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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에서의 법 이해에 대한 고찰*
－ 중국의 법 개념의 원류(源流)를 추적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
1)

姜 光 文**
요 약
본 논문은 현대 중국에서 ‘법’이 어떻게 정의(定義)되고 있고 중국식 법 인식의
기원(起源)이 어디에 있는가를 추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논문은 중국에서 ‘법’의
몇몇 사용례를 검토한 후, 이러한 법 이해의 배후에는 두 가지 사상적 계보, 즉 전통
적인 중국의 법사상과 1949년 이후 구소련을 통해 들어온 마르크스주의 법 이해의
영향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서양의 일반적인 법인식과 비교해 볼 경우, 중국식 법 이해에는 강한 법실증주의
의 경향, 법에 대한 도구론적 이해 및 이른바 ‘rule of law’와는 다른 ‘法治’의 관념
등의 특징이 보인다. 법 개념에 대한 이와 같은 고찰은, 중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각종 법제 현상, 나아가 현대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중국법, 법의 개념, 법치, 유가와 법가, 사회주의 법제건설

Ⅰ. 들어가며
중국에서 현재 사용하는 낱말인 ‘法 = fǎ’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이는 기원전 5세
기경에 편찬된, 중국 역사상 첫 체계적인 성문법전이 뺷法經뺸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 후 ‘法’이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
되어 왔다.
한편으로 근대 이후 ‘Law’나 ‘Recht’의 번역어로 ‘法’이 쓰였고, 이를 바탕으로
‘憲法’, ‘民法’, ‘法律行爲’와 ‘法哲學’과 같은 많은 법학용어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15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논문의 일부 내용은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의 저자의 발표문 ‘중국법의
이해’(2014. 9. 14)를 토대로 하였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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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법학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사회과학은 서양 학문의 수입을 토대로
형성된 것이다. 문물이나 기술의 수입과 달리 학문의 수입 특히 사회과학 이론의
수입은 번역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동아시아의 근대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앞섰
던 일본은 홍수처럼 밀려오는 서양의 개념들에 대해, 기존의 한자를 그대로 사용
하거나 의미를 바꾸어 사용하거나 새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신조어(新造語)들을 만
들어냈고 이러한 개념들이 현재 동아시아 사회과학의 공통된 기반을 형성하고 있
다.1) 법학에 한해서 보자면,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은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륙법
국가의 법을 참고하여 성문법을 체계화하고 서양 법학이론을 수입하였다. 마찬가
지로 중국도 근대 법체계의 확립 과정에서 일본의 또는 일본을 경유한 대륙법계의
법률과 법이론을 중요한 모델로 삼은 적이 있다.2)
따라서 ‘法’은 중국에서 예전부터 있었던 용어이고 흔히 쓰는 표현이지만 서양
의 ‘Law’나 ‘Recht’의 번역어로 사용되면서 새로운 의미와 용법이 추가되었다. 이
로 인해 현재 중국에서 ‘法’이라는 표현이 쓰일 경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고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적지 않다. 한 예로, 중국
에서 요즘 자주 등장하는 ‘法治’가 서양에서 말하는 이른바 ‘rule of law’와 크게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3) 비록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뜻이 ‘사시이비(似是而非)’인 것
이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에서 ‘法’은 주로 어떻게 사용되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중국식 법 이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중국 법 개념의 원류(源流)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본 논문은 우선, 위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
하고자 시작하였다.
그 외 최근 중국의 경제부상과 함께 중국법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고 있고 중국
법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사법제도나 헌법체계, 중국의 각종
성문법 규정 또는 중국 공산당의 법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국에서 실
1)

2)
3)

丸山真男 / 加藤周一, 翻訳と日本の近代(岩波書店, 1998), 109면. 근대 이후 동아시아에
서 학문과 지(知)의 형성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로는 山室信一, 思想課題としての
アジア － 基軸⋅連鎖⋅投企 － (岩波書店, 2001) 참조. 그중 근대화 성공국가로서의 일
본의 역할에 관해서는 262면 이하 참조. 일본에서 몇몇 기본적인 법률용어의 번역에
관해서는 古田裕清, 翻訳語としての日本の法律用語(中央大学出版部, 2004) 참조.
张晋藩, 中国法律的传统与近代转型(第三版, 法律出版社, 2009), 569면 이하 참조.
서양법과의 비교에 있어서 중국식 ‘法治’의 개념과 특징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게 이
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刘星, “中国“法”概念与现代法治观念的关系”, 清华法治论衡(清
华大学出版社, 2000), 60-86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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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고 있는 법제도나 법률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물론 중요
하다. 다만 이와 함께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법의 개념과 그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각종 법률현상, 법제도 관련 언설
(言說)은 그 배후에 놓여있는 법 개념 자체에 대한 고찰을 떠나서는 완전히 이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논문을 통해 중국의 법제도 나아가서 현대 중국 사회를
바라보는 하나의 유익한 실마리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논문은 현대 중국에서 법(‘法’)이 일반적
으로 어떻게 이해되고 있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려 한다. 논문은 이
하에서 우선 중국에서 ‘法’의 용법과 정의(定義)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개괄한다
(제2장). 다음으로 이러한 법 개념의 원류에 대해 크게 전통적인 중국의 법사상과
1949년 이후 구소련을 통해 들어온 마르크스주의의 법 이해로 나누어 고찰하고
이 두 맥락에서 법이 어떻게 언급되어 왔는지를 검토한다(제3장). 이어서 현대 중
국 법 개념의 특징을 서양의 전통적인 법 이해와의 비교를 통해 종합한 후(제4장),
마지막으로 현대 중국에서 나타난 일부 법제도 관련 현상이 위와 같은 법 이해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살펴보았다(제5장).
이처럼 현재 중국에서 법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그러한 법 개념
의 원류를 추적하고자 한 본 논문은 말하자면 이른바 개념사(Begriffsgeschichte) 연
구의 한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4) 개념사 연구의 난점 중 하나가 텍스트의
선정 및 그 선정 과정에서 개입되는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개념과 그 개념을 둘러싼 용어들이 사용된 수많은 텍스트 중 저자가 선택한 몇몇
사용례가 반드시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텍스트의 선정은 물
론 그 의미와 사정(射程)의 확정에 있어서 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이
로 인해 논증과 결론의 설득력이 저하될 우려가 다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대의 대표적인 사상가와 중요한 문헌을 중심으로 특정
개념의 용법을 추적하는 작업이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본 논문 역시 애당초
중국에서 법의 용법과 정의(定義) 및 그 원류에 관련한 텍스트를 빠짐없이 망라해
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고, 기존 연구를 가능한 한 광범위하
게 참조하였다는 전제 하에 저자 개인의 판단에 의해 선정된 몇몇 텍스트를 중심
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5)
4)
5)

개념사 일반에 관해서는 나인호, 개념사란 무엇인가(역사비평사, 2011) 참조.
‘法’의 개념과 용법에 관한 기존 연구로 본문에서는 주로 다음과 문헌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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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대 중국에서 ‘法’의 용법과 정의(定義)
1. ‘法’의 용법
우선 중국에서 ‘法’ 개념의 용례에 대해 국가의 공식 문헌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현행 중국 헌법(1982년 통과, 그 후 몇 차례 개정) 제5조는 이렇
게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의법치국(依法治國)을 실행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法治國家)를 건설한다.” 그리고 중국의 모든 핵심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의 정관에서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인민을 거느리고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킨다 …… 사회주의
법제(法制)를 체계화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法治國家)를 건설한다.” 그 외 정관에
서는 “의법치국(依法治國)과 의덕치국(依德治國)을 서로 결합해야 한다.”고 하면
서 법치(法治)와 더불어 덕치(德治)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總綱’ 부분. 2012년
최신 개정).
중국 헌법과 공산당 정관에서 말하는 ‘의법치국’은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린다
는 것이고 ‘법치국가’의 내용은 오랫동안 중국 사회주의 법제건설의 기본목표이기
도 한 다음의 16자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有法可依, 有法必依, 執法必嚴, 違
法必究”.6) 이는 중국공산당이 개혁개방 정책의 채택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이른바
11기 3중전회(1978년)에서 나온 것으로, 이후 중국공산당의 정책문서나 법학 교과
서는 물론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는 문구이다. 그 뜻은 ‘의거할 수 있는 법이 있고,
법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의거해야 하고, 법 집행은 엄격해야 하며, 법을 어기면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 법제건설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개
인이나 공산당의 정책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입법을 체계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법의 집행과 준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2년 중국공산당은 위의 16자 방침을 수정한 신16자 방침(新十六字方針)을
제시하고 이를 중국 법치국가 건설의 새로운 목표로 삼았다. “科學立法, 嚴格執法,
公正司法, 全民守法”. 이는 ‘과학적으로 입법하고, 법집행은 엄격히 하고, 사법을

6)

梁治平, 法辨 － 中国法的过去, 现在与未来(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2); 梁治平 等, 新
波斯人信扎 － 变化中的法观念(中国法制出版社, 2000); 何勤华 等, 法律名词的起源(上)
(北京大学出版社, 2009), 1-8면; 溝口雄三 など 編, 中国思想文化事典(東京大学出版会,
2001) 중 ‘法’에 대한 해설(239-245면); 村上淳一, <法>の歴史(東京大学出版会, 1997).
이 논문 본문에서의 한자는 원칙적으로 번체자를 사용하였다. 다만, 간체자로 된 책자,
논문 등의 명칭은 그대로 간체자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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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히 하며, 전 인민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당과 정부
입장에서는 입법을 과학적으로 하고 법집행을 엄격히 해야 하는 반면, 인민들은
그러한 법을 잘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법은 당과 국가가 만들어내는 것
이고 법을 지켜야 하는 대상은 인민이다.
2012년에 출범한 시진핑(習近平)을 중심으로 한 중국공산당의 새 지도부 역시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건설’을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정하고 법에 의한 통
치, 부패 척결, 법의 엄격한 집행 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2014년에 중국공산당
은 법제도와 사정(司正)에 관한 중요한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 결의안의 각
항목에 현재 중국 정부와 공산당 및 주류 언론에서 법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
는지가 잘 나타나 있다(뺷中共中央关于全面推进依法治国若干重大问题的决定뺸,
2014년 10월 23일).7)
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의 길(中國特色社會主義法治道路)을 견지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中國特色社會主義法治體系)를 건설한다.
② 헌법을 중심으로 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社會主義法律體系)를 완성
하고 헌법의 실행을 강화한다.
③ 의법행정(依法行政)을 깊이 추진하고 법치정부의 건설을 가속화한다.
④ 공정사법을 보장하고 사법의 공신력(公信力)을 높인다.
⑤ 전 인민의 법치관념(法治觀念)을 강화하고 법치사회 건설을 추진한다.
⑥ 법치에 종사하는 인력의 양성을 강화한다.
⑦ 의법치국에 대한 공산당의 영도를 강화하고 개선한다.

