는 생각과 늘 공존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가해자 집단이 희생자들에
대해 더 이상의 의무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며 명시적이지 않은
형태로 존재하는 위계에 대한 의식이 존재한다. ‘중립적’ 태도가 그러한 것 중 하나다. 중립적 태도에는
대부분의 가해자 집단이(그 중 진보주의자가 있다 할지라도) 희생자 집단을 지배한다는 관념이
포함되어 있다. 지배적 관계에 평등한 관계라는 외양만을 덧씌울 뿐인 것이다. 이 두 프레임 모두 또는
그 중 한 프레임은 가해자 집단으로 하여금 희생자 집단의 정당한 보상 요구조차 거부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희생자 집단은 보상 문제를 주장할 때 이기적이고, 불공정하며 공격적이라고 비난받기까지
했다5) 이전에 있었던 대규모 폭력이나 억압에 의해 생겨나거나 강화된 강력한 지배관계를 생산했다.
또 유사한 희생자 그룹에 대한 가해자 집단의 도덕적 위계나 지배관계를 창출했다. 표면에서만
드러나는 긍정의 태도는 희생자들에 대한 위계만 깊어지게 만들었을 뿐 가해자들 스스로는 아무런
책무성도 깨닫지 못한 것이다.
나는 이러한 접근법이 놓치고 있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물질적 영향은 시간이

4 이
 러한 힘은 과거의 폭력이나 억압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침해자가 지배하는 사회에
서 그것은 예컨대 경제위기가 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위기는 피해자나 폭력과 억압의 역사와는 사뭇 무관하지만 피
해자 집단에 비해 가해자 집단의 상대적 권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
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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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들이 직접적인 해결을 하지 않는 이상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과적 힘으로 계속 작용한다. 단지, 소위 노예제도라고 불리는 것의 결과로서 희생자의
빈곤만이 문제가 아니라 노예제가 없어진 뒤에도 희생자에게는 지배자의 후손에 비해 열악한 정치적
지위 때문에 더한 문제들이 지속된다. 둘째, 대규모 폭력이나 억압의 결과는 이후에 어떤 형식적
평등의 상황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다양한 권력과 사회적 지위의 뿌리 깊은 지배관계를 지속시킨다.
전형적인 갈등 해결 모델은 비대칭의 폭력이나 억압의 사례에는 결코 적용될 수 없다. 갈등 해결
모델은 대략적으로 양자가 상호 적대감에 있어 균형점에 있다는 가정 하에서 상호 갈등의 지속을
가정한다. 이런 류의 모델이 권력 불균형의 상황에 적용될 때, 실질적인 (지배)관계 구조는 모호해지고
만다.
여기에서 이 두 가지 통찰이 인문학의 지성사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관념론과 물질에 대한 정신의 우위에 대한 거부가 철학사, 특히 서구 철학에서 일어났고 헤겔의
구체에 대한 추상의 일방적 우위를 비판하는 맑스의 철학으로 그 막을 내렸다.6 맑스가 억압을 경제적
사회적 노동에 내재한 것이라고 이해한 것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통찰이었다. 마찬가지로, 명백한 평등주의자나 중립구조(neutral structure)에 의해 숨겨진
권력 차등에 대한 이론화 작업들은 스튜어트 밀(J. S. Mill)7과 프란츠 파농(Franz Fanon)8, 미셸
푸코(Michel Foucault)9 등이 그 정점을 형성하고 있다. 밀은 민주주의 구조 내부에 지배의 잠재성을
확인했고, 파농은 탈식민 영역에 지속되는 식민지배의 방식들을 분석해내는 선견지명을 보였으며,
관점에서, 마릴린 프라이(Marilyn Frye)는 은폐된 권력 구조에 대한 푸코의 비판을 확장시키고 지배피지배 집단 구성원간의 악의 없는 상호작용이나 관계 속에서도 구조적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통찰을 새로 덧붙이며 권력에 대한 정의와 분석을 발전시켰다.10 마지막으로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는 ‘동양(orientals)’에 대한 왜곡된 표상(misrepresentations)이 근대 제국주의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분석하면서, 그러한 왜곡이 식민시대와 탈식민시대에 제국의 질서를 투영하면서
제국주의를 강화하고 뒷받침해왔음을 밝힌바 있다.11
대규모 폭력이나 억압의 사례들에 대한 보상 요구의 여러 가지 반응 중에서, 본고에서는 적절한 한
사례를 다루고자 한다. 보상에 대한 이의로 인해 서로의 입장을 변호하다 보면 오히려 희생자와 가해자

6 K
 arl Marx, “Economic and Philosophic Manuscripts of 1844,” trans. Martin Milligan, in The Marx-Engels
Reader, 2nd ed., ed. Robert C. Tucker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78), pp. 107-108, 110-25,
그리고 Marx, “The German Ideology,” trans. and ed. S. Ryazanskaya, in The Marx-Engels Reader, 2nd ed.,
ed. Robert C. Tucker (NewYork: W. W. Norton & Company, 1978), p. 175.
