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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으로서의 논리*†

―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
1)

이  철

【요약문】철학  문제들의 발생은 언어의 논리에 한 오해에 기인한다는 신

념에 따라,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탐구는 언제나 언어의 논리 문제를 심으

로 개되었다. 그의 철학  작업은 실로 논리  탐구 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그가 생각한 언어의 논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처음부터 언어의 문법으로서 

이해되었지만, 이 이해에는 그의 후기에 요한 변화가 있었다. 기에 그는 

언어의 논리를 이상  표기법에서 실 되는 진리 함수  구문론과 같은 것으로 

이해했으나, 후기에 그는 언어의 논리를 언어놀이의 다양한 언어 사용 규칙들

로서 보는 데로 나아갔다. 그것은 논리를 모든 가능성이 미리 규정되어 있는 

매우 엄격하고 이상 인 하나의 보편  문법 체계로서 보는 데서부터, 논리를 

미리 생각되지 않은 가능성에 열려 있고 언어놀이들에 특유한 다양한 언어 사

용 규칙들로 이루어진 문법 체계들로서 보게 되는 변화이다. 이 은 그의 

후기 논리 의 상이한 핵심과 그 변화 이유를 다루고 있다. 특히 논리의 자율

성과 필연성에 한 그의 후기의  변화가 다루어진다.

【주요어】비트겐슈타인, 논리( ), 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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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트겐슈타인이 변치 않고 유지했던 근본 신념  하나는, 철학

 문제들의 발생은 언어의 논리에 한 오해에 기인한다는 것이

었다(논고 머리말, 탐구 §§93, 109 참조1)). 그리고 따라서, 철

학  문제들을 풀기 해서는 언어의 논리에 한 탐구가 필수

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신념에 따라 그의 철학  탐구는 언제나 

언어의 논리 문제를 심으로 진행되었다. 그의 철학  작업은 실

로 논리  탐구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한 언어의 논리란 무엇인가? 주지하다시피, 이 

문제에 한 그의 생각은 후기에 요한 변화가 있었다. 그의 

기 사상에서 언어의 논리는 이상  표기법에서 실 되는 진리 함

수  구문론으로 이해되는데 반해, 후기 사상에서는 언어의 논리가 

언어의 다양한 실제 사용 규칙들로서의 문법과 같은 것으로 이해

된다. 그의  불변 인 철학 의 배후에는 이와 같은 변화를 내포

하는 논리 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논리 에 한 올바른 이해는 그의 철학을 이해

하기 해 필수 이다. 그의 논리 은 그 자체가 그의 철학의 핵심

 일부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의 후기 논리 을 그 변화와 함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논고에서 진리함수

인 논리  구문론은 ‘논리  문법’(3.325)과 같은 것으로 이해되

었다는 이다. 즉 비트겐슈타인은 처음부터 이미 언어의 논리를 

일종의 문법으로서 간주했던 것이지, 후기에 가서야 비로소 논리를 

문법의 범주에 포함시켜 이해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 비트겐슈타인의 문헌에 해서는 참고문헌에 표시된 약호들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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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문제를 일으키는 오해, 즉 언어의 논리에 한 오해는, 그

의 기에서나 후기에서나, 우리 언어의 겉보기 문법에 오도되어 

일어나는 문법  성격의 오해들이었다. 그 기 때문에 그는 이미 

처음부터 “문법의 불신이 철학함을 한 첫 번째 필수 조건”(NB 
103쪽)이라고 확신했던 것이고, 이것은 우리 문법의 ‘일목요연성의 

결여’(탐구 122 )와 그로부터 비롯되는 문법  착각들을 언 한 

후기의 생각과 별로 다르지 않다.
결국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의 변화는 동시에 그의 문법 의 변

화이기도 하다. 그것은 논리를 모든 가능성이 미리 규정되어 있는 

매우 엄격하고 이상 인 하나의 보편  문법 체계로서 보는 데서

부터 논리를 미리 생각되지 않은 가능성에 열려 있는 매우 다양하

고 일상 인 언어 사용 규칙들을 포 하는 문법 체계들로서 보게 

되는 변화이다. 이 이 다루려는 것은, 언어의 문법으로서 이해되

는 그의 이러한 논리 의 상이한 핵심과 그 변화 이유가 될 것이

다. 이 문제에 비트겐슈타인 철학의 핵심 인 면들이 연 되어 있

다. 

2

논고에서 논리가 이미 문법으로서 생각되었다고 하 지만, 그 

문법은 일상 언어 차원에서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논리  분석

을 통해서야 비로소 드러날 수 있는, 배후에 숨어 있는 어떤 것으

로 간주되었다. 이 숨어 있는 논리의 본성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  논고에서 ‘논리’라는 표 과 련해서 ‘언어의 논리’(머리

말, 4.002-3)뿐 아니라 ‘세계의 논리’(6.22)나 ‘사실들의 논리’ 
(4.0312)와 같은 표 이 사용되고 있다는 에 유의해야 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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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가 언어와 련해서만이 아니라 세계 즉 ‘사실들의 총체’와 

련해서도 이야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고에서 그 두 종류의 

논리 사이에는 불가분의―결국 합치하는― 계가 있으며, 사실 논

고의 논리  이해의 요체는 그 계를 올바로 악하는 데 있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한 출발 은 기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의 본성과 련해

서 ‘ 단히 깊고 요한 인식’(NB 2쪽)이라며 강조했던 다음의 말

을 이해하는 것일 것이다: “논리학은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NB 11쪽에 의하면, “논리학은 스스로를 돌본다”.) 
이 말은 노트북의 첫머리에 기록되어 있고, 논고에서는 5.473
에서 등장한다. 왜 이 말이 그 게 단히 깊고 요한 인식을 담

고 있는가? 논리학이 스스로를 돌보아야 한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

는가?
논리학이 스스로를 돌보아야 한다는 말은 곧 논리가 자율 이어

야 한다는 말이다. 비트겐슈타인이 후기에 문법의 자율성을 강조한

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그의 문법 개념이 기의 

논리 개념의 계승자라는 을 놓고 보면, 문법의 자율성이라는 생

각의 뿌리는 그러므로 논리의 자율성을 강조한 기의 입장에 이

미 놓여 있는 셈이다. 그러나 ‘논리의 자율성’이라 할 때, 그 내용

은 무엇인가? 노트북과 논고의 언 된 곳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이 뜻하는 바를 암시하는 상호 연 된 두 가지 을 지 하고 

있다: 1. 가능한 기호는 한 지칭할 수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
호와 함께 구문론  규칙들이 주어지면,) 논리학에서 사물, 속성 등

에 한 모든 이론은 불필요하다. 2. 어떤 뜻에서 우리는 논리학에

서 오류를 범할 수 없다.
이것들은 다시, “우리는 기호에 부당한 뜻을  수 없다”(5.4732)

는 생각, 따라서 “모든 가능한 명제는 정당하게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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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33)는 생각2)과 함께, “도 체 모든 명제들의 형식에 해 처

음부터 말해질 수 있는 것은 단번에 말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논고 5.47의 주장과 연 되어 있다. 즉 일단 기호들이 그 구문론

 규칙들과 함께 주어지면, 논리학은 그것들 이외의 실재에 한 

어떤 이론에도 의존하지 않고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그 지 않고, 주어진 상징체계 이외의 다른 어떤 이

론, 세계에 한 어떤 이론에 의존해야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있다

면, 그것은 결코 논리 인 것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논리는 선

천 ”(5.4731)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논고에서 5.551과 

6.113에 가서 더 분명하게 표 된다.

