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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어

라이프니츠는 일반적으로 현대논리학의 선각자라고 불린다. 그래서 라
이프니츠 논리학에서는 현대 논리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단초들
을 발견할 수 있다. 라이프니츠의 논리학을 대표하는 개념으로는 흔히
보편수학, 보편기호학 그리고 논리연산학을 들곤 한다. 라이프니츠의 보
편수학의 이념은 현대 논리학이 논리학과 수학의 통일에서 출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했다. 이러한 현대 논리학의 출발에 있어서는
상이한 두 입장을 발견할 수 있는데, 부울, 슈레더의 논리대수학과 프레
게의 논리학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입장은 논리학과 수학의 통
일 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관심을 보이지만, 논리학의 본질을 라이프니츠
의 보편기호학에서 찾느냐 또는 라이프니츠의 논리연산학에서 찾느냐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취한다. 이외에도 보편과학이나 조합술을 이해하지
않고는 라이프니츠 논리학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을 갖기 힘들다. 이 두
개념은 특히 타과학이나 과학적 방법론과 관련지어 논리학이란 과연 무
엇인가라는 논리철학적인 조명에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라이프니츠, 보편과학, 보편수학, 보편기호학, 논리연산학.

1. 현대논리학과 라이프니츠
숄츠(H. Scholz)는 그의 논리학의 역사 (Geschichte der Logik)
에서 라이프니츠(G. W. Leibniz)를 논리연산학의 창시자 (Schöpfer
der Logistik)라고 말한다.1) 여기서 말하는 Logistik 은 1904년 제
2차 제네바 국제 철학모임에서 라이프니츠 논리학의 전문가 쿠트
라(L. Couturat)가 현대논리학을 전통논리학과 구별하기 위해 제
안한 새로운 이름이다. 라이프니츠가 현대 논리학의 창시자라는
1) H. Scholz, Geschichte der Logik(1931),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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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견해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루이스(B. C. I. Lewis)는 라이프니츠를 단지 현대 논리학의 예지
자라고만 보았다.2) 이러한 문제를 논외로 하면 적어도 라이프니
츠가 현대 논리학의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
라이프니츠의 철학이 논리학적 관점에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 20세기에 들어와서였다. 그 전까지 라이프니츠의 철학은 주
로 형이상학이나 독일관념론과 관련지어 연구되어 왔다.3) 20세기
가 시작되면서 러셀(B. Russell)의 A Critical Exposition of the
Philosophy of Leibniz(1900), 쿠트라의 La logique de Leibniz
d 'aprè des documents inédits(1901), 카시러(E. Cassirer)의 Leibniz '
System in seinen wissenschaf tlichen Grundlagen(1902) 등의 서적들
이 쏟아지면서 라이프니츠의 철학에 있어서 논리학의 의의가 재
정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전통논리학과 구별짓는 현대 논리학의 특징은 과연 어
떤 것들이고, 라이프니츠의 어떤 논리적 이념들이 현대 논리학의
토대가 되었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현대 논리학에 대
한 또 다른 이름들을 살펴보는 것이 지름길이다. 요즈음 Logistik
은 오히려 현대 논리학의 일부 특성을 비난하는 철학자들에 의해
종종 사용되고, 현대 논리학은 최근에 와서 주로 기호 논리학
(Symbolic Logic)이나

수리 논리학 (Mathematical Logic)이라고

불리고 있다. 기호 논리학 이라는 이름 아래서는 현대 논리학이
2) B. C. I. Lewis, Survey of Symbolic Logic(19 18), 4. 최근 들어와 이 문제를 다
룬 대표적인 글은 렌쩬(W. Lenzen)의 Leibniz und die Entwicklung der
modernen Logik (1983), Leibniz und die Boolesche Algebra (1984), Das
System der Leibnizschen Logik(1990)과 펙크하우스(V. Peckhaus)의 Logik,
Mathesis universalis und allgemeine Wissenschaf t(1997) 등이 있다.
3) 참조: G. Zingari, Leibniz, Hegel und der Deutsche Idealismus(1993), Josef H.
Röll: Dettelba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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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언어와는 다른 특수 기호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 특
성임을 알 수 있고, 수리 논리학 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는 고대나
근대와는 달리 논리학이 형이상학이나 인식론과의 연관성을 벗어
나 수학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수리 논리학 이라는 이름은 특히 부울(G. Boole)의 저서
논리학의 수학적 분석 (The Mathematical Analysis of Logic)과 화
이트헤드(A. N. Whitehead)와 럿셀(B. Russell)의 명저 수학적 원
칙들 (Principia Mathematica)에 의해 현대 논리학을 대변하는 중
요한 계기를 갖는다.
현대 논리학에 대한 이 두 이름에 대해서는 라이프니츠의 논리
철학에서 그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 라이프니츠의 논리학을 특
징짓는 중요한 개념들 중 보편수학(mathesis universalis)과 보편기
호학(characteristica universalis)이 바로 그것이다. 보편수학 은 과
학의 수학화라는 근대사상을 대표하는 말이다.4) 보편수학의 이념
은 이미 데카르트에게서도 발견된다. 하지만 데카르트적인 보편
수학의 이념과 라이프니츠적인 보편수학의 이념간에는 뚜렷한 차
이가 있다. 데카르트의 보편수학은 해석 기하학에 힘입어 모든
개별 수학들을, 예를 들면 산술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이론학,
광학, 기계학 등 ,5) 포괄할 수 있는 수학통합과학을 뜻한다. 라이
프니츠에서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수학 영역뿐만 아니라 대수학
이나 논리학 등도 포괄하여 모든 형식과학을 통합할 수 있는 과
학을 뜻한다. 이러한 라이프니츠의 보편수학 이념은 수리 논리학
이라고 불리는 현대 논리학의 산모 역할을 하게 된다.
현대 논리학의 설립자라고 일컬어지는 프레게(G. Frege)와 럿셀

