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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다문화 사회에서 열린 시민성 연구

이 지 현

본 연구의 초점은 ‘공화주의 시민성이 다문화 사회에서도 유효한가?’라

는 물음에 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현 시대의 다문화 논의

속에서 공화주의 시민성의 위상을 살펴보고, 공화주의 시민성이 오늘날의

시민성 논의에 어떤 함의를 줄 수 있는지 해명하고 있다.

열린 시민성은 공화주의 시민성이 상정하는 공동체의 외연을 확장시키

고, 다문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배경으로 하여 도출된 개념으로서 시민적

덕성을 강조하는 시민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시민성에 대한 논의는 단위

국가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단위 국가 내에서 볼 때 공화주의 시

민성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라는 사상적 조류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공

화주의 시민성에서는 공화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도덕적 선을 지향하

는 공공의 윤리를 중시한다. 시민적 덕성은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성찰

로서 정치 공동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공의 최고선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 개별 국가 내에서의 시민성은 다원화를 바탕에 두고

다양한 정체성 형성을 권장할 수 있는 개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문화 사회를 바탕으로 한 시민성 논의에는 세계주의 시민성

과 민족주의 시민성을 들 수 있다. 세계주의 시민성은 시민성의 적용 범위

를 국경을 초월하여 인류로 확장시키고자 하며, 민족주의 시민성은 민족이

라는 감정적 공동체를 으뜸으로 생각한다. 이들 시민성은 단위 국가 안에

서 다양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추상적이다. 시민의 자율성과 다

양성을 장려함과 동시에 강력한 시민윤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공화주의

시민성이 다문화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전의 주장들보다

더욱 적극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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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민성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시민성의 요소는 세 가지이다. 첫째

로, 비지배적 자유를 들 수 있다. 비지배적 자유는 공화주의적 자유의 핵심

을 이루는 개념으로서 종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다문화 사회에서

비지배적 자유가 필요한 이유는 비지배적 조건이라는 상호관계를 통하여

서로 간에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자세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법치의 존중이 있다. 법의 지배는 정치공동체 구성원을 제약하는 동시에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에 다문화 사회에서 공생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원

칙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화주의적 애국은 자유와 정의를 지향하는

조국에 대한 애착으로서 다문화 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 가치들에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논의할 것은 열린 시민성의 함양 방법이다. 참여는 타인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부패 상태를 방지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참여는 개인의 행복과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개인과 사회 모

두를 위해 유익한 것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여와 함께 강조되어야 할 것은 자기성찰이다. 자기

성찰은 이성적인 대화와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토대로서 지배적

가치와 목표를 단순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미와 정당성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살펴본 열린 시민성은 도덕교육의 형식적 교육과

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에 적용될 수 있다. 열린 시민성에서 추구하는 선한

시민적 삶은 공공의 선을 위해 모두가 힘쓰는 협동과 공존의 환경을 조성

하며, 개인의 품격 있는 삶과 공동체적 삶의 공존을 가능하게 한다. 개인이

속한 상황, 문화, 종교에 따라 각자 다를 수 있는 애착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열정으로서 열린 시민성이 다문화 사회의 공존과 평화를 직접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지향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주요어 : 열린 시민성, 공화주의, 시민적 덕성,

공화주의적 애국, 다문화 사회, 도덕교육

학 번 : 2011-2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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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한국 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사회적 현상은 다문화이다. 다

문화는 인종, 민족, 문화, 종교, 사회계급이 다양한 사회를 말한다. 또한 다

문화는 이러한 다양성을 통해 공적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포함

하는 규범적 진술이기도 하다. 다문화의 핵심은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영

역에서 중심과 주체가 분화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이질적인 문화 간의 상

호작용을 통해 사회의 다원화와 건강한 시민성 형성을 지향하는 것이다.1)

이러한 다문화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요구된다. 다문화 사회의 시민은 다문화가 제기하는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

해 분석하고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풍부한 도덕적 실천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도덕과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는 데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학생의 사적 삶에 있어서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함의하

고 있는 시민성(citizenship)2)을 계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책임과

헌신, 정의 지향과 비판적 참여의 자세를 가진 시민성 함양이 필요한 것이

다.3)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은 홀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한국이라는 공동체는 과거

의 공동체와는 달리 다문화, 세계화라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기 때

문에 원론적으로 시민이 어떤 존재로 삶을 영위해야하는 것인지 개념적으

1) J. A. Banks (2008),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모경환 외 옮김, 『다문화교육

입문』, (아카데미프레스), pp.1-7.

2) 시민성은 시민의 지위를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의무, 시민이 갖

추어야 할 자격과 덕목, 시민으로서의 활동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3) 정창우 (2008), “도덕과 교육에서 시민교육 영역의 교육내용과 지도방법”,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도덕윤리과교육』, vol.79,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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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술하는 차원을 넘어 이 새로운 환경의 공동체에서 다른 시민들과 더

불어 살아가는 태도와 모습에 대해 도덕적 가치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의 시민은 다문화, 다종교 사회에 살게 되었으며 서로 간의 동

질요소를 찾기보다는 이질요소를 찾기가 더 쉽게 되었다. 이질적 요소가

강한 집단에서 시민윤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 때문

에 도덕교육의 효용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동체는

반드시 같은 문화나 역사 및 정체성을 공유하는 시민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성원들 사이에 종교나 문화가 다르고, 심지어 언어가 달라

도 같은 시민성을 공유할 수 있고 윤리적 입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예

를 들어, 벨기에나 스위스 등 서구의 많은 이질 집단으로 구성된 국가의

존재는 이 점을 입증한다. 시민성은 면대면의 관계를 넘어가는 익명의 세

계에서도, 너와 내가 피를 나눈 동포이며 형제라는 관계를 전제하지 않아

도 가능한 관계다.4) 이것은 혈연과 정체성을 뛰어넘어 불특정 다수의 타인

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민의 결속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도덕적 이념 기반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에 직면하게

된다.

혹자는 다문화 사회를 풀어나가는 공존의 키워드로 민족 개념을 제시

하기도 한다.5) 특히 분단 상황에 있는 한국에서 민족 개념은 호소력이 있

을 수 있다. 하지만 단일민족주의와 순혈주의가 다문화 사회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내집단의 결속력을 강하게 하는 만큼 외집단에 대한 배척을 가

져오기 때문이다. 혹자는 민족주의를 비판하며 단위 국가 내에 민족이나

인종적 특성 같은 것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이런 현상의 상당부분은 인위

적인 구성일 뿐이라고 한다.6) 민족주의가 개인의 자율성, 국민주권,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적 연대를 창출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논의

가 이루어지고 있다.

4) 박효종 (2002), “민주사회와 시민적 덕목”,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대논총』, vol.65, p.29.

5) 양영자 (2008), “분단․다문화 시대 교육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양립 가능성 모

색”, 한국교육과정학회, 『교육과정연구』, vol.25, p.23.

6) B. Anderson (2006),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Verso), pp.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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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에서는 세계주의 시민성을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시민성으로

제시한다. 세계주의 시민성은 세계인들의 공동체를 다른 여타 공동체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이들은 공동체의 시민성을 밖으로 확장

시키는 데에만 집중했기에 추상적인 외침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

구는 민족주의나 세계시민성의 틀에서 공동체의 미래를 논의하기보다는 다

문화, 세계화, 다종교로 표현되는 복합적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윤

리 규범적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사상에

기반한 시민성을 검토한 뒤, 특히 공화주의 시민성을 중심으로 다문화 시

대에 필요한 시민성의 속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열린 시민

성’(openness citizenship)은 다문화 사회라는 사회적 현실을 적용시켜 공화

주의 시민성의 외연을 확장시킨 것이다.

열린 시민성에서 표현된 열림의 의미는 두 가지 차원으로 규정하고 접

근한다. 첫째, 열림은 다문화, 세계화, 다종교 사회에서 무조건적인 수용이

나 또는 배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 태도로 받아들임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타당성을 지닌 ‘순리적 개방성’(reasonable

openness)을 의미한다. 다문화 사회의 시민이라면 존중과 관용의 태도를

바탕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다른 공동체의 이질적인 것들과 공존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성과 다원성에 대해 이성적으로 인지하여 받아들

일 수 있는 이성적인 분별력을 지향하여야 하는 것이다.

공화주의 관점에서 이러한 열림은 특히 부패에 저항하는 덕성과 연관

지어 살펴볼 수 있다. 공화주의 사상에서는 덕성과 이성적 분별력을 갖춘

시민의 육성을 통하여 공공영역을 존중하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공동체

를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을 강조하였다. 시민의 공적인 참

여를 이끄는 동시에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 자유와 공공선7)이 모두 성장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다양성과

다원성에 대하여 관용할 수 있는 태도를 요청함으로써 시민이 개인적 영역

에 치우친 삶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열림의 태도는 오늘날에

7) 본 연구에서 쓰이고 있는 ‘공공선’은 ‘common good’을 의미한다. 민주정치는 공공선을 기반으로

하는 공적 심의(public deliberation)를 요구한다. 박효종 (2005), 『민주주의와 권위』, (서울대학교

출판부), p.696. 공공선은 공유된 것(共)이 아니라 공적인 것(公)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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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여전히 탐구되는 문제들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열림은 지속적으로 성찰8)하는 마음의 태도로서의 개방성을 뜻한

다. 현대 사회의 시민은 롤즈(J. Rawls)가 ‘반성적 평형’(reflective

equilibrium)이라고 지칭했던 도덕 추론법과 같은 방식으로 지속적인 숙고

와 판단을 통해 자신의 사고를 재구성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한다.9)

끊임없이 새로운 현상을 판단하고 해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있기 때문

이다. 이와 관련하여 샌델(M. Sandel)은 도덕철학은 소크라테스(Socrates)

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현재 우리가 숙고한 판단들은 그 바탕에 깔린

원칙들이 분명해지면 판단을 변경하고픈 마음을 자극한다고 하였다. 현상

에 대한 판단은 자명한 전제들에서 도출되기보다는 맥락과 흐름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는 개념이다. 사태를 치밀하게 살펴보고 정의를 행하라는 의미

에서 눈을 뜬 모습으로 묘사되는 정의의 여신처럼,10) 시민은 끊임없이 다

문화 사회에서의 시민적 가치들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므로11)

성찰로서의 열림을 강조하였다.

다문화 사회에서 공화주의 시민성을 단초로 하는 열린 시민성이 제대

로 자리를 잡으려면 시민들 개개인의 이익과 전체 공동체의 이익이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이 공동체 전반에 형성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서로 간의 상호의존성과 유대를 함양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는 시

8) 시민성에서 성찰은 사회 전체의 지배적 가치와 목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의미와 정

당성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

이다. 정수복 (2002), 『시민의식과 시민참여』, (아르케), p.19.

9) ‘반성적 평형’은 롤즈가 『정의론』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일상 생활에서 부딪히는 사안에 대해 심

사숙고하여 얻게 되는 도덕 판단들은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된 정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지만, 지

속적인 숙고를 통해 판단들과 원칙들을 수정하게 될 때 양자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된다. 지속

적인 숙고를 통해 끊임없이 변동 가능한 시민성의 의미를 재구성한다는 의미에서 ‘열림’과 통한다.

10) 정의의 여신을 묘사할 때 눈을 뜬 모습과 가린 모습 두 가지가 있다. 눈을 가린 여신은 정의를

시행할 때 인정에 치우치지 말고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하라는 의미를 상징한다. 눈을 뜬 여

신은 사태를 잘 가려 살펴보고 적절하게 정의를 시행하라는 의미를 상징한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눈을 가리지 않은 정의의 여신상이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목 (2011), 『마이클 샌

델의 하버드 명강의』. (김영사), p.425.

11) 개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타당하다

고 생각하는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한다. 그런데 특정 정보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자신의 행

동이 주어진 상황에 적절한 것이라는 공유된 신념, 곧 자신이 속한 집단의 규범과 일치할 때 타당

성을 인정하게 된다. Tuner (1991), Social Influence, (Pacific Grove: Cole Press). 시민성은 정치

적 장의 참여를 통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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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적 덕성이 시민성 교육의 핵심 가치로 포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

문화 사회에서 관용과 시민적 우정이 확고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선의 증진이 공공선의 증진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적 양심의 나약함과 공적 가치에 대한 무관심은 시민적 덕성의

함양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오늘날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서

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기초로 하고 시민윤리를 중시하는 열린 시민성

의 비전이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시민성은 한 개인의 삶이 시작되기 전부터 구성되어 있는 개념이며 개

인의 삶은 역사와 사회가 지향하는 시민성 표준의 시작과 끝을 만든다. 롤

즈(J. Rawls)가 지적한 것처럼 시민은 한 공동체에서 삶을 시작하고 마감

하는 존재다. 바로 이 점이야말로 공동체의 삶의 규범과 표준을 정하는 일

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되는 근거이다. 다문화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시민

들은 서로 이질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한편 가치관이나

생각이 다르더라도 함께 삶을 영위해야하는 공통의 운명을 공유하는 존재

이다. 따라서 서로의 차이를 공적인 방식으로 논의하고 타협을 만들어내며

공동의 삶을 모색하는 정치적 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12) 이처럼 성찰과

참여를 통해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덕을 실천적으로 함양해가는 과정은 열

린 공동체의 시민으로 또한 도덕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하

다. 따라서 열린 시민성이 지향하는 바가 인성교육의 중핵교과인 도덕교육

에서 충분히 강조되어야 하고 이것이 다문화 공동체 삶을 성공시키는 단초

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에서 공화주의 시민성에 바탕하는 열린 시민성

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밝히고 열린 시민성의 도덕교육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공화주의 사상가들의 저서와 논

12) 휜스테른(V. Gunsteren)은 『시민권의 이론』(A Theory of Citizenship)에서 자유주의, 공동체주
의의 대안으로 ‘운명 공동체(community of fate)’라는 새로운 기획을 제안한다. 공화국은 운명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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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은 공화주의 사상 중에서도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조화를 중시하는 페팃(P. Petit)과 스키너(Q. Skinner), 이탈리아의 비롤리

(M. Viroli)로 대표되는 신로마 공화주의(Neo-Roman Republicanism) 사상

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참여와 공적 영역의 헌신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그리스를 전통으로 하는 공화주의 사상과는 달리 신로마 공화주

의에서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동시에 강조한다. 공동체적 삶의 참여

는 덕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된다. 신로마 공화주의 관점은 시민의 권리와

책무 양자를 동시에 중시하고 책임있는 자유를 지향하기에 다문화 사회의

시민성에 중요한 함의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입장이다.

본 연구에서 원용하고자 하는 신로마 공화주의는 키케로와 같은 고대

로마 사상가의 저서를 바탕으로 한다. 물론 현재의 한국적 상황과 공화주

의가 발현했던 로마의 상황은 다르다. 무엇보다도 역사적 간극이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공동체에서 요구되는 시민성은 거의 관련이

없거나 적을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 좋은 삶과 좋

은 정치에 대한 기대와 추구는 실천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 수천년 전이

나 지금이나 다름없다. 고대의 정치사상을 살펴보면 도덕적 인간관과 사회

관이 근대의 정치사상에서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님을, 또한 도덕적 인간

관과 사회관이 근대에만 특별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것임을 알게

된다.

다문화 사회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답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상적 입

장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과거의 사람들이 가졌던 미래 비전을 통

해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전망하고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정치적 의미에서

시민성의 속성을 고찰한다.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에서는 서로 상

이하고 다의적인 개념으로 시민성을 파악하고 있다. 각각의 사상적 조류에

입각하여 시민성을 개념화하고,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을 구축하는

데 어떠한 시민성의 특성이 유의미하게 수용될 수 있을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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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에서는 열린 시민성이 필요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진단하고자

한다. 다문화 사회는 열린 시민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 사회이다.

세계화와 같은 전세계적 흐름에서 볼 때 한 국가 내에서의 시민성에서 더

나아가 다중적인 시민성 정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세계주의 시민성과 민족

주의 시민성으로서 공동체의 시민을 논하기에는 여러 현실적 한계가 있다.

세계주의 시민성은 대상이 되는 공동체를 설정하는 데 문제가 있고 민족주

의 시민성은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게 배타적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민족주의 시민성을 논하는 부분에서는, 민족주의라는 감정적 접근에서 벗

어나 공화주의적 애국을 권장해야 함을 말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장

에서는 시대 변화에 따라 시민성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왔고, 공화주의

사상이 다문화 사회에서도 유용한 시민성 개념이 될 수 있음을 다문화현상

을 분석한 학자들의 사상과 비교하면서 도출한다.

제Ⅳ장에서는 열린 시민성의 내용과 그 함양 방법에 대하여 논의한다.

열린 시민성의 주요 내용이 되는 것은 시민적 덕성, 비지배적 자유, 법치에

의 존중이다. 이것들은 공화주의 사상에서 원용한 것으로서 다문화 사회의

공존의 원리와도 통하는 바가 있다. 다문화 사회의 목표는 일상을 살아가

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주체들과 소통하면

서 생산적 시너지를 구현해가는 데 있다. 신로마 공화주의 사상이 강조하

는 시민적 덕성은 소통에 기여할 수 있으며 비지배적 자유는 협력과 개방

적 자세를 도출하는 데 이바지하며 법치에의 존중은 상호신뢰를 통한 통합

성 증진에 도움이 되기에 이들은 다문화 사회에서도 주효할 것이다.

열린 시민성을 함양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공동체적 삶의 참여와 성찰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성찰은 개인 내적 과정에서, 참여는 공동체적 삶과

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시민의 덕성 함양과 같은 시민적

삶에 있어 이 둘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다. 성찰은 공동체의 삶에 참여하면

서 더욱 의미있게 발현되고, 공동체적 삶에 대한 참여는 성찰을 통하여 중

우정치 및 다수결의 병폐를 막을 수 있게 한다. 바람직한 시각과 태도는

개인의 내부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찰과 개인 외부에서 일어나는 공동체적

삶에의 참여를 통해 길러질 수 있으므로 양자를 함께 열린 시민성의 함양

방식으로 규정하여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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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Ⅴ장에서는 이전까지 논의한 열린 시민성에 근거한 시민성 교육이

도덕교육적으로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에 대해 도덕교육의 목표와 내용

측면에서 일련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2011년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

용체계에서 관련 있는 부분을 발췌하고, 열린 시민성을 교육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특히 다문화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던 학자들의 통찰에 주목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열린 시민성이 도덕과 교수학습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성주의 수업방식, 토론 중심 수업방식, 협동학습을 활용한 수

업에 접목시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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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민성의 이론적 배경

시민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공동체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시

민 또는 ‘교육을 통해 양성해야 하는 시민’이라는 규범적 의미가 강하게 내

포되어 있다. 시민 또는 시민성은 공동체 속에서 실존하는 구성원들의 현

실적 지위(status)와 권리(right)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지위가 요구하는 역

할(role)이나 의무(obligation)이기도 하며, 역할이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ability)나 자질이기도 하다. 시민성은 시민의 지위를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의무,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격과

덕목, 시민으로서의 활동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시민성의 의미를 간결하

게 규정하기란 어렵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시민성의 개념과 시민적 덕목에 대한 입장은 다

음과 같다. 오늘날 시민성 또는 시민 자질로 번역되고 있는 citizenship이라

는 용어의 라틴어 어원인 civitas에는 시민이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동형성

을 지닌 존재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 civitas는 ‘국가나 공동체를 구성하며

이를 위해 기능하는 개인이나 제도의 역할’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공동

체의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책임, 공동목적, 공동체 의식 등의 의미를 담

고 있는 말이다. 시민성이 분리된 개인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아니라 공동

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라는 것이 시민성에 대한

본 연구의 입장이다.

정치적 의미에서 시민성은 민주주의적 이념과 원리를 신봉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강하다. 정치적 의미에서 시민성을 찾기

위해 민주주의의 기본특징을 살필 필요가 있다.13) 민주주의의 기본 특징은

자유와 평등의 보장, 인간 존엄성의 존중, 국민의 정치적 참여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은, 자유와 평등을 마땅히 존

중한다. 누려야 할 기본적인 가치이자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원

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인간을 인간 이외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그 자체의 목적으로 존중한다. 그리고

13) 이해주 (1996), “사회과교육 참여와 민주시민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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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과 타협을 수용하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정치에 적극 참여한

다.

현대 시민성 연구의 대가인 토머스 마샬(T. Marshall)은 시민성을 ‘사

회가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와 의무에 기반을 둔 사회적 멤버십’으로 정의

했다.14) 마샬은 시민성의 개념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먼저 ‘시민적 시민

성’(civic citizenship)이 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인식과

의식을 말한다.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권리와 제도, 법률규

정과 관련된 체계들이 여기에 속한다. 다음은 ‘정치적 시민성’(political

citizenship)으로 이는 정치권력(political power)의 행사에 참여하는 권리이

다. 의회나 행정부 등에 참여하는 권리를 통칭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

회적 시민성’(social citizenship)은 시민들이 경제적 복지와 안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낸다. 이상의 세 가지 속성은 인권과 사회권에 대한

자각과 이를 위한 권리와 의무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복지국가의 제도

화와 함께 이러한 시민성이 정착되어 왔다. 하지만 마샬로부터 내려오는

현대 시민성의 정의는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 의무를 강조함으

로써 권리 쪽에 치우친 시민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시민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자 하였다.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의 입장에서는 서로 상이하고

다의적인 개념으로 시민성을 파악하고 있다. 한 사상적 조류에 근거하여

오늘날의 시민성을 개념화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공화주의 시민성

만으로 시민성의 특성을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적 시민성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공화주의 시민성을 다른 두

이론에 기초한 시민성의 기본적 해석틀로 삼아,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특성이 유의미하게 수용될 수 있을지

각각을 살펴보고자 한다.

14) T. H. Marshall (1965),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New York: Doubleday).

pp.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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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주의적 시민성

1) 사적자유중심 시민성

자유주의 사회는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거나 합의해야 하는 ‘좋은

삶’(good life)에 대한 정당화될 수 있는 비전이 존재할 수 없는 사회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덕목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는 아니다. 민주시민교

육에 있어서도 ‘권리’와 ‘의무’ 및 ‘책임’을 중시할지언정 ‘덕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은 특히 공동체주의자들이 비난하는 부분이며

자유주의자들도 자인한다.15)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원만한 운영은

구성원 개인의 품성에 달려 있다. 따라서 시민 개인들로부터 시민적 덕목

을 찾아볼 수 없거나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아무리 제도가 탁월해도 병

리현상이 일어난다. 특히 자유주의 이론에서 개인적 자유의 확대는 사적

영역의 과도한 몰입을 가져왔기에 사회적 인간은 분리 독립된 개인으로 원

자화되었다.

자유주의에서는 시민성을 개인의 권리(right)나 지위(status)에 중점을

두어 시민성을 정의내린다. 자유주의 사상에서는 권리를 통해 자신의 이익

을 개발하고 다른 개인이나 공동체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근대의 계약론자인 홉스나 로크와 같은 사상가들은 시민

이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생명과 자유, 사적

재산에 대한 시민적 권리가 없다면 개인은 자의적인 지배 아래 놓일 수 있

기 때문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국가는 곧 필요악의 개념과도 통하는 것이었다.

자유주의에 있어서 공동체의 관념은 방해와 제한의 속성을 가진 것으

로 이해된다. 공동체는 개인의 이익을 제한하는 책무를 부과하는 간섭이다.

자유주의 철학자 밀(J. S. Mill)은 『자유론』에서 정치적 권리가 대중에게

확대되는 것을 우려했다. 사적 영역의 자유16)에 제한을 둘 수 있기 때문이

15) 박효종 (2004), 『국가와 권위』, (박영사), pp.581-583.

16) 사적 자유는 개인주의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증진되었으며 개인주의와 사적 자유의 추구는 인간

존엄성과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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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전적 자유주의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개인의 자유에 대한 서술은

밀의 저서에서 잘 나타난다.『자유론』에서 밀은 자유주의 원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17)

자유가 전체적으로 존중되지 않는 사회는 그 정부 형태가 무엇이

든지 간에 자유롭지 못하고 이 자유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존

재하지 않는 사회는 완벽히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라는 이름에 합당

한 유일한 자유는 우리가 타인의 행복을 탈취하려고 시도하거나 행

복을 성취하려는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우리 자신의 방법으

로 우리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자유이다. 각 개인은 자신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건강의 적절한 보호자이다. 각자가 자신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각 개인을 타인

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도록 강제하는 것보다 인류에게

큰 혜택을 준다.

밀은 『자유론』을 통하여 이전까지 막연히 찬양의 대상이었던 개인의

사적 자유 개념을 철학적 원리로 분석하고 윤리적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자유론』이 전제하는 자유의 원칙은 명확하다. 첫째, 개인은 그의 행위가

자신을 제외한 어떤 사람의 이익과도 관련되지 않는 한, 그의 행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둘째, 타인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개인은 책임이 있으며 필요하다면 사회적,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간

의 모든 행위는 이 두 가지 원칙을 통해서 개인적 행위나 사회적 행위로

분류되어 제재되거나 허용된다.

밀의 『자유론』은 개인의 자유를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상정했지만

절대적인 권리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권리는

오직 관습이나 법이 인정할 때에만 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고전적 자

유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권리는 개인의 자유와 시민의 해방에 핵심적인 역

할을 해왔는지는 몰라도 커다란 이론적 약점을 지닌다. 권리는 언제나 역

사적 영향을 받고 자연적이 아니다.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

17) J. S. Mill (1992), On liberty, 김형철 옮김, 『자유론』, (서광사),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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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리는 도덕적 열망에 불과하기에 권리는 언제나 사회적인 인정에 기초

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기에 법은 간섭의 일종으로 파악된

다. 예컨대 자유주의에서는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한다든지 마약이나 음란물을 자유롭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이

규제한다면 이것은 자유에 대한 구속으로 본다. 하지만 음란물, 낙태, 안락

사 등과 같은 사안에 있어서도 법을 간섭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다. 자유주의 시민성에서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방해와 억압을 거부

하나, 모든 현실적 사항은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현대 자유주의 학자 중에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 학자로는 하이에크가

있다. 하이에크는 사회주의와 복지국가에 대한 엄한 비판을 통해, ‘법의 지

배’와 시장 메커니즘을 자생적으로 생성하고 작동하는 자유로운 사회의 열

렬한 옹호자로 알려져 있다.18) 그는 복지국가 아래에서의 누진과세나 사회

복지정책에 의한 소득재분배에 대해 비판하고 특히 관료가 지배하는 행정

국가가 자의적 강제에 의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의 지배’의 쇠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했다.19)

하이에크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사회적 정의의 관념은 빈곤자 구제를

위한 최저한의 생활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주의 운동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서히 개인의 공적, 필요 등 일정한 규준에 따른 소득재

분배를 요청하게 되어 현재는 기득권의 보호도 포함하여, 특정집단의 이익

을 위한 정부의 활동에 대한 요구가 거의 사회적 정의의 이름 아래 행해지

고 있다고 한다.20)

하이에크는 야경국가와 같은 최소국가만을 유일하게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만 보고 있지 않고, 정부가 복지나 소득재분배 등에 관여하는 것

도 법의 지배와 양립하는 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정부의

역할을 가능한 한 한정하려 하고, 교육, 우편, 전신전화, 사회보장, 통화발

18) 하이에크의 경우 자유지상주의자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 모두 개인적 자

유의 증진을 내세우며 모두가 자신과 더불어 자신의 자질을 자유로이 이용할 권리를 갖고 세상에

태어난다는 인간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19) 민경국 (2007), 『하이에크, 자유의 길』, (한울아카데미), pp.379-381.

20) Ibid., pp.447-458. 대표적인 보호에는 기득권의 보장이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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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정부독점에는 반대하며, 또 중앙정부가 현재 행하고 있는 서비스의

대부분은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편이 좋다고 주장한다.21) 하이에크는 전반

적으로 ‘정부의 실패’에 비판적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에 반해 ‘시장의 실

패’에는 거의 눈을 감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에는 시장원리

에 맡겨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다. 또한 기업조직 중심의 현재의 시장 메커

니즘은 개인의 자유 존중과 반드시 양립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하

이에크만큼 시장원리를 낙관적으로 신봉할 수 있을지는 문제가 된다.

가치의 주관적인 견해와 이에 기초한 개인적 자유주의는 다양한 선의

상충을 필연적으로 가져온다. 다양한 선과 현실에 관해 서로 상충되는 견

해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서는 서로 간에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평화롭

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시된다. 가치의 자율적인 선택은 비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닐지라도, 임신중절, 안락사 또는 동성애 등의 문제와 같

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충돌할 경우 보편적 동의를 이끌어

내기 어렵게 만든다. 더욱이 각자가 자신의 가치에 기반하여 자기 이익을

집단적으로 표출하고, 이를 권리로서 주장하여 충돌할 경우 사회 문제로

번지는 경우도 생긴다.

