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적 원리들의 타당성에 관하여:
집합을가정하는수학영역에서논리적원리들의타당성에대한문제제기

양 은 석
(연세대 강사)

1. 들어가는 말
고전 논리학에서 논리의 원리들로 간주되는 배중률과 모순율,
배분법칙 따위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다치논리와 퍼지논
리, 양자논리, 직관주의논리 등을 통하여 수행되어 왔다. 구체적
으로 퍼지논리와 양자논리에서는 개념이 갖는 경계의 불확정성
과 (양자역학 내에서 대상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는) 인식의 불확정성을 통해1) 배중률과 모순율, 배분법칙 등의

1) 대수적 의미해석 구조를 갖는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양자논리와 퍼지논
리는 주어진 지점에서 구별된다. 전자는 기본적으로 개연성의 논리인 반면
후자는 가능성의 논리인 것이다. 양자논리와 퍼지논리의 차이점은 전자가 단
조성monotonicity 조건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가법성additivity 조건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 이는 개연성이론과 퍼지이론의 차이
성을 극명하게 드러내 준다. 개연성이론에서의 대수합은 여연산에 관한 한
항상 1의 값을 갖는다. 예) P(A) + P(Ac) = 1 <가법성 조건>. 그러나 퍼지이
론에서 <가법성의 조건>은 필연적이지 않다. 퍼지이론은 <단조성 조건> ( x
x ' , y y ')
S(x, y) S(x ' , y ') 에 기초해 있다. 불확실성에 있어서 개연성
과 애매성의 간단한 차이구분에 대해서는 Zimmermann (199 1), 3쪽 참조. 개연
성이론과 퍼지 이론의 기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는 같은 책, 8장과 이광형·
오길록(199 1), 8장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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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2) 그리고 다치논리로서의 3치
논리에서는 미래의 우연문장(루카츠비츠)이나 의미론적 역설을
발생시키는 문장(보흐바) 등을 통해 배중률과 모순율의 타당성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3) 그러나 수학을 논리학으로 환
원하고자 하는 현대 수리논리학의 전개양상에 비추어 볼 때 그
러한 논의 대상들은 수학의 영역에 관한 한 본질적인 논의의 대
상들이 아닌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그리고 비록 무한 수학의
대상들에 대한 논의를 유한 수학으로 환원하여 그 대상들의 진
리치를 보존하려고 했던 힐버트의 계획이 괴델에 의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플라톤이 수학의 대상들을
(개념과 더불어) 불변하는 보편적인 대상으로 간주한 이래로 지
적된 논리의 원리들이 그러한 수학적 대상들을 취급하는데 있어
서 만큼은 비교적 안정된 지위를 획득해 온 것이 엄연한 현실이
다. 배중률과 모순율, 배분법칙 등의 타당성에 대하여 제기된 문
제점이 아직 수학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
서 그리고 무한 수학의 영역에서 직관주의가 문제삼은 배중률이
고전 논리학에서 항진으로 간주되는 배중률이 아니라는 점에서4)
2) 전자와 관련해서는 졸고(1997a), 6장 1절을 그리고 후자와 관련해서는
Mittelstaedt(1978), 6장과 결론, Hughes(198 1), 146-57쪽을 참조할 것
3) 이와 관련하여 Turner( 1984), 3장과 Rescher( 1968), 6장을 참조할 것.
4) 직관주의는 구성 가능한 것(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그것의 참을 인정한다
따라서 직관주의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배중률은 임의의 명제(P)가 증명
가능하거나 그것의 부정 명제가 증명 가능하다( I P ∨ I ￢P) 에 해당하
지 임의의 명제나 그것의 부정 명제가 증명 가능하다( P∨￢P) 에 해당하
지 않는다. 이는 고전적인 직관주의를 대표하는 브라우어와 하이팅이 제시하
는 다음의 두 사례에 잘 나타나 있다.
<사례 1> [배중률]에 관한 브라우어의 반례(Brouwer( 1923b), 337쪽 /
Brouwer(198 1), 6쪽 참조)
모든 수학의 집합은 유한집합이거나 무한집합이다
[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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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 볼 때 그러한 안정성은 더욱 분명히 지지될 수 있는 것처
럼 보인다. 특히 수학에서 취급하는 수가 집합으로 정의될 수 있
고 대수학이나 위상학 등이 여전히 그러한 집합을 전제로 하는
체계라는 점에서 볼 때, 여타의 논리에서 제기되는 기존의 논리
·d : th digit to the right of the decimal point in the decimal expansion ofπ
·m =kn , dm for the nth time that the segment dm dm + 1⋯ dm + 9 of this decimal
expansion forms the sequence 0 123456789
·kN = {kn }
; kn 이 존재하는지 아닌지가 유한한 방법으로 결정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들의 집합 kN 이 유한집합인지 아닌지는 결정 불가능하다.
<사례2 > [배중률]에 관한 하이팅의 반례(Heyting( 1956), 24쪽)
ab=0이면 a=0 이거나 b =0이다
[반례]
* a, b : real number generators defined by the following laws
<1st Case>
