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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신 종 섭

  최근 서구에서 애국이라는 기치를 걸고 反난민‧反이민을 주장하는 극

우 포퓰리즘의 등장은 건전한 애국심과 세계시민성을 조화롭게 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준다. 비록 애국심과 세계시민성이 모순되

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쉽게 조화되는 것도 아니다. 시민교육을 담

당하고 있는 도덕교육은 이 점을 고려해서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상호 보완 관계를 다루어왔다.

  하지만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는 다양한 입장을 포괄하기 때문에 세

부적으로 보면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한다. 특히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헌법 애국주의, 민족주의적 애국주의, 공화

주의적 애국주의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는 만큼 세계시민주의와의 정합

성을 단견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세계시민주의 역시 강한 입

장, 약한 입장, 온건한 입장 등으로 구별되는 만큼 이들 간의 양립과 상

호 보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을 탐구하고, 이

러한 정합성이 도덕과 시민교육에 주는 함의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먼저 3가지 애국주의를 비교‧분석하고 도덕과 시

민교육에 부합하는 애국주의를 탐구하였다. 이를 통해 보편적 의무(보편

성)의 우선성을 인정하면서도 자국의 역사․문화에 대한 사랑(특수성)을 

강조하는 Viroli의 공화주의적 애국주의가 도덕과 시민교육에 가장 잘 

부합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 이유는 공화주의적 애국주의가 비지

배 자유를 핵심 규범으로 삼기 때문에 보편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자국의 역사‧문화를 사랑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애국심이라는 시민적 덕성

을 고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Habermas의 헌법 애국주의



는 보편적 의무의 우선성을 인정하고 자국의 역사․문화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 헌법 준수에는 도움을 주지만 공동체에 

뿌리내린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기 어렵다. 그리고 Smith의 민족주의적 

애국주의는 보편적 의무의 우선성을 부정하고 동료 시민과 자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기 때문에, 시민적 연대에는 도움을 주지만 

타국과의 갈등 해결이나 타국과의 연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음으로 3가지 세계시민주의를 비교‧분석하고 도덕과 시민교육에 부

합하는 세계시민주의를 탐구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 주권의 도덕적 가치

(특수성)를 인정하면서도 보편적 의무(보편성)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Nussbaum의 온건한 세계시민주의 입장이 도덕과 시민교육에 가장 잘 

부합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온건한 세계시민주의는 민주국가에서 배

양된 순화된 애국심을 확장하여 세계시민으로서 인류애를 실천해야 한다

고 주장하기 때문에,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 및 시민적 덕성 함양에 이

론적 도움을 준다. 반면에 Singer의 강한 세계시민주의는 국가 주권의 

도덕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보편적 의무의 우선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기심을 제어하는 시민적 덕성 함양이나 시민들의 연대 문화 형성에 소

홀하기 쉽다. 이와 달리 Miller의 약한 세계시민주의는 국가 주권의 도

덕적 가치를 인정하지만, 보편적 의무의 우선성을 부정하고 각국의 특수

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지구적 협력에 소홀한 국가를 정당화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논문은 3가지 애국주의 입장과 3가지 세계시민주의 입장의 

조합을 9가지 경우로 나눠 각각의 정합성을 탐구하여 도덕과 시민교육

에 부합하는 조합을 탐구하였다. 이를 통해 헌법 애국주의-강한 세계시

민주의, 민족주의적 애국주의-약한 세계시민주의, 공화주의적 애국주의-

온건한 세계시민주의 조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합성을 이룬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 중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 그리고 도덕적 

감정 계발을 주장하는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온건한 세계시민주의 조합

이 도덕과 시민교육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정합적 입장이라고 논증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연구자는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



시민주의의 정합성이 도덕과 시민교육에 주는 함의를 다음과 같이 분석

하였다. 첫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교육의 역할을 성찰하도록 인도

한다. 만일 애국심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오해하여 경시한다면, 시민적 

연대를 바탕으로 국가 및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갈 시민들을 키우기 어렵

다. 둘째,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에 관한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는 애국주의-민주주의-

세계시민주의의 상호 연결성을 설명하고, 이론적 접근뿐만 아니라 정서

적 접근을 통해서도 시민적 덕성 함양을 인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

동체적 역량 교육 목표를 정당화해주고, 사회적․국가적 요구를 수용하여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구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 공동체적 역량은 지

역‧국가‧세계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요구한다.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은 이러한 다원적 정체성의 내부모순을 해

결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두 입장의 정합성은 동료 시민에 대한 대승적 

사랑과 이러한 사랑의 세계적 확장이라는 논리 체계 안에,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사회적․국가적 요구를 담아내도록 도울 수 있다.

주요어: 도덕과 시민교육, 애국주의, 세계시민주의, 도덕과 교육과정,  

시민적 덕성

학  번: 2014-3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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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난민과 이민자 문제를 기회 삼아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포퓰리즘

이 유럽의 정치 무대에서 약진하고 있다. 2019년 유럽 각국의 선거와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받은 표는 난민과 이민자에 대한 시민들

의 불만을 잘 보여준다. 심지어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

령이 노골적인 자국 우선주의 발언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서구 선진국

에서 확산되는 이러한 포퓰리즘은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온 세계시민교육

이 오히려 시대 흐름과 상충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하는 

동시에, 우리가 추진해온 애국심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성찰을 요

구하고 있다. 애국심을 강조하던 한국의 시민교육이 세계화 시대에 대응

하기 위해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한지 2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애국심 교

육과 세계시민교육은 여전히 필요한가? 세계화 시대에도 애국심이 필요

하고, 자국 우선주의가 부흥하는 시대에도 세계시민성이 필요하다면, 시

민교육은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을 탐구

하고, 이러한 정합성이 도덕교육에 주는 함의를 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살펴볼 애국심 교육의 목표 중 하나는 ‘조국에 대한 사

랑’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와 달리 세계시민교육의 목표 중 하나는 “세

계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보편적 인간성에 대한 인식을 길러(유네스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7: 8)” 주는 것이다. 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세

계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동시에 가질 수는 있으나 이 둘이 같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둘 간의 차이가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사태는 민족주의, 애국심, 국익 등의 자국 중심

적 관점이 이민자, 다문화, 난민 문제 해결 등의 세계시민적 관점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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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제주도 예멘인 난민 

신청 사태’ 역시 이와 같은 갈등과 긴장을 보여준다. 2017년 12월에 제

주도에 입국한 예멘인 중 약 552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이로 인해 청

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사증제도와 난민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

를 요구하는 청원에 71만 4,875명(2018년 8월 1일 기준)이나 참여했

다.1) 청원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로 문화적·종교적 차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사회갈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2) 이들의 청원 참여는 ‘국

익을 중시하는 국민’으로서의 입장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입장이 쉽게 조

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과 긴장을 줄이지 

않고서는 전 지구적 차원의 공공선은커녕 국익도 증진시킬 수 없다. 왜

냐하면 이미 우리는 전 지구적으로 높은 상호 연결성 속에 살고 있기 때

문이다.3) 그렇기 때문에 시민교육은 이러한 갈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 둘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물론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애국심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 둘은 이전부터 도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한 시민

교육의 분야이다. 애국심 교육의 경우, 도덕과는 3차 교육과정(1973년)

에서 ‘민족중흥’이라는 주제로 개인윤리보다는 국가 및 사회에 기여하는 

국가윤리를 교과 내용으로 가르쳐왔다(황인표, 2016: 195). 애국심은 사

회구성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근대 공교육제

도를 가진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시해왔다(김정현, 2013: 67-68). 우리

의 경우 이러한 목적 외에 국민교육헌장 반포와 유신헌법 제정이라는 당

시의 정치적 요구도 고려되었다.

1) 박상기 법무부 장관 청원답변 ‘난민법 관련’ 청원(2018.08.01.),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3962(검색일: 2019.05.01.)

2) 위의 글.
3)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군대로부터 탈취한 무기를 Youtube에 공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군대가 사용한 무기 중 일부가 한국 군수업체가 수출한 무
기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중동 무기 수출 중단”을 요구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이 중동국가와도 그리고 예멘 난민과도 무관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한겨레21(2018.11.02.), “예멘 전쟁터의 메이드 인 코리아”,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6134.html(검색일: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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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애국심 교육과 달리 세계시민교육이 교육과정에 정착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시민교육이 교육과정에 반

영된 것은 7차 교육과정(1997년)부터이다. 세계시민교육이 이때 교육과

정에 반영된 것은 당시 세계화라는 시대적 요구 때문이었다.4) 1992년 

집권한 한국의 김영삼 정권은 국가주도적 전략 차원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장했다(한준상, 

2007: 143; 모경환·임정수, 2014: 30).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7차 교육과정 총론은 고등학교 교육 목표에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

다. [……] 국가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시민으로

서의 의식과 태도를 가진다(교육부, 1997).”라고 명시했다. 이러한 교육

과정의 변화는 세계시민교육이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음을 방증하고 있다(이홍구, 1993: 21). 하

지만 비록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에 반영되었다 해도 한국의 세계

시민교육은 두 가지 도전을 피하기 어려웠다. 첫째는 서구적 가치관을 

반영한 세계시민교육이 기존의 유교적‧권위적 한국 문화로부터 받는 도

전이었고, 둘째는 통일 교육의 맥락에서 강조된 민족주의로부터 받는 도

전이었다(Kim, 2020: 181-182). 이러한 도전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말해주는 동시에 앞으로 한국의 시민교육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한편 2000년 이후 상호 연결성이 더욱 증대되면서 세계시민교육은 국

가의 경쟁력 문제보다,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강조하고 있

다(Kim, 2020: 180). 그리고 최근에는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세계시민교

4) 1989년부터 1990년대 초까지 구소련과 동유럽을 휩쓴 공산주의 붕괴 사태는 
Fukuyama의 말처럼 ‘자유민주주의가 인류 최후의 정부 형태가 될 것이다(Fukuyama, 
1992/2010: 7).’라는 생각을 확산시켰다. 그리고 Fukuyama가 세계화라고 부르는 현상 
즉 “끊임없이 스스로를 확장하는 기술적인 지평 위에서 경제적 기구들이 동질화
(Fukuyama, 2000/ 2006: 30)”되는 현상이 경제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단일한 
시장으로 만들었다. 1990년대 세계화는 많은 국가들에게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경제를 받
아들이지 않으면 낙오된다는 생각을 심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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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가 중심 교육에 변화를 주고 있다(Kim, 

2020: 187). 특히 OXFAM과 같은 글로벌 시민단체는 세계시민주의 이

론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뿐만 아니라 현장활동가로서도 많은 역할을 해

내고 있다.5)

  현재 도덕과 교육과정이 다루고 있는 애국심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첫째는 애국심 교육의 이정표가 되는 ‘애국주의’와, 세계시민교육

의 이정표가 되는 ‘세계시민주의’ 내에는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이러한 다양한 입장 때문에, 이 두 사상을 어떤 입장으

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 둘 간의 정합성 혹은 부정합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도덕과 시민교육 방향에 부합하는 애국주의와 세계시민

주의의 관계, 다시 말해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상호 발전적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해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러면 도덕과 교육과정이 지금까지 애국주의를 어떻게 다뤄왔는지부

터 살펴보자. 2015 교육과정6) 이전까지 도덕과에서는 애국주의를 주로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다루었다. 예를 들어, 2007 교육과정에서의 ‘열린 

민족주의(교육과학기술부, 2009: 8)’나 2009 교육과정에서의 ‘성찰적 민

족주의(교육과학기술부, 2011: 8)’처럼 민족성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었

다. 그래서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관계를 언급할 때도 아래의 

2007 교육과정 고등학교 도덕과 해설서처럼 폐쇄적이지 않은 민족주의

적 입장에서 ‘교수‧학습상의 유의점’을 제시했다.

이 주제를 교수･학습할 때는 세계화 시대에 국가와 민족의 의미와 역할이 사라
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 자민족 
중심주의나 세계주의의 사례와 문제점을 조사･토론하여 세계화 시대에 폐쇄적

5) OXFAM은 1942년, 영국 옥스퍼드 학술위원회가 기근 구제를 위해 시작한 세계 최대 
국제구호개발기구로 2014년에 한국사무소(옥스팜코리아)를 설립했다. 
https://www.oxfam.or.kr/introduce/sub-introduce/group-introduction(검색일: 
2019.05.01.)

6) 본 논문에서는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2015 개정 도
덕과정을 각각 2007 교육과정, 2009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으로 약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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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은 민족주의가 필요함을 자각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이 주제를 교
수･학습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지나친 자민족 중
심주의나 국가주의는 경계되어야 하겠지만, 국가에 대한 헌신은 어느 나라에서
도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며,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추구하는 이념은 여전히 인
류 역사에서 의미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b: 
38, 127).

  그리고 기존 도덕과 교육과정은 애국심 교육과 세계시민교육 간에는 

긴장 관계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해왔다. 예를 들

어 2007 교육과정은 『윤리와 사상』영역별 내용에서 “세계주의와 나라 

사랑, 민족 사랑 정신이 상호 보완되었을 때의 긍정적 결과를 다루도록

(교육인적자원부, 2007: 56)” 하고 있다. 또한 2007 교육과정에 따른 

도덕과 교과서 집필기준은 “국가적 정체성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간에 균형과 조화를 찾을 수 있도록 기술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7).”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2009 교육과정 도덕과 교과서 집필기준은  

“개별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국가 정체성과 시민성, 그리고 글로벌 의

식과 책임감에 기초한 글로벌 시민성 간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도록 한

다. 우리가 특정 국가의 시민으로서 국가 공동체 내에서의 운명을 공유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사회의 시민으로서 세계의 운명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시민이 되는 동시에 글로벌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에서 집필하도록 한다(교육과

학기술부, 2011: 9).”라고 밝히고 있다. 비록 2015 교육과정은 세계시민

성과 애국심의 조화 및 갈등에 대해 직접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지만, 중

학교 도덕과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애국심과 세계시민의식이 대립되지 

않고 조화될 수 있도록 기술한다(교육부, 2015b: 54).”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교육과정과 달리 2015 교육과정은 『윤리와 사

상』 교과서 집필기준을 통해 ‘공화주의적 애국주의, 자유주의적(헌법) 

애국주의, 민족주의적 애국주의’라는 다양한 애국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5종 교과서는 이러한 다양한 애국주의를 소개하고 있다. 애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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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다양한 입장을 지닌 만큼,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 간의 관계 정

립 문제도 다양한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점은 세계시

민주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계시민주의도 강한 입장, 약한 입장, 

온건한 입장으로 분류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입장들과 애국주의가 어떻

게 정합성을 이룰 수 있는지도 탐구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 

강해지는 세계화에 대한 불만과 反난민‧反이민자 정서, 그리고 이러한 불

만을 이용하여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포퓰리즘 등을 고려할 때 애국

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조화 문제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 교육과정이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관계를 ‘적극적 

조화’보다는 주로 ‘소극적 조화’7)의 측면에서 다뤄왔다는 점 역시 성찰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말하는 ‘적극적 조화’ 측면은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가 서로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

이고, ‘소극적 조화’ 측면은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가 서로의 문제점을 

줄여준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육과정은 세계시민성과 

애국심이 서로의 발전을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하는 측면에 주목하기보다

는, 서로의 편협성을 막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하는 측면에 집중했다. 

이렇게 되면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관계나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이 좁아질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네 가지 점을 연구하고자 한

다. 첫째는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 내의 다양한 입장을 비교 분석하고 

그 한계를 탐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3가지 애국주의 입장들 즉 ①  

헌법 애국주의(자유주의적 애국주의), ② 민족주의적 애국주의, ③ 공화

주의적 애국주의의 특징과 한계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둘째는 3가지 

세계시민주의 입장들 즉 ① 강한 세계시민주의, ② 약한 세계시민주의, 

③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특징과 한계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 내의 입장들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이들 입장 

7)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소극적 조화에 대한 교과서 예시는 본 논문 48~49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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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장단점을 이해하도록 도움으로써 도덕과 시민교육에 유용한 정치철

학을 구성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셋째는 애국주의 입장들과 세계시민

주의 입장들 사이의 정합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3가지 애국

주의 입장들과 3가지 세계시민주의 입장들이 연결될 수 있는 9가지 경

우를 놓고, 이들 간의 정합성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소극적 차원뿐만 아니라 적극적 차원에서 도덕과 시민교육이 추구하는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상호 관계를 정치철학적으로 이해하고 정당

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는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

계시민주의의 정합성이 도덕과 시민교육에 주는 함의를 탐구하는 것이

다. 이러한 탐구는 도덕과 시민교육의 역할을 재고하고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구성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탐구는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인 공동체적 역량 함양을 정당화하고, 국가

적․사회적 요구를 도덕과 시민교육의 내용 요소로 반영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본 논문의 목적은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 내의 다양한 입장들 간의 

정합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정합성이 도덕과에 주는 시민교육적 함의를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를 위해 문헌 고찰(literature reviews) 방

법을 이용하여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구체적

으로 아래 표와 같이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를 주장한 사상가들의 1

차 자료(사상가의 저서 및 논문, 번역서)와 2차 자료(해당 입장에 대한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서적 및 논문)를 비교․검토하고 각 사상가 입장의 

특징, 지향점, 관계, 차이 등을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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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탐구는 아래 <표 2>, <표 3>과 같은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진행될 것이다. 애국주의를 분류하는 기준은 ‘보편(인류 혹은 세계)과 특

수(개별 국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그리고 ‘자국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이다. 그리고 세계시민주의를 분류하

는 기준은 ‘보편(인류 혹은 세계)과 특수(개별 국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그리고 ‘국가 주권의 도덕적 가치를 인정하는가’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드러나듯이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 모두 보편성과 특수성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그 입장의 구별될 수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각 입장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할 것이다.

8) 前 정치적 요소는 정치적 결사체를 구성하기 이전에 인간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인종, 혈
연, 문화, 역사, 언어 등의 요소를 말한다.

연구 

대상
주요 사상가 연구 자료 비교 분석 항목

애국주의

J. Habermas

A. D. Smith

M. Viroli

∙저자의 저서 

및 논문

∙저자에 대한 

다른 연구자들

의 연구물

∙보편적 의무의 우선성에 대한 입장

∙자국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입장

세계시민

주의

P. Singer

D. Miller

M. Nussbaum

∙보편적 의무의 우선성에 대한 입장

∙국가 주권의 도덕적 중요성에 대한 

입장

<표 1>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연구 자료와 비교 분석 항목

보편적 의무

前정치적 요소8)

인류에 대한 보편적 의무의 우선성

인정 불인정

자국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사랑

강조 공화주의적 애국주의 민족주의적 애국주의

비(非) 강조 자유주의적 애국주의

<표 2> 애국주의 탐구를 위한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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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본 연구는 아래 표와 같이 세계시민교육이 시작된 2007 교육과

정부터 2015 교육과정까지의 도덕과 교육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애국주의의 위상, 세계시민교육의 특징, 이들 

간의 관계 정립 등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 절차는 크게 5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예비적 고찰

로서 시민성과 애국심의 의미 그리고 도덕과 시민교육의 특징과 방향을 

살펴보고, 교육과정에서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

이다.  헌법 애국주의․민족주의적 애국주의․공화주의적 애국주의의 특

징과 한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과 시민교육에 부합하는 

애국주의를 탐구하는 것이다.  강한 세계시민주의․약한 세계시민주의․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특징과 한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

덕과 시민교육에 부합하는 세계시민주의를 탐구하는 것이다.  애국주

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 여부를 9가지 조합으로 나눠 검토하고, 도

보편적 의무

국가 주권

인류에 대한 보편적 의무의 우선성

인정 불인정

국가 주권의 

도덕적 가치

인정 온건한 세계시민주의 약한 세계시민주의

불인정 강한 세계시민주의

<표 3> 세계시민주의 탐구를 위한 접근 방법

연구 대상 연구 자료 비교 분석 항목

애국심 

교육

∙ 2007 도덕과 교육과정 및 

관련 자료

∙ 2009 도덕과 교육과정 및 

관련 자료

∙ 2015 도덕과 교육과정 및 

관련 자료

∙ 애국심 교육의 필요성

∙ 애국심 관련 성취기준

∙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관계

세계시민

교육

∙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

∙ 세계시민교육 관련 성취기준

∙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관계

<표 4>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 관련 교육과정 자료와 분석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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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과 시민교육에 부합하는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적 입장을 탐

구하는 것이다.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정합

성이 도덕과 시민교육에 주는 함의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5단계의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Ⅱ장 ‘예비적 고찰’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제들의 개

념, 입장, 관계 등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국가시민성, 애국심, 세계시민

성의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세계시민성 개념은 국가시민성에 비

해 학자들마다 다양한 맥락에서 상이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앞

서 해당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송민경, 2014: 

485; 김진희, 2017: 6). 이를 위해 연구자는 국제 사회에서 세계시민교

육을 주도하고 있는 유네스코의 발간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그 외 다

른 기관이나 학자들의 자료들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도덕과 시민교육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 세계화 시대의 

국제 관계에 알맞은 도덕과 시민교육의 방향을 탐색할 것이다. 이 작업

은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를 중시하는 도덕과 시민교육이 세계화 시대

에도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

로 연구자는 세계화를 이해하는 3가지 관점을 분석하여,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시민교육의 방향을 도출할 것이다. 세계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

쟁은 공산권이 무너진 1990년대 이후 주로 발생했는데, Held는 이러한 

논쟁의 흐름을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분류한다.9) ① 초세계화론: 자본주

의와 기술이 주도하는 세계화의 흐름이 점점 강화되는 것은 막을 수 없

으며, 이 흐름은 결국 세계를 하나로 만들 것이다. ② 회의론: 100년 전

과 비교해 볼 때 무역 블록이 더 강화되었으며, 국가는 여전히 중요한 

국제 사회의 주체이므로, 세계화라고 부를 만한 현상은 과장된 것이다. 

③ 변형론: 지구적 연결도가 전례 없을 정도로 강화되고 있으며 국가의 

힘은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재구조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Held의 세계화 분류 기준을 수용하여 각 입장의 한계를 분석하고 각 입

9) Held et al. 1999: 10; Giddens‧Sutton, 2018/201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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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적합한 시민교육의 방향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를 쇠퇴시키는 세계 경제의 정치적 트릴레마(trilemma) 

상황에서 도덕과 시민교육에 적합한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할 것이다. 이

러한 탐구는 세계화 시대에 애국심 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자국 우

선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체계적

으로 생각하도록 도울 수 있다.

   둘째, Ⅲ장 ‘애국주의 분석 및 탐구’에서는 애국주의 내의 다양한 

입장을 정치철학적으로 비교․분석할 것이다. 우선 아래 표와 같이 애국주

의를 3가지로 나눠 분석하고 애국심에 관한 여러 입장의 특징과 한계를 

탐구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표 2>의 접근 방법에서 보듯이, 본 연구는 ‘㉠ 보편적 

의무의 우선성 인정, ㉡ 자국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사랑 강조’이라는 

사상적 

입장

분류 기준

(비교 항목)

주요 

사상가
탐구 자료

헌법 

애국주의

(자유주의적 

애국주의)

∙보편적 의무의 우선

성 인정

∙자국의 역사 및 문화

에 대한 사랑 비(非)

강조

J. 

Habermas

『아, 유럽』, 『이질성의 포용』, 

『분열된 서구』, 「The European 

Nation State. Its Achievements and 

Its Limitations. On the Past and 

Future of Sovereignty and 

Citizenship」 등

민족주의적 

애국주의

∙보편적 의무의 우선

성 불인정

∙자국의 역사 및 문화

에 대한 사랑 강조

A. D. 

Smith

『세계화 시대의 민족과 민족주의』, 

『민족주의란 무엇인가』,『민족의 

인종적 기원』 등

공화주의적 

애국주의

∙보편적 의무의 우선

성 인정

∙자국의 역사 및 문화

에 대한 사랑 강조

M. Viroli
『공화주의』, 『For love of country』 

등

<표 5> 애국주의 탐구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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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애국주의를 3가지로 분류할 것이다. 

즉 ① 헌법 애국주의: 보편적 의무의 우선성을 인정하지만 자국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지 않는 입장, ② 민족주의적 애국주의: 

보편적 의무의 우선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국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사

랑을 강조하는 입장, ③ 공화주의적 애국주의: 보편적 의무의 우선성을 

인정하면서도 자국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분

류할 것이다.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우선 자유주의적 애국주의의 대표

자로 헌법 애국주의를 주장하는 Habermas의 입장을 분석할 것이다. 

<표2>와 같은 분류 기준 외에도, Habermas를 헌법 애국주의의 대표자

로 설정한 이유는 그가 민족주의를 대체할 정치철학으로 헌법 애국주의

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법철학적 관점에서 국가-지역-세계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Habermas가 볼 때, “세계조직이 다루는 문제는 정치적이라기

보다는 법적 속성을 갖는다. Habermas에게 있어 국가들 간의 정의는 

국제 관계의 도덕화(moralizing)가 아니라 합법화(legalizing)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정채연, 2013: 319).” 본 연구는 정치저작집 『아, 유

럽』, 『이질성의 포용』, 『분열된 서구』와 논문 「The European 

Nation State. Its Achievements and Its Limitations. On the Past 

and Future of Sovereignty and Citizenship」등을 중심으로 

Habermas의 입장과 그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비판을 살펴봄으로써 헌

법 애국주의가 가진 특징을 탐구하고, 그 장단점을 논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 애국주의가 가진 한계를 추론해 보고, Habermas의 

입장이 애국심의 토대가 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탐구할 

것이다.

  다음으로 민족주의10)적 애국주의의 대표자로 Smith의 입장을 분석할 

10)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민족과 민족주
의를 단견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민족주의는 다른 입장과 결합함으로써 다양한 
모습으로 현실에 드러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대국 입장에서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와 결
합하기 쉽고, 약소국 입장에서 민족주의는 자결주의와 결합하기 쉽다. 또한 민족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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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표2>와 같은 분류 기준 외에도, Smith를 민족주의적 애국주의

의 대표자로 설정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E. Gellner와 A. D. Smith

가 오늘날의 민족/민족주의 연구의 방향을 정립시킨 진정한 선구자 내지 

개척자라는 데 동의한다(김인중, 2014: 29).”는 점을 고려한 것이고, 또

한 Smith가 Gellner의 영향을 받은 학자로서 영속주의와 근대주의를 모

두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족류-상징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저서 『세계화 시대의 민족과 민족주의』,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등

을 중심으로 Smith의 입장과 그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비판을 살펴봄으

로써 민족주의적 애국주의가 가진 특징을 탐구하고, 그 장단점을 논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주의적 애국주의가 가진 한계를 추론

해 보고, Smith의 입장이 애국심의 토대가 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탐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의 대표자로 Viroli의 입장을 분석할 

것이다. <표2>와 같은 분류 기준 외에도, Viroli를 공화주의적 애국주의

의 대표자로 보는 이유는 그가 공화주의를 자유주의 및 공동체주의와 구

별되는 정치철학으로 정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헌법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적 애국주의 모두를 비판하고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의 중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저서 『공화주의』, 『For love of 

country』를 중심으로 그의 입장과 그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비판을 살

펴봄으로서 공화주의적 애국주의가 가진 특징을 탐구하고 그 장단점을 

논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공화주의적 애국주의가 가진 한계를 

기원과 유형은 상당히 논쟁적인 주제이다. 민족주의의 기원에 있어서는 크게 ① 민족주
의를 인간의 생물적 특성의 발현으로 보는 원초주의, ② 민족주의가 근대 이전부터 존재
했다고 주장하는 영속주의, ③ 민족주의는 근대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보는 
근대주의, ④ 민족주의의 종족적 요소와 그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는 종족-상징주의 등이 
있다(A. D. Smith, 강철구 역,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2012). 그리고 민족주의의 유형
에 있어서는 크게, 민족을 개인들의 자유로운 연합체로 보는 ① 공민적(demos) 민족주
의, 민족을 출생에 따라 결정된 운명적인 유기체로 보는 ② 종족적(ethnos) 민족주의가 
있다(장문석, 2011). 이러한 민족주의의 다양한 측면을 본 논문에서 다루는 것은 가능하
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은 논의 전개를 위해 민족주의 중에서도 영
속주의와 근대주의를 포괄적으로 탐구하는 A. D. Smith의 입장을 중심으로 민족주의적 
애국주의를 탐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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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해 보고, Viroli의 입장이 애국심의 토대가 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탐구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자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

와 시민적 덕성의 계발을 강조하는 점, 그리고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동료 시민과의 연대도 중시하는 공화주의 특징이 타국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함으로써, 공화주의적 애국주의가 다른 정치철학에 비

해 세계시민주의와 발전적 관계를 더욱 잘 맺을 수 있음을 논할 것이다. 

또한 공화주의적 애국주의는 민족주의가 없는 애국심이 존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애국주의에 관한 정치철학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셋째, Ⅳ장 ‘세계시민주의 분석 및 탐구’에서는 세계시민주의의 다

양한 입장을 정치철학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우선 아래 표와 같이 세계

시민주의를 3가지로 나눠 분석하고 세계시민주의에 관한 여러 입장의 

특징과 한계를 탐구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표 3>의 접근 방법에서 보듯이, 본 연구는 ‘㉠ 국가 주

권의 도덕적 중요성 인정 여부, ㉡ 인류에 대한 보편적 의무의 우선성 

사상적 

입장

분류 기준

(비교 분석 항목)

주요 

사상가
1차 자료

강한

세계시민 

주의

∙국가 주권의 도덕성 

불인정

∙보편적 의무의 우선

성 인정

P. Singer
『세계화의 윤리』,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 『실천윤리학』 등

약한 

세계시민 

주의

∙국가 주권의 도덕성 

인정

∙보편적 의무의 우선

성 불인정

D. Miller

「On Nationality」, 「National 

responsibility and global justice」,  

「공화주의, 민족적 정체성 그리고 

유럽」 등

온건한 

세계시민 

주의

∙국가 주권의 도덕성 

인정

∙보편적 의무의 우선

성 인정

M. C. 

Nussbaum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 

「Toward a globally sensitive 

patriotism」, 「순화된 애국심은  

가능한가?」, 『정치적 감정』 등

<표 6> 세계시민주의 탐구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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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여부’라는 2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세계시민주의를 3가

지로 분류할 것이다. 즉 ① 강한 세계시민주의: 국가 주권의 도덕적 중

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보편적 의무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입장, ② 약한 

세계시민주의: 국가 주권의 도덕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보편적 의무의 

우선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 ③ 온건한 세계시민주의: 국가 주권의 도

덕적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보편적 의무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입장으

로 분류할 것이다.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우선 강한 세계시민주의의 대표자

로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주장하는 Singer의 입장을 분석할 것이다. 

<표3>과 같은 분류 기준 외에도, 그를 강한 세계시민주의 대표자로 보

는 이유는 그가 Rawls의 만민법(Law of Peoples)처럼 국가 주권을 전

제로 한 국제적 논의를 줄곧 비판하고 하나의 세계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또한 국적이 인간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Singer의 저서 『세계화의 윤

리』를 중심으로 그의 다른 저서와 Singer에 대한 비판들을 살펴봄으로

써 강한 세계시민주의가 가진 특징을 탐구하고, 그 장단점을 밝힐 것이

다. 그리고 강한 세계시민주의가 가진 한계를 추론해 봄으로써, Singer

의 입장이 세계시민성의 토대가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약한 세계시민주의의 대표자로 Miller의 입장을 분석할 것이

다. <표3>과 같은 분류 기준 외에도, 그를 약한 세계시민주의 대표자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Miller는 세계시민주의를 약한 세계시민주의

(weak cosmopolitanism)와 강한 세계시민주의(strong cosmopolitanism)

로 구분한다. Miller에 따르면 약한 세계시민주의는 국적과 상관없이 모

든 이들을 동등하게 ‘고려(consideration)’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강한 

세계시민주의는 모두를 동등하게 ‘대우(treatment)’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Miller, 2007: 27-28). 여기서 드러나듯이 Miller는 ‘동등한(equal) 고

려’와 ‘동등한 대우’를 구별한다. Miller는 우리가 모든 아이들의 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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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동등하게 고려하지만, 자기 자녀의 안전을 위해 특히 더 노력한다

는 사례를 들어 강한 세계시민주의보다 약한 세계시민주의를 옹호한다

(Miller, 2007: 29). 본 논문은 Miller의 논문 「On Nationality」, 

「National responsibility and global justice」 등을 중심으로 그의 저

작들과 그에 대한 비판들을 살펴봄으로써 약한 세계시민주의의 특징을 

탐구하고, 그 장단점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약한 세계시민주의가 가진 

한계를 추론해 봄으로써 Miller의 입장이 세계시민성의 토대가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대표자로 Nussbaum의 입장을 분

석할 것이다. <표3>과 같은 분류 기준 외에도, 그를 온건한 세계시민주

의 대표자로 보는 이유는 그가 애국주의의 위험성을 경계하면서도 세계

시민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순화된(purified) 애국주의의 필요성을 

명료하게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Nussbaum의 입장은 강한 세계시

민주의와 약한 세계시민주의 입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Nussbaum의 입장은 애국심의 중요성을 중시하지 않은 초기 입장과 애

국심의 중요성을 중시하는 후기 입장(온건한 입장)으로 나눠지는데, 연

구자는 이 둘 모두를 살펴봄으로써 세계시민주의의 지향점을 추론해 볼 

것이다. Nussbaum의 초기 입장은 Joshua Cohen이 편저한 『나라를 사

랑한다는 것』에 실린 논문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를 통해 살펴볼 

것이고, 후기 입장은 그의 논문 “Toward a globally sensitive 

patriotism”과 2008년 한국 강연문 “Can There Be A Purified 

Patriotism?”, 그리고 저서 『정치적 감정』 등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연구자는 Nussbaum의 입장을 탐구함으로써 세계시민주의가 왜 건전한 

애국주의를 필요로 하는지에 관한 논리적‧현실적 근거들을 제시할 것이

다. 그리고 연구자는 Nussbaum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사례로서 유럽의 

정치 극우화와 인도의 종교적 폭력 사례 등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탐

색은 세계화, 자국 우선주의, 극우 포퓰리즘 등이 공존하는 시대에 한국

의 도덕과 시민교육 방향을 정립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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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Ⅴ장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 검토 및 탐구’에서

는 3가지 애국주의 입장들과 3가지 세계시민주의 입장들이 연결되는 경

우의 수를 고려하여,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 이해 관점에 따라 발생하

는 정합성 정도를 분석할 것이다. 본 논문이 연구하고자 하는 정합성(整

合性, coherence)은 ‘정합의 정도’ 다시 말해 두 입장 간의 논리적‧실천

적 결합 정도를 말한다. 그래서 두 입장의 정합도가 높다는 것은 두 입

장이 이론적으로 같다는 것이 아니라, 두 입장 간에는 논리적으로 상호 

모순된 부분이 적고, 실천적으로 경합하는 부분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정합성 검토를 위해 연구자는 구체적으로 <표 7>과 같이 애

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 간에 연결될 수 있는 조합을 9가지로 나누고, 각 

조합의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 간에 생길 수 있는 정합성 문제를 탐구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합성 탐구를 바탕으로 도덕과 시민교육에 가장 잘 부

합하는 애국주의-세계시민주의 조합을 설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할 것이

다.

   다섯째, Ⅵ장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정합

성이 도덕과 시민교육에 주는 함의’에서는 이 두 입장의 정합성이 도덕

애국주의 세계시민주의

헌법 애국주의 ⇄
강한 세계시민주의

약한 세계시민주의

온건한 세계시민주의

민족주의적 애국주의 ⇄
강한 세계시민주의

약한 세계시민주의

온건한 세계시민주의

온건한 애국주의 ⇄
강한 세계시민주의

약한 세계시민주의

온건한 세계시민주의

<표 7>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조합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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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주는 시민교육적 함의를 탐구할 것이다. 우선 연구자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애국심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역할을 공화주의적 애국주의

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 입장에서 제시할 것이다. 이 작업은 애국심 교

육과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오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이 왜 지속적

으로 실시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과

정과 교과서를 살펴보고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이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구성에 주는 함의를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

로 개선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적 역량 교육에 주는 

함의를 살펴볼 것이다. 이 작업은 두 가지로 나눠 진행이 된다. 우선 공

화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이 ‘공동체적 역량 

증진’이라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어떻게 정당화시키는지 탐구할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입장의 정합성이 ‘다문화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사

회적‧국가적 요구 사항을 교육과정 내용 요소로 반영하는데 있어 어떤 

아이디어를 주는지 탐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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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비적 고찰

  시민(citizen)이란 용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정치 공동체에 의해 권리를 

누리는 구성원의 의미로 처음 사용되었다. 근대 이전까지 시민은 일부 

계급만이 누릴 수 있는 자격이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시민은 모든 

구성원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었으며,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은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추고, 역할과 책무를 

실천하며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유네스코 

APCEIU, 2015: 14)”라는 의미를 지닌다.

  시민이 정치와 경제의 주체로 활동하는 현대 사회에서, 좋은 시민 양

성은 사회의 생존과 번영과 연결된다.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는 시민이 없는 국가는 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국과의 

경쟁에 뒤처져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면에서 영향력을 잃을 수밖

에 없다. 그래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시민교육을 통해 다양한 문제에 능

동적으로 대처하는 시민을 길러내려고 노력해왔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와 소통하며 연대하는 능력

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전 지구적으

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 시대에 전쟁, 난민, 테러, 기후 변화, 

환경오염, 경제 정의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개별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대응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전 지구적인 관

점을 가지고 세계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 능력, 실천 기술 등을 지닌 

세계시민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과 전 지구적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세계시민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은 애국심을 

기르는 시민교육과 세계시민성을 기르는 시민교육 간의 조화 문제로 이

어진다. 국익과 전 지구적 이익은 양립할 수 있지만 때로는 갈등을 빚기

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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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다.11) 그래서 본 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러한 논의에 필

요한 개념을 정립하고, 세계화 시대의 도덕과 시민교육 방향, 그리고 도

덕과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애국주의 및 세계시민주의의 관계에 대해 탐

색해 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Ⅲ, Ⅳ, Ⅴ, Ⅵ장에서 살펴볼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에 관한 논의의 밑그림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1. 국가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의 의미

1) 국가시민성과 애국심의 의미

  뉴스나 일상에서 우리는 시민성(市民性)이라는 용어보다 시민권(市民

權)이란 용어를 더 많이 쓴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시민권’의 영어 

번역은 citizen right가 아니라 citizenship이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따르면 접미사 – ship은 ① 상태‧특질, ② 지위‧신분, ③ 기술‧능력, ④ 구

성원 등을 의미한다.12) 우리가 citizenship을 시민권이라고 번역하는 이

유는 주로 한 국가에 소속된 ‘④ 구성원’으로서의 ‘② 지위’에 합당한 권

리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Giddens는 citizenship이 “특정 

국가 또는 정치 공동체 내의 개인에게 부여된 지위로서, 특정 권리와 의

무를 수반한다(Giddens‧Sutton, 2017/2018b: 456).”라고 말한다. 이처

럼 citizenship을 “사회적 지위 및 그에 수반되는 권리와 의무로 규정하

고 이것의 개념 또는 변화를 기술하는 연구는 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모경환‧임정수, 2014: 76).”

