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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석

【요약문】베르나이스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의 업적에 상응하는 집중적 관
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극히 최근에 이르러 베르나이스의 저작의 재출간을
비롯하여 그의 철학에 대한 재조명이 시작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공리적 방법을 초점으로 베르나이스의 사상을 힐버트의 사상으로부터
섬세하게 가려내는 시도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우선 힐버트가 자신의 공리적
방법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지녔었다는 점을 전거를 제시해가며 부각시킨다.
그리고 힐버트의 공리적 방법이 공리적 방법의 역사 전체 안에서 어떤 위치를
지니는지에 관한 베르나이스의 견해를 정리해볼 것이다. 또한 중전기 베르나이
스와 후기 베르나이스가 이 문제에 관하여 상당히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전기 베르나이스의 견해와 후기 베르나이스의 견해
를 대조해 보일 것이다. 그리하여 공리적 방법에 관하여 가장 뚜렷하게 부각되
는 힐버트와 베르나이스의 견해의 차이가 공리적 방법의 제일성의 문제에서 찾
아진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1950년대 중반 이후 과학철학에
서의 카르납의 프로젝트가 공리적 방법의 제일성에 대한 힐버트의 신념을 계승
하려는 것으로 보고, 후기 베르나이스의 카르납 비판을 논의할 것이다.
【주요어】베르나이스, 공리적 방법, 힐버트, 카르납, 토대의 심화, 수학의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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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
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21-A00025). “힐버트학파와 공리적 방
법”을 주제로 한 이 공동연구에서 필자는 공동연구자인 전영삼, 박준용, 최
원배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아울러 2007년 가을 카이스트에서 “힐버트와
공리적 방법”이란 제목으로 철학특강을 함께 강의한 박준용, 이정민에게 큰
빚을 졌다. 이 글의 내용은 특히 전영삼의 연구에 크게 고무된 흔적을 보이
리라 믿는다. 아울러 익명의 심사자들의 유익한 비판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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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베르나이스가 20세기의 논리학, 수학기초론, 그리고 수학철학의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놀랍게도 베르나이스는 보통 힐
버트의 공동연구자로 거론되거나 공리적 집합론 ZFC 체계의 대안
으로 많이 논의되어 온 NBG 체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집합론 연구
가로 거론되었을 뿐,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의 업적에 상응하는 집
중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극히 최근에 이르러 베르나이스
의 저작의 재출간을 비롯하여 그의 철학에 대한 재조명이 시작되
고 있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공리적 방법
을 초점으로 베르나이스의 사상을 힐버트의 사상으로부터 섬세하게
가려내는 시도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힐버트는 뛰어난 현대수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논리학과 수학기
초론을 통해 현대의 과학과 철학 일반에 심원한 영향을 미친 철학
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언제나 철학적 배경의 한계를 의
식하고 있었고, 그 결과 이미 초기부터 후설, 넬슨(Leonard Nelson)
등의 철학자들과 밀접한 교류를 가졌다. 베르나이스는 1917년에
힐버트의 조수로 발탁되어 향후 그의 오른팔로서 수학기초론 분야
에서 대활약을 했고 , 그들의 공동연구는 Grundlagen der
Mathematik ( 제1 권, 1934; 제2 권, 1939) 의 출간에서 절정을 이루며,
여기서 베르나이스는 명색이 공동연구자였지 실제로는 책임 저자,
1)

2)

3)

1)

2)
3)

는 베르나이스 영역본 출간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이
고
는 괴델 전집, 특히 서간집(괴델전집 4, 5권)의 출간에
기반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리드 (2005) 참조.
Corry (2004), p. 70 은 “ 조수” 라는 표현이 다소 오도적이라는 점을 논의하고
있다.
Parsons (2006)
, Feferma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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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단독 저자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힐버트
가 베르나이스를 발탁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또한 베르나이스가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일 뿐만 아니라 정규 교육을 통해 훈련된 철
학자라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1917년에서 1925
년에 이르는 시기를 중심으로 이해되는 소위 힐버트 프로그램은
공리적 방법에 관한 베르나이스의 철학적, 방법론적 견해를 이해하
지 않고서는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리적 방법
에 관한 힐버트와 힐버트학파의 사상을 파악하고자 할 경우 베르
나이스 연구는 필수불가결의 핵심적 요소이다.
필자는 편의상 1899년 『기하학의 기초』 출간까지의 초기 힐버
트와 1900년에서 1917년까지의 중기 힐버트, 그리고 1917년 이후
4)

5)

4)

5)

예컨대, Specker (1979), p. 385, Zach (1999), pp. 344-345 참조. 재흐의 경
우, 힐버트가 노쇠한 시기의 Hilbert and Bernays (1934, 1939)를 베르나이스
가 “본질적으로 혼자서 ... 썼다”고 기술할 뿐만 아니라, 베르나이스가 그들
의 공동연구 초창기(1917-1918년)서부터 “최소한 힐버트 만큼의 기여”를 했
다고 주장한다.
아주 짧은 베르나이스 전기인 Specker (1979)에 따르면, 베르나이스는 1912
년 괴팅겐에서 란다우의 지도 아래 해석 정수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리고 같은 해에 취리히 대학에서 제르멜로 지도 아래 함수 이론으로 교수
자격을 획득했다. 그리고 1917년 힐버트의 초청에 의해 괴팅겐으로 옮겨가
서 논리학으로 다시 교수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그는 베를린에서 학부
학생일 때 베를린 대학에서는 플랑크에게서, 그리고 괴팅겐에서는 보른에게
서 물리학을 배웠다. 한편 그는 베를린에서 리일(Riehl), 슈툼프(Stumpf) 및
카시러에게서, 그리고 괴팅겐에서는 넬슨에게서 철학을 배웠다. 신프리스
학파의 중심인물이었던 넬슨의 영향 아래서 베르나이스는 1910년대에 시지
위크과 칸트의 도덕철학에 관한 논문을 쓰기도 했다. 베르나이스의 물리학
배경에 대해서는 Corry (2004), pp. 295-296에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다. 베
르나이스는 1910년대에 수리물리학 및 그와 관련된 토대론적 문제들에 깊
이 관여하여 Bernays (1913)을 출판했고, 가스 이론에 대해서는 1920년까지
괴팅겐에서 강의했다. 아인슈타인이 베르나이스에게 감사한 사실에 대한 보
고나 제르멜로와 베르나이스의 학문적 관심사의 경력 사이에 수리물리학에
서 수학기초론으로의 관심의 전이라고 하는 흥미로운 평행선이 그려진다는
코리의 지적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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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후기 힐버트를 구별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초기,
중기, 후기의 힐버트를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힐버트의
사상적 발전에 관한 이해가 미흡했고, 힐버트의 성취가 상당 부분
힐버트의 공동연구자들에게 크게 힘입었다는 사실을 공정하게 보고
하는 데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서 힐버트 자신의 견해와
그의 공동연구자들(또는 더 넓게 힐버트학파 사람들)의 견해를 가
려서 논의하지 않음으로써 그들 각각의 견해를 파악하지 못한 것
은 물론이고 그들 전체가 공유한 생각을 파악하는 데도 실패했다.
그리고 이러한 삼중의 실패는 서로 맞물려 있다. 최근 힐버트와 주
변 인물들의 유고, 서신, 강의록 등의 연구와 출간 작업이 활발한
데 발맞춰 이 삼중의 실패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베르나이스의 사상 또한 초기, 중기, 후기로 나
누어 논의할 필요가 있다. 편의상 1917년 힐버트의 공동연구자가
되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초기, 힐버트와의 공동연구 기간인 1939년
까지를 중기, 그리고 1939년 이후를 후기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기 베르나이스를 중전기와 중
후기로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다. 결국 최대 관심사가 힐버트와 베
르나이스가 공동연구에 매진한 시기 중에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있게 될 것이므로, 전략적 필요에 의해서라도 이러한
6)

