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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이 논문은 현대 정치의 복합적인 위기와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

적 관점으로 학계 안팎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시민정치’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민주주의이론의 관점에서 시민정치가 과연 ‘어떤 민주주의’를 전제, 구성, 지향하고 있는지에 주목

한다. 이를 위해 루소가 발전시킨 민주주의의 원리의 핵심요소를 재구성하고 이를 비교적 분석의 

준거로 삼는다. 우선 시민정치는 기존의 정치과정과 제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시민들의 적극

적인 관여와 참여를 민주정치의 핵심 범주로 복원시킨다는 점에서 그 기여를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

만 본 논문은 시민정치가 정치공동체의 기본구조 혹은 권위구조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어떻게 민

주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다 날카롭게 가져야 한다고 또한 주장한다. 이를 위해 루소

가 발전시킨 ‘자기입법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원리를 어떻게 현대사회에 적실한 방향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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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시민정치’ 혹은 ‘시민민주주의’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 정치의 복합적인 위기와 한계를 극

복하고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적 관점으로 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

론이나 시민사회, 국제기구 및 국내외 정치권 곳곳에서도 참여, 협치, 연대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기존

의 정치제도와 과정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자주 듣게 된다. 이러한 기획의 가장 큰 문제의식이자 

기여는 시민들을 고립되고 소극적인 정치 소비자에서 적극적이고 구성적인 주체이자 참여자로 바꾸어 

낸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시민정치의 기획에 큰 틀에서 동의하고 또 기대를 가지면서도 

몇 가지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것을 제안한다. 핵심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시민정치는 과연 

그 주창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혁신(democratic innovations)’1을 가져오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의 혁신인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렇지 않은가?

시민정치에 대한 기대가 학술적으로 상당하고 또 그 사회적 반향 또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정도라

면, 이는 오늘의 정치 담론을 지배하고 있는 위기와 불안 그리고 불만의 맥락에서 우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시민정치가 기존의 ‘제도권 정치’와는 다르게 현대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상당히 무르익은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강조를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초월해서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거칠게 말하자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진영의 경우 시민정치를 복지국가의 대체물이자 공동체 의식의 학교로서 간주하는 

경향이 있고,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진영의 경우 이를 자율과 평등, 자치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매개로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된다. 요컨대 민주주의의 요체는 곧 시민의 참여라는 생각이 학문적으로나 

대중적으로 상당한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에서 나름의 이유로 전유되고 있다는 것은 시민정치라는 현상 내지는 

개념의 응집력이 떨어진다는 말이기도 하다. 즉 시민정치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개념인지, 또 그 

내부의 다양한 담론과 실천을 모두 묶어줄 수 있는 뚜렷한 현실 진단 및 이론적, 실천적 전략과 지향점 

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시민정치, 시민민주주의, 참여정치, 참여민주

주의, 거버넌스 등의 연관개념들 간에 관계를 설정하는 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는 현장에서 실천

을 통해 빠른 속도로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하는 이 논문이 맞닥뜨

리는 어려움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서는 시민정치에 대한 개념 정의라든지 그 하위 개념과 실천의 

양상에 대한 분류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2 대신 이 글은 ‘시민정치’라는 용어를 포괄적 개념으로 

잠정적으로 사용하며,3 다음과 같은 정의를 받아들이면서 출발한다: “시민정치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1 이 표현은 스미스(Smith 2009)의 책 제목이기도 하다.
2 이를 위해서는 김의영 외(2015), 주성수(2006), 주성수ㆍ정상호(2006), 김상준(2011), 하승수 외(2009), Fung and 

Wright(2003), Smith(2009), Goodhart et. al.(2012)를 우선 참고할 수 있겠다. 다양한 제도적 실험에 대한 비교적인 평가와 

이론화를 위한 노력도 이 연구들에서 찾을 수 있다. http://www.participedia.net/도 유용하다.
3 영문으로는 ‘citizen politics’라는 표현도 있고 이것은 이 논문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달톤(Russell J. Dalton)의 책 제목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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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참여와 협치 방식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보다 나은 지역사회를 구축해 나가는 광범위한 

정치적 행위와 과정을 의미한다”(김의영 외 2015, 40). 이처럼 개념을 넓게 설정할 경우 시민정치라는 

개념으로 포착될 수 있는 구체적 활동과 전략은 다음을 포함한다: 참여예산제 등의 각종 주민자치와 

협치,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이나 의정 감시와 같은 주민 직접행동, 사회적경제의 사례, 타운미팅 등의 

민회, 시민배심원제, 시민 총회, 미니-공중(mini-publics), 전자민주주의, 추첨민주주의 등의 사례 등.

사실 민주주의의 핵심적 범주로서 시민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은 아니다. 이는 

우선 20세기 후반 이후 ‘시민사회’ 개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대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4 크게 두 가지 흐름을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 그 하나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구(舊)공산권, 아시아, 남미 등의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점이다. 이 때 시민의 

에너지는 대체로 변혁적 사회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형태로 표출되었고 때로는 정치적 제도화의 성과를 

상당히 이루어 내기도 하였다. 다른 하나는 이와 비슷한 시점부터 이른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담론이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시민의 

역할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5 지역단위의 자원봉사단체에서부터 국제NGO에 

이르기까지 여러 수위의 결사체를 통한 정치적 실험이나 다양한 시민직접행동의 사례를 찾을 수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나 ‘참여민주주의’, ‘사회적 자본’ 등의 개념이 주목을 받아왔으며, 이론적 차원에서

도 ‘공동체주의’나 ‘공화주의’, ‘숙의민주주의’ 등을 둘러싼 논쟁에서 시민의 참여가 꾸준히 강조되어왔

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내부적인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분석 또한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현

장에서의 다양한 시도와 이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시민정치’라는 개념으로 적어도 하나의 느슨한 클러

스터를 형성해왔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상의 예비적 논의를 바탕으로 첫 단락에서 제기한 질문을 조금 더 다듬어 보자면, 본 논문이 의도

하는 바는 이른바 민주주의이론의 관점에서 시민정치를 분석하는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민정치의 주창자들이 전제, 구성, 추구하는 민주주의적 가치와 그 지향점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이다.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시민정치는 과연 ‘어떤 민주주의’를 목표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민주주의이론’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하나의 통일된 관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

만 이 글은 아래에서 보듯이 루소가 제시한 정당성 있는 정치질서의 근본 원리 – 이를 ‘자기입법으로서

의 민주주의’라고 부를 것이다 – 를 잠정적인 준거로 삼아 시민정치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

는지를 비교적,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몇 가지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아래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시민정치 주창자들이 대체로 공유하고 있는 현대 민주주

의에 대한 진단과 이들이 대안적으로 추구하는 정치적 실천이 지향하는 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민정

