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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이 논문은 자연연역체계에서 양화사와 련된 추론규칙으로 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존재 화규칙 내지 존재양화사제거규칙을 개념 으로 

명료화하고자 하는 논문이다. 그 핵심 인 논 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

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일상 으로 같은 것으로 동일시되고 있는 존재 화규칙과 존재양화

사제거규칙은 구분되어야 한다. 둘째, 존재양화사제거규칙의 논리  심층 

구조는 양도논법을 확장한 다도논법이다. 셋째, 존재 화규칙의 논리  심

층 구조는 다도논법이 아니다. 존재 화규칙의 본성에 한 설명을 해서

는 반드시 매개변항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논리 체계는 실

질 으로 부분 개체상항, 자유변항, 속박변항 개념만을 사용하고 있으므

로, 기존 논리 체계에서는 존재 화규칙의 논리  심층 구조를 보여  길

이 없다. 넷째, 그러므로 다음의 두 선택지가 귀결된다. (1) 기존의 논리 

체계를 받아들이면서 흔히 ‘존재 화규칙’이라고 잘못 불리고 있는 규칙을 

존재양화사제거규칙으로 올바르게 이해하던지, (2) 아니면 매개변항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논리 체계를 발 시킴으로써 존재 화규칙을 올바르게 형식

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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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학에서 구문론  증명이론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 공리  방

법(axiomatic method), 자연연역방법(natural deduction method), 반증

법(truth-tree method, resolution method)1)이 그것들이다. 공리  방법

은 이 셋 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얻어질 

수 있다.

(1) 형식언어 L의 논리식들을 형식체계 S의 공리로 설정하고,
(2) S에서 L의 어떤 논리식들이 다른 어떤 논리식들의 직 인 결

론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변형규칙들 혹은 추론규칙들을 설정

한다.

자연연역방법과 반증법은 양자 모두 공리  방법과는 달리 공리를 

설정함이 없이 오로지 추론규칙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자연연

역방법이 주어진 제에서 추론규칙들을 사용하여 얻고자 하는 결론

에 순차 으로 도달하는 방식임에 반해, 반증법은 얻고자하는 결론을 

미리 부정하여, 이 부정된 결론과 주어진 제들의 집합으로부터 모

순을 이끌어내는 귀류법을 응용한 반증  방식이다. 이  자연연역

방법은 우리의 직 과 잘 부합한다는 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으

며, 바로 이 직 이란 이유 때문에 학생들을 보다 쉽게 이해시킬 

수 있어 논리학 수업시간에도 주로 이 방법을 사용하여 논리  추론

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자연연역방식으로 논리학을 가르치는 동안 학생들이 개념

으로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추론규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존재

예화(Existential Specification)규칙이다.2) 재 우리가 일반 으로 채

1) ‘반증법’은 필자가 붙인 이름이다. 반증법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R. Jeffrey

의 Formal Logic에서 다루고 있는 ‘진리나무 방법’, W. Quine이 Methods 

of Logic에서 다루고 있는 ‘the main method’ 그리고 G. Boolos와 R. Jeffrey

가 Computability and Logic에서 채택하고 있는 증명법 등이다. 산과학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resolution method도 반증법에 해당한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필자의 언어ㆍ논리ㆍ존재 의 제10장 “메타논리학이란 무

엇인가?” 참조.

2) 겐첸은 원래 이 규칙을 ‘존재 화규칙’이라고 부르지 않고, ‘존재양화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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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존재예화규칙(ES rule)은 설명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며  용하는 것도 꽤 복잡하다. 필자는 이 논문에

서 바로 이 존재예화규칙을 개념 으로 명료화하여 보다 직 에 호소

할 수 있도록 그 심층 인 논리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필자는 양도논법(dilemma)을 확장한 다도논법(polylemma)개념을 도

입하고, 이 다도논법 개념으로 존재예화규칙이 잘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어빙 코피도 그의 서 Symbolic Logic3)에서 필자와 유

사한 방식의 설명을 도입하고 있으나, 존재예화규칙의 심층 인 논리

 구조가 다도논법이라는 사실에 해서는  언 을 하지 않은 

채 순환 인 설명만을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필자는 이 논문에서 존재예화규칙이 다도논법으로 아주 

명료하게 설명이 되나, 이러한 근은 두 가지 문제 에 노출되어 있

음을 보일 것이다. 하나는 재 논리학 교과서에서 통용되고 있는 소

 존재예화규칙의 심층 인 논리구조가 다도논법이라는 것을 받아들

이게 되면,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존재 화규칙에 해 지니고 있는 

핵심 이고 친숙한 직 과 충돌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소

 존재예화규칙의 다도논법 구조를 밝히는 과정에서 도입하게 되는 

개체상항, 매개변항, 자유변항의 구별로 인해 보다 복잡한 증명과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그러한 문제 들이 진정한 문

젯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밝  보이거나, 진정한 문젯거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한 문제 들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존

재 화규칙을 창안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다시 말해, 존재

거규칙(∃-E rule)’이라고 불 다. 이것을 ‘존재 화규칙’이라고 부른 것은 

후  논리학자들이다. 필자는 이 논문 반부에서는 재 논리학 교과서

에서 통용되고 있는 일상 인 이해에 따라 ‘존재 화규칙’이란 용어와 ‘존

재양화사제거규칙’이란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나, 이 논문 후반부에서는 

겐첸이 제시한 ‘존재양화사제거규칙’을 ‘존재 화규칙’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혼란을 막기 해, “ 재 논

리학 교재에서 통용되고 있는 소  ‘존재 화규칙’이라고 잘못 이름 붙여

진 규칙”은 논문 반부에서부터 고딕체 존재 화규칙으로 표기하겠다.