또한 자유주의에서 보이는 개인주의적 경향은 지나치게 권리중심적인

시민문화를 만들어 가족과 같은 기본적인 공동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의 공감대 형성을 저해하고, 결국 인간소외를 가져온다. 또

한 개인의 자유만을 강조하는 시민성은 승자와 패자로 시민을 양분화하여

점점 더 관용과 양보가 없는 대화 부재 상태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국가와 개인을 매개하는 시민사회가 존재할 입지가 줄어들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권리중심 시민성

근대법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기본권의 영역과 통치구조의 영역이

다. 두 영역이 상호 독립된 영역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영역으로

21) F. Hayek (2006), The Road of Serfdom, 김이석 옮김, 『노예의 길』, (나남), p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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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한 것은 로크가 설정했던 인간관에서 나왔다. 현대 공동체에서 다루어

지는 근본적인 문제들의 해결점을 인간의 권리에서 찾는 근거를 제공한 로

크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자연법에 근거한 자연권 사상을 살펴보겠다.

자연권을 살펴보면 자유주의 사상이 얼마나 권리를 중시하는지를 알 수 있

을 것이다.

자유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인간의 평등을 철학적으로 규정하는

천부인권과 불가양도의 자연권 사상이다. 자연권 이론은 모든 인간은 누구

나 예외없이 생명과 자유, 안전,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과 같은 어

떤 근본적인 권리들을, 자신의 의지나 다른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

래부터 보유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에 따르면, 국가나 지배자는 이 기본

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들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야만 한다.

자연권 이론에 의하면 인간이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와 정부에 대

해서 정당하게 정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근원적인 도덕적 진리다. 인

간은 어떤 특정한 도덕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어떤 특정한 실정법적 질서

하의 주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인간이라는 피조물의 성격 그

자체에 의해서 정의를 요구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

서 자연권은 계약 이전의 것이라는 점에서 도덕적으로는 사회 제도나 계약

적 배열에 우선하는 것이며, 이를 보유한 인간이라는 피조물의 성격에 근

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천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로크는 『통치론』22)에서 그의 정치사상의 출발점으로 자연상태(the

state of nature)를 상정한다.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는 완전한 자유와 평

등의 상태인데, 이 자연상태는 자연법(natural law)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다. 로크의 사상에서 자연법에 대한 개념은 근본적이다. 자연법은 신으로부

터 나오고 인간 이성에 의해 확인될 수 있는 객관적인 규칙이자 척도이며,

정치적 제도와 행위를 제한한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자연법은 당

연히 국가에 의해 제정된 실정법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다. 그리고 자연법

22) J. Locke (2005),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통치론 :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시론』, 강정인 외 옮김, (까치). pp.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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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의에 의해 수립된 정부에 대해 인간이 복종하도록 구속한다.

자연법은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독립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생명․건강․자유․소유물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한

다. 이 같은 로크의 설명은 인간이 생존했을 법한 최초의 상태를 상상력을

통해 재구성한 결과로 나타난 것인데, 결국 이것은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

기 위한 정당화의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생성된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만이 독특하게 내세우는 자연권에 대한 교의는 개인의

자유와 인민들과 여러 집단들의 해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는지는 몰라

도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지적한대로 커다란 이론적 약점을 노정한다. 권리

는 오직 관습이나 법이 인정할 때에만 권리인 것이며, 그것은 언제나 역사

적인 것이지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역사 속에서 법에 의해 인정받은 것이

아닌 한, 그것은 단지 도덕적 열망에 불과하다. 자연법 자체는 국가기관에

직접 집행되지 않고 실정법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집행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맹점을 가지고 있다.

현대로 넘어오면 드워킨(R. Dworkin)의 철학에서 권리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사상을 읽을 수 있다. 그는 정치 철학의 핵심 내용을 ‘인간의 선

에 대한 상이한 견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각 개인은 자신이 옳다

고 생각하는 생활방식이 천하거나 잘못되었다고, 공무원이나 동료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재화나 기회의 배분에 있어 불이익

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한다. 그는 이를 칸트의 정언명법의 형식을

빌어, ‘동등한 배려와 존중에의 권리’라고 공식화하여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공리로 삼고 있다.23)

자유주의 시민성에서 권리의 주장은 개인 간의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권리의 개념이 가지는 개인주의적 요소가 지나치게

전면에 부각되면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만일 계산된 존중으로 상대방의

자유와 재산을 존중해준다면 그들도 같은 식으로 보답하도록 유도할 수 있

다는 권리의 기초는 철저히 자기 이익에 바탕을 둔 시민성으로 나타난다.

나의 희생과 배려는 타인의 희생에 대한 기대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므로

23) R. Dworkin (2010), Taking Right Seriously, 염수균 옮김, 『법과 권리』, (한길사),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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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안에서 덕성이 발현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어진다. 드워킨의 권

리론은 권리 기저적 이론을 유행시켰으나 이러한 권리에 기반한 시민성에

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자기결정적이고 권리에 기반을 두는 자유주의적 시민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영역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공적 영역까지도 사적 영역에 편입시

킨다. 자유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을 얻는 능력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공적 영역에 해당하는 국가까지도 최소

영역으로 규정하려고 한다. 노직(R. Nozick)은 권리침해를 사회 전체에서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고 하는 매우

강한 권리 기저적 입장을 취한다. 그는 “국가는 시민에게 타인을 돕게 할

목적이라든가, 사람의 활동을 그들 자신의 선이나 보호를 위해, 금지할 목

적을 위해 그 강제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24)고 주장하여 국가에 의해

시민을 위한 일체의 파터널리즘(paternalism)적 배려를 인정하지 않는다.

소득 재분배를 위한 누진세는 강제노동에 다름없다고 엄하게 비판한다. 그

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구제하기 위한 재산권이나 자유의 제약은 개인을 타

인을 위한 자원으로 취급하는 것이 되어, 개인의 개별독립성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거부한다. 약자의 구제는 개개인의 자발적 행위에 맡겨두면 된다

고 한다.

권리의 도덕적 기초를 각자가 그 인생을 의미있는 것으로 만드는 능력

에서 구하는 노직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회경제적 자원에 관한 일정한 생존

권적 사회권도 불가결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같은 자유

주의 사상가로 분류되는 드워킨은, 국가와 전혀 무관하게 기본권을 독단적

으로 규정하고 소유권을 다른 권리보다 중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노직을 비

판한다. 권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시민성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한 사회의 부가 소수자에게 집중되든 다수자 사이에서 보다 평등하게 분배

되든 문제삼지 않는 점에서 동시에 비판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시민성은 권리에 대해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다. 공동체를

기본적 전제로 하는 시민성에서 권리에의 경도는 시민의 본질을 위협한다.

24) R. Nozick (1983), Anarchy, State, and Utopia, 남경희 옮김,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문학

과지성사),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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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권리에의 치중은 권리를 앗아가는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

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시민성의 형태로 나타난다. 자유주의에서의 시민

성은 도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띤다. 권리에의 치중은 책임을 받아들이

지 않게 되어 자유가 방종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개인이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만일 동료 시민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

를 막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다문화적 입장에서 소수자의 권리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학자로는 킴

리카(W. Kymlicka)가 있다. 킴리카는 소수자 집단의 권리에 대해 자유주

의가 적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는 자유주의가 ‘추상적

개인주의’라는 고립되고 독립적인 원자를 상정한다고 해도 실제로 자유주

의자들에 의해 채택된 관점과 속성은 인간의 자유와 정체성을 해치지 않았

다고 한다. 추상적 개인과 보편적 인류 사이에 ‘민족 집단’의 존재를 상정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관점이다.25) 이러한 킴리카의 시민성은

민족문화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적 역량이 있는 민족 집단의

권리는 자유주의 시민성 아래 지켜진다.

킴리카의 자유주의적 시민성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시민성이 오직

민족 문화에 근거하여 존중받을 수 있다면 인정받지 못한 자격과 권리를

가진 집단, 예컨대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시민성은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누가 시민이고 시민이 아닌가를 판명하는 것은 권리를 담지

한 민족국가이기 때문에 단일 국가를 이루지 않은 집단의 권리는 매우 불

안정해진다. 만약 어떤 특정한 집단이 권리를 가진다면 새로운 집단이 생

겼을 때 그들의 권리를 막을 수 있는 어떠한 힘이나 제약은 존재하기 힘들

다. 그는 자유주의 국가로 오는 이민자들이 자발적으로 그 공동체에 들어

왔기 때문에 자치의 권리를 요구할 처지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현실적

으로 이주는 자발적, 비자발적 속성을 동시에 띄는 개념이다.

만일 어떤 이주 집단이 비인권적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공동체를 떠났

거나 삶을 위해 자신의 공동체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 그들은 여전히 자신

25) W. Kymlica (2010),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장동진 외
옮김, 『다문화주의 시민권』, (동명사),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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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새터민

도 한국의 시민으로 인정한다. 그들은 자신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자발

적이기도 하고 강요되기도 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에 킴리카의 시

민성만으로는 그들의 권리 보장이 실현되지 않는다. 민족 집단의 권리를

강조하는 킴리카의 시민성은 논리적인 한계를 가지는 개념이다. 다문화, 세

계화 속의 시민성은 자유주의의 권리 개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토마스 홉스에서 존 로크로 이어지는 자유주의의 초기 설계자들은 한

결같이 ‘자연상태’ 라는 가상의 전제에서 출발하여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사회와 국가와 정부의 탄생을 설명한다. 가상적 사회계약 이론이

아니라면 결코 합리적으로 통합될 수 없을 만큼, 가치의 주관주의적 견해

와 그에 기초한 개인적 자유주의가 팽배해지는 사회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

기 때문이다. 애초에 가상적 상황에서 출발한 자유주의 시민성은 태생적으

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 자유의 우위는 최소국가, 최소정부를 지향한다. 국가나 정부는

오로지 개인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필요악으로서 이해된다. 때때

로 이런 필요악이 전제적 독재 권력으로 돌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유주

의적 시민성은 몇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첫째, 사회계약의 당사자들에게

국가나 정부 이전의 확고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생명․신체․종교․사

상․재산에 관한 ‘기본적 권리’를 부여한다. 둘째, 국가나 정부가 그러한 권

리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상상태를 복원시

킬 수 있는 ‘동의에 의한 지배’ 및 ‘혁명의 권리’를 인정한다. 셋째, 국가나

정부의 전제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대표를 선출하고 또 그 대표

들의 권력을 몇 가지로 나누어 상호 견제하도록 만든다.

자유주의적 시민성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로 등장하는 것 중 하나는 바

로 선과 현실에 관하여 서로 상충되는 견해를 지닌 사람들이 서로 간에 그

리고 스스로와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자유주의

에서 보이는 개인주의적 경향은 지나치게 권리중심적인(rights-oriented)

문화를 만들어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간

의 공감대 형성을 저해하고, 결국 인간소외를 가져온다. 또한 개인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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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성은 개인의 자유만을 강조하는 사회를 결국 법에 의한 승자와 패자로

엄격히 갈라놓는다. 그 결과 사회는 점점 더 관용과 양보가 없는 대화 부

재 상태에 이르게 되어 종국에는 국가와 개인 사이를 매개하는 시민사회가

없는 곳으로 전락하게 만든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한국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스의 경제위기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오늘날의 현실을 볼 때 자유주의자들이 개인의

영역으로 상정한 시장도 결코 사적인 영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개인이나 단체의 독점적 지배가 아닌 다원성과 복수성을 존중하

는 시민성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덕성을 가진 자율적인 시민의 참여와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유주의 시민성만으로는 다문화 시대에 다양한

구성원들을 포괄적으로 존중할 수 없다. 권리에 기반을 둔 시민성은 책임

회피 경향과 함께 부와 권력의 편중현상과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를 일으켰

다. 근본적으로 자유주의 시민성은 고립된 자아를 상정하고 타자와의 소통

을 원활하지 못하게 한다.

그 동안 현대사회를 지배하던 가치관은 자유주의에 기초를 둔 개인주

의였다. 따라서 현대 권리 담론은 서양에서도 유난히 개인주의 성향이 짙

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책임회피 경향과

함께 부와 권력의 편중현상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간과하게 만들기

쉽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2. 공동체주의적 시민성

1) 연고적 자아 중심 시민성

공동체주의에 따르면 공동체는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개념이다. 공동

체의 시민이 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발달된 공동체에 입문하는 것이 된다.

공동체주의에서의 시민성은 지위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 의해 실천되는

활동이다. 마음의 태도는 사회적으로 습득한 결과가 된다. 사회가 어떤 목

적을 가지고 개인들을 사회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 따를 경우, 현명

한 행동은 공동체에서 받아들이는 한계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다. 공동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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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목적을 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행동을 규정한다. 이 목적

이 곧 시민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게 된다.26)

매킨타이어(MacIntyre)는 『덕의 상실』에서 도덕적, 정치적 평가의 영

역에 있어 합리성과 객관성은 개인들과 그들의 주장보다 상위의 포괄적인

일련의 사회적 배경에 있는 다른 개인들과 연관짓는 것에 있다고 한다.27)

매킨타이어의 공동체는 광범위하고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 자유

주의자들이 말하는 연고 없는(unencumbered) 자아28)가 모순된 주정주의적

인간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선의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서 모든 선

과 목적은 사회적 기반에 기원이 있다고 한다. 모든 선은 공동체의 관행들

과 전통의 틀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개인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조연이며 환경은 우리

가 결정한 것이 아닌 방식으로 설정되며 미래는 궁극적으로 예측할 수 없

다. 개인은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며 미래에 대한 관념은 항

상 목적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목적들은 성취되기도 하고 성취에

실패하기도 한다. 예측불가능성과 목적론은 우리 삶의 일부로서 공존한다.

더 좋은 삶에 대한 평가는 구성원들의 전통에 의해 판명된다. 전통은 일련

의 실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인의 삶의 중요성과 가치를 이해하는 방

식이다. 사람들은 각자 이러한 전통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개

별적이나, 그들의 삶의 내력이 역사적, 사회적으로 더 큰 이야기에 새겨진

다는 점에서 사회적이다. 매킨타이어의 시민성은 선에 대한 공유된 통찰이

시민사회에 선행해야 제대로 된 정치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29)

덕의 상충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전통을 통해 계승되고 있

는 인간의 질서와 도덕적 ‘전통’이다. 이는 좋은 인간 삶에 대한 탐구가 축

26) 조영달 (1997), 『한국 시민사회의 전개와 공동체 시민의식』, (교육과학사), p.60.

27) A. C. MacIntyre (1997), After Virtue,『덕의 상실』, 이진우 옮김, (문예출판사), p276.

28) 공동체주의 사상가들이 명명하는 연고적 자아는 자신이 태어난 가족, 공동체, 민족과 국가를 기반

으로 하는 구성적인 자아관으로서 롤즈의 무연고적 자아관(unencumbered)을 비판하며 나온 개념

이다.

29) 『덕의 상실』결론 부분에서 매킨타이어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지역적이며 실천에 토

대를 둔 공동체의 모범을 설립한 성 베네딕트 같은 누군가가 다시 도래하여 우리를 도덕적 암흑

시대로부터 인도해주는 것이다”라고 하며 덕을 강조한다. 자유주의 정치이론에 대한 그의 비판의

초점은 최근 변한 바가 있으나, 위의 논의는 『덕의 상실』과 그의 저서 전반에 내재한 속성을 기

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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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된 결과이며, 좋은 인간 삶에 대하여 탐구하면서 보내고 있는 현재를 뜻

한다. 공동체는 내적 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으로 만들

어진 인간 활동으로서 역사적으로 형성된다. 개인은 일정한 형태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견지할 수 있는 까닭에 사회에 관심을 가

지게 된다. 매킨타이어는 개인 각자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부과된 삶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덕성을 인지한 후 실천

이성과 경험을 통해 이를 고양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매킨타이어는 인간이 사회적 협동체계 속에 실행적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에 인간은 덕을 지니고 행사할 때 실행의 내적 선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사회적 실행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실행 속에서 작동하면서

실행을 규정짓는 공동의 표준 방식이 지니는 권위의 수용을 요구한다. 합

의된 논증방식과 공유된 표준은 우리의 실행적 삶에서 내가 얼마나 내적

선에 부합하고 충분한 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표준이 된

다. 특히 전통이란 일련의 실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서 그 실행들이

형성되게 하는 매개체인 것이다. 때문에 전통이라는 기준이 삶의 판단기준

이자 행복추구의 잣대가 된다.30)

공동체주의자들의 입장에서 개인은 어떤 공동체의 성원이 됨으로써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그럼으로써 그는 도덕적으로 의미있는 것으

로 간주할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개인은 자신을

도덕적 관점을 구상할 능력을 가진 자율적 주체로 간주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도덕이란 사람들이 상호간에 발전시켜온 특정한 충

성심과 관계들로부터 생겨나며 그러한 전통을 넘어서 어떤 보편적, 선험적

인 이념이나 원칙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지

니고 있는 가치관이나 정의관은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도출된 까닭에 이러

한 견해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일 수 없게 된다.

왈쩌(M. Walzer)는 정의이론의 분배원칙을 규명하고자 하는 재화가 어

떠한 것인가에 집중하여 자유주의를 비판한 철학자이다. 왈쩌가 보기에 재

화는 사회적 성격을 띤 것이다. 그에 따르면 모든 재화가 사회적 맥락과

30) Ibid., pp.28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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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원칙에 의해 분배되고 이것은 역사적, 문화적 특수주의의 불가피한

산물이라고 한다.31) 구체적인 재화 또는 가치들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

지를 알려면 재화가 구체적인 문화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32) 사회가 공유하는 의미로서의 세계는 동료시민

들과 함께 나눈다. 재화가 필연적으로 사회적인 것이라면 사회에 따라 재

화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재화에 대한 이해는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가정한다. 각각의 공동체에서 재화에 대한 다른 반응이

생성되는 것은 사회마다 구성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왈쩌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든다. “빵은 삶의 수단이요 그리스도의 몸이

요, 안식의 상징이며, 환대의 수단이다”라고 할 때, 어떤 맥락에 놓여 있나

하는 것에 따라 빵은 다르게 해석된다. 분배의 문제에 직면한다면 빵은 삶

의 수단으로서 우선될 수 있다고 쉽게 말할 수 없다. 만일 종교적으로 신

성한 용도로 빵이 쓰였다면 빵은 양식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 보건의료와 신의 의지의 의미를 이해함에 있어 자녀에게 의료 시

술을 받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을 보겠다고 하는 종교도 있기 때문이다.

왈쩌는 같은 대상이 문화에 따라 재화의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33) 왈쩌의 재화에 대한 사상을 통해서, 그가 시민 공

동체를 역사를 통한 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하는 곳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왈쩌가 공동체의 역사적 측면을 지적한 것에는 동의하는 바이나, 시민

공동체가 단순히 역사나 문화만을 공유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

이다. 다문화 사회에서 공동체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으로서의 의

미도 함께 가진다. 공동체의 역사적 비자발적 측면만을 강조한다면 시민성

에서 나오는 의무의식의 기원을 정립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친부모가

친자에 대해 가지는 사랑은 본능적인 것이지만, 혈연을 기반으로 하지 않

고 입양이라는 사회적 선택에 의한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후천적으로 생겨

31) S. Mulhall & A. Swift (2001),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김해성 외 옮김, (한울), pp.176-177.

32) 왈쩌의 이러한 비판은 롤즈의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써 롤즈가 재화의 문화특수적인 면을 간

과했다고 주장하며 등장한다. 그는 재화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롤즈의 정의이론이 성립할 수 없

다고 비판한다.

33) Mulhall & Swift, op cit.,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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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도 한다. 공동체에 대한 시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정치, 사회, 경제

의 관계망 속에 시민은 천부적으로 어떤 곳에 태어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특정한 공동체를 선택한 것이기도 하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선택하

는 데 있어서 역사적, 문화적 배경뿐만 아니라 개인의 의지도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선택에 기반을 두어 생성되는 시민성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조작적

이고 인위적이다.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시민교육과

시민윤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자연적인 인간은 시민으로서 준비되고 교

육받아야 한다.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교육을 통해 자라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동체주의에서의 시민성만으로는 시민윤리의 필요성

과 시민교육이 설명되지 않는다. 내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공동체를 지키

는 것이 결국 나의 목적이고 나의 목표중 하나임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아닌 나의 필요와 공공선을 위해 내가 몸담은 공동체

를 지킬 줄 아는 시민성이 공동체주의 시민성의 보완을 위해 필요하다.

공동체주의는 인간을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파악하고 타인들과의 상

호 작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서는 현실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으나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인지의 여부를 객관적으

로 평가할 수 없다는 데에 또 하나의 맹점이 있다. 공동체주의자들이 말하

는 공동체도 결국 수단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개념에 불구하다. 하지만 공

동체에 부담을 가진 연고적인 자아로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없게 된다. 공동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합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자아관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의 헌신이 가능

하기에 연고적 자아를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2) 책무 중심 시민성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인간은 특정한 욕구나 목적에 상

관없이 자율적인 자아로 존재한다. 공동체주의 관점에서는 욕구의 총체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 인간화될 수 있다고 본다. 공동체주의

자들은 자유주의자들과 달리 시민성에 있어 의무를 논하지만, 이러한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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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무가 어떻게 해서 정립되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는다. 공동체주의자

들의 입장에서 시민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일정한 의무를 가지고 의무를

행하는 존재이다.

매킨타이어(A. C. MacIntyre)는 현대적인 자아라고 상정된 개인도 새

로운 사회적 배경 아래 고안된 것이며 그것에는 특정한 신념과 정치적 행

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점을 해명하기 위해 그는 권리 개

념을 예로 들고 있다. 그에 따르면 권리 개념으로 번역될 수 있는 어떤 표

현들도 중세 말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중세 말까지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과 같은 권리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18세기에 이르러 자연권

옹호자들은 인간이 이러한 권리를 갖는 것이 자명한 진리라고 주장한다.

매킨타이어가 보기에 권리는 자율적 도덕 행위자라는 사회적 발명품의 한

부분으로서 일련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벤담에 의해

서 창시된 유용성이라는 개념이 그러하듯이 권리라는 개념도 예전의 전통

적 도덕의 개념들을 대체할 인공품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자연권 및 인권은 허구이며 어떤 권리가 우선적으

로 와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할 합리적인 방법도 없다고 한다.34)

권리에 대한 신념이 허구라고 하는 매킨타이어의 주장은 권리가 특정

한 사회적 맥락에서만 의미를 가질 뿐 보편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는 논점에 근거해 있다. 그러나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인권의 존

재를 믿는 것은 합당하다. 현대 사회의 어떤 공동체에서도 광범위하게 자

유와 인권이 관행으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그의 자유주의 시민성에 대한

반박은 역으로 반박될 수 있다. 사회 관행의 존중에 대한 매킨타이어의 기

본 입장 때문에 개인적 자유가 오히려 권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 구

성원들 개개인은 그 집단에 결정된 사항에 따라 행동하도록 강요됨으로써

기존 집단 중심주의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 자율적인 행위와 권리를 확보

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테일러(C. Taylor)는 시민이 고립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적인 삶의 지평을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삶의 이상인 ‘진

34) A. C. MacIntyre, op cit.,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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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한 삶’이란 개인주의적으로 자신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지평들을 고려할 때 가능하다고 한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공동체

의 역사와 전통,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폭넓게 고려할 때 진정한 자아 정체

성이 형성된다는 것이다.35) 그는 개인주의가 개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키고

개인에게 다양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

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인들이 오직 자신의 삶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이웃이나 사회에 대한 의무에 무관심하다고 비판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주의적 시민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테일러는 개인적 삶에서 자기 진정성을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 양자가

적극적으로 요구된다고 한다. 이때 자유는 원자론적 개인들이 도구적 이성

에 따라 공동체를 도구적 수단으로 삼는 소극적 자유가 아니다. 소극적 자

유는 외적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방

해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소극적 자유는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질적 평가의 기준을 자신 외에는 알지 못한다. 때문에 이러한

자유는 문화 속에서 삶의 방향성을 상실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테일

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 자유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한다. 적극적

자유란 나의 목적을 적절하게 인식할 수 있고 나의 능력을 억압하는 동기

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적극적 자유에 따라 각 개인들은 공동체 내

에서의 연대적인 대화과정을 통해 자기 판단의 준거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36)

또한 테일러는 그의 사회적 명제(the social thesis)에 입각해서 권리는

사회성에 기초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자유주의 사회는 신뢰에 기

초하는데, 이러한 신뢰를 얻으려면 개인을 규제하는 정치적 규칙에 공통으

로 헌신해야 한다. 이러한 헌신이 없는 경우 규칙은 강제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자유는 침해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헌신은 다른 누군가

의 헌신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공동체의 시민 중 누군가가 그러한 헌신을

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헌신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의

충성심은 신뢰를 바탕으로 생기기 때문에 시민 사회에서는 자유 못지않게

35) C. Taylor (2001), 『불안한 현대사회』, 송영배 옮김, (이학사), p.59.

36) R. M. Stuart (1990), 『정치철학의 제문제』, 박효종 옮김, (인간사랑), pp.12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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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를 중시하게 된다.37)

권리의 사회성 명제는 시민 각자에게 책무를 부과한다. 자유로운 개인

은 이러한 정체성이 가능한 사회를 완성하거나 복원하고 유지할 책무를 이

미 자기 안에 정체성으로 내재시키고 있다. 자아정체성은 오로지 개인의

내부로부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가치 맥락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아의 자기 서술과 자아정체성의 형성은 본질적으로 개

인들이 도덕적인 공동체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전

제한다. 테일러는 시민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을 도덕적

선과 가치에 경향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동체에 속하고 이에 따른 책

무를 앎으로 인하여 자신의 정체성이 정립될 수 있는 것이다.

테일러는 공동체가 개인의 정체성을 제공하기보다는 개인이 공동체에

속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인정하

고 이러한 권리나 자유, 자율성은 공동체의 가치나 문화 안에서 이루어지

고 지탱되는 것이며 이를 근거로 개인이 공동체에 속할 의무가 있다는 점

을 특히 강조한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의무 개념은 그 내용적 요소가 무

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테일러가 말하는 의무의 대상이 되

는 공동체를 정치 공동체라고 파악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그가

제시한 의무를 개념적으로 볼 때, 자유로운 개인을 존재하게 만들었고 그

를 양육한 전체 사회와 문명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공동체에 속할

의무는 정체 공동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문화적 공동체라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38)

이처럼 공동체주의는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보다는 개인들이 속한 특정

공동체의 가치나 윤리를 더 중시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

한다. 개인들이 자신의 삶에만 관심을 갖는 데에서 벗어나 자신이 속한 공

동체에 더 많은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국가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일환으로 비판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공동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공공선39)이라는 이

37) Ibid., pp.160-162.

38) 이진희, “현대 사회 민주 시민성에 대한 고찰”, 『국민윤리연구』, vol.53,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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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아래 특정한 소수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다문화․세계화 시대인 오늘날에는 자신의 공동체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하

게 됨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가 다문화화됨에 따라 개인

은 좀 더 자신이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자신의 공동체 속에 헌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에의 헌신이 무비판적이 될 때에는 도덕적 문제가 다

시 발생한다. 공동체의 전통과 현존하는 관행과 제도로부터 발견되는 관행

과 제도만으로는 바람직한 시민성을 도출할 수 없다. 공동체주의 시민성에

서는 공동체 규범과 기준, 원칙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하다.

시민성에는 비판의식과 공동체에 대한 믿음, 법에의 존중이 동시에 필

요하다. 법에 대한 존중은 공동체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공화주의

에서 법은 일종의 도덕법이다. 법은 제도적 힘으로써 공통의 도덕 가치를

구성하고 수용하는 형식이자 결과물로서 존재한다. 이것은 도덕과 법을 완

벽하게 분리하려는 자유주의 법이론과도 대비된다. 또한 공화주의에 따르

면 법치는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개념이 아

니라 개인적 삶과 공동체적 삶을 상호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라는 적극적

인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법치의 중요성에의 강조는 자칫 자기 민족

또는 국가 중심주의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공동체주의 시민성의 한계를 보

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킨타이어와 테일러 철학에서 읽을 수 있는 공동체주의 시민성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시민적 의무가 여전히 권리에서 도출된다는 점이다. 공동

체주의 철학자들은 시민적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시도는 개인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 하지만 의무에의 헌신은 교육과 노력을

통해서만 길러질 수 있는 개념이다. 올바른 이상을 가진 정치공동체를 위

한 법의 통치와 정치에의 참여는 도덕적 자율성을 가진 시민과 정치적 자

율성을 가진 시민을 동시에 상정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정치적 삶은 인간의

사적인 영역만큼 중요한 것이다. 시민권, 정치권은 시민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다. 활동적인 시민이 존재해야만 공동체에서의

39) 본 연구에서 쓰인 공공선은 ‘common good’을 의미한다. 이 공공선은 롤즈의 책『정의론』에서도

등장한다. 민주정치는 공공선을 기반으로 하는 공적 심의(public deliberation)를 요구한다고 설명

한다. 박효종 (2005), p.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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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동체의 덕과 선에 대한 좀 더 강한 접근이 필요

하다.