an =bn =2-n , if no sequence 0 12⋯9 occur in the first n decimals of π
<2nd Case>
·the sequence occurs in the first n decimals
·let 9 in the first sequence be the kth digit
k : odd
an =2-k & bn =2-n ,
an =2-n & bn =2-k ,
k : even
; a, b에 대하여 각각의 a, b가 0인지 아닌지는 결정될 수 없다. 그러나 ab=0 이다:
( an bn < 1/m, n>m),
an bn = 2- 2n ,
1st Case
an bn = 2- k -n , 2nd Case
주어진 사례와 반례를 1차 논리 형식으로 정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
(x : 임의의 집합을 지시하는 개체 변항, Fx : x는 유한집합이다,
￢Fx : x는 유한집합이 아니다(무한집합이다), k N : 정의된 집합을 지시하
는 개체 상항)
<사례 1> (∀x) Fx∨￢Fx
[반례] ∃k N s.t
I Fk N ∧
I ￢Fk N (
I :
직관주의 명제논리체계
I에서 증명 가능하다 )
<사례2 > ∀x,y, xy = 0 → x = 0 ∨ y = 0
( a, b : <사례2 >의 반례에 대한 정의를 만족하는 a, b )
[반례] ∃a,b s.t.
ab =0 & (( a=0 ∧
￢a=0) & ( b =0 ∧
￢
b =0))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이종권( 1993), 119-39
쪽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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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리들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이 아직은 수학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주장할 만한 당위성이 있을까? 이 글의
논의는 주어진 질문에서 시작된다. 즉 전통 논리학을 포함하는
고전 논리학 내에서 타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논리의 원리들이 집
합을 전제로 하는 수학의 영역에서 취급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보
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부정
적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논리적 원리들에 대한 반증 사례들을
집합을 전제로 하는 수학 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리고 (전통 2치 논리에서나 타당한) 논리적 원리들에 대한 반증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본문에서 수행될 내용이다. 이를 통하여
수학의 영역 특히 집합을 전제하는 수학의 영역 내에서도 전통적
인 논리의 원리들이 항상 타당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이 글의 기본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로부터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철학적으로 더 가치
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고전 논리학과 그 안에서 마련되
는 논리의 원리들의 보편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즉 아리
스토텔레스가 2치 논리학으로서의 삼단논법을 보편학으로 간주
(「후서」I, 14장 참조)한 이래로 전통적으로 수행되어 오던 2치
논리의 원리들은 제반 학문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수학의 영역
에서도 그 보편 타당성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논리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논리의 원리들로 간주하고 논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인 논의가 필
요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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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한수의 산술과 대수학 내에서 논리의 원리들과 구조 문제
초한수의 산술과 대수학 내에서 전통 연역논리학5)의 논리적
원리들의 타당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
으로 고전 논리가 갖는 구조적인 한계성에 기인한다. 즉 흔히 전
통 논리학 교과서에서 마련되는 명제논리는 의미론적 측면에서
볼 때 진리표에서 동어반복 으로 나타나는 명제들을 恒眞 으로
간주하며 일계 논리는 그것에 양화연산을 첨가하여 명제논리를
확장한 체계이다. 그리고 그 의미론적(구조적) 특성은 명제논리
의 진리표가 불 대수 구조를 갖는다는 점과 일계 논리는 그러한
구조를 보존하는 확장된 체계라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6) 그러나
초한수의 산술이나 대수학은 그러한 대수적 구조보다는 일반적
인 구조를 갖는다. 그리고 그것은 고전 논리의 원리들을 만족하
지 않는 반례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삼고자 하는 것
은 사실 논리의 원리들의 타당성이라기보다는 고전 논리학에서
명제의 타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제시하는 동어반복 의 구조가
과연 보편적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에 해당할 것이다.
칸트나 직관주의자들이 초급 산술의 명제들 예를 들어
2+3=5 따위의 명제를 직관적으로 자명한 것으로 간주하고7) 힐
버트가 무한수학의 대상들로서의 허수나 초한수 등의 존재문제

