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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 의 형성
1843년의 연구들에서 그룬트리세까지

마르셀로 무스토*1)

이 의 목 은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 의 계기들을 MEGA 문헌학상의 성취

에 비추어 재구성하고, 그럼으로써 이 에 제시된 것에 비해 마르크스 사상의 형성

을 좀 더 완 하게 제시하는 데 있다. 먼 , 마르크스가 1843년과 1847년 사이에 

리, 맨체스터, 뤼셀에서 활동할 때의 연구와 1848년 명 시기에 마르크스의 

정치  개인  성쇠와 런던으로의 망명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 의 가장 긴 장에

서는 ｢런던 수고｣로 알려진 1850년에서 1853년에 그가 편집한 26권의 발췌노트를 

다룬다. 이것들은 정치경제학 작업으로의 그의 몰입의 자취를 드러내고, 이때까지 

마르크스의 사상에 있어 학자들이 거의 연구하지 않았던 요한 국면을 재구성할 

수 있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다음 장에서는 1850년  경제 기의 가능성에 해 

≪뉴욕 트리뷴≫에 쓴 들에서 그의 견해의 발 을 살펴본다. 큰 공황의 발발은 

우연찮게도 그룬트리세에 한 그의 기 작업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부록에 있는 

표는 발췌 노트, 수고, 1843년에서 1858년 기간 동안의 정치경제학  작들의 연

순으로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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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원히 망각될 것이라는 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의 작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역사  무 에 되돌아왔고, 그의 작품 여러 권이 세계 곳곳

의 서 들 서가에 다시 진열되어 있다. 마르크스를 재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작들이 여 히 가지고 있는 설명력에 기 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만든 거

하고도 새로운 기에 직면하여,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는 종종 소련과 잘못 연

결하 고, 1989년 이후에는 성 히 내쳤던 한 자를 다시 보고 있다.

이 게 신된 정치  심집 에 앞서 마르크스의 작에 한 역사  연

구의 부활이 있었다. 1980년 의 심의 쇠퇴와 1990년 의 ‘침묵의 공모’ 이

후에, 신간이거나 재간행된 마르크스의 작품들을 거의 모든 곳에서 할 수 있

다(러시아와 동유럽은 외인데, 그곳에서는 ‘실제로 존재한 사회주의’의 재앙들이 

무 근래의 일이어서 마르크스의 부활이 의제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출 물

들은 출 된 많은 분야에서 요하고도 신 인 결과를 낳고 있다.

(역주: 마르크스 작들의) 철 한 재해석을 하여 요한 것은 Marx-Engels- 

Gesamtausgabe(MEGA
2
)인데, 이것은 마르크스와 엥겔스 모든 작들의 비

인 역사  본으로 1998년에 연속 간행이 재개되었다(Musto, M. 2007: 447～

498, 마르크스주의 연구제7권 제3호, 2010: 182～210). MEGA
2
는 자본론 2권

과 3권을 한 마르크스의 발췌노트들과 모든 비  수고를 출 한 바 있다. 

자에는 마르크스가 읽었던 책들에서의 발췌문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떠

올랐던 사상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들은 마르크스의 비  이론 작업장, 그 

사상의 반  궤도, 그 사상을 발 시키는 데 활용한 원천들을 드러내 다. 

(역주: 후자에는) 자본론의 모든 수고들과 모든 엥겔스의 편집 수정 들의 동

시  출 을 통해 2권과 3권에 한 마르크스의 원문들과 엥겔스의 추가부분

의 범 1)에 한 신뢰할 수 있는 비  평가를 할 수 있게 해 다. 왜냐하면 

이 텍스트들은 마르크스  작업의 미완성  성격을 드러내주고 미래의 더욱 

1) MEGA
2
의 Ⅱ부인 Das Kapital und Vorarbeiten이 의 추가 범 를 포 하고 있는데, 

2010년에 출  정된 Volme Ⅱ/ 4.3 Manuscript 1863-67. Teil 3에서 1863～1867년 수

고의 마지막 남은 부분을 담을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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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연구를 한 기반으로 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연구소재를 사용하여, 이번 작업은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

의 단계들을 MEGA
2
를 통해 획득한 문헌학  에서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

래서 이 보다 더 철 하게 마르크스의 사상 형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분야

의 다수의 연구자들은 마르크스의 사상 발 에서 특정 시기들, 를 들면 

[1844년 경제학, 철학수고]2)에서 바로 [그룬트리세](1857～1858)로 그리고 자
본론 1권(1867)으로 건 뛰거나 는 잘해야 다른 두 권의 텍스트를 검토한다: 

철학의 빈곤(1847)과 [잉여가치학설사](1862～1863).

귀 한 수고들과 흥미로운 잠정  결과들에 한 이런 연구는 MEGA
2
 독일

어 책들을 독해할 수 있는 좁은 학자들 집단의 보존 역으로 남아 있다. 그래

서, 이 텍스트들을 더욱 리 알리고, 새 연구소재들의 에서 마르크스 작업

의 기원과 미완성  성격에 한 논쟁을 부활시키기 해 이번 연구는 두 부분

으로 나뉜다. 첫째는 이 논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치경제학에 한 마르크스

의 연구와 이 분야에서 그의 이론  기여를 1843년의 기 연구부터 [그룬트리

세](1857～1858)까지 평가하는 것이다. 이 [그룬트리세]는 일반 으로 자본론
의 첫 번째 고로 간주되는 정치경제학 비 을 하여(1859)라는 짧은 작

을 한 량의 비  수고이다. 두 번째 논문에서는, 가까운 시일에 발표될 

정인데, 자본론의 형성을 [그룬트리세]부터 죽기  마지막 1882년의 수고

들까지의 다양한 수고들을 통해 검토할 것이다. 

이번 논문은 우선 철학의 빈곤의 출 에서 정에 달한, 1843년에서 1847

년 동안 리, 맨체스터, 뤼셀에서 마르크스가 수행한 정치경제학 연구들을 

재구성하려고 한다(본 논문의 2, 3장). 그 다음에 1848년 명과 이후 런던에서

의 망명 시기 동안 마르크스의 정치 , 인간  운명을 다루려고 한다(본 논문의 

4, 5장). 이 시기 동안 마르크스는 자신이 창간하고 지도한 두 개의 잡지에 정치

경제학에 한 논문을 썼다: 1848년에서 1949년의 ≪신라인 신문: 민주주의의 

기 지≫, 1850년의 ≪신라인 신문: 정치경제학 평론≫(역주: 이 과정에서) 새로

운 명은 오직 세계 경제 기를 따라 발 할 수 있다는 것에 한 확신이 

2) 이 에서는 마르크스의 불완  수고에 편집 으로 붙여진 제목에는 별도의 사각 

호= [ ]를 삽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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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마르크스에게 생겨났다. 6장은 [런던노트]로 알려진, 1850년에서 1853년

까지 마르크스가 작성한 26권의 발췌노트를 집 해서 다룬다. 이 발췌노트들은 

수십 권의 정치경제학 술들에 한 마르크스의 몰두의 흔 을 남겨놓았고, 

그 흔 들을 통해 지 까지 거의 아무도 탐구하지 않았던 마르크스 사상에서 

한 요한 국면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해 다. 마지막으로, 마르크스가 방어하는

데 엄청난 에 지를 쏟아 부었던 요한 사건이었던 1853년의 공산주의자 재

을 토론한 뒤(7장), 8장, 9장에서는 1850년 의 경제 기의 가능성에 한 ≪뉴

욕 트리뷴≫에 기고한 들에서 그의 입장의 발 을 검토한다. 그런 기의 발

생이 마침내 [그룬트리세]에서의 마르크스의 시  작업과 일치하 는데, 이 작

업에서는 화폐-가치 계, 자본의 생산과 유통과정을 다루었고, 잉여가치 개념

을 처음으로 도입하 으며, 이  년도 동안 흡수하 던 정치경제학의 심오한 

연구들을 비 으로 재구성하 다. 부록에서 발췌노트, 수고, 정치경제학 

작들이 1843～1858년의 연 기 으로 나열된 도표가 제시되어 있다.

1. 정치경제학과의 마주침

정치경제학은 마르크스에게 제일의 지  열정 상이 아니었다: 정치경제학

은 독일에서 마르크스의 은 시 에 하나의 학문으로 막 떠오르고 있었고, (마

르크스는) 여러 다른 분야를 거친 후에야 정치경제학과 마주치게 되었다.

1818년 트리에에서 유태인 가계에서 태어나서, 1835년에 본과 베를린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철학(특히 지배 이었던 헤겔주의)으로 변경

하고, 1841년 나 학에서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자연 철학의 차이｣라

는 논문으로 졸업했다. 그런 후에 마르크스는 학문  경력을 갖게 될 수도 있었

지만, 러시아에서는 리드리히 빌헬름 4세의 취임 이후 헤겔철학이 공식  

선호에서 멀어져 있었고, 마르크스는 청년헤겔주의자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계

획을 바꾸어야 했다. 1842년과 1843년 사이에 마르크스는 언론에 투신하여 시

사문제를 다루면서 쾰른의 일간지인 ≪라인신문≫에서 일하 는데, 여기에서 

곧 매우 고도 요한 편집자가 되었다. 그 지만 마르크스가 그 자리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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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경제문제(비록 법 , 정치  측면만이지만)에 한 그 자신의 칼럼을 싣기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검열이 신문에 타격을 주는 바람에 그 경험을 끝내

게 되고 “공  무 에서 내 연구로 철수하게”(MECW 29: 263) 했다. 그래서 마

르크스는 국가와 법률 계를 계속 연구했는데, 이 분야에서는 헤겔이 최고 권

자여서, 1843년에는 사후에 [헤겔법철학 비 ]3)으로 출 될 수고를 썼다. 시

민사회가 정치  국가의 실질  토 라는 확신을 발 시키면서 마르크스는 여

기에서 사회  계의 총체성을 설명하는데서 경제  요소의 요성에 한 

가장 기의 견해를 제시했다.