3. 공화주의적 시민성

1) 시민적 덕성 중심 시민성

시민의 자질을 충분히 발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덕목이 육성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필요성과 정당성을 논하고자 하는 열린 시민성은 시민

덕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화주의 시민성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공화주

의는 장구한 역사 속에서 시민윤리와 시민덕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

공화주의에서는 시민성을 인위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

한 시민들의 의도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의

도적으로 덕목의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시민적 양심의

나약함과 파벌정치, 공적 영역의 불참을 막기 위해서는 오늘날에도 공화주

의 시민성에서 말하는 시민윤리, 즉 시민적 덕목이 필요하다.40)

모두가 하나 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민 덕

성이 함양되어야 한다. 시민의 존엄성을 보장해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공화

국이 유지될 수 있다. 덕목은 시민성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시민적

덕목’은 사적 이익보다 공공선을 우선시하는 성향과 태도로 규정될 수 있

다.41) 이러한 시민적 덕목을 가진다는 것은 항상 이타적으로 행동해야 한

다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행복과 도덕적 선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적 선이 개인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된다. 덕을 취득하고 행사하는 것은

자기희생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실현으로 구성된다. 아리스토텔레

스는 덕을 의무를 지키기 위한 부차적인 경향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성

공을 할 수 있게 하는 뿌리 깊은 성찰의 일종이라고 한다. 덕이 시민성에

40) 다양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공동선에 대한 단일한 해석이 없기에 공공선이 무엇인가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가 필요하며 그러한 심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선을 실천하고 공공선을 확인하는 데에도 시민적 덕성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일수

(2009), p.310.

41) 박효종, op cit., p.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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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필요한 이유는 덕이 곧 자아실현의 발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덕에 대하여 논할 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간단하

게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 알거나 덕을 소유하는 차원을 넘어 덕이 행동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치 있는 인생은 행동을 통해 실현되어

야 한다. 행동은 사회적 기본 구조 안에서 일어나고, 행동이 행해지기 위해

서는 사회적 제반 조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좋은 사회는 덕이 무엇인지 알

고 깨닫게 해주는 공동체여야 한다. 덕성을 갖춘 시민은 덕성을 중요시하

고 덕성을 가르치는 사회적 풍토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들은 도덕적 이상을 그들이 속한 폴리스 차원에서 추구했다.

또한 폴리스의 좋은 시민이 되는 것, 즉 시민의 덕을 함양하는 것을 젊은

이들의 교육목표로 삼았다.42) 정치 생활은 자연적이라기보다는 비자연적이

며, 인위적인 생활인만큼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함양될 필

요가 있다.

좋은 삶의 문제를 던진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성과 시민윤리와의 관계

를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 바깥의 어떤 사람도 절대적으로 인간

번영의 기본적인 요소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폴리스 없이 사는 사람이

거의 야생 짐승과 같거나 보드게임의 고립된 조각과도 같다고 한다. 전체

의 몸에서 분리된 손이나 발을 더 이상 손이나 발로 부를 수 없는 것처럼

시민들과 폴리스 사이에는 깊고 본질적인 상호의존성이 있다. 그는 개체

즉 시민은 전체의 부분으로서 존재하여 기능적 분업관계에 놓여 있고 개체

자체의 고립적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국가가 하나의 윤리적

공동체였고 선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시민에게 요구되는 시민성

은 시민윤리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선을 지향하는 이상적인 공동체는 존재하기 어렵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좋은 인간의 덕과 좋은 시민의 덕이 무조건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양자가 같을 수 있는 조건으로 최선의 정체를 제시

한다.43) 『정치학』3편 4장에서는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의 관계를 선원에

42) 박찬구 (2006), 『우리들의 윤리학』, (서광사) p.155.

43) 더 세부적인 논의는 김상돈 (2007), “아리스토텔레스의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의 관계”, 서울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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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대어 나타내고 있다.44) 선원들이 각각 다른 일을 하지만 배의 안전이 모

든 선원들의 공통의 일인 것처럼 공동체의 안전은 모든 시민들에게 공통된

것이다. 공통된 덕은 존재하며 시민은 유덕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선원이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힘들 듯이, 국가 내에 속한

모든 사람이 선량할 수는 없다. 국가는 서로 상이한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

문에 이들의 관계를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지배하는 자는 선량하고 현명한 자이어야 한다. 선량하고 현명한

자가 지배자가 되므로 지배자의 경우에 있어 좋은 시민의 덕성은 좋은 인

간의 덕성과 동일하다. 그러나 피지배자의 경우는 다르다. 피지배자에게 있

어 좋은 시민의 덕성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좋은 인간의 덕성과 동일할 수

없다. 일반 시민의 덕성은 지배자의 덕성과 다른 것이다. 이것은 페라이스

의 참주 이아손이 ‘참주였을 때 이외에는 항상 배가 고팠다.’라는 문장에서

도 읽을 수 있다.45) 피지배가가 지배자가 되는 순간 그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의 범위는 넓어진다. 사적인 지위에서는 감내하기 힘든 덕성이 지배자

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지배자와 피지배자는 서로 상이하고 동일하지 않은

것을 학습한다. 서로 통치하고 통치받는 시민은 양편의 지식을 둘 다 가지

고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민은 덕성이 있는 자여야만 한다. 자유민으로서의 통치와 복

종은 덕성으로 가능해진다.46) 군대에서 통치하고 통치받는 위치에 있으면

서 직책을 습득하듯이, 지배의 능력은 복종을 통해 키울 수 있다. 지배와

피지배는 동일하지 않으나 선한 시민은 양편으로 능수능란하게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지배자의 절제와 정의는 피지배자의 절제와 정의와

다를 수 있으나 좋은 인간의 덕성은 양쪽을 다 포함한다. 인간은 서로 통

치하고 통치받는 존재이므로 시민성은 도덕성에 포함이 되며 도덕성을 통

해서 시민성이 발현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덕성이 발현되는 국가는 이상적인 것인가 현실적인

것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7편에서 이에 대해 논하고 있다. 7편

44) Aristotle (1996), 『정치학』, 이병길 외 옮김, (박영사), p.97.

45) Ibid., p.98.

46) Ibid.,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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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정치가는 훌륭한 이상을 가지고 있으나 실험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

떤 정치형태가 최선인가 고찰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어떤 생활이 바람직

한지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 자신이 자각하는 최선의 생활이 곧 최선의 정

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람직함의 한계가 곧 정체의 한계가 된다. 따라서

어느 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바람직한 생활인지 확인한 연후에 이와 같은

생활이 국가나 개인에게 최선의 것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

개인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덕과 지혜가 있다. 여기에 따르는 행동만

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이 신을 통해 증명될 수

있다고 하며 신의 예를 든다.47) 신은 행복하고 지극히 복된 존재로서 어떤

외부적 좋음에 근거하지 않는다. 오로지 그 자신에 의해서, 그리고 그 본성

에 의해서 행복하다. 이러한 이유로 행복은 운에 좌우되지 않는다. 왜냐하

면 정의롭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운에 의해서, 운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행복한 국가48)란 최선의 국가, 그리고 정의롭게 행동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은 그에 합당한 덕성과 행동으

로서의 시민윤리를 전제한다. 덕성이 전제되지 않는 행동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나 국가는 덕과 지혜가 없이는 정당한 행동을 할 수 없

다. 국가의 용기, 정의 그리고 지혜는 정의나 지혜나 용기를 지니고 있는

개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특성과 외형적으로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가진 국가의 시민이 많아질수록 그 국가는 행복한 국가가 된다. 도

덕성을 가진 시민의 증가가 국가의 행복과 연결된다.

고대인들의 대화 속에서 시민의 덕을 찾아서 논한 학자는 마키아벨리

(N. Machiavelli)이다. 시민의 덕은 비르투(virtù)로 표현되는데, 비르투는

원래 고대 도시국가적 정치상황에서 발전된 정치사상의 중심 개념의 하나

로 르네상스기 이탈리아 인문주의 학자들에 의해 복원되고 사용되었다. 비

47) Ibid., p.267.
48)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인구를 획득하였을 때 국가가 존립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상정하는 국가의 인구는 생활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대수가 되

며 이는 현대의 국가에 비해 소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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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투스는 남자라는 뜻의 vir를 근간으로 하며 사전적 의미로는 남자다움과

남자다움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속성이나 성격, 자질을 의미한다.49) 로마의

지배계급의 덕이기도 했다. 지도력과 권위를 뜻하는 시민 자격인 비르투는

마키아벨리에게서 부활한다. 시민적 덕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사상은 『로

마사논고』에서 읽을 수 있다.50)

『로마사논고』는 티투스 리비우스가 집필한 『로마사』의 첫 10권에

대한 논평을 한 책으로서 로마가 가장 강성했었던 공화정 시기 역사를 배

경으로 한다. 마키아벨리는 로마가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가 인민의

자유를 토대로 구축된 정치체제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인민의 자유에 토대

를 둔 권력만이 가장 강한 권력일 수 있고 인민의 자유에 기반을 둘 때에

만 권력이 가장 안정될 수 있다. 인민의 자유는 덕성을 가진 시민들에 의

해 가능하다. 시민들에 의해 국가가 강해지기 때문에 국가 구성원이 공동

의 이익보다 사적인 이익을 앞세우게 되면 국가는 위기를 겪게 된다.51) 따

라서 공동의 역량을 위한 시민의 비르투가 필요한 것이다.

『군주론』6장에서 비르투는 기본적인 능력 일반을 의미한다. 시민정

체와 관련된 의미의 비르투는 국가의 창건, 유지확장에 관련된 능력을 의

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르투라는 말의 사용은 많은 경우 군사적 맥락에

서 전사적 자질로 이해된다. 포콕은 그리스어 아레테(arête)와 비르투의 유

사성을 비교하면서 마키아벨리의 시민성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한다.52) 첫

째, 그것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시민 사회 속에서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뜻한다. 둘째, 인격 또는 요소를 본래 그대로

의 모습으로 만드는 본질적 성질을 의미한다. 셋째, 도시 또는 어떤 질서

잡힌 세계 속에서 인간을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만드는 도

49) 하비 맨스필드는 『마키아벨리의 덕목』에서 비르투가 남자다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

다. 하비 맨스필드 (2009),『마키아벨리의 덕목』, 이태영 외 옮김, p.74 참고.

50)『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는 정치에서 역량있는 정치적 주체(군주)의 역할을 강조한다. 하지만

『로마사논고』에서는 그가 인민이 정치적 주체가 되는 공화정의 강력한 옹호자임을 알 수 있다.

『로마사논고』 1권 10장에서는 국가를 잘 건설하기 위해서는 결국 군주정체가 포기되어야 한다

고 말한다.

51) 비르투의 쇠퇴를 가져오는 것이 부패이다. 부패는『로마사논고』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요소가

된다.

52) J. A. Pocock (2011), 『마키아벨리언 모멘트』, 곽차섭 옮김, (나남), pp.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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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 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다양한 의미는 마키아벨리의 모든 저

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간은 필연에 의해 강요당하지 않는 한 결코 좋은 일을 하지 않으려

하고 그 결과 지나치게 강한 세력을 지닌 시민들이나 강력한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당파적 목표를 점철시킨다. 이와 함께 정치 질서의

균형을 파괴하는 항구적인 경향이 발생하여 정치체제에는 부패의 맹아가

싹트고 자유가 위태로워진다. 근절할 수 없는 부패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

해서는 법과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시민성의 올바른 정립이 필요하다.

시민성이 흔들릴 때 부패로 나아가고 부패의 시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덕성을 포함하는 시민성이 된다. 덕목 중심의 시민성은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기 힘들지 모르나, 시민사회가 바르게 운영되려면 덕

성 있는 시민이 많아져야 하는 점에서 하나의 지향점으로 의미가 있을 것

이다.

2) 정치적 참여 중심 시민성

시민의 자질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로 합의하기는 대단히 어려우나 공

화주의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으로서 행복한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시민이나 공민

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된다. 시민성의 이상에 대한 고전적 진술은 기원적

431년 펠로폰네소스 전쟁 첫 해에 페리클레스가 행한 추도 연설에서 찾을

수 있다. 이상적으로 묘사된 이 구절은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링컨이 행한

연설이 미국인에게 애국심을 불러일으켰듯이 아테네인들의 충성과 헌신을

고취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구절을 통해 그리스인들이 시민성을 공민의

자격과 같은 것으로서 이해했음을 읽을 수 있다.53)

우리는 절박함 속에 미를 사랑하며, 탐닉함이 없이 지를 존중한다.

우리는 부를 추구하지 않지만 이것은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함일 뿐, 어

리석게도 부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다. 또한 일신의 가난을 인정함을

53) Thucydides (2001),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상)』, 박광순 옮김, (범우사), pp.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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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여기지 않지만, 빈곤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함은 깊이 부

끄러워한다. 우리는 사적인 이익을 존중하지만 그것을 공적 이익에 대

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사적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발휘

된 능력은 공적 사업에서도 응용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곳 아

테네에서는 정치에 무관심한 시민은 조용함을 즐기는 자로 여기지 않

고 무의미한 인간으로 간주된다.

그리스인에게 있어 시민은 참여하는 사람이며 사회 공동체를 위해 헌

신하는 사람이다. 개인의 사적인 부마저 공적 이익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축적하길 권장한다.54) 그들이 생각하는 시민은 철저히 공동체를 위

하고 노력하는 존재였다. 모든 시민들이 공적 사안의 공정한 심판자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 글귀는 시민성이 항상 공동체를 전제하는 개념

임을 보여준다.

그리스인들에게 폴리스에서의 삶은 인간의 삶에 본질적인 부분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삶을 ‘활동적 삶’(vita activa)과 ‘명상적 삶’(vita

contemplativa)으로 나누었다. 명상적 삶은 철학적 삶이다. 활동적 삶 가운

데 가장 고귀한 것은 정치생활이다. 따라서 정치 생활은 단순히 개인의 이

익을 추구하는 수단적 영역이기보다는 인간의 자아실현에 필수적인 공공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 공동체, 즉 ‘폴리스’란 단순히 같은 공간에 모여

사는 인간의 삶이나 동물적 생존이 아니라 좋은 인간으로서 ‘잘 살고 행복

하고 훌륭하게 사는 삶’ 즉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좋은 삶’을 위한 공동체, 개인이 완전하고 자족적인 삶을 영

위하기 위해 모인 가족들과 종족들의 공동체가 바로 ‘정치공동체’(politike

koinonia)이다.55) 폴리스는 자족적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인간의 발전에 대

한 최고의 장이며 선의 영역일 수 있었다.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삶과 그

자질로서의 시민성은 그 자체로 중요한 ‘목적성’을 띄는 개념이 된다.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격언은 정치공동체가

가장 높고 중요한 연합체임을 전제한 개념이다. 폴리스는 가족이나 사회단

54) 페리클레스는 그의 추도사에서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이유가, 폴리스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가난이 그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55) 박효종 (2004), op cit., pp.48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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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선 불가능한 방식으로 인간의 삶의 전체 영역을 아울러 발전을 촉진시

킨다. 이 공간은 단지 본능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의사소

통의 장이 된다. 언어와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정치학에서

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인간만이 선과 악, 정당과 부당에 대한 지각을

가지고 있는 데 있다고 했다. 이러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가족관계

나 국가를 만든다. 정치를 함에 있어 이론적 이성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이

성’(pronesis)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시민의 정치는 가치문제에 대해 동

등한 시민들 사이에 심의하는 것이 가능하게 했다.

동등한 시민들끼리의 유대감은 우정으로 표현된다. 시민적 우정, ‘필리

아 폴리티케’(philia politike)는 가장 좋은 폴리스의 시민들 사이에 통용되

는 유형의 우정이다. 필리아 폴리티케를 통해 동료시민들은 서로에게 상호

관심과 이해를 가지게 된다. 시민들은 시민적 우정을 통해 타인의 선을 소

망하고 타인을 위해 행동한다.56)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

적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목적달성에의 헌신을 통해 시민들은 유대감을 갖

는다.57) 이렇듯 시민성은 분리된 개인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아니라 공동체

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의미한다.58)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고대 사회에서 시민성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

했다. 키케로는 아리스토텔레스보다 300년 후 로마에서 활동했는데 그의

정치철학적 관점에서도 공적 영역에의 참여를 중시하는 시민성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키케로의 정치에 관한 논의는 국가에 대한 정의로 시작한다.

스키피오는 다음과 같이 국가를 정의한다.

56) Aristotle (1996), 『정치학』, 이병길 외 옮김, (박영사).

57) 키케로 역시 개인 사이의 선의 없이는 “가정도 폴리스도 유지되지 못하며 땅도 개간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고 전한다. 이러한 관점은 아리스토탈레스의 우정과도 통한다. Cicero, Laelius On
Friendship, p.23.

58) 엄밀한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범위지었던 시민이라는 개념은 재판 업무와 행정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한시적 행정업무가 아닌 무한한 임기의 행

정업무, 예를 들어 민회에 참석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시민으로 보았다. 따라서 여성과 아

이, 노인을 배제한 채 시민성에 대해 서술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시대적 한계이기도

하다. Mossé, C, (2002), Le Citoyen dans la Grèce antique, 『고대 그리스의 시민』, 김덕희 옮

김, (동문선), pp.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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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인민의 재산이다(res publica res populi). 그러나 인민은

무작정 모인 사람들의 집합이 아니라, 정의와 공공선을 위한 협력에

대하여 동의한 다수의 사람들의 결사이다. 결사를 형성하는 최초의

원인은 개인의 약함이라기보다는 자연이 인간에게 심어준 어떤 종류

의 사회적 정신이다.59)

여기서 스키피오의 국가에 대한 정의인 ‘res publica res populi’는 영어

로 번역하면 ‘a commonwealth is the property of a people’이 된다. res는

‘사물’을 의미하고 publica는 ‘공적인 것’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공적인

것을 대표하고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국가’(commonwealth)60)를 의미한다.

키케로는 국가를 구성하는 인민(populi)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와 공공선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인간의 사회적 본성인 사회성이 사람들

간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고 한 국가의 인민이 되게 한다. 인민은 정의와

공공선을 위한 협력에 동의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무리

와 분명하게 구별된다. 정의는 법을 통해 인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공공

선61)을 위한 협력은 정치 참여를 통해 인민의 이득을 보장한다.62)

법치를 통한 시민성의 발현은 시민성의 평등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

다. 키케로는 인간은 신과 함께 이성을 공유하는 존재로서, 모든 인간이 하

나의 법의 지배를 받으므로 모든 인간은 도덕적으로 평등한 동료시민이라

고 했다. 신이 부여한 이성을 통해 시민성에는 평등의 요소가 확립된다.63)

신과 인간의 공유물로서 이성은 법의 원천이 되며 정의의 근간이 된다. 이

러한 같은 토대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정치 공동체가 형성되며, 근본적

으로 이성을 공유하는 신과 인간 사이에는 우주라는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

가 형성된다. 정치적 공동체와 우주라는 전체에서 참여하는 인간은 도덕적

59) Cicero, De Re Publica, Ⅰ, p.39, 『서양 고대․중세 정치사상사: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르네상스

까지』, 전경옥 외 (2011), p.283, 재인용.

60) ‘commonwealth’는 크롬웰 이전부터 영국에서 ‘공화국’으로 번역되는데, 이는 공공선의 다른 표현

이라고 볼 수 있다.

61) ‘공화’(republic)라는 말에는 공공선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제적인 형태에 대

립되는 것이다.

62) Ibid., pp.284-285.

63) Cicero (1989),『키케로의 의무론: 그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 허승일 옮김, (서광사), pp.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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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평등한 존재로서 동료시민으로 변화한다. 참여를 통해 평등성을 보장받

게 되는 것이다. 법치와 평등성, 사유재산에 대한 키케로의 비전은 그리스

의 시민성에서 진일보한 것이었다. 키케로의 시민성을 통해 시민의 사적

영역은 근대의 계약론으로 접목될 수 있었다.

3) 공화주의 시민성의 강조점

건강한 시민 공동체에서는 개인의 다양한 의견 표출을 권장하면서 권

리를 인정하고, 의무를 단지 인식하는 수준이 아니라 개인을 움직일 수 있

는 실질적 태도로서 배양해야 한다. 이러한 시민성의 아이디어는 공화주의

시민성에서 단초를 얻을 수 있다. 공화주의 시민성은 습관과 관습, 공동체

의 전통과 개인의 자유를 함께 중요시 여긴다. 공동체주의의 시민성처럼

여전히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나, 공동체가 자유와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는

지에 대한 비판의 잣대로 평가 한 뒤에 공동체의 헌신을 권장한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정해진 권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을 유지

해 가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에서도 차이가 있다. 공화주의 시민성의 입

장을 명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64)

① 공화주의 시민은 자율적이고 애국심이 있으며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시민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이중적 역할을 한다. 시민은 자

율성이 있고 다양성을 잘 처리할 수 있다.

② 다양성의 조직화는 공화주의적 입장의 목표이다. 이 목적을 실행할

것이 요구된다. 이는 항상 규범적이다. 공화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

는 규범이 필요하다.

③ 시민의 재생산을 위해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공적

영역의 모든 행위는 시민의 재생산을 위해 중요하다.

④ 이 입장은 정치적 평등을 지지하지만 반드시 사회적 평등을 주장하

지는 않는다.

⑤ 시민성은 공화정 내에 있는 관공서와 같다. 따라서 시민은 일상적인

64) V. H. Gunstern (1997), Four Conceptions of Citizenship, 조영달 옮김, 『한국 시민사회의 전개

와 공동체 시민의식』, (교육과학사), pp.67-68 재인용.



- 39 -

사람과 동일하지 않다. 시민성을 행사하는 사람, 시민성을 인정받은

사람은 일정정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이 시민성은 다른 사람들

과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친다.

현대 시민사회는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요구하고 그 권리를 자율적으

로 행사하고자 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이다. 그런데 그런 점이 지나치

게 강조되면서 양보와 희생, 우애와 같은 미덕과 규범들이 상당히 무력해

지고 있다. 부당한 사적 행위에 대한 정당한 제제조차 순응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시민사회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

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도덕적 개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의

병폐는 영속화될 수 있다.

자유주의 시민성은 ‘자신의 권리를 담지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투표권

자로서의 시민’으로, 공동체주의 시민은 ‘혈연과 지연 같은 연고를 가진 공

동체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시민’으로 규정될 수 있다. 다른 정치사상의

전통들과는 다르게, 공화주의는 시민윤리와 시민 덕성이 필요하다는 이념

을 견지한다. 공공선을 앞세우며 의무를 중시한다. 시민적 양심이 나약해지

고 공적 참여가 쇠퇴된 오늘날 공화주의 시민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공화

주의 시민성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시민성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문화

공존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면서 사회에 일어날 제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

는 정치사회적 원칙이다.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 또는 도덕성과 시민성의 범주는 같지 않다. 하

지만 좋은 시민과 좋은 인간은 같아야 한다. 이것이 자신을 초월하는 도덕

적, 정치적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인간은 고립된 개인으로 살

수 없다는 점에서 좋은 시민이 되어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해 질 수 있

다. ‘좋은 시민’은 ‘시민의 역할’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정치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에 필수적 존재이다. 때문에 ‘좋은 개인’은 정치 공동체에 부담이 될

수 있기도 하다.65) 서로 교대로 통치 받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성은 곧

도덕성과 통하며 시민윤리와 통한다. 도덕적 개인이 증가할수록 공동체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윤리는 시민성 구성에 필수적이다.

65) 박효종 (2004), op cit., pp.44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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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선한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개인이 가져야 하는 시민윤리의식

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또한 역사를 통해 특징적으로 구현된 자질이 있다

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공화주의 관점에서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66)

공화주의는 덕성을 갖춘 개인이 선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는 오

래된 비전이며 이는 현대 사회 시민성에 부족한 시민 윤리적 요소를 보충

할 수 있다. 기본적 시민윤리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 ‘정치적 자유’가 있다. 공화주의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자유롭다

는 것은 특정한 사물이나 사물에 예속되지 않는 것이다. 타인의 자의에 종

속되지 않고 공정한 법에 따라 개인적 선택에 제한을 두는 것이 정치적 자

유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임을 강조했다. 간섭과 방해로부터 자유를 외치는

자유주의자유는 비지배를 자유라고 하는 공화주의적 자유와 다르다. 자의

적 권력과 예속적 상태에 빠지는 민주적 병폐를 고치는 데 공화주의적 자

유가 주는 시민윤리적 함의는 오늘날에도 의미를 가진다.67)

둘째, 공화주의 시민윤리는 법치68)와 헌정질서를 강조한다. 추종적 예

속 관계를 제어하려면 법의 간섭이 필요하고 그 법을 통해 자의적 억압을

막을 수 있다. 공화주의에서는 법이 특수 계층의 사익을 옹호하는 것이 아

니라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인정한다. 공동체의 필

수요건이자 합의체계로서의 법의 지배는 권력의 자의적 행사, 이익의 제한

없는 추구, 사회의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한 최저 준거라고 할 수 있다. 법

은 권력이나 제산이 아니라 공공선의 구체적인 구현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

에 법의 지배는 국가와 인민을 제약하는 동시에 권리를 보장한다. 질서와

자유, 의무와 권리 보호를 이중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덕성 회복을 통한

사법권의 존중은 사법에 의해 위축된 정치의 중심성을 회복하고 개인적 자

유에 의해 압도된 공동체적 자유의 가치를 복원한다. 이로써 민주적 입헌

국가라는 공화주의적 정치이상을 재구축한다.

66) 『정치학』4편에서 최선의 정체는 품성적 덕과 실천적 지혜에 근거하고 있고 최선의 정체는 지혜

와 지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다. 행복이란 덕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덕이 어떤

형태를 갖는 것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67) 비지배적 자유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다룬 것은 Philip Pettit (2012),『신공화주의』, 곽준혁 옮김,

(나남) 참고.

68) 신공화주의에서는 사법권에 대한 존중을 주장하는데, 이는 자유주의 전통과도 통한다. 다만 사법

권의 존중 즉 법치를 하나의 덕이자 선으로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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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시민적 덕성과 공공선이 있다. 비롤리(M. Viroli)는 『공화주의』

에서 공화주의의 핵심이 시민적 덕성에 있다고 한다. 자유를 수호하기 위

해서 공화국은 시민적 덕성이 있어야 하고 공공선에 봉사하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정치 공동체의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겠다는

시민들의 마음가짐과 태도로서의 시민적 덕성은 공공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69) 공공선과 공공선을 가능하게 하는 시민적 덕성은 시민 각 구성원

들과 각 계층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게 하는 공존의

열쇠가 된다.

시민윤리는 시민성에 반드시 전제되는 개념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생활

에 필수적이다. 시민들이 공공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인간’이 되기

를 노력할 때 공동체는 행복해질 수 있다. 시민들이 사익만을 추구하려 한

다면 공동체는 부패할 것이며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올 것이다. 시민성에

시민윤리를 전제하는 이러한 공화주의 시민성의 관점은 자유주의와 대비된

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추구가 결국 공동의 이익에 득이 된

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영리활동과 윤리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하

지 않는 것이 자유주의 시민성의 핵심이다. 반면 공화주의 시민성에서의

공동체의 공공 이익과 사회질서는 구성원들의 노력의 산물로서 가능하다.

자유와 법, 공공선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함으로써 공동체는 유지

되고 번영한다.70) 이를 위해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하는 것이 시민윤리와

연관된 덕성의 함양이다. 공화주의가 강조하는 시민성의 문제는 개인이 아

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다. 시민윤리를 통해 공동체가 유지되며 시민성

은 이러한 가운데 생성되어야 한다.

69) 김경희 (2009), 『공화주의』, (책세상), p.88.

70) 공화주의 사상가들은 관점들의 영속적인 다원성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시민들이 그들의 평등을

유지하도록 하는 공공선을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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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문화 사회와 열린 시민성

본 장에서는 다문화 사회라는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열린 시민성이

필요함을 논의한다. 정치 철학 분야의 시민성 논의는 한 개별 국가를 중심

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지위와 권리, 의무체계가 근대적

시민성의 요체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의 흐름으로 전통적 시민

성 관념으로 설명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개별 국가의 시민성은 다원화를 바탕에 두고 다양한 정체성

을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문화 사회를 바탕으로 학자들은 세계주의 시민성과 민족주의 시민성

을 설명하고 있다. 세계주의 시민성은 그 범위를 국경을 초월하여 인류 범

위로 확장시켜 가고자 한다. 세계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 자신과

다른 지역에 대한 의무를 알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족주의 시민성은

민족이라는 감정적 공동체를 으뜸으로 생각하는 속성의 것으로서 주로 인

종적 공통성에 대한 혈연적 유대가 짙다. 이 두 가지 시민성이 다문화 사

회에서 뿌리내리려면 일정부분 수정되어야 한다.

열린 시민성은 공화주의 시민성에서 공동체의 유연한 외연 확장과 다

문화 시대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개념으로서 시민적 덕성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열린 시민성이 다문화와 세계화 시대를 풀어가는 키워드가 될

수 있음을 다문화 사회에 관하여 분석한 학자들의 논의와의 비교를 통하여

그 의미를 살리고자 한다.

1. 다문화 사회의 시민성

1) 다문화 사회의 특징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 언어, 종교,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지칭한다.71)

71) 장인실 외 (2012),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학지사),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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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란 동일한 혈통과 문화를 추구하던 단일문화에 상이한 문화들

이 통합되어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상태를 뜻한다. 오늘날 한국은 정보화

세계화 못지않게 다문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문화는 정치, 경

제, 문화 등의 생활영역에서 중심과 주체, 내용이 분화되어 가고 있음을 표

현하는 말이다. 다문화적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란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하

고 평가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특징은 다양성과 역동성으로 나타난다.

