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시민권， 정체성 그리고 문화적 인종주의:
국민국가의 전환과 극우민족주의*

흥태영 l 국방대학교

현재 유럽의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쟁점 중에서 이 글은 유럽이라는 정체성，
유럽시민권 그리고 그 기저의 존재하는 문화적 인종주의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
러한 쟁점들은 두 개의 층위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유럽연합 차원의 정체성， 시민권의

문제이지만 그 문제들은 국민국가 수준에서 쟁점이 되면서 동시에 유럽 차원으로 확장

되면서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현실화되는 방식은 시민권이지만 그 기
저에는 유럽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존재하며 또한 기저에 흐르는 문화척 인종주의를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국민국가 수준의 민주주의가 유럽적 수준에서

어떻게 작동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과도 걸부된다 아직까지 시민권이 주권의 배타

적 권한이며. 유럽은 그에 대해 발언을 할 수 있을지라도 어떠한 구속력을 행사하지 못
하고 있다. 이민정책의 문제는 결국 개별 국민국가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시민권의 부
여는 고유한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유럽 차원에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개별 국가
들 간의 차이를 조율하고 있지만， 방향성은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합
의 속에서이다 그러하다면 유럽시민권의 문제는 단순히 기존 국민국가 시기의 시민권
의 연ε애|나 확대라는 차원이 아니라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유럽정체성， 유럽시민권， 유럽통합‘’ 문화적 인종주의， 다문화주의

I.

들어가는말
2011 년 2월 10 일 프랑스 공중파 채널인 TFl 에 출연한 사르묘지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공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공언은 유럽 정상들 사이에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 -2008-332-B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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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10년 10월 메르켈 독일 총리가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독일식
다문화주의가 실패했다고 발표했고， 2011 년 2 월 5 일에는 캐머런 영국총리가 “서로 다른
문화가 독립해서 공존하는 영국식 다문화주의는 영국의 차이 안에서 발전하지 못했다”라

고 선언하였다 현재 세 나라의 정상들은 우파출신이다- 그리고 또한 세 나라 정상이 사용
하고 있는 다문화주의라는 것 역시 세 나라에서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실 다문
화주의의 출발이 미국이나 개나다에서 보여주는 통합의 방식이고‘ 그러한 다문화주의가

유럽에서 보여지는 곳은 영국정도일 것이다 11 독일이나 프랑스는 다분히 강한 통합주의
정책을 견지해 왔던 나라라는 점에서 그틀의 다문화주의 실패 선언은 ‘어불성설’이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통합주의 정책이 이민자 및 그들의 문화와 관련하여 충돌을 발생시
카는 예는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유럽통합 그리고 냉전의 해제， 선
자유주의적 세계화 등 복합적 상황에서 이민자의 통합 문제는 개별 국가들에게는 주요한
사회문제이자 정치적 이슈였다 전후 이민과 관련한 문제가 주요하게는 노동시장 및 주가

분제와관련하여 쟁점이 되었다면， 최근 이민자문제는 정체성 문제와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04년 2 월과 3 월 ‘종교적 상징물을 학교 안에서 드러내 놓는 것을 금지’

하는 법안이 하원과 상원에서 여야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제 학교에서 히
잡(이슬람 여성 머리가리개)이나 커파(유대교 남성용 모자) 혹은 커다란 십자가 능 종교
적 상정물을 착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독일에서도 1998 년 바덴-뷔르템베르크 (Baden

Württemberg) 주의 한 실엽학교는 아프카니스단계 독일 국적의 교사가 히잡을 착용하고
수엽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 자격을 박탈했다‘ 비복 연방헌법재판소는 히잡을 종교적 상정
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된 젓도 아니고 타의에 의한 강제적 착용
이 아니므로 개인 신앙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지만， 히잡문제와 관련된 법

적인 근거가 존재한다면 교사의 해고가 가능하다고 판겸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열어 놓았
다 그리고 몇 개의 주에서 그러한 법얀을 마련하였다. 벨기에 하원은 2010년 4월 29 일 부
르카와 니카브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하였다 프랑스에서 역시 유사법안이 통과

되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부르카， 니카브 등의 착용이 얼굴 확인을 어렵게 함으로써 태
러방지에 문제가 였다는 이유에서였다

”

독일은 배제보텔 (exc1 usionist

model) , 프랑스는 동화모델(assimilationist modε1)， 영국은 다문화

모덴 (multicultural modε1)도 분류된다(Mitche l1

and Russel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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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몇몇 사례들은 최근 유럽에서 벌어지는 이슬람 혹은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 법안

과 관련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최큰 유럽에 거주하는 이슬람교도툴은 유럽을
‘폐쇄된 기독교 집단’이라고 묘사하고 있다.80%의 이슬람교도들은 최큰 위협과 차별을
느낀다고 조샤되었다(Scott 2007 , vii-viii). 그것은 2000년에 35% 가 그렇게 느꼈던 것에 비
교한다면 급속한 증가임을 알 수 있다 아마도 2001 년에 있었던 9. 11 사건과 그 이후의 세
계정세의 변화속에서 더욱 강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미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들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사실 현실을 일정하게 반영한 제도화된 법률들이 이러한 배타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면， 현실은 훨씬 더 배타적일 수 있을 것이다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암스테르담 조약 그리고 구체적으로 유로(Euro)화를 출범시키는
시점까지 유럽연합의 통합의 방식은 그 내용을 충실히 다지는 듯하였다. 하지만 유럽연
합이 동진(東進)하면서 동유럽 회원국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양적인 확대를 해 나가면

서 유럽연합의 성격을 툴러싼 논의-유럽연합의 질적 통합의 강화라가보다는 양적 확대
에 치중한다는 비판과 함께

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 유럽헌법안이 부결되면서 약화된 방

식의 정치적 통합 안을 제시한 리스본조약(2009년 12월 I 일 발효)이 그나마 정치적 통합의
명분을 세웠을 쁜이다 하지만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유럽 연합 회원국틀
의 경제위기는 그나마 위안을 삼았던 경제적 통합의 이점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지를 고

민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구도 속에서도 유럽정체성의 문제는 불가피하게 논의되
어야 할과제이다. 그것은 앞으로 유럽이 지향하눈 바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문제이기 때
문이다.

이 글에서 보고자 하는 유럽시민권의 경우 현재는 결국 개별국가의 국적에 기반한 시민
권의 문제로 한정되고 있다. 국민국가 시기 주권의 배타적 권력을 인정하는 가운데 논의가

진행되고 었다 2) 하지만 유럽 정체성을 논의 하면서 기존 국민국가의 민족주의는 문화적
2) 유럽시민권의 문제는 국민국가의 시민권을 넘어선 새로운 시민권의 형성을 둘러싸고서 제가
되는 문제이다 국민적 통일성에 기반한 국민국가의 시민권의 한계는 분명 확인된다{Brubaker

1992; Kymlicka 2010; Joppke 1995)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의 모색과정 속에서 Hammer(1990)
는 국가의 구성원을 시민권자(citizen)， 영주권자{denizen)， 외국인(alien)으로 구분하고 그 충 일
정기간 이상 장기 거주한 구성원에게 영주권자로서의 권리 (denizenship)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또한 다문화적 시민권 (Kymlicka 2008 , 2010)을 주장하거나 좀 더 근본적으로 국적 개
념을 넘어 개인에 가반한 시민권 개념을 제시하기도 한다(Soysal

