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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이 논문은 재귀, 대칭, 이행 관계에서의 부정 개념을 중심으로 관
계 개념과 관련된 부정 접두사의 사용을 개념적으로 정리해 보는 연구이
다. 관계란 어떤 대상과 다른 대상 사이에 성립하는 속성이다. 관계는 매
우 많은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관계들이 갖는 특성들 중
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특성들이 재귀성, 대칭성, 이행성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정 접두사 ‘불(不)－’, ‘비(非)－’, ‘미(未)－’, ‘반(反)－’,
‘무(無)－’를 통해 부정의 다양한 양태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재귀적 관계,
대칭적 관계, 이행적 관계의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이들 ‘비(非)－’, ‘반(反)－’,
‘무(無)－’ 부정 접두사의 구체적 차이점들을 적시한다. 또 그 과정에서 ‘항
대칭성’에서 사용되는 부정 접두사 ‘항(抗)－’을 새로이 소개한다. 여기서의
‘항－’은 ‘항균’, ‘항결핵성’, ‘항독소’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작용이
나 효과를 억제하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붙이는 접두사이다.

우리는 개념적인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여러 종류의 접두
사를 사용하고 있다. ‘불(不)－’, ‘비(非)－’, ‘미(未)－’, ‘반(反)－’, ‘무
(無)－’, 등등. 어떤 어휘에 어떤 부정 접두사를 붙여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오로지 개념적인 것만을 따져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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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접두사의 사용을 개념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은 철학적으로 흥미롭
고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불(不)－’, ‘비(非)－’, ‘미(未)－’, ‘반(反)－’, ‘무(無)－’와 같이 흔히
사용되는 다섯 개의 부정 접두사 중에서 비교적 개념이 분명한 것은
접두사 ‘미－’인 것 같다. ‘미－’는 ‘그것이 아직 아닌’ 또는 ‘그것이
아직 되지 않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미완성’, ‘미혼’, ‘미결수’,
‘미개발’, ‘미성년’, ‘미개척’, ‘미해결’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완
결된 상태를 염두에 두고 거기에 미치지 못했을 때 붙이는 접두사이다.
그 다음 비록 일상생활에서 ‘불－’이나 ‘비－’처럼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그 뜻이 비교적 분명한 것이 ‘반(反)－’인 것 같다. ‘반－’은
‘반대되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반민주적’, ‘반비례’, ‘반작용’ 등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대 관계를 나타낼 때 붙이는 접두사이다. 그
런데 여기서 반대 관계란 모순 관계까지를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관
계가 아니라 모순 관계가 배제된 좁은 범위의 관계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좁은 범위의 반대 관계는 모순 관계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모순
관계와 달리 중간 그룹을 허용한다. 즉, 두 개념이 좁은 의미의 반대
관계에 있을 때는 두 반대 개념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구성원이
존재한다. 예컨대, 민주적도 아니고 반민주적도 아닌 사람이 존재할
수 있고, 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닌 관계가 존재할 수 있고, 작용
도 아니고 반작용도 아닌 상태가 존재할 수 있다. 나머지 접두사 ‘불
(不)－’, ‘비(非)－’, ‘무(無)－’를 논의하기 전에 그 개념 전달을 정확히
하기 위해, 개념들 사이의 ‘모순’, ‘반대’, ‘소반대’, ‘포함’의 관계에 대
해 알아보자.

Ⅰ. 모순, 반대, 소반대, 포함
개념들 간의 모순 관계와 반대 관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
의 대화를 고려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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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 저는 아마추어 사진사일 뿐이지, 전문가는 아닙니다.
B: 아, 그래요? 그럼 당신은 비전문가시군요.
이 경우에서 전문가에 ‘비’자를 붙여서 만든 비전문가라는 말처럼,
어떤 개념에 ‘비’자를 붙여 만든 개념은 원래 개념과 모순 관계에 있
다. 일반적으로 두 개념의 쌍이 있을 때, 어떤 대상이 한 개념에 포
섭되면 동시에 다른 한 개념에 포섭될 수 없으며, 역으로 한 개념에
포섭되지 않으면 다른 한 개념에는 반드시 포섭되는 경우, 두 개념은
모순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만일 김선달이 전문가라면
그는 동시에 비전문가일 수 없으며, 만일 그가 비전문가라면 그는 동
시에 전문가일 수 없다. 또한 만일 김선달이 전문가가 아니라면 그는
반드시 비전문가일 수밖에 없으며, 만일 그가 비전문가가 아니라면
그는 반드시 전문가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럼 다음의 예는 어떨까?
사례2) A: 저는 삼 년째 피아노를 연습했지만, 아직 전문가의 경지
는 아닙니다.
B: 어 그래요? 그럼 당신은 아직 초심자시군요.
A: 웬걸요. 이제 초심자 티는 벗었죠.
김선달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초심자라고는
말할 수 없다. 김선달이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초심자일 수는 없지만,
전문가도 아니고 초심자도 아닌 수준에 있을 수는 있기 때문이다. 이
렇듯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경우와는 달리, 전문가와 초심자의 관계는
모순 관계가 아니고 반대 관계에 있다. 즉, 어떤 대상이 두 개념에
동시에 포섭될 수는 없지만, 두 개념 어디에도 포섭되지 않을 수 있
을 때에만, 두 개념은 반대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어떤 대상이 두 개념 어디에도 포섭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즉, 적어
도 꼭 한 개념에는 포섭되어야 하나) 두 개념에 동시에 포섭될 수 있
을 때, 두 개념은 소반대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52

논문

이제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의 네 개념을 사용하여 반대(contrary),
모순(contradictory), 소반대(sub-contrary), 포함(inclusion)1)의 관계를
정리하여 보자.
반대: 3초과와 3미만의 관계
모순: 3초과와 3이하의 관계, 그리고 3미만과 3이상의 관계
소반대: 3이상과 3이하의 관계
포함: 3초과와 3이상의 관계, 3미만과 3이하의 관계