한국사회의 다문화화(multiculturalization)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가 국제 결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의 유입에

의해 다문화 사회의 특성을 더 많이 갖게 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다문

화’는 한국의 시대적 요청이자 화두이다. 다문화는 지금까지 어떤 화두보다

강력한 파급력을 가지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

가족 수는 2010년 시행된 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가구 수

는 386,977으로 전체 가구(17,574,067)의 약 2%를 차지한다.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국제결혼의 수를

집계해 보면 29,762쌍이 결혼을 했다. 이는 전체 혼인 건수인 329,087의

9%를 차지한다. 10쌍 중에 한 쌍은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72)

교육과학기술부는 2014년에 전체 학생의 1%가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은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와 같이 다인종, 다종

족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급속도로 다문화 되고 있으나 변화에 대한 대책

과 윤리관 정립은 다소 미흡하다.

2012년 4월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제비교지표(EBS, ESS)를 활용한

조사에서 국민들의 혈통 중시 비율이 86.7%를 기록해 여전히 한국인이 혈

통과 민족을 중시하고 있음이 나타났다.73) 문화공존에는 부정적이어서, ‘문

화공존’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유럽의 18개국(73.8%)에 비해 한국은 36.2%

로 현저히 낮았다. 2500명의 19-74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가 다른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9.4%로 나타났고 특히 ‘외국인 혐오

72) 통계청 홈페이지, 2010 인구총조사 부분,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parentId=A.

73) 한국은 필리핀, 베네수엘라에 이어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 3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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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부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는 비율도

35.5%로 집계되었다.74)

사회 전반에 걸쳐 다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진통을 겪고 있기도 하다.

정부에서는 예산을 1000억 원으로 대폭 늘여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있으

나 소통과 공감이 부족한 실정이라 정책은 일회적이고 행사적인 것으로 끝

나는 경우가 많다. 이주해 온 외국인을 한국화 시키는 교육시스템 구축이

주를 이루며, 전체 국민에 대한 교육은 부족하다. 다문화 가정의 이혼 증가

세도 가파르다. 2011년 기준으로 다문화 가정의 이혼은 11,495건으로, 이는

전체 이혼(114,284)의 10%에 해당한다.75) 법무부가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앞둔 한국인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나

자연스러운 혼인문화가 아직 정착되지는 않았으며 제도적 보장도 미흡하

다.76) 학교 내에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차별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

로 번지고 있다.

국가 인권위원회의 2012년 조사에 따르면, 이주배경청소년의 37%가 왕

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발음이 이상하다고 놀림을 당하거나 피

부색과 문화가 다르다고 차별받았다고 답했다. 아동기의 따돌림 경험은 다

문화 가정 자녀들의 인성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며 이는 학교 적응의 차원

을 넘어서 사회 부적응 이라는 사회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다문화 공존

을 위한 가치관 지도가 뒷받침되어야만 현실적 차원에서의 협동과 공생이

가능할 것이다. 다문화는 점차 한국 사회의 일상이 되고 있다. 다수자와 소

수자가 자존감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사회 변화 현실을 반영한 새

로운 시민성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킴리카(W. Kymlicka)에 따르면 21세기에 요구되는 새로운 형태의 시

민성은 ‘다문화 시민성’이다. 다문화 시민성을 통해 종족, 문화적 공동체와

국가 시민 문화 모두를 포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시민의 요구이며 권리라

74) 2012.4,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GH 코리아, http://www.mogef.go.kr/korea/view/news/news01a.jsp.

75) 통계청홈페이지, op cit.

76) 국제 결혼에는 국적법의 문제가 존재하기도 한다. 현재 국적법으로는 한국인과 2년을 살아야 외

국인에게 국적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더 이상 한국에서 체류를 할 수

없으며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 또는 강제출국 당한다. 갑자기 사별하거나 폭력으로 인한 이혼을 할

경우에는 강제출국의 위험부담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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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한다. 시민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

가 소통하고 반영하는 방식이 정립될 때 시민은 공동체의 이상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77) 문화의 인정 자체가 정체성과 권리를 인정하는 문제로 이

어진다. 이를 위해 그는 소수자의 권리가 집단 내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

하고 집단 간의 평등한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킴리카의 다문

화 시민성은 정체성이 다른 문화 간에 존재하는 권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수문화를 신장시키는 특징이 있다.78)

뱅크스(J. Banks)는 미국이 본래 자유와 평등을 기저로 성립되었는데

지금까지의 현실은 소수종족집단의 다수주류집단으로의 동화를 강조해 왔

기 때문에 ‘시민성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동화주의

자들의 오류를 분석하면서 ‘강요된 하나(imposed unum)’로의 일방적인 편

입이 실패했다고 선언한다.79) 그는 유색인종으로서 자신의 삶을 민주주의

의 발달로 인식하면서 다문화 사회의 시민에 관한 논의를 전개한다. 뱅크

스에 따르면 다문화 사회의 시민성 교육은 소수집단의 동등성 확보를 위한

지식의 구성과 함께 시작되어야 하며 편견해소와 정의의 관점에서 시행되

어야 한다. 모든 시민이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 기능을 발달

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중

요한 목표로 삼는다.

킴리카와 뱅크스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논의는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한국의 다문화에 대한 관점은 킴리카의 논조에 가깝다. 소수자

들을 국가에 체류하는 식객정도로 분별하고, 자국의 문화에 동화되기를 바

라는 동화 정책을 펼친다. 뱅크스가 말하는 것처럼 한국 내의 외국인에 대

해 소수종족집단의 다수주류집단으로의 동화를 강조하여 시민성의 딜레마

상태에 빠져있다. 자국의 국민을 우선시한다는 이익과 소수자 집단의 인간

다운 생활권이라는 이익이 충돌하였을 때 이를 해소시켜줄 현실적인 방안

이 부재하기 때문이다.80) 한국인의 혈통에 기초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다문

77) 더 세부적인 논의는 W. Kymlicka, 『다문화주의 시민권』, 장동진 외 옮김(2010), (동명사)를 참

고하라.

78) 킴리카의 시민성은 자유주의 내에서 공동체의 의미를 염두에 둔 자유주의적 시민성이다.

79) J. A. Banks, op cit. p.13.

80) 김익성(2011),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와 법치주의Ⅱ』, (선인),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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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사회에서 충돌하는 이익을 공평타당하게 조율해 주는데 한계를 가진다.

근대 이후 시민의 정체성은 국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왔다.

지리적 영토적 국경을 바탕으로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구성원

으로서의 지위와 권리, 의무체계가 근대적 시민성의 요체였다. 하지만 다문

화의 흐름은 국가의 역할과 기능도 변화를 가져왔고 전통적인 시민성 관념

으로 설명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점차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국가의 시민성은 다원화를 바탕에 두고 다양한 정체성의 형

성을 권장해야 할 필요성을 지닌다. 다양한 기준과 주체의 등장과 함께 맥

락적이고 구체적인 정체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의 형성은

민족주의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시민성은 자율성과 다양성을 장려함과

동시에 강력한 시민의식과 시민윤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여러 문화와 민족이 공존하는 사회의 특성을 파악하고 공존할 수 있는

시민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대사회는 개개인의 다양한 가치관과 주장

을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로서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한다. 구성원 모두에게

다양한 대안의 여지를 열어 놓음으로서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다문화 구

성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사고와 행동의 획일성을 강조하는 전체주

의 사회와 같이 특정한 이념으로 구성원을 동화시키기 보다는 개개인 마다

다를 수 있는 인생관이나 가치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끔 적극

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폐쇄적인 시민성에서 열린 시민성이 요청되는 것

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더 이상 자국민만을 생각하고 동화를 강요하는

닫힌 시민성만으로는 다문화 사회를 살아갈 수 없다.

2) 세계주의 시민성의 한계

세계화는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삶의 터전을 전 세계

로 확대해 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같은 현상을 지구촌화(globalization)

또는 세계 공동체(world community, global community)라는 개념으로 표

현하기도 한다. 지구 전체를 인류공동의 삶의 터전으로 세계가 당면한 문

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면서 인류공동의 이상 실현을 위해 모두가 자유로

이 교류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의도와 그 의도들이 실현되어 가는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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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81)

세계화 시대는 이주의 시대이다. 대량의 이주 노동자, 빈민, 난민, 망명

자들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다문화현상이 진전되었다. 이는 국민국가의 경

계가 갖는 한계와 폐쇄성을 드러나게 했다. 여성, 소수민족, 장애인 등 추

상적 보편주의에 의해 억눌려 왔던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정체성과 차

이에 대한 인정의 요구가 증가하였으며 국가의 범주를 넘어 다차원적인 시

민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폐쇄적인 주권의 경계를 뚫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의 시민성이 등장하였다. ‘시민성’의 의미 범주는 국가의 구성원을 넘어서

가족, 종교단체, 직장, 학교, 지역사회, 세계의 시민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하

고 있다. 단일한 공간과 사회를 넘어 다차원적인 시민성이 요구되는 방향

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너스봄(M. Nussbaum)은 세계시민성을 길러낼 시민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민족정체성은 도덕과 무관한 특징이므로 학생들에게 그들이 전

세계인들의 공동체에 우선적으로 충성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다. 그는 세계 시민주의 교육을 통해 자신에 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 관한 의무도 깨달을 수 있다고 보았다.82) 세계시민주의 이상

은 인간애를 강조하고 도덕적인 관점을 가지게 한다. 하지만 세계시민성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세계시민(cosmopolitanis

m)83)이란 세계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개념이며 주권을 가

진 나라의 시민과도 병존하기 힘든 성격임을 볼 때 세계시민은 있을 수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개념이라는 견해가 있다.84) 세계시민에의 주장이 결국

서구의 선진 자본주의 나라에 추종내지 예속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견

해도 있다.

81) 박용헌 (1996),『민주화 세계화와 교육과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p.212.

82) M. C. Nussbaum (1994), "Patriotism and Cosmopolitanism",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오인영

옮김 (2003), (삼인), pp.23-42.

83)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과 ‘세계화주의(globalism)’의 차이에 관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본 원리에서 ‘세계시민주의’는 인류의 보편적 정의와 선을 중시하는 개념이고 ‘세계화주의’

는 시장질서와 자본의 자유 이동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세계화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사고 방식에

구현되어 있으며 윤리적으로 가치중립적인 태도를 표방한다.(M. C. Nussbaum, op cit., p.11.)

84) D. Heater (1990), Citizenship : The Civic Ideal in World History, Politics and Education,
(Longman), pp.22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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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주의 윤리는 보편적 인류애를 지향하고 도덕적 관심을 넓히는 데

에는 기여를 하였으나 보다 더 포괄적인 공동체들이 지역적인 공동체들에

항상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에서 잘못되었다. 정치적으로 지역적이

고 작은 공동체들이 자기결정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실적으로

세계 속에서 동료 시민들을 위해 줄 수 있는 정체성을 기대하기는 다소 무

리가 있다. 또한 개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다른 대상에 비해 특별하게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단순히 시민성의 범위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위 공동체 내에서 다수의 하위 공동체와 정치집단이 공동체의 일

에 참여하고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시민성을 권장해야 한다.

세계화를 배경으로 한 시민성을 논할 때에는 전 지구적 관점에서의 공

동체의식과 보편성을 강조하되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수성을 무

시해서는 안 된다. 세계 시민성이 가진 기본적인 목표와 가치의 문제는 공

유하되 이슈개발과 함양의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의 특성에 맞게 수정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나아가 오늘날의 시민은 복수적인 상황 속에서 중

첩되는 책무들에도 민감해야 한다.

히터(D. Heater)는 시민성의 개념을 보다 총체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

다. 그는 시민성 개념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고대 로마 시대부터 라틴 시민과 로마의 시민, 중세

의 농노지위와 신민 지위와 같이 다중 시민성(multiple citizenship)이 존재

해 왔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현대 사회에서 시민성이 관련되는 공간적 차

원에 따라 시민성을 나누었다. 지방 시민, 국가 시민, 범국가적 시민(국가

연합), 세계시민이 다중 시민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85)

히터의 시민성은 지역적 범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의 내용,

시민적 자질을 갖춘 교육 정도라는 3면적 입장에서 파악된다. 우선 지역적

범위에서는 공간적으로 지방․국가․대륙․세계 차원에서 시민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인식을 나누었다. 다음으로 시민적 자질의 내용으로는 정

체성, 덕목, 법률적 측면, 정치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고 마지막으로 교육의 정도란 시민정신의 자질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그

85) Ibid., 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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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교육을 통해 지식, 태도, 기능, 행위라는 교육적 차원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시민의 자질, 또는 시민성 개념이 지역사회

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시민의식 또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히터의 시민성을 통해서 볼 때 시민성은 한 개인의 많은 정체성들 간

에 하나이며 이것은 각 개개인의 시민에게 한 사회의 집단적 기억을 전달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집단적 기억을 통해 사람들은 시민

성이라는 하나의 공통의 정체성 속에 결속될 수 있다. 세계화 시대에 요구

되는 다중적 시민성은 공적인 일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시민의 덕목을 습

득하고 정치적 영역에 참여하는 기능을 지닌 것이다. 조금 더 넒은 범위의

공동체를 상정하기는 하지만, 세계화에 필요한 시민성도 덕목과 참여를 중

시한다는 점에서 공화주의 시민성과 통하는 점이 있다.

히터가 정의하는 다중시민성 개념은 ‘공간적 차원’을 전제하고 있기 때

문에 지방, 국가, 세계시민성 등을 시민성 범주로 언급한다. 하지만 현대사

회에서는 공간적 차원뿐만 아니라 공동의 관심에 의해 형성된 집단들도 모

두 공동체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결성된 가상공동체

나 초국가적인 NGO도 지역을 기반삼지 않으나, 공동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현대의 시민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히터의 시민

성 개념을 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주제로 한

시민성 교육을 전개해 왔다. 특히 사회 다원화가 심화된 20세기 후반부터

는 공공성의 재발견이 강조되는 추세이다.86) 파커(W. Parker)는 다원화된

사회에 적합한 시민성을 모색하면서 기존의 시민성 교육을 비판한다. 기존

의 제한적인 시민성 개념은 다원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않으며, 사회

통합의 달성과 다양성의 존중 간에 존재하는 긴장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

고 있다고 지적한다.87) 시민성 개념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동화를 추구

86) 시민성 교육은 독일에서는 ‘politiche Building', 프랑스에서는 ‘Education Civique', 영국과 미국에

서는 ‘Education for Citizenship' 으로 불리고 있다.

87) W. C. Parker (1996), "Advanced ideas about democracy: Toward a pluralist conception of

citizen education", Teachers College Records, vol.98, no.1, pp.10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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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차이를 감소시키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성이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확장된 시민성을 위해 파커는 공적 영역에의 적

극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또한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며 하위 공동체 문

화 보전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

국가는 결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는 주체로 보아

야 한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정치영역, 경제영역, 국제부분과 국내부분의

상호관계를 조정하며 변화시켜 나가는 주체로서의 국가는 앞으로도 변화해

갈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국가는 세계화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문명권이나 사회 세력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확고하고 분명한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가 향유하고 있는 정당성과 정체성, 그리고

구성원들이 보여주는 충성도를 능가하는 다른 대안으로서의 보편적 주체가

가까운 시간 내에 등장할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88)

세계화 시대의 시민성 교육은 한국 시민사회의 시민의식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시민성의 범위를 지리적으로만 확장시켜,

세계 시민성이 곧 공동체의 시민성으로 정립된다고 된다고 하기 보다는,

주어진 공동체에서 밖으로부터의 변화를 언제나 수용하고 변화에 민감한

열린 시민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가 진행되는 시대상황 하에서

이기적인 폐쇄성의 고집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초래한다. 지나친 열림

은 추상적일 수 있다. 종속과 동화로서 지방과 국가의 부정으로 이어질 우

려가 있다. 세계화는 지역과 국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병존을 인정하

는 것이다. 공존과 상생을 위하여 시민의식에서 편협성을 없애고 외연을

확장시킨 열린 시민성(openness citizenship)을 정립해야 한다.89)

3) 민족주의 시민성의 한계

민족주의(nationalism)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견해가

88) 윤영관 (1999), 『21세기 한국 정치경제모델』, (신호서적), pp.22-23.

89) 열린 시민성은 공동체를 중시하는 시민성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공동체의 유연한 외연 확장이

곧 열림과 통하기 때문이다. 열린 시민성에서 열림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공동체의 범위를 확

대하여 의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세계 공동체의 추상성을 고려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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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 민족주의 개념이 다의적인 것은 근대 국제사회의 정치적 단위가

되어온 민족이 역사적으로 다양성을 이끌어왔으며 민족주의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연구자나 논자의 입장이 개념규정에 작용했기 때문이다. 네셔널

리즘은 ‘nation’을 국가, 국민, 민족 중 어떤 것으로 보는가에 따라 ‘국가주

의’, ‘국민주의’, ‘민족주의’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90) 본 연구에서 비판하는

민족주의는 민족을 으뜸으로 생각하며 그 독립과 통일과 발전을 꾀하려는

사상과 운동을 일컫는다.91) 여기서 민족이란 그 성원들 공통의 연대의식과

문화의식, 나아가서는 민족의식으로 결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

한다. 민족주의는 내부의 동료성원과는 감정적 공감을 자아내지만 범위 밖

에 위치한 동료집단에 대해서는 무관심과 불신, 증오를 나타내게 된다.92)

민족주의는 정치적 동원의 수단으로 활동되었으며 경제발전을 위한 인

적 물적 자원의 동원 수단이 되었고 전쟁을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민족주의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민족주의는

19세기 전반에는 근대 민족국가의 통일 원리로 제시되었으며 19세기 후반

에는 소수 민족의 독립 이념으로 작용하였고 20세기에는 식민주의의 이념

으로, 현대에 와서는 반식민주의와 민족해방의 논리로 작용하였다. 민족주

의는 자체의 개념이 그대로 전달되기 보다는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

에 따라 이데올로기적 변경을 넘나들었다고 볼 수 있다.93) 이러한 이유로

민족주의는 야누스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94)

세계화의 등장으로 편협한 민족주의는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

다. 홉스봄(E. Hobsbawm)95)은 역사학적 관점에서 민족주의의 규정력 약

90) 차기벽 (1990), 『민족주의원론』, (한길사). p.15.

91) 서구에서의 ‘네이션’은 다원적 인종이나 혈연을 달리하는 여러 집단의 정치적 통합과정을 거쳐 형

성된데 비하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민족’은 인종적 공통성에 의한 혈연적 의미가 짙다.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혈연적 민족이 상상적 공동체(B. Anderson, 2006, Imagined Communities,
Verso.)에 가깝다고 보며, 민족을 다원적 집단이 하나의 정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나타

나는 발전적 과정으로 이해한다.

92)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민족주의는 공동체의 정서에 해당하는 일종의 감정이다.

93) 박의경 (1999), “국제화시대 민족주의 연구”, 『세계정치』, vol.23, p.117.

94) 에릭 홉스봄은 민족주의가 20세기를 극단적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극단적 시대’로 만들었다고

한다.(『극단의 시대』, 까치)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20세기의 전쟁과 대량학살은 모두

민족주의로부터 발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획일적인 민족국가보다 다종교적이고 다종족적인

국가들이 현대 국가의 표준이 된다고 주장했다.

95) E. J. Hobsbawm (1990),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University of Cambridge, 강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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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설명한다. 세계 운명을 결정짓는 기본적인 정치 갈등이 민족과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족주의가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는 어렵다. 우선 근대화 그 자체가 국내외에서 불균등발전을 가져와 민족

적 감정과 증오심을 조장시켰다. 국가 간의 문화교류가 문화제국주의에 대

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경각심을 바탕으로 오히려 민족

주의적 색채가 짙어지기도 한다. 또한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 민족주의는

문화적 정체성의 일환으로 작용한다.

다문화 사회에서 민족주의는 어떤 결정론적 판단대상이 될 수는 없다.

민족국가와 민족주의의 경향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고 이

에 대한 개별 국가들의 대응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 보편적

개념으로 세계화를 논의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현실에서 세계화는 서로 이

질적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 시대를 일구어가

는 개별 민족국가의 구체적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개별국가의 장래가 펼쳐지

며 민족국가 또는 민족주의라는 한정된 틀을 바탕으로 한 시민성 설계는

매우 어려운 과업이 된다.

국가 내의 여러 집단에게 자율권과 참여권을 부여하지 않는 민족주의

는 내부적으로 항상 독재적 지배와 제국주의의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다

문화 사회로 이행하는 한국에서 편협한 민족주의에 토대를 둔 시민성은 공

동체의 내부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2007년에는 유엔 인

종차별철폐위원회(CERD)로부터 한국은 현실과는 다른 ‘단일 민족 국가’라

는 이미지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96) 열린 시민성은 공화

주의의 비지배적 자유, 시민적 덕성, 법치의 존중, 애국을 평화의 원리로

설정한다. 특히 ‘공화주의적 애국’97)에 바탕을 둔 열린 시민성은 동일한 공

옮김(1994),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창작과 비평사), pp.230-231.

96) 유엔인종차별철폐위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인종 차별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다른 인종, 국가 출신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권고 했다. 또한 다른 인종․국가 출신 한국 거주자에 대한 인권의식을 높

이기 위해 이들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정보를 교과서에 포함하는 등 각 분야에 적절한 조치를 취

할 것을 제안했다.

97) 여기서의 애국심은 특정한 정체성을 강조하는 맹목적인 애국심이 아니라 공정한 법을 만들고 준

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애국심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의 구현이 공화주의적 애국의 성립 요견이 된

다.(Viroli, 2006, 『공화주의』, 인간사랑, 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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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에서 살아가는 자율적인 개인의 다원성을 근본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이

다원성을 토대로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하나의 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 공

화주의적 애국은 민족주의 시민성이 보이는 편협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

라고 기대한다.

우선 민족주의와 애국심이 동일한 범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가에

대해 살펴보자. 대부분의 사상가들은 국가의 구체적인 형태나 정치질서를

결정하는데 구성원의 동의가 요구되지만, 국가가 인간의 자유의지의 산출

물에 불과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 본성에 토대를 두는 하나의 필연이라는

점을 인정한다.98) 필연적으로 인간은 집단을 이루고 국가를 구성한다. 국가

가 이처럼 그 토대를 인간 본성에 두고 있는 이상 이것은 도덕적 질서에

속한다.99) 국가에 대한 사랑은 도덕적 질서와 책임과 관련된 부분이다. 따

라서 한 나라가 어떤 식으로 국가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는가 하는 점은 시

민으로서 다문화 공동체에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체득하게 하는데 있어

서도 중요하다.

자신의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을 구분 짓고 자신의 아이를 사랑하는 것

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를 사랑하지 않는다. 일

반적으로 국가는 생물학적, 사회적 요소로서 자아를 연속적으로 이어주는

매개체가 된다. 한 사람이 자신의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애국심

(patriotism)이라고 부를 수 있다. 애국심의 형성은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

한 방식과 시각을 통해 체화된다. 가령, 공화주의에서는 법과 정의로운 공

동체로서의 조국을 사랑한다. 애국심이 구성원들의 다양성과 각기 다른 지

향성을 부정하는 개념은 아니다. 애국심은 자신이 속한 나라의 부흥을 의

미하며 서로 다른 사람들 간의 이성적인 타협을 가능하게 한다. 나라 사랑

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개인의 타협이 가능하다. 또한 서로 다른 입장은

애국심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족주의와 애국심은 구분되지 않고 혼재되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두 용어는 역사적인 기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첩

98)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인간이 국가 생활에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

았다. 국가의 구성원이 아닌 자는 신이거나 인간 이하의 하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99) 강두호 (2009),『도덕교육의 교과교육학적 탐구』, (역락), 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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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사용되어 왔다. 민족주의에 기초한 국가애는 국민의 주권을 수호하고

문화를 강조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자민족에

대한 애정이 다른 민족에게 닫혀 있는 경우 배타성을 조장하기 쉬웠기에

국가 내에서도 다른 민족 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100) 민족에

대한 사랑이 순수할수록 다문화 사회에서 공존이 어려워진다. 특히 한국의

단일민족 신화는 공동체 의식을 신장시키기도 하지만 다문화 공존에 걸림

돌이 되기도 한다.

민족주의는 과거로부터 자연적으로 존재해 온 인종과 문화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민족(natio)를 기반으로 한다. 반면 애국심은 자유로운 정치적 삶

이 구현되는 정치공동체로서의 조국(patria)을 대상으로 하는 감정이다. 민

족애는 자기와 혈통을 나눈 동족에 대한 사랑과 정치적 신조이다. 민족주

의는 이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민족주의자들이 제시하는 민족주의

(Nationalism)는 비타협적인 현실관을 바탕으로 삶에 관한 복잡한 문제들

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101) 민족국가가 실제 현존하느냐 하는 존재 여

부에 상관없이 자민족에 대한 최고 충성에 초점을 맞춘다.

대치하고 있는 상대 나라에 대한 시각에서도 민족주의와 공화주의적

애국은 차이가 있다. 민족주의는 대립하는 상대 진영의 문명과 다름을 거

부한다. 또한 국가주의에 반하는 모든 다른 견해와 면모를 부정한다. 가령,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국가주의적 애국심은 모든 일본 상품에 대한 증오와

그렇지 않은 행동에 대한 배척으로 나타난다. 만일 누군가가 일본에서 제

작된 물건을 산다면 그는 국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된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 등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 민족주의적 애국은 위험하다. 국가 안 밖으로 존

재하는 다양한 관점을 보지 못하고 정치적 차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민족주의적 애국을 바탕으로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에서 종교 갈등,

문화 갈등이 일어난다.

100) 스리랑카의 타밀민족 분쟁, 터키의 쿠르드족 분쟁, 스페인의 바스크 민족 분쟁 등을 현실적인 예

로 들 수 있다.

101) 예를 들어 피히테(1808)의 "독일 국민에게 고함"은 민족주의적 애국의 양상이 어떠한지 잘 보여

준다.



- 55 -

애국심이 반드시 문화와 민족이 동질적인 환경에서 발현되는 감정이

아니다. 애국심은 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지향하는 조국에 대한 애착이다.

사람들의 공공의 자유를 지탱하는 정치제도 내지 생활양식에 대한 수호이

며 그러한 공화정에 대한 사랑이다. 공화주의적 애국심은 국가주의적 위험

성을 초래하지 않으며 다문화 사회에서의 다양한 공존을 가능하게 한다.

민족주의 사상가들과 공화주의 사상가들은 진정한 나라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본 연구에서는 공화주의

적 애국을 다문화 시대에 필요한 시민성의 요소 중 하나로 간주한다. 공화

주의적 애국과 민족주의적 애국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화주의적 애국자들에게 있어서 나라사랑은 계속해서 불어 일으켜야

하는 인공적인 열정이다. 나라 사랑은 정치적 수단에 의해 끊임없이 강화

되어야 한다. 민족주의자들의 애국은 외부로부터의 문화적 오염, 문화적 동

화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생래적 감정이다. 공화주의자들은 조국을 정신

적이고 정치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반면 민족주의자들은 조국이 자연의

창조물이라고 본다. 공과국은 전설적인 입법가의 탁월한 능력과 지혜, 시민

의 자유로운 동의에 기원한다. 반면 민족주의에서 애국은 신화에 기반을

두는 경우가 많다.

수 세기 동안 공화주의적 정치저작들에서 시민적 덕목에 힘을 불어 넣

은 가장 큰 열정은 조국에 대한 사랑이었다. 시민적 덕목과 조국애와 같은

것이라고 한 것을 찾을 수도 있다. 고전적 공화주의에서 나라 사랑은 정치

공동체와 시민동료들에 대한 카리타스(caritas)102)이다. 카리타스 개념은 로

마시대 형성되어 중세시대 지역공동체의 자치를 지지했던 스콜라 정치이론

가들의 저작으로 이어진다. 프톨레미는 “조국에 대한 사랑은 사익을 공익

위에 두기보다는 공익을 사익 위에 두려는 카리타스에서 자라는 것” 이라

고 기술했다.103) 조국에 대한 사랑은 공익을 사익의 우위에 둘 수 있는 초

과의무적 정신을 필요로 하는 개념이다.

비롤리는 애국심을 자유로운 삶의 양식에 대한 애착이며 이것이 보편

적인 추상물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특정한 경험과 기억에서 발생하는 것임

102) 대승적 사랑을 의미한다.

103) M. Viroli, op cit., 김경희 외 옮김(2006), (인간사랑), 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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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한다.104) 자유를 수호하고 정의에 대한 지향을 통해 시민은 애국심

을 가진다. 공화주의적 애국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다양성을 소중

히 여김으로써 다양성과 공공성 간의 조화를 가능하게 한다. 애국심은 곧

공공선에 대한 사랑이기에 국가적 경계를 넘어 연대로 전이될 수도 있다.

공동체의 선을 지향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선 또한 지지하게 되기 때문이

다. 내 나라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나라의 자유와 선 또한 존중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나라 사랑은 조국의 땅에 기원을 두는 개념이 아니다. 진정한

나라 사랑은 인공적으로 불러일으켜야 하는 일종의 열정이다. 이것은 공동

체의 시민이 어떻게 배양해 나가느냐에 따라 흔적 없이 사라질 수도 있으

며 한없이 풍부해 질 수도 있는 덕목이다. 나라 사랑에 대한 덕목은 공동

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개념으로서 구

성원 모두가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 내 이익이 곧 공공선과 같은

것임을 깨닫고 작위적으로 애국을 지향할 때에 제대로 발현된다. 공공선은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며 내 행복은 결코 나라의 행복과 무관하지 않

다.