우리의 근본 원칙은, 도 체 논리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물음

은 어떤 것이든 즉시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문제에 해 답하기 해 세계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우리가 근본 으로 잘못된 

길로 들어서 있음을 보여 다.) (5.551)

그 상징만으로도 그것들이 참이라는 것이 인식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논리  명제들의 특별한 표지이다. 그리고 이 사실 속에 

논리 철학 체가 포함되어 있다. (6.113)

논리의 본성은 오랫동안 철학자들에게 골칫거리 다. 논리  명

제들은 경험  명제들과 달리 필연 이고 확실하게 참이라고 이야

기된다. 이러한 성격은 무엇에 기인하는가? 논리  명제들은 무엇

에 해 말하고 있는가? 비트겐슈타인이 이러한 문제를 고찰하기 

시작했을 무렵, 여기에는 충 세 가지의 주요 입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3) 첫째는 부울, , 후설에서 나타나는 심리학주의로, 논리

 2)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이 생각은 “정당하게 형성된 모든 명제는 뜻을 가

져야 한다”는 게의 생각과 비된다(논고 5.4733).
 3) 이하 Brockhaus(1991) 3&4장  Glock(1996a), pp.198-1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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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들은 심리학  방법에 의해 발견될 수 있는 인간의 사유 

법칙들에 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들에게 논리학은 말하자면 

인간이 어떻게 사유하는가를 기술하는 심리학의 한 분과인 셈이다. 
둘째는 게에 의해 표되는 라톤주의로, 논리  진리들은 우

리가 올바른 추론을 하기 해서는 따라야 하는 사유 규범들인 동

시에 경험  세계를 월한 역에 있는 논리  상들에 해 성

립하는 ‘객 ’ 진리들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들 진리들은 마치 

물리 법칙들이 물리  상들에 해 성립하듯 논리  상들에 

해 성립한다. 세 번째 입장은 러셀이 취하는 입장으로, 어도 

부분 으로는 경험주의와 통하는 입장이다. 이에 의하면, 논리  

진리들의 필연성은 경험  실재의 가장 일반 인 특징들을 경험  

증거에 의지하지 않고 포착하는 데 있다. 논리학은 완 히 일반

인 명제들, 즉 ‘모든 사물과 모든 속성에 용되는’ ‘자명한’ 명제

들로 이루어지며,4) 논리학은 주로 이 일반성의 정도 차이에 의해 

나머지 과학과 구별된다.
그러나 논리의 자율성에 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 옳다면, 이

들 입장에는 근본 인 문제가 있다. 이들은 공통 으로, 논리학을 

실재하는 어떤 사물이나 상에 한 과학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논리학은 이것들의 실재성에 한 이론에 의존하는 셈이 된다. 그

러나 논리학이 자율 이라면, 논리학은 언어의 논리  구문론 이외

의 어떤 실재―외 이거나 내 인 경험  실재, 는 월 인 실

재―에 한 일체의 이론에 의존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논리는 

어떤 실재하는 상이나 상에 한 과학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그 다면 논리학은 어떻게 자율 일 수 있는가? 논리학

은 어떻게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가? 어떻게 논리학의 모든 명제

들이, 따라서 논리  진리들이, 언어의 논리  구문론만으로 주어

 4) Russell(1914), p.66. 그리고 Russell(1903), p.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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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는가? 도 체 논리학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들에 한 

비트겐슈타인의 답을 알기 해서는, 우리는 그가 자신의 ‘근본 

사상’이라고 부른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명제에 

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을 살펴볼 것을 요구한다.
명제는 그 구조에 따라 단순한 것도 있고, 복합 인 것도 있다.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논리 인 에서 최종 으로 단순한 명

제(요소 명제)는 단지 지시 가능한 어떤 단순한 상들을 나타내는 

이름들의 결합으로 구성되며, 그 상들이 그 이름들의 결합 방식

과 같은 방식으로 결합하여 이룰 수 있는 사태를 모사(기술)한다. 
복합 명제는 요소명제들의 어떤 결합인데, 그 결합은 이른바 ‘논리

 상항들’에 의해 행해진다. 논리  상항이란 논리 으로 그 의미

가 변하지 않는 표 들로서, 연언, 선언, 부정, 함축, 동치와 같은 

진리 함수  연결사, 양화사, 동일성 기호 등을 나타내는 것들이다. 
기호 으로는 ‘&’, ‘∨’, ‘∼’, ‘⊃’, ‘≡’, ‘(x)’, ‘(∃x)’, ‘=’ 등과 

같이 표시된다.
비트겐슈타인의 ‘근본 사상’이란, 논리 상항들은 (이름들과는 달

리) 무엇인가를 표 는 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의 근본 사상은, “논리  상항들”은 표하지를 않는다는 것이

다. 즉 사실들의 논리는 표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4.0312)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은 역사 으로는 러셀의 생각과 조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원래 러셀(1903)은 ‘논리  상항들’이란 말로써 

우리가 그 말로써 언 한 표 들이 아니라 그 표 들에 의해 지시

되는 존재자들( 계  상들)을 뜻하 다. 즉 그는 그 표 들―비

트겐슈타인이 말하는 ‘논리  상항들’―이 어떤 것들을 표 즉 지

시한다고 보았으며, 그 게 함으로써 그 표 들은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러셀은 논리  상항들을 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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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되는 명제의 논리  형식조차도 일종의 상들로 보았다.5) 그

러나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에 의하면, 논리  상항들이 가리키는 것

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논리  형식도 결코 어떤 상이 아니

다. 논리  상항들은 이름들과는 다르다. 그것들은 이름들처럼 어

떤 상을 가리킴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명제들

을 어떤 식으로 결합하는 역할에 의해서만 의미를 지닌다.
비트겐슈타인이 이 게 생각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6): (1) 논리

 상항들이 제각기 다른 ( 계 ) 상들을 가리킨다면, 상이한 

논리  상항들을 포함하는 명제들은 상이한 상들에 한 것이 

되고, 따라서 결코 같은 것을 말할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가령 p&q와 ∼p⋁∼q, 그리고 p⊃q와 

∼p⋁q처럼, 상이한 논리  상항들을 포함하면서도 같은 뜻(진리 

조건)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한 (x)fx나 (∃x)fx 같은 일반 

명제들은, 논고의 생각에 의하면, 그 명제 함수(fx)의 값들의 논

리  곱(fa&fb&fc&…) 는 합(fa⋁fb⋁fc⋁…)과 같다. (2) 논

리  상황들이 어떤 상들을 가리킨다면, 가령 “p”와 “∼∼p”처럼 

논리 으로 같은 말도 서로 다른 말―왜냐하면 후자는 자에 없

는 상을 다루는 것이 될 테니까―이어야 한다는 불합리가 발생

할 것이다(5.44).  논리  상항들이 실제  계와 같은 어떤 것

을 가리킨다면, 그것들의 범 를 표시하는 데 필요한 호들도 어

떤 것을 지칭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마 구도, 호들이 자립

 의미를 가진다고는 아마 믿지 않을 것이다”(5.461). (3) 더 나아

가, 를 들어 ‘p’와 ‘((p&∼p)≡p)⊃(p∨p)’는 논리 으로 같은데, 

 5) 러셀은 비트겐슈타인의 비 을 받고 생 에 출 을 포기한 서(Theory of 
Knowledge: The 1913 Manuscript―이 책은 1984년에 뒤늦게 출 되었다)에
서, 논리  형식을 ‘논리  경험’ 는 ‘직  경험’의 상(‘논리  상’)이
라고 말하 다. Hintikka(1986) 2장 6 과 3장 7  참조.

 6) Peterson(1990) 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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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논리  상항들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따라서 논리  상항

들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물음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음

을 보여 다. 이 은 논리  상항들을 포함한 러셀 식 표기법들

이 비트겐슈타인이 개발한 진리표나 진리 조건  표기법에서 사라

진다는 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가령 ‘p⊃q’의 진리표(논고 
4.442 참조)는 그 명제가 p가 참(T)이고 q가 거짓(F)일 경우에만 

거짓이고 나머지 경우에는 참이 됨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면서도 

‘⊃’ 기호를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명제의 진리 조건  표기법―

이것은 구성 명제들의 진리치 부여 방식에서 진리표에서와 같은 

일정한 순열을 가정함으로써 얻어진다―‘(TTFT)(p,q)’도 마찬가지

다. (여기서 기호 “T”와 “F”에는 아무런 상이 응하지 않는데, 
이는 호들에 아무런 상도 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논고 4.441 참조).)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은 결국, 논리  상항들이 이름들과 다를 뿐 

아니라, 합한 표기법에서는 그것들이 아  사라질, 불필요한 것

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이름들과 다른 방식으로 의미

를 얻는다는 말조차도 아주 정확한 말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것이 

뜻하는 바는, 논리  상항들을 포함하는 복합 명제들은 그 구성 요

소 명제들이 묘사하는 사태들 외에 따로  어떤 상에 해 말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합 명제들은 이른바 논리  상들을 포

