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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도덕 교육의 방향 연구

이지훈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이 확산된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세계시민으로 살아가라’라는 구호는 매우 적실해 보인다.

유엔이나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글로벌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목표와 방안들이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에서도 세계시민적 자질은 고등학교 학교급 목표 중 하나로서 중요하

게 진술되고 있다. 하지만 만연하게 사용되는 ‘세계시민’이라는 용어는 합

의된 개념도 부재할 뿐만 아니라, 그 실체도 명료하지 않다. 또한 세계시민

의 덕목으로 제시되는 것들도 일반적인 윤리적 덕목들 이상의 새로운 것들

이 아니다. 단지 어떠한 덕목을 선정하는지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를 뿐이

다. 따라서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세계시민’이라는 용어는 사실

상 추상적인 구호 이상의 의미를 찾기 힘들다. 이러한 명백한 이론적 한계

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티즌십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시민교육은 엄

밀한 검증 없이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역사적 전통을 살펴보고, 글로벌 시티즌십의 개념

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프랑스 대혁명 직후 1789년에 선포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인간’과 ‘시민’의 개념을 구분하듯이 ‘세계인’과 ‘세계시민’은 서로 다른 함

의를 지닌다. 세계시민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시민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시민주의의 핵심인 글로벌 시티즌십은 시티즌십의 범세계적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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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과정이라는 맥락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티즌십의 개념에 대한 분

석과 역사적 확장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는 물론이

며, 오늘날에도 누구나 시민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특정한 정치공동체 내에서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을 때 시민이라고

칭한다. 즉, 시민은 후천적으로 획득하는 지위이다. 세계시민이라는 개념

역시 마찬가지이다. 누구나 태어나면서 세계시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

계인과 다를 바 없는 표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

게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세계시민’이라고 상상한다. 이는 세계시민의 개

념이 엄밀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본 연구는 시티즌십의 범세계적 확장, 즉 글로벌 시티즌십이 아직 시

기상조의 개념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세계시민의 법적 · 제도적 지위가 부

재한 상황에서 세계시민으로서의 덕목만을 강조하는 것은 근본적인 오류를

않고 있으며, 글로벌 시티즌십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보할 만한

세계정부나 기구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세계 역사에서는 그러한 것

들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부정적으로 전망한다. 또한 세계시민에 관한 담론은 주로 제1세계 선진국

들의 연구를 기반하고 있으며, 인류의 다양한 문화와 환경, 정치체제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탈식민주의적 관점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곧 서구

중심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세계시민주의가 강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현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신국가주의의 부활이나 다문화주의

갈등, 지역주의의 확산, 애국주의 논쟁 등은 세계시민주의가 당위적 측면에

서만 주장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세계시민이라는 관

념은 이론적 엄밀성이 결여된 상상적 개념이며, 현실적 필요, 또는 선진국

의 특정한 의도에 따른 구호에 가깝다.

한편, 오늘날 세계시민교육은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도덕

교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세계시민교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론

적 엄밀함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 내용 역시 세계라는 공간적 범주에 필요

한 윤리적 덕목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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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곧 ‘세계시민’이라는 정치적 이상을

‘세계인류’라는 윤리적 이상으로 전환하는 것과 다름없다. 본 연구는 세계

시민주의 및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지만,

추후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세계윤리교육의 기반과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

오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세계시민주의, 글로벌 시티즌십, 시티즌십, 세계윤리교육

학 번 : 2008-2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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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지난 30년이 넘게 지속되어 온 세계화(globalization)1)에 관한 논의는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이다. 헬드(David Held)는 세계화에

대해 “사회적 · 정치적 · 경제적 활동이 국경을 가로질러 확장되어 세계

어느 한 지역의 사건 · 결정 · 활동이 먼 지역의 개인과 공동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한다. 세계화는 현대에 새롭게 대두된 현상이

아니다. 과거에 그리스도교가 발전하던 시기나 대항해 시대, 그리고 제국주

의가 팽창하던 시기에도 세계화 현상은 존재하였다. 하지만 과거의 세계화

현상이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일어난 것에 반해 오늘날의

세계화는 전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범위나 강도, 속도, 영향력 등의

측면에서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Held 외, 2003: 36, 705-706). 19세기 말부

터 유럽에서 시작된 경제적 통합의 확산과 2차 세계대전 이후 초국가적 정

치기구(supernational institution)들의 등장은 세계의 정치적 · 경제적 통합

을 이끌었으며,2)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문제와 빈부격차 및 빈곤의 문

제, 인구 증가와 식량 부족의 문제, 핵 확산과 전쟁과 같은 인류 공동의 문

제들에 대한 위기의식은 세계사회의 연대를 촉발하였다. 또한 교통 · 통신

및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세계화 현상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이

러한 세계화 현상은 우리 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서 방대한 영향을 미치고

1) ‘globalization’이라는 용어에 대해 ‘지구화’라는 번역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동수(2008)는 

‘globalization’을 ‘지구화’로 번역하고, ‘economic globalization’을 ‘세계화’라고 번역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globalization’에 대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세계화’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

용하고, ‘economic globalization’은 ‘경제적 세계화’로 사용하고자 한다. 

2) 국제 경제적 관점에서는 현대의 세계화를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1차 

세계대전 전으로 19세기 후반의 세계화를 ‘세계화의 1차 물결’, 2차 세계대전 이후 20세기 후반

의 세계화를 ‘세계화의 2차 물결’로 명명한다. 20세기 후반의 세계화에는 정보시장의 통합이 포함

된다(양동휴, 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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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최근 세계화의 흐름은 지난 세기에 꿈꾸었던 다양한 정치적 · 철학적

기획과는 다른 양상으로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먼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적 세계화

(economic globalization)에 대한 부정적 전망의 확산을 볼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화는 단연 강력한 세계화의 동

인(動因)이자 쟁점이다. 흔히 ‘세계화’라는 용어를 ‘경제적 세계화’의 동의어

로 여길 정도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신자유

주의 세계화는 국가 간 경제적 장벽의 철폐를 촉구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지향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점차 확산되

고 있다. 세계화를 논의하는 공식적(WTO, IMF, 세계은행 등), 그리고 사

적 국제회의가 열릴 때마다 그에 반대하는 반세계화 시위들도 함께 일어난

다(Noddings, 2009: 16).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은

세계화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전지구적인 불

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미국의 시장모

델을 주입함으로써, 서구 중심의 헤게모니를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본다(Thurow, 2005: 10-19; Stiglitz, 2008: 68-76). 뿐만 아니라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후 계속되는 제1세계 국가들의 장기적

경기 침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을 낳고 있다.3) 결국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한계와 그로 인한 도덕적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치적 측면에서 세계화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

근에 두드러진 변화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기존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실

패를 알리는 선언을 한 것이다.4) 1960년대부터 대두된 다문화주의

3)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7월 27일)에서는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

국)로 대표되는 신흥국 시장에서 지난 10년간 이어진 급성장 시대가 끝나간다고 경고하며 이를 

대공황(Great Depression)에 빗댄 대감속 시대(Great Deceleration)라고 표현하였다(한국경제신

문. 2013. “글로벌 경제, 대감속 시대로… 성장률 3%도 힘들 듯”, 8월 2일).

4) 2010년 10월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독일식 다문화주의가 실패했다고 발표

하였고, 2011년 2월 10일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은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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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ulturalism)는 활발한 논쟁을 거치면서 세계화 시대에 관용과 공존

의 모델로 중요한 위상을 획득했다. 킴리카(W. Kymlicka)는 소수자집단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치적 이론과 방안을 제시한 대표적 학자이다. 그는 다

문화주의 정책이 유럽 다수 국가에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다문화주의

정책에 따른 사회통합 효과 또한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한다(Kymlicka,

2012; 최진우, 2012: 34-35, 재인용). 하지만 최근 유럽에서는 인종 및 종교

갈등으로 인한 충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장기적 경기 침체로 인해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몇몇 국가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정책의 실패를 선언하였다고 해서 다문화주의를 실패한 이론으로 치

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21세기의 강력한 화두였던 다문화주의

에 대한 일방적 지지에서 탈피하고,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를 할 필요가 있

다.

또한 다문화주의의 회의적 시각과 더불어 다시 대두되고 있는 신국가

주의(new nationalism) 역시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유럽에서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흡수하려고 했던 다문화주의의 시도가

난관에 부딪히면서, 반대급부로 민족주의적 성향을 기반으로 하는 극우정

당들이 지지를 얻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정체성 강화 및 국

가 내 통합을 강조하며, 기존의 이민정책을 반대하고, 개별 국가들의 자국

민 우선 정책과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구현하려는 노력들을 우선시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또한 유럽 통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펼치고 있다

(최진우, 2012: 45-49). 이러한 신국가주의의 부활은 국제 정치에 대해 홉

스의 ‘자연상태(state of nature)’로 보는 현실주의적 관점(realism)5)이 여전

히 지지를 받고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상주의자들이나 세계화를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에게 국민국가의 존속여

라고 공언하였다. 또한 2011년 2월 5일에는 캐머런 영국총리가 “서로 다른 문화가 독립해서 공

존하는 영국식 다문화주의는 영국의 차이 안에서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선언하였다(홍태영, 

2011: 235-236).

5) 현실주의자에게 세계 무대의 주요 행위자는 국가(state)이다. 다국적기업이나 국제기구 같은 다른 

행위자는 모두 국가 간 관계의 틀 속에서 행동해야 한다. 현실주의자에게 세계정치는 자국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국가들 사이의 권력투쟁을 표상한다(Baylis 외, 20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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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주요 쟁점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대다수의 학자들은 국민국가의 틀이

쉽게 깨지지 않을 것에 대해 큰 이견이 없다.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서는 글로벌 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6)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글로벌 시민사회는 글로벌 거버

넌스(global governance)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는 비국가적, 비기업적

행위자를 포괄하는 명칭이다. 여기에는 개별 비정부기구들(NGOs:

non-government organizations), 초국가적 행동 네트워크들, 사회운동 등이

포함된다(Haas 외, 2010: 479). 글로벌 시민사회는 지구화의 결과이자 지구

화에 대한 대응이다(Anheier 외, 2004: 16). 수많은 INGOs(international

non-government organizations)는 경제 · 사회 · 환경 · 인권 · 빈곤 등의

지구적 이슈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INGOs는 개별 국가 정부 조직

과 세계기구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INGOs의 영향력이 강해질수

록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앤더슨(Kenneth Anderson)은 INGOs의

전문성과 대표성, 그리고 과도한 권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Haas 외,

2010: 485-493). 나날이 늘어가는 글로벌 시민사회의 규모와 힘이 세계 사

회에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의 세계화는 그 범위와 질적

인 측면에서 과거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방대하게 진행되고 있

다. 또한 세계화의 흐름과 방향은 과거의 도덕적 · 정치적 이상들과는 다

르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진행되며, 쉽사리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

러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세계화시대의 기본 이상으로 자리매김한 세계

시민주의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세계시민으로 살아가라’는

구호는 일상에서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이 되었다. 2012년 유엔

6) 학자에 따라 ‘global civil society’에 대해 ‘세계시민사회’, ‘지구시민사회’, 또는 ‘초국적시민사회’

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본 용어는 안하이어(Anheier)의 개념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화

(global)’와 ‘시민사회(civil society)’가 결합된 개념이다(Anheier 외, 2004: 13). 하지만 ‘세계시

민사회’라는 용어는 ‘세계시민(global citizen)’의 ‘사회(society)’라는 의미로 오인될 수 있으며, 

‘지구시민사회’라는 용어는 ‘global’을 ‘지구화’로 번역한 표현의 대응이다. 또한 ‘초국적시민사회’

는 세계화 현실을 과소평가한 개념이다(Ibid.: 26). 본 연구에서는 앞서 ‘global’을 ‘세계화’라는 용

어로 번역하기로 했다. 따라서 ‘global civil society’를 ‘세계적 범주로 확장된 시민사회’라는 의미

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민사회’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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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총회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주도로 ‘글로벌 교육우선구상

(GEFI,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이 공식 출범하였고, 3대 목표로

‘교육기회 확대’, ‘양질의 교육 제공’,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이 선정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글로벌 시민교육(GC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7) 이와 관련해서 2013년 9월에

는 우리 정부(외교부, 교육부)와 유네스코(UNESCO)가 공동 주최 하에 ‘글

로벌 시민교육 전문가회의(technical consultation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첫 번

째 국제회의이며, 5개 대륙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글로벌 시민교육을 위한

필수 요건과 실행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8) 유엔과 유네스

코에서 글로벌 시민교육을 앞장서서 진행하겠다는 취지이다.

한편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도 세계 시민에 대한 강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의하면 고등학교 교육목표

는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

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제시하

고 있고, 구체적인 항목으로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더불어

살아가며 협동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정 교과의 목표가 아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목표로서 세계시민의

자질이 제시되었다는 것은 세계시민에 대한 필요와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

를 반증하는 것이다.

세계시민주의는 세계화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전부터 인류의 이상으로

제시되었다. 세계시민에 대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디오게네스

(Diogenes Laertios)의 선언이다. 디오게네스는 출신을 묻는 질문에 ‘나는

세계시민(cosmopolites)이다’라고 답변하였다(Diogenes Laertius, VI 63; 이

창우, 2000: 187, 재인용). 디오게네스 이후 세계시민에 대한 정치적 · 도덕

7) 유네스코 소식, “‘글로벌 시민교육’ 전문가 회의 열려”, www.unesco.or.kr/news_center/sub_01 

_view.asp?articleid=3098&page=8&cate=, 2013년 10월 7일.

8) 정책브리핑. 2013. “우리 정부와 유네스코가 공동 주최 ‘글로벌 시민교육 전문가 회의’ 성황리에 

폐막”,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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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획들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고대 그리스로부터 헬레니즘 시대

의 스토아학파(stoics)를 비롯하여 칸트(Immanuel Kant)와 롤즈(John

Rawls), 싱어(Peter Singer), 큉(Hans Küng) 등의 수많은 학자들이 세계시

민주의의 이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과 방법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보편 이성과 도덕적 능

력에 기반한 인류 동포애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세계시민주의에 대

한 지속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세계시민주의의 이론적 성과는 크지 않다.

여전히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부재하며, 그 내용 역시 당위

적 차원의 규범적 진술에 그치고 있다.

왈저(Michael Walzer)는 너스봄(Martha Nussbaum)과의 논쟁에서 ‘나

는 세계시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Nussbaum, 2003: 175). 실제로 많

은 학자들이 세계시민주의에 대해 기술할 때 개념의 추상성과 현실적용의

어려움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의적 신념에서가 아닌(배영

주, 2013: 150), 정치적 관점에서 세계시민은 역사상 단 한 번도 구현된 바

가 없다.9) 세계시민이 되고자 하는 개인의 심리적 결단은 가능할지라도 그

에 대한 현실적인 근거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민주의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당위적 차원의 구호나 덕목에만 집

중할 뿐 명확한 개념과 근거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민주의의 당위성이 아닌 정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세계시민주의의 상징적 선언으로 여겨지는 디오게네스의 선언에 대해 ‘누

가 세계시민인가’, ‘어떻게 세계시민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왜 세계시민

이어야 하는가’라는 반문을 던지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이를 통해서 세계

시민주의의 개념과 근거, 자격 및 정당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세계시민주의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도덕과에서 세계윤

리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9) 세계시민이라는 기본적인 관념이 갖는 교육적 함의를 통해 무언가를 하려고 시도했을 때 이미 언

급한 대로 의미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중략)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

시민권이란 것이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Heater, 2007: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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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세계시민주의의 정치철학적 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실

시함으로서 세계시민주의의 정당성을 검증할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도덕과에서 다루고 있는 세계윤리교육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세계

시민주의에 대해 연구할 때에 정치철학적 차원의 이론적 문제와 윤리적 차

원의 실천적 문제에 대한 엄밀한 구분이 필요하다. ‘인류애를 바탕으로 세

계를 사랑하고, 세계인들을 윤리적 동반자로 여기는 것’과 ‘세계시민이 되

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실천적 차원의 연구에서는 세계시민의 윤리적

덕목, 애국주의 및 민족주의와의 관계, 다문화사회에서의 적용, 세계화와

지역화의 문제 등이 주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론적 차원에서는 세계시

민주의의 함의와 성립 가능성과 타당성 등이 주제가 될 것이다. 이론적 차

원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천적 차원의 연구가 진행된다면,

자칫 사상누각(沙上樓閣)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시

민주의에 대한 정치철학적 검토를 통해서 세계시민주의의 이론적 근거가

타당한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정치사상사적 분석 방

법과 개념분석적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계시민’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인물은 고

대 그리스의 디오게네스이다. 당대의 견유학파(Cynics)의 학자들은 자신이

속한 도시 국가를 뛰어 넘어서 우주(cosmos)와 연관을 맺는다고 선언하였

다(성염 외, 1999: 30-31). 하지만 어미 없는 자식(prolem sine matre

creatum)이 존재할 수 없듯이 세계시민(cosmopolites)10)이라는 관념 역시

‘세계(cosmos)’라는 공간적 지평과 더불어 ‘시민(polites)’이라는 정치적 개

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물론 당시의 ‘세계’에 대한 인식은 오늘날의 인

식과 차이가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시민’이라는 관념 역시 오늘날의 그것

10) 우리는 cosmopolitan과 global citizen이라는 용어를 ‘세계시민’이라는 동일한 표현으로 번역해

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개념은 분명 차이가 있다. cosmos는 말 그대로 우주, 자연 전체를 

가르키는 말이다(성염 외, 1999: 31). 견유학파의 ‘코스모폴리스’ 개념은 우주론적 차원을 포함한

다(이창우, 2000: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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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차이가 있다. ‘시민’이라는 용어는 ‘거주민’이라는 용어와 다른 개념이

다. 고대 그리스의 시민이나 로마 공화국의 시민은 영토 내의 거주민을 포

괄하는 단어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의 소

수 특권 계층에 한정되어 있었다. 시티즌십(citizenship)11)은 이후의 기나긴

역사를 통해 모든 인간에게로 보편화되어왔다(신진욱, 2008: 18, 30-33). 그

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인간이 ‘시민’은 아니다. 또한 영토 내의 ‘거

주민’을 ‘시민’이라 지칭하지도 않는다. 결국 ‘시민’이라는 개념은 특별한 조

건에 부합할 때 획득하게 되는 후천적 지위이다.

세계시민주의 역시 시티즌십 개념과 연관성이 깊다. 코스모폴리탄

(cosmopolitan)이나 글로벌 시티즌(global citizen)이라는 용어 자체에는 이

미 ‘정치적 시민(political citizen)’이 전제되어 있다. 하지만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은 ‘시티즌십’이 담지하고 있는 정치적 함의를 간과한

다. 또한 ‘세계시민’이라는 용어에 대해 추상적인 보편인류, 즉 ‘거주민’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쉽게 환원시켜버린다. 그리고 보편 인류라는 거대 담론

의 전제아래 세계시민의 덕목을 선정하는데 골몰한다. 그러나 ‘시민’이 ‘거

주민’과 동의어가 아니듯이 ‘세계시민’이 ‘세계에 거주하는 사람’과 동의어

가 될 수 없다. 세계시민이 생득적 지위(innate status)가 아니라면, 어떠한

조건에 부합할 때 획득하게 되는 후천적 지위(acquire status)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앞서 말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인 ‘누가 세계시민인가’라는

질문과 연결된다.

본 연구를 위해서 먼저 시티즌십의 역사적 전통에 대해 정치사상사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시티즌십에 대해 논의할 때 프랑스 혁명

11) citizenship이라는 용어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법적으로 제도화된 공동체에 소속된 

지위나 그러한 소속에 바탕을 두고 누리는 권리 또는 부여받는 권리와 의무의 총체를 뜻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민의 의식과 덕성, 바람직한 행동규준을 뜻하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며, 정치공동

체의 적극적 참여나, 연대와 정체성의 농담(濃淡, thickness)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한

다(이철우, 2004a: 51-56 ; 2004d ; 최현, 2006, 2008 ; Bosniak, 2000: 456-488 ; Isin and 

Turner, 2002: 4 ; Smith, 2002: 105-106 ; 조희연 외, 2009: 335, 재인용). 따라서 

citizenship은 지칭하는 의미에 따라 ‘시민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시민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며,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본 논의에서는 시티즌십의 다양한 측면을 고찰하고자 영어

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며, 맥락에 따라서 ‘시민권’, 또는 ‘시민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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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보편화된 시티즌십을 먼저 상기하기가 쉽다. 하지만 세계시민주의의

이론적 전통이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다면, 마땅히 시티즌십에 대한 검

토도 그 근원지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티

즌십의 발원인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부터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

만, 서구의 시티즌십 전통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연구에 유의미한 시기

를 선정하였다. 우선 고대 그리스와 로마 공화국의 시티즌십을 분석할 것

이다. 그리스의 폴리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시티즌십의 원형을 검토하게

될 것이며, 로마 공화국에 대한 연구는 현대의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되는

공화정체(republic)와 법에 근간한 시티즌십을 살펴보게 된다. 다음으로 근

대 시티즌십이 보편화 된 계기인 시민혁명 시기를 검토할 것이며, 마지막

으로 최근에 대두된 다중 시티즌십(multiple citizenship)을 검토하고자 한

다. 이러한 시티즌십의 정치사상사적 분석을 통해 시티즌십의 기본적인 속

성을 도출할 것이다.

