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대수 구조에 관한 연구
- 격자 구조의 논리 철학적 함의에 관하여 -

양은석
(연세대 강사)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다음의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첫째는 형식 논리학의 의미 해석이나 공리 연역의 근간이 되는
논리적 구조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둘째는 그러한 구조
에 대한 형식적 논의가 격자를 통해 일정 정도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논리, 철학적으로 예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의 필요성은 다음의 두 가지 문제 상황에서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최근 형식 논리학 내에서 논리학이 점차 다양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그 동안 논리학의 영역에서 간과
되었던 시제, 미결정성, 불확정성, 애매성 등의 논제들을 체계적
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제들은 논리 대수
(algebra of logic)로 알려진 불대수 구조 안에서는 더 이상 처리될
수 없는 문제점을 수반한다. 그리고 형식의 다양화는 그간 형식
화되었거나 앞으로 형식화될 모든 것들을 형식 논리학의 범주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와 같은 철학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둘째로
첫째 문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 일반적으로 수용되어 온 학의 논
리학에 대한 분류에는 간과된 주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학
은 고전 논리학에서 타당한 논리식들을 보존하는가 아닌가에 따
라 고전 논리에 대비되는 논리 체계들을 고전 논리를 연장한 확
장 논리와 그것에 대결하는(rivalry) 일탈 논리로 나누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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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Haack(1996), 2~4쪽) 이 때 그 스스로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같은 책, ix) 학은 그러한 논리식들의 타당
성 범위가 구조적으로 상호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
학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던 것(같은 책, xxvi)과는 달리 논리
체계들의 분류는 형식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1) 그리고 격자 구조
가 그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즉 형
식 논리학 내에서 논리 체계들 간의 형식적 분류는 격자 구조를
통해 상당 부분 마련될 수 있다. 이를 예증하기 위해 여기서 보이
고자 하는 것은 그간 이질적인 체계로 간주되어 온2) 명제를 대상
으로 하는 고전 논리나 직관주의 논리, 다치 논리 계산(calculus)
모두 격자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형식적 논의가 2
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러한 격자 구조가
논리학 내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수행될 것이
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논리 철학적으로 함축
하는 바를 간단히 재고할 것이다.

2. 논리 계산과 격자 : 논리 계산의 구조 논의를 중심으로
고전 역학이나 상대성 이론과 같은 역학 체계가 특정 기하에
의존하는 것처럼 논리 체계 또한 논리 대수적 구조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한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고전 논리에 대한 불대
수 구조의 관계이다. 불대수 공리에 해당하는 여법칙은 고전 논

1) 필자는 첫째 문제와 관련하여 임의의 논리 체계가 특정 구조를 넘어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도 학의 분류가 갖는 문제는 결코 간과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제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타당한 논리식의 구문론적 범위에 따라 직관주의 명제
논리는 고전 명제 논리의 종속 체계(subsystem)로 간주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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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Kneale(1978), 413쪽 참조)3) 실제로 고전 명제 논리의 의미 해
석에 사용되는 진리표를 통한 논리적 원리들의 타당성 검토나 대
수적 방법을 동원하여 이디얼(ideal)이나 필터(filter)를 사용한 논
리적 원리들의 타당성 검토는 여법칙의 특성을 이용한 것들이
다.4) 그리고 그러한 논리적 원리들의 타당성 은 대수적으로 불대
수 구조를 넘어선 영역까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5)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이 격자 구조이다.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사실에 있다. 첫째는 고전 명제 논리뿐만 아니라 직관주
의 논리와 다치 논리 체계 모두 격자 구조 안에서 이해될 수 있
다는 점이다. 둘째는 격자 구조는 수 연산과 구별되는 논리 연산
에 적합한 멱등법칙(idempotency)을 기본 공리로 한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논의가 격자 구조가 논리-대수
적으로 왜 중요한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첫째 측면
에 대한 논의는 격자 구조가 논리학 내에서 갖는 형식적 중요성
을 일깨워 줄 것이다. 그리고 둘째 측면에 대한 논의는 격자 구조
와 더불어 멱등법칙이 논리학 내에서 차지하는 철학적인 중요성
을 드러내 줄 것이다. 이에 대한 첫째 논제를 검토하는 것이 이
절의 과제이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필자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명제를 대상으
로 하는 고전 논리와 직관주의(하이팅) 논리, 루카치비츠의 무한
다치 논리 계산 모두 격자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3) 그런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삼단논법의 공리로 언명한 배중률, 모순율의
공리적 성격을 발견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논리식을 프레게, 러셀을 통해
보여진 연역 공리(deductive axioms)와 대비적으로 구조 공리(structural
axioms)로 명명하여 4절에서 그 철학적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4) 후자와 관련하여 Stoll(1963), 6.6-6.9절과 Halmos(1956), 363~87쪽을 참조할
것.
5) 이와 관련하여 졸고(1997b), 12 1~28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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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절에서는 격자에 관한 기본적인 정의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언급한 논리 체계들이 어떤 격자를 갖게 되는지를
대수적으로 검토할 것이다.6)

1) 격자 정의
여기서는 다음 절에서의 논의를 위한 격자구조의 기초적인 정
의를 제공할 것이다.7) ∀, ∈와 같은 기본적인 기호법에 대한 이
해를 전제로 각각의 격자는 다음으로 정의될 수 있다.
[정의1-1] 부분 순서집합 (partially ordered set(poset))
다음의 세 가지 법칙을 만족하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 P와 P위
에서의 이항관계

로 이루어진 쌍 (P,

)을 부분 순서집합이라

고 한다: ∀x, y, z∈P,
R1. 반사 법칙 : x x
R2. 이행 법칙 : x y, y z x z
R3. 반대칭(anti-symmetric) 법칙 : x y, y x x＝y
[정의1-2] (집합에 의한) 격자 (lattice)
부분 순서집합 P의 임의의 두 원소 x, y의 쌍이 극대값(Max)과
극소값(Min)을 가질 경우, 이를 격자라고 한다.
(이하 Max(x,y)를

(x,y)로 Min(x,y)를 (x,y)로 표시한다. 이 때

연산을 결합(join)이라고 하고 ·를 교우(meet)라고 한다.)

