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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민주주의론들 사이의 논쟁들 중 표적인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사이의 논쟁인데, 어권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다알

(R. Dahl)의 민주주의론에 의해서, 실질적 민주주의는 코헌(J. Cohen)의 이론

에 의해 표된다. 이 논쟁의 맥락을 배경으로 해서, 필자는 이 논문에서 ‘절차

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양하는 민주주의론을 제시하고자 하

다. 그러기 위해서 필자는 우선 민주주의론의 적절성의 조건들을 밝혔는데, 이
런 적절성의 조건들은 적절한 민주주의론은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적실성과 인

민주권을, 그리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적 정당성을 적절히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알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적실하고 충분

히 민주적이라는 장점을 갖지만, 민주적 정당성을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한다

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코헌의 실질적 민주주의는 민주적 정당성을 충분히 수

용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실하지 않고 불충분하게 민주

적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기본적으로는 다알의 절차적 민

주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코헌의 심의민주주의적 요소들을 상당한 정도로 수용

하는 절차적 자유민주주를 제시하는데, 이런 절차적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

와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는 자유민주주의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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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민주주의는 어원적으로는 인민에 의한 통치라는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이어서 다양한 민주주의론들이 적절성을 

다투고 있다. 이들 다양한 민주주의론들 사이의 논쟁은 다양하게 전개되었

는데, 그 중 표적인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논쟁이

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분은 통상적으로 민주주의와 

실질적 정의와의 관계에 기초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절차적 민주주

의는 민주주의가 인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일 뿐 실질적인 정의와 관련

이 없다는 입장으로, 실질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공정한 절차를 포함하

지만 그를 넘어 실질적 정의와 긴 히 관련되어 있다는 입장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별은 민주주의와 실질

적인 정의와 관련의 정도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는 단순한 2항 립이 아니라 스펙트럼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
래서 A. 거트맨은 민주주의론을 슘페터적 민주주의, 민의민주주의(populist 
democracy), 자유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로 

분류하는데, 여기서 민주주의론들은 보다 절차적인 것으로부터 보다 실질

적인 것으로 배열된 것이다.1)

필자는 이 논문에서 어권에서 진행된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

주의 논쟁을 다루는데, 어권에서 절차주의 입장을 표하는 이론은 R. 다
알(R. Dahl)의 민의민주주의이고, 실질주의 입장을 표하는 이론은 J. 코
헌(J. Cohen)의 심의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2) 이 논쟁을 간략히 개관하자

1) Amy Gutmann (2007) pp. 521-529. ‘Populist democracy’를 민의민주주의라고 옮긴 이

유는 인민의 실제 의사 혹은 의지가 반 되는 민주주의라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이다.
2) 다알의 이론은 여러 이론가들에 의해서 다른 방식으로 불리는데, 때로는 집적민주주

의, 절차적 민주주의, 혹은 정치적 민주주의로 불린다. 코헌은 자신의 이론을 절차주의

라고 하지만, 본인 자신이 다알의 이론에 비해서 보다 실질적인 이론을 제시하겠다고 

말하기 때문에 다알의 이론을 실질적 민주주의론이라 부르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

고 본다. 정치철학 분야에서 절차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논쟁에 한 국내의 표적

인 선행 연구는 정원섭 (2004) pp.95-1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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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원래 절차적 민주주의가 주류견해(default position) 다고 할 수 있는

데, 심의민주주의자들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문제점들을 비판하며 심의민

주주의론이 적절한 민주주의론이라 주장하 고, 이런 심의민주주의자들의 

주장은 상당히 광범위한 반향을 일으켜 심의민주주의적 전환이 일어났다

고 주장되기도 했다. 그러나 절차주의자들이 비판에 응답하고 심의민주주

의의 문제점들을 비판하면서 양 진  사이에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3) 
이와 같은 맥락을 배경으로 필자는 이 논문에서 다알의 절차적 민주주의

와 코헌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양’하는 민주주의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양’이라는 말의 통속적 의미를 따라 논의를 도식화하자면 다알의 절차

적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적실하고 충분히 민주적이라는 장점을 갖지만, 
민주적 정당성을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코헌의 

실질적 민주주의는 민주적 정당성을 충분히 수용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지만, 현실적으로 적실하지 않고 불충분하게 민주적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기본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실질적 

민주주의의 요소들을 상당한 정도로 수용하는 절차적 자유민주주의를 제

시한다.4) 그런데 이런 절차적 자유민주주의에도 절 적 사유재산권을 인

정하는 자유지상주의적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중에서 자

유주의가 우선한다는 자유민주주의 등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수 있는데, 
필자가 주장하는 절차적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실질적으

로 분리될 수 없다는 자유민주주의론으로 롤즈적(Rawlsian) 자유민주주의

론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Ⅱ절에서는 적절한 민주주의론이 수용

3) 어권에서 절차주의적 진 의 표적인 이론가들로 R. Dahl, J. Waldron, Th. 
Christiano 등을 들 수 있고, 심의민주주의 진 의 표적인 이론가들로 J.Cohen,, 
A.Gutmann 등을 들 수 있다.