7 John Stuart Mill, On Liberty, ed. Elizabeth Rapaport (Indianapolis, IN: Hackett, 1978).
8 Frantz Fanon, The Wretched of the Earth, trans. Constance Farrington (New York: Grove, 1991).
9 Michel Foucault, “Right of Death and Power over Life,” in The History of Sexuality: An Introduction, trans.
Robert Hurley, vol. 1 of The History of Sexuality (New York: Vintage, 1990), pp. 135-59.
10 Marilyn Frye, “Oppression,” in The Politics of Reality: Essays in Feminist Theory (Freedom, CA: Crossing
Press, 1983), pp. 1-16, and Frye, “Sexism,” in The Politics of Reality, pp. 17-40.
11 Edward W. Said,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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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들 간의 긴장을 감소시키기는커녕 기대를 증폭하게 된다. 특히 (미국의 원주민 인디언 학살이나
노예제와 같은) 아주 오래된 폭력이나 억압에 있어, 가해자의 후세대 집단은 자신들에게 어떤 책임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느낀다. (이들 중 다수가 자신의 뿌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의
선조는 그런 폭력이나 억압이 가해지던 시기에는 미국에 살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이의의 양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거나 제기되는 복잡한 이슈들을 답하자면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여기서는 “책임”이 “비난”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후자는 폭력이나
억압에 실제 가담했는가에 따른 문제이지만, 전자는 과거의 사건과 직접적 연관이 훨씬 덜하더라도
폭력으로부터 취해진 물질적, 사회적, 정치적 이해를 포함하는 문제에 모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경제적 부가 과거의 노예 노동 착취로부터 유래했는지, 혹은 집단학살을 통해 원주민이
축출된 토지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등은 추적이 가능한 것이다.)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고 가해자
집단이 자발적으로 반성과 추모를 표현하는 일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참상들이 부인된다.12
이런 맥락에서 “책임”이란 비난이라는 의미에서 오랜 과거의 실제 참상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현재와 미래 속에 지속되는 과거의 유산에 대해 논하는 것이다.

정의와 평화
책임 추구 요구가 거세게 일어도 가해자 집단의 반발은 중립적 태도로 간주되지 그들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정계와 학계의 일반적 반응은 가해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기 보다는 긴장을 최소화하는 데에 맞추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정의’와 ‘화해’(‘평화’)를
긴장관계에 놓이게 하고 정의에 대한 요구(예를 들어 희생자 집단으로부터 수탈한 재산을 보상하는
방식 등)는 긴장을 고조시킨다. ‘화해’를 향해가며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정의에 호소하는 방법뿐이다. 대규모 폭력의 최근 사례나 최근에 종식된 억압의 역사(예를
들어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같은 사례)에 대해서라면 주요 가해자들을 직접 고발할 수 있겠지만,
대규모 폭력이나 억압의 아주 오래된 사례에 있어서는 보상의 길이 막혀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의’라는 용어를 규정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대규모 폭력이나 억압에 관련해
논의되는 정의의 많은 개념들이 있다. 이 글에서는 대규모 폭력이나 억압의 오래된 사례들에 주목하기
때문에 형사 정의(criminal justice)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많은 사례들에 있어(북부 아메리카
원주민집단학살, 미국 노예제도, 타즈매니안 집단학살, 헤레로족 집단학살, 미국 집단학살 등등)
주요 가해자들은 지금 생존하지 않아 처벌할 수도 없다. 반면, 최근의 사례들(위안부, 홀로코스트,
캄보디아 집단학살, 동티모르 집단학살, 과테말라 집단학살, 미국 짐크로우(Jim Crow) 차별법, 미국의

12 K
 aren Kovach, “Genocide and the Moral Agency of Ethnic Groups,” in Genocide’s Aftermath: Responsibility
and Repair, ed. Claudia Card and Armen T. Marsoobian (Malden, MA: Blackwell, 2007), pp. 50-70; Armen
T. Marsoobian, “Acknowledging Intergenerational Moral Responsibility in the Aftermath of Genocide,”
