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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후기 비트겐슈타인을 선험적 시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은 선
험적 관념론에 대한 오해에 근거하고 있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을 선험적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개념적, 문법적 선제성과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메타철학 때
문이다. 리어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을 선험적 관념론의 비트겐슈타인적 형태로, 혹은
선험적 인간학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리어의 비트겐슈타인은 선험적 관념론의 핵심
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적, 문법적 선제성과 감성적 제약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
지 않다.

I
후기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리어의 해석에 의하면,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통찰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W) 오직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마음 구조되어(minded) 있기 때
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세계를 바라본다.

리어는 이러한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통찰이 경험적 통찰이 아니라고 주
장한다. 즉 (W)는 비경험적 통찰의 결과이다. 그런데 상대주의나 규약주의
투고일: 4월 30일, 심사완료일: 5월 19일, 게재확정일: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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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W)를 경험적 진리를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실책을 범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W)로부터 “만약 우리가 다르게 마음 구조되어 있다면, 우
리는 세계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상대주의의 주장이 도출되지 않는
다.(Lear, 1984: 392; 1986: 252).1) 이런 관점에 따라 리어는 후기 비트겐슈타
인의 철학에 대해서 다음처럼 주장한다. 즉 “(W)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
것을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 중의 하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선험적 관념론의 비트겐슈타인적 형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2) 이것은 칸트
의 선험적 관념론과 대립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도식과 내용의 이분법에
의존하지 않고, 또 본체적 세계의 존재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Lear,
1982: 392).

우리의 경험이 가능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의 형식과 범주의 형식이
선제될 수밖에 없다는 칸트의 주장처럼, 리어에 의하면 비트겐슈타인의 선
험적 관념론은 바로 (W)를 주장하고 있다. 즉 우리의 언어, 사유, 행동이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마음 구조되어 있기 때문이다. 감
성의 형식과 범주 형식이 우리 경험 가능성에 대한 필요조건인 것처럼, 마
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마음 구조되어 있다는 것은 언어, 사유, 행동의 필
요조건이다. 그러나 리어에 의하면, 비트겐슈타인적 형태의 선험적 관념론
은 데이빗슨(D. Davidson)이 지적한 것처럼 도식과 내용의 이분법에 근거하
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물자체의 존재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 관념론의 일
반적 의미, 즉 존재하는 것은 내 마음이나 마음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
는 주장으로 이해할 때, 본체계나 물자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어떤 의
1)

인용은 참고문헌에 기재한 저자 및 연도로 표기한다. 칸트와 비트겐슈타인의

2)

저술은 약호로 표기한다.
리어는 그의 1982년 논문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을 “선험적 관념론의 비
트겐슈타인적 형태”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에 그의 1984년 논문에 대한 스트
라우드의 비판적 논평 이후에 발표된 1986년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인
간학적 시각(anthropological stance)이 그 어떤 분명한 의미에서도 경험적 통찰
을 산출하지 않는다”(Lear, 1986: 252)고 수정하여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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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서 칸트에 비해 비트겐슈타인이 관념론을 더 일관성 있게 만드는 것처
럼 보인다. 이미 콰인이나 데이빗슨이 주장하듯이 우리의 개념틀로부터 독
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비개념적 대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
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 개념틀에 의존적이다. 이것이 객관적 진리의
개념을 위협하는가? 데이빗슨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오히려 그것은 친숙
한 경험적 대상과의 비매개적 접촉을 통해 객관적 진리 개념을 더 잘 해명
해 준다.(Davidson, 1984: 198).
휴토(D.D. Hutto)는 데이빗슨의 이러한 주장을 관념론이라고 부르는 것
이 이상하다고 지적한다.(Hutto, 1996: 135-140). 휴토의 지적처럼 분명히 데
이비슨은 세계나 대상과의 비매개적, 즉 직접적 접촉을 강조하고 있다. 그
러나 칸트의 선험적 관념론이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논제는 우리
가 경험적 대상을 추론에 의해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접 파악한다
는 것이다. 오히려 경험적 대상, 혹은 사물 그 자체를 추론에 의해서 파악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경험적 관념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
다. 칸트는 자신이 주장하는 선험적 관념론이 경험적 실재론이라고 주장함
으로써, 데이빗슨과 마찬가지로 대상이나 사물과의 비매개적, 직접적 접촉
을 강조한다. 나아가 우리 개념틀로부터 벗어나 있는 해석되지 않은 실재
를 개념을 포기함으로써 그것이 객관적 진리 개념을 더욱 잘 해명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이빗슨처럼, 리어도 칸트의 논점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
하고 있다. “칸트가 논리학이나 대수학의 기본 법칙조차도 궁극적으로 판
단하는 마음의 활동과 독립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때, 그 통
찰이 그런 기본 법칙들을 잠식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러한 법칙들이 마음의 주관적 공헌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험적 고
찰은 경험적 관점에서 진정으로 객관적이며 필연적인 이러한 법칙들이 왜
그런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Lear, 1986: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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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을 칸트적 관점, 혹은 선험적 시각에서 이해
하려는 시도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이 그것이 칸트의 선험적 관념론을 함축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칸트의 선험적 관념론은 스트로슨
(P.F. Strawson)의 비판(Strawson, 1966)에 의해서 이미 철학적 불모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자명하게 간주된다. 이런 점은 리어에 대한 스트라우드(B.
Stroud)의 논평에서 잘 드러난다. 스트라우드는 우리가 무엇이 그렇다고 생

