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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초 록 

 

본 논문의 목적은 포이어바흐 철학의 유적 인간 개념을 고찰하는 것이다. 

현실의 인간은 물질적-유기적으로 현존하는 개체이면서 유적 보편성에 속

하는 개별이다. 때문에 자존적이면서도 보편성에 의해 피규정되는 일견 모

순된 처지에 놓여있는 듯 보인다. 예컨대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면서 한

편 도덕법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진다. 개별성과 보편성은 그 자체로 모

순적인 바, 이는 인간의 존재를 철학적 문제로 상정한다. 포이어바흐 철학

은 인간을 유적 존재로 규정하면서 상기한 개별성과 보편성의 모순에 접근

한다. 따라서 위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포이어바흐 철학은 유용한 길라잡

이를 제공한다. 다만 포이어바흐 철학은 선언적-소략한 저술형식으로 말미

암아 내포된 철학적 함의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은 인간의 

유적 존재에 관한 포이어바흐의 철학을 구체화하며, 이로써 위의 철학적 

문제를 탐구한다. 

‘유적 인간’이란 유적 본질을 구현하며, 유적 본질에 의해 규정되는 한에

서의 인간이다. 인간은 신체를 소유하며 신체의 현존에 의해 자존적 개체

로 규정된다. 그러나 한편, 모든 인간은 인간의 유에 속함으로써 개별성 

이면의 보편적 규정을 획득한다. 인간의 유는 모든 개체를 포괄하는 보편

성이다. 개체들은 동일한 유적 본질을 소유하며, 이에 의해 하나의 유로 

결속된다. 유적 본질은 그것을 구현하는 개체들에 의해 시공간 상에서의 

현존을 획득한다. 예컨대 나비의 유적 본질이 비행이라면, 이는 비행하고 

있는 나비 개체의 현존에 의해 구현된다. 아무 개체도 규정하지 않는 유, 

혹은 그러한 유의 본질은 한낱 개념이다. 반면 상위의 유적 차원을 결여한, 

이른바 ‘절대적’ 개별자는 무규정적이다. 인간에 대해선 인간 개체, 개인을 

포괄하는 인간의 유를 생각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인간은 절대적-무규정

적 개별자가 아니게 된다. 

인간의 유적 본질은 다음의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인간이 자기의 유적 

본질을 의식한다는 것이다. ‘의식함’의 주체는 현존하는 신체적 개인이다. 

개인은 자기의 개별성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포괄하는 유적 보편성에 대해 

사고한다. 즉 인간은 의식적이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유를 의식하는 존

재이다. 그리고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개별성에 대한 자각 및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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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의 상승이 가능한 존재이다. 인간적 의식의 내용은 이성·의지·마음으

로 나타난다. 모든 인간은 이성·의지·마음을 소유한 존재이며, 따라서 이성

·의지·마음이 인간의 두 번째 유적 본질이다. 개인은 이성·의지·마음을 발

휘함으로써 유적 존재로 규정된다. 이성·의지·마음은 개체를 포괄하는 유적 

보편성이다. 인간의 유는 우선 모든 인간이 이성·의지·마음을 소유함으로써 

구현하는 공동성으로 나타난다. 

이성·의지·마음은 개체적 의식의 기능이면서 또한 인간의 유적 보편성이

다. 이로써 의식의 개체적-개별적 차원과 유적-보편적 차원이 분화한다. 

예컨대 어떤 개인의 이성은 여러 개인적 이성 중의 하나이며 다른 개인의 

이성과 구별된다. 그러나 개개의 이성을 포괄하는 유적 이성은 모든 구별

을 포괄하는 하나의 보편적 이성이다. 개별 이성은 다른 이성과 구별되며 

이로 말미암아 다른 이성에 의해 한정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유적 

이성은 구별을 초월함으로써 한정의 가능성을 탈피한다. 이성은 이성에 의

해서 한정되므로, 한정하는 이성과 한정되는 이성을 포괄하는 보편적-유적 

이성은 그 자신 한정되지 않는 무한성이다. 한편 유적 의지 및 마음의 무

한성은 자기지향성으로부터 도출된다. 의지의 대상은 의지의 본질에 적합

한 것이다. 예컨대 보편적 의지가 필연적으로 선행을 지향한다면, 이 지향

성은 의지 자신의 본질의 귀결이다. 인간의 마음은 타인과의 심정적 일치, 

사랑을 지향하며 이는 마음의 본질의 귀결이다. 선행과 사랑은 모두 다른 

목적을 포함하지 않는 자기지향성이다. 즉, 의지와 마음은 자기규정적-자

기지향적 능력이다. 자기규정성은 다시금 무한성의 표현이다. 따라서 이성·

의지·마음은 무한한 본질이다. 

문제는 무한한 유적 본질의 현실성이다. 인간 개체는 신체로 말미암아 

현존하며, 개체의 현존으로 말미암아 유한한-개체적 이성·의지·마음도 현

존한다. 그러나 무한한-유적 이성·의지·마음은 어떻게 현존하는가? 유는 

신체를 가지지 않으므로 유적 본질의 현존은 개체적 현존과 다른 양상을 

취할 것이다. 우선 ‘유적 본질’은 철학적 고찰을 통해 얻어진 사유물이다. 

다만 사유물은 사유하는 지성에 의존적이다. 사유하는 지성은 다시금 지성

의 기관, 뇌와 신체의 현존에 의존적이다. 따라서 유적 본질로부터 인간의 

현존을 규정하려는 시도는 현실적인 것을 의존적-추상적인 사유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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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태도이다. 이는 포이어바흐 철학의 다른 부분과 긴장관계를 형성

한다. 포이어바흐는 물질적-감성적 대상만을 실재로 수용하며, 그 밖의 추

상적 대상으로부터 실재를 규정하려는 시도를 관념론으로 비판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유적 본질’이 한낱 개념을 넘어 실현태를 획득하는 방식이 문

제로 등장한다. 

위에 따르면 인간의 유적 본질은 의식이다. 의식의 본질은 이성·의지·마

음, 즉 의식의 기능이다. 따라서 인간적-유적 본질의 실현태는 의식적 기

능의 실현이다. 이는 기능으로부터 규정된 유 개념 일반에 타당하다. 예컨

대 육식은 ‘육식 동물’이라는 유의 본질이다. 이 본질은 육식 동물 개개의 

현존 및 육식의 실천으로부터 실현된다. 현존과 실천은 시공간 상의 사건

이며 따라서 현실적이다. 인간의 유적 본질도 이 형식을 따름으로써 추상

성을 탈각하고 실현태를 획득한다. 다만 인간적-유적 본질은 무한하므로, 

무한한 본질의 완전한 실현태와 불완전한 실현태를 나눌 수 있다. 인간 개

체, 개인은 갖가지 제약에 처한-유한한 존재이다. 따라서 개인은 자기의 

유적 본질을 나타내지만, 거기에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인간

적-유적 본질의 경우 유한한-개체적 실현을 넘어 그것을 완전히 구현하는 

또다른 실현의 양상이 요청된다. 

개체, 개별 주관의 유한성은 여러 개체를 매개한 상호주관성의 차원에서 

지양된다. 인간의 유는 같은 본질을 공유하지만 서로 구별되는 여러 개인

들을 포함한다. 인간의 유적 본질은 개인들을 포괄하며 매개하는 보편성이

다. 예컨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두 사람이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

에 이를 수 있는 이유는 두 사람 다 이성적이기 때문이다. 둘을 포괄하는 

보편적 이성성이 상호주관적 일치의 근거이다. 타자관계는 유적-보편적 이

성이 실현되는 장소이다. 인간의 공동체는 타자관계가 확장 및 집합된 총

체이다. 따라서 타자관계와 인간적 공동체를 유적 본질의 또다른 실현태로 

상정할 수 있다. 상호주관적 실현태는 애초의 개체적 유한성을 탈피한 상

태이다. 한편 관계맺음은 시공간 상의 사건이므로 비물질적 추상이라는 비

판으로부터도 면제된다. 

이로써 개인은 타인과의 구별 및 자기의 유한성을 지양하고 상호주관적 

보편성에 참여한다. 타인과 매개된 개인, 즉‘공동인간(Gemeinmensch)’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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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에 도달하기 이전의 고립된 상태와 구별된다. 공동인간을 통해 ‘유적 

본질’의 완전한 실현이 예표된다. 공동인간으로 말미암아 인간적 공동체에

서 확인되는 인간적-유적 보편성이 현존형식을 획득한다. 예컨대 ‘가족’은 

가족 구성원들을 포괄하는 유 개념이며, 구성원들의 현존으로 말미암아 현

존하는 실질적 가족이 된다. 관계의 현존에서 격리된 유 개념 및 유적 본

질은 아직 추상이다. 한편 구성원들은 유 개념으로 말미암아 구성원으로서 

규정된다. 가족의 본질, 예컨대 ‘화목함’은 현존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

로부터 실현된다. 

이로써 타자관계와 인간적 공동체가 인간성의 상호주관적 실현으로 대두

한다. 다만 이는 아직 개별·보편의 관계에서 모색된 실현의 형식적 양상일 

뿐이다. 인간적 공동체가 인간적-유적 본질의 완전한 실현이라면, 인간성

의 범주들을 추적함으로써 공동체의 구체적 양상에 접근할 수 있다. 앞서 

인간성은 의식의 기능들, 이성·의지·마음으로부터 규정되었다. 따라서 인간

적 공동체는 이성·의지·마음의 기능이 상호주관적-완전한 실현에 도달하는 

장소이다. 인간적 공동체는 이성·의지·마음의 발현(사고함·의지함·사랑함)에 

의해 결속된다. 

이로써 도달된 인간적 공동체는 우선 나(자아)와 ‘너’ 사이의 이항관계

(나-너 관계)로 나타난다. ‘너’는 신체적으로 현존하며 나와 구별되는 타자

이지만 나와 같은 유적 본질을 공유함으로써 매개가 가능하다. 나-너 관계

는 자아의 유한성을 지양하는 상호주관성이며, 매개를 통해 자아가 자기의 

경내를 이탈하는 최초의 형식이다. 자아는 ‘너’를 통해 자기의 유한성과 이

를 포괄하는 유적 보편성을 자각한다. 때문에 자아에게는 유가 우선 ‘너’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나-너 관계는 인간 유의 최소 단위이다. 이를 통해 자

아가 유적 규정을 획득한다. 모든 관계에서 배제된 인간은 오히려 비인간

적이다. 인간은 다른 인간과 매개됨으로써 인간적으로 된다. 

나-너 관계는 현실에서 각종의 인간적 관계로 귀결된다. 각각의 관계들

은 결집하여 특수한 공동체들을 구성한다. 공동체는 무한한 유적 본질의 

실현태이다. 예컨대 이성적 본질은 개인들 사이의 이성적 담론으로 나타나

며, 이는 다시금 하나의 이성적-담론적 공동체로 귀결된다. 각각의 공동체

들은 인간적 사회를 구성하는 계기이다. 따라서 사회는 인간적-유적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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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현이다. 사회적으로 현존함으로써 인간은 애초의 직접적-유한한 상태

에서 벗어나 자기의 무한한 유적 본질에 도달한다. 이러한 인간을 포이어

바흐는 ‘공동인간’, ‘공동주의자(Kommunist)’라고 이름한다. 

 

 

주요어: 포이어바흐, 유적 인간, 공동체, 나-너 관계, 인간성, 상호주관성  

학번: 2015-2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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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러두기 

 

1. 이하에서 인용된 포이어바흐 원전은 다음의 판본을 기준으로 한다:  

Feuerbach, Ludwig Andeas, Sämtliche Werke, Stuttgart-Bad,  

Cannstatt: Frommann, 1959. 

 

부분적으로 다음의 판본을 참고하였으나 표기된 인용정보는 모두 

위 판본에 기준한다:  

_                 , Ludwig Feuerbach Werke in Sechs Bänden,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75. 

_                 , Gesammelte Werke, Berlin: Akademie-

Verlag, 1981. 

 

2. 포이어바흐 원전에서 인용한 구절은 다음의 형식에 따라 인용정보

를 표기한다: (원전 제목 또는 약호; FSW전집의 권호,페이지) 

예컨대 『기독교의 본질』 약호는 ‘WC’이며 전집 기준 제8권에 위치

한다. 따라서 전집 제8권 『기독교의 본질』 129페이지는 다음처럼 

표기된다: (WC; FSW8,129) 

 

특별히 절 기호로 구별되는 『미래철학의 원리』에 한해 다음의 형

식을 따른다: (GPZ절 번호; FSW2,페이지) 

예컨대 『미래철학의 원리』 제1절은 전집 기준 제2권 245쪽에 위치

한다. 따라서 『미래철학의 원리』 제1절의 인용정보는 다음처럼 표

기된다: (GPZ1.; FSW2,245) 

 

3. 원전 제목은 원래대로 표기하되 자주 인용된 경우 약호를 사용한

다. 사용된 약호는 다음과 같다.1 

                                           
1

 일러두기 형식 및 약호는 다음의 국내 연구들을 참조했다: 백금서, 「감성적 실천의 

원리로서의 인간: 포이에르바하 철학의 실천적 의도와 그 현대적 의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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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의 무한성·통일성·보편성(De infinitate, unitate atque 

communitate rationis)』: Vernunft 

『헤겔철학 비판을 위하여(Zur Kritik der Hegelschen 

Philosophie)』: KHP 

『기독교의 본질(Das Wesen des Christentums)』: WC 

『철학의 개혁을 위한 예비명제(Vorläufige Thesen zur Reform 

der Philosophie)』: VT 

『미래철학의 원리(Grundsätze der Philosophie der Zukunft)』: 

GPZ 

『유일자와 그의 소유에 관하여 본 기독교의 본질에 대하여(Ueber 

das 》Wesen des Christentums《 in Beziehung auf den 》

Einzigen und sein Eigentum《)』: WCE 

『신체와 영혼, 몸과 정신의 이원론 반박(Wider den Dualismus 

von Leib und Seele, Fleisch und Geist)』: DLS 

『종교의 본질에 대한 강의(Vorlesungen über das Wesen der 

Religion)』: VWR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1.; 이서규, 「포이에르바흐의 인간학에 대한 고찰」, 

『범한철학』, 제 79 집,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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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들어가며 

제1절 문제제기 및 논의맥락 

 

본 논문의 목적은 포이어바흐 철학의 유적 인간 개념을 고찰하는 것이다. 

포이어바흐는 개체와 유 개념을 인용하여 인간 존재를 규정한다. 인간 개

체, 개인은 신체적으로 현존하는 개별자이다. 개인은 신체의 유기적 현존

으로 말미암아 다른 무엇으로 환원되지 않는 독립성을 소유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개인은 인간의 보편적인 유, 즉 ‘인류’에 포함된 부분이다. 현실

의 인간은 그 자신 독립적인 개체이면서 유적 보편성으로부터 규정된다. 

때문에 인간 존재는 개별적이면서 또한 보편적이라는 일견 모순된 처지에 

놓여 있다. 예컨대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서 자기의 행위를 주체적으로 

결정하지만, 또한 도덕법칙에 의해 특정한 행위양식을 따라야 하는 의무를 

진다. 도덕법칙은 인간의 유에 속하는 모든 인간적 존재에 두루 타당한 보

편성이다. 이 보편성은 일견 개체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러나 이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며 자기의 인간적 본질로부터 난 

것이다. 따라서 도덕율의 준수는 인간 본질의 실현이지 타자적인 것에 대

한 예속이 아니다. 자기의 도덕적 본질을 자각함으로써 인간은 스스로의 

유적 보편성에 대한 자각에 도달한다. 유적 보편성이 나타내는 보편적 상

태에 자기를 일치시킴으로써 자기의 개별적 상태를 지양하고 유적 보편의 

경지에 도달한다. 유적 보편성의 자각 및 이에 대한 의식적 일치의 가능성

이 인간을 다른 사물 및 생물들로부터 구별하는 근거이다. 따라서 유적 존

재는 인간 실존의 한 측면이다. 그러나 유적 존재에는 아직 개별성과 보편

성의 모순이 내포된 바, 유적 인간 개념은 그 자체로 철학적 문제이다. 포

이어바흐 철학을 통해 이를 정합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포이어바흐의 유적 인간 개념은 다단하다. 예컨대 유적 보편성에서 인용

된 개별성·보편성 개념은 헤겔의 유산이다. 유적 인간 개념은 헤겔의 방법

을 비-헤겔적인, 물질주의적-인간학적 전제에 적용한 결과이다. 포이어바

흐의 유적 인간 개념은 두 가지 전제에서 출발한다. 첫 번째는 인간이 유

적 존재라는 것이다. 이 전제는 상술된 바와 같다. 두 번째는 인간이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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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다는 사실이다. 신체는 인간적-유적 본질이 한낱 개념을 넘어 개체

를 통해 실질실재적으로 현상하는 매개이다. 신체는 한편 본질의 기반이지

만 본질의 실현을 제한하는 요인도 된다. 도덕적 본질의 경우로 다시 예시

하자면, 인간의 신체적 욕구는 인간이 도덕법칙을 이해하면서도 그렇게 실

천하지 못하게끔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그러나 유적 보편성 자체는 신체의 

개별성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유에서는 본질의 완전한 실현이 가능하다. 포

이어바흐는 인간의 유적 존재를 개체적 개별성이 소실되고 인간의 본질이 

완전한 실현에 도달한 상태로 이해한다. 유적 존재에서는 개인이 완전한 

본질을 구현함으로써 개별성을 극복하고 보편과의 일치를 이룬다. 이는 보

다 관념적인 입장이다. 때문에 포이어바흐의 유 개념은 당시에 이미 논박

들에 직면했다. 이에 응답하면서 포이어바흐는 개체와 유를 연결하는 매개

의 문제에 몰두한다. 매개란 개인이 개체적 개별성 및 타인과의 구별을 지

양하고 유적 보편성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결론을 선취하자면, 개인은 타

자와 매개되어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자기의 개별성 및 유한성을 지양하

고 유적 본질의 완전한 실현에 도달한다. 개인을 포괄하는 인간적 공동체

는 인간적-유적 본질이 완전히 실현되는 장이다. 본 논문은 이 과정에 소

요된 각각의 계기들을 검토한다. 

유적 인간 개념 고찰은 이 개념이 의존하는 전제의 검토를 포함한다. 포

이어바흐는 인간의 본질을 의식으로부터 찾는다. 그리고 의식은 신체와의 

연계를 통해서만 작동한다. 포이어바흐는 신체성으로부터 인간의 유적 본

질을, 유적 본질의 보편성으로부터 다시 인간적 공동체의 가능성을 도출한

다. 포이어바흐적 공동체 개념의 전제인 개인은 신체에 예속된 현실의 존

재이다. 이는 기존의 관념론적 전제를 배척하고 물질주의적 전제로부터 인

간의 유적 존재를 해명하려는 시도이다. 때문에 본 논문의 기획에는 포이

어바흐의 물질주의적 인간 개념을 검토하는 것이 포함된다. 예컨대 포이어

바흐는 시공간 형식에서의 현존을 실체의 조건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시공

간 형식을 벗어난 사유나 개념 등은 모두 추상적이며 실체로부터 파생된 

사유물(Gedachte)들이다. 이 전제가 타당한가? 이 전제를 수용하지 않음

으로써 우리는 포이어바흐를 한낱 물질주의자로 한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물질적 존재가 곧 실체라는 입장은 차라리 상식에 가까워 보

인다. 물질적 기초를 결여한 존재자, 예컨대 수(數)가 실체인지를 묻는 질

문은 철학자의 사변에서는 유효하나 일반의 상식과는 이미 거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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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에 어떤 것의 존재를 입증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관측이다. 그것

의 시공간 상 위치를 특정하는 것이다. 때문에 뢰비트는 포이어바흐의 전

제 및 이에 기반한 “헤겔의 감각화(Versinnlichung)와 유한화

(Verendlichung)”가 “시대의 입장”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 모두는 지금 그 위에 서 있

다.”
2
 포이어바흐의 전제는 이 점에서 보다 현대의 입장에 가까우며 서양 

근대의 다른 철학적 입장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 이는 포이어바흐 

철학을 지금-여기로 꺼내오려는 본 논문의 의도를 지지한다. 

아울러 본 논문은 포이어바흐 철학에 대한 하나의 해석방식을 제안하며, 

포이어바흐 철학의 전모를 밝히는 데 이바지한다. 유적 인간은 포이어바흐 

철학 전반의 관심이다. 따라서 이를 해명함으로써 포이어바흐 철학을 아우

르는 하나의 관점을 예감할 수 있다. 포이어바흐는 체계적 저술에 도무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포이어바흐의 저술들은 상당수가 구체적 목차 없이 

문단과 절 기호(§)로만 구분되는 강령적 형식을 띄고 있다. 또한 포이어바

흐는 헤겔학도로 철학에 입문했다가 점차 헤겔에서 독립하는 과정을 거쳤

던 바, 저술 시기에 따라서 입장의 차이마저도 나타난다. 이는 포이어바흐 

철학의 평가를 낮추는 원인을 제공했다. 예컨대 엥엘스는 포이어바흐 철학

이 인간에 대한 추상적 서술에 머물렀다고 비판한다.3 이는 포이어바흐의 

비체계적-단편적 저술형식의 탓이다. 형식이 그의 철학에 내포된 논리적 

연관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이어바흐 철학의 의미

를 다시금 새기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저술 일반을 일이관지하는 관점이 요

구된다. 기존의 연구들은 포이어바흐의 철학을 단일한 체계에 포섭하기보

다 시대별 구분에 따라 기술하는 쪽을 선호한다.4 그러나 이는 ‘철학적’이

                                           
2
 Karl Löwith, Von Hegel zu Nietzche: Der revolutionäre Bruch im Denken des 

neunzehnten Jahrhunderts, Hamburg: Felix Meiner Verlag, 1995, 96쪽. 
3
 Friedrich Engels, Ludwig Feuerbach und der Ausgang der klassischen deutschen 

Philosophie, Berlin: Dietz Verlag, 1972, 44-45쪽. 
4
 다소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강 다음처럼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1828년 제출한 박사논문

에서 포이어바흐는 충실한 헤겔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인다. 1830년대의 저술 및 서간에는 

헤겔의 비판과 수용이 아울러져 있으며, 1839년의 『헤겔철학 비판을 위하여』부터는 완연한 

헤겔의 비판자로 자리잡는다. 1840년대에는 종교비판적 작업들과 감성적-물질주의적 철학 

정립에 진력하다가, 50년대 이후로는 윤리학적 논의에 천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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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보다는 ‘철학사적’인 방법이다. 때문에 이는 포이어바흐의 사유를 철학

적으로 온전히 복원하지 못한다. 특히 유 개념과 개별·보편의 매개 문제는 

포이어바흐가 철학적 여정 전반에 걸쳐 탐구한 문제여서 시대별 해석으로

는 그 정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방식에서 벗어나 전제로

부터의 논리적 도출에 의한 기술을 시도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포이어바

흐의 최초 입장이 다소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끝까지 유지되었다

고 주장한다. 

 

제2절 논의구도 및 논의요지 

 

이하의 논의구도는 다음과 같다. 본론에 해당하는 제2장과 제3장은 각각 

유적 인간 개념과 인간적 공동체 개념을 분석한다. 인간적 공동체는 개념

적으로 사유된 유적 인간이 현실성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제2장은 

제3장의 전제이며, 제2장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제3장에서 해소된다. 결론

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우선 본론의 논의가 요약된다. 아울러 이것이 논

문의 기획의도에 복무하는 방식이 서술된다. 포이어바흐 철학은 우리 시대

의 정신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거쳐온 과정을 구성하는 한편, 여전히 현대

의 철학적 문제들에 대해 일정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약

술하며 다른 연구방향들을 제언함으로써 본 논문의 논의가 끝마쳐진다. 

각 장의 논지를 개략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유적 인간’

의 정의 및 이 개념이 포함한 문제를 제시한다. ‘유적 인간’은 나타난 대로 

개체와 유 개념이 인간성의 고찰에 적용된 결과이다. 인간의 유란 인간 개

체를 포괄하는 유 개념이자 보편적 본질이다. 이는 개체·유 개념에 의한 

형식적 규정이다. 그러나 인간은 한낱 개념이 아니라 현존하는 실재인 바, 

이들을 포괄하는 인간의 유는 특정한 내용을 가지는 개념이다. 인간의 유

는 이에 속하는 인간 개체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개체의 집합은 

이들을 포괄하는 보편적 본질에 의해 규정된다. 따라서 인간 유는 모든 인

간 개체를 관통하는 유적 본질에 의해 정의된다. 포이어바흐는 인간적-유

적 본질을 이성·마음·의지로 규정한다. 즉, 인간은 이성·마음·의지를 가지는 

존재이며 그것이 인간의 유적 본질이다. 그리고 그러한 본질을 구현하는 

한에서 인간은 유적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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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인간의 이성·마음·의지가 무한하며 완전한 본질로 표시된다는 점

이다. 이는 무한하다는 기술 자체의 문제와 함께 유적 본질의 현실성 문제

를 야기한다. 포이어바흐는 물질적으로 현존하는 것만을 실질실재적 대상

으로 수용한다.
5
 따라서 개체를 포괄하는 무한한 유 따위는 포이어바흐 철

학의 다른 부분과 긴장관계를 형성한다. 이는 체계 내적으로 도출될 수 있

는 문제이면서 포이어바흐 당시에 이미 제기되었던 외적 비판의 일부이다. 

이에 응답하면서 포이어바흐는 유의 현실성 문제를 고찰한다. 

제3장은 유의 현실성 문제에 대한 포이어바흐적 응답을 검토한다. 제1절

은 인간적 공동체를 위 현실성 문제에 대한 해소로 제시한다. 무한한 유는 

개체를 포괄하는 타자관계와 인간적 공동체에서 실현된다. 따라서 유적 인

간이란 곧 공동체적 인간이다. 타자관계와 공동체는 실현된 인간의 유이다. 

공동체가 인간의 유적 본질로 타당하게 상정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또

한 인간 개체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즉, 모든 개체가 공동체적 본성을 내

포하므로 공동체는 인간의 유적 본질이다. 

인간 개체의 공동체성은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본 논문은 상기한 이성·

마음·의지를 다시금 인간적 공동체성의 기반으로 주장한다. 이성·마음·의지

로부터 인간적 공동체로의 도출이 제2절의 내용이다. 이성·마음·의지는 모

든 인간을 포괄하는 인간적-유적 본질이다. 따라서 이성·마음·의지가 공동

체적이라면 인간의 유도 공동체적이다. 그리고 이성·마음·의지는 공동체적

이다. 이성의 공동성은 이성의 원리인 언어의 소통적 속성으로부터 입증된

다. 의지의 공동성은 의지의 대상인 행복 및 보편적 행복의 실천으로서의 

윤리성이 나타내는, 자기와 타인 사이의 무구별성으로부터 입증된다. 윤리

적 실천은 실천의 주관으로서 자아를, 대상으로서 타인을 전제한다. 자기

와 타인 사이 구별은 신체존재에 입각한 자연적 구별이다. 윤리성은 이 구

별을 지양하고 타인의 행복을 자기 행동의 원리로 상정함으로써 실천된다. 

이에 따라 타인과의 공존공영이 인간 의지의 속성으로 확인된다. 마음의 

공동성은 ‘사랑’, 타인과의 감정적-심정적 일치의 가능성으로부터 확인된

                                           
5
 물질주의적 태도는 유적 인간 개념의 전제이다. 이 자체도 철학적 논의의 대상이지만, 이

는 본 논문의 주제인 유적 인간의 문제와 별개로 또다른 고찰을 요구한다. 따라서 본 논문

은 포이어바흐의 물질주의적 태도를 총체적으로 고찰하지는 않는다. 본 논문은 ‘물질적으로 

현존하는 것은 존재한다’, ‘비물질적 대상의 존재는 문제적이다’라고 전제한다. 이는 현대의 

상식에 비추어 수용가능한 수준의 약한 전제이다. 



 

- 8 - 

다. 유적 본질의 실천은 우선 타자관계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포이어바흐

는 이를 ‘나-너 관계’라는 형식으로 구축한다. ‘나-너 관계’는 관계의 양항

만을 표시하는 형식적 기술이다. ‘나-너 관계’는 다시금 현실의 이성적, 윤

리적, 감정적 관계들에서 실현된다. 인간적 공동체는 이러한 관계들의 확

장이자 집합이다. 인간적 공동체는 인간적-유적 본질의 구현이며 개체를 

포괄하는 유의 실현태이다. 

제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에 대한 요약과 함께 논문의 의의 및 성과가 

서술된다. 포이어바흐 철학은 물질주의적 전제에 기반한다. 이는 자연과학

의 전제 및 현대의 상식과도 상통한다. 때문에 포이어바흐 철학은 무전제, 

혹은 순수이성의 자기산출적 연역에 기반한 여타 서양 근대의 철학적 입장

들보다 현대에 가까우며 이 점에서 유리하다. 한편 포이어바흐의 종교비판

적 노작들과 ‘신학의 인간학적 환원’은 현대적 탈종교성이 구성되는 과정

에서 일정한 지위를 차지한다. 따라서 포이어바흐 철학은 현대의 정신이 

지금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거쳐온 과정 중의 하나이자 현대적 정신을 구성

하는 일각이다. 아울러 여전히 현대가 처한 철학적 문제들에 기여할 가능

성을 내포한다. 유적 인간 및 공동체 개념은 포이어바흐 철학이 내포한 현

대적 가능성의 일부이다. 이 가능성을 드러냄으로써 본 논문의 논의가 끝

마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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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장 유적 인간 개념 

제1절 개체·유 개념에 의한 인간 규정: ‘유적 인간’

이란 무엇인가? 

 

‘유적 인간’이란 유적 본질에 의해 규정되며 유적 본질을 구현하는 한에

서의 인간이다. 인간의 유적 본질은 여러 인간 개체를 포괄하는 보편적 속

성이다. 예컨대 한 인간이 사고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그것이 인간으로서 

그의 본질에 속한다면, 인간의 유에 속하는 다른 개인들도 동일하게 사고

하는 능력을 소유한다. 따라서 사고함으로써 인간은 다른 인간과의 일치, 

이성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다만 포이어바흐적 유 개념에서는 일치로 

말미암아 개체가 현존을 소실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다시금 강조된다. 포이

어바흐의 개체·유 개념은 개체의 실체화이다. 이는 주체이자 실체이면서 

비물질인 헤겔적 ‘정신’의 안티테제를 내포한다. 포이어바흐의 철학은 개별

적이면서 실체적인 인간 존재, 즉 개인이 개별성이 초래하는 고립을 넘어 

유적 보편성의 경지로 초월하는 과정이면서 또한 초월이 가능한 근거에 대

한 고찰이다. 앞의 예시에서 두 사람이 사고에서 일치를 이루더라도 여전

히 두 사람이 현존한다. 합의는 개인들 사이 의견의 구별을 지양하지만 이

로써 개인의 현존까지 제거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개인은 여전히 지양되지 

않는 실체로 남아 있다. 인간의 현존은 시공간적-감성적 기초, 다시 말해 

신체에 기반을 둔다. 신체적-시공간적 현존은 사유가 아닌 존재이며, 때문

에 사유에 의한 지양이 침탈하지 못하는 사유 이외의 영역이다. 포이어바

흐는 우선 다음과 같은 서술로써 인간의 신체적 현존을 철학의 타당한 전

제로 인용한다. 

 

“낡은 철학은 ‘나는 추상적이고 단지 사유하는 존재(Wesen)이며 신체

는 나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는 명제로부터 출발했다. 이에 비해 새

로운 철학은 ‘나는 현실적이고 감성적인 존재이다. 신체야말로 총체적

으로 나의 자아이며 나의 본질 자체다’라는 명제로부터 출발한다.”6 

                                           
6
 GPZ36.; FSW2,299-300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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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어바흐는 시공간 상에 현존하는 신체적 인간 존재를 실체로 정립한 

다음, 개체 너머에 이들을 포괄하는 유적 본질(Gattungswesen)의 영역을 

설정한다. 유적 본질은 또한 유에 속하는 개체들 각각이 내포한 본질이다. 

따라서 유적 본질은 이러한 인간 개체가 존재하며 또한 감성적 구별에 의

해 그 현존이 여럿일 때 이들을 포괄하는 보편성이 된다. 개체의 차원에서

는 구별이 나타나지만 유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개체의 개별성이 유

적 보편성에서 지양된다. 유적 본질은 또한 인간 개체들이 두루 내포한 속

성이며, 이를 통해 인간적-유적 보편성이 표현된다. 즉, 유적 본질은 유적 

개체들을 포괄하는 보편성이다. 인간의 유는 고유한 유적 본질을 가지며, 

이를 통해 다른 유와 구별된다. 유는 같은 본질을 공유하는 개체들의 집합

이다. 개체는 유적 본질을 구현함으로써 유에 소속된다. 다시 말해 어떤 

개체가 인간의 유에 속한다면, 그 개체는 인간의 유적 본질을 구현하고 있

다. 때문에 모든 인간 개체들은 인간의 유적 본질을 구현하며 이 점에서 

모든 개체가 일치한다. 

한편 현존형식에 의해 개체들(Individuen)은 여전히 상호구별되며 독립

적인 실체로 남는다. 유에 속하더라도 개체의 현존이 사라지지는 않기 때

문이다. 예컨대 ‘이 고양이’는 고양잇과에 속하지만, 유에 대한 소속관계 

때문에 현존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반면 ‘이 고양이’의 현존으로 말미암

아 유(고양이 종)가 한낱 사유물을 넘어 시공간에 현상한다. 모든 ‘이 고양

이’들이 사라진다면 ‘고양이 종’이라는 유는 사유를 통해서만 접근가능한 

개념이 된다. 개체가 현존함으로써 유가 한낱 개념을 넘어 현실적으로 구

현된다. 인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인간성은 개체들을 포괄하는 보편적 

본질이지만, 보편에 포섭될 개체들이 없이는 한낱 추상적 개념으로 머무른

다. 그러나 한편, 유적 본질은 아직 개념이며 개체를 통해서만 구체적 현

존을 획득한다. 브라운에 따르면, ‘보편적인 것, 즉 유로서의 인간성’은 무

수히 다양한 국면의 개체적 행위와 행동들로 나타난다. 이들로 말미암아 

보편에 개별이 더해진다.7 인간 신체는 개체의 준거이자 개체들이 현실성

을 획득하는 장소이다. 인간 신체의 현실성으로 말미암아 개체를 포괄하는 

                                           
7
 Hans-Jürg Braun, Ludwig Feuerbachs Lehre vom Menschen, Stuttgart: Friedrich 

Frommann Verlag, 1971,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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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유가 실재의 자격을 얻는다. 인간 신체는 인간성의 내포가 한낱 개

념을 넘어 현실적으로 구현되는 장소이다. 반면 개별적 신체들은 인간성을 

실현하는 매체이며 인간성과의 연관에 의해 인간적 신체로 규정된다. 개념

적으로, 인간의 유적 본질 자체는 현실적 인간 개체들로부터 추상을 거쳐 

획득된 유 개념이다. 따라서 보편적 본질인 인간성은 이미 본질을 구현하

는 개체들을 전제하고 있다. 인간성은 개체들이 두루 가진 본질이며 때문

에 개체들을 포괄하는 보편성이 된다. 개체는 본질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개체들과의 구별을 지양한다. 