시티즌십에 대한 분석은 세계시민주의의 비판적 검토에 중요한 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티즌십이 내포하고 있는 기본 속성을 바탕으로 현

대 세계시민주의 이론의 핵심 이슈인 글로벌 시티즌십(global citizenship)

의 성립 가능성을 개념분석적 방법을 통해 연구할 것이다. 과연 ‘시티즌십

(citizenship)’이라는 개념이 ‘글로벌(global)’이라는 범주와 결합이 가능한지

가 주요 관심사이다. 이를 통해 ‘세계시민’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비

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기존의 비판과 현실

적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세계시민주의의 한계를 규명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서 본 연구의 목표인 세계시민주의의 이론적 정당성을 검

증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이론적 비판과 더불어 세계

시민주의가 도덕 교과 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도덕 교과 내에서 세계시민주의는 ‘세계시민교육’, ‘세계윤리교육’, 혹은 ‘글

로벌윤리교육’ 등의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영역이 함의

하는 바가 상이하기 때문에, 각 영역이 지칭하는 바와 의미를 먼저 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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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세계시민주의’와 ‘세계시민교육’의 관계와 도덕

교과 내에서 세계시민주의의 위상을 따져보아야 한다. 세계시민교육은 모

든 인류가 자신의 지역과 국가를 넘어서 세계시민성을 함양해야 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시민주의의 교육적 적용으로 볼 수 있다. 하

지만 최근 도덕과 교육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의 비중이 오히려 줄어들었

다12). 이러한 현상은 도덕과 과목 내의 중복되는 주제를 통합하는 과정에

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시민교육이 갖는 이론적 추상성으로 인해

주제연구가 심화·확장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타교

과와 주제가 중복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도덕과에서 이루어졌던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해보고

자 한다. 또한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토대로 도덕과 내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이론적 한계를 대체할 수 있는 세계윤리교육(global ethics

education)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세계시민교육은 기존의 『윤리와 사상』에서 다루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서

는 다루지 않는다. 다만, 『생활과 윤리』에서는 지구촌의 윤리적 상황과 과제에 대해 다룬다(교

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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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세계시민주의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는 ‘세계시민(cosmopolitan)’에 대

한 관념이 언제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시

민에 대한 관념은 굉장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세계시민주의의 역사적 전통과 출현 배경, 그리고 유형 분류 및 전망을 살

펴볼 것이다. 역사적 전통으로는 세계시민주의의 발원지인 고대 그리스의

견유학파로부터 로마의 스토아학파와 중세시대 그리고 계몽시대인 근대의

칸트까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론적 전통들이 출현하게 된 배경에

대해 분석을 해보고, 끝으로 비교적 현대에 대두되었던 세계시민주의의 다

양한 유형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1. 역사적 전통

1) 견유학파

세계시민주의의 발원은 고대 그리스의 견유학파(Cynics)13)에서 찾을

수 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견유학파의 창시자는 안티스테네스

(Antisthenes, 445-365 B.C.)로 알려져 있다(백승현, 2009: 50). 견유학파의

원어인 ‘hoi kynikoi’에 대한 직역은 ‘개와 같은 자들’이다. 이들은 고대 그

13) 이창우는 ‘견유학파’라는 명칭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제기하며 ‘견유파’라는 번역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디오게네스와 같은 견유학파의 학자들이 어떤 학파(school)를 만드는 것에 대해 거부하였

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토아에 대한 영어권의 번역은 ‘The Stoics’(스토아 철학자들), ‘The Stoic 

school’(스토아 학파)이라는 두 가지의 현대적 번역명칭이 주어지지만, 견유학파에 대해서는 ‘The 

Cynics’만 주어진다. 따라서 ‘The Cynic school’(견유학파)라는 개념은 잘못 쓰여진 번역이라는 

것이다(이창우, 2000: 185-186). 이러한 이창우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용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견유학파’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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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세계의 이방인으로 순수한 자연인으로서 처신하고 실천하였다고 해서

‘개같이 사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이 붙었다(성염, 1999: 29).

안티스테네스의 제자 디오게네스는 인도의 고행자처럼 구걸하며 살았

지만, 전 인류뿐만 아니라 동물도 형제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종교든, 예절이든, 옷차림이든, 집이든, 음식이든, 체면이든 인습

이라면 전부 거부하였다(Russell, 2009: 320). 디오게네스는 “어디 출신이

냐?”는 물음에 대해 “나는 도시도 없고(apolis) 집도 없이(aoikos), 조국으

로부터 떨어져 나와(patridos esteremenos) 떠돌면서 하루의 음식을 구걸할

따름이오”라고 답변하였다(Diogenes Laertios, Vitae philosophorum

clarorum, 6.63:이하 DL로 약칭). 그는 굳이 출신을 묻는 물음에 자신을

가리켜 ‘세계시민’이라고 일컫고, “진정한 국가는 우주에 있는 국가뿐

(politeia en kosmos)”(DL, 6.72)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그의 제자인 테베

의 크라테스(Crates of Thebes)는 “어느 한 나라도 내 성탑, 내 지붕이 아

닐세. 아니 온 천하의 도시며 집이 우리에게는 깃들여 살 만한 곳이라

네.”(DL, 6.98)라고 주장하면서 스승과 같은 사상적 맥락을 보여준다(성염,

1999: 29-31). 이를 통해 볼 때 견유학파가 기존의 인습과 사회 질서를 거

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편 인류와 우주적 관점의 덕에 대해 고민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견유학파 사상의 또 다른 핵심은 ‘현자((賢者, sophos)’와 ‘덕(德)’에 대

한 성취이다. 견유학파에게 현자란 진정한 인간, 자연에 따르는 인간, 이성

에 따라서 사는 인간에 해당한다. 현자가 “자연을 따라 산다”라고 함은 무

엇보다도 인습을 거부하는 데에 있다. 안티스테네스는 “현자는 자기 도시

에서 살기는 살되 실정법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덕성의 법에 따라서

산다”(DL, 6.11)라고 주장하며, 디오게네스 역시 “자연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DL, 6.71)이라고 주장한다(성염, 1999: 30). 정리하자면

자연에 따라 사는 것이 곧 덕을 성취하는 것이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현자이다. 반면에 현세의 인습과 제도는 반(反) 자연적인 것이며,

폴리스조차도 자연에 반하는 것(오유석, 2013: 33)이기 때문에 거부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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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견유학파의 세계시민적 관념에 대해 성염은 kosmos는 우주, 자

연 전체이며 인류의 주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발설한

kosmopolites라는 말도 오늘날 쓰이는 세계시민(cosmopolitan)이라기보다는

현자는 범인들의 지역적 연고로부터 독립되어 우주와 연관을 맺고 살아간

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견유학파보다는 스토아 사상

이 세계시민주의의 체계적인 시작점이라고 주장한다(성염, 1990: 31-32).

이에 반해 이창우는 견유학파의 사상이 갖는 위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그는 디오게네스의 apolis, 즉 도시(국가)가 없다는 발언의 맥락

을 기존의 폴리스가 반(反) 자연적이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폴리

스, 즉 ‘코스모폴리스’의 시민이라는 적극적 주장으로 본다. 이러한 우주론

적 관념 안에서 현자는 어떤 지역의 현자들과도 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범인들 역시 현자가 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코스모폴리스 시민으로 대할 수 있다. 나아가서 ‘개를 따르는 삶’을 표방한

그들에게 동물들 역시 자연법을 따르는 하나의 모델이다. 따라서 형제처럼

사랑해야 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이러한 관념은 결국 신과의 관계까지도

코스모폴리스의 동일한 구성원으로 우정을 나눠야 하는 존재로 여기게 된

다. 이러한 세계시민사상은 기존의 희랍적 통념에 도전하는 이념이었으며,

시민권과 자유인의 자격이 어떠한 외적 요인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는 획

기적인 사상이다(이창우, 2000: 188-194).

견유학파의 핵심사상은 스토아학파의 사상과 일견 매우 흡사한 점이

있지만, 그 차이도 명백하다. 이는 결국 전승사적으로 견유학파가 후대의

스토아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사

상의 발원으로서의 견유학파의 위상이 결코 가볍게 치부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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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토아 학파

스토아 학파14)의 세계시민사상은 전승사적 관점에서 견유학파의 사상

적 특징을 상당 부분 담아내고 있다.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인 키티온의 제

논(Zeno)이 아테네에서 처음 철학을 공부할 때 디오게네스의 제자인 테베

의 크라테스를 쫓아다녔다고 한다(DL, 7.2-3). 이 과정에서 제논은 크라테

스로부터 견유학파의 관념들을 전수 받았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이창우는 스토아 철학과 견유학파 철학이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

장한다. ‘자연에 따른 삶의 양식’, ‘현자와 바보의 이분법’, ‘외적 선(善)들-

건강, 재산, 사회적 신분, 정치적 명예 등-의 경시’ 등이 그것이다(이창우,

2000: 194-195).

스토아 학파는 당대의 어떤 학파의 철학보다 그리스 색채가 적게 나타

난다. 초기 스토아 철학자들은 대부분 시리아 사람들이고, 후기 스토아 철

학자들은 대부분 로마 사람들이었다.15) 또한 스토아 학파는 긴 역사와 함

께 학설의 내용도 계속 변화하였다. 하지만 우주에 관한 결정론과 인간의

자유에 관한 학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이다(Russell, 2009: 346-348).

스토아 학파에 따르면 우주는 신과 인간의 공동체이다. 키케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스토아 철학자들에 의하면 우주는 신들에 의해 통치된다. 말하자면 우

14) 스토아 학파의 역사는 대략 500년 정도로 잡을 수 있는데,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한다. 알렉산더 

대제의 출현과 제국시대를 함께 한 초기 스토아와 로마 제국의 발흥을 사회적 배경으로 하는 중

기 스토아,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장악한 이후의 후기 스토아로 나누어진다. 성염(1999)은 스토아 

학파의 주요 세계시민사상 학자로서 초기 스토아에 제논(Zeno), 중기 스토아에 알렉산더 대제

(Alexandre), 크리시푸스(Chrysippus), 파나이티우스(Panaetius), 포시도니우스(Posidonius), 안티

오쿠스(Antiochus), 키케로(Cicero)를 꼽으며, 후기 스토아에 디온(Dio)과 에픽테투스(Epictetus),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를 꼽는다(성염, 1999: 1장). 

15) 스토아 철학의 창설자 제논(Zeno)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사는 도시국가(polis)에 

적극적인 관계를 맺고서 살았지만, 스토아 사상은 당초부터 그리스 본토로 본다면 ‘이방인(異邦

人)’들에 의해 착상되고 개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스토아 사상가 대부분이 그리스 문화의 

변방, 그러니까 고대의 도시국가에서 지성계의 핵심을 이루던 철학자들과는 다른 배경에서 출현한 

인물들이다. 스토아가 로마-그리스 철학계를 지배하던 기원전과 후의 마지막 3세기 동안도 스토

아 사상가들은 한결같이 아테네-로마로 보면 이방인들이었다(성염, 1999: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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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신들과 인간들의 공동의 도시이며 국가이다. 우리 인간 각각은 우

주의 부분이다(키케로, 『최고선악론』Ⅲ. 64, 이창우, 1999: 195, 재

인용).

신과 인간은 로고스(logos), 즉 이성을 통해 공동체적 관계를 맺게 된

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주 전체에 이성을 담은 신적인 원리가 충만해 있

으며, 그 이성이 모든 인간 개인에게 지성(nous)으로서 영혼마다 깃들여

있다고 설명한다. 결국 만인이 이성이라는 로고스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로부터 인류의 단일성을 논하는 근거를 마련한다(성염, 1999: 32). 이러한

이성은 코스모폴리스의 법(nomos), 즉 스토아적 용어로 자연법이다(이창

우, 2000: 195). 스토아 학파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기존의 공동체에 폴리스

라는 용어를 허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우주야말로 올바른 이성에 의해

질서지워진 것이며 온 인류가 사는 곳이다. 따라서 우주가 진정한 의미의

폴리스이다(오유석, 2013: 40).

제논은 코스모폴리스를 구성하는 인간을 현자(賢者, sophos)와 우중(愚

衆)으로 나누었다(성염, 1999: 36). 즉, 인간이 자신의 잠재적 이성을 완전

히 현실화시킴으로써 완성된 이성적 존재가 되었을 때, 그를 현자라고 부

른다. 현자는 신들과 우애를 향유하는 자이다. 이에 대해 플루타르쿠스

(Plutarchos)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저 경탄할 제논, 스토아 학파를 창설한 제논의 『국가론』은 한 가지

요점을 겨냥하고 있으니, 거처를 정하는 우리의 방식이, 자기 나름대로

특정한 법률의 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나 국민에게 바탕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우리는 만인을 시민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일

원으로 간주할 것이며, 마치 가축들이 공통의 법과 목축에 의해서 한데

모아지고 사육되듯이, 만인에게 단일한 생활 양식과 단일한 세계가 있

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글을 쓴 사람은 제논이었고 철학자의 질서

정연한 국가관 내지 꿈이었는데, 정작 이 이론을 구현한 것은 알렉산더

였다(Arnim, Stoicorum veterorum fragmenta, 1.262; 성염, 1999: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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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용).

이러한 현자 모델은 앞서 견유학파의 사상과 동일한 맥락이다. 스토아

적 세계시민사상 안에는, 견유학파와 마찬가지로 완성된 이성적 존재로서

현자와 잠재적 이성 존재로서 우중이 시민으로 존재한다. 우중은 점진적

향상을 통해 현자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중과 현자는 모두

코스모폴리스의 시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견유학파적 코스모폴리스에는

동물 존재도 포함되는 반면에 스토아적 코스모폴리스 안에는 동물이 포함

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볼 때 스토아 사상은 여타 희랍 사상과 마찬가지

로 인간중심주의와 이성중심주의 이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성염, 1999: 36-37; 이창우, 2000: 196-198).

초기 스토아 학파의 우주론은 추상적이며 머나먼 이념이었지만, 중기

스토아 학파에서는 현세계에 평범한 인간이 행할 의무와 직결된다. 이는

파나이티우스(Panaetius)가 현자와 우중을 나누는 제논과 크리시푸스의 지

론을 배척하고, 모두가 동일하게 지켜야 할 도덕적 사회적 본분과 의무를

논하는 것에서 볼 수 있다. 파나이티우스는 자기를 보존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려는 인간의 본능이 이성의 힘에 의해 타인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곧 현자와 우중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따

라서 인류의 단일성에 더 주목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키케로에게서도

볼 수 있다. 키케로는 『법률론(De legibus)』에서 감정적 연대가 아닌 이

성과 공통된 법률을 통해 인류의 단일성을 주장한다.

여러 종류와 본성의 생물들 가운데서 유독 인간만이 이성과 사유를 갖

추고 있으며 그 밖의 다른 것들은 모두 그것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

그런데 이성보다 좋은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사람과 신에게 공통으로 있

으므로 인간이 신과 맺는 첫 번째 친교는 이성으로 맺어지는 친교다.

신과 인간 사이에 이성이 공통된 이상, 그들 사이에는 올바른 이성이

공통된다. 그리고 올바른 이성이 곧 법이므로, 인간들은 법에 의해서 신

들과 맺어져 있다고 여겨야 한다. 그들 사이에 법의 친교가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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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 사이에는 또한 정의의 친교가 존재한다.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이

공통되므로 또한 같은 국가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주,

곧 이 세상이 신들과 인간들에게 공통된 단일한 국가라고 여겨야 한다

(Cicero, De legibus, 1.7.22-23; 성염, 1999: 48-49).

인류에 관한 키케로의 관념이 현실적인 법적·제도적 평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는 미지수이지만, 세계시민에 대한 관념을 온 인류로 확장

시킨 것은 분명하다. 이를 통해 볼 때 중기 스토아 철학자들은 견유학파로

부터 비롯한 초기 스토아 학파의 지나친 이상주의를 계속 수정 발전시켰다

고 볼 수 있다(오유석, 2013: 41, 44).

후기 스토아 학자로는 디온(Dio)과 노예출신인 에픽테투스(Epictetus),

그리고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uis)를 꼽을 수 있다. 이

들의 세계시민사상은 조금씩 강조점이 달랐지만, 이성을 공유하는 인류의

단일성에 대한 관점은 공통적이다. 디온은 코스모폴리스의 원리가 이성을

구사하는 모든 존재의 공유라고 보며 신과 인간을 조화시키려고 시도한다.

에픽테투스와 아우렐리우스는 디온의 논리를 전제로 하지만, 에픽테투스는

인간이 신과 혈족이라는 관념으로 결속시키려고 하는 반면에, 아우렐리우

스는 지성의 공유라는 측면과 공동의 법을 소유한다는 점에서 세계 시민을

이끌어 낸다(성염, 1999: 50-58).

이상을 통해 볼 때 스토아 학파의 세계시민주의는 우주론적 측면에서

이성을 통한 신과 인간의 결속 및 인류전체의 세계시민 가능성을 이끌어낸

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측면에서는 초기 스토아

학자들이 견유학파의 전통에 따라 현자 모델을 취했던 반면에 중기와 후기

의 학자들은 만민평등의 관점으로 확장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16) 마지

막으로 윤리적 실천적 측면에서 볼 때 초기의 스토아 학파는 견유학파의

영향으로 현실의 폴리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거부하고자 하였으

16) 견유학파의 엘리트적 관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 이창우는 견유학파의 엘리트

주의, 즉 인간을 현자들과 우중으로 구분하는 것이 교육적 차원의 전략이지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

라고 본다(이창우, 2000: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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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이후에는 좀 더 현실적 관점에서 폴리스에 대한 참여를 인정하고,

세계시민주의를 현실의 법과 덕, 의무 등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되었다.

3) 중세 그리스도교 사상

앞서 살펴본 스토아 사상은 로마 제국의 통치제도와 뒤이은 그리스도

교 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그리스와 로마의 세계시민주의의 만

민 평등 사상은 사실상 관념적 이상에 가까웠다. 물론 견유학파는 세계시

민주의의 이상에 따라 실질적 삶에도 적극적인 실천을 하였지만, 당시 주

류 사회에서는 오히려 비주류로 취급당했다. 스토아 학자들 역시 만민 평

등 사상을 주장하였고, 이것이 후기 로마 제국의 통치이론이나 도덕론의

기반을 제공하기는 하였지만, 사실상 소위 교양 있는 사회 상류층만 철학

적 소양을 통해 이론상 수긍하는 정도였다. 이에 반해 그리스도교의 사상

은 유일신의 세계 창조라는 보편적 초월사상을 대중들에게 일반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성염, 1997: 4-6; 1999: 58-59).

중세 그리스도교의 세계시민사상은 이론적 근거에 있어서 앞선 시대의

사상과 몇 가지 특징적인 차이가 있다. 첫째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사상

가들이 만민 평등 사상의 근거를 인간의 공통된 본성에 두었던 것과는 달

리,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은 그 근거를 신에게 있다고 본다. 둘째로 고대 세

계시민사상의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이성, 즉 로고스에 대한 해석이 중세

그리스도교에서는 신의 말씀(Verbum Dei)으로 파악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로고스에 따라 행동하라”는 가르침은 각자의 내면의 이성이 아닌 우주를

지배하는 보편적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이에 대해 유스티

누스(Justinus)는 그리스도인은 “신적 로고스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고

규정한다(성염, 1997: 8-9). 또한 클레멘스(Clemens)는 “자연을 따르다”,

“신을 따르다”, “말씀을 따르다”라는 표현을 한데 쓰기도 한다(Cle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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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mata, 4.163.3; 성염, 1999: 66 재인용). 마지막으로 자연법에 대한 차이

를 볼 수 있다. 스토아 사상에서 자연법은 이성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원리이며, 이성을 따르는 현자만이 선한 인간이라고 본다. 따라서 도덕의

근간을 이성적 차원으로 보게 되며 주지주의로 기울게 된다. 반면에 그리

스도교 사상에서 자연법은 도덕적 측면이 더욱 부각된다. 유스티누스에 따

르면 자연법은 “공통적이고 물리적인 인식”을 담고 있으며 평범한 인간들

도 인식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자연적이고 영원한 것”이다. 보편적 자연

법은 한편으로는 모든 인간들 사이의 근본 평등을 전제하고, 다른 한편으

로는 세계 차원의 공동체를 함의하고 있다(성염, 1997: 9-10). 바울은 다음

과 같이 말한다.