마르크스는 리로 이주한 후 ｢정치경제학에 한 의식  비  연구｣

(MECW 3, 1973: 231; MEGA
2
 I/2, 1982: 325)를 개시했는데, 리에서 1844년에 

마르크스는 ≪독불연보≫4)를 창간하고, 공동 발행했다. 그 순간부터 이 에는 

주로 철학 , 역사 , 정치  성격을 띠었던 마르크스 자신의 연구는 미래 연구

의 지주가 될 새 분야로 환되었다. 마르크스는 리에서 엄청난 양의 독서를 

하고, 9권의 발췌노트를 작성했다. 사실 마르크스는 학 시 에 연구 작업에 

한 발췌노트를 모아두는 평생토록 가는 습 을 얻었는데, 이 발췌노트에는 

종종 그 연구를 통해 형성된 사상들을 산재시켜 놓았다. 소  [ 리노트]는 장 

바티스트 세이의 정치경제학개론과 애덤스미스의 국부론5)에 한 긴 발췌

노트들이 특히 흥미로운데, 이것들에서는 마르크스가 정치경제학의 기  지식

을 얻었으며, 한 데이비드 리카도의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와 제임스 

의 정치경제학 요강6)에 한 마찬가지로 긴 발췌노트들이 흥미로운데, 이

3) 이 에서는 마르크스의 불완  수고에 편집 으로 붙여진 제목에는 별도의 호 

[ ]를 삽입하 다.

4) 다른 멤버인 Ruge, A.와의 불화뿐만 아니라 검열이 이 잡지의 발간에 심각한 타격

을 주어서, 잡지는 단지 1844년 2월에 한 번 발행되었다.

5) 마르크스는 1844년까지 어를 몰랐으므로 어권 책들은 불어로 번역된 것을 읽

었다.

6) 이 발췌노트들은 카를 마르크스 발췌노트 1843년에서 1845년 1월까지(MEGA
2
Ⅳ

/2,1981)과 카를 마르크스 발췌노트 1844년 여름에서 1847년 까지(MEGA
2
Ⅳ

/3,1998)에 실려 있다. 유일하게 어로 번역된 부분은 ｢제임스 의 정치경제학 요강

에 한 언 ｣(MECW 3, 1973: 211～22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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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을 통해 마르크스는 처음으로 가치와 가격의 개념에 해 자신의 평가를 

내리고, 화폐를 소외된 사물의 인간에 한 지배로서 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연구들과 병행하여 마르크스는 사후에 [1844년 경제학-철학 수고]로 출

될 세 권의 다른 노트를 작성했는데, 여기에서 특히 소외된 노동(entäusserte 

Arbeit) 개념에 심을 두었다. 주요 경제학자들이나 G. W. F. 헤겔과는 조

으로 이 상(역주: 소외)을 통해 노동자의 생산물이 자신에게 “타인의 것, 생산

자와 독립된 힘으로”(MECW 3, 1975: 272) 마주서는 것은 자연스럽고 따라서 불

변의 조건이 아니라 사회  생산 계―근  부르주아 사회와 임 노동―의 

특수한 구조의 특징으로 간주되었다.

이 시기 동안 마르크스를 방문한 몇 사람들이 그가 강도 높은 연구 작업을 

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진  언론인 하인리히 뷔르게르스(Heinrich Bürgers)는 

1844년 하반기의 마르크스에 해 말했다: “마르크스는 정치경제학에 한 심

오한 연구를 시작하 고 경제학을 다시 건설할 비  연구를 술할 계획을 

세웠다”[Enzensberger(ed), 1973: 46]. 1844년 여름 마르크스와 처음 만나서 평생

토록 지속될 친구 계와 이론 -정치  연 를 맺은 엥겔스도 한 임박한 사

회  변동의 희망에 고무되어 이후 40년 동안 지속될 서신교환의 첫 번째 

편지에서 마르크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출 할 것을 강력히 권했다: “당신이 

모아온 재료들이 꼭 세상에 공개되도록 해라. 하늘에 맹세코, 지 이 기이

다”(MECW 38, 1982: 6). (역주: 그 지만) 마르크스는 자신의 지식이 미비하다는 

생각에 원고를 완성하여 출 하는 것을 보류하 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엥겔스

와 함께7) 신성가족 는 비  비 주의에 한 비평: 루노 바우어와 그 

무리에 반 하여를 썼는데, 이 책은 무 사변 인 고립과 무익한 개념들의 

투에만 매몰되었다는 이유로 마르크스 자신이 1842년부터 거리를 두었던 헤

겔좌  운동의 바우어와 다른 인물들에 해 집  논쟁을 제기한 책이었다. 

그 후 1845년  엥겔스는 다시 그의 친구에게 비된 연구를 완성할 것을 

구했다. 

7) 실제로 엥겔스는 텍스트에서 략 10장 정도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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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정치경제학 책을 완성하도록 노력하라, 비록 그 속에 당신이 여 히 

만족하지 못하는 내용이 많다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문제가 아니다; 마음의 

비는 다 되었다, 쇠는 달구어졌을 때 치라고 했다. … 지 이 그때이다. 4월 에 

끝내라, 나처럼 해 라, 당신이 반드시 끝내야 할 날짜를 정하고 틀림없이 출

되게 서둘러라(MECW 3, 1973: 17～18).

그러나 이런 강력한 권유들도 거의 소용이 없었다. 마르크스는 자신이 썼던 

고를 완성형태로 만들기 에 더 연구할 필요를 여 히 느 다. 어 건 곧 

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1845년 2월 1일에 

―독일어로 된 노동자들의 격주간지 ≪ 진!(vorwärts)≫에 력하 기 때문에 

랑스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을 후에―다름슈타트 출 사 카를 빌헬름 스

와 정치경제학 비 이라는 제목으로 2권의 책을 낼 것을 계약하 다(MEW 

27, 1963: 669).

2. 경제학 연구의 지속

1845년 2월, 마르크스는 “ 재 정치에 해서는 아무 것도 출 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주를 허락받은 뤼셀로 이주했다(MECW 4, 1982: 677). 여기서 부

인 제니 폰 베스트팔 (Jenny von Westphalen)과 1845년 리에서 태어난 첫 딸

과 함께 1848년 3월까지 머물 다. 이 3년 동안, 특히 1845년에 마르크스는 정

치경제학 연구에 효과 으로 매진했다. 1845년 3월 마르크스는 독일 경제학자 

리드리히 리스트의 책 정치경제학의 국민  체계(MECW 4, 1975: 256～293)

에 한 비평작업―결국 완성하지 못했다―을 했다. 동시에 기계제 공업 

련 문제를 탐구하여 찰스 배비지의 기계와 제조업자들의 경제에서 많은 

분량을 꼼꼼히 발췌했다.8) 한 엥겔스와 함께 ｢최고 외국 사회주의 자들의 

문헌｣의 독어 번역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MECW 4, 1975: 677). 그러나 시간 

8) 이 모든 발췌노트는 카를 마르크스 발췌노트 1844년 여름에서 1847년 까지, 

MECW 4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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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과 출 을 한 자  확보 불가로 두 사람은 계획을 고 신 자신들의 

작업에 념했다.

마르크스는 7월과 8월을 맨체스터에서 방 한 어 경제학 문헌들을 검토 

―염두에 둔 책을 내는 데 필수  작업―하며 보냈다. 마르크스는 9권의 발췌

노트, [맨체스터 노트]를 작성했다. 한 가장 에 띄는 발췌노트들은 정치경

제학과 경제학의 역사에 한 책들, 토마스 쿠퍼의 정치경제학의 요소에 한 

강의, 토마스 투크의 가격과 유통의 상태에 한 역사, 존 람지 매컬록의 

정치경제학 문헌, 존 스튜어트 의 정치경제학의 몇 가지 미해결 문제에 

한 논문들에 한 것이다.9) 마르크스는 한 사회주의 문제에 커다란 심

을 가지고 어 사회주의 문헌들의 주요 책들, 특히 존 란시스 이의 노
동의 과오들과 노동의 구제책, 로버트 오언의 인간 성격 형성에 한 논문, 

새로운 도덕의 세계에 한 책에서 발췌노트를 작성했다.10) 비슷한 주장들

이 1845년 6월에 출 된 엥겔스의 첫 번째 작품  국에서의 노동계 의 조건
에 실려 있다.

마르크스는 벨기에의 수도에서 경제학 연구 외에 정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른 계획을 진행했다. 1845년 11월에 마르크스는 엥겔스, 

조셉 바이데마이어, 모제스 헤스와 함께 “포이에르바흐, 루노 바우어, 슈티르

 같은 표자에 의해 설명되는 근  독일 철학과 그 다양한 변자들에 의해 

설명되는 독일 사회주의”에 한 하나의 비 을 작성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MECW 6, 1976: 72). 그 결과로 사후에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제목으로 출 될 

그 수고의 작성은 두 가지 목 을 가졌었다: 독일에서 신헤겔주의의 마지막 형

태와 싸우는 것(막스 슈티르 의 유일자와 그의 소유가 1844년 10월에 출 되었

다)과 그리고 마르크스가 출 업자 스 (Leske)에게 쓴 편지에서 밝혔듯이, 

9) 이 발췌노트들은 카를 마르크스 발췌노트 1845년 7월과 8월 MEGA
2
Ⅳ/4에 있고, 

한 첫 번째 [맨체스터 노트]도 포함하고 있다. 이 시기부터 마르크스는 어를 

직  읽기 시작했다.

10) 이들 아직 미발간된 발췌노트들― [맨체스터 노트]의 6～15부분을 구성하는데 ―

은 카를 마르크스 발췌노트 1845년 8월에서 1850년 12월 MEGA
2
Ⅳ/5로 출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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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과거와 재의 학문과는 정반 인 내 경제학에서 채택된 시각에 해 

들을 비시키기 한 것”(MECW 6, 1975: 72)이었다. 이 수고는 1846년 6월

까지 작업했지만 결국 완성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수고는 마르크스가 엥겔스

가 40년 뒤에 더 많은 을 한 “역사에 한 유물론  개념화”(MECW 26, 

1990: 519)라고 규정한 것을 비록 아직 명확한 형태는 아니지만 이 보다 더 

정교하게 다듬는 데는 도움을 주었다.

