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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맑스주의의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

   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는 수십년의 단절을 딛고 사회운동과 맑스주의의 

결합, 학문방법론으로서의 맑스주의의 복권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맑스주

의의 르네상스’는 우리 사회의 극우적 이데올로기 지형을 변형시키는 중대

한 사태였고, 이를 통하여 사회운동과 학계는 자신을 더욱 풍부히 할 수 있

었다. 그런데 90년대 초 ‘사회주의없는 사회주의’였던 ‘현실 사회주의’

가 몰락하고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인민의 손에 의해 자본주의

로의 ‘역이행’이 이루어지자, 한국에서 겨우 뿌리를 내리려던 맑스주의는 

그 착근(着根)의 초입단계에서 엄청난 한파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등장한 ‘포스트 맑스주의’(post-Marxism)는 매카시즘을 방불케 하

는 반맑스주의 선전과 함께 레닌주의, 스탈린주의는 물론 맑스주의 자체의 

‘해체’를 요청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 맑스주

의의 위기론의 만개 그리고 ‘포스트 맑스주의’의 출현 등의 사태를 어떻

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캘리니코스의 지적처럼 맑스주의의 반대자들은 이제 맑스주의는 “푸닥거리

해서 쫓아내야 할 귀신이며, 이성적인 토론에 적합하지 않는 하나의 발작이

며, 벌써 오래 전에 논박이 끝난 오류” 라고 말할 것이다.1) 또 후쿠야마

*  이 논문은 1992년 9월 중순경 연구회의 월례발표회 발표문을 보완한 것이다.
1) 캘리니코스(황석천 옮김), 마르크시즘의 미래는 있는가(열음사/1987), 9쪽.



(Francis Fukuyama) 등은 맑스주의에 대하여 자유주의가 최종적으로 승리하

였고, 이제 자유주의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기술적 문제만이 남았다고 자신

감있게 말할 것이다.2) 그러나 우리는 이에 반대한다.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

했다고 해서 맑스주의의 존립근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맑스주

의는 현실 사회주의의 실험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자본주의의 모순이 존재하

는 한 항상 존재할 수 밖에 없으며, 또 새로운 상황에 따라 새롭게 태어나는 

본성을 갖기 때문이다. 현실 사회주의가 실패했지만 자본주의 모순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전세계화되고 있다. 자본주의로 역이행하고 있는 소련 ‧ 
동구의 현실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현실 사회주의의 문제는 스탈린주의 탓이고 우리는 ‘진정한’ 

또는 ‘순수한’ 맑스-레닌주의니까 괜찮다” 또는 “우리는 이미 맑스-레

닌주의를 극복한 주체사상으로 뭉쳤으니 문제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결

코 그렇지 않다. 현재의 사태가 일어나게 된 데는 그간의 맑스주의 이론과 

실천의 안이함과 무능함이 원인을 제공했음은 분명하다. ‘사회주의’와 

‘노동자국가’라는 깃발 아래 이론과 실천이 전개되었다고 해서 그 이론과 

실천이 당파성과 과학성을 자동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현실 사

회주의에 대한 매카시즘적 비판도 금물이지만, 동시에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무비판적 추종도 금물이다. 우리는 ‘사회주의’라는 이름 하에서 이루어진 

여러가지 ‘비사회주의’ 또는 ‘반사회주의’적 이론과 실천을 직시해야 

하며,3) 이러한 냉정한 현실인식에 기초할 때만 현실 사회주의의 틀을 넘어

서는 혁신의 전망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노동자는 말한다.

“우리는 오류를 덮어두고 해괴망측한 정통파를 자처하지 않는다!”4)

생각컨대 생산수단을 법적으로 ‘국유화’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생산수단

으로부터 노동자의 분리가 제거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사회주의국가’가 

선포되었다고 해서 그것의 ‘국가’로서의 본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생

2)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The National Interest, 1989, Summer, pp. 3-18.
3) 이를 위해서는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지만 메드베체프(안광국 옮김), 역사가 판단하게 하라 2(새물결

/1991); 토니 클리프(정성진 옮김), 소련국가자본주의(책갈피/1993)를 참조하라. 
4) 박윤배, 다시, 노동해방의 깃발로 우뚝 서기 위하여(새길/1991), 7-8쪽.



산수단의 ‘실질적 사회화’와 ‘비(非)국가’(=‘인민의 자기통치’)로의 지

향 그리고 변혁이 없는 사회주의는 껍데기일 뿐이다.5) 법분야에서도 법 자

체가 갖는 억압성을 제거하고 ‘인민의 자치규범’을 창출‧배양하는 이론과 

실천없이 법에 대한 엄격한 준수만이 말해질 때 그 법은 이미 ‘사회주의

적’이 아니다. 요컨대 생산관계, 국가기구, 법규범 ‧ 제도, 노동과정 등에 대

한 변혁시도가 끊어지고 ‘체제유지’나 ‘생산력 발전’만이 전면에 내세

워지는 순간 사회주의는 그 생명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이상을 간과하는 맑스주의적 이론과 실천은 맑스주의의 이름 하에 맑스주의

를 부정하는 것이다. ‘혁명이데올로기’로서의 맑스주의가 ‘통치이데올로

기’, ‘국가이데올로기’화하여 “새로운 계급질서에 대한 스콜라주의적 정

당화”를 수행하는 “국교(國敎)의 교리문답”이 되어버릴 때,6) 이는 결국에

는 인민 스스로에 의해 부정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는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를 분명히 직시하고 인정해야 하며, 맑스주의 

이름 하에 행해진 기왕의 이론과 실천을 면밀히 검토 ‧ 비판해야 한다. 이때 

유의할 것은 이 작업이 단지 맑스주의의 청산과 해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

유주의의 한계를 직시하고 민중적 입장에 선 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히 하면

서 새로운 자본주의 극복전망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를 통해서만 우리는 일체의 스탈린적 편향과 결별할 수 있으며, 동서에서 버

림받고 땅 속에 묻혀버린 맑스주의의 혼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먼저 맑스주의 법이론의 기초를 이루는 

핵심명제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에 대한 편향적 이해를 비판하는 동시에 이 

명제들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해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법이론

지형의 현상태를 점검한 후, 자본주의의 모순이 엄존하는 우리 현실에서 맑

스주의 법이론이 담당해야 할 몇가지 과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5) 김세균, ｢국가, 대중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적 정치｣, 이론 1호(도서출판 이론/1992), 78-80쪽. 로자
(Rosa Luxemburg)는 말한다. “사회주의는 본질적으로 법령(Ukase)을 선포하고 도입하는 것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로자 룩셈부르크(박영옥 역), ｢러시아혁명｣, 러시아혁명/레닌주의냐 마르크스주의냐
(두레/1989), 90쪽.

6) R. Miliband, マルクス主義政治學入門(靑木書店/1979), 215쪽; F. 끌로댕(김유향 옮김), 유로코뮤니
즘과 사회주의(새길/1992), 48쪽.



Ⅱ. 맑스주의 법이론의 핵심명제에 대한 재검토

여기서는 맑스주의 법이론의 핵심적인 몇가지 명제를 중심으로 하여 그간의 

한계점과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모스크바의 흠정(欽定)해석이 갖고 있던 

이론적 무능함”7)을 살펴봄과 동시에 이 명제들이 갖는 소중한 문제의식들

을 보존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격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으나, 다시 소를 잡아 튼튼히 키우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1. 토대-상부구조 메타포’(metaphor)는 ‘경제결정론’인가?

맑스가 ｢정치경제학 비판 서문｣에서 사회변동의 메카니즘을 건축물에 비유

하여 정식화한 토대-상부구조 메타포는, 맑스주의 법이론의 방법론에서 주춧

돌 역할을 한다. 이 메타포를 요약하면, ① 토대는 상부구조를 궁극적으로 

규정한다, ② 그러나 상부구조는 상대적 독자성(relative independence)을 갖

는다, ③ 상부구조는 능동적으로 토대에 개입하여 반작용한다가 될 것이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맑스주의 비판진영은 이 메타포 자체를 ‘경제결정

론’, ‘경제환원론’이라고 비판해 왔다. 그리고 최근의 ‘포스트 맑스주

의’는 이 메타포를 경제의 중심성을 고집하는 “본질주의의 마지막 보루”

라고 주장하며 이 메타포의 폐기를 다시금 요구하고 있다(‘포스트 본질주

의’).8) 

토대-상부구조 메타포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맑스주의에 대한 완전한 왜곡

7) F. 끌로댕, 같은 책, 55쪽.
8) 라클라우 ‧ 무페(김성식 ‧ 김해식 ‧ 정준영 ‧ 김종엽 역), 사회변혁과 헤게모니(도서출판 터/1990), 98, 

108-111쪽. 그리고 그들은 ‘사회적인 것’(the social)의 비고정성을 주장함으로써 새로운 ‘다원론’으로 나
아간다. ‘포스트 맑스주의’의 ‘포스트 본질주의’란 바로 ‘과학의 부정’이다. 이 입론에 따르면 사회를 구성
하는 제요소들은 그냥 “접합”(articulation)되어 굴러갈 뿐인 것이지, 그 내에 법칙은 없으며 따라서 그 
법칙을 구명하려는 것 자체가 헛수고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사회생활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를 밝히는 작업 자체가 무의미하다. 현상의 본질을 탐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접합적”, “복합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과학에게 남은 역할은 항상 ‘사후적’ 해석일 뿐인 것이다. 이는 바로 ‘절대적 
상대주의’와 ‘불가지론’(不可知論)의 새로운 부활이며, 과학의 포기이다. 



