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시민의 개념에 한 시론:

세계시민교육의 이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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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화의 진행과 더불어 최근 세계시민 및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새삼스럽게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세계시민의 개념에 관한 서양과 동양의 이해와 해석을 살펴보고, 특히 민족의
식과 세계시민의식의 관계에 중점을 두면서 세계시민의식의 구성요소를 밝히는 데 놓여 있다.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선 세계시민의 개념에 관한 이해와 논의를 서양과 동양의 두 가지 지역적․역사
적 준거에서 서술하였다. 여기에 기초하여 오늘날과 같은 지구촌시대에 민족의식과 세계시민의식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지, 그 두 가지 개념 사이의 연계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의 물음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민주와 민족의 관계, 민족정체성과 헌법애국주의의 관계, 민족의식과 간문화성의 관점, 그리고 세계시민의식에 
포함시킬 수 있는 구성요소를 다루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특히 지구촌시대의 시민교육, 즉 세계시민교육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희망의 원리와 
책임의 원리에서 출발해야 한다. 공간 축에서는 ‘나-지방-지역-국가-세계-우주’의 상호관계에 주의를 기울
여, ‘지구적 수준에서 생각하면서 지방적 수준에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하며, ‘지구’가 마치 하나의 ‘촌락’처
럼 좁아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편협하고 옹졸한 의식과 행동, 즉 ‘촌티’를 벗어 던져야 한다. 그리고 시간 
축에서는 ‘과거-현재-미래’의 상관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특히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미래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미래의 과거’로서의 현재가 지니고 있는 중요성과 위상을 
성찰하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위를 해야 한다. 결국 생각은 크게 하고 시작은 작은 것부터 하라는 원칙에 
따라 바람직한 지구사회의 미래상과 실천가능성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 주요어 : 세계화, 세계시민, 민족의식, 세계시민의식, 세계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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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사회의 변동과정을 특징짓는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세계화․정보화․다

원화가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말에 속할 것이다. 세계화라는 상에 해서도 의견이 분

분하지만, 여러 입장들을 종합해서 말한다면, 체로 의사소통차원에서는 ‘네트워크세계’의 출

을, 경제차원에서는 ‘세계내부시장’의 형성을, 사회차원에서는 ‘지구 으로서의 세계’ 상을, 

안 차원에서는 ‘ 험공동체로서의 세계’ 등장을 언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화는 개인․지

방․지역․국가․세계 수 에서 기회의 요소와 험의 요소를 동시에 안고 있으며, 인류가 공

동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지구 문제들을 수반하고 있다.

‘지구 ’이라는 용어는 이미 30~40년 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지상문명’에 한 

조개념으로서 ‘ 성문명’이라는 말도 있으며, ‘세계  데이터 고속도로’니 ‘지구  정보화사

회’니 하는 용어도 회자(膾炙)되고 있다. 어 든 지구가 ‘ ’이 되고 있는 만큼, 거기에 응하

기 해서는 어도 우리 자신이 구태의연한 ‘ 티’를 벗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과 맥락에서 이 에서는 세계화의 진행과 더불어 최근 세계시민  세계시민교육

에 한 심이 새삼스럽게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제에서 출발하여, 세계시민의 개념에 한 

서양과 동양의 이해와 해석을 살펴보고, 이어서 특히 민족의식과의 비교를 통하여 세계시민의식

을 어떻게 악하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의 물음에 시론(試論) 수 에서 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 에 부응하기 하여 우선 서양과 동양에서 각각 세계시민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

하고 해석하는가에 을 맞추어 서술하기로 한다. 서양의 세계시민론과 련해서는 (1) 세계

시민의 과 그 변화, (2) 세계화와 지구 리, 그리고 세계시민의식의 계, 그리고 (3) 세

계시민사회의 등장과 기능을 다룰 것이다.

이어 동양의 세계시민론 부분에서는 (1) 동양사상에서의 세계시민 , (2) 시민개념에 한 

사회  변화요구로서의 민족  시민과 세계시민의 계, 그리고 (3) 시민교육의 목표와 내용

거로서의 세계시민을 논의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혹은 지구 시 에 민족의식과 세계시민의식의 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지, 그 두 가지 개념 사이의 연계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한 물음에 주안 을 두고 몇 가지 측면 혹은 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우선 (1) 민주와 민

족의 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2) 민족정체성과 헌법애국주의의 계를 논의한다. 그 다음에 

(3) 민족의식과 간문화성의 을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마지막으로 (4) 세계시민의식

에 포함시킬 수 있는 구성요소에 주의를 기울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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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양의 세계시민에 대한 개념 및 논의

1. 세계시민의 관점과 그 변화

사회철학의 에서 보면 다양성과 통일성에 한 물음의 기원은 개인․집단․정치  결

사체의 다원성이라고 하는 자명한 상에 놓여 있다. 세의 신학자 아퀴나스(Aquinas)가 아

리스토텔 스(Aristoteles)를 원용하면서 “도시국가, 그것은 다원성이다(Polis, id est 

pluralitas).”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다원성은 도시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 등 다른 정치  결사체 그 자체에도 역시 존재한다. 여기서 제기되는 윤리 ․정치  질

문은 어떻게 이러한 다원성 속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의 통일성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

을까 하는 것이다(Sutor, 1993, p. 43).

고  그리스에서는 자기 자신의 집에 있는 가정(오이코스)뿐만 아니라 도시국가로서의 국가

도 역시 비교  제한되어 있었고 따라서 개 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었다. 그 당시 사회․

정치  행 의 경험은 오늘날 진화이론의 에서 ‘ 간세계(mesocosm)’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경험 역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간세계는 우리의 인간 인 감각을 통해 제한되어 있는 경

험의 지평을 말한다. 진화과정에서 인간은 원래 이 간세계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선택된 것

이다. 그러므로 윤리 ․정치  행 의 기원은 바로 가정(오이코스)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윤리 ․정치  행 에 한 기 가 갑자기 세계 체를 포 하는 지평으

로 확 되었다. 이제 인류 체를 한 정치를 생각하고 한 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무리한 요구이다. 인류라는 개념은 18세기 계몽주의 시 에 말하자면 ‘선

(宣傳)’을 통해 발생한 것이다. 여기서 ‘선 ’은 규범 이고 추상 이며 따라서 실로 찰하

거나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체로서의 ‘하나의 세계’는 매우 추상 이고 개

할 수 없는 상태를 상하고 있으며, 따라서 도시국가(폴리스)의 수 에서 다양성의 개념 속에 

이미 등장하는 문제를 더욱 확 하고 있다. 가정(오이코스)과 도시국가(폴리스)에서의 구체 인 

경험과 비교해 볼 때 모든 사람의 세계공동체(코이노니아) 수 에서는 추상화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게 추상화된 세계공동체 수 에서는 정치권력의 심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정

한 상태와 요인들을 안정화시키는 일이 해결하기 힘든 과제로 남아 있게 된다.

그런데 18세기의 계몽주의자들은 희망에 찬 진보이론을 통해 이러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고 생각하 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표 인 보기로서 칸트(Kant)의 사상을 들 수 있다. 세계

시민에 한 그의 희망은 를 들면 “세계시민의 에서 바라본 일반 인 역사에 한 이

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사고와 행 를 과학 으로 철 히 다룰 수 있다면 가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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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오이코스, oikos) 가정교육 가정을 이롭게 함
국가(폴리스, polis) 공민교육(시민교육) 국가․민족을 이롭게 함

세계공동체
(코이노니아, koinonia) 세계시민교육 세계를 이롭게 함

<표 1> 시민과 시민교육의 논리 ․경험  활동공간

 공민교육과 더불어 세계시민교육도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서구의 계몽주의자들에게는 자명한 것으로 보 다.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에 하여 를 들

어 괴테(Goethe)는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표 한 바 있다. “오늘날 가정을 이롭게 하는 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 우리는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개념을 갖고 우리의 참된 인간 인 심성을 

넓은 세계와의 계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 게 세계 체로 시야를 확 함으로써 이제 시민과 시민교육에 한 서양의 사상은 다음

과 같이 논리 ․경험  활동공간을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틀 속에서 세계시민교육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고 에는 가정과 국가에 국한된 

에서 출발하 기 때문에 세계시민교육의 가능성에 하여 비교  회의 이고 비 인 성격

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서 보다 더 낙 인 입장을 취한 근  서구의 계몽주의자

들은 공민교육뿐만 아니라 세계시민교육도 역시 필요하며 한 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러한 세계시민교육의 가능성에 한 근거는 사실에 반(反)하는 수 에서, 즉 실 으로 찰

하거나 경험할 수 없는 수 에서 제시되었다. 다시 말해서, 도덕교육으로서의 세계시민교육이 

마치 가능한 것처럼 간주하거나 아니면 세계시민교육은 당 으로 있어야 한다는 규범  요

구에서 출발하 다.

근  국민국가의 발 과정이라는 맥락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세계시민교육의 가능성과 기

능을 이해하기는 그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국민국가 형성이 국가질서의 틀을 한 수단이라

는 에서 보면, 이제 남아 있는 가능성은 국가의 체제  기능과 성과를 세계수 으로 확

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 게 되기 해서는 세계가 마치 하나의 국가인 것처럼 되어 말하자면 

‘세계내부정치’가 제도 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 가 가까운 장래에 충분히 

실 된 가능성은 아직 그 게 크지 않은 것 같다(Treml, 1996, pp. 120-121).

