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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의 한계와 그 너머*

78)

－논리-철학 논고의 중심 사상에 대한 하나의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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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비트겐슈타인, 언어, 논리, 가치, 철학
【요약문】자신의 명제들은 결국 무의미하다고 선언하는 논고의 마지막
부분과 자신의 작업 속에서 표현되어 전달된 사고들의 진리성은 불가침적
이며 결정적이라고 말하는 논고의 머리말은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
럼 보인다. 이 글은 이 외관상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날의 논의 배경
하에서 논고의 중심 사상을 그 전체 맥락 속에서 올바로 읽어내려는 하
나의 독자적인 시도이다. 기본적으로 이 글은－그림 이론의 의의를 축소하
려는 일부 경향에 반대하여－그림 이론을 논리의 자율성에 대한 비트겐슈
타인의 근본적 생각과 결부되어 있으면서 언어의 한계를 보여 주는 핵심적
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서 설명한다. 그리고 논고는 사태와의 대응이라는
그림의 우연적 진리성과는 다른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가치 연관을 지닌 진
리성이,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에, 그러나 어떤 고차적인 다른 세계가
아니라 바로 이 현실 세계와 관련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이른바 ‘사이비 명
제들’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우려 하였음을 보인다.

知我說法如筏喩者, 法尙應捨, 何況非法!
-금강경-

* 이 논문은 2011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다.
익명의 심사위원들의 유익한 심사평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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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리-철학 논고 독해의 문제
논리-철학 논고1)의 중심 사상은 그 책의 머리말에서 저자 자신
이 요약하고 있다시피, “무릇 말해질 수 있는 것은 명료하게 말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들은 침묵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논고는 말해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분,
그러니까 언어의 한계에 관한 사상을 핵심으로 포함한다. 그런데 (논
고에 따르면) 말해질 수 있는 것은 사유 가능하고 사유 불가능한 것
은 말해질 수 없기 때문에(5.61 참조2)), 언어의 한계에 관한 논고의
사상은 사유의 표현의 한계에 관한 사상이자 그렇게 표현되는 사유의
한계에 관한 사상이기도 하다. 다만 우리는 사유 불가능한 것을 사유
할 수는 없으므로, 우리는 사유 가능한 것의 한계를 사유 불가능한
것과 대조해서 그을 수 없다. 우리는 단지 사유의 표현을 그렇지 않
은 표현과 대조해서 언어에서 한계를 그을 수 있을 뿐이다. 후자의
표현은 사유의 표현의 한계 너머에 있는 것으로서 아무런 사유를 담
지 못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단순히 ‘무의미’가 된다.
논고에서 언어의 한계를 긋는 일은 사유의 표현으로서의 언어의
본질을 해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논고에
서 언어를 이루는 모든 명제의 본질은 ‘사정이 이러저러하다’는 형식
을 지닌 ‘그림들’이라고 이야기된다. 그리고 이러한 그림의 본성을 지
닌 언어는 결국 자연 과학의 언어라고 이야기된다. 그러므로 오직 자
연 과학적 명제들만이 우리가 유의미하게 말할 수 있는 전부이며, 그
것을 넘어선다고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윤리, 미학, 종교 및 철학의
주제들에 대한 모든 말들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에 대
해 침묵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어와 사유의 한계에 관한 논고의 사상은 인식의 한계 문제에

1) 이하 ‘논고’로 약한다. 비트겐슈타인의 나머지 문헌들도 참고문헌에 표
기된 약칭들을 사용한다.
2) 이하에서 논고의 경우는 따로 문헌 표기 없이 단락 번호만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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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칸트의 사상과 유사해 보이는 구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극
히 대조되어 보인다. 칸트는 경험적 자연 세계가 우리에게 인식 가능
한 유일한 영역이라고 보았지만, 윤리, 예술, 종교와 같이 그 영역 밖
에 있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인식은 할 수 없지만) 사유는 할 수 있
으며 또 의미 있게 말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논고의 비트
겐슈타인이 주장하는－또는 어쨌든 그렇게 보이는－것은, 경험적 자
연 세계가 우리가 사유할 수 있고 언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고,
가치문제와 같이 그 영역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말할 수도 사유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고의 사상은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이나 당장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아니, 자연 과학의 명제들만이 유의미하게 말할
수 있는 전부라고? 어떻게 윤리, 예술, 종교와 같이 가치 있고 중요
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없고 또 해서도 안 된단 말
인가? 그러한 결과를 낳은 논고의 언어관에 오히려 어떤 문제가 있
는 것은 아닐까?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말할 수 없
다면, 그것들이 가치 있다거나 중요하다는 것조차도 이미 할 수 없는
말이지 않은가? 도대체, 언어의 한계에 대한 논고의 이야기 자체는
뭐란 말인가(가능한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것에는 그러므로
언어와 사유의 한계와 그 한계 너머의 가치에 대한 논고의 철학적
인 말들 자체도 포함된다.
물론 비트겐슈타인 스스로도 이 점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었다. 그
는 논고의 언어관을 통해 도달되는 자신의 철학적 명제들은 결국
‘무의미한’ 것으로 인식되고 극복되어야 한다고 말한다(6.54 참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책의 머리말에서 그는 자신의 작업의 가치
에 관해 언급하면서, 자신의 작업 속에서 표현되어 전달된 사고들의
진리성은 불가침적이며 결정적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언급된 ‘표현’과
‘사고들’은 그림으로서의 자연 과학적 표현이나 사고들이 분명 아니
다. 그렇다면 논고의 관점에서는 무의미하다고 해야 할 표현과 사
고에 대해 어떻게 ‘가치’니 심지어 ‘진리’를 운운할 수 있을까?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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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가리켜 ‘표현되어 전달된 사고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
설이 아닌가? 논고가 마지막에 자신의 몸뚱아리조차 무의미한 것으
로 불사르는－일종의 분신자살 내지는 소신공양 같은－장면은 충격적
이고 전율스럽게 와 닿지만, 여전히 모순적이고 수수께끼를 남기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모순적 수수께끼는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에 어떤 혼란이
나 비일관성이 있어서 생긴 것, 그래서 가령 논고 머리말의 저 골
치 아픈 주장을 삭제했더라면 해소될 수 있었을 그런 것3)이 아니다.
필자가 보기에, 그 주장은 논고의 진정한 메시지와 본질적으로 관
계가 있다. (이 점은 본 논문의 끝에 가서 분명해질 것이다.) 그러므
로 논고의 수수께끼는 오히려 논고의 중심 사상을 올바로 이해
하면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논고의 중심 사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논고 전
체에 대한 올바른 독해를 요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글이 목표하는
것은, 논고의 중심 사상을 그 전체 맥락 속에서 올바로 읽어내는
가운데, 저 모순적 수수께끼처럼 보이는 면이 어떤 혼란이나 모순의
표출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바로 그 책이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
는 바의 본질적 측면을 이룬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는 (필자 나름
의) 내적 독해를 제시하는 것이다.4)
이러한 작업에서 필자는 기본적으로－그림 이론의 의의를 부당하게
축소하려는 일부 경향에 반대하여－그림 이론을 논리의 자율성에 대
3) von Wright(2006; 101쪽) 참조. 그는 논고 머리말의 문제의 발언은 어
떤 종류의 혼란이나 비일관성의 산물로서, 그 책의 메시지에 손실을 입힘
이 없이 삭제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4) 물론 지금까지 논고에 대한 다양한 검토와 해석이 있어 왔다. 그러나 
논고를 어떻게 이해해야 옳은가는 여전히 까다로운 문제로서, 오늘날 이
러한 문제를 둘러싸고 ‘논고 전쟁’(R. Read & M. A. Lavery(eds.)
(2011)의 표현)이라 일컬을 수 있을 정도로 첨예한 논쟁과 대립이 존재한
다. 이 맥락에서 보자면 이 글의 독해 결과는 대체로 이른바 ‘표준적 해
석’－그러나 과도한 형이상학적 의미부여는 배제한－에 근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지만, 저 전쟁의 와중에 미리 예단을 갖고 직접 뛰어들어 어
느 한 편을 위한 전투를 벌이는 일은 이 글의 주목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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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트겐슈타인의 근본적 생각과 결부되어 있으면서 언어의 한계를
보여 주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서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논고는 사태와의 대응이라는 그림의 우연적 진리성과는 다른 초월적
이고 절대적인, 가치 연관을 지닌 진리성이,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에, 그러나 어떤 고차적인 다른 세계가 아니라 바로 이 현실 세계
와 관련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이른바 ‘사이비 명제들’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우려 했음을 보일 것이다.

