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세기초 독일의 지식언 운동 
• 청년헤켈파의 사상적 궤적을 중심으로 • 

鄭 文 吉 (고려대) 

1. 글 머리에 

괴테는 19세기초의 독엘의 지적 상황을 당대의 세계적 중심지인 파리와 비 

교하여 “황무지”라고 지칭한 바 있다 파리가 “탁윌한 재능을 가진 자들이 한 

곳에 모여 매일같이 사귀고， 논쟁하며， 경쟁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가르쳐주고 

이끌어 주는 곳”인데 비해， 이곳 독엘에서는， 

[독일의 지식인틀이1 열마간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도 여간 고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모두 고렵하여 굽색한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으로부터 미미한 교양밖에 얻을 수가 없으 

며， 거기에다 우리나라의 재능있는 사람， 지혜있는 사람들은 독일전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엔나에， 다른 어떤 사람은 베를린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콰니히스베르크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본 

이나 뒤셀도르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50마일이나 100 

마엘 떨어져 있기에 그들이 개인적으로 접촉하거나 사상적으로 교유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따라서 괴테는 그가 사는 곳에 알렉산더 폰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r) 

가 들른다면， 그는 곧장 그를 찾아가 그 자신으로서는 몇 해가 걸려도 도달하 

지 못했을 지식을 하루만에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술회하고 있다1) 

조금 장황하게 인용된 위와 같은 괴테의 술회는 1820년대 후반의 각박한 독 

일의 지적 상황을 단적으로 요약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1) Johann Peter Eckermann, GeJpräche mit Goethe ’” 짜n letzleη j쩌ren Jez ，η'eJ Lebem 

(Artemis-Verlag, Zürich 1948), 3. Mai 1827, S.6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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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지적 불모지에서 1830년대와 1840년대의 지식인 운동인 청년헤겔파의 

태동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점이다. 특히 1830년대 초반 헤첼(1770-1831)， 

괴테(1749-1832)， 그리고 슐라이어마허(1768-1834)가 잇달아 사망함으로써 비 

록 분산되어 있었지만 형형한 광채를 빛내던 당대의 사상적 거목틀마저 한꺼 

번에 사라져 버린 당시의 지적 상황하에서 한 무리의 젊은 지식인 • 학자들이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지식인 운동을 전개한 것은 특기할 만 한 일이라고 하 

겠다. 

물론 1830년대와 ’40년대 청년헤겔파의 지적 운동은 로브코비츠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당대의 정치적 풍토에 미친 영향에 있어서는 별로 대수로운 것이 아 

닐는지도 모른다 2) 그러나 필자가 이들 청년헤겔파의 지식인 운동에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 그때까지 각지에 흩어져 산발적으로 전개되던 독일 지식인들의 

지적 활동을 지역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웅결시켜 하나의 구심점을 가지게 했다 

는 점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에서 청년헤겔파의 지적 운동은 괴테가 서술 

한 1820년대 후반의 독일의 지적 풍토와도 판연히 구별되는 하나의 특정을 갖 

는다고하겠다. 

따라서 본고는 괴테가 지적한 바와 같은 문화적 불모지에서 어떻게 이같은 

청년헤젤파의 사상운동이 태동하여 전개되었는가를 당시의 정치적 • 문화적 

상황과 연결하여 검토함으로써 지식인 운동으로서의 청년헤첼파의 의의를 사 

상사적으로 규정해 보려고 한다. 

11. 1830년대 초의 프로이센 - 청년헤겔파 운동의 배경 

19세기초의 독일， 특히 프로이센은 슈타인(Karl Freiherr von Stein, 

1757-1831), 하르덴베르크(Karl Hardenberg, 1750-1822)의 다방면에 걸친 개혁 

정치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치， 사회， 경제적인 낙후성에서 쉽사리 탈피할 수 

가 없었다 3) 특히 메테르니히의 빈 체제하에서 반동적인 전제정치를 유지하려 

2) Nicholas Lobkowicz, Theory and Prac/i，α Histoη 01 a Conclψt βrmz Aristotle “ Marx(Nocre 
Dame: Universicy of Notre Dame Press 1967), pp.215-16. 

3) 슈타인=하르덴베르크의 개혁작업은 루게에 의해 “내적 개혁을 통해 프러시아가 상섣 

한 세계사적 지위를 획득하려한 시도”라고 상찬되었다. 그러나 프러시아의 근대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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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체제에 반항하는 모든 정치적 저항세력을 무자비 

하게 탄압했다. 메테르니히는 프로이센왕의 동의를 얻어， 당시 기세를 올라고 

있던 부르센샤프트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바르트부르크 축제(Warcburgerfest， 

1817)와 코체뷔August von Kotzebue) 암살사건(1819)을 기화로， 1819년 악명 

높은 “칼스바트 결의(Karlsbader Beschlüsse)"를 연방의회에서 통과시키게 된다. 

언론의 “오용(Mißbrauch)"을 막기 위해 모든 신문， 잡지와 20보겐(320 페이지) 

이하의 책들의 사전검열제를 규정한 언론법(Bundes-PreBgesetz)， 혁명적 음모와 

선동적 연합을 찾아내기 위해 마인츠에 중앙 사문기관을 설치한다는 사문법 

(흉問法 Bundes-U ntersuchungsgesetz), 정부가 대학의 자치와 학문의 자유를 간 

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학법(Bundes-U niversitätsgesetz)의 3부로 구성된 이 결 

의는 독일에서의 자유주의적 반체제운동을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방파제의 역 

할을 하게 되었다.4) 

그러나 1830년， 프랑스의 7월혁명의 영향이 유럽전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되 

자 독일에서도 자유주의 운동이 반체제운동의 형태로 빈발하게 되었다. 1830 

년대 전반， 독열전역에서 일어난 많은 반체제 운동은， 조국 독일의 통엘과 프 

랑스혁명의 목표인 자유와 평등을 정치적 목표로 내세운 1832년 5월의 함바하 

축제(d싫 Hambacher Fest)에서 그 정점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한편 이같은 반체 

제운동에 직면한 메테르니히 체제는 우선 직접적인 도전은 군대를 동원하여 

진압하고， 선동을 일삼는 자들은 검열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반체제적 자유주의 

에 대처 했다. 1832년 6월， 국민의 대표권을 제약하는 “6조항"(Sechs Artikel)", 검 

정은 헤첼식으로 표현하면， 현실의 발전과 사상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 

에， 결국 하나의 토르소로 남게 되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Gustav Mayer, “Die 
Junghegelianer und der preußischen StaatH , Histoη'Jche ZeitJchrift, 12 1. Bd. (1 920), Heft 3, 
S.419. 루게의 인용은 Hallùchejahrbiicher, Nr. 180, 28. Juli 1838, Sp.1437 오인석， “프로 

이센의 근대화 시도 독일문화연구소 편독엘 문화사 대계 1(일반λh 제도사)~(서울· 

신지사 1974), pp.172‘210도 참조. 

4) 독일의 보수-반동화에 전환점이 된 이 칼스바르트 결의는 1819년 9월 20일 프랑크푸 
르트의 연방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결의에 의하면 연방 각국이 신문의 검열과 대학 

의 감독을 게을리 할 경우 연방이 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이는 

그 이후 1848년의 3월혁명에 이르기까지 독일 내에서의 정치의 공론화를 막아 온 최대 
의 악법으로 군렴해 왔다- “ Die Karlsbader Beschlüsse( 1819)", in: DeutJche Ge.rchichte in 

Quellen μnd DarJtell.ιng， Band 7. Vom Deι'fJchen Bund z，ιmK깅lJ，κnich， 1815-1871 , hrsg. von 

Wolfgang Hardtwig und Helmut Hinze(Philipp Rκlam jun., Stuttgart 1997), S.71-81 참조 



142 

열과 집회， 결사를 금지하는 동년 7월의 “ 10조행Zehn Aπikel)" ， 그리고 자유돕 

고 정치적인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중앙 정치 사문기구{Zentralbehö떠e für 

politische Untersuchungen)를 설치하려는 1834년의 “빈 비말결의” 등은 당시의 

절대적 전제주의가 직면한 위기감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5) 

그러나 아무리 절대적인 국가권력도 검열을 통해 새로이 유입되는 자유의 

사상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었으며， 특히 예술과 철학， 신학상의 토론은 

그것이 선성시되어 온 전통때문에 상당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6) 7월혁명 이 

후의 독일에서는 부르센샤프트와 자코방적 전통에 따라 한 무리의 문펼가틀이 

“낡고 정태적인” “예술시대”의 괴테싱t像)에 대립하는 “운동의 문학iLiteratur 

der Bewegung)"을 선도해 나갔다. 사타이어와 아이로니를 전면에 내세워 “문학 

의 정치화”를 시도하는 이들 “청년 독열피-(d싫 junge Deutschland)" 운동에는 하 

이네(Heinrich Heine), 봐르너](Ludwig Börne), 빈바르크(Luφlf Wienbarg), 구츠코 

브(Karl Gutzkow) 등이 참여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시인=산문가 

(Dichter-Prosaisten)"로 불리워지논 이틀은 괴테적인 “예술학교”의 굴레에서 벗 

어나 재치있고 대중적인 양식으로 그들 자신의 해방을 확대했다. 그들은 특히 

지적 익살을 갖춘 여행기(Reisebericht) 형식의 산문을 많이 썼논데， 이러한 형식 

은 관헌의 검열을 피하는 요긴한 방법의 하나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는 그틀의 주장을 다른 장소와 상황에 가틱1假품)하는 형식으로도 이용되었던 

것이다 7) 

생시몽주의의 강력한 영향권 하에 놓여 있는 이틀 청년 독열파 운동은 여성 

해방， 가족제도의 비판， 이혼의 간소화， 성적 속박에서의 해방을 내세우며， 종 

교적인 변에서는 반항적이긴 했으나 그 실체가 애매했다. 그들은 중세와 같은 

교황권의 복권을 주장하는 낭만주의자틀과는 탈리 볼테르， 레싱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계몽된 선관(神觀)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톨릭 교회에 대한 반감과 

국가와 교회의 분리에 대해서는 비교적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8) 

5) DeUlJche Geschichte in Q.ιeikn ι'nd Darste，싸η'g， Band 7, SS.99-106 및 많本隆志， w ~"1"/ . ν 

f 그/、ν派-消용 iH.:풀命史~(東京 'p.凡社 1991), pp.331-338 참조， 
6) G. Mayer, “Die Junghegelianer und der preußische Sraar", S.414. 
7) Josr Hermand, “Nachworr", in: Das;'ιnge Deutschland. Texte und Dok，ιmeηte， hrsg. von Josr 

Hermand(Philipp Reclam jun., Srurrgarr 1966), SS.371-377. 
8) lbid. , SS.37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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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년 독일파의 정치적 문제에 대한 입장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자유주 

의로 표현된다 그들은 후견적 정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선 해방되지 않으 

면 안되었으며， 이러한 해방을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필수적이었다. 그리고 

이같은 그들의 정치적 입장은 민족주의에 대한 선호에도 불구하고 계몽주의와 

코스모폴리타니즘에 연결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들이 여기서 주목 

해야 할 점은 자유에 대한 그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현실에 대한 그들 

의 견해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추상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시민적 자유에 대한 청년 독일파 문펼인들의 

열망은 하나의 사실이기보다 하나의 동경에 불과했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9) 