민족과 국가에 대한 사랑인 애국심은 소속한 공동체에의 몰입과 헌신

적 사랑이라는 점에서 특수하나 이것은 정의와도 연결될 수 있는 매개체이

다. 애국심을 통하여 내부의 특정 집단에 대한 갈등을 줄이고 다른 집단에

대한 선을 고양시킬 수 있다. 건전한 시민적 덕성을 배양하는 공화주의 요

소를 강화한다면 민족주의와 세계주의 시민성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애국심과 시민의식은 민족적 정서를 편협한 틀로 가두는 것이 아

니라 정의, 인권, 관용과 같은 세계시민적 보편적 가치에 열린 것으로 만들

기 때문이다.

104) Ibid.,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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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린 시민성의 등장 배경

1) 시대변화에 따른 시민성의 의미

오늘날 시민성 또는 시민 자질로 번역되고 있는 citizenship은 고대 그

리스 시대의 civitas와 로마시대의 civitatus에 어원을 둔 말이다. civitas는

‘국가나 공동체를 구성하며 이를 위해 기능하는 개인이나 제도의 역할’을

의미한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책임과 공동 목적, 공동체

의식 등의 의미를 함께 포괄하는 말이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책임과 목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시민성은 시민적 자질과도 통한다.

citizenship이라는 단어 자체에서도 시민이 단순히 독립된 개인을 상

정한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citizen’과 자질, 조건이라는 ‘ship’의 결합

속에는 특정 공동체의 구성원, 즉 시민이라는 지위에 요구되는 자질을 지

칭하는 개념이 내포해 있다. 시민성이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은

citizenship에 friendship과 membership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점에서도 읽

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friendship은 구성원들 사이의 정서적 유대나

애착을 의미하며 membership은 구성원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의미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인정하는 지위․권리적 측면과 그에 대응하는 자질․

의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시민성이라는 용어가 민주적 통치체제와 함께 사용된 사례는 고대 그

리스에서 찾을 수 있다. 고전적인 시민성과 시민적 자질은 현대적 의미와

는 다른 형태로 쓰였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민사회 형성기 때의 시민성

을 비교해 보면, 시민성이 의무(duty)에서 권리(right)로, 권리 중심적 접근

(Right based approach) 방식으로 바뀌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페르시아 전쟁 이후 아테네인들에게 있어서 폴리스는 정치적, 문화적,

도덕적인 국민의 전 공동생활을 의미했다. 페리클레스의 언급처럼 폴리스

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이었다. 폴리스는 시민의 정신이나 품성을

함양하는 적극적이고도 유기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폴리스의

관심사는 모든 인간의 관심사이며, 폴리스를 구제하는 것은 만인의 의무로

받아들여졌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의 이상적 시민성을 이야기 한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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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시민성의 특징으로 꼽은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사적영역과 공적

영역의 조화를 이룬다. 둘째, 사유와 행위․권력과 지성․말과 행동이 통합

되어 있다.105) 이러한 조화와 통합을 통해 페리클레스는 시민적 자질을 논

한다.

페리클레스는 시민적 자질은 정치적 헌신이나 의무로서의 시민성, 능

동적 범주로서의 시민성 개념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민성의 개념은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좋은 삶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와는 상당히 괴리가 있

다. 시민들은 법적으로 정치생활에 참여할 의무가 있고 공직을 돌아가면서

맡을 의무가 있으며, 공적 생활을 위하여 사적 생활을 상당부분 희생할 의

무가 있다. 하지만 현대의 사람들은 정치 영역에서의 헌신이 아닌 가정, 직

장생활, 여가생활을 통해 행복을 발견한다. 오늘날의 정치적 참여가 자신들

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해주고 있는가를 감시하고자 하는 과

정에서 수반되는 소극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고대 아테네의 시민성은 현

대의 시민성보다 적극적이다.106)

고대 그리스의 통치체제를 민주주의의 효시로 보는 까닭은 제한적인

범위였지만 시민의 자치적 통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리스인들이 공동

체를 이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규모를 최소화하고 종족, 언어, 종교, 교

육 등의 배경이 동질적인 사람들 만에 한정해서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부여

한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국사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의회나 민회에 참여

하는 의원은 선거 또는 추첨에 의해 선발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행정에 참여하는 관리도 선거와 추첨을 통해 선정되고 1년의 임기

로 한정이 되었다.107) 시민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거의 대부분 의회의

회원이나 행정관리로서 봉사하게 된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 한정된 민

주정치였으나, 직접적인 참여에 의한 자치적 통치였던 것이다. 시민 개인의

요구와 이해보다는 집단과 공공선을 우선시 했다는 점에서 그리스의 시민

성은 시민적 의무 개념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대 시민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권 사상을 이해해야 한다. 고대

105) 윤영돈 (2003), "소크라테스적 시민성과 시민불복종", 『윤리교육연구』, vol.4, pp.11-19.

106) 박효종 (2002), "민주사회와 시민적 덕목", 『서울대학교 사대논총』 vol.65, p.60.

107) 박용헌 (1996), op cit.,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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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사상에 흐르는 ‘천부인권’과 ‘불가양도의 자연권’ 이론은 모든 인

간이 누구나 예외 없이 생명과 자유, 안전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권리들은 자신의 의지나 다른 사람의 의지

와 상관없이 본래 보유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자유와 평등

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국가나 지배자는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들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왕족, 귀족 등 지배층의 지배력은 약화되었고 시민성의

범위는 넓어졌다.108)

자연권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와 정부에 대

해서 정당하게 정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근원적인 도덕 진리이다. 인간

은 어떤 특정한 도덕공동체의 구성원이나 특정한 실정법적 질서하의 주체

일 뿐만 아니라 그저 단순히 인간이라는 피조물 성격 그 자체에 의해서 정

의를 요구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권은 계약

이전의 것이라는 점에서 도덕적으로는 사회제도나 계약적 배열에 우선하며

이를 보유한 인간이라는 피조물의 성격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천부적

이다.

로크는 통치론에서 그의 정치사상의 출발점으로 자연상태(the state of

nature)를 상정한다.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는 완전한 자유와 평등의 상

태인데, 이 자연상태는 자연법(a law of nature)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로크의 사상에서 자연법에 대한 개념은 근본적이다. 자연법은 신으로부터

나오고 이성에 의해 확인되는 객관적 규칙이고 제도이다. 또한 정치적 제

도와 행위를 제한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자연법은 동의에 의해

수립된 정부에 대해 인간이 복종하도록 구속한다. 자연법에 기반을 둔 근

대의 시민성은 권리 지향적이며 국가보다 개인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최소

한의 시민성을 지향한다.

자연법은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독립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생명과 건강, 자유와 소유물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모

든 인간에게 가르친다. 이 같은 로크의 설명은 인간이 생존했을 법한 최초

108) 혁명으로 확대된 시민권은 지식과 재산을 가진 중산층의 성인 남성으로 여전히 제한되었으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보편적 기준의 정립은 시민적 권리의 확대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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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태를 상상력을 통해 재구성한 것이다. 이것의 목적은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정당화의 논의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독립선언서

(1776)’이나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1789)’에서도 이러한 자연권 사상이 흐

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공화주의가 피력했던 덕성과 의무

는 시민사회를 조직하는 자족적인 원리로 이바지할 수 없었다. 사적인 목

적에 대한 정의와 추구는 시민의식이 아닌 이익에 의해 움직이게 되었다.

현대에는 공화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편으로 공화주의는 서구

정치사에서 공화주의는 군주제에 대한 저항의 논리였다. 정치와 경제 영역

에서 세력을 키워가던 시민들이 있었기에 공화주의적 사고가 가능했다. 이

시민들이 군주의 자의적인 일인 통치에 대항해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누

를 수 있는 정치체제를 주장했던 것이다. 미국의 공화주의는 개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부활되었다. 공화주의 사상가들은 사적 개인의 영역

과 독립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시민들이 원자화되고 고립된 무연고

적 존재로 전락했다고 진단한다.109) 분리된 개인, 무연고적 자아로 살아가

는 개인은 국가를 간섭의 범주로 인식한다. 공적 영역에의 참여와 공공선

은 상대적으로 그 역할이 축소되었다. 시민성에 관한 모든 것을 자유주의

틀 안에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이것은 내부에 있을 지도 모르는 결함을 무

시하는 것이 된다. 시민성의 공화 주의적 전통이 자유주의 시민성의 병폐

를 해결할 대안으로서 요구되고 있다.110)

이상에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근대에서 읽을 수 있는 시민성과 시민

적 자질에 대해 서술했다. 시민성에서는 ‘단 하나의’ 시민성이나 ‘유일한’

시민성 모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민성 이상에 대해서 주장을 개진할 경

우에도 ‘하나’의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이상을 거론하고

있다.11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민성에 대한 각기 다른 비전과 관점들

이 시민 사회 속에 공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치관의 충돌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과 함께 시민의

109) 김경희, op cit., p.13.

110) 공화주의의 부활을 제안하는 학자들은 공화주의와 관련된 단어들이 현대 자유주의 정치제의 아

이디어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공공선에 대한 비전은 자유주의적 자유의 병폐를 고치는

방안이 된다.

111) 박효종 (2005), 『민주주의와 권위』, (서울대학교 출판부), pp.36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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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와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치적․법률적 의미의 시민성뿐만 아

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시민성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된다.

현대의 시민은 한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권리와 의무

를 갖는 시민권을 가진 구성원이다. 비교적 국민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서구사회에서 갖는 시민성의 의미는 법률적 해석 이상의

것이며 정치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생활 영역에까

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영향력의 확대를 의미하기도 한다.112) 이렇

게 여러 영역에서 발현되는 시민성은 아직도 더 신장되어야 할 부분이 많

다. 시민성은 과거 세대가 만들어 놓은 개념이지만 동시에 현대를 살아가

는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 개념이다. 근대 시민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완

성 태를 향해 변화하고 있다. 고대 폴리스의 시민성과 근대의 시민성의 맥

락은 오늘날과 다르다.113) 따라서 오늘날 다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 배

경을 토대로, 시민성의 전통에서 원용할 부분을 선별적으로 고를 필요가

있는 것이다.

112) 박용헌 (1996), op cit., p.117.

폴리스 근대 국가

공동체의 유형 유기적 법적/분화된 결합

공동체의 규모 작다. 크다.

시민성의 깊이 심도 깊다. 심도 얕다.

시민성의 범위 배타적이고 불평등이 당연시된다.

.

갈수록 포괄적이며, 이론적으로는

평등하다. 그러나 국가적 문맥에서

제한된다.

시민성의 내용 책무의 확대 권리와 제한된 임무

시민성의 맥락 노예제 사회, 농업 생산 가부장적이고 인종적이며

자본주의적인 체제, 산업생산

113) 근대와 아테네의 시민성은 각각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잉태되었으며 시대적 한계를 가지기도

하는 개념이다. 작은 사회를 상정하는 아테네의 시민성도 오늘날에 수정첨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

으며 근대국가의 시민성에서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K. Faulks, 『시민정치론 강의』,

2009,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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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린 시민성의 의미와 지향점

칼포퍼(K. popper)는 현대 사회를 ‘개방된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

가 공개적이고 개방적이라는 말 속에는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국민들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의미와, 특정 사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

견 역시 국정에 수용될 수 있다는 의미가 동시에 내포해 있다. 또한 개방

사회라는 말 속에는 유동적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한 계층에서 다

른 계층으로, 한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인의

능력과 이상에 따라 자유롭게 옮겨 갈 수 있는 자유도 개방적이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다. 현대사회의 특성은 공개적이고 개방적이고 진보적이다. 개

방된 사회에서는 발전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구성원들의 공존에 희

망을 가지는 사회이다.114)

오늘날의 현대 시민사회는 끊임없는 파동을 겪으면서 균형을 찾아 움

직이는 개방체제이다. 시민성 개념이 다양한 이유는 현대 사회가 하나의

인간관이나 세계관에 지배받는 일원적 사회가 아니라 다원적 사회이기 때

문이다. 현대사회는 세계화, 정보화, 다문화의 물결 속에서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성도 변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발달과 시민들의 지위와 역할이 확대되면서 스스로의 삶의 조건과 질 개선

을 위한 자각적 의식과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생활터전이 한 지역이나 국가의 범위에서 벗어나 세계적 범위로 확대

되면서 생활양식 및 행위양식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 삶의 경제적 공간적

확대는 문화교류를 증진시키게 되고 생활양식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 와서 그 변화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생활양식도 전 세계적으로 유사해지고 있다. 집안

의 가사도구조차도 유사해지고 있으며 각종 문화의 유행도 전 세계적 현상

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느 나라의 특산물을 구하기 위해서 그 나라로 갈

필요도 없게 되었다. 한국에서 타국의 물품을 원하는 즉시 구하는 일은 어

려운 일이 아니다.

114) 배한동 (2006), 『민주시민교육론』, (경북대학교 출판부), p.9.



- 63 -

생활양식이 전 세계적으로 유사해지면서 가치관, 의식성향, 행위양식도

유사해지고 있다. 각 나라마다 전통적 의식성향은 약화되고 물질적, 경제적

가치를 더 중요시하게 되며 향락주의적 성향도 높아진다. 국가 통제력과

국가 안의 정치력이 약화되면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높아지며 정부조직은

약화되고 민간단체들이 강화되고 있다. 개인의 행위와 활동이 과거에는 국

가의 통제를 받는 범위가 넓었으나 그것이 점차 좁아지고 개인의 능력과

의사에 따라 수행하는 행동과 활동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115) 개인

적 영역의 증대로 인해 공적 영역은 경직되고 있다. 시민성은 자유를 중시

하고 권리를 중요시 하는 자유주의 시민성의 철학 쪽으로 경도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 사회에서는 여전히 시민성에 대한 규범적 관점이 요구되고

있다.

다문화 사회의 시민은 사회참여에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을 발달시키

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환시키고 재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

야 한다.116)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단지 시민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 민감

성을 가지고 분별하며 타인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

가 인간적이고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시민이 필요하다.

다문화 사회에서의 시민은 공공 사안에 대한 지식과 소속감을 가지고 사회

전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 공동체가 나와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는 공동체

와 나 사이의 도덕적 연결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다문화

에 대해 진단한 현대의 학자들의 견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세계화와 다문화에 대한 저명한 학자인 메리필드는 현대 다문화 사회

에서 시민이 가져야 할 관점 5가지를 제시한다.117) 첫째, 개인은 점진적으

로 글로벌화된 현상 속에서 살아간다. 그 속에서 지속적으로 간문화적

(cross-cultural), 초국가적(transnational), 다문화적(multicultural), 다민족적

(multiethnic)인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한 나라나 국가의 사례를

115) Ibid., p.205.
116) J. A. Banks (2009), op cit., (교육과학사), p.36.

117) M. MerryField & A. Wilson(2005), Social Studies and the World : Teaching Global
Perspectives, NCSS,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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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시민성을 형성해서는 안 되며 여러 관점을 통해 쟁점과 문제에 관

해 다양하게 사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문제를 전통윤리가 아닌 서구의

윤리관을 통해서도 탐구할 수 있고, 역사의 해석에 있어서도 지배자의 관

점이 아닌 타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시민 사회에서 행동하는 주체(actor)는 다양하며 점차 더욱 다양

해진다. 초국가적이고 변화가 잦은 상호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은 여러

단체나 조직, 다른 개인과 많은 접촉을 하고 영향을 받는다. 다국가적 기업

과 교회, 과학적 문화적 기관, 국가연합, 국가는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단순히 하나의 단체가 아니라 여러 단체와 다중적으로 접촉

하고 상호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인간은 세계 환경에 있어 통합적인 존재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자원에 대한 의존과 한계를

파악해야 한다. 지구의 생태학적 시스템과 그 영향력을 알고 자원과 환경

이 단순히 개별국가 내적인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넷째, 현재의 사회적, 정치적, 생태학적 현실이 미래와 관련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어져 있음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현재의 관점에 따라 변화하는 여러 가지 대안적 미래에 대한 선

택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시민성이 신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세계의 일이 단순히 개인과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

니며 세계적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현

재까지는 세계화에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주체가 전문가뿐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으나, 세계화와 다문화는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상황을 극대화시킨다.

추가적인 의무가 개인에게 부가되었으며 개인도 세계의 일에 영향력을 미

칠 수 있고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규범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메리필드의 5가지 입장에서도 시민성의 윤리적 면모가 나타난다. 특히

첫째 관점과 다섯째 관점은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둘째, 셋째 관점은 개인

의 정체서의 외연이 세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세계화화와 다문화

현상은 더 이상 나와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생활양식과 처

해진 환경의 유사성과 더불어 인류 공동으로 지켜야 하는 이상과 규범에

대한 형성에 대한 요구도 생기게 되었다. 먹는 음식과 입는 옷 등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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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이 유사해지고 공동의 관심사를 위해 행동하는 양식이 유사해진다고

해서 세계화를 고려하는 시민이 되기는 어렵다. 시민공동체가 세계화의 흐

름에 알맞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규범적 이상과 이념지향도 함께

필요하다. 이러한 규범 지향의 경향은 점차 강조되는 추세이다.

1970년대 이전부터 다문화교육을 논의해 온 UNESCO는 시대 변화에

따라 현대 시민이 가져야 태도에 대해 규범적인 관점에서 7가지를 제시한

다.118)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적인 내용과 전 지구적 관점

② 모든 민족, 문화, 문명, 삶의 양식에 대한 이해와 존중

③ 민족들 및 국가들 간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되고 있음을 이해

④ 의사소통능력

⑤ 개인, 집단, 국가에 부여된 권리 및 의무 이해

⑥ 국제적 연대 및 협력의 필요성 이해

⑦ 지역사회, 국가, 세계의 제 문제 해결에 참여하려는 태도

UNESCO의 시민성 구성요소는 규범적이고 의무적인 측면을 많이 포

함한다.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은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시민이다.

세계적 이슈에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결국

세계화에 따른 시민성도 시민윤리와 규범적 관점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책임감 있는 시민 주체로서 공동체를 함께 일구는

공적 연대의식이 강하게 요구된다. 시민적 평등주의와 연대주의도 공간을

확장하여 심화되고 있다. 결국 세계화는 좋은 시민의 확대와 건강한 시민

사회를 요구하는 규범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시민은 서로 이질적인 기원을 가지고 원치 않더라고 함께 살

수 밖에 없다.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시민은 공통의 운명을 광범위하게 공

유하고 있다. 다문화, 세계화의 흐름 속에 동료시민들 간의 차이는 필연적

으로 날 수 밖에 없다. 공적인 방식으로 논의하고 타협하고 갈등하기 위한

정치적 공간이 바로 오늘날의 열린 시민 공동체이다. 열린 시민공동체는

118) 윤철경 (2010), “청소년 글로벌 시티즌십 강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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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차원의 논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다

양한 갈등들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

이다.

열린 시민성이 원류로 삼고 있는 공화주의 시민성은 이러한 시대적 요

청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다. 공화주의 시민성은 개인의 권리가 선험적

이거나 자연적이라는 자유주의 이론에 반대한다. 권리와 함께 덕목으로 표

현되는 시민적 의무들이 존재함을 강조한다. 또한 공동체주의 시민성과는

달리, 개인이 속한 공동체 중 특히 정치적 영역의 우선성을 강조한다. 공화

주의에서는 덕성을 갖춘 시민들의 정치를 강조하는데, 여기서 덕성이란 개

인적 차원에서 훌륭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역량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적 영역과 더불어 공적인 삶을 중요시하고 공공선을

지향하는 개념이다. 사적 영역은 공적 영역의 참여를 통해 비로소 보호받

을 수 있는 개념이며, 근본적으로 공과 사의 구분이 인위적이라고 보는 입

장이다.

공화주의 시민성에서는 사적영역에서 필요악으로서 공적영역을 구성해

내는 자유주의적 사회계약론은 가상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공적 영역

과 사적 영역은 근본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한다.119) 정치는 공적영

역이자 시민의 영역으로 이성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는 장으로서 존중된다.

다양한 타인들의 공존을 인정하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들이 서로 소통

하면서 참여하게 하는 공화주의 시민성의 비전은 현대의 시민성이 노정하

는 한계를 보완하고 다문화와․세계화를 풀어가는 키워드가 될 수 있다.

공화주의 입장을 따르는 열린 시민성은 동일한 공동체 위에 살아가는 자적

인 개인의 다원성을 근본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이 다원성을 토대로 하나의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중시하고, 내가 남에게 해를 입히기

보다 내가 부정의를 입기를 바라는 소크라테스의 일화에서도, 일신을 위하

기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던 게오르그 카이저(G. Kaiser)의 희곡 칼레

119) 공화주의에서는 공동체적 자유를 확보함 없이 개인의 자유를 경험할 수 없으며 개인의 자유 확

보가 공동체적 자유의 전제가 된다고 한다. 이러한 이념은 페팃의 표현을 빌려 ‘자치 또는 자결의

자유’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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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민120)에서도 이러한 시민성의 속성을 찾을 수 있다. 이들이 죽음을

선택한 이유는 단지 지위와 권리로서의 시민성뿐만 아니라 의무와 시민적

자질이라는 시민성의 요소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책무는 권리의 행사에 수

반되는 것으로서 고대인들은 타인과 사회적 관계에 있어 시민성을 단순히

권리로만 파악하여 이해하지는 않았다.

장구한 역사 속에서 공화주의는 개인의 이익이 공공선의 일부라는 것

을 시민들에게 이해시킨다. 소크라테스를 통해 대화와 성찰․절제로서의

시민성을, 아리스토텔레스룰 통해 동료 시민에 대한 우애와 좋은 삶을 위

한 참여로서의 시민성을, 키케로를 통해 법에의 존중과 평등으로서의 시민

성을, 마키아벨리를 통해 덕121)으로서의 시민성을 찾을 수 있다. 현대 다문

화 공동체에서 시민성이 건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공적 삶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자발성이 필요하다. 공화주의 시민성은 시민의 사적

영역을 존중함과 동시에 공적인 삶의 활성화가 있어야 함을 제시한다. 의

무에의 강조는 필연적으로 시민 윤리를 동반한다. 다음 장에서는 열린 시

민성의 내용이 되는 시민적 덕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공화주의 전통에

입각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20) 자세한 내용은 G. Kaiser (2000), 『칼레의 시민들』, 장영은 옮김, (성균관대학 출판부)을 참고

하라.

121)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덕은 광범위한 도덕적 덕 이론 전체가 아니다. ‘정치적 도덕성’으로서 시민

에게 필요한 덕목만을 요구하는 개념이다. 또한 덕성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장하

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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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문화 사회의 열린 시민성과 함양방법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 설정문제는 자연의 법칙처럼 절대적 수준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대의 필요와 상황의 요구로 인한 선택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공화주의 시민성이 천명하는 공민적 성향의 시민

성이 다문화 사회에서도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이유는 개인주의와 자

기실현에 중점을 두는 시민성만으로는 다문화 공존이 힘들기 때문이다. 사

실 시민성은 처음부터 특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시민성의 기본적

기능이 차별의 동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민성의 역

사에서는 공동체와 공익을 지키려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다. 따라서

시민성이라는 속성 안에는 공공선과 개인의 이익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

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시민성을 덕목과 관련된 공민적 성격의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전형적

으로 자기본위적인 덕목(self-regarding virtue)이라기보다 타인 본위적 덕

목(other-regarding virtue)과 관련이 깊다. 물론 많은 덕들은 시민적 덕목

(civic virtue)이기도 하고 한편 도덕적 덕목(moral virtue)이기도 하다. 일

반적으로 도덕적 덕목은 주로 자기 본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용기의 경우 시민적 덕목이기도 하고 도덕적 덕목이다. 용기는

자기 본위적 속성, 자기 충족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그러나 시민적 용기로서

용기는 다르다. 공동체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의 경우 다른 시민의 안전

을 보장할 수 있으나 자신의 목숨은 잃게 될 수 있다.122) 투표를 하는 경

우도 마찬가지이다. 투표에 참여했다고 해서 개인 내부의 내재적인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시민성에서 덕의 개념은 의무의 개념과 달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

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권층에 속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게만 적용되는 어떤 상위의 가치도 아니다. 시민적 덕은 이처럼 보편적으

122) 박효종 (2002), op cit., p.72.



- 69 -

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가 바른 방향으로 잘 운영되려면

비교적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시민적 덕목을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다문화 사회에서 이러한 덕은 고양되어야 할 것으로서 존중

되어야 한다. 사적 영역만을 중시하는 시민성 개념만으로는 다문화 사회가

지향하는 공존과 상생의 원리를 실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합리화된 관계들 속에서는 인격적인 통제가 경제구조의 변

천 정도에 반비례해서 일어난다. 오늘날 사회 질서 속에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조에 걸쳐 윤리적 고려들이 설 입지가 좁아들고 있다. 과거

모든 윤리들은 세속적 가치들을 윤리적 관점으로 제약하고자 하였다. 현대

다문화 사회에서 이러한 시민적 덕성이 다시금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더

이상 고삐 풀린 말처럼 시민성에 있어 개인적 자유와 권리만을 중시할 수

는 없기 때문이다. 자율적인 개인이 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하고, 공공의 영

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시민성 관점은 공화주의적 시민성에서 잘 나타

난다.

본 장에서는 다문화 사회에서 공동체에 대한 숭고한 비전, 공적인 것

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공민적 시민성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시민성이 천

명하는 시민적 덕성, 비지배적 자유, 법치에의 존중이 어떻게 다문화 사회

에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공동체의 존속과 번영을

위하여 정치적 영역에의 참여와 자기 성찰이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 알

아보겠다.

1.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시민성 모색

1) 부패에 저항하는 시민적 덕성

공화주의는 공화국이 존속하고 공화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

윤리 또는 시민적 덕성(virtù civile)123)이 필요하다는 이념적 주장을 했다

는 점에서 여타의 시민성 사상들과 구별이 된다. 공화주의 정치사상가들은

123) 시민적 덕이 가치 있는 이유는 공동체나 사회의 선을 고양시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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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부패로서, 이것이 시민들로 하

여금 판단을 흐리게 하고 시민들이 덕(virtù)124)와 악덕(vizio)을 혼동하도

록 하고 억압에 저항하고 불의에 맞서는 도덕적 힘을 빼앗아 버리며 복종

하고 아첨하게 만든다고 하였다.125)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이 외적 선과 조화로운 삶을 위해 복수의 덕

들을 언급한다. 용기, 절제, 정의, 진실, 겸손, 관용 같은 것들은 타고난 것

이 아니며 자발적인 경향에 의해서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

이 연습을 통해서 계발할 수 있는 특성들이라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

게 있어서 덕은 의무를 지키기 위한 부차적인 경향이 아니고 모든 삶에서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뿌리 깊은 성찰이다. 타고난 덕성(arête)을 실현시

키는데 적합한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행위를 통하여 아리스토텔레스가 최고

선으로 상정하는 행복이 성취된다. 이러한 행복은 정치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동의 최고선이자 목적이기도 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개인적 차원의 좋은 삶을 위해서는 폴리스라

는 도시 공동체의 행복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폴리스는 자유롭고 평

등한 인간들의 결합으로 단순히 시민들 서로 간에 경제적 재화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형성된 계약 공동체가 아니라 좋은 삶이라는 선한 목

적을 지향하는 정치공동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기실현은 오직 폴

리스라는 도시 공동체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의 행복보다는 정치 공동체의 행복을 더 온전한 형태의 행복으로 보았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는 단순히 개인이 아닌 정치적 존재

(zoon politikon)으로서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시민적 덕성을 강조하고 있

다.126)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적 덕성을 단순히 소유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덕성이 가치 있는 인생을 통하여 실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시민적 행위는 정치 공동체 내부에서 행해지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

124) 덕의 개념은 그리스어 ‘arête’ 또는 탁월성(excellence)에서 기인한다. 탁월성은 역할에서 나온 개

념이다. 역할을 명확하게 할수록 그것과 관련된 덕은 더욱 명백해지게 된다.

125) M. Viroli, op cit., p.18.