Ⅱ. 논리의 자율성과 언어 그림 이론
주지하다시피, 논고는 세계에 관한 존재론적인 이야기들(1-2.063)
로부터 시작한다. 이에 따르면, 세계는 사실들의 총체이며, 사실은 사
태들의 존립이고, 사태는 대상들의 결합이다. 대상은 다른 대상들과의
모든 결합 가능성 및 이 결합이 이루는 모든 사태의 가능성을 자신
의 본성 속에 지니고 있다. 대상은 오직 사태 연관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자립적이지만, 모든 가능한 상황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자립적이다. 대상들이 모두 주어지면, 그와 더불
어 모든 가능한 사태들도 주어진다. 그러므로 대상들은 현실 세계와
아무리 다르게 생각된 세계조차도 현실 세계와 공유해야 하는 확고한
것,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속하는 것, 즉 세계의 실체이
다. (그것은 ‘형식이며 내용’이라고 이야기된다.) 실체로서 대상들은
단순하고 확고한 것으로서 존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상들의 결합을
유일한 내용으로 하는 사태들－말하자면 원자 사실 또는 요소 사실들－
은 서로 독립되어 있다. 즉 한 사태의 존립 또는 비존립으로부터 다
른 한 사태의 존립 또는 비존립이 추론될 수는 없다.
논고가 존재론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지만, 그 근거에는 언어
의 논리와 본성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사유가 있다. 논고의 준비
를 위한 사유들의 기록에서 비트겐슈타인 스스로 언급하고 있다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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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사유 과정은 “논리의 기초들로부터 세계의 본질로 확장되었다”(NB
79쪽). 논고에서는 그 과정이 역순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논리와 관련해서 비트겐슈타인이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논리학은
스스로를 돌보아야 한다”(NB 2쪽 및 논고 5.473)는 것이었다. 즉
논리는 말하자면 자율적이어야 하고, 다른 더 근본적인 어떤 것에 의
해 돌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자율성5) 내지
는 근본성과 관련해서 그가 언급한 것은 두 가지이다(같은 곳). 첫째,
가능한 기호는 또한 지칭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어떤
뜻에서 우리는 논리에서 오류를 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첫 번째 점
은 기호의 가능성과 그 기호의 지시 가능성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
고, 두 번째 점은 그 동일성이 선천적이고 필연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다. 그런데 기호의 지시 가능성은 그 기호에 의해 지시되는 것의 가
능성과 같은 것이므로, 그 두 가지 점을 요구하는 논리의 자율성은
결국 “기호와 그 기호에 의해 지칭된 것의 논리적 (내용에서의) 동일
성”(NB 3쪽 및 4쪽)이 존립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또는 “기호에서
재인되는 것이 그 기호에 의해 지칭된 것에서 재인되는 것보다 더해
도 덜해도 안 된다”(NB 3-4쪽)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
그러므로 논리의 자율성은 단지 논리적 명제들과 관계되는 제한된
점이 아니라 언어와 사고 일반의 본성과 관계되는 근본적인 점을 이
야기하고 있다. 즉 그것은 “언어 자체가 모든 논리적 결함들을 방지”
하고 또 “비논리적으로는 생각이 될 수 없다”(5.4731 및 NB 4쪽 참
조)는 점, 다시 말해서 언어 및 사유의 자율성6)이라고 할 수 있는 점
과 연관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만일 논리적－구문론적으로 가능한
기호에 지시체가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그 때 그 기호는 가
능한 기호 자체가 아닌 것으로서 내용이 없는 것이 되고, 따라서 그
것이 오류를 범했는지는 따질 수조차 없게 된다. 가능한 어떤 기호가
오류를 범했느냐 여부의 문제는 그 기호가 일단 내용을 지니는 기호
5) 필자가 알기로 ‘논리의 자율성’이란 표현은 M. Black(1964; 272쪽)이 처음
사용하였다.
6) NB 43쪽 참조: “……언어는 스스로를 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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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야 따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기호가
기호로서 가능하다면 그 기호는 이미 논리-구문론적 규칙에 맞게 내
용(의미)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기호를 사용하는 언어와 사
유는 참이거나 거짓일 수는 있지만 이미 비논리적일 수는 없다. 즉
논리적 결함이 언어와 사유 자체에 의해 방지되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이 언어의 그림 이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런 맥락에서이다. 그에 의하면, 기호와 지시된 것 간의 논리적 동일성
이 무엇에 있는가 하는 것이 철학의 주요 과제(“전체 철학적 문제의
주된 측면”(NB 3쪽)이다. 그러나 그 동일성이 무엇에 있든, 그러한 동
일성이 성립해야 한다면, 명제가 사태의 논리적 모사 또는 그림이라는
점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NB 5-8쪽 참조). 왜냐하면 그러한 동일
성으로 인해 기호들은 대상들을 ‘대표’할 수 있게 되는데, 명제는 바
로 이렇게 “기호들이 대상들을 대표한다는 원리”(4.0312 및 NB 37쪽)
에 의거해 가능하고, 또 그렇게 대상들을 대표하는 요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해 있는 것이 바로 그림(2.13-2.14 참조)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에 의하면, “명제의 일반적 개념은 명제와 사태와의 짝짓기
라는 일반적 개념을 지니고 있다”(NB 7쪽). 또는, 기호와 그 지시체
간의 논리적 동일성을 통해 자율적이어야 하는 “논리는 명제들이 현
실의 그림들인 한에서만 명제들에 관심이 있다”(NB 9쪽). 그러므로
명제가 그림이라는 생각은 비트겐슈타인에서 논리의 자율성과 관련하
여 처음부터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지, 논리의 자율성
과 별도의 것으로 나중에야 비로소 도입되는 것이 아니다.7)
논리의 자율성과 결부되어 등장하는 언어의 이른바 ‘그림 이론’ 또
는 ‘모사 이론’8)에 따르면, “명제는 사태를 논리적으로 모사한다. 오
직 그래서 명제는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다; 명제가 사태의 그림이라
7) 필자의 견해와 반대로, 강진호(2009)는 그림 이론이 그가 보기에 논리의
자율성에서 비롯되는 어떤 문제, 즉 그가 ‘요소 문장 문제’라고 부르는 문
제를 해결하고자 나중에 도입되었다고 주장한다.
8) 이들 표현은 NB(15, 17, 55쪽)에서 비트겐슈타인 자신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논고에 나오는 좀 더 자세한 그림 이론은 다음 절에서 이야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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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 의해서만 명제는 현실과 일치 또는 불일치할 수 있다.……명
제는 그것이 하나의 그림인 한에서만 어떤 것을 진술한다!”(NB 8쪽).
명제가 논리적으로 모사하는 사태가 명제의 뜻으로서, 그것은 (논리
의 자율성에 따라) 명제의 참, 거짓과 독립적으로 명제에 부여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그림 이론은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서 중
심적인 자리를 차지한다.9) 실체로서의 대상의 존재에 대한 앞서의 이
야기의 근거도 명제가 그림이라는 점에 있다.
만일 세계가 아무런 실체를 가지지 않는다면, 한 명제가 뜻을 가지느
냐는 다른 한 명제가 참이냐에 달려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
계의 그림－참 또는 거짓인－을 그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2.0211-2.0212)

만일 실체인 단순한 대상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오직 복합체들만
이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러셀의 기술 이론에 따르면) “복합체들에
관한 모든 진술은 그것들의 구성 요소들에 관한 한 진술과, 그 복합
체들을 완전히 기술하는 명제들로 분해된다”(2.0201). 여기서 ‘복합체
를 완전히 기술하는 명제’는 “그 복합체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과
동등한 명제”(NB 93쪽)이다.10) 이 명제가 참이 아니더라도, 즉 그 복
합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복합체에 관한 원래의 명제는 단순히
거짓일 뿐 무의미하지는 않다(3.24 참조). 그러나 이는 그 복합체가
더 단순한, 그리고 결국은 존재하는 요소들로 분석될 수 있기 때문이
다. 만일 (오직 복합체들만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서) 그 요소들조차
도 계속 복합적이면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래의 명제는 결국 지칭
할 수 없는 기호를 포함하는 게 되어, 논리의 자율성의 요구를 위반

9) NB 39쪽의 다음 말 참조: “나의 전 과제는 명제의 본질을 해명하는 것에
있다. 즉 모든 사실들－이것들의 그림이 명제이다－의 본질을 진술하는
것. 모든 존재의 본질을 진술하는 것.”
10) 즉 이 명제가 2.0211에서 말하는 ‘다른 한 명제’이다. 이런 일반적인 해석
과 달리 Morris(2008; 1D 및 부록 참조)는 이 ‘다른 한 명제’를 원래 주어
진 명제의 완전한 일반화 아니면 같은 형식의 다른 명제로 보는 해석을
선보이고 있으나, 필자의 눈에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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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래의 명제가 뜻을 지니려면, 원래의 복합체를
구성하는 (여전히 복합적인)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진술이 분석의 어
느 단계에선가는 참이어야 한다. 그러나 명제가 그렇게 자신을 구성
하는 명제의 참에 의존해 뜻을 가진다면, 이는 명제가 자신의 참, 거
짓 여부와 독립적으로 뜻을 가지는 논리적 그림이라는 것에 어긋나게
된다. 결국, 만일 복합체만 있다면, 논리의 자율성과 결합되어 있는
명제의 그림 성격을 보존할 수 없다. 그러나 단순한 대상들이 존재할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그것들을 지시하는 표현들을 포함한 명제에
도달했을 때, 그 대상들이 존재한다는 명제의 참은 더 이상 따로 필
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대상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표현들은 논
리의 자율성이 요구하는 바를 위반하여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
런 존재 주장을 따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실은 그런 주장은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런 주장은 그 반대 주장과 마찬가지로 무의
미한 사이비 명제일 뿐이기 때문이다(4.1272 참조). 그러므로 논리의
자율성의 요구와 함께 세계에 대한 그림의 가능성을 받아들인다면,
세계에는 단순한 대상으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
다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실체로서의 단순한 대상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해석자들 간에 상충되는 여러
해석이 존재한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분명한 것은, 단순 실체의
존재(및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점들)는 논리의 자율성과 함께 언어
그림 이론이 전제되면 따라 나와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로, 논고의 많은 부분은 그러한 전제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따라 나오거나 따라 나와야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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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그림과 사용, 그리고 의미
그림 이론(2.1-2.225)에 따르면, 우선 그림이란 사태들의 존립과 비
존립을 표상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사태를 이루는 대상들에 대응
하면서 대상들을 대표하는 어떤 요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서로 관계
를 맺고 있는 하나의 사실이라는 데 있다. 그림의 요소들이 대상들과
짝지어진 관계가 그림의 모사 관계이고, 대상들이 그림의 요소들처럼
서로 관계 맺고 있을 가능성이 그림의 모사 형식이다. 그림이 현실을
(옳게건 그르게건) 모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림이 현실과 이 모사 형식
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림은 현실과 공유된 모사 형식을 모사할
수는 없다.) 그림의 모사 형식은 공간적이거나 색채적이거나 등등 다
양할 수 있지만, 모든 그림이 현실과 공유해야 하는 모사 형식 즉 현
실의 형식은 논리적 형식이다. 모사 형식이 논리적 형식인 그림을 논
리적 그림이라고 하며, 모든 그림은 또한 논리적 그림이기도 하다.
그래서 모든 그림은 논리적 공간 속에 들어 있는 가능한 하나의 상
황, 즉 사태들의 존립과 비존립의 가능성을 묘사한다. 그림이 묘사하
는 것이 그림의 뜻인데, 이 뜻은 그림의 참 또는 거짓과는 상관없이
모사 형식을 통해 묘사된다. 그림의 진위는 현실과의 일치 또는 불일
치에 있고, 이는 오로지 그림만으로는 알 수 없고 현실과 비교해 보
아야 알 수 있다.
논고는 바로 이러한 그림의 성격이 사고와 언어의 본성을 이룬다
고 본다. 이에 따르면, 사고는 사실들의 논리적 그림(3)이다. 즉 하나
의 사태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 사태에 관해 논리적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논리적 그림으로서의 사고는 논리적 형식에 따른 모사
이기 때문에, 사고는 본성상 논리적이어야 한다. 즉 “우리는 비논리적
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3.03). 그리고 이러한 사고는 명제
에서 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있게 표현되는데, 명제 역시 (논리적) 그
림이 된다. 왜냐하면 명제는 가능한 상황의 투영으로서 이용된 명제
기호이고, 그 투영 방법은 명제의 뜻, 즉 그 명제가 참이라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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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3.1-3.12 및 4.022 참조). 명제는 사
유의 투영 작용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은 현실의 모
형”(4.01)이 된다.11) 그 투영 작용이 사유에 본래적이라 할 수 있는
한, 사유는 말하자면 본래적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원리상 언제나 명제로 표현될 수 있는바, 그 자신 일종의 언어－
비감각적인 정신어－이기도 하다.12) 그래서 사고는 “적용된, 생각된
명제 기호”, 또는 “뜻이 있는 명제”(3.5-4)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명제 기호의 쓰임 또는 사용(이용 또는
적용)에 관한 이야기이다. 명제 기호가 뜻을 지닌 상징 또는 표현으
로서 명제가 되는 것은 오직 그 기호가 가능한 상황의 투영으로서
이용되기 때문이고, 그 투영은 명제가 참이라면 가능한 상황을 생각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명제 기호가 사용된다는 것은 사유에 의한
투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유는 본래 논리적이어야 하므
로, 사유에 의한 투영은 논리(적 구문론)에 맞는 투영이어야 한다. 그
것은 명제 기호의 기호들과 그 지시체들을 그것들의 논리적 형식에서
동일한 결합이 되게 짝짓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유에 의한 투
영 즉 사용이 이루어지면 두 가지가 확정된다. 하나는 명제 기호와
가능한 상황의 연결이고, 다른 하나는 논리적 형식의 확정이다. 이로
써 비로소 명제 기호는 뜻을 지닌 상징(표현)으로서의 명제가 된다.
명제 기호를 이루는 기호들도 오직 이 맥락에서 의미를 얻는다. 그러
므로 논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호에서 상징을 인식하려면, 우리들은 뜻이 있는 쓰임에 유의해야 한
다. 기호는 기호의 논리적ㆍ구문론적 사용과 더불어서만 비로소 논리
적 형식을 확정한다. 어떤 기호가 쓰이지 않는다면, 그 기호는 의미가
없다.(3.326-3.328)