이다. 맑스의 이 메타포는 애초부터 경제환원론식의 속류유물론과 무관하였

다(이 새삼스러운 말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변화한 이론정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맑스와 엥겔스가 당시 법을 토대로부터 자유로운 존재

로 파악하고 있던 독일 관념론과의 대결 속에서 법의 토대에 대한 기본적 

종속성을 강조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이 이 메타포를 법은 경제의 ‘복

사’나 ‘반영’에 불과하고, 법에서의 변화는 단지 토대의 변화로 ‘환원’

시켜 보기만 하면 알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엥겔스는 

당시 ‘경제결정론’적 사고에 대하여 “앞서의 명제를 무의미하고 추상적

이며 몰상식한 말로 변형시켜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하였으며, “전체적으

로 보아 경제적 운동이 지배적이나, 스스로 운동하고 상대적 독자성을 가진 

정치적 운동으로부터 반작용을 받는다”9)고 강조하였다. 건축물에 비유해 

보자면 맑스가 주춧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맑스를 지붕, 배관, 배

선, 실내장식 등이 없이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목수로 취급

해서야 되겠는가?

이러한 입장에 서 있었기에 맑스는 자본주의적 생산을 연구하면서 영국의 

‘공장법’ 제정을 둘러싸고 발생한 토지귀족과 공장귀족 간의 대립을 분석

하고 동시에 이후 제정된 ‘공장법’이 영국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속도와 

합리화에 끼친 중대한 영향을 밝혔던 것이다(법의 상대적 자율성과 경제의 

변혁에 법이 끼치는 효과).10) 그리고 엥겔스는 19세기 법전편찬과정에서 

‘로마법의 계수(繼受)’가 일어나던 점을 분석하면서(법적 형태의 자립성과 

탄력성), 그는 로마법의 계수가 자본주의 발전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밝히면

서도 동시에 이것이 프랑스의 경우는 부르주아 혁명의 철저성으로 인해 

“부르주아 사회의 고전적 규범”격인 프랑스 민법전으로 나타나게 된 것에 

비해,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는 혁명 전후 제도들간의 계승관계 및 대토지소

유자와 자본가의 타협에 따라 각각 ‘보통법’(Common Law)과 ‘프로이센

국법’으로 상이하게 이루어졌음을 밝혔다(국가별 계급관계에 따른 법형태의 

독자성).11) 또한 그는 근대국가에서 법은 경제조건에 상응해야 할 뿐만 아니

9) “Engels to C. Schmidt in Berlin 1890,” Karl Marx and Frederick Engels Selected Works, vol. 
3(Moscow: Progress Publisher), p. 491.

10) 맑스(김영민 옮김), 자본 I-1(이론과 실천/1987)의 제6, 7절을 참조하라.
11) Engels, “Feuerbach and End of Classical German Philosophy,” SW, vol. 3, pp. 370-371.



라 내적으로 일관된 표현(an internally coherent expression)이어야 함에 따

라,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조건들의 충실한 반영이 점점 더 손상되

고, 그럴수록 법전이 계급지배의 조악한 표현의 모습을 띠지 않게 됨을 지적

한 바 있다.12) 요컨대 맑스와 엥겔스는 토대와 법 사이의 역동적 관계와 법

의 상대적 자율성을 직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맑스의 이 메타포가 내포하고 있는 역동성을 단지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 메타포는 메타포일 뿐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맑스의 말을 빌자면 이 메타포는 “연구를 위한 유도선”(a guiding thread 

for my study)13)이며, 이를 사용하여 구체를 향해 상승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콜린즈(Hugh Collins)는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정한다’(determine), ‘표현한다’(express) 또는 ‘발생한다’(arise)

든가 하는 용어들은 어떻게 토대가 상부구조에 영향을 주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적절한 대답을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말만 바꾸어 다시금 제

기하는데 기여할 뿐이다. 이러한 메타포를 법적 제도 및 규범들의 기원에 대

한 본격적인 분석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실천을 법체계로 전환시

키는 메카니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강조는 인용자)14) 

요컨대 높은 추상수준의 이 메타포를 단지 암송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토대가 법의 형태와 내용을 결정하는 메카니즘 및 법이 토대의 변화에 작용

하는 메카니즘, 상부구조 내에서 법과 다른 상부구조 간의 상호관련, 법의 

내용을 이루는 법규범, 법제도, 법의식, 법이데올로기 각각의 기능과 상호관

련, 법규범과 관습, 도덕 등 여타 사회규범과의 상호관련, 상이한 법형태의 

존재와 그 원인 등에 대한 풍부한 연구로 전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

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다. 토대와 법의 관련성을 강조한 나머지, 

12) “Engels to C. Schmidt in Berlin 1890,” SW, vol. 3, p. 492.
13) K. Marx, “Preface to a Contribution to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SW, vol. 1, p. 503.
14) Hugh Collins, Marxism and Law(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1984), p. 24; 휴 콜린즈(홍준

형 옮김), 마르크스주의와 법(한울/1986), 35쪽.



상부구조로서의 법을 토대와 동일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는 1920년대 소련에서 일어난 ‘레이스너(M. A. Reisner) 대 스투치카(P. I. 

Stuchka) 논쟁’15)에서 스투치카가 주장한 바이며, 이후 프라메네츠(J. 

Plamenatz)등의 많은 서구의 맑스주의 법학자들이 법의 적극적 작용을 강조

하다가 빠지는 혼동이다.16) 

맑스는 자본에서 상품교환관계의 전제조건은 그 교환과정 속에서 협력하

는 상품소유자들이 법률상으로 상호를 승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사회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의 법형태나 그 속에 사용되

는 법인격, 법률행위, 물권, 채권 등의 법개념은 특정한 경제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또 그 경제관계의 작동과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음은 분명하다.17) 

톰슨(E. P. Thompson)의 말대로 “법은 하나의 ‘수준’(level)에서 공손하게 

머무르지 않”으며 “법은 생산양식과 생산관계 그 자체 속에 맞물려 있”

는 것이며,18) 그리고 콜린즈의 지적처럼 법적 규범은 “법의 메타규범적 성

질”(the metanormative quality of law:강조는 인용자)로 말미암아 생산관계

를 긴밀하게 규제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며, 생산관계에 구체적인 형태와 세

부적 마디를 부여하는 유일한 제도가 되며, 따라서 법은 근원에 있어서 상부

구조적이지만 그 메타규범적 성질로 인하여 물질적 토대 안에서 기능하는 

것이다.19)

 

그러나 이러한 점을 잘못 이해하여 법과 토대를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이다. 

경제관계가 법적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자본주의의 특징이다. 그러나 경제관

계는 자동적이고 단선적으로 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 경제관계는 국가기관을 

15) 이 논쟁에 대해서는 藤田 勇, ソビエト法理論史硏究(1917-1938)(岩波書店/1976), 30-33쪽을 참조하
라. 스투치카는 법을 관념, 이데올로기로 보는 레이스너에 대립하여, 법의 기본적 개념을 실재하는 객관
적 사회관계(real social relation)에서 찾는다. 그에게는 법의식, 법이데올로기 그리고 법규범 등 상부구
조에 속하는 법이 있고, 토대에 속하는 법―예를 들어 소유권과 계약―이 있는 것이다. 그는 소유관계 및 
이로부터 파생하고 이와 연관되어 있는 교환관계를 법률관계로 등치한 것이다. N. Reich & H. C. 
Reichel, Einführung in das sozialistische Recht(München : C. H. Beck’sche Verlagsbuch- 
handlung/1975), S. 16. 

16) J. Plamenatz, Man and Society Ⅱ(London : Longman/1963), p. 281.
17) 藤田 勇, 法と經濟の一般理論(日本評論社/1974), 311쪽(藤田 勇(이경주 역), 마르크스주의 법학입문

--법과 경제의 일반이론(이성과 현실/1990), 313쪽).
18) E. P. Thompson, Whigs and Hunters : The Origin of Black Act (Harmondsworth : 

Penguin/1975), p. 288.
19) H. Collins, Ibid., pp. 88-89(홍준형 역, 109-110쪽).



통하여 ‘공적 의사’로 전화하여 법규범의 총체로 나타나야 하며, 이 때 그

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규범은 ‘보편성’과 ‘중립성’의 외관을 띰에 따라 

경제관계의 진정한 사회적, 경제적 형태를 온전하게 나타내주지 않는다(노동

계약에서 단적인 예를 볼 수 있듯이 법적 관계는 사회적 실재를 왜곡하고 

물화(物化)된 형태로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 법의 세계는 경제의 세

계로부터 기본적 규정을 받으면서도, 그것과는 별도의 언술(言述)과 논리로 

자신을 채우고 자신의 메카니즘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2.‘지배계급의 도구’ 테제와 ‘상대적 자율성’ 테제는 모순하는가?

