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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전논리학과 반예외주의*
1)

국문요약 윌리엄슨은 반-예외주의에 기초해서 비고전 논리를 거부하는 논증
을 제시한다. 반예외주의란 논리학의 인식론적 예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논리학 역시 과학과 유사한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윌리
엄슨의 주장에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특히 반예외주를 수용하면 고전논리
역시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필자는 윌리엄슨의 논증의 핵
심적 요소가 ‘비고전 논리학을 수용하기 위해 고전 수학을 수정하는 것은 임시
방편적 수정이다’는 주장에 있음을 보인 후, 이 주장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일
것이다. 특히, 비고전 논리학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비고
전 논리학에서 고전적 추론을 수용하는 조건을 먼저 확보해야 하며, 이와 관련
된 논의에 기초할 경우 임시방편적 수정이라는 윌리엄슨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
음을 보일 것이다. 또한 그의 비판은 역설에 대한 해결이라는 비고전 논리학의
도입 동기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 역시 보일 것이다.
주요어 고전논리학, 비고전논리학, 반예외주의, 역설, 윌리엄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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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대결정이론이나 과소결정이론과 같은 비고전논리학에 대한 비
판은 크게 보아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타르스키 도식으로
대표되는 진리에 대한 직관과 관련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비고전
논리학을 도입하는 주요 동기인 의미론적 역설, 더미 역설과 관련
된다. 간단히 말해, 비고전논리학을 도입해도 이러한 역설들을 해결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점은 복수문제와 관련해서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 양진주의(dialetheism)와 같은 과대결정이론을 수용해도

‘단지 참’, ‘단지 거짓’과 관련된 새로운 역설이 발생한다는 것이
다.1) 과소결정이론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난다. 과소결정
이론의 주된 동기는 더미 역설인데, 미결정 진술을 도입해도 고차
모호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더미 역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2)
그러나 이 두 문제에 기초해서 비고전 논리학을 거부하기는 어
렵다. 진리에 대한 최소 직관이 반드시 고전적인 동치관계에 의존
하는 타르스키 도식을 통해 이해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뿐더러, 고전논리학에 기초한 역설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 방안 역시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윌리엄슨(Willamson)은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비
고전논리학의 문제를 제시한다.3) 그는 논리학, 수학 역시 경험적
확증의 대상이라는 콰인(Quine)의 반예외주의(anti-exceptionalism)에
기초해서, 비고전논리학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제시한
1)

2)

3)

‘단지 참’ 및 이와 관련된 복수문제는 Sapiro(2004), Beall(2013),
Young(2015), Murzi & Rossi(2020) 등 참조.
고차모호성과 관련된 논의는 Sainsbury(1991), Wright(1992, 2010),
Bobzien(2013), Zardini(2013) 등 참조.
Willamson(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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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 반예외주의를 수용하면 고전 논리학 역시 수용해야 한다는 것
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이러한 윌리엄슨의 논증이 성립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우선, 비고전논리학을 도입하는 주요 동기인 역설의 문제를 고려
하지 않은 채, 고전논리학과 비고전논리학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논증임을 보일 것이다. 물론, 윌리엄슨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와 관련된 추가적 논증을 제시한다.
간단히 말해, 비고전논리학을 수용하면서도 고전 논리학에 기초한
수학과 과학적 논의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진술들이 고전성
을 만족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는데, 비고전논리학에서 이러한 고
전성을 전제하는 것은 임시방편적 수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임시
방편과 관련된 논의는 윌리엄슨의 논증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
는 것이며, 필자의 주요 비판 역시 이와 관련된다.
이와 관련된 필자의 주장은 크게 보아 둘이다. 하나는 비고전논
리학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비고전논리학에
서 고전적 추론을 수용하는 조건을 먼저 확보해야 하며 이와 관련
된 논의에 기초할 경우 윌리엄슨이 제시한 비판은 성립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가 제시한 추가적 논증 역시 역설에 대
한 해결이라는 비고전논리학의 도입 동기를 충실하게 고려하지 않
은 비판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2장과 3장에서 윌리엄슨의 논증을 소개할 것
이다. 특히 3장에서 그리 큰 수정 없이 비고전논리학에서 고전수학
을 표현할 수 있다는 ‘분리주의’에 대한 윌리엄슨의 비판을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 윌리엄슨의 비판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일 것이다. 물론, 윌리엄슨의 논증에 대한 기존의 비판들은 존재
한다. 빌(Beall)은 필자와 유사하게 윌리엄슨의 논증이 콰인의 오류
4)

Willamson(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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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복한다고 주장했으며, 요틀란트(Hjortland) 역시 다양한 방식
으로 윌리엄슨의 논증을 비판한다.5) 예를 들어, 요틀란트는 윌리엄
슨이 기초하는 비-메타언어적인 축소주의적(deflationary) 논리학을
거부할 경우 그의 논증은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축소주의적 논
리학을 수용하더라도 다른 역설이 발생함을 보인다.6)
이러한 선행 연구들 중, 필자의 논의는 빌(Beall)의 논증에 많은
부분 기초한다. 특히, 비고전논리학에서 고전성을 포착하기 위해 빌
이 도입한 ‘고함(shriek) 규칙’과 ‘으쓱(shrug) 규칙’이라고 부르는

S1, S2 규칙에 많은 부분 기초한다.7) 그러나 비고전논리학에서 고
전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고전성 회복’이라고 불리는 기존의 방
법이 아닌 S1, S2와 같은 영역 특정적인 규칙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보인 후, 이에 기초해서 임시방편적 수정 및 관련된 다른 윌
리엄슨의 주장을 반박한다는 점에서 빌의 논의와는 구분된다.

2. 반예외주의와 고전논리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윌리엄슨은 반예외주의적 관점에서 비고전
논리학의 문제를 논의한다. ‘반예외주의’란 논리학과 수학 역시 다
른 학문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특히 논리학과
수학 역시 경험과학과 유사한 이론 선택의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
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할 것은, 상당수의 비고전
5)
6)

7)

Hjortland(2017, 2019)
축소주의와 비축소주의의 차이 및 위에서 제시한 주장은 Hjortland(2017) 참
조. 또한 위에서 제시한 다른 역설과 관련된 논의는 Beall and Murzi(2013),
Murzi & Rossi(2020) 참조.
빌은 ‘고함(shriek) 규칙’과 ‘으쓱(shrug) 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번역
과정에서 그 뜻을 살리기 어렵고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서, 앞으
로의 논의에서 간략히 S1, S2 규칙으로 부르고자 한다. S1, S2와 관련된 논
의는 Beall(2013, 2018, 20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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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학자들 역시 반예외주의를 수용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양진주
의자인 프리스트(Priest)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8) 그래
서 이 경우 논쟁의 핵심은 반예외주의 적절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반예외주의를 수용하는 것이 고전논리학의 수용을 함축하는지에 대
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윌리엄슨 논증의 핵심적 요소부터 살펴보자. 그의
논증은 ‘유추적 방법’ 혹은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등과 같은 방
법을 통해 과학이론 뿐 아니라 논리학과 수학 역시 선택할 수 있
다는 것에 기초한다.9) 간단히 말해, ‘설명력’, ‘단순성’ 등에 기초해
서 대립하는 이론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을 논리학과 수학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설명력’, ‘단순
성’ 등은 그 이론의 활용 혹은 적용능력과도 관련된다. 다른 부분
에서 동일하다면, 관련된 이론들을 더 잘 설명하거나 다양하게 활
용되는 이론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 점은 직접
적인 경험적 확증의 대상이 아닌 논리학과 수학의 경우 더 분명하
게 드러난다. 그래서 비고전논리학과 고전논리학의 선택 기준은, 이
논리체계들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가능
한지의 문제와 관련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원론적인 것일 뿐이다. 반예외주의에 기초
한 논증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추가적 논의가 요구된다.
이 점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학적 실재론을 정당화하는 ‘필수
불가결성 논증’의 경우 ‘확증적 전제론’, ‘존재론적 기준’ 등에 대
한 추가적 논의가 요구된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10) 예를
들어, 수학의 반예외성을 인정하면서도 필수불가결성 논증에 동의
Priest(2006, 2014) 참조.
윌리엄슨의 반예외주의와 관련해서는 Williamson(2017), pp.334~335, 참조.
10) 필수불가결성 논증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논의들
은 Colyvan(2001) 참조.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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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필드(Field)의 논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과학에 대한
수용이 있는 그대로의 과학적 진술에 대한 수용을 함축하는지에 대
한 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11)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제시한 논의에 기초해서 윌리
엄슨 논증의 기본적 구조는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수불가결
성 논증을 다시 살펴보자. 이 논증은 수학이 과학에 필수불가결하
다는 것에 기초해서 수학의 참 및 수학적 대상의 존재를 정당화하
는 것이다. 즉 수학이 과학에 필수불가결하고 과학이 참이라는 것
에 기초해서 수학 역시 참이라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논증에 기초해서 실재론적으로 이해되는 수학과 이러한 수학을
유명론적으로 해석한 것을 비교하면 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
할 수 있다. 유명론적 수학을 과학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학을 유
명론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추가적 가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한 주장이다. 수학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과학에서 수학적 대상의 역할과 관련된 추가적 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적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필
수불가결성 논증은 과학에서 사용되는 것이 실재론적으로 해석되는
수학이라는 것에 기초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 점은 비고전
논리학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비록 추가적 논증이 요구되
는 것은 사실이지만, 윌리엄슨의 논증은 과학에 적용되는 것은 고
전수학이며, 이러한 고전수학은 고전논리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비
고전논리학 보다는 고전논리학을 선택하는 것이 이론 선택의 일반
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윌리엄슨이 고전논리학에 대한 콰인의
논증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반예외주의
에 기초한 콰인의 논증을 잠시 살펴보자. 간단히 말해, 그의 논증
11)

