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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의 논리철학논고 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과학의 한계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의 한계 때문에 형이상학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이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형이상학은 침묵의 형이상학이다.
형이상학은 우리 인간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단지 침묵과 태도 속에서 형이상학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1)

논리철학논고 의 이러한 주장은 두 측면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그 하나가 논리철학논고 에서 묘사된 과학의 모습이 정당치
못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이 보여준 것
처럼 언어와 비언어의 경계가 과학언어와 비과학언어의 경계와 일치하
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리철학논고 에서 묘사된 과학은 단지 경험적 사실에 대한 기
술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학적 실재론(sci ent i f i c r eal i sm)을
하는 이상적 과학( i deal sci ence )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주장하는 과학의 한계는 과학적 형
이상학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에
서 과학언어가 언어의 대표적 본질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언어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상학의 언어는 여전히 무의미
하며, 따라서 형이상학은 침묵과 태도 속에서 수행될 수밖에 없다.
* 철학사상연구소 96 Pos t -Doc .
1) 김영건, 비트겐슈타인과 삶의 의미 ,
pp. 169-2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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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학과 형이상학의 구분
2.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논고 는 논리적 실증주의에 의해서 형이
상학에 대한 매우 혹독한 비판을 담고 있는 반형이상학적 저작으로 간주
된 적이 있었다. 사실 논리철학논고 에서는 형이상학이나 철학의 대부
분의 명제들은 거짓이 아니라 무의미(uns i nni g ) (TLP: 4. 003 )2 )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형이상학에 대하여 언어의 한계를 넘는 무
의미한 것이라고 비트겐슈타인이 비판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가 형이상학
적 충동과 동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비록
형이상학이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무의미한 것에 불과할지라도, 형이상
학적 충동과 동기가 무가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기본적 태도이다.
3.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은 언어와 비언어의 구분에서 마련되며
논리철학논고 에서 언어로서 간주하였던 것이 사태를 그림그리는 그림언
어, 또는 과학언어인 한에 있어서 언어와 비언어의 구분은 과학과 형이상
학의 구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바로 이런 문맥에서 비트겐슈타인
은 철학의 유일하게 엄격하고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다음처럼 말하고 있다.
2 ) 앞으로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인용은 본문 속에 표기할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의
저서들에 대한 약호는 다음과 같다.
(NB) Not ebooks 1914 -16 (Oxfor d : Bas i l Bl ackwe l l , 1969 ).
(TLP) Tract at us Log i co Phi l osophi cus (London : Rout l edge & Kegan
Paul , 1961).
(HBD) On He i degger on Be i ng and Dr ead , M. Mur r ay ed. , He i degger
& Modern Phi l osophy (New Haven : Ya l e Uni ver s i t y Pr es s , 1978 ),
pp. 80-83.
(BB) The Bl ue and Brown Books (Oxfor d : Bas i l Bl ackwe l l , 1969 ).
(PI ) Phi l osophi cal Inves t igat i ons (Oxfor d : Bas i l Bl ackwe l l , 1978 ).
(OC) On Cer t ai nty (N. Y. : Har per , 1969 ).

과학과 형이상학: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논고 를 중심으로

319

철학의 올바른 방법은 진정으로 다음과 같다. 말할 수 있는 것, 자
연과학의 명제들, 즉 철학과는 관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아무 것도 말
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형이상학적인 것을 말하고자 원할 때마
다 그가 그의 명제의 어떤 기호에 의미를 주기 실패한다는 것을 지적하
라. 비록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못한다고 할지라도, 즉 그가
우리가 그에게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니지 못한다고 할지라
도, 이 방법이야말로 유일하게 엄격하고 올바른 방법이다. (TLP: 6. 53 )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언명에 의하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연과학의 명제들뿐이다. 이 자연과학의 명제들은 실재의 그림 (TLP:
4. 01)이며, 이러한 명제들의 총체가 언어 (TLP: 4. 001)이다. 그러나
트겐슈타인은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자연과학의 명제들은 철학과 관련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철학이나 형이상학은
말할 수 없는 것에 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비트겐슈타인 자신이 논리철
학논고 의 서언과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논리철
학논고 의 의미가 하여튼 말할 수 있는 것은 명료하게 말하고, 그것에
관하여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을 지켜야만 한다 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
만 자연과학의 명제만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철학이
나 형이상학은 언어로서 불가능한 것인가? 형이상학적인 어떤 것을 말하
려고 할 때, 명제 속에 나타난 기호에 어떤 의미를 주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자연과학의 명제들과 아무 관계도 없는 철학은 언어와 사
유 속에서 언어와 사유의 한계를 긋는다.
철학은 사유가능할 수 있는 것에 한계를 긋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
유될 수 없는 것에 동시에 한계를 그어야만 한다. 사유될 수 있는 것에 작
용함으로써 사유될 수 없는 것에 한계를 그어야만 한다. (TLP: 4. 114 )

4. 과학과 형이상학의 구분이 언어와 비언어, 의미와 무의미의 구분과
일치한다면, 바로 이 점을 보여주는 것이 철학의 과제와 기능이다. 이런 의
에서 철학은 럿셀(B. Russel l )이 그의 기술이론(t heor y of descr i pt i on
통해 보여준 것과 같은 언어의 비판 이다(TLP: 4. 0031). 언어비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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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철학은 사고의 논리적 명료화를 목적으로 삼는다. 철학은 교설들의
덩어리가 아니라 활동이다. 철학적 작업은 본질적으로 해명으로 이루어
져 있다. 철학은 철학적 명제 로 결과되는 것이 아니라, 명제들의 명료
화로 결과된다. 철학이 없다면, 우리 사유는 말하자면 구름처럼 혼미하
다. 그 과제는 우리 사유를 명료하게 하고 날카로운 경계를 마련하는 것
이다 (TLP: 4. 112 ). 따라서 과학과 형이상학의 중간에 서서 언어와 비
언어, 의미와 무의미의 경계를 긋는 철학은 자연과학 중의 하나 (TLP:
4. 111)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자연과학의 논쟁 많은 영역에 한계를
긋는다 (TLP: 4. 113 ).
5. 철학이 과학과 다르다는 주장은 비트겐슈타인의 전 철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관된 주장이다. 과학과 철학은 언어와 언어비판으로서 서로 구
분된다. 또 과학은 명제로서 나타나지만, 그러나 철학은 단지 활동이다
과학이 기술이거나 설명의 작업이라면, 철학은 해명의 작업이다. 또한 과
학이 사실적이고 경험적인 작업이라고 한다면, 철학은 개념적이고 의미론
적 작업이다. 이러한 철학은 언어와 비언어의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어떻
게 언어가 실재와 관계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언어와 사유
의 한계를 넘어서는 형이상학을 비판한다.
6. 파킨슨(G. H. R. Par ki nson )은 전통적 형이상학의 특성을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즉 전통적 형이상학의 지식들은 (a ) 존재하는 것
에 관계하며, (b ) 그 특성이 경험독립적(a pr i or i )이며, 다시말해 그
기초로서 감각적 경험에 의존하지 않으며, (c ) 체계적이고 (d ) 친숙하
고 일상적인 많은 개념들이나 가정에 대한 급격한 변형을 포함한다. 3 )
이렇게 요약된 전통적 형이상학은 사변적이고 초월적인 형이상학이다.
비트겐슈타인은 바로 이런 의미의 형이상학이 우리 언어의 한계를 뛰어
넘는 시도이며, 따라서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3 ) G. H. R. Par ki nson, ed. , An
Rout l edge , 1988 ), pp. 251-252.

Encyc l opaedi a

of

Phi l osophy (L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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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형이상학은 친숙한 일상적 개념들이나 가정들에 대한 변형을
시도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변형의 가능성을 부정하거나 최소화시키는
형이상학이 가능할 수 있다. 스트로슨(P. F. St r awson )은 전자의 형이상
학을 구성적(r evi sonar y ) 형이상학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형이상학과
대비되는 일상적인 개념체계의 논리적 구조를 해명하는 철학을 기술적
(descr i pt i ve ) 형이상학이라고 부르고 있다. 4 ) 스트로슨이 주장하는 기
술적 형이상학과 유사하게 칸트도 비록 사변적 형이상학을 비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험적 철학을 경험의 형이상학 이라고 부르
고 있다. 이러한 구분과 유사하게 비록 비트겐슈타인이 사변적이고 초월
적인 형이상학을 무의미하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부터 모든 종
류의 형이상학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적 형이상학이나 경험의 형
이상학은 전통적 형이상학이 갖고 있는 적극적이고 구성적인 역할을 부
정하지만, 5 ) 그렇다고 철학이나 형이상학이 갖고 있는 소극적이고 비판
4 ) P. F. St r awson, Indi v i dual s (London : Met huen, 1959 ), pp. 9- 11. 기술적
이상학이란 세계에 대한 우리 사유의 실제적 구조를 기술하는데 관심을 갖지만
그러나 구성적 형이상학은 더 나은 구조를 산출하는데 관심을 가진다. 고 스트로
슨은 말하고 있다. 스트로슨에 의하면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버클리 등이 바
구성적 형이상학자이고,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를 기술적 형이상학자이다. 기술
적 형이상학은 그 종류에 있어서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개념분석의 방법과는 구분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범위와 일반성에 있어서 개념적인 언어분석의 방법 보다
더 포괄적이다.
5 ) 햄린은 스트로슨이 구분하는 기술적 형이상학과 구성적 형이상학의 구분이 오해
를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가령 스트로슨이 구성적 형이상학자로 분류한
라이프니츠의 경우, 그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사유 방식을 새롭게 구성
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 이런 의미에서 햄린은 인간과 세계 사이의 관계에 대
한 일반적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그 가능성을 추구하는 형이상학적 사유와 현상과
실재의 이분법을 받아들이면서 대부분의 일상적 사물들이 현상에 지나지 않기 때
문에 진정한 실재를 추구하는 형이상학적 사유를 구분하고 있다(D. W. Haml yn,
Met aphy s i cs (Cambr i dge : Cambr i dge Uni v. Pr ess , 1984 ), pp. 4- 7 ).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스트로슨이 지적하는 일상적 개념체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개
념체계를 구성하려는 작업이나 또 햄린이 지적하는 것처럼 현상과 실재의 이분법
을 용인하면서 궁극적 실재를 경험독립적인 방식으로 해명하려는 시도를 형이상
학의 적극적이고 구성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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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역할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6 ) 바로 철학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역
할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이 형이상학을 비판한다고 할지라도, 철학이 곧
과학이나 상식과 연속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Ⅱ. 사실성과 개념성의 이분법
7.

