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사상 : 철학 치료와 형이상학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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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형이상학』(Metaphysics) 제4권에서 형이상학을 “있는 것을 있는 것으
로서 그리고 그것에 그 자체로서 속하는 것들(to on hē to on kai ta toutō huparchonta kath’hauto)”
을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한다. 그는 또한 형이상학이 존재(Being)를 ‘보편적으로’(문자
그대로 전체에 관하여) ‘존재’로서 이론화하기 때문에 다른 개별 학문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된다고 덧붙
인다. 그에 따르면, 다른 개별 학문은 전체에서 일부만을 떼어내어 거기에 집중할 따름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4세기에 ‘형이상학’의 텍스트를 집필하였으나, 그것은 기원후 1세기가 되
어서야 형이상학이라는 이름으로 편찬되었다. 거의 2천 5백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가 남긴 ‘존재론’
의 학문, 즉 있는 것으로서의 있는 것을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큰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그것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자극이었고, 실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논쟁이 되었다. 심지어
20세기에도 ‘있는 것’에 대한 학문적 탐구 가능성은 철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일컬어지는 ‘대륙철학’과
‘분석철학’을 통합하고 분할하는 주요 문제 중 하나이다. 이 두 학파에 속해 있는 철학자들은 일찍이 궁
극적인 실재의 본성을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형이상학의 주장에 의문을 품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을 바탕으로 한 철학적 용어 및 개념들에 도전하였으며, 이는 중세 말기에 정점에 도달하였다. 애석하
레스의 용어와 개념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철학자들은 이 해방의 기획에 대해 매우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였다. 처음부터 ‘분석’ 철학자
들은 수학과 자연과학 분야에서 쏟아져 나왔던 새로운 발견들에 부응할 수 있는 논리적 설명, 언어, 명
제적 진리를 발전시키는 데 전력을 다했다. 이들은 미래의 가능성에 고무되고, 현재의 긴급함에 추동
되며, 과거의 유산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공학자의 참신함과 명석함으로 무장한 채 철학의 문제들에 육
박해 들어갔다. 공학자에게 과거는 수많은 실패와 성공이 쌓여있는 역사라는 퇴적물이다. 이들은 역사
에서 많은 교훈을 얻지만 역사의 권위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분석철학자들은 관심사를 다른 곳으로 넓
히거나 자신들의 철학적 시도를 전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공학자의
특성을 유지한다. 그들 사이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이든, ‘분석’ 철학자들은 한 가지 절대적인 의미
에서 ‘대륙’ 철학자들과 다르다. ‘대륙’ 철학자들은 공학자처럼 생각하지 않고, 공학적 형식이나 그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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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도 근대 초기와 그 이후 스콜라 철학의 무거운 굴레와 대결할 때에도 철학자들은 여전히 아리스토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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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게 생각하는 방식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역사와 전통의 무게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미래의 무게인가? 문제의 해결책
을 공학에서 찾으려 한다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중대하고 실재하는 문제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예상 가능한 일이지만 실제 공학자들은, 문제는 그들에게 주어질 뿐, 그것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그들
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학에서 가장 곤란한 상황은 문제 그 자체는 너무나 명확하지만 해결책
이 오리무중인 경우이다. 이에 반해 ‘대륙’ 철학자들은 결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확신
하지 못한다. 그들은 ‘있는 것’에 대한 질문과 같은 문제들이 자신에게 전해 내려온 것이지만, 그 심오
한 의미와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다. 그들은 이미 자신에게 주어
져 있는 대답들을 통해서 이런 물음들을 이해하고, 물음의 의미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로 되돌아
가는 것이 요구되며, 과거의 영향에서 한 발 벗어나 물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
는 미래 담론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분석철학’과 ‘대륙철학’은 과거 철학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허위 문제(specious problems)’의 본
성에 관한 근본적인 관점 차이로 대립하는 양대 진영으로 갈라진다. 분석철학자들은 이렇게 그럴 듯하
지만 허위인 문제(Scheinprobleme)를 다만 올바른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았을 따름인 역사적 실패의
결과로 이해한다. 반면에 대륙철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더 근본적인 문제의 징후이고 해결책이 깊
이 은폐되어 있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심사숙고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두 가지 철
학의 전통에서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는 자신의 비판철학(critical philosophy)을 통해 두 가
지 다른 해석을 종합함으로써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다. 칸트는 ‘철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역설
하면서 철학의 질문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주어진다면, 즉 이 물음들이 절대적인 실체보다 오히려 주체
를 향한 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면, 형이상학의 전통적인 물음들과 독단적 해결책들을 일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칸트는 이런 형이상학적 오류들이 인간 이성에 내포되어 있고 인간 이성의
‘특이한 운명(peculiar fate)’을 보여주는 모순된 징후라고 생각한다. 인간 이성은 유한하면서 동시에 무
한한 까닭에 부여된 한계를 넘어서려는 경향이 있다.