반대
3초과

3미만

모 순
포함됨

포함됨
3이상

3이하

소반대

우리는 위의 논의를 통해 접두사 ‘비－’의 용법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접두사 ‘비－’는 ‘그것이 아닌 것 모두를 포
괄하는’ 또는 ‘그것과 모순 관계에 있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비
공개’, ‘비과세’, ‘비금속’, ‘비군사적’, ‘비균질적’, ‘비대칭’, ‘비동맹국’,
‘비타협적’, ‘비현실적’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것과 모순적 관계
에 있을 때 붙이는 접두사이다. 다시 말해, 접두사 ‘비－’는 두 가지
의 사태 따위가 중간에 존재하는 것이 없이 대립하여 양립하지 못하
고 서로 배척하는 상태에 있을 때 사용하는 접두사이다.
1) 여기서의 ‘포함 관계’는 논리학에서 ‘대소 관계’로도 불린다. 외연상 포함
하는 것은 큰 것이고, 포함되는 것은 작은 것이므로 포함 관계는 일종의
대소 관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내포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포함되
는 것이 큰 것이고, 포함하는 것이 작은 것이 될 것이다. 어쨌든, 외연을
기준으로 하든 내포를 기준으로 하든, 포함 관계가 일종의 대소 관계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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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두사 ‘무－’는 ‘그것이 없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무감각’,
‘무자비’, ‘무감동’, ‘무결함’, ‘무경쟁’, ‘무경험’, ‘무계획성’, ‘무능력’,
‘무보수’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것이 결여되어 있어 그것과 일
정한 긍정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을 때 붙이는 접두사이다.
끝으로, 접두사 ‘불－’은 ‘아님, 아니함, 어긋남’의 뜻을 더하는 접두
사로, ‘불가능’, ‘불경기’, ‘불공정’, ‘불규칙’, ‘불균형’, ‘불명예’, ‘불완전’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것을 부정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접두
사이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한 접두사 ‘반－’이나 ‘비－’가 비교적 그
용법이 분명하고 한정적임에 반해, 접두사 ‘불－’은 그 쓰임새가 상대
적으로 보다 다양하다. 즉, ‘반－’은 주로 반대 관계를 나타낼 때 사
용되고, ‘비－’는 주로 모순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나, 접두사 ‘불－’
은 이 양자 모두에 두루 사용된다. ‘불경기’와 ‘호경기’ 그리고 ‘명예’
와 ‘불명예’는 반대 관계이나, ‘불가능’과 ‘가능’ 그리고 ‘불규칙’과 ‘규
칙’은 모순 관계이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접두사 ‘미(未)－’의 용법은 그 사
용이 분명해 같은 계열의 다른 접두사들과 혼동의 여지가 없고 ‘불
(不)－’의 용법은 애매모호하여 맥락에 따라 그 의미를 따져보아야 함
을 알 수 있다. 이제 이것들과 같은 계열에 속하면서도 그 사용에 있
어 서로 혼동의 여지가 많은 ‘비(非)－’, ‘반(反)－’, ‘무(無)－’, 사이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자. 이 과정에서 우
리는 새로운 부정 접두사 ‘항(抗)－’을 도입하게 될 것이다.

Ⅱ. 재귀, 대칭, 이행 관계에서의 부정 개념
관계란 어떤 대상과 다른 대상 사이에 성립하는 속성이다. 관계는
매우 많은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관계들이 갖는 특
성들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특성들로 재귀성, 대칭성, 이행성이
있다. 이들 재귀적 관계, 대칭적 관계, 이행적 관계의 세 관계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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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살펴보고, 이들 관계 각각에 대해 어떤 형태의 부정 개념이 가
능한지 살펴보자.

1. 재귀적 관계Reflexive Relation
논의 영역의 존재자들이 그 자신에 대해서 어떤 관계 A를 맺고 있
는 경우, 우리는 그러한 관계 A를 그 영역 상에서의 재귀적 관계라
고 한다. 예컨대, ‘x와 y는 같은 나이임’과 같은 관계는 사람이라는
논의 영역 하에서 재귀적이다. 어떠한 사람도 자기 자신과 같은 나이
일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x는 y의 어머니임’과 같은 관계는 사람이
라는 논의 영역 하에서 재귀적이지 않다. 어느 누구도 그 자신의 어
머니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재귀적 관계는 논리식을 사용하여 다음
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재귀적 관계) ‘Rxy’라는 술어에 의하여 표현되는 관계는 그 논의
영역에 대해서 (∀x)Rxx가 성립할 때, 그리고 오직 그 때에만, 재귀적
이다.

반면 관계의 재귀적 속성과 반대 관계에 있는 속성이 있는데, 우리
는 이 속성을 반재귀적irreflexive 관계라고 부른다. 논의 영역의 존재
자들 중 그 어느 것도 그 자신에 대해서 A라는 관계를 맺고 있지 않
은 경우, 이 관계 A는 반재귀적이다. ‘x는 y보다 큼’과 같은 관계가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반재귀적 관계는 논리식을 사용
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반재귀적 관계) ‘Rxy’라는 술어에 의하여 표현되는 관계는 그 논의
영역에 대해서 (∀x)～Rxx가 성립할 때, 그리고 오직 그 때에만, 반재
귀적이다.

또, 관계의 재귀적 속성과 일정한 특정 관계에 있지 않은 속성이
있는데, 우리는 이 속성을 무재귀적non-reflexive 관계라고 부른다.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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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역의 존재자들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이 그 자신에 대해서 A라
는 관계를 맺고 있으며, 동시에 적어도 하나 이상이 그 자신에 대해
서 A라는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경우, 이 관계 A는 무재귀적이다.
‘x는 x를 사랑함’과 같은 관계가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애(自己愛)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혐오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쉽게 풀어 말하자면, 무재
귀적 관계란 재귀적 관계도 아니고 반재귀적 관계도 아닌 관계를 말
한다.2) 즉, 논의 영역의 존재자들 중 일부는 자신과 재귀적 관계 A
를 맺고 있고, 일부는 재귀적 관계 A를 맺고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관계 A는 무재귀적 관계이다. 무재귀적 관계는 논리식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무재귀적 관계) ‘Rxy’라는 술어에 의하여 표현되는 관계는 그 논의
영역에 대하여 ～(∀x)Rxx & ～(∀x)～Rxx3)일 때, 그리고 오직 그
때에만, 무재귀적이다.