4) 절차적 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를 지양한다는 면에서 필자의 논지는 최근의 많은 이

론가들, 예를 들어 D. Estlund, G. Gaus, F. Peter 등의 접근방식과 궤를 같이한다. 
Estlund의 논문 “Beyond Fairness and Deliberation: The Epistemic Dimension of 
Democratic Authority”는 사실상 본 논문의 제목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만 그 최종결과물은 서로 다른데 에스트런드는 인식론적 민주주의론을, 가우스는 심

판민주주의(adjucative democracy)를 제시한다. Gaus (2003) 22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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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조건들이 무엇인지 밝힌다. Ⅲ절에서는 다알의 절차적 민주주의론

을, Ⅳ절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한 코헌의 비판과 심의민주주의적 

안을 논한다. Ⅴ절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평가하고, 
절차적 자유민주주의론을 제시하며, Ⅵ절과 Ⅶ절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

에 한 비판에 해 응답한다. Ⅷ절에서는 논문의 논의를 요약하고 한계

를 밝힌다. 

Ⅱ. 민주주의론의 적절성 조건들

다양한 민주주의론들이 적절성을 위해 경합한다고 할 때, 적절성을 위한 

조건들이 무엇인지가 여러 민주주의론자들 사이의 논쟁의 핵심 중 하나이

다. 다양한 이론가들이 주장한 조건들을 크게 두 편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 

편으로는 현실적 적실성과 인민주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적 정

당성이다. 

1. 현실적 적실성과 인민주권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적실해야 한다는 것은 이른바 ‘정치의 상황

(circumstances of politics)’에 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치의 상황이란 기본적으로 정치제도를 발생시키고 정치제도를 제약하는 

현실의 조건들을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다. 첫째, 사람들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를 이루고 유지해

야만 한다. 둘째, 사회를 이루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성원들 간의 협력

이 필요하다. 셋째, 인간은 제한된 이타심만을 가지고 있다. 넷째, 사람들의 

이익은 많은 경우 경쟁적이거나 상충한다. 다섯째, 사람들은 실질적인 정의

관에 해서 항구적으로 의견이 불일치한다. 여섯째, 사회는 제한된 시간 

내에 법률과 정책을 결정해야만 한다.5) 민주주의는 정치의 상황이 야기하는 

5) 정치의 상황에 해서는 Weale (1999) pp. 8-13. Waldron (1999) pp. 1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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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을 해결하기 정치제도들 중 하나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도 정치적 상

황의 첫째 조건으로부터 다섯째 조건의 제약 하에서 한정된 시간 내에 권위 

있는 법과 정책을 결정해야만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 적실성 조건’이다.6) 
그런데 정치적 상황이 야기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

으로서 민주주의 외에도 여러 가지 정체제도들이 있을 수 있는 데 그 예로 

왕정이나 귀족정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왕정이나 귀족정 등에서는 사람

들이 정치적으로 불평등하다는 전제 하에 왕이나 귀족들이 통치하고 평민

들은 이에 복종하는 데 반해, 민주주의에서는 평등한 인민들이 자신들의 집

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통치해야 하는데, 이것이 인민주권이다. 
그런데 인민주권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인민주권이 실현되지 않

는 두 가지 방식을 들어보겠다. 첫째 방식은 인민들의 실제 의지가 아니라 

비현실적으로 이상화된 인민들의 집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통치’하는 것이

다. 즉 현실의 인민들은 불충분하게 합당하고 불충분하게 합리적인데, 이런 

현실의 인민들이 아니라 완전하게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이상화된 인민들

이 그들의 ‘집단적 결정’에 의해 실제의 현실적인 인민들을 ‘통치’하는 것

이다. 두 번째 방식은 비록 인민들이 통치자를 선출하 다 하더라도 이런 

통치자들이 인민에 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인민들이 이들에 해 전혀 

통제할 수 없다면, 예를 들어 한번 통치자로 선출된 사람들을 인민의 뜻으

로 교체할 수 없다면 그런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인민주권이 실현되지 않는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민주적 정당성