이와 관련된 논의는 Field(19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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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재의 논리학 특히 과학에서 사용되는 현재의 논리학은 고전논
리학이므로, 비고전논리학이 고전논리학보다 더 좋은 장점이 있어
야 고전논리학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12) 즉 현재의 논리학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대안적 체계가 더 좋은 장점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한 장점을 비고전논리학이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콰인
의 논증은 위에서 제시한 필수불가결성 논증과 유사한 것처럼 보인
다. 고전수학이 과학에 필수불가결하는 것에 기초해서 정당화되듯
이, 고전논리 역시 유사하게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윌리엄슨이 콰인의 논증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위에
서 제시한 콰인의 논증은 사실상 비고전논리학의 가능성을 처음부
터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두 요소에 기초한다. 하나는 고전논리를 사용하는 수학
과 과학을 비고전논리학을 통해 더 잘 설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다. 더해서, ‘단순성’은 비고전논리학이 처음부터 만족할 수 없는
비교 조건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콰인의 기준은 수학과 과학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을 설명력과 단순성을 저해하는 추가적 수정으
로 이해하는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 사용되는 고전논
리학을 거부하는 주장은 처음부터 배제된다는 것이다. 고전논리에
기초한 수학이나 과학을 비고전논리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
게 추가적 가정이나 수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비고전논리학이 도입된 이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
았다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비고전논리학이 도입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역설, 특히 의미론적 역설과 더미 역설은 고전논리
학에 기초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13) 예를 들어, 양진주
12)

위의 논의는 콰인이 제시한 ‘최소 수정의 원칙’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비고전논리학을 수용하는 것은 ‘논리학’의 의미를 변경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본 논문의 주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아서 제외하고 논의하였다. 위에
서 제시한 콰인의 논증은 Beall(2019), pp.211~212, 참조.

92

이진희

의자들의 주요 주장은 의미론적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이면
서 거짓인 양진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더미 역설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간단히 말해, 더미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결정 진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다치논리나 초평가주의(supervaluationism)와 같은
과소결정이론이 도입되는 이유이다.14) 그러므로 비고전논리학의 도
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 가정의 문제는 역설에 대한 해결 방
법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역설을 통해 고전적 진리개념을 수정해
야할 필요가 분명하다면, 관련된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수정은 불가
피하기 때문이다.
윌리엄슨 역시 이 점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비고전논리
학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조건에서, 비고전논리학과 고전논리
학을 비교하기 위해 다양한 추가적 논증을 제시한다. 특히, 서론에
서 제시한 임시방편적 수정과 관련된 논증을 제시한다.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은 ‘논리학’에 대한
윌리엄슨의 정의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윌리엄슨은 비-메타언어적
인 축소주의적 논리학을 제시한다.15) 이러한 논리학에 대한 정의가
본 논문에서는 핵심적 사안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잠시 살펴볼 필요는 있다. 윌리엄슨이 제시한 축소주의적 논
13)

14)

15)

물론, 역설과 관련된 주장을 콰인이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특히, 최소
수정의 원칙과 관련된 다양한 주장을 제시했다.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역설
에 대한 해결전략으로서의 고전논리학과 비고전논리학에 대한 공정한 비교
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역설을 통해 보여주는 비고전적 진리개
념의 가능성을 공정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역설과 관련된 콰인의
주장 특히, 윌리엄슨과 관련된 논의는 Williamson(2017), pp.340~341,
Beall(2019), pp.211~212, 참조.
위의 주장이 역설에 대한 비고전적 해결가능성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비고전적 해결전략들 역시 다양한 문제점을 갖는다. 위의 주
장은 비고전논리학의 도입동기를 역설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메타 언어적 논리학과 관련해서는 Willamson(2017), pp.325~3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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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은 ‘참’과 ‘거짓’의 역할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논리학은 참과 거짓의 특징에 기초한다. 예를 들어, 고전논리
학은 참과 거짓의 배타성(exclusiveness)과 포괄성(exhaustiveness)에
기초하고 그래서 이러한 배타성과 포괄성을 거부하는 추론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 즉 의미론적 기준이 논증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작
동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윌리엄슨은 논리학을 의미론적 요소에
만 한정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배중률은
문장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되고 그래서 논리
학은 비-메타언어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요틀란트(Hjortland)가 제시했듯이, 배중률은 ‘문장’ 및 ‘참’에 의해
정의되는 (1)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주장으로 일반화된 (2)와
같이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6)

(1)

φ

(2)

X(X

φ

X)

즉, (1)은 문장에 적용되는 것인 반면 (2)는 문장을 포함한 제한
되지 않은 주장이고 그래서 배중률을 보편양화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배중률은 참과 거짓의 특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사실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축소주의적 정의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있을 수 있
고, 필자 역시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한다. 그런데 이
러한 논리학에 대한 정의를 논쟁의 중심으로 도입할 경우, 우리는
그가 제시한 반예외주의적 논증의 핵심에 접근하기 어렵다.
다행인 것은, 반예외주의적 논증과 관련된 논리학의 역할과 특징
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논리학
16)

Hjortland(2019), pp.254~2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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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편성’ 혹은 ‘주제 중립성’으로 이해한다는 것과 각 논리체계
의 특징을 귀결집합을 통해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축소주의적으로 논리학을 정의하더라도, 논리학이 보편성과 주제중
립성을 갖는다는 것은 전제될 뿐 아니라 개별적인 논리체계의 특징
은 결국 그 체계에서 도출되는 진술들의 집합 즉 귀결집합을 통해
이해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논리학에 대한 정의 자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귀결집합을 통해 윌리엄슨이 제시하는 고전
논리학과 다른 논리학의 관계를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논리학
이 갖는 ‘보편성’과 ‘주제 중립성’ 등을 기준으로 그의 논리체계를
평가할 수도 있다. 더해서, 앞으로의 논의에서 우리는 축소주의적
정의가 중요하게 개입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축소주의적 논리학이 갖는 특징은 그러한 특징이
반예외주의적 논증에 필수적일 경우를 제외하면 특별히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해서, 윌리엄슨의 논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자. 그의 논증은 크게 보아 둘이다. 하나는 고전논리학이 비고전논
리학에 비해서 더 강한 논리학이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비고전
논리학이 도입된 배경 즉 역설을 고려해도 비고전논리학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비고전논리학이
도입된 이유에 대한 고려 없이 고전논리학과 비고전논리학을 비교
할 경우, 특히 고전논리학을 전제하는 수학이나 과학에의 적용과
관련해서 비교하는 것은 콰인의 오류를 반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고전논리학과 비고전논리학을 단순 비교하는 윌리엄슨의 논
증은 간단히 소개한 후, 역설을 고려한 그의 논증을 중심으로 논의
하고자 한다.
윌리엄슨의 첫 번째 논증 즉 단순 비교에 기초한 논증은 ‘강도