그러나 프로이센이 괴테가 묘사한 바 있는 지적 상황， 즉 개별적으로 분산되 

어 고립 • 산재하는 독일의 지적 상황을 벗어나 지식인 상호간의 활발한 지적 

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공통적인 문제의식이 펼요하며， 

또 공간적으로도 어떤 구심점을 가지는 것이 펼요하다고 하겠다.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헤젤학도논 물론이요 독일전역의 종교계와 철학계를 일시에 긴장시 

카고， 이 책을 중심으로 광범한 신학논쟁을 일으킨 슈트라우스의 『예수의 생 

애』는 지식인 운동으로서의 청년혜첼파의 결성을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동 

인의 하나라고 하겠다. 그리고 슈트라우스가 열으킨 지적 소용돌이에 자극 

되어 1838년에 창간된 루게의 『할레 연지 J 10)는 바로 이같은 청년헤겔파의 

기관지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1835년 이후의 청년혜첼파는 지 

극히 산발적이었던 그틀의 표현양식， 즉 선언문， 프로그람， 논박서， 팡플렛， 

시평， 의견서 등11)을 이 기관지에 집결시킴으로써 하나의 구심점을 확보하 

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독일의 지식인들은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 

소 지극히 제약된 것이긴 하나 괴테가 희구하던 지적 공동체의 형태를 갖추게 

9) Ibid. , SS.383-385. 
10) r할레 연지』는 1838년 1월 l일부터 발간되었으나， 1841 년 프로이센의 압력으로 작센 

지방의 드레스텐으로 옮겨가 『독열 연지』란 이름으로 1841년 7월 2얼 제 1호를 낸 뒤 

1843년 1훨 28일까지 속간되었다. 
11) Karl Löwith, Hrsg., Die HegelJche Linke(Friedrich Frommann Verlag, Stuttgart 1962), S.11; 

Heinz und Inglrid Pepperle, Hrsg., Die H，쟁elJche Linke. Dokumeηte z.ι PhiloJophie ι찌 Politik 

im de.μIJchen Vormärz(Verlag Philipp Reclam jun, Leipzig 1985), 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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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하겠다 12) 

우리가 앞에서 잠깐 살펴본 청년독엘파의 문펼활동이 1830년대의 ‘전반기， 

즉 1830년에서 1835년에 그 전성기를 이루었다면 청년헤겔파의 지적운동은 

1835년에 발간된 슈트라우스의 『예수의 생애』가 그 출발점을 이룬다고 하겠 

다. 물론 청년헤겔파 운동의 시발점은 헤첼학도들에 의해 1831년의 허l젤의 사 

망을 전후한 시기로 소급되기도 한다. 즉 헤겔학도인 에프트만은 헤첼의 사망 

을 전후한 시기부터 슈트라우스의 『예수의 생애』 제 I권이 출판된 1835년까지 

는 헤겔학도들이 헤겔철학의 형이상학적 가치에 대해， 1835년부터 벌헬름 W 

세가 즉위한 1840년까지는 헤겔철학의 신학적 적용에 관해， 그라고 그 이후 3 

월혁명에 이르기까지의 1840년대 전기에는 종교적 논쟁에서 일전( →轉)하여 

헤겔철학이 갖는 정치적 사회적 의도가 무엇인가를 묻는 방향으로 그 초점이 

전이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3) 그러나 당대의 지식인들에게 “경건한 자에 

게는 스캔달이요， 침착지 못한 자들에게는 해방의 소리"14)라는 평가를 받았던 

슈트라우스의 『예수의 생애』의 출간은 지금까지 헤겔의 철학적 왕국에 갇혀 

있던 헤겔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경건주의자를 포함한 독얼의 광범한 지식층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하겠다 15) 

12) 1830년대 후반의 가혹한 검열정잭하에서도 이 정도의 객관적 상황을 조성하는 데에는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를 비호한 헤첼철학의 후원자 얄텐슈타인의 공헌이 지적 
되 고 있다. Gustav Mayer, op. cit., S.19 

13) ]ohann Eduard Erdmann, A History 이 Philo.ψhy ， Vol. ill: German PhiloJophy Jiηα Hegel, tr. by 

W.S. Hough(lρndon: Swan Sonnenschein & Co. , 1890), pp.6- i06 참조. 

14) William). Brazill, The Yo.ι뺑 Hegeliam(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0), p.98에서 
재인용. 

15) 한편 프로이센 정부는 슈트라우스의 『예수의 생애』를 둘러 싸고 들끓는 논쟁파 여론때 
문에 이 책의 긍지여부에 관한 문제를 베를린의 신학자 네안더(August Neander)에게 

문의하고， 그의 조언에 따라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R. Beard, “Strauss, 
Hegel, and Their Opinions", in: The Voκe.r 0/ the Church, ’n R빼 to α D.F. Straι'SS， 

collected and composed by ).R. Beard(London: Simpkin, Marshall, and Co., 1845), 
pp.16-17. D.F. Strauss, “Preface to the Second German Edition(23 September Philadelphia: 

1836)", in: David Friedrich Strauss, The l셔~ 0/ }eJfJJ Critically Exami쩌~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2), p. iv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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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청년헤겔파 운동의 전개 그 파국적 대결을 중심으로 

슈타인=하르덴베르크의 개혁정치의 열환으로 이루어진 베를린대학의 창설 

(1 819)과 1818년 이 대학 철학부로의 헤겔의 초빙은 프로이센， 특히 베를린의 

정선적，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프로이센의 교육 · 문 

화상 알텐슈타인(Karl Freiherr von Altenstein, 1770-1840)의 절대적 지지와 후원 

을 받는 헤첼은 칸트에 의해 동요되었던 형이상학의 위선， 종교의 이상적 내용， 

사회질서의 우위를 회복함으로써 철학의 복권(Restoration of Philosophy)을 시도 

했고， 따라서 그의 철학은 당대의 프로이센과 독일전역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16) 베를린대학 개교이래 피히터l와 헤첼로 이어지는 철학부논 

이 새로운 대학의 구섬점이 되었으며， 말텐슈타인은 궁정 철학자 헤젤이 개진 

하논 종교관과 국가관이 보수적인 프로이센의 국력을 신장시카고 문운을 크게 

일으키리라는 기대를 결었다 17) 

주지하는 바와 같이 베를린대학에 자리잡은 헤겔은 정선이 국가 형태가운데 

서 설현된다고 주장함으로써 국가의 전능을 대변하고 있었다. 특히 그는 기독 

교가 지식인의 관섬과 선뢰를 상설해 가는 시점에서 첼학과 종교의 반목올 해 

소할 수 있는 새로운 철학을 정립하려고 했다. 완전하고 포괄적인 국가란 선의 

나라를 지상에 구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해젤은 프로이센이 바로 인간의 

자유를 견인해 나가는 자유의 전범(典範)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한때 프랑 

스헥명과 나폴레옹을 숭배하던 그가 임약 프로이센의 철학적 정당성을 옹호하 

는 국가첼학자로 변선했음블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8) 그러나 그가 프라드라 

히 벌헬릅 III세의 프로이센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한 그의 『볍철 

학』 서문중의 “이성적인 것은 현설적인 것이고， 현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19) 

16) Johann Eduard Erdmann, op. cit. , pp.3-4. 

17) Gustav Mayer, “ Die Anfånge des politischen Radikalismus im vormärzlichen Preußen", 
ZeitJ껴야 /ür Poli샤， Bd. 6(913), in: R찌:kalùmι'J ， SozialiJmllJ ιnd biirgerliche Demokratie. 

hrsg. und mit einem Nachwort versehen von Hans Ulrich Wehler(Suhrkamp Verlag, 
Frankfurt 없n Main 1969), S.19 

18) Robert James Hellman, Die Freien: The YOllng Hege，ιam 0/ Berlin and the Religioιr PolitiCJ 0/ 
I B40 P~ωJia， Ph.D. Dissertation(Columbia Univeπity ， 1977), pp.28-29; Pastor Walter Sens, 
Die irrcli," ;ïíe Entwicklllng von Karl Maπ， InauguraI-Dissertation(HaIIe [S때e} ， 1935), S.22. 

19) Georg Friedrich Wilhelm Hegel, Werke in 20 Bände, Bd. 7. Grun，ι/Iiηien der PhiloJophie d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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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구절은 그와 그의 철학체계가 왕과 알텐슈타인의 비호하에 막강한 영향력 

을 행사하는 동안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나 그것의 위력이 쇠퇴하면서는 

오히려 프로이센의 현실에 불만을 가진 급진주의자들에 의해 현실을 비판하고， 

전복하는 방편으로 해석되게 되었다. 

우리는 헤첼철학이 내포하고 있는 “부정의 엄청난 파괴력(the portentous 

power of the negative)"으로 말미암아 혜 첼 자신의 철학이 그의 말년에 이 미 도 

전을 받기 시작했으며， 그러한 도전은 그가 생전에 그의 체계속에서 이상적으 

로 복원시키려 했던 형이상학， 종교 빛 정치 • 사회적 영역에서 계기적으로 열 

어났음을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혜첼철학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혁명적 특정 

으로 하여 스스로 해체되지 않을 수 없었으니， 바로 이같은 해체작업은 그의 

사후 후계자들인 청년헤첼파에 의해 수행되었던 것이다 20) 

3-1. Ir예수의 생애』으| 출간과 『할레 연지』률 중심으로 한 청년헤 

겔파의 지적 연대 

헤젤은 종교와 철학의 대상적， 내용적 동일성을 주장하면서도 인격신의 승 

인을 당연시했다. 즉 그는 신에 대한 인간의 의식이 바로 신의 자기의식이라는 

주장을 통해 신과 인간의 통일， 신의 내재(Immanenz)를 그의 기본적인 교의(敎 

義， Dogma)로 설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통파의 신학^t들은 헤첼의 신학가운 

데서 이미 범신론의 가능성을 간파하고 있었으나 그는 철학과 종교의 이분화 

를 배제하면서 신인 통일(神A 統 一， Gott-Mensch-Einheit)의 이론을 내세워 그 

자신이 범신론자가 아님을 주장했다. 그러나 절대적 진리가 예술에서는 직관 

의 형태로， 종교에서는 표상의 형태로， 그리고 철학에서는 개념의 형태로 파악 

된다는 그의 사변철학적 주장은 조만간 철학에 의한 종교의 지양이라는 문제 

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21) 

Reçhl 싫r NaIι，.，κhl ιnd SlaalJwimmchaft im G17IndriJJI이S빼rkamp Verlag, Frankfun 때 Main 

1986), S.24. 