Genocide Studies and Prevention 4, no. 2 (2009), pp. 211-20; and Theriault et al., “Resolution With
Justice: Reparations for the Armenian Genocide - The Report of the Armenian Genocide Reparations
Study Group,” draft, September 2012, pp. 50, 55-56, 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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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쟁 범죄,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트헤이트 등)에서는 몇몇의 주요 가해자가 살아있지만, 그들을
형사고발한다고 희생자 개인들이나 집단에 가해진 피해가 온전히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고발은
정의를 호소하는 전체적 과정에 있어 부분일 뿐이며, 정의에 대한 필요조건이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폭력이나 현재에도 있는 억압의 고통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치유’라는 개념이
있지만, 피해의 영향은 영구적으로 지속되는데 단기적 치유의 효력이 먼 후세대까지 전해질리
만무하다. 그러나 이는 치유가 희생자 집단의 심리적 물질적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치유가 자연스레 일어나지 않으며 대규모 폭력이나 억압의 효과를 강화하는 반대의
경향만 두드러진다(집단학살의 희생자 그룹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고 인구학적으로도 사라져 간다.
또한 경제적 보상은 거부당하고, 예전에 노예가 되었던 집단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빈곤해지는
경우가 많다).
과거의 대규모 폭력과 억압을 논의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3가지 요건이 있다. 첫째, 해결책은 반드시
희생자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가해자들의 불법행위를 통해 토지를 몰수당하거나
쫓겨난 희생자들은 자신들의 토지를 되찾아야 한다. (불공정한 법안의 처리는 정부가 승인한
사기행각일 뿐이다) 이는 상징적으로도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법정
판결은 희생자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진실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13 둘째,
가해자들이 과거의 대규모 폭력이나 억압으로부터 얻은 이득을 계속해서 누리도록 두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해결책은 공정해야 한다. 희생자 집단의 구성원에게 사업체를 몰수하여 소유한 가해자 집단
환원하도록 요구받아야만 한다. 가해자 집단에 의해 올바른 역사가 확산되어야 진실이 받아들여지고
피해자 집단이 입은 상흔이 이해될 것이므로, 이러한 공정성 역시 상징적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위안부 문제에 있어 일본의 교과서는 역사적으로 정확히 그들의 잔혹행위를 기술하고
윤리적이고 법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피해자들이 겪은 참상으로 인해 빚어진 그들의 필요가 설명되어야 한다. 참상은 가해자들에
의해 일어난 것이고, 가해자 집단은 그런 참상을 겪지 않았다면 희생자들이 당연히 누리고 살았을
그들의 필요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예를 들어 위안부 여성들은 만행을 겪으며 육체적 고통을
경험했고, 약물중독을 강요받았으며, 위험한 의료 시술 등을 당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그들의 만행으로 인해 생겨난 희생자들의 요구에 직면할 책임이 있다. 이는
정신적인(상징적인) 차원에도 적용된다. 같은 예로, 많은 위안부 여성들이 자신들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일본정부에게 완전히 부인당하면서, 자발적으로 지원한 매춘부로 여겨지게 되고 자신들의
사회에서 오명을 쓴 채 살아가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위안부 여성들에게 저지른 모든 만행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한다. 이로써 과거의 참상에 대한 책임이 위안부 여성들이 아닌 일본에 있는
것이며, 그러한 일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음을 명확히 해야만 한다. 실로 일본은 과거의 집단
성폭력에 대해 일본인들은 물론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가르칠 책임이 있고, 피해 여성들에

13 “Turkey Slams Argentine Court Ruling on Genocide,” Asbarez, 4 April 2011, http://asbarez.com/94660/
94660/ (검색일 : October 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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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태도의 변화를 지원해야 한다.