여기서 말하는 정당성은 헌법의 기본사항이나 기본적 정의의 정당성이 

아니라 법률과 정책의 정당성(legitimacy)이다.7) 그런데 정당성은 왕정, 귀

6) 월드런이 특히 이런 현실적 적실성을 강조한다. Waldron (1999) pp. 159-60.
7) 정원섭박사는 합법성이라는 역어를 사용하고 있다. 필자가 정당성이라는 역어를 사용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합법성은 legality의 역어로 쓰일 수 있는데, 이런 의미의 합

법성은 정당성을 위한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기 때문이다. 즉 합법적인 정부나 

법도 정당성이 없을 수도 있고, 불법으로 들어선 정부도 좋은 정책을 통하여 정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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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정, 민주정 등에 두루 적용되는 일반적 개념(concept)인데, 이런 일반적

인 정당성의 개념 외에 각각의 정치체제 적용되는 특수한 정당성의 개념

(conception)이 있다. 일반적인 정당성의 개념에서 정당성을 이루는 공통

적인 요소들은 정치적 정의와 공동선인데, 특수한 개념으로서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정의와 공동선 외에 자율성이다. 민주적 정당

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정의, 공동선, 자율성이라는 데에는 거의 보편적인 

합의가 있지만, 이들의 해석에 해서는 의견이 강하게 불일치한다. 이런 

해석에 한 의견의 불일치는 주로 강한 해석과 약한 해석의 립으로 나타

나는데, 필자는 이들 중 약한 해석이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1) 민주적 정당성과 정의

정당성과 정의의 관계에 해서 강한 입장은 어떤 법률이 정당성을 가지

기 위해서는 그 법률이 그 사회의 정의의 관점에서 정의로워야 한다는 입장

으로, 부정의한 법은 정당한 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롤즈를 위시

한 많은 이론가들은 이런 강한 해석이 기본적 정의와 헌법의 중요사항에 적

용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법률이나 정책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며 이

런 강한 입장을 부정하고 보다 약한 입장을 취한다. 약한 입장은 어떤 법이 

합법적으로 결정이 되었고, 참을 수 없는 부정의에 이르지 않으며, 그 사회의 
법들이 체계적으로 최소정의에 반하지 않는 한, 그 법률은 정당성을 갖는다

는 것으로서 때로는 부정의한 법들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8)

그렇다면 이런 약한 해석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근  민주사회의 

최소정의가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근 의 정의관은 모든 사람이 평등

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9) 이런 평등한 사람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할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필자는 정당성이라는 역어를 선

택한다. 하지만 이런 오해만 피할 수 있다면 합법성은 좋은 역어라고 보는데, 어원적으

로나 역사적으로 legitimacy는 합법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원섭 (2004) 
pp.77-78를 참조하라.

8) Rawls (1995) p. 175. Rawls (1971/99). p. 308. pp.310-313. Peter (2009). pp. 59-61. 
필자는 이런 약한 견해가 법철학에서 유명한 라드브루흐 공식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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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요구한다. 보다 실질적 정의가 아닌 최소정의는 평등한 인간들이 가지

는 이익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하는 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

의 권리들의 보장을 요구한다. 첫째는 법 앞의 평등이고, 둘째는 양심과 종

교의 자유, 인신의 자유, 재산 소유의 자유 등 자유주의적 권리들, 그리고 

셋째는 집회, 결사, 정치적 표현의 자유, 평등한 참정권 등 민주주의적 권리

들이다.10) 

(2) 민주적 정당성과 공동선 

정의와 공동선이 어떤 때는 같은 의미로, 어떤 때는 정의가 공동선의 한 

요소인 것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의와 공동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

는데, 최소정의는 사회가 지켜야 하는 소극적 가치이고 공동선은 이런 소극

적 가치를 넘어 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

서 최소정의는 의무론적 개념이고, 공동선은 가치론적 개념이라 할 수 있

다. 전통적인 정치철학은 어떤 정치공동체이든 그 공동체의 공통선을 추구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부분의 민주주의론자들도 민주주의 정치공동

체는 민주주의에 맞는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1) 
물론 공동선이 무엇인지가 논쟁거리인데, 공동선의 개념에 해서 강한 

해석과 약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강한 공동선의 개념의 예로 한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상층부의 사람들의 복리가 증진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하층

부의 사람들의 복리도 동시에 향상되어야 한다는 롤즈의 차등의 원칙이 자

주 거론된다.12) 약한 공동선의 개념은 롤즈의 차등의 원칙보다 훨씬 약한 

9) Kymlicka (2002). pp. 3-4. 
10) 경제적인 면에서 최소정의가 생존권의 보장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넘

어서 롤즈의 차등의 원칙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 롤즈는 시민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사회적 최저보장은 헌법의 핵심내용일 수는 있지만, 차등의 원칙은 아니라고 말하는

데, 롤즈의 이런 언명은 차등의 원칙이 적어도 최소정의의 요소가 아니라는 견해를 지

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Rawls, (1993). pp. 228-29. 
11) 절차적 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의 공동선 개념에 한 논의는 Shapiro(2003), pp. 