칸트의 사례는 교훈적이다. 이는 대륙철학과 분석철학이 다시 조우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상이한
접근법임에도 불구하고, 철학적 전망이 합쳐지는 지점에서는 항상 서로 맞물려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성공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왜 철학이 두 갈래로 나누어졌고, 지금까지도 분리되어 있
는 것처럼 보이는지에 관해서 물음을 던지는 것은 여전히 가치 있는 일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이유
를 학문적 ‘마스터 패러다임(master paradigm)’, 즉 전통적으로 이해되어 온 철학적 이론화와 맞서는
진정한 경쟁상대로서 공학의 출현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한다. 이 점은 수학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
다. 유클리드 기하학(Euclidean geometry)은 언제나 철학의 운명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다. 플라톤
(Plato)은 기하학을 철학의 사전준비 단계로 간주했고, 칸트는 기하학적 ‘진리’를 토대로 자신의 비판
철학에 착수했다. 전통적으로 유클리드 기하학은 참된 지식(epistēmē)을 대변하는 이론적 모델의 전
형이 됐다. 이 이론적 모델은 자명한 일련의 공리들에서부터 출발해서 추론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일
반 원리들을 도출함으로써 피타고라스의 법칙(Pythagoras’s law)과 같이 원리를 연역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스인들에게 기하학은 수학적 추론의 주된 형식이었고, 대수학도 기하학
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지만 대수학은 알크아르즈미(Al-Khwarizmi)와 같은 수학자의 도움으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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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인 영역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근대 초기에 들어 데카르트(Descartes)의 ‘분석 기하학’과 라이프니
츠(Leibinz)와 뉴턴(Newton)의 미적분학이 발견되면서 대수학적 기호화는 기하학으로부터 더욱더 독
립적인 위치를 획득하게 됐다. 그 결과, 아무 문제없이 순수하고 직관적인 기하학적 기초에 의존해 있
었던 수학은 이제 추상적 공간 위에 놓여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기하학에도 유클리드 기하학의 다
섯 번째 공리인 ‘평행은 절대 만나지 않는다(parallel axiom)’와 같은 수수께끼들이 존재한다. 수학자들
이 추상적인 기호 조작을 통해 의존해오던 실수(real number, 수의 연속체)와 같은 ‘수 체계(number
system)’는 직관적인 기하학적 기초가 사라지는 순간 매우 괴이하고, 모순적이고, 아주 신비스러운 것
으로 비추어지기 시작했다. 순수 기초 수학이 실용적 공학이 된 것이 바로 이 시점이었고, 무엇이 필요
한지 ‘문제’는 명확해졌다. 데데킨트(Dedekind)에 이어, 분석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레게(Frege),
그 다음으로 버트란트 러셀(Betrand Russel)은 이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수학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의 기초적인 구조와 논리적 토대를 ‘구성’하는 것을 자신들의 임무로 삼았다. 아마도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과물로 손꼽을 수 있는 디지털 컴퓨터의 발명은 이러한 수학적, 철학적 연구들
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공학과 철학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철
학 역사가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이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컴퓨터의
발명으로 이제 사유 그 자체는 공학의 문제가 됐다.
이런 방식으로 ‘분석철학’과 ‘대륙철학’의 차이점을 이해하면, 종종 견해의 일치를 보이는 철학자들
과 전통적인 형이상학에 반대하는 철학자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된 이
유를 짐작할 수 있다. 우선 내가 말한 것을 토대로 성급하게 잘못된 결론으로 나아가는 것은 조심해
야 한다. ‘분석철학’의 창시자들이 대륙철학의 창시자들보다 수학적 기초와 훨씬 더 밀접한 관련을 맺
고 있을지라도, 대륙철학을 뜬구름 잡는 사이비 시적 견해이며, 원래 수학과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
는 것은 명백한 실수이다. 또한 앨런 소칼(Allan Sokal)이 지적한 것처럼, 삐딱한 ‘포스트모던(postmodern)’ 목적에 수학을 들러리 세워서는 안 된다. 현상학(phenomenology)의 창시자인 에드문트 후
설(Edmund Husserl)은 수학을 전공했고, 수학을 거쳐 철학으로 자신의 주요 관심사를 옮겨갔다. 그
의 제자 하이데거(Heidegger)는 「수의 존재」(Being of Number)라는 논문에서 수학의 문제를 깊이 있
게 탐구했다. 그리고 기하학의 근원에 대한 후설의 유고를 번역했던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해 보였고, 대륙 철학자들은 수에 대한 새로운 수학적 설명의 힘을 간과하지 않았다. 존 콘웨이(John
Conway) 교수의 ‘초현실 수(surreal numbers)’ 이론이 설명가능한가에 대한 명료하고 철저한 분석을
수행했던 알랭 바디우(Alain Badiou)는 결론적으로 “수학은 존재론이다”라고 주장했고, 근본적인 새로
운 전환을 모색하는 대신에 ‘철학이 나누어진’ 분기점으로 되돌아갔다.1
오히려, ‘분석’ 철학자에게 ‘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명확하거나 명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물음
에 답하는 것은 어렵다. 프레게가 『산수의 기초』라는 탁월한 저작에서 행한 것처럼 이러한 물음에 해답
을 내놓으려는 시도는 질문의 명료성을 요구하고, 이러한 명료성은 의미와 진리의 본성을 재검토할 것

1 이런 주장은 그의 책 Being and Event, tr. Oliver Feltham (London: Continuum, 2005)에서 자세하게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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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은 그의 독특한 개념인 ‘해체’의 발전에 결정적인 밑거름이 됐다. 처음부터 수학의 문제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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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할 수 있다.2 그렇지만 대륙철학자는 아무리 문제가 분명해 보이고, 아무리 수학적이고 과학적
지식의 가능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해답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줄줄이 이어지는 또 다른 물음들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수란 무엇인가? 하나의 숫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러한 숫자들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계속된 물음 속에서 ‘대륙’ 철학자는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게
되고, 이 가능성 때문에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즉, 사람들이 명료하게, 적어도 잠재적으론 명료하게,
해답을 공학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믿는 물음들이 그 자체로 거짓이거나 틀린 것이 아니지만 여전히
사유의 표면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다. 만약 형이상학의 성과와 인간의 사유 구조에 대한 질문들의 결
과로서 ‘공학적 철학(engineering philosophy)’만이 가능하게 된다면, 철학은 더 깊고 더 근본적인 물
음들, 무엇보다 존재의 물음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고 대륙철학자들은 우려한다. ‘분
석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과 ‘있는 것’의 엄밀한 의미에 대한 물음들에 대한 정의는 과거의
고리타분한 유물처럼 간주된다. 이런 물음들은 구상이 잘못됐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물음들에 아무
런 대답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폐기될 수 있다. 반면에 대륙철학자에게 ‘있는 것’의 물음 또는 하이데
거가 이야기하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은 이런 물음의 의미를 다시 이해할 수 있기 위해 형이상학의
