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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청년 마르크스의 『경제학-철학 수고j는 

여전히도 마르크스주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론적，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이 책은 철학자 마르크스가 

정치경제학과 조우하게 되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주의하 

자 이는 아직 조우일 뿐이며， 보다 치열한 이론적 숙고와 이론적 투 

쟁은 아직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이전이다. 그렇다면 r경제학-철학 

수고.0 1 )는 마르크스의 사상 발전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마르 

크스는 위 책에서 헤겔 및 신헤겔주의자들을 혹독하게 비판하지만， 

과연 마르크스와 헤겔의 거리는 마르크스의 명시적인 주장만큼 먼 

것일까? 역설적으로 들렬 수 있는 표현이지만， ‘청년’ 마르크스는 어 

떠한 도정을 거쳐 고유한 마르크스 그 자신이 되는가? 청년 마르크 

스 시기( 1840-1없4)에 해당할 수 있는 저작으로는 마르크스의 박사 

학위 논문 및 『헤겔 법철학 비판경， r신성 가족』 등의 저작이 있지만， 

1) Karl Marx, Okol1omisch-philosophische Mal1l1skrψfe at샤 dem Jahre 1844, MEW 
보충권 1, Berlin : Oielz Verlag, 1 98 1올 원본으로 삼고， 칼 마르크스， r경제 

화.철학 수고J， 강유원 옮김， 이론과 설천， 2006을 번역본으로 하여 인용한 
다 주된 논의의 대상이 펠 이 펙스트로부터의 인용온 앞으로 각주없이 괄 

호 안에 숫자블 써넣븐 것.Q_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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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청년 마르크스의 문제의식과 그 변화를 r경제학-철학 수 

고j와 r독일 이데올로기j로 한정지어서 고찰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 

을 위해 특히 『경제학-철학 수고』의 ‘소외된 노동’ 장과 ‘헤겔 변증 

법’ 퉁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것이며 우리는 청년 마르크스의 작업을 

‘자연주의’와 ‘인간주의’로 요약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마르크스가 어떻 

게 포이어바흐와 헤겔의 문제틀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리고 이른바 

절단기의 저작들2)인 「포이어바흐에 대한 테제들」 및 r독일 이데올로 

기j에서 어떻게 헤겔적인 잔재들이 절단되고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 

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청년 마르크스의 특유 

한 인간주의가 사회철학 이론으로서 갖는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마르크스 이론이 이데올로기와 정치경제학에 대한 동시적인 연구로 

전화되어야 합올 주장한다. 소외와 인간주의에 의게한 비판적 사회이 

론은 그 이론적 적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데올로기 

로서 인간주의가 또한 단순히 과학에 의해 극복되거나 제거휠 수 없 

는 인간의 고유한 존재 조건임을 인정한다면， 이론적 반인간주의와 

실천적 인간주의가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님을 보게 될 것이다. 

2) 이러한 분류는 알튀세르의 것을 차용한다. Louis Althus:ser. Pour Marx, Paris 
La Découverte, 1996, p. 26(국역 : 루이 알뛰세르， r밝스를 워하여J， 이종 
영 옮김， 백의， 1997, p. 33). 펼자의 기본적인 입장은 마르크스 사상 내부에 
서 인식론적 절단(coupure épistémologique)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인식론적 
절단은 청년기의 철학적 의식올 청산하는 f독얼 이데올로기」에서 얼어난 
다. 여기서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알튀세르의 문세의식은 성숙기의 마 

르크스를 준거로 청년기 마르크스를 거꾸로 읽어내는 식의 ‘전미래적 독해’ 

또는 기원에서 목적과 종말의 씨앗올 발견하는 식의 목적론적 독해에 반대 
하는 것이다. 그는 헤겔주의적 독해에 반대하여 고유한 문제틀올 추출해내 

는 징후적 독해， 구조주의적 독해륜 주장한다. 마르크스 독해와 마르크스 
내의 단절이라는 쟁점에 대해서는 특히 위 책에 수록된 논문 중 r 청년 맑 

스에 대하여(이론의 문제)J흘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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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마르크스의 인간주의 

2. 1. 노동의 인간학-헤겔과 마르크스의 노동 개념 

F경제학-철학 수고l에서 마르크스의 인간관이 근거하고 있는 지점 

은 무엇보다 노동하는 인간이다. 마르크스가 헤겔올 높이 치하하는 

것은 바로 혜겔이 노동이 갖는 중요한 역할올 보았기 때문이다. 노동 

은 일차적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교류이며 더 나아가 노동자가 자신 

의 본질을 외화해서 대상화함으로써， 자신의 힘올 자각하고 대자적 

존재로 되도록 하는 계기이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헤겔 명가는 양가 

적이다. 그는 우선 헤겔의 위대함이 인간의 자기 산출 원리를 어떤 

변증법적 ‘과정’으로서 파악하고 인간을 대자적으로 되도록 만드는 

노동의 중요한 역할올 인식했다는 사실에 있다고 본다. 헤겔에서 노 

동은， 인간이 자연과 매개되고 노동의 산물에 투사된 자신의 모습을 

목격함으로써 자기의식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자 

기실현올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파악된다. 여기서 노동과 대상화는 

인간이 자신의 본질올 외화하고 그 외화를 지양하는 역동적인 과정 

이다. 문제는 헤겔이 말하는 노동은 단지 추상적인 형태， 정신적인 

형태를 띠는 사유의 노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헤겔식의 관념 

변증법에서 주체는 단지 자신을 자기의식으로 아는 주체， 자기 자신 

올 부정하면서 전개되는 절대정신일 뿐이다. 즉 헤겔이 말하는 노동 

은 단지 사유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외의 지양일 뿐이다. 헤겔적 노동 

개념에 마르크스는 또한 욕구 열정 동을 지닌 자연적 존재로서 인간 

관을 추가하여 그의 고유한 자연주의-인간주의를 제시한다. 노동자는 

“자연”없이， “감성적인 외부세계"(512)없이는 아무 것도 창조할 수 

없다. 자연은 노통이 실현되고 활동이 이루어지며 노동올 매개로 생 

산하는 소재이다 인칸옹 통불과 마찬가지로 자연에 속하는 존재이지 

만 동시에 노동을 통해 여타의 동물과 구별되며， 고유한 의식을 지닌 

그러한 존재이다. 

그런데 이 노동하는 인간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소외된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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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자기 자신과 더불어 자신의 “인간성" (Menschheìt)올 팔아야 하 

며 노동분업은 인간을 “기계”로 전락시킨다(476). 더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 및 자본가의 이익은 항상 노동자의 이익과 반대되는 

것이다. 청년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핵심 개념으로 파악하는 사유재 

산은， 단지 노동이 외화된 것에 불과하다. 마르크스의 노동은 헤겔의 

노동 개념에 비해 자연과의 교류와 인간의 자연적 성격을 더 강조한 

다는 점에서 헤겔을 극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 

의 자유로운 의식적 활통으로서의 노동이라는 인간적 성격을 포기하 

지 않는다. 그리고 헤겔에서 절대지가 의식의 외화로써 산출된 낯선 

대상을 극복하여 자신의 참된 본질을 회복하는 것으로 그려지듯이， 

마르크스에서도 소외된 노동의 비판은 기본적으로 소외와 회복이라 

는 도식을 갖고 있다. 이 점은 특히 앞으로 살펴볼 소외된 노동이나 

헤겔 변증법 비판에 대한 분석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2.2. 소외된 노동 

r경제학-철학 수고』에서 소외는 단순히 소외된 노동 장에서뿐만 아니 

라 책 전체에서 가장 중심적인 개념 중 하나이다. 소와(Entfremdung)는 

간단히 말해서 주체에게 무언가가 낯설게 경험되는 것， 그리하여 주 

체가 통제할 수 없고 주제에게서 독립된 힘으로서 대립하는 것을 가 

리킨다. 노동은 본래 인간의 능력을 대상화시키는 것이지만， 자본주 

의적 사적 소유 하에서는 인간에게 적대적 성격을 띠는 소외된 노동 

으로 나타난다. 이때 인간적인 것과 동물적인 것， 자기 고유의 것과 

타인의 것， 수단과 목적， 주관과 객관 등의 이분법 및 양자의 전도는 

소외 개념을 특정짓는 주된 개념틀이다. 이는 특히 기존의 소유하고 

있던 어떤 것의 상실과 재획득이라는 단순한 구조를 보인다. 마르크 

스가 분석하는 소외 개념은 우선 다음의 네 가지 소외로 나누어 고 

찰될 수 있다. 경제학의 관접에서라면 첫 번째 소외가 가장 중요하 

겠으나， 실상 마르크스에게 중요한 것은 나머지 세 가지 소외 형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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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소외. 우선 노동의 생산물은 노동자에게 낯선 존재로， 독 