즉 입법을 통한 법률체계의 완성, 의법행정과 사법공정, 인민의 법치의식 제고,
사법기관의 공정성 확보 등의 내용들이다.

2. ‘法’의 정의(定義)
헌법과 공산당강령 등 공식문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法’의 용법은 대체로 위와
같다. 이와 함께 중국의 법학 사전이나 법학 교과서에서는 ‘法’을 어떻게 정의(定
義)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자면, 우선 중국에서 출판된 법학사전에서의 법의 정의
(定義)는 대체로 비슷하다. “국가가 제정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통치계급(統治階級)
7)

本书编写组, 中共中央关于全面推进依法治国若干重大问题的决定 辅导读本(人民出版社, 2014),
1-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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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지를 체현하고 국가 강제력으로 시행되는 행위규범체계”(뺷法学词典뺸, 1980
년), 또는 “국가가 제정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인간의 권리, 의무, 권력을 규정하고
국가 강제력으로 시행되며 사람들의 행위를 조정하는 규범체계”(뺷中国大百科全书
(法学)뺸, 2006년)및 “법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강제력으로서 그 시행
을 보장하는, 권리와 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특정한 물질생활조건이 규정한 통
치계급의 의지를 반영한, 통치계급에 유리한 사회관계와 사회질서의 확인과 보호
를 그 목적으로 하는 행위규범체계”(뺷新编常用法律词典뺸, 2012년) 등이다.
이러한 법의 정의(定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이라 함은 ① 사회관계를 조정하
는 행위규범이고 ②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 또는 지배계급의 의지(意
志)를 체현하고 ③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들로 구성되고 ④ 국가강제력으로 그
시행이 보장된다(뺷新编常用法律词典뺸, ‘法的特徵’ 해설 부분. 2012년).
또한 1980년대 이후 중국의 대표적인 법학이론 교과서도 법에 대해 비슷한 정의
(定義)를 내리고 있다. “법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한, 국가강제력이 그 실시를
보장한, 통치계급(즉 국가정권을 장악한 계급)의 의지를 반영한 규범체계이고, 이
러한 의지의 내용은 통치계급의 물질생활조건이 결정하고, 사람들의 상호관계 속
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통치계급에 유리한 사회관계와 사회질서를 확인,
보호, 발전시킨다.” 8)
위와 같은 법의 정의(定義)에 대해 중국에서 모두 동조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지금까지 중국 학계의 주류적인 관점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 교육부 주도
하에 만들어진 법학이론 교과서에서는 법의 특징으로 ① 행위규범을 조정하는 규
범 ② 국가전문기관이 제정, 인정하고 해석하고 ③ 권리와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④ 국가강제력에 의거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을 열거하였고,
법의 본질로는 ① 법의 의지성(意志性)과 규율성(規律性) ② 법의 계급성과 공동
성(共同性) 즉 사회성 ③ 법의 이익성과 정의성(正義性)을 제시하였다.9)
중국의 한 법철학 연구자는 현재 중국의 법학 관련 문헌과 일상생활에서 ‘法’이
라는 용어(用語)가 사용될 때에는 세 가지 내용 즉 ① 법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
정한 행위규범이고 ② 법은 국가의 강제력으로 작동하고 ③ 법은 권리와 의무의
배치를 조정하는 것이 주로 포함된다고 하면서, 중국에서 법 관념의 핵심은 “위에

8)
9)

孙国华 / 朱景文, 法理学(中国人民大学出版社, 1999), 50면. 관련 내용은 葛洪义, 法理
学教程(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4), 63면에서 재인용.
张文显 主编, 法理学(高等教育出版社 / 北京大学出版社, 1999), 4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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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아래로 내려지는 것[自上而下]” 즉 국가의 권력과 강제력을 배후로 한 “상하통
섭관계(上下統攝關係)의 존재”라고 결론지었다.10)
이러한 ‘法’의 사용법과 정의(定義)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중국에서 이해하고
있는 법은 국가가 입법을 통해 만든 강제력을 가진 행위규범이다. 따라서 국가는
보다 유효한 통치의 실현을 위해 우선 입법을 통한 성문법률의 체계화를 추구하고
법집행을 엄격히 해야 한다. 법은 사회관계 속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지배계급의 의지(意志)를 반영할 수밖에 없고 지배계급에 유리하게 작
동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입법과 법집행을 통한 ‘의법치국(依法
治國)’을 실현해야 한지만, 한편으로 인민들의 준법의식을 고취해야 하고 ‘의법치
국(依法治國)과 함께 ‘의덕치국(依德治國)’을 결합시켜야 한다. 여기서 법은 주로
국가 입법을 통해 제정된 것이고 어디까지나 치국(治國)의 수단인 것이다.

Ⅲ. 현대 중국의 법 개념의 원류(源流)
법의 제정과 성문법을 중요시하고 법을 우선 통치의 수단으로 보는 등 현재
중국에서의 법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이러한 법 개념의 원류(源流)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법제도나 법정책과 관련된 중국공산당과 주류 언론의
각종 언설 배후에 놓여 있는 위의 ‘중국 특유의 법 이해’에는 적어도 두 가지 사
상적 계보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된다.11) 전통적인 중국의 법사상과 1949년 이후
구소련을 통해 들어온 마르크스주의의 법 이해가 바로 그것이다.

1. 중국의 전통적 법 개념과 사상
가. 고대 중국에서의 법
근대 이전 중국에서 법이라 함은 형벌(刑罰)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法’과
‘刑’은 서로 대체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12)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인 기원

10)
11)
12)

刘星, 앞의 논문, 62면.
溝口雄三 など 編, 中国思想文化事典(東京大学出版会, 2001), 239면 이하 참조.
梁启超, 先秦政治思想史(天津古籍出版社, 2003; 초판은 1922), 58면, 梁治平, 法辨 －
中国法的过去, 现在与未来(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2), 82면, 장현근, “先秦政治思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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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기경에 출간된, 역사상 첫 한자어 사전이라 불리는 뺷說文解字뺸에서 ‘法’을 다
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法, 刑也. 平之如水, 從水; 廌, 所以觸不直者, 去之, 從去
[법은 형이다. 물처럼 평평하기에 ‘水’자를 따른다. ‘廌’가 접촉하게 하여 올바르지
않는 자를 제거하기에 ‘去’자를 따른다]”. 여기서 ‘廌’는 죄의 유무를 판가름하는
짐승이고 ‘平之如水’ 부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法’이
예로부터 우선 刑을 의미한다는 해석은 일치한다.13) 현재 출간되고 있는 고대 중
국어 사전에서도 ‘法’의 첫 의미를 “法律 또는 刑法”이라고 풀이하고 있다(뺷古代
汉语词典뺸, 商务印书馆, 2012년).
중국에서 초기 성문법의 편찬에 관해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문서에서는 법의 출
현에 관해 이렇게 적고 있다. “苗民弗用靈, 制以刑, 惟作五虐之刑曰法”(뺷尙書⋅呂
刑뺸).14) 당시 소수민족 집단인 묘족인들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니 다섯 가지 가혹
한 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법으로 되었다는 뜻이다. 이 문헌은 중국에서 법의 탄
생에 대한 설명으로 자주 인용되는데 여기서 ‘法’은 형벌의 총합이라는 뜻으로 쓰
이고 있다.
뺷吕刑뺸 이전에 상(商)나라 법률서인 뺷湯刑뺸, 그 전에 하(夏)나라의 성문법 총서
인 뺷禹刑뺸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세 성문법서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 초기의 성문 법률의 명칭에는 모두 “刑”자가 들어가 있다. 그 후 기원전 5세
기경에 전국(戰國)시기 진(秦)나라에서 편찬된 성문법전은 뺷法經뺸15)으로 불리다
가 뺷漢律뺸 이후의 법전들은 뺷唐律뺸, 뺷大明律뺸과 같이 “律”로 불렸다. 이처럼 ‘法’
은 ‘刑’과 더불어 ‘律’과도 비슷한 의미로 쓰이기도 하였다.16)
형벌의 의미를 강하게 나타내는 법은 애당초부터 예(禮)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禮不下庶人, 刑不上大夫[예는 서인들에 미치지 않고 형은 사대부에
이르지 않는다]”(뺷禮記⋅曲禮뺸). 또한 이러한 법은 예(禮)와 더불어 군주나 정부가
통치의 수단으로 제정한 규범들이다.17) “法者, 憲令著于官府, 刑罰必于民心, 賞存