10-34.
12) Cohen (2009) pp. 1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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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사회는 모든 성원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한 후, 이런 이익들을 

불편부당하게 보호하고 증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한 공동선의 개념을 명

확하게 하기 위해서 약한 공동선이 실현되지 않는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

자. 한 경우는 사회성원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지 않는 경우이고, 다
른 경우는 일부 사람들의 이익을 편파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예
를 들어 집권자들이 자신들과 관련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편파적으로 증진

한다면 그 정부의 정책은 공동선을 실현하는데 실패하게 된다. 
필자는 강한 공동선의 개념이 아니라 약한 공동선의 개념이 근  민주주

의 사회의 성원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선의 개념이라고 평

가한다. 이런 약한 공동선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민주적 정당성과 공동선의 

관계를 고려해본다면, 정당성과 공동선의 관계에 해서도 강한 입장과 약

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강한 입장은 어떤 법률이 정당하려면 그런 법률은 

언제나 공동선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약한 입장은 법

과 정책이 최소한 이런 공동선의 개념을 심하게 위반하거나, 체계적으로 위

반하지 않는다면 정당성을 갖는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정당성과 

공동선의 관계에 해서도 약한 입장이 현  민주주의 사회의 성원들이 받

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견해라고 평가한다. 

(3) 민주적 정당성과 자율성

이제 민주적 정당성과 자율성의 관계를 살펴보자. 우선 개인적 자율성 

개념에 한 강한 해석과 약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강한 해석은 어떤 사

람이 자율적인 경우는 자신이 만든 법이나 동의한 법에 복종한다는 것이고, 
약한 해석은 비록 어떤 사람이 자신이 만든 법이나 동의한 법에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이성을 사용해서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자율

적이라는 것이다. 
개인적 자율성에 한 강한 개념에 근거해서 민주적 정당성과 자율성의 

관계에 해 강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강한 견해는 법이 정당화되기 위해

서는 그 법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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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 즉 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

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강한 견해는 통상적으로 ‘자유주의적 정당성’의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13) 그리고 개인적 자율성에 한 약한 견해에 근거

해서 정당성과 자율성의 관계에 한 약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견

해는 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법을 위한 관련된 (relevant) 이유가 제

시되어야 하지만, 이런 이유가 합당하고 합리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

여져야 하는 이유가 된다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필자는 강한 견해가 아니라 약한 견해가 적절하다고 보는 데 강한 견해

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강한 견해, 즉 자유주의적 정당성

의 개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 번째 해석은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숙고와 토론을 통해 그런 법에 합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해석

은 사람들의 합당성과 합리성이 완벽해 진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해석은 현실적인 민주사회에서 사람들이 실질적 정의에 해서 의

견이 불일치하고, 그들의 이해가 상충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충

족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적절하다면 정당한 법을 만드

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 해석은 지나치게 가언적

(hypothetical)이고 현실로부터 멀어져서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인 인민주권

을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런 강한 해석이 아니라 약한 해석이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Ⅲ. 다알의 절차적 민주주의

필자는 위에서 언급한 적절성의 조건들을 다알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

떻게 수용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그런데 다알은 관련된 주장들의 논리적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고, 그런 주장들을 텍스트의 여러 곳에 산재

해 놓았기 때문에, 필자는 다알의 이론의 논리가 명백히 드러날 수 있도록 

13) 에스트런드는 이런 개념이 개인적인 정당화가능성(individualized justifiability)의 원

리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한다. Estlund (2008)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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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논의를 재구성하겠다.14) 

1. 절차적 민주주의

다알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정치의 상황에 직면해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선택지 중 하나이다. 그런데 왜 인민들이 정치적 불평등에 기초하고 있는 

왕정이나 귀족정이 아니라 정치적 평등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채택하는가? 
다알에 의하면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의의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에 한 사실이다. 
정의의 원칙은 평등한 이익은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데 근  윤리에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평등하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평등하

다는 것은 모든 인간의 이익이 평등하다는 것을 함축한다. 평등한 이익이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이라면, 모든 인간의 이익은 평

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즉 모든 사람들의 이익은 평등하게 보호받고 평등

하게 증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만일 사람

들 사이에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해서 

그들보다 열등한 사람들의 이익을 잘 알고 그들의 이익을 증진해 줄 수 있

다면 플라톤적인 수호자주의, 현실적으로는 왕정 내지는 귀족정을 선택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분의 성인은 자신의 이익을 다른 사람들보다 잘 

