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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이고 복합적이며 상호의존적인 세계에서 시민성의 의미는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시민성 교육은 전통적 애국심이나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전승을 강조했던 이른바 국가시민성의 관념

에서 벗어나 인류와 지구 전체의 보편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세계시민성의 관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따

라서 세계화 시대의 시민성은 개별 국가의 경계를 토대로 민족이나 국가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헌신만을

강조하는 좁은 범위에서 벗어나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성의 의미 확대는 하나의 주권을 지닌 세계정부

나 세계공동체의 시민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것은 현실감이 부족하고 추상적인 범주보다는 주권을

지닌 개별 국가들 사이의 공존과 상호협력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또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도덕

적 ·사회적 영역을 적극적으로 채울 수 있는 이른바 국가간 시민성(t r ansnat ional ci t i zenship)의 관념

되어야 한다.

주요어 :시민교육, 국가시민성, 민족주의, 세계시민성, 국가간 시민성.

I . 머리말

오늘날 우리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폭발적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세

계화를 화두로 하는 21세기는 정보통신 분야의 혁명적 발전을 기반으로 전 지구를 하나의 정보망

으로 연결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단위의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는 세계경제체제가 구축되고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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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스탠더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개별 국가들의 경쟁력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 인권, 전쟁, 빈곤 등과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들이 증가하면서

개별 국가들 사이의 상호의존과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세계화 과정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경쟁력의 확보와

함께 개별 국가의 편협한 이해관계를 넘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의식과 태도의 함양

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1세기를 지향하는 민주시민교육은 민주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주적인 시민의 육성과 함께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

정한 민주적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국가시민

성(state citizenship)이라고 한다면,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즉 세계시민성이나 세계시민의식

(world citizenship)은 국가시민성의 공간적 범주를 넘어서는 세계적 소양과 역량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세계적 소양이란 국제 사회에서 요구되는 의식, 태도 및 행동을 말하며, 세계적

역량이란 국제관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 및 전 지구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능력을 말한다.

하지만 이른바 국가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충분

한 논의가 생략된 채, 국가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의 조화를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도덕과의 성격을 국가·민족

성원으로서 그리고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파악하게 하여 한국인, 나아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과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1998 : 28). 이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 의식의 함양 그리고 세계시민으로서의 능력과 태

도의 육성을 올바른 시민의식 그리고 국가·민족의식과 함께 도덕과 목표가운데 하나로서 제시

하고 있다. 본 논문은 먼저 민주시민교육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의를 살펴보고, 국가시민성과 세계

시민성의 조화가능성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오늘날 민주시민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세계시민의

식 함양의 가능성과 그 방향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Ⅱ. 국가시민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국가시민성에 대한 문제제기

민주시민교육이란 한 사회의 구성원인 시민들이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여 그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실

천하게 하는 교육적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민주적·보편적 가치와 태

도 등 민주 사회의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민주시민성이나 민주시민의식(democr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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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ship)이다 (변종헌, 1999a).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시민은 그들 스스로의 삶의 조건과 질

을 향상시켜 가는 사회의 주역으로서 그러한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자질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현대 민주 사회가 시민들의 자율적 능력에 기초하고 있다면 사회의 구성원인 시민

들의 민주적 자질과 태도의 함양이 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차원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에 동참

하려는 의지와 자세 역시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중요한 자질이라고 하겠다. 민주시민교육은 바로

이러한 민주적이고 보편적인 자질과 태도가 교육적 노력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는 사실에서 출

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의 이와 같은 현실적 요청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국가시민성을 요구하는 것이 개인의 자율성 관념과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세계시민성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특정 정치공동체에 대한 시민으로서

의 애착과 헌신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논란의 중심이 되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니부어(Niebuhr)는 이른바 애국심의 윤리적 역설(ethical paradox of patriotism)

이라는 논의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시민성이나 시민의식을 요구하고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가장 전형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다;

어떠한 신랄하고 예리한 분석을 거부하는 애국심에는 윤리적 역설이 내재되어 있다. 애국심을 통해

개인적 이타주의가 국가적 이기주의로 변환되는 것이 바로 하나의 역설이다. 국가에 대한 박약한 충성

심이나 아니면 향토애 등과 같은 지역적 애착심과 비교해 볼 때, 애국심은 매우 차원 높은 형태의 이타

주의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애국심은 모든 이타적 충동을 실어 나르고 그것을 표출하는 원천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에 대한 열정이 국가에 대한 개인들의 비판적 태도를 차단하거나 완전히 말살해 버

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은 무조건적 헌신이 바로 국가 권력의 기반이며, 국가가 아무런 도덕적

제약도 받지 않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의 토대이기도 하다. 이렇게 개인들의 이타심은 국가의

이기심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Niebuhr, 1960 : 91).

