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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규칙 따르기와 사적 언어*
17)

이 영 철

【주제분류】언어철학

【주요어】비트겐슈타인, 규칙 따르기, 공동체주의적 해석과 개인주의적 해석, 

근본적 고립자, 사적 언어 (자기 자신에게 말함)

【요약문】이 글은 ‘규칙 따르기 논의’로 불리는 비트겐슈타인의 고찰들을 이

른바 ‘사적 언어’의 가능성 여부 문제와의 관계 속에서 고찰한다. 먼저 규칙 따

르기와 언어놀이의 통상적인 경우들의 주요 특징들에 대한 그의 생각을 살펴 

본 후에, 필자는 �탐구� 199절과 204절로부터 제기되는 한계적 경우의 문제, 

즉 오직 한 사람의 규칙 따르기와 언어놀이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 초점을 맞춘

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대립적인 기존의 공동체주의적 해석과 개인주의적 

해석과는 달리, 비트겐슈타인이 규칙 따르기와 언어놀이를 본질적으로 공적이

고 전형적으로 사회적인 것으로 보면서도, 근본적 고립자의 경우를 포함해 오

직 한 사람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 말함’이라는 사적 언어놀이 및 규칙 따르기

의 가능성이─이른바 ‘사적 언어 논의’에서 불가능하다고 한 사회적이지도 공

적이지도 않은 ‘사밀 언어’와 대조적으로─문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다고 보았다

는 주장을 편다.

* 이 논문은 2015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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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

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성경�, 창세기 2장)

1. ‘규칙 따르기 논의’

규칙은 법이나 법칙, 또는 원칙 같은 것들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서 근본

적으로 중요하고, 따라서 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이다. 규칙은 그 중에서도 

기본적이라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만큼 더 명료화가 필요한 개념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의 과제를 언어 사용의 규칙 즉 문법

을 일목요연하게 명료화함으로써 철학적 오해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보면

서, 그의 이른바 ‘규칙 따르기 논의’를 통해 규칙 개념에 대해, 그리고 또 이

를 통해 언어의 본성에 대해, 중요한 통찰들을 보여 주었다. 이 글은 그 논

의의 요점들을 살펴보고, 그것과 특히 (이른바) ‘사적 언어’의 가능성 여부 

문제와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 관계의 한 측면은 분명하고 

잘 알려져 있지만, 다른 한 측면은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규칙 따르기 논의는 비트겐슈타인이 후기에 그의 철학적 고찰 방식을 언

어놀이들의 고찰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중요하게 부각

된다. 그에 의하면, 언어는 다양한 언어놀이들의 가족 유사적 집합이다. 그

리고 언어놀이는 어린아이들이 모국어를 배울 때 하는 놀이나 어떤 원초적 

언어, 또는 언어와 그 언어가 뒤얽혀 있는 활동들의 전체를 가리킨다. 언어

놀이란 이 개념은 언어를 말한다는 것이 삶의 형태의 일부를 이루는 어떤 

실천적 활동의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의도된 것이다.

언어놀이는, 다른 놀이들과 마찬가지로, 그 놀이 규칙들에 의해서 정의

된다. 그러나 이제 이 규칙들은 �논고�1)의 비트겐슈타인이 생각했던 언어 

규칙들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우선, 언어놀이에 적용되는 

규칙들의 종류나 역할은 언어놀이들의 다양성만큼이나 다양하며, 획일적

이지 않다. 그 규칙들은 모든 가능한 언어를 엄격하게 지배하는 논리적 구

1) 비트겐슈타인의 글들은 참고문헌에 표기한 약칭들을 사용해 언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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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론의 (진리 함수적으로 계산 가능한) 규칙 체계를 이루지 않는다. 그것들

은 반드시 엄밀하게 확정된 계산 규칙과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며, 따라서 

그것들은 낱말 사용을 언제 어디서나 명확히 규정하지도 않는다. 게다가 그

것들은 보통 그 놀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고 분석─그 끝은 있으나 

아마도 그것을 확인할 길은 없는─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언어놀이의 규칙들은 그것들을 따르는 우리의 실천

적 활동과 독립적으로 존립할 수 없다. 언어놀이는 규칙들에 의해서 정의되

지만, 그 규칙들은 그것들을 따르는 실천적 활동 없이는 언어놀이의 규칙들

이 되지 않는다.2) 언어놀이는 어디까지나 놀이 규칙들을 따르는 실천적 활

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언어놀이의 근저에는 규칙 따르기

가 있다.”(BGM, 330쪽))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바로 이 실천적 활동이 

언어놀이에서 사용되는 언어 표현들에 의미를 주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들

의 의미를 알려면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행해지는 언어놀이에서의 실천

적 활동, 즉 그것들이 언어놀이에서 실천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이처럼, 언어놀이에 초점을 맞추면, 규칙 따르기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문제와 관련된 논의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결국은 

규칙과 규칙 따르기의 본성과 관계되는 ‘문법적 고찰들’이 그 핵심을 이룬

다고 할 수 있다. 즉, 규칙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들은 어떻게 규

칙을 따를 수 있는가? 규칙을 올바로 따를 줄 안다는 것은 무엇에 있는가? 

규칙 따르기에서 규칙 또는 규칙의 표현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규칙 따르

기에서 규칙과 행위의 정상적 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규칙 따르기의 

한계적 경우는 어디까지인가? 규칙은 ‘사적으로’ 혹은 ‘오직 한 사람이’ 따

를 수 있는가? 규칙 따르기는 어느 정도까지 공적 혹은 사회적인가? 대충 

2) �논고�에서 언어 규칙에 대한 논의는 핵심적이었으나, 규칙 따르기 논의를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거기서 규칙은 규칙 따르기와 분리 가능한 것으로 (암암리에) 취급되었으

며, 나아가 규칙의 이해가 규칙의 모든 실천적 적용(즉 규칙 따르기)을 결정한다고 보

는, 이른바 ‘의미체’ 관념과 연관되어 있는 관점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규칙 따르기 논의의 핵심에는 그러한 생각들에 대한 비판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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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들이 이른바 규칙 따르기 논의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

은 그 중에서도 특히 후반부의 문제들에, 그리고 그것들이 언어의 본성에 

대해 갖는 귀결들과 함축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의 고찰은 사실상, 언어놀이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방향 전환한 비

트겐슈타인이 규칙 따르기와 언어의 가능한 한계 문제와 관련하여 지니게 

된 생각을 다루는 게 될 것이다. 특히, �탐구� 199절과 204절에서 그가 제기

했지만 명확히 대답하지 않았다고 보일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그의 생각을 규

명하는 일에 비중이 주어질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한 그의 생각은 �탐구�

243절 이하에서의 이른바 사적 언어 논의와는 다른, 그러나 또 하나의 사적 

언어 논의를 이루는 것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한계적

이거나 초한계적 경우들에 대한 논의를 고찰하기 전에, 먼저 규칙 따르기와 

언어놀이의 통상적인 경우들에 대한 그의 생각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 규칙 따르기와 언어놀이의 통상적인 특징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집이나 학교 등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규칙 따르기 행동을 배운다. 비트겐슈타인

은 �탐구� 초반부에서, 단순한 규칙을 따르는 언어놀이들에서부터 점점 복

잡한 언어놀이들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배우거나 배울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언어놀이들을 고찰한다. 그런데 81절에서 그는 자신도 한때 미혹되었던 생

각, 즉 이러한 언어놀이들을 하는 사람은 확정된 규칙들을 따라 계산을 하

고 있음에 틀림없다는 생각을 언급하며 비판한다. 그에 의하면, 우리는 철

학에서 종종 “낱말들의 사용을 고정된 규칙들에 따르는 놀이들 및 계산법

들과 비교”하기는 하지만,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러한 놀이를 해야 한

다고 말할 수는 없다”. 즉 “문장을 발화하고 그것을 뜻하거나 이해하는 사

람은 확정된 규칙들에 따라서 계산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이

라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우리가 따르는 규칙은 이정표처럼 있다(§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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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어떤 때는 의심을 열어 놓고 있고 어떤 때는 열어 놓고 있지 않다.” 