역사와 해결책을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이 시점에서 독자 여러분들은 궁금해 할 것이다. 도대체 철학자들과 필자가 말한 것이 ‘치유’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분명히 빙 에둘러 가는 길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필자에게 글쓰기는 그
렇게 의도적이거나 공학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선택은 의도적인 것이다. 대륙철학에 대한
필자의 애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필자 내부의 공학자적 목소리와 욕구만큼은 아닌 것이다. 이
것이 필자가 분석철학자가 될 수 없는 이유이다. 가끔씩 뜻밖의 길을 갈지라도 나는 내가 도착하고자
하는 목적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내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분석철학과 대륙철학 양자가 서로 다를지언정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사유의 방법들이라는 것이다.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질문과 대답의 권위를 옹
호하기 위해서 양자가 서로 협력한다면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인데, 이는 항상 ‘실제적인 대답이 없는
물음들(questions without real answers)’과 ‘실제적인 물음이 없는 대답들(answers without real
questions)’이라는 이중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둘 중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 이런 위험
은 전면에 드러나게 된다. 둘 중 한쪽에서 개념의 명확성을 거부하거나 담론이 ‘위치’에 대한 하찮은 논
쟁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순간 자기만족적 모호성 속에서 이런 위험은 고개를 들기 마련이다. 그렇지
만 더 은밀하게 퍼지고 더 해결책으로 그럴 듯하게 보이는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미성숙한
화해(premature reconciliation)가 바로 그것이다. 헤겔(Hegel)이 잘 알고 있었듯이, 화해는 때가 무
르익었을 경우 아니면 아마 상반된 양측 모두 다른 무엇가로 인해 관련성을 잃게 될 때만이 거대 담론
(metadiscourse)이라는 인공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양자의 화해를 도모할 수 있는 것
이 바로 치유이고, 치유의 개념은 세 가지 의미에서 이런 화해를 고무시킨다. 치유는 ‘목표’(선명하게

2 G
 ottlieb Frege, The Foundations of Arithmatic: A Logico-Mathematical Inquiry into the Concept of Number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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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질 수 없는 ‘건강한 철학적 담론’)와 ‘수단’(더 포괄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철학자들에 의한 ‘치유’
와 화해의 담론)을 분명히 하고, 더 중요하게는 ‘분석철학’과 ‘대륙철학’ 사이의 통합을 위한 숨겨진 원
천인 이미 양자의 마음속 깊이 무르익어 있는 화해의 분위기를 통합의 장으로 끌어낸다. 치유의 담론은
분석 및 대륙 철학 모두가 치유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둘 사이의 고통스러운 분리
를 치유할 것이다. 형이상학의 유해한 효과로 인해 오염된 사고를 치유함에 따라, 이런 경이로운 의료
적 의식에서 희생양은 형이상학이다. 치유가 철학자에게 놀라운 치료적 힘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치유
가 내가 언급했던 ‘분석철학’과 ‘대륙철학’의 차이를 무마시키는 호응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상호작용
했기 때문이다. 치유, 더 일반적으로 의학은 공학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비철학적 담론과 실천은 한
때 철학의 구성요소이자 철학의 방해요소이기도 했던 분할된 철학적 관점을 대체함으로써 철학을 위한
담론을 완성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됐다. ‘공학’과 ‘역사적 감성’에 대한 고전적인 대응 쌍은 ‘의학’과 ‘사
랑’이었다. 철학은 욕망을 치료할 수도 욕망의 위험을 드러낼 수도 있다. 플라톤의 사상은 두 가지 가능
성에 의해 나누어졌다. 헬레니즘 시대까지 철학은 순수한 지혜에 대한 사랑이나 실천적인 치유라는 학
문과 삶의 방식 모두를 포괄했다. 철학적 담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치유의 미사여구를 늘어놓
은 것은 자칫 잘못하면 현실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근본적 실수를 범하게 된다.
잠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으로 되돌아가서 철학과 치유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의미를 살펴
보자. 이 책의 4권 2장 첫 부분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된다.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말뜻으로 쓰이지만, 어떤 하나의 사물 그리고 하나의 성격과의 관계에 따
라서 쓰이는 것이지 동음이의어(homonym)가 아니다. 마치 ‘건강하다’라는 말이 건강을 지키거
나, 건강하게 만들거나, 건강의 징후이거나 건강하게 반응하다로 쓰이는 것처럼 이는 ‘건강’과
관련을 맺고 있다.
얼핏 보기에 주장은 아주 간명하다. ‘있는 것(being)’이라는 말은 ‘뱅크(bank)’가 쓰이는 방식과는 다
르게 사용된다. ‘뱅크(bank)’의 경우는 은행과 둑이라는 서로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두 가지 말뜻을 갖
으며 두 단어는 우연히 발음이 같은 동음이의어일 뿐이다. 반대로 ‘있는 것(being)’은 ‘건강(health)’과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말은 그것이 건강을 지켜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건강한 피부색은 건강의 신호로
여겨진다. 이런 말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건강을 표현하지만 본질적으로 건강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철학적 함의들은 방대하고, 직접적으로 ‘대륙철학’과 ‘분석철학’의 접근법과 관련을 맺고 있다. 분석
철학자들이 존재의 ‘실존적(existential)’ 사용과 ‘연계적(copulary)’ 사용 사이의 혼란을 지적하면서 존
재론의 문제들을 풀려고 했다면, 하이데거는 통일적인 존재의 의미는 종과 속의 관계로 환원시킬 수 없
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선택된 사례이다.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건강’을 선택했을까? 건강은 좋은 사례를 넘어 훨씬 더 중요한 어떤 점을 시사하
고 있다. 아마 아리스토텔레스는 ‘있는 것’처럼 건강을 거의 모든 것을 언급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것
과 연관시킬 수 있는 말 중의 하나로 생각했을 것이다. 모든 자연 실체, 모든 인간 활동의 형식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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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의학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건강이라는 말과 관련되고, 어떤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
발표자료집

하거나 건강하지 않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상의 모든 측면은 잠재적으로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신호를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건강은 인간 삶 전체를 평가하거나 고려
할 수 있는 잣대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건강은 일부의 사람들만이 취하게 될 관점이기도 하다. 이는
미신에 물들지 않고 심오하면서도 위험천만한 철학적 주장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일종의 일상적 합리성
의 관점이다. 신체와 영혼의 건강함을 유지하고 괴로움과 고통 없이 삶을 꾸려가는 삶의 목적을 충족시
켜주는 최고선의 관점인 것이다. 이 합리성은 치료를 할 때 생기는 위험이 아닌 한 위태로움과 위험을
거부하고, 무한성을 좇는 마음은 유한한 선함 속에서 편안히 안주하게 된다. 건강의 관점에서 벗어난
철학 그 자체는 위험한 것처럼 보인다. 사랑과 우정은 건강한가? 정치는 건강한가? 생각은 건강한가?