알며, 또한 정치적 역에서 자신의 이익을 다른 사람들보다 잘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다. 즉 성인들은 정치적인 능력에 있어서 평등하다. 정리하자

면 인민들이 민주주의를 채택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본질적인 평등과 정

치적 능력의 평등, 그리고 평등한 이익은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정의

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인민들이 민주주의를 채택하기로 했다면 인민들은 인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들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기제를 가져야 하는데, 그
런 기제가 바로 민주적 절차이고, 민주적 절차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

14) 한국의 정치학계에서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표하는 이론은 다알의 이론이다. 정치학

계에서 다알의 절차적 민주주의에 한 최선의 논의는 최장집 (2007) pp. 8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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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야 한다. 첫째, 공동체의 정책을 결정하기 이전에 데모스의 성원은 그

들의 선호를 표출할 수 있는 평등하고 효과적인 기회를 가져야 한다(효과

적인 참여). 둘째, 최종적인 정책결정의 상황에서 데모스의 모든 구성원은 

평등하고 효과적으로 투표할 기회를 가지며, 그들 각각의 표는 동등한 가치

를 가져야 한다 (투표의 평등). 셋째, 선택의 상황에서 데모스의 성원들은 

어떤 안적 정책들이 있으며, 그 각각의 안이 어떤 잠재적 결과를 가져

올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계몽된 이익의 이해) 넷째, 복잡하

고 어려운 문제는 표나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지만 그런 선택을 포함해 

어떤 사안을 정책결정의 의제로 만들지, 이를 어떻게 결정할 지는 최종적으

로 데모스에게 맡겨져야 한다 (의제의 통제). 다섯째, 범죄를 저질러서 사회

에서 격리되어 있거나 정신적인 지체가 있어서 필요한 정치적 능력을 가지

고 있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사회의 부분의 성인들은 데

모스에 포함되어야 한다.15) 
그리고 이런 민주적 절차가 적절히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다음

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권리들이나 가치들이 보장되거나 아니면 존중되어

야 한다. 첫째, 민주주의적 절차에 내재적인 권리들로 표현의 자유 혹은 집

회결사의 자유들같은 민주주의적 권리들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민주주

의적 절차에 외재적인 권리들이나 가치들로, 즉 그 자체는 민주주의 개념의 
일부는 아니지만 민주적 절차가 적절하게 기능하게 할 수 있는 권리나 가치

들은, 예를 들어 정치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제적인 불평등의 

축소 같은 가치들은 민주적 절차와 충돌하지 않는 한 보장되거나, 최소한 

존중되어야 한다. 셋째, 민주적 절차의 개념의 일부도 아니고 그것의 적절

한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가 기초하고 있는 평등한 

이익고려 원칙을 존중한다면 받아들여야 하는 권리나 가치로 공정한 재판

을 받을 권리 등은 민주적 절차와 충돌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16) 

15) Dahl (1989). pp. 83-105. 다섯가지 조건은 Dahl (2003) pp. 37-8. 필자가 최장집교수

의 번역을 기초로 약간의 수정을 가했다. 최장집 (2007) p. 88.
16) Dahl (1989) pp. 167-192. 세 가지 종류의 권리와 가치에 한 목록은 p. 167. 첫째 종

류의 권리와 가치에 한 논의는 pp.167-175. 둘째 종류의 가치에 한 논의는 pp. 
178-80. 세 번째 종류의 권리와 가치에 한 논의는 pp.180-82. 이와 관련된 Cohe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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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적 민주주의와 적절성의 조건들

다알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현실적 적실성과 인민주권을 잘 수용한다는 

데에 해서는 거의 보편적인 합의가 있고, 필자가 그의 이론을 재구성한 

것을 보면 거의 자명하므로 여기서는 정당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
알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의, 공동선, 자율성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살펴보

겠다. 
다알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상당한 정도를 정의를 수용한다. 첫째, 이익

의 평등한 고려와 모든 사람들의 본질적 평등이 근 적 정의개념의 요구라 

할 때, 민주주의는 정의의 요구이다. 둘째, 정치적 권력이 인간의 기본적 가

치인데 이런 정치적 권력을 평등하게 배분한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분

배정의의 원리를 실현하고 있다.17) 셋째,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

는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는데 민주적 권리는 최고의 권리이다. 그리고 민주

적 절차와 상충하지 않는 한 위에서 말한 두 번째와 세 번째 권리들도 존중

한다. 넷째, 민주주의적 절차는 공정한 절차인데, 공정성은 정의의 중요한 

요소이다.18) 
다알 자신의 언명을 액면 그 로 받아들인다면 다알은 공동선을 부정하

는 듯이 보인다. 그는 강하고 실질적인 공동선의 개념, 예를 들어 차등의 원

칙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부적

절하다고 평가하고, 전통적으로 언급되는 질서, 번 , 평화, 공동체 등의 공

동선은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19) 
그러나 필자는 다알의 주장을 액면 그 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다알이 자신의 이론이 공동선을 실현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가 강한 