그 의심의 가능성 자체는 이정표(규칙)를 어떤 식으로 따라야 할지를 설명

하는 또 다른 규칙을 첨부한다고 해도 여전히 생각될 수 있다. 원래의 규칙

의 적용을 규제하는 이 새로운 규칙의 적용 역시 의심을 허용할 수 있기 때

문이다(§§84-86 참조). 그러나 그렇다고 이정표가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

다. 왜냐하면 “이해는 우리가 우선 의심이 가능한 모든 곳에서 의심을 하고 

나서, 이 모든 의심들을 제거할 경우에만 가능한”(§87)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하나의 설명이 주어진 다른 하나의 설명에 의존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떤 설명도 다른 하나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

는다─어떤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

하면.”(같은 곳) 그러므로 이정표(규칙)는, 그것에 대해 어떤 의심이나 오해

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를 

설명하는 또 다른 규제가 없다고 불완전한 것이 아니다. 즉 “이정표는 이상 

없다,─그것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것의 목적을 달성한다면.”(§87)

규칙(의 표현)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별다른 의심 없이 

믿고 따르면 그 목적이 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일상적 언어놀이는 

이러한 다양한 규칙 따르기들─명령하기, 기술하기, 보고하기, 농담하기, 

등등(�탐구� 23절 참조)─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통상적인 규칙 따르기와 언어놀이의 몇 가지 기본 특징들을 지적하

고 있는데, 그것들은 대충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규칙 따르기와 언어놀이는 사물들의 상태가 실제의 경우들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그 요점을 지닌다. 즉 오직 정상적인 경우들에서만, 

규칙 따르기 및 그것에 따른 말의 사용은 우리에게 명료하게─우리 머릿속

에 떠오르는 그림과 충돌하지 않고서(§141 참조)─규정된다. 가령 “한 조각

의 치즈를 저울 위에 놓고서 저울의 기울기에 따라 가격을 정하는 절차는, 

만일 그러한 치즈 조각들이 명백한 원인 없이 갑자기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일이 비교적 자주 일어난다면, 그 요점을 상실할 것이다.”(§142) 규칙 따르

기와 언어놀이의 가능성은 말하자면 사물들의 정상적인 상태에 의존한다.

둘째로, 규칙 따르기와 언어놀이는 그 학습자나 참여자들의 정상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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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혹은 판단에서의 일치(§242)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일치는 말하자

면 의견들의 일치가 아니라 ‘삶의 형태의 일치’이다.) 가령 우리의 언어놀

이에 참여하기 위한 학습자는 우리가 가르치는 규칙 따르기에 대해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이른바 정상적인) 반응을 자립적으로 보일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물론 여기서 정상적인 반응과 그렇지 않은 비정

상적 반응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산발적인 실수, 체계적

인 실수, 완전히 불규칙적인 반응과 같은 (서로 반드시 명확히 구별되지 않

을 수 있는) 단계가 있을 수 있다(§143 참조). 주어진 규칙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얼마만큼 올바로 반응을 보여야 하

는가에 대해 어떤 제한을 제시할 수는 없다(§145 참조). 그러나 어쨌든 규

칙 따르기에서 학습자의 반응이 정상적이 아니라면, 그에게는 규칙 따르기

를 가르치려는 어떤 설명도 효과가 없다(같은 곳).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학습

자는 우리의 언어놀이를 올바로 배울 수 없고, 결국 그와 우리의 의사소통

의 가능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셋째로, 규칙 따르기와 언어놀이에는 통상 규칙의 표현과 그것을 따르는 

행위 사이에 강력한 결합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결합은 다름 아니라 언어

놀이에서의 규칙들을 따르는 훈련과 언어놀이의 나날의 실천 속에서 이루

어지는 결합, 즉 “항구적인 관례, 관습이 존재하는 한에서만” 있을 수 있는, 

제도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의 결합이다(§197-198 참조). 그것은 단지 인과

적 연관이 아니며(§198), 어떤 내적인 소리를 따르는 일종의 영감에 의한 

결합도 아니다(�탐구� §232). 그리고 그런 것으로서, 규칙 따르기는 단순

히 ‘규칙과 일치하는 과정’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규칙을 포함하는 과정’

으로서의 행위이다(�청색 책� 33쪽 이하 참조). (단순히 규칙과 일치하는 

행위라면, 규칙 따르기는 그것이 따르는 규칙뿐 아니라 다른 수많은, 그것

과 무관한 규칙들과도 일치할 수 있다.) 즉 말하자면 규칙 따르기에서 “규

칙은 멀리서 작용하지 않는다”(같은 책, 35쪽). 거기서 규칙은 규칙을 따르

는 행위를 만족스럽게 기술하는 가설과 같은 것이 아니다(�탐구� §82 참

조). 규칙은 그 행위에 대한 내적인 이유로서 작용하며, 규칙 따르기는 정당

화가 가능한 지향적이며 규범적인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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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로, 규칙을 따르는 자로서 나는 언어놀이에서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른다”(§219). 내가 규칙을 따를 때, 나는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를 모든 지

점에서 매번 사유(뜻함)(§186)나 직관(§§213-214)이나 영감(§232) 따위에 

의해 선택하지 않는다. 모든 지점에서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낫지만(§186), 그것도 아주 옳은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규칙 따르

기의 그 모든 지점에서 내가 매번 결단 작용과 같은 어떤 것을 해야 하는 것

은 아니기 때문이다(�갈색 책� 237쪽).3) 나에게는 “규칙이 마치 그것의 모

든 귀결들을 미리 산출한 것처럼”, 마치 규칙 따르기의 각 이행 단계들이 

“실제로는 이미 모두 만들어져 있다”고 보일 만큼 자명(§§219&238)하다. 

그래서 나는 “오직 규칙의 입만 바라보고 행하며, 더 이상의 안내를 호소하

지 않”는다(§228). 즉 규칙은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나의 최종 

심급”(§230)이 된다.4) 이것은 물론 나의 규칙 따르기가 기계적으로 결정되

어 있다는 것이 아니다. 언어놀이의 규칙을 따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근

거를 대는 일 즉 정당화는 어디선가 끝이 나며, 그 지점에서 나는 말하자면 

근거들 없이 행위하는 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211 참조). 거기서 “나는 그

저 그렇게 행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217).

이러한 특징들은 통상적인 규칙 따르기와 언어놀이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그러나 규칙 따르기와 언어놀이의 본성은 그러한 특징들 가운

데 어떤 것이 상실될 수도 있는지를 고찰해 본다면 어떤 면에서 더 분명하

게 드러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찰은 규칙 따르기와 언어놀이의 통

상적인 조건들과 함께, 그것들을 충족시키는 한계적인 경우 및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경우들에 대한 논의를 불가피하게 포함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른

3) 그러므로 가령 Chauvire(1989: 151쪽)의 다음과 같은 말은 지나치고 오해를 불러일으

키기 쉽다고 보인다: “규칙의 적용 문제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태도는 극단적으로 창

조주의적이다: 이른바 규칙에의 복종은 우리의 창조(규범적 결단)이다.”
4) 이러한 것으로서 언어놀이의 규칙은 문법 규범으로서 작용한다. 그러므로 규칙(의 표

현)과 그것의 적용(따르기 행동) 사이의 결합에도 불구하고 문법으로서의 논리는 폐지

되지 않는다(§242). (종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논리는 경험적 혼탁함이나 불확

실함이 달라붙어 그 순수 수정체 같은 본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 결합은 

통상적인 규칙 따르기를 위해 필요한 반응 또는 판단들의 일치만큼의 강력하고 항구

적인 힘을 지니고서 언어놀이를 규제한다.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논의는 이영철

(2008) 79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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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적인 규칙 따르기나 사적 언어의 가능성 여부 문제에 대한 비트겐슈타

인의 고찰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적 규칙 따르기와 사적 언어의 문제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놀이에서 이루어지는 규칙 따르기는 의사소통을 위

해 배워 익히고 행하는 하나의 실천적 기술(技術)이다. 그것은 언어놀이라

는 관습적 제도(문화)가 존재하는 가운데, 통상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사회

적 관계를 통해 숙달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규칙 따르기에 통상적인 점들

이 상실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 경우 규칙 따르기나 언어놀이는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물론 그 한계는 모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일상적으로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모호함이 개념적으로 혼

란을 일으킨다면, 철학적 명료화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비트겐슈타인

은 규칙 따르기와 언어놀이의 한계적 경우 내지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들을 다루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는 �탐구� 243

절에서 315절까지의 논의에서 이른바 ‘사적’ 언어를 언어(놀이)로서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서 비판하였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는 같은 문제 맥락에서 �

탐구� §199에서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기하고 또 대답하였다.