립된 힘으로서 노동에 대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는 본래 자신의 현실성을 상실하고 그 대상에 예속된다. 노동 

자가 대상을 많이 생산할수록 그가 점유하는 것은 적어지며， 그가 생 

산한 대상은 소원하고 독립적인 힘을 갖춘 것이 된다. 이 대목에서 

마르크스가 유비하는 것은 바로 포이어바흐의 종교 비판이다 “인간 

이 신에 더 많은 것을 귀속시킬수록 그가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것 

은 적어진다. 노동자는 자신의 생명을 대상 속으로 집어넣는다. 그러 

나 이제 그 생명은 그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속하는 것이 

다(512)." 

두 번째 소외. 노동자는 생산의 결과에서뿐만 아니라 생산의 행위， 

활통 자체에서도 소외된다. 노동은 노동자에게 외적이며， 노동자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 속에서 자신을 긍정하 

기는커녕 자신을 부정하고 불행을 느끼며 육체를 소모하고 정신을 

황폐화시킨다. 자본주의 하에서 인간은 먹고， 마시며， 생식하는 등의 

동물적인 기능에서만 만족올 느끼고 그의 “인간적인 기능”에서는 자 

신을 통물적으로 느낀다 마르크스는 이 대목에서 수차례 노동자의 

본질， 인간적인 기능， 인간적인 활동 풍을 동물적 상태와 대비하여 

강조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노동 소외는 인간올 비인간화한다. 따라 

서 공산주의는 그 상실된 인간성을 재획득하고 재전유하는 것올 최 

종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는 마르크스가 사유재산의 최초의 지 

양으로서 아직 인간의 인격성을 부정하고 있는 조야한 형태의 공산 

주의를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적 본질의 현실적 획득’'(536) 

으로서 진정한 공산주의와 구분하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이때 인간 또는 인간적 본질이란 무엇인가? 마르크스가 요청하는 규 

제적 이념으로서의 인간(적 본질)은 또한 어쩌면 그가 국민경제학자 

들을 비판했던 것처럼 단지 원상태(Urzustand)로서 가정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지금 마땅히 “설명해야만 하는 것을 하나의 사실 

로， 역사라는 형식으로 가정’'(511)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세 번째 소외. 인간은 하나의 유적 존재( Gattungswesen)로서 자 

신의 유를 자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존재이다. 즉 그는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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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존재”로서 자기 자신에게 관계한다. 이 대목에서 마르크스의 인간 

관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유적 생활올 하는 인간은 단순히 

자연적 존재인 것만이 아니라， 동물보다 보면적이며， 자연을 단순한 

생활의 대상일 뿐 아니라 과학의 대상 또는 예술의 대상으로도 다룰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런데 소외된 노동은 인간에게서 자연을 소외시 

키고 또한 인간 고유의 활동적 기능 생명활동올 소외시킴으로써 인 

간에게서 ‘유’를 소외시킨다. 이러한 유적 소외 때문에 인간은 노동이 

단지 육체적 생존올 유지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갓 수단으로서만 

나타난다. 인간의 유적 성격은 바로 “자유로운 의식적 활동"(516)이 

다. 마르크스가 보기에 어떤 존재는 자신의 발로 셜 때에야 비로소 

자립적인 존재로 간주되며， 다른 인간의 덕택으로 살아가는 한 인간 

은 의존적인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다. 즉 마르크스는 인간다운 인간 

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이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물론 인간은 

자연 존재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존재를 문제삽을 수 있는 의식을 가 

진 존재이고， 욕구로부터 벗어난 자유 속에서 활동하는 존재이다. 인 

간이 유적 존재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명제는 곧 각자가 “인간적 본 

질"(518)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 소외. 앞선 세 가지 소외로부터 생겨나는 하나의 귀결은 

바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소외이다. 실상 인간이 자기 자신과 대립하 

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다른 인간이 그와 대립하고 있는 것이 

다. 인간의 소외는 인간이 다른 인간과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야 비 

로소 실현되고 표현되기 때문이다. 노동의 생산물이 노동자에게 낯선 

힘으로 대립한다연， 그것은 그 생산물이 바로 노동자 이외의 다른 인 

간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지배， 강제， 질곡 아래 

에서 자신의 활동에 부자유스럽게 관계한다. 노동자의 고통은 자본가 

의 향유가 된다. “신돌도 자연도 아닌 오직 인간 자신만이 인간을 지 

배하는 이런 낯선 힘"(519)인 것이다. 여기서 인간이 인간올 지배한 

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자본가는 노동자를 중세 봉건제에서처럼 

인신적 예속의 방식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노동력을 상 

품화하고 노동력과 임금이 자유로운 등가교환처렵 보이게 하는 법적， 

사회적 메커니즘의 집합이 노동자를 지배한다. 개별 인간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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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인간을 예속시키고 지배하는 것이다. 마르크스 

는 특정한 제한없이 노동자라는 표현을 인간과 교대로 사용하지만， 

인간적 본질이라는 요청을 포기하지 못하는 까닭에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하는 인간은 단지 사회 체계의 답지자(Träger)로서 노웅자임을 

제대로 강조하지 못한다. 이때 청년 마르크스가 대상으로 삼는 주체 

란 개인주의적이고 인간주의적인 것으로서， 구체적이고 실재적인 개 

인들이다. 그러내 일단 노동송}는 인간이 자본주의라는 체계에 사로잡 

히는 순간， 그는 단지 그 체계의 계급 성원의 일원으로서 노통자이거 

나 산업예비군일 뿐이다. 자본가 역시 단지 지배욕과 물질욕을 지닌 

독립적 개인이 아니라， 노동자와의 임노동 계약 관계 하에서 노동력 

상품의 구매자로서 자본가일 뿐이다. 구조와 체계의 관점에서 접근하 

지 않고 개인-얀간올 그 범주로 삽을 때 마르크스의 사회 이론은 그 

이론적 설득력을 잃는다씨 소외를 인간적 본질이라는 이상에 의거해 

서 비판하고， 인간적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호소로 삽을 경우 이론은 

결국 상실된 유토피아를 그리워하는 낭만주의에 끊임없이 빠질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단지 인간적 소외 극복을 위해서라면， 노동력 상 

품화의 철폐 동은 결코 마르크스 이론의 필연적인 목표가 될 수 없 

다. 여기에서 마르크스가 노동 속에서 소외된 인간의 비참을 서술하 

는 언명들은 그 외양은 구체적이나， 아직 진정한 ‘사유의 구체’로서 

이론의 수준으로 상숭된 것이 아니기에 오히려 더 추상적인 것으로 

남는다. 