맑스와 엥겔스는 ｢공산당선언｣과 ｢사유재산, 가족, 국가의 기원｣ 등에서 명

백히 국가를 지배계급의 ‘도구’로 파악하였고, 이는 법에 대해서도 마찬가

지였다. 그런데 이후 서구 맑스주의자들은 스탈린주의 비판과 함께 ‘지배계

급의 도구’로서의 법이라는 명제를 ‘속류 도구주의’와 등치한 후 이 명

제의 적실성을 비판하고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 법이라는 명제를 전면에 

내세웠으며, 반면 소련의 공식입장은 이들의 문제의식을 외면한 채 ‘수정주

의’라는 혐의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면 이 두 명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

가? 또한 두 명제는 서로 배치되는 것일까? 한편 ‘포스트 맑스주의’는 이

에 대한 명시적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권력의 편재성”, “권력의 소

재지는 비어 있는 장소이다”라는 주장으로 미루어 보아,20) 지배계급의 도구

로서의 법의 성격을 부인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자유주의 법이론은 애초부터 

법의 ‘중립성’, ‘무계급성’을 말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몇가지 의문을 던져보고, 그에 대한 답을 통해 ‘도구’와 

‘상대적 자율성’의 의미와 그 관계를 밝혀보기로 하자.

맑스주의 법이론이 아니더라도 ‘법사회학’을 한 사람이라면 한 사회의 법

에 지배계급의 의사와 이해가 반영되고, 이를 위해 법이 봉사하게 된다는 점

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에서 법이 보여준 모습은 

‘속류 도구주의’적인 도구로서의 모습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

20) 이병천, ｢민주주의론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이하 ｢발전｣으로 약칭), 마르크스주의와 포스트 마르크
스주의 ‧ I(의암출판/1992), 29-30쪽.



으로 들어가서 맑스주의 법이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

다. 

법 중에 피지배계급에게 유리한 법이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 노동법에는 

노동자계급의 이해가 반영되어 있고 노동자계급의 역량 증진에 도움을 주게 

되었다. 또한 헌법의 각종 ‘기본권’ 조항과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와 피고

인의 권리조항 등도 피지배계급에게 일정한 도움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노

동법, 헌법, 형사소송법 등은 지배계급의 법이 아닐까? 또는 일부 법은 계급

성이 있고, 다른 일부는 계급성이 없을까? 또는 같은 법 내에서도 일부 조항

은 지배계급의 것이고, 일부 조항은 피지배계급의 것일까? 한편 실제 지배계

급의 이익에 반하여 지배계급 내부의 반대에 부딪히며 법이 제정되는 경우

도 있지 않은가? 맑스 시대 영국의 ‘공장법’의 제정―현재 한국에서의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관련법률 제정이 제정된다면 마찬가지의 예

가 될 수 있다―은 분명 개별 자본의 이익에 반하였고 그 추진은 반대에 부

딪혔다. 그리고 미국에서 초기 노동보호입법에 대하여 당시 법원은 이를 계

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규정하고 노동법의 생

성을 극렬 저지하였다. 그래도 이 법들은 제정되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맑스주의 법이론은 답할 수 없을까? 아니면 보다 현실

성있는 답을 줄 수 있을까? 실제 헌법상의 각종 ‘기본권’조항이나 노동법, 

사회보장법 등이 존재하게 된 데에는 노동자계급 등 피지배계급의 투쟁이 

강제한 측면이 있고, 또 그 속에는 피지배계급의 의사가 일정 정도 반영되어 

있음은 분명하다(그리고 이러한 상부구조적 관념의 분열은 토대의 모순을 반

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점을 포착하여 톰슨은 법은 “양자택일적인 법적 

견해가 다루어지는 계급투쟁의 장을 제공한다”(강조는 인용자)라고 말하였

고, 에델만(B. Edelman)은 법은 “노동계급의 승리가 기록되고 법전화되고 

공식화된 것에 다름아니”며, 법은 “계급투쟁의 무대이자 상금”(the site 

and stake of class struggle ; 강조는 인용자)이라고 말한 바 있다.21) 

21) E. P. Thompson, op. cit., p. 288 ; B. Edelman, Ownership of the Image: Elements for a 
Marxist Theory of Law, trans. by E. Kingdom(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1979), 



그러나 ‘계급투쟁의 무대’, ‘계급력의 응축’이라는 개념을 ‘지배계급의 

도구’라는 개념과 모순적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후자의 개념은 전자의 개

념보다 고추상(高抽象)의 개념이며, 이는 법을 “매개로 궁극적으로 재생산

되는 질서가 어떠한 것이냐, 자본주의 질서이냐 아니냐에 따라 판단”(강조

는 인용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2) 헌법의 기본권조항이나 노동법, 사회보장

법이 노동계급에게 갖는 유의미성에도 불구하고 이 법들을 통하여 재생산되

는 것은 다름아닌 자본주의 체제이다. 요컨대 이 법들은 “① 자본의 편협하

고 단기적인 경제이익(현재의 과다착취)에 반함으로써 자본의 보다 차원높은 

장기적인 경제이익(노동력의 안정적인 재생산과 공급)을 살려주는 한편, ② 

자본의 단기적인 경제이익(현재의 과다착취)에 반함으로써 자본의 궁극적인 

이익, 즉 정치적 이익(혁명의 방지를 통한 자본주의적 질서의 유지, 재생산)

을 살려주기 위한 ‘총자본적’인”23) 법이라 하겠다.

이러한 법 아래에서 노동계급이 자신의 노동력을 ‘보다 공정한 절차에 따

라’ 그리고 ‘보다 비싸게’ 팔 수는 있을 것이나, 노동력의 상품화 자체를 

폐절하고 생산수단과 생산자의 분리를 극복하는 것, 사용가치를 소외시키는 

가치가 아니라 진정으로 인류를 위한 사용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법에 아무리 노동계급의 계급력이 

반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은 적용과 해석에서 자본주의질서의 유지를 

위해 많은 왜곡과 변형을 겪게 되며, 궁극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질서의 재생

산을 위해 작동하는 것이다.

 

생각컨대 맑스주의가 말하는 ‘도구’의 의미는 법을 둘러싼 지배계급 내의 

견해차이나 법제정의 의도와 별도의 차원에서, 법이 수행하는 ‘기능’, 

‘효과’ 내지 ‘결과’의 면에서 그것이 특정 경제적 지배계급의 이익을 

관철시켜 준다는 의미이며(‘기능 내지 결과로서의 도구개념’),24) ‘상대적 

p. 131. 
22) 손호철,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창작과 비평 제19권 제4호(창작과 비평사/1991년 겨울), 

355-356쪽.
23) 손호철, 한국 정치학의 새구상(풀빛/1992), 52쪽.
24) 손호철, 같은 책, 66쪽. 



자율성’은 법을 둘러싼 지배계급 내 또는 각 계급, 계층간의 대립 ‧ 투쟁 ‧ 
타협의 현상을 포착하려는 개념으로tj, 이 두가지 테제는 양자택일적인 것이 

아니라 통일되어 있으며,  현실 자본주의 법을 분석하고 비판하는데 있어 여

전히 소중한 틀을 제공한다 하겠다.

3.‘법사멸론’은 유토피아적인 ‘자연법론’의 변종인가?

     

‘법물신주의’ 비판

맑스주의의 국가와 법 사멸 명제는 가장 많이 오해되었고 맑스주의 비판에

서 단골로 오르는 메뉴이다. 국가와 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원시공산주의 사

회의 기억이 까마득한 현시기, 그리고 고도로 복잡다단한 사회메카니즘이 작

동하고 있는 현시기에 법사멸을 말하는 것은 유토피아적이고 비과학적인 생

각으로 이해되기 십상이다. 카토(加藤)교수는 “스토아학파나 기독교가 인류

의 기억으로부터 사라져간 과거의 황금시대에다 남겨주었던 그 절대적 자연

법의 이상을, 비교적 가까운 미래에 실현가능하다고 믿는 급진적 이상주의”

라고 말하고, “결국 일종의 자연법사상을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한

다.25) 최근 ‘포스트 맑스주의’에서도 이 입론을 “완성될 수도 없고, 완성

되어서도 안되는 유토피아”26) 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얼핏 공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법사멸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맑스는 독일이데올로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공산주의란 우리에게 있어서 조성되어야 할 하나의 상태(a state of affair)

가 아니며, 현실이 이에 의거하여 배열되는 하나의 이상(ideal)도 아니다. 우

리는 현재의 상태를 지양해 나가는 현실적 운동(the real movement)을 공산

주의라 부른다. 이 운동의 조건들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전제로부터 생겨난

다.”27)

25) 加藤新平, ｢國家權力の正統性｣, 近代國家論, 68, 114쪽.
26) 이병천, ｢발전｣, 28쪽.
27) Marx & Engels, “The German Ideology,” SW, vol. 1, p. 38.