각하는 것과 무엇이 그렇다는 것을 구분한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이 그렇
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만들지 않는다. 나아가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무엇은 실제로 그렇다. 스트
라우드는 이러한 구분을 프레게의 구분, 즉 심리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 주
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의 구분을 통해 표현한다. 그런데 스트라우드에
의하면, 이러한 구분이 심각하게 무시되거나 부정되는 경향이 바로 1781년
이후에 철학에서 나타난다.(Stroud, 1984: 243-244). 그 1781년이 바로 칸트의
뺷순수이성비판뺸이 나타난 해이다. 그렇지만 스트라우드가 지적한 것처럼
칸트가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심리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을 구분하
지 못하고 있거나 부정하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 스트라우드가 보여주는 이러한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이
다. 가령 썰(J. Searle)은 “칸트철학이 가장 정교한 관념론”이라고 말하면서,
칸트의 주장을 “다른 형태의 관념론에서처럼 칸트의 견해에 따르면, 책상,
의자, 산, 유성들의 세계는 공간, 시간, 인과의 세계처럼 실은 현상들의 세
계일 뿐”(Searle, 2000: 30)이라고 요약하고 있다. 비록 칸트가 현상계와 본
체계, 혹은 현상과 물자체를 구분하고 있고, 선험적 관념론을 “우리가 그
현상을 모두 사물들 그 자체가 아니라 순전한 표상으로 보며, 따라서 시
간과 공간은 단지 우리 직관의 감성적 형식일 따름이고, 사물 그 자체로
서의 객관들의 그 차제로 주어진 규정들이거나 조건들이 아니라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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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CPR, A369)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칸트의 주장은 썰이 표현
하고 있는 것처럼, “의자, 책상, 나무, 행성 등의 세계가 전적으로 우리의
표상들 속에 있다”(Searle, 2000: 30)고 말하고 있지 않다. 칸트는 다음처럼
말한다. “‘우리 밖에’라는 표현은 피할 수 없는 애매성을 가지고 있다. 그
것은 때로 사물 그 자체로서 우리와 구별되어 존재하는 어떤 것을 의미하
고, 때로는 한갓 외적 현상에 속하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그 때문에 우리
는 후자의 의미에서의 - 이 의미에서는 본래 우리의 외적 직관의 실재성
에 관련된 심리학적 물음이 문제되는데 - 이 개념에서 불확실함을 제거하
기 위해서, 경험적으로 외적인 대상들은 공간 안에서 마주칠 수 있는 사
물이라고 곧바로 이름붙임으로써 이것들을 선험적인 의미에서 대상이라
고 일컬어질 수 있는 것과 구별하고자 한다.”(CPR, A373). 칸트에 의하면,
의자, 책상, 나무, 행성은 비록 “우리 표상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외적 직
관에 의해 공간 안에서 마주칠 수 있는 사물이다. 이러한 사물들을 우리
안에 있는 표상이나 현상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경험적 의미가 아니라
바로 선험적 의미이다. 이런 문맥에서 칸트는 선험적 관념론이 바로 경험
적 실재론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선험적 차원에서 책상이나 의자는 단지
현상이거나 표상에 지나지 않지만, 경험적 차원에서 책상이나 의자는 우
리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고 있는 대상이다. 따라서 스트라우드가 생각하
듯이 칸트가 사유 작용과 사유 대상, 혹은 지각 작용과 지각의 대상을 혼
동하는 실책을 범하고 있지 않다.
선험적 관념론은 경험적 실재론을 정당화하는 철학 이론이다. 칸트는 우
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경험이나 직관에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험이나 직관을 초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 칸트의 선험적
관념론이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다. 즉 “경험의 대상들은 결코 그
자체로 주어져 있지 않고, 오직 경험 중에서 주어져 있으며, 경험 밖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CPR , A492-A 493). 따라서 “한낱 표상들로서 현상들
은 오직 지각에서만 현실적이고, 지각은 사실 다름 아니라 경험적 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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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다시 말해 현상이다. 지각에 앞서 한 현상을 하나의 현실적 사물이
라고 부르는 것은 경험의 과정에서 마주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거나 아니
면 전혀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다. 현상이 그 자체로 우리의 감관과 가
능한 경험과 관계 맺지 않은 채 존재한다는 것이 사물 그 자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한낱 공간 시간 안의 현상이
고, 이 양자는 사물들 그 자체의 규정이 아니라 오직 우리 감성의 규정일
따름이다. 그래서 그것들 안에 있는 것, 곧 현상은 그 자체로 무엇인 것이
아니라 한낱 표상이며, 만약 우리에게 지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도무지
그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것이다.”(CPR, A493-A494). 즉 우리가 알 수 있
는 것이 바로 현상, 표상, 경험 가능한 대상들이다. 따라서 경험될 수 없는
것, 가령 “표상들의 비감성적 원인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객관으로 지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대상은
공간에서도 시간에서도 표상되지 않을 것인데, 그러한 조건들 없이는 우리
는 전혀 아무런 직관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CPR , A494). 이런 맥락에
서 칸트는 “절대적 전체라는 우주론적 이념”을 비판한다. 그것은 바로 “가
능한 경험의 한계들을 넘어가는 물음”이기 때문이다.(CPR, A496).
칸트는 경험의 배진적 계열과 전진적 계열에 대한 언급을 통해 현재 우
리가 경험하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결코 말하고 않는다. 따라서 스
트라우드가 주장하듯이 칸트가 마치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했다”는 것을
현재 우리가 생각하거나 지각할 수 있어만 비로소 사실이 된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은 우리의 경험 가능한 대상이 될 때이
다. “절대적 전체라는 우주적 이념”이나 “표상들의 비감성적 원인”처럼 경
험의 가능성을 넘는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칸트는 존
재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의존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
다. 존재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경험 가능성의 대상에
될 때이며,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우리 경험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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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칸트가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혹은 심리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을
무시했거나 부정했다는 스트라우드의 평가는 곧 스트라우드가 칸트의 선
험적 관념론을 칸트가 비판하고자 하는 경험적 관념론과 혼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혼동은 칸트의 선험적 관념론을 비판하는 경향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는 실책이다. 그런데 스트라우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처럼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진짜 다음과 같은 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선험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혹은 ‘우리가 생각하고
지각하는 모든 것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의존하거나 우리 안에 있는
표상 이외에 다른 것은 아니다’라는 문장을 단지 ‘경험적으로’가 아니라 ‘선
험적으로’ 독해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칸트의 선험적 관념론을 ‘정
당성’에 대한 칸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의 ‘유일한 피난처’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선험적 관념론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설득시켜서는 안 된
다고 나는 생각한다.”(Stroud, 1984: 251). 스트라우드는 묻는다. 우리가 진짜
선험적 관념론을 이해하는가? 단지 선험적 관념론이 회의론을 거부하면서
정당성에 대한 답변을 주기 때문에 마치 이해하는 것처럼 수용해야 하는
가? 도대체 경험적 차원과 구분되는 선험적 차원이란 무엇인가? 마치 스트
라우드가 선험적 관념론의 이해 가능성에 대해 묻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만, 그러나 스트라우드는 선험적 관념론이 어떤 주장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그가 제기하는 의문은 선험적 관념론을 수용할 수 없다는 표
현이다.3) 왜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가? 그것은 선험적 관념론이 우리 사유
에 대한 ‘외재적(external) 관점’을 주장하고 보여주기 때문이다.4)
3)