우리가 “하나의 규칙을 따른다”라고 부르는 것은 오직 한 사람이, 일생에 

오직 한 번 할 수 있을 그런 어떤 것인가?─이것은 물론 “하나의 규칙을 따

른다”고 하는 표현의 문법에 관한 하나의 주석이다.

오직 한 사람이 오직 한 번 하나의 규칙을 따랐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

직 한 번 오직 하나의 보고가 행해졌다는 것, 오직 한 번 오직 하나의 명령이 

주어졌거나 이해되었다는 것 따위는 불가능하다.─하나의 규칙을 따른다

는 것, 하나의 보고를 한다는 것, 하나의 명령을 한다는 것, 하나의 장기놀이

를 한다는 것은 관습들(관례들, 제도들)이다.

비트겐슈타인의 물음은, 규칙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최소한 

또 한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없이도 할 수 있는 어떤 것인가라는 물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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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따른다는 것은 (규칙의 적용에서) 여러 번의 한결같은 행위 없이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어떤 것인가라는 물음이 결합된 것이

다. 이에 대한 그의 대답은 짤막하고 단호하지만, 그것은 많은 해석적 논란

을 불러일으켰다. “오직 한 사람이 오직 한 번 하나의 규칙을 따랐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규칙 따르기는 오직 한 사람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최소한 또 한 사람을 더 필요로 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오직 한 사람의 규칙 따르기는 오직 한 번의 행위로는 불가능하지

만, 어쨌든─어떤 식의 한결같음(규칙성)을 지닌 일련의 행위를 하면─가능

하기는 한 것인가? 이른바 사회적 또는 공동체주의적 해석을 취하는 많은 

이들5)은 비트겐슈타인이 규칙 따르기를 “관습들(관례들, 제도들)”이라고 

표현했다는 점 등을 들어 그가 전자의 입장을 취했다고 본다. 이들에 의하

면, 규칙 따르기나 언어놀이는 오직 공동체적으로만 확립될 수 있는 어떤 

규범적 평가 기준을 요구하며, 따라서 그러한 공동체(적 기준)를 실제 경험

한 일이 없이 고립된 한 개인이 규칙 따르기나 언어놀이를 할 수는 없다. 그

러나 이른바 개인주의적 해석을 취하는 이들6)에 의하면, 비트겐슈타인의 

그 표현은 단순히 한 개인의 규칙적 습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따라

서 그는 규칙 따르기와 언어놀이를 공동체와 아무 연관이 없는 한 개인에게

도 가능한 어떤 것으로 간주하였다고 본다. 이들에 의하면, 규칙 따르기와 

5) Winch(1958: 1장 §§8-9); Fogelin(1976: 12-13장 및 1987 수정판 12장의 각주 10 참
조); Kripke(1982: 3장); Malcolm(1986: 9장) 및 (1989); Savigny(1991) 및 (1994: 4
장); Bloor(1997: 8장); Williams(1999: 특히 6장) 및 (2010: 5&6장) 등. 국내에서는 

이영철(1995)과 이상룡(2012)을 들 수 있다. 크립키는 자신의 공동체주의적 해석으로

부터 로빈슨 크루소처럼 고립된 개인의 규칙 따르기의 불가능성이 결론으로 나오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예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뜻은 “만일 우리가 크루소

를 규칙을 따르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를 우리의 공동체 안으로 데려오면서 

규칙 따르기를 위한 우리의 기준을 그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크립키(2008), 
178-179쪽). 따라서 “공동체의 어느 구성원에든 적용되는 규칙 따르기 테스트를 통과

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그가 누구든 규칙을 따른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러나 그는 어디서도, 그런 테스트를 통과하는 고립적 개인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말

하지 않는다.
6) McGinn(1984: 2장); Baker and Hacker(1984: 19-21쪽)과 (1985: 4장), (2009(수정

판)) 5장); Hacker(1986: 9장); Pears(1988: 14장), Peuker(1998) 등. 국내에서는 남기

창(1995)이 대체로 이들 입장에 동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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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놀이에 필요한 것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

이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실제 존재가 아니다. 즉 필요

한 것은 단지 가능한 사회성이지, 현실적 사회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두 해석은 일면 옳고 일면 그르다. (이것은 그러한 논

쟁 자체가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7)) 우리의 규칙 따르기와 언

어놀이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사회성을 지니는 관습, 제도이다. 

이 점에서 공동체주의적 해석은 옳다. 하지만 그 점이, 고립된 오직 한 사람

의 규칙 따르기와 언어놀이의 가능성을 비트겐슈타인에게서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공동체주의적 해석은 잘못이고, 개인주의적 해석이 옳

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그 고립자의 규칙 따르기

와 언어놀이가 어디까지나 우리의 규칙 따르기와 언어놀이와 유사한 한에

서만 부여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유사성의 기준은 고립된 오직 한 사람의 규

칙 따르기와 언어놀이를 순수하게 비사회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 한 

사람의 규칙 따르기와 언어놀이의 가능성조차도 결국 우리의 (사회적) 규

칙 따르기와 언어놀이의 문법에 속하는 것이다. 개인주의적 해석은 이 점을 

놓치고 있는 점에서 문제를 지닌다.

그러나 뭔가 모순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이러한 생각을 구체화하기 전

에, 해석상의 불일치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점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우선, 우리의 일상적인 규칙 따르기와 언어놀이가 사회적 연관 속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이 그렇게 본다)는 점은 논의의 

여지없이 전제된다. 그리고 규칙 따르기는 무엇보다도 실천이므로, 한 번도 

실천되지 않는 규칙 따르기, 실천과 아무런 상관없는 규칙 따르기는 있을 

수 없다(고 비트겐슈타인이 본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 마지막 점은 규칙 따

7) Diamond(1989), Minar(1991: p.203) 및 (1995), Gustafsson(2004) 등은 그 두 해석간

의 논쟁이 비트겐슈타인은 확정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의도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어떤 특정한 철학적 견해로 대답하려 시도하고 있

다는 점에서 기본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본다. 이들의 입장을 제3의 입장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필자가 보기에, 이 입장은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이 

‘규칙 따르기’의 문법에 대한 해명이 된다고 비트겐슈타인이 언급했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스스로 그러한 문법적 해명이 될 수 있는 대답을─어떤 하나의 철학적 논제를 

수립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주고 있다는 사실을 경시하거나 간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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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 논의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탐구� §202절에서 비트겐슈타인

에 의해 다음과 같이 진술되고 있다.

그러므로 ‘규칙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의 실천이다. 그리고 규칙을 따른

다고 믿는 것은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은 규칙을 ‘사적으로’ 따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규칙을 따른

다고 믿는 것은 규칙을 따르는 것과 동일한 것일 터이기 때문이다.

규칙 따르기는 규칙을 따른다고 믿는 것과는 동일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규칙 따르기는 우리들이 규칙을 따른다고 단순히 믿음으로써 ‘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규칙을 실제로 행동적으로 따름으로써

만 할 수 있는 실천 활동이라는 것이다. 만일 규칙 따르기가 단순히 믿음에 

의해 ‘사적으로’ 가능한 해석과 같은 것이라면, 이 인용문의 바로 앞 절인 

§201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지적하고 있다시피, 그러한 해석적 믿음에 의해 

어떤 행위 방식도 하나의 규칙과 일치하는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또 모

순되게도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는 결국 일치도 모순도 존

재하지 않게 되고, 하나의 규칙은 어떤 행위 방식도 확정할 수 없게 될 것이

다. 즉 이른바 ‘규칙 따르기의 역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그에 의하면,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요컨대, “하나

의 해석이 아닌, 오히려 우리가 ‘규칙을 따른다’라고 부르는 것과 ‘규칙에 

어긋나게 행위한다’라고 부르는 것 속에서 적용의 그때그때 표현되는 규칙 

파악이 존재한다는 것”(§201)이다.