3) Irving M. Copi, The Macmillan Company, New York, 3rd ed.(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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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규칙에 한 우리의 친숙한 직 을 버리고  개체상항, 매개변

항, 자유변항을 구별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문제

들을 해소시키거나, 아니면 존재 화규칙에 한 우리의 직 을 반

하면서도 개체상항, 매개변항, 자유변항에 한 구별을 포용하는 새로

운 방식의 존재 화규칙을 창안해야 한다는 것이다.4)

Ⅰ. 겐첸의 자연연역방법에서의 추론규칙과 

전개규칙

자연연역방법을 구성하는 추론규칙들의 체계는 1934년 G. 겐첸

(Gentzen)에 의해 처음으로 창안되었다.5) 겐첸이 Fraktur 문자를 이용

하여 구성한 양화사와 련된 도입, 제거 규칙들은 다음과 같다.6)

4) 두 가지 문제 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나 각각 독립 인 성격의 문

제 이므로, 실제로 선택지는 두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이다. 여기서는 

편의상 두 가지만 열거하 다.

5) G. Gentzen, ‘Untersuchungen über das logische Schliessen’, Mathematische 

Zeitschrift, xxxix(1934), pp.176-210, 405-31. 이 논문의 어 번역본은 

The Collected Papers of Gerhard Gentzen(edited by M. E. Szabo,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1969)의 68-131쪽에 “Investigations 

into Logical Deduction”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필자의 이 논문에서 

인용되고 있는 쪽수는 모두 이 역본 쪽수임.

6) The Collected Papers of Gerhard Gentzen, 77쪽. 

Fraktur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그것에 상응하는 어 알 벳을 이용해 표

하면 양화사와 련된 추론규칙들은 다음과 같다(단, 여기서 a, b, c, ..., 

m은 자유개체변항이고, n, ..., x, y, z은 속박개체변항이고, A, B, C, ...은 

명제변항이다. 그리고 ‘∀-I’는 ‘∀-Introduction’, ‘∃-E’는 ‘∃-Elimination’

의 약자이다.):

∀-I ∀-E ∃-I ∃-E

[Fa]

Fa ∀rFr Fa ∃rFr C

―――――― ―――――― ―――――― ――――――

∀rFr Fa ∃rFr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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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Kneale)이 The Development of Logic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호법

을 사용하자면, 겐첸의 양화사와 련된 도입, 제거 규칙들은 다음과 

같이 표 될 수 있다.7)

여기서 (9)는 보편양화사를 도입하는 보편양화사도입(∀-I)규칙 는 보

편일반화(Universal Generalization)규칙이고, (10)은 보편양화사를 제거하

는 보편양화사제거(∀-E)규칙 는 보편 화(Universal Specification)규칙

이고, (11)은 존재양화사를 도입하는 존재양화사도입(∃-I)규칙 는 존재

일반화(Existential Generalization)규칙이고, (12)는 존재양화사를 제거하는 

존재양화사제거(∃-E)규칙 는 존재예화(Existential Specification)규칙

이다.8) 얼핏 보기에도, 보편일반화(UG)규칙, 보편 화(US)규칙, 존재일반

7) W. Kneale & M. Kneale, The Development of Logic, 538쪽. (12)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선(solidus)은 ‘함의하다(entails)’의 축약표 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자유변항의 향권 범 (scope)는 수평선을 넘어가지 않는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은, ∀-I와 ∃-E에서 사용되는 변항과 ∀-E와 

∃-I에서 사용되는 변항의 성격이 다르므로 그것을 강조하기 해 닐이 

이 두 부류의 변항들을 (겐첸의 표기방식과는 다르게) 다른 기호들을 이

용하여 달리 표 하고 있다는 이다. 이것은 자칫 독자들로 하여  오해

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나, 닐의 이러한 근은 일면 정당성

이 있다. 왜냐하면 이 두 부류의 변항들의 성격이 다르다는 측면은 간과

해서는 안 될 아주 요한 측면이기 때문이다.

8) 일반 으로 양화사도입규칙이 일반화규칙이고, 양화사제거규칙이 화규

칙이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필자의 핵심  주장 의 하나가, 존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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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EG)규칙은 그 형태가 비교  간단함에 반해, 존재예화(ES)규칙은 그 

형태가 다소 복잡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복잡성으로 인해 (10)과 (11)은 

서로 역의 계에 있어 응 (dual)을 이루고 있음에 반해, (11)과 (12)
는 서로 역의 계에 있지 못해 응 (dual)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

겐첸은 의 양화사와 련된 추론규칙들을 소개하고 있는 논문의 

후반부에서 존재예화규칙이 복잡한 형태를 띰으로 인해 의 추론규

칙들이 정확하게 응  계에 있지 않다는 을 보완하기 해 이 

규칙들을 (닐의 기호법을 사용하여 표 하자면) 다음과 같이 수정을 

가한다. 

이 수정된 규칙들은 (9)와 (12) 사이에 그리고 (10)과 (11) 사이에 

각각 응 (dual) 계가 잘 만족되고 있다.9) 그러나 이 수정된 규

칙들은 더 이상 추론규칙으로 간주되기 어렵고 기껏해야 개규칙으

로 간주될 수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추론규칙을 용하여 얻어진 결

론은 항상 하나의 논리식만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새롭게 수정된 

규칙들은 그러한 보장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해서는 우리는 새롭게 수정된 규칙에서 자유변항 x를 좌우 양쪽 끝

에서 둘러싸고 있는 호(brace)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다.

화사제거규칙과 존재 화규칙을 구별해야한다는 것이다.