11) 심성보는 이러한 과제에 관해 “우리 사회는 지금 ‘세계주의/보편주의’, ‘국가주의/민족
주의’, ‘지역주의/풀뿌리민주주의’라는 세 사조가 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각축을 
벌이면서 불안한 긴장을 보이고 있다. 어서 평형을 찾아야 한다(심성보, 2018: 618).”고 
평가한다.

12) 옥스퍼드 온라인 영어사전, https://www.oxfordlearnersdictionaries.com/ 
definition/english/ship_2?q=-ship (검색일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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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citizenship은 시민의 ① 상태‧특질, ③ 기술‧능력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도덕교육이나 정치철학에서 논의하는 citizenship은 이러한 

의미에 관심을 둔다. 다시 말해 이때 citizenship은 “시민이라는 지위에 

기대되는 자유, 권리, 책임,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

식, 가치, 태도, 덕성의 총체(모경환‧임정수, 2014: 76).”라는 의미를 지

닌다. 이러한 자질과 역량으로서의 citizenship은 시민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13) 이러한 시민성은 시민권처럼 출생에 의해 얻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길러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citizenship의 의미 해석과 관련하여 Kymlicka는 권리와 자격을 의미

하는 시민권의 특징을 자유주의와 연결된 것으로, 멤버십과 복속을 의미

하는 시민성의 특징을 공동체주의와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Kymlicka, 2001/2008: 397). 정창우는 citizenship의 개념을 3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법적 지위로서의 협의 개념, 둘째 정치 영역에 대한 지

식과 참여 기능으로서의 중범위 개념, 셋째 사회에 대한 지식, 사회 참

여 기능, 그리고 공동선을 촉진하기 위해 공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려는 태도 및 성향의 조합으로서의 광범위 개념(정창우, 2013: 373).’

이 바로 그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시민성은 정창우가 말한 둘째 및 

셋째 개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citizenship 개념은 Heater의 설명처럼 국

가시민성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 즉 “도시국가든 국민국가든, 

공화정이든 원수정 혹은 제정이든, 역사 속에서 시민권은 국가가 개인에

게 부여하는 법적‧정치적 지위이자 개인이 국가에 바쳐야 하는 충성의 

증표였다(Heater, 2007/2007: 379).”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시민성과 

국가시민성을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시민성은 애국심을 표출할 때 가장 강하게 드러난다. 일반

적으로 ‘조국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애국심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표

13) 본 논문에서는 권리나 지위로서의 citizenship은 시민권으로 칭하고, 자질이나 역량, 
품성으로서의 citizenship은 시민성으로 칭한다. 시민권과 시민성의 개념을 모두 가지는 
경우에는 citizenship이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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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시민적 덕성으로 이해되어 왔다. 여러 맥락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애국심의 의미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위의 표에 기술된 여러 의미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애국심의 의미를 다

음과 같이 추출할 수 있다. 첫째, 애국심은 자신이 조국이라고 여기는 

정치공동체에 대한 특별한 감정(사랑, 애착심, 긍지, 충성 등)이다. 둘째, 

애국심을 가진다는 것은 조국 및 조국과 관련된 요소(동포, 정치 체제 

등)의 안녕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애국주의는 이러한 애국심에 대한 정치

철학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연구자는 ‘충성의 우선성 여

부, 애국심의 대상, 애국심을 함양시키는 요소’ 등을 논하면서 애국심에 

대한 서로 다른 정치철학적 입장을 탐구할 것이다.

2) 세계시민성의 의미

  세계화와 다문화의 심화는 ‘시민성은 곧 국가시민성’이라는 생각에 균

의미

사상가
애국심의 의미

M. S. Merry
조국(homeland)에 대한 심리적 유대감과 자부심을 길러주는 자신의 

조국에 대한 특별한 친밀감(affinity)

I. Primoratz
자신의 조국(country)에 대한 사랑, 조국과의 동일시 그리고 조국 및 

동포(compatriots)의 안녕(well-being)에 대한 특별한 염려(concern)

S. Nathanson

자신의 조국(country)에 대한 사랑(혹은 특별한 애정)과 더불어 조국

과 자신의 동일시 감정(feeling), 조국의 안녕에 대한 특별한 관심 

그리고 조국의 선(good)을 증진시키기 위해 희생하려는 자발성

최문성
국가가 지향하는 민주적 가치(자유, 정의, 민주주의 등)에 대한 충성

과 열린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민족적 긍지

<표 8> 애국심의 의미(조일수, 2017: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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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을 만들었다. 왜냐하면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국가가 사회적‧도덕적‧정
치적 차원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캐

나다의 퀘벡 지역 시민들은 캐나다 국민인 동시에 프랑스어를 쓰는 퀘벡

인으로서의 시민성을 가질 수 있다. 또 런던에서 일하는 폴란드 출신 부

모 밑에서 태어난 청소년은 자신을 폴란드인이나 영국인이 아닌 유럽인

으로 인식하고 그에 어울리는 시민성을 가질 수 있다. 즉 소수집단은 국

가시민성과는 별개의 시민성을 가질 수 있다. Heater의 표현을 빌리자

면, 단일의 국가시민성에 대한 도전은 국가 내부의 소수집단에 의해, 그

리고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기구에 의해 발생한다(Heater, 

2007/2007: 380). Heater의 지적처럼 이 경우 시민성은 하나의 개념이

나 지위가 아니라 다중적(multiple)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시민성 개

념이 다중적으로 이해된다는 것은 시민성 개념의 확대를 내포한다. 시민

성 개념이 국가 차원을 넘어 세계로 확대된다면, ‘국가 차원의 시민성’과 

‘전 지구적 차원의 시민성’을 구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요컨대 국가시민성은 개별 주권 국가에 소속된 시민으로서의 특질

을 말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세계시민성은 국가를 초월한 지구적 공동체

에 소속된 ‘세계시민’으로서의 특질을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어로 표기하는 ‘세계시민’은 영어로 cosmopolitan 

(cosmopolite) 혹은 global citizen 등으로 다르게 표기되기도 한다. 학

자들마다 이 용어를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용어의 의미를 단견

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는 견유학파가 처음으로 사용한 

cosmopolitan이란 용어에서 국가 중심 사고방식을 넘어서는 생각을 엿

볼 수 있다. 이창우에 따르면, 견유학파는 스스로를 “몇백 년 간 지속되

었던 전통적 이데올로기에 정면으로 맞서 투쟁하는 아방가드로로 이해했

다. [……] 그들의 세계시민 이념은 새로운 공동체적 삶의 이념이었고, 

이 이념을 통해 이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대변되는 고전적인

(classical) 희랍 사상을 단번에 극복하고자 했다(이창우, 2000: 186- 

187).” 다시 말해 cosmopolitan이란 용어에는 국적, 혈통, 성별 등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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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없이 모두가 국가를 초월한 ‘우주라는 세계’의 시민이라는 뜻이 담겨 

있으며, 이러한 생각은 로마제국, 중세 범그리스도교 사회, 유럽연합 등

의 근간으로 작용하였다(이창우, 2000: 185-191). 이와 달리 global 

citizen은 주로 세계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진 2000년대 이후 세계시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송경민, 2014: 486). global citizen이란 

용어에는 “지구를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고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공

동 문제를 국가 단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초

국가적인 대응 방식(송경민, 2014: 487)”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담겨 있

다. Singer는 “globalization이라는 말에는 우리가 국가 간의 연관 관계

가 더욱 긴밀해지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으며, 현존하는 민족국가

(nation-state) 개념을 뛰어넘는 어떤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함축되어 있다(Singer, 2002/2003: 32).”고 말한다. 학자들마다 세계시

민에 대한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지만, cosmopolitan은 세계를 자신의 

공동체로 여기는 소속감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하고, global citizen은 

전 지구적인 상호 연결성과 의존성 그리고 문제 해결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말하는 세계시민은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시민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세계시민성의 의미 역시 기

관이나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단견적으로 답하기는 쉽지 않

다. 하지만 우리는 아래 표와 같이 유네스코, 옥스팜, 월드비전 그리고 

여러 학자들의 개념을 살펴보면서 세계시민성의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의미
단체 혹은 저자

세계시민성의 의미

OXFAM

(1997, 2015: 

5)

세계

시민성

∙ 국가 단위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개인이 자신의 가치

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태도이자 인식이

며, 동시에 이에 대한 실천 능력

<표 9> 세계시민성의 의미

(유네스코, 2014: 9-14; OXFAM, 1997; 이성회 외, 20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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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개념 정의를 종합해보면 국가시민성과 달리, ‘세계시민성’은 

국가 단위를 초월한 전 지구적 차원의 공동체에 소속된 시민으로서의 정

체성과 소속감을 가지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자질, 태도, 

역량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성’은 전 지구적 차원

에서 인류의 상호 연결성과 미래를 생각하고,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에 

∙ 세계시민은 세계와 세계인들의 입장을 알고 이해하며, 지역 

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지구를 보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사람

유네스코

(2014: 9-14)

세계

시민성

∙ 더 넓은 지역 공동체와 전체 인류에 소속감을 더 잘 느끼며, 

지역을 세계와 그리고 국가를 국제 사회와 연결시키는 글로

벌 시선을 촉진하며, 다양성과 다원성에 대한 존중을 통해 보

편적 가치에 기반을 두면서, 시공간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

∙ 인류 공동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초국가적인 소속

감이나 연대감(유네스코 APCEIU, 2015: 15)

월드비전

(2015: 7-15)

세계

시민성

∙ 세계시민은 국적을 넘어 가장 넓은 공동체인 지구마을의 구

성원으로서 정체성을 지님, 다양성 존중, 변화하는 세상에 대

한 정확한 인지, 세계적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지니고 동참

하며 실천할 수 있는 지식, 기술, 가치와 태도를 보유한 자

정지현 외

(2015: 

323-328)

세계

시민성

∙ 세계시민은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정체성을 지닌 시민역량과 더불어 국가를 초월한 

사회의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고 세계와 소통이 가능한 세계

시민역량을 함께 보유한 사람

Hicks

(2003: 274)

세계

시민성
∙ 글로벌 공동체의 시민으로 살아가거나 이를 느끼는 것

Guo

(2014: 2)

세계

시민성

∙ 세계시민은 인간성, 지구, 집단 결정의 영향력에 대한 광범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식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시민

Noddings

(2005)

세계

시민성

∙ 경제 및 사회정의 구현, 환경보호를 통한 지구 보호, 사회 및 

문화 다양성 보존, 평화 수호

송민경

(2014: 487)

세계

시민성

∙ 인류 및 세계 간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글로벌 이슈와 문

화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를 이해하는 동기, 태도, 역량을 갖

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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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실천하려는 자질과 역량이라고 규정할 수 있

다.14)

  우리는 이러한 세계시민성이 도덕과 시민교육에서 왜 중요시되고 있으

며, 이러한 중요성이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세

계시민주의는 이러한 세계시민성에 대한 정치철학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연구자는 ‘충성의 우선성 여부, 보편적 의무 실천을 독

려하는 요소’ 등을 분석하면서 세계시민성에 대한 서로 다른 정치철학적 

입장을 탐구할 것이다.

2. 도덕과 시민교육의 특징과 방향

1) 도덕과 시민교육의 특징

  일반적으로 시민교육이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을 함양하는 교육’을 의미한다면, 도덕과 시민교육은 ‘시민으로서 

지켜야 하는 도덕을 가르치는 것(김상돈, 2009: 86)’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도덕과 시민교육의 핵심은 도덕적 시민성 함양에 있

다.

  그렇다면 도덕적 시민성은 무엇인가? 본 논문에서 말하는 도덕적 시민

성은 공동체에 속한 시민으로서 가지는 도덕적 판단 능력, 도덕적 가치 

및 태도, 도덕적 기술 및 기능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공

동선을 위해 동료 시민들과 협력하는 태도,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책

14) 이러한 개념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세계시민성은 법적 개념이 
아니라 도덕적 개념이다. 비록 우리는 공법 차원에서는 국가에 소속된 시민이지만, 도
덕적 차원에서는 전 지구적 공동체에 속한 시민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 이 점
은 유네스코와 여러 연구자에 의해 이미 제기되었다(Miller, 2007: 24; 정창우, 2010: 
248; Tawil, 2013: 5; 손경원, 2013: 281; 유네스코, 2014: 14; 김진희, 2017: 10-11; 
Kim, 2020: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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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감, 동료 시민들에게 갖는 관심‧선의‧공감‧배려로서의 시민적 친애, 부

정의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감수성과 책임감으로서의 사회적/시민적 양

심, 시민으로서 정중한 태도 및 모든 인간의 존엄함을 평등하게 대접하

려는 태도로서의 시민적 예의 및 교양(civility),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생태적 감수성 및 자연 친화적 태도(정창우, 2019a: 103)” 등

이 본 논문에서 말하는 도덕적 시민성의 구체적인 양상 혹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도덕과 시민교육은 이러한 시민성 함양을 위해 인지적 영역뿐

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 행동적 영역까지 고려하여 교수-학습을 실시하

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 쟁점을 다룰 때에도 규범적‧윤리적 관점에 근거

한 정치철학적 접근에 중심을 둔다(정창우, 2013: 381). 특히 연구자는 

사회과와 구별되는 도덕과의 특징인 ‘도덕적 감정의 계발’이 애국심 교

육과 세계시민교육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15)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감정의 영향력 자체가 매우 크

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지적으로 어떤 행동이 선하다고 판단해도 그것을 

하려는 감정적 동기가 없으면, 선뜻 그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즉 

도덕 원칙들은 공감적 감정과 결부되었을 때, 동기와 책무감을 부여받는

다(Hoffman, 2000/2011: 317). 다음으로 애국심과 세계시민성은 기본

적으로 정서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이다. 즉 애국심은 ‘조국에 대한 사랑’

을, 그리고 세계시민성은 ‘인류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생겨난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다문화된 사회에서 인종적‧문화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연대를 도모하려면 도덕적 감정의 계발이 강하게 요구된

다.

15) 사회과 역시 가치와 태도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사회
과는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이를 토대로 사회현상을 정확하
게 인식하고,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 시민으로
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교육부, 2018: 3)”라고 그 성격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
고 해서 도덕과와 사회과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교육과 교수인 설규주는 “가
치 및 태도 영역에 대한 접근 방식의 측면에서 볼 때, 도덕과가 상대적으로 바람직한 
가치의 내면화에 좀더 초점을 맞춘다면, 사회과에서는 가치에 대한 분석을 보다 강조하
는 편이다.”라고 본다(설규주, 2011: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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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도덕과 시민교육은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를 특징으로 한다. 표

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보편성은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

는 성질”을 의미하고, 특수성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과 다른 성질”

을 말한다. 사전적 정의로만 보면 그 의미가 상반되지만, 도덕과 시민교

육에서는 이 두 가지 단어의 의미를 아래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기 때

문에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도덕적 시민교육의 ‘보편성’은 인간의 시민적 본성, 정치적 본성, ‘특정 국가가 
아니라 국가 자체’의 본질, 바람직한 혹은 이상적인 국가, 바람직한 혹은 이상
적인 사회, 바람직한 지배자 혹은 정치인, 바람직한 공직자, 바람직한 시민의 
덕 등 말 그대로 시민적 삶에 필요한 도덕 규범의 보편성에 근거한다. 아울러 
도덕적 시민교육의 ‘특수성’은 자신이 속한 사회‧국가‧민족에 대한 애착심, 자신
의 국가의 정치 이념에 대한 신념과 애착심, 자신이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규
범에 대한 이해와 존중 및 수용, 자신의 국가‧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와 자긍심, 자신의 국가를 바람직한 국가로 만들려는 노력, 자신의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민의 덕 등 특정 국가의 시민으로서 바람직한 삶에 필요한 도덕 
규범의 특수성에 근거한다(김상돈, 2009: 85-86).

  마치 ‘이상과 현실’이 서로 상반되지만 이상은 현실을 통해 드러나고 

현실은 이상을 기준 삼아 발전해나는 것처럼, 도덕과 시민교육에서의 보

편성과 특수성의 관계도 이와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이미 

한국의 도덕과 시민교육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교과 

성격을 규정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도덕교과의 

성격을 “한국인, 나아가 세계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세계화로 인한 다중적 시민성의 등장은 이러한 보편성과 특수

성의 조화를 더욱 비판적인 잣대로 보게 만들었다. 그 결과 “교과의 성

격을 밝히는 데 있어서 ‘한국인’이라는 개념은 국가주의적 편협성 내지 

이데올로기적 무비판성을 둘러싸고 윤리‧도덕의 보편성 및 특수성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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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2007 교육과정 이후에 삭제되었다(강두호, 

2017: 40).”16)

  그러다가 2015 교육과정에는 다시 “도덕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이

라는 중첩된 인간상을 지향점으로 삼아 21세기 한국인으로서 갖추고 있

어야 할 인성의 기본 요소인 핵심 가치를 확고하게 내면화(교육부, 

2015: 3)”한다는 내용을 교과 성격에 명시하고 있다. 교과 성격에 대한 

교육과정의 규정을 연혁별로 보면, ‘한국인’은 보편성과 특수성 논쟁 여

하에 따라 삽입과 삭제를 반복해왔다.

  연구자가 보기에 도덕과 시민교육에 있어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는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보편성과 특수성은 발전적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도덕적 시민’이라는 보편성은 현실에서 ‘특정 국가의 시

민’이라는 특수한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정 국가의 시민

은 도덕적 시민이라는 보편성을 준거로 삼아,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

고 보다 바람직한 삶을 추구한다. 즉 보편성과 특수성의 공존과 조화는 

당위적으로 요청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추후 교육과정에서 ‘한국인’ 

표현을 둘러싼 논쟁은 불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성과 특수성의 공존과 조화는 본 논문이 다루는 애

국심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세계시민이라는 

이상도 현실에서는 특정 국가의 시민이라는 특수한 삶을 통해 나타날 수

밖에 없고, 특정 국가의 시민은 세계시민의 이상을 통해 스스로를 성찰

하게 된다. 유네스코의 슬로건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

동하라(유네스코, 2015: 29).”처럼 애국자의 삶과 세계시민의 삶은 정합

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라는 주장’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자국 우선주의가 갈등하는 오늘날 현실에서도 정말 적절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실제 현실에서도 애국심과 인류애의 조화가 요

16) 2007‧2009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인’이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 사회’라는 표현을 사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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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구자는 다음 항에서 세계화를 

이해하는 3가지 입장과 Rodrik이 제시한 트릴레마(trilema) 분석을 통

해, ‘애국심 교육이 세계화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한가’,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포퓰리즘이 부상하는 시대에도 세계시민교육이 여전히 필요한

가’, 그리고 ‘애국심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가’

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이러한 탐구는 도덕과 시민교육의 방향 정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세계화 시대의 도덕과 시민교육 방향

 세계화를 이해하는 3가지 입장과 도덕과 시민교육 방향

  세계화는 각국의 시민교육이 자국만 고려하지 말고 전 지구적 차원까

지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1990년대부터 상기시켜 왔다(김왕근, 

1999: 47). 한국 역시 90년대 이후 이러한 고민을 해왔으며, 앞서 언급

한 것처럼 7차 교육과정부터 정규 교과(주로 도덕, 사회 등)를 통해 세

계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화라고 부르는 현상을 모두가 동일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소수 사람들은 상호 연결성 및 의존성의 증대가 단선적으

로 이루어져 세계가 하나의 세계 공동체로 수렴한다고 보는 반면, 다수

는 세계화가 각국에 혼란 혹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본다. 세계화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시민교육의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와 관련 있다. 그

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화를 바라보는 주요 관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도덕과 시민교육의 방향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를 바라보는 입장은 학자들마다 다양하지만, 우리는 다음 표와 

같이 3가지 입장으로 세계화를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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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① ‘초세계화(hyper-globalization)론’은 세계화가 전 지구적 

무역을 통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입장

이다. 예를 들어 “시장의 힘이 정부보다 더 강력한 세계인 국경 없는 세

계로 이끌 것”이라는 주장이나, 세계화는 “정부의 중요성이나 영향력이 

약화되는 글로벌 시대가 도래하는 신호”라는 주장이 이에 해당된다

(Giddens‧Sutton, 2018/ 2018; 164-165). 이러한 초세계화론의 입장에 

따르면, 세계화 시대의 국가는 더 이상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국가의 운

명을 통제할 수 없고 불안정한 금융시장, 국경을 초월한 테러 조직 등에 

휘둘리게 된다.

입장

항목

초세계화론자
(Ohmae 1990, 1995; 

Albrow  1997)

회의론자
(Boyer ‧ Drache 1996; 
Hirst 1997; Hirst ‧ 
Thompson 1999)

변형론자
(Sassen 1991; Rosenau 

1997)

무엇이 

새로운가?
글로벌 시대

무역 블록, 이전 

시기보다 약해진 지역 

거버넌스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의 지구적 연결도

지배적인 

양상은?

글로벌 자본주의, 

글로벌 거버넌스, 

글로벌 시민사회

세계는 1890년대보다 

상호 의존적이지 않음

‘두터운’(내포적이

고 포괄적인) 세계화

국가의 힘은? 쇠퇴 또는 침식 증진되거나 재강화 재구성, 재구조화
세계화 

추동의 힘은?
자본주의와 기술 정부와 시장 근대화의 복합적 힘

계층 패턴은? 舊 위계질서의 침식 남반구 주변화가 증진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
지배적 모티브는? 맥도날드, 마돈나 국익 정치 공동체의 변환

세계화의 

개념은?

인간 행위 틀의 

재구성으로서의 

세계화

국제화와 

지역화로서의 세계화

지역 간 관계와 원거리 

행위의 재구성으로서의 

세계화
역사적 

궤적은?
세계 문명

지역 블록/문명의 

충돌

불명확, 세계적 

통합과 파편화

주장의 요약 국민국가의 종언

국제화는 정부의 

승인과 지원에 달려 

있음

세계화는 정부 권력과 

세계 정치를 변화시킴

※ Held et al. 1999: 10; Giddens‧Sutton, 2018/2018: 163에서 재인용

<표 10> 세계화를 이해하는 세 가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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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초세계화론 입장에서 볼 때 세계화는 곧 신자유주의의 확대로

서, 경제 분야가 주도한 세계화가 다른 분야를 잠식하는 형태로 이해된

다. 초세계화론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으며, 역사의 방향은 국민국가의 쇠퇴로 향한다고 본다. 이 때문

에 이들은 국가가 나서 이러한 흐름을 통제하기보다는 세계 시장에서 경

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글로벌 인적 자원을 기르는 쪽을 선호하게 된다. 

그래서 이 입장에서는 국가 차원의 공공선에 대한 헌신이나, 애국심 등

은 인재 양성보다 중요한 교육 요소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최근의 유럽 민족주의와 극우 정치는 1990년대 공산권 붕괴 

후 가속화되는 신자유주의의 확산이라는 배경 속에서 나온 초세계화론이 

과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초세계화론은 브렉시트 국민투표17) 

나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자국의 정체성 보존을 이유로 주권을 

강화하고 유럽헌법 제정을 거부한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유럽 

각국의 정치에서는 영국독립당(UKIP)처럼 反이민‧反난민 정책을 추구하

는 극우정당들이 점점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장명학, 2017: 

309-319). 아래 표는 이러한 극우정당들이 점진적으로 영향력(지지율)

을 확대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연도

지지율

[그림 2] 서유럽의 급진적 극우정당의 부상 현황(1980-2016)

(출처: Milačić & Vuković (2017);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4에서 재인용)

17)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를 보면 EU 탈퇴 찬성은 51.9%, EU 탈퇴 반대(잔류)는 
48.1%였다. BBC뉴스, EU Referendum Results, https://www.bbc.com/news/ 
politics/eu_referendum/results (검색일: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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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역설적으로 개별 국가가 세계화의 힘에 일방적

으로 굴복하기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중요한 행위자로 기능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유럽통합을 연구한 안병억은 “브렉시트와 도널드 트럼프

의 등장은 선진국의 반세계화 움직임이 민심으로 드러난 현상이다(안병

억, 2016: 276).”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문제는 영국이나 미국 모두 세계화의 과실이 골고루 배분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 20세기 말까지 대개 세계화 반대론자는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었다. 개도국들
은 경제성장을 위해 시장을 열었다. 다국적기업이나 자본은 이윤을 좇아 개도
국에 자유롭게 들어오거나 나가고 여기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노동자들의 
직업 안정성은 매우 낮아졌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는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세계화 반대 목소리가 점차 높아져왔다. [……] 영국의 경우 다
른 EU 회원국보다 경제위기의 와중에 경제성장률이 높았다. 하지만 영국 보수
당 정부는 경제위기로 직업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별반 신경을 쓰
지 않고 오히려 허리띠 졸라매기에 열중했다(안병억, 2016: 273).

  세계화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 모두로부

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부작용을 줄이려는 노력 없

이 세계화가 심화된다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은 물론이고, 한 

국가 안에서도 경제적 계급에 따른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나친 세계화가 반세계화 움직임을 추동하고 이에 편승하는 인기 영합

적인 포퓰리스트 정당이 여러 국가에서 세력을 확대”할 것이다(안병억, 

2016: 275). 극우 정당들 다수가 편협한 민족주의‧인종주의‧애국주의를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극우 정당의 성장은 세계

시민성의 함양을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은 도덕과 시민교육이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건전한 애국심 교

육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세계화가 강화되

더라도, 국가를 국제사회의 주요 활동 주체로 인정하고 이에 맞게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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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혈연, 인종 등과 같은 자연적 요

소에 국한된 편협한 애국관에서 벗어나 보편적‧민주적 가치나 제도를 존

중하는 애국심 교육이 필요하다. 만일 건전한 애국심이 부재한 틈을 타

서 극우주의와 같은 왜곡된 애국주의가 만연하게 되면 평화헌법 9조를 

바꾸려는 일본처럼 타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두 번째, ② ‘회의론’은 세계화라고 불리는 현상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기 때문에 과장해서 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의론자들에 따르

면, ‘현대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전대미문의 것이 아니며, 19세기 

세계 무역과 투자에 관한 통계를 보면 오늘날의 세계화는 국가 간 상호 

교류 강도에서 과거와 차이가 있을 뿐’이다(Giddens‧Sutton, 2018/ 

2018: 165). 회의론자들은 NAFTA, EU처럼 ‘무역 블록의 등장과 같은 

세계 경제 내에서의 지역화는 세계 경제가 덜 통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Giddens‧Sutton, 2018/2018: 165)’. 이들은 대부분의 

무역이 유럽, 아시아-태평양, 북아메리카 이 세 지역 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정으로 세계화라고 부르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회의론자들

이 볼 때, 최근의 상호 연계성 증대는 단일한 세계를 구성할 정도로 충

분하지 않으므로,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표현보다는 국제화

(internationalization)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회의론의 입장에 따르면 ‘정부가 경제 활동을 규제하고 조정하며 무역 

협정과 정책들을 통해 경제 자유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국가가 여전히 국

제 관계에서 핵심적인 정치 행위자이다(Giddens‧Sutton, 2018/2018: 

165).’ 또한 회의론은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견해와 유사하게, 국제사

회를 문명의 충돌 속에서 각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장으로 

본다. 그래서 회의론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국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 목표이며, 반대로 전 지구적 차원의 

협력과 문제 해결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교육 요소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회의론자들의 주장은 주로 경제적 측면에 기초하고 있다. 즉 

그들은 100여 년 전과 비교할 때 무역의 상호의존성이 과거보다 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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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대를 국경 없는 글로벌 시대라고 보는 것은 

과장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무역 블록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가

져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만 놓고 봐도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

족하다. 왜냐하면 금융위기는 각국의 강한 의존성을 증명하였고, 각국이 

가지고 있다고 여겼던 경제 주권의 허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알려진 

것처럼 2008년 당시 미국에서 만든 대출 상품(서브 프라임 모기지

sub-prime mortgage)이 파생 상품으로 둔갑하여 전 세계로 판매되었

고, 대출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늘어나자 연쇄적으로 신용 경색이 발생

하여 미국, 유럽, 중국, 호주 등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당시 금

융위기로 어려움을 겪은 유럽의 각국은 EU집행위원회를 통해 경기부양

책을 마련하여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서영수, 2009: 63). 이러한 글

로벌 금융위기는 다시 2009년 경기 불황을 낳았으며, 경기 불황에 빠진 

국가 중 일부는 EU와 IMF에 구제금융 형태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

었다. 하지만 구제금융을 요청한 국가는 긴축 정책을 통해 부채 수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EU나 IMF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한국의 경우에서처럼,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도 자국의 재정 정책을 타

율적으로 제한받게 된다. 미국 및 유럽과 동일한 지역경제블록에 속하지 

않은 중국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대외수출에 혼란을 겪은 것

이나, 국제기구의 통제를 받는 국가의 현실을 보면, 국가 간의 상호의존

성을 부정하는 회의론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회의론은 1990년대를 배경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현재 IT기기의 

보급과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Fukuyama에 

따르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 활동의 한 부분으로서의 

국제무역과 국제투자를 1세기 전과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지만, 현대적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이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세계를 

통합시켜가고 있다(Fukuyama, 2000/2006: 31).” 예를 들어 아래 표에

서 보듯이 2019년 현재 전 세계의 인터넷 보급률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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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출처 : Internet Usage and World Population Statistics estimates in March 31, 2019. 

www.internetworldstats.com, 검색일 : 2019.04.30.)

  위 표를 보면 비서구권 지역인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중동

에서 인터넷 사용 관련 비율은 통념보다 높다. 예를 들어 인터넷 보급률

을 보면 아프리카 35.9%, 아시아 50%, 라틴 아메리카 66.6%, 중동 

65.8%이고, 인터넷 사용자의 전 세계 비율을 보면 아프리카 10.9%, 아

시아 50.4%, 라틴 아메리카 10.1%, 중동 3.9%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인터넷 사용 증가율이다. 지난 20년 동안 아프리카 10,402%, 아시아 

1,817%, 라틴 아메리카 2,345%, 중동은 5,076%가 증가했다. 이러한 인

터넷 사용 증가율을 세계화의 척도 중 하나로만 본다면 지난 20년의 세

계화 속도는 놀라울 정도다. 이러한 인터넷 환경의 변화는 재화 거래를 

중심으로 세계화를 파악한 회의론의 주장이 지닌 시대적 한계를 잘 보여

준다.18)

18) 인터넷 이용률이 높다고 해서 지역 사회와의 유대가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1990년대 
토론토 외곽의 네트빌 지역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 이용자가 비(非)이용자보다 이웃과의 

WORLD INTERNET USAGE AND POPULATION STATISTICS. MARCH, 2019

World Regions
Population

 ( 2019 Est.)

Population

 % of 

World

Internet Users

 25 Mar 2019

Penetration

 Rate

(% Pop.)

Growth

 2000-2019

Internet

 Users %

Africa 1,320,038,716 17.0 % 474,120,563 35.9 % 10,402 % 10.9 %

Asia 4,241,972,790 54.7 % 2,190,981,318 51.7 % 1,817 % 50.4 %

Europe 866,433,007 11.2 % 718,172,106 82.9 % 583 % 16.5 %

Latin America / 

Caribbean
658,345,826 8.5 % 438,248,446 66.6 % 2,325 % 10.1 %

Middle East 258,356,867 3.3 % 170,039,990 65.8 % 5,076 % 3.9 %

North America 366,496,802 4.7 % 326,561,853 89.1 % 202 % 7.5 %

Oceania / 

Australia
41,839,201 0.5 % 28,437,577 68.0 % 273 % 0.7 %

WORLD TOTAL 7,753,483,209 100.0 % 4,346,561,853 56.1 % 1,104 % 100.0 %

<표 11> 세계 인터넷 사용 및 사용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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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③ ‘변형론’은 기존의 질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지만 세

계화가 국내와 국외를 나누는 기존 경계와 질서를 변형시키고 있다는 입

장이다. 변형론에 따르면 국가는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초국적 기업, 국

제시민단체(INGO), 국제기구 등에 대응해 주권을 재구성하고 있지만, 시

민들은 더 이상 국가 중심적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Giddens‧Sutton, 

2018/2018: 165). 변형론자들이 볼 때, 세계화는 상호 간 영향력과 변

화의 대상이 되는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과정이며, 다방면적으로 심지어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경향을 수반하는 모순적인 방식으로 발전한다

(Giddens‧Sutton, 2018/2018; 165-166). 예를 들어 세계화는 어떤 도

시를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어떤 도시는 쇠퇴시키기도 한다. 또 세계화

는 민족주의적 감정을 감소시키기도 하지만, 민족주의 감정을 강화하기

도 한다(Jones, 2010/2012: 74-75).

  변형론은 기존의 국가 권력을 인정하면서도 세계화로 인해 국가 권력

이 재구성되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브렉시트 사태와 세계화 현상

을 모두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이해는 세계화가 근대성의 연속

이라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다. 변형론자로 분류되는 Giddens는 세계화

가 근대성의 연속, 즉 세계화가 17세기 유럽에서 등장한 근대화 현상의 

확장이라고 본다.

  이러한 변형론적 관점은 우리에게 세계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요

구한다. 다시 말해 국가와 시민들은 세계화를 통제 밖에서 벌어지는 불

가피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세계화의 복잡한 조건에 더 적극적이고 외부 

지향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상호 연결성의 증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문화적으로도 종속당할 수 있으며, 거꾸로 반동적인 권위주의

가 기승을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족국가nation-state는 세계

주의globalism와 지역주의localism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전에

는 글로벌과 로컬의 결합인 ‘glocal’을 선호하였으나 지금은 글로벌, 내

유대 관계가 더욱 높았다(Rodrick, 2011/2011: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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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널, 로컬의 결합으로서 ‘glonacal’이라고 명명됐다. 글로벌과 로컬을 

매개하는 권력의 중심에 있는 국가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심성보, 

2018: 618).”

  변형론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볼 때 도덕과 시민교육은 국가시민성과 

세계시민성 모두를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세계화가 만들

어내는 세계주의가 관용과 민주주의를 낳을 것이라는 바람도 정당하지만 

바로 그 세계화가 현재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유지하는 제도들의 한계나 

약점을 노출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Jones, 2010/2012: 82). 그렇기 

때문에 도덕과 시민교육은 건전한 국가시민성을 가진 시민을 길러 자국

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건전한 세계시민성을 가진 시민을 길

러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자

국 우선주의와 세계화가 공존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도덕과 시민교육의 

방향은 애국심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조화를 지향해야 한다.

 세계 경제의 정치적 트릴레마 상황과 도덕과 시민교육 방향

  세계화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입장은 복잡하

고 논쟁적이다(홍익표‧진시원, 2009: 129-131). 어떤 이들은 세계화가 

민주주의를 발전‧확산시킨다고 주장하고, 어떤 이들은 반대로 세계화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긍정적으

로 보는 대표적인 입장은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주된 근거는 ‘세계화가 경제적 비효율성과 정치적 억압의 근원이었던 국

가주의를 추방하고 시민사회를 활성화시켰으며, 정치 영역에서 시장 원

리를 강화시켜 시민들에게 선택의 자유와 권력을 부여했다(홍익표‧진시

원, 2009: 129).’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시장 원리의 입장에서 정치

를 바라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다시 말해 이들은 국가의 

책임을 불필요한 규제로 여기거나,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정치적 참여의 

토대를 훼손시킬 수 있음을 간과한다. 더군다나 경제적 세계화가 민주주

의 국가 내의 노동자 계급을 붕괴시켜 정당 정치가 작동하기 어려워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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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포스트 민주주의(post-democracy) 현상이나, 세계화에 대한 불

만을 자양분 삼아 성장하는 극우 포퓰리즘 등을 고려할 때 신자유주의자

들의 주장을 비판 없이 수용하기는 어렵다.

  신자유주의 입장과 달리 일군의 정치․사회학자들은 세계화를 민주주의

의 위협으로 여긴다.19) 그 주된 이유는 세계화를 확산시키는 시장의 힘

이 공적 영역까지 지배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경제학자인 Rodrik 역시 

세계화의 강화가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세계 경제의 정치적 트릴레마(trilemma)라고 부르고 세계화에 대

한 시민들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Rodrik, 2011/2011). 연구자는 

Rodirk의 트릴레마 분석이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더 잘 설명하고 있으

며, 시대 상황에 대한 그의 분석을 고려할 때 애국심과 세계시민성 모두

를 고려한 시민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Rodrik이 말하는 세계 경제의 정치적 트릴레마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세계화가 초래한 ‘삼자택이(三者擇二)’의 딜레마를 말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 주는 세계적인 경제 통

합, ㉡ 국민국가의 자결권, ㉢ 민주적으로 결정되는 공공 정책, 이 세 가

지를 모두 원하지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가질 수는 없고 기껏해야 

셋 가운데 두 가지만 같이 가질 수 있다(Rodrik, 2006: 251).” 아래 그

림은 이러한 Rodrik의 입장을 표현한 것이다.

하이퍼글로벌라이제이션

(깊은 경제 통합)

민주주의국민국가

황금구속복20)

(워싱턴 컨센서스)

글로벌 거버넌스

브레턴우즈 타협

[그림 3] 세계 경제의 정치적 트릴레마(Rodrik, 2011/2011: 293)

19) Z. Bauman, U. Beck, D. Held 등의 정치•사회학자들은 세계화가 민주주의를 위협하
고 있다고 비판한다(Assheur • Perger 편, 2000/2006).