유 개념은 개체를 실체로 둔 채 개체들을 포괄하는 보편적 본질을 도출

한다. 도출하는 주체는 지성이다. 즉, 유적 본질은 우선 개체들의 현존에 

지성이 개입하여 반성한 결과로 나타난다. 예컨대 인간의 유적 본질은 현

존하는 인간 개체들에 대한 지성적 고찰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개체와 유

적 본질은 형식상 구별된다. 현실적 개체는 물질적-감성적 현존재이며 유

적 본질은 그에 대한 사유이다. 때문에 개체와 유적 본질은 서로 구별되며, 

각기 서로에게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는다. 개체는 본질로 말미암아 유적 

보편성에 일치할 수 있으나, 개별성·우연성에 의하여 본질로부터 이탈할 

수도 있다. 일치의 가능성과 이탈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다는 점이 포이

어바흐적 유 개념의 근본적인 애매함이다. 동일성 철학은 일치를 논리적 

필연이자 역사의 필연으로 정립한다. 반면 포이어바흐와 동시대의 청년 헤

겔학파의 저술가들, 예컨대 막스 슈티르너와 키에르케고르는 이탈의 가능

성을 인간의 본질로 격상한다. 이탈이란 모든 필연성과 보편성으로부터의 

단절이다. 이로써 인간은 절대적 개별자가 된다. 8  포이어바흐의 애매함은 

절대적 동일성과 절대적 개별성 사이의 중간지대다. 이는 인간이 처한 사

태 자체의 속성으로부터 정당화된다. ‘인간은 필연으로부터 자유롭다’와 

‘인간은 필연에 예속되어 있다’는 상호모순적이지만, 현실은 바로 그러한 

모순의 장이다. ‘인간은 필연에 예속되어 있으면서 한편으로 필연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모순적 테제는 논리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부터 입증된다. 

즉, 사태 자체의 비정합성이 정합적 사유의 극단성을 반박한다.9 이 점에서 

                                           
8
 인간의 자격에 관한 슈티르너 및 키에르케고르와 포이어바흐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 저

서를 참조: Karl Löwith, Von Hegel zu Nietzche: Der revolutionäre Bruch im Denken des 

neunzehnten Jahrhunderts. 
9
 포이어바흐는 이를 “자기의 타자로부터 유폐된 사유만으로는 현실성에 도달하지 못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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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미트는 유적 본질 개념이 현실적 개체들의 평가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

을 제안한다. 시공간에 현전하는 개체들은 본질에서 비롯한 필연적 속성과 

함께 우연성들을 포함한다. 이로 말미암아 동일한 본질에도 불구하고 개체 

간 편차가 생겨난다. 추상을 거쳐 도출된 유적 본질은 편차를 배제한 순수

한 필연성이다. 때문에 개체를 ‘유적 본질’에 비추어 비교함으로써 순수한 

보편성으로부터 이탈한 정도를 어림할 수 있다.
10

 이는 일상적-직관적으로

도 익숙한 방식이다. 예컨대 어떤 인간이 ‘인간답지 않다’는 것은 하나의 

평가이며, 그가 인간이라면 필연적으로 따라야 할 ‘인간다움’에서 이탈해 

있단 뜻이다. 

유적 본질은 개체의 구별을 초월하며 개체의 유한성에 한정되지 않는다. 

때문에 유적 본질은 어떤 개체에서도 완전히 구현되지 않는다. 포이어바흐

는 이를 이성이 “개별적 개체성이 유의 현실적이며 완전한 체현

(Incarnation)에 대해 알지 못한다”
11

고 표현한다. 아울러 “유가 한 개체에

서, 예술이 한 예술가에서, 철학이 한 철학자에서 완전히 실현된다는 것이 

가능한지” 묻는다.12  

개체와 유는 논리적 관계로써 인간 뿐 아니라 다른 존재들에도 유효하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 개체적 개별성과 유적 보편성의 관계가 다른 존재들과 

보다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논의된 대로, 유적 보편성을 고찰하는 주체는 

지성이다. 때문에 의식적-지성적 존재인 인간의 경우 개체와 유적 본질의 

관계가 이중적이다. 지성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소유하는 유적 능력이다.
13

 

따라서 지성은 인간의 유적 보편성에 대한 고찰에서 우선 고찰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유적 본질을 고찰하는 주관도 다시금 지성이므로 지성과 지

성적 주관, 곧 인간은 유적 본질을 규정하는 주체이면서 또한 유적 본질에 

의해 규정되는 객체이다. 이 점에서 인간은 무의식적인 동물과 구별된다. 

동물은 유적 본질에 의해 규정될 뿐 스스로 유적 본질을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포이어바흐는 유적 본질과의 관계로부터 의식 및 의식적 존재인 

                                                                                                           

직관의 변칙(Anomalie)을 참조해야 한다”고 표현한다. (GPZ48.; FSW2,311-312) 
10

 Alfred Schmidt, Emanzipatorische Sinnlichkeit, Frankfurt am Main: Verlag Ullstein 

GmbH, 1977, 175-176쪽. 
11

 KHP; FSW2,162. 이 아이디어의 원천은 괴테이다. 
12

 KHP; FSW2,161-162 
13

 “정신, 의식은 유로서 존재하는 유이다.” (KHP, FSW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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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정의하고 있다. 예컨대 다음처럼 기술한다. 

 

“그러면 동물과 비교해 인간이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점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가장 단순하고 보편적이며 흔한 대답은 ‘의식’이다. 그

러나 이는 강한 의미에서의 의식이다. (…) 강한 의미에서의 의식은 오

로지 그의 유와 본질을 대상삼는 존재에게만 있다.”
14

 

 

유적 본질에 대한 의식은 곧 자기의 보편성에 대한 의식이다. 인간 개체

는 개별이면서 한편 개별을 초월하는 자기의 보편적 본질을 의식한다. 때

문에 인간에게는 보편을 향한 의식적 지양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비코바

는 인간에 내재된 개별·보편의 양면성과 둘의 매개 문제가 인간학의 중추

적 문제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인간의 개별적 의식과 보편적 의식 사이의 

이행을 다음처럼 분석한다. 우선 자아(주관)를 자기관계적 자아와 자기소실

적 자아 또는 대자적 자아와 대타적 자아로 나누며, 후자를 신체적-세속적 

자아이자 자연적 주관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전자를 근본적 자아로, 후

자를 현존하는 자아로 규정함으로써 둘 사이의 관계를 확정한다. 시초는 

개별적-신체를 입은 자아이다. 이는 자기를 개별적이고 유한한 의식이자 

개체로 자각하는 자아이다. 그럼에도 유적 본질을 의식하고 있으며, 이에 

비추어 자기의 개별적 존재를 인정 및 부정할 수 있고 그것의 허무함을 깨

달을 수 있다. 이에 개별적-유한한 의식으로부터 자기의 유한한 상태에 대

한 부정이 나타난다.15  이는 곧 자기의 개별성의 부정이며 개별성의 허무

함을 초월하는 또다른 관점으로의 이행이다. 그런데 “개별성의 무차별

(Indifferente)이란 곧 그의 유이다”. 개체는 자기의 개체적-현실적 존재를 

반성함으로써 기준인 유의 의식으로 고양된다. 유란 한낱 자기의 소실

(Selbstlosigkeit)이 아니라 자기의 또다른 형식이며 ‘또다른 자기’이다. 자

기는 유 자체를 대상화하며 타자적으로 파악하지만, 유의 실재는 자기를 

                                           
14

 WC; FSW6,1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15

 비코바는 ‘부정’을 개별적-유한한 주관들의 결합으로 이해한다. 예컨대 다음처럼 기술한

다: “이로써 (부정으로 말미암아) 개별적 의식이 그의 유한한 자기의식과 함께 자기의 유한

성의 의식을 결합할 수 있으며 (…)“ (Marina Bykova, " Subjektivität und Gattung", Ursula 

Reitemeyer&Takayuki Shibata&Francesco Tomasoni (엮음), Internationale 

Feuerbachforschung, Müster: Waxmann Verlag GmbH, 2006, 122-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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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하고 있다.
16

 

비코바의 해석은 개체와 유를 개별·보편의 변증법적 관계로 분석한다. 

개체의 개별적-부정적 상태에 대한 부정을 거쳐 유적 보편에 도달하는 것

인데, 이 부정의 논리적 가능성은 개체의 개별적 상태에 잠정적으로 내포

되어 있다. 개체는 유적 보편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개별성과 보편성을 동

시에 나타내고 있다. 이 둘의 모순이 자기의 보편성에 대한 자기의식적 개

체의 자각을 유도하며, 자기의 유한한 상태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보편으로

의 지양이 개시된다. 이는 개체에서 유로의 지양을 형식적-논리적으로 정

당화한다. 개체·유의 관계는 개체의 개별성과 부정성, 그리고 부정성의 부

정으로 성취된 유적 보편성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이다. 

개체의 개별성은 우선 신체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신체가 구현하는 의

식은 개체를 포괄하는 보편성이다. 따라서 ‘유적 인간’은 의식적 주체이다. 

한편 인간적 의식은 의식의 기관을 통해 작용한다. 이 점이 포이어바흐의 

유적 인간 개념을 순수사유 개념에 의한 관념론적 규정들과 구별한다. 인

간은 시공간 내에 현존하는 유기체이다. 인간은 사유의 주관이면서 그 자

신 신체적-감성적 현존재이다.17 인간 의식은 유의 보편적 속성이며, 보편

성와 무한성의 담지자이다. 의식의 보편성에서 인간 개체간 구별이 지양된

다. 한편 의식은 그 자신 신체와 불가분리적으로 결합해 있다. 포이어바흐

의 관심은 심신이론을 매개로 보편적 인간성을 규명하며, 보편적 인간과의 

일치를 매개로 개별의 유한성과 개별자들 사이의 구별을 지양하는 데 있다. 

우선 포이어바흐는 “자연의 본질은 현존에서 구별되지 않지만 인간의 본질

                                           
16

 Ibid.  
17

 이는 포이어바흐의 입장이면서 당대의 자연과학적 입장이고, 우리 시대에도 유지되는 상

식이다. 엥엘스는 포이어바흐의 물질주의로부터 당시의 자연과학적-생물학적 연구상황의 

반영을 발견한다. 아울러 이를 사유·존재의 철학적 문제에 대한 하나의 시대적 응답으로 해

석한다.  슈미트는 엥엘스의 해석을 인용하며 포이어바흐와 그의 마르크스주의적 후계들이 

사유·존재의 문제를 “생명의 영역에서 새로이 정립” 하려고 시도했으며 이것이 향후 마르

크스주의가 세계에 대한 실천적 관계를 전개하는 토대를 제공했다고 쓰고 있다. 이는 포이

어바흐의 감성성 개념을 사유일원론과 기계적 물질주의라는 양 극단 사이에 세운다. 슈미

트는 포이어바흐적 인간이 내포한 심신이론적 함의에 주목한다. 인간이 사유와 존재가 교

차하는 지점이라면, 이는 또한 인간 정신과 인간 신체의 필연적 합일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Alfred Schmidt, Emanzipatorische Sinnlichkeit, Frankfurt am Main: Verlag Ullstein 

GmbH, 1977, 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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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존에서 구별된다. 구별되지 않는 것이 구별되는 것의 근거이다. 따라

서 자연은 인간의 근거이다”
18

라는 서술로써 자연을 정신의 전제로 확인한

다. 인간 신체는 물질적 자연의 일부이다. 이 점에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

이다. 

그러나 인간 존재가 온전히 자연의 일부인 것은 아니다. 포이어바흐는 

인간 신체의 자연성을 수용하면서, 또한 그것이 다른 자연물들과 구별되는 

질적 특이성에 대해 서술한다. 위 인용구는 우선 자연을 현존(존재)이 본질

과 직접적 일치를 이룬 상태로 규정한다. 반면 인간은 자연에서 비롯하면

서도, 현존과 본질이 괴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과 구별된다. 포이어바

흐는 이를 동물적 ‘본능’과 인간적 의식의 차이로 제시한다. 

 

“애벌레의 생명과 본질은 특정한 식물 종으로 제한된다. 애벌레의 의

식은 그 정해진 영역을 넘어가지 못한다. 애벌레는 이 식물과 저 식물

을 구별하지만 그 이상은 모른다. 이처럼 제약되었으나, 그 제약성 때

문에 실수하지 않으며 확실한 의식을 우리는 의식이 아니라 본능이라

고 부른다”19 

 

인간적 의식은 자연의 순환 가운데 도드라지는 특이점이자 도약이다. 자

연물은 시공간 상에 실재하며 실체적이지만 여전히 직접적-즉자적이다. 의

식은 매개적-보편적이다. 그러나 물질적-신체적 기초로부터 추상된 의식은 

관념적-비현실적이다. 현실의 인간 존재는 신체와 의식이 매개되는 지점이

며 사유가 현실성을 확보하는 매개이다. 아울러 무의식적 자연이 질적 도

약을 통해 의식적 존재가 되는 통로이다. 의식의 보편성으로 말미암아 인

간 존재는 개별성 및 타자와의 구별을 지양하고 보편에 참여한다. 한정적

인 동물의 ‘본능’에는 이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다. 반면 인간적 의식에서는 

이러한 구별의 지양과 보편으로의 상승이 가능하다. 이를 『철학의 개혁을 

위한 예비명제(Vorläufige Thesen zur Reform der Philosophie)』(이하 

‘VT’로 약칭함)는 다음처럼 요약한다: “존재는 의식의 실재성Realität이지

                                           
18

 „Die Natur ist das von der Existenz ununterscheidene, der Mensch das von der 

Eixtenz sich unterscheidene Wesen. Das nicht unterscheidende Wesen ist der Grund 

des unterscheidenden – die Natur also der Grund des Menschen.“(VT; FSW2,240) 
19

 WC; FSW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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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거꾸로 의식도 존재의 실재성이다. 의식이 비로소 현실적인 존재이다. 

의식만이 정신과 자연의 실질적인 일치이다.”
20

 

따라서 인간의 개체성과 유적 보편성 사이 이중성은 우선 신체와 의식의 

관계로 나타난다. 이는 인간이 다만 기계적-물질적 존재에 머무르지 않게 

만든다. 인간의 의식은 신체존재에 귀속하며 신체가 제공하는 감각과 연계

하여 작동한다. 감각과 사유는 개념적으로 구별되지만, 현실의 인간 존재

에서 합일해 있다.
21

 감각의 주체인 신체적-감성적 현존재는 인간의 개별

성을 이룬다. 인간의 신체는 독립적 유기체이며, 한 인간이 다른 인간으로

부터 자기를 구분하는 경계가 된다. 감각은 각 신체의 경내에 머무르는 개

별적-사적 작용이다. 그러나 인간의 존재는 단지 감각능력에 한정되지 않

으며 의식적 능력을 포함한다. 의식으로부터 보편성으로의 지양이 가능해

진다. 감각 주체에 한정되는 감각과 달리 의식의 기능들은 매개를 통해 전

달되고 공유된다. 때문에 의식은 보편적 속성을 가진다. 의식적 보편성은 

여러 인간 존재들이 신체적 개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보편에서 일치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이 점에서 포이어바흐는 헤겔적 개별·보편의 도식과 

변증법적 방법을 유지하고 있다. 포이어바흐는 신체성이 인간의 필연적 본

질임을 역설하며 이를 간과하는 철학들이 관념적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신체성을 초월하는 보편의 경지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현실적

-인간적 근거를 모색한다. 브라운에 의하면, 개체적이면서 보편성으로의 

이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바로 인간 존재의 특수성이다. 인간에서 감성적인 

것, 자연이 정신적인 것으로 고양된다.22 이로써 인간 존재는 물질과 정신

이 교차하는 지점이자 보편성의 실현에서 필연적인 계기가 된다. 인간적 

의식에 의해 도달된 보편성은 이미 인간학적 전제들에 의존한다.2324 사변

                                           
20

 Ibid. 
21

 뢰비트의 사변적 인식론 비판도 이 지점을 겨냥한다. 자고로 감성은 지성의 명징성에 못 

미치는 아류의 인식능력으로 평가되었다. 인식의 원천에 대한 탐구에서는 감성과 지성이 

분리될 수 있겠으나 현실적-구체적 인식 작용에서는 분리되지 않고 함께 나타난다. 
22

 Hans-Jürg Braun, Ludwig Feuerbachs Lehre vom Menschen, Stuttgart: Friedrich 

Frommann Verlag, 1971, 60쪽. 
23

 때문에 슈미트는 무시간적-초월적 사유범주가 사변철학의 유산이라고 비판한다. 사유가 

인간의 전유물이라면 사유 범주들은 인간적 조건의 반영일 것이다. 이를 “형이상학적-존재

신학적 규정들은 인간학적으로 해독되어야만 현실성을 획득한다”고 표현한다. (Alfred 

Schmidt, Emanzipatorische Sinnlichkeit, 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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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 시원 개념은 무시간적-초월적인 이념을 사유의 원천으로 둔다. 이

에 대한 포이어바흐의 대안은 우선 ‘비철학’이며,
25

 이는 다시금 모든 사유

가 통과하는 인간 신체의 개별성으로 나타난다.  

인식이론적 견지에서 표현하자면, 이는 유한한 인간이 절대적인 진리·신

의 인식에 도달할 가능성의 모색이다. 포이어바흐의 인식이론은 칸트의 비

판철학적 경계설정을 일면 인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계를 넘어갈 방도를 

찾는다. 사물 자체에 대한 칸트의 입장에서도 나타나듯이 사유범주를 다만 

인간적 인식의 조건으로 한정한다면 주관과 대상(사유와 존재)의 대립도 

그대로 고정된다. 이 경우 인식은 ‘사물 자체’나 그에 대한 참된 파악(진리)

과 단절되어 단지 주관의 양태로 머무르게 된다. 인식과 대상의 불일치는 

그 자체로 모순이다. 『정신현상학』은 의식과 대상이 단절되어서 의식이 대

상을 타자로써 파악하는 상태를 ‘오성적 의식’이라는 이름으로 기술한다. 

이는 사물의 내면이 기실 의식의 작용과 다르지 않음을 파악함으로써 지양

된다.
26

 『정신현상학』은 대상의 본질을 주관의 범주로 환원함으로써 칸트

적 ‘사물 자체’가 가진 타자성, 즉 구별을 해소한다. 구별의 해소야말로 변

증법적 방법의 목표이다. 포이어바흐도 구별의 해소를 지향한다. 다만 기

존의 방법들이 형이상학적-사변적 전제들에 의존했으며 때문에 비현실적 

추상으로 귀결되었음을 지적한다. 예컨대 『정신현상학』에서는 오성적 의식

의 모순이 자기의식의 경지로 이월함으로써 해소된다. 오성적 의식은 대상

의 본질을 힘으로 파악한다. ‘힘’은 예컨대 인력과 척력같이 한 쌍의 대립

하는 힘의 관계(“힘의 유희”)로 나타나며, 힘의 법칙에 의해 기술된다. 따

                                                                                                           
24

 이 점에서 포이어바흐는 다시금 칸트의 입장에 선다. 칸트는 사유범주의 필수성을 논증

하면서, 한편 이 필수성이 다만 인간에 한정된다고 명시하기 때문이다. 범주표에 대한 다음 

서술로 예시할 수 있다: ”(…) 이 표가 지성의 모든 요소개념들을 완벽하게 포함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인간 지성 안에 있는 저 요소개념들의 체계의 형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 

(KrV, B109-110; Immanuel Kant, 『순수이성비판』, 백종현 옮김, 서울: 아카넷, 2014, 301

쪽.)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25

 “철학자는 인간 안의 철학적이지 않은 것, 외려 철학을 거스르는 것, 추상적 사유에 반

대되는 것, 따라서 헤겔에 의해 철학의 부록으로 낮추어진 것을 철학의 본문으로 삼아야 

한다. (…) 철학은 자신이 아니라 그 상대로부터, 비철학에서 시작해야 한다.” (VT; 

FSW2,234-235)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26

 Hegel, Friedrch Georg Willhelm, Phänomenologie des Geistes, Hamburg: Felix 

Meiner Verlag, 1952, 110-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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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오성적 의식에서는 힘의 관계가 대상으로, 힘의 법칙이 대상에 대한 

앎(Wissen)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상호대립하는 한 쌍의 힘들은 이미 그 

자신 힘이다. 때문에 두 힘의 상호관계는 다시금 힘과 힘의 자기관계로 돌

아오며, 서로 타자적이었던 두 힘이 전체 힘의 두 요소가 된다. 그런데 ‘전

체 힘’은 힘의 법칙의 산물이다. 이로써 힘의 관계와 힘의 법칙, 대상과 앎 

사이의 구별이 지양된다. 주관의 대상인 사물의 본질이 주관으로 포섭됨으

로써 주관과 대상의 관계는 주관의 자기관계가 된다. 요컨대 타자관계가 

자기관계로 환원됨으로써 오성적 의식의 모순이 극복되고 보편성에 도달한

다는 것이다.
27

 

포이어바흐의 관심은 ‘구별의 해소’라는 변증법적 관심을 유지하면서, 동

시에 변증법적 지양의 영역을 물리적-현실적 시공간 안에 유지하는 것이

다. 앞선 오성적 의식의 변증법은 힘을 담지하는 물체를 배제하고 힘의 법

칙만을 남긴다. 힘의 법칙이 힘의 관계 전체를 포괄함으로써 주관과 대상

의 관계가 주관의 자기관계로 환원된다. 그러나 포이어바흐적으로는, 우선 

힘의 관계가 항상 힘을 담지하는 물리적 대상 간의 상호관계로 나타남을 

지적할 수 있다. 고전역학에서 힘은 항상 힘이 걸리는 질량을 매개로 나타

나기 때문이다. 힘의 법칙은 힘이 구현되는 시공간 상의 현실적-구체적 사

물들을 추상하고 사물관계의 형식만을 남김으로써 얻어진다. 그러나 추상

은 그 자신 사유의 작용인 바, 이를 거침으로써 관계의 필연적 요소인 사

물과 사물의 연장은 사라진다. 따라서 추상의 결과물인 힘의 법칙이 추상 

이전의 모든 내용을 보존하지 않는다. 요컨대 관계의 형식은 남지만 관계

의 질료가 소실된다. 그리고 앞선 ‘현실성’의 조건을 따르자면 참된 현실성

은 법칙보다도 법칙이 적용되는 연장적-물질적 사물들에 있다. 힘의 법칙

은 사태의 전체가 아니다. 법칙은 무시간적-무공간적이기 때문이다. 

 

제2절 인간의 유적 본질 

1. 의식에 의한 유적 본질의 규정: 이성·마음·의지 

 

그러면 무엇이 인간의 유적 본질인가? 이상의 분석은 인간 존재에 내포

                                           
2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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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개체적 측면과 유적 측면을 구별하며 인간 개체에 유적 규정을 부여한

다. 다만 이는 아직 개체·유 개념에 의한 형식적 분석으로서 인간의 유적 

본질이 내포한 내용을 생략한다. 형식적 분석은 관계의 필연성을 보증한다. 

그러나 현실적 인간과 그의 유는 한낱 개념을 넘어 분명한 실재이다. 인간

적-유적 본질은 개체를 포괄하는 형식적 보편성 뿐 아니라 특정한 내포를 

가지는 개념이다. 때문에 인간 개체와 유의 관계를 개별·보편의 형식 뿐 

아니라 내용의 차원에서도 기술할 수 있다. 

인간적-유적 본질에 대한 첫 번째 규정은, 인간이 의식적 존재라는 것이

다. 따라서 인간 의식이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속성이 곧 인간 개체를 포괄

하는 인간의 유적 본질이다. 보편적 의식은 개체를 포괄하는 유적 보편성

으로써, 개별과 보편의 관계에서 형식적으로 기술된 보편의 경지를 내용의 

측면에서 표현한다. 이 내용은 보편적 의식의 전제인 개별적 의식 및 이들

이 두루 내포한 본질을 고찰함으로써 확인된다.
28

 

인간은 의식을 소유함으로써 사물 및 기타 생물들로부터 구별된다. 따라

서 인간의 유적 본질은 우선 의식이며, 신체는 의식을 가짐으로써 무규정

적 상태에서 벗어나 인간적 신체로 규정된다. 포이어바흐는 인간의 의식을 

의식의 기능들로부터 규정한다. 따라서 인간의 의식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

은 의식이 소유하는 근본적 기능에 대한 고찰이다. 의식의 근본적 기능이

란 이성·의지·마음이다. 이를 다음처럼 서술한다.  

 

“그러면 자기의식하는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혹은 무엇이 인간의 

유, 고유한 인간성을 형성하는가? 바로 이성, 의지, 마음이다. 완전한 

인간에게는 사유의 힘, 의지의 힘, 마음의 힘이 속한다. 사유의 힘은 

인식의 빛이며, 의지의 힘은 인격의 동력이며, 마음의 힘은 사랑이다. 

이성, 사랑, 의지의 힘은 완전성, 최고의 힘,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절대

                                           
28

 상술된 대로 유적 본질은 현실적 개체들에 대한 지성의 추상 작용을 통해 도달된다. 

따라서 인간의 유적 본질은 인간 의식의 보편적 속성에 대한 고찰의 결과이다. 즉, 인간의 

유적 본질은 인간적-보편적 의식의 내용을 상술함으로써 확인된다. 이는 인간 의식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이다. 따라서 인간의 유를 규정하는 포이어바흐의 방법은 심리학적 고찰을 

포함한다.
28

 한편 의식은 신체에 의존적이며 신체와의 연계를 통해서만 작동한다. 의식의 

기능은 또한 의식을 소유한 뇌와 신체의 기능이다. 때문에 인간의 유적 본질에 대한 고찰

은 의식의 기능에 대한 심신의 일체성에 대한 심신이론적 연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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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본질, 인간 현존재의 목적이다.”
29

 

 

안현수는 이성·의지·마음의 삼분법과 각각의 기능에 대한 분석이 전통적 

심리학 학설의 반영이라고 분석한다.
30

 영혼능력의 삼분법 자체는 그리스 

철학에서도 발견되는 바이다. 다만 포이어바흐의 삼분법이 엄밀한 연역의 

결과라고 보기엔 어렵다. 예컨대 ‘왜 셋이어야 하는가?’, ‘영혼의 모든 기

능이 저 셋으로 온전히 포섭되는가?’ 등을 캐물을 수 있지만 적어도 포이

어바흐 자신으로부터는 충분한 해명을 발견할 수 없다. 때문에 포이어바흐

의 심리학을 인간 의식의 완전한 백과사전적 기술로 볼 수는 없다. 인간 

의식은 뇌의 능력이 발현한 결과이다. 따라서 의식 기능의 상세한 나열은 

차라리 경험과학적-실험적 심리학의 연구주제로 어울리는 것이다. 포이어

바흐의 의식이론은 일반적인 심리학 학설을 토대로 인간적 보편의 경지를 

고안해내는 과정이다. 이는 저 세 가지 이외의 기능이 인간 영혼의 요소로 

삽입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설령 네 번째가 덧붙더라도, 그것이 모

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기능이라면 포이어바흐의 인간학적 프로그램의 일부

로 인용될 수 있다. 

 

2. 인간적-유적 본질의 무한성·완전성 

 

여기에서는 의식의 기능이, 기능의 주체인 개체를 포괄하는 유적 보편성

이자 유한을 초월하는 무한한 능력으로 서술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개체적 개별성과 유적 보편성의 문제에 대한 포이어바흐적 대안의 윤곽을 

드러낸다. 포이어바흐는 물질적이며 감성적으로 포섭되는 개체에 실체의 

지위를 부여한다. 그런데 개체는 아직 개별이며 유한이다. 이에 따라 개체

의 개별성 및 개체 사이 구별을 초월한 무한의 경지를 궁구하는 것이 철학

의 과제로 등장한다. 이는 철학의 과제에 대한 다음의 인용구에서 다시금 

확인된다.  

 

                                           
29

 WC; FSW6,3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30

 안현수, 「포이에르바하의 「人間學的 唯物論」의 形性過程과 그 思想」, 석사학위논문, 서울

대학교 대학원, 1989,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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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철학의 과제는 무한한 것을 유한한 것으로 인식하기가 아니다. 

오히려 유한한 것을 유한하지 않은 것, 무한한 것으로 인식하기다. 또

는 무한한 것 안에서 유한한 것을 정초하기가 아니라 유한한 것 안에

서 무한한 것을 정초하기다.”
31

 

 

그리고 인간 개체들을 포괄하는 유적 보편성, 인간성에서 이 경지가 처

음으로 나타난다. 심리학적 고찰에서 분석되는 의식의 기능들은 각기 개체

에서 구현되는 유적 능력이자 인간적 보편의 단초이다. 각각의 유적 능력

들이 개체를 초월해 관철하는 보편성으로부터 개체적 유한성 너머 무한성

의 장이 열리게 된다. 인간 의식의 기능들은 그것의 보편성으로 말미암아 

개체성을 지양하는 과정 상에 놓인다. 포이어바흐의 철학적 여정은 앞선 

물질적 현실성의 원칙을 보존하면서, 개체적 구별을 지양한 보편의 경지를 

제시하는 과정이다. 앞 단락의 인용구는 인간의 이성·의지·마음이 완전성이

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보편성과 달리 인간 의식의 ‘완전성’은 아직 문제적

이다. 인간 의식이 완전하다는 테제는 우선 반직관적이다. 때문에 의식의 

완전성에 대한 반박이 포이어바흐에 대한 전통적 비판의 일각을 구성한다. 

예컨대 『기독교의 본질(Das Wesen des Christentums)』(이하 ‘WC’로 약

칭함)에 대한 칼 바르트의 비판적 논평은 신과 인간의 격차를 부각하고, 

이로써 인간을 한낱 유한한 주체로 국한한다.
32

 

인간성의 완전성 문제는 이미 포이어바흐에게도 주목된 바이다. 때문에 

포이어바흐는 인간 의식의 완전성에 대해 상당한 논증을 덧붙이고 있다. 

WC 서문의 ‘인간의 보편적 본질’ 단락은 인간 의식의 완전성에 대한 선언

이다. 우선 위 인용구의 이하에서 다음처럼 서술한다. 

 

“인간은 인식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이성의 

                                           
31

 VT; FSW2,230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32

 Karl Barth, "Ludwig Feuerbach: Fragment aus einer im Sommersemester 1926 zu 

Münster I. W. gehaltenen Vorlesung über “Geschichte der protestantischen Theologie 

seit Schleiermacher", Erich Thies (엮음), Ludwig Feuerbach,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6, 1-32쪽.; "An introductory essay to the 

Essence of Chiristianty," George Eliot (엮음), The Essence of Christianity, New York: 

Harper, 1957, 1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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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무엇인가? 이성이다. 사랑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랑이다. 의지

의 목적은 무엇인가? 의지의 자유이다. 우리는 인식하기 위해 인식하

며,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며, 의지하기 위해 즉 자유롭게 되기 위해 의

지한다. 진실된 존재란 사고하며 사랑하며 의지하는 존재이다.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만이 진실되며 완전하며 신적인 것이다.”33 

 

이는 목적인 개념을 동원한 논증이다. 목적은 또한 원인으로써 대상(주어)

을 규정 및 한정하는 서술어이다. 의식의 기능들은 인간 개체와 유를 규정

하지만 스스로 다른 무엇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자기규정적 범주들이다. 

자기규정성은 다시금 완전성의 표현이다. 규정성은 유한성이지만, 규정하

는 것(규정자)과 규정된 것(피규정자)이 일치한다면 규정하는 관계, ‘규정함’

은 단지 형식적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규정하는 것과 규정된 것 사

이의 구별이 지양된다. 즉, 서로 미치던 부정성이 부정되어 사라진다. 예컨

대 어떤 이성적인 테제가 존재한다면, 이 테제는 다른 이성적인 테제에 의

해서만 부정된다. 최초의 이성적 테제와 그것을 부정하는 이성적 테제는 

각각 개별이며 이성적 테제 일반이라는 유의 요소이다. 개별을 한정하는 

것은 다른 개별이다. 따라서 구별을 초월한 유가 한정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 ‘이성적 테제 일반’이 한정될 가능성은 다른 테제 일반, 예컨대 감성

적 테제 일반이나 비-이성적 테제 일반에 의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이성적 테제 일반’은 ‘테제 일반’이라는 상위 유의 개별이다. 즉, 유로서가 

아니라 개별로서 부정된 것이다. 따라서 여전히 유가 한정된다는 것은 불

가능하다. 유의 한정불가능성은 자기규정성에서 비롯한다. 즉, 이성은 이성,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한정 또는 규정되기 때문에 이성적인 것의 유는 무

한하다. 때문에 어떤 것의 본질이 자기규정적이라면 그것을 (유한하다는 

의미에서) 한정적 또는 규정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인간

의 유적 본질은 무한하며 개체의 유한성을 초월한다. 여기서 포이어바흐는 

주객의 일치 및 부정의 부정 논리를 인용하고 있다. 포이어바흐는 이를 주

관·대상의 관계에서 다시금 반복한다. 이에 따르면, 주관이 필연적으로 대

상삼는 것은 곧 그 주관의 본질이다. 이를 다음처럼 예시한다.  

 

                                           
33

 WC; FSW6,2-3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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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의 본질은 오로지 그것의 대상으로부터 인식된다. 어떤 존재가 

필연적으로 관계맺는 대상이란 그것의 외현한 본질일 뿐이다. 초식동물

의 대상은 식물이다. 이러한 대상을 통해서 초식동물이 육식동물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34

 

 

초식동물의 필연적 대상은 식물이다. 식물이라는 필연적 대상은 다시금 주

관(초식동물)의 본질을 규정한다. 이는 주관·대상의 관계 일반에 타당하다. 

예컨대 이성적 주관의 대상은 이성적 테제들이다. 주관의 대상이 필연적으

로 이성적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다시금 주관의 본질이 이성적으로 규정된

다. 주관·대상의 형식을 제외하면 이는 이성과 이성의 자기관계다. 자기관

계는 다시금 완전성의 표현이다. 이성 뿐 아니라 다른 인간적-유적 본질들

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를 다음처럼 서술한다. 

 

“감정(Gefühl)은 오로지 도취(Gefühlvolle)에서, 즉 자기 자신과 자기

의 고유한 본질을 통해서만 규정된다. 의지와 이성도 마찬가지다. 우리

는 항상 우리에게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만을, 따라서 우리의 고유한 본

질인 것만을 의식한다. (…) 우리가 이성으로 이성을, 감정으로 감정을, 

의지로 의지를 제약된 또는 유한한 힘, 즉 허무한 힘으로 감각하거나 

지각하기란 불가능하다. (…) 완전성은 자기를 불완전성으로 의식할 수 

없다. 감정을 제약된 것으로 느끼거나 사고를 제한된 것으로 사고할 

수 없다.”35 

 

이는 의식의 무한성에 대한 다음의 테제로 이어진다: 

 

“제약된 의식은 의식이 아니다. 의식은 근본적으로 일체를 포괄하며 무

한한 본성이다. 무한한 것에 대한 의식은 의식의 무한성에 대한 의식일 

뿐이다. 달리 말하자면, 무한한 것에 대한 의식에서는 자기 본질의 무

한성이 의식의 대상이 된다.”36 

                                           
34

 GPZ6.; FSW2,250 
35

 WC; FSW6,8-9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36

 WC; FSW6,2-3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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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포이어바흐는 인간성에 완전성·무한성을 함입시킨다. 이는 포이어

바흐적 종교비판의 토대이다. 포이어바흐는 신성을 인간성의 소외된 자기

투사로 규정한다. 인간성이 완전성을 내포함으로써 완전한 신을 인간 본질

의 자기투사를 통해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포이어바흐의 인간 유 개

념이 종교비판적 함의만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포이어바흐는 오히려 종

교를 인간성의 소외된 구현으로 한정시킴으로써 인간성이 올바르게 구현되

는 현실적-인간적 보편성의 경지를 요청한다. 때문에 포이어바흐가 종교비

판, 특히 유신론적 신 개념의 비판에 동원한 논리들은 그 자신 포이어바흐

의 인간성 개념에 대한 상술이다. 예컨대 신의 완전성은 신을 사유하는 인

간 이성의 완전성이다. 즉 “절대적인 존재, 인간의 신은 인간의 고유한 본

질이다.”37 왜냐하면 필연적 대상의 본질은 곧 그것을 대상삼는 주관의 본

질이기 때문이다. 

