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dx.doi.org/10.15750/chss.57.201508.008

【논문】

충돌과 창조 속의 언어*

27)

－가다머와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세계－

윤 유 석

【주제분류】언어철학, 철학적 해석학
【주요어】언어, 세계, 세계개시성, 역사성, 충돌, 창조
【요약문】1950년대 이후로 해석학적 철학과 분석철학은 ‘언어’라는 주제에
대해 생산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본고는 상이한 이 두 사조가 언어의 ‘세
계개시성(Welterschlossenheit)’이라는 논의에서 일치한다고 본다. 두 사조에
따르면, 언어는 단순히 우리가 세계를 기술해 내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어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언어는 다른 언
어사용들과의 충돌 속에서 세계를 창조해 내는 힘을 지니고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논의들이 해석학적 철학과 분석철학에서 각각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고는 이를 위해 소위 현대철학의 ‘언어적 전
회(linguistuc turn)’에 커다란 기여를 한 철학자들인 한스게오르크 가다머(H.
G. Gadamer)와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L. Wittgenstein)의 언어관을 비교하
고자 한다. 이 비교는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로,
두 철학자 모두 우리가 제약조건 속에서 세계를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
하였다. 본고는 우선 이 제약조건이 ‘경험의 역사성’이라는 점을 밝힐 것이다
(Ⅱ). 둘째로, 두 철학자 모두 제약조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세계 자체를 파
악하려는 시도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본고는 가다머의
‘선입견’ 개념과 비트겐슈타인의 ‘규칙 따르기’ 문제를 비교함으로써 이 점을
논의할 것이다(Ⅲ). 셋째로, 두 철학자 모두 이 제약조건 속에서 우리가 세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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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과정이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
다. 본고는 가다머의 ‘대화로서의 언어’와 비트겐슈타인의 ‘사적언어 논증’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다(Ⅳ). 결론적으로 본고는 이러한 논의들을 종
합하여 ‘세계’가 단순히 물리적 사물들의 총체인 ‘자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의미관계의 총체인 ‘언어’라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또한 언어로서의 세계는
타자와의 대화 속에서 충돌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새롭게 열어밝혀지며 창조된
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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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1950년대 이후부터 ‘언어’라는 주제는 해석학적 철학과 분석철학을 막
론하여 현대철학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가다머는 뺷과학시대의 이
성뺸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언어의 문제가 우리 시대의 철학에서 중심적
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는 훔볼트의 언어철학의
오래된 전통으로도, 일반적인 언어과학이나 언어학의 포괄적인 요구로도
해명할 수 없다. 이는 일정 범위 내에서 한편으로는 현상학적 연구에 의해
서,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의 실용적(pragmatisch) 사유 전통 안에서 행한
실천적(praktisch) 생활세계를 재음미하며 이루어진다.”1)
소위 ‘언어적 전회(linguistic turn)’라고 불리는 현대철학의 경향은, 가다
머가 설명하듯, 해석학적 철학이나 분석철학 중 한 진영의 관점만으로는 해
명될 수가 없다. 철학의 방식이 서로 상이한 두 사조들에서 어떻게 언어에
대한 논의가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었으며, 그 논의들이 어떠한 점에
서 서로 비교될 수 있는지 살피는 일은 대단히 까다롭다. 해석학적 철학에
서 언어의 문제는 하만-헤르더-훔볼트로 이어지는 독일 언어철학의 전통을
하이데거와 가다머가 존재론적으로 급진화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석철학은 20세기 초 프레게와 러셀 등을 통한 기호논리학의 발전이
서양철학의 고전적인 문제들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부터
언어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전자가 언어와 민족의 관계를 탐구하며 인
류학적 언어학의 착상으로부터 발전되었다면, 후자는 함수론이나 집합론
과 같은 수학적 착상으로부터 등장하였다. 탐구의 출발점에서부터 두 사조
사이에는 이렇듯 커다란 간격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철학사적 배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석학적 철학과
분석철학은 모두 언어가 세계를 창조해 내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점
차 주목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서양철학은 플라톤의 뺷크라튈로스뺸 이후로
언어를 단순히 사물세계를 지칭하기 위한 도구라고 평가였다.2) 진리를 담
1) Hans-Georg Gadamer, Vernunft im Zeitalter der Wissenschaft, Frankfurt: Suhrkamp,
1976, p.10; 뺷과학시대의 이성뺸, 박남희 역, 책세상, 2009, 18쪽.

208 논문

지하고 있는 진정한 세계는 언어 밖에 존재하며, 언어는 이 세계를 가리켜
보인다는 것이다. 반면 오늘날의 해석학적 철학과 분석철학은 언어의 세계
개시성(Welterschlossenheit)3)을 주장함으로써 언어에 대한 서양철학의 오
래된 생각을 비판하고 있다. 즉, 언어사용이란 단순히 이미 존재하는 세계
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이 아니다. 언어사용은 존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사건들을 일으키며, 세계를 열어 보이는 적극적인 창조의 활동이다.
이러한 새로운 언어철학적 탐구를 이루어낸 초창기의 중요한 철학자들
로 해석학적 철학과 분석철학 양 진영에서 각각 가다머와 비트겐슈타인을
언급할 수 있다. 본고는 이 두 학자들의 언어관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는 사실을 논의하며, 언어의 세계개시성에 대한 논의가 지닌 함의들을 탐구
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는 언어가 새로운 타자와의 끊임없는 충돌
을 거치며 세계를 창조해낸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세계는 현전의 상태로
고정된 채 불변하는 실재의 구조를 지닌 것이 아니라, 언어의 사용 과정에
서 언제나 새롭게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본고는 먼저 서로 상이한 진영에 속
한 그 두 학자들의 논의가 공통적으로 ‘경험의 역사성’을 세계이해의 조건
으로 삼는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Ⅱ). 그 뒤 ‘경험의 역사성’이 가다머에
게서는 ‘선입견’으로, 후기 비트겐슈타인에게서는 ‘규칙 따르기’의 문제로
보다 구체화됨 설명하고, 이 두 주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의 세계이해가
언제나 공동체의 세계이해를 전제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낼 것이다(Ⅲ). 마
지막으로, 세계에 대한 공동체의 이해는 언어적으로 전승되고 발전된다는
사실이 가다머에게서는 ‘대화로서의 언어’에 대한 논의로, 후기 비트겐슈
타인에게서는 ‘사적언어 논증’으로 다루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우
리가 속한 공동체의 언어를 바탕으로 세계를 형성해나가고 있음을 주장할
2) 플라톤, 뺷크라튈로스뺸, 김인곤⋅이기백 역, 이제이북스, 2007, 387d-388c.
3) ‘개시성(開示性, Erschlossenheit)’은 하이데거 철학에서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
중 하나이다. 하이데거는 존재자의 의미가 발견되고, 밝혀지고, 탈은폐되는 사건을 닫
혀있던 것이 열리는 사건에 비유하여 ‘개시’라고 표현한다. 특별히 뺷언어로의 도상에
서(Unterwegs zur Sprache)뺸 등을 통해 나타나는 그의 후기 철학은 언어가 닫혔던 세
계를 열어밝히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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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Ⅳ). 본고의 비교 연구는 단순히 가다머와 후기 비트겐슈타인에게
서 나타나는 주장들 사이의 상호 대응관계를 찾는 일에 목표가 있지 않다.
본고는 더 나아가 서로가 상대방의 난점을 어떻게 보완해주는지를 보이고
자 한다. 본고는 이 연구가 최근 들어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해석학적 철학
과 분석철학 사이의 대화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4)