(strength)’와 관련된다. 간단히 말해, 고전논리학이 비고전논리학에

비고전논리학과 반예외주의

95

비해 더 많은 논리적 함축을 가질 뿐 아니라 설명력 역시 더 크다
는 것이다. 윌리엄슨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을 제시하기도 한다.17) 철학적 비판에 기초해서 논리학
을 제한할 경우 아주 공허한 논리체계를 선택할 것이라는 주장이
다. 즉, 철학적 비평을 모두 고려할 경우 논리적 제한 혹은 규정이
전혀 없는 논리학을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전논리학과 비고전논리학의 단순 비교는, 미끄러운 경사
길과 관련된 논리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비고전논리학의 가능성
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것이다.18) 특히, 비고전 논리학이 ‘강도’를
약화하는 이유를 고려하지 않은 비판이라는 문제점을 갖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비고전논리학의 주된 동기는 역설 특히 참과
거짓의 포괄성, 배타성과 관련된 역설이며 비고전논리학은, 비록 각
논리체계에 따라 구체적 형태는 다르지만, 이러한 역설과 관련해서
참과 거짓의 배타성이나 포괄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고전
논리학은 고전논리학의 주장들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는 최소 논리
의 형태를 갖는다. 예를 들어, 양진주의 논리학 LP(logic of

paradoxes)는 참과 거짓의 배타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 점은
과소결정이론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과소결정이론 역시 모
든 진술은 참이거나 거짓 둘 중 하나의 값을 갖는다는 고전논리의
가정을 제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FDE(first-degree entailment), 특히 빌이 제시한 FDE의
경우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19) FDE의 논리적 상항은 고전논리학
과 동일할 뿐 아니라 이러한 상항에 대한 정의 역시 유사하다. 차
이는 참과 거짓의 배타성과 포괄성과 관련된 의미론적 가정과 관련
된다. 예를 들어, ‘부정( )’의 경우 FDE에서도
17)
18)
19)

P가 참이면 P는

Willamson(2017), p,337.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의 문제점은 Beall(2019), pp.214-216, 참조.
Beall(2018, 20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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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FDE에서는 참과 거짓의 포괄성이 가정
되지 않으므로,

P가 참이 아니라는 것으로부터 P가 참이라는 것

은 추론되지 않는다. 또한 FDE는 참과 거짓의 배타성 역시 가정하
지 않는다. 따라서 P와

P가 동시에 참일 수 있고 그래서 P와

P로부터 임의의 Q가 추론될 수 있다는 ‘폭파원리’는 성립하지 않
는다. 따라서 비고전논리학은 처음부터 고전논리학보다 약한 논리
체계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전논리학이 비
고전논리학보다 ‘강도’가 강하며 그래서 고전논리학을 선택해야 한
다는 것은 처음부터 비고전논리학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비고전논리학과 고전논리학의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는, 고전논리학의 ‘강도’를 약화하는 이유인 역설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LP나 FDE와 같은 비고전논리학이 ‘강도’를 약화한 이유는 역설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물론, 윌리엄슨 역시 이와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
서 역설과 관련된 논증 역시 제시한다. 비고전논리학을 도입하는
주요 동기인 역설들 중에서 윌리엄슨이 주로 논의하는 것은 의미론
적 역설이다. 이는 모호성을 인식적 문제로 이해하는 윌리엄슨의
기존 철학적 관점이 전제된 것으로 보인다.20) 비록 이러한 윌리엄
슨의 주장에 대해 필자는 동의하지 않지만, 모호성에 대한 논의가
이 글의 주요 주제는 아니며, 역설과 관련된 윌리엄슨 논증의 특징
은 의미론적 역설을 통해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
는 이 글에서 의미론적 역설을 중심으로 비고전논리학의 도입과 관
련된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의미론적 역설과 관련된 윌리엄슨의 논증은, 앞에서 언급한 논리
학에 대한 그의 정의 즉 축소주의적 정의와 관련된다. 간단히 말해,
20)

모호성과 관련된 윌리엄슨의 논의는 Willamson(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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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로부터 우리가 수정해야 하는 것은 논리학이 아니라 진리론이
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논리학과 진리론이 구분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틀란트가 주장했듯이, 이와 관련된
윌리엄슨의 논증은 아래의 ‘선택기준’ 및 W1, W2에 기초한다.21)
선택기준: 근본적 영역과 보다는 덜 근본적 영역을 수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W1: 고전논리는 수학에 필수적이며, 그래서 고전논리는 근본
적이다.

W2: T-도식은 메타-언어적 도식이며, 따라서 근본적이지 않다.
간단히 말해, 논리학은 수학을 비롯한 과학에 필수적인 근본적인
것인데 반해 진리론은 메타-언어적인 것이므로, 역설과 관련해서
수정해야 할 것은 논리학이 아니라 진리론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윌리엄슨의 논증은 논리학과 메타-언어적 진리론을 구분하고, 논리
학이 메타-언어적 진리론 보다 더 기본적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
이다.
이러한 윌리엄슨의 논증은 두 문제를 갖는다. 우선, 그가 전제하
는 논리학과 진리론의 구분 및 논리학에 대한 축소주의적 이해와
관련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논리적 추론규칙은 진리에 대
한 이해에 기초해서 정당화되며, 그래서 진리론을 수정할 경우 논
리학 역시 수정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위에
서 보았듯이 참과 거짓의 배타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폭파원리는 성
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22) 보다 직접적인 두 번째 문제는, 윌리엄
21)

22)

위의 논의는 요틀란트의 논증을 간략하게 재구성한 것이다. Hjortland(2017),
p.650, 참조.
요틀란트가 주장하듯이 진리론을 수정해도 ‘타당성’ 등에 기초한 유사한 역
설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제시될 수 있다. 즉 진리론과 논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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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이 제시한 ‘선택기준’과 관련된다. 선택기준은 두 요소를 전제한
다. 하나는 근본적 영역일수록 관련된 수정이 많아진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수정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학
과 과학에 대한 수정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고전
논리학을 도입하더라도 수학과 과학에 대한 그리 큰 수정이 요구되
지 않는다면, 그의 논증은 성립하지 않는다.
윌리엄슨 역시 이러한 비판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윌리
엄슨의 핵심적 주장은 ‘임시방편(add hoc) 논증’과 관련된다.23) 간
단히 말해, 비고전논리학을 수학이나 과학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
학이나 과학의 식들이 참과 거짓의 배타성과 포괄성과 같은 ‘고전
성’을 만족한다는 것을 가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가정의 도입은 임
시방편적이라는 것이다. 참과 거짓의 포괄성과 배타성을 거부하는
비고전논리학을 수용하면서 고전성을 다시 가정하는 것은, 수학과
과학에의 적용 즉 ‘설명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수
정이라는 것이다. 더해서, 이러한 고전성과 관련된 가정들을 비고전
논리학의 기본적 규칙들로부터 도출하는 것은 어려운 반면, 고전논
리학에서는 참과 거짓의 포괄성과 배타성을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
요도 없을 뿐 아니라 필요하면 고전논리학의 기본 규칙들로부터 도
출할 수 있다고 윌리엄슨은 주장한다. 즉 고전논리학이 ‘단순성’,

‘우아함’과 같은 이론 선택의 기준을 상대적으로 더 충족한다는 것
이다.24) 결국, 비고전논리학을 과학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전성과
관련된 임시방편적 가정이 요구되는 반면 고전논리학에서는 고전성
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만으로 고전논리학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23)
24)

을 구분하더라도 역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비판은 Hjortland(2017) p.651을 참조.
Williamson(2017), p.341, 참조.
Williamson(2017), pp.341~3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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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방편적 수정과 관련된 윌리엄슨의 논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고전논리학의 적용과 관련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고전논리학을 수용하면서 아주 쉽게 고전수학을 표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고전성의 표현이 임시방편적 수정이
아니라면 윌리엄슨의 논증은 성립하지 않는다. 윌리엄슨 역시 이와
관련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비고전논리학을 수용하더라
도, 고전수학을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주장을 ‘분리주의’라고
부르면서 이에 대한 반박을 제시한다. 그래서 필자는 다음 장에서
이와 관련된 윌리엄슨의 논증을 소개하고자 한다.