4) 참조 : 졸고 Das Verhä ltnis der Mathesis universalis zur Log ik als
Wissenschaf tstheorie(1997)에서 2. Kapitel "Die Mathesis universalis".
5) 데카르트(R. Descartes), Regulae 4(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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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리철학을 대변하는 논리학주의(logicisum)란 다름 아니라 수
학이란 곧 논리학의 한 발전된 분과라는 것이다.6) 논리학과 수학
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은 의미 해석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수
학적 계산의 엄밀성을 논리학에 부여하려고 시도했던 부울에서도
발견된다.7) 여기에서 수학적 이란 대상 영역이 일정하게 정해진
개별 과학으로서의 수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나 양과는 무관
한 대수학적인 기호 체계를 뜻한다.8) 이러한 부울의 대수학적인
논리연구는 슈뢰더(E. Schröder)에 의해 더욱 발전된다. 이리하여
라이프니츠의 보편수학 이념을 발견할 수 있는 현대 논리학의 두
방향으로 부울과 슈뢰더의 논리대수학과 프레게, 럿셀의 논리학
주의를 들게 된다. 하지만 이 두 방향의 시도에서는 근본적인 차
이가 발견된다. 부울과 슈레더은 논리학을 수학화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면 프레게와 럿셀은 수학을 논리학화하는 데 주력했던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프레게의 전문가 가브리엘(G.
Gabriel)은 프레게에 대한 로체(H. Lotze)의 영향을 말하면서 다음
과 같이 표명한다.
[프레게는] 소위 (영국의) 논리대수학의 진정한 의미로 수학
적 이라고 불리는 논리학보다는 (대륙의) 전통적인 논리학에 가
깝다. 여기에서는 논리학과 수학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관건이
다. 논리대수학이 논리학를 수학적으로 (산술학적으로) 다루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 부울도 그렇게 명백히 이해하고 있는데 반
하여, 로체와 프레게에게서는 사태가 정반대로 되어 있다. (⋯)
[프레게에 있어서] 논리학은 오히려 산술학보다 영역적으로 더
포괄적이고 기초토대에 있어서도 더 근본적이다. (⋯) [프레게

6) Frege, Die Grundlagen der A rithmetik(1884), 99; Grundgesetze der A rithmetik
(1893), 1; "Frunction und Begriff"(189 1), 25.
7) G. Boole, The Mathematical A nalysis of Logic(1847), 4 f.; The Calculus of
Logic (1848).
8) G. Boole은 An Investigation of the Laws of Thought(1854) 12쪽에서 수나 양
의 개념과 관계하는 것이 수학의 본질이 결코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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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즉 논리학의 수학화를 꾀한 것이 아니라 로체적인 의미에
서 수학의 논리학화를 기도한 것이다.9)

한편 현대 논리학의 특성은 라이프니츠의 보편수학 이념뿐만
아니라 보편기호학 이념에서도 발견된다. 보편기호학은 정확한
과학적 사고를 가능케 할 수 있는 보편 언어(lingua universalis)를
추구하는 근대사상 중 대표적 개념이다. 보편 언어에 대한 이념
에서는 크게 네 가지 상이한 단초를 찾아 볼 수 있다. 1)뵈메(J.
Böhme)가 주로 추구했던 아담이 쓰던 원초적 언어, 2)라틴어처럼
여러 언어들에게 모델이 되는 발전된 문화 언어, 3)포르트-로얄
문법(Grammaire de Port-Royal)이 추구했던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
로 적용될 수 있는 사유법칙으로서의 보편 문법, 4)정확한 과학적
사고를 가능케 하는 인공 언어.10) 라이프니츠의 보편기호학은 네
번째 보편 언어 이념을 대표한다.
현대 논리학은 바로 인공 언어 체계 이념에서 출발한다.11) 프
레게는 현대 논리학의 첫걸음이 되는 그의 개념기호(Begriff sschrif t)
가 라이프니츠의 보편기호학(characteristica universalis, lingua
characteristica)을 모델로 하고 있음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다.12) 그
래서 그 후 라이프니츠의 논리학을 종종 보편기호학이 대표하기
도 한다.13) 다의적인 기호들의 의미 해석이나 인식 직관으로부터

9) G. Gabriel, Lotze und die Entstehung der modernen Logik bei Frege (1989),
XXI.
10) 참조: J. Mittelstraß , Neuzeit und A uf klärung(1970), 4 19 ff.
11) 로렌쩬(P. Lorenzen)은 정확한(exakt) 과학이란 다름 아니라 수학에서와 마찬
가지로 인공언어를 통한 정확하고 일의적인 표현을 토대로 하는 과학이라고
규정한다 (Lorenzen, Die Entstehung der exakten Wissenschaf ten(1960)).
12) G. Frege, Begriff sschrif t, Eine der arithmetischen nachgebildete Formelsp rache
des reinen Denkens(1879), XI; "Ueber den Zweck der Begriffsschrift"(1883), 98
쪽.
13) 예를 들면, 김성호, 라이프니츠 논리학의 발전과정 –그의 보편적 기호법 이
론을 중심으로–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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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기계적이고 정확한 연산의 기초 토대는 바로 일의적인
기호 체계라는 것이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연산이란 바로 인공
기호에 의한 작업이라고 정의한다.14) 같은 의미로 많은 학자들은
연산학이란 바로 인공 기호학이라고 말한다.15) 하지만 프레게는
논리학의 본질을 규명하면서 그의 논리학의 보편기호학적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슈뢰더의 대수논리학과 논쟁을 붙게 된다.16) 즉 부
울이나 슈뢰더의 논리대수학(Algebra der Logik)에 대해서 프레게
는 라이프니츠의 보편기호학(characteristica universalis)를 지향하
는 자신의 개념 기호(Begriffsschrift)와는 달리 단지 라이프니츠의
논리 연산학(calculus ratiocinator)을 모델로 할 뿐이라고 구별짓는
것이다.17) 논리학의 본질이 보편기호학이냐 논리 연산학이냐 또
는 그와 다른 무엇이냐라는 논의에 대해 훗설(E. Husserl)도 참여
함으로써 19세기말 논리학에 대한 철학적 논쟁이 본격화된다.18)
하지만 논리 연산은 현대 논리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
인데도 왜 프레게는 현대 논리학에 대해 보편기호학을 더 본질