끝으로, 관계의 재귀적 속성과 모순 관계에 있는 속성이 있는데, 우
리는 이 속성을 비재귀적 관계라고 부른다.4) 논의 영역의 존재자들 중
2) 앞서 접두사 ‘무－’는 ‘그것이 없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무감각’, ‘무
자비’, ‘무감동’, ‘무결함’, ‘무경쟁’, ‘무경험’, ‘무계획성’, ‘무능력’, ‘무보수’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것이 결여되어 있어 그것과 일정한 긍정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을 때 붙이는 접두사라고 하였다. 이에 반해, ‘무재귀
적’에서의 접두사 ‘무－’는 일부는 재귀적이고 일부는 재귀적이 아니어서
완전히 재귀적 관계도 아니고 완전히 반재귀적 관계도 아닌 관계를 말하
며, 따라서 부분적으로나마 재귀성과 긍정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점
에서 일상어에서의 접두사 ‘무－’와 ‘무재귀적’에서의 접두사 ‘무－’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크게 보았을 때, ‘무재귀
적’에서의 접두사 ‘무－’는 재귀성과 긍정적 관계와 부정적 관계 모두를
맺고 있어 완전한 재귀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재귀성과 일정
한 긍정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이 둘은 상호
쓰임새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논의하게 될
‘무대칭적’과 ‘무이행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 (∃x)～Rxx & (∃x)Rxx
4) 비재귀적 관계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를 찾지 못했다. ‘irreflexive’라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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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하나 이상이 그 자신에 대해서 A라는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경우, 이 관계 A는 비재귀적이다. 이것은 반재귀적이나 무재귀적 속성
을 지닌 관계는 모두 비재귀적 관계의 속성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비재귀적 관계는 논리식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비재귀적 관계) ‘Rxy’라는 술어에 의하여 표현되는 관계는 그 논의 영
역에 대하여 ～(∀x)Rxx5)일 때, 그리고 오직 그 때에만, 비재귀적이다.

달리 말해, 비재귀적 관계는 (∀x)～Rxx ∨ (～(∀x)Rxx & ～(∀
x)～Rxx)6)로도 표현될 수 있다. 이것은 반재귀적이거나 무재귀적인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비재귀적임을 뜻한다.

2. 대칭적 관계Symmetrical Relation
주어진 영역상에서 임의의 대상 x가 y와 관계 A를 맺고 있을 때 y
어는 ‘반재귀적’이란 뜻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비재귀적 관계에 대해서는
‘negation of reflexive’, ‘not reflexive’, ‘failure of reflexive’와 같이 어구
를 사용하고 있다. 굳이 들자면, ‘un-reflexive’라는 용어를 들 수 있을 텐
데, 이 용어는 ‘비(非)재귀적’이란 의미보다는 ‘부(不)재귀적’이란 의미가
강하다.
5) (∃x)～Rxx
6) ～(∀x)Rxx와 (∀x)～Rxx ∨ (～(∀x)Rxx & ～(∀x)～Rxx)가 서로 동
치임을 논리연산을 통해 다음과 같이 증명할 수 있다.
(1) ～(∀x)Rxx
전제
(2) ～(∀x)～Rxx
조건증명가정
(3) ～(∀x)Rxx & ～(∀x)～Rxx
(1)(2) 연접도입규칙
(4) ～(∀x)～Rxx → (～(∀x)Rxx & ～(∀x)～Rxx)
(2)(3) 조건증명법
(5) ～～(∀x)～Rxx ∨ (～(∀x)Rxx & ～(∀x)～Rxx) 실질함축 규칙
(6) (∀x)～Rxx ∨ (～(∀x)Rxx & ～(∀x)～Rxx)
(5) 이중부정제거
(1)
(2)
(3)
(4)
(5)
(6)

(∀x)～Rxx ∨ (～(∀x)Rxx & ～(∀x)～Rxx)
(∀x)～Rxx → (∃x)～Rxx
(∃x)～Rxx → ～(∀x)Rxx
(∀x)～Rxx → ～(∀x)Rxx
(～(∀x)Rxx & ～(∀x)～Rxx) → ～(∀x)Rxx
～(∀x)Rxx

전제
양화사 함축 규칙
양화사 변환 규칙
(2)(3)가언삼단논법
연접 제거 규칙
(1)(4)(5) 양도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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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x와 관계 A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관계 A를 그 영역
상에서의 대칭적 관계라고 한다. 예컨대, ‘x는 y의 친척임’과 같은 관
계는 사람이라는 논의 영역 하에서 대칭적이다. x가 y와 친척일 경
우, y 역시 항상 x와 친척일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x는 y보다 키가
큼’과 같은 관계는 대칭적이지 않다. x가 y와 이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서, y가 x와 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관계
의 대칭적 속성을 논리식을 사용하여 규정하자면, 다음과 같다.
(대칭적 관계) ‘Rxy’라는 술어에 의하여 표현되는 관계는 그 논의
영역에 대하여 (∀x)(∀y)(Rxy→Ryx)일 때, 그리고 오직 그 때에만 대
칭적이다.

한편, 관계의 대칭적 속성과 반대를 이루는 속성이 있는데, 우리는
이 속성을 반대칭적asymmetrical 관계라고 부른다. 주어진 논의 영역
상에서 임의의 대상 x가 y와 관계 A를 맺고 있을 때, y는 x와 관계
A를 항상 안 맺고 있다면, 이 관계 A는 반대칭적이다. 예컨대, ‘x는
y보다 키가 큼’과 같은 관계가 이러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반대칭적 관계) ‘Rxy’로 표현되는 관계는 그 논의 영역에 대하여
(∀x)(∀y)(Rxy→～Ryx)일 때, 그리고 오직 그 때에만 반대칭적이다.