5) 필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논법Aristotelian syllogism과 2치의 명제, 술어
논리를 편의상 전통 연역논리로 명명한다.
6) 술어논리는 불 대수의 기본 구조를 보존하는 다진 불 대수나 cylindric
algebra로부터 의미해석이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Halmos(1956), 363-87
쪽, Faust(1982), 27-53쪽과 Myers(1976), 189-202쪽 등을 참조할 것.
7) 이와 관련하여 『프롤레고메나』, 7, 11, 12절, 브라우어(1989), 78-8 1쪽, 하이
팅( 1956), 6-13쪽 등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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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한수학의 문제로 환원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8)에 있어
서 간과한 것은 무한 수학이나 유한 수학 모두 집합으로 정의될
수 있는 수만 가지고 성립하는 체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집합으
로서의 수를 가지고 성립하는 기본 산술이나 그것을 연장한 초
한수의 산술 그리고 대수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수) 합(+)과
곱(·) 등의 기본 연산자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연산자
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지적된 체계들은 필연적으로 대수적 구조
를 갖게 된다. 즉 칸트나 직관주의자들이 직관적으로 자명한 것
으로 간주한 기본 산술의 명제는 단지 직관성 으로 해명될 명제
가 아니라 수와 대수연산자로부터 성립하는 체계 안에서 이해되
어야 할 명제인 것이다. 이때 수적 대상들과 그것들 사이의 기본
연산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학의 체계가 모두 불 대수 구조를 갖
는 것은 아니다. 이 절에서 보이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그러한
내용이다.

2.1. 불 대수 구조
2치 논리로서의 명제논리가 그 의미해석에 있어서 불 대수 구
조를 갖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
히 불 대수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 공리가 어떤 것인지만을 지적
하기로 하겠다.
먼저 대수적 측면에서 볼 때 불 대수는 다음의 다섯 가지를 공
리로 하는 대수 체계이다.
[정의1] 불 대수 정의

8) 이와 관련하여 힐버트(1904), 129-38쪽, (1925), 367-92쪽 등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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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대수는 동등관계(=)를 포함하는 다음의 공리를 만족하는 항 <B, *,
·, ' , 0, 1>= 이다:
( B: 집합, *,·: B의 이항연산binary operation 합joint과 곱meet, ' : B의 일
항연산 여complement, 0, 1: B의 특수원소distinct elements )
공리 1. [결합법칙] 각각의 연산은 결합법칙을 만족한다:
x,y,z B, x*(y*z) = (x*y)*z & x·(y·z) = (x·y)·z
공리2. [교환법칙] 각각의 연산은 교환법칙을 만족한다:
x,y B, x*y = y*x & x·y = y·x
공리3. [배분법칙] 각각의 연산은 배분법칙을 만족한다:
x,y,z B, x*(y·z) = (x*y)·(y*z) & x·(y*z) = (x·y)*(y·z)
공리4. [항등법칙] 각각의 연산은 항등법칙을 만족한다:
x B, x*0 = x & x·1 = x
공리5. [여법칙] 각각의 연산은 여법칙을 만족한다:9)
x B, ∃x ' B s.t. x*x' = 1 & x·x ' = 0

