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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소 기 석* 

최근 종교철학에 있어서 종교언어문제가 부각된 것은 분석철학의 검증이론에서 

비롯되었다 영국의 대표적인 분석철학자 A. J Ayer(에이어)는 자신의 검증이론 

에 비추어서 모든 명제의 유의미성의 기준은 그것이 경험적으로 검증가능한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에이어는 형이상학적 명제， 윤리적 명제， 종교적 명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자신 

의 검증이론을 적용시켰다. 이에 따라서 그는 모든 형이상학적， 윤리적， 종교적 명 

제는 경험적으로 검증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종교철학자들은 에이어의 검증이론에 맞서서 종교언어의 유의미성을 주장 

하였다. 

J. Hick(존 희)은 종교언어 또한 검증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종교 

언어는 종말론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으로 R.B. Braithwaite 

(브레이트웨이트)는 종교언어의 비 인식론적 성격을 주장하였다. 브레이트웨이트는 

종교언어는 경험적인 차원이 아니라 도덕적인 의지의 차원이라고 말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종교언어는 경험적인 검증기준에 따르지 않고 도덕적인 의지에 따라 유 

의미성의 기준을 삼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에이어의 검증이론을 둘러싼 종교언어의 유의미성의 논쟁은 이론상 

* 서울대 종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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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에 그쳤을 뿐 실천적인 변， 즉 종교언어가 현재상황과 만날 때 발생되는 

문제지평을 간과하였다. Ludwig Wittgenstein(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종교언어 

는 독자적인 규칙을 가지고 다른 언어게임(Lan당uage game)과 함께 공존하는 하 

나의 언어게임이며 그것이 처해 있는 현재상황과 깊게 관련을 맺고 있다. 종교언 

어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상황 안에 있으며 그 안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부딪쳐 답 

변을요구받는다. 

비트겐슈타인은 종교언어의 유의미성은 이성이나 증명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 

라 신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종교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자의 삶의 형식파 

깊게 연관을 맺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D.Z. Phillips(필립스)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종교철학자들은 비트겐슈타인의 

이러한 사상에 기초하여 신앙형태주의(Fideism)라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비트겐슈타인 신앙형태주의라는 말은 K. Nielsen(닐슨)이 가장 먼저 사용했는 

데， 그는 이 말을 첫째로 모든 종교적 개념은 그 개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삶의 형식’을 이해할 수 있는 내부인(an insider)의 입장에서만 충분하게 이 

해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며， 둘째로 종교 개념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그 개념을 만들어 낸 ‘삶의 종교적 형식’에 직접 ‘참여하려는 의향’을 가진다는 의 

미로 사용하였다. 

P. Winch(원~])는 신의 실체라는 개념은 이러한 신의 개념이 체현된 종교적 

삶의 형식 안에서만 알 수 있으며， 그 안에서만 주어진다고 하였다. 

G.E. Hughes(휴즈)는 종교언어는 오랜 동안 존속해 왔던 기정사실(fait 

accompli)이며， 언어의 다른 부분이 할 수 없는 어떤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하였 

다. 또한 휴즈는 종교적 진술들은 일관된 방식으로 전체로서， 그 자신의 고유한 

질서의 방식 안에서， 그 자체로서 완전한 형식(in order just as they are)이라 

고하였다. 

R. Cobum(코번)은 휴즈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담화는 그 자체 완전한 형식이 

라고 하였으며， 종교적 담화는 종교적인 한계물음{limiting question)에 대한 답 

변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필립스는 종교언어를 삶의 형식과 연관지음으로써 종교언어의 객관성을 확보하 

고자 하였다. 필립스는 기도의 개념을 분석하면서， 기와 기도동}는 자의 삶에서 

유리될 때 무의미해지며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종교언어의 현재상황(혹은 문제지평)에 초점을 맞추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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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이론들이 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Hans-George Gadamer(가다머)는 전승(Uberlieferung)되어 온 종교적 텍스 

트와 그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해석자와의 만남을 질분과 대답의 변증법적 구조로 

파악하였다. 종교적 텍스트를 이해하그녀 하는 해석자가 전숭된 텍스트에 의해 영 

향을 받고 있음을 의식할 때 비로소 해석학적 경험이 발생하게 된다. 해석학적 경 

험이란 해석자가 전숭된 텍스트를 자신의 상횡에 홉수하여 그것을 재구성하교I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승된 텍스트에 권위를 둠으호써 자신의 지평을 텍스 

트의 지평 안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해석자는 전숭된 텍스트에 어떠한 

설명이나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텍스트의 말건댐에 귀를 기울이므로써 자신의 물 

음에 대한 대답을 텍스트 안에서 찾아야 한다. 텍즈Lξ는 그 안에 대답을 가지고 

해석자의 문제지평으로 나아간다. 하이데거에 있어서는 전숭된 텍스트로 하여금 

자체반성을 하도록 요구하지만 가다머에 있어서는 텍스트의 대답지평이 해석자의 

물음지평으로 하여금 자기반성을 요구한다. 예를 들자면 성서의 기적사건과 현대 

의 과학적， 기술적 사고방식이 만났을 때， 해석자는 과학적， 기술적 사고방식이라 

는 자신의 현재 물음지평을 성서의 기적사건이라는 텍스트의 대답지평에 비추어서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석자의 입무는 텍스트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혁과 브레이트웨이트가 문제회피(종교언어의 현재 상 

황을 간과한 것)를， 가다머가 문제풀이를 했다면 비트겐슈타인은 문제해소를 시도 

하였다. 

비트겐슈타인은 문제의 해결은 문제의 해소에 있다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종교 

언어가 만나는 현재상황을 가다머와 같이 문제지평으로 보지 않고 종교언어가 활 

동하는 생활공간으로 보았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게임으로 파악했는데 이 게임이야말로 질문과 대답의 

변증법적 구조가 해소되는 場이라고 할 수 있다. 후기에 이르러서 비트겐슈타인은 

종교언어를 전기의 그림이론에서처럼 닫혀진 계(fielcl)로 보지 않고 먹고 마시고 

걷는 것과 같은 자연사의 일부로 보았다. 다시 말하자면 후기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종교언어는 살아 움직이는 생동적인 삶의 언어인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이 

언어를 게임으로 비유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게임은 우선 통일된 규 

칙에 따라 행해짐과 동시에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축구라는 게 

임을 보자. 축구라는 게임을 하는 팀들은 동일한 규칙과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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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 게임을 하지만 한 팀은 우수한 경기를 벌이는 가 하면 다른 한 팀은 저 

조한 경기를 벌이는 등 차이가 난다. 그리고 축구와 같이 공을 가지고 하는 게임 

에는 핸드볼， 농구， 야구 등 다OJ'하게 있다. 그렇지만 축구라는 게임은 핸드볼과 

다른 규칙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축구라는 게임의 규칙으로 핸드볼이라는 게임을 

판단할 수 없다. 이를테면 축구라는 게임에서 골키퍼를 제외하고 선수들은 공을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핸드볼 게임에서는 선수들이 공을 손으로 잡고 게임을 한 

다. 이때에 핸드볼 게임을 하는 선수들이 공을 손으로 잡고 게임을 하는 데 대해 

서 축구선수들이 자신의 규칙에 따라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언어도 규칙이리는 통일성과 함께 다양한 규칙으로 행해지는 

다양한 언어게임이 존재한다 과학이라는 언어게임은 가설이나 확률이라는 규칙에 

따라 행해지는가 하면 철학이라는 언어게임은 인식이나 지각이라는 규칙에 따라 

행해진다. 또한 교리나 믿음이라는 규칙에 따라 행해지는 종교언어게임 안에서도 

각각의 종교언어게임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 기독교는 이 세계를 절대적 유일 

신의 은총과 구원의 섭리로 본 데 반하여 불교는 이 세계를 욕망과 고통의 세계 

로 보고 해탈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한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언어와 게임의 결합은 많은 장점과 독특한 의미를 지 

니게 된다. 우선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이론은 혁과 브레이트웨이라 간과한 

종교언어의 문제적 상황을 고려하였고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자칫 범하기 쉬운 종 

교언어의 세속화문제와 가다머에 있어서 종교언어의 교리적 독단성의 문제를 이울 

러 극복하였다. 