하지만(Dalton 2008), 대체로 ‘participatory politics’ 내지는 ‘citizen engagement’ 등의 표현이 더 많이 쓰인다.
4 따라서 시민정치를 둘러싼 논의는 시민사회 개념에 대해 한동안 진행되고 있는 논쟁과 중첩되는 지점이 상당히 있다. 예컨대 

Beiner(1995), Cohen and Arato(1994), Edwards(2013) 등을 참조.
5 예컨대 학계 안팎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버(Benjamin Barber)의 Strong Democracy의 초판이 출간된 것은 1984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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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재구성을 위해 시민정치 

내부의 다양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특히 워렌(Mark E. Warren)의 이론화 작업에 주목한다(Ⅱ). 다음으

로 시민정치의 민주주의와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준거점으로, 루소가 발전시킨 민주주의의 원리를 간략

히 재구성해 본다(Ⅲ). 마지막으로 이상의 비교적인 관점을 통해 시민정치의 이론과 현장에서 앞으로 

더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를 몇 제기하고자 한다(Ⅳ, Ⅴ).

Ⅱ. 시민정치의 민주주의

1. 배경

앞서 언급하였듯이 시민의 정치참여가 새삼 강조되는 것은 그저 ‘민주주의’라고 뭉뚱그려 불리는 오

늘의 정치에 대한 불만의 표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정치가 현대민주주

의의 현실에서 발견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즉 시민정치는 어떤 문제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대응이고자 하는가? 다소 길기는 하지만 아래에 인용된 단락은 유용한 출발점을 제공해 준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위기에 놓여 있다. 투표율과 정당 가입률은 하락하고 있고, 의회정치는 마비된 상황

이다.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 또한 최하위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대의민주주의

에 있어 대표의 실패 현상에 대한 실망은 자칫 거리의 저항 정치로 나타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지구화, 민주화, 정보화, 복합 위험 시대에 있어 기존 국가 중심의 통치 모델은 한계에 이르렀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정보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식견 있는 비판적 민주시민이 등장했다. 이제 이들은 

국가의 통치 대상으로 남아 있기보다 문제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를 원하며,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직접행동과 직접민주주의 기제를 선호하기도 한다. 정부 또한 새로운 복잡다기한 문제에 혼자 대처하

기 힘들며,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소위 거버넌스, 즉 민관 협치(協治)의 

시대가 온 것이다(김의영 외 2015, 40).

이 인용문이 잘 보여주듯이 시민정치의 현실 진단에서 널리 공유되는 내러티브는 바로 현대 민주주

의에 대한 위기의식,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의정치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다(Dalton 2004; Norris 2002; 

Smith 2009). 익명화된 정치과정과 비대해진 관료제, 통제하기 힘든 초국적 자본과 다층적 지구화의 

동학 등 복잡한 현실을 생각해볼 때, 집합적 삶의 조건이 결정되는 곳 어디에서도 시민들이 직접 목소

리를 내고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위기의 징후는 여러 측면에서 분석되고 

인용된다: 투표율 하락, 정치권에 대한 신뢰 저하, 정당이나 노조 등 전통적인 정치적 동원기관에 대한 

관심 및 가입률 하락 등. 이러한 현상을 집약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 효능감의 저하나 정치적 무관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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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일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사회적 자본의 쇠락이나 공공성의 위기에 대한 담론, 궁극적으로는 

현대 민주주의의 정당성의 위기에 대한 분석 또한 자주 접하게 된다.

그렇다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시민정치의 

주창자들이 개별 정치가들이나 정치문화 수위에서보다는 주로 현대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서 그 궁극적 

원인을 찾는다는 점이다. 그 변화를 묘사하는 핵심적인 어휘는 사실 상당히 익숙한 것들인데, 현대사회

의 대규모화, 분화, 복잡화, 다원화, 지구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Warren 2002).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시민들에게서 그에 상응하는 가치나 태도의 전환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다음 소절에서는 이 부

분에 대해 논의한다.

2. 분석

시민정치의 주창자들에 따르면 위에서 말한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는 중대한 정치적 조건의 변화

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복잡화, 다원화, 지구화된 현대사회는 그에 걸맞는 형태의 정치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근대정치를 규정해왔던 제도와 규범적 이상이 더 이상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의정치의 한계는 그것이 국가라는 제도와 선거(그것도 중앙 선거)

라는 과정을 가운데에 놓기 때문에 중앙정치 중심의 오래된 민주주의의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다는 데에 있다. 이에 반해 시민정치는 현대사회를 특징짓는 가치관, 이해관계, 갈등의 축이 분화하고 

복잡해진 것에 발맞추어 시민들의 관여와 참여 또한 보다 유동적이고, 복합적이고, 분화된 형태로 이루

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생활 속에서 겪는 삶의 문제를 지역 단위에서 밀착감 있게 포착해 

내고 지혜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는 시민들 스스로이지 비대해지고 익명화된 

국가 수준의 정치과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시민정치는 지금 말한 바와 같은 구조적 변화와 이에 따른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오히

려 민주적 참여의 확대를 위한 기회로 해석한다(Dalton 2008; Norris 1999; Norris 2002; Warren 

2002). 즉 이들은 일각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후기자본주의 시대가 노정하는 각종 사회적 병리 현상

에 압도당한 채 민주정치의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만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기를 민주

주의의 이상을 새로운 방향으로 구성하고 활성화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 

주는 핵심적인 명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투표율 저하, 정당가입률 하락, 정치적 신뢰의 상실 

등 최근 2~30년 동안 증폭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의 징후들은 민주주의 일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의 반영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정치제도와 과정, 즉 구태정치 내지는 특정 정부와 정치지도층에 

대한 회의와 불만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표들이 상징하는 바는 시민들이 엘리트 정치인

들과 대의제의 관성적인 작동 방식에 대해 점점 더 비판적으로 변화해가고 있으며, 다양성, 성과, 책무

성 등에 있어서 더욱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민주주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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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치와 민주적 가치에 대한 신념은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Norris 1999).