세계시민에 한 의 담론을 살펴보면, 국제법학자인 포크(Falk)는 세계시민의 유형을 다

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범주화하고 있다. ① 세계정부나 세계국가 는 더 강한 유엔을 옹호하

는 지구  개 가, ② 세계화의 결과로 국가 인 의식을 획득한 부류(국제  비즈니스에 종

사하는 엘리트), ③ 지구  질서의 리, 특히 생태 ․경제  차원에서의 질서 리에 심을 



세계시민의 개념에 관한 시론: 세계시민교육의 이론적 기초   16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지는 부류, ④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  정치의식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부류, ⑤ 1980년  

이후 사회운동에서 요해지기 시작한 국가  행동주의와 연 된 부류(Falk, 1994, pp. 

132-139; 노찬옥, 2003, pp. 13-15). 한편 히터는 20세기에 나온 세계시민의 개념을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포크의 설명과 복되며, 히터가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범주는 국제법․세계법에 의해 지 가 부여되는 세계시민과 지구  책임의식을 갖춘 세계시민

이다(Heater, 1996, pp. 170-176; 노찬옥, 2003, p. 15).

담론에서의 세계시민을 검토한 다음에 노찬옥은 세계시민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명제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세계국가의 시민과 같은 과거의 단순하고 이상주의 인 개념은 상

당히 약화되어 있다. 오늘날은 세계화라는 복잡한 실을 바탕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세계시민에 

한 단정 인 입장을 멀리하는 편이다. 둘째, 통 인 시민성은 개인과 국가의 계를 심으

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 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세계시민성도 국제법 인 지 와 련하여 

상이 모색되고 있다. 셋째, 세계시민사회가 활성화되면서 여기서 활동하는 개인과 단체들이 명실

상부한 세계시민으로 행 를 하게 된다. 넷째, 담론 에서 특히 지구  책임의식을 갖춘 세

계시민의 개념이 교육 으로 가장 주목할 만하다(노찬옥, 2003, pp. 16-17 참조).

2. 세계화와 지구촌관리, 그리고 세계시민의식

세계 인 규모에서의 앙집권국가, 즉 ‘세계국가’에 한 기 는 실 되기도 힘들뿐만 아니

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시민에 한 심이 새삼스럽게 증가하

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흔히 ‘세계화’로 지칭되는 사회변동과정을 거치면서 지구  

수 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호연결과 상호의존으로 인하여 여러 국가와 민족이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서로 한 계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구

문제의 해결과 취 을 해서는 통 인 국민국가 심의 사고와 행 를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요청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국제 계에서 1989/1990년의 환국면은 소  ‘지구주의의 시 ’를 알리는 신호가 되

었다. 이와 더불어 모든 생활 역에서 개되고 있는 일련의 구조변동을 많은 문가와 출

물이 ‘세계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루고 있으며, 각종 회의와 국제기구에서도 이 상에 해

서 다루고 있다. 세계화라는 개념 뒤에 어떤 개과정이 도사리고 있는지에 해서는 여러 

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구 리’(혹은 ‘세계통치체제’)에 한 논의를 

한 배경설명으로서 먼  세계화와 련된 경향․차원․ 효과에 하여 체 으로 합의

를 보고 있는 사항을 몇 가지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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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화: 세계는 여 히 통치하고 리할 수 있는가?

우선 세계화의 특징을 몇 가지 명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는 완 히 새로

운 것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에 개시된 ‘세계의 서구화’가 가속화된 것이다. 세계화는 한 

운명 인 자연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치 으로 의도한 규제완화(혹은 탈규제) 략의 

결과이다. 둘째, 세계화는 험과 기회를 안고 있으며, 승자와 패자를 수반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수 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지역의 사회 내부에서도 찰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세계시장은 경쟁력과 함께 각국의 개발능력을 평가하고 정하는, 말하자면 ‘세계법원’의 

기능을 하고 있다. 강화된 국제  경쟁조건으로 인하여 세계 도처에서 사회복지와 환경기 이 

압력을 받고 있다. 넷째, 소  ‘세계 험사회’에서 어떤 국가도 피할 수 없는 세계문제 혹은 지

구 문제를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의 물음이 세계정치의 핵심 인 문제가 되었다. 경제․

기술․의사소통․수송체계의 세계화와 더불어 부정 인 추세도 국제화되고 있다.

따라서 문제들이 세계화된다면, 정치도 역시 세계화되어야 한다. 세계화의 도 에 하여 해

답을 찾으려는 시도를 어떤 사람들은 ‘지구정책’이나 ‘세계내부정책’이라고 부르며, 다른 사람

들은 ‘세계질서정책’이나 ‘지구  구조정책’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동안에 빌리 란트의 정

신을 이어받은 ‘지구 리 원회(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가 국제 인 논의에 

‘지구 리(global governance)’라는 개념을 도입한 이래 이 개념도  더 많이 사용되고 있

다(Nuscheler, 2000, pp. 239-241).

2) 지구 리의 구조와 제조건

세계화를 구성하고, 세계평화를 조직하고, 세계문제를 다루기 한 기회에 한 논의에 있어

서 일부 ‘세계주의자들’은 세계국가에 한 비 을 머리 속에서 버리지 못하고 있다. 소  ‘세

계연방주의자들’의 핵심 인 신조는 지속 인 평화를 확보하기 해서는 국가정부 에 치

한 집행기 이 지구  법규범을 직  개인과 집단에 해서 철시킬 수 정도로 국가주권을 

제한하는 세계질서를 제로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구 리의 구조는 이러한 단서를 제

로 한 세계국가에 한 옹호를 공유하지 않는다.

첫째, 지구 리는 결코 지구  정부, 즉 세계정부나 세계국가가 아니다. 세계  규모에서 

정치  개 의제에 놓여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탈 심화이다. 둘째, 지구 리는 국제  조

정․ 력․집단  의사결정 탐색의 여러 다른 형식과 수 에 기 하고 있다. 셋째, 력에 

한 강제는, 세계화의 효과와 상호의존구조가 이미 오래 부터 강요한 것이지만, 어느 정도 주

권의 포기를 요구한다. 넷째, ‘다극체제의 세계’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세계경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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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 의 새로운 배분은 지역화라는 과정을 동반하고 있다. 다섯째, 지구 리는 국가세계

의 수단인 국제기구의 정부들만 참여하고 있는 기획이 아니라, 지방수 에서부터 지구수 에 

걸쳐 국가  행 자와 비국가  행 자가 력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국민국가는 권 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 히 국제정치의 

주요 행 자로 남아 있고, 지구 리의 구조에 있어서 요한 버 목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

민국가는 경제세계와 사회세계와 네트워크 방식으로 연결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지탱능력이 

없다. ‘공사 동반자 계’란 국가들이 사회단체와의 력을 통해서 공동의 문제해결능력을 갖추

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오래 부터 참여 인 ‘ 으로부터의(bottom-up)’ 의사결정 

차가 앙집권 인 ‘ 로부터의(top-down)’ 차에 비해 성취능력이 더 많다는 것을 입증하

고 있다(Nuscheler, 2000, pp. 242-244).

그런데 이러한 지구 리의 구조가 제 로 작용하기 해서는 몇 가지 제조건이 필요하다. 

지구 리 원회는 지구 리가 제 로 기능하기 하여 필요한 제조건 세 가지를 강조

하고 있다. 첫째, 장기 인 측면에서 평화를 확보하려면, 국가들이 법치국가의 구조와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평화능력이 있는 국제정치는 비록 ‘세계국가’를 필요로 하진 않지만, 자

유공화국들의 연합 내에서 작용하는 국제법이 규율할 수 있는 힘과 구속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이제 형성되고 있는 세계사회는 ‘세계시민권’을 포함한 ‘세계시민헌정’, 즉 보편

인 인권의 기  에서 수립되어야 한다(Nuscheler, 2000, pp. 244-246).

3) 지구 리의 망: 비 인가 환상인가?

21세기 의 시 에서 볼 때, 지구 리는 사실상 그 게 확고한 기반을 갖고 있는 기획이

라고 볼 수는 없다. 미국이 일방주의 인 패권주의 정책으로 선회라고, 지구 리 구조의 

요한 기둥을 형성하는 유엔체제가 흔들리는 경향을 보인다면, 다자간 력주의에 입각한 안보

의 개념은 제 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그래서 ‘신국제질서’ 신에 ‘신국제무질서’라는 말도 

종종 사용되고 있다. ‘신국제질서’에서는 힘이 아니라, 국제법과 력의 문화가 국가들의 행

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제 로 실 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 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구 리를 단순히 환상 인 것으로 만들지 않는 발 경향도 

역시 존재한다. 여러 다른 정치분야에서 국제 인 력을 심화시키고 규율을 하는 일련의 

짐이 수립되고 있다.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세계 인 규모에서 징벌하는 데 목표를 둔 국제형

사재 소가 설치되고 있다. 개발정책의 분야에서 필요한 조건제시와 유인책을 통하여 인권상

태의 개선과 법치국가로서의 상정립을 하여 ‘개입(혹은 간섭)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정

치를 더 이상 국가에게 떠넘기지 않는 세계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있다. 박한 지구 문제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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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력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한 세계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요컨 , 지구 리는 행복한 ‘지구 이웃’을 한 낭만 인 기획이 아니라, 세계화와 지구  

험요인의 도 에 한 실 인 해답인 것이다. 그것은 단계 으로 조 씩 나아지는 진화 인 

기획이다. 여러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에는 유엔이 설립된 시기, 즉 냉 이 이미 개시된 

시기와 비교해 볼 때, 신세계질서를 한 기회가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지구 리는 따라서 단순

한 환상이 아니라, 바람직한 비 을 제시하는 방안이며 기획이다(Nuscheler, 2000, pp. 259-260).