사용이 기호에 의미를 준다고 보는 점에서 논고의 입장은 후기
11) NB 7쪽의 표현에 따르면, 명제에서 하나의 세계가 시험적으로 조립된다.
(법정에서 자동차 사고가 인형들 따위를 가지고 묘사되듯이.)
12) 이영철(2011) 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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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과 다르지 않다. 흔히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의미를 사용으로 본
데 반해 전기 비트겐슈타인은 의미를 (사용이 아닌) 지시되는 대상으
로 보았으므로 두 입장은 다르다고들 본다. 분명, 논고에서 의미와
사용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사용(투영)은 의미(지시체)를
논리적 형식과 함께 확정할 뿐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후기 비트겐슈타인도 사용을 의미의 결정 기준으로 보았을 뿐 의미
자체와 동일시하지는 않았다. (필자의 생각에 의하면, 그에게서 의미는
오히려 일종의 ‘상’ 즉 ‘관상’으로 간주되었다.13)) 사용이 곧 의미는
아니지만, 사용은 의미를 결정한다. 사용과 의미의 관계 자체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전후기 생각은 흔히 생각하는 만큼 차이가 있지 않다.
그러나 후기의 사용이 다양한 구체적 실천들인데 반해, 전기의 사
용은 오직 논리적 구문론에 따르는 사유에 의한 투영이다.14) 이러한
투영에는 투영된 것의 가능성(3.13), 즉 어떤 대상들이 어떤 형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사태의 가능성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투영은 명제 기
호에게 뜻을 표현할 가능성을 준다(3.13 참조). 그리고 이와 함께 투
영은 명제를 구성하는 기호들의 의미 및 명제의 논리적 형식을 확정
한다. 그 기호들의 의미와 논리적 형식은 동시에 확정된다. 그러나
이것이 그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짝지어진 기호들과 그것들의 지시체들이
상이한 형식으로 결합될 수 있고, 또 동일한 형식의 결합에 기호들과
그것들의 지시체들 사이의 상이한 짝짓기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대상들로 이루어진 상이한 구조의 서로 다른 사태들을 그리는

13) 탐구 §568 및 이영철(2007) 참조. 이때 의미로서의 관상은 사용의 관상이다.
14) 이 투영적 사용에는 이른바 ‘주해들’(3.263)로서의 사용도 포함된다. 주해
－또는 해례(解例)－들은 원초 기호들을 (논리적 구문론에 맞게 투영하는
가운데) 지시적으로 이미 사용하면서 그것들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것
으로 간주된다. (후일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생각에 혼동이 있었다고 보
고, 주해에 부여된 두 용법을 구분한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언어 밖으로
나가기 위해 언어를 사용할 수는 없다. 이름과 같은 원초 기호들의 의미
를 설명하는 것은 그것들을 정식으로 사용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 간주되
어야 한다. WWK 209-210과 PB §6, 그리고 탐구 §§28-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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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그림들이 가능하고, 또 상이한 대상들로 이루어진 동일한
구조의 서로 다른 사태들을 그리는 서로 다른 그림들이 가능하다.)
투영(사용)을 통해 명제의 뜻과 논리적 형식이 동시에 확정되지만, 그
중 어느 한쪽이 그 자체로 다른 쪽을 결정하거나 심지어 그 둘이 같
은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일반화된 명제들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주된 근거로 하여, 그의 진정한 입장은 명제의 논리적 형식
(및 여기에 기초하는 추론 관계)만으로 뜻과 의미가 결정된다는 것이
었다는 견해를 피력한다.15)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이른바 그림 이론
의 핵심이고, 명제의 논리적 형식 외에 이름들과 그 의미들인 대상들
과의 일대일의 짝짓기가 따로 필요하다는 이른바 표준적 해석의 그림
이론은 ‘공허’하다고 한다.16)
세계는 완전히 일반화된 명제들에 의해서, 즉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어떤 이름을 특정한 대상과 짝짓지 않고서, 완전히 기술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통상적인 표현 방식에 이르려면, 우리들은 단순히 “…한
하나의 그리고 오직 하나의 x가 있다”는 표현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된다: 그리고 이 x는 a이다. (5.526 & NB 14쪽 참조)

그러나 이 인용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완전히 일반화된 명제들
은 지시적 이름들을 포함하는 ‘통상적인 표현 방식들’과는 달리, ‘처
음부터 그 어떤 이름을 특정한 대상과 짝짓지 않고서’도 하나의 기술
(그림)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로부터 일정한 방식을 통
해 통상적인 표현 방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완전히 일반
화된 명제가 이름들을 포함하는 통상의 명제들－즉 보다 직접적인 그
림들－과 세계를 기술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말할 뿐, 통상의 기
술 방식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므로 일반성 명제가 통상적
명제와 다른 종류의 그림이면서 일정한 방식으로 연관된다는 것이 어
15) Ishiguro(1969) p.45; Ishiguro(2001) p.35ff; McGuiness(2002) p.92; 강진호
(2009) 등이 비슷한 생각을 공유한다.
16) 강진호(2009) 4절 및 5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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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그림 이론의 ‘공허’함을 보이는 근거로 쓰일 수 있을지 이해하
기 어렵다. 일반화된 명제들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언급들은 오히려
그것들과 통상의 명제들과의 차이가 그림 이론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
지 않음을 보이는 것으로서, 그림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의 일
환이다.
완전히 일반화된 명제들은 어떤 뜻에서 세계의 구조적 특성들을 묘
사(NB 20쪽)할 뿐이지만, 그 나름대로 세계의 그림들이다. 그것들은
“무엇이 무엇을 묘사하는지 말함이 없는”(NB 14쪽) “비인칭적인”(NB
20쪽) 그림들이다. 그것들은 형식만 다룬다는 점에서 불충분할 수 있
지만, 완전한 그림들이다(5.156 참조). 그것들은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으며, 뜻을 갖는다. 그것들은 바로 요소 명제들의 총체에 의해서 세
계의 구조에 주어지는 놀이 공간과 같은 놀이 공간을 한계 짓는다
(5.5262 및 NB 20쪽 참조). 그러나 이는 일반화된 명제가 요소 명제
들에 의해 이루어진 동일한 세계 기술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요소 명제들의 이름들에 의한 세계 기술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17) 비트겐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름들에 의한 세계 기술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세계 기술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이름들 없이 지낼 수 있을
까? 분명 아니다. 이름들은 이 사물은 저 속성을 지닌다와 같은 진술
을 위해 필요하다. 그것들은 명제 형식을 완전히 확정된 대상들과 결
합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세계 기술이 세계의 형지(型紙, Schablone)와
같다면, 이름들은 세계가 어디에서나 그것으로 덮이도록 그것을 세계
에다 못 박아 고정시킨다. (NB 53쪽)

형지는 원그림 또는 원형(Urbild)과 같은 틀이 되는 것으로서, 그것
을 사용해 나오는 통상적인 채색 그림들에 동일한 형식을 부여한다.
그 그림들에서 형지의 형식과 채색된 내용은 결합되지만, 그 내용은
17) 5.501에 언급된 세 종류의 기술 방식 참조. 직접적 열거와 일반적 기술
모두 정당하다. Ishiguro와 McGuiness 식의 해석은 논고의 ‘이름’을 말
하자면 ‘가명(假名)’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데로 이르는데, 이런 해석에 대
한 표준적 해석 측의 비판에 대해서는 Pears(1987) 99-11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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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형지로부터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다 어떤 색깔들을
그때마다 따로 칠해 주어야 그림에 들어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완
전히 일반화된 명제가 드러내는 논리적 형식은 이름들을 사용하는 통
상적인 명제들에 공통적일 수 있지만, 일반화된 명제 단독으로부터는
거기에 포함된 변항들에 어떤 이름들이 대입될 수 있는지 따로 못을
박지 않고서는 어떤 통상적인 명제들에도 이를 수 없다. 그림 또는
명제의 논리적 형식은 그 요소들이 대표하는 것들(의미)과 동시에 투
영되어 그림에서 결합되지만, 논리적 형식은 요소들의 의미와 독립적
으로 이야기될 수 있어야 한다. “논리적 구문론에서 기호의 의미는
어떤 역할도 해서는 안 된다; 논리적 구문론은 기호의 의미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고서도 수립될 수 있어야 한다”는 논고 3.33의 이야
기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논리적 구문론 자체와 그것에 따른 사용은 구별되어야
한다. 전자는 논리적 형식(및 그것에 기초한 추론)에만 관여한다. 만
일 논리적 형식에 의해서 명제의 뜻이 결정되거나 심지어 논리적 형
식이 명제의 뜻이 된다면, 명제의 뜻(즉 진리 조건)은 명제의 논리적
형식과 마찬가지로 명제에 내포되어 있게 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
렇다면 명제는 단지 그것이 묘사하는 상황의 가능성이 아니라 그 상
황 자체를 포함하는 그림, 그러니까 자신의 진리 조건이 자신 속에
포함되어 그 자체로 언제나 참인 그림이 된다. 이는 그림이 자기 자
신의 그림일 수 있다는 것으로, 그림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이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18)