7)

6)

7)

괴델 전집, 제르멜로 전집, 힐버트-베르나이스 프로젝트, 베르나이스 프로젝
트, 카르납 전집 발간 프로젝트
Parsons (2006) 는 후기 베르나이스의 기점을 1945 년으로 잡았는데, 그것은
힐버트와의 공동연구 기간과도 최소한 6년의 간격을 둔 대단히 안전한 선
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Hilbert and Bernays (1934, 1939)의 사실상의 저
자가 베르나이스라는 데 거의 완전한 의견 일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지나치게 안전한 선택일 수도 있다. 베르나이스가 나치에 의해 축출
되어 취리히로 간 1934년 이후의 어느 시점, 특히 곤제스와의 학문적 교류
를 통해 그의 사상에 경도된 어느 시점으로 후기 베르나이스의 시기를 소
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논의에서 이 문제는 무시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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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적 구분은 발견술적 가치를 지니리라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이 시기 내에서 하나의 유효한 분수령이 되는 연대로 1931년 괴델
의 불완전성 정리의 발표를 내세움직하다.
필자의 논술 전략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우선 힐버트가 자
신의 공리적 방법에 대한 놀라울만큼 대단한 자부심을 지녔었다는
점을 전거를 제시해가며 부각시킬 것이다. 제3절에서는 힐버트의
공리적 방법이 공리적 방법의 역사 전체 안에서 어떤 위치를 지니
는지에 관한 베르나이스의 견해를 정리해볼 것이다. 무엇보다 흥미
로운 점은 중기 베르나이스와 후기 베르나이스가 이 문제에 관하
여 상당히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여기에 착
안하여, 3.1에서는 먼저 중전기 베르나이스의 견해와 후기 베르나
이스의 견해를 대조하고자 한다. 3.2에서는 그런 논의의 결과 공리
적 방법에 관하여 가장 뚜렷하게 부각되는 힐버트와 베르나이스의
견해의 차이가 공리적 방법의 제일성(uniformity)의 문제에서 찾아
진다는 점을 논증할 것이다. 제4절에서는 후기 베르나이스의 카르
납 비판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인데, 그것은 1950년대 중반 이후
과학철학에서의 카르납의 프로젝트가 공리적 방법의 제일성에 대한
힐버트의 신념을 계승하려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2. 힐버트의 공리적 방법과 토대의 심화

힐버트는 자신의 공리적 방법에 대해 지대한 자부심을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듯, 힐버트는 수학의 거의 전 분야에 걸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물로서 현대 수학의 아버지 격으로 추앙받
는 인물이다. 더구나 “힐버트”하면 쉽게 떠올려지는 다른 업적들이
여럿 있다. 예컨대, 힐버트의 문제, 힐버트 프로그램, 힐버트의 증
명이론, 힐버트의 메타수학 등등이 그러하다. 따라서 그 스스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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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찬란한 업적들보다도 공리적 방법에 대해 자신이 이룩한 성
과에 대해 평생토록 극도의 애착심을 보였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힐버트는 왜 자신의 공리적 방법에 대해 그토록
애착과 자부심을 지녔던 것일까?
힐버트가 자신의 공리적 방법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보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도처에서 발견된다. 우선 Hilbert (1900), pp.
1092-1093 에서 전통적으로 수 개념 연구에서 사용되어 온 발생적
방법과 기하학에서 자신이 도입한 공리적 방법을 대조하고, 이 방
법들이 각각 수 개념 연구와 기하학에서 적합한 유일한 방법인지,
그리고 역학을 위시한 물리과학의 분야의 논리적 연구에서 이 방
법들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를 묻는다. 그리고 그는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내 의견은 이렇다: 발생론적 방법의 높은 교육적, 발견술적 가치

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식의 최종적 제시와 완전한 논리적 근거
지우기 [Sicherung]를 위해 공리적 방법은 최고의 지위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 [Hilbert (1900). p. 1093] (이탤릭체는 원문을 따름)

산수의 토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의 공리적 방법이 적
용될 수 있고, 또 더 우월한 방법이라는 점은 또한 Hilbert (1905),
p. 130 에서 더 자세히 논의된다. 여기서 힐버트는 기하학의 토대에
관해서는 연구의 목표와 연구 방향에 관해 본질적으로 의견의 일
치가 얻어진 반면, 산수의 토대에 관해서는 아주 다양한 상충되는
의견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주된 난점들을 요령껏 제시하기
위해 그는 크로넥커, 헬름홀츠, 그리고 크리스토펠의 입장을 각각
독단론자, 경험주의자, 그리고 기회주의자로 파악하여 소개한다. 그
리고 나서 그는 정수의 본질에 관하여 보다 깊은 탐구를 수행한
이들로 프레게, 데데킨트, 그리고 칸토르를 손꼽는 동시에 그들 각
각에 대해 자신이 갖는 기본적 불만을 토로한다. 그런 다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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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버트는 공리적 방법을 자신의 해결책으로서 제시한다.
거론된 모든 난점들은 극복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내가
공리적이라 부르고, 그것의 근본적인 관념을 아래에서 간략하게
전개하기를 원하는 한 가지 방법에 의해 우리가 수의 관념에 대
해 엄밀하고도 완전히 만족스러운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의견이다. [Hilbert (1905), p. 131]

한편 아인슈타인과의 우선성 논쟁 직후인 1917년 취리히 강연
에서 힐버트는 물리학을 비롯한 인접 과학들로의 공리적 방법의
확장적 적용을 역설한다. 이 강연의 모두에서 힐버트는 이렇게 말
한다.
8)

국가들의 삶에서 개별 국가가 오직 다른 이웃 국가들이 건강할
때에만 번성할 수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리고 국가의 이익
이 모든 개별 국가 내에서 질서 유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들 간의 관계 또한 훌륭한 질서 속에 있기를 요구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학문들의 삶에 있어서도 사정은 같다. 이 사실을 인
지하고서 수학사상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언제나 인접 과학들
의 법칙과 구조에 큰 관심을 표명해 왔다. 무엇보다도 수학 자체
에 이득이 되도록 그들은 언제나 이웃 과학들, 특히 물리학과 인
식론의 위대한 제국들과의 관계를 도모해왔다. 내가 여러분에게
현대 수학에서 점점 더 현저해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일반적
연구 방법을 기술한다면, 이 관계들의 본질, 그리고 그것들이 많
은 결실을 맺는 이유가 더 분명해지리라 믿는다. [Hilbert (1918),
p. 1107]