13)
14)

15)
16)

서 ‘法’의 의미”, 한국정치학회보, 제27집 제2호(1994), 77면 참조.
위의 문헌 이외에, 武树臣, 中国法律思想史(法律出版社, 2004), 51면, 溝口雄三, 앞의
책, 239면 등 문헌 참조.
뺷吕刑뺸은 중국 고대 西周(BC 1046-BC 771)시기의 성문법전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그
원본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다. 훗날 편찬된 유가경전 뺷尙書뺸에는 ‘吕刑’에 관한
일부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뺷法經뺸의 성격, 실제 저자 및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
何勤华, 中国法学史, 第一卷(法律出版社, 2006), 66면 이하 참조.
何勤华, 앞의 책, 17면; 何勤华等, 法律名词的起源(上)(北京大学出版社, 20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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乎慎法, 而罰加乎奸令者也[법이란, 관청이 법령을 공포하고 형벌이 민중의 마음속
에 뿌리내리게 하여 법을 지키는 자를 장려하고 법령을 위반하는 자를 처벌함을
의미한다]”(뺷韓非子⋅定法篇뺸). 정부가 제정한 이러한 법을 준수해야 하는 자는
우선 인민들이다. “法者, 編著之圖籍, 設之於官府, 而布之於百姓者也[법이란, 책
자에 적어놓고 관청에 놓아두고 백성들에게 배포하는 것이다]”(뺷韓非子⋅難三篇뺸).
고대 중국의 법 개념은 그 후 큰 변화 없이 근대에까지 이르게 된다. 즉 중국에
서 법은 전통적으로 ① 강제성을 가진 사회규범이고 그 주요 기능은 형벌에 있고
② 법은 군주가 제정한 것이고 군주 의지의 표현이며 ③ 위정자 입장에서 법은 도

덕이나 예(禮)에 비해 한 단계 낮은 통치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18) 따라서 고대 중
국의 법은 형이나 강제적 규정이라는 비교적 좁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통치의 수
단이라는 면이 강하게 인식되어 왔다. 중국의 전통적인 법 개념과 중국인의 법 관
념에 대해 연구해 온 한 학자는 서양법 전통을 의식하면서 고대 중국에서 “법의
기능은 비교적 단조롭다. 이는 단지 형벌을 추가한 강제적인 명령이고 고대 제왕
(帝王)들이 민중을 통치하는 폭력수단”이라고 하면서 “중국 고대의 법률에는 독자
적인 품격이 결여되어 있다. 왜냐하면 법은 군주의지를 관철하는 수단이고 진압을
능사로 하는 통치도구이며 ‘형’과 거의 동의어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였다.19)
나. 중국의 전통적 법사상
중국의 전통적 법사상 또는 고대 중국의 정통법률사상(正統法律思想)은 춘추전
국시기의 이른바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시대를 거친 후 진한(秦漢)시기에 중앙집
권체제의 수립과 함께 형성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은 크게 유가(儒家)와
법가(法家) 사상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20)

17)

18)
19)
20)

중국 법사상에서 예(禮)의 개념 및 예와 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武树臣, 中国法律文化
大写意(北京大学出版社, 2011), 48면 이하; 瞿同祖, 中国法律与中国社会(商务印书馆,
2013; 초판은 1947), 309면 이하 참조.
何勤华, 中国法学史, 第一卷(法律出版社, 2006), 178면 이하.
梁治平 等, 新波斯人信扎 － 变化中的法观念(中国法制出版社, 2000), 34면, 87면.
武树臣, 中国法律思想史(法律出版社, 2004), 188면 이하; 瞿同祖, 앞의 책, 30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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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가(儒家)의 법사상21)
유가의 시조인 공자(孔子, BC 551-479)는 중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 전통적 법사상 역시 그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른바 유가학파의 정치와 법 이해로부터 큰 영향을 받게 된다.22) 치국(治國) 즉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양(養), 교(敎), 치(治)의 세 가지 방식이 있고 양과 교
의 수단으로 ‘德’과 ‘禮’가 있고 치(治)의 수단으로는 ‘政’과 ‘刑’이 있는데, ‘德’과
‘禮’를 위주로 하고 ‘政’과 ‘刑’을 보조로 해야 한다는 것이 공자 정치사상의 핵심
이다.23)
위정자는 법과 제도로 민(民)을 강제하는 것보다 스스로 잘하는 게 중요하고 권
력이나 형벌을 남용하기보다 덕과 예를 통해 교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정
치에 대해 제자가 묻자 공자는 “政者, 正也. 子帥以正, 孰敢不正[정치라 함은 올바
름이다. 그대가 솔선하여 올바르게 한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는가]”(뺷論語⋅
顔淵뺸)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또한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자
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자신이 바르지 못하면 비록 명령하더라도
따르지 않는다]”(뺷論語⋅子路뺸). 이는 일종의 현인통치(賢人統治)의 사상으로 그
후 맹자(孟子, BC 372-289) 등에 의해 한층 발전되었고, 훗날 유가는 법치(法治)에
비해 인치(人治) 또는 인치주의(人治主義)를 중시한다고 평가받게 된다.24)
통치에 있어서 法 = 刑의 역할에 대해 공자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道之以政,

21)

22)

23)

24)

본 논문의 심사단계에서, 고대 중국의 유가와 법가의 법사상에 대한 논문의 설명이
너무 소략하여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심사의견이 제기되었다. 중국 고대
법사상에 관해, 본 논문은 어디까지나 기존의 대표적 연구를 참조하고 현재까지의 통
설에 기초하여 유가와 법가의 법이해의 일반적인 특징을 종합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논문은 기존 연구나 통설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거나 필자의 창의적인 해석이나
견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현대 중국에서의 법 이해’라는 본 논문의 주제의 필
요성과 더불어, 중국 고대 정치사상사 또는 법사상사 전공자가 아닌 필자의 학문적
능력의 한계에 기인한다는 점을 여기서 밝힌다.
공자와 유가의 법사상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본 논문에서
는 주로 다음과 같은 문헌을 참조하였다. 梁启超, 先秦政治思想史(天津古籍出版社,
2003; 초판은 1922); 萧公权, 中国政治思想史, 上册(商务印书馆, 2013; 초판은 1940);
瞿同祖, 中国法律与中国社会(商务印书馆, 2013; 초판은 1947); 武树臣, 中国法律思想史
(法律出版社, 2004).
萧公权, 中国政治思想史, 上册(商务印书馆, 2013; 초판은 1940), 69면 이하. 여기서 양
(養)은 애민(愛民)을 의미하고 ‘교화(敎化)’에는 ‘一身作則[스스로 모범을 지킨다]’과
‘以道悔人[도리로서 사람을 깨우치게 한다]’의 두 가지 방식이 포함된다.
梁启超, 先秦政治思想史(天津古籍出版社, 2003; 초판은 1922), 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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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권력으로써 통치하고 형벌로
써 다스리면 백성들이 이를 피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덕으로써 통치하고 예
로써 다스리면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알고 올바른 길로 나아간다]” (뺷論語⋅爲政뺸).
중국의 법제사 교과서에서 유가나 공자의 법 이해를 설명하는 데 반드시 인용되는
이 구절의 뜻은, 법이나 형벌은 필요할 때 사용되어야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사회
통치수단은 아니고 덕과 예가 한 수 위라는 것이다. 여기서 예(禮)라 함은 군신(君
臣), 부부(夫婦), 장유(長幼) 등의 구별을 기반으로 한 사회규범의 체계이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예에 따라 행동한다면 사회는 평화롭고 안정
적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유가는 덕에 의한 교화와 더불어 예치(禮治)를 우선시
한다.25) 이러한 덕이나 예에 비해 법은 부차적인 의미를 지니는 데 불과하다.
20세기 중국 법제사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진 瞿同祖(1910-2008)는 유가의 법률
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덕과 예를 중시하고 형벌을 등한시하는 것은
유가의 일치된 신앙이다. 인민들이 우연히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유가는 법률을
통한 제재를 주장하지 않는다. 유가는 법률의 구제[救贖]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 인민이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죄는 인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화가 이

루어지지 않거나 교화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데 이유가 있어, 그 과실은 아래
가 아니라 위에 있다.”26) 유가가 말하고 있는, 형벌을 중심으로 한 법의 지위가 여
기서 잘 나타난다.
따라서 공자를 대표로 한 유가의 법사상의 핵심은 법보다 예(禮)를 중시하는 ‘예
치(禮治)’사상, 우선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한다는 ‘덕치(德治)’사상, 정치는 사람
에 달려있다는 ‘인치(人治)’사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27)
(2) 법가(法家)의 법사상
반면 유가를 비판한 법가28)는 덕의 교화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25)
26)
27)
28)