20) 정문길， “청년혜겔파 연구서섣-지적 훈동의 시대적 배경과 그 주도적 인물." Ii법률 
행정논집J 18집 (980), pp.214-44; 정문길， “청년헤겔파의 사상사적 의미-비판이론 

의 전개를 중심으로" r한국정치학회보J 15호(198 1)， pp.13-36 참조[정문길에피고넨 

의 시대 - 청년헤겔파와 칼 마르크스J(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7)에 수록]. 
21) Pastor WaJter Sens, Der imligiäe Enlwicklllng /1011 lVZ서 Marx, S.2 1. 청년헤겔파의 사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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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에르바하는 이미 1830년 그의 학위논문을 발전시킨 『죽음과 불멸성에 

관한 고찰(Geda뼈% 따κ Tod ιηdUη'sl，뼈'ichkeit)~ 에서 인간의 불멸성에 관한 종교 

적 이론이 인간의 죽음을 거짓된 죽음으로 다룬다고 주장하면서 헤겔의 종교 

철학에 나타나는 인간학적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한 바 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인간의 죽음이 정신(Geist)， 유-{Gattung)， 영혼{Seele)과 같은 인간의 본질 가훈데 

서 해소된다는 범신론적 입장을 밝힘으로써 헤겔학파내의 논쟁을 자극했던 것 

이다.22) 1828년 포이에르바하는 그의 학위논문을 은사인 혜젤에게 현증하는 

펀지에서， “이성은 아직도 기독교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따 

라서 “기독교는 아직도 완전하고， 절대적인 종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그논 수세기에 걸쳐-그리고 마침내 헤젤에 와서-완 

성되고 실현된 철학을 통해 이제 이성은 제 2의 창조， 즉 이성이 사물의 보편 

적인 직관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던 것이다.23) 

철학과 종교는 그 내용이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형태도 다를 수밖에 없 

다는 포이에르바하의 주장은 슈트라우스로 하여금 신학의 전횡에서 벗어나， 

종교를 인간본성의 불가피한 취약점이라 간주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따 

라서 이성의 현현(顯現)을 통해 이 세계를 구제해야 한다는 포이에르바하의 묵 

시록적 입장은 슈트라우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4) 

슈트라우스의 『예수의 생애』는 복읍서에 기록된 예수의 생애가 기독교 공동 

체에서 발전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예수에 대한 동시대인의 강렬한 인상이 

결합되어 형성된 신화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복음서를 신화 

적으로 해석하는 그는 그리스도가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본질의 결합이라는 

주장을 통해 기독교의 도그마 뒤에 숨어 있는 가장 중요한 진실은 바로 휴머니 

전개과정을 논하는 학자들은 자주 헤겔철학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그것의 타당성 문제 

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청년헤겔파의 연구에 있어서는 헤겔철학 그 자체보다도 청 
년헤첼파 개개인이 그의 사상이나 영향을 그틀 개인의 펼요에 따라서 어떻게 변용하여 해 
석하고 있느냐가 더쭉 중요한 사안으로 나타난다{William J. Brazill, op. cit., pp.32-33). 

22) Hans-Marrin 5aß, Unters，ιchιngen zιr Religionsphiψ，sophie iη der Hegelsch.ι/e， 1830-1850, 
Inaugural-Dissertation(Münster 1963), 5.88. 

23) “An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22. November 1828", Ludwig Feuerbach, Gesammelte 

Werke, hrsg. von Werner Schuffenhauer(Akademie-Verlag, Berlin 1967ff.), Bd. 17 

Bri뻐IeChsel 1 (1 817-1839) , SS.1 03-108, 특히 55.106-107을 보라. 
24) Brazill, op. cit., pp.l 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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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라고 지적했다. 휴머니티는 신적인 것이요， 선적인 정신은 그 퍼스낼리티를 

인간의 역사가운데서 발견한다는 슈트라우스의 주장은 바로 범선론의 입장이 

라고 하겠다. 따라서 『예수의 생애』에 대한 당대의 들끊는 비판은 슈트라우스 

가 기독교의 역사적 원천을 허위라고 비판함으로써 이를 부정하려고 했다논데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슈트라우스가 『예수의 생애』에서 다루고 있는 복음서 

의 선화적 해석이나 기독교에 대한 불신앙과 배교적 사례는 브라질이 지적한 

바와 같이 결코 슈트라우스 자선의 독창적 연구의 산물이기보다는 당대의 독 

일 학계와 지식층에 광범히 축적된 연구성과의 집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슈트라우스의 『예수의 생애』가 공극적으로 추구핸 것은 파연 무엇 

인가? 슈트라우스는 바우르(F.C. Baur)와 슐라이어마허로부터 수용한 선학적 

주석방법과 지식을 헤겔의 철학과 결합시키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해겔은 종 

교와 철학의 내용이 엘치한다고 주장했으나 슈트라우스는 이미 포이에르바하 

를 통해 이들 양자가 열치하지 않으며 그 형태도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 

던 것이다. 헤첼철학은 포이에르바하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인간의 불멸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줄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기사가 선화라는 사설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성서비판의 진정한 의도는 기독교의 허위를 밝히 

는 것보다는 그것이 형성되어 가는 새로운 시대에서는 더 이상 진리일 수 없다 

는 사설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었다 26) 

물론 슈트라우스는 그 자신이 『예수의 생애』 제 1판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 

이 “기독교 선앙의 내적 핵심은 이 비판적 연구와 전적으로 독립되어 었다”고 

주장한다. 즉 “그리스도의 초자연적 출생， 그의 기적， 그의 부활과 승천은， 그 

것의 역사적 사실로서의 현실성이 아무리 의문시되더라도 의연히 영원한 진리 

로서 남게 된다”는 것이다27) 그러나 슈트라우스의 『예수의 생애』는 그의 이같 

은 타협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아슬아슬한 대로 유지되어 오던 헤 

젤철학 체계에서의 종교와 철학의 “통일”이라는 균형에 결정적인 충격을 주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슈트라우스의 연구성과는 종교와 철학이 이제는 결코 

25) Ibid. , pp.97-101 

26) Ibid. , pp.108, 101-102 

27) David Friedrich Strauss, DaJ Leben Jesu, kritisch bearbeitet, Erscer Band(Verlag von C.F 

Osiander, Tübingen 1835/Nachdruck: Wissenschafdiche Buchges리lschaft ， Darmstadt 1969), 
Vorrede, S.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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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할 수 없다는 헤겔철학의 비말을 해첼학파 내부에서 스스로 폭로하게 함 

으로써 헤첼학파의 내적 분열을 불가피하게 만틀었다. 

주지하는 바와 갇이 헤겔학파는 슈트라우스의 『예수의 생애』를 초점으로 한 

논쟁에서 헤겔의 가르침을 추호의 멜탈도 없이 표현된 주장을 그대로 승계하 

려논 헤겔 우파， 헤갤의 첼학을 이미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계통적으 

로 정리하려는 중도파，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이 애매하거나 불철저할 때 이플 

제거함으로써 체계의 수미엘관한 전개를 추진하려는 헤겔 좌파로 내적 분열을 

이므카게 된다 28) 그리고 우리는 종교의 시대에서 첼학의 시대로의 이행을 그 

들의 잭무로 생각하논 슈트라우스를 중심으로 한 헤첼 좌파， 즉 청년헤젤파가 

수미일관한 체계의 전개를 위해 현섣에 대한 과감한 비판과 이를 광정하려는 

철학적 사명에 헌선하려늑 자세를 통해 그틀이 공유하논 묵시록적 분위기를 

감지하게 되논 것이다 29) 

힐단 슈트라우스의 『예수의 생애』를 통해 지적 연대감을 획득한 청년헤첼파 

논 1838년 1 월에 창간된 『할레 연지(Hallis찌e Jahrbücher jür deutsche Wissensch.껴 

ιηd Kunst)~를 구섬점으로 그들의 지적 활동을 전개했다 루게(Arnold Ruge)와 

에히터마이어(Theodor Echtεrmeyer)에 의해 편집되고 라이프지히의 비간트 출 

판사-(Verlag von Otto Wigand)가 발행한 이 힐간t 口 데)의 『연지』는 당초부터 정 

치적 급진주의를 표방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우선 베를린의 정통파 헤겔주 

의자들이 발행하는 『학문적 비판 연지(jah깨ücher따 1띠sensch.샤liche Kritik) ~의 학 

문， 문예비판이 갖는 보수성에 대항하여 “진정한 학문”을 견지하면서 “정당한 

운동”을 선도하는 『연^Ll플 구상했던 것이다)0) 따라서 이같은 창간의도를 가 

진 루게의 『할레 연지』가 슈트라우스를 비롯한 정년헤겔파의 협조를 얻어 3 1) 

그들의 기관지가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는 루게의 이같은 창간의도에 덧붙여 『할레 연지』의 성격을 규 

28) 정문갈에피고넨의 시대~， p.18, 46 참조 

29) William J. Brazill, op. cir., pp. lO l-102; Lawrence S. Stepelevich, “ Introduction", The Yo.ι째 

Hegeliaη'J: An Anthology , ed. by Lawrence S. Stepelevich(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pp.4-5 

30) Arnold Ruge, Aι1 frühκ-er Zeit, 4. Bd.(Verlag von Franz Duncker, Berlin 1867), S.443-470 

특히 SS.124-125(SS.446-464)윤 보라 

31) Brazill , op. ci t., p. 1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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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게 되는 2개의 역사적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할레 연지』가 창 

간되기 직전인 1837년에는 하노버 공국의 왕위를 계승한 아우구스트(Ernst 

August)가 1833년부터 효력이 발생한 헌법을 정지시키는 왕실 쿠데타가 발생 

한 것이다. 이에 자유주의적 헌법을 수호하려는 왕립 괴텅겐대학의 7인의 저명 

한 교수(Göttinger Sieben)가 항의를 하게 되고， 왕실은 곧장 이들을 파면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러나 이 “괴팅겐 7인”의 반동 정권에 대한 항의는 

독일 지식인들의 비상한 관심과 동정을 불러일으키고， 자유주의에 대한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32) 

1837년에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은 프로테스탄티즘을 국교로 하는 프로이센 

영내에서 가톨릭이 우세한 콸른지방의 대사교 핏셔링(Freiherr Clemens Droste 

zu Vischering)을 벌헬름 III세가 반역죄로 체포한 것이다.33) 로마 가톨릭과 프로 

이센 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한 이 사건은 학계에 찬반의 논쟁을 일으키고， 마침 

내는 『할레 연지』에도 원고가 기고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 

서 대사교를 옹호하는 괴 레스Ooseph Görres)와 그에게 『공개장』을 발표한 레오 

(Heinrich Leo) 사이의 논쟁과정에서， 후자의 글이 『연지』에 기고되었다는 점이 

다，34) 그러나 레오의 기고문이 교회를 비판하는 명료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음에， 루게는 곧 익명의 기사를 통해 교회를 맹렬히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했 

다. 즉 “교회는 국가에 대립할 수가 없다. 국가의 원리는 진리자체의 원리이며， 

따라서 교회의 원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회는 국가의 부속기관이 될 수밖 

에 없다”고 주장했던 것이다，35) 그리고 그는 『괴레스에 보내는 레오의 공개장』 

을 다시 언급하면서 세계사적으로 패배한 가톨리시즘의 원리가 아직도 프로테 

32) “Die Göttinger Sieben(l837)", in: De.ιfJche Geschi，껴'Ie 껴 Qιel/en und Dars/e，싸ng， Bd. 7, 
SS.107-111; L싸짜che Geschichle. 씨 den Anfänge bis z.ιr Wi짧ψ뼈η갱뺑， hrsg. von Martin 

Vogt(j.B. Metzler, Stuttgart 1991), SS.384-385 참조. 

33) Robert James Hellman, Die F，πien， op. cit., pp.43-44 및 Deulsche Geschichle, op, cit., S.399 

참조. 