이 강연은 “토대의 심화”라는 구호를 중심으로 잘 알려진 바를
힐버트 자신의 공리적 방법과 동일시하고서 이 절차가 만족해야
할 두 가지 요건으로 독립성(independence)과 일관성(consistency)을
두 축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이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그
9)

8)
9)

이 문제에 관해서는 Corry (2004) 참고.
힐버트가 토대의 심화의 사례로 논의한 바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Stöltz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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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일관성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힐버트가 다시 한번 자신의 공
리적 방법을 자화자찬하는 대목이다. 힐버트에 따르면 물리학 이론
들에서 모순이 발생하면, 그 모순들은 언제나 공리들을 달리 선택
함으로써 제거된다. 그러나 순수 이론적인 분야의 지식에서는 사정
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 예로서 힐버트는 소위 칸토르 역설을 거론
하고, 크로넥커와 포앙카레 같은 이들의 경우 그로 인해 수학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강력한 지식의 분과인 집합론의 존재 자체가 정
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Hilbert (1918), pp.
1111-1112] 그러고 나서 힐버트는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이 불안정한 사태 속에서도 공리적 방법이 구조에 나섰
다. 정확한 방식으로 집합들의 정의의 임의성과 그것들의 원소에
관한 진술들의 허용가능성 양자 모두를 제한하는 적당한 공리들
을 설정함으로써 제르멜로는 모순들은 사라지되 집합론의 범위와
적용가능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방식으로 집합론을 전개하는 데
성공했다. [Hilbert (1918), p. 1112]

나아가서 힐버트가 평생토록 그런 자부심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강조해둘 만하다. 거의 최후의 주요 저술이라고 할 수 있을
“ 자연에 관한 지식”(1930) 에서 힐버트는 근대와 현대의 수학사와
과학사의 금자탑들을 열거하면서 한 가지 오랜 철학적 문제 ― 즉
우리 지식 내에서 사유와 경험이 지니는 몫에 관한 까다로운 문제
― 를 거론한 바 있다. [Hilbert (1930), p. 1157] 필자가 주목하
10)

에서 발견된다. 스퇼츠너는 Hilbert (1918)에 제시된 다양한 개
별 과학 분야에서의 토대의 심화 사례들을 여덟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
석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박우석 (2008), pp. 17-23 참고.
이 강연은 칸트와 힐버트가 태어난 도시인 쾨니히스부르크시가 1930년에
힐버트에게 명예시민권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행해진 것이다. 몇 년 이내에
나치에 의해 힐버트의 괴팅겐 학파는 와해되고, 베르나이스 등 주위 인물들
은 망명 길에 오르게 되어 노년의 힐버트는 1943년 임종시까지 외로이 은
퇴 생활을 하게 된다. [Ewald (1996), p. 1157 참조]
(2002), (20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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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는 여기서 힐버트가 자신의 평생의 업적이 그런 수학사와 과
학사의 배경 아래서 지니는 의미를 반성해보고자 했으리라는 점이
다. 힐버트에 따르면 현대인은 이 오랜 철학적 문제를 전보다 더
확신을 갖고 정확하게 해결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Hilbert (1930), pp. 1157-1158] 그리고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로 힐버트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이유는 누구나 수긍
할 수 있는 사실로서 오늘날 과학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는 점이다. 그러나 둘째 이유는 상당한 논쟁의 여지가 있고, 바로
동일한 이유에서 힐버트 자신의 독창적인 관점을 드러내 보여준다.
여기서 힐버트는 우리가 오늘날 “공리적 방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둘째 상황이 오늘날 그 오랜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를 돕는다. 물리학 안에서 실험의 테크닉과 이론적 구축물을
세우는 기술이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상
대역인 논리학이 또한 근본적인 진보를 이루었다. 오늘날 자연과
학 내의 문제들을 이론적으로 취급하는 일반적 방법이 있고, 그
것은 모든 경우에 문제의 정확한 정식화를 용이하도록 촉진하고
그 해결을 위한 준비를 돕는다 ― 소위 공리적 방법이 그것이다.
[Hilbert (1930), p. 1158]

물론 힐버트는 공리적 방법이라는 문제 영역에서 자신이 이룩한
업적을 전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훗날 우리가 힐
버트와 연관하여 “공리적 방법” 못지않게 자연스레 떠올리는 “힐버
트의 문제들”, “힐버트 프로그램”, “증명 이론” 등의 주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할 때, 힐버트가 자신의 오래고도 화
려한 학자로서의 경력 가운데서 “공리적 방법”을 손꼽아 학문의
역사에 등재하고자 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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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르나이스의 관점에서 본 힐버트의 공리적 방법의 한계

공리적 방법의 단계적 발전
3.1.1. 중전기 베르나이스
아이러니컬하게도 후기 베르나이스는 힐버트만큼 힐버트의 공리
적 방법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은 대단히 흥
미롭고, 실제로 이 논문 전체를 지배하는 화두이다. 왜냐하면 힐버
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베르나이스 고유의 철학과
사상을 가려내고자 하는 지난한 작업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점은
중대한 단서가 될 소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Bernays (1922a)는 1917 년 베르나이스가 힐버트의 공동연구자가
된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초기 힐버트와 중기 힐버트의
수학철학 분야에서의 업적을 평가한 대단히 중요한 논문이다. 베르
나이스는 우선 근대 과학혁명기 이래 18세기와 19세기를 거치면서
수학과 철학의 관계가 어떻게 변천했는지를 간명하게 조감함으로써
논의를 시작한다. 베르나이스에 따르면, 칸트에 이르기까지 수학은
철학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었다. 그런데 19세기 초로부터 시작
된 계몽주의 시대의 시대정신에 따라 그 영향력은 갑자기 상실되
었고, 수학과 철학의 사이는 소원해졌다. 그러나 베르나이스는 흥
미롭게도 주류 철학이 수학으로부터 멀어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수
학자들 사이에서는 철학에의 정향이 계속 진화해왔다고 본다. 이러
한 역사의 전개의 이유를 베르나이스는 대체로 19세기에 수학이
놀라운 속도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는 데서 찾는다. 여기에서
3.1.

11)

11)

예컨대, Specker (1979), p. 383에 아주 시사적인 에피소드가 보고되어 있다.
베르나이스가 훗날 Journal of Symbolic Logic에 실은 공리적 집합론에 관한
연작 논문은 실제로는 1929/30년에 행한 강연 내용인데, 그는 “그 공리화가
어느 정도 인위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출판을 망설였다”고 한다.