맥도웰은 스트라우드의 주장을 다음처럼 요약하고 있다. 즉 “우리가 부분적으
로 경험적 세계의 근본 구조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경험적 세
계와 우리와 진정으로 독립적일 수 있는가? 경험적 세계의 근본 구조가 우리
의 구성(making)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선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주
장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McDowell, 1994: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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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우드는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이 일종의 선험적 관념론이라는 리어
의 주장에 대해서 다음처럼 지적한다. “조나던 리어가 비트겐슈타인에게
관념론을 부여하는 것은 분명치 않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그는 비트겐슈
타인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세계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반성적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자
신의 사유나 세계에 대한 ‘외재적’ 혹은 ‘분리된’ 시각을 요구하지 않는다.
반면에 관념론은 바로 그러한 시각을 요구한다. 그것은 우리 사유 방식 ‘안
에서’ 참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실재
론’이 참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념론은 우리가 실제로 가질 수 있는 사유와
경험이 진정으로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우리의 위치에 대해 참인 것으로 가
정되고 있다. 리어는 이러한 ‘분리된 시각’이 없어도 우리 자신에 대한 ‘반
성적 이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구성하는 삶의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 구조되어 있다는 중요성을 인지함으로
써 가능하며, 이것은 동시에 우리 사유 방식에 대해서 ‘아래를 내려 보지’
않고 가능하다.”(Stroud, 1984: 257). 리어에 대한 이런 지적에서 볼 수 있듯
이 스트라우드는 선험적 관념론 혹은 관념론을 경험 외재적, 혹은 경험 초
월적 시각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선험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의 구분
은 바로 외재적인 것과 내재적인 것, 혹은 초월적인 것과 내재적인 것의
구분이다. 스트라우드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이런
외재적이고 초월적인 선험적 관점이다.
스트라우드처럼 매리디스 윌리엄스(Meredith Williams)는 “비트겐슈타인에
게서 문법이란 우리 실행에 내재적이며, 따라서 우리 실행의 선험적 조건
이 아니다”, 즉 “문법은 우리의 실제적 실행과 독립적이지 않다. 이러한 실
행은 행동과 판단에서 사실적(de facto) 일치이다.”(Williams, 2007: 80)라고 주
장한다. 매리디스 윌리엄스도 스트라우드와 마찬가지로 ‘내재적’이라는 개
4)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네이글과 리어의 해석을 해명하면서 처본(David R,
Cerbone)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Cerbone, 2011: 3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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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선험적’이라는 개념과 대조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칸트는 자신
이 주장하는 ‘선험적’이라는 개념을 ‘초월적’이라는 개념과 구분하고 있
다.(CPR , B352-363). 선험성은 경험 초월적인 것이거나 외재적인 것이 아니
다. 이런 의미에서 매리디스 윌리엄스의 주장과 다르게 문법은 우리 실행
의 선험적 조건이며, 동시에 내재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선험적인 것은 내
재적인 것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외재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선험적인
것은 외재적인 것과 내재적인 것의 경계이다. 그것은 내재적인 것들의 가
능성의 조건인 동시에 제약 조건이다. 스트라우드가 지적하는 리어에게서
발견되는 양면성은 바로 이런 선험성의 특성 때문에 나타난다.
리어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는 선험적인 것과 인간학적인 것, 또
는 선험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혹은 선험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의 두 가
지 요소들이 정합적으로 조정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분리되어 나타난다고
지적한다.(Lear, 1986: 247), 가령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에 의하면, 우리
의 언어는 우리가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이며, 인간 삶의 문맥에서 구체화
되어 실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에 대한 탐구는 인간학적 시각
(anthropological stance)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즉 “우리는 언어를

관습, 제도, 공동체의 실행이라는 문맥에서 언어를 바라보아야 한다.”(Lear,
1986: 248). 이런 시각은 철학 자체에도 적용된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철

학은 실재에 대한 비국부적(nonlocal) 시각, 즉 총체적 시각을 얻기 위해 우
리의 관습이나 실행 밖으로 나가는 시도라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의 관습이나 실행이라는 문맥 밖으로 나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탈인간적
관점, 혹은 탈관점적 시각은 하나의 철학적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
면 “우리가 추구하는 철학적 시각 자체도 인간학적 시각에 의존하고 거기
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Lear, 1986: 248).

이런 인간학적 시각과 구분되는 선험적 시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스
트라우드나 매리디스 윌리엄스가 주장하듯이 우리의 관습이나 실행 바깥
으로 나가 우리의 관습이나 실행을 바라보는 탈인간학적 시각을 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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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재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리어에 의하면 선험적 시각은 우리가 인간
학적 시각에 묶여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즉 우리의 모든 것이 인간학
적 시각에 의존적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Lear, 1986: 268-269). 즉 인
간학적 시각이 우리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해
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리어가 지적하듯이 바로 뺷논리철학논고뺸의 철학관
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리어에 의하면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철학이나
후기 철학 모두 경험적 세계에 간섭하거나 그것을 수정하려고 하지 않는
다. 오히려 철학은 이러한 경험적 세계에 비경험적 통찰을 제공하는 것이
다.(Lear, 1982: 383).

IV
리어는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철학, 즉 뺷논리철학논고뺸가 직면한 딜레마
를 다음처럼 표현한다. “비트겐슈타인은 딜레마는 다음과 같다. 철학자로서
그는 선험적 통찰을 전달하기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달할 언어가 없
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그가 철학자로서 철학적인 것을 말하기 희망하면
서 언어의 한계 너머로 손을 뻗치려고 할 때, 그는 무의미로 떨어진다. 따
라서 뺷논리철학논고뺸에 의하면 철학자의 고유한 활동은 형이상학적인 어
떤 것을 말하려는 충동을 억제하는 것이며,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
기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Lear, 1982: 383). 그런데
여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철학적 통찰이 무엇
인가? 리어는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비트겐슈타인이 뺷논리
철학논고뺸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듯이 사고의 한계, 언어의 한계에 대한
것이다. 우리의 사유와 언어는 그 한계 조건을 가지며, 그것은 우리 사유와
언어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해명함으로써 보여질 수 있다. 그 사유와 언어
의 한계는 적어도 우리가 언어에 의존하기 때문에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라 단지 보여지는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리어가 지적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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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겐슈타인은 그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자기 파괴
적 모습을 보여준다.
리어는 선험적 철학 혹은 선험적 시각이 “어떻게 개념이 대상에 적용되
는지에 대한 반성적이고 비경험적 통찰”(Lear, 1986: 255)을 제시하는 것이
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적어도 뺷논리철학논고뺸 안에서는 이러한 반성적이
고 비경험적 통찰을 전달할 언어가 없다. 그것은 전기 비트겐슈타인에서
유일한 언어가 바로 그림 언어, 즉 표상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트겐
슈타인의 후기 철학에서 이제 언어는 그 본질을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양하게 사용된다. 따라서 선험적 통찰을 전달하고자 하는 철학의 언어가
단지 그림 언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5)
이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이 전하기 원하는 통찰은 언어 안에서 언어를 사용
하면서 그 언어의 가능 조건과 제한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필연적으로 언어 외재적 관점을 요구하는 것인가?
분명한 것은 우리 경험이나 사유의 가능 조건과 한계 조건을 해명하고
자 했던 칸트조차 우리 경험이나 사유 바깥에서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의 경험과 사유 안에서 수학과 과학의 필연성
과 보편성을 정당화함으로써, 혹은 수학이나 과학이 어떻게 경험 독립적이
5)