Ⅱ. 가다머와 후기 비트겐슈타인 철학에서
경험의 역사성: 왜 세계자체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제약되는가?
가다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언어는 인간에게 단순한 도구 내
지는 아주 적합하고 훌륭한 장비가 아니라, 우리가 공동 존재로 처음부터
그 안에 살고 있으며 그 안에서 함몰되어 살아가는, 전체적인 것을 열어놓
는 매체이다.”5) 로티는 가다머의 이 이야기를 언어의 ‘편재성(ubiquity)’이
라는 용어로 다시 요약하며, 이러한 논의가 분석철학에서는 비트겐슈타인
으로부터 출현하였다고 설명한다. “문장의 종류 구분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셀라스-콰인-데이비슨의 공격은 언어의 편재성을 고집하는 반플라톤주의
자를 거들어주는 분석철학의 특별한 공헌이다. 그 고집은 실용주의나 최근
의 ‘대륙철학’에 공통된 특징이다.”6)
4) ‘언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해석학적 철학과 분석철학의 대화는 점차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미 가다머와 리쾨르는 여러 저서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최근에는 하버마스가 뺷진리와 정당
화(Wahrheit und Rechtfertigung)뺸에서 분석철학적 언어철학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분석철학에서도 역시 로티가 다양한 논문들을 통해 대륙철학자들을 언어철학의 논의
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아울러 가다머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관에 대한
비교철학적 논의 역시 티슬턴(A. C. Thiselton), 론(C. Lawn), 호른(P. R. Horn) 등의
연구자들에 의해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5) Gadamer, op. cit., p.11; 18쪽.
6) Richard Rorty, Consequences of Pragmatism,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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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머와 로티의 지적이 옳다면, 오늘날 해석학적 철학과 분석철학 양자
는 우리가 언제나 이미 언어의 제약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즉, 우리는 언어 밖의 세계, 곧 서구 형이상학이 ‘이데아(ιδέα)’,
‘사물 자체(Ding-an-sich)’, ‘즉자존재(An-sich-Sein)’, ‘실재(reality)’ 등의
이름으로 추구하여 왔던 영역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언어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이
다. 플라톤의 생각과 달리 언어란 단순히 사물의 실재를 ‘재현’ 혹은 ‘표상’
하는(represent) 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언어가 세계를 만들어나가
며, 우리는 언어로 이루어진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 세계에 대한 필연적이
고 불변하는 법칙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던 서구 형이상학의 시도는 잘못되
었으며, 세계란 우리의 언어의 사용 가운데 늘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언어에 대한 위의 견해들은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주장으
로 이루어진다. (1) 우리는 특정한 제약조건의 매개를 통해 세계를 파악하
고 있다. (2) 우리는 결코 이 제약조건을 넘어서 세계 자체를 파악할 수 없
다. (3) 이 제약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이해의 한계는 바로 우리의 언
어사용의 한계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인간 이성의 인식 조건을 탐구한 칸트
의 초월철학과도 유사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사실 그보다 더 급진적인 함
의를 지니고 있다. 칸트는 자연과학적 세계가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성을
지닌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점을 해명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성의 초월론
적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반면 언어에 대한 오늘날의 논의들은 자연과학적
세계의 보편타당성을 미리 전제하지 않을뿐더러, 우리의 언어사용이 이루
어지는 다양한 방식에 따라 세계는 자연과학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출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세계란 자연과학적 언어사용에서
는 자연과학적으로, 예술적 언어사용에서는 예술적으로, 도덕적 언어사용
에서는 도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식의 초월적 조건
에 대한 칸트의 논증만을 가지고서는 언어에 대한 오늘날의 해석학적 철학
과 분석철학의 견해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먼저 어떠한 점에서 우리의 세계이해가 제약조건 가운데 있
1982, p.xix.; 뺷실용주의의 결과뺸, 김동식 역, 민음사, 1996,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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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부터 해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경험의 역사성(die
Geschichtlichkeit der Erfahrung)’과 우선적으로 깊이 관련된다. ‘경험의
역사성’은 가다머가 뺷진리와 방법뺸에서 제시하는 핵심 개념들 가운데 하나
일 뿐만 아니라, 딜타이와 하이데거의 철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
는 철학적 해석학의 용어이다. 하지만 이 개념은 흔히 ‘언어놀이 이론’이라
요약되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견해와도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필자
는 이 용어가 언어사용 규칙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보여주기 위해 후기 비트
겐슈타인이 사용하는 여러 예시들의 핵심을 집약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본다. 해석학적 철학이 ‘역사성’이라는 용어로 표현한 문제의식을 후기 비
트겐슈타인의 언어놀이 이론 역시 동일하게 함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1.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이 발견한 경험의 역사성
경험의 역사성에 대한 강조는 정신과학을 학문적으로 정초하기 위해 시
도한 딜타이의 시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딜타이에 따르면, 정신과학의 근거
가 되는 ‘역사세계의 경험’은 ‘자연과학의 경험’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자연과학의 경험은 반복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지속성을 지닌다. 즉, 자연
과학은 실험을 통해 반복되는 경험들을 발견하고 이를 귀납법으로 일반화
시킴으로써 성립한다. 반면 정신과학은 삶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험은 삶이 지닌 역사적인 성격으로 인해 반복되지 않으며, 법칙을 통
해 일반화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삶은 새로운 사례들을 통해 고정되기보다
는 끊임없이 변화를 겪으며 성숙해간다. 이질적인 사례들과 마주칠 때마다
삶은 이전의 견해들을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며 새롭게 자신을 규정해 가
는 것이다. 따라서 삶의 경험이란 보편적인 법칙으로 확정되지 않을 뿐더
러, 역사의 과정 속에서 언제나 개방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딜타이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삶의 경험(Lebenserfahrung)은 귀납의 절차와 유사한 절차의 방식으로 생
겨난다. 어떤 사례들이 모여서 귀납이 이루어지며, 이 사례들의 숫자는 삶
의 흐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반화도 계속

212 논문
해서 수정된다. 그러나 이 같은 개인의 삶의 경험에 부여될 수 있는 확실성
은 과학적인 보편타당성과는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반화는 방법
적으로 수행되는 것도 아니고, 또 확정된 공식으로 표현될 수도 없기 때문
이다.7)

역사의 진행 과정 가운데 언제나 새로운 사례들이 발견되며, 이 사례들
은 이전까지의 법칙과 질서로 인정되었던 내용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
는다. 현재의 낯설고 이질적인 것과의 충돌이 과거의 의미 자체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다.8) 역사가 완결된 형태로 우리 앞에 주어져 있지 않다는 점
이 이러한 지속적인 충돌과 창조를 가능하게 한다. 역사의 특정한 종착점을
미리 상정하여 ‘영원의 상 아래에서(sub specie aeternitatis)’ 역사를 바라
보는 헤겔의 역사철학에서는 역사적 경험 혹은 역사적 존재의 의미가 처음
부터 확정되어버린다. 하지만 헤겔의 생각과 달리, 역사는 미리 주어져 있
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형성되어 나가므로 근본적으로 개방되어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경험을 역사적으로 받아들인다. 즉, 새로운 현재와의 충돌을
통해 과거에 누적되어 온 경험들의 의미는 매번 수정된다. 바로 이와 같이
과거와 현재 사이의 만남을 통하여 끊임없이 의미의 변화를 겪게 되는 우리
경험의 구조를 일컬어 ‘경험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가다머는 역사성에 대한 딜타이의 강조를 수용하여 ‘자연과학적 경험’과
‘해석학적 경험’을 대비시키는 데 그대로 사용한다. 자연과학의 경험은 반
복가능성을 지닌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반면 해석학적 경험은 반복할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변증법적’이다. 즉 해석학적 경험은 결코 완결되어
있지 않으며, 더 나아가 새로운 경험과의 충돌에 따라 끊임없이 자신을 넘
7) Wilhelm Dilthey, Der Aufbau der geschichtlichen Welt in den Geisteswissenschaften,
Gesammelte Schriften Bd.VII, Stuttgart: B.G. Teubner, 1958, p.132; 뺷정신과학에서
역사적 세계의 건립뺸, 김창래 역, 아카넷, 2009, 327쪽.
8) 원키(G. Warnke)는 딜타이의 역사성 개념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예를 제
시한다. “역사적인 경험은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해를 가장 거대한 전쟁이나 모든
전쟁을 종결짓는 전쟁으로 확정하지 않으며, 이전의 예로 돌아가서, 그러므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경험과 함께,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해와 의미는 오히려 그 자체
로 변형된다.”(Georgia Warnke, Gadamer: Hermeneutics, Tradition, and Reason,
Cambridge: Polity, 1987,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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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며 창조적으로 갱신되는 역사성을 지닌다. 가다머는 구체적으로 역사
학자와 문헌학자를 예로 들어 해석학적 경험을 설명한다. 역사가 완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텍스트 해석은 역사의 진행 가운데서 매번 새로워진다.
우리는 그런(방법론적) 논리에 맞서 모든 역사학자와 문헌학자는 텍스트
해석의 장(場)이 되는 의미지평(Sinnhorizont)이 원칙적으로 완결될 수 없
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적 전승문헌은 역사의 진행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려함으로써만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문학 또는 철학 텍스트를 해석하는 문헌학자는 역사의 흐름으로 인
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의미 해석의 새로운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
을 잘 안다. 문학 텍스트든 철학 텍스트든 간에 역사적 전승문헌은 역사의
경과 속에서 늘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창출하는 것이다. 텍스트는 이해의
과정 속에서 늘 새로운 측면이 강조됨으로써 새로운 맥락 속으로 편입된다.
그것은 어떤 역사적 사건이 역사의 경과 자체로 인해 새로운 국면에 편입되
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해석학적 경험에서 영향사적 계기라 일컬었던
사태가 바로 그것이다.9)