베르나이스와 공리적 방법

11

그는 연구 영역의 확대, 연구의 전체 구조의 거대화, 그리고 방법
의 진보를 특히 지목한다. 물론 베르나이스는 기하학, 산수, 그리고
대수학의 분야에서 일어난 19세기 수학사의 괄목할 만한 사건들을
열거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예컨대, 그는 기하학에서 공간
직관이 더 이상 인식론적 토대로서의 중요성을 지니지 못하게 되
었다든가, 집합론의 발명을 통해 수 개념이 일반화되었다든가, 대
수학의 발전이 수나 양 뿐만 아니라 수학의 형식체계 자체까지 연
구 대상으로 삼게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베르나이스에 따르면,
그 결과 수학자들은 마침내 수학의 자율성을 쟁취하였다.
이전의 철학적 견해, 그리고 심지어 칸트철학까지도 수학에 대해
설정했던 경계가 무너뜨려졌다. 수학은 더 이상 철학이 그것의
방법과 경계를 처방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것
의 방법론적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그것 자신의 손 안에 쥐었다.
[Bernays (1922a), p. 190] 12)

이러한 배경 아래서 베르나이스는 이제 힐버트가 그 과정에서
공헌한 바를 가늠하고자 했고, 흥미롭게도 그 내용은 거의 전적으
로 공리적 방법이라는 주제에 바쳐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또한 여기서 베르나이스는 Hilbert (1918)에서 힐버트가 공리적
방법에 관해 이야기한 바를 거의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 베르나이스는 Hilbert (1899)의 성취에 관한 논의로부터 시
작한다. 그에 따르면, 이 저작은 그것의 수학적 내용을 통해 수학
의 발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공리론에 방법
론적 전환점을 제공했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베르나이스는 몇
12)

수학의 자율성 확보를 힐버트 사상의 핵심적 동기로 보는 해석은 최근
Franks (2009) 에서 현저하게 강조된 바 있다. 베르나이스가 이 점을 거론하
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단서가 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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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안에 기하학의 역사를 압축하여 제시한다. 우선 그는 칸트에
이르기까지 공리체계에서 공리들이 자명성이라는 인식론적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칸트에게서도 여전
히 “기하학과 역학에서의 공리적 방법의 성공과 다산성이 이들 과
학에서 우리가 선험적 지식으로부터 (순수 직관의 공리들과 순수
오성의 원리들로부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본질적으로 의존한
다”는 견해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Bernays (1922a), p. 191] 그러
나 각각의 공리가 선험적 지식을 표현해야 한다는 요구는 곧 포기
되었는데, 왜냐하면 물리학의 발전에 따라 물리학의 공리로 경험적
명제들과 단지 가설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베르나이스는 비유클리드 기하학과 헬름홀츠의 논
증들 때문에 점점 더 기하학은 경험과학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득
세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베르나이스에 따르면, 선
험성의 포기조차도 공리적 방법에 관한 견해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더 강력한 변화는 기하학의 체계적 발전에 의
해 야기되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수학적 추상이 공간 직관의
영역을 훨씬 넘어서서 유클리드 기하학이 그 안에 구체화되는 포
괄적인 체계의 구성으로 인도했고, 그에 따라 기하학이 공리들을
더 고차적인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종류의 수학
적 사변의 길이 열렸다. 그리고 이제 베르나이스는 이러한 고찰이
공리들의 인식론적 성격과는 무관하다는 점이 곧 명백해졌다는 점,
그리고 그에 따라, 클라인의 에어랑겐 프로그램에 이미 나타나듯,
공리론의 인식론적 문제들과 수학적 문제들을 분명하게 분리할 필
요성이 부각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배경적 설명을 제시한
후에야 베르나이스는 Hilbert (1899)가 지니는 중요성을 다음과 같
이 설파할 수 있었다.
힐버트의 “기하학의 토대”에 관한 중요한 점은, 그렇다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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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그리고 최초로, 공리 체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수학적
이고 논리적인 [영역]의 공간적-직관적 [영역]으로부터의, 그리고
그와 더불어 기하학의 인식론적 토대로부터의 분리가 완전히 이
루어졌고 완벽한 엄밀성을 지니고서 표현되었다는 것이다.
[Bernays (1922a), p. 192]

물론 베르나이스는 기하학의 엄밀한 정초를 위해 증명들이 공리
로 정식화된 것들에만 호소해야 하고 공간적 직관에는 어떤 방식
으로든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가 언제나 있어 왔다는 점, 그
리고 최근 파슈에 의해 바로 그 점이 강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베르나이스는 힐버트의 공리론이 공간 직관을 제거하는 데
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해석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공간 직관
에 대한 의존은 증명에서 뿐만 아니라 공리들과 개념들에서 또한
완전히 회피되기” 때문이다. [Bernays (1922a), p. 192] 그리고 베
르나이스는 소위 (힐버트적) 암묵적 정의를 논의에 도입한다.
이 개념에 따르면, 공리들은 결코 참이나 거짓이라 말할 수 있는
판단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오직 전체 공리 체계의 맥락 안에
서만 뜻을 지닌다. 그리고 심지어 전체로서의 공리 체계조차도
참인 명제를 구성하지 않는다. 힐버트의 의미에서 공리적 기하학
의 논리적 구조는 차라리 ― 추상 군론의 경우와 유비적으로 ―
순전히 가설적인 것이다. ... 따라서 공리체계 자체는 어떤 사실적
인 것을 표현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그것의 내적 [innere]
할렛도 힐버트 이전 공리 체계에 관한 표준적 견해와 달리 힐버트에게서는
공리들이 더 이상 진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는 판단
들이 아니며 심지어는 전체 공리 체계도 진리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Hallet (1995), p. 137] 할렛은 공리들이 진리값을 지니는지에 관
한 이러한 견해 차이는 근원적으로 공리의 지위에 관한 견해 차이에 기인
한다고 본다. 공리들이 참이라고 가정할 경우 그것들은 공리들 안에 등장하
는 원초적 개념들 간의 관계에 관한 진리들일 것이므로 그 원초적 개념들
을 확정할 수 있는 보편 논리학이 추구되게 되는 반면, 공리들이 참이라는
가정을 폐기하고 나면, “이론의 전개에 앞서 원초적 개념들에 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Hallet (1995), p. 141]
13)

13)

14

박우석
속성들에 따라 수학적으로 연구되어야만 하는 연관성의 체계의
한 가능한 형태를 제시한다. [Bernays (1922a), p. 192]
14)

초기 힐버트 및 중기 힐버트가 공리적 방법에 공헌한 바를 두드
러지게 부각시키기 위해 흔히 사용되어 온 장치는 (위에서 보았듯
이 힐버트 스스로 사용했던) 발생적 방법과 공리적 방법을 대조시
키는 것이고, 이 점에서 Bernays (1922a)도 예외가 아니다. 필자
는 다른 기회에 공리적 방법의 역사에서 힐버트 이전의 전통과 힐
버트의 업적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절
성을 강조할 것인지의 문제를 힐버트주의자의 딜레마라고 표현한
바 있다. 마이어처럼 전자를 취한다면 , 제2의 과학혁명이라고
까지 일컬어지는 19세기 말 이래의 과학의 급격한 발전, 그리고 특
히 그 안에서 현대 수학의 파격적 새로움을 이해하는 단서를 포기
15)

16)

14)

15)
16)

17)

17)