1994; Castles and Davidson

2000) 세계화 시대 국민국가 시민권의 위상변화를 둘러싼 논의는 유럽연합이라는 새로운 정치
공동제의 출현 속에서 시민권의 문제를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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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주의로 전환되어 등장하면서 배제의 논리플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현재 유럽
의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쟁점 중에서 유럽이라는 정체성， 유럽시민권 그리고 그 기

저에 존새하는 문화적 인종주의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쟁점들은 두 개의 층위
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유럽연합 차원의 정체성， 시민권의 문제이지만 그 구체적인 실현의

문제와 판련하여서는 국민국가 수준에서 쟁점이 되고 있으며 그것이 다시 유럽 차원으보
확장되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현실화되는 방식은 시민권이지만 그 이
면에는유럽의 정체성 형성의 논리와또한기저에 흐르는문화적 인종주의를발견할수 있
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논리를 역으로 거슬리 우선 기저에 존재하는 문화적 인종주의

를 ”절에서 검토하고，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고 있는 유협정체성의 문제를 111 젤에서 논
의할 것이다 이후 IV 절에서 제도화된 유럽시민권， 결국은 현재 독일과 프랑스에샤 국민권
과 시민권의 변화 및 그것을 둘러싼 최근 논의른 살펴 볼 젓이다 그리고 V 절에서는 현재

익 논의플 넘어서 지향해야 할 유럽시민권의 방향에 대해 필자의 시각을 제시하면서 글을
맺고자한다

11. 유럽의 문화적 인종주의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에서 만들어진 ‘네이션(nation)’이라는 공동제는 분명 임종의
허구적 또는 ‘상상의‘ 공동체

역사적 기원에 대한 강조， 상정을 통한 정제성의 형성， 애국

주의 또는 민족주의를 통한 동원 등을 통해 형성된 공동제

였다 이 과정에서 ‘인민적 제

도’로서 일반화된 학교는 모국어， 모국의 역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언어적 공동처1， 운명공
동처1 라는 국민적 정처1 성을 만들어냈다(Balibar

1992; Balibar and Wallεrstein 1990) 특히

히잡을 둡러싼 논쟁에서 보이듯이 프랑스의 공화주의적 정제성의 R루로서 학교는 결코
침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된다 또한 인종관념의 상정적 핵심 으로서 ‘혈통’은 빈쪽
공동제를 계급의 경계를 넘어 가상적으로 확대되는 상징적 혈연

는 통시적 역사성
자 새생산 단위

과， 친족관계에 근거하는 ‘가족공동처r

학교틀 통해 재생산되

국민적 공동제의 기초 단위이

로서 표상하게 된다 민족주의논 이러한 방사 P 닫 재생산되는 민족공동

다 득히 국적을 넘어선 새인에 기반한 시민권이라는 개념은 장기적으료 시민권의 준거점에 내

한논의의출발점이됨수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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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동원이데올로기로서 작통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포섭과 배제의 논리가 작용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프랑스의 공화주의는 ‘민족적 공화주의’였으며， 좌우를 막론하고， 국가이
익의 방어와 국가안전이라는 명목 속에서 결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Balibar 1992).

유럽시민권 및 정체성 형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서 부각되
는 현상이 문화적 인종주의이다 국민국가 수준에서 국가적 통일성의 형성과 국민적 통합
을 위해 내셔널리즘이 주요한 가제로 작용하였다면， 유럽의 수준에서 문화적 인종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적 인종주의는 단지 유럽의 각국 내에서 존재하는 극우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각국 정부의 개별 입법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나는 구체적인 권

력의 작동방식이다 3) 국민국가 수준에서 민족주의가 국민적 정제성 형성의 중심 이데올로
기로 작동하였듯이， 문화적 인종주의가 유럽정제생 형성에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문화적 인종주의는 1980년대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유럽통합의 가속화라는 조건 속에
서 새로운 포섭과 배제의 논리로서 등장하였다. 과거의 인종주의， 대표적인 것으로 고비노
(Gobineau)의 인종주의가 문명론 혹은 생물학이라는 과학→물론 이 역시 사회적이며 동

시에 문화적인 현상으로서 인종주의이다」에 근거하여 형성되었다면， 최근의 인종주의는

문화적 인종주의라는 특정을 갖는다 4) 그것은 인종주의의 현대적 현상이 문화적 타자성에
대한 거부와 동시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문화적 인종주의는 타자를 전
통， 민족， 종교， 언어， 역사 등의 기준을 통해 다른 집단으로 인종화하면서 (racisant) 정의한
다(Wieviorka 1992 , 31) 문화적 차이라는 문제가 그 스스로 자율적인 공간을 차지하고 있

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동시에 사회적 관계 그리고 또한 공동제의 집단적
삶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문화적 차이의 문제는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에 대한 개념을 내포하논 경우가 많다 문화적 차이는 볼평등， 지배， 착
취， 차별 등의 관계를 내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최근에 문화적 차이의 문제논 인종주
3) 최근 동유럽의 민족주의는 최근 서유럽의 극우민족주의와 유샤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즉 종교，
언어， 혈통， 관습 등 문화적 요소어l 기초한 구별짓기를 시도하는 문화적 민족주의가 주요한 정
향이다(정병권 외

2005)

사실 유고슬로비아의 경우에서 보이듯이 언어， 종교， 문화 관습의 구별

을 통한 민족주의의 부활은 새로운 국민국가 건설을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긍정적 모습

보다는 끊임없이 타자에 대한 배제와 억압을 동반하는 배타적이고 패쇄적인 민촉주의의 모습일
뿐이다

4) 혹자는 이러한 현상을 ‘문화적 분리주의 (cu1tura1 separatism)’라고 청한다 그것의 기저에는 비유
렵문화에 대한 유럽문화의 우월성이라는 믿음이 존재한다‘ 이로부터 혼혈과 다문화에 대한 거
부， 국가정체성에 대한 강조가 도출된다(Evan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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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예를 들어 문명화된 프방스적 가치에 대항하여 북아프리카인들의 가치쓴 ‘더렵고， 비위

생적이고 범죄적인 것’들과 연관지어 설명된다. 인종주의 언어가 계급화되고， 젠더화된 방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민족전선 (Front National)에 의해 만들어지는 북아프리카 아랍남

성의 이미지는 남자다웅， 북아프리카 여성의 이마지는 다산성이며， 이러한 것들은 비문명
화된 동불의 세계릅 연상하도록 만듬고 있다 식민주의의 언어로 만들어진 상상의 타자이

다 또한 민족전선이 동원하는 인종주의적 언어는 계급의 언어와 연관되어 북아프리카이
민자들은 새로운 빈곤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 q(Evans. 1996, 49-54). 사실
여부를 떠나 프랑스 혹은 넓게 유럽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이슬람교도틀에 대한 왜곡되고
의도된 사회적 표상듣이다 이젓은 이슬람교도와 이민자의 동일시 경향을 만들어내고， 이

에 따라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슬람교도틀이 사회적 배제의 대상에서 과영이 대표되거나
일상적인 인종주의와 이슬람혐오증이 동일시된다(Roy 2007, \0-1\) 그 이외에도 흔히 이
야기되듯이 이슬람교도들과 테러리즘 집단의 동일시가 발생하고， 그 반작용으로 서구문