18) 3.13에 의하면, 명제 속에는 그 뜻의 형식(명제의 뜻을 표현할 가능성)은
포함되어 있지만, 그 뜻의 내용(명제의 뜻, 즉 진리 조건)은 포함되어 있
지 않다. 만일 명제가 자신의 진리 조건을 포함한다면 명제는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그림과 같은 것으로서 그 자체로 언제나 참이 되겠으나, 이
는 2.225의 “선천적으로 참인 그림은 없다”와 모순된다. 이와 관련된 점들
에 대해선 van der Does(2011) 48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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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명제의 일반적 형식
명제가 그림이라는 것은 논리의 자율성이 기호가 대상을 그 논리
적 내용에서 동일한 것이 되게 지칭할 수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또
이것은 기호에 대상을 대표하는 자격을 주는 데서 성립한다. 명제는
대상들을 대표하는 기호들의 특정한 결합으로서, 그렇게 대표되는 대
상들이 같은 형식으로 결합되어 있을 가능성을 표상한다. 이 표상(그
림)은 참이거나 거짓이지만, 명제는 그 참, 거짓에 상관없이 그러한
표상 자체로 뜻을 지닌다. 그러므로 언어 역시 논리와 마찬가지로 자
율성을 지닌다(‘언어는 스스로를 돌본다’).
그러나 이런 본성을 지니는 언어의 한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한계는 어떻게 그어질 수 있는가? 물론 그림의 본성을 지닌 명제들
전체를 제시할 수 있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그 일은 명제의
내용면에서는 불가능하다. 명제들의 내용은 무한히 다양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명제의 형식면에서는,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모든 명제
는 어떤 식으로 예견(구성)될 수 있는 공통적 형식을 지닌다. 즉 “일
반적 명제 형식”이 존재한다. 그것은 모든 가능한 명제를 값으로 가
지는 하나의 변항(4.53)이자, 모든 명제들이 그 본성상 서로 공유하는
하나의 유일한 논리적 상항, 즉 명제의 본질(5.47-5.471)이다. 이러한
명제의 일반적 형식을 제시할 수 있다면, 언어가 어떻게 유한한 방식
으로 무한히 다양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지 설명 가능하므로, 이른
바 ‘언어의 창조성’도 설명될 수 있다.
명제가 그림인 한, 명제의 일반적 형식이 “사정이 이러저러하다”와
같은 것이 될 것임은 예견할 수 있다(4.5).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의 결
론을 미리 말하자면, “모든 명제는 요소 명제들의 진리함수”(5)라는
것, 엄밀하게는 “[▔p, ▔ξ , N(▔ξ )]”, 즉 모든 명제는 요소 명제들에 “N(▔ξ )”
라는, 명제 변항 ξ의 값 전부를 부정하는 연산을 계속적으로 적용한
결과(6-6.001)라는 것이 명제의 일반적 형식이다. 그리고 언어의 한계
는 바로 이러한 형식에 의해 그어진다. 왜냐하면, 모든 요소 명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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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어졌을 때, 이 일반 형식의 연산에 따라 모든 명제들이, 즉 명
제들의 총체가 주어지기 때문이다(4,51-4.52 참조).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 어떤 것도 (그림으로서의) 명제일 수 없다.
요소 명제는 단순한 대상들을 가리키는 표현들 즉 ‘이름들’만으로
결합된 단순한 명제이다. 그리고 그런 이름들의 가능성은, 비트겐슈타
인에 의하면, 명제의 뜻이 확정적이어야 한다는 (프레게에서 비롯된)
요구로부터 나온다(3.23). 단순한 대상들이 앞(2절)에서 논한 이유에
의해 존재해야 한다 해도, 그것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이름들)이 존재
하지 않는다면, 존재하는 표현들은 언제나 복합체 즉 더 분석 가능한
것을 가리키는 게 되고, 그런 한 그 표현을 포함한 명제는 뜻이 확정
되지 않는다. 비트겐슈타인은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았거니와, 그렇
다면 단순 대상들을 대표하는 이름들 역시 존재한다고 해야 한다. 그
리고 이러한 이름들만의 결합인 요소 명제는 그 이름들의 배열에 대
응하는 대상들의 결합 사태를 직접적이고 확정적으로 표상한다. 요소
명제가 아닌 나머지 복합 명제들이 어떤 뜻에서 그림이 되느냐는 그
것들이 이 직접적 그림인 요소 명제들을 결합하는 방식의 본성에 달
려 있다.
그런데 사태의 존립을 주장하는 참된 요소 명제들이 모두 주어지
면, 사실들의 총체로서의 세계는 완전히 기술된다(4.26). 그리고 이
동일한 세계는 참된 명제들의 총체에 의해 역시 기술될 수 있다. 왜
냐하면 명제들의 총체는 바로 요소 명제들의 총체로부터 따라 나오는
모든 것(4.51-4.52)이기 때문이다. 전체 명제가 기술할 수 있는 것은
요소 명제들의 총체가 기술할 수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명제들의 총체는 어떤 뜻에서 요소 명제들의 일반화라고 말해질 수
있다(4.52).) 그러나 그렇다면, 요소 명제들을 결합하여 명제로 만드는
논리적 상항들은, 요소 명제를 구성하는 이름들과는 달리, 아무것도
대표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그것들이
대표하는 것들은 (이름들이 대표하는 것들과는 다르므로) 오직 이름
들만으로 구성되는 요소 명제들의 총체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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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명제들의 총체가 기술하는 세계와 논리적 상항을 포함하는 복합
명제들의 총체가 기술하는 세계는 동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19)
그러므로 비트겐슈타인은 명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호의 대표성 원리
를 이야기하는 동일한 자리에서, 논리적 상항들의 비대표성을 자신의
‘근본 사상’으로 천명한다.
명제의 가능성은 기호들이 대상들을 대표한다는 원리에 의거한다. 나
의 근본 사상은, “논리적 상항들”은 대표하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즉
사실들의 논리는 대표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4.0312)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은, 논리적 상항들은 보기와는 달리
진정한 기호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들은 요소 명제들을 어떤 식으
로 관계시키는 원초적 기호처럼 보이지만, 실은 “사이비 관계 기호”
에 불과하다(5.461 참조). 그것들을 이용해 행해지는 모든 논리적 연
산이 실은 이미 요소 명제들에 포함되어 있다(5.47). 만일 그것들이
실제의 관계들을 대표하는 진정한 관계 기호들이라면, 그의 근본 사
상은 기호의 대표성 원리를 가능케 한 논리의 자율성에 대해 예외적
인 지위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근본 사상’일 수 없을 것이
다. 그러나 그의 근본 사상은 논리의 자율성에 어긋나는 예외적인 것
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명제 일반의 그림의 성격을 가능케 하는 근
본적인 것이다. 명제가 논리의 자율성에 따르는 그림이려면, “명제에
서는 그것이 묘사하는 상황에서 구별될 수 있는 바로 그만큼이 구별
될 수 있어야 한다”(4.04). 그러나 오직 논리적 상항들이 대표하지 않
기 때문에만, 그것들을 사용해 요소 명제들로부터 형성된 복합 명제
들은 그 요소 명제들이 묘사하는 상황과 여전히 동일한 논리적(수학
적) 다수성을 보유하는 그림일 수 있는 것이다.20) 즉 복합 명제들에
19) 논리적 상항들의 비대표성에 대한 통상적 설명으로는 이영철(2008) 66쪽
이하에 정리된 설명 참조.
20) 그러므로 이하에서 더 자세히 보여지듯이, 요소 명제들만 그림이라는 일
부 견해들은 잘못이다. 그리고 논리적 다수성은 명제와 상황이 공유하는
것 즉 ‘사실들의 논리’에 속하는 형식으로서,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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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묘사되는 것은 이른바 논리적 대상들을 포함하는 ‘복합 사실들’－
‘연언 사실’, ‘선언 사실’ 등으로 불릴 수 있을 터인 것들－이 아니다.
논리적 상항들이 지시하는 ‘논리적 대상들’이나, 이것들을 포함한 것
으로서의 ‘복합 사실들’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진리 함수들과 동일성, 그리고 보편성이
‘세 가지 근본적 논리 상항’(NB 117쪽)이다. 명제들이 요소 명제들로
부터 논리적 구문론에 따라 형성되어야 하고, 그 논리가 기본적으로
표준적 논리와 같은 것이라면, 거기서 형성될 수 있는 모든 명제는
그 세 가지 논리적 상항들을 사용하여 형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일
반적 명제 형식을 통해 언어의 한계를 보이려는 비트겐슈타인의 기획
은 그 세 가지 논리적 상항들을 이용해 형성되는 모든 명제들이 그
가 말한 일반적 형식을 지닌다는 점을 보이는 작업으로 나아간다. 이
작업은 우선 요소 명제들의 진리 함수적 결합으로 나오는 명제들은
모두 N-연산이라는 동일한 하나의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또 일반성 명제와 동일성 명제 역시 같은 연산을 통해서 설
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모든 진리 함수가 N-연산을 요소명제들에다
계속적으로 적용한 결과(5.5)라는 점은 본질적으로 이미 셰퍼(Scheffer)
에 의해 입증된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N-연산자가, 셰퍼의 논리적
연결사와 달리, 주어진 두 명제가 아니라 임의의 수의 명제에 대해
적용될 수 있도록 일반화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주어진 요소 명제들
전체의 동시적 부정으로서의 N-연산은 그 요소 명제들의 그림의 성
격을 보존한다. 왜냐하면 한 명제의 부정은 부정된 명제와 “대립된
뜻을 가지지만 그것들에는 하나의 동일한 현실이 대응”(4.0621)하므
로, 부정은 (명제의 뜻을 거꾸로 바꿀 뿐(5.2431)) 부정된 명제의 그
림 성격 자체는 바꾸지 않고, 또 자명하게도 연언은 연언된 명제 각
각을 그것의 그림 성격과 함께 긍정하기 때문이다.21)
따르면 명제에서 반영되고 보여질 뿐(4.121), 명제에 의해 다시 모사될 수
는 없는 것(4.041)이기 때문에, 명제는 자기 자신의 그림일 수 없다.
21) Hintikka(1986) 107쪽 이하 및 (1996) 82-8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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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성의 경우 비트겐슈타인은 그 개념을 진리 함수(논리적 곱이나
합) 개념과 분리시킨다(5.521). 일반성 명제－가령 ‘(x)fx’와 ‘(∃x)fx’22)－
는 그 두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데, 그에 의하면, 여기서 일반성을 표
시하는 것은 양화사가 아니라 ‘x’라는 ‘독립 변수’(또는 ‘논항’)로서
등장한다(5.523). 이 일반성 표시는 ‘f’라는 상항을 부각시키면서 하나
의 논리적 원형(가령 ‘φx’로 표시할 수 있는)을 지시한다(5.522 참
조). 함수 ‘fx’는 x의 모든 값 각각에 대해 f의 속성을 부여하는 명제
들을 값으로 가지는데, 그렇게 제시되는 모든 명제 값들을 동시에 부
정한 것이 ‘(x)∼fx’, 즉 ‘∼(∃x)fx’이고(5.52), 이것을 다시 부정한 것이
‘(∃x)fx’이다. ‘(x)fx’는 그러한 연산이 적용될 토대가 함수 ‘∼fx’로부
터 얻어질 수 있는 모든 명제 값들－그것들은 각각 요소 명제의 부
정으로, 그 자신 요소 명제에 대한 진리 연산의 결과이다－일 때, 그
것들 전체를 동시에 부정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일반성 명제는 부정
될 명제들의 전체가 직접적으로 열거되는 대신 함수적으로 제시된다
는 것만 다를 뿐, 요소 명제들에 N-연산을 계속적으로 적용한 결과23)
라는 점에서 일반적 명제 형식을 지닌다. 이 일반성 명제도 역시 요
소 명제들의 진리 함수라는 점에서, 특정한 진리 조건을 지니는 그림
이 된다. 다만 이 그림은 요소 명제들을 직접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어질 수 있는 요소 명제들의 형식만을 제시하는 원형 즉 원
그림이다. 그것은 앞(3절)에서 인용한 비트겐슈타인의 표현에 따르면
‘형지’와 같은 것이다.
동일성은 흔히 대상들 사이의 관계로 간주되고, 그 관계를 표현하
는 것으로 간주되는 “a=a”, “(x).x=x”, “(∃x).x=a” 등과 같은 동일성
진술들은 요소 명제들의 진리 함수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동
일성 진술들은 명제의 일반 형식에 반례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비트
겐슈타인은 동일성이 대상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며(5.5301), 동일성
진술들은 사이비 명제들(5.534)라고 본다. 왜냐하면 “두 개의 사물에
22) 혼합 다중 양화 명제 등과 같이 비트겐슈타인이 다루지 않은 좀 더 복잡
한 구조의 일반성 명제들의 경우는 Frascolla(2000), 117쪽 이하 참조.
23) 즉 ‘(x)∼fx’는 N(fx), ‘(∃x)fx’는 N(N(fx)), ‘(x)fx’는 ‘N(N(fx))’와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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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그 둘이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하나의 사물에
관하여 그것이 그 자체와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아무것도 말
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5.5303). 명제가 아니라 사이비 명제들이므
로, 동일성 진술들은 명제의 일반적 형식에 대한 반례가 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올바른 개념 표기법에서는 아예 적힐 수조차 없다”(5.534).
비트겐슈타인은 동일성 기호 대신에, 대상의 동일성은 기호의 동일성
에 의해서 표현하고, 대상들의 상이성은 기호들의 상이성에 의해 표
현한다(5.53).24) 이렇게 표현된 명제들은 명제의 일반적 형식을 지니
고 그림의 성격을 보존한다.
이로써, 요소 명제들로부터 논리적 구문론에 따라 형성되는 모든 명
제가 하나의 일반적 형식을 지니며 그림의 성격을 보존한다는 것이 보
여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논고는 명제의 일반 형식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전에 한 가지 명제 형식을 더 고찰한다. 그리고 이는 언어의
한계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