6) 각각의 논리 계산이 격자를 형성한다는 점은 이미 기존의 연구서에서 밝혀진
바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필자의 논의와 연관된 한도 내에서 형식적 논의를 전
개할 것이다.
7) 격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Gierz외(1980)를 참조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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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1-3] 대수 정의
α는 공집합이 아닌 전체집합 U에 기초한 집합들의 대수이다:
(U, α)＝d f α＝α∪x ⊂ u x, x ø, s.t.
(ⅰ) A, B ∈α이면 A B, A B ∈α
(ⅱ) A∈α이면 A ´∈α

[정의1-4] (대수에 의한) 격자 L
다음의 법칙을 만족하는 이항 관계연산을 갖는 대수를 격자 L
이라고 한다: ∀x, y, z ∈α,
L1. 멱등법칙 : x x＝x&x x＝x
L2. 교환법칙 : x y＝y x&x y＝y x
L3. 결합법칙 : (x y) z＝x (y z)&(x y) z)＝x (y z)
L4. 흡수법칙 : (x y) x＝x&(x y) x＝x8)
[정의1-5] 배분격자 (distributive lattice LD )
배분법칙을 만족하는 격자를 배분격자 L 라고 한다: ∀x, y, z∈L
D

L5. 배분법칙 : x (y z)＝(x y) (x z) & x (y z)＝(x y) (x z)
[정의1-6] 여격자 (complemented lattice LC )
여법칙을 만족하는 0, 1을 갖는 격자를 여격자 L 라고 한다; 다
C

음을 만족하는 원소 0, 1을 갖는 격자를 여격자라고 한다:
L6. ∀x, 0 x 1
L7. ∀x∈L, ∃x´∈L s.t. x x´＝1 & x x´＝0

8) [정의1-2]로부터 [정의1-4]를 끌어낼 수 있고 그 역도 가능하다: 이의 증명은
핀터(C. C. Pinter(1984)), 4.40과 4.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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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1-7] 여배분격자 LC D
P1-P7을 만족하는 격자를 여배분격자 LC D 라고 한다.
불대수는 여배분격자로 정의된다.
[정의1-8] 쌍대 원리 (duality principle)
격자 체계 내에서 임의의 등식에 대한 쌍대(dual)는 다음의 대
치를 통해 얻어진 등식을 의미한다:
(ⅰ) ∨ ∧ & ∧ ∨
여배분격자(불대수)의 경우 다음의 조건이 추가된다:
(ⅱ) 1 0 & 0 1

2) 논리 대수 구조
격자 구조가 논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논리 상항으로 간주되
는 논리합(∨)과 논리곱(∧)이 결합( )과 교우( )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9) 형식 의미론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논리합과 논
리곱은 집합에 관한 합과 곱처럼 결합, 교우 연산을 만족하는 특
수한 해석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교우, 결
합 연산의 사용은 논리합과 논리곱에서 비롯된 것이다.10) 이와
연관된 철학적 논의는 3절로 미루고 여기서는 근본 대상을 명제
로 하고 그 위에 논리합과 논리곱 연산을 적용할 경우, 고전 논리
체계와 하이팅 논리 체계 그리고 루카치비츠 다치 논리 체계가
9) 그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정의1-2]에 사용한 Min, Max 정의이다. 진리
표를 통한 논리 연산 논리합과 논리곱의 의미 해석은 Max, Min 연산을 통해
정의될 수 있다.
10) 격자 개념 특히 배분격자는 쉬뢰더가 논리 대수에 대한 논의에서 논리합과 논
리곱 연산(또는 합집합, 교집합 연산)에 기초하여 정립한 것이다. 그리고 격
자 와 결합 , 교우 란 명명은 벌코프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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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어떤 격자를 갖게 되는지를 보이기로 하겠다.
( 1 ) 고전 명제 논리와 여배분격자
고전 명제 계산 PC 가 불대수 구조를 갖는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11)이므로 여기서는 따로 계산 체계를 구성하지 않고
그 점만을 정리로 지적한다. A⊃B는 A≤B에 상응하고 (A⊃B)∧
(B⊃A)는 A＝B에 상응한다. 이 때 (A⊃B)∧(B⊃A)＝(A≡B)란
정의 하에서 다음의 정리가 성립한다.
[정리2-1] 명제 집합 P 위에서 ∨, ∧, ￢은 여배분격자 LC D 를
형성한다.
<증명> 고전 명제 계산 P 는 불대수 구조를 갖고 불대수는 여
C

배분격자이므로
(2 ) 직관주의 명제 논리와 배분격자 1 2 )
여기서는 하이팅이 제시한 직관주의 명제 논리의 공리 연역 계
산 방식을 기초로 직관주의 명제 논리 체계를 구성한다. 그리고
대수적으로 그것이 배분격자를 형성한다는 점을 보인다.
＜1＞ 직관주의 명제 계산 PI
직관주의 명제 계산 PI를 위한 원초적 기호들은 다음과 같다:
1. 명제 기호 : p, q, r ⋯
2. 논리 상항 : →, ∧, ∨,
11) 고전 명제 계산과 불대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Stoll(1963),
6.6-6.9절과 Tarski(1956), XI, XVII장을 참조할 것.
12) 직관주의 명제 논리와 관련을 맺는 하이팅 대수는 상관 가-여 배분격자
(relatively pseudocomplemented distributive lattice)를 형성한다. 이는 가-불 격
자(pseudo-boolean lattice)나 절대 함축 격자(absolute implicative lattice) 등과
같다.(Curry(1963), 164쪽, Gierz(외)(1980), 2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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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외 : [, ], (, ), F.
원초적 기호들의 임의의 유한 열을 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PI의
잘 형식화된 식(wff)은 다음 규칙에 의해 귀납적으로 정의된다:
W1. 임의의 명제는 잘 형식화된 식이다.
W2. F는 잘 형식화된 식이다.
W3. A와 B가 잘 형식화된 식일 경우, A→B, A∨B, A∧B 또한
잘 형식화된 식이다.
W4. 규칙 W1, W2, W3에 의해 잘 형식화된 식일 경우에만 임
의의 식은 잘 형식화된 식이다.13)
여기서 ￢A를 A→F의 생략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를 부정
기호 로 부른다.
① (증명을 위한) 기호들의 정의
I는 직관주의 명제 계산 PI 에서 증명가능하다 를 의미하고
I는 직관주의 명제 계산 PI에서 증명가능하지 않다(모순을 발
생시킨다) 를 의미한다고 할 때,
I

A∧B iff

I

A 그리고

I

A∨B iff

I

A 또는

I

￢A iff

I

A

I

A→B iff

I

A이면,

I

I

I

B

B

B 가 성립한다.14) (이하

I

기호 생략)

② 형식 체계

13) 여기서 대문자 A, B, C 등은 임의의 잘 형식화된 식들을 대표하고 소문자 p,
q, r 등은 특수한 명제 문자를 지시한다. (특수한 명제 문자는 p 1, p2 , p 3 과 같
은 p에 관한 첨자 형식으로 지시될 수도 있음.) 이하 루카치비츠 무한 다치 명
제 계산도 마찬가지임.
14) 좀더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Heyting(1956), 98쪽을 참조.