9) ‘→’나 ‘↔’를 포함하지 않는 두 논리식이 응  계에 있다면, 이 두 논

리식은 보편양화사와 존재양화사가 서로 바  계에 있고  ‘＆’와 ‘∨’

가 서로 바  계에 있다. 의 네 개규칙들에서 수평선 에 있던 것

이 수평선 아래로 옮겨갔다는 것은 ‘＆’가 ‘∨’로 바 었다는 것을 의미하

며, 수평선 아래에 있던 것이 수평선 로 옮겨갔다는 것은 ‘∨’가 ‘＆’로 

바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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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집합기호로 쓰이고 있는 호의 의미를 좀더 자세히 살

펴보기 에, (9)와 (12) 속에 나타나는 ‘Fx’에 포함되어 있는 소문자 

‘x’와 (10)과 (11) 속에 나타나는 ‘FY’에 포함되어 있는 문자 ‘Y’ 
사이의 차이 에 먼  주목하여보자. 닐에 따르면, 소문자 ‘x’는 변항

(variable)이고 문자 ‘Y’는 틀문자(schematic letter)인데, “틀문자도 

진정으로 변항이기는 하나 특이한(peculiar) 종류의 변항이다.”10) 변항

과 틀문자의 차이 과 유사 을 를 통해 알아보자. 

----- 우리는 P⊃(Q⊃P)의 형태로 표  가능한 어떠한 명제라도 주장

가능하다. 따라서 P⊃{[R⊃(S⊃R)]⊃P}의 형태로 표  가능한 어떠한 

명제라도 물론 주장가능하다. 이제 X와 Y가 각기 다른 상들을 지칭할 

때, FX⊃{[R⊃(S⊃R)]⊃FX}와 FY⊃{[R⊃(S⊃R)]⊃FY}의 두 명제를 

고려하여 보자. 이 두 명제의 경우에서처럼 그 표 들이 단지 X와 Y에

서만 서로 다른 모든 명제들은 동일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이와 같이 동일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명제들을 한꺼번에 

주장할 목 으로 Fx⊃{[R⊃(S⊃R)]⊃Fx}라는 표 을 사용하는 것이 허

용 가능하다. 틀문자를 사용한 표 들 각각이 ----- 주장될 수 있다는 이

유만으로, 지시어구인 틀문자 신 자유변항을 사용하여 표 된 보편명

제가 주장될 수 있는 것이다. 수학에서 애매한 방식이긴 하지만 때때로 

변항이 그것의 모든 다른 값들을 지칭하는 것처럼 말하도록 수학자들을 

인도한 것은 아마도 이러한 추리의 출  때문일 것이다.11)

10) W. Kneale & M. Kneale, 같은 책, 516쪽.

여기서 한 가지 밝 두어야 할 이 있다. 그것은 겐첸의 eigenvariable은 

필자가 말하는 매개변항이 아니라는 이다. (‘eigenvariable’이라는 용어

는 겐첸의 논문모음집 77쪽에 나옴) 이 단어는 어의상 ‘고유한 변항’, ‘특

이한 변항’, ‘까다로운 변항’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필자는 겐첸이 이 단

어를 ‘까다로운 변항’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하다

고 생각한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I와 ∃-E에서 사용되는 변항은 제

한조건이 붙은 사용하기에 까다로운 변항이다. 이에 반해 ∀-E와 ∃-I를 

포함하여 나머지 다른 규칙들 속의 변항들은 어떠한 제한조건도 없이 자

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물론 ∀-I와 ∃-E에서 사용되는 변항은 

그 사용이 ‘완 히 임의 completely arbitrary’이어야 하기 때문에(즉, 논

의 역 속의 모든 상들을 참조하는 보편명제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제한조건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11) W. Kneale & M. Kneale, 같은 책, 5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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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닐의 이러한 진술을 통해 틀문자가 변항이면서 동시에 특정

한 상을 지칭하는 지시어구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유변항은 보

편명제를 주장하기 해 사용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

는 틀문자는 보편명제를 주장하기 해 사용되고 있는 자유변항과는 

다른 종류의 변항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 다면 자유변항이 

보편명제를 주장하기 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구체 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보편명제를 주장하기 한 변항의 사용이 아닌 다른 변

항의 사용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자유변항이 보편명제를 주

장하기 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의 구체  의미는 새롭게 수정된 규

칙에서 자유변항 x를 좌우 양쪽 끝에서 둘러싸고 있는 호(brace)
의 의미를 살펴 으로써 드러날 수 있다.12)

12) Stephen Kleene도 자신의 서 Introduction to Metamathematics(North- 

Holland (originally published by D. Van Nostrand), 1952)의 149-150쪽

에서 보편명제를 나타내기 한 자유변항의 사용(일반성 해석)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아울러 Kleene는 자유변항의  다른 사용(조건  해

석)도 언 하고 있는데, 그 사용은 앞으로 필자가 도입하게 될 매개변항

의 사용에 해당한다:

비형식  수학에서, 명제를 진술할 때 자유변항을 사용하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두 가지 다른 방식은 수학에

서는 (x＋y)2＝x2＋2xy＋y2와 같은 동일성등식과 x2＋2＝3x와 같은 조건

등식에 의해 각각 시될 수 있다.

이 해석들  첫 번째 것은 우리 체계의 공리들이나 형식  정리들 속에 있

는 자유변항들에 용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일반성 해석(generality 

interpretation)이라고 부른다. 컨  공리 14인 a´＝b´⊃a＝b가 뜻하는 바는 

“자연수의 모든  a와 b에 해, 만일 a´＝b´이면, a＝b”이다. §19 1에서 

증명된 형식  정리 a＝a는 “모든 자연수는 자신과 동일하다”를 표 한다.

그러나 자유변항 x를 지닌 논리식 A(x)가 형식  연역을 한 가정

(assumption)으로 사용될 때, 우리는 선택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그 가정

이 “모든 x에 해, A(x)라고 가정하자”라는 의미를 갖도록 의도할 수 있

다. 이 경우 x는 일반성 해석을 갖는다. 는 우리는 그 가정이 “x를 

A(x)인 그러한 수라고 하자”라는 의미를 갖도록 의도할 수도 있을 것이

다. 이 경우 x는 조건  해석(conditional interpretation)을 갖는다.