명과 이슬람문병의 적대적 정향이 강조된다 문화적 인종주의가 이러한 이슬람에 대한 사
회적 표상의 오류를 만틀어내는 기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 여러 나라블에서 문제가되고있는 히잡은다양한사회적 표상이 교차하는 지점이
다 1989년과 1994년 프랑스에사 있었던 히잡 사건 당시 히잡은 프랑스 공화주의자들의

시각에 두 가지를 표상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나는 히잡을 두른 여자 아이들은 이슬
람의 전통적인 전곤대성” 즉 여성의 종속을 표상하였다. 히잡은 억압받는 여성을 상정적으
로 드러내는 표식이다. 히잠을 착용한다는 것은 원리주의자들에게는 단순한 개인적이고

고럽적 표현의 양식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 속에서 여성의 부차화된 지위를 드러내는 총세
속에 들어감을 의미한다(Pena-Ruiz 2003, 107) 히잡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일련의 행위
틀의 양식 속에 위치한다 히잡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이슬람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여성
에 대한 교육의 제한， 남편 선택권의 박탈， 외적인 권위에 의해 통제되는 성생활과 개인생

활이다 따라서 프랑스 사회라는 근대 문명화된 사회의 이름으로 그것에 대해 개입하는 젓
은 당연한 것이자 동시에 펀요한 작업으로 간주된다 히잡의 착용은 종교적 제스처일뿐만

아니라 남성지배 그러고 무슬럼의 가부장적 전서의 상정 q 루 이해되었다(Jennings 2000,

584) 따라서 프랑스의 공화주의자 그러고 페미니스트들은 히잠을 과감하게 벗어 던질 것
을 요구하였다. 그범으로써 전통적인 가부장적 질서로부터 여성의 해방을 상정화하려 한

다 그러한 시각과 더불어 급진적 이슬람 정치의 상징이라는 시각이 부가된다 9.11 이후

유럽의 시민권， 정체성 그라고 문화적 인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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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의 상정인 히잡아나 부르카 통은 테러리즘을 상정화하였으며， 최근의 부르카 금지
법의 설행은 그것에 근거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동일시를 더욱 강화하고 았다 이 두 가지

는 사설상 결합되어 존재하면서 이슬람에 대한 프랑스 및 유럽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었
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유럽인의 시각에서 용인될 수 없었다. 히잡을 착용하는 것은 근대

성에 역행하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그것의 ‘악마생’ 즉 그들은 이슬람주의자들이고， 정치
적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 조종당한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5)
유럽의 정처l 성을 형생하는 과정에서 이슬람문화는 명확한 대립항이자 타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국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딘 민족주의적 동원의 방식은 유럽척 차원에서 유럽
시민의 동원을 위한 새로운 메카니즘이 요구되면서 문화적 얀종주의로 새롭게 전환되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유럽적 역사의 새로운 구생과 유럽적 차원의 정체생을
형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민족문화를 넘어선 유럽문화의 확정이

라는 과제가 제기되고 구제화되고 았다 6) 유럽문화의 확정이라는 문제는 두 가지 세력에
대한 대항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의 극우정당들은 이민과 다문화주의가 “민족을 파괴하려

고 고안된 더 큰 세계화과정의 일부로서 민족들의 잔해 위에 영어권이 지배하는 전체주의
적 지구촌을 건설하려는 것”이라고 본다(한스 게오르크베츠 2004 , 124) 이 과정은 새로운

전 지구적 제국을 건설하려는 미국얀들과 이슬람교도들에 의해 전파되는 과정인 것이다
우선 이슬람은 극우파들에 의해 서구문명과 서구적 가치를 구성하게끔 대비시키는 ‘타자’
의 역할을 한다. 새로운 포섭과 배제의 기제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립항으로서 설정되고 있는 것이 비유럽문화로서 ‘이슬람문화’이다

9. 11 테러 이후 지구적 차원에서 형성된 광범위한 반이슬람 분위기가 유럽 안에서도 작
동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파카스탄인， 독일의 터거인， 그리고 프량스의 알제라얀 등이
유럽문화의 포섭/배제 과정에서 우선적인 배제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현설이다.
5) 물론 ‘히잡’의 착용에 대한 이러한 견해에 대해 ‘히잡’이 갖는 적극적 의미 즉 저항의 상정， 혹은
젊은 여성의 자율성 등에 주목하여 보는 견해 등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한다(Khosrokhavar 1997;

Laurence and Vaisse 2007, 203)
6) 1957년 유럽공동체를 탄생시킨 로마조약이 문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과 달라 1992년 마스
트라히트 조약은 “공동체는 공통의 문화적 유산을 강조함과 동시에 회원국들의 민족적 지역
적 다양성을 존중하여 각국의 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았디{마스트라히트
조약 121 조， 암스테르담 조약(1 997) 151 조).01 에 따라 유럽연합은 1990년대 이래 다양한 문화적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유렵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 대표적
인 예 중의 하냐가‘문화

2000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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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적 차원에서 극우세력들에 의해 시작된 문화적 인종주의의 담론은 유럽적 수준에서
지속적 ρ 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그것은 유럽의 정체성 그리고 제도적인 시민권의 문제
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III. 유럽 정체성
유럽정채성은 크게 두 가지 수준의 문제가 결합되어 있다 하나는 유럽 자채의 정체성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인의 정체성의 문제이다 물론 이 두 개의 문제는 결합되어 있
다 유럽자체의 정제성 즉 어떤 유럽을 지향할 것인가의 문제는 곧 유럽이라는 공간 내에
살아가는 유럽인들에게 어떤 정제성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로 연결된다

1.

어떤 유럽인가?

현재 유럽 정체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배정에는 유럽통합이 정제적 통합에만 머물러

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다- 사실 1980년대 유럽통합을 추동한 힘은 정제 메카니
즘이었고， 유럽연합 내에 회원국들을 정제적으로 포섭함으로써 정제장벽을 철폐하고 거
대한 내부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메카니즘의 영향은
더욱 더 많은 배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샤 민족주의적， 인종주의적 세력을

강화시켜 왔다 이로부터 유럽의 정체성 문제를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유럽의 정체성 형성을 통해 공동의 가치와 경힘을 가진 진정한 공동제를 이루지 못할 경우
이익만을 추구하는 공동체는 끊임없는 배제를 통해 공동체 자제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본다 (Hettlage

2004)

유럽이라는 지리적 공간을둘러싸고 전개되는 정체성의 충돌과갈등， 형성과변화의 모
습은 복잡하다 기존 국민국가라는 시공간을 넘어 새로운 유럽이라는 시공간을 만들어내
려는 움직임 그리고 그 유럽의 정제성을 둘러싼 다양한 정치사회 세력들의 갈등과 경쟁은

현 시점의 정치지형윤 파악하는데 있어서 가장중요한 요소륜 중의 하나이다 현재 유럽
통합은 1993 년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이후 유로화의 출번 등으로 급격히 진행되는 듯하였
지만， 유럽현볍 비준 거부， 경제 위기 속의 갈등 등에서 보였듯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신자유

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경제석 이해관계가 일정하게 일치하면서 경제적 통합을 중심으로

유럽의 시민권， 정체성 그리고 문화적 인종주의

243

유럽이 급속히 통합되었지만， 이후 정치사회적 통합이 쉽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 이해

관계가 충돌할 때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
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유럽에 고유한 이미지， 정체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하여 왔다. 예를 들어 1993 년 묘펜하겐 유럽이사회는 유럽연합 가입 희망국들에게 가입요
건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유럽이사회가 그리는 유럽의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정
치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실행， 그리고 소수민족의 존중과 인권의 보호， 둘째는 EU 내
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시장경제체제의 구비， 셋째는 가입이후 연합의 법적 권

리와 의무의 준수 의지 및 능력， 넷째는 정치적 공동체와 경제통화연합에 대한 지지， 다
섯째는 연합의 추가회원국 수용 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의 보유 등이다(박채복 2000, 71).
이러한 ‘유럽’의 기준은 흔히 이야기하는 서구중심주의 (eurocentrism)의 표현이다(Taylor

2010; 홍태영 2011). 즉 프랑스혁명(1 789) 이래 19세기 유럽에서 형성된 유럽적 가치들이
유럽연합이라는 틀을 통해 구현되는 방식인 것이다.