키비비 티에힘바(Kibibi Tyehimba)는 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보상절차를 무시하는 해결책은
단지 은폐되었던 것들을 구술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라는 편견만을 남기게 된다고 주장한다. 희생자
집단 성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함과 동시에 그와 동일한 태도와 압력들이 가해자 집단에서도
촉발된다.14 나는 가해자 집단의 반발에 대한 두려움이 희생자 집단에 대한 권력을 강화시키고
근본적인 피해를 확대시키기 때문에 정의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결국
이렇게 가해자 집단 성원들의 책임소재 부인은 희생자 집단의 권리와 요구를 기각한다.
과거의 폭력이나 억압에 대한 논의들을 활용하는 ‘해결’이라는 개념의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갈등
해결 전략의 목표는 분명 물리적 폭력과 차별 등으로 나타나는 갈등을 포함한 모든 갈등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대부분의 갈등해결책은 수사적으로 표현되는 적대감이나 다른 집단에 피해를 주는 구체적인
행위의 감소가 갈등 해결과정의 목표라고 가정한다. 그들은 전형적으로 수사와 태도에 포커스를
둔다. 하지만 변화된 수사와 태도는 과거의 폭력이나 억압과 동일한 피해와 그로인해 강화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배/복속의 관계를 모호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표면적 변화들은 사실상 지배와
그로 인한 피해만 증가시키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가해자들의 사법제도가 과거의 참상에 대한
어떤 보상요구도 거절하는 사이 그저 과거에 대한 유감만을 표현하는 것이 집단가해자들 수사의
진실이다. 역으로 이는 또한 희생자 집단 구성원들이 직면해야 하는 진실이다. 아르메니아 집단학살의
부인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부인의 명확한 예와 같이 자신들이 경험한 진실이 부정 당하는 데 맞서
오래도록 싸우다가 지친 피해자 집단은 가해자 집단의 비타협적 태도에 대한 최선의 기대치로서
마지못해 그들과의 화해를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해결’이라고 불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희생자 그룹의 기대는 지배구조에 내재된 압력과 조작으로 인해 이미 감소되었고
가해자 그룹에 속하게 되었다. 여전히 가해자 집단에 의한 지배 상황이 정상적인 것이 되어 피해자
집단 성원들이 다시 폄하되고 부인당하며 학대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해도, 허울뿐인 갈등의
감소라도 마치 긍정적 과정인 것처럼 보일 것이고 희생자 집단의 일부에게는 만족감 같은 것을 주게
될 것이다. 가해자 집단과 관계가 개선된 것처럼 느끼는 주관적 느낌은 과거의 폭력이나 억압에
대한 해결과는 실제로 관계가 없다. 그런 주관적 느낌이란 희생자 그룹의 실질적 패배를 지속하거나
강화하는 동시에 공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해결’이란 가해자 집단의 권력과 희생자 집단의
무력함만 분명하게 만들 뿐이다.
해결이란 단지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긴장의 맥락을 변동시켜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해자 집단에게 과거의 폭력이나 억압으로부터 취득한 물질적 이득을 포기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가해자와 희생자 집단 간의 권력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 물론 희생자 집단의 주관적 만족이 해결을
위한 진정한 발걸음이 될 수도 있지만, 희생자-가해자 관계의 주관적 경험에 있어 모든 긍정적
변화는 변화가 일어나는 모든 맥락에서 시험되어야 한다. 만일 관계가 긍정적이라는 주관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지배와 피해관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 그 부분이 바로 해결해야하는 물질적 실재가

14 K
 ibibi Tyehimba, “Reparations as Justice” (remarks presented at the “Armenians and the Left” symposium,
City University of New York Graduate Center, Apri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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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가 드러나는 지점이다.