논리-대수 구조에 관한 연구 / 양은석

123

여기서 공리는 도식 형식으로 제시된다.
[공리2-2] P 의 공리는 다음의 형식으로 주어진다.
I

공리1. A→(A∧A)
공리2. (A∧B)→(B∧A)
공리3. (A→B)→((A∧C)→(B∧C))
공리4. ((A→B)∧(B→C))→(A→C)
공리5. B→(A→B)
공리6. (A∧(A→B))→B
공리7. A→(A∨B)
공리8. (A∨B)→(B∨A)
공리9. ((A→C)∧(B→C))→((A∨B)→C)
공리10. ￢A→(A→B)
공리11. ((A→B)∧(A→￢B))→￢A

[추론규칙2-3]
1. 긍정식 : A와 A→B로부터 B를 추론할 수 있다.
2. 연접 : A, B로부터 A∧B를 추론할 수 있다.
(이하의 증명을 위한 연역 정리는 고전 명제 논리의 연역 정리
와 차이가 없으므로 생략.)
＜2＞ 논리 대수 구조
여기서는 ∧와 ∨ 사이의 쌍대 원리([정의1-8])와 (A→B)∧(B→
A)＝(A≡B)란 정의를 통해 직관주의 명제 계산 PI가 배분격자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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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2-4] 명제 집합 P 위에서 ∨, ∧은 배분격자 L 를 형성한다.15)
D

<증명>
(L1)
(ⅰa) A→(A∧A) (공리1).
(ⅰb) (A∧A)→A
1. A→(A→A) (공리5), 2. (A→(A→A))→[(A∧A)→((A→
A)∧A)] (공리3), 3. (A∧A)→((A→A)∧A) (1, 2의 긍정
식), 4. ((A→A)∧A)→(A∧(A→A)) (공리2), 5. (A∧(A→
A))→A (공리6), 6. (A∧A)→(A∧(A→A)) (3, 4와 공리
4) 16) , 7. (A∧A)→A (6, 5와 공리4).
(ⅱ) A≡(A∨A) ((i)과 쌍대 원리에 의해).

(L2)
(i) A∧B≡B∧A (공리2), (ⅱ) A∨B≡B∨A (쌍대 원리에 의해)
(L3) 이하의 증명을 위한
[보조정리2-5]
1. (A∧B)→A
2. (A∧B)→B
3. A→A
4. B→(A∨B)

15) 연역 정리에 의해 각각의 공리는 추론 도식 형태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편의
상 연언과 함축관계를 추론에도 적용하여 증명을 시도한다.
16) 6을 엄밀화하면 다음과 같다: 6.1. [(A∧A)→((A→A)∧A)]∧[((A→A)∧A)→(A
∧(A→A))] (3, 4의 연접), 6.2. [(A∧A)→((A→A)∧A)]∧[((A→A)∧A)→(A∧
(A→A))] → [(A∧A)→(A∧(A→A))] (공리4), 6.3. [(A∧A)→(A∧(A→A))]
(6.1, 6.2의 긍정식). 이하 증명에서 유사한 과정은 이와 모두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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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Epstein(1995), 281쪽.

(L3)
(ⅰa) (A∧(B∧C))→((A∧B)∧C)
1. A∧(B∧C) (전제), 2. B∧C (1과 [보조정리2-5]:2), 3. B
(2와 [보조정리2-5]:1), 4. A (1과 [보조정리2-5]:1), 5. A∧
B (3, 4의 연접), 6. C (2와 [보조정리2-5]:2), 7. (A∧B)∧C
(5, 6의 연접). 8. (A∧(B∧C))→((A∧B)∧C) (1, 7과 연역
정리17)).
(ⅰb) ((A∧B)∧C)→(A∧(B∧C)) ((ia)와 유사한 방법으로).
(ⅱ) ((A∨B)∨C)≡(A∨(B∨C)) ((i)과 쌍대 원리에 의해).

(L4)
(ⅰa) ((A∨B)∧A)→A
1. ((A∨B)∧A) (전제), 2. A (1과 [보조정리2-5]:2). 3. ((A
∨B)∧A)→A (1, 2).
(ⅰb) A→((A∨B)∧A)
1. A (전제), 2. A∨B (1과 공리7), 3. A (1과 [보조정리
2-5]:3), 4. ((A∨B)∧A) (2, 3의 연접). 5. A→((A∨B)∧A)
(1, 4).
(ⅱa) ((A∧B)∨A)→A
1. A∧B (전제), 2. A (1과 [보조정리2-5]:1), 3. A (전제),
4. A (3과 [보조정리2-5]:3), 5. ((A∧B)∨A)→A (1, 2와 3,
4 그리고 공리9).
(ⅱb) A→((A∧B)∨A) ([보조정리2-5]:4).
17) 이하 연역정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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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
(ⅰa) (A∧B)∨C→(A∨C)∧(B∨C)
1. A∧B (전제), 2. A (1과 [보조정리2-5]:1), 3. A∨C (2와
공리7), 4. B (1과 [보조정리2-5]:2), 5. B∨C (4와 공리7),
6. (A∨C)∧(B∨C) (3, 5의 연접), 7. C (전제), 8. A∨C (7
과 [보조정리2-5]:4), 9. B∨C (7과 [보조정리2-5]:4), 10.
(A∨C)∧(B∨C) (8, 9의 연접), 11. (A∧B)∨C→(A∨C)∧
(B∨C) (1, 6과 7, 10 그리고 공리9)
(ⅰb) (A∨C)∧(B∨C)→(A∧B)∨C
1. A , B 2. A∧B (연접 규칙), 3. (A∧B)∨C (2와 공리7),
2

1

4. C (전제), 5. (A∧B)∨C (4와 [보조정리2-5]:4), 6. B∨C
→(A∧B)∨C (1 , 3과 4, 5 그리고 공리9), 7. (A∨C)∧(B
1

∨C) (전제), 8. B∨C (7과 [보조정리2-5]:2), 9. (A∧B)∨C
(8, 6의 긍정식), 10. A∨C→(A∧B)∨C (1 -5와 공리9), 11.
2

A∨C (7과 [보조정리2-5]:1), 12. (A∧B)∨C (11, 10의 긍
정식), 13. (A∨C)∧(B∨C)→(A∧B)∨C (7, 9와 7, 12 그
리고 L1)
(ⅱ) (A∨B)∧C≡(A∧C)∨(B∧C) ((i)과 유사한 방법으로).
그러나 널리 알려진 대로 직관주의 명제 계산 P 에서 논리적 원
I

리 배중률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P 에서 여법칙은 성
I

립하지 않는다. 이를 정리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정리2-6] 명제 집합 P 위에서 ∨, ∧, ￢은 여배분격자 L 를
CD

형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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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루카치비츠 무한 다치 논리와 배분격자 1 8 )
여기서는 명제 논리 계산의 진리표와 유사한 타당성 검토 방식
을 통해 루카치비츠의 무한 다치 명제 계산이 배분격자 LD 를 형
성한다는 점을 보인다. 이를 위하여 공리 연역이 아닌 의미 해석
방식을 채택한다.
<1> PLχ 의 형식 의미 해석
루카치비츠 무한 다치 명제 계산 PL χ 의 원초적 기호들과 잘 형
식화된 식에 관한 규칙은 직관주의 명제 계산의 형식화 방법과
같다. (단 F 대신 ￢을 사용한다. 따라서 둘째 규칙은 다음으로
나타내질 수 있다: W2. A가 잘 형식화된 식일 경우, ￢A 또한 잘
형식화된 식이다.)
① (증명을 위한) 기호들의 정의
PL χ 는 진리치를 0, 1의 연속값 [0, 1]로 하여 의미 해석이 이루
어진다. 진리치는 다음의 함수이다:
v :P

[0, 1], ∀pi∈P (i∈ω)

그리고 그것은 다음의 연산표([정의2-7])에 의해 L(￢, ∧, ∨,
→, p0 , p 1 , ⋯)의 모든 잘 형식화된 식으로 귀납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정의2-7] 연산
루카치비츠 논리의 형식 의미 해석을 위한 논리 상항들의 사용
은 다음으로 정의된다.