정치적 통합을 진행하는 요즘에 잦은 걸림툴을 만나는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충하
는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 설명되지만 동시에 유럽의 정체성과 유럽에의 소속이 갖는 의미
에 대한 불명확성 등에도 기얀한다. 유럽통합을 주도했던 초국적 자본은 유럽을 네트워크
권력의 전형으로 간주하면서 선자유주의적 유럽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려 히지만， 이에

대항하여 민주주의적， 사회적 유럽이라는 정체성이 제시된다. 또한 다문화적 유럽에 대항
하여 기독교적 유럽 역시 제시된다 또한 유럽의 정체성에 대항하여 과거 국민적 정제성을
강조하면서 그 배타적 정체성을 더욱 강화시커려는 경향 역시 존재한다 극우 인종주의적
정당들이나 사회세력들의 성장이 그것을 말해준다. 그들은 인종과 문화를 혼합하려는 세
계화의 기획 혹은 유럽의 기획을 비난한다 국민국가의 정체성은 더욱 더 민족적 정제성의
의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유럽의 정체성 역시 이슬람의 침투에 대항하여 기
독교적 정체성이 강조된다. 하나의 획일적인 유럽의 정체성을 일순간에 형성될 수 없으며，

복잡한논의와분쟁을거치면서정체성이형성될수있을것이다.하지만정체성을둘러싼
논의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기 보다는 더 격해지는 경횡탤 지닌다는 것이다.
규범적 차원에서 유럽은 ‘민주주의적 유럽’이 되기를 희망하고 요구받는다. 민주주의와
인간의 권리라는 가치에 기반한 정체성이 유일하게 가능하고 또한 바람직한 정체성으로
간주된다(Beck 1997; Camps 1992) 유럽정체성의 형성은 과거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국

민문화 및 그에 의한 국민적 정체성의 형성에서 나타났던 것과는 다른 방식， 즉 배제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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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리고 공통의 적이 없는 정제성의 형성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Delanty 1998). 하버마

스는 유럽연합 내에서 공적 영역의 발달에 기대를 겁면서 공화주의적 허법에 대한 “해석의
공통적 지평‘’을 통한 애국심을 기대하고 있다 (Habennas 2000). 따라서 민주주의적 정체성

만이 유일하게 보편적으로 유럽안들에게 의해서 수용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열려진 정처l
성’이라고 강조된다 하지만 그것은 원칙적 수준의 합의이자 출발점이며 논의는 계속 열려
있으며 유럽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무엿보다도 구체적인 유럽인을 누구로 어디까지 인

정할 잣인가를 둘러싸고 현실적인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과 ‘유럽인’에 대한 정계섣
정의 문제는 독립적이지만 상호 규정하는 문제틀이다.

2. 유럽인의정체성

진행 증인 유럽의 정체성 형성 과정과 다붙어 유럽에 거주하는 유럽인은 어떤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유럽인의 정체성 문제는 유럽이라는 공동체 그리
고 그것음 구성하는 개별국가의 정체성의 문제와 연결된다 국민정처|성은 지속적으로 역
시 내부에존재하는외부인으로인해 갈등을발생시킨다， 일국내에서 정체성의 갈등은유
럽연합이라는 새로운 거대 공동제의 출현 속에서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낸다 기존의 각 나

라의 국민정체성이 유럽정체성으로 그대로 전이 혹은 확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국가
시기 국민 정제성은공동제와관련하여 거의유일하고 지배적인 정제성이였다 하지만유
럽통합의 과정에서 유럽이라는 정제성 그리고 유럽인이라는 정제성은 유럽연합의 회원국

시민들에게 새로운갈등의 여지를만들어 냈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이후유럽과관련한조
약들이나규정들은유럽정체성이 국민정체성과동일한수준에서 위치하기를희망하였고，
현설적으로 그렇게 작동시카고자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정제성과 유럽정체성 사이의 관계는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유럽통합이 개별 국민국가를 없애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유럽연합은 개별 회원국인
국민국가의 독럽을 보존하는데 더 펼수적일 젓이라는 믿음 속에서 유럽정처1 성과 국민정
체성이 상보적이라고 믿는다 또다른 견해는 유럽통합이 개별 국민국가의 국민정체성에

어떠한 영향도 끼지지 못할 것이라는 민음이다 마지막 q 루 갱쟁적이거나 배제적인 관계
는 유럽통합이 개별 국민국가의 국민정처1 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민음이다 이러한 믿

음은 유럽개별회원국 정부나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주며， 유럽통합에 대한 반대의 흐름을
만들어내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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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정체성과 국민정체성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은 개별 회원국의 사정에 따라 상
이하게 나타난다(Haller

1995)

예를 들어 1970년대까지 독재정치를 경험했던 남부 유럽국

가들→포르투갈， 스페인， 그라스

은 유럽연합이 민주주의의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또한 이들 나라들은 경제적으로도 유럽 연합이 자

신들 나라의 경제성장을 자극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러한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반면에 스칸디나비아의 나라들-노르웨이， 스
웨덴

은 안정적인 경제와 복지， 사회안전망 퉁 자기 나라에 대한 애착과 자부섬으로 유럽

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노르웨이가 1992 년 94년 두 차례에 걸쳐 유럽연합에 가

입하는 것을 거절한 경험이 었다 반면에 독일은 자신들의 과거 때문에 유럽에 대해 더 애
착을 갖는다 따라서 독일인은 유럽인이 되는 것에 대해 다른 나라사람들에 비해 좀 더 애
착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기를 기대
한다. 그것이 바로 유럽정체성과유럽인의 정제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자 엄무이다
오히려 유럽인의 정제성과 개별 회원국의 국민정제성의 관계 설정 속에서 주요하게 제

기되는 문제가 회원국 내부의 이민자들의 정제성이다. 유럽 내에 존재하는 이민자들은 자
신이 속한 국가의 국민정체성， 그라고 출신국으로부터 오는 정제성 그라고 새롭게 형성되
는 유럽인의 정체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유럽정제성
의 문제를 통해 많은 나라들은 국민국가 내부의 정체성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기대할 수도 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유럽인이라는 정처l 성을 둘러싸고 문
화적 인종주의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배제의 논라가 강해지고 있다.
프랑스의 이민사를 살펴본다면， 첫 번째 이민의 울결은 19세기 동안 진행된 산업의 성

장 시기에 주로 이탈리아나 스페인， 스위스 등에서 유업된 노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Bemard 1993). 두