 

“’신은 무조건적-보편적이며(‘신은 이것 또는 저것이 아니다’) 불변하

고 영원 및 무시간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형이상학적 신학의 판단에 

따르자면 무조건성, 불변성, 영원성, 보편성은 이성적 진리 또는 이성

적 법칙의 속성이며 따라서 이성의 속성이다.”38 

 

이를 두고 브라운은 포이어바흐가 신의 현존을 인간의 의식에서 ‘지양했다’

고 분석한다. 인용하자면, 이 지양은 헤겔이 주목한 양가적 의미 그대로이

다. 포이어바흐는 신의 소외된-타자적 현존을 제거하지만(tilgen) 한편 신

의 완전성을 보편적 인간성의 경내에서 보존한다(bewahren). 신성과 완전

성의 인간화는 포이어바흐의 ‘인간학적 철학’의 핵심이다. 예컨대 『미래철

학의 원리(Grundsätze der Philosophie der Zukunft)』(이하 ‘GPZ’로 약칭

함)은 다음과 같은 테제로 시작한다: “새 시대의 과제는 신의 실현과 인간

화, 인간학 안에서 신학의 전환과 해소였다.”39 여기서 포이어바흐는 ‘해소

(Auflösung)’라는 표현으로 ‘지양(Aufhebung)’의 뜻을 표현한다. 이는 보

                                           
37

 WC; FSW6,6 
38

 GPZ6.; FSW2,249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39

 GPZ1.; FSW2,245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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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절한 패러프레이즈인데, 무엇이 다른 무엇 안에서 용해(auflösen)되

면 애초의 고형적 형태는 사라지지만 그 성분만은 남기 때문이다. 포이어

바흐는 신의 독립적-단독적 현존을 부정하지만 신을 서술하는 속성을 부

정하지는 않는다. 신의 속성의 부정이야말로 무신론적이다.
40

 이로써 사고·

의지·사랑 등은 신적 속성이기 전에 인간적 속성이 된다. 사고하고 의지하

고 사랑하는 인간은 절대적-신적 본질의 술어로 기술된다.
41

 곧 그러한 인

간은 완전하다. 

다만 언급된 대로 인간 의식의 완전성이 어느 한 개체에서 구현되지는 

않는다. 이로써 인간의 개체적 차원과 유적 차원 사이의 대비가 명확해진

다. 완전한 ‘인간’은 개체가 아니라 인간의 유이다. 인간성의 완전성이란 

인간 유의 완전성이다. 따라서 완전한 신성이 환원되는 근거도 개체가 아

닌 유에 귀속된다. 포이어바흐는 완전한 인식의 경우로 이를 예증한다. 

 

“자연학의 영역은 한 인간이 아우르기에는 너무나 넓고 끝이 없다. 어

느 누가 하늘의 별과 애벌레 배의 근육과 신경을 한꺼번에 셀 수 있겠

는가? 리오네는 버들누에를 해부하다가 시각을 잃어버렸다. 누가 달 

표면의 꺼진 부분과 돋워진 부분을 구별하면서, 동시에 그 많은 암모

나이트와 텔레브라이트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겠는가? 인간 개체로서

는 알 수도, 할 수도 없는 것이 인간 집단(Menschen zusammen)에게

는 알려지고 가능해진다. 이처럼 모든 특수한 것들을 동시에 아는 신

적인 지혜는 유의 지식으로부터 현실성을 얻는다.”42 

 

위의 인용구는 개별과 보편의 관계로 인간 개체와 ‘인간 집단’을 연결한

다. 그러나 개별·보편의 형식은 개체와 집단 뿐 아니라 집단과 집단 사이

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 예증한 한 인간(개인) 이외

에 개별적 집단들도 개별의 항에 대입될 수 있다. 예컨대 한 시점에서는 

인간 집단(인류)이 인간성의 전체이다. 그러나 역사적-통시적 고찰에서는 

한 시점의 인간 집단이 다시금 개별이 되며, 각 시점을 포괄하는 ‘모든 인

                                           
40

 GPZ16.; FSW2,267 
41

 Hans-Jürg Braun, Ludwig Feuerbachs Lehre vom Menschen, 130쪽. 
42

 GPZ12.; FSW2,259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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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전체이다.  

 

제3절 유적 인간 개념 검토: ‘유적 인간’의 현실성 

문제 

 

이성·마음·의지는 인간 개체의 현실성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개체적 개별

성을 초월한 보편의 경지를 도출하는 열쇠이다. 인간 개체를 포괄하는 인

간적-유적 보편성이란 다름아닌 이성·마음·의지이다. 위의 ‘모든 인간’은 

이성·마음·의지의 완전성이 실현되는 인간의 유적 존재를 지시한다.  

그런데 ‘인간의 유’란 개념인가, 그 자신 실체인가? 이는 인간의 유 개

념 및 그것의 현실성에 대한 또다른 고찰을 요구한다. ‘인간 집단’, ‘모든 

인간’은 아직 사유를 거쳐 도달된 이념이며 물질적-감성적 기초를 결여하

기 때문이다. 포이어바흐는 신체를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을 현실성으로 포

함한다. 개체는 신체로 말미암아 실체적이다. 즉, ‘인간 개체’라는 개념은 

신체를 가진 현실의 인간을 가리키며, 이로써 추상적 개념 이상의 현실성

을 획득한다. 그러나 개체를 포괄하는 유 자체, 완전하고 보편적인 의식은 

특정한 신체에 한정되지 않는다. 앞서 신체는 개별성이자 개별적 의식의 

한계로 규정되었다. 그런데 개체적 의식을 포괄하는, 무한하며 보편적인 

의식이 존재한다면 이는 특정한 신체에 귀속되지 않을 것이다. 신체성은 

곧 개체성이기 때문이다. 신체는 시공간 상에 현존하며 이로 말미암아 서

로 구별되는 여러 신체가 존재한다. 인간의 신체는 의식의 현실성을 구제

하지만 의식의 보편성을 구제하지는 못한다. 여러 의식들이 서로 구별되게 

현존한다면 각각의 의식은 보편이 아닌 개별이기 때문이다.
43

 신체의 개별

성은 곧 신체에 의존하는 의식의 개별성이다. 성별은 인간 신체가 내포하

는 개별성의 한 예시이다. 모든 신체는 하나의 성별만을 가진다. 그러나 

성별의 개념에는 복수의 개별적 성들이 포함되므로, 어떠한 신체도 성 자

                                           
43

 의식의 개별성과 보편성 문제는 다시금 근대철학의 주관 개념에 대한 비판으로 기능한

다. 데카르트적 ‘코기토’나 칸트의 ‘초월적 주관’은 분명 단일한 주관이면서 또한 보편적이

기 때문이다. 하나의 주관(ein Subjekt)이 어떻게 다른 주관을 대표하는 보편적 주관(das 

Subjekt)의 자격을 획득하는가? 포이어바흐의 유 개념은 주관의 개별적 양태와 보편적 양

태를 구별한 다음, 개별로부터 보편의 가능조건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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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구현하지는 않는다. 성별로 인한 신체적 개별성은 의식적 개별성, 예

컨대 남성적 의식과 여성적 의식의 분화로 귀결된다. 이로부터 개별적 의

식과 보편적 의식 사이의 구별이 나타난다. 그리고 둘을 매개하는 또다른 

원리가 요청된다.  

문제는 포이어바흐가 비물질적 사유물들을 현실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는 개념의 현실성에 대한 또다른 고찰을 요구한다. 우선 

물질적으로 현존하는 사물들을 ‘존재한다’고 일컫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인간의 유’와 같은 사유물들을 적어도 물질적 사물들과 같

은 의미에서 존재한다고 부를 수는 없다. 만약 유가 오로지 사유물이며 물

질적으로 현존하지 않는다면, 개체 이면의 유적 차원을 가정하고 이로부터 

다시 개체를 규정하려는 포이어바흐의 시도는 비물질적 추상으로부터 현실

적-구체적 개체를 규정한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그리고 이 비판은 포이어

바흐의 체계 자체를 위협한다. 포이어바흐는 물질적이며 감성적 직관의 대

상인 것만을 실질실재적 대상으로 수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감성적 

형식, 시공간 상의 존재만이 현실적이다. 즉, “시간과 공간은 모든 존재의 

현존형식”이며 “시공간 내의 현존만이 현존”44이다. 예컨대 다음처럼 상술

한다. 

 

“공간이 이성의 부정이기는커녕, 공간에서 오히려 이념과 이성의 자리

가 생겨난다. 공간은 이성 최초의 영역이다. 공간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지 않은 경우 논리적인 구별도 없다. 달리 말해 헤겔처럼 우리가 논

리에 의해 공간을 간과하려 하면, 구별이 사라지고 공간도 사라진다. 

사유에서의 구별은 구별되는 것들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별은 

공간적인 서로 떨어져 있음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공간상에서 서로 떨

어져 있는 존재야말로 논리적으로 구별되는 것들의 진리이다. 그런데 

서로 떨어져 있는 것들은 또한 서로 잇달아(nacheinander) 있는 것으

로 생각될 수도 있다. 현실적인 사유란 공간과 시간 속의 사유이다.”45 

 

“공간과 시간은 한낱 현상의 형식만이 아니다. 이들은 본질의 조건

                                           
44

 VT; FSW2,232 
45

 GPZ44. FSW2,308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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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ensbedingungen)이자 이성의 형식이고, 사유의 법칙이듯 존재의 

법칙이다.”
46

 

 

‘본질(Wesen)’은 대상적 사물의 본질이다. 이로써 포이어바흐는 시공간

을 인식의 형식 뿐 아니라 사물 및 존재 자체의 형식으로 격상한다. 때문

에 감성적 경험 가능성이 현실성 또는 ‘실현(Verwirklichung)’의 조건으로 

포함된다.
47

 시공간 상에 현존하며 감각의 대상인 것이란 곧 물질이다. 

포이어바흐는 무한성을 개체가 아닌 유의 의식에 돌리고, 이로써 개체들

의 수다성이 야기한 구별의 문제를 해소한다. 그러나 유 자체가 현존하는 

양상은 아직 문제적이다. 따라서 완전한-인간적 의식 및 유 자체는 아직 

개념적으로 사유되었을 뿐이다. 워토프스키는 이를 대상과 지시체의 관계

로 표현한다. 인용하자면, 유(species)는 대상이고 유 개념(species 

concept)은 그것을 가리키는 언어이다. 후자는 의식의 대상이자 반성의 

산물이다. 즉, 유 개념은 사유물이며 유에 대한 지성적 고찰의 결과이다. 

유는 유 개념이 가리키는 지시체이다. 포이어바흐는 존재와 사유, 대상 및 

그것의 고찰을 구별하며 구별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관념론으로 비판한

다.48 워토프스키는 포이어바흐의 구별을 수용하며, 이를 지시체와 지시하

는 언어 사이의 구별로 반복한다. 따라서 유적 본질이 한낱 개념이라면, 

그것을 포이어바흐적 의미에서 현실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부터 현실적인 것을 규정 및 도출하는 태도는 그 

자신 관념적이며 현실적인 것의 소외이다.  

이는 포이어바흐 당시에도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예컨대 슈티르너와 바

우어의 비판이 이에 해당한다.49 웩워스는 ‘유의 실체화’라는 관점에서 유

                                           
46

 GPZ44.; FSW2, 306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47

Erich Thies, "Philosophie und Wirklichkeit", Erich Thies (엮음), Ludwig Feuerbach,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441쪽.  
48

 GPZ25.; FSW2,283 
49

 웩워스에 따르면 포이어바흐에 대한 슈티르너의 비판과 바우어의 비판은 거의 같은 내

용이다. 자스도 두 포이어바흐 비판을 같은 맥락에 두고 있다. (Christine Weckwerth, 

"Kritik an Feuerbach und Kritik der Feuerbach-Kritiker", Harald Bluhm (엮음), Karl 

Marx, Friedrich Engels, Die deutsche Ideologie, Berlin: Akademie Verlag, 2010, 141쪽.; 

Hans-Martin Saß, "Feuerbachs Religions- Und Metphysikkritik", Erich Thies (엮음), 

Ludwig Feuerbach,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6, 248-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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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존재로 인한 개체의 소외 문제를 기술한다. 이에 따르면, 포이어바흐는 

모든 본질적 속성들(Wesentlichkeiten)을 유의 측면(Gattungsseite)으로 

수렴시킨다. 이는 유 개념의 서술어들을 인간성의 기준이자 인간 개체를 

평가하는 척도로 만든다. 이는 개체가 가진 속성들을 기준에 따라 본질과 

비본질로 구별한다. 기준에 부합하면 본질적-필연적 속성이지만 부합하지 

않으면 우연적 속성이 된다.
50

 이를 두고 슈티르너는 포이어바흐가 구체적

-현실적 개체를 소외시키고 개념인 유를 절대시한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포이어바흐의 유 개념은 인간성으로부터 신을 추상하여 거꾸로 신성으로부

터 인간을 규정한 종교적 사유와 마찬가지로 소외라고 비판한다. 이는 포

이어바흐의 유 개념은 거꾸로 세워진 사변철학이자 종교적 입장의 연장으

로 만든다.51 예컨대 인간의 윤리적 본질에 대해서, 슈티르너는 신성을 인

간성으로 대치하려는 포이어바흐의 시도가 인간성의 이름으로 윤리성을 신

격화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윤리성이란 종교적 신앙심과 다를 바 없으며, 

포이어바흐는 결과적으로 윤리성을 통해 종교적 권위를 복권시킨다고 결론

짓는다.52 동일하게 바우어는 포이어바흐가 비현실적-초월적인 것으로부터 

현실의 인간을 규정하는 종교적 소외를 반복하고 있으며, 포이어바흐의 유 

개념이 인간 개체를 마치 노예처럼 유에 종속시킨다고 기술한다.5354 

뢰비트는 슈티르너의 비판을 개별·보편의 틀에서 해설한다. 인용하자면, 

이는 개념과 존재의 구별을 전제한다. 포이어바흐의 보편적 인간주의는 개

                                           
50

 이 해석은 유개념의 평가적-실천적 사용에 관한 슈미트의 제안에 의해 강화된다. 슈미트

는 유 개념이 개체의 편차를 제거한 순수한 보편성이자 개체의 속성들을 우연성과 필연성

으로 구별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된다고 서술한다. (Alfred Schmidt, Emanzipatorische 

Sinnlichkeit, 175-176쪽.) 
51

 자스는 포이어바흐에 대한 슈티르너의 입장이 ‘무법적’이라고 표현한다. 슈티르너가 참된 

실체로 제안하는 유일자는 일체의 규정을 배제한 단독자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유일자’는 

모든 인간적-본질적 규정, 예컨대 윤리성마저도 탈피한다. 이 점이 슈티르너와 포이어바흐

의 차이를 드러낸다. 
52

 Hans-Martin Saß, "Feuerbachs Religions- und Metphysikkritik", 248쪽. 
53

 Christine Weckwerth, "Kritik an Feuerbach und Kritik der Feuerbach-Kritiker", 140쪽.  
54

 다음은 위의 추정을 강화하는 전거이다: “이성(상상, 공상, 표상, 의견), 의지, 사랑 또는 

마음은 인간이 가진 힘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것들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이것들을 통해서만 본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인간이 소유하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다만 인간에게 영혼을 불어넣으며 인간을 규정하고 지배하는 힘, 신적이며 절대적

인 힘이다. 인간은 거기에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다.” (WC; FSW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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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즉 인간의 본질을 포섭하지만 구체적-현실적인 자아는 개념 너머의 존

재이다.
55

 때문에 유가 개체를 완전히 규정하지 못하며, 참된 자아는 무규

정적이고 어떠한 보편에도 포섭되지 않는 절대적 개별자, 즉 단독자

(Einzige)라는 것이 슈티르너의 대안이다.
56

 슈티르너는 단독적 자아를 참

된 실재로 주장하며 이에 대한 모든 본질규정을 소외로 간주한다. 때문에 

자아를 인간 유의 한 개체로 간주하는 포이어바흐의 인간주의와 정신의 주

관적 단계로 간주하는 헤겔의 관념론이 매한가지다. 때문에 유로부터 개체

를 규정하는 포이어바흐적 시도는 개체의 소외이다.
57

 이는 변증법적 매개·

지양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태도이다. 개별을 초월하며 환원시키는 보편을 

어떤 형태로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써 포이어바흐적 유 개념의 난점이 드러난다. 문제는 개념인 유적 

본질이 보편성이면서 다시금 구체적 현실성을 획득하는 방법이다. 그간 포

이어바흐는 개념을 지성의 산물이자 추상으로 한정하고, 물질적-감성적 대

상에 실질성을 부여했다. 그런데 유는 아직 개념이므로 그 자체로는 실재

일 수 없다. 실재가 아닌-추상적 개념으로부터 실재인 것을 규정하려는 시

도는 이미 소외이다. 슈티르너는 포이어바흐의 유 개념이 처한 딜레마, 즉 

그것이 보편적이면서 또한 실질적이어야 한다는 모순을 겨냥한다.   

                                           
55

 ‘보편적 인간주의’는 인간 개체를 개별적 단위로 포함하며, 개체로부터 보편적 인간의 이

념을 도출한다. 반면 보편적 인간의 이념에 따라 타당한 단위로 인정되는 개체의 범위를 

한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간주의’의 원리인 ‘인간’이 그 자체로 절대적-고정적 범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인간의 이념은 역사적 소여로서의 성격을 포함한다. 뢰비트는 

포이어바흐의 ‘인간’을 기독교적 인간주의와 프랑스 혁명의 유산으로 해석한다. (Karl 

Löwith, Von Hegel zu Nietzche: Der revolutionäre Bruch im Denken des neunzehnten 

Jahrhunderts, 340-341쪽.)  
56

 Ibid. 
57

 “’신은 인간이 되었다’는 이제 ‘인간은 자아가 되었다’로 귀결된다. 자아란 인간적인 자아

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뒤바꾸어 ‘자아가 인간으로서 자기를 모색한다면 자기를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Max Stirner, Der Einzige und sein Eigentum, Frankfurt am Main: 

Verlag der Mackay-Gesellschaft, 1986, 135쪽.)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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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장 유적 인간에서 인간적 공동체로 

제1절 현실성 문제에 대한 포이어바흐적 응답 

1. 의식기능의 외현을 통한 유적 본질의 실현 

 

포이어바흐는 1845년 『유일자와 그의 소유에 관하여 본 기독교의 본질

에 대하여(Über das 》Wesen des Christentums《 in Beziehung auf den 》

Einzigen und sein Eigentum《)』 (이하 ‘WCE’로 약칭함)을 발표함으로써 

유적 인간 개념을 보충한다. WCE에서 포이어바흐는 유적 본질에 대한 상

당한 상술을 제공한다. 그러나 WCE의 사상을 WC에서 연역적으로 도출해 

내기란 사실 불가능하다. 따라서 WCE는 WC의 보충보다는 개정이며, 포

이어바흐의 사상이 비판적 교류를 거쳐 교정된 흔적이다. 

WCE는 유적 본질이 개념적-추상적 형식을 넘어 구체적-현실적으로 실

현되는 양태를 모색한다. 때문에 WCE에서 기술된 유적 본질의 양상들은 

기존 개념의 각론이지만, 기존 형식으로부터의 형식상 전환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또한 하나의 전환점이다. 즉, WC에서는 사유의 양태였던 유적 본

질이 WCE에서는 시공간 상의 현상으로 기술된다. 이로써 유적 본질이 기

존 내포를 유지한 채 현실성을 획득하게 된다. 우선 포이어바흐는 개체를 

넘어서는 유적 본질의 보편적-포괄적 속성을 다음처럼 확인한다. 

 

“물론 우리, 개인들은 오로지 정해진 장소 상에 그리고 유한하고 초라

한 시간 상에 존재한다. 만약 무한한 유에 대한 사유, 타인과 또다른 

장소와 또다른 복된 시간에 대한 사유에서가 아니라면 우리가 달리 어

디에서 이 구속된 감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겠는가?”58 

 

그러나 사유에서의 해방은 아직 관념적이다. 완전성의 사유는 사유하는 주

관의 완전성을 지시하지만 아직 구현하지는 못한다. 때문에 포이어바흐는 

유적 본질의 실현 문제를 제기하며 다음처럼 덧붙인다. 

 

“유의 실현이란 무엇인가? 인간적 본성의 소질·기능·규정이 실현하는 

                                           
58

 WCE; FSW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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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애벌레는 곤충이지만 아직 완전한 곤충이 아니다. (…) 애벌레

는 자기충족적 이기주의(Egoismus)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그 위에 있

는 것이며 애초에 되어야 했던 것이자 될 수 있었던 것, 나비가 된다.”
59

 

 

위 인용구에서 포이어바흐는 유의 실현을 기능의 실현으로 규정한다. 나비 

유충은 나비의 유에 속하며, 따라서 나비의 기능을 가능적으로 소유한다. 

그리고 유충이 성체가 됨으로써 유적 본질인 기능이 실현된다. 나비 성체

는 신체를 가지는 실재이면서 나비의 본질을 구현하는 매개체이다. 다시 

말해, 사유를 통해 파악 및 표현되는 나비의 본질은 현존하는 나비의 신체

와 생명(Leben)을 통해 구체적 실현에 도달한다. 예컨대 비행이 나비의 본

질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지금-여기에서 비행하는 ‘이 나비’는 나비의 유

적 본질이 물질적-감성적 현존을 획득하는 장소이다. 

이는 인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포이어바흐는 “영혼이란 의인화되고

(personificirte) 실체화된(hypostasirte) 것이며 하나의 존재로 변한 사유·

감각·의지의 기능”60이라는 서술에 의해, 인간의 의식(영혼)을 의식이 가지

는 기능으로 환원한다. 의식은 의식적 기능의 실체화로 정의된다. 그런데 

인간의 본질은 그의 의식성이다. 따라서 인간적-의식적 기능의 실현이 곧 

인간 본질의 실현이자 유의 실현이다. 즉, 인간의 유적 본질은 인간 의식

의 기능으로부터 규정되며, 기능의 실현이 곧 유의 실현이다.  

한편 의식의 기능은 신체 기관이 작용 및 표현된 결과이다. 즉, 의식의 

기능은 적절하게 구성된 신체가 작용함으로써 나타난다. ‘작용’이란 현실에

서의 표현이다. 따라서 현실에 외현한 인간의 신체적 존재가 인간적-유적 

본질 실현의 전제이다. 현실에 표현된 것만이 의식의 기능으로써 타당하게 

상정될 수 있다. 이는 본질과 본질의 표현에 대한 다음 전제로부터 도출된

다. 

 

“내적인 것은 외적인 것을 자기에 앞세운다. 내적인 것은 아직 ‘그것일 

수 있는 것(Was es sein kann)’이 되지도, 표현되지도, 감성적이지도 

                                           
59

 WCE; FSW7,303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60

 DLS; FSW2,340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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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이지도 않다. 내적인 것은 표현될 때 그러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려 한다. 완성된다.”
61

 

 

‘내적인 것’, 곧 본질은 그 자신 추상적이며 잠재적이다. 본질은 그것을 내

포한 존재에 의해 실현되며, 또한 완전한 실현을 지향한다. 그리고 이 ‘지

향’은 필연적이다. 왜냐하면 “특수한 사유·의견·의향·느낌은 숨기거나 억제

할 수 있지만 본질을 그렇게 할 수는 없”
62

기 때문이다. 포이어바흐는 실현

된 본질을 ‘외적인 것’이라고 부른다. 이는 ‘실현’이 감성적-물질적 형식의 

획득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인간의 신체가 내포한 역량은 반드시 역량의 

실현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개체적-유적 본질은 이러한 신체적 역량의 실현으로써 현실성을 

획득한다. 포이어바흐는 두뇌와 정신의 관계를 들어 이를 예증한다. 생명

의 본질은 생명의 표현(Lebensäußerung)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표현(실

현)은 시공간 형식에서의 현상이다.
63

 두뇌는 머리 안에서 감성적-물질적으

로 현존한다. 두뇌의 본질, 즉 정신은 머리 안에 현존하는 두뇌의 작용을 

통해 나타난다. 두뇌의 작용은 다시금 두개골 바깥으로 뻗은 감각신경과 

신경의 작용을 통해 확인되며, 이로써 의식의 감각 기능이 나타난다.64 요

컨대 시공간 상의 두뇌와 감각신경·감각기관의 작용을 통해 의식의 기능이 

확인되며 규정된다.
65

 그리고 앞서 전제된 ‘필연적 실현’의 논리에 의하여, 

이와 같이 신체 기관의 작용과 결합한 의식의 기능만이 본질로서 타당하게 

                                           
61

 DLS; FSW2,343 
62

 DLS; FSW2,344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63

 때문에 “공간상에서 표현되지 않는 능력은 곧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포이어바흐는 이

를 다음처럼 표현한다: “얼굴에 정신이 나타나지 않으면 머리에도 없는 것이고, 눈이나 입

술에서 영혼이 눈에 띄지 않으면 몸에도 없는 것이다. 안에 든 것은 바깥으로 드러나야 한

다.”(DLS; FSW2,342)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64

 코징은 포이어바흐의 이론이 물질적 두뇌활동과 사고를 동일시하는 통속적 물질주의와 

구별된다고 기술한다. (Alfred Kosing, "Feuerbachs Materialistische Erkenntnistheorie", 

Erich Thies (엮음), Ludwig Feuerbach,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6, 317쪽.) 포이어바흐는 두뇌(기관)와 사고(작용)를 불가분리적으로 결합하지만, 둘을 동

치하지는 않는다. 둘의 차이는 형식적이지만 확고하다. 기관은 기능의 질료이며 기능은 기

관이 구현하는 형상이다. 
65

 DLS; FSW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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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될 수 있다. 신체 작용과 분리된 의식이란 이미 관념적이다.
66

 반면 작

용하지 않는 신체는 죽은 신체이며 영혼을 소실한 신체이다.
67

 이로써 단

지 현존할 뿐 아니라 ‘작용하는’ 신체가 현존하는 의식의 조건이 된다. 

다만 인간의 유적 본질이 실현되는 방식은 개체적 본질의 방식과 다르다. 

유는 신체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적 본질의 방식은 자연물의 방

식과도 다르다. 무의식적 자연물의 경우 개체와 유의 일치가 필연적이다. 

예컨대 무생물의 현존은 본질에 규정된 바 그대로이다. 예를 들어 수소 원

자의 현존은 수소 원자의 본질(원자 질량, 전자의 배열, …)을 준수한다. 

수소 원자의 현존이 본질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없다. 본질에서의 이탈은 

곧 현존의 소멸이기 때문이다. 인간 이외의 유기물도 마찬가지다. 앞서 포

이어바흐는 이들 유기물에 포함된 유사-의식적 상태를 인간적 의식과 구

별하여 ‘본능’으로 명명했다. 본능은 유한하고 단순하며 고로 확실하다. 68 

앞선 나비의 경우로 다시금 예시하자면, 온전한 상태의 나비 성체는 필연

적으로 본능을 준수한다. 여기서 이탈한 개체는 병리적 상태로 규정된다. 

이는 필연적-유적 본질이 아닌 기타 외부적이며 우연적인 요인에서 비롯

한다. 이 경우 개체와 유 사이 일치는 필연적이지만 잠정적이다. 본질에서 

이탈한 병리적 개체도 ‘잠정적으로는’ 본질과 일치할 소질을 포함한다. 유

기체의 항상성(Homeostasis)은 병리적-비정상적 상태에서 정상 상태로 복

귀하려는 경향성이다. 항상성은 유적 본질과의 일치가 개체에 내재적이며 

고로 필연적임을 나타낸다.  

레이테메이어는 실천 개념으로 인간적 개체와 유의 일치를 모색한다. 예

컨대 이성이 인간의 유적 본질에 속한다면, 이는 인간에 의한 이성의 실질

적 사용에서 비로소 실현된다. 인간 개체가 각기 내포한 유적 본질은 시공

간 형식에서의 실천을 거쳐 비로소 실현된다. 이성적 인간의 현존은 참된 

                                           
66

 코징은 포이어바흐가 어떤 의학자와 주고받은 논쟁을 인용한다. 포이어바흐는 두뇌와 분

리된 사고가 가능하다면 신장·수뇨관·방광 없이도 배뇨가 가능하냐고 물으면서, 순수 사고

를 비롯한 일체 비신체적 영혼기능의 가능성을 기각한다. (Alfred Kosing, "Feuerbachs 

Materialistische Erkenntnistheorie," 317쪽.) 
67

 “(죽은 다음에) 몸(Glieder)은 서로 관계를 잃어버리며 더 이상 몸이라고 할 수 없다. 심

장은 더 이상 폐에 공기를 짜넣지 않으며 폐는 피에 공기를 불어넣지 않는다.”(DLS; 

FSW2,336) 
68

 WC; FSW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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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태, 즉 실천의 조건을 구성한다. 실천 개념은 실천을 수행하는 감성적

-현실적 주관과 주관이 구현하는 유적 본질을 결합한다. 레이테메이어는 

실천하는 주관이 내포한 감성성을 부각하여 이를 ‘생동하는 실천

(Lebenspraxis)’이라고 명명한다.
69

 주관의 감성적 현존, 즉 생명(Leben)

으로 말미암아 유적 본질이 구체적 현실성을 획득한다. 레이테메이어의 해

석은 인간 의식을 본질과 현존이 교차하며 일치하는 지점으로 기술하지만, 

한편 의식의 현존과 실천을 구별하며 실천으로부터 일치의 단초를 찾는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엔 개체와 유의 구별이 필연적이다. 어떤 인간 개체

도 유적 본질을 온전히 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적-유적 본질

의 무한성과 개체의 유한성 사이 격차에서 비롯한 부정성이다. 여전히 인

간적 실천은 항상 무한한 본질에서 괴리된 유한양태다. 때문에 유한한 개

체적 실천을 넘어 무한한 유를 온전히 구현하는 또다른 실천의 양상이 요

청된다. 이는 개체적 구별성을 초월하는 상호주관적-공동체적 경지에서 나

타난다. 공동체의 가능성은 그 자신 인간적이다. 유한한 현존과 무한한 본

질 사이 불일치가 원리적으로 인간 존재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소 

원자의 경우로 다시금 예시하자면, 수소 원자의 존재는 항상 수소 원자의 

본질에 일치한 상태이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적 본질에서 이탈한(‘비인간

적’) 상태, 혹은 무한한 본질을 부분적으로만 구현하는 상태에 처할 수 있

다. 그리고 인간 개체는 유한하며 반드시 무한한 유적 본질과의 불일치를 

나타낸다. 따라서 유한한-개체적 실현을 넘어선 인간적-유적 본질의 보편

적 실현의 수단이 요청된다. 공동체적 현존은 인간의 유적 본질이 보편적 

실현에 도달하는 필연적 과정이다. 

 

2. 타자관계를 통한 유적 본질의 실현 

 

실천을 통한 유적 본질의 실현은 다시금 인간적 타자(타인) 및 타자관계

로 귀결된다. 인간적-유적 본질은 실천되기 위해 적어도 두 인간을 요구하

기 때문이다.70 예컨대 윤리적 본질의 실천은 타인에 대한 선행이다. 때문

                                           
69

 Ursula Reitemeyer, Philosophie der Leiblichkeit,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1988, 100-101쪽. 
70

 Eugene Kamenka, The Philosophy of Ludwig Feuerbach, New York: Pra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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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이어바흐는 타자관계와 인간적 공동체를 인간적-유적 본질의 완전한 

실현태로 제시한다. 예컨대 다음처럼 기술한다: “요컨대 내게 유란 추상물

이 아니라 개별자, 그 자체로 고정된 자아 맞은 편의 너, 타인들(Andern), 

나 이외에 실존하는 인간적 개인들을 가리킨다.”
71

 이 인용구는 ‘너’를 인간

적 개인들의 총칭이자 곧 인간의 유로 기술한다. 여기서 ‘너’는 특정한 개

별적 인간이 아니라 타인 일반이다. 이는 직관적이지만 과히 단순한 서술

이다. ‘너’가 곧 유라면 ‘너’의 맞은편 나(Ich)는 유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다. ‘너’ 개념의 보다 정교한 해설을 위해 GPZ의 다음 인

용구를 참조할 수 있다: “인간의 본질은 오로지 공동체에, 인간과 다른 인

간의 일치에 포함된다. 일치는 나와 너 사이 구별의 실재성에 의존한다.”72 

요컨대 ‘인간적 개인들’이란 나와 ‘너’를 포함하는 공동체이다. 

비코바는 인간적 유 개념에 내포된 개체들의 복수성에 천착한다. 자아는 

개체이며 유에 포함되는 개별이다. 한편 자아는 개별성으로 말미암아 유에 

속하는 다른 개체들과 구별된다. 포이어바흐는 ‘너’ 개념으로 자아와 구별

되는 다른 인간 개체들을 총칭한다. 이들은 자아와 같은 유적 본질을 공유

하므로 자아(나)와 ‘너’, 즉 같은 유에 속하는 개체들 사이의 구별은 본질

에 따른 구별이 아니다. 오히려 자아와 ‘너’ 사이 구별은 원리적으로 감성

적 현존, 즉 개체들이 각기 포함하는 독립적-유기적 생명존재(Lebewesen)

로 말미암아 성립한다. 워토프스키도 ‘너’를 감성적 소여로 기술하며 감성

적 소여성으로부터 ‘너’를 타자존재로 정립한다. 이에 따르면, 포이어바흐

는 ‘너’에게 의식 상의 타자 자격 뿐 아니라 주관으로부터 독립적-실질적

인 현존을 부여한다. 그러나 ‘너’는 다시금 의식적 주관이므로 이 점에서 

자아와 동질적이다. 그래서 자아는 ‘너’를 ‘나 같은 타자(the other as like 

myself)’로 파악하며, 이 안에서 자타의 구별을 지양한다. ‘나 같은 타자’

는 자아와 유적으로 동일하다(species-identical). 이 동일성으로부터 유적 

의식 실현의 가능성이 정초된다.73 비코바는 자아와 ‘너’가 이루는 인간적 

소통으로부터 구별의 지양과 유적 의식74으로의 단초를 발견한다. 구별은 

                                                                                                           

publishers, 1969, 121쪽. 
71

 WCE; FSW7,302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72

 GPZ59.; FSW2,318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73

 Ibid., 207-208쪽. 
74

 다음은 유적 의식의 상태를 다루는 전거이다: “나 이외 사물의 현존에 대한 확신은 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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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전제이면서 또한 소통이 극복해야 할 적수이다. 이를 자아의 기준

에서 서술하자면, 주관이 신체화한 자아로 됨으로써 시공간 형식에서 사물 

및 다른 인간들과의 연합(Konnex)이 가능해진다. 때문에 비코바는 포이어

바흐의 인간학이 신체와 함께 대화의 개념을 포함하며, 이로써 개별적 주

관의 확장에 대한 새로운 착상을 시도한다고 평가한다.75 개별·보편의 구도

로 표현하자면, 포이어바흐의 ‘너’는 자아가 주관적 개별성을 넘어 보편성

에 도달하는 매개이다. ‘너’는 자아처럼 신체에 기반한 실재적-현실적 의

식이며 자아와 같은 유적 본질을 공유한다. 같은 본질을 공유함으로써 자

아와 ‘너’의 매개가 가능해진다. 이 매개는 주관성의 한계가 지양되는 상호

주관성의 지평을 계시한다. 이 영역에서 비로소 인간적-유적 본질이 구체

적 실현에 도달한다.  

