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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발표는 세계시민성과 글로벌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다

문화도시라는 공간을 연결시켜 안산시가한국의 대표적인
다문화도시가 되는 과정을 통해 글로벌도시 중심 세계시

민성의 가능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기존 세계시민성 개념,
특히 가장 많이 통용되는 세계시민교육 영역에서는 국가
의 수학, 과학, 기술, 언어 역량을 순위 매기는 국제 또는 글
로벌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 국제화와 상호문화이해와 국

제협력을 강조하는 세계시민 역량 교육이 같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둘은 서로 상충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국민-국가 중심 세계시민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비
관적 상황에서 일부 세계시민성론자들은 대안적 징조로

서 도시에 주목한다. 디랜티는 물질적 생산 또는 축적 (경제적 변화), 권력, 규제, 그리고 주권 (정치적

변화), 의미, 정체성, 그리고 상징적 재현 (문화적 변화), 일상생활과 사회적 행동(사회적 변화)라는 4
가지 범주를 통해 세계시민성의 공간으로서의 도시를 논의하고 있다.

2020년 2월 19일 안산시는 국내에서는 첫 번째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유럽연합(EU) 산하 유럽
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가 주관하는 ‘상호문화도시(Intercultural city)’ 네트워크에 회원

도시로 지정되었다. 이렇게 안산시는 한국의 대표적인 다문화 도시이며 이제 글로벌상호문화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의 첫 시작은 1999년에 안산시 원곡동에서 시작한 “국경없는마을” 프로젝트라
고 할 수 있다. 국경없는마을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온 경과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요약될 수 있

다: 1) 1999년에서 2001년-준비 및 기반 형성기; 2) 2002년에서 2005년-다문화 축제 활성화 시기;
3) 2005년 이후-본격 추진기. 이런 와중에 한국 사회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진행되었다. “다문화 가

족”의 등장이다. 이같은 변화로 인해 90년대 말부터 이주민지원을 위한 지역운동이 시작한 국경없

는마을로 알려진 안산시 원곡동은 2000년대 후반에는 정부에 의해 “다문화마을 특구”로 지정되고
제도화되었다. “다문화사회”가 선진국의 조건 중 하나로 인식되면서 원곡동이 공단주변 노동자 주
거지 및 유흥지역에서 이국적인 경관을 가진 다문화 지역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주민을 제도화
된 방식으로 수용하려는 정부차원의 여러 시도는 지속되었고 실질적으로 안산시와 원곡동에서먼
저 실시되었다.

안산시의 다문화도시 사업은 한국 시민사회의 지역화와 지자체의 분권 강화와 브랜딩 등이 결합하

여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안산시 원곡동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이 초국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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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를 형성하고 실천하는 “다문화1번지” 또는 다문화공간으로 대표되었다. 어느 정도 이주민들

의 본국과 거주국의 동시소속을 가능하게 해주는 물적, 사회적 토대를 제공해주었기 때문이다. 안산
시가 기존 국민-국가 중심 세계시민성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글로벌상호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도시를 중심으로 제도화된 다문화공간과 이주민들의 초국적 네트워
크는 안산시가 글로벌도시 중심 세계시민성을 실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Abstract

This presentation aims to examine the possibility Ansan City becoming a cosmopolitan

global city, as it became South Korea’s major multicultural city, by linking global citizenship with the idea of the multicultural city becoming a global city. The existing concept
of global citizenship, especially cosmopolitan education, which is the most common,

includes both education that emphasizes global or international competition (ranking

a country’s competencies in mathematics, science, technology, and language) and an

education stressing globalization, intercultural understand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se two concepts of education conflict with each other. This can be called

people-state-centered global citizenship. In this pessimistic situation, some cosmopolitanists focus on cities as an alternative. DeLanty discusses the city as a space for
global citizenship through 4 categories: material production/accumulation (economic

change); power/regulations and sovereignty (political change); meaning/identity/sym-

bolic representation (cultural change), and daily life and social behavior (social change).
On February 19, 2020, Ansan City was designated a member city in the ‘Intercultural
City’ Network, organized by the Council of Europe under the European Union, the first