그러나 ‘자연과학의 경험’과 ‘해석학적 경험’이 대비된다고 하여서 반드
시 두 경험이 서로 분리되지는 않는다. 딜타이는 두 경험을 구분함으로써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영역을 명확히 나누고자 하였지만, 가다머는 오히
려 이러한 딜타이의 시도를 거부한다. 더욱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모든 경험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역사성을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은 살아 있는 한 역사적 존재로서
역사를 형성해 나가며, 그 역사 가운데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의미를 이
해해 나가는 삶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즉, 완결되지 않은 삶으로 인해 우리
는 언제나 새로운 경험에 개방되어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전까지 누적
해 온 모든 경험들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다
머에게 가장 근본에 있는 경험이란 ‘해석학적 경험’이며, ‘자연과학의 경
험’ 또한 ‘활동하는 삶(leistende Leben)’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상 역사성에
9) Hans-Georg Gadamer, Wahrheit und Methode: Grundzüge einer philosophischen
Hermeneutik, Gesammelte Werke Bd.1, Tübingen: J.C.B. Mohr, 1990, p.379; 뺷진리
와 방법뺸, 제2권, 임홍배 역, 문학동네, 2013, 290쪽.(약호: 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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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유로울 수 없다. “‘활동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자연과 정신
의 대립이 절대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진다. 정신과학과 자연과학 모두
보편적 삶의 지향성의 활동, 즉 절대적 역사성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해만이 철학의 자기성찰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WM, 263/127)

2.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놀이 이론이 발견한
경험의 역사성
역사성에 대한 이 통찰은 해석학적 철학의 흐름에서뿐만 아니라 후기 비
트겐슈타인에게서도 발견된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서 언어사용의
다양성, 곧 ‘언어놀이’의 다양성이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역
사성이기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언어놀이의 다양성을 포괄하
는 한계를 명확히 그을 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가 그 한계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아무런 한계도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PU, §69) 언어의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철학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던 그의 전기 철학
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러한 주장은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언어는 무
한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다양성을 일목요연하
게 정리하여 언어의 한계를 규정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
로 이 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해석학적 철학이 제시하는 역사성의 문제와
관련을 맺는다. 언어사용은 역사적 진행 과정에 개방되어 있으므로 끊임없
이 수정되고 변화된다. “우리가 ‘기호들’, ‘낱말들’, ‘문장들’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의 무수히 많은 상이한 종류의 사용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다양성
은 고정된 것, 딱 잘라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언어의 새로운 유형
들, 새로운 언어놀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 다른 것들은 낡
은 것이 되어 잊어진다.”(PU, §23)
언어가 놀이와 비교되는 것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우리에게 놀이의 규칙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우를 상상해 보라고 이야기
한다. 놀이가 새로 출현하는 규칙들에 대해 개방되어 있다면, 우리는 단순
히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놀이규칙들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현재에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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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놀이를 규정할 수가 없게 된다. 과거의 놀이규칙들은 현재의 새로운
놀이규칙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명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뺷탐구뺸 §65-§83에
서 비트겐슈타인이 다루는 논의들은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
기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사용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여러 구체적인 사례
들을 제시하고, 언어의 한계가 그어질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한다. 비트겐슈
타인은 그 이유를 놀이에 빗대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여기서 언어와 놀이의 유사성이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지 않는가? 우리는
사람들이 풀밭 위에서 공 하나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놀이를 즐기
는 것을 아주 잘 상상할 수 있다. 즉 그들은 기존의 다양한 놀이들을 시작하
고는, 여러 놀이들을 끝까지 하지 않고, 그 중간중간에 공을 무계획적으로
공중에 던지고 서로 장난으로 공을 급히 뒤쫓아 가고 집어던지고 하는 등등
을 한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즉 그 전 시간에 걸쳐 그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공놀이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을 던질 때마다 일
정한 규칙들을 따르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놀이를 ‘해 나가면서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경우도 존재하
지 않는가? 그뿐 아니라 우리가 놀이를 해 나가면서 규칙들을 바꾸는 경우
도.(PU, §83)

즉, 언어놀이란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징을 지닌다. 우리는 한 고정된 시
점에서 언어놀이의 총체를 파악할 수 없으며, 앞으로 나타나게 될 언어놀이
들을 미리 다 예측할 수도 없다. 해석학적 철학의 시선으로 살펴보았듯이,
역사란 완결되지 않은 채 형성되어가므로 언제나 개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역사 안에 들어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상, 우리는 초역사적인 관점
에서 일상의 언어사용을 내려다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언어사용은 항상 역사성을 지닌다. “우리는 언어의 시간적⋅공간적 현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비시간적⋅비공간적 허깨비에 관해서 이야기하
고 있지 않다.”(PU, §108)
이 때문에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가다머와 동일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된다. 가다머는 ‘경험의 역사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서 우리가 결코 앞
으로 출현하게 될 모든 새로운 사례들을 다 파악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
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래적 의미에서 경험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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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을 자각하는 경험이다.”(WM, 363/266) “본래적 의미에서의 경험은
인간존재의 역사성에 대한 경험이다.”(WM, 363/267) 경험은 역사 가운데
열려 있으며, 우리가 역사 전체를 미리 알 수 없는 이상 우리의 경험들은 제
약되어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트겐슈타인이 언어놀이의 개방성에
서 발견하는 것 역시 유한성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놀이처럼 유동적
이라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유한한 역사적 조건을 넘어서려는 철학적 시
도를 비판한다. 언어의 한계를 그을 수 있다는 생각은 그 시작에서부터 실
패로 드러난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언어의 밖으로 나가 전지전
능한 관찰자의 시점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언어의 규칙들을 모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역사성을 경험의 조건으로서 받아들일 경우 세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우리의 시도는 근본적으로 제약된다. 우리는 새로운 사례들 앞
에 언제나 개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례들로 인해 이전까지의 경험을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야 한다. 세계는 우리 눈앞에 그 전모를 드러내지 않
으며, 계속되는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점차 새롭게 발견될 뿐이다. 낯선 현
재가 과거에 충돌해 들어오는 가운데 세계는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
이다. 가다머와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바로 이와 같은 경험의 역사성에 주목
함으로써 칸트의 초월철학보다도 더 급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언제나 이
미 속해 있을 수밖에 없는 제약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 점은 이제 살펴볼
가다머의 ‘선입견’ 개념에서,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규칙 따르기’ 문제에서
보다 철저하게 드러난다.