나아가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말한다는 것은 활동의 한 부분, 혹은 삶의 형
식의 한 부분”(PI: 23)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대응되는 뺷논리철학논고뺸의
주장은 아마 “언어를 말한다는 것을 표상하는 것, 혹은 그림을 그린다는 것”
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다양한 활동을 하는 한에 있어서 표상
하는 것, 혹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그런 다양한 활동의 한 요소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의거해서 리어는 “철학적 문제조차 언어로 정
형화되는 한에 있어서 그 의미조차 언어가 사용되는 관습과 실행에 의존한
다”(Lear, 1986: 248)라고 지적하고 있다. 글록(H. Glock)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처럼 말한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유의미한 담론을 더 이상 실재의 서술에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철학은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나 언어에 대해서 더욱
일반적으로 반성할 수 있다. 철학은 단어들의 정확한 사용을 결정하는 문법이
나 일련의 규칙을 해명한다.”(Glock, 1991: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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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종합 판단일 수 있는지를 해명함으로써 그러한 가능 조건과 한계 조
건을 추론해 내고 있다. 동일하게 전기 비트겐슈타인도 언어의 한계는 “오
직 언어 안에서만 그어질 수 있다.”(T: p. 3)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 언어
안에서 우리의 언어가 세계를 표상하고 그림 그릴 수 있는 논리적 조건을
추론해 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세계와 언어의 공통 형식인 논리적, 그림
적, 실재적 형식이다. 이러한 형식을 선제해야만 비로소 우리의 언어가 세
계를 표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뺷논리철학논고뺸의 주장을 “우리 언어의 논리를 숭고화
하는 경향”(PI, 38)에 의존하고 있다고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비판한다. 그
결과 뺷논리철학논고뺸의 탐구는 “탐구의 결과가 아니라, 탐구의 요구였
다.”(PI, 107). 뺷철학적 탐구뺸의 이러한 비판은 리어가 서술하듯이 경험적 탐
구와 선험적 탐구의 관계에 대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리어는 다음처럼
말한다. “비판철학에 대한 헤겔의 비판 이래로 순수하게 형식적 철학에 대
한 칸트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경험 독립적인 것과 경험
의존적인 것, 선험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 형식적인 것과 질료적인 것은 칸
트가 생각했던 것처럼 서로 구분되는 그런 것일 수 없다. ... 한편으로는 철
학이 순수하게 경험적인 것으로, 즉 경험 과학의 방법론적 문제에만 관심
을 기울이는 것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다른 한편 철학이 순수
하게 경험 독립적인 탐구로 남아 있기 때문에 공허해 질 위험이 있
다.”(Lear, 1986: 254) 즉 “내용적이라면 너무 경험적이거나 (따라서 아마 거
짓이거나) 혹은 선험적이라면 공허하다.”(Lear, 1986: 276) 이러한 리어의 지
적에 따른다면, 뺷논리철학논고뺸의 비트겐슈타인은 경험 독립적인 것과 경
험 의존적인 것, 형식적인 것과 질료적인 것, 선험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
나아가 분석적인 것과 종합적인 것의 이분법에 서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경험적인 언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철저하게 경험 독립적, 형
식적, 분석적, 논리적이며 선험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뺷철학적 탐구뺸는 바
로 이런 생각이 논리에 대한 숭고화의 결과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비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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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형식적, 선험적인 것의 포기를 의미하는가? 그러나 후기 비트겐슈
타인이 비판하고 있는 것은 논리 자체가 아니라, 논리에 대한 숭고화이다.
따라서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비판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요소들이 서로 명
백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리어는 이 점을 다음처럼 표현하고 있
다. “인간학적인 것은 선험적인 것의 도움에 호소한다(invoke). 만약 우리가
개념들이 어떻게 대상들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반성적이고 비경험적
통찰을 갖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
이러한 통찰은 우리가 어떻게 개념을 사용하는지, 즉 개념들이 어떻게 우
리의 관습, 실행, 제도와 실타래처럼 엮여 있는지 반성적으로 고찰함으로
써 얻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선험적인 것은 인간학적 요소들을 요구하는 것
처럼 보인다.”(Lear, 1986: 255). 리어에 의하면, 인간학적인 것은 선험적인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선험적인 것은 인간학적인 것을 요구한다.6)
이 두 가지 요소를 형식적인 것과 질료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면, 이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하는 것이 바로 칸트의 선험적 관념론이다. 칸
트의 선험적 관념론에 의하면 우리의 경험은 서로 구분되지만, 그러나 함
께 작용할 수밖에 없는 두 요소, 즉 감성과 지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그 유
명한 칸트의 선언처럼 “내용이 없는 사유는 공허하며, 개념이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CPR, A51). 형식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범주는 질료적
조건인 감성을 요구한다. 마찬가지로 질료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감성은
범주를 요구한다. 특히 칸트는 형식 논리학과 선험 논리학을 구분하면서
질료적 요소나 질료적 조건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역설적으로
칸트를 비판하는 헤겔의 논점처럼 칸트 자신이 순수하게 형식적인 요소에
6)