삶 그 자체로 건강한가? 플라톤의 『향연』(Symposium)에서 순수한 수사학자 파이드로스(Phaedrus)와
법률가 파우사니아스(Pausanius) 다음으로,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Aristophanes)와 비극 작가 아
가톤(Agathon) 그리고 철학자 소크라테스에 앞서 사랑을 논하는 세 번째로 연설자는 의사 에뤽시마코
스(Eryximachus)인 점은 그다지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그의 말은 다른 사람들처럼 다소 따분했고 곧
마무리됐다.
플라톤에게 철학자의 주된 경쟁자는 소피스트들과 시인들이었다.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에게 철학은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진리에 불합리하게 접근하려는 사람들에 반대해서 진리 그 자
체를 옹호하는 것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철학의 ‘과학적’ 재구성을 통해 소피스트들과 시인들
이 더 이상 경쟁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과학적 철학과 밀접하지만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
었던 훨씬 더 커다란 위험은 바로 의사이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들인 정치, 우정, 사랑, 진리 등 모든
것을 건강의 관점으로 단순화시켰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고 대륙철학과 분
석철학을 탈선시키는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위험이다.
철학을 치료로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은 종종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논고』(Tractatus Logico-

philosophicus) 이후 점점 더 지지를 받아왔다. 『논리철학논고』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명제의 논리적 구
조와 세계의 논리적 구조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프레게와 러셀의 계획, 즉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의 한계에 정확히 선을 그음으로써 어떻게 참된 진술이 가능한가를 설명하려는 계획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하지만 그의 후기 철학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와 명제적 진리에 관한 단일한 설명을
하려는 시도가 잘못됐음을 인정한다. 이 시점부터 그는 언어를 서로 다르고 환원불가능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규칙으로 구성된 ‘언어놀이(language games)’로 여기게 된다. 이 경우 ‘사물들’을 지시하는 ‘이
름들’로 구성된 언어의 표준적인 철학적 개념은 단지 하나의 아주 단순한 언어놀이에 불과할 뿐이다.
이것은 일반화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언어의 본질에 대한 단일한 이론을 수립하는 것도 불가능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다양한 ‘삶의 형식들’에 박혀 있는 ‘언어놀이’ 속에서 실제로 말들이 사용되는
양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어떻게 철학이 오류에 빠져들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철학자들은
적절한 철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언어놀이를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언어의 본질에 대한 추
상적이고 일방적이며 오해를 낳게 하는 설명에 그치는 그림상들(pictures)을 제시하는 것에 급급했던
것이다.
나는 아직까지 철학의 치료적 이해의 타당성을 제시하지 않았다. ‘언어놀이’와 ‘삶의 형식’이라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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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철학의 순수 이론적 전망을 타당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론적 지식 그 자체를 거부하
지 않는 적절한 철학적 방법의 활용과 추상화와 환원주의로 빠져들지 않는 태도가 요구된다. 비트겐슈
타인에게서 치료적 측면을 읽어내는 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간 주장으로 이어진다. 즉, 철학의 종식은 지
식의 습득을 통해서가 아니라 각각 과학적 지식이나 단순히 삶 그 자체만을 추구함으로써 통합을 가로
막아 왔던 전통적인 철학의 고질적인 착각을 ‘치유’함으로써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철
학적 탐구』(Philosophical Investigations)의 제133단락이 종종 논의된다.
우리는 단어의 사용을 위한 규칙 체계를 전대미문의 방식으로 정화하거나 완전하게 만들고자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고자 애쓰는 명료성은 물론 완전한 명료성이지만, 이는 단지 철학적 문제들
이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는 뜻일 뿐이기 때문이다.
본래적인 발견은 내가 원할 때 나로 하여금 철학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즉, 철학을 조용히 쉬게 해주는 것, 그래서 철학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문제로 삼는 물음들에
의해서 채찍질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 대신 이제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 예시들 가운데
에서 드러나고, 이러한 일련의 예시들은 중단될 수도 있다. 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문제
들이 해결된다. 즉 난점들이 제거되는 것이다.
철학적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양한 치료법과 같은 방법들은 존재한다.3
비트겐슈타인을 다루는 문헌은 방대하고, 단일한 방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의 그의 철학적 방법
이 원칙적으로 ‘치료적’인지 ‘이론적’인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벌어져왔다. 굳이 이 논쟁에 끼어들어
답을 하고 싶지는 않다. 또한,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좀 더 요약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단지 그의 치료적 경향이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공학적 접근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사
실을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철학 그 자체는 틀림없이 해결돼야만 하는 하나의 문제다. 그리고
이 문제, 즉 철학의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는 철학자들에게 계속해서 던져지는
특별한 문제들의 방식으로 제기된다. 비트겐슈타인은 모든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절대적인 해법으로
각하면, 이런 문제들은 철학이 항상 공학적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언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
민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학자에게 ‘완벽한 해결책’은 철학자가 언제나 해결책
을 찾으면서 외면해 왔던 다양한 언어놀이들과 삶의 형식들을 역설계(reverse-engineer)함으로써 얻
어질 수 있다.