니부어(1960 : 93- 112)는 구체적으로 애국심이나 국가시민성과 관련된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함으

로써 민주시민성에 내재된 철학적 토대를 비판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단지 전체 공동체의 일

부만이 국가의 활동으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요컨대, 구성원의 자격을

체계적으로 제한하고 그들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하는 차별화된 사회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사회에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바로 보편화가능성에 입각한 반론이다. 둘째는, 국가가 요구하는 대로 국가

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개인적 자율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자율성의 의도적 포기와

국가에 대한 복종이 어떻게 설명되고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가 바로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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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각한 반론이다. 셋째는, 국가에 충성하는 개인들은 국가나 국가의 정책과 여러 가지 제도 등

에 관해서 충분히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이다. 이 문제는 일종의 지

혜에 입각한 반론에 해당된다.

2.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에서의 국가시민성

우리는 지난 세기에 민주적 시민성의 의미와 그 규범적 의미함축에 관한 뜨거운 논쟁을 보아

왔으며, 그 논쟁의 주역은 이른바 자유주의 진영과 공동체주의 진영으로 대표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쟁을 통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각각 그들의 기본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냄으로

써 사실상 국가시민성의 철학적 토대를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민성의

관념은 서구 정치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이것은 시민성의 관념이 정의의 요

구와 공동체 구성원들의 요구를 서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Dauenhauer, 1996 : 1). 말하자면, 시민성은 개인의 타고난 권리의 존중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헌신이라는 두 가지 측면 모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시민성

관념은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 진영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보다 구체

적으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진영은 위에서 지적한 국가시민성에 관한 3가지 차원의 문제제기

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자유주의는 그 본질을 한마디로 엄밀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각 개인의

개별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모든 시민들이 그들 스스로 선택한 목표와 열망을 추구할 수 있는 동

등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정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자유주의 국가는

이와 같은 시민들의 선택에 관해서는 중립적이다. 국가의 과업은 시민들이 덕을 갖추도록 하거나

아니면 선한 생활에 관한 어떠한 특별한 혹은 본질적인 관념을 강요하지 않는 가운데 기본적인

개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Buchanan, 1989). 사실상, 롤스(Rawls, 1993)의 정치적 자유주의

는 어떻게 다양한 개인들이 조화를 이루며 안정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 제

시라고 할 수 있다. 롤스의 관점은 다양한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의를 담지하고 있는 개인들

사이의 조화를 문제삼고 있다는 점에서 최고선의 문제가 아닌 일종의 정치적 정의의 문제이다.

그는 사회를 안정시키고 모든 시민들이 각자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는

공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을 설정하고 존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공적·정치적 영역은 바

로 다양한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의들이 중첩될 수 있는 이른바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에 기초한 것이다.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의 관점에 따르면, 인간이 사회와 공동체에 헌신하는 이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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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하나는 그것이 우리의 창조물이며, 인간 실존에 가장 중요한 것, 즉 자유 자체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사회와 공동체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때

문이다. 따라서 사회나 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헌신은 절대적 자유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인간이 지닌 자율성의 관념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일련의 관계나 유대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부

인하지는 않는다. 다만 개인들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주어진 특별한 귀속관계나 사회적 역할

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고 또한 두어야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관점에

서 볼 때, 각 개인은 그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

다.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 또한 각 개인이 이와 같은 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능력의

행사에 필요한 자원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개인들의 권리를 강조

하고 그것을 보장해 주는 입헌국가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자유주의는 시민

성의 관념을 옹호하고 있다. 더욱이 자유주의는 자유로운 시민들이 특정 국가에 속하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볼 때, 특정 국가의 시민성은 모든 국가에 마땅한 시민성이라고 봄으로써 국가시민성

은 물론 세계시민성의 철학적 토대 또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Dauenhauer, 1996 : 26).

공동체주의 역시 자유주의와는 다른 시각에서 국가시민성에 관한 철학적 토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인간 실존의 공동체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공동체에의 참여를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한다. 인간은 그가 속한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언어적, 직업적 공동체를 통해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 더욱이 공동체주의자들은 개별적 선(individual goods)이나 수렴

적 선(convergent goods)과 구분되는 공공선(common goods)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사회나

공동체에의 참여를 인간의 본질적 측면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렴적 선은 집단적으로 성취되지만,

그것을 향유하는 것은 개인이다. 예컨대, 경찰이나 군대 등에서 추구하는 선이 바로 그것이다. 그

러나 공공선은 타인과 공유함으로써만 향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정이 다르다. 우정이 가장 전

형적인 경우이다. 따라서 개인에게로 환원될 수 없는 공공선이 존재한다면, 공공선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공동체주의의 관점에서 인간의 삶은

대화의 삶에 비유할 수 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만 인간이 된다. 인간의 삶은 그와

삶을 공유하고 있는 타자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묘사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테일러(T aylor ,

1989a : 36)의 말처럼, 나는 다른 대화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내가 된다. 나는 대화의 망 속에서

만 존재한다.