34) H. Loo, “Der heilige Bernhard von Clairvaux und die Hierarchie seiner Zeit. Von J. 
Ellendorf, Essen, 1837. 8", in: Hallische j.쩌얘iXher， Nr. 41 , 42, 43 vom. 15., 16., 17., 
Februar 1838 

35) {A. RugeJ, “ Papismus und Humanität - Erstes Heft. Deutschland und Rom. Mit Bezug auf 

die Cölnischen Irrungen, von Dr. F.W. Carové. Leipzig 1838. 16 Gr.", in: Hal/is짜 

Jahrb iXher, Nr. 42 voml7. Februar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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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탄티즘의 정선에 침투，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여러곳에 나타난다고 주장했 

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프랑스혁명에 부정적인 레오의 입장을 비판하면 

서， 그는 다음과 같은 서술을 덧 붙였다. 

프랑스혁명이나 모든 혁명을 일으킨 것은 혼탁한 이론이 아니라 困境

이요， 적의가 아니라 준엄한 필연성이다. 전반적인 모독， 인민과 정부에 

대한 중대한 범죄가 선행할 때 비로소 피의 숙청(Blutwäsche)이 생기게 된 

다 [ ... ] 극단적인 종교적， 정치적 전제가[ ... ] 우리를 구타하고， 우리가 
향수하는 정의와 자유를 유린하게 되면 [ ... ] 독일 정신은 마침내 프랑스 
인을 헥명으로 몰고간 곤경에 처하게 된다 36) 

『할레 연지』에 나타난 루게의 이같은 표현은 곧장 신문이나 문서를 통한 발 

매금지요청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당시의 프로이센정부는 콸른사건에 대한 청 

년헤겔파의 친프로이센적 입장을 평가하고， 특히 문화상 알텐슈타인은 헤젤학 

파에 대한 그의 개인적 호의를 통해 이를 그런대로 무마했던 것이다 37)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당대의 이같은 종교 논 

쟁의 와중에서 『할레 연지』의 기사에 대한 최초의 삭제요구가 포이에르바하의 

기고문에 내려졌다는 점이다. 1838년부터 『할레 연지』에 기고하기 시작한 포 

이에르바하는 청년헤첼파에 대한 레오의 4개조의 고발-즉 1) 이들은 무신론 

자이고， 2) 복음을 신화라고 공언하고 있으며， 3) 전적으로 현세적인 종교를 설 

파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4) 그리스도교의 일파인 것처럼 처신하고 있다38)

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글을 기고했다. “레오와 헤겔의 논쟁을 판가름해야 할 

진정한 관점”이란 제목을 가진 이 글에서 포이에르바하는 종교와 철학의 차이 

를 다음과 같이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36) Amold Ruge, “Sendschreiben an J. Görre‘ von Heinrich Leo. gr. 8. Halle. Bei Anron, 
1838", in: HallucheJahrbücher, Nr. 147-151 vom. 20. , 21., 22., 23., 25. Februar 1838. 인 

용은 Nr. 150(23. Juni 1838), 5p.l200 

37) 이 사건에 대한 『할레 연지』와 루게의 엽장은 다음 글에 나타나 있다. Amold Ruge, 
“Die Denunciation der hallischen Jahrb디cher"， in Hallische Jahrbücher, Nr. 179, 180 vom 

27., 20. Juli 1838. 
38) Heinrich Leo, Hegelingen. Aktenstücke ιnd Belege zu der s.g. Denιnziation der Wahrheit(Halle 

1838), SS.3-4{P.W. Sens, op. cit., 55.23-2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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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의 기반은 <사유>와 심장이다. 왜냐하면 사유는 잘 조직된 머리 

만이 아니라 건강하고도 자유로운 심장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 

의 기반은 마음-(d없 Gemuth)과 환상이다 마음은 규정과 경 계 - 학문일반 

의 개념속에 있지만 본질이 아년 형태 그 자체를 확정하는-를 두려워 

하고 경멸한다 39) 

그런데 문제는 정치적으로 보아서는 프랑스혁명에 관한 루게의 표현보다도 

훨씬 부드러운 포이에르바하의 종교비판이 검열에서 게재가 급지되었다는 점 

이다. 이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이 글이 “기독교의 정통주의에 대한 적대만이 

아니라 종교와 그리스도교 일반에 대한 반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 

적되고 있다 40) 다시 말하면 포이에르바하의 글을 검열한 역사가 박스무트의 

입장에서 본다변 경건주의적 프로테스탄트가 근간을 이루는 독일에서 이같은 

기독교적 정통주의에 대한 가차없는 비판은 바로 “종교와 교회의 신성함을 경 

멸하고 상이한 종파간의 긴장과 대립적 불관용을 조장하는 것”이었다 4 1) 따라 

서 포이에르바하의 기고문을 삭제， 게재금지한 그의 조처는 프로이센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종교성”을 매개로 하여 국가비판을 전개하는 청년헤첼파의 

본질을 간파한 것이라고도 하겠다. 

39) L. Feuerbach, “ Der wahre Gesichtspunkt, aus welchem ‘Leo Hegel’sche Streit’ beurteilt 

werden muß; in Beziehung auf die in der Augusburger allgemeinen Zeitung hiecüber 

enthaltenen ArtikeI", in: H.씨~iκhe Jahrbücher, Nr. 6 1. und 62, vom 12. und 13. März 1839. 

인용은 Nr. 61 , Sp.486 이 글의 검열경위와 이후의 출판과정에 대해서는 다움을 참조 
하라. Ludwig Feuerbach, “ Über Philosophie und Christentum in Beziehung auf den der 

Hegelschen Philosophie gemachten Vorwurf der Unchristlichkeit (l 839)", in Ludwig 

Feuerbach, Werke in sκhs Bän,‘ien, 2. Kritiken uηd Abhaηdlungen 1 (1 832-1839) , hrsg. von 

Erich Thies (Suhrkamp VerIag, Frankfurt am Main 1975), SS.261-329 특히 Vorrede(SS. 

261-267)와 Anmerkung 135(SS.370-373). Ludwig Feuerbach, Gesammelte Werke, Bd. 8, 
Kleinere Schηifteη 1 (1 835-1839), S.XIII, 11 항도 보라-

40) W. Wachsmuth, “Herrn Dr. A. Ruge", 4. März 1839, in: “Aktenmäßige Darlegung der 

Censurverhältnisse der Hallischen und Deutschen Jahrbücher in den Jahren 1839, 1841 , 
1842", Anekdota zur η'euesteη &μtschen Philosophie ιnd p，ιblizistik ， hrsg. von Arnold Ruge, 1. 

Band(VerIag des Literarischen Comptoirs, Zürich und Winterthur 1843), S.5 

4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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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언론통제의 완화와 종교적 논쟁의 정치화 

슈트라우스에 의해 엘단 점화된 독일 학계와 지식층의 기독교에 관한 논쟁 

은 암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헤겔의 철학체계가 유지하고 있던 종교와 철학 

의 화해를 붕괴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적 논쟁의 첨예화논 슈트라 

우스의 경우에 나타나든 바와 같이 현섣 기독교와의 유화적인 타협을 용납하 

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미 암에서 삼펴본 포이에르바하의 『할레 연 

지』에의 기고문은 바로 이러한 사례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슈트라우스의 

종교적 논쟁을 묵시록적 국면으로 끌고가 마침내 당시의 선학계나 프로이센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한 것은 바우어(Bruno Bauer)의 복음사 연구였다. 

바우어는 헤겔의 직계 제자로서 그의 종교철학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당대 

의 정통파 신학자들에 의해 그 장래를 촉망받는 선학도였다. 따라서 슈트라우 

스의 『예수의 생애』가 발표되었을 때 정통파 선학자들이 바우어를 내세워 그 

예봉을 꺾고， 나아가 정통파의 입장을 방어하려 한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하겠다 42) 그러나 바로 이 바우어가 슈트라우스는 물론이고 당대의 선학자 

나 헤첼학도틀도 1840년에 이르기까지 그를 헤겔 우파로 분류했다43) 一 1839 

년， 헤겔철학파 정통파의 선학을 엄격히 구분하면서 행스텐베르크(Ernst 

Wilhelm. Hengstenberg)를 “성서에 기대어 철학에 반대동}는 근시안적， 선학적 

호교(護敎)주의자”로 지칭하면서 정통파 선학자틀에게 도전한 것은 주목할 만 

한 일이 라 하겠다 44) 

바우어는 헤겔학도가 주관하논 『학문적 비판연지ψb야ücher jür wisseηsch.쩌'iche 

Kritik)~ 에 기고하면서， 1836년부터는 정통파 신학자들이 발간하는 『복음 교회 

42) B. Bauer, “ Das Leben Jesu, kritisch bearbeitet von David Friedrich StrauB. Dr. der Phil 

und Repet. am evangelische theol. Seminar zu Tübingen. Erster Band. Tübingen, 1835 

XVI und 731 S.", in: jahrbücher jür wiJJemchaftliche Kηtik ， Jahrg. 1835, 2. Band, December 

1835, Nr. 109-113, Sp.879-880, 881-888, 889-894, 897-904 und 905-912; B. Bauer, “Das 

Leben Jesu, kritisch bearbeitet von David Friedrich Strauβ ， Dr. der PhiJos. Zweiter Band 

p.XII, 750, Tübingen, 1836", in: jahrbücher jür 씨úemch，껴/iche Kritik, Jahrg. 1836, 1. Band, 
Mai 1836, Nr‘ 86-88, Sp.681-188, 689-694, und 695-704. 

43) P.W. Sens, op. cit., SS.28-29 

44) Bruno B1uer, Herr Dr. H，ιngstenberg. Kη11S1ιhe Bη랜 über deη Gegematz ιles Gesetzes ιηddes 

Eν'angeliιzηs(Ferdinand Dümmler, Berlin 1839),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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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Evangelische Kirchenzeit，ι쟁).ß(행스텐베르크가 편집 및 발행인)과는 별도로 반 

연간의 『사변적 신학잡지(ZeÌlJ찌κ껴 /ür ψeku，μtÎ:ν'e Theologie).J를 출판하면서 정력 

적으로 신학적 논고를 발표해 온 신진기예의 신학자였다.4;) 그는 마르하이네 

케의 추천과 문화상 알텐슈타인의 후원으로 베를린대학에의 취임을 기대해 왔 

으나 그러한 기대눈 행스텐베르크에 의해 번번히 실패했던 것이다. 따라서 마 

르하이네케와 알텐슈타인은 궁여지책으로 그를 본대학으로 부임시켜 그곳에 

서 교수자격 논문을 쓰게 만들었다. 그러나 바우어는 바로 이 시점에서 그의 

교수취임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통파 신학자의 거두인 행스텐베르 

크에 정식으로 도전하면서 그 자신의 이론적 변선을 시도하게 된다 46) 다시 말 

하면 그는 1839년을 보내면서 그가 지금까지 그렇게도 정력을 쏟은 신학으로 

부터 해방되어 신학자와 그들의 터무니없는 저작들을 학문적 정신으로 비판할 

것을 심리적으로 고립된 새 부임지 본에서 다짐하게 되는 것이다.47) 

우리는 바로 이같은 바우어의 변신을 통해 그가 1840년대 초에 내 놓은 복 

읍서비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1840년 말， 그는 『요한 복음사 비판(Kritik der 

evaη!gelischen Ge.rchichte de.r Johanne.r)J1을 그리고 1841년에는 『공관 복읍사 비판J(전 

3부)48) 제 1부를 시작으로 하여 『무신론자， 반기독자 헤젤에 대한 최후의 심판 

나팔{Die POJaune deJ j디뺑;Jten GerichtJ über Hegel den Atheisten ιnd Aηtichrùte:η . Ein 

Ultimat.ιmJ(1 84 1) 등을 출판하게 된다. 특히 바우어는 복음서의 비판을 통해 이 

45) 그 자신이 편집， 발행하는 반연간의 이 잡지는 1836년에서 1838년까지 발간되었으며， 

바우어의 이름으로 발표된 논문과 서평이 3권 6책 가훈데서 15편에 이르고 있다 
46) Dieter Herz-Eichenrode, Der jiι'nghegelianer Bruno Bauer im Vormärz, Inaugural-Dissertation 

(Freien Universität Berlin 1959), SS.37-4 1. 그가 본대학에서 하벨리타치온을 마친 것이 

1839년 11월 2엘이다. Ibid. , S.1 28 Anm. 51도 보라-

47) 바우어 형제의 서간집에서는 원형을 알아 볼 수 없게 삭제되었으나 『알게마이너l 리터 
라투어 차이통』에 게재된 이 시기의 다음 편지는 이런 의미에서 주목된다고 하겠다. 