암묵적 정의의 문제를 다룬 국내 문헌으로 전영삼 (2008), 최원배 (2007),
박우석 (2008) 등이 있고, 이 논문의 내용과 특히 직결되는 것으로 전영삼
(2008) 을 꼽을 수 있다. 이 문제를 유명하게 만든 장본인은 슐릭이라고 할
수 있고, 프리드만의 여러 저작이 이에 관해 모범적인 논의를 펼친 바 있
다. [특히 Friedman (1999), (1992) 참조] 그러나, 흥미롭게도 마이어 같은
이는 이 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폄하한다. [Majer (2001), (2002) 참조] 아
울러 Park (2011) 참조. 이 문제로부터 프레게/힐버트 논쟁으로 자연스레 관
심을 이어가면, 우선 최원배 (2009)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관
한 베르나이스 자신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Bernays (1942)를 참조해야 한다.
이 논평문에 근거하여 보통 프레게와 힐버트 사이의 논쟁은 승부를 아직
가리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또 다른 사례로 Weyl (1985) 참고.
Park (2011) 는 Friedman (1992), (1994), (1999), (2001), (2002), (2008),
(2011) 이 암묵적 정의를 논의한 바가 힐버트의 공리적 방법에 대해 공정한
것인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예컨대, 마이어(Majer)는 “힐버트가 유클리드의 공리적 접근법으로부터 자신
을 분리시켰고, 완전히 새로운 공리론(axiomatics)을 목표로 했다”는 널리
받아들여진 견해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에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Majer
(2006),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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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될지 모른다. 그 반면, 프리드만처럼 후자를 취한다면, 암묵적
정의에 대한 보다 철저한 해명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Bernays
(1922a) 는 명백히 이 딜레마에서 후자의 뿔을 잡는 것으로 보인다.
후기 베르나이스
그런데, 흥미롭게도, 후기 베르나이스는 후기 힐버트 및 중기 베
르나이스의 공동연구의 성과를 반영함으로써 공리적 방법의 발전
단계를 좀 더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다. 예컨대, Bernays (1967)을
보면, 그가 공리적 방법의 발전 단계를 크게 (1) 실질적(material)
또는 내용적(pertinent) 공리론, (2) 정의적(definitory) 또는 기술적
(記述的: descriptive) 공리론, 그리고 (3) 형식화된(formalized) 공리
론의 셋으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된다. Bernays (1967)은 “공리론의
범위와 한계”라는 제목 자체가 암시하듯, 중전기 베르나이스처럼
힐버트의 공리적 방법의 새로움과 중요성을 찬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 반세기에 걸친 실험과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공리적 방
법 자체에 대한 깊은 반성까지 포함함으로써 자못 큰 입장의 변화
를 보이고 있다. 우선 큰 그림을 그려보면, 실질적 공리론과 정의
적 공리론의 두 단계는 앞서 거론한 발생적 방법과 공리적 방법의
단계와 얼추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면, 이제 형식화된
공리론은 후기 힐버트와 중기 베르나이스의 공동연구를 통해 이룩
된 힐버트 프로그램, 메타수학, 형식주의 등의 업적과 궤를 같이
할 것이다. 각 단계에 대해 베르나이스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간
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베르나이스에 따르면, 자료의 수집과 제시가 과학적 가치를 지니
려면, 적당한 “개념화, 분류, 일반화, 그리고 가정들”이 필요하다.
그것들을 그는 “이론적 측면”, “지도적 관념들”, “개념성” 등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그는 공리적 방법이 생산적일 수 있는 것은 어느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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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개념성이 발전되고, 문제가 결과들을 한데 묶거나, 문제상
황을 어림법적으로 평가하거나, 가정들을 경험적 테스트에 회부하
거나, 내적 일관성을 연구하는 것일 경우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
들을 예시하기 위해 그는 물리학의 역사에서 마하, 클라우지우스,
그리고 뉴턴의 사례를 든다. 그리고 그는 생물학과 이론 경제학에
서도 유사한 사례들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인다. 그리고 나서 베르
나이스는 실질적 공리론의 개념을 이렇게 제시한다.
지금까지 고찰한 모든 공리체계들은 그것들이 전체 이론이나 어
떤 문제 상황에 대한 일군의 가정들, 그리고 문제의 이론의 개념
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에 대한 진술을 첨예화한다는 공통적
특징을 지닌다. 그렇다면, 결국, 이 개념성은 그것에 의해 다소
첨예화됨직 하다. 우리는 아마도 그것들을 “실질적” 또는 “내용
적” 공리론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Bernays (1967), p. 189]

한편 베르나이스가 정의적 또는 기술적 공리론이라 부르는 것에
는 “공리들에 의해 기술된 어떤 구조적 개념의 귀결들을 전개하는
추상적 학문분야들이 속한다”. [Bernays (1967), p. 190] 그리고 그
는 그런 개념들의 예를 군(群, group), 격자(格子, lattice), 그리고
체(體, field) 등에서 찾는다. 흥미로운 점은 베르나이스가 기술적
공리론에서의 주목할 만한 점으로 “동치적 규정의 다수성
(multiplicity of equivalent characterization)” 을 지목한다는 사실이
다. 예컨대, 격자 이론은 동등성의 개념을 가지고서도 공리화될 수
있고, “sub”을 근본적 술어로 하여 공리화될 수도 있다고 한다. 결
국 베르나이스가 동치적 규정의 다수성에 주목하는 까닭은 그의
다음과 같은 결론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공리화는 자의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내용적인 것으
로 의도되었던 파슈의 공리체계와는 대조적으로, 기하학의 더 새
로운 공리체계들, 특히 힐버트의 공리체계와 베블렌의 공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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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또한 기술적이다. [Bernays (1967), p. 190]

흥미롭게도, 베르나이스는 공리적 방법의 발전에서 마지막에 해
당하는 형식화된 공리론의 등장을 아주 간략하게 “기호논리학의 영
향 아래서의 공리화에서 형식화로의 이행”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형식화된 공리론의 특색을 또한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요약한다.
(1)
(2)

한 이론 내의 진술들의 가능한 형태들이 선험적으로 제한되고,
논리적 추론들은 명시적 규칙들에 회부된다. [Bernays (1967),
p. 191]

그 반면, 베르나이스는 훨씬 더 자세하게 형식화된 공리론의 한
계를 논의한다. 그에 따르면, 형식화된 공리론의 방식으로 정수론,
해석학, 집합론, 기하학 등 수학의 여러 분야에서의 기존의 증명들
을 형식화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화된
공리론은 기술적 공리론을 완전히 대치할 수는 없다”고 단언한다.
공리적 방법의 제일성 문제
앞 절에서 필자는 공리적 방법에 관하여 중전기 베르나이스와
후기 베르나이스가 미묘하기는 하지만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
을 드러내려 애썼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베르나이스의 경우가
초기, 중기, 후기를 막론하고 공리적 방법에 대한 신념을 잃지 않
고 그 방법의 발전에 있어 자신이 공헌한 바에 대해 지극한 애착
과 자부심을 보였던 힐버트의 경우와 흥미로운 대조를 보인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러나 공리적 방법에 관하여 힐버트와 베
르나이스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쟁점은 공리적 방법
의 제일성 문제임에 틀림없다. 힐버트가 평생토록 공리적 방법의
제일성을 의심하지 않은 반면, 최소한 후기 베르나이스는 이에 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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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극히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스
레 중전기에서 중후기를 거쳐 후기에 이르는 동안 베르나이스가
공리적 방법의 제일성 문제에 관하여 어떤 입장의 변천을 겪었는
지 그 추이를 살피는 일이 중요해진다.
중전기 베르나이스
Bernays (1922a) 는 소위 암묵적 정의에 의해 기하학에서 순수하
게 수학적인 부분, 즉 수학적 구조가 사실적 진리의 문제는 차치하
고 논리적 관계에만 집중하여 연구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서 공
리적 방법의 제일성을 논의한다.
3.2.1.