논리철학논고 에서 과학과 형이상학을 구분하는 언어와 비언어의

경계는 매우 분명하다. 바로 이 점과 관련해서 언어와 비언어의 경계를
구분짓는 철학의 특성은 개념적이고 언어적인 것이며, 반면에 과학의 특
성이 경험적이고 사실적인 것이라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콰
인은 언어적, 사실적 그리고 개념적, 언어적의 이분법이 바로 분석성과
경험성의 독단적 이분법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콰인은 분석과 종합의
이분법을 공박함으로써 과학과 사변 형이상학에 대한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 7 )
8. 이러한 콰인의 시도가 전통적인 형이상학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형이상학은 단지 경험을 통해 검증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무의미하다는 논리적 실증주의의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다. 또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논고 에서 처럼 비록 형이상학이
무가치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침묵의 영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
6 ) 우리는 철학과 과학의 엄밀한 구별, 그리고 철학의 임무에 관한 그의 소극적
도를 아울러 간파할 수 있다. 철학은 자연과학의 명제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며, 형이상학적 명제는 유의미한 언표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철학의 과제는 이러
한 사실을 드러내 주는 것에만 국한되는 셈이다. 이것은 과학적 혹은 수학적 명제
에 대한 형이상학적 기초를 확립하려 했던 전통적 철학관과 분명히 구분된다. 라
고 엄정식은 비트겐슈타인이 지니고 있는 철학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엄정식, 비트겐슈타인의 철학관 , 비트겐슈타인과 분석철학의 전개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1), p. 28 ).
7 ) W.V. O. Qui ne , Two Dogmas of Empi r i c i sm , From A Log i cal Poi nt of
Vi ew(N. Y. : Har per , 1963 ), pp.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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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콰인은 자연과학과 사변적 형이상학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면서 사변적 형이상학의 일부분을 자연과학의 영역
속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그는 자연과학에게 사변적 형이상학
이 담당했던 기능을 새롭게 부여하고 있다.
9. 사실성과 언어성, 경험성과 개념성의 구분이 문제되면서 과학은 단
순히 경험적 작업만으로 특성되지 않는다. 이제 과학은 개념적이고 이론
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과학은 인간이 수행하는 다양한 인지 활동 중에
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또한 실용적인 효과도 갖고 있는 작업이다. 이러
한 과학은 논리적 실증주의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지 경험적 규칙성만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들을 결정하고 그것들의 작용을 탐구
하면서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존재론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10. 과학과 사변적 형이상학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드는 콰인이 인정하
고 있는 과학의 존재론적이고 형이상학적 기능은 형이상학적 지식이 지니
고 있는 경험독립성을 부정하면서 성취된다. 형이상학의 경험독립성과 철
저하게 구분되어 과학은 단지 경험적 작업으로만 특성지워질 수 있는 것
이 아니라, 경험적인 요소로 환원되지 않는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과학은 경험을 구성하고 조직화
하면서 실재와 비실재의 존재론적 결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과학이 지
니고 있는 존재론적 기능과 연속성을 지닌 철학을 과학적 형이상학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Ⅲ. 과학적 형이상학과 과학의 한계
11.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논고 는 과학만이 실재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적어도 이런 한에 있어서 철학이나 형이상학은 그
전통적 개념과 다르게 실재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다. 파킨슨은 비트겐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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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이러한 주장을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자들이 새로운 문제, 말하자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 위기는 자연과학의 빠른 발전과 독립성과 관련
된 것이다. 오랜 세기에 걸쳐서 과학은 철학의 한 분야로 간주되었고 과
학자의 작업에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철학자의 임무라는 것을 이미
나는 말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과학자들은 철학에 대한 그 어떤 필요
성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그들은 실재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그들
자신의 방법을 발전시키고 있었고, 이러한 방법을 자기충족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때 철학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논리철학
논고 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자들은 실재의 본성에 관한 모든 주장을
포기해야만 한다고 논증하고 있다. 즉 철학자들은 형이상학을 포기해야
만 한다. 사물들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연과학에 의
해서만 이루어지며, 엄격하게 말해서 오직 자연과학의 발화만이 무엇인
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8 )

파킨슨이 지적하는 것처럼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이 실재의 문제는 과학
만이 담당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제 과학은 셀라스와 같은 과학적 실재
론자가 선언한 것처럼 존재와 비존재를 결정하는 힘을 가진다. 그러나 과
연 실재의 문제를 오직 과학만이 다룰 수 있는 것인가?
12. 그러나 과학이 사태가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문제 삼을 뿐이지 하여
튼 무엇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는 한에 있어서 형이상
학은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세계 안에 사물들이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신비적인 것은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TLP: 6. 44 )

하이데거는 존재와 존재자를 구분함으로써 존재자에 대한 우리의 이해
를 표상적 사유라고 특성짓고, 이러한 사유가 존재 자체를 파악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형이상학의 대상이 되는 존재 자체는 바로 이런 의미에
8 ) G. H. R. Par ki nson, op. c i t . , p. 7.

과학과 형이상학: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논고 를 중심으로

325

서 표상적이고 개념적인 사유에 의해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적인
사유에 의해 이해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하이데거가 말
하는 시적인 사유를 사유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유가 아니라
단지 침묵일 뿐이며, 따라서 존재 자체는 단지 침묵과 신비의 대상일
뿐이다.
인간은 언어의 한계를 뛰어 넘으려는 충동을 가지고 있다. 가령 하여
튼 무엇이 존재한다는 놀라움을 생각해 보라. 이러한 놀라움은 질문의 형
태로 표현될 수도 없고, 따라서 그것에 대한 답변도 없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느끼는 모든 것은 선천적으로 오직 무의미할 뿐이다. (HBD: 80 )

13. 이러한 중요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나 비트겐슈타인
에게 있어서 형이상학이 성립할 수 있거나 단지 무의미하다는 이유에서
형이상학이 무시될 수 없는 근거는 바로 표상적 사유나 과학의 한계 때문
이다. 과학은 비록 외부에 주어지는 사태를 올바르게 표상하거나 기술한
다고 해도, 이것의 가능성을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없다.
주어진 형식의 망을 통해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은 그런 그림을 기술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림 자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는
다. 이것은 바로 모든 그림에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적인 그물 크
기를 가진 개별적인 그물망에 의해서 완벽하게 기술될 수 있다는 것이 그
림을 특성지워 준다. 비슷하게 뉴톤의 역학에 의해서 세계를 기술할 수 있
다는 가능성은 세계 자체에 관해서 우리에게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세계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러한 수단에 의
해서 그것이 기술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방식이다. 우리는 또한
역학의 어떤 체계가 다른 체계 보다 더 정확하게 기술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세계에 관한 무엇을 들을 수 있다. (TLP: 6. 342 )

특정한 과학이론을 통해 우리는 세계에 대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
이 그림 안에서 우리는 개별적인 것들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
나 이 그림 자체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점과 관련해서 비트겐
슈타인은 뉴톤의 역학에 의해서 세계를 기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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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 관해서 우리에게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고 말하고 있다. 바
로 이러한 과학의 한계를 무시한다는 것이 바로 환상이다.
세계에 대한 현대의 전체적인 견해는 소위 자연의 법칙이 자연 현상의
설명이라는 환상에 근거해 있다. (TLP: 6. 371)
따라서 오늘날 사람들은 마치 과거에 신이나 운명이 그렇게 취급되었
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법칙을 침해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인정하면
서 자연의 법칙 앞에서 멈춰선다. 실제로 이 두 가지는 옳기도 하고 틀리
기도 하다. 고대인이 아주 분명하고 이미 인정된 그런 종착점을 가진 한에
있어서 고대인의 견해는 더욱 분명하지만, 그러나 현대의 체계는 마치 모
든 것이 설명된 것처럼 보이도록 애쓰고 있다. (TLP: 6. 372 )

자연의 법칙은 분명히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나 자연의 법칙
만이 모든 자연 현상에 대한 완결되고 궁극적인 설명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환상이다. 자연의 법칙은 또는 과학은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
한다. 더 나아가 과학적 설명 과정은 무한히 계속될 수밖에 없다. 우리
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어디에선가 멈추어 서야 한다. 그것은 분
명히 모든 것을 다 설명한다는 자연과학의 법칙 앞에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과학의 한계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다.
14. 분명히 이것들은 바로 과학의 한계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한계 때문에 과학이 지니고 있는 힘이 무력화되지는 않는다. 9 )