이제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으며, 노예도 없고 자유인도 없으며,

남성이랄 것도 여성이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갈라디아서 3.28; 성염, 1997: 12, 재인용)

이러한 그리스도교의 세계시민사상은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를

거쳐서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를 통해 집대성된다. 아우구스티

누스는 마지막 고대 철학자라고 불리기도 하며, 중세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계시민주의의 대중적 확산에 일조한 인물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

론』을 통해 신의 국가와 인간의 국가로 대비되는 두 나라를 제시하고, 세

속권에 대한 교권의 우월성을 주장한다(Held, 2010: 68). 두 나라의 토대,

혹은 동력은 ‘사랑(amor)’이다. 이 사랑의 방향이 신을 향하는지, 인간을 향

하는지에 따라서 두 나라로 나뉘게 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De

civitate Dei)』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두 가지 사랑이 두 도성을 건설했다. 신을 멸시하기까지 이르는 자기

사랑이 지상 도성을 만들었고, 자기를 멸시하면서까지 신을 사랑하는

사랑이 천상 도성을 만들었다(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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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두 가지 사랑은 종교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으로도 확

장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창세기의 문자적 의미(De Genesi ad

litteram)』라는 저작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두 사랑이 있으니 하나는 순수하고 하나는 불순하다. 하나는 사회적 사

랑이요 하나는 사사로운 사랑이다. 하나는 상위의 도성을 생각하여 공

동의 유익에 봉사하는 데 전념하고 하나는 오만불손한 지배욕에 사로잡

혀 공동선마저도 자기 권력 하에 귀속시키려는 용의가 있다. 하나는 신

에게 복속하고 하나는 신에게 반역한다. 하나는 평온하고 하나는 소란

스럽다. 하나는 평화스럽고 하나는 모반을 일으킨다. 하나는 그릇된 인

간들의 칭송보다는 진리를 앞세우지만 하나는 무슨 수로든지 찬사를 얻

으려고 탐한다. 하나는 우의적이고 하나는 질시한다. 하나는 자기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도 바라지만 하나는 남을 자기에게 복종시키기 바란

다. 하나는 이웃을 다스려도 이웃의 이익을 생각하여 다스리지만 하나

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다스린다. 천사들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랑은 선

한 자들에게 깃들고 한 사랑은 악한 자들에게 깃들어서 두 도성을 기른

다(De Genesi ad litteram, 11.15.20; 성염, 1997: 23-26, 재인용).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은 성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가 하나의 신에게서 기원하였으며, 따라서 인류는 자연본성의 유사성

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혈연에 의해 하나가 되었다고 본다. 스토아 철학자

들이 “그들 모두가 세계국가의 시민들이다”라고 말한 것에 반해 아우구스

티누스는 “그들 모두가 하늘의 시민들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그리스

도교적 세계시민사상은 인간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용인하지 않으며, 평

화를 추구해야 할 당위성을 제공한다(성염, 1997: 26-28).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는 스콜라 철학자들 가

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정치

철학의 바탕으로 삼고, 그것을 기독교의 핵심 교의와 통합하고자 했다

(Russell, 2009: 591; Held, 2010: 69). 특히 아퀴나스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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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는 점에서 큰 업적을 이루었다. 그는 인간과 그리스도인, 시민(civis)

과 신자(fidelis)를 구분한다. 인간은 자연본성을 따르는 자연의 산물이며,

사회적 동물로써 시민(civis)이다. 국가는 시민만을 위한 것이며 교회와 다

른 고유의 영역이다. 이에 따르면 선한 인간이 되는 것과 선한 시민이 되

는 것조차 다르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정치적 인간, 즉 시민은 선한 인

간, 즉 신앙인과는 다른 일련의 규범체계들과 원리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성염, 1997: 31-33).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완전사회(perfecta communitas)의 개념

을 확장시킨다. 그는 『마태오 복음서 주석(In Postilla super Matthaeu

m)』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동체는 삼중적이니 가족과 도시와 왕국이다. 가족은 공동행위가 이루

어지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거기에는 삼중 결합이 있으니 부자, 부부

그리고 주인과 종이다. 도시 공동체는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으

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단지 필요한 물건들로만 한다면 도시는 완전한

공동체이다. 세 번째 공동체는 왕국인데 완결된 공동체이다. 적의 두려

움이 있을 적에는 도시로서는 스스로 존립할 수 없으며, 적에 대한 두

려움 때문에 여러 도시들의 공동체가 있어서 왕국을 이루어야 한다(In

Postilla super Matthaeum c.12; 성염, 1997: 36-37, 재인용).

아퀴나스는 “무엇이든지 타자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그 사실만

으로도 이미 하위의 것이다”(De regimine principum, 2.3)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완전사회는 타자의 도움을 일체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이다. 이러

한 차원에서 아퀴나스는 도시국가보다 큰 왕국(regnum)의 개념을 생각하

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세계 공동체의 이상에 대해 염두에 두었다.17) 더 나

아가서 세계국가와 보편교회가 힘을 합칠 때 세계평화와 영구평화가 가능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성염, 1997: 37-40).

17) 토마스 아퀴나스는 『명제집 주석』에서 교회의 위계를 논의하면서 왕국의 개념을 초월한 ‘세계 

공동체’를 언급한다(성염, 199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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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칸트의 『영구평화론』

칸트는 계몽주의 시대에 세계주의의 이상을 피력한 가장 유명한 철학

자이다(Heater, 2007: 434). 칸트가 살았던 시대적 맥락을 보면 그의 세계

시민주의 이상이 긴박한 유럽의 현실 속에서 펼쳐졌음을 알 수 있다. 칸트

가 30대의 청년시기인 1756년에 프랑스, 오스트리아, 작센 그리고 러시아가

동맹을 맺어 프로이센, 하노버 그리고 영국에 맞서 싸우기 시작하여 1763

년에야 프랑스와 영국이 파리조약을 성사시켜 영국은 북아메리카와 인도를

해외식민지로 경영하게 되었고, 그 후 곧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Ⅱ세는

슐레지엔(Schlesien)에 대한 영유권을 획득하게 된 7년 전쟁을 경험하였다.

또한 칸트는 1775년에 미국의 독립전쟁을 경험하며,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였고, 1789년 프랑스혁명의 과정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백승균,

2007: 375-376). 게르하르트(Volker Gerhardt)는 칸트의 세계시민적 관점의

계기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전쟁과 평화에 대한 칸트의 입장은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결정적으로 바

뀌게 된다. 프랑스혁명은 역사가 ‘세계시민적 의도’로 바뀌는 전환점이

다. 프랑스혁명은 인간에게 법과 정치에 대해 새로운 지위를 부여하도

록 한다(Volker Gerhardt, 2007: 42).

또한 칸트의 세계시민주의는 스토아의 세계시민주의와 많은 부분 유사

하며 스토아 학파의 합리적 인본주의(rational humanity)를 이어받았다. 합

리적 인본주의란 스토아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세계시민주의는 모든

인간들이 이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동일한 하나의 시민으로 대

할 때 그러한 이성이 발전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칸트도 스토아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인간 누구나 그러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인간

들은 그가 어디에 거주하던지 똑같은 목적으로 취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다(Nussbaum, 1997: 25-57; 장동진·정휘, 2003: 20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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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진 · 장휘는 칸트의 세계시민주의가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으로 평

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흔히 칸트의 자아에 대해 고립된 자아로

보는 관점들이 있지만, 칸트에게 순수 이성(pure reason)과 비판(critic)은

보편적 공동체가 상정되어 있는 개념이다. 칸트는 개인의 자유(freedom)와

자율성(autonomy)을 공동체의 보편적, 법적, 형식적 질서로 통합하고자 하

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구평화론』은 그의 앞선 저작들과 함께 전체적

인 철학적 기획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영구평화론』은 단순히 국제

사회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조약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주

관과 객관을 통합할 수 있는 인식론적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보편적이

고 객관적인 외부세계를 제시하는 전체적인 도덕적 프로젝트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장동진 · 장휘, 2003: 197-203).

『영구평화론』의 첫 번째 확정조항은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체제

는 공화 정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18) 공화제란 시민의 의지에 따라 법이

제정되고, 이들에게 이것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에도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자유가 부여되고, 이 법은 누구에게나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에

서 시민들 사이에 평등이 보장되면서 모든 시민을 하나의 공통된 법적 질

서에 종속시키는 통치 체제를 말한다(문성훈, 2010: 203-204). 이러한 공화

정체 내에서 칸트의 근대적 자아는 홀로 독립되어 떨어져있는 자아가 아니

라, ‘내가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법률에도 복종하지 않

은 권능’을 가진 상태에서의 자아이다. 이 칸트에게 있어서 개인의 자율성

과 국가의 법체계가 맞물려 나아가는 과정은 자연의 섭리(providence)로써

진행된다. 또한 공화정 아래에서 개인들은 자신들의 도덕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공적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장동진 · 장휘, 2003: 202).

칸트가 주장하는 세계시민주의의 핵심은 이성의 공적 사용이다. 그는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변』에서 다음과 같이 말

18) 이 시민적 체제는 첫째 (인간으로서) 한 사회 구성원의 자유의 원리에 의해, 그리고 둘째 (신민

으로서) 모두가 단 하나의 공통된 입법에 의존하는 의존의 원리에 의해, 그리고 셋째 (국민으로

서) 평등의 원칙에 의해 확립된다. 이 유일한 체제는 원초적 계약의 이념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

고, 한 국민의 모든 법률상의 입법이 근거해야만 하는 공화제이다(Kant, 『영구평화론』,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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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계몽을 위해서는 자유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자유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해가 없는 자유, 즉

모든 국면에서 그의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다. … 이성

의 공적인 사용은 언제나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이성의 공적인

사용만이 인류에게 계몽을 가져다준다. … 개인이 하나의 완전한 공동

체 또는 더 나아가 세계시민사회의 일원으로, 따라서 그의 저작을 통해

이 말의 가장 참된 의미에서의 공중 앞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배우

는 사람으로 간주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을 것

이다(Kant, 1991: 55-56 ; 김상준, 2007: 286, 재인용).

칸트는 누구든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때 완전한 공동체 또는 세계시

민사회의 일원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결국 이 말은 이성의 공적 사용을 통

한 ‘완전한 시민적 정체’와 ‘세계시민사회’는 별개일 수 없다는 것이다(김상

준, 2007: 287-289).

또한 칸트는 자유국가들 간의 대립을 인정하면서 영구평화를 위한 방

법으로 ‘국제연합’을 주장하였다. 그는 국가 간의 계약 없이는 어떠한 평화

도 보장받을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평화연맹’과 ‘평화조약’은 구

별되어야 한다. 평화조약은 그 때 그 때의 전쟁을 단지 종식시킬 뿐이지만,

평화연맹은 모든 종류의 전쟁종식을 영구히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

화연맹은 국가 자체의 자유를 보호하며, 타 국가들의 자유도 보호하고 지

속시켜준다. 이를 통해 평화연맹의 이념은 점차적으로 모든 국가들로 확산

되어 가게 되며, 그 결과로 영구평화의 길이 실현된다. 이와 더불어 칸트는

‘세계공화국(weltrepublik)’ 대신에 그 소극적 대안으로서 칸트는 ‘연맹

(Bund)’을 구성하도록 권하였다(백승균, 2007: 381-382). 그는 『영구평화

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개인들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도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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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있을 경우에 (즉 외적인 법칙에 제한받지 않는 경우에) 서로 이

웃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벌써 서로서로 해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두가 공민적 체제

와 비슷한 체제에 귀속되기를 요구할 수 있고 또 요구해야만 한다. 이

때 비로소 각자의 권리는 보장될 수 있다. 이것은 아마 국제연맹

(Völkerbund)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국제국가(Völkerstaat)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을 국제 국가라고 하면 모순에 빠진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는 상위자(입법자)의 하위자(복종자, 즉 국민)에 대한 관계를 포함

하기 때문에, 한 국가 안의 많은 국민들은 단지 국민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제와 모순된다(Kant, 2008:

32).

칸트가 세계국가 대신에 국제연맹을 주장한 것은 세계국가의 실현이

불가능한 이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세계국가의 형성이 개별 공동체

와 개별 공화국의 자유 상실로 귀결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칸트가 말

하는 ‘완전한 공동체’란 시민들 간의 ‘본원적 계약(original contract)’에 입

각한 ‘완전히 정당한 시민적 정치체제(a perfectly just civil constitution)’

를 의미하는 것이다(김상준, 2007: 288). 이것을 위한 방법으로 칸트는 독립

된 국가들의 연합체로서 하나의 통일된 법, 즉 국제법에 의해 소속 국가들

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세계연맹을

통해 평화적 세계질서가 형성된다면 각국의 시민은 자국의 법적 질서를 통

해 자유롭고, 평등하고, 자립적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국에 의해 이러한 지위를 위협받지 않을 수 있다(문성훈, 2010:

204-206).

결국 칸트의 세계시민주의는 개인적 차원에서 공적 이성의 사용을 통

한 자유의 실현과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연맹을 통한 세계시민권의 보장을

핵심 근간으로 이루어져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칸트의 사상은 국제연

맹 창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인권목록, 조약

에 의한 국제법의 보장 등의 작업에 기틀을 마련했다(Gehardt, 2007: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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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시민주의의 출현 배경

1) 보편 이성에 근거한 선험적 요청

세계시민에 대한 사상적 관념을 착안하게 된 데에는 다양한 배경이 있

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보편 이성에 근거한 선험적 요

청과 평화적 공존을 위한 당위적 요청, 그리고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요청이 그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도 존재

하지만, 각각의 입장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상이하다.

먼저 보편 이성에 근거한 선험적 요청은 세계시민주의의 가장 오래된

전통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신과 인간을 포함한 우주를 지배

하는 원리가 로고스, 즉 이성이라고 보며,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

성으로 인해 인류의 단일성을 파악한다. 따라서 우리가 세계시민으로 살아

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선험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보편이성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보편 이성에 근거한 선험적인 세계시민관념을 주장

한 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의 견유학파와 로마의 스토아 학파이다. 견유학파

는 세속의 폴리스를 부정하고, 코스모폴리스의 일원으로 살아갈 것을 주장

한다. 견유학파에게 코스모폴리스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운행되는 곳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이성을 통해 자연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하며, 다른 시민과 동물, 신까지 함께 코스모폴리스를 구성하게 된다. 이들

에게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의 동인이 있다면 인간애

(philanthropia), 즉 휴머니즘이다(이창우, 2000: 191-192). 이러한 인간애는

결국 이성을 따라서 사는 진정한 인간, 즉 현자가 되어야 가능하다(성염,

1999: 30).

스토아 학파의 세계시민주의는 견유학파의 우주론적 관념을 수용 발전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견유학파와 마찬가지로 스토아의 코스모폴리스의

핵심은 우주에 작동하는 이성의 원리이다. 후기 스토아 학자인 디온(Dio)

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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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서 [우주가 신들과 인간의 세계 국가라고 하는] 이 이치는

인류를 신들과 조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성을 구사하는 모든 존재

를 단일한 이치로 포괄하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공동체와 정의의

강력하고 해소되지 않는 원리를 이루기 때문이다. … 이것이 선한 공동

체를 설립하려는 철학자들의 이론이다. 인간애가 넘치는 공동체, 신들과

인간들의 공동체, 법을 공유하고 헌법을 공유하는 공동체, 그것도 아무

사물에게나 개방된 것이 아니라 이성과 지혜를 공유하는 존재들에게만

개방되는 공동체다(Dio, Oratio 36.31, 36.38 ; 성염, 1999: 52, 재인용).

모든 인간에게 내재해있는 이성은 신의 속성이기도 하며, 우주의 원리

이기도 하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코스모폴리스에서 이성을 통해 단일성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 히터(Derek Heater)는 그리스-로마시대의 세계시민주

의 철학자들은 인간본성이 하나라는 신념에 근거해 있다고 보며, 모든 인

간과 신들이 보편적인 도덕법칙에 종속된다고 보았다(Heater, 2007: 427).

이상을 통해서 볼 때 세계시민주의의 이론적 발원이라고 볼 수 있는

고대 그리스-로마시대의 세계시민주의 철학자들은 인간본성에 내재한 이

성을 통해 세계시민주의가 가능하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성

은 신의 부분이자, 우주의 부분으로써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성을 지닌 존재가 코스모폴리스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고대의 세계시민주의는 보편 이성에 근거한 선험적

요청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세계시민사상은 중세 그리스도교의 세계시

민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고대의 사상이 보편 이성과 자연

본성에 근거하였다면 중세 그리스도교의 사상은 신의 명령과 질서에 따르

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세계 평화가 중요한 가치였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결과로서의 평화를 추구한다. 이런 점에서 중세

그리스도교의 세계시민주의는 신의 명령에 근거한 선험적 요청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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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화적 공존을 위한 당위적 요청

평화적 공존은 세계시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동인이다.

이는 전쟁과 폭력, 불의로 인한 인간의 공멸을 방지하고, 평화를 통한 공존

과 공생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계시민주의에 대해 제시하는 입장이

다. 이는 인간의 도덕성에 근거하게 되며 당위적 차원의 내용을 이루게 된

다.

평화에 대한 요청은 전쟁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키케로는 『의무론』에서 “우리는 단연코 평화가 추구돼야 한다는 의도에

서만 전쟁을 받아들인다(De officiis, 1.80)”라고 주장하고 있고, 아우구스티

누스는 『신국론』에서 “기뻐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처럼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평화는 전쟁의 바람직한 종말

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교전을 통해 평화를 추구하며, 어느 누구도 평

화협정의 체결을 통해 전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De civitate

ei, 19)”라고 주장하고 있다(Gehardt, 2007: 56-57).

이러한 평화적 공존에 대한 갈망이 세계시민주의의 사상으로 등장한

것은 중세 그리스도교의 사상과 근대의 세계시민주의에서 볼 수 있다. 하

지만 중세 그리스도교의 세계시민사상이 추구하는 평화는 앞서 살펴보았듯

이, 평화 자체가 목적으로 추구된다기보다는 신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결과이다. 따라서 평화적 공존을 목적으로 삼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에 근대의 계몽주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기존의 세계시민주의에 중

요한 주축이었던 ‘신’과 ‘우주’의 영역은 빠지게 되고, ‘인간’과 ‘지구’에 국

한된 세계 시민의 이상만 남게 된다(Heater, 2007: 428). 또한 17세기에 근

대 국민국가가 형성되고, 18세기에 전지구적 침략과 식민지 건설이 행해지

며 전쟁이 계속되고, 세계 곳곳에 불평등과 불의가 발생하게 된다(김상준,

2007: 284 ; Gehardt, 2007: 28-29). 이러한 시대적 현실에서 세계시민주의

는 평화와 공존을 위한 당위적 요청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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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보헤미아의 교육자 코메니우스의 사상에서 유래한 코메니우스

학파는 보편적 평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신념에 근거하여 세계주의적

이상을 주장하였다. 또한 칸트 역시 스토아 철학에 정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장하는 세계시민주의는 본질적으로 평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코메니우스 사상의 전통에 가깝다(Heater, 2007: 427, 438). 물론 게하르트

와 같은 학자들은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전쟁을 언급하는 내용을 바탕으

로 칸트의 세계시민주의가 종교적 동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평화주의적 관

점과도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다(Gehardt, 2007: 327-328). 하지만 칸트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그가 주장하는 국제법적 합의나 협

의를 신뢰하는 점 등을 볼 때 칸트의 세계시민주의가 평화를 위한 정치적

실천 요소라고 평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3)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요청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시민주의의 현실적 요청은 비교

적 최근에 제기된 흐름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구적 차원의 문제들이 등장

하게 된 시점을 찾아야 한데, 그것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그 이유는 지

구적 차원의 문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계에 대한 보편적 인식의

확장이 전제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어떤 사태에 대해 그것이 국경을 넘어

서는 지구적 문제라는 판단 및 공감대가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세계에 대한 인식의 확장은 유럽의 제국주의와 그에 따른 식민지 개척

및 확장을 시초로 볼 수 있다. 유럽의 식민주의는 15-16세기부터 등장하였

지만, 19세기 유럽의 산업화와 더불어 벌어진 열강들의 전세계적 식민지

개척이 본격적으로 전세계적 인식의 확장을 가져왔다(Baylis 외, 2012: 40).