여기에서 잉글하트와 그의 동료들이 축적한 연구가 기여한 바는 매우 크다(Inglehart 1997). 이들의 

연구는 정치적 에너지와 사회적 요구가 전통적인 균열축으로 쉽게 집약되지 않는 모습을 극명하게 보

여준다. ‘탈물질주의’, ‘탈권위주의’, ‘개인주의’ 등으로 대변되는 가치관의 변화는 빠르게 변화하고 서

로 복잡하게 얽히는 시민들의 요구와 지향이 기존의 정치제도와 정책틀에 의해 쉽사리 포착되지 않는 

오늘의 상황을 잘 드러낸다. 비핵과 평화주의의 문제,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문제, 환경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갈등의 지형도를 파악하고 수용하는 데에 제도권 정치가 매우 느리고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생

각해보면, 정치권에 대한 냉소와 회의가 팽배해지는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이 

또한 보여주는 현대정치의 중요한 단면은 시민들이 다양한 수위에서 다양한 형태로 기존의 정치과정 

밖에서 자신들의 요구와 기대를 표출해왔고, 새로운 형태의 관여와 참여를 이미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

이다. 시민사회 곳곳에서 작은 자원봉사단체에서부터 국제NGO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결사체가 조직되

고 특히 지역 단위에서 새로운 정치적 활동의 실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터넷 등 새로운 미

디어를 활용한 토의와 참여 또한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즉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는 현상과 담론의 

이면은 새로운 민주정치의 가능성의 모색이며 그것은 학문적 분석과 이론화 이전에 현장 속에서의 실

천이라는 형태로 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시민정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문제의 핵심은 변화한 사회적 조건과 변화하지 않는 정치제

도 사이에서의 괴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는 다변화, 유동화되고 있는데 기존의 

정치과정은 이것을 효과적으로 조직해내지도 수용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정치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다 미시적이고 분화된, 동시다발적인 참여와 실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실험과 정책들 사이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3. 지향

그렇다면 시민정치가 성취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시민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범주가 ‘참여’라고 

했을 때 ‘무엇을 위한 참여인가’ 내지는 ‘참여를 통해서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중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시민정치는 ‘문제해결의 정치’를 강조한다(김의영 외 2015).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경우 생활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를 감지, 파악,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 추진

하는 데에 더 낫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관료들이 아니라 시민들과 그들의 결사체들이 정책의 형성, 

조정, 집행의 주체가 될 때 행위자들 간의 조정과 갈등해소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해결’이라는 목표는 단순히 실용적인 의미에서의 효율성을 뜻하지는 않

을 것이다. 시민정치는 현장 중심, 이슈 중심의 참여가 꾸준히 확산될 경우 다음과 같은 가치들을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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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둘째, ‘비지배(non-domination)’의 가치 또한 언급된다(Warren 2010; Bohman 2007). 시민정치의 

이론적 자원으로 공화주의적 자유의 개념이 새롭게 주목을 받기도 하는데, 비지배의 개념은 그 중에서

도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짧게 말해 비지배란 자의적인 권력에 의해 지배받지 않을 자유 

내지는 타인의 자의적 의지로부터의 자유 상태를 가리키는데(Pettit 1999), 시민정치는 현장에 밀착된 

사안들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 감시, 참여를 통해 사회, 정치, 경제적 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다. 

셋째, 시민정치의 진보성 또한 자주 강조된다(Warren 2002; Norris 2002). 이슈 중심의 다양한 결사

체와 민관협치의 기회가 선거-국가 중심의 중앙정치에서 소외되기 쉬운 소수자 및 사회경제적 약자들

에게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의지를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 시민정치는 탈중심화

되고 자발적인 시민들의 주도권을 중심으로 기획, 운영되기 때문에 다원성과 ‘차이의 정치’가 구체화되

는 좋은 통로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것이 바로 시민들의 참여가 사회정의 및 평등이라는 보다 큰 

가치로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보다 근본적인 지점에서 시민정치는 참여야 말로 ‘시민형성의 정치(formative politics)’의 본

령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시민들의 광범위한 정치참여가 항상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

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참여의 경험은 시민들의 무관심과 무력감을 극복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페이트만(Carole Pateman) 등이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했듯이 시민들

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무지한 이유는 그들이 본래 그러하기 때문이 아니라 유의미한 참여의 경험을 

통해 관심과 정보력, 판단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Barber 1984; 

Pateman 1976; Sandel 1996). 시민들이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덕성을 함양하고 공적 마인드를 회복하

기 위해서는 말초적인 수사가 횡행하는 선거판이나 익명적인 관료제를 벗어나 그들 스스로가 주체적으

로 문제를 인식하고 차분하게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질 높은 참여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

이다.6

그런데 이상의 논의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시민정치가 활용하고 있는 이론적 자원이나 규범

적 지향성이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에 걸쳐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작업장 민주주의나 차이의 정치 등 

상당히 급진적인 함의를 갖는 페이트만이나 영(Iris Marion Young) 등의 이론에서부터, 활발한 시민사

회와 공론장의 역할을 통해 정치과정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등의 숙의민주주의이론, 비지배를 강조하는 페팃(Philip Pettit) 등의 공화주의 정치이론, 

6 이처럼 정치참여의 본질적인(즉 수단적이지 않은) 가치에 대한 강조는 흔히 ‘공화주의적’ 입장으로 불리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러한 명명은 썩 정확한 것이 못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른바 ‘신아테네적’ 공화주의와 ‘신로마적’ 공화주의의 차이에 대해서는 

김용민(2016)과 Honohan and Jennings(2006)를 참조할 수 있다. 이 분류에 따르자면 위에서 말한 ‘비지배’에 대한 강조는 

‘신로마적공화주의’에서 방금 말한 정치참여의 형성적, 본질적 가치에 대한 강조는 ‘신아테네적공화주의’에서 주로 발견된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시민정치에 대한 논의에서 말하는 정치참여의 가치는 양 측면이 엄밀히 구분되지 않고 모두 원용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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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결사체의 역할에 주목하는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이나 퍼트남(Robert Putnam)의 분석 

등 때로는 상당히 이질적일 수도 있는 자원이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원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 가지 중요한 이론적 과제는 이들을 매개로 하여 시민정치 내부의 잠재적 이종성을 체계적으로 분석

하고 그 다양성의 정치적 함의를 탐구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이 글의 범위

를 크게 넘어서는 것이기에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고, 남은 지면을 통해서는 이러한 작업에 유용한 

출발점을 제공해주는 워렌의 경우에 주목하고자 한다.

4. ‘자기입법’을 넘어서: 워렌(Mark E. Warren)의 경우

워렌은 민주주의이론의 관점에서 시민정치에 대한 이론화를 꽤 오랫동안 밀도 있게 진행해 왔다. 지

금까지 가장 널리 알려진 그의 업적은 결사체 민주주의(associative democracy)에 대한 논의라고 볼 

수 있지만(Warren 2001), 이 글에서 토론하고자 하는 그의 주장은 시민정치의 넓은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워렌의 이론화는 ‘시민정치’라 불릴 수 있는 이론과 실천의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흐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대표한다고 보아도 손색이 없다. 