in South Korea and the second in Asia. As such, Ansan is Korea’s major multicultural
city and now intends to become a global intercultural city. Its first step is the “Village
Without Borders” project that started in 1999 in Wongok-dong, Ansan-si. The progress

of the project can be summarized in 3 stages: 1) 1999 to 2001 – Preparation and building
the foundation; 2) 2002 to 2005 – Activation of multicultural festivals; and 3) After 2005 –
Full-scale promotion. In the midst of this, another change took place in Korean society:

the emergence of multicultural families. As a result, Wongok-dong, Ansan-si, known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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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illage without borders where a regional movement for migrant support began in the

late 1990s, was designated and institutionalized by the government as a Multicultural

Village Special Zone in the late 2000s. As a “multicultural society”, a condition recognized as current in advanced countries, Wongok-dong was transformed from a worker’s

residence and entertainment area around an industry complex into a multicultural area

with foreign landscapes. Several government-level attempts to accommodate migrants
in an institutionalized manner continued, and were implemented first in Ansan-si and
Wongok-dong.

Ansan-si’s multicultural city project is an outcome created by combining the localization of Korean civil society, local governments’ stronger decentralization, and branding.

As a result, Wongok-dong, Ansan-si, was represented as a multicultural space or “Multicultural 1st Street” where migrants from various countries build and practice transnational networks. This is because, to some extent, Wongok-dong provided the physical

and social foundation that enabled migrants to feel a sense of belonging to their original
home country and the new country at the same time. It is uncertain whether Ansan-si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and the problems of existing people-state-centered global
citizenship and become a global cross-cultural city, but it seems possible for Ansan-si to

realize the creation of a global city-centered global citizenship, considering its multicultural space, institutionalized around the city and the transnational network of migrants.

2019년 초 인천국제공항에서 살고 있다는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앙골라에
서 온 루렌도와 바테체 그리고 아이 넷으로 구성된 가족의 이야기이다. 언론에서는 이들을 ‘루렌도

가족’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2018년 12월 말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지만 입국을 거절당했으며

난민인정 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통보를 받았다. 당국이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
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루렌도 가족은 2019년 말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발표자가 루렌도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는 이들이 287일의 공항 로비 생활을 뒤로 하고 한국

에 입국한 후 경기도 안산시에 정착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등학생 나이의 아이 넷은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등교가 지연되었다가 최근에 학교를 다니게 되었으며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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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다. 안산시는 전국 최고의 외국인 주민 밀집 지역으로 명실공히 한국의

“다문화1번지”로 불리며 2020년 5월말 현재 안산시의 외국인 주민 인구 규모는 104개국 86,780명
에 달한다(안산시 2020). 발표자는 세계시민성과 글로벌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다문화도시라는 공
간을 연결시켜 안산시가 한국의 대표적인 다문화도시가 되는 과정을 통해 글로벌도시 중심 세계시
민성의 가능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오늘날 세계시민성은 고등교육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영역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다. 여기
서 세계시민성은 먼저 특정한 선택과 사고방식, 즉 국제사회 또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공동체들과의

공존에 대한 의식으로 이해된다. 이는 곧 자기 인식과 타자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며 문화적 공감
실천으로 나아간다. 끝으로 세계시민성은 세계시민의식(global citizen consciousness)과 세계시
민역량(global citizen competence)을 갖추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사회적 정치적 삶에 적극 동
참하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인 것이다.

한편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세계경제 통합으로 상징되는 전지구화(globalization)

와 세계 곳곳에서 관찰되는 이상 기온과 극단적인 날씨들의 원인인 기후변화와 코라나19 같은 팬데
믹으로 세계시민성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라나19에 대응하는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논쟁은 세계시민성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보다는 과거 냉전시대처럼 강대국의
경쟁과 대립이 존재하고 그 속에서 줄 서기에 분주한 소국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정책 연
구자인 매델라인 F. 그린(Madeleine F. Green)은 세계시민교육의 한계는 국가의 수학, 과학, 기술,

언어 역량을 순위 매기는 국제 또는 글로벌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 국제화와 상호문화이해와 국제