그런데 규칙을 ‘사적으로’ 따를 수 없다면, 우리는 물론 언어 규칙도 ‘사

적으로’ 따를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언어놀이가 언어 규칙들을 따르는 실천

적 활동인 한, 우리는 ‘사적인’ 언어놀이를 할 수 없다, 즉 ‘사적’ 언어는 불

가능하다는 말이다. 실제로 �탐구� §243에서 시작되는 이른바 사적 언어 

논의는 이러한 점을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른바 ‘사적

인’ 규칙 따르기가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역설에 부딪치는 것과 마찬

가지로 이른바 ‘사적’ 언어는 다음의 �탐구� §258에서 지적되듯이 결국 역

설적인 결과에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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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나는 실은 올바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서는, 나에게 옳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건 옳다고 말해도 될 것이다. 그

리고 이것이 뜻하는 바는 단지, 여기서는 ‘올바름’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사적’ 언어, 즉 비트겐슈타인에 의해 ‘언어’로서의 가능성이 배

제된 것은─ �탐구� §243에 따르면─그 낱말들이 오직 말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자기의 직접적인, 사적인 감각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따라서 

다른 사람은 이 언어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규정된다. 이런 것으로

서 ‘사적 언어’는 �탐구� §269에서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이해 못하지만 

나는 ‘이해하는 듯 보이는’ 소리들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

해진다. 사적인 감각들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느낌, 기분, 믿음, 의도 등과 

관련해서도, 그것들이 당사자만이 내적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사밀한 것

이어서 타인은 알 수 없다는 뜻으로 ‘사적인’ 것이라 한다면, 우리는 마찬가

지로 그런 ‘사적’ 언어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이 불가능하다고 한 ‘사적’ 언어는 공적 실천과의 연관 이

전에도, 실천과 무관하게, 낱말과 관련된 올바른 규칙 따르기가 영혼의 내

밀한 방식으로 선취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탐구� §§187-188 참조)을 

깔고 있다. 여기서 ‘사적’이란, 어떤 개인에게 내밀하게 숨겨져 있어 타인은 

알 수 없고 오직 그 자신만이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으로서, 아마도 ‘사

밀(私密)하다’는 말로 더 적절히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적’이란 

말에는 다른, 일상적인 뜻이 있다. 즉 타인도 어떤 식으로 알 수 있고 접근 

가능하지만, 어떤 개인(또는 소수의 집단)에게만 고유하게 귀속되는 것으

로서 간주되는 것이라는 뜻이 그것이다. 가령 ‘사적 소유’란 말의 경우에서 

보듯, 어떤 것이 한 개인에게 공적으로, 즉 타인들에 의해 인지되고 인정받

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귀속될 수 있다.8)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

게 하는 혼잣말을 ‘사적 대화’의 한계적 경우(자기 자신과의 대화)로 볼 수 

8) �소품집� 291쪽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내가 재봉틀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사유 재봉틀이기 위해서는, 그것은 그것의 사

밀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과 재봉틀들─그것이 사유물이건 아니건─과의 유사점에 

의해서 ‘재봉틀’이라는 이름을 받을 만한 대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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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그 말은 보통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나직하게 말해지지만, 그것

에 귀를 기울이는 타인은 그 말을─그것이 그가 아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인 

한─알아들을 수 있다.9)

흔히 비트겐슈타인의 ‘사적 언어 논의’는 첫 번째 의미의 ‘사적인’(즉 사

밀한) 언어의 가능성 여부에 관한 논의로만 이해된다. 그리고 그가 그런 언

어의 가능성을 부정했다는 것은 그가 일체의 사적 언어를 부정한 것과 동일

시된다. 그러나 그는 두 번째 의미로 사적인 언어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

으며, 바로 이 문제가 �탐구� 199절의 논의와 관계되는 것이다. (나중에 보

겠지만, 그는 실제로 자신의 유고에서 두 번째 종류의 말을 가리켜 ‘사적 언

어’라고 했다.10)) 그가 첫 번째 의미의 ‘사적’ 언어의 불가능성을 보인 것은 

유아주의와 관련된 그 자신의 사상적 편력에서 볼 때 물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행동적 차원의 공적 실천성과 타자와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사회성 양자가 모두 결여되면 결코 규칙 따르기와 언어라고 할 만한 것을 

산출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질적으로 형이상학적 자아의 투영적 

사유 작용에 의해 성립한다고 간주된 �논고�의 유아주의적인 ‘나의 언어’

는 실천적 규칙 따르기를 통해 놀이 가능한 언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사회성은 어떤 식으로 결여되어 있지만 실천에서 어떤 식의 규칙성이 

존재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탐구� 199절과 같은 논의가 필요하

고, 이른바 공동체주의적 해석과 개인주의적 해석이 충돌하는 것이다.

9) 이런 뜻에서 ‘사적 언어’란 표현이 일상적 적용을 지닌다는 점은 일찍이 Ayer(1954)
에 의해서도 지적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비트겐슈타인의 사적(사밀) 언어 비판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로 생각함으로써 혼돈을 보였다. 
10) 이 점은 Baker&Hacker(1984, 4장; 재판 2009, 5장)나 Hacker(1986: 253쪽)에 의해 

주목되고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이후의 논의들에서 그 점은 충분히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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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천’과 ‘관습’: 공동체주의적 해석과 

개인주의적 해석

비트겐슈타인은 “오직 한 사람이 오직 한 번 하나의 규칙을 따랐다는 것

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런 것은 ‘규칙 따르기’의 문법에 속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그것이 ‘오직 한 사람’에 의한 것이어서 인

가, 아니면 ‘오직 한 번’이어서 인가? 아니면 그 둘 다여서 인가? �탐구�

199절에서 그는 저 말에 곧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오직 한 번 오직 하나의 

보고가 행해졌다는 것, 오직 한 번 오직 하나의 명령이 주어졌거나 이해되

었다는 것 따위는 불가능하다.” 즉 하나의 규칙 따르기는 언어놀이에서 단

지 한 번 행해지고 말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행

위가 언어놀이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되려면 규칙성이 결여되어서는 안 된

다(§207 참조)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으나, 그 행위가 오직 한 사람의 것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

러한 침묵은, 개인주의적 해석자들의 눈에는, 자신들과 같은 해석의 여지를 

열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다시 곧 이어서, “하나의 규칙을 따른다는 것은 

[…] 관습들(관례들, 제도들)이다”라고 말했다. 관습, 관례, 제도라는 것은 

사회적인 것이겠고, 따라서 사회로부터 고립된 오직 한 사람과 관련해서는 

이야기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렇다면 비트겐슈타인은 규칙 따

르기가 비-일회적인 반복적 규칙성뿐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을 요하는 사회

성을 지니는 실천으로 본 것이며, 여기서 개인주의적 해석이 아니라 공동체

주의적 해석이 옳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개인주의적 해석은 반발한다. 이에 따르면, ‘관습’의 원말 

‘Gepflogenheiten’은 꼭 사회적인 관습만이 아니라 개인의 습관을 가리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 말 앞에 ‘사회적’이라는 한정어가 명시적으로 있지 

않은 한, 그것을 사회적 관습으로 한정해서 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리

고 이 점은, 개인주의적 해석자들에 따르면, ‘관습’뿐 아니라 ‘실천’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11) 즉 비트겐슈타인이 규칙 따르기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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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라 했을 때 그것은 규칙 따르기가 단순히 한 개인의 사밀한 내적 활동

과 대비되는, 그의 공(개)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활동임을 강조하는 데 주

안점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서 ‘실천’은 단 한 사람에게도 가능할 

터인 것이고,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사회적 관계를 요하는 것으로 간주되

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필자 생각으로는, �탐구� 202절에서 비트겐슈타인이 규칙 따르기는 

“‘사적으로’” 할 수 없는 실천이라고 했을 때, 그가 사밀한 내적 작용과 대

비되는 행동적 차원의 공적 활동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은 옳다. 거기서 

“‘사적으로’”라는 말은, 일부 공동체주의적 해석자들12)의 생각과는 달리, 

고립적으로 고찰된 한 개인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고립적으로

라도 고찰할 수 있다면 그 경우는 이미 사밀하지 않다.) 만일 이들처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오직 한 사람이 규칙을 따를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 비

트겐슈타인의 명시적인 대답(거부)을 거기서 발견한 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규칙 따르기라는 실천의 비-사밀성을 강조한 것 자체는 규칙 따르기가 (반