함하는 ‘복합 사실들’―‘연언 사실’, ‘선언 사실’ 등으로 불릴 수 

있을 터인 것들―을 따로 모사하지 않는다. ‘논리  상들’이니, 
‘복합 사실들’이니 하는 것은 없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요소 명제

들에 의해 모사될 수 있는, 그리고 논리  상들이 아닌 상들로 

구성된, 사태들뿐이다. 그리고 논리  상항들이 어떤 새로운 종류

의 상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면, 복합 명제로 나타낼 수 있는 

가능한 상황들은 사태들이 모두 주어지면 이미 다 주어져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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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요소 명제들이 모두 주어지면, 가능한 복합 명제들 역시 

이미 다 주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비트겐슈타인은 말하기를, 
요소 명제에는 이미 모든 논리  상항들이 포함되어 있다―더 정

확히 말하면, 그것들이 행하는 모든 논리  연산들이 포함되어 있

다―고 한다(NB 27쪽  29쪽과 논고 5.47 참조). 복합 명제의 

논리  형식이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 명제들의 형식들에 의해 진

리 함수 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는 이 구성 요소 명제들 자체 속

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복합 명제가 이러한 방식으로 요소 명제들의 진리 함수인고로 

그것은 그림의 성격을 보존할 수 있다.7) (그리고 결국 모든 명제는 

그림이 된다.) 그러나 논리  상항들이 어떤 것을 표하지 않는 

만큼, 명제의 논리  형식은 사태(들)에 상 인 것으로서 속하지 

않는다. 논고에 따르면, 명제의 논리  형식은 명제가 실재의 

(논리 ) 그림이 되기 해서 실재와 내 으로 공유해야 하는 것이

다. 그러나 명제는 자신에게 내 으로 속한 것을 상화하여 그림

그릴 수는 없다. 즉 명제는 자신의 논리  형식에 해서는 말할 

수 없다. 비트겐슈타인의 독특하지만 요한 구별에 따르면, 그것

은 명제가 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단지 ‘보여 주는’ 어떤 

것이다.
논리  명제들은 요소 명제들의 진리함수  극단 인 경우들로

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일단 복합 명제의 형식을 지닌다. 

 7) 이 은 다음과 같이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다: 우선, 셰퍼가 증명한 바이

지만, 모든 복합 명제는 요소 명제들에 한 연속  부정의 연언이다(5.5). 
그런데 부정은 부정된 명제의 그림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 명

제의 부정은 부정된 명제와 “ 립된 뜻을 가지지만, 그것들에는 하나의 동

일한 실이 응”(4.0621)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명하게도, 연언은 연언

된 명제 각각의 그림 성격을 합친다. 따라서 모든 복합 명제는 요소 명제

들의 그림 성격을 보존한다. Hintikka(1986) p.107ff  (1996) pp.82-83 참

조. 



문법으로서의 논리 67

(요소 명제들은 논리  명제일 수 없다.) 그러나 논리  명제는 요

소 명제들이 어떤 진리치를 가지건 언제나 참이 되는 진리함수들, 
즉 비트겐슈타인이 ‘동어반복’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다. 동어 반복

은 무조건 참이기 때문에, 아무런 진리 조건을 가지지 않는다

(4.461). 동어 반복은 요소 명제들이 어떤 진리치를 가지건 거짓이 

되는 ‘모순’과 함께 요소명제들의 진리 함수의 양 극단을 이룬다. 
나머지 경우들은 진리 조건을 가지는 것들로서, 요소 명제들의 진

리치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된다. 그런데 논고에서 명

제들이 명제인 것은 그것들이 진리 조건을 지니고서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을 말하기(그림 그리기) 때문이다. 무조건 참이거

나 무조건 거짓인 동어 반복과 모순은 진리 조건이 없고, 세계에 

해 아무 것도 말하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비록 명제의 

형식은 지녔으되, 실제로는 명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8) 이 에

서 그것들은 이른바 ‘사이비 명제’들과 비슷하다.9) 사이비 명제들

은 명제의 탈을 쓰고 있지만, 뭔가 말하는 바가 있는 진정한 명제

가 아니다. 그러나 이 사이비 명제들이 합한 표기법에서는 물론 

이미 진리 조건  표기에서조차 표기될 수 없는 데 반해, 동어 반

복과 모순은 어도 진리 조건  표기법에서는 한계 경우로서 정

당하게―마치 “0”이 산수의 상징체계에 속하는 것과 비슷하게

 8) 이승종(2002)(25-61쪽)은 이 을 두고, 논고는 논리  명제들이 ‘형식  

명제론’에서는 명제가 되고 ‘의미론  명제론’에서는 명제가 안 된다고 하

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말한다. 논고 5.3에 “요소 명제들의 진리 함수, 
즉 명제”라는 표 이 있는 한, 이러한 지 은 일견 정당하다. 그러나 여기

서 ‘명제’는 논리 인 ‘이른바 명제’(NB p.108)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면 5.3의 그 표   “명제는 요소 명제들의 진

리함수”라는 논고 5의 말은 요소 명제들의 모든 진리함수가 (그림으로서

의) 명제는 아니라는 생각과 양립될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의 말이 혹 부정

확할지는 몰라도, 모순이 있다고까지 할 수는 없을 것이다.
 9) 비트겐슈타인은 실제로 그것들을 사이비 명제들이라 일컬은 도 있다. 

(NB 10.6.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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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1)―표기 가능하다. 비트겐슈타인은 사이비 명제들을 ‘무의미

하다’고 부르는 데 반해, 동어 반복과 모순은 ‘뜻이 없다’(4.461)고 

구별하여 부른다.10)

아무튼 요한 것은, 논리  명제들이 무조건 참이고 진리 조건

을 갖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그것들의 진리성이 어떤 가능한 상

황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논리  상항들이 아무

것도 표하지 않는다는 비트겐슈타인의 근본 사상은 결정 이다. 
논리  명제의 연결사들이 표하는 것이 없는 한, 논리  명제들

은 실의 그림이 아니며,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논리  명제들

에서 구성 명제들은 “세계와의 일치 조건들―묘사 계들―이 서

로 상쇄”(4.462)되게끔 결합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논리  명제들

은 “기호 결합의 한계 경우, 즉 기호 결합의 해체”(4.466)인 것이

다. 그러나 바로 이 에서 논리학은 자율 이다. 즉 스스로를 돌

본다. 왜냐하면 논리  명제들의 진리성은 어떤 가능한 상황에도 

의존하지 않고, 그것들이 바로 그 게 결합되었다는 단지 그 구문

론  구조에 기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논리학의 자율성은 논리학의 명제들이 실재에 해 아무것도 말

하지 않는 가운데 성립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비록 아무것도 말하

지 않지만, “자기들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는 ”(4.461)을 보여 

다. (이에 반해 명제는, 말을 하는 가운데,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

지를 보여 다.) 이 은 요한데, 왜냐하면 그것은 동시에 자신

들의 논리  속성, 즉 자신들은 그 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게끔 결

10) 강진호(2007)는 무의미한 진술이건 뜻 없는 진술이건 “논리 으로 일목요연

한 표기법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속성”(144쪽)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 두 

진술 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뜻 없는(논리 ) 
명제들과 달리 무의미한 사이비 진술들은 이른바 이상 인 표기법 이 에 

이미 진리 조건  표기법에서조차 정당하게 표기될 수 없다는 요한 차이

를 간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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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되어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논리

학의 명제들은 자신들이 동어 반복임을, 그러니까 논리  명제들임

을, 스스로 보여 다(6.127)는 말이다. 그리고 이것은 “논리학의 

모든 명제들은 같은 자격을 지닌다”는 것, “그것들 에 근본 법칙

들과 생 법칙들은 본질 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같은 곳)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논리학이 자명하고 원 인 공리들과 그로부터 도