梁启超, 앞의 책, 240면.
瞿同祖, 앞의 책, 331면.
武树臣, 앞의 책, 107면 이하 참조.
이른바 법가(法家)는 중국 춘추전국시기에 나타난, 통치에 있어서 법제(法制)와 엄형
(嚴刑)을 중요시하는 사상학파이다. 그 대표자로서는 관중(管仲, BC 723-645) 상앙(商
鞅, BC 395-338), 한비자 등이 있다. 법가의 법사상에 관해서는 위의 각주 22)에서 열
거한 문헌들 이외에 아래와 같은 문헌을 참조하였다. 李贵连, 法治是什么 － 从贵族法
治到民主法治(广西师范大学出版社, 2013); 时显群, 法家“以法治国”思想研究(人民出版
社, 2010); 長尾龍一, 古代中国思想ノート, 新版(慈学社出版, 200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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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부정하였고 위정자 한 사람이 솔선수범함으로써 통치를 잘 할 수 있다는 것
을 믿지 않았다. 따라서 치국에 필요한 것은 사람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객관적이
고 통일적인 규칙에 의한 통치라고 하였다.29) 법의 집행에 있어서도 사회적 신분
에 따른 차별이 아닌, “不別親疎, 不殊貴賤, 一斷于法[친소를 구별하지 않고 귀천
을 차별하지 않고 법에 의해 통일적으로 재단한다]”(뺷史記⋅列傳뺸)를 요구하고 必
信[신용 중시], 有常[한결 같음], 無私[사익 부정]를 특히 중요시하였다.30)
인간은 이기적이고 ‘이익을 추구하고 손해를 회피하는 습성[好利惡害]’이 있기
에 상벌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는 중형(重刑)도 불가피
하다. 전국시기 법가의 대표주자로 알려진 한비자(韓非子, BC 280-233)는 엄형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夫严刑者, 民之所畏也; 重罚者, 民之所恶也. 故圣人陈其所畏以禁其邪, 设其所恶以
̇ ̇ ̇ ̇ ̇ ̇ ̇ ̇ ̇ ̇ ̇ ̇ , 而严刑重罚之可以治国
̇ ̇ ̇ ̇ ̇ ̇ ̇ ̇ ̇ ̇
防其奸, 是以国安而暴乱不起. 吾以是明仁义爱惠之不足用
̇ ̇ ̇ ̇ ̇ ̇ ̇ ̇ , 行爱惠
̇ ̇ ̇,
也̇ .......无威严之势, 赏罚之法, 虽尧舜不能以为治. 今世主皆轻释重罚严诛
̇
̇
̇
̇
̇
̇
̇
̇
̇
̇
̇
而欲霸王之功, 亦不可几也. 故善为主者, 明赏设利以劝之, 使民以功赏而不以仁义

赐; 严刑重罚以禁之, 使民以罪诛而不以爱惠免. 是以无功者不望, 而有罪者不幸矣
(뺷韓非子⋅奸劫弑臣뺸).
엄형은 민이 두려워하는 바이고 무서운 처벌은 민이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
인들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바를 펼쳐놓음으로써 사악함을 금하고 그들이 싫어하는
바를 설치함으로써 간사함을 방지한다. 이리하여 나라가 편안해지고 폭란은 일어
̇ ̇ 이로써
̇ ̇ ̇ 인의나
̇ ̇ ̇ 사랑,
̇ ̇ ̇ 은혜만으로는
̇ ̇ ̇ ̇ ̇ ̇ 부족하고
̇ ̇ ̇ ̇ 엄중한
̇ ̇ ̇ 형벌만이
̇ ̇ ̇ ̇
나지 않는다. 나는
̇
̇
̇
̇
̇
̇
̇
̇
̇
̇
̇
̇
̇
̇
̇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 위엄 있는 권세와 상벌의 법이 없다면

̇ ̇ ̇ ̇ 모두
̇ ̇ 중형,
̇ ̇ ̇ 엄벌을
̇ ̇ ̇ 경시
̇ ̇
요순이라도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지금 세상의 군주들은
̇ ̇ 사랑과
̇ ̇ ̇ 은혜를
̇ ̇ ̇ 베풀면서
̇ ̇ ̇ ̇ 패왕의
̇ ̇ ̇ 대업을
̇ ̇ ̇ 이루고자
̇ ̇ ̇ ̇ 하는데
̇ ̇ ̇ 이는
̇ ̇ 불가능한
̇ ̇ ̇ ̇ 것이
̇ ̇
하고
̇
̇
다. 따라서 뛰어난 군주는 상을 분명히 하고 이익을 설정하여 유도함으로써 민이
인과 의가 아닌 공과 상으로 혜택을 받게 한다. 엄형과 중벌로 금함으로써 민이

사랑과 은혜가 아닌 처벌을 무서워서 면하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이 없는 자는
기대하지 않고 죄를 범한 자는 요행을 바라지 않는다(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이하
같음).31)
29)
30)
31)

瞿同祖, 앞의 책, 322면 이하, 참조.
萧公权, 앞의 책, 202면.
인용은 뺷韩非子뺸 编写组(周勋初 修订), 韩非子校注(风凰出版社, 2009)에 의하고, 한국
어 번역에 있어서는 한비자(김원중 옮김, 글항아리, 2010)를 참조하였다. 중국어 원문
이 간체자로 되어 있어 여기서는 그대로 간체자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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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덕의 교화나 인의(仁義)가 아닌 법 그것도 엄벌을 통해 민을 통치해야
한다는 법가의 법 이해가 명확히 드러난다. 법은 우선 성문법이어야 하고 군주가
만들어 백성들에 반포한 법규이며 그 주요 기능은 위법자를 처벌하는 데 있다. 또
한 이러한 성문법은 엄격히 집행되어야 하고, 신분과 지위를 불문하고 누구나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32)
당연히 법가에서 주장하는 법에 의한 국가 통치나 법치는 어디까지나 군주를 위
하고 군주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군권을 제한하거나 국가권력을 제어하
기 위함이 아니다. 군주가 주체이고 법률은 군주의 더 나은 통치를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중국 고대정치사상 연구로 유명한 정치학자 蕭公權(1897-1981)은
법가의 법사상과 유럽의 법치(法治) 개념과의 차이점에 대해, 유럽에서는 법을 정
치조직의 최고원칙으로 삼고 있고 군주는 그러한 법의 집행자이므로 군주가 법 아
래에 놓여있고 법의 구속을 받는 데 비해 중국의 법가는 군주가 주체가 되고 법을
도구[君为主体, 法为工具]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법가가 말하는 이른바 ‘의법치국(依法治國)’도 법의 지배를 의미
하기보다 법에 의거한 통치를 뜻함으로써 법은 지배자의 통치를 실현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그것은 결국 인치(人治)의 일종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법가는 그
러한 군주의 인치를 실현함에 있어서 법의 기능을 중요시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33)
(3) 유가와 법가의 결합
진시황(秦始皇, BC 259-210)의 전국 통일과 그에 이은 한(漢)나라에 이르러 형
성된 이른바 중국의 전통적 법사상은 위의 두 학파의 이론을 중심으로 － 또는 유
가를 중심으로 하여 법가 이론의 일부 요소를 결합한 형식으로 － 구성되었다.34)
이 두 학파는 예(禮)를 중요시하는지 아니면 법을 중요시하는지, 덕에 의한 교화인
지 형에 의한 처벌인지, 인치인지 법치인지 등의 면에서 서로 견해가 대립되긴 하
지만 법 이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35)

32)
33)
34)
35)

長尾龍一, 古代中国思想ノート, 新版(慈学社出版, 2006), 154면 이하; 李贵连, 法治是
什么 － 从贵族法治到民主法治(广西师范大学出版社, 2013), 32면 이하 참조.
萧公权, 앞의 책, 205-206면 참조.
李贵连 / 李启成, 中国法律思想史, 第二版(北京大学出版社, 2010), 92면 이하 참조.
유가와 법가 법사상의 차이점에 대해, 일반적으로 전자는 가족주의에 입각하여 인치,
예치 또는 덕치를 강조하고 불평등을 당연시하며 인의(仁義)를 중요시한 데 반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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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유가나 법가 모두 법을 일종의 수단으로 보는, 법에 대한 도구론적 이해를
명확히 하고 있다. 법은 통치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이다. 나아가서 법은
군주나 위정자의 통치를 위해 필요한 강제 수단이고 그 상대가 민(民), 즉 백성들
이다. 그 외 법 개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법을 형벌과 거의 동일시한다는 점에
서 유가와 법가는 큰 차이가 없다. 법을 정의(正義)나 권리, 평등 등 실체적 가치
와 연계시켜 이러한 가치를 위배한 법의 정당성 등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고,
권력이 만든 것이 바로 법이라는 실증주의적 법 이해가 고대 중국에서 지배적이
다. 이러한 법 이해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고 서양과 달리 중국에
서는 법 개념 자체에 대한 논의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통치에 있어서의 법의 효용이나 기능이지 법 개념 자체는 아니었다.36)

2. 마르크스주의의 법 이해
중국은 19세기 중반 서양의 압박에 의해 문호를 개방한 후 100여 년의 내전상황
과 혼란기를 거치다가 1949년에 중국공산당 영도하의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게
된다. 중국공산당이 표방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론은 주로 소련을 거쳐 중국
에 수입된 것이고 그것이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1818-1883)나 엥겔스
(Friedrich Engels, 1820-1895)의 원래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점이 종종 지적되고 있
지만, 1949년 이후 중국의 각종 정책과 이론, 특히 법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이 마르
크스주의 이론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 왔다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다.37) 이로써
현대 중국의 법 이해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주의의 법 이론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법에 대해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명확히 정의를 내리거나 전문적으로 논하지는
않았지만 마르크스주의의 정치철학이나 역사철학 논의들에서 법에 대한 마르크스
주의의 이해가 곳곳에 드러나 있다.38)

36)
37)
38)