20) T. Friedman이 제시한 것으로, 모든 나라가 굴복해야만 하는 규칙(자유무역, 자유 자
본 시장, 자유 기업, 작은 정부)을 말한다(Rodrik, 2011/2011: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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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drik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만일 세

계화된 경제 통합을 국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했다고 하자. 이 경우에 시

민들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자고 다수결로 결의해도 국가는 WTO 규정

에 복종해야 한다. 즉 공공 정책을 결정할 때 시민들의 민주적 의사 결

정이 아니라 WTO 규정이 우선시 된다. 다른 한편, ② 세계화된 경제 통

합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했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 T. Friedman

이 지적한 것처럼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평균 임금이 상승할수록 국가가 

취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의 범위는 위축된다. 왜냐하면 국가는 다국적 기

업이 해외로 이전할까봐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21) 마지막으로 ③ 국민국

가의 자결권과 민주적 공공 정책을 실현하려면 세계화된 경제 통합을 온

전히 수용할 수 없다. 다국적 기업과 자본은 국가의 개입보다 시장의 자

유를 더욱 선호하기 때문에, 자본을 규제하려는 국가나 노동자의 권익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에 투자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Rodrik이 말하는 트릴레마 상황에서 각국은 어느 하나를 포기하게 된

다. 눈앞에 보이는 경제 성장을 포기하는 어렵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자

발적으로 세계화된 경제 체제를 수용하는 방향을 선택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민주주의는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Rodrik의 논의가 주는 

우려도 이와 같다. “세계화가 개별 주권국가의 정책에 따른 결과라는 점

에서 세계화와 주권국가 체제가 양립 불가능하다고 전제할 근거는 없으

며, 세계화에 따른 국가 자율성의 제약은 엄밀한 의미에서 시민의 동의

에 기초하여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의 제약, 즉 민

주주의의 제약을 의미한다는 것이 이 논의의 골자이다(배병인, 2018: 

18).”

21) 예를 들어 한국은 무역 규모가 약 세계 11위에 달하지만 2018년 초 GM 사태에서 보
듯이 외국계 업체의 생산 투자 중단으로 인해 경제 위기를 겪었다. 이 당시 한국 정부
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산업은행을 대리인으로 삼아, 초국적 기업인 GM과 지루한 
협상을 벌여야 했다. 이는 국민의 지지를 통해 정권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가 글로벌 경
제에서 겪는 경제적 주권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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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민주주의의 쇠퇴는 무슨 문제를 초래하는가? 민주주의는 시민

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A. Sen

이 말했듯이 투표, 비판, 항의 등 시민의 정치적 권리 행사는 정부가 국

민의 기본적 욕구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적절한 공공 활동을 담당하게 

만든다(Sen, 1999/2008: 141-148). 그래서 민주주의 쇠퇴는 정치 참여

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축소시켜 건전한 시민성 함양을 방해한다. 문제

는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증가가 일으키는 부작용이다. 사람들은 정

치에 대한 관심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신의 경제적 문제에는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사람들의 불만을 증대시킬 때, 주류 

정치가 이러한 불만을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사회

적 소수자나 외부 세력에게 그러한 불만을 전이시키게 된다. 이것은 건

전한 애국심의 훼손 즉 동료 시민에 대한 존중과 연대 의식을 파괴하여 

편협한 민족주의나 극우 포퓰리즘이 확산되는 원인이 된다. 한병철 역시 

다음과 같이 이러한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의 창시자인 알렉산더 뤼스토우는 이미 신자유주의적 시
장법칙에만 맡겨지면 사회는 반인간적으로 변하고, 사회적인 배척을 야기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그는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산출하는 “생명정치
vitalpolitik”로 신자유주의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자유주의를 이 생명정
치로 교정하지 않으면 불안과 두려움에 좌우되는 대중이 생겨날 것이며, 이들
은 민족주의적, 국수주의적 세력들에 쉽게 포섭된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
움이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 바뀐다. 자신에 대한 걱정은 외국인에 대한 
증오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증오로도 표현된다. 두려움의 사회와 증오의 사
회는 서로가 서로의 조건이다(한병철, 2016/2017: 24-25).

  그렇다면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산출할 뿐만 아니라, 국수주의적 문제

에서 벗어나려면 도덕과 시민교육은 어떠한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가? 연

구자는 애국심과 세계시민성의 상호 발전적 관계를 고려한 시민교육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애국심 교육을 통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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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적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선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때 민주주의

가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시민교육은 이러한 민주주의 발전을 토

대로 민주적 가치를 확장시킴으로써 인류애의 실천을 도울 수 있다. 따

라서 도덕과 시민교육은 애국심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유기적으로 실시

하여 균형 잡힌 시민성을 기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이 연구하고자 하는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3. 교육과정에서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관계

  본 절에서는 교육과정이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관계를 어떻게 설

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이 작업은 애국주의

와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도덕과 시민교육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우선 2007 

‧ 2009 ‧ 2015 교육과정에 기재된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상호 관

계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7 ‧ 2009 ‧ 2015 교육과정을 살펴보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2007 교육과정부터 『윤리와 사상』과목에 

세계시민주의가 내용 요소로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는 『시민윤리』과목에 세계시민주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둘째, 2007 ․ 
2009 교육과정 『윤리와 사상』 내용 요소에 애국심과 세계시민주의의 

조화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2007 ‧ 2009 ‧ 2015 교육과정을 

연혁별로 모두 살펴봄으로써 교육과정의 변화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아래 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표 12>는 애국주의와 세

계시민주의 상호 관계에 대한 교육과정과 해설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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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항목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상호 관계 내용

2007

개정

필요성

• 2007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① 종래의 정치 사회화나 국가

주의적인 관점보다는 세계시

민으로서 지구촌의 도덕적 

문제를 다룰 줄 아는 인간으

로 육성해야 함(교육인적자

원부, 2007 교육과정 해설서: 

9).

② 초･중･고 교사들 모두 2007

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좀 더 강조해야 할 

것으로 대다수(응답자의61.6 

%)가 ‘세계시민으로서의 보

편 윤리’라고 응답함(교육

인적자원부, 2007 교육과정 

해설서: 14).

• 민족주의와 세계주의 주제 

설정의 취지

: 이 주제는 이론적인 차원에

서 상호 대립적인 이해관계

를 가질 수 있는 민족주의와 

세계주의가 구현 방법에 따

라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

임. [……] 민족을 으뜸으로 

여기는 민족주의는 민족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

이 되기도 하지만, 지나친 

편협성은 오히려 개인의 희

생과 세계에 대한 위협을 불

러올 수 있음. [……] 따라서 

한 국가의 국민, 한 민족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동시에 세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류 공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

실을 깨닫게 하는 데 이 주

제의 목적이 있음(교육인적

자원부, 2007 교육과정 해설

서: 126).

• 고등학교 교육목표

: 마. 국가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시민으로

서의 의식과 태도를 가짐(교육인적자원부, 2007-79호, 별책1).

상호 관계

• 윤리와 사상 - 주요 교수･학습 내용

: 민족과 국가의 중요성을 개인의 삶과 발전의 관점에서 파악하

되, 지나치게 편협한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는 세계평화와 인류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함. 따라

<표 12> 교육과정별 애국심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상호 관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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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민족 및 민족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애국심, 세계화, 세계시

민주의 등에 대한 개념이 이론적으로 설명되어야 하며, 이러한 

개념들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소홀하게 취급되었을 때에 발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양한 사례와 토론을 통하여 내

면화할 수 있어야 함(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육과정 해설서: 

126-127).

• 윤리와 사상 -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 첫째, 지나친 자민족 중심주의나 국가주의는 경계되어야 하겠지

만, 국가에 대한 헌신은 어느 나라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며,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추구하는 이념은 여전히 인류 역사에

서 의미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음. 둘째, 세계화에 대

한 학습 과정에서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균형 있게 

교수하되, 특히 부정적 측면에 편중되지 않게 설명될 필요가 있

음(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육과정 해설서: 127).

2009

개정

필요성

• 추구하는 인간상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 글로벌화가 가속화될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은 이러한 세계

의 추세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세계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갖추어 나가야 함. 세계시민으로서 우리

가 누려야 할 것을 당당하게 누림과 동시에 지구 공동체의 문

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 배려와 나

눔을 실천하는 태도를 길러야 함. 우리나라가 점차 발전하여 선

진국 대열에 올라서게 되면, 이러한 지구촌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배려와 나눔의 자세는 더욱 필요하게 될 것임(교육과학기

술부, 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24).

• 고등학교 교육 목표

⑷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과 태도를 기름(교육과학기술부, 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

설 총론: 27).

상호 관계

• 국가/민족 윤리(고등학교 도덕) 집필기준

: 국가적 정체성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간에 균형과 조화를 

찾을 수 있도록 기술함(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과정 도덕과 

교과서 집필기준: 7).

• 애국심(고등학교 도덕)집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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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위 표를 살펴보면서 애국심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다음

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2007 교육과정 이전부터 세계시

민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다. 615명의 도덕 교사를 대상으로 실

시한 조난심의 연구에 따르면, ‘도덕과 교육과정 성격’ 항목에서 한국인

으로서의 특수윤리를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37.9%)보다 세계시민으로서

의 보편 윤리를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61.6%)이 훨씬 더 많았다(조난심 

: 맹목적·배타적 애국심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가리는 분별력 

있는 애국심을 기술함. 또한 애국심은 자연적으로 생기기도 하

지만,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기술함. 

애국심과 세계시민 사상이 대립되지 않고 조화될 수 있도록 기

술함(교육과학기술부, 2009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 14).

2015

개정

필요성

• 추구하는 인간상 -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 교육받은 사람은 ‘더불어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더불어 사

는 사람은 공동체 의식과 민주 시민 의식을 갖춘 사람이며, 보

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학교는 학생

들이 공동체 의식과 민주 시민 의식을 가지고 세계시민으로서 

살 수 있도록,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

치와 태도를 가르치며 또한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

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음. 

특히 오늘날의 지구촌 사회에서는 인류의 발전을 위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교육부, 

2015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35).

상호 관계

• 고등학교 교육목표

(4)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

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름

(교육부, 2015 교육과정 고등학교 총론 해설 : 191).

• 시민과 시민의 덕(윤리와 사상) 집필기준

: 애국심에 관하여 공화주의의 대승적․자발적 사랑, 자유주의의 헌

법 애국주의, 민족주의의 애국심 등을 비교하여 기술함(교육부, 

2015 교과서 집필기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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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05: 61). 이러한 설문 결과는 그 동안 도덕교육이 국가 중심의 정

치 사회화를 강조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애국심 교

육이 국가주의적 시각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둘째, 교육과정은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가 조화를 이룰 수 있지만 

대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이 둘을 조화시켜야 한

다는 의도를 밝혀왔다. 예를 들어 2007 교육과정은 “세계주의와 나라 

사랑, 민족 사랑 정신이 상호 보완되었을 때의 긍정적 결과(교육부, 

2007: 56)”에 대한 탐구를 내용 요소로서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09 교

육과정 집필기준은 “애국심과 세계시민 사상이 대립되지 않고 조화될 수 

있도록 기술(교육부, 2009b: 14)”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유의사

항은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가 대립적인 것처럼 오해하기가 쉬우므로, 

이 둘의 관계를 논리적‧체계적으로 이해시킬 필요가 있음을 방증한다. 연

구자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정합

성 탐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

가 이론적‧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현실에서 실천할 때 경합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애국심에 대한 강조가 2007 교육과정

부터 2015 교육과정으로 올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맹목적 애국심

에 대한 경계가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5 교육과정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만, 

2007 교육과정에 등장했던 ‘민족과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숭고함’

이나, 2009 교육과정에 등장했던 ‘충성과 호국 정신의 숭고함’과 같은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5 고등학교 도

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애국심’, ‘나라 사랑’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대신, 집필기준을 통해 헌법 애국주의, 공화주의적 애국주의, 민족

주의적 애국주의를 탐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교육부, 2015b: 66). 이

것은 애국심에 대한 정치철학적 접근이 강화된 것이며, 또한 민족주의 

이외에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라고 하는 다른 관점에서 애국심을 성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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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맹목적 애국심 경계와 애국에 대한 

정치철학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시민교육의 중심이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포퓰리즘의 확산과 민주주의의 쇠퇴 

속에서 시민적 연대를 회복하기 위해 애국심은 더욱 요청되며, 애국심 

고취를 위한 정서적 접근은 여전히 유용하다. 따라서 도덕과 시민교육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넷째,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상호 보완 관계에 대한 정초가 

2015 교육과정에서 등장하고 있다. 2015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는 “공

동체 의식과 민주 시민 의식을 가지고 세계시민으로서 살 수 있도록[목

적],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르

치며[수단]22) (교육부, 2017: 35)”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아래 표와 같이 애국주의-민주주의-세계시민주의의 관계를 적극적 차원

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건전한 애국심이 있어야 동료 시민에 대한 연대감이 증진될 수 있고 

정치 참여에 적극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숙한 민주주의 토대에

서 세계시민성의 실천이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영향은 반대 

방향으로도 미칠 수 있다. 즉 세계시민주의는 전 지구적 차원으로 이해

22) [목적], [수단]은 연구자가 삽입한 것임.

수단 목적

‘지역’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태도 함양

공동체 의식을 

가짐

(ex. 연대감)

↘
세계시민

으로서 생활

(지구적 배려와 

호혜성 실천)

‘국가’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태도 함양

(ex. 애국심)

→
민주 시민의식을 

가짐

(ex. 정치 참여)

↗
‘세계’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태도 함양

<표 13> 2015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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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행동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타국을 배척하려는 애국주의의 부작용

을 경계하도록 도울 수 있고, 민주주의가 극우 포퓰리즘에 의해 훼손되

는 것을 경계하도록 도울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교육과정의 의도가 교과서 내용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

째는 교과서 집필의 특성상 단원을 구분해서 기술하기 때문에 애국심, 

민주주의, 세계시민주의를 별개의 내용으로 집필했기 때문이다. 단원이 

나눠지다 보니 이러한 주제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

생한다. 두 번째는 비록 모든 교과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교과서가 애국주의-민주주의-세계시민주의의 관계를 소극적 차원에서 

다루어왔기 때문이다.23) 예를 들어 2007 교육과정에 근거해 집필한 천

재교육『윤리와 사상』과 2009 교육과정에 근거해 집필한 지학사 『윤

리와 사상』은 애국주의와 세계주의의 조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

고 있다.

우리는 맹목적 애국주의와 극단적 세계주의에서 벗어나 세계주의와 애국주의를 
상호 보완하고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우선, 세계화 시대를 사는 세계시민으로
서 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한 충성만을 강조하는 편협한 애국주의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 [……] 또한 민족이나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할 정
도의 극단적 세계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 이처럼 맹목적 애국주의와 극단
적 세계주의에서 벗어날 때, 애국주의와 세계주의는 상호 보완의 가능성이 열
린다. 특히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변해 가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국내 체류 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박찬구 외, 천재교육, 2012: 275).

세계화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구촌 사회에서 우
리는 편협하거나 수단적 의미를 지닌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민족·자국가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올바른 사랑을 갖게 하

23)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자체는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상호 관계를 다루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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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초석이며, 모든 인류가 공존하고 발전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 [……] 여기
서 우리가 추구하는 애국심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가치 지향
적 애국심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세계시민주의와 조
화를 이룰 수 있는 올바른 애국심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박병기 외, 지학사, 
2014: 260-261).

  기존 교과서 서술은 편협한 애국주의와 극단적 세계시민주의에서 벗어

나야 상호 조화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입장을 말하고 있지만,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상호 발전적 관계를 정치철학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

하고 있다. 세계시민주의가 건전한 애국심을 왜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학생들은 애국심과 세계시민성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기 어렵다. 

  연구자가 보기에, 애국심은 위기 시에만 작동하는 특별한 감정이 아니

라 정의로운 정치 질서와 제도, 그리고 동료 시민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

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애국심이 발휘되어야 자신의 

이기심을 절제하고 공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포퓰리즘을 견제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울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보편적 인권을 고려하는 세계시민주의가 생활 속에서 실천되도록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과 시민교육은 애국주의-민주주의-세계시민주의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여 실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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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애국주의 분석 및 탐구

  본 장에서는 2가지 기준(인류에 대한 보편적 의무의 우선성 인정 여

부, 자국의 역사‧문화에 대한 사랑 강조 여부)에 따라 애국주의를 3가지

(헌법, 민족주의, 공화주의)로 분류하고, 각 입장의 특징과 한계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연구자는 도덕과 시민교육에 부합하

는 애국주의 입장을 도출할 것이다.

  1. 애국주의 주요 입장 비교․분석

1) 애국주의 분류

  일반적으로 애국주의는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정의된다(원준호, 

2003: 49). 영어 patriot가 ‘아버지의 땅’을 의미하는 라틴어 patria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애국주의의 원초적 모습에는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조상의 땅에 대한 자연적 사랑이 담겨 있다(심성보, 

2010: 256).

  서구에서 이러한 애국주의는 시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의미로 변천되어 

왔다. 특히 시민혁명, 민족주의, 제국주의, 식민주의, 전체주의 등과 같은 

정치적‧역사적 경험은 애국주의를 순수한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만 이해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국가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애국주의는 자

국의 입장에서는 ‘선’이지만, 적국의 입장에서는 ‘악’이 되는 양면성을 여

실히 드러내었다. 그래서 Nussbaum과 같은 학자들은 야누스 같은 애국

주의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Nussbaum, 

2013/2019: 327).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주의는 여전히 세계화 시대에

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애국주의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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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교육적으로 다뤄야 하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2가지 기준 즉 ‘㉠ 인류에 대한 보편적 의무의 우선성을 인

정하는지 여부, ㉡ 자국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지 여

부’를 적용하여 애국주의를 분류하고 애국주의의 특징을 탐구할 것이다. 

㉠과 ㉡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보편적 의무의 우선성 인정과 자국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애착이 애국주의를 비판하는 쟁점인 동시에 애국주

의 사상들의 차이점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애국주의를 3가지로 분류하고 각 입

장을 대표하는 학자의 애국주의를 살펴볼 것이다.

  위 기준에 따라 애국주의는 ① 헌법 애국주의: 인류에 대한 보편적 의

무의 우선성을 인정하고 자국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지 

않는 Habermas의 입장, ② 민족주의적 애국주의: 인류에 대한 보편적 

의무의 우선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국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사랑을 강

조하는 Smith의 입장, ③ 공화주의적 애국주의: 인류에 대한 보편적 의

무의 우선성을 인정하면서도 자국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

는 Viroli의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류에 대한 보편적 의무의 우선성 인정

자국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사랑 

비(非) 강조

 헌법 애국주의

Habermas

공화주의적 애국주의

Viroli
자국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사랑 

강조
민족주의적 애국주의

A. D. Smith

민족에 대한 의무의 우선성 인정

[그림 4] 애국주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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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헌법 애국주의(자유주의적 애국주의) : J. Habermas의 입장

  

  근대 자유주의가 국가의 억압에 대한 저항이라는 역사 속에서 탄생했

다는 점을 생각하면 자유주의와 애국주의의 조합은 어색하다. 하지만 자

유주의가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라는 정치 체제

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유주의는 애국주의를 필요로 한다. Fukuyama가 

지적했듯이 “자유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의 공동체

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단일한 공동체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야만 유지될 수 있다는 현실에 있다(Fukuyama, 2000/2006: 36).” 그렇

다고 해서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애국주의가 편협한 민족주의자들이 추구

하는 애국주의와 같은 것은 아니다. 물론 자유주의 진영 내에서도 애국

주의에 대한 입장은 다양하다. 이번 항에서는 자유주의적 애국주의의 대

표적 입장으로 Habermas의 헌법 애국주의(constitutional patriotism)를 

탐구하고, 이러한 애국주의가 도덕과 시민교육의 방향에 부합하는지 살

펴볼 것이다.

  본래 헌법 애국주의라는 용어는 독일의 정치학자 Dolf Sternberger가 

K. Jaspers의 『독일 책임 문제(Die Schuldfrage: Ein Beitrag zur 

deutschen Frage)』(1946)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1970년에 처음 사용

했다(Müller, 2007: 21). 하지만 Habermas는 Sternberger와는 다른 입

장에서 1986년 이 개념을 발전시켰다(Müller, 2007: 26).

  Habermas가 말하는 헌법 애국주의는 간단히 말해 ‘보편적 헌법 원칙

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할 수 있다. Habermas의 헌법 애국주의는 특수

성보다 보편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동포에 대한 특수한 의무보다 인류에 

대한 보편적 의무의 우선성을 중시한다. 그래서 그는 “개별 국가의 특정

한 역사적 관점에서 벗어나 보편적 원칙, 주권, 인권의 맥락을 따르는 

바탕 위에서 민족주의는 헌법 애국주의로 대체될 수 있다(Habermas, 

1996: 133).”고 말한다. 즉 Habermas는 자신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것

보다 헌법에 대한 지향을 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이러한 토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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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편적 헌법 원칙들은 국가의 개별적인 민족사의 특정한 배경․맥락보

다 우선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본다(Habermas, 2004/2009: 106).

  그러나 Habermas가 민족주의를 비판한다고 해서, 민족주의의 역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Habermas에 따르면, 유럽 국민국가들은 낭

만주의적 감격을 동원하여 과거의 여러 소속감들을 흡수한 민족의식의 

강제적 창출을 통해서 민주주의 법치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 만일 민

족주의적 추진력이 없었더라면 바이에른, 스코틀랜드, 카탈루냐와 같은 

지역의 사람들은 하나의 민주주의적 민족국가(Nation) 시민들로 융합될 

수 없었을 것이다(Habermas, 2008/2011: 119). 하지만 Habermas는 

민족주의가 민족국가 형성의 촉매제 역할을 했지만, 민주적 과정의 필수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앞으로는 민족의식이 아니라 법적으로 매개된 사

회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Habermas, 1996/2000: 163).

  이러한 민족주의에 대한 Habermas의 비판은 자국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사랑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드러난다. Habermas의 헌법 애국주

의는 민족주의나 공화주의와 달리 자국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지 않는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국가(Staat)와 민족(Nation)을 구

분하는 아래의 글에서 엿볼 수 있다.

근대적 이해에 입각할 때, ‘국가’(Staat)는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으로서, 사실적
으로 대내외적으로 주권적인 국가 권력과 관계되고 공간적으로 명확하게 경계 
지어진 영토, 즉 국가 영역과 관계되고 사회적으로 구성원 전체, 즉 인민
(Staatsvolk)과 관계되는 개념이다. [……] 그러나 ‘Nation’은 법적으로 확정된 
의미를 뛰어넘어 공통된 혈통에 의해, 적어도 공통된 언어, 문화, 역사에 의해 
만들어진 정치적 공동체의 의미도 아울러 갖는다. [……] Nation은 두 얼굴을 가
지고 있다. 공적 시민들의 의욕된 Nation(국민)은 민주적 정통성의 원천인 반
면, 동포들의 탄생적 Nation(민족)은 사회적 통합을 받쳐준다. [……] 평등한 권
리공동체의 보편주의와 역사적 운명공동체의 특수주의 간의 긴장이 
Nationalstaat(국민국가이기도 하고 민족국가이기도 한 이 단어)의 개념 속에 
박혀 있다. [……] 비(非) 자연주의적 Nation(국민) 개념만이 민주적 법치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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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적 정체성과 이음새 없이 합체된다. [……] 국민의 통합력이 자연발생적 
민속집단의 前 정치적 소여성(所與性)으로, 즉 시민들 자신의 정치적 의견 및 
의지 형성과 무관한 어떤 것으로 환원된다면 이 공화주의적 쟁취 업적은 위험
에 빠진다(Habermas, 1996/2000: 138-145).

  물론 Habermas가 비(非) 자연주의 개념으로서의 국민을 옹호한다고 

해서 자국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Habermas에 따르면, “시민들은 헌법의 규범을 추상적인 형태로가 아니

라 구체적으로, 각각의 민족적 역사의 맥락에서 내면화한다. 이런 원칙

들은 자유주의적 문화의 한 구성요소로서, 역사 경험과 前 정치적 가치 

지향들의 조밀한 네트워크 속으로 엮여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Habermas, 2004/2009: 105-106).” 

  하지만 Habermas 주장의 요지는 헌법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고

유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시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지, 

역사 및 문화와 같은 前 정치적 요소에 근거하여 시민적 연대성을 발전

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즉 그가 볼 때, 前 정치적 요소에 근거한 정치를 

강조하는 것은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 시대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다. 왜냐하면 민족의식과 달리 “시민적 연대성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들이 민주적으로 형성한 정치 공동체의 성원의식에서 자라”나기 때문이

다(Habermas, 2004/2009: 106).

  그래서 Habermas는 독일의 보수적 역사가들이 홀로코스트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전통적 형태의 국가 자긍심(pride)을 촉진시키고 독일인

의 정체성을 정상화(normalize) 하려는 시도를 비판했다(Müller, 2007: 

26). 더군다나 Habermas는 다문화 사회와 같이 “동일한 민주적 공동체 

내부에서 상이한 문화적‧종교적‧민속적 생활 형태들이 등권적으로 나란히 

그리고 상호 존재해야 한다면, 다수 문화는 모든 시민들에 의해 공유되

는 정치문화와의 자연발생적인 –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 융합상태

로부터 탈피하지 않을 수 없는 법이다(Habermas, 1996/2000: 191).”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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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Kohlberg의 심리학 모델에 근거해, 탈인습적

(post-conventional) 정체성이라고 명명한 것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시

민들이 자신의 욕망과 전통적인 사회적 기대로부터 벗어나 가능한 공평

한 관점을 채택하는 것이다(Müller, 2007: 27). 이러한 탈인습적 관점을 

채택한 시민들은 Habermas가 주장한 담론정치의 주체가 되어 민주적 

절차에 따라 법치주의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Habermas의 헌법 애국주의에 대한 비판은 무엇일

까? Habermas에 대해 제기된 비판은 주로 그의 입장이 과도하게 보편

적이어서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김준석, 2009: 110). 다시 말해 보편적

인 가치는 추상적이므로 이를 토대로 정체성이 생긴다는 것은 어렵고, 

설령 그러한 정체성이 생기더라도 사회적‧정치적 기능을 담당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김준석, 2009: 110). 물론 이러한 비판을 

Habermas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Habermas는 “헌법 애국주의가 단

지 추상적 원칙을 불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민족적인 것을 선호

하는 반대자들이 경향적으로 저지르는 허설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Habermas, 1996/2009: 76). 나아가 그는 “똑같은 보편주의적 내용도 

각국의 경우에 따라 자신의 특수한 역사적 삶의 연관 속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삶의 양식 속에 정착되어야 한다. 모든 집

단적 정체성은, 심지어 탈민족적(탈국민국가적) 정체성이라 할지라도, 그 

정체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덕적이고 법적이며 정치적인 원칙들의 총체

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다(Habermas, 2004/2009: 76).”라고 말한다. 이

런 점에서 본다면 Habermas의 입장이 너무 보편적이어서 비현실적이라

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다시 말해 헌법 애국주의의 한계는 애국심이 

역사와 문화를 가진 특정 국가의 구체적 현실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무시한다는 점이 아니다.

  연구자가 보기에 Habermas 입장의 한계는 헌법 애국주의 실현을 저

해하는 前 정치적 요소에 근거한 열정을 다른 긍정적 열정으로 승화시킬 

필요성을 경시했다는 점이다. Habermas가 말하는 헌법 애국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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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ls가 가정했던 원초적 입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유의 가

치‧역사‧문화를 가진 특정 국가에 적용되어야 한다. Habermas는 민족주

의를 헌법 애국주의로 대체하자고 말하지만, 특수성에 근거한 민족주의

를 보편성에 근거한 헌법 애국주의로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민족주의적 열정은 원칙이나 가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영토, 조상, 가

족, 이웃, 역사, 문화 등에 대한 애착을 영양분으로 자라난 본능적 정념

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유럽 이외의 독자적 전통 및 문화가 강한 지역

을 생각해보면 Habermas의 주장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일례로 다음

과 같은 점을 놓고 생각해보자.

모든 문화들은 공동체, 자율성, 신성한 도덕을 명확히 한다. 그러나 각 문화에
서 어떤 도덕 영역을 더 강조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각기 다르다. 동조에 높은 
가치를 두는 문화에서는(예: 중국) 공동체와 관련된 도덕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
다. 자기주도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문화의 경우(예: 미국) 자율성과 연관된 
도덕에 보다 더 중점을 둘 것이다. 그리고 전통을 무척 중시하는 문화의 경우
에는(예: 예멘) 신성과 관련된 도덕을 더 강조할 수 있다(Shweder et al., 
1997). 각 문화의 법과 처벌 규정들은 이러한 가치 중심적인 도덕에의 강조가 
반영될 수 있다(Greenberg et al, 2015/2017: 61).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각국의 문화는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

된 도덕 가치 체계와 연결되어 있다. 사회심리학 연구가 말해주듯이, 

“우리의 자존감의 일부는 집단의 소속감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외집단에 대해 부정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의 자기가치감이 

위협받으면 타집단의 사람을 격하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Greenberg et al, 2015/2017: 389).” 다시 말해 인간은 심리적으로 자

신에 대한 존중을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한 존중과 연결시켜 생각하기 

때문에,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라고 불리는 편향된 심리는 쉽게 

극복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들이 자신의 공동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애착과 자부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보편적 가치와 연결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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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편협한 정념’을 ‘편협하지 않는 정념’으

로 승화시키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선과 보편성

을 위해 노력하려는 덕성과 그러한 덕성을 명예로 추앙하는 공동체 문화

가 필요하다. 하지만 Habermas는 시민적 우정이나 덕성의 함양에 대해

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24) 오히려 그는 공화주의25)를 논하면서, 시

민의 덕성을 강조하는 것은 정치적 논의를 윤리적으로만 바라보게 만든

다고 비판한다(Habermas, 1996/2000: 285-286).

  현실적으로 각국의 특수한 역사와 문화 속에서 성장하지 않은 헌법 원

칙은 시민들의 자발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더군다나 덕성을 가진 시민

들이 없다면 헌법은 그 실효성이 줄어들고 사문화(死文化)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명문화된 헌법 원칙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각

국의 특수한 역사와 정치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Miller, 2007/2009: 

214). 비록 Habermas가 “해석의 공통적 지평”이 있다고 말하지만, 동

일한 헌법 원칙을 두고도 각국마다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란 어려

울 것이다. 더군다나 상대적으로 공통적인 문화적 토대를 가진 유럽연합 

소속 국가끼리가 아니라, 문화적 토대가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Habermas가 말한 헌법 원칙에 대한 해석이 완벽하게 보편성을 지니는

지는 의문이다. 진화심리학의 연구가 말하듯이, 문화권마다 도덕성에 대

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다(Haidt, 2012/2014: 194-196; Pinker, 2012 

/2014: 1073)

  무엇보다도 우리는 헌법 애국주의가 시민적 덕성 함양이나 시민들의 

열정을 고취시키는 수사에 소홀함으로써 前 정치적 요소에 뿌리를 둔 극

우 정치세력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럽연합이 추진해온 유럽헌법은 지난 2005년에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24) Habermas는 헌법 애국주의가 시민적 우정을 중심으로 하는 전 근대적 국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Müller, 2007: 26).

25) Viroli는 Habermas가 공화주의를 오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Viroli에 따르면, 
Habermas는 공화주의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파생된 하나의 지적 전통으로서 시
민들을 공동체의 부속품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사상이라고 오해하고 있다(Viroli, 
1996/2006: 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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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부결되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유럽헌법이 부결된 이

유 중 하나는 “정치통합에 따른 국가정체성 상실에 대한 우려”이다(대외

경제정책연구원, 05-21호: 1). 그만큼 서유럽에서조차 세계시민이라는 

정체성의 힘은 생각보다 약하다. 오히려 2019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보면, 유럽연합 지지 세력에 맞서는 극우 정치세력의 약진을 확인할 수 

있다.26) 이는 민족주의의 열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한편 유럽헌법 부결 이후 Habermas 스스로도 헌법 애국주의의 실현

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Habermas는 “‘개인의 자

유에 선행하는 결속의 끈 없이 오로지 개인의 자유의 보장에 기반해 단

일 국가를 이룬 민족이 얼마나 존속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

정에서 헌법 애국주의가 국민 정서 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의의 원

리들이 문화적 가치 지향들의 복합체 속으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 필요

가 있음을 지적한다(Habermas & Ratzinger, 2009: 39-41; 김준석, 

2009: 128-129에서 재인용).” 이와 관련한 쟁점은 앞으로 살펴볼 민족

주의적 애국주의와 공화주의적 애국주의 논의에서 살펴볼 것이다.

  3) 민족주의적 애국주의 : A. D. Smith의 입장

  민족주의를 이해하는 입장은 학자들마다 다양하지만, 현실에서 민족주

의가 학자들의 이론처럼 명료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실에

서는 민족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민족주의적 특징들이 혼재되어 나타난

다. 연구자는 Ⅰ장의 연구방법에서 밝힌 것처럼, 논의 전개상 다양한 민

족주의 모두를 탐구할 수 없으므로 여러 입장 중에서 Smith의 민족주의

26) 대외경제정책원구원 2019년 13호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브렉시트당과 이탈리아의 5
성운동(M5S), 독일대안당(AfD)이 주축을 이루는 EFDD와, 프랑스 국민연합(RN) 및 이
탈리아의 동맹당(Lega)이 주축을 이루는 ENF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였고, 유럽회의주
의와 극우포퓰리스트 성향을 띠는 양 정당그룹이 확보한 의석수가 유럽의회 선거 직전 
대비 각각 12석, 22석 증가하였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13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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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민족주의적 애국주의에 대해 탐구할 것이다.

  민족주의적 애국주의를 탐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nation과 관련된 

용어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앞서 Miller 입장을 탐구할 때 

언급했듯이 nation이라는 용어는 학자들마다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Smith는 종족(ethnos)과 구분되는 민족(nation)의 속성을 다음 표와 같

이 보여준다.

  Smith는 민족을 “고토를 점유하고, 공통의 신화와 역사가 있으며, 공

통의 공공 문화와 하나의 단일한 경제, 그 구성원 모두를 위한 공통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고유한 이름의 인간 공동체(Smith, 2001/2012: 

30)”로 규정한다.27) 그리고 그는 민족주의를 “민족을 그 관심의 중심에 

놓고 그 복리를 진작시키려고 하는 이데올로기(Smith, 2001/2012: 25)”

라고 규정하는데, 좀더 자세히는 “어느 인구 집단 구성원들의 일부가 그 

집단이 실제적이거나 혹은 잠재적인 ‘민족’을 구성한다고 믿으며 그 자

율성, 통합, 정체성을 확보하고 유지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운동(Smith, 

2001/2012: 25)”이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 규정을 전제로 놓고 민족주의적 애국주의를 탐구

할 때 우리는 한 가지 난관에 부딪힌다. 그것은 ‘민족’과 ‘국가’가 동일하

27) Smith는 하나의 민족 자격을 주장하는 것은 동등한 국제적인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라
고 주장한다(Smith, 1988/2018: 23).

종족(ethnos) 민족(nation)

고유의 이름 고유의 이름

공통의 조상 신화 등 공통의 신화

기억의 공유 역사의 공유

문화적 차이들 공통의 공공 문화

고토(故土)와의 연결 고토의 점유

어떤(엘리트들의) 연대성 공통의 권리와 의무

단일한 경제

<표 14> 종족과 민족의 속성(Smith, 2001/20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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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는 점, 다시 말해 현실 세계에서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는 

매우 드물다는 점이다. 이 점은 민족주의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뿐

만 아니라 Smith 역시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민족적 국가 곧 민

족국가’를 제안하는데, 이것은 “다른 작은 종족 집단들이 국경 안에 있

기는 하지만 인구의 대다수가 단일하거나 또는 주된 종족-민족 집단에 

속하고 정치 공동체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교육에 의해 정당화되는 

국가(Smith, 2010/2012: 25).”를 말한다. 다시 말해 Smith는 실제적으

로 ‘1민족=1국가’의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미국과 같은 이주민의 나라

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의 경우, 국가 내 다수의 구성원들이 상당한 

민족적 통일성을 가지고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류 민족의 확장≒국

가’로 보는 것이 유용하다고 제안한다(Smith, 2001/2012: 34-36).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프랑스를 제시한다. Smith에 따르면 프랑스에는 브르타

뉴인, 바스크인, 알사스인, 코르시카인 등이 존재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독립적 국가를 원하지 않으며, 프랑스에서는 민족과 국가가 융합되어 있

기 때문에 지배적인 프렌치 종족-민족주의와 국가 애국주의는 구분되기 

어렵다(Smith, 2001/2012: 36). 이런 맥락에서 보면, Smith가 말하는 

민족주의적 애국주의는 곧 ‘민족국가에 대한 사랑 혹은 충성’이다. 이것

은 민족국가에서 ‘민족에 대한 사랑’과 ‘국가에 대한 사랑’이 융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비단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 역시 다문화 정책을 추진

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한국=단일 민족[韓民族]’라는 인식틀을 교육에 

적용해왔었다(허동현, 2009: 7-8). 그래서 한국인에게 애국은 곧 민족 

사랑으로 인식되었다.

  그렇다면 민족주의적 애국주의는 세부적으로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

가. 이에 대한 답은 아래와 같이 Smith가 말하는 민족주의의 핵심 교의

에 잘 나타나 있다.

① 세계는 민족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민족은 나름의 성격, 역사, 운명을 갖는다.
② 민족은 정치적 힘의 유일한 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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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민족에 대한 충성심은 다른 모든 충성심을 넘어선다.
④ 자유롭기 위해 모든 개인들은 민족에 속해야 한다.
⑤ 모든 민족은 완전한 자기표현과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
⑥ 지구의 평화와 정의는 자율적인 민족의 세계를 필요로 한다.
  (Smith, 2001/2012: 47)

  Smith에 따르면 대부분의 민족주의는 위와 같은 교의를 추구하고 있

다. 민족주의자의 애국심 역시 위의 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③ 교의에서 드러나듯이 민족주의적 애국주의는 민족(동

포)에 대한 사랑을 인류에 대한 도덕적 의무보다 우선한다. 즉 민족주의

자에게 있어, 개인의 최고 충성심은 민족에게 있다(Smith, 1995/1997: 

158).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2가지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민족이 자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자연적 사실이다. 

Smith는 동일한 민족이 모두 같은 종족으로 구성되었다고 말하지 않는

다. 하지만 그는 다수의 국가에는 인적 구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종족

이 있으며, 동일한 종족으로 구성될수록 애국심은 강해지기 쉽다고 전제

한다. 아래와 같은 그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민족을 위한 희생은 가

족을 위한 희생처럼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다. 