그로 인해 전쟁과 비인도적 식민통치와 착취, 빈부격차 등의 문제들이 발

생하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러한 사태가 지구적 문제라는 인식이 존재하

지는 않았다. 19세기에 제국주의의 해외 팽창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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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지구적 차원의 문제에 대한 인류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사건은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이다. 유럽 열강의 경쟁 속에 발발하게 된 제1, 2차

세계대전은 전 인류에게 끔찍한 고통과 충격을 던져준 사건이다. 이로 인

해 세계인들은 전쟁이라는 것이 지구적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

었고, 세계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세계적 연대를 통해

정치적 · 윤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한편 20세기부터 진행되어온 세계화의 촉진 역시 지구적 문제들에 대

한 공동의 관심과 대응을 촉발하였다. 교통, 통신의 발달과 전 세계의 자본

주의 질서로의 재편은 역사상 유래 없는 전 지구적 세계화를 촉진시켰다.

기든스(Anthony Giddens)는 전 지구적인 통신의 폭발적인 발달, 즉 전화

통신에서부터 인터넷의 발달로 이어지는 과정이 세계화를 촉진시킨 강력한

요인이라고 보았다(Giddens, 2011: 129-130).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

구촌 곳곳의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19)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통합으로 인

해 산업 시장 및 금융 시장이 급속도로 세계화되고 있다. 이는 초국적 기

업의 등장으로 이어져서 국가의 국경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으

며, 사람들에게 세계가 단일한 시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세계화로 인해 세계 곳곳에 있는 문제들이 신속하게 전달되었

고, 뿐만 아니라 세계화 자체가 야기하는 전 지구적 문제들도 등장하였다.

환경, 빈곤, 전쟁과 자연재해 등이 전자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지구적 경제

위기, 다국적 기업의 횡포, 핵확산 및 테러의 위협 등은 후자와 관련성이

높은 것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적, 혹은 국가적 차원을 넘어서고 있

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개별 국가 차원의 접근으로는 어

렵다. 세계적 연대와 협력, 그리고 관심을 통해 세계적 문제들에 대한 인류

공동의 문제의식과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19)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먼 지역의 사람 및 사건에 관한 정보의 흐름이 촉진되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 중국 천안문에서의 민주적 저항에 대한 폭력적 진압,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

의 공격 같은 지난 20-30년 동안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매체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었다(Giddens, 2011: 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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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적 맥락에서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요청을 필수적이다. 공

동의 문제를 협력해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공멸에 이르기 때문

이다.

3. 유형 분류 및 전망

1) 일국적 세계정부 모델

단일한 세계정부 수립은 많은 세계시민주의자들의 이상이었다. 특히

두 번의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학자들과 정치가들은 세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기획을 구상하였다. 그 결과로 출범한 것이 국제연합(UN)이다. 국제

연합이 일국적 세계정부의 모델은 아니지만, 초국가적 세력의 모범은 될

수 있다. 오늘날의 세계적 문제들은 더 이상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정부를 건설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입장이 있는 반면에,

다소 온건한 입장으로 국가들의 연합이나 연맹의 차원을 주장하기도 한다

(김석수, 2011: 153-154).

싱어(Peter Singer)는 급진적인 세계정부를 주장한다. 그는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유럽에 통용되고 있는 국가주권의 절대성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국가가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경제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세계화 시대에 경제를 움직이는 자본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 탈영토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국민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이다. 따라

서 초국가적인 법에 근거한 새로운 정치체제가 등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inger, 2003: 28, 36, 255-256 ; 김석수, 2011: 154, 재인용 ; 이희용 외,

2013: 102).

야스퍼스(Karl Jaspers)와 러셀(Bertrand Russell)도 국민국가나 민족국

가의 수준을 넘어서 세계국가 내지는 세계정부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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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야스퍼스는 핵무기의 등장으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한 세계 인류가

세계평화와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는 각 국가가 주권을 포기하고 세계정권

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Jaspers, The Future of

Mankind: 24 ; 김석수, 2011: 155, 재인용). 또한 러셀도 국가들 사이의 전

쟁을 막기 위해서는 단일정부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다. 그는 기

존의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처럼 상호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연방정부는

확실히 약체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Russell, 1980: 103, 131 ; 김석수,

2011: 155, 재인용).

앨브로우(Martin Albrow)는 보다 급진적인 주장을 펼친다. 그에 따르

면 근대 민족국가가 낳은 도구적 합리성, 관료제, 환경 파괴의 문제 등을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근대성에 기초하고 있는 국가와 결별하고,

이들 문제를 지구적 차원에서 다루는 정부, 이른바 ‘세계국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이희용 외, 2013: 103).

칸트는 이러한 일국적 세계정부 모델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표명한다.

그에 따르면 민족을 구성단위로 하는 국가가 여러 민족들을 하나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면, 그것은 민족 상호간의 권리를 무시하는 상황을 낳는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칸트는 만민국가나 세계 공화국의 이상이 아닌 국제연맹

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상준, 2007: 288-289 ; 문성훈, 2010: 35-36

; 김석수, 2011: 166-167).

현실적으로 일국적 세계정부 모델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보

인다. 그 이유는 유럽연합에 대한 유럽-경고주의자들(Europa-Alarmisten)

의 주장에서 엿볼 수 있다. 그들은 유럽연합의 심화는 필요하지도 않으며,

가능하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첫째로 유럽 국민들 간의 평화와

공동의 시장의 창설이라는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기 때문이고, 둘째로 국민

국가적 경계선을 넘어서는 정치적 공동체를 이루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국민국가들 간의 경쟁관계가 여전히 존속

되고 있기 때문이다(Habermas, 2011: 116). 이것은 비단 유럽의 현실만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국제적 협력과 초국가적 협력이 늘어난 것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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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지만, 여전히 개별국가들은 세계시민주의적 협력보다는 자국민들의 이

익에 결부된 정책을 펼치는데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는 최근에 다시

대두되고 있는 신국가주의의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 즉, 개별국가를 뛰어

넘는 일국적 세계정부 모델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2) 세계시민 민주주의 모델

세계시민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세계적 확장’과 ‘세계의 민주화’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민주주의는 어원상 ‘인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

다. 그러나 역사상 존재했던 어떠한 민주주의체제도 이러한 개념을 명실상

부하게 충족시키지 못했다. ‘민주주의의 세계화’는 민주주의의 ‘외연적 확

산’이라는 측면과 ‘내포적 심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20)

강정인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민주주의가 외연적 확산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내포적 심화의 차원에서는 지체 또는 역

전의 조짐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특히 선진국에서 보이는 민주주의의 내포

적 심화의 지체 현상은 자본주의 시장질서의 강화와 관련되어 있다. 즉, 세

계화에 따른 ‘세계(질서)의 비민주성’이 민주주의의 세계화를 가로 막는 주

된 요인인 것이다(강정인, 2000: 41-43).21) 세계시민 민주주의의 핵심적 이

론가인 헬드(Held)는 세계화 시대에 국민국가 내외의 민주주의가 약화되는

경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 지구적 시장 과정과 시장 세력에 직면해 있는 국가의 역할을 약화시

20) 강정인은 내포적 심화를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자신이 기반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지

평을 그 내부로부터 초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소외된 모든 계층의 정치적 평등은 물론 사회

경제적 평등이 확보되고, 민주주의의 실천이 정치적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영역으로 심화·확산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내포적 심화의 핵심적 요소는 현행 자유민주주의

에서 평등적 요소가 강화되는 것, 곧 (정치적 평등의 전제조건인) 사회경제적 평등의 확보와 (정

치적 평등의 실현을 목표로 한) 참여민주주의의 확산을 지칭한다(강정인, 2000: 41-42).

21) 시장자유주의자들은 경제적 세계화가 민주주의를 확산 · 보급시킨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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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다국적 자본의 수중에 점점 권력을 집중시킬 것을 주장하는 분명

한 시나리오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정치는 점점 전 지구

적 시장에 적응하는 것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

이와 동시에 전 지구적 수준에서 민주주의의 효능이나 범위가 극히 제한

적임을 보여 주는 많은 사례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초강대국의 의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UN의 취약성, UN의 집행력의 허약성, UN조직의 재

원 부족, 계속해서 소수 국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UN프로그램, 여

러 환경 레짐의 단속 활동의 결함 등등이 그것이다. 다자주의 체제는 주

도 국가들의 의제에 의해 불균형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다(Held, 2004; 2010: 567).

또한 임성호도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국가간 경계가 낮아지고 애매해

진 오늘날에는 주권재민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이론의 적실성이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임성호, 2000: 284-285).22)

민주주의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세계의 민주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정치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의 선결조건이 필요하다. 정치적

차원에서는 국제 질서가 강대국 중심인 현재 체제에서 민주적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적 차원에서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지구적인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강정인, 2000: 44-46).

이에 대한 비판자들은 세계시민 민주주의가 하나의 이상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수억 명을 감정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국가 같은

대상이 지구적 차원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이루려면 일

정 수준의 신뢰와 공공선에 대한 헌신이 필요한데, 이는 공동의 국가 정체

성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Miller, 1999 ; Linklater, 2012:

663, 재인용).

종합해보면, 세계시민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확산과 심화라는 두 가

22) 예를 들어, IMF의 여러 결정은 한국 국민의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결정에 대해 국

민의 동의 여부나 민의와의 부합성 여부, 그리고 그 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 여부를 물을 수 없다. 

즉, 주권재민의 원리가 세계화의 상황에서 침식되는 것이다(임성호, 2000: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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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세계화로 인해 민주주의가 오히려

약화되는 경향들이 존재하지만 그럼으로 역설적으로 세계시민 민주주의가

더욱 뿌리내려야 하는 것이다. 헬드는 이를 위한 방법으로 국가적 · 지방

적 정체의 관리 역량과 자원에 대한 필수적 보완물로서 지역적 · 전지구적

수준에서의 관리 역량과 독자적 정치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포괄적인 민주적 공론장의 네트워크를 확립함으로써 지역적 · 전지구

적 차원의 의사 결정에 시민이 참여하고 숙의할 수 있는 광범위한 통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영토적 경계를 재구성함으로써 국민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이슈들에 대해 민주적 통제 아래에 둘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Held, 2010: 566-568).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심화과정은 공정하고 바람

직한 세계화 과정에 필수적 요소이다.

3) 신자유주의 세계화 모델

20세기 후반부터 진행되어온 급격한 세계화의 흐름에 선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경제 분야이다. 혹자는 세계화를 ‘경제적 세계화(economic

globalization)’로 파악하기도 한다. 경제적 세계화란 그동안 진행되어온 세

계 경제의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오늘날 세계화란

실질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라고 규정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 진

행되고 있는 세계화는 1980년대 미국에서 대두된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에 이념적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김성환, 2011: 2). 신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적 세계화는 경영과 노동, 생산, 소비 등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형성된 세계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세계 시장

은 국민 경제에 편입된 내부 경제와 달리 독과점과 불공정한 경쟁 등을 통

제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법적 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는 자본의 해방 공간

이다(임홍빈, 2002: 74).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금융 · 생산 ·

판매 등의 경제적 영역이 정치 · 문화 · 사회 등 인간 삶의 전반과 맞물려

- 36 -

일어난다(김병환 · 장유진, 2012: 4).

신자유주의자들은 사장의 자유화가 이득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그들은

자유무역을 통해 인류의 번영뿐만 아니라 민주화의 성장, 법의 지배, 인권,

그리고 여성의 복지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장 자유주

의자들에게 있어서 세계화는 자유 시장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확대되기 때

문에 거의 모든 면에 있어서 유용하게 발전될 수 있다고 본다(Hass 외,

2010: 42-43).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중심은 초국적 기업들이다. 초국적 기업들은 제2

차 세계 대전 이후 전 지구적인 현상이 되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초국

적 기업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경제는 거의 없다. 그들은 세계 무역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새로운 기술을 세계로 확산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국제 금

융 시장의 주요 행위자들이다. 세계의 대표적인 초국적 기업들은 경제적으

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더 크다. 세계 최대 초국적 기업 5백 개의

판매량을 합한 금액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 가치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초세계화론자들(hyperglobalizers)은 개별국가

들이 더 이상 국가 경제를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겐이치 오마에

(Kenichi Ohmae)는 세계화를 시장의 힘이 정부보다 더 강력한 세계인 ‘국

경 없는 세계’로 이끄는 것으로 본다(Giddens, 2011: 133-139).

하지만 신자유주의자들이나 초세계화론자들의 낙관적인 견해와는 달리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하버마스

는 정치와 시장의 관계가 세계적 차원에서 이미 균형을 벗어난 상태라고

평가한다(Habermas, 2011: 117). 임홍빈은 세계 시장에 대해 공정한 거래

가 이루어지는 자유 시장이라기보다는 원초적 경쟁이 압도하는 약육강식의

자연 상태에 가깝다고 보고(임홍빈, 2002: 74), 김병환 · 장유진 역시 신자

유주의적 세계화가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약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김병환 · 장유진, 2012: 4-5). 또한 김성환은 경제활동

에서 완전 개방과 무한 경쟁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김성환, 2011: 3).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신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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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세계화의 맹목성과 비도덕성을 비판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구적 빈부 격차의 심화이다.

세계화된 경제는 자본과 고도의 기술, 지식 등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새

로운 기회로 간주되지만, 대부분의 경제적 약자들에게는 시장 전체주의의

또 다른 얼굴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더욱 문제인 것은 양극화의 과정이

단지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보와 문화, 사회 등 삶의 거의 모든

질서와 관련해서 진행된다는 것이다(임홍빈, 2002: 77-78). 결국 경제적 세

계화로 인한 혜택이 선진국과 제3세계의 약소국에게 불평등하게 분배되기

때문에, 전지구적 빈부격차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게

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앞으로 ‘바람직한 세계화의 방향이 무엇

인가’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손경원, 2013: 276).

4) 초국가적 시민사회 모델

초국가적 시민사회 모델은 국가를 뛰어넘는 세계시민적 연대를 강조한

다. 장준호는 이에 대해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평등에 기초한

보편적 인권이라는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며, 이를 지구적이고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실현하려는 개인과 단체의 연대라고 규정한다(장준호, 2008: 168).

또한 김성수는 국가와 시장, 그리고 정치사회에 대비되는 영역으로서의 시

민사회가 단일국가의 범주를 벗어나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초국가적이고

국제적인 공간 속으로 확장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초국가적 시민

사회가 확장된 배경에 대해 살라먼(Salamon)은 복지국가의 위기 · 발전국

가의 위기 · 환경의 위기 · 사회주의의 위기라는 ‘4대 위기’와 정보화 혁명

· 경제성장의 혁명의 ‘2대 혁명’,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압력 · 밖으로부터의

압력 · 위로부터의 압력의 ‘3중 압력’ 등을 제시한다(Salamon, 2004 ; 김성

수, 2007: 42-44, 재인용).

하버마스는 세계시민사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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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스는 국가의 자율성보다는 세계시민사회에 더 비중을 두고자 한다. 그

는 국민국가를 철폐할 것은 아니지만 민족적 연대는 시민적 연대로 지향되

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인권을

실현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모델에 따라 정치적 공론

장을 활성화하고, 기존의 유엔총회가 세계시민의회를 개설하고, 시민대표까

지 참여하는 국제의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국제의회가 제

정한 세계시민법은 개별 국가의 정부를 구속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부

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하버마스는 세계정부 없는 세계적

내정(weltinnenpolitik ohne weltregierung)을 표방한다(Habermas, 2000:

104-106, 145, 165 ; 김석수, 2011: 156, 재인용 ; 이희용 외, 2013: 103).

벡(Ulich Beck)은 하버마스와 달리 국가와 세계시민사회의 조화를 모

색하면서도 국가의 자율성에 더 비중을 두는 입장이다. 벡 역시 국가와 시

민사회를 새롭게 조화시킨 ‘세계시민적 국가(kosmopolitischer staat)’를 구

성하려고 한다. 이 국가는 경제적 관점에서 국가를 수단화하는 신자유주의

적 국가(neoliberaler staat)를 반대하며, 특히 미국과 같은 하나의 강대국이

세계의 인권, 정의, 평화의 문제를 일방적으로 지배하려는 것에 대해서 강

하게 거부한다. 그는 국가들이 초국가적 연대를 통해 민족국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의 경제 권력에 대항하는 세계시민적 현실정치를 지향한다

(김석수, 2011: 156-157).

초국가적 시민사회의 구심점은 지구적 거버넌스, 비정부기구, 시민단체

및 네트워크이다. 1945년에 국제연합이 창설된 이후 지구적, 지역적 제도들

의 광범위한 연결망이 발전하면서 지구적 문제의 거버넌스에 영향력을 행

사하려는 비정부기구들의 네트워크들이 확산되었다. 세계정부는 아직 꿈같

은 생각으로 남아 있지만, 인류 공통의 문제를 다양한 영향력을 가지고 장

려, 규제 또는 간섭하는 지구적 거버넌스 복합체[국가, 국제기구, 초국가

네트워크 및 기구들]는 진화하고 있다. 또한 지구적 거버넌스 복합체 안에

서 민간, 비정부 기구들은 지구적 공공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더 큰 영향

력을 행사해 오고 있다. 이러한 지구적 거버넌스 복합체는 맹아적인 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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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 시민사회를 보여주고 있다(McGrew, 2012: 43-44).

하지만 초국가적 시민사회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먼저 초국가적 시

민사회 기구들의 대표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기구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사실 구성원들을 볼 때 충분히 시민적이거나 대의적이지 않다. 또

한 많은 기구들이 실질적인 책임성을 결여하고 있다. 덧붙여서 초국가적

시민사회 기구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볼 수 있다. 많은 기구들 사이

에 영향력이나 정보력, 자원, 정책접근성 측면 등에서 상당한 불평등이 존

재한다(McGrew, 2012: 45). 이를 통해 볼 때 초국가적 시민사회는 점차 확

장되어가는 저변에 비해서 특별한 구속력이나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시

민사회 스스로가 책임감 있는 자정작용이 가능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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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글로벌 시티즌십의 타당성 검증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서 세계시민에 관한 요구와 그에 따른 담론들은

중요한 이슈이다. 그러나 ‘세계시민’이라는 용어는 명확한 개념적 규정 없

이 일상언어의 수준으로 범람하고 있다. 세계시민이라는 용어는 어떤 경우

에는 모든 세계인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때로는 어떠한

덕목이나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한다.

사전적 정의로 볼 때 ‘세계시민’이란 ‘세계를 구성하는 개체로서의 시민’

을 의미한다.23) 영어로는 ‘global citizen’, ‘a citizen of the world’, 혹은

‘cosmopolitan’으로 사용된다.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코스모폴리타니즘

(cosmopolitanism)’과 ‘글로벌 시티즌십(global citizenship)’은 동일한 개념

이 아니며, 역사적 맥락도 다르다.24) 하지만 이 용어들이 내포하는 의미와

지향점에는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그것은 대상과 범주에 관한 것으로서 각

용어들은 모두 정치적 시민을 뜻하는 ‘citizen’, ‘-politan’과 범주를 나타내

는 ‘global’, ‘world’, ‘cosmo-’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용어와 기

본 정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시민(citizen)’이다. 세계시민이라는 개

념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시민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의미 역시 정치적 맥

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대의 글로벌 시티즌십 개념에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티즌십(citizenship)의 기본적인 개념과 역사적 맥락을

먼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시티즌십의 기본 속성

들을 도출하고, 시티즌십이 과연 글로벌 시티즌십으로 확장 가능한 개념인

23) 국립국어원

24) 일반적으로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코스모폴리타니즘(cosmopolitanism)과 글로벌 

시티즌십(global citizenship)에 대해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하지만 허칭스(Kimberly 

Hutchings)는 그의 저서 『Cosmopolitan Citizenship』에서 ‘시티즌십(citizenship)’과 ‘코스모폴

리탄(cosmopolitan)’에 대해 구분한다(Hutchings, 1999: 3-19). 코스모폴리탄과 글로벌시티즌십

은 엄밀하게 다른 맥락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개념의 차이보다는 공통된 속성에 더 초점

을 맞추고자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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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시티즌십의 개념

시민(citizen)은 거주민(inhabitant)과 동의어로 빈번히 사용되기도 한

다.25) 하지만 시민과 거주민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시민은 깊은 역사성

을 갖는 정치적 개념이다. 어원적으로 보면 시민이란 도시 국가를 뜻하는

‘폴리스(polis)’나 ‘치비타스(civitas)’에서 파생되었다(박효종 · 이진희, 2004:

23). 그 의미 역시 도시(city)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민은 인간(human)이나 개인(individual)보다는

특정한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변종헌, 2011: 39). 반

면에 바보, 천치라는 단어의 어원인 idiotes는 시민의 반대어로 공적 영역

에서 행동하려고 하지 않거나 할 능력이 없는, 순전히 개인사에만 매달리

는 인간형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에 따르면 시민은 공동체에 관심사를 공

유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 서로 관계를 맺으며, 공동의 문제를 함께

숙의하고 해결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임경훈, 2003: 45

; 김경래, 2010: 89, 재인용).