두 번째 경우인 조건  해석에서는, 그 의미를 고려할 때, x의 향권 범

를 논의 역 체에 걸치도록(range over)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경우인 일반성 해석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

논리식 A(x) 속의 변항 x에 한 일반성 해석에서는, x가 자유롭게 나타

날 때, x가 항상 그 속에서 동일한 상을 가리켜야만 하는 그러한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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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호는 기본 으로 집합 개념을 명시 으로 나타내기 

해서 쓰고 있으며, 닐은 호 사용 이유와 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13) “Fx에 의해 표 되고 있는 함수의 값들인 명제들 모

두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해서 

호를 사용하고 있다.” 요컨 , “ 호는 Fx라는 함수의 모든 값

들이 참조되고 있음을 나타내기 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즉, 
의 규칙 (9)와 (12)는 각각 다음과 같은 표 의 축약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Fx1, Fx2, Fx3, &c.는 Fx라는 함수의 다양한 값들을 

나타낸다.

여기서 문제는 함수의 값들이 무한개일 때, ‘&c.’와 같은 표 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c.’와 같은 표 을 직  

사용하여 규칙을 구성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c.’와 같은 표 을 

직  사용하는 규칙은 무 애매모호하여 그 규칙의 기계  용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난 을 우회하기 한 방책으로 

닐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분명히 유일한 가능성은 

이 목 을 해 마치 Fx가 함수의 표 이라기보다는 함수값들의 표

인 것처럼 Fx라는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Fx에 의해 

은 정확히 논리식 A(x) 체이다. 그 다면 논리식 A(x)는 ∀xA(x)와 동

일한 것을 의미한다. 양화사 ∀x의 범 (scope)와 유비시켜, 우리는 역시 

A(x)를 자유변항 x에 의해 표 된 일반성의 범 라고 부른다.

조건  해석에서는, x가 자유롭게 나타날 때, x가 항상 그 속에서 동일한 

의미를 지녀야 하는 그러한 맥락은 단지 A(x)뿐만이 아니라 A(x)로부터

의 연역 체( 는 A(x)에 의존하는 연역 부분)까지도 포 한다. 

13) W. Kneale & M. Kneale, 같은 책, 546-5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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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되고 있는 함수의 모든 값들의 완 히 일반화된 형태의 증명을 

구성하는 것이다.”14) 바꿔 말하자면, 모든 함수값을 포 할 수 있는 

표성이 있는 경우(여기서는 Fx의 경우)를 하나 선정하여 증명을 구

성하고, 그 증명이 다른 모든 함수값들의 경우에(여기서는 Fx가 포

하는 Fx1, Fx2, Fx3, &c.의 모든 경우에) 보편 으로 용될 수 있는 

일반 인 경우임을 보이는 것이다.15)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은 개규칙 (9)에서 수평선 에 

있는 {Fx}와 개규칙 (12)에서 수평선 아래에 있는 {Fx}는 같은 

{Fx}이지만, 실제로는 맥락상 서로 같은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

다는 것이다. (9)에서 수평선 에 있는 {Fx}는 맥락상 모든 연언지

들의 집합이고, (12)에서 수평선 아래에 있는 {Fx}는 맥락상 모든 선

언지들의 집합이라고 이해되어야만 한다. 만일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면, 개규칙 (12)와 개규칙 (9)를 차례로 용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x)Fx로부터 (x)Fx를 추론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러한 추론

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추론이다.

이러한 차이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모두 {Fx}로, 같은 

14) W. Kneale & M. Kneale, 같은 책, 547쪽. 

15) 여기서 Fx와 Fxn의 공통 과 차이 을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이다. Fx 속의 x는 보편명제를 나타내는 자유변항이나, Fxn 속의 xn은 보

편명제를 나타내는 자유변항으로도 특정개체를 지칭하는 매개변항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n의 지시체가 미결정 이어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면 xn은 보편명제를 나타내는 자유변항이나, n의 지

시체가 어떤 하나의 특정 개체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긴 하나 아직은 그것

이 어떤 것인지 결정되어 있지 않거나 결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알

고 있지 못한 것으로 해석되면 xn은 특정개체를 지칭하는 매개변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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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를 갖는 동일한 집합이다. 즉, 그 원소들이 연언지로 해석될 수 

있느냐 선언지로 해석될 수 있느냐의 차이 은 있지만, 그 원소들 자

체는 서로 동일한 원소들이며, 따라서 그 원소들의 개수도 같다. 실

제로 두 집합 모두 원소들의 개수는 논의 역 속의 원소들의 개수와 

같다.16) 왜냐하면 이 두 집합은 양자 모두 논의 역 속의 원소들을 x
의 투입값으로 갖는 함수 Fx의 산출값들의 집합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 두 집합이 모두 논의 역 속의 모든 원소들을 투입값으로 

갖는 함수 Fx의 산출값들의 집합이라는 에서 자유변항 x의 사용이 

보편명제를 주장하기 한 사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자유변항이 보편명제를 주장하기 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의 

의미를 개략 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는 존재

화규칙과 다도논법의 동형  구조를 비교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것

의 보다 명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틀문자가 보편명제를 주장하기 해 사용되고 있는 자유변항과

는 다른 종류의 변항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한 문제로 넘어

가보자. 보편명제를 주장하기 한 변항의 사용이 아닌 다른 변항의 

사용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는 앞서 틀문자가 변항이면서 

동시에 특정한 상을 지칭하는 지시어구임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특정한 상을 지칭하는 지시어구의 표 인 것은 개체상항이며, 개

체상항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변항이 바로 매개변항(parameter)이다. 
그러면서도 이 매개변항은 자유변항과는 달리 보편명제를 주장하지 않