9 ) 이 점과 관련해서 엄정식은 과학 자체에 대한 혐오감과 과학주의에 대한 혐오감
을 구분하고 있다.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은 윌리암스가 생각했던 것처럼 과학 자
체에 대한 혐오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가 혐오했던 것은 과학만능
주의적 사고방식인 과학주의였으며, 이것을 철학의 영역에까지 도입시키려고 했
던 과학철학자들의 무분별한 태도였다. 그는 중세 때 종교만능주의가 그 시대를
암흑시대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과학만능주의가 인간의 다른 가치를 백안시
함으로써 이 시대를 암흑으로 뒤덮는다고 믿었다. (엄정식, 비트겐슈타인과 과
적 탐구 , 한국분석철학회 편, 비트겐슈타인과 분석철학의 전개 , 서광사, 19
p.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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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은 그 나름의 관점에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고 예측한
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의 성공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 다른 영역에도 적
용되는 경우 과학과 형이상학은 서로 충돌을 일으킨다. 오히려 이때 과
학은 형이상학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퍼트남(H. Put nam)이 비판하고
있는 자연적 형이상학(nat ur al met aphys i cs )이란 과학주의는 바로 이
런 과학적 형이상학에 대한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15. 퍼트남은 이런 과학적 형이상학을 자연적 형이상학, 또는 과학주
의라고 명명하면서 그 철학적 위상을 칸트와의 관련에서 설명하고 있
다. 10 ) 즉 칸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교훈처럼 사변적 형이상학이란 우
리 인간의 이성적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다. 우리는 사변적 형이상학이
요구하는 지적 직관이란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 바로 이런 의미
에서 물자체나 신의 존재, 그리고 영혼의 불멸성과 자유의지를 탐색하는
전통적인 사변적 형이상학이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칸트는 뉴톤의 물리
학과 유클리트의 기하학이라는 개별 과학들로부터 경험적인 현상 세계의
진정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물리학과 그에 연관되는 개별과학들
이 바로 세계의 진정하고 완전한 그림에 점진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통
로를 마련해 준다. 물론 칸트는 뉴톤의 물리학과 유클리트의 기하학을
절대적 진리를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것으로부터 경험독립적이며
절대적인 개념 범주를 연역해 내었다. 그러나 칸트 이후에 보여준 과학
의 발전은 더 이상 과학의 영역에서 수정불가능한 절대적 진리를 용인하
지 않는다. 과학은 틀릴 수 있고, 변경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과학의 자기수정적 작업을 통해 우리는 점진적으로 실재와 세계에 대한
그림에 도달할 수 있다.
16. 칸트의 경우 과학의 한계는 물자체와 현상의 대비를 통해 마련된다
그러나 자연적 형이상학은 비개념적인 소여로서 물자체의 존재를 인정하
10 ) H. Put nam, Why t her e i sn ' t a r eady-made wor l d , Real i sm and
Reason(Cambr i dge : Cambr i dge Uni v. Pr ess , 1983 ), pp. 20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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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이것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지적 직관의 능력이 부재하는
한, 우리는 물자체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논고 에서 과학의 한계는 바로 그림

언어의 가능성으로부터 귀결된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이
보여준 것처럼 논리철학논고 의 이러한 주장이 잘못된 언어 본질주의의
주장이라면, 언어의 한계는 분명하게 규정될 수 없고, 이것은 바로 과학
의 한계를 명료하게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한다.

논리철학논고 의

침묵의 신비적 형이상학이 이 언어와 과학의 한계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라면, 언어와 과학의 한계를 명료하게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은 동시에 신
비적 형이상학의 기반을 부정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Ⅳ. 기술적 과학관과 과학적 실재론
17.

논리철학논고 에 나타나는 비트겐슈타인의 과학관이 정당치 못하

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바로 논리적 실증주의가 저질렀던 잘못처럼 과
학을 사실의 기술로만 한정한 잘못을 비트겐슈타인이 저질렀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과학은 단지 사실의 그림과 기술만이 아니다. 거기에는
이론과 가설적 구성 작업이 포함되며, 또한 과학적 법칙은 단지 경험적
규칙성의 축약형만이 아니다. 가령 뉴톤 가버는 그의 논문 비트겐슈타
인의 과학관 (What Sc i ence meant t o Wi t t gens t ei n )을 스스로 요약하
면서 다음처럼 말하고 있다.

형이상학의 거절과 유일하게 의미를 지니

는 명제는 논리철학논고 에서 시도된 것과 같은 과학의 명제라는 견해
가 비엔나 학파에게 매우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초기 견해는 과학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형이상학을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에 대한 모든 인과적이고 이론적 진술들
을 배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11) 적어도 이런 의미에서 기술적 과
11) 뉴톤 가버, 비트겐슈타인의 과학관 , 언어철학연구 Ⅰ: 비트겐슈타인과 언어
현암사, 1995. (앞으로 가버의 이 논문에 대한 인용은 본문 안에 Gar ver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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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관을 근거로 과학의 한계를 규명한 것은 그 정당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18. 가버는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논고 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과학의
특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얄궂게도 사실에 대한 순수한 기술은 논고 에 의하면 자연과학의 명
제의 중심적 특징인 것처럼 보였다. 그 책 말미에 법칙에 관한 약간의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이 논의하는 법칙이 과학의 엄격한, 없
어서는 안될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다
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두는 과학의 명제들이 가질 수
있는 형식에 관한 선천적인 통찰이다. (TLP: 6. 34 ) 케플러나 호이겐스의
법칙과 같은 탁월한 기술적 법칙들에 관한 언급은 없다. 그리고 맥기니스
표기한다). 이 논문은 1994년 10월 한국분석철학회에서 발표된 것인데, 이 발
문 앞에 가버 스스로가 정리한 요약문이 첨가되어 있다. 나아가 가버는 비트겐
슈타인의 초기의 생각은 비엔나 서클에 매우 가까운 것이었다 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1) 그것은 의미 있는 모든 명제가 과학의 명제
이고 (2 ) 철학이 무의미하며 (3 ) 좋은 철학은 진리의 발견을 통해서라기보다
생각의 명료화를 통해서 그 중요성을 확보함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
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은 다른 한편으로 비엔나 서클의 저주 대상이었다. 얄궂
게도 그 변화는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작품에 나타나는 과학에 대한 더 깊고 풍부
한 이해에 기인한다. (Gar ver , 1995: 127- 128 ) 가버가 주장하듯이 과학에 대
더 깊고 풍부한 이해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이 논리적 실증주의의 저
주의 대상이 되었는지 의심스럽지만,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의 초기 철학을 비엔나
서클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한 가버의 이해는 다음과 같은 그 자신의 언급과 일치
하지 않는다. 즉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에 대한 매우 넓게 퍼진 왜곡은 바로 그
경험주의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왜곡은 미국에서 활동한 비엔나 서클의 성공 때
유의미한 철학적 질문이란 없다는 실증주의의 주장에
문이라고 할 수 있다.
때때로 비트겐슈타인이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결코 철학에 관한 경험주의자
가 아니었다. 그는 초기 저작에서 후기 저작에 이르기까지 아주 단호하게 철학과
과학이 날카롭게 구분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은 경
험주의나 실용주의가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철학과 과학의 구분을 희미하게 만
드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 (N. Gar ver , Thi s Comp l i cat e
For m of Li f e (Chi cago : Open Cour t , 1994 ), pp. 78- 79 ). 가버의 이 저술에
한 인용은 본문 안에 Gar ver , 1994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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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적처럼 이 점의 누락은 후기 작품에서 결점으로 남아 있다. 논고
에는 파스퇴르나 멘델의 설명과 같은 탁월한 설명, 가설, 실험, 확증,
반증에 관한 언급도 없다. 논고 에서 자연과학의 명제는 사실을 그리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자연과학은 아주 정적인 일에 머물러 있
다. (Gar ver , 1995: 134- 135 )

이러한 기술적 과학관과 다르게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 즉 철학적
탐구 에서는 과학의 개념이 극적인 변모를 거친다. 가버는 이런 변모의
모습을 다음처럼 묘사하고 있다.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작품은 현상을 설명하는 과제를 과학에 부여하
였다. 왜냐하면 설명은 가설과 이론을 요하는데 그것은 철학에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철학의 생각은 논고 에서 과학을 구성하였던 종류
의 순수한 기술로 제한된다. 비트겐슈타인이 목적하고 있는 전환은 설명보
다는 명료성, 명확한 전망을 포함하고 있다. (Gar ver , 1995: 127 )

이미 가버가 지적한 것처럼 논리철학논고 에서 과학은 사실에 대한 기
술로서 특성지워 진다. 이 기술 에 대조되는 것이 바로 설명 이다. 설
이 가설과 이론을 요구한다면,

논리철학논고 에서 비트겐슈타인이 특성

지웠던 사실에 대한 순수한 기술로서의 과학은 가설과 이론을 요구하지
않는다.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논고 는 과학에 대한 옹호이자 반박이