협력을 강조하는 세계시민 역량 교육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 둘은 서로 상충된다고 말한다
(Green 2012). 실질적으로 국민-국가 내에서는 국제협력 보다 국가 간의 경쟁이 우선시 된다. 특히
최근 신국민주의(neo-nationalism)의 부상으로 배타적 보호주의와 경쟁이 강화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인 루렌도 가족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루렌도 가족에 대한
2 종류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하나는 ‘국민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루렌도의 가족을 앙골라로 돌려보내라는 사람들의 기자회견과 다른 하나는 “국경을 열어라”, “난민

이 우리의 이웃으로 살 수 있게 하라”, “아동인권을 보장하라”라는 사람들의 기자회견이다(시사IN
2020년 7월 23일). 전자는 전지구화에 대한 대응으로 전 세계, 특히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국
민주의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 후자는 세계시민성의 실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제랄드 디랜티(2000)은 국가의 주권이 약해지는 전지구화 시대에서 국민주의의 부상이란 모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 새로운 국민주의는 국민-국가 건설을 위한 희생과 결

속이라는 국가 애국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불만의 국민주의이며 이주민에 대한 극한 인종주의적 혐
오에서부터 국가가 아닌 국민 중심의 정치담론화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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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나 종합적인 신념체제가 아니라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정체성과 사회적 자원이다
(Delanty, 2000). 새로운 국민주의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전지구적인 경제 불평등의 심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복지혜택과 같은 물질적 자원의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이민통제 강화를 주장하는 번영의
국민주의이다.

이같은 비관적 상황에서 일부 세계시민성론자들은 대안적 징조로서 도시에 주목한다. 근대 도시에

서 전지구화 시대 탈근대 글로벌 도시로 거듭난 도시는 자립과 파편화라는 사회적 힘이 대립하는 공
간이다. 디랜티는 물질적 생산 또는 축적 (경제적 변화), 권력, 규제, 그리고 주권 (정치적 변화), 의미,

정체성, 그리고 상징적 재현 (문화적 변화), 일상생활과 사회적 행동(사회적 변화)라는 4가지 범주를
통해 세계시민성의 공간으로서의 도시를 논의하고 있다(Delanty, 2000). 첫 째, 오늘날 경제적 변화

의 트렌드는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분리, 자본의 전지구화, 정보기술의 중요성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생산은 중앙 정부의 규제로부터 지속적으로 벗어나고 있으며 많은 사회가 탈산업화를 경험하
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혜택을 받고 있다. 전국 단위의 경제적 규제
가 느슨해지면서 도시나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경제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다. 많은 도시가 독립적으로

경제적 성과를 크게 개선하는데 성공하였다. 둘째, 비록 중앙 정부는 사라지지 않지만 초국적 차원
에서나 지자체와 같은 하위정부 차원에서 주권을 공유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는 지역

기반 경제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성과와 비슷한 조건
의 도시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따라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셋째, 오늘날 전지

구화로 인한 문화적 변화에 의해 서구사회의 문화는 더이상 특정한 강대국의 문화에 지배를 받지 않
는다. 냉전에 의한 의미체제는 붕괴되었고 새로운 문화정치가 등장하였다. 여기서 상징적 재현의 영

역과 인구에 대한 정치적 규제가 각각의 영역으로 후퇴하면서 정당성의 위기가 도래하였고 국민과

국가는 분리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의 도시는 자신들의 상징적 재현을 두고 싸우고 있다. 기존
도시의 지배적인 재현은 무력함, 파괴, 도시병, 도시폭력 등등과 같은 모티브, 즉 파편화이다. 반면 최

근에는 자립, 재생, 그리고 시민사회의 공간이란 새로운 담론이 나타났다. 넷째, 신자유주의의 지배

는 곧 사회의 부재 또는 부정이다. 탈근대 또한 사회보다는 문화를 더 강조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핵
심은 사회적 공간의 지위다. 탈근대 글로벌 시기 공간은 시공간의 압축에 의해 흐름으로 대체되었다.