이로써 유적 본질의 현실성 문제가 나름의 해소에 도달한다. 앞선 ‘인간 

의식의 완전성’ 단락에서 포이어바흐는 개체를 포괄하는 인간적-유적 본질

의 보편성과 완전성을 상술했다. 그러나 개체를 초월하며 무한한 본질은 

아직 사유이다. 존재를 사유로 수렴시키는 방법은 관념론적이다. 비코바는 

포이어바흐의 유 개념이 처한 문제를 개별·보편의 틀에서 다음처럼 정리한

다. 이에 따르면, 인간 유 개념은 보편성의 현존과 현실성을 전제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포이어바흐는 이미 현실성을 감성적-경험가능한 것, 개별

자로 한정했으므로 그 자신 사유물인 보편성이 현실적일 수 없다. 그러나 

포이어바흐는 보편성에 대한 지향을 유지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개체 사

이 구별을 지양하고자 시도한다. 보편성이란 존재자가 내포한 비감성적 속

성들이다. 때문에 포이어바흐는 이 속성들에 다시금 감성성을 부여해야 하

는 위치에 놓인다. 비코바는 이를 “보편과 보편의 현존을 세계 내에서 해

소”하는 문제라고 요약한다.76 우선 GPZ는 인간 집단 또는 모든 인간을 무

한한 본질, 즉 보편의 담지자로 제안한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그 자신 

사유이며 여전히 개체들을 모으고 추상하는 의식작용의 산물인 바, 물질적 

현실성의 원칙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다. 때문에 포이어바흐는 개체들, 

곧 자아와 ‘너’ 사이의 관계를 유적 본질 및 ‘모든 인간’이란 이념의 실현

                                                                                                           

에 대한 나 이외 인간들의 확신을 통해 전해진다. 나 혼자 보았다면 의심스럽지만 다른 사

람들도 보았다면 확실하다.”(GPZ41.; FSW2,304)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75

 Marina Bykova, "Subjektivität und Gattung", 117쪽. 
76

 Marina Bykova, "Subjektivität und Gattung", 123-124쪽.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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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제시한다. 상호주관적 관계는 개별 주관들을 내포하면서, 주관의 현

존을 다른 무엇으로 환원하지 않은 채 보존하기 때문이다.
77

 워토프스키는 

포이어바흐의 용어법에서도 타자 및 대상의 의식이 보편의 의식

(consciousness of a universal)을 구성한다고 기술한다. 그리고 이 타자

는 자아와 동질적이며, 신체성을 비롯한 유적 본질을 공유하는 ‘너’이다. 

때문에 유는 보편성임에도 한편으로 유기체 내에서 실재적이다(actual).
78

 

이로써 포이어바흐의 유 개념은 자아가 관계맺는 ‘너’, 즉 보편적 타자 

개념의 고찰로 이행한다. 자아와 ‘너’ 사이 관계에서 유가 구체적-현실적 

실현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분석이 개별과 보편, 개체와 유의 

논리적 포함관계를 다루었다면, ‘너’와 타자관계 개념의 고찰은 유적 보편 

개념의 실현에 관한 실천적 문제를 다룬다.79 이는 실현의 양태에 따라 여

러 분과철학적 고찰을 요구한다. 예컨대 학적 인식은 일종의 이성적 보편

이다. 이성은 인간의 보편적-유적 본질이므로 학적 인식은 인간 개체 일반

을 포괄하는 유적 보편성이다. 그리고 학적-이성적 보편의 단초는 개체에 

내재된 언어 능력에 내포되어 있다. 학적 인식은 소통을 통해 보편에 도달

                                           
77

 때문에 아멩괄은 포이어바흐의 관계 개념을 해설하면서 우선 개별 주관의 단독성을 부

각한다. 아멩괄은 유적 인간의 현실성 문제에 대한 포이어바흐의 응수를 ‘급진적 감각주의’

로 규정한다. 이를 위해 WCE로부터 다음의 전거를 인용한다: “내게는 개인이 절대적인, 즉 

참되고 현실적인 존재이다.” (Gabriel Amengual, "Feuerbach: zu einer Anthropologie der 

Einzelheit und der Differenz: Wege und Umwege des Humanum", Ursula 

Reitemeyer&Takayuki Shibata&Francesco Tomasoni (엮음), Internationale 

Feuerbachforschung, Müster: Waxmann Verlag GmbH, 2006, 240-241쪽.) 
78

 Marx William Wartofsky, Feuerbach, 221-224쪽. 워토프스키는 타자와의 매개를 통해 

보편에 도달하는 방법에서 포이어바흐와 헤겔의 유사를 발견한다. 그러나 헤겔의 체계에서

는 의식의 변증법을 거쳐 감각적-대상적 타자가 주관적-범주적 확실성으로 포섭된다. 포이

어바흐는 이를 자기의식의 신격화라는 이름으로 거부한다. 포이어바흐 유 개념과 유의 상

호주관적 실현은 보편성을 향한 또다른, 비-헤겔적인 방법이다. 
79

 이는 포이어바흐 철학 내 개념적인 구분이면서 또한 연대기적 분수령이다. 비코바는 유 

개념에 대한 WC 시점의 기술과 GPZ 시점의 기술을 구별한다. 그리고 WC 시점(1841년)의 

유 개념은 아직 석연치 않으며, GPZ 시점(1843년)에 와서야 개체 내 유적 본질의 실현에 

대한 사상을 확립했다고 쓰고 있다. (Marina Bykova, "Subjektivität und Gattung", 124쪽.) 

그러나 GPZ마저도 강령적 저술형식으로 말미암아 유적 본질의 실현에 관한 입장을 완전히 

아우르기엔 부족하다. 이에 대한 포이어바흐의 입장은 WCE(1845)를 비롯, 1840년대 이후 

저술들에 흩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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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언어는 이 소통의 필연적 매개이기 때문이다. 이는 언어의 담론적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요구한다. 이외에도 포이어바흐는 윤리성과 사랑을 

유적 보편성의 양태로 제시한다. 

이러한 유적 보편의 실현태들로 말미암아 ‘너’에서 추상적으로 표현된 

타자관계 및 유 개념이 구체적 양상을 드러낸다. 이로써 유의 무한성이 현

실적으로 관철된다. 앞서 유의 무한성을 도출한 방식은 개념적이었다. 유

는 개별적 개체에 대비되는 보편성으로, 유한한 개체를 포괄하는 무한으로 

선포되었을 뿐이다. 이는 추상적일 뿐 아니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이

다. 무한한 유가 마치 현실의 개체처럼 어딘가에 현존하는 듯 읽힐 여지를 

남겨두기 때문이다. 이는 유의 존재 형식을 고찰함으로서 불식된다. 웩워

스는 포이어바흐가 유의 무한성을 존재론적 범주가 아닌 양태 범주로 사용

했다고 분석한다. 유는 인간적 기능의 보편적 발현과 개체들 구체적-현존

하는 개체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나타난다.
80

 때문에 유 자체가 특정한-독

립적 현존을 지니지는 않는다. 유란 오히려 개체들이 구현하는 상호주관적

-보편적 일치의 상태이다. 이 일치가 가능한 이유는 모든 개체가 유에 포

함되기 때문, 즉 모든 유적 개체가 잠재적으로 이러한 보편의 상태에 일치

할 소질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이를 발휘함으로써 개체들 사이의 상호주관

적 일치가 표현된다. 유란 일치에 참여한 개체들의 양태(유적 존재)이다. 

개체는 시공간 내에 현전하므로 개체들의 일치도 시공간 내의 사건이다. 

이로써 포이어바흐는 유를 전체이자 무한성으로 규정하면서도, 유의 실현

을 온전히 역사의 울타리 안에 둔다.81 

 

제2절 인간적 공동체 개념 

 

포이어바흐는 타자관계 및 인간의 공동체를 ‘인간성’의 구체적이며 완전

한 실현태로 주장한다. 공동체는 자아와 ‘너’, 인간과 인간의 연합이며 개

                                           
80

 Christine Weckwerth, "Kritik an Feuerbach und Kritik der Feuerbach-Kritiker", 141-

142쪽. 
81 “모든 현실성 또는 완전성의 총체로서의 신이란, 다름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나뉘어 있으

나 세계사의 도정에서 자기실현하는 유의 속성들이 제약된 개인의 쓸모를 위해 조목조목 

한꺼번에 파악된 총체이다.”(GPZ12.; FSW2,259)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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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 사이의 일치이다. 이로써 개체들 사이의 구별이 지양되고 개체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실현되었던 인간적-유적 본질, 인간성이 총체적 실현에 도달

한다. 각 개체는 인간성의 요소이며 공동체가 인간성의 전체이다. 그러나 

전체는 부분의 집합으로서 현존하는 바, 공동체의 현존도 다시금 거기에 

속한 개체의 현존으로 구성된다. 개체의 현실성은 공동체와 상관없이 개체

의 현존, 즉 신체성에 의존한다. 따라서 개체는 공동체를 구성하기 전에도 

이미 실재이다. 그러나 공동체를 구성한 개체는 공동체로부터 양태적 규정

을 획득함으로써 유적 규정에서 제외된 애초의 상태로부터 구별된다. 

공동체는 인간성의 실현태이자 보편성이다. 포이어바흐는 유한·무한, 개

별·보편의 논리적 관계로부터 인간 개체와 공동체 사이의 실천적 관계로 

이행한다. GPZ는 실천적-공동체적 관계로의 이행을 다음처럼 기술한다: 

“개별적 인간 자체는 도덕적 존재 자체로서의 인간 본질이 아니며 사유하

는 존재 자체로서의 인간 본질도 아니다. 인간의 본질은 오로지 공동체에, 

인간과 인간의 일치에 포함된다.”
82

 그리고 다음의 보충을 통해 위의 공동

체를 무한성, 보편성으로 상정한다: “고립은 유한성, 제약성이고 공동

(Gemeinschftlichkeit)은 자유, 무한성이다. 인간 자체는 (세간의 뜻에서) 

인간이지만 인간과 함께하는 인간, 나와 너의 일치는 신이다.”83 

포이어바흐는 GPZ 59절의 개념(공동/공동체, 일치)을 60절에서 반복한

다. 59절이 공동체를 인간성의 실현으로 선언한다면, 60절은 이 실현을 불

완전한-개체적 실현과 구별하며 공동체적 실현을 완전성으로 주장한다. 이

는 유한·무한, 개별·보편의 변증법적 관계를 전제한다. 앞서 VT는 유한과 

무한 사이 구별을 철폐하고 무한을 유한으로 함입시키는 것이 철학의 과제

라고 기술했다.84 포이어바흐는 보편적 인간성을 공동체 및 공동체적 개인

에 수렴시킴으로써 이 과제를 완수한다. 

앞서 포이어바흐는 인간의 본질을 영혼 혹은 의식으로부터 규정했다. 영

혼은 영혼 기능들로 구성되며, 이는 다시금 신체적 역량으로부터 규정되었

다. 때문에 인간의 유적-공동체적 본질에 대한 고찰에서도 인간의 신체성

                                           
82

 GPZ59.; FSW2,318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83

 GPZ60.; ibid.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84

 “참된 철학의 과제는 유한한 것을 무한한 것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유한한 것을 유한

하지 않은 것, 무한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는 유한한 것을 무한한 것으로 함입시키

는 게 아니라 무한한 것을 유한한 것으로 함입시키는 것이다.”(VT; FSW2,2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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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타당한 전제로 인용할 수 있다. 우선 브라운은 영혼이 신체 역량의 실

현이라는 전제로부터 의식적 기능에 매개된 타자(‘너’)와의 관계도 오로지 

주관이 가진 신체로부터 가능해진다는 점을 명시한다.85 보편적 의식은 개

별적 개체들이 상호 매개되는 조건이다. 개체들은 우선 신체적이며, 신체

로 말미암아 서로 구별 및 매개된다. 웩워스는 주관과 객관의 매개를 자아

와 ‘너’의 매개, 주관들 사이의 관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기존 독일관념론

의 방법과 포이어바흐의 방법을 대비한다. 그리고 이 관계란 “개체 사이의 

직접적, 경험적인 교제(Umgang)”
86

이며 여러 주관, 자아와 ‘너’가 구별되

면서도 다시금 일치하는 바탕(Ebene)이라고 기술한다.
87

 

 ‘공동체’는 공동체의 개념이 아니라 경험적-현실적 개인들로 구성된 집

단을 가리킨다. 구성 요소의 현실성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는 앞선 ‘모든 

인간’ 따위와 달리 구체적이며 시공간 형식에 포섭된다. 그러나 공동체의 

현실성이 구성하는 개체들의 현실성에 의존적이라는 점은 다시금 개체들을 

도외시하고선 공동체가 그 자신 실재의 지위를 획득할 수 없다는 뜻이다. 

공동체는 거기에 속한 개체들을 통해서 비로소 현실적 대상이 된다. 이 점

에서 앞서 상술한 웩워스의 유 개념 분석을 인용할 수 있다. 웩워스는 유 

개념의 사용을 양태 범주로 한정하며 이것이 존재론적으로 활용될 가능성

을 차단한다.88 포이어바흐는 실재를 물질적-감성적 대상에 한정하므로 유 

자체에 실재의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유는 개체를 서술하는 한

정사(한정개념)이다. 즉, 유는 유적 개체의 형식으로 현상한다. 예컨대 어

떤 가족은 개체들을 가족 구성원으로 규정함으로써 현존하는-실질적 가족

이 된다. 개체와의 연관성을 상실한, 즉 아무 개체도 규정하지 못하는 가

족의 개념은 현존하는 가족이 아니며 한낱 추상일 뿐이다. 한편 공동체에 

                                           
85

 Hans-Jürg Braun, Ludwig Feuerbachs Lehre vom Menschen, 94쪽.  
86

 이는 브라운이 신체성을 주관 및 보편적 의식의 조건으로 부각한 부분과 일관적이다. 경

험적 교제는 신체적 주관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신체성은 개별적 의식의 조건이면서 개별 

의식이 보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매개, 즉 관계의 조건이다. 따라서 관계를 구

성하는 ‘너’도 주관이 내적으로(심리적으로) 상정한 타자 따위가 아니며 현존하는-실질적 

타인이 된다. 브라운은 인간성의 실현으로서 공동체가 포함하는 ‘너’를 ‘개별적-구체적 너’

라고 확인함으로써 타자 개념에 관한 오해를 불식한다. (ibid., 99쪽.)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87

 Christine Weckwerth, "Kritik an Feuerbach und Kritik der Feuerbach-Kritiker", 144-

145쪽. 
88

 Ibid.,140-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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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개체들은 이로 말미암아 하나의 유적-공동체적 규정을 획득한다. 그

리고 공동체는 보편성이므로, 공동체적으로 규정된 개체는 애초의 무규정

적 상태에서 벗어나 보편과 매개된 개별이 된다. 포이어바흐는 공동체

(Gemeinschaft)를 전체로 상정하면서 보편으로 상승한 인간 개체의 공동

체적 양태를 다음처럼 규정한다: “이로써 나는 인간의 본질을 오로지 공동

체로 옮겨 놓는다: 공동인간(Gemeinmensch), 공동주의자(Kommunist).”
89

 

개인은 인간적 공동체가 실현하는 인간성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인간’으

로 규정된다.
90

 그러나 인간적 공동체의 본질인 인간성은 다시금 인간 개

체의 본질로부터 규정된다. 때문에 공동체가 구현하는 인간적-유적 본질이

란 인간 개체의 본질과 동종적이다. 다시 말해 개체에서는 단편적으로 실

현되는 본질들이 공동체에서 완전한 실현에 도달한다지만 이는 실현의 수

준에 따른 질적 구별일 뿐, 개체적 본질과 공동체적 본질을 구성하는 범주

들은 동일하다. 따라서 개체적 본질을 구성하는 범주들을 연장하여 그것의 

완전한 실현을 사유함으로써 인간적 공동체의 구체적 양상들에 접근할 수 

있다. 

이로써 현실적인 주관이 개체적-개별적 상태에서 유적 보편의 경지로 

도약할 조건이 마련된다. 인간 개체는 다른 개체와 관계함으로써 공동체를 

구성한다. 공동체는 인간적-유적 본질이 개체의 유한성을 넘어 애초의 무

한성을 구현하는 바탕이다. 따라서 공동체는 무한한 인간성의 실현이다. 

개별 주관은 이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주관과의 구별 및 이로 말미암은 주

관적 한계를 지양한다. ‘공동인간’은 공동체에 참여한 개체, 보편과 매개된 

개별을 나타내는 포이어바흐적 표현이다. 이로써 포이어바흐는 개별과 보

편, 유한과 무한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안에 도달한다. 포이어바흐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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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CE; FSW7,360 
90

 공동인간·공동주의자는 모두 공동체와의 연관에서 규정된 인간 개체를 가리킨다. 포이어

바흐는 아울러 ‘Mitmensch‘, ‘Mitmenschlichkeit’란 표현을 쓴다. Gemeinmensch가 공동

체(Gemeinschaft)와의 연관을 부각한다면 Mitmensch는 그 이전, 개체들 사이 일치와 구

별의 지양을 강조한다. 이하에서는 일괄적으로 Gemeinmensch와 Mitmensch를 각각 ‘공

동인간‘, ‘이웃인간‘으로 쓴다. 그란트에 따르면, 인간과 이웃인간의 문제는 포이어바흐의 평

생 주제이다. (Jens Grandt, Ludwig Feuerbach und die Welt des Glaubens, Münster: 

Verlag Westfaelisches Dampfboot, 2006, 3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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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별·유한성의 변증법적 지양 및 보편성과의 매개를 포함한다. 이 점에

서 자스는 포이어바흐에 대한 랑게의 비판을 인용하며, 비판철학이 설정한 

현상과 진리 사이의 경계를 포이어바흐가 건너가고 있음을 명시한다. 이에 

따르면, 랑게는 무한성을 현실성과 통합하는 포이어바흐의 귀결이 현상에

서 본질의 완전한 실현을 내포한다고 서술한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적인 

지성의 한계(Verstandesschluss)을 넘어서며 셸링이나 헤겔처럼 사유에서

의 도약(Sprung)을 포함한다고 지적한다.
91

 자스는 이를 인용하여 본질과 

현상 사이의 구별을 지우는 헤겔적 방법과 칸트적-비판철학적 관점 사이

의 차이를 부각한다. 그리고 포이어바흐를 헤겔 쪽에 위치시킨다.
92

 같은 

맥락에서 티스도 실현 문제에 관한 포이어바흐의 입장에서 헤겔의 영향을 

발견한다. 포이어바흐의 입장은 현실성과 개념, 존재와 사유 사이의 관계

를 전제하며 이는 이미 헤겔의 유산이기 때문이다.93  

 

1. 인간적 공동체 결속의 원리 

 

이로써 개체를 포괄하는 인간의 공동체가 인간성의 완전한 실현으로 대

두한다. 다만 포이어바흐는 앞서 현실성의 기준을 물질적-감성적 형식에 

한정했던 바, 인간성에 관해서는 물질적-신체적으로 현존하는 개체만이 현

실적이다. 때문에 인간적-유적 본질 또는 공동체 자체를 곧장 현실성으로 

단정할 수 없다. 공동체는 거기에 포함되는 개체로 말미암아 추상적-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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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랑게는 포이어바흐의 체계가 감성성과 직관을 강조함에도 여전히 미신적이라고 

비판한다. 랑게의 서술은 포이어바흐의 방법과 비판철학적 태도 간 차이를 적절하게 드러

내고 있다. 예컨대 포이어바흐는 다음의 서술로써 시공간 개념을 감성의 형식 이상, 존재 

자체의 형식으로 확정한다: “공간과 시간은 한낱 현상의 형식만이 아니다. 이는 본질의 조

건이고 이성의 형식이고, 사유의 법칙이듯 존재의 법칙이다.”(GPZ44.; FSW2,306)  자스는 

포이어바흐가 미신적이란 평가에는 동조하지 않지만, 포이어바흐의 방법 및 비판철학의 관

계에서는 랑게의 입장을 수용한다. 
92

 Hans-Martin Saß, "Feuerbachs Religions- und Metphysikkritik", 243-344쪽. 
93

 Erich Thies, "Philosophie und Wirklichkeit", 435쪽. 

티스에 따르면, 1840년대 이후 저술들에서도 포이어바흐가 여전히 헤겔적 문제의식 안에 

머무른다. 그리고 기존의 포이어바흐 연구들은 이 점을 간과했으며, 발생적 연구를 통해 포

이어바흐의 ‘헤겔주의’와 체계를 일이관지할 수 있다. 이 입장은 본 논문의 전제이자 종내 

입증하려는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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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태에서 현실성이 된다. 즉, 현실성에서 공동체는 개체에 의존적이다. 

그러나 포이어바흐의 개체·유 사유는 개체만을 절대적-독단적 현실성으로 

선포하지 않는다. 인간 개체는 보편적-유적 본질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유의 경지로 이월하기 때문이다. 공동체는 유적 본질의 실현이다. 그리고 

본질의 ‘필연적 실현’ 논리에 따라 인간 개체는 필연적으로 공동체를 구성

하며 거기에 참여한다. 공동체 개념의 타당한 사용은 개체와의 연관으로부

터 도출된다. 따라서 공동체의 경지로 이월하기 전, 공동체의 가능성을 개

체로부터 도출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공동체 개념의 타당한 사용을 확보

할 수 있다. 

인간 개체와 공동체는 필연적 관계를 맺는다. 개체와 공동체 사이의 관

계는 또한 개체에 내재적이다. 인간 개체가 타자와의 관계를 자기의 본질

로, 자기 안에 내포하기 때문이다. 공동체는 현실적 개체들이 자기의 유적 

본질을 구현한 결과이다. 따라서 공동체의 구체적 양상들은 유적 본질의 

범주들을 따른다. 유적 본질의 각 범주들로부터 인간적 공동체가 표현하는 

유적 보편의 여러 경지들이 도출된다. 포이어바흐는 앞서 WC에서 인간성

을 이성·의지·마음으로 규정했다. 이성·의지·마음은 의식의 기능들이다. 기

능은 그 자신 잠재적 상태이며 실현을 내포한다. 이성의 실현은 사고함

(Denken)이다. 의지의 실현은 의지함(Wollen)이며 마음의 실현은 사랑함

(Lieben)이다.
94

 사고함·의지함·사랑함은 인간적-유적 본질의 실현이며 그 

자신 인간성의 기능들이다. 따라서 이들을 인간성의 범주로써 인간적 공동

체의 구체적 양상의 도출에서 전제로 삼을 수 있다. 요컨대 사고함·의지함·

사랑함이 인간적 공동체를 결속한다. 

사고함·의지함·사랑함은 각각 고유한-내적 원리를 소유하며 이로써 유적 

보편성을 구현한다. 예컨대 사고함의 원리는 언어이다. 사고는 언어로 구

성되며, 언어를 통해 교환됨으로써 사고의 공동체를 결속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의지함의 원리는 윤리성이며, 사랑함은 사랑 자체가 일치를 구

현하는 매개이다. 이 점에서 무엇에 매개된 일치와 직접적 일치를 구별할 

수 있다. 사랑함은 사고함 및 의지함과 달리 별다른 매개를 요구하지 않으

                                           
94

 따라서 포이어바흐는 인간을 이성·의지·마음의 기능을 가진 존재이면서 사고하고 의지하

고 사랑하는 존재로 기술한다. (WC; FSW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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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참여하는 주관들이 서로 직접 관계한다.
95

 아래에서는 이 원리들로부터 

인간성의 범주들이 구현하는 유적 보편성을 고찰한다. 사고함의 원리는 언

어이며 의지함의 원리는 윤리성이다. 그런데 사랑함은 사랑 자체가 원리이

므로 앞의 두 범주들이 구현하는 방식과 사랑함이 구현하는 방식은 서로 

다를 것이다. 이 구별을 인용하여 아래에서는 언어 및 윤리성에 의한 인간

성의 매개된 구현을 우선 서술하고 사랑에 의한 직접적 구현을 이어 서술

한다.  

 

1) 언어를 통한 이성적 공동체의 실현 

 

언어의 문제는 포이어바흐의 박사학위 논문(『이성의 무한성·통일성·보편

성(De infinitate, unitate atque communitate rationis)』, 이하 ‘Vernunft’

로 약칭함)에서 처음 나타난 이래 포이어바흐의 철학적 여정 전반에 걸쳐 

모색된다. 요컨대 인간의 사유는 보편적이며, 사유의 보편성은 사유의 수

단인 언어의 보편성을 통해 확보된다. 따라서 언어와 사유는 인간 유에 귀

속된 보편성인 동시에 인간 개체가 소유하는 개별성에서도 나타난다. 보편

에 이르지 못한 개개의 사유들도 언어를 통해 수행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개체가 내포한 보편성의 단초이다. 이는 또한 개별적 사유주체들이 언어의 

보편성을 통해 보편적 사유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즉, 언어적 합

의의 영역을 계시한다. 언어적 합의에는 합의를 이루는 당사자들이 실체로 

남아 있으며 더 상위의 무엇으로 환원되거나 지양되지 않는다. 포이어바흐

의 언어이론은 개별 주관들이 상호주관적 보편성을 이루는 근거를 모색한

다. 포이어바흐 자신은 ‘상호주관성(Intersubjektivität)’으로 부르지 않고 

‘이웃인간성(Mitmenschlichkeit)’ 등으로 표현하였으나 그 내용은 우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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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포이어바흐는 사랑을 타자존재의 확고한 증명으로 제시한다. 사유는 언어 혹은 

범주에 매개된다. 이는 사유 대상의 확실성이 언어 및 범주의 확실성으로 환원될 여지를 

제공한다. 그러나 사랑은 매개를 통하지 않고 대상을 직접 파악한다. 때문에 사랑이 제공하

는 대상적 확실성은 대상 자체의 확실성이 된다: “오로지 감각과 사랑에서만 ‘이것(Dieses)’

(이 인격, 이 사물), 즉 개별자가 절대적 가치를 가지며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으로 된다. 

(…) 사랑은 열망(Leidenschaft)이며 열망은 현존의 징표이다. (…) 사랑은 우리 신체 이외의 

대상에 대한 참된 존재론적 증명이다. (…) 존재가 기쁨을, 부재가 고통을 야기하는 그러한 

것은 존재한다.”(GPZ33.; FSW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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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담론이론적 기획들이 포함하는 해당 개념과 상통한다.
96

 개별·보편의 

변증법적 관계에서 비롯한 포이어바흐의 상호주관적 시도는 그 자체로 헤

겔적 개념지반과 담론이론의 연계가능성에 대한 시사이다. 또한 변증법적 

방법을 보존하는 동시에, 시대가 변천하며 확장된 자연과학적-물질주의적 

전제들을 철학으로 수용 및 종합하기 위한 모색이다. 헤겔과의 연관에서 

보자면 이는 헤겔철학에 대한 외재적 비판이며 비-헤겔적 전제에 도입된 

헤겔적 방법의 귀결이다. 

이성의 유적 보편성은 포이어바흐 철학 전반을 관통하는 아이디어다. 이 

사상은 1828년 Vernunft에서 주창된 이래 1830년대와 40년대 저술들에

서 두루 발견된다.97 브라운에 따르면 Vernunft에서 “사고는 개체성의 종

결”이다. 이는 사고에서 인간 개체의 개별성(Einzelheit)과 개체성이 지양

되며 자아가 “사고하는 사람으로서 타인과 하나”로 되기 때문이다. 나의 

사고로 보이는 것들도 “언어적 표현 안에서(in sprachlicher Fassung)” 

다른 인간에게 공유된다. 이로써 이성적 보편으로의 지양에서 언어의 매개

적 역할이 확인된다. 사고는 언어를 거쳐 자기폐쇄적 배타성을 극복하고 

타당한 매개를 획득한다. 언어는 사고의 타당한 수단이다. 브라운은 사고

에서 인간이 비로소 서로를 직시하며, 인간의 공동체 및 소통이 가능하게 

된다고 쓰고 있다.98 때문에 WC는 사고하는 이성을 인간 유의 첫 번째 본

질로 기술한다.
99

 이는 이성에서 나타나는 인간 개체들의 유적-보편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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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우리 시대 포이어바흐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주제 중 하나이다. 이 주제에 대해선 

다음 논문들을 참조: Marina Bykova, "Subjektivität Und Gattung"; Gabriel Amengual, 

"Feuerbach: zu einer Anthropologie der Einzelheit und der Differenz: Wege und 

Umwege des Humanum" 
97

 다만 Vernunft의 이성 개념은 인간의 유에 한정되지 않는 초월적-보편적 이성이다. 이는 

사유의 인간학적 조건에 대한 고찰을 거쳐 추후 수정된다. 아울러 Vernunft에서는 이성만

이 유적 보편성이자 타인과 교섭하는 창구로 기술되었지만, 추후의 입장에서는 이성 이외

에도 의지에 의한 실천적 매개와 마음(Herz)에 의한 감성적 매개의 가능성이 인정된다.
97

 

다만 Vernunft에서 확인된 자아와 타인 사이 이성적 매개의 가능성만큼은 줄곧 보존된다. 
98

 Ibid., 48-49쪽. 
99

 슈미트는 WC의 사고 개념을 인식으로 해석한다. 슈미트는 인식을 의식 본연의 역할이자 

인간의 본질로 서술하며 인식의 요소로서 사고 및 언어를 인간의 유적 기능

Gattungsfunktionen으로 포함시킨다. (Alfred Schmidt, Emanzipatorische Sinnlichkeit, 

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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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이자 유적 인간의 첫 번째 실현이다. 

다만 사고의 보편성이란 일치에 이르는 형식적 가능성일 뿐이며 그 자신 

특정한 일치의 상태를 표시하지는 않는다. 유적 기능으로서의 사고, 사고

의 원리로서의 언어는 보편적이지만 자체가 유적 보편성의 실현태라고 볼 

수는 없다. 즉, 언어를 단지 소유한 상태와 그것을 활용하여 소통 및 합의

에 도달한 상태는 분명 구별된다. 물론 같은 언어를 공유함으로써 소통이 

가능한 상태에서도 일종의 공동성이 나타난다. 다만 언어적 공동성은 아직 

추상적이며 일치를 예비할 뿐, 그 자신 주관들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다. 

언어적 공동성이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상태’이다. 이는 조화와 불화를 

동시에 내포한다. 이를테면 언어는 합의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언쟁의 수단

이다. 때문에 유적 본질의 실현은 언어를 단지 소유한 상태 이상, 언어의 

사용(레이테메이어적 의미의 ‘실천’)과 이를 통해 결속된 인간의 공동체에

서 나타난다. 공동체의 결속은 유적 본질, 즉 사고와 언어를 활용함으로써 

산출된 결과이자 합의물이다. 합의의 구체적 양상은 실질적 합의 절차에 

따라 산출된다. 포이어바흐의 유적 본질 개념은 합의, 즉 일치의 가능성을 

확보하지만 합의의 내용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그란트는 포이어

바흐의 사고 개념을 해설하면서, 포이어바흐의 연역이 “사고의 내용이 아

니라 사고의 소질(Fähigkeit), 개체 및 개별자들이 서로 일치할 수 있는 

과정(Prozeß)”에 한정된다고 서술한다.
100

  

언어로 말미암아 이성적 교류가 가능해지며 교류로부터 이성적-보편적 

공동체가 대두한다. 이성의 공동체에서 유적 본질로서의 이성이 실현에 도

달한다. 포이어바흐는 이성적 교류의 한 예로 ‘증명(Demonstration)’을 제

시한다. 『헤겔철학 비판을 위하여(Zur Kritik der Hegelschen 

Philosophie)』(이하 ‘KHP’로 약칭함)는 우선 언어의 가능성을 다음처럼 확

정한다: “언어는 유의 실현, 자아와 너의 매개이며, 개별적 분리성

(Getrenntheit)을 지양함으로써 유의 일원성(Einheit)을 제시하기 위함이

다.”101 이어서 증명을 언어의 매개적 활용으로 제시하며 다음처럼 기술한

다. 

 

                                           
100

 Jens Grandt, Ludwig Feuerbach und die Welt des Glaubens, 306쪽. 
101

 KHP; FSW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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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은 오로지 타인에 대한 사유의 매개활동에 근거를 둔다. 내가 무

엇인가를 증명한다면, 나는 또다른 타인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것이다. 

(…) 나는 오로지 나를 전달하는 것이다. 다만 나는 그들이 나를 알아

야 하며 알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102

 

 

이로써 포이어바흐는 증명을 자아와 ‘너’ 사이의 매개로 규정한다. 그란트

는 이를 “나의 것인 한에서의 사유”와 “타인의 것인 한에서의 사유”사이의 

매개로 해석한다.
103

 나아가 이 때문에 증명이 그 자신 사유 자체의 활동이

거나 사유 자체와의 매개가 아니라고 기술한다. 그러나 증명은 다시금 자

아의 사유를 진리의 형식으로 타인에게 전달한다. 증명으로 말미암아 사유 

및 사유의 확신이 주관적 한계를 넘어 타자와 공유된다.104 때문에 증명을 

통과한 사유는 ‘나의 것인 한에서의 사유’로 한정되지 않으며 보편적 사유

의 자격을 얻는다. 그란트는 이러한 사유를 ‘사유 자체(Gedanke an und 

für sich)’라고 표현한다. 이는 기존의 용어법을 인용한 것이다. 이로써 그

란트는 ‘사유 자체’에 관한 포이어바흐적 입장의 차이를 부각한다. ‘사유 

자체’는 개별적 사유의 전제가 아니다. 오히려 개별적 사유가 ‘사유 자체’

를 도출하는 전제이다. 여기서 ‘사유 자체’는 증명을 거쳐 주관적 한계로부

터 지양된, 공유된-보편적 사유를 가리킨다. 이로써 포이어바흐의 ‘보편적 

사유’는 기존의 ‘사유 자체’와 구별된다. 다만 이 대목에서 그란트는 보편

적 사유로 기존의 사유 자체를 대체하려는 포이어바흐의 시도를 표현한다. 

요컨대 사유 자체와 보편적 사유 모두 사유의 주관적 한계가 지양되는 경

지이다. 때문에 보편적 사유가 사유 자체인 것처럼 표현된다.105  

보편적 사유는 주관성의 한계를 탈피한 사유이며 따라서 참된 사유이다. 