었다. 그는 과학이 모든 것을 기술하지만, 아무 것도 설명하지 않는다
주장한다. 는 맥기니스(B. McGui nness )의 주장을 통해 가버는 논리철학
논고 에 나타나는 과학이 바로 설명을 배제한 순수한 기술이라고 주장하
고 있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에서 과학은 논리철학논고 에
서 과학으로부터 배제되었던 설명, 가설, 실험, 확증과 반증의 측면을
는다. 비록 후기 철학에서도 전체적으로 과학으로부터의 철학의 차별화
는 매우 정교한 것도 전적으로 적합한 것도 아니다. 예컨대 그것에는 역
사를 자연과학으로부터 구분하게 하는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
거, 실험, 가설, 사실에 대한 설명에 대한 언급은 과학에 대한 논리철
논고 의 단순한 견해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과학관에 더 가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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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ar ver , 1995: 136- 137 )고 가버는 주장하고 있다.
19. 바로 이런 문맥에서 가버는
과학관이 ( 1)

논리철학논고 에 나타나는 기술적

일상적인 과학적 작업의 많은 부분이 배제 되는 결과를

야기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인과적 필연성과 불가능성, 그리고
보일의 법칙과 같은 관계적, 비례적 필연성과 불가능성을 포함하는 모든
과학적 필연성과 불가능성을 제거한다. (Gar ver , 1995: 131- 132 ) 더
나아가 (2 ) 기술적 과학관으로부터 우리는 철학과 과학의 차이를 명백하
게 규정할 수도 없다. 12 ) 만약 이러한 가버의 비판이 정당하다면,

논리

철학논고 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시도했던 과학의 한계란 진정한 한계가
아니라 단지 과학의 영역을 위축시킬 뿐이다. 나아가 이것은 과학과 구
분되는 철학의 고유한 기능과 형이상학의 무의미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20. 그러나 과연 맥기니스와 가버가 주장하듯이 논리철학논고 의 비트
겐슈타인은 과학을 사실에 대한 기술로만 한정하였는가? 철학에 대한 그
의 견해를 결코 바꾸지 않았던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철학적 탐구 에서
뿐만 아니라,

논리에 관한 노트 (Not es on Logi c )에서도 철학에 연역

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철학은 순수하게 기술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12 ) 비트겐슈타인의 기술적 과학관으로부터 철학과 과학의 명맥한 차이를 규명할 수
없다는 가버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1)
학이 명제로 구성되어 있고 그 영역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인 반면, 철학은 단
행위, 보다 구체적으로는 명제를 명료화하는 행위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의 난점은 행위와 명제의 구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 ) 철학적 행위가 생각의 명료화와 해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는 것도 충
분치 않다. 예컨대 케플러가 행성들이 세 개의 단순한 법칙에 따름을 발견함으로
써 행성들의 운동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뛰어나게 명료히 하였는지 혹은
뉴턴이 그의 과학적 업적을 통하여 운동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해명
하였는지 혹은 파스퇴르의 실험이 발효에 관한 우리의 생각에 어떻게 새로운 빛
을 던져 주었는지를 고려해 보라. 과학적 작업은 철학이 그러한 것만큼이나 우리
의 생각을 명료하게 하고 해명할 수 있다 (Gar ver , 1995: 129-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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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비트겐슈타인의 언급은 기술 (descr i pt i on )이 과학의 특성이 아
니라 바로 철학의 특성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가버가 주장하듯이
논리철학논고 에서 만약 과학이 사실에 대한 순수한 기술이라면, 이러
한 과학과 구분되는 철학의 특성은 무엇인가?
비트겐슈타인이 여기서 자연사 라고 부르고 있는 진술은 논고 의
용어법에서는 자연과학 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들은 분명히 참
이며 우연적으로 참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의 실제
세계에 대한 기술에 속하는 것으로 의식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한 고
찰이 철학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비트겐슈타인이 철학과 과학의 이분
법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가 이제 자연사와 자연과학을 첨예하게 구분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Gar ver , 1995: 134 )

가버에 의하면 설명이나 가설은 논리철학논고 에서 과학의 특성으로
배제되었지만,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구 에서 바로 과학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설명과 가설, 이론이다. 오히려 논리철학논고
에서 과학의 특성으로 주장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술은 철학적 탐구 에
서 바로 자연사(nat ur a l hi s t or y )가 담당하는 기능이다. 과학과의 관
련에서 기술은 설명이나 가설, 이론과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철학과 관
련해서 기술의 사실성은 가능성과 구분된다. 가버는 논리철학논고 에서
과학은 사실을 기술하지만, 그러나 철학은 가능성에 관계한다고 주장한
다. 사실성과 가능성의 이분법이 바로 과학과 철학을 구분할 수 있는 근
거이며, 동시에 이것은 사실의 세계와 세계의 실체라는 이원론에 의해
근거되고 있다. 13 )
13 ) 가버는 이 점과 관련해서 논리철학논고 를 형이상학적 이원론으로 파악하고 있
다. 즉 세계는 대상이 아니라 사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실 보다는 가능성을
정하고 따라서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하는 세계의 실체는 사실이 아니라 대상으로
구성된다. 사실과 가능성은 전혀 다른 것이며, 경험적이라기보다는 선험적인 이
한 가능성이 사실과 같은 동일한 종류의 실재성을 갖는다고 가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러한 이원론 하에서
초기 비트겐슈타인의 형이상학은 경험적 실재론
과 선험적 관념론의 결합이라는 이원론적이다. 사실은 일상적인 사실적 진리의
근거를 제공하며, 대상은 이러한 진리를 서술할 수 있는 인간의 장치, 아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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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에서는 철학이 순수하게 기술
적인 것이고 모든 필연성, 가설, 증명을 피하고 있다 . 따라서 기술적
과학관이 과학에서 실제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필연성이나 법칙성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난점을 지니지만, 그러나 이러한 난점이 철학과의
관련에서 더 이상 난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철학의 고
유한 특성을 부각시켜 주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가버는 자연사와 자연
과학의 구분을 강조하면서,

평범한 사실, 심오한 것일 필요는 없지만

너무 친숙하여 눈길을 끌지 못하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단순한 진술과
연관 되어 있는 자연사적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4 ) 적어도 이
런 의미에서 세계의 본질적 우연성에 대한 깊고 충만한 변하지 않는 확
신이 과학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이해 및 철학과 과학에 대한 그의 구
분의 저변에 깔려 있다. (Gar ver , 1995: 136 )고 말할 수 있다.
22. 이러한 가버의 주장은 논리철학논고 에 나타난 철학의 엄격한 방
법에 대한 반작용인 것처럼 보인다. 가버는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논
고 를 칸트의 비판적 전통 속에서 이해하면서 다음처럼 말하고 있다.
칸트처럼 비트겐슈타인도 과학적 주장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동
시에 왜 형이상학적 주장이 그렇지 못한지를 보여주는 시도를 착수하였다.
칸트나 비트겐슈타인은 사실적 주장은 형이상학적 주장들이 파악하지 못
한 어떤 한계나 제약을 근거로 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칸트의
비판철학이 보여준 자기지시적 특성을 논리철학논고 는 보여주고 있질
못하다. 칸트에게 있어서 과학의 타당성과 사변 형이상학의 부당성을 보여
주는 바로 동일한 규준이 또한 칸트의 비판철학, 즉 그의 경험의 형이상
학 의 정당성을 보여준다. 칸트는 이러한 결과가 그의 계획에 본질적인 것
으로 보았다. 즉 그의 비판철학은 사변 형이상학이 그렇지 못한 방식으로
말해질 수 없는 장치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
사실의 경험적 실재성이
실적 진술을 할 수 있게 해주며, 대상의 선험적 관념성이 형이상학적이고 의미론
적 진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 준다 (Gar ver , 1994 : 12 ).
14 ) 후기의 이해가 분명 우월한 것으로 보다 정교하고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질
것이지만, 그것은 자연사와 자연과학의 충격적 이분법을 함축 혹은 그것을 근거
한다고 가버는 말하고 있다(Gar ver , 1995: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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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지녀야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간 지식에 부가되는 진정한
지식을 구성해야만 한다. 이 핵심적인 면에 있어서 비트겐슈타인의 초기
작업은 칸트주의적이지 않다. 이것은 논리철학논고 에서 비트겐슈타인
이 자기지시적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론 그는
그러한 시도를 했지만, 그러나 그 자기지시성은 악명높은 실패이
다. (Gar ver , 1994 : 13 )

사실성과 실체성이라는 형이상학적 이원론의 결과로 언어와 침묵이라
는 이분법이 논리철학논고 에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가버는 논리철학
논고 에 나타나는 침묵과 궁극적으로 나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나의 명
제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인지한다 (TLP: 6. 54 )는 철학의 무의미성에
대한 비트겐슈타인 자신의 선언을 실패의 징후로 간주하고 있다. 15 ) 적
어도 이런 의미에서 칸트가 보여준 것처럼 과학의 가능성과 사변 형이상
학의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비판적 규준은 비판적 철학의 정당성을 보여
주는 규준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즉 그것은 칸트의 경우처럼 경험
적이고 과학적 지식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에 첨가되는 일종의 지식
이어야 한다.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칸트나 프레게가 갖고 있던 이원성의 힘은 그
어떤 실재에도 한 가지 차원 이상의 차원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처음부
터 끝까지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서 의미하고 있다. 물론 비트겐슈타인에
게 논리철학논고 에서 사실들의 총체 로서 특성지워지는 자연적 세계
이외에 또다른 형이상학적 실재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사실들을 간주할 수 있거나 반응할 수 있고 또 간주하거나 반응한다. 과학
주의는 이러한 차원을 허용할 수 없지만, 거기에는 과학적인 것과 다른 인
지적 방법(cogni t i ve met hod )을 포함한다. (Gar ver , 1994 : 271-272 )

논리철학논고 의 비트겐슈타인은 칸트가 주장하는 경험적 지식과는 다
15 ) 이 점을 가버는 다음처럼 말하고 있다.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논고 는 비판
철학을 되살리는데 실패한 시도이다. 의미성의 규준이 어떻게 문장이 가능한가에
대한 고찰로부터, 즉 문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술로부터 도출되었기 때문에 그
것은 비판철학을 되살리는 시도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신의 관점에서 무의미
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Gar ver , 1994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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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종류의 지식, 즉 선험적 지식을 단지 무의미한 것으로 규정하였지만,
그러나 이러한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험적 지식이나 또는 과학적
인 것과는 다른 인지적 방법을 인정해야만 한다. 가버는 이 인지적 방법
에 대해 약간 구체적으로 다음처럼 말하고 있다.