종족적 민족은 항상 스스로를 ‘가족들의 가족’으로 즉 공동체 내 모든 가족의 
총계이자 연합으로 나타내왔다. 민족의 신화는 공유한 상상적인 가계와 공통된 
‘핏줄’이란 ‘대가족’의 신화이다. 이것은 수세대가 지나면 종족집단 혹은 민족의 
성원이 스스로를 보다 크고 확장된 가족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국가 방위를 하나의 친척과 혈연 즉 가족을 위해 필요한 희
생이라고 느낄 수 있다(Smith, 1995/1997: 194).

  둘째는 민족국가의 특별한 역할이다(①, ②, ④ 교의). Smith에 따르면 

각각의 민족국가들은 근대의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로서, 독자적이며 독

특한 문화적‧민족적 기반 위에 뚜렷이 구별되는 정치적 개성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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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Smith, 1995/1997: 211). 민족은 이러한 민족국가 안에서 정체성

을 형성하고 사회적 결속을 이루며, 자유를 보장받고 다양한 필요를 충

족한다(Smith, 1995/1997: 213). 요컨대 민족국가는 그 구성원과 특별

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연합이나 시장 기구

가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역할을 제공하기 때문에 민족국가에 대한 사

랑이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도덕적 의무보다 앞선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족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적 애국주의는 민족국가에 

대한 헌신을 보존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자국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사

랑을 강조한다. Smith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족주의자들에게도 자국의 

역사 및 문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Smith는 이 점을 매우 강조한

다. 그 이유는 자국의 역사 및 문화가 지니는 ‘기능적 역할’과 ‘신성함’이

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Smith는 신화, 유물, 상징 및 의식 같은 역사적‧문화적 요소들이 

민족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결속과 정치적 행동을 위한 ‘유일한 기

초’를 제공한다고 말한다(Smith, 1995/1997: 212-213). 그가 ‘유일한 

기초’라고 말하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자국의 역사 및 문화는 특수성

을 지니기 때문에 다른 문화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은 민족의 

신화, 유물, 상징 및 의식 등을 통해 “대체 불가한 공동체의 문화적 가

치 보존, 진정한 뿌리의 재발견, 형제애와 혈육의식의 재창출, 공동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민의 동원과 같은 집단의 필요를 포함해서, 민족

에 대한 의지의 기능을 인식하게 된다(Smith, 1995/1997: 213).” 그는 

민족정체성이 아닌, 다른 집단적 정체성으로는 민족을 위한 헌신을 충분

히 이끌어 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민족정체성의 역할이 유일무이하

다고 본다. 그리고 Smith는 이러한 민족정체성 형성을 위해 공유된 기억

이 중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화들은 그것들의 특수한 역사적 문맥에서 특별한 집단적인 필요와 문제들에 
응답한다. [……] 그것들은 특수한 관습, 의례, 도덕, 예절과 기예를 통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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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된 지식, 세대를 넘어선 공동체의 집단적인 기억을 구현한다. 이런 방식으
로 그것은 특수한 공동체와 그 개별 구성원들의 관점과 감정을 비슷한 공동체
들과는 다르게 표현한다(Smith, 2001/2012: 213).

  Smith에 따르면 민족 정체성은 매 세대마다 계속 재해석되고 재형성

되므로, 민족국가는 공공 문화와 교육을 통해 민족 정체성 함양을 지속

해야 한다(Smith, 2001/2012: 203). 그는 민족 정체성을 민족국가의 생

존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에게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사

랑은 매우 중요하다(Smith, 1997: 183-184).28)

  그리고 Smith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자산들은 “대부분의 구성원들에게 

존경과 헌신의 대상으로서, 그리고 그 자체 목적으로 취급된다는 의미에

서 ‘성스러운’ 것으로 보인다(Smith, 2001/2012: 224).”고 말한다.

① 종족적 선민에 대한 믿음, 즉 특별한 사명이 있거나 신과 배타적인 맹약을 
한 선택된 사람들로서의 민족이라는 생각.

② 성인, 영웅, 현인들에 의해, 그리고 조상들의 묘나 유적에 의해 축성된 신성
한 영토, 조상들의 고토에 대한 애착.

③ 민족의 종족사의 위대했던 시기나 물질적‧정신적 또는 예술적 영광의 시대
로서의 ‘황금기’에 대한 공통의 기억들.

④ ‘영예롭게 죽은 사람’, 그리고 민족이나 그 운명을 위한 영웅적인 자기희생
에 대한 숭배(Smith, 2001/2012: 225).

 

  Smith는 “근대의 민족국가들이 민족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이 네 개의 신성한 자산들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Smith, 2001/2012: 225).”고 본다. 네 개의 신성한 자산들의 예로, 유

대인들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은 ① 자신들을 신(야훼)과 언

28) Smith는 “신화와 기념물이 없으면 그 주민들은 정치적 공간에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신화와 기념물보다도 민족nation 개념에 중요한 것이 있긴 하다. 그러나 그 신화
와 기념물이 하나의 필수조건을 구성한다. 즉 기억이 없다면 (사실은 선택적이지만) 정
체성이 있을 수가 없다. 신화가 없다면 집단의 목표도 없다(Smith, 1988/2018: 25)”라
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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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② 신이 자신들에게 준 이

스라엘 영토(가나안)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③ 다윗과 솔로몬 왕

의 통치기를 민족의 황금기로 생각하고, ④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

방시켰다고 생각하고 그를 추앙한다. 이러한 4가지 자산들은 유대인들을  

결집하여 1948년 국가를 수립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만큼 민족주의는 

민족의 결집과 번영을 위한 원천이 되어왔다. 하지만 민족주의가 긍정적 

영향만 준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족주의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까. 민족주의

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보수적 민족주의에 대

한 비판으로서, 민족주의가 민족적 정체성의 유지를 위해 이주민과 문화

적 인종적 소수 집단에게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다. 둘째, 극단적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민족주의가 모든 형태

의 공유된 정체성을 거부하면서 부적절하고 비이성적인 공동체의 문화까

지도 용인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Miller‧곽준혁, 2009: 102).’ 

  그렇지만 Smith는 이러한 비판이 민족주의에 대한 오해라고 주장하면

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민족주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정도로 나타난다. 그런 다양한 민족주의
가 극단주의라는 도매금으로 취급될 수는 없다. 더구나 모든 민족주의가 문화
적 동질성을 갈구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민족주의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일
한 공공 문화이다. 인종적‧종교적 소수민족들이 민족국가의 공공 문화가 창조한 
민족정체성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 그들을 위해 민족주의자들이 상당한 정
도의 사적인 문화를 즐거운 마음으로 승인한 사례들이 있다(Smith, 1995/1997: 
208).

  이런 논리를 근거로 Smith는 민족주의가 배타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민족국가의 번영에 기여하는 중요한 이데올로기이므로 세계화 시대에도 

민족주의를 옹호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민족주의가 자유주의부터 전체주의까지 민족을 거론하는 모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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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결합하기 쉽고,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 온 역사적 

사실을 고려할 때, 특정 입장이나 사례를 명시하지 않고 민족주의가 극

단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자가 비판

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Smith의 민족주의적 애국주의가 도덕과 시민교육

의 방향 즉 세계시민주의와 상호 보완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연구자는 두 가지 점에서 그의 입장이 한계를 지닌다고 본다. 첫째는 

Smith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Smith가 다음과 같이 유럽연합과 지구적 문화를 비판하면서 한 말에서 

드러난다.

‘유럽의 정체성’은 공허하고 특징이 없는 것이다. 즉 유럽대륙의 모든 사람과 
모든 문화를 의미 없이 합산한 것으로 보이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에 거의 
아무것도 보태지 않고 있다. 달리 말하면 유럽은 갈등을 벌이는 정체성과 문화
의 무대 즉 싸움판이 되었을 뿐이다. 더 나쁜 점은 유럽의 정체성이 대중의 애
정 혹은 충성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덕과 같다. [……] 모든 사람은 유
럽의 덕을 지지한다. 그러나 몰입해 있는 유럽인조차 자기 종족이나 민족이 종
종 고무하는 친숙한 감정, 따스함, 심지어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Smith, 
1995/1997: 182).

머리에 그릴 수 있는 지구적 문화란 과학적이며 동시에 정서적으로 중립적이고 
기술적인 것인데 그것은 시‧공간과 연관을 맺지 않고 기억조차 없는 것일 것이
다. [……] 기술적인 담론에 의해 구성된 세계는 여기 현재에, 그리고 어디에도 
모든 곳에도 존재한다. 거기에는 더 이상 기억이나 운명, 조상이나 후손이 존재
할 필요가 없다. 또 그 때문에 직접적인 공동체의 필요도 없다. 거의 참여의 그
림자극만이 필요할 뿐이다(Smith, 2001/2012: 214).

  위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Smith는 특정한 영토와 사람들을 근간으로 

한 정체성이 아니라면 공허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본다. Smith

의 논리에 따르면 ‘세계’는 특정한 영토, 신화, 역사, 문화를 가진 공동체

가 아니므로 ‘세계시민’과 ‘세계시민성’이라는 것도 실재가 아니라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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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Habermas와 대조를 이룬다. 

Habermas가 담론을 통해 보편적‧규범적 가치나 원칙을 정하고 그러한 

가치나 원칙에 맞춰 구체적 현실이 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Smith는 이어져 온 구체적 역사‧문화 등에서 특수적‧자연적 가치나 원칙

을 도출하고 그것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에서 당위를 도출

할 수 없다는 자연주의적 오류는 논외로 하더라도, Smith의 입장은 구체

적이고 특수한 것만이 실효성을 가진다는 전제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지

만 서양철학사의 ‘보편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명목론의 관점에서 알 

수 없는 지식들을 실재론이 제시해왔다. 우리는 플라톤의 이데아가 실재

한다고 믿지 않더라도, ‘보편 인권’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논하면서 그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세계국가가 없더라도 

보편 규범적 차원에서 세계시민성을 규정하고 논할 수 있다. 비록 민족

정체성만큼 사람들의 신념과 행동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세계시민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민족국가의 시민에게

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세나 태도

를 ‘그림자극’이라고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

  둘째는 Smith가 민족국가를 일종의 특수적 도덕공동체로 규정하기 때

문에 보편주의의 비판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Smith가 민족주의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Durkheim의 종교 개념

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민족주의에는 세속적 문화 이상의 것이 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세속적이든지 
민족주의는 최종적으로는 정치 이데올로기보다는 ‘정치적 종교’에 가깝다. 여기
에서 나는 ‘따로 떨어져 있고 금지된 것인 신성한 것에 대한 믿음과 실천의 통
합된 체계, 즉 그것을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고 불리는 단일한 도덕적 
공동체에 통합하는 믿음과 실천’으로서의 종교라는 Durkheim의 정의를 사용하
고 있다(Durkheim 1915: 47). [……] 그들의 생명을 자신의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광의 사자(死者)들’에 대한 기념 의식에 부여하는 중요성에서 잘 드러난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민족을 ‘신성한 시민들의 공동체’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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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규정은 민족주의를 ‘대체 종교’로 해석하는 것과 부합한다(Smith, 
2001/2012: 65-66).

  종교가 지닌 비합리적 요소는 때때로 이성적 비판을 무력하게 만들어 

보편 윤리에 근거한 성찰을 방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Smith가 옹호하

는 민족주의적 애국주의는 민족국가를 신성한 공동체로 규정하기 때문

에, 민족국가의 의지가 보편 윤리와 갈등을 일으킬 때 합리적 비판을 거

부함으로써 합리적 중재안을 마련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29) 세계시민

성을 부정하고 타국과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 원칙을 가지지 못

했다는 점에서, Smith의 민족주의적 애국주의는 다른 사상에 비해 세계

시민주의와의 조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세계와 공존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조정 원칙을 지닌 사상을 탐구할 필요

가 있다.

  4) 공화주의적 애국주의 : M. Viroli의 입장

  일반적으로 공화주의는 공화국에 관한 정치철학으로서 시민적 덕성과 

공동선을 중시하는 사상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공화국은 다양한 형태로 

등장했기 때문에 공화국의 형태만큼이나 공화주의는 다양한 측면을 지니

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공화주의를 바라보는 입장 차이에 따라 아리스

토텔레스 전통을 따르는 ‘신아테네 공화주의’와 로마공화국 전통을 따르

는 ‘신로마 공화주의’로 나누기도 한다.30) 본 항의 목적은 공화주의적 

29) 이와 관련하여 Fukuyama는 다음과 같이 민족주의의 한계를 지적한다. “민족주의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특정의 언어적‧문화적 또는 민족적 집단에 대해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정의 형태는 모두가 자유국가에 대한 보편적 인정에 비해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과 속, 또는 인간 사회의 여러 집단에 대한 임의적 
구분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Fukuyama, 1992/2010: 17-18).”

30) 공화주의를 아테네 전통과 로마공화국 전통으로 나누고, 사상가들을 다양한 진영의 공
화주의로 분류하는 것은 Honohan, Iseult and Jeremy Jennings, eds.(2006) 
Republicanism in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Routledge, 215-216 참고.  
공화주의 내의 다양한 입장에 대한 연구들은 곽준혁(2008), “공화주의”, 『정치학 이해의 
길잡이1 정치사상』, 서울: 법문사, 171-205. ; 조일수(2011), “공화주의적 시민성에 대



- 68 -

애국주의를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상가 중에서도 공화주의적 

애국심에 관해 깊은 통찰을 보여준 Viroli의 입장을 탐구할 것이다. 신로

마 공화주의 사상가로 분류되는 그는 자유주의나 민족주의와 구별되는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에 대해 자세히 연구해왔다. 우리는 Viroli의 공화주

의적 애국주의를 분석하면서 그의 입장이 도덕과 시민교육에 부합하는지

를 고찰할 것이다.

  Viroli에 따르면 공화국은 “법과 공공선에 기반을 두고 주권자인 시민

들이 만들어낸 정치공동체”이면서, “정치질서이자 생활방식이므로 하나

의 문화(Viroli, 1996/2006: 15, 117).”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Viroli

는 공화주의를 “자유의 원리를 숭상하면서 이 자유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정치적‧법적 수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한 정치이론 체계(Viroli, 

1996/2006: 33-34)”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공화국은 아리

스토텔레스가 말한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난 최선의 군집

체와 구별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는 바람직

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시민의 진정한 조국이 될 수 없다. Viroli 역시 

“애국심의 대상인 진정한 조국(patria)은 오직 자유로운 공화국일 수밖에 

없다(Viroli, 1996/2006: 15).”고 말한다. 물론 Viroli가 말하는 조국은 

공간 개념이 아니다. 그는 Mazzini의 말을 통해 “조국은 땅이 아니다. 

땅은 그 토대에 불과하다. 조국은 이 토대 위에 건립한 이념이다. 그것

은 사랑에 대한 사상이며, 그 땅의 자식들을 하나로 엮어내는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다(Viroli, 1996/2006: 163).”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공화주의적 애국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Viroli는 공화주의

적 애국을 “정치공동체와 시민 동료들에 대한 대승적 사랑(caritas) 

(Viroli, 1996/2006: 164).”이라고 표현한다. Viroli는 공화주의적 애국

이 정의와 이성의 원리를 존중하므로 이성적‧합리적 사랑이라는 특성을 

한 연구 – 아테네적 전통과 로마적 전통의 차이를 중심으로”, 『윤리연구』, 80권, 
291-316. ; 장준호(2013), "윤리교육의 정치철학적 근거로서 공화주의에 대한 고찰", 초
등도덕교육 제42집, 239-272. 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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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면서도, 보편성과는 구별되는 특정 공화국과 그 시민들에 대해서만 

보이는 애착이라는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Viroli, 

1996/2006: 164). 이런 점에서 볼 때, Viroli가 말하는 공화주의적 애국

주의는 자신의 조국이 공화국이냐 아니냐를 묻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애

국주의와 구별되고, 특정 공화국과 그 소속 시민들에 대해서만 보이는 

애착이기 때문에 헌법 애국주의와도 구별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화주

의적 애국주의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앞서 적용한 기준에 따라 

살펴보자.

  우선, Viroli의 공화주의적 애국주의는 동포에 대한 도덕적 의무보다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도덕적 의무를 우선한다. 공화주의가 특정 공화국

의 법, 정치, 문화 등에 대한 충성을 중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점은 언뜻 수긍이 되지 않는다. 공화주의가 특정 공화국에 대한 애착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인류에 대한 보편적 도덕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

일까? Viroli는 Mazzini의 ‘집’의 비유를 이용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조국이라는 집은 마찬가지로 소중한 다른 집들과 함께 마을을 이뤄 살아
간다. 우리가 우리 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
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인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자유 편에 서는 것은, 비록 자유를 빼앗기며 압제 속에 사는 사
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고 해도 우리 모두가 수행해야 할 최고의 의무이
다. 즉 인류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우리 조국에 대한 의무에 앞선다. 우리는 어
떤 특정 국가의 시민이기에 앞서 인간이다. 즉 국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타인들
의 고통에 도덕적으로 불감하는 데 대한 변명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 
문화의 차이가 아무리 크더라도 자유에 대한 사랑은 언어의 장벽을 초월한다
(Viroli, 1996/2006: 174).

  비록 위의 인용글이 Mazzini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제시되기는 하지만, 

우리는 2가지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첫째는 Viroli가 ‘특정 국가의 시민

이기에 앞서 인간으로서의 의무가 있다’고 본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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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Viroli가 인도주의적 의무를 동료에 대한 의무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는 인도주의적 의무의 핵심이 자유 수호라는 점이

다. Viroli는 “오직 자유만이 개인들이 누릴 수 있는 선(善)”이라는 

Machiavelli의 말을 통해 자유의 가치를 매우 강조한다(Viroli, 

1996/2006: 174). 즉 자유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타국민들도 마땅히 누

려야 하는 가치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Viroli가 ‘자국의 희생이 발

생할 수 있다 해도, 모든 사람이 국적과 무관하게 자유를 추구할 수 있

어야 하므로, 타국의 자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가 발생한다.’라

는 주장을 지지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Viroli의 이러한 주장이 자국민에 대한 특별한 의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Pettit이 말했듯이, “공화주의적 이상은 대표성을 

띠는 국가가 자국민에게 특별한 의무를 지니며 다른 국가의 국민에게는 

그런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고 추정한다는 점에서 넓게 보아 세계시민주

의적 성격의 다양한 접근과 구별된다(Pettit, 2014/2019: 275).” 즉, 공

화주의는 지구적 차원의 보편적 의무를 인정하지만, 자국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의무도 함께 인정한다.

  다음으로 Viroli의 공화주의적 애국주의는 자국의 역사 및 문화에 대

한 사랑을 강조한다. 이 점은 앞서 설명한 Habermas의 헌법 애국주의

나 Smith의 민족주의적 애국주의와 구별되어 이해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Habermas 역시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경시하지 않는다. 그는 

보편적 헌법 원칙이 특수한 역사를 가진 국가의 특수한 문화적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Habermas는 특정 국가의 

역사와 문화가 보편적 헌법 원칙 성립의 원천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에

게 보편적 헌법 원칙은 어디까지나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산물이어야 한

다. 반면에 Viroli는 그러한 Habermas의 입장을 비판한다. Viroli는 특

정한 공화국을 사랑한다는 것이, 단지 민주적 제도가 아니라, 특수한 공

화국의 시민들이 향유한 삶의 방식 즉 문화에 연결된 특수한 역사적 맥

락 안에서 성립된 제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한다(Viroli,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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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72). 이런 입장에서 Viroli는 “나의 입장은 Habermas의 헌법 애

국주의와는 반대인 ‘땅에 뿌리박고 있는 공화주의적 애국’을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될 수 있다(Viroli, 1996/2006: 51-52).”고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공화주의가 민족주의처럼 前 정치적 요소에 대한 자연

적 애착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Viroli의 말은 이러한 입

장을 보여준다.

공화주의적 애국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시민적 삶을 직접 경험하는 데서 나오는 
하나의 정치적 열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영토 위에서 태어났다는 점, 같
은 종족에 속한다는 점,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 같은 신을 숭배한다는 점, 
같은 풍습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같은 정치 세계 이전의 자연적 요소들로부터
는 그러한 열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 나라 사랑이라는 것은 생래적으로 타
고나는 감정이 아니라 법을 통해, 아니 좀더 정확하게 좋은 정치와 공적인 삶
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만 불붙게 되는 열정이다(Viroli, 1996/2006: 
50-51).

  공화주의적 애국은 문화적‧종족적‧언어적 동질성을 수호하려는 자연적 

열정이 아니라, 자신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특정 공화국의 법, 정치제도, 

생활방식을 수호하려는 “만들어진 열정”이다. 이 점이 공화주의와 민족

주의의 차이점이다. 부연하자면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적 애국

주의가 공통적으로 자국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지만, 공

화주의적 애국주의는 민족주의와 달리 혈연, 인종, 언어, 신앙에 대한 사

랑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애국심이 前 정치적 요소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공

화주의적 애국주의가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

는 무엇일까? 그것은 시민적 덕성을 함양시키는 역사와 문화의 역할 때

문이다. Viroli는 “기억은 시민적 덕성을 키우는 강력한 수단이다. [

……] 자유를 향한 투쟁의 역사를 기념함으로써, [……] 자신들도 그러

한 업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일깨울 수 있다.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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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나라에 대한 긍지가 없는 국민은 평소 비굴해 있다가 자신보다 약한 

자들 앞에서는 쉽사리 포악한 압제자로 돌변하게 된다.(Viroli, 

1996/2006: 187).” 라고 말한다. Viroli는 자국의 역사와 문화가 시민교

육의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공화국은 이러한 것들을 발굴하고 기념하

며 시민들이 자국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도록 일깨워줘야 한다고 주장한

다. 이러한 점은 시민적 덕성 함양을 위해 도덕적 감정의 계발을 중시하

는 도덕과 시민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에 대한 비판은 무엇일까? 

Viroli의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에 대한 비판은 2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Viroli의 공화주의적 애국주의가 강조하는 비지배 자유

가 선험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이다(곽준혁, 2012: 

110). Viroli의 공화주의적 애국주의 입장에서 ‘비지배 자유’는 타인의 

자의에 예속당하지 않는 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Viroli, 

1996/2006: 43). 앞서 살펴봤듯이 공화주의는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최

고의 가치로 규정하기 때문에 애국심을 자유의 수호와 연결시킨다. 그래

서 타국의 시민들이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에도 이들의 자유 수호를 위해 

연대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비지배 자유가 이뤄져야 하

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만일 비지배 자유보다 계몽군주의 자

비심에 예속되기를 자발적으로 원하는 국가와 국민이 있다면 이웃 공화

국은 이러한 국가와 국민을 바꿔야 하는가? 이 경우에는 Rawls가 ‘자애

적 절대주의 체제’를 해외 원조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처럼, 이웃 공화국

들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연구자가 볼 때, 

이러한 비판은 공화주의의 태생적 한계이자 특징으로 보인다. 공화주의

는 사회계약론처럼 가상의 계약 상황에서 이성적 개인들이 합의를 통해 

법과 제도를 만든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 대신 공화주의는 실재했던 

공화국의 역사에서 정치적 지혜를 발굴하고 그것을 정치철학적으로 개념

화하여 오늘날 현실에 적용하려는 특징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주

의의 주요 가치들은 역사적으로 인정받아온 것이지 계약적 절차의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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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다. 하지만 연구자는 자유에 대한 공화주의의 입장이 선험적이라

고 해서 그것을 폄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공화주의적 가치들

은 공화국의 자유 시민들이 스스로 추구해 온 것인 만큼 역사적으로 검

증받아온 민주적 가치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공화주의적 애국주의는 적절한 조정 원칙을 제시하고 못하고, 

보편적인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덕성에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

려고 한다는 비판이다. 다음과 같은 Habermas의 말은 이러한 점을 잘 

드러낸다.

(공화주의 모델의) 단점은 그것이 너무 이상주의적이며 민주적 과정을 공공복지 
지향적인 공민들의 덕성에 의존하는 것으로 만든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정치
는 윤리적 자기 이해의 문제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 공화주의 모델의 
오류는 정치적 논의의 윤리적 협소화에 있다. [……] 동일한 공동체 내부에서 합
의의 전망이 없이 서로 갈등하는 이 이해관계와 가치지향들은 조정을 필요로 
하는데, 이 조정은 윤리적 논의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 이해관계의 
조정은 잠재적인 권력 및 제재 능력에 의지하고 있는 당파들 간의 타협으로 이
루어진다. [……] 타협의 공정성은 역시 정의의 관점에서 합리적이며 특히 규범
적인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전제조건들과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윤리적 문제
들과 달리 정의의 문제들은 본래적으로 특정 공동체와 연관되어있지 않다. 정
치적으로 제정된 법은 정통성을 가지려면 적어도 하나의 구체적인 법공동체를 
넘어서 보편적 타당성을 요구하는 도덕적 원칙들과 조화되어야 한
다.(Habermas, 1996/2000: 285-286).

  Habermas에 따르면 국가 혹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시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

는 절차를 민주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Viroli는 비지배 

자유를 말하지만, 그것이 이러한 조정 원칙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곽준혁은 “Viroli가 특수성에 지나치

게 천착한 나머지, ‘고정불변한 1차적 원칙’을 통한 선험적 규제와 심의

과정을 통한 ‘조정 원칙’으로서의 비지배 자유를 구별하지 못했다(곽준



- 74 -

혁, 2012: 111).”고 비판한다.

  본 연구자가 볼 때 공화주의는 특수한 역사를 공유한 공동체에서 형성

되었기 때문에, 다원적 가치들을 조정해야 하는 과제를 Rawls나 

Habermas가 제시한 사상보다는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 즉 

공화주의는 Rawls의 원초적 상황이나 Habermas의 이상적 의사소통상

황처럼 합리적 조정 원칙의 토대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를 보인다. 하지

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적 덕성 함양이라는 공화주의의 장점까지 평가절

하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공화주의에 대한 비판은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공화주의의 조정 능력에 대한 것이다. 

오히려 연구자는 민주주의 제도의 실현을 위해 시민적 덕성이 필요하다

는 점, 그리고 신아테네 공화주의와 달리 신로마 공화주의는 시민의 덕

성을 비지배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시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덕성에 너무 의존한다는 Habermas의 비판은 한계를 지닌다고 

본다. 그리고 연구자는 곽준혁이 제기한 Viroli의 한계는 ‘비지배 자유 

보장’이라는 규범이 현대 민주주의 제도(절차적 정의)와 결합함으로써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Viroli의 공화주의적 애국주의는 도덕과 시민교육의 방향 즉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상호 발전적 관계 맺음에 적합한가. 이에 대

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2. 도덕과 시민교육에 부합하는 애국주의 탐구

  앞서 살펴본 헌법 애국주의, 민족주의적 애국주의, 공화주의적 애국주

의는 생겨난 시기나 목적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과 시민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비추어 볼 때 이들 3가지 애국주의 입장이 가지는 특성

은 그 장단점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도덕과 시민교육에서 3가

지 애국주의 입장들이 어떤 장단점을 가지는지 평가하고, 도덕과 시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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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부합하는 애국주의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먼저 탐구에 앞서 예비적 고찰에서 살펴본 도덕과 시민교육의 특징을 

잠시 짚어보자. 도덕과 시민교육은 도덕적 시민성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

로 하기 때문에 도덕과 시민교육은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서적 영

역, 행동적 영역의 교수-학습도 중시한다. 또한 도덕과 시민교육은 보편

성과 특수성의 조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애국심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조화를 중시한다. 도덕과 시민교육에 부합하는 애국주의는 이러한 점을 

충족해야 한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3가지 애국주의 중에서 이러한 도

덕과 시민교육에 부합하는 애국주의는 무엇일까?

  우선 헌법 애국주의를 생각해 보자. 헌법 애국주의는 보편적인 헌법 

원칙에 대한 충성을 지지하기 때문에 인류에 대한 보편적 가치(보편성)

를 중시하는 도덕과 시민교육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헌법 원칙에 대한 

충성심만으로는 자신의 이기심을 제어하고 공동선에 헌신하려는 덕성을 

가지기는 어렵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람들의 이타적 행동은 합리적 판

단보다는 타인에 대한 공감과 정서적 판단에 의한 경우가 많다.31) 비록 

Habermas가 헌법 원칙이 드러나는 곳은 구체적 현실이라고 말하지만, 

前 정치적 요소를 근간으로 해서 자라나는 열정(시민적 덕성)을 이성의 

원칙으로 대체하게 되면 이타적 행동을 실천하려는 정서적 동력을 상실

하기 쉽다. 그래서 Nussbaum은 “Habermas가 주장하는 헌법 애국주의

는 실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다(곽준혁‧Nussbaum, 2010: 294).”고 

비판한다. 우리는 연대 의식의 토대가 되는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고, 긍

정적 열정과 연결시킬 수 있는 애국주의가 필요하다.

  반면에 Smith의 민족주의적 애국주의는 前 정치적 요소를 강조함으로

써 민족의식을 높이기 수월하다. 이러한 민족의식은 동포에 대한 이타적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자신의 이기심을 억제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

다. Harari의 다음과 같은 말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31) Hoffman은 “공감(empathy)이 사람들의 강력한 이기적인 동기에 대항하여 작용하는 
친사회적 동기”라고 주장한다(Hoffman, 2000/2011: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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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체계일수록 대중의 충성심 없이는 작동할 수 없고, 민족주의에는 인간
의 공감 반경을 확장하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 [……] 내 민족은 독특하고, 충성
할 가치가 있으며, 나는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다고 믿으면, 
남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대신해 희생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 문제는 선의
의 애국심이 국수주의적 초민족주의로 변질될 때 일어난다(Harari, 2018/2018: 
175).

  그러나 Harari의 마지막 언급처럼 자신이 속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고, 이방인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민족주의는 파괴

적 국수주의의 자양분이 되기 쉽다. 이것이 바로 민족주의를 비판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동포를 넘어 타국 시민과의 연대로 나

아가려면 민족주의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민족주의적 애국주의

의 내부에는 세계와 연대를 모색하는 토대가 부족하다. 더구나 민족주의

는 민족의 특수주의적 입장(특수성)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기준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보편적 조정 원칙을 마련하기 어렵다.

  연구자가 볼 때, Viroli의 공화주의적 애국주의는 헌법 애국주의와 민

족주의적 애국주의를 변증법적으로 지양함으로써, 이 두 입장보다 상대

적으로 도덕과 시민교육의 방향에 부합되는 측면이 강하다. 다시 말해 

공화주의적 애국주의는 자국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사랑이라는 ‘특수

성’을 강조함으로써 국가 구성원들의 열정을 응집시킬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열정이 내면화된 덕성 함양을 중시함으로써 이기심을 줄이고 공

동선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인종, 혈연 등과 같

은 자연적 요소에 기반하지 않고, 자유와 같은 ‘보편성’을 지향하는 정치

제도에 대한 사랑을 함양시키기 때문에 도덕과 시민교육에서 추구하는 

애국심 교육에 부합하는 정치철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공화주

의적 애국심에 대해 곽준혁은 “Viroli의 공화적 애국심은 민족주의나 자

코뱅적 공화주의가 특징으로 하는 이데올로기적 정념이 아니라 토크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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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한 뉴잉글랜드의 마을 모임에서 볼 수 있는 시민적 기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곽준혁, 2012: 106).”라고 평가한다.

  또한 연구자는 Viroli의 공화주의적 애국주의가 이러한 장점 외에도 

타국과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비지배 자유’라는 보편적 원칙을 제공

한다는 점에서 도덕과 시민교육이 추구하는 세계시민교육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치철학이라고 판단한다. ‘특수성’에 기반한 감정은 내집단을 

더 선호하는 쪽으로 편향되기 쉬우므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줄이려면 도덕원칙의 인지적 차원이 감정의 편향성을 경감시키도

록 할 필요가 있다(Hoffman, 2000/2011: 288). Viroli의 공화주의 입장

에서 말하는 비지배 자유 원칙은 행위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이자, 

공동체의 공동선을 실현하도록 돕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

한 비지배 자유 원칙은 민주적 심의 제도를 통해 실현되어야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와 국민주권의 원칙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공화국의 시민은 비지배 자유 원칙에 따라 “심의에 참여한 모

든 행위자들에게 균등한 힘을 부여함과 동시에 서로의 의사를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실질적 힘을 제도화해서, 그 결과 이(異)문화 간‧국가 간 차이

에도 불구하고 적용될 수 있는 인권의 내용을 구성(곽준혁, 2009: 48)”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민주적으로 자유롭게 구성된 규범은 국내와 국제에 모두 적용

되는 규제 원칙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

각해보자.

2005년 한국의 포스코는 인도 오리사(Orissa)주 정부와 1,200만 톤 규모의 제
철소건설, 광산개발, 관련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을 골자로 하는 투자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삶의 터전 유지와 생존
권 보장을 이유로 제철소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하여 사회문제가 되었다. 한국
의 시민사회(국제민주연대)는 2008년 초부터 인도 및 국제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했다. 한국의 시민단체는 여러 차례 현지 조사를 
통해 포스코의 사업 계획이 원주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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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했다. 그래서 이들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이 문제를 고발
했으며, 이를 계기로 OHCHR 특별조사관 8명이 인도의 포스코 제철소 건립 문
제를 조사했다. 그 결과 2013년 10월 OHCHR은 포스코의 제철소 건립이 문제
가 있다는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나현필, 2011: 130-137; 시사인 
2013.11.08.일자 뉴스32) 참조하여 재구성).

  위 사건은 한국의 시민단체(국제민주연대)가 외국의 시민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공동 의제를 형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사례이다(김진희, 

2018: 239). 그렇지만 이러한 한국 시민단체 활동이 모두에게 환영받은 것

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일부 보수언론은 이러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사업 방해나 음해라고 비판하는 포스코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면서 

한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옹호하였다.33) 포스코 입장에서 보면 포스코의 

인도 제철소 건설 중단을 요구한 한국의 시민단체는 국익에 반하는 행동으

로 비춰진다. 왜냐하면 포스코가 인도 오리사 주의 풍부한 철광석과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놓친 것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

의적 경제 체제 아래에서 벌어지는 무한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포스코

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Viroli의 공화주의적 애국주의는 ‘비지배 자유 보장 여부’를 기준

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제철소 건설이 현지 원주

민들의 경제적 기반을 부당하게 파괴했다면 이는 자유의 근간을 파괴한 것

이므로, 공화주의적 애국주의는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

한 국경을 초월하여 비지배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시민단체의 연대가 이루어

졌으므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화주의적 애국주

의는 소속 국가의 경제적 이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비지배 

자유를 누를 수 있는 조건을 보장받느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린다. 공화주

32) 시사인(2013.11.08.), “UN 특별보고관들 한국 기업을 꾸짖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8271 (검색일: 
2019.04.10.).

33) 신동아 뉴스(2010.07.23.),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 ① 포스코”,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09499/1 (검색일: 2018.08.10.).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09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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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애국주의가 비지배 자유를 근거로 국적에 얽매인 판단에서 벗어나 모

든 시민을 고려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공화주의적 애국주의가 애국

심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함께 추진하는 도덕과 시민교육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공화주의적 애국주의가 도덕과 시민교육에 부합한다고 해서 조심해

야 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국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무비판적 강조

는 오히려 국제 연대를 감소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역사 및 문

화는 전쟁과 식민주의로 얼룩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판의식 없이 자국의 

역사 및 문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나 타국에 대한 우월

감으로 드러나기 쉽다. 따라서 공화주의가 강조하는 역사 및 문화는 자유라

는 보편적 가치 수호와 관련되며, 자국의 역사 및 문화에 부정의가 존재할 

수 있음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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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계시민주의 분석 및 탐구

 

  본 장에서는 2가지 기준(인류에 대한 보편적 의무의 우선성 인정 여

부, 국가 주권의 도덕적 가치 인정 여부)에 따라 세계시민주의를 3가지

(강, 약, 온건)로 분류하고, 각 입장의 특징과 한계를 비교‧분석할 것이

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연구자는 도덕과 시민교육에 부합하는 세계시민

주의 입장을 도출할 것이다.

  1. 세계시민주의 주요 입장 비교‧분석

  1) 세계시민주의 분류

  일반적으로 세계시민은 “국가나 국민을 넘어서서 세계나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도덕적 의무와 책임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김지현‧손철성, 

2007: 99)”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리고 세계시민주의는 이러한 세계시민으로서의 태도, 의무 등을 중시

하는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시민의 태도 및 의무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입장이 다

양한 만큼 세계시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입장이 있다. 다시 

말해 세계시민에게 국가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인류에 대한 

보편적 의무가 동료 시민에 대한 특수한 의무보다 앞서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입장이 다르다.

  본 논문은 2가지 기준 즉 ‘㉠ 인류에 대한 보편적 의무의 우선성 인정 

여부, ㉡ 국가 주권의 도덕적 중요성 인정 여부’를 적용하여 세계시민주

의를 분류하고 세계시민주의의 특징을 탐구할 것이다. ㉠과 ㉡을 기준으

로 삼는 이유는 ‘국가 주권에 대한 입장’과 ‘인류에 대한 보편적 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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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성에 대한 입장’이 세계시민주의를 비판하는 쟁점인 동시에 세계시

민주의자 사이의 차이점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이

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세계시민주의를 3가지로 분류

하고 각 입장을 대표하는 학자의 세계시민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류에 대한 보편적 의무의 우선성 인정

국가 

주권의 

도덕적 

가치 

불인정

Singer

강한 세계시민주의

Nussbaum

온건한 세계시민주의
국가 

주권의 

도덕적 

가치 

인정
Miller

약한 세계시민주의

동료 시민에 대한 의무의 우선성 인정

[그림 5] 세계시민주의 분류

  위 기준에 따라 세계시민주의는 ① 강한 세계시민주의: 국가 주권의 

도덕적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보편적 의무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Singer의 입장, ② 약한 세계시민주의: 국가 주권의 도덕적 중요성을 인

정하고 보편적 의무의 우선성을 인정하지 않는 Miller의 입장, ③ 온건

한 세계시민주의: 국가 주권의 도덕적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보편적 의무

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Nussbaum의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강한 세계시민주의 : P. Singer의 입장

  

  강한 세계시민주의는 국가보다 세계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입장으

로서, 국가 주권의 도덕적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보편적 의무의 우선

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Singer의 세계시민주의는 이러한 급진적 입장

을 잘 보여준다. Singer는 그의 저서 『세계화의 윤리』에서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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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거를 제시한다. 그는 코피 아난(Kofi Atta Annan) 전 UN사무총장의 

입을 빌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유럽에 통용되고 있는, 국가 

주권이 절대적이라는 생각, 바로 그것을 이제 버려야 한다(Singer, 

2002/2003: 28).”라고 말한다. 나아가 그는 “국가 주권에는 본래적인 

도덕적 중요성이 없다(Singer, 2002/2003: 193).”고 주장한다. Singer

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많은 세대들이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지키는 과

정에서 국제 원칙을 만들어냈고, 이러한 국제 원칙은 평화를 위해 국가 

주권을 존중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 주권이 중요하다고 여

기게 되었다(Singer, 2002/2003: 193). 즉 그는 국가 주권은 본래적으

로 도덕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 유지와 관련 있기 때문에 기

능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받은 것뿐이라고 본다. 이런 논리에서 Singer

는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능력과 의지에 한계가 있다면 주권에도 

한계가 있다(Singer, 2002/2003: 193).”고 말한다. 또한 그는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라 무력으로 통치하는 체제는 [……] UN의 개입을 막을 만

한 합법적인 주권이 없다(Singer, 2002/2003: 179).”고 주장한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캄보디아, 소말리아, 구(舊) 유고슬라비아, 르완다 등에서 

벌어진 잔학 행위들을 국제 사회가 방지할 수 있다면 ‘주권 침해’ 논란

에도 불구하고 개입해서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해당 국가는 자국민 보

호 능력,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아니라 무력으로 통치하

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Singer는 보편 윤리34)가 국가 윤리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가 제시한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는 이러한 입장이 잘 담겨

있다. 