는다. 따라서 이 문제를 밝히는 것은 매개변항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지 까지의 논의를 통해 매개변항은 다음과 같

은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유변항과는 

달리 논의 역 속의 모든 원소를 참조하는 보편명제를 주장하지 않는

다. 둘째, 개체상항과 유사하게 특정한 상을 지칭하는 지시어구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항이 아닌 변항으로 분류되는 것이 하

16) 물론 이것은 투입값과 산출값이 1:1 매핑 계에 있다는 제하에서 성립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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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면 매개변항이 무엇인지 좀더 자세하게 구체 으로 살펴보기 

에 닐이 틀문자에 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목을 살펴보자.17)

비록 그것[틀문자]들이 인용부호들 속에서 (혹은 어 든 인용부호들

이 사용되었을 문구 속에서) 발생하 을지라도 --- 그것들 자체는 결

코 인용되지(언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채우는 갭들은 자

료가 인용된 뒤에 그 인용된 자료 속에서 마치 발생되는 것처럼 취

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부터 다음이 따라 나온다: 틀문자들은 2차 논

의(second-order discourse)의 장치이고,  그것들이 표 할 수 있는 

보편성은 인용된 것에 속하기 보다는 그러한 2차 논의에 속한다. 이러

한 사용법은 인용부호에 한 특별한 그러나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례와 연계되어 있다. 사실상 그것은 스토아학 의 학자들이 ‘the first’
와 ‘the second’와 같은 어구의 도움을 받아 기  논리(primary logic)
를 제시할 때 채택했던 습이고  아리스토텔 스의 계승자들이 골

격 논증들(skeleton arguments)을 활용하여 삼단논법의 이론을 설명할 

때 채택했던 습이다.

여기서 우리는 틀문자가 지니는 보편성에 해 주목할 필요가 있

다. “틀문자의 보편성은 인용된 것에 속하기 보다는 2차 논의에 속한

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먼  3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논의구조를 

상정해 보자. 상들의 세계를 구성하는 제일 낮은 차원( 상차원)은 

언어  논의 차원이 아니므로 0차 논의차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그 바로 층으로 상들에 한 언어  논의를 구성하는 차원

( 상언어차원)은 1차 논의차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일 층

으로 상언어에 한 언어  논의를 구성하는 차원(메타언어차원)은 

2차 논의차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1차 논의차원인 상

언어차원이 바로 인용된 것들의 차원을 말한다. 즉, 인용된 것들의 

차원이란 상의 이름차원을 말한다. 왜냐하면 인용부호 안에 있는 

인용된 것들도 언 된 것이 아니라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인용된 것

은 상을 가리키는 이름이며,  상을 가리키는 이름에 인용부호

를 붙이면 이름의 이름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틀문자의 보편성은 

17) W. Kneale & M. Kneale, 같은 책, 5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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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직 인 련을 맺고 있는 1차 논의차원인 상언어차원(
상의 이름차원, 인용된 것들의 차원)에 속하기 보다는 상의 이름과 

련을 맺고 있는 2차 논의차원인 메타언어차원(이름의 이름차원)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제 스토아학  학자들과 아리스토텔 스의 계승

자들이 제시했던 들을 살펴보면, 왜 그러한 차원 구별이 요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a. If the first, then the second; but the first; therefore the second.
1b. If the first, then the second; but not the second; therefore not 

the first.

2a. If every M is L and every S is M, then every S is L (Barbara).
2b. If every M is L and some S is M, then some S is L (Darii).

여기서 ‘the first’는 어떤 문장의 이름(2차 논의차원)이고  ‘the 
first’가 가리키는 문장(1차 논의차원)은 다시  어떤 사태(0차 논의차

원)를 가리킨다. 여기서 ‘M’은 어떤 단어의 이름(2차 논의차원)이고 

 ‘M’이 가리키는 단어(1차 논의차원)는 다시  어떤 상(0차 논의

차원)을 지칭한다. 여기서 틀문자의 보편성은 바로 2차 논의차원에 속

하는 ‘the first’나 ‘M’이 어떠한 임의의 문장이나 어떠한 임의의 단어

의 이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확보되는 것이며, 바로 이런 이유에서 틀

문자가 변항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틀문자인 ‘the first’나 

‘M’은 어떠한 임의의 문장이나 어떠한 임의의 단어도 가리킬 수 있으

므로 변항이 지녀야 할 보편성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

해, 여기서 1차 논의차원에 속하는 문장이나 단어는 항상 동일한 사태

나 동일한 상을 고정 으로 가리키는 이름이며, 바로 그런 이유에서 

상항으로 분류되는 것이다.18) 따라서 틀문자는 2차 논의차원에서는 임

의성을 토 로한 변항  보편성을 지니고, 아울러 1차 논의차원에서는 

18) 물론 하나의 이름이 논의 역에 속한 모든 상의 이름 역할을 한꺼번에 

하면, 그 이름은 상항도 매개변항도 아니고 자유변항이다. 그러나 그럴 

경우, 엄 하게 말해, 그것을 ‘이름’이라고 부르는 것은 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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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을 토 로한 상항  항상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결국 틀문자

가 틀문자로서 그 기능을 제 로 수행하는 것은 틀문자가 바로 ‘임의

 상항(arbitrary constant)’이라는 이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 이 틀문자가 지니고 있는 ‘임의  상항’이라는 이  성격이 바

로 매개변항의 핵심 인 속성인 것이다.19) 이러한 이해를 염두에 두고 

이제 매개변항이 무엇인지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Ⅱ. 매개변항이란 무엇인가?

논리학에서 개체를 나타내는 방식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째

가 개체상항을 이용해 개체를 나타내는 것이고, 둘째가 개체매개변항

을, 셋째가 개체자유변항을, 넷째가 개체속박변항을 이용해 개체를 나

타내는 것이다. 이 사용법들을 일상언어의 들을 통해 알아보자. 먼

 개체상항과 개체매개변항의 차이를 살펴보자.