번째 물결은 전쟁을 통해 상설된 노동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주로 이탈라아와 동유럽으로부터 왔다 세 번째 물결은 제2차 세계대전
이 묻난 뒤 ‘영광의 30년’이라는 호황기에 부족한 노동인력을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주요하게 북아프라카 지역에서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졌다- 또한 알제라 전쟁이 끝나면서
광범하게 이민노동자들이 유입된다. 이민이 유럽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대부분 정체성 형
성에 큰 갈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문화적 측면에서 프랑스 정체성으로의 편입에 큰 어려움
이 없다 하지만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북아뀔라카로부터의 이민의 경우 문화적 충톨이 발
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민 3세대에 이르러 그 갈등은 급격히 섬화되기 시작하였다 아
랍 출신 이슬람 이주민들의 경우 그들의 활동방식이나 권라 요구의 내용의 측면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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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1960년대 이후 3 개 세대로 나뉘어진다(Wei1 1992).7) 제 l 세대는 1960-70년대로 이슬람
이주민틀의 요구는 주굽 이민자틀의 기본적 권리의 요구였다 비자나 제류증 요구， 노통조

합 결성과 관련한 요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2..\11 대는 1980년대 주로 인종주의와 그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는 운통이었다 1980년대는 프랑스에서 극우정치세력인 민족전선이 세력을

확장하는시기였다는점도그와관련된다.3 세대운동은종교적이거나공통체적차원에서
권리의 요구이다 1989 년 히잡 사건이 계기일 수 있으며， 종교적， 문화적 권리의 요구이자，

이슬람공통제의 인정이라는 다문화주의적 요구와도 연결된다 ')
하지만 이러한 다문화주의적 권리의 요구가 국민국가 수준에서 쉽게 용인되지 않는 상
황에서 유럽적 차원에서 용인되기는 더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오랜 기독교

적 전통을 통해 형성된 기독교적 유럽이라는 정제성이 강조되면서 이슬람정체성에 대한
대립항이 설정되고 있다 일부 독일 학자틀이 제시하는 유럽적 가치 기준에는 고대철학，
기독교， 계몽주의， 교육에 대한 인문주의적 이념 퉁이 존재한다(Hett1 age 2004) 로마의 교

황청 역시 유럽현법에 기독교성이 기입할 것을요구하기도하였다
이러한상황속에서 유럽 내에 존재하는 이슬람혹은아랍인들의 정체성 문제는국민국
가적 수준뿐만 아니라 유럽적 수준에서 새롭게 사고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민 2-3세

대들의 경우가 일종의 정체성 갈등을 겪고 있다 이들에게서 국민권(nationa1ité)과 정제성
(identit당)의 괴리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민 2-3 세대틀의 경우 유럽지역에서 해
당국의 국민교육을 받으면서 개별 국민국가의 시민으로 성장해 왔지만， 그들은 사회에 진

출할 시기 사회에 편입되지 못하면서 진정한 국민으로 자신의 정제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9)
프랑스에서 국적을 선택할 나이인 16세에 프랑스 국적을 선택하면서 행하는 ‘국민의지 선

7) 프랑스 이민사와 관련하여 1980년대 이후 프랑스의 공화주의적 통합의 원직과 그 정책틀에 대
해서는 홍태영 (2010) 잔조

8) 유럽적 자원에서 이민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비정부가구 (NGO: Non-G 。、 ernment
Organization) 단제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NGO로는 영국과 네털란르의 250여 개 NGO릎 연결
하는 Starting Line Group과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는 단체로서 독일과 프랑스에 거주하는 터기
와 모로코 이민자들의 집단인

Migrant‘s Forum이 있다 이들의 경우 이민자듣의 권리옹호닫 위

해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Geddes

and Guiraudon 2004; Waters 2004)

9) 예들 들어 프랑스의 실업율이 10%에 육박하고 있는데， 20대의 실업율은 두 배인 20%에 이은디
하시만 이민 2-3 세대의 실엽율은 그 두 배인 40%단 넘는다는 동계가 제시된다 빈곤의 악순환
에따른괴육기회의 박탈，취업기회의 박탈등은그들이 프랑스사회에 편입되는 젓을더욱어렵
게 만들면서 자신의 정제성에 대한 끈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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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volonté)’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Ribert 2006,

238)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부모의 출선국으로부터 오는 정체성을 명확히 부여받는 것도
아니다
프랑스에서 계속 문제가 되었던 학교에서 히잡의 착용 문제는 단지 프랑스 정체성이냐
이슬람 정제성이냐의 문제로 양분되는 것은 아니다. 히잡을 착용하는 것은 통합에 대한 거
부가 아니라 ‘프랑스인이자 동시에 이슬람인 (franco-musulmanes)’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Khosrokhavar 1997) ‘공적으로‘ 프랑스인이고， ‘사적으로’ 이
슬람교도라는 존재가 아니라 이슬람-프랑스인 혹은 프랑스인-이슬람교도로서 자신을 드
러내고자 함이다. 자신의 지역적 정체성， 즉 출신지가 알제리 혹은 모로코， 튀니지라는 사
실을 넘어서 이슬람-프랑스인으로서 존재를 드러내고자 함이다. 이러한 이슬람화는 동화
(assimilation)를 거부하지만 통합(intégration)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즉 이슬람인
으로서 동시에 프랑스 사회에 통합되고자 하는 젓이며， 그것에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다중적인 정체성의 문제， 혹은 국민국가 시기 시민권의 전제가 되는 국민정체성
의 의미의 약화 내지는 부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프랑스에 사는 알제리 3세대 혹은 4

세대의 경우 내지는 독일에 사는 터키인 3세대 혹은 4세대가 프랑스나 독일 사회의 진엽
장벽에 막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편엽되지 못하면서 부모 혹은 조부모 세대의 정체성

안 터어키나 얄제리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이슬람정체성에 강하게 애착을 느끼게 된다 하
지만동시에그들은독일이나프랑스의시민권을얻을수있으며，따라서유럽시민권을획
득한다. 이 경우 국민국가 시기에 결합되어 었던 국민정제성과 시민권이 분리되는 것을 보

게 된다 10) 이민자들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주요하게 이슬람정체성을 통한 유럽정체성
과의 결합을 사고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유럽이 그간 갈등의
요인이었던 이슬람적 정체성의 이민자들을 유럽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비록 국민국가 수준에서는 다문화주의의 거부를 통해 배제해 왔던 이슬람적 정체성을 이
슬람-유럽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을 통해 수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유
럽정체성이 유럽국가들의 정체성의 합이 아니라 제 3 의 정체성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물
론 이슬람 정제성과 유럽정체성의 결합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유럽이 국민정체성과

10)

유럽통합은 일국적 수준에서만 본다면 일종의 국민국가의 위기이다 그것은 “사회를 보호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국민국가의 역할이 감소하면서 국민정제성의 위기를 발생시카고 이
어서 개인의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온다"(Jenkins

and Copsey 1996, 119)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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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단일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듯이 다문화적 정체생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국가
에서 등장하는 정처l 생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젓이다，

IV. 유럽시민권
유럽시민권 문제는 문화적 인종주의， 유럽(인) 정체생의 구제적인 표현이자 결과물이라
는 점에서 유럽 형성의 복잡함을 내재하고 있다‘ 시민권의 문제는 단순히 권리의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공동제의 구성원으로서 ‘시민됨’의 문제 즉 시민으로서의 덕목과 행위 그
리고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등의 정제성을 둘러싼 문제를 제가한다 역사적으로 “시민이
된다”는 사실로부터 포섭과 배제의 동학이 작동하는 경계가 존재하며 정체성의 문제가 쟁
점이 되어 왔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이라는 것은 공동제 구성원의 자격뿐만 아니라 꽁동