힐버트의 『기하학의 기초』 안에 제시된 공리적 방법에 대한 이
런 종류의 해석은 기하학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른 학문분야들에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특정의 이점을 제공했다. 처음부터
힐버트는 최대로 다양한 영역들에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공
리적 방법의 제일성이라는 관점을 마음에 그렸고, 이 관점에 의
해 인도되어, 그는 이 방법을 가능한 한 널리 구사하려 애썼다.
특히 그는 초보적 방사(radiation) 이론뿐만 아니라 동역학적 가스
이론을 엄밀한 방식으로 공리적으로 근거지우는 데 성공했다.
[Bernays (1922a), p. 193] 18)

그리고 나서 베르나이스는 즉각 힐버트의 취리히 강연 (Hilbert
(1918)) 을 거론한다. 여기서 힐버트가 공리론적 연구의 방법론적
지도 원리들의 요약과 얻어진 결과들의 조감도를 제시했다는 것이
다. 베르나이스는 한 마디로 이 강연이 공리적 방법을 “과학적 사
유의 일반적 절차”로 규정했다고 본다. 가능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서인 듯, 베르나이스는 “옛 공리론”이라는 흥미로운 표현을 써가면
18)

베르나이스의 저작 중 Bernays (1922b), “Zur mathematischen Grundlegung
der kinetischen Gastheorie”, Mathematische Annalen, 85, pp. 242-255 가 있다
는 점은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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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힐버트의 공리론의 새로운 점을 다시 한번 적시한다. 옛 공리
론과 달리 힐버트의 공리론은 공리들의 인식론적 성격들을 무시하
고 개념틀 전체를 오직 그것의 내적 구조 안에서만 고찰한다. 그
결과, 이론은 공리론적 연구라 불리는, 순수한 수학적 연구의 대상
이 되고, 여기서 공리체계들의 일관성과 독립성을 증명하는 문제들
이 제기된다.
그리고 베르나이스는 마침내 Hilbert (1918)의 핵심 쟁점 중 하
나인 “토대 심화의 가능성”을 논의한다.
덧붙여, “토대의 심화”의 가능성들을 연구하는, 즉 이론의 주어진
가설들이 고찰 중인 개념틀의 “더 깊은 공리들의 층”을 구성할
더 근본적인 성격의 명제들로 환원될 수 없는지를 검토하는 과제
가 남아있다. [Bernays (1922a), p. 193]

베르나이스는 이런 종류의 연구가 확실히 수학적 성격을 지니고,
이론적 취급이 적당한 어떤 지식의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지
식을 명료하게 하고 체계적으로 조감하는 데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이는 중전기 베르나이스가 중기 힐버트의 “토
대의 심화”라는 이념을 기쁘게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 이 이념은
학문의 왕국 내에서 수학이 지니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힐버트의
야심적 구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구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반
이 공리적 방법이므로, 베르나이스는 이 이념을 수용하는 한에서
공리적 방법에 대한 힐버트의 애착, 기대, 신념 또한 공유했다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베르나이스는 공리적 방법의 보편적 적용 가
능성을 지니는 데 따라 “수학적 사유가 공리론의 이념을 통해 과
학적 인지[Erkennen]를 위한 보편적 중요성을 획득한다”고 기술했
다. 또한 그는 나아가서
이러한 공리적 사유의 포괄적 발전[Ausgestaltung]에 의해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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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학적 정식화를 위한 충분히 광범한 맥락이 실제로 획득되었
고, 수학의 인식론적 생산성이 분명해졌다

라고까지 했다. [Bernays (1922a), p. 194]
후기 베르나이스
이제 Bernays (1967)을 바탕으로 후기 베르나이스가 공리적 방
법의 제일성에 대해 어떤 견해를 보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앞
서 논의한 공리적 방법의 발전 단계에 비춰볼 때, 그리고 Bernays
(1922a) 에서 개진된 견해로 볼 때, 토대의 심화라는 이념은 공리적
방법을 전제로 하고 추구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서, 토대
의 심화는 실질적(내용적) 공리론을 넘어 정의적(기술적) 공리론이
나온 이후에야 성립되는 이념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놀랍게도 후기
베르나이스는 토대의 심화라는 이념이 오히려 실질적 공리론에서
정의적 공리론으로의 이행 단계에서 작용한 것으로 파악한다.
베르나이스는 우선 이론적 과학, 특히 물리학에서 일어나는 중요
한 사건들이 한 가지 공리론적 특색을 지닌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가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어떤 학문 분야가 또 다른 학문 분야로
구체화되거나 두 학문 분야가 하나로 수축되는 경우이고, 이것들을
그는 “환원”이라 부른다. 그에 따르면, 이 환원들은 부분적으로 실
험적 결과들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고 정당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적으로 공리론만 관여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는 그런 환원들을 힐버트가 “토대의 심화”라고 부른 것과 같은 종
류의 공리론적 연구의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
는
3.2.2.

토대의 심화에서 사용되는 방법들이 내용적 공리론과 다른 종류
의 공리론을 야기했고, 그것을 우리는 정의적 또는 기술적 공리
론이라 부름직한데, 거기에는 공리들에 의해 기술되는 구조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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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의 귀결들을 전개하는 추상적 학문 분야들이 속한다

고 주장한다. [Bernays (1967), p. 190]
이 시점에서 우리는 Bernays (1967)의 모두(冒頭)에서 베르나이
스가 “공리론을 추천할 필요보다는 그것을 과대평가하는 데 대해
경고할 필요가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발언으로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도대체 공리론을 과대평가함으로써 경고
를 받아야만 할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이에 대해서는 섣부른 추측
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베르나이스 자신이 즉각적으로 그
가 염두에 둔 인물들을 다음과 같이 지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늘날 과학이 오직 공리론과 더불어서만 시작한다고 보
는 수학자들이 있고, 또한 공리화를 과학적 언어들의 구성에 속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수학적인 정신을 지닌 철학자들, 특히 카
르납 학파의 철학자들이 있다. [Bernays (1967), p. 188]

여기서 베르나이스가 염두에 둔 수학자들과 철학자들이 누구인
지는 향후 사가들이 해명해야 할 숙제일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는 왜 베르나이스가 카르납을 표적삼아 맹공을 퍼부었는지부터
캐물어야 할 것이다.
4. 베르나이스의 카르납 비판

최근 파슨즈는 향후 한 동안 베르나이스의 사상 연구에서 출발
점의 역할을 할 것이 틀림없는 논문에서 1945년 이후 후기 베르나
이스의 철학적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Parsons (2006)] 이
논문에서 파슨즈는 반토대주의, 선험적 지식 부정, 그리고 구조주
의 등을 후기 베르나이스 철학의 특징적 면모로 보고, 이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그 결과 그는 방대한 양에 비해 성취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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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단치 않다는 데 대해 상당한 실망감을 표출했다. [Parsons
(2006), p. 148]
필자가 보기에, 파슨즈가 주목한 주제들은 모두
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첨단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심중한 시의성까지 지니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주제들에 초점을 맞출 경우, 힐버트와 베르나이스 사이의 차이점이
생각만큼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리고 필자는 파슨즈
가 베르나이스의 독창성을 인지하기 위해 꼭 다뤘어야 할 주제, 즉
공리적 방법, 특히 공리적 방법의 제일성 문제를 논의하지 않음으
로써 그런 잘못된 인상을 갖게 되었다고 믿는다.
이러한 관점은 앞 절에서 제기한 “왜 베르나이스가 공리적 방법
을 과대평가하고, 공리화를 과학적 언어들의 구성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카르납을 지목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서도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카르납이 공리적
방법의 제일성을 신봉했다는 점과 공리화를 과학적 언어의 구성에
19)