공동선의 개념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에서 이미 필자는 적절한 공

동선의 개념은 강한 공동선의 개념이 아니라 약한 공동선의 개념이라고 평

가했다. 그런데 이런 약한 공동선의 개념이 적절하다면, 다알의 민주주의론

논의는 Cohen (1995) pp. 600-605. 
17) Dahl (1989) p. 164.
18) Dahl (1989) p. 164.
19) Dahl (1989) p.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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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칙적으로 공동선을 실현한다고 할 수 있는데,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원

칙은 성원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것이고, 민주적 절차가 그런 이익

들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증진하는 기제이기 때문이다. 
다알은 강한 자율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한 개인이 자신이 만든 법

에 복종할 때 자율성을 유지한다고 본다. 따라서 다알에 의하면 투표에 진 

소수의 사람들의 자율성은 존중되지 않지만, 민주정은 왕정이나 귀족정 등 

다른 정치형태와 비교할 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정책과 법에 의한 

지배이기 때문에 다른 정치형태에 비해 현실적으로 최 한의 자율성을 보

장한다.20) 
이제 위의 논의를 종합해서 다알의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법이나 정책이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하는지 살펴보자. 절차적 민주주의는 정의의 많은 요

소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약한 공동선을 실현하고, 자율성의 보장에 있어서

도 다른 체제에 비해서 우월하다. 그런데 인민들은 실질적인 정의에 합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견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에 합의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바로 민주적 절차이다. 그리고 이런 공정한 절차

에 의해서 나온 결과는 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과 정책이 정당성을 획득한

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할 것은 법이나 정책의 정당성은 이런 민주적 절차

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민주적 절차의 배경적인 정의에 상당한 정도로 의존

한다는 것이다.21) 

Ⅳ. 실질적 민주주의의 비판과 대안

이제 심의민주주의자들의 절차적 민주주의에 한 비판을 살펴보자. 절
차적 민주주의가 현실적 적실성과 인민주권를 잘 수용한다는 것은 심의민

주주의자들도 인정하기 때문에,22) 심의민주주자들의 비판은 민주적 정당

20) Dahl (1989) pp. 88-91.
21) 다알의 이론의 이런 측면이 어권의 논의나 국내의 논의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

는데, 필자는 다알의 이론의 재구성을 통해서 이것을 밝히고자 했다. 
22) Gutmann (2004) p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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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심의민주주의자들은 두 가지 비판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 비판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의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고, 두 번째 비판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율성을 적절히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비판은 사실 두 개의 비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절차적 민주주

의에 의하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결정된 법은 정당하다, 그런데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된 법이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데, 그 경우 

그런 법은 지나치게 부정의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23) (2) 다알은 민주적 절

차의 전제조건으로 민주적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절차에 실질적 정의의 요

소를 포함시켰다. 따라서 다알은 이미 절차가 실질적 정의의 내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가 민주적 권리만을 인정하고 다른 권리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의적(arbitrary)이다. 오히려 다알의 이론의 자체 논

리에 따라서 자유권도 민주적 절차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 공

동선도 그렇게 인정해야 한다.
두 번째 비판에는 코헌의 강한 비판과, 니얼즈의 약한 비판이 있다. 코

헌의 강한 비판은 정당성과 자율성의 관계에 한 강한 해석인 ‘자유주의

적 정당성’에 기초하고 있는데, 다알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런 자유주의

적 정당성의 개념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니얼즈의 약한 비판은 민

주적 정당성과 자율성에 관한 약한 해석에 기초하고 있는데, 절차적 민주주

의가 이런 약한 해석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24) 
위와 같은 비판에 근거해서 코헌은 집적민주주의가 아니라 심의민주주

의가 적절한 민주주의론이라고 주장하며, 심의민주주의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어떤 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평

등하게 고려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를 제공

해야 한다 (심의적 포함의 원칙). 둘째,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유는 실질적인 공동선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공동선의 원칙). 셋째, 정치적 

역에서도 공정한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평등한 참여의 원칙).25)

23) Cohen (2009) p. 157. 
24) Daniels & Sabin (2002)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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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필자는 우선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

주의에 해 간략한 평가를 내려 보겠다. 필자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현실적 

적실성과 인민주권을 잘 수용하지만 정당성을 잘 수용하지 못한다고 평가

한다. 즉 필자는 심의민주주의자들의 비판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들의 비판이 상당히 적실해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는 적절한 민주