1846년에서의 ‘경제학’의 진보를 추 하기 해서는 다시 스 에게 보낸 

마르크스의 편지를 볼 필요가 있다. 8월에 마르크스는 그 출 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알렸다: “1권에 한 거의 완성된 수고”를 “아주 오랫동안” 이용 가능하

지만, 그래도 “내용과 문체를 수정하지 않고는 출 하지 않겠다. 계속 작업

해온 하나의 작가로서 도 히 6개월 에 작성했던 원고를 6개월 지난 시 에 

문자 그 로 출 할 수는 없다”고 통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는 가

까운 장래에 그 책을 마무리하기로 약속했다: “출 을 한 1권의 수정 본이 

11월 말에 비될 정이다. 더욱 역사  성격의 2권이 그 직후에 따를 수 있게 

될 것이다”(MECW 38, 1990: 51). 그러나 이 편지내용은 작업하는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원고들은 “거의 완성된” 것으로 규정될 수는 없

었기 때문이다; 1847년 까지 단 하나의 원고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출

업자는 계약을 기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지속  연기는 마르크스가 열의가 없었던 탓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몇 해 동안 마르크스는 결코 정치  활동을 포기하지 않았고, 1846년 에는 

유럽의 다양한 노동자 연맹들 간의 연결을 조직하는 임무를 띤 “공산주의자 

통신 원회” 련 작업을 진척시켰다. 그럼에도 항상 이론  작업을 최우선시

하 다. 

마르크스 자신의 연구 노트들과 출 물들이 그의 근면에 해 더 확실히 증

명한다. 1846년 가을부터 1847년 9월까지 당시 독일의 주요 경제학자  하나

던 구스타  폰 리히의 서 우리 시  요 상업 국가들의 무역, 상업, 

농업의 역사  배경에서 주로 경제사에 한 세 권의 두꺼운 발췌노트를 작성

했다.11) 1846년 12월에는 피에르 조셉 루동의 경제  제모순 는 빈곤의 

철학을 읽고 나서 “매우 빈약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마르크스는 비평문을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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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을 하 다(MECW 38, 1982: 56). 그 결과는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에 한 

첫 출 작이었는데, 여기에서 가치이론, 사회 실 이해를 한 진정한 방법

론  근, 생산양식의 역사 인 일시  성격에 한 사상들을 설명했다. 

계획된 책―정치경제학 비 ―의 완성에 실패한 것은 그러므로 마르크스

의 근면성 부족 때문이 아니라 과제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비  검토를 한 

자료는 무 방 하여 그 특유의 진지함과 비  의식으로 진행한다면 수많은 

날들이 더 걸릴 일이었다. 1840년  후반에는 그럴  잘 몰랐지만 마르크스는 

아직 그 작업의 출발지 에 있는데 불과하 다.

3. 1848년, 명의 발발

1847년 하반기에 사회  소란이 증폭되자, 마르크스는 정치  여에 더 시

간을 소비하게 되었다. 6월에 독일 노동자, 장인들과 국제  지부들의 결사인 

공산주의자동맹이 국에서 설립되었다; 8월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뤼셀에

서 독일 노동자 회를 설립했다; 11월에 마르크스는 온건 민주 인사들뿐 아니

라 명  진 까지 통합한 뤼셀 민주연맹의 부의장이 되었다. 그 해말 공산

주의자동맹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 정치 강령을 작성할 임무를 주었다. 잠깐 

뒤 1848년 2월에 공산주의자당 선언으로 출 되게 보내졌다. 그것의 시작 문

구―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는  세계에서 유

명해질 운명이었다. 그 핵심 테제들 의 하나도 마찬가지 다: “지 까지의 

모든 역사는 계 투쟁의 역사이다”(MECW 6, 1976: 481, 482).

선언의 출 은 더 이상 시기 할 수 없었다. 직후에 유례없는 범 와 

강도로 발생한 명 운동이 유럽 륙의 정치, 사회  질서를 기에 몰아넣었

다. 유럽 정부들은 기를 진압하기 해 가능한 모든 응 조치들을 취했고, 

1848년 3월에 마르크스는 벨기에에서 공화국이 선포된 랑스로 추방당했다. 

마르크스는 이제 자연스럽게 정치경제학 연구를 쳐두고 명을 지지하는 언

11) 이 발췌노트들은 책 카를 마르크스 발췌노트 1845년 9월에서 1847년 12월
MEGA

2
Ⅳ/6(디츠출 사, 1983)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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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활동에 종사하며 바람직한 정치  경로를 계획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했다. 

4월에 마르크스는 독일에서 경제 으로 가장 발달되었고 정치 으로 가장 자유

로운 지역인 라인란트로 이주하 고, 6월에는 쾰른에서 이미 창립되었던 ≪신

라인신문: 민주주의의 기 지≫를 편집하기 시작했다. 비록 그 자신의 기사는 

부분 정치  사건에 한 기록이었지만, 마르크스는 1849년 4월에 정치경제

학 비 에 한 논설 시리즈를 출 했다. 왜냐하면 “노동자의 노 상태와 부르

주아지의 존재와 그 계 지배가 근거하는 계들 자체를 더욱 면 히 다룰”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MECW 9, 1977: 198). 뤼셀의 독일 

노동자 회에서 1847년 12월에 행한 강연에 기 한 다섯 개의 논문이 임 노

동과 자본이라는 제목 아래 탄생한 것이었다. 마르크스는 여기에서 에게 

지난번 (강연)보다 더 해박하게  가능한 한 노동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어떻게 자본에게 임 노동이 착취당하는지에 한 개념을 제시했다.

그 지만 1848년에 유럽 역에서 발생한 명운동은 단기간에 패배로 끝났

다. 열정  정치활동의 시기 이후 마르크스는 1848년 5월에 러시아에서도 추

방령을 받고 다시 랑스로 향했다. 그러나 리의 명이 패배하게 되자 당국

은 마르크스에게 모르비앙으로 그 다음에는 말라리아에 감염된 황량한 리타

니로 옮길 것을 명령했다. “생명에 한 가려진 ”에 직면하여 마르크스는 

랑스를 떠나 런던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독일 신문을 발간할 수 있는 정

 망”이 있다고 마르크스는 생각했다(MECW 38, 1982: 213). 마르크스는 망명

자이자 무국 자로 국에서 나머지 생을 보내게 될 것이었는데, 유럽의 반동

이 정치경제학 비 을 작성하는데 더없이 좋은 장소에다 그를 가둔 것이었다. 

그 당시 런던은 세계의 최고의 경제, 융 심지, “부르주아 우주의 조물

주”(MECW 10, 1978: 134) 고, 그래서 가장 최신의 경제 발 을 찰하고 자본

주의 사회 연구를 재개할 최 의 장소 다. 

4. 런던에서 기를 기다리며

마르크스는 1849년 여름 31살의 나이로 국에 도착했다. 수도에서의 그의 



62  2010년 제7권 제4호

삶은 평온과는 거리가 한참 멀었다. 마르크스 가족은 1845년의 로라(Laura), 

1847년의 에드가(Edgar), 1849년 도착한 직후의 구이도(Guido)의 출생 등 총 6명

에 달했는데, 런던에서 가장 빈곤하고 황폐한 구역 의 하나인 소호(Soho)에서 

장시간 동안 지독한 가난 속에 살아야했다.

이런 역경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는 새로운 출  사업을 시작하는 과제를 

성취할 수 있었다. 1850년 3월에 “모든 정치  운동의 기 를 형성하는 경제  

조건에 한 포 이고 과학  탐구”를 한 장으로 계획된 월간지 ≪신라

인신문: 정치경제학 평론≫을 발간했다. 마르크스는 “지 같이 외 상 고요한 

시기는 종 에 경험한 명  시기, 갈등하는 당 들의 특성, 이 당 들의 존재

와 투쟁을 규정하는 사회  조건들을 해명하는 목 에 정확히 사용되어야한

다”고 믿었다(MECW 10, 1978: 5).

마르크스는 그 상황이 직 의 명과 곧 다가올 명 사이의 짧은 막간극일 

것이라고 잘못 믿었다. 1849년 12월 그의 친구 바이데마이어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신라인 신문의] 월 발간이 세 번 혹은 두 번 될 때까지 세계  참사가 

발발하여 정치경제학을 당장에 완료할 기회가 사라질 것을 거의 확신한다.” 하

나의 “거 한 산업, 농업, 상업 기”가 확실히 임박하 으므로,12) 새로운 명

운동이 부상하는 것이―비록 산업 , 상업  번 이 롤 타리아트 의 

결심을 약화시키므로 오직 기가 발생한 이후에 뿐일지라도―당연하다고 마

르크스는 간주하 다. 그 결과 ≪신라인신문≫에 연속 논문으로 연재된  랑

스에서의 계 투쟁에서 마르크스는 “실제 명은 … 오직  생산력과 

생산의 부르주아 형태가 서로 충돌할… 때만 가능하다. … 새로운 명은 오직 

새로운 기의 결과로서만 가능하다. 그 지만 새로운 명은 이(역주: 1847～

1848년) 기만큼 확실하다”고 주장했다(MECW 10, 1978: 135). 마르크스는 경제

 번 이 확산될 때에도 그의 시각을 바꾸지 않았다. ≪신라인신문≫ 1(1～2

월)호에서 마르크스는 동인도 시장은 “이미 거의 포화상태”이고 북, 남미와 호

주도 한 곧 그 게 될 것이므로 호황이 그 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썼다. 그래서:

12) ｢카를 마르크스가 조셉 바이데마이어에게 1849년 12월 19일｣, MECW 38, 1982: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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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과잉에 한 첫 번째 소식과 함께 동시에 ‘공황’이 투기와 생산 분야에서 

동시 으로 발발할 것이다―아마도 이 끝날 무렵이 되자마자, 늦어도 7월이

나 8월에. 그 지만 이번 기는 유럽 륙에서의 거 한 격돌과 함께 발생할 

것이므로 이 의 모든 기들의 결과들과는 매우 다른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지 까지의 모든 기는 새로운 진보, 토지소유와 융부르주아지에 한 산업

부르주아지의 새로운 승리를 한 신호 다면, 이번 기는  국 명의 

시작을 특징짓게 될 것이다(MECW 10, 1978: 264).