우리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법사멸론을 이해해야 한다. 맑스주의 국가 ‧ 
법사멸론은 ‘무국가’, ‘무법’ 또는 ‘자연법상태’이라는 이상을 못박아 

놓고 거기에 현실을 꿰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법상태를 발본적(拔本的, 

radical)으로 비판하고 그 문제점을 지양해 나가려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법사멸론은 법의 세계에서 무법(無法)의 세계로 날아가자는 공상적 주장이 

아니다! 

법사멸론의 핵심은 법 자체가 가질 수 밖에 없는 강제성 ‧ 억압성을 항상 경

계하면서, 입법, 법집행 과정의 민중참여와 법제도, 법기구에 대한 민중통제

를 실현하자는 것, 그리고 이 속에서 인민의 자율적 규범의식을 함양하고 이

것으로 법을 대체해 나아가자는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은 ‘법의 민주

화’라는 과제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토대에서 생산자가 생산수단을 장악‧관
리하여 노동력의 상품화를 제거하려는 실천과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다(이 

점에서 법사멸론은 ‘실정법’과 대립되는 ‘초역사적 자연법’을 상정하고 

이를 지향하는 입론과는 그 접근방식과 전망에서 완전 상이하다. 그리고 법

사멸의 시기를 ‘예언’하라고 말하라는 것은 그 자체가 비변증법적인 요구

이다). 정치적 힘, 특히 국가와 법으로부터의 해방이야말로 인간 자신으로의 

환원이며 해방이 아니던가? 그리고 현존하는 국가와 법에 대한 발본적 비판

이야말로 맑스주의의 핵심이 아니던가? 

 

이러한 맥락에서 레닌이 프롤레타리아 국가를 ‘반(半)국가’, ‘준(準)국

가’(semi-state)라고 규정한 문제의식과 동일하게,28) 사회주의법, 프롤레타리

아법은 ‘반(半)법’, ‘준(準)법’(semi-law)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 즉 사회

주의법은, 

“자기 사멸의 전제조건의 창출과정을 매개하고 있는 법체계라는 지극히 패

러독스한 역사적 존재성격을 갖는다.”29)

28) 레닌(김영철 옮김), 국가와 혁명(논장/1988), 30쪽.
29) 藤田 勇, Ibid., 328쪽(이경주 역, 330쪽). “국가생활이 ‘자발적’인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국가숭배는 

끊임없이 비판되어야 한다”는 그람씨의 말은 법생활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안토니오 그람
씨(이상훈 옮김), 옥중수고 I(거름/1986), 286쪽.



이러한 관점없이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국가가 만든 법은 아무 문제가 있

을 수 없고 노동자는 이를 준수하기만 하면 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것은 

반노동자적 행위로서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말만이 되뇌어진다면 이

는 바로 ‘법물신주의’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첩경인 것이다(1936년 스탈린

헌법을 맑스-레닌주의의 모든 원리를 체현한 것으로 찬양‧옹호하며 ‘소비에

트 사회주의 법학’을 구축한 비신스키(A. Y. Vyshinsky) 등 소련 법학자들

의 태도는 이를 잘 보여준다). 요컨대 우리는 사회주의법, 프롤레타리아법이

라는 것은  “법의 사멸을 법이 매개한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부정적 계기 

속에 있는 긍정적 계기”30)로서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변증법적 통일을 보지 못하고 ‘부정적 계기’만을 포착하면 ‘법허

무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긍정적 계기’만을 포착하면 ‘법실증주의’와 

‘법물신주의’에 빠지는 것이다.31) 

법사멸론의 문제의식의 현실화에 대한 예로 우리는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행해진 몇가지 시도를 참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산단위에서의 경미한 범

죄행위를 국가기관에 넘기지 않고 내부징계로 처리하는 ‘동지법원(同志法
院, Comrade’s Court)’제도, 입법과정에의 인민참여제도,  법관선거제도, 

인민배석판사제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이후 ‘당에 의한 

국가의 대체’가 가속화되면서 형식화되어 버렸고, 그에 따라 본래의 의의를 

살리지 못한 채 결국 ‘대립물’로 전화해 버린 점은 역사적 비극이다. 

4.‘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은 ‘합법성’을 부정하는가?

   

‘법허무주의’ 비판

현실 사회주의가 취하고 있던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은 수많은 ‘합법

30) 竹森正孝 ‧ 新美治一, ｢ロシア革命と國家 ‧ 法｣, マルクス主義法學講座④ 國家 ‧ 法の歷史理論(日本評論
社/1978), 62쪽.

31) 이 두 편향은 소련의 파슈카니스(E. B. Pashukanis)와 비신스키에서 각각 발견할 수 있는데, ‘법허무주
의’적 편향에 따른 초법적 지배든 ‘법실증주의’적 편향에 따른 법률적 지배든 인민에게는 이름만 달리한 
마찬가지의 억압일 수 있다. 조국,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 ‧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1917～
1938―｣(서울대 석사/1989), 30쪽, 108-110쪽.



성’ 침해와 ‘법허무주의’를 초래하였다. 스탈린 치하에서 일어난 무수한 

숙청과 테러, 중국의 이른바 ‘문화대혁명’ 시기 “無法無天”, “有法不
依”, “要人治不要法治”의 구호 하에 자행된 파괴행위, 스탈린, 모택동 이

후에도 여전히 존재한 ‘법률’에 대한 ‘훈령’의 우위현상―이른바 ‘관

청적 합법성’의 만연―등등은 그 단적인 예이다.32) 그리고 레닌은 프롤레타

리아 독재를 “부르주아지에 대하여 프롤레타리아트가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쟁취되고 유지되는 지배, 어떠한 법률에도 저촉받지 않는 지배”33)라고 정의

한 바 있다. 또한 실제 NEP 초기에 소련에서는 전시공산주의 시대의 ‘혁명

적 합목적성에 의한 지배’식의 사고의 연속선상에서 ‘혁명적(사회주의적) 

합법성’과 ‘부르주아 합법성’과의 차이를 법규범에 대한 구속정도의 약

화로 파악하는 견해가 존재하였다(대표적으로는 소리츠(A. Sol‘ts)의 견해

).34)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간단하게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론 때문이라

고 단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른바 ‘부르주아 민주주의’ 역시 ‘합법성’ 침해나 ‘독재적 

통치형태’와 무연(無緣)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도 헌법상으

로 보장된 계엄, 비상조치권 등의 ‘합법적 독재권’은 물론, ‘초법적 독재

권’의 행사를 애초부터 내포하고 있다. 자본주의 유지가 민주주의적 방식으

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항상 독재적 통치형태는 튀어나오게 마련인 것이다(보

나파르티즘, 파시즘, 군부독재 등을 상기하라).35)생각컨대 독재적 통치형태의 

사용은 자본주의 국가건 사회주의 국가건 모두 애초부터 본성적으로 내포하

고 있다. 맑스주의는 바로 이 점을 냉정하게 포착하여 독재와 민주주의가 동

전의 양면이라고 말한 것이다.

32) 이에 대해서는 조국,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소련의 형사사법개혁과 형법개정의 동향｣, 형사정책 제5호
(한국형사정책학회/1990); 조국, ｢중국의 ‘개혁’과 형법 제정에 관한 연구―전환과 편향｣, 중소연구(한양
대 중소연구소/1992년 겨울)를 참조하라.

33) 레닌,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배신자 카우츠키(소나무/1988), 20쪽.
34) 소련에서의 논쟁에 대해서는 조국(1989) ; 藤田 勇, ソビエト法史硏究(東京大學出版會/1982), 

252-254쪽 ; 小田博, スタ-リン體制下の權力と法―社會主義的合法性原理の形成過程(岩波書店/1986), 
191-193쪽.

35) 레닌은 ‘부르주아 합법성’이 “부르주아적 소유의 유지라는 기본적이고도 주요한 문제에 관계하자마자 산
산히 부서지지 않으면 안되고, 필연적으로 부서지는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レニン全集 第16卷(大
月書店), 323쪽.



그러나 맑스주의의 독재관 ‧ 민주주의관에 대한 이런 식의 옹호만으로 족할

까? 결코 그렇지 않다.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이 ‘비상수단’에 의해 활동

하는가 ‘합법성’에 의해 활동하는가는 그 권력이 처해있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이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을 어떠한 형

식으로 행사할 것인가 하는 판단이 자의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실질적 민주주의’가 이룩되었다고 해서 ‘형식적 민주주의’를 

경시하는 것은, 오히려 전자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현실 사

회주의의 예가 잘 보여준다(“실질적 민주주의와 형식적 민주주의의 형이상

학적 대립구도와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맹신’”).36)

민중과 부르주아지가 연합하여 봉건제를 타도한 프랑스혁명의 성과인 ‘형

식적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원리가 혁명 이후 그 실내용에 있어서 계

급지배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과, 사회주의 하에서는 ‘형식적 민주주

의’와 ‘법의 지배’가 필요없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그리고 와

이처(R. Weitzer)의 말대로, “법적 형식성과 일반성의 주된 문제점은 그것이 

자본주의하에서 추상적으로 존재하면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신비화한다”

는데 있는 것이지, “법적 장치들의 형식성과 보편성 자체가 반드시 부정의

를 낳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37)

오히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통하여, 그리고 ‘사회주의적 합법성’―위에서 본 ‘법사멸

론’적 관점에서 수립되는―을 통하여 자신을 구현할 때만 온전히 발전할 

수 있다. ‘합법성’의 준수와 ‘법치’가 강조되어야 할 이유는 첫째 프롤

레타리아 독재국가의 정책의 일관성 확보라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둘째로는 

공민의 인권보장이라는 측면이 있다. 특히 현시기는 둘째의 측면에 대한 주

목이 필요하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근로자의 국가가 수립된 후라 하더라도 

근로자 개개인, 즉 공민과 근로자계급 전체를 대표하는 국가권력 사이에는 

36) 손호철(1991), 332쪽.
37) R. Weitzer, “Law and Legal Ideology : Contribution to the Genesis and Reproduction of 

Capitalism”, Berkley Journal of Sociology : a Critical Review, 1980, pp. 150-151(조성민 편역, 
자본주의 국가와 법이론(태백/1987), 124쪽).