인간의 행동은 자연적

세계의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과학적 세계를 초월한다. 과학적 방
법론과는 다른 무엇이 인간 언어게임의 다양성을 기술하는데 필요하
다. (Gar ver , 1994: 272 )
바로 이런 맥락에서 철학이 사실적 영역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였던 논리철학논고 의 주장에 반대해서 가버는 철학과 사실
적 영역의 관련성을 바로 철학적 탐구 의 자연사의 기능에서 찾고 있다.
비트겐슈타인의 기본적인 형이상학적 주장은 바로 오직 하나의 실재,
하나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세계 안에서 과학적 질문이나 철학
적 질문, 즉 의미에 대한 질문이 일어나며, 그것들은 서로 매우 다른 관계
를 가지고 있다. 논리철학논고 는 세계의 실체를 상정하고, 거기에 과학
으로부터 안전하게 고립될 수 있는 의미의 장소를 마련해 놓았다. 그의 후
기 저작에서 그는 그러한 어떤 초월적(t r anscendent ) 실체도 부정하면서
그것을 순수하게 기술적인 자연사로 대체하였다. 여기에서 자연사는 우리
의 호기심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올바르게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는 사실과 관련맺고 있다. (Gar ver , 1994 : 157 )

가버는 이런 의미에서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을 선험적 자연주의
(t r anscendent a l nat ur al i sm)라고 부르고 있다. 칸트나 전기 비트겐슈
인에게서 경험독립적이었고 또 세계의 실체를 의미하였던 선험적 원리들
의 관념성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 속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세계 속의 자연성으로 전환된다.
경험과학의 인지를 초월하는 다른 종류의 인지(cogni t i on )를 요구
한다는 것은 특별히 필연성과 우연성뿐만 아니라 의미와 진리를 이해할
것을 필요로 하는, 칸트, 쇼펜하우어, 프레게에 의해서 전승된 강력한
이원성들이다. 이러한 사유 방향에 있어서
자연사와 자연과학의 구
분은 필수불가결할 수밖에 없다. 비트겐슈타인의 자연주의는 자연과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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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연사로부터 도출되기 때문에, 자연
주의가 선험적인 요소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지식을, 자연
과학의 지식을 초월한다. 신앙의 여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식을 제한한
칸트처럼, 마찬가지로 비트겐슈타인은 자연사와 문법의 여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과학을 제한하고 있다. (Gar ver , 1994 : 272 )16 )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 즉 철학적 탐구 에서는 탐구의 결과가 아
니라 요청이었던 논리적 이상에 따라 언어와 비언어의 한계가 명료하게
규정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과학언어가 언어의 대표적 모형으로 간주되
지 않는다. 과학언어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주 복합적인 일상언어
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적어도 이런 의미에서 그것이 단지 과학언어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그 언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며, 또한 의미와 무
의미를 단번에 규정짓는 절대적인 경계선도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와 비언어, 의미와 무의미의 경계를 규정
하면서 언어가 언어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 근거와 언어의 한계를 넘어
서는 무의미성을 지적하는 것을 바로 철학의 임무로 삼고 있다. 철학이
과학과 다르게 설명이나 가설의 이론 구성적인 것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은 바로 이러한 임무과 관련해서 성립한다.
적어도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에서 과학의 언어가 우리 일상 언어
의 본질적인 모형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경험과학의 방법론이
나 인지가 실재나 세계를 이해하는 유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7 )
이런 의미에서 비록 칸트가 신앙의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 과학적 지식을
제한하였다고 할지라도, 가버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후기 비트겐슈타
인이 자연사와 문법의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 과학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
다. 18 ) 오히려 과학은 다양한 일상언어의 기능 속에서 제한되며, 가버가
16 ) 가버는 비트겐슈타인의 자연주의를 과학적 자연주의, 또는 자연적 형이상학과 구
분하면서 자연 세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실재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형이상학적 교설 (Gar ver , 1994 : 271)로 요약하고 있다.
17 ) 본질은 문법에 의해서 표현된다 (PI : 371) 그리고 문법은 무엇이 어떤 종류
대상인지를 말해준다. (PI : 373 )
18 ) 이러한 가버의 오해는 논리철학논고 를 요약한 다음과 같은 주장 속에서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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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고 있는 자연사와 문법은 바로 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일상언
어의 가능 근거로서 작용하고 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자연사와 문법
을 통해 우리의 일상언어가 제한되며, 이것은 바로 신앙이나 형이상학적
인 것에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 과학을 제한한 칸트처럼 말할 수 없는 무
의미의 세계가 담당하는 중요성에 대한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 언어
가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3. 칸트의 철학과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대조시킨 가버의 표
현에서 가버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서 자연사와 문법이 담당하는
기능을 칸트 철학에서 차지하고 있는 신앙(das Gl auben )과 형이상학의
위상에 구조적으로 대응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가버
는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에서 일종의 형이상학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미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형이상학의 무의미성
을 비판하는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논고 도 비록 사변적 형이상학을
부정하고 비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기술적 형이상학이나 철학의 비판
적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이고 비판적인
형이상학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구성적인 형이상학의 가능성을 가
버는 비트겐슈타인의 후기철학에서 발견해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9 )
된다. 사실의 경험적 실재성이 사실적 진술을 할 수 있게 해주며, 대상의 선험
관념성이 형이상학적이고 의미론적 진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 준
다 (Gar ver , 1994 : 12 ). 물론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논고 에서 대상의 선
적 관념성이 형이상학적이고 의미론적 진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 주지만
그러나 대상의 선험적 관념성이 동시에 사실적 진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부여
해 준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의 경험적 실재성은 사실적 진술의 참과 거짓을 판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줄 뿐이다.
19 )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을 선험적 자연주의 로 규정한 가버의 주장에서 적극
적이고 구성적인 형이상학의 가능성은 바로 자연주의가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
인다. 문법과 전통 형이상학의 관계는 부분으로 칸트처럼 사변적이고 기초주의
적인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과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사물의 본질에
대한 구성적인 언급, 그리고 이 양자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모든 인간성에 공통적
인 전언어적 세계에 대한 가정에 놓여 있다. (Gar ver , 1994 : 218 )고 가버는 말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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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 지식과 과학적 방법론을 초월한다는 생각은 신앙의 자리를 마
련하기 위해 지식을 제한한 칸트의 생각과 유사하다.
비트겐슈타인의
다소 넓은 범주는 이성이라기보다는 자연의 사실이다. 따라서 비트겐슈
타인의 철학은 슈바이처가 요구한 것과 같은 자연주의이지만, 칸트는 그
렇지 않다. 그러나 그가 제한하거나 부정한 범주는 또한 지식이다. 이것
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철학적 탐구 에 나타나는 내가 아프다는 것을
내가 안다고 전혀 말할 수 없다 (PI : 246 )는 것이다. 물론 나는 내가
아프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는다. 오히려 내가 아프다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논점은 지식의 범주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의 부정과 신앙에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지식을 부정하는 칸트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상의 분명한 증거가 지식과
확실성은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한다 (OC: 308 )는 것이다. (Gar ver ,
1994 : 274 )

칸트의 선험적 지식에 대응하는, 즉 과학적 방법론과는 다른 인지방법
은 인간의 언어게임의 다양성을 기술하는데 필요 한 것이며, 그것은 자
연의 사실, 또는 자연사의 사실로서 지식의 범주와는 전혀 다른 확실성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이 확실성의 범주에 속하는 자연의 사실, 또는
연사의 사실을 단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며, 정당화되거나 정당화
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 존재하는 삶의 형식이다(OC: 358-359 ). 바로
이 자연의 사실, 또는 자연사적 사실이 동시에 선험적인 것이기도 하다.
선험적 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 안에 내재하는 것
이며 동시에 과학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실험적 지식, 과학
적 증명, 실험적 반박, 경험적 정당화 등등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
다. 우리는 자연 세계의 특성을 우리 언어나 행동 안에 침투하는 요소나
범주로, 그리고 질문하거나 질문될 수도 없는 원초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에 수반되는 경험적 탐구의 틀이나 기초를 제공한
다. (Gar ver , 1994 : 274 )

24. 가버가 주장하는 비트겐슈타인의 선험적 자연주의는 논리철학논
고 에서 의미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던 초월적 대상으로서 세계의 실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적이고 자연적 세계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다는 입
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의 실체가 담당했던 형이상학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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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에서는 자연의 사실이나 자연사의 사실들이
담당하고 있다. 물론 가버가 지적하듯이 철학적 탐구 에서 철학의 영역
안으로 사실적 진술들이 새롭게 들어온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이런 종
류의 사실적 진술, 즉 자연사적 기술에 의해 지적되는 사실적 진술들이
담당하는 역할과 기능이다. 바로 이 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분석진술과
종합진술의 표면적인 차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모든 언어놀이는 낱말과 대상들이 재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 의거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의자라는 것을 2×2=4라는 것과 동일한 엄격성을 가
지고 배운다. (OC: 455 )
12×12=144라는 점에 관해서 내가 오류를 범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제 우리는 수학적인 확실함을 경험 명제들의 상대적 불확실함과 대비시킬
수는 없다. 왜냐하면 수학적 명제는 우리의 그 밖의 삶의 행동들과 어떤
방식으로도 구별되지 않는, 그리고 망각함과 간과함과 미혹과 같은 방식으
로 내맡겨져 있는 일련의 행동들에 의해서 획득되어졌기 때문이다(OC:
651).