우리가 우리 마음 구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하는 조건이
다. 동시에 리어는 다음처럼 주장한다. “우리의 진정한 욕구는 무엇인가를 말
하려는 욕구이다. 즉 공유된 삶의 형식 안에서 행동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부
분적으로 이러한 욕구에 의해 구성되는 존재이다. 이러한 욕구가 없다면, 우
리는 우리이기를 그만둔다.”(Lear, 1986: 279). 따라서 “이러한 욕구를 갖는 것
이 하여튼 우리 마음 구조를 가졌다는 것의 조건이다.”(Lear, 1986: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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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강조가 공허하게 될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적어도
선험 논리학이 형식 논리학과 다르게 대상과의 관계성을 강조한다는 점에
서 선험 논리학은 스트라우드가 지적하듯이 우리 경험에 외재적이거나 초
월적이지 않다. 오히려 선험 논리학, 혹은 선험철학이나 선험적 시각은 우
리의 지식이나 경험이 감성과 지성, 감각과 개념의 두 요소를 지녔으며, 그
런 한에서 지식이나 경험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칸트의 철학이 특히 대상과의 연관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논리의 숭고
성을 비판하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칸트 철학과의 유사성을 보여
준다. 따라서 우리의 언어, 사유, 행위는 뺷논리철학논고뺸가 주장하듯이 순
수하게 논리적 형식에 의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바로 삶
의 형식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리어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이런 생각을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핵심 통찰로 간주하면서 (W)로, 혹은 “오직 우리가
그렇게 마음 구조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전건 긍정식이나 수학적 명제가 참
이 된다”고 정형화하고 있다. 리어의 정형화에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 구조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 삶의 형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 활동에 대한 반성에서 나타난 비경험적
통찰이다. 리어는 우리의 모든 판단 앞에 “나는 생각한다”라는 선험적 종합
작용을 수행하는 자아가 선제되어야 한다는 칸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렇게 마음 구조되어 있다”는 통찰이 선제되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다.(Lear, 1984: 289-291).

V
스트라우드는 선험적 관념론을 의미하는 칸트의 통찰은 외재적인 반면
에 리어가 지적하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통찰은 언어적 실행 속에서 일어
나는 반성적 통찰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칸트의 통찰이 외재적이라는 스트
라우드의 지적은 칸트의 선험적 관념론이 현상과 물자체의 이분법에 의존

리어의 비트겐슈타인 189

하고 있다는 주장의 다른 표현이다. 그런데 칸트의 선험적 관념론은 반드
시 현상과 물자체의 구분에 의존하고 있는가? 칸트의 물자체에 대해서 스
트라우드는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것에 대한 일
반적인 비판적 태도는 다음과 같은 데빗(M. Devitt)의 언명에서 잘 볼 수 있
다. “칸트는 물자체를 상정한다. 우리는 이러한 상정의 지성적 의미에 대해
서 의심한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단지 현상적 사물이 아니라는 것만을 제
외하고 아무 것도 모른다. 물자체는 공간, 시간, 인과율 바깥에 있다. 비록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지성적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그것은 불필요한 것처
럼 보인다. 우리는 무슨 권리로 그런 것들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가? 이
러한 가정이 갖고 있는 설명력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Devitt, 1984:
60). 이러한 비판과 더불어 맥도웰은 이런 물자체를 상정하는 것이 우리에

게 친숙한 경험적이며 일상적 세계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한다. 우리
의 감성을 초월한 초감성적인 물자체가 진정한 실재라면, 우리의 상식적
세계 혹은 현상적 세계는 가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McDowell, 1994:
41-44). 선험적 관념론에 대한 이러한 비판이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을

선험적 탐구라고 쉽게 규정할 수 없게 만드는 주요 비판이다. 리어는 이
점을 다음처럼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을 선험적 탐구로 간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단지 후기 비트
겐슈타인이 인간학적 관점을 취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현상의
세계와 물자체의 세계에 대한 칸트적 구분이 들어설 여지가 없기 때문이
다. 우리는 경험에 대한 마음의 공헌을 따로 분리시켜 독립적으로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의 공헌과 독립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세계의 개념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Lear, 1986: 253). 그러나 과연 선험적 관념론이 반드시
현상과 물자체라는 이분법에 근거하고 있는가? 혹은 칸트의 물자체가 마음
의 공헌으로부터 독립적인 그런 초감성적 요소인가? 물자체에 대해서 다양
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칸트는 물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일차적 기능을 자
유와 도덕의 가능성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물자체는 탈인과적

190 철학논집(제33집)

관점, 혹은 탈과학적 관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이 필요한 이유는, 따라
서 그것이 담당하고 있는 설명적 역할은 바로 인과적이며 과학적인 관점에
대한 제한이다.
반면에 물자체는 인간 경험과 지식의 한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것은 인간적 전망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인간적 전망을
벗어나 진정하게 존재한다고 여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 수 없다. 물자
체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때, 물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
는 리어의 평가(Lear, 1986: 261-262)와 다르게 오히려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에 대해 리어가 주장하는 것, 즉 우리는 언제나 인간적 전망에 묶여
있거나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칸트가 물자체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과 다
르지 않다. 즉 우리는 인간적 전망을 초월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독립된 것
들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 전망
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
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 사유하고 경험할 수 있는 개념틀과 감성적 제
약이다. 이런 선험적인 형식들이 우리에게 규범성을 준다.