또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이론은 종교언어를 신지들의 내면 속에 자리잡고 

있는 심리적인 것이나 세속언어를 초월해 있는 신비적인 언어로 보지 않고 삶의 

현장 안에서 호흡하는 생생한 언어로 보았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종교언어 

는 더 이상 닫혀진 설명의 논리나 문제풀이방식으로 존재하지 않고 삶의 과제로 

떠맡겨져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이론이 많은 장점과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구획화 문제， 즉 다oJ'한 언어게임 사이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남아 있게 된다. 비트겐슈타인은 가족유사성의 개념을 통해 이 문제를 극 

복해 보려고 하였지만 과연 가족유사성이란 개념이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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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분석철학과 종교언어문제 

1. 분석철학과 종교언어문제 

비엔나학파의 대표적인 사상가 R. Carnap(카르납)은 분석철학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창하였다. “목표는 통일과학(Einheits Wissenschaftl을 이룩하는 것， 즉 

실재에 관해서 인간이 알아낼 수 있는 모든 지식이 물리학과 심리학， 자연과학과 

문학， 철학과 개별과학하는 식으로 서로 아무런 관련없이 따로따로 성립하는 학문 

으로 분열되지 않고 하나의 체계로 통일된 학문을 이룩히는 것이다. 이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은 경험과학의 개념의 의미와 문장의 의미를 이것들이 지닌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을 밝힘으로써 명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형 

이상학적 문제와 형이상학적 주장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밝혀 내어 제거해 내는 

데 도움이 되는 논리적 분석방법(Peano， Frege, Whitehead, Russell을 거치면 

서 완성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1) 

차르납은 통일과학의 수립을 위해서 검증기준을 개발하였다. 그는 이러한 검증 

기준에 의해서 모든 명제의 유의미성을 판가름하였다. 카르납은 이 기준에 의해서 

형이상학적 명제를 포함해서 검증 불가능한 모든 비논리적 명제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에이어는 그의 검증이론을 ‘강한 의미’로서의 검증가능성과 ‘약한 의미’로 

서의 검증가능성으로 구별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자신의 검증원리는 약한 의미에 

서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그것의 진리가 결론적으로 경험 안에서 설치 

될 수 있다면， 나는 한 명제는 그 개념의 강한 의미로서 검증될 수 있는 것이며， 

만약 경험으로 하여금 그것이 표현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약한 의 

미에서 검증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에이어는 형이상학적 진술들이 

관찰될 수 있는 어떤 것을 서술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것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 

로 검증될 수 있는 진술들로 변형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서 철학 안에서 형이상 

학적 진술들의 제거를 주장하였다. 또한 에이어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사람들 

이 자신들의 종교적 경험의 사실에 호소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보증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본래적 의미에서의 경험적 사실과는 다르다고 주장함으로써 종 

1) Corrado, M" The Analytic Tradition in Philosophy, 곽강제 역， r분석철학J ， 서 
울， 서광사， 1988, p.71. 

2) Ayer, A. ]., Language, Truth and Logic, Penguin Books, 1975, p.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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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언어도 형이상학적 진술들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관찰 진술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이며 또한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분석철학의 검증원리에 대해서 종교언어의 독자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아 

혁의 종말론과 브레이트웨이트의 윤리론에 잘 나타나 있다. 

2. 혁의 종말론 

혁은 선의 존재가 검증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은 대단히 부정확한 것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검증한다’라는 단어 자체가 불분명하며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 

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혁은 검증가능성이리는 본래적인 의미를 고찰하고서 그의 

종말론적 검증이론을 전개하였다. 혁은 검증이라는 개념의 중심적인 의의는 몇몇 

명제의 진리에 관련된 불확실성이나 무지의 제거임을 밝히고 검증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공통적인 의도는 합리적인 회의(rational doubt)를 위한 기초들을 제거함 

으로써 그 명제의 진리를 확립시키려는 것이며 합리적인 회의는 그 명제가 진리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제거되어진다라고 하였다. 

희은 ‘여행자의 비유’를 통해서 종교언어의 종말론적 검증이론을 제시하였다. 

“두 사람이 어느 길을 따라 여행을 한다. 한 사람은 그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 

이라고 믿고 다른 사람은 그 길이 아무 곳으로도 통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러 

나 두 사람은 이 길 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길을 걷는다. 아무도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확증할 수 없다. 여행 동안에 그들은 기쁜 일도 만나고 슬픈 일 

도 만난다. 한 사람은 그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즐거운 일은 격려로 

받아들이고 슬픈 일은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를 자격 있는 시민으로 만 

들기 위한 시련과 인내의 교훈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렇게 믿지 

않고 자신의 여행을 목적 없는 방황으로 생각한다. 그는 그 일에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은 즐기고 나쁜 일은 견딘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도달하게 

되는 천국이 없고 그의 여행을 규정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목적이 없다. 단지 

길이 있을 뿐이며， 좋은 날과 나쁜 날은 그 길의 운이다. "3) 

혁은 이 비유에서 양자간의 차이는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의 궁극적인 목 

적지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 중 한 사 

람은 모든 경우에 옳았교 다른 사람은 모든 경우에 툴렸다는 것이 판명 난다는 

3) Hick, J. “ Theology and Vcrification, ed., Basil Mitchell, 1퍼e Philo.s()j)h.v oJ 
ReligÎon, Oxford, 1982,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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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혁은 이처럼 종교언어 또한 오로지 미래 언젠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왕 

국에서 그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인격적인 만남을 전제로 해서만， 그 유의미성이 

간접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혁은 종교언어문제에 있어서 Time-Concept를 끌어 뜰여 자신의 종말 

론적 검증이론을 전개시켰지만， 그가 Time-Concept를 미래에만 적용시키므로 말 

미암아 종교언어가 부딪치는 현재의 문제적 상황을 회피하였다. 

3. 브레이트웨이트의 윤리론 

브레이트웨이트는 의미론을 검증가능성뿐만 아니라 사용방식에까지 확장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특히 논리실증주의자의 의미검증이론은 낡은 것이라고 말 

하고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사상인 의미사용이론에 비추어서 자신의 이론을 전개 

하였다. 그는 과학적 가설들을 세우는 방식으로1 자연 과학적 세계 안에서 사실들 

을 설명하는 것과 같이 신학적 명제들을 다루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는 하나의 진 

술은 그 자체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일 필요는 없으며 그것이 특별한 방식으 

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의 직접적인 경험적 명제라고 주장하였다. 브 

레이트워1이트는 종교적 주장은 도덕적인 주장으로 시용되었다고 말하였고 도덕적 

주장은 그 발설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그 발설자는 그 태도를 요구하는 명제를 주장하는데 도덕적 주장을 사용하는 것 

이 아니라 그의 태도를 명시하거나 표명하는 데 사용된다"4)는 돗이다. 

브레이트웨이트는 McTaggaπ(맥타가르트)가 ‘종교란 우주와 우리들 사이에 한 

조화의 신념에 의존하는 감정(emotion)’이라고 말한 것과 같이 종교적 진술들에 

대한 정의적(情願성) 설명을 거부하였다. 그는 ‘그들의 열매로써 그들을 알찌니라’ 

고 한 신약성서의 말을 인용하면서， 기독교의 삶의 방식을 따르려는 기독교인의 

의향이야말로 기독교 주장 안에서 그의 믿음의 진실성을 위한 기독교 주장의 유 

의미성의 기준이 된다고 말하였다. “신은 사랑이다라는 종교적 진술이 있을 때 그 

발설자가 아가페적 삶의 방식을 따르려는 의도를 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5) 

브레이트웨이트는 종교적 개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종교적 개종은 본질적으로 

의지상태의 변화라고 주장하였다. 

4) Braithwaite, R. B., “An empiricist ’s view of the nature of religious belief," 
Ibid., p.78. 