내 생각에 이러한 공학자이자 동시에 철학자의 역할은 비트겐슈타인의 접근법과 그것의 한계 및
무의미가 갖는 대단한 파괴력을 해명해 줄 것이다. 당신이 철학을 공학으로 생각하고, 해결책을 구
상하는 것에 단순히 만족감을 느끼는 공학자가 아니라 비범한 통찰력으로 자신의 임무가 시지푸스

3 L
 udwig Wittgenstein,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tr. G.E.M. Anscombe (Oxford: Wiley-Blackwell, 2001),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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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yphean)의 끝없는 고역과 같은 것임을 자각하게 되는 철학적 공학자의 관점을 취한다면, 치료적
해결책이 유일한 희망의 빛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렇지만 당신이 철학을 공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면, 즉 당신이 철학자를 부득이하게 어떤 즉각적인 명료성에 따라 제기된 철학적 문제들을 폐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과거의 ‘공학의’ 관점에서 부과됐던 철학적 문제들을 감지해내는 위치에 있
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비트겐슈타인의 치료적 방법은 철학의 역사 상 길고 교훈적인 일방통행길
(Sackgasse) 그 이상 또는 이하의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과거 철학자들의
투쟁들과 그들이 생각했던 개념의 체계들은 오로지 공허하고 무의미한 오류를 범했을 따름이다. 그들
은 적절한 질문의 형식들에서 시작해서 찾기 힘들고 어려운 진리를 부여잡으려는 기이한 시도를 되풀
이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형이상학이 문제로 부각된다면, 그 이유는 개념
적 명료성을 향한 철학자들의 투쟁들이 무의미했기 때문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해결책들이 더 근본적인
물음의 형식들을 배제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치료적 방법은 그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철학에 대한 공학적
접근법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엄밀한 의미에서 철학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거나 엄밀한 의
미에서 철학에 대한 도전을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 치료적 방법은 비트겐슈타인의 철
학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었다. 이것을 계기로 공학적 접근법은 그것의 기원으로 되돌아가서 해결책
을 찾고 있던 물음들이 철학적 사유 그 자체의 범위 내에서 혼란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해
결책을 그의 엄격함과 피상성의 원천인 공학적 접근법의 외부에서는 얻을 수 없었기에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을 그토록 오랫동안 괴롭혔던 문제들 그 자체가(잠정적이며 오류 가능성이 있는 개념들의 진위를
판단해야만 하는) 또 다른 문제들의 징후인지 여부를 의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렇듯 비트겐슈타인에게 철학적 치료는 확실한 철학적 길을 향한 절대적인 헌신에서 정당화된다.
이런 치료적 접근법이 철학의 균열들, 무엇보다도 대륙철학과 분석철학 사이의 균열을 치유하는 것이
라면 그 길의 어려움은 가히 엄청날 것이다. ‘치유’라는 이름 아래서 철학의 분열과 철학 그 자체는 휴
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치료’의 논리가 작동하는지는 이미 보여주었고, 이제는 이런 ‘치
유’의 접근법과 관련된 최근의 경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철학이 양 갈래로 갈라진 채 그 세기의 끝으로 달려가고 있던 1999년 하버드 대학 출판부는 프란
츠 로젠츠바이크(Franz Rosenzweig)의 『병든 사람과 건강한 사람의 이해 : 세계, 인간, 신의 관점』
(Understanding the Sick and Healthy: A View of World, Man, and God)이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영어로 번역 출간했다. 프란츠 로젠츠바이크는 레비나스(Levinas), 마르틴 부버(Martin Buber)와 함
께 20세기를 대표하는 유태계 철학자 중 한 명으로서, 그의 『구원의 별』(Star of Redemption)은 난해
하고 모호하며 포괄적인 대륙철학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걸작으로 손꼽힌다. 로젠츠바이크는
서양의 철학적 전통을 겨냥해서 일관되고 광범위한 비판을 수행하지만, 사유를 드러냄에 있어서 자신
만의 독특한 언어를 발견해야 한다는 생각을 거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는 형이상학의 언어에 새로
운 언어를 덧붙이는 것을 극구 반대했다. 그 대신 일종의 공학적 접근을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언어를
그리스 철학의 진리에 앞서 성서에 체화돼 있는 ‘유대교’의 사상을 끌어내는 데 사용했다. 『병든 사람과
건강한 사람의 이해』는 예전 『구원의 별』에서 전개한 ‘새로운 사고’를 좀 더 친근하면서도 덜 난해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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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소통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초판 서문을 썼던 나훔 글레처(Nahum Glatzer)는 물론 과학 철학 분
야에서 탄탄한 명성을 쌓아올린 분석철학자 힐러리 퍼트남(Hilary Putnam)이 ‘개정판 서문’의 저자로
포함된 것은 이 책의 재발행을 더욱더 흥미롭게 한다.
2008년 재간행된 책 『삶의 방식으로서의 유태 철학 : 로젠츠바이크, 부버, 레비나스, 비트겐슈타인』
(Jewish Philosophy as A Way of Life: Rosenzweig, Buber, Levinas, Wittgenstein) 서문에서 힐러
리 퍼트남은 로젠츠바이크의 ‘작은 책’과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작업 사이에서 철학적 유사점들을 발견
할 수 있었다고 밝힌다. 다음과 같은 그의 주장은 그의 철학적 작업 체계에 익숙해져 있던 독자들에게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다른 한편으로는 당혹감을 주었다.
나는 프란츠 로젠츠바이크와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을 비교하고, 이런 비교를 통해 로젠츠바이
크에게서 얻은 교훈의 일부분을 설명하려는 나의 시도가 불현 듯 세상에서 이런 시도를 하는 마
지막 철학자의 작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순간 깜짝 놀랐다.