물론 노동 소외 및 이후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소외 등 현대 자본 

주의/산업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외에 대한 비판은 비판적 사회 

이론에 많은 자양분올 공급해왔다. 이는 특히 베버-마르크스주의의 

전통 및 이를 계숭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여러 비판(부르주아적 합 

3) 인간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이론적 반인간주의이자 마르크스주의와 친화 
적인 이론적 관접으로서 구조주의 전반이l 대한 문제의식의 개팔으로는 

Gilles Deleuze, r구조주의를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J ‘ -틀뢰즈가 만든 철학 
사1. 박정태 옮김， 이학사. 2007. pp. 363 -420올 참조， 비판의 근거는 다르 
나 이러한 인간주의 l:l l 판은 실상 사르트르 류의 무선흔적 실뜯주의를 비판 
하는 하이데거로 소급할 수 있는 것이다 Martin Heidegger, "Brief iiber den 
Humanisl11uns", Wegmerken, Frankfurt am Mein Vittorio Klostermann,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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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성 비판， 기술 및 과학에 대한 비판)， 무엇보다 서구 마르크스주의 

전반에 커다란 영향올 끼친 루카치의 사물화 비판에서 잘 드러난다 

루카치에 의하면， 소외된 주체로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직무는 그 자신 

의 소외를 폐지하고 역사를 종말로 인도하여 인간의 유적 본질을 실 

현하는 ‘역사의 주체’로 거듭나는 것이다4) 그러나 소외 개념이 이론 

내부에서 갖는 한계 역시 자명하게 나타난다. 당시 마르크스는 정치 

경제학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착취의 메커니즘을 r자본A에서처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이 시기 마르크스가 언급하는 노동의 소외는 아직 추상적인 

수준에서 기술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인간의 활동성， 유적 본질과 

다른 인간으로부터의 소외라는 서술은 포이어바흐에게 마르크스가 

행한 비판을 우리가 마르크스에게 그대로 돌려줄 수 있는 대목이다 

즉 인간에게 특유한 유적 본질이 선험적으로 존재하고， 자본주의 하 

에서 노동이 그러한 유적 본질을 상실하도록 한다는 마르크스의 언 

명은 일종의 ‘존재론적 과잉부담’을 지도록 하며， 높은 규범적 요구를 

야기하는 것이다. 소외된 상태를 논하기 위해서는 소외되지 않은 인 

간적 본질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것이 어떤 것 

4) 루카치는 객체성파 주체성의 종합이라는 헤겔적 관념올 역사의 최종 귀결 
로서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의식과 혁명적 실천으로 번역한 인풀이다， “사 
회의 본질에 대한 통찰이 심화되는 것은 부르주아지의 장기간에 걸친 헝든 
싸웅을 반영하는 것인데， 그것이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끊임없는 혐의 증 
대률 뜻한다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진리란 승리률 가져오는 무기다" Georg 
Lukacs, Geschichte IInd KlassenbewlIsstsein : Studien über marxistische Dialektik, 
Darmstadt Luchterhand, 1983, S. 151 (국역 : 게오르크 루카치， T역사와 계 
급의식J ， 박정호， 조만영 옮김， 거륨， 2005, p. 157). “프롤레타리아트는 사회 
의 의식적 변혁이라는 과제를 역사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틀의 계급 
의식 속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궁극목표와의 변증법적 모순， 개별적인 
계기와 전체와의 변종법적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 따라서 프롤레 
타리아트의 혁명적 숭리란 종래의 계급들의 경우처럼 사회적으로 주어진 

계급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마 청년 마르크스가 
인식했고 뚜렷이 강조했듯이， 계급의 자기지양이다." Georg Lukacs, op cit 
S. 156 - 7 ; 위의 책， p. 162. 이외에도 이 책의 3장 계급의식과 4장 사풍화 
와 프롤레타랴아트 의식은 청년 마르크스와 헤겔주의의 결합이 그 주된 논 
조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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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또 이 본질올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가 추가로 해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외를 비판하는 사회 이론은 일 

종의 이상주의적인 규범적 요구를 함축하게 되며， 적어도 이러한 측 

연에서 마르크스는 그가 비판하는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와 그리 멀려 

있는 것이 아니다，3) 청년 마르크스가 인간적 본질에 대해 내려는 여 

러 정의는 결국 노동과 의식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생물학적-기술학적 인간학"6>이며 결국 자유롭고 의식적으로 활동하 

는 인간올 행위 주체로 설정하는 ‘이론적 인간주의’로 귀착한다.7) 

2.3. 노동 소외의 극복과 인간주의와 자연주의의 종합 

마르크스가 인간 소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삼는 자본주의를 극복 

하고자 했올 때， 그가 생각하는 공산주의란 무엇일까? 공산주의에 대 

한 정의는 여러 차례 제시된다. 청년 마르크스에게 공산주의란 “완성 

된 자연주의=인간주의로서 완성된 인간주의=자연주의"(않6)이다. 이 

대목에서도 마르크스는 포이어바흐와 헤겔올 끊임없이 오가면서 포 

이어바흐에게는 (정신적) 인간성을， 헤겔에게는 감성올 내세운다. 요 

컨대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의 지양이며 소외의 지양이다. 그러나 어떤 

인간주의이며 어떤 자연주의인가? 마르크스가 소외된 노동을 비인간 

화라는 측면에서 비판한다연 그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것이란 무엇인 

5) 포피츠는 청년 마르크스의 철학이 갖는 성적윤 반기술적， 낭만주의적， 미학 
적 성격으로 요약한다. Heinrich Popilz. r청년 마르크스의 휴머니즘J. 황태 
연 옮김， 중왼문화. 2009, p. 276. 

6) Élienne BaUbar, La Philosophie de Marx, Paris : Éditions La Découvene. 200 1, 
p. 29(국역 : 에티엔 딸리바르， -마르크스의 첼학， 마르크스의 정치J， 융소영 

옮김， 묻화과학사， 1996, p. 53) 
7) 알튀세르에 의하면， 청년 마르크스의 인간주의는 두 시기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계는 칸트-피히태의 합리주의적-자유주의 적 인간주의의 단계로서 

역사쉰- 인간의 본진인 자유와 이싱폴 통해 보는 입장이다. 두 번째 단계는 
포이어바호의 공동체직 인간주의로서， 이러한 인간주의는 인간본질의 소외 
를 인간본질의 실현의 필수적인 단계로， 반이성(국가의 UI합리성)을 이성 
(국가의 이념)의 실현의 필연적 계기로 간주한다. Louis Ahhusser. 1996, op. 
cil. pp. 230 - 231 ; 위의 책. pp. 268 -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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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질문은 자연스레 제기된다. 그러나 인칸적 본질에 대한 질 

문에서 마르크스는 인간주의와 자연주의 사이에서 동요한다. 헤겔 변 

증법에 맞설 때 그는 인간의 자연적 성격을 부각시키고， 자본주의 하 

에서 노동 소외를 비판할 때는 인간의 ‘인간적. 성격， 자유롭고 의식 

적이며 정신적인 성격올 부각시킨다. 말하자연 한편으로 마르크스는 

자연과학은 인간적 학문의 토대가 되고 “인간에 관한 학문이 자연과 

학올 포섭하듯이， 인간에 관한 학문을 포섭”하게 되며 오직 하나의 

학문이 존재하게 될 것’'(544)이라는 일종의 ‘통섭’론을 펼친다. 즉 인 

간은 일차적으로 감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학은 감성적인 학문， 

자연에 관한 학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마르크스는 

끊임없이 인간 본질에 준거하고 인간주의에 호소함으로써 자본주의 

를 비판한다. 청년 마르크스의 인간주의는 소외된 인간 속에서 진정 

한 인간올 회복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비인간적 대상성으로 전락한 

인간이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 종교， 국가 퉁에 의 

해 소외된 자신의 본질을 역사의 종말에서 주체로서 되찾으면 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소외의 극복의 프로젝트로， 인간주의 