모순이 존재한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의 보장적 기능’이 여

전히 중요하며 독자적 의의를 갖는 권리보장의 법적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38)

Ⅲ. 한국 법이론지형의 현상태와 ‘민중적 민주법학’

이상에서 맑스주의 법이론의 몇가지 핵심명제를 검토하면서 맑스주의 법이

론의 진정한 문제의식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면 현단계 맑스주의 법이론

의 과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국 법이론지형의 현상태를 살펴보기로 하

자.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배의 도구였던 ‘식민법학’은 해방 후에도 청

산되지 못하고 한국 법학의 기초가 되었다.39) 이 ‘식민법학’에다 이후 미

국, 독일, 일본 등에서 수입된 각종 파쇼적 또는 자유주의적 법이론이 혼합

되어 현재의 한국 법학이 만들어졌다. 이 속에서 보수학문의 아성으로 자리

잡은 법학은 ‘과학’으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리고 ‘기술학’으로 전락하였

으며, ‘육법당(陸法黨)’이라는 야유에서도 보이듯이 지배체제 유지와 ‘법

복귀족’ 양산에 충실히 봉사하였다.

이러한 법학계의 상황에서 8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법이론전선은 변혁운동

의 전선이 그러하였듯이 ‘민주 대 반민주’에 그어져 있었고, 그 민주진영

의 주종은 ‘자유주의 ‧ 입헌주의 법학’이었다. ‘반공이데올로기’가 연구

의 방향과 내용을 제약하는 한국 사회에서 맑스주의 법이론 등 진보적 법이

론의 입지는 매우 좁았던 것이다. 그런데 87년 대투쟁과 민중운동의 전면진

출을 계기로 분산되어 있던 몇몇 민중지향적 법연구써클들이 집결하여 조직

적 틀을 갖추면서 “민중적 관점 ‧ 운동적 관점에 선 민주주의법학”을 추구

하게 된다. 한편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의 법현실을 비판하던 중진 학자

38) ‘Recht’이라는 단어 자체가 객관적 의미에서는 ‘법’과 주관적 의미에서는 ‘권리’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
고 있듯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하에서 공민의 국가에 대한 권리문제를 올바르게 위치지우는 것은 ‘혁명적 
합법성’론의 또 하나의 핵심이며, 동시에 ‘법사멸론’의 전제요건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 사회주의는 이 점
에 대한 고민이 극히 빈약하였으며, 권리는 국가가 시혜를 내리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국가주
의’(statism)적 사고가 팽배해 있었다.

39) 이에 대해서는 한상범, ｢한국 법학계를 지배한 일본 법학의 유산｣, 역사비평(역사문제연구소/1991년 
겨울) ; 한상범, ｢한국의 법제와 법학에서 일제 잔재의 문제｣, 사법행정, 1992. 1을 참조하라.



들도 모임을 꾸리며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법이론전선의 민주진영 내에서 

‘분화’가 시작된 것이다(‘민중적 관점’ 대 ‘자유주의적 관점’). 이는 

이후 크게 보아 민주법학과 법과 사회라는 두가지 경향의 법학무크지의 

발간으로 표출된다.

여기서 ‘민중적 관점’에 서고자 한 흐름의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체제옹

호적 성격의 법학을 탈피하고 자유주의의 한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발본적 

변화를 지향하는 법학을 구축하는 것, 외국이론의 번안과 법조문 해석에 매

달리는 법학을 지양하고 과학적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법현실에 터잡은 법학

을 구축하는 것, 법을 통하여 새로운 지배층을 양산하는 법학이 아니라 주권

자 민중에게 복무하는 법학을 구축하는 것.40) 이런 지향 하에서 법학분야에

서도 민중운동, 학술운동과의 연대가 이루어졌으며, 이 노력 속에 우리 사회

의 진보와 변혁의 문제는 법연구자들이 회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의식이 확

산‧공유되는 성과를 낳았다.

이러한 민중적 민주법학의 구축에 있어서 주로 맑스주의 등의 사회주의적 

관점에 선 법이론 연구자와 ‘비판법학’(Critical Legal Studies)적 경향의 연

구자들이 적극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맑스주의 법이론은 

한국 사회에서 법이 수행하는 기능과 그 메카니즘을 ‘토대’와 관련 하에

서 밝히고, ‘법의 지배’로 표현되는 이데올로기의 본성을 비판하며, 법의 

보편적 외양을 활용하여 법을 운동의 성장을 위해 활용하는 것을 당면한 목

표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맑스주의 법이론에 입각한 연구는 수적으

로도 소수였고, 그 내용도 빈약하였다. 당시 맑스주의 법이론은 맑스주의 법

이론의 소개와 이에 기초한 초보적 법분석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

다. 맑스주의에 입각한 법학방법론을 전분야에 걸쳐 확고하게 정립 ‧ 발전시

키고, 한국의 법현실에 대한 구체적 분석으로 상승하는 과제의 수행은 매우 

취약한 상태였던 것이다.

4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민주법학 창간호(출판사없음/1989). 곽노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
한다. “민중이 법, 권리, 권한, 권력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이념이므로 이 시대의 법학은 민
주법학이어야 한다.” 곽노현, ｢제5호를 내면서｣, 민주법학 5호(한울/1992), 8쪽.



이러한 시기에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가 닥쳐왔다. 이 붕괴는 이러한 맑스주

의 법이론을 비롯한 민중적 민주법학진영에 많은 충격을 주었고, 반면 반

(反)맑스주의적 입장에 서있는 연구진영에게는 일약 활력을 주었다. 민중적 

민주법학 건설 초기의 취약함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가 찾아옴으로써, 맑스주의 법이론에 대한 회의와 자유주의 법이론으로

의 재경도(再傾倒)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포스트 맑스주

의’의 등장은 이 현상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민중운동과 학술운동이 80년대의 실천을 통해 체득한 맑스주의는 이제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었으니 이제 민중적 민주법학의 내용에서 맑스주의 법

이론을 삭제하고, 각종 자유주의 법이론 또는 ‘포스트 맑스주의’로 그 내

용을 채워야 할 것인가? 아니면 맑스주의 법이론의 성과를 발전시키고 한계

를 극복하면서 민중적 민주법학을 보다 발전시킬 것인가? 

우리는 후자의 입장을 취한다. 그 이유는 ‘자유주의법학’은 우리 사회의 

법현실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지만 그 비판이 항상 자본주의라는 틀에 의해 

제한됨에 따라, 우리 사회의 법현실을 발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

하기 때문이다. 인권과 체제유지 필요성 사이의 충돌상황을 바라보는 민주주

의법학진영 내의 대표적 두사람의 발언과 태도를 대비하면서 이 문제를 살

펴보자. 

<법과 사회이론연구회>의 대표자인 양건 교수는 한국의 법현실에 대하여 비

판적 태도를 견지해 왔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을 해 왔음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양교수는 정주영 국민당대표의 공산당 합법화발언을 평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산당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 기본질서

에 위배되는 정당으로 그 결성은 헌법위반이며 허용될 수 없다.”41) 

41) 시사저널 제138호(국제언론문화사/1992. 6. 18), 7쪽.



양교수는 ‘일반민주주의’(Democracy in General)의 본질적 내용인 사상의 

자유의 허용여부를 친자본주의냐 반자본주의냐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며, 미

국 대법원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의 법칙

을 공산당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양교수의 국가

보안법 비판은 국보법의 ‘법적 형태’에 대한 비판이었고, 국보법 문제의 

핵심인 사상의 자유에 대한 전면옹호는 누락된 비판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서서 국가보안법을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독수(毒樹)의 썩은 잎을 

쳐주는 것이 그것의 뿌리를 강화시켜 주는 것처럼, 반공이데올로기에 대한 

‘새로운’ 옹호와 ‘법학적 세계관’으로의 매몰로 귀결”되지 않을까 우

려된다.42)

이에 비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전임회장 강경선 교수는 맑스주의 법이

론가가 아니지만 양교수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원리가 민주주의의 원리에 우선하지는 못하며 자본주의의 제

도와 운영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합치되도록 조정받을 것이 요구된다‧‧‧‧‧‧ 자본

주의와 정면 대립하는 사회주의 방식의 경우도 그것이 민주주의와 합치되는 

한 수용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43) 

그리고 강교수는 사상의 자유를 옹호하고 사회주의자의 존재의미를 인정하

며, 나아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의 ‘수괴’ 박노해씨의 공판에 참고인

으로 출석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들어 박씨를 변호하였

다.