또한, 관계의 대칭적 속성과 일정한 특정 관계에 있지 않은 속성이
있는데, 우리는 이 속성을 무대칭적non-symmetrical이라고 부른다. 주
어진 논의 영역 상에서 임의의 대상 x가 y와 관계 A를 맺고 있을
때, 적어도 하나 이상의 y가 x와 A 관계에 놓여 있고, 또 동시에 하
나 이상의 y가 x와 A 관계에 놓여 있지 않을 때, 그러한 관계 A는
무대칭적이다. ‘x는 y를 사랑함’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무대칭적 관
계라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지만, 짝사랑도 존재
하기 때문이다. 쉽게 풀어 말하자면, 무대칭적 관계란 대칭적 관계도
아니고 반대칭적 관계도 아닌 관계를 말한다. 즉, 논의 영역의 존재
자들 중 일부는 서로 대칭적 관계 A를 맺고 있고, 일부는 대칭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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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A를 맺고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관계 A는 무대칭적 관계이다. 무
대칭적 관계는 논리식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무대칭적 관계) ‘Rxy’로 표현되는 관계는 그 논의 영역에 대하여
～(∀x)(∀y)(Rxy→Ryx) & ～(∀x)(∀y)(Rxy→～Ryx)7)일 때, 그리고
오직 그 때에만 무대칭적이다.

끝으로, 관계의 대칭적 속성과 모순 관계에 있는 속성이 있는데, 우
리는 이 속성을 비대칭적 관계라고 부른다.8) 주어진 논의 영역 상에서
임의의 대상 x가 y와 관계 A를 맺고 있을 때, 적어도 하나 이상의 y가
x와 A 관계에 놓여 있지 않을 경우, 이 관계 A는 비대칭적이다. 이것
은 (아주 사소한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대칭적이나 무대칭적 속성
을 지닌 관계는 모두 비대칭적 관계의 속성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9)
비대칭적 관계는 논리식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비대칭적 관계) ‘Rxy’라는 술어에 의하여 표현되는 관계는 그 논의
영역에 대하여 ～(∀x)(∀y)(Rxy→Ryx)10)일 때, 그리고 오직 그 때에
만, 비대칭적이다.
7) (∃x)(∃y)(Rxy & Ryx) & (∃x)(∃y)(Rxy & ～Ryx)
8) 영어의 ‘asymmetric’은 ‘반대칭적’ 그리고 ‘비대칭적’이란 뜻 모두를 가지
고 있다. 따라서 ‘asymmetric’은 애매어이다.
9) 아주 사소한 특수 경우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논의영역 {1,2}
R ={ }
관계 R이 예컨대 “x와 y의 차이가 10이다”일 경우 논의영역 속에 이 관계 R
을 만족하는 어떤 x, y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논의 영역 {1,2} 하에서 이
관계 R은 사소하게 대칭적 속성을 지님과 동시에 반대칭적 속성도 지니게 된
다. 그러나 이 경우 비대칭적 속성은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논의 영역 속에
관계 R을 맺고 있는 대상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소한
특수 경우에는 반대칭적임에도 불구하고 비대칭적이지 않은 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특수 경우들은 대칭적 관계이면서 동시에 반대칭
적 관계라는 반직관적 요소를 지니고 있어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들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논의 영역 속에 관계 R을 맺
고 있는 대상들의 쌍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전제하면 된다. 즉, (∃x)(∃
y)Rxy를 전제하면 된다.
10) (∃x)(∃y)(Rxy & ～Ry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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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말해 비대칭적 관계는, 아주 사소한 특수 경우들을 제외하기
위해 (∃x)(∃y)Rxy를 전제한다면, ((∀x)(∀y)(Rxy→～Ryx) ∨ (～(∀
x)(∀y)(Rxy→Ryx) & ～(∀x)(∀y)(Rxy→～Ryx))11)로도 표현될 수
있다. 이것은 (아주 사소한 특수 경우를 제외한다면) 반대칭적이거나
무대칭적인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비대칭적임을 뜻한다.
그리고 대칭적 관계와 관련하여 특별히 추가할 것이 있는데 그것
은 항(抗)대칭적anti-symmetrical 관계이다.12) “주어진 영역상에서 임
11) (∃x)(∃y)Rxy를 전제한다면, ～(∀x)(∀y)(Rxy→Ryx)와 (∀x)(∀y)(Rxy
→～Ryx) ∨ (～(∀x)(∀y)(Rxy→Ryx) & ～(∀x)(∀y)(Rxy→～Ryx))가
서로 동치임을 아래와 같이 논리연산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1) ～(∀x)(∀y)(Rxy→Ryx)
가정
(2) ～(∀x)(∀y)(Rxy→～Ryx)
조건증명 가정
(3) ～(∀x)(∀y)(Rxy→Ryx)&～(∀x)(∀y)(Rxy→～Ryx) (1)(2) 연접도입규칙
(4) ～(∀x)(∀y)(Rxy→～Ryx) → (～(∀x)(∀y)(Rxy→Ryx)&～(∀x)(∀
y) (Rxy→～Ryx))
(2)(3) 조건증명법
(5) ～～(∀x)(∀y)(Rxy→～Ryx) ∨ (～(∀x)(∀y)(Rxy→Ryx)&～(∀x)
(∀y)(R xy→～Ryx))
(4) 실질함축규칙
(6) (∀x)(∀y)(Rxy→～Ryx) ∨ (～(∀x)(∀y)(Rxy→Ryx)&～(∀x)(∀y)
(Rxy→～Ryx))
(5) 이중부정제거
(1) (∀x)(∀y)(Rxy→～Ryx) ∨ (～(∀x)(∀y)(Rxy→Ryx) & ～(∀x)(∀
y) (Rxy→～Ryx))
가정
(2) (∃x)(∃y)Rxy→((∀x)(∀y)(Rxy→～Ryx)→(∃x)(∃y)(Rxy&～Ryx))
정리
(3) (∃x)(∃y)Rxy
전제
(4) (∀x)(∀y)(Rxy→～Ryx)→(∃x)(∃y)(Rxy & ～Ryx)
(2)(3) 전건긍정법
(5) (∃x)(∃y)(Rxy & ～Ryx)→～(∀x)(∀y)(Rxy→Ryx)
양화사 변환 규칙
(6) (∀x)(∀y)(Rxy→～Ryx)→～(∀x)(∀y)(Rxy→Ryx)
(4)(5) 가언삼단논법
(7) (～(∀x)(∀y)(Rxy→Ryx) & ～(∀x)(∀y)(Rxy→～Ryx))→～(∀x)(∀
y)(Rxy→Ryx)
연접제거규칙
(8) ～(∀x)(∀y)(Rxy→Ryx)
(1)(6)(7) 양도논법
12) 여기서 ‘anti’는 반(反)의 뜻이 아니라, ‘anti-cancer’(抗癌, 制癌)에서와 같
이 항(抗) 또는 제(制)의 뜻을 갖는다. 즉, ‘항대칭성’이란 대칭성을 (동일
성의 경우에로만) 제한하거나 억제하는 속성을 말한다. 참고로, 어떤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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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대상 x가 y와 관계 R을 맺고 동시에 y 역시 x와 관계 R을 맺
고 있다면 x=y이다”가 성립할 경우, 우리는 그러한 관계 R을 그 영
역 상에서의 항대칭적(抗對稱的) 관계라고 한다. ‘x는 y보다 크거나
같음(x≧y)’과 같은 관계가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항
대칭성’이란, 말뜻을 풀어 설명하자면, 대칭성을 동일성 관계의 경우
로만 제한하거나 억제하는 속성을 말한다. 이는 ‘항대칭성’ 하에서는
두 대상이 맺고 있는 관계가 동일성 관계일 경우에만 대칭적 관계일
수 있음을 뜻한다. 즉, 항대칭적 관계 R이 성립하는 논의 영역 속의
임의의 대상 x와 y가 어떤 대칭적 관계 F를 맺고 있다면 그 대칭적
관계 F는 동일성 관계임을 뜻한다.13) 달리 말해, 관계 R을 맺고 있는
논의 영역 속의 임의의 대상 x와 y가 동일성 관계에 있지 않다면(즉,
관계 R을 논의 영역 속의 임의의 서로 다른 두 대상이 맺는다면) 그
런 사례들에 국한해서만 R이 반대칭적일 경우에, 관계 R을 항대칭적
이라고 부른다. 항대칭적 관계 R은 논리식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항대칭적 관계) ‘Rxy’라는 술어에 의하여 표현되는 관계는 그 논의
영역에 대하여 (∀x)(∀y)((Rxy & Ryx)→x=y)14)일 때, 그리고 오직
그 때에만, 항대칭적이다.