그 결과 도시들이 시장, 자본, 상품의 흐름으로 형성된 비장소(non-place)가 되었다. 다른 한편 세계
시민성론자들은 글로벌 도시에서 시민적 커뮤니케이션의 공간, 즉 민주주의와 시민성의 공간으로서
담론적 공간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

2020년 2월 19일 안산시는 국내에서는 첫 번째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유럽연합(EU) 산하 유럽평

의회(The Council of Europe)가 주관하는 ‘상호문화도시(Intercultural city)’ 네트워크에 회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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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지정되었다(연합뉴스 2020년 2월 13일). 상화문화도시는 2008년부터 유럽연합이 문화 다양

성 증진을 위해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현재 44개국 136개 도시가 지정되었다. 상호문화도시 개념은

2004년 영국의 한 씽크탱크 코미디아(Comedia)가 기존 다문화주의와 국민-국가 틀을 넘어 도시
의 문화 다양성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제시되었다(Council of Europe, n.d.). 즉 보편적인 문화와 하

나의 민족(ethnic) 또는 국민(nation) 문화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 한 총체

적 도시발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상호문화도시 접근법은 불평등, 차별, 민족적 또는

문화적 기준으로 규정된 내집단이 다른 집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편익을 취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결속력 부재의 근본적 원인을 다루고자 한다 (Council of Europe, n.d.).

이렇게 안산시는 한국의 대표적인 다문화 도시이며 이제 글로벌상호문화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

의 첫 시작은 1999년에 안산시 원곡동에서 시작한 “국경없는마을”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이 프

로젝트는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의 대표인 박천웅 목사에 의해 기획되었으며 1990년대 초반부터 안

산시에 정착하여 주민으로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주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배타적
인 차별 현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구체화 된 것이다(오경석 & 정건화, 2006).

안산시 특히 다문화음식거리와 같은 다문화공간으로 잘 알려진 원곡동은 1980년대 초 반월공업단
지(반월공단)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공단 노동자를 위한 주택단지로 조성되어 대규모 주거지역

으로 성장하였다. 애초부터 안산시 원곡동은 이주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1976년 중앙 정부는
서울시 전역을 공업배치법상 이전촉진지역으로 지정하였고 1979년부터 공장 신설과 공업단지 조성

을 전면 금지하였다. 이에 서울 내 용도지역 위반 공장 중 공해 공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시켜 인구분
산과 도시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그리고 1980년대 초 반월공단이 조성되면서 서울에 있던 공장들
이 이 지역으로 이주한다(김용승 & 임지택, 2011, p. ) .

1990년대 초부터 한국을 포함한 세계경제의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중소기업 제조업 중심의 반
월공단의 경기가 침체하게 되고 공단노동자들이 대거 이탈하게 되었다. 한편 세계경제의 변화는 아
시아 지역 내의 국제적 노동이주와 민족귀환이주(ethnic return migration)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이에 1993년 도입된 산업연수제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그리고 냉전 종식과

함께 중국과 구소련 국가에 거주하고 있던 재외한인들이 대거 한국으로 입국하여 한국인 노동자들

이 떠난 자리를 채우게 된 것이다. 반월공단 내 제조업 중심의 중소사업장의 노동력 수요와 상대적

으로 저렴한 주택시장이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을 가져왔고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식품점, 외국
송금 전문 은행지점, 통신기기 대리점, 에스닉 식당 등등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과 이들을 지원

하는 사회단체들이 설립되었다(김용승 & 임지택, 2011; 구본규, 2013). 바로 이 시기에 국경없는마
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국경없는마을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온 경과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요약될 수 있다(오경석 & 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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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06, p.76). 첫 째, 1999년에서 2001년에 이르는 시기로 국경없는마을 프로젝트의 준비이자 기
반형성기라고 할 수 있다. 전자와 관련된 주요 사업으로 주민 및 이주노동자 리더들을 대상으로 ‘준

비 그룹’을 구성해 교육하는 일과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의식 조사 및 지역 실태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둘 째, 2002년에서 2005년에 이르는 시기로 상호간의 다름을 존중하고 문화적 공통성을 공유

하기 위해 ‘다문화 축제’를 활성화시킨 시기에 해당된다. 셋 째, 2005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
되고 있는 국경없는마을의 본격적인 추진기에 해당한다. 국경없는마을 프로젝트와 지역 사회와의
결합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 시기의 핵심 사업으로 상징된다.