126) 전경옥 외 (2011), 『서양 고대․중세 정치사상사』, (책세상), pp.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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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정한 조건을 필요로 한다. 좋은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면 시민적 덕성

은 제대로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좋은 정치공동체는 우리가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며 시민적 덕성을 기르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

게 한다. 그러므로 시민적 덕성은 좁은 의미에서 정의와도 통한다. 시민적

덕성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정의의 실현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르네상스 시기의 공화주의자인 마키아벨리는 시민적 덕목들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마키아벨리가 도덕철학 전통 안에 덕목 개념으로 서술한 것들

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목과 비교해 볼 때 이해가 용이하다. 마키아벨리는

자유로운 정부의 가장 큰 적은 자기만족에 빠진 이기적인 시민들이라고 주

장한다. 시민들에게는 공동체를 보호하기보다는 돈과 사치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공적인 업무에 대한 무관심이 만연하면서 나타나는

부, 사치, 그리고 편안함에 대한 추구를 '부패'라고 불렀다. 부패하지 않으

려면 사람들은 '덕성'을 지녀야 한다.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시민은 사적 개

인으로서 자신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를 항상 찾으면서

공적인 일에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 그런데 시민이 '덕성을 갖추려면' 자

유로워야 한다. 집회를 열고 그들 사이에서 토론하며 부패를 폭로하고 그

들의 지도자와 시민 서로를 비판하는데 자유로워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시

민이 이러한 필수적 자유를 즐기고 행사하지 않는다면 공동체가 일찍 죽음

을 맞을 것이라 보았다.127) 따라서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덕성은 공

동체의 자유와도 함께 가는 것이다.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공화국이 직면하는 가장 큰 위험은 부패에 의한

내부의 붕괴이다. 그러나 외부의 적 역시 항상 공화국을 위협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유로운 공화국은 모든 시민들에게 그들의 자유를 위협하는 외

부세력에 대항하여 무기를 들 태세가 된 시민군의 구성원이 될 것을 요구

하였다. 시민적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명상적 삶(vita contemplatuva)라

기 보다는 행동적 삶(vita activa)라고 본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시민적 삶에 있어 일정한 품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으

나 세상에는 다양성이 있으며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 약한 부분을 가

127) Machiavelli (2003),『로마사논고』, 강정인 외 옮김, (한길사), pp.13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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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는 데에 대해서 관용적이었다. 마키아벨리는 좋은 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만한 자들과 폭군이 되려는 자들을 엄격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경

고했지만 시민들이 성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가 생각하

는 시민적 덕성은 카토의 '대리석 같은 엄격함'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

다. 시민적 덕성은 자기희생을 요구하지 않으며 많은 열정 중 특정한 열정

을 다른 열정들을 억제함으로써 확대시킬 것을 요구할 뿐이다.128)

마키아벨리는 고대 로마인들의 시민적 덕성을 시민성의 모범으로 설정

했다. 그가 판단하기에 고대 로마인들은 공공선을 위해 자신의 목숨과 사

생활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유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사랑했으며 따라서 자신들의 사생활을 평화롭게 즐기기 위한 목적에서 자

유에 봉사했다. 마키아벨리의 관점에서 보면 부패하지 않은 시민들은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 중 어느 것도 희생하지 않으며 양자를 견주어 동시에 고

려하고 둘을 함께 고양시킨다. 시민은 자유로운 생활 방식의 달콤함을 사

랑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평안함과 달콤함을 즐기기 위해서 그들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또한 법집행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자신의 자유를 파괴하려는

자들에게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129)

윤리적인 덕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훈련과 숙달을 통해 착근된 습관

화된 삶의 태도(hexis)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적 덕의 기초를

익숙한 습관에서 찾았다. 예를 들어 용감함은 철학적 사색을 통해서 생기

는 것이 아니라 용감한 행위를 하면서 용감함이 몸에 밸 정도로 익숙해 질

때 생기게 된다. 여기서 습관이 된다는 것은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것과는

다르다. 습관화된 덕은 자발적이고 의식적인 결단과 숙고의 과정을 전제한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상정하는 실천적 지혜(pronesis)는 좋은 시민은 물론

이고 훌륭한 정치가가 꼭 갖추어야 하는 덕성이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시민적 덕성은 교육을 통해서 생애동안 발전적이고 활동적으로 행사

되어야 한다. 덕을 실현하는 것은 자기희생이 아니라 자기실현이며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고양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문

128) Ibid., pp.24-30.

129) Ibid., pp.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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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사회에서 여전히 유의미하고 중요한 개념으로 다가올 수 있다. 도덕적

인간과 시민윤리의 중요성은 현대에 특별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

로 공화주의 철학에 포함되어 있었다.

시민적 덕성은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공동체에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

여를 가능케 하는 조건들로 이해할 수 있다. 폴리스는 각기 다른 자질과

능력을 지닌 구성원들로 이루어지지만 그들이 서로 특별한 자질과 능력을

인정하면서 동등하게 지배하고 지배받는다는 점에서 평등적이다. 따라서

정치 공동체의 원활한 운영과 이를 통한 구성원들의 자기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실적 불평등과 규범적 불평등 사이의 모순적 상황을 인식하

면서도 양자를 변증법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시민들의 존재가 필

수적이다. 덕성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정치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성

숙한 시민들로 거듭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 귀결된다. 폴리스의 필요에

따라 지배자도 피지배자도 될 수 있는 덕성을 갖춘 시민을 확보하지 않은

채 동의에 의한 지배 또는 법에 의한 지배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문화 사회는 이질적이고 다양한 사회 집단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사회가 분화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더 이상 나와의 동질성만을 토대로 공동

체의 윤리를 상정하기 힘들어진다. 윤리적 덕성의 배양이 공동체의 유지와

존속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을 알고 공공영역을 존중할 수 있어야 다문화

적 감수성도 다문화에 대한 관용도 키울 수 있게 된다.

다문화 사회에서 인간은 정치적, 경제적 의존관계 아래 있다. 독립적인

사적영역과 함께 필연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공적 영역의 삶은 고대

못지않게 현대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공동체의 소수자집단이 독립

적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덕을 계발하고 자유로운 생

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들이 남에게 의존하는 삶으로서 부

패130)가 아닌 함께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는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

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다운 삶은 단지 개인적 영역의 신장에만 있지

않다. 자신의 공동체에 대한 헌신의 열정을 가지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130) 다문화주의에서는 타인종, 타민족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시민 관계에서 일

방적인 수혜관계가 아닌 동질성을 강조하는 평등한 관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즉, 부패하지 않는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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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민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이 가능하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공화주의 전통에서 탐구했던 문제들이 여전히 진

행 중이라는 점에서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 고민의 핵심을 다시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 정체공동체에 제기하는 질문은 기본적으로 고대

에 제기된 질문과 다르지 않다. 좋은 통치와 좋은 삶은 시민적 덕성을 필

수적으로 요구한다.

2) 비지배적 자유추구

공화주의의 진정한 자유는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의 자의에 종속되

지 않는 것에 있으며 법치의 엄격한 준수 이외에 일상의 권리나 정치적 권

리의 평등을 요구한다. 키케로는 진정한 자유가 인민이 최고의 권력을 갖

는 공화국에서만 존재하며 권리에 있어서 절대평등을 허용했다. 자유는 정

의로운 주인을 가지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인도 가지지 않는데 있

기 때문이다. 루소 또한 이점을 지적했다. 루소는 자유로운 인민은 복종하

지만 예종하지는 않으며 지도자는 두지만 주인은 두지 않는다고 했다. 자

유로운 인민은 오직 법에만 종속하며 타인에게 예종하도록 강제될 수는 없

기 때문이다. 법의 힘으로 인민은 자유롭게 된다.

페팃(P. Petit)과 스키너(Q. Skinner), 이탈리아의 비롤리(M. Viroli)로

대표되는 신로마 공화주의(Neo-Roman Republicanism)자들은 '비지배의

자유(liberty as nondomination) 개념을 공화주의적 자유의 핵심 개념으로

간주한다. 벌린(I. Berlin)의 구분을 따른다면 신로마 공화주의의 자유는 '

간섭의 부재'를 의미하는 '소극적(negative) 자유'도 정치 참여를 통한 시

민 능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적극적(positive) 자유'도 아니다.131) 신로마

공화주의의 자유는 타인의 자의적 지배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비재배(non

domination)을 의미한다.132) 비지배 자유는 자유주의의 ‘소극적 자유’, 공동

131) I. Berlin (2006), 『자유론』, 박동천 옮김 (2006), (아카넷)에서는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132) 공화주의에서 ‘비지배적 자유’에 대한 더 자세한 개념은 Phillip Pettit (2012), 『신공화주의 : 비

지배 자유와 공화주의 정부』, 곽준혁 옮김, (나남)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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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주의의 ‘적극적 자유’라는 단순한 도식을 극복할 수 있는 제 3의 개념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33)

스키너는 "자유는 부재의 간섭이나 예속134)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예

속은 노예의 상태와 동일하며 비굴함을 키우고 오만함을 부추기는 행위이

다. 노예는 주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 아무런 억압과 고통을 받지 않지만

그들은 타인의 권력 아래 있다는 사실에서 노예가 된다. 시민으로서 지니

는 자유의 범위는 그 시민이 선택한 목적을 자신의 의지대로 추구하는 것

이 제한받지 않는 범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간섭의

부재가 자유의 핵심이라는 자유주의적 자유의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다. 종속 상태에 산다는 것 자체가 제약의 근원이 되고 형식이 되기 때문

에 자유는 간섭과 방해의 부재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게 된다.135)

페팃(P. Petit)은 자유의 부재는 스키너의 이론을 좀 더 심화하여 자유

의 부재는 주로 예속에 의해서만 나타난다고 한다. 간섭이나 속박은 오직

자유에 대한 부차적인 침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스키너는 공화주의적 자

유가 주종관계와 간섭 두 가지가 모두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

해 페팃은 이러한 입장에서 더 나아가 간섭은 그리 중요한 자유의 침해가

아니라고 본다. 페팃에 따르면 공화주의 사상가들이 법의 지배에 의해 개

인들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한 적은 거의 없다. 이들

은 법의 자유에 의해 부과되는 선택의 자유 제한이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

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136)

스키너와 페팃은 자유롭다는 관념이 자신이 동의한 법률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들은 모두 공화주의적인 정치 자유 관념

이 정치적 자유의 직접적 행사라는 적극적 자유 개념과 다른 것임을 강조

133) 소극적 자유는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를 말하고, 적극적

자유는 결정과 자율을 의미한다. 다음은 소극적, 적극적, 비지배적 자유를 도식화한 표이다.

소극적자유 비지배자유 적극적자유

자유의 정의 간섭의 부재 지배의 부재 시민적 능력의 행사

자유의 핵심 선택행위 비지배조건 자율

134) '예속’은 주종관계에서 나타난다.

135) Q. Skinner (2007), 『퀜틴 스키너의 자유주의 이전의 자유』, 조승래 옮김, (푸른역사),

pp.21-51.

136) P. Pettit (2012), 『신공화주의 : 비지배 자유와 공화주의 정부』, 곽준혁 옮김, (나남), pp.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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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비지배적 자유는 간섭이나 속박이 없는 상태로서의 자유에 전

혀 강조점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를 예속이

없는 상태로서의 자유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예속이 없는 상태

의 자유와 간섭과 속박이 없는 상태의 자유가 충돌한다면 예속이 없는 상

태의 자유를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이 간섭하지 않는 지배자에 있거나 내가 지혜롭다

면 나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주인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노예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주인의 노예라는 점에서 비록 간

섭받지 않는 비지배 상태에 있을 지라고 지배를 받는 위치에 놓여 있는 것

은 확실하다. 비지배 상태의 자유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의 이익을 증진시

키기 위한 목적으로 나의 행위를 간섭할 때 나는 간섭을 받고 있기는 하지

만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이러한 간섭을 떨쳐 버릴 수 있

는 자율적 상태에 있게 된다.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간섭의 부재라는 자유

즉 자유주의적 자유에서만 부정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비지배의 자유 개념에 따르면 내가 다른 누군가의 자의적인 간섭에 대

항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여전히 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로부터의 안전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실제 생활에서 간섭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할지

라도 어떤 생활에 있어서 간섭을 받게 될 가능성이 엄연히 현존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간섭의 자유가 한 개인이 선택 가능한 것들의 양

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진정으로 지배받지 않

을 수 있는 개인적 선택들의 질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다.

자의적 권력과 주종적 지배 관행이 지속되는 것은 방종이나 사회적 책

임 부재, 그리고 시민 문화를 질식시킨다. 공화주의의 레스 푸불리카(res

publica)의 이상은 어느 누구도 굴종하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주종적 지

배를 허락하지 않는 공동체이다. 공화주의에서 자유의 문제는 남에게 예속

되지 않기를 바라는 시민의 덕이며 주종적 지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의

견해이다. 물론 정치적 자유에 대한 논쟁은 편파적인 이해관계와 개념들

사이의 갈등으로서 자의적 행동이 무엇인지, 개인의 자의적 의지에 예속된

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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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비지배의 자유는 다문화 공존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다문화 공존이 초래할 정치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원칙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화주의에서 국가는 비지배의 적극적

국가에 주목한다. 불간섭의 소극적 국가에서 비지배의 적극적 국가로의 전

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타인의 자의적 의지에 종속되지 않는

비지배적 조건을 구축하고 유지함으로써 개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양

산되는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한다. 또한 개인이 스스로를 지키는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사회적 분절을 막고 비지배적인 조건에서의 상호 관계를 통해

개인으로 치환된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만든다.137)

다원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상호적 연대 차원에서 공생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특정한 자의적 권력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비지배적 자유는

곧 시민의 정치적 평등과도 통하는 개념으로서 서로의 협력과 개방적 자세

를 도출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에 대해 간섭

하지 않음과 동시에 우월성에서 나타나는 종속을 배제함으로써 협력의 가

능성을 열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해서도 그들이 우리에

게 종속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자유를 보장받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공화주의 자유 관념에서 이끌어 낼 수 있다. 비지배적 자유는 이질

적 문화와 정체성이 새로운 형태의 시민적 연대로 발전할 수 있는 심의의

토대를 만들어, 한 개인이 특정한 공동체에 온전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할 수 있다.

3) 법치의 존중

공화주의의 주종적 예속 관계가 없는 자유 상태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 즉 법치(rule of law)와 연결된다. 법에 의한 간섭은 사람

에 의한 임의의 지배를 제어할 수 있어서 자유를 보장해주므로 적극적으로

환영할 만한 것이다. 따라서 공화주의에서는 엄격한 법의 집행을 중요시한

다. 키케로는 인간이 도덕적으로 평등하다는 스토아학파의 주장에 근거하

137) 이정희 외 (2009), 『현대 정치사상과 한국적 수용』, (법지사),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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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인간은 법적으로 평등하다는 관념을 이끌어냈다. 물론 인간이 법적으로

평등하다는 주장은 근대의 사상가들에 의해 확립되었지만, 키케로는 자연

법에서 시민법을 도출하면서 법 앞에서 만민이 평등하다는 법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법의 특징은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공공성이다.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

는 법의 집행에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 법과 제도

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어도 사람들이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화주의 법치는 법과 제도의 중요성 못지않게 시민

적 덕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법과 제도가 스스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시민들의 선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화주의적 법치는 공공선

을 담보하는 법의 지배 아래 시민들이 다른 사람에게 예속되지 않고 자유

를 누리며 시민적 덕성을 실천하는 정치 질서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전적 공화주의 사상가들은 공정한 법에 따라 개인적 선택에 제한을

두는 것은 자유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임

을 강조했다. 그들은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통치자들의 행동에도 동일하게

가해지는 법적 제한이 개인들을 억압하려는 시도에 대한 강력한 방패막이

라고 믿었다. 예컨대 어떤 폭군이 법률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폭정을 하

거나 권세 있는 시민이 특권을 얻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한다면 법의

지배에 대한 침해를 가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자유의 침해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고전적 공화주의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공평한 법 아래에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

마키아벨리는 『로마사논고』에서 이러한 신념을 강하게 나타냈다. 그

는 제 1권 29장에서 법집행자들도 두려워하는 시민, 또는 법을 제 맘대로

위반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시민이 한 명이라도 존재하게 되는 경

우, 국가 전체는 더 이상 자유로운 국가라고 부를 수 없게 된다고 기술했

다. 국가는 오직 그 법률과 헌정질서가 귀족들의 오만과 민중의 방종을 효

과적으로 제어할 때만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138)

마키아벨리는 법의 지배가 공동체 구성원간의 갈등을 공적으로 해소하

138) Machiavelli (2003), Discorsi sopra la prima deca di Tito Livio,『로마사논고』, 강정인 외 옮

김 (2003), (한길사), pp.16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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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며 로마에서의 탄핵이나 고소, 고발 제도가 로마

에서 자유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였다고 말한다. 고소․고발 제도가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갈등이나 당파적 증오를

해소해 줄 배출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마인들은 왕권과 귀족

사이의 대립, 그 후 귀족과 평민이 대립한 신분 투쟁, 그리고 로마시의 여

러 속주와의 대립 등의 많은 대립관계를 극복했다. 다문화, 다종교의 사회

상황에서 로마공화정기의 법과 제도는 권위와 자유의 조화로운 평행상태를

유지하게 했다.

루소는 복종(obedience)과 예속(servitude)의 차이를 설며하며 자유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제한을 가하는 법에만 복종하는 것을 뜻한다고 한

다. 루소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139)

시민은 법을 원하며 이 법이 준수되기를 원한다. 모든 개인들은 법 준

수에 예외가 인정되면 이 예외가 자신들에게 이롭게 작용되지 않으리

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 모두는 예외를 인정하는 관행

이 나타날까 두려워하는데, 그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바로 이

러한 두려움이야 말로 그들이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지배계급의 경우에는 다르다. 이들의 사회적 조건은 특권에 기

반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특권을 추구한다.

만약 이들이 법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에 복종하기 위

해서가 아니라 오직 법관 노릇을 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루소는 자유로운 인민은 복종하지만 예종하지는 않으며 지도자는 두지

만 주인은 두지 않으며 자유로운 인민은 오직 법에만 복종한다고 하였다.

타인에게 예종하도록 강제될 수 없게 하는 것이 법의 힘이라고 주장한다.

루소에 따르면 자유가 상실한 예종의 상태는 곧 특권이 존재하는 법치의

부재의 상태이다.

공화국의 필수요건이자 합의체계로서의 법의 지배는 권력의 자의적

행사, 이익의 제한 없는 추구, 사회의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한 최저 준거라

139) M. Viroli, op cit., pp.44-4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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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법은 권력이나 재산이 아니라 공공선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존재한다. 법의 지배는 국가와 시민을 제약하는 동시에 보장한다는

것이 공화주의 법치의 주요 관점이다. 질서와 자유, 의무와 권리 보호를 이

중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공화주의 정치사상은 사법에 의해 위축된 정치의 중심성을 회복하고

개인적 자유에 의해 압도된 공동체적 자유의 가지를 복원함으로써 공화주

의적 정치 이상을 구축하고자 한다. 공화주의 정치사상은 사법의 균형 및

책임을 중요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본적 권리, 동의에 의한 지베, 권

력의 분립 및 견제의 원리 등 자유주의적으로만 이해되어 온 헌법적 제도

들의 공화주의적 가치가 재조명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더불어 개인적

덕성을 사회적 덕성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장치로서 법 및 법체계의 공화

주의적 가치가 부각될 필요가 있다.

공화주의 정치사상은 1990년대 이후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의 대안적 전

망으로서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이 자

유주의적 법치주의의 대표적 정치이론가들 가운데서도 공화주의적 관점을

상당부분 수용하려는 노력이 관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롤즈(J. Rawls)는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에 의존했던 초기의 입장을 버리고 다분히 민주

적 입헌국가라는 공화주의적 전통에 기대어 공적 이성(public reason)과 중

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도한 위르겐

하버마스는 『사실성과 타당성』을 통해 의사소통적으로 재해석된 법단론

속에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넘나드는 심의정치를 기획한다.140)

공화주의적 법치에서 헌법의 보장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양성을 위한

도덕교육과 연결된다. 기본적 권리 보장과 통치기구의 운영은 모두 덕성을

갖춘 시민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깨어 있는 시

민 양성을 위한 도덕 교육의 궁극적인 출발점은 보편적인 규범이 아니라

덕성으로서의 상호 존중과 관용의 실천이다. 공화주의에서 강조하는 법치,

140) 하버마스의 심의 민주주의는 헌법에 보장된 각자의 민주적 참여권 및 의사소통권을 통해서 시

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적 실천을 이끌어내고 시민사회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시민

의 책임은 자율적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인 정치적 영역에 참여라는 숭고한 의미의 책임이 된다.

(『푸코&하버마스』, 하상복, 2009,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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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의 모색, 시민윤리의 강조, 비지배적 자유는 오늘날 세계화, 다원화

된 사회에서 더욱 요청되는 것들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정치공동체의 구

성원이 아닌 외국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이런 공화주의적 태도가 접목

될 수 있다. 우리 정치공동체에 끼치는 혜택만큼의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

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의 덕으로서의 환대를 보여줄 수도 있다.

법치를 통한 상호 신뢰 형성과 그에 기초한 사회적 통합성의 중시는

다문화에 대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다문화 공존

을 위한 제도적 틀을 법, 제도 중심으로 고민하고 그를 통한 상호신뢰를

사회적 통합의 근거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회적 통합성이

동질성에 기초한 것이 아닌 법과 지도에 기초한 통합성이 될 때 다문화 사

회에서 사회적 연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2. 열린 시민성의 함양 방법

1) 공동체적 삶의 참여

시민은 통치하고 통치 행위를 받는 사람들(the one who ruled and is

ruled in turn)을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간이 존재의 정점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통치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롯된 것이다. 동등한 지위

에 있는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다른

동등한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다. 시민성은 인간이

자유로워지는데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수단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유롭게 행위 할 수 있는 그 자체였다.141) 정치란 개인의 선호 만족, 이익

만족의 중요한 범주로서 시민의 삶을 이루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성을 정치적 삶의 본래적 목적으로 본다. 관조적

삶에서는 지성적 활동을 통해 얻는 즐거움이 강조되는데 행복의 필수 요소

141)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적 삶의 참여를 통하여 열린 시민성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들이 고양될 수

있다고 보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정치는 그 자체로 선한 것이며 올바르게 정의된 공공선

이다. 본래적 가치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참여 자체를 주된 가치로 설정하는 것

은 그리스를 전통으로 하는 공화주의이다. 참여를 공화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인 것

으로 해석하는 점에서 신로마공화주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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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인 여가를 즐기는 것도 관조적 삶에 속한다. 이 세 가지 삶의 형태

중에서 어떤 것이 최선의 삶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142) 아리

스토텔레스는 위계적으로 관조적 삶을 최상위에 놓았지만 실천을 강조하는

그의 정치사상 전체 구조 속에서 보면 정치적 삶이 행복한 삶의 중심에 놓

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는 '비타 악티바(vita

activa)'와 '비타 콘템플라비타(vita contemplita)' 양자 모두를 읽을 수 있

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 자유롭고 평등한 다수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탁월한 덕에 맞게 추구하는 정치적 삶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폴리스는 행복이라는 최고의 윤리적 선을 추

구하는 목적 공동체이다. 폴리스의 목적은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최고 목

적과 일치한다. 그런 점에서 폴리스라는 도시 국가의 본성은 인간의 자연

적 본성에 재재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도시 국가는 자연적 본성의

발현으로서 공동체는 시민이 자신의 덕성을 표현하고 자기를 실현하는 공

간이다. 덕성을 공동체에서 발현함에 따라 개인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시민으로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행복한 삶의 표현과 실현이 가능

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공동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행복한 삶의

기본 조건으로 본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고대 아테네인들은 공동체였던 도시 국가의 여러 일들을 함께 논의하

고 결정해 나갔다. 그들은 개인적인 일보다는 공공의 일을, 그리고 개인적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면서 공동체의 일을 꾸려 나갔다.

그들이 가장 경계했던 것은 '부패(corruption)'라고 불렀던 남에게의 의존

이었다.143) 그들은 자유를 외부로부터의 구속이 없는 상태로 본 것이 아니

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일을 처리해가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공화주의에서 이상으로 여기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일을 공

익에 따라 처리하는 것인데, 그 핵심 개념은 공동체 삶의 참여를 통한 자

기통치였다.144)

142) 전경옥 외, op cit., p.188.

143) 바보라는 단어의 어원인 ‘idiotes'는 시민(citizen)의 반대어로서 공적 영역에서 행동하려고 하지

않거나 할 능력이 없는, 순전히 개인사에만 매달리는 인간형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고대 그리스인

에게 있어서 정치적 영역의 불참은 곧 능력 없는 인간을 일컫는 것이었다.

144) R. Dagger (2007), "신공화주의와 시민경제", 전정현 옮김,『시민정치론』, vol.10, pp.28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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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에서의 시민참여는 법과 규범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공동체의

공론장에 적극적인 발언과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했다. 아테네의 시

민은 시민적, 군사적 영역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참

여를 했으며 모든 공적 일의 수행은 개인의 직접적인 수행을 통하여 이루

어졌다. 공동의 이익의 실천하는 시민은 윤리적 덕에 대하여 함께 숙고하

고 토론하는 관계에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과 실천적 지혜를 겸비한

시민들의 정치참여는 곧 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공동체적 삶

의 참여는 개인과 사회 모두를 위해 유익한 것이었다.

참여가 무조건적으로 공동체 삶에 긍정적인 활력만을 안겨주는 것은

아니다. 정치 참여는 감성보다 이성 중심적이어야 한다. 한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열정적이다.”, “활력이 넘친다.” 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감성은 도덕적 자본(moral capital)이라고 할

만큼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감성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사

안에 대한 시민적 심의나 토론에 투영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협정, 농산물 개방 등 시민들이 이성보다 감정에 치우친 반

응과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정치 참여의 강점보다 약점을 노정하는 셈이

다. 정치 참여가 품위 있게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이성적 판단과 분별력이

요구된다.145)

공동체의 고유한 문화적, 법 제도적 조건에 기반을 둔 시민윤리는 공

동체 삶의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다원화된 현대 다문화 사회에서 정

치 공동체 전체가 공유하는 윤리적 덕을 찾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러

나 최소한의 공동의 시민윤리와 덕성이 없는 정치 공동체는 아리스토텔레

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행복한 삶의 중요한 조건을 결여했다고 할 수 있

다. 현대 사회에서 정치가 시민들에게 무관심과 혐오에 대상이 된 것도 상

당부분 정치에서 시민윤리가 실종되고 물질에의 추구가 그것을 대치한 탓

이다.

고대의 정치적 참여는 분명 현대의 국가가 아니라 작은 도시국가에 관

련된 이상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보여준 정치적 비전의 기본 틀은

145) 박효종 (2005), op cit., pp.45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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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시민 덕성과 시민의 정치 참여가 행복한 삶과

공동체적 삶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정치적 비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

은 시사점을 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은 개인들의 다양한 요구

를 조율할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을 전제한 개념이다. 공동체의 이익이 곧

나의 이익과도 직결되며 내가 단순히 독립된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의 사상은 다문화 사회의 파편화된 개인을 한데 엮을 수 있는 이념적 지

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자기성찰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시

민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 갖추어야 하는 덕성과 품성과 자질을 알고 실천

하는데서 끝나지 않는다. 공동체가 중시하는 가치를 존중함과 동시에 공동

체의 관습과 국가의 법률이 제시하는 정통의 정의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고

자신의 내면적 정의의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별할 필요가 있다. 진리

는 대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탁월한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기 때문이다. 자기 성찰을 통한 덕목의 함양은 소크라테스의 철학에서 단

초를 얻을 수 있다.

앞서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영역에 직접 참여하

는 경험이 중요함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참여가 반드시 좋은 것인지에 대

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기 때문이다. 아테네의 참

여 민주주의에 대한 반론을 개진한 소크라테스는 참여 민주주의의 선봉에

섰던 페리클레스의 시민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페

리클레스의 추도사에서 보이는 적극적인 시민의 태도보다는 철학적이며 비

판적인 시민성의 비전을 제시한다.

『변명』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걸린 혐의가 악의나 오해에서 비

롯된 것임을 밝힌다. 또한 사실과 논리를 외면한 채, 다수의 권위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내려진 사형선고가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간파

한다. 재판 그 자체까지도 비판한다. 하지만 부당한 현실을 위해 자신의 양

심을 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친구의 탈옥 권유를 듣지 않는다.146) 그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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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당하게 자신의 사상을 법정에서 토로한다. 자신의 사형 선고 또한 받

아들인다.147) 잘못된 국가의 방식에 위법이나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을 거

부하기 위해 법에 순응한다.148)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삶이 걸린 문제에 대

해서도 시민이 부담해야 의무가 철학적 탐구의 대상임을 타인과의 대화양

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탈옥을 권유하는 크리톤에게 다수의 판단에 신

경 쓸 것이 아니라,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의 판단을 신경 써야 한다고

하는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주목한다.

크리톤이 지지하는 것은 대중적 정의관으로서 상식적 도덕에 부합한

다. 만일 소크라테스에게 내려진 사형 판단이 비도덕적인 것이라면 그것이

비록 법에 의한 정당한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불복하는 것은 상식

도덕에 의해 정당화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악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법의 도덕적 무오류성이 잘못 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149) 실제로 소크라

테스도 그 판결이 부당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크

라테스는 그러한 상식 도덕을 자신의 도덕적 원칙에 근거하여 거부하고 탈

옥이 부정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시민들이 ‘이성적 존재’라고 믿었다. 이러한 이성은

말과 대화, 설득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스에서 이성을 의미하는 logos는

‘말’을 의미하는 말이다. 말과 설득은 화자와 청자의 평등성을 전제한다. 평

등하지 않은 존재들 간에 대화와 설득은 가능하지 않다. 정치적 동물(zoon

politikon)은 곧 이성적 동물(zoon logikon)이 되며 심의와 토론하는 인간관

으로 확장된다. 다수의 국민(demos)에 의한 통치(cratos)인 민주주의 시민

에게 대화와 설득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대화와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찰이 필요하다.