출되는 정리들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은 거부된다. 비트겐

슈타인에 의하면, “논리학에서의 증명은 동어 반복이 복잡한 경우 

그 동어 반복을 보다 쉽게 인식하기 한 기계  보조 수단일 뿐

이다”(6.1262).
한편, 논리학의 명제들이 자신들이 동어 반복임을 스스로 보여 

다는 것은 그 구성 명제들의 논리  속성도 보여 다. 즉 이 

“명제들이 이 게 연결되면 동어 반복을 낳는다는 것은 그것들이 

이러한 구조  속성들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 다”(6.12). 그런데 

(논고에 따르면) 구성 명제들의 논리  속성은 한 표기법에

서는 그 명제들 스스로가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트겐슈타

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논리  명제들 없이도 지낼 수 있다는 것이 밝

진다. 왜냐하면 한 표기법 속에서는 실로 우리는 명제들을 

단지 바라보기만 해도 명제들의 형식  속성들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6.122)

한 표기법에서는 논리  명제들 “없이도 지낼 수 있다”는 

것이, 그것들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것은 

진리 조건  표기법의 성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에 달렸다. 
앞에서 보았듯이, 그 표기법에서는 논리  명제들이 없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아직 이상 으로 한 표기법이 

아니다. 그러나 논고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그 이상으로 한 표



이  철70

기법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분명한 것은, 논리  명제들이 보여 주거나 는 그것들을 구성

하는 명제들이 스스로 보여 주거나 간에, 그것들이 보여 주는바 구

성 명제들의 논리  형식은 그 구성 명제들이 실을 묘사할 수 

있기 해서 실과 공유해야 하는 것(4.12)이라는 이다.11) 따라

서 그것들의 논리  속성들을 보여 다는 것은 동시에 세계의 형

식 -논리  속성들을 보여 다는 말이기도 하다(6.12). 즉 논리  

명제들이 보여 주는바 언어의 논리는 곧 ‘세계의 논리’(6.22)이기도 

한 것이다.12) “논리는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다; 세계의 한계들은 

한 논리의 한계들이기도 하다”(5.61)라는 말은 그래서 가능하다. 
논고｣에서 논리학은 ‘선험 ’(6.13)인 것으로서, “모든 것을 포

하고 세계를 반 하는”(5.511) “세계의 거울상”(6.13)으로서 이해된

다.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서 논리는 자의 이지 않다. 왜냐하면 논

리는 언어와 실재가 공유하는 본질 인 구조  특징들을 보여 주

면서, 어떤 언어라도 그것이 하나의 언어로서 실재를 묘사하려면 

충족시켜야 하는 보편 인 선-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아마도 논리학의 본성에 한 논고의 언 들  지 까지 논

의된 바를 체 으로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은 6.124의 다음 말

11) 1929년의 논문에 따르면, “명제가 실재에까지 다다른다”는 논고 2.1511의 

말도 이미 같은 취지 다. 그에 의하면 그 말로 그가 뜻한 것은 “존재물들

의 형식들이 이 존재물들에 한 명제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소품집 20쪽 참조).

12) Peterson(1990)(75쪽, 100쪽)은 비트겐슈타인의 ‘근본 사상’으로부터 모든 사

실들은 논리 으로 서로 독립 이라는 이 나오고, 따라서 세계는 ‘논리

으로 공허’하기 때문에, ‘세계의 논리’니 ‘세계의 거울상’이니 하는 말은 어

울리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요소 

명제 ‘p’, ‘q’, ‘r’이 나타내는 사태들 p, q, r이 논리 으로 서로 독립 이라

도, p가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는다는 , p와 q가 함께 성립하면 p와 q가 

각각 성립한다는  등과 같은 논리  계들은 성립하며, 이런 에서 ‘사
실들의 논리’나 ‘세계의 논리’는 여 히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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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것이다.

논리  명제들은 세계의 골격을 기술한다; 는 차라리, 세계의 

골격을 묘사한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다루지” 않는다. 그것들은 

이름들이 의미를 가지며 요소 명제들이 뜻을 가진다는 것을 제

한다: 그리고 이것이 그것들이 세계와 이루는 결합이다. 상징들의 

어떤 결합들―본질 으로 특정한 성격을 가지는 결합들―은 동어 

반복들이라는 이 세계에 해 무엇인가를 지 하고 있음이 틀

림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 결정 인 것이 놓여 있다. 우리

는 말하기를, 우리가 쓰는 상징들에서 어떤 것은 자의 이고 어

떤 것은 그 지 않다고 하 다. 논리학에서는 오직 후자만이 표

을 한다: 그러나 이것이 뜻하는 바는, 논리학에서는 우리가 표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기호들의 도움으로 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논리학에서는 자연 필연 인 기호들의 본성 스스로가 진

술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 어떤 기호 언어의 논리  구문론

을 알고 있다면, 논리학의 모든 명제들은 이미 주어져 있다.

3

논고에서 논리의 자율성과 필연성은 논리  명제들이 진리 함

수 으로 동어 반복을 이룬다는 논리  구문론의 사실로부터 나왔

다. 동어 반복은 그 구성 명제들이 어떤 진리치를 가지건 참이고 

따라서 세계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건 참이 되게끔 기호 결합되

어 있다. 이로써 동어 반복들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지만, 세계의 

형식 -논리  속성들, 즉 모든 가능 세계가 공유하는 본질로서 

‘세계의 골격’을 보여 주는 것―‘세계의 거울상’―으로 간주되었다. 
언어의 한계를 이루면서, 언표 불가능한 세계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 따라서 (진리 함수 ) 논리학은 모든 언어가 그 표면  차이에

도 불구하고 하나의 언어로서 성립하려면 따라야 하는 유일하고 

보편 인―그러므로 자의 일 수 없는―문법으로 간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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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후기로 넘어가면서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은 변화한다. 
그의 후기 을 미리 개 하여 말하자면, 우선 기에서와 같은 

유일하고 비자의 인 보편 문법으로서의 논리 개념은 상이한 언어

놀이들에 다양하게 용되는 ‘자의 인’ 문법 개념으로 체된다. 
문법은 여 히 자율성과 필연성을 지닌 것으로서 이야기되지만, 그 

이유는 문법  명제들이 실재의 불변  질서 는 한계들을 반

하기 때문이 아니라 언어놀이에서 뜻의 한계를 구성하는 표  규

범들로서, 경험 명제들과 구별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바

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에 복귀한 후 처음에는 논고의 논리 을 

몇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정하여 유지하려고 하 다. 표 인 

문제는 이른바 ‘색깔 배제’의 문제 다. 컨  시야 속의 한 이 

동시에 상이한 두 색깔을 가질 수는 없다. 논고(6.3751)에 의하

면, 이 불가능성은 색의 논리  구조에 의해 배제되는 것, 즉 논리

 불가능성이다. 가령 시공 속의 한 이 붉다는 것을 ‘RPT’라 

하고, 랗다는 것을 ‘BPT’라 하면, “RPT&BPT”는 모순이라는 것

이다. 그러나 그 다면 그 두 명제는 요소 명제가 아니다. 왜냐하

면 논고에서 요소 명제들은 상호 독립 인 것으로 간주되고, 따

라서 진리 함수 으로 서로 모순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두 명제는 각각 더 분석될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비트겐슈타인 

자신의 고백(RLF, 18-19쪽 참조)에 따르면, 논고에서 그는 어떤 

간격의 길이, 어떤 음의 높이, 어떤 색조의 밝기나 붉기 등과 같은 

“질의 정도를 표 하는 진술”은 “양에 한 개개의 진술들의 논리

 곱과 완 하게 마무리하는 하나의 보충  진술로 분석될 수 있

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929년도에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생각을 

포기한다.13) 이제 그의 생각은, 질의 정도를 표 하는 진술들은 어

13) 그 과정에 한 더 상세한 설명에 해서는 이승종(2002) 3장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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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분석해도 제거할 수 없다, 즉 더 이상 분석될 수 없다는 것이

다(같은 , 19-20쪽 참조). 이제 그러한 진술들은 요소 명제로 간

주된다. 뿐만 아니라, 이 요소 명제들의 형식에는 다음과 같은 이

유로 하여 수가 포함된다. (논고에서 수는 명제 연산의 지수일 

뿐이었고, 명제 형식의 요소로 포함되지 않았었다.)