3. 분리주의와 고전수학
윌리엄슨은 비고전논리학을 수용하면서도 그리 큰 부담 없이 고
전논리에 기초한 수학, 즉 고전수학을 수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성
립하지 않음을 보인다.25) 이와 관련된 윌리엄슨의 논증은 크게 보
다 두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비고전논리학을 수용하면
서 고전수학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고전수학을 수용하기 위해 이를 변형하는 것은
임시방편적 수정이라는 것이다.
윌리엄슨 논증의 출발점은, 비고전논리학을 수용하면서 고전수학
적 진술 혹은 정리가 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수학식에
포함된 양화사의 범위를 수학적 대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학적 대상으로 한정할 경우 비고전논리학에서 논의하는 미결정
사례나 과결정 사례는 없고 그래서 고전수학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그
것이 수학 이외의 영역에 적용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25)

이와 관련된 논의는 Williamson(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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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위해서는 양화사의 범위를 수학적 대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양화사의 범위를 수학적 대상에 한정할 경우 다른 영역에 적
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고전논리학을 수용할 경우, 양화
사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은 수학식은 거짓일 수 있다. 고전성이 적
용되지 않는 대상 혹은 술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해서, 이
렇게 적용된 수학식은 양화사의 범위를 제한한 수학식의 대입례라
는 문제점 역시 갖는다. 즉 이 경우 양화사를 제한한 수학식은 참
인 반면 그 식의 대입례 중 하나는 거짓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결국, 분리주의자들의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화사의 범위
를 제한해야 하지만, 수학의 적용을 고려하면 이러한 제한은 허용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적용을 고려하지 않은 수학은 있을 수 없고
그래서 분리주의자들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26) 이러
한 주장을 윌리엄슨은 아래의 EMI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존재론적 모호성을 인정할 경우 EMI는 성립하지 않고 그래서 거짓
이지만, EMI를 수학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화사의 범위를 수학적
대상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27)

EMI:

(x) (y)(x=y

x y)

존재론적 모호성을 인정할 경우, ‘a=b or a b’가 성립하지 않는

a와 b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EMI는 성립하지 않지만, 양화사의
범위를 수학적 대상으로 제한할 경우 그러한 대상은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EMI는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분리주의자들의
기본적 주장이라고 윌리엄슨은 주장한다. 다시 말해, 비고전논리학

26)
27)

Williamson(2018), pp.402-408, 참조.
Williamson(2018), p.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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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용할 경우 EMI를 거부해야 하지만 양화사의 범위를 수학적
대상으로 한정할 경우 수정 없이 EMI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다.28)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적용가능성이다. 그런데 이러한 적용을 위해 EMI의 적용범위를 비
수학적 대상으로 확장할 경우 그리고 존재론적 모호성을 수용할 경
우 EMI는 거짓인 사례를 갖는다. 즉 a와 b가 존재론적 모호성을
가질 경우 아래의 EMIi가 거짓이라는 것이다.29)

EMIi: a=b

a b

결국 분리주의자들의 주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화사의 범위
제한을 통해 EMI를 수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수학의 중요한 특징
인 적용가능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이러한 적용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양화사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거짓인 EMIi가 존재한
다는 것이다. 그런데 EMIi는 EMI의 대입례이다. 따라서 EMIi가
보여주는 것은 수학의 적용을 고려하면 EMI를 수용할 수 없고 그
래서 존재론적 모호성을 인정하는 비고전논리학자은 EMI가 거짓이
라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윌리엄슨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EMI
의 경우 존재론적 모호성을 가정할 뿐 아니라 ‘동일성 기호’를 논
리적 기호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윌리엄슨 논증의 핵심적 요소는 아니다. 그가 주장
하듯이, EMI와 관련된 문제는 EM2와 EM2i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30)
28)

29)

수학 자체를 양진적으로 이해할 경우 이러한 주장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 글의 주제는 비
고전논리학과 고전수학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Williamson(2018), p.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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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2:

(X) (x)(X(x)

EM2i:

(x)(F(x)

X(x))
F(x))

EM2가 위와 같이 표현된 이유는 축소주의적 논리학과 관련된다.
논리학을 모든 것에 적용되도록 일반화할 경우 배중률은 모든 X에
대한 주장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러
한 논리학에 대한 축소주의적 정의가 그의 논의의 핵심은 아니다.
일반적인 일계언어로 표현된 EM2 및 EM2i에 대해서도 그의 논의
는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점은 뒤에서 논의할 TO 즉

y

(x) (y)(x

y x)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무튼, 참과 거짓의 포괄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EM2를 수용
할 수는 없지만, X의 범위를 수학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수용할 수
있다. 고전수학에서 사용하는 술어들은 포괄성을 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EMI의 경우와 같이 EM2가 비수학적 영역에 적
용되기 위해서는 X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경우 포
괄성을 만족하지 않는 F가 존재하며 그래서 EM2i는 거짓이라는
것이 도출된다. 간단히 말해 X의 영역을 수학적 술어로 한정할 경
우 EM2는 성립하지만, 적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제거해야하
고 그 경우 모호한 술어 F와 관련된 EM2i는 거짓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EMI와 EMIi와 같이 EM2i는 EM2의 대입례이다. 따라서
수학의 적용을 고려할 경우, EM2의 영역을 제한하는 분리주의자들
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도출된다.
이 점은 보다 직접적인 수학의 식인 TO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
용된다. 모호성을 인정할 경우, 대상들의 정렬가능성을 수용하기 어
렵고 그래서 TO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전수학이 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TO의 양화사의 범위를 제한해야하는 반
30)

Williamson(2018), pp.40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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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용을 고려하면 이러한 제한을 제거해야하고 그 경우 TO의
대입례인 TOi가 거짓인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31)

TO:

(x) (y)(x y

TOi: a b

y x)

b a

결국, 이 경우에도 분리주의자들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 이와 관련해서, 윌리엄슨은 TO와 같은 수학적 진술은 거짓이
라고 주장하면서, 비고전논리학에서 수학적 진술을 수용하기 위해
서는 그 진술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것이 윌리엄
슨이 제시하는 두 번째 논증의 출발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윌리엄슨은 아래의 LNP를 예로 들면서 자신의
논증을 제시한다. 예컨대, a가 모호한 용어 F의 경계사례일 경우

F(a)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라는 과소결정론을 수용할 경우, F
인 것과 F아닌 것을 구분하는 절단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F를 만족하는 첫 번째 대상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크다’가 모호하기 때문에 ‘가장 작은 큰 수’는 존재하지 않
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곧 아래의 LNP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32)

LNP:

(n)F(n)

(n)(F(n)

(k)(k<n

F(k)))

그러나 고전수학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F를 만족하는 첫 번째 대
상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양화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통해 LNP를 수용할 수는 없다. EMI, TO와 동일한

31)
32)

Williamson(2018), p.405.
Williamson(2018), p.414.