와 자연주의의 결합으로 정의한대) 그에 따르면， “사유재산의 적극 

적 지양은 인간적 생활의 획득으로서， 모든 소외의 적극적 지양이며， 

그러므로 종교， 가족， 국가 둥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다시 말해서 사 

회적인 현존으로 인간이 귀환하는 것이다. "{않7} 

그러나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계는 과연 ‘인간적’ 관계일까? 오히 

려 마르크스의 물질론적 전회{Kehre}의 정신에 충실하려면 “인간적 

사회와의 작별"91을 고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세계에 대한 인간의 

8} 후일 이러한 공산주의의 정의는 r똑일 이데옴로71J에 와서 연화한다. “우 
리에게 공산주의는 조성되어야 할 하나의 상태， 혹은 현실이 따라야 할 하 
나의 이상이 아니다. 우리는 오늪날의 상태갚 지양하는 현실적인 운동용 

공산주의라고 일컬는다. 이 운동의 조건틀은 현존하는 전제틀로부터 생겨 
난다 " Karl Marx, Friedrich Engels, Die Delllsche ldeologie, MEW 8and 3, 
Berlin : Dietz Verlag, 1990, S. 35(국역 : 칼 마르크스， 프리드라히 앵첼스， r독 
일 이 데윤로711 ， 김 대웅 옳김， 두레， 1989, p. 78). 

9) 정성훈， r인간적 사회와의 작별」， r시대와 첼학J 1 8권. No. 2, 한국철학사상 
연구회， 2007. 가령 니콜라스 루만의 시도는 청년 따르크스의 인간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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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인간적 관계라고 하는 바로 그 전제가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체계 속에서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계 

를 인간적 관계라고 보지 않는다면， 소외되고 상실된 인간척 본질올 

찾으려는 요구는 애조에 무의미한 주상이 뇌는 것이 아닐까? 

2.4. 소외와 두 가지 변증법 

마르크스의 헤겔 이해의 주된 논점은 헤겔이 파악한 부정의 부정 

이란 단지 역사의 운동에서 “추상적이고 논리적이며 사변적인 표 

한'(570)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파악한 정신의 변증 

법적 운동이란， 일단 자기를 상실하고 소외된 후 다시 자신을 되찾는 

원환적인 운동올 가리킨다. 이때 정신은 자신을 실체로 외화하고 외 

화된 실체로부터 자신에로 귀환하는 운동하는 자아이다. 이러한 ‘의 

식의 현상학’에서， 절대지는 종말과 시초가 일치하며 주관과 객관이 

근본적으로 통일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도 역시 상실파 재획득이 

라는 소외의 도식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정신은 일단 소외된 후 

“자기 자신의 탄생지로 되돌아가는 사유， 이것은 마지막에 자기 자신 

이 절대지， 따라서 절대적인， 다시 말해서 추상적인 정신임을 발견하 

고 자기를 긍정’'(572)하는 정신일 뿐인 것이다. 

이때 마르크스가 헤겔 변증법올 비판하는 이유는， 혜겔에게서 소외 

와 그 극복의 형식이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앞서 

마르크스가 소외된 노통 개념을 가지고 자본주의를 비판할 때 준거 

접이 인간주의에 대한 요구였음올 보았다 이제 헤겔 변중법을 비판 

하는 대목에서 마르크스는 혜겔이 인간의 자연적 측면올 사상하고 

단지 정신적인 존재로만 파악한 것을 비판한다. 헤겔 변중법에서 현 

실적 인간과 현실적 자연은 절대정신의 술어가 될 뿐이기에 주술 관 

계는 전도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헤겔은 피와 살을 가진 자연적 인간 

첼학과 대척점에 있다고 불 수 있다 루만에 의하띤， 포팔적인 사회적 체계 

인 사회는 소용체계이며 인간용 사회적 체계틀의 환경에 속한다‘ 또한 기 
능적으로 분화된 현대 사회는 인간의 모습과 전혀 닮지 않은 tl) 개연적인 

진화적 성과로서， 할인간적-할중심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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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단지 “비대상적인 유심론적 존재’'(575)로만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이어바흐의 물질론에 영향받은 마르크스는 자연주의를 준 

거점으로 하여 헤겔을 비판한다. 즉 “인간은 직접적으로 자연 존재 

(Naturwesen)이다.’'(578) 요컨대 마르크스의 비판 논점은 헤겔이 의 

식과 인간올 둥치시키고 인간의 자연적 객관적 측면을 사상시켰다 

는 것이다 인간은 대상적 존재로서 자신의 바깥에 독립적인 대상을 

지니고， 그 자신 또한 유한하고 제약된 존재로서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이다. 반면 헤겔식의 변증법은 정신에 이질적인 것이나 

정신의 타자를 제거하고 정신의 포섭하는 동얼성 논리 또는 지배의 

논리를 함축한다. 정신에서 출발하여 모든 것올 정신으로부터 연역하 

고 정신의 타자를 제거하는 헤겔 변증법의 동일성 논리에 대해서 물 

질에서 출발하는 마르크스의 비판은 자연 우위의 차이 논리에 입각 

해 있다 10) 포이어바흐， 아도르노와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는 물질론의 

기본 정신인 주체 외부의 객체의 우위를 확인합으로써 정신 우위의 

논리를 비판한다. 인간은 자신의 바깥에 대상， 자신의 것이 아닌 다 

른 현실올 지니므로 결코 고독하게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다. 단순히 

정신에 대한 물질의 우위가 물질론의 전부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 외 

부의 타자(이는 이후 마르크스에 의해 생산양식으로서 토대， 주체화 

양식으로서 이데올로기 퉁으로 변용된다)에 의해 제약되고 한계지어 

진다는 것 역시 물질론의 중요한 합축인 것이다. 이어지는 대목에서 

마르크스는 자신이 주장하는 자연주의가 인간을 여타의 자연과 같은 

것으로 치부하는 환원론이 아님올 분명히 한다. 다시 한 번 그것은 

10) 정신 우위의 헤겔적 변증법은 대표적인 정초논리(기원의 논리， 주체의 논 
리， 행위의 논리， 동일성 논리)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해 마르크스의 역사 
물질론은 “설명되어야 할 어떤 것올 그것에 앞선，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 
른 것으로부터 설명되어야 함”올 인식하는 차이논리(구조논리， 발달논리) 
로 간주휠 수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개활로는 정호근， r물질론적 사회구 
성이론의 사고논리」， r인문논총1 61 집， 서울대 인문학연구소， 2009를 참조 

이에 따르면 마르크스가 완전한 행위능력과 소흉능력을 구비한 완성된 개 
체로서 개인올 다루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납는다. 요히려 개인 역시 l쌀 

생의 산물로서 사고되어야 하며 개치l발생의 역학을 통해 탐구되어야 하 
는 것이다. 



정닌 마르코스의 인만후의와 그 。|푸 193 

인간주의와 결합된 자연주의이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인간은 단순히 

자연존재일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자연 존재"(579)라고 선언한다. 