맑스주의를 방법론으로 취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

전에 어떠한 입장이 철저한가 하는 점에서 보아도 후자가 우리 사회의 극우 

‧ 파쇼적 법현실의 타개에 기여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사회의 

법문제가 생겨나게 된 뿌리는 바로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라 할 때, 그 자본

주의에 대한 태도 역시 후자가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우리 사회의 법

42) 조국, ｢한국 근현대사에서의 사상통제법｣, 역사비평(역사문제연구소/1988년 여름), 320쪽. ‘사상의 자
유’의 문제에 관한 필자의 입장은 조국, ｢사상의 자유에 대한 재검토｣, 인권과 정의 제192호(대한변호
사협회/1992. 8) ; 조국 편저, 사상의 자유(살림터/1992)의 제1장을 참조하라.

43) 강경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 그러나 민주주의｣, 민주법학 5호(한울/1992), 249쪽.



문제는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머무를 때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민중적 관점에 서서 민주주의를 철저히 옹호 ‧ 발전시키고 새로운 자본주의 

극복전망을 창출하려는 전망을 가질 때 진정 해결가능할 것이다.44) 이것이 

현시기 맑스주의 법이론을 포함한 민중적 민주법학의 관점이다. 

Ⅳ. 현단계 한국 맑스주의 법이론의 과제

이상과 같은 국내외적 조건 속에서 맑스주의 법이론은 무엇을 함으로써 현

실 사회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맑스주의 본연의 문제의식을 되살릴 수 있

는가? 또 무엇을 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진보와 민주화를 위해 일조할 수 있

는가?

1. 방법론의 재확립

먼저 맑스주의 법이론은 체로니(U. Cerroni)가 지적한 “분과 사회과학, 특히 

정치학과 법학에서 맑스주의적 연구의 일반적이며 항구적인 후진성”45)을 

직시하면서 자신의 ‘방법론’ 자체를 재검토하고 재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맑스, 엥겔스, 레닌 등의 저작의 자구에 얽매이는 연구가 아니라, 

그들의 성과 뿐만 아니라 한계를 직시하는 연구태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보

비오(N. Bobbio)가 통렬하게 지적했던 “권위있는 원전의 남용”46) 편향을 

집어던져야 할 것이다. 맑스주의자의 제일의 임무는 맑스가 말했던 것을 찾

아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과 맞붙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그간의 외국의 맑스주의 법이론에 대한 총괄이 필요하

다. 특히 ‘현실 사회주의’의 70여년 간의 법이론과 실천은 맑스주의 법이

론의 재정립을 위한 밑거름이다. 우리는 그 한계와 오류를 직시함과 동시에 

44) 이러한 민중적 민주주의의 전망과 자본주의 극복전망을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로 직결시켜 실패를 예단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전망은 현실 사회주의의 상으로 제한될 수 없으며,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
기 때문이다. 

45) U. Cerroni, “Marxismo e scienze sociali”, Rinascita 28. 28(1971), pp. 21-22(구갑우 ‧ 김영순 엮
음, 마르크스주의 정치학은 존재하는가(의암출판/1992), 25쪽에서 재인용) 

46) 노베르토 보비오, ｢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은 존재하는가?｣, 구갑우 ‧ 김영순 엮음, 같은 책, 53쪽.



그 성과를 온전히 계승해야 한다. 사회주의적 이론과 실천이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매도되는 현정세이기 때문에 이 점을 더욱 강조하고 싶다.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기까지 시궁창에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둘째로 비(非)맑스주의적 법이론에 대한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비맑스

주의적 문화에 대한 “산만하고 순간적인 의혹의 눈길”, “짜증의 눈길” 

그리고 “이상주의적 철학자같은 오만”을 버려야 한다.47) 누마다 이네지로

(沼田稻次郞)의 다음과 같은 충고에 귀를 기울이자.

“유물사관에 입각한 자는 유물사관 이외의 사상은 알지 못한다고 비난받는

다.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 두세가지 법칙을 암기함으로써 유물

변증법을 다 알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말할 것도 없이 법에 대한 유물변

증법적 인식도 법의 계급성이라는 단어만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점을 겸허

하게 반성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과거의 법사상이 법의 계급성이라

는 주문(呪文)을 외움으로써 모조리 졸렬하고 무가치한 사상으로 변해갈 수

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48) 

지금까지 맑스주의 법이론이 ‘원칙’, 그것도 빈약하게 된 원칙을 강조하는 

동안, 구체적인 분석은 오히려 비맑스주의 법이론에서 더 많이 진전시켜 놓

았다. 기존의 여러 법이론에 대하여 단지 “결국 부르주아적인 것 아니냐”

고 딱지붙이는 식의 태도는 단연 배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비맑스주의 

이론의 문제의식과 성과를 겸허하게 수용―물론 비판과 함께―하고 자신의 

이론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2. 법과 법이데올로기 비판

다음으로 맑스의 ‘경제비판’에 상응하는 ‘법비판’작업을 꾸준히 수행해

야 한다(맑스는 자본에서 국가에 대한 분석계획만 갖고 있을 뿐 이를 완성

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법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이 법비판 작업은  법규범, 

47) 노베르토 보비오, 같은 글, 57쪽.
48) 沼田稻次郞, 增補 法と國家の死滅(法律文化社/1975), 4-5쪽.



법제도, 법의식, 법이데올로기 등에 대한 각각의 연구와 종합이 필요한데, 일

단 여기서는 법규범과 법이데올로기에 대해서만 언급해두기로 한다.

파슈카니스는 맑스주의와 법의 일반이론(1924)이라는 탁월한 저작에서 법

실증주의와 법물신주의를 근본적으로 비판하기 위하여, 맑스가 자본에서 

행한 ‘법형태’와 ‘상품형태’와의 연계, 엥겔스가 반듀링론에서 행한 

평등원리와 가치법칙의 연계 등을 법학영역에 도입한 바 있다. 그는 ‘법형

태’의 사회적 근원을 ‘교환관계’ 속에서 찾으면서―이때문에 그는 ‘상

품교환학파’라고 불린다―, ‘법범주’는 상품교환과 함께 발생하고, 상품

교환 또는 그것을 규제하는 ‘동등한 원리’의 소멸과 함께 소멸하는 역사

적으로 과도적인 존재로 파악하였다.49) 

그러나 파슈카니스는 법형태의 문제를 ‘교환관계’와의 관계에서만 파악하

였고 ‘생산형태’와 관련시키는 것을 간과하였다.50) 30년대 초 파슈카니스 

자신이 자기비판하였던 것처럼, 상품교환과정의 논리에 따라 법적 관계의 형

태성을 탐구하는 것 외에, 직접생산자와 생산수단소유자 간의 지배예속관계

라는 계기를 소홀히 하였으며, 따라서 법의 계급적 내용과 형태를 통일적으

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은 살아있는 구체적 현실, 계급투쟁의 현실

적 조건 및 그에 대응하는 실천적 요청에서부터 이론을 유리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리고 파슈카니스의 방법론은 ‘논리주의’로의 경사가 존재

하여 법의 ‘역사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했으며, 방법론적 편중 하에서 구

체적 연구진척이 미약했다.51) 요컨대 현시기 맑스주의 법이론은 ‘경제관계

49) E. B. Pashukanis, Law and Marxism : A General Theory(London: Ink Link/1978), pp. 38-44. 
그는 사법은 물론이고 형법상의 ‘책임’원리, 자유형 및 정기형의 확립 등을 상품교환관계의 보편화와 결
부시킨다. Ibid., pp. 170-181.

50) 파슈카니스에 대한 당시 피욘트콥스키의 비판은 A. A. Piontkovky(中山硏一 ‧ 上田寬 譯), マルクス主
義と刑法(成文堂/1979), 56, 93-94쪽을 참조하라. 그리고 모든 법은 사법(私法)이라는 파슈카니스의 주
장에 대한 비판으로 P. Hirst, “Law, Socialism and Rights”, P. Carlen and M. Collinson, eds., 
Radical Issues in Criminology(Oxford: Martin Pobertson/1980)을 참조하라.

51) Pashukanis, “Soviet State and Revolution in Law―The Situation do the Legal Front”, H. W. 
Babb, trans., Soviet Legal Philosophy (Massachussetts : Havard University Press/1978), 
pp. 251-252, 260-261; 藤田 勇, ソビエト法理論史硏究, 1917-1938(岩波書店/1976), 228-234쪽. 그
런데 파슈카니스의 자신의 ‘경제환원주의’에 대한 자기비판의 귀결은 법을 “지배계급의 정치의 일부분”이
라고 파악하는 ‘정치환원주의’로 나아가는 역편향이었고(Pashukanis, Ibid., p. 289), 법은 여전히 ‘규범’
으로 파악되지 못하였다. 이 ‘1차 전환’의 새로운 편향은 이후 ‘1936년 헌법’이 성립하고 비신스키 주도
하에서 맑스주의 법이론의 ‘재전환’이 일어난 후 비신스키의 ‘법실증주의’적 편향과 융합되어 이후 ‘소비
에트 사회주의 법학’의 기초를 이루게 된다.