104 이진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가능한 대안은 필드

(Field)가 제시한 GLNP와 같은 것을 도입하는 것이다. LNP는 거
짓이지만, 그것이 수행하는 역할을 GLNP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것
이다.33) 또한 이러한 수정은 수학체계의 그리 큰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GLNP:
(n)(F(n)

(n)(F(n)

(k)(k<n

(k)(k<n

(F(k)

F(k)))

F(k)))

이러한 GLNP에 대한 윌리엄슨의 주장은 2장에서 제시한 것과
유사하다. (F(k)

F(k))와 같은 조건을 통해 논의의 범위를 고

전적 영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임시방편적 수정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GLNP는 LNP처럼 수학의 다른 기초적 법칙 혹은 공리들로
부터 추론되는 것이 아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수정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윌리엄슨은 고전수학에서는 LNP가 수학적 귀납
을 통해 정당화되는 반면 비고전논리학을 수용할 경우 이러한 증명
을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판은 어떤 측면에서는 당
연하다. 과소결정이론을 수용할 경우 수학적 귀납((F(0)

(n)(F(n)

F(n+1)))

(n)(F(n))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F’가 포괄성을 만족하지 않고 그래서 F(k)가 미결
정인 경우, F(0)과

(n)(F(n)

F(n+1))이 모두 성립해도

(n)(F(n))은 성립하지 않고 그래서 수학적 귀납은 성립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경우 위에서 제시한 수학적 귀납 대신 이 진
술에 포함된 조건문( )을 함축( )으로 전환한 MI를 수용해야 한
다.
33)

Williamson(2018), p.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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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경우에도, 여전히 고전성이 도입되어야 한다. MI를 통
해서는 LNP는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MI를 도입하더라도 미결정 진술을 수용할 경우 LNP는 거짓
이기 때문이다. 미결정 진술이 있다는 것은 F인 것과 F가 아닌 것
을 구분하는 절단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F가 아
닌’ 첫 번째 n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윌리엄슨
은 비고전논리학에서 고전수학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GLNP의 도입
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GLNP의 도입 특히 F가 고전
성을 만족한다는 가정 즉 (F(k)

F(k))는 다른 수학적 정리와

같이 기초적 법칙 혹은 공리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임시방편적
가정이라고 주장한다.34)
더해서 윌리엄슨은 F가 고전성을 만족한다는 것에 대한 증명을
고전적 메타 논리에 기초해서 제시하는 것은 논점을 선취하는 것이
라고 주장한다. 즉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비고전논리학에서 고전성
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 이러한 고전성 확보를 고전적 메타
논리를 통해 제시하는 것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35)

4. 비고전노리학과 고전성
3장에서 제시한 윌리엄슨의 논증 역시 2장에서 제시된 그의 논
증과 유사한 문제를 갖는다. 즉, 2장에서 제시된 그의 논증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논증을 필자는 4장
과 5장에서 제시할 것이다. 4장에서는 비고전논리학을 수용할 경우
고전수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의 문제점을 제시할 것이며, 5
장에서는 임시방편적 수정과 관련된 윌리엄슨 논증의 문제점을 제
34)
35)

Williamson(2018), pp. 415.
Williamson(2018), pp. 4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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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할 것이다

3장에서 제시한 윌리엄슨의 첫 번째 논증은 비고전논리학을 수
학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화사의 영역을 수학적 대상으로 제한해
야 한다는 것에 기초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비고전논리학의
적용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다. 특히, 수학과 같은 특정 분
야에 대한 적용을 논하기 전에, 비고전논리학에서 고전적 추론을
수용하는 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 비고전논리학을 수용하더라
도 고전성이 적용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고전성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는, 비고전논리학이 최소 논리의 형
태를 갖는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비고전논리학은 고전논리학의 가정 특히 참과 거짓의 포괄성과 배
타성 중 하나 이상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참과
거짓의 포괄성과 배타성을 거부하는 것은 이를 만족하지 않는 문장
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지, 모든 문장이 포괄성과 배타성을 만족하
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참과 거짓의 포괄성과 배타성을
만족하는 용어 혹은 논의의 영역이 있고, 이와 관련된 추론을 효과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고전논리학에서 고전성을 포착해야 한
다는 주장이 제시될 수 있다. 즉 고전성이 적용되는 용어나 술어를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빌이 주장하듯이 이러한 고전성에 대한 주장은 논리적 주
장이 아니라 영역 특정적인 것이다. 비고전논리학을 수용하면서 어
떤 술어 F가 배타성과 포괄성을 만족한다는 주장은 모든 진술에
적용되는 ‘진리’의 특성이 아니라 ‘F’의 특성에 기초할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 이 점은 논리적 규칙이 갖는 보편성과 주제 중립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보편성과 주제 중립성을
갖는 논리규칙의 특성상 비고전논리학에서의 고전성 포착은 특정한
영역이나 술어의 특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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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중률을 허용하지 않는 과소결정이론에서, 배중률과 관련된 고전
성 포착은 그 영역이나 술어의 특징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고전성이 적용되는 영역이나 술어를 규정하기 위
해서는, 포괄성이나 배타성과 같은 고전성이 성립하는 조건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고전논리에서 배중률을 수용하기 위해
서는 참과 거짓의 포괄성이 성립하는 조건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빌이 ‘고함(shriek) 규칙’이라고 부
르는 S1과 ‘으쓱(shrug) 규칙’이라고 부르는 S2를 고려할 수 있
다.36) S1과 S2란 참과 거짓의 포괄성과 배타성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FDE에서 특정한 술어가 포괄성과 배타성을 만족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어떤 문장의 모든 술어가 S1과 S2를 만족할 경
우 그 문장에는 고전적 추론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37)

S1:
S2:

(x)(F(x)
T

(x)(F(x)

F(x))

T

F(x))

물론, 이러한 주장은 확장가능하다. 예를 들어 특정한 이론 T의
모든 술어가 S1과 S2를 만족할 경우 T에 대해서는 고전적 추론규
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S1과 S2는 고전논리와 많은 공통점
을 갖는 것이다. 우선, S1은 고전논리에서 모순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와 직접 관련된다. 고전논리에서 모순을 허용할 수 없는 궁극
36)

37)

물론, 고전성을 표현하는 방법이 반듯이 S1과 S2이어야할 이유는 없다. 필
자가 S1과 S2에 주목한 이유는 이 규칙들이 보다 직관적이라는 것 그리고
다른 비고전논리학으로 쉽게 확장할 수 있는 FDE에 기초한다는 것에 있다.
물론, 위의 식은 ‘F’가 일항 술어라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이를 전제하지
않을 경우 S1은 ( (x1), . . . , (xn)(F(x1, . . . , xn)
F(x1, . . . , xn))
)로 표현된다. 그리고 ‘ T’은 논리적 함축기호가 아니다. S1과 S2는
T
논리적 규칙이 아니라 영역 제한적인 비논리적 규칙이기 때문이다. S1, S2
규칙과 간련해서는 Beall(2013, 2018, 20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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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유는 이를 수용할 경우 모든 진술이 참이라는 전진성

(triviality)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즉 P와
축하는 ‘ ’을 도출하는 (P,

P

P로부터 모든 문장을 함
)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참과 거짓의 배타성을 거부하는 양진주의에서도 유지된다.38)
물론, 양진주의의 경우 참인 모순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폭파원
리((P,

P

Q)는 성립하지 않는다. P가 양진적일 경우 P와

P

는 모두 참인 반면 Q는 거짓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진주
의에서도 전진성은 허용될 수 없고 그래서 P와

P로부터 전진성

이 도출될 경우 P의 양진성은 허용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양진주
의에서도 P와

P로부터 전진성이 도출된다는 것은 P와

P가 동

시에 성립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경우 P를 구
성하는 술어는 배타성을 만족한다는 것이 도출된다.