이것은 관계 R이 논의 영역 속의 동일한 대상들에 대해서만 대칭
성이 성립하고 나머지 대상들에 대해서는 반대칭성이 성립할 경우 그
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관계 R이 항대칭적임을 뜻한다.15) 다시 말해,
을 제한하거나 억제할 때는 제약판단을 이용한다. 제약판단(制約判斷)이
란 가언판단과 선언판단의 총칭을 말한다.
13) 여기서 항대칭적 관계 R은 대칭적 관계 F와 일반적으로 (아주 사소한 특
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것이다. 예컨대, 여기서 F는 ‘＝’이나, R은
일반적으로 ‘≧’나 ‘⊇’와 같은 것들이다.
14) (∀x)(∀y)(x≠y→(Rxy→～Ryx))
15) 동일한 대상들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대칭성인 동일성을 제외하고는 어떠
한 대칭성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항대칭성의 핵심이다.
이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논의 영역 = {1,2,3}”이라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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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R을 만족시키는 논의 영역 속의 임의의 두 대상이 동일성이라
는 대칭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관계 R을 만족시키거나 아니면 서로
동일하지 않은 짝들의 사례에 한정해서 얻어지는 반대칭적 관계를 맺
음으로써 관계 R을 만족시킬 때, 관계 R을 항대칭적이라고 부른다.
요컨대, 논의 영역 속의 임의의 두 대상이 맺고 있는 관계 R이 동일
성이라는 대칭적 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칭적 관계일 때, 관계
R을 항대칭적이라고 부른다.16)

3. 이행적 관계Transitive Relation
주어진 영역 상에서 임의의 대상 x가 y와 관계 A를 맺고 있고, y
가 z와 관계 A를 맺고 있을 때마다, x가 z와 관계 A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관계 A를 이행적이라고 한다. 예컨대, ‘x는 y보다 키
가 큼’과 같은 관계는 이행적이다. x가 y보다 키가 크고, y가 z보다
하여보자. 여기서 구성될 수 있는 2항 술어 2개를 예로 들어보면,
보다 작다 = {<1,2>, <1,3>, <2,3>}
보다 작거나 같다 = {<1,2>, <1,3>, <2,3>, <1,1>, <2,2>, <3,3>}
이럴 경우 “보다 작다”는 반대칭적이며 동시에 항대칭적이나, “보다 작거
나 같다”는 반대칭적은 아니지만 항대칭적이다.
위에서 보듯이, 술어 “보다 작다”에서처럼 술어를 구성하는 논의영역
속 원소들의 순서쌍 중에 동일한 대상들의 순서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설령 술어 “보다 작거나 같다”에서처럼 술어를 구성하
는 논의영역 속 원소들의 순서쌍 중에 동일한 대상들의 순서쌍이 포함되
어 있을지라도, 동일한 대상들의 순서쌍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대칭성인
동일성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대칭성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항대칭성
의 핵심이다.
16) 항대칭적 관계는 기본적으로 무대칭적 관계의 특수한 사례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항대칭적 관계 속에는, 사소하게 성립하는 경우들이
기는 하지만, 대칭적 관계, 반대칭적 관계(따라서 비대칭적 관계)의 사례
들이 모두 혼재해 있다. 그 예들을 살펴보자.
논의 영역을 정수로 하는 ‘보다 작다(x<y)’의 관계는 반대칭적이면서
동시에 항대칭적이다. a<b와 b<a가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항대칭성 조건은 사소하게 만족된다. 대칭적 관계인 동일성(equality) 관
계도 사소하게 항대칭적이다. 논의 영역 속에 반대칭적 관계를 만족시키
는 대상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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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가 큰 어떤 경우에도, x는 z보다 키가 크기 때문이다. 반면, ‘x는 y
를 사랑함’과 같은 관계는 이행적이지 않다. x가 y를 사랑하고, y가 z
를 사랑한다고 해서 x가 z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행적
속성을 논리식으로 표현하여 규정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행적 관계) ‘Rxy’라는 술어로 표현되는 관계는 그 논의 영역에
대하여 (∀x)(∀y)(∀z)((Rxy&Ryz)→Rxz)일 때, 그리고 오직 그 때에
만, 이행적이다.