① 개체상항 

철수는 그의 반에서 키가 제일 작은 학생이다. 
② 개체매개변항

나는 그의 이름을 모른다. 그 지만 그의 생김새가 순하게 생겼

으니 앞으로 순동이라 부르겠다. 순동이는 앞으로 나와 아주 친

해질 것 같다.

여기서 개체상항과 개체매개변항 사이의 핵심  차이는 자가 주

19) 임의성은 보편성과 통한다. 그리고 변항은 모두 이러한 임의성 내지 보편

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자유변항이 지닌 임의성 내지 보편성은 매개변

항이 지닌 임의성 내지 보편성과는 그 차원이나 성격이 다른 것이다. 자

유변항은 상언어 차원의 보편성을 지니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보편성

을 지니고 있으나, 매개변항은 메타언어 차원의 보편성만을 지니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자유변

항은 종국 으로 논의 역 속의 모든 상을 참조(지칭)하나, 매개변항은 

종국 으로 논의 역 속의 어떤 특정한 한 상만을 참조(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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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져 통용되고 있는 이름임에 반해 후

자는 필요에 의해 새롭게 붙여지는 이름이라는 이다. 따라서 자의 

경우에는 임의로 이름을 바꿀 수 없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임의로 이름을 바꾸어 (혼란을 야기할 소지만 없다면) 어떠한 이름이

든 붙여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도 일단 이름이 확정이 된 

후에는 이름을 임의로 바꿀 수 없다. 이와 같이 일단 이름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는 이름을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고정성)이 매개변항을 

개체상항과 유사하게 특정한 상을 지칭하는 지시어구라고 말하는 

이유이고, 어떠한 이름이든 임의로 붙여  수 있다는 (임의성)이 매

개변항을 상항이 아닌 변항으로 분류하는 것이 한 이유이다. 앞서 

우리는 틀문자가 지니고 있는 ‘임의  상항(arbitrary constant)’이라는 

이  성격이 매개변항의 핵심 인 속성이라고 말하 는데, 이 ‘임의

 상항’이라는 이  성격은 바로 이처럼 매개변항이 동시에 지니고 

있는 고정성과 임의성을 함께 아우르는 것이다. 반복하자면, 매개변항

은 개체상항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상을 지칭하기는 하지만, 개체상

항과는 달리 이미 이름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혼란의 여지만 

없다면) 어떠한 이름이든 임의로 선택하여 붙여  수 있는 것이다.20) 
사람의 경우를 로 들어 설명하자면, 갓난 아이 등과 같이 이름이 없

는 사람에게 임시로 이름을 붙여 불러야 할 때나, 이름이 있긴 하지만 

그 이름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지칭하기 해 임시로 이

름을 붙여야 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 바로 매개변항이다.21)

20) 어떤 상에 임의로 이름을 선택해서 붙여  수 있다는 것과 어떤 이름

에 임의로 상을 할당할 수 있다는 것은 한 동 의 양면처럼 일맥상통

한 것이다. 상과 이름의 수효가 어느 정도 충분히 갖추어진 상황에서는 

이 둘의 차이는 같은 내용을 이름을 심으로 이야기하느냐 상을 심

으로 이야기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21) 두산백과사 에는 매개변수(parameter)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몇 

개의 변수 사이에 함수 계를 정하기 해서 사용되는  다른 하나의 

변수. 라미터 는 보조변수(補助變數)라고도 한다. 즉, x＝f(t), y＝g(t)

가 모두 t의 같은 변역에서의 함수이면, t의 어떤 값에 하여 정해지는 

x의 값에, 같은 t의 값에 하여 정해지는 y의 값을 응시키면, x에서 y

로의 응이 정해져서 y는 x의 함수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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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개체매개변항과 개체자유변항의 차이를 살펴보자.

② 개체매개변항

나는 그의 이름을 모른다. 그 지만 그의 생김새가 순하게 생겼

으니 앞으로 순동이라 부르겠다. 순동이는 앞으로 나와 아주 친

해질 것 같다.
③ 개체자유변항

모든 것 중 개개의 것들이 외 없이 남자다. 
모든 것 중 어떤 것은 남자다. 

의 에서 볼 수 있듯이 M을 ‘남자’를 나타내는 술어라고 할 때, 
자유변항을 포함하는 Mx는 복수의 해석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Mx 앞에 보편양화사 (x)를 붙이면 첫 번째 해석 “모든 

것  개개의 것들이 외 없이 남자다”가 되고, Mx 앞에 존재양화

사 (∃x)를 붙이면 두 번째 해석 “모든 것  어떤 것은 남자다”가 

된다. 왜 보편양화와 존재양화 두 경우 모두에 있어서 자유변항이 매

개변항과는 달리 논의 역 속의 모든 원소를 참조하는 보편명제를 주

장하는지에 해서는 앞서 호의 의미에 한 논의를 통해 그리고 

앞으로 추가 으로 다도논법에 한 논의를 통해 밝 질 것이다. 요

컨 , Fx는 함수의 표 이 아니라 함수값들의 표 으로, Fx에 의해 

표 되고 있는 모든 함수값들이 결과 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참조됨

으로써 자유변항을 포함하는 논리식은 보편명제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다. 즉, Fx가 논의 역 속의 모든 원소들을 투입값으로 갖는 함

수 Fx의 모든 산출값들의 집합이라는 에서 자유변항 x의 사용이 

보편명제를 주장하는 사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22) 요약하자

실제로는 x＝f(t), y＝g(t)에서 t를 소거한 식을 만들면 되며, t를 매개로 

하여 x와 y의 함수 계가 정해진다. 이 t를 매개변수라고 한다. 기하학

으로는 t의 값에 따라  (x,y)가 정해지므로, 일반 으로  (x,y)는 한 

곡선을 그리게 된다.