4) 지구 리와 세계시민의식

세계공화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지구 리를 강화하기 하여, 그리고 지방․지역․국가․

세계 수 의 정치가 서로 유기 으로 연결된 다(多)수  체제에서 지구 문제를 효과 으로 

해결하기 해서는 반드시 세계시민의식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세계시민의식은 세계의 모든 

문화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세계시민의식이 생겨나려면 우선 지구  수 의 상호의존과 세계

험사회의 도 (즉, 지구 문제)을 고려할 때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을 분명히 하고, 한 정의와 연 의 정신을 가지고 세계사회의 생활 계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을 분명히 해야 한다. 여기서 특히 정치 그 자체와 교육  학문 련 기 , 

그리고 시민사회의 단체와 개인들에게 기 를 걸어야 한다(Hauchler et al., 2001, 20-21).

3. 세계시민사회의 등장과 기능

세계화와 더불어 ‘지구 ’의 요한 요인으로 등장한 것이 ‘지구  시민사회’ 혹은 '세계시민

사회'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상의 발 , 세계 인 규모에서 개된 민주화물결, 그리고 사

회  문제들과 도 의 증가, 그리고 이 문제들이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향을 다는 지

구 의식 등이 세계시민사회의 등장에 기여하 다.

세계시민사회는 지방․국가․세계수 에서 사회의 여러 다른 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기

구( 회, 시민운동단체, 비정부기구)의 총칭이다. 그들이 하는 작업과 활동의 목표는 개인과 사

회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데 있다. 세계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단체와 제도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에서도 특히 생태문제, 남북 계, 인권문제와 같은 특정한 

역에 심이 집 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문화 으로 서로 다른 기구나 단체가 국가 인 수 에서 혹은 지구 인 수

에서 효과 인 력형태를 개발하고 유지한다는 것이 언제나 그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를 들어, 라질 리우(Rio)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1992)와 그 후속회의인 요하네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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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지속가능한 개발 세계정상회의’(2002)는 세계시민사회가 여 히 상당히 많이 흩어져 있

고, 서로 조정이 잘 안 되고 있으며, 내부 으로도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를테

면, 남(개도국)과 북(선진공업국), 환경보호자와 개도국 개발주의자, 온건한 개 주의자와 진

 명주의자, 지방주의자와 세계주의자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 에도 불구하고, 세계시민사회는 어도 다음 세 가지의 근본 인 과제와 련

하여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그것은 지구  수 의 양심 혹은 도덕의식을 각성시키는 기능을 떠맡고 있다. 물론 보

편 인 종교와 그 산하 종교단체들을 그러한 도덕의식의 담당자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더 

넓게 보면, 세계시민사회가 ‘세계인권선언’의 도덕  원칙과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이해 계의 결집이 없다면, 세계 으로 정의를 변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것이다.

둘째, 시민사회는 세계  수 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필요와 소망,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

와 목표를 함께 구성하는 데 있어서 변자 노릇을 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사회는 인간

개발․자유․평등․평화․연 ․정의의 물음에 한 인류의 변자 구실을 하는 것이다. 를 

들면, 세계 인 규모에서 기아와 식량부족 문제해결을 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로생

활과 가정, 그리고 공공 역에서 여성의 생활조건을 향상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 한, 생태

 평형을 유지하기 하여, 오존층 괴와 지구온난화문제에 한 해결방안을 추진하고 있으

며, 민족이나 국가간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 하여 빈곤과 사회  차별, 그리고 불 용의 사

례를 여나가는 데 노력하고 있다.

셋째, 세계시민사회는 새로운 정치  행동방식을 용하는 데 있어서 세계  수 의 활동공

간을 제공한다. 세계시민사회의 기능은 도덕  단을 내리는 데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며, 사

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여

러 가지 다양한 행 방식을 통해서, 세계시민사회는 문제해결에 직 으로 기여하며, 새로운 

제도 ․경제 ․사회  방안을 마련하기 하여 기회를 활용한다.

오늘날 국제무 에서 여 히 지배 인 행 자로 행세하는 각국 정부는 이제 지역 ․국제

․지구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결하거나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 단체들은 종종 기업과 국가들 사이의 경쟁 계를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

한 의미에서 그들은 각국 정부와 다국  기업의 일방 인 이해 계 타산을 변화시킬 수도 있

다(Die Gruppe von Lissabon, 1997, pp. 37-43; 허 식, 2000, pp. 131-134).

를 들면, 1999년 말 미국 시애틀(Seattle)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3차 각료회의(소

 ‘뉴 라운드’ 는 ‘ 니엄 라운드’)와 2003년 멕시코 칸쿤(Cancun)에서 개최된 5차 각료회

의를 맞아 세계무역기구와 비정부기구(NGO)가 일  격돌을 벌인 상, 2000년과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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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스 다보스(Davos)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 장에서 시 를 벌인 비정부기구의 

항행동, 2000년 일본 오키나와와 2001년 이탈리아 제노바, 그리고 2003년 랑스 에비앙(Evian)

에서 개최된 주요 8개국 정상회의(G8)에서 비정부기구의 시 , 2000년 가을 체코 라하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기 (IMF)과 세계은행(IBRD) 통합회의에서의 시 와 부상자 속출, 그리고 

2000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서 비정부기구의 활동 등은 모

두 이런 맥락에서 악할 수 있다.

Ⅲ. 동양의 세계시민에 대한 개념 및 논의

1. 동양사상과 세계시민

동양사상에서 세계시민에 한 연결고리는 특히 국의 천하(天下)사상과 유가의 동론(大

同論)에서 찾을 수 있다. 천하사상은 춘추 국 시 를 거치면서 인간사회의 보편  질서를 의

미하는 정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유가의 동론은 천하사상에서 표방하는 세계의 궁극  

모습을 함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도덕공동체를 이룩하여 세계 곳곳에 평화가 깃들고 사람

마다 의미 있는 삶을 할 수 있는 태평천하를 그린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공동체는 인

류 체의 항구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에서 천하사상과 그 궁극  이상인 동론은 보

편  세계공동체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서 출발하여 장 근(1995, pp. 258-259)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천

하사상과 동론에 함축되어 있는 인식과 가치는 개인의 화와 도구  이성이 부른  

민주주의의 병폐를 구제하여 보편 인 세계시민에 한 논의의 폭을 넓  수 있다. 그 지

만 동의 최고원칙인 공천하(公天下)를 이루어내지 못한 채 가천하(家天下)의 범주 내에서만 

사고함으로써 끝내 심 념과 계질서  세계 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한계 도 안고 있다. 

다시 말해서, 화(中華)로부터 흘러내리는 천하 으며, 군자로부터 흘러내리는 동이었다. 그 

결과 주변국가들이 등한 입장에서 공동의 운명을 논의할 수 없어 보편  세계질서를 수립하

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다수민 이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으로 취 되지 않기 때문에 합리  

합의에 기 한 보편  민주질서를 마련하는 데 곤란한 이 있다.

이러한 내재  한계를 의식하면서 국의 천하 과 유가의 동론을 서양의 근  민주주의 

이념과 상호보완 으로 결합시킬 수 있다면 동서양을 아우르는 세계시민의 개념을 확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즉, 정치문화의 측면에서 서양 근  민주주의의 합리 이고 객

인 제도를 능동 으로 수용하여 동양정신과 히 결합시킬 수 있다면 개인 ․사회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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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보다 발 된 문화세계의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장 근은 한 후속연구에서 세계시민에 한 단서를 제공하는 개념으로서 ‘군자(君子)’를 

부각시키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장 근, 1997, pp. 366-367).

① 군자의 의미를 훌륭한 정치가로 정의할 경우 평화와 안녕이라는 세계공동체의 정치  이

상에 합치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군자가 갖는 강한 정치성과 사람들을 정치에 능동 으로 참여시키는 역할에 주의를 기울

이고, 시민을 정치에 참여하고 비 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극 으로 실천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때, 군자는 논의의 요한 단 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자론은 개체와 세계를 동시에 포용할 수 있어 세계시민론에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수 있다.