한편, 관계의 이행적 속성과 반대 관계에 놓여 있는 관계의 속성이
있는데, 우리는 이 속성을 반이행적intransitive이라고 부른다. 논의 영
역에 속한 임의의 대상 x가 y와 관계 A를 맺고, 동시에 y가 z와 관
계 A를 맺고 있을 때, x는 z와 항상 관계 A를 맺고 있지 않다면, 그
관계 A는 반이행적이다. 반이행적인 관계의 대표적인 예는 ‘x는 y 다
음으로 큰 수임’17)이 될 것이다. 정수 관계에 있어, 2 다음으로 큰 수
는 3이고, 3 다음으로 큰 수는 4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4가 2 다음으
로 큰 수는 아니기 때문이다. 관계의 반이행적 속성을 논리식을 사용
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반이행적 관계) ‘Rxy’라는 술어로 표현되는 관계는 그 논의 영역에
대하여 (∀x)(∀y)(∀z)((Rxy&Ryz)→～Rxz)일 때, 그리고 오직 그 때
에만, 반이행적이다.

또한, 관계의 이행적 속성과 일정한 특정 관계에 있지 않은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은 무이행적non-transitive이라고 불린다. 논의 영역에
속한 임의의 대상 x가 y와 관계 A를 맺고, y가 z와 관계 A를 맺을
때, 적어도 하나 이상의 x가 z와 관계 A를 맺고, 또 동시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x가 z와 관계 A를 맺지 않을 때, 이 관계 A는 무이행적
이다. ‘x는 y를 좋아함’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무이행적 관계라고
하겠다.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 a가 b를 좋아하고 b가 c를 좋아하면,
17) 달리 표현하자면, ‘x는 y의 다음수임’, 또는 ‘x는 y보다 1만큼 더 큰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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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c를 좋아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a가 c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에밀리 브론테의 소설 『폭풍의 언덕』에서, 오
빠 힌들리는 여동생 캐서린을 좋아하고, 여동생 캐서린은 주인공 히
스클리프를 좋아하지만, 오빠 힌들리는 주인공 히스클리프를 싫어한
다. 쉽게 풀어 말하자면, 무이행적 관계란 이행적 관계도 아니고 반
이행적 관계도 아닌 관계를 말한다. 즉, 논의 영역의 존재자들 중 일
부는 이행적 관계 A를 맺고 있고, 일부는 이행적 관계 A를 맺고 있
지 않은 경우에 그 관계 A는 무이행적 관계이다. 무이행적 관계를
논리식으로 표현하여 규정하자면, 다음과 같다.
(무이행적 관계) ‘Rxy’라는 술어로 표현되는 관계는 그 논의 영
역에 대하여～(∀x)(∀y)(∀z)((Rxy&Ryz)→Rxz) & ～(∀x)(∀y)(∀z)
((Rxy&Ryz)→～Rxz)일 때, 그리고 오직 그 때에만 무이행적이다.18)

끝으로, 관계의 이행적 속성과 모순 관계에 있는 속성이 있는데,
우리는 이 속성을 비이행적 관계라고 부른다.19) 논의 영역에 속한 임
의의 대상 x가 y와 관계 A를 맺고, y가 z와 관계 A를 맺을 때, 적어
도 하나 이상의 x가 z와 관계 A를 맺지 않을 때, 이 관계 A는 비이
행적이다. 이것은 (아주 사소한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이행적이
나 무이행적 속성을 지닌 관계는 모두 비이행적 관계의 속성을 갖는
다는 것을 뜻한다.20) 비이행적 관계는 논리식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
18) (∃x)(∃y)(∃z)((Rxy & Ryz) & Rxz) & (∃x)(∃y)(∃z)((Rxy & Ryz)
& ～Rxz)
19) 영어의 ‘intransitive’는 ‘반이행적’ 그리고 ‘비이행적’이란 뜻 모두를 가지
고 있다. 따라서 ‘intransitive’는 애매어이다.
20) 아주 사소한 특수 경우란 대칭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경우
이다.
논의영역 {1,2}
R ={ }
관계 R이 예컨대 “x와 y의 차이가 10이다”일 경우 논의영역 속에 이 관
계 R을 만족하는 어떤 x, y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논의 영역 {1,2}
하에서 이 관계 R은 사소하게 이행적 속성을 지님과 동시에 반이행적 속
성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비이행적 속성은 가지지 않는다.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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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의할 수 있다.
(비이행적 관계) ‘Rxy’라는 술어에 의하여 표현되는 관계는 그 논의
영역에 대하여 ～(∀x)(∀y)(∀z)((Rxy&Ryz)→Rxz)21)일 때, 그리고
오직 그 때에만, 비이행적이다.