논리학에서의 매개변항(parameter)의 역할도 수학에서의 매개변수의 역할

과 아주 유사하다. 서로 다른 항들을 매개해 계를 맺어주고 자신은 소

거되는 것이 매개변항의 역할이다.

22) 여기서 Fx는 의 으로 쓰이고 있다. Fx는 어떤 때는 함수를 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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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매개변항과 자유변항 모두 임의의 상을 지칭할 수 있는 변항이

라는 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매개변항은 일단 어떤 특정 상이 

지시체로 결정되면 개체상항과 마찬가지로 그 특정 상만을 곧 지

칭하지만, 자유변항은 개체상항과는 달리 어떤 특정 원소만을 지칭하

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지시체를 바꾸어가면서 논의 역 속의 모든 

원소를 지칭하는 보편명제를 주장한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끝으로 개체자유변항과 개체속박변항의 차이를 살펴보자.

③ 개체자유변항

모든 것 중 개개의 것들이 외 없이 남자다. 
모든 것 중 어떤 것은 남자다. 

④ 개체속박변항

 방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남자다.
 방에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남자다.
 방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남자다.

의 에서 R을 ‘  방에 있는 사람’, M을 ‘남자’를 나타내는 술

어라고 할 때, “  방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남자다”는 (x)(Rx→Mx)
로 기호화될 수 있으며, 이것은 “  방에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남자다”로 읽힐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속박변항이 기본

으로 명사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용어의 사용 방식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

만, ‘매개변항(parameter)’이란 용어를 극 으로 수용하고 있는 

Richmond Thomason이 자신의 서 Symbolic Logic23)에서 채택하고 

있는 매개변항의 사용 방식을 검토해보자. 필자가 이해한 바로는 토

마슨은 매개변항이라는 용어로 필자가 부르는 바의 자유변항과 매개

변항 이 양자를 모두 포 하여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즉, 토마슨은 

것으로, 어떤 때는 함수값을 표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23) Richmond H. Thomason, Symbolic Logic: An Introduction, 1970, The 

Macmillan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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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첸과 마찬가지로 닐이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유변항과 틀문자

를 구별하지 않고 혼용해 쓰고 있다. 토마슨 스스로 다음과 같이 말

한다: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체자유변항이 나의 매개변항에 

응하고,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체속박변항이 나의 개체변항

에 응한다.”24) 이것이 뜻하는 바는 토마슨이 ‘변항’이란 용어를 쓸 

때는 자유변항은 포함하지 않고 속박변항만을 의미하며, 자유변항을 

지칭하기 해서는 ‘매개변항’이라는 용어를 쓰겠다는 것이다. 토마슨

은 더 나아가, 필요에 따라서는 매개변항을 아  개체상황과 같은 

방식으로 취 하기까지 한다. 그의 서에서 수행되고 있는 개체상항

과 매개변항에 한 값할당 방식을 보면, 매개변항에 한 값할당 방

식은 실제로 개체상항의 값할당 방식과 정확히 동일하다.25) 결과 으

로 토마슨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 속박변항이 매개변항 속에  포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작동방식이나 내용이 서로  다름에 

반해, 개체상항은 매개변항 속에 포 되지는 않지만 그 작동방식이나 

내용이 서로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필자처럼 자유변항과 매개변항을 구별하지 않고 토마슨처럼 

자유변항과 매개변항을 혼용해서 체 가능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에

는 장 이 있다. 우리는 증명을 구성하다보면, 자유변항과 매개변항을 

결합하여 어떤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럴 경우, 이 둘

을 구별하면 이 둘을 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새로운 조작의 

추가가 요구되고, 새로운 조작을 첨가하면 할수록 그 증명은 복잡해

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문제는 겐첸이 양화사와 련된 추론규칙

들을 최 로 도입할 때는 문젯거리가 아니었으나, 닐이 자유변항과 

틀문자를 구별하고, 필자가 자유변항과 매개변항을 구별하면서부터 

발생한 문제이다. 닐이 정식화한 겐첸의 추론규칙들을 다시 한번 살

24) Richmond Thomason, Symbolic Logic: An Introduction, 152쪽. “free 

occurrences of individual variables correspond to individual parameters 

and bound occurrences of individual variables to individual variables in 

our sense.”

25) R. Thomason, Symbolic Logic: An Introduction, 237-2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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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자.

여기서 소문자 ‘x’는 자유변항이고 문자 ‘Y’는 틀문자로 매개변

항인데, 이 둘이 구별된다면 다음과 같은 아주 간단한 증명도 의 

추론규칙들만으로는 구성할 수 없게 된다.

{1} (1) (x)Fx P
{1} (2) Ft 1US ⇦ 추론규칙 (10)
{1} (2') Fy 1US ⇦ 추론규칙 (?)
{1} (3) (y)Fy 2'UG ⇦ 추론규칙 (9)

의 증명에서 (2)의 ‘t’는 매개변항이고, (2')의 ‘y’는 자유변항이므

로 (2)와 (2')를 결합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토마슨처럼 매개변항과 

자유변항을 혼용해 체 가능한 것으로 사용하면, (2)와 (2')의 결합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이 문제는 IV 에서 두 번째 문제 을 

논의할 때도 다루어지니 여기서는 이 정도로 넘어가기로 하자.
이제 토마슨이 ‘매개변항’이라는 용어를 필자가 말하는 자유변항과 

매개변항 이 양자를 모두 포 해 혼용해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목들을 살펴보자. 토마슨의 매개변항이 필자의 자유변항을 의미하는 

목의 앞부분에는 ㉨을 써넣고, 필자의 매개변항을 의미하는 목의 

앞부분에는 ㉤을 써넣겠다. 그리고 필자의 자유변항과 매개변항 양쪽 

모두를 의미할 수 있는 목의 앞부분에는 ㉨㉤을 함께 써넣겠다.