복적 규칙성을 지닌 것으로서) 행동적이고 공(개)적인 활동임을 지적한 것

일 뿐, 그것이 순전히 한 개인만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관계

를 요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입장을 보인 것이 아니다. 그러므

로 이 점에서는 개인주의적 해석자들이 202절을 자신들과 같은 해석을 열

어주는 근거로 끌어들이는 것도 잘못이다. 그것은 두 해석에 중립적이며 따

라서 199절에서 제기된 문제는 여전히 숙고를 요하는 문제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관습’이란 말의 경우도 일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그 원말이 개인의 습

관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지 그것으로 개인주의적 

11) McGinn(1984; 78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고 ‘사회적 관습/실천’이란 말은 군

더더기가 아니다. 규칙 따르기가 사회적이라는 생각을 주장할 뜻이 정말 있었다면, 분
명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한정하는 형용사들을 삽입했을 것이다. […] 비트겐슈타인

은 ‘관습’과 ‘실천’을 다수성의 관념을 암시하기 위해 사용하지만, 그것은 규칙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다수성이 아니라 규칙 따르기의 예들의 다수성이다.” Baker& 
Hacker(2009: 141-3쪽과 158쪽)도 비슷한 생각을 피력한다. 

12) Kripke(1982) 79쪽과 89쪽(번역본은 132-133쪽과 147-148쪽); Malcolm(1986) 156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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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탐구� 199절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규

칙 따르기가 ‘관습’이라고 한 다음 괄호를 치고 ‘(관례들, 제도들)’이라고 

함으로써, 그 원말이 괄호 속의 말들과 같은 뜻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단순

한 습관 이상의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다고 보인다. 그리고 괄

호 속의 표현들(특히 ‘제도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연관 속에서만 적용된

다고 할 수 있는 표현들이다.13) 게다가 문제의 절 바로 앞 절에서 그는 규칙 

따르기가 가능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관례, 관습’을 이미 언급한 바 있는

데, 그것은 규칙 따르기, 즉 규칙의 표현과 그것을 (정상적으로) 따르는 행

위 사이의 결합이 수업과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나날의 실천 속에서 이루

어지는 것임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런 만큼 거기서 

‘관례, 관습’은, 언어놀이에서의 통상적인 수업과 훈련, 그리고 이를 통해 

익힌 것의 나날의 실천이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

지는 것만큼이나 사회 공동체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14) 그리고 이 점은 바로 이어진 199절에서의 같은 표현들에 대해서도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199절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오직 한 사람’에 의해서는 규칙 따

르기가 불가능하다고 한 것인가? 즉 개인주의적 해석은 결국 잘못이고 공

동체주의적 해석이 옳은 것인가?15)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

다. 왜냐하면 그는 규칙 따르기가 (사회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관습, 

제도라고 말하면서도, 다음에 보게 되듯이, 오직 한 사람에 의한 규칙 따르

기가 가능하다고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게 그 둘이 양립 가능한

가? 규칙 따르기가 관습, 제도라면 그것은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공동체적 

관계를 요하고, 따라서 오직 한 사람에 의해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인다. 

그리고 오직 한 사람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회 제도적 

관습, 관례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보인다. 우리의 문제는 이러한 모순적

13) Savigny(1994) 242-243쪽 참조. 그에 따르면, 독일어에서 ‘Gepflogenheiten’이 개인

적 습관을 뜻하려면, 그 개인이 명확히 명명되거나 맥락상 분명해야 한다고 한다.
14) 실로 199절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전까지 �탐구�에서 언급된 언어놀이들은 사회적 학

습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15) 필자의 1995년도 논문을 포함해 상당수가 그렇게 성급히 단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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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이는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개인주의적 해석과 공동

체주의적 해석은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에게 모순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그

가 그 모순항의 한 쪽을 택한 것으로 해석해 온 셈이다. 그러나 모순적으로 

보이는 많은 경우들이 그렇듯이, 여기서도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고찰이 

요구된다. 모순적으로 보이는 두 점이 실제로는 반드시 모순적이지 않을 수

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가 실제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지는,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

으면 답할 수 없다.

5. 근본적 고립자의 언어 (사적 언어로서의 혼잣말)

비트겐슈타인은 �탐구� 199절에서 ‘규칙 따르기’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오직 한 사람이, 일생에 오직 한 번 할 수 있을 그런 어떤 것인가를 물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규칙 따르기가 관습(관례, 제도)으로서 ‘오직 한 번’ 가

능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지만, ‘오직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인지 여부는 명확히 하지 않았고─어쨌든 그렇게 보일 수 있고─그래서 해

석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만일 오직 한 사람이 ‘규칙을 따른다’고 말해질 

수 있다면, 그 규칙 따르기는 그 사람 혼자만이 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따

라서 오직 한 사람이 언어놀이 규칙을 따른다고 말해질 수 있다면, 그 언어

놀이는 그 사람 혼자만의 것이 된다. 그러나 이런 혼자만의 규칙 따르기, 혼

자만의 언어놀이는 바로 ‘사적’이란 말의 일상적인 뜻에서 사적인 규칙 따

르기, 사적인 언어(놀이)라고 말해질 수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뜻에

서는 그러므로 사적 언어 논의의 시작은 흔히 이 논의의 시작으로 이야기되

는 243절이 아니라, 199절인 것이다.) 이런 종류의 사적 언어에 대한 비트

겐슈타인의 생각은 그의 이른바 규칙 따르기 논의의 마지막 부분과 이른바 

사적 언어 논의가 시작된다고 흔히 이야기되는 부분에서 그 중요한 실마리

가 나타나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는 �탐구� §242에서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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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정의들에서의 일치뿐 아니라, […] 판단들에서의 일치도 필요하다”

고 말했다. 가령 수학자들 간에는, “규칙에 따라 행해졌는지 아닌지에 관해

서는 […] 아무런 논쟁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것에 관해서는 예컨대 치고받

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240) 이러한 일치는 “의견들의 일치가 아니

라, 삶의 형태의 일치”(§241)이며, 그러한 것으로서 그것은 “우리의 언어가 

작용하는 (예컨대 어떤 기술을 하는) 발판에 속한다”(§240). 그러나 만일 

여기서 이야기된 ‘판단들에서의 일치’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사

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만일 그러한 일치가 없다면 

의사소통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언어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되는

가?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사람들의 삶의 형태 차원에서의 판단들의 일

치─그러므로 사람들의 거의 본능적이라 할 수 있는 반응들이 공동체적 차

원에서 보이는 일치─를 발판으로 하는 ‘우리의 언어’는 더 이상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말은 그러니까 어떠한 언어도 성립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인

가? 아니면 그 경우에도 여전히 어떤 종류의 언어는 가능하지만, 다만 그것

은 더 이상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가 아니라는 것인가? 이 후자의 경우 그 언

어는 오직 혼자만의 언어로서, 말하자면 ‘사적 언어’가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비트겐슈타인은 243절 시작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독백

적으로,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말하는 사람들의 가능성을 언급한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꾸짖고, 벌주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복종하고, 물음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 대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

은 또한 오직 독백적으로만 말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

들의 활동에 혼잣말들을 덧붙이는 사람들을.―그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이

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조사자는 그들의 언어를 우리의 언어에로 번역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오직 혼잣말을 하는 사람들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자기 자신에

게 말할 뿐, 남들과 의사소통하지 않는다. 이 언어는 곧 이어서 규정되는 사

밀한 사적 언어, 즉 ‘자기의 직접적인, 사적인 감각들과 관련되어 있어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생각되는 것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사밀 언

어는 이른바 유아주의적 언어로서 오직 혼자만의 언어의 한 한계적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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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될 수는 있지만, 이런 종류의 이른바 언어는 이미 ‘사적’ 규칙 따르기의 

불가능성을 언급한 202절에서 그 불가능성이 암시되었고, 243절의 저 인

용문 다음 단락부터 이어지는 이른바 ‘사적 언어 논의’에서는 그 불가능성

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 그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 심지어 자기 자신도 (이

해하는 듯 보일 뿐)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실은 언어가 아닌 것으로 판명난

다. 그것은 따라서 ‘사적 언어’도 아닌 것이다. 이에 반해서, 여기서 의사소

통 없이 오직 혼잣말만 하며 활동하는 사람들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혼잣말은 우리의 언어에로 번역할 수 있는 ‘언어’이다. 그것

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활동과 어떤 식으로 규칙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규칙을 따르는 언어놀이를 하고 

있는 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된 사람들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일 수 있는가? 