14) GM IV, 462: "nihil aliud enim est calculus quam operatio per characteres".
15) 예들 들면, 슈레터(K. Schröter), Ein allgemeiner Kalkülbegriff (1970), 5.
16) Schröder, Rezension der Begriffsschrift" (1880). Frege, "Booles rechnende
Logik und die Begirffsschrift" (1880/ 81); "Booles logische Formelsprache und
meine Begirffsschrift" (1882); "Ueber den Zweck der Begriffsschrift" (1883).
Schröder, Vorlesungen ü ber die Algebra der Logik (exakte Logik) Bd. 1 (1890).
Frege, Kritische Beleuchtung einiger Punkte in E. Schröders Vorlesungen über
die Algebra der Logik (1895). 참조: V. Peckhaus, Ernst Schröder und der
Logizismus (1993).
17) Frege, Booles rechnende Logik und die Begriffsschrift (1880/ 81), 11, 14;
"Ueber den Zweck der Begirffsschrift"(1883), 97 f. 이와 관련해서 프레게는
Ü ber die Begriffsschrift des Herrn Peano und meine eigene 에서 부울의 논리
학은 논리연산학, 페아노의 수리논리학은 주로 기호언어학인 반면 자신의 개
념기호는 이 두 개념을 함께 포괄한다고 비교하였다 (참조: G. Patzig 1981, 10
쪽).
18) Husserl, <Besprechung von > E. Schröder, Vorlesungen über die Algebra der
Logik (Exakte Logik), I. Band, Leipzig 1890 (189 1); Der Folgerungskalkül
und die Inhaltslogik (18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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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적으로 보았을까? 이것은 결코 단순한 용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바로 논리학의 본질에 대한 논리철학적인 문제, 즉 논리
와 언어, 논리학의 타과학에 대한 본질 규정적 물음이기 때문이
다.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라이프니츠의 보편과
학(scientia universalis)이나 조합술(ars combinatoria)의 이념을 함
께 탐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19)
이상과 같이 현대 논리학을 특징지음에 있어서 라이프니츠 논
리학의 다양하고도 복잡한 개념들이 등장한다. 보편기호학
(characteristica universalis), 보편 언어학(lingua universalis), 논리
계산학(calculus ratiocinator, calculus universalis, calculus logicus,
calculus rationalis), 조합술(ars combinatoria), 보편수학(mathesis
universalis), 보편과학(scientia universalis, scientia generalis)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 논문은 현대 논리학의 발전에 기여한 라이
프니츠 논리철학의 다양한 이념들을 중심으로 라이프니츠 논리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보편과학
라이프니츠의 전 철학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까지 획
득한 모든 지식을 체계적으로 포괄할 뿐만 아니라 인식들의 체계
를 통해 모든 가능한 지식을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전을 건설
19) 하이네캄프(A. Heinekamp)는 논리학의 발전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기여를 다
루는 서문에서 논리학에서야 비로소 라이프니츠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
각하는 철학자에 럿셀이나 쿠트라 뿐만 아니라 훗설(E. Husserl)도 거명한다
(Heinekamp 1988, VII). 라이프니츠와 훗설, 현대논리학과 훗설에 관해서는 필
자의 졸고 Das Verhältnis der Mathesis universalis zur Logik als
Wissenschaf tstheorie bei E. Husserl(1997)와 이 책에 대한 하마허-헤르메스(A.
Hamacher-Hermes)의 서평(1998)을 참조. 필자는 여기에서 라이프니츠에서 출
발한 현대논리학의 두 전통인 부울의 대수논리학과 프레게의 논리학주의 외
에 세 번째 전통으로서 훗설의 논리철학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를 필
자는 바로 라이프니츠의 보편수학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다음의 세 이념에
서 찾는다: 논리연산학, 보편기호학, 조합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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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있다.20) 이러한 사전을 완성하기 위해 논리학은 우선 보
편과학으로 발전해야 한다.21) 사전에 대해 보편과학은 마치 만들
고자 하는 작품에 대한 도구와도 같은 것이다. 보편과학은 사전
을 완성하기 위해 두 가지 임무를 띤다. 보편과학은 모든 과학적
명제를 획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한
다.22) 다른 말로 하면, 보편과학은 과학의 모든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참된 명제들이 환원될 수 있는 원칙 내지는 공리를 포함해
야 하는 것이다.23) 왜냐하면 라이프니츠에 있어서 모든 과학적
명제는 공리 아니면 정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편과학에 대한
설명은 논리학의 정의와 일치하고 있다. 즉 라이프니츠는 바그너
(G. Wagner)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논리학 내지는 사유술을 이성
을 사용하는 기술, 즉 제기된 것을 판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기술 이라고 정의하였던 것이다.24)
첫 번째 임무 때문에 보편과학은 형식논리학과 구별된다. 즉
보편과학으로서의 새로운 논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넘어 새로운 지식의 발견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다.25) 여기에서
새로운 지식의 발견을 위한 논리학의 기여는 개별적 발견의 사실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학적 인식에 공통이 되는 발견
술 내지는 방법론을 의미한다. 이러한 발견술로서 가장 큰 역할
20) Leibniz, Consilium de Encyclopaedia nova conscribenda methodo inventoria, in :
C, 30.
2 1) C, 556: "Logica est scientia generalis".
22) C, 2 19: "Scientia generalis consistot in judicio et inventione, (...)".
23) GP VII, 3: "Scientiam Generalem intelligo, quae caeterarum omnium principia
continet, modumque principiis ita utendi, ut (...)".
24) GP VII, 5 16.
25) 하임죄트(H. Heimsoeth), Die Methode der Erkenntnis bei Descartes und
Leibniz, Zweite Hälfte, (1914) 202 f.: 발견술은 르네상스에서부터 전투구호
였다. 단지 이미 발견된 진리들을 묘사하고 증명하는데 있어서만 사용되는 도
구로서의 전통논리학으로부터 새로운 방법 이 구별될 수 있는 점은 바로 발
견술의 탐구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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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것이 바로 조합술이다.
두 번째 임무 때문에 보편과학은 보편수학과 관계를 한다. 여
기에서 보편수학이란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적 인식의 확실성을
그 증명성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수학적인 사유방식을 포함한
다. 라이프니츠는 모든 지식은 그 증명에 의존하고 증명의 발견
은 일정한 방법에 의존한다고 말한다.26) 오류를 막을 수 있는 방
법(methodus infallibilitatis)이란 라이프니츠에게 있어서 바로 수학
적 방법 외의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까지 증
명의 기술은 수학에만 있어 왔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수학의 영역
외에서 처음으로 수학적으로 논증한 사람이라고 말한다.27)
하지만 라이프니츠는 수학적 방법을 타과학에 단순히 이전만
한다고 타과학이 완성된다고 보지는 않았다. 오히려 수학적 방법
이 그 기초 토대에서부터 해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거로 그는
하나의 새로운 과학, 즉 산술학이나 기하학뿐만 아니라 대수학이
나 논리학도 포괄하고28) 이들의 공통성을 기초 토대에서부터 해
명할 수 있는 보편수학을 요청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전래의 수
학은 양과 크기의 과학을 넘어 보편적인 형식 과학으로 확장되어
야 하고 전래의 논리학은 전통적인 삼단논법을 넘어 수학의 도움
을 받아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다.29) 그래서 기존의 논리학의 가