18) 여기서 필자가 고려하고 있는 루카치비츠의 무한 다치 명제 논리는 유계합을
근간으로 하는 잘 알려진 다치 대수(MV-algebra)와 구별될 필요가 있다. 정의
상 같아질 수는 있으나 유계합을 사용할 경우, 필자 논의의 주 원리인 멱등법
칙이 보존되지 않는다.(Belluce(1995), 7쪽 참조) 여기서의 명제 대수는 논리합
과 곱을 근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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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 v(￢A)＝1 - v(A)
2. 함축 v(A→B)＝1,

v(A)≤v(B)

[1-v(A)]+v(B), v(A)≥v(B)
3. 논리곱 v(A∧B)＝∧[v(A), v(B)]
4. 논리합 v(A∨B)＝∨[v(A), v(B)]
이 때 ∨, ∧는 Max, Min 값에 해당하고, v(A→B)∧v(B→A)＝
v(A≡B) 정의에 해당하는 v(A≡B)는 다음의 표를 갖는다.
v(A≡B)＝1,

v(A)＝v(B)

[1-v(A)]+v(B),

v(A)＞v(B)

[1-v(B)]+v(A),

v(A)＜v(B)

동어반복은 고전 명제 논리와 마찬가지로 다음으로 정의된다:
잘 형식화된 식 A는 동어반복이다. iff ∀v, v(A)＝1
<2> 논리 대수 구조
여기서는 쌍대 원리와 v(A≡B) 정의에서 v(A≡B)＝1, v(A)＝
v(B) 인 점을 이용해서 동어반복 형식을 통해 PL χ 가 배분격자 LD
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인다.
[정리2-8] (무한 다치) 명제 집합 P 위에서 ∨, ∧는 배분격자
L 를 형성한다; PL χ 에서 L1-L5의 잘 형식화된 식들은 동어반복이
D

다.
<증명>
여기서는 v(A≡B)＝1, v(A)＝v(B)를 A＝B로 하여 PL χ 가 배분
격자를 형성한다는 점을 보인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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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A∨A＝A : ∨[v(A), v(A)]＝v(A),
(ⅱ) A∧A＝A : ∧[v(A), v(A)]＝v(A).
(L2)
(ⅰ) A∨B＝B∨A
Case1) v(A)＞v(B)인 경우, ∨[v(A), v(B)]＝v(A) & ∨[v(B),
v(A)]＝v(A)
Case2) v(A)＝v(B), v(A)＜v(B)인 경우는 유사한 방식으로,
(ⅱ) A∧B＝B∧A : (i)과 쌍대 원리에 의해.
(L3)
(ⅰ) (A∨B)∨C＝A∨(B∨C)
Case1) v(A)＞v(B)＞v(C)인 경우, ∨[v(A)∨(B), v(C)]＝∨
[v(A), v(C)]＝v(A) & ∨[v(A), v(B)∨v(C)]＝∨
[v(A), v(B)]＝v(A)
Case2) 그 외 경우는 유사한 방식으로,
(ⅱ) (A∧B)∧C＝A∧(B∧C) : (i)과 쌍대 원리에 의해.
(L4)
(ⅰ) (A∨B)∧A＝A
Case1) v(A)＞v(B)인 경우, ∧[v(A)∨(B), v(A)]＝∧[v(A),
v(A)]＝v(A)
Case2) v(A)＜v(B)인 경우, ∧[v(A)∨(B), v(A)]＝∧[v(B),
v(A)]＝v(A)
Case3) v(A)＝v(B)인 경우, 당연히,
(ⅱ) (A∧B)∨A＝A : (i)과 유사한 방식으로.
(L5)
(i) A∧(B∨C)＝(A∧B)∨(A∧C)
Case1) v(A)＞v(B)＞v(C)인 경우, ∧[v(A), v(B)∨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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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v(B)]＝v(B) & ∨[v(A)∧v(B), v(A)∧v(C)]＝
∨[v(B), v(C)]＝v(B)
Case2) v(A)＞v(C)＞v(B)인 경우, ∧[v(A), v(B)∨v(C)]＝∧
[v(A), v(C)]＝v(C) & ∨[v(A)∧v(B), v(A)∧v(C)]＝
∨[v(B), v(C)]＝v(C)
Case3) 그 외 경우는 유사한 방식으로,
(ⅱ) A∨(B∧C)＝(A∨B)∧(A∨C)
Case1) v(A)＞v(B)＞v(C)인 경우, ∨[v(A), v(B)∧(C)]＝∨
[v(A), v(C)]＝v(A) & ∧[v(A)∨v(B), v(A)∨v(C)]＝
∨[v(A), v(A)]＝v(A)
Case2) 그 외 경우는 유사한 방식으로
[정리2-9] (무한 다치) 명제 집합 P 위에서 ∨, ∧, ￢은 여배분
격자 LC D 를 형성하지 않는다; PL χ 의 잘 형식화된 식들은 L7에서
동어반복이 아니다.
<증명>
(L7) 0＜v(A)＜1의 경우,
(ⅰ) A∨￢A＝∨[v(A), 1-v(A)]＝v(A), 0.5 v(A)＜1
1-v(A),
따라서 0.5

0＜v(A) 0.5

A∨￢A＜1이고 A∨￢A 1

(ⅱ) A∧￢A＝∧[v(A), 1-v(A)]＝v(A),
1-v(A),

0<v(A) 0.5
0.5 v(A)＜1

따라서 0＜A∧￢A≤0.5이고 A∧￢A 0

3. 격자 구조의 논리 철학적 함의 :
배중률, 모순율에서 멱등법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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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가 동일률과 더불어 배중률, 모순율을 공리로
간주한 이래로 그러한 논리적 원리들은 서양 철학사에서 주요한
형이상학적 원리로 자리매김해 왔다. 실제로 그것은 진, 위의 판
이한 가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19) 그것을 형식화해서 보여
준 인물이 논리 대수의 창시자로 알려진 불이다.(Boole(1854), 37,
49~51쪽)20) 2치 대수로 알려진 불대수의 정형화2 1)와 관련해서 필
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배중률, 모순율(여법칙)이 아닌 오늘
날 멱등법칙으로 불리는 논리적 원리이다. 왜냐하면 멱등법칙은
산술 연산과 구별되는 논리 연산의 기본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수행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그 점을 부각시켜 보고자 한
다. 이를 위하여 3.1절에서는 논리 대수로서의 격자 구조와 멱등
법칙의 의미를 되짚어 볼 것이다. 그리고 3.2절에서는 논리 연산
과 언어(개념과 명제) 문제를 통해 멱등법칙이 어떤 철학적 함의
를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1) 논리 대수 : 불대수에서 격자로
전통적으로 논리 대수는 (직관주의와 구별되는) 2치를 전제하
는 불대수를 가리킨다. 그러한 명칭은 스스로 자신의 대수를 논
리 대수로 명명한 불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한정
은 논리 상항으로 간주되는 논리 연결사를 연산으로 한 (논리) 대