1850년 3～4월호인 다음 호에서도 한 마르크스는 정  경제국면이 단지 

일시  개선을 표 할 뿐인 반면 과잉생산과 국가철도부문에서의 과도한 투기

가 기를 래할 것인데 그 효과는 다음과 같이,

지 까지의 어떤 기들의 효과들보다 더 할 것이다. 이번 기는 농업 

기와 같이 발생할 것이다. … 국에서의 이 이  기는 륙에서의 동시 으

로 임박한 동란에 의해 진되고 확 될 것이고, 쉽게 불타오를 것이다; 그리고 

륙에서의 명들은 세계시장에 한 국 기의 되튀김을 통해 비교할 수 없

게 더욱더 뚜렷이 사회주의  특성을 띠게 될 것이다(MECW 10, 1978: 340).

그래서 마르크스의 각본은 노동자 운동의 근거에 해 매우 낙 이었고 

유럽과 북미시장 양쪽 모두에서 발생하는 것이었다. 그의 시각에서는 “북미가 

과잉생산에 의해 래된 불황에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기가 다음 달에 지

까지보다 더 빨리 발 하게 될 것을 기 해도 좋다.” 마르크스의 결론은 그래

서 열렬했다: “상업 기와 명의 일치는 …  더 확실해지고 있다. 그것은 

운명 로 될 것이다!”(MECW 10, 1978: 341)

여름 동안 1848년 이 에 시작된 경제 분석을 심화하 고, ≪평론≫ 1850년 

5～10월호에서―자 부족과 러시아 경찰의 괴롭힘 때문에 마지막 발행이 

된 호―마르크스는 “ 명이 상업 기에 기여한 것보다 상업 기가 1848년 

명에 훨씬 더 많이 기여했다”는 요한 결론에 도달했다(MECW 10, 1978: 497). 

경제 기들은 그때 이후 계속해서 그의 사상에서 근본 인 것이 되었다. 게다

가 만연하는 투기와 과잉생산 과정들을 분석하면서 “만약 1848년에 시작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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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발 의 새로운 순환이 1843～1847년의 진로와 같은 진로를 따른다면, 기

는 1852년에 발생할 것이다”라고 과감히 측했다.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강

조했다; 미래의 기는 지방에서도 한 발생할 것이고, “처음으로 산업과 상

업 기가 농업 기와 같이 발생[할 것이다]”(MECW 10, 1978: 503).

마르크스의 이 일 년 이상의 기간에 한 측은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

리고,  다른 명이 느닷없이 나타날 것을 기 했던 사람들과 달리, 마르크스

는 1850년 가을에 새로운 세계 경제 기가 없이는 명이 무르익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때 이후 계속해서 마르크스는 임박한 명13)에 한 헛

된 희망과 거리를 두었고 “완 히 물러나서”(MECW, 1982: 286) 살았다. 그래서 

도 은 기의 발생을 측하는 것이 되었다. 이제 추가  정치  동기를 가지

게 된 마르크스는 다시 한 번 으로 정치경제학 연구에 헌신하게 되었다. 

5. 1850～1853 연구 노트

마르크스가 정치경제학 연구를 단한 3년 동안 연속  경제  요사건들

이 있었는데―1847년의 기에서부터 캘리포니아와 호주에서  발견까지― 

그것들을 마르크스는 매우 요하게 생각하여, 지난 노트들을 재검토하고 완성

된 형태로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연구를 수행해야 했다(Tuchscheerer, 

1973: 318). 마르크스의 추가  독서는 26권의 발췌노트로 종합되었는데, (역시 

다른 학문분야의 텍스트들도 포함되는데) 그  24권은 1850년 9월에서 1853년 

8월에 작성한 것으로 소  [런던 노트]에 포함된다. 이 연구 자료는 마르크스의 

비 에서의 요한 발  시기를 문서로 증명하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다. 이때 

마르크스는 이미 습득한 지식을 요약했을 뿐만 아니라, 한  박물  도서

13) “속류 민주주의자들은 아무 때나 다시 불꽃이 튈 것을 기 했다; 우리는 어도 

명  시기의 첫 번째 장은 끝났고 새로운 세계 경제 기의 발발 까지는 아무

것도 기 할 수 없다고 1850년 가을에 일 이 선언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나 에 외 없이 비스마르크와 화해를 한 그 사람들에 의해 명에 한 배신자

로 제명당했다”(MECW 27, 1990: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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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탐독한 수십 권의 새로운 (특히 어로 된) 책들을 연구하여서 장차 술

하려고 의도하는 작업을 한 다른 요한 사상들을 습득했다.

[런던 노트]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  수 있다. 1850년 9월부터 1851년 3월 

사이에 작성한 첫 번째 7권(I～VII) 내에서는 마르크스가 읽고 발췌한 수많은 

작업들의 일부로서 다음이 포함된다: 토마스 투크의 가격의 역사, 제임스 테

일러의  국 화폐체계에 한 한 시각, 메인 가니어의 화폐의 역사, 조한 

게오르그 뷔쉬의 은행과 주화에 한 제반 법칙, 헨리 소튼의  제국의 

지폐신용의 성질과 효과에 한 연구,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14)이 그것이다. 

특히 마르크스는 경제 기의 역사와 이론들에 집 하여, 기의 기원을 이해

하려는 시도로서 화폐형태와 신용에 해 긴 한 주의를 기울 다. 그 당시의 

루동 같은 다른 사회주의자들―그들은 경제 기가 화폐와 신용체계의 개

을 통해 회피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과 달리 마르크스는 신용체계가 변에 

있는 조건들  하나이므로 기는 화폐유통의 올바르거나 잘못된 사용을 통

해서는 기껏해야 더 악화되거나 완화될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진정한 원

인들은 오히려 생산에서의 모순들에서 찾아져야 했다(MECW 38, 1982: 275).

이 첫 번째 발췌노트 집단의 끝에 마르크스는 [지 (bullion): 완 한 화폐제도]

라고 제목을 붙인 (본시리즈 부분에는 속하지 않은) 두 권의 노트에 자신의 지식

을 요약했다.15) 1851년 에 작성한 이 수고에서 마르크스는 정치경제학의 주

요 작들에서―때로는 자신의 논평을 같이 실으면서―화폐에 한 이론에

서 가장 요한 문장들이라고 간주한 발췌들을 옮겨 었다. 하나의 부분에 하

나의 검토된 책이 응되는 91개 부분으로 나 어진 [지 ]은 단지 인용문일 

뿐만 아니라 많은 해 동안 계획해왔던 책을 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마르

14) 카를 마르크스 발췌노트 1851년 3월에서 6월 MEGA
2
Ⅳ/8에 있는 애덤 스미스로

부터의 자료를 제외하고 련된 모든 발췌노트들은 카를 마르크스 발췌노트 

1849년 9월에서 1851년 2월 MEGA
2
Ⅳ/7에 있다. 스미스의 국부론(발췌노트 Ⅶ)

과 리카도의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발췌노트 Ⅳ,Ⅶ,Ⅷ)는 1844년 마르크스

가 리에 있을 때 읽었던 것인데 이제 원어인 어로 연구되었다.

15) “지 : 완 한 화폐제도” MEGA
2
Ⅳ/8 pp.3～85. 이 번호가 매겨지지 않은 두 번째 

노트는 한 라톤의 통화의 규제에 하여에서 부분 발췌한 다른 발췌들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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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스의 화폐와 유통에 한 이론16)의 최  독립  공식화로도 간주될 수 있다.

이 같은 시기 동안 비록 마르크스는 개인 으로 끔 한 계기를 (특히 아들 

구이도를 여읜 1850년 후하여) 맞았지만, 그는 자신의 작업을 수행해냈을 뿐만 

아니라 곧 완성할 것을 여 히 희망하고 있었다. 1851년 4월 2일에 엥겔스에게 

편지하기를:

내 작업이 매우 많이 진척되어서 이 모든 경제학  허튼소리들과 5주안에 끝

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경제학을 편안하게 완성하고 [ ]박

물 에서 다른 학문분야에 충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지루해지기 시작한다. 

근본 으로 이 학문에서 애덤 스미스와 리카도가 개인  연구의 길을 통해 많은 

진보를 이룩했고, 종종 매우 통찰력이 있다고 해도 그들 이후 진보가 없었다. … 

조만간 나는 형인쇄용지 60매로 된 2권을 내놓을 것이다(MECW 38, 1982: 325).

그러나 마르크스의 편지는 술의 완성에 하여 실제 상황보다 낙 주의를 

반 한 것이었다. 모든 발췌노트들과 그 자체로서 출 용 원고가 아닌 [지 ]

이라는 외를 제외하면, 마르크스가 그때까지 산출한 수고는 하나도 없었다. 

의심의 여지없이 마르크스는 단히 강도 높게 연구를 진행했지만 여 히 경

제  자료를 완 히 정복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성공하리라는 결심과 확신에도 

불구하고 그 꼼꼼함 때문에 발췌노트 작성이나 비  논평을 넘어서 최종

으로 자신의 책을 술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마르크스에게 그 연구를 더 정확

히 하라고 구하면서 기하는 출 업자는 없었다. ‘경제학’은 ‘조만간’이 되

는 것과는 매우 멀리 있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다시 정치경제학의 고  연구로 방향을 환하 고 1851

년 4월에서 11월 동안 [런던 노트]의 두 번째 집단(VIII～XVI)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작성하 다. 발췌노트 Ⅷ은 1847년에 연구를 시작한 제임스 스튜어트의 

정치경제학 원리 탐구와 리카도의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서 거의 

으로 발췌한 것이었다. 사실 [지 ]을 작성할 때 취하 던 리카도로부터의 

16)  다른 마르크스의 화폐, 신용, 기에 한 이론의 제시는 발췌노트 Ⅶ의 단편

인 ｢고찰들｣, MECW 10, pp.584～592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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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는 수많은 논평과 개인  성찰이 뒤따르고 있어서 [런던 노트]의 가장 

요한 부분을 구성한다.17) 1840년  말까지 마르크스는 본질 으로 리카도의 

이론들을 채택하고 있었던 반면, 이때부터 지 와 가치에 한 새롭고도 깊은 

연구를 통해 일정한 에서 리카도의 이론들을 넘어섰다.18) 이런 식으로 마르

크스는 근본  문제에 한 기의 견해  일부를 수정하 고 지식의 반경을 

넓혔으며 계속해서 더 많은 자들을 검토해갔다. 1851년 5월에서 7월까지의 

노트 Ⅸ와 Ⅹ은 리카도 이론의 모순을 다루거나 일정한 측면에서 리카도의 개

념을 발 시킨 경제학자들에 집 하 다. 그래서 다음의 책들에서 많은 발췌가 

작성되었다: 존 데벌 투켓의 노동인구의 과거와 재상태의 역사, 토머스 호

지스킨의   정치경제학, 토머스 찰머스의 정치경제학에 하여, 리처드 

존스의 부의 분배에 한 논문, 헨리 찰스 카 이의 정치경제학의 원리.