공동체주의의 핵심에는 일련의 가치에 기초한 역사적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자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가치는 보편적인 것이기보다는 각각의 공동체에 특수한 것이며, 또한 인종과

혈연적 유대에 기초한 자유롭지 못한 사회에 대한 충성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공동체주의에는 참여적 자치로 이해될 수 있는 자유가 그 중심에 놓여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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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T aylor , 1989b : 166). 이렇게 본다면, 시민으로서의 자격과 품위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

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공동체주의에서 말하는 충성심은 바로 이와

같은 자치를 실천하고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이 때 충성심은 우정 혹은 가족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타적 헌신 사이에 위치한다. 자치에 대한 완전한 참여는 지배적 합의를 형성하는

데 관계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지배하고 또한 교대로 지배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어느 순

간에는 지배자들이 항상 그들이 아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성심이 항상

자치에의 참여와 대립되거나 상반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주의에 있어 공공선의 보전을 위한 정치적 실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이러한 실천에 참여할 수 있는 유능하고 책임감을 지닌 시민을 길러낼 수 있

고 또한 길러내야 한다는 요구가 대두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공공선을 보존하고 향

유할 수 있는 시민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과 헌신 이상의 자질과 태도를 구

비하게 된다는 점이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정치과정의

객체적 지위에서 벗어나 정치 과정에 대한 주체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즉,

민주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종래의 납세자에서 주주로, 단골에서 합리적인 소비자로, 그

리고 단순한 투표자에서 진정한 참여자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Gyford, 1991 : 181).

따라서 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헌신이 민주시민으로서의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와 행동을 마

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Ⅲ. 세계시민성에 대한 문제제기

1. 민족국가의 위상

시민성을 개인과 국가사이의 정치적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볼 때, 시민성 개념은 민족국가

그리고 민족주의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인종, 종교, 이데올로기, 영토 등에 기초하고 있는

민족주의는 하나의 결속력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그것은 사람들에게 집단적 정체감과 개인적 소

속의식을 제공하고 있다. 민족주의는 개인들의 정체성의 근원을 하나의 주권을 담지하고 있는 사

람들(집단) 속에서 찾고 있다. 여기서 민족은 개인들이 충성을 바치는 주된 대상이고 집단적 결속

의 기반이 된다 (Greenfeld, 1992). 이것은 세계시민성 내지는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이 결코 쉬운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니부어에 의하면, 개인의 이타심은 국가의 이기심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개인들의 사회적 동정

심이 확산된다고 해서 인류의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들의 이타적 열정을 민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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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나 심한 경우 국수주의로 바꾸기는 쉬워도 인류 전체를 향한 열정으로 승화시키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인류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국

가보다 규모가 작은 공동체인 종교, 문화, 인종, 경제단체들도 시민의 충성심을 확보하는 데 있어

서 국가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다. 중세의 교회는 보편성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국가와 경쟁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상황이 다르다. 현재로서는 국가가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최고의 권위를 누리

고 있다.

국가는 다른 공동체들이 결여하고 있는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하고

생생한 상징들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 속에 국가의 요구사항을 각인시킬 수 있다. 여기서 상징

(symbol)의 의미는 매우 크다. 국가는 국가적 의식과 행사를 통해, 군사력의 과시를 통해 권위와

위엄의 상징들을 드러내며, 이러한 상징들은 시민들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애국심이라는 시

민들의 감정을 통해 무한한 힘을 얻게 된 국가는 국가의 전망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전권을 위임받게 되는 것이다 (Niebuhr, 1960 : 92). 따라서 오늘날 시민들

의 일차적 충성의 대상은 세계공동체도 아니고 국가보다 작은 규모의 공동체도 아닌 국가라는

점이다.

관념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이른바 세계시민성에 반대하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이유는 또 있다.

아렌트(Arendt , 1968 : 81)는 국가의 역사 그리고 그것과 연계된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제도들이 절

대적이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녀는 전체 인류와 공존

할 수 있는 하나의 시민성을 지닌 전 지구적인 국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세계정부가 개별 국

가의 이름하에 자행된 그 어떠한 잔혹 행위 보다도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동질화를 조

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특정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세계의 시민이 될 수는 없다. 어떠한 형태의 세계정부를 상정하든 관계없이, 전 지

구를 지배하며 다른 주권에 의해서 견제되거나 통제받지 않는 모든 폭력적 수단을 독점하는 하나

의 세계주권이라는 관념은 무시무시한 전제정치의 악몽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한 모든 정치

생활의 종말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아렌트(1968 : 82)에 의하면, 정치적 관념들은 다수의 인격체들과 그들 사이의 상호제약을 전제

로 하고 있다. 말하자면, 시민들은 언제나 특정 국가의 동료 시민들 사이에서만 시민이다. 마찬가

지로 하나의 국가는 언제나 많은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의 국가일 때 의미가 있다. 따라서

시민의 권리와 책임은 동료 시민들과 그가 속한 국가의 영토적 경계,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

되고 제약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주권을 지닌 소위 세계정부의 창설은 세계시민성을 위한

필수조건이기는커녕 모든 시민의식의 종말이 될 것이다. 그것은 세계정치의 정점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세계정치의 종식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날 아니면 머지 않은 장래에 하나의 세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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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케네디(Kennedy, 1993 : 336)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는 여전히 구성원들이 충성심을 표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남아있