이 원칙(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의 본질은 우리가 도덕적 사고에서 우리의 행위
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모든 사람들의 같은 이익들에 대하여 동등한 비중을 둔
다는 것이다. [……] 어떤 특정한 양의 고통에 대하여 그것이 어떤 특정한 인종

34) Singer는 ‘보편 윤리’를 ‘지구 윤리’라고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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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겪는 고통이라고 해서 고려를 덜 한다면 이는 자의적인 차별이 될 것이다. 
[……]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와 어떤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이냐가 우리의 책무에 
결정적인 차이점을 만들어낸다는 견해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해 줄 타당한 근거
를 발견하기는 어렵다(Singer, 2011/2013: 53-54, 358).

  Singer가 도덕적 판단 및 행동을 할 때 친밀도, 인종, 민족, 국적 등이 

특별히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까닭은 공평성 때문이다. 그는 

편애와 같은 불공평은 보편적인 도덕 원칙이 될 수 없다고 본다(Singer, 

2002/2003: 201). 물론 Singer 역시 가족과 친구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생기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며 자연스럽다고 말한다. 그는 사회생물학의 

관점에서 가족 간의 사랑은 “사회적 포유동물인 인간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키부츠의 사례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돌보려는 욕망을 변화시키기 아주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

(Singer, 2002/2003: 208-209). 그리고 친구와의 우정은 선한 삶과 관

계있는 것으로서 행복한 삶에 기여한다고 말한다(Singer, 2002/2003: 

210). 이런 점에서 볼 때, Singer는 인간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 대해 

가지는 편향된 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편향된 감정의 토대가 되는 “생물학적인 근거도, 문화적인 근거도 우리

가 그것을 도덕의 기초로 간주할 만한 바람직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Singer, 2002/2003: 212).”라고 비판한다. 또한 Singer는 편향된 감정

이 있다고 해서 큰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일갈

한다. 그에 따르면 “우정이나 사랑이 요구하는 편향성은 큰 곤궁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심각한 방해가 될 만큼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Singer, 2002/2003: 213).”

  그렇다면 국적은 어떠한가? Singer는 Anderson의 “상상의 공동체” 

개념과 상호주의 논거를 가져와 자국민에 대한 의무를 설명한다. Singer

에 따르면 “상상의 공동체” 관념은 자신과 대면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상호주의의 대상자로 간주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국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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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나

라 국민보다도 자국민을 도와야 하는 의무를 상호주의 의무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다(Singer, 2002/2003: 218).”

  하지만 Singer는 “민족국가 체제에서 국민들은 보다 큰 전 지구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의 국가에 최우선적으로 또 거의 배타적으로 충성”

하려고 하는 반면, 오늘날 문제는 전 지구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민족

국가들로 구성된 체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Singer, 

2002/2003: 221-222). 다시 말해 Singer는 자국민에 대한 의무를 인정

하면서도, 자국민에 대한 의무가 더 큰 문제 해결을 방해한다면 자국민

에 대한 의무를 우선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나아가 

Singer는 상호주의 의무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적용’된다고 보

기 때문에 상호주의를 근거로 자국민에 대한 의무를 우선시하는 것은 설

득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는 UN의 패널 보고서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지구촌에서 다른 사람의 빈곤은 곧 자기 자신의 문제가 

된다. 즉 자신의 생산물을 내다 팔 시장의 부족, 불법 이민, 환경오염, 

전염병, 치안 불안, 광신, 테러리즘 등의 문제를 가져온다(Singer, 

2002/2003: 30).” 그래서 그는 Anderson의 “상상의 공동체” 관념이 도

덕적 논증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이러한 설명이 전 세계로 확대될 수 있

다고 기대한다. 즉 그는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간주하고, 전 지구적 

상호주의 입장에서 세계화의 문제점들을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Singer는 자신의 세계시민주의 입장에서, 질서 정연한 사회 구

현을 해외 원조의 목표로 삼는 Rawls의 만민법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

다. 

수많은 사람들의 아사나 인권 유린이 없는 상태라면, Rawls의 국제 정의의 원
칙은 개인을 돕는 일에 관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계를 지금 이대로 내버려둔
다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가 자유롭거나 적정한 체제를 
설립하고 ‘잘 정돈’되기도 전에, 영양실조와 가난으로 인해 얻은 질병으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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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것이다. [……]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정의론』의 저자가 심각하게 주의를 
기울인 적은 전혀 없다(Singer, 2002/2003: 230-231).

  요컨대 Singer는 Rawls가 국내와 국외를 구별하여 정의의 원칙을 적

용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으며, Rawls의 만민법은 시급한 해외 원조 문

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들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Singer, 2002/ 

2003: 229-231). Singer의 세계시민주의는 자신이 속한 국가를 넘어 

전 지구적 차원에서 도덕의 문제를 생각하도록 요구하며, 자국의 입장을 

앞세우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제시한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당장 돕지 않

는 것은 윤리적으로 매우 큰 잘못임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Singer의 입장에 대한 주된 비판은 무엇일까? 

Singer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은 “강한 세계시민주의는 특정한 지역이나 

국가 공동체의 가치를 부정하고 지구 공동체의 가치를 항상 우선시하기 

때문에 국가의 자율성, 지역적 연대성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편주의의 폭력을 행사하게 될 우려가 있다(김남준‧박찬구, 

2015: 6).”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비판을 Singer는 수용하지 않을 것

이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Singer는 가족‧지역‧국가 공동체의 가치

를 기능적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특별

한 애정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Singer의 입장이 위의 일반적인 비판과 다른 지점에서 2가

지 한계를 지닌다고 본다. 첫째는 Singer가 제시하는 진화생물학적 논거

가 과거에 대한 설명 다시 말해 발생론적 설명이기 때문에, 규범적 측면

에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논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Singer는 세

계화 시대에는 과거와 달리 자국의 이익에만 주목하지 말고 전 지구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inger, 2002/2003: 5). 

Singer는 이러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옹호하는 근거 중 하나로써 

진화생물학의 관점을 제시한다. 진화생물학자들이 제시해왔듯이, 인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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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선택 과정을 거치면서 혈족과 호혜적 동료집단을 보호하려는 이타

성이라는 유전적 토대를 가지게 되었다(Singer, 2011/2012: 102). 물론 

Singer는 이러한 이타성이 윤리의 기원일 뿐, 이타성이 곧 윤리는 아니

라고 본다. 그는 인간의 이성 능력이 진화와 유전에 기초한 관행들을 규

칙과 계율 등의 체계로 전환시킬 수 있었고, 이것이 인간의 도덕 체계, 

곧 윤리가 되었다고 말한다(Singer, 2011/2012: 173). 그런데 Singer는 

이렇게 발전해 온 ‘윤리’의 고려 대상이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윤리적으로 고려되는 집단의 범위가 국가를 초

월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지구적 윤리의 등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다.

윤리는 사회생활을 하는 포유류의 행태와 감정에서 발달한 것으로 짐작된다. 
[……] 만약 스스로를 정당화해야 하는 집단이 부족 혹은 국가라면, 우리의 윤리
는 부족적인 차원 혹은 국가적인 차원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커뮤니
케이션의 혁명이 전 지구적인 청중을 만들어냈다면, 우리는 전 세계에 대해 우
리의 행동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변화는 새로운 윤리 창조를 위한 물
리적인 토대가 된다. 이런 새로운 윤리는 과도한 수사학만 있었던 예전의 윤리
가 결코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것이다(Singer, 2002/2003: 37).

  E. Wilson이 1975년에『사회생물학: 새로운 종합』을 발표한 이후, 

위와 같이 진화생물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윤리를 설명하는 것은 낯선 풍

경이 아니며, 상당 부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Singer가 주장한 대로 

윤리의 대상이 확대되어 온 것은 분명 사실이다. Singer뿐만 아니라 S. 

Pinker 역시 그의 저서『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에서 근대 이후 전 세

계적 차원에서 문명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Pinker, 

2014). Pinker의 주장처럼 인간의 감정 이입, 자기 통제, 이성 등의 능

력은 인간을 윤리적 존재로 만드는 토대임은 분명해 보인다(Pinker, 

2014: 972). 그리고 우리는 세계화가 증대시킨 국가 간 상호주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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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타국 국민과도 호혜적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들에게도 공평성

이 적용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진화생물학은 윤리의 기원과 탄생, 그리고 현상에 대한 경험적 

설명을 제공하는데 유용한 학문이지, 윤리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학문은 아니다. 왜냐하면 미래 환경 속에서 인간이 어떤 선택 압력을 받

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류에 대한 보편적 의무’라는 당

위를 논증하려면 윤리의 기원과 발전 방식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다. Singer가 ‘국가 주권은 기능적으로 중요했던 것이지 도덕적 가치

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때 제시한 비판 논리, 즉 사실에서 당위

를 끌어낼 수 없다는 논리가 Singer 본인에게도 적용된다. 다시 말해 

‘윤리의 진화 역사를 설명하는 것’과 ‘윤리를 규범적 차원에서 논증하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 다만 우리는 윤리의 진화 매커니즘을 이해함으로

써 윤리가 더 잘 실천되도록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둘째, Singer의 입장이 현실화되려면 ‘국제사회를 통제하는 초국적 권

위체’라고 하는 선결 조건이 해결되어야 한다. 비록 우리는 전 지구적 

협력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협력의 필요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협력하는 것은 아니다. 파리 기후 협약을 거부한 미국처럼, Singer가 말

한 상호 호혜주의 역시 국제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작동 불능에 빠

지기 쉽다. 상호 호혜주의가 작동하려면, 홉스의 리바이어던처럼 신뢰 

파괴자를 처벌하는 상위의 권위체가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이

러한 권위체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이러한 권위체가 없

다. Singer도 이 점은 잘 알고 있다(Singer, 2002/2003: 24). 그래서 그

는 전 지구적 관리자로서의 UN 역할을 무엇보다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좋든 싫든 현재로서는 UN이 세계 모든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할 도덕적 권위
를 가진 유일한 기구이다. [……] EU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회가 있다는 점
에서, 미래의 보다 민주적인 UN에 대한 모델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S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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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5, 191-192).

  Singer는 민주적으로 발전한 UN 곧 “직접 선거로 구성된 입법부를 

갖춘 지구 공동체(Singer, 2002/2003: 254)”가 하나된 세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inger는 이러한 세계가 실현된다면 사람들이 지금보

다 더 강화된 세계시민성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물론 Singer가 냉혹한 국제 사회나 열강의 패권 경쟁을 모르는 것은 아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일한 세계에 적합한 형태의 정부를 개

발하는 과제”가 우리의 과제라고 주장한다(Singer, 2002/2003: 256).

  연구자가 보기에 Singer의 세계시민주의가 작동하려면 ‘민주화된 UN

이 관리하는 하나된 세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Singer가 제시하

는 이러한 선결 조건은 Singer가 추구하는 지향점은 될 수 있을지언정, 

Singer의 ‘윤리의 세계적 확장’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해주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Singer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세계정부의 수립은 Kant가 말한 것처럼 “이론

적으로 옳은 것이 실천에서는 거부된다(Kant, 1992/2008: 37).” 왜냐하

면 각국은 주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며, 설령 UN의 권력이 강화

된다고 하더라도 강대국의 이익에 더 관심을 쏟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

다.

  연구자는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의 국가 중심적 사고를 

벗어나야 한다는 Singer의 입장에 깊이 동감한다. 하지만 “목욕물 버리

려다 아이까지 버린다.”라는 격언처럼 국가 중심적 사고의 문제점을 없

애기 위해 국가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극우 포퓰리즘 정당이 현실 정치에서 약진하고, 편협한 민족주의가 부흥

하고 있는 상황(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3)에서 건전한 애국심을 함

양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계시민주의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Singer의 세계시민주의는 유용하지 못한 접근법이라고 본다. 그리고 

Singer는 인류의 보편적 의무 실행이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으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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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다시 말해 고통의 정치적‧제도적 원인과 그 

책임에 대한 논의를 자세히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다음 절에서 우리

가 살펴볼 Miller의 입장과 대비된다.

3) 약한 세계시민주의 : D. Miller의 입장

  

  약한 세계시민주의는 세계보다 자국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입장으

로서, 국가 주권의 도덕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보편적 의무의 우선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Miller의 이론은 이러한 약한 세계시민주의 입

장을 잘 보여준다. Miller는 「On Nationality」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다.

민족국가들(nations)은 윤리적 공동체들이다. 우리는 동료로 간주되는 사람들에
게 특별한 의무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외부인을 위해서라면 하지 않았을 희생
을, 동료를 대신하여 하는 것은 정당화된다. 마찬가지로, 동료 국민에게만 서비
스와 재화를 제공하는 복지 국가(states)와 같은 기관을 창조하는 것은 합법이
다. 심지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외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Miller, 1996: 410).

  위의 주장은 앞서 살펴본 Singer의 입장과 대비된다. Miller는 왜 이

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 우선 국가 주권의 도덕적 중요성을 인정하는 

Miller의 입장부터 살펴보자. “윤리적 공동체”라는 Miller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민족국가(nation)35)를 단순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 

Miller에 따르면 민족국가(nation)라는 공동체는 다음과 같이 5가지 특

징을 가지고 있다.

35) 영어 nation은 민족, 국민, 국가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된다. Miller는 nation을 같은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한 집단인 동시에, 정치적으로 자치를 하는 공동체
로 규정한다(Miller, 1996).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Miller가 말하는 nation을 문맥에 맞
게 민족국가로 번역하고, 필요한 경우 nation을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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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성원들의 상호 헌신과 공유된 믿음에 의해 구성된다. ② 역사적으로 이어
져 오고 있다. ③ 역동적이다. ④ 특정 영토에 연결되어 있다. ⑤ 다른 공동체
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공동의 공적 문화를 가지고 있다(Miller, 1996: 414).

  Miller는 Anderson의 “상상의 공동체” 개념을 수용하여 민족국가

(nation)는 종족(ethnic)과 구별되는 공동체로서, 개인 정체성의 근원이

라고 말한다(Miller, 1996: 410-414). 또한 그는 민족성(nationality)을 

설명하면서, 정치 이전에 “이미 문화와 역사적 유대로 묶여 있는 사람들

이 있으며 비록 당신이 그들 중에 다수를 개개인으로서 보아왔거나 알아 

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사람들은 존재한다(Miller, 2007/2009: 

206).”고 말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Miller는 민족국가 구성원들이 

정치 이전에 자신들을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식하고 있다고 본

다. 나아가 Miller는 민족국가의 자치권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Miller, 2008: 384)고 보기 때문에, 민족국가의 구성원은 “자신들이 중

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동체의 문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

치적 구조를 창안해야한다.”고 주장한다(Miller, 1996: 410).

  정리하자면 Miller가 생각하는 민족국가의 구성원들은 정치 이전부터 

문화적․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서로를 같은 공동체 구성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나아가 

상호 헌신하는 자치적 정치결사체를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

는 민족국가(nation)가 단순한 이익 추구 결사체를 넘어선 도덕적 가치

를 가진다고 본다.

  다음으로 동료 시민에 대한 의무가 인류에 대한 보편적 의무보다 우선

한다는 Miller의 주장을 살펴보자. 이 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책임에 

대한 그의 입장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Miller는 책임을 ‘도덕적 책

임’과 ‘결과에 대한 책임(outcome responsibility)’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도덕적 책임은 칭찬이나 비난에 관한 것으로서 집단에 소속

되었느냐와 관계없이 개인의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반면에 결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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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비용, 혜택, 책무의 분배에 관한 것으로서 집단에 소속된 개인에

게 적용될 수 있다(Miller‧곽준혁, 2009: 129)’. 이런 입장을 근거로 

Miller는 타국의 빈곤에 대해 전 지구적 차원에서 도와야 할 의무가 있

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Miller에 따르면 빈곤 문제는 글로벌 시

장 경제와 같은 외부 요인, 천연자원의 매장과 같은 지리적 요인, 정치‧
경제‧문화와 같은 국내 요인 등에 의해 발생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내 요인이다(Miller, 2008: 387). Miller는 영국으로부터 1957년 같은 

해에 독립한 ‘가나’와 ‘말레이시아’의 현재 경제적 격차를 예로 들어 정

치‧경제‧문화 제도가 국가의 부(富)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Miller, 

2008: 387). 2017년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1인당 GDP

는 약 9,944 USD이고, 가나의 1인당 GDP는 약 1,641 USD이다. GDP 

규모로 보면 말레이시아는 외국의 도움이 필요 없는 국가인 반면, 가나

는 그렇지 않다. Miller의 논리에 따르면, 책임의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타국의 빈곤을 책임지라는 것은 타국의 정치‧경제‧문화 제도에 대해 책임

지라는 말과 같다. 즉, Miller는 특정 국가의 빈곤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 전 세계가 짊어져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이라고 본다. 

  물론 Miller는 타국의 빈곤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특정 국

가가 있을 수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식민 지배처럼 과거 서구 열강

이 약소국에게 피해를 준 경우, 서구 열강은 해당 약소국의 피해에 대해 

정의의 관점에서 책임을 져야한다(Miller, 2008: 388). 하지만 한 국가

의 시민들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에 대해 다른 나라 시민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Miller, 2008: 388). 왜냐하면 국가에 소속된 

시민은 자국의 경제 문제에 대해 결과적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그

래서 빈곤 문제에 대해 같은 공동체 구성원의 책임과 외부인의 책임은 

결코 같지 않다. 이러한 Miller의 입장은 앞서 살펴본 Singer 주장에 대

한 비판 논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Miller의 이러한 시각은 ‘불평등 문제’에도 적용된다. 그는 정

의의 문제를 최소주의 입장, 즉 인간이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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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는 문제로 이해한다. 만일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의 최소한의 권리

를 침해하지 않았다면, 두 국가 사이에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는 Pogge

와 같은 강한 세계시민주의자의 주장과는 달리 정의의 문제가 아니다

(Miller, 2008: 389). 최소주의 입장에서 불평등 문제를 바라보는 Miller

는 정의라는 명분으로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본

다.

  Miller에 따르면 ‘지구적 정의의 원칙’은 두 가지다. 첫째 원칙은 인권

의 보편적 보호이다. Miller는 이러한 원칙이 타국과 전혀 상호 작용하

지 않는 고립된 나라에게도 적용된다고 본다(Miller, 2008: 395). 둘째 

원칙은 상호 협력하는 독자적 정치 공동체는 비용과 이익 면에서 공정해

야 하며 거의 같은 순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원칙이 

국가 간의 격차를 균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Miller, 2008: 

395-396). 요컨대 Miller가 볼 때, 국가 간 불평등 문제는 지구적 정의

의 문제가 아니며,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지구적 차원의 빈곤 문제 해결

은 정의에 따른 의무가 아니라 인도주의에 따른 의무이다(Miller, 2008: 

389).

  반면에 동일한 정치 공동체에 소속되고, 공동의 정체성을 지니며, 사

회적‧경제적 제도의 규제 아래 협력하는 동료 시민들은 서로에 대해 인

도주의적 의무가 아닌, 특별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Miller, 2008: 390). 

Miller는 그 이유를 두 가지 제시한다. 첫째, 민족국가는 자발적 연합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 살고 죽는 운명공동체이며, 우리 각자는 동료 시

민들과 운명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연대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민족국가

는 실질적인(actual) 초기 정치공동체이며, 이러한 민족국가에 소속된 시

민은 시민으로서의 특별한 정의 감각을 법과 사회 정책의 구체적 표현으

로서 부여받기 때문이다(Miller, 1996: 416). 비유하자면 Miller는 같은 

정치공동체에 속한 시민들은 마치 한 배를 타고 거친 풍랑을 헤치며 나

아가는 동료이므로 동료 시민을 타국 시민보다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그래서 Miller는 복지를 공동체 구성원에게 우선적으



- 93 -

로 베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다수가 찬성할 것이라고 말한다(Miller, 

1996: 416).

  이러한 Miller의 입장은 앞서 살펴본 Singer의 입장과 대조를 이룬다. 

그래서 우리는 Singer 입장의 단점을 Miller 입장이 보완할 수 있고, 반

대로 Singer 입장의 장점을 Miller 입장이 결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국가의 도덕적 중요성을 인정하는 Miller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첫째, 국가를 단순한 경제 관계의 총합으로 

보지 않고 도덕 공동체로 보는 관점은 공동선을 위해 노력하려는 동기를 

가지도록 돕는다. Nussbaum이 Mazzini의 주장을 빌려 말했듯이 “전 인

류에 대한 사랑의 직접적 호소가 탐욕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Nussbaum, 2008).” 다시 말해 자기 이익을 넘

어 타인과 공동체를 고려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려면 국가라고 하는 도덕 

공동체를 지렛대로 삼는 것이 유용하다. 둘째, Rawls의 주장과 마찬가지

로 정치․경제․문화 제도에 대한 강조는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알려준다. 해외 원조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원조 수혜국의 정치적 개선이 병행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점과 달리, 동료 시민에 대한 특별한 의무를 강조하는 

Miller의 입장은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우선 동료 시민에 대한 

특별한 의무와 인류에 대한 인도주의적 의무가 상충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Miller 역시 이 점에 대해서는 인지하

고 있다. 

나는 오히려 nationality에 대한 윤리적 주장 및 다른 특수주의적 주장들이 똑
같이 근본적이라고 제안한다.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의무와 특정 국가의 구성원
으로서의 우리의 의무는 갈등을 빚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아르키메데스(Archimedean)의 점은 없다(Miller, 1996: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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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ler가 비유적으로 말하는 ‘아르키메데스의 점’은 Rawls의 원초적 

입장처럼 자신의 상황을 모른 채 공정하게 정의로운 원칙을 도출할 수 

있는 관조적 입장과 유사하다. 하지만 Miller는 이러한 관조적 입장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는 “정의의 원칙들을 다양한 형태의 인간 결사

체에 착근된(embedded)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특수한 맥락에서 사

람들이 서로 관계하는 방식에 따라, 사람들은 정의가 요구하는 바를 서

로 다르게 이해(Miller‧곽준혁, 2009: 113)”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Miller의 입장에 따르면, ‘정의로운 행동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각국은 

서로 다른 대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2018년 11월 8일 불법 입국자들에 대해선 망명
을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최근 중미 국가들에서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
가려는 난민 행렬 카라반이 급증하는 것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명분이다. 더 크
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당시부터 지금까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온 반난민·반이주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 내 인권단체와 시
민사회는 이런 조처가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격화
될 조짐이다(한겨레 뉴스, 2018.11.09.).

  위 사례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려던 

난민 혹은 이민자 수용을 거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은 정의롭지 

못한 차별인가? Miller의 논리에 따르면 이것이 부정의한 차별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Miller는 우리가 동료 시민에 대해 더 특별한 의무, 

예를 들어 테러로부터의 자국민의 보호와 경제적 안정 등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중남미 국민들이 자국을 벗어나려는 

것은 자국의 치안 불안, 빈곤, 정치 불안 때문이다. 그런데 중남미 국가

의 낮은 민주주의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무질서한 국가 상태를 개선하려

는 노력을 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하려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회

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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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우리가 주목할 점은, Miller의 입장에는 자국민의 보호를 이유로 

외국인을 돕지 않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빈곤에 시달리는 외국 국민을 구조해야 한다는 요구와 테러로부터 동료 

시민을 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

는가? 같은 동일한 의무를 놓고도 각 국가는 자국의 특수한 정의의 원칙

에 근거해서 인도주의적 의무 이행 정도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Miller의 특수주의는 지구적 정의의 원칙 즉 인도주의적 의무 차원에서 

각국은 빈곤국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하지만, 빈곤국을 어느 정도로 도울

지는 각국의 특수한 정의의 원칙에 달려있다. 만일 보편적 의무를 근거

로 해서 각국에게 인도주의적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면, 또

는 보편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여론의 비판이 없다면, 각국의 인

도주의적 의무 실천은 현실로 나타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연구자가 보기에 이러한 Miller의 입장은 약소국이 아니라 강

대국에게 유리한 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 제국주의와 산업화로 인한 부

를 이미 축적하고 복지를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 서구의 입장에서는, 

Singer보다 자국민을 보살피는 의무를 강조하고 국가 간 공정한 무역을 

강조하는 Miller의 입장이 더 매력적일 것이다.

  그리고 연구자는 이러한 Miller의 주장이 세계화가 강화되는 21세기에

도 계속 설득력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본다. 런던, 파리, 뉴욕, 도쿄, 서울 

등 각 글로벌 도시 세력권에는 약 2,000만 명 정도가 모여 산다. 글로벌 

도시 거주민들은 Miller가 언급한 민족의 5가지 특성을 가지지 않는 경

우가 많다. 더군다나 영구 이민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위한 임시 체류인 

경우, 국가는 외국인에게 해당 국가의 법에 대한 충성심을 시험하기도 

어렵다. 이들 글로벌 도시의 다문화 정도는 심화되고 있으며, 인적 구성

도 매우 유동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적 동질성(Miller 표현으로는 공

공 문화)을 가지지 않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동료 시민으로서의 신뢰

와 연대 의식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주

민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은 인권 보호의 보편적 적용을 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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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정의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정당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비록 국경을 넘어 상호 협력이 이뤄지지만,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은 어떤 열망(aspiration) 그 이상은 아니다(Miller, 2008: 

391-394).”라고 보는 Miller의 입장은 전 지구적 상호 연결성이 강화되

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도덕과 시민교육의 입장에서 볼 때 설득력이 

부족하다.

4) 온건한 세계시민주의 : M. C. Nussbaum의 입장

  

  온건한 세계시민주의는 세계와 자국을 균형 있게 대우하려는 입장으로

서, 국가 주권의 도덕적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보편적 의무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Nussbaum의 입장을 분석하면서 온

건한 세계시민주의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

의할 점은 Nussbaum의 입장이 초기와 후기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우리

는 초기 Nussbaum의 입장과 후기 Nussbaum의 입장을 비교함으로써 

국가 주권의 도덕적 중요성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초기 입장부터 살펴보자. 초기 Nussbaum의 입장은 1996년에 

쓴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에 담겨있다. 이 글에서 Nussbaum은 

국가적 자부심을 강조하는 R. Rorty의 기고문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

이 말한다.

인류의 범세계적 공동체에 충성하는 사람이 그러한 목적들(정의와 평등)에 좀더 
많이 기여하고, 어느 면으로 보나 현재 세계에서의 우리의 상황에 훨씬 더 적
합하다. [……] 그 기획의 의제(Rorty의 기고문)에는 합리적이면서 상호 의존적인 
인간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우리의 특성은 전혀 들어 있지 않다. [……] Rorty의 
애국주의는 모든 미국인을 결합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일지 모른다. 그러나 애국
주의는 호전적 대외 강경주의(jingoism)와 너무나 유사하고, Rorty의 주장에는 
이처럼 명백한 위험에 대처하는 그 어떤 제안도 들어 있지 않다. [……] 국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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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경계선이 우리의 사고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민족‧계급‧성 및 인종의 경계를 넘어서 마땅
히 제휴해야 한다고 시민들을 설득할 원칙적인 방법을 상실할 것이다
(Nussbaum, 1996/2003: 24-38).

  위의 글에서 나타나듯이, Nussbaum의 초기 입장의 요지는 애국주의

에 대한 우려와 인류에 대한 일차적 충성의 정당화이다. 그는 Rorty의 

애국주의를 국가주의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면서, 타고르(R. Tagore)의 

입장을 빌려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국가주의 감정의 옹호는 정의와 공

정이라는 본질적인 보편 가치들을 겉만 번드르르한 우상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위험하다(Nussbaum, 1996/2003: 26). 초기 Nussbaum은 국가

에 대한 충성 혹은 사랑이 자국 중심주의로 빠지기 쉽기 때문에 애국주

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Nussbaum이 국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부정하는 것

은 아니다. 하지만 아래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국가에 대한 ‘특별

한 관심’을 ‘보편적 선’과 항상 연결시키려고 한다.

세계시민주의는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세계의 모든 지역들에 동등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 자신과 자기 가족이 속해 있는 지역 
및 국가에서의 관계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수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을 부정한 적이 없다. 우리는 분명 그렇게 해야 한다. [……] 그렇게 생각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특정 지역이 그 자체로 더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분별 
있게 선을 행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Nussbaum, 1996/2003: 187- 
188).

  요컨대 Nussbaum은 인류를 사랑하는 일(보편성)과 국가를 사랑하는 

일(특수성)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며, 인류를 사랑하는 일의 구체적 형태

는 특정 지역의 특정인을 돕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ussbaum은 애국심 교육에 대해 “국가의 경계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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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으로 중요하게 취급하는 교육은, 역사적 사건에 잘못된 도덕적 무게

와 영광이 외피를 입힘으로써 지나칠 정도로 자주 이런 식의 비합리성을 

키워왔다(Nussbaum, 1996/2003: 34).”라는 우려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은 애국심보다 인류에 대한 충성이 앞선다는 주장에 잘 담

겨 있다. 그는 스토아학파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인간의 속성이 

어디에서 나타나건 그것을 인정해야 하며, 그 인간성의 필수적 구성 요

소인 이성과 도덕적 능력을 존중하고 거기에 우선 충성해야 한다.”라고 

말한다(Nussbaum, 1996/2003: 26-29). 

  그렇다면 인류에 충성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우리는 

Nussbaum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이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세계시민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충성을 바쳐야 하는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각기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되, 그것을 어떻게 정하든 필요할 때마다 인간 생명
의 가치라면 장소를 불문하고 인정해야 하고, 우리 자신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과 공통의 인간적 능력과 문제로 묶여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Nussbaum, 1998/2018: 29).

  요컨대, 인류에 대한 충성은 국적과 상관없이 인간 생명 또는 인간 존

엄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는 그 예로서, 2차 대전 

당시 나치로부터 유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 비유대인(유대인

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을 제시한다. 그는 이들의 고귀한 행동을 언

급하면서 “국가와 종교, 심지어 가족의 요구까지도 넘어서, 어떻게든 인

간을 인간으로 인정하고 그것에 맞게 반응하는(Nussbaum, 1996/2003: 

182)” 그런 규범이 증진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 Nussbaum의 입장은 1995년을 전후하여 수정된

다. 그는 자신의 2008년 논문 「Toward a globally sensitive 

patriotism」(2008a)에서 이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2008년 한국에서 

행한 강연문 “Can There Be a Purified Patriotism?”(2008b)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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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초기 주장과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Nussbaum에 따르면, 자신이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에서 잠정적으로 주장했던  ‘① 모든 인류

에 대한 의무들은 다른 의무들보다 항상 우선해야 한다. ② 특수한 의무

들은 보편적 의무들로부터 파생된다.’와 같은 생각은 정치적 자유주의 

국가에서 수용될 수 없으므로 수정이 불가피하다(Nussbaum, 2008b, 강

준호 역). 그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그동안 나의 생각들은 두 가지 면에서 변했다. 첫째, (1995년 즈음 이후로) 
Rawls식의 정치적 자유주의36)의 한 형태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나는 한 
품위 있는 사회의 정치적 원칙들은 넓은 범위의 포괄적 학설들(doctrines)을 신
봉하는 합리적인(reasonable) 시민들에 의해 승인될 수 없는, 포괄적 윤리 학
설이나 형이상학 학설을 포용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파생
되지 않은(nonderivative) 특수한 의무들에 대해 일체의 합법성을 거부하는, 강
한 형태의 세계주의는 정치적 자유주의 국가에서 중첩적 합의의 대상일 수 없
다는 것은 분명하다. [……] 이때 우리는 인류에 대한 몇몇 매우 강한 의무들의 
제약을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특정한 사람들과 장소
들에 대해 얼마만큼 헌신할 권리가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렇다면 그
것이 나의 현재의 포괄적인 윤리적 입장이며, 그것은 특히 순화된 형태의, 즉 
세계정의의 제약들을 수용하는 형태의, 애국주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마련한
다(Nussbaum, 2008a: 79-80; Nussbaum, 2008b, 강준호 역).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Nussbaum은 Rawls의 정치적 자유주의

를 받아들여, 입헌 민주정체의 합리적인 시민들이 중첩된 합의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정치 질서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후기 

Nussbaum 입장에서 볼 때,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 체제의 중요성을 

옹호하지 않거나 세계국가(world state)를 주장하는 강한 세계시민주의

는 정당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Nussbaum, 2008a: 82; 2012: 224).

36) Rawls에 따르면, “정치적 자유주의는 포괄적 교리들(doctrines) 간의 합당한 다원주의
의 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 정치적 자유주의의 문제 인식은 입헌민주
정체에 적용되는 정치적 관점의 정의관을 제시하려는 것이다(Rawls, 2005/2016: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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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Nussbaum은 국가의 도덕적 중요성과 특수적 애착을 강조하지 

않았던 초기 입장에서 벗어나 애국주의와 특수적 애착의 필요성을 역설

한다. 그렇고 해서 후기 Nussbaum이 애국주의가 가진 위험성을 간과하

는 것은 아니다. 그는 애국주의가 호전적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위험을 

품고 있다고 여전히 경고한다(Nussbaum, 2008a: 79). 하지만 초기와 

달리 후기 Nussbaum은 이탈리아의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사상가인 

Mazzini의 입장을 수용하여 애국주의의 필요성을 논증한다. Mazzini는 

인도주의에 호소해도 자본주의적 탐욕에 물든 사람들은 자기 손해를 거

부할 것이기 때문에, 애국심을 지렛대로 삼아 세계 정의라는 목적을 지

향하는 보편적 감정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Nussbaum, 2008a: 

80). 아래는 Nussbaum의 논증을 재구성하여 제시한 것이다(Nussbaum, 

2008b, 강준호 역).

① 품위 있는 세계사회는 모든 세계시민에게 일정한 기본적 인간 선(good)들과 
능력들을 확보해줘야 한다.

② 국민국가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지며, 나아가 국
민국가가 어떤 일정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적 형태를 취한다면 모든 인간
들에게 하나의 중대한 좋음이다.

③ 자유주의‧민주주의 국민국가들은 그것들의 제도들과 정치문화에 고착된 도
덕적 감정들이 없이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④ 요구되는 감정들은 가족, 지역, 민족, 인종 등이 아니라 국가를 통해 공급될 
수 있다.

⑤ 자유주의‧민주주의 국민국가들이 국내 재분배나 해외 원조 등의 개인적 희
생을 요구하는 프로젝트들을 떠맡으려 한다면, 도덕적 감정들이 더욱 필요
하다.

⑥ 그런 프로젝트들은 국가들이 떠맡을 좋은 프로젝트이므로, 우리는 국가를 
향한 도덕적 감정들을 배양해야 할 더 강한 이유들을 갖는다.

  위 논증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도덕적 감정의 원천으로서 가

족, 지역, 민족, 인종 등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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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국가를 통해 함양된 도덕적 감정에 의해 인도주의적 임무를 수행하

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국가 주권의 도덕적 특징(Nussbaum, 2013/2019: 198)”을 주

장하는 Nussbaum의 입장은 국가 주권은 본질적으로 도덕적 가치가 없

다는 Singer의 입장과 구별된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도덕적 감정 없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안정되

게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어렵

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도덕적 감정들은 시민들을 하나로 결합시키

고 국난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곤경에 빠진 이방인들을 돕

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Nussbaum은 그 예로써 Herder가 제시

한 도덕적 감정들 ①~⑧을 소개하고, 자신이 생각한 ‘순화된 애국주의의 

도덕적 감정들’ ⑨~⑪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Nussbaum, 2008b, 강준

호 역).

① 전쟁에 대한 공포, ② 영웅의 영광에 대해 줄어든 존경, ③ 거짓 치국책에 
대한 공포, ④ 순화된 애국주의, ⑤ 다른 국가들을 향한 정의감들, ⑥ 약소
국이 희생당할 때 느끼게 되는 인도주의적 느낌들, ⑦ 전쟁을 통해 행복을 
증진하려는 시도들에 대한 경멸, ⑧ 인간 행복을 위해 유용한 활동에 대한 
애정

⑨ 신중히 구성되고 도덕적 관점에서 고찰된 동정심 : 시민의 빈곤에 건설적으
로 대처하거나 대규모 해외 원조를 제공하도록 동기 부여함. 

⑩ 적절한 분노 : 부정의에 대해 투쟁하도록 동기 부여함. 분노는 비폭력적 정
치투쟁 및 자비와 화해의 가능성과 연결되어야 함.

⑪ 적절한 희망 : 분노가 부정의를 감소시키고, 갈등이 화해될 수 있다는 기대
를 포기하지 않도록 함.

  도덕적 감정과 애국심에 대한 Nussbaum의 입장은 Miller와 유사한 

점이 많다. 그래서 Nussbaum 스스로도 “희생을 요구하는 과감한 프로

젝트들을 일으키는 것은 국가와 그것의 역사를 향한 도덕적 정서들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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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시키는 것을 수반한다.”는 명제를 Miller-Nussbaum 명제라고 부른다

(Nussbaum, 2008b, 강준호 역).