Ⅴ. 언어의 한계와 형이상학적 주체
명제의 일반적 형식이 확립되면, 언어의 한계는 바로 그러한 형식
을 지닌 명제들의 총체에 의해서 그어질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
피, 논고의 비트겐슈타인은 그림으로서의 언어의 한계를 경험적 실
재를 다루는 과학 언어의 한계와 일치시켰다. 그에 의하면, “참된 명
제들의 총체는 전체 자연 과학(또는 자연 과학들의 총체)”(4.11)이고,
말해질 수 있는 모든 것은 곧 자연 과학의 명제들이다(6.53).
그런데 명제의 일반적 형식에 따르면, 명제는 오직 진리 연산들의
토대로서만 나타난다(5.54). 그러나 우리가 심리학의 어떤 명제 형식
들을 생각할 때, 이는 의심스러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가령 “A는 p
24) 가령 “f(a,b).a=b” 대신에 “f(a,a)”나 “f(b,b)”, “f(a,b).∼a=b” 대신에는 “f(a,b)”,
그리고 유사하게 “(∃x,y).f(x,y).x=y” 대신 “(∃x).f(x,x)”, “(∃x,y).f(x,y).∼
x=y” 대신에는 “(∃x,y).f(x,y)”와 같은 식으로 쓴다(5.531-5.53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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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이라고 믿는다”, “A는 p라고 생각한다” 등과 같은 형식의 (이
른바 ‘내포적’) 명제들은 거기 포함된 명제 p의 어떤 진리 연산에 의
해 설명될 수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식의 명제들은 심리
학적으로나 일상적으로나 기본적인 것들이므로, 이것들이 명제의 일
반 형식에 반례가 되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이다.25)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여기서 난점은 문제의 명제들이 명
제 p와 대상(사람) A 사이에 있는 모종의 관계를 진술하고 있다고
피상적으로 파악하는 데서 온다. 그는 이 명제들의 올바른 형식에 관
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A는 p라고 믿는다”, “A는 p라고 생각한다”, “A는 p라고 말한다”가
“‘p’는 p를 말한다”의 형식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
한 것은 어떤 한 사실과 어떤 한 대상 사이의 짝짓기가 아니라, 사실
들의 대상들 사이의 짝짓기를 통한 사실들 간의 짝짓기이다. (5.542)

비트겐슈타인의 뜻은, 문제의 명제들은 표면상으로 A라는 대상(사
람 또는 영혼)이 p라는 사태와 어떤 관계에 있다고 말하는 듯하지만,
실은 그 요소들 사이에 투영적 대응 관계가 성립함으로써 사태 p의
표상(그림)이 되는 어떤 정신적 사태(믿음, 사유 등)의 발생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p는 앞에서 이미 해명된 일반적 명제 형식을
지니는 임의의 명제일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또는 그것이 나타내는
사태)과 구조적으로 동형을 이루는 그 정신적 사태들도 역시 명제의
일반적 형식을 지닌다. 비트겐슈타인은 그것들을 말하자면 일종의 언
어－아마도 ‘정신적 언어’－로 간주하였으며, 정신적이라는 점에서 다
를 뿐, 그것들은 언어적으로 표현된 명제들과 마찬가지로 그림－아마
도 본래적인 그림－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는 것이다.26)
25) 명령문, 의문문, 감탄문과 같은 비서술문들의 경우도 문제가 될 터인데,
이에 대해서는 논고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나 그 이유는 아마도
나중에 탐구 24절에서 언급된 생각, 즉 비서술문들은 여기서 다루어지
는 형식의 문장들로 전환 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26) 이영철(2011) 1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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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 옳다면, A에 해당한다고 보였던 대
상으로서의 주체 또는 영혼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사태를
표상하는 어떤 정신적 요소들의 결합 사실만이 있다(5.5421 참조). 그
결합은 합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체적) 영혼은 단순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결합은 더 이상 ‘영혼’이 아닐 것이다(같은 곳 참
조). 즉 생각과 표상은 일어나지만, 그것들을 생각하고 표상하는 어떤
주체가 세계 속에서 발견될 수는 없다. “생각하고 표상하는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5.631).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과 표상은 어떤 뜻에서는 여전히 어떤
(형식적) 주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가령 흄처럼, 심리학적
자아의 대상성을 부정하면서도 일어나는 생각과 표상들의 형식적 다
발로서의 자아는 인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월적 통각에
대한 칸트의 논의를 통해 이미 친숙한 점이지만, 자아는 경험 심리학
적 차원의 단순한 다발을 넘어서, 가능한 모든 사유가 필연적으로 하
나의 근원적 동일자에서 통일되는 차원에서도 이야기될 수 있다. 왜
냐하면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명제이건, 그것은 언제나 그 앞에 ‘나
는 생각한다’라는 표현을 결합시킨 형태의 명제로－그러니까 말하자
면 나의 내적 삶의 기술들로－변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27) (그렇지
않을 경우 나는 전혀 생각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될 터인데,
그러나 나는 생각될 수 없는 것은 어쨌든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등장하는28) 보편적인 ‘나’는 물론 더 이상 심리학적 자아가 아니라
(칸트의 초월적 자아와 비슷하게?) ‘철학적 자아’, ‘형이상학적 주체’(5.641)
이다. 그것은 “인간이 아니며, 인간 신체가 아니며, 또는 심리학이 다
루는 인간 영혼도 아니다”(같은 곳). 그것은 ‘세계영혼’(NB 49쪽) 또
는 “세계 전체에 공통적인 하나의 정신”(NB 85쪽)29)이라 할 수 있는
27) 탐구 §24 참조. 거기서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이유가 논고의 (비-심
리학적 자아의) 유아주의로 이르는 데 관계되었음을 내비친다.
28) 이 등장 방식은 추론적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내적인 것이다. 이렇게 등장
하는 자아와 사유들의 관계는 5.633에서 눈과 시야의 관계에 비교된다.
29) 그것은 인간뿐 아니라 세상 만물에 공통적인 정신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