이런 와중에 한국 사회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진행되었다. 바로 한국여성과 결혼이 힘든 중하층 남
성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였다고 해서 결혼이민자 또는 결혼이주여성이라고 불리는 외

국인 여성들과 이들에 의해 형성된 “다문화 가족”의 등장이다. 국제적 맥락에서는 1990년대부터 전
지구적으로 나타난 “이주의 여성화”, 즉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유지되기 힘든 특정한 성별 노동분업
이 보다 가난한 국가 출신의 여성 이주를 통해 지속되거나 새로운 행태로 강화되는 현상(김민정 외,

2006, p. 160)이 배경에 있고 국내적 맥락에서는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해법
이라는 인구정책이 작동하였다(박준규 2013).

이같은 변화로 인해 90년대 말부터 이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운동이 시작한 국경없는마을로 알려진

안산시 원곡동은 2000년대 후반에는 정부에 의해 “다문화마을 특구”로 지정되고 제도화되었다. “
다문화사회”가 선진국의 조건 중 하나로 인식되면서 원곡동이 공단주변 노동자 주거지 및 유흥지역

에서 이국적인 경관을 가진 다문화 지역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에 안산시는 그동안 부정적으로만

인식되었던 이주민 주거지역의 존재를 시의 자산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그

결과 안산시는 2009년 원곡동 795번지 일대 367,541 km2를 “다문화마을 특구”라는 이름으로 중

앙정부로부터 특구로 지정을 받는다. 이에 따라 에스닉 음식점과 상점이 밀집한 지역이 정비되어 “다

문화음식거리”로 조성되고 세계전통민속축제가 개최되는 등 다문화특구 특화사업이 추진되어 이주
민 집단거주지역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관광지가 되었다.

이주민을 제도화된 방식으로 수용하려는 정부차원의 여러 시도는 지속되었고 실질적으로 안산시와
원곡동에서 먼저 실시되었다. 안산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주민인권증진조례”를 제정하였

고 2010년에는 “외국인주민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다문화 인권 도시
로 평가 되었다. 일선 기관 차원에서는 2005년 안산시에 외국인 전담부서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가 문을 열었고 2008년 원곡동에 외국인주민센터가 설치되었고 2016년에는 다문화지원본부로 조
직 개편되었다. 특별한 것은 다문화지원본부는 시가 직영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 정책, 다문화교류,
다문화교육, 외국인 인권, 다문화 아동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주민센터 내에는 다

문화작은도서관, 이주민통역지원센터가 설치 운영 중이다. 이렇게 원곡동은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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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가 구축”된 제도화된 다문화공간이 되었다(구본규, 2013, p.18).

한국사회와 안산시는 “다문화사회”와 “다문화도시”라는 개념을 통해 한국의 경제 성장과 선진국으

로의 진입 과정에서 전지구화와 아시아 내의 노동 이주와 이주의 여성화 같은 세계경제의 구조조정
이 초래한 전지구적 현상들과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특히 안산시의 다문화도시 사업은 한국 시민

사회의 지역화와 지자체의 분권 강화와 브랜딩 등이 결합하여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안산시 원곡동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이 초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실천하는 “다문화1

번지” 또는 다문화공간으로 대표되었다. 어느 정도 이주민들의 본국과 거주국의 동시소속을 가능하
게 해주는 물적, 사회적 토대를 제공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없는마을 프로젝트
같은 아래로부터의 다문화 공간 만들기를 포함한 이같은 노력은 여전히 이렇다 할 생산적인 변화들

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과 결혼이주여성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

한국 국민 또는 한국에서 사는 주민”이 아닌 비실체로서의 열악한 삶을 살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다문화”라는 용어는 선진국의 조건이기 보다는 선진국의 주요 문제
로 전락되었고 다문화 정책을 펴 왔던 정부들은 다문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거나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니다. 안산시 한국인 거주자들의 불만과 국민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주

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자는 안산시가 기존 국민-국가 중심 세계시민성의 한
계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글로벌상호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도시를 중
심으로 제도화된 다문화공간과 이주민들의 초국적 네트워크는 안산시가 글로벌도시 중심 세계시민
성을 실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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