비트겐슈타인? 로젠츠바이크와 비트겐슈타인?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맨 처음 이 두 사상가를
비교하는 일은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비록 비트겐슈타인은 유신론자는 아니었
을지라도 깊은 종교적 심성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는 점에서) 두 사상가는 키에르케고르
(Kierkegaard)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물의 ‘본질’에 대한 이론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철학
적 연구에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나는 로젠츠바이크의 『구원의 별』
을 읽어나가면서 비트겐슈타인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로젠츠바이크의 ‘작은 책’
을 읽고 즐기면서 쉽게 비트겐슈타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다. 비트겐슈타인은 한때 “톨스
토이(Tolstoy)가 이야기 형식으로 글을 풀어날 때 훨씬 더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로
젠츠바이크 역시 이 책에서 이야기꾼의 방식으로 자신의 논의를 풀어간다.4
힐러리 퍼트남의 서문은 책을 펼치면 그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군더더기 없고 흡입력 있는 글이다.
로젠츠바이크와 비트겐슈타인 사이의 유사점들에 관한 그의 언급은 포괄적이기보다는 함축적이다. 또
한 단순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그래서인지 로젠츠바이크의 ‘작은 책’을 읽
에 이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여기서 키에르케고르의 오해는 결정적이다. 퍼트남은 다음과 같
이 썼다.
철학이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전혀 기술적 주제가 아니라 신앙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한번쯤은
찾아왔을 유혹으로, 특히 종교적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말들을 종교적인 말로 바꾸려는 유
혹이다. 이것은 키에르케고르가 계속해서 맞서 싸웠던 문제였다. 키에르케고르는 추상적인 말
을 실제적인 종교적 말로 대체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19세기 덴마크

4 H
 ilary Putnam, “Introduction” in Franz Rosenzweig, Understanding the Sick and the Healthy: A View of
the World, Man, and God, tr. and int. Nahum Glatz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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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독교인들이 형이상학자들이 되려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는 분명한 착오였
다! 로젠츠바이크는 대부분의 20세기 독일 유대인들이 헤겔주의자들이 되려한다고 생각하지 않
았다. 이런 실존주의적 사상가들은 형이상학을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장된 형
식의 병으로 간주한다. 로젠츠바이크는 우화에서 진단과 치료는 하지 않고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고 떠벌리는 의사를 이 병의 일례로 보여준다.5
치유 사상에 대한 시도는 철학적 충동의 필요성에 이끌려 이 길로 접어들었던 비트겐슈타인의 입장
에서는 주변적인 사상에 불과했는지는 몰라도, 치유에 대한 근본적이며 추상적 혹은 환원주의적 공식
화가 가능했던 로젠츠바이크의 입장에서 이는 핵심적인 사안이었다. 퍼트남은 같은 책에서 조금 앞서
이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착각의 근원들이 우리의 언어와 깊은 내면에
똬리를 틀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이런 근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공란으로 남겨 놓고 있다. 그
렇지만 로젠츠바이크의 목적에서는 이런 근원들의 설명은 반드시 거쳐 가야만 하는 필수적인 것이다.” 6
마지막에 언급한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무신론자이지만 인종적으로 유태계인 퍼트남이 유
대교의 뿌리로 되돌아가는데 무엇이 진정 중요한 가를 보여준다. ‘치유적 기획’의 뿌리와 그 기획이 치
유하고자 하는 ‘형이상학적 질병’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이들을 비트겐슈타인에게서도 찾았다. 하지만
왜 ‘형이상학’ 그 자체가 하나의 병인가? 로젠츠바이크가 발견하게 될 뿌리는 무엇인가? 그 답은 하나
의 특별한 이야기 구절에서 드러난다. 철학의 시발점이 경이로움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주장
을 언급하면서 로젠츠바이크는 얼마나 철학자가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경이로움에 대해 조급하게 대처
하는 지를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 철학자는 삶의 과정과 경이로움에서 오는 전율을 기꺼이 받아
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전율은 너무 느리게 다가온다. 그는 경이로움이 닥쳐오는 바로 그 지점에
서, 자신의 존재의 한계를 넘어서는 바로 그 순간에 즉시 하나의 해결책을 고집한다. 그는 고요하고 부
동의 상태에서 삶의 지속적인 흐름 속에서 경이로움의 경험을 떼어내어 그것을 고립시킨다. 이것은 그
가 사유를 전개하는 방식이다. 그는 저장돼 있는 경이로움이 삶의 흐름 속으로 방출되는 것을 가로막는
다. 그는 삶의 연속성 밖으로 한 발짝 나가고 그로인해 사유의 연속성이 깨진다. 그리고 나서 그는 완
강하게 심사숙고하기 시작한다. 부득불 그곳에서 그는 ‘문제’를 끄집어낸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는 강
제로 사유의 ‘대상’과 ‘주제’를 뽑아내고 그것들의 범위 내에 스스로를 묶어세운다. 경이로움이 가라앉
으면 이를 멈추어 있는 명상의 거울 위에 영원히 고정시킨다. 이 과정은 주체 안에서 행해진다. 철학자
는 그것을 잘 포착하고, 단단히 부여잡고, 무뎌진 부동성 속에서 끊임없이 되새김질 한다. 삶의 흐름은
고분고분한 조각상처럼 되고 문제에 복종하게 된다.”7
철학은 삶의 흐름과 괴리되는 순간 ‘병’에 걸린다. 건강은 삶이자 삶의 흐름이다. 고정되고 짜여진 틀
에 응축되는 모든 것은 병들고 종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흥미로운 것은 퍼트남이
거부하지 않았던 확실하고 완고한 생기론(vitalism)뿐만이 아니다. 오히려 ‘역사적 감성’의 급격한 쇠

5 P
 utnam, “Introduction,” p. 3.