다. 국가만이 정책을 공식화할 수 있는 체계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명령과 지휘계통을 지니고

있다. 오직 국가들만이 생태학적·군사적 문제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위치에 있

다. 눈앞에 산적한 대규모의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국가 이상

으로 갖춘 다른 제도나 조직은 없다. 더욱이 시민들이 공동체의 이익과 고통분담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요구할 때, 정의의 이름으로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여전히 국

가밖에는 없다 (Buchanan, 1995). 따라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개인들이 그들과 그들의 동료들

이 살아가야 하는 조건과 환경을 결정짓는데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의식

을 함양하고 이를 실천하는데에서, 즉 국가시민성을 발휘하고 행사할 때 가능할 것이다.

아롱(Aron, 1974)은 다국적 시민성(multinational citizenship)의 가능성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 이유는 설령 유럽공동체(EC)가 등장한다 해도 시민성 관념이 국민국가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롱은 정치적 권리와 사회경제적 권리를 구분하였

다. 주지하듯이, 정치적 권리가 국가적 영역에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사회경제적 권리는

다국적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유럽공동체의 각 정부들이 유럽공동체 내에서 살고 있는 개인들

의 국적에 관계없이 그들의 시민적 권리를 존중해 준다면 사실상 경제적 다국적화는 하나의 연방

국가가 탄생하기 휠씬 이전에도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권리는 차원이 다르다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투표권이나 언론의 자유 등과 같은 정치적 권리들은 개별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경제의 일부 기능적 통합이 점진적으로 정치통합과 연방국가의 출현을 가져온 것은 아니

다. 그렇다면 경제적 통합이 정치적 통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아롱은 다

음과 같은 2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정치적 통합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는 계급이나 압력단체 등이 없다는 점이다. 정치적 통합과정에서, 예컨대 다국적 노조의 역할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국가들 사이의 상이한 보수체계와 노동조건 그리고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는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 등으로 인해 다국적 노동조합의 결성을 통한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요컨대, 하나의 유럽연방을 지지할 수 있는 강력한

압력집단의 부재가 정치적 통합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둘째는 과거 유럽인들을 자

극했던 유럽의 이상(European idea)에 대한 열정이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개별 국가들의 오랜 민

족주의가 하나의 유럽이념으로 전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에 과거 민족국가 내에 잠재되어

있던 인종 집단의 정체성이나 새로운 형태의 이데올로기로 그와 같은 유럽적 열정이 번져나가고

있다. 유럽공동체가 그 이상적인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들의 정책을 통합함으로써

연방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현실적 여건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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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롱(1974 : 50)에 따르면, 국경을 초월한 하나의 경제공동체에 속해 있는 경제시민(economy

citizen)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는 반면에 국가시민(state citizen)은 언제나 그의

조국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시민은 국가의 보호와 후원 하에서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시민과 국가사이에는 권리와 의무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유럽시

민이라는 관념은 적어도 아롱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비록 유럽공동체(EC)가 소

속 국가의 모든 시민들에게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했지만, 유

럽시민(European citizens)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적어도 유럽이 하나의 연방국가로 발전

하지 않는 한, 단지 프랑스 시민, 독일 시민, 이태리 시민 등이 있을 뿐이다. 아롱의 관점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유럽이 하나의 연방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상태였다.

헤겔(Hegel)의 통찰에서 보듯이,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과 시민이 되는 것은 구별될 필

요가 있다. 전자는 사적 인간(private person)인 반면에, 후자는 참여자(participant)라고 할 수 있

다. 경제적 주체와 시민사이의 이와 같은 차이는 유로화(貨)의 도입을 통한 경제통합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유럽연합(EU)의 정치통합이 왜 더디 진행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중요한 실마

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공동체의 등장이 사람들의 시민의식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아롱의 주장은 이런 점에서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이 공통된 운명을 느끼는 않는

한 결코 한 국가의 시민이 될 수는 없다. 시민권과 시민의식은 민족국가에서만 추구될 수 있을

뿐이다.

2. 민족주의의 영향력

세계화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는 오히려 새로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인 세

계화가 민족주의와 전혀 모순되지 않으며, 민족주의의 영향력을 침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

력을 얻고 있다 (Greenfeld, 1993). 유럽공동체(EC)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은 확실한 대안

이 없는 한 민족주의를 통해서 부여받는 품위와 위엄을 박탈당하는 데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

다. 유럽연합(EU)이 경제영역에 국한되었을 때에는 유럽의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았

다. 그러나 1991년 마스트리트 조약(Treaty of Maastricht)을 통해 유럽의 통합과정이 경제영역을

넘어 사실상 모든 정책분야로 확대되면서 많은 유럽 국가들은 이것이 민족의 주권을 침해하고 가

입국들의 권위를 손상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게 되었다. 그 결과 경제적인

상호 의존관계에도 불구하고 서유럽인들 상당수가 유럽통합에 거부감을 표명하였다. 유럽의 개별

국가들에게 있어서 유럽통합은 민족적 갈등과 오래된 반감을 해소하기는커녕 그것들을 다시 불

러들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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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노위츠(Janowitz, 1983)는 충성심, 민족주의, 시민성과 같은 관념들이 서로 조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한 바 있다. 공통적으로 이들 관념은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구성원들이 표하는