정도 차이의 계는 내  계이고, 따라서 그것은 상이한 정도

들을 부여하는 진술들 사이의 내  계에 의해 묘사된다……. 
즉, 원자  진술은 그것이 부여하는 정도와 같은 다수성을 가지

고 있어야 하고, 그런 까닭에 원자  명제들의 구조에는 수가 들

어가야 한다

비록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생각들이 담긴  RLF을 ‘빈약’하
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그 이후의 변화를 한 싹이 들어 있었다. 
먼 , ‘RPT’나 ‘BPT’ 같은 진술들이 요소 명제로 간주됨으로써, 
논고의 순 히 진리 함수 인 논리 은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는 이 드러났다. 왜냐하면 논고의 논리에서는 두 요소 명제의 

논리  곱이 그 두 요소 명제가 참이면 참이 되는 유의미한 명제

로서 정당하게 존재할 수 있었으나, 이제 ‘RPT’와 ‘BPT’는 요소 

명제들이면서도 그 논리  곱은 정당하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

다. 그 둘은 모순은 아니지만, 오직 한 사람만 앉을 수 있는 의자

처럼 함수 “( )PT”의 빈자리를 놓고 상호 배제한다(같은  20&22
쪽). 만일 그 둘의 논리  곱을 모순으로 취 한다면, 그것은 “실제 

가능성들의 다수성보다 더 큰 논리  다수성을 그 명제에 주기 때

문에 무의미하다”(같은 곳).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RLF에서 비트

겐슈타인은 이 게 생각했다―그러한 무의미한 구문들의 형성을 

방지할 수 있는 구문론  규칙들을 지닌 표기법이다.
둘째로, 요소 명제들이 수  형식을 지닌다는 것은 그러한 표기

법이 어떤 방향에서 찾아져야 할지를 암시한다. 비록 RLF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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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 으로 이야기되지 않았지만, 그 무렵 비트겐슈타인은 진리 함

수  논리를 신할 논리는 산수 계산의 형식을 지닌 연산 논리―

“등식의 논리”―가 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14) 
셋째로, ‘RPT’나 ‘BPT’ 같은 진술들이 상호 배제 이라는 것은 

이제 요소 명제들이 논고에서처럼 상호 독립 이 아니라, 모종의 

(진리 함수 이 아닌) 논리  계가 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

다면 이제 요소 명제와 다른 명제 사이의 구별은 약화　내지　

무의미해진다.15) 그리고 따라서 개별 명제들이 직 으로 그림이

라는 생각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명제들은 개별

으로 직  실재와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논리 으로 상호 연 된 

상태로 비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트겐슈타인은 곧(1929
년 말), 언어와 실재의 을 자의 개별  이 아니라  

체가 측정 상에 어지는 것으로 비유한다(PB 109-110쪽과 제2
부록 “자와 명제 체계”; WVC, 63-64쪽 참조). 즉 실재와 직  비

교되는 것은 개별 명제들이 아니라 ‘명제들의 체계’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1930년  반의 한동안,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수  

연산 규칙들에 의해 지배되는 상호 연 된 명제들의 체계로서 실

재와 계를 맺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 무렵 그의 생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다. 언어를 일종의 계산 체계로 보는 을 

유지하면서도, 그의 후기에 특징 이 될 몇 가지 생각들이 도입된

다. 여기에는 언어를 지배하는 규칙들의 체계로서의 문법의 자의성

과 비자의성, 상이한 문법 체계들의 가능성, 문법의 사용 는 

14) Hintikka(1996)의 네 번째 논문 “Die Wende der Philosophie: Wittgenstein’s 
New Logic of 1928” 참조. “등식의 논리”라는 표 은 힌티카가 인용한 비

트겐슈타인의 유고 MS 105(1929년 2월에 작성됨)에 나오는 표 이다.
15) RLF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그 구별은 유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PB(111쪽)에

서 그는 “이제 ‘요소 명제’의 개념은 이 의 의미를 완 히 상실한다”고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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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요성에 한 생각 등이 포함된다. 1931년의 강의(LWL 30
쪽)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법은 자의 인가?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뜻에서는 그 다. 
그러나 내가 어떤 문법 규칙들을 이용할 수 있느냐가 자의 이지 

않은 한은, 문법은 자의 이지 않다. 그 자체로 기술된 문법은 자

의 이다; 그것을 자의 이지 않게 만드는 것은 그것의 사용이다. 
하나의 낱말은 한 문법 체계에서는 한 뜻으로, 다른 문법 체계에

서는 다른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명제들의 체계를 자와 비교했거니와, 이제 자의 

 체계가 인치로도 센티미터로도 가능하듯이, 언어와 문법 체계 

역시 다양할 수 있다. (자의  체계와 마찬가지로) 문법은 사실

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다른 문법으로 변경해도 실재와 충돌

하지 않는다(LWL 95쪽 참조). 문법 규칙들이 실재의 본성으로부터 

연역되지 않는다는 뜻에서, 문법은 정당화되지 않으며 자의 이다

(LWL 86쪽과 104쪽 참조). 그러나 언어와 문법이 실재에 의해 지

지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에 의하면, 지구가 무엇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LWL 같은 곳). 그러므로 언어와 문법이 정당

화되지 않는다거나 지지되지 않는다는 말도 실은 그리 정확하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그것은 문법의 정당화가 필요한데 안 된다는 말

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은, 문법의 정당화 문제 자체가 없다(같은 

곳). 따라서 그가 말하는 문법의 자의성이란 문법의 자족성 는 

자율성과 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자의  문법은 용되면서 다른 면을 지니게 된다. 비

트겐슈타인에 의하면, 문법 자체에는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

는지 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LWL 12쪽 & WN MS 108 
168쪽 참조). 그러나 문법은 실재와 동일한 다수성을 지님으로써 

실재에 용될 수 있고, 실재에 용됨으로써 문법은 실재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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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LWL 8쪽과 12쪽 참조). 그리고 이 게 실재와 연결된 문법

은 더 이상 자의 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로 바꿀 수 

없는 어떤 구속력을 지니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필연 인 것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요한 것은 단지 문법 규칙들 자체라기보다 

그것들의 사용 는 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실로 이제 비트

겐슈타인은, 선들이 그어진 막 를 하나의 자로 만드는 것이 용

인 것처럼, 소리 결합이나 선들을 하나의 언어로 만드는 것은 용

이라고 말한다(PB §54 참조).
그 지만 아직도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은 충분히 발 하지 않았

다. 문법이 실재에 용되기 해서는 실재와 동일한 다수성을 지

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에서, 그의 문법과 언어 개념은 아직 
논고의 잔재를 지니고 있다. 그러한 생각에 따르면 여 히 “문법

은 실재의 거울”(LWL 9쪽)이고 “언어는 실재를 그림으로써 실재

와 연결된다”(LWL 12쪽). 여기서 실재에의 용이란 개념은 단지 

‘실재를 그림’ 는 “언어를 실재에 ”(PB 85쪽)과 같은 것으로 

국한되어 있다. 이런  때문에, 비록 그가 문법을 ‘언어의 기술’로 

이해하지만, 그 내용은 결국 실재를 그리기 한 기호들의 조합 규

칙들을 주는 것(LWL 46-47쪽과 115쪽 참조)으로, 즉 구문론 으

로 이해되고 있고, 문법 체계의 다양성 역시 그러한 언어  기술 

체계의 다양성으로 이해되고 있을 뿐이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성숙한 생각으로의 환은, 언어를 일종의 

(숨겨진) 계산으로 보는 데에서 그 ‘계산’을 인간의 실천  활동으

로, 그것도 여러 실천  활동의 하나로서 보기 시작하면서 이루어

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환은 결국 언어란 하나

의 단일한 계산 체계라기보다는 다양하면서도 가족 유사성을 지닌 

실천  활동들로서의 언어놀이들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으로 이어진

다. 이제 언어는 다양한 언어놀이들로 이루어진 자연언어로서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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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언어가 유일한 언어라고 간주되고, 언어의 기술로서의 문법은 

그러한 언어놀이들에서의 언어 사용의 기술로서 이해되기 시작한

다. 이러한 환은 부분 으로는 그의 이른바 기 시 의 문헌들

에서도 나타나지만16), 체 으로는 (일반 으로 이야기되듯이) 
1930년  반 이후에 확립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문법으로서의 논리에 한 비트겐슈타인의 최종 인 생