워렌의 논의에서 우선 주목해야 할 지점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여와 참여를 내세우는 시민정치가 

전제, 구성, 추진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윤곽이 이와 일견 유사하게 참여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옹호한 

보다 전통적인 정치이론이 내세우고 있는 민주주의의 비전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 맥

락에서 워렌이 제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오늘날 민주주의는 더 이상 ‘자기입법(self-legislation)’

이라는 과거의 모델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7 그 이유는 현대의 정치과정에서 더 이상 예전

처럼 단일한 집합적 정치행위자로서의 ‘국민’이라는 범주를 상정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사회적 

갈등과 이슈가 다양해지고 서로 복잡하게 교차할 뿐만 아니라 지구화로 인해 지역 단위에서 지구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중첩된 정치적 동학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상황은 기

존의 선거-국가 중심의 민주주의 개념과 제도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다는 것이 그 주장이다.

고대 아테네의 경험이나 근대 서양의 사회계약론적 전통 등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방식은 기본적으로 인민주권의 원리에 기반한다. 이 원리의 핵심적인 범주는 바로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데모스(demos)’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그들의 동의가 공동체를 지배하는 법규범의 연원이라는 점에서 권력과 정당성의 원천이기도 하다. 자기

입법의 원리는 바로 이 지점, 즉 민주국가의 시민들은 법과 정치권력의 저자(authors)이기도 하고 수신

자(addressees)이기도 하다는 핵심적인 아이디어의 표현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정당한 법은 곧 인민의 

의사의 표현이 되고, 이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정치과정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

7 흥미롭게도 이 부분의 논의는 워렌을 위시한 다수의 시민정치 이론가들이 보비오(Bobbio 1987) 등 이른바 현실주의적, 최소주의

적 민주주의 이론가들과 공유하는 지점이다. 워렌은 보먼(James Bohman)의 2007년 책 Democracy Across Borders에 대한 

서평에 “Beyond the Self-Legislation Model of Democracy”라는 제목을 붙인다(Warre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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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워렌 등이 분석하기에 자기입법의 원리를 철 지난 것으로 만드는 현대의 정황은 더 이상 이 

원리가 전제하는 비교적 동질적이고 일원적인 국민으로서의 ‘데모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에서 지구적 수위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제, 사회적 결정과 비결정(non-decision mak-

ing)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장소 또한 명쾌한 분석이 용이하지 않을 정도로 복잡화, 다변화 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인민주권과 자기입법으로서의 민주주의가 고대 아테네와 같은 작고 동질적인 사회에

서 가장 순수한 형태로 발현되었다거나, 유사한 원리를 주장한 루소가 상정하는 이상적인 공동체 역시 

작고 동질적이고 단순한 사회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다면 전국적 단위에서의 선거와 국가

에 의한 법과 정책의 집행을 중심으로 선회하였던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또한 분명해진다. 다원

화되고 복잡한 사회는 다원화되고 복잡한 정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입법’과 같은 오래된 

이상에 집착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개척하는 데에 오히려 방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의미에서 워렌은 결정과정의 분권화, 탈집중화, 다원화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이제] 민주주의의 이미지는 유동적으로 서로 중첩하는 복수의 

멤버십에 기반한다. 그 안에서 개인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정치적 과업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며, 방해나 문제가 되지 않는 상호의존의 관계를 신뢰하는 힘을 가진

다”(Warren 2010, 52).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자면 워렌 등이 구상하고 있는 시민정치는 선거-국가 중심의 전통적인 대의

민주주의가 노정하는 한계에 직면하여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협치와 연대의 탈집중화되고 다

원화된 문제해결형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여기에 부합하는 이미지는 전통적인 민주주의이론이 상정하

는 바와 같은 국민-입법기관-정부의 단선적인 연결고리가 아니라, 사회 곳곳에 자리잡은, 또 민관이 함

께하는, 토의하고 조정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동시다발적이며 다층적인 네트워크의 모습일 것이다. 이

를 통해 시민정치는 자치와 비지배, 사회정의라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를 달성하고자 하고 궁극적으

로는 시민성과 공적 마인드를 폭넓게 배양하고자 한다. 이 맥락에서 시민정치는 단일한 데모스의 집합

적인 의지를 모아내서 집행하고자 하는 ‘자기입법으로서의 민주주의’와 선을 긋는다. 이렇게 시민정치

는 나름의 방식으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를 규정하고 그 규범적 내용을 재구성해내고 있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 워렌 등이 구상하는 시민정치가 거리를 두고자 하는 ‘자기입

법으로서의 민주주의’라는 이상을 가장 영향력 있게 발전시킨 근대 이후의 사상가 중 하나인 루소의 

민주주의 이론을 짧게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루소의 비전이 민주주의에 대한 ‘옳

은’ 이해를 제공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시민정치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준거

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루소 또한 참여의 가치를 강조하지만 그가 말하는 참여

의 의미와 외연은 시민정치에서 말하는 참여와 사뭇 다르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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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기입법으로서의 민주주의: 루소의 경우

1. 시민정치와 루소

그렇다면 시민정치의 스파링 파트너로서 왜 루소가 필요한가? 시민정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루소

는 상당히 흥미로운 사상가이다. 실제 상당수의 시민정치 관련 연구자들이 루소를 다양하게 언급하는데, 

그 맥락의 차이 또한 매우 흥미롭다. 한편으로 루소는 시민정치에서 강조하는 시민적 덕성(civic virtue)

과 적극적 정치참여의 가치를 설파한 사상가로 이해된다(박호성 2009; Bellah 2002).8 예컨대 루소가 

투표 때에만 반짝 자유를 향유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국의 정치현실을 비판한 대목이라든지, 시민들이 

참여를 귀찮아 하는 순간 이미 그 공동체는 쇠락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목 등이 대표적으로 자주 언급

된다(Rousseau 2011, 218-219).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에서 언급한 워렌과 같은 경우가 단적인 사례

인데, 루소는 또한 오늘의 현실에 들어맞을 수 없는 구시대적인 사회적 조건, 예컨대 작고 동질적인 

공동체와 이에 기반한 단일적인 데모스, 또 이들의 통합된 일반의지를 전제하는 사상가로 이해되기도 

한다(Warren 2010; Berlin 2002). 이 지점이 부각될 경우 루소의 민주주의 이론은 현대사회의 규모, 

복잡성, 다원성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구조적 조건 하에서 설득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견해이다. 