Ⅲ. 가다머와 후기 비트겐슈타인 철학에서
이해의 공동체성: 왜 제약조건 자체를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한가?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파악을 제약하는 조건이 우리 경험의 역사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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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로부터 이제 보다 철저한 의문이 생겨난다. 우리는 이 제약조건으로
서의 역사성을 과연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가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역사
성이 경험의 조건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이 조건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
다는 강한 주장은 곧장 도출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헤겔은 우리의
경험을 변증법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해석학적 철학이 제시한 역사성의 개
념을 선취하였지만, 그럼에도 절대지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
다. 랑케와 드로이젠 같은 역사학파의 학자들 또한 헤겔의 역사철학을 비판
하였음에도 결국 그와 동일하게 역사성의 제약을 넘어 보편사를 총체적으
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고자 시도하였다. 역사성 개념을 최초로
부각시킨 딜타이조차도 역사성에 근거한 정신과학을 굳건한 학문적 토대
위에 세우기 위해 이와 동일한 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경험의 역사성을 극복하고자 시도한 철학자들은 마치 역사의 총
체성을 우리 자신의 눈앞에 가져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함으로써
실패하고 말았다. 역사의 최종목적을 미리 상정한 뒤 이를 통해 전체 역사
의 과정을 규정하고자 하였던 헤겔이나, 역사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
(Kraft)’을 제시함으로써 역사가 나아가는 방향을 확인하려 하였던 랑케와
드로이젠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이 모든 시도는 결국 그 시작에서부
터 당연하게 납득할 수 없는 자의적인 역사철학적 전제를 설정할 수밖에 없
다. 개별 역사적 사건들로부터 전체 역사의 목적이나 방향을 도출하는 과정
에서 언제나 논리적 비약이 나타나는 것이다. 가다머는 바로 이 점에서 역
사를 마치 눈앞의 존재(Vorhandensein)처럼 객관화시켜 파악할 수 있다고
믿는 시도들을 비판한다(WM, 201/43). 오히려 가다머는 하이데거의 철학
을 수용하여 역사란 어딘가에 미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의
해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1. 가다머와 이해의 제약조건으로서 선입견이 지닌 공동체성
가다머에 따르면, 우리 자신이 역사적 존재이며 역사를 형성해 나간다는
사실에 본격적으로 주목한 인물이 바로 하이데거였다. 가다머는 하이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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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철학으로부터 우리의 이해가 언제나 역사적 제약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
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역사를 미리 전제된 것으로서 파악하지 않는
하이데거의 역사 이해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현존재의
역사성에 대한 분석은, 이 존재자[현존재]가 ‘역사 안에 서 있기’에 ‘시간적
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으로 오직 그가 그의 존재의 근거에서 시간적
이기에, 역사적으로 실존하며 실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시도한
다.”10) 즉, 우리 현존재가 ‘시간성(Zeitlichkeit)’이라는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시간(Zeit)’은,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시간(κα
ιρὸς εὐπρόσδεκτος)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ἡμέρα σωτηρίας)이다.”11)
라는 사도 바울의 선포에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나 ‘구원의 날’에 비견할
수 있을 법하다. ‘은혜의 시간’과 ‘구원의 날’은 시계의 숫자판이나 달력의
칸을 통해 표시될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간이 아니다. 이 시간은 모든 존재하
는 것들의 의미가 우리에게 새롭게 드러나는 시간, 곧 이전과는 달리 존재
하기로 결단한 자에게 비로소 주어지는 새로운 의미의 시간이다. 현존재는
이와 같이 자신의 시간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실존론적인 구조를 지닌다.
그리고 바로 이 시간 속에서 우리 현존재 자신과 함께 존재하는 것들의 의
미가 일어나는 사건(Geschehen)이 역사(Geschichte)이다. ‘역사적 유물’,
‘역사적 사건’ 등이란 단순히 지나가버리고 돌아오지 않는 어떠한 것이 아
니라,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의 시간 가운데서 조명을 받아 다시 의
미 있는 것으로 살아 일어나는 존재자들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이
데거는 넘겨받은 유산들의 이와 같은 ‘반복(Wiederholung)’에서 본래적인
역사의 의미라고 주장한다.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시간과 역사를 형성해나
가는지를 탐구하였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1) 시간이 현존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현존재가 무규정성 앞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가능성을 설계해 나
10) Martin Heidegger, Sein und Zeit, Tübingen: Marx Niemeyer, 1979, p.376; 뺷존재와 시
간뺸, 이기상 역, 까치, 2010, 493쪽.
11)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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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 한다. 시간과 시간내재적인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의미는 현존재의 계
획하고 설계한 존재의미에 따라 나타난다. 현존재가 다양한 존재가능성을
향하여 자신의 존재의미를 기획투사함으로써 자신을 앞질러 가야하는 것
이다. (2) 동시에 현존재는 기획투사를 통해 자기를 앞지를 때 지금까지 존
재해 온 모든 존재자들의 의미를 새롭게 반복함으로써 떠맡게 된다. 그는 바
로 이미 이 존재자들 곁에서 존재해온 자로서 자기에게로 되돌아온다. (3)
그리고 이렇게 이미 존재해 오면서 자신을 앞질러 기획투사해 나가는 가운
데, 곧 내던져진 기획투사(geworfener Entwurf) 가운데, 현존재는 자신의
상황을 만들어간다. 현존재가 자기화하며,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즉,
현존재는 자기를 앞질러 있으면서, 자기에게로 돌아오면서, 자기를 만나는
구조로 존재한다. 그는 자기로부터 빠져나와 있는 탈자태(Ekstase)이다. 하
이데거는 바로 현존재를 이루는 이 ‘도래(Zukunft)’, ‘기재(Gewesenheit)’,
‘현재(Gegenwart)’라는 탈자태들의 통일적 구조를 ‘시간성’이라고 부른다.
가다머가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주목하는 것은 현존재분석론을 통해 발
견된 바로 이 구조이다. 역사를 만들어나가는 자인 ‘현존재’로서, ‘삶
(Leben)’으로서 우리 자신은 항상 이해의 선구조(Vorstruktur)를 지닌다.
하이데거의 표현대로, 우리는 내던져진 기획투사이다. 이미 우리 자신을 비
롯한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존재가능성을 기획투사하면서 그 의미들을 다시 이해해간다.
존재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항상 ‘해석학적 순환(hermeneutischer
Zirkel)’이라 일컬어지는 순환 속에 놓여 있다. 우리는 항상 이미 이해한 것
을 바탕으로 새롭게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해의 과정에서는 뚜렷한 처
음과 끝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부분을 통해 전체를 알고 전체를 통
해 부분을 알며,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이해를 끊임없이 확장해가는 과정만
계속될 뿐이다. 가다머는 우리의 이해가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다는 점을 통해 이해의 조건으로서 ‘선입견(Vorurteil)’이 언제나 이미 우리
이해에 작용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가다머에 따르면 선입견은 모든 이해의 바탕에 언제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 하이데거가 잘 보여준 대로, 우리는 역사의 총체성을 파악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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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역사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시간 속에서 역사를 만
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바로 역사를 형성하는 자로서 우리 자신은 미
리 주어진 존재이해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이해를 시도해 나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해의 과정에는 언제나 역사의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 즉, 우리
는 이미 특정 이해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하며, 이 공동체로부터 전해 받은
과거의 권위, 전통, 고전적인 것 등을 바탕으로 현재에 새롭게 우리에게 말
걸어오는 타자로서의 텍스트를 이해한다. 이러한 선입견의 제약으로 인해 우
리와 텍스트 사이에는 항상 시간적 간격이 놓여 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과
거의 지평 자체를 완전히 넘어서서 현재의 지평으로 건너가는 것은 불가능하
다. 이해는 다만 새로 말을 걸어오는 현재 지평이 우리의 과거 지평과 끊임없
이 충돌하는 가운데, 두 지평들이 ‘지평융합(Horizontverschmelzung)’을 이
루며 확장되어나갈 때 창조적으로 이루어진다.12) 따라서 가다머에 의하면,
이해 과정에서 작용하는 역사의 힘인 ‘영향사(Wirkungsgeschichte)’를 뛰
어넘어 고정된 세계를 완벽하게 파악하려는 시도는 허구이다. 오히려 세계
는 역사 가운데서 늘 새로운 이해를 통해 창조되어가는 무한한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이해의 조건으로서 선입견에 대한 이와 같은 통찰에도 불구하고
가다머가 제대로 주목하지 못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아무리 우리가
특정 공동체의 선입견을 통해 세계를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도, 언어의
근본 규칙의 영역에서만큼은 얼핏 이러한 주장이 힘을 잃을 것처럼 보인다.
12) 가다머는 지평융합을 ‘과거’와 ‘현재’라는 두 지평 사이의 충돌을 통해 이루어지는 새
로운 이해의 창조로서 설명한다. 이때 가다머는 주로 성서와 같은 전승된 텍스트에 대
한 해석을 모델로 삼아 논의를 전개하기 때문에 텍스트를 ‘과거’의 지평에 두고 해석
자인 우리를 ‘현재’의 지평에 둔다(WM379/290). 그러나 이러한 가다머의 설명방식은
도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철학적 해석학의 문제의식은 단순히 전승된 텍스트
에 대한 해석에 국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타자들과의 지평융합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온 타자로서의 텍스트가 ‘현재’의
지평으로 설정되고, 기존 선입견을 통해 이해를 시도하는 우리 자신이 ‘과거’의 지평
으로 이야기되어야 보다 일관성 있는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도치는 ‘경험
의 역사성’에 대한 가다머의 주장, 곧 역사가 언제나 새로운 타자적 사건들 앞에 개방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건들과의 만남 속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된다는 주장과도 보다
매끄럽게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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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논리적 규칙, 수학적 규칙 등은 모든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서 보편
타당한 객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 규칙들은 가다머
가 제시한 영향사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같다. 가다머 자신은
이 의문에 대해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사성과 선입견 개념이
지닌 함의들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지 못하였다. 오히려 우리는 이 질문에 대
한 진지한 고민과 해결책을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규칙 따르기’의 문제에
서 발견할 수 있다.