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하에서 문법으로서의 논리 

일반에 한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의 요 이라고 여겨지는 것

만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가) 문법의 다양성과 비은폐성(일상성). 언어가 단일한 본질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이질 인 다양한 언어놀이들의 가족 유사  

모임인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문법 역시 그러한 언어놀이들에 특

수하면서 다양한 것으로 이해된다. 문법은 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논리처럼 단순하지가 않다. 문법은 상이한 언어놀이들에 고유하므

로, 모든 언어놀이에 용되는 보편  문법 규칙 같은 것은 이야기

될 수 없다.  문법 규칙들은 다양한 언어놀이들로 구성된 일상 

언어에서의 언어 사용 규칙들로서, 이것들은 언어 사용의 배후에 

숨겨져 있으면서 이른바 ‘논리  분석’에 의해 비로소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문법은 오히려 일상  언어 사용들 속에서 

16) 가령 다음과 같은 언 들 참조: “ 에 나는 우리 모두가 통상 으로 말하는 

일상 언어가 있고, 우리가 실제로 아는 것 즉 상들을 표 하는 일차 언

어가 있다고 믿었다. …… 나는 우리에게는 본질 으로 하나의 언어만이 

있으며 그것은 일상 언어라고 믿는다”(WWK 45쪽). “상이한 언어놀이들을 

비교하라: 사태의 기술, 이야기를 지어내기, 등등”(PG 43쪽). “나에게 ‘언어’
는 집합 명사이며, 나는 그것으로 독일어, 어 등을, 그리고 이들 언어와 

다소간 근친성을 지닌 상이한 기호 체계들을 이해한다”(PG 190쪽). “우리

는 완 한 논리  분석이 한 낱말의 완 한 문법을  것이라고 느낄지 모

른다. 그러나 완성된 문법 같은 그런 것은 없다”(AWL 21쪽). “철학  문법

과 일상 ……문법이 있어서, 자가 더 완 한 것 아니다”(AWL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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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명백하게 드러나 있고 정돈함에 의해서 일목요연하게 되는 

어떤 것”(탐구 §92)이다. 이제 문법은 언어 사용에 한 순수한 

기술(記述)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언어놀이를 기술하는 것은 모두 

논리에 속한다”(확실성 §§56, 628). 
이 에서 보면, 아리스토텔 스의 논리학은 우리 언어의 논리

(즉 문법)의 아주 작은 역만을 다룬다(LS I, §525). 그리고 (논

고가 의지하고 있었던) 게-러셀 식의 논리학은 수학의 기 가 

될 만큼 근본 이지 않다. 비록 진리 함수  논리 공식들과 수학의 

진술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수학이 그러

한 논리에 기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LFM 260쪽).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수들 사이의 함축 계를 동어 반복으로 간

주하는 것은 그 함축 계 양편의 수가 같다는 것을 확인하는 우

리의 보통의 세는 방법에 의존하며, 만일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센

다면 우리는 러셀의 논리로부터 아주 다른 산수를 얻을 것이기 때

문이다(같은 곳 참조). 우리가 우리의 산수 계산을 택하는 것은 그

것이 러셀의 계산에 일치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러셀의 계산

이 우리의 보통의 산수 계산 방식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러셀

을 택하는 것이다(LFM 286 참조). 러셀의 계산은 ‘단지 보조 인 

계산’이며, 수학을 하는 다른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단지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LFM 261-262쪽). 그리고 이것이, 논리에 산수 계산

의 요소를 도입하려 모색한 비트겐슈타인의 새로운 논리의 도달

이다. 즉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산이라는 활동은 하

나의 언어놀이이고 따라서 그 놀이의 문법이 되는 규칙들은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생각하는 문법으로서의 논리의 일부이다. 그러나 

여기서 산수 계산은 게-러셀 식 논리에 기 하지 않는다. 그 

둘은 어떤 뜻에서 동일(LFM 268 참조)하기 때문이다. 산수가 무엇

에 기 한다면, 그 무엇은 오히려 “어린아이가 수들을 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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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때” 도달하는 것(LFM 271)이다. 그것은 자연사  삶의 형태 차

원에서의 “온갖 종류의 것들의 일치”(LFM 262쪽)로서, 가령 우리

가 사물을 셀 때 우리는 일반 으로 실수를 기억한다거나, 사물을 

세는 여러 가지 다른 방식들이 보통의 상황에서는 일치한다거나 

하는 것들이다.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우리는 이러한 “거의 에 

띄지 않는, 극히 일반 인 사실들”에서의 행동 일치 때문에 산수의 

규칙들을 만든다(LFM 291쪽).
비트겐슈타인의 새로운 에서 탐구되는 언어놀이 문법(논리)

은 학교에서 배우는 보통의 문법과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다고 완 히 다르다고도 할 수 없다. 학교 문법에서와 달리 비트

겐슈타인의 새로운 문법 개념에서 규칙들은 지시  정의, 시, 
견본 사용 등에 의한 의미 설명들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것들  

일부는 학교 문법으로 제도화될 수 있다. 그 두 문법이 언어 사용 

규칙들과 계하는 한, 차이는 단지 그것들이 다루는 규칙들이 철

학  문제를 일으키느냐 여부와 이에 한 심의 유무에 있을 

뿐이다. (비트겐슈타인의 문법  탐구는 언어 사용에 한 언어학

 일반 이론을 세우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철학 인 문제를 일으

키는 표 들의 문법을 해명하여 문제를 해소하기 한 것이다.) 
이 은 비트겐슈타인 자신이 구별한 ‘표층 문법’과 ‘심층 문법’(
탐구 §664)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표층 문법에서는 가령 ‘본다’
나 ‘간다’나 모두 동사이고, 어떤 행 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심층 문법에 따르면 “본다는 것은 행 가 아니라, 상태이

다”(쪽지 §208).  “나는 내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안다”는 표층 

문법 으로는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심층 문법 으로는 무

의미하다(탐구 246). 그러나 표층 문법이 간과하는 차이들은 언

어 사용의 배후에 숨겨진 어떤 것들이 아니다. 심층 문법이 철학 

문제를 해소하려는 심에서 표층 문법과 차이를 지니고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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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미 명백히 드러나 있으나 일목요연하

게 정돈되어 있지 않아 볼 수 없었던 언어 사용의 문제일 뿐이다. 
실로,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문법 문제에서 숨겨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탐구 §§90-92, 126, 129, 435, 599 참조). 
(나) 문법의 자의성(자율성)과 비자의성. 문법 체계는 자의 인 

면과 비자의 인 면을 지니고 있다(쪽지 §358). 자의 이라는 것

은, 이미 앞에서 언 되었다시피, 언어 사용 규칙들로서의 문법 규

칙들이 언어놀이에 외 인 어떤 것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으며  

실은 그 게 정당화될 필요도 없다는 에서 자족 이고 자율 이

라는 것이다. 논고의 논리  명제들과 달리, 언어놀이의 규칙들

은 실재의 불변 인 질서 는 한계들을 반 함으로써 문법 규칙

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한 문법 규칙들은 그것들이 속한 언어놀이

의 목 이나 기능 이외의 목 이나 기능에 의해 정당화되지도 않

는다.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의사소통, 기술(記述), 사변, 추측, 요

청, 농담, 이야기하기 등은 언어 내부  목 이며 문법 규칙들은 

이러한 내부  목 이 아닌 외부  목 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
탐구 §§491-496; 쪽지 §§320-322) 그러나 언어 내부  목 들

에 의해 문법 규칙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이미 문법을 제하는 

것이다.17) 그러니까, “문법의 목 은 단지 언어의 목 ”(탐구 
§497)인 셈이며, 그런 뜻에서 문법 규칙은 자의 (자율 )이다. 그

리고 이 에서 문법 규칙들은 략  규칙이나 기술(技術)  규칙

과 다르다. 가령 요리 규칙의 경우,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하는 이

유는 그것의 목 이자 그것과 독립 으로 명시될 수 있는 결과물

(맛있는 음식)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그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요리가 잘못되기 때문이다(쪽지 320). 그러나 “다른 문법  규칙

17) Glock(1996a), p.47  탐구 §491과 §497에 한 Hacker(2000)의 주석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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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따르는 사람은 그 때문에 잘못된 어떤 것을 말하지 않고, 다