연구 범 의 확장과 풀어야 할 이론  문제의 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

는 작계획의 완료에 하여 여 히 낙 이었다. 1851년 6월 말에 마르크스

는 헌신 인 바데마이어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보통 박물 에서 아침 9시부터 녁 7시까지 지낸다. 내가 다루는 

자료들은 무나 복잡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앞으로 6～8주안에 끝낼 수는 없

다. 게다가 우리가 단조롭게 지내는 이곳의 비참한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

는 실제  종류의 끊임없는 단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태

는 속히 완성으로 향해가고 있다(MECW 38, 1982: 377).

17) 카를 마르크스, 데이비드 리카도로부터의 발췌: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
MEGA

2
Ⅳ/8, pp.326～331, 350～372, 381～395, 402～404, 409～426을 보라. 이 페

이지들의 요성을 증명하는 것은 이 발췌문들이 자의 발췌노트 Ⅳ와 Ⅶ의 다

른 발췌문들과 함께, 1941년에 출 된 [그룬트리세]의  2권에 담겨있다는 사

실이다.

18) 새 이론의 획득이라는 이  국면에서 마르크스의 엥겔스와의 계는 가장 요

하다: 를 들면 엥겔스에 보낸 마르크스의 편지들  일부에는 리카도의 지 이

론에 한 비  견해(｢마르크스가 엥겔스에게 1851.1.7｣, MECW 38, pp.258～

263)와 화폐유통이론에 한 비  견해(｢마르크스가 엥겔스에게 1851년 2월 3

일｣, MECW 38, pp.273～278)가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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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마르크스는 이미 모아둔 거 한 양의 발췌와 비  노트들을 이용

하여 책을 두 달 안에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 다. 그 지만 다시 한 

번 희망하 던 ‘완성’에 도달하지 못하 을 뿐 아니라 심지어 출 업자에게 보

내질 수고의 정확한 사본 작성을 시작하지도 않았다. 이번에 정시간을 넘긴 

것은 마르크스의 심각한 경제  곤궁 때문이었다. 안정  수입도 없는데다 자

신의 물리  조건에 지쳐서 마르크스는 1851년 7월 말에 엥겔스에게 편지를 

썼다.

이 게 계속 살 수는 없다. … 내가 도서 에서 오래 에 끝을 냈어야 했다. 

그러나 무나 많은 단과 방해들이 있고, 집에서는 모든 것이 계엄 상태에 놓

여있다. 밤 동안 계속해서 조해져 있다가 마구 쏟아지는 물에 격분하게 된다. 

그래서 당연히 나는 정말 할 수 없다(MECW 38, 1982: 398).

융  상태를 개선하기 해 마르크스는 언론 활동을 재개하기로 결심하고 

새로운 신문을 물색했다. 1851년 8월 마르크스는 미국에서 가장 배포 수가 많

은 ≪뉴욕트리뷴≫의 통신원이 되었다. 그리고 1862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그 

신문에 싣는 을 수백 페이지 작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에 한 비  연구는 1851년 여

름 동안 계속되었다. 8월에 마르크스는 루동의 19세기의 명 을 읽고서 

그에 한 비 을 엥겔스와 함께 작성할 계획을 (나 에 포기하 음) 간직했다

(MECW 11, 1979: 545～570). 게다가 마르크스는 독서한 책에 한 발췌를 계속 

작성했다. 노트 XI는 노동자계 의 조건을 다룬 책들을 상으로 것이다; 노트 

XII, XIII은 농화학에 한 연구를 포 한다. 지 연구를 해 이 후자의 학문

이 요한 것을 이해하고 마르크스는 자세한 노트를 주스투스 리빅의 유기화

학의 농업과 생리학에의 응용과 제임스 F. W. 존스톤의 농화학과 지질학의 

요소에서 작성했다. 노트 XIV에서 마르크스는 특히 맬서스에 한 반 자 아

키발트 앨리슨의 인구의 원리로 토머스 로버트 맬서스의 인구론에 한 논쟁

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아왔다; 아돌  듀로 데 라 말 의 로마의 정치경제학, 

리암 H. 피 스콧의 멕시코 정복의 역사, 페루 정복의 역사를 발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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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 허만 메리베일의 식민화와 식민지의 교훈을 통해

서 특히 식민주의로 (돌아왔다).19) 마지막으로 1851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마

르크스는 연구 분야를 기술로 확장하여 노트 XV의 상당한 분량을 조안 H. M. 

포퍼의 기술의 역사를, 노트 XVI에서는 정치경제학의 다방면의 의문들을 다루

었다.20) 1851년 10월 순에 엥겔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여주듯이, 그때 마르

크스는 “기술과 그 역사  농경제학을 깊이 탐구하면서”, “경제학을 연구 완

성의 진통기에 있었기 때문에” “ 어도 본질에 한 어떤 종류의 견해를 형성

하 을” 것이다(MECW 38, 1982: 476).

1851년 말에 랑크푸르트에 있는 뢰벤탈 출 사가 마르크스의 더 확장된 

작업에 심을 표명하 다. 엥겔스, 라살 와의 서신교환으로 볼 때21) 마르크

스는 그때 세 권의 계획에 해 작업하고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1권은 자신

의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고, 2권은 다른 사회주의들에 한 비 을 제시하는 

것이고, 3권은 정치경제학의 역사 다. 그 지만 처음에 출 업자는 단지 3권

에만 심이 있었던 반면 나머지 두 권은 만약 그 3권 기획이 성공 이게 되면 

출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하고 싶어 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에게 계획을 

바꾸고 그 계약을 체결하라고 설득하는 노력을 했다: “쇠는 달구어졌을 때 쳐

야” 하고 “독일 책 시장에서의 당신의 오랜 공백과 이후 서 상들의 소심함에 

따라 만들어진 휴지기를 깨는 것이 으로 요하다”(MECW 38, 1982: 493 

～495) ―그러나 출 업자의 심은 증발되었고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았다. 2

개월 후에 미국에 있는 충실한 바이데마이어에게로 되돌아가서 “그곳에서 출

할 업자를 찾을” 수 있는지 알아봤다(MECW 39, 1983: 26).

출 에 한 이런 장애들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는 임박한 경제 기에 한 

19) 이 책들에서의 발췌는 카를 마르크스 발췌노트 1851년 7월에서 9월, MEGA
2
Ⅳ

/9, 베를린, 디츠, 1991에 있다.

20) 이 발췌노트들은 아직 MEGA
2
로 출 되지 못했다. 그 지만 발췌노트 ⅩⅤ권은 

한스 피터 뮐러의 선집에 실려 있다(Müller, H. P., 1982). 웬드링의 최근 연구를 

보라(Wendling, A. E., 2009).

21) 페르디란드 라살 가 ｢마르크스에게 1851년 5월 12일｣, MEGA
2
Ⅲ/4, 38, pp.377f.; 

｢마르크스가 엥겔스에게 1851년 11월 24일｣, MECW 38, pp.490～492; ｢엥겔스가 

마르크스에게 1851년 11월 27일｣, MECW 38, pp.49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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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 주의를 잃지 않았다. 1851년 말에 오랜 친구이며 유명한 시인인 페르디란

트 라일리그라트에게 편지했다: “ 기는 온갖 요소들에 의해 지되었지

만… 늦어도 내년(1852년) 가을에는 반드시 불어 닥칠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사건들 후에 나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는데 심각한 상업공황이 없이 진정한 명은 

없다.”22)

그동안 마르크스는 새로운 일에 착수했다. 1851년 12월부터 1852년 3월까지 

마르크스는 루이 보나 르트의 뤼메르 18일을 작성했고, 그리고 1852년 5

월에서 6월까지 런던에 있는 독일 정치이민자들의 지도  인물들(조안 고트

리트 킨 , 루게, 카를 하인젠, 구스타  펀 스트루베)에 한 풍자  상화 시

장인 논쟁 인  추방당한 한 사람들을 엥겔스와 함께 작성했다. 1852

년 4월에서 1853년 8월까지 마르크스는 [런던 노트]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집

단의(XVII～XXIV) 작성 작업을 재개했다.23) 이것들은 주로 인간사회 발 의 다

양한 단계에 한 것, 많은 부분이 세에 한 역사  논쟁과 문학, 문화, 습

의 역사에 한 것이었다. 인도에 특별히 심이 있었는데, 동시에 ≪뉴욕트리

뷴≫에서 인도에 하여 칼럼을 쓰고 있었다.

범 한 연구가 증명하듯이 마르크스는 결코 “휴식을 취한” 이 없었다. 

다시 마르크스의 계획에 한 장벽은 오랫동안 씨름하여 왔던 가난이었다. 

1851년부터 매달 5 운드스털링씩 송 해주었던 엥겔스의 도움과 칼럼 당 2

운드스털링을 벌었던 ≪뉴욕트리뷴≫으로부터의 수입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

는 진정으로 망  조건에서 살았다. 1852년 4월 그의 딸 란치스카(Franziska)

의 상실에 직면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의 삶은 하나의 오랜 쟁이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마르크스의 작업과 시간에 큰 가를 치르게 했다. 그럼에도 

융시장의 폭풍들이 마르크스의 사기를 높이 유지시켰고, 그것들에 해 모든 

가까운 친구들한테 편지했다. 매우 자기 풍자 으로 마르크스는 라살 에게 

22) ｢마르크스가 페르디란트 라일리그라트에게 1851년 12월 27일｣, MECW 38, 

p.520. 랑스어 번역: “가장 최근의 사건들 이후에 나는 상업 기 없이는 심각한 

명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더 확신하게 된다.”