전자의 경우, 즉 시민적 덕성과 정치참여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게 될 경우 루소는 토크빌처럼 결사

체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사상가들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반대로 후자의 경우, 즉 단일적이고 

통합된 일반의지의 사상가로서 루소를 읽게 될 경우 그는 자유주의적 가치와 상극에 위치하는, 심지어

는 공산주의 내지는 전체주의의 씨앗을 뿌린 사상가로 읽히기도 한다.9 즉 루소는 시민정치의 아이디어

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반대로 시민정치가 거리를 두고자 하는 오래

된 민주주의관의 대표적 이론가로 이해되기도 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 되었건 루소는 시민정치의 담론

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상가임에 틀림없고, 이런 그의 지위는 시민정치 이론의 내부 동학

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아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양쪽의 루소 해석에 반대하며, 대신 루소가 제시하는 ‘자기입법으로서의 

민주주의’의 비전이 자발적인 결사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정치참여론보다는 급진적이고 포괄적

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산권을 포함한 개인의 사적 자유를 부정하는 집합주의적 공동체주의는 아니라

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해석적 작업의 목표는 워렌을 비롯한 다수의 시민정치 주창자들이 자기입법의 

원리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는지를 묻기 위함이다. 지면의 제약을 고하여 루소 

정치이론의 중요한 지점을 몇 가지의 명제로 제시하고 그 함의를 부연하는 형식을 취하고자 한다.10

8 이와 관련하여 루소의 사상이 지닌 공화주의적 성격 및 공화주의 전통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로는 김용민(2016) 참조.
9 예컨대 던(Dunn 2002, 16)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루소의 유산은 키부츠(kibbutz)인가 아니면 굴락(Gulag)인가?” 

이 논쟁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위해서는 던의 글과 그곳에 인용된 문헌을 참조.
10 루소의 정치철학 전반에 대한 국내의 연구로는 김용민(2004)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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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입법으로서의 민주주의

첫째, ‘사회계약’이라는 개념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이 어떤 질문에 대

한 해답으로 제시되었는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짧게 말하면 루소는 �사회계약론�을 통해 �인간

불평등 기원론�의 후반부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억압과 지배, 불평등의 심화라는 문명의 악순환의 고리

를 끊고 정당성 있는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계약을 

통해 인간은 자연상태를 벗어나 사회상태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고립되고 흩어진 

개인이 모여서 하나의 ‘피플’(a people)11이 되는 과정이다. 이들은 역할과 상황에 따라 주권자, 시민, 

백성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Rousseau 2011, 164-165). 사회계약은 또한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누

렸던 이른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루소는 이것을 ‘자연적 자유[natural liberty]’라고 부른다)가 

시민적 자유(civil liberty), 즉 법에 의해 보장되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행사되는 

자유로 대체되는 과정이기도 하다(Rousseau 2011, 167). 이렇게 보았을 때 루소의 사회계약은 개인이 

피플로, 자연적 자유가 시민적, 법적 자유로 전화하는 일종의 ‘원(原)계약(proto-contract)’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계약은 정부의 구체적인 통치행위는 물론이고 정부형태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보다도 선행하는 시원적 단계라고 보아야 옳다. 여하튼 루소는 이러한 원초적인 계약이 전통적인 

의미의 주권자가 – 예컨대 보댕(Jean Bodin)이 설파한 주권자의 이미지 –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부과하

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즉 평등하게 자유로운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단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

한다. 따라서 루소의 사회계약은 정치공동체를 민주적으로 구성해내는 원리에 대한 이론이라고 우선 

볼 수 있다.

둘째, 사회계약을 통해 형성된 주권자로서의 시민들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권리는 입법권이다. 이 

권리는 모든 시민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그리고 함께 행사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입법권은 

가끔 오해를 받는 것처럼 정치, 사회, 경제적 관계의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라

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 2권 말미에서 자신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입법의 원리가 오늘날 우리가 흔히 민법이나 형법이라 부르는 사회적 관계의 규율에는 해당되지 않는

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Rousseau 2011, 190-191). 대신 논의의 대상은, 따라서 주권자로서 시민

들이 집합적으로 행사하는 입법권의 범주는, 그가 ‘근본법(fundamental laws)’ 내지는 ‘정치법

(political laws)’이라고 부르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사회계약론�의 논의를 재구성해 보면 이 근본법

은 오늘날의 헌법처럼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통치구조의 형태를 결정하는 내용을 

물론 포함하지만 그 내포와 외연이 이러한 좁은 의미에서의 헌법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롤즈(John Rawls)가 말하는 ‘사회의 기본구조(the basic structure of society)’와 유사한 지위와 범위

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12 이 경우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영역(예컨대 분배의 

11 ‘국민’ 혹은 ‘인민’이라는 번역어가 있지만 둘 다 특정한 함의를 갖기 때문에 좋은 표현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다소의 어색함을 감수하고 ‘피플’로 음역하기로 한다.



36  한국정치학회보 2016 겨울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규율할 것인지) 또한 공동체 내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가 된다. 

요컨대 루소가 주권자로서 시민들이 갖는 입법권, 따라서 정당성 있는 정치공동체의 핵심원리로서 자기

입법의 원리를 강조했을 때, 그가 뜻한 바는 그 사회의 ‘기본구조’ 내지는 ‘배경조건’을 결정하는 데에 

모든 시민 각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그리고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유사한 맥락에서 입법권과 행정권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권자로서 

시민들이 집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는 그 사회의 기본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입법권이지 이를 강제력

을 통해 집행하는 행정권력이 아니다. 루소는 이 두 권력의 분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권은 입법권에 종속된 하위 권력이라는 점을 또한 분명히 한다(Rousseau 2011, 191-192). 

이 위계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곧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시민들의 주권을 찬탈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 지점을 잘 이해하는 것은 루소가 사용하는 개념들에 대한 혼란을 피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루소 스스로는 자신이 말하는 사회계약의 큰 틀을 충족시키는, 그리하여 시민들의 자기입법

이 실현되고 법치가 성립된 정체를 ‘공화국(republic)’이라 불렀다(Rousseau 2011, 179). 그렇지 않은 

정체는 ‘전제정’ 내지는 ‘무정부상태’가 될 것이다. 민주정은 공화국 중에서 입법권과 행정권의 분리가 

없이 시민들이 두 권력의 행사에 모두 직접 참여하는 정체를 말하는데, 예컨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처

럼 통치행위 전반에 있어서 시민들의 집합적 자기지배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회를 가리킨다. 루

소는 사실 이런 의미에서의 민주정을 그다지 좋은 정체가 아니라고 보았고, 심지어 귀족정, 그 중에서

도 선출 귀족정이 가장 낫다고 말하기도 한다(Rousseau 2011, 200-201).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귀족정이나 심지어 군주정에서도 그것이 ‘공화국’의 틀 안에 있는 한 사회의 기본구조에 대한 입

법권은 시민들이 집합적으로 그리고 직접 행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정체에서 귀족과 군주의 

역할은 법치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루소가 말하

는 귀족정은 용어상의 혼란을 제거하면 실상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내지는 대의민주주의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세 가지 지점을 통해 자기입법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내세운 루소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아래에서 추가로 언급되는 두 가지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는 