른 어떤 것에 해 이야기한다”(같은 곳). 
그러나 이는 우리가 다른 문법 규칙들을 마음 로 따를 수 있다

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문법 규칙들을 자의 으로 선택하

거나 바꿀 수 없다. 우리의 문법 규칙들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 배

운 언어 사용의 규칙들로서, 그것들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언어 

사용은 그것과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많은 실천  활동의 질서를 

어지럽힌다. 그 기 때문에 문법 규칙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

으로 용되어 확립되면, 다른 규칙들의 채택을 막는다. 그리고 

이런 뜻에서 문법 규칙들은 비자의 인 면을 지닌다. 언어 사용 학

습을 통한 명백한 실천  용이 (본성상으로는 자의 인) 문법 규

칙들에 우리가 자의 으로 할 수 없는 힘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

리고 이 에서 우리의 문법 체계는 순수한 게임과 구별된다. 비트

겐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LFM 150쪽): “수학은 명백한 용

을 가지고 있다는 오직 그런 뜻에서 자의 이지 않다. 반면에 체스

는 그런 식으로 명백한 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때문에 그것

은 게임이다.”
문법의 자의성과 비자의성에 한 이러한 생각에 따르면, “하나

의 사물은 동시에 록색이면서 붉은색일 수 없다”와 같이 일 이 

비트겐슈타인을 괴롭혔던 색깔 배제의 문장을 부정한다고 잘못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LFM 235쪽 참조). (그 길도 문법 으로는 하

나의 가능한 길이다.) 다만 그 길은 우리의 체계를 복시키고, 우

리를 뒤흔들 것이다(같은 곳). 그 문장의 부정을 받아들이는 것에 

해 반 하는 온갖 실천  이유가 존재한다. 그것은 결정 으로 

비실용 인(실천 불가능한)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될 것이다(같은 

곳). 비슷하게18), 우리의 논리나 수학과 다른 논리나 수학이 성립

18) 비트겐슈타인(청색 책, 101쪽)에 의하면, “녹색과 청색은 동시에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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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가정이 그 자체로 잘못인 것은 아니다(LFM 236쪽  23강

의). 우리의 것과 다른 논리나 수학을 잘못으로 만드는 경험은 없

으며, 따라서 그러한 가정은 어떤 경험과도 상충되지 않는다. (마찬

가지로, 우리의 논리 법칙들 역시 경험에 의해 확증되기 때문에 채

택된 것 아니다.) 그러므로 가령 모순을 허용하는 것도 그 자체로

는 잘못이 아니다(LFM 138, 189-190쪽 등 참조). 모순율 역시 그 

자체로는 자의 인 하나의 문법 규칙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

순율을 논리 규칙으로 용하는 실천  삶을 살아 왔다. 우리의 모

든 언어 사용은 모순을 배제하고 모순에 의미를 주지 않는 방식으

로 되어 있다(LFM 179쪽). 만일 모순율을 단순히 부정하는 것을 

넘어 모순으로부터 임의의 명제들을 이끌어 내는 식으로 용한다

면, 그러한 놀이는 우리에게는 극도로 불편하고 쓸데없는 놀이, 우

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런 요 이 없는 놀이에 불과할 

것이다(LFM 23강의 참조). 말하자면 “모순의 시민  지 , 는 

시민 세계에서의 모순의 지 ”(탐구 §125)가 문제인 것이다. 
(다) 문법의 규범성과 필연성. 문법 규칙들은 언어 사용의 규범

이다. 그것들은 실재에 한 진술이 아니고19), 언어가 근해 가야

할 것으로 존재하는 이상  질서의 묘사도 아니다. 그것들은 오히

려 실재의 묘사 수단 는 형식(탐구 §50, 104, 122 참조)이며, 
기술(記述) 는 묘사의 규범(확실성 §§167, 321)이다. 그것들은 

올바른 언어 사용의 기 으로서, 낱말들의 사용을 설명하고 정당화

하고 비 하는 데 쓰인다. 그리고 이 게 쓰이는 명제는 문법  명

에 있을 수 없다”와 같은 문장은 “3×18인치는 3피트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얼마간 유사하다. 그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의 문법  규

칙이며, 논리  불가능성을 진술하고 있다. 
19) 가령 “2+2=4”, “ 랑은 노랑보다 자주와 비슷하다”, “소 는 의자보다 길

다”와 같은 문법  명제는 각각 2, 랑, 소 에 한 것이 아니다(LFM 
250-251쪽 참조).  가령 “p⊃p”는 (경험  상에 한 것이 아님은 물

론) 함축이라는 ‘논리  상항’에 한 것이 아니다(LFM 2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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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된다. 즉 문법  명제는 그 역할의 차이에서 구분되는 것이

지, 단지 명제 형식에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20) 논리-수학과 같

은 문법  명제들은 ‘언어 장치의 일부’(LFM 250쪽)로서 작용한

다. 그것들은 아직 언어를 실제로 용한 것이 아니고, “언어의 사

용을 한 비들”(LFM 249쪽)이다. 이 에서 그것들은 거의 정

의(定義)들와 같다(같은 곳). 
문법  명제들의 쓰임은 실재에 해 뭔가를 진술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참’이라거나 ‘실재에 응한다’고 할 수 없

다. 는 어 든 그것들은 경험  명제들의 경우와 같은 의미에서 

‘참’ 는 ‘실재에 응’한다고 할 수 없다. 문법  명제들의 ‘참’
은 “ 으로 언어 내에서 정의되고, 어떤 외부  사실에도 의존하

지 않는다”(LFM 249). 한 문법  명제들에서 이야기될 수 있을 

‘실재와의 응’은 ‘문법의 응’(LFM 248)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인데, 이것은 낱말들에 의미를 주는 일에 다름 아니다. 문법  명

제에 응하는 어떤 실재가 있다면, 그것은 가령 내가 그 문법에 

어 난 어떤 것을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것”이라는 실이 될 것이다(LFM 244쪽 참조). 
이른바 논리-수학  법칙들과 같은 문법 명제들의 필연성도 이러

한 실에 다름 아니다. 다른 문법의 가능성, 주어진 규칙과 다른 

방식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그러나 이 이 우리의 문

법의 필연  성격을 앗아가는 것은 아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문법의 

필연성을 두 가지 면에서 나 어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체계 내에

20) 그러므로 경험 명제의 형식을 지닌 것이 문법  명제의 역할을 할 수도 있

다(확실성 §308 참조). 이로부터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의 명제들과 경험 

명제들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확실성 §319)고 말

한다. 그러나 경계선이 불명확하다는 것이 그 둘 사이의 구별 자체가 어렵

다거나, 그 둘의 차이가 단지 정도 차이라는 것은 아니다. 록(1996b)도 

지 하고 있다시피, 이런 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콰인과 같은 사람의 생각

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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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필연성이고 다른 하나는 체계 체의 필연성이다(LFM 241쪽 

참조). 자는 (한 체계 내에서) 어떤 원칙들과 규칙들이 주어지면, 
어떤 것들을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없느냐와 계된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필연 이라고 ‘부르는’가의 문제가 되며, 여기서 무엇

이 필연 인가는 주어진 규칙들에 의해 결정된다(같은 곳 참조). 
그러나 우리는 어떤 규칙들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은 체계 체의 

필연성과 계되는 문제이다. 이에 해 비트겐슈타인은 이 게 

답한다. 즉 “만일 우리가 어떤 규칙을 그  재미로 만든다면 그 규

칙은 자의 이고, 만일 이 특정한 규칙을 가지는 것이 생사의 문제

라면 그 규칙은 필연 이다”(같은 곳). 그리고 이것이 뜻하는 바는, 
우리의 문법 규칙의 필연성은 (그것의 비자의성과 마찬가지로) 그 

규칙의 용이 우리 삶의 요한 일부를 이룬다는 (자연사  사

실)과 계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규칙을 따르도록 엄정하게 

강제된다. 그리고 이는 제값을 한다. 논리-수학  법칙들의 ‘진리

성’도, 만일 그런 것이 이야기될 수 있다면, 오직 이런 뜻에서이다. 
다음의 언 들은 그의 이러한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추론 법칙들은 우리를 강제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간 