이러한 어원적인 의미와 더불어 역사적으로 볼 때 시민 개념은 서구

민주주의의 등장 및 발달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변종헌, 2011:

39). 즉, 고대 그리스에서 제한된 사회 집단에만 적용되었던 시민이라는 개

념이 중세 봉건 사회와 절대 왕정 시대를 지나 현대로 오면서 모든 인간에

게 보편적으로 확장되어온 역사적 변화를 담고 있는 단어이다(신진욱,

2008: 18 ; 김경래, 2010: 89-90).

한편 시티즌십(citizenship)26) 개념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가

25) Sometimes citizen is used synonymously with inhabitant, as in “the deer is a citizens of 

the forest.”(Noddings, 2009: 2)

26) citizenship은 citizen이라는 단어에 접미사 ship이 결합된 용어이다. 접미사 ship은 어떤 상태·특

질을 나타내거나 지위·신분을 나타낸다(옥스퍼드 한영사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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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다(구정화 · 박선웅, 2011: 4 ; 이민경, 2013: 120, 재인용). 쉬

클라(Judith N. Shklar)는 시티즌십에 대해 변화무쌍하고, 논란이 많은 개

념이라고 밝히고 있다(Shklar, 1991: 21 ; 박효종 · 이진희, 2004: 23, 재인

용). 실제로 시티즌십은 주로 시민성이라고 번역되어서 사용되지만, 시민권

이나 시민의식, 또는 시민정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시티즌십이라

는 개념이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27)

코헨(Robin Cohen)과 케네디(Paul Kennedy)는 시티즌십에 대해 일정한

자격에 따른 권리와 의무로 파악한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시티즌십은

법적 평등, 공정, 정치적 문제에 관여할 권리, 경제적 불안정에 관련하여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자격임과 동시에 국가와

사회에 일정한 의무수행을 하는 것이다(Cohen & Kennedy, 2012: 181).

포크(Keith Faulks)는 자유주의적 전통 안에서 공동체주의의 비판을 수

용함으로써 시티즌십의 권리를 강조하면서도 권리에 따른 상호적인 책무에

대해 주장한다.

시티즌십의 호소력은 단지 그것이 개인에게 주는 이익 때문만은 아니

다. 시티즌십은 항상 상호적이며 그래서 사회적인 개념이다. 그것은 개

인을 단순히 타인들에 대한 책무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일련의 권리일

수만은 없다. 권리는 항상 권리의 인정과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메커

니즘을 위한 구조를 필요로 한다. 그러한 사회적 구조에는 법원, 학교,

병원, 의회 등이 포함되는데, 이것을 유지하려면 모든 시민들에게는 자

신의 역할을 다할 것이 요구된다. 이는 시티즌십이 권리(rights)뿐만 아

니라 의무(duties)와 책무(obligations)까지 내포한다는 것을 뜻한다

(Faulks, 2000: 13).

킴리카(Will Kymlicka) 역시 시티즌십을 자유주의적 전통과 공동체주의

27) citizenship은 흔히 ‘시민권’, ‘시민성’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개념은 권리뿐 아니라 

책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권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시민성이라고 번

역하면 지나치게 개념이 모호해지거나 확장될 수 있다(Faulks, 2000: 역자 일러두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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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전통에서 분석한다. 시티즌십이 개인주의적 권리와 자격이라는 자유주

의적 개념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특정한 공동체의

멤버쉽과 헌신이라는 공동체주의적 개념들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Kymlicka, 2008 ; 손경원, 2013: 282, 재인용). 이러한 견해에 따라 손경원

은 시티즌십을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한다. 하나는 민족국가와 시민과의

관계를 전제한, 정치공동체의 성원으로서의 권리이며, 다른 하나는 민주시

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정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식이다(손경원,

2013: 283). 이러한 견해는 앞서 제시된 코헨과 케네디, 포크의 분석이 시

민적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만 집중하였다면, 정체성과 시민의식을 포함하

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히터(Derek Heater)는 좀 더 분명하게 시티즌십의 다중

적인 특성에 대해 주장한다.

시티즌십은 하나의 개념이나 지위가 아니라 다중적인 것으로 이해되어

야 한다. … 즉, 법적으로 규정된 지위와 권리 및 의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좋은 시민’이 된다고 하는 헌신과 충성 그리고 책임의 문제이

라고 보는 것이다(Heater, 1990: 9장 ; 2007: 380-381).

히터는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좋은 시민이 되고자 하는 헌신에 대해

시민적 덕성으로 구분하며 이를 시티즌십의 본질적인 요소로 본다(Heater,

2007: 381). 또한 그는 같은 저서에서 시티즌십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구분

을 세 가지 주요 정치사조의 맥락에서 해석한다.

이론적 쟁점은 시민권(citizenship)의 본질에 대한 분석에서 제기된다.

세 가지 주요 사조가 공존하는데, 고대에 바탕을 둔 시민공화주의적 시

민권 개념은 의무를 강조하며, 근대의 자유주의적 개념은 권리를 강조

한다. 최근에 등장한 공동체주의적 개념은 시민공화주의와 상당 부분

입장을 같이하면서도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동일시를 강조한다. … 자

유주의적 시민권은 정치단위로서의 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동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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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로서 시민을 전제한다. 시민공화주의는 국가에 대한 애국적 충정

을 지닌 주민집단으로서 시민을 전제한다. 그리고 공동체주의는 상이한

집단 속에서 결합된 구성원으로서 시민을 전제한다(Heater, 2007: 388).

히터는 위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시티즌십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각

각의 사회정책 및 교육정책 모형을 제시한다(Heater, 2007: 389). 이와 같

이 시티즌십의 개념은 자유주의적 전통과 공동체주의적 전통의 논쟁 안에

서 발전하기도 하였으며, 근래에 재조명받고 있는 공화주의적 전통에서 새

롭게 복원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시티즌십에 대해 정체성(identity)의 관점에서 분석하기도 한

다. 변종현은 시티즌십을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는데, 크게 지위(status)

와 활동(activity), 그리고 정체성(identity)으로 제시한다. 먼저 지위의 측면

은 특정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부여받는 법적 지위(citizenship as

legal status)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법을 통해 보장받는 권리와 의무를 의

미한다. 다음으로 활동의 측면은 수동적인 자격이나 지위의 단계를 넘어서

정치공동체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활동(citizenship as desirable activity)을

의미한다. 이것은 책임과 덕목에 관련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의 측면

은 특정 정치공동체에 구성원으로서 공유되는 공통의 정체성(citizenship

as identity)을 의미한다(변종헌 외, 2011: 42-45).

시티즌십의 본질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종합해볼 때 시티즌십은 시민

적 권리(civil rights), 시민적 책무(civil duties & obligations), 그리고 시민

적 덕성(civil virtues)의 세 가지 차원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 시민은 획

득되어지는 후천적 지위(status)이다. 따라서 시민은 지위에 걸맞는 법적 ·

제도적 권리를 얻게 되며, 그에 따른 시민적 의무와 책임도 존재한다. 또한

법적·제도적 권리와 책무를 넘어서서 한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유

된 정신과 가치, 정체성이 결합될 때 진정한 시티즌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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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티즌십의 역사적 맥락

(1) 고대 그리스의 폴리테스

시티즌십의 역사적 기원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찾을 수 있다. 기원전 8

세기경부터 그리스 사회는 왕국이나 부족에서 폴리스(polis)의 시대로 넘어

가게 된다. 폴리스는 ‘도시’, 또는 ‘도시 국가’를 뜻하는 단어였지만, 현대에

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Bordes, 2000: 14). 폴리스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소국(micro-state)정도이다. 인구가 많은 편에 속하던 아테네의 절정

기를 보아도 시민의 수가 5만 명에 불과한 정도이기 때문이다(Heater,

2007: 15).28) 폴리스는 법적 · 제도적 행정단위는 아니었으며, 시민들이 정

치공동체의 공공 사안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정치적 공간의 개념이었다(신

진욱, 2008: 30).

기원전 5세기 전반에는 폴리스의 정치사상과 제도에 변환이 일어난다.

그것은 귀족, 과두 지배자, 군주, 참주 등 여러 종류의 비민주적 지도자들

에 의해 통치되던 폴리스 가운데 몇몇이, 폴리테스(polites), 즉 시민이라고

불려지던 꽤 많은 숫자의 자유로운 남자 성인이 통치에 직접 참여하는 체

계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로버트 달(R. A. Dahl)은 이를 제1차 민주주의

변환이라고 명명한다(Dahl, 1999: 39). 특히 아테네는 여러 경쟁하는 공동

체들 가운데 가장 혁신적이고 세련된 폴리스로 부상했다(Held, 2010:

38-39).

한편 폴리테이아(politeia)는 일반적으로 폴리스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체

제’를 뜻한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어에서 ‘폴리테이아’는 보다 다양한 의미

를 갖고 있다. 즉 제도, 정치조직, 정치적 삶, (도시 국가의) 정치, 공화국,

민주정치, 정치권력, 정부, 도시 국가의 법률, 정치적 권리, (시민들의) 정치

등이 그것이다. 또한 폴리테이아라는 용어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요 저술에서도 다루어진다. 플라톤의 저술 중에 『폴리테이아』와 『법

28) 시민의 숫자에는 정주외국인과 노예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는다(Heater, 20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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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전체적으로 폴리테이아를 다루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 중

에서는 『아테네 폴리테이아』와 『정치학』에서 폴리테이아에 대한 지식

과 성찰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폴리테이아에 관한 두 사상가의 개념은 당

시에 통용되던 개념보다는 각자의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Bordes, 2000: 14,

16-18).

폴리테이아의 개념은 폴리스가 지속되었던 기간 동안 꾸준히 발전하였

다. 고전시기에 폴리스는 마을 또는 마을의 성채, 폴리테이아는 주민의 의

미로 보다 자주 사용되었으며, 이후에 폴리스는 시민들의 공동체로 사용되

었다. 한편 폴리테스(plolites)는 폴리스에 거주하는 ‘거주인’, 또는 ‘시민’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이다. 폴리테이아는 폴리테스, 즉 시민에 의해 구성되

지만, 시민은 폴리스라는 공동체 내에서만 의미를 갖는다(Bordes, 2000: 15,

20-21). 하지만 엄밀하게 따진다면 시민이라는 칭호는 단지 도시에 거주하

는 사람이 아니라 도시나 국가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을 뜻했다. 시민 신분은 성인 남성들로서 토지 소유자와 전사들로 구성된

귀족 계급에 제한되었고, 여자, 노예, 외국인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신진욱,

2008: 30; 변종헌, 2011: 39-40). 따라서 폴리스는 상대적으로 소수이면서

종족적으로 결속력있는 폴리테스 집단에 의해 지배되었으며, 외국인과 노

예들이 생업을 떠맡게 되었다(Heater, 2007: 16). 노예 경제의 형성은 그리

스 도시 문명의 급격한 번영을 가능케 하였고, 자유 시민들의 존재가 전면

적으로 부각되었으며, 시민과 외부인에 대한 구분이 더욱 뚜렷해졌다(Held,

2010: 33-34).

고대 그리스의 폴리테스에 나타나는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

다. 하나는 시민적 덕성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배제적 평등에 관한

것이다. 먼저 시민적 덕성은 도시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헌신을 통

해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체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짐승

이거나 아니면 신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진정한 인간이 되려면 시민이 되어

야 했고, 나아가 능동적인 시민이어야 했다(Clarke, 1994: 3-7 ; Faulks,

2005: 26). 이러한 시민적 덕성은 페리클레스(Pericles)의 추도사에서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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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게 나타난다.

아테네에서 각 개인은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국가의 일에도 관심을 가

집니다. 자신의 일에만 대체로 전념하는 사람들도 정치 일반에 대해 아

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테네에서

전혀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테네인들은 정책에

대한 결정을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내리거나 적절한 토의에 회부합니

다. 말과 행동 사이에 모순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

장 나쁜 것은 결과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행동에 뛰어드는 것입

니다(Thucydides, The Peloponnesian War: 145-147 ; Held, 2007:

37-38, 재인용).

시민은 폴리스 내에서, 그리고 폴리스를 통해서 올바르고, 명예롭게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윤리와 정치는 정치 공동체의 삶 속에 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개인의 덕성은 시민의 덕성과 동일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Lee, 1974: 32 ; Held, 2007: 38, 재인용).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은

소수의 통치자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자신이 자유롭고 평등한 권

리를 갖고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참여한다는 이념을 탄생시켰

다(신진욱, 2008: 31). 결국 고대 그리스의 시민들에게는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의 개념이 다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폴리테이아를 구성

함으로써 좋은 폴리스를 이루는 것이 삶의 중요한 목적이었다.

폴리테스의 두 번째 특징으로 배제적 평등을 볼 수 있다. 폴리스의 시

민들은 재산이나 신분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다. 페리클레스는

추도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의 통치 체제는 이웃의 제도들을 모방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싶습니

다. 우리가 다른 누구를 흉내 낸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에게 모델이 되

었습니다. 우리의 정체는 민주주의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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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민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분쟁을 수습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때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합니

다. 누군가를 다른 사람에 앞서 공적 책임을 갖는 자리에 앉히고자 할

때 고려하는 것은 그가 특정 계급에 속하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그가 가

진 실질적 능력입니다.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빈곤하다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무시되지 않습니다

(Thucydides, The Peloponnesian War: 145-147 ; Held, 2007: 36, 재인

용).

위에 글을 통해 볼 때 아테네 시민들이 법 앞에서 평등을 중요한 가치

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평등은 배제적 평등이다. 먼

저, 아테네 정치 문화는 성인 남성의 문화였다. 20세 이상의 아테네 남성만

이 시민으로 활동할 자격이 있었다. 여성은 정치적 권리가 전혀 없었으며,

시민적 권리도 엄격히 제한되었다. 아테네의 절정기를 살펴보아도 시민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테네 성인 인구의 극히 일부분밖에 포함하지 않았다.

키케로는 『국가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화국(res publica)은 인민의 일(populi res)이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결합해 있는 사람들의 집단 모두가 인민인 것은 아니다. 인민이란 법과

권리에 대한 공통의 합의에 의해 그리고 상호 이익이 되는 것에 참여하려

는 갈망에 의해 결합한 상당한 수의 사람들의 모임이다(De re publica,

124 ; Held, 2010: 76, 재인용).

즉, 고전적 폴리스의 전통을 볼 때 시티즌십은 상당 부분 배제적 성격

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는 시민의 생활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단

지 인구의 일부만을 포용할 뿐이었다. 고전적인 정치적 평등의 개념은 모

든 성인의 ‘동등한 권력’에 대한 개념과는 거리가 멀었다. 정치적 평등이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평등의 한 형태였다. 아테네 민주

주의의 혁신적 내용들은 상당 부분 그 배타성에 근거하고 있었다.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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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는 극히 제한된 시민권을 바탕으로 협동, 단결, 참여, 공적 심의 등

을 특징으로 한다. 분명 고대 아테네의 정치는 매우 비민주적인 토대 위에

기초하고 있었다(Dahl, 1997: 28 ; Held, 2007: 46-47).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대 폴리스의 시티즌십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 하나는 시민적 덕성의 측면에서 공공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

는 능동성과 주체성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적 권리적 측면에서 모든 시민

들이 평등하지만, 그 시민의 지위 자체가 배제적이고, 소수에게만 주어진다

는 것이다. 따라서 고대의 시티즌십은 평등의 범위와 깊이에서 한계를 지

니고 있다.

(2) 로마 공화국의 치비스

치비타스(civitas)는 그리스의 폴리스(polis)에 상응하는 용어로써 도시

국가, 또는 특정 정치 공동체를 의미한다. 또한 치비스(civis)는 폴리테스

(polites)와 마찬가지로 치비타스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써의 시민을 뜻한다.

그러나 로마의 시민은 그리스의 시민과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리스 특

히 아테네의 시민권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개념이자 지위로서 시민의 정

치적 기능을 정의하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로마의 시민권은 일차적으로

법률적 개념이다(Bordes, 2000: 14). 누가 시민이며 법적으로 그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두 나라 모두 시민들이 덕성

(arete/virtus)을 지닐 것으로 기대했지만, 로마는 체계적인 법률 안에서 덕

성을 키우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다(Heater, 2007: 46-47).

한편 고대 그리스의 폴리테이아에 대한 로마적 해석 및 적용은 매우

획기적이며 주목할 만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스승인 플라톤의 대화

편을 『Politeia(국가론)』라고 부르고 시민권, 정치제도, 정부, 또는 더 좀

더 일반적으로 삶의 방식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그리스어를 사용하였다. 몇

세기 후 플라톤의 편집자인 쎄라실루스(Thrasyllus)는 현재 통용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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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대해서(On Justice)’라는 부제를 붙였다. 키케로(Cicero)는 초기에는

라틴어 동류어를 찾기보다 단순히 플라톤의 그리스어를 라틴어 철자로 음

역하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politeia’라고 불렀다. 그러나 『법률론

(De Legibus)』에서 키케로는 중대한 발자취를 남겼다. 플라톤의 국가, 즉

‘politeia’를 ‘res publica’로 번역한 것이었다(Nelson, 2004: 1).29)

공화국을 의미하는 res publica의 publica, 즉 public의 어원은 라틴어

publicus에서 나왔으며, 이것은 ‘인민에 속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인민을 뜻

하는 ‘populus’의 형용사형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키케로는 공화국을 인

민의 일들res populi로 정의했다. 여기서 ‘인민’은 사적 개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구성원을 가리키는 집합

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res publica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동선을 달성하

는 것을 최고 목표로 삼았다(김경희, 2009: 52-53).

레스 푸블리카는 로마의 독특한 공화주의적 시민 관념을 탄생하게 했

다. 그것은 소수의 통치자가 아닌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주권자로 인

정되는 정치체제의 발달과 그것을 지지하는 법체계의 수립이다. 로마 헌법

(Roman Constitution)은 그 결과물로서 공화주의 및 법치주의 전통에 큰

영향을 미쳤다. 로마법은 권력 분립과 권력 균형의 원리를 분명히 한다. 구

성원들은 정치적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고 나아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

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또한 대표자의 선출과 탄핵,

정기 선거, 대표자 임기 등에 관한 규정도 담고 있다. 이러한 로마법은 근

대의 보편 실정법 체계가 성립되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신진

욱, 2008: 31-35). 로마법의 발전은 정치적 평등과 더불어 사적 인격을 발

전시켰고, 이에 따라 사적 소유권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헤겔(Hegel)은 이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29) 폴리테이아라는 용어는 키케로에 의해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로 번역되었으며, 간혹 ‘치비

타스(civitas)’로 번역되기도 하였다. 레스 푸블리카는 공화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치비타스

는 (도시)국가라는 의미를 뜻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용어는 폴리테이아라는 개념에 대한 전적인 

번역이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폴리테이아의 여러 의미 중에서 일부의 측면만을 각각 설

명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리스와는 달리 도시 국가에 관한 법률적 개념을 더욱 강

조하는 전통에 있기 때문이다(Bordes, 200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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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로마와 그리스 그리고 우리 주변 환경 사이에 존재하는 특별한 차

이를 주목해야만 한다. 우리의 시민사회는 이전의 원리들에 기초하고 있어

이와 같은 법안이 필요하지 않다. 집요하게 로마인들이 고민했던 국가에

대한 추상적인 생각을 가져보지 못한 스파르타인과 아테네인은 추상적 권

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개 시민들은 자립적인 수단

을 가지길 바란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줄 국가를 필요로 한다(Hegel,

2008 ; Nelson, 2004: 6-7, 재인용).