“ kh bin so fest mit der Theologie verwachsen, daß ich nur mir thue, was ich in der 

깨eologie thue d. h. ich wasche mich vom Unrath rein, indem ich in der Theologie 

aufräume. Wenn ich fertig bin, werde ich rein sein ... /Bonn, den 5. Januar 1840. Bruno." 

A lIgemeine μ'teratur= Zeit，뺑. Monatssch빼， hαg. von Bruno Bauer, Charlottenburg 1844, 6. 

Heft, S.4 1. 

48) Kritile der eν'ange/ischen Geschichte der Synoþtileer, Bd. 1 und 2(Otro Wigand, Leipúg 1841); Bd. 

3: Kritile der evange/ischen Geschichte der Synoptileer und des Johannes(Friedrich Otto, 
Braunschweig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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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복음서의 역사적 핵심이 무엇인가를 밝히려고 했다. 즉 복음서의 어느 것이 

진실이고， 또 어떤 것이 후대에 가필된 것인가를 밝히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가 확인한 것은 공관복음서 중 가장 오래된 마가복음이 그 형태나 

내용으로 보아 복음서 저-^l\著者)들의 인간적 자기의식이 관통하고 있다는 점 

이었다. 이렇게 볼 때 복음서는 성령의 영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복음서 저자 

들의 성찰을 통해 이루어진 인간적 • 개인적 창작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49) 그리고 이같은 바우어의 주장은 성서가 이스라엘 민족공동체의 무 

의식적인 집단 신화에 기원한다는 슈트라우스의 그것과는 구별된다고 하겠다. 

한편 바우어는 1841년에 발표한 『헤첼에 대한 최후의 심판나팔』에서 헤젤자 

신의 표현을 벌려 그가 무선론자임을 증명하여 닥인찍음으로서 그 자신의 무 

신론자로서의 길을 개척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이무렵， 베를린을 

중심으로 한 청년헤첼파와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그들이 직접， 간접으 

로 연결된 잡지들에 광범히 기고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마르크스， 포이 

에르바하와 더불어 『무선론자 문고(Archiv des Athe.낀%ιJ)~라는 제목의 잡지출판 

을 계획하기도 했었다 50) 

우리는 이상과 같은 바우어의 정통파 기독교와 복음서 비판에서 가장 중요 

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 자기의식과 비판의 개념임을 보게 된다. 바우어에게 있 

어서의 자기의식이란 인격적 • 개인적 의식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더욱 포 

괄적이다. 즉 그는 인류의 역사전체를 자기의식의 발전이라고 보고 있다. 그에 

게 있어서 “자기의식이란 세계와 역사의 유일한 힘이며， 따라서 역사는 이러한 

자기의식의 형성， 전개에 다름이 아니라”면서 이 자기의식이란 카테고리의 본 

질은 개별적 자기의식과 절대정선을 동일화하는 매개자요， 자연계와 정신계의 

법칙과 운동의 통일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그의 이론체계에서 높은 평가 

를 받는 자기의식은 결코 고정된， 정태적 진리가 아니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1) 

한편 그는 그에게 있어서 비판이란 주체로서의 관찰자와 관찰대상이 일체가 

49) Diecer Hercz-Eichenrode, op. cic., SS.48-49; Pascor Walcer Sens, op. cic., S.36 

50) P.W. Sens, op. cic., pp.36-37. 

51) He따-Eichenrode ， op. cic., SS.4 1-45. 인용은 Bruno Bauer, Die Posal/ne des jiingsten Gerichts 

über Hege/ 짜 Atheùten IInd Antichristen. Ein U1timatllm(Orro Wigand, Leipzig 1841), 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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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자가의식의 운동과 발전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비판의 제 l의 

원천이 바로 종교적 관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라고 이같은 비판의 본질은 

“부정”이기에， 그의 비판에 있어서의 부정은 유별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현 

존하는 것 가운데서는 무한한 자기의식이 적응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우어논 시대의 편견과 불공평함을 끊임없이 폭로할 수밖 

에 없다논 것이다 여기에서 그의 비판은 n] 래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기 

보다 미래의 결정적 입법을 위한 순수한 토대를 만드는 데 집증되고 있다 52) 

“헤겔은 현설과 이성이 세계 가운데 통일된다고 보면서 이성적인 현실을 긍 

정적으로 본 데 반해 바우어는 현실이 이성에 조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 

고 있다. 그러나 그의 당대에논 이러한 원칙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그는 현실 

로부터 곧장 유일무이하게 이성과 일치하는 이론의 영역으로 되돌아 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53)는 헬츠-아이헨로드의 표현은 바우어의 비판이 갖고 있는 가 

장 중요한 특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바우어 이론의 이러한 특정 

은 결국 그와 그의 추종자들의 정치적 • 사회적 문제의 비판에서 나타나는 “순 

수이론의 테러리즘”으로 구체화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자신을 마침내 

그의 동시대인과 격리시키는 고립으로 볼아 넣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청년헤겔파 이론이 나타내는 묵시록적 파국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바우어가 정력적으로 복음서 비판을 출판하고， 그가 무신론자로 전회하는 

계기를 이룬 『헤젤에 대한 최후의 심판나팔』이 출간된 1841년은 포이에르바하 

의 『기독교의 본절』이 출판되었다논 점에서도 획기적인 해라고 하겠다. 포이 

에르바하는 기독교가 더 이상 공동체 단계의 의식에서 생겨난 선화에 그 끈거 

를 두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기독교란 인간이 그 자신의 신성 

(神性)을 소외시켜 초월적 선에게 투사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그는 “오랜 신 

학의 역사가 증명하고 승인했듯이 ‘선학의 비밀은 인간학이대[D]as Geheimnis 

der Theologie [ist] die A삐1fopologie). "’ 54)라고 규정함으로서， 그에게 있어서 기 

52) Hertz-Eichenrode, op. cit., SS.45-47. 

53) lbid. , S.47 

54) Ludwig Feuerbach, GesamtTrelte Werke, Bd. 5. D,‘IJ Wesen des Chrùtent.ιm.J， 2. durchgesehene 

Auflage(1984), 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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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교는 이제 그 선적 내용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에게서 한계를 

느끼고 이를 대상화했으나， 이를 통해 그 자선의 선성을 구현하기보다는 이 전 

도된 대상을 숭배하고， 그의 투사된 이미지를 사변적으로 분석하는 데 영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헤겔의 철학에서， 특히 그의 세계사의 전개와 의식의 형성과 

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외는 이제 더 이상 진리와는 무관한 거짓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따라서 그가 『기독교의 본절』에 이어 발표한 “철학의 개혁을 

위한 예비명제"(1842)에서 “선학의 무한한 본질이 ‘추상화된’ 유한한 본절에 

불과한 것처럼 헤첼의 ‘절대정선’도 ‘추상화’되고 스스로에서 분리된 유한한 

정선에 불과하다. ( ... J ‘절대정선’은 선학의 ‘죽은 정신’이나 헤겔의 첼학에서 

는 아직도 유령으로 배회하고 있다 "55)고 명언할 때에는 헤첼의 절대적 관념철 

학은 종언을 고하고， 포이에르바하의 유물주의가 경건주의적 기독교 국가인 

독일의 지식계에 대담하게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루드비히 포이에르바하의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시대의 철학적 

문현가운데서 가장 현저하고 중요한 저작이다. 그것은 바로 헤겔의 체계와 지 

금까지의 전 기독교 세계의 귀결이요 비판이다”라는 루게의 견해는 이 책의 획 

기적 의의를 요약하고 있다고 하겠다 56) 그러나 포이에르바하의 F기독교의 본 

질』이 갖논 이같은 철학적 의미와 더불어 우리가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점은 

그것이 바우어의 제저작과 결합하여 미친 파상적 효과이다 즉 1841년 후반에 

들어 『할레 연지』와 그 후선인 『독일 연지』는 그때까지 그들이 팔진으로 보유 

하고 있던 1) 구래의 이론7}(a!te Doctrin김rs) ， 2) 슈트라우스주의자， 3) 무선론자， 

흑은 슈트라우스를 파문된 목사라고 부르는 자들 가운데서 앞의 2개 그룹을 

『연지』로부터 소원 • 격라시킴으로써， 마침내는 무선론자들만이 펼진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따라서 겁열당국이나 외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연지』가 “무선 

론자의 잡지(ein Journa! des Atheismus)"로 간주되논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 

이다 57) 

55) L. Feuerbach, “Vorläufige Thesen zur Reformation der Philosophie", in: GeJammelte Werke, 
Bd. 9. Kleinere Schr뼈eη (1 839-1846) ， 2. durchgesehene Au f1age (982), 55.246-47. 

56) Arno/d Rιoge'J Jämtliche Werke, Zweite Au f1age, 6. Band. St，ι찌en und Erinner.μη!gen a~μ &η 

Jahren 1843 hù 45(Verlag von J.P. Grohe, Mannheim 1848), 5.57. 

57) Ruge an 5tahr, Oresden, d. 8then September 1841 , in: Arno，μ Rι!ge， 8ri，썩ν'echJel ιηd 

TagehιchbläJter aUJ 짜η Jahreη 1825-1880, hrsg. von Pa비 Nerrlich, Erster Band: 1825-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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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청년헤겔파가 주도하는 신학 논쟁은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마침 

내 신학적 논쟁의 차원을 넘어 정치적 논쟁의 단계로 이행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새로이 즉위한 빌헬름 W세가 가져다 준 전혀 

의도되지 않은 언론통제의 한시적 완화였다. 