포이어바흐는 지양된-보편적 주관을 진리의 기준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입

장은 다음의 전거에서도 확인된다: “나 이외 사물의 현존에 대한 확신은 

현존에 대한 나 이외 인간들의 확신을 통해 전해진다. 나 혼자 보았다면 

                                           
102

 KHP; FSW2,170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103

 Jens Grandt, Ludwig Feuerbach und die Welt des Glaubens, 308-309쪽. 
104

 그란트의 해석은 다음의 전거를 통해서도 지지된다: “참된 변증법은 고립된 주관이 자

기 자신과 하는 독백이 아니라 나와 ‘너’사이의 대화이다.”(GPZ62.; FSW2,319) 
105

 Jens Grandt, Ludwig Feuerbach und die Welt des Glaubens, 3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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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럽지만 다른 사람들도 보았다면 확실하다.”
106

; “고립은 유한성, 제약

성이고 공동은 자유, 무한성이다. 인간 자체는 (세간의 뜻에서) 인간이지만 

인간과 함께하는 인간, 나와 너의 일치는 신이다.”107 

이로써 포이어바흐는 인간 이성의 유적 성격을 확정한다. 예컨대 다음처

럼 서술한다: “이념은 오로지 소통을 통해서만, 인간과 인간의 대화를 통해

서만 싹튼다. 혼자서는 안 되며 둘이어야만 개념에, 보편적 이성에 도달할 

수 있다.”
108

 진리는 사유의 개별적-주관적 한계를 초월한다. 증명은 사유

의 타당성을 자아를 넘어 타인에게도 관철하며, 이로 말미암아 사유의 진

리를 입증하는 타당한 논거가 된다. 진리는 구별로부터 지양된 보편적 사

유의 전유물이다. 진리는 이성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이성은 모든 인간적-

유적 개체에 공유되는 보편적 속성이기 때문이다. 개체의 이성은 우선 인

간 개체의 본질이다. 개체의 차원에서도 언어가 사유 및 대화를 매개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언어는 보편적-공동체적 형식 뿐 아니라 인간 개체에서

도 구현된다. 때문에 레이테메이어는 대화가 인간 이성의 근본 원리임을 

밝히면서, 유적 본질로서의 언어를 인간 개체의 직접적 현존(‘나는 여기 있

다’)에까지 수렴시킨다.109 그러나 이성은 본질 상 보편적이어서 개체적 형

식에 머무르지 않으며, 다른 이성과의 구별이 무마되는 상태를 지향한다. 

증명은 개별적 사유가 보편화하는 과정 중 하나이다. 동일하게 브라운은 

사유의 전달에 대한 욕구가 근본 욕구(Urtrieb)에 속한다고 표현한다. 전

달되지 않는, 즉 사적 주관의 경내에 머무르는 사유는 진리에 못 미치는 

의견110이다. 주관적 상태에서 사유는 구별을 체험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 

구별의 지양에 대한 지향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111  

워토프스키는 사유의 전달, 즉 증명이 언어적 형식을 따른다는 점을 확

인한다. 그래서 보편적 사유가 성취하는 진리란 언어적 진리이며, 인간적 

                                           
106

 GPZ41.; FSW2,304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107

 GPZ60.; FSW2,318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108

 GPZ41.; FSW2,304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109

 „das erste Bestimmtsein’ des Menschen, sein ,Dasein’, sein ,Hier bin ich’ 

unmittelbar dialogisch ist.” (Ursula Reitemeyer, Philosophie der Leiblichkeit, 110쪽.) 
110

 브라운은 이를 ‘명상적 성찰(meditativer Einkehr)’이라고 에둘러 표현한다. (Hans-Jürg 

Braun, Ludwig Feuerbachs Lehre vom Menschen, 81쪽.) 
111

 Ibid., 80-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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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조건에 의존적이다. 워토프스키는 헤겔의 ‘논리’와 대비함으로써 포

이어바흐의 ‘언어’가 처한 조건을 서술한다. 인용하자면, 헤겔의 ‘논리’는 

이념의 자각이며 사유 자체의 형식인 반면 포이어바흐는 이를 사유의 표현

형식이자 소통형식으로 한정한다. 이로써 “논리에 대한 존재론적 주장이 

인간적 소통의 형식에 대한 주장으로 격하”되며 “존재의 진리”의 구조였던 

것이 “인간적 인식의 조건”으로 국한된다. 상술한 대로 인간 인식은 소통 

및 증명을 거쳐 확증된다. 따라서 그 이전 논리에 귀속되던 존재와 진리의 

규준 역할은, 이제 언어가 산출하는 보편적 소통의 가능성으로 환원된다. 

여전히 논리적인 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그 이유는 논리 자체

의 초월적 지위가 아니라, 논리를 통한 주관과 주관 사이 전달 가능성과 

증명 가능성에 있다.112113  

워토프스키의 지적은 보편적 사유 개념의 핵심과 한계를 동시에 나타낸

다. 이는 언어를 사유의 타당한 형식으로 수용함으로써 언어 사용을 인간

의 유적 본질에 포함시킨다. 설령 비언어적으로 수행되는 개별적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달되고 검증되려면 언어적 형식을 따라야 한

다. 그런데 사유의 본질은 보편성이므로 보편성의 형식인 언어를 사유의 

타당한 형식이자 인간 본질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때문에 워토프스키

는 언어적 진리를 또한 유적 진리이자 인간적 진리라고 표현한다.114  

반면 인간적 사유의 언어에 대한 의존, ‘언어구속성’은 사유의 초월성을 

논박한다. 사유가 오로지 인간의 사유이며 인간적 사유가 언어의 매개에 

의존적이라면, 언어의 특수성은 사유 자체를 유한화하기 때문이다. 이는 

논리의 초월성을 인간적 소통의 가능성으로 국한한 다음의 귀결이다. 워토

프스키는 이로써 생겨나는 인간적 인식과 진리 자체 사이의 괴리에 대해 

기술한다. 그리고 KHP로부터 다음 구절을 인용한다: “소위 논리적 판단 

및 추론의 형식들이란 능동적인 사유형식들, 이성의 근원적 관계들이 아니

                                           
112

 “The claim to have exposed the structure of truth about Being, then turns out to be 

no more than the more modest claim to have exposed the structure, or the conditions 

of human knowledge of truth, insofar as truth is demonstrable -i.e. insofar as it is 

communicable to an other.”(Wartofsky, "Imagination, Thought and Language in 

Feuerbach’s Philosophy", 204쪽.)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113

 Ibid., 204-205쪽. 
114

 Ibid., 2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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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15

 한편 워토프스키가 생략한 이하에서 포이어바흐는 다음처럼 기술하

고 있다. 

 

“이들은 보편성, 특수성, 개별성, 전체와 부분, 필연성, 근거와 귀결 등

의 형이상학적 개념들을 전제한다. 이들은 이러한 개념들을 통해서만 

사유된다. 이들은 정립되고 도출된 것들이지 근원적 사유형식이 아니

다.”
116

 

 

이는 논리적 범주들의 초월성에 대한 포이어바흐의 논박이다. 포이어바흐

는 이로써 능동적으로 자기인식을 획득하는 범주들의 소위 운동을 관념론

적 가상으로 물리친다. 워토프스키는 이를 인간 인식과 대상 자체, 인간적 

범주와 범주 자체 사이의 구별로 삼는다. 헤겔의 범주들은 그 자신 초월적

이면서 인간 사유의 도구이다. 워토프스키는 이것이 인간 사유의 신격화라

고 지적한다.
117

 그리고 사유와 인식 일반을 사유 자체의 모방으로, 철학 

체계 일반을 진리의 도구로 한정한다. 이로써 진리 자체를 인간 인식의 지

평 너머로 이월시킨다.118 

워토프스키는 논리를 언어로 환원한다. 그리고 언어를 진리의 외적 형식

으로 규정한다. 이로써 필연적으로 언어적 논리를 거쳐서 작동하는 인간적 

사유와 사유 자체를 구별한다. 그러나 포이어바흐는 인간적 사유와 보편적 

사유를 구별하지 않으며, 둘 사이에 별다른 매개물을 두지 않는다.
119

 이 

점에서 워토프스키의 해석은 포이어바흐의 의도에서 이탈해 있다. 그러나 

포이어바흐 해석의 차원을 넘어서, 언어적 개별성을 동원한 워토프스키의 

통찰은 그 자신 설득력이 있다. 언어구속성을 비롯한 인간적 사유의 조건

들은 인간적 사유를 완전성으로 선언하는 포이어바흐의 사유 개념을 위협

                                           
115

 Ibid., 206쪽. 
116

 KHP; FSW2,172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117

 “But this would presumably require that we do understand the 》original《 language 

of the author, (i.e. thought), at least well enough to know its categories despite what 

Feuerbach says.” (Marx William Wartofsky, "Imagination, Thought and Language in 

Feuerbach’s Philosophy", 206쪽.) 
118

 Ibid., 206-207쪽. 
119

 이는 인간 본질의 무한성 및 사유의 무한성에 대한 논의의 귀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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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20

 이는 인간적 사유를 사유 자체와 구별하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유한한 인간적 사유가 완전성에 도달하며 진리 자체를 획득하기 위해

서는 또다른 매개가 필요해진다. 그러나 포이어바흐 자신에게선 둘 사이 

매개에 대한 기술을 발견할 수 없다. 이 점에서 그란트는 포이어바흐의 낭

만주의를 지적한다. 언어를 통한 사유의 보편화는 다만 구별의 지양을 뜻

할 뿐이다. 이를 그 자신 현실적-성취된 무한성으로 확장하는 것은 섣부르

다. 그란트는 이 문제를 증명에 참여하는 ‘너’의 자격 문제로 변주한다. 진

리의 보편성은 모든 유적-이성적 주관들에 통용된다. 따라서 증명이 자아

의 사유에 진리의 자격을 부여한다면 그 증명의 상대인 타인은 한낱 우연

적-개별적 주관일 수 없다. 우연적 주관은 다만 개별성이며 이 주관에의 

통용 여부가 다른 주관에의 통용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란

트는 증명이 진리의 확증이라면 ‘증명’의 상대는 “유적 주관으로서의 ‘너’

(Gattungs-Du)”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언어적 소통의 상대를 보편적

으로 확장함으로써 언어로 말미암은 인간적 사유의 유한성을 지양하는 논

리이다. 요컨대 언어구속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적 사유와 보편적 사유, 사

유 자체 사이의 구별이 생겨난다. 인간적 사유의 유한성은 그것이 필연적

으로 언어라는 매개를 거쳐야만 한다는 사실에서 비롯한다. 그란트의 논리

는 언어사용의 가능성을 이성적 주관 일반으로 확장함으로써 언어를 보편

화하며, 언어에 의한 인간적 사유의 유한성을 지양한다. 

그러나 유적 ‘너’ 따위는 신체성을 결여한 추상적 ‘너’이며 물질적 현실

성의 원칙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 문제는 다시금 이성적 공동체의 현실성 

문제를 야기한다. 유적-이성적 본질 및 이를 통한 이성적 교류까지는 실질

적 개체를 통한 사태이며 현실성의 범주 안에 머무른다. 그러나 공동체는 

유적 본질의 완전한 실현이다. 때문에 구체적-현실적 교류로부터 ‘완전한 

실현’인 공동체에 도달하는 과정이 다시금 문제로 대두한다. 이는 다시금 

증명을 통해 합의된 귀결에 진리 자체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의 문제

                                           
120

 워토프스키는 문법을 ‘언어구속성’의 예로 제시한다. 동시에 다른 인간적-유적 본질들의 

전달 형식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예를 들어 감성은 인간 유의 보편적 기능이다. 따라서 이

성적 보편에 맞먹는 감성적 보편의 영역을 상정할 수 있다. 언어는 이성적 교류와 함께 감

성적 교류의 형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감성성은 다른 형식, 예컨대 음악에 의해서 더욱 잘 

전달된다. 워토프스키는 철학과 함께 예술과 종교를 포이어바흐의 ‘유적 보편성’이 구현되

는 형식으로 기술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헤겔 미학의 영향을 발견한다. (Ibid., 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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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란트는 우선 사유를 통한 증명을 진리 자체가 아니라 ‘타당하게 

그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추정함(vermuten)에 한정하는 길을 제시한다. 

이는 현실성을 자아와 ‘너’, 둘 사이의 관계로 한정한다. 그란트는 대화

(Dialog)를 관계의 실현태로 제시한다. 대화에서 실현된 구별의 지양이 연

장 및 완성됨으로써 공동체를 구성한다. 그러나 현실적 관계로부터 완전한 

공동체로의 구성은 연장하는 사유의 산물로써 그 자신 추상적이다. 때문에 

공동체는 유적 본질의 타당한 귀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능성이며 실현

에 이르지 못한 개념으로 머무른다. 다만 유적 본질로부터 공동체에 이르

는 도출 자체는 여전히 타당하다. 포이어바흐의 이성적 공동체 개념은 설

령 특정한 역사적 현존을 결여하더라도 개체와 유, 개인과 사회 사이 관계

를 해명하는 하나의 틀을 제시한다. 때문에 그란트는 웩워스를 인용하여 

포이어바흐의 모색이 이성적 교류의 과정으로부터 인간의 공동체를 해명하

며, 이성적 소통에 내포된 사회통합적 결속력을 드러낸다고 쓰고 있다. 워

토프스키도 같은 맥락에서 이성적 공동체를 해석한다. 사유가 내포한 논리

적 형식은 이성적 주관들이 일치할 가능성을 예표한다. 그러나 언어적-논

리적 공동성은 아직 가능성일 뿐 공동체의 실현은 아니다. 그러나 다시금 

이 공동성을 반성함으로써 인간적-유적 본질 및 이를 공유하는 유 공동체

의 자각에 도달할 수 있다.121 포이어바흐의 유적 이성 및 언어 개념은 진

리의 현실적 성취에 도달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러한 경지를 유적 차

원으로부터 발견하며 이를 지시한다.  

요컨대 인간의 유적-보편적 본질이 그 자신 하나의 실재는 아니다. 그러

나 이는 실재들의 가능조건, 전제를 제공한다. 현실적-인간적 공동체들의 

결성은 오로지 인간의 유적 본질로 말미암아 한낱 우연적 사건을 넘어 필

연으로 정립된다. 예컨대 사유는 대상에 대한 불변의 파악이 아니라, 사유

의 보편적 가능성에서 사유 주관들을 일치시킨다. 이는 담론이론의 전략과

도 상통한다. 여기에서도 인간의 이성적 역량과 이에 기초한 소통의 가능

성이 보편성의 전제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란트는 포이어바흐를 

                                           
121

 이 자각은 다시금 유 개념의 원천이며 인간 개체가 자기를 유로부터 규정하는 근거이다. 

워토프스키는 인간 개체가 언어적 공동성으로 말미암아 유 개념에 도달하며, 이로부터 자

기를 유적 존재로 규정한다고 기술한다. (Ibid., 213-214쪽.) 워토프스키의 유 개념은 보편적

-언어적 능력을 매개로 인간 개체들을 하나의 범주 안에 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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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윤리적 모색의 선구자로 제시한다.
122123

 그란트는 대화 개념을 통해 포

이어바흐의 ‘보편적 이성’을 현대의 ‘의사소통적 이성’에 수렴시킨다. 포이

어바흐의 대화 개념은 인간의 이성적-언어적 본질이 보편성으로 구현되는 

장이다. 이로써 보편성의 관념론적-형이상학적 전제들을 제거하며, 구체적

-현실적인 대화의 과정으로부터 구별의 지양을 모색한다. 이는 아멩괄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로 견지된다. 아멩괄은 ‘대화’를 통해 보편성의 실현을 

모색하는 포이어바흐의 시도를 윤리적 개별주의와 대비시킨다. 그리고 규

범의 내용을 상대화하는 개별주의에 맞서, 내용에 독립적으로 도출의 방법

만을 규정하는 ‘대화’가 유효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을 우선 인정한다. 

다만 이면에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verantwortlich) 존재”라는 전제가 감추어져 있다고 지적한다.124 

                                           
122

 Jens Grandt, Ludwig Feuerbach und die Welt des Glaubens, 309쪽. 
123

 비코바도 인간의 유적 이성과 대화 개념으로부터 포이어바흐와 현대의 의사소통적 이성 

사이 유사를 발견한다. 큰 틀에서 그란트의 해석과 일치하지만 비코바는 ‘너’의 자격으로부

터 인간적-유적 본질의 의사소통적 내포에 도달한다. 인용하자면, ‘너’는 자아의 필연적 상

대이며 자아와 세계를 결합하는 통로이다. 때문에 자아가 세계의 인식에 도달하려면 ‘너’와

의 매개가 필수적이다. ‘대화’는 자아와 ‘너’ 사이 매개의 한 형식이다. 이로써 대화는 인식

하는 인간적 개체, 자아 본연의 조건이 된다. (Marina Bykova, "Subjektivität Und Gattung", 

126쪽.) 레이테메이어의 ‘너’ 개념도 비코바와 상통한다. 비코바는 ‘내가 여기에 있다Hier 

bin ich’를 이성의 첫째 자기규정으로 단정한다. 그리고 이 ‘규정’이 ‘네가 거기에 있다(Dort 

bist Du)’를 전제한다고 쓰고 있다. 때문에 자아는 근본적으로 ‘너’와의 매개, ‘대화’ 위에서 

성립한다. (Ursula Reitemeyer, Philosophie der Leiblichkeit, 110-111쪽.) 

그란트의 해석은 이성이 기능하는 방법에서 비롯한 추론이다. 인간의 이성은 각 개체에 나

뉘어 있으면서 한편으로 서로 일치한 상태를 지향한다. ‘증명’, ‘대화’ 등은 이러한 ‘지향’의 

예증이다. 이는 인간 개체의 이성이 동일한-유적 이성의 분유(分有)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직관적으로 타당하며 보다 가벼운 전제이다. 비코바와 레이테메이어의 전제는 

이보다 무겁다. 이들은 언어적 소통을 인간적-유적 이성의 조건으로 포함하고자 ‘너’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다. 레이테메이어는 자아 본연의 상대인 ‘너’를 포이어바흐적-감성적 

‘너’에 포함시킨다. (ibid.) 그러나 레이테메이어의 ‘너’는 자기의식의 전제로서 아직 구체적-

현실적 ‘너’들과 구별된다. 둘을 동치하는 것은 그 자신 자기의식의 발생에 대한 하나의 입

장을 전제한다. 이는 의식의 형성에서 외부적 환경의 결정성을 강조하는 최신의 교육학 이

론들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다만 이를 철학적으로 이론화하는 것은 또다른 연구의 영역

이다. 
124

 그리고 아멩괄은 이 전제가 독단적이며 개별주의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Gabriel Amengual, "Feuerbach: zu einer Anthropologie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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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멩괄의 비판은 대화의 인간학적 전제를 겨냥한다. 대화를 통해서, 담

론적으로 도출된 합의의 보편성은 이에 참여한 주관들의 보편성에 의존적

이다. 만약 모든 이성적 주관이 참여하여 도출했거나 혹은 모든 이성적 주

관을 타당하게 대변하는 주관들에 의해 도출된 합의가 존재한다면, 이 합

의의 귀결은 모든 이성적 주관에게 무제한적-보편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말 그대로 모든 이성적 주관이 참여하는 합의란 비현실적이다. 따

라서 ‘대화’를 통한 보편적 원칙의 도출은, 오직 도출에 참여하는 개별적 

주관들이 보편적-이성적 주관을 타당하게 대변하게끔 설정함으로써 가능

하다. 담론윤리의 보편화 원칙은 개별 주관들이 보편적 주관을 구현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의 묶음이다.125 때문에 이성적-담론적으로 도출

된 합의는 인간의 보편적 이성성에 의존적이다. 만약 공정한 이성적 합의

에 따라 도출된 결과가 모든 인간에 대한 보편적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면, 이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성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 본질의 이

성성 자체는 합의로 도출되지 않으며 다만 전제된다. 때문에 담론적 도출

의 보편적 적용가능성을 문제삼는 입장에서는 이 전제의 거부를 유효한 전

략으로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포이어바흐의 대화 개념은 위의 인간학적 비판에 대한 적절한 응

수를 가지고 있다. ‘대화’는 이미 인간적-유적 본질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포이어바흐 철학에서도 언어가 이성의 본래적 형식으로 수용된다. 그런데 

이 이성은 본질적으로 보편성을 내포하는 인간적-유적 이성이다. 곧 이성

은 인간의 유적 기능이다. 따라서 인간의 유에 속하는 모든 개체는 이성적

이다. 포이어바흐는 인간 유의 이성성을 선언하기 전, 개별·보편의 문제로

부터 인간적-유적 본질의 현실성을 도출한다. 때문에 포이어바흐의 대화 

개념은 유적 본질의 이성성을 가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유적-보편적 이성

이 발현하는 현상 중의 하나로 제시된다. 유적 이성의 현실성은 ‘대화’의 

귀결이 아닌 전제이다. 그리고 이 전제는 인간 개체를 포괄하는 유적 보편

성으로부터 도출된다. 따라서 포이어바흐의 대화 개념은 이성의 보편성을 

                                                                                                           

Einzelheit und der Differenz: Wege und Umwege des Humanum", 243-244쪽.) 
125

 보편화 원칙의 필요조건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William Rehg, Insight and 

Solidarity: The Discourse Ethics of Jürgen Haberma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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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가정한다는 문제제기로부터 면제된다.
126

 

 

2) 윤리성을 통한 의지적-윤리적 공동체의 실현 

 

포이어바흐의 의지 개념은 인간 의식의 실천적 기능이다. 의지는 WC에

서 이성·마음과 함께 인간의 유적 본질로 기술된다.
127

 윤리성은 이성적 보

편성의 매개인 언어, 감성적 보편성 실현의 매개인 사랑과 마찬가지로 인

간의 유적 보편성이며 인간 개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결속하는 계기이다. 

이성적 합의에서 개체 사이의 구별이 지양된 것과 마찬가지로, 윤리성에서

는 타자에 대한 윤리적 실천 안에서 자아와 ‘너’ 사이 구별이 지양된다. 다

만 윤리적 실천의 전제는 다시금 자아와 ‘너’ 사이의 구별이다.128  실천은 

구별된 상태로부터의 이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리성에서도 실천하는 

주관과 실천의 대상인 객관이 우선 구별 및 분리되었다가 다시금 일치함으

로써 보편적-상호주관적 경지에 돌입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의지는 인간의 유적 본질이다. 그런데 포이어바흐는 인간 유의 실재성을 

개체로부터 도출하므로, 의지는 우선 인간 개체의 본질로 나타난다. 개체

적 의지는 무엇인가를 지향함으로써 활약한다. 이 점에서 브라운은 포이어

바흐가 의지 개념에 대상에 대한 지향성을 포함했음을 명시한다. 타인은 

자아의 의지가 지향하는 대상 중 하나이다.
129

 그런데 타인은 다시금 자아

와 유적 본질을 공유하며 그 자신 의지의 주관이다. 자아와 타인이 함께 

의지의 주관으로 대두함으로써 의지의 주관들 사이 동일성이 확인된다. 

                                           
126

 그러면 대화 대신 유적 이성 개념 자체를 문제삼을 수 있다. 그러나 포이어바흐의 유적 

이성 개념은 개별·보편의 문제 및 이에 대한 인간학적 해소를 전제하고 있다. 포이어바흐적 

대화 개념은 이 전제들로부터의 귀결이다. 따라서 유적 이성과 포이어바흐적 대화 개념을 

논박하려면 인간학적 프로그램 전반의 타당성을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다. 
127

 다만 포이어바흐에게 의지 및 윤리성의 문제가 전면으로 대두하는 것은 1850년대 이후

이다. 1850년대와 60년대 저술들에서 포이어바흐는 윤리성을 통한 인간적-유적 본질의 실

현을 모색한다. 
128

 라비도비츠는 윤리적 실천의 대상인 타인, 즉 ‘너’에 대한 실천으로 윤리성을 규정한다. 

그리고 윤리성으로부터 자아의 본질을 규정한다. (Simon Rawidowicz, Ludwig Feuerbachs 

Philosophie: Ursprung und Schicksal, Berlin: Walter De Gruyter, 1964, 250-251쪽.) 
129

 존재자(Seinede), 세계, 타인이 의지의 대상으로 예시된다. (Hans-Jürg Braun, Ludwig 

Feuerbachs Lehre vom Menschen, 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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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은 의지의 첫째 관심을 자기이익으로 상정한다. 그런데 의지의 본

질은 유적 보편성이며, 이를 의식함으로써 의지가 지향하는 이익의 범위가 

개체 이상의 유적 차원으로 확장된다.130 포이어바흐는 애초의 자기애적 상

태를 ‘이기주의(Egoismus)’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이를 확장함으로써 도덕

과 법을 도출한다.131 그리고 이를 다음처럼 기술한다. 

 

“도덕과 법은 다음처럼 아주 단순한 원리에 근거한다: ‘다른 사람이 네

게 하도록 원치 않는 것을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저지르지 말라‘. 자기

의 생명, 아내, 땅, 좋은 평판을 빼앗기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

다. 이러한 의지가 보편적 법칙으로 표현되며, 이를 어기는 사람이 처

벌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도둑조차도 도둑질한 것을 도로 도

둑질당하고 싶지 않아 하며, 살인자도 자기 목숨을 빼앗기고 싶지 않

아 하기 때문이다.“
132

 

 

마이호퍼는 위 인용구로부터 포이어바흐의 윤리성 개념을 분석한다. 행복

은 구체적-현실적인 인간 개체의 대상이다. 그러나 개체는 다른 개체와의 

구별에 처해 있는 바, 개체의 행복은 다른 개체의 행복과 적대적이거나 적

어도 독립적이다. 그러나 행복에 대한 지향성만큼은 인간 유에 보편적이다. 

따라서 인간인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인간 개체도 행복을 지향하리라고 타

당하게, 유 개념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유적-보편적 의지는 개

체적 구별을 초월하므로 이러한 의지에 참여하는 한에서 개별 의지는 타인

의 행복을 지향한다. 타인의 행복을 지향하는 의지야말로 유적-보편적 의

지의 실현이다.133  

                                           
130

 때문에 브라운은 “나의 자기애가 오로지 나만을 지향하지 않으며 그 이상 타인, ‘너’마

저도 지향한다”고 쓰고 있다. (ibid., 101-102쪽.) 
131

 다음의 두 테제를 전거로 제시할 수 있다:“생욕(Lebensliebe), 이해관심, 이기주의가 도

덕과 법이 딛고 선 자연적 근거이다.”(VWR; FSW8,381); “도덕은 오로지 이기주의, 자기애, 

행복에 근거한다. 그 밖엔 아무 근거도 없다.”(VWR; FSW8,377)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132

 VWR; FSW8,378 
133

 그리고 마이호퍼는 이를 인간적 사회 구성의 원리로 삼는다. (Werner Maihofer, "Zur 

Frage nach der rechtsphilosophischen Relevanz der Feuerbachschen Anthropologie," 

Hermann Lübbe&Hans-Martin Saß (엮음), Atheismus in der Diskussion: Kontroversen 

um Ludwig Feuerbach,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75, 89-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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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어바흐의 윤리성 개념은 행복과 이에 대한 유적-보편적 욕구에 기

반한다. 인간 의지는 이 욕구의 보편적 실현을 지향한다. 구별된 상태에 

머무르는 의지는 이로 말미암아 자아의 행복과 ‘너’의 행복을 분리하고 자

아의 행복만을 지향한다. 포이어바흐는 이를 ‘편협한 이기주의’라고 표현하

며 구별을 넘어서는 이기주의의 보편적 실현을 요청한다. 이기주의란 여전

히 의지의 어떤 상태이므로, ‘보편적 이기주의’란 행복에 대한 욕구의 보편

적 실현을 지향하는 의지이다.
134

 이는 개체적 구별을 지양한 의지의 유적-

보편적 상태이자 인간의 유적 본질이다. 따라서 인간 개체 안에도 보편적 

이기주의 및 타자의 행복 증진에 대한 지향성이 내재해 있다. 반면 타자의 

행복을 저해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성향도 부정할 수 없이 명백하다. 

그러나 ‘편협한 이기주의’적 성향의 존재가 인간의 유적 본성을 논박하지

는 않는다. 이는 오히려 인간 존재의 실상을 더욱 드러낸다. 인간은 유적 

본질에 의해 규정되지만 또 한편으로 개체이다. 그 자신 타인과 구별되면

서 다시금 구별의 지양을 표현하는 존재이다. ‘편협한 이기주의’와 ‘보편적 

이기주의’는 각각 인간의 개체적-개별적 규정과 유적-보편적 규정을 구성

한다. 포이어바흐는 도덕을 행복에 대한 유적 욕구의 충족으로 해석한다. 

우선 보편적 행복과 도덕 사이 관계를 다음처럼 기술한다: “의무에 관해 

자아를 규정하는 근거(Bestimmungsgrund)는 ’너’의 행복이다. 여러 인격

들에 나누어져 있지만 자아와 ‘너’를 포괄하는 행복이 도덕의 원리이다.”
135136

 

브라운은 포이어바흐의 윤리성 개념을 주해하며 도덕을 “인간의 현존재 

내 행복 욕구(Glückseligkeitstrieb)의 내재적 규정”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자아의 행복 욕구와 ‘너’의 행복 욕구를 조화하는 것”이 곧 도덕의 명령

                                           
134

 같은 구별이 라비도비츠의 해석에서도 나타난다. 라비도비츠는 각각을 ‘나쁜 비인간적 

이기주의’, ‘좋은 인간적 이기주의’라고 표현한다. (Simon Rawidowicz, Ludwig Feuerbachs 

Philosophie: Ursprung und Schicksal, 249-250쪽.) 
135

 Zur Ethik; FSW10,113 
136

 슈미트는 『자연의 체계(System der Natur)』로부터 다음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포이어바

흐 윤리학의 행복주의를 강화한다: “덕이란 타인의 행복에 대한 요청을 통해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술Kunst일 뿐이다.” (Alfred Schmidt, Emanzipatorische Sinnlichkeit, 

202쪽.)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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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기술한다.
137

 이로써 나 뿐 아니라 ‘너’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 윤

리적 명령으로 대두된다. 실천이성적으로 관조된 윤리법칙들이 아니라, ‘너’

의 행복이 바로 의무의 근거이다.138 이를 실천함으로써 개체적 의지가 구

별을 지양하고 유의 차원으로 고양된다. 유의 의지에 따르는 개체는 그 자

신 유적 본질의 구체적-현실적 실현이다.  

포이어바흐의 윤리이론은 감성적 행복을 윤리성의 원리로 삼는다. 때문

에 슈미트는 포이어바흐의 윤리이론을 ‘행복주의적(eudämonistisch)’이라

고 표현한다. 윤리적 실천의 대상인 타인은 다시금 구체적-현실적 인간이

다. 행복은 욕구의 충족에서 발생하므로, 행복을 소유하는 주관은 욕구의 

충족을 체험하는 감성적 주관이다139 마찬가지로 마이호퍼는 “타인의 관점, 

타인의 생욕(Lebensliebe)과 이기주의”가 법과 도덕의 원천이라고 기술한

다. 그리고 이를 인간적 현존의 관점에서 비롯한 ‘실재의 변증법’이라고 표

현한다.
140

 이는 포이어바흐의 물질주의적 테제가 윤리성의 연역에 응용된 

결과이다. 슈미트는 이를 포이어바흐적 관념론 비판의 맥락에 포함시키며, 

“반자연적-초자연적 가설일 뿐이었던 인간의 자유를 자연화한다

(naturalisieren)”고 평가한다. 141  포이어바흐는 윤리성을 욕구의 보편적 

실천으로 환원함으로써 윤리적 주관을 경험세계 안으로 끌어내린다. 이로

써 경험적-감성적 주관과 초월적-실천이성적 주관 사이의 구별이 무마된

다. 카멘카는 이를 두고 “양심의 소리가 본래 행복의 소리에 반대되는 것

이 아니”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다음의 전거를 들어 포이어바흐의 입장을 

                                           
137

 Hans-Jürg Braun, Ludwig Feuerbachs Lehre vom Menschen, 111쪽. 
138

 Ibid., 116쪽. 
139

 슈미트는 힘(Macht)과 소유(Besitz)를 욕구의 대상으로 예시한다. 이들은 신체적 현존에 

매개된 욕구이다. 한편 지식(Wissen)처럼 비-신체적인 대상도 욕구의 대상으로 인정한다. 

포이어바흐는 이들을 자기보존의 욕구(Selbsterhaltungstrieb)와 함께 ‘행복 욕구’ 또는 ‘자

유의 욕구’로 포섭한다. 그리고 행복의 욕구 또는 자유의 욕구를 ‘욕구의 욕구’라고 표현한

다. 욕구들 중엔 비-신체적 대상에 대한 욕구가 포함되지만, ‘욕구의 욕구’를 나타내는 주관

은 다시금 신체적이다. 슈미트는 ‘욕구의 욕구’를 어떤 형이상학적 힘으로 해석하는 견해를 

단호히 거부한다. (Alfred Schmidt, Emanzipatorische Sinnlichkeit, 200쪽.) 
140

 Werner Maihofer, "Zur Frage nach der rechtsphilosophischen Relevanz der 

Feuerbachschen Anthropologie", 89-91쪽.  
141

 Alfred Schmidt, Emanzipatorische Sinnlichkeit, 199-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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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다.
142

 

 

“자아 이외의 나, 경험적인 ‘너’가 이른바 내 안의 ‘초-경험적’ 양심의 

근원이다. 양심이란 자아를 상처입은 ‘너’의 입장에 둔 것, 행복을 향

한 내 욕구에 따라서 타인의 행복을 대변하여 행동한 것일 뿐이다.”143 

 

이로써 포이어바흐는 칸트윤리학의 예지계, 예지적 주체 개념과 결별한

다. 라비도비츠는 포이어바흐의 윤리이론이 윤리적 행위를 정서적 동기

(Begeisterung des Affektiv-Emotinalen)로부터 규정한다고 기술한다.
144

 

이는 감성적 주관에 내재적이며, 외재적 조건에서 독립하여 나름의 필연성

을 견지한다. 이로써 포이어바흐는 윤리의 기준을 주관적-의식적 동기로 

환원한다. 때문에 포이어바흐는 신의 계시, 정언명령 등 일체의 선험적 도

덕율을 전제하지 않는다. 라비도비츠는 그 이유가 “인간에서 괴리되어 그 

자체로 생각된 도덕, 무전제적 의지나 독립적인 정언명령 따위는 실질성을 

결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145  또한 의무 개념에서도, 의무의 이행과 

행복을 결합하며 행복으로부터 의무의 이행을 도출한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이유는 불이행한 인간이 바로 그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불행해지기 때

문이다. 이는 앞서 의지의 첫째 대상이 행복이며, 윤리적 행위를 행복의 

확장된 추구로 규정한 부분과 일관적이다. 때문에 행복에 대한 욕구가 사

라진다면 의무의 이행도 불가능해진다. 나아가 라비도비츠는 나의 행복과 

의무 사이의 충돌이 사실 ‘내게 가까운 행복’과 ‘내게 낯선 행복’ 사이의 

충돌이라고 기술한다. 그러나 후자의 행복도 인간의 유적 본질이 지향하는 

대상이므로, 이는 다만 개체 차원에서의 구별일 뿐 유의 차원에서는 구별

되지 않는다. 윤리적 실천은 자아가 처한 개별적 상태를 지양하고 유의 의

                                           
142

 Eugene Kamenka, The Philosophy of Ludwig Feuerbach, 132쪽. 
143

 Zur Ethik; FSW10,279-280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144

 Simon Rawidowicz, Ludwig Feuerbachs Philosophie: Ursprung und Schicksal, 246-

257쪽. 
145

 칸트윤리학에 대한 비판은 포이어바흐의 1840년대 이후 입장이다. 1838년까지 포이어

바흐는 칸트윤리학의 ‘자율’을 윤리의 원리로 수용하며 이를 토대로 종교적-타율적 윤리이

론들을 논박한다. 라비도비츠는 1839년의 KHP를 포이어바흐의 입장이 변화하는 전기로 파

악한다. (ibid., 247-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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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로써 인간 개체는 ‘인간 유의 일원으로서’ 다른 

인간의 욕구 충족을 자기의 행복으로 수용한다. 따라서 의무의 이행은 행

복을 수반한다.146  이는 칸트적-의무론적 윤리이론의 대척이다. 그러나 칸

트윤리학의 ‘자율’은 보존된다. 여전히 자아가 자율적으로 윤리적 행위를 

결단 및 실천하기 때문이다. 다만 행위의 동기는 실천이성적 관조에서 인

간적-유적 행복에 대한 지향으로 변경된다. 그런데 자기 행복의 지향을 윤

리적 실천이라고 부르지는 않으므로, 이 경우 자율은 타인에 대한 행위로 

나타난다. 라비도비츠는 포이어바흐의 유고에서 다음 구절을 인용한다. 