S2의 경우에도 유사한 주장이 성립한다. 과소결정이론을 수용할
경우, P가 미결정이면

P 역시 미결정이고 그래서 (P

P) 또

한 미결정이다. 그러나 과소결정이론을 수용할 경우에도, P가 임의
의 진술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는 것은 P가 미결정이 아니라는 것
즉 (P

P)가 항상 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

도 우리는 P를 구성하는 술어 F가 포괄성을 만족한다는 것을 추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한 문장이나 이론의 모든 술어가 S1과

S2를 만족할 경우 그 술어들로 구성된 식이나 이론에 대해서는 고
전적 추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도출된다. 물론, 이러한 S1과

S2는 모든 대상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영역 특정적인 규칙이다. 따
라서 S1이나 S2가 적용된 규칙은 더 이상 논리적 규칙이 아니다.
예를 들어, S2가 성립할 경우 배중률은 성립하지만, 논리규칙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 주의할 것은, 이러한 주장을 3장에서 논의한 EMI에 적용하
38)

이와 관련된 논의는 Beall(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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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EMI에 포함된 ‘동일성 기호’의 역할부터 확인해야 한
다는 것이다. EMI의 동일성 기호가 논리적 상항이라면 위의 논의
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성 기호’와 관련
된 논쟁이 이 글에서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 3장에서 확인했듯이,
윌리엄슨은 EM2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물론, EM2 역시 축소주의적 논리라는 윌리엄슨의 논리
학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다. 그러나 이 또한 3장에서 확인했듯이,
축소주의적 논리 역시 우리의 논의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의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논리식에도 적용 가능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동일성 기호와 관련된 논의
보다는 일반적인 배중률(EM)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아무튼,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비고
전논리학을 고전수학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S1, S2와 같이 고전성
을 포착할 수 있는 규칙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하지
만 고전수학 역시 고전성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 주의
해야 할 것은 S1, S2에 기초한 고전성 포착과 ‘고전성 회
복’(classical recapture)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는 것이다. 특히, 논리규칙으로 제시된 고전성 회복과 S1, S2를 구
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양진주의에서는 폭파원리(P,

P

Q)는 성립하지 않지만 복수 귀결을 허용할 경우 아래와 같이
폭파원리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39)
폭파회복: P,

P

Q, (P

P)

즉, 복수귀결을 수용했을 경우 P와
있는 것은 Q 이거나 (P
39)

P로부터 우리가 추론할 수

P)이고, 그래서 P가 양진적이지 않을

고전성 회복과 관련된 논의는 Murzi & Rossi(20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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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P와

P로부터 Q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고전성을 회복할 경우 복수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폭파원리를 논리식을 통해 회복할 경우 ‘고전성’에 대한 대상
언어적 표현가능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폭파
회복’은 LP나 FDE의 식들 중 배타성을 만족하는 식에 대해서는
폭파원리가 성립하고 그렇지 않은 식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폭파회복은 LP나 FDE의 식들 중 배타성
을 만족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구분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 경우 이러한 구분에 대응하는 대상언어적 표현이 요구된다. 예
를 들어, LP의 경우 폭파원리를 만족하는 P에 대해서, ‘P는 고전적
이다’의 대상 언어적 표현이 요구된다. LP의 식을 분류하는 중요한
용어인 ‘고전성’이 대상언어적으로 표현가능하지 않다면, 그 언어는
불완전하다는 비판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
전성’에 대한 표현가능성이 충족될 경우 ‘나는 고전적이거나 참이
아니다’와 같은 복수문장이 구성되고 그 경우 새로운 역설이 발생
한다. 즉, LP의 문장인 L을 ‘L은 고전적이면서 참이 아니다’로 규
정할 경우 새로운 역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40) 결국 고전논리에서

‘참’과 ‘거짓’의 대상 언어적 표현이 요구되는 것과 관련해서 의미
론적 역설이 발생하듯이, 이 경우에도 ‘고전성’에 대한 대상 언어적
표현과 관련해서 복수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물론, ‘고전성’의 표현과 관련된 복수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
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비고전논리학의 대상언어에서 스스로를
부정하는 ‘고전성’을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LP에서 고전성을 표현하기 위해 ‘P

P

’를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참과
거짓의 배타성을 거부하는 LP의 대상언어에서 ‘P
40)

고전성과 관련된 역설에 대한 증명은 Murzi & Rossi(20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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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기 부정적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41) 그러나 ‘폭
파회복’과 같은 고전성 회복이 복수문제와 관련된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 반해, 고전성 포착을 S1, S2와 같은 방식으로 제시할 경우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는 두 요소에 기인한다.
하나는 S1과 S2는 논리규칙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이, S1과 S2는 그것이 적용되는 술어의 특징에 기초하는 영역 제
한적인 규칙이다. 즉 ‘A를 안다’로부터 ‘A’를 추론하는 것은 논리
규칙은 아니지만 인식론적 규칙으로 제시될 수 있듯이, S1과 S2는
영역 제한적인 비논리적 규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S1과 S2를 통
해 표현되는 ‘고전성’을 포괄적으로 정의할 필요는 없다. 즉 특정한
술어에만 S1과 S2가 적용된다고 주장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 점은

S1과 S2를 해석 규칙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임의의 술어 F가 S1과 S2를 만족할 경
우, F를 고전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
고 그 경우 S1과 S2가 적용되는 술어와 그렇지 않은 술어를 포괄
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 특정한 술어가 제시되면 그 술어가 S1
과 S2를 만족하는지만 평가하면 되기 때문이다.42) 그리고 이 경우

S1, S2와 관련된 복수문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복수문제가 성립하
기 위해서는 ‘고전성’을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
다.43)
그럼 다시 윌리엄슨의 논증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중요한 것은,

41)
42)

43)

이진희(2020), pp.89~90, 참조.
일반적인 ‘고전성 회복’과 S1, S2의 차이, 특히 S1, S2에 대한 위의 설명과
관련해서는, 이진희(2020), pp. 95~100, 참조.
하나 확인할 것은, 윌리엄슨의 논증과 복수문제는 직접적이지는 않다는 것
이다. 비고전논리학이 복수문제에 직면하는 것과 유사하게 고전논리학 역시
역설에 대한 만족할 만한 해결전략을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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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성 회복을 위와 같이 이해할 경우 3장에서 제시한 윌리엄슨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했듯이, 비고전논
리학을 고전수학에 적용하기 전에, 고전성을 포착하는 것과 관련된
규칙이 먼저 제시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적용모형의 적
절성에 대한 비판이 제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비고전논리학을 수용하더라도 고전성이 적용되는 영역이나 술어는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이나 술어를 포착하는 것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한다. 따라서 우리는 윌리엄슨이 제시한 수학의
적용모형에 의존할 필요가 없이 비고전논리학의 적용의 문제를 설
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고전논리학에서는 TO는 성립하지 않지
만, S1과 S2가 성립하는 술어 혹은 영역에서는 TO는 성립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윌리엄슨의 주장이 완전히
거부되지는 않는다. S1과 S2를 전제하는 것 자체가 수학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수용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윌리엄슨의 주장과 관련된 논쟁은 마지막 논제 즉 고전수학을 수용
하기 위해 고전성을 전제하는 것은 임시방편적 수정이라는 그의 주
장과 관련해서 결정된다. 필자가 고전성과 관련된 적용의 문제를
제시한 이유 역시 이와 관련된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이지만,
위에서 제시한 적용모형에 기초할 경우, 비고전논리학을 수용하면
서 고전수학을 수용하기 위해 추가적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임시방
편적 수정이라는 윌리엄슨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5. 비고전논리학의 적용과 임시방편적 수정
3장에서 제시했듯이, 윌리엄슨은 비고전논리학을 수용할 경우 있
는 그대로의 수학적 진술은 거짓이고 그래서 수학적 진술을 수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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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변형된 수학적 진술을 도입해야한다는 것
이다. 그리고 이 경우 가능한 수정전략은 3장에서 제시한 LNP에
대한 필드의 수정과 같은 것인데, 이러한 수정은 임시방편적이라고
윌리엄슨은 주장한다.
필자는 이러한 윌리엄슨의 논증이 2장에서 제시한 그의 논증과
유사한 문제를 갖는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간단히 말해, 이 경우
에도 역설에 대한 해결전략으로서의 비고전논리학의 도입 이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임시방편적
수정과 관련된 논의부터 살펴보자. 4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비고전
논리학을 고전논리에 기초한 수학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S1, S2와
같은 규칙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적용모형에 따를
경우, 수학을 수정하는 것은 임시방편적이라는 윌리엄슨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비고전논리학을 수용하더라도, 고전성이 적용되는
영역이 존재하고 이러한 영역에 고전적 추론규칙을 적용하기 위한
규칙 제시를 임시방편적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 3장에서 제시한 LNP의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
다. LNP와 관련된 논의가 발생하는 과소결정이론에서도 고전성을
포착해야하며 그래서 고전성 포착과 관련된 조건이 먼저 고려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굳이 GLNP의 도입 없이도
수학의 적용을 설명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과소결정이론을 수용
할 경우에도 S2를 만족하는 술어들로만 구성된 문장과 이론에 대
해서는 고전적 추론이 적용가능하며 그 중 하나가 수학이라는 것이
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수학적 귀납으로부터 LNP가 도
출되는 것 역시 설명될 수 있다. 수학의 경우 S2가 성립하므로 미
결정 사례는 없고 그래서 수학적 귀납을 허용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이로부터 LNP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연역정리와