여기서 집합의 대상을 명제로 하고 연산자로 일항, 이항 관계
연산 ￢, ∧, ∨을 그리고 1을 명제에 관한 참(T) 값으로 0을
거짓(F) 값으로 해석할 경우10) 명제논리와 그것의 의미해석을
제공하는 진리표를 구성할 수 있다.11) 그리고 다치논리와 퍼지논
리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논리의
원리들은 진리표 또는 불 대수 하에서 항상 참 또는 1의 값을 갖
는다. 그러나 그러한 대수적 구조 안에서 타당성이 마련되는 교
환법칙과 배분법칙 등이 문장이 아닌 수적 대상들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보이는 것이 2.2절과 2.3절의 내용
9) 여기서 여법칙은 전통 연역 논리학의 배중률, 모순율에 해당한다.
10) 동치관계를 포함하는 명제에 관한 불 대수 <P,∨,∧,￢,F ,T > (P :명제들의
집합, ∨:선언, ∧:연언, ￢:부정, F :거짓, T:참 )
11) 전통적인 집합 또한 불 대수와 동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 (불 대수에 관한
동등관계를 포함하는 집합에 관한 불 대수 <2s ,∪,∩, c , ,U >=(2 s :S의 부분
집합들의 집합, ∪:합, ∩:곱, c :여, :공집합, U:전체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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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2. 초한수의 산술과 교환법칙과 배분법칙의 비성립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통해 (동일성을 포함하는) 1계 논리로
의 환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된 페아노 산술이라는 기본
산술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괴델이 그의 불완전성 정리를 통
하여 새로운 공리를 첨가한 산술 영역의 확장을 부정한 것은 아
니라는 점이다.12) 다만 괴델은 그러한 확장이 갖는 본질적인 한
계성을 불완전성 정리를 통해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1계
논리언어 안에서 페아노 산술이 ZF-집합론으로 그리고 그것이
ZFC-집합론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완전성 정
리에 따른 한계성과 선택 공리의 수용여부에 대한 문제에도 불
구하고 ZFC-집합론은 확장정의에 따른 1계 논리의 확장이론으로
간주될 수 있는 여지를 갖는다.13) 그러나 ZFC-집합론에서 성립
12) 괴델은 제 1불완전성 정리에 대한 주를 통하여 제 1 불완전성 정리를 통해
발생하는 결정 불가능한 명제가 좀더 높은 유형(예: P체계에 ω 유형)을 부
가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으며 이와 유비적인 상황이 집합론의 공리체계에
서 허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Shanker(1990), 44쪽 주) 48a)
13) 1계 논리 안에서 다음의 확장정의와 확장보조 정리가 사용된다.(Robbin(1969),
52-54쪽 참조)
[정의2] 확장정의
L(P, X)의 모든 정리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정리를 얻을 수 있도록 상항을
첨가하거나 공리들을 변형, 확장하여 얻어지는 형식체계를 L(P, X)의 확장
extension이라고 한다.
[정의3] 1계 체계1st-order system는 임의의 1계 언어에 관한 형식 연역체계 L(P, X)에
의한 확장을 보존하는 체계이다.
[정의4] P를 술어들의 체계, X를 상항들의 집합, T를 L(P, X)의 문장들의 집합이라고
하자.
1. T는 모순inconsistent이다 iff T
; T는 무모순consistent이다 iff T는 모순이 아니다.
2. T는 L(P, X)에서 완전하다 iff L(P, X)의 모든 문장 A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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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초한수의 산술에 관한 한 이전 체계의 정리들을 보존하는
그러한 확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것은 유한 수학에서 타당한
교환법칙과 배분법칙이 무한 수학으로서의 초한수의 산술에서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지적될 수 있다. 무한 수학으로
서의 초한수의 산술에서 교환법칙과 배분법칙에 대한 다음의 반
례가 성립한다.(Kunen(1983), 20-21쪽 참조)
<반례1> 교환법칙에 대한 서수의 덧셈과 곱셈에서의 반례
1. 덧셈에 대한 반례
1+ω ≠ ω+114)
2. 곱셈에 관한 반례
2·ω ≠ ω·2 15)
<반례2> (왼) 배분법칙에 대한 반례
1. (1+1)ω ≠ (1·ω) + (1·ω) 16)
2. (2·2)ω ≠ (2·ω)·(2·ω) 17)

따라서 초한수의 산술에 관한 한 교환법칙과 배분법칙은 더
T A이거나 T ￢A이다.( A T이거나 ￢A T이다)
3. T는 L(P, X)에서 보편적universal이다 iff
B가 모든 c X에 대하여 Sx cB

T인 L(P, X)의 정합식 일 때,

T ∀xB이다.(∀xB T이다)
[보조정리5] 확장 보조정리
T는 L(P, X)의 문장들의 무모순한 집합이다. 이때 X를 확장하는 상수의
집합 Y와 다음을 만족하는 L(P, Y)의 문장들의 집합 T'이 있다:
T T'이고 (1) T'은 무모순이다
(2) T'은 L(P, Y)에서 완전하다
(3) T'은 L(P, Y)에서 보편적이다.