주의론이 아니라고 평가한다.
코헌의 실질적 민주주의는 지나치게 높은 정당성의 이상을 설정하기 때

문에 현실적 적실성과 인민주권을 수용하지 못한다. 코헌은 법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심의적 포괄의 원칙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심의적 포괄의 원칙은 다름 아닌 자유주의적 정당성원칙이다. 그런데 이 원

칙은 앞에서도 이미 논의한 바처럼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데, 현실적 해

석과 이상적 해석이다. 그런데 현실적 해석을 따를 경우, 인민들은 현실적

으로 정당화된 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 적실성을 수용하지 못한

다. 그렇지만 두 번째 이상적 해석을 따를 경우, 실제 인민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비현실적으로 이상화된 인민들에 의한 통치가 되어서 인민주권을 

수용하지 못한다.26) 그래서 둘 중의 어느 해석을 선택하건 심의민주주의는 

적절한 민주주의론이 아니다. 
따라서 다알의 절차적 민주주의와 코헌의 심의민주주의가 그 자체로는 

적절한 민주주의론이 아니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필자는 이 두 가지 이론을 

지양하는 민주주의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런데 필자는 두 이론을 지양함

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다알의 절차주의적 접근을 받아들이면서, 심의민

주주의의 장점을 받아들여 절차적 자유민주주의론을 제시하려 하는데, 필
자가 제시하는 자유민주주의론은 자유권과 민주권이 불가분리한다는 자유

민주주의론이다. 그런데 이런 절차적 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절차주

의이기 때문에 필자는 코헌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해 제기한 비판에 응답

25) Cohen, (2009) pp. 164-172.
26) Estlund, (2008)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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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필자는 코헌이 제기한 두 가지 비판에 차례로 응

답하겠다.

Ⅵ. 절차적 민주주의가 부정의하다는 비판에 대한 응답

코언의 비판에 해서 필자는 부분적으로 적실하다고 보는데, 필자가 적

실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 선택된 법이 자유권을 

침해한다면 그 법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과, 다알 자신이 민주권을 인정한다

면 그의 이론의 논리에 따라 최소한 자유권도 민주주의에 꼭 필요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자유권이 민주권과 개념적으로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하

버마스나 롤즈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유권과 민주권은 기본적으로 동근원

적이고 불가분리라고 보지만,27) 여기서는 코헌의 비판에 응답해서 자유권

이 민주권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만 논변하겠다. 자유권이 민주주의를 위

해서 꼭 필요한 권리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민주권은 자유권을 전제로 한다. 민주적 권리인 정치적 표현의 자

유를 고려해보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 이유는 정치적 견해를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 견해들은 정부의 정책이나 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견해의 형성은 자유주의

적 권리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띠라서 자유주의적 권리

가 보장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정부나 다수에 반 하는 정치적 견해를 형성

할 수 없다. 하지만 다알이 인정하는 민주주의적 권리는 이런 정치적 의견

도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적 권리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자유주의적 자유가 필요하다.28) 
둘째, 다알에 의하면 인민들이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이

27) Habermas (1998) p. 259. Weale은 같은 생각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근  부분

의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의 상속자라고 한다. Weale (1999) p. 167. 
28) Gutmann (2003) p.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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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잘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기 때문인데, 자유주의적 권리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적 권리를 행사하는 의미가 없거나 빈약

한 의미만 남게 된다. 자유주의적 권리가 보호하는 이익을 고려해 보자. 자
유주의적 권리인 양심의 자유, 그 중에서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내적

인 이익을 보호한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종교는 그 믿는 사람의 내

부에서 보자면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된 것이다. 예를 들

어 유신론적 종교를 믿는 사람의 경우, 자신이 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신

이 자신이 그 종교를 믿도록 선택했다고 믿는다. 이런 믿음은 그의 실천적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것인데, 그에게 그런 종교를 믿는 자유를 

규제하거나 더 나아가 금지하는 것은 그의 정체성의 본질적인 부분을 포기

하라는 것과 같다. 즉 더 이상 자기 자신이기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사실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종교적 신앙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어

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고, 그런 극단적인 길을 피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람

들은 종교적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보다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비민주적인 

사회에 살고자 원할 수 있다. 즉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유주의적 권리를 위

해서 민주주의적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권리가 

보호하는 가치가 이와 같이 중요하다고 할 때,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민

주주의 체제는 공허하거나 빈곤한 것이다. 
위와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자유권은 민주주의의 개념의 일부는 아니더

라도 민주주의에 꼭 필요한 두 번째 종류의 권리나 가치에 포함되어야 한

다. 따라서 필자는 다알의 이론의 내재적인 논리에 의해서 다알의 절차적 

민주주의 이론은 자유민주주의 이론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한번 말하

자면, 이런 자유민주주의론은 사유재산을 절 시하는 의미에서의 자유지

상주의적인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I. 벌린이나 윤평중 교수가 주장하는 

자유권이 우선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29) 이런 자유민주주의론은 자

유권과 민주권이 실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는 자유민주주의론으로 롤즈

적(Rawlsian) 자유주의론이라고 할 수 있다. 