적어도 이런 의미에서 분석진술만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우연적인
것처럼 보이는 종합진술도 어떤 맥락 속에서 분석진술이 지니고 있는 그
런 확실성과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이 지니고 있는
확실성이나 필연성은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25. 가버가 인용하듯이 비트겐슈타인은 바로 이러한 진술들이 정당화나
부당화를 넘어서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받아들
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것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가? 가버에 의하면 이것은 자연사의 사실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자연사의 사실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근
거란 없다. 가버가 주장하는 이 원초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물
음을 던질 수도 있다.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되는 일반적이고 친숙한 사실
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사실의 진리성에 대해서 의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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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
로 우리 언어가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20 )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나름 대로 작용하고 있는 우리 일
상언어의 가능성을 해명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언어의 가능 근거로서

20 )

어떻게 언어가 가능한가 라는 비트겐슈타인의 가장 중심되는 문제가 가지고 있
는 칸트주의적 특성은 논리철학논고 나 그의 후기 저작에서 단순한 사실의 세계
의 존재를 선제하고 있다 고 가버는 말하고 있다(Gar ver , 1994 : 275 ). 바로
점을 가버는 비판적인 선험철학의 특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칸트는 우선적으로
어떤 실재론을 당연하게 여긴다. 어떻게 지식이나 판단이 가능한가 라는 칸트의
질문 형태는 그러한 실재론을 선제한다. 그 질문은 지식과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
칸트나 비트겐슈타인이 물었던 방식으로 무엇이 어떻게 가
을 선제하고 있다.
능하냐고 묻는 것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선제한다.
칸트나 비트겐슈타인
은 공통적으로 외부 세계의 존재를 가정하였고, 이러한 가정을 정당화하는 그 어
떤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았다. (Gar ver , 1994 : 8- 10 ) 정당화할 필요조차 없
당연하게 선제할 수밖에 없는 이 실재론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에서
자연사적 사실이다.
철학적 탐구 에서 비트겐슈타인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우리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무수
히 다양한 언어게임을 습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문법은 언어들을 가능하
게 만드는 규칙의 관점에서 언어를 기술한다는 것, 문법적 진술을 한다는 것은 비
록 원초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보편적인 언어게임의 하나라는 것이다. (Gar ver
1994 : 273 ) 가버의 이러한 지적은 선험철학이 사실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문제에 대한 권리 근거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가
버가 지적하듯이 선험적 질문은, 가령 어떻게 언어가 가능한가 의 질문은 언어
의 사실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사실성이 부정된다면, 바로 그러한 사실에 대한
리 근거를 묻는 작업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곧 그러한 사실을
정당화되지 않는 근원적 확실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당연하게 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사실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를 묻는 것이 바로 선험철학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런 의미에서 칸트가
당연한 것으로 인정했던 경험적 실재론의 정당성을 묻는 것이 바로 칸트의 철학
의 과제였고, 그림적 언어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논리적 조건을 추구했던
것이 바로 논리철학논고 의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의 과제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가버가 주장하는 자연사적 사실들은 동물적 믿음 으로
먼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어 가능성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조건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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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연적 사실들을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그것은 논리철학논고 의 침
묵처럼 더 이상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이다. 적어도 이런 의미에서 가버가 강조하는 자연의 사실이나 자연사의
사실은 그것이 바로 편안한 확실성 을 가진 특수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
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바로 선험적 기
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철학적 질문에 대한 상식적 답변이란 있을 수 없다. 철학자들의 공격
에 대항해서 철학자의 난제를 해결함으로써만 상식을 옹호할 수 있다. 즉
상식적인 견해를 재서술함으로써가 아니라, 바로 상식을 공격하는 철학자
의 동기를 치유함으로써만 상식을 옹호할 수 있다.
상식에 대한 철학
자의 불일치는 더욱 정교한 사실에 대한 지식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
다. (BB: 59 )

가버가 주장하는 자연사의 사실들은 비트겐슈타인이 말하고 있는 상식
적 사실과 아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철학의
문제는 단지 자연사적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들에 대한 특수한 인지에 의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연사적 사실과 그 기술은 무리하게
우리 언어의 한계를 넘으려는 형이상학적 충동과의 관계에서 그 중요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언어의 가능근거로서 자연사적 사
실이 담당하는 기능이나 삶의 형식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삶의 특수한
내용이 아니라, 그러나 내용들이 담당하는 형식의 개념이다. 바로 이 점
서 가버의 해명은 이미 우리가 구분했던 기술적 형이상학과 구성적 형이
상학의 기능을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
26. 이 점을 보이기 위해서 사실적 질서와 언어적 질서의 구분이 필요
하다. 비트겐슈타인은 사실적 질서의 차원에서 실재하는 것은 바로 가버
가 주장하듯이 사실의 세계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논리와 언어의 세계는
언어적 질서와 지향적 질서에 속한다. 우리는 이 질서가 작동하는 방식을
오해함으로써 초월적 대상이나 보편자의 존재를 가정한다. 이것이 바로

342 □ 김 영 건
사변적 형이상학이 우리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모습
이다. 그러나 언어적 질서가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자연적 삶에 근거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그 어떠한 구성적인 형이상
학적 결론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
동시에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과학적 형이상학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즉 언어적이고 개념적인 질서가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자
연적 삶과 거기에서 배태되어 나오는 규범적 필연성 때문에, 이 질서는
단지 사실적이고 인과적 차원의 문제로 환원되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이 규범적 필연성을 정당화할 수 없고 또 논리철학논고 에서 처럼 그것
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과학의 언어를 포함해서 우리의 언
어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범적 필연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서 셀라스(W.Sel l ar s )가 발견
해 낸 통찰이다. 적어도 이 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이 필연성
이나 가능성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사적 사실성의 기술
에만 관계한다는 가버의 주장은 옳지 못하다. 21)
27. 셀라스는 칸트의 현상과 실재의 구분에 따라 논리철학논고 의
과학언어를 실재에 대한 이상적 언어로, 반면에 철학적 탐구 의 일상
언어는 현상의 언어로 파악하고 있다. 셀라스는 우리의 일상적 세계, 즉
칸트의 현상 세계를 현시적 영상(mani fes t i mage )의 세계라고 부르고,
반면에 칸트의 물자체의 세계를 과학적 영상의 세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셀라스의 해석에 의하면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논고 는 셀라
21) 햄린은 스트로슨의 기술적 형이상학을 다음처럼 비판하고 있다. 스트로슨은 기
술적 형이상학이 우리 개념적 체계를 단지 기술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유형
의 형이상학에 속하는 칸트는 인간 오성에 나타난 대로 실재를 단지 기술하는 것
보다 그 이상의 것에 관계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칸트가 보여주었듯이 그의 비판
철학은 경험독립적인 종합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칸트는 이러한 판단이 경험독립
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연적 진리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D. W
Haml yn, op. c i t . , p. 4 ). 스트로슨이 규정한 기술적 형이상학에 대한 햄린의
논점이 마찬가지로 가버에게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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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과학적 영상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이상적 과학( i deal sc i ence )의
논리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22 )
28. 물론 가버가 비판하듯이 논리철학논고 는 필연성을 단지 논리적
필연성으로 한정시킴으로써23 ) 과학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과성의 법칙은 법칙이 아니라 법칙의
형식 (TLP: 6. 32 )이라는 비트겐슈타인의 언명에서 알 수 있듯이 비트겐
슈타인은 필연성이나 인과성을 사물적 질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
적이고 언어적 질서에 속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인과성이나 필연성
이 개념적이고 언어적 질서에 속하는 논리적 형식인 한에 있어서 그것은
원자명제에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것이다. 24 ) 적어도 이런 의미에서 논리
철학논고 의 과학관을 가버가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사실에 대한 서술
로만 특성지울 수 있는 기술적 과학관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29. 셀라스가 주장하는 이상과학은 관찰적인 경험적 명제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론적 대상을 언급하고 있는 비관찰적인 이론
22 ) R. J . Ber s t e i n, Se l l ar s ' Vi s i on of Man- i n- t he-Uni ver se , Rev i ew
Met aphy s i cs , 77(1966 ) 참조.
23 )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강요는 없다.
재하는 유일한 필연성은 논리적 필연성이다. (TLP: 6. 37 )라고 비트겐슈타인은
말하고 있다.
24 ) 셀라스는 인과성에 대한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인과법칙이
란 존재론적 의미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
장한다. 즉 인과법칙은 실재에 대한 기술적 내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과학언어
서 일종의 규범적 작용을 하는 규칙이다. 이런 의미에서 셀라스는 인과법칙을 질
료적 추리규칙(mat er i a l r ul es of i nfer ence )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추리규
그 규칙 안에 비논리적 용어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논리적 추리규칙인 형식적 추
리규칙( for ma l r ul es of i nfer ence )와 구분된다(Gar y Gut t i ng, Phi l osoph
Sc i ence , Synop t i c Vi s i on(Not r e Dame : Uni ver s i t y of Not r e Dame Pr ess
1977 ), pp. 89- 90 참조).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료적 추리규칙으
서 인과성은 비트겐슈타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념적이고 언어적 질서에 속하는
논리적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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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명제로서 이루어져 있다. 기술적 과학관을 주장하는 논리적 실증주의
나 논리적 경험주의는 과학의 이론적 명제들을 단지 해석되지 않은 형식
적 논리체계로서 간주하지만, 그러나 셀라스는 과학의 이론적 명제가 다
른 과학이론으로 번역될 수 있는 의미를 지니며, 더 나아가 과학이론에
서 경험적 명제보다 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
은 경험적 현상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기능을 하며, 또 그 설명이 참이라
면, 즉 실재에 대한 적절한 그림이라면, 설명과정에서 도입되는 이론적
대상은 비록 비관찰적이지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
과학적 실재론을 함축하는 이상과학에 대한 셀라스의 주장처럼 마찬가
지로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논고 에서 지향적이고 개념적 질서에 속
하는 명제의 의미는 명제의 참이나 거짓에 선행하고 있다. 25 ) 더 나아가
오직 명제만이 의미를 지니며, 명제의 연쇄망 속에서만 이름은 그 지칭
을 갖는다 (TLP: 3. 3 ). 원자명제가 일련의 이름들로 구성된 것이고, 이
이름들이 그에 대응되는 대상이나 세계의 실체를 지칭한다면, 이러한 가
능성은 이미 의미의 전체적 연쇄망을 선제할 수밖에 없다. 26 ) 이런 의미