VI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인간적 전망, 이미 선험적 형식들이 주어져 있다
는 것이 칸트에게서 ‘개념 선제성’이란 논제로 표현된다. 우리의 경험이 가
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개념틀을 선제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가 알 수 있는 경험적 대상이 표상이나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선험적 관념
론의 핵심 주장이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현상이나 표상은 이미 개
념 부여적이며 개념 매개적이다. 이런 칸트의 주장을 맥도웰은 ‘개념적 무
속박성’의 논제로 표현하고 있다.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미 개
념적 영역 안에 있다. 맥도웰이 적절하게 주장하듯이 이 개념 우선성 혹은
개념 선제성의 논제는 경험론이 주장하는 개념 추상설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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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추상설은 셀라스의 용어로 ‘소여의 신화’에 빠져 있다.7)
비트겐슈타인은 말한다. “우리가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경험’은
어떤 것이 어떻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경험이 아니다. 논리는 모든 경험, 즉 어떤 것이 어떻다는 것에 선
행한다. 그러나 논리는 어떤 것이 어떻다는 것에 앞서지만, 무엇이 있다는
것에 앞서지 않는다.”(T, 5.552). 전기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논리는 사물
들이 어떻다는 것에 선행한다. 즉 개념은 사물이 어떻다는 경험에 선행한
다. 반면에 이러한 논리는 사물이 하여튼 있다는 것, 그 경험 아닌 경험에
선행하지 않는다. 이 경험 아닌 경험, 즉 사물이나 세계가 하여튼 있다는
것은 전기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신비적인 것이다.(T, 6.44) 나아가 세계를
한계 지어진 전체로서 바라보는 것은 신비적인 것이다.(T, 6.45) 또한 전기
비트겐슈타인은 “유아론이 뜻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지만 그것은 말해질 수
없고 드러나는 것”(T, 5.62)이라고 지적한다. 유아론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
가? 그것은 “세계가 나의 세계라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의 한
계들은 나의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T, 5.62)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
험에 선행하는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경험
아닌 경험, 즉 신비적 경험이 필요하며, 이것은 세계를 한계 지어진 전체로
바라보는 것이며, 그것은 세계의 한계가 언어의 한계, 나아가 논리의 한계
(T, 5.61)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전기 비트겐슈타인은 유아론적 “주체는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세계의 한계”(T, 5.632)라고 주장한다.
결국 전기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우리가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은 유아론적 주체가 있다는 것, 즉 세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한계 속에서 경험에 선행하는 논리는 “세계의 골격을 서술하
며, 또는 세계의 골격을 표상한다. 그것은 아무 것도 다루지 않는다. ... 그
러나 의미기호(symbol)들의 어떤 결합들은 항진 명제라는 점이 세계에 관해
7)

마허(C. Maher)는 이것을 “소여의 비개념적 형식”을 추상주의가 인정하고 있
다고 표현하고 있다.(Maher, 20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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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지적하고 있음이 틀림없다는 것은 분명하다.”(T, 6.124). 전기 비
트겐슈타인에 의하면 경험에 선행하는 논리는 혹은 논리적 명제는 세계의
골격을 표상한다. 그것은 비록 의미를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대해서 무엇인가 지시하고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 점이 결정적”이라고
말한다. 즉 “우리가 쓰는 의미기호의 어떤 것은 자의적이고, 어떤 것은 자
의적이지 않다. 논리학에서는 오직 후자만 표현한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논리학에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기호들의 도움으로 표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기호의 본성이 스스로 말한다는
것이다.”(T, 6.124).
칸트가 그것이 공허하다고 비판한 형식 논리가 전기 비트겐슈타인에게
서 우리 언어와 사유를 제약하는 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세계의
골격을 표상하며 동시에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엇인가 말하는 것
이 된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은 바로 이런 생각이 논리에 대
한 숭고화의 경향이라고 비판한다. 그것은 우리 “사유의 본질, 즉 논리는
하나의 질서, 더구나 세계의 경험 독립적 질서, 즉 세계와 사유에 공통적이
어야 하는 가능성들의 질서를 표상한다”(PI, 97)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다. 그것은 “우리 탐구에서 고유한 것, 심오한 것, 본질적인 것은 언어의 본
질을 파악하는데 놓여 있다는 착각”(PI, 97)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여전히 “의미가 있는 곳에는 완전한 질서가 있어야 한
다”(PI, 98)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질서는 세계의 경험 독립적 질서가 아니
다. 그런데 이 주장은 경험 독립적 질서, 혹은 논리적이며 개념적 질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따라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 구성해야 하는 경험
적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비판적임에
도 불구하고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본질은 문법에 의해 표현된다”(PI, 371)
고 말한다. 나아가 “본래적 필연성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임
의적, 혹은 자의적 규칙이다. 이것이 본래적 필연성으로부터 명제 안으로
짜 넣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PI, 372)라고 말한다. 전기 비트겐슈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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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서 논리적 명제는 결코 자의적이며 임의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
미기호 자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이제 임의
적이고 자의적인 규칙으로 변모한다. 나아가 본질은 세계나 사물 그 자체
에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는 계속 사물의 본성을 추적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단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 바라보는 프레
임 주위를 맴돌 뿐이다.”(PI, 114). 즉 “우리는 사물들의 표상 방식 안에 놓
여 있는 것을 사물에 서술한다.”(PI, 104).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후기 비트
겐슈타인이 비판하고 있는 것은 미리 주어진 사물의 질서이다. 오히려 “문
법은 어떤 것이 어떤 종류의 대상인지를 말해준다.”(PI, 373). 따라서 여전히
문법이라는 개념적, 비경험적 질서가 대상이나 대상의 경험에 선행한다.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언명 때문에 슈비처(H. Schwyzer)는 비트겐슈타인
의 후기 철학이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더욱 잘 보여준다고 주장한
다. 즉 “사물에 관한 단어나 담론의 의미는 그 단어가 지시하는 사물의 본
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단어가 지시하는 사물의 본
성이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물의 본성은 (그것이 석판, 색깔,
수, 이해, 고통, 기대 등이라고 해도) 그것과 관련된 언어의 사용에 의해 결
정된다. 즉 그것에 대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의미를 갖게 하는 것, 즉 문법
에 의해서 결정된다. ... 이것은 바로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예화라
고 할 수 있다.”(Schwyzer, 1986: 150-151). 슈비처의 이런 주장에 의하면 사
물의 본성이나 질서는 언어의 질서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의미에서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경험에 선행하는 경험 독립적 질서를 비판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제 논리적 질서 대신에 문법적 질서, 혹은 개념적 질서가 강조
되고, 그러한 질서가 우리 경험에 선행한다. 경험과 연관되는 경험 독립성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칸트처럼, 이런 맥락에서 후기 비트겐슈타인도 경험
과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만약 마찬가지로 명제가 가능한 사태의 그림으로 이해되고, 사태의 가능
성을 보여준다고 말해진다면, 여전히 명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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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화가 할 수 있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것은 경우가 아닌 것을 확립하
지 못한다. 따라서 그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부르는 것과 가능하지
않다고 부르는 것에 대한 우리 문법에, 즉 문법이 허용하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는가? -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임의적이다. - 그러나 그것이 임의적
인가? - 우리가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지 아는 것은 모든 문장과 같은 형식
이 아니다. 모든 기법이 우리 삶에서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철
학에서 참으로 쓸모없는 것을 명제로 간주하려고 유혹 당할 때, 그것은 종
종 우리가 그 적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PI, 520).