14)
15)
16)
17)

<증명> 1+ω = ∪ {1+n n∈ω } = ω, ω+1 = Sω (S: 후자함수)
<증명> 2·ω = ∪ {2·n n<ω } = ω, ω·2 = ω(1+1) = ω+ω
<증명> (1+1)ω = 2·ω = ω, (1·ω)+(1·ω) = ω+ω = ω(1+1) = ω·2
<증명> (2·2)·ω = 4·ω = ω, (2·ω)·(2·ω) = ω·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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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타당한 논리적 원리일 수 없다.
이는 1계 언어이론으로서의 ZFC-집합론이 확장정의에 따른 확장
이론으로의 방식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만약 집합론과 고전 논리학 사이의 구별을 시도할 경우 논리학
과 집합론은 상호 독립적인 영역이 된다. 그렇다고 할 경우 고전
논리학에서 타당한 논리의 원리들을 집합론의 대상들에 적용하
는 것은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수를 집합으로 간주하는 한에
서, 이는 전통적인 논리의 영역 안에서 수적 대상들이 논의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이 글의 서론에 제시된) 최초의 논제 자체에
위배된다. 동시에 논리학과 집합론이 이종적이라면 그럼에도 불
구하고 불 대수가 명제 논리와 더불어 집합들에 대한 공통적인
대수적 구조일 수 있는지에 대한 해명이 수행되어야 하는 문제
점을 갖게 된다.

2.3. 대수학 내에서의 불 대수의 대수적 범위 문제
사실 대수학 내에서 불 대수의 보편성을 논의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대수적 입장에서 볼 때 불 대수는
대수학 내에서 매우 제한적인 특수한 대수체계에 불과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그것은 수학영역에서 전통적인 논리의 원리들의 타
당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간과된 문제점을 일깨워 준다. 그 간과
된 문제점은 특수한 대수적 구조하에서야 동어반복 일 수 있는
논리의 원리들에 왜 보편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가이다. 이를 불
대수가 갖는 대수적 범위의 문제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여기서
의 과제이다.
먼저 전통적인 논리의 원리들에 대한 구조를 제공해 주는 불
대수의 대수적 범위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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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대수는 대수 체계에 있어서 환Rings이라는 특정 대수영역에
귀속되는 불환Boolean Ring과 동형인 체계이다.18) 불 환이 성립
하는 환은 (합에 관한) 교환법칙을 만족하는 아벨리안 군에 (곱
에 관한) 결합법칙과 배분법칙이 부가되어 얻어지는 체계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멱등법칙idempotency이 추가될 경우 다름 아닌
불 환을 얻게 된다. 따라서 명제논리에서 항진으로 간주되는 논
리의 원리들인 배중률과 모순율, 교환법칙과 배분법칙 등은 불
환보다 일반적인 대수적 범위 안에서 더 이상 타당한 논리의 원
리가 아니다. 그 예로 대수학 내에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만
족하지 않는 다음의 사례를 고려할 수 있다.19)
<반례3> 교환법칙에 대한 반례
1. 정수 위에서 다음으로 정의된 a*b: a*b = a-b
예) 3-1 ≠ 1-3
2. 양의 정수 위에서 다음으로 정의된 a*b : a*b = ab
예) 23 ≠ 32
<반례4> 결합법칙에 대한 반례
1. 정수 위에서 다음으로 정의된 a*b: a*b = a-b
예) (3-1)-2 ≠ 3-(1-2)
2. 양의 정수 위에서 다음으로 정의된 a*b : a*b = ab
2

2

예) (23 ) ≠ 2(3 )

따라서 대수학에 관한 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은 더 이상 보

18) 시몽G . F . Simmons(1963), 부록3, S. Koppelberg(1989), 1.1.6 참조.
19) 물론 이때 사용되는 연산은 논리합(∨)이나 논리곱(∧)이 아니다. 여기서 문
제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연산이 갖는 (대수적) 구조의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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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논리적 원리일 수 없다.20) 그리고 그것
은 여타의 논리적 원리들인 배분법칙과 배중률, 모순율에도 동일
하게 적용된다.21) 이로부터 고전 논리학과 대수학의 구별을 시도
할 경우 고전 논리가 갖는 구조를 해석하는데서 정립될 수 있는
의미론을 논의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의미하다. 그렇다고 할 경
우 문장들의 연결에 사용되는 연산자로서의 논리상항의 쓰임의
당위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22)