이처럽 마르크스의 혜겔 변중법 비판은 그 관념론적 성격올 비판 

하고 자신의 자연주의적 인간관을 내세움으로써 마무리된다. 그러나 

소외와 외화의 메커니즘， 자기 상실과 자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헤겔 

변증법의 거꾸로 선 구도를 단순히 다리로 걷케 하는 것만으로 마르 

크스 철학이 그 혁명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11 ) 혁명적 형 

식과 보수적 내용에 대한 모순으로부터 단순히 전자만을 취하는 것 

으로는 결코 충분할 수 없으며， 물질에 변중법이 있다는 식의 논의， 

예컨대 앵겔스의 자연변중법 같은 것은 오늘날 더욱 더 그 설득력올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래 이론이란 그 고유한 대상(또는 전제)과 

더불어 고유한 구조(또는 방법)를 갖는 것인데， 청년 마르크스의 혜 

겔 비판에서는 전자에 대한 비판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해도， 

후자에 대한 비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121 헤겔과 구분되 

11 ) “헤겔에 대한 이 비판용 그 이폼적 원리에 있어서， 포이어바흐에 의해 수 
차례에 걸쳐 행해진 혜첸에 대한 닥월한 비판의 반복， 주석 또는 발전과 
확장에 한과한 것이었다. 그갓은 샤변과 추상으로서의 혜겔 철학에 대한 
비판. 소외라는 인간학적 문제플의 원려들의 이핍- 하에 행해진 비판이었 
다. 특， 그것은 추상적-사연적인 것에 반대하여 구체적-불칠론적인 것에 
호소한 비판으로서， 자신이 뱃어나고자 하는 관념관적 문제틀에 사로잡혀 
있는 u]판이며， 따라서 마르크스가 45년에 단젤하기l 펠 이론적 문제펀에 
원리적으로 속해 있는 111 판이다." Louis Althusscr, 1996, op. Cil, p. 29 ; 위 
의 책， p. 37. 알튀세르에 의하면， 청년기 마르크스의 개념들， 소외， 유적 
인간， 주어와 술어의 도치 강은 개념들은 판념관적 인간주의의 산물로서， 
사실상 포이어바호의 문제윤윤 거의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는 위 책의 논문 중 r포이어바호의 철학적 선언틀J쓸 참조하라. 
12) .‘혜겔 천학(또는 변종법)의 ‘전복’， ‘발 위에 다시 세우기’라는 그 유명한 

테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근몽적으로 바로 이 논리이다， 왜냐하면 만일 
오직 전복만이， 거꾸로 뒤챔힌 것을 똑바로 세우는 것만이 진짜로 문제삼 
아진다연， 하나의 대상 전채션 뒤집어엎는 것이 바로 그 한번 뒤집는 깃 

때운에(!) 그 대상의 본젤과 내용올 바꿀 수 없으려라는 것은 명 백하지 때 
문이다. 머리로 서 었던 사합이 드디어 말로 걷는다고 해도 그는 동일한 
사랍인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뒤집혀진 천학이 왼위치에 었던 철학과 진 
혀 다릎 것으로 간주힐 수 있는 것용 오직 단지 이돈적 베타포(은유!)묘 
풍해서언 뿐이다. 사싣상 그 구조， 그 문제뜰 그리고 그 운제틀의 의 01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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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르크스의 고유한 변증법이 문제된다연 단순히 변증법의 ‘방향J 

의 전복만이 아니라， 변증법의 ‘구조’의 변형이 중요한 것이다. 가령 

알뒤세르에 따르면 마르크스의 변중법은 의식의 단순한 모순， 하나의 

내적 원리로 환원되는 총체성의 변증법， 헤겔식의 변증법이 아니다. 

오히려 마르크스의 물질론적 변증법은 불균퉁한 기원틀을 가진 과잉 

결정된 모순， 최총 심급에서 경제의 결정과 상부 구조의 상대적 자율 

성을 갖는 복잡하게 구조화된 전체를 대상으로 갖는 변증법이다 13) 

그리고 이처럽 모순을 단일한 원리로 환원시키지 않는 것이야말로 

헤겔 변증법의 위험으로부터 마르크스주의의 고유성을 구해낼 수 있 

으며， 인간으로 환원되지 않는 생산양식과 이데올로기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대상에 착목할 수 있도록 해준다. 

3. 인간주의와의 단절과 후기 마르크스로의 이행 

3.1. 정치경제학 비판과 이론적 반인간주의 

이제까지 살펴본 바， 청년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및 헤겔 변층법을 

비판하는 근거는 인간주의와 자연주의였다. 그것은 인간화된 자연주 

의이고， 자연화된 인간주의로서 마르크스는 인간주의와 자연주의 양 

자 사이를 끊임없이 동요했다. 이는 단순히 청년기의 마르크스가 비 

일관성과 모순에 시달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포이어바흐와 헤겔의 

깊은 영향 하에 마르크스 자신의 독자적인 학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 

한 도정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 마르크스는 헤겔 비판에 있 

동일한 문제틀에 의해 계속 관통되어 있는 것이다" Louis Althusser, 1996, 
op. Cil , p. 70 ; 위의 책， pp. 83 -84. 

13) 이에 대한 상세한 서술은 Louis Althusser의 위 책에 수록된 r모순과 과잉 
결정(연구를 위한 노트)J 및 r물질론적 변증법에 대하여(기원들의 불균풍 
성에 관하여)J를 참조하라 이 두 논운은 헤겔.마르크스주의흘 정정하고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마르크스 고유의 변증법에 대해 규명하려는 유력한 
시도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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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자연적 인간을 내세움으로써 성공하지만， 자본주의 비판에 있어 

서는 인간적 자연올 내세용으로써 실패한다. 그런데 이때 인간주의의 

대상은 무엇인가? 이는 무엇보다 자유롭고 의식적인 활동올 하는 인 

간， T체적이고 실재석인 인간으로서 오랫동안 선협절학에서 ‘주체’라 

고 일컬어졌던 것에 근거한 철학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롭고 의식 

적인 인간이라는 전제는 의심스렵다. 자본주의 체제의 물적 토대에 

종속된 법적 개인은 결코 자유롭지도 않거니와 자신의 생산， 교환 행 

위가 거시적인 구조에서 갖는 의미를 의식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인 

간주의는 세계의 중심으로서 인간， 자유로이 인식하고 실천하는 주 

체， 그리고 그에 대해 책임올 갖는 인간의 실존올 그 대상으로 삼는 

다. 또한 인간주의의 문제틀은 우선 인간의 보편적 본질이 존재한다 

는 것， 그리고 이 본질은 그것의 실질적 주체인 고립적흐로 간주된 

개인들의 속성이라는 것 이 두 가지 요청올 내포한다. 즉 인간 본질 

이 보편적 속성이기 위해서는 절대적 소여로서 구체적 주체들이 사 

실상 존재해야 하는데， 이는 “주체의 경험주의”를 합축한다. 또한 그 

경험적 개체들이 인간이려면 그 개체들 모두가 적어도 원리적으로는 

인간의 모든 본질올 지녀야 하는데 이는 “본질의 판념룬”올 합축한다. 

즉 주체의 경험주의는 본질의 관념론을 내포하고 그 역도 성립한다 14 ) 

그런데 앞서 언급했던 논접올 다시 반복하자면， 역사적 물질론의 

중요한 함축은 정신에 대한 물질의 우위뿐만 아니라 주체에 대한 객 

체의 우위， 주체의 타용성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세계를 더 이상 해 

석하는 것이 아니라 변혁해야 한다는 포이어바호의 열한 번째 테제 

가， ‘주체는 실천이다’는 선언이， 주체가 역사의 주체로서 소외를 극 

복하고 자신의 본질올 다시 획득한다는 도식이 관염론으로부터 전적 

으로 탈출한 것이 아님옹 분명하다. 철학의 중심적 법주로서 “주체 

의 발명은 인류가 스스로를 교육시킨다는 관념， 인류가 상이한 형태 

의 억압， 무지 또는 미신， 궁핍 풍으로부터 스스로를 자유롭게 만든 

다는 관념 "15)과 항상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분화 

14) Louis Althusser, 1996, op. cil, p. 234 ; 위의 책， p. 273. 