208 논문

것으로서,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실제로는 그것만이 특히 ‘나의 영
혼’이라 불릴 수 있는 것으로서 존재한다.
세계영혼으로서의 자아는 모든 가능한 사유들을 포함한다. 그것들
은 세계영혼으로서의 나의 사유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세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사태에 대한 논리적 그림이다. 그러므로
세계영혼과 세계 전체 사이에는 엄격한 대응 관계－일종의 ‘심물 병
행주의’(NB 85쪽)－가 성립한다. 그리고 물론 그것들과 그림으로서의
언어 전체 사이에도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지극히 형이상
학적이며 유아주의적이게도, 사유와 언어와 세계는 모두 세계영혼으
로서의 나의 사유, 나의 언어, 그리고 나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따라서 사유와 언어의 한계들은 곧 나의 사유와 언어의 한계들
이고, 또 이것은 세계의 한계들 곧 나의 세계의 한계들을 의미한다
(5.6 참조).
그런데 세계의 한계들은 또한 논리의 한계들이기도 하다(5.61). 왜
냐하면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논리에 의해 정해진 골격에
따라서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사유, 나의 언어, 나의 세계
의 한계들은 그것들이 공유하는 논리의 한계들과 서로 일치하며, 유
아주의적인 자아는 바로 그 일치하는 지점에서 ‘연장 없는 점’으로
수축한다(5.64). 즉 사실들의 총체로서의 세계 속 어디에서도 그러한
자아는 발견될 수 없고, 남는 것은 그러한 자아와 ‘동격화된 실재’뿐
이다. (여기서 사정은 눈과 시야의 관계와 전적으로 같다. 5.633 참
조.) 그러므로 비트겐슈타인은 “유아주의가 엄격히 관철되면 그것은
순수한 실재주의와 합치된다”(5.64)고 말한다. 그러나 또한 그렇기 때
문에 우리는 유아주의적인 형이상학적 주체에 대해서는 유의미하게
말할 수 없다. 그것과 관련된 진실은 단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따라야 하는 명제의 일반 형식에 의해 우리가 언어의 한계들에 이르
렀을 때 ‘드러날’ 뿐이다(5.62). 그리고 이것이 바로 논고에서 명제
르면, 하나의 정신이 세상 만물－인간, 뱀, 사자, 코끼리, 파리, 말벌 같은
생명체뿐 아니라 무생물도 포함하여－에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다(NB 85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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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 형식의 최종적 표현이 심리학적 명제 형식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기이해 보이게도) 유아주의에 대한 고찰이 끝난 직후에 제시되
고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언어의 한계에 대한 고찰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실재주의적 관점에서 다시 이어진다.

Ⅵ. 사이비 명제들
명제의 일반적 형식은 현실의 논리적 그림인 모든 명제들이 이룰
수 있는 언어의 한계를 확정한다. 그러나 모든 명제는 명제의 일반
형식을 지니지만, 역으로 요소 명제들의 진리 함수가 모두 그림으로
서의 명제인 것은 아니다. 요소 명제들의 진리 함수 중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극단적인 것들 즉 논리적 명제들도 존재한다. 비트겐슈
타인은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특정한 종류의
명제들을 ‘사이비 명제들’이라고 일컫는다. 그것들은 “오직 보여질 수
만 있는 어떤 것을 외견상 말하고 있는 기호 결합들”(NB 9쪽), 또는
“분석되었을 때, 그것들이 말하는 걸로 추정되는 것을 단지 다시 보
여 주는 명제들”(NB 16쪽)이다. 가령, “자기 자신의 뜻에 관해 무엇
인가를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기호결합은 (논리학의 모든 명
제들처럼) 사이비 명제이다”(NB 12쪽). 논고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
기들은 이런 종류의 사이비 명제들에 대한 고찰에 기초하고 있다.
사이비 명제들에는 언어의 한계에 관계하는 논리적인 성격의 것들
과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의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종류의
사이비 명제들은 논리학의 명제들이나 수학의 명제들, 그리고 ‘인과
법칙’과 같은 자연과학의 근본 원리들이다. 그것들은 각각 어떤 필연
적 법칙성을 진술한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그 필연성과
법칙성은 모두 논리적 성격의 것이다. (“논리의 탐구는 모든 법칙성
의 탐구이다”(6.3). 그리고 “필연성은 오직 논리적 필연성만이 존재한
다”(6.375).) 그 진술들은 모두 선천적이고 논리적 본성을 지니고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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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세계의 한계에만 관계된다. 그것들은 뜻이 없거나 무의미하며,
세계 내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우선, 논리적 명제들은 요소 명제들의 진리함수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극단적 경우들이다. 즉 그것들은 요소 명제들의 모든 진리 가능
성들에 대해서 참인 동어 반복들로서, 필연적이지만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분석 명제들이다(6.1-6.11). 그것들은 그 구성 명제들의 모사적
성격이 서로 상쇄되게 결합함으로써 스스로는 그림의 성격을 상실한
다는 점에서 ‘뜻이 없다’(4.461-4.462). 그것들은 “기호 결합의 한계
경우, 즉 기호 결합의 해체’(4.466)라고 일컬어진다. 그것들은 (“0”이
산수의 상징체계에 속하는 것처럼) 우리의 상징체계에 속하기는 하지
만, 적절한 표기법에서는 없어도 될 것들이기 때문에 사이비 명제들
이다(4.4611 &6.122 참조). 즉 그것들이 없어도, 그것들이 진술하려
는 것은 적절한 표기법에서는 “자연 필연적인 기호들의 본성 스스로
가 진술을 한다”(6.124).
수학의 명제들은 수들 간의 동일성을 진술한다. 그런데 비트겐슈타
인에 의하면, 수는 명제의 일반 형식과 함께 주어지는 한 연산, 즉
한 명제로부터 다른 한 명제로의 이행을 일반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연산의 지수이다(6.002&6.021). 그러므로 수학은 논리학의 한 방법
(6.234)이다. 즉 “논리학의 명제들이 동어 반복들 속에서 보여 주는
세계의 논리를 수학은 등식들 속에서 보여 준다”(6.22). 그러나 그 등
식이 동일성 기호를 사용해 나타내려는 두 표현 간의 대체 가능성은
그 두 표현의 논리적 형식을 특징짓는 것으로서, 올바른 표기법에서
는 그 두 표현 자체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6.23 참조). 즉 등식이
나타내려는 “두 표현의 의미 동일성은 주장될 수 없다”(6.2322). 그러
한 주장은 무의미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명제
에 형식적 속성을 부여하는 것은 명제에서 그것을 박탈하는 것과 마
찬가지로 무의미할 것”(4.124)인데, 수학의 등식은 한 표현에 그것과
다른 표현과의 대체 가능성 내지 의미 동일성이라는, 그 표현의 논리
적 형식을 특징짓는 것을 부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30) (“2+5=7”,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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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가 ‘7’로 대체될 수 있다거나 의미가 같다거나 하는 뜻의 말은
‘1은 수이다’가 무의미(4.1272)한 것처럼 무의미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학의 등식들은 사이비 명제들(6.2)이며, “아무런 사고도 표현하지
않는다”(6.21).
마지막으로, 논고에 의하면, 인과 법칙(근거율), 연속성의 법칙,
최소 작용의 법칙과 같은 자연과학의 근본 원리들은 이른바 귀납의
법칙과 같이 내용 있는 법칙이 아니라31) 필연성을 지닌 ‘법칙의 형
식’이다(6.31-6.321 참조). 가령 구체적인 인과적 진술들은 논리적 필
연성을 지니지 않는다(6.37 참조). 그러나 모든 명제들을 그렇게 인과
형식으로 연관시키는 이론 체계(가령 뉴턴 역학)에 의해 세계가 완전
히 기술될 수 있다는 것은 세계에 관해 무엇인가 선천적인 통찰을
준다(6.342 참조). 즉 이른바 인과 법칙과 같은 근본 법칙들은 “과학
의 명제들에 주어질 수 있는 가능한 형식에 관한 선천적 통찰들”
(6.34)이다. 그것들은 말하자면 과학이 세계의 대상들에 관해 일반적
인 방식으로 이야기하기 위한 ‘논리적 장치’에 속한다(6.3431-6.3432 참
조). 그러므로 인과 법칙에 어긋나는 것은 기술될 수 없고, 또 일어날
수도 없다(6.362 참조). 그러나 ‘순수하게 논리적인 어떤 것’으로서
그러한 법칙은 세계 기술을 위한 형식(‘그물’)만을 제공하고, 세계(그
30) 수학 명제들이 뜻이 없는지 무의미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여기
서의 필자의 생각은 아마도 Glock(1996; 232쪽 이하)이나 Frascolla(2007;
156-159쪽 및 190쪽)의 견해와 가장 가까울 것이다. (다만 후자는 논리
명제 즉 동어 반복을 사이비 명제에 포함시키지 않는 실수를 범하고 있
다.) Schroeder(2006) 같은 이는 어느 곳(105쪽)에서는 동어반복만 뜻이
없고 나머지 모든 비-우연적 주장은 ‘무의미’로 분류된다고 하면서도, 어
느 곳(110쪽 각주 50)에서는 등식들이 뜻이 없는지 무의미한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함으로써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수학 명제들이
논리적 성격을 지닌다는 이유만으로, 또 어떤 이들은 수학 명제들이 중요
한 쓰임을 지닌다는 이유만으로, 그 명제들이 무의미할 리 없다는 쪽을
택하지만, 이는 (그 이유들 자체는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논고의 실제
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31) 6.31에 의하면, 귀납의 법칙은 뜻이 있는 명제이며, 어떤 경우에도 논리적
법칙일 수 없다. Black은 인과 법칙을 귀납 법칙과 혼동하고, 그것들이
논리적 성격의 법칙이 아니라고 오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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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포착하는 것)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진술하지 않는다(6.341-6.342
및 6.35 참조). 인과 법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형식
의 “자연 법칙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되는데, 그러나 이는 무의미한
사이비 명제32)로서,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과 형식의 법칙들
에 의해 세계가 완전히 기술될 수 있는 가능성에 의해 드러나는 것
이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6.36&6.342 참조).
논리학의 명제들뿐만 아니라 수학의 명제들과 자연과학의 근본 법
칙들까지 논리적인 것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은 논리의 한계
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는지, 그리고 따라서 그것과 일치하는
것으로서의 언어와 세계의 한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실재주의
적 관점에서) 보여 준다. 언어의 한계는 물론 명제의 일반적 형식이
보여 주는 대로의 명제들의 총체에 의해서, 즉 요소 명제들로부터 그
모사적 성격을 보존하는 모든 진리 함수적 연산의 결과에 의해 주어
진다. 그런데 그 연산은 진리 함수적 논리를 따를 뿐 아니라 수학적
연산을 그 방법으로서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연산 결과들은 인과
법칙과 같은 형식으로 연결되어 이론 체계를 형성한다. 바로 이런 이
유로 비트겐슈타인은 논리가 모든 법칙성의 탐구이며, 필연성은 다
논리적 필연성이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논고에서 논
리의 한계는 곧 자연과학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의 한계이고, 또 그
렇게 자연과학적 언어로 기술할 수 있는 세계의 한계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세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그것을 유의미
하게 기술하려는 모든 것(명제들)은 궁극적으로 논리학 및 수학의 명
제들과 자연과학의 원리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선천적인 논리적 규제
를 받음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리고 바로 이런 뜻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논리는 초월적”(6.13)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트겐슈타인이 논리학과 수학의 명제들, 그리고 자연과
학의 원리적 법칙들을 ‘사이비 명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에 대해
32) 그것은 “대상들이 존재한다”와 같은 진술이 ‘무의미한 사이비 명제’(4.1272
참조)가 되는 것과 같은 이유(사이비 개념어를 고유한 개념어로 사용함)
로 무의미한 사이비 명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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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폄하하는 뜻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것들은 명제처럼 보이지
만 뭔가 말(묘사)하는 게 없고 그래서 ‘사이비 명제들’이라 불리지만,
그것들의 역할－그것은 궁극적으로 이런저런 방식으로 드러난다－은
단순한 그림인 명제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33)
까다로운 것은, 그것들에 대한 논고의 생각이 기존 입장들에 대
해 갖는 함축이다. 수학의 명제들은 논리적인 것들이긴 하지만 진리
함수적 명제들의 한계인 논리학의 동어반복들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
러므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은 수학이 논리학으로 환원될 수 있기 때
문에 논리적이라고 본 프레게와 러셀의 논리주의와는 다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논리적인 것으로 보는 점에서 논리주의와
일맥상통하는 바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논리주의가 논리를 기본으로
보고 거기에 수학을 기초시키려 했던 데 비해, 논고는 명제의 일반
형식에 따라 논리학의 명제들을 산출하는 연산에 이미 본질적으로 수
학적 연산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셈이 된다. 이 점에서 논고는
순수하게 논리주의라기보다는, 수학의 본성을 기호 조작 활동으로 보
는 ‘형식주의의 울림’ 내지 ‘준-형식주의’라고 할 수 있는 면을 지니
고 있다고 하겠다.34)
또한 논고에서 수학의 명제들이 분석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는지
여부도 논란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논고에서 그것들은 논리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분석적이며, 이 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그것
들을 종합적이라 한 칸트와 대조된다고 여겨 왔다.35) 그러나 여기서
도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물론, 수학 명제가 (무의미하게도) 진술하
려는 두 표현 간의 의미 동일성은 (적절한 표기법에서는) 그 두 표현
의 의미를 이해하면 저절로 알 수 있는 것－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두 표현을 이해한다고 할 수 없으니까－이라고 이야기된다(4.243
33) 그것들은 결국 후기에는 ‘사이비 명제’가 아니라 문법 규칙으로서 역할을
하는 ‘문법적 명제’로 불리게 된다.
34) Frascolla(1994) 40쪽 및 Stokhof(2002) 98쪽 참조.
35) 가령 박정일(2012: 262쪽)은 논고에서 수학 명제들이 분석적이고 뜻이
없다고 별 논거 없이 단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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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이것은 수학 명제를 분석적이라 보아야 할 것 같은 인상을 불
러일으킨다. 그러나 등식이 두 표현의 의미 자체를 진술하는 것은 아
니기 때문에, 등식의 올바름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두 표현의 의미
를 알아야 한다. 이 점에서 수학 등식은 구성 표현의 의미를 몰라도
그 옳음을 알 수 있는 논리학의 명제와 대조된다. 그것은 필연적이긴
하지만, 논리학의 명제들처럼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그리고 그 부정
이 모순인, 동어 반복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은 후일
논고를 회상하면서, 이러한 대조적인 점이 “칸트가 5+7=12는 분석
적 명제가 아니라 선천적 종합 명제라고 주장할 때 그가 뜻한 것을
설명해 준다”(PB 129쪽)고 말한다. 그의 이러한 생각36)이 논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근거는 없어 보인다.
논고에서 논리적 성격의 (사이비) 명제들이 논리학의 명제들처럼
다 분석적이지 않다는 점37)은 자연과학의 선천적 원리들의 경우에
분명하다. 이것들도 논리적인 것으로 취급되지만, 논리학과 수학의 명
제들과는 그 종류에서 구별된다. 그것들은 단순히 동어반복으로도 또
수학의 명제로도 환원되지 않는 것으로서, 확실히 종합적인 쪽이다.
다만, 논고에서 수학의 명제들과 자연과학의 원리들에 포함된 표현
들은 고유한 개념이 아니라 사이비 개념의 표현들로 간주된다. 그러
므로 그것들과 관련해 종합성을 말한다 해도, 거기에는 무의미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 이야기가 칸트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
는다. (칸트에서는 선천적 종합 명제들은 유의미하며 인식적으로 뭔
가를 말해준다.) 그러나 그 차이는,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통념만큼
크지는 않다. 비록 수학의 명제들과 자연과학의 원리들의 명제 성격
에 대해 양자의 생각에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해도, 양자 모두는
36) 수학 명제가 선천적 종합이라는 이 생각은 그의 후기에 일관적으로 견지
된다고 보인다. PG 404쪽 및 수학기초 224-225쪽 참조.
37) 논리적인 것이 분석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은 기이해 보이지만, 나중
에 비트겐슈타인은 오히려 이러한 생각을 보다 구체화하여 논리-문법 개
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확실성 §401의 다음과 같은 언급 참
조: “단지 논리학의 명제들만이 아니라 경험 명제 형식으로 된 명제들이,
사고를(언어를) 다루는 모든 작업의 근본 토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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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서 그것들에 근본
적인 지위, 즉 세계에 대한 초월적인 지위를 부여한다. 그리고 그것
들이 초월적인 한, 양자 모두에게서 우리의 사실적 인식의 한계는 바
로 참된 명제들의 총체로서의 전체 자연과학(의 세계)일 수밖에 없다.