25 ) 명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이 참이라면 그 경우인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이 참인지를 알지못하면서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
다. (TLP: 4. 024 )고 비트겐슈타인은 말하고 있다. 햄린은 비트겐슈타인의 이러
언명이 진술의 진리조건을 알려면 그 진술이 수행되는 맥락 속에서 그것을 볼
뿐만 아니라, 그 맥락이 함축하는 바를 모두 볼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
고 주장한다(D. W. Haml yn, The Theory of Knowl edge (N. Y. : Doubl eday,
1970 ), pp. 67-68.
26 ) 이 점과 관련해서 셀라스는 진리의 의미와 진리의 규준을 구분하고 있다. 진리
주어진 언어체계 안에서 의미론적 규칙과 규범에 따른 의미론적 주장가능성
(semant i ca l asser t i bi l i t y )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의 의미개념을 갖고서
는 사실의 문제에서 성립되는 특정한 진리의 규준을 결정하지 못한다. 비록 우리
가 특정한 진리의 규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언제나 진리의 의미, 즉 의미론적 주장
가능성의 규범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것으로부터 사실적 문제에 성
립되는 특정한 주장의 참과 거짓이 결정되지 않는다. 사실적 영역에서 성립하는
특정한 주장의 참과 거짓은 의미론적 규칙에 의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재의 사
태에 의존하기 때문이다(W. Se l l ar s , Sc i ence and Me t aphy s i cs (London
Rout l edge & Kegan Paul , 1968 ), pp. 131- 1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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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쇄망 속에서 원자명제는 사실과 실재를 그림그린다.
명제는 그 의미를 보여준다. 만약 명제가 참이라면 어떻게 사물들이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TLP: 4. 002 )
대상은 오직 이름불러질 수 있다. 기호는 그 표상물들이다. 나는 오직
그것에 관해서 말할 수 있다. 나는 그것을 단어로 옮길 수 없다. 명제는 사
물들이 어떤지를 말해주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는
다. (TLP: 3. 221)

명제가 실재를 그림그리지만, 그러나 명제는 실재의 구성 요소인 대상
에 대해서 단지 명명할 뿐이지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주지 못한다. 27 )
논리철학논고 의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의 과제로 삼았던 것이 세계에
관해 참인 명제를 서술할 수 있는 주장적 기능 속에서 언어가 사용되기
위해서 언어가 만족시켜야만 하는 필요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답
변하는 것이라면, 그 대답은 논리적 공간의 연쇄망 속에 변경되지도 않
고 지속적이며 비경험적인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8 )

만

약 과학이 세계나 실재에 대한 참인 명제로 구성되어 있다면, 과학언어
가 만족해야만 되는 논리적 조건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답변은 단지 경
험적 사태를 서술하는 기술적 과학관에 적용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오히려 비트겐슈타인의 답변은 하여튼 실재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상적 과학이 만족해야만 하는 논리적 조건에 관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셀라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비트겐슈타인의

그림그리기

27 ) 셀라스는 바로 이 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원자명제를 통해 주장하는 대상이란 개
별자라고 주장한다. 개별자와 개별자를 관계맺는 연쇄망은 유사의미론적 관계이
다. W. Se l l ar s ,
Nami ng and Sayi ng , Sc i ence, Percep t i on an
Real i ty (London : Rout l edge & Kegan Paul , 1963 ), pp. 225-246 참조.
28 ) E. D. Kl emke , Popper ' s Cr i t i c i sms of Wi t t gens t e i n ' s Tr act at us , P
Fr ench ed. , Mi dwes t St udi es i n Phi l osophy : The Foundat i ons o
Analy t i c Phi l osophy (Mi nneapol i s : Unvi er s i t y of Mi nnesot a Pr ess , 198
p.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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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 ct ur i ng )의 개념은 단지 경험적이고 사실적이며 기술적인 것이 아니
라, 이론적이며 설명적이고 사실적인 것이다. 29 )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원자명제는 과학언어가 실재와 관련맺기 위해서 요구되는
이상적 조건이며, 바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비로소 과학언어는
실재의 구조를 반영할 수 있다. 적어도 이런 의미에서 논리철학논고 의
과학언어는 바로 자연적 형이상학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재론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다.
30. 이러한 이상과학의 실재론적 세계가 점진적으로 세계에 대한 완전
한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다. 그러나 자연적 형이상학의 주장과 다르게
비트겐슈타인은 바로 이 그림의 한계, 과학언어의 한계를 규정짓고 있다
따라서 논리철학논고 에서 비트겐슈타인이 규정했던 과학의 한계는 바로
과학적 형이상학이 가능할 수 있는 과학적 실재론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과학의 한계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바
로 완전한 형태에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 과학의 선천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논리철학논고 에서 주장되는 언어의 한계란
과학적 실재론의 한계이며, 동시에 과학적 형이상학의 한계라고 할 수 있
다. 비트겐슈타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과학주의에 대한 비판은 바로 과
학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다
과학이 실재론을 함축하는 이상, 그것은 우리가 이미 지적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주장들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정당화할 수 없는 근원적인 한
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Ⅴ. 구성적 형이상학과 윤리
31. 과학언어의 이러한 한계는 논리철학논고 의 언어관을 비판하는
29 ) W.
Se l l ar s ,
Sc i ent i f i c Rea l i sm and Ir eni c Ins t r ument a l i
Phi l osophi cal Per spect i ve (I l l i noi s : Char l es C. Thomas , 1967 ), p.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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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철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과학언어는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에서 우리의 언어를 대표하는 유일한 것도 아니고, 우리 언어의 본
질적 측면도 아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사실로부터 무의미한 것으로
규정되었던 형이상학의 구성적 기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
다. 여전히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후기 철학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서 부정적이고 회의적이다. 30 ) 바로 이 점에서 논리철학논고 가 논리적
실증주의에 의하여 반형이상학적인 저작으로 간주된 것과 마찬가지로
철학적 탐구 도 일상언어 학파들에 의해 반형이상학적 저작으로 간주되
고 있다. 가령 윌쉬(W.H. Wal sh )는 다음처럼 말하고 있다.
무어와 비트겐슈타인의 영향으로 만약 비철학자들에 의해서 폭넓게
수용되는 믿음이 거절된다면, 또는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의 방식을 우리가 포기한다면, 철학적 명제가 참일 수 있다는 사실은 그
것이 바로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
바로 정설로서 굳어져 있다. 31)
논리철학논고 나 철학적 탐구 에 있어서 올바른 철학의 방법은 형이상학 앞에
서 멈춰 서는 것이다. 이 두 저작에서 이것은 형이상학자들은 그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 표현에 의미를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가능하다. 논리철학논고
에서 형이상학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 표현을 실재의 요소와 연관시키지 못
하며, 철학적 탐구 에서는 그 표현을 언어게임 안에 적합하게 만들 수 없다.
케니는 지적하고 있다 (A. Kenny, Wi t tgens t e i n(Har mondswor t h : The
Pengui n Pr ess , 1973 ), p. 231 ).
31) W.H. Wa l sh, Met aphy s i cs (N. Y. : Har cour t , 1963 ), p. 112. 비트겐슈타인의
학에서 나타나는 반형이상학적 경향에 대해서 로만노스는 다음처럼 말하고 있다
언어나 이론과학의 고찰로부터 분리된 그 자체 실재로 존재하는 것으로 세계에
대한 언급은 이해할 수 없고 비정합적이며 무의미한 것으로 고려된다.
이러한
반형이상학적 접근은 초기 비트겐슈타인이나 논리적 실증주의에 의해서 극적으
로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후기 비트겐슈타인이나 비트겐슈타인에게 강하
게 영향받은 일상언어의 철학자, 가령 햄프셔, 툴민, 스트로슨 등의 태도 속에
도 지속된다. 이 언어적 칸트주의자들은 우선적으로 치유적 분석, 개념사, 기
과학철학의 관점에 선 인식론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궁극
적인 관심은 어떤 실재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언어적이고 개념적인 체계 그 자체
이다 (G. D. Romanos , Qui ne and Analy t i c Phi l osophy (Massachuset t s :
The MIT Pr ess , 1983 ), p. xv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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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명료하게 언어의 한계를 규정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어의 한계는 존재한다. 더 나아가 형이상학은 여전히 이러한
언어의 한계를 넘으려는 충동의 표현이며, 따라서 무의미에 불과하다는
것이 바로 전기철학과 후기철학을 관통하는 비트겐슈타인의 일관된 주장
이다. 그의 후기 철학에서도 비트겐슈타인은 형이상학에 대해 여전히 비
판적이며, 여전히 형이상학을 침묵의 대상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논리철학논고 에서와 마찬가지로 과학적 형이상학에 대해서도 여전히
비판적이다. 과학은 자신이 작용하는 장소에서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
하지만, 그러나 그 영역의 경계선을 넘자 마자 우리를 암흑으로 이끈다.
철학자들은 그들의 눈 앞에서 끊임없이 과학의 방법을 보고 있고, 과
학이 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묻고 대답하려는 피할 수 없는 유혹에 빠진다.
그러나 이것은 철학자를 완전한 암흑 속으로 이끈다. 어떤 무엇을 다른 무
엇으로 환원하거나 어떤 것을 설명하려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일이 아니라
고 말하고 싶다. (BB: 18 )