2. 후기 비트겐슈타인과 규칙 따르기의 조건으로서
삶의 형식이 지닌 공동체성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놀이의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이 언
어놀이들을 포괄하는 한계를 그을 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이제 우리가 언어의 규칙들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는지의 문제가 그에게 대두
된다. 언어놀이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언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보편적
규칙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 언어들의 규칙 또한 영구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동적으로 변해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듯 일상
적인 언어에서 확고하게 정해진 보편적 규칙이 발견되지 않음에도 우리가
일상언어의 규칙을 따라 언어놀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해명을 필요
로 한다. 이 문제는 대개 뺷탐구뺸 §185-242의 내용과 관련해서 ‘규칙 따르
기’라는 명칭으로 일컬어진다.
비트겐슈타인은 수열의 예시를 들어 규칙 따르기의 문제를 설명한다. 가
령 우리는 학생에게 “0”에서부터 “+2”씩 증가하는 수열을 가르치고자 한
다. 그런데 1000까지의 수열에서는 우리의 규칙을 잘 따라오던 학생이 갑
자기 1000을 넘어서자 “1000, 1004, 1008, 1012 […]”와 같은 수열을 쓰기
시작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이 인간은
천성적으로 우리의 설명을 듣고서는 우리의 명령을, ‘1000까지는 매번 2를
더하고, 2000까지는 4를 더하고, 3000까지는 6을 더하라, 기타 등등’이란
명령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다고.”(PU,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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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2”라는 규칙은 해석의 가능성 앞에 언
제나 개방되어 있다. 이 규칙 자체는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수열을 계
속 써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못한다. 우리가 규칙을 통해 처
음 의도한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무한히 많은 사례들의 목록을
일일이 고려하고 있지 못하며, 또한 그 규칙이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무한
히 다양한 방식 역시도 미리부터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규칙
을 만들 때 염두에 두는 사례와 해석들은 항상 유한하다. 비트겐슈타인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특정한 규칙을 인과적 혹은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비판한다. 인과적, 기계적 규칙 따르기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규칙이 새로운 사례에 대한 개방성 속에서 언제나 재해석에 직면하
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에 규칙이란 결코 그 자체만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사례와 해석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특정 규칙이 진술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규칙을 따르는 일이 불가능하다.
즉, 한 규칙에 대해 제시될 수 있는 객관적인 규칙 따르기의 근거란 존재하
지 않는다.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단지 언제나 특정 언어공동체에 속한 상
태에서, 그 공동체의 관습에 의존하여 규칙을 따를 뿐이라고 주장한다. 언
어공동체가 규칙을 따르는 방식이 미리 전제되어 있으며, 우리는 언어를 사
용할 때 이러한 공동체의 ‘삶의 형식(Lebensform)’을 수용함으로써 그 기
준에 따라 규칙 따르기를 수행하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이 제시한 규칙 따르기의 문제는 바로 ‘역사성’이 언어에서
적용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라고 알려진 수학적, 논리
적 규칙들조차 사실 새롭게 등장하는 사례들과 해석들을 총체적으로 파악
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역사성의 제약 아래에 있다. 이 때문에 규칙 따르기
에서도 과거와 현재 사이의 충돌이 발생한다. 즉, 과거에 규칙이 의도하였
던 바는 현재의 새로운 사례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시된다.13) 따라서 규
칙 따르기의 객관적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우리가 속한 언어공
13) Saul A. Kripke, Wittgenstein on Rules and Private Language, Cambridge and
Me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1982, pp.12-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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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의 규칙 따르기를 전제로 하고서만 우리 규칙의 정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다. 가다머가 역사성의 구조로부터 ‘선입견’이 이해의 조건으로
전제된다는 사실을 밝힌 것처럼, 비트겐슈타인에게서도 동일한 방식의 문
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후기 비트겐슈타인 자신은 그의 규칙 따르기가 해석학적 철
학이 제시한 ‘역사성’의 문제와 관련된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였다. 뿐
만 아니라 가다머가 과거와 현재 사이의 충돌을 통해 세계의 의미가 끊임없
이 새롭게 밝혀지며 창조되어 나가는 사건을 해명하였던 반면, 비트겐슈타
인은 이렇듯 규칙 역시 충돌 속에서 끊임없이 의미가 갱신될 수 있다는 점
까지는 미처 주목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는 다만 새로운
사례와 해석들이 규칙 따르기의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멈춰 섰을 뿐,
언어놀이가 이 충돌 속에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14) 따라서 가다머와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이룰 때 비로소 ‘역사성’의 구조가 지닌 함의를 온전
히 보여줄 수가 있게 된다. 가다머는 비트겐슈타인을 통해 역사성의 구조를
수학적, 논리적 규칙들에 대해서까지 확장시켜 적용할 수 있게 되며, 비트
겐슈타인은 가다머를 통해 자기 철학의 함의를 보다 철저하게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14) 이러한 점에서 론(C. Lawn)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서는 언어의 창조성(creativity)
과 자기-변형적 성격(self-transforming character)이 간과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은 정
당하다. 하지만 론은 여기서 더 나아가 비트겐슈타인에게는 ‘역사성’의 문제가 다루어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역사성’을 가다머와 비트겐슈타인의 가장 뚜렷한 차이로 제
시한다는 점에서는 잘못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역사성’을 지나치게 협소한 의미로 사
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역사성’은 우리 자신이 무수히 많은 새로운 사례들에 언제나
개방되어 있으며, 이 사례들을 총체적으로 포착할 수 없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이
때문에 역사성은 바로 ‘유한성’이 발생하게 되는 근본조건이다. 따라서 언어 규칙의 사
용 속에서 새롭게 경험되는 사례와 해석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한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논의들 역시 근본적으로 경험의 역사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Chris Lawn, Wittgenstein and Gadamer: Towards a Post-Analytic Philosophy
of Language, New York and London: Continuum, 2004 참고.).