15) Étienne Balibar‘ 2001 , op. cil, p. 26 ; 위 의 책，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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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는 개인(in-dividuaD 또는 그 개인들의 집합인 역사의 주 

제로서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관점을 도입하고 그것을 그를 둘러싼 경 

제적， 이데올로기적 조건으로부터 자율적인 것으로 표상하는 순간， 

마르크스가 쫓아냈던 관념론은 뒷문으로 다시 침투해 들어온다. 소외 

와 변증법의 도식에 따를 때 노통자들의 소외된 상태는 공산주의로 

의 이행을 통한 인간적 본질의 재-전유라는 선형적이고 목적론적인 

기획을 요구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하나의 담당자， 하나의 주체” 

(않4)는 루가치 동의 철학자들에 의해 프롤레타리아트로 해석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사회의 총체적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인식， 즉 계급 

의식의 획득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를 타도하는 주체이다. 그러나 마 

르크스는 거의 ‘계급의식’이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는다 16)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트는 역사의 주체가 아니라 그를 툴러싼 자본주의 생산 

양식과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구성되고 해체되는 일시적이고 잠정적 

인 상태일 뿐이다. 역사 속에서 구성되는 주체를 역사를 구성하는 주체 

로 바꿔치기될 때， 마르크스의 물질론은 외양만 혁명적인 관념론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때 루카치의 프롤레타리아는 무소유(eige뼈mslos)인 

것과 마찬가지로 무환상의GUusionslos) 존재， 성숙한 계급의식을 갖 

출 경우에 부르주아에 대한 총력전을 선포하는 봉기적 주체로 그려 

질 뿐이다 17) 

그런데 이러한 인간주의 또는 주체의 도식에 맞서서 「포이어바흐 

16) Etienne Balibar, ibid, p. 43 ; 위의 책， p. 72. 
17) 그러나 루카치의 마르크스 해석이 전적으로 잘못이라고， ‘진짜’ 마르크스 
는 루카치의 해석으로부터 연책된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데， 이러한 판정 
의 맹아는 이미 ?독일 이데올로기j에서 드러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이 

론적 문구들의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해소， 또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관념 
틀의 제거는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환경의 변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지 이론적 연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대중， 곧 프롤레 
타리아트에게는 이러한 이론적 표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소될 훨요 
도 없으며， 그러고 어쩌다 한 번이라도 이 대중이 예컨대 종교와 같은 이 
론적 표상올 가진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틀은 이미 오래 전에 환 

경에 의해 해소되고 말았다." Karl Marx. Friedrich Engels, 1990, op. cit, S. 
40 , 위의 책， p. 84, 이 대목에서는 중대한 오역이 있어서 국역본의 번역 
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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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테제」는 청년 마르크스에서 성숙한 마르크스로 가는 도정에 

서 하나의 절단올 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르크스는 더 이상 인간 

의 유적 본질이나 자연적 존재에 대한 언급올 하지 않고， 인간이란 

난지 사회적 관계의 앙상블(ensemble) 1 8)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 

다. 사회적 관계를 언급하면서 마르크스가 총체(Totalität)라는 표현 

이 아닌 불어식 표현을 썼음에 주의하자. 발리바르에 따르연， 마르크 

스의 관계의 존재론은 개인주의적 관점과 유기체론적 관점올 동시에 

거부하는 일종의 “관개체성의 존재론"19)이다. 세계의 구성은 의식과 

주체의 모델에 따라 생각되는 주체의 활동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 

아니다. 주체성은 초월적 또는 선험적인 위치에서 사회적 과정의 효 

과， 결과의 위치로 이행해간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유일한 주체는 다 

수의， 익명의， 정의상 그 자신에 대해 의식적이지 않은 어떤 실천적 

주체，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주체인 것이다.20) 

그렇다면 무엇이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인간올 구성하고 규정하 

고 제약하는가? 우선 인간적 삶을 규정하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토 

대가 문제이다. 그런데 실상 스미스 리카도 둥의 영국 정치경제학에 

대한 단편적인 펼사와 단상들의 모음인 r경제학-철학 수고A는 그 이 

릅과는 달리 마르크스의 본인의 고유한 정치경제학 연구라 불릴 만 

한 것은 거의 없는 저작이다:W 노동은 모든 가치의 원천으로 그려 

18) Karl Marx, Friedrich Engels, 1990, op. cit, S. 6 ; 위 의 책 p. 39). 
19) 관개체성(Transindividualité)은 본래 질베르 시몽동의 용어로서， 밥려바르가 

그의 정치철학에서 고유하게 사용하는 개엽이다. 이 판개체성은 각 개인 
속에 있는 관념 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나， 개인들 외부에서 그플올 분류하 
는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틀의 다수의 상호 작용룹로 인해 개인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이냐 유가 아니라 판계블 문제삼는 

일종의 관계의 존재폼올 요구하는데， 다수의 관계틀이 란 개인플의 공동체 
에 대한 유대가 형성되고 해체되는 그만큼의 선위틀， 선이틀， 이행틀이며 
반대로 그 개인틀 자체갚 구성하는 것이다. Etienne Balibar, 2001 , op. cit, 

p. 31 ; 위의 책. p. 56. 
20) Étienne Balibar, 2001 , op. cil, p. 26 ; 위 의 책， pp. 98 - 99. 
21 ) 저술 당시 마르크스의 경제학 연구는 불충분했으며， 소와 극복은 사유 재 

산 폐기라는 변증볍석 가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쓴 구체적인 사회 
경제적 사실을 적시함으료써가 아니라， 단지 철학적인 차원， 인륜적. 인도 
주의적 관점에서 경제한플 비판할 뿐이었던 것이다. Lou is Dupré, r마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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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만， 이 노동가치셜은 단지 노통이라는 요소가 없다면 자본， 노동 

재료， 지대만으로 상품의 창조가 불가능하다는 식의 초보적인 인식에 

서 그리 멸리 나아가지 않는다. 그런데 불과 1년 뒤인 1845년부터 

마르크스는 역사와 정치의 기초를 인간본질에서 찾는 모든 이론과 

단절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단번에 가능한 단절은 아닐지언정， 마 

르크스는 유적 존재나 인간적 본질 같은 포이어바흐적인 개념들 및 

헤겔 철학들로부터 영향받은 개념들을 청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l!'독 

일 이데올로기A에서 마르크스는 인간주의와 자연주의라는 아직 모호 

하고 불분명한 범주를 토대와 상부구조라는 고유한 장소론(Topik)22J 

으로 전환한다. 즉 절단기의 마르크스에 있어서 청년기의 범주인 자 

연주의와 인간주의는 토대와 상부구조에 대한 연구로 각각 분화되며， 

생산력， 생산관계 퉁 자신의 고유한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생산 

력과 생산관계의 총체로서 생산양식올 토대로 지칭하고， 종교， 정치， 

이데올로기와 같은 상부구조를 물질적 토대를 기초로 하여 설명함으 

로써 독특한 역사 물질론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이다.23) 마르크스는 

더 이상 철학적 인간주의에 의거하지 않고 인간주의를 이데올로기로 

규정하는데， 이는 마르크스의 고유한 역사과학의 정초， ‘이론적 반인 

간주의’와 맞물려 있다 마르크스의 새로운 이론적 혁명은， 전통철학 

스주의의 철학적 기초.1 ， 홍윤기 옮김， 한밭， 1982, p. 149. 
22) 알튀세르가 ‘절단’ 개념과 더불어 사용하는 ‘토픽’의 개념은 초기에는 토 

대와 상부구조 동 현실의 심급들， 실천들， 모순들의 환원촬가능한 구별과 
복잡성을 가리켰다. 그러나 후기에 가연 토픽은 단지 사회 적 전체의 복합 
성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그것이 개입하는 정세의 일부가 되는 이론의 
‘이중적 지위’를 지칭하게 된다"맑스의 유물론의 척도는 그의 이론의 유 
물론적 내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서 이 관냉들이 능동적이게 되 
는 그런 조건들， 형태들， 그리고 한계뜰에 대한 날카롭고 실천적인 의식이 
다. 그 때문에 밝스의 관념은 토픽에 이중으로 기업 펀다 그러하여 관념 
은， 아무라 참되고 형식적으로 논종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는 역 

사적으로 능동적인 것일 수 없으며， 계급투쟁 속에 채택된 대중 。l 데올로 
기적 형태흘 취하게 될 때만 역사적드로 능동적일 수 있다는 핵심 테제가 

나온다" Louis Althusser, r오늘의 맑스주의 J， r역사적 맑스주의J， 서관모 
엮음， 새길， 1993, p. 54. 더 이상 과학고} 이데올로기의 절단이 문제가 아니 
라， 이론 내부의 갈풍적 성격과 이데올로기와의 관랜이 문제되는 것이다. 