국가와 정치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의무를 나타낸다. 여기서 그가 보는 시민성은 시민적 권리와

의무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자노위츠는 민주주의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부과

되는 의무를 특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즉, 정치체계를 효율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들

의 기여와 희생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그들의 의무를 기꺼이 행하도록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시민성이 충성심이나 민족주의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된 것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민족주의와 충성심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게

하는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는 충성심을 영토와 사회에 대한 근원적인 애착(절

실하고 근원적인 소속의식, 종교적 혹은 인종적 일체감과 유사한 감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것

은 역사적으로 근대 민족사회의 에토스와 연계되어 왔다. 하지만, 그는 민족주의와 충성심이 진부

한 관념이 되었다고 보고 이른바 시민적 양식(civic consciousness)이라는 개념을 대신해서 제시

하고 있다 (Janowitz, 1983 : 8). 그것은 한 인격체가 민족국가에 대해서 가지는 적극적이고 의미있

는 애착에 해당되며, 개인적 헌신뿐만 아니라 이성적 요소 및 자기비판과도 관련된 관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노위츠는 일종의 세계연합과 세계시민성의 관념이 민족주의나 충성심을 대

체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또한 민족이나 국가시민성이 해체될 것이라고도 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민족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세계정부와 세계국가의 등장 가능성에서 찾는 대신에

민족국가 내부로 눈을 돌리고 있다. 예컨대, 1960- 70년대 미국 사회에서 분출된 인종적 민족주의

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소공동체주의(communalism)나 아니면 특정 집단이 멕시칸 아메리칸

(Mexican- Americans) 이나 블랙 아메리칸(Black- Americans) 등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시

민적 의무의 기반을 잠식할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더욱이 좌파, 우파 혹은 자

유주의 등과 같은 경제 이데올로기 역시 민주적인 정치체제의 엘리트나 대중들에게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들을 위한 정당성을 제공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따라서 민주 사회에서

의 집단적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의식이 다른 그 무엇으로 대체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현실 세계의 어디서도 민족국가와 민족주의가 쇠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지난 세

기에 세계는 다민족 국가가 민족국가들로 해체되는 과정을 분명히 지켜 볼 수 있었다. 구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공백을 메운 것 역시 민족주의였다. 아랍세계의 경우, 아랍국가들은 그

들이 하나의 집단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공연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Kramer, 1993). 유럽과 다른 대륙에서도 민족국가들이 사라지기보다는 다양화되고 있고 발전하

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 민족의 시민성과 정체가 어떻게 규정되고 보존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새롭게 창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 각국이 세계

화, 정보화, 경제성장 등과 같은 가시적인 목표 뿐만 아니라 시민성이나 시민교육과 같은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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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폭발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급속한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족국가와 민족주의가 지닌 매력과 영향력의 원천을

강조하고 있는 일련의 주장들은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된 세계정부의 이미지를 지

니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시민성의 관념을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듯이, 하나의 주권을 지닌 세계정부의 구상은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는 것

이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의 세계정부의 출현과 그에 따른 보편적인 세계시민성의 관념이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개별 국가 범주에만 머무는 국가시민성의 요구를 정당화시키거

나 강화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개별 민족국가의 주권을 위협하거나 침해하지 않는 가

운데 그리고 민족주의가 지닌 배타성을 희석시키는 가운데 민주적 정치공동체의 안정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세계시민성의 내용을 모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종헌, 1999b). 따라서 세계시민성의 가능성을 축소시키면서 국가시민성의 현실적 타당성을 강

조하기보다는 개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가운데 세계시민성이 자리할 수 있는 새로운 영

역과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국가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의 조화

1. 사회변화와 민족주의

1848년 민족주의가 정점에 달한 시점에 역설적으로 마르크스(K. Marx)는 경제, 정치적 세계화

과정이 민족주의의 쇠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자본주의의 확대에 따른 경제의 세

계화가 불가피하게 민족주의의 퇴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처럼 민족주의의 붕괴를 예

견하는 시각은 여전히 유효하다. 브레진스키(Brzezinski, 1970)는 후기산업사회에서 민족주의는

더 이상 사회 변동의 추진력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산업사회의 아이디어는 더 이상 호소력

이 없으며, 그 결과 민족주의 대신에 전 지구적 의식을 강조하는 시민성의 관념이 등장할 것이라

고 예견하였다. 홉스봄(Hobsbawm, 1990)은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의 역사가 민족과 민족국가의

테두리로는 담아낼 수 없는 하나의 세계사로 기술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통상적으로 받아들여

졌던 민족이나 민족국가와 같은 단위는 지구라는 새로운 초민족적·초국가적 개념에 의해서 대

체될 것이다. 거기서 민족과 민족주의는 부차적이고 사소한 역할만을 하게 될 것이다. 리프킨

(Rifkin, 1995)에 따르면, 물질, 에너지, 노동에 기초한 경제로부터 정보통신에 기초한 경제로의 변

화가 시장을 좌우하는 결정적 동인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민족국가의 위상이 더욱 약화

될 것이다. 그는 정보와 통신을 장악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사람과 공간에 대해서 막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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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거의 정치적 제도와 흡사한(quasi- political) 것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

서 민족국가를 지탱하고 있던 군사력은 이제 하이테크에 기초한 전 지구적인 세계경제에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국경을 지키는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어쩌면 무의미한 시대가 되고 있는 것

이다.