후기철학은 이러한 암흑으로 향하는 동기가 바로 일반성에 대한 갈망
과 본질주의라고 주장한다(BB: 17- 18 ). 바로 이러한 동기 때문에 비록
나타난 양태는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과학적 형이상학이나 체계적인
사변적 형이상학은 동일한 구조 위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32 )
32. 형이상학의 무의미성을 지적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과학적 형이상
학이나 과학의 한계를 규정할 수 있는, 따라서 분명히 우리가 침묵할 수
밖에 없는 어떤 무엇이 존재한다. 우리가 여기에 이르르면 단지 침묵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비록 사변적이
32 ) 이 점에 대해서 케니(A. Kenny )는 다음처럼 말하고 있다. 이미 논리철학논고
의 시대에서부터 비트겐슈타인은 형이상학 을 철학을 오해하는 용어로 사용하
고 있었다. 즉 형이상학은 자연과학으로 오해된 철학이다. 후기에도 그는 이러
견해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다. 즉 청색책 에서 그는 형이상학적 질문의 특
색은 과학적 질문의 형태로 단어의 문법에 관한 불명료성을 표현한다는 것 (BB:
35 )이라고 쓰고 있다. (A. Kenny, op c i t . , p.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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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론적 형이상학이 무의미에 불과하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형이상학
적 충동이 무가치하지 않다는 것이 비트겐슈타인의 일관된 입장이며, 이
것이 바로 논리적 실증주의이나 과학적 형이상학과 구분되는 비트겐슈타
인의 독특한 입장이다. 오히려 이 점을 무시하고 간과하는 것이 바로 과
학적 형이상학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33. 과학적 형이상학의 구체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유물론과 실재론
이 비록 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실재와 언어의 공통적 구조인 논리적
형식이나 문법적 구조를 선제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과학언어가 과
학언어로서 기능하기 위한 조건이며 동시에 과학언어의 경계를 구분짓는
제약조건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 하에서 과학언어가 가능하다고 할지라
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대답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문제로서 형성되지도 않는 기묘한 문제들이 있다.
그 대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또한 그 문제조차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수수께끼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질문이 질문으
로서 구체화될 수 있다면, 그것은 또한 답변될 수 있어야 한다. (TLP:
6. 5 )

이런 맥락에서 그는 모든 가능한 과학적 질문들이 다 답변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삶의 문제는 손도 대지 않은채 남아 있다고 우리는 느
낀다. 물론 이때 남아 있는 질문이란 없으며, 이것 자체가 바로 대답이
다. (TLP: 6. 52 )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문제 자체를 사라지게 만드는데 놓여 있다. (TLP: 6. 521)33 ) 그러나
분명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 그것들은 그 자신을 스
스로 나타내 보인다. 그것들이 바로 신비적인 것이다. (TLP: 6. 522 )
삶의 의미, 즉 세계의 의미, 이것을 우리는 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
33 ) 문제 자체를 사라져 버리게 만드는 해결은 자연과학의 그 어떠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니다 (TLP: 6. 4312 )라고 비트겐슈타인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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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믿는다는 것은 세계의 사실들이 문제의 끝이 아님을 보는 것을 의
미한다. (NB: 73- 74 )

과학적 형이상학이 담당할 수 없는 이 침묵의 문제, 즉 비과학적 형
이상학으로서 철학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가정된 이 문제들은 언어의
한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또한 한계는 전체성의 개념과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34 ) 우리는 전체로서 언어의 한계를 뛰어 넘으려
는 충동을 가지고 있다. 비록 이러한 충동은 이미 지적한 것처럼 질문이
나 답변의 형태로 표현될 수 없는 무의미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무의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어의 한계를 뛰어 넘는다고 비트겐슈타인
은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어의 한계를 뛰어 넘는다. 이 언어의 한
계를 뛰어 넘는 것을 키에르케고르는 이미 인지하였고, 역설을 뛰어 넘는
다는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표현했다. 언어의 한계를 뛰어 넘는 것은 바로
윤리이다. 가령 윤리적 지식이 있을 수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선이 정의
될 수 있는지 등의 윤리에 대한 모든 헛소리를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윤리학에서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과 상관없
고, 결코 상관될 수도 없는 어떤 것을 언제나 말하려고 시도한다. 선에 대
한 정의로 그 어떤 답변을 제시하던 간에 그것이 사람들이 실제로 의미하
는 본래적 문제에 대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오해에 불과하다는
것은 선천적으로 확실하다. (HBD: 81)

언어의 한계를 뛰어 넘으려는 형이상학적 충동은 언어적 무의미에 불
과하지만, 그러나 윤리를 통하여 형이상학적 충동은 언어의 한계를 뛰어
34 ) 과학이 담당할 수 없는 이 침묵의 문제에 대해서 가버는 구체적으로 다음처럼 지
적하고 있다. 의미 있는 명제는 비트겐슈타인이 직면했던 삶의 문제, 논리학
의미론 뿐 아니라 삶의 의미에 연관되는 문제, 중요함과 사소함, 심오와 피상성
미와 추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지 않는다. (Gar ver , 1995: 126 ) 또 햄
에 의하면 칸트는 사변 형이상학을 신, 자유의지, 영혼 불명성이라는 주제의 관
에서 특성지웠는다(D. W. Haml yn, op. c i t . , p. 2 ). 칸트가 사변 형이상학의 주
라고 간주한 문제들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이 주장하는 침묵의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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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고 언어적 무의미로부터 벗어난다. 분명히 비트겐슈타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윤리는 단순한 지식의 대상으로서 윤리가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윤리의 본성은 윤리에 대한 헛소리를 잠재울 정도로 강한
침묵을 동반하고 있다. 적어도 이런 의미에서 윤리의 본성은 언어적이거
나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실천적인 것이다. 바로 우리는 윤리적이
고 도덕적 실천을 통해 언어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형이상
학적 충동은 보존된다. 35 )
34.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형이상학을 바로 이러한 도덕적 실천 속
에 위치시키고 있다. 이런 한에 있어서 비록 과학이 강력한 성공을 거둔
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지니고 있는 형이상적 충동을 잠재우지
못한다. 오히려 과학의 성공은 우리를 암흑에로 이끄는 잘못된 형이상학
적 경향을 야기시키며, 바로 과학적 형이상학이란 이런 경향의 표현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이 모든 문제에 이론적 설명력을 통해 답변
을 제시한다고 해도, 문제로서 형성될 수도 없고 답변될 수도 없는 형이
상학적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적어도 이러한 문제들이 문제로서
형성될 수도 없고 답변될 수도 없는 언어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경향
을 나타나는 한에 있어서 형이상학에 대한 접근은 사변적이고 이성적인
성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신비와 경이에서 비롯되는
윤리적 실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36 ) 이것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이
바라본 형이상학의 진정한 본성이고, 이러한 본성은 언어의 가능성과 한

35 ) 뉴톤 가버는 미국 철학계에 미친 비트겐슈타인의 진정한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말
하고 있다. 그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주요한 큰 줄기를 이
하지 않고 잔가지만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가버는 비트겐슈타인에게서 철저하
게 무시된 측면으로서 논리철학논고 의 전체론과 윤리적 충동이라고 지적하고
있다(Gar ver , 1994 : 74 ).
36 ) 김영건, 비트겐슈타인과 삶의 의미 , 언어철학연구 Ⅰ (서울: 현암사, 199
pp. 169-210는 언어와 비언어의 한계를 긋는 비트겐슈타인의 기본적 동기가 바로
윤리적인 것이며, 이 윤리성을 칸트의 철학과 연관해서 해명하고 있다. 즉 형이
학의 진정한 구성적 기능은 침묵적인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통해 가능할 수 있다

352 □ 김 영 건
계를 규명하는 철학을 통해 보존된다.
말할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말할 수 없는 것을 지시할
수 있다. (TLP: 4.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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