5) Ibid. ,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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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브레이트웨이트는 종교적 주장은 그 발설자의 의지표명이라는 자신의 주 

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만약 종교적 주장이 발설자의 의지표명 

이라면， 각각의 종교적 주장들， 즉 기독교인의 종교적 주장， 유대교인의 종교적 주 

장， 불교인의 종교적 주징μ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는7t? 각각의 종교적 주장들 

은 각각의 다른 이야기 주장을 가진다고 대답하였다. 브레이트웨이트는 이야기 

(story)라 함은 경험적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험적 명제들과 자신의 

종교 안에서 지지되고 있는 삶의 방식을 따르려는 그의 결심(resolution)과의 연 

결 속에서 종교적인 사람에 의해서 생각되어진 명제들의 한 집합이나 그러한 명 

제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종교적 의도와 이야기를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종교적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종교적 믿음이란 신자의 마음 안에서 그의 의도와 

어떤 이야기를 결합시킴과 함께， 어떤 방식(moral be!ief; 도덕적 신념) 안에서 

행동하려는 의도이다다’”’ 

결국 브레이트웨이트에게 있어서 종교언어는 그 언어공동체 안에서 규정된 삶 

의 방식을 혹은 행동지침을 따르려는 그 발설자의 태도표명 혹은 의지표명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교언어의 윤리적 도덕적 환원은 종교언어의 본래적인 의미체 

계를 간과하였으며， 종교언어의 의지 초월적인 면을 무시한 것이다. 사실상 종교 

언어는 발설자의 의지에 따라 유의미한 것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종교언어는 그 

발설자의 의지를 꺾고 발설자의 의지를 종교언어의 텍스트 권위 아래로 굴복시키 

고자 한다. 이 점은 신약성서의 사도 바울의 개종에서 잘 나타나 았다. 사도 바울 

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개종 사건은 그의 의지의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의 

계획과 신적인 힘에 의한 굴복의 사건이었다. 

M. Eliade( 엘리아데)가 그의 창조적 해석학71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또한 H. 

Otto(루돌프 오토)의 거룩힘연)이라는 개념에서처럼， 종교언어는 그 발설자의 삶을 

6) Ibid. 
7) 엘리아데에게 있어서 종교적 탐구는 사실의 발견이라기보다는 의미의 발견을 지향하 
고 있다.이러한 의미는 규범성을 띠고 있는데， 이런 규범화된 발견된 의미는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하나의 학문은 그것이 창조성을 
대가로 지불히는 것이라고 이해하면서， 엘리아데는 종교학의 해석학적 역할 또는 기 
능은 ‘당대의 풍토’에 대하여 여타학문이 드러내 주지 못하는 의미와 태도를 읽고 마 
련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8) 오토는 거룩함의 개념을 분석함에 있어서，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 
해서 Numinous experience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누미노스 경험(혹은 누미노제 
감정)이란 신적인힘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과 매혹감을 말한다. I\lircea Eliade 편역， 
171e Encyc!opedia of Religion.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New Yo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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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킨다. 브레이트웨이트가 주장하는 것처럼 종교적 인간의 의지의 변화， 그의 

사상적， 의식적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신약성서의 성령을 통한 삶의 변화에서처 

럼， 종교언어는 종교적 인간으로 하여금 오히려 그의 생각과 의지를 버리도록 강 

요하고 있으며， 외부적 힘에 의한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m. 가다머의 영향사적 해석학과 종교언어문제 

1. 해석학적 경험으로서의 영향사 의식 

가다머는 전통과 시간간격의 영향을 영향사로서 기술하였다. 영향사는 이해 자 

체의 과정에 대한 역사의 실제적인 작용이다. 영향사 의식이란 해석자가 전통(전 

숭된 텍스트)과 시간간격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식하는 해석학적 경험이 

다. 가다머는 하이데거의 ‘이해의 先-구조’를 선입견， 전통으로 이해하고서， 해석학 

적인 구성요소로서 정초하였다. “따라서 이해는 선입견(Vorurteile)을 의식하도록 

추구해야 하며， 고유한 先理解를 규제해야 한다."9) 가다머는 선입견을 계몽주의에 

있어서 이성의 구성력(의식의 자기반성) 위에 둠으로써 해석학에 있어서 전통과 

권위의 복권을 꾀하였다. “개인의 자기성찰은 역사적 삶의 닫혀진 흐름 속에서의 

단지 한 깜박임에 불과하다. 따라서 개인의 선입견은 그의 판단보다도 훨씬 넓은 

그의 존재의 역사적 현실이다. "10) 그러므로 가다머에게 있어서 전통과 권위는 이 

해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이러한 이해의 조건으로서의 전통의 개념에서 가 

다머의 해석학적 원리가 나온다: 전제 없는 해석은 있을 수 없다. 

가다머는 또한 ‘시간간격(Zeìten -abstand)’의 해석학적 의미를 해명하였다. 시 

간간격은 전승된 텍스트와 현재의 상황 사이의 긴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간간격 

은 해석학에 있어서 중심적이고 유용한 요소이다. “전숭이 우리에게 대하여 갖는 

낯섬과 친숙성 사이의 위치는 역사적으로 思念되고 간격 있는 대상성과 전통에의 

귀속성 사이의 중간(das Zwìschen) 이다. 이 중간에 해석학의 바른 처소가 존재 

한다. 이러한 중간위치에서 해석학의 과제란 이해의 전과정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 

니라， 이해가 수행되는 조건을 해명하는 것이다 "1 1) 텍스트에 의해 매개된 것은 

1987. pp.l39-140. 
9) Hans-Georg Gadamer, Warheit und Methode, Tubingen, 1986. p.256. 

10) Ibid., p.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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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으로 저자의 감정 내지 의견이나 저자의 표현 내지 삶이 아니라 의도된 텍 

스트의 사실이다. 시간간격은 모든 부차적인 것을 제거하고 텍스트가 의도하논 것 

을 드러내 준다. 이러한 시간간격에 의해서 정당한 선입견과 그릇된 선입견이 구 

분된다. “시간간격은 일방적인 성격에 치우친 선입견을 소명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바른 이해를 가져다주는 선입견을 그 자체로서 드러나게 해 준다 "I~) 시간의 간격 

을 통해서만 텍스트가 말하는 바가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시간간격과 전통의 이 

해 안에서， 가다머의 해석학적 과제는 저자의 주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 

트의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된다. 영향사 의식이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해석지

가 이해의 과정에서 전통과 시간간격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아차림을 의미한다. 

가다머는 영향사 의식의 본성을 정립하고 밝히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세 가 

지의 니←너 관계(Ich-Du-Verhatnisse; 이것은 M. Buber의 니-너 관계와 같은 

것은 아니다)의 유형론을 사용하였다. “첫째 나}너 관계에서 타자는 나의 경햄 

영역 내에 있는 특수한 것 즉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 

으로 간주된다. 이 유형은 타자를 ‘귀납적 사고의 목적론적 해석의 관점에서 객관 

으로 취급한다. 여기에서 타자는 자연과학적 방법에 의해 도달된 객관성(객관적 

사물 혹은 수단)이 되어 버린다. 이 유형이 전승에 대한 해석학적 관계에 적용되 

면， 이러한 이해방식은 방법주의와 객관주의에 빠져버린다. 이 유형적 사고는 전 

통과 유리되고1 전통으로부터의 모든 영향에서 분리된다. 이것은 영향사 의식의 

기반이 될 수 없다. 둘째， 냐너 관계에서는， 타자를 반성적 투영으로 다룬다. 여 

기에서 타지는 인격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는 ‘나 관계성의 

방식’으로서 나와 반성적으로 규정된 너의 관계에 머물고 만다. 이라한 니←너 관 

계는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반성적인 관계이다. 이 관계 속에 있는 인격체들은 

각각 상대방의 반성적 활동을 무시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따라서 타자는 지기의 

실재적인 직접성을 상실하고 나의 반성적 투영 안에 갇히게 된다. 이러한 유형적 

사고는 선험철학과 실존철학에서 지배적이다. 그러한 영향사 의식은 타자를 반성 

적 투영의 인격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구체적인 특수성 안에서 이해한다. 이 유형 

적 사고 또한 영향사 의식의 기반이 될 수 없다. 셋째， 나-너 관계에서는 타자을 

말하는 전승으로 다룬다. 여기에서 타자는 나에게 진정으로 말하는 살아있는 인격 

으로 인정되어 진다. 이러한 유형의 사고방식은 지배하기보다는 경청하려고 하고 

11) Ibid., p.279 
12) Ibid., p.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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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에 의해서 수정되고자 하는 개인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러한 유형이야말로 영 

향사 의식의 기반이 된다. "13) 영향사 의식은 ‘전승을 향한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 

“영향사 의식은 텍스트를 단지 과거에 있는 객관적인 타자로 보지 않고 전승을 

통해 영향을 주고 ‘말하고 있는 상대자로 파악한다. 영향사 의식은 해석자의 현재 

지평과 자기이해를 진리의 절정으로 간주하지 않고 텍스트 안에 진리가 요구하는 

바 텍스트 사실에 대해 열려 있다. "14) 

2. 해석학적 경험의 매개로서의 지평융합 

해석학적 경험은 나-너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대화 또는 변증법의 관계를 가진 

다. 이 변증법의 관계는 곧 해석자와 텍스트 사이의 해석학적 순환구조를 말한다. 