23) Karl Marx, Friedrich Engels, 1990, op. cil, S. 37 ; 위의 책 ，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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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배했던 개인-인간본질의 쌍을 생산력， 생산관계 퉁의 개념으로 

대체함으로써 새로운 철학을 전개하는 것에서 성립한다. 그는 특히 r 

자본; 611서 본격적인 정치경제학 연구에 착수함으로써， 이른바 ‘과학 

적 마르크스주의’로 이행한다. 청년기 마르크스를 특정지었던 인간주 

의와 자연주의라는 두 개념적 쌍에서 인간주의적인 측면이 탈각되고， 

자연적 인간 조건올 규정하는 생산양식에 관한 연구에 몰두하게 되 

는 것이다. 즉 더 이상 소외나 교통 같은 개념이 아닌， 자본주의의 

자기 파괴적 계기를 기술하는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와 같은 과학적 

법칙이 전면에 내세워진다. 

3.2. 이데올로기와 실천적 인간주의 

하지만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으로 인해 펼연적으로 자동적으 

로 붕괴되는 자본주의라는 종말목적론적인 규정은 단지 헤겔적 변증 

법을 거꾸로 세운 것에 불과할 것이다. 생산력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발전하는 생산력에 족쇄가 되는 생산관계는 자동적으로 다른 형태의 

생산관계를 불러올 것이라는 식의 진화주의， 즉 경제주의(기술적 관 

념론)는 청년 마르크스의 인간주의(도덕적 관념론)만큼이나 관념론적 

인 도식인 것이다. 토대에 대한 상부 구조의 상대적 자율성과 토대에 

대한 상부 구조의 반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의 극복은 

단순히 사태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물질적 토대의 변화에서 

나올 수 없다. 이는 토대-상부구조의 도식이 아니라， 양자의 재생산 

이라는 새로운 관점24)을 요구한다 하지만 절단기의 저작인 『독일 

이데올로기j에서 조차 이데올로기는 단지 현실적인 것의 전도로 그 

려질 뿐이다 마치 포이어바흐-헤겔적인 소외의 도식이 수많은 형태 

의 전도로 변형되었듯이 이데올로기는 단지 현실에 대한 거짓된 표 

상， 전도된 가장， 허위의식2;"))으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청년 마르크 

24) Louis Althusser, Sur 10 repro찌ICliol1， PUF, 1995. 특히 3장과 9장올 참조. 
25) “의식은 의식된 존재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아니며， 인간의 존재는 그의 

현실적 삶의 과정이다 만약 전채 이데올로기에서 인간과 그들의 관계가 
사진기의 어룹상-^}{Camera Oscura)에서처럼 전도되어 냐타난다연， 마치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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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소외론에서는 정신적 소외를 일으키는 물질적 소외만을 제거하 

려는 지극히 도구적인 관점만이 도출될 뿐인 것이다. 소외의 도식에 

따르면， 우리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참된 인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이 이데올로기 바깥으로 나감으로써 본래적인 참된 인식올 회복해야 

한다. 하지만 이데올로기는 인간을 역사적으로 규정하는 물적 토대와 

마찬가지로 인간을 규정하고 제약한다. 

실상 마르크스는 정치경제학의 연구를 통한 토대의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력과 국가의 이론으로서 이데올로기의 물질성에 대해 

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그는 다만 『자본j 1권 제l장 4 

절에서 교환과정 속에 연루되는 주체화양식 및 시장에 관한 분석으 

로서 ‘상품의 물신 숭배’에 대해서 언급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재가공된 소외의 도식으로서， 여기서 자본 또는 상품은 헤겔의 

실체적 주체인 정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베버-마르크스주의에 

커다란 영향을 행사한 물신숭배론은 자본주의의 중심적 문제를 주체 

의 소외 내지 사물화에서 발견하고 이를 상품유통의 구조의 효과로 

간주한다. 이러한 이론들은 상품범주의 소멸에 의해 자동적으로 사회 

적 관계들의 투명성이 회복되고 소외가 지양될 것으로 간주하게 되 

며， 결국 이데올로기의 물질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이미 우리는 

앞선 3절에서 인간주의를 사회 이론의 비판적 토대로 삼는 것이 가 

질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청년기 마르크스의 인간주의는 

성숙기 마르크스에 와서 극복되고， 인간주의 같은 이데올로기적 형태 

는 자본주의에 대한 과학적 분석으로 대체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 

만 마르크스주의 및 그와 결합된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볼 때， 이데올 

로기는 단순히 현실에 대한 몰인식이나 거짓 표상이 아니며， 나름의 

고유한 실재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계약론을 비롯한 근대 

정치철학에 대해 마르크스가 행한 비판이 정치의 토대로서 경제에 

근거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경제의 토대로서 이데올로기가 문제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존립근거로서 생산 조건들의 재생산은 생산 수단 

막 위에 전도된 영상이 망악의 직접적인 육체적 구조에서 생겨나는 것처 

럼，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역사적 생활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Karl 
Marx, Friedrich Engels, 1990, op. cit, S. 26 ; 위의 책，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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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재생산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재생산 생산관계의 재생산도 포함 

한다. 

이데올로기로서 인간주의의 고유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또한 중요 

한 것은， 마르크스의 이론적 반인간주의가 이데올로기로서 인간주의 

자체를 완전한 허구나 환상으로서 툴리친 것이 아니라는 점올 인식 

하는 것이다.26) 마르크스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그에 대한 인식에 

의해 소멸될 수 있다고는 결코 믿지 않았다. 마르크스의 이론적 반인 

간주의가 인간주의의 역사적 실존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 마르크스 

이전에도 또 마르크스 이후에도 우리는 실제로 인간주의적 철학을 

만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간주의를 그 존재 조건틀， 예컨대 이데올 

로기적 국가장치의 물질성과 연관시키연서 ‘이데올로기로서 인간주의’ 

의 필연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도식적으로 말해서， 이데올로기는 주 

어진 사회 내에서 실천과 관련하여 나름의 기능올 갖는 표상들의 체 

계이다. 인간 사회에 있어 이데올로기는 마치 호홉하는 데 필요불가 

결한 공기처 럽 필수적인 것이다. 오직 이데올로기적 세계관만이 이데 

올로기없는 사회를 상상할 수 있으며 이데올로기가 과학에 의해 대 

체되어 사라져버리는 유토피아적 관념을 받아틀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역사의 탈선이나 우연이 아니라 사회와 역사적 삶에 

본질적인 구조이다. 마르크스가 이데올로기를 의식과 마찬가지로 상 

부구조로 분류했지만， 사실 이데올로기는 의식의 영역에 속하지 않으 

며， 오히려 심충적으로 ‘무의식적’인 것이다. 표상들의 체계로서 이데 

올로기는 대다수의 인간들에게 그들의 의식의 매개를 거치지 않고 

‘구조’로서 부과된다. 가령 실제로 지구와 태양의 거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여전히 태양이 사람들에게 마치 이백걸음 정도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l듯이， 이데올로기는 그들의 세계 자체인 것처럼 체 

험된다. 역사에 대한 관계를 포함하여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체험된’ 

관계는 이데올로기를 통과하며， 이데올로기 자체이다. 사람들이 세계 

와 역사 속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의식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데 

올로기 속에서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조건에 대해 무의식적이라는 조 

26) Louis Althusser, 1996, 0/). cit. pp. 238 - 242 ; 위 의 책， pp. 277 -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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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하에서 자신의 조건에 대해 의식적이다. 다시 말해 사랍들은 이데 

올로기 속에서 자신들의 존재 조건에 대한 자신들의 관계를 표현하 

는 것이 아니라， 자신틀의 존재조건에 대한 자신들의 관계를 자신들 

이 체험하는 ‘방식‘을 표현한다. 사람들이 현실과 맺는 실재적 관계는 

불가피하게 상상적 관계 속으로 침투한다. 