224 논문

Ⅳ. 가다머와 후기 비트겐슈타인 철학에서
언어의 창조성: 왜 언어사용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인가?
세계가 고정된 채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의 역사적 경험 가운데서 끊임없
이 새롭게 출현해 나간다면, 그리고 우리는 세계를 총체성 속에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전제된 특정한 관점 속에서 알아가고 있다면, 이제 철학의
논의들은 새로운 차원에 이르게 된다. 실재 자체를 파악하고자 하였던 플라
톤 이후 형이상학의 오랜 염원과는 달리, 우리는 역사성의 구조 속에서 언
제나 유한할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는 이질적인 경험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세계이해를 늘 새롭게 확장시켜나가는 역사적 존재이다. 따라서 철
학의 논의는 외부에 존재하는 실재에 대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가다머와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우리가 세계를 경험해 나가는 삶의 방식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해명하려는 시도 가운데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 이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지평으로서 비로소 ‘언어’가 제
시된다.
가다머와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도구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입장들
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도구주의적 언어관은 세계의 실재를 고정된 것으로
이해하며, 언어가 이러한 세계와 대응함으로써 의미를 얻게 된다고 생각한
다. 언어는 이미 존재하는 사물들의 질서를 지칭하고 명명하고 표상함으로
써 우리가 그 사물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하지
만 세계가 고정된 질서로 우리에게 출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언어에 대한
도구주의적 입장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도록 한다. 오히려 가다머와 비트
겐슈타인은 언어가 우리 가운데서 사용되고 의미를 얻는 것이 세계를 지칭
하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 자체를 창조해 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세계
는 언어의 사용으로 인해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 언어는 이
전까지 감춰져 있던 무엇인가를 드러나게 하고, 그럼으로써 비로소 존재하
기 시작하는 무엇인가가 나타나게 한다.”(WM, 38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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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다머와 해석학적 대화 속에서 나타난 언어의 세계 창조성
가다머는 우리의 세계 경험과 이해가 언제나 대화의 성격을 지닌다는 사
실로부터 언어의 문제를 다루어간다. 가다머에 따르면, 경험이 지닌 역사성
의 구조로 인해 우리는 공동체로부터 전승받은 선입견을 조건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새롭고 이질적인 경험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지니고 있는 의도, 관심, 가치판단 등에
따라 그 경험들에 접근하게 된다. 새로운 경험대상으로서의 타자들도 결코
우리에게 가치중립적인 상태로 다가오지 않는다. 따라서 타자들을 만나고
이해하게 됨으로써 세계를 보는 우리의 지평이 넓혀지는 과정은 먼저 그 타
자가 우리에게 의미 있게 말 걸어오는 사건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가령, 우리가 텍스트를 읽고서 지평융합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텍스트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와야 한다. 텍스트는 어떠한 문제 사안에 대해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고, 우리는 텍스트가 던지는 그 물음이 우리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믿음 속에서 텍스트에 접근하게 된다. 즉, 그 텍스트는 우
리가 고민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부터 텍
스트와 우리 사이의 대화가 시도된다. 다만 이때 텍스트가 던지는 물음은
텍스트의 지평 속에서 제기된 것인 반면, 우리 자신이 텍스트로부터 대답을
구하기 위해 다시 던지는 물음은 우리의 지평 속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텍스트와 우리의 물음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그 사이에는
언제나 시대적 간격이 개입된다. 따라서 우리가 텍스트로부터 들을 수 있는
대답은 텍스트가 본래 가지고 있던 대답이 아니라, 우리와 텍스트 사이의
대화를 통해 얻어지는 창조적 결과이다. 이 대답은 순전히 텍스트의 것만도
우리 자신의 것만도 아닌, 둘 사이의 논의 결과로 나온 새로운 의견인 것이
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텍스트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고민하던 문
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넓히게 된다. 즉, 이해는 텍스트가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고, 우리가 다시 텍스트에 물음을 던지며, 우리 자신과 텍스트가 함께
대답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가다머는 이 점에서 이해가 대화
적 구조를 지닌다고 주장하며, 그 대화의 과정을 ‘물음과 대답의 논리’라는
말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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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화는 언제나 대화 당사자들 사이의 공통의 언어를 전제하게 된
다. 더욱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대화를 통해 공통의 언어를 창조해 나
가게 된다. 가다머는 이 점을 번역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한다. 번역은 서로
언어가 완전히 다른 텍스트와 해석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화의 과정이다.
하지만 이렇듯 대화 당사자들 사이의 언어가 다를 때조차도 이해는 결국 공
통의 언어를 생성해 냄으로써 이루어진다. 번역은 결코 단순히 단어와 단어
사이의 1:1 대응만으로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텍스트와 해석자 모두가 동
의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사용을 만들어내는 일을 언제나 요구하는 것이다.
가다머는 바로 이러한 번역의 상황이 해석학적 대화의 상황에서 언어가 요
구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
해석학적 대화 역시 여느 대화와 마찬가지로 공통의 언어를 창출해야 하는
데, 그 공통언어의 창출은 여느 대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사소통 자체를 목
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도구를 만들어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다.
오히려 공통언어의 창출은 이해와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과정 자체와 맞아
떨어져야 한다.”(WM, 391/307)
따라서 가다머에게는 새로운 타자와 만남으로써 지평융합을 이루어내는
과정이 곧 대화 속에서 공동의 언어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과 분리되지
않는다. 이해를 통해 세계가 새롭게 창조되는 과정이 곧 언어가 새롭게 창조
되는 과정과 매우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것이다. 가다머는 인간이 세계를 가
진다는 말의 의미를 풀어냄으로써 그의 주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세계를 가진다는 것은 세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WM,
447/384) 가다머가 말하는 ‘세계’란 자연과학에서 흔히 생각되는 물리적
사물들의 총체로서의 외부세계가 아니다. 철학적 해석학에서의 ‘세계’란
오히려, 하이데거가 인간 현존재를 ‘세계-내-존재(In-der-Welt-sein)’라고
일컬었을 때처럼, 의미관계의 총체로서 세계를 일컫는다. 즉, 이때의 ‘세계’
는 내가 세계와 언제나 이미 맺고 있는 관계, 세계에 대해 취하는 태도로서
‘세계관(Weltanschauung)’을 뜻한다.15) 그리고 가다머에 따르면, 바로 이
렇게 우리가 세계관을 가지며 대화 속에서 세계관을 언제나 끊임없이 새롭
15) 마르틴 하이데거, 뺷현상학의 근본문제들뺸, 이기상 역, 문예출판사, 1994, 23-32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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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한다는 사실과 대단히 밀
접한 관련을 맺는다. “언어라는 것은 단지 인간이 이 세상에서 획득한 여러
가지 필수품 중 하나일 뿐 아니라, 모름지기 인간이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태 자체가 언어에 근거하며 언어를 통해 표현된다.”(WM, 446/384)
즉, 상대를 이해하는 과정, 새로운 세계관이 형성되는 과정은 항상 언어
적 대화의 과정이다. 우리가 공동체로부터 물려받은 선입견을 통해 세계를
바라본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언어에 근거하고 있다. 공동체의 세계관을 전
해주는 핵심적인 전승들은 언어로 이루어진다. 특별히 우리는 문헌전승들
을 통해 시대적 간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공동체의 세계관
을 전승받게 된다. 비록 문자가 없는 역사 기념물들 또한 남겨지지만, 이러
한 기념물들은 현재의 우리에게 물음을 제기하며 우리와 세계를 보는 관점
에 대해 대화할 수가 없다. 문자가 없는 기념물이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은
항상 언어로 전해지는 전승들과 그 전승들이 제기하는 언어적 물음의 맥락
속에서이다. 이 뿐만 아니라 타자와의 대화를 통해 이해가 이루어지는 과정
역시 언어적이다. 가다머가 “말을 걸어온다(ansprechen).”라는 표현을 자
주 사용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타자가 우리의 세계관에 대해 물음
을 던지면서 우리와 대화하는 자로서 다가올 때에만 비로소 그와 우리 사이
에 진정한 이해가 발생할 수 있다. 세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새롭게 변화
되는 사건은 특정한 문제 사안을 놓고서 우리의 기존 선입견을 깨는 새로운
물음이 제기될 때 일어난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새로운 감각적
경험만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전승된 언어로 이루어진 우리의 세계관에 새
로운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다른 언어가 충돌해 들어올 때야 이루어지
는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가다머에게 ‘언어’란 해석학적 경험의 ‘매체(Medium)’
인 동시에, 그 경험이 일어나는 사건의 ‘중심(Mitte)’이다. 해석학적 경험은
언어적 대상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며 언어적으로 수행되므로, 언어는 그 경
험의 ‘매체’가 된다. 또한 해석학적 경험은 대화 상대자들이 이야기하는 과
정에서 그들 사이의 어느 한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대답의
‘중심’에서 이루어진다. 즉, 대화의 결과로 얻어진 새로운 견해의 개진,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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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언어의 사용은 대화자들 중 누구 하나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모두에게 새로운 사건으로서 대화의 중심에서 발생한
다는 점에서 언어는 바로 해석학적 경험의 중심이다.16) 만일 대화가 이렇
듯 대화자들 중 어느 한쪽에 의해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물음과 대답의 논
리에 의해 자체적으로 진행된다면, 대화를 이끌고 가는 것은 바로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언어에 의해 이끌리는 대화를 통해 우리가 기존에 지니
고 있던 선입견을 넘어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고, 이를 통해 세
계가 우리 앞에 새롭게 존재하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듯 가
다머의 언어관은 존재를 열어밝히며 개시하는 언어의 힘을 강조한다. 이러
한 언어의 세계개시성은 흔히 다음과 같은 유명한 구절로 요약된다. “이해
될 수 있는 존재는 언어이다.”(WM, 478/427)
그런데 언어사용의 모범을 대화로 상정하는 가다머의 언어관은 경험주
의에 바탕을 두고서 도구적 언어관을 주장하는 학자들에게 여전히 불만족
스러운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가다머가 ‘대화’라는 특수한 언어사용
을 언어 전체에 대한 대표로서 무리하게 상정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영국경험론으로부터 논리실증주의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경험주의적 언어관의 전통에 따르면, 언어의 역할이란 대화라기보
다는 오히려 세계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는 데서 발휘된다. 즉, 우리
는 언어 이전에 우리 개인만이 알 수 있는 사적인 직관, 느낌, 감정 등을 보
유하고 있으며, 언어는 바로 이 사적영역을 외부에 표현함으로써 의미를 획
득한다. 가다머는 해석학적 경험의 대화적 성격으로부터 언어철학적 논의
로 이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는 못하였
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한 극복을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사적언
어 논증’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16) Rod Coltman, The Language of Hermeneutics: Gadamer and Heidegger in Dialogu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98, pp.104-10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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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기 비트겐슈타인과 사적언어 논증에 나타난
언어의 사유 창조성
뺷탐구뺸 §243-315에서 이루어지는 비트겐슈타인의 작업은 일반적으로
‘사적언어 논증’이라는 이름을 통해 알려져 있다. ‘사적언어’란 보다 정확
히 말해 ‘감각언어’를 일컫는 것으로써, 가령 “고통스럽다.”와 같은 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17)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감각언어들의 의미를 오직 해
당 감각의 소유자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사람들은 오직 감
각언어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경험주의의 믿음에 도전한다. 뺷탐
구뺸가 언어의 의미를 세계와의 대응에서가 아니라 언어사용으로부터 설명
하는 만큼, 또 규칙 따르기를 위해 언어공동체의 ‘삶의 형식’이 반드시 전제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만큼, 사적언어에 대한 비판은 후기 비트겐슈
타인의 철학에서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적언어 논증은 단
순히 뺷탐구뺸에서 이루어진 이전 논의들에 대한 보충설명만을 제공하는 역
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사유의 관계에 대한 이전까지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도식 자체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사적인 감각이라고 이전 철학이 생각해 온 영역들조차도
근본적으로 언어사용에 의해서 의미를 얻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의
맥락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은 다음의 명제로 요약될 수 있다. 곧, 사유
가 언어를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사유를 창조해 낸다.
규칙 따르기를 위해서는 언어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이 요구된다. 바로 이
점으로부터 사적으로 규칙을 따르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규칙에 직면하는 무한한 사례와 해석가능성들 가운데서도 규칙의 의미가
일정하게 규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규칙 따르기 방식이 미리 전제되어
야 하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이 문제를 사적언어의 가능성에 대한
고민으로까지 확장시킨다. 우리가 ‘고통’과 같은 언어의 의미를 오직 사적
인 감각으로부터 획득한다면, 이 언어는 결국 순전히 우리의 자의적 언어사
용 규칙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이라는 언어의 동일성을 확
17) 박병철, ｢비트겐슈타인의 사적언어논의｣, 뺷哲學뺸, 제72권, 韓國哲學會, 2002, 2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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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할 기준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가령, 뺷탐구뺸 §258-261에서 비트겐슈타
인은 특정한 감각을 느낄 때마다 달력에 ‘E’라는 기호를 써넣는 경우를 상
상해 보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이때 ‘E’라는 기호가 결국 언어로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E’를 감각에 대한 기호라고 부를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감
각’은 말하자면 나에게만 이해될 수 있는 언어의 낱말이 아니라, 우리의 공
동 언어의 낱말이다. 그러니까 이 낱말의 사용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정당화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것이 감각이라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
하는 것, 즉 그가 ‘E’라고 쓸 때 그는 무엇인가 가지고 있으며 그 이상 우리
는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가지고
있다’와 ‘무엇인가’도 공동의 언어에 속한다.── 그러니 철학을 할 때 결국
우리들은 분절되지 않은 소리를 내뱉고 싶어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데로
도달한다. ──그러나 그러한 소리는 이제 기술되어야 할 특정한 언어놀이
속에서만 하나의 표현이 된다.(PU, §261, 원저자 강조)