체 생활， 즉 정치적 활동， 공동제의 방어” 종교적 행사 등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였다 시
민이 된다는 것 즉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젓은 단지 권라를 얻는다는 것을 넘어서 공동제의
삶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과 결합되어 있었다‘
근대 국민국가 시기에 시민권은 국민정체생과 결합되었다 국민국가에서 시민권은 국
민권(nationality)을 전제로 해야 했기 때문에 시민권과 국민권 사이의 관계는 호환적이고
상호의존적이였다 하지만 정제성과 관련한 경우 시민권의 문제에 있어서 괴리 현상이 발
생하기도 한다 독일의 터어키인이나 프랑스의 알제라인은 각각의 나라에서 국민권을 획
득하면서 시민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국적이 주는 국민정제성 (national

identity)과 출신국으로부터 오는 종족적 (ethnic) 및 종교적 정체성 즉 문화적 정처1 생 사이
에서 갈등한다 앞서 보았듯이 그러한 갈등은 이민 2-3 세대 그리고 사회경제적 상황의 어
려움 등 속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라고 이러한 갈등 속에서 유럽 시민권 부여틀 둘러싸
고 문제가 더 복잡해진 듯하다

1984년 유럽의회는 ‘유럽연합 조약안’을 제시하면서 처음으로 유럽시민권 개념을 명확
히 제시하였다: “회원국의 시민은 그 자제로서 연합의 시민이다 연합의 시민권은 회원국
시민권의 자격과 연결되어 었다 연합의 시민권은 따로 획득하거나 상실할 수 없다 연합
의 시민은 이 주약이 규정한 형석에 따라 정치에 참여하며， 연합의 사법적 질서에서 인정
하는 권리를 누라고 연합의 규정을 따른다/’ 이러한 규정은 1992 년의 마스트라히트 조약

에 반영되였고， 나아가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시민권의 내용을 좀 더 풍부히 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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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유럽연합조약 8조) 우선 기존의 경제적 행위자로서 시민에 한정되었던 로마조약이
래의 시민권을 풍부히 하여 유럽연합 시민으로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또한 자

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지방자치 선거와 유럽의회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였
으며， 유럽의회에 청원을 내고 유럽의회에서 임명하는 옴부즈만-유럽연합 기관의 행정

에 불만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

에게 소원을 제출할 권리를 갖게 되었

다 이와더불어 1997년의암스테르담조약은유럽연합의 정치적 기능을강화하기 위해유
럽의회를 강화하였고， 유럽시민권 개념 역시 확대하였다. 우선 ‘자유， 안전， 정의’라는 공간
그리고 ‘내부국경선이 없는 공간’을 형성하겠다는 것이 보충되었다(Meehan

2005;

온대원

2003)

2000; 조홍석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설정한 ‘내부의 국경선이 없는 공간’이라는 개

념과 ‘자유， 안전， 정의’의 공간이라는 개념은 현재 유럽연합의 시민권 개념과 연관지어 생
각본다면， 유럽연합 회원국틀 간의 경계의 제거와 함께 외부적 장벽의 공고화를 의미한다
그것은 1970년대 이후 프랑스가 그러했듯이 외부의 경계를 강화하면서 비유럽인들의 유
럽 이민을봉쇄하고자하는조치이다

유럽시민권의 전제조건이 회원국의 시민이라는 점에서 결국 귀결되는 문제는 유럽
의 회원국이 시민권을 어떻게 부여하는가이다. 즉 유럽연합의 개별 국민국가가 국민권

(nationa1ity )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유럽의 시민권(citizenship)을 결정하는 구조이다

유럽연합의 회원국틀은 마스트리히트조약， 암스테르담 조약 그리고 융1 겐 협정 11) 등을 고
려하면서 각국의 시민권 부여에 일정한 조율을 거쳐 왔다. 예를 들어 강한 속인주의 원칙
의 독일과 강한 속지주의 원칙의 프랑스는 서로 자신의 원칙을 약화시키면서 반대의 원칙
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유럽시민권 부여에 있어서 형평성을 찾으면서 수렴의 길
로 접어들고 있다-(Wei1

and Hansen 1999)

독일의 경우 1913 년 제정된 제국국적법 (Reichsund Staatsangörigkeitsetz)에 명시된 속인

주의 원칙

시민권은 독일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경우에 부여된다→ ]2000년 국적법 개

정까지 유지되었다(고상두 , 하명신

2010).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들이 시민권을 얻

기 위해서는 최소 15년 이상 독일에 합법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11)

챙겐 협정은 1985년 프랑스， 독일， 베네룩스 3국 사이에서만 별도의 여권섬사 없이 국정을 공유
한 협정이었는데， EU 조약안에 편입되면서 현재

EU 회원국

사이 국정철폐와 출입국 수속을 없

애기 위한 조약으로 발전하였다 EU 회원국 간 인력이동의 자유에 따른 태러， 마약， 불법이민 등

의 범죄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행겐 정보시스탱을 가동하여 정찰과 사법기관 샤이의 협력을 도
모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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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기존 국적을 포기하고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했다 반면 귀환동포

특히 사회주의권의 해체와 통일이후 독일계 후손은 조건없이 국적을 허용하여 그 수가 약
250만명에달하였다
하지만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동유럽난민 문제 및 유럽통합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

와 결합하변서 이러한 국적법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높아졌다 그에 따라 정당 간 및 정당
내부의 갈등 등 우여곡절을 거친 후 개정된 2000년 l 월의 개정국적법에 따르면， 그 간의
속인주의 원칙에 속지주의 원칙을 결합하였다， 부모 중 l 인 이상이 8 년 이상 독일에 합법
적으로 거주했거나 영주권을 브유하고 최소 3 년 이상 독일에 거주한 외국인의 출생자녀는

독일시민권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이중국적은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국적취득의 조건을
완화하여 국적취득에 펼요한 거주기간을 과거 15 년에서 8 년으로 단축하였다 하지만 복
지급여와 실업수당 없이 생활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독일어에 능통해야 한다는 조

건을 달았다 이와 함께， 2005 년 이민법은 국적취득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통합교육과정과
국적 취득 테스트를 통해 이민자들의 독일사회에의 통합의 노력올 강화하였다. 통합교육
과정에 따르면 600 시간의 독일어교육과 독일의 문화， 역사， 법규 등에 관한 30 시간의 교양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이민자들에게 독일 사회의 기본 가치를 이해시카고

독일어 언어능력을 배양시켜 내국인과의 자유로운 소통，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진입 그
리고 궁극적으로 독일사회로의 진입음 돕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국적테스
트를 통해 이민자들에게 독일의 역사， 문화， 헌법에 관한 기초지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는 2006년 l 월부터 외국인이 독일 시민권을 신청할
때 심성테스트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테스트는 “종교블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책이나 영
화가 있다 이젓으로 인해 모욕감을 느낀다변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겠는가? 여성은 남성

에게 복종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성은 맞아도 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의
딸이 다른 신앙을 가진 남자와 결혼하려 한다 어떻게 하겠는가9 당선이 알고 있는 사람
이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9 . 11 사건에 가담한 사람은 테러
리스트인가 자유의 투사인가?" 등으로 이루어 진 30문항의 국적 취득 심사를 위한 설문지
이다(이칠용

2007 , 328).

