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모델
서론 - 민주주의론의 어려움
p.10~p11
제1장 고대 민주주의 : 아테네
1. 제도적 특징 - 민회, 평의회, 위원회, 행정관, 추첨 p.29-2~p.31-2
2. 편협성
(1) 성인 시민 남자 p.32-1~-3
(2) 심의의 부족 - p.36
3. 민주주의 비판자
(1) 선장의 우화 - p.38
(2) 바람직한 국가 - p.40-3
(3) 민주주의자들은 플라톤의 비판에 정당하게 맞서 왔는가?
제2장 보호민주주의의 발전
1. 권력과 주권 - 홉스
사상 = p.59-2,
한계 = p.60-2
2. 시민과 입헌국가 - 로크
사상 p.62-2~ p.63-2
한계 p.64-3
3. 파벌의 문제 - 제임스 매디슨
다수의 전제로부터 방어 = 정치적 대표제 + 대규모 선거인단(규모의 미덕)p.74-3
한계 = p.76-3
4. 공리주의자들
(1) 최소국가에 대한 옹호 p.78-3~
와 강한국가에 대한 옹호의 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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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에 대한 새로운 관념 - 복지국가론 단초 p.79-2
→ 현대 산업사회의 민주주의 모델을 제정
(3) 한계 - 재산을 소유한 남자의 활동영역으로서 정치
p.82~83 일반조건 참조
제3장 발전적 민주주의의 형성
1. 공화국과 일반의사-루소
(1) 로크, 홉스와의 차이점 - 직접민주주의의 이상 p.87
(2) 공동선을 표명하는 일반의사 ≠ 선호와 욕구의 집계 (전체의사) p.88-1~-2
(3) 일반조건 p.89
(4) 영향 - 참여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에
(5) 한계 ① 크고 복잡한 사회에서 실현조건에 대한 문제점 ② 재산있는 남자 ③ 다수의
결정권 범위에 아무런 한계도 설정하지 않았다. p.90

2. 공공영역과 사적 영역 - 월스톤크라프트 p.95
3. 자유의 중심가치 - J.S.밀
(1) 전제적 권력과 과잉성장국가의 위험성
정부권력의 위험성. 다수의 전제.
(2) 대의정부로부터 관료제의 위협으로의 변화 p.104~105 (p.109 표3-1)
(3) 보통선거의 한계 p.108
(4) 비일관성 - p.116
제4장 직접 민주주의와 정치의 종언: 마르크스와 엥겔스
(1)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전통의 맹점
① 착취적인 계급관계의 은폐 -> 유산자 계급의 보호와 착취 재생산 역할을 국가가 담당
p.128-3
② 사적영역과 공적영역, 시민사회와 정치영역의 명백한 구분 ->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를 탈정치화 (의제에서 제외시킴)
(2) 국가관
① 계급연합 + 상대적 자율성 + 부르주아의 이익에 대한 근본적 의존성
p.132-4, p.133-3
② 자본의 국가지배 = 사적 자본축적의 필요성에 의해 국가에 부과되는 제약
(3) 정치의 종언-파리코뮌
① 부르주아계급의 붕괴가 조직화된 정치권력의 필요성 제거로 나아감 p.139-2
② 물질적 풍족이 분배의 문제를 행정적 관리로 환원시킴 p.140-2
p.142 표 4-2
③ 피라미드형 직접 민주주의

p.146-2

④ 국가의 소멸 p.147
(4) 비판
① 계급의 소멸로 발생되는 합의에 대한 과도한 기대 p.150
② 정치적 차이의 억압, 코뮌 밖의 정치활동과 토론을 보호하지 못함 p.153-1~2
③ 권력분립에 대한 과소평가 p.154-2
④ 정치참여에 대한 과도한 가정과 전문적 기술적 문제에 대한 단순화
⑤ 자유주의적 헌정장치의 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