26) C, 153: "Mais la science depend de la demonstration, et l'invention des
demonstrations d'une certaine Methode, qui n 'est pas connue de tout le
monde."
27) GP V, 469; GP VII, 5 19.
28) 데카르트(R. Descartes)에 있어서는 아직 대수학이 수학에 속하지 않았다
(Descartes, Regulae 4, 377).
29) 라이프니츠는 Nouveaux Essais IV, 17 §9 (GP V, 469)에서 논리학을 보편수학
(mathematique universelle)라고 칭한다. 논리학과 수학의 관계에 대해서는 통
상적으로 두가지 견해가 있다. 그 하나는 논리학이 수학에 근거를 둔다는 것
이고 다른 하나는 수학이 논리학에 근거를 둔다는 것이다. 이 두 견해와는 달
리 포저(H. Poser)는 라이프니츠에 있어서의 수학과 논리학의 통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Zum Verhältnis von Logik und Mathematik bei Leibn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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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논리학들이 불완전한 것에 대
해서는 강하게 비판한다.30) 이러한 맥락에서 라이프니츠는 전래
의 논리학이 새로운 논리학의 한 부분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확실한 과학은, 그것이 정확하게 증명되는 한, 더 높은
논리 형식으로 합치된다.31)

이제 라이프니츠는 확장된 논리학에 대해 모든 삼단논법적인
논증뿐만 아니라 형식에 의한(vi f ormae) 모든 논증은 논리학에
귀속한다고 말한다. 이로써 보편과학과 보편수학 그리고 논리학
은 라이프니츠에 있어서 다차원적으로 관계하게 된다. 문제는 과
연 어떤 방식으로 수학적인 사고방식이 획득된 모든 지식의 증명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이다.

3. 보편기호학
보편과학이 첫 번째 임무와 두 번째 임무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요소 개념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라이
프니츠에게 모든 가능한 명제란 요소 개념으로부터 형성된 것에
불과하고, 모든 가능한 진리는 모든 기본 진리에 의해 증명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라이프니츠는
발견의 빛과 증명의 엄밀성은 서로 결합되어 있다 고 말한다.32)

(1988), 206): 논리학과 수학을 포괄하는 이론으로서의 보편수학은 한 분야가
다른 분야로 환원되거나 한 분야가 다른 분야로부터 도출되는 것을 말하는 것
이 아니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여러 예속과학에 공통적인 보편적 구조들을 탐
구하는 과학이 관건이다.
30) GP VII, 5 16.
3 1) GP VII, 5 19: In allen unfehlbaren wißenschafften, wenn sie genau bewiesen
werden, sind gleichsam höhere Logische formen einverleibet (...) .
32) C, 33: "Itaque conjungi debent inventionis lux, et demonstrandi rig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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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니츠도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과학은 개념, 명제,
추론들의 체계적인 통일체로 보았다.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개
념들은 일반적으로 결합된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정의될 수 없
는 표현이나 단순한 부분으로까지 분해될 수 있다. 즉 요소 개념
을 찾아내기 위해서 논리학은 주어진 개념을 분석하는 기술의 역
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6이라는 숫자는 소수인 2와 3으
로 나누어질 수 있듯이 인간 이라는 주어진 개념은 그 요소 개
념인 동물 과 이성적 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러한 요소 개념
을 대표하는 기호를 라이프니츠는 요소기호(character)라고 부른
다.
라이프니츠는 기호 없이는 사고할 수 없고 사고란 기호에 의한
작업이라고 보았기 때문에33) 그의 학위논문 Dissertatio de Arte
combinatoria 에서도 먼저 요소기호의 연구를 착수하게 된다. 기
호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은 실재나 실재의 그림인 사고를 정확히
재현한다는 것인데, 이 때 기호는 단순히 재현에 불과한 것이 아
니라 이성적인 추론도 가능케 해 진리를 찾아내는 데도 기여하게
된다.34) 왜냐하면 기호들의 결합에서 사태간의 일정한 관계가 나
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라이프니츠는 기호학을 보편
과학의 도구하고 정의했던 것이다.35)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라이프니츠가 초기에는 순수 문법
을 가지고 기호들의 탐구를 시도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순수 문
법에서의 기호 연구라는 것도 각 개별 언어들의 문화발달사를 통
한 그 의미 연구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고 모든 개별 언어에게 공
통적이고 원초적 의미를 지닌 근원적인 의미 연구를 지향하는 것