달리 말해 비이행적 관계는, 아주 사소한 특수 경우들을 제외하기
위해 (∃x)(∃y)(∃z)(Rxy&Ryz)를 전제한다면, (∀x)(∀y)(∀z)((Rxy&Ryz)
→～Rxz) ∨ (～(∀x)(∀y)(∀z)((Rxy&Ryz)→Rxz) & ～(∀x)(∀y)(∀
z)((Rxy&Ryz)→～Rxz))22)로도 표현될 수 있다. 이것은 (아주 사소한
하면 논의 영역 속에 관계 R을 맺고 있는 대상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소한 특수 경우에는 반이행적임에도 불구하고 비
이행적이지 않은 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특수 경우
들은 이행적 관계이면서 동시에 반이행적 관계라는 반직관적 요소를 지
니고 있어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들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x)(∃y)(∃z)(Rxy&Ryz)를 전제하면 된다.
21) (∃x)(∃y)(∃z)((Rxy & Ryz) & ～Rxz)
22) (∃x)(∃y)(∃z)(Rxy&Ryz)를 전제한다면, ～(∀x)(∀y)(∀z)((Rxy&Ryz)
→Rxz)와 (∀x)(∀y)(∀z)((Rxy&Ryz)→～Rxz) ∨ (～(∀x)(∀y)(∀z)((Rxy
&Ryz)→Rxz) & ～(∀x)(∀y)(∀z)((Rxy&Ryz)→～Rxz))가 서로 동치임을
논리연산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1) ～(∀x)(∀y)(∀z)((Rxy&Ryz)→Rxz)
가정
(2) ～(∀x)(∀y)(∀z)((Rxy&Ryz)→～Rxz)
조건증명 가정
(3) ～(∀x)(∀y)(∀z)((Rxy&Ryz)→Rxz)&～(∀x)(∀y)(∀z)((Rxy&Ryz)→～Rxz)
(1)(2) 연접도입규칙
(4) ～(∀x)(∀y)(∀z)((Rxy&Ryz)→～Rxz)
→ (～(∀x)(∀y)(∀z)((Rxy&Ryz)→Rxz)&～(∀x)(∀y)(∀z)((Rxy&Ryz)
→ ～Rxz))
(2)(3) 조건증명법
(5) ～～(∀x)(∀y)(∀z)((Rxy&Ryz)→～Rxz)
∨(～(∀x)(∀y)(∀z)((Rxy&Ryz)→Rxz)&～(∀x)(∀y)(∀z)((Rxy&Ryz)→～Rxz))
(4) 실질함축규칙
(6) (∀x)(∀y)(∀z)((Rxy&Ryz)→～Rxz)
∨(～(∀x)(∀y)(∀z)((Rxy&Ryz)→Rxz)&～(∀x)(∀y)(∀z)((Rxy&Ryz)→～Rxz))
(5)이중부정제거
(1) (∀x)(∀y)(∀z)((Rxy&Ryz)→～Rxz)
∨ (～(∀x)(∀y)(∀z)((Rxy&Ryz)→Rxz)&～(∀x)(∀y)(∀z)((Rxy&Ryz)→～Rxz))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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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경우를 제외한다면) 반이행적이거나 무이행적인 경우 그리고 오
직 그 경우에만 비이행적임을 뜻한다.

4. 세 속성을 모두 지니는 관계: 동치 관계
‘x는 y와 같은 나이임’과 같은 관계는 위에서 살펴본 재귀적 관계,
대칭적 관계, 이행적 관계에 모두 해당한다. 이처럼 재귀적 관계, 대
칭적 관계, 이행적 관계 모두에 해당하는 관계를 ‘동치관계’라고 부른
다. 이러한 동치 관계는 주어진 영역에 대해 분할partition을 가능하게
한다. 만약 일정 장소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나이끼리 모이라
고 한다면, 각각의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의 집단에 속할 것이며, 또
한 동시에 두개의 집단에 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집합
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의 부분 집합에 속하도록 하되, 어떤 구성
원도 동시에 두 개의 부분 집합에 속하지 않도록 전체집합을 잘라내
는 것을 집합론에서는 ‘분할partition’이라고 한다.

Ⅲ. 부정 접두사 ‘항(抗)－’
우리는 이제까지 부정 접두사 ‘불(不)－’, ‘비(非)－’, ‘미(未)－’, ‘반
(2) (∃x)(∃y)(∃z)(Rxy&Ryz)
→((∀x)(∀y)(∀z)((Rxy&Ryz)→～Rxz)→(∃x)(∃y)
(∃z)((Rxy&Ryz)&～Rxz))
정리
(3) (∃x)(∃y)(∃z)(Rxy&Ryz)
전제
(4) (∀x)(∀y)(∀z)((Rxy&Ryz)→～Rxz)→(∃x)(∃y)(∃z)((Rxy&Ryz)&～Rxz)
(2)(3)전건긍정법
(5) (∃x)(∃y)(∃z)((Rxy&Ryz)&～Rxz)→～(∀x)(∀y)(∀z)((Rxy&Ryz)→
Rxz)
양화사 변환 규칙
(6) (∀x)(∀y)(∀z)((Rxy&Ryz)→～Rxz)→～(∀x)(∀y)(∀z)((Rxy&Ryz)→Rxz)
(4)(5)가언삼단논법
(7) (～(∀x)(∀y)(∀z)((Rxy&Ryz)→Rxz) & ～(∀x)(∀y)(∀z)((Rxy&Ryz)→～Rxz))
→ ～(∀x)(∀y)(∀z)((Rxy&Ryz)→Rxz)
연접제거규칙
(8) ～(∀x)(∀y)(∀z)((Rxy&Ryz)→Rxz)
(1)(6)(7) 양도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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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 ‘무(無)－’를 통해 부정의 다양한 양태들을 살펴보았다. 그리
고 재귀적 관계, 대칭적 관계, 이행적 관계의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이들 ‘비(非)－’, ‘반(反)－’, ‘무(無)－’ 부정 접두사의 구체적 차이점들
을 적시하였다. 또 그 과정에서 부정 접두사 ‘항(抗)－’을 새로이 소개
하였다. ‘항－’은 ‘그것에 저항하거나 그것을 억제하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항균’, ‘항결핵성’, ‘항독소’, ‘항산화제’, ‘항암제’, ‘항효소’,
‘항히스타민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작용이나 효과를 억제하
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붙이는 접두사이다. 예컨대 ‘항균’은
“균에 저항함”을 말하고, ‘항결핵성’은 “결핵균을 죽이거나 결핵균의
대사를 억제하는 성질”을 말한다. ‘항독소’는 “독소를 중화하여 독을
없애는 작용이 있는 물질”을 말하며, ‘항산화제’는 “산화를 억제하는
물질”을 말하고, ‘항암제’는 “암세포의 분열과 증식을 막고,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작용을 하는 약”을 말한다. 또 ‘항효소’는 “효소 작용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물질”을 말하고, ‘항히스타민제’는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하여 몸 안에 생긴 과잉 히스타민에 길항 작용을 하여 히
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을 말한다.23)
그리고 앞서 anti-symmetry(항대칭성)의 ‘anti’는 반(反)의 뜻이 아니
라, ‘anti-cancer’(抗癌)에서와 같이 항(抗)의 뜻을 지님을 살펴보았다.
즉, ‘항대칭성’이란 대칭성을 (동일성의 경우에로만) 제한하거나 억제
하는 속성을 말한다. 어떤 속성을 제한하거나 억제할 때는 가언판단
이나 선언판단인 제약판단(制約判斷)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항대칭성의 논리적 표현은 (∀x)(∀y)((Rxy&Ryx)→x=y)이나 (∀x)(∀
y)(x≠y→(Rxy→～Ryx))와 같이 가언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항재귀성(anti-reflexivity)은 “재귀성을 (동일성의 경
우에로만) 제한하거나 억제하는 속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항이
행성(anti-transitivity)은 “이행성을 (동일성의 경우에로만) 제한하거나
억제하는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논리식으로 표현