3. 위상학 내에서 논리적 원리들과 여닫힌 집합23) 문제
2.2.절과 2.3절에서 고전 논리학의 논리적 원리들의 타당성에
대하여 제기된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고전 논리학이 갖는 구조적
한계성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었다.24) 여기서 제기하
려고 하는 문제는 기본적인 연산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는 모순적인 개념의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위상학에
서 사용되는 여닫힌 집합을 통해 모순율의 전통적인 해석방식에

20) 항등원, 역원과 더불어 결합법칙을 공리로 하는 것은 군이며 군론에서 교환
법칙을 공리로 갖는 것은 아벨리안 군이다.
2 1) 항등원, 역원, 결합법칙과 더불어 배분법칙을 공리로 하는 것은 환이며 여법
칙(배중률, 모순율)을 공리로 하는 불 대수에 대해서는 2.1절의 [정의 1]을 참
조할 것. (명제계산을 위한 불 대수에 사용되는 논리합이나 논리곱은 대수
합이나 대수곱과는 달리 그 자체로는 군이나 환에 귀속될 수 없는 연산자이
다. 이에 관해서는 다른 지면을 통해 좀더 논의될 것이다.)
22) 이는 논리의 구조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또한 다른 지면에서 좀더 논의될 것이다.
23) 필자는 closed & open set(clopen set)을 열린 동시에 닫힌 집합이란 의미에
서 여닫힌 집합 으로 번역하였다.
24) 주어진 반례들은 불 대수보다 일반적인 대수적 범위에 속하는 문장들로 간
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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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은 배중
률로까지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계 논리에서 술어로 사용되는) 개념을 전통적인 방식을 쫓아
대상에 대한 속성(일항 관계)으로 간주할 경우, 모순율과 배중률
은 다음으로 해석될 수 있다.
속성 P와 그것의 부정 속성 ￢P를 동시에 갖는 대상 x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순율 (1)
임의의 대상 x는 속성 P를 갖거나 그것의 부정 속성 ￢P를 갖는다: 배중률 (2)

그리고 그것을 일계 논리언어와 집합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x) (Px∧￢Px)

(1')

(∀x) (Px∨￢Px)

(2')

c

c

c

c

P∩P = {x｜x∈P & x∈P } =
P∪P = {x｜x∈P or x∈P } = U

(1' ')
(2 ' ')

주어진 논리의 원리를 만족하는 간단한 사례로서 다음을 들 수 있다.
<사례1>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아닐 수는 없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거나 사람이 아니다.
<사례2>
1이 홀수이면서 동시에 홀수가 아닐 수는 없다.
1은 홀수이거나 홀수가 아니다.

여기서 개체 상항에 해당하는 소크라테스 와 1 따위의 외연
을 (개체 변항을 통해) 한정해 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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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항) 사람 과 홀수 이다. 그리고 그러한 특성은 다음의 가정
을 성립시킨다.
<가정 1> 특정 속성을 의미하는 개념은 그러한 속성을 만족하는 대상들의
범위를 (외연에 있어서) 한정한다.25)

그러나 위상학에선 (1)을 만족하지 않는 개념이 존재한다. 그
것이 바로 열린 집합open set 과 닫힌 집합closed set 이라는 개
념이다. 우선 열린 집합 과 닫힌 집합 은 위상학에서 다음으로
정의될 수 있다.26)
[정의6] 열린 집합 (Patty(1993), 6쪽)
A subset U of a metric space (X,d) is open if for each x∈U, there is
an open ball Bd (x,ε) such that Bd (x,ε)⊆U.
[정의7] 위상학 (같은 책, 10쪽)
A topology on a set X is a collection Τ of subsets of X having the
following properties:
(a) Ø∈Τ and X∈Τ
(b) If U∈Τ and V∈Τ, then U∩V∈Τ
(c) If Uα ∈Τ for each α in an index set Λ, then ∪{Uα ｜α∈Λ }∈Τ
The members of Τ are called open sets.
[정의8] 위상공간 (같은 곳)

25) 이는 개념을 대상의 속성으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논리의 이해 방식이다. 이
와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와 프레게에서의 (지각) 대상과 개념 사이의 관
계를 고려할 것.(졸고(1997a), 3장 참조)
26) 여기서는 위상학에서 사용되는 표현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 각각의
정의를 영어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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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pological space is an ordered pair (X,Τ), where X is a set and Τ
is a topology on X.
[정의9] 닫힌 집합 (같은 책, 26쪽)
A subset A of a topological space (X,Τ) is closed provided its
complement, X-A, is open.