더 나아가 일부의 학자들은 민족주의나 민족국가에 기초한 시민성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롭고

보다 보편적인 시민성과 시민의식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민족

적 소속의식보다는 보편적 인류애에 기초해서 형성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 것들이다 (Soysal,

1994). 예컨대, UN인권헌장을 통한 인권의 제도화 등은 이와 같은 시민성 개념의 세계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시민성 개념은 특수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한정된 사람들만을 규정해

왔고, 민족성이나 국적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해 왔다. 따라서 민족성이나 국적의 제한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민성 개념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역사적·문화적 차이에 관계없이, 권위

구조와 공공생활에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Derrida, 1986).

사실상 시민성 관념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된 이와 같은 변화는

단순한 이론적 논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유럽공동체(EC)가 제도적으로 발전

되어 가는 과정에서 제기된 시민의 위상에 관한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왜냐하면 소수

민족의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단기 체류자나 이주 노동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원주민 공동체의 구성원들, 조

국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난민들의 국적과 관련된 쟁점들은 시민성과 관련해서 인권의 의미를 부

각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터너(Turner , 1993)는 인권이 시민권을

대체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정치가 점점 더 세계화됨에 따라 정치

과정을 규범적으로 규제하는 데 있어서 인권이 차지하는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민족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의 시민성 혹은 시민의식과 양립할 수 있는가? 홉스봄

(1990)에 따르면, 19세기 민족주의 운동의 전형적인 특징은 그것이 통일과 해방의 기치를 내걸었

다는 데 있다. 반면에 20세기 말의 민족주의 운동은 인종, 언어 혹은 종교적 독특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대적인 양식의 정치조직을 거부하는 등 분리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그 본질적 특징이

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민족주의에서는 더 이상 진보나 발전의 동인을 찾아볼 수 없고, 민주주의와

도 잘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민족주의를

구분하면서 민족주의가 민주주의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린펠드(Greenfeld, 1992)는 다양한 민족주의의 유형을 개인적-자유주의적(individualistic-

libertarian) 민족주의 대 집단적-권위주의적(collective- authoritarian) 민족주의, 시민적(civic) 민

족주의 대 인종적(ethnic) 민족주의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것들은 각기 다른 가치에 기초

해 있으며, 그에 따라 각기 상이한 형태의 사회적 행위, 문화, 정체성과 정치제도를 낳고 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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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유주의적 형태의 민족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교의와 중복된다. 집단적-권위주의적 민

족주의는 집단의 독특성과 정체성에 주목하고 있다. 시민적 민족주의에서 시민적이라는 것은 민

족의식이나 민족성이 개방적이고 자발적이며 또한 획득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인종적 민족주의에서 말하는 인종적이라는 것은 민족의식이나 민족성이 개인의 의지와는 관계없

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특징이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어떠한 형태의 민족주

의는 다른 것들과는 달리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양립가능성이 국가와 사적영역 중간에 위

치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위상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이다. 시민사회는 자발적이고, 자생적

이며, 국가로부터 자율적이다. 그러면서 법적 질서나 일련의 공유된 규칙들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조직화된 사회생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시민사회는 이해관심과 열정,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고, 국가에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그리고 국가에

공식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 공적영역에서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Diamond, 1994). 이처럼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시민들 가운데서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정당

화함으로써 시민사회는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공고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2. 국가간 시민성으로의 전환

1789년 프랑스 혁명이 프랑스의 모든 시민들에게 시민권을 허용하고 보장해 준 것은 아니다.

시민들의 권리가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아직도 그와 같은 과정

이 진행중인 지역도 있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사실은 보편적 시민권을 부여하는 과정이 민족

국가로 발돋움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2가지 사

실을 의미하고 있다 : 첫째, 시민성과 국가 구성원의 자격이 하나의 같은 의미로 귀결되었다는 점

이다. 따라서 오직 국가의 구성원들만이 시민권을 향유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18세기에 시

민권이 국가적이면서 또한 동시에 보편적인 성질을 지니게 되면서 이른바 국민교육이 이루어졌

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때부터 의무교육이나 학교의 공민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근대적 의미의 시민권 개념은 민족국가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로 다른 입헌적 전통, 정당체계, 정치문화, 정치사, 그리고 상이한 언어를

