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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일생

20세기의 천재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삶과 사상을 

재조명한다. 스승 러셀과의 만남을 통해 서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고 확연하게 달라진 전후기 사상의 

차이점을 비교해 본다.



강신주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개관

비트겐슈타인의 생애와 가족사

스승 버트런드 러셀과의 관계

『논리철학논고』 소개

철학자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객원연구원. 

저서 : 『철학적 시 읽기의 괴로움』, 『철학vs철학』, 

『제자백가의 귀환 1, 2』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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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출신의 철학자. 20세기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기도 하며, 주요 저서로는 

『논리철학논고』, 『철학적 탐구』가 있다. (사진 왼쪽에

서 세 번째)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1889~1951)



철학자이자 수학자로 잘 알려진 영국의 대학자이다. 

비트겐슈타인은 러셀의 제자였으며 많은 영향을 주고 

받았다.

버트런드 러셀(Russell, 1872~1970) 



비트겐슈타인의 초기 사상을 아포리즘(警句) 형태로 

표현한 서적. 

『논리철학논고(1922)』 



노먼 말콤(Norman Malcolm, 1911~1990) 

비트겐슈타인의 제자. 케임브리지 대학 재학 시절 

비트겐슈타인의 수업을 들었으며, 그를 가장 잘 아는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스피노자(Baruch de Spinoza, 1632~1677) 

네덜란드의 철학자. 데카르트의 철학에 반대하여 

범신론(汎神論)을 주장. 금욕과 절제를 중시하던 기존 

관념을 탈피하여 자유주의 사상을 펼쳤다. 

 

비트겐슈타인의 사상적 전환 

비트겐슈타인의 사상은 전기(청년 비트겐슈타인)와 

후기(장년 비트겐슈타인)로 구분되며 후기 철학은 

전기 철학을 비판한다. 

 



비엔나(Wien/Vienna) 

오스트리아의 수도. 19세기 말 비엔나는 예술과 

지성의 중심지였다. 비트겐슈타인은 비엔나에서 

태어나고 유년기를 보냈다. 

 

케임브리지(Cambridge) 

영국 케임브리지셔 주의 중심 도시.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있는 대학 도시이다. 

 

비트겐슈타인을 이해할 때 그의 출생지가 비엔나라는 

사실은 중요하다. 

 

카를 비트겐슈타인(Karl Wittgenstein, 1847~1913)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의 아버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철강 산업을 독점하여 막대한 부를 쌓았다. 

 



작곡가 모리스 라벨은 오른팔을 잃은 파울 비트겐슈타

인(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의 형)을 위하여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라 장조>를 작곡했다. 

 

비트겐슈타인은 평생 동성애적 기질과 자살 충동을 

갖고 있었다. 루트비히뿐 아니라 비트겐슈타인 형제들

은 과중한 부담 속에서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 

 

러셀이 비트겐슈타인에게 한 한마디

“너는 철학을 해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을 자신의 정신적 질병처럼 

여겼다. 러셀의 학문적 성향은 크게 한 번 변하게 되는

데, 이는 비트겐슈타인의 영향이었다고 볼 수 있다. 

 

러셀은 순수 학문을 떠나 사회참여를 통해 지식인의 

책무를 다하고자 했다. 그는 보수적인 영국의 귀족 

출신이었음에도 약자의 권익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힘쓰며 진보적인 행보를 보였다. 

 



1916년에 비트겐슈타인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육군으로 참전했다. 

 

“진정으로 중요한 부분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 

『논리철학논고』는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쓴 책

이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

을 구분한다. 형이상학적 경험들은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이 윤리적, 종교적, 미학적인 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언어에 

대응하는 대상을 가지고 있는 영역, 즉 자연과학의 

명제들이다. 

 



논리 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 

과학의 논리적 분석 방법을 철학에 적용하고자 하는 

학문적 사조.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비트겐슈타인을 자신들의 

대변자라고 생각했지만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논리 

실증주의와 구별되는 것이었다. 

 

1920년대에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논고』로 모든 

철학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여 오스트리

아의 초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비트겐슈타인은 20세기의 특별히 비범한 인물로 

기억되는 철학자이며, 논리철학에서 중요한 족적을 

남겼다.

비트겐슈타인의 사상은 전기와 후기로 나뉘는데, 

후기의 사상은 전기의 것을 비판할 정도로 크게 

전환된 모습을 보인다. 이에 따라 세계의 사상계도 

영향을 받았다.

비트겐슈타인의 형제들은 하나같이 뛰어난 재능을 

지녔으며, 모두 자살 충동, 동성애 기질을 보였다. 

비트겐슈타인의 스승 버트런드 러셀은 스스로도 

뛰어난 학자였으나 제자인 비트겐슈타인과의 만남을 

계기로 사상적으로 다른 노선을 선택했다.

비트겐슈타인의 저서로는 『논리철학논고』와 『철학적 

탐구』가 있다.



1. 비트겐슈타인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철학자로 20세기 가장 

중요한 철학자 중 한 명으로도 꼽힌다. 다음 중 비트겐슈타인의 

저서를 모두 고른다면?

(1) 논리철학논고

(2) 철학적 탐구

(3) 서양철학사

(4) 수학원론

2. 과학의 논리적 분석 방법을 철학에 적용하고자 한 학문적 사

조로 이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비트겐슈타인을 자신들의 대변자

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이 사조와는 

구별되는 것이었다. 이 학문적 사조의 명칭은 무엇인가?

(1) 논리 실증주의 

(2) 논리 실용주의 

(3) 합리주의 

(4) 포스트모더니즘



3. 다음은 비트겐슈타인이 남긴 말이다. 괄호를 채우시오. 

“(                  )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1) 말할 수 있는 것

(2) 실천할 수 있는 것

(3) 말할 수 없는 것

(4) 변화시킬 수 없는 것 



1. (1),(2)   2. (1)   3. (3)

1. (3), (4)는 버틀런드 러셀의 저서이다.



강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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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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