주어진 정의 하에서 위상공간 (X,Τ)에서의 집합 X와 Ø는 여
닫힌 집합이 된다.27) 그리고 열린 집합 과 닫힌 집합 이라는
개념을 문제삼지 않을 경우, X와 Ø는 모순율에 관한 기본 연산
에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28) 즉 집합 X에 속하는 임의의 원
소 x는 X에 속하면서 동시에 그것의 여집합 Ø에 속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논리 방식을 쫓아 <가정1>을 받아들일 경
우, 열린 집합 과 닫힌 집합 이라는 개념은 X와 Ø에 관한 한
(1)을 만족하지 않는다: P를 열린 집합으로 간주할 경우, Pc은 닫
힌 집합이 된다. 이때 X와 Ø는 열린 집합과 닫힌 집합이라는 성
질을 모두 갖기 때문에 더 이상 (1)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그
것은 모순율에 관한 다음의 반례를 성립시킨다.
<반례5> 모순율에 관한 위상학에서의 반례
(위상공간 (X,Τ)에서의) 집합 X와 Ø는 열린 동시에 열리지 않은(닫힌)
집합이다.29)

27) 1 X, Ø : open sets ([정의6], [정의7])
2. Ø : closed (∵ X: open set(1) & X-Ø=X([정의9]))
3. X: closed (∵ Ø: open set(1) & X-X=Ø([정의9]))

28) (1' ')과 (2 ' ')에 있어서 P를 X로 Pc을 Ø로 간주할 경우,
∀x∈X, {x｜x∈X & x∈Ø } = 와 {x｜x∈X or x∈Ø } = X가 성립한다
29) 이를 1계 논리와 집합에 적용하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x) (Px∧￢Px)

/

{x｜x∈P & x∈Pc } ≠

132

그리고 배중률을 전통적인 방식을 좇아 모순 명제 사이의 배
타적 관계, 임의의 명제와 그것의 부정 명제 사이의 배타적 선언
관계로 해석할 경우30) X와 Ø는 배중률 또한 만족하지 않게 된
다. 즉 그것은 다음의 배중률*에 대한 반례를 성립시킨다.31)
[배중률*] 임의의 명제가 참이다 iff 그것의 부정 명제는 거짓이다. 그리고
그 역 또한 마찬가지이다: (v:진리함수) v(P)=T iff v(￢P)=F
v(P)=F iff v(￢P)=T

(2* )

<반례6> 배중률* (2* )에 관한 위상학에서의 반례
(위상공간 (X,Τ)에서의 집합 X(Ø)에 있어서) 집합 X(Ø)는 열린 집합이
다 는 문장은 참이고 동시에 그것의 부정 문장 집합 X(Ø)는 닫힌 집
합이다 또한 참이다.

여기서 <가정1>에 따라 열린 집합과 닫힌 집합을 대상들의 속
성으로 간주할 경우, 모순율((1))과 배중률*((2*))를 만족하지 않
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서 좀더 재고되어야
할 두 가지 사안이 있다. 첫째는 X와 Ø가 열린 집합과 닫힌 집
합으로 간주되는 것이 대수적인 연산과 독립적으로 마련될 수

30) 이는 명제논리의 배중률에 관한 다음의 의미해석(진리표)에서 잘 드러난다:
P∨￢P
1 1 0
0 1 1

이와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와 프레게의 배중률에 관한 해석을 참조할
것.(후서」72a 10-15, Frege(1970), 13 1쪽, 135쪽, Frege(1979), 185쪽 참조)
3 1) 이는 배중률을 레셔가 제시하는 배중률의 경우 중 (iv)의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다.(Rescher(1968),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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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X가 열린 집합일 경우 그
것의 여 Ø(Xc)는 닫힌 집합이며 그 역 또한 마찬가지이다.32) 이
는 열린 집합과 닫힌 집합이라는 개념이 연산 관계와 독립적으
로 즉 (모순을 배제하는 개념에 준거한) 속성에 의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개체-속
성의 관계구도에 따라 개체의 성질과 관계를 해석하려고 하는
논리적 이해 방식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야기한다. 둘째는 여
닫힌 집합들에 대한 위상공간이 불 대수와 동형이라는 점이다.33)
즉 전통 연역 논리학에서 수용할 수 없는 모순적인 개념 여닫
힌 을 만족하는 집합들의 공간이 바로 고전 논리학의 지반을 이
루는 불 대수 구조인 것이다. 이는 동일한 구조 안에서 고전 논
리학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개념들이 실제에 있어서는 그 대상
으로 수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것은 첫 번째 제기한
사안과 더불어 개념/관계를 지반으로 하는 논리적 근거지움이 얼
마나 정당한 것인지를 재고하게 한다.