29) 윤평중 (2009) pp. 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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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자율성에 기초한 비판에 대한 응답

자율성과 관련된 비판은 코헌의 강한 비판과 니얼즈의 약한 비판이 있

는데, 필자는 강한 자율성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코헌의 비판은 적실성이 

없지만 약한 자율성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코헌의 비판은 적실하다고 평

가한다. 
그런데 필자의 응답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약한 자율성의 개념을 수용하

는 데 논리적 문제가 없으며,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본다. 사실 피

상적으로 보면 절차적 민주주의는 약한 자율성의 개념조차도 수용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런 인상을 주는 이유는 절차적 민주주

의에서 개인들의 정치적 의사를 ‘선호’라고 표현하기 때문이다. ‘선호’라는 

용어는 우리의 일상적인 어법에서 “나는 아이스크림 중에서 딸기향 신 

바닐라를 선호한다”는 식으로 쓰이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는 왜 딸기향 

신 바닐라 향을 선호하는지 이유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선 이런 입맛은 합리적인 선택이나 토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

만 법이나 정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법과 정책의 문제는 합리

적 토론의 상이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관련된 법과 정책을 제

안하는 사람들에게 이유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30) 
그런데 절차적 민주주의자들은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을 부정하

지 않는다. 사실 이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숙고와 토론을 부정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토론과 숙고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

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적절한 이유를 제시해야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절차적 민주주의자들도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명시

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31) 

30) Daniels & Sabin (2002) p. 35.
31) Christiano (1996) pp. 83-7. 크리스티아노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심의가 양립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의가 절차적 민주주의의 중심요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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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나가는 말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이 논문의 한계를 지적하겠다. 필자는 절차

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사이의 논쟁의 맥락을 배경으로 하여 절차

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양’하는 민주주의론을 제시하고자 하

다. 그러기 위해서 필자는 우선 민주주의론의 적절성의 조건들을 밝혔는

데, 이런 적절성의 조건들은 적절한 민주주의론은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적

실성과 인민주권을, 그리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적 정당성을 적절

히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알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적실하고 충분히 민주적이라는 장점을 갖지만, 민주적 정당성을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코헌의 실질적 민주주의는 민주적 

정당성을 충분히 수용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실하지 

않고 불충분하게 민주적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기본적

으로는 다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코헌의 심의민주주의적 

요소들을 상당한 정도로 수용하는 절차적 자유민주주를 제시하는데, 이런 

절차적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

다는 자유민주주의론이다. 
그런데 필자는 이 논문이 두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필자의 심의민주주의에 한 논의와 평가가 지나치게 개략적이라는 것이

고, 둘째는 필자가 제시하는 절차적 자유민주주의론이 하버마스와 롤즈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유권과 민주권이 실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자유민주

주의론이라 했지만 이에 한 실질적인 논의가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한계들을 후속논문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32).

32) 철학사상의 익명의 심사자들의 논평에 감사드리고, 본 논문에서 수용하지 못한  심사

자들의 제안은 후속연구를 통해 수용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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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ynthesis of ‘Procedural’ Democracy and 
‘Substantive’ Democracy:

Discussion of R. Dahl's and J. Cohen's democratic theories

Park, Sang-Hyuk 

Among the disputes between competing democratic theories, the 
dispute between ‘procedural democracy’ and ‘substantive democracy’ 
stands out. In the English speaking world, Cohen’s populist democracy 
represents procedural democracy and Cohen’s deliberative democracy 
represent substantive democracy. In the context of this dispute, I attempt 
to propose an adequate democratic theory. To do this, I first of all 
identify conditions for an adequate democratic theory. These conditions, 
on the one hand offer practical relevance and popular sovereigntyand 
on the other hand, democratic legitimacy. Given the adequate 
conditions, procedural democracy can well accomodate practical 
relevance and popular sovereignty, but cannot well accommodate 
democratic legitimacy. Substantive democracy might well accommodate 
democratic legitimacy but cannot well accommodate practical relevance 
and popular sovereignty. I basically adopt procedural approach, but 
amend its defects with strong points of deliberative democracy. 
Therefore, I propose a version of procedural liberal democracy which 
holds that liberalism and democracy are practically insepa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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