Ⅶ. 언어의 한계 너머, 영원의 관점에서
사이비 명제들의 둘째 부류는 첫 번째 종류의 사이비 명제들에 의
해 드러나는 논리적 한계들을 벗어나는 것들이다. 이것들 역시 사이
비 개념들을 사용함으로써 무의미한 것들이 되지만, 첫 번째 종류의
사이비 명제들에서 무의미한 것들과는 달리, 그리고 물론 처음부터,
일상적 기준에서조차 완전한 비문(非文)들의 순전한 무의미와도 달
리,38) 이것들은 논리에 의해 한계 지어진 사실적 언어와 세계를 ‘영
원의 관점에서’ 초월하는 것을 지향한다. 여기에는 선악, 미추, 신이
나 영원성과 같은 가치 관련 사이비 개념을 사용하는 윤리, 미학, 종
교의 언사들뿐 아니라 세계, 사태, 대상, 논리적 형식, 명제의 본질
등과 같이 형이상학적인 사이비 개념들을 사용한 논고 자신의 명제
들도 포함된다.
앞 절에서 다루었던 논리적 사이비 명제들의 경우에는, 그것들이
외견상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진정한 명제들을 말하면 그 속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논고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어지는 가치 관
련 사이비 명제들이 외견상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단순히 그런 식으
38) 일상적 기준에서조차 완전한 비문들은 무의미하기는 하지만, 뭔가 말하는
걸로 추정되는 것도 없고 또 분석되었을 때 뭔가를 다시 보여 주는 것도
없다는 점에서 사이비 명제와 구별된다. 이 점에서, 사이비 명제에 대한 비
트겐슈타인의 설명(앞 절 참조)에 주의하지 않고, 그것들의 무의미성을 완
전한 비문들의 무의미성과 똑같이 취급하려는 이른바 ‘단호한 해석’은 기본
적으로 문제가 있다. 비트겐슈타인이 관심 가지는 사이비 명제들은 아직
언어(명제)에 들지조차 못한 비문과 같은 것이 아니라, 언어로부터 그 한계
를 어떤 식으로 넘어 보려는 뿌리 깊은 욕망에서 생기는 것들이다.

216 논문

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가치는 사실들보다 높은 것, 즉 명제들이 기
술하는 우연적 사실 세계 전체 밖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6.41 참조). 그러므로 가치의 문제는 자연과학의 문제들을 다 해
결해도 여전히 대답되지 않고 남는 그런 종류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6.52 참조).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실은 문제일 수 없고 따라서
대답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문제라면 그것은 대답될 수 있어
야 하는데, 그것은 뜻이 있는 말인 명제로 대답될 수 없는 그런 종류
의 것이기 때문이다(6.5 참조).
가치문제에 관계된 사이비 명제들이 외견상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명제적 언어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하거나 악한 윤리적 의지-행위39)를
통해 드러난다.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사유의 경우에 그 진정한 주
체로서 세계영혼인 형이상학적 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같
은 뜻에서, 윤리적 의지-행위의 경우에는 그 진정한 주체로서 “전체
세계에 공통적인 의지”인 “세계의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NB
85쪽 참조). 이러한 의지는 “보다 높은 뜻에서의 나의 의지”(NB 85
쪽), 즉 전체로서의 “세계에 대한 주체의 태도”(NB 87쪽)이다. 이러
한 보다 높은 의지는 심리학의 관심사인 현상으로서의 의지가 아니
며, 형이상학적 사유 주체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없
는 것이다(6.423). 그러나 이 의지는 말하자면 세계의 한계를 바꿈으
로써 세계를 선하거나 악한 것으로, 또는 행복하거나 불행한 것이 되
게 할 수 있다. 논고(6.43)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비유를 사용해
설명한다.
선하거나 악한 의지가 세계를 바꾼다면, 그것은 단지 세계의 한계들을
바꿀 수 있을 뿐이지, 사실들을 바꿀 수는 없다. 즉 언어에 의해서 표
현될 수 있는 것을 바꿀 수는 없다. 간단히 말해서, 그렇다면 세계는
선악의 의지를 통해 전혀 다른 세계가 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세계는
39)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의지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NB
87쪽의 다음 말 참조: “의지하는 것은 이미 의지 작용을 수행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의지 작용은 행위의 원인이 아니라, 행위 자체이다. 행함이
없이 의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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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로서 감소하거나 증가해야 한다. 행복한 자의 세계는 불행한 자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이다.