그러나 ‘사적언어 논증’은 단순히 사적언어의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일에
강조점이 놓여 있지 않다. 언어는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을 전제하며, 사적언
어는 규칙의 의미를 규정하는데 불충분하다는 점은 이미 비트겐슈타인의
앞선 논의들에서 여러 차례 암시된 바였다. 오히려 비트겐슈타인이 사적언
어 논증을 통해 어떻게 우리 자신의 사적감각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는 언
어들이 공적인 언어사용에서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즉, 사적언어가 사적감각을 지칭함으로써 의미를 획득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과연 이 언어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들의 일상에서 의미 있게 소통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물음을 이렇게 요약한다. “이
물음은, 사람은 어떻게 감각들에 대한 이름들의 의미를 배우는가 하는 물음
과 같다.”(PU, §244)
이 문제에 대해 비트겐슈타인은 어린아이가 ‘고통’이라는 언어를 학습하
는 과정을 떠올려보도록 권한다. “어린아이가 다쳐서 울부짖는다; 그리고
그때 어른들이 아이에게 말을 걸고, 그에게 외침들을 그리고 나중에는 문장
들을 가르친다. 그들은 아이에게 새로운 고통의 행동을 가르친다.”(PU,
§244)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고통’이라는 언어는 어린아이의 사적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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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 근거하여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른들’이라고 표현되
는 언어공동체 속에서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고통’이라는 말은 아이가 언
어공동체와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규칙 따르기와의 관련 속에서
이 점을 생각해 볼 때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아
이는 ‘고통’이라는 언어사용의 정당한 규칙을 언어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학습해야 한다. 어쩌면 아이는 처음 “고통스럽다.”라는 말을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때, 이 언어의 규칙을 제대로 모른 채 무분별하게 이것을 사용하였
을 지도 모른다. 가령 아이는 하늘을 보면서 갑자기 “고통스럽다.”라고 말
하거나, 밥을 먹으면서 무심코 “고통스럽다.”라고 말하거나, 어머니를 향해
웃으면서 “고통스럽다.”라고 말하였을 것이다. 이 경우 아이의 어머니를 비
롯한 어른들이 아이가 사용하는 “고통스럽다.”라는 말의 용법이 잘못되었
다는 점을 지적한다. 어른들은 언어공동체가 전제한 삶의 형식에 따라 아이
의 언어사용에 제재를 가한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다쳐서 아파하는 상황
이 벌어진다. 이때 아이가 비로소 “고통스럽다.”라는 말을 사용하면, 어른
들은 아이의 언어사용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반응을 취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통스럽다.”라는 언어가 ‘울부짖음’과 같은 반응을 대체하여
아이와 언어공동체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서 자리 잡는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설명을 통해 감각언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일에
사적감각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경험주의자들은 감각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사적감각을 도입하였지만, 비트겐슈타인에
게서 사적감각이란 허구적인 역할만을 할 뿐이다. 사적감각을 통해서는 감
각언어의 의미가 설명되지 않을뿐더러, 언어사용에서 감각언어가 소통되
는 과정을 설명하는 일에도 사적감각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비트겐슈타
인은 이러한 경험주의의 사적감각을 기계장치와 연결되지 않은 장식품에
비유한다. “우리는 말하자면 마치 기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 손잡
이를 돌렸다; 그러나 그것은 기계장치와는 전혀 연결되지 않은 단순한 장식
품일 뿐이었다.”(PU, §270)
오히려 우리는 ‘감각’이라고 불리는 영역조차도 감각언어의 공적인 사용
을 통해서 비로소 그 의미가 개시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의 내적