19) 그러한 점은 진, 위의 구별이 모순율에 기초해 있다고 하는 라이프니쯔의 주
장에 잘 나타나 있다.(JØrgensen(1962), 73쪽)
20) 그런 점에서 불대수는 2치 대수로도 불려진다.(Kneale(1978), 4 13쪽)
2 1) 산술의 대수와 유비적으로 논리 대수를 정형화하는 작업에서(Boole(1854), 6
쪽) 불의 논리 연산에 대한 이해가 현대적인 논리합, 논리곱 연산과 정확히 일
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긴 하나 그것이 이 글의 중요 논의 사안은 아니다.
그러한 혼돈과 관련해서는 같은 책, 45, 49, 50쪽에서 논리 연산의 사용을 참
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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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본래적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2
절의 논의에서 나타나듯이 현대적 의미에서 볼 때 논리 연산은
불대수로 그 범위가 한정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 비추어 필자는
불대수보다는 격자를 논리 대수로 명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임의의 형식 논리 체계가 논리 상항으로 논
리 연결사를 사용하는 한, 그 체계는 대수적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고 격자는 그러한 논리 연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
다.22) 그 점을 논리 대수의 역사적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
이 여기서의 목적이다.
먼저 지적할 것은 격자 구조 성립의 역사적인 면이다. 격자 구
조에 관한 연구는 데디킨트-오르 계열과 쉬뢰더-벌코프 계열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계열이 수론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면23) 후
자의 계열은 논리 대수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24)
필자의 논의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후자 계열이다. 왜냐하면
격자 구조는 논리학사나 논리 철학적으로는 불에서 시작된 논리
대수의 정립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초기 산술의 대
수와 유비적으로 논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불의 시도에서 논리 대
22) 2절의 논의는 명제를 대상으로 전제하고 고전 논리와 직관주의 논리 그리고
다치 논리의 논리 연결사 (부정(￢)을 포함하는) 논리합(∨)과 논리곱(∧)을 연
산으로 하여 얻어낸 결과이다.
23) 데디킨트의 격자 개념에 대한 발상은 수론에서 시작된 것이고 오르는 추상 대
수의 일반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격자에 관심을 가졌다.(Corry(1996), 120,
27 1쪽) 데디킨트의 격자 발상이 쉬뢰더의 영향하에서 이루어지고 오르의 격
자 논의가 화이트헤드의 보편 대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두 계열이 전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관심 사안에 따라 두
계열을 구분하였다. 데디킨트, 오르의 격자에 대한 관심의 보다 자세한 논의
를 위해서는 Corry(1996), 2장 3절과 6장을 참조할 것.
24) 쉬뢰더의 격자 개념에 대한 발상은 그의 논리 대수 연구에서 발생한 것이
다.(Corry(1996), 120-2 1쪽) 수 대수와 논리 대수를 포함하는 화이트헤드의 보
편 대수의 관심을 계승한 벌코프는 격자 개념 그 자체에 관심의 초점이 맞춰
져 있으나(같은 책, 27 1쪽) 후에 폰 노이만과 더불어 격자 구조를 통한 양자
논리에 기여한 바(Mittelstadt(1978), 1쪽, 2장 참조)를 감안할 때 그를 논리 대
수의 역사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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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라는 명칭이 발생했으며25) 논리적 원리들을 표현하는 데서 산
술 연산과 유비적으로 논리합, 논리곱과 같은 논리 연산의 기호
화가 시작되었다.(Boole(1854), 27, 57쪽 참조) 그리고 연산 사용
과 관련된 불에 대한 비판과 함께 예본스, 퍼스 등을 통해 오늘날
과 같은 논리 연산의 사용법이 정착되었다.(Jørgensen(1962),
116~35쪽, Curry(1963), 160~61쪽 참조) 그러한 논리 연산의 사용
을 근간으로 한 논리 대수에 대한 논의에서 격자 개념을 발상한
것이 쉬뢰더이다.(Corry(1996), 120~21쪽, Curry(1963), 159쪽) 쉬
뢰더의 영향하에서 화이트헤드는 수 연산과 비-수 연산26) (논리
연산)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보편 대수를 구상했으며(Jø
rgensen(1962), 136~44쪽 참조) 격자 란 표현을 사용한 벌코프의
격자 이론은 그러한 대수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다.(Corry(1996), 283~84쪽)27) 화이트헤드의 논리학에 보편 대수의
적용은 후에 수리 논리학에서 모델 이론으로 자리 잡는다. 다음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코리는 그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벌코프를
모델 이론 초기 단계의 주요 공헌자로 간주한다.
보편 대수에 관한 벌코프의 격자 이론 작업은 모델 이론의
초기 단계에 주요한 공헌을 한 것으로 일상적으로 간주되어 왔
다. 비록 모델 이론의 초기 전개로부터 보편 대수의 초기 전개
를 분리할 수는 없지만 모델 이론은 1950년대 초반이래 독립적
인 연구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Corry(1996), 284쪽)

그리고 모델 이론과는 별도로 벌코프는 폰 노이만과 함께 격
25) 대수의 논리 계산의 발상을 문제삼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라이프니쯔까지 소
급될 수 있을 것이다.(JØrgensen(1962), 7 1-82쪽 참조) 그러나 논리 대수란 이
름 하에서 구체적인 형식화가 이루어진 것은 불에게서 이다.(JØrgensen(1962),
97~116쪽 참조)
26) 비-수(non-numerical) 연산(대수)은 퍼스와 화이트헤드에서 논리 연산으로 간
주된다.(JØrgensen(1962), 14 1-43쪽 참조)
27) 그러한 관점에서 벌코프는 쉬뢰더와 달리 논리합, 논리곱(합, 교)과 같은 표현
대신 결합, 교우란 표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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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론에 기초한 양자 논리를 구상했으며 격자 구조에 기반 한
논리 대수를 수리 논리학의 기초로 삼은 사람이 형식주의자로 알
려진 커리이다.(Curry(1963), 4, 5장 참조)28)
그러나 논리 대수의 역사에서 격자 구조가 어떻게 발생했지는
지를 지적하는 것은 단지 간접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시킨 데에
불과하다. 격자 구조가 논리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수 연산
과 구별되는 논리 연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수 연산이나 일반적인 추상 대수에 논리 대수가 충분히 적용되지
않는 점을 다음의 진술에서 확인해 보자.
표에 의해 유한 집합의 추상 원소들 위에서 정의된 연산 표
현은 ⋯ 이미 군론에서 알려진 장치였다. 그러나 그것을 쌍군
(Dualgruppen)에 적용하려고 할 때 ⋯ 데디킨트는 그것이 엄청
나게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데디킨트는 쌍군에 대한
대안적 정의를 찾았다.(Corry(1996), 125쪽)29)