1840년 6월， 프로이센에서눈 40여년간 재임했던 프리드리히 벌헬름 III세(재 

위， 1797-1840)를 계승하여 프리드리히 벌헬름 W서1](1 795-1861)가 즉위했다 빌 

헬름 W세의 즉위는 프로이센국민에게는 오랫동안 예정되어 왔던 일이었으나 

그의 즉위가 바로 1840년에 이루어졌다논 사실은 독일국민들에게 흥분을 자아 

내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1840년은 18세기 초엽 프로이센의 유명한 계몽군주 

인 프리드리히 벌헬름 I 세(1 688-1740， 즉위는 1713)가 사망한지 꼭 100년이 

되는 해로서， 세간에서는 사람이 죽은지 100년이 지나면 환생한다는 민간신앙 

에 근거， 신왕의 즉위를 독일사에서 유례없는 흥분을 가지고 기대했기 때문이 

다. 특히 청년시절 마르크스의 가장 절친한 친구요 베를린 프라이엔의 한 사람 

인 케팬(Karl Friedrich Köp야띠은 『프리드리히 대왕과 그의 적대자들써짜ù:h 

der Gtη& ιnd seine Wi，쩌Jικbκ).JI이란 져서를 통하여 프로이센의 앞날에 커다란 

기대를 걸었던 것이다 58) 그리고 이같은 기대는 비록 불안하긴 했으나 당시의 

대부분의 청년헤젤파들에게도 공통된 것이었다.’9) 

이미 앞에서도 검토한 바와 같이 청년헤겔파는 종교를 세계정신의 정상적인 

행진에 대한 방해물로 단정했다. 즉 그들은 교회가 이미 그 유용성을 상실했다 

고 선언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국가는 아직도 불완전하지만 완 

성과정에 있는 것이기에 프로이센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국가가 그틀을 적대자로 몰고가기까지는 국가에 대한 그들의 

짝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60) 

(Weidmannsche Buchchandlung, Berlin 1886), SS.239-40. 

58) Karl Friedrich Köppen, Fri，찌'rich der Gro ße ιnd sein Wùkηa짜r. Eine j.ιbelschrfit( Ocro 

Wigand, Leipzig 1840); Köppen, “Zur Feier der Thronbesteigung Friedrich’S JIH, in 

Ha/lische j，씨'Óücher. 19, 20. 22 und 23. Juni 1840, Sp.1169-73, 1177-81. 1185-88, und 

1193-97; Helmuc Hirsch, “ Karl Friedrich Köppen der intimster Berliner Freund Marxens", 

in: 11IIernational Retliew lor S，κia/ Histo’,. Vol. 1(1936), pp.311-370. 

59) 일례로 에드가 바우어의 경우를 볼 수 있다. Edgar an Bruno, Berlin, den 13. Juni 1840, 
ín: Bri빠.echs，μ zν.U，ιhen Bruηo BaNerund 뺑'ar Ba，ι'er w짧rend der }，껴re 1839-1842 aus Bonn 

‘nd Berlin(Verlag von Egbert Bauer, Char10ccenburg 1844), SS.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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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들은 신왕의 즉위에 대한 막연한 기대때문에 기독교적 낭만주의에 

근거하는 그의 사상이나 성벽을 애써 외면했었다. 그러나 신으로부터 받은 사 

명감을 확신하는 신왕은 그 자신의 세계관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반동적인 억압정책을 실시했던 것이다. 즉 그는 얄텐슈타인의 후임으로 반동 

적인 아이히혼{Karl Friedrich Eichhorn)을 문화상으로 기용함으로써 그때까지 

비교적 자유로왔던 교회 및 대학정책에 급격한 변동을 가져 왔던 것이다. 신왕 

은 프로이센에서 가장 큰 증오의 대상이 된 아이히혼을 통하여 그나마 불충분 

한대로 유지되어 오던 지식인의 종교와 세계관에도 개입하게 되었다. 그리하 

여 선왕은 헤첼학도를 대학에서 추방하고 기독교 정통파， 경건주의자， 낭만주 

의자， 역사법학파를 불러들였으니， 그가 황태자시절에 시도했다가 화절된 켈링 

의 베를린대학으로의 초빙이나 법학자 간스의 후임으로 슈탈(Friedrich Julius 

Stahl)을 임명한 것이 그 일례이다. 그라고 라이프치히에 압력을 가하여 『할레 

연지』를 작센의 드레스댄으로 옮기게 하더니， 1842년 3월에는 바우어의 교수 

자격마져 박탈하는 사태로 치달았던 것이다 61) 

그러나 이같은 벌헬름 W세의 전면적인 반동정잭에도 불구하고 지성사적 입 

장에서 괄목할만한 사실은 그의 언론정책이었다. 빌헬름 W세는 1841년 독일 

연방의 다른 한축인 오스트리아를 위해 출판과 관련된 연방법규(Bundesgesetze) 

를 연장하면서， 연방법이 허용하는 한도안에서 프로이센내의 자유로운 출판을 

허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1841년 12월 24일에 발포한 칙령을 통해 장관 

으로 하여금 현존 검열규정의 완화를 지시하고， 다읍해 5월에는 그림과 만화에 

대해， 10월에는 20보겐 이상의 책에 대한 검열도 폐지했던 젓이다. 물론 그의 

이러한 언론정책은 애초에는 정부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견뎌내리라는 왕의 

자선감에서 출발했으나 그러한 자선의 판단이 1년여의 경험을 통해 오류였음 

이 확인되자 그는 곧장 그가 발부한 모든 신문의 허가를 취소했던 것이다. 

1843년 l월 31 일의 칙령이 바로 그가 완화했던 언론통제를 다시 강화하는 분 

기점이 되었던 것이다. 1841년 성탄전야에 발표한 칙령에서부터 그것을 거두 

60) Roberr J. Hellman, op. cir., pp.44-45. 

61) 벨헬름 N세 즉위초년의 반동적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Gustav Mayer, “ Die 

Anfånge des politischen Radikalismus im vormärzlichen Preußen~ ， SS.20-24; Gusrav Mayer, 
“ Die ]unghegelianer und der preußische Staat", SS.426-27 , 437; Robert J. HeUman, op. cit., 
pp.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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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들인 1843년 1월말까지의 기간은 비록 짧은 것이었지만 이 기간 중의 프로 

이센의 저날리즘은 유례없이 풍성한 것이었다.62) 

1840년대 초의 청년헤겔파들은 부룩베르크의 포이에르바하， 튜빙겐의 슈트 

라우스， 할레의 루게， 그리고 콸른의 햇스 등의 예외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베를린에 집결되어 있었다. 베를련의 ‘프라이엔’은 아직도 주거지역에 불과한 

베를련의 제과점과 술집의 일부를 점거하고， 그들의 급진적인 견해들을 교환 

했다.63) 그런데 이 시기의 베를린에는 프로이센 영외에서 출판되는 『석간 만하 

임(Mannheimer Abendzeitllng)J , Iî함부르크 선문{Hambll쟁er Nelle Zeùllng)J , Iî라이프 

치히 신문-(L때'zzg，κ A/.뺑neine Zeitllηrg)J ， Iî콰니히스베르크 선문{Ké뺑'Sberger 

Zeit，ιng)J 등과 비교될 만한 신문이 없었다 따라서 이들 선문은 베를린으로 유 

입되고， 베를련에 거주하는 문인， 저술가들은 이들 신문의 베를린 통신원으로 

활약하고 있었다. 루게의 『할레 연지』나 『독엘 연지』도 여기에 일역을 했던 것 

이다. 1842년 1월 프로이센 영내의 콸른에서 『라인 신문{Rheinische Zeitllη'g)J이 

발간되게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객관적인 상황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1842년 1월 l일자로 창간된 『라인 선문』은 라인지방의 은행7~， 상인， 사업가 

들이 주식을 투자하여 만든 근대적 신문이었다. 다른 지방에서 허용되기 어려 

운 『라인 신문』이 콸른에서 허가를 획득한 것은 프로이센 정부가 라인지방의 

가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콸른 신문{Kölnische Zeitllng)J 의 강력한 영향력을 견제 

하려는 점과 루게의 『연지』가 이곳에서 이렇다 할 반향을 얻지 못하기에 급진 

적인 청년헤켈파의 영향이 크게 떨치지 않으리라는 아이히혼의 계산에 근거하 

는 것이었다. 그러나 융-(Georg Jung), 오펜하임(Dagobert Oppenheim), 헤스 

(Moses Hess), 루텐베르크(Adolf Rutenberg), 마르크스(Karl Marx)로 이어지는 편 

집자들의 영향으로 신문의 논조가 1842년 중반에 들어가면서 자유주의를 전파 

하고， 입현군주제를 주장하는 등 프로이센정부에 대한 결연한 반대입장을 표 

명하게 되었다. 따라서 프로이센의 검열당국은 여러번 이의 폐간을 시도했으 

나 그 발행부수가 885부에 불과함으로 조만간 자연폐간되기를 기대했었던 것 

62) G. Mayer, “Die Anfånge ... ", SS.24-26. 

63) 당대의 문헌들을 근거로 하여 이 시기의 제과점(오늘날의 차페와 유사했다)과 주점의 

분포， 그 특정， 그리고 그것이 베를린 시민의 사회적 • 문화적 · 정치적 생활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다음을 참조하라 Robert J. Hellman, op, cit., 
pp.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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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라인 선문』의 발행부수는 10월에 1 ，820부， 그리고 폐간소식이 

얄려진 시점에서는 3，400부로 증가됨으로써 이 신문의 막강한 영향력은 프로 

이센은 물론 독일 전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던 것이다.64) 

그러면 전후 15개월 동얀， 그리고 폐간을 통고받은 1842년 12월 성탄무렵을 

고려한다면 기껏 l년여의 발행기간을 누린 『라인 신문』이 독열의 지식인， 특히 

청년헤겔파 운동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1840년대에 들어오면서 독일의 정 

년헤첼파는 지역적으로 우선 베를린에 집중되게 되었다. 그라나 그들은 불 

(Ludwig Buhl), 마이엔(Eduard Meyen)에 의해 시도된 『아테노임(A찌eη따m)~ 

(184 1.1.2-12.11)과 감은 단명의 기관지는 가졌으나 루게의 『연지』와 같은 지속 

적인 표현기관을 확보하지 못했다. 물론 그들은 전술한 바 프로이센 영외의 기 

존 신문에 기고할 수는 있었으나 그틀이 잘 알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성원의 

한 사람이기도 한 편집진이 포진한 『라인 선문』은 그들의 급전적인 정치적 · 

사회적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표현기관이었다. 다시 

말하면 『라인 신문』은 베를린 프라이엔을 중심으로 한 청년헤겔파와 독엘 급 

진주의자들의 다양하게 넘쳐나는 풍요한 사상을 모아 담는 공적 기관이었다. 