33) GP VII, 3 1; 19 1.
34) GP VII, 204.
35) GP VII,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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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니까 순수 문법에서의 기호란 언어에 있어서 더 이상
환원될 수 없는 의미 구성 요소를 뜻하는 것이다. 라이프니츠가
순수 문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시도하였던 것은 바로 문장의 다양
한 형식들을 고전 논리학에서 알려진 주어와 술어로 구성된 몇몇
기본 형식으로 환원하는 것이었다. 거기에서 그는 고전 논리적인
원칙으로는 증명할 수 없고 문법적인 원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논리계사와는 다른 결합이어서 오늘날 관계논리에서
다루는 추론들도 발견하였다.36)
문법적인 시도가 별 큰 소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라이프
니츠는 자연 언어의 분석 대신에 기호학을 시도한다. 자연 언어
에 있어서는 단어들의 의미가 다의적인 데 반하여 기호학은 정확
한 서술을 가능케 한다. 게다가 기호학에 있어서 모든 추론은 단
지 단어들을 그 철자로 분해함에 따라 옳고 그름을 증명할 수 있
다.37) 또한 개념들을 가지고 한 작업들과는 달리 기호학은 직관
으로부터 자유로운 기계적인 작업도 가능케 한다. 즉 라이프니츠
는 모든 명제를 수학자가 숫자로 나타내거나 해석 기하학자가 선
으로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수하고도 엄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고의 기호를 목표로 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는 추론과
계산이 동일한 것이요 사고의 오류란 계산의 오류와 동일하다.38)
라이프니츠는 사실 숫자로써 모든 참된 명제와 추론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1679에 그는 삼단논법의 타당성을 순수
산수적 관계의 정립으로 환원하려는 소위 산술 연산을 건설하고
자 시도하였던 것이다.39)

36) C, 424~426.
37) C, 284: "(...) in lingua generali debet ex vocabulorum analysi in suas literas
demonstrari posse."
38) GP VII, 205.
39) C, 42~70. 참조: Thiel, "Leibnizens Definition der logischen Allgemeingültig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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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라이프니츠의 기호학에 대한 시도에서는 수학 기호의
보편성이 가장 깊은 근원에 자리잡고 있다. 명제들의 연산뿐만
아니라 요소기호에 대한 이념에서도 보편수학의 이념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요소기호를 통해서만 유의미한 명제들의 연산이 가
능하기 때문이다. 즉 요소기호에 대한 요청은 진리의 수학화와
확실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의미가 명확한 요소기호에 대한 통
찰이 없이는 기호화나 연산화는 결코 모순으로부터 자유로운 개
념 결합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40) 예를 들면 둥근 사각형
내지는 원각형 과 같은 복합기호는 이미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간 이라는 개념이 동물 과 이성 이라는 부분 개
념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물 의 부분 개념이 사멸 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인간은 비사멸적이다 라는 명제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다. 요소 개념에 대한 요청이란 바로 개념들
의 조합에 있어서 무모순성을 보장하는 과학적 개념의 일의성의
확립 다름이 아니다. 모든 기본 개념이 발견되고 난 후에야 비로
소 이들의 조합에 의한 무모순적인 개념의 총체를 연산에 따라
찾아낼 수 있고 더 나아가 과학들을 체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과학의 수학화라는 이념은 곧 과학적
언어의 이념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라이프니
츠는 모든 완전한 과학적 방법은 가장 단순하고도 보편적인 개념
과 진리에서 시작한다고 말한다.41) 라이프니츠는 요소기호란 인
간의 사유의 철자(alphabetum cogitationum humanarum)라고 규정
한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42)
und der 'arithmetischen Kalkül'" (1980).
40) C, 43 1: Omnis idea tum demum perfectè resoluta est, cum demonstrari potest
à priori eam esse possibilem". C, 364: "Possible est quod non continet
contradictorium seu A non-A. Possible est quod non est: Y non-Y."
4 1) C, 159.
42) De Organo sive Arte Magna cogitandi C,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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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보편기호학은 새로운 인식을 찾아내는 역할을 할 결합술
과 논리연산학의 기초 토대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보편기호학의 이념에 대해서 라이프니츠는 룰루스(Raimundus
Lullus[＝Ramón Lull], 1235~1315)의 일반술(ars magna)의 영향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룰루스의 일반술에서의 기본 개념
의 임의성과 다의성을 동시에 비판한다.43) 바로 기본 개념의 임
의성과 다의성 때문에 진리와 무모순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
다.44)

4. 조합술과 논리연산학
라이프니츠는 모든 기본 개념을 가지면 이제 모든 개념을 찾아
낼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서는 논리학이 조합술과 논리연산학
의 기능을 하게 된다. 조합술은 요소개념의 모든 가능한 결합, 즉
복합 개념을 탐구하고45) 보편 연산학은 수학을 모범으로 삼아 사
태들의 도식적인 관계 내지는 변형을 탐구한다.46) 하지만 이 두
43) C, 177.
44) 룰루스의 일반술과 라이프니츠의 논리학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두 견
해가 있다. 룰루스의 일반술은 보편기호학의 모태가 되기에 특히 과학적 방법
론과 관련지어서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고 보는 학자들이 한 부류이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는, K. Flasch, Das p hilosp hische Denken im Mittelalter. Von
A ugustin zu Machiavelli (1986), 38 1; T. Leinkauf, Mundus combinatus (1993),
15 1; J. Mittelstraß , Neuzeit und A uf klärung (1970) § 12.3 Die Idee der
Kunstsprache von Lull bis Leibniz; H. Burkhardt, Logik und Semiotik in der
Philosp hie von Leibniz (1980), IV Von der Kombination zum Kalkül. 이와는
반대로 룰루스의 일반술은 진정한 의미의 논리학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는, I.M. Bochen' ski, Formale Logik
(1956), 319; W. Risse, Mathematik und Kombinatorik in der Logik der
Renaissance (1961), 206.
45) Leibniz, De Synthesi et Analysi universali seu Arte inveniendi et judicandi, GP
VII, 293: "Porro omnes Notiones derivatae oriuntur ex combinatione
primitivarum, et decompositae ex combinatione compositarum (...)"
46) GP VII, 204: "Omnis humana ratiocinatio signis quibusdam sive characteribus
perficitur. (...) Compositum ex pluribus characteribus vocetur Formula. (...)
Calculus vel operatio consistit in relationum productione facta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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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실제로 구분하자면 그렇게 명료한 것은 아니다.
조합술의 구조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 모든 개념과 명제들
을 찾아냄에 있어서 핵심 개념은 한 표현의 다른 표현으로의 이
행 이다.47) 기본적인 조합가능성을 라이프니츠는 세 개의 단순
연결사, 즉 계사 이다 , 연언사 그리고 , 부정사 아니다 에서
발견하고자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48) 개념들의 모든 관계는 연결
사에 의해 표현될 수 있고 연결사는 모두 이 세 개의 단순 연결
사로 환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49) 세 개의 연결사와 관련지어
Specimen calculus universalis 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 자체로 참
된 명제들 (propositiones per se verae)을 살펴보자.
1) A는 A이다.
2) AB는 A이다.
3) A는 비–A가 아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참된 추론 (consequentia per se vera)으로 라
이프니츠는 다음을 제시한다.
4) A가 B이고, B가 C이고, 따라서 A는 C이다.50)