따라서 이데올로기를 변혁하는 행위는 순전히 도구적일 수 없다. 

이데올로기를 순전히 도구적으로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믿는 사람은 

스스로를 이데올로기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는 순간에도 이데올로기 

속에 포획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이데올로기가 피착취계급을 속이기 

위해 지배계급이 외부로부터 만들어내어 주입한 것이라면， 이데올로 

기는 계급과 더불어 사라져버럴 것이다. 그퍼나 계급사회에 있어서조 

차 이데올로기는 지배계급에 대해 능동적이다. 따라서 “계급없는 사 

회가 사람들의 의식을， 즉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올 그들의 임무와 존 

재 조건의 수준에 맞도록 변형시키는 것도 이데올로기 속에서， 이데 

올로기에 의해서"271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4. 이론적 반인간주의와 실천적 인간주의의 공폰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 럼 r경제학-철학 수고j에서 드러난 청년 마 

르크스의 문제의식은 철학과 정치경제학의 만냥， 그리고 청년 마르크 

스 특유의 인간주의와 자연주의가 전개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 

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인간주의적이고 자연주의적인 관점이 마르 

크스에게 크나큰 영향력올 행사한 헤젤과 포이어바흐의 문제툴로부 

터 아직 크게 벗어나지 못한 불충분한 이론임올 보았다. 청년 마르크 

스는 이른바 절단기의 저작인 r독일 이데올로기j에서 이러한 인간주 

의적-자연주의적 판점을 정정하고 토대와 상부구조의 도식을 제기한 

다. 그리고 이는 원숙한 마르크스에서 정치경제학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로 이어진다. 이때 청년기 마르크스의 주된 주체였던 인간주의의 

측면은 탈각되며， 이는 마르크스에서 이데올로기의 고유성에 대한 탐 

27) Louis AIthusser, ìbìd, p. 242 ; 위 의 책， p.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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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공백으로 남아 있음과 관련된다. 그러나 인간주의가 시효가 끝 

난 순전한 공허한 말인 것은 아니다. ‘인간주의’가 태어나는 장소 또 

한 이데올로기의 영역 안에서이며 계급투쟁 및 정치 역시 이데올로 

기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가령 자본주의의 비판， 현존하는 사태 

들에 대한 비판은 단순히 경제학， 역사학， 사회학 둥에 의거한 과학 

적 비판일뿐만 아니라， 자유와 평동， 우애의 정신 또는 ‘인간과 시민 

의 권리 선언’갱)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우리가 자유로운 

개인이자 자율적인 주체일 수 있는 것은 단지 자유 교환을 법으로 

보장하는 자본주의의 생산양식 아래에서이고 이러한 법적 체계 내에 

서 모든 사람을 자유롭고 평둥한 개인 주체로 규정하는， 항상 이미 

우리가 속해 있는 이데올로기의 ‘상상적’ 관계 아래에서일 뿐이기 때 

문이다.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제시된 도식은 청년 마르크스와 이를 계숭 

하는 수많은 정치철학들의 적실성을 재고하기 위한 서론에 불과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만 확인해두자. 만약 우리가 이론적 반인간주의 

를 인정한다면， 이는 일체의 실천적 인간주의를 포기하게 되는 것인 

가? 이론적 반인간주의는 인간주의를 허위적인 것으로 물리치지만， 

동시에 인간주의는 이데올로기의 영역 내에서 유령처럼 되살아난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주의는 이중적인 관념이다. 이론의 차원이 아니라 실 

천의 i댐에서라면， 또는 이론이 실천적 이데올로기로 기업(inscription) 

되는 것이 문제라면， 여전히 인간주의는 대중운동의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할 수 있다. 가령 오늘날에도 인간주의가 진정한 인간성에 대한 

호소이자 인간성 파괴에 대한 고발로서 어떤 대중운동의 동력으로서 

여전히 어떤 의미를 갖는다연 그것은 인간주의가 약속하는 보편성에 

대한 요구를 발본화하기를 요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찌 

28) Étienne 8alibar, r‘인권’과 ‘시민권’: 명등과 자유의 현대적 변증법 J ， ’인권의 
정치와 성적 차。1 ! . 윤소영 옮김， 공감. 2003. 프랑스 혁영 둥 역사적 대중봉 
기의 사혜는 정치의 자융성올 보여준다. 인민 주권이 자유롭고 평퉁한 시민 
틀의 집합에게 속할 때 어떠한 예속도 정당화휠 수 없다. 명등과 자유를 실 
천적으로 동일화하는 것은 기존의 모든 차별애 대한 반대라는 형태로 드러날 
수 었다. 

29) “만약 피지배자가 그륜에게 위에서부터 부파된， 그틀-의 고유한 상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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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바르가 마르크스를 정정하며 이야기하듯이， 지배 이데올로기는 

단순히 지배 계급의 사상이 아니라 그것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피 

지배자들의 상상의 특수한 보면화여야 하기 때문이다.30) 모든 인간이 

차별과 장제에 맞서 스스로 보면적 권리의 주체로서 시민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은， 정치의 보면적 권리라는 ‘상상적’ 이념이 갖는 무제한 

성， 무조건성올 보여준다. 또는 이러한 실천은 모든 해방 운동에 내 

재하는 약속과 장래， 정의의 도래와 관련한 메시아적 호소에 의거할 

수도 있을 것이다.3)) 이렇게 인간주의가 여전히 고유한 효력을 가진 

이데올로기로서 나름의 역할올 가질 수 있음을 이해한다연-역설적으 

로 들리는 표현이지만-이론적 반인간주의와 “실천적 인간주의"(583) 

는 공존할 수 있올 것이며， 이는 마르크스 이후의 또 다른 정치철학 

올 위한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것의 보편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보다 정확히는， 그틀이 집단적으로 
그들의 고유한 상상적인 것의 요구에 따라 행위하려고 착수한다연， 그들 
은 더 이상 현존하는 질서룹 받아들이지 않융 것이고‘ 그 질서에 맞서 반 
역할 것이다. 그리고 주어진 역사적 정세에서 착취의 모순파 이데올로기 
적 반역이 만났을 때， 당신은 그것올 혁명(성공적이든 아니든)이라고 부릎 
수 있올 것이다. 어떠한 계급도 절대적인 ‘역사의 주체’가 아니며， 단지 
오직 대중틀만이 살제로 ‘역사를 만든다’， 즉 오직 그뜰만이 정치적 변화 

를 생산한다." Élienne Balibar, "The Non-conlemporaneily of Allhusser", The 
A{thllsserÎan Legacy, ediled by E. Ann Kaplan and Michael Sprinker, London 
and New York : Verso, 1993, p. 13. 

30) Étienne Balibar, r보연척인 것들J ， r대중들의 공포J ， 서판모 외 옮김， 도서 
출판 b, 2008, p. 535. 

31) Jacques Derrida, Spectres de Marx, Galilée, 1993, p. 266{국역 : 자크 데리다， 
r마르크스의 유령툴J， 진태원 옮김， 이제이북스， 2007, pp, 32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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