이러한 면은 데디킨트의 격자에 대한 발상이 당대 대수학자들
에겐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사실(Corry(1996), 128-29쪽)과 격자를
통해 대수의 중요한 모든 정리들을 증명하고자 했던 오르의 계획
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같은 책, 292쪽)에 잘 반영되어 있다.
실제로 격자 정의에 사용되는 결합, 교우 연산은 그 자체로는 일
반적 추상 대수 논의의 근간이 되는 군을 형성하지 못한다.30) 반
대로 그것이 논리 연산에 적용되는 면은 퍼스가 수학과는 달리
논리를 이루는 격자가 배분적인 것으로 생각했다는 사실
(Curry(1963), 137, 160~61쪽 참조)과 타르스키가 고전 명제 계산

28) 그러한 영향은 퍼지 이론의 창시자로 알려진 자데에서도 발견된다. 그의 퍼지
집합에 대한 논의는 배분격자를 근간으로 하여 수행된다.(Zadeh(1987/ 1965),
34쪽)
29) 여기서 쌍군은 격자에 대한 데디킨트의 명칭이다.(Corry(1996), 12 1쪽)
30) 졸고(1998), 미게제 논문 10쪽 주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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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직관주의 명제 계산이 격자 이론 안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점
을 언급한 사실(Tarski(1956), 454쪽)에서 확인될 수 있다.
그러면 격자의 어떤 원리가 논리 연산을 수 연산과 구별되도록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검토해 보자. 닐은 논리 대수와 일상적인
대수의 차이점이 불대수 공리들 중 모순율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
다.(Kneale(1978), 412쪽) 그러나 2절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것은 배중률과 더불어 고전 논리에 한정된 논리적 원리이다. 그
리고 그것은 (0, 1만을 계산의 원소로 하는) 부정 연산의 특수한
용법에서 비롯된 것이다. 논리 대수적 관점에서 형식 논리학의
범위를 특수한 부정 연산 용법에 따르는 고전 명제 논리와 그것
을 구문론적으로 확장한 체계로 한정하지 않는 한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31) 그리고 필자의 논의나 타르스키의 언급
(Tarski(1956), 454쪽 주2)에 따라 배분법칙에 한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원리는 격자 구조를 가지면서 배분법칙을 만족하
지 않는 (양자) 논리 대수(Curry(1963), 137쪽)를 논리에서 배제해
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배분법칙이 일반적인 수 연산과 논
리 연산의 차이점을 보여줄 수 있는 원리가 아니라 대수와 논리
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라는 것이다.32)
2절에서 지적된 격자 정의에서 대수 법칙과 구별될 수 있는 논
리적 원리는 격자 모두에 적용되는 기본 공리 멱등법칙이다. 그
리고 그것은 부정 연산의 특수한 용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닐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점은 논리 대수 역사에서 밝혀

3 1) 실제로 닐은 대안 논리에 관한 논의에서 배중률, 모순율에 해당하는 여법칙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2치를 강력히 옹호하고 있다.(Kneal(1978), 572-75쪽 참
조). 그러나 A에 대한 부정 연산(￢A)의 1-A라는 일반적인 용법을 따를 때,
부정 연산 자체에서 진리치의 범위가 0, 1로 한정될 필요는 없다.([정의2-7] 참
조)
32) 추상 대수에서 합과 곱에 관한 배분 법칙을 만족하는 것은 환이나 선형 공간
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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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바이다. 그리고 그 원리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논리 대수의
창시자 불이다.33) 불은 수 연산에서 x ＝x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
2

는 것은 0과 1뿐이라는 점을 들어 멱등법칙을 논리와 연관된 특
수한 법칙으로 간주한다.(Boole(1853), 37쪽)34) 불이 지적한 대로
수 연산 일반에 적용될 수 없는 멱등법칙은 논리 대수적으로 논
리합, 논리곱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그 점은 화이트헤드가 보
편 대수를 수에 관한 대수와 그렇지 않은 대수, 즉 논리 대수로
나누는 데서 잘 나타난다. 화이트헤드는 멱등법칙을 수의 합과
곱에 적용될 수 없고 논리에 적용되는 합과 곱에 대한 특수한 법
칙으로 간주한다.(JØ rgensen(1962), 141쪽) 그리고 논리 대수로서
격자를 논하는 데서 커리가 그 점을 지적하고 있다.(Curry(1963),
136쪽)
이를 통해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멱등법칙이 수 일반에는 적용
될 수 없으나 논리합, 논리곱 연산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논리에 어떤 특성이 반영되어 있기에 멱등법칙이 논리 연
산과 수 연산을 가르는 준거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이를 다
음 절에서 좀더 고찰해 보자.
2 ) 논리 연산과 언어
논리 연산 논리합과 논리곱이 멱등법칙을 성립시킬 수 있는 것
은 그것이 기본적인 대상으로 삼는 언어의 특성 때문이다.35) 그
33) 물론 동어반복의 원리(The Principle of Tautology)로 그것을 구상한 사람은 라
이프니쯔이다. (라이프니쯔는 이를 a is aa / A＝A+A 로 정립하였다, JØ
rgensen(1962), 78, 80쪽). 그러나 그것의 수 연산과의 차이점을 보여준 것은
불이다.
34) 그러나 불은 아직 멱등법칙과 여법칙을 구분해 내진 못하였다.(Boole(1853),
49-5 1쪽 참조) 그것은 논리 연산 논리합, 논리곱의 정립을 통해서야 비로소 분
명히 구별된 원리로서 자리잡는다.
35) 물론 논리가 형식화된 이후에는 그것의 적용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게 된다.
그것은 고전 명제 논리 계산이 스위치 시스템에 잘 맞는다는 데서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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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그러한 연산은 비상관non-interactive 연산이란 이름을 통해
수 연산과 분명히 구별될 수 있다. 여기서는 이 점을 좀더 검토하
기로 하겠다.
( 1 ) 개념 , 명제 그리고 멱등법칙
형식화를 수반하는지에 관련 없이 전통적으로 논리는 (개별자
에 대한) 술어로 간주되는 개념과 명제(또는 그 형식)를 기본 대
상으로 한다. 개념의 특성이 수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
여준 사람은 현대 기호 논리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프레게이다.
비록 수가 개념의 외연을 통해 정의될 수 있을지라도, 그러한 개
념의 특성이 수 연산에까지 보존되는 것은 아니다.36) 개념, 명제
와 같은 언어를 기본 대상으로 삼는 논리 연산과 수를 그 기본
대상으로 하는 수 연산은 엄격히 구별될 수 있다. 그 점을 잘 반
영해 주는 것이 다름 아닌 멱등법칙이다. 그리고 그것은 멱등법
칙을 형식화하는 불의 초기 발상에서 이미 나타난다.
불은 인간의 사유 법칙이 언어에 반영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논
리 대수에 관한 논의를 전개한다.(Boole(1853), 30쪽) 실제로 그의
논리적 원리로서의 사유 법칙에 대한 기호화는 언어 특히 개념의
특성을 통해 마련된다. 다음의 인용에서 보듯 그 점은 불이 사유
의 두 번째 법칙((2))으로 멱등법칙(x ＝x)을 정형화하는 과정에
2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등식 (2)의 증명에서 가정된 것은 의미의 절대적 동일성이다.
그것이 표현하는 법칙은 언어에서 실제로 예증된다. 임의의 주
있다. 그러나 스위치 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지라도 형식적으로 그것
이 고전 명제 논리 대수와 동형이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시스템
은 형식적 특성에 있어서 명제 논리 계산과 구별되는 체계가 아니다.
36) 필자는 이러한 점이 프레게의 수리 논리학에 대한 공리 연역적 발상에서 간과
된 면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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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관련해서 좋아, 좋아 라고 말하는 것은 ⋯ 좋아 라고 말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좋은,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과 동
치이다. 그러한 단어의 반복은 때때로 질을 향상시키거나 확인
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단지 부차적
이고 규약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언어와 사유의 내적 관
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Boole(1853), 32쪽)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법칙 (2)는 오늘날 멱등법칙처럼 논리
곱의 특성만으로 형식화된 것이라고 하긴 어렵다. 예본스가 지적
하듯이 합과 곱에 관한 그의 논리 연산 사용에는 수 연산과 혼동
을 일으킨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Jørgensen(1962), 116쪽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같은 개념이 여러 번 반
복되더라도 그것은 논리적으로 한 개념 표현과 기본적인 의미에
있어선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그러한 개념의 특성은 수를 대상으
로 하는 수 연산과 논리 연산이 갖는 기본적인 차이점이기도 하
다. 그 점을 산술의 곱과 관련하여 불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
다.
우리는 논리 부호들이 x2 ＝x라는 특별한 법칙에 종속된다는
것을 (II. 9)에서 보았다. 지금 수 부호들 중 같은 형식 법칙에
종속되는 것은 0과 1 둘 뿐이다. 대수로 고려할 경우, 등식 x2
＝x는 0, 1 외에 어떤 다른 기원도 갖지 않는다.(Boole(1853),
37쪽)37)