자는 국가주의에 입각하여 법치를 강조하고 불평등을 반대하고 공리(功利)를 중요시
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时显群, 法家“以法治国”思想研究(人民出版社, 2010), 66면, 특히
저자가 만든 비교표 참조.
長尾龍一, 法哲学入門(日本評論社, 1982）99면.
강광문, “현행 중국 헌법의 계보에 관한 일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2호
(2014. 6), 336면 참조.
마르크스주의 법 이론에 관해 본 논문은 주로 李步云 / 高全喜 主编, 马克思主义法学
原理(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4); 孙国华 / 杨思斌, “马克思关于法的本质的基本原理
必须坚持”, 党政干部学刊, 2003年 第4期, 4-5면 등의 문헌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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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의 이데올로기성39)
우선, 마르크스의 유물론 사상에 의하면 법은 종교나 철학, 도덕과 마찬가지로
경제기반(= 생산력 수준과 생산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상부구조에 속하므로, 한 사
회의 법은 그 사회의 생산관계를 반영하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마르크스 유물
론 사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자주 인용되는 다음 구절은 잘 알려져 있다.40)
내가 도달했고, 일단 획득한 후에는 나의 연구의 지침으로 된 일반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이 간략히 표현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은, 그들 생활의 사회적 생산에 있
어서 일정한, 필연적인, 그들의 의지로부터 독립된 관계 즉 그들의 물질적 생산력
의 특정한 발전단계에 상응한 생산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생산관계의 총합은 사회
의 경제구조 즉 법률적인, 정치적인 상부구조가 그 위에 세워지고 특정한 이데올
̇ ̇ ̇ ̇ ̇ 생산양식이
̇ ̇ ̇ ̇ ̇ 모̇
로기가 거기에 상응하는 현실적 기초를 구성하게 된다. 물질생활의
̇ ̇ ̇ , 정치적
̇ ̇ ̇ , 경제적
̇ ̇ ̇ 생활과정을
̇ ̇ ̇ ̇ ̇ 결정짓는다
̇ ̇ ̇ ̇ ̇ . 인간의
̇ ̇ ̇ 의식이
̇ ̇ ̇ 그들의
̇ ̇ ̇ 존재를
̇ ̇ ̇
든̇ 사회적
̇ ̇ ̇ ̇ 것이
̇ ̇ 아니라
̇ ̇ ̇ 반대로
̇ ̇ ̇ 인간의
̇ ̇ ̇ 사회적
̇ ̇ ̇ 존재가
̇ ̇ ̇ 인간의
̇ ̇ ̇ 의식을
̇ ̇ ̇ 결정한다
̇ ̇ ̇ ̇. 사
결정하는

회의 물질적 생산력은 일정한 발전단계에서는 기존의 생산관계 또는 생산관계의
법적인 표현인 소유관계와 충돌하게 된다. 이로써 이러한 관계는 생산력의 발전형
식에서 생산력의 질곡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면 사회혁명의 시기가 도래하게 된
다. 경제 기초의 변화에 따라 거대한 상부구조 전체가 천천히 또는 빠르게 변화
하게 된다(‘정치경제학비판서문’, 1859년).41)

생산관계가 상부구조를 결정하는 한편, 생산관계의 형식은 생산력의 발전에 따
라 변화해야 한다. 따라서 물질이 의식(意識)을 결정하지 의식이 물질생활을 결정
하지 않고 사람들의 이념이나 개념체계가 사람들의 생활조건에 따라, 사회관계에
따라, 사람들의 사회적 존재에 따라 변화하기에 부르주아의 법은 부르주아의 생산
관계에 의해 결정되고 봉건사회의 법은 봉건적 생산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동시에
그러한 생산관계들을 각각 반영하고 은폐한다.

39)
40)

41)

마르크스주의의 법의 본질 이론에 관해서는 李步云 / 高全喜, 앞의 책, 1-41면 참조.
본 논문에서 마르크스, 엥겔스 저작의 인용은 모두 중국 인민출판사에서 출판한 马克
思恩格斯文集(人民出版社, 2009)에 근거하여 저자가 번역한 것이다. 한국어 번역에 있
어서는 최인호 외 번역,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박종철출판사, 1991-1997)
을 참조하였다.
马克思, 马克思恩格斯文集(2)(人民出版社, 2009), 591면; 최인호 외 번역, 칼 맑스/프리
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Ⅱ)(박종철출판사, 1992), 4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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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 부르주아, 인용자)의 법이란 것은 사실은 법률로 신봉되는, 당신들 계급
의 의지(意志) 즉 당신들 계급의 물질적 조건에 의해 그 본질적 내용이 규정되는
의지에 지나지 않듯이, 당신들의 이념 역시 부르주아적 생산조건과 소유제관계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다(‘공산당선언’, 1848년).42)

그러므로 법적 관계는 국가의 형식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서 이해할 수 없거니
와 이른바 인류정신의 일반 발전법칙에 따라 이해할 수도 없고, 법은 국가형식과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물질적 생활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마르크스주의가 주장한
법의 이데올로기적 성격 즉 생산관계에 의존하는 동시에 현실을 은폐하는 이데올
로기로서의 법의 특성이 위 구절들에 잘 나타나 있다.
나. 법의 계급성
다음으로, 법은 국가의지의 표현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사회의 지배계급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생산관계에서 지배적 힘을 가진 계급이
정신세계에서도 지배하게 됨으로써 법을 포함한 이념체계는 그 사회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계급의 의사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지배계급의 사상은 모두 각 시대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 사상이다. 한 계급
이 사회에서 지배적 지위의 물질적 역량을 차지하면 동시에 그 사회의 지배적 정
신적 역량을 차지한다. 물질적 생산수단을 지배한 계급이 동시에 정신적 생산수단
을 지배한다 …… 지배적 지위를 차지한 사상은 지배적 지위를 차지한 물질관계의
이념적 표현에 지나지 않고 사상의 형식으로 표현된 지배적 지위의 물질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한 계급을 지배계급으로 만드는 관계들이 관념상
표현된 것이고, 동시에 이는 이 계급의 지배적 사상들이다(‘독일이데올로기’,
1845-1846년).43)

지배계급은 항상 자신의 관념들에 보편적 형식을 부여하고 자신만의 특수한 이
익을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라고 주장한다. 봉건사회의 귀족들이 명예나 충성을 강
조하듯이 부르주아 계급은 자유나 평등을 보편적 가치로 승격시켜 고취한다. ‘소
42)
43)

马克思, 马克思恩格斯文集(2)(人民出版社, 2009), 48면; 최인호 외 번역, 칼 맑스/프리
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I)(박종철출판사, 1991), 416면.
马克思, 马克思恩格斯文集(1)(人民出版社, 2009年), 550면; 최인호 외 번역,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I)(박종철출판사, 1991년), 2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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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의 절대성’이나 ‘계약의 자유’와 같은 법학 개념들도 결코 보편적인 것이 아니
라 특정한 역사단계에 존재하는, 특정의 물질소유관계를 반영하는 이념들에 지나
지 않는다.
이러한 특수한 이익에 보편적 형식을 부여하는 역할을 국가가 담당한다. 따라서
법은 국가라는 형식적 허울을 쓰고 표현된 지배계급의 의지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지배계급은 항상 국가형식을 통해 자신들의 의지나 이익을 포장하게 됨으로써 법
률은 마침 이러한 계급관계와 국가의지를 반영한 일반적인 표현 형식이다.44)
즉 마르크스주의에서 법은 그 본질에 있어서 법률로 인정된 지배계급의 의지
이고, 그 의지의 내용은 지배계급이 의존하고 있는 물질적 생활조건이 결정한다.
다. 법의 역사성
마지막으로 법의 미래에 관해, 명확하지는 않지만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철학에
따르면 국가의 소멸과 함께 법 역시 소멸될 거라고 보고 있는 듯하다.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는 항상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폭력 장치로서의 국가는 이러한 계급투쟁
을 반영한 형식이므로, 미래에 계급투쟁이 소멸됨에 따라 국가도 소멸되고 이와
함께 계급투쟁을 반영한 이데올로기들도 소멸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대립의 운동 속에서 움직여왔다. 이러한 대립
은 각 시대에 서로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계급대립이 어떠한 형식을 취
하든 간에 사회의 일부 사람의 기타 일부 사람에 대한 착취는 각 시대에 공통된
사실이다. 그러므로 각 시대의 사회이데올로기는 그 형식이 천차만별이지만, 항상
̇ ̇ ̇ 형식
̇ ̇ , 이러한
̇ ̇ ̇ 이데올로기적
̇ ̇ ̇ ̇ ̇ ̇ 형식은
̇ ̇ ̇
일정한 공통된 형식 속에서 움직인다. 이러한
̇
̇
̇
̇
̇
̇
̇
̇
̇
̇
̇
̇
̇
̇
̇
̇
̇
̇
̇
̇
̇
오로지 계급대립이 완전히 소멸한 후에야 소멸된다(‘공산당선언’, 1848년).45)

마찬가지로 엥겔스는 자신의 뺷가족, 사적 소유와 국가의 기원(Der Ursprung der
Familie, des Privateigentums und des Staats)뺸(1884)에서 국가는 인류역사상 처음부
터 있었던 게 아니고 계급과 함께 나타났고 사회발전이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계
급과 함께 소멸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즉 미래에 계급투쟁이 없어지면 계급투쟁의

44)
45)