가끔이 아니라 항상 혼잣말만 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 내에도 있을 수 있

지만, 그런 경우는 뭔가 예외적이고 특수한 (비정상적인) 상황에 해당된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그 경우 그들의 혼잣말은 우리의 언어와 다를 

바 없다. 그것은 우리의 공적 언어가 사적으로 사용된 경우일 뿐이다. 그러

나 비트겐슈타인이 여기서 염두에 둔 경우는 좀 더 근본적이라고 보인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혼잣말은 번역을 필요로 할 정도로 우리의 언어와는 고

유하게 다른 언어라고 이야기되기 때문이다. 유고에 따르면, 그 언어는 혼

잣말하는 사람들 각자에게 고유할 수도 있다.16) 따라서 여기서 언급된 가

능성은 자연스럽게 ‘오직 한 사람의’ 언어나 규칙 따르기의 가능성 문제와 

연결되게 된다. 왜냐하면 각자 자신의 고유한 언어로서 혼잣말을 하는 사람

들의 가능성은, 언어 공동체와 처음부터 떨어져 있어 (만일 말을 할 수 있다

면) 오직 자기 자신에게밖에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 가장 단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처음부터 무인도나 정글에 버려진 로빈슨 

16) �탐구� 241-243절에 대응시킬 수 있는 MS 124 212ff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오직 혼잣

말만 하는 사람들의 존재 가능성과 함께, 그들이 각자 고유하게 다른 언어를 지닐 가능

성을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다면 각 사람이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생각하고, 오직 자

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생각될 수 있지 않을까? (이 경우에 그렇다면 또한 각자

는 자신의 고유한 언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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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소나 타잔 같은 사람, 또는 고립된 동굴에 홀로 거주하는 원시인이나 

심지어 아담과 같은 사람들의 경우가 그것이다.

실제로 비트겐슈타인은 지금 논의되는 �탐구�의 대목과 연관되는 점들

을 논의하고 있는 유고들에서, 혼자 고립되어 있는 크루소 같은 사람이나 동

굴인의 경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는 우선 MS 165의 101-102쪽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사적 체험들에 관해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이해되게 이야기하는 언어”라는 뜻에서의 ‘사적 언어’는 

언어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언어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는 MS 165의 103-105쪽에서, 그러한 사적(사밀) 언어와는 다른 

뜻에서 사적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른 뜻에서는 물론 사적 언어가 존재한다. 가령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사람의 언어. 우선 이 언급[을 해두어야 하겠다]: 자

기 자신에게 말한다는 것은 혼자 있으면서 말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동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말로 격려하고, 자기 자신에게 물

음을 던지고 대답하며,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이 생각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현상들을, 이 사람의 행동방식이 인간의 행동방식 일반과 

비슷하고, 우리가 특히 그의 몸짓들을−그리고 슬픔의, 불쾌의, 기쁨의 표정

을−이미 이해했을 경우에만 언어라고 부를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언어 또는 언어 비슷한 현상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혼자 살면서 자기 주위의 대상들의 그림들을 (가령 자신의 동굴 벽에) 그

리는 어떤 한 사람이 어쨌든 상상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그림 언어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사람’은 데포의 소설에서 묘사된 크루소

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후자는 외딴 섬에 혼자 있으면서 말하지만, 그의 말

은 반드시 여기서의 뜻으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혼자만의 말이 아니다. 그

는 그가 속했던 사회에서 이미 배운 언어를 말한다. 즉 그의 언어는 그 혼자

만의 고유한 것이 아니다. 만일 그가 다른 영국인을 만난다면 그는 곧 그 다

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로

빈슨 크루소와 같은 사람’과 관련해 비트겐슈타인은 저 인용문에 이어 이

렇게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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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른 사람

을 격려하는 언어놀이를 숙달한 게 아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사

람은 그로써 아직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파시앙스[혼자하는 카드 점치기 놀이]를 할 수 있다면, 그는 

그로써 아직 다른 사람들과 카드놀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MS 165 

105-106쪽)

즉 비트겐슈타인이 염두에 둔 ‘크루소와 같은 사람’은, 혼자 사는 동굴인

과 마찬 가지로, 처음부터 공동체와 떨어져 혼자 살면서 “오직 자기 자신에

게만 이야기하는 언어, […] 가령 행동방식들을 궁리할 때 쓰는 언어”(같은 

곳)─또는 언어 비슷한 현상─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문제는 결국 이러한 고

립자들의 언어 창조 가능성 여부에 관한 것이다.17) 그렇지 않다면, 오직 한 

사람의 규칙 따르기 가능성을 묻는 �탐구� 199절의 물음은 너무 답이 뻔

한, 싱거운 물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언어놀이들을 배운 상황에서 

‘오직 한 사람’이 그만의 독특한 규칙 따르기, 그만의 독특한 언어사용(가

령 그만이 해독할 수 있는 암호의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탐구｣ §204에서 비트겐슈타인이 다음과 같은 식

으로 문제를 바꿔 제기할 때, 그것은 199절의 문제 상황을 보다 선명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가령, 현 상황에서, 어떤 사람도 해본 적이 없는 놀이 하나를 발명할 

수 있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일도 가능할 것인가? 즉: 인류는 놀이라고는 

전혀 해본 적이 없다; 그러나 언젠가 어떤 사람이 놀이 하나를 발명한다,―

그러고 나서 그 놀이는 전혀 행해지지 않았다.

비트겐슈타인의 대답은, 199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역시 199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제는 그 한 사람이 행한 것

17) 이 점은 Malcolm(1989: 159쪽)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단 혼자서 규칙을 따르

는 자들’에 대한 철학적 문제는 다른 인간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자란 어떤 사람이 

그 자신의 사용을 위해 언어를 창조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어야 할 것이다. (데포의 

크루소와는 달리) 결코 인간 사회의 구성원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날의 활동들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창안한 크루소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는 공동체주의적 해석자로서 그 가능성을 부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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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식으로 한결같음을 유지한다면 어떻게 되느

냐이다. 그럴 경우 그것은 오직 한 사람에 의한 규칙 따르기이자 놀이가 되

는가? 여기서의 문제 상황은, 처음부터 사회-고립적인 크루소나 동굴인과 

같은 사람이 언어를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통한다. 그리고 문제를 더 

첨예화하자면─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지만─우리는 

여기서 그 크루소나 동굴인을, 어디엔가 이미 존재하는 사회로부터 어쩌다 

거의 처음부터 고립되어 산 사람이 아니라 이브의 등장 이전의 아담처럼 아

직 다른 어떤 인간(또는 호모 사피언스)도 존재 않는 상태에서 홀로 있는 사

람으로 상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브의 탄생을 본 아담은 과연 성경 창세

기에서 했다는 말과 같은 어떤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크루소와 동굴인이 그 

자신에게 하는 말(또는 ‘언어 비슷한 현상’)로서의 사적 언어의 가능성을 인

정한 비트겐슈타인에게 그 가능성이 부인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6. ‘규칙 따르기’와 ‘언어’의 기준의 사회성

오직 한 사람에 의한 (사적인) 언어놀이의 가능성이 �탐구�에서는 다소 

애매하지만 유고에서 분명하게 인정되고 있다는 점18)은 개인주의적 해석

자들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 보인다. 실제로 그들은19) 그 점을 자신들

의 해석을 옹호해 주는 강력한 증거로 간주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다시 한 번 주의해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오직 한 사람의 고립자가 그 혼자만의 (사적인) 규칙 따

르기나 언어놀이를 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그것은 첫째로, 그 고립자가 어

떤 한결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둘째로, 그 행동이 우리의 규칙 따르기나 

언어놀이들과 유사성을 지니는 한에서이다. 첫 번째 점은 분명하다. 그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18) 그 변화에는 미묘한 점이 있지만, 그것이 유고와 �탐구� 사이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 

때문은 아닐 것이다.
19) 특히 Baker와 H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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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로빈슨 [크루소] 같

은 사람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 그는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