 

“타인의 바람(Wunsch)은 곧 나의 바람이다. 그의 바람은 그의 경우에

서의, 그의 입장에서의 나의 바람이기 때문이다. 자율이 아니라 타율, 

낯선 이의 자율과 타인의 자율로서의 타율이 나의 법칙이다.”147 

 

윤리적 실천에 내포된 ‘타인’은 다시금 구체적-현실적인 인간이다. 레이

테메이어는 이를 가리켜 “감성적으로 주어진, 즉 신체적으로 여기에(da) 

존재하는 타인”이라고 표현한다. 정언명령을 통해 추상적으로 표현된 자아

와 ‘너’사이 관계가 신체적-현존하는 인간들의 상호적 존재(Miteinander)

에서 나타난다. 레이테메이어는 다시금 이것이 순수 실천이성의 추상적 결

합이 아니며, 공동적-감성적 현존이자 신체적 상호존재(Miteinandersein)

이라고 쓰고 있다.
148

 이로써 윤리성이 구체적-현실적 개인들을 공동체로 

결속하는 원리로서 대두한다. 윤리적 공동체는 윤리적 관계의 총체이다. 

그런데 윤리적 주관인 자아와 윤리적 대상인 ‘너’ 모두 현실의 개체이다. 

때문에 윤리성의 이념이 실현되는 윤리적 관계 및 공동체도 구체적 현실성

의 형식에서 실현된다. 즉, 자아와 ‘너’ 사이의 현실적 관계가 곧 윤리성의 

이념이 실현되는 장이다.  

                                           
146

 그러나 직관적으로 의무의 이행이 행복과 분리된 경우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포이어바

흐는 이 경우를 ‘모방된 덕(nachgeahmte Tugend)’이라고 표현한다. 개체가 유적-의지적 

본질을 실현함으로써 도달한 행위양식은 행복을 수반한다. 그러나 유적 본질과 분리된 채 

행위양식만을 모방하는 것도 여전히 가능할 것이다. (Simon Rawidowicz, Ludwig 

Feuerbachs Philosophie: Ursprung und Schicksal, 251-252쪽.) 
147

 Ibid., 251쪽. 
148

 Ursula Reitemeyer, Philosophie der Leiblichkeit, 112-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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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것처럼 윤리성의 전제는 주관과 대상의 구별이다. 이 ‘구별’은 자

아와 ‘너’ 각각의 신체적 현존에 의존한다. 그런데 윤리적 실천을 통해 구

별의 지양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신체적 현존 자체는 남는다. 이는 유적-윤

리적 보편의 경지가 계시된 다음에도 갈등과 불화의 여지가 상존하는 원인

이다. 윤리적 공동체는 인간의 윤리적-유적 본질의 실현이다. 때문에 윤리

적 공동체는 윤리적 개체들 및 개체 사이 관계로 구성될 뿐 아니라, 한편

으로 개별적 개체들을 규정하는 보편성으로 기능한다. 즉, 윤리적 공동체

는 윤리적 보편의 실현으로서 윤리성의 이념을 현시한다. 윤리적 개체는 

공동체에 나타난 이념에 다스려진다. 마이호퍼는 국가를 윤리적 공동체의 

예로 제시한다. 때문에 마이호퍼는 윤리성의 보편적 실현으로부터 국가의 

이념을 도출한다. 마이호퍼는 우선 현실이 처한 고유한-모순적 구조에 주

목한다. 인용하자면, 인간은 본질 상 타인과 동종적임에도 현실에서는 여

러 인간 개체들의 충돌이 나타난다.
149

 법은 이러한 충돌을 규제하는 보편

적 원리이며, 법을 집행하고 교정하는 기구로서 국가가 등장한다. 국가는 

강제력을 동원한다. 그러나 법과 국가의 지배가 법적 개인들을 예속의 상

태로 몰아넣는다고 할 수는 없다. 법은 보편적 의지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즉, 법의 보편성은 규제 받는 법적 개인들의 유적-윤리적 본질에 부합한다. 

따라서 법의 실행으로서 국가의 본질도 인간의 본질에 부합한다. 마이호퍼

는 VT로부터 다음의 전거를 인용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포이어바흐의 입장

을 확인한다. 

 

“인간은 국가의 근원적 본질이다. 국가는 인간의 본질이 실현되고 형성

되고 표현된 총체성이다. 국가에서 인간의 근원적 특질들 또는 활동성

들이 특수한 신분에서(in besonderen Ständen) 실현된다.”150 

 

이는 국가를 보편적 인간성의 구현으로 규정한다. 인간의 공동존재

(Koexistenz)는 인간적-유적 본질의 귀결이다. 그러나 공동존재를 구성한 

                                           
149

 마이호퍼는 자기를 방어하다가 공격자를 죽인 상황, 태아와 산모 중 하나만 살 수 있는 

상황을 들어 예시한다. 그리고 이를 칸트적 ‘비 사교적 사교성(ungeselliger Geselligkeit)’

으로 표현한다. (Werner Maihofer, "Zur Frage nach der rechtsphilosophischen Relevanz 

der Feuerbachschen Anthropologie," 91쪽.) 
150

 VT; FSW2,244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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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도 개체들 사이 구별은 여전히 현존하며, 이는 개체들의 적대와 모

순을 산출한다. 국가는 구별의 잔존에 맞서 보편성을 견지하는 보루이

다.151 

다만 국가가 그 자신 인간은 아닌 바, 국가에 의한 인간성의 실현은 일

종의 타재적 상태이다. 마이호퍼는 이를 “포이어바흐가 국가를 ‘대상화한

(gegenständlich) 유적 본질’로 파악한다”고 표현한다. 국가는 법적 개인

들의 결사체이다. 이는 개체 및 개체적 관계를 규정하는 현실적 권력이지

만 그 자신 물질적-현실적 현존을 소유하지는 않는다. 포이어바흐는 결사

체로서 국가의 현존을 국가수반(Staatsoberhaupt)의 인격적 현존으로 환

원한다. 위의 VT 인용구 이하에서 다음처럼 기술한다. 

 

“(인간의 근원적 특질들 또는 활동성들이 국가에서는 특수한 신분으로 

실현되지만) 국가수반의 인격에서는 동일성을 얻는다. 국가수반은 모든 

신분을 구별 없이 대변한다. 그의 앞에서는 모든 신분이 똑같이 필수

적이며 동등한 자격을 얻는다. 국가수반은 보편적 인간의 대표이다.”152 

 

이로써 국가를 거쳐 국가수반이 인간적-유적 본질의 구체적 실현으로 등

장한다. 포이어바흐는 국가원수의 현존에서 인간성의 실현 문제에 대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한다. 국가수반은 인간성을 완전히 체현하면서 그 자신 

구체적-현실적인 인간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수반을 완전한-보편적 인간

에 대입하는 태도는 현대적 입헌 정체에서는 수용되기 어려운 것이다. 때

문에 마이호퍼는 이를 19세기적 입장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국가를 보편적

-추상적 인간의 연합이 아니라 여러 신분으로 환원한 대목에 주목한다. 신

분은 직업으로 구성되며, 직업은 개체가 역량(Fähigkeit)을 발휘함으로써 

필요(Bedürfnis)를 충족하는 장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국가는 인간성의 총

체이면서 인간적 욕구의 총체가 된다. 이는 국가의 근거를 법철학적 요구

에서 현실적-구체적 인간 개체들의 소욕으로 옮겨놓는다.153 

                                           
151

 Werner Maihofer, "Zur Frage nach der rechtsphilosophischen Relevanz der 

Feuerbachschen Anthropologie," 91-93쪽. 
152

 VT; FSW2,244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153

 Werner Maihofer, "Zur Frage nach der rechtsphilosophischen Relevanz der 

Feuerbachschen Anthropologie,"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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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랑을 통한 심정적(herzlich) 공동체의 실현 

 

마음(Herz)은 세 번째 인간적-유적 본질이다. 상술한 것처럼 포이어바흐

는 인간의 본질을 의식의 기능으로부터 정의한다. 마음도 이성·의지처럼 

일종의 기능이다. 이 기능은 타인에 대한 사랑에서 표현된다.
154

 때문에 사

랑의 실천, 또는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인간적-유적 본질의 일부이다. 

이는 앞서 언어의 사용과 윤리적 실천이 인간성의 일부였던 것과 마찬가지

다. 사랑도 개체 사이 구별을 전제하며 구별의 현존에서 시작하지만, 종내 

구별의 지양으로 귀결된다. 이로써 사랑이 유적 보편을 구현하는 하나의 

형식으로 대두한다. 사랑은 개체가 유적 보편에 도달하는 또다른 경로이다.  

포이어바흐는 우선 사랑이 표현하는 대상의 현존 및 구별에 대해 다음처

럼 기술한다. 

 

“사랑은 열망이며, 열망은 바로 현존의 징표이다. 오로지 열망의 대상

인 것만이 (현실적이든 가능적이든) 존재한다. 감각도 열망도 없는 추

상적 사유는 존재와 비존재의 구별을 지양해 버리지만, 사랑에서는 사

유에서 없어졌던 이러한 구별이 실재이다. (…) 사랑과 감각 일반을 통

해서 나에게 주어진 존재, 비존재와 구별되는 존재가 자아와 구별되는 

하나의 객관으로 주어진다.”155156 

 

“만약 옛 철학이 ‘사유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마이호퍼는 이로써 『포이어바흐에 대한 테제』 제6명제를 반박한다. 여기서 마르크스는 포

이어바흐가 인간을 자연적 개체로만 전제하며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

판한다. (Karl Marx&Friedrich Engels, Collected works, Richard Dixon 옮김,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Co., 1975, 3-4쪽.) 그러나 포이어바흐는 국가와 신분(계급)을 인

간성의 실현으로 기술하고 있다. 
154

 “사유의 힘은 인식의 빛이고, 의지의 힘은 인격의 에너지이고, 마음의 힘은 사랑이다.”

(WC; FSW6,3) 
155

 GPZ33.; FSW2,298 
156

 다음의 전거에서도 동일한 입장이 확인된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존재를 껴안

는다면, 우리는 그것의 기관이나 현상이 아니라 그것의 존재 자체를 껴안는다고 확신한다.”

(DLS; FSW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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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해 새로운 철학은 ‘사랑받지 않는 것, 사랑받을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 객관적으로 그러하듯 사랑은 주관적

으로도 존재의 기준, 진리와 현실성의 기준이다.”157 

 

이로써 포이어바흐는 사랑을 타자관계의 형식으로 편입한다. 요컨대 현존

하는 타인은 주관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주어질 수 있다. 인간적 사랑은 타

인의 현존에 대한 감성적 확신이자 대상을 현실적이라고 판단할 근거를 제

공한다.
158159

 때문에 사랑은 주관과 대상, 자아와 ‘너’의 구별을 보존한 채

로 결합한다. 이 점이 사랑과 다른 인간적-유적 본질 간 차이를 구성한다. 

예컨대 이성적 추론에서는 합의에 도달한 다음엔 나의 의견과 ‘너’의 의견

이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에서는 사랑에 빠지더라도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 사이 구별이 남아있다.160  

이는 사랑이 다른 인간성들과 달리 타인과의 직접적-무매개적 일치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성과 의지는 주관적-개별적 구별을 지양하기 위해 

여러 주관을 포괄하는 제3의 보편성을 설정한다. 이 보편성은 우선 유적 

본질의 기준이라는 개념적 형식에서 나타난다. 이성에서는 언어 및 논리의 

보편적 법칙이, 의지에서는 타자의 행복을 증진하라는 윤리적 명령이 이에 

                                           
157

 GPZ35.; FSW2,299 
158

 때문에 케른은 사랑을 ‘강한 존재론적 논거’라고 표현한다. (Udo Kern, "Individuum 

sein heißt ... Kommunist sein," 95쪽.) 다만 포이어바흐는 인식이론적 맥락에서 사랑 개념

을 상술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포이어바흐가 사랑을 존재 및 존재에 대한 인식의 확증으로 

비화시키는 논리를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이 맥락에서는 사랑을 받는 대상이 사

랑하는 주관과 구별되며, 사랑이 주관과 대상을 결합하는 매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159

 브라운은 포이어바흐의 사랑 개념을 타인에 대한 인간적 사랑으로 국한한다. 인간은 신

체에 기반한 존재이다. 때문에 브라운은 사랑이 “영혼 뿐 아니라 신체의 매개(Medium)에

서도 나타난다”고 쓰고 있다. (Hans-Jürg Braun, Ludwig Feuerbachs Lehre vom 

Menschen, 101쪽.) 사랑의 대상이 타인이라면 사랑은 대상의 존재에 대한 타당한 증명이

다. 타인은 신체적 주관이며, 이로 말미암아 자아의 주관으로 환원되지 않는 독자적 현존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160

 케른은 이를 다음처럼 표현한다: “사랑의 존재론적 공동성은 인간 집단 안에서 나와 

‘너’의 지양에 기반하지 않는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은 나와 ‘너’ 사이 시시각각 구별을 요

구한다. (…) 사랑은 서로 구별되는 존재의 결합이다.” (Udo Kern, "Individuum sein heißt ... 

Kommunist sein,"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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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 이 기준들은 유적 보편성의 예표이다. 이에 일치함으로써 유적 

보편성이 실현되며 개체 사이 구별이 지양된다. 그러나 사랑에는 기준이 

없다. 때문에 사랑은 제3의 보편성 없이 주관들이 서로 직접 일치를 이룬

다. 포이어바흐는 이를 다음처럼 기술한다. 

 

“사랑은 직접적(unmittelbar) 사랑이어야 한다. 직접적이어야 사랑이

다. 만약 사랑 안에서 유를 실현하는 어떤 타인과 나 사이에 이미 유

가 실현되어 있는 어떤 개체의 표상을 끼워 넣는다면, 우리는 우리 이

외의 이 제3의 표상 때문에 사랑의 본질을 폐기하며 일치를 망치게 된

다. 왜냐하면 타인은 그 자신, 자기의 본질 때문이 아니라 이 모범과의 

유사성 혹은 공동성에 의해 사랑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161 

 

이로써 사랑이 자아와 ‘너’ 사이 구별을 지양하는 형식으로 대두한다. 사

랑은 개별성을 무마하고 유적-인간적 보편성을 구현한다. 이 점에서는 다

른 인간성들과 사랑이 마찬가지다. 포이어바흐의 논지는 매개 방식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이성·의지가 동일하게 인간의 유적 본질로서 

동일한 인간적 공동체를 결속하는 원리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안현수는 포

이어바흐가 사랑 개념이 인간의 감성적 현존, 즉 신체를 전제한다고 기술

한 다음 사랑을 인간의 신체성으로 수렴시킨다. 그리고 신체성(감성성)이 

인간의 유적 본질이라는 점에서 사랑의 보편성을 발견하고 이로부터 인간

적 사회성의 단초를 모색한다. 162  안현수는 성적 관계에서 감성적 사랑의 

모범을 발견한다. 사랑의 감정은 여성과 남성을 성적 관계로 인도한다.163 

이 관계는 출산과 양육의 전초이다. 이를 통해 인간의 유가 재생산된다. 

                                           
161

 WC; FSW6,323-324 
162

 “인간은 신체성을 본질로 삼고 있으며, 이 신체가 갖는 보편적 감성이 사회성과 관련된

다.” (안현수, 「포이에르바하의 「人間學的 唯物論」의 形成過程과 그 思想」, 147쪽.) 보다 애

매한 서술이지만 이것이 표현하려는 바는 분명하다. 안현수는 유적 본질로서의 사랑을 인

간적 사회 결속의 원리로 제시한다. 
163

 사랑에 기반을 두지 않은 성적 관계도 존재한다. 그러나 포이어바흐는 성적 관계의 원

형을 사랑하는 감정의 실현에 둔다. 예컨대 사랑이 없는 성적 관계에 대해 다음처럼 서술

한다: “창녀, 영혼 즉 애정이 없이 자기의 몸을 내주거나 아예 팔려고 내놓은 이들을 볼 때 

우리는 이들에 대해 경멸을 느낀다”(DLS; FSW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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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적 사랑에 이입된 개인은 또한 유 개념을 통해, 유를 구성하는 

유적 개체로 규정된다. 성적 관계는 인간의 유가 실현되는 하나의 형식이

다.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인간 개체, 즉 남성과 여성은 개체성을 지양하고 

전체(타자관계 및 가족 공동체)의 일부로 포섭된다.
164

 성적 충동은 개체가 

구별을 무마하고 전체성에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신체적-현실적인 힘이다. 

성적 충동에서 개별과 보편, 인간 개체와 유 사이의 개념적 관계가 물질적 

현실성을 획득한다. 성적 충동은 우선 신체적으로, 개체에 내재적으로 실

현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유적-보편적인 충동으로써 개체를 초월하는 

보편성을 포함한다. 여성과 남성 사이 성적 관계는 이 유적 보편성이 실현

되는 형식 중 하나이다.165 이는 출산과 양육을 포함하는 가족 공동체를 구

성한다. 이로 말미암아 개체들이 소멸한 다음에도 유가 보존된다. 가족은 

사랑으로 결속된 인간적 공동체이자 인간적-유적 본질의 실현이다.166 포이

어바흐는 사랑 및 출산에서 인간적-유적 본질의 구현을 이성적 보편에 견

주어 다음처럼 기술한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인간을 생산하는 데

에는 두 인간이 필요하다. 인간과 인간의 공동체가 진리와 보편성의 첫째 

원리이자 기준이다.“ 167  때문에 브라운은 인격들 사이 성적 사랑

(geschlechtliche Liebe)이 성적 구별에서 나타나는 유의 자기감정

                                           
164

 이 개체들은 물론 신체를 가진 개인이다. 이성에서의 일치와 달리 사랑에서의 일치는 

인간의 신체적 현존을 보존한다. 때문에 브라운은 사랑에서 실현되는 인간적 보편성을 ‘생

동하는 총체성(lebendige Totalität)’이라고 표현한다. (Hans-Jürg Braun, Ludwig 

Feuerbachs Lehre vom Menschen, 98쪽.) 
165

 인간의 성에 대한 최근의 논의들은 감성적 사랑의 범위를 이성 사이의 관계 너머로 확

장시킨다. 포이어바흐는 사랑에서 이성 간 사랑 이외의 양식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이는 19

세기 당시의 성적 관념 및 성윤리에 비추어 보면 보다 당연한 제한이다. 이는 포이어바흐

의 유적 인간 이론이 포함한 시대적 요소이다. 

포이어바흐는 사랑을 유적-보편적 본질의 실현으로 해석한다. 본질은 보편성이며, 유적 보

편의 차원에 참여함으로써 개체 사이 구별을 지양하는 원리이다. 만약 이성 간의 사랑, 헤

테로섹슈얼 이외의 성적 관계에서도 참여하는 주관들의 일체감이 표현된다면 이들도 개체

적 구별을 지양함으로써 유적 보편성을 구현하는 형식으로 인용될 수 있다. 다만 인간적-

유적 본질은 ‘유’의 자기보존을 포함하며 이는 출산과 양육에서 실현된다. 만약 이들이 헤

테로섹슈얼적 관계의 전유물이라면, 헤테로섹슈얼이 아닌 성적 관계들은 유적 본질을 완전

히 구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166

 안현수, 「포이에르바하의 「人間學的 唯物論」의 形成過程과 그 思想」, 147-148쪽. 
167

 이는 포이어바흐의 입장으로도 확인된다. (GPZ41.; FW2,304)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 68 - 

(Selbstgefühl)이라고 쓰고 있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일상적 현존재로서

의 개인 및 이웃 인간과의 만남에서 성취되는 자아와 ‘너’의 일치이자 인

간적 공동체의 현상이라고 기술한다.168 

사랑으로 결속된 관계는 윤리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천을 포함한다. 다

만 사랑에서의 실천은 도덕법칙처럼 실천을 규제하는 기준 없이 상대와의 

직접적 일체감을 통해 실현된다. 그러나 실천의 내용은 유적 보편성의 구

현이며 자아와 ‘너’ 사이 구별의 지양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윤리성에서

는 보편적 법칙의 준수로 나타나는 행위 양식이, 사랑에서는 사랑에 따른 

행위로써 나타난다. 예컨대 부모는 자녀에 대한 사랑에 의해 자기의 향락

을 포기하고 헌신하기도 한다. 이는 그 자신 윤리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부모의 행위가 도덕법칙을 준수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사랑은 윤리적 실

천이 법칙의 준수에 의해 구현하는 타자와의 일치를 법칙 없이, 무매개적-

직접적으로 수행한다. 이로써 사랑과 인간적-감성적 본질(마음)을 통한 보

편에의 일치가 가능해진다. WC는 이 가능성에 대해 다음처럼 기술한다. 

 

“사랑은 완전한 존재와 불완전한 존재, 무죄한 존재와 유죄한 존재, 보

편적인 것과 개체, 도덕법칙과 마음,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사이의 

끈이자 매개원리이다. (…) 사랑은 신과 인간, 정신과 자연의 참된 일치

이다.”
169

 

 

레이테메이어는 이를 인용하여 도덕법칙의 엄격주의적-이상주의적 결함

을 논하며 사랑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시도한다. 이에 따르면, 도덕법칙

이 포함한 내용의 타당함과 상관없이 인간은 법칙을 준수 및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이는 윤리적 실천이 순수이성의 영역을 넘어 물질적-감

성적 현실의 장에서, 신체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도덕법칙

의 엄격성은 “신체적 존재를 통해 규정된 인간의 본질”과 어긋난다. 그러

나 인간적-감성적 본질, 사랑이 구현하는 일치에서는 법칙과 현존 사이의 

반목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의 실천과 윤리적 실천 모두 인간의 

유적-보편적 본질의 실현인 바, 사랑은 “도덕법칙의 정신을 신체적-실천적

                                           
168

 Hans-Jürg Braun, Ludwig Feuerbachs Lehre vom Menschen, 108-109쪽. 
169

 WC; FSW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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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현한다”. 혹은 “신적-도덕적 존재의 입장에 고정된 도덕법칙이 신

체적 욕구와 통합된 인간적 존재로 된다.”
170

 이로써 사랑이 도덕법칙이 지

향하는 보편적 인간주의를 감성적-신체적 주관의 준칙으로 함입시키는 통

로가 된다. 

 

2. 인간적 공동체의 양상들 

1) 나-너 관계 

 

요컨대 이성·의지·마음은 인간의 유적 보편성이면서 개체의 본질이다. 이 

본질들은 각각 언어·윤리성·사랑으로 나타난다. 언어·윤리성·사랑은 그 자

신 주관과 타인 사이를 매개하는 수단이면서 모든 인간적-유적 개체가 공

유하는 기능이다. 이로 말미암아 주관과 타인, 자아와 ‘너’ 사이의 소통 및 

일치가 가능해진다. 즉, 매개의 존재는 매개로 말미암아 구별이 지양된 일

치의 상태를 지시한다. 

그러나 다시금 매개를 통한 구별의 지양은 구별이 현존하는 상태를 전제

한다. 구별은 인간적-유적 개체들 사이의 구별, 자아와 ‘너’사이의 구별이

다. 이 구별은 자아에게 ‘너’가 현존하는 타자로 주어짐으로써 등장한다. 

따라서 구별의 지양은 자아와 ‘너’ 사이 매개로부터 개시된다. ‘너’는 신체

를 가진 타인, 현존하는 타자이다. 때문에 인간적-유적 본질을 통한 구별

의 지양은 타인의 물질적-현실적 현존을 전제한다. 이로써 자아와 ‘너’ 사

이 구별을 단순히 유한한 의식의 가상으로 무마하는 방법은 기각된다. 타

인은 신체로 말미암아 시공간 상에 현존하는 물질적 실재이기 때문이다. 

자아와 ‘너’는 설령 본질에서 일치하더라도 현존의 형식으로 말미암아 여

전히 구별된다. 예컨대 나는 지금-여기에 있지만 너는 지금-거기에 있다. 

인간 본질은 일종의 유적 보편성으로서 단일하지만, 시공간 상에서 현상함

으로써 하나가 아닌 여러 인간으로 현존한다. 

여러 포이어바흐 연구자들은 인간 의식의 보편적 본질로부터 상호주관성

의 토대를 모색한다. 이는 의식의 자기동일성을 단지 의식함으로써 구별의 

지양을 획책하는 방법과 구별된다. 이성·의지·마음은 유적 보편성이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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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sula Reitemeyer, Philosophie der Leiblichkeit,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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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보편적 일치의 토대일 뿐이다. 이로써 일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면 

주관들의 현실적 관계를 건너가야만 한다. 이성적-언어적인 교류는 관계를 

통한 일치의 한 종류이다. 윤리적 실천 및 사랑에 따른 일체감도 마찬가지

다. 이들은 관계가 가능한 근거로써 인간 개체 안에 내재한다. 그러나 이

는 아직 가능성일 뿐 개체가 그 자신 본질의 완전한 실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들은 개체 간 상호주관적 관계에서 비로소 총체적 실현에 도달한

다. 이로써 거듭 인용된 다음의 테제가 비로소 전모를 드러낸다: “고립은 

유한성, 제약성이고 공동은 자유, 무한성이다. 인간 자체는 (세간의 뜻에서) 

인간이지만 인간과 함께하는 인간, 나와 너의 일치는 신이다.”
171

 

다만 이 관계는 아직 그 가능성과 논리적 의미(구별의 지양)에서만 논의

되었을 뿐이다. 이제 문제는 관계의 구체적 양상들을 드러내는 것이다. 상

술한 것처럼 관계의 전제는 자아와 ‘너’의 구별이다. 따라서 관계 최초의 

형식은 자아와 ‘너’의 매개이다. 포이어바흐는 이를 ‘나-너 관계(Ich-Du 

Verhältnis)’
172

라고 부른다. 현존하는 ‘너’ 및 ‘나-너 관계’를 통해 자아는 

사변철학적 ‘나=나’의 폐쇄적 순환에서 이탈한다. 그리고 관계 안에서 새

로운 자기의식에 도달한다. 우선 포이어바흐는 다음처럼 기술한다. 

 

“절대적 동일성 철학(Identitätsphilosophie)은 진리의 입장을 완전히 

옮겨 놓았다. 인간의 자연적인 입장, 나와 너, 주관과 객관의 구별이라

는 입장이 참되고 절대적인 입장이며 또한 따라서 철학의 입장이다.”
173 

 

이로써 포이어바흐는 자아와 ‘너’의 구별을 철학의 타당한 전제로 인용한

다. 케른은 ‘나-너 관계’를 인간 최초의 관계이자 자아가 자기의식에 도달

하는 과정으로 기술한다. 이는 우선 주관주의 철학의 자아관에 대한 논박

이다.174 이 입장은 자존적 자아(1인칭)를 ‘너’(2인칭)의 전제로 사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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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Z60.; FSW2,318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172

 ‘Verhältnis’ 대신 ‘Beziehung’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포이어바흐는 둘을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으며 연구자들도 별다른 의미의 차이 없이 혼용한다. 
173

 GPZ56.; FSW2,317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174

 케른은 피히테 철학의 ‘나=나’를 사변적-자기동일적 주관의 예로 제시한다. (Udo Kern, 

"Individuum sein heißt ... Kommunist sein,"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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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오히려 현존하는 ‘너’ 및 그와의 관계로부터 자아를 구성하기 때문이

다. ‘너’는 자아와 구별되며, 바깥에서 주어지는 비아(Nicht-Ich)이다. 비

아와의 관계를 통해 정초되는 자아는 그 자신 수용적인(poröse) 자아이다. 

자아는 비아, ‘너’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자기의식에 도달한다. 세계의식은 

비아에 매개된 자기의식의 귀결이다. 케른은 다음의 인용구를 통해 이를 

포이어바흐의 입장으로 확인한다.
175

 

 

“타인은 나와 세계 사이의 끈이다. (…) 인간은 타인에 의해서 자명해지

며 자기를 의식한다. 자아가 내게 자명해질 때 세계도 비로소 내게 자

명해진다. 아예 고립된 채 현존하는 인간은 자연의 대양에서 자기를 

소실한(selbstlos) 무구별적 상태로 전락한다. (…) 인간 최초의 대상은 

인간이다. (…) 자아에게 세계의식은 ‘너’의 의식을 통과한다.”176177 

 

여기에서 포이어바흐는 자연에 고립되어 양육받지 못한 인간의 경우로 

인간의 무의식적 상태를 예증한다. 이는 포이어바흐가 의식을 발생적-심리

학적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경우 자기의식의 근거를 타

인에서 찾을 수 있다. 모든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양육되기 때문이다. 그러

나 ‘나=나’가 기술하는 주관은 형이상학적이다. 이는 의식의 조건에 대한 

논리적 고찰로부터 도출된다. 타자의식은 그것을 소유하는 주관, 즉 자기

의식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후천적으로) 형성된 

주관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과 별개로 논리적 타당성을 소유한다. 따라서 

포이어바흐의 주관주의적 자아 비판은 외재적이다. 이는 기존의 자아 개념

의 연역이 내포한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예 새로운 전

제에서 출발하며 이를 통해 기존의 개념을 대체한다. 이 전제들은 자아의 

경험적 조건에 기반해 있다. 따라서 포이어바흐적 의식 개념은 경험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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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란트도 자아의 자기의식에서 ‘너’의 결정적 역할을 수용한다. 그란트는 “‘너’의 의식 

없이는 자기의식을 생각할 수 없으며 인간은 항상 이웃인간(Mitmensch)으로서만 인간”이

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이로써 포이어바흐가 ‘그 자신 존재하는(für sich seienden) 인격’이

라는 기독교적-부르주아적 개념을 비판한다고 기술한다. (Jens Grandt, Ludwig Feuerbach 

und die Welt des Glaubens, 3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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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C; FSW6,99-100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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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o Kern, "Individuum sein heißt ... Kommunist sein," 90-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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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발생 및 형성을 다룬다. 두 개념은 의식의 서로 다른 층위를 가리키

므로 하나가 다른 하나의 논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포이어바흐의 의

식 개념은 초월적-형이상학적 의식에 대한 철학적 회의에서 비롯한 것이

다. 이는 포이어바흐의 존재론적 입장을 감안하면 보다 당연하다. 포이어

바흐는 비물질적이며 논리적 전제에서 도출되는 순수의식 따위를 현존하는 

실질실재적 대상으로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식에 대한 기존의 연역은 

전제들의 비현실성으로 말미암아 한낱 사변으로 격하된다.
178

 상술된 의식

의 경험적 형성은 초월적-형이상학적 연역이 관념론으로 각하된 다음 그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의식 개념이 기존의 

개념을 직접 논박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전자가 후자의 대안적 

지위를 잃지 않는다. 

의식의 연원에 대한 고찰은 개체적 의식과 유적 의식이 일치할 가능성을 

해명한다. 인간 개체의 의식이 유적-보편적으로 규정되며 타인과 일치할 

수 있는 이유는, 개체적 의식의 발생이 이미 유적 의식에 의존적이기 때문

이다. 개체, 즉 자아의 의식이 형성되는 데 개입하는 유는 바로 ‘너’이다. 

인간은 타인에 의해 양육되기 때문이다. 개체에게 유는 우선 ‘너’의 형식으

로 나타난다. 이 ‘너’는 기존의 인간적-유적 개체이다. 애초 자연적-비인간

적 상태였던 자아가 인간적 ‘너’와의 관계에 의해 인간적-유적 개체가 된

다. 자아가 ‘너’와 만나는 이 관계는 그 자신 자기보존적인 인간 유의 실현

이다. 워토프스키는 ‘너’의 의식을 자기의식과 세계의식의 원천으로 기술한

다. 자아가 ‘너’를 통해 자기의식과 세계의식에 도달하는 경로는 다시금 인

간성들에 의해 매개된다. 때문에 워토프스키는 나-너 관계가 인간 유의 최

소 단위라고 기술한다. 앞서 인간의 유가 보존되기 위해 최소한 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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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이어바흐의 주된 관심은 자아보다 신 개념의 현실성이다. 그러나 자아와 신 모두 특

수형이상학의 대상인 바, 형이상학적 신 개념에 대한 비판이 자아의 개념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다음의 구절은 신학의 대상이 비현실적이라는 포이어바흐의 비판이다. 이는 

영혼론의 대상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소위 실재에 대한 학문, 특히 자연과학적 지성 위에 

정초된 경험론 또는 실재론은 신학을 부정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아니며 실천적으로, 행위를 

통해서 부정한다. 실재론자들은 신의 부정, 적어도 신이 아닌 것을 그들의 주제이자 활동의 

실재적인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 감성적인 것에 그의 정신과 마음을 

집중하는 사람은 실재로부터 초감성적 실재성을 박탈한다. 왜냐하면, 적어도 인간에게는, 

실재적이고 현실적인 행위의 대상만이 현실적이기 때문이다.”(GPZ15.; FSW2,265)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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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여성)이 필요했던 것처럼, 인간적-유적 본질을 충족하며 자기를 

유적 존재로 지각하기 위해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79

 

레이테메이어는 이 관계를 이성적-언어적으로 해석하여 인간 개체의 이성

이 타인과의 대화로부터 발생한다고 표현한다. 때문에 대화가 인간 이성의 

근본적 원리이다. 인간 이성의 첫 번째 자기규정인 ‘내가 여기 있다(Hier 

bin ich)’는 오로지 ‘네가 거기 있다(Dort bist Du)’는 전제로부터 성립한다. 