孙国华 / 杨思斌, “马克思关于法的本质的基本原理必须坚持”, 党政干部学刊, 2003年 第4期,
4면.
马克思, 马克思恩格斯文集(2)(人民出版社, 2009), 51면; 최인호 외 번역, 칼 맑스/프리
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I)(박종철출판사, 1991), 4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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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인 국가 역시 그 존재의 필요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니다. 국가가 필요하지 않고 국가나 국가권
력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회들이 있었다. 경제 발전이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 사회
가 계급으로 분열되면서, 국가는 이러한 사회적 분열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우리
는 현재 빠른 걸음으로 모종의 생산 발전 단계 즉 이러한 계급들의 존재가 더 이
상 필요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존재가 오히려 생산의 직접적인 장애(障碍)
̇ ̇ ̇ 그것이
̇ ̇ ̇ 애초에
̇ ̇ ̇ 필연적으로
̇ ̇ ̇ ̇ ̇ 발생했던
̇ ̇ ̇ ̇ 것처
̇ ̇
로 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계급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럼 필연적으로 소멸할 것이다. 계급의 소멸과 함께 국가도 필연적으로 소멸할 것̇
̇ ̇ . 생산자들의
̇ ̇ ̇ ̇ ̇ 자유롭고
̇ ̇ ̇ ̇ 평등한
̇ ̇ ̇ 연합에
̇ ̇ ̇ 기초하여
̇ ̇ ̇ ̇ 생산을
̇ ̇ ̇ 새롭게
̇ ̇ ̇ 조직하는
̇ ̇ ̇ ̇ 사회
̇ ̇
이다
̇ ̇ 국가기구를
̇ ̇ ̇ ̇ ̇ 그것이
̇ ̇ ̇ 응당
̇ ̇ 가야
̇ ̇ 할̇ 곳으로
̇ ̇ ̇ 즉̇ 물레나
̇ ̇ ̇ 청동도끼와
̇ ̇ ̇ ̇ ̇ 나란히
̇ ̇ ̇
는̇ 전체
̇ ̇ ̇ ̇ 될̇ 고대박물관으로
̇ ̇ ̇ ̇ ̇ ̇ ̇ 보낼
̇ ̇ 것이다
̇ ̇ ̇ .46)
진열하게

따라서 지배계급의 의지의 표현이고 생산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이데올로기로서
의 법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소멸되거나 적어도 현재 형태
의 법은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마르크스주의가 주장한 법의 이데올로기성(= 의존과 기만), 법의 계급
성 및 법의 역사성은 중국을 포함한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의 법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에서는 특히 1949년 이후 한동안 헌법 등 성문법의 제정, 법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이론의 형성에 있어서 소련의 영향이 절대적인 시기가 있었다.
법 개념에 한해 보자면 당시 중국의 법학 교과서나 사전에서는 오랫동안 소련의
대표적인 법학자 비신스키의 다음과 같은 법 정의(定義)를 그대로 답습해 왔다.
“법은 입법의 형식으로 확정된 지배계급의 의지를 반영한 행위규범 및 국가정권
(國家政權)이 인정한 풍속습관(風俗習慣)과 공공생활규범의 총체이다. 국가는 지
배계급에 유리한 조화로운 사회관계와 질서를 보호하고 공고히 하고 유지하기 위
해 강제력을 통해 그 시행을 보장한다.”47)

46)
47)

恩格斯, 马克思恩格斯文集(4)(人民出版社, 2009), 193면; 최인호 외 번역, 칼 맑스/프리
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VI)(박종철출판사, 1997), 191면.
葛洪义, 法理学教程(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4), 63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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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현대 중국에서 이해하고 있는 법의 개념에는, 상술한 법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
이해와 주로 1949년 이후 도입된 마르크스주의 법 이론의 영향을 동시에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법 개념을 요약하자면, 법은 통치를 위한 수단이고, 지배계급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지배계급의 의지를 반영한 형식이며, 국가 또는 국가권력
이 제정한 규범이다. 법은 영원하지 않고 사회의 필요에 따라 존재한다. 이른바 통
치수단으로서의 법의 도구성, 일정한 시기에만 존재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법의
의존성(依存性)과 기만성(欺瞞性) 및 법의 국가권력에 대한 종속 등의 특징이 중
국식 법 개념에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법의 도구론적 이해에는
중국의 전통 법사상의 영향이, 법의 의존성과 기만성에는 마르크스주의 법사상의
영향이 짙게 스며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실체적 가치를 반영한, 목적론적 존재로서
의 법이 존재한다고 또는 존재해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대 중국에서의 ‘法’은
전통 중국 법사상과 마르크스주의 법사상에 의해 이중(二重)으로 왜곡되거나 영향
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즉 법은 전통 중국 법사상의 영향으로 그 수단적 측면이,
마르크스주의에 의해 그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강조된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 법치(法治)는 인치(人治)나 덕치(德治)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이해
된다. 그러므로 법을 준수해야 하는 상대 즉 법치의 상대는 우선 국가권력이나 위
정자가 아니라 백성들이다. 법은 국가권력이나 위정자를 제어하는 장치나 질서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정한 통치의 수단이다. 이는 성문법 중심주의와 실증주의적
법 이해를 강화시키고 법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크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Ⅳ. 현대 중국에서 법 이해의 특징
－ 서양 법과의 비교 고찰 －
1. 서양의 법 －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고대 로마에서 법을 지칭하는 ius는 애초에 宣誓(iurare)나 誓約(iusiurandum)과
같은 단어들과 관계되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法廷/ 法庭)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소(訴)나 소송 가능한 권리의 의미로 쓰였다.48) ius에 상응하는 독일어 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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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이나 법률의 의미와 더불어 권리, 권한의 의미 및 공정, 정의(正義)의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 객관적인 Recht가 법이고 주관적인 Recht가 권리라고 할 수 있다.
Recht가 법과 권리를 동시에 의미하고 공평이나 정의(正義)의 뜻까지 포함하는
이러한 개념 사용은 서양법의 전통 특히 중세 유럽의 법에 대한 이해와 밀접히 연
관되어 있다. 근대 중앙집권국가가 수립되면서 법이 점차 군주의 주권이나 국가입
법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로 이해되기 이전까지, 법은 무엇보다 기존 질서에
내재하고 있는 필연의 표현이고 정당한 권리 또는 특권의 총체로 인식되었다. 법
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주권이나 절대주의 권력의
개념이 아직 생소한 중세 유럽에 있어서 법은 권력에서 파생된다기보다 권력이 법
에 종속되어 있다고 이해되었다.49)
중세에 있어서 법은 자기목적이다. 왜냐하면 법에는 동시에 윤리적 감정, 인류 질
서 전반의 정신적 기초, 선(善) 그 자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은 국가의 자명한 기초이다. 중세에 있어서 법이 1차적이고 국가는 2차
̇ ̇ ̇ 법의
̇ ̇ 실현을
̇ ̇ ̇ 위한
̇ ̇ 수단에
̇ ̇ ̇ 지나지
̇ ̇ ̇ 않고
̇ ̇ , 국가의
̇ ̇ ̇ 존재는
̇ ̇ ̇
적인 데 불과하다. 국가는
̇ ̇ 위에
̇ ̇ 놓여
̇ ̇ 있는
̇ ̇ 법의
̇ ̇ 존재에서
̇ ̇ ̇ ̇ 도출된
̇ ̇ ̇ 것이다
̇ ̇ ̇ . 법은 국가 이전에 있고 국가
국가
는 법을 위하는 동시에 법을 통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법이 국가를 통하여 존재하
는 것은 아니다.50)

즉 국가권력은 법질서 또는 법이 지배하는 질서의 일부분이고 법질서를 실현하
는 수단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국가가 만든 법이라는 관념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
고 이른바 객관적인 법이라 함은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주관적 권리의 총체이다.
군주나 왕의 권리 = 권력 역시 이러한 권리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서양 중세 법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중세시대 법은 근대 이후의 법과 비교할 경
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낸다. 즉 ① 법과 권리의 미분리 상태, 권리의
총체가 법 ② 법의 정립(定立)이 아닌 법의 발견 또는 확인이라는 인식 ③ 법과
주권의 모순과 긴장관계 ④ 법은 사물에 내재하고 있는 질서.51)
48)
49)
50)

Theo Mayer-Maly, “Recht”, in Görres-Geselleschaft (hrsg.), Staatslexikon, Bd. 4, Herder,
Freiburg⋅Basel⋅Wien, 1995, S. 665.
서양 중세법의 특징에 대한 일반적 소개는 Fritz Kern, Recht und Verfassung im
Mittelalter, Basel, 1952(世良晃志郎 訳, 中世の法と国制, 創文社, 1968), 참조.
Fritz Kern, Recht und Verfassung im Mittelalter, Basel, 1952, S. 18(世良晃志郎 訳, 中世
の法と国制, 創文社, 196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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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후 왕권의 강화와 주권국가의 성립과 함께 법의 개념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법은 우선 군주 또는 국가의 입법을 통해 생성된다는 관념이 출현하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국가권력의 긴장관계는 지속되었고 법이 정의나 이성
과 같은 실체적 가치를 표명해야 한다는 전통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법사상에 관해 보자면 서양법학 = 법철학은 결국 법의 타당성(Geltung)의 근거를 어
디에 두는지에 따라 크게 자연법론(Naturrechtslehre)과 법실증주의(Rechtspositivismus)
로 나뉠 수 있다. 전자는 법의 타당성의 근거를 그 내용(Inhalt)에서 찾고 후자는 법
생성의 방식에서 찾는다.52) 이는 법의 정의(定義)에 관한 두 가지 경향 즉 법을 어떠한
실체적 가치를 함의하는 규범으로 보는 실질적 법 이해와 법을 오로지 특정한 방식에
의해 생성된 규범으로 보는 형식적 법 이해와 관계된다.
‘Ius est ars boni et aequi’ [법은 선과 공평에 관한 術이다]. 로마법대전 중 학설
휘찬(Digesta)의 첫 구절이기도 한 이 법언(法諺)에서 알 수 있듯이 서양에서 법은
정의(正義)와 같은 실체적 가치와 결부되어 이해되는 전통이 강하다. 이러한 자연
법론적 법 이해의 경향은 근대 이전까지 법실증주의보다 지배적이었다. 로고스
(Logos), 이념(Idee), 永久法(lex aeterna), 이성(Ratio) 등등 시대에 따라 명칭은 다
르지만, 이러한 보다 높은 가치를 표현하는 당위의 자연법이 존재하고 실증법은
자연법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세 이후 자연법론의 지배적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독일에서는 19세기의 이른바 역사법학을 거치면서 법실증주의 시대가
시작되었다.53) 1934년에 출간한 한스 켈젠의 Reine Rechtslehre(뺷순수법학뺸, 제1판)
은 자연법적 법 이해를 철저히 비판하고 있다. 켈젠에 있어서 정의(正義)와 같은
실체적 가치는 법과 무관하고 강제규범질서로서의 법은 어디까지나 특정 형식에
따라 생성된 실증법(positives Recht)이다.54)
51)