심사의 대상은 이슴람 국가 출신의 외국인에 제한되어 있어 소위

“무슬램 테스트”라고 볼린다 응시자의 답변이 독일 시민이 되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
면 국적 취득은 거절당할 수도 있다 질문이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묻는 것
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이슬람 문화에 대한 비하를 담고 있다

독일의 경우와 대비되어 유럽의 통합과 관련하여 프랑스 이민정책과 국적법의 변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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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다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그것은 유럽통합이 점점 무르익으면서 유럽 내부

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유럽 외부와의 정계가 더욱 장화된다는 점이다 프랑스 이민정책
을 보면， 제2 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부흥 속에서 과거 석민지로부터 대대적인 노동력이 유
입되었고， 그에 대해서 프랑스연합(Union française)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프랑스 제국

주의를 대신해서 프랑스 본국과 식민지 사이의 연대관계를 재정립하는 체제를 확립시켰
다 그리고 프랑스연합법에 따라 프랑스연합의 시민은 인종과 종교의 차별없이 평등한 권
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명기하였다(박지현

2008)

하지만 1958 년 알제라 독립 전쟁의 시작

과 함께 프랑스연합은 붕괴되고 프랑스 연합의 시민권을 가졌던 알제라인을 포함한 구식

민지인들은 외국인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일쇼크 등으로 인한 정제불황의
시작은 프랑스 정부로 하여금 “이민제로” 정책을 취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와 대비되어
1957 년 로마조약에 따라 1970년대 서유럽국가 9개국의 노동자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콩통
체 내에서 자유롭게 취엽할 수 있게 되었고， 사회보장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후 30년의 명광과 전통적 자유주의적 기조를 반명하고 있던 1973 년의 프랑스 국적법
에 따라， 국적 체계에 있어서 남녀평등， 적자와 사생아의 평등， 본토와 해외영토의 국적권
통일이 이루어졌다 이 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외국인부모에
게서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는 성년에 프랑스나 프랑스 국적부여 혹은 획득이 가능한
영토나 나라에서 연속적으로 5 년째 거주하고 있다면， 공식절차 없이 프랑스 국적을 획득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1993 년 국적법 (Ioi

Méhaignerie)

개정과 함께 변화한

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 부모에게서 프랑스에서 태어난 자는 16세에서 21 세 사이

에 ‘의지선언’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맥락에는 프랑스 정부가 이민자들에게 국
적 부여 요건을 강화하면서 ‘젊은이들이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국적을 획득해서는 안 되
며， 또한 국적 취득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프랑스국적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이다 (Ribert

2006, 16).

따라서 국민정체성의 확실한 확보와 자신의 조국에 대

한 심도있는 애착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1993 년 법에서는 이민 2세대가 국적을

얻기 위한 일정한 조건 -16세 이전에 5 년의 거주 그리고 프랑스국적 선택 시 자신의 의지
를 프랑스어로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제시하였고， ‘의지 선언’ 조항은 ‘이민 2
세대’를 제도화한 것이다.
이러한 국적볍과 함께 우파 대통령인 시락과 현 대통령인 사르코지가 내무작관 시절
에 입안된 이민법틀은 프랑스의 국갱을 더욱 강화하였다(박선희

2008)

당시 사르코지 내

무장관은 2003 년법을 통해 단기체류비자 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불법이민자들의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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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송환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지문전산화 작엽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2006년의 사르코

지법은 ‘선택이민 수용’ 원칙을 강화하였다 우선 가족이민의 조건을 강화하여 과거 l 년
의 조건을 18 개월로 연장하였고，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수령자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특
히 선택이민을 위해 ‘능력과 재능‘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장치

를 마련하였다 이후 대통령에 탕선된 사르코지는 “이민， 통합， 국민정체성 및 연대개발
부(Ministrε

de 1’ immigration,

dε

r intégration, dε l’ idεntiténationalε εt

du développement

solidaire )"를 창설하여 이민， 사회통합 및 정제성 문제 등을 총괄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초대 이민부장관이 오르트픽 (Hoπεfεux)는 2007 년 법을 통해 가족 재결합을 위해서는 최

저임금의 120% 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이민자에게 유전자 검사플 의무화하는 등 한
층 강화된 장벽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초대 이민부 장관에서 내무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오르트되는 2010년 7 윌 말 집

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추방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는 2010년 10월 말까지 프랑
스에 있는 300여 개 집시 집단거주 캠프의 절반이상을 첼거하고 불법행위를 저지픈 집시
틀을 출신지국가로 추방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약 2 만 명가량의 집시블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대도시 외곽 불법 캠프 촌에 거주하면서 사회불안요소가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가들과 노동조합， 좌파 정당들의 연대는 전국적 시위를 통해 정
부의 외국인 혐오증 정책 폐지를 요구하였고” 국가인종주의 (racismε d’ Etat)라는 표현을 통
해 정부정책을 규탄하였다 유럽의회 역시 9월 9 일 프랑스 성부의 집시추방정책를 비난하
는 좌파정당 주도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중단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유법이 할 수 있는 것
은거기까지였다

이것이 유럽시민권의 현주소이다 유럽은 국민국가들의 연합이며， ‘국민들의 유럽‘인 것
이다 아직까지 시민권이 주권의 배타적 권한이며” 유럽은 그에 대해 발언을 할 수 있을지

라도 어떠한 구속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민정책의 문제는 겸국 개별 국민국가의 문
제일 수밖에 없다 시민권의 부여는 고유한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유럽 차원에서 형평
성 문제 때문에 개별 국가들 간의 차이를 조율하고 있지만， 앞서 보이듯이 방향생은 진입

장벽을 높얀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합의 속에서이다 그러하다면 유럽시민권의 문제는 단
순히 기존 국민국가 시기의 시민권의 연장이나 확대라얀 차원이 아니라 끈본적이고 ]면다
민주주의적인 다른 시각에서 접큰할 펼요가 있다 이에 대해 다음 점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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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유럽’

어떤 사람을 시민으로 즉 공통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얼 것인가의 문제는 곧 그 공동제

의 성격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근대의 국민국가를 넘어서 유럽이라는 새로운 공통체들 형
성해 가고 있는 현재， 새로운 시민권， 새로운 정체성의 문제는 형식적 차원을 넘어서 유럽
의 새로운 내용을 채우는 문제이다. 이 과정에서 작동하고 있는 문화적 인종주의는 유럽
의 민주주의에 역작용을 하고 있다- 국민국가 형성기에 민족주의는 새롭게 형성되는 공동

체의 통합이데올로기로서 내부적 통합과 외부와의 경계를 강화함으로써 내부의 민주주
의 형성에 가여한 부분도 있다 즉 시민을 국민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작엽은 시민의 권리
의 확장의 과정에 맞물려진 과정이었고， 그것을 통해 국가에 대한 애국섬을 만들기도 하
였다 하지만 민족주의는 외부와 경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국민국가 내부에 외부를 만
드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국민국가라는 물리적 정계 내에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국

가의 성원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외부인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이민자
틀이며， 더구나 그들이 문화적으로 기존 국민국가 내에 편입되기를 거부할 때 더욱 섬각한
배제를 경험할수밖에 없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자본의 이통은 물론 노동력의 이동이 급증하고 있으며， 세계 곳
곳에서 인종문제는 구체적인 현실이 되고 있다. 유럽통합의 과정에서도 이민노동자와 이