‘너’는 물론 감성적으로 주어진 타인이다. 때문에 레이테메이어는 자아의 

산물인 이념들(Ideen)도 감성적 타자인 ‘너’와 결합되어(geknüpft) 있으며, 

자아가 근본적으로 대화적(dialogisch)이라고 기술한다.
180

  

이로써 개체를 포괄하는 인간의 유가 현실적 전체로 등장한다. 인간 개

체는 유에 포섭됨으로써 비로소 인간으로 규정된다. 181  다만 유의 강조가 

유 개념 자체의 실체화는 아니다. 유는 그 자신 사유의 산물로서 실현되기 

위해 특별한 양태들을 요구한다. 나-너 관계는 이 양태 중의 하나이다. 아

멩괄은 유와 개체의 상호관계를 논술하며 유 개념이 개체적 개별성과 유한

성의 부정으로써, 무한한 것으로 도출되지만 그 자신 현존하는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선 안 된다고 확인한다. 그리고 오로지, 언제나 나 이외의 

타인을 통해 내게 주어진다고 기술한다. 반면 개체의 강조가 유적 보편성

을 방기하고 독단적으로 현존하는 절대적 개별자를 뜻하지도 않는다. 아멩

괄은 유적-공동체적 개체와 개별적 개체를 각각 ‘공동주의자(Kommunist)’

와 ‘에고이스트’로 부르며, 전자가 후자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기술한다.
182

 

앞서 포이어바흐는 인간적 공동체로부터 규정된 개체, 공동인간

(Gemeinmensch)을 인간 본질의 실현으로 보았다. 183  ‘공동주의자’와 ‘공

동인간’은 인간적 공동체로부터 규정된 개체이다. 이는 다시금 나-너 관계

의 구체적 실현으로서 인간적 공동체의 고찰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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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x William Wartofsky, Feuerbach, 125쪽. 
180

 Ursula Reitemeyer, Philosophie der Leiblichkeit, 110-111쪽. 
181

 이는 종Art과 유 사이 논리학적 규정이면서 또한 개체의 형성에 관한 심리학적-교육학

적 규정이다.  
182

 Gabriel Amengual, "Feuerbach: zu einer Anthropologie der Einzelheit und der 

Differenz: Wege und Umwege des Humanum", 241-242쪽. 
183

 “포이어바흐는 인간의 본질을 오로지 공동체로 옮겨놓는다: 공동인간, 공동주의자”(WCE; 

FSW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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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대성과 인간적 공동체 

 

포이어바흐의 유 개념은 인간적 관계의 총체인 ‘공동체’로 귀결된다. 연

구자들은 포이어바흐의 인간적 공동체 개념을 연대성(Solidarität) 개념에 

견주어 분석한다. 다만 포이어바흐 자신은 연대성이란 범주 대신 ‘이웃인

간성(Mitmenschlichkeit)’, ‘공동인간(Gemeinmensch)’, ‘공동주의자

(Kommunist)’ 등으로 표현한다. 다만 이로써 포이어바흐가 기술하는 내용

은 현대적 연대성 개념과 상통한다. 포이어바흐는 인간적-유적 본질을 타

자관계를 결속하는 보편성이자 매개로, 타자관계를 인간적 공동체를 구성

하는 요소이자 전제로 사용한다. 따라서 인간적 공동체는 인간적-유적 본

질의 귀결이다. 인간적 공동체는 인간성이 구체적이며 완전한 실현을 획득

하는 토대이다. 공동체는 인간 개체의 물질적-현실적 현존을 보존하면서, 

개체 간 상호주관적 관계를 통해 개체적 개별성을 지양한다. 상술된 나-너 

관계는 이 관계의 최초 양상이다. 나-너 관계는 관계의 상대를 오로지 ‘너’

로 표현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관과 타자가 맺는 관계는 다양하다. 나

-너 관계는 현실적 관계들의 순수 형식이다. 관계는 항상 관계 맺는 주관

과 맺어지는 대상을 내포하며, 따라서 주관과 대상 사이에 성립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나-너 관계는 현실적 관계들을 형식적으로 포괄한다. 그러나 

형식성으로 말미암아 나-너 관계가 기술하는 바는 아직 추상적이다. 현실

의 관계들은 예컨대 아내와 남편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등으로 분화

하여 표현된다. 이 관계형식들은 각각 특수한 인간적 공동체가 결성되는 

계기이다. 각각의 공동체들은 다시금 결집하여 하나의 사회를 구성한다. 

사회는 인간성의 상호주관적-총체적 실현이다.
184

 인간적 사회를 결속하는 

                                           
184

 앞선 마이호퍼의 기술에 따르면, 포이어바흐는 이 ‘사회’를 다시 우두머리(Oberhaupt)의 

인격적 현존으로 환원한다. (Maihofer, "Zur Frage nach der rechtsphilosophischen 

Relevanz der Feuerbachschen Anthropologie”, 93.) 둘 다 ‘인간성’의 총체적 표현이지만 

우두머리는 개별-주관적 표현, 사회는 상호주관적 표현이다. 현대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사

회와 우두머리 사이 환원관계에 의해 작동한다. 이 경우 선출된 대표가 각각의 공동체를 

대리한다. 대표의 결정은 그 자신의 인격을 넘어 공동체 전체에 보편적 구속력을 발휘한다. 

대표는 그 자신 현존하는 인격이면서 공동체의 총체성을 체현한다. 다만 사회 전체 차원에

서는 더 이상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의회민주주의 체제는 사회 전체를 한 명의 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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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개체 간 연대성은 개체가 내포한 본질의 반영이다. 이로써 구체적-현

실적 인간 개체로부터 인간의 사회가 필연적 귀결로 대두된다. 

때문에 다시금 인간적-유적 본질이 공동체 결속의 전제로 확인된다. 이 

점에서 브라운은 이성·의지·사랑의 발휘에서 인간적 공동체의 필연성을 발

견한다. 사유와 이성은 타인의 도움 및 타인과의 관계 없이 작동하지 않는

다. 상술된 것처럼 “나 혼자서만 본 것이라면 의심스럽지만 다른 사람들도 

본 것이라면 아주 확실”하며, “혼자서는 안 되며 둘이어야 개념에, 보편적 

이성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념은 오로지 소통을 통해서

만, 인간과 인간의 대화를 통해서만 싹튼다.” 
185

 이는 초월적-보편적 이성

을 인간적-유적 이성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대화를 통한 인간 개체들의 이

성적 교류로부터 유적 이성의 실현을 도모한다. 이 교류는 우선 인간적 자

아와 ‘너’ 사이의 대화라는 형식으로 제시된다. 이 형식은 현실적-구체적

인 교류의 사건 및 교류의 총체인 이성적 공동체를 내포한다. 이 공동체는 

또한 대화를 매개로 보편적 이성을 구현하는 담론적 공동체이다. 포이어바

흐는 이 공동체를 유적-이성적 본질의 완전한 실현으로 제시한다. 예컨대 

무한한 유적 이성을 신의 이성에 견주어 다음처럼 표현한다. 

 

“자연학의 영역은 한 인간이 아우르기에는 너무나 넓고 끝이 없다. 어

느 누가 하늘의 별과 애벌레 배의 근육과 신경을 한꺼번에 셀 수 있겠

는가? (...) 누가 달의 패이고 돋워진 부분을 구별하면서 동시에 암모나

이트와 텔레브라이트의 그 많은 차이들을 관찰할 수 있겠는가? 인간 

개체로서는 알 수도, 할 수도 없는 것이 인간 집단에게는 알려지고 가

능해진다. 이처럼 모든 특수한 것들을 동시에 아는 신적인 지식은 유

의 지식으로부터 그 현실성을 얻는다.“186 

 

아울러 행복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도 인간은 타인과 연대한다. 인간은 

자기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한편 타인의 

                                                                                                           

머리에 대리시키지 않으며, 여러 대표들의 집단이 우두머리의 개별적-인격적 현존을 대신

한다. 이는 지난 역사의 반영이다. 파시즘의 원리는 권력의 집중이다. 나치 독일의 국가적 

총체성은 단 한 명, 총통의 인격적 현존에 집약되었다. 
185

 GPZ41.; FSW2,304 
186

 GPZ12,; FSW2,259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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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가 만족됨을 통해서도 행복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브라운은 이를 “이

웃인간의 만족을 실현하지(bewirken) 않고선 자기의 행복 욕구조차도 만

족되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그리고 행복을 지향하는 인간적-개체적 본질

에 이미 연대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기술한다. 이는 행복이라는 얼핏 이기

적인 동기가 이타적-연대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전제이다. 이로써 행복 욕

구의 유적-보편적 충족이 가능해진다. 개인이 ‘타인의 행복을 증진하라’는 

윤리적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자기의 행복에도 부합하기 때

문이다. 요컨대 인간 의지는 행복을 지향한다. 그리고 이 행복이란 자기 

뿐 아니라 타인과 인간 유의 보편적 행복이다.
187

 슈미트는 이기심에서 이

타심으로의 이행을 보다 현실적으로 해명한다. 이를 위해 포이어바흐의 후

기 저작인 『자연의 체계(System der Natur)』에서 일부를 인용한다. 이에 

따르면 우선 감성적이며 이성적인 존재는 누구나 자기의 무탈함

(Wohlergehen)을 구하며, 그가 자기의 행복을 돌보는 것은 보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인간은 경험적으로, 또한 이성적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행복에 필요한 물건들을 마련할 수 없다고 깨닫게 된다. 이 점에서 공동체

와 공동생활은 또한 이기적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이다.188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 의지는 본래적으로 주관적 개별성을 넘어 타인과의 연대를 지향한다. 

이는 공동의 행복으로 결속된 인간의 공동체를 가능케 한다. 

인간 마음의 본질도 인간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원리 중 하나이다. 브라

운은 마음과 인간적 감성(Sinnlichkeit)이 인간성의 하나인 사랑으로부터 

나-너 관계에 도달한다고 기술한다. 189  포이어바흐는 다음과 같이 성별로 

인한 구별을 나-너 관계의 본보기로 제시한다. 

 

“오직 현실적이고 생동적이며 열렬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구별이 자아

와 너의 구별, 모든 인격성과 의식의 근본 조건이다. (…) 인간은 오직 

                                           
187

 그러나 인간 본성은 한편으로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구석을 포함한다. 이는 인간에 대한 

일종의 비관주의다. 브라운은 자연적-도야되지 않은 인간과 도야된 인간을 구별함으로써 

비관주의에 응수한다. 보편적 행복에의 취향과 연대성은 도야된 인간의 속성이다. “연대성

과 동종성(Zusammengehörigkeit)의 감정은 인간의 고양된 삶(Lebensaufstieg)과 성숙에 

속한다“. (Hans-Jürg Braun, Ludwig Feuerbachs Lehre vom Menschen, 113쪽.) 
188

 Alfred Schmidt, Emanzipatorische Sinnlichkeit, 202쪽. 
189

 Hans-Jürg Braun, Ludwig Feuerbachs Lehre vom Menschen,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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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와 여자로 현존한다. 인간의 덕성(Tüchtigkeit)과 건강이란 오직 

여자가 여자답고 남자가 남자다운 데 있다.”
190

 

 

성별로 인한 차이는 우선 신체에 귀속된다. 한편 인간의 신체는 내포한 

성별로부터 규정 및 구성된다. 성별은 신체의 매개를 거쳐 의식에까지 구

속력을 행사한다. 이를 두고 아멩괄은 성차(Geschlechtsunterschied)가 

유기적-자연적일 뿐 아니라 개인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문화적 특징에도 

개입한다고 기술한다.
191 192

 이로써 성별(Geschlechtlichkeit)이 인간 개체 

본연의 규정으로 대두한다. 인간의 유는 남성과 여성을 비롯하여 여러 종

류의 성을 포함한다. 인간 개체는 그 중 하나의 성에 귀속된다. 남성과 여

성은 서로 구별되지만 또한 서로 지향하는(angewiesene) 개체들로서, 합

쳐져 인간의 유를 구성한다. 때문에 성별은 인간의 보편적 유와 개별적 개

체를 구별하는 지표 중 하나이다. 인간의 유는 모든 성별을 포함하지만 개

체는 그 중 하나만을 취하기 때문이다.
193194

 따라서 성적 사랑의 관계는 인

간의 유를 구성하는 부분들 상호의 관계이며 유의 자기관계이다. 앞서 안

현수는 성적-신체적 결합과 재생산을 사랑을 통한 유의 실현으로 제시했

다. 이는 매개이자 사랑에 참여하는 개체 사이 구별이 지양되는 한 가지 

형식이다. 안현수의 논지는, 성적-신체적 결합을 통해 상호 보충함으로써 

각 개체가 신체적 개별성을 지양하고 유적-보편적 본질에 도달한다는 것

                                           
190

 WC; FSW6,111 
191

 Gabriel Amengual, "Feuerbach: zu einer Anthropologie der Einzelheit und der 

Differenz: Wege und Umwege des Humanum", 238-239쪽. 
192

 아멩괄은 성적 개별성이 인간적 개체 본연의 조건임에 천착했다는 점에서 포이어바흐의 

선구적 역할을 인정한다. (ibid., 239쪽.) 브라운도 여성성이 인간성의 정당한 일부이며, 이것

이 남성성을 곧 인간성으로 동치한 기존 태도의 논박이라고 기술한다. (Hans-Jürg Braun, 

Ludwig Feuerbachs Lehre vom Menschen, 106쪽.) 
193

 Hans-Jürg Braun, Ludwig Feuerbachs Lehre vom Menschen, 105쪽.) 
194

 당시에는 인간의 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하는 관점이 자연스러웠다. 다만 인간의 성

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양성 이외의 성적 정체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포이어바흐는 이 

연구들을 접하지 못했지만 인간적-유적 본질로서의 성별에 대한 포이어바흐의 논지는 여전

히 타당하다. 설령 셋 이상의 성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한 개체가 그 모든 성별을 취할 

수는 없다. 개체는 개별로서 그 중 하나 혹은 일부를 취하며, 유는 전체로서 모든 성별을 

자기 안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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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예컨대 출산은 여러 개인의 결합을 통해 유의 자기보존적 본질이 표

현되는 사건이다.
195

 이는 여전히 타당한 매개의 형식이다. 이 경우 사랑은 

다른 쪽 성별을 가진 ‘너’, 타인과 결합함으로써 유적-보편적 본질을 회복

하는 과정이 된다.
196

 인간 개체의 성적 개별성, 즉 그가 한쪽 성별에 국한

되어 있다는 점이 결합의 동기를 제공한다. 다만 성적-신체적 관계 이외에

도 유적-심정적 결합의 양상들을 떠올릴 수 있다. 포이어바흐가 유적 본질

로 상정하는 사랑이란 다만 인간적-유적 의식의 일부인 마음의 심정적 보

편성과 이를 통한 개체 사이 구별의 지양만을 뜻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

정은 신체적 관계 없이도 마음을 통해 우정 관계를 맺는 사람들 사이를 매

개한다. 이 경우 우정도 여성과 남성의 사랑처럼 구별의 지양이며, 따라서 

포이어바흐가 포괄적으로 ‘사랑’이라고 표현한 감정적 일치의 상태에 포함

된다. 사랑의 관계는 다른 인간적-유적 관계들과 마찬가지로 공동체로 귀

결된다. 예컨대 가족 공동체는 가족애로 결속된 가족 구성원들 사이 관계

의 총체이다.
197

 사랑이 실현되는 관계는 윤리성, 타인의 행복을 증진하라

는 명령 및 의무의 실천과 마찬가지로 타자와의 구별을 초월한다. 브라운

은 구별의 지양에서 인간 최상의 도덕법칙과 이웃인간에 대한 사랑이 나타

난다고 기술한다. 그리고 이러한 윤리적 실천 및 심정적 실천이 사유의 실

천들(Denkvollzüge)과 함께 인간이 연대적 존재(Solidarischsein)인 근거

를 나타내며, 여기서 인간의 신성(Gottheit)이 실현된다고 쓰고 있다.
198

 

이로써 인간적 공동체가 인간 의식의 본질로부터 도출된 인간적-유적 

본질의 실현태로 정립된다. 개인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거기에 소속됨으로

써 비로소 유적 개인이 되며 자기의 유적 본질을 실현 및 충족한다. 포이

어바흐는 이 유적 개인을 ‘공동인간’ 또는 ‘공동주의자’라고 이름한다. 199 

이들은 다시금 구체적-현실적인 인간 개체들로써 공동체를 보존한다. 이들

                                           
195

 안현수, 「포이에르바하의 「人間學的 唯物論」의 形成過程과 그 思想」, 147-149쪽. 
196

 Hans-Jürg Braun, Ludwig Feuerbachs Lehre vom Menschen, 108-109쪽. 
197

 가족은 사랑으로 매개된 공동체의 모범이다. 때문에 여러 정치적, 사회적 집단들이 가족

을 모델삼아 결속해 왔다. ‘군사부일체’는 전근대 동양사회에서 가족 모델이 정치적, 사회적 

공동체로 변주된 사례이다. 이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임금과 신하, 스승과 제자 관계의 

원형으로 정립한다. 
198

 Hans-Jürg Braun, Ludwig Feuerbachs Lehre vom Menschen, 121쪽. 
199

 WCE; FSW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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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존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한낱 개념적 형식을 넘어 시공간 상에 현

상한다. 때문에 아멩괄은 공동체적 일치에도 불구하고 개체들이 자기의 고

유존재와 특수한 속성들을 보존한다고 확인한다.200 그러나 이 개인은 자연

적-무규정적 상태에서 벗어나 유적으로 규정되며, 유적 보편성을 자기의 

본질로 내포한다. 이로써 유적 개인과 현실적 공동체가 상호 관계를 맺는

다. 전자는 후자를 구성하는 요소이면서 그 자신 후자로부터 규정되는 실

체이다. 논리적 순서에 따라 고찰하자면 이는 순환적이다. 전자가 후자를, 

후자가 다시 전자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생의 차원에서는 자연스

럽다. 개인은 사회 안에서 양육되지만 나중엔 그 자신 주체적으로 사회를 

구성 및 개혁하는 사회적 개인이 된다. 

인간적 공동체는 무한한 인간성의 완연한 실현이다. 이는 포이어바흐적 

종교비판의 전제이다. 신성은 곧 무한성이기 때문이다. 브라운이 공동체에

서 실현되는 ‘인간의 신성’으로 기술한 것은 앞서 분석된 인간성의 완전성

(무한성)이다.
201

 인간성의 완전성은 포이어바흐가 주창한 ‘인간학적으로 해

소된 신학’의 핵심이다. 포이어바흐는 기존의 유신론에서 신의 전유물로 

전치된 완전성을 인간적-유적 본질, 나아가 인간적 공동체로 돌려놓는다. 

브라운은 포이어바흐의 시도를 ‘연대성의 인간주의(Humanismus)’라고 표

현하며, “기존의 관습적-종교적 이념을 인간에 걸맞는(menschgemäß) 것

으로 바꾸었다”고 평가한다.
202

 포이어바흐는 신의 무한성을 신을 사유하는 

인간의 무한성으로 환원한다. 이로써 기존의 종교적-타자적 신을 인간성의 

투사로 재구성한다. 이를 다음처럼 표현한다. 

 

“새로운 철학은 인간학 안에서 신학의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일관적인 

해소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철학은 신학을 이성에서만 해소하는 낡은 

철학과 달리 마음에서도, 즉 총체적이며 현실적인 인간 본질에서 해소

                                           
200

 Gabriel Amengual, "Feuerbach: zu einer Anthropologie der Einzelheit und der 

Differenz: Wege und Umwege des Humanum", 237쪽. 
201

 공동체에서 실현되는 ‘신성’은 이미 앞선 인용구에서 제시되었다. 이제 해당 인용구의 

다음 부분이 부각된다: “고립은 유한성, 제약성이고 공동(Gemeinschftlichkeit)은 자유, 무

한성이다. 인간 자체는 (세간의 뜻에서) 인간이지만 인간과 함께하는 인간, 나와 너의 일치

는 신이다.”(GPZ60.; FSW2,318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202

 Hans-Jürg Braun, Ludwig Feuerbachs Lehre vom Menschen, 121-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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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
203

 

 

이는 종교의 본질을 무한한-인간적 이상의 표현으로 재정립하며, 이로써 

기성 종교로부터 시민종교적 전환을 모색한다. 공동체가 인간성의 실천적-

사회철학적 귀결이라면 신은 같은 것의 관념적 표현이다. WC 시점(1841년)

에서 포이어바흐는 후자의 비판에 몰두한다. 이 비판이 완결되었다고 느끼

고서 VT(1842년), GPZ(1843년)에서 전자의 정립으로 이행한다. 시점과 저

술 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인간성이 두 작업의 원리이다.
204

 

아르봉에 따르면, 포이어바흐는 신-인의 종교적 관계를 인간 사이의 상호

주관적 관계로 대체한다. 아울러 차안(현세)에서 희망이 좌절되었을 때 피

안의 천국에 대한 기대가 등장하지만 여전히 그 구체적 실현태들

(Aktivitäten)은 차안에서 모색된다. 때문에 아르봉은 신성을 인간성의 투

사로서 단지 분석만 해서는 부족하며, 인간적-상호주관적 대면

(Begegnung)을 신이 현상하는 장소로 정립함으로써 비로소 ‘인간학적 신

학’의 기획이 충족된다고 쓰고 있다.205 

이로써 연대성과 인간적 공동체가 자아와 ‘너’ 사이 형식적-추상적 관계

의 실현이면서 신과 인간 사이 종교적-소외된 관계의 실상이 된다. 이 공

동체는 구체적-현실적 개인들의 연합이며 그 자신 사회적이다. 그란트는 

포이어바흐의 고찰이 이론 영역에서 벗어날수록 사회적 관계성에 가까워진

                                           
203

 GPZ52.; FSW2,315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204

 안현수는 WC과 GPZ, 신 개념 비판과 공동체 개념 정립 사이 동근원성을 감지한다. 다

만 그는 이 원리를 ‘유적존재’로 표현한다. (안현수, 「포이에르바하의 「人間學的 唯物論」의 

形成過程과 그 思想」, 142쪽.) 이는 ‘Gattungswesen‘의 역어로 보인다. 그러나 신 및 공동

체에 존재 범주를 적용하는 것은 썩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이다. 포이어바흐는 감성적 실질

성(Qualität)을 존재의 조건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체는 실질적 인간 개체들의 

결사체이지만 그 자신 감성적으로 실질적이지는 않다. 신은 실질적 인간 개체들의 유적 본

질이 투사된 결과이다. 

이는 포이어바흐가 ‘Wesen‘을 다의적으로 사용한 데에서 비롯한 난점이다. Wesen은 그 자

신 ‘존재‘의 함의와 ‘본질‘의 함의를 동시에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이어바흐는 Wesen

과 함께 ‘Sein‘, ‘Existenz‘를 활용하며 존재이론적 함의가 확연할 때에는 Wesen보다 저 

둘을 빈번히 활용한다. 포이어바흐적 Wesen 개념의 다의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Ludwig Andreas Feuerbach, 『기독교의 본질』, 강대석 옮김, 파주: 한길사, 2008, 61-62쪽. 
205

 Henri Arvon, "Feuerach und die Theologie", Erich Thies 옮김, Ludwig Feuerbach,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6, 399-4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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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기술한다. 이에 따르면, 나-너 관계를 구성하는 ‘너’는 단일-특정한 

개체가 아니며 수많은 개인들을 내포한다. 따라서 나-너 관계의 실현태는 

수많은 관계들로 구성된 사회이다. 사회는 타인을 나와 대등한 주관으로 

인정하는 인간들의 연대적 관계로 구성된다. 개체·유 관계에 대한 포이어

바흐의 고찰은 나-너 관계, 나아가 연대성 개념의 전제를 구성한다. 이로

써 유 개념을 연대적 공동체(Solidargemeinschaft)로 사유할 수 있게 되

었으며, 개인의 실천적 필연성과 연대적 가능성이 확인된다.
206

 

연대성과 공동체의 실현은 그 자신 정치의 영역을 계시한다. 이는 마르

크스의 비판에 대한 포이어바흐적 응답이다.
207

 포이어바흐의 물질적-감성

적 인간이론은 인간을 인식 뿐 아니라 실천의 주관으로도 정립한다. 감성

적 행복의 보편화에 대한 윤리적 명령은 그 자신 실천적이며, 이 명령으로 

결속된 윤리적 공동체를 내포한다. 이는 인간적-유적 본질에 내재된 가능

성이다. 때문에 윤리적 공동체의 실현은 또한 당위적이다. 우선 명령이 그 

자신 당위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명령은 개체가 가진 본질의 일부이며 

외부에서 부과된 규범이 아니다. 주관에 독립적인 근거로부터 부과된 엄숙

주의적 윤리 규범은 현실적-윤리적 주관이 거기에 부합할 가능성을 애초

에 차단한다. 이는 규범의 유효성을 위협한다. 그러한 규범은 비현실적이

며, 윤리학적 사변의 관심사일 뿐 실천적-현실적 주관에게는 적합치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포이어바흐는 윤리성의 근거를 개체에 내재한 행복에의 

욕구로부터 도출함으로써 실천의 가능성을 확보한다. 이는 다시금 윤리적 

공동체의 가능성이다. 윤리적 공동체는 개체 사이 윤리적 실천의 총체로서 

도출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케른은 포이어바흐의 공동체주의

(Kommunismus)를 ‘규범적(normativ)’이라고 표현한다. 마르크스의 비판

은 이 점을 겨냥한다. 케른은 이를 다음처럼 요약한다. 마르크스는 공동체

를 유에서 개념적으로 도출했으나, 거기에 도달하는 현실적-정치적 실천의 

                                           
206

 “(...) sich das Individuum notwendigerweise praktisch verhalten muß, und 

solidarisch verhalten kann.“ (Jens Grandt, Ludwig Feuerbach und die Welt des 

Glaubens, 307쪽.) 
207

 이외에도 포이어바흐 철학의 정치적-실천적 해석 및 마르크스적 비판에의 응답가능성에 

대해서 분분한 입장들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선 다음 요약을 참조: 백금서, 「감성적 실천의 

원리로서의 인간: 포이에르바하 철학의 실천적 의도와 그 현대적 의미에 대하여」, 181-19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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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포이어바흐를 비판한다.
208

 현실적인 변혁의 운

동은 예컨대 혁명정당에 의한 혁명적 실천을 포함한다. 그러나 포이어바흐

는 이러한 실천들을 생략하고 유적 본질로부터 단번에 공동체로 도약한다. 

이는 포이어바흐가 현실의 인간을 오직 추상적-유적 본질로부터 도출할 

뿐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 파악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르크스가 포이어바

흐에 붙인 ‘한낱 이론가(ein Theoretiker)’란 이름은 포이어바흐가 실천의 

측면을 간과한다는 뜻이다.
209

 

앞선 논의로부터 마르크스의 이 비판에 대한 포이어바흐적 응답의 가능

성을 모색할 수 있다. 포이어바흐가 인간성 개념에서 사회적 관계를 도외

시한다는 비판은, 유적 본질이 수행하는 개체 사이 매개적 역할 및 매개가 

실현된 여러 관계의 양태들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응답된다. 인간성은 우선 

나-너 관계에 매개된다. 나-너 관계는 유적-보편적인 공동체들을 구성하며 

이 공동체들은 하나의 사회에서 집약한다. 웩워스는 인간적-직접적 교제

(Umgang)의 영역이 역사적 과정에서 자존적으로 대상화한 형태들

(Objektivierungen)을 지향한다고 표현한다. 따라서 포이어바흐의 인간적

-유적 기능은 결국 인간적 사회의 문화적 산물들(Kulturprodukte)인 사회

적 규정들에서 파악되며, 민주주의와 정치적 공화주의의 이념이 사회적 실

천 및 진보에 대한 포이어바흐의 대망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 210 211  다만 

WC만으로는 이러한 유 개념의 공동체적-정치적 가능성을 도출할 수 없다. 

WC는 개체·유 관계 및 유적 보편성의 개념만을 활용한다. 왜냐하면 WC는 

기존의 신 개념을 인간성의 투사로 환원하는 데 관심할 뿐, 인간성의 실현 

문제를 아직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1843년 GPZ와 WCE 이후 본격

적으로 모색된다. 이는 마르크스가 WC 이후 포이어바흐의 작업에 그다지 

                                           
208

 “철학자들은 이제껏 세계를 해석해왔을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다” (Karl Marx&Friedrich Engels, Collected works, Richard Dixon 옮김,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Co., 1975, 5쪽.) 
209

 Udo Kern, "Individuum sein heißt ... Kommunist sein," 86-87쪽. 
210

 Christine Weckwerth, "Kritik an Feuerbach und Kritik der Feuerbach-Kritiker", 146-

147쪽. 
211

 슈미트도 포이어바흐의 역사 개념에 대해 첨언한다. 인용하자면, 포이어바흐는 마르크스

처럼 물질주의적으로 정교화된 역사 개념을 표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포이어바흐

가 인간 유의 역사적 개방성Unabgeschlossenheit을 간과했다는 뜻은 될 수 없다. (Alfred 

Schmidt, Emanzipatorische Sinnlichkeit, 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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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추정을 강화한다. 이 추정을 인용하여 『포이어바흐

에 대한 테제』의 상대를 WC에 한정하면 『포이어바흐에 대한 테제』에서의 

비판은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이는 이내 포이어바흐의 1840년대 노작들

을 통하여 보완된다. 예컨대 GPZ는 철학의 실천적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선

언한다: ”새로운 철학은 이론의 가치나 독립성과 상관없이 인간과 가장 밀

접한 조화를 이루며 근본적으로, 가장 숭고한 의미에서 실천적인 경향을 

띈다.”
212

 이를 주해하며 케른은 포이어바흐가 이론에서 실천으로의 손쉬운 

이행을 가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론과 실천 사이의 필연적 단절을 확인

한다고 기술한다.
213

 

아울러 이성과 마음에 매개된 구별의 지양도 현실에서의 실천을 내포한

다. 실천으로 말미암은 구별의 지양은 타자관계, 나아가 사회를 구성한다. 

이를 두고 티스는 포이어바흐의 감성적 인간 개념이 인간 자신 뿐 아니라 

조화로우며 행복한 사회적 삶 으로 귀결된다고 기술한다. 이는 기존의 종

교가 피안의 천국 개념으로 상상했던 그것이다. 티스는 이를 포이어바흐가 

“정치를 실현된 종교이자 종교의 원리”로 삼았다고 표현한다.214 로어모저

도 포이어바흐 철학에서 정치적 실천형식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인용하자

면, 인간의 공동체는 연합하며(zusammenschließend) 결속하는 인간 본

질의 귀결이다. 이는 또한 무한한 인간성의 실현이며 진리와 윤리성의 준

거이다. 로어모저는 법적 판결에서 집단의 판결이 개체를 구속하는 경우를 

예시한다. 개인이 이의를 가질 가능성과 상관없이 집단적 판결은 유권적이

며 사회적 실체로서 보편적 구속력을 지닌다.215 이는 집단이 개체를 포괄

하는 유의 대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어모저는 정치가 섹슈얼리티와 함

께 인간성의 실현임을 확인한다. 과거 종교적 의식은 유의 완전성을 신의 

이념에서 표현했다. 로어모저는 종교에서 인간성이 타자적-소외된 형식으

로 나타났음을 명시한다. 그리고 사회를 타자적으로 파악할 때 다시금 소

외의 상태가 찾아온다고 경고한다. 사회는 인간 활동성의 산물이면서 한편 

                                           
212

 GPZ62.; FSW2,319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213

 Udo Kern, "Individuum sein heißt ... Kommunist sein," 87-88쪽. 
214

 Erich Thies, "Philosophie und Wirklichkeit", 441-442쪽. 
215

 Günter Rohrmoser, "Warum sollen wir uns für Feuerach interessieren?", Erich 

Thies (엮음), Ludwig Feuerbach,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6, 

4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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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되어 그 자신 실재하는 권력의 형식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로어모

저는 이를 사회의 물신화된(fetischsiert) 형식이라고 표현한다.
216

 로어모

저의 비판은 전체주의적-파시즘적 사회들에 한층 타당하다. 다만 현대의 

대다수 국민국가들은 규모로 말미암아 시민의 직접 참여가 불가능하며 대

의제를 통해 작동한다. 이 경우 설령 민주주의 원리가 적절하게 작동하더

라도 전체 사회와 개별 시민, 공동체와 유적 개인 사이에 단절이 불가피하

다. 따라서 여전히 개인으로서 공동체를 타자적-소외된 형식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이를테면 ‘나 하나쯤 투표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달라

지지 않는다’는 태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일견 타당하다. 실제로 ‘나 

하나’가 투표하지 않아도 결과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개인은 

공동체를 자기 통제에서 벗어난 또다른 실체로 상정한다. 

  

                                           
216

 Ibid.,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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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장 결론 

제1절 논문의 의의와 성과 

 

본 논문의 목적은 포이어바흐의 유적 인간 개념과 그 층위들을 해명하는 

것이었다. 유적 인간 개념은 충실한 헤겔학도이던 1820년대의 포이어바흐

와 헤겔의 비판자이자 저명한 종교비판가이던 1840년대의 포이어바흐, 윤

리학 연구에 천착한 1850-60년대의 포이어바흐 모두를 포괄하는 핵심어이

다. 요컨대 ‘유적 인간’은 포이어바흐의 철학적 여정을 일이관지한다. 다만 

유적 인간 개념이 모색되는 동기는 각 시기마다 다르다. 1820년대의 포이

어바흐는 여전히 개별과 보편의 논리적 관계에 주목한다. 여기서는 ‘유적 

인간’이 개별 이성을 초월·포괄하는 보편적 이성으로 나타난다. 인간은 사

유함으로써 이성을 사용한다. 이성의 내재적-논리적 법칙은 또한 보편적이

다. 따라서 사유함으로써 인간과 다른 인간의 일치가 가능해지며 인간성이 

구현된다. 1830년대의 헤겔비판적 저술들에서는 인간의 본질이 보편성으로

서, 기존의 사변적-변증법적 보편성들의 대안으로 조명된다. 이는 포이어

바흐가 개별·보편 문제에 대한 1820년대의 논리적 해소로부터 이탈하여 

나름대로의 대안을 찾아나선 흔적이다. 포이어바흐가 기존 입장을 포기하

게 된 계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830년대 초-중반의 서신들에선 여전

히 헤겔주의의 흔적이 발견된다. 1828년의 Vernunft와 1839년의 KHP 사

이 10여 년간 당시 자연과학의 연구성과들에 주목했고, 이로부터 헤겔철학

의 관념적 성격에 불만을 느꼈으리라는 것이 일반의 추정이다. 여하간 

1839년 이후 포이어바흐는 우선 헤겔철학의 비판에 몰두한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다시금 개별·보편의 변증법적 관계가 문제시된다.217 1830년대의 

헤겔비판은 1840년대의 종교비판적 저술들의 토대이다. 포이어바흐는 

1841년의 시점에 이미 인간성을 참된 보편성이자 기독교 비판의 원리로 

삼고 있다. WC 서문은 ‘인간의 보편적 본질’과 ‘종교의 보편적 본질’의 두 

단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본문에서 ‘종교의 참된 본질’과 ‘종교의 그릇된 

                                           
217

 자스는 개별·보편의 문제를 포이어바흐의 1830년대 저술 전체의 문제의식으로 상정한다. 

(Hans-Marin Saß, Ludwig Feuerbach, Reinbek bei Hamburg: Rowohlt Taschenbuch 

Verlag GmbH, 1978, 56-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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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에 각각 상응한다. 이로써 포이어바흐는 ‘인간성’으로 종교적 신의 이

념, 무한성을 대체하려는 의도를 표시한다. WC 이후에는 ‘새로운 철학’을 

모색하며 물질주의적 존재이론과 심신이론에 천착한다. 이는 인간성의 현

실적 조건, 즉 신체와 물질적 현존에 대한 연구이다. 신체적 현존은 두뇌

의 기능을, 두뇌 기능은 인간 의식의 작용을 산출한다. 그리고 의식의 본

질인 이성·의지·마음을 통해 신체적-개체적 현존이 다른 신체적 현존과의 

구별을 지양하고 보편적 일치에 도달한다. 일치의 상태는 우선 자아와 ‘너’

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이 관계는 인간 본질의 반영이므로 자아이

자 인간인 여러 주관들에 보편적으로 확장 가능하다. 확장된 관계의 총체

로서 인간적 공동체가 구성되며, 사회는 이러한 공동체들의 집약이다. 포

이어바흐는 1843년의 GPZ와 1845년의 WCE에서 인간의 유적-사회적 존

재를 분석한다. 그리고 신체적-감성적 현존에 준거한 사랑을 보편적-유적 

일치에 도달하는 수단으로 제시한다. 이는 WC에서 신적 사랑을 인간적-

유적 사랑으로 환원한 대목의 연장이다. 마르크스의 비판은 이 지점을 겨

냥한다. 마르크스는 포이어바흐가 유적 일치의 원리로 제시한 사랑이 추상

적이며, 현실적-정치경제적 투쟁의 역사를 간과한다고 비판한다. 218  이는 

개념적으로 선취된 공동체의 이념을 역사적 지평에서 실현하는 문제이다. 