데에 중요하다. 넷째, 루소는 시민들의 입법권이 행사되는 구체적인 계기로서 모든 시민이 직접 참여하

는 ‘고정되고 정기적인 민회(fixed and periodic assemblies)’를 제안한다(Rousseau 2011, 216). 추상

적인 주권자로서의 시민들이 구체적인 정치적인 행위자가 되는 순간이 바로 민회에 모여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동안인 것이다. 민회가 소집되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투표가 먼저 진행되는데, 오늘날

의 언어로 표현하면 정부 형태의 문제와 행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신임의 문제가 그 구체적 

12 롤즈가 말하는 ‘사회의 기본구조’는 그 사회의 주요 정치, 사회제도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사회적 

삶의 혜택과 부담을 배분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을 포함한 법체계, 경제관계나 가족관계 등의 조직 방식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사회적 삶의 배경조건을 형성하며 구성원들의 삶의 기회와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 태도, 그들간의 관계 등에 강한 규정력을 행사한다(Rawls 2001, 8-9; Rawls 2007,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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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다. 이어서 앞서 말한 근본법의 문제들이 다루어진다(Rousseau 2011, 223-224). 즉 민회는 정치

공동체의 가장 근본적인 운영 원리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그것을 크고 작게 보수하는 기능을 담당하

는 것이다. 여기서 ‘고정되고 정기적’이라는 단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권력자들이 민회의 소집을 미루거나 취소한다면 그것은 곧 시민들의 주권이 행사되는 유일한 직접적 

계기를 차단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 루소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계약은 

정치공동체의 구성 당시에만 일회성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계속되

어야 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시민들이 사회의 기본구조와 배경조건에 대한 통

제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섯째, 루소는 이상에서 재구성해 본 바와 같은 사회계약의 원리를 유의미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조건으로 지나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방지를 꼽는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정치의 

영역으로 넘쳐 흘러 한편으로는 가진 자들의 지배와 오만함, 다른 한편으로는 못 가진 자들의 예속과 

굴종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공동체가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축으로 하는 파당으로 분열되어 

반목하게 되는 것도 막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나 자주 오해를 받는 것처럼 루소는 재산권을 폐지해야 

한다든지 절대적 평등을 달성해야 한다든지 하는 과격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법의 보호 아래 

자신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향유하고 각자의 삶의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자연상태를 벗어나

면서 얻을 수 있는 보다 고차원적인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이다(Rousseau 2011, 167-170). 

루소는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은 인류사에서 관찰되는 매우 자연스러운 경향이기 

때문에,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법, 제도적 간섭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 중 어느 

누구도 다른 시민을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해서도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팔아야 할 지경으로 

가난해서도 안 된다”는 구절에서 잘 드러나듯이 루소의 주장은 지나친 불평등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지 

절대적 평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다(Rousseau 2011, 189). 과도한 불평등을 막아야 하는 것은 그것

을 방치할 경우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간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해치고 지배와 예속의 관계에 의해 

사회적 관계가 잠식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루소는 민주적 자유와 평등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경제

적 조건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3. 함의

앞서 말했듯이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제시하는 민주주의의 비전은 한편으로는 시민적 덕성이라는 덕

목으로 포괄되지 않는 정치질서의 근본 원리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단일적이고 통합된 일반의지가 집합주의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정하는 반자유주의적인 

질서를 상정하지는 않는다. 루소의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운영 원리

를 결정하고 그것을 구속력 있는 법규범으로 전환하는 데에 직접 참여한다. 그러나 그러한 입법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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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의 삶의 구석구석에 침투하거나 사적 자유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도 아

니고, 시민들로 하여금 항시적인 정치적 동원상태에서 공익과 공사(公事)만을 돌보며 지낼 것을 요구하

지도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의지의 자율성과 개인의 독립성이라는 루소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를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13

루소의 정치사상이 현대에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을 여럿 가지고 있다는 점은 물론 부인

할 수 없다. 루소가 �인간불평등 기원론�의 앞부분에서 내세우고 있는 이상적인 정체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의구심이 증폭될 수 있다. 여기에서 루소는 상대적으로 작고, 비교적 동질적인 풍습(mores)을 

가졌으며, 경제적으로도 꽤 자립적이어서 대규모의 상업이나 팽창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불평등이 

심하지 않고 지리적으로도 유리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으며, 강한 소속감을 가진 시민들로 구성된 정치

공동체에 대한 선호를 분명히 드러낸다(Rousseau 2011, 31-39). �사회계약론� 말미에 등장하는 시민

종교에 대한 논의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읽힐 수 있다(Rousseau 2011, 243-251). 이러한 관점은 개인

의 선호와 가치관을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충돌 자체를 병리적인 현상으로 

간주하지 않는 오늘날의 자유주의적인 시각과는 꽤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루소의 비전을 그저 구시대적이거나 위험한 것으로 치부하기 이전에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는 루소가 말하는 공동체의 운영원리가 개인의 사적 자유를 부정하

거나 공공선의 이름으로 사회적 관계 전체를 통제하는 것으로 읽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루소의 주장

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테두리를 정하는 것 자체도 시민들이 직접 결정할 문제라는 것인데, 해석

의 여지가 있지만 실상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상정하는 법원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해관계의 충돌이 크지 않고 풍습 면에서도 동질적인 공동체에 대한 루소의 선호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전개하고 있는 정당한 정치공동체의 근본원리에 대한 논변, 즉 자유롭고 평

등한 시민들의 자기입법으로서의 민주주의라는 비전 자체의 설득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즉 루소의 

민주주의이론의 핵심적인 규범적 내용은 그것을 실현하는 데에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될 수 있는 우발

적인 사회, 경제, 지리, 역사적 조건의 문제와는 별개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14 그렇다면 적어도 

민주주의 이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보다 본질적인 지점은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제도화하고 유지

할 수 있는 자기입법의 원리이지, 루소가 어떠한 우발적 요인들이 그것을 촉진시킨다고 보았는지의 문

제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보다 유익한 접근법은 우발적 요인들의 비현실성 때문에 근본적인 

규범적 원리를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변화한 현실에서 그 원리에 접근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

한지, 또 만약 필요하다면 그 원리를 어떻게 더 유연하게 재구성해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의 논의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도출된다. 넘어가기 이전에 루소의 핵심적인 주장

을 짧게 재구성해 보자: 시민들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등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의 평등한 자유

13 의지의 자유가 루소의 사상에서 차지하는 핵심적인 지위에 대한 논의로는 Riley(2001) 참조.
14 루소 스스로도 입법의 원리가 수학공식처럼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Rousseau 2011,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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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장하는 한에서 자신의 삶의 계획을 추구할 수 있는 정치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질서의 근본 원리 혹은 사회의 기본구조를 결정함에 있어서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

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과정을 왜곡시킬 수 있는 지나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규범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정당한 정치질서는 그 구체적인 형태에서

의 다양한 변형을 고려하더라도 이 근본적인 원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루소의 생각이다.