희생자와 가해자 집단 간의 긴장을 줄이기 위해 정의를 최소화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한 하나의
방안은 그들 사이의 긴장의 수위를 낮추지 못하더라도, 정의에 대한 요구를 일정 수위 이하로 낮추지
않으면서, 해결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한계선을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에이미 거트만(Amy
Gutmann)과 데니스 톰슨(Dennis Thompson)은 이러한 방안을 가해자에 대한 기소 권한이 있는
진실규명 위원회 같은 형식에 적용하기도 한다.15 이러한 방식은 꼭 필요한가? 그렇다면 과거의 대규모
폭력이나 억압의 사례에 적합하면서도 안정적인 해결은 가능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가해자 집단의 갱생(rehabilitation)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어떤 답변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다면 이들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으면서도 당장
희생자 집단에 정의를 부여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 집단 성원들이
대규모 폭력이나 억압을 통해 만들어진 그들의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사회적, 혹은 종교적 제도나
실천, 구조화된 태도와 행위, 위계 등의 모든 이해를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외적 강제에 의한 해법은 가해자 집단의 갱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헤겔의 설명대로 사회에
부과된 외부 질서의 시행은 필히 실패하고, 사회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발전된 질서만이 그 사회에
적합한 것이다.16 대규모 폭력이나 억압 사건에 대해 외적 강제를 동원하여 해결하는 것은 가해자
집단의 반발을 살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 집단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데에도 실질적으로 적합하다
할 수 없다. 즉, 이는 가해자 집단에서 다룰 필요가 있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경향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제르맹 맥칼핀(Jermaine McCalpin)은 곧 출간될 ‘아르메니아 집단학살 보상 연구 그룹(Armenian
Genocide Reparation Study Group)’의 보고서에서 이러한 문제를 강조한 바 있다.17 그에 따르면,
가해자 집단의 변화에 대한 이런 종류의 접근은 ‘진실규명 및 보상 위원회(truth and reparation
commission)’를 통해 가능하다. 그는 또한 가해자 집단의 위원회 참여가 중요하며, 위원회는 균형을
보장하도록 가해자 집단, 희생자 집단, 제3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르메니아 집단학살 문제의 해법이
공격적이고 충분히 자금력을 가진 공식적 정부 캠페인 차원에서 제기된다는 전제 하에, 맥칼핀은 기존
터키-아르메니아 화해 위원회(Turkish-Armenian Reconciliation commission)와 달리, 이 새로운
위원회는 그 출범의 시작점을 아르메니아 학살의 발발과 현재 가해자 집단에 요구되는 적합한 대응이
무엇인가 규정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항이 위원회의 정당한 조항이고, 그러한 조항이 유익한 결과로 이어지게 하려면 여전히
가해자 집단을 어떻게 그러한 과정에 참여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만약 이 과정이

15 A
 my Gutman and Dennis Thompson, “The Moral Foundations of Truth Commissions,” in Truth v. Justice:
The Morality of Truth Commissions, ed. Robert I. Rotberg and Dennis Thompson (Princeton: Princeton,
2000), pp. 22-44.
16 G. W. F. Hegel, The Philosophy of Right, trans. T. M. Knox (New York: Oxford, 1967), pp. 178-79.
17 Theriault, “Resolution With Justice,” pp. 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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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자발적이고 가해자 집단이 이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건 이미 그들이 과거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겠다는 갱생일뿐더러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일 것이다. 하지만 갱생 없이는 “진실규명 및
보상”의 과정은 시작도 못해볼 일이다. 결국 다시 정의와 긴장 감소간의 상호 배타성의 문제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작업에서 나는 보상을 주는 것이 가해자 집단이 변화를 경험했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보상은 변화의 결과이지만, 그 변화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이론화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자들의 생각만 서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진보하도록 돕는 가해자-피해자 집단 간의 대화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이러한 대화의 과정이란 불평등한 상대 간의 협상에나 중요한 것이다.
불균형한 권력 간에 직접 다툼이 있지 않는 한, 어떤 협상 과정들은 권력 불균형을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다. 대화의 과정에서 희생자 집단 성원들은 대규모 폭력과 억압의 결과가 정상화된 현재의 상황을
바꾸고자 시도하는 위치에 있다. 대화의 결과로 극적인 변화를 요구할 뿐이다. 반면 가해자 집단은
희생자 집단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입장에 있게 된다. 대규모 폭력이나 억압 이후의
맥락에서 대화의 과정이란 가해자 집단에게 이득을 줄 뿐이고, 이득이란 이미 그들이 점하고 있는
지배계급의 위치를 일반화하는 것이다. 혹여 가해자 그룹이 희생자 그룹에게 희생자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에 몇 발짝 가까워질 수 있도록 상황의 변화를 양보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런 결과에 얼마나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역시 가해자 집단이다. 실제로 이러한 과정으로는 그리
멀리까지 갈 수 없다. 두 집단 간의 권력 불균형은 가해자 집단이 자신들의 이점을 확장하는데 대화를
활용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대화과정은 희생자 집단에 대한 가해자 집단의 당초 피해만 키우는 상황을
만들어 낸다.18 그러므로 대화의 과정이 성공하려면 먼저 가해자 집단의 갱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화의 과정이란 (희생자들만큼이나) 가해자 집단이 두 집단 간에 견고히 자리 잡은 지배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그 변화를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앞으로의 과제
정의와 안정적 해결이라는 문제는 마치 외적 강압을 통한 문제해결이냐, 내적 변화로 인한
문제해결이냐의 이분법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대규모 폭력이나 억압이 이미 오래 전 일이라면 최소한
가해자의 관점에서는 현재의 상황이 자연스러워 보이거나 중립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현상유지를
타파하고자 한다면 외부적 힘이나 강제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안정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가해자 집단의 성원 대개가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의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전제가 있어야한다.