포이어바흐가 마르크스의 비판에 직접 응답하지는 않았지만, ‘실현’은 WC 

이후의 인간성 연구에서 중요한 논제로 등장한다. 가족 공동체, 이성적-언

어적으로 결속된 담론 공동체가 실현의 구체적 양상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인간 유를 포괄하는 윤리성이 인간적-유적 본질의 실현태로 논구된다. 이

는 1850년대 이후 포이어바흐의 관심이다. 1860년대의 윤리학적 저술들은 

행복의 보편적 실현을 인간 유의 도덕법칙(Gesetz)으로 선언하며, 이 법칙

을 통해 자기와 타인이 공존공영하는 인간적 공동체를 요청한다. 포이어바

흐는 물질적 현실성을 실재의 원리로 선언함으로써 ‘절대정신’에 의한 개

별·보편 문제의 해소를 기각한다. 그러나 개별·보편의 변증법 자체는 시종 

포이어바흐의 철학적 방법으로 견지된다. 인간성은 물질적 현실성의 원리

를 유지한 채로 보편의 경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양출된 대안이다. 인간

성을 통해 포이어바흐는 신체적-현실적 개인을 아우르는 인간적-유적 보

편성을 지시한다. 이 보편성은 다시 인간적 공동체 및 그에 소속한 공동체

                                           
218

 Karl Marx&Friedrich Engels, Collected works,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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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간에서 구체적-물질적 실현태를 획득한다.  

본 논문은 우선 인간적-유적 본질, 혹은 인간성 개념으로 포이어바흐의 

철학체계를 전체를 조망한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포이어바흐 철학의 각 

부분을 부각하는 데 집중한다. 간혹 포이어바흐 철학의 전말을 다루는 연

구서들도 시대적 구분을 채용하거나 주제별로 서술할 뿐, 전체를 필연적 

연관에서 아우른 연구물은 보다 희소한 형편이다. 그 중에서 체계적 의도

를 포함한 연구들도 각 시대를 연관짓거나 저술들 사이의 계승관계를 기술

하는 정도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포이어바흐 자신의 서술방법 때문이다. 

포이어바흐는 강령적 서술을 애용했다. 체계를 구성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오히려 체계적 구성이 철학을 비현실적 사변으로 내몬다고 지적

했다. 그러나 포이어바흐의 사유 자체가 비체계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

히려 상술한 대로 개별·보편의 변증법적 방법을 보존하며 보편성의 구체적 

실현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포이어바흐는 여전한 헤겔학도이다. 다만 당대

의 저술가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기존 입장과 추후 입장 사이의 이행이 

관찰된다는 점과 자기의 입장을 포괄적-최종적으로 아우르는 저술을 남기

지 않은 점은 사세부득한 포이어바흐의 비체계성이다. 이는 포이어바흐 연

구자들에게 과업으로 남겨진 바이다. 

이는 또한 물질주의적 전제로부터 유적 보편성이 실현되는 인간적 공동

체까지의 도출이다. 포이어바흐의 철학은 개별·보편의 변증법적 관계와 물

질적 현실성의 원리에서 비롯한다. 이로부터 인간 개체와 유의 현실성, 인

간적-유적 본질로서의 공동체를 요청한다. 이 도출의 과정은 여러 단계 및 

단계들 사이의 변곡점을 포함한다. 본 논문은 전제로부터 귀결까지의 단계

들을 구분하고 단계들 사이 이행의 논리를 상술했다. 포이어바흐의 철학은 

개별·보편의 논리적 구도에서 개인과 공동체, 시민과 사회의 역사적-실천

적 구도로 전치된다. 이는 헤겔학도로 시작하여 ‘인간학적 철학’으로의 전

환을 모색한 포이어바흐 자신의 철학적 여정을 반영한다. 나아가 ‘절대정

신’의 지배에서 시작하여 물질주의적 역사이론으로 귀결된 19세기의 사상

적 흐름을 축약한다. 한편 20세기 이후 현대철학에서 대두한 신체성에의 

주목과 담론이론적 기획을 부분적으로 함축한다. 이로써 18세기와 20세기 

사이에 ‘끼인 시대’로서 19세기의 입장을 확연히 나타낸다.  

한편 포이어바흐의 철학은 여러 철학분과들에 걸쳐 있다. 우선 심신이론

과 인식이론을 포함하며, 전기에는 형이상학적 철학 비판에 몰두하면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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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윤리학적 주제들에 주목한다. 여기에 당대에 포이어바흐의 이름을 

알린 근대철학사 강의와 종교비판이 추가된다. 이는 포이어바흐 철학에의 

세심한 연구를 한층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기존 연구들이 포이어바흐 철

학의 대강보다 각론에 중점을 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다만 연구의 

지형에서는 시대마다 변화가 감지된다. 20세기 초반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물질주의적 인식이론과 형이상학 비판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마르크스주

의와의 연관에서, 마르크스의 철학적 선구로서 포이어바흐가 조명된 결과

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는 포이어바흐의 공동체적 사유가 주목받기 시

작했다. 앞서 서술된 담론이론과의 연계가 그 중 하나이다. 그리고 당대 

법철학자들과의 연관·수용 관계를 중심으로 포이어바흐의 공동체 이론을 

법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연구의 한 흐름이다.219 포이어바흐 철학은 물

질주의적 면모 이외에도 여러 해석의 가능성을 포함한다.  

그간 포이어바흐의 사상은 주로 헤겔과 마르크스를 잇는 가교로 소비되

었다. 이는 포이어바흐가 가진 자연과학적-물질주의적 전제에 바탕을 둔다. 

이 전제는 포이어바흐의 독창적인 고안이 아니며 차라리 19세기라는 시대

와 해당 시대를 특징짓는 자연과학적 성과의 반영이다. 포이어바흐에게 

‘실체’는 시공간 형식에 포섭되며 관찰가능한 것이다. 이는 자연과학의 탐

구방법과 일맥상통한다. 포이어바흐의 헤겔비판은 오로지 사유를 통해서만 

접근가능한 실체와 그러한 실체가 우주의 시초라는 전제를 관념론으로 치

부한다. 이는 사유를 통해 파악되는 헤겔철학의 순수존재 개념과 사유의 

외화로 치부되는 감성적 존재 사이의 구별, 그리고 후자를 전자의 외화로 

치부하는 헤겔철학의 존재 개념 비판에서 구체화된다. 이는 사유와 존재의 

엄격한 분리와 존재의 실체화로 귀결된다. 그래서 포이어바흐는 형이상학

적 ‘정신’ 대신에 현실의 인간과 인간의 지성적 기관, 즉 뇌를 실체이자 사

유의 주체로 설정한다. 이는 19세기 무렵과 그 이전 시대만 해도 생경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엔 차라리 상식에 가깝게 되었다. 지금은 신체

가 사유능력의 담지체이며 온전한 능력을 소유한 신체가 인격의 담지주체

로 받아들여진다. 이 점에서 포이어바흐 철학은 같은 시기의 다른 철학적 

                                           
21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 Hermann Klenner, "Rechtphilosophie - Auf 

Feuerbachs Grundlage?", Hermann Lübbe&Hans-Martin Saß (엮음), Atheismus in der 

Diskussion: Kontroversen um Ludwig Feuerbach,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75, 

72-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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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들보다 현대적 상식에 가까우며, 때문에 현대의 철학적 문제들을 해소

하는 데 유의미하게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은 포이어바흐 철학의 

근본 전제와 논리를 규명함으로써 이것의 현대성을 고찰할 계기를 제공한

다. 

 

제2절 포이어바흐 철학의 현재적 의의 

 

포이어바흐 철학은 의존하는 전제의 현대성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철학적 

지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 포이어바흐는 현실의 인간을 실체이자 인

식과 실천의 참된 주체로 주장한다. 인간이 실체이자 주체라는 주장은 오

늘날의 관점에서는 사실상 무전제에 가까운, 가벼운 전제이다. 한편 ‘현실

의 인간’은 이성적 주관에 국한되지 않는다. 현실의 인간은 사유의 주관이

자 감각의 주관이며, 이성적이지만 한편 신체에 예속된 존재이다. 포이어

바흐 철학에서는 이성과 함께 감성이 인식의 정당한 원천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이성적 주체들이 언어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듯, 감성적 주체들이 

심정적-공감적 능력을 통해 상호 일치를 이룰 가능성이 분석된다. 이는 현

대 이전의 서양철학사에서 오랫동안 간과되어 온 감성성과 신체성의 문제

를 철학의 전면으로 끌어낸다. 이성성은 인간의 중요한 일면이지만 결코 

그것만이 인간성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성 이외의 인간적 능

력들에 대한 고찰은 철학함의 주체인 인간이 총체적인 자기이해에 도달하

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이다. 포이어바흐의 철학은 이성을 포

함한 인간의 본질을 체계화하려는 시도를 내포한다. 이를 돌아봄으로써 우

리는 철학의 근본적 물음인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접근하는 또 하나의 

실마리를 얻어낼 수 있다. 

포이어바흐의 인간적 공동체 개념은 인간의 유적 존재로부터 인간적 공

동생활의 가능성을 해명한다. 인간의 공동생활은 그 자신 하나의 철학적 

문제이다. 인간의 공동생활은 동물의 공동생활과 다르다. 동물은 인간처럼 

특별한 기구 없이도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공동생활이 동

물의 공동생활과 다르다면, 인간적 공동체의 가능성은 인간이 가진 유적 

특성에 기인할 것이다. 인간적 공동생활은 인간 그 자체의 반성으로부터 

해명된다. 인간의 반성으로부터 인간이 내포한 양면성 및 그 근원이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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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며, 양 측면의 모순으로부터 매개의 가능성이 도출된다. 따라서 이 문제

는 인간 존재가 내포한 인간적 조건의 고찰이며 그 자신 인간학적이다. 이

로부터 우리는 하나의 철학적 물음을 도출할 수 있다. ‘어떻게 개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주의할 점은 이 물음이 공

동체적 삶의 가능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인간의 공동체적 삶

은 이미 기정사실(Faktum)로 주어져 있다. 이 물음은 인간의 공동생활이 

가능한 근거를 겨냥한다. 요컨대 ‘무엇에 의해’ 개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 수 있게 되었느냐는 물음이다. ‘무엇’이란 그 자체로는 모순적 관계인 

개별성과 보편성,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하게 하는 매개이다. 그리고 이 ‘무

엇’의 단초는 인간 존재들이 제각기 내포한, 그러나 모든 인간들이 공유하

는 인간의 유적 본질에 숨어있다. 

포이어바흐 철학은 우선 인간의 공동생활에 대한 철학적 성찰의 단초를 

제공한다. 포이어바흐의 철학은 우리 시대 다원성 개념의 근간인 개별자를 

실체로 인정하면서 이들을 포괄하는 보편성, 즉 인간과 인간의 공동체를 

탐구한다. 인간 개체의 실체성을 보존하면서 인간적 보편의 경지를 탐색한 

포이어바흐의 시도는 우리 시대의 공동체들이 걸머진 균형에의 요구에 길

라잡이를 줄 수 있다. 공동체의 동일성/정체성(Identität)은 공동체를 구성

하는 요소들의 이질성으로 말미암아 지속적-항구적인 위협에 노출된다. 때

문에 요소들의 특수성을 전체로 동화시키려는 지향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

나 인간적 공동체의 요소는 인간이다. 인간은 보편의 요소이나 한편 무엇

으로 환원되지 않는 절대적 개별성을 소유한다. 인간의 개별성에 대한 자

각은 헤겔 이후, 청년 헤겔학파 운동의 유산이다. 이를 잃어버린 대가는 

아주 값비쌌다. 우리 시대는 인간 본질의 실현으로써 등장한 인간적 공동

체, 즉 국가가 비인간성과 야만의 공동체로 타락한 경험을 아직 뼛속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개별성과 그 근거에 대한 철학적 물음은 여

전한 우리 시대의 문제이다. 

한편 인간 존재는 순수한 개별성만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 인간의 존재

와 인격은 개별성의 이면에 타자와 공유하는 보편성을 포함하고 있다. 예

컨대 윤리성에서, 인간은 개별적 주관으로서 윤리적 판단을 수행하며 실천

한다. 이로써 동물적인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보편성의 경지로 이월한다. 

윤리적 판단은 인간적 보편성의 한 예이다. 개인들은 각자 개체이지만, 보

편적-윤리적 판단에서는 개별성을 지양하고 타자와 일치한다. 또한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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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도달한 지식에서도 보편성이 발견된다. 예컨대 방정식의 풀이에서는 

각자 사고함에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해를 얻게 된다. 만약 둘의 풀이가 

서로 다르다면 이는 둘 중 한 사람이, 혹은 두 사람 모두 잘못 풀이했다는 

뜻에 다름없다. 윤리성과 지성은 개별적 인격을 구성하는 본질이면서 여러 

인격들이 일치에 이르는 근거이다. 인격이 내포한 보편성과 이에 따른 보

편적 일치로부터 인간의 공동생활이 가능해진다. 사회는 개별 인격들이 모

여 구성한 총체이다. 만약 인격들이 절대적 개별성만을 소유한다면 이러한 

구성은 우연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이다. 구성의 근거가 아무데도 없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어떤 필연성에 의해 사회를 구성하게끔 되어있는 

듯 보인다. 문명의 발생 이전부터 인간은 무리를 이루어 살았다. 우리 시

대의 시민사회는 원시인의 무리보다 복잡다단하지만 그것이 인간 생활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또한 인간의 무리와 사회는 

개별 인격이 모여 구성된 소산일 뿐 아니라 인격을 보존하고 재생산하는 

울타리이기도 하다.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생존이 어렵다는 사실로부터 공

동체 구성의 실천적 필요성이 도출된다. 즉, 살아남기 위해 인간은 공동체

를 이루어 산다. 

그러나 공동체의 필요가 곧 공동체의 현존은 아니다. 공동체에 대한 인

간의 지향성과 필연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공동체는 또한 개별 인격들 사

이의 갈등과 반목을 포함한다. 때문에 우리 시대의 시민사회는 갈등을 중

재하는 갖가지 장치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작동이야말로 시민사회가 내적

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보존되는 근거이다. 공동체의 현존은 예컨대 사법권

력과 경찰력에 의존하며, 이들의 소멸은 곧 무정부적 상태와 공동체의 해

체를 뜻하는 것이다. 이는 공동체 구성의 필연성과 함께 그 이면 갈등의 

필연성과 공동체 해체의 가능성을 표시한다. 이는 인간의 공동체에 내포된, 

해체와 구성이라는 상호모순적 계기를 나타낸다. 이는 앞서 기술된 인격적 

개별성과 보편성 사이의 모순과도 조응한다. 인격적 개별성을 절대화하는 

태도는 그에 대한 일체의 규정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는 공공성의 소멸과 

공동체의 해체로 이어진다. 반면 무소불위의 보편성은 인격적 개별성을 짓

밟는다. 

따라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공동체는 개별성과 보편성 사이

의 긴장 위에 서 있다. 건전한 공동체는 개별성과 보편성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한다. 시민사회의 법적-제도적 장치들은 뜬구름같이 애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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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균형을 더듬어 찾는 도구들이다. 그러나 균형을 잃은 모습은 애매하지 

않고 명확하다. 보편성에 경도된 사회는 전체주의적이다. 전체주의 사회는 

개별적 인격과 인간성을 훼손한다. 반면 개별성에 경도된 사회는 무정부주

의적이다. 무정부 상태는 무질서이며, 만인을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로 돌

려놓음으로써 개별성의 근거마저도 파괴해 버린다. 때문에 이 균형은 우선 

인간의 삶을 위한 당위이자 요청의 성격을 띤다. 이 요청은 앞서 기술된 

것처럼 균형의 필연성이 다만 사변적이며 현존에서의 필연성이 아님을 나

타낸다. 두 필연성의 차이는 이상적 국가와 현실 국가 사이의 괴리로부터

도 명확하다. 이상적 국가는 다만 사변적으로 성취되었을 뿐 어디에도 현

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요청은 균형에 대한 이 지향이 확고하며 실

체적임을 나타낸다. 완전한 균형 자체는 어디에도 현존하지 않으며 다만 

추구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추구만큼은 인간 존재의 근본 조건

에 의해 유효하다. 포이어바흐의 철학은 인간적 공동체의 가능성 및 필연

성에 대한 하나의 통찰을 제공한다. 

그리고 종교비판가로서의 포이어바흐를 빼놓을 수 없다. 종교비판은 포

이어바흐의 창조력이 가장 왕성했던 1840년대의 중심 주제이다. 1841년 

WC에서 45년 『종교의 본질(Das Wesen der Religion)』, 48년 VWR에 이

르기까지 이 시기 포이어바흐는 노상 국가종교로서의 기독교의 문제에 몰

두한다. 종교비판은 우선 포이어바흐 자신에게 각별한 관심이었다. WC에 

기울인 포이어바흐의 노력이 이를 방증한다. WC는 포이어바흐의 저술 중 

사실상 유일하게 변변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포이어바흐가 WC를 집

필하기 전 품은 구상의 원대함을 짐작케 한다. 이는 또다른 주저인 GPZ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GPZ를 개시하며 포이어바흐는 종교비판과 신학의 해

소를 새 시대의 과제로 선포한다.220 이 저술들은 당대의 계몽적 사조와 맞

물려 포이어바흐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221 다만 포이어바흐의 영

                                           
220

 “새 시대의 과제는 신의 실현과 인간화, 인간학 안에서 신학의 전환과 해소였다.”

(GPZ1.; FSW2,245) 
221

 엥엘스의 기록은 포이어바흐의 종교비판적 저술들이 당대 지식 사회에 미친 파급을 증

언한다: “그 때 포이어바흐의 『기독교의 본질』이 나타났다. 이는 일격에 모순을 해소해 버

렸고 이로써 물질주의를 군말없이 왕좌로 되돌려 놓았다. (...) 겪어보지 않고선 이 책의 해

방적 효과를 짐작하기 어려울 것이다. 모두가 열광했으며 우리는 삽시간에 포이어바흐주의

자가 되었다.” (Friedrich Engels, Ludwig Feuerbach und der Ausgang der klassis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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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이 계몽적-비판적 지식인들의 사회 이상으로 확장되기는 어려웠던 것

으로 보인다. 이는 포이어바흐의 종교비판적 저술들이 그 자신 헤겔철학적 

전제들 및 전제의 비판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WC는 평범한 기독교 

신도들의 의식과 국가교회를 겨냥한 비판이었음에도 정작 비판 대상에게는 

이해되지 못했다. 이는 포이어바흐 뿐 아니라 당대 비판적 지식인들의 기

독교 비판 일반에도 마찬가지다. 기독교적 의식에 대한 토론은 지식사회 

내부의 탈종교적 경향을 강화했지만, 한편 프로이센 국가교회는 이후에도 

존속했으며 평범한 신도들은 기존의 신앙을 고수할 뿐이었다. 이 경향이 

서구사회 일반으로 확장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기독교 교회는 영

향력을 상실해가면서도 여전히 서구사회의 한 축으로 남아있다. 과거 기독

교적-종교적 사회에서 교회는 보편적 공동체였다. 최고법의 입법과 사법, 

교육, 구제 등이 교회를 통해 수행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가 이를 대

신한다. 국가는 시민들의 이성적-윤리적 결사체이다. 이는 신성에서 인간

성으로의 전환 및 보편적 인간성의 담지체인 인간적 공동체에 대한 포이어

바흐의 예견과도 부합한다. 그러나 아직 각 사회의 탈종교화가 완료된 것

은 아니며 국가가 보편적 인간성의 무한한 실현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도 어렵다. 따라서 포이어바흐의 철학은 미래에 실현되어야 할 인간적 사

회의 어떤 상태를 지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종교적 의식

의 완전한 해명 및 해소는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제이다. 때문에 포이

어바흐의 종교비판적 저술들이 아직 유효하다. 본 논문은 포이어바흐 철학

의 전모를 개관함으로써 종교비판적 저술들에 접근하는 사다리를 놓는다. 

이에 유적 인간 개념에서 종교비판적 귀결까지의 도출을 요약함으로써 

논문의 마무리를 대신할 수 있다. 거듭 확인된 대로 포이어바흐는 신을 무

한한 인간성의 투사이자 인간적-유적 본질의 소외로 해석한다. 포이어바흐

는 인간적-유적 본질을 이성·의지·사랑으로 구분한다. 이들은 유적 기능으

로서 개인의 한계를 초월하며 그 자신 무한하다.222 신의 무한성은 이성·의

                                                                                                           

deutschen Philosophie, 22-23쪽.) 로어모저는 엥엘스가 포이어바흐적 종교비판의 결과를 

모든 비판형식들의 근본적 원리로 삼았다고 기술한다. (Günter Rohrmoser, "Warum sollen 

wir uns für Feuerach interessieren?", 492쪽.) 
222

 “이성(상상, 공상, 표상, 의견), 의지, 사랑 또는 마음은 인간이 가진 힘이 아니다. 왜냐

하면 인간은 이것들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이것들을 통해서만 본질을 가지기 때문

이다. 이것들은 인간이 소유하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다만 인간에게 영혼을 불어넣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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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랑의 무한성이 투사된 것이다. 따라서 신은 이성적, 도덕적이며 인간

을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 기독교적 유신론은 신을 인간성과 단절한다. 이

로써 신 자신이 자기산출적-독립적인 존재가 된다. 따라서 무한성도 신 자

신의 속성으로 된다. 반면 신성과 단절되어 신성의 타자가 된 ‘인간성’에는 

유한성이 배속된다. 기독교적 원죄와 타락 교리는 인간성으로부터 무한성

을 박탈하는 논리이다. 기독교적-종교적 의식은 신을 자기와 구별된 타자

로 파악한다. 즉, 소외를 겪는다.
223

 기독교의 인간학적 해소란 소외된-종

교적 의식을 참된 자기의식으로 바로잡는 것이다. 때문에 WC는 기독교 교

리의 형식으로 표현된 내용을 인간적-유적 본질의 반영으로 환원하며, 이

로써 소외를 지양한다.224  예컨대 삼위일체는 성부·성자·성령의 위격을 하

나의 존재에 수렴시킨다. 세 위격은 각각 하나의 인격이다. 본질에서는 제

1격 성부와 제2격 성자가 구별되지 않지만 인격의 단위에서는 구별된다. 

인격적 구별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가 발생한다. 제3격 성령

은 성부와 성자가 이루는 일치의 상태이다.
225

 따라서 신의 이념은 여러 인

                                                                                                           

며 인간을 규정하고 지배하는 힘, 신적이며 절대적인 힘이다. 인간은 거기에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다.”(WC; FSW6,2-4) 
223

 로어모저는 이 ‘소외’, 또는 ‘자기소외’가 20세기 종교비판의 중심 범주로 되었다고 기

술한다. (Günter Rohrmoser, "Warum sollen wir uns für Feuerach interessieren?", 489

쪽.) 한편 마르크스의 소외 개념도 이에 빚지고 있다. 임홍빈은 마르크스가 포이어바흐적 

종교비판을 확장함으로써 상품의 우상적 성격을 분석했다고 쓰고 있다. (임홍빈, 「’이데올로

기 비판'의 비판적 재구성」, 『범한철학』, 제84권, 2017, 104쪽.) 포이어바흐의 ‘신’과 마르크

스의 ‘상품’은 모두 인간적 투사에 의해 산출되지만, 이 사실이 은폐됨으로써 인간과 단절

된다. 
224

 이 ‘소외(Entäußerung)’는 헤겔철학에서 ‘외화’로 표현되었던 그것이다. 로텐라이히는 

소외/외화 개념으로부터 헤겔의 종교 개념과 포이어바흐의 종교 개념을 비교한다. 이에 따

르면, 헤겔의 ‘정신’은 자기의 외화된 형식에서 자신의 지에 도달한다. 따라서 헤겔에게 외

화란 정신의 특성(Charakters)이 전개 및 확장된 것이다. 반면 포이어바흐의 소외는 인간

에 의한 자기 자신의 공상적 소여화Ponieren이다. 따라서 헤겔에게는 종교가 자기의 고유 

본질의 앎이며 유한한 인간성을 극복하는 단초이다. 포이어바흐는 헤겔의 표현을 일견 수

용하면서 이 본질을 오직 인간적 영역만으로 한정한다. (Nathan Rotenreich, 

"Anthropologie und Sinnlichkeit," Erich Thies (엮음), Ludwig Feuerbach,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6, 387쪽.) 
225

 따라서 제3격은 다른 위격들과 형식적으로 구별된다. 제1격과 제2격은 관계를 구성하는 

인격이지만 제3격은 두 인격 사이의 관계 자체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포이어바흐는 제3격

은 사실 인격이 아니라고 서술한다. (WC; FSW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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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의 공동존재를 내포한다. 무엇보다 신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인격의 

공동성 자체가 신적이며 완전한 존재양식이라는 방증이다. 그런데 신은 왜 

그렇게 존재해야만 하는가? 삼위일체 교리는 신적 존재의 속성을 표현하

지만 그 속성의 필연성을 논증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신이 세 위격의 일치

로 존재한다면, 유신론적 사유는 그것을 다만 수용할 뿐 다른 가능성을 제

안하지 않는다.
226

 이는 유신론적 사유에게는 절벽이자 수수께끼다. 그러나 

신의 ‘인간학적 해소’에서는 간단히 해결된다. 신이 여러 인격의 일치로서 

사유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성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여러 인격의 일치를 

완전성으로 선포하는 삼위일체 교리는 제 인격의 현존과 일치를 지향하는 

‘인간성’의 투사이다. 227  케른은 포이어바흐의 삼위일체 이론을 주해하며 

“인격존재의 관계적 구조가 삼위일체를 나-너 관계의 비밀로 들추어낸다”

고 표현한다. 아울러 신의 삼위일체적 현존이 근본적으로 인격들의 상호관

계를 통해 규정되며, 따라서 삼위일체는 인간의 공동체적-사회적 차원을 

표현한다고 쓰고 있다.
228

 이는 신을 타자화한 유신론적 ‘단절’의 안티테제

다. WCE는 이를 다음처럼 표현한다: “종교의 지양이란 단지 종교적 개인

의 신성한 대상과 유적-세속적 개인들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것 뿐이다.“229 

로어모저는 포이어바흐의 종교비판이 현대를 규정하는 시도라고 표현한

다. 포이어바흐의 급진적-철저한 종교비판이 기독교적 전통의 붕괴 이후 

새 시대를 모색하는 초석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계몽주의적 전

통의 소결이자 연장으로 해석한다. 인용하자면, 이미 피히테의 계몽 개념

이 포이어바흐적 종교비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포이어바흐를 거쳐 마르

크스와 니체의 급진적 입장으로 이행한다. 지금의 시점에서 종교 및 기독

교적 유산의 비판을 반성하자면 불가피하게 포이어바흐와 마르크스, 니체

를 거치게 된다. 마르크스와 니체의 급진적-종교비판적 귀결은 우리 시대

의 의식을 규정하는 토대이다. 그리고 이 둘의 종교비판적 프로그램은 일

정하게 포이어바흐에 빚지고 있다230 한편 위 인용구의 ‘세속적‘과 ‘신성한’

                                           
226

 그리고 앞선 ‘단절’의 논리로 이를 강화한다. 신이 그렇게 존재한다면, 그것은 신의 주

권이며 자의이다. 인간으로서는 거기에 더 이상 토달 수 없다는 것이다. 
227

 WC; FSW6,79-90 
228

 Udo Kern, "Individuum sein heißt ... Kommunist sein," 98쪽. 
229

 WCE; FSW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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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ünter Rohrmoser, "Warum sollen wir uns für Feuerach interessieren?", 487쪽. 



 

- 96 - 

은 그 자신 헤겔적 개별·보편 관계가 신학적으로 변주된 표현이다. 본 논

문은 개별·보편 개념이 개체·유의 형식을 거쳐 포이어바흐의 인간학적-종

교비판적 프로그램으로 귀결되는 양상을 추적했다. 세자는 포이어바흐의 

작업을 독일관념론의 근본 테마인 주관과 객관, 존재와 본질의 논리적 관

계로부터 심리학적-실존적(existentiell) 관계로의 이행이며, 존재론에서 심

리학으로의 전치(verlagern)라고 표현한다.
231

 철학과 신학의 심리학화는 

우리 시대를 특징짓는 하나의 표징이다.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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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bstract 

 

On the Issue of Species-human 

and Community in Feuerbach’s 

Philosophy 
 

Jo Sung-Ye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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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nsider the matter of 

‘species-human(Gattungsmensch)’ in philosophy of Feuerbach. In 

reality, a human being is an individual in material-organic 

existence, as well as a part of a species which is universal. On this 

account it seems to be in a paradox that it is to be defined from its 

species, despite being an individual. For example, an individual 

has freedom of action as well as obligation to observe moral law. 

For individuality and universality are contradictory to each other, 

it assumes human existence to be a philosophical issue. The 

philosophy of Feuerbach approaches the issue from defining 

human being as species-being(Gattungswesen). Yet it is not readily 

comprehended for its declaratory-inattentive style. With this 

thesis I embody Feuerbach’s theory of species-human, thereby 

exploring the issue above. 

Species-human is defined as human being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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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zes(embodies) the essence of its species, and is defined from it. 

Every human possesses a body, for which it is an individual. 

Meanwhile it acquires an universal attribute besides individuality. 

The species of human is the universals which includes every 

individual. Each of them possesses and shares the same species-

essence, which unite them into one and the same species. 

Species-essence acquires spatial-temporal existence by its 

individuals. For instance if flying is a species-essence of butterfly, 

it is realized through the existence of butterfly. The species, or the 

essence of which that does not include any individual is nothing 

but a concept. On the contrary so-called ‘absolute individual’ 

without species-dimension is deficient in any attribute. In regard 

of human being, its species which includes individuals can be 

supposed, hereby a human being cannot be an absolute individual. 

Those two are the species-essences of human being. Firstly, a 

human being is conscious of his/her own species-essence. The 

subject of consciousness is an individual, who exists physically. 

Despite of his/her individuality, an individual consider the 

species-universality which includes him/her. In other words a 

human being has a consciousness, hereby is conscious of his/her 

own species. Through which, he/she can be self-conscious of the 

individuality of self, and elevated into the state of universality. 

Secondly, the contents of human consciousness are those three: 

reason, will, feeling(Herz). A human being is what owns reason, 

will, and feeling, hereby which are its second species-essence. An 

individual becomes a spices-being, by presenting those 

capabilities. Those are species-universalities which encompass 

every individual. The species of human presents itself at first 

through commonality of species-capabilites. 

Reason, will, feeling are capabilities of an individual 

consciousness, as well as species-universality of humankind. 

Thereby consciousness of human being is divided two 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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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and universal. For example reason of an individual is 

the one of numerous individual reasons. Whereas species-reason 

which encompasses every individual reason is one and universal. 

Individual reason is distinguished by other, for which it can be 

confined. On the contrary universal reason is beyond individual 

distinction, hereby it is disentangled from limitation. For a reason 

is only confined by other reason, species-reason which 

encompasses every individual is unconfined infinity. Meanwhile 

infinity of species-will and feeling is identified by their self-

directionality. The object of will is appropriate to its essence. If 

universal will necessarily directs good deeds, then its directionality 

is a concluded from its essence. Human feeling directs unity with 

others, love. And it is the consequence of the essence of feeling. 

Good deed and love are self-directionality, which does not include 

any object other than themselves. In other words, will and feeling 

are self-directional capabilities. Self-directionality is an 

expression of infinity. Thus reason, will, feeling are infinite. 

Nevertheless, the reality(Wirklichkeit) of those infinite capacities 

is still problematic. An individual can be existent by its body. And 

by its existence finite-individual reason, will, feeling are existent. 

However how can those infinite capacities be? Species are without 

body, thus the form of its existence must be different from that of 

individuals. First, species-essence is a thought which is derived 

from philosophical contemplation. A thought is dependent on 

thinking reason, and which is dependent on the existence of its 

organ, brain and body. Consequently, the attempt to define 

existent human from its species-essence amounts to definition of 

reality from dependent-abstract thought. And this is at variance 

with other parts of Feuerbach’s philosophy. Feuerbach accepts 

but material-sensual object as reality, and criticizes the attempt to 

define existence from abstraction for idealism. Hence the means 

for species-essence to obtain actuality comes to the fore. 



 

- 107 - 

According to the above, consciousness is the species-essence of 

human, and the essence of which is reason, will, feeling, namely 

its functions. Thus the actuality of its species-essence is 

realization(verwirklichung) of its functions. This is also applicable 

to other species which are defined from their functions. For 

example carnivorism is the essence of a carnivore, and which is 

realized in the existence of individual carnivore, and practice of 

the taste. Existence and practice are spatiotemporal, thus real. 

Likewise species-essence of human being can break from the state 

of abstraction, acquire actuality. An individual is finite and 

confined. On this account he/she can represent its species-

essence, while unable to reach whole representation. Accordingly 

in the case of human species-essence, another mode of realization 

is required for its entire fulfillment. 

Finiteness of an individual subject is negated in the dimension of 

intersubjectivity in which diverse individuals are mediated. 

Species of human shares the same essence, while encompassing 

distinctive individuals. The species-essence of human is 

universality which embraces, mediates individuals. For instance 

differing two can reach an agreement, for both are reasonable. 

Encompassing-universal rationality is the ground of 

intersubjective agreement. Species-universal reason is realized in 

relationship. Human community is the ensemble which is reached 

through expansion, accumulation of relationships. Hence it is 

deduced that relationship and community are another mode of 

realization. Intersubjective actuality is beyond the finiteness above. 

In addition, it is exempted from the criticism for idealism, because 

the relation is spatiotemporal. 

Thereby an individual is elevated to intersubjective universality, 

negating its distinction from others. An individual mediated with 

others(Gemeinmensch) is distinct from the previous-isolated state. 

Communal individual is the antitype of whole-realized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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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ce. By the individual, species-essence of human which is 

revealed through human community, acquires its existence. For 

instance a family is an universal which encompasses family 

members. And it can be a real-existent family only through the 

existence of its members. Species-concept and its essence is 

abstract, as far as isolated from the real relation. Meanwhile from 

species-concept, individuals are defined as its members. The 

essence of family, such as concord, is realized by the relation of 

existent family members. 

Consequently, human relation and community become 

intersubjective realization of humanity. Yet so far these are 

nothing but formal description of realization, sough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ity-universality. If human 

community is the whole realization of human species-essence, 

actual facets of which can be identified through ‘tracking’ the 

categories of humanity. Above it was defined from the functions of 

consciousness, i. e. reason, will, feeling. Therefore, human 

community is the place in which functionalities of those come to 

intersubjective-whole realization. A human community is 

solidarized through those functioning(reasoning, willing, loving). 

Human community adopts the form of binary relation between I 

and ‘You’ at first. ‘You’ are a person who is distinguished from me 

physically. On the other hand it can be mediated with me, sharing 

the same species-essence. I-You relationship(Ich-Du Verhältnis) 

is the intersubjectivity which negates limitation of self, and the 

first form of transcendence by which the self reaches beyond its 

own precinct. Owing to ‘You’, the self becomes aware of its 

limitation and encompassing species-universality. To the self the 

species are firstly represented as ‘You’. I-You relationship is the 

minimum unit of the species of human, by which the self acquires 

species-definition. A human who is isolated from all relationships 

is rather inhuman. Through mediated, a human can be a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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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In reality, I-You relationship concludes in various kinds of 

human relations. Those are collected into actual communities. 

Human community is the realization of infinite species-essence. 

For instance rationality is represented through rational discourse 

between individuals, which concludes in the rational-discursive 

community. Human society is composed of such communities. 

Hence it is the realization of human species-essence. As a social 

being an individual abandons its identity of limitation, amounts to 

its infinite essence, which is introduced with the word “species-

human” or “communist” by Feuerb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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