물론 우리는 베를린 프라이엔의 여과되지 않은 공론{空論)들이 이 신문을 폐간 

으로 몰고간 원인의 하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그틀이 이 시기에 가칠 수 있었 

던 모든 사상적 설힘을 위해 『라인 신문』이 제공한 공간은 지극히 귀중한 것이 

었다는 점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64) Gustav Mayer, “Die An떠nge ... ", SS.24-34. 그밖에 다음 저서도 참고하라 Hermann 

König, Die Rheùúsch, Zeitι뺑 von 1842-1843 in ihrer Einstell.ιng zιr Kιlt.ιrpolitik des 

Presιßischeη Staates(Franz Coppenrath, Münster 1927); Wilhelm Klutentreter, Die Rheienische 

Zeitung νoη 1842143 iη der politischen ιnd geμt/geη Bewegμng des Vormätτ， 2 Teile(Fr. Wilh 

Ruhfus, Dortmund 1966) 

65) "라인 선문』에 대한 베플린 프라이엔의 영향력에 세동을 걸어야 한다는 견해는 1842 

년 8-9월경에 마르크스가 이 신문의 편집장 오펜하임에게 보낸 다음의 펀지 가운데서 

도 읽을 수 있다 “ Karl Marx an Dogobert Oppenheim in Köln. Bonn, etwa Mitte August 

- zweite Hälfte September 1842", MEGA2 {Marx-Engels Gesamtausgabe(MEGA), Dietz 

Verlag, Be얘n 1975κ}， ill/l, SS.31-32. w라인신문』과 겁열， 그리고 청년헤첼파와의 관계 

는 다음을 참조하라. G. Mayer, “Die An떠nge ... ", SS.81-84; 정문길， “마르크스의 초기 

사상형샌에 n] 친 청년헤첼파의 영향" "에피고넨의 시대~(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7), 
pp.1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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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객관적 상황의 경직과 청년헤겔파의 내적 논쟁의 격화 

1843년 I월 31일에 발포된 벌헬름 W세의 칙령은 그가 1841년 성탄전야에 

발포한 검열규정의 완화를 골자로 한 칙령이 시행된 이후의 1년여에 걸친 그 

의 언론정책의 전폭적인 후퇴를 의미했다. 이미 1842년 성탄절 무렵부터 『라이 

프치히 신문』의 프로이센 유입이 금지되고， 1843년 1월에는 루게의 『독일 연 

지』의 인쇄기기가 압수됨으로서 그 발간이 중지되었다 66) 그리고는 우리가 앞 

에서 언급한 『라인 신문』도 1843년 3월 31일호를 최종호로 폐간되었다. 따라 

서 당시의 경색된 언론 상황을 루게의 친구요 『라인 신문』의 기고자의 한 사람 

이었던 슈타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라인 신문』이 폐간됨으로써 이제 『독일 연지』， 『라이프치히 신문J ， 그 

리고 『라인 신문』과 같은 3개의 가장 강력한 여론 기관이 문을 닫았다. 

이는 아직도 나약한 대중지에 얼마나 치명적언 타격인가! 어떻게 이럴 수 

가 있는가! 이제 독일 전역에는 원칙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싸울 수 있 

는 신문이란 더 이상 없어졌으며 자유에의 호소를 들을 수 있는 신문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신문을 통해서만이 대중이 계몽될 수 있 

는데 이제 모든 신문은 폐간되어 버렸다 67) 

당초 독일의 지식인들은 벌헬름 W세의 반동정책， 특히 지식인과 반대당에 

자갈을 물리는 함구(織미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커다란 저항을 받으리라고 기대 

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간혹 술집에서 흥분하는 사람은 없지 않았으나 공개적 

으로는 어떠한 행동도 일어나지 않았다 68) 이에 그들은 당면한 경찰국가의 강 

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그들대로의 활로를 찾지 않으면 안되었다 여기서 그 

들이 택한 것은 당장에는 프로이센의 함구정책을 벗어나 그들 자신의 견해를 

66) G. Mayer, “Die Anfànge ... 끼 S.46 및 정문길 r에피고넨의 시대~， pp.57-58. 한편 『독 

열 연지』의 폐간은 1843년 연두에 이 신문에 발표된 루게의 논섣 “자유주의의 자기비 
판”에 연유하는 것이라 얄려지고 있다 Arnod Ruge, “Vorworr. Eine Selbsrkritik des 

Liberalismus", in: Deutschejahrbücher, Nr. 1-3, 2. , 3., und 4. Januar 1843, SS.I-4, 5-8, 9-12 

67) Adolf Stahr an Carl Stahr, 1. Januar 1843. Aι's Stahrs Nachlass , hrsg , von 'tudwig Geiger 

(1903), S.46. Douglas A. Joyce, Arno/d Rι'ge as a Literaη Critic, Dissertation(Harvard 

University 1952), pp.38-39에서 재인용 
68) Mayer, “Die Anfànge "'", S.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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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진할 수 있는 출판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프 

로이센의 반동정치하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일이 

었다. 

그리하여 루게와 마르크스는 우선 독일의 검열이 미치지 않는 스위스냐 옐 

사스에서 독일국민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신문의 발행을 검토하기도 하고， 

『라인 신문』의 주주들과 동프로이센 자유주의자들의 도움을 받아 신문이나 잡 

지를 발간해 보려고 했다. 이 경우 그들은 프뢰벨애ius Fröbel)이 주관하는 스 

위스의 ‘리터라리셰 콤프트와르(Literarische Comptoir), 출판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 스위스 출판사의 자회사~ eine Filiale)를 브뤼 첼이 

나 스트라스부르에 설립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그들의 이같은 출판을 위한 노력은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는 못했으나 

『스위스에서 나옹 21보겐(Einllndzwanzig Bogen alls der Schweiz, Hπg. Georg 

Herwegh)~(l 843)， Ir아넥도E}(Anekdota z.ιr ηellesten 쩨tschen Philosophie ιnd 

Pιbli‘zistik， Hrsg. A. Ruge)，J(l 843)를 거쳐 1844년 파리에서 출간된 루게와 마르 

크스의 『독불 연지(De.찌찌-FraηzÖfische Jah얘ücher， Hrsg. A. Ruge/K. Marx).!를 통 

해 부분적으로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69) 

프로이센 정부의 언론정책으로 자갈을 물리게 된 독일의 지식인， 특히 청년 

헤겔파는 표현기관의 확보 이외에도 그들 자신의 지적 향배를 결정하지 않으 

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경우 그들이 택하게 되는 진로는 철저 

한 자기침잠이나 이론적 논쟁에 몰입하든지， 아니면 대중 혹은 민중을 통해 새 

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전자가 바우어와 슈티르너 등으로 대표되 

는 베를린 프라이엔의 경우이고， 후자는 프랑스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영 

향을 받아 철학보다도 사회문제에 더 큰 관심을 표명하는 헤스， 마르크스 등의 

경우이다. 

69) Gustav Mayer, “Die Anfånge ..... , SS.86-87; Werner Näs, D.ιu μterarùcm CotI짜oir Z바ich 

und Winterthuri,A Francke, Bern 1929), 특히 SS.53-62; Hans Gustav Keller, Die polítù，짜” 
Verlagsamtalten ιnd Druckereien in der Schweiz, 1840-1 848. Ihre B찌ιtιng jür a‘'e Vorgeschichte 
der deulIchen Revo/ution von 1848(Paul Haupt, Bern und Leipzig 1935), SS.46-68. 그러나 본 

문에 서술한 신문의 출판에 관해서 마이어는 구체적인 전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 
런가 하면 ‘리터라리셰 콤프트와르’를 집중적으로 다룬 후 2자의 글에서도 일간지에 

대한 구상은 지극히 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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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의 프라이엔은 그의 복음사 연구로 하여 대학의 교수자격을 박탈당한 

바우어가 1842년 베를린으로 귀환하자 그를 실질적인 수장으로 하여 결집되었 

다. 독일 납부의 청년헤겔파가 슈트라우스의 퇴조와 포이에르바하의 은둔으로 

구체적인 운동성을 상설하고， 또 할레와 콸른에 집결되어 았던 루게와 마르크 

스 주변의 청년헤겔파가 그들의 기관지인 『독일 연지』와 『라인 선문』의 폐쇄 

로 말마암아 그 구심점을 잃게 된 상황에서 베를린의 프라이엔만이 유엘하게 

카페 스테헬리(Café Scehely)와 협펠 주점(Hippel's Weinscube)을 근거로 모이게 

되었다 70) 따라서 1842년 중반 이후의 베를린 프라이엔의 활약은 비록 제한된 

공간에서이긴 했으나 활발한 것이었다. 그틀은 『라인 신문』을 비롯한 여러 신 

문에 통신원이나 기고가로 활약하고， 1843년 이들 신문이 폐간되자 독자적인 

잡지들을 출판하게 된다 루드비히 불이 발행한 『월간 베를련(Berliner 

Monatsschr.껴).J(l 8강4: 1843년에 출판불가로 판정된 책을 만하임서 발간)， 바우어 

의 『문예 신문{AIIgemeine μteratllr= Zeitllng) .Jj 0 843. 12-1844. 10)과 『북독일 잡지 

(Norddelltsche Blätter. B쩌r행'e zlIr Feldz.ιge der Kηtik).J(l 844.7-1845. 1O) 등이 그것이 

다. 특히 이 시기의 바우어는 대학교수로의 취직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1842년 

이전과는 탈리 그가 곧잘 이용하던 가면적 인물의 탈을 벗고 정면에서 그의 비 

판이론을 전개했었다. 그는 지금까지 복음서의 주석가， 경건주의자 또는 헤겔 

의 충실한 제자의 가변을 이용하여 그의 적대자를 공격했으나 이제는 불편부 

당의 재판관으로서의 “비판”과 보편적 원리로서의 “자기의식”을 설정하여 그 

를 추방한 선학부와 국7}， 그리고 여론과 대중에게 정면으로 대결했던 것이 

다.70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우어는 이러한 과정에서 이성에 조웅하 

70) 베를린 프라이엔의 전신은 바우어와 마르크스 등이 모였던 “박사 클럽(Dokcorklub)"과 

연결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박사 클컵에는 카리어(Moritz Carrier), 오펜하엄 
(Heinrich Oppenheim) 등 보수적 인물틀도 출석했었다. 그러나 1840년대에 들어 신학적 

논쟁이 첨예화되면서 좌파가 분리되고， 그틀의 집회장소도 스테헬리에서 협펠주점으 

로 옮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구성원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은 급진 
파들의 잡지인 『아테노엄』이 검열의 강화로 폐간되자 그 주요 팔진이었던 볼-(Ludwig 

Buhl), 케펜， 나우베르크(Nauwerck)， 루텐베르크 둥이 참여하고， 또 본으로부터 브루노 

바우어가 정통파 신학과 대결하는 대회전(大會戰)의 챔피온으로 “개선(없族)"했기 때문 

이다(Robert )ames Hellman, op. cic., pp.105-11 1). 한편 카페 스테헬리와 협펠 주점윤 중 

섬으로 한 프라이엔의 행동양상과 당대의 베를련의 사교생활에 때한 묘사는 다음을 참 
조하라(lbid. ， pp.85-95, 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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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현실을 이성과 일치하는 이론의 영역으로 고양하기 위해 비판의 비판， 

순수비판을 끊임없이 계속하게 되고. 이는 마침내 순수비판 자체를 비판의 대 

상으로 삼는 당직1鐘좁)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72) 

어쨌든 바우어가 중심이 된 베를린 프라이엔의 이같은 지적 논의는 당대의 

청년헤첼파와 지식인들의 중대한 관섬사가 되었고， 이들이 차지하는 객관적 

위치는 독엘의 지식인들 사이에 적지않은 논쟁을 야기시켰다. 따라서 철저한 

언론통제가 이루어진 이 시기는 연구7.1-들 사이에 비판의 내전기(total civil-war) 

로 불리워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내전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슈티르너의 

『유일자와 그의 소유』로 대단원이 이루어지고， 설천적인 측면에서는 마르크스 

와 앵겔스를 비롯한 사회주의 운동으로 확대되게 되었던 것이다. 