의 매개형태’로서의 법과 ‘계급지배도구’로서의 법의 통일적 파악 및 

‘논리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의 통일적 파악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맑스주의 법이론은 ‘법학적 세계관’, ‘법의 지배’(Rule of 

Law) 등의 법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을 수행해야 한다. 중세의 ‘신학적 세

계관’을 대체하고 등장한 ‘법학적 세계관’은 초기에는 계몽주의의 혁명

성을 간직하면서 사회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부르주아 

혁명이 승리하고 자본주의가 안착하자마자 법률적 평등 뒤에 숨어 있는 사

실상의 불평등, 계약의 자유 뒤에 숨어 있는 경제적 강제, 이용 ‧ 지배 ‧ 처
분 뒤에 숨어 있는 자본주의적 재산권의 진수인 타인의 불불노동(不拂勞動)

에 대한 수탈을 은폐하고, 또한 법과 국가의 ‘중립성’이라는 관념을 유포

함으로써 체제재생산에 기여하고 있다.52) 

그리고 풀란차스가 지적한 법 대(對) 테러라는 대립항의 ‘환상성’, 그리고 

“법대로 테러하라”는 노동자시인 백무산씨의 야유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

가 있다.53) 엥겔스는 되묻는다. 

 “피압박계급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지향은 무자비하게도 그것도 ‘법에 의

하여’(by right of law) 지배계급의 동일한 지향을 위해 희생되지 않았던

가?”54) 

요컨대 우리는 “악법의 폐지와 권리가 보장되는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법의 지배’원칙이 확립되기만 하면 점진적으로 평화롭게 사회가 발전해 

갈 것이라는 믿음은, ‘법률적 세계관’을 낳는 현실의 외양을 간파하지 못

한 채 재생산적 실천으로 이어질 뿐”55)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맑스주의 법이론이 유의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한국의 국가권

력이 과거의 ‘군사파시즘체제’에서 이른바 ‘보수대연합’체제로 성격변

52) Y. A. 듀마노프, ｢法學的世界觀に關するエンゲルスの立場｣, エンゲルス, 國家と法(成文堂/1981), 
226-229쪽 ; A. Hunt, The Sociological Movement in Law(Macmillan/1978), p. 142.

53) 니코스 풀란차스, ｢법과 테러/근대법｣, 조성민, 같은 책, 129-130쪽 : 백무산, 동트는 미포만의 새벽을 
딛고(노동문학사/1990), 117쪽.

54) F. Engels, “Feuerbach and End of Classical German Philosophy,” SW, vol. 3. p. 358.
55) 조성민, ｢책머리에｣, 같은 책, 3-4쪽.



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과거와 같은 노골적인 폭력일변도의 정책이 아

니라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통치방식이 전면 도입되고 있으며, 여기서 과

거보다 ‘법이데올로기’가 통치논리로서 보다 큰 비중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 한국 사회의 법현실과의 대결

이상의 작업에 기초하고 또 이에 병행하여 맑스주의 법이론은 한국 사회의 

법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작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맑스주의 법일반이론

에 대한 탐구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구체적 법현실에 대

한 천착이다. 구체로의 상승이 이루어질 때만 추상도 더욱 발전하는 것이다. 

레닌의 말대로 “구체적인 것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야말로 맑스주의의 혼

이 아니던가?

시민혁명을 거치지 못하고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았고, 1945년 이후에는 예속

적 상황에서 독점자본의 지배가 관철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법현실과 

그 메카니즘에 대한 연구는 몇가지 도식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의 법제사를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사와의 관련 속에서 

정립해야 하며, 또한 ‘식민법학’의 유산과 해방후 도입된 ‘서구법학’ 간

의 융합의 메카니즘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구의 최신식의 법이론이 

다 소개되어 있지만 법집행자나 민중의 법의식에는 아직 봉건적 법사고, 파

쇼적 법사고의 잔재가 남아 있는 상황, 화려한 자유민주주의적 법논리와 극

우파쇼적 법현실이 교차되고 있는 상황 등등에 대한 구체적인 천착이 필요

하다. 또한 한국의 각 실정법들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야 하며, 또한 각종 법제도―법원, 검찰, 변호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 기능

분석과 비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단지 아카데믹한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된다. 이 작

업은 바로 한국 사회의 법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위

치지워져야 한다. 그리고 이 작업은 단지 법학자들 사이의 폐쇄적인 이론적 



담화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한국 사회의 법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

고, 그 현실을 타개하는 올바른 계획과 방법을 잡아 나아가기 위해서는 맑스

주의 법이론은 그 본성상 현실의 진보운동과의 교통이 필수적이며, 또한 진

보운동과 결합하여 그 한 부분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맑스주의 법이론은 진보적 입장에 선 실정법체계의 ‘해석론’을 새

롭게 개발하고 발전시켜 진보운동의 ‘재판투쟁’에 기여해야 하고, 또한 진

보운동의 발전에 ‘진지’역할을 할 수 있는 사안들을 법적 요구로 정식화

하여 ‘입법운동’에 기여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자본주의하에서의 ‘법

의 지배’ 원리를 비판하면서도,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이라는 전망하에서 법

의 지배에 때로는 반대하며(against), 때로는 그 한도 내에서(within), 또 때로

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하여(for)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56) 이 점

을 간과한다면 우리는 좌익관념론이나 ‘혁명적 냉소주의’에 빠지고 말 것

이다. 또한 지배법학의 논리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작업, 진보적 법학연구자

들의 연대를 모색하는 작업 등의 ‘법학운동’,‘법학연구자운동’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나아가 현시기 민중의 요구를 규범적으로 정식

화한 ‘강령’(programm) 작성작업에까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다.

4.‘정법론’의 몰바른 위치매김

이상의 작업과 관련하여 특히 우리는 민주법학진영 내에 존재하는 ‘정법론

(正法論)’에 대한 올바른 위치매김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의식은 ‘민중의 법’과 ‘지배계급의 법’, ‘정당한 법’과 ‘현실

법’ 등으로 나누고 전자의 우위를 강조하면서 법현실의 타개에 나서려는 

시도인데, 대표적으로 강경선 교수의 입론이 있다.

  “이러한 실천예술의 유일한 장르가 바로 ‘법’인 것이다. 법은 정의를 

이념으로 하는 구체적 행동예술인데 그 완성상태가 곧 ‘사랑 ‧ 박애’이

56) E. P. Thompson, op. cit., p. 290.



다.”57)

  “실제로 우리가 ‘악법’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이미 어떤 정의로운 법

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정법의 내용은 헌법 이전에 이 시대의 사

물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헌법 제1조와 같이 헌법조문으

로 실정화되어 있기도 한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악법을 불준수하기에 앞

서, 그런 정법을 준수함으로써 진리의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

는 것이다 ‧‧‧‧‧‧ 길고 긴 어둠의 역사 속에서 노예의 사슬에 묶여 왔음에도 항

상 올바름을 향하여 투쟁을 그치지 않았던 민중이 자신의 행위지침으로 삼

아 왔던 그 규범을 우리의 법으로 확인하고, 그 법을 준수함으로써 이 땅의 

민주화와 해방의 그 날을 얻어내야 할 것이다.”58)

여기서 나타나듯이 강교수의 ‘법’, ‘정의로운 법’은 ‘이 시대의 사물에 

의해 규정되면서 사랑 ‧ 박애로 나아가는 행동예술’이며 이는 바로 ‘민중

의 행위지침’과 동일하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견해는 ‘법’(Recht)과 

‘법률’(Gesetz)을 구별하는 ‘자연법론’의 한국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자연법론’은 학설차원에서 존재했을 뿐이었고, 

그 핵심을 실현하려는 노력은 극히 결여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견해는 

1917년 러시아 혁명 직후 인민의 “혁명적 법의식”, “혁명적 양심”을 

‘법’의 원천으로 보았던 레이스너(M. A. Reisner)의 ‘계급적 직관법’론

과도 매우 유사하다.59)민중적 입장에 선 법이데올로기를 창출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법률관계투쟁’이나 체제법학과의 법해석논쟁에서 실용성을 가질 

것이며, 활동가의 자기정당성 확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먼저 이 견해에는 현실 사회에 존재하는 그 ‘악법’, ‘현실의 법’

의 발생, 변화, 기능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작업이 결여된 채, 단지 ‘민중의 

법’, ‘근본규범’ 등의 우월성만이 강조되고 있다. 이 견해의 정당한 문제

57) 강경선, ｢민주법학운동의 과제와 전망｣, 사상문예운동 제2호(1989년 겨울), 264쪽.
58) 강경선, ｢민중의 법과 권력의 법｣, 사회와 사상 전권특별기획②, 90년대 한국사회의 쟁점(한길사

/1990), 181-182쪽.
59) Reisner, “Law, Our Law, Foreign Law, General Law”, H. W. Babb, ed., op. cit. pp. 84-97, 102

; “The Theory of Petrazhitskii : Marxism and Social Ideology”, Ibid., p. 82.