주어와 술어를 결합하여 명제를 형성하는 계사는 포함관계로
설명된다. A는 B이다 는 A는 B를 포함한다 내지는 B에 A가

47)

48)
49)
50)

transmutationes formularum, secundum leges quasdam praescriptas factas." 참
조: 1678년 5월 취른하우스(Tschirnhaus)에게 보낸 편지에서 (GM IV, 462),
"nihil aliud enim est Calculus quam operatio per characteres".
C, 326 f.: "Characteristica omnis consistit in formatione Expressionis et transitu
ab Expressione ad Expressionem. [...] Transitus ab expressione ad expressionem
significat una expressione posita poni posse aliam."
C, 35.
Leibniz, Generales Inquisitiones, C, 36 1.
Leibniz, Specimen Calculi universalis, GP VII,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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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한다 를 뜻한다.51) 위의 첫 번째 기초 명제 A는 A이다 에서
는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다 를 이해할 수 있다.
연언사에 의한 조합은 A가 정립되어 있고 또한 B가 정립되어
있으면 AB가 정립된다 라는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니라 결합된 개
념을 단순 개념들로 분해하는 분석의 역방향을 뜻한다. 위의 두
번째 기초 명제 AB는 A이다 에서는 모든 것은 자신의 부분을
포함한다 를 이해할 수 있다.
부정사 아니다 를 라이프니츠는 A가 정립되면 비-A는 정립
될 수 없다 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 개념들에
있어서 부정의 설명과는 달리 명제들에 있어서 부정을 라이프니
츠는 허위 라는 단어로 정의한다. 즉

A는 B가 아니다 는 A는

B이다 와 동일하다 는 허위 명제라는 것이다. 위의 세 번째 기초
명제 A는 비-A가 아니다 에서는 모든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를 이해할 수 있다.
포함의 개념은 연산을 가능케 하는 기초 토대가 된다. 라이프
니츠는 모든 명제를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에서와 마찬가지로 계
사에 의한 개념들의 결합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한 명제에
있어서 두 개념의 관계를 라이프니츠는 포함과 비포함을 통해,
그러니까 그 내포관계를 통해 설명한다.52) 즉 명제란 어떤 개념
이 다른 개념에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를 확정하
는 것 이라고 정의한다.53) 그래서 라이프니츠 논리학에서 출발점
이 되는 정언보편긍정명제도 이러한 관계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
이다.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는 A는 B이다 로부터 (모든) 인간은
동물이다 와 같은 전칭긍정명제를 이해한다. 또한 특칭긍정명제
5 1) Leibniz, Generales Inquisitiones, C, 366.
52) GP VII, 469.
53) Leibniz, Generales Inquisitiones, C, 397: "Propositio est quae pronuntiat quis
terminus in alio contineatur aut non continea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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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분내포관계로 설명될 수 있으므로 결국 모든 명제는 포함관
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동일률도 포함의 개념에 의
해 정의될 수 있다: 명제란 어떤 것이 다른 것과 일치하느냐 또
는 아니냐를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서로 일치하는 것
은 쌍방향으로 서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54)

즉 (A＝B)＝(A

는 B이다)(B는 A이다) 인 것이다. 동일의 관계가 포함관계로 환
원될 수 있다는 생각은 쌍방적 대입(substitution)은 두 개의 일방
적 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에서도 발견된다.55)
계사를 통한 결합과 연언사를 통합 결합에 있어서는 따져봐야
할 문제점이 있다. 라이프니츠는 복합 개념에서 우선적으로 참
또는 거짓인 명제를 이해하였다.56) 하지만 계사를 통해서는 명제
가 형성되지만 연언사를 통해 결합된 복합 개념은 명제를 형성하
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한 계사를 통한 결합이라고 할지라도 럿
셀이 지적한 것처럼 There are three men 에서와 같이 주어와 술
어의 형식으로 환원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점이다.
동일율과 계사의 관계를 보자면, 라이프니츠에게서 위와 반대
되는 정의도 발견된다. 즉 A는 B이다 는 동일률을 이용해서 A
＝AB 또는 A＝BY 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에서 Y는 어떤 특
정한 개념을 나타내다). 그렇다면 동일률 A＝A 가 공리인가 또
는 단지 암묵적인 원칙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 문제는 대입
규칙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54) .Leibniz, Generales Inquisitiones, C, 397: "Propositio etiam est quae dicit utrum
aliquid alteri coincidat aut non coincidat, nam quae coincidunt in se invicem
continentur."
55) C, 327.
56) Leibniz, Introductio ad Encyclopaediam arcanam, C. 5 12: "Cogitabile est aut
simplex aut [compositum] complexum. Simplex dicitur Notio seu Conceptus.
[Compositum] Complexum est quod in se involvit Enuntiationem sive
Affirmationem aut negationem, verum aut falsum . [Dicitur et complex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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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입 규칙
대입 규칙은 라이프니츠의 논리학에서 조합술과 논리 연산을
가능케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의 하나다. 슢(F. Schupp)은
추론 4)가 대입을 표명하고 있다고 해석한다.57) 라이프니츠가
(A는 B이다)(B는 C이다) 에서 (A는 C이다)를 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대입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은 다음의
인용에서도 알 수 있다:
만약 A가 B이면, 포함에 관련되는 한 A에 대해 B가 대입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A가 B이고 B가 C이면, A는 C가 된다.58)

그렇다면 동일성을 나타내는 쌍방적 대입도 궁극적으로 대입에
의해 해명되기에 포함관계가 조합술과 논리 연산학의 가장 기초
적인 출발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라이프니츠는 주어진 (A는 B
이다)와 (B는 C이다)라는 명제들로부터 (A는 C이다)라는 －(A는
B이다)와는 달리－ 새로운 명제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은 (B는 C
이다)에서의 C가 (A는 B이다)에서의 B 자리에 대입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라이프니츠가 추론 4)를 그 자체로 참 이라
고 규정한 것도 바로 이러한 대입 개념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면 그 자체로 참인 추론 이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처럼 다른 모든 추론들이 궁극적으로 환
원하되 스스로는 증명될 수 없는 완전한 추론을 말하는 것일까?
하지만 라이프니츠는 Generales Inquisitiones de Analysi Notionum
et Veritatum 에서 이 추론의 타당성에 관해 동일률로써 입증한다.