Ⅳ. 시민정치의 민주주의 돌아보기

이제 마지막으로 루소의 비전을 거울 삼아 시민정치가 전제, 구성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지향점을 다

시 돌아보고 몇 가지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시민정치가 시민들의 주도권

과 참여의 가치를 핵심적으로 강조하지만, 표면적으로 유사한 강조점을 가진 루소의 민주주의이론과 

비교해 보았을 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와 규범적 지향에 작지 않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 변화의 핵심은 앞서 워렌의 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민정치가 ‘자기입법으로서의 민주주의’라

는 이상으로부터 명백히 거리를 두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참여’라는 핵심적인 범주

의 의미 또한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자 한다.

첫째, 시민정치는 스스로가 강조하는 ‘참여’의 의미와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참여는 

그 형태와 강도, 목표 등에 따라 실로 다양한 정치 행위를 가리킬 수 있다. 여러가지 관점에서 분류가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의 참여와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서의 참여는 매우 다른 정치적 함의를 갖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민관 협치의 원칙 하에 구성된 ‘숙의의 

날(deliberation day)’과 같은 행사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설문조사 등에 응하는 것은 실제로 정책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 수 있지만, 그 시민들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되풀이해서 말하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과 그 영향력을 법규범을 

통해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바꾸어 내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문제이다(Pateman 

2012). 물론 이것은 구체적인 참여의 형식과 제도의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다. 즉 시민정

치는 그 실천 방식에 따라 애당초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부터 실질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에 이르기까

지 넓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의 질문이 중요해진다.

둘째, 시민정치에서 말하는 참여는 ‘무엇’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인가? 이 지점에서 루소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워렌 등이 구성하는 시민정치의 민주주의가 큰 차이를 보인다. 앞서 말한 

것처럼 루소는 시민들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등하기 위해서는 그들 개개인이 사회질서의 가장 기본적

인 권위구조와 배경조건을 형성하고 변화하는 데에 평등한 정치적 힘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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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시민들이 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문제에 접근성을 확보하고, 정보를 얻고, 

참여를 통해 현안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하여 관료제와 정치과정의 반응성이 높아져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버넌스의 과정은 그 자체로서 아무리 유익하고 중요할지라도 루소 등이 말하는 강한 민주주의의 핵

심적인 원리를 충족시키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시민정치의 이론적 자원으로 자주 활용되는 하버마스의 개념을 빌어서 표현할 수도 있다: 

시민정치의 주된 활동영역은 ‘생활세계’의 문제에 해당되거나 ‘생활세계’와 ‘체계’의 경계 내지는 관계

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Habermas 1985, 301-403). 그러나 이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시민정치

는 이른바 국가와 경제로 대변되는 ‘체계’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사실 하버마스 스스로는 (그리고 워렌을 비롯한 많은 시민정치의 주창자들도) 복잡하고 분화되고 다원

화된 현대 사회에서 이는 불가피한 결론이라고 말한다. 지난 세기의 다양한 변혁이론이 상정했던 바와 

같이 사회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정치적 개입을 통해 방향성을 설정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적실

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의 자기제한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바람직한 것이다

(Habermas 1998, 372). 현실적으로 설득력 있는 상황판단에 기반한 것이라는 평가도 가능하지만, 하

버마스의 이런 주장은 적지 않은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이와 관련된 논쟁을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비판의 핵심은 국가와 시장을 익명화된 매체(각각 정치권력과 화폐)에 의해 자기규율적으

로 작동하는 ‘체계’로 개념화 해버리면서 하버마스가 이 영역들이 시민들의 참여 내지는 정치적 개입을 

통해 재구성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이다(McCarthy 1985; 

Scheuerman 1999). 이 때문에 하버마스의 민주주의이론은 공론장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

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달성하는 문제에는 놀라울 정도로 침묵하고 있다

는 것이다. 즉 하버마스 스스로의 개념을 빌어 표현하자면, ‘의사소통 권력’이 ‘행정 권력’이나 ‘사회적 

권력’에 대해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방안을 충분히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다. 요컨대 하버마스나 워렌의 경우가 보여주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복잡화, 분화, 다원화라는 현대사

회의 큰 흐름이 이른바 사회의 기본구조 내지는 권위구조의 문제를 집합적 결정, 즉 정치적 결정의 영

역으로부터 탈각시켰다고 개념적으로 미리 전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물론 문제를 이렇게 높은 

추상수위에서 제기할 경우 어느 한 방향으로 대답을 찾기란 쉽지 않다. 다만 이것이 현대사회의 구조적 

변화라는 큰 변수로 인해 선험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과 결사체들의 자발적인 참여 내지는 이슈 중심의 협치 기회의 증가가 사회정의나 ‘차이의 

정치’의 문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진보적 내지는 민주적 함의를 갖지는 않는다는 점을 또한 인식해야 

한다.15 만약 위의 분석이 옳다면 워렌 등이 추구하는 시민정치는 사회의 권력구조 내지는 권위구조를 

변혁하는 것을 적어도 직접적인 목표로 삼지는 않는다. 그 의도치 않은 효과는 이러한 문제를 일종의 

비결정(non-decision)의 상태에 남겨둠으로써 기존의 불평등한 지배구조 하에서 비대칭적으로 행사되

15 워렌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다(Warren 2001; Warren 2002,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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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력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분권화되고 탈집중화된 정치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경향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정치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그 예로 들 수 있을 텐데, 정치과정 곳곳에 내재하는 복수의 ‘비토 포인트’의 존재로 

말미암아 심지어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사회, 경제적 개혁 조차도 쉽게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를 꽤 

자주 보게 된다. (최근 미국의 건강보험체계 개혁을 둘러싼 논쟁이나 총기규제 등의 이슈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시민정치가 말하는 결정과정의 분권화와 탈집중화도 사회, 경제, 정치적 

권력의 불평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마주하였을 때 기존의 권위구조를 유의미하게 변화시키는 흐름

으로 작동할지는 미지수이다.