물론 이는 가해자 집단이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완전한 역할을 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대규모 폭력이나 억압이 지나간 상황이란 중립적으로 보이기 십상이기 때문에 가해자 집단이 현재
상태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 (실상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피해보상과정이 외부적으로만 추동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만에 하나 그러한 강제가 성공한다 해도,

18 Theriault, “From Unfair to Shared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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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외부적 과정은 가해자 집단의 내부적 정서를 또 전혀 다른 결과로 몰고 가게 될 것이다. 가해자
집단의 내적 과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된 적도 없을뿐더러 향후에도 딱히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내적 추동(internal-driven)’만을 다루는 헤겔의 관점과 달리, 헤겔보다 앞선 루소는 도덕적,
정치적, 법적 구조와 태도에 순수하게 내재하는 구조에 대해 도전하는 조직적 과정이 기성사회를
변화시킨다고 인지했다. 루소는 도덕적, 정치적, 법적 발전이란 무에서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시작하는 어떤 종류의 근원적 힘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그는 정치적 단위를 형성시키는
사회적 계약관계를 조성하는 외부적 “입법자(law-giver)”개념을 발전시키는데, 이 개념은 정치단위를
형성시키도록 사회계약 관계를 조성하는 자를 일컫는다.19 마틴 톰(Martin Thom)은 루소가
입법자로서 특정한 개인을 상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부류의 일부 사회그룹들을 입법자의 역할로
간주했을 가능성을 주장한다.20 어느 쪽이든 이 개념의 핵심은 사회를 조직하는 것이 그 내부적
힘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외부의 힘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가해자-희생자 집단 관계와 해결에 대한 질문에도 확장 적용할 수 있다. 외부적
압력의 다양한 형식은 오래전에 일어난 대규모 폭력이나 억압의 가해자-희생자 관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외부적 영향이란 양자가 아닌 (통상적으로는 국가적 차원이겠지만 국제조직이나
준국가적 정치체들을 포함하는) 정부가 가해자 집단에게 인정과 보상을 요구하는 해결책을 포함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외부적 압력행사가 가해자 집단의 반발을 사기가 십상이라 그룹 사이의 화해에
또 다른 문제는 위에서 논의된 맥락에서 ‘화해’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반발을 우려한다는
것은 모든 가해자 집단을 단일체로 여기고 그들 내부의 긴장이나 복합성은 보지 않는 것이다. 문제의
해결이란 극단적 성향의 가해자 집단 성원들 대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면서도 가해자-희생자
간의 긴장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목적이 이러하기 때문에 대화과정은 대부분
극단적 성향의 가해자 집단 성원에 집중하고 다른 중도 성향이나 진보적 성향의 성원들에는 관심이
없다. 극단적 성향의 성원들은 두 그룹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어떤 시도에도 거부권을 행사해
영향을 미친다. 그들이 자신들의 관점을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어 그들을 조금이라도 긍정적 태도로
변화시켜보려는 노력은 보통 헛된 노력이 되고 만다. 자신들의 편견을 극복할 것과 지배적 위치를
내려놓기 바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극단주의자들은 가해자-희생자 집단 간의 관계개선을 저지한다. 그
대표적인 일례가 터키-아르메니아 화해 위원회이다.22

19 Thom, Martin, Republics, Nations and Tribes (New York: Verso, 1995), pp. 69-72.
20 Ibid., p. 70.
21 Taner Akçam, “Is There Any Solution Other Than a Dialogue?” in Dialogue Across an International Divide:
Essays Towards a Turkish-Armenian Dialogue (Toronto: Zoryan Institute, 2001), pp. 13-14; David
Phillips, Unsilencing the Past: Track Two Diplomacy and Turkish-Armenian Reconciliation (New York:
Berghahn, 2005), pp. 27-36.