23) ‘길항 작용’이란 “생물체의 어떤 현상에 대하여, 두 개의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서로 그 효과를 줄이는 작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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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면, 항재귀성은 (∀x)(x≠x→～Rxx)나 (∀x)(Rxx→x=x)24)로 표
현할 수 있으며, 항이행성은 (∀x)(∀y)(∀z)((x≠y∨x≠z∨y≠z)→
((Rxy&Ryz)→～Rxz))나 (∀x)(∀y)(∀z)(((Rxy&Ryz)&Rxz)→x=y=z)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항재귀성이나 항대칭성 그리고 항이행성을 꼭 동일성의 경
우에로만 제한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맥락의 필요성에 따라 동일성
이 아닌 임의의 속성 F일 수 있다. 동일성을 임의의 속성 F로 바꾸
어 논리식을 구성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항재귀성: (∀x)(～Fxx→～Rxx) 또는 (∀x)(Rxx→Fxx)
항대칭성: (∀x)(∀y)(～Fxy→(Rxy→～Ryx)) 또는
(∀x)(∀y)((Rxy&Ryx)→Fxy)
항이행성: (∀x)(∀y)(∀z)(((～Fxy∨～Fxz)∨～Fyz)→
((Rxy&Ryz)→～Rxz)) 또는
(∀x)(∀y)(∀z)(((Rxy&Ryz)&Rxz)→((Fxy&Fxz)&Fyz))

결국 ‘항－R’이란 R을 (F의 경우에로만) 제한하거나 억제하는 속성
을 말한다. 다시 말해, 임의의 속성 R에 접두사 ‘항－’이 붙어 만들어
진 속성 ‘항－R’은 기본적으로 속성 R과 ‘반－R’이 공존하는 ‘무－R’
의 일종으로, R의 속성을 지니는 경우들이 특수하거나 사소하여 그것
들만을 모두 하나의 F로 따로 묶어, 필요할 경우 예외로 인정함으로
써, 고려에서 배제할 수 있을 때 성립하는 속성이다. 이와 같이 R의
속성을 지니는 경우들만을 모두 하나의 F로 따로 묶어 ‘항－R’에 관
한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할 경우 ‘항－R’은 ‘반－R’과 같은 특성을 지
니게 된다. 예를 들어, 항이행적 관계인 “자매이거나 모녀임”이라는
속성을 고려해보자.25) 여기서 자매 관계는 이행적 관계인 반면 모녀
관계는 반이행적 관계이다. 그러나 이행적 관계인 자매 관계를 맥락

24) (∀x)(x≠x→～Rxx)나 (∀x)(Rxx→x=x)는 둘 다 모두 논리적으로 참인
문장들이다.
25) 여기서 “자매이거나 모녀임”이 항이행적인 경우는 이행성이 “(동일성 관
계가 아니라) 자매 관계”로 제한될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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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필요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로 간주하여 (예컨대, 자매 관계를 맺
고 있는 구성원이 전혀 없거나 극소수여서) 논의에서 배제한다면, 항
이행적 관계인 “자매이거나 모녀임”이라는 속성은 반이행적 관계인
“모녀임”이라는 속성과 같은 특성을 보이게 될 것이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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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hilosophical Study of Negations Focusing on
Reflexive, Symmetrical and Transitive Relations

Kim, Young-Jung

The research of this paper tries a conceptual review on the use of
negation prefixes related to the concept of relation, focused on reflexive,
symmetrical and transitive relations. Relation is a property connecting
an object with another. There are many various kinds of relations, among
which some noticeable properties are reflexivity, symmetry and transitivity.
In this paper various patterns of negation are considered through
investigating prefixes, ‘in- / ir-’, ‘a-’, ‘contra-’, ‘non-’, ‘dis-’, ‘un-’, and
so on. Specific differences between negation prefixes, such as ‘in-/ir-’,
‘a-’, ‘contra-’, ‘non-’, are stipulated by concrete examples of reflexive,
symmetrical and transitive relations. In this course, a new negation
prefix ‘anti-’ will be introduced, as in anti-symmetry. Here, ‘anti-’
refers to the property of being restrained from some affection or
effect, as it can be shown in ‘antibiotics’, ‘antitoxin’ and so on.

Keywords: logic, logic of relations, relation of negation, negation
prefix, reflexive, transitive and symmetrical rel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