6 Putnam, “Introduction,” p. 2.
7 Franz Rosenzweig, Understanding the Sick and the Healthy, p.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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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 속에서 철학은 철학자가 조급함 때문에 삶의 흐름 속으로 내놓는 것을 거부했던 경이로움, 즉 철학
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순수하게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비추어진다는 것이다. 로젠츠바
이크와 비트겐슈타인 사이의 유사성은 의미심장하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로젠츠바이크의 치료법이
평범한 사고를 포함한 어떠한 방식으로든 비트겐슈타인의 사상 이상으로 철학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이 없다. 일반화한다는 것은 구체적이고 특이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 치료법에서 병든 철학적 사유를 위
한 만병통치약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특별한 철학적 치료 행위가 건강의 ‘이데올로기’로 전환되
는 것이다. 즉, ‘건강’과 ‘치유’를 철학, 정치 및 사랑이 배제된 자명하고 일상적인 관점으로 실시하는 것
이다.
여기서 로젠츠바이크 스스로가 건강의 ‘이데올로기’를 규정하였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문법(grammar)과 신, 세계, 인간(God, world, man)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 기초하여 형이상
학을 새로운 종교적인 사고라는 이름하에 비판한 그의 주장은 너무 단순한 측면이 있다. 로젠츠바이크
는 철학으로부터의 회복을 요양원에서 3주 동안의 치료일 것이라고 상상하였고, 이를 또한 끝이 아닌
시작으로 보았다. 그는 ‘되돌아가라(back to work)’라는 제목의 ‘작은 책’의 마지막 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검증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은 궁극적인 삶의 검증이고, 삶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삶을 포기한 사람은 그가 죽음을 회피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는 단지 삶을 상실했을 뿐이다. 죽음은 비켜가지 않고 오히려 모든 측면에서 근접하여 두려움
에 떨고 있는 마음에 천천히 다가온다. 만약 삶을 회복하게 된다면, 그는 죽음의 권위를 깨닫게
될 것이다. [...] 죽음에 특효약이 없듯이 건강에도 특효약이 없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죽음을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아픈 사람은 죽음을 불러내고 스스로 죽음의 공포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건강에게는 심지어 죽음마저도 ‘적절한’ 때에 찾아온다.8
의심할 여지없이 이런 통찰력은 ‘치유’를 둘러싼 모든 인위적인 미사여구의 경지를 훨씬 넘어서는 것
이다. 또한 철학적 치료법은 완전한 침묵의 절대적인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또 다른 깊은 진리로 나아가

로젠츠바이크에게 건강은 근본적으로 죽음을 회피하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형이상학은 철학적으로 잘못 구성된 영원성 개념을 바탕으로 죽음을 피해간다. 이러한 사고
는 ‘치유’의 이데올로기보다 더 철학적 관점에 잇닿아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힐러리 퍼트남이 유
대 철학을 다룬 그의 책에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던 또 다른 ‘유태계’ 사상가를 거쳐 가야만 한다. 다
름 아닌 명백한 무신론자였던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이다. 그는 한때 이론적 지식의 체
계이자, 과학이며 치료법이었던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이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치유’의 이해에 대해

8 Rosenzweig, Understanding the Sick and the Healthy,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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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삶과 경이로움에 의해서 요동치는 사유를 향한 사전준비이다.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
발표자료집

서 매우 색다르고 풍부하며 도전적인 요소들을 여럿 포함하고 있다. 프로이트에게 ‘치유’는 ‘완벽한 평
화’를 얻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정신분석학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을 수용하게 함으로써 그
들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불안을 수면 위로 끄집어낸다. 이것은 에릭 샌트너(Eric
Santner)가 그의 책 『프로이트와 로젠츠바이크』(Freud and Rosenzweig)에서 프로이트의 논문 「초자
연」에 사용된 개념을 자신의 논의에 접목하면서 이해했던 것이다.9
왜 힐러리 퍼트남이 프로이트를 슬쩍 건너뛰었는지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정신분석학은 분석철
학을 계속해서 지탱해왔던 과학적 개념, 즉 명제의 구성, 증거 기반, 반증 가능성에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이렇기 때문에 퍼트남의 입장에서 볼 때, 정신분석학은 시, 종교, 회의주의를 손쉽게 수용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경험과학(Empirical science)의 영역과 중첩되지 않는다. 퍼트남은 “나
는 아직도 종교적인 사람이고, 여전히 한 명의 자연주의 철학자다. [...] 자연주의 철학자이지만 환원주
의자는 아니다.”라고 자신의 의지를 밝힌 적이 있었다.10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같이 경험적 증거가
부족한 개념과 오류 가능성이 없는 명제에 기반을 둔 사고 체계는 자연주의의 지배적인 형식들에 엄청
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퍼트남이 언급했던 3명의 철학자들과는 달리 프로이트 스스로가 자연
주의자이자 열렬한 무신론자라고 자처하여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프로이트의 초기 원고 중 하나인 「과학적 심리학을 향한 계획」(“Project for a Scientific Psychology”)
를 살펴보면,11 프로이트의 과학적 전제들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공학적 관점’을 비판하는 과학적 개념
으로 통하게 될 수 있는지 그 실마리를 보여준다. 이 원고에서 프로이트는 형이상학에 대한 상당히 다
른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고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색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프로이트의 환원주의적
경향이 극대화된 동 원고에서는 그는 정신분석학적 통찰력을 위한 생물학적 토대를 모색하며 외적 자
극(exogenic stimuli)과 내적 자극(endogenic stimuli)을 구분하였다. 나무 막대기로 벌레를 찌르면 벌
레가 잽싸게 도망가는 것처럼, 외적 자극은 생명체의 ‘외부’에서부터 들어와서 ‘감각’ 신경세포들을 자
극해서 ‘운동’ 신경세포로 감각을 전달함으로써 최초의 원초적 자극이 즉시 사라지는 일련의 과정이다.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내적 자극은 훨씬 더 미묘하고 예민한 자극을 불러일으킨다. 이 경우 자극은 생
명체의 내부에서 생긴다. 생명체는 더 이상 이 자극에서 도망칠 수도, 도망칠 수 있는 공간도 없다. 그
대신 주변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내적인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조치는 더 강력하고, 생
생하며, 신속하게 취해지는 까닭에 그 자극에 더 깊이 빠져든다.