MI와 관련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물론, 과소결정이론의 경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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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정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학적 귀납은 성립하지 않지만

MI는 성립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S1, S2가 적용된 영역 제한적 규칙으로서의 연역정리에 대한
것이다. 다시 말해, 과소결정이론을 고전적 영역에 적용하기 위해서
는 S2와 같은 고전성과 관련된 가정이 먼저 전제되어야하고, 이러
한 조건아래에서는 영역 제한적인 비논리적 규칙으로서의 연역정리
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과소결정이론뿐 아니라 과대결정이론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모호한 용어 F와 관련된 미결정 문장
을 과대결정으로 이해하는 양진주의자들의 경우, 특정한 절단점이
존재한다는 주장 역시 과대결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경
우 LNP 역시 참이면서 거짓이라고 주장한다.44) 이러한 양진주의자
들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미결정사례에 대한 표준적 이해라고 할
수 있는 과소결정론적 이해를 다시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a가 F의 경계사례라는 것은 a가 F인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F가 아닌 것도 아닌 그래서 미결정인 사례로 이해한다.
그런데 이러한 직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경우 참과 거짓의 배타
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a가 F인 것도 아니고 F가 아닌 것도 아님’
은 곧 ‘a가 F이면서 F가 아님’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래서 참과 거짓의 배타성을 인정하는 간극론자들은 분명함
을 나타내는 D-연산자를 도입해서 a가 F의 경계사례라는 것을 ‘a
는 분명하게 F인 것도 아니지만 분명하게 F가 아닌 것도 아닌 것’

( DFa

D Fa)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계사례에 대

한 이해는 고차모호성이 도입되는 중요한 이유이로 작용한다. 경계
44)

위의 논의와 관련해서 하나 언급할 것은, 모든 양진주의자들이 이러한 주장
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프리스트(Priest), 콜리반(Colyvan), 베버
(Weber) 등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는 반면 빌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Beall(2014), Weber et al(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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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사례로 이해할 경우, 분명하게 참
인 사례와 경계사례 사이의 절단점의 문제가 다시 발생하기 때문이
다. 즉 이 경우 ‘분명하게 F이다’를 의미하는 DF의 경계사례가 다
시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양진주의자들의 해결전략은 간단하다. 즉

‘a가 F인 것도 아니고 F가 아닌 것도 아니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
아들여 ‘a는 F이다’는 주장을 양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다.45) 그리고 이 경우 절단점의 존재 자체도 양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절단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상들은 모두 경계사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양진주의를 수용할 경우 F의 경계사
례인 a에 대해서 ‘a는 F이다’는 주장은 참이면서 거짓이므로 F와 F
아닌 것을 구분하는 특정한 절단점이 존재한다는 주장 역시 참이면
서 거짓이라는 것이다.46) 따라서 이 경우 LNP를 거부할 필요도 없
다. LNP는 참인 모순이고 그래서 참인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진주의에서도 고전수학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서는 고전
성을 포착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S1과 같은 제한 규칙이 요구된다.
즉 양진주의를 수용해도 참과 거짓의 배타성을 만족하는 술어가 존
재하고, 이와 관련된 영역에 고전적 추론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 S1
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S1을 도입하는 것을 임시방
편적 수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비고전논리학
을 수용하더라도 고전성을 만족하는 영역 혹은 술어들은 존재하기
45)

46)

물론, 앞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양진주의자들이 위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프리스트와 같이 이러한 주장을 제시하는 양진주의
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따를 경우 의미론적 역설과 더미 역설에 대한 통
합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 역시 갖는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울타리
규칙(inclosure principle)을 통해 거짓말쟁이 문장과 위에서 논의한 사례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Priest(2010), Weber et al(2014) 참조.
Weber(2010), pp.9~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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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비고전논리학을 수용하면서 고전수학
을 수용하기 위해 수학적 진술이나 정리를 수정하는 것은 임시방편
적 수정이라는 윌리엄슨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비
고전논리학에서 LNP를 수용하기 위해 GLNP를 도입할 필요 없이

S1과 S2를 도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S1
과 S2의 도입은 임시방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47) 물론, 비고
전논리학의 적용 및 고전성 포착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위에서 제시한 윌리엄슨 논증에 대한
필자의 주장을 약화시키지는 않는다. 윌리엄슨의 논증 자체가 특정
한 비고전논리체계나 적용모형에 대한 것이 아닌 비고전논리학 일
반에 대한 것이고, S1과 S2를 통한 고전성 파악 및 그것에 기초한
비고전논리학의 적용에 대한 설명은 적어도 부당한 것은 아니기 때
문이다. 간단히 말해, S1, S2와 같은 규칙을 통한 고전성 파악이
윌리엄스의 주장에 대한 반례로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윌리엄슨의 주장과 관련해서 하나 더 언급해야 할 것은
47)

임시방편적 수정과 관련된 심사위원 선생님의 지적이 있었다. S1, S2의 도
입이 임시방편적 수정이 아니기 위해서는 고전성을 갖는 문장이 있다는 것
이외의 다른 현상들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이러한
비판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 그리고 S1, S2의 다른 역할 역시 존재한다. 비
록 ‘고전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지만 이 규칙들을 통해 ‘단지 참’과 같은 복
수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필자가 임시방편적
수정과 관련해서 강조하는 것은 윌리엄슨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즉 S1,
S2의 도입은 단지 비고전논리학에서 고전수학과 과학을 수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비고전논리학을 수용해도 고전성이 적
용되는 문장 혹은 술어가 있고 그러한 문장이나 술어에 대해서는 고전논리
를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더해서, S1, S2의 도입에 의해 회복
된 규칙을 수용하기 위해 비고전논리학의 추론규칙을 수정할 필요도 없다.
이 규칙들을 통해 회복된 규칙은 논리적 규칙이 아니라 영역 특정적인 비논
리적 규칙이기 때문이다. 초고의 불확실한 부분을 지적해주신 심사위원 선
생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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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과 관련된 문제이다. 위에서 제시한 윌리엄슨의 비판, 특히 임
시방편적 수정과 관련된 비판은 어떤 술어를 고전적으로 이해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일반적 기준이 없다는 것과 관련된다.
즉 고전성을 만족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일반적 기
준이 없는 조건에서, 수학적 정리를 수용하기 위해 관련된 술어들
만을 고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임시방편적 수정이라는 것이다. 이
러한 비판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미 S1, S2를 통한 고전성의 도입
이 임시방편적 수정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필자가 이 문제
를 다시 논의하는 이유는, 이러한 고전성과 관련된 비판은, 비고전
논리학에 대한 불공정한 비판이라는 문제점 역시 갖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비고전논리학의 주된 동기는 의미론적 역설
과 더미 역설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설들은 기본적으로 참과 거짓
의 포괄성과 배타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
다. 그래서 역설을 고려할 경우, 참과 거짓의 포괄성과 배타성과
같은 고전성은 정당화되어야하는 것이지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없다. 즉 고전성과 관련된 문제로부터 고전논리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점은 고전논리학이 전제하는 고전성은 가능한
모든 술어에 적용되는 것으로 S1, S2 보다 훨씬 더 큰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전성과 관련된 규칙들이 고전적 메타언어에 의존
한다는 비판을 살펴보자. S1, S2를 통해 고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일종의 순환 논증이라는 비판이 제시될 수 있다. 예컨대, S1은 고
전적 메타논리인 ‘P가 전진성을 함축하면 P를 거부해야한다’를 전
제한다는 것이다. 즉 비고전논리학에서 고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고전적 메타 논리에 기초해서 입증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다.48)
다시 말해, 비고전논리에서 고전논리를 활용할 수 있음을 보이기
48)

Williamson(2018), pp.41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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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이를 전제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점은 고전논리와 양
진주의에서 ‘전진성’의 역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전논리에서
모순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전진성’과 관련된다. 즉