의식이 살아나려면 ‘현실의 법’을 규정하고 또한 ‘민중의 법’의 실현을 

지연하는 “이 시대의 사물구조”에 대한 천착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

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 견해는 규범과 규범간의 ‘공중전’에만  촛점을 

맞추게 되어 ‘헌법주의’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요컨대 ‘악법’에 대

비되는 ‘정법’이라는 논리만으로는 부족한 것이다.60)  그리고 이 견해는 

‘법규범’과 ‘법의식’ ‧ ‘법이데올로기’를 혼동하고 있으며, ‘민중의 

법’, ‘정법’을 말할 때는 주관적 법개념을, ‘지배계급의 법’, ‘악법’

을 말할 때는 객관적 법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법분석에 있어 이중기준을 사

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해 두고 싶다. 요컨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제안에 

완전히 동의한다.

“자연권 이론의 역사성, 그것이 함축하는 내용의 이데올로기성이 철저히 인

식되어야 하며, 새로운 문제틀 속에서 그 합리적 핵심이 보존될 때만 진정한 

비판의 무기로서 민중의 물질성과 결합하여 무기의 비판이 될 것이다.”61) 

5.‘주체의 법이론’ 비판

마지막으로 북한의 ‘주체의 법이론’을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

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남한 진보운동은 과거의 ‘통념’을 되씹으면

서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내야 할 시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반추작업의 대상

에 북한도 예외일 수는 없다. 북한에 대한 환상은 또 한번의 실망으로 이어

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주체의 법이론에는 위에서 본 ‘법사멸론’의 

문제의식과 사회주의하에서 기본권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이해는 매우 취약하

다고 판단되는데, 본격적인 연구는 뒤로 미루더라도 북한 노동법과 형법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자.62) 

60) 원래 “정의는 항상 기존의 경제적 관계들을 때로는 보수적 시각에서, 때로는 혁명적 시각에서 이데올로
기화하고 미화한 표현일 뿐”이며, “영원한 정의의 관념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관계된 
사람에 따라서도 변하는 것”이 아니던가?(Engels, “The Housing Question,” SW, vol. 2, 
pp. 365-366).

61) 조성민, ｢책머리에｣, 같은 책, 5쪽.
62) 이에 대해서는 조국, ｢법을 통해 본 국가사회주의｣, 월간 길을 찾는 사람들(도서출판 길/1993. 3)을 

참조하라. 



북한의 1978년 ‘사회주의노동법’을 비롯한 노동법령에서 단결권, 단체교섭

권 및 단체행동권 등의 ‘노동3권’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각종의 의무들은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고,63) 이러한 의무위반의 

일부는 ‘범죄’로 처벌되고 있다.64) 노동3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북한은 

착취계급이 소멸된 근로자의 국가이며, 근로자의 이해를 완벽히 체현하고 있

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어떠한 권익의 침해도 없다는 ‘국가주의’적 사

고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자 개개인과 근로자계급 전체를 대표하는 국가권력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위로부터의 노력 

외에도 반드시 공민 스스로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노력이 필요하다. 즉 ‘사

회주의노동정책’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노동법 제13조)만 있으면 족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노동3권의 보장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 노동법에 

나타나는 ‘의무의 과잉’ 현상은 사회주의체제의 효율성을 생산관계의 혁

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노동통제를 통해서 확보하려는데서 나타난 것이다. 즉 

북한 노동법의 촛점은 ‘노동자주관리’ 등을 통하여 생산수단을 생산자 자

신의 소유로 복귀시키고 이를 통하여 생산수단의 ‘실질적 사회화’를 지향

하는데 놓여 있기 보다는, 생산수단의 ‘국유화’ 하에서 노동력의 조직화와 

동원, 효율적 관리에 맞춰져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 형법을 보자면, 북한 형법은 자신의 임무를 북한 사회주의체

제의 보위라고 분명히 밝힘으로써(제4조) 형법의 ‘계급성’와 ‘도구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형법의 본성을 솔직히 밝히고 있다는 점이 

아니라, 그 ‘계급성’과 ‘도구성’이라는 이름 하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법현실이 고착되어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이는 정치형법부분에서 드러나는

데, 대표적으로 ‘반혁명범죄’(제51조-66조)가 있다. 예를 들어 반혁명범죄 

중 ‘반동선전선동죄’(제56조) 부분은 ‘반동적인 사상 ‧ 요언 ‧ 출판물 ‧ 문
서 ‧ 낙서 ‧ 투서’ 등을 조작 ‧ 유포 ‧ 전파하는 행위는 사형에 처한다고 하

고 있다.65) 자본주의국가든 사회주의국가든 자신의 체제를 보위하기 위하여 

63) 노동규율준수의무(제18조), 기술혁신운동의무(제19조), 계획과제초과달성의무(제20조), 품질향상의무(제21
조), 설비애호 및 자재절약의무(제22조), 사고방지의무(제23조) 등.

64) 반혁명적 태업죄(형법 제61조), 노력낭비죄(제108조), 오작품(誤作品) 및 불합격품생산죄(제91조), 오작설
계 ‧ 오작시공죄(제92조) 등.

65) 김일성종합대학 형법학 교재는 ‘반동선전선동죄’ 중에서 가장 엄중한 것으로 “수령과 지도자의 권위와 



각종의 ‘정치형법’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 

‘정치형법’이 ‘반혁명’, ‘반동적’ 등의 불확실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상’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

우 범죄성립여부가 공안경찰 등 법집행자의 손에 놓이게 되고 범죄의 성립

범위가 확장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공민의 정치활동이 위축될 위험이 상존

하는 것이다. 형법은 체제보위의 도구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가

의 과도한 또는 잘못된 권력행사로부터 공민을 보호하는 ‘보장적 기능’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66) 

이상의 점에 대하여 북한 당국은 “미제의 반혁명음모”, “남한 정권의 흡

수통일 음모”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다고 항변할 수도 있으며, 우리의 비판

을 ‘생디칼리즘’,‘우익 기회주의’라고 비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

와 같은 ‘병영사회주의’적 노선을 견지한다고 체제가 강화되는게 아니다. 

오히려 북한 정부가 대중들의 아래로부터의 정치와 비판을 보호하고 발전시

킬 때 체제가 공고히 되는 것이 아닐까? 원래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먹고 

자라며, 민주주의를 통해 강화되는 것이 아니던가? 그리고 법분야에서도 입

법과정과 ‘법발견’에서 그리고 법적용과 법집행에서 공민의 참여와 통제, 

또한 법제도, 법기구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통제 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야 하지 않을까? 만약 ‘주체의 법이론’이 이러한 작업없이 “혁명적 준법

기풍”, “자발적 규범주의”의 수립만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도그마

에 빠져 과거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학’의 오류를 반복하는 결과를 초래

하고 말 것이다.

V. 맺음말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보수화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지만, 이 땅에서 자

본주의의 모순은 엄연히 재생산되고 있으며 각종 ‘악법’은 엄존하고 있다.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김근식, 형법학 II(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1986), 23쪽.
66) 최근 중국 국무원의 양징위 법제국장이 중국 형법의 ‘반혁명죄’ 조항 삭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언하

였는데, 북한 당국은 이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한겨레신문, 1993. 5. 19자). 그리고 이러한 북한 형
법의 문제점을 이유로 남한의 국가보안법의 존재가 정당화될 수는 없음을 사족으로 덧붙인다.



이러한 시기에 맑스주의 법이론을 위시한 ‘과학적 ‧ 실천적 법학’의 존재

의미는 여전하다. 그러나 단순한 존재의미의 확인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 시

대의 진보법학은 몰락한 현실 사회주의 실험의 성과와 한계에서 교훈을 추

출하고, 엄존하는 현실 자본주의의 모순과 대결하면서 새로운 전망을 열어나

가는데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의 진전은 단지 진보법학자들 간

의 학술적 논의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법에서부터 소외된 대중이 법

을 자신의 것으로 하고 나아가 법 자체로부터 해방되려는 운동과 결부될 때

만 가능할 것이다.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린 채 저울과 칼을 들고 있다. 

법학자의 노력에 따라 그녀는 권력에 빌붙어서 민중에게 칼을 휘두르는 요

부(妖婦)가 될 수도 있고, 민중적 정의를 형평있게 실현하는 여장군이 될 수

도 있을 것이다.

객관적 과제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주체역량은 미흡하기만 하다. 법허무주

의와 법물신주의에 빠지지 않으며 국가법의 사멸과 인민의 자치규범의 창출

을 지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 호흡 강한 걸음”이 필

요하다. 전망의 혼돈, 대오의 동요, 수적 열세 등등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다. 그리고 모두가 희망과 열정에 불타 있었던 80년대가 그립기도 하다. 그

러나 우리는 과거를 먹고 살아서는 안된다! 브레히트(Bertolt Brecht)는 충고

한다.

“좋았던 옛날 것들이 아니라 나쁜 새로운 것들로부터 시작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