위 인용의 경우를 형용사로 표현된 개념을 대상으로 하여 그
리고 로 표현되는 논리곱에 적용할 경우, 첫째 예증에 사용된 좋
은 을 다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례1> 좋고 좋은 iff 좋은

38)

37) 이는 수 0, 1을 2치와 관련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같은 곳) 그러나 그러
한 면은 이 글의 관심 사안이 아니다.
38) 이는 다음으로 해석될 수 있다: 좋고 좋은 은 좋은 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역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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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에 관한 개념이 갖는 주어진 특성은 또는 으로 표현
되는 논리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사례2> 좋거나 좋은 iff 좋은

그러나 일반 수 연산에 있어서 개념의 외연으로서의 집합과는
달리 개념의 의미가 사상된 수는 더 이상 그러한 특성을 보존하
지 않는다. 그 점은 불이 논리곱 형식으로 나타나는 멱등법칙을
만족하는 수로 간주한 0, 1에 있어서 (논리합의 경우) 1 또한 마
찬가지이다. 반면 그리고 와 또는 으로 표현된 논리 연산과 개
념의 특성을 명제 또한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이를 논리 대수로
하여 현대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합과 곱에 관한 멱등법칙이
다. 실제로 개념의 내포와 외연의 측면을 고려할 경우, 같은 개념
을 곱하거나 더한다고 해서 산술에서처럼 새로운 수 개념(예:1＋
1＝2)이 발생하지는 않는다.39) 그리고 그것은 명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같은 명제를 곱하거나 더한다고 해서 새로운 명
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이다.40)
이는 개념의 반복성을 더 이상 보존하지 않는 수와 구별되는
지금까지 논리학이 대상으로 한 언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잘 반영
해 준다. 그리고 논리합, 논리곱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러한 특
성은 부정 연산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진리치의 범위 한정 문제를
넘어선 논리에 사용된 언어 일반이 갖는 특성이기도 하다. 그 점
을 합과 곱에 관한 연산의 문제를 통해 다음 절에서 좀더 확인해
보자.

39) 이는 개념의 외연에 해당하는 집합 연산(합, 교)에 잘 반영되어 있다.
40) 이는 집합과 집합 또는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에 잘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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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불환과 불대수 : 상관 연산 대 비상관 연산
명제 논리 계산의 근간이 되는 불대수는 대수적으로 불환과 동
형이다.41) 그러한 점에서 불대수는 전통적인 추상 대수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그 점을 가장 먼저 보여준 인물은 스톤이다. 스
톤은 수에 맞는 대수로부터 비-수 대수 또는 논리 대수로 불대수
를 구별하는 화이트헤드의 보편 대수 관점(Stone(1938), 809쪽42))
을 더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입장에 따를 경우 불대수는
추상 대수 안에서 처리될 수 있는 특수한 대수에 불과하
다.(Stone(1936), 37쪽43)) 그러한 발상을 코리는 다음으로 묘사하
고 있다.
스톤이 불대수를 현대 대수로 의도적으로 흡수한 기반은 불
대수가 거기서 모든 원소가 멱등적인 ⋯ 특수한 유형의 환에
불과하다는 그의 유명한 통찰에 의해 제공되었다.(Corry(1996),
288쪽)

스톤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작업에는 손
쉽게 간과된 면이 있다. 추상 대수는 수 특히 실수와 복소수에 관
한 연구를 기초로 한 것이다.(Corry(1996), 173-83쪽 참조) 그런
점에서 (곱에 관한) 멱등법칙은 0, 1과 같은 특수한 수에나 적용
될 수 있는 사소한 법칙에 불과하다. 그리고 스톤에 따를 경우,
불대수가 따르는 멱등법칙은 환의 영역에서 논의될 수 있는 특수
한 조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보듯 멱등법칙
은 불대수에 한정된 원리가 아니다. 그것은 비-수 대수 또는 논리
대수를 반영하는 격자 구조에 대한 논의를 위해선 반드시 지켜야

4 1) 이와 관련하여 Simmons(1963), 부록3과 Tarski(1956), XVII장을 참조할 것.
42) Corry(1996), 287쪽에서 재인용된 책과 페이지 번호임.
43) Corry(1996), 288쪽에서 재인용된 책과 페이지 번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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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반적 원리에 해당한다. 즉 환에 대한 논의 수행을 위한 군론
의 일반적 원리들처럼 (격자로 한정할 경우) 그것은 논리 대수가
성립하기 위한 일반적 원리에 해당하는 것이다.44) 다음의 정의를
통해 마련된 불환과 불대수 사이의 동형성 주장에는 손쉽게 간과
된 면이 있다.
x∧y＝xy & x∨y＝x＋y＋xy
x＋y＝(x∧y´)∨(x´∧y) & xy＝x∧y

(1)
(2)