52)
53)

54)

村上淳一, “法律の ｢一般性｣ について － 近代的法律概念の成立と変質 －”, 概観 ド
イツ法 山田晟先生還暦記念(東京大学出版会, 1971), 91-99면 참조. 서양에서 법개념의
변화 특히 중세 서양법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는 村上淳一, <法>の歴史(東京大学出版
会, 1997), 97면 이하 참조.
Arthur Kaufmann, “Rechtsphilosophie”, in Görres-Geselleschaft (hrsg.), Staatslexikon, Bd.
4, Herder, Freiburg⋅Basel⋅Wien, 1995, S. 705.
서양법과 법이론의 역사에 관한 일반적인 서술에 대해서는 Fritz Loos/Hans-Ludwig
Schreiber, “Recht, Gerechtigkeit”, in Otto Brunner/Werner Conze/Reinhart Koselleck
(hrsg.),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Bd. 5, Klett-Cotta, S. 231-311; Arthur Kaufmann,
“Rechtsphilosophie”, in Görres-Geselleschaft (hrsg.), Staatslexikon, Bd. 4, Herder, Freiburg
⋅Basel⋅Wien, 1995, S. 705-719 참조.
Hans Kelsen, Reine Rechtslehre, Franz Deuticke, Leipzig und Wien, 1934. 자연법이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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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법치 또는 법의 지배에 관해 보면, 서양에서 법치의 역사적 연원(淵
源)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겠지만 법치가 우선 ‘국가권력에 대한 법
의 구속’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55) 여기서 말하는 법은 적어도 근
대 이전까지는 국가의 입법을 통해 제정된 실정법을 의미하기보다는 정의(正義)와
동일시되는 또는 이성(理性)을 대표하는 목적론적 존재이다. 근대 이후 주권국가
의 수립과 헌법의 제정에 따라 법치의 의미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현대 입헌주
의국가에서의 법치라 함은 우선 헌법과 법에 근거한 국가권력의 행사, 법률 － 이
러한 법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 등 실질적 가치를 반영해야 하는 동시에 형식상으
로는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어야 한다 － 에 의한 행정을 의미하고, 그
전제조건으로 국가 최고법규로서의 헌법의 존재와 권력분립을 필요로 한다.56)

2. 현대 중국에서의 법과 법치
위와 같은 서양의 법 이해의 전통 및 법 이론의 발전을 참조로 해서 다시 현대
중국의 법 이해를 돌이켜보면 그 특징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난다. 본 논문에서
는 위의 특징을 아래 세 가지로 종합해보았다.
이러한 특징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2012년 중국공산당이 만든 법치국가
건설에 관한 정책 문서의 한 구절을 우선 인용한다.
국가와 사회의 관리[治理]를 위해서는 법률과 도덕이 공동으로 작용하게 해야 한
̇ ̇ ̇ 한손으로는
̇ ̇ ̇ ̇ ̇ 법치
̇ ̇ (法治
̇ ̇ )를̇ 쥐어
̇ ̇ 잡고
̇ ̇ 한손으로는
̇ ̇ ̇ ̇ ̇ 덕치
̇ ̇ (德治
̇ ̇ )를̇ 쥐어
̇ ̇ 잡̇
다. 반드시
̇ ̇ , 사회주의
̇ ̇ ̇ ̇ 핵심
̇ ̇ 가치관을
̇ ̇ ̇ ̇ 강조하고
̇ ̇ ̇ ̇ , …… 법률의
̇ ̇ ̇ 규범작용의
̇ ̇ ̇ ̇ ̇ 발휘를
̇ ̇ ̇ 중요시하
̇ ̇ ̇ ̇
아서
̇ ̇ ̇ 도덕의
̇ ̇ ̇ 교화작용
̇ ̇ ̇ ̇ (敎化作用
̇ ̇ ̇ ̇ )의̇ 발휘도
̇ ̇ ̇ 중요시해야
̇ ̇ ̇ ̇ ̇ 한다
̇ ̇ . 법치가 도덕적
는̇ 동시에
이념을 반영하게 하여 도덕 건설에 대한 법률의 촉진 작용을 강화하고, 도덕이
법치 정신을 자양(慈養)하게 하여 법치문화에 대한 도덕의 지탱 작용을 강화함으
로써 법률과 도덕이 서로 보조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相補相成] 법치와 덕치가
서로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相得益彰].57)

55)
56)

대한 비판 및 법에 대한 켈젠의 법실증주의적 이해는 특히 이 책 제2장(Recht und
Moral)과 제3장(Der Begriff des Rechts und die Lehre vom Rechtssatz)의 내용에서 잘
드러나 있다.
법치에 대한 일반적 서술로는 ブライアン⋅Z⋅タマナハ(Brian Z. Tamanaha), 四本健
二監 訳, ｢法の支配｣ をめぐって(現代人文社, 2011) 참조.
현대 입헌국가에서 법치의 의미에 대해서는 シュテルン(Klaus Stern), 赤坂正浩 など
訳, ドイツ憲法Ⅰ(信山社, 2009), 16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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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의 정의(定義)에서의 실증주의적 경향
법을 실체적 가치와 결부하여 정의(定義)하면서 정당한 법이 무엇인지, 악법은
법의 자격이 있는지를 논쟁해온 서양에 비해 중국의 경우 법의 개념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고대 중국에서는 법을 대체로 형벌과 동일시하면서 위정자에 필
요한 통치수단의 일종으로 이해함으로써 법은 국가가 위로부터 아래로 지시한 강
제조치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실증주의적 경향은 1949년 이후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영향으로 한층 강
화되었다. 즉 법은 지배계급의 의지를 숨긴, 국가의지의 표현이고 국가강제력으로
그 실현이 보장되는 규범체계이다. 국가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법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이는 입법을 중요시하는 성문법 중심주의와도 연계된다.
나. 법과 국가권력의 관계에서의 도구론적 이해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국가와 사회의 관리[治理]를 위해서는 법률과 도덕
이 공동으로 작용하게 해야 한다’ 등) 현대 중국에서는 법을 통치나 사회 관리의
수단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 역시 법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 이해와 마르
크스주의 법 이론과 연관된다. 法 = 刑은 덕의 교화와 함께 국가권력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사용되어야 한다. 즉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는 법으로 엄격하게 통치하고
사회가 평화로울 때는 예나 덕으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법을 물질생활에 의존
하는 상부구조의 일부로, 지배계급의 통치를 수호하는 이데올로기 체계로 인식하는
마르크스주의적 법 해석은 이러한 법에 대한 도구론적 이해를 더욱 강화시킨다.
이와 같은 법의 도구론적 이해로 인해서 국가권력이 법질서에 종속되고, 법질서
의 일부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 자체가 목적이 되고, 법은 국가권력을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권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다. 법치(法治)에 대한 중국식 이해
따라서 중국에서 법치의 상대는 우선 민(民)이다. 중국에는 아직 백성을 법으로
통치해야 한다는 개념이 강하게 남아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법치는 덕치나 인치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rule of law’가 우선 국가권력을 제어하고 위정자(爲政者)를
그 상대로 해야 한다는 점과는 차이가 있다. 인민의 준법정신을 강화하고 법을 엄
57)

本书编写组, 中共中央关于全面推进依法治国若干重大问题的决定 辅导读本(人民出版社,
20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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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게 집행하여 인민에 대한 법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아직 중국에서는 법치의
중요한 내용들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권력을 객관적인 규범에 종속시킴으로써 힘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실현하고자 한 서양의 법치에 대해 중국의 법치주의는 이른바 덕치주의나
예치주의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고 국가의 법을 통한 지배를 의미하
였다.58) 즉 서양의 법치개념에 있어서 법이 권력과 긴장관계에 놓여있는 데 비해
중국식 법치개념에 있어서 법은 도덕이나 예와 상대되는 지배수단으로 이해되어
왔다.