자기 중심적 생각과 편견에 대한 자기 검열(self-censorship)과 합리적

토론에 대한 열망에 의하여 편견과 불관용을 최소화하려는 기능을 수행할

146) 소크라테스는 대중의 의견에 따라 비평을 두려워하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이 정의에 의해 진보되는 것이며 기본적 가치를 불의에 의해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147)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편, 최홍민 옮김(2010), (글로북스), pp.357-380.

148) 소크라테스는 어떤 경우에도 부정을 행해서는 안되며 그것이 자신의 죽음에도 해당하는 것이라

고 보았다.

149) 김상돈 (2003), "소크라테스적 시민성과 페리클레스적 시민성의 조화에 근거한 바람직한 민주

시민성의 탐색", 『윤리연구』, vol.83, 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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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대되는 참여는 오히려 편견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역사적으로

볼 대 아테네 사회처럼 심의적 참여 민주주의가 발달된 곳도 없었지만, 많

은 심의와 토론에도 불구하고 여자나 노예에 대한 비하 현상은 없어지지

않았다. 여자와 노예는 완전히 인간 이하의 존재라는 사실이 더욱더 강화

되었을 뿐이다.150)

소크라테스의 '엘렌쿠스(elenchus)'는 집단적 심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배적인 담론의 가치체계의 편견, 잘못된 믿음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방식은 일방적인 의제설정이 아닌 대화의 방식으로 이

루어진다. 무슨 문제이든 두 사람이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끝가지 문제를

추구함으로써 오류를 발견하는 등 기존의 가치 체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

하는 것이다.151) 소크라테스의 '엘렌쿠스'는 프로타고라스와 같은 이전 철

학자들의 철학법과는 매우 달랐다. 소피스트들이 특정한 제자만 가르치고

난해한 표현을 쓴 반면 소크라테스는 누구에게나 말을 걸며, 질문을 검토

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성찰을 불러일으킨다.

비록 올바른 판단라고 할지라도 논거(logos)가 확보되지 않는 한 실용

성과 관계없이 진정한 앎(episteme)라고 할 수 없다. 근거를 캐묻고 들면

그 밑뿌리가 없으니 단박에 논박당할 수 있다. 소피스트들은 타인의 주장

을 논박하고 자신의 주장을 참된 것으로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본질적으

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의 판단이 다른 의견으로 바뀌었을 뿐이

지 의견이 앎과 바뀐 것은 아니게 된다. 소크라테스는 단순히 진리에 대해

아는 것처럼 보이는 상대를 대상으로 그들이 지닌 것이 앎이 아닌 의견일

뿐임을 논박을 통해 폭로함으로써 상대가 자신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

조차 모르는 자로서 깨닫게 한다.

소크라테스는 '엘렌쿠스'를 통해서 지혜와 진리에 대한 진실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 보여준다.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모순 된 점

이 무엇인지 찾으면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그른지를 그들 스스로 이끌어

낼 수 있게 한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여러 사람들이 공론의 장에 모여 의

견을 개진하는 참여의 과정보다 더욱 진지한 개인 내적인 숙고의 과정을

150) 박효종, op cit., p.425.

151) Ibid., p.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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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시민성을 상정한다. 하지만 도덕적 성

찰이 없다면 집단적이며 주류적인 가치에 내재한 편견이나 왜곡의 오류를

찾아낼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성찰은 반드시 필요하다.

소크라테스는 '의미규정이 된 말들(logoi)를 매개로 이성(logos)에 의해

존재하는 것들의 진리를 고찰하고자 했다. 많이 말해진 것들의 원 의미를

되돌아보고 그 근거로부터 시작하기를 주장한다. 좋은 것은 무엇인지, 그

밖에 모든 엇인가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자 한 것이다. 자유와 법치, 애국과

같은 덕목을 바라볼 때에도 존재하는 틀 안에서 보기 보다는 반성적 자아

를 통하여 반드시 스스로 그것의 가치와 함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덕목이 근거 없는 확신이 되면 어떤 질문을 만났을 때 불안으로 이어

지게 된다.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시민적 덕목은 생각하지 못했던 원리를

발견해 나갈 수 있는 방양으로 이끌어 나아갈 때 제대로 함양될 수 있다.

소크라테스가 동의, 승복, 발전의 방법으로 젊은이들이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준 것처럼 선과 덕목에 대한 함양은 단순히 참여와 제시가

아닌 성찰을 통해 개인화 되어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의 길을 열어주고자 했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사람들을 선으로 이끌기 위하여 그는 산파술을 쓴다. 참

여를 중시하는 전통에서 중시하는 가치들을 성찰을 통해서도 중시할 수 있

다. 하지만 추구하는 방향에서는 차이가 난다. 성찰은 개인 내적 작용을 통

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참된 사유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한다. 소크라테스는 "아레테(arête)는 앎(episteme)이다"라고 한다.152) 덕이

라는 것은 곧 그 기능(ergon)에 대한 제대로 된 앎과 관련이 있으며 궁극

적으로는 사람의 구실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앎이 있어야 비로소 실현을 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해 주며 사람으로서 훌륭하게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혼에 깃든 이성(logos)의 자각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람이 이성을 갖고 있

다는 것은 사람을 사람이게끔 해 주는 기능인 말을 사용하되 이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함께 필요로 한다.153) 자기성찰은 궁극적으로 말들

152) 박종현 (2006), 『플라톤 : 그의 철학과 몇몇 대화편』, (서울대학교출판부), p.44.

153) Ibid.,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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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한 진정한 의미의 공동 탐구를 통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원칙

또는 원리나 논거에 대한 앎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기성찰은

내면적 심의와 숙고로서 정치의 투입보다는 정신의 계몽으로서 작용한다.

성찰은 사회 전체의 지배적 가치와 목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

고 그 의미와 정당성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성찰성이 다문화 사회

의 공존과 정의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 전체의 성찰성이 증진될 때, 언제나

스스로를 성찰하고 갱신하고 개혁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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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열린 시민성의 도덕교육적 의미

앞서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열린 시민성의 덕목으로 애국심, 비지배

적 자유, 법치의 존중을 공화주의 관점에 입각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애국

심은 편협한 민족주의와 대별되는 것으로서 자유로운 정치적 삶이 구현되

는 정치 공동체로서의 조국을 대상으로 하는 감정이다. 시민적 덕성은 다

문화 사회에서 고양되어야 할 것으로서 자발적인 경향에 의해서 바르게 행

동할 수 있는 삶의 태도이다. 비지배적 자유는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로부

터의 해방을 말하는 개념으로서 진정한 자율의 의미와 통한다. 법치의 존

중은 비지배적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원리로서 권위와 자유의 조화로운 평

형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이들을 함양하는 방법은 공동체 생활의 참여와 시민적 성찰 두 가지이

다. 공동체 삶에 참여를 중시하는 전통은 그리스를 효시로 하는 공화주의

전통에서 강조하는 바이다. 공동체 생활에의 참여는 개인의 덕성을 실현하

는 방편으로 이어지며 남에게 의존을 하지 않게 한다. 정치에서 시민적 덕

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실천적 태도로서 자기 성찰을 빼 놓을 수 없

다. 성찰은 개인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들

을 바른 방향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합리적인 토론과

정치적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정한 앎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시민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열린 시민성의 덕목과 덕목을 함양하기 위한 방법

이 도덕과에 어떤 함의를 줄 수 있는지, 열린 시민성이 지향하는 시민적

덕목, 자기 성찰과 공동체 삶의 참여가 인성교육의 중핵교과인 도덕교육에

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 지 본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도덕과의

형식적 교육과정에서 열린 시민성이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 지 살핀 다음

잠재적 교육과정에서 열린 시민성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열린 시민성을

반영한 교수학습방법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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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덕과 형식적 교육과정에서 열린 시민성

1) 도덕과교육 목표에서 열린 시민성

2011 개정 교육과정총론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154)을 4가지로 제시하

는데, 이 중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

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

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155)이라는 항목과 열린 시민성은 통

하는 바가 있다.

인격을 도야하고 품격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책임 있는 판

단행위 아래에서 가능하다. 열린 시민성은 타인에의 의존을 경계하고 스스

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다. 품격 있는 삶이란 아리스토텔레스와

관점에서 볼 때 관조적 삶과 더불어 공적 삶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 책임

과 헌신, 자기 성찰을 통한 비판적 참여 자세가 있어야만 품격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은 동질성을 강조하는 배제의 논리가 아니라 이

절성을 포용하는 윤리적 접근 아래에서 가능하다. 특히 다문화 사회에서는

다양한 소수자들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공동체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

는 공공선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열린 시민성에서 추구하는 공화주의

적 애국은 개인이 속한 상황, 문화, 종교 그리고 종족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각기 다른 애착을 공동의 목적을 위해 행동할 수 있게 하나로 모으는 열정

이 되므로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이 됨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

다.

배려와 나눔은 시민윤리와 시민적 덕성이 공동체 안에 싹터 있을 때에

만 가능해지는 개념이다. 공공선에 헌신하는 것이 곧 내 이익을 증진 시킬

15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별책 6], p.1.

155) 2011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4가지로 제시된다.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

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이

상의 네 가지 인간상은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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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배려와 나눔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다양화

된 현대사회에서 시민적 덕성은 더욱더 권장되어야 할 요소이다. 마키아벨

리는 이러한 시민적 덕성이 개인의 희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

다. 공동체에 대한 덕성의 발현은 시민들에게는 시민적 의무를 수행할 힘

을 주고 정치가들에게는 과중한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며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공동체 발전에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이 사적인 삶을 영위

함과 동시에 공적인 삶을 함께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정치공동체란 시민들이 자신의 목적 그 자체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해방

의 공간으로서 개인으로 사는 삶을 시민의 삶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통로

이다. 고대 사상가들은 도덕적 이상을 그들이 속한 폴리스 차원에서 추구

하였고 시민적 덕성을 함양할 것을 교육목표로 삼았다. 시민적 덕성은 공

동체와 법의 맥락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기에 공동체 발전의 참여는 덕성

의 함양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교육과정 교과인 도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총괄목표는 다음과 같다.

자신과 우리․타인, 사회․국가․지구공동체,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히며,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에 대한 민

감성을 기르고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 도덕적 정서, 실천 의지 및 능

력을 함양하여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을 형성한다.156)

열린 시민성은 특히 ‘사회․국가․지구공동체’ 영역의 지도와 관련이

있다.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윤리적 행위가 민족․국가 수준에서 나아가 지

구공동체 수준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보인다. 개정 교육과정에

서는 “급격한 다원화와 세계화 추세에 따라 발생하는 도덕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덕과는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와 함께 개인의 가치관 및

국가 정체성 확립과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도덕적 가치 가반의 공고화를

156) Ibid.,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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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점 과제로 삼고 있다.”157) 고 밝히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여러

문화를 존중함과 동시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공동체의 일원

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결속력이 필요하다. 열린 시민성은 시민적 덕성을

통하여 도덕적 가치 기반을 공고하게 하고 공적 영역에의 참여를 통하여

사회적 연대감 증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도덕과의 목표에 부합하

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 도덕 교육은 하나의 체계로서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

임을 인식하게끔 하는 것을 교육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앞서 세계시민

성에 대해 검토하면서 결국 시민성의 발현은 지역적 수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도덕적 행위자를 기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논의한 바 있다. 다문화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적 인간상은 평화와 공존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다 정의롭고 도덕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는 실제로 공동체의 일에 참여하고 행동하는 도덕적 행위자가 필요한 것이

다. 열린 시민성에서 검토했던 참여는 지구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서 도덕적 행위 실천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도덕과가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 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도덕과 내용구성을 위한 열린 시민성

열린 시민성은 규범적, 윤리적 관점에 근거해 있다. 열린 시민성이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공화주의의 관점은 근본적으로 좋은 삶과 좋은 공동체

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 답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성은 단순히 철

학적 문제들을 광범위하게 개관하는 데 강조점이 두어져서는 안 된다. 도덕

과에서 다루는 정치철학의 내용은 정치사회사상에 대한 윤리적 가치평가와

더불어 정치철학 내부의 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생들의 윤리

의식 고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158) 열린 시민성

에서 제시될 수 있는 핵심 쟁점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157) Ibid., p.2.

158) 정창우 (2008), “도덕과 교육에서 시민교육 영역의 교육내용과 지도 방법”, 『도덕윤리과교육』,

vol.26,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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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심의 발현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가?

․ 개인적 역할과 공적 역할이 충돌할 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

른가?

․ 다문화 사회에서, 바람직한 지도자는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

가?

․ 진정으로 자유로운 상태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 시민으로서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는가?

․ 법치가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시민적 삶에 있어 덕성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시민적 덕성이

없는 사회에서도 공동체적 삶이 가능해지는가?

․ 페리클레스적 시민성에서 도출할 수 있는 참여와 소크라테스적 시

민성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개인적 성찰은 서로 양립할 수 있는가?

시민의 삶에 있어서 참여와 자기 성찰은 어떻게 서로 연관될 수 있

는가?

도덕교육에서 정치철학은 이상적인 다문화 사회상이 어떤 모습이 되어

야 하며 공동체적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준다. 다양성과

통일성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실천적인 도덕적 성향을 갖춘 도덕 행위자

를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향하는 다문화 사회의 모습이 무

엇인지를 도덕교육을 통해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한다.

다문화 사회의 시민은 정의와 평등과 같은 국가의 보편적인 이상을 존

중하고 그 이상을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헌신하며, 사회적․민족적․문화

적․경제적 불평등처럼 공동체의 이상을 저해하는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줄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행동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

야 한다.159) ‘사회․국가․지구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에서는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닌 사람을 형성하

는데 목표가 있다. 다양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덕성과 역할을 기르고 사회 각 분야가 도덕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159) 추병완 (2010), 『다문화 도덕교육의 이론과 실제』, (하우),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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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덕목에 관한 강한 교육적 요구가 함께

수용되어야 한다.

열린 시민성은 학교 급별 내용 구성요소 속에서도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 초등학교 3-4학년, ‘사회․국가․지구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질서와 규칙’에 대하여 가르치게 되어 있다.160) 공중도덕

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규칙과 질서를 실천하려는 태도와 능력을 지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공중도덕과 열린 시민성은 결합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공중도덕을 잘 실천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르치

기 이전에 내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상기

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구성원들이 왜 함께 살 수 밖에 없는지에 탐구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영역에도 열린 시민성이 결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5-6학년에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절제하는 생활’이

내용요소로 들어가 있다. 책임을 다하는 생활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맡

은 일을 충실히 해 내는 것이 사회적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

하여 열린 시민성은 답을 줄 수 있다. 또한 절제하는 생활에 대하여 가르

침에 있어서도 나와 사회를 위해 절제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선한 행동이

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할 수 있게 한다. 열린 시민성에서 추구하

는 선한 시민적 삶은 개인적 삶의 윤리적인 차원에 기초하기 때문에 도덕

적 주체로서의 삶은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삶을 위한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중학교 1-3학년의 ‘사회․국가․지구공동체’ 내용요소에서는 ‘문화적

다양서과 도덕’, ‘사회정의와 도덕’, ‘개인의 도덕적 삶과 국가와의 관계’,

‘국가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 ‘세계화 시대의 우리의 과제’ 등에 관

하여 가르치게 되어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시민성은 도덕적

가치와 덕목의 유기적인 통합을 필요로 한다. 단일한 시민성 이론만으로는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시민성을 정립하기 힘들다. 학생들이 도덕적 가치와

덕목, 쟁점들에 관하여 개인적, 시민적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올바른 안

160) 교육과학기술부, op cit.,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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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길러주어야 한다. 열린 시민성을 통한 덕목과 시민적 성찰, 공동체의

참여 강조는 이러한 시대적 현실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근본적으로 사회 정의는 공정함, 부패의 근절을 요구하는 개념이다. 열

린 시민성의 기반이 되는 공화주의 전통에서는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들

이 시민의 역할이나 책무를 다하고 공동선을 지향하면서 다원적인 시민적

형성을 할 수 있게 권장한다. 정의와 권리의 논리는 좋은 삶과 따로 떨어

뜨려서 생각할 수 없다. 도덕과 윤리를 고려하지 않는 자유주의적 정치가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을 감안할 때, 도덕교육에 있어서는 비관용적인

도덕주의보다는 공동체의 변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공 철학적 관점이

필요하다. 열린 시민성은 국내 정치의 경우 공공역역을 활성화 시키는 덕

성을 키우며 국제적인 관점에서는 주권 국가를 토대로 하되, 다중적인 시

민성을 함께 증진 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도덕 교육

의 내용요소 속에서도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

2. 도덕과 잠재적 교육과정에서 열린 시민성

잠재적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은 1960년대 말엽 초등학교 아동들

의 학교생활을 집중적으로 관찰했던 Jackson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잠

재적 교육과정은 교육의 장면에서 ‘의도나 계획’에 집중되던 관심을 교육활

동으로 발생한 ‘결과나 산출’에 돌렸다는 점에서 교육학자들의 지평을 넓히

는데 기여하였다.161) 잠재적 교육과정은 계획과 성취간의 관계를 인과적으

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로 구성된다. 잠재적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요소

로는 학급의 교실 환경과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가치와 태도

를 들 수 있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형식적 교육과정만큼 학생에게 많은 영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잠재적 교육과정에서 열린 시민성

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61) 김재춘 (2002), “잠재적 교육과정의 재개념화 필요성 탐색”, 『교육과정연구』, vol.20,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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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린 시민사회로서의 교실환경

열린 시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실환경은 사회접촉이론(social

contact theory)에 기초하여 가능해진다. 학생들이 처음부터 다문화 사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교실 내 다문화 상황을 접하게

되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편견들에 마주하게 된다. 2010년도

초․중․고 이주배경청소년은 3만 40명이다.162) 이들을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한 설문조사에서 학급에

서 따돌림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72.9%,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학

생은 74.3%로 나타났다.163) 이들은 주로 발음이 이상하거나 생김새가 다르

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경우가 많았다.

아동기의 따돌림 경험은 당사자에게는 인성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며 이

는 학교 적응 차원을 넘어서 사회부적응이라는 상당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돌리는 학생에게 있어서는 다문화 공존의 가치를 중시하지 못

하게 되고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성,

인종, 민족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2-3세 무렵부터 발달이 시작되어 5-6세

무렵에는 분명해지고 10-12세 무렵에 편견이 구체화된다고 한다.164) 낮은

학교 급에서부터 올바른 가치관 지도와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교실 환

경 조성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2012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 학생을 위한 여러 교육방안을 발

표하였다. 방과후 프로그램으로만 운영하던 한국어교육과정(KSL)을 2013

년부터 정규과목으로 운영하고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예비학교를 확대시키

며, 이중 언어 강사를 2015년까지 1200명 확대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이주

배경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이들의 적응을 돕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과 더불어, 이들이 다른 한국인 자녀들과 동등한 환

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단

위학급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편견을 감소시키고 다문화 공존이 가능하도록

162) 통계지리정보사이트, 2010년 인구총조사부문,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parentId=A.

163) 국가인권위원회, 185명으로 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였다.

164) 추병완(2009), “초등 도덕과에서 다문화교육의 실천 방안”, 『초등도덕교육』, vol.31,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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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뱅크스(J. Banks)는 학생들의 편견을 감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다양한 인종․민족 집단의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이미지를 수업 교재에 일관되고 자연스럽게 포함시킨다. 둘째, 학생들이 타

인종․타민족집단 구성원들의 얼굴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셋째, 학

생들을 다양한 인종․민족 집단과 함께 하는 간접 경험에 참여시킨다. 넷

째,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인종 간 접촉 상황에 참여시킨다. 다섯째, 유색

인종 학생들에게 언어적․비언어적 형태의 긍정적 격려를 제공한다. 여섯

째, 다양한 인종․민족 집단 출신의 아이들을 협동 학습에 참여시킨다.165)

이 중 첫째와 둘째 가이드라인은 수업 중 학습 활동을 구성하는 과정

에서 가치 태도 함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셋째 가이드라인은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 학급 교실 풍토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학생들은 다문

화 상황에 관한 영화, 아동문고, 기록물 등의 간접 경험물들을 함께 이용함

으로써 서로에 대한 개방적인 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접

경험은 주어진 교육과정 내에서의 활동만큼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이다. 네 번째 원칙도 학급 안에서 구현 가능하다. 다섯 번째 원칙은 교사

의 태도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은연중에 학생의 가치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뱅크스의 편견 감소 지침을 통해서 볼 때 주어진 교육과정 못지않게

교실 내 구성원의 상호작용과 접촉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사회접촉이론가들에 따르면 집단 간의 사회적 접촉이 부정적인 편견

들을 줄이고 우호적인 행동과 태도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베넷(C.

Bennett)은 긍정적인 사회접촉의 4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166)

① 접촉은 집단 간 이해와 호혜적인 지식을 생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

히 친밀한 것이어야 한다.

②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들은 동등한 지위를 공유하여야 한다.

③ 접촉상황은 사람들 간의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즉 접촉 상황에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룹들 간의 협력이 요구되어야 한다.

165) J. A. Banks (2008), op cit., pp.155-156.

166) C. I. Bennett (2009), Multiculturla Education,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학지사),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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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도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사회 접촉의 네 가지 조건은 열린 시민성과 다문화

공존을 구현하는데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소수에 속하는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환경을 조성

하기란 쉽지 않다. 이들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서 차이가 날 수 있고 성

취 수준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 문화적으로 다른 학생들이 의사

소통을 원활히 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위하여 노력하게 하는 것은 서로 간

의 친밀한 접촉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학급의 교실 환경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타자에 대한 공감과 소통능력

을 키워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적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협상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상위 학교 급

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하여 존중하고 상위 가치에 대하여 비판적 토

론을 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 주어야 할 것이다. 인간 존중이라는 추상적

인 명제를 지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지배적 조건의 상호 보장이

라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상호 원칙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일방

적인 수혜 관계를 떠나서 모두가 타의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실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키케로는 공동체(res publica)가 단순히 ‘인민의 것’이라는 추상적인 의

미가 아니라 삶의 조건을 공유(communio)함으로써 얻어지는 정의에 대한

합의라고 하였다. 학급 환경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학급이 무작위로

엮어진 집단이기보다는 공공의 선을 위해 모두가 힘쓰는 협동과 공존의 공

간이 됨을 알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급 환경 구성은 도덕과의 형식

적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학생들의 생활에서 확대 시켜 나

감으로써 배양될 수 있다. 교육 내용에 대한 실천은 학생들이 살아가는 소

공동체인 학급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행해질 수 있게끔 하는 풍토167)가 마련

될 때 가능해 진다.

167) 교실의 풍토가 안전하고 민주적이며 협동적일 때 학생들은 학습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

다. 그러므로 누구나 자기의 생각과 관점을 자유롭게 말하더라도 수용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지적

인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정창우, 2007, op cit.,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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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린 시민으로서의 가치태도 함양

열린 시민성은 공동체에서의 삶을 긍정하고 그 속에서의 가치와 태도

를 기르고자 한다. 특히 다문화적 문제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과 참여 능

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다문화적 문제 상황에 대처하고 참여

하는 능력은 문화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차별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참여하는 능력을 말한다. 앞서 제시한 자

유, 법치, 애국심 이외에도 인권, 정의와 같은 가치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참여하는 능력을 일컫는다. 특히 다문화 집단이 급격하게 증가하

는 사회에서는 문화 정체성이 다중적이고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

한 갈등 상황이 발생하므로 다문화적 문제 상황에 대한 참여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상황을 변화시키고 재구축하려는 책임과

참여의지는 학교생활이라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하여 길러질 필요가 있

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습 내용을 검토하고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사의 직접적인 지도 감독 하에, 자신들의 학습

내용을 활용, 실천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

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명료화하고 또 그것에 대해 논의하며, 도덕적 문제

에 대하여 토론을 벌이고 가치 선택을 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들어 내

는 것을 의미한다.168) 열린 시민성의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서 배운

내용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은 도덕적 가치들을 가르

치는 동시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에 권장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급 규칙이 왜 중요한

지 왜 지켜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

볼 수 있다.169) 또한 일인 일역 등의 개인 책무를 공동으로 계획하여 실행

에 옮기는 활동을 통하여 열린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다. 그리고 학급 공

168) H. Kirschenbaum (2006), 『도덕․가치 교육을 위한 100가지 방법』, 정창우 외 옮김, (울력),

p.83.

169) 규칙을 만드는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시민 사회에서의 규칙과 법을 더욱더 잘 이해하게 되고

존중하게 된다. 학생들은 규칙과 법이 사회에서 중요한 상호 존중과 자유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고 규칙을 준수하게 되므로 학급 운영을 보다 부드럽게 이루어지게 한다.(Ibid., p.348.)



- 100 -

동체에서 지켜야 하는 가치와 덕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러한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율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자기평가 시간170)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가치와 태도의 함양은 형식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

양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3. 도덕과 교수학습방법에서 열린 시민성

1) 구성주의적 수업방법 활용

시민성 교육을 할 때 교사의 느낌, 의견을 제시하기 이전에 학생들에

게 기회를 주는 것은 구성주의적 수업방법의 핵심이다.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해 보고 자신의 가치와 도덕성을 계발하는 과정에서 교사를 더욱더 확

신하게 된다.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하여 교사는 지시자가 아닌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열린 시민성을 기르는데 있어서도 교사는 학생들의

지식 구성 정도를 살펴보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가이드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학생들이 목표를 향해 자신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주의 수업은 학습자의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교사는 발달 단계에 따른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수업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가르치

는 대상에 따라 수업 전략을 다르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 학습자의 ‘발달’

개념의 범주에는 학습자의 도덕성 발달, 자아 또는 정체성의 발달, 정서 발

달,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 친사회적 행동발달 등 인간의 다양한 측면이

포함되지만 도덕과 수업에서는 무엇보다 학습자의 도덕적 발달 특성에 부

합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171)

170) 학생에게 책임감과 정직, 일에 대한 자신감과 다른 개인적 가치들을 발달시키는데 가장 효과적

인 방법 중 하나는 자기평가이다. 평가가 무엇을 가치의 기준에 견주는 활동이라면 자기평가는 자

신과 자신의 업적을 어떤 가치의 기준이나 준거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다.(Ibid., p.337.)

171) 정창우 (2007),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인간사랑),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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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에서 열린 시민성에서 주장하는 시민적 덕성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의 발달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고려하여 학

생이 자신의 지식을 단계적으로 구성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

다. 학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학생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활동을 제시

해 줄 수 있다. 다문화 시대에는 특히 간문화적 감수성 발달이 어떻게 이

루어지는지 고려하여 학습을 구성해야 한다. 타자에 대한 감수성 즉 간문

화 감수성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

는 문화적 충격이나 갈등현상에서 나타나는 감정을 말한다. 타자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 특히 다수자가 소수자의 문화에 공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다문화 감수성은 중요하다. 베넷(C. Bennett)이 제시한 다문화 감수성

발달 단계는 다음과 같다.172)

첫 번째 단계는 ‘부정(denial)’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문화적

차이를 느끼지 않으며, 각 문화 집단을 외국이나 이민자와 같이 특성이 없

는 타자 집단으로 모호하게 인식한다. 두 번째 단계는 ‘방어(defence)'이다.

이 단계에서는 타 문화들 간에는 구분이 가능하나 여전히 타 집단의 문화

가 자신의 문화처럼 개별적 독특성을 가진 문화로 보지는 않고 자신의 문

화를 우월한 것으로 인식한다. 세 번째 단계는 ’경시(minimization)'로서 관

습처럼 외관상 드러나는 문화적 차이는 인정하지만 주류 집단의 문화를 위

선적으로 보는 시선을 가진다. 넷째 단계는 ‘수용(accept)'이다. 모든 가치,

신념, 행동들을 맥락적 범주로 이해하지만 수용이 동의나 선호로 이어지지

는 않는다. 자신의 윤리적 입장이 문화적 맥락에 따라 여러 가능한 입장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섯째 단계는 ‘적응(adaptaion)'으로서 자신

의 인지 틀을 바꾸어 타문화 맥락에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

여섯째 단계는 ‘문화적 차이 통합하기(integration)'로서 문화적 정체성이

어느 특정 문화에 정박되지 않고 문화적 맥락의 안과 밖을 유연하게 넘나

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간문화적 감수성 발달 단계를 고려한 구성주의 수업은 공화주의적 애

국심을 가르치는데 있어 적용될 수 있다. 애국심은 민족과 문화가 동질적

172) 은지원 (2009), “다문화적 인성 발달 이론에 기반한 다문화 학습 모형 탐색”, 『시민교육연구』,

vol.41, pp.118-11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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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환경에서 발현되는 감정이 아니라 조국에 대한 애착이며 공공의 자유를

지탱하는 생활양식에 대한 수호임을 민족주의와 비교하여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

고 어떠한 형태의 애국심을 추구해야 하는지, 타문화집단 또는 국가와 갈

등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하고 스스로

의 사고를 구성해 가는 과정에서 간문화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다.