P와

P로부터 모든 진술이 참이라는 것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

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전진성’ 도출과 관련해서는 양진
주의자들의 주장 역시 고전논리학자들과 유사하다. 모든 진술을 함
축하는 이론은 결국 아무 것도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인 모순을 허용하는 양진주의에서도 P가
전진성을 함축할 경우 P의 양진성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성립
한다.
그리고 이것이 최소논리로서의 비고전논리학이 갖는 특징이기도
하다. 즉 비고전논리학은 고전논리학에 새로운 논리적 참이나 추론
규칙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참과 거짓의 배타성, 포괄성과 같은 고
전논리학의 일부 주장을 거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진주의에서 참
과 거짓의 배타성을 거부하고 그래서 관련된 추론 규칙인 폭파원리
를 거부하지만, 그렇다고 ‘P가 전진성을 함축하면 P를 거부해야한
다’와 같은 추론 역시 거부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전진성
과 관련된 추론을 비고전논리학에서 활용하는 것이 위에서 언급한
순환의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즉 S1에 기초해서 P의 양진성을
거부하는 것은 고전논리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논리인 비고
전논리에서도 전진성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에 기초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 점은 S2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논리적 참이
없는 체계에서도, 논리적 참은 임의의 식의 귀결이라는 주장은 수
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배중률을 거부하는 것과 논리적 참이
임의의 식으로부터 도출가능하다는 것은 독립적 문제라는 것이다.
정리하면, 윌리엄슨의 주장은 비고전논리학을 수용하면, 고전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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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수정의 합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
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확인했듯이, 이러한 윌리엄슨의 논증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비고전논리학을 수용해도 고전논리가 적용되는
영역이 있고, 그래서 고전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을 규정하는

S1, S2와 같은 규칙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해서, 역설을
고려할 경우 ‘단순성’과 같은 이론 선택 기준에 기초한 주장 역시
수용하기 어렵다. 의미론적 역설과 더미 역설은, 비록 이 역설들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적이라고 하
더라도, 그것이 고전성을 단순히 가정할 수는 없음 보여주는 사례
라는 것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6.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필자는 비고전논리학에 대한 윌리엄슨
의 논증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윌리엄슨 논증의 가장 큰 특징은 반
예외주의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즉 논리학과 수학 역시 인식적 예
외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다른 경험과학과 유사한 기준을 통해 평
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 ‘설명
력’, ‘단순성’과 같은 이론 선택의 기준들이다. 이러한 반예외주의
적 정당화는 어떤 측면에서는 익숙한 것이다. 수학적 실재론을 대
표하는 논증 중 하나가 이와 유사한 필수불가결성 논증이기 때문이
다. 그런데 수학이 과학에 필수불가결함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을 통
해 수학적 실재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가정들에 대한 정
당화가 요구된다. 예컨대, 수학적 진술에 대한 허구적 해석의 가능
성과 같은 것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
과학에서 사용되는 것이 실재론적으로 이해되는 표준적 수학이라는
잘 알려진 사실을 다시 주장하는 것 이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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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것이 윌리엄슨의 논증에 대한 필자의 기본적 이해이기도
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윌리엄슨은 고전논리학이 수학에 사용된다
는 것에 기초해서 그의 논증을 제시한다. 특히, 수학적 진술에 포
함된 양화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에 기초해서, 비고전논
리학을 수용할 경우 있는 그대로의 수학적 진술을 수용할 수 없다
고 주장한다. 필자 역시 이러한 주장에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문제
는 이와 관련된 근거 및 함축에 있다. 우선, 필자는 윌리엄슨이 제
시한 수학의 적용 모형에 동의하지 않는다. 4장에서 제시했듯이,
비고전논리학을 수용할 경우 먼저 논의해야 하는 것은 고전성을 확
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적용방법을 고려할 경우 윌리엄슨의 논증은 성립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고전 수학을 수용하기 위해 추가적 가정
을 제시하는 것은 임시방편적 수정이라는 윌리엄슨의 논증은 성립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비고전논리학을 수용하
더라도 고전성이 적용되는 영역 혹은 술어가 있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고 그래서 이러한 영역을 확인하는 S1, S2를 임시방편적 수
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해서, S1, S2 및 이에 기초한
고전적 규칙은 논리적 규칙이 아닌 영역 특정적인 규칙으로 수용되
는 것이다. 즉 고전수학이나 과학을 수용하기 위해 비고전논리학을
제한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 특정적인 비논리적 규칙으
로 고전적 규칙들을 수용하고 같은 방법으로 고전수학과 과학적 논
의를 수용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윌리엄슨의 논증은 특정한 비고전논리학의 문제점을 지적
하는 것이 아니라 비고전논리학을 수용했을 경우 고전수학을 함께
수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임시방편적 수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학의 적용과 관련된 필자의 적용 모형에 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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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과는 별도로 윌리엄슨에 대한 필자의 비판은 성립한다. 필자가
제시한 모형이 비고전논리학의 적용 모형 중 하나라는 것을 거부하
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윌리엄슨의 논증은 비고전논리학을 도입하는 동기에
대한 충분한 혹은 공정한 고려를 결여했다는 비판으로부터도 자유
롭지 못하다. 비고전논리학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단순성’,

‘강도’와 같은 이론 평가기준에 대한 논의 이전에 ‘참’과 ‘거짓’의
포괄성과 배타성에 대해 먼저 논의해야 한다. 참과 거짓의 배타성
과 포괄성을 거부한다면 복잡하더라도 고전적 추론규칙이 성립하지
않는 논리체계를 수용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참’과 ‘거
짓’의 특성에 대한 논의의 핵심에는 역설이 놓여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의미론적 역설은 ‘참’과 ‘거짓’의 배타성과 관련되며 더미
역설은 ‘참’과 ‘거짓’의 포괄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필자의 주장이 비고전논리학을 도입해야 역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는 않는다. 필자가 제시한 것은 ‘단순성’, ‘강도’와 같
은 것을 고려하기 이전에 역설에 대한 해결 가능성을 먼저 고려해
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역설과 관련된 문제로부터 고전논리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49)
정리하면, 비고전논리학의 동기인 역설들은 참과 거짓의 배타성
49)

필자의 논의가 역설에 대한 비고전적 해결 가능성을 전제한다는 심사위원
선생님의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필자의 주장은 이를 전제하지 않는다. 필자
의 주장은 ‘단순성’, ‘강도’등을 논의하기 이전에 역설에 대한 해결가능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윌리엄슨이 제시한 ‘진리론’과 ‘논리학’의 구
분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진리개념을 수정하면, ‘타당성’에 대한 정의
에 동의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논리규칙이 달라진다는 것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해서 위의 논의는 논리적 다원주의와는 관련성이 없다. 위
의 논의는 비고전논리학에서 고전적 추론을 비논리적 규칙으로 수용하는 것
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초고에 이와 관련된 논의가 불분명하게 제시되었다.
관련된 요소를 정확하고 친절하게 지적해주신 심사위원 선생님께 감사드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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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포괄성과 같은 고전성을 단지 가정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
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역설들에 대한 해결 전략에 따라
서 비고전논리학과 고전논리학을 선택할 수 있는데, 윌리엄슨의 논
증은 이와 관련된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고전논리학에 대한 윌리엄슨의 비판은 임시방편적 수정이라는 잘
못된 주장에 기초한 것일 뿐 아니라 역설의 역할을 적절하게 고려
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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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Classical Logic and Anti-Exceptionalism

Williamson presents an anti-exceptional argument that rejects
classical logic. Anti-exceptionalism is the view that logic has
nothing epistemologically special. That is, the method of logic and
science are not different in principle. We disagree with this
Williamson’s argument. In particular, we disagree with the
argument that accepting anti-exceptionalism also requires accepting
classical logic. We will show that Williamson’s critical element is:
Modifying classical mathematics for non-classical logic is an
ad-hoc correction. We will also show that this claim is false.
Specifically, we will show tha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non-classical logic, it is necessary
first to present the conditions that allow classical reasoning in
non-classical logic. Then we will present such conditions and will
show that Williamson's claims are false. Furthermore, we will also
show that his argument does not adequately reflect paradoxes
which are the motive of non-classical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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