해석학적 경험의 변증법적 구조는 모든 참된 대화의 질분대답의 구조 속에 반영 

되고 있다. 전승된 텍스트가 해석의 대상이 될 때 이111 텍스트는 해석자에게 질문 

을 제시한다. 텍스트의 이해는 이 질문의 이해가 된다. 이 질문의 이해는 텍스트가 

그 안에서 규정되는 해석학적 지평 곧 질문지평CFrage Horizont)을 얻음으로써 

야기된다. 그러므로 이해하고자 하는 자는 질문하면서 말해진 것 뒤로 되돌아가야 

한다. “말해진 것 뒤로 되돌아가서 그 자체로서 필연적으로 또 다른 가능한 대답 

들을 포괄하는 질문지명을 얻음으로써 우리는 텍스트를 그것의 의미에서만 이해한 

다 "15) 이러한 질문의 구성은 “곧 ‘주어진 텍스트가 제시하는 질문’이며， 그것은 

‘전숭의 언어에 의해 사로잡힘’이다. 따라서 전숭된 텍스트의 이해는 전승에 관한 

현재의 역사적 자기매개의 과제를 항상 포함한다. 이 매개가 곧 지평용합이다 "16) 

이 지평융합은 이해의 수행에 있어서 언어의 본래적인 수행이다. 지평융합은 ‘대화 

의 수행형식’므로 이루어지며 언어적인 과정으혹 수행된다. “언어는 이해가 수행되 

는 보편적인 매체이며， 이해의 수행방식은 해석이다. 해석은 대화{Gesprach)처럼 

질문과 대답이라는 변증법으로 닫혀진 영역이다 "17) 

가다머는 언어성과 이해가 지니는 관계의 두 가지 차원을 말하였다. “그것은 

‘해석학적 대상의 규정성’과 ‘해석학적 수행의 규정성’이다. 첫째， 언어성은 해석학 

적 대상이 된다. 전숭은 언어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언어성을 통해서 전 

13) Ibid. 
14) Ibid., pp.343-345. 
15) Ibid., pp.352-3. 
16) Ibid. , p.356. 
1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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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문자성의 형식을 입는다. 이 문자성(Schriftlichkeit) 속에서 ‘과거와 현재의 

유일한 공존’이 존재하며 해석학적 의식은 과거에 대해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다. 

문자적 전승은 과거 세계의 부분이 아니라， 유한하고 변천히는 규정성을 넘어 있 

는 ‘말의 이념성’이다."IH) 둘째 언어성은 해석학적 기능을 수행한다 모든 이해는 

언어적인 과정으로 수행된다. “역사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진실로 과거의 개념 

속에 들어가서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과거개념과 자기 고유한 사고 사이의 매 

개를 내포한다. 전승의 역사적 삶은 항상 새로운 친숙화와 해석에 지시된다다’”깨’ 

가다머는 언어본질에 대한 기호이론을 거부하였다. 언어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의 존재가 초벼하는 살아있는 로고스이다. 상징적 형식으로 이해된 언어는 언어의 

현상， 즉 인간체혐의 언어성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가다머는 말 

의 형성은 사유반성의 산물이 아니라 체험의 산물이며 따라서 인간정신이나 마음 

의 표현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체험을 기술하기 위해서 이미 상황에 속 

하는 말들을 사용한다. 그것은 임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체혐의 요구에 응하는 것 

이다. "20) 여기서 해석학적 경험은 텍스트를 통해서 말옵}는 전승의 개방의 태도가 

요구된다. 이 태도는 택스트에 대해 해석자의 해석학적 상황을 형성한다. 따라서 

해석자는 이론가가 아니라 체험가이다. 이 해석학적 경험은 언어성에 기초하고 전 

숭된 텍스트의 의미와 대화적인 만남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다. ":21) 

가다머는 또한 언어의 사변적인 구조를 밝혀 내었다. “이 언어의 사변적 구조는 

해석학적 존재론의 가능근거이다. 여기서 사변적 구조란 언어의 유한성이 사실 자 

체를 표현하는 무한한 과정을 말한다. 언어는 고정되거나 독단적으로 확정되어 있 

지 않고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 부단히 움직인다. 언어는 드러냄의 사건으로서 항 

상 과정 속에 었다"22) 

언어의 사변적 구조는 사고와 존재의 근원적인 귀속성을 드러낸다. 언어의 사변 

적인 구조는 ‘단지 고정적인 所與의 모사가 아니라 총체적인 의미가 드러니는 표 

현’이다 가다머는 이 사변적 구조 속에서 인식주관의 방법적인 활동이 아니라， 사 

고에 부괴된 사실 자체의 활동을 간파하였다. 

18) Ibid., p.366. 

19) Ibid., p.368. 
20) lbid., p.375 
21) Ibid., p.402. 
22) Ibid., pp.44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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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향사 해석학과 종교언어문제의 연관성 

가다머는 종교언어와 현재상황을 질문과 대답이라는 변증법으로서 연관지워 생 

각하였으며， 종교언어의 상황주도적인 성격을 부각시켰다. 가다머에 따르면， 종교 

적 텍스트는 해석자에게 질문으로 다가와 대답으로 그를 안내한다. 예를 들자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종교언어는 해석자에게 ‘당신은 네 이웃을 

네 톰과 같이 사랑하는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다가온다. 또한 그 종교언어는 

그러한 종교적 텍스트 안에서 대답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예수는 당신 

의 죄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였으므로 당신도 네 이웃 

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때에 해석자가 이 종교적 텍스트가 말한 텍스트 

사실에 경청하고 승인할 때 비로소 이 종교적 텍스프에 대한 이해가 발생하게 된 

다. 

가다머에게 있어서 종교언어와 상황과의 매개가 되는 적용이란 전승된 텍스트 

사실에 대한 현대적인 개념화 작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질문지평이 

현재의 문제지평과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텍스트의 질문지평과 현재의 문 

제지평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평의 융합이 이루어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텍스트는 하나의 질문지평을 구성하는데 이러한 종교적 텍스트의 질문지평은 항 

상 현재의 문제상황에 개방되어 있으며， 그것에 따라 움직인다. 이를테면 ‘사랑’이 

라는 말은 종교적 텍스트의 질문지평을 구성하면서 해석학적 상황， 즉 ‘사랑’이 결 

핍한 현재의 문제상항을 조명한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말은 현재의 문제상황 

에 하나의 요구 혹은 요청으로 다가오며 그 대답을 그 종교적 텍스트 안에서 되 

찾는다. 

가다머는 이와 같이 종교언어의 정체성과 종교언어의 상황주도성을 획득했지만 

가다머에게 있어서 현재상황은 여전히 문제상황으로 남아 있게 된다. 비트겐슈타 

인은 가다머의 지평융합의 개념을 게임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어 종교언어와 상황과 

의 문제적 관계에서 상호대답적인， 즉 문제해소의 방식으로 전환시켰다. 

N.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종교언어관 

비트겐슈타인은 전기의 언어그림이론에서의 기호화되고 고착된 언어관에서 후기 

의 언어게임이론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언어관으로의 전환을 이루었다. 언어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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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따르면， 언어는 하나의 게임이며， 언어는 더 이상 객관적인 대상도 개인의 

머리 속에 들어 있는 관념도 텍스트로 고정된 언어도 아니다. 이제 언어는 삶의 

현장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기민하게 움직이는 그런 언어이다. 언어게임이본에 

비추어 볼 때， 종교언어는 다양한 언어게임 가운데 하나의 고유한 규칙을 가지고 

행해지는 독립된 언어게임이며 삶의 과제로서 주어진 것이다. 