여기서 ‘감소(abnehmen)’와 ‘증가(zunehmen)’는 독일어에서 달의
이지러짐과 차오름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사실들의 총
체로서의 세계가 바뀌지 않으면서 그 한계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은
달의 이지러짐과 차오름이 달의 실제 변화 없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
유된 것이다. 이 세계가 사실적 차원에서 변하지 않아도, 이 세계는
선악의 차원에서는 달처럼 이지러지거나 차오를 수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서 전체로서의 세계의 감소는 선과 행복과, 증가는 악
과 불행과 짝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40) 그리고 이것이 암시하는 바
는41), 선과 행복은 전체로서의 세계가 감소되도록 의지하는 쪽에 있
고, 악과 불행은 그 반대를 의지하는 쪽에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지에 의해 세계가 감소 또는 증가한다는 것은 의지 주체인 내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의해 좌우되는 정도를 말하는데, 그 좌우되
는 바가 감소할수록 나는 윤리적으로 독립적인 존재로서 선하며 행복
해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극한에서는, 마
치 죽음의 경우에 세계가 소멸하듯이(6.431), 나는 이 세계에서 일어
나는 어떤 일에 의해서도 선악의 관점에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 또는
내가 윤리적으로 선악을 분별해야 할 어떤 일도 더 이상 세계 속에
서 일어나지 않는다.42) 비트겐슈타인이 윤리적 모범으로 보는 이 ‘선
악의 저편’의 관점 내지 경지는 내가 단순히 세상일에 무관심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아마 신적인 의지에 의해서만 가능한 어떤 적
40) NB에서는 인용문에서 ‘감소’와 ‘증가’란 낱말의 위치가 반대로 되어 있다.
Prototractatus에서부터 그 위치가 논고처럼 바뀌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자연스러운 ‘증감’을 이렇게 ‘감증’으로 바꾼 데에는 나름 중요한 뜻이 있
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41) 여기서 필자는 부분적으로 Mulhall(2007; 특히 7절)의 통찰력 있는 분석
에 힘입었다.
42) 이것은 세상사를 다 좋게 보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이 윤리적 선의
반대 극한은 세상사를 다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사를 선악의
관점에서 분별하고 거기에 매여 일희일비하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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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이고 고차적인 차원이다.43) 그렇기 때문에, 그가 철학에 복귀한
직후, 아직 논고의 핵심적 정신을 간직하고 있던 때, 그는 자신의
윤리학의 요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던 것이다: “만일 어떤 것이
선(善)이라면, 그것은 또한 신적이다”(문화 31쪽).
그러나 ‘신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논고에서 신적인 관점 내지
경지는 “세계를 영원의 관점에서 직관하는 것”(6.45)과 통한다. 그것
은 절대적44)이고 신비스러운 것이지만,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그것
은 윤리, 미학, 종교만이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 역시 올바른 사
유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45)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철학적인 것들에 관해 씌어진 대부분의
명제들과 물음들은 거짓이 아니라 무의미하다”(4.003). 전통 철학은
물론, 논고 자체도 그러하다. 논고는 그 첫 명제부터 ‘세계’라는
사이비 개념을 포함함으로써 무의미하다. 그러나 논고는 결국 이
점을－그 첫 명제뿐 아니라 철학적 사이비 명제 전체에 대해－깨달음
으로써, 그러한 깨달음이 없는 전통철학과 구별된다. 논고의 명제
들이 무의미하다는 그 깨달음은 물론 논고 자신의 작업의 결과로
도달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것은 명제의 본질을
올바로 해명하는 것이었다. 명제가 그림이라는 그 본질에 비추어 보
았을 때, 논고의 명제들이 진정한 명제들이 아니라 무의미한 사이
비 명제들임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논고는 명제의 본질에
대한 자신의 해명 작업이 옳다면 자신이 했던 말들이－명제의 본질에
대한 (사이비) 명제까지도 포함해서－본질적으로 무의미함을 보아야

43) 그것은 시간적 삶이 아니라 영원의 삶－무한한 시간 지속이 아니라 무시
간성과 통하는 순전한 현재에서의 삶－에서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6.4311 참조).
44) 이 점은 비트겐슈타인의 “강의”에서 좀 더 명확히 다루어지고 있다.
45) 1930년에 작성된 비트겐슈타인의 다음 글 참조: “세계를 영원의 관점에서
(sub specie aeterni) 포착하는 데에는 예술가의 작업 외에도 또 다른 것
이 있다. 내가 믿는 바로는, 그것은 사유의 길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세계
위로 날아가, 세계를 있는 그대로 있게 한다－세계를 위에서부터 비행(飛
行) 중에 바라보면서.”(문화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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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역설을 포함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 역설적 본질직관
은 이미 언어를－그리고 그와 대응해서 세계를－그 한계와 함께 보는
것, 즉 ‘한계 지어진 전체’로서 볼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비트
겐슈타인에 의하면, 그러한 봄이 바로 영원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6.45). 논고의 명제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바로 이 영원의 관점에
서 보았을 때의 깨달음이다.
그러나 이 영원의 관점에서 본 것은 명제의 본질을 지니는 모든
것(즉 언어)이 주어지면 스스로 드러나는 것을 본 것일 뿐이다. 그러
므로 논고의 철학적 사이비 명제들이 무의미하게도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은, 후일 비트겐슈타인이 강의에서 쓴 표현을 빌리자면, 언어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존재에 의해 표현되는 것(“강의”
35쪽 참조)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의 존재에 의해 표현되는 것은,
우리가 언어에 의해 사태들에 관해 (참이거나 거짓인) 말들을 할 때
그 배경적 지평을 이루고 있을 뿐, 결코 언어로 표현될 수 있게끔 드
러나지 않는다.46) 그것은 오직 논고의 명제들과 같은 사이비 명제
들을 통해, 그것들을 사다리처럼 딛고서 넘어 올라갈 때에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이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만일 그가 나의 명제들을 통해－나의 명제들을
딛고서－나의 명제들을 넘어 올라간다면, 그는 결국 나의 명제들을 무
의미한 것으로 인식한다. (그는 말하자면 사다리를 딛고 올라간 후에
는 그 사다리를 던져 버려야 한다.) 그는 이 명제들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세계를 올바로 본다. (6.54)

일찍이 자신의 설법을 뗏목에 비유하며, 자신이 설한 것은 아무것
도 없음을 뜻한 부처의 말을 연상시키는 이 대목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인식’이란 말을 사용하였거니와, 이는 그가 논고의 사다리를 딛고
우리가 올라설 때 보게 되는 것이 어떤 진리성을 지닌다고 보았음을

46) 여기서 우리는 존재의 초월성과 그러한 존재의 비은폐성으로서의 진리에
대한 하이데거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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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는 것이다.47) 그러나 거기서 드러나는 진리성은 이 세계 너머에
존재하는 언표 불가능한 어떤 다른 (초험적) 세계에 관한 것이 아니
다.48) 그것은 언표 불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언표 가능한 진리들에
의해 한계 지어지는 이 현실 세계에 관한 또 다른 관점에서의 진리
성이다. 그것은 자연과학적 그림 명제들이 지닐 수 있는 우연적 진리
성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과 결부되는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성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때, 그리고 오직 이렇게 이해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논고의 명제들의 사이비성(무의미성)에 대한 언급과 (그럼
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표현되어 전달된 사고들의 진리성은 불가침
적이며 결정적”이라는 논고의 머리말을 함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진리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된 ‘사고들’ 또한 논리
적 그림으로서의 사고가 아니라, 그가 “세계 위로 날아가, 세계를 있
는 그대로 있게 한다”(이 글 각주 45 참조)고 한 그러한 사유이다.
이러한 (철학적) 사유는 세계를 영원의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서 이미
신비적이며, 또한 동시에 예술적 고찰이기도 하며, 따라서 윤리적 관
점에서도 가치를 지닌다.49) 이것이 논고가 마지막 결론으로서 그
47) 부처는 이 글의 제사(題詞)로 쓰인 금강경 구절에서 보듯이, “법조차 오
히려 마땅히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것이야 어떠하랴!”고 함으
로써 비트겐슈타인과 다른 길을 갔다고 생각될 수 있다. 후자에게는 법은
사이비 명제로서 버려야 하는 것이지만, 법이 아닌 것, 즉 명제는 버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상적인 해석과 달리, ‘법이 아닌 것’이
일상 명제들이 아니라 부처의 법과 다른 법들로 한정해 해석될 수 있다
면, 비트겐슈타인과 부처 양자의 차이는 해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
우 부처 자신의 설법이나 비트겐슈타인 자신의 명제들은, 사이비한 점에
서는 똑같을 다른 설법이나 명제들－가령 논고 명제들의 부정－과는
달리, 뗏목이나 사다리로서 올바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점에서 어
떤 진리성을 갖는다.
48) 그러므로 가령 Atkinson(2009; 9장)이 Anscombe과 Hacker의 형이상학적
논고 해석을 비판하며 (아마도 잘못) 부여한 ‘두 세계 해석’과 같은 것
은 거부되어야 한다.
49) 영원의 관점에서의 사유와 예술 및 윤리와의 연관에 대해서는 NB 83쪽
참조: “예술 작품은 영원의 관점에서 본 대상이다; 그리고 좋은 삶은 영
원의 관점에서 본 세계이다. 이것이 예술과 윤리의 연관이다. 통상적 고
찰 방식은 대상들을 말하자면 그것들의 한가운데에서 보고, 세계를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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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전체에서 유일하게 윤리적 의의를 지닐 수 있는 명령문－“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으로 끝맺음되는 이유이며, 비
트겐슈타인이 그 머리말에서 자신의 작업을 두고 ‘가치’를 언급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그가 믿기에, 진정한 철학적 사유는 언어와 사고의
명료화 작업을 통해 언어와 세계의 한계를 깨달음으로써 세계를 (영
원의 관점에서) 올바로 볼 수 있게 하고, 이것이 우리 자신의 삶을
바꾸는 데 기여함으로써 가치를 갖는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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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imits of Language and Beyond:
A Reading of the Central Thoughts of Wittgenstein’s Tractatus

Lee, Young-Chul
The penultimate paragraph of the Tractatus, which proclaims the
nonsensicality of the propositions of the book itself, seems to be in tension
with the last paragraph of the preface of the book, which asserts the
‘unassailable and definitive truth of the thoughts that are communicated’
in the book. This paper is an attempt to dissolve the apparent tension by
providing a correct reading of the central thoughts of the Tractatus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current warlike debates about how to read the book.
Basically, against the tendency to reduce the significance of the picture
theory in the Tractatus, I explain the theory as being interconnected with
the fundamental idea of the autonomy of logic, and as taking a significant
and central role in Wittgenstein’s attempt to show the limits of language.
I also show that, through his ladder of nonsensical pseudo-propositions,
Wittgenstein, in Tractatus, tried to make us recognize that absolute,
transcendental and value-related truths, which are to be seen only from
the viewpoint of eternity and are different from the contingent and effable
truths considered as the correspondence between pictures and the states
of affairs, exist about this very real world,－not about any higher,
transcendent world.
Keywords: Wittgenstein, Tractatus, language, logic, value, philosoph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