㉨㉤ [개체매개변항들과 련하여 앞서] 우리는 이 기호들이 논의

역 속의 임의의 원소들을 나타낸다고 말하 다. 이제 이것을 의미론

으로 구성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한다. ㉨ 컨 , 우리는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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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항들에  어떠한 [고정된] 값들도 할당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그것들의 지시체들은 의미론 으로 미결정 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개체매개변항을 포함하는 논리식에는 진리치를 

할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 형태론을 해석함에 있어서

는, 우리가 개체매개변항들에 임의로 논의 역 속의 원소를 할당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개체

매개변항들이 의미론 으로 마치 개체상항들과 꼭 마찬가지로 작동할 

것이라는 것이다.26)

우리가 하나나 둘에 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개체상항으로서의 

용어 ‘하나’나 ‘둘’을 사용한다. 이러한 단어들은 언어  습에 의해 

어떤 특정한 수의 이름으로서 고정되어 있다. ㉨ 그 지만 우리가 ‘n’
을 사용할 때는 우리는 보다 일반 인 어떤 것을 표 하고자 노력하

고 있는 것이다. ‘n’은 우리에게 임의의 수에 한 논의를 할 수 있도

록 해 다. 그것은 ‘n’이 어떤 특정한 수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의의 수, 즉 37을 선택하라”와 같은 말은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37은 모든 수들에 의해 공유되지 않은 많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n’과 같은 문자를 사용한다. 우리는 이러

한 ‘n’을 매개변항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것은 ‘n’이 ‘매개변항  수’
와 같은 어떤 것의 이름이어서가 아니라, ‘n’으로 하여  우리가 원하

는 어떠한 수라도 지칭하도록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n’
은 ‘1’, ‘2’, ‘3’과 같이 습에 의해 그 지시체가 이미 고정된 례

인 상항이 아니므로, ‘n’이 어떤 수의 이름이냐 하는 문제는 미결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27)

다음 규칙은 존재양화사제거규칙이다. ㉤ 여기서 우리는 존재양화

된 제로부터 논증하는 경우들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간단한 를 들

어, 다음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하자: 만일 21보다 큰 수가 있다면, 15
보다 큰 수가 존재한다. 다음이 우리가 추리하는 방식이다:

1. 어떤 수 n에 해 n＞21이라고 가정하자.
2. k를 그러한 수라고 하자; k＞21.
3. 그러나 21＞15.
4. 2와 3에 의해, k＞15. 
5. 그러므로 어떤 n에 해, n＞15.28)

26) 237쪽.

27) 149-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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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목들에서 사용되는 토마슨의 용어 ‘매개변항’은 모두 필

자의 매개변항을 의미하는 목들이다: ㉤ “개체상항들은 개체들의 

고정된 이름으로 간주된다. --- 개체상항들과 매개변항들 사이에는 실

제로 매우 작은 차이만이 존재한다.”29) ㉤ “개체매개변항은 문법 으

로 개체상항과 매우 유사하게 기능한다.”30) ㉤ “우리는 개체매개변항

들에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논의 역 속의 원소들을 할당

할 수 있다”31)

이로써 우리는 매개변항이 여타의 개체상항, 자유변항, 속박변항 

등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에 해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질 수 있

게 되었다. 그리고 지 까지의 논의를 통해 매개변항이 어떻게 다음 

세 가지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첫째, 자유변항과는 달리 논의 역 속의 모든 원소를 참조하

는 보편명제를 주장하지 않는다. 둘째, 개체상항과 유사하게 특정한 

상을 지칭하는 지시어구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항이 아닌 

변항으로 분류되는 것이 하다.32)

28) 189쪽. 여기서 k가 매개변항이다. 필자의 용어법에 따르자면, k는 특정한 

자연수를 지칭하는 매개변항이지 모든 자연수를 지칭(참조)하는 자유변항

이 아니다. k가 매개변항인 이유는 이 맥락에서는 “21보다 큰 수가 어

도 하나 존재하는데, 그 수 는 그 수들  하나를 k라고 이름 붙이겠

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29) 149쪽.

30) 150쪽.

31) 238쪽.

32) Stephen Kleene도 자신의 서 Introduction to Metamathematics의 150

쪽에서 매개변항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상항으로 분류되는 기호와 변항으로 분류되

는 기호 사이의 구분을 잘 알고 있다. 그 구분을 면 히 살펴보면, 기호의 

사용상 구분은 항상 맥락에 상 임을 알 수 있다. 주어진 기호가 어떤 

상의 이름으로 도입된다. 그리고 어떤 맥락 체에 걸쳐 그 기호는 항

상 동일한 상의 이름으로 사용된다. 맥락 밖으로부터는 그 상은 어떤 

집합의 원소들 에서 어떠한 임의의 것일 수도 있다. 그 다면 근본 으

로 맥락 안에서는 그 기호는 상항이다. 즉, 맥락 안에서는 그 기호의 의미

는 변경될 수 없다. 이에 반해 맥락 밖으로부터는 그 기호는 변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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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연연역방법의 추론규칙이므로, 
우리는 이제 매개변항에 한 논의를 떠나 추론규칙에 한 논의를 

계속하자. 겐첸이 후에 수정한 개규칙에서와는 달리 원래의 추론규

칙에서는, 닐의 표기법에 의하면, 자유변항을 포함하는 논리식 주 에 

호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래 있던 호가 편의상 생략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자유변항을 포함하는 논리식은 실제로는 

호가 생략되었다 할지라도 함수 자체가 아닌 함수의 모든 산출값

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한다. 이제 추론규칙  특히 

우리가 심을 갖고 있는 존재예화규칙(ES rule)에 해 살펴보자.

Ⅲ. 겐첸의 존재양화사제거규칙과 다도논법

“우리가 논리학 교재들