지닌 20여 개의 개별 민족국가들로 구성될 하나의 유럽연합(EU)을 구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이 아니다. 따라서 유럽의 민족국가들이 그들의 주권을 점점 더 상실하지 않는 가운데 경제통합

을 넘어선 유럽통합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 과정에서

개별 국가들의 주권의 포기와 상실이 초국가적 정책(supranational policy)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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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이것을 막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개별 국가들의 다양성 추구와 동시에

그들 사이의 수평적 통합을 지향하는 국가간 영역(transnational arena)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

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간 민주주의(transnational democracy)와 시민성의 관념을 심사숙

고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의 세계국가 관념에서 파생될 수 있는 파국으로부터 벗어나는 실천

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하나의 유럽연방 혹은 하나의 세계국가(a global state)와 같은 단일체제에 의해서 민족국가를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주권을 지닌 세계국가와 그에

따른 세계시민성의 관념보다는 주권을 지닌 개별 국가들의 공존과 협력에 기초한 국가간 시민성

내지 국가간 시민의식(transnational citizenship)의 관념이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1) 이와 같은 관점에서, 터너(1997)는 시민성 개념이 사회적 관계의 지구화와 사회

체계들의 점증하는 사회적 차별화 양자 모두를 포용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제시한 국가간 민주주의와 국가간 시민성의 아이디어는 우리가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현

재와 같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더 발전하게 될 민족국가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며, 모든 수준의 초

국가적 정치에 시민들의 참여와 의사결정권이 보장되는 민주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2가지 가정에

기초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유럽연합의 경제적·정치적 통합 실험은

국가간 민주주의와 국가간 시민성에 기초한 세계시민성의 새로운 방향 정립에 매우 중요한 시금

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간 민주주의와 국가간 시민성의 관념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별

국가의 시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NGO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

을 모색해야 한다. 오늘날 수많은 NGO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인류의 복지, 환경보전 그리고

핵전쟁으로부터의 보호가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만 증진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 결과이다.

이를 토대로 시민들은 점점 더 그들의 삶에 물질적이고 도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 지구적

인 결정이 내려질 때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원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제단체나 NGO등에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이 아직은 충분치 않지만, 오늘날 다양한 시민 그룹들

이 조직되어 종종 국제적 쟁점과 관련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와 같

1) 국가간 시민성의 관념은 체계철학자인 라즐로(E. Laszlo)가 제시한 총체제(holarchy)의 개념에 의존

한 바 크다(변종헌, 1999b : 117). 총체제는 다양한 부분과 구성요소들이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는데 참

여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21세기 사회는 개별 국가들 사이의

상호의존과 공동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것과 동시에 개별 국가 나름의 독자적인 위상 확보를 요

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이 지닌 각각의 의의를 인정하고 이들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들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침해하지 않는 가운데 개별 국가들 사이의 수

평적 통합을 지향하는 체제에 어울리는 시민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가간 시민성의 관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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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변화의 움직임은 국가간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공간의 창출과 국가간 시민성의 방향 정립에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

18세기의 시민들은 국가의 시민이자 세계시민이 되도록 교육받았다. 그러나 당시에는 세계시민

성이 추상적인 이상으로만 남아있었고, 실제의 학교교육은 오히려 민족주의와 국수주의를 조장하

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미래의 진정한 세계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간 시민성의

이상을 지향하는 민주시민교육으로 그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Ichilov, 1998). 이제 민주시민성이나 민주시민의식은 국지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정치적 영역에

만 배타적으로 관련된 좁은 의미보다는 보다 광범위하게 즉, 폭넓은 사회적 관심사에 관련된 그

리고 전 지구적인 영역에 관련된 것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에게 목적의식과 연대감을 심어주며 오늘날처럼 파편화 되어가고 있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기에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 사회의 시민들은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판단을 내리고, 동의 뿐만

아니라 불만을 표출하며, 혁신적인 사고는 물론 때로는 권위당국자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시민으

로서의 용기(civic courage)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Turner , 1997 ; Etzioni, 1970). 또한 시민

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더욱

이 시민성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Dahrendorf, 1996 : 33). 인간의 존엄성, 평등,

정의, 연대의식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권리들은 사회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얻어질 수 있는 부산

물이 아니라, 정치적 권리나 시민적 자유처럼 민주적 시민성에 있어서 매우 본질적인 것들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사적인 영역으로만 움추러드는

경향이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과 국가적 공공영역 및 국제적 공

공영역에 대한 관심의 결여가 신뢰감, 효율성 그리고 이웃의식의 상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범죄와 폭력의 급증, 인종주의의 만연, 가정의 파괴, 사회적 불평등, 환경

파괴, 인권의 침해 등은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민주시민교육이 국가간 시민성을 강조하는 세계시민교육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와 전 지구적 차원 모두에서 공공영역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것을 재건하는 데

힘써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양심적이고 효율적이며, 관심을 쏟고 배려할 줄 아는 그리고 적극적이고 행동

적인 시민들을 길러내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젊은 세대들은 공공영역이 물리적 공간 뿐만 아

니라 사회적 공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것은 또한 상호간의 복지를 증진시켜

줄 수 있는 행동 공간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 (Boulding, 1988). 이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

육은 전 지구적 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공공영역의 범위를 국가간 영역으로까지 확장시켜 주어

야 한다. 즉, 국가간 영역이나 공간(transnational arena)이 우리의 도덕적·물질적 복지에 즉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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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Ichilov, 1998 : 272).