  그러나 Miller와 달리 Nussbaum은 이러한 도덕적 감정들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제약을 제시한다. 특히 

Nussbaum은 근대 애국주의는 특정한 민족‧언어‧종교의 동질성에 기초하

여 애국심을 형성하지 말고,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을 결합시키는 감정

들에 호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Nussbaum, 2008a: 84). 왜냐하면 근대 

민주국가는 다양한 민족과 언어 그리고 종교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민족‧언어‧종교의 동질성을 강조하게 되면 시민 간의 결합은 와해되

기 쉽고 나아가 외국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증폭될 수 있다.

  그리고 Nussbaum은 감정들 중에서 ‘역겨움과 창피함’ 같은 감정들은 

품위 있는 사회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감정들은 그 자체

로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쁜 의도에 기여할 수 있다. 왜

곡된 감정으로 인해 초래되는 건전한 애국심의 부재는 현실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Nussbaum은 2002년 인도 구자라트에서 발생

한 무슬림 학살37)을 예로 들어 감정의 왜곡이 일으킬 수 있는 참사를 

경고한다. Nussbaum에 따르면, 당시 무슬림에 대한 힌두교인들의 폭력

에는 ‘창피함’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즉 힌두교 인도 남성들은 인도가 오

랫동안 무슬림과 영국에 지배받은 것 때문에 자신들의 남자다움이 손상

당했다는 창피함을 느꼈고 이러한 감정이 무슬림에 대한 폭력을 부추기

는 큰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다(Nussbaum, 2008a: 85). 당시 이러한 폭

력 사태로 인해 무슬림 천 명 이상이 학살당했지만, 14년이 지나서야 겨

우 24명에게만 유죄가 선고되었다.38) 이 사건은 특정 종교를 기반으로 

하고, 창피함과 같은 왜곡된 감정에 의해 부추겨지는 애국심이 얼마나 

37) 2002년 2월 27일 인도 구자라트 주에서 기차를 타고 성지순례를 다녀오던 힌두교도 
59명이 열차 화재로 숨지자 힌두교도들은 무슬림이 불을 냈다면서 무차별 보복에 나
섰고 3개월간 1천 명 이상의 무슬림이 살해됐다. 연합뉴스(2016.06.02.), “인도 구자라
트주 무슬림 학살 힌두교도 24명, 14년 만에 유죄”, https://www.yna.co.kr/view/ 
AKR20160602175400077 (검색일: 2019.05.17.).

38)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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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를 키울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래서 Nussbaum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도덕적 

감정들이 명백하게 잘못된 길에 빠졌을 때, 우리가 과연 그것들이 잘못

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지를 물어봐야 한다(Nussbaum, 

2008b, 강준호 역).”고 말한다. Nussbaum은 이점이 Miller와 자신의 차

이점이라고 말한다. 즉 사익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공공선을 위해 노력

하도록 유도하는 애국주의적 감정들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세계정

의의 제약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Miller는 특수주의적 윤리관과 보편적 윤리관의 갈등을 해

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물론 Miller는 지구적 정의로서 

‘인도주의적 의무’를 얘기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무엇이 인간다운 삶이냐

에 대해서는 민족국가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

비아 같은 나라에서는 20세기 후반까지도 다수의 사람들이 ‘여성의 투표

권 부재’를 인권 침해의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는 이를 특수적 상황이라는 이유로 비판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특수와 보편의 갈등을 존속시키기보다는 세계정의의 차원에서 이

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Nussbaum의 세계시민주의는 Miller의 입장보다 장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Nussbaum이 말하는 세계정의 혹은 보편적 윤리가 항

상 옳은 것은 아니다. Nussbaum이 세계시민주의의 사례로 제시한 스토

아학파의 아우렐리우스는 기독교 박해를 주도한 인물이다.39) 연구자가 

보기에, 아우렐리우스에게 세계는 곧 로마였기 때문에 그의 세계시민주

의는 처음부터 보편성을 띄기 어려웠다. 또한 H. Putnam이 지적한 것처

39) 초기 입장과 달리 최근 Nussbaum은 아우렐리우스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아우렐리우스는 삶을 이미 죽음과 같은 것으로, 무의미한 일들의 연속으로 생각하려고 
거듭 노력한다. [……] 아우렐리우스는 오직 추상적 원칙에 입각한 애국심이라 할 수 있
는 불편부당한 애국심의 근본에 다가갔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Nussbaum, 
2013/2019: 353-354).



- 104 -

럼 국제주의적인 국가로 추정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스탈린

의 통치 아래 많은 학살을 저지른 것은 세계시민주의가 허상일 수 있음

을 보여준다(Putnam, 1996/2003: 133). 따라서 세계시민주의 역시도 

항상 대내외적으로 견제받을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바람직한 세계시민

성은 비판과 토론이 활성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자는 세계시민주의를 실천하려면 건전한 애국심이 건재해

야 한다고 본다. 자신이 속한 집단을 ‘선’으로,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

을 ‘악’으로 인식하게 만든 후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것이 애국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자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세계시민주의를 

파괴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가 교육을 통해 한 발 앞서 순화된 애국주

의의 감정들을 교육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애국

주의 감정들을 선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러한 감정을 악용하려는 

포퓰리즘 세력들에 의해 선점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

는 다음 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2. 도덕과 시민교육에 부합하는 세계시민주의 탐구

  앞서 살펴본 강한 세계시민주의, 약한 세계시민주의, 온건한 세계시민

주의는 세계시민의 의무에 대해 조금씩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렇

기 때문에 도덕과 시민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비추어 볼 때 이들 3가지 

세계시민주의 입장이 가지는 특성도 그 장단점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도덕과 시민교육의 기준에서 3가지 세계시민주의 입장들이 어

떤 장단점을 가지는지 평가하고, 도덕과 시민교육에 부합하는 세계시민

주의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강한 세계시민주의자인 Singer의 입장을 살펴보자. 강한 세계시

민주의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의 보편적 적용을 주장하는 점에서, 보

편성을 추구하는 도덕과 시민교육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국가를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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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로 여기지 않는다거나 특정 국가에 대한 애착이나 자긍심 등과 같

은 특수성을 보편성보다 경시한다는 점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도덕과 시민교육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앞서 말했듯

이 그는 기능적 차원에서 국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국가의 주

권은 본질적으로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본다. Singer에 따르면 

국가 주권이 중요하다고 간주된 이유는 평화에 기여해왔기 때문이다. 그

런데 이러한 국가 주권의 기능적 중요성도 그가 지향하는 세계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한다면 그 의미가 줄어들 것이다.40)

  그리고 Singer는 시민적 덕성 함양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 그는 

인간이 “사유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성을 이용하여 이미 정서적 태도를 

형성한 상황들을 일반화하고 거기서 추론을 끌러낸다. 여기서 이성은 열

정의 단순한 노예 이상의 역할을 한다. 이성은 열정을 수정하고, 재분배

하고, 용도 변경함으로써 우리가 윤리적 행동에 이르는 데 결정적 역할

을 한다(Singer, 2015/2016: 118).”고 말한다. Singer에 따르면, 역사‧
문화를 바탕으로 동료 시민들과의 연대 의식을 강화하고 애국심과 같은 

시민적 덕성을 기르는 것보다, 이성적 사유 능력을 높여 효율적 이타주

의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Miller와 Nussbaum이 설명했듯이, 공동체에 대한 열정이 없다

면 사람들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Singer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나 진화심리학을 활용한 동기 부여

방안41)을 말하지만, 공동선을 위해 노력하려는 정서적 끌림 없이 추상적 

40) 물론 Singer는 이러한 미래의 지향점과 현재 상황을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세
계적 차원의 정치공동체는 현재 없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배하는 한, 우리는 국가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들은 자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
으면, 갑자기 유권자들이 전례 없이 대대적으로 이타주의자로 변신하지 않는 한, 민주
주의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다(Singer, 2002/2003: 27).”라고 우려한다. Singer
는 민주주의가 무너져 공리가 감소하는 것과 비교하면 자국 우선주의 입장이 그나마 낫
다는 입장이다. 물론 Singer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그에게 이러한 우려는 ‘최악보
다는 차악을 선택하겠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지 궁극적인 지향점이 아니다. 

41) Singer는 자신의 선행을 남이 알도록 하거나, 자신이 돕는 이를 구체적으로 알게 만들
거나, 선행을 디폴트 행동으로 만드는 등의 방안을 통해 기부를 더욱 증진할 수 있다고 
말한다(Siner, 2009/2009: 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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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나 심리적 기제만으로 이타적으로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는 쉽

지 않다. 비록 Adam Smith가 『도덕감정론』에서 “자기애의 가장 강력

한 충동에 대항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인간애라는 온화한 힘도 아

니고, [……] 그것은 이성, 원칙, 양심, 마음속의 거주자, 내면의 인간, 

우리의 행위의 위대한 재판관 및 중재인이다(Smith, A., 1976/2016: 

327).”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현실은 Adam Smith

가 제시한 사례처럼, 적정성과 정의의 감각을 철저히 훈련받지 않는다

면, 그리고 직접 관찰한 일42)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의 희생

보다 자신의 손가락 하나의 희생을 더욱 꺼리기 쉽다(Smith, A., 

1976/2016: 325-327). Harari 역시 현실에서 민족적 유대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스웨덴과 독일, 스위스 같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자유주의 국가들은 모두 민
족주의 감정도 강하다. 민족적 유대감이 부족한 나라의 목록을 보면 아프가니
스탄과 소말리아, 콩고 그리고 다른 실패한 국가들 대부분이 들어가 있다
(Harari, 2018/2018: 175).

  우리는 편협한 민족주의 문화를 경계해야 하지만, 도덕적 행동을 이끄

는 공동체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런 점

에서 볼 때, 연구자는 국수주의를 견제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행동을 인

도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에 대해 주목하지 못한 것이 공리주의에 기반한 

Singer의 한계라고 본다. Niebuhr가 지적했듯이 공동체 문화는 개인 간

의 관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와 

행동에도 매우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가 어떤 문화를 

42) Singer는 A. Smith의 ‘중국인’ 예시를 수긍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먼 곳에 벌어진 재
난도 곧바로 소식을 들어 알 수 있고, 빠르게 구호품을 보낼 수 있다. 지금의 우리는 
Smith의 시대에는 불가능했던 수준까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한
다(Singer, 2009/2009: 77-79). 하지만 사람들이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데도 곤경에 
처한 타국인을 돕는 것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복종해서라기보다는 사회적 평판
(간접 상호성)의 영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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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국수주의적 문화를 가진 공동체에서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행동 촉진이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수주의 사회에

서는 외국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 자국을 해롭게 하는 것처럼 오해되기 

쉽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난민에 대한 혐오가 심한 사회에서는 난민을 

돕는 이타적 행동이 反애국적 행동으로 왜곡되어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도 있다.43)

  이런 점에서 연구자는 세계시민으로서 살아가려면 먼저 공동선에 참여

하려는 시민성과 도덕적 공동체 문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애국심과 같은 시민적 덕성 함양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를 향한 도덕적 감정 즉 애국심이 있어야 자신의 이기심에서 눈을 

돌려 공동체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 애

국심이 바탕이 되어야 국가는 국제 사회 속에서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Nussbaum이 애국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이유도 여기

에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Nussbaum은 애국심이 있어야 국가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나아가 안정된 국가들의 책임 아래 인도주의적 

프로젝트들이 실행될 수 있다고 보았다. 비록 Singer가 도덕과 시민교육

에서 말하는 특수성이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성과 특수

성의 조화를 추구하고 시민적 덕성 함양에 힘쓰는 도덕과 시민교육의 입

장에서 볼 때, Singer의 입장을 세계시민주의의 중심 정치철학으로 설정

하기는 어렵다.

  한편 약한 세계시민주의를 주장한 Miller는 시민적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특정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추구하는 

도덕과 시민교육의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연구자가 보기에 약한 

43) 지중해에서 난민을 구조해 2019년 6월 29일 이탈리아에 입항한 독일 비정부기구(NGO) 
난민구조선 Sea-Watch3호의 선장 카롤라 라케테가 이탈리아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
탈리아의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라케테를 범법자라고 맹비난했다. SBS 뉴
스(2019.06.3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31165. 
그 후 이탈리아 검사에 의해 기소되어 이탈리아에서 재판을 받은 라케테는 “생명 보호 
직무 수행”한 것이라며 2019년 7월 2일 석방되었다. 연합뉴스(2019.07.03.),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3061000009. (검색일: 2019.07.04.)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30610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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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주의는 민족국가의 특수성과 최소주의적 의무를 중시한 나머지, 

보편성의 실현을 제약하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전 지구적 갈

등을 해결하는데 난점을 보일 수 있다. 약한 세계시민주의에 따르면, ‘최

소한의 인권 보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그리고 ‘해악에 대한 책임’

이 없는 한 각 민족국가는 이방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의무가 없다. 하지

만 ‘어디까지가 최소한의 인권인가 그리고 해악을 얼마나 끼쳤나’에 대

한 합의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약한 세계시민주의 입장에서 볼 때, 인

권 유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혜택을 바라며 유럽에 들어온 난민들

까지 국가가 세금으로 도와주는 것은 동포에 대한 특별한 의무를 망각한 

부정적 조치일 수 있다. 그리고 약한 세계시민주의는 비록 다문화 정

책44)을 지지하지만, 소수 문화와 기존의 전통문화가 갈등할 때, 이를 해

결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규범을 제시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Miller는 민족성에 대한 주장들이 똑같이 근본적이라고 보기 때

문이다(Miller, 1996: 417). 설령 그가 제시하는 민주적 심의가 이뤄지

더라도 공약불가능한 민족성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것은 난제가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약한 세계시민주의는 특수성뿐만 아니라 

보편성도 중시하는 도덕과 시민교육의 중심 정치철학이 되기에는 부적합

하다.

  마지막으로 Nussbaum의 입장을 살펴보자. 온건한 세계시민주의는 인

류에 대한 보편적 의무를 우선시하고, 특정 국가와 동료 시민에 대한 애

착심을 바탕으로 한 열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

를 추구하는 도덕과 시민교육의 방향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Nussbaum이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기 위한 정서적 접근을 

강조한다는 점은 교육적 차원에서도 그의 입장이 유용함을 말해준다.

44) Miller는 다문화 정책을 계약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국가는 이민자와 일
종의 계약을 맺는다. 이민자는 개인적 생활 양식에서는 고유성을 유지하지만, 사회적으
로는 이민 온 국가의 전체 민족을 정치적 충성의 주된 대상으로 삼고 시민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 물론 국가는 이민자에게도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고, 이민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Miller‧곽준혁, 2009: 1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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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온건한 세계시민주의가 도덕과 시민교육에 부합한다고 해서 온건

한 세계시민주의의 문제점이 없다거나, 온건한 세계시민주의 실천에 있

어 경계해야 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Nussbaum 스스로도 지적한 것

처럼 온건한 세계시민주의가 인도주의적 프로젝트의 동력으로 삼는 애국

주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애국주의는 내집단의 결속을 

강화하지만, 보편적 윤리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경제 위기와 같은 상

황이 발생할 때 외집단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취하는 포퓰리즘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다. 우리는 Mounk의 다음 설명에서 최근의 유럽에서 불고 

있는 포퓰리즘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경제 성장이 빨랐을 때는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다. [……] 중요한 문제는 누가 
무언가를 잃을지의 여부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많이 얻을 것인가가 된다. 반면 
경제 성장이 느릴 때, 자원 경쟁은 훨씬 혹독해진다. 부유한 사람들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빼앗아야 한다. [……] 성장이 정체되
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불안감이 커지면서 인구의 대다수가 자아실현의 가치
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 [……] 백인들은 자신들의 생계 유지에 대해 걱정하면서 
자원의 집단적 배분을 주장하는 이민자와 소수인종에 대해 더욱 분개한다. 그
리고 세계화와 테러리즘의 통제할 수 없는 힘에 더욱 위협을 느끼며 소수민족
과 종교적 소수자에 대해 덜 관대한 관점으로 되돌아가 버린다(Mounk, 
2018/2018: 232-233).

  경제 위기로 인해 발생한 하층민의 불만이 포퓰리즘 세력에 의해 결집

된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의 브렉시트 사태이다. Goodwin에 따르면, 영

국독립당은 영국의 하층민들이 가진 이민자에 대한 반감과 영국의 정체

성 회복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브렉시트)와 연결시킴으로써 많은 지지

를 확보할 수 있었다(Ford ‧ Goodwin, 2014: 282). 영국 하층민들이 생

각하는 영국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조의행은 잉글랜드 백인들이 흑인 및 

아시아인 이민자들을 심정적으로는 같은 공동체 구성원으로 여기지 않았

으며, 이들이 믿는 ‘영국다움’이란 과거 브리튼섬 내의 모든 영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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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tons)들이 역사적으로 공유했던 잉글랜드–영국(Anglo–British)이라는 

정체성이라고 말한다(조의행, 2016: 59-60). 이영석 역시 브렉시트에 

대해 “‘잉글랜드적인 것’(Englishness)에 대한 새로운 열광과 퇴행적 민

족주의 대두가 장기적으로 영국 헌정의 해체 요인으로 작용한 셈이다(이

영석, 2017: 143).”라고 분석한다.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

다. 예를 들어 “페기다(PEGIDA)45)는 ‘유럽의 이슬람화’가 전통적 유럽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고 선언하며, 기독교와 민족문화에 바탕을 둔 국

가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고 선동한다. AfD46)와 국민연합(舊 국민전

선)47)이 제기하는 ‘독일은 독일인들을 위해’, ‘프랑스는 프랑스인들을 위

해’라는 구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얻고 있다(한상원, 2016: 

252).” 요컨대 反이민‧反난민 정서는 자국의 정체성 회복이라는 명분과 

결합되면서 정당성을 확보해가고 있다.

  Mudde(1996)는 여러 연구자들이 극우의 특성으로 제시한 58개의 요

소들을 분석하고 이 중에서 5개의 핵심요소 즉 ‘① 민족주의, ② 인종주

의, ③ 타민족 혐오, ④ 반민주주의, ⑤ 강한 국가’가 절반 이상의 학자

들에게서 발견된다고 주장하였다(박기성, 2016: 175에서 재인용). 이러

한 극우의 특성은 Nussbaum이 우려한 애국주의 왜곡 현상과 관련된다. 

다시 말해 자신이 속한 인종-민족을 중심에 놓고, 외국에 대한 적대적‧
호전적 감정을 자극하고, 자국을 지키기 위해 민주적 절차나 가치를 무

시하고서라도 강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뿐

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미국인들(Mounk, 2018)이나, 개헌

을 통해 자국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시키려는 일본의 모습에서도 

45) PEGIDA(Patriotische Europäer gegen die Islamisierung des Abendlandes) : ‘서
구의 이슬람화에 반대하는 애국적 유럽인’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 이 단체는 2014년부
터 매주 독일 드레스덴에서 시위를 벌이며 불법외국인과 난민의 추방을 요구하고 있다.

46) AfD(Alternative für Deutschland) : 2013년에 창당한 독일 정당. 극우주의 정당으
로 분류되며, 2017년 독일연방의회 선거에서 12.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47)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 : 1972년 창당한 프랑스 정당. 극우주의 정당으
로 분류되며, 2017년 총선 2차 투표에서 8.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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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극우 포퓰리즘 세력에게 있어 애국심의 호소는 매력적

인 프로파간다이다. 왜곡된 애국주의는 민주적 절차나 가치를 무시하거

나 때로는 폭력적 방식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각국의 민주적 절차와 가

치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는 세계시민성까지 파괴할 수 있다. 따라서 공

동선에 헌신하려는 도덕적 감정의 원천으로서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편적 윤리 규범의 수용 역시 중요하다. 다시 말해 

Nussbaum이 주장하는 온건한 세계시민주의가 그 취지대로 실현되려면 

건전한 애국심 교육과 애국심의 타락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이 항상 병행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덕과 시민교육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편협

한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경계하고, 건전한 애국심과 세계시민성이 조화

를 이루도록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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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

검토 및 탐구

  도덕과 교육과정은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가 양립 가능하며, 상호 

보완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 내

에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사상을 어떤 입장에서 이해

하느냐에 따라 두 사상이 상호 경합하는 관계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도덕과 시민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려면 우리는 상호 발전적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적 입장이 무엇인

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두 사상에 속하는 3가지 입

장들 간의 정합성 정도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Ⅵ장에서 살펴

볼 시민교육적 함의 분석의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1.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 검토

  Ⅲ장에서 애국주의 내의 입장들을, 그리고 Ⅳ장에서 세계시민주의 내

의 입장들을 비교 분석했다면, 본 절에서는 애국주의 내의 입장들(헌법-

민족주의-공화주의)과 세계시민주의 내의 입장들(강-약-온건) 간의 정합

성 정도를 비교․분석할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연구자가 탐구하고자 

하는 정합성은 ‘이론적 일치 여부’가 아니다. Ⅰ장 연구방법에서 밝힌 것

처럼, 애국주의 3가지 입장과 세계시민주의 3가지 입장은 이론적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그 특성이 다르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정합성 탐구는 두 

입장 간에 논리적으로 상호 모순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실천적으로 

경합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아래 표는 이러한 분석을 시작하기 위한 이정표로써, 애국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의 입장을 4가지 항목(핵심 가치, 시민교육 목표, 사상적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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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는 국제 사회)48)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1) 헌법 애국주의와 3가지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 검토

  먼저 ① 헌법 애국주의와 강한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을 살펴보자. 

Habermas의 헌법 애국주의는 계약론적 자유주의 입장에서 보편적 가치

를 추구하는 반면에, Singer의 강한 세계시민주의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 두 입장이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논

리적 이유는 다르지만, 특정 국가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48) 항목 설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핵심가치 : 각 입장이 보편성과 특수성 중 어느 쪽
을 지향하는지를 확인, ② 시민교육 목표 : 각 입장이 도덕과 시민교육 목표에 부합하
는지를 확인, ③ 사상적 기원 : 사상사 분류에 따른 차이를 확인, ④ 지향하는 국제 사
회 : 각 입장이 지향하는 국제 사회의 차이를 확인.

항목

사상
핵심 가치 시민교육 목표

사상적 

기원
지향하는 국제 사회

헌법 

애국주의

보편적인

헌법 원리

헌법 원리에 

충성
Kant

지역 연합과 국제 

연합의 공존(EU+UN)

민족주의적 

애국주의
민족

민족성 

계승‧발전
민족국가들의 공존

공화주의적 

애국주의
비지배 자유

시민적 덕성 

함양

Cicero, 

Machiavelli
공화국들의 공존

강한

세계시민주의
인류의 복지

효율적 

이타주의자 

추구

Bentham, 

Mill

민주적 국민국가들의 

연합(EU 같은 UN)

약한 

세계시민주의
공동체

민족국가의 

발전과 지구적 

정의

민주적 민족국가들의 

공존

온건한 

세계시민주의
가능성 보장 인간성 함양 스토아학파 세계시민사회

<표 15> 3가지 애국주의와 3가지 세계시민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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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리고 이 두 입장은 ‘개인’을 세계시민으로서 설정하고 이론을 전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49) Kant 정치철학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Habermas는 ‘국가’와 ‘개인’ 모두를 세계헌법(world constitution)의 설

립 주체로 생각한다(Habermas, 2008: 449). Habermas에 따르면, 국가

는 고유한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동시

에 세계적 차원에서 활동하는 주체이다. 그리고 개인은 국민으로서 국가

법의 설립 주체이면서 동시에 세계시민으로서 세계헌법의 설립 주체이다

(Habermas, 2008: 449). 이런 면에서 보면 민주국가에 속한 ‘개인’은 

국가법과 세계헌법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계약론적 자유주의와 

맥락은 다르지만, Singer도 도덕적 개체주의 입장에서 쾌고감수능력을 

지닌 ‘개인’을 세계시민주의의 기본 단위로 고려한다. 예를 들어 Singer

가 모든 문제에 적용하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은 개인을 신분‧성별‧종
교‧국적 등과 상관없이 세계시민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개선된’ EU와 UN을 차선의 국제 사회 모델로 보고 있다는 

점도 이 두 입장의 중요한 공통점이다. Habermas는 “세계정부 없이 정

치적 헌법을 가진 세계사회(Habermas, 2008/2011: 143)”를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의 해답을 약속해주는 것은 오로지 과거 한 미국 대통령의 발의로 UN 창
설을 이끌어낸 저 정치적 프로그램을 다시 수용 발전시키는 것뿐이다. [……] 초
국가적 세계조직의 틀 안에서, 즉 국제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국민국가들은 초
국가적 차원에서 조망 가능한 숫자의 그러한 글로벌 주체들로 통합되어야만 한
다. ‘생래적’ 강대 세력들 외에 바로 외교정책적 행위 능력을 가진 EU와 같은 
정치체제들로 말이다(Habermas, 2008/2011: 149).

49) 물론 Habermas와 Singer가 학술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의 의미는 다르다. 
Habermas가 말하는 개인은 공론장에 참여하는 상호주관적 이성‧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가진 개인이다. 이와 달리 Singer는 각 개체는 각자의 고유한 특성에 근거해서 대우받
아야 한다고 보는 도덕적 개체주의 입장에서 개인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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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Singer 역시 “EU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

회가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보다 민주적인 UN에 대한 모델을 제공한다

고 할 수 있다(Singer, 2002/2003: 191-192).”고 말한다. Habermas와 

Singer 모두 현재의 UN이 개선해야 할 점은 많지만, UN과 같은 지구적 

조직이 국가들을 연합시키고 하나된 세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두 입장의 공통점은 난민과 같은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

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Singer는 국적과 같은 멤버십의 문제를 고려하

지 말고 고통받는 개인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Singer, 2011/2013: 

358). 하버마스 역시 Kant의 세계시민법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세계조

직을 통한 세계 차원의 평화 수호와 인권 정책의 실현을 주장한다

(Habermas, 2004/2009: 171-173).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Habermas의 헌법 애국주의와 Singer의 강한 세계시민주의는 정합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론적인 면에서 두 입장 

간에 모순된 부분이 적고, 실천적인 면에서 애국자로서의 행동과 세계시

민으로서의 행동이 경합하는 부분이 적다. 

  다음으로 ② 헌법 애국주의와 약한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을 살펴보

자. 앞서 말한 것처럼 헌법 애국주의는 보편적인 헌법 원칙에 대한 충성

을 우선시하는 반면, Miller의 약한 세계시민주의는 보편적인 의무가 동

료에 대한 의무보다 항상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

고 Habermas는 세계사회가 국제기구를 통해 보편적 인권 문제를 관리

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Miller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아닌 경우에는 

타국에 대한 원조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최소주의 입장이다(Miller, 

2008: 391). 뿐만 아니라 Miller는 정치적‧경제적 제도를 운영하는 구성

원들의 책임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제적 원조와 협력에 대한 무조건적 의

무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헌법 애국주의와 약한 세계시민주의 간에는 의견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아프리카의 독재 정부가 천연자원 

운영과 치안 관리를 잘못하여 국민들이 자국을 탈출해 유럽 국가에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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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을 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Habermas의 입장에 따르면 세계사

회는 UN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이러한 독재 국가를 감독해야 하고, 

각국은 이들 난민을 세계시민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검토해

야 한다. 하지만 Miller의 입장에 따르면, 식민 지배의 과오가 없는 개별 

국가는 북아프리카 난민신청자들이 최소한의 인권 유린을 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제사회의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 또한 Miller는 설

령 개별 국가의 시민들이 이들을 난민으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동료 시

민들이 누리는 복지‧고용기회를 동일하게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난민들

은 자신들이 떠나온 자국의 문제에 대해 1차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본다

(Miller, 2008 : 384-386). 이런 입장 차이를 고려할 때, 헌법 애국주의

와 약한 세계시민주의 간에는 정합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

다. 다시 말해 이론적인 면에서 두 입장 간에 모순된 부분이 있고, 실천

적인 면에서 애국자로서의 행동과 세계시민으로서의 행동이 경합하는 부

분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③ 헌법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을 검토

해보자. 앞 장에서 살펴봤듯이 이 두 사상 모두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

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보편적 가치를 대하는 

입장은 조금 다르다. Habermas는 시민의 정체성을 논할 때 헌법 원칙 

이외의 문화적 요소는 중시하지 않는다. 아래와 같은 그의 말은 이러한 

입장을 잘 보여준다.

“(시민의) 정체성은 정치문화 속에 정착된 헌법 원칙들과 결합된 것이지 그 나
라의 지배적인 문화적 생활형식의 윤리적 기본 정향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
니다. 그러므로 이민자들로부터는 오직 새로운 고향의 정치 문화에 적응하려는 
용의만을 기대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이민자들이 새 정치문화에 적응해야 한다
고 해서 출신지의 문화적 생활형식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Habermas, 
1996/2000: 267).

  즉 민주적 법치국가의 시민들은 법적‧정치적 차원에서 Rawls가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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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의 공적 사용이 실천되는 방식으로 동화(Habermas, 1996/2000: 

266)”되면 된다. 하지만 Nussbaum의 경우는 다르다. Nussbaum에 따

르면 “애국심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강렬한 감정이다. 그것은 사랑의 한 

형태이며, 원칙들에 대한 단순한 승인이나 헌신이나 수용과는 구별된다

(Nussbaum, 2013/2019: 330).” 이런 입장에서 그는 “(Habermas) 그

의 비전은 지나치게 도덕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실제 삶에서 효과가 있으

리라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Nussbaum, 2013/2019: 351).”고 비판한

다.50) 즉 Nussbaum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이 정치 제도‧원리‧문
화에 따른 규범을 이성적으로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수

용하여 도덕적 감정을 함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헌법 애

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는 차이를 드러낸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

는 가치 및 실천 방향의 차이라기보다는 실천 동기나 동력에 대한 차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입장 간의 정합성은 어느 정도 높

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론적인 면에서 두 입장 간에 모순된 부분

이 많지 않지만 애국심의 성격에 대한 이견이 있으며, 실천적인 면에서 

애국자로서의 행동과 세계시민으로서의 행동이 경합하는 부분은 적다.

 

  2) 민족주의적 애국주의와 3가지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 검토

      

  먼저 ① 민족주의적 애국주의와 강한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을 분석해

보자. 이 두 입장은 개별 민족이라는 ‘특수성’과 인류라는 ‘보편성’을 각

각 추구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앞서 살펴봤듯이 Smith는 

개별 민족국가 고유의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지만, Singer는 국가의 기능

적 가치만을 인정할 뿐이다. 그리고 Smith의 민족주의적 애국주의는 각 

민족들의 자율과 평화 공존을 인정하지만, 자기가 속한 민족에 대한 충

50) Nussbaum은 “좋은 정치 원칙들을 위해서는 어떤 감정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이해하
고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제안한 것은 Habermas의 큰 공로다. 그러나 Rawls와 달리 
Habermas는 그 감정들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서술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
다.”고 판단한다(Nussbaum, 2013/2019: 351).



- 118 -

성심을 최우선이라고 본다. 하지만 Singer의 강한 세계시민주의 입장에

서 볼 때, 이러한 Smith의 입장은 민족차별주의로 판단될 수 있다. 왜냐

하면 민족을 더 우선적으로 돌보는 것은 자연적인 성향이기는 하지만 도

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EU는 정체성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공허한 조직’이라고 비판하

는 Smith의 입장(Smith, 1995/1997: 182)과 ‘개선된 EU를 세계시민사

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보는 Singer의 입장은 화합하기 어렵다. 더구

나 Singer는 UN과 같은 국제기구가 주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권

이 유린되는 사회에 개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Smith

의 민족주의적 애국주의는 이러한 국제 사회의 역할에 대한 원칙이나 행

동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민족주의적 애국

주의와 강한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

다. 다시 말해 이론적인 면에서 두 입장 간에 모순된 부분이 있고, 실천

적인 면에서 애국자로서의 행동과 세계시민으로서의 행동이 경합하는 부

분이 있다.

  다음으로 ② 민족주의적 애국주의와 약한 세계시민주의 간의 정합성을 

분석해보자. ‘민족’과 ‘세계’라는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두 입장은 정

치철학적으로 같지 않다. 예를 들어 Smith의 민족주의적 애국주의는 지

구적 정의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 Miller의 약한 세계시민주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구적 정의에 대한 2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입장은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Smith

와 Miller 모두 민족성의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두 입장

은 공통적으로 ‘민족국가는 도덕공동체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동료 시민

에 대한 의무는 이방인에 대한 의무와 달리 특별하다.’고 본다. Miller는 

백신 보급의 예를 들어 이를 설명한다. 만약 전 세계에 독감이 유행하는

데 백신이 부족하다면, 정부는 외국인들이 죽음에 처한 상황이 초래되더

라도 자국민들을 살리기 위해 자국민에게 우선적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Miller, 2007). 약한 세계주의 입장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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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자국민의 생명과 외국인의 생명 모두 소중하지만, 외국인에게 백신을 

주지 못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가 더 우선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결과이다. 민족주의적 애국주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Miller의 입장은 쉽

게 옹호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족에 대한 충성심이 다른 모든 충성심을 

넘어서기 때문이다(Smith, 2001/2012: 47).

  그리고 이 두 입장 모두 ‘국가를 넘어서는 연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론을 내놓지 않는 점도 공통적이다. 민족주의적 애국주의와 약한 세계

시민주의는 민족국가의 자결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가들의 연합이나 세

계사회의 역할에 대한 특별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런 점들을 종

합하면 민족주의적 애국주의는 약한 세계시민주의와 상대적으로 높은 정

합성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론적인 면에서 두 입장 간에 

모순된 부분이 적고, 실천적인 면에서 애국자로서의 행동과 세계시민으

로서의 행동이 경합하는 부분이 적다.

  마지막으로 ③ 민족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

을 분석해보자. Smith의 민족주의적 애국주의와 Nussbaum의 온건한 세

계시민주의는 공통적으로 국가를 통해 함양한 애국심, 이타심, 희생정신 

등의 도덕적 감정을 중시한다. Smith는 이러한 도덕적 감정이 있어야 공

동체를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다고 보며, Nussbaum은 이러한 

도덕적 감정이 없다면 해외 원조와 같은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도덕적 감정의 원천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두 입장이 차이를 보인다. Smith가 말하는 국가는 특정 민족을 중심으로 

한 국가 즉 민족국가이다. 이러한 민족국가는 고유의 신화, 역사, 문화 

등과 같은 前 정치적 요소를 토대로 하여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앞서 말했듯이 국가를 가족들의 연합으로 상상하는 것이다(Smith, 

1995/1997: 194). 하지만 Nussbaum은 민주적 제도나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前 정치적 요소를 바탕으로 애국심을 고양시키게 되면, 타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본다(Nussbaum, 2008a: 8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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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Nussbaum은 보편적 규범에 의해 제약을 받는 ‘순화된 애국주의’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쟁점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태도의 차이

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렉시트의 경우, 민족주의적 애국주의 

입장에서는 브렉시트가 잉글랜드 민족의 자결권과 번영을 추구하는 행위

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온건한 세계시민주의 입장에서는 브렉시트를 

유럽의 난민‧이민자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

을 고려해 볼 때, 민족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

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론적인 면에서 두 

입장 간에 모순된 부분이 있고, 실천적인 면에서 애국자로서의 행동과 

세계시민으로서의 행동이 경합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3)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3가지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 검토

 

  먼저 ①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강한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을 분석해

보자. Viroli의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Singer의 강한 세계시민주의 모두 

인류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공통점

을 갖는다. 물론 그 이유는 다르다. Viroli는 비지배 자유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Singer는 

공리 증진을 위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

한 차이는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천적 면에서 갈등을 초래하지

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두 입장은 애국심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Viroli

는 애국심을 특정 국가에 뿌리 내린 도덕적 감정으로 이해한다. 이 경우 

애국심은 특정 국가의 역사, 문화를 토대로 강화된 시민적 덕성이므로, 

외국인이 그들의 조국에 대해 갖는 애국심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을 갖는

다. 그리고 이러한 애국심은 공공 의무의 이행과 동료 시민에 대한 대승

적 사랑으로 나타나므로 도덕적 성격을 지니며, 시민들에게 장려되는 열

정이다. 반면에 Singer는 우리가 동료 국민에 대해 가진 이타적 감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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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가 만들어낸 직관적인 반응이며, 이러한 감정은 상호주의 의무로 간

주될 수는 있지만 보편적인 도덕은 될 수 없다고 본다(Singer, 2002/ 

2003: 212, 218). 그래서 그는 보편적 원칙에 의거해서 애국심이 지닌 

특수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51)

  이러한 차이는 도덕과 시민교육의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논쟁

을 발생시킬 수 있다.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에서는 애국적 문화 형성과 

애국심 함양을 중시하는 반면, 강한 세계시민주의에서는 국적을 초월한 

효율적 이타주의자가 되는 것에 중점을 둘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두 

입장의 정합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론적인 면에서 

두 입장 간에 모순된 부분이 있고, 애국심 교육 면에서 이 입장 간에는 

경합하는 부분이 다소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②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약한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을 분

석해보자.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약한 세계시민주의 모두 국가 주권의 

도덕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과 동료 시민에 대한 특수한 의무를 인정한

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하지만 이 두 입장은 타국에 대한 의무를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 앞서 검토했듯이 공화주의적 애국주의는 자국뿐

만 아니라 타국의 비지배 자유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의무를 주장한

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타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을 누린다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않다면 공화주의적 애국주의

자는 이러한 상황을 변혁해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와 달리 약한 세

계시민주의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타국을 도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두 입장은 해외 원조 및 

국제적 개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

51) Singer에 따르면 “부족 차원의 충성 상태를 넘어서도록 우리의 관심을 확장시켜 주는 
것으로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를 국가 공동체의 일부로 상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
러나 그것을 여타 세계를 막기 위해 둘러친 벽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그 일부
로 상상하는 것은 호소력이 떨어지는 일이다(Singer, 2002/2003: 221).” 이러한 주장
에서 알 수 있듯이 Singer가 애국심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가 볼 때, 애국
심은 인류애보다 보편성을 결여한 낮은 차원의 상호주의적 도덕이다(Singer, 
2002/2003: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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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가정해 보자. 이라크 북부에 거주하는 쿠르드족이 UN의 지원 하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비지배 자유가 

실현되는 자치공화국을 세우기 위해 투쟁한다고 상상해보자.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자라면 자국의 피해가 발생할지라도 이를 돕는 것을 의무로 여

길 것이다. 하지만 약한 세계시민주의자라면 자치공화국 수립 지원을 의

무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공화주의적 애국주

의와 약한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할 수 있

다. 다시 말해 이론적인 면에서 두 입장 간에 모순된 부분이 있고, 실천

적인 면에서 애국자로서의 행동과 세계시민으로서의 행동이 경합하는 부

분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③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 간의 정합

성을 분석해보자. 이 두 입장이 제시하는 핵심 가치 즉 비지배 자유와 

가능성(capability) 보장은 그 의미가 다르다. 공화주의적 애국주의가 말

하는 비지배 자유는 강자가 법 위에 군림하여 유형‧무형의 여러 강제력

을 이용하여 사적으로 시민들을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다. 이에 비해 Nussbaum의 온건한 세계시민주의가 말하는 ‘가능성’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Nussbaum‧곽준혁, 2010: 284-285). 다시 말해 세계 각국이 

국적이나 문화와 무관하게 건강, 교육, 성 평등, 정치적 자유의 평등과 

같은 요소들을 최소 수준 이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Nussbaum‧
곽준혁, 2010: 285). 그래서 비지배 자유와 가능성 보장은 그 의미는 다

르지만 ‘인류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 보장’이라는 보편적 규범을 주장하

는 점에서 상당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 두 입장은 모두 애국심과 같은 도덕적 감정과 법치를 중시한

다. Viroli는 공동체에 대한 대승적 사랑 즉 애국심이 시민적 의무를 수

행할 힘과 용기를 주는데(Viroli, 1996/2006: 165), 이러한 애국심은 법

의 지배가 시민들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할 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한다

(Viroli, 1996/2006: 114). 마찬가지로 Nussbaum은 추상적 원리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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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의 감정을 움직일 수 없으며, 애국심과 같은 도덕적 감정이 이기심

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Nussbaum‧곽준혁, 2010: 293-294). 그리고 

Nussbaum은 애국주의의 타락을 비판적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애

국주의가 순기능을 발휘하려면 헌법적 권리와 독립된 사법부가 전제되어

야 한다고 말한다(Nussbaum, 2008: 81). 왜냐하면 정치적 원칙은 입법

과 사법행위의 결합을 통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Nussbaum‧곽준혁, 

2010: 286).