20)

19)

20)

아울러 파슨즈는 베르나이스의 에세이 식 논술 방식과 체계적 접근의 결여
에 대해 불평한다. 또한 베르나이스가 상이한 견해들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보이는 분별력과 밀접한 교류 관계를 가졌던 이들에 대한 충성심 등이 그
의 입장을 거의 절충주의에 가깝게 만든다고 본다. Parsons (2006), p. 148.
우선 파슨즈는 힐버트의 수학기초론 연구가 최소한 간접적으로나마 그를 토
대론자로 만든다고 가정하고서 베르나이스의 반토대론적 입장을 논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최근 프랭크스의 연구는 힐버트 자신에게서 반토
대론적 요소들이 현저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Franks (2009),
pp. 32-40 참고] 선험적 지식 비판의 문제는 힐버트 학파 내부에서 오랫동
안 심층적으로 논의된 문제이고,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넬슨의 힐버트 비판과 베르나이스의 그에 대한 반박을 염두에 둘
때, 이 문제를 통해 힐버트와 베르나이스를 대조하는 데 상당한 난관이 도
사리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Bernays (1928), 참고] 구조주의
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 없이 베르나이스 뿐만 아니라 힐버트와 대단한 친
화성을 보이고, 실제로 현대의 다수의 수학적 구조주의자들이 그들의 아이
디어를 힐버트에게까지 소급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도 힐버트와 베르나이
스의 차이를 부각시키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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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 양자 모두 카르납이 언어의 논리적
구문론 이후 표방한 입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러나 즉각적으로 이런 의문점이 제기될 것이다.
[Q]:

어떻게 힐버트의 공동연구자 베르나이스가 힐버트의 등록상
표 격인 공리적 방법의 제일성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카르납
을 공격한단 말인가?

이 물음은 (1) 카르납은 수학기초론에서의 논리주의, 형식주의,
그리고 직관주의의 대립 구도 속에서 논리주의의 전통을 이어간
대표적 인물이 아닌가? (2) 앞에서 살펴보았듯 공리적 방법의 제일
성은 힐버트의 신념이 아니었던가? (3) 그리고 베르나이스는 힐버
트의 공동연구자로서 형식주의의 맹장아닌가? 라는 몇 가지 작은
물음들을 한 데 합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의문 (1)에 대해서는 Schillp (1963)에 수록된 베스의 논문 [Beth
(1963)] 과 카르납의 답변 [Carnap (1963)] 에 의해 얼추 답변이 가
능할 것이다. 베스는 카르납의 논리적 구문론을 논리주의와 형식
주의의 융합 프로그램으로 시도된 것이라 본다. 그러나 그는 “논
리적 구문론이 논리학과 형식주의의 융합 또는 형식주의의 논리
주의 안으로의 편입(incorporation)이라기보다 차라리 논리주의의 형
식주의에의 항복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공격한다. [Beth
(1963), pp. 475-476] 이에 대해 카르납은 Beth (1963) 의 논평들이
아주 흥미롭고, 일반적으로 그것들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나서 다음
과 같이 시사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그러나 형식주의와 형식주의적 방법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형식주의적 방법, 또는 내 용어법에 따라 구문론
적 방법은 오직 기호들과 표현들 안에서의 그것들의 발생의 순서
만을 참조함으로써, 따라서 의미를 참조하지 않으면서 한 언어 L
을 그것의 연역 규칙들과 더불어 기술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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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L의 구성에 있어서의 형식주의적 방법의 적용은 그것 자체
로는 L에 대한 해석의 추가를 배제하지 않지만, 만일 그렇게 할
경우 이 해석은 L의 구문론적 규칙들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힐버트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대표되는 수학의 본성에 관한 개
념이라는 의미에서의 형식주의는 형식주의적 방법을 적용하자는
제안,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형식주의 주장, 즉 (고전) 수학의 해
석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것이 적합한 수학 체계를 구
성하는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양자 모두로 이루어진다.
이 주장에서 논리주의 주장, 즉 수학의 모든 용어는 논리학에 의
해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은 물리쳐진다. 나는 형식주의적 방법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 광범한 영역에서 전개했지만, 형식주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 대신 논리주의의 주장을 유지했다.
[Carnap (1963), p. 928]

역시 방금 인용한 카르납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
용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의문 (2)와 의문 (3)에 대해서는 우리의 앞서의 논의를 원
용하여 어렵지 않게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 후기 베르나이스는 자
신의 이전 입장과 달리 공리적 방법의 제일성에 관하여 상당히 회
의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는 공리적 방법의 발전 단계에
대하여 이전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치밀한 견해를 지니고서 공리적
방법의 역사 안에서의 힐버트의 위치를 가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Q]: 어떻게 힐버트의 공동연구자 베르나
Bohnert (1975)

이스가 힐버트의 등록상표 격인 공리적 방법의 제일성을 주장한다
는 이유로 카르납을 공격한단 말인가?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을

얻은 것일까? 아마도 그렇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Bernays (1961)
이 이러한 의문에 대해 다소나마 더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베르나이스는 이렇게 쓰고 있다.
논리적 구문론의 일반적 경향은 힐버트의 증명이론의 접근법의
확장이라 말할 수 있다. 힐버트에게서 형식화의 방법은 오직 수
학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그의 강연록 “공리적 사고”에서 힐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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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과학적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공리적 방법 아래 포섭되고, 그것이 이론으로 형성될 만큼
성숙했다면, 그에 따라 간접적으로 수학 아래 포섭된다.” 카르납
은 논리적 구문론에서 과학 전체를 형식화를 통해 하나의 수학
적 대상이 되는 공리적 연역체계로 고찰함으로써 이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과학의 언어의 구문론은 이 대상을 지향하는
메타수학이다. [Bernays (1961), p. 186; 베르나이스 프로젝트의
미출판 영역본, p. 2]

일견 명쾌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 단락은 실상 상당히 많은 문제
점을 내포하고 있다. 베르나이스는 여기서 마치 힐버트가 공리적
방법을 순수수학에 고유한 것으로 여긴 반면 카르납은 부당하게
공리적 방법을 과학 전체로 확장했다고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인용문 자체에 의해 반박될 것이다. “공리적
사고”에서의 힐버트의 입장과 카르납의 입장의 차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물론 베르나이스는 자신이 “힐버트에게
서 형식화의 방법은 오직 수학에만 적용된다”고 했지 “힐버트에게
서 공리적 방법은 오직 수학에만 적용된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교
묘하게 비켜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경우, 그는 아무런
논의 없이 훗날 Bernays (1967)에서 공리적 방법의 발전 단계 내
에서 최종적 단계로서의 형식화된 공리론에 관한 논의에서 좀 더
명료하게 제시한 내용을 밀수해 들이는 격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인용문을 해석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베르나이스가 외관상 힐
버트를 겨냥하지 않은 것처럼 만들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내심 힐
버트와 카르납을 한 데 묶어 공격하고 싶었다고 보면 안 될까?
21)