23) 이 노트는 아직 출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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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2월 선언했다: “(역주: 개인 ) 융 기가 지  뉴욕과 런던에서 세를 

떨치고 있는 상업공황에 필 할 수 만큼 마침내 도달했다.  상업 신사들과 

달리 나는, 아아, 산에도 호소할 수조차 없다”(MECW 39, 1983: 46). 4월에 바

데마이어에게 마르크스는 호주와 캘리포니아에서 맥의 새로운 발견과 

국의 인도에 한 상업  침투라는 특별한 환경덕분에 “ 기가 1853년으로 늦

춰질 수 있다. 그러나 그때는 폭발이 더욱 가공할 만한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

지는 명  격동을 생각할 수 없다”(MECW 39, 1983: 96). 그리고 8월에 미국에

서의 투기 붕괴 직후에 마르크스는 의기양양하게 엥겔스에게 편지했다: “ 기

가 오고 있지 않나? 명이 우리가 기 한 것보다 빨리 올 것 같네”(MECW 39, 

1983: 163).

마르크스는 그런 평가를 단지 편지에서만 하고 있지 않고 ≪뉴욕트리뷴≫에

도 썼다. 1852년 11월 “빈궁과 자유무역”이라는 칼럼에서 마르크스는 측했

다: “ 기는 … 산업 이라기보다 더 상업 이고 화폐 이었던 1847년 때보다 

더 험한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더 많은 과잉 자본이 산업 생산에 

집 되었기 때문에, … 더 확 되고 지속되고 직 으로 노동 에게 기

가 향을 미칠 것이다”(MECW 11, 1979: 361). 요약하면 좀 더 오래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지도 몰랐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언젠가는 명의 시간에 한 소

식이 해질 것을 확신했다.

1852년 10월 러시아정부는 이  해에 체포되었던 공산주의자동맹의 회원

들에 한 재 을 시작했다. 기소내용은 이들이 러시아왕국에 항하여 마르

크스에 의해 지도된 음모자들의 국제  조직에 가입했다는 것이었다. 10월에서 

12월까지 기소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해 마르크스는 “정부의 책략

에 항하여 그 당을 해 일하기”(MECW 39, 1983: 259) 시작했고 쾰른의 공산

주의자 재 에 하여를 작성했다. 러시아정부 장 들에 의해 지휘된 주장

들과는 반 로 마르크스는 이 시기에 정치 으로 매우 고립되어 있었다. 공산

주의자동맹의 해산― 1851년에 사실상 해산되었고 1852년 말에 공식 으로 

해산되었던―은 마르크스의 정치  자의 숫자를 매우 축소시켰다. 여러 

경찰과 반 자들이 “마르크스의 정당”으로 규정하 던 것24)은 충실한 지지자

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 새로운 활동  지지자들의 충원, 특히 마르크스의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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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노동자들의 참여는 그래서 매우 요하고도 복잡한 문제 고, 마르크

스가 했던 연구 작업도 한 그 목 에 사하는 것이었다. 충원은 정치 으로

나 이론 으로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1853년 3월에 엥겔스가 마르크스에게 

편지했다:

당신은 경제학을 완성해야 한다; 나 에 신문을 보유하게 되자마자 그것을 주

간단 로 실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도들이(discipuli) 

어떻게든지 효과가 있도록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이것은 다음에 복원된 우리의 

연합체들에게 토론의 기 로 모두 제공될 것이다(MECW 39, 1983: 293).

마르크스는 이 에 엥겔스에게 자신이 “4월”에 엥겔스와 함께 며칠을 보내

고 “[자신의] 시각에서는 곧 지진이 일어날 재의 조건에 해 방해받지 않고 

담소하기를 희망한다”(MECW 39, 1983: 289)고 썼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그를 

괴롭힌 빈곤 때문에 술에 집 하지 못했다. 살아남기 해 마르크스와 그의 

부인 니는 필수품을 한(MECW 39, 1983: 352) 자 도 없는 집에 남아 있는 

약간의 옷가지와 값나는 물건들을 자주 당포에 맡겼다. 비록 귀 한 시간을 

잡아먹어도 언론 칼럼에서 나오는 수입은  더 필수 불가결해졌다. 그해 말 

마르크스는 친구 클루스에게 불평을 털어놓았다:

나는 항상 희망했는데....혼자서 몇 달 동안 물러나 있으면서 경제학 연구를 

하는 것을. 그러나 그리 될 것 같지 않다. 나는 지속 으로 지겨운 신문에 매문을 

하는 것을 추구한다. 그것은 시간 낭비 이고 마음을 어지럽히지만, 결국 아주 

은 액이 된다. 아무리 스스로 독립 이라고 생각해도 어떤 사람은 나처럼 

특히 돈을 벌 때면 신문과 독자에게 속된 것이다. 순수한 학문  작업은 다르

다(MECW 39, 1983: 367).

선택의 여지없이 생활을 한 필수품에 주의를 해야만 했을 때, 마르크스의 

생각은 그래서 ‘경제학’에 굳게 정박하여 있었다.

24) 이 표 은 마르크스와 독일공산주의자 바이틀링 간의 차이에 련해서 1846년에 

처음 사용되었다. 이후 쾰른의 공산주의자 재 에서 사용되었다(Rubel, 197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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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뉴욕트리뷴≫의 기에 한 칼럼들

이 시기에 한 경제 기는 ≪뉴욕트리뷴≫ 칼럼의 지속  주제 다. 1853

년 6월의 “ 국과 유럽에서의 명”에서 1851년에 시작한 반 건 국 명을 

일반  경제상황과 연결하 는데, 마르크스는 재차 “시장들의 팽창이 국의 

제조업의 확장과 보조를 맞출 수 없을 계기가 곧 올 것이고, 그리고 이 불균형

이 반드시 새로운 기를 과거에 그랬던 것과 같이 확실하게 래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MECW 12, 1979: 95). 마르크스의 시각에서는 명의 여 로 

례가 없게 국의 거 시장이 수축하여서 “ 재 산업체계의 과부하 산에 

불꽃을 던지고, 오래 동안 비된 일반  기의 폭발을 래하여, 그 기가 

해외로 번져 곧 바로 유럽 륙의 정치  명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MECW 

12, 1979: 98). 물론 마르크스는 명  과정을 결정론  태도로 지켜본 것이 

아니라, 기가 그 명의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제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18세기의 시작부터 유럽에서 상업, 융 기가 앞서지 않은 한 명은 없

었다. 이것은 1848년 명뿐만 아니라 1789년 명에도 용된다. … 세계시장에

서 유럽산업의 표인 국에 의해 보통 발신되는 신호, 즉 상업, 산업 기의 결

과로서가 아니라면 쟁도 명도 유럽을 시끄럽게 하지 않을 것 같다(MECW 

12, 1979: 99).

요 은 1853년 9월 하순에 강조되었다. 칼럼 ｢정치  운동들: 유럽에서 빵의 

부족｣에서:

선동가의 연설도 외교 의 쓸데없는 소리도 사태를 기로 몰고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 유럽 명의 조임이 틀림없는 경제  재앙과 사회  격변

이 다가오고 있다. 1849년 이래 상업과 산업 번 은 반 명이 안 하게 잠자는 

안락의자를 늘렸다(MECW 12, 1979: 308).

마르크스가 사건들이 벌어질 것을 기 한 낙 주의 흔 들은 엥겔스와의 편

지교환에서 찾을 수 있다. 를 들면 1853년 가을의 한 편지에서 마르크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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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사태가 놀랍게 될 것이다. 랑스에서 융 거품이 터질 때 혼란이 

올 것이다”(MECW 39, 1983: 372). 그러나 기는 여 히 오지 않았고, 그리고 

마르크스는 수입의 유일한 원천을 버리지 않기 해 다른 언론 활동에 자신의 

에 지를 집 했다. 

1853년 10월에서 12월 사이 팔머스톤 경이라는 제목으로 연속 칼럼을 작

성했다. 게다가 1854년 6월 스페인의 민간과 군사  반란 이후에 마르크스는 

 다른 연속 칼럼 스페인 내 을 8월에서 12월 사이에 작성했다. 여기에서 

마르크스는 이  10년간의 주요 사건들을 요약하고 분석했다. 마르크스는 이 

일을 매우 하게 간주했는데, 이는 1853년 9월부터 1855년 1월까지에 작성

한 9권의 형 발췌노트를 보면 단할 수 있다. 그  첫 4권은 팔머스톤 경
을 한 기 를 제공한 외교의 역사에 집 하여 발췌한 반면, 나머지 5권은 스
페인 내  칼럼을 한 조사를 포함하여 스페인의 정치, 사회, 문화의 역사에 

집 하여 발췌하 다.25) 

마지막으로 1854년 후반에서 1855년 까지의 한 시 에서 마르크스는 자신

의 정치경제학 연구를 재개했다. 그 지만 3년 간의 단 이후 기에 마르크스

는 작업을 계속하기 에 자신의 옛 수고들을 다시 읽기로 결심했다. 1855년 

2월 순 엥겔스에게 편지했다:

지난 4～5일 동안 나는 의 심한 염증 때문에 … 술을 할 수가 없었다. 

병은 내 발췌노트를 통독하다가 걸렸는데, 의도는 내가 발췌노트를 다듬는 것

보다 어 든 숙달하여 계속 작업할 수 있게 비하는 것이었다(MECW 39, 1983: 

522).

이 검토를 통해 새로이 20페이지의 노트를 작성하고 [인용들: 화폐의 본질, 

신용의 본질, 기]라는 제목을 붙 다; 이 발췌들은 마르크스가 이  몇 년간 

했던 발췌들에서 재 발췌한 것들이었다. 투크, 존 스튜어트 , 스튜어트 같은 

자들의 책들과 ≪이코노미스트≫의 칼럼들로 돌아가서 마르크스는 1850년

25) 이 발췌노트는 최근 출간되었다. 카를 마르크스와 르드리히 엥겔스, 발췌노트 

1853년 9월부터 1855년 1월까지, 베를린: 아카데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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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시작한 화폐, 신용, 기에 한 주요 정치경제학자들의 이론들을 더욱 

더 요약했다(Schrader, 1980: 99).