  그리고 두 입장은 前 정치적 요소가 애국심이 토대가 되어서는 안 된

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Viroli는 같은 영토, 종족, 언어, 신화 등

의 前 정치적 요소로부터 애국심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와 

공적인 삶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에서 애국심이 생겨난다고 말한다

(Viroli, 1996/2006: 50-51). Nussbaum 역시 다문화된 현대 사회에서 

민주 시민들을 결합시키는 방식 즉 “상징과 수사, 감정적 기억과 역사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조국에 대한 사랑을 호소(Nussbaum, 2013/2019: 

401)”하지 않고, 특정한 민족‧언어‧종교의 동질성에 기초하여 애국심을 

형성할 경우 시민 간 연대가 약화되기 쉽고 외국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

다고 본다(Nussbaum, 2008a: 84). 이러한 점들을 볼 때 공화주의적 애

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

다. 다시 말해 이론적인 면에서 두 입장 간에 모순된 부분이 적고, 실천

적인 면에서 애국자로서의 행동과 세계시민으로서의 행동이 경합하는 부

분이 적다.

  2. 도덕과 시민교육에 부합하는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조합 탐구

  연구자는 앞서 Ⅲ장에서 3가지 애국주의를 비교‧분석하여 공화주의적 

애국주의가 도덕과 시민교육에 가장 잘 부합한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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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3가지 세계시민주의를 비교‧분석하여 온건한 세계시민주의가 도

덕과 시민교육에 가장 잘 부합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본 Ⅴ장에

서 3가지 애국주의와 3가지 세계시민주의 간의 정합성을 분석하여 헌법 

애국주의-강한 세계시민주의, 민족주의적 애국주의-약한 세계시민주의,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온건한 세계시민주의가 상대적으로 정합성이 높다

는 결론을 얻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이 애국주

의-세계시민주의 조합 중에서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

주의의 조합이 도덕과 시민교육에 가장 잘 부합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정합성 논의에서 주의할 점은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온건한 세계시민

주의 조합’이 도덕과 시민교육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해서, 다른 입장들

이 불필요하거나 오류가 많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다른 입

장들 역시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 간의 조합이 도덕적 문제 

애국주의

세계시민주의

입장 헌법 공화주의 민족주의

특징

보편성 강함

특수성 약함

합리적 개인 강조

보편성과 특수성 

균형

시민적 덕성 강조

보편성 약함

특수성 강함

시민적 덕성 강조

입장 특징
도덕과 시민교육에

가장 잘 부합함

강

보편성 강함

특수성 약함

합리적 개인 강조

정합성 높음 정합성 보통 정합성 낮음

온건

보편성과 특수성 

균형

시민적 덕성 강조

도덕과 

시민교육

에 가장 

잘 부합함

정합성 보통 정합성 높음 정합성 보통

약

보편성 약함

특수성 강함

시민적 덕성 강조

정합성 낮음 정합성 낮음 정합성 높음

<표 16>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9가지 조합의 정합성 정도

         ※ 정합성 정도는 애국주의 및 세계시민주의 내에서의 상대적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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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에 유용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헌법 애국주의-강한 세계시민주

의 조합’은 내전 중인 개별 국가에 대한 UN의 적극적 개입을 논리적으

로 정당화시킴으로써 난민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다. 그리고 ‘민족주의

적 애국주의-약한 세계시민주의 조합’은 동료 시민에 대한 연대 의식의 

중요성을 일깨움으로써 개별 국가 내의 빈부격차 해소와 복지 정책 강화

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본 논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조합들

이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공화주의적 애

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 조합이 도덕과 시민교육에 가장 적합한 

정치철학이라는 점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종합적 결론의 타당성을 좀더 깊이 살펴봄으로써, 

왜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이 도덕과 시민

교육에 가장 잘 부합하는지를 정치철학적으로 논증하고자 한다.

  앞서 Ⅱ장에 언급했듯이 도덕과 시민교육은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를 

추구하며, 이러한 특징은 애국심과 세계시민성의 조화를 고려한 교육으

로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도덕과 시민교육은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행동적 영역까지 고려한 교수-학습을 통해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

고자 한다.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은 이

러한 도덕과 시민교육의 특징을 잘 살리는 정치철학적 바탕이 될 수 있

다. 그렇다면 Viroli의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Nussbaum의 온건한 세계

시민주의의 정합성이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지, 그리고 덕성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아이디어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연구자는 Viroli와 Nussbaum이 공통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Mazzini의 애국주의 입장이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를 잘 설명하며, 정

서적 측면의 교수-학습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Viroli는 공화국이 자국의 이익에만 매몰되지 않고 인류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 Mazzini의 다음과 같은 입

장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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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과거의 위대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Mazzini는 강조한다. 애국심에는 기억이 필요
하다. 기억은 영감의 연속적인 원천이고 무적의 보루다. 가장 가혹한 억압도 그 
기억을 빼앗을 수 없다. 가장 소중한 기억은 고귀한 사랑으로 조국과 동료를 
사랑했던 사람들이며, 그것은 민족적 허영심이나 편협함이 아니다(Viroli, 1995: 
147).

Mazzini에 따르면, 인류 전체라는 대의를 위해 애국을 포기해야 할 필요가 없
다. 오히려 반대로 그러한 대의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들의 나라를 먼저 건설하
는 것이 효과적이다. [……] 그래서 개인과 인류 전체 사이에는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다. 바로 나라들과 그 속에 건설된 자유공화국인 조국들이 그 매개체이
다. 이들은 인류의 발전이라는 원대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신이 부여한 수단
이다. [……] 우리는 우리나라를 먼저 돕지 않고서는 인류 전체에 봉사하는 것을 
꿈조차 꿀 수 없기 때문이다(Viroli, 1996/2006: 175).

  Mazzini는 현실에서 애국이 선행되어야지 인류에 대한 실질적 봉사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특수성을 바탕으로 보편성이 실현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과거의 위대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

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Mazzini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애

국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인지뿐만 아니라 감정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

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서적 동력 없이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주장은 인지적 영역의 학습만으로는 덕성을 기르기 어렵다는 것

을 지지해준다.

  또한 연구자가 주목하는 점은 이러한 Viroli의 주장이 Nussbaum의 

주장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즉 Nussbaum이 Mazzini의 입장을 통해 설

명하는 내용과 Viroli의 주장은 맥락이 같다. 예를 들어 Nussbaum이 아

래와 같이 제시한 Mazzini의 애국심 논증을 살펴보자(Nussbaum, 강준

호 역, 2008 강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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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 인류의 좋음에 대해 강한 관심을 갖는 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좋은 것이다.

②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그들의 관심들에 있어서 다소 편협하고 특수주의적이
며, 전 인류에게 직접적으로 강한 애착을 품을 수 없다.

③ 그러나 인간들은 공동의 미래를 위한 과거의 투쟁들과 헌신들에 대한 기억
의 체현(體現)으로 여겨지는 국가에 대해서는 강한 애착을 품을 수 있다. 

④ 국가가 그렇게 강한 애착을 직접적으로 품을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인 이유
는 그것이 공동의 기억, 수난의 사건들, 그리고 공동의 희망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⑤ 만일 그런 애국심들이 인간의 자유와 필요처럼 진정 중요한 것들에 옳게 겨
냥된다면, 그것들은 지나치게 만연한 이기주의로부터 사람들을 거칠게 끌어
내어 그들이 전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대한 확대된 관심에 대비(對備)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습관을 
줄 것이다. 

⑥ 인간들은 세계적 관심의 토대로서 애국심을 배양해야 한다.

  Mazzini의 논리를 이용한 Nussbaum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즉 애

국심이 없으면 개인은 이기심에서 벗어나기 힘들며, 애국심이라는 특수

성이 확장되어 인류에 대한 사랑이라는 보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리고 Nussbaum은 애국심이 개인을 초월한 공동체에 대한 애착심(감정)

이기 때문에 개인에 내재된 이기심을 제어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고 본다. 다시 말해 정념이 이성보다 앞선다는 Hume이나 Haidt의 설명

에서 알 수 있듯이, Nussbaum 역시 감정적으로 공동선을 지향해야 인

간은 이기심을 제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Viroli와 Nussbaum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Mazzini의 입장은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 그리고 도덕적 감정 계발을 통해 덕성 함양을 

추구하는 도덕과 시민교육에 잘 부합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공화주의

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이 도덕과 시민교육에 적합

한 정치철학적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Viroli와 Nussbaum이 말하는 ‘애국심에서 인류애로의 확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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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가능할까. 우리는 Nussbaum이 ⑤번에서 말한 내용 즉 ‘애국심이 

인간의 자유와 필요처럼 진정 중요한 것들로 전이’되는 현상이 자연스럽

게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애국심은 인류애로 확장될 수 있

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연구자는 공화주의가 이러한 질문에 좋은 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

다. 다시 말해 공화주의가 가진 정치철학적 특징으로 인해 공화주의적 

애국심은 인류애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점은 공화주의적 애국주

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이 가지는 장점이기도 하다. 구체적

으로 연구자는 S. White와 Pettit의 입장에서 애국심이 인류애로 확장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점은 본 논문의 주장 즉, 공

화주의가 세계시민주의의 실현을 도울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이기도 하

다. 그러면 우선 S. White의 논거부터 살펴보자.

① 타산적이고 신중한 연대: 타국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공화국도 안
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타국들이 자유롭도록 도울 동기가 
있다.

② 인도주의적 연대: Viroli가 “억압받는 자들은 모두 애국자의 동료들이다."라
고 말했듯이, 자의적 권력을 악으로 인식하는 공화주의적 애국자는 자의적 
권력에 굴종하는 타국 시민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동기를 
가진다.

③ 명예로운 연대: 애국자는 조국과 자신의 동료들이 자유를 사랑하고 수호한
다는 이유로 타국 시민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를 가지길 바란다. 이러
한 명예에 대한 열망은, 애국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서, 애국자가 다른 민족
과 결속하여 자유를 위해 투쟁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④ 애국자들의 연대: 각국의 공화주의적 애국자들은 조국의 자유라는 동일한 
이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잘 유대를 맺을 수 있다.52)

52) White, Stuart(2003), “Republicanism, Patriotism, and Global Justice”. Daniel 
Bell and Avnerde-Shalit, eds. Forms of Justice, Critical Perspectives on David 
Miller's Political Philosophy, 251-268. Lanham: Rowman‧Littlefield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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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hite의 논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애국심이 인류애로 확장되는 

근거를 제공한다. ① ‘타산적이고 신중한 연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라도 타국을 도와야 한다는 의무를 지지해 준다. ② ‘인도주의적 연대’는 

우리의 정서에 호소함으로써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이방을 도와야 한다는 

이성적 판단을 보완할 수 있다. ③ ‘명예로운 연대’와 ④ ‘애국자들의 연

대’는 우리의 인정 욕구를 자극하고, 우리와 우리 집단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타국을 도와야 한다는 의무를 지지해 준다. 

  그리고 Pettit은 공화주의 관점에서 지구적 주권과 국제적 정의를 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불행에 처한 타국을 도울 의무의 필요성을 설명한

다. 

자유로운 세계의 만민은 굳건한 공적‧국제적 기반을 토대로 국제적 정의라는 
이상 안에서 주권적 자유를 향유한다. [……] 비지배 자유를 가장 우선시하는 접
근에서 국가는 자신의 시민에게 특별한 의무를 지닌다는 말이 다른 나라의 시
민에게는 어떤 의무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자유라
는 가치에는 다른 나라의 개인이 그들의 국가가 궁핍하거나 억압적이어서 잘 
살지 못한다면, 다른 국가들은 그들을 도와야 할 특정한 의무가 있다. [……] 나
는 여타 국가들, 특히 대표성을 띄는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지점에서 무
언가를 할 임무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대표성을 띠는 국가가 빈곤
이나 억압과 같은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국제질서를 수립해야 한
다는 것이다. [……] 도움을 주는 국가의 시민은 세계 질서가 그 어떤 방향으로 
확장되더라도 혜택을 누린다. 예를 들면, 그러한 확장은 상업과 번영의 기회를 
증진하고, 테러리스트 네트워크의 잠재적인 기반과 질병의 잠재적 온상을 제거
함으로써 위험을 줄일 것이다. [……] 자국 시민의 승인 없이도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제공할 의무나 권한을 지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승인이 목전에 있을 때, 국가는 연관된 가치들에 
민감하도록 허가받았다. 이러한 범위에서 시민의 승인은 국가가 도덕적으로 조
응하는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자격을 부여한다(Pettit, 2014/2019: 241-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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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tit에 따르면, 개인은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공화국은 국제적 정의 체제 안에서 주권을 보장받아야 번영할 수 있다. 

그래서 공화국 시민은 자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정의로운 국제 질서를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국 정부가 국제적 정의에 기

여하도록 승인해야 한다(Pettit, 2014/2019: 267). 요컨대 Pettit은 지구

화된 주권이라는 공화주의적 이상의 실천 과정에서 타국에 대한 연대와 

원조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애국’은 시민들이 국제적 정의에 관심을 가

지고 노력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끝으로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에 관한 

논의를 정리해보자. 공화주의적 애국주의는 공화국의 역사, 문화, 동료 

시민에 대한 기억과 사랑을 바탕으로 공동선에 헌신하려는 감정을 가진 

시민을 지향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들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

이 아니라, 자신들이 추구하는 비지배 자유를 누리기 위해 ‘지구적 정의

를 위한 연대의 의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비유컨대 ‘마을’이 정의롭지 

않고서는 ‘나의 집’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은 공화주의자들이 세계

적 연대에 힘쓰도록 촉진할 수 있다. 그리고 온건한 세계시민주의는 순

화된 애국심이 소속감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하기 때문

에, 순화된 애국심을 가진 애국자는 세계시민으로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본다. 개인이 단번에 세계 전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배려하는 마음

을 실천하기는 어렵다. Anderson이 말하는 “상상의 공동체”가 쉽게 형

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개인은 자신을 직접적으로 둘러싼 공동체와 

관계를 맺으면서 애착심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초월한 공동체 전체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나아가 이

러한 마음이 성숙해지면 시민들은 인간 자체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되

고, 국적이 이러한 애정을 제약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비유컨대 ‘나의 집’에 사는 사람과 ‘마을’에 사는 사람이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은 순화된 애국자들이 세계시민적 삶을 살도록 촉진시킬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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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정합성은 시민교육에 있어 보편성과 특수성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주며, 애국적 시민 및 세계시민으로서의 실천을 위해

서는 도덕적 감정의 계발이 중요하다는 논거를 제공해준다. 도덕과 시민

교육은 이러한 점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쇠퇴 문제와 난민‧이민자에 대한 

혐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및 교

과서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Ⅵ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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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이 도덕과 시민교육에 주는 함의

  연구자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극우 

포퓰리즘 등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건전한 애국심과 세계시민성이 필요함

을 검토하였다.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 검토는 이러한 애국

심과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도덕과 시민교육의 이론적 밑거름을 제공

할 수 있다. 특히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가 보여주

는 정합성은 다른 입장 간 정합성보다 더 견고하고, 시민교육적으로 많

은 함의를 줄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

한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이 도덕과 시민교육에 어떤 함의를 줄 수 있는

지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1. 도덕과 시민교육의 역할에 주는 함의

  국가 발전과 공통의 시민적 정체성을 창조하려면 애국심이 강력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근대 이후 많은 국가들은 시민교육을 통해 애국심을 

기르려고 노력해왔다(김정현, 2013: 67-68). 하지만 세계화가 지배적 

문화가 되고, 그에 따라 세계시민주의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국가적 요구

와는 반대로 애국심 교육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애국심에 대한 비판은 크게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조계원, 2009: 

23; 조일수, 2017: 221). 첫째는 특정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애국심 

교육이 보편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국에 대한 사랑이 타국에 

대한 배타성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셋째는 애국심이 자국에 대한 건전

한 비판까지도 막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애국

심이 국가를 강조한 나머지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여 전체주의적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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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띄게 된다고 우려한다. 그리고 이러한 애국심은 세계화 시대에 부

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이 유효한지는 의문이다. 우선 보편성과 특수성을 

선악의 이분법으로 볼 필요도 없고, 그렇게 봐서도 안 된다. 앞서 공화

주의적 애국주의 검토를 통해 살펴봤듯이 보편성과 특수성은 양립 가능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국에 대한 사랑이 반드시 타국에 대한 배타성

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Mazzni가 애국을 말하면서도 인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한 것처럼, 조국에 대한 사랑과 타국에 대한 존중은 양립 

가능하다. 또한 국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국가를 비판하지 않는 것도 아

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화주의적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지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국

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가에 대해 비판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

서 우리는 애국주의 자체를 권위주의나 편협한 민족주의의 산물로 치부

하고 폄하하는 인식을 경계해야 한다(장은주, 2009).

  만일 애국심 교육에 대한 비판이 유효하려면 편협한 애국심에 국한된 

경우일 것이다. 자신이 속한 국가가 정의로운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타국과의 관계에서 자국만을 옹호하거나, 자신과 다른 공동체에 속해 있

다는 이유만으로 타자를 배척하는 행위를 바람직한 애국이라고 볼 수 없

다.

  물론 애국심 교육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은 역사를 놓고 볼 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애국심 교육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도 어

쩌면 이러한 가능성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국가 이기주의를 

애국심으로 둔갑시켜 자국의 이익을 정당화했다. Niebuhr의 다음과 같

은 통찰은 이러한 비판점을 잘 보여준다.

위험은 사회 투쟁에 관여하고 있는 어떤 사회 집단이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싸
운다고 공언함으로써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안일함에서 온다. 사회는 그러
한 주장을 심판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공평한 심판소를 가지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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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 분쟁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대하여 그 같은 권력을 사용할 때는 
그것은 그 도덕적 사용을 보장할 공평한 입장을 가지지 못한다. 강제력이라는 
동일한 힘을 국내 분쟁에 사용할 때는 그것은 사회의 공평성을 나타낼 수 있지
만, 국제 분쟁에 사용될 때에는 인류라는 보다 큰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하
나의 위협이 되는 것이다(Niebuhr, 1960/1983: 244-247).

  Niebuhr가 지적하듯이, 국익이라는 명분 때문에 집단 이기주의는 쉽

게 애국심으로 포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심 교육은 지속적인 비판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심 자체가 부정되

어서는 안 되기에, 건전한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시민교육은 그 기능

을 다해야 한다. 공화주의적 애국주의는 이러한 시민교육을 위한 정치철

학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세계시민교육 역시 세계화가 강화될수록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 환경, 기술 등 모든 면

에서 지구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인류 공동의 문제와 씨름할 수밖에 없

다. 이를 해결하려면 세계시민성을 가진 세계시민들이 글로벌 거버넌스

를 형성하여 지구적으로 협력‧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시민교육은 

이러한 세계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육으로서, “학습자들이 지역적·국가적·

국제적으로 범세계적 도전 과제와 마주하고 이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역

할을 담당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보다 공정하고, 평화롭고, 관용적이고,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계에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6)”으로 한다. 

  하지만 세계시민교육 또한 몇 가지 오해를 받아왔다. 첫 번째 오해는 

세계시민교육이 기득권층을 위한 엘리트 교육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오

해는 이른바 ‘뒤쳐진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견된다. 왜냐하면 세계화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세계화 현상과 세계화의 이익을 독점

한 엘리트를 연결지어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세계시민이 되어

야 한다.’라는 말은 세계화를 옹호하는 엘리트들이 만든 허위의식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실제 시민의식조사에서도 노동자 계층이 세계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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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으로 인식하는 비율(47%)이 중산층 계층(37%)보다 더 많다.53) 두 번

째 오해는 세계시민교육이 지역의 요구와 사정보다는 전 세계의 난제에 

대응할 필요성을 지나치게 우선하는 고결한 이상이라는 것이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9: 7). 이러한 오해는 “세계시민교육이 개인의 지식, 기

술, 태도, 가치관을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 향

유와 행사 능력을 결정하는 거시적인 사회적·구조적·정치적 맥락을 문제 

삼는 데는 관심을 덜 기울이는 경향이 있기(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7)”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러한 오해는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해 세계시민

교육이 극복해야 하는 도전이기도 하다. 만일 세계시민교육이 전 지구적 

상호 연결성을 중시한다는 이유로, 지역 사회와 학습자의 기본적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회와 학습자로부터 외면받게 되고 결국 사치성 교

육이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은 지역 사회와 

학습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학습 

내용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온건한 세계시민주의는 이러한 세계시민교육의 역할을 선명하게 드러

낸다. 다시 말해 인류에 대한 사랑의 실천은 자신의 지역‧국가에서 시작

되며, 그 구체적 방안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온건한 세계시민주의 입장에서 국가는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진

행하는 본부이자 현장인 셈이다. 그래서 Nussbaum은 “설령 우리가 살

고 있는 세상이 열심히 전 지구적 정의를 추구하는 세상이라 해도, 사람

들에 대해 충분히 책임질 수 있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인 국가가 해야 할 소중한 역할이 여전히 있다

(Nussbaum, 2013/ 2019: 336).”고 말한다.

  그리고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조화를 추구하는 도덕과 시민교육

은 포퓰리즘의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오늘날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하고 

53) eupionions.eu-Bertelsmann Stiftung(201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4에서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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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포퓰리즘은 애국주의, 세계시민주의 나아가 민주주의까지 훼손하고 

있다. 포퓰리즘은 동료 시민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존중, 그리고 다

원주의와 같은 민주적 가치에 대한 존중도 무시하며 특정 사람들의 불만

을 대변하고 있다. 아래의 Müller의 설명은 이를 잘 말해준다.

포퓰리스트는 반엘리트이면서 또 언제나 반다원주의자다. 포퓰리스트는 오로지 
자기만 국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 포퓰리스트는 일견 국민의 의지에 
따른 공동선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자세
히 살펴보면, 포퓰리스트는 국민 의지 형성의 참된 과정을 거쳐 탄생한 결과물
이나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공동선을 중시하기보다는, 
이른바 “진정한 국민”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일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정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 포퓰리스트는 “진정한 국민”의 의지란 이렇다고 
자신이 이미 확정해놓은 내용을 국민투표로 재확인받고자 할 뿐이다. 포퓰리즘
은 정치 참여의 확대와는 무관하다.(Müller, 2016/2017: 11, 132)

  이러한 포퓰리즘은 애국주의와 민주주의를 곡해할 뿐만 아니라 세계시

민주의의 가치까지 훼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건전한 애국심이 없는 곳

에는 극우 포퓰리즘 세력이 성장해 민주주의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가 

위축된 곳에서는 세계시민성이 발현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포퓰리즘은 

‘우리’의 범주에서 특정 계층이나 소수 문화를 배제함으로써 동료 시민 

간의 연대 의식을 파괴하고, 나아가 공동선에 참여하려는 열망을 꺼뜨리

기 때문이다. 그리고 포퓰리즘은 외국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54) 이러한 포퓰리즘의 도전에 맞서 도덕과 

시민교육은 애국심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정

합성이 주는 함의를 확인할 수 있다. 즉 혈연, 인종과 같은 자연적‧특수

54) 예를 들어 World Values Survey Waves 자료에 따르면,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우 ‘타
국인에 대한 신뢰 수준’이 2004~2009년에 비해 2010~2014년에는 더욱 하락하였다(유
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4).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중동 난민 문제를 고려하면 유럽인
의 ‘타국인에 대한 신뢰 수준’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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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소에 기반하지 않으면서도, 비지배 자유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동료 시민과의 특수한 연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공화주

의적 애국주의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세계시민주의의 토대를 마련해준

다. 그리고 보편적 규범을 제약으로 수용하고, 민주국가 안에서 형성한 

도덕적 감정을 인류로 확산시켜 인간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려는 온건한 

세계시민주의는 이러한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에 기반하여 더욱 실천력을 

높일 수 있다. 이것은 애국주의가 세계시민주의의 극단화를 막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애국주의가 세계시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적극적 차원에서

도 의미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장은 일찍이 C. Taylor와 같은 학

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자신의 정치 사회가 상당히 중요한 일종의 공동 모험임
을 확신하고, 그 사회가 민주적으로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만 시민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있다. 그런 참여
에는 공동 프로젝트에의 참여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간의 특별한 연
대 의식이 필요하다. [……] 시민 민주주의는 뿌리 깊은 불평등, 버림받은 소수들 
사이에서 쉽게 생겨나는 무관심과, 차별의식에서 생겨나는 소외에 지극히 취약
하다. [……] 요컨대 우리에게는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 둘 다 필요하다. 왜냐
하면 근대 민주주의 국가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지극히 많은 것을 요구하는 
공동사업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구성원들에게 대단히 많은 것을 요구하고, 전체 
인류보다는 같은 나라 사람들에게 더 큰 연대 책임을 요구한다. [……] 요컨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세계시민주의자이자 동시에 애국주의자가 되
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편적 연대에 대단히 폐
쇄적인 애국주의에 맞서, 연대에 개방적인 그런 종류의 애국주의를 위해 싸워
야 한다는 뜻이다(Taylor, 1996/2003: 170).

  Taylor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

극적인 정치 참여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정치 참여는 시민들에게 부담으

로 작용한다. 시민들이 부담을 이겨내고 공동선을 위해 헌신하려면 동료 

시민에 대한 연대감이 강해야 한다. 그래서 Taylor는 동료 시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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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감을 키우고 공동선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애국심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시민주의는 이러한 애국심에 도움

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는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상호성이 중요

하다고 본다. 이러한 상호 발전적 관계를 고려할 때, 공화주의적 애국주

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은 도덕과 시민교육에 유용한 정치철

학을 제공할 수 있다.

2.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구성에 주는 함의

  본 절에서는 먼저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에 관한 2007 ‧ 2009 ‧ 
2015 교육과정 및 2015 교육과정『윤리와 사상』교과서 내용을 비판적

으로 검토하고55),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

이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구성에 어떠한 함의를 주는지 살펴볼 것

이다.

1) 애국주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구성

 애국주의에 관한 교육과정 구성에 주는 함의

  아래 표는 교육과정의 『윤리와 사상』에 있는 애국주의 관련 성취기

준과 내용 요소를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 표의 검토를 통해, 공화

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에 대한 고려가 애국심 

교육에 주는 함의를 아래와 같이 도출할 수 있다.

55) 본 논문이 2007 ‧ 2009 ‧ 2015 교육과정을 모두 살펴보는 이유는 교육과정의 변화 속
에서 발견되는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함의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2015 교육과정 
교과서만 살펴보는 이유는, 이전 교육과정과 달리 2015 교육과정에서 애국주의를 세부
적으로 나눠 소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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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애국주의 관련 성취기준 또는 내용 요소

2007

개정

[윤리와 사상]

3. 내용 / 나. 영역별 내용 / (4) 사회사상 / (자) 민족과 국가

 민족과 국가가 개인의 생존과 자아실현에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이해하

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이 균형 있게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해 맹목적인 나라 사랑 정신과 건전

한 나라 사랑 정신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① 민족과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숭고함과 필요성 

② 나라 사랑 정신과 민족 사랑 정신이 다수의 시민에게 부족했을 때의 부정

적 결과

③ 자민족 중심주의와 자국가 중심주의로 인한 부정적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2007-79호 : 56)

2009

개정

[윤리와 사상]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 다. 학습 내용별 성취기준 / (4) 사회사상 / (라) 국가

와 윤리

  국가의 발전은 개인의 생존 및 자아실현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이해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이 균형 있게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해 국가와 국민 간에는 상호성

의 측면에서 충성과 호국 정신뿐만 아니라, 청백리 정신이 필요함을 조사하

고, 맹목적인 애국심과 건전한 애국심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① 정치적 의무의 도덕적 근거(인간 본성, 동의(승인), 공공재 및 관행의 혜택, 

자연적 의무 등)

② 자민족 및 자국가 중심주의로 인한 부정적 결과와 건전한 애국심

③ 충성과 호국 정신의 숭고함과 청백리 정신의 필요성

(교육과학기술부, 2012-12호 : 56)

2015

개정

[윤리와 사상]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 가. 내용 체계 / 사회사상

 2) 국가

 - 내용 요소 : 국가는 목적인가? 수단인가?

   ① 국가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관점

   ② 국가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동･서양 사상

 - 일반화된 지식 : 국가를 구성원들의 도덕 공동체로 간주한 전근대사회와는 

<표 17> 교육과정별 애국심 교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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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민족주의에 대한 냉철한 분석은 여전히 필요하다. 교육과정 흐

름을 보면 사회사상 단원에서 ‘민족’에 대한 비중이 점진적으로 줄면서,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도 사라졌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배타적 민족주의 문제들 다시 말해 외국인 차별, 외국인 공포증, 인종주

의적 발언, 외국인에 대한 공공장소 내 폭력행위 등을 고려할 때, 민족

주의에 대한 이해와 비판은 여전히 중요한 학습 요소이다(유네스코한국

위원회, 2019: 2). 도덕과 시민교육은 배타적 민족주의의 문제를 극복하

기 위한 방안으로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적 

입장을 내용 요소로서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애국주의에 대한 이론적 접근뿐만 아니라 정서적 접근도 중요하

다. 교육과정을 보면 ‘애국(나라 사랑)’이라는 용어 사용이 점점 줄었다. 

2007․2009 교육과정에서 애국이라는 용어는 각각 3번씩 사용되었지만, 

2015 교육과정에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그 대신 ‘국가’에 대한 

달리 근대사회는 국가를 개인의 존재와 이익 보존을 위한 결사체로 인식하

였다.

 3) 시민

 - 내용 요소 : 시민은 개체적 존재인가? 사회적 존재인가?

   ① 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근거

   ② 공동체와 공동선 및 시민적 덕성

 - 일반화된 지식 : 현대의 다원주의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자율적 연대를 통해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추구

한다.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 나. 성취기준 / (4) 사회사상

 - [12윤사04-02] 국가의 개념과 존재 근거에 대한 주요 사상가들의 주장을 

탐구하여 다양한 국가관의 특징을 이해하고,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 [12윤사04-03]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을 비교하여, 개인선과 공동

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교육부, 2015-74호 : 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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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태도를 정치철학적으로 분석하는 내용 요소가 점진적으로 늘었

다. 2009 교육과정에서는 정치적 의무에 대한 도덕적 이유를 정치철학

적으로 비판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2015 교육과정에서는 국가의 역할

과 정당성에 대해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

다. 이는 국가의 권위나 시민의 의무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태도

를 중시하고, 애국에 대한 정서적 입장보다 정치철학적 입장을 견지하려

는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는 애국주의를 좀더 이론적으

로 탐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

만 Viroli나 Nussbaum이 지적했듯이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정

서적으로 열정을 불어넣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교과서 검

토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애국주의에 관한 교과서 구성에 주는 함의

  아래 표는 2015 교육과정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5종 교과서에 있

는 애국주의 관련 내용을 항목별56)로 정리한 것이다. 표의 빈 칸은 서술 

내용이 직접적으로 없는 경우이다. 우리는 아래 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56) 항목 설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애국주의 소개 : 교과서가 3가지 애국주의를 모두 
소개하고 있는지를 확인, ② 애국심의 위험성 : 교과서가 맹목적인 애국심의 위험성을 
비판하고 있는지를 확인, ③ 다른 사상과의 관계 : 교과서가 애국주의를 민주주의 및 
세계시민주의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 ④ 학생 학습활동 : 교과서가 이론
적 접근뿐만 아니라 정서적 접근을 통해 애국주의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

구분

출판사
주제 서술 내용 특징

교학사

애국주의 소개 자유주의, 공화주의 ‧ 민족주의적 

애 국 심 에 

대한 설명

애국심의 위험성

다른 사상과의 

관계

<표 18> 『윤리와 사상』 5종 교과서의 애국주의 관련 내용

          ※ 괄호 속 숫자는 교과서별 인용 쪽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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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습활동

‧ 개인 권리와 공동선의 우선 여부에 관한 토

론(190)

‧ 나치 군인에 대해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입

장에서 비판하기(192)

이 없음.

미래엔

애국주의 소개 자유주의(헌법), 민족주의, 공화주의

‧

애국심의 위험성

다른 사상과의 

관계

애국심과 같은 시민의식이 공동체에 대한 헌

신을 장려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밝힘(187).

학생 학습활동
‧ 공유지의 비극이 주는 교훈 탐구하기(187)

‧ 원문 읽기: Viroli, 『공화주의』(188)

비상교육

애국주의 소개 자유주의, 민족주의, 공화주의 ‧ 민족주의적 

애 국 심 과 

공화주의적 

애 국 심 이 

구 별 됨 을 

간략히 밝

힘.

애국심의 위험성

자유주의적 애국주의에서 볼 때, 애국을 과

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의 애국을 

방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183).

다른 사상과의 

관계

좋은 제도, 성숙한 시민의식 등이 인간적인 

자본주의를 만들 수 있으며 민주 사회를 더

욱 발전시킬 수 있음을 밝힘(184)
학생 학습활동 개인선과 공동선을 바라보는 관점 탐구(182)

천재

출판사

애국주의 소개 자유주의, 민족주의, 공화주의

‧ 민족주의적 

애 국 심 과 

공화주의적 

애 국 심 이 

구 별 됨 을 

밝힘.

애국심의 위험성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인 애국심은 배타적인 

국수주의나 편협한 민족주의로 흘러, 내부적

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존엄성을 위협하고 외

부적으로는 국제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182).
다른 사상과의 

관계

학생 학습활동
로댕의 조각상 ‘칼레의 시민들’이 주는 애

국적 의미 탐구(184)

씨마스

애국주의 소개 자유주의, 공화주의

‧ 민족주의적 

애 국 심 에 

대한 설명

이 없음.

애국심의 위험성
다른 사상과의 

관계

학생 학습활동

‧ 시민성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 

차이 탐구(189)

‧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 방안 토론(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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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교과서는 서로 다른 애국주의 입장을 비교함으로써 각 애국주의

의 특징, 한계, 위험성 등을 이해하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다. 애국주의를 

정확히 이해할 때 애국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의 차이를 구분하고, 건전

한 애국심을 시민적 연대의 토대로 삼을 수 있다. 현재 5종 교과서에는 

3가지 애국주의 입장을 소개만 할 뿐 서로 비교하는 내용이 없지만, 향

후 교과서에는 학생들이 애국주의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탐구활동이 도입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과서는 민족주의적 애국주의가 종족적 동

질성을 강조할 경우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자유주의(헌법)나 공화주의 입

장에서 어떻게 비판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둘째, 애국주의와 다른 사상 간의 유기적 관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과서는 애국주의-민주주의-세계시민주의의 상호 연결을 언급하

고 있지 않다. 하지만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상호 관계를 적극적 

차원에서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애국주의-민주주의-세계시민주의의 연결

성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과서는 애국심이 시민 간 연대의

식을 높이고, 공동선에 대한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하고, 나아가 이러한 민주주의 발전이 세계시민주의를 삶 속에서 실천하

도록 도울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셋째, 건전한 애국심을 내면화하기 위해 이론적 접근뿐만 아니라 정서

적 접근도 필요하다. 이점은 애국심 교육뿐만 세계시민교육 역시 마찬가

지다. 현재 고등학교에서의 도덕과 시민교육은 중학교급과 비교할 때 이

론적인 부분을 중시하고 정서적인 부분의 비중을 축소하는 측면이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윤리와 사상』 교과서는 수사와 네러티브를 이용하

여 애국주의를 다루기보다는 정치사상별로 분류하여 비교하고 있다. 물

론 이 점은 애국심을 정치철학적으로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

리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이론적 접근이 강화되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

만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핵심은 감정이다. 즉 애국심은 정서적 감동을 

줄 수 없다면 생겨나기 어려운 감정이다. 세계시민성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가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포퓰리즘 속에서 건전한 애국심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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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성을 기르기 위한 시민교육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외침에 대

항할 수 있는 도덕적 감정을 계발하도록 정서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래

와 같은 Nussbaum의 말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점을 잘 지적해준다.

만약 빈곤 퇴치, 소수자들을 위한 정의, 정치적‧종교적 자유, 민주주의, 전 지구
적 정의에 관심을 쏟고 있는 사람들이 감정과 상상에 호소하는 것은 본질적으
로 위험하고 비이성적이라고 우려해 상징과 수사를 삼간다면, 기대치가 낮은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힘들을 독점해 민주주의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Nussbaum, 2013/2019: 401).