이 점에서 시민정치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사회정의의 달성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

록 하는 중요한 여건은 바로 법과 정부의 역할에 의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Scheuerman 2008; Young 2002). 지구화로 인해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구조적 불평등을 비롯

한 현대정치의 여러 난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생활 현장 곳곳에서 실천되는 시민정치의 네

트워크에 더해 보다 거시적인, 혹은 구조적인 수위에서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내고 그것을 법으로 바꾸

어 내어 집행하는 중앙정치의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정

치에서 묘사되는 국가와 중앙 정치의 이미지가 대체로 부패, 비효율, 권력남용, 비전문성 등으로 대표된

다는 점은 다소 우려스럽다. 이러한 지적은 물론 중요하고 많은 경우 정확한 것이지만, 국가는 여전히 

시민권, 평등한 자유, 사회 전체 차원의 조율과 갈등 조정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중요한 구심점이라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시민정치가 사회의 기본구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문제의식을 핵심적으로 

고려하였던 ‘자기입법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이상과 작별을 고한 것이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니었는지를 

묻는다. 물론 이 거리두기가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 이는 시민정치를 구상하고 실천하는 데에 활용

되는 이론적 자원의 변화에서도 드러난다. 1980년 후반 이후 시민정치는 기존의 변혁적 사회운동이나 

급진적 민주화 담론에서 벗어나 숙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공화주의 등의 흐름에서 그 주된 자양분을 

얻어 왔다. 한편으로는 20세기 중반 이후 주류적 담론을 형성했던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주의적, 현실주

의적 이해방식을 거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좌파 담론이 제시한 급진적 비전에서도 벗어나 새로

운 민주주의의 틀과 실천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물론 그 중요성과 공로를 충분히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

나 이러한 실천적 전략의 변화가 개선될 기미를 별로 보이지 않는 구조적 불평등과 배제의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가시권에 두고 함께 고민하지 않는다면 아쉬운 일이다.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과 끊임없는 

자기 쇄신을 위해서는 연대, 신뢰, 협력, 호혜 등 시민정치가 추구하는 가치를 함양하는 것이 물론 중요

하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의 달성은 적어도 루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민주주의를 추동하는 동력 

내지는 원활한 작동을 돕는 윤활유의 역할을 담당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민주주의의 원리를 온전히 

담아 내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시민정치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비록 오래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그 

적실성을 상실하지 않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꽤나 희석시키는 것이 아닌지를 다시 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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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서론에서 필자 또한 많은 지점에서 시민정치가 갖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공유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시민정치의 가장 큰 실천적, 이론적 기여는 참여의 계기에 대한 유연한 모색을 통해 시민의 관여와 참

여를 민주정치의 핵심적 범주로 복원시킨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하여 소극적으로 고립된 개인

을 적극적이고 연결된 시민으로 바꾸어 내는 ‘시민형성의 정치’야 말로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시민정치가 말하는 ‘참여’는 보다 강한 의미에서 사회의 권위구조의 문제에 대한 민주적 

결정권이라는 측면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이 점에서 ‘자기입법으로서의 민주주의’라는 이상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거시적인 헌정질서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일 수 있는 권위구조(예컨대 작업장이나 가족관계 등)를 포괄하는 넓은 사회적 관계의 영역에 

시민들이 얼마나 민주적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날카

롭지 못할 경우 시민정치의 시도가 의도치 않게 기존의 권력구조와 정치과정의 조력자 내지는 심지어 

‘그림자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미 많은 학자들이 주목한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Abers 2000). 위에서 제기한 문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례에서 가장 주목할 지점은 참여예산제

가 기존의 정치과정을 단순히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부분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전유하고 

민주화하였다는 점이다. 시민들이 특권이나 초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권리로서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민

주적인 운영을 통해 실제 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직접 결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서 포르투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국내외에서 유사한 이름으로 진행되는 대다수의 시도와는 질적으

로 다르다. 관주도에 의해 일회성 ‘행사’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 지역 정부 거버넌스의 큰 축을 민주화 

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Pateman 2012). 위에서 ‘자기입법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논하면서 사회

의 근본 운영원리 내지는 기본구조의 문제에 천착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시민정치의 

시도가 미시적이냐 거시적이냐 라기 보다는 그것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에 강한 규정력을 행사하는 

배경조건으로서의 권위구조를 참여를 통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바꾸어 낼 수 있느냐인 것이다.16 따라서 

이 글은 시민정치가 토의와 논쟁, 협상과 타협, 저항과 시위의 복잡한 네트워크 속에서 이 지점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사례를 발굴하고 그 조건과 함의를 적극적으로 구성해볼 것을 제안한

다.17 그러할 때 시민정치는 기존의 정치과정과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치적 ‘대안’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논의에 비추어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주제를 둘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시민정치는 참여민주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숙의민주주의 등 현대

16 이와 관련하여 ‘작업장 민주주의(workplace democracy)’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Pateman(1976)에 더해 Dahl(1986)과 

Carter(2006)를 참조. 
17 이 관점에서 British Columbia Citizen’s Assembly의 사례도 중요해 보인다(Warren and Pears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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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상의 다양한 이론적 자원을 절충적으로 취사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여 잠재적으로 이질적이거나 경쟁적일 수 있는 시민정치의 이론과 실천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지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경우 시민정치가 이종적인 요소들의 혼재로 인한 방향

성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퍼트남 등이 말하는 결사체를 강조하는 것과 페이트만 등이 

말하는 참여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그 이념적, 실천적 지향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금까지 이 글은 민주주의이론의 한 관점에서 시민정치의 전제와 지향을 분석해 보았다. 

그러나 반대로 시민정치의 현장에서 관찰되는 여러 변화의 움직임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위한 자양분을 제공해준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한 가지는 바로 ‘피플’, ‘인민주권’ 등 민주주의 이론의 

전통적인 개념을 어떻게 보다 실효성 있고 매력 있게 재구성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근자에 들어 한국의 정치담론에서 ‘포퓰리즘’에 대한 인식에서 드러나듯이 이러한 개념들이 상당히 부

정적으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 제기되는 ‘다중(multitude)’의 개념은 법, 제도, 질서 

자체에 대한 반감을 자주 내포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노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워렌 등이 말하는 

시민정치의 참여가 상정하는 ‘시민’ 개념보다는 강하지만, ‘다중’과는 달리 제도와 질서에 대한 문제의

식 또한 날카롭게 가지고 있으며, 또한 루소와는 달리 현대사회의 다양성과 다원성, 유동성을 담지하는 

집합적 행위자로서의 ‘피플’은 어떻게 가능할지가 이론적으로도 중요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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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 Politics and Democracy

Joohyung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Citizen politics” has been much discussed as a promising alternative political outlook 

that can potentially help us address the multiple challenges of contemporary politics and 

reinvigorate democratic practice. This article aims to critically analyze the conception of 

democracy presupposed and pursued by the proponents of citizen politics. To do so, it 

reconstructs some of the central elements of Jean-Jacques Rousseau’s democratic theory 

and utilizes the idea of “democracy as self-legislation” derived from it as a reference point 

for a comparative analysis. I submit that the theories and practices of citizen politics should 

be credited for its sustained effort to bring to the fore the dimension of citizen involvement 

and participation that has been much neglected in the usual institutional and discursive 

arrangements of modern politics. However, I also argue that the proponents of citizen politics 

should pay closer attention than they have done so far to the question of how to democratize 

what Rawls called the “basic structure” or the overall authority structure of society.

Key words: citizen politics, participation, democracy, Mark E. Warren, Jean-Jacques Rouss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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