동시에 마르크스는 ≪뉴욕트리뷴≫을 하여 경기후퇴에 한 더 많은 논문

을 작성했다. 1855년 1월에 ｢ 국에서의 상업 기｣에서 마르크스는 만족하여 

작성했다: “ 조  징조들에 해 우리 칼럼들에 오래 동안 실렸던 국 상업

기가 이제 이 문제에 한 최고 당국자에 의해 크게 외쳐지고 있는 사실이 

되었다”(MECW 13, 1980: 585). 두 달 후 ｢ 국에서의 기｣에서:

몇 달 뒤 국은 기가 아마 1842년 이후는 아닐지라도 1846년 이후에는 도

달한 이 없는 높이에 있을 것이다. 기의 향이 노동계 사이에 완 히 느껴

지기 시작할 때, 6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정치  운동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 

국에서 양측의 실제로 경쟁하는 당사자가 맞 면할 것이다. ― 간계 과 노

동계 , 부르주아지와 롤 타리아트(MECW 14, 1980: 61).

하지만 마르크스가 ‘경제’에 한 연구를 막 다시 시작할 무렵에 개인  어

려움이 계획을 다시 한 번 바꾸게 했다. 1855년 4월 마르크스는 8살 난 아들 

에드가(Edgar)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 마르크스의 건강과 경제  환경은 

1855년 동안 비참하게 남아 있었고, 그의 가족은 엘리노어(Eleanor)가 태어나면

서 다시 늘었다. 

마르크스는 1856년 6월에서야 ≪인민의 신문≫에 크 딧 모빌리에(Crédit 

Mobilier)에 해 몇 개의 칼럼을 쓰면서 정치경제학 연구를 다시 시작할 수 있

었다. 크 딧 모빌리에는 랑스의 주요 상업은행으로서 “우리 시 의 가장 기

묘한 경제 상 에 하나”로 마르크스가 생각한 것이었다(MECW 15, 1986: 10). 

1856년 가을에 가족 형편이 잠시 좋아진 후 소호의 임 주택에서 북부 런던의 

더 나은 아 트로 이사 가게 되었다. 마르크스는 ≪뉴욕트리뷴≫에 기에 

해 다시 썼다. 마르크스는 1856년 10월 3일 신문에 실린 ｢유럽의 화폐 기｣에

서 “1847년 공황과 유사한 유럽 화폐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고 주장

했다(MECW 15, 1986: 113). 그리고 11월에 신문에 실린 ｢유럽의 기｣에서, 모

든 칼럼니스트들이 최악의 상황을 자신 있게 측하고 있을 때, 마르크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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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했다:

유럽으로부터 온 지표들은 … 서양 양쪽의 사람들이 모두 어떤 불가피한 

운명에 하여 두렵게 바라보면서 본능 으로 측하는 투기와 주식시장의 최종 

붕괴가 미래의 어떤 날로 연기된 것을 확실히 보여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붕괴는 이번 연기로부터 확실하다; 참으로 존하는 융 기의 만성  성격이 

더욱 더 폭력 이고 괴  종말을 고한다. 기가 오래 지속될수록 최종 청산

은 더 나빠진다(MECW 15, 1986: 136).

사건들은 한 마르크스에게 정치  반 자들을 공격할 기회를 주었다. ｢유

럽의 화폐 기｣에서 마르크스는 썼다:

만약 우리가 이 짧은 화폐공황의 효과들과 마 니주의자(Mazzinian)들  다른 

사람들의 선언들의 효과를 나란히 놓는다면, 공식  명주의자들의 망상인 

1849년 이후의 체 역사가 한꺼번에 자신으로부터 신비를 제거할 것이다. 그들

은 인민들의 경제  삶에 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은 역사 운동의 실제  조

건에 해서도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새로운 명이 발발할 때 그들은 빌라도

(Pilate) 총독보다 더 먼  손 씻을 권리를 가질 것이고, 자신들이 피의 희생(역주: 

수의 죽음)과 무 하다고 주장할 것이다(MECW 15, 1986: 115).

 

그 지만 1857년 상반기에  고요가 국제 시장에 리 퍼졌다. 3월까

지 마르크스는 18세기 외교 역사에 한 폭로를 작업하 는데, ≪ 리 

스≫에서 발행한 신문의 논문들 모음으로 실렸다. 이번 경우에도 마르크스는 

재료를 깊이 연구하 고, 1856년 1월부터 1857년 3월까지 18세기 국제정치에 

하여 7권의 발췌노트를 만들었다.26) 

마지막으로 7월에 마르크스는 1851년에 이미 연구하고 발췌했던 데릭 

바스티아의 경제  조화와 캐리의 정치경제학의 원리에 한 짧지만 흥미

로운 비  논평을 작성했다. 사후에 [바스티아와 캐리]로 출 된 이 노트에

서 마르크스는 자신들의 작에서 “생산 계의 조화”와 그래서 체로서 부르

26) 이 발췌노트들은 아직 출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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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 사회의 조화를 증명하기 해 애썼던 두 경제학자의 순진함( 자는 자유무

역의 챔피언, 후자는 보호무역주의)을 꼬집었다.27)

7. 1857년 융 기와 [그룬트리세]

이번에는 과거의 다른 기들과 달리 경제  폭풍이 유럽에서가 아닌 미국

에서 시작하 다. 1857년 처음 몇 달 동안 뉴욕 은행들은 이 어들었음에

도 불구하고 부 액을 늘렸다. 결과 인 투기  활동의 증가가 일반  경제 

조건을 더 악화시켰고, 오하이오 생명보험&신탁회사(Ohio Life Insurance and 

Trust Company)의 뉴욕지 이 지불불능이 되자 만연해 있던 공황은 수많은 산

들을 래했다. 은행체계에 한 신뢰의 상실은 그래서 신용의 수축을 낳았고 

의 고갈과 화폐 지불의 정지를 동반했다. 

이 사건들의 비상한 성격을 감지하고서 마르크스는 즉시 작업에 들어갔다. 

1857년 8월 23일에―여론에 공황소문을 유포시킨 오하이오 생명의 산 하루 

에―마르크스는 자신의 ‘경제학’의 [서설]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기의 폭

발  습격이 마르크스에게 이  몇 해 동안에는 없었던 추가  동기를 주었다. 

마르크스는 1848년의 패배 이후  10년 동안의 정치  후퇴와 깊은 인간  

고립에 직면했었다. 그러나 기의 폭발과 함께 마르크스는 일련의 새로운 사

회  반란들에 공헌할 가능성을 보았고 가장 긴 한 과제를 명의 시작에 매

우 요한 경제 상을 분석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것은 가능한 한 빨리 그가 

오래 동안 계획했던 작업을 술하고 출 하는 것을 의미했다.

기는 뉴욕에서부터 미국의 나머지 지역에 속히 퍼졌고 몇 주안에 유럽, 

남미, 동양에 있는 세계시장의 모든 심들에 확산되면서 역사상 최 의 국제 

융 기가 되었다. 이런 소식들이 마르크스에게 커다란 도취감을 심어주었고, 

지  생산력의 거 한 폭발을 불러 일으켰다. 1857년 여름에서 1858년  사이

의 시기는 마르크스의 생애에서 가장 다작의 시기 다: 이 수 개월 동안 마르

27) Marx, K., MEGA
2
Ⅱ/1.1, 1976, p.4; 1993, p.886. 리카도에 한 발췌노트처럼 [바스

티아와 캐리] 단편도 [그룬트리세]의  2권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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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스는 이  수 년 동안보다 더 많은 분량을 작성했다. 1857년 12월에 마르크

스는 엥겔스에게 편지했다: “나는 밤을 꼬박 새며 미친 듯이 작업하고 매일 밤 

내 경제학 연구들과 조하고 있어서, 홍수가 오기 에 최소한 개요 [그룬

트리세]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서 마르크스는 기가 불가피하다는 

자신의 측이 그 게 잘못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 하 다. 왜냐하면 “토

요일자의 ≪이코노미스트≫가 1853년의 마지막 수개월, 1854년 체, 1855년 

가을, 1856년의 격한 변화 동안 유럽은 임박한 기로부터 머리카락 한 올 

만큼도 비켜나 있지 못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MECW 40, 1983: 217).

마르크스의 작업은 매우 놀랍고 범 한 것이었다. 1857년 8월부터 1858년 

5월까지 [그룬트리세]28)로 알려진 8권의 노트를 다 채우는 한편 ≪뉴욕트리뷴≫

의 통신원으로서 다른 것과 함께 유럽에서의 기 개에 해 수십 개의 칼럼

을 작성했다. 자신의 경제  환경을 개선할 필요에 따라, 마르크스는 뉴아메

리카 사이클로패디아(역주: 백과사 )에 여러 장을 작성하는데 한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1857년 10월부터 1858년 2월까지 [ 기노트]29)라고 불리는 세 권

의 발췌노트를 작성했다(Krätke, 2008: 169～175). 이 에 작성했던 발췌노트와 

달리 경제학자들의 작들의 요약은 없고, 다양한 일간 신문들에서 기의 주

요 개 상황, 주식시장 동향, 교역의 증감, 유럽, 미국  나머지 세계의 주요

한 산들에 한 내용들을 모은 수많은 노트들로 구성되어있다. 12월에 엥겔

스에게 쓴 편지에 얼마나 강도 높게 작업했는지가 드러난다:

나는 새벽 4시까지를 규칙으로 하여 엄청나게 작업하고 있다. 나는 이 의 과

제를 수행한다: 1. 정치경제학 개요를 퇴고하는 것( 의 혜택을 하여 사태의 

본질을 꿰뚫는 것이 으로 필요하고 이 악몽을 없애는 것은 내 자신을 한 

28) 암스테르담의 사회  역사 국제기구에 보 되어 있는 노트 Μ, Ⅶ권을 별도로 하

고, 이 노트들은 모스크바의 사화-정치  역사를 한 러시아 국립 문서보 소에 

있다. 날짜와 련해서 알 드 다리몽의 은행개 에 한 마르크스의 비  분

석을 담고 있는 노트 I권의 1부는 1857년 1월, 2월에 작성되었지, ([그룬트리세]의 

편집자들이 생각했듯이) 10월이 아니었다(Ossobowa I, 1990: 147～161).