왜냐하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표들은 전 지구적 차원

의 인식과 협력이 없이는 성취될 수 없기 때문이다.

Ⅴ. 맺음말

젊은 세대들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급

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주로 서구의 비교적 안정된 정

치적 환경 내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시민교육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연구는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적 상황과 조건 및

새로운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별 국가의 요구와 필요뿐만 아니라 인류와

지구의 보편적인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가운데 민주시민성이나 민주시민의식의 내용을 모색해

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는 매우 다양하다. 인종적·민족적으로 이질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 더욱 다원화되는 가운데서도 전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밀접한 관계

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 애국심이나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전승을 강조했던 국가시

민성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은 오늘날과 같이 역동적이고 복합적이며 상호의존적인 세계에서 새롭

게 해석되어야 한다.

서구 민주주의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발전과정에서 엿볼 수 있는 특징가운데 하나는 민주시민성

의 의미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좁은 의미에서의 민주시민성은 주로 정치제도 등에 관

한 사실적 지식을 제공하는 대신에 논쟁이 될 만한 쟁점들에 대한 토론은 배제해 왔다. 그러나

점차 민주시민성은 환경, 성의 평등, 다문화주의, 그리고 전 지구적인 차원의 쟁점들에 대한 토론

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의 확대를 토대로, 앞으로의 민주적 시민성이

나 시민의식은 자발성에 기초하며 집단적 복지를 위한 도덕적 책임감에 의해서 자극되고 고취되

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의 시민의식은 민족적 책임과 의무는 물론 국제적 책임

과 의무 모두와 양립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그것들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시민적 권리와 의무라는 두 기둥에 기초하고 있는 민주시민성은 개별 국가의 민주

적 정치제도의 역동성을 지탱하며 또한 동시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보존하고 향유하는 데 있어

서도 필수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민주시민의식이나 민주시민성은 이른바 국가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이

잘 조화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민주시민성은 개별 국가의 경계를 토대로 민족이나 국가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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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애착과 헌신만을 강조하는 좁은 범위에서 벗어나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

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시민성의 의

미 확대는 하나의 주권을 지닌 세계정부의 시민성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세계정부나

세계공동체의 시민이라는 현실감이 부족하고 추상적인 범주보다는 개별 국가와 국가사이의 공존

과 상호협력의 가능성을 제공하며 또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인류의 새로운 도덕적·사회적 영역

을 적극적으로 채울 수 있는 이른바 국가간 시민성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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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w Directions in World Citizenship Education

Bye o n, Jo ng -He o n
*2)

An important goal of student's education is to prepare the younger generation to assume

their role of democratic citizens. Furthermore,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is needed

now more than ever to provide a sense of purpose, solidarity, and guidance in a fragmented

and a rapidly changing world . In general, the conception of citizenship was developed by

reflection and discussion on the political life of a particular state. This kind of idea is what we

now call state citizenship . Recently, however, the fact that no state can any longer ignore its

mutual relations with other communities forces us to reconsider what good citizenship

involves. It requires that the people recognize that they have the responsibility, not only to

members of their own state, but also to humanity as a whole. This is what I call world

citizenship . In this regard, we tend to integrate state citizenship with world citizenship without

deliberation when we establish the direction and goals for ou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future. However, it is necessary to scrutinize the meani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ncepts before we readjust the contents and directions of

citizenship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rticul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citizenship and

world citizenship, and provide newly emerging perspectives for world citizenship education in

a rapidly changing world . In terms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age of

globalization, the idea of transnational democracy and citizenship can be regarded as a

significant point of departure. The concept of transnational citizenship has to be distinguished

from world citizenship that assumes a world government with one sovereignty. Indeed, it

would be more desirable and feasible to establish a transnational arena, recognize transnational

citizenship, and focus on a citizenship education program to foster it. Perhaps the best way to

direct this would be to construct an education system that shifts citizenship education towards

* Department of Ethics Studies, J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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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ansnational ideal in order to create the transnational citizens of the future. In this vein,

world citizenship education should promote global awareness, the recognition of the

significance of mutual cooperation, and the realization that our moral and physical well-being

largely depends on the transnational arena as well.

In sum, there needs to be a shift from a narrow state citizenship to a broader definition

of democratic world citizenship in such a rapidly changing world. The idea of democratic

citizenship has to be expanded to include a wide array transnational concerns beyond

particular national interests and to encourage people to be responsible and competent citizens

who can solve the global affairs in terms of transnational perspectives.

Key Wor ds : Ci t i zen , Ci t i zenshi p educa t i on , St a t e c i t i zenshi p , Wor l d c i t i

Tr ansna t i ona l c i t i zenshi 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