22 포괄적으로는 참회하는 태도를 취하지만 터키-아르메니아 화해 위원회의 역사는 이러한 문제를 확증한다.
Phillip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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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 압력이 가해자 집단의 극단적 부분에만 집중하는 사이 자신들의 역사적 책임에 대해 직접적
으로 대면할 의지가 없는 중도주의 성원들은 소원하게 다뤄진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
들기보다 단지 가해자 집단의 다른 성원들이 문제해결을 계속 저지하고자하는 태도와 저항 뒤에 숨어
있다. 더군다나 문제 해결을 거부하기보다는 일정 수준의 개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외부의 압력은
되레 그들의 사회적 태도와 실천, 혹은 문제 해결 제도나 과정들에 대해 비판적 입장으로 돌아서게 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외부적 압력이 희생자 집단의 상황과 두 집단 간의 관계를 개선 시키고자
하는 가해자 집단의 내적 갱생의 동기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해자 집단들이 모두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그 성원들이 다양한 견해와 다양한 차원의 도덕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긍정적 변화를 위한 활동들은 주로 홀로코스트로부터 유대인을 구해낸 “정의로운
비유대인들”이나 미국 노예제에 대항해 싸운 노예제 폐지론자 백인들과 같은 경우처럼 역사적 대규모
폭력이나 억압에 대한 자발적 대항이었다. 하지만 그런 예는 아주 오래된 폭력이나 억압의 사례에만
존재할 뿐이다.
가해자 집단의 갱생은 집단 내의 각 개인들의 변화를 요구하기보다 반대로 집단 내 권력동학(power
dynamics)을 재정비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 희생자 집단과의 책임감 있는 관계로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망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사회 내 일부세력은 이런 종류의 변화를 거부할
테고, 사회의 모든 성원을 같은 방식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외부 압력이 가해자 집단 일반에
받아들여지기란 쉽지 않고 그 일부에게만 받아들여지니, 압력은 실상 일부의 변화만을 유도하게 된다.
즉, “정의”와 “긴장의 감소”간의 이율배반적 관계는 우리가 가해자 집단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오해하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이는 가해자 집단을 다양한 태도, 아젠다, 다양한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갖는 하위그룹들의 집합이자 개인들의 복합체로 보지 못하고 그들이 마치 동시에 같은
태도를 갖고 같은 행동을 하는 단일한 정체성 집단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일관되게 변화를
추구해온 진보적 가해자 집단에게 있어 외부 압력은 그들이 찾고 있던 내적 변화의 지원자가 된다.
이러한 전망이야말로 외적 변화가 내적 변화로 되어가는 시작점이다.
전형적인 대화나 진실규명 위원회 과정에 있어 희생자 집단은 위와는 정반대이다. 희생자 집단
성원들의 정의에 대한 추구는 반대로 가해자 집단과의 긴장 해소에 방해가 된다는 가정 하에, 대화나
진실규명 위원회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희생자 집단 중 다른 이들보다 극단적이라고 여겨지는 정의
구현을 강력히 요구하는 이들은 전형적으로 배제되거나 소외된다. 누가 합법적 대변인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에서조차 희생자 집단이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결국 희생자 집단에게
부과한 권력 불균형이다. 또한 이는 가해자 집단 중에 과거의 폭력이나 억압에 관한 담론을 평균적
제국주의의 결과일 뿐이었다는 방식으로 끌고나가려는 자들, 즉 화해 거부자들의 지배적 경향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23
대화 및 진실위원회에서 가해자와 희생자 사이의 권력균형을 달성하는 일은 통제를 포기하고 희생자
집단의 내적 동학에 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 장기적 억압기간 동안 행해졌던 기존의 개입효과를

23 Theriault, “From Unfair to Shared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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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시키기 위한 개입만이 예외의 경우이다 - 희생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대표자가 자신들의 적합한 역할을 중재하는 것까지도 반대하는 가해자
집단의 극단적 세력들의 힘을 꺾는 일도 필요하다. 극단적 가해자 집단 성원들이 이러한 과정에
순응할 것을 강제함으로써 갱생에 전념해야만 내부적 압력이 형성될 수 있다. 여기에는 남아프리카의
진보적 백인들이 남아프리카 태생 백인인 전 대통령 보타(Botha)가 소환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아프리카 진실규명 및 화해 위원회(South Africa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에
출두하게 한 것이 걸 맞는 사례가 될 것이다.24 외부의 도덕적 압력은 이러한 상황에서 희생자 집단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는 가해자 집단의 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 가해자 집단이 자기 스스로를 감시하고, 진보주의자들이 가해자 집단 내의 극단주의자들이