그리스의 폴리스가 개인적 권리에 대한 주장이 아닌 유기적인 공동체

로서의 삶을 강조한 반면, 로마인들은 법적인 접근을 통해 경제적 차원의

사적 소유권을 발달시켰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통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Nelson, 2004: 7).30)

이러한 로마 공화국의 시티즌십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

로 로마 시민은 고대 그리스의 시민과 마찬가지로 영토 내의 거주민을 포

괄하는 단어가 결코 아니었다. 로마법은 로마국 영토 내 인민들의 신분을

구분하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로 ‘자유 신분(status

libertatis)’은 자유인과 노예의 지위를 구분하며, 둘째로 ‘시민 신분(status

civitatis)’은 로마 시민과 비시민의 지위를, 끝으로 ‘가족 신분(status

familias)’은 가족 내의 아버지와 아들의 지위를 구분했다. 고대 로마 문명

과 로마법은 3세기에 이르러서야 로마 제국의 대부분의 신민들에게 시민권

이 부여되었지만, 여전히 시민들 사이에 권리와 위계는 존재하였다(신진욱,

2008: 31-35). 이에 관해 헬드(Held)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테네에서도 그러했듯이 로마 공화국의 시민은 아주 배타적인 남성 집단

30) 이에 대한 학자들의 입장은 상반된다. 키케로는 플라톤의 저서 『폴리테이아』를 라틴어로 ‘res 

publica’로 표기하면서 그리스와 로마의 정치사상적 맥락을 잇고자 하였으며, 핑크(Fink)나 포콕

(Pocock)과 같은 학자들 역시 이러한 전통을 따르고 있다. 반면에 헤겔(Hegel)이나 바론(Baron), 

스키너(Skinner)와 같은 학자들은 그리스 전통과 로마의 전통을 엄밀하게 구분하고자 한다

(Nelson, 2004: Introductio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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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구성되었다. 처음에는 대개 귀족이 포데스타로 지명되었다. 이런

상황은 종종 시민들의 불만과 소요를 가져왔고, 배제된 시민 집단은 결집

하여 자신들만의 별도의 평의회와 기구를 만들게 되었다. 이는 다시 정치

갈등을 고조시켰고, 그 결과 폭력과 무정부적 상태가 간헐적으로 나타나

기도 했다(Held, 2010: 73).

종합한다면 로마의 시민은 고대 그리스의 시민 전통과 마찬가지로 res

publica, 즉 공동선에 기반을 두고 평등한 시민의 정치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법이 세워지면서, 법에 의한 통치와 법에 대한 헌신이 중

요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또한 법에 보호를 통해 사적 소유권 개념이 발

달하게 된 것도 그리스의 시티즌십과는 달라진 점이다. 이로 인해 같은 공

동선에 대한 헌신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의 시티즌십과 로마의 시티즌십은

그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한편, 그리스와 로마의 시티즌십은 공통적으

로 그 지위와 위상이 여전히 소수에 한정되어 있고, 배타적인 면이 강하다

는 점에서 동일한 한계를 갖고 있다.

(3) 시민혁명과 근대 시티즌십의 확장

근대 초기 유럽의 영토 국가들은 국가를 자신의 사적인 영역으로 여겼

던 절대군주가 다스렸다. 이후 18세기 후반부터 시민사회가 새로운 사회

질서로 등장하였지만, 귀족주의적 사회사상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당시 시

민적(civil)이라는 개념은 ‘무례하고 문명화되지 못한’것과 대비하여 ‘공손하

고 세련된’ 사람과 행동을 의미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적’, ‘비시민적’이

라는 개념 구분은 ‘문명화된’, ‘문명화되지 않은’이라는 구분과 무관하지 않

았다(신진욱, 2008: 38). 이러한 맥락 속에서 부상하게 된 상공업 계급은 절

대군주의 권력에 도전했으며, 그들의 경제적 지위에 걸맞은 정치적 권리를

요구했다. 중산계급은 왕권을 무너뜨리고 입헌 정부를 세우고자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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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법에 의거한 지배와 대의제를 요구했다(Baylis, 2012: 658). 영국의

청교도 혁명, 미국의 독립 혁명 등의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도 프랑스 대혁

명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토대로 하는 이 혁명은

시티즌십의 개념과 위상을 혁명적으로 바꾸어놓았다. 특히 법적 · 제도적

측면에서 기존의 시민권 개념은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부여되었으며, 그들

만 시민적 행동의 미덕을 갖추고 있다는 가정에 기초해 있었다(Heater,

2007: 137). 이는 곧 소수의 엘리트와 다수의 민중을 구분하고, 소수의 엘

리트에게만 법 체제 안에서의 평등권이나 참정권이 주어지는 배제적 평등

의 모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티즌십의 대상과 범위가 시민혁명을 통해

확장되게 되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선포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은 모든 개인이 시민으로서 법적 · 정치적으로 평등함을 선포하였다. 그

내용 중 몇 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나 그 권리를 유지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공선을 근거로 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개인

도 국민에게서 직접 유래하지 않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조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개인적으로 또는 대표자

를 통해 입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법은 보호할 때나 처벌할 때

나 만인에게 동등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모든

고위층과 공적 지위 및 직업에 오로지 그의 능력과 덕성과 재능에

따라 차별 없이 선출되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신진욱, 2008:

39-43).

하지만 시민혁명을 통한 시티즌십의 확장에도 여전히 배제적 한계가

있었다. 즉 일반 대중들이 민주적 권리를 획득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노

동계급과 여성들은 배제되었기 때문이다.31) 모든 성인 남녀에게 선거권을

31) 자유주의 전통에서 시티즌십은 오직 ‘문명화된’ 사람들만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시

티즌십은 객관적인 이성의 용어로 감정과 신체에 반대되는 것으로 이론화되었다. 이로 인해 여성

은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것의 화신으로서 시티즌십의 책임을 완수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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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기 위한 투쟁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지속되었고, 결국 현대에 들

어서야 시티즌십의 보편적 확장이 이루어졌다(Baylis, 2012: 658).

이를 통해 볼 때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쟁취해낸 시티즌십의 지위와

권리는 이념적으로는 모든 인간의 평등을 지향했다는 점과 5퍼센트 미만의

소수에게 집중되어있던 특권들을 보편화시켰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개혁이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적 지위에서 배제된 신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절반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4) 현대의 다중적 시티즌십

도시국가든 국민국가든, 공화정이든 원수정 혹은 제정이든, 역사 속에

서 시티즌십은 국가가 개인에게 부여하는 법적 · 정치적 지위이자 개인이

국가에 바쳐야 하는 충성의 증표였다. 국가와 시민의 연계는 최근까지도

계속 유지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단일 시티즌십에 대한 도전이 생기고 있

다. 히터(Heater)는 단일 시티즌십에 대한 도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단일의 국가시민권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도전은 국가 내부의 소수집단에

게서 제기된다. 그들은 윤리적 혹은 문화적 고유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국

가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정해주기 바란다. 소수집단이 지리적으로 밀집

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대응은 권한 위임이라든지 연방제라든지 하는

형태로 정치적인 성격을 띨 수 있다. 소수집단이 지리적으로 산재해 있는

경우에는 법적 · 공동체적 권리가 인정될 수도 있다.

단일 국가시민권에 대한 위로부터의 도전은 시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초국

가적 기구를 창설하는 것인데, 이를테면 유럽연합의 경우가 그렇다

(Heater, 2007: 379-380).

국가 내부의 소수자 집단과 초국가적 기구 이외에도 단일 시티즌십에

다(Faulks, 2005: 99-100).



- 55 -

관한 문제는 주로 이민과 망명, 이중국적과 영주권 등에 관한 문제들이다

(Faulks, 2005: 16-17 ; 최현, 2009: 321).

히터(Heater)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티즌십이 하나의 개념이나 지위

가 아니라 자동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시민은 국가의 하위에도 있고, 상위에도 있는 이상과 집단 혹은 제도에 자

신들의 충성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Heater, 2007: 380). 또한 변종헌 역시

개인이 궁극적으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민의 지위

를 국가에서 부여하는 법률적인 지위로만 한정하지 않는다(변종헌, 2011:

51-52).

하지만 과연 국가와 시민관계를 넘어서는 시티즌십이 존재하는지에 대

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국가 내부의 소수집단에 대해 시티즌십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초국가적 기구에서 국가적 시티즌십과 동등

한 구속력을 갖는 시민권을 부여해주는지는 좀 더 엄밀히 따져봐야 할 부

분이다.

3) 시티즌십의 범세계적 확장가능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티즌십의 역사적 맥락과 개념의 변화를 통해 볼

때 시티즌십의 기본적인 속성은 크게 세 가지로 도출할 수 있다. 첫째는

시민의 법적 · 정치적 지위의 보장이고, 둘째는 배타적 권리와 공적 의무

부여이며, 셋째는 시민적 정체성의 공유이다. 이것은 고대의 시티즌십부터

현대의 시티즌십까지 이어지는 맥락 속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물론 시

티즌십의 역사 속에는 민주주의의 확산, 심화가 내포되어 있다(김경래,

2010: 90). 하지만 시티즌십은 여전히 인류 전체를 포괄할 하지는 못하고

있다. 시티즌십의 범위와 관련하여 누가 시민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것은

곧 누가 그 지위로부터 배제되는지를 묻는 것이기도 하다. 포크(Faulks)는

시티즌십의 개념을 탐구할 때 꼭 다루어야하는 문제로 다음 세 가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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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다.

첫째, 사회적 투쟁은 종종 시티즌십의 범위와 관련이 있다. 즉 누구를 시

민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또 시티즌십의 혜택으로부터 어떤 이들을 배제

할 때 어떤 기준이 정당한가? 둘째, 권리, 의무 그리고 책무의 관점에서

볼 때 시티즌십의 내용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셋째, 우리의 시티즌

십 개념은 얼마나 깊고 두터운 것이 되어야 하는가(Faulks, 2005: 16).

시티즌십의 개념 탐구를 위한 포크의 제안은 글로벌 시티즌십의 타당

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유용하다. 글로벌 시티즌십이란 새로운 개

념이 아니다. 시티즌십의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시티

즌십의 개념이 발달하면서 보편 인류에게로 확장되어 온 역사 속에서 세계

화의 현상과 더불어 요구되는 개념이 글로벌 시티즌십이다. 따라서 글로벌

시티즌십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시티즌십의 범세계적 확장가능성에 대해 먼

저 논의해보아야 할 것이다.

시티즌십의 중요한 본질 중 하나는 배타적 지위의 획득이다. 배타적 지

위를 통해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시티즌십의 전 세계적 확장 가능성은 아직 가설에 불과하다. 왜냐하

면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시티즌십을 정의할 수 있는 전통적인 틀이 존재

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세계시민의 지위와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세계

정부도 없고, 세계정부의 수장도 없으며, 세계 투표권도 없고, 정당도 없다

(Montousee 외, 2006: 351-352). 왈저(Walzer)는 너스봄(Nussbaum)과의

논쟁을 통해 자신이 세계시민이 될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세계시민이 아니다. 나는 세계시민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아무도 내게 세계시민권을 제안한 적도

없으며, 귀화 절차를 설명해 준 적도 없고, 세계의 제도적 구성에 등록시

켜 준 적도 없으며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 설명해 준적도 없다. … 또한

아무도 세계시민권의 권리와 의무 목록을 주지도 않았으며, 세계의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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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세계시민의 축일, 그리고 공휴일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

(Nussbaum, 2003: 175).

세계시민의 지위와 권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국적 세계정부가 수립

되거나, 초국가적 연방정부와 같은 정치체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 시점

에서 글로벌 시티즌십은 가능하지 않다.

다음으로 시티즌십의 법적․제도적 확장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철우는 시민권이 탈국가화 된다는 것은 ‘인민이 국가의 소속을 넘어 세

계시민으로서 권익을 향유하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그는 탈국가적 시민권은 시기상조이며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탈국가적 시민권이 미래의 이상으로 지향될 수는 있어도, 인류

가 실현한 적도 없으며, 실현 중이지도 않기 때문이다(이철우, 2009:

334-335) 물론 국제법규와 규범이 희소한 상황으로 인해 세계 시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에 대한 반박도 있다. 변종헌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핵무기, 빈곤, 지구촌 생태계 위기 등으로 인해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이상적인 세계 시민의 모습에 대한 고민과 요청은 불가피할 것

이다. 요컨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전 인류의 상호 의존 관계를 인식하는

가운데 지구적 관심과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지구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행

동하는 세계 시민의 모습이 그것이다. 21세기에 요청되는 세계 시민의 정

체는 인류가 직면한 위기 상황들을 지구적 협동과 실천을 통하여 해결하

고자 하는 지구적 책임의식을 가진 시민일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세계 정부에 기초한 세계 시민의 관념이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소위 지구적 의식과 책임감을 지닌 시민 개념과

상치될 이유는 없다. 요컨대, 단일 세계 정부의 구성원이 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지구적 의식과 책임감을 지닌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지위, 권리

와 의무 그리고 소양과 역량을 지니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

다(변종헌, 2006; 2010: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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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티즌십의 법적․제도적 한계에 대한 반박은 대부분 이와 같

은 논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반박은 일견 타당하다. 왜냐하면 앞서 보았

듯이 시티즌십을 이루는 요소들이 법적 지위뿐만 아니라 정체성, 의식, 소

양 등도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적․제도적 지위 및 권리에만 매달릴 경우

자칫 균형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글로벌 시티즌십, 또는 세계 시민이라

고 할 때 시민으로서의 지위가 확보되지 않은 덕성만 강조된다면, 그것을

(정치적)시민의 의미를 내포한 세계시민이라고 개념화해야 할 필요성과 타

당성이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앞서 제시된 주장의 경우, ‘세계시민’이라는

관념이 아닌 ‘세계인’으로서의 윤리의식으로 지칭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

는다. 오히려 ‘세계시민성의 함양’이라는 구호는 세계시민에 대한 이론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으로 ‘세계인으로서의 윤리’라는 표현이 더욱 적절하

다. 결국 세계시민으로서의 세계시민의식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세계인으로

서의 윤리와 구별되는 정치적 개념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이론

적 선행 작업이 없다면, ‘세계시민’이라는 용어도 유보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티즌십이 글로벌 시티즌십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글로

벌 시티즌의 지위 확보와 그에 따른 법적․제도적 권리 및 의무의 부여가

담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엄밀한 의미의 세계 시민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현대사회에는 아직 글로벌 시티즌

십, 또는 세계시민의식, 세계시민성 등의 개념들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4) 글로벌 시티즌십의 한계

글로벌 시티즌십의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자의성

에 근거한 지위의 문제이고, 둘째는 배제성의 문제이다.

먼저 자의성에 근거한 지위의 문제이다. 기존의 글로벌 시티즌십에 대

한 연구들은 주로 어떠한 정체성이나 의식을 지녀야 하는지, 또는 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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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스스로 세계시민이라는 정체

성을 느끼고(임성호, 2000: 289), 세계시민으로서의 의무와 덕성을 키운다고

해서 세계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의 신념에 따른 자의

적 수준의 결단일 뿐이다(배영주, 2013: 150).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세계

시민은 사실상 상상적 개념이다. 세계시민은 결코 개인의 자의적 감정과

윤리적 결단으로 획득되는 지위일 수는 없다. 따라서 ‘세계시민’에 관한 논

의는 정치적 담론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다음은 배제성의 문제이다. 앞서 시티즌십의 역사적 전통에 대한 분석

을 통해 시티즌십이 배제적 평등이라는 역설적인 형태를 취해왔다는 것을

보았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통해서 시티

즌십의 보편적 확장을 이루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여성과 노동계급이 제

외되어 있었다. 이것은 글로벌 시티즌십이라는 상상적 개념에도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손쉽게 모든 인류가 세계시민이라고 상정하지만, 그것은 극단

적인 일반화에 오류이며 선진국 중심의 관점이기 쉽다. 즉, 경제수준, 정치

체제, 사회․문화적 환경, 교육수준이 천차만별인 세계의 환경 속에 있는

모든 인류를 세계시민이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예컨대 “자유

민주주의 정체가 아닌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은 세계시민

인가?”, “아프리카 극빈국에 살고 있는, 또는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세

계시민인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쉽게 나올

수 없다. 특히 앞서 보았듯이 세계시민이 생득적 관념이 아니라 후천적으

로 획득하게 되는 지위라고 본다면 이러한 성급한 일반화는 폭력이 될 수

도 있다. 이것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탈식민주의

(post-colonialism), 서구중심주의의 관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

적으로 세계시민이라는 개념은 제1세계 선진국 중심의 배제적 관념이 되기

쉽다.

위의 근거들을 토대로 볼 때 글로벌 시티즌십의 개념은 아직 시기상조

이며,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히터는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

시민권이란 것은 존재한 적이 없다고 선언하며(Heater, 2007: 426), 성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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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세계인 또는 코스모폴리탄, 즉 세계시민은 지구상에 한 번도 구현된

바는 없지만, 인류가 사유를 시작하던 당초부터 인류의 의식 속에 하나의

꿈으로 움터왔다고 주장한다(성염, 1999: 25). 세계시민주의는 여전히 우리

에게 풀리지 않는 꿈과 같다.

2. 세계시민주의와 관련된 현대적 쟁점

1) 서구중심주의와 탈식민주의 논쟁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는 역사에 비해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었

지만 최근에는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탈식민주의적 접근법이 부상하고 있

다. 국제정치학에서 서구 중심주의적 성격이 지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탈

식민주의적 관점이 많은 연구를 통해 지지되고 있다. 기존의 현실주의나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국제정치학적 관점이 모두 유럽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의도로 유럽에서 탄생한 이론들이다. 탈식민주의의

연구자들은 서구에서 탄생한 이론들이 강력한 서구의 이익에 따른 지구 남

반부의 경제적, 군사적 종속을 지속시키고 정당화하는 데 협조하는 성격을

지닌다고 본다. 특히 세계화로 인해 전지구적 규모로 벌어지는 광범위한

불평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신’식민주의는 과거의 직접 식민 지

배의 시기보다 강력하다고 본다(Baylis 외, 2012: 19, 21).

이러한 서구중심주의와 탈식민주의의 관점에서는 세계화에 대해 부정

적인 입장을 제시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세

계화의 실질적인 범위와 관련한 비판이고, 다른 한 가지는 세계화의 결과

에 대한 비판이다. 먼저 세계화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세계화의 영향이 매

우 불균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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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번 걸어보지 못하는 현실에서 세계 시민이 모두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과장이며 오류이다. 일반적인 세계화의 수준은

사실 선진국들의 기준에 따르고 있다. 선진국 이외의 세계에서는 그 정도

수준의 세계화는 존재하지 않는다(Baylis 외, 2012: 25).

다음은 세계화의 결과에 관한 비판이다. 세계화의 가면 속에는 서구화,

특히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성공을 주장한다. 근대화론의 주장과 같은 맥

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세계화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지는 정치·경제적

개방들은 빈곤국에 대한 더욱 효율적인 착취를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결국 세계 질서의 고착화를 강화시키게 된다(Baylis 외, 2012:

25-26).

월러스타인(Immanuel Wallerstein)은 식민주의가 기독교 선교의 필요

성 및 야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정당화되었던 반면, 탈식민주의와 서구보편

주의는 시민적 사명의 필요성과 더불어 인권 및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이다(Wallerstein, 2007 ; Widmaier 2010: 31 ; 허영식,

2012: 67, 재인용). 또한 라포포트(Rapoport)는 포용적인 세계 시티즌십, 무

역 전쟁과 인종 폭력이라는 파괴적인 시나리오, 서구와 구공산권 국가를

포함하는 거대한 정치적 블록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 그리고 배타적인 서구

의 지역 요새화의 진전과 같이 미래에 대한 네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고찰하면서, 마지막 시나리오가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주장한다. 이

는 곳 서구의 특권적인 시티즌십이 세계 곳곳의 가난한 지역의 희생을 대

가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이다(Rapoport, 1997: 113 ; Faulks, 2005:

179-180, 재인용).