우선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언어관에서 주요 개념인 언어게임과 삶의 형식， ‘오 

직 믿음만으로’리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종교언어관에 따라 이루어진 신앙형태주 

의(Fideism)의 대표적 이론가인 D.Z. Phillips( 필립스)의 이론을 차례대로 분직한 

후， 비트겐슈타인이 가다머에게 있어서 문제풀이 방식으로 취해진 지평융합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문제해소라는 상호대답구조로 전환시켰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언어게임이론과 삶의 형식 

rTRACT A TUS LOGICO • PHILOSOPHICUSJ (논리철학논고 이하 논고라고 

함)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대상을 가장 정확하게 기술하고 사고를 가장 명확하게 표 

현하는 이상언어를 추구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분석철학의 완성이자 후에 논리 실 

증주의자들의 이론적 기초가 된 언어그림이론 혹은 의미그림이론을 배태시켰다. 

그러나 rphilosophical InvestigationJ (철학적 탐구， 줄여서 탐구라고 함)에서 

비트겐슈타인은 r논고」에서 추구한 이상언어란 우리의 언어게임 안에서는 존재하 

지 않는다고 말하고 다양한 언어게임으로 구성된 일상언어(Ordinary language) 

로 그의 관심을 돌혔다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일상언어는 그 자체로서 정확한 

것이며 그 자체로서 좋은 것이다. “사실상 우리 일상언어의 모든 명제들은 있는 

그대로 완전히 논리적으로 정돈되어 있다 "23) 비트겐슈타인은 이에 따라 단어의 

의미는 단어가 지칭하고 있는 사물이나 대상이 아니라 언어게임 안에서의 사용방 

식이라고 하였다. “ ... 다음과 같은 언어 사용을 생각하여 보자· 나는 어떤 사람으 

로 하여금 물건을 사오도록 심부름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 나는 그에게 ‘다섯 개 

의 빨간 사과’리는 글씨가 적힌 쪽지를 준다. 그는 그 쪽지를 가게 점원에게 준다. 

그 점원은 ‘사과’라는 명찰이 달린 서랍을 열고 도표에서 ‘빨강’이라는 단어를 찾 

아 이에 대응하는 표본 색깔을 본다. 그리고 그 점원은 외워 알고 있는 수를 ‘하 

23) Wittgenstein, L.,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trans. , Ogden, London, 
Boston and Henley, 1981 , p.1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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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부터 시작하여 ‘다섯’까지 외면서 매 숫자마다 그 서랍에서 같은 색깔의 사과를 

하나씩 집어낸다.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단어들을 사용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빨강이라는 단어를 찾아야 히-며， 다섯이리는 단어를 가지 

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사람틀은 내가 방금 서술 

한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설명이란 어디에선가 끝이 나게 마련이다. 사 

람들은 예를 들면 ‘다섯’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물을 것이다. 여기에서 

는 그런 물음은 제기되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다섯’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라는 것이다"찌)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언어의 사용방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비트겐슈타인은 상황에 맞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 사람들은 무엇 

이 하나의 단어를 찬성의 감탄사로 만드는가 하고 묻는다. 그것은 단어들의 행태 

가 아니라 단어들이 참여하는 언어게임이다 ... 그러F료 우리는 문법적인 주어나 

술어가 될 수 있는 성격의 ‘좋다’나 ‘아름답다’라는 단어들에 집중하지 않는다. 차 

라리 우리는 이 단어들이 말해지는 상황을 주시해 보고자 한다"껑) 여기에서 비트 

겐슈타인이 말하는 상황에 맞는 말이란 이를테면 다읍과 같은 것이다. 가령 과학 

의 검증이라는 말은 종교의 기적사건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학의 실험방법의 하 

나로 사용해야 즙}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의 부활이라는 말은 불교라는 언어 공동 

체 안에서는 사용될 수 없으며， 그것은 기독교라는 언어 공동체 안에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그때에만 부활이라는 말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처럼 한 언어상황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의 사용을 가리켜 

언어게임이라고 불렀다. “제2절의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화재話者)는 단어 

들을 발설하고 청자{聽者)는 그 발설에 따라 행동한다. 언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 

서 다음의 과정이 일어난다. 교사가 어떤 돌을 가리킬 때 학생은 그 돌의 이름을 

댄다. 즉 해당하는 단어를 발설한다. 더 단순한 연습도 있다. 즉 학생이 선생을 따 

라 그 단어들을 발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언어에 유사한 과정들이다. 이러 

한 단어의 사용과정은 어린이들이 그들의 모국어를 배우는 게임으로서 생각될 수 

있다. 또한 니는 이 게임들을 언어게임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때로는 원시언어 

도 하나의 언어게임이라고 부르겠다. 돌에 이름을 불이고 어떤 사람을 따라 단어 

24) Wittgenstein, L., Philosophical Investigation, trans., Anscombe, G.E.M. , 
Oxford, Basil Blackwell, 1978, pp.2-3. 

25) 서광선， 정대현 편역， 『비트겐슈타인J ， 이대출판부， 1985, pp.174-175. 



194 종교와 문화 

들을 발설히는 과정들 역시 언어게임이라 할 수 있다. 수건돌리가와 같은 게임에 

서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또한 언어의 행동 

전체를 언어게임이라고 부르겠다 "2(ìJ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게임은 공을 가지고 하는 게임이 배구， 축구， 테니스 골프 

등과 같이 다OJ=한 것처럼， 그 기능과 용도에 따라서 다%봐다고 말하였다. 

“ ... 다음의 예에서 다양한 언어게임들을 일견해 보자. 명령을 주고 명령에 복종 

하는 언어 대상의 모양을 기쉴등빠t)하거나 그 조1를 재는 언어， 대상을 그 기숲 

에 따라 구성하는 언어(그램)， 사건을 보고(報告) 하는 언어， 가섣을 구성하고 실 

험하는 언어， 이야기를 만들고 원는 언어， 연극의 언어， 수수께끼를 맞추는 언어， 

농담을 하는 언어， 번역의 언어， 물음， 감사， 저주， 인샤 기도 둥의 언어， 언어에는 

다양한 도구들이 들어 있고 또 이 도구들이 사용되는 방식도 다양하며 따라서 단 

어들이나 문징들이 다양한 종류로 구별된다. "27)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샤용방식이란 그 언어의 규칙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 

며，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그 언어가 사용되는 규칙을 잘 관찰하고 그 규 

칙올 숙달하므로써 가능하게 된다고 하였다. “…규칙을 따라 행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의 해석이다. 규칙을 따르는 것은 하나의 훈련이다. "28) 따라서 비트겐슈타인 

의 언어게임이론을 규칙사용이론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규칙이야말로 우리 언어의 

논리이며 언어의 혼란을 막아준다. 또한 규칙은 언어와 상황과의 게임을 가능하게 

해 준다. 비트겐슈타인은 그 자체가 하나의 해석이라고 하였고 따라서 자신은 그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를 뿐이라고 하였다. 

비트겐슈타인은 규칙사용이론을 통해 언어의 관습화， 즉 언어의 자연스러운 사 

용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언어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이 규칙에 익숙해 

지는 것이고 그것은 곧 인습이 몸에 배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어떤 

규칙을 따른다는 것은 일종의 버릇인 것이다 "29) 

비트겐슈타인은 다양한 언어게임이 독자적인 규칙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지만 

그것들은 ‘언어’라고 하는 가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을 공유하고 있기 때 

문에 다OJ=한 언어게임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자연， 

과학언어， 종교언어， 문학언어 등은 언어라는 가족유사성을， 불교， 이슬람교， 기독 

26) Wittgenstein, L., Philosophical Investigation , Op., Cit., p.5. 
27) Ibid., pp.l l • 2. 
28) Ibid., p.81 
29) Ibid., p.85.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종교언어관에 대한 연구 195 

교는 종교라는 가족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다. 