외적으로 추상 대수 성격상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리고 (2)
의 경우는 집합 연산에 적합한 합과 곱에 관한 해석이다. 그러나
(1)의 경우는 논리합과 곱(또는 집합 연산 합과 곱)의 역할을 고
려할 때 일상적인 수 연산의 계산법이 아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밝혔듯이 논리 연산은 직접적으로 군 이하의 추상 대수에 적용될
수 있는 연산이 아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멱등법칙
의 전제가 보여주듯 결국 논리 대수에 사용되는 합과 곱 연산은
수 연산에 사용되는 합, 곱과는 근본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차이점은 상관 연산과 비상관 연산의 구분을 통해 지적
될 수 있다. 논리합과 곱, 집합 연산 합과 교, 그리고 결합과 교우
는 비상관 연산에 속한다. 반면 대수합과 곱, 유계합과 곱 그리고
격렬합과 곱은 상관 연산에 속한다.(Bandemer & Gottwald(1995),
33~34쪽) 그리고 양자를 가르는 준거가 바로 격자 성립의 기본
조건인 멱등법칙이다. 실제로 화이트헤드는 합과 곱의 기본 특성
을 바탕으로 논리 대수와 수 대수를 구별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
한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화이트헤드가 합과 곱에 관한 특
수 법칙이라고 부른 멱등법칙이지 불대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44) 격자 구조에 기초한 논리 대수적 관점에서 볼 때, 군 이하의 일반적 대수 구조
(예: 환, 선형 대수 등) 중 어떤 것은 거꾸로 적당한 정의가 마련된다면, 특수
한 격자에 불과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142

논리연구 2집

보충 요소(supplementary element)라고 부른 여법칙이 아니다.(JØ
rgensen(1962), 141~42쪽 참조) 화이트헤드에 대한 스톤의 평가에
는 그러한 면이 간과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수를 기본 대상으로 하는 산술 또는 수 연산
과 비-수 연산의 구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겠다.45) 그리고
3.21절의 논의와 연관해 볼 때 비-수 연산으로서의 논리 연산에는
수 연산과 구별되는 언어를 근간으로 한 연산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4. 언어와 논리 구조
지금까지 필자는 그 동안 상호 이질적인 논리 체계로 간주되어
온 명제를 대상으로 한 고전 논리와 직관주의 논리 그리고 다치
논리 모두 공통적으로 (배분) 격자 구조를 갖는다는 점을 보였다.
그리고 소극적인 방식이긴 하나 전통적인 의미의 배중률과 모순
율에 해당하는 여법칙을 준거로 그 체계들이 격자 구조 내에서
상호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그러한 차이점은 2절의 형
식적 논의에서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즉 비논리 상항
으로 고전 논리 체계의 대상이 되는 명제들이 2치의 특성을 반영
한다면, 직관주의 논리 체계의 명제들은 증명 가능성 또는 구성
가능성을 전제한다. 그리고 무한 다치 논리 체계의 명제들은 진
리치에 있어서 0, 1 사이에 나타나는 불확정성(미결정성과 애매
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한 면은 이 글에서 논제로 삼지 않은
부정 과 부정을 매개로 정의될 수 있는 함축 연산의 차이점을
수반한다.4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논리 대수적으로 같은
45) 스톤의 입장과는 달리 양자를 공통적으로 묶어 낼 수 있는 것은 경계 조건, 교
환법칙, 단조성 조건, 결합법칙을 기본 공리로 하는 T-규범과 S-규범이다.
46) 하이팅 대수를 가불(pseudo-boolean) 격자로 명명하는 것은 그러한 차이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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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논리합, 논리곱과 같은 연산의
구조적 공통성에 기인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논리 체계들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논리 대상의 공통적 특성과 그렇지 않은 특성
이 논리 연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학처럼 대결적 구도에 초점을 맞출 필요 없이
논리 연산에 따른 각각의 체계가 갖는 기본적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그리고 그에 따라 논리 구조의 공통점과 차
이점도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논의 영역을 계산 가능한 형식 체
계로 한정한다면, 내적 논의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자의 논리 구분 방식이 전통적인 학의 방식보다 올바르고 공정
하다고 생각한다. 그간 수용되어 온 학의 논리 분류와 그에 따른
탐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가 표준 논리와 비표준 논리를 가르
는 데 철학적인 입장을 문제삼고 있다는 점이다.(Haack(1996) 1,
2장 특히 xxvi 참조) 철학적 입론에 따라 논리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면, 전통 2치 논리 특히 고전 논리를 표준 논리로 명명하는
것 자체가 원론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같은 고
전 논리 체계도 철학적으로는 논리주의와 형식주의로 이미 갈라
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 절의 논의에서 지적했듯이 논리
대수적으로 볼 때 고전 논리의 논리적 원리들의 타당성은 같은
범위에서 처리될 것이 아니다. 즉 고전적인 논리적 원리들은 구
조적으로 동등하게 평가될 것들이 아닌 것이다.
임의의 논리 체계는, 비록 그것이 대부분 도식 형태로 제시된
다고 해도, 술어 개념과 명제와 같은 비논리 상항과 논리 상항을
통해 구성된다. 논리 대수적으로 보면, 전자는 체계에 전제된 대
상으로서 그리고 후자는 그러한 대상들의 결합과 관련된 논리 연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라지오와는 그러한 개념을 퍼지 논리에 도입하고 있
다.(Rasiowa(1992), 5~2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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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에 따라 임의의 논리 체계는 논
리 대수적 구조를 갖게 된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바로 그러한
방법에 따라 논리 체계들을 분류하고 새로운 논리 체계를 구성하
는 것이다. 타르스키가 주장하듯이 참인 문장들은 어떤 구조적
특성을 소유한 문장 이라고 할 수 있다.(Tarski(1956), 163쪽) 그런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행렬 방법matrix method을 도입한 진리표
같은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그간 철학적인 논의 장안에서의 중
요성에도 불구하고 공리 연역적 체계에서 그 공리적 성격을 인정
받을 수 없었던 배중률, 모순율 같은 논리적 원리들의 공리적 성
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47) 그런 점에서 격자 구조의 기본
원리들은 논리학에서 구조 공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격자를 바탕으로 한 필자의 논리 구조에 대한 논의는 논리 연
산이 따르는 기본적인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갖는다. 동시에 3절에서의 멱등법칙에 대한 논의가 보여
주듯 이 글의 기본적인 전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
한 면은 이러한 논의가 갖는 한계이기도 하다. 비록 논리 함축이
행렬 방식에 따라 정의될 수 있다고는 해도, 초기 프레게, 러셀의
공리론적 방법이나 추론 규칙에 의한 방법처럼 다양한 정리를 끌
어내는 논리의 연역적 성격을, 추론 규칙이 구조 공리에 포함되
지 않는 한, 충분히 반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루카치비츠
의 무한 다치 명제 논리와 이 글에서 논의되지 않은 퍼지 집합의
경우, 멱등법칙을 만족하지 않는 상관 연산이 함축 정의나 집합
연산 정의에 사용된다. 이것들을 논리, 집합의 기본 연산으로 도
입할 경우, 멱등법칙을 근간으로 한 격자 구조는 더 이상 논리 대
수 구조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47) 단 이 때의 공리 는 모든 대상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고전적
의미의 공리일 순 없다. 여기서 표현한 공리 는 공준과 유사하게 논리 대수의
범위를 한정하는 구조적 조건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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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논의는 이 글에서 전제된 언어의 논리적 특성을 넘어선
대상들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것
들이 문제된다면, 논리학에서 그것을 논리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
지에7대한 새로운 철학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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