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가 자기 자신과 언어놀이들을 하고 있다고 말

하지 않을 것이다.(�소품집� 149쪽)

[…]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음에 대한 우리의 기준은, 그

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그의 나머지 행동이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적인 

뜻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앵무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축음기에 대해

서도 마찬가지이다.(�탐구� §344)

즉 우리는 소리 내어 말하기나 쓰기를 하는 사람에게만 그는 자기 자신

에게 말한다고 말할 수 있다(MS 165 193쪽 및 210쪽 참조). 어떤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언어는 결코 말하지 않지만, 어떤 언어를 내부에서, 상

상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는 생각”(�탐구� §344)은 가능하지 

않다. 규칙 따르기나 언어놀이는 어떤 방식의 실천이어야 하며, 그렇다면 

가령 내적으로 사밀한 것들과만 연관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른바 ‘사적

인’ 규칙 따르기나 ‘사적인’ 언어놀이는 성립 불가능하다. 그것은 자신의 

사밀한 영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당사자만이 이해할 수 있을 그런 어떤 것

이 아니다.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그것은 그의 내밀한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을 신조차도 (그것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만일 신

(神)이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았다면, 거기서 그는 우리가 누구에 관해 말

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탐구� 2부, 385쪽)

그러나 규칙 따르기나 언어놀이를 하고 있다고 일컬어질 수 있으려면, 

오직 한 사람인 고립자는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가? 두 번째 점이 말

하는 것은, 그가 우리의 규칙 따르기와 언어놀이 행동 방식과 유사하게 행

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주의적 해석자들이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것은 

이 두 번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트겐슈타인은 여기서 우리의 

행동 방식이란 이미 우리의 일상적 삶의 형태가 그러하듯 사회-공동체적이

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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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우리가 “언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

저 우리의 일상 언어의 장치, 우리의 낱말 언어의 장치이다; 그러고 나서 다

른 것들은 그것과의 유사성 또는 비교 가능성에 따른다. (�탐구� §494)

언어: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상의 민족들이 말하는 언어들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언어들과 유사성을 지닌 현상들을 언어라고 부른

다. (MS 165 105-107쪽)

한 민족의 언어를 기술하는 사람은 그들 행동의 한결같음을 기술한다. 그

리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말하는 사람의 언어를 기술하는 사람은 그의 행

동의 한결같음을 기술하고, 오직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기술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행동을,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말할 때의 우리의 행

동과 유사할 경우에만 ‘어떤 한 언어를 말하기’라고 부를 것이다. (MS 165 

124f)

즉 고립자가 어떤 방식으로 한결같이 (규칙적으로) 행동한다고 해도, 그

것만으로는 그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의 

그 한결같은 행동 방식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말하는’ (사적) 언어놀이

로서 일컬어질 수 있으려면,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규칙 따르기나 언어

놀이라고 부르는 한결같은 행동 방식을 통해 사회-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그것과 유사성을 지니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

리는 그의 단순히 한결같은 행동을 ‘언어’로서 이해할 수 없다. 그 경우 그

의 행동은 우리에게는 이를테면 우리와 삶의 형태가 다른 사자가 (소리 내

어 말한다는 일상적인 뜻에서)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이기 때문

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비트겐슈타인은 그러한 사자에 대해 다음과 같

이 말한 바 있다: “사자가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이해할 수 없

을 것이다”(�탐구� 2부, 395쪽).

요컨대, 지상의 민족들의 일상 언어들과의 유사성은 어떤 사람의 행동 

방식이 ‘언어적’일 수 있는 기준이다. 그리고 어떤 것이 어떤 것의 기준이라

면, 전자는 후자의 개념의 일부를 이룬다. (기준은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의 

개념 규정과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다(�탐구� §242 참조)). 그러므로 만

일 지상의 민족들의 언어들이 없다면, 그것들(중의 어떤 것들)과의 유사성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언어놀이’라고 불릴 터인 오직 한 사람의 똑같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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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대해, 그것이 ‘언어놀이’ 행동이니 아니니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그것을 ‘언어’라 하는 것도 ‘언어’가 아니라 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그러

므로 오직 한 사람의 규칙 따르기와 언어놀이의 가능성을 말할 수 있다면, 

그렇게 규정할 수 있게 해 주는 기준이 되는 우리 지상의 민족들의 규칙 따

르기와 언어놀이는 단순히 가능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실제가 그러하듯

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고립자의 사적인 규칙 따르기나 언어놀이의 가능성을 말하는 기

준이 우리의 규칙 따르기나 언어놀이와의 유사성이라면, 기준이 되는 우리

의 일상 언어와 규칙 따르기는 (이미 그렇게 전제되었다시피) 사회-공동체

적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그것이 오직 한 사람에 의해서

도 가능하다면, 왜 처음에 문제된 그 오직 한 사람의 고립자도 역시 여기서 

기준으로 가정된 이 두 번째의 고립자와 유사한 방식의 행동을 할 수 없는

지, 그리고 따라서 전자가 후자처럼 규칙 따르기나 언어놀이를 하는지 여부

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없는지, 다시 말해서 왜 그 문제를 그 스스로가 아닌 

후자의 행동 방식과의 유사성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

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20)

결국 규칙 따르기나 언어놀이는 두 가지 점에서 사회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오직 한 사람의 규칙 따르기나 언어놀이를 포함해 모든 규칙 

따르기나 언어놀이는 오직 그것이 우리의 규칙 따르기와 언어놀이와 유사

성을 지님으로써 그렇게 판단된다는 점, 즉 우리의 사회적 기준이 적용되어 

그렇게 규정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그 유사성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있어 실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고 단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는 데 머물 수 있다. (즉 오직 

자기 자신과만 말하는 크루소나 아담 같은 사람의 경우는 가능은 하더라도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는─개인주의적 해석이 주장해 왔듯

20) 기준이 되는 언어 공동체의 수립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몇 가지 방식이 

있다: (가)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처음부터 함께 생활하며 의사소통하게 되면서, (나)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말하던 각각의 고립자가 최소한 둘 이상 만나 의사소통하게 되

면서, (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말하는 어떤 한 사람이 아직 말을 할 줄 모르는 최소

한 1인 이상의 다른 사람(가령 자식)을 훈련시켜 의사소통하게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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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 유사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회성은 현실적 사회성이 아니라 가능

적 사회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둘째로, 그 가능한 사회성을 허용하는 

그 유사성은 그것이 성립하려면 본질적으로 우리의 규칙 따르기와 언어놀

이의 현실성과 사회성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점은 규칙 따르기

와 언어놀이의 문법과 관련해서 똑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7. 규칙 따르기와 언어놀이의 문법

처음부터 사회와 떨어져 혼자인 크루소 같은 사람이, 제한적이지만 우리

의 규칙 따르기 및 언어놀이와 유사한 어떤 것(자기 자신에게 말함)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규칙 따르기나 언어놀이의 문법에 관련된 사항이다.21) 

여기서 허용되는 문법적 가능성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그런 능력을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 획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는 무

관하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이 과연 공동체의 도움 없이 혼자서 획득할 수 

있을지는 경험적으로─가령 늑대소년의 사례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의

심스럽기 때문에, 여기서 혹자는 오직 한 사람의 고립자에게 그러한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 있다. 확실히, 우리의 

규칙 따르기와 언어놀이는 아마도 처음부터 사회-공동체적으로 발생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자연사적 사실이라 해도, 이는 비트겐슈타인의 문법

적 탐구에서 관심사가 아니다.(�탐구� §495 참조22)) (이런 점에서 그에게 

철학은 자연사나 과학과 엄격히 구별된다.) 그러므로 오직 한 사람의 고립

21) 같은 문법적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인간과의 유사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존재에게는 

그런 언어 능력이 부여될 수 없다. 축음기 같은 무생물은 말할 것 없고, 개, 사자, 앵무
새 같은 생물이 인간의 말과 같은 소리를 낸다고 해도, 그것들은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침팬지는 2-3세 유아 수준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말해진다.