57) Schupp (1982), 169.
58) Leibniz, Generales Inquisitiones, C, 366: "Si A sit B, pro A poni potest B, ubi
tantum de continendo agitur. ut si A sit B et B sit C, A eri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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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A＝Bx 이고 B＝Cy 이기에 A＝Cxy , 즉 A는 C를 포함하
기에 ((A는 B이다)(B는 C이다) → (A는 C이다))는 타당하다고 말
한다.59)
라이프니츠가 주어에 술어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를 주어의 자
리에 술어를 대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은 정말 옳은 걸
까? 이 문제는 라이프니츠가 동일률을 진리값에 변화 없는(salva
veritate) 쌍방적 대입으로 정의한 것과 연관성이 있는데, 만일 그
렇다면 포함관계를 진리값에 변화 없는 일방적 대입으로 이해해
도 되는가? 이에 대해 라이프니츠는 긍정적으로 대답한다:
B가 A의 자리에 진리값에 변화없이 대입될 때, A는 주어고
B는 술어이다.60)

그렇다면 추론 ((A는 B이다)(A는 C이다) → (B는 C이다)), 예
를 들면 모든 한국인은 아시아인이고 모든 한국인은 한국말을
한다면, 모든 아시아인은 한국말을 한다 에서는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A는 B이다)와 (A는 C이다)에서 A는 주어, B, C는 술
어임에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 라이프니츠에 따라 술어가 주어의
자리에 대입될 수 있다면, 두 번째 전제의 주어 A 자리에 첫 번
째 술어 B가 대입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61) 이와는 달리 위의
추론은 동일률에 의해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분석될 수 있다. 즉
((A는 B이다)(A는 C이다))로부터는 B와 C 사이에 어떤 관계도
도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전제의 주어 A에서 Bx를 도출
59) C, 366.
60) C, 362: "Proxima notio, ut A sit subj ectum, B p raedicatum, si B substitui
potest in locum ipsius A salva veritate (...)". 또한 C, 352 등에서는 술어를 주
어의 자리에 대치함에 있어서 진리치에 변화없이 (salva veritate)라는 표현
대신에 안전하게, 확실하게, 위험 없이 (tuto)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6 1) 이와 같은 문제점을 카우피도 지적하고 있다 (Kauppi, Ü ber die Leibnizsche
Logik (1960),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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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두 번째 전제의 주어 A에서 Cy를 도출할지라도 Bx와 Cy는
어떤 관계도 표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어에 술어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를 라이프니츠가 주어의 자
리에 술어를 대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은 다만 모든 제
주도사람은 한국인이고 모든 한국인은 아시아인이면 모든 제주도
사람은 아시아인이다 와 같은 추론에만 적용될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론의 타당성은 술어의 주어 자리에 대한 대입 규칙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전제와 결론의 양과 질, 그리고 격에 기인
한다. 만일 추론 1격의 Modus Barbara의 타당성이 주어에 대한
술어의 대입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또한 술어에 대한 주어의 대
입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라이프니츠의 논리 연산학에 있어서 실제로 이와 같은 역도된,
하지만 하나의 조건을 가진 설명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술어가 주어로 나타나고 있는 명제에 대해서 주어는 술어의 자리
에 언제나 대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62) 즉 (A는 B이다)와 (A는 C
이다)에서는 술어 B와 C가 어디에서도 주어로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 A가 대입될 수 없는 것이다. 대입 규칙에 대한 이
두 번째 설명을 카우피(R. Kauppi)는 첫 번째 설명과는 달리 올바
른 것이라고 보았다.63) 이 두 번째 설명은 격의 문제를 벗어난다
는 점에서 첫 번째 설명보다는 낫지만 두 번째 설명도 문제점은
있다. 이것도 격과 식에 대한 언급이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또 하
나의 일방적 대입에 불과한 것이다.
만일 라이프니츠가 하나의 명제를 술어가 주어에 포함된 것으