④ 유가사상가들처럼 군자를 강조하는 것 자체만으로 도덕  윤리 계의 확장을 통한 세계

시민의식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의 통사상 내에서도 세계시민론을 유추해 낼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를 들면 퇴계

나 율곡의 소 화론( 中華論)에서도 우주  세계질서를 구상하고 있으며, 조선후기 북학 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피력하 다. 따라서 만약 오늘날의 세계시민론이 민족주의나 애국주의의 

연장선상에서 구상하는 일이 가능하다면, 한국에서의 세계시민논의는 한국  정체성에 기 해

야 할 것이다(장 근, 1997, p. 351).

최근 국내에서 행해진 세계시민연구의 표 인 사례를 지 하자면, 경희 학교 인류사회재건

연구원에서 1980년 에 수행한 연구 로젝트를 소개할 수 있다. 여기서 제기한 문제의식은 아직

도 공 인 인간으로서 시민들의 궁극 인 행 규범은 애국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애국심 같

은 공 인 규범은 상 으로 약화되는 반면에 그에 신하는 새로운 규범은 확실하게 떠오르지 

않는 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시민교과서”(1986)가 발간되었으며, 이 연구결

과는 어도 실험  수 에서 보편사상으로서의 세계공동체 이념을 보다 더 구체 인 세계시민

론으로 발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종일, 1997, pp. 281-282; 장 근, 1997, p. 351).

2. 시민개념에 대한 사회적 변화요구: 민족적 시민과 세계시민

이인규(1997, pp. 98-99)는  시민개념이 민족  시민에서 세계시민으로, 개인주의  시

민에서 공동체  시민으로, 세 의 시민에서 지속가능성의 시민으로, 가부장제  시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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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성의 시민으로 변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최종 인 귀

착 은 민주주의의 완성이고 확장이라는 도 역시 지 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민족  시민에서 한 세계시민으로의 환요구에 한 해설을 하면서 그는 한

국교육 속의 시민개념이 세계화 상에 따른 변화요구를 받고 있다는 제에서 출발하고 있으

며, 따라서 그동안 민족과 국민의 테두리에 갇  있었던 시민의 개념을 세계시민의 개념으로 

확산시켜야 할 필요성이 요한 문제로 두된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맥락에서 이론  기 로서 ‘세계화’라는 용어가 포함하고 있는 측면을 다음과 같이 원용하고 

있다. ① 경제․정치  군사, 그리고 사회․문화  기술  역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구

 차원의 객  추세로서, 인류의 삶의 모든 역에서의 지구  상 성의 심화, ② 이러한 

객  변화추세 앞에서 이에 경쟁력 있게 응하여야 하는 한 국민국가의 국가정책 방향과 시민

교육 정책 등을 포함한 행 주체  응논리, 그리고 ③ 세계화시 의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의식  행 규범을 포함한 개인의 개발방향(라종일, 1995; 이인규, 1997, pp. 98-99).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아직 국민국가가 여 히 힘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국가의 틀 속에서 

국민들은 동일한 운명공동체를 체험한다는 에도 역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국은 

아직 민족통일이라는 민족주의 과업도 성취하지 못한 채 개방화․세계화라는 새로운 세계주의

로부터의 도 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방화 차원으로서 민족문화를 복원하고 이를 발 시킬 과

제도 안고 있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그 기 때문에 세계화 에서 보면 일견 배타성과 고

립성을 함축하고 있는 듯한 한국 민족주의가 과연 폐기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

되고 있으며, 격동과 고난의 근 사를 겪어오면서 이른바 ‘민족주의’를 정신  이정표로 삼아

온 우리에게 이 물음에 한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두되고 있다.

결론 으로 이러한 모순된 양자의 결합은 ‘민족주의냐 아니면 세계주의냐’ 하는 양자택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세계시민주의와 민족주의의 조화를 꾀할 것인가 하

는 물음으로 귀착된다. 하지만 민족  시민과 세계시민의 조화를 어떻게 하면 구체 으로 실

할 것인가에 해서는 더욱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청사항으로 끝을 맺고 있다(이인규, 

1997, pp. 98-113). 이러한 문제의식에 한 좀더 자세한 논의는 이 에서 민족의식과 세계시

민의식의 연계성 문제를 다루는 에서 행해질 것이다.

3. 시민교육의 목표와 내용준거로서의 세계시민

이 부분에서는 세계시민의 개념이 우리나라 교육이념과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 되어 있는

가 하는 물음에 을 두고, 특히 시민교육의 목표설정과 내용선정  구성을 한 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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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계시민을 취 하기로 한다.

시민교육의 목표와 내용설정의 근거가 되는 규범과 법규를 살펴보면, 우선 헌법 문(1987)에

서 명시 으로 밝힌 ‘자유민주  기본질서’와의 련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항구

인 세계평화와 인류공 에 이바지함으로써’가 세계시민의 개념과 직  련되는 문구가 될 

것이다. 여기서 참고로 헌법 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유구한 역사와 통에 빛나는 우리 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 과 평화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  폐습과 불의를 타

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

회․문화의 모든 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

하고 밖으로는 항구 인 세계평화와 인류공 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

과 행복을 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한 일반 인 교육이념과의 련성을 알아보기 하여 교육기본법 제2조를 인용하기로 한

다. 이 교육이념은 시민교육의 이념과 목표를 도출하고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역시 

기 로 삼을 수 있다. 여기서도 ‘홍익인간의 이념’과 ‘인류공 의 이상을 실 하는 데 이바지하

게 함’이 세계시민을 함축하고 있는 부분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 과 

인류공 의 이상을 실 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 으로 한다.”

이러한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제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이 설정

되었다(교육부, 1998a, p. 2).

① 인  성장의 기반 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② 기 능력을 토 로 창의 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③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④ 우리 문화에 한 이해의 토  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⑤ 민주시민의식을 기 로 공동체의 발 에 공헌하는 사람

여기서 다섯 번째 항목인 민주시민의식과 련된 인간상에 해 부연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

다. 민주시민 자질의 구성요소에는 타인을 존 하고 화하는 시민성, 개인의 책임, 자율, 시민

다운 마음, 개방 인 마음, 원칙 존 과 타 , 다양성에 한 용, 인내와 지구력, 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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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국가와 그 원칙에 한 충성 등이 있다. 민주주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

로 만들어 가는 것이며, 존엄한 인간 삶의 조건을 부단히 재형성해 가는 과정 그 자체인 것이

다. 즉,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을 한 삶의 방법  원리를 개방 으로 탐색하고 실 해 나가

는 공동체  삶의 과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시민은 그들 자신과 그가 속

한 공동체가 무엇을 목 으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해서 어떻게 행동하여야 할 것인가에 

하여 그들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민주  공동체는 모든 개인의 자유․평등․인권이 보장되고 존 되

는 사회이다. 이러한 민주  공동체의 이상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교육  이상이다. 민주  공동체는 모든 사람의 자유를 가능한 한 최 한으로 보호하

고자 하며,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는 평등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받으며 살 권리를 보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소 히 여기는 인간,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공동체의 발 에 기여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 민주  공동체의 이상이다. 제7차 교육 과정

을 통하여 추구하는 교육  인간상은 자신과 차이를 가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간,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인간, 자신의 부를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과 나

 수 있는 인간이다. 이러한 인간은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발 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교육부, 1998b, p. 90).

몇 년 에 교육부가 발간한 “교육발  5개년 계획”(1999.3.)을 보면, ‘창조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주도하는 교육’을 표방하면서 ‘유능하고 창의 인 인간’, ‘양식과 인성을 갖춘 사람다운 

사람’, 그리고 ‘우리 문화에 자 심을 가진 세계시민’의 총화로서 ‘바람직한 홍익인간상’을 제

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지 하고 싶은 은, 어도 시민교육의 에서 볼 때, 

물론 ‘세계시민’이라는 표 이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바람직한 인간상으로서 ‘민주시민’이라는 

용어가 명시 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문제 으로 지 할 수 있다. 그 지만 ‘홍익인

간’이라는 통 인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을  의미로 바꾸면 그것이 바로 세계시민의식

과 행동도 역시 포함하고 있는 ‘민주시민’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Ⅳ. 민족의식과 세계시민의식

이 장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시 에 민족의식과 세계시민의식의 계를 어떻게 설정

해야 할 것인지, 그 두 가지 개념 사이의 연계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한 물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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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 을 두고 몇 가지 측면 혹은 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우선 민주와 민족의 계를 살펴

보고 이어서 민족정체성과 헌법애국주의의 계를 논의한다. 그 다음에 민족의식과 간문화성

의 을 서술하고 여기에 기 하여 마지막으로 세계시민의식에 포함시킬 수 있는 구성요소

에 주의를 기울이기로 한다.

1. 민주와 민족의 관계

여기서는 민주와 민족의 개념을 심으로 하여 민족의식  세계시민의식과 련된 거모

형을 비교분석의 에서 제시한다. 민족과 민주의 계에 해서는 이념형 수 에서 어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거모형을 구분할 수 있다.