명제가 가능한 사태의 그림이라면, 그것은 경우가 아닌 것을 확립하지
못한다고 비트겐슈타인은 지적한다. 그러나 뺷논리철학논고뺸에서 경우인 것
과 경우가 아닌 것은 가능한 사태의 존립과 비존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었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의 이러한 지적은 가능한 사태의 그림 자체로부
터 경우인 것이 확립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
이 더 첨가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가능한 사태의 그림이 실제로 어떻게 적
용되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리어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에서 나타나는 이러
한 특징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리어가 후기 비트겐슈타
인의 통찰로 정형화한 (W)와 함께 (W1) “이러한 욕구, 즉 인간학적이고 자
연사적 욕구를 갖는 것이 우리 마음 구조를 가졌다는 조건”(Lear, 1986: 279)
이라는 주장에서 잘 드러난다.

VII
비록 적용, 사용, 실행이 후기 비트겐슈타인에게서 매우 중요하다고 지
적하고 있지만, 따라서 (W1)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리어는 후기 비트겐슈타
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통찰을 다음처럼 정형화하고 있다.
(W) 오직 우리가 그렇게 마음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세계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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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기 비트겐슈타인은 유아론적 자아, 혹은 선험적 자아가 의식의
구조, 즉 마음의 구조가 아니라, 논리의 한계, 즉 논리의 구조라고 주장한
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 작용이나 마음 작용이 가능하기 위해서 이미 논리
적 구조를 선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W)는 다음 (W2)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W2) 오직 우리가 그렇게 논리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세계를 바라본다.

그런데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논리 구조가 탐구의 결과가 아니라
탐구의 요청이었다고 비판한다. 아마 이러한 비판 때문에 리어는 다음처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논리 그 자체가 우리의 목을 조르며 결론을
강요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우리가 목을 조르며 결론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 구조되어 있다는 사실에 의존한
다.”(Lear, 1982: 387).8)
리어의 이러한 주장 때문에 스트라우드는 선험적 관념론이 주관적인 것
과 객관적인 것, 심리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을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리어의 주장처럼 논리가 마음 구조에 의존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구조
는 바로 논리적으로 구조되어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경험이 가능
하기 위해 선험적 통각, 혹은 선험적 의식이 선제되어야 한다는 칸트의 주
장은 우리 경험이 가능하기 위해 직관과 범주의 형식이 선제되어야 한다고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 스트라우드가 비판하는 심리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의 혼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리어가 지적하듯이 논리의
숭고화 현상, 즉 논리가 세계의 경험 독립적 질서, 또는 “세계의 형이상학
적 질서”를 표상하거나 혹은 “실행을 초월하는 초월적 진리”(Lear, 1986:
8)

마음에 대한 논리의 선행성에 대해서 리어는 또 다음처럼 비판하고 있다. 즉
논리의 선행성 주장이 “우리”라는 선험적 주체 대신에 공허한 형식적 주체를
주장한다는 것이다.(Lear, 1986: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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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라는 것을 부정한다고 해도, 이것으로부터 마음 구조가 논리에 선행한

다는 주장은 도출되지 않는다. 그가 말하듯이 “논리적 법칙이 논증 과정에
서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이야기하는 것”(Lear, 1986: 279)이
라면, 우리의 사유나 행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도 논리적 법칙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리의 규범성이 논리의 숭고화 경향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논리학이 어떤 이상적 언어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이상적 언어를 구성하는
것처럼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한다, 뜻한다, 생각한다는 개념에 대
해 더 큰 명료성을 획득했을 때”(PI, 81) 비로소 해명될 수 있다고 후기 비
트겐슈타인은 주장한다. 이것은 언어를 ‘형식적인 통일체’가 아니라 ‘근친적
인 구조물들의 가족’으로 바라보아야 한다(PI, 108)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문맥에서 (W2)는 (W3)로 대체할 수 있다.
(W3) 오직 우리가 그렇게 문법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세계를 바라본다.

문법 구조, 혹은 개념 구조의 선행성을 강조하는 (W3)에 대조되는 것이
우리의 실행, 적용, 사용의 선행성을 주장하는 견해이다. 즉
(W4) 오직 우리가 그렇게 실행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세계를 바라본다.

이 정형화는 때로 우리가 실행 구조되어 있다는 것을 공동체의 합의로
해명하기도 한다. 따라서 (W4)는 (W4.1) “오직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 합의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세계를 바라본다”고
정형화할 수도 있다. (W4)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선험적 실행주
의’로 바라보고 있는 견해이며, 리어가 주장하는 (W1)과 동일한 논점을 이
야기하고 있다. 반면에 (W3)는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을 선험적 관념론
의 한 형태로 바라보려는 리어와 동일한 입장에 서있다. 리어의 (W)가 마
음 구조를 강조하고 그것을 칸트의 선험적 통각과 대응시키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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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는 의식이나 마음의 구조보다는 논리적, 개념적 질서의 선행성을 강조

하고 있다. 이런 문맥에서 주관적이라고 평가를 받은 칸트의 선험적 통각
은 바로 감성과 지성의 형식들이다. 우리는 주어진 감성과 지성의 형식들
안에서 사유하고 경험한다. 그러나 선험적 실행주의의 주장이나 리어의
(W1)가 선행되는 문법적이며 개념적 질서를 적절하게 해명할 수 없을 듯이

보인다. 그것은 개념적 선행성을 추상주의가 해명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실행의 선행성이 어떻게 개념적이며 논리적 구조를 구성할 수 있는지 명확
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문법적 질서나 개념적 질서가 경험이나
실행에 논리적으로 선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처럼 “적용이 이해의 한 기준”(PI, 147)이라면, 이런 문법적이며 개념적
질서는 적용이나 실행과 분리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해와 적용, 개념과 실
행의 내재적 연관성에 따라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통찰을 다음처럼 정형화
할 수 있다.
(W5) 오직 우리가 그렇게 문법-실행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세계를 본다.