21)

익명의 심사자들은 공통적으로 필자의 이 추측의 근거를 추궁하고 싶어 한
다. 한 분은 필자가 본 논문 전체를 통해 역설했음에도 불구하고 후기 힐버
트와 중기 베르나이스를 구별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
판한다. 다른 한 분은 필자의 추측이 어떤 “문헌적 근거, 다른 학자의 해석
등의 기타 근거”에 의존하는지를 제시할 것을 권유한다. 짐작컨대 후자는
필자의 추측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다. 그렇다면, 전자의 비판은

26

박우석
5. 맺음말

이 글에서 필자는 힐버트가 자신의 공리적 방법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지녔었다는 점을 전거를 제시해가며 부각시키면서, 힐버
트의 공리적 방법이 공리적 방법의 역사 전체 안에서 어떤 위치를
지니는지에 관한 베르나이스의 견해를 정리해보고자 했다. 중기 베
르나이스와 후기 베르나이스가 이 문제에 관하여 상당히 다른 입
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전기 베르나이스의
견해와 후기 베르나이스의 견해를 대조해 보였고, 그런 논의의 결
과 공리적 방법에 관하여 가장 뚜렷하게 부각되는 힐버트와 베르
나이스의 견해의 차이가 공리적 방법의 제일성의 문제에서 찾아진
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일선상에서 1950년대 중반 이후 과학철학에
서의 카르납의 프로젝트 가 공리적 방법의 제일성에 대한 힐버트
의 신념을 계승하려는 것으로 보고, 후기 베르나이스의 카르납 비
판에 대한 예비적 논의를 폈다. 이 글은 중후기에 베르나이스의 견
해가 어떤 과정을 통해 공리적 방법에 관하여 언급한 바와 같은
22)

22)

재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머지않은 장래에 필자의 추측의 근거를 댈 기
회가 있으리라 믿으면서, 그리고 그 추측이 “필자의 추측”이라는 점에 자부
심을 느끼면서, 추측의 근거를 대고 싶은 강한 유혹을 뿌리친다. 심사자들
은 또한 거의 공통적으로 “공리적 방법의 제일성”이라든가 “공리적 방법의
발전 단계” 등의 논의가 분명하지 않다고 불평한다. 무책임해 보이겠지만,
그런 불평은 어쩌면 필자가 아니라 베르나이스에게 해야 할지 모른다. 이
분들 중 누군가가 훗날 베르나이스를 철저히 연구하여 그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명료하게 해주기를 기대한다.
Carnap (1956), (1958/1975), (1959/2000) 이 이 프로젝트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고, 이는 Carnap (1966/1974)에서 충분히 자세하게 개진되었다. Carnap
(1961) 은 힐버트와 카르납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
한 논문으로 보인다. Friedman (1992)는 카르납의 후기 과학철학 프로젝트
가 이미 Carnap (1934), (1939)에서 그 싹을 티운 것으로 본다. 후기 카르납
이 헴펠의 자극을 받아 램지 문장의 아이디어를 확장해간 데 대해서는
Friedman (2008), (2011) 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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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지는 탐색하지 못했다. 아울러 이 글은 후
기 베르나이스 철학의 여러 가지 뚜렷한 특징들이 공리적 방법에
관한 힐버트와 베르나이스의 견해의 차이와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
지도 전혀 명쾌하게 드러내지 못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 난
제들은 다음 기회를 기약하는 수밖에 없다.
결론에 대신하여 앞 절에서 도입한 사변을 이제 다음과 같은 좀
더 방만한 사변으로 확대해보자. 베르나이스는 카르납의 작업을 힐
버트의 입장에 대한 왜곡으로 본 것인가? 혹시 베르나이스 자신이
힐버트의 입장을 왜곡한 것은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의도적인 왜
곡인가,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오해인가? 카르납의 작업을 힐버트
의 입장에 대한 왜곡으로 본 것이 아니라면, 카르납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베르나이스에게 힐버트와 자신의 입장의 차이를 더욱 첨예
하게 드러내는 계기를 제공했는가?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지극히
방만한 사변은 수학사와 논리학사에서의 상식 자체에 대한 의구심
을 개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1920년대 힐버트와 베르나이스
의 공동작업에 의해 탄생한 소위 힐버트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까
지 힐버트의 입장을 대변하는가? 1920년 이전 힐버트의 입장, 특히
토대의 심화에 관한 힐버트의 신념, 그리고 공리적 방법이란 이름
아래 힐버트 스스로 자신의 핵심적 공헌으로 간주된 바는 어느 정
도까지 소위 힐버트 프로그램과 연결되는가? 힐버트 프로그램은 혹
시 실질적으로 베르나이스 프로그램이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카
르납의 작업은 (힐버트 프로그램 또는 베르나이스 프로그램은 받아
들이지 않고) 힐버트의 공리적 방법에 관한 견해는 이어가려는 작
업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카르납에 대한 베르나이스의 비판은
바로 그런 카르납의 시도에 대한 반발로 이해할 수는 없는가? 바
일도, 폰 노이만도, 괴델도, 그리고 베르나이스도 아니라면, 과연
힐버트의 진짜 후계자는 누구인가? 힐버트 스스로 그토록 “공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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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자신의 것으로 애지중지했다면, 양자를 들여서라도 그 명
가의 혼을 이어가야 하지 않는가?
23)

23)

이런 관점에서 카르납에 대한 베르나이스의 비판은 힐버트의 적통을 이어가
는 데 있어서의 갈등으로 볼 수도 있고, 카르납을 통해 힐버트에게까지 비
판을 확장함으로써 베르나이스 자신의 입장을 힐버트의 입장으로부터 차별
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상당수의 독자는 이미 필자의 논의
가 선을 넘어 지나치게 과학사회학적 관심으로 이동했다고 질타할지 모르
겠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그는 이미 우리가 그동안 과학사회학자인 동
료들의 도움을 지나치게 무시했는지도 모른다는 필자의 소감에도 공감하리
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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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석
Bernays and the Axiomatic Method

Woosuk Park
Bernays has not drawn scholarly attention that he deserves.
Only quite recently, the reevaluation of his philosophy, including
the projects of editing, translating, and reissuing his writings, has
just started. As a part of this renaissance of Bernays studies, this
article tries to distinguish carefully between Hilbert’s and Bernays’
views regarding the axiomatic method. We shall highlight the fact
that Hilbert was so proud of his own axiomatic method on
textual evidence. Bernays’ estimation of the place of Hilbert’s
achievements in the history of the axiomatic method will be
scrutinized. Encouraged by the fact that there are big differences
between the early middle Bernays and the later Bernays in this
matter, we shall contrast them vividly. The most salient difference
between Hilbert and Bernays will shown to be found in the
problem of the uniformity of the axiomatic method. In the same
vein, we will discuss the later Bernays’ criticism of Carnap, for
Carnap’s project of philosophy of science in the late 1950’s
seems to be a continuation and an extension of Hilbert's faith in
the uniformity of the axiomatic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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