‘“인간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존재다’라고 포이에르바하가 말했다. / ‘인 

간은 이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고 브루노 바우어가 말했다. / 그렇다면 우리 

는 이제 이 최고의 존재， 이 새로운 발견을 좀 더 상세히 검토해 보자."73)라논 

말로 서두를 여는 슈티르너의 『유일자와 그의 소유』는 청년해첼파의 최대의 

사상적 성취요， 당대의 가장 중요한 학문적 성과인 포이에르바하와 바우어의 

“인간” 개념을 분석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그는 포이에르바하와 바우어가 

내세우는 모든 고정관념과 주의주장， 그라고 개념은 기껏 유령에 불과할 뿐이 

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그 어떤 본질에도 봉사하지 않고 자선에게만 봉사 

하는 자， 즉 유일자가 그 자선에게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그만이 유일자요， 

에고이스트로서 자기소유가 가능하다고 결론 지우고 있다꺼 물론 그의 유임 

자에 대한 논의냐 에고이즘은 슈u]트(Karl Schmidt)에 의해 그것 자체가 하나의 

개념임을 지적당하면서 정년헤겔파의 도그마티즘은 그 어느 것도 예외없이 

슈티르너의 혹독한 관념비판까지도 포함하여 - 관념론의 하나일 뿐이라는 결 

론으로 귀착하게 되지만， 우리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변적 논쟁이 도달 

하게 되는 종착점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가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15 ) 

71) Hans-Martin Sass, “Bruno Bauer’s Critical Theory", The Phi/oJψ.hi，찌 FOt'1Im, VoI.VDI, Nos. 2-4 

(978), pp.98- !02 

72) lbid. , pp. !05-107. 

73) Max Stirner, Der Einzige ιηd Jein Eigent.ιm(Philipp Reclam jun. Stuttgart 1972), S. 7. 

74) 정문길， “슈티르너의 유열자와 그의 소유 사상의 전개와 소외론적 해석 가능성의 검 
토" "세계의 문학~， 7권 5호 (1 982), pp. 1l5-54(펼자의 『에피고넨의 시대』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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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의 프라이엔이 바우어를 중심으로 순수비판의 이론적 논쟁에 탐닉하 

고， 그것이 마침내 슈티르너에 의해 내적 분열과 해체의 길로 치닫는 동안 청 

년헤겔파의 다른 일부는 지식인의 이기심과 비겁함에 회의를 품고 민중이나 

노동계급， õ}층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동프로이센의 야묘비(Johann 

Jacoby)와 루게 등이 1840년대 초에 이 문제에 관심을 표명했으나 청년헤겔파 

의 이론을 최초로 사회현실과 연결시키기 위해 프랑스와 영국의 사회이론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한 것은 포이에르바하였다， 그는 사유에서 존재가 도출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서 사유가 도출된다는 유물론적 주장을 통해 인간과 

그의 행동가운데 구체화되는 생생한 현실을 제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과 

절연되어 부룩베르크에서 은둔생활을 하는 그는 실제로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 

즉 정치와 경제적 문제에는 둔감할 수밖에 없었으니 이러한 분야의 과엽은 헤 

스나 마르크스를 통해 구체화될 수밖에 없었다.76) 

1840년대 초에 이미 사회주의적 논고를 발표한 바 있는 헤스는 『라인 신문』 

의 발행과 편집에 있어서 실질적인 정신적 지주였다 77) 공산주의의 랍비 

(Kommunistenrabbi)로 불리는 그논 포이에르바하의 영향을 받아 독일의 철학과 

프랑스의 사회이론을 결합한 개혁이론을 제시하고， 또 이를 실천하려고 했다. 

파리에 거주하는 독일의 직인(職시들을 결합시켜 사회주의적 조직을 만들고， 

이를 운동화하려는 그의 개혁사상은 직인출신의 사회주의자 바이틀링 

(Weidíng)을 비롯하여 그의 주변에 있던 청년헤겔파의 마르크스와 앵겔스， 그 

리고 루게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78) 

75) L.S. Stepelevich, op. cit. , p.15. Karl Schmidt, Ðas VerstadeJt.ιm u쩌 das In，찌Vl짜um(1846) 

76) Robert J. Hellman, op. cit., p.93. 헤스는 이미 1842-43년에 『라인 신문』을 비롯한 신문 

과 잡지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관한 글틀을 발표했으며 W21 보겐』에도 다음과 같 

이 2개의 중요한 논문을 발표했다. Vom Veκ싫ser der europäischen Triarchie[Moses He잃}， 

“Socialismus und Communismus", in: Einundzwanzig Bogen a，μJ der Schweiz, hrsg. von Georg 

Herwegh(Verlag des Literarischen Comptoirs, Zürich und Winterthur 1843), S.74-91; 

“ Philosophie der That", Ibid. , SS.309-331 한편 마르크스의 경우는 1844년의 『독불 연 

지』에 발표된 2개의 글이 주목된다， Karl Maα， “ Zur Kritik der Hegel’schen 

Rechtsphilosophie", in: Deutsch-Franzäische Jahrbücher, hrsg. von Arnold Ruge und Karl 

Marx, Iste und 2te Lieferung(Im Bureau der Jahrbücher, Paris 1844), SS.71-85; “Zur 

Judenfrage", Ibid. , SS.182-214 

77) Gustav Mayer, “Die Anfånge "'", S.37 

78) 프랑스의 파리와 스위스， 벨지움에 산재하는 독엘 이민들을 규합하여 정치적으로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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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는 이 시기의 독일의 지식인이나 사회주의 훈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프랑스에서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슈타인(Lorenz Stein)의 『프랑스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으 

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79) 그러나 포이 

에르바하툴 출발점으로 하여， 헤스와 마르크스로 이어지는 독일의 사회주의 

운동과 그것의 사상적， 이론적 전개는 프로이센의 경색된 정치적 상황을 베를 

련의 프라이엔과는 또 다른 방향에서 해소해 보려는 청년헤젤파의 이론적 실 

천적 모색의 구체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충분히 평가되어야 할 것 

이다. 

특히 우리는 이같은 사회주의 운동이 1840년대 중반， 파리를 축으로 하여 스 

위스와 벨지움의 독일 이민을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조직으로 결집하여 독일 

국내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조직적인 운동으로 전개됨을 보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운똥이 포이에르바하와 프루동을 이론적으로 결합하여 

개혁주의적 성향을 려운 “진정 사회주의”와 급진적인 정치적 사회적 혁명을 

주장하는 마르크스와 앵겔스의 “과학적” 공산주의로 분열하여 대립， 갈둥하면 

서 유럽전체의 사회주의 운동사와 긴밀히 연결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80) 우리는 바로 이같은 1840년대 중반의 망명 독일 지식인들이 전개하는 

화시키고， 또 조직으로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은 이툴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간된 

신문， 잡지， 팡플랫 둥으로 추찰할 수 있다. 파리에서 출판한 『독불 연지J ， 그 이후의 

『포아베르츠!.11， 벨지웅에서 발간된 『독일=브뤼셀 신문-(De，ιIJch=Brürseler Zeit，ιng)J 둥과 

수많은 선전 및 교육용 팡플렛 등이 그것이다. 1815년에서 독일통일이 이루어진 1871 

년까지의 독일은 경제적으로 보아 원료산출국에 불과했고， 따라서 많은 수의 노동인력 

을 수출했다. 이 시기에 적지않은 독열인들이 직인， 무직자， 부랑자， 제대한 용병(爛兵) 
으로 프랑스， 그것도 주로 파리에 거주했는데， 이의 숫자는 1830년에는 전체 외국인 20 

만중 3만명(파리에는 7천명)이， 10년뒤에는 10만으로 늘어난 독일인 중 3만명이 파리 

에 거주하였고， 1848년초에는 17만명중 6만명이 수도에 거주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acques Grandjonc und Michael Werner, “Deutsche Auswanderungsbewegung im 19. 

)ahrhundert(l815-1914)", in: De，ι'/Jche Em，갱ranten … Prankreich. PranzÖSÍJche Emigranten in 

DeutJchμnd. 1685-1945. Eine Ausstelung des französischen Außenministerums in 

Zusammenarbeit mit dem Goethe-Institur<Paris 1983/1984), SS.82-83. 

79) L. Stein, Der Socia/ism/IJ und Commι'nismuJ deJ he，ιfigen Pra야reichJ. Ein Beitrag z.ιr ZeitgeJchichte 

(Ot[O Wigand, Leipzig 1842) 

80) 마르크스-앵겔스 중심의 공산주의자와 헤스， 바이틀링， 그훤(KarI Gcün), 쿨만(Goerg 

Kuhlmann), 베커(August Becker) 등의 진정 사회주의자간의 헤게모니 쟁탈을 위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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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운동이 우리가 살펴본 청년헤첼파의 지적 운동과는 또 다른 의미에 

서 지성사 연구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상기할 펼요가 있다고 하겠다. 

N. 맺음말 

우리는 지금까지 19세기 초의 독일의 지식인 운동을 정년헤겔파의 형성과 

그들의 사상적 전개를 중심으로 검토해 왔다. 그리고 본고의 이러한 검토는 기 

본적으로 지식인이 분산 • 산재되어 구심점을 얻지 못한 1800년 세기말 전후의 

(1820년대까지도) 독일의 지적운동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지리적으로나 인 

적 구성을 통하여 일정하게 웅결되게 되었는가를 청년헤겔파 운동을 통하여 

확인해 보려는 것이었다. 

정치적으로 핍박한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형성된 청년헤겔파는 이렇다 할 사 

상적 구심점이 없이 개인적 재능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청년 독일파 운동과는 

달리 헤젤이라는 사상적 거목을 지주로 하여 출발했던 것이다. 물론 그들은 비 

록 제한적이긴 하나 비교적 자유로운 독일의 문화적 유산， 즉 세계관과 종교의 

영역에 있어서의 자유를 누려 왔기에 그들이 헤첼의 유산을 종교적인 측면에 

서 해체하던 초기에도 사상이나 학문적 연구자체에서는 이렇다 할 제약을 받 

지 않았던 것이다. 거기에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흑독한 반동정치가 예상되던 

벌헬름 W세의 즉위가 한시적이지만 언론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다양하고도 풍성한 사상이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청년헤겔파논 그 이전의 독엘의 지적 풍토에서논 

상상할 수 없던 여건을 가지고 새로운 지적 운동의 지평을 전개했다고 하겠다. 

그리고 1843년 이후 경색된 정치적 여건이 그들을 사상적 질곡으로 몰아 넣 

을 때에는 그들은 한편으로는 객관적 여건을 수용하면서 이미 형성된 지적 공 

동체를 근거로 첨예한 논쟁을 전개하여 그들 스스로의 이론을 세련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같은 객관적 여건을 적극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실천적 이 

론을 개척해 나갔던 것이다. 베를린 프라엔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망명지를 근 

과 그것의 구체적 전개는 주목을 요한다. 마르크스와 앵겔스의 『독일 이데올로기』의 
진정사회주의를 다룬 제 2부도 이런 관점에서 얽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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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 실천적인 사회운동이나 이론을 개척 · 전개한 사상가들은 후자에 속한다 

고 하겠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에나 그들의 이같은 지적 모험은 그 배후에서 

두 가지의 추동력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 

이다 즉 그들은 자기의 이론이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 파국도 불사하 

는 묵시록적 결단을 가진 것이 그 하나며， 그와 같은 그들의 지적 사명감은 적 

어도 일단의 지식인 그룹에 의해 언제나 치열하게 지지되고 었다는 점이 또 하 

나의 추동력이다. 따라서 청년헤겔파가 공유하던 이같은 지적 분위기는 이미 

괴테가 탄식하던 독일적 지식인 세계의 지평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의 지적 운동은 그 사상사적 의미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