종합한다면 ‘시티즌십의 보편인류적 확장’이라는 구호 자체는 서구 중

심적 사상이며, 제1세계에서 비롯된 일방적 관념이라는 것이다. 이는 세계

시민주의자들도 신중히 접근해야 할 부분이다. 예컨대 타문화의 ‘인권’문제

에 대해 접근할 때에 우리는 문화적 맥락과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

단을 한다. 하지만 ‘세계시민’이라는 개념은 너무나 쉽게 당위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추구해야 할 마땅한 목표로 여겨진다. 이는 ‘세계시민’이라는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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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발명품이 문명화(civilized)되지 않은 제3세계의 인민들에게 계몽을

위한 조건으로 강요될 수도 있다.32) 결론적으로 세계화를 서구화와 동일시

하는 암묵적 인식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김병환 · 장유진, 2012: 16). 또한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세계시민주의의 강요에 대해서는 비판적 자세가 필

요하다.

2) 애국주의 논쟁 및 신국가주의의 부활

1990년대 세계시민주의자들과 애국주의자들의 논쟁은 매우 유명하다.

당시 학자들은 세계시민주의와 애국주의가 양립가능한지에 대해 다양한 토

론이 있었다.

애국주의(patriotism)의 어원은 라틴어 patria로 아버지의 땅을 의미했

다. 로마인들에게 patria는 자신들이 주인인 공화국을 의미했다. 즉 로마인

들에게 애국주의는 자신의 공화국을 사랑하는 것이었다(손경원, 2013: 284).

반면에 세계시민주의는 apoliteia로써 나의 국가는 없고, 세계가 나의 국가

라는 관념을 기반으로 한다. 개별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지구적 차원의 의무

에 대해 서로 대립되거나 배타적인 관계로 파악되기도 한다. 즉, 한 개인이

글로벌 시민의 지위와 국가 시민의 지위를 동시에 지닐 수 없으며, 실제적

으로 시민은 국가 시민으로서만 존재한다는 입장과, 시민은 한 국가의 시

민일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가 연합된 연합 국가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글

로벌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다중적으로 지닐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는 글로벌 시민으로 수렴된다는 입장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다(정창

우, 2013: 499-500).

이에 대해 너스봄(Nussbaum)은 다중정체성을 가진 인간상을 제시하고

개인의 특수한 정체성은 물론 세계시민적 정체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시민

32) 울리히 벡(Ulrich Beck)은 그의 저서 『글로벌 위험사회』에서 세계주의적 계기에 대

해 ‘강요된 계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Beck, 2010: 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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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특수한 애정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인류공동

체의 일원에 대한 애정을 갖는다(손경원, 2013: 285).

애피아(Appiah) 역시 너스봄과 마찬가지로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가

양립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인류애에 기반한 너스봄과 달리 지역화 된 세

계시민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는 뿌리내린 세계시민주의(rooted

cosmopolitanism)를 주장하며,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를 조화시킨다(손경

원, 2013: 286).

변종헌 역시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가 양립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는 특정 국가의 국민으로서 요구되는 국가시민성에 매몰되거나 하나의

세계 정부에 기초한 세계시민성만을 강조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긴장

관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이 건강한 긴장관계

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변종헌, 2010: 55-56).

한편, 최근에 다시 떠오르는 신국가주의의 부활 역시 세계시민주의와

대립되는 측면이 있다. 최초로 국민국가가 형성되었던 유럽에서 유럽연합

이라는 일종의 초국민적 정치공동체가 형성된 것은 세계화가 국민국가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실례였다(최현, 2009: 321).

하지만 이러한 상징성을 지닌 유럽의 정치공동체가 최근 정책 노선에 있어

서 변화하고 있다.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유럽연합이 동력을 잃고

있다고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국민국가로의 회귀는 많은 나라에서 내향적 분위기를 조장한다. 유럽이

란 주제는 평가절하 되었고, 사람들은 이제 국민국가적 아젠다에 몰두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크쇼에서 할아버지들과 손자들이 새로운 ‘만

족감 애국주의’(Wohlfühlpatriotismus)에 감격한 나머지 서로 얼싸안고

있다. 온전한 민족적 뿌리의 확실성이 복지국가 탓에 유약해진 국민을

전 세계적 차원의 경쟁적 투쟁에 대비해 ‘미래생존능력’을 갖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사(修辭)는 사회다윈주의가 판치는 현

재의 세계정치상황과도 잘 맞는다(Habermas, 2011: 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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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가주의는 유럽의 다문화사회의 위기와 맞물려서 등장한다. 소수자

집단의 문화적 권리가 민주국가의 이념적 근간인 보편적 인권의 가치와 충

돌하면서 이에 대한 갈등과 대립이 다문화사회의 위기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신국가주의는 극우세력의 확장과 함께 민족주의의 부활에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반이민정서와 반유럽정서들이 확산되고 있다(최진우,

2012: 32-36). 이러한 신국가주의는 세계시민주의와는 대립되는 사상이다.

펠드블룸(Feldblum)은 탈국가적 경향과 병행하는 신국가적(neo-national)

경향을 적시하며, 이것은 별개의 추세가 아니라 대립하면서 통일되는 변증

법적 과정이라고 평가한다(Feldblum, 1998 ; 이철우, 2009: 359).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국가 간의 개방과 협력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

게 국가들 간의 경쟁과 자국민중심주의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현실은 세

계시민주의의 이상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다문화주의 및 지역주의와의 갈등

세계시민주의는 공통의 정체성(common identity) 내지는 공유된 정체

성(shared identity)을 추구한다(변종헌, 2011: 45). 하지만 다문화주의나 지

역주의는 세계적인 정체성과는 다소 상반된 목적성을 지향한다.

먼저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핵

심 가치이다. 따라서 소수집단의 시민성에 대해 그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

는 다양한 문화 정체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입장으로 접근한다(Faulks,

2005: 97-104). 킴리카는 다문화주의에 대해 제도적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

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지지가 선결된 조건 하에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

의 특수한 삶의 권리에 대한 제도적 보장으로 정의하고 있다(Kymlicka,

1995 ; 권경희, 2012: 86, 재인용).

오늘날 대부분 국가는 문화적으로 다양하다. 한 평가에 따르면 세계의

184개 독립국가들은 600개 이상의 살아있는 언어집단과 5,000개의 인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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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집단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시민들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동일

한 인종문화적 민족집단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 국가는 아주 드물다. 이

다양성은 일련의 중요하고 잠재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문제들을 제기한다.

소수자와 다수자 집단들은 언어권리, 지역적 자율성, 정치적 대표, 교육과

정, 토지소유권, 이민과 귀화정책, 심지어 국가(national anthem)와 공휴일

의 선정과 같은 민족적 상징과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점점 더 의견충돌을

보여 주고 있다(Kymlicka, 2010: 1-2).

뿐만 아니라 일부 개인 및 집단들은 젠더, 인종 등의 측면 때문에 시

티즌십의 혜택으로부터 배제당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영(Iris

Young)은 시티즌십이 특별한 정체성 즉 백인 남성의 측면에서 정의되고

이들에게 호의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킴리카(Will Kymlicka)

역시 문화적 소수자들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다문화적 시티즌십을 주장하였

다(Faulks, 2005: 97-104).

다문화주의의 접근 방식은 세계시민성 논의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나-지역-국가-세계’라는 삶의 다층적인 구도에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세계시민성 논의는 타당성을 갖지만 특정 국가 내에서 주류집단

과 소수 집단 간 빚어지는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마찰을 해결하는 문제를

다루기에는 세계시민성 논의가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이다(구정화 ․ 박선

웅, 2011: 5).

한편 최근에 서유럽 국가인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 다문화정책을

실시해 오다가 최근 각국 지도자들이 다문화주의가 실패하였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문화주의에 대한 실패와 더불어 유럽 극우정당들이 부상

하고 있다. 서유럽 극우주의 정당들의 약진은 다문화주의에 회의적인 입장

을 표현한다(권경희, 2012: 83). 결국 이러한 서구 사회의 다문화주의 정책

실패 선언은 국가 정체성을 다지는데 소홀했다는 반성을 담고 있다(손경

원, 2013: 219). 이는 곧 앞서 살펴본 신국가주의의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손경원은 한국 사회 역시 다문화주의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받아들였지만, 다문화주의를 무조건적으로 도덕적이며 진보적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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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는 일은 상당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손경원, 2013:

201-202). 이처럼 소수 문화의 정체성과 국가 시민의 정체성이 갈등을 일

으키고 있는 가운데 세계시민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더욱 동떨어진 논

의일 수밖에 없다.

지역화(regionalization)33) 역시 중요한 현상 중 하나이다. 현상적으로

보면 세계화의 진행과 지역화의 심화는 동반하여 나타나고 있다.34) 오늘날

세계 경제는 다자주의의 큰 틀 속에서 지역주의가 공존하는 묘한 이중구조

의 상황이다. 특히 21세기 들어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가

속화에 대한 일종의 반대급부로 지역별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지역주

의가 확산되는 추세다. 세계무역기구 출범 당시 지역주의 움직임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와 달리 출범 이후 지역주의는 오히려 더 활발해졌다.35) 유호

근은 이에 대한 원인에 대해 정치적 안전과 안보 협력, 이익의 다양성과

협상력 제고, 국내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분석한다(유호근, 2010: 86-96).

한편 거대한 경제적·정치적 지역화와는 달리 미시적인 지방화 현상도

존재한다. 이것은 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지방화는 세계

화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역과 지방이 정치 · 경제 · 사회의 새로운 주체

로 등장하는 현상을 말한다. 세계 체제 속에서 여러 분화 지역이 개성 있

게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풍속 등의 의미

를 재조명하게 된다(이우평, 2002: 249).

33) 지역화(regionalization)와 지역주의(reginalism)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 지역화는 국가를 넘

어 이동하는 인적 교류를 포괄하면서 지역주민이 함께 결부될 수 있는 사회와 시장 주도화 과정

에 속하는 것이며,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네트워크 형식을 가질 수 있다. 동남아시아가 실질적으

로 통합되어지는 사례에서 볼 수 있다. 반면 지역주의는 국가 대 국가의 목적 지향적인 의도적 협

력이다. 지역화와 비교하면 지역주이는 다양한 차원의 통합의 움직임이라기 보다는 특정 복적을 

염두에 두고 지역을 만든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Alice, 2009: 345-347 ; 유호근, 2010: 

86-87, 재인용).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역화와 지역주의화의 개념적 차이의 구분이 크게 유의

미하지 않기 때문에, 편의상 지역화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34) 지역화의 사례로는 EU의 출범, 북미지역의 NAFTA, 아시아지역에 ASEAN, 남미의 MERCOSUR 

등을 볼 수 있다(유호근, 2010: 102).

35) WTO 출범은 세계화의 주요 추진체의 수립과 함께 다자주의의 규범적 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주요 지역 간 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는 현상이 나

타났다. 지역협정은 통상적으로 소수 회원국 간에 상호특혜를 주기 때문에 이는 비차별 원칙

(non-discrimination)을 지향하는 WTO와 상충되는 맥락이다(유호근, 201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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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드는 세계화와 지역주의화에 대해 변증법적 입장 펼친다. 그는 세계

시민민주주의를 주장하지만, 그것이 세계화의 본질이나 미래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오히려 헬드는 세계화의 변증법적 과정을 주장하며,

세계화에 이은 지역적·지방적 자치에 대한 요구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Held, 2012: 573-574). 결론적으로 복잡한 다문화주의나 지역화 등의 복잡

한 세계 사회의 맥락 속에서 세계시민주의, 혹은 글로벌 시티즌십의 담론

이 유의미한 통찰과 적합한 실천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3.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비판적 평가

1) 이론적 엄밀성이 결여된 상상적 개념

세계시민주의의 핵심은 글로벌 시티즌십이 이론적 타당성을 갖는 개념

인지 여부에 달려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시티즌십

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볼 때 배제적이고 선별적인 개념이었다. 물론 근대

이후 자유와 평등을 위한 수많은 투쟁의 결과로 시티즌십이 인류 전체로

상당히 보편화되었지만, 오히려 엄밀하게 따져볼 때 시티즌십이 인권과 같

이 생득적으로 주어지는 개념이 아니며, 일정한 (정치적)조건을 거쳐서 획

득하는 지위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시티즌십의 개념적 한계는

글로벌 시티즌십의 맥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누가 세계시민인

가?’라는 질문에 대해 ‘누구나 세계시민이다’라는 대답은 무의미하다. 그것

은 곧 세계시민권이나 세계시민성에 대한 탐구들을 무용지물로 만들게 된

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세계시민’이라는 용어를 마치 ‘세계인’을 지칭

하듯이 쉽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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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티즌십이 본질적으로 시민적 지위와 권리와 책무, 그리고 시민

적 정체성이라는 속성들을 내포하고 있다면, 글로벌 시티즌십도 본질적인

속성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엄밀한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

지 않다. 특히 ‘글로벌 시티즌십(세계시민성)’에 대한 연구는 정치적 관점의

시티즌십과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인간 일반(human being)에

게 더 폭넓게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시민주의’는 사실상 ‘세계윤리

(global ethics)’로 대체되어도 큰 무리가 없다. 앤더슨은 국가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상상의 공동체’라는 개념을 주장하였다.

국가는 4가지 의미에서 상상에 기초하고 있다. 우선 인구가 가장 작은

국가의 구성원조차 다른 구성원의 반도 알지 못한다. 또한 가장 큰 국가

조차도 경계선을 가지고 있어 그 경계를 넘으면 다른 국가가 존재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주권은 조직화된 종교나 군주제

의 정통성을 침해하고 이를 대체하는데, 주권으로서의 국가 역시 상상에

기초한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친밀하고

대등한 동포애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공동체로서도 상상에

기반한다(Anderson, 1983: 15-16 ; Cohen & Kennedy, 2012: 189-190,

재인용).

국가에 대한 앤더슨의 주장은 세계시민주의 관념에도 적용될 수 있다.

세계시민주의는 상상적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동포애를 주장한다. 손경원

은 세계시민사회에 대해 포크(Richard Falk)가 주장한 ‘아래로부터의 세계

화’를 실천하는 세계시민사회 운동의 주체로 보면서, 상상된 인류공동체의

의식을 기반으로 한다고 본다(손경원, 2013: 277). 하지만 인류공동체의 의

식을 강조하는 것과 세계시민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앞서 보았듯

이 우리는 개념적으로 ‘세계시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모두 세

계시민일 수도 없고, 모두가 세계시민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확답할

수 없다. 세계시민권은 아직 가설에 불과하다. 세계적 문제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출현했으나, 세계는 아직 시민 공동체가 아니다(Montouss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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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51-353). 이러한 이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계시민에 대한 관념

은 우리에게 친숙한 개념으로, 마땅히 추구해야 할 가치로 주입되고 있다.

2) 현실적 필요에 따른 수사학적 구호

20세기를 거치며 급격하게 확산된 세계화는 인류에게 많은 전 지구적

문제들을 알게 해주었고, 때로는 그것을 직접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 지구적 문제들은 개인이나 한 사회, 국가적 차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공동의 협력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세계적으로 빈곤, 기아, 전쟁, 핵, 환경 등의 전

지구적 문제에 관한 초국가적 기구와 협력체제, 시민단체들이 등장하였다.

벡(Ulrich Beck)은 현대 사회를 글로벌 위험사회로 지칭하면서 글로벌 리

스크로 인한 세계주의적 계기36)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글로벌 리스크는 “흐르는 액체 같은 것”(Bauman)이다. 즉 생태학적 · 생

의학적 · 사회적 ·재정적 · 상징적 리스크처럼 종종 일시적인 리스크들

이 끝없이 변신하고 한데 모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바로 이것

이 글로벌 위험사회의 양의성과 예측 불가능성의 본질이다.

이는 ‘강요된 세계주의’를 뜻한다. 글로벌 리스크는 경계를 넘어 원래 서

로 전혀 관계 맺지 않을 법한 행위자들을 결속해 함께 활동하게 만든다.

(중략) 세계주의는 생긴 이래 내내 엘리트적이고 이상주의적이며 제국주

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이라는 흠을 안고 다녔다. 오늘날 그것은 아무도 예

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상이 되었다(Beck, 2010: 115).

36) 세계주의는 위계적 배제와 다르고(과거나 현재의 인종차별적 사고나 행위에서 발견되듯이), 차이

의 폐지를 주장하는 보편주의 또는 차이를 무시하고 하나로 통합하지만 동시에 국가적 대립에 따

라 차별하는 국가주의와도 다르다. 또한 세계주의는 다원적 단일문화주의로 (대개 국가적 차원에

서) 이해되고 실천되는 다문화주의와도 다르다. 세계주의는 타자들을 현실적으로 그리고/또는 원

칙으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형태들과 구분된다. (중략) 규범적 의미에서 세계주의는 

문화적 다름을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부로도 인정한다는 뜻이다(Beck, 2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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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은 전 지구적 문제들로 인해 세계주의가 강요되었다고 평가한다. 세

계시민주의에 대한 주장이나 글로벌 시티즌십에 대한 강조도 비슷한 맥락

으로 이루어진다. 전 지구적 문제가 도사리는 상황 속에서 온 인류가 동포

이며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큰 무리 없이 정당성을 얻고, 지지받

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추상적 슬로건에 불

과하다. 그 이유는 앞서 보았듯이 세계시민이라는 개념이 명확한 실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세계시민으로 살아가라’는 메시지는 우리에

게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윤리적 의식을 갖게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

면이 있다. 또한 교육적 측면으로도 효과적이다. 하지만 좀 더 개념적인 엄

밀함을 가지고 본다면, ‘세계시민으로 살아가라’는 메시지는 ‘세계인으로

(세계)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메시지로 정정되어야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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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글로벌 시대의 도덕 교육 방향 모색

1. 세계시민교육의 대안으로서 세계윤리교육

1) 정치적 이상에서 윤리적 이상으로의 전환

시티즌십의 정치적 이상은 역사가 진행될수록 보편적 지위를 얻어간

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시티즌십의 진보, 혹은 발전이라고 평

가한다. 시티즌십의 마지막 발전단계는 글로벌 시티즌십일 것이다.37)

소이살(Yasemin Soysal)은 탈국가적 시민권 또는 포스트내셔널 시티즌

십의 도래를 주장한 학자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 『시티즌십의 한계』에서

새롭고 더 보편적인 시티즌십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였다(이철우,

2009: 336).

내가 ‘포스트내셔널’이라 부르는 이 새로운 모델은 다른 논리와 실천을

반영한다. 종전에는 국민적 권리로 정의된 것들이 인간지위(personhood)

에 기초해 정당화되는 권익이 되고 있다. 이 모델의 규범적 틀과 정당성

은 세계적 층위의 조직화 원리로서 인권을 찬양하는 초국가적 담론과 구

조에서 도출된다(Soysal, 1994: 3 ; 이철우, 2009: 338, 재인용)

소이살은 시티즌십의 조직과 정당성의 원리는 국가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성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Soysal, 1994: 1 ;

Faulks, 2005: 157, 재인용). 또한 소이살, 제이콥슨(David Jacobson)과 같

은 학자들은 세계화의 맥락에서 시티즌십이 인권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즉 보편적인 권리의 보호가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열쇠

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포크(Keith Faulks)는 시티즌십이 정치적인 참여와

37) 시민성 이론가들은 세계 공동체적 관점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세계시민성으로의 시민성 개념을 

확대하고자 한다(손경원, 2013: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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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이행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권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Faulks, 2005: 150).

소이살은 포스트내셔널 시티즌십을 통해 시티즌십의 개념을 탈국가화

시키고, 보편적인 인간성과 인권의 맥락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이것은 시티

즌십을 보편화되기 위한 가장 최후의 노력일 수 있다. 하지만 시티즌십이

인권, 혹은 보편적 인간성(humanity)으로 확장 및 대체된다면, 그것을 계속

해서 시티즌십이라고 명명해야 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치적

영역이 아닌 윤리적 영역에 해당되는 보편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로벌

시티즌십의 정치적 이상은 세계윤리(global ethics)라는 윤리적 이상으로

바뀌어야 한다. 글로벌 시티즌십의 이상은 이론적 타당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현실적 상황 속에서도 실현되기 어렵다. 시티즌십이 글로벌

시티즌십의 위상으로 확장 및 발전하려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되어서 세계시민 민주주의를 실현하든지, 아니면 단일한 세계

정부가 수립되어서 전 인류가 동일한 시티즌십을 획득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오히려 세계시민주의는 다

문화주의, 신국가주의, 애국주의, 지역주의 등의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해있

다. 따라서 세계시민이라는 실체가 없는 이상을 좇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세계시민주의의 정치적 이상은 세계윤리의 윤리적 이상으로 전환되어

야 한다. 윤리적 이상은 추상적인 담화라는 한계로 인한 부정적 인식이 있

다. 하지만 그것이 인류애를 함양시키기 위한 덕목의 개발이라면 더욱이

세계윤리의 이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세계시민주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애피아는 자신의 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결국 나의 바람은, 세계를 ‘서양’과 ‘그 밖의 세계’로, 도시와 지방으로,

냉정한 이익 윤리와 뜨거운 정체성 윤리로, ‘우리’와 ‘그들’로, 이렇게 분

리해서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Appiah, 200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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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파악했듯이, 세계시민주의는 “인간성(humanity)에서 인간

(human)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함께 출발한다(Appiah,

2008: 237).