“ ... 나는 이 비슷한 점들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족유사성’보다 더 나은 언어표 

현을 생각해 낼 수 없다. 왜냐하면 한 가족의 여러 구성원들 간의 여러 가지 닮음， 

가령 체력， 용요 눈의 색깔， 걸음걸이， 기질 등은 같은 방식으로 중복되고 겹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게임들은 하나의 가족을 이룬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30)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게임이 다양한 이유는 각각의 언어게임의 토대가 되는 삶 

의 형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비트겐슈타인이 언어를 삶의 형식과 관련지 

운 것은 언어가 인간 위치 이상의 자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과 언어를 생활의 일 

부로 보고자 하였던 것이다. “우리의 언어사용행위는 살아있는 정상적인 사람이라 

면 누구나 행하는 걷고 먹고 마시고 노는 행위와 같이 인간 자연사의 부분인 것 

이다. "31)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사람들 사이의 일치는 그들 

의 의견상의 일치가 아니라 삶의 형식 안에서의 일치라고 하였다. 비트겐슈타인은 

주어진 것으로서 받아들여야 동}는 언어게임의 성격쓸 제시함으로써， 언어게임 자 

체에 대한 어떤 설명의 논리도 거부하였으며， 언어게임의 원초성( Originali ty )을 

확고히 하그l자 하였다. 

“우리의 잘못은 원초적 현상으로 나타난 것을 그냥 바라보기만 해야 할 것임에 

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이런 저런 설명을 해보려는 데서 나타난다. 우리는 그때 

그저 이렇게만 말해야 한다: 이러한 언어게임이 행해지고 있다 "32) 

2. 비트겐슈타인학파의 신앙형태주의 

비트겐슈타인은 r논고」와 r탐구」 둥 그의 많은 저서와 강의에서， 그리고 삶 속 

에서 신비스럽기까지한，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발언을 하였으며， 진인사대천명(盡 

A事待天짧; 자신의 할 일을 다 한 후에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의 초연한 삶의 모 

습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점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잘 나타나 있다. “내가 들추 

어 파내고 또 파내다가 암반에 이르게 되면 삽을 돌려 놓는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밖에 내가 무엇을 하랴1"33) 

30) Ibid., p.32. 
31) Ibid., p.l2. 
32) Ibid. , p.l67. 
33) Ibid.,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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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겐슈타인의 가장 절친한 동료이자 제자인 멜컴(N. 1\lalcom)은 A lÌfemoÎc 

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그는 동전굴리기 시합을 좋아하였다. 그는 동 

전이 굴러가는 방향을 수정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굴리기도 전에 눈을 감 

기까지 하였다. ‘모든 것은 운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내 아내가 그의 동전이 

굴러가는 방향을 바로 잡아주려 할 때에는 다소 못마땅한 눈치였다.까μ) 

또한 황펼호 교수는 그의 r비트겐슈타인과 종교」에서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측면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논고>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신비롭다’고 말했으며， 후기에 들어와서도 ‘이 세상이 존재 

한다는 사실이야말로 기적이다’라고 말하였다. 존재에 대한 경외심， 삶에 대한 두 

려움， 이것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에게 종교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인식시켰던 것이 

다":15) 

또한 황펼호 교수는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종교적으로 연구하려는 시도가 다 

음의 두 가지 작업과의 관련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는 원래 1938년과 1942년에 행해진 비트겐슈타인의 강의를 들었던 그의 제 

자들의 노트를 바레트(C. ßarrett)가 정리하여 r미학， 심리학 및 종교신앙에 대한 

강연과 대화」라는 제목으로 출간했다는 것과 둘째로는 밸컴의 ‘안셀름(S t. 

Anselmus)의 존재론적 논증’이라는 논문이다. 이 논문은 「비트겐슈타인 회고록， 

1958J, r 꿈， 1959J , r마음의 문제， 1971J와 같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과 직접적으 

로 연관이 있는 제목의 저서를 낸 분석철학자인 저자가 「강연과 대화」가 출간되 

기 6년 전에 발표한 것으로 당시에 커다란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킨 논문이다. 또 

한 이 두 가지 작업이외에도 비트겐슈타인이 19:10년 간헐적으로 시작했다가 1931 

년 6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프레이저(]. Frazer)의 「황금가지」에 

대한 그의 견해가 1979년에 출간되었던 것이다 ";jG) 

비트겐슈타인 신앙형태주의(Fideism)라는 말은 닐슨(K. Nieson)이 가장 먼저 

사용하였는데， 그는 이 말을 첫째로 모든 종교적 개념은 그 개념이 중요한 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 ‘삶의 형식’을 이해할 수 있는 내부인(an insider)의 입장에서만 

34) Malcom, N. , Ludwig WittgensteÎn-A JI1emoÎc.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p.52. 

35) 황필후 「비트겐슈타인과 종교J ， 분석철학 연구회편"비트겐슈타인의 이해J ， 서광샤 
1987, pp.295-6. 

36) 황필호~분석철학과 종교.~， 종로서적， 1984, pp.20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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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며， 둘째로 종교개념을 이해하려 

는 사람은 그 개념을 만들어 낸 ‘삶의 종교적 형식’에 직접 ‘참여하려는 의향을 

가진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 말은 이른바 종교적인 신앙은 이성이나 증명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신앙에 근거를 둔 것이라는 사상이다. 이와같 

은 사상에 근거를 둔 사상가로서는 윈치(P. Winch) , 휴즈(G.E. Hughes) , 코번 

(R. Cobum) , 필립스(D.Z. Phillips) 둥이 었다. 

윈치는 “신의 실체라는 개념을 이러한 신의 개념이 체현된 종교적 삶의 형식 

안에서만 알 수 있으며 그 안에서만 주어진다고 하였다. 윈치는 또한 과학이란 

하나의 독특한 양식이며 종교 역시 또 다른 양식임과 동시에 각각은 그 자체 독 

특한 인식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들은 종교에 있어서 적합한 기준을 

가지고서 과학이나 윤리를 비판할 수 없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주장하였 

다. 윈치는 종국적으로 종교적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의 종교적 

전통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삶의 형식에 참여하는 자의 이해 없이는 어떠한 종교 

적 이해도 가능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37) 

휴즈는 “종교언어는 오랜 동안 존속해 왔던 기정사실(fait accompli)이며， 언어 

의 다른 부분이 할 수 없는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하였다. 휴즈는 또한 종교 

적 진술들은 일관된 방식으로 전체로서， 그 자신 고유한 질서의 방식 안에서， 그 

자체로서 완전한 형식(in order just as they are)이라고 하였다. 휴즈에게 있어 

서 종교언어는 종국적으로 제1차 언어(The first order)이다. "38) 

코번은 “휴즈와 같이， 종교적 담회는 그 자체 완전한 형식이라고 하였으며， 종교 

적 담화는 종교적 한계물음Oimiting question)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고 주장하 

였다. 코번은 종교적인 한계물음에 대한 답변으로서， 종교에 있어서 구원체계 

(salvation system)를 들었다. 코번에 의하면， 종교는 궁극적으로 구원체계이다 "39) 

필립스는 “독자적인 언어게임으로서 종교적 진술을 보려고 한 앞의 사람들과 

의견을 같이 함과 동시에 그러한 주장에 대한 몇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다. 첫 

째로 종교적 믿음은 신자들의 내적 형식들(규칙들) 밖에서는 별 의미가 없지만， 

의심할 여지없이 더욱더 신지들에 의해 행해지는 신비스런 게임으로 본다는 점이 

며， 둘째로 종교적 믿음은 어떤 가능한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환상이다. "40) 

37) Niesen, K.,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Religion,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82, pp.79-82. 

38) Ibid., pp.67-72. 
39) Ibid., pp.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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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는 이러한 종교언어의 독단성을 넘어서서 종교언어를 삶의 형식과 연관 

지음으로써 종교언어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필립스는 기도의 개념을 분 

석하므로써 이 과제를 수행하였다. 펼렵스는 우천적으로 감사의 기도와 청원기도 

를 구별하였다. 청원기도는 개인적인 데 반하여 감사기도는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 

면서 세계와 관계한다. “종교적 감사의 기도는 고유한 실존적인 기본입장의 표현 

이다. 선에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할 수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41) 

필립스는 종국적으로 기강} 삶에서 유리될 때 무의미해지며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 기도와 기도하는 사람의 생활사이의 관계가 느슨하면 느슨할수록 

기도는 더욱 더 의심스려운 것이 된다. 즉 미신과의 유사함이 자라나게 된다 "4~) 

필립스는 이와 같이 기도 특히 감사기도의 보편성을 통해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이론에서 야기된 각 언어게임들 사이의 구획화 문제를 극복해 보고자 하였지 

만， 기도는 삶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립스에게 있어서도 구획화 문제 

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3.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종교언어관 

비트겐슈타인이 종교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곳은 바레트에 의해 편집된 r미략 

심리학 및 종교신앙에 대한 강연과 대화」와 리이즈(R. Hhees)에 의해 편집된 r프 

레이저의 황금가지에 대한 논평」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어떤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상이한 방식의 사고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과 이것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 

한 가지 말로써 또는 다른 한 가지 표현으로서만 서술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 

다. 가령， 최후의 심판을 믿는 사람과 최후의 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했 

을 때， 양자는 서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나라， 상이한 사고방식， 즉 

상이한 언어사용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최후의 심판을 믿고 있고1 냐는 그러한 것을 믿고 있지 않다고 가 

정해 보자. 이러한 경우 그와 나는 서로 반대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일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나는 대답하겠다 ... 종교문제에 있어 

40) Phillips, D. Z., Religion beliefs αld language game.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p.l22. 