들의 문화적 권리의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월러스타인은 다음
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자유주의 국가의 대명사와 같은 전통의 장소에서 ...... ‘노

동자’가 형편없는 급료를 받고 정치적 · 사회적 권리에서 소외된 1848년 이전 같은 상황으
로 돌아가 있을 것이다 서양노동자들은 또다시 “위험한 계급”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피부색은 바뀌어 있을 것이며， 계급투쟁은 인종투쟁이 될 것이다 21 세기의 문제는
인종차별의 문제가 될 것이다"(Wallerstein

1995 , 47). 이러한 윌러스타인의 지적은 현재의

유럽에서는 현실로 존재하는 것이며， 한국 사회 역시 곧 현실이 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
작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규법적 수준에서 권리의 문제에 대한 원칙을 이야기해야 한
다면， 그것은 모든 인간의 시민됨을 말해야 한다. 즉 모든 인간은 그들이 어디에 존재하건，

즉 그툴의 국적을 불문하고 시민의 권리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아렌트가 언
급하였던 “권리등에 대한 권리 (droit
의 실현이다(Arendt

aux droits)"에 대한 접근가능성으로서 권리의 보편성

2006). 그러할 때 배타적 정체성에 기반한 권리가 아닌 ‘권리없는 사람

들의 권리’가 가능해 진다(Ranci뼈

2007 , lll). 그것은 자신의 ‘존재양식’에 대한 공통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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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권리를 선언하는 젓이다 즉 공동제의 권력이 인정하고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체에 들어오려는 개인의 츄재방식음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역시 자신의
존재방식을 공동제로부터 승인받는다는 의미에서 ‘정제성의 정치’이다

최근 유럽통합은 정치적 의미보다는 경제적 요인 즉 자본이 주도하는 형태가 되면서 자
본과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시
민권에 있어서도 기존의 자유권 빛 정치적 권리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권리가증요하게 되
었다(Schnapper 1998 , 414) 유법 연합 내에 이동하는 회원국의 시민들은 국경을 넙더라

도 유법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 예를 들어 프땅스에 들어온 독엘 국적의 시민은 프
랑스에 있으변서 유럽의회 선거에 잠여할 수 있다 물론 프랑스 의회나 대통령 선거에 참
여할 권리는 없다 하지만 프량스에 거주하면서 정치적 권리블 제외한 사회적， 경제적 권
리플 행사할 수 있다 시민과 비시민의 구별이 노동과 거주의 권리를 갖고 있고 사회보장

의 혜택을 받는 시민과 외국인

데니즌(denizen)η)

과 임시고용-과 불법제류 외국인 사이

의 구별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즉 경제적， 사회적 삶에의 참여가 더 중요하게 된 것이다
집단에의 소속감은 정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경제적 활동에 잠여하는 젓이 더 증요한 것이
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경제적” 사회적 권리는 오히려 새로운 시민권이 기반이 되고

있다 유럽 통합이 정치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에 집중하면서 유럽시민의 상 역시 경제
작， 사회적 권리， 노동의 자유， 성별격자의 해소，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 권리를 보장이라
는 틀을 통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시민의 상(1象)은 경제적 통합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 정

제성의 반영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시민됨‘은 권리의 향유 이상의 젓， 즉 시민으
로서의 덕성과 공동처1 에 대한 의무 및 소속감， 더 나아가 자유의 공간에 대한 사량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민주주의적 공동제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을 의미한다 따
라서 유럽 시민의 상에 대한민주주의적 구성을통한유럽정저1 성의 새로운구성 그리고그

기저에 있는 문화적 인종주의에 대한 거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법의 건설은 국민국가가 부과한 국경을 무너뜨리변서 국민의 경계를 넘어 유럽시민
을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시민권의 조건으로 국적 (nationalité)이 아닌 거주(résidence)

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Le Cour Grandmaison 1993)이나 시민권의 조건으로 국적이 아닌
거주지 나아가 민주주의와 시민권의 공간으로 거주자 증섞의 도시플 새롭게 사고하자는

12)

험머 (Hammar)의 표현으로 외국 국적음 보유한 채 합법적으로 장기 제류하는 이민자듣을 일걷
는다 (Hamme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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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lsin 2000)이 촌재한다. 또한 퍼셀 (Purce Il)은 시민권의 ‘스케일 조정 (rescaling)’을 통

해 국가 중심의 시민권의 범위가 한편으로 국가를 초월하는 초국적 범위로 확대되고 다른

한편으로 한 국가 내 하위단위인 지역이나 도시단위로 축소될 펼요성을 제기한다(강현수

2010,1l 1- 1l2) 현실적으로 유럽의 도시 (city)7]- 유럽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유럽의 시
민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실험실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Grainger and Cutler 2000) 글로벌 시티에 끈거한 시 민권의 사고는 국민

국가의 전환을 통한 유럽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유럽시민권의 새로운 방식을 가능케 한
다‘ 원래의 출신국으로부터 오는 정제성과 더붙어 거주지로부터 오는 정체생에 근거한 시

민권의 형성이 가능해진다 유럽의 시민권은 일종의 초국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다중적 정
제성을 형성시카는 초국민주의 (transnationalism)에 근거하게 된다(Kastoryano 2005) 초
국민주의는 민족주의가 영토성을 벗어나 발생하는 현상이다. 유럽시민의 정치적 참여는
기존의 국민국가적 영토 개념을 벗어나 이루어지면서 유럽이라는 새로운 영토성을 만들

어내면서 이루어진다 이제 ‘초국민적 정치적 주체’의 형성을구상할수 있다(Balibar 2001 ,

255-256) 초국민적 주체의 경우 기존의 국민(성)과 문화의 탈구 현상을 동반할 수밖에 없
다‘ 혹은 이민의 활성화 속에서 이중 국적 내지는 다중적인 국민정체성 혹은 다문화적 정
체성의 형성과 이것들의 유럽 내부에서의 수용이 펼요하다(Delanty 2000; Dijkstra et a l.

2001). 샤회적 통합 역사 국민국가 시기와 같이 문화정제성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적 평통과 권리의 향유， 그리고 정치적 참여의 활성화를 통해 추구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삶으로부터 제기되는 권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정체생 역시 거대한 유럽이라는
새로운 공동체를통해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공통체가 가지고 있는 배제를 행하

는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동시에 물리적인 정계를 허무는 방식이다 국민국가라는 공
동제가 전환을 맞으면서 새로운 공동제의 모습을 추구해 간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와 인간
의 권리의 확장의 계기가 될 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이라는 새로운 공동체
의 탄생이 민주주의 확장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자유로운 인간들의 시민됨이 필요

하마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형생된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진 유럽이야말로 기존의 국민
국가들의 연합으로서 ‘국민들의 유럽’이 아니라 ‘시민들의 유럽’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

음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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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Citizenship Identity and Cultural Racism:
Transformation ofNation-State and Extreme-Right Na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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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National Defense Un뼈 rsity

This article examines european identity, european citizenship and cultural racism ,
which are important problems in the formation of European Union. These become
important issues in the two instances. Identity and citizenship are, first , issues of nationstate and , at the same time , working in the instance of Europe. Although citizenship is a
institutional formu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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