4. 논리의 원리들과 수리 철학적 문제
지금까지 전통 연역 논리학에의 논리적 원리들이 집합을 전제
하는 수학의 영역에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반례를 통하여
예증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논리의 원리들 특히 배중률, 모순율,
배분법칙, 교환법칙, 결합법칙 등이 서론 부분에서 지적한 제반

32) 주 25) 참조.
33) 여기서의 위상 공간은 totally disconnected compact Hausdorff space에 해당
한다. 불 대수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Simmons(1963), 부록
3, S. Koppelberg(1989), 7절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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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집합을 전제로 하는) 수학의 영역에서조차
도 결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반영해 준다. 이를
수용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줄곧 전제해 오던 논리의 보
편성은 전통 연역 논리학 안에서는 더 이상 마련될 수 없는 것으
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은 논리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을 산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논리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요구된다는 사안에 대한 당위성은
무엇보다도 현대 수리철학의 전개 양상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
박우석 교수가 지적하듯이 최근의 수리 철학적 논의는 초기의
수리 논리학을 통해 수행되던 토대론적 논의가 아닌 실제의 실
천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34) 그러한 사실은 전
통적인 논리학자들이 보여주던 논리에 관한 플라톤적인 입장을
집합론 안에서 계승하고 있는 매디조차도 자신의 집합론적 실
재론set theoretic realism 을 논리주의 와 철저히 구별하고 있다
는 점에서 실제로 확인될 수 있다.(Maddy(1990), 26-27쪽)35) 필자
의 견지에서 볼 때 여타의 수학이 집합론으로 그리고 집합론이
논리학으로 환원될 수 있는가 하는 토대론적 논의가 문제조차
되지 않는다는 사실(같은 책, 6쪽)은 논리학이 더 이상 수리 철학
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예증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전
통 논리학 안에서 안주하려고 했던 기존의 논리학자들의 태도에

34) 이와 관련하여 박우석(1994), 327-340쪽 참조. 필자는 박우석 교수의 기본적
인 입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은 프레게 안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문제라
기보다는 현재 재기되고 있는 수리 철학적 문제들 안에서 자성되고 새로이
정립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35)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매디의 플라톤주의가 전통적인 플라톤주의로부터 구별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매디의 플라톤주의는 콰인의 자연화된 인식론 에 상
당히 근접해 있다. 이와 관련하여 Maddy(1990), 5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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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각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글에서 논의
된 전통 연역 논리학의 논리적 원리들을 만족하지 않는 수학의
영역(초한수의 산술, 대수학, 위상학)은 집합들을 그 기본 대상으
로 하고 그것들 사이의 구조를 갖고 이루어지는 학문 영역이기
때문이다. 대상과 구조를 배제할 수 없는 그러한 특성은 이 글에
서 논의되지 못한 퍼지논리나 양자논리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될 수 있다.36) 그러한 점에서 볼 때 기존의 논리의 원리들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수학과 논리의 영역이 어디인지를 확인하
고 그 안에서 논리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위상학에서 나타나듯이 임의의 속성부여가 그 구조와 독립
적으로 주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37) 그리고 이 글에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지만 배분법칙이나 교환법칙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배중률, 모순율의 타당성 논의와는 대수적 범위에 있어서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38) 더욱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글의 그러한 작업을 위한 예비작업이 될 것이다.

36) 이와 관련하여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6장 2절의 격자구조에 관한 논의를 참
조. 필자는 대상과 그것들 사이에서 성립하는 구조 안에서 논리가 재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집합론적 실재론자들이나
구조주의자들은 양쪽의 어느 한 면에 치우쳐서 그러한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7) 3절에서의 여닫힌 집합에 대한 논의를 참조할 것.
38) 이와 관련하여 2 .3절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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