22) 또한 MS 178b 5쪽 참조: “언어는 사람들이 서로 (혹은 자기 자신에게) 말한다는 현상

이며, 이런 뜻에서 각각 사람들이 자신의 시대에서 말하고 쓰고 읽은 (등등) 문장들과 낱

말들에 있다. […] 우리는 이 모든 현상들에 관해서 자연사의 일부로서, 그러나 또한 과

학적 설명들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흥미도 없

다.” Ms 179 2r에서는 “전혀 훈련 없이 갑자기 말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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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 규칙 따르기나 언어놀이를 하는 것이 생각될 수 있다는 그의 말은, 인

류 역사의 어느 단계에선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거나 일어났어야 한

다는 가설적 주장이 아니다. 단지, 우리의 규칙 따르기와 언어놀이의 문법

은, 누군가가 오직 혼자만의 (사적) 규칙 따르기와 언어놀이라고 불리는 우

리의 행동과 유사한 행동을 한다면, 그는 그러한 행동을 한다고 말해질 수 

있으며, 이는 그가 처음부터 고립자일 경우에는 유일하게 허용되는 가능성

이라는 것이다. 즉 그런 특수한 경우의 제한적 가능성을 우리의 규칙 따르

기와 언어놀이 개념은 허용한다는 것이다.23)

규칙 따르기와 언어놀이의 개념과 관계된 문법은, 그 개념이 적용되는 

존재가 오직 한 사람의 고립자일 경우에는 그의 (사적인) 규칙 따르기나 언

어놀이에 오직 가능적 사회성(그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 의해 이해될 수 있

는 가능성)만을 허용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은 기준이 되는 우리의 

규칙 따르기와 언어놀이의 현실성과 사회성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즉 고립

자의 사적인 규칙 따르기와 언어놀이 여부는 그의 행동 자체만으로 말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사회적이고 현실적인 우리의 규칙 따르기와 언어

놀이와의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말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그가 

어떤 시공간적 주위 상황에 놓이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령 그가 순

전히 고립자로 머물지 않고 이를테면 어떤 민족이나 심지어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 되는 경우24)에는, 그의 규칙 따르기와 언어놀이는 단지 가능적 사

회성을 지닌 것으로 머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혼자서 어떤 종류

의 규칙 따르기와 언어놀이로 일컬어질 수 있는 방식의 행동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는 오직 그 행동 방식이 그렇게 일컬어질 수 있는 기

23) 이는 마치 일상적으로 우리가 지구 표면을 따라 동서남북 등의 여러 방향으로 갈 수 있

지만, 북극점이나 남극점에서는 각각 남쪽과 북쪽의 오직 한 방향으로밖에 갈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 두 극점에서의 그 제한된 가능성은 그러나 방향과 관련된 우리의 규칙 

따르기와 언어놀이의 문법의 본질적 일부를 이룬다. 그 가능성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

들과, 또는 오직 혼자서 실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 몇 사람에 의해 언제 어떻게 실

현될 수 있(었)느냐는 별 문제이다.
24) 물론 이런 경우를 말하는 데는, “․ ․ ․ ․ ․ ․ ․ ․ ․ ․  ․  ․  ․  ․  ․”에서 좁은 간격의 앞쪽 열은 언어 

사용 이전의 행동들이고 넓은 간격의 뒤쪽 열은 언어적 행동들이라고 할 때, 뒤쪽 열에

서의 첫 번째 점은 어느 것인가 하는 문제(�갈색 책� 202쪽 참조)와 유사한 난점이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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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즉 후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일컫는 것과의 유사성을 그들과의 현실적 

연관(전승) 속에서 충족한다고 간주되는 한에서 말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

문이다. 그가 최초의 오직 한 사람인 한, 그는 다른 누구를 통해 문제의 행

동 방식을 전수받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는 그의 행동 방식은 아직 어떤 역

사공동체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가 ‘최초의’ 사람인 것은 

그의 그 행동 방식이 그 이후의 사람들 즉 그의 후손들에게 어떤 식으로 전

수되는 한에서이다.25) 즉 어떤 관습, 제도로 확립되는 한에서이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민족이나 인류 최초로 규칙 따르기나 언어놀이를 한 것일 수 

있는 그의 (오직 한 사람으로서의) 행동 방식은 그의 행동 방식을 따라 형성

되는 사회적 차원의 관습, 제도에 비추어서만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규칙 따르기와 언어놀이의 문법은 ‘오직 한 사람’의 규칙 

따르기와 언어놀이의 가능성을 (통상적인 경우뿐 아니라) 크루소 같은 사

람이나 동굴인, 그리고 한 민족이나 심지어 인류의 최후의 일인이거나 최초

의 일인일 수 있는 특수한 경우에도 허용한다. 그는 규칙을 따른다고 단순

히 믿는 것과 구별되게, 어느 정도 옳고 그름의 사리분별을 가지고서, 규칙 

따르기와 언어놀이를 실천할 수 있다.26) 그러나 그에게 허용 가능한 규칙 

따르기나 언어놀이는 그 혼자만의 사적인 것으로서 제한적이며, 그것도 그

와 우리(지상의 민족들) 사이에 실천상의 유사성이 있는 한에서, 그리고 따

라서 우리가 그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만큼의 일치가 있는 한에서 가능하

25) 그러므로 최초의 오직 한 사람의 어떤 행동 방식을 일종의 규칙 따르기와 언어놀이로 

부를 수 있게 하는 기준이 되는 유사성은 사실상 그와 그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후손

들을 낳아 기르고 가르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적 전승 관계 속에서 형성되

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는 이러한 전승 관계 속에서 그 후손들의 언어 공동체의 이

른바 ‘시조’가 된다.) 다시 말해서, 그의 행동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는 그 유사성은 또

한 그의 행동에 의해 일정 정도 형성되기도 하는 것이다.
26) 이 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은 Davidson(2001)의 삼각측량 이야기와 대비된다. 

후자에 따르면 언어는 필연적으로 사회적인 것으로서,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멀

리 있는 공통적인 자극에 대해 상호적으로 그리고 동시적으로 하는 반응과 그 두 사람 

사이의 상호 반응”이라는 3자간의 관계로 이루어진 ‘삼각측량’에 의존해서만 가능하

다(서론, xv). (그는 비트겐슈타인도 같은 생각일 것으로 간주한다.) 그는 자유로이 이

동할 수 있는 한 사람에게도 일정 정도의 (대상들의 거리와 위치를 재는) 삼각측량 가

능성을 인정하지만, 이 경우는 단순한 믿음과 대조되는, 그리고 두 사람 이상의 의사소

통을 필요로 하는, 객관적 진리 개념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본다(105쪽 참조).



규칙 따르기와 사적 언어 199

다. 이러한 일치는 단지 그의 행위에서의 일치가 아니라 이미 현실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일치의 토대 위에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우

리와의 사이에 제한적이나마 소통 가능한 연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일치이

다. 이 점이, 규칙 따르기와 언어놀이는 ‘관습(관례, 제도)’이라고 한 비트겐

슈타인의 말이 오직 한 사람의 규칙 따르기와 언어놀이라는 한계적 경우와 

관련해서도 의미를 지닐 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한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

을 위해서는 ‘판단들의 일치’가 필요하다는 비트겐슈타인의 말 역시, 우리

의 통상적인 의사소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의 독백적인 

말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임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그의 혼잣말은 우리가 

속하는 ‘지상의 민족들’이 귀 기울여 듣는다면 결국은 이해될 수 있을 만큼 

유사성을 지니게 되었을 경우에만 그 혼자만의 ‘언어(놀이)’로 자리매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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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ule-following and Private Language

Lee, Young-Chul

This paper tries to elucidate Wittgenstein’s discussion of 

rule-following in relation with the problem of the possibility of a 

so-called private language. After summarizing his thoughts on the main 

features of the normal cases of rule-following and language-games, I 

focus on the limiting case which is suggested in §199 and §204 of PI, 

i.e. the problem of the possibility (or impossibility) of rule-following 

and language-game of a radically isolated person. And I assert, criticizing 

the two well-known competing interpretations (communitarian vs. 

individualistic), that Wittgenstein took rule-following and language- 

games as being essentially public and typically social without thereby 

excluding the grammatical possibility of a radically solitary person’s 

private rule-following and language-game (of speaking only to himself) 

─ thus contrasting himself with his exclusion of the possibility of a 

non-public and non-social (so-called) ‘private language’ discussed in the 

‘private language argument’ sections of PI.

Keywords: Wittgenstein, rule-following, communitarian vs. individualistic 

interpretation, radically isolated person, private language 

(speaking to onese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