애피아의 주장을 곱씹어본다면 우리가 이방인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같은 시민이어서가 아니라, 같은 인간이어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 세계시민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개념에 대한 엄밀한 검증

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세계윤리는 범위와 대상이 세계시민주의보다 포괄

적이며 분명하다. 세계시민주의는 세계시민에 해당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부

터 불분명하다. 반면에 세계윤리는 윤리적 관점에서 인간(human)이라면

누구나 해당한다. 따라서 세계윤리의 범위는 전 세계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존의 이론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세계시민적 관념은 세계윤리(global

ethics)의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 세계윤리교육의 타당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세계시민주의는 세계윤리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이에 따라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윤리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세계시민주

의와 특히 현대에 대두되고 있는 글로벌 시티즌십은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서 교육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시민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

인 한계들로 인해 세계시민교육 역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세계시민교육과 세계윤리교육의 목표는 분명히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좋은 시민’과 ‘좋은 인간’에 대한 통찰을 준 웨스트하이어머와 카안

(Westheimer & Kahne)의 분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웨스트하이어머와

카안은 ‘좋은 시민’의 본질적 특성을 ‘개인적으로 책임 있는 시민’, ‘참여적

시민’, 그리고 ‘정의 지향적 시민’으로 구분한 바 있다. 정창우는 웨스트하

이어머와 카안이 말하는 ‘좋은 시민’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양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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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도덕성뿐만 아니라 사적 도덕성에서의 중요한 차원을 일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좋은 인간(혹은 도덕적 인간)’의 개념에 매우 근접하

다고 본다. 또한 ‘좋은 시민’과 ‘좋은 인간’ 간에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

지만, ‘좋은 시민’은 여전히 정치적인 맥락과의 관계 혹은 연결 속에서 의

미를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실상 배려, 헌신, 존중, 정직, 관용 등을

포함한 ‘좋은 인간’의 본질적 특성은 ‘좋은 시민’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고 본다(Westheimer & Kahne, 2004: 237-269 ; 정창우, 2008: 7, 재인용).

기존의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교육은 ‘좋은 시민’을 위한 목적으로 ‘시민

윤리교육’ 이나 ‘시민교육’의 분과에서 가르쳐왔다. 하지만 정창우의 평가와

같이 ‘좋은 시민’의 교육에는 ‘좋은 인간’에 대한 교육이 일부 중첩되고 있

다. 특히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적 측면을 살펴본다면, 시민적 덕목뿐만 아니

라 좋은 인간을 위한 윤리적 덕목들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배영주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세계시민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과 전략 등을 따져보면 그 정체성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혼란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선, 세계시민교육이 거

론될 때면 거의 언제나 문화 다양성과 사회정의, 인권과 민주주의, 비판

적 사고, 타인에 대한 존중, 배려, 관용, 협력과 분쟁해결,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과 참여, 인류애 등 수많은 윤리적 덕목들과 합리적 능력들이

교육내용으로 총망라되고 있어(Briks, 1997), 그 핵심이 무엇이고, 어디서

어떤 것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미

기존 교육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윤리적 덕목과 가치들이 왜 또 다시 세

계시민교육의 이름으로 동원되어야 하는지도 이해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설령 그러한 가치와 덕목들이 세계시민교육의 이름으로 전달된다 하더라

도 과연 그것이 일상의 삶에서 세계시민들의 실천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

도 확신하기 어렵다(배영주, 2013: 146).

물론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서로 연계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시민교육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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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적어도 ‘좋은 세계시민’이라는 목표가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론적 차원에서 개념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세계시

민’은 가능하지 않는다. 따라서 ‘좋은 세계시민’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은 성

립될 수 없다. 결국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윤리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세계윤리교육의 정의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

다. 세계윤리교육의 의미를 명료화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명칭의 분과교육

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세계윤리교육과 비슷한 명칭으로는 세계교육, 글

로벌교육, 세계시민성 교육, 글로벌 시민성 교육, 글로벌 윤리교육 등이 있

다. 메리필드(Merryfield)는 글로벌 교육을“세계의식을 지닌 시민이 되도록

아동과 청소년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Merryfield, 2008: 8 ;

정창우, 2013: 488, 재인용). 또한 정창우는 글로벌 윤리교육의 의미를 “윤

리학 및 정치철학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맥락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

한 윤리적 이슈와 사건을 도덕과 교수 · 학습에 적용하기 위한 도덕교육적

노력의 일환”으로 정의한다(정창우, 2013: 495). 위의 명칭들은 조금씩 지칭

하는 바가 다르다. 특히 ‘세계’를 ‘world’에 대한 대응어로 사용하거나,

‘global’에 대한 대응어를 ‘전 지구적’, 혹은 ‘지구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도 한다. ‘world’가 지칭하는 범주는 세계 속 인간, 즉 인류에 관련할 때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global’이라는 용어는 인간이외의 생물과 환경을 포함

해서 ‘전 지구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본 논의에서는 ‘세계시민

주의’의 맥락에서 정치적 인간과 윤리적 인간에 대해 다루었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범주보다 ‘세계’의 범주가 더 타당하다.38)

도덕과에서 교육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도덕적 인간’ 혹은 ‘좋은 인간’

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사회’에 대한 규범적 관점과 비전을 가져야 하고,

이러한 좋은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책임과 헌신, 정의 지향과 비판

적 참여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정창우, 2008: 11). 도덕과에서 추구해야 할

세계윤리교육의 관점도 같은 맥락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먼저, ‘좋은 세계

38) 세계 윤리와 전지구적 윤리에 대한 위와 같은 개념 구분을 제시한다면 세계윤리의 다음 차원으

로 전지구적 윤리는 나아가야 할 과정이다.

- 76 -

사회’에 대한 윤리적 관점과 비전이 정립되어야 하고, 그러한 ‘좋은 세계사

회’를 위한 ‘좋은 인간’의 덕목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계윤리교육의 방향성은 여전히 추상적인 논의에 머무르며,

실천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닐 수 있다. 또한 ‘좋은 세계사회’나 ‘좋은

세계인’의 윤리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다. 하

지만 이러한 한계들은 세계시민교육의 패러다임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던 문

제들이다. 그것은 사실상 ‘세계’라는 거대담론 안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윤리교육의 패러

다임은 세계시민교육의 패러다임보다 복잡한 현대 사회의 맥락에서 더 다

양한 고려와 적용하기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윤리적 가치

들을 제시하기에 설득력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윤리교육의 패러다임은

세계화의 현실 속에서 올바른 방향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2. 도덕교과에서 세계윤리교육 실현 방안

1) 기존의 세계윤리교육 검토

도덕교과에서 세계윤리 및 세계윤리교육과 관련한 이론적 연구는 많지

않다. 그것은 연구 성과물과 교육과정 상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김국

현은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지금까지 도덕 교육 관련 학회 및 단체들에서 나온 연구 결과들 중에서

세계윤리 및 세계윤리교육 관련 선행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세계윤리는 개념의 모호성, 세계윤리의 내용 요소에 대한

학문적 합의 결여, 민족주의와 국가공동체 지향의식이 강한 전통으로 인

한 세계윤리에 대한 연구 부족, 세계윤리에 대한 접근에서 윤리 교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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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성 부족으로 인한 정체성 확보 미흡, 보편윤리와 특수윤리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부족 등 다양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김국현, 2006: 68).

위와 같이 도덕교과 내에서 세계윤리 및 세계윤리교육은 아직 그 토양

이 취약하다. 그것은 교육과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2009 개정 교육

과정을 보면 세계윤리는 도덕교과 중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마지막 영

역인 평화 윤리 영역 안에 ‘지구촌의 윤리적 상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다루

어지고 있다. 교육과정 총론을 보면 본 주제에 대한 해설이 다음과 같이

진술되어 있다.

교통 · 통신의 발달에 따라 세계가 지구촌화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세계

시민의식을 가지고 지구촌 시대의 윤리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와 태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세계화로 인한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조사 · 분석하고, 지구촌의 정의 실현과 평화 정착 방안에 대하여 토론

한다(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 6]).

본 해설을 보면 세계윤리 대신 세계시민의식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도덕교과 내에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세계윤리교육에 대한 토대가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교

과서에서도 세계윤리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으며 세계시민에 대한 간략한

설명 정도가 들어있다. 전체적인 분량도 굉장히 적은 편이다. 이것은 고등

학교 학교급별 목표로 세계시민적 자질이 강조된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이

다. 김용환은 실제 학교교육 현장에서 교과서 편제상 뒷부분에 위치하여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거나 관심 여부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가르쳐지고 있

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 원인으로 세계윤리가 주로 지구 공동체 구성원들

에게 추상적인 윤리규범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 실천규범으로서 기능하

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김용환, 2006: 2-3).

이러한 점에서 세계윤리교육은 앞으로 더욱 연구와 관심이 필요한 영

역이다.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급변하는 환경에 따른 새로운 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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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기준에 대한 요구들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도덕교과에서 이에 부응

하여 세계윤리 영역에 대한 연구를 강조해야 할 것이다.

2) 세계윤리교육의 방향 제안

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물음에 대하여 탐구하는 학문이다. 세계화 시대에 윤리적 과제는

지구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행

동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피터 싱어(Peter Singer)는

단순한 이론적 탐구에 그치는 윤리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구체

적 윤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스 큉(Hans Küng)은 오늘날의 시대

적 요구가 보편적인 구속력을 지니는 세계윤리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주장

한다(김영선, 2009: 80).

정창우는 세계화, 다문화 시대에 다문화 윤리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 도덕교육의 본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도덕교육의 본질은 ‘모든 인간을 인간답게 대할 수 있는 능력과 품성’을

함양하는 데 있다. 즉, 모든 인간은 남에게 양도할 수 없고, 함부로 침해

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개인과 국가 모두 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사람들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인간은 언제나 권리의 주체이고 목적이어야 하며, 결코

단순한 수단이나 객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정창우, 2011: 42).

이는 도덕교육의 본질과 목적을 정확히 드러낸 진술이다. 도덕교육의

본질은 인간을 인간답게 대할 수 있는 품성을 기르는 것이다. 세계윤리교

육의 방향도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세계윤리란 결국 인간을 인

간답게 대하는 도덕성을 세계적 범위로 확장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세계윤리에 대한 개념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김국현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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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윤리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한다.

세계윤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엄청난 개념적 모호성이 존재한다. 최악의

경우에 그 개념은 무정형적이다. 세계윤리의 개념을 정의한 것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세계의 다양한 민족이나 국

가의 특수한 윤리들에서 공통적인 것을 보편적 도덕(universal morality)

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세계윤리로 정의하는 입장이 있다. 즉, 세계윤리를

다양한 사회로부터 절충되어 도출된 가치와 윤리적 행위의 확산으로 본

다. 둘째, 다양한 민족이나 국가의 특수한 윤리가 지향해야 하는 이상적

인 도덕 원리, 규범, 가치를 설정하고 세계윤리로 정의하는 입장이 있다

(김국현, 2006: 69).

세계윤리에 대한 두 입장이 보편적 도덕을 정의하기 위한 귀납적/연역

적 방법론의 차이를 보이지만, 보편적 도덕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에는 공

통적이다. 이는 세계시민교육이 세계시민적 자질을 함양시키는 것에 초점

을 맞추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세계윤리교육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윤리교육은 실천

적 자질을 도출하기 이전에 보편적인 도덕원리와 원칙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황경식은 보편적 도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합의가 아니라

중첩적 합의에 의한 최소윤리 혹은 엷은 윤리관(thin conception of

morality)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황경식, 2002: 214). 김용환도 마찬

가지로 큉을 근거로 최소한의 근본적 합의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김용환, 2006: 2). 보편적인 도덕원리에 대한 합의는 세계윤리교육

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실천적 덕목들은 보편적 원리를 토대

로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세계윤리교육은 모든 인간의 생존적 이해(vital interests)에 관심

을 가져야 한다. 황경식은 지구촌 정의가 지리적 위치, 국적, 시민 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이의 생존적 이해 관심을 옹호하기 위해 다양한 적극적 대

책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황경식, 2002: 216). 또한 김국현은 모든 인간이

- 80 -

동일한 욕구와 선택능력을 가지지만 각기 다른 취약성을 가진다는 점을 인

식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세계의 다양한 집단, 민족, 국가 간의 다름, 그 구

성원들의 다름, 다른 생명체와의 다름을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김국현, 2006: 72-73). 전 세계의 다양한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의 생존에 관심을 갖는 것은 세계윤리의 출발점이다.

세계윤리교육의 토대를 합의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편적 도덕의 정립과 인간의 생존적 이해

에 대한 관심은 세계윤리교육을 정립해 나가는 최소한의 합의가 가능한 원

칙이라고 보여진다. 이를 바탕으로 실천적 덕목에 대한 논의와 교육과정

및 내용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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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세계시민주의는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정하며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이상이다(손경원, 2013: 282). 고대의 디오게네스는 출신

을 묻는 질문에 ‘나는 세계시민이다’라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그 답변이 자

신의 윤리적 · 심리적 · 실천적 결단일 수는 있지만, 유아주의(唯我主義)를

넘어서 세계시민이라는 공증을 받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세계시민의 정체

성을 부여하고,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세계적 장치도 없기 때문이다.

최근의 급격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세계시민적 자질을 함양해야 한

다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세계시민처럼 사는 것과 세계

시민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전자는 본인의 결단으로 충분히 가능하

지만, 후자는 꽤 복잡한 정치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 세계시민주의는 글로벌 시티즌십, 세계시민성, 세계시민덕목, 세계시민

정신, 세계시민적 자질 등의 다양한 표현을 통해 무분별하게 주입되고 있

다. 일각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이 하나의 전문적 유행어(buzzword)에 불과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Byers, 2005 ; 배영주, 2013: 146, 재인용).

본 연구는 ‘나는 세계시민이다’라는 선언으로 대표되는 세계시민주의에

대해 ‘누가 세계시민인가?’, ‘어떻게 세계시민이 되는가?’, ‘왜 세계시민이

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비판적 검토를 진행하고자 하

였다. 그것은 곧 세계시민의 개념과 근거, 자격, 정당성, 그리고 교육적 함

의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차원에서 세계시민이 타

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천적 차원의 세계시민 역시 잘못된 관념이라고 주장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시민과 인간의 차이를 통해 세계시민과 세계

인의 개념을 구분하고자 하였고, 고대 그리스의 폴리테스와 로마의 치비스

를 통해 시티즌십의 역사적 맥락과 속성을 밝혀봄으로써 시티즌십

(citizenship)의 개념이 세계(global)라는 범주와 결합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았다. 시티즌십이 가지고 있는 후천적 지위로서의 속성과 배제적 성격은

세계화 시대의 글로벌 시티즌십(global citizenship)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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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곧 누구나 세계시민으로 타고나지 않는다는 것이며, 세계시민이 되

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권리, 의무를 포괄하는 자격이 있어

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세계 정세에는 글로벌 시티

즌십을 보장할만한 어떠한 장치도 없다. 뿐만 아니라 탈식민주의

(post-colonialism), 서구중심주의, 애국주의, 신국가주의(neo-nationalism),

다문화주의, 지역주의 등이 서로 충돌하는 복잡한 현실에서 세계시민주의

의 이상은 너무나 순진하기만 하다.

최근에 여러 국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주노동자나 불법체류자, 망

명자 등의 사람들도 ‘시민’이라는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하거나, 또는 ‘시

민’이라는 지위에서 배제되어 불평등한 조건에 처하게 된 경우이다. 이처럼

‘시민’은 후천적으로 획득하는 지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전 세계의 모두가 ‘세계시민’이라고 상상한다. 이는 세계시민이라는

개념이 엄밀한 이론을 통해 고찰되지 못하고, 단순히 희망찬 용어로 사용

되기 때문이다.

프랑스 대혁명 직후 1789년에 선포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인간(homme)과 시민(citoyen)을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인해 혁명을 이루고 ‘시민’의 권리를 쟁

취하였지만, 그것은 ‘인간’과 다른 범주의 것이었다. 앞서 논의했듯이 시민

혁명을 통해 얻은 자유도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평등한 자유가 아니였다.

인간(human)과 시민(citizen)의 구분은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노동자를 요청했더니 인간이 왔다”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온다고 한다(이철우, 2009: 344).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

는 대상은 시민이 아닌, 인간이다. 배제적 담론이 바탕을 이루는 ‘시민’은

계속해서 어떤 자격과 조건을 필요로 하게 된다. 하지만 ‘인간’은 어떠한

자격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민주의의 정치적 이상이 세계윤리라는 윤

리적 이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편적으로 합의된 도덕원리

를 바탕으로 모든 인간의 생존적 이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세계윤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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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점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덕목들을 마련해야

한다.

도덕교과에서도 세계윤리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세계

시민교육의 맹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대적

요청에 걸맞는 세계윤리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

민주의에 대한 이론적 비판 제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세계윤리교육에

대한 대안은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였다. 이점은 추후의 연구를 통해 발전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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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itical examination of cosmopolitanism and

a research on ways forward for ethic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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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oday we are living in an ever globalized world. Thus the phrase

“live as a global citizen” seems very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 or UNESCO als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and detailed plans with objectives

are being developed. In Korea’s education system, qualities of being a

global citizen is treated as one of the important goals of secondary

education. However, there is a lack of agreed definition for “global

citizen”, and the true nature of such term is also unclear. Furthermore,

the virtues of being a global citizen is nothing more than an everyday

ethical virtue and the only difference is the reason for choosing one

over the other. Thus the widely spread term ‘global citizen’ does not

possess anything more than an abstract phrase. Despite this theoretical

limitation, global citizenship and its education is widely implemented

without thorough verification. This research, therefore, will critically

examine cosmopolitanism based on the above issues by observing the

history of cosmopolitanism and the reviewing the validity of the term

global citizenship.

As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the Citizen which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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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ed in 1789 right after the French Revolution separates the

definition between the ‘man’ and the ‘citizen’, and the definition of the

‘resident in the world’ and the ‘global citizen’ also possesses different

meanings. By nature, global citizen contains attribution of political

citizen. Therefore the global citizenship, as a core of cosmopolitanism, is

within a context of globally expanding citizenship. This is why it is

very important to observe the history of the definition of citizenship

along with its analysis. Today, and even in the past, no one is born

with the citizenship status. We designate someone only when they have

acquired right the qualification within a certain political community. So

being a citizen is a status which needs to be acquired. Global citizen is

likewise. If one is to be called as a global citizen just because s/he

was born into this world, then this phrase is same with being a

human. Yet we easily imagine everyone on this earth to be a ‘global

citizen’. This reflects the lack of strict definition of global citizen.

This research argues that the globally expanded citizenship, the

global citizenship, is premature concept, because without the legal,

institutional status of the global citizen, emphasizing virtues of being

such citizen holds fundamental error. In order to secure global

citizenship, there should be a global government or organization to

guarantee such status, but so far, nothing of that sort has existed in

the world’s history, with a low possibility to exist in the future.

Moreover, debates around the global citizenship are mainly based on the

research from developed countries, and this often possesses a

post-colonialism view without consideration for various race, ethnicity,

culture and environment. Based on this argument, the definition of

global citizenship is somewhat imaginary concept which lacks its

theoretical support, and is more likely to be a slogan based on the

needs of developed country.

On the other hand, today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ubjects, also in the ethics class. Yet, the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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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ship education has theoretical limitations as argued above, and the

content of it is no more than ethical virtues for people living in this

world.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change from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 ‘global ethics education’. This means changing from global

citizen, as a political ideal, to the entire humanity, which is an ethical

ideal. Although this research focuses on raising issues regarding

cosmopolitanism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t also expects many

detailed plans and the basis to rise in the future for global ethical

education.

Keywords : Cosmopolitanism, Global citizenship, Citizenship, Global

ethic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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