41) Wuchterl, K.. Philosophie und Religion, 이기상 역~철학과 종교~. 서울， 서광 
샤 1988. 

42) Ibid.. p.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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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은 비교될 수 없는 차원의 문제가 된다. 이 점은 ‘비 

트겐슈타인， 당신은 전혀 상이한 것을 말하고 있군요’라는 말로 표현된다. "43) 

비트겐슈타인은 종교언어의 확증성을 주장하는 종교인들의 신념은 일상적인 근 

거나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삶의 어떤 규칙성을 통해서 나타나 

게 된다고하였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잘 시는 비결로서 최후심판을 믿었다고 하자 그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최후심판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그가 최후심판을 믿는 

지 안 믿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에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충분 

하지 않다. 그는 확실한 증거 또는 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신념이 요지 부동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의 요지부동의 신념은 일상적 근 

거나 합리적 논의를 통해서 요지부동의 신념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 

활의 어떤 규칙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44)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확고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나 이유를 가지고서 반박할 수 없으며，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은 과학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논박하려는 사람에게 그의 신념을 더욱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대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종교적인 주장과 확 

신에 대해 과학적 증거나 비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논박할 수 없는 까닭은 종교 

인이 사용하는 방식과 비 종교인이 시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이 었다는 의견을 가지고 었 

다’라고 말을 하기가 어색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견’이란 단어는 어색하다. 

그래서 이 단어 대신 ‘교리’ 또는 ‘신앙’이라는 단어들이 사용된다. 종교적 언어 안 

에서 우리는 가설이나 확률을 말하지 않는다. 또한 ‘안식’이나 ‘지각’을 이야기하지 

도 않는다. 거기에선 사람들은 ‘ ... 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 표 

현은 우리가 과학에서 사용하는 방식과는 달리 사용되고 있다 "45) 

비트겐슈타인은 종교언어의 유의미성과 진위문제는 그 종교언어가 사용되고 있 

는 공동체 안에서 판별되는 것이지 다른 언어게임의 규칙에 의해서는 어떠한 영 

향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어떤 행위가 잘못인가 아닌가는 특정한 제도 또 

는 체계 안에서 결정된다. 마치 어떤 행위가 특정한 게임 안에서는 잘못이지만 다 

43) 서광선， 정대현 편역 w비트겐슈타인~， 서울， 이대출판부; 1985, pp.231-2. 
44) Ibid. , p.232 
45) Ibid., 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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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게임에서는 잘못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그 원주민들이 외형적으로 우리의 잘 

못을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자체만으로는 그들이 잘못을 저절렀는지 또는 

아닌지를 알 수 없다. 잘못은 그것의 주위환경 또는 그것이 들어 있는 제도에 의 

해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 ~16) 

예를 들자면， 여기에 축구 게임과 핸드볼 게임이 있다고 하자 축구 게임과 핸 

드볼 게임은 둘 다 공을 가지고 하는 게임이지만， 축구 게임은 발로 공을 다루는 

게임이라면 핸드볼 게임은 손으로 공을 다루는 게임이다. 여기에서 만약 축구 게 

임을 하는 사람이 핸드볼 게임을 하는 사람에게 왜 당선은 공을 손으로 만지는가 

라고 한다면， 그는 그 게임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우리는 결코 그렇게 말 

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후 종교언어와 과학언어는 각각 언어게임이리는 데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각은 상이한 방식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각각 자신의 게임 

규칙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축구 게임에서 손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인 것처럼， 종교언어 안에서 가설이나 인식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그 

것은 잘못이다. 

비트겐슈타인은 ‘프레이저의 황금가지에 대한 논평’에서 프레이저가 주술을 진 

화가설(進化假說)에 비추어서 설명하고자 한 것에 대해 날차로운 비판을 가하였다. 

프레이저는 r횡금가지」에서 주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렸다. 

“주술의 바팅이 되는 사유원리를 분석해 보면 그것은 다음 두 가지로 풀어낼 수 

있다. 첫째， 유사(類似)는 유사를 낳는다. 또는 결과는 원인을 닮는다는 것이고 둘 

째， 일단 한번 접촉을 했던 것은 그 접촉이 끝난 후 멀리 떨어지게 되더라도 계속 

해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앞의 것은 ‘유사의 법칙’(the law of similarity) 이 

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뒤의 것은 ‘접촉의 법칙’ 또는 ‘감염의 법칙’(the law of 

contact or contagion)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의 법칙’에 입각한 주술은 ‘유 

감(有感)주술’(homoeopathic magic) 또는 ‘모방주술’(imitative magic)이라 할 수 

있겠고 ‘접촉의 법칙’ 또는 ‘감염의 법칙’에 입각한 주술은 ‘감염주술’(Contagious 

magic)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7) 

프레이저가 볼 때 이 두 원리논 모두 관념연합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릇 

된 과학이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프레이저가 주술을 그릇된 과학이라 한데 대 

46) Ibid., p.240. 
47) Sharp, E. , ComparaLÎve I?eligiowA History , 윤이홈 · 윤원칠 공역 u'종교학 -

그 연구의 역사J ， 서울， 한울， 1988.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종교언어관에 대한 연구 2이 

하여， 사실상 잘못은 주술이 과학으로서 표현될 때 발생한다고 하였다. 

비트겐슈타인은 벨탄(Beltane)의 불축제를 논하는 가운데서， 벨탄의 불축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의 기원의 가설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할 펼요가 없으며 오직 우리들 앞에 그러한 축제가 행해지고 있다 

는 자료를 제시하므로 충분하다고 하였다. 

비트겐슈타인은 프레이저의 r황금가지」에 대한 논평에서 고대 의례 안에서는 

대단히 고차적인 제스처 언어(gesture←language)가 사용되었었다고 하였으며 우 

리의 언어는 고대신화들의 체현이며 전 신화학은 우리의 언어 안에 답지되어 있 

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제스처를 원시적인 기호로 보는 것을 경계 

하였으며 의례들 안에서 만들어진 제스처들은 일상생활에서 배워온 것이며 그것들 

을 만드는 사람들의 언어 안에서 배운바 된 것이라고 하였다. “어깨를 으씀함， 고 

개저음， 끄덕임 등은 원리적으로 기호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우 

리들의 발음된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 안에 체현되어 있기 때문이다"얘) 비트겐슈 

타인은 기호를 논리적인 개념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술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기호의 힘이나 효과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은 그것의 게임이나 언어 안에서 사용 

되는 방식을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비트겐슈타인은 종교언어의 규칙성뿐만 아니라 문맥성을 아울러 고려하였다. 

“그 저주의 효과는 그것이 사용되는 환경이나 문화에 의존할 것이다 "49) 

결론적으로1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종교언어는 설명을 위한 객관적인 대상도 

아니요1 해석자의 주관 안에 머물러 있는 대상도 아니라， 생활세계로 나와 숨쉬고 

움직이는 생활언어이다. 종교언어는 자기의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함과 동시에 다 

른 언어게임과 긴밀한 관계성 안에서 활동하는 언어게임이다. 비트겐슈타인이 언 

어를 게임으로 표현한 것은 텍스트 안에 고정되어 있거나 독자의 머리 안에 머물 

러 있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언어가 삶 속에서 기민하고 긴장감이 감돌고 생성소 

멸하는 생명체로 보고자 했던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종교를 생각할 때 종교언어로 보고자 하였다. 이는 종교를 과거 

의 묻혀진 유물이나 신비한 어떤 것으로 보려는 것에 반대해서 일상적인 삶 안에 

서 현사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 것이며， 그것을 게임이라고 했을 때 

48) Rhess, R., “Wittgenstein on Language and Ritual," edit., Brian, Wittgenstein 
and his times, Chicago, Basil Blackwell, 1982, p.71. 