그 첫째 모형은 보편주의 인 민주주의 에서 본 민족과 민주의 계이다. 이 모형의 정

당성을 뒷받침하는 최근의 이론  기 로서는 보편 인 인권과 규칙에서 출발하는 소  ‘자유

주의  입장’과 ‘공동체주의 ․시민사회  입장’을 지 할 수 있다(Mickel, 2000, p. 10). 이 입

장에 따르면,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한 원칙 인 동일시는 결코 근 성에서 도피하여 어떤 

민족공동체 이데올로기로 빠져들지 않으며, 지나친 집단정체성의 강조나 국민교육 인 교화

(敎化: indoctrination)를 해서도 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의 민주공동체는 “자신의 정

체성을 일차 으로 민족 ․문화  공통 에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민주  참여  의사소통 

권리를 능동 으로 행사하는 시민들의 실천 속에서 찾기 때문이다”(Habermas, 1992, p. 636).

이에 비해서 민주주의 문제와 민족의식에 하여, 민족의 요성에 지향을 둔 사람들은 상

으로 ‘우리’ 의식과 연 , 통 인 정서  결속, 그리고 어느 정도의 국민의 동질성을 강

조한다. 그 지만 여기서 다시 두 입장을 분화시킬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보다 개방 이고 다

원 인 민족주의 이념에 기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다 폐쇄 이고 배타 인 민족주의 이

념에 바탕을 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자는 보다 순화된 혹은 정제된 입장이며, 후자는 보

다 진 이고 편 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폐쇄 ․배타  민족주의에 입각할 경우에는 ‘민주’라는 거는 선언 ․상징  의미에 머

물거나 아니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 철이나 권력유지를 한 도구로 기능하기 쉽다.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흐르다 보면, 통일문제와 련시켜 볼 때, 마치 개발을 해서는 민주주의

나 민주화를 잠정 으로 유보하거나 심지어 희생할 수도 있다는 논리에 입각한 소  ‘개발독

재’나, 아니면 환경보호 혹은 환경보 의 궁극 인 가치를 추구하기 해서는 민주주의를 유보

할 수 있다는 ‘생태독재’ 혹은 ‘환경독재’와 유사하게 민족통일의 가치 거를 시하는 ‘통일

지상주의’, ‘감상  통일론’ 혹은 ‘통일독재’의 험에 빠질 수 있다. 한편 폐쇄 ․배타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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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폐쇄적․배타적
 민족주의에 기초한

 준거모형
 (민족)

② 보편적 민주주의와 개방적․다원적
민족주의의 균형에 기초한 준거모형

(민주)
① 보편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준거모형 

[그림 1] 민주와 민족의 계

주의의 극단 인 보기로는 과거 독일의 민족사회주의나 오늘날 이를테면 ‘외국인 오’ 행태를 

보여주는 극우 를 들 수 있다.

이제 민족의식과 세계시민의식의 연계성 문제를 고려하면서, 이 두 입장을 보편 인 인권과 

규칙 수에 기 한 첫 번째 입장과 연결을 시도한다면, 우선 폐쇄 ․배타  민족주의는 논외

로 해야 할 것이며, 여기서 우리가 기 를 걸 수 있는 입장은 당연히 개방 ․다원  민족주의

가 될 것이다. 이런 제 하에서 ① 보편  민주주의에 기 한 거모형, ② 보편  민주주의

와 개방 ․다원  민족주의의 균형에 기 한 거모형, 그리고 ③ 폐쇄 ․배타  민족주의

에 기 한 거모형을 구분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거모형의 상호 계를 도식화한다면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의 도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민주  가치 거와 민족  가치 거의 바람직한 

계를 설정하기 해서는 일단 보편  민주주의와 개방 ․다원  민족주의의 조화와 균형에 

기 한 거모형 ②에 따라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민족(ethnos)이라는 특정문화 혹은 집단의 

특수성과 ‘민 (demos)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보편성, 그리고 동포애나 민족애에 호소하는 

정서 인 측면과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는 합리 인 측면의 긴장 계를 하게 유지함으로써 

더 이상 뒤로 물러서게 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와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규범 인 과

제가 이미 내포되어 있다.

거모형 ②의 특징을 좀더 구체 으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건 한 민

족의식에 한 믿음은 이를테면 “외국인에 한 용, 세계에 한 개방성, 인권존 , 약자에 

한 연 의식, 국제기구와 같은 국가조직에 한 민족  권리의 양도 등을 포 한다. 그

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민족문화와 언어의 보호  장려, 향토의식, 건 한 애국심과 민족

 이해 계의 옹호 등도 포함하고 있다. 밖을 향한 개방과 용은 내면 인 자기확신이 없이

는 불가능하다”(Ruether, 1993,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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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족정체성과 헌법애국주의

1) 민족정체성과 헌법애국주의의 긴장 계

여기서는 먼  논의의 편의상 본보기로 민족 거에 하여 보다 더 정 인 태도를 취하는 

입장과 보다 더 비 인 입장을 비시키면서 민족정체성과 소  ‘헌법애국주의’의 긴장 계

를 둘러싼 쟁 과 문제의식을 명료화하기로 한다.

슈나이더(Schneider)는 부분이익들을 포 하면서 그것들을 뛰어넘는 정치조직의 운명에 

한 공동책임을 ‘공동체연 ’라고 지칭하면서 이것을 시민교육의 거로 삼으려 한다. 그는 이

해 계의 개념을 개인 자신의 이해 계, 다른 사람들의 이해 계(공감의 상), 그리고 사회 

체에 한 책임의 세 가지 수 으로 분화시킨다. 여기서 마지막 수 의 사회 체에는 향토와 

국가 그리고 정치 으로 아직 충분히 조직화되지 못한 인류 체도 포함된다. 이 게 볼 때 동

일시의 거는 향토, 지방, 지역, 국가, 민족, 륙, 그리고 인류가 될 수 있으며, 이때 이를테면 

민족과 같은 어느 하나의 동일시 거가 인 충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유보 인 기본 원칙에도 불구하고 슈나이더는 민족정체성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

이면서 시민교육학자인 힐리겐(Hilligen)에 하여 비 인 입장을 취한다. 힐리겐은 시민교육

의 목표를 논하면서 정치  행 와 정치  이해 계는 보편 으로 생각해야 할 규범, 가상

인 세계사회의 욕구, 는 모든 사람들의 생존과 인간다운 삶에 지향을 두어야 한다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런 에서 ‘공동체와의 동일시’ 문제를 취 하면서 힐리겐은 민족국가의 

권력과 강 함에 한 지보다는 오히려 ‘헌법애국주의’, 즉 보편 인 이념을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Hilligen, 1985, pp. 147-168; Hilligen, 1991, p. 46).

민족 인 동일시 감정에 한 바로 이 회의 인 태도에 해서 슈나이더는 비난하고 나선

다. 그에 따르면 힐리겐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민족이 세계 인 사안의 해결을 해서는 

무 작고, 지방 인 사안의 해결을 해서는 무 크기 때문에 소  ‘민족 이후의 시 ’가 도

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슈나이더는 힐리겐이 왜 ‘헌법애국주의’를 민족감정과 떼어내려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한다(Schneider, 1991, pp. 180-181).

2) 헌법애국주의와 시민사회

정치학자이며 시민교육학자인 사치넬리(Sarcinelli)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한 거를 ‘헌법

애국주의’와 ‘시민사회’에서 찾는다. 그에 따르면, 이 두 범주는 민주 인 공동체를 결집시킬 

수 있는 핵심개념이며, 따라서 동시에 시민교육이 지향해야 할 정 (定點)이기도 한 것이다. 그

는 다원주의 이론에 입각하면서 정치의 ‘논쟁  역’에서의 해결은 ‘비논쟁  역’에 한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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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없이는,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내면 으로 결속시키는 것, 는 ‘법의 정신’(몽테스키외)을 

구성하는 것에 한 반성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헌법애국주의’라는 개념은 원래 슈테른베르거(Sternberger)가 1970년  말에 만들어 낸 말로

서, 사치넬리의 해석에 따르면, 그 개념은 민족을 한 어떤 ‘ 체애국주의’ 는 민족  애국

주의를 한 용물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정치  정체성의 형식, 즉 인본주의  애국주의 

는 보편주의 으로 통제된 애국주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헌법애국주의’는 의 자유

민주사회가 사실 으로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규범 으로 갖추어야 할 정치문화의 최소합의

를 함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치넬리는 헌법애국주의를 일방 으로 보편주의 인 원리에 기 한 개념, 즉 모든 

국가  제도의 거에서 완 히 벗어난 개념으로 악해서는 안 된다는 에 주의를 기울인

다. 왜냐하면, 그 게 되면 자유의 기본 인 제조건도 개인 ․사회공간 인 동일시에 한 

인간의 필요도 제 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애국주의는 그것이 아무

리 보편주의 인 원리에 입각한다고 할지라도 자유의 제조건인 국가  제도  측면을 간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가  제도  측면에서 보면, 헌법애국주의는 이 게 자유의 제도 인 제조건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축하고 있다. 그 지만 민주공동체에 있어서 사회 인 조건과 필요한 변화

를 고려한다면, ‘헌법애국주의’는 동시에 ‘시민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함의하고 

있다. 사회 으로 볼 때 ‘법의 정신’에 한 동의, 내면 인 참여, 정치  정당성에 한 신뢰 

등을 뜻하는 ‘헌법애국주의’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억지로 지시하거나 강요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인 인 그리고 집단 인 동일시가 원칙 으로 

볼 때 민주공동체의 존속을 해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는 제에서 출발한다면, 요한 것은 

공익을 찾는 데 필요한 이익표출  통합의 과정이 갖고 있는 성질이 어떤 것이냐에 달려 있

다.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발 되기 해서는 국가 ·제도  해결책과 시민  해결책 사이에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시민사회’에 공동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이 계속 

필요한 것이다(Sarcinelli, 1993, pp. 25-28).