  이론적 접근을 통해 국가와 세계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에

게 내재된 ‘내집단 우선 본능’은 매우 강력하고 영속적이기 때문에 이러

한 본능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끄는 정서적 접근도 중요하다. 따라서 앞

으로 도덕과 시민교육은 지식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서적 영역까지 고려

하여 실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내러티

브 스토리텔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정창우, 2013: 102-104). 예를 

들어 링컨, 네루의 연설문 등을 낭독하거나 역사 소설을 이용한 스토리

텔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특히 “스토리텔링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스토리가 만들어내는 콘텍스트가 사람에게 

어떤 목표를 만들어주게 되고, 그 목표의 달성 여부에 따라 사람에게 긍

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을 만들어(황신웅, 2014: 30-32)”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3항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2) 세계시민주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구성

 세계시민주의에 관한 교육과정 구성에 주는 함의

  아래 표는 교육과정의『윤리와 사상』(2007․2015 교육과정)과 『생활

과 윤리』(2009 교육과정)57)에 있는 세계시민주의 관련 성취기준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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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요소를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우리는 아래 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57) 2009 교육과정은 ‘세계시민주의 및 세계 윤리’에 대한 내용을 『윤리와 사상』이 아니라 
『생활과 윤리』의 내용 요소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본 논문은 『윤리와 사상』 대신 『생
활과 윤리』를 살펴 본다.

교육

과정
세계시민교육 관련 성취기준 또는 내용 요소

2007

개정

[윤리와 사상]

3. 내용 / 나. 영역별 내용 / (4) 사회사상 / (차) 세계주의와 세계시민

 우리가 한 민족국가의 구성원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

으로 살고 있음을 이해한다. 이를 위해 세계시민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삶

의 자세에 대해 토론한다.

① 세계화 추세와 세계시민 의식의 필요성

②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외국 문화에 대한 배타적 태도의 부정적 결과

③ 세계주의와 나라 사랑, 민족 사랑 정신이 상호 보완되었을 때의 긍정적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2007-79호 : 56)

2009

개정

[생활과 윤리]

나. 내용의 영역과 기준 / 나. 영역별 성취기준 / (6) 평화와 윤리 / (나) 지구

촌의 윤리적 상황과 과제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세계가 지구촌화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세계시민 

의식을 가지고 지구촌 시대의 윤리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태도

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세계화로 인한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조사·분석

하고, 지구촌의 정의 실현과 평화 정착 방안에 대하여 토론한다.

① 지역화와 세계화의 윤리성

② 지구촌 시대의 국제 정의

③ 부유한 나라의 약소국에 대한 원조 의무

④ 평화 가치와 국제 평화의 중요성

(교육과학기술부, 2012-12호 : 42)

2015

개정

[윤리와 사상]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 가. 내용 체계 / 사회사상 

 6) 평화

<표 19> 교육과정별 세계시민교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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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세계시민주의는 지역적‧국가적 맥락화를 바탕으로 실현될 수 있

다는 내용 요소가 필요하다. “세계시민교육을 맥락화하는 것은 교육의 

내용이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지구적 현안을 지역화하는 것을 의미한

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8).” 위 표에서 2009 교육과정을 보면, 

세계를 향한 원조의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적‧국가적 맥락화

에 대한 이해 없이 ‘세계시민 의무 = 해외 원조 의무’를 말하게 되면 학

생들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삶이 지역‧국가 공동체와는 무관한 것으로 오

해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료 시민에 대한 사랑은 세

계시민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출발점이다. 연구자는 공화주의적 애국

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이 이러한 지역적‧국가적 맥락화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이 두 입장

의 정합성은 국민으로서의 의무 실천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의무 실천으로 

확장된다는 논리를 정치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비판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을 

보면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없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세계시민주의를 마치 무결점 사상으로 오해할 수 있다. 물론 Singer와 

Rawls의 입장을 비교함으로써 세계시민주의의 실천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입장은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실천 원

칙의 차이를 주로 보여준다. 따라서 Miller와 Nussbaum의 입장을 비교

 - 내용 요소 : 세계시민과 세계 평화는 실현가능한가?

   ① 동･서양의 다양한 평화사상

   ② 세계시민주의와 세계시민윤리의 구상

 - 일반화된 지식 : 세계 평화의 실현을 위해 지구적 차원의 가치 규범과 시

민윤리에 기초한 범세계적 노력이 요구된다.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 나. 성취기준 / (4) 사회사상

 - [12윤사04-06] 동･서양의 평화사상들을 탐구하여 세계시민주의와 세계시민

윤리의 원칙 및 지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세계시민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교육부, 2015-74호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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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세계시민주의의 보편적 가치 적용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세계시민주의의 가치와 한계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시민주의에 관한 교과서 구성에 주는 함의

  아래 표는 2015 교육과정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5종 교과서에 있

는 세계시민주의 관련 내용을 항목별58)로 정리한 것이다. 표의 빈 칸은 

서술 내용이 직접적으로 없는 경우이다. 우리는 아래 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58) 항목 설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해외원조에 대한 입장 : 교과서가 해외원조를 이론
적으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 ② 세계시민주의의 위험성 : 교과서가 세계시민
주의의 위험성을 어떤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는지를 확인, ③ 다른 사상과의 관계 : 교
과서가 세계시민주의를 민주주의 및 애국주의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 ④ 
학생 학습활동 : 교과서가 이론적 접근뿐만 아니라 정서적 접근을 통해 세계시민주의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

구분

출판사
주제 서술 내용 특징

교학사

해외원조에 

대한 입장
국제주의(Rawls), 세계시민주의(Singer)(220)

세계시민주의

의 위험성

단일한 세계 정부를 세우려는 극단적 형태의 

세계시민주의도 있음(219)
다른 사상과의 

관계

학습활동

‧ 난민 발생 원인, 난민의 고통, 난민 대우에 

대한 토의(220)

‧ 세계시민주의 공익광고 만들기(221)

미래엔

해외원조에 

대한 입장
국제주의(Rawls), 세계시민주의(Singer)(213) ‧ 세계시민주

의의 대표

자로 Singer

를 언급함

(213).

세계시민주의

의 위험성

다른 사상과의 

<표 20> 『윤리와 사상』 5종 교과서의 세계시민주의 관련 내용

        ※ 괄호 속 숫자는 교과서별 인용 쪽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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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세계시민주의-민주주의-애국주의의 상호 발전적 관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를 보면 천재교육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관계

학습활동
‧ 세계시민으로서 실천 방안 탐구(214)

‧ 역할극으로 세계평화 체험하기(217)

비상교육

해외원조에 

대한 입장

국제주의(Rawls), 세계시민주의(Singer), 

자유지상주의(Nozick)(208)
세계시민주의

의 위험성
다른 사상과의 

관계

학습활동
해악을 이유로 해외 원조를 거부하는 행동에 

대한 토론(208)

천재교육

해외원조에 

대한 입장
국제주의(Rawls), Singer(209)

‧ Nussbaum의 

세계시민주

의 입장도 

소개함(209).

세계시민주의

의 위험성

다른 사상과의 

관계

민주 국가 시민으로서 애국심을 지니고 

살면서도 세계와 연대할 수 있다는 Appiah의 

입장을 서술함(209).

학습활동

‧ Rawls와 Singer의 해외원조 입장 비교와 

자신의 생각 발표하기(210)

‧ 환경 오염을 대하는 세계시민의 윤리적 자세 

서술하기(211)

씨마스

해외원조에 

대한 입장
국제주의(Rawls), 세계시민주의(Singer)(215)

‧ 세계시민의 

윤리 원칙

과 큉의 세

계윤리 실

천 의 무 를 

자세히 소

개함(214).

세계시민주의

의 위험성
다른 사상과의 

관계

학습활동

‧ 국민과 세계시민에 대한 정체성 토론하기(215)

‧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우선 순위 

정하기(216)

‧ 콜롬비아 어린이들의 평화 지지 투표가 주는 

교훈 탐색하기(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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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주의와 애국주의와의 상호 관계를 다루지 않는다. 이에 비해 천

재교육는 Appiah의 입장을 소개하면서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 간에 

관계를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 세계시민주주의는 더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애피아
(Appiah, K. A., 1954~)는 세계시민주의를 지지하면서도 국가나 민족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그는 사회적‧문화적 생활 방식의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세계시민주의에 동의한다. 동시에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은 국
가를 바탕으로 하므로 국가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즉 민주 국가에서 
시민으로서 애국심을 지니고 살아가면서도 국경을 초월하여 다른 사람과 연대할 
수 있는 세계시민주의를 주장한다. Nussbaum(Nussbaum, M. C., 1947~)은 국
가적 소속감이나 자국 중심의 배타주의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간애를 중시하는 세
계시민주의를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가는 도덕
적으로 임의적인 특징이므로 국경과 무관하게 모든 인간은 정의와 선에 대한 합
리적 추론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변순용 외, 천재교육, 2018 : 209).

  이와 같이 다양한 입장을 다루는 것은 세계시민주의가 지닌 여러 측면

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애국주의와의 상호 발

전적 관계를 모색하도록 도울 수 있다.

  둘째,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해 이론적 접근뿐만 아니라 도덕적 감정을 

계발할 수 있는 정서적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계시민성 

역시 애국심과 마찬가지로 감정적 측면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시

민성을 함양하려면 인지적 차원의 이해뿐만 아니라 정체성과 세계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열정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런데 교과서를 보면 보편

적 가치의 내면화와 인류에 대한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 정서적 영역의 

학습활동이 부족하다. 따라서 교과서는 인류애를 느끼고,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기르도록 다양한 공감 컨

텐츠와 내러티브를 활용하여 정서적 영역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항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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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3) 정서적 접근을 활용한 도덕적 감정 계발

  

  도덕과 시민교육이 목표로 삼는 도덕적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 도덕

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 연구자는 도덕

적 시민성 함양을 위해 도덕적 감정을 계발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교육과

정과 교과서의 내용 요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 절에서 살펴

봤듯이 2015 교육과정 및 교과서는 이론적 측면에서 과거보다 더 정교

해졌지만, 정서적 측면의 내용 요소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 따라서 

앞으로의 도덕과 시민교육은 정서적 접근을 활용하여 이러한 점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연구자는 역사적 자료와 훌륭한 수사

적 내러티브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은 Viroli의 공

화주의적 애국주의와 Nussbaum의 온건한 세계시민주의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점이기도 한다. 앞서 말했듯이 공화주의는 ‘역사와 기억’을 시

민교육의 재료로서 매우 중시한다. Viroli에 따르면 “자유를 향한 투쟁의 

역사를 기념함으로써, 우리가 모두 함께 고통받았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회고함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열사들과 공화국에 몸바쳤던 사람들, 그리

고 통일을 이루어낸 사람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모

든 이들의 가슴 깊이 자신들도 그러한 업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일깨울 수 있다(Viroli, 1996/2006: 188).”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도덕과 시민교육은 역사적 사료와 문학, 연설문 

등에서 교육 재료를 발굴하여 내용 요소로서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의 경우 일제에 저항하면서 힘겹게 건국을 이룬 역사, 독재에 항거한 역

사 등이 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에게 자유의 가치, 민주공화국의 중요

성, 세계평화의 소중함 등을 일깨우는 매우 귀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역

사를 내용 요소로 삼는다고 해서 역사를 단순히 시간대별로 설명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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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다. 그보다는 그러한 역사에서 도덕적 가치를 뽑아 내러티브를 활

용하여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임시헌장”59)이나 김수영 시인의 「푸른 하늘

을」60) 등의 작품을 활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임시헌장”을 통해 학생들

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왜 군주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

을 추구했는지, 왜 조국의 자유를 위해 헌신했는지, 왜 세계와 인류의 

평화를 강조했는지를 탐구할 수 있다. 그리고 김수영의 시를 통해 학생

들은 자유의 가치와 이러한 자유를 누리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에 정서적

으로 공감할 수 있다. 

  그런데 연구자가 보기에, 역사적 자료와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시민교

육을 실시할 때는 크게 2가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도덕적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 자칫 고결한 이상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일제강점기의 독립투사나 4.19 혁명투사의 이

미지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도덕적 시민성이 성취불가능한 것이거

나, 가능하다고 해도 소수의 도덕적 엘리트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

될 수 있다. 하지만 Viroli가 지적하듯이, 시민적 덕성은 사생활의 포기

59) 대한민국임시헌장[임시정부법령 제1호, 1919. 4. 11., 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서문> 존경하고 열애(熱愛)하는 우리 2000만 동포 국민이어. 민국 원년(1919) 3월 
1일 우리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한 뒤부터 남녀노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
하고 일치단결하여 [……] 본 정부가 전 국민과 더불어 전심(專心)으로 서로 힘을 모아 
임시헌법과 국제 도덕(國際道德)의 명한 바를 준수하여 국토 광복과 방기확국(邦基確國)
의 대사명(大使命)을 이루기를 이에 선서하노라. [……] <선포문> 제1조 대한민국은 민
주공화제로 한다. [……]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의 귀천(貴賤) 및 빈부의 계급
(階級)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信書),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 [……] 제7조 대한민국
은 신(神)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
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국사편찬위원
회, 2005), 「대한민국임시헌장선포문」”, 출처 :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

    /front/hm/view.do?treeId=010701&tabId=03&levelId=hm_123_0060 (검색일 : 2019.09.11.).
60) 김수영, 「푸른 하늘을」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 노고지리가 자유로웠다고 / 부러워하던 /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 자유를 위해서 /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 사람이면 알지 / 노고지
리가 / 무엇을 보고 / 노래하는가를 / 어째서 자유에는 /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 혁명은 / 왜 고독한 것인가를 / 혁명은 /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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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며 오히려 사생활을 즐겁고 안전하게 만드는 주춧돌이 될 수 있

다(Viroli, 1996/2006: 150). 물론 도덕적 시민성을 실천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도덕적 시민성 함양을 사익 추구와 대

립되는 것으로 여길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

는 조건에서 자신의 평안과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

상에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좋은 시민의 모습을 도덕적 시민성 교육

의 재료로서 활용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는 역사를 이용한 교육이 자국민의 단결을 강조한 나머지,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지 않거나 이민자와 같은 소수자를 배척하는 결과로 이어

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Nussbaum이 지적하듯이 “국가는 그저 본질

이 정해져 있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 많은 가능 요소에 의해 구축되는 

어떤 정신적 원칙이다. 그래서 [……] 연설가들은 기존의 국가 정체성을 

내비치기보다는 역사와 기억 속에 있는 내용들을 이용해 그것을 구축한

다. [……] 그리하여 강제된 동질성이나 부적절한 가치들에 매달리지 않

으면서 어떤 개별 국가에 대한 강한 사랑을 불어(Nussbaum, 2013/ 

2019: 356)” 넣을 수 있다. 연구자는 역사에 대한 반성이 오히려 애국

심과 세계시민성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독

일은 보수와 진보 간의 극심한 의견 대립에도 불구하고 나치정권의 역사

를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좋은 시민교육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이 백인에 대한 증오를 말하지 않고 포용과 정의를 

역설했듯이, 역사와 기억을 활용한 시민교육은 특수한 사례를 말하면서

도 보편적 가치를 성취하려는 노력과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독재정권, 일제강점기 한국 독

립을 도운 외국인(ex. 어니스트 베델), 6.25 전쟁 때 한국을 도운 외국

군(ex. 에티오피아),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한국의 

스토리 등을 활용하여 역사적 과오를 성찰하는 애국심 교육과 인류에 대

한 보편적 의무를 추구하는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비록 현실

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도덕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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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이러한 사건의 도덕성에 집중함으로써 도덕적 시민이란 스스로의 

잘못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국적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3. 공동체적 역량 교육에 주는 함의

  우리는 교육과정이 제시한 학습 목표로서의 ‘공동체적 역량’과 그러한 

공동체적 역량 교육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요구’라는 두 측면에서 공화

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이 주는 함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추구하는 2015 교육과정의 역량 목표를 정당화해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역량(competency)은 ‘능력’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

되지만, 학술적으로는 다양한 맥락에서 조금씩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61) 본 논문에서 말하는 역량은 지식, 기술, 기능, 태도, 감정, 동기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수행자의 자아에 체화된 통합적 능력을 의미

한다.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한 2015 교육과정 역시 ‘핵심역량62)’이라

61) 종합적 측면에서 보면, 역량은 “기술이나 인지적 측면뿐 아니라 동기, 태도, 판단, 의지와 같
은 다양한 인간 특성들이 서로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총체적인 능력(총체성), 실제 수행상황에
서 이러한 총체적인 인간 능력의 자원들을 적절하게 가동시킬 수 있고 구사할 수 있는 능력(수행성
/가동성), 특정 맥락의 구체적인 요구와 관련된 수행 능력(맥락성), 유전적으로 타고난 능력의 측면
보다는 경험과 학습을 통해 습득되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학습가능성)(윤정일 외, 2007: 253)”이라
고 할 수 있다.

62) 교육과정 총론이 제시한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
는 자기관리 역량, ㉡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
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
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
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
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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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름으로 학생들이 습득해야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a: 2). 교육부가 의미하는 핵심역량은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

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학교에서 이루어

지는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능력” 즉 ‘학생
이 학습한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교육부, 2017: 
5, 36). 그리고 2015 도덕과 교육과정 역시 총론의 핵심역량을 바탕으

로 ‘교과 역량63)’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 중에서 연구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교육부가 제시한 “지역

‧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과 도덕과가 제시한 “도덕규범

과 정서 및 유대감을 근간으로 자신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서의 소속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공동체 의식”이다. ‘공동체 

역량(총론)’과 ‘도덕적 공동체 의식(도덕교과)’은 모두 지역‧국가‧세계 차

원의 다양한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공동체적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국가와 세계라고 하는 서로 다른 공동체에 동

시에 속한 구성원이 가질 수 있는 공동체적 역량은 때로는 ‘민족주의적 

애국주의와 강한 세계시민주의의 조합’처럼 서로 경합할 수 있다. 그래

서 공동체적 역량이 핵심역량으로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국가 구성원으

로서의 역량과 세계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이 모순되지 않고 정합성을 이

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63) 도덕과가 제시한 교과 역량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토대 위에서 
자주적인 삶을 살고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조절하며 이겨낼 수 있는 자기 존중 및 관리 
능력, ㉡ 일상의 문제를 도덕적으로 인식하고 도덕적 판단 및 추론의 탐구 과정을 거쳐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도덕적 사고 능력, ㉢ 의사소통 과
정에서 타인의 도덕적 요구 인식 및 수용과 이상적인 의사소통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타
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대인 관계 능력, ㉣ 도덕성을 전제로 자신 및 타인
의 감정을 인식하고 배려할 수 있는 도덕적 정서 능력, ㉥ 도덕규범과 정서 및 유대감
을 근간으로 자신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
는 도덕적 공동체 의식, ㉦ 일상 세계에서 자신의 삶을 윤리적으로 성찰하는 토대 위에
서 도덕적 가치와 규범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윤리적 성찰 및 실천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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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차원의 공동체적 역량은 상호 발

전적 관계를 이룰 수 있어야 교수-학습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다. 연구자가 논의해 온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

의의 정합성은 이러한 ‘공동체적 역량’을 정당화하는 논거를 제시해준다. 

즉 국민으로서의 역량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이 상호 발전적 관계를 

이루는 가운데 정합될 수 있음을 설명해줄 수 있다.

  둘째,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은 국가적․
사회적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공동체적 역량 교육에 필요한 내용 요

소를 구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은 사회적․국가적 요

구를 반영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 사회가 필요한 것은 다문화교육과 세

계시민교육이다(옥일남 외, 2018: 3).

  이미 G20에 속한 나라들 중 상당수 국가가 이미 다문화 사회이거나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Giddens에 따르면 “오늘날 전 세계인 33

명 가운데 1명은 이민자라고 추산된다. 2012년 2억 1천 4백만 명이 태

어난 곳과 다른 곳에서 살고 있으며, 국제이민기구는 2050년에는 4억 5

백만 명으로 두 배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Giddens‧Sutton, 2018/2018; 

731).”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64) 우리나라의 외국 이주민 증가 추이는 

지난 10년 동안 3배로 늘었으며, 통계 결과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

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는 ‘세계시민교육’을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공동의 교육 목표로 설정하고 교육과정에 반영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5년 5월 인천에서 개최된 2015 세계교육포

럼(World Education Forum)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을 글로벌 교육의제로 

설정하고 향후 2030년까지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김진희, 

2017: 15). 인천 2015 세계교육포럼을 계기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

64) OECD 기준에 따르면, 한 나라의 인구에서 체류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인 
경우 다문화 사회로 분류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29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약 4% 이상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숫자가 11년 사이에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조만간 다문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 156 -

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KOICA ODA 교육원, KCOC와 같

은 개발 NGO 등이 이러한 세계시민교육을 더욱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세계화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우리나라의 2015 다문화수용성 조사(여성가족부, 2015: 216) 결

과를 보면, 한국은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유럽보다 이민자의 비율이 낮지만, 오히려 이민자

를 이웃으로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31.8%로써, 독일 21.5%, 스웨덴 

3.5%보다 더 강하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 등 내집

단을 중시해온 아시아권 국가의 문화적 특징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하지

만 이러한 경향은 미래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이민자 수가 증

가할수록 이민자를 공동체 구성원으로 수용하지 않으려는 원주민의 비율

이 높아질 것이고, 그럴수록 사회통합력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물론 한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단기간에 많은 이민

자를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이다. 하지만 이민자를 위협의 대상으로 보

고, 그들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 역시 사회 존

속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민자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세계

화는 개인, 집단 및 조직의 관계가 급진적으로 재조직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이 세계 곳곳으로 더 많이 이동하는 문제와 상관없

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Jones, 2010/2012: 20-21). 그래

서 다문화 사회와 세계시민사회를 이해하고 이러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공동체적 역량을 기르는 것은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요구이자 도덕과 시민교육의 목표가 아닐 수 없다.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은 이러한 요구

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구성하는데 있어 정치철학적 아이

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공화주의적 애국주의는 충성의 대상을 혈연, 민

족 등이 아닌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적 제도로 설정하고,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료 시민에 대한 사랑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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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적 애국주의는 편협한 민족주의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

치철학을 제공하고, 시민적 덕성을 바탕으로 한 연대를 강조하는 점에서 

다문화 사회의 애국심 교육에 적합한 정치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

고 온건한 세계시민주의는 순화된 애국주의를 통해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지구적 차원까지 인간에 대한 사랑을 확장시키고자 한다. 온건한 세계시

민주의는 조국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세계시민성

의 실현을 돕는 유용한 정치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은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이라는 국가적․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도덕과 시민교육의 내용 요소를 

구성할 때 이론적 바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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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Fukuyama는 1989년 「역사의 종말」에서 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주

의가 정통성을 획득했다고 선언했다. 즉 “이전의 여러 정부 형태는 내재

된 결함이나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었지만, 자유민

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러한 근본적인 내부모순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Fukuyama, 1992/2010: 7).”라는 것이다. 또한 Inglehart는 “일단 개인

이 물리적‧경제적 안전에 도달하면 다른 비물질적 목표를 추구하기 시작

할 것이다(Inglehart, 1977: 22).”라는 말로 ‘조용한 혁명’, 즉 탈물질주

의로의 가치 전환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시대 상황은 이들의 바람과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

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초래한 경제적 양극화와 이민자 문제, 그리

고 국지적 전쟁으로 인한 난민 문제로 인해 전 세계가 진통을 겪고 있

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경제적 저성장과 난민‧이민 문제를 동시에 

겪으면서 자국 정치권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마

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즉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절차적 공정성 등을 중

시하는 민주주의가 현재의 문제를 시원스럽게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불만

이다. Mounk에 따르면, 미국 밀레니엄 세대들65) 중 25%는 민주주의가 

국정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Mounk, 2018/2018: 142-144).

  민주주의에 대한 애정이 줄어드는 반면에,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

의를 내세우는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있다. 포퓰리스트들은 자신들의 입

장을 애국주의로 포장하고, “인종, 종교, 사회 계층 혹은 정치적 신념이 

공통인 사람들을 내집단으로 삼으며, 그 이해관계를 무시해도 별 탈이 

없을 사람들을 외집단으로 몰아 배제한다(Mounk, 2018/2018: 59).” 이

런 상황이 만연해지면 경제적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 시민들은 ‘동료 시

65) 미국 인구 중 15~34세(1980~2000년 출생)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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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과 연대하는 삶’과 ‘이방인을 돕는 삶’을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편익과 

복지마저 빼앗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한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

다. 제주도에 온 예멘인에 대한 비난이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

을 주장하는 발언 등이 이러한 상황을 잘 말해준다.

  이런 상황이 기존 정치세력의 무능과 결합하면, 애국과 민족을 명분으

로 내세운 포퓰리즘 세력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는 무력해지기 쉽다. 민주주의가 무너진 곳에서는 자유, 평등, 절차적 공

정성과 같은 가치들이 실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민적 연대, 국제

적 협력, 인권 보호 등도 경시되기 쉽다. 이러한 조건에서 정치 제도와 

동료 시민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공화주의적 애국주의는 자연스럽게 

확장되기 어렵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진행되는 국제 사회에서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 협력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류의 인권 보장을 강조하는 온건한 세계시민주의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해결책

을 모색하는 시민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 교육은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소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

여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교육부, 2018. 11.).

◦ 민주시민 양성은 우리 교육의 주된 이념임에도, 과거 반공‧준법의식만을 강
조한 국가주의적 교육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오해 상존.

◦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기본원칙, 내용 요소 등에 대한 학문적‧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공통기준 마련 필요.

◦ 사회·도덕과 등 민주시민 관련 교과에서는 교육과정 내 목표, 교과역량 및 
성취기준 등을 통해 민주시민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분과학문 중심
의 교과운영의 한계, 일방적 지식전달 위주 교육방식, 태도‧가치 등 진단에 
적절한 성취기준(내용 요소) 부재 등으로 실천적 참여를 통한 민주적 생활
방식을 체화하는데 한계 노정.

◦ 민주시민교육은 범교과 학습주제 중 하나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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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활동 전반에서 실시하도록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타 범교과 학습
주제 및 법정 의무교육 시수 등으로 시수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운
영 모델 부족.

  즉 아직까지 시민교육을 위한 철학과 기준이 불명확하며 현장에서의 

실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세계시민교육에서도 나타난

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5년에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 1,9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보고서『세계시민교육의 실태와 실천과제』가 이를 

잘 말해준다. 이 보고서의 설문 조사 결과(이성회 외, 2015: 80-81)에 

따르면 응답 교사들은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반

면, 응답 교사의 61.9%가 세계시민교육을 가르쳐 본 경험이 없다고 응

답했으며, 단위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의 활용도는 29.2%에 불과했다. 

그리고 세계시민교육의 활용은 중‧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에서 더 많았으

며, 활용 형태는 주로 사회, 윤리, 도덕 등의 특정 교과목에서만 실시하

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동아리 활

동,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를 활용한다는 비율이 15%로 가장 낮

았다.

  이러한 문제 분석들은 우리 교육이 아직 시민교육에 대한 준비가 미흡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러한 제한된 상황에서 시민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특정 교과목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물론  

시민교육이 전 교과목과 학교의 전체 프로그램에 의해 유기적으로 이루

어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상은 단번에 이뤄지기 어렵다. 따라서 이

상을 향해 나아가되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교과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교육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도덕적 시

민성 함양을 교과 목표로서 추구하는 도덕과 시민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

요하다. 도덕과 시민교육은 교육과정을 통해 애국심 교육과 세계시민교

육을 규범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국가시민성과 세계시

민성 간의 조화’라고 하는 특수성과 보편성의 문제를 잘 이해하도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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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해야 하며, 인지적․행동적 영역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가치의 내면화를 

위해 정의적 영역의 학습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요컨대 도덕과 시

민교육은 학생들이 정치철학적으로 특수성과 보편성의 조화 문제를 성찰

하면서 도덕적 감정을 계발하여 건전한 시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르

쳐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늘날 상황에서 요구되는 도

덕과 시민교육을 탐구하기 위해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 그리고 이 두 

사상 간의 정합성을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Ⅲ장에서 ‘인류

에 대한 보편적 의무와 국가의 도덕적 주권 인정’을 기준으로 애국주의

를 3가지(헌법, 민족주의, 공화주의)로 분류하고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

과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를 추구하면서도 시민적 덕성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화주의적 애국주의가 도덕과 시민교육에 가장 잘 부합한다

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Ⅳ장에서 ‘인류에 대한 보편적 의무와 자국의 

역사‧문화 강조’를 기준으로 세계시민주의를 3가지(강, 약, 온건)로 분류

하고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를 추구하면서도 

시민적 덕성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온건한 세계시민주의가 도덕과 

시민교육에 가장 잘 부합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Ⅴ장에서는 3가지 

애국주의와 3가지 세계시민주의 조합 간의 정합성을 비교‧분석하여 헌법 

애국주의-강한 세계시민주의, 민족주의적 애국주의-약한 세계시민주의,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온건한 세계시민주의 조합이 상대적으로 정합성이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연구자는 Ⅲ~Ⅴ장의 논의를 종합하여 공

화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조합이 도덕과 시민교육에 

가장 잘 부합한다는 논거를 제시했다. 끝으로 본 논문은 Ⅵ장에서 이러

한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이 도덕과 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재고시키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두 사상의 정합성은 다문화 교육과 세계

시민교육에 필요한 내용 요소를 구성할 때 정치철학적 이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추후 도덕과 교육과정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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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집필에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본 논문에서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해서, 헌법 애국주의

와 강한 세계시민주의가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한다거나 민족주의적 애국

주의와 약한 세계시민주의가 보편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각 사상이 생겨난 배경이 다른 만큼 각 사

상은 나름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은 논의의 간결성을 위

해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모든 입장을 다루지 못했다. Habermas 

입장과 다른 헌법 애국주의, Singer 입장과 다른 강한 세계시민주의, 

Smith 입장과 다른 민족주의적 애국주의, Miller 입장과 다른 약한 세계

시민주의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를 

도매금으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본 연구는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가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를 논리적으

로 더욱 잘 논증하고, 시민적 덕성 함양에 유용한 정치철학을 제공한다

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시대 상황이 계속 변하고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는 만큼, 공화

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가 주는 함의를 고정된 만병통치

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난민․이민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내

에는 세대 갈등, 계급 갈등, 성적 혐오, 한일 역사 갈등, 북한이탈주민 

차별, 통일 문제, 대기 오염, 기후 변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현존한다. 

다양한 문제가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혜가 필요하

다. 예를 들어 보자. 세대 갈등 해결에 과연 공화주의적 애국주의가 가

장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오히려 역사와 기억을 강조하는 공화주의가 

사회에 대한 이해를 보수적으로 만들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되돌아볼 필

요가 있다. 그리고 공화주의나 세계시민주의로 통일 문제를 다룰 수 있

을까? 오히려 이 경우에는 민족주의의 재구성을 통해 민족에 대한 새로

운 인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풀

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가치라는 것도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기 때문에 섣불리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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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권을 정답으로 제시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질적

인 상대와 만나고 대화를 통해 간극을 좁혀가며 지적이고 협력적인 해법

을 찾아야 한다. 도덕과 시민교육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항상 비판적

으로 성찰하는 자세를 중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보다 앞서, 1990년대 신자유주의와 문화 갈등을 겪

은 미국 대학에서 교육 문제를 고민한 Nussbaum의 글은 몇 가지 시사

점을 줄 수 있다. 

오늘날 세계는 불가피하게 다문화적이고 다국적이다. 우리가 더없이 다급한 문
제들을 해결하려면 민족적‧문화적‧종교적 배경이 대단히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 대화하며 지적이고 협력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Nussbaum, 1996/2010: 
27)

  미국의 1990년대는 계급, 인종, 젠더, 탈식민주의 등 다양한 주제와 

사상들이 기존의 백인-남성-프로테스탄트 중심의 대학 교육에 도전하던 

갈등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전통주의자들은 도전적 이론들을 혐오와 두

려움으로 배척하려고 했던 반면에 Nussbaum은 인문학적으로 도전적 이

론들을 포용하고 지성적으로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자 했다. 도덕과 시민

교육은 이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해

결 방안을 찾도록 장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는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도전이 거셀수

록 더욱 지속적‧체계적으로 시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건전한 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익히게 되는 ‘1

차 지식’이라기보다는 노력을 통해 인위적으로 익혀야 하는 ‘2차 지식’에 

가깝기 때문이다(전중환, 2019: 265). 인간의 “학습은 저절로 이루어지

지 않는다. 과거의 진화적 환경에서 번식에 도움이 되었던 방향으로 학

습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심리적 적응이 있어야 비로소 학습이 이루어진

다(전중환, 2019: 266).” 예를 들어 자신과 가까운 사람과의 협력은 특

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공동체 구성원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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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성향은 생존과 번식에 필요한 자원들을 확보하는데 유리했기 때

문에 오늘날까지 진화된 심리적 적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낯선 사람과

의 협력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들에게 이방인은 침략자인 

경우가 많았을 것이고,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생존과 번식에 성공했

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인에게 ‘친밀한 공동체 구성원’이 아닌 이방인

과 함께 어울려 그들과 지구적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은 인위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다문화에 따른 사회 갈등, 기후 변화, 금융 위

기, 전쟁과 난민 문제 등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왜 지구적 문

제인지, 그리고 낯선 이들을 왜 도와야 하는가를 배우는 것은 자연스러

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학교는 진화적으로 잘 배우도록 타고나지 않은 

지식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르치도록 노력해야 한다(전중환, 2019: 

283).

  도덕과는 학교 제도 내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 교과로서, 

자국과 세계의 번영을 위해 전 지구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지혜로운 시민들’을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편성과 특

수성의 조화를 바탕으로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려는 애국주의와 세계시민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본 논문이 연구한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온

건한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은 이러한 점에서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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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ent emergence of far-right populism, which claims 

anti-refugee and anti-immigration under the banner of patriotism 

in the West, tells us how difficult it is to harmonize sound 

patriotism and cosmopolitanism. Although patriotism and 

cosmopolitanism do not contradict, they are not easily harmonized. 

Moral education, in charge of civic education, has taken this into 

account in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patriotism and 

global citizenship.

  However, since patriotism and cosmopolitanism cover various 

positions, there are some parts that are incompatible with each 

other in detail. In particular, the constitutional patriotism, 

nationalist patriotism, and republican patriotism presented by the 

2015 Revised Moral Education Curriculum have distin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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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so it is difficult to say coherently with cosmopolitanism. 

Furthermore, as cosmopolitanism is distinguished from strong, 

weak and moderate positions, in-depth discussions on the 

compatibility and mutual complement between them are necessa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coherence of 

patriotism and cosmopolitanism based on this problem 

consciousness, and to study the implications of this coherence on 

Civic Education in Moral Education.

  To this end, the researcher first compared and analyzed the 

three patriotism and explored patriotism in line with Civic 

Education in Moral Education. This resulted in Viroli's republican 

patriotism, which recognizes the priority of universal 

obligations(universality) but emphasizes love for own history and 

culture(particularity), best suits civic education. This is because 

republican patriotism makes non-domination freedom a key norm, 

so it can fulfill its universal obligations and inspire the civil virtue 

of patriotism by leading people to love their history and culture. 

In contrast, Habermas's constitutional patriotism recognizes the 

priority of universal obligations and does not emphasize love for 

own history and culture, which helps to comply with the universal 

constitution but does not cultivate civil virtues rooted in the 

community. And because Smith's nationalistic patriotism denies the 

priority of universal duty and emphasizes the love of fellow 

citizens and their country's history and culture, it can help in civil 

solidarity but have difficulty in resolving conflicts with others or 

solidarity with others.

  Next, I compared and analyzed three cosmopolitanism and 

explored cosmopolitanism in accordance with Civic Educa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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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l Education. This led to the finding that Nussbaum's moderate 

cosmopolitanism position, which acknowledges the moral value of 

national sovereignty(particularity) but acknowledges the priority of 

universal duty(universality), best fits Civic Education in Moral 

Education. Moderate cosmopolitanism offers theoretical support to 

the harmony of universality and particularity and to the cultivation 

of civic virtue, as it argues that humanity should be practiced as 

a global citizen by expanding the purified patriotism cultivated in 

democracies. Singer's strong cosmopolitanism, on the other hand, 

does not recognize the moral value of national sovereignty and 

emphasizes the priority of universal obligations, so it is easy to 

neglect civil cultivation that controls selfishness or the formation 

of a solidarity culture. Miller's weak cosmopolitanism, on the 

other hand, recognizes the moral value of national sovereignty, 

but it can justify a country that has neglected global cooperation 

because it denies the priority of universal obligations and 

emphasizes the particularities of each country.

  And this paper divided the three patriotism positions and the 

three cosmopolitanism positions into nine cases, exploring the 

coherence of each, and exploring the combination that conforms 

to Civic Education in Moral Education. This resulted in a 

relatively high degree of coherence between the constitutional 

patriotism-strong cosmopolitanism, nationalistic patriotism-weak 

cosmopolitanism, republican patriotism-moderate cosmopolitanism 

Union. Among them, I argued that the republican 

patriotism-moderate cosmopolitanism Union, which claims the 

harmony of universality and particularity, and the development of 

moral emotions, is the best fit for Civic Education in M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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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In conclusion, I analyzed the implications of the reconciliation 

between republican patriotism and moderate cosmopolitanism for 

Civic Education in Moral Education as follows. First, it leads us to 

reflect on the role of civil education in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f people misunderstand patriotism education and 

cosmopolitanism education, it is difficult to raise citizens who will 

lead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based on civil 

solidarity. Second,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Moral Education Curriculum and textbooks on patriotism and 

cosmopolitanism. Curriculum and textbooks need to explain the 

interconnectedness of patriotism, democracy and cosmopolitanism, 

and guide the development of civic virtue through an emotional 

approach as well as a theoretical approach. Third, it can justify 

the goals of community competency education and help to 

compose content elements of the curriculum by accepting social 

and national needs. Community competency requires an identity as 

a member of a regional, national or global community. The 

coherence of republican patriotism and moderate cosmopolitanism 

helps to resolve this internal contradiction of pluralistic identity. 

And the coherence of the two positions can help to capture the 

social and national demands of multiculturalism education and 

cosmopolitanism education in the logical system of caritas for 

fellow citizens and the global expansion of such love.

keywords : Civil Education in Moral Education, Patriotism, 

Cosmopolitanism, Moral Education Curriculum, Civil Virtue

Student Number : 2014-3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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