49) Ibid.,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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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동적인 것으로 보고자 했던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종교언어의 독특성을 인 

정함과 동시에 종교언어에 대한 어떠한 일반론도 거부하였다 비트겐슈타인은 종 

교언어게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종교언어게임에 있어서 그 특수성과 개별 

성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종교언어게임은 각각의 독특한 게임규칙을 가지 

고 행해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교언어게임에 대해서 진위를 따질 수 없으며 ‘종 

교’언어게임이리는 가족유사성을 공유하고 있을 뿐이다. 어떤 종교는 우주와 인간 

의 조화라는 문법체계 안에서 언어게임을 하고 있고 어떤 종교는 인간의 실존롱 

적 해방이라는 문법체계 안에서 언어게임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종교는 신과의 계 

약이라는 문법체계 안에서 언어게임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종교는 신의 왕국 안에 

서의 삶이리는 문법체계 안에서 언어게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은 

한 종교언어게임 안에서도 나타난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때는 정의의 하나님 

으록 어떤 때는 질투의 하나님으로1 어떤 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가도 한 

다. 이처럼 다양한 종교언어게임들은 삶의 현장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작용하며 

삶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비트겐슈타인이 언어를 게임으로 보았을 때는 언 

어가 게임과 마찬가지로 승부의 세계이며 그 승부는 삶 속에서 판가름 난다는 것 

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가 사회적， 역사적 지평 안에서 생성소멸을 거듭해 

온 것처럼 종교언어 역시 생성소멸을 거듭해 왔던 것이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부딪쳐 오는 삶의 도전을 이겨내고 삶의 공신력을 획득한 

것이 바로 전통이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전통은 그 전통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 

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들을 지도해 나간다. 그 전통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전통이 요구하는 규칙을 질 준수함을 통해서 그 전통을 유지해 나가게 되며， 또한 

이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의 종교언어게임이 생성되는 것이다. 하나의 언어가 게 

임으로 발전될 때 가다머의 문제풀이로서의 지평융합의 개념이 문제해소로서 상호 

대답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각각의 종교전통들은 이렇게 해서 형성된 것이 

며 종교언어게임을 통해서 그 입지를 더욱 곤고히 해 나가는 것이다. 비트겐슈타 

인이 맹목적으로 규칙을 따른다고 한 것은 단순한 수구주의(守舊主義)나 전통에 

무비판적인 추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의 수호， 즉 전통을 빛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어떤 게임 -흔히 우리가 스포츠라고 부르는 것→ 에 있어서， 한 

팀이 좋은 팀이 되기 위해서는 그 팀이 얼마만큼 그 게임의 규칙에 익숙하고 그 

게임을 완숙하게 풀어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느냐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좋은 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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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좋은 팀이 오랜 시간동안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둘 때， 이른바 명문팀， 전통 있는 팀이 된다. 이러한 명문팀이 많이 생겨날수록 

그 게임은 대중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인기 있는 게임으로 그 기반을 확고히 

하게 된다. 한편， 각 팀의 선수들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며 거의 대부분을 연습시간으로 보낸다. 그리고 더 나은 기술을 개발(開發)하 

고 계속해서 훈련에 훈련을 더해 나갈 것이다. 훈련 중에 각 선수들은 자신의 욕 

망을 제어하면서 좋은 선수로 자신을 만들어 나 갈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피나는 

훈련을 견디어 낸 선수만이 좋은 경기를 보여 줄 수 있으며， 팀이 좋은 성적을 거 

두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선수들이 많을 때 그 팀은 전통 

있는 명문팀이 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종교언어의 문제는 긴밀한 관계성의 

문제요 긴장감이 도는 삶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각 종교전통간에 중요한 것 

은 어떤 종교가 얼마나 많은 신도를 확보하느냐 혹은 진리성의 기반 위에서 어떤 

종교가 우위에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종교언어가 그 신도들에게 얼마 

만람의 공신력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각 신도들이 자신의 종교언어의 규칙을 잘 

준수하며 자신의 삶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v. 결론 

비트겐슈타인은 말의 권위가 상실된 이 시대에 딸의 권위회복을 위한 제언을 

우리들에게 해 주고 있다. 그것은 <논고>의 결론이자 〈탐구>의 서론인 ‘말할 수 

없는 곳에서는 침묵하라’는 금언이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지금까지 철학자들 

은 우리의 언어의 논리를 잘못 이해하여 왔다. 그것은 단지 기술(description)을 

해야 할 곳에서 무리한 설명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신의 존재， 영혼의 문 

제， 선의 문제， 본질의 문제 둥 우리가 원초적인 현상으로 그냥 바라보아야 할 곳 

에서 이성의 독단을 사용하여 무리한 설명을 가하는 것을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병폐라고 규정지었다.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곳에서 침묵하는 대신에， 그것이 우리들에 

게 말하도록 해야 하며 그것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 

게 해서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한 권위와 그것이 말하는 것에 대한 권위를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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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울 수가 있다. 이처렴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곧 다양한 언어게임을 감상 

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바로 이 점에서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의 구획화 문 

제에 대한 열쇠가 였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의 고질병으로 철학적 편식을 들었다. 

철학적 편식이란 언어게임의 다양성을 감상할 줄 모르고 하나의 보편적인 원리나 

개념을 가지고 다òJ한 언어게임을 한 가지로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비 

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이론에서 하나의 모자이크화를 상상할 수 있다. 각각의 언 

어게임들은 언어라고 하논 도화지에 각각의 언어로 색철을 한다. 과학은 과학언어 

라고 하는 물감으로1 종교는 종교언어라고 하는 물감으로 언어라고 하는 도화지에 

색철을 한다. 다òJ한 모양과 색깔들이 잘 배합되어서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 내는 

모자이크화와 같이 각각의 언어게임들은 다òJ한 규칙을 가지고 언어라는 게임을 

한다. 그리고 각각의 언어게임들은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며 언어게임을 완성시키 

는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자의 임무를 편집하는 것에 비유하였다. 철학자의 임무는 

자료들을 목적에 맞게 배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대한 언어 세계 안에서 철학자 

의 임무는 각 언어게임들의 특성들을 파악하고 그 특성에 맞게 배열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종교언어에 대한 종교철학자의 태도도 같은 것이다. 종교철학자 

는 각각의 종교언어게임에 대해 어떠한 섣명이나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종교철 

학자는 각 종교언어게임의 규직을 파악하고 각 종교언어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규칙대로 잘 행하는지를 관찰하는 사람이다. 만약 각각의 종교언어게임들 

이 그 규칙대로 행하지 않을 때， 종교철학자는 그것을 지적하고 그 규칙대로 행 

할 것을 각각의 종교언어게임에 참여히는 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삶은 종교언어의 활동공간이자 재판소이며， 종교언어 

는 삶의 방향타가 된다. 예를 들어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종교인어가 있다고 할 

때，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은 그 말을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사용자 

의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을 요구하며， 그 사용자의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는 그 말의 사용X까 삶 속에서 얼마만큼 실천에 옮 

기느냐， 그 말의 사용자의 삶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편으로1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이론을 통해서 오늘날 환경파괴의 문 

제， 특히 생물종 다양성의 소멸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인간들은 자신들의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생 

물종들을 파괴해 왔다. 어떤 생물은 인간에게 해로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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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이라고 해서 무자비하게 살육되었고 어떤 생물은 장식용으로， 어떤 생물은 화 

장품으로1 어떤 생물은 미식가들을 위해 미구잡이식 포획을 당하였다. 이러한 인 

간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생물종 다양성의 소멸이라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다양한 

언어게임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자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이론을 

이 생물다양성의 소멸 문제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으로 인간 이외의 모든 생물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들이 인간의 목적과 욕구 

에 비추어서 보여지는 것 대신에 그들 자신의 목적과 존재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여 질 것이며，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레오폴드 

(Aldo Leopoldl가 ‘산처럼 생각하라’고 조언한 것처럼， 또한 비트겐슈타인의 관점 

으로 생물 혹은 모든 자연을 바라보자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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