이러한 수업은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실질적인

쟁점, 예를 들어 FTA 농산물 개방, 스크린 쿼터제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

를 바라보는 데에 있어서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사례를 분석하고 종합

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타 문화에 대한 경시가 유연성을 가

진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게 활동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러한 학습 활동이 학생의 인식 변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구성주의 학습에서는 설교가 아닌 공유가 수업의 방식이 되기를 제안

한다. 설교와 교화는 가치를 주입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이

것은 모델링과 기치 및 도덕 발달을 촉진하고자 할 때는 흔히 효과적인 전

략은 아니다. 설교는 학생들에게 교사가 한 사람의 인간이자 모델로 보는

것을 가로막고 학생들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 보다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을

방해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스스로 쟁점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학

습자는 교사와 동료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더 많이 깨우칠 수 있

다. 소크라테스가 지적했듯이 진리는 개인의 내부 과정에서 깨달아지는 것

이지 주입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토론중심 수업방법 활용

열린 시민성이 추구하는 가치를 가르치는 데에는 토론 중심 수업 방식

이 활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두세 가지 다른 도덕 추론 단계

를 보이는데, 도덕 딜레마를 중심으로 토론하도록 함으로써 상위의 도덕

추론 단계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도덕 딜레마의 한 가지 유형은 가설적

딜레마가 있을 수 있다.173) 예를 들어 시민과 개인으로서의 역할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을 설정할 수 있다. 전쟁이 한창일 때 장교의 위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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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과 전쟁터에 나아가는 것 중 어느 것을

더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토론한다고 할 때, 학생들은 자

신들이 선택한 의견이 어떠한 이유에서 도출된 것인지를 말해보는 과정을

통하여 도덕적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이 때 의견을 말하는 것 보다 의견

의 이유를 말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

도덕 딜레마를 활용한 토론 수업에 있어서 모든 토론 주제가 반드시

가설적인 필요는 없다. 국가와 시민의 관계, 지구 공동체와 나와의 관계에

서는 실제적인 다양한 딜레마가 생길 수 있다. 아프리카나 동유럽의 부모

들이 굶어 가는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유엔 구호품을 훔치는 것이 도덕적

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미국 남북 전쟁당시 북군이 연방 제도를 보전하

고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수백만의 사람들을 희생시킨 남북 전쟁을 일

으킨 것은 옳았는지,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한

것은 옳았는지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서도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도출하여

수업을 구상할 수 있다.174)

문학 작품에서도 도덕 딜레마를 얻을 수 있다. 원로원 의원들이 카이

사를 죽인 것은 옳았는지, 칼레의 시민175)에서 생피에르가 자신의 목숨을

끊고 시민들을 선동한 행동은 옳았는지, 소크라테스의 절제적, 성찰적 시민

성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안티고네의 불복종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토론의 주제가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은 도덕적 추론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

도덕적 토론을 학교 급별로 구성함에 있어서 어린 학생들에게 적합한

딜레마를 구성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처음 토론 수업을 구성하거나

낮은 학교급의 학생들을 위한 토론에서는 덜 명백한 답변이 나오게 될 지

라도 선악의 기본 원리를 사고하고 강화할 수 있는 단순한 딜레마를 접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한다. 도덕적 사고력을 발달시키는 것과 동시에 모든

173) H. Kirschenbaum, op cit., p.328.
174) Ibid., p.330.

175) 게오르크 카이저(G. Kaiser)의 희곡으로, 시민으로서의 공동체의 헌신과 참여, 절제의 가치를 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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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복잡한 딜레마 상황이 아님을 알도록 해야 한다.176) 실제 상황에서

행해야 하는 옳은 선택은 명백해야 함을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토론 수업을 통한 열린 시민성 교육은 단순히 다수와 소수가 공

존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길러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불

평등하고 부정의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재구축하려는 책임감과 참여의지를

길러주는 것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토론을 통한 교육활동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그 활동이 학생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177) 토론 활동은 공동체에 대한 참여의지가 증진될 수

있게끔 여러 차시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의 생활화에

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토론을 통한 열린 시민성 교육은 주류 사회의 문화에 대한 비판적 접

근에도 접목될 수 있다. 토론을 함에 있어서는 사회의 실질 변화를 기대하

고 학생들에게 정치적 경제적 억압과 차별, 불평등의 원인 및 이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가르쳐야 한다.178) 진정으로 정의롭

고 다원화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주류 문화를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인식하고 개혁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야 할 것이다.179) 이러한 접근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으므로, 토론을 통하여 여러 입장 검토가 기본 토대로 작용하

여야 한다.

3) 협동학습을 통한 수업방법 활용

일반적으로 협동학습은 학습 능력이 각기 다른 학생들이 동일한 학습

176) Ibid., p.331.

177) 덕은 실천적 지혜(phronesis)가 갖추어져 실천이 될 때 비로소 적절히 덕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다.

178) 도덕과 수업을 통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도덕적 판단력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 도덕적 판단

은 어떤 행위나 사람 또는 대상에 대해 내려지는 도덕적 옳고 그름,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으로서

특히 도덕적인 선택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가를 도덕적 의미에서 판단

하는 것을 의미한다.(정창우, op cit. p.98.)

179) 변순용 외 (2011), “다문화 통합교육의 내용체계 구성에 대한 기초 연구”, 『윤리연구』, vol.86,

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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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향하여 소집단 내에서 함께 활동하는 수업방법을 의미한다.180) 다

른 사람과 협동하는 능력은 시민성을 증진시키는 교육에 필수적이다. 시민

들이 효율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필수 요소이기 때

문이다. 협동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은 공유하고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서로

를 청취하고, 각 구성원들이 기여한 것을 평가하고 생각하며 소중히 여기

는 등 협동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학습자는 협동학습을 통하여 자기의

성공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필수 가치인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181)

협동 학습은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학습 활동182), 학급자치활동,

토론 등 모든 활동과 통합해서 가르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학

생은 자아 존중감과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학습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183) 열린 시민성을 기르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모든 교실과

학교생활의 모든 면에 열린 시민성의 가치가 배어들게 하는 것이다. 협동

학습은 교육과정에서의 형식적인 공부와 더불어 학교생활의 잠재적 교육과

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협동에서 얻어지는 가치들에 관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 협동이

란 서로가 공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행동하는 것으로서 협동적

인 활동을 할 때 개인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모든 모둠 구성원

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취 결과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184) 협동 학습을

구성할 때 자신을 포함한 다른 학생들의 학습도 극대화 되는 방향으로 학

습이 구성되어야 학생들이 공동의 일을 함에 있어서의 가치를 배울 수 있

을 것이다.

특히 협동 학습은 개별적인 노력이나 경쟁과는 다르게 공동의 책무가

180) 추병완 (2008),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도덕교육과 방안”, 『초등도덕교육』, vol.27, p.52.

181) H. Kirschenbaum, op cit., p.440.

182) 도덕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협동학습 수업모형은 co․op-co․op, 구조중심 협동학습 모형이 있

을 수 있다.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모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창우 (2007), 『도덕과 교수․학

습 방법 및 평가』, (인간사랑)을 참고하라.

183) Ibid.

184) 협동학습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임승차자 문제이다. 개인적인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여

학습과정에서 집단 속에 자신을 감추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하고 자신의 역할을 제

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거나 평가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해야 한다.

(정창우, op cit., pp.1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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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 학습자로 하여금 무슨 일이든 서로 나누어서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끔

한다. 또한 서로로부터 학습하는 것(learn to learn)을 배우면서 학습이 필

요한 기능을 배울 수 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어내고 질문을 하

는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능을

배운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능력과 더불어 기질, 성향, 품성도 배우게 된

다. 동시다발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학생들은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

는 기회를 가진다.

열린 시민성을 기르기 위한 협동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여 집단을 구성해 주어야 한다. 집단 구성이 이질적이면 학생들은

더욱 더 협동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고려 기준으로는 성, 학업

성취 정도, 가정배경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다문화 사회의 시민으

로서 개방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전반적 과정 속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성공적인 협동학습

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이 자신의 노력을 최고로 발휘하면서 잠재력

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공동체적 학습 환경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

다.

협동학습은 민주사회의 시민을 위한 교수법이며 나아가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게 하는 첫걸음이 된다. 협동학습은

학생들이 공공선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는 타인 본위의 덕목을 기른다. 권위적이지 않은 동료 학습자에게 권

한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공동 관심사에 대한 대화 기술, 다양한 관점, 집단

적인 판단과 행동을 위한 시민의식 등을 함양할 수 있으며 규칙을 준수하

는 과정에서 선이 추구됨을 학습자 스스로 깨닫게 해 주기에 협동학습은

열린 시민성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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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논문은 다문화 사회의 열린 시민성이라는 연구 주제를 탐구하기

위하여 사상적 조류에 따른 시민성의 입장을 정리하고 다문화 사회에 필요

한 시민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로부터 공동체의 유연한 외연 확장과

다문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공화주의 시민성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밝혔다. 공동체의 외연을 확장시킨 공화주의 시민성을 ‘열린 시민성’으로

개념화하였으며 열린 시민성이 함유하고 있는 도덕 교육적 요소와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대 정치 철학에서 시민성에 대한 논의는 단위 국가의 틀 안에서 이

루어졌다. 본분의 Ⅱ장에서는 이러한 시민성을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화

주의라는 사상적 조류를 토대로 논하였다. 본 연구의 토대가 되는 공화주

의 시민성의 관점에 입각하여 나머지 두 시민성을 평가해 보았다. 자유주

의 시민성은 지나치게 개인적 영역에 중점을 두고 권리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책임회피 경향과 부의 권력 편중

현상과 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

하였다.

또한 공동체주의 시민성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공동체주의에서의 ‘공동

체’ 개념이 편협함을 지적하였다. 공동체주의에 따르면 개인이 속한 공동체

는 역사와 문화에 토대를 두고 있는 천부적인 것이다. 하지만 시민 공동체

에의 소속은 자발적인 선택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동체주의 시민성이

상정하는 공동체의 범위에는 맹점이 있다. 이렇게 시민성의 속성이 인위적

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때 더욱 이성적인 시민윤리교육이 실현될 수 있

을 것이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을 때에

공공의 선을 위한 올바른 헌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동체주의 시민성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공화주의 시민성에서 주목한 요소는 시민적 덕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가 존속하고 공화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적 덕성이 필요

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시민적 덕성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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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원천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바인 도덕적 선을 지향하는 공공의 윤리이다. 이러한 시민적

덕성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시민사회가 바르게

운영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 따라

시민적 덕성은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뿌리 깊은 성찰로서 정치 공동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공의 최고선이자 목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키아벨리와 아리스토텔레스, 현대의 대거와 같은 학자들은 복수의

덕을 언급하는데, 본 연구에서 집중한 덕목은 ‘비지배적 자유’, ‘법치의 존

중’, ‘공화주의적 애국’, ‘정치 공동체에의 참여’, ‘자기성찰’이다. 특히 열린

시민성의 내용이 되는 덕목의 범주에는 ‘비지배적 자유’와 ‘법치의 존중’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참여’와 ‘성찰’을 시민적 덕성의 함양 방법으로 구성하

였다. ‘공화주의적 애국’은 민족주의적 애국과 대별되는 것으로서 민족주의

시민성과 함께 논의하였다. 이들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

다.

‘비지배적 자유’란 신로마 공화주의에서 자유의 핵심 개념으로 상정하

는 것으로서 종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본문에서는 자유주의적 자

유에서 자유를 방해와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정의한 데 반대하여, 자유

가 비종속 관계에서 생기는 것임을 공화주의 사상가들의 입장과 근거를 토

대로 살펴보았다. 다문화 사회에서 이러한 비지배적 자유가 필요한 이유는

비지배적 조건이라는 상호관계를 통하여 서로 간에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원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상호간에 연

대가 있는 공생적인 삶을 위해서는 누구도 자의적 권력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인류 보편의 권리라는 추상적인 명제만으로는 자의적 지배로부터 소

수자를 지킬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기 힘들다. 따라서 개인의 자율성과 사

회의 다양성을 적극 권장하면서 적극적이고 윤리적인 시민성 고양을 하기

위하여 비지배적 자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법치의 존중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키케로는

인간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관념을 이끌어내며 만민이 평등하다는 기초

를 마련한다. 법은 권력의 자의적 행사, 사적 이익의 제한 없는 추구, 사회

의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한 최저 준거가 되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서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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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켜져야 한다. 법의 지배는 국가와 시민을 제약하는 동시에 보장한다.

또한 법치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공생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이 될

수 있다. Ⅳ장에서는 법을 통해서만 질서와 자유, 의무와 권리 보호가 이중

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다문화 사회에서 공화주의적 애국이 필요한 이유는 공화주의적 애국이

다문화 사회에서 공존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민족에 대한 애정이

다른 민족에게 배타적일 경우 분쟁이 일어나게 됨을 살펴보았다. 소속된

민족에 대한 사랑이 순수할수록 다문화 사회에서 공존이 어려워진다. 특히

단일민족 신화는 공동체의식을 신장시키기도 하지만 다문화공존에 걸림돌

이 되기도 한다. 애국심은 자유로운 정치적 삶이 구현되는 조국을 대상으

로 하는 감정으로서 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지향하는 조국에 대한 애착이라

는 것이 본 연구의 입장이다. 애국심은 생래적인 것이 아니고 인위적인 것

으로서 끊임없이 공동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인위적인 열정을 불러일으켜

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공공선을 추구하는 애국심이 다문화 사회가 요구하

는 보편적 가치들에도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본 논문의 Ⅳ장에서는 열린 시민성 덕목의 함양 방법으로 공동체 삶의

참여와 자기 성찰을 살펴보았다. 참여는 고대 그리스의 공화주의 전통에서

중시하는 가치로서 남에게의 의존을 의미하는 부패를 방지한다. 공공의 이

익을 실천하는 시민은 윤리적 덕에 대하여 함께 숙고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서 덕성을 더 잘 함양하게 된다. 또한 정치참여가 개인의 행복과도 이어진

다는 점에서 공동체적 삶의 참여는 개인과 사회 모두를 위해 유익한 것이

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다문화 사회의 파편화된 개인을 한데 엮을 수 있

는 이유에서도 참여는 다문화 사회에서 권장되어야 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참여가 반드시 이성적 판단과 분별력에 바탕해야 함을

보았다.

다음으로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위하여 공동체가

중시하는 삶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자기성찰이 필요함을 주장하였

다. 자기성찰은 참여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대화와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자기성찰은 궁극적으

로 이성에 토대를 둔 말을 제대로 사용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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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성찰은 편견과 불관용을 최소화하고 진정

한 앎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다문화 사회의 시민이 덕성을 실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도덕적 실천역량임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살펴 본 열린 시민성의 도덕 교육적 가치는 시민

윤리를 중시하는 전통과 다문화 사회의 결합을 통하여 다문화 공존에 필요

한 역량을 갖춘 시민교육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이를 논증

하기 위하여 도덕과 교육의 목표에서 지향하는 인간상과 열린 시민성에서

지향하는 시민이 통하는 바가 있음을 비교해 보았다. 또한 열린 시민성이

‘사회․국가․공동체 영역’의 지도와 다문화 윤리교육이 지향하는 윤리적

가치와 연계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설명을 통하여 도덕 윤리를

시민적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시민성교육이 참된 시민윤리

교육임을 주장하였다. 다문화 사회와 소통하는 시민은 이질성을 포용하는

윤리적 접근 아래에서 공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열린 시민성은 규범적, 윤리적 관점에 근거해 있는 시민성으로서 근본

적으로 좋은 삶과 좋은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에

답하고 있다. 이러한 의문에 답하는 것은 급속하게 다원화되고 있는 다문

화 사회에서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다. 열린 시민성을 통하여 다양성

과 통일성이 조화를 이루는 시민 공동체를 지향하고, 실천적인 도덕적 성

향을 갖춘 도덕 행위자가 되도록 학습자를 이끌며, 기존의 시민성 논의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111 -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강두호 (2009). 『도덕교육의 교과교육학적 탐구』. 전북: 역락.

교육과학기술부 (2009).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별책 6].

김경동 외 (2009). 『사회과조사 연구방법』. 서울: 박영사.

김경희 (2009). 『공화주의』. 서울: 책세상.

김왕근 (2010). 『사회과교육에의 표류』. 서울: 원미사.

김익성 (2011).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와 법치주의Ⅱ』. 서울: 선인.

민경국 (2007).『하이에크, 자유의 길』. 파주: 한울아카데미.

박상준 (2011). 『사회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박용헌 (1996). 『민주화 세계화와 교육과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박종현 (2006). 『플라톤: 그의 철학과 몇몇 대화편』. 서울: 서울대학교 출

판부.

박찬구 (2006). 『우리들의 윤리학』. 파주: 서광사.

박효종 (2004). 『국가와 권위』. 서울: 박영사.

______ (2005). 『민주주의와 권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배한동 (2006). 『민주시민교육론』. 경북: 경북대학교 출판부.

윤영관 (1999). 『21세기 한국 정치경제모델』. 서울: 신호서적.

이목 (2011).『마이클 샌델의 하버드 명강의』. 서울: 김영사.

이원규 (1994). 『종교 다원주의와 종교윤리』. 서울: 집문당.

이정희 외 (2009).『현대 정치사상과 한국적 수용』. 서울: 법지사.

장인실 외 (2012).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학지사.

전경옥 외 (2011). 『서양 고대․중세 정치사상사: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르



- 112 -

네상스까지』. 서울: 책세상.

정수복 (2002). 『시민의식과 시민참여』. 서울: 아르케.

정창우 (2007). 『도덕과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파주: 인간사랑.

조영달 (1997). 『한국 시민사회의 전개와 공동체 시민의식』. 서울: 교육과

학사.

차경수 외 (2008). 『사회과교육』. 서울: 동문사.

차기벽 (1990). 『민족주의원론』. 서울: 한길사.

추병완 (2010). 『다문화 도덕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하우.

하상복 (2009). 『푸코& 하버마스』. 파주: 김영사.

홍원표 (2011). 『아렌트 : 정치의 존재이유는 자유다』. 파주: 한길사.

2) 논문

곽준혁 (2009). “공화주의의 한국적 변용: 왜 그리고 어떤 공화주의인가?”.

이정희 편.『현대 정치사상과 한국적 수용』. 서울: 법지사.

김상돈 (2003). “소크라테스적 시민성과 페리클레스적 시민성의 조화에 근

거한 바람직한 민주 시민성의 탐색”. 『윤리교육연구』. vol.83.

______ (2007). “아리스토텔레스의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의 관계”. 서울

대 박사학위논문.

김재춘 (2002). “잠재적 교육과정의 재개념화 필요성 탐색”. 한국교육과정

학회, 『교육과정 연구』. vol.20.

박성춘 (2012). “중고등학교에서의 민족공동체의식 교육 활성화 방안”. 미

발간 도서.

박의경 (1999). “국제화시대 민족주의 연구”. 『세계정치』. vol.23.

박효종 (2002). “민주사회와 시민적 덕목”.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사대논

총』. vol.65.

변순용 (2011). “다문화 통합교육의 내용체계 구성에 대한 기초 연구”.

『윤리연구』. vol.86.

변종헌 (2006). “세계시민성 관념과 지구적 시민성의 가능성”.『윤리교육연



- 113 -

구』. vol.10.

양영자 (2008). “분단․다문화시대 교육 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와 다문화주

의의 양립 가능성 모색”. 한국교육과정학회,『교육과정연구』.

vol.25.

오해섭 (2006). “동북아 청소년의 역사인식 · 국가관 비교연구”. 서울: 한국

청소년개발원.

윤영돈 (2003). “소크라테스적 시민성과 시민불복종". 『윤리교육연구』.

vol.4.

윤철경 (2010). “청소년 글로벌 시티즌십 강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

발원 연구보고서』. vol.12.

은지원 (2009). “다문화적 인성 발달 이론에 기반한 다문화 학습 모형 탐

색”. 『시민교육연구』. vol.41.

이진희 (2003). “현대 사회 민주 시민성에 대한 고찰”. 『국민윤리연구』.

vol.53.

이해주 (1996). “사회과교육 참여와 민주시민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

학위 논문.

정창우 (2008). “도덕과 교육에서 시민교육 영역의 교육내용과 지도 방법”.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도덕윤리과교육연구』. vol.26.

______ (2010). “초․중등 도덕과에서 글로벌 윤리교육의 과제와 지향”.

『윤리연구』. vol.79.

______ (2011). “다문화 윤리교육의 쟁점과 방향”. 『도덕윤리과교육연구』.

vol.32.

조계원 (2009). “지구화 시대의 애국심”. 『민족연구』. vol.40.

조일수 (2009). “공화주의 시민성에 대한 연구”. 『윤리연구』. vol.80.

추병완 (2009). “초등 도덕과에서 다문화교육의 실천 방안”. 『초등도덕교

육』. vol.31.



- 114 -

2. 국외문헌

1) 단행본 및 번역서

Anderson, B. (2006).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Press.

Aristotle (1996). Politica,『정치학』. 이병길 외 옮김. 서울: 박영사.

Banks, J. A. (2008). An Instr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다문화

교육입문』. 모경환 외 옮김.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_____________ (2005). 『다문화 시민교육론』. 김용신 외 옮김(2009). 서

울: 교육과학사.

Bennett, C. I. (2009).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Boston, MA: Allyn and Bacon. 『다문화교육의 이

론과 실제』. 김옥순 외 옮김. 서울 : 학지사.

Berlin, I. (2006), Liberty. 『자유론』. 박동천 옮김. 서울: 아카넷.

Butts, R. F. (1953). A History of education in American Culture. New

York: Henry Holt Press.

____________ (2007). The Morality of Democratic Citizenship: Goals for

Civic Education in the Republic's Third Century.『민주시민의

도덕』. 김해성 옮김. 파주: 나남.

Cicero (1989). 『키케로의 의무론: 그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 허승일 옮

김. 파주: 서광사.

______ (1990), Laelius On Friendship. J. F. Powell. England: Aris &

Phillips Press.

Dworkin, R. (2010). Taking right seriously.『법과 권리』. 염수균 옮김.

파주: 한길사.

Ehrenberg, J. (2002). Civil Society: the Critical History of an Idea. 『시

민사회 사상과 역사』. 김유남 외 옮김. 서울: 아르케.

Fagerlind, I. & Saha, L. J. (1989). Educa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 a Comparative Perspective. London: Oxford Pergamon.



- 115 -

Faulks, K. (2009). Citizenship.『시민정치론 강의: 시티즌십』. 이병천 외

옮김. 서울: 아르케.

Germino, D. (1982). Political Philosophy and the Open Society.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Gollnick, D. M. and C. M. Merrill. (2008). Multicultural Education in a

Pluralistic Society.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Press.

Gunsteren, V. H. (1998). A Theory of Citizenship : Organizing Pulrality

in Contemporary Democracies. Boulder, CO: Westview Press.

Hayek, F. (2006). The Road of Serfdom. 『노예의 길』. 김이석 옮김. 파

주: 나남.

Heater, D. (1990). Citizenship: The Civic Ideal in World History,

Politics and Education. London: Longman Press.

Hobsbawm, E. J. (1994).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강명세 옮

김.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서울: 창작과 비평사.

_______________. (1997). Age of extremes.『극단의 시대』. 이용우 옮김.

서울: 까치.

Kaiser, G. (2000). Burger von Calais. 『칼레의 시민들』. 장영은 옮김.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Kirschenbaum, H. (2006). 100 Ways to Enhance Values and Morality in

Schools and Youth Settings. 『도덕․가치 교육을 위한 100가지

방법』. 정창우 외 옮김. 서울: 울력.

Kobayashi, M. (2012). Justice Society.『정의사회의 조건』. 홍성민 옮김.

서울: 황금물고기.

Kymlicka, W. (2010). Multicultural Citizenship.『다문화주의 시민권』. 장

동진 외 옮김. 파주: 동명사.

Locke, J. (2005).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통치론: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시론』. 강정인 외 옮김. 서울:

까치.

Machiavelli, N. (2003). Discorsi Sopra la Prima Deca di Tito Livio.『로

마사논고』. 강정인 외 옮김. 파주: 한길사.



- 116 -

______________. (2006). The Prince. 『군주론』. 강정인 외 옮김. 서울:

까치.

MacIntyre, A. C. (1997).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덕

의 상실』.이진우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Mansfield, H. C. (2009). Machiavelli's Virtue. 『마키아벨리의 덕목』. 이

태영 외 옮김. 서울: 말글빛냄.

Marshall, T. H. (1965).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New

York: Doubleday Press.

Merryfield, M. M. & A. Wilson (2005). Social Studies and the World:

Teaching Global Perspectives. NCSS.

Mill, J. S. (1992). On liberty. 『자유론』. 김형철 옮김, 파주: 서광사.

Mossé, C. (2002). Le Citoyen dans la Grèce antique. 『고대 그리스의 시

민』. 김덕희 옮김. 서울: 동문선.

Mulhall, S. & A. Swift (2001). Liberals and Communitarians. 『자유주의

와 공동체주의』. 김해성 외 옮김. 서울: 한울.

Nozick, R. (2002). Anarchy, State, and Utopia. 『아나키에서 유토피아

로』. 남경희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Nussbaum, M. C. (2003). Patriotism and Cosmopolitanism. 『나라를 사

랑한다는 것』, 오인영 옮김, 서울: 삼인.

Pettit, P. (2012). Republicanism: A Theory of Freedom and

Government. 『신공화주의: 비지배 자유와 공화주의 정부』. 곽준

혁 옮김. 파주: 나남.

Plato (2010). 『소크라테스의 변명』. 최홍민 옮김. 서울: 글로북스.

Pocock, J. A. (2011). Machiavellian Moment: F lorentine Political

Thought and the Atlantic Republican Tradition. 『마키아벨리언

모멘트: 피렌체 정치사상과 대서양의 공화주의 전통』. 곽차섭 옮

김. 파주: 나남.

Redner, H. (2006). The Past and Present of Ethical Culture.『윤리적 삶

의 이해』. 박종훈 외 옮김. 파주: 인간사랑.

Skinner, Q. (2007). Liberty before Liberalism. 『퀜틴 스키너의 자유주의



- 117 -

이전의 자유』. 조승래 옮김. 서울: 푸른역사.

Sleeter, C. E. (2005). Un-standardizing Curriculum: Multicultural

Teaching in the Standards-based Classroom. New York:

Teacher College Press.

Stewart, R. (1990). Readings in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정치

철학의 제문제』. 박효종 옮김. 파주: 인간사랑.

Taylor, C. (2001). The Malaise of Modernity. 『불안한 현대사회』. 송영

배 옮김. 이학사.

Thucydides (2001).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상)』. 박광순 옮김. 서울: 범우

사.

Turner, J. (1991). Social Influence. Pacific Grove: Cole Press.

Viroli, M. (2006). Repubblicanesimo. 『공화주의』. 김경희, 김동규 옮김.

파주: 인간사랑.

Young, I. M. (2000). Inclusion and Democr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 논문

Dagger, R. (2007). “Neo-republicanism and the civic economy”. “신공화

주의와 시민경제”. 전정현 옮김. 『시민정치론』. vol.10.

Parker, W. C. (1996). “Advanced ideas about democracy: Toward a

pluralist conception of citizen education”. Teachers College

Records. vol.98.



- 118 -

【ABSTRACT】

A Study on Openness Citizenship in Multicultur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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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title of "A Study on Openness Citizenship in

Multicultural Society",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meaning of

republican citizenship in a multicultural society. For this purpose, I take

a look at the position of republican citizenship in the academic circles.

Republican citizenship focuses on a community rather than an

individual. It emphasizes positiv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civic virtues.

In this regard, this study tries to propose insightful ideas in order to

deal with the citizenship in multicultural situations. This study is

conducted with a focus on the following subjects.

First, this study explores the differences among liberal,

communitarian and republican citizenship. Most scholars who stand for

republicanism assume a critical attitude toward liberal citizenship and

regard republican citizenship as an alternative to it. However, it is

definite that a community which republican citizenship assumes should

expand its coverage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It has been frequently

argued that a series of fundamental transformations in the current

multicultural era calls for rethinking citizenship. Therefore, openness

citizenship is a concept which broadens the scope of republ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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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ship appropriate for a multicultural society.

Second, this study discusses three main themes of openness

citizenship. "Liberty as non-domination" forms a first concept of this

citizenship. It means getting out of all possible arbitrary or involuntary

interferences. It is important in a multicultural society because through

this condition, each person can preserve a generous attitude to the

others. Then, there is a discussion of "republican patriotism". It is an

attachment to a fatherland which protects justice and freedom. It makes

us to rethink the meaning of a fatherland which comprises artificial and

political meanings beyond the border of a nation and a territory that

comprise a strong geographical meaning. The last main theme of

openness citizenship is “the respect for the rule of law”. The rule of

law does not only limit the behaviors of society members but also

protects their right properly.

Third, this study tries to apply some ideas of openness citizenship

to multicultural ethics education. Openness citizenship emphasize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self-examination as methods of cultivating

civic virtues. The good life pursued in this study can correspond to the

purpose of moral education because it gives a considerable thought to

live in harmony with our public life rather than a private life. In order

to become an authentic citizen, it is crucial for a citizen to meet

adequate qualifications and practice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self-examination can help meet these qualifications to be a good citizen.

The goal of moral educ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is to cultivate

multicultural citizenship which consists of civic competence. In order to

cultivate the citizenship of students, we should consider both formal and

hidden curriculum. Hence, this study considers both of them.

In conclusion, this study is to show that republican citizenship does

hold a proper position in multicultural citizenship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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