29) 이 노트는 아직 출 되지 않았다(Krätke, M. 2008. “Marx’s ‘Books of Crisis’ of 1857 

～1858,” Karl Marx’s Grudrisse(Musto, M, ed.), pp.16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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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 것이다). 2. 재의 기. ≪트리뷴≫을 한 칼럼을 제외하면 이번 

기에 한 기록들을 보 하는 것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인데, 이것에도 상당히 많

은 시간이 소요된다. 내 생각에는 쯤에 우리가 공동으로 이번 사태에 한 소

책자를 내어 독일 에게 우리가 항상 그들과 같이 있고 함께 한다는 것을 상

기시키는 것이 좋겠다.30)

[그룬트리세]에 하여 볼 때, 8월 마지막 주에 마르크스는 노트 “M”을 작성

했는데, 그것은 작업에 한 [서설]로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 다; 그러고 나서 

10월 순에 다른 7권(I～VII)의 노트 작성을 강력히 추진했다. 이  I권 2부에

서 마르크스는 소  [화폐에 한 장]을 작성했다. 그것은 화폐와 가치를 다루

었고 반면 나머지에서 소  [자본에 한 장]을 작업했다. 여기에서 수백 페이

지를 자본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 해 할애했고, 잉여가치 개념과 자본주의 생

산양식에 선행하는 경제  구성체들 같은 체 수고에서 가장 요한 주제들 

 일부를 취 하 다.31) 그 지만 이런 엄청난 노력도 작업을 완료하기에 충

분하지는 않았다. 1858년 2월 후반 라살 에게 편지를 했다:

나는 사실 몇 달 동안 마지막 단계에서 작업하고 있다. 그러나 사태는 매우 

느리게 진행된다. 왜냐하면 수년 동안 헌신 으로 연구해온 주제들을 최종 으

로 정리하려고 시작하기 바쁘게 사태는 새로운 양상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더 깊은 생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 내가 재 계하는 작업은 경제  범주

들 비  는 당신이 좋아한다면 부르주아 경제체계에 한 비  폭로이다. 

이것은 동시에 폭로이자 게다가 체계에 한 비 이다. 나는 체 분량이 몇 장

이 될지 잘 모르겠다. … 15년 동안의 연구 뒤에 마침내 작업할 때가 되었는데, 

외부로부터 휘몰아치는 운동들이 결국 작업을 단하게 만들 것 같은 불안한 느

30) ｢마르크스가 엥겔스에게 1857년 12월 18일｣, MECW 40, p.224. 며칠 뒤에 마르크

스는 자신의 계획에 하여 라살 와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상업 기는 나에게 

정치경제학 개요에 해 심각하게 작업하고 한 이번 기에 하여 무엇인가를 

비하도록 재 했다(｢마르크스가 라살 에게 1857년 12월 21일｣, MECW 40, p. 

226).

31) 날짜와 련하여 알 드 다리몽의 은행개 에 한 마르크스의 비  분석을 

담고 있는 노트 I권의 1부는 1857년 1월, 2월에 작성되었지, ([그룬트리세]의 편집

자들이 생각했듯이) 10월이 아니었다(Ossobowa I, 1990: 14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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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이 든다(MECW 40, 1983: 270).

그 지만 실에서는 기와 함께 분출할 것으로 가정되었던 오래 기다린 

명 운동의 표시는 없었고, 이번에도  마르크스가 수고를 완료하는데 실패

한 다른 이유는 자신이 물질  세계에 한 완 한 비  정복자가 여 히 

되지 못한다는 자각이었다. 그래서 [그룬트리세]는 단지 미완성 안으로 남았

다. 1858년 8월과 10월 사이에 [화폐에 한 장]을 꼼꼼히 작업하여 [정치경제

학 비 을 하여의 2장과 3장 반부의 원본 텍스트]의 수고로 만든 후에 

마르크스는 1859년  반향이 없었던 짧은 책을 출 하 다: 정치경제학 

비 을 하여.  다른 8년간의 열정  연구와 거 한 지  노력이 자본론 
1권을 발행하는데 걸릴 것이었다.

8. 결론

[그룬트리세]는 오직 수고로만 남아있다. 1858년 8월에서 10월 사이 [화폐에 

한 장]을 [Zur Kritik der politischen Oekonomie. Urtext, 정치경제학 비 , 원본]

으로 재작성한 후에, 마르크스는 1859년에 정치경제학 비 을 하여라는 

반향이 없었던 짧은 책을 출 하 다. 그때부터 자본론 1권을 출 하는 1867

년까지  다른 8년 동안 마르크스는 엄청난 연구와 거 한 지  노력을 기울

다.

우리가 어로 번역된 잘 알려진 작들뿐 아니라 MEGA
2
의 수고와 발췌노

트를 염두에 둔다면 마르크스의 이론  기획의 거 함과 풍부함이 더 잘 드러

날 것이다. 이 노트들은 마르크스 닌주의뿐 아니라―그것은 종종 마르크스

의 개념화를 마치 날 때부터 마술 으로 머리에 주어진, 그가 수행한 연구들과 

동떨어진 어떤 것으로 묘사하 다― 한 1960년  유럽에서 벌어진, 헤겔 철

학과 인식론  단 이 있는지 기본  연속성이 있는지에 한 논쟁의 거 한 

제한성을 보여 다. 사실 논쟁에 참가한 사람들은 단지 마르크스의 텍스트들 

 소수의 작들만 고려하 고, 심지어 이 작들  일부는 완 히 완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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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게 취 하기도 하 다. 

[1844년 경제학-철학 수고]와 [독일이데올로기] 시기 간, [그룬트리세] 시기 

간 그리고 이후의 [그룬트리세]와 다양한 자본론 고들 사이의 마르크스 연

구들은 마침내 MEGA
2
의 책들을 통해 학자들에 근 가능해졌다. MEGA

2
는 마

르크스의 사상의 발 에서 1850년 와 그의 사상에 한 더 비 이고 열려

진 해석을 제시하는 자본론 1권 발간 이후의 양자 모두 시기에서 다양한 매

개  단계들을 따라가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MEGA
2
로부터 떠오르는 그림은 

자신의 테제들의 정확함을 증명하는 더 많은 연구에 죽기 까지 종사하여 자

신의 술의 많은 부분을 미완성으로 남긴 자에 한 것이다. 

(번역: 하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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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제목 내용

1843～

1845
[ 리노트]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연구의 가장 

기 발췌노트

1844 [1844 경제학-철학 수고]
[ 리노트] 노트와 병행하여 작성된 미

완성 수고

1845
[“ 리드리히 리스트의 책에 한 논문

의 고: 정치경제학의 국민  체계”]

독일 경제학자 리스트를 비 한 논문

의 미완성 수고

1845 [ 뤼셀노트]
정치경제학의 기본 개념에 한 6권의 

발췌노트

1845 [맨체스터노트]
경제문제, 경제사, 국 사회주의 문헌

에 한 6권의 발췌노트

1846～

1847

폰 귈리히의 상업의 역사에 한 발

췌노트
경제사에 한 3권의 발췌노트

1847 철학의 빈곤 루동의 경제  모순의 체계에 

한 논쟁  서

1849 임 노동과 자본 ≪신라인신문, 민주주의의 기 지≫에 

실린 5개의 논문

1850 ≪신라인신문≫의 논문. 정치경제  평론 경제 상황에 한 논문

1850-3 [런던노트]

주로 정치경제학에 집 된 24권의 발

췌노트(특히, 기의 이론과 역사, 화

폐, 정치경제학 고 들, 노동계 의 조

건, 기술)

1851 [ . 완 한 화폐체계]

[런던노트]를 작성하는 동안 같이 작성

한 화폐와 유통에 한 가장 요한 이

론들에서의 인용을 포함한 2권의 발췌

노트

1851～

1862
≪뉴욕트리뷴≫의 기사들

이 신문에 실린 487개 기사  약 70개

의 정치경제학에 한 

1855
[인용들. 화폐의 본질, 신용의 본질, 

기들] 

주요 경제학자들의 화폐, 신용, 기에 

한 이론들을 요약한 1권의 발췌노트

1857 [서설] 
마르크스의 방법론에 한 가장 폭넓

은 사상을 포함한 수고

1857～

1858
[ 기에 한 노트]

1857년의 융 기 사건들에 한 보

도기사에 한 노트

1857～

1858
[그룬트리세]

정치경제학 비 을 하여(1859)를 

한 비  수고

<부록> 정치경제학에 한 발췌노트, 수고, 논문, 단행본의 연 기 표(1843～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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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Formation of Marx’s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From the Studies of 1843 to the Grundrisse

Marcello Musto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reconstruct the stages of Marx’s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in the light of the philological acquisitions of Marx Engels 
Gesamtausgabe (MEGA²), and hence to offer a more exhaustive account of the 
formation of Marx’s thought than has previously been offered.

The text first seeks to reconstruct the studies in political economy that Marx 
conducted in Paris, Manchester and Brussels between 1843 and 1847, and to 
consider Marx’s political and personal fortunes during the revolutions of 1848 
and his exile in London. The longest section of the piece focuses on the 26 
notebooks of excerpts that he compiled from 1850 to 1853, known as the 
London Notebooks. These bear the traces of his immersion in dozens of works 
of political economy, and they make it possible to reconstruct an important 
phase in Marx’s thought that few interpreters have investigated until now. 
Finally, the last sections review the development of his position in the articles he 
wrote for the New-York Tribune on the possibility of an economic crisis in the 
1850s. The outbreak of such a crisis eventually coincided with his initial work 
on the Grundrisse. A table, printed as an appendix, sets out the chronological 
order of the notebooks of excerpts, the manuscripts and the works on political 
economy from the 1843～1858 period. 

Keywords: Marx, Marx Engels Gesamtausgabe, Marxian Economics, 
Marx’s theory of Crisis, Grundris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