232 논문

감각이 감각언어의 의미를 보증한다는 경험주의자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사실 감각언어의 사용이 감각이라는 영역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다.18)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대화로서의 언어’를 통해 세계가 개시된다는
가다머의 언어관이 다시금 설득력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즉, 고통의 감각
이란 우리 내면 어딘가에 완결된 채 초월적 시니피에의 형태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고통의 감각은 우리가 ‘고통’이라는 언어를 통해 대화하는 과정에
서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로 밝혀지게 된다. 대화 속에서 고통의 의미는 바
늘에 찔리는 것과 같은 육체적 아픔으로부터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고통
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된다. 고통의 의미는 언어공동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며, 이 상호작용은 바로 둘 이상의 대화자들이 고통
이라는 사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대화의 형식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언
어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바로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세계는 매번 새로
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로써 가다머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된다. 가다머는 타자와 충돌하는 대화의 과정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낸다는 점을 밝혔다. 하지만 그의 언어철학적 논의는 해석학
적 경험의 대화적 구조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화가 언어사용
의 다양한 상황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보이기 힘들었다. 따
라서 가다머의 언어철학은 비트겐슈타인의 사적언어 논증을 통해 보완되
어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은 가다머의 논의가 감각언어에 대해서까지 적용
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다. 반면 비트겐슈타인은 감각언어
또한 언어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얻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에도, 그 언어의 의미가 대화 속에서 매번 새롭게 갱신된다는 사실에는 특
별히 주목하지 못하였다. 이 점은 가다머가 제시하는 대화로서의 언어를 통
해 해명될 필요가 있다. 언어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은 항상 대화를 통해 이루
어지며, 이 대화에서 언어의 의미는 자신을 넘어서는 차원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다.
18)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 나타난 ‘사적언어’와 ‘사적감각’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남
기창(1994), 양성만(1999), 박병철(2002)의 논문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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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나가는 말
근대가 갈릴레이, 케플러, 뉴턴을 배출함으로써 자연세계를 수리물리학
적 법칙을 통해 파악해온 이래로, 우리는 세계를 물리적 사물들의 총체로서
생각하는 경향을 지니게 되었다. 자연과학은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
로부터 블랙홀의 생성과 소멸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에 통용
되는 원리를 제시하고자 하며, 우리는 이렇게 밝혀진 원리가 우주라는 거대
한 시스템을 언젠가 남김없이 설명할 것이라 기대하게 된 것이다. 사실 세
계에 대한 이와 같이 통합적이고 완결된 설명체계를 제시하는 작업은 탈레
스 이후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 아퀴나스, 데카르트, 칸트, 헤
겔에 이르기까지 모든 철학자들이 추구해 오던 목표이기도 하였다. 어찌 보
면 서양철학은 세계 자체를 거머쥐고자 하였던 거대한 시도였다. 고대 그리
스에서 자연철학자들이 ‘아르케(ἀρχή)’에 대해 의문을 가진 순간부터, 철
학은 그 의문 속에 세계 전체를 철저하게 이론화하고 근거지우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찍이 하이데거는 서양철학의 이와 같은 경향을 ‘현전의 형이상학
(Metaphysik der Präsenz)’이라는 맥락에서 비판한 바 있다.19) 세계를 현
재 속에 고정시켜 완결된 상태로 만듦으로써 형이상학적 이론을 구축하려
는 생각이 철학의 역사를 통해 면면이 이어져왔다는 점이 하이데거의 지적
이다. 이러한 현전의 형이상학은 시간과 역사 가운데서 세계가 끊임없이 새
롭게 드러난다는 점을 알아차리지 못함으로써 한계에 직면하고 만다. 우리
의 경험은 늘 새로운 사건들을 향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역사성을 지니며,
새로운 사건들과의 충돌을 통해 매번 갱신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험이 계속
되는 한 세계를 고정된 시점에서 거머쥐고자 하는 시도는 결국 실패할 수밖
에 없다.
가다머와 후기 비트겐슈타인 역시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였다. 세계를
19) ‘현전의 형이상학’이라는 용어 자체는 데리다에 의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지만, 이 용
어는 서양 형이상학에 대한 하이데거의 비판에 근거하고 있다(마르틴 하이데거, 뺷현
상학의 근본문제들뺸, 이기상 역, 문예출판사, 1994, 163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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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자 하는 우리의 시도는 언제나 제약조건 속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의 경험들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경험이 역사 가운데서 언제나
열린 상태로 남겨져 있는 이상 우리는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경험을 미리
상정할 수가 없게 된다. 다만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
사이에 발생하는 충돌을 통해 세계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넓혀갈 뿐이다.
이 제약조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세계 자체에 대한 이론을 구축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바로 우리 자신이 역사를 형성해 나가는 역
사적 존재이므로, 우리는 언제나 공동체에 의해 형성된 선입견과 공동체적
삶의 형식을 통해서만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역사로부터 벗어나 영원의
상 아래에서 지나간 모든 것과 다가올 모든 것을 바라보려는 시도는 허구이
며,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곧 우리에게 이미 주어
진 삶의 조건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험들과 마주쳐야 한다. 역사는 미리
완결된 채 우리 앞에 현전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언어적 대화를 통해 진행된다. 우리가 언제나 이미
처해 있는 공동체적 선입견과 삶의 형식은 언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
리는 특정한 방식으로 이미 세계에 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
계관은 언어적 전승을 통해 우리에게 양도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에
게 말을 걸어오는 새로운 경험 역시 언어적이다. 전승된 세계관이 언어로서
구성된 만큼 이 세계관에 물음을 제기하며 새롭게 찾아오는 경험 역시 단순
한 감각지각이 아니라 언어화된 세계관인 것이다. 우리는 바로 우리가 속한
전승된 세계와 우리에게 찾아오는 타자로서의 세계 사이의 충돌을 거치며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타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통해 우리의 세계는 늘 새롭게 경험되고, 존재하고, 창조
된다.
오늘날의 해석학적 철학과 분석철학은 이러한 언어의 세계개시성에 주
목한다. 언어는 세계의 질서를 그려내는 도구가 아니며, 오히려 세계 자체
를 대화 속에서 창조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언어가 말해질 때 비로소 세계
는 존재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선구자적 철학자들이 언어
와 세계, 언어와 존재 사이의 관계에 대해 통찰력 있게 제시한 구절들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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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있게 되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Die Sprache ist das Haus des
Seins).”, “이해될 수 있는 존재는 언어이다(Sein, das verstanden werden
kann, ist Sprache).”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언어에 대한 도구주의적 사고
를 빼버리기만 한다면, 모든 구절들 가운데서도 다음의 구절이 지금까지 우
리가 수행한 작업을 가장 잘 요약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나의 언
어의 한계는 나의 세계의 한계를 뜻한다(Die Grenzen meiner Sprache
bedeuten die Grenzen meiner W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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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nguage in Clash and Creation
-Gadamer and Later Wittgenstein’s World as Language-

Youn, You-Seok
Since the 1950s, language has become the central philosophical issue
in hermeneutic and analytic philosophies. This study supposes that these
two different trends of philosophy are the same with regard to the
problem of the World-disclosure (Welterschlossenheit) of language.
According to the two trends, language itself is the world in which we
live, rather than a mere tool for us to use when describing the world.
That is to say, within the clash with other languages, language has its
own power to form the worl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hese discussions have occurred from two trends: hermeneutic and
analytic philosophies. This study will present it by comparing two
important philosophers, H. G. Gadamer and L. Wittgenstein, who have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so-called linguistic turn of contemporary
philosophy. This comparative study will consist of three issues. First,
both philosophers focused on how we perceive the world under
constrained conditions. This study will show that the constraint
condition is based on the historicity of experience (Ⅱ). Second, both
philosophers agreed that it is impossible for us to escape the constrained
condition. This study will discuss this problem dealing with Gadamer’s
prejudice

and

Wittgenstein’s

rule following (Ⅲ).

Third,

both

philosophers claimed that, under the constraint condition, our
understanding of the world is not separated from our language usage.
This will be further explained in regards to Gadamer’s language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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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logue

and

Wittgenstein’s

private

language

argument

(Ⅳ).

Consequently, combining these discussions, this study will suppose the
world is not merely nature which is a sum of physical things, but a
language which is a sum of the relations among meanings. Furthermore,
this study will claim that the world as language is newly disclosed and
created ceaselessly while clashing with others in dialogue.

Keywords: Language, world, world-disclosure, historicity, Gadamer,
Wittgenste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