사회의 다른 법칙들과 동일한 의미에서.……달리 추론한다면 그

는 처벌받을 것이다. 달리 추론하는 사람은 컨  아무튼 사회

와 충돌하게 될 것이고, 한 다른 실천  결과와도 충돌하게 될 

것이다.(수학 기  85-86쪽)

수학의 그 특이한 엄정성은 무엇에서 성립하는가?……셈과 계산

하기는― 를 들어―단순히 소일거리가 아니다. 셈은 우리의 삶

의 매우 다양한 실행 속에서 일상 으로 사용되는 기술이다. 그

리고 이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연습으로, 그리고 혹독한 정확성

을 지니고 우리가 배우는 로 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며, 그리

하여 “하나” 뒤에 “둘”을, “둘” 뒤에 “셋”을 우리 모두가 말하도

록 엄정하게 강제되는 것이다.……여기서 진리란 셈이 제값을 한

다는 것이 입증된다는 것이다.―“그 다면 당신은 ‘참이다’가 쓸

모 있다( 는 유용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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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오히려 자연수의 수열에 해서―우리들의 언어에 

해서와 마찬가지로―그것이 참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것이 쓸모 있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학 기  36-37쪽; 번역 일부 수정)

4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은 논리가 세계의 본질을 거울처럼 보여 

주는 이상  구문론이라는 생각으로부터, 논리는 언어놀이들에서의 

표 들의 의미를 결정하는 사용 규범들의 체계이며 일상  문법과 

본성상 다르지 않다는 생각으로 나아갔다. 후기의 에서 볼 때, 
기의 논리 은 “우리의 언어의 논리를 숭고화하는 경향”(탐구 

§38)에 사로잡힌 것이었다. 이 경향에 따르면, “논리는 하나의 질

서를, 더구나 세계의 선천 (a priori) 질서, 즉 세계와 사유에 공

통 이어야 하는 가능성들의 질서를 묘사한다”(탐구 §97). 그 

질서는 “최고로 단순”해야 하고 “그것 자체에는 어떠한 경험  

혼탁함이나 불확실함도 달라붙어 있어서는 안된다”(같은 곳). 그

러나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말한다: “논리학의 수정체 같은 순수성

은 실로 나에게 탐구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요구 다”(탐구 §107).
후기 비트겐슈타인에게서 논리학의 이 의 ‘순수성’은 사라진

다. 그러나 이는 “그 조건이 이상 인,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한 걸어갈 수도 없는 빙 ”(같은 곳)으로부터, 마찰이 있지만 그

러나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친 지로 되돌아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논리학은 순수하지도 숭고하지도 않은 시

공간  상, 즉 일상 언어의 낮은 사용에 여한다. 

그러나 이로써 논리학을 특징짓는 엄격성이 사라져 버리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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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다만 논리학의 엄격성의 성격에 변화가 래된다(탐구 
§108 참조). 즉 “엄격성의 이념이 하나의 다른 자리를 얻는 재편

성”(WN MS 157b 2v)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 논리학의 엄격성

은 이상  ( -)질서와 같은 것이 아니라 “묘사 방식의 일부로서”

(같은 곳) 인식된다. 언어놀이에서 특정한 문법 규칙들이 “우리에게 

매우 지당한 묘사 형식”(탐구 §158) 는 ‘고찰 형식’이 되었다

는 것, 그것이 논리의 선천성이다. 그리고 언어놀이를 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아온 규칙 따르기 훈련 결과, 우리가 더 이상 규칙 

따르기나 규칙 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고 ‘맹목

으로’ 한다는 것, 그것이 논리  필연의 강제성이다(탐구 §219 

참조). 논리  엄격성의 문제는 말하자면 (모순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문법  규칙의 ‘시민 세계에서의 지 ’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그 기 때문에 그 엄격성은 그것을 낳은 시민 세계와 련된 자연

사 , 제도  사실들이 범 하게 변화하면 바뀔 수 있다. 즉 우

리에게 지당한 문법과는 다른 문법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논리의 엄격성과 함께 논리의 자율성 문제에서도 비슷한 환

이 이루어진다. 논고에서 논리의 자율성은 논리가 실재에 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서도 실재의 본질(논리  형식)을 거울

상처럼 ‘보여 주는’ 데 있었다. 그 본질은 세계가 어떻게 변하더

라도 불변 이고, 따라서 이러한 본질을 반 해야 하는 논리의 자

율성은 실은 -자율성이라고 할 수 있다. 는 그 본질이 논리에 

거울상처럼 반 된다는 에서 그 본질은 언어 외 인 면을 지닌

다 할 수 있고, 이러한 언어 외 인 실재의 본성에 근거하는 논리

의 자율성은 결국 진정한 자율성이 아니라고까지 할 수 있다. 이

에 반해서 후기의 에서 논리 즉 문법의 자율성은, 다양하고 

변화 가능한 언어놀이들에서 올바른 언어 사용의 표 이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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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의 역할 는 기능에서 주어진다. 문법은 순 히 언어 내  

역할 이외의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 다고 이 

문법이 사물의 본질 문제와 무 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비트겐슈

타인은, “본질은 문법에서 언표된다”(탐구 §371)고 말한다. 즉 

문법은 “어떤 것이 어떤 종류의 상인가”를―단순히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말한다’(탐구§373). 가령 신(神)이 어떤 존재인가

는 신에 해 무엇을 의미 있게 말할 수 있는지가 말해 다. 일반

으로, x가 무엇인가는 언어놀이에서 무엇이 ‘x’라고 일컬어지며 

무엇이 x에 해 의미 있게 말해질 수 있는지의 문법 문제이다. 그

러나 여기서 말해지는 본질은 논고가 말할 수 없었던 것이 이제 

단순히 언표되는 것이 아니다. 그 본질은 더 이상 세계나 사물의 

숨겨진 공통  속성으로서의 본질이 아니다. 이제 본질은 언어 사

용의 문제(문법)를 넘어서지 않으며, 가족 유사  특징을 지닌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배후에서 가능하게 하는 어떤 것으로서 

이야기된 본질은 말하자면 ‘문법의 그림자’로서의 -본질이었을 

뿐이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에서 논리는 포 이면서 실질 (sachlich)인 

것이 되었다. 그것은 언어놀이의 다양한 문법들로 이루어지면서 본

질들을 말한다. 그것은 경험 인 것과는 구별되지만, 그것이 용

되는 시공간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21) 이러한 논리

은 라톤주의, 경험주의, 심리학주의, 직 주의, 실용주의, 규약

주의 등 기존의 거의 모든 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22) 그것

21) Wang(1993)(12쪽)은 이러한 들에서 후기 비트겐슈타인과 헤겔의 논리

에는 공통 이 있다고 지 한다. 물론 그는 그 둘 사이의 차이 도 언 한

다. 즉 헤겔은 논리  개념들의 체계를 세우고 언어 사용과 독립 으로 문

제를 고찰했다는 ,  논리와 철학에서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을 말해선 

안 된다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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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우 신 인 이며, 그런 만큼 앞으로 더 깊이 음미되어야 

할 것이다. 

22) 이에 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Glock(1996b), Pradhan(2001), Vossenkuhl 
(1995) 4장과 8장 등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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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c as grammar: Wittgenstein’s view of logic

Young-Chul Lee

In accordance with his belief that philosophical problems arise 
from misunderstandings of the logic of our language, 
Wittgenstein's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were always focused on 
the problems of logic of language. Indeed, it can be said that his 
investigations were logical investigations. But what was the logic 
as conceived by him? He regarded logic as grammar from the 
beginning, but between his two different philosophical periods, 
there were important changes in his conceptions of grammar. In 
his earlier period, he understood the logic of language as the 
truth-functional syntax realizable in an ideal notation, while in his 
later period he regarded logic as the rules of language-use in 
various language games. It was a change from viewing logic as 
an ideally strict and universal system in which every logical 
possibilities are determined to viewing logic as an open system of 
non-strict grammatical rules specific to each language game. This 
paper deals with the gists of his earlier and later views on logic 
and the reasons for the change of his views, including specifically 
the reasons for the change of his views concerning the autonomy 
and necessity of logic as grammar.

[Key Words] Wittgenstein, logic, gramm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