요컨 , 사치넬리는 새로운 정치문화의 창출을 해서는 민주공동체를 결속시켜  수 있는 

거로서 ‘헌법애국주의’와 ‘시민사회’에 을 맞출 것을 제안한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애국

주의’가 함의하고 있는 두 측면을 강조하 는데, 그 하나는 국가 ·제도  수 에서 자유의 제

도 인 제조건을 인식하는 일이요, 다른 하나는 사회  수 에서 ‘시민사회’에 참여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추는 일이다. 그리고 이 두 측면을 정치문화의 기본 인 계기로서 정착시키고 공

고히 하는 것이 바로 시민교육의 주요과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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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민의식과 세계시민의식

사회철학의 역에서 역사 으로 볼 때 두 가지 노선을 구분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기독교 

 이슬람교와 같은 유일신교가 보편주의를 표한다. 이 유일신교는 시공을 월하여 존재하

는 하나의 신, 하나의 진리, 하나의 가치표 을 가정하고 있다. 다른 하나의 노선은 문화  가

치의 특수성을 더 많이 강조한다. 특히 힌두교와 불교가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진리와 가치, 

권리와 생활양식에 한 해석에 있어서 보다 더 많은 자유의 여지를 허용한다. 민족주의나 민

족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도 역시 공간과 시간에 특정한 가치의 의미를 상 으로 더 많이 

부각시킨다.

상 주의의 입장보다는 오히려 보편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를 들면 국제기구가 

세계 인 규모에서 인권보호를 보다 더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며, 특히 사회권과 개

발권을 고려할 때 국가 인 정치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세계의 모든 지역과 국가에서 경제발

을 북돋우고 생활상태를 보다 더 고르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기존의 경계를 넘어서는 문화간 화를 활성화하는 일은 세계화를 법

․제도 으로 조 하고 규율하기 하여 기본 으로 필요한 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21세기 세계사회의 정치문화는 국가나 민족 수 의 사회화과정과 정체성형성에서 기 가 

되는 요한 윤리 ․정치  차원을 결여하고 있다는 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에 

한 세계 인 규모의 합의도 역시 국민과 국가의 틀 속에서 발생한 국가시민 혹은 공민으로서

의 연 의식과 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공민으로서의 연 의식은 특

정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형성된 집단정체성에 기반을 둘 수 있는 반면에 세계시민의식 혹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연 의식은 를 들면 세계인권선언에서 표 한 도덕  보편주의에 입각해

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사회철학자 왈 (Walzer)는 자를 ‘층이 두꺼운 도덕’, 후자를 ‘층이 얇은 도덕’이라

고 지칭하 다. 층이 두꺼운 도덕은 시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능동 인 연 의식의 기 가 되

며, 따라서 복지국가의 틀 속에서 부와 소득의 재분배 정책을 펼 수 있는 제조건이 된다. 이

에 비해서 세계시민의 보편주의 인 도덕, 즉 층이 얇은 도덕은 비록 어떤 국가에 의한 억압이

나 심각한 인권침해에 하여 분개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세

계 인 규모에서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재분배 정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에 해서는 의

문의 여지가 많다. 즉,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부와 복지의 커다란 차이를 에 띄게 이거

나 아니면 미래의 생태  분배갈등을 그러뜨릴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국제 인 인권담론은 지구  수

의 (분배)정의에 한 화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 둘째, 국민국가의 맥락 속에서 국가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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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공민)의 연 의식 는 ‘층이 두꺼운 도덕’이 감퇴하지 않도록 하기 한 방안이 그만큼 

더 요하다. 셋째, 세계 인 수 에서 사회통합과 이해 계의 조정을 가능하게 하기 하여 

소  ‘층이 얇은 도덕’의 보편주의를 넘어서는 다층 (혹은 조망 ) 집단정체성을 형성하는 일

이 필요하다(Hauchler et al., 2001, pp. 34-35; Habermas, 1998, pp. 160-164).

3. 민족의식과 간문화성

1) 문화상 주의와 보편주의

지방과 개인의 일상생활에까지 향을 미치는 지구  수 의 상호의존, 지방수 과 세계수

의 상호연결, 그리고 ‘하나의 세계’로의 통합 등이 오늘날 세계시민의식과 련된 의사소통 

 담론에서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련하여 한편에서는 다문화성, 다

문화주의(multiculturalism) 혹은 심지어 (부분 으로 극우성향을 지니고 있는) 민족다원주의

(ethnopluralism)의 기치 아래 문화상 주의를 표하는 포스트모던주의자들이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계몽주의 인 인류의 이상이 보편 인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보편주의자

들이 있다.

1990년 에 개최된 세계인권회의를 계기로 하여 상 주의  입장과 보편주의  입장 사이

에서 벌어진 격렬한 논쟁에 비추어 볼 때,  더 상호 한 계의 망을 갖추고 있는 세계

에서 간문화 인 화는 다른 문화가 우리의 문화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더 요한 일은 것은 자기 자신의 문화  

배경이 지니고 있는 한계에 하여 성찰을 하면서 보다 더 포 인 공동의 최소합의가 무엇

인지 탐구하고 그러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지구  수 의 험공동체, 즉 세계 험사회는 

공동으로 력을 하면서 비로소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착해 있기 때문

에, 국가 인 최소합의에 한 상호이해 이외에 다른 안은 없는 것이다. 이 국가  최소

합의는 어쩔 수 없이 때로는 기존의 통문화나 민족의식과 모순 계에 놓여 있을지도 모른

다. 어 든 이런 에서 볼 때 간문화학습은 공동의 문제와 주제를 다루면서 국가 인 혹

은 문화 인 학습의 과정에 이르게 될 것이다. 결국 간문화학습은 세계사회의 다문화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하나의 세계’라는 에서 시야를 확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지구사회 

체의 지평을 함축하게 된다(Seitz, 1996, pp. 106-107).

특히 민족원리와 간문화성 혹은 문화특수성과 간문화성의 계에 을 맞출 때 교육  차

원에서 다루어야 할 기본문제는 자기 자신의 민족과 문화를 정 으로 평가하고 다른 민족과 

문화에 해서는 부정 인 편견과 고정 념을 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경향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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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에서 생각해 보면, 문화의 다양성에 놓여 있는 정 인 가능성이 무엇인가에 주

의를 기울여야 하고, 특히 문화 ․종교 ․정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일반 인 인간  가치와 그 가치의 실 방안이 무엇인지에 하여 보다 많은 심을 기

울여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민족원리의 의미와 문제 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화

 특수성에 한 권리, 간문화  만남을 한 개방, 간문화  교류, 간문화  책임 등에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그 게 함으로써 개별문화를 넘어서서 일반 인 가치원리에 지향을 두는 

일이 요하다(Klafki, 1999, pp. 36-38).

2) 세계화와 문화  다양성

오늘날 세계는 마치 하나의 마을인 것처럼 좁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화’나 ‘지구 ’

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 ‘ 록별’이나 ‘우주선 지구’라는 비유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세계를 

하나의 단 로,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간주하려고 한다. 이런 에서 보면, 이제 개인 인 

이기주의와 민족․국가를 심으로 한 이기주의가 지배하던 시 는 지나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그 게 단순한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하나’라는 표  뒤에는 다양한 

의미와 견해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  일부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주선 지구’라는 표 은 지구가 마치 우주선처럼 잘못하면 훼손될 수 있는 ‘배’라는 것을 

의미한다. 를 들어, 환경재앙을 통해서 손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측면에서 지구  

수 의 동반자 계가 요구된다.

인터넷과 멀티미디어의 도움으로 세계가  더 좁아지고 있다. 우리는 매일 그리고 거의 

실시간으로 세계 여러 곳의 소식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세계 곳곳을 ‘서핑’할 수 있

다. 세계는 정말로 ‘하나’의 정보화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지구  수 에서 생각하고, 지방  수 에서 행동하라.”라는 모토가 있다. 장에서 혹은 

지방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은 세계에 한 책임을 갖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이 지구는 장

래세 를 해서도 살 만한 가치가 있게 된다.

세계화는 여러 경제부문에서 임 삭감을 래하고, 사회보장의 축소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

도 소  ‘아이엠에 (IMF)사태’를 통해 량실업의 고통을 겪지 않았던가?