이 ‘계획(Project)’은 명백하게 환원주의적이다. 그렇지만 외적 자극과 내적 자극으로 나눈 대립적인
구조는 분석철학의 ‘공학적’ 접근법과 철학을 원상태로 돌려놓을 ‘치유적’ 접근법 사이의 공존을 위한
강력한 수단을 제공한다. 여기서 ‘치유의 이데올로기’란 내적 사건들을 외적 공간에 투사하는 것과 같
은 ‘엄밀한 의미의 이데올로기’를 의미한다. 일상생활의 단순한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상대방의 내부

9 E
 ric Santner, The Psychotheology of Everyday Life: Reflections on Freud and Rosenzwei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10 Hilary Putnam, Jewish Philosophy as a Guide to Life: Rosenzweig, Buber, Levinas, Wittgenstein
(Bloomington: University of Indiana, 2008), p. 5.
11 Sigmund Freud, “The Project of a Scientific Psychology,” in The Origins of Psycho-analysis, tr. James
Strachey (New York: Basic Books, 1954), pp. 34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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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본질 때문에 그들을 사랑한다고 확신한다. 사랑은 긍정적인 외적 자극, 즉 도피하는 것이 아닌 추구
하는 것이 된다. 모든 ‘철학적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고, 이들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외
적 자극’으로 간주하는 데에 철학을 향한 ‘공학적’ 접근의 본질이 있다. 비트겐슈타인의 가장 뛰어난 천
재성은 평범하며 인간적인 망설임에 주저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결과들에 공학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는 점이다. ‘외적’ 문제들이 ‘내적’ 뿌리들과 연결돼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시점에 철학의 ‘치료적’
모델이 개입한다. ‘내적’ 진리를 찾는 것 대신에 이 모델은 ‘해결책’을 찾기 위한 강박적인 필요에서 벗
어나 궁극적인 ‘해결책’을 상상한다. 비트겐슈타인이 ‘이데올로기’를 밖으로 밀어내는 바로 그 순간, 모
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듯이, ‘치료적 접근법’은 사유와 이데올로기가 마치 같은
것인 양 철학과 사유를 떨쳐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런 관점에서 형이상학에 대한 적절한 비판을 위해서 더 나은 함의를 얻을 수 있다. 형이상학이 갖
고 있는 문제는 개념의 추상성이나 ‘일상적인 삶’의 흐름을 방해하고 ‘상식’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다. 퍼
트남과 비트겐슈타인이 상기시켰듯이 일상 언어(ordinary language) 그 차체는 ‘착각(delusion)’에 종
속돼 있지만 이런 착각들은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가 증명했듯이 이른바 가장 원시적인 문화
들에서 발견되는 ‘일상 언어’에 속해 있는 내재적이고 필수적이며 유익한 추상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
다. 오히려 이런 착각의 원천은 모든 삶의 문제들을 공학적 해결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세계로 투사하
는 내적 자극의 외향성(extroversion of the endogenic)이다. 형이상학이 갖는 문제는 오히려 개념의
형성에서 외적으로 분절된 공간에 기초한 은유에 의존한 채 더 미묘하고, 복잡하며 추상적인 일상 언
어의 심각한 오류 속에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왜 형이상학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로서 언어적 전회
(linguistic turn)가 적절하게 요구됐는가를 보여준다. 형이상학은 처음부터 언어를 세계에 외향적으로
투사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런 경향은 분석철학자들이 선호하는 의미의 지시설(referential theory)에
의해서 ‘형이상학적 잔재’들이 제거됐을 때조차도 남아 있었다.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언어적 전환은
언어의 내적 의미를 되돌려주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이 바로 라캉(Lacan)을 포함한 정신분석학자들이
욕망의 관점에서 기표(signifier)를 이해하려할 때 시도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건강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지 못했던 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실용주의
(pragmatism)와 일반 언어철학은 ‘상식’을 강조하는 과도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호한 것이다.
는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믿음은 형이상학을 위한 치료법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오류의 근원이었다.
물론 ‘해야 할 것들’은 일상적인 삶에서 중요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건강, 그리
고 건강한 삶은 좋은 것, 그것도 상당히 좋은 것이다. 형이상학의 오류들은 단지 삶을 살아가는 데 필
요한 오류들의 미묘하고 추상적인 형식일 뿐이다. 이 오류들은 건강한 삶의 본질을 구성한다. 그렇지
만 일상적인 삶은 오로지 진리를 위해 영위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일상을 완전
히 벗어난 삶도, 철학자의 신비스럽거나 유아론적인 동굴 속에서 사는 삶도 아닐지라도 말이다.
퍼트남이 간파했듯이 로젠츠바이크의 ‘새로운 사유’는 ‘철학적 병’의 근원을 날카롭게 헤집고 들어간
다. 물론 종교는 내적 자극의 외향성을 드러내는 또 다른 방식이 될 수 있다. 로젠츠바이크에게 신은
더 이상 신학적 존재도 ‘궁극적인 존재’도 아니었다. 대신에 신은 순수한 외향성의 본질이 된다.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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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상학의 수많은 오류 대신에 양자는 하나의 심각한 오류를 남겼다. 상식과 일상 언어 그리고 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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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타자(Other)’의 개념도 이와 같은 순수하고 전적으로 합리적인 외향성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
다. 프로이트의 『모세와 일신교』(Moses and Monotheism)는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내적’ 경향으로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의 ‘죽음의 충동(death drive)’이라는 개념은 종교
의 요구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 그러나 내적 충동이 단지 외적 충동의 곡해는 아니
다. 내적 진리와 외적 진리 사이에 어떠한 화해도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다. 철
학을 한다는 것 그리고 생각한다는 것은 충분한 정당화 없이 진리를 위해 결정하는 것이고, 그 진리에
헌신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이를 배제하는 것을 모색하는 치유는 철학과 진리의
죽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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