Ⅴ. 법 이해로 본 현대 중국의 법제 현상
현대 중국에서의 법 개념 및 법에 대한 이해에 대해 위와 같이 살펴보았다. 이는
법의 개념사와 ‘Recht’에서 ‘法’으로의 번역 문제 및 법이론 계수(繼受)의 문제뿐
만 아니라,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법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현대 중국 사회를 고찰하고 이해하는 유익한 시각이
제공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49년 이후 사회주의 중국에서 일어난 몇 가지
법제 현상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중국 특유의 제도들이 법 이해와 어떻게 연관되
는지 간단히 종합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사회주의 법제건설(社會主義法制建設)’과 ‘과학 입법(科學立法)’
1978년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법제건설’을 목표로 정하여 국가정치가 특정 지
도자나 당의 정책이 아닌 법률에 의해 운영되도록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우
선 의거할 법이 있어야[有法可依] 하기에 성문법 제정을 서둘러야 했다. 1978년
이후 중국은 헌법(1982년)은 물론, 형법(1979년), 형사소송법(1979년), 민법통칙
(1986년), 행정소송법(1989년), 민사소송법(1991년) 등 이른바 기본법률(基本法律)
을 새롭게 제정하고 기타 법률의 입법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59) 중국 헌법상
입법의 주체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와 전인대상무위원회이지만 입법의 실
58)
59)

長尾龍一, 法哲学批判(信山社, 1999), 183면.
1978년 이후 중국의 입법과정과 내용 등에 관해서는 강광문, “중국에서 ‘기본법률’의
효력에 관한 고찰”, 중국법연구, 제20집(2013), 27-3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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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추진자는 중국 공산당이다.
중국공산당은 기존 입법경험을 토대로 2012년에 ‘과학입법(科學立法)’이라는 구
호를 제창하였다. 말 그대로 법률을 과학적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과학입법
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업무에 대한 인민대표대회의 조직과 협조를 강화하고
입법의 기초(起草), 논증, 협조, 심의 기제(機制)를 건전화하고, 하급 인민대표대회
에 대한 입법자문 기제를 건전화하며 기층입법연계점(基層立法連繫点) 제도를 수
̇ ̇ ̇ 정밀함과
̇ ̇ ̇ ̇ 세밀함[精細化]을
̇ ̇ ̇ ̇ ̇ ̇ ̇ ̇ ̇ 추진
̇ ̇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60)
립하여 입법의
즉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종 입법을 통해 법제도를 우선 체
계화하고 입법의 질을 높여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준수해야 한다. 1978년 이후 중국공산당이 이러한 법제건설정책을 추진한 배후에
는 ‘법은 만들어 생긴다[立法]’는 법실증주의적 이해 및 성문법 중심주의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또한 입법은 국가권력이 주도해서 추진해야 하기에 국가권력
을 대표하는 중국공산당은 법질서 외부에 위치해 있다는 인상을 준다. 즉 국가권
력을 제어하는 것이 법이 아니라 국가권력이 주도해서 만든 것이 법이라는 중국
특유의 법 이해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

2. ‘嚴打[엄벌주의 캠페인]’정책의 정기적 시행
중국에서 ‘嚴打’라 함은 ‘依法嚴厲打擊刑事犯罪分子活動[법에 따라 형사범죄
활동을 엄격히 처벌하자]’의 약칭으로, 일정한 기간을 두고 특정 범죄에 대해 엄하
고 신속히 처리하는 형사정책의 시행을 말한다. 1978년 이후 현재까지 중국에서는
네 차례의 전국적 범위의 ‘嚴打’정책을 실행한 적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1983년의 이른바 ‘1983年 嚴打’이다.
당시 개혁개방정책의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각종 범죄행위
가 창궐하자 중국공산당은 강력한 범죄소탕작전을 시작하였다. 1983년에 반포된
전인대의 결정(｢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严惩严重危害社会治安的犯罪
分子的决定｣)에 따르면 사회치안을 혼란시키는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이 규정
한 법정형 이상의 처벌을 가할 수 있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유형도 늘렸다.61)

60)
61)

本书编写组, 中共中央关于全面推进依法治国若干重大问题的决定 辅导读本(人民出版社,
2014), 10면.
이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법의 양형기준 이상의 처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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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절차상으로도 사형의 상소(上訴)기간을 대폭 줄여 사형집행이 신속히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关于迅速审判严重危害社会治安的犯罪分子的程序的决定｣). 당시
한 여성은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해지고, 지하무도회
를 조직했다는 이유, 나체사진을 찍었다는 이유 등 흉악범죄가 아님에도 피의자가
사형에 처해진 사건들도 다수 발생하였다고 한다.62)
그 후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2004년, 2010년, 2014년에 민생치안을 수호한다는
명분하에 특정 위법행위를 엄벌하는 캠페인을 시행해왔다. 매번 엄격히 처벌해야
하는 범죄유형은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해 결정된다. 예컨대 ‘2004년 嚴打’는 조직
폭력범죄, 폭력범죄 및 절도범죄를 주요 대상으로 하였고 ‘2014년 嚴打’는 신강위
구르족자치구의 테러범죄와 인터넷 관련 위법행위의 처벌에 초점을 두었다. 다만,
중국공산당이 정책결정을 하고 공안을 비롯한 각 국가기관이 그 후속조치를 시행
에 옮기는 절차는 매번 비슷하다.
이러한 ‘嚴打’정책의 정기적인 시행으로부터 법을 지배도구로 인식하고 통치의
필요에 따라 법치 = 엄벌주의와 덕치 = 관용주의를 교체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법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한손으로는 법치(法治), 한손으로는 덕치(德治)”를, “법률의
규범작용의 발휘를 중요시하는 동시에 도덕의 교화작용(敎化作用)의 발휘도 중요
시”해야 한다는 위의 중국 공산당 정책문서의 방침도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3. 법률허무주의: 법원과 검찰기관 폐쇄, 법학교육 폐지
한편으로 중국에서는 1950년대 말 이후 법률무용론(法律無用論) 또는 법률허무
주의(法律虛無主義)가 성행한 시기가 있었다. 이 시기에는 1949년 이후 소련을 모

62)

① 사회치안의 혼란을 야기하는 범죄[流氓犯罪集团的首要分子或者携带凶器进行流氓
犯罪活动, 情节严重的, 或者进行流氓犯罪活动危害特别严重的]
② 폭력범죄[故意伤害他人身体, 致人重伤或者死亡, 情节恶劣的, 或者对检举, 揭发,
拘捕犯罪分子和制止犯罪行为的国家工作人员和公民行凶伤害的]
③ 유괴범죄[拐卖人口集团的首要分子, 或者拐卖人口情节特别严重的]
④ 총기류범죄[非法制造, 买卖, 运输或者盗窃, 抢夺枪支, 弹药, 爆炸物, 情节特别严
重的, 或者造成严重后果]
⑤ 봉건미신활동조직, 반혁명범죄[组织反动会道门, 利用封建迷信, 进行反革命活动,
严重危害社会治安的]
⑥ 성매매 조직 범죄[引诱, 容留, 强迫妇女卖淫, 情节特别严重的].
관련 내용은 신문기사 http://www.tianshui.com.cn/news/whzx_news/2008110616402862787.
htm 참조. ‘1983年 嚴打’ 기간 중 전국적으로 20,000명이 넘는 범죄자가 사형에 처해졌
다는 보도가 있다. http://history.sina.com.cn/lszx/szzz/2013-12-11/174776603.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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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 추진해오던 법 제정 사업이 중단되고 대학에서는 법학교육과 법학연구가 폐
지되었으며 검찰과 법원마저 한동안 업무를 보지 않게 되었다. 이른바 ‘砸爛公檢法
[공안, 검찰, 법원을 때려 부수자]’은 그 시대를 상징하는 구호였다.63) 특히 문화대
혁명(1966-1976)의 혼란기에는 법질서가 전반적으로 파괴되었고 법은 모든 면에서
‘혁명(革命)’을 위해 자리를 내줘야 했다.
법과 법집행기관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당시 중국의 권력자인 모택동(毛澤東,
1893-1976)의 법에 대한 인식과 일부 연관되어 있었다. 1958년의 중국공산당 정치
국회의에서 모택동은 법에 의한 통치보다 사람과 정책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고 중
국에서 법은 더 이상 크게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한다.64) 당연히 중국
에서 법률무용론과 법률허무주의는 모택동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었을 것이다.
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법 없이도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
및 이로 인해 1950년대 이후 중국에서 일어난 각종 법질서의 파괴현상의 배후에
는, 법에 대한 도구론적 인식과 더불어 법을 필요악으로 또는 국가나 계급투쟁과
같은 일시적인 역사현상으로 생각하는 사회주의 중국의 특수한 법 인식이 놓여있
다고 볼 수 있다. 즉 법은 영원하지 않고 사회발전에 따라 없앨 수도 있으며, 법이
없는 사회가 오히려 더욱 이상적인 사회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주의 법제건설’ 등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제현상들은 법에 대
한 중국식 이해를 전제로 하면 보다 쉽게 이해된다. 동시에 이는 현대 중국 사회
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투고일 2015. 7. 23

63)
64)

심사완료일 2015. 8. 17

게재확정일 2015. 8. 20

중국의 이른바 법률허무주의의 표현 및 그 원인에 대해서는 郝铁川, “中国的法治虚
无主义与法治浪漫主义”, 东方法学, 2008年 第1期, 41-49면 참조.
당시 모택동은 간부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법률 이 따위는 없어도 안 되
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방법이 있다”, “민법이나 형법에는 조문들이 너무 많아 누
가 기억하겠나? 헌법은 내가 참여하여 만든 것인데도 다 기억하지 못 한다”, “우리의
결의나 회의가 법”이니 주로 결의나 회의에 의하면 되고 “민법, 형법에 의거하여 질
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项淳一, “党的领导与法制建设”, 中国法学, 1991年 第4期, 4면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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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Understanding of Law in Modern China
－ As Part of the Research to Trace the Origin of Chinese Concept of Law －

Jiang, Guangwen*
65)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fine ‘the law (fǎ)’ in modern China and trace
the origin of the Chinese common understanding of law. After reviewing several
examples of ‘the law’ in China, the author analyzed that the Chinese understanding
of law is under the influence of two ideological pedigrees, that is, traditional
Chinese legal ideology and Marxist law through the former Soviet Union after 1949.
Compared with the western legal cognition, the Chinese understanding of law has
strong tendency of legal positivism and instrumental understanding of law. Moreover,
the concept of ‘法治 = fǎzhì’ in China is different from ‘rule of law’. The study of
such legal concept helps to understand current status of legal system and the modern
Chinese society.
Keywords: Chinese law, concept of law, rule of law, Confucianism and Legalism,
construction of socialist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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