그리고, ‘세계는 하나’라는 말은 ‘세계문화’의 에서 이해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문화  

다양성의 에서 이해해야 할 것인가? 코카콜라, 맥도 드, 록음악과 텔 비  고는 세계

인 규모에서 찰할 수 있다. 그에 반해서, 세계에는 약 5,000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 ․문화 ․종교  통과 생활습 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은 문화라는 수단을 통해 환경에 응하며, 이 문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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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문화  다양성이라고 부른다. 각 사회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다른 

식으로 해결해 나간다. 물론 여기에는 개인 인 차이도 있지만, 같은 사회 내의 사람들이 공유

하고 있는 규칙성도 있다. 를 들면,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는 방식이 문화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특정한 음식물을 먹는 습 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다양한 문화들 사이에는 어느 것이 더 좋고 옳은 것이며, 어떤 것이 더 나쁘다거나 

틀린 것이란 평가를 단정 으로 내릴 수는 없다. 각 사회의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상

이다. 그 사회의 문화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는 가치가 있지만, 다른 형식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기이한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따라서 문화  다양성이라는 제에서 출발할 때, 

우리는 문화의 상 성도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요컨 ,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화 상으로 인하여, 세계 인 규모에서 보편 이

고 통일 인 문화요소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 히 서로 다른 문

화  요소가 공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문화  다양성을 찰할 수 있다.

세계화가 시  세가 된 상황에서 문화  동질성을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 착오

인 것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세계시민으로서 활동하기 해서는 어느 정도의 문화  동질성을 

제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물음에 답하기 해서는 어느 정도 분화시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문화의 의미를 도덕 ․정치  문화로 축소해서 해석한다면, 동질 인 문화가 요구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인류가 추구하는 도덕에 있어서는 공유 이 있어야 하

는데, 를 들면, 정의․책임윤리․인류애․생태보호윤리․인류공동체의식 등이 그런 것에 속

할 것이다. 한 공유되어야 할 정치문화요소로서는 민주주의, 국제기구의 필요성에 한 인식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본 인 도덕 ․정치  문화 이외의 역에서는 문화  다양성은 

가능한 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때 문화  다양성에 있어서 문화를 의복이나 주택과 같은 외형 인 것에만 한정시킬 필요

는 없다. 우리의 인간 계방식․사고방식․음식조리법 등 무형의 문화에서 문화  다양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 어 든, 오늘날 세계화의 부정할 수 없는 향력을 고려해 볼 때, 문화  다

양성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확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 문화  상 주의와 보

편주의를 어떻게 하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건이 되는 문제인 것이다(허 식, 2002, pp. 

317-319; 노찬옥, 2003, pp. 79-81).

3) 간문화성의 

지구  정보화사회로의 발 경향에 비추어볼 때, 세계가 필요로 하는 네트워킹의 과제는 윤

리 인 칙들을 문화들 사이의 계에 용시키는 일이다. ‘간(間)문화 ’이란 우선 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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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역에서 존재하는 여러 다른 문화들이 서로 잘 지내고 상호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를 들면, (청소년문화에서 노인문화에 이르는) 세 의 문화, 지역의 문화, 서로 

다른 사회  배경과 환경의 문화, 그리고 여러 다른 민족의 문화가 있다. 특히 마지막에 열거

한 것은 세계  규모의 간문화성으로 확 된다.

그런데 ‘인류의 지구’로서의 세계를 희망하고 있는 이 간문화성은 오늘날 근본주의에 의해 

을 받고 있으며, 이 근본주의는 상호이해와 공감 신에 문화의 투쟁을 지향하고 있다. 여

기서는 상  사고가 거부되고, 종종 종교 인 바탕을 깔고 있는 세계 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려고 하며,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자신의 신념을 도하려고 한다. 소  ‘문명충돌론’을 

주장한 미국의 정치학자 헌 턴(Huntington)에 따르면, 7개의 문화권(文化圈)( 국, 일본, 힌두

교, 이슬람교, 서구, 남미, 아 리카)이 서로 결과 갈등잠재성을 안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문명충돌’이 아니라, ‘문명의 공존’을 추구한다면, 그리고 세계평화가 가능하

도록 하기 해서는 문화의 보편성 혹은 보편  가치에 한 합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Müller, 1998).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제도․실천을 탐색하고 

확장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문화의 투쟁을 제한하고, 더 나아가서 단수

(單數)로서의 문명, 즉 문명화된 상태의 수립에 기여해야 한다. 물론 여기서 단수로서의 문명은 

도덕․종교․교육․ 술․철학․기술․물질  복지 등 여러 요인이 혼합된 복합  구조를 취

하게 될 것이다.

근본 인 의미에서 ‘네트워킹’을 이해한다면, 그 본질은 이성  존재로서의 잠재성을 갖춘 

인간이 ‘총체 인’ 이성을 개발할 수 있다는 데 놓여 있다. 이 총체  이성에는 다음과 같은 의

미가 포함되어 있다.

① 분석과 분해만 하지 않고, 하 체제에만 련시켜서 사고하고 행 하지 않는다.

② 순간 인 일이나 일시 인 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③ 어떤 주어진 목 을 지향한 도구로서만 작용하지 않는다.

④ 그 신에 앞을 내다보면서 처리한다. 다시 말해서, 상상력을 동원하여 미래에 한 안

들을 개발할 수 있다.

⑤ 함께 속하는 것들을 학문 인 이성을 활용하여 연결시킬  안다.

⑥ 공통의 세계윤리 혹은 지구 윤리를 해 정서 으로 그리고 직 으로 참여한다.

⑦ 수백 년에 걸쳐서 발생한 가치의식을 이해하면서, 재와 미래에 그것을 유지하고 심화

시키며, 실천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그것을 실화시킨다.

이와 같은 ‘총체 ’ 이성의 개발을 제로 한다면, 우리는 비록 이상향으로 가는 열쇠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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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도 나락(奈落)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하여 장애물을 더 높게 

쌓을 수는 있다. 개개인은 자신의 인간 인 노력에 있어서 홀로 남아있다거나 무력감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비록 역설 이긴 하지만, ‘혼돈(카오스)이론’이 도움을  수 있다. 역

동 인 체제에 있어서 미미한 편차나 변화가 시간이 가면서 극 으로 확 될 수 있다고 하는 

혼돈이론의 인식은 본래 수학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윤리  장 역시 요하다. 미국의 기상

학자인 로 즈(Lorenz)가 사용한 비유, 즉 국 상공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그것이 미국 

남쪽바다에서 허리 인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비유는 그러한 혼돈이론의 윤리  의의를 잘 표

하고 있다. 문화  활동과 그 지구  효과와 련시킨다면, 거꾸로 허리 인을 ‘막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세계시민으로서의 개개인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 게 취약한 것만은 

아니다(Glaser, 1999, pp. 5-9; 허 식, 2002, pp. 324-326).

4. 세계시민의식의 구성요소

1) 지구  세계

세계화의 모순은 ‘ 록별’ 지구에서 가장 확연하게 나타난다. 우주 공간에 떠있는 지구는 분

명히 둥근 경계를 갖고 있는 물체로서 그 유한성을 드러낸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런 경계도 

없으면서 서로 연 되고 통일된 지구공간을 보게 된다. 이 둥그런 지구상에서는 정치 ․문화

 경계는 별로 요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모습은 두 가지를 상징 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 하나는 물리  의미에서의 한계설정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  의미에서의 탈(脫)경계이다.

환경과 세계화는 우리 시 를 꿰뚫는 기본 인 갈등의 두 가지 측면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편에서는 지구의 생태  한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  

세계화의 역동성이 모든 정치 ․문화  공간의 탈경계화 혹은 경계 괴를 요구하기 때문이

다. 이 갈등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21세기의 모습이 결정될 것으로 추측된다.

지구의 유한성 혹은 한계설정에 한 통찰이 1992년 라질 리우(Rio) 환경개발회의를 개최

하게 만든 계기로 작용했다면, 탈경계에 한 상상은 1994년 모로코 마라 시(Marrakech)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되는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990년 를 되돌아볼 

때, 리우에서의 회의가 마라 시에서의 세계무역기구에 패배했다는 결론을 머리 속에서 지울 

수 없다. 기후와 생물다양성에 한 환경 정이 자유무역 정에 비해 열세했다는 평가를 내리

게 된다.

바로 이러한 사정이 바 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국제정치의 구조와 과정에서 ‘무역국제

법’보다 ‘환경국제법’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만약 그 지 않으면 ‘ 록별’ 지구가 안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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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측면, 즉 유한성(한계설정)과 탈경계화(경계 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도를 찾을 수 없게 된다(Sachs, 2000, p. 5; 허 식, 2002, pp. 347-348).

환경과 세계화의 갈등 계에서 살펴보았듯이, 세계화시 에는 지구 체를 고려하는 이른바 

‘지구  세계 ’ 는 ‘지구  ’이 요청된다. 세계시민이 되기 해서는 지구  을 가

지고 합리 인 단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 행 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사태와 문제들을 

세계 이고 총체 인 맥락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은 사고․ 단․감정․행 의 측면을 

포 하며, 바람직한 미래를 하여 필요한 사회  능력을 포함한다.

통 인 지역 심  세계 과 비교해 볼 때, 지구  세계 에서 핵심 인 것은 ‘지구  사

고’를 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이다. 지구  사고는 세계를 체 인 에서 보고, 인류를 하

나의 같은 운명공동체로서 간주하며, 그 인류가 미래 비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따질 

수 있다. 이 지구  사고는 국경을 넘어서는 사고, 국가  사고, 상호의존 이고 구조 인 

사고, 그리고 조망(眺望)을 할 수 있는 사고로 구체화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상황과 기를 넘기려고 하는 반작용  혹은 응  사고

와 행 로는 부족하며, 사고와 행 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갖추어야, 비로소 바람직한 

미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요하다. 지구  사고와 조망  사고는 따라서 우리에게 친

숙한 기존의 의식  행동방식을 필요한 경우에는 버리고, 자연  생활 근거를 유지하고 보

하려는 에서 사회상태를 재정립하고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안 인 사고로 나아간다

(Weinbrenner, 1995, pp. 412-413; 허 식, 2002, pp. 348-349).