62) Phil., VII, C, II, Bl. 8: "id est subjectum semper in locum sui praedicati vice
subjecte in alia propositiones fungentis, substitui potest .... Haec nempe est
definitio praedicati." (카우피(R. Kauppi)의 Ü ber die leibnizsche Logik (1960)
에서 재인용).
63) Kauppi, Ü ber die leibnizsche Logik (1960),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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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면서 주어진 명제들로부터 새로운 명제의 도출을 대입으로
설명하고자 했다면 훨씬 더 세분해서 설명했어야 했다. 위에서
말했듯이 라이프니츠는 A는 B이다 에서 우선 전칭긍정판단을
이해하고 Modus Barbara에 주목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Modus
Barbara는 삼단논법의 1격에서는 타당하지만 2, 3, 4격에서는 타
당하지 못하다. 3격 M은 P이고 M은 S이다. 따라서 S는 P이다
에서는 Modus Barbara는 부당하지만 라이프니츠의 첫 번째 설명
처럼 (첫 번째 전제의) 주어가 (두 번째 전제의) 술어로 대입된
다 고 말할 수 있다. 추론 1격 M은 P이고 S는 M이다. 따라서 S
는 P이다 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두 번째 전제의 M의 자리에 P가
대입됨으로써만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전제의 M
의 자리에 S가 대입됨으로써도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다. 즉 여기
에서는 첫 번째 설명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설명도 가능한 것이다.
이제까지 어떤 명제에서 다른 명제로 이행함을 설명하기 위해,
주어에 술어가 포함된 관계를 주어의 술어에 의한 대입이나 술어
의 주어에 의한 대입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가 있음을 보았다.
((A = B)(B = C) → (A = C))와 같이 동일성에 의한 연산과는 달
리 포함에 의한 연산에서는 주어와 술어의 대치는 상이한 추론의
격과 양, 그리고 질 등과 연관지어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영향을 받아 라이프니츠는 한 명제
의 논리적 분석을 계사에서 찾으려 하고 계사는 두 개념 사이의
포함관계로 파악하였던 것이다. A＝B 와 같은 동일명제도 이러
한 맥락에서는 A는 B이고, B는 A이다 와 같은 복합명제로 설명
되고, A는 B와 동일하다 도 궁극적으로 계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프니츠는 계사를 동일성보다 더 근원적인 것으로 보
았던 것 같다. 한편 논리학을 전통 논리학에서 벗어나 수학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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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라이프니츠는 주어진 명제들로부터
다른 명제로의 이행의 가능성, 즉 연산의 가능성을 대입에서 찾
으려고 하였다. 또한 대수학적인 연산은 동일과 차이만을 다루고
인식의 실질적인 내용과는 무관하기에 모든 인식의 발견을 위해
서 불충분한 것이다. 이러한 수학적 문제점들이 라이프니츠에 있
어서 계사와 대치를 결합시키게 된 동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발견술(ars inveniendi)과 증명술(ars
judicandi)의 구별에서 하나의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적어도 모순을 내포하지는 않는 한 일방적 대입을 통해 타당
하거나 부당한 모든 가능한 추론형식을 양산하는 것이다. 모든
가능한 추론형식을 찾은 뒤 쌍방적 대입을 통해 그것들을 추론의
격과 식에 따라 타당한 것과 부당한 것을 가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포함의 연산은 전칭긍정명제뿐만 아니라 특칭부정명제까지
로 확장할 수 있다. 즉 조합술을 통해 모든 가능한 추론을 찾아내
고 논리 연산학을 통해 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해결책은 무모
순만으로는 결코 모든 추론의 타당성을 해명하지는 못한다는 데
에 그 핵심이 있다. 이로써 양상논리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6. 맺는 글
이제까지 라이프니츠의 논리학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들을 살펴
보았다. 라이프니츠의 논리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은 보편과학과 보편수학에 대한 논리학의 관계이다.64) 하지만 이
관계가 그렇게 명확한 것은 아니다. 라이프니츠는 보편과학을
모든 사고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과학 이라고 정의한다.65) 이
64) 보편과학과 보편수학의 관계에 대해서는 참조: M. Schneider, Funktion und
Grundlegung der Mathesis universalis im Leibnizschen Wissenschaftssystem
(1988).
65) C, 5 11: "Scientia Generalis nihil aliud est quam scientia de cogitabili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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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과학은 기존의 증명 과학을 넘어 발견술도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보편과학에 예속되는 분야인 보편수학은 상상할 수 있
는, 직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과학 이다.66) 여기에는 양과 크
기, 동일성의 과학뿐만 아니라 질, 형식, 유사 등의 과학도 포함
된다.67) 한편 보편기호학과 조합술 그리고 논리 연산학의 구분도
명확한 것은 아니다. 질의 과학과 조합술이 사태들의 형식적 관
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동일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된다. 조합술의
의의를 이미 1666년 학위논문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1678년
야 비로소 조합술을 형식이나 유사와 비유사 에 대한 과학,68)
1679년에는 정형술(ars formularia)이라고 정의하였다.69) 그 뒤 보
편적 종합과 분석 내지는 발견과 증명술에 관해서 라는 논문에서
는 형식과 정형 일반, 즉 질 일반 내지는 유사와 비유사 에 대한
과학이라고 정의하였다.70)
논리학과 관련된 이러한 분야들을 영역 관계로만 고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논리학의 본질에 관한 이념으로도 고찰하는 것이 라
이프니츠의 논리철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한다.
즉 보편수학 이라는 이념은 전래의 수학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논리학이나 대수학에서도 증명과 형식을 본질로 하는 공통점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라이프니츠는 수학적 형식은 궁극적으로 논
리학의 보편형식에 의해서만 증명된다고 말한다.71) 즉 기하학자
나 산술학자의 증명방식은 보편적인 논리학이 확장되고 발전된
universum quatenus tale est."
C, 556쪽: Mathesis est scientia rerum imaginabilium.
비교: Kneale/Kneale, The Develop ment of Logic(1986), 336.
GM III, 460쪽: scientia de formis seu de similie et dissimili .
C, 37쪽.
GP VIII, 297쪽: de rerum formis sive formulis in universum, hoc est de
qualitate in genere sive de simili et dissimile .
7 1) GP VII, 324쪽.

66)
67)
68)
6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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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일 뿐이다.72) 이는 바로 라이프니츠가 수학적 방식을 논리학에
적용하고 논리학을 확장하려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수학의 본질은
추론형식과 관련지어 고찰함으로써 논리적으로 해명하려고 하였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리학은 이제 보편형식과학을 넘어 보
편과학으로 발전된다.
보편과학 은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과학에게 원칙들을 해명하
는 것이 바로 논리학의 임무임을 말하고 있다.73) 바로 이 점이 논
리 연산만을 주목한 논리대수학자들과 논리학은 궁극적으로 모든
진리를 탐구하는 과학이라고 본 프레게를 분명하게 구별짓는 핵
심이다.74) 보편과학으로서의 논리학이라는 견해는 특히 훗설에
있어서 더욱 발전된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
하다.

72) GM VII, 54쪽.
73) GP VII, 3쪽"Scientiam Generalem intelligo, quae caeterarum omninum principia
continet, modumque principiis ita utendi, ut (...)".
74) Frege, Der Gedanke (19 18/ 19), 30: Wahrheiten zu entdecken, ist Aufgabe
aller Wissenschaften : der Logik kommt es zu, die Gesetze des Wahrseins zu
erkennen . 또한 Logik (1897), 139: die Logik ist die Wissenschaft der
allgemeinsten Gesetze des Wahrsei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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