VIII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선험적 관념론의 비트겐슈타인적 형태, 혹
은 선험적 인간학으로 이해하는 리어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철학관에 주
목한다. 그것은 “철학은 비수정적(non-revisonary)인 것이다”라고 표현될 수
있다. 혹은 비트겐슈타인 자신이 말하듯이 “철학은 언어의 실제적 사용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 철학은 결국 그것을 단지 서술할 수 있을 뿐이
다.”(PI, 124). 리어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에게 나타나는 철학의 비수정성이
나 비방해성을 무시하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이해는 바람직하지 못한 틀
린(bad) 판단이라고 주장한다.(Lear, 1982: 382; 1986: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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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이 수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철학은 주어진 어떤 것을 서술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이것을 “언어의 실제적 사용”이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의 구체적 의미는 비트겐슈타인 자신의 철학적
고찰을 ‘문법적 고찰’이라고 주장하는 곳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문법적 고찰은 오해들을 제거함으로써 우리 문제에 빛을 가져온다. 단어들
의 사용들에 대한 오해는 다른 무엇보다도 언어의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하
는 표현 형식들의 유사성을 초래한다. 그러한 오해는 한 가지 표현 형태를
다른 형태로 대체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 표현 형식에 대한
‘분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때때로 사물들을

서로 분리시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PI, 90). 철학, 즉 문법적 고찰은 서
로 다른 영역에 속하는 언어 표현들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다.9) 달리
이야기하면 문법적 고찰로서 철학은 실제적인 언어 사용들을 서술함으로
써 거기에 나타나는 차이성뿐만 아니라 “서로 겹치고 교차하는 유사성들의
복잡한 그물”(PI, 66)을 바라보는 것이다. 개조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서술해
야만 하는 것이 이런 차이성과 유사성들의 복잡한 그물이라면, 그것은 우
리가 수용해야만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형식(PI, 226e)이며, “복합적인
삶의 형식”(PI, 174e)이다. 복합적인 삶의 형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것이 우리의 언어, 사유, 행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후기 비트겐슈
타인의 통찰은 다음처럼 정형화된다.

9)

비트겐슈타인이 “언어의 실제적 사용을 서술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그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인 관용법(usage)을 서술하고 그것을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결국
“철학자를 일상 언어의 하녀로 만드는 것”(Conway, 1989: 155)이라는 비판으
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 대해 콘웨이도 비판하고 있듯이, 일상 언
어의 실제적 사용을 서술하는 문법적 탐구는 일상적인 관용법을 서술하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 언어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게 어떤 것, 일상 언어의
사용이 갖고 있는 유사성과 차이성 혹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문법을
서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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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6) 오직 우리가 그렇게 삶의 형식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세계를 본다.

(W6)가 말하는 삶의 형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언어, 사유, 행
동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이다. 즉 “하나의 언어를 상상한다는 것은 어떤 하
나의 삶의 형식을 상상하는 것이다.”(PI, 19). 그런데 이러한 삶의 형식은 단
지 개념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어를 말한다는 것이 어떤 활동의 일
부, 즉 삶의 형식의 일부”(PI, 23)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언어에서 일치는
“의견들의 일치가 아니라, 삶의 형식의 일치이다.”(PI, 241). 분명히 비트겐

슈타인은 삶의 형식의 개념을 통해 우리가 말한다는 것이 행위와 실천에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음처럼 말한다.
“만약 언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한다면, 정의뿐만 아니라 (매우 이상
하게 들리겠지만) 판단의 일치도 있어야만 한다. 이것은 논리를 폐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 측정의 방법을 서술하는 것과 측정의 결
과를 얻고 진술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우리가 ‘측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측정 결과의 어떤 항상성(constancy)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된다.”(PI,
242)

분명히 실행적인 측정 결과와 그 항상성에 의해서 우리의 측정은 부분
적으로 결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논리, 즉 측정의 방법을 서술
하는 것을 폐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삶의 형식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요소를 요구한다. 그것이 바로 개념적, 논리적, 언어
적인 것과 실행적, 활동적, 적용적인 것이다.10) 비록 이 두 가지 요소는 서
10)

반면에 리어는 삶의 형식과 “우리”, 즉 우리 마음 구조를 분리시킨다. 리어에 의
하면 삶의 형식과 “우리”의 관계는 칸트의 “나는 생각한다”라는 경험적, 심리적
행위와 선험적 통각과 같은 관계이다.(Lear, 1986: 273). 이런 리어의 주장에 따른
다면, 아마 “삶의 형식”이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삶의 형태”라는 개념이 더 적
절한 것처럼 보인다. 이 삶의 형태는 경험적으로 주어진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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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되지만, 그러나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W6)는 (W5)로 충
분히 표기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통찰에 대한 리어의 주장이 갖고 있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분명치 않은 것은 (W5)에서 말하고 있는 문법 구조와 실
행 구조의 관계이다. 그는 마음 구조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 사유와 행동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우리가 어떤 욕구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 마음 구조되어 있다는 것의 필요조건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는 이
두 가지 조건들의 관계를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 따라 후기 비트
겐슈타인에 나타나고 있는 인간학적 요소와 선험적 요소의 변증적 관계라
고 말한다.(Lear, 1984: 298-300; 1986: 265). 그러나 만약 어떤 욕구와 관심들
이 마음 구조의 필요조건이라면, 그것은 우리 마음 구조가 변경될 수 있다
는 것을 함축한다. 그런데 이러한 함축은 바로 리어가 비판하는 상대주의
나 규약주의의 주장이다. 오히려 리어의 주장이 결국 의미하는 것은 실제
적 사용이나 실행에 선행하는 문법적 질서나 개념적 질서는 실제적 사용이
나 적용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
의 개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삶의 형식과 마찬가지로 “오
히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일상 언어게임을 받아들이는 것”(PI: 200e)이라
고 말하고 있다. 나아가 언어게임은 언어와 행위라는 두 요소가 내재적으
로 연관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행동만도 아니고,
개념만도 아니다. 오히려 주어진 것은 우리의 ‘말-행동’이다. 서로 구분되지
만, 그러나 분리되지 않는 두 요소들을 분리시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철
학적 질병이다. 그런데 이러한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은 우리 경험과
지식에서 형식적 요소와 질료적 요소라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 주장하는 칸트의 생각과 그렇게 먼 거리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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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Lear’s Wittgenstein
Kim, Youngkun
(Sogang Univ.)
The criticisms of the trial that later Wittgenstein is to interpret in terms of
the Kant's transcendental perspective seem to depend on the misunderstandings
of Kant's transcendental idealism. The grounds to interpret later Wittgenstein in
terms

of

transcendental

perspective

are

the

conceptual,

grammatical

presuppositions and later Wittgenstein's meta-philosophy. Jonathan Lear interprets
later Wittgenstein as ‘Wittgensteinian transcendental idealism’ or ‘transcendental
anthropology’.

Though

Lear's

Wittgenstein

shows

the

insight

of

later

Wittgenstein, it fails to notice the main insight of later Wittgenstein - the
conceptual, grammatical presuppositions and the sensory constraint which are the
core of Kant's transcendental idealism.
Key words: Wittgenstein, J. Lear, transcendental idealism,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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