2) 인권과 다양성존

인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다른 사람들의 동등한 인권도 역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은 

권리와 의무, 권리와 책임의 이 인 차원을 암시하고 있다. 인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

람들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신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의 자유

는 무한정한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들의 권리가 시작하는 곳에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더 나

아가서 인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지니고 있는 가능성의 범 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해 나설 수 있는 책임도 역시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권리와 의무를 함께 생각하는 인권의식

을 해서 제조건이 되는 것은 인권을 동등하게 인정하려는 자세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인권개념 속에는 이미 용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불 용이 나타나는 

상태가 세계도처에서 계속 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처하기 하여, 유네스코

는 1995년에 ‘ 용의 해’를 선언하 으며, 속성을 유지하기 하여 ‘세계 용의 날’(11월 16

일)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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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용의 내재 인 계를 더 잘 이해하기 해서는, 특히 평등의 인정과 다양성 혹은 

차이의 허용을 연결시키는 일이 요하다. 사람들은 자유와 ‘다름’에 한 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양성을 존 하고 용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된다. 용이란 “아무래도 좋다.”는 

식으로 임의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 혹은 이 타인을 해 가질 수 있는 정당

성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다른 시각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용

의 태도를 보여 주려면, 내면 으로 ‘열린 자아(open ego)’의 바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인권은 다양성존 과 용을 이미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권은 인종 혹은 민족차별주의

나 극우주의와 같은 불 용의 경향에 한 방책으로서도 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이 

함축하고 있는 자유와 평등의식을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달하는 일이 성공한다면, 그러

한 불 용의 고유한 특징인 불평등  권 주의 이데올로기에 혹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Fritzsche, 1995, p. 16; Fritzsche, 2000, pp. 75-76; 허 식, 2002, pp. 350-352).

3) 배려와 평화  갈등해결

인간은 사회  존재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공동생활을 하려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

라 타인의 감정을 의식할 수 있는 기능(技能)과, 타인의 감정과 권리를 존 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기능은 타인에 한 배려의 기능과 친(親)사회  기능으로 표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정의, 상호성, 인권의 평등, 그리고 개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에 한 존 을 기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감은 이것들을 다른 사람을 해

서도 요구하도록 한다. 결국 타인의 리역할을 하거나 그의 편을 들게 되면서 인간도덕의 기

로 간주할 수 있는 상호성의 정신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 타인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세와 능력,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당사자 인 생각과 느낌(즉, 배려와 정의감)은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국가․민족․인종에 속하거나, 서로 다른 피부색․종교 등을 가진 사람들이 평화

롭게 공동생활을 하고, 이해 계와 가치 의 차이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것을 평화

으로 해결하기 한 제조건에 속하는 것이다.

갈등의 평화  해결을 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지침 혹은 방법에 따르거나 그것들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갈등에 한 기본 인 시각을 변화시켜, 갈등을 단순히 무시하거나, 마치 없었던 일인 것

처럼 간주해 버리거나, 아니면 은폐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의 기회로 삼는다.

∙가능하면 물리  힘이나 폭력을 행사하려 하지 말고, 폭력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유일하게 옳은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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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에는 갈등상황에 제3자를 재자로서 포함시킨다.

∙기정의 사실을 고집하지 말고, 갈등 당사자 사이에 공동의 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한다.

∙해결책을 모색할 때, 참여자와 당사자 모두의 필요와 이해 계에 지향을 둔다.

Ⅴ. 결어

본 시론은 세계화의 진행과 더불어 최근 세계시민  세계시민교육에 한 심이 새삼스럽

게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제에서 출발하여, 세계시민의 개념에 한 서양과 동양의 이해와 

해석을 살펴보고, 특히 민족의식과 세계시민의식의 계에 을 두고 세계시민의식의 이해

와 해석에 주의를 기울 다.

이러한 목 에 부응하기 하여 우선 세계시민의 개념에 한 이해와 논의를 서양과 동양의 

두 가지 지역 ․역사  거에서 서술하 으며, 여기에 기 하여 오늘날과 같은 지구 시

에 민족의식과 세계시민의식의 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지, 그 두 가지 개념 사이의 연

계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의 물음에 특별한 심을 갖고 민주와 민족의 계, 민족정

체성과 헌법애국주의의 계, 민족의식과 간문화성의 , 그리고 세계시민의식에 포함시킬 

수 있는 구성요소를 다루었다.

결론 으로 말해서, 특히 지구 시 의 시민교육, 즉 세계시민교육의 과제를 수행하기 해

서는 희망의 원리와 책임의 원리에서 출발해야 한다. 공간 축에서는 ‘나-지방-지역-국가-세계-

우주’의 상호 계에 주의를 기울여, ‘지구  수 에서 생각하면서 지방  수 에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하며, ‘지구’가 마치 하나의 ‘ 락’처럼 좁아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편 하고 옹졸

한 의식과 행동, 즉 ‘ 티’를 벗어 던져야 한다. 그리고 시간 축에서는 ‘과거- 재-미래’의 상

성에 해 심을 갖고, 특히 ‘미래를 생각하면서 재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미래의 에서 출발하여 ‘미래의 과거’로서의 재가 지니고 있는 요성과 상을 성찰하면

서 생각하고 단하고 행 를 해야 한다. 결국 생각은 크게 하고 시작은 작은 것부터 하라는 

원칙에 따라 바람직한 지구사회의 미래상과 실천가능성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지구 시 에 요구되는 세계시민교육이 안고 있는 한계와 교육상의 유의

을 지 하고자 한다. 개인의 의도 인 행 와 세계사회  개과정의 진행 사이에는 질 인 

차이와 간격이 존재한다. 세계의 복잡한 사회과정에 한 이해는 개인  생활세계의 직 인 

경험에서 충분히 나올 수가 없다.  더 복합 인 세계사회에서 단  행 능력을 함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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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서는 일상생활의 경험을 넘어서서 이론 인 지향지식이 필요하며, 일상의 시간 ․공

간  지평을 훨씬 넘어서서 추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생활세계의 경험과 세계사회

에서 필요한 지식 사이의 격차를 어떻게 일 것인가가 세계시민교육의 주된 과제이긴 하지만 

지방수 과 세계수 의 연결이 안고 있는 복합성에 비추어 볼 때 자기 자신의 행 를 세계

인 맥락에서 악한다는 것이 그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가까운 곳의 인 계에서 통

하는 윤리를 세계사회에 투사시킨 것, 즉 세계에 한 책임의식은 그 상이 상당히 애매할 수 

있다는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 교육이 세계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 가 지나치면 안 된다. 

를 들어 칸트가 설계한 바와 같이 인류의 교육을 통하여 세계시민의 평화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세계시민교육의 로그램을 구안하고 이행하려 한다면 그것은 실 하기

에 상당히 어려운 기 , 따라서 무리한 기 가 될 것이라는 에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도

체 어떻게 지구 문제 혹은 지구  험요인을 교육 인 의사소통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답하기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어 든 지구사회교육 혹은 세계시민교육은 

이제까지 오류에 빠졌던 것, 즉 이상 인 세계공동체나 완성된 인간을 꿈꾸는 미래주의  

망과는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그 신 오히려 인류의 생존문제를 교육 으로 어떻게 잘 다룰 

것인가에 을 맞춘 ‘최소교육 략’에 국한하는 것이 실 합성이 더 많은 근방안이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특히 우리의 일상 인 행 가 우리의 직 인 경험지평을 벗어난 곳에서 살

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향을 미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찰하고 성찰할 수 있

도록 한다면 그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개개인의 생활과 사회체제에 한 개입

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생활이 국제  혹은 세계  에서 

얼마나 합한 것이고 그럴 만한 타당성이 있는가를 반성하도록 기회와 상황을 마련하는 일이 

교육 으로 정당하고 한 필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Seitz, 1996, pp. 1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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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ssay on the Concept of Global Citizen:

A Theoretical Basi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Huh, Young-Sik*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are the results of a study that focused on the concept 

of global citizen in the age of globalization as a basis for a future-orient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 do justice to this aim, the researcher dealt with the following themes: the 

understanding and discourse about the concept of global citizen in the Occident and the 

Orient, the relationship of democracy and ethnicity, the relationship of national identity and 

constitutional patriotism, national consciousness and intercultural standpoint, and finally the 

components of global citizen consciousness.

Based on the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data and literature, the author of 

this paper has derived the following conclusions: The pillars of the goals and task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re the principle of hope and that of responsibility, both of 

which implicate especially the interconnectedness of global and local level in the spatial 

dimension and that of future and present in the temporal dimension. In such a context, 

global world-view,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diversity, caring and peaceful resolution of 

conflict can be described as the components of global citizen consciousness.

Key words: globalization, global citizen, national consciousness, global citizen consciousnes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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