희생자 집단에게 실력행사 하는 것을 제지하는 범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내적으로 추동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가해자 권력의 균형을 잡는 또 다른 방법은 그들 중 가해자 집단 중 강력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극단주의자들과 그 중 진보주의자들의 세력을 동등하게 만드는 것이다. 저 극단주의자들은 보통
집단학살의 역사가 존재했다는 사실이나 노예제도의 잔혹성 자체를 부정해버리거나, 역사적 상대
주의로서 그 시기에는 모두가 그렇게 살았다는 식으로 폭력이나 억압을 합리화한다.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는 아르메니아 “민족주의자들”은 집단학살을 부정하거나 그것이 정당한
것이었다고 여기는 터키의 극단적 민족주의자들과 동일시된다. 이러한 동일시는 차등적 권력의
억압의 세기들에 대한 기억과 자기종족의 전멸의 경험에만 일반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논리적이지 못하다. 그들은 과거 집단학살의 여파를 분명 받고 있는 희생자 집단의 미래를 직시하고
자신들의 생존력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터키의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우려가 아르메니아 민족주의자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이는 아르메니아의 정치 활동가들과 지지자들이 일부 극단적 터키 민족주의자들의 집단학살 기질로
인해 악마화되어 버리거나 처벌받는 일들을 피하기 위해 비롯된 자기방어의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25
이러한 태도는 다른 방식의 문제들도 야기한다. 최근 들어 외부의 힘이나 사건으로 인한 모든 형태의
심리학적인 불편함에 적용되는 ‘트라우마’라는 용어가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는 트라우마를
타자에게 폭력과 억압을 가한 가해자들의 경험에까지 적용하려한다. 어떤 의미에서 가해자들이나
억압자들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이 사실일 수 있겠지만, 이를 피해자들이 그들에게 가해진 부당한
폭력 때문에 받아야하는 고통에 견주거나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트라우마’라는 용어는 기술적

24 G
 ilbert A. Lewthwaite, “Nation Seeks Truth from Aging Symbol - South Africa: P. W. Botha Has Answers
about Apartheid-era Atrocities, but He Doesn’t Want to Give Them,” The Baltimore Sun, 8 June 1998,
http://articles.baltimoresun.com/1998-06-08/news/1998159011_1_apartheid-botha-truth-commission
(accessed October 15, 2012).
25 Theriault, “Reparative Justice and Alleviating the Consequences of Genocide,” in The Armenian Genocide
and International Law, ed. Antranig Dakessian (forth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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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이런 사례에서 아르메니아 민족주의자들은 집단학살 이전의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
발표자료집

의미에서 가해자들의 경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트라우마’라는 용어가 임상치료의 실제 사례에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물질적이고 상징적인 보상에 대한 인정은 대화나 진실규명 위원회의 실천과정 내부에 들어있을 수
있다. 단계적인 배상에 따라, 희생자들의 항의와 요구의 정당성은 또한 가해자 집단 성원들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26 종국에 이런 과정이 집단 간 관계의 진보를 가져올 것이다.

결론
본고에서 필자는 가해자-희생자 집단 간 관계의 진전은 심각한 권력 불균형이 시정되는 방식으로
대화나 진실규명위원회를 제도화하는 데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시 가해자와 피해자 집단
양자에 대한 포용적 접근을 통해 주변화된 사람들을 그런 과정에 참여시키는 데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누구의 고통에 귀 기울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핵심적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갱생을 지지하는 가해자 집단 내부의 사람들을 외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확실히 그러한
과정이 가해자 집단의 시각에서 볼 때 내부적인 것으로 보이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의의
명령이 외부에서 강요되는 일이 없게 되고, 갈망하는 화해와도 일치하게 된다.

26 T
 heriault, “Against the Grain: Critical Reflections on the State and Future of Genocide Scholarship,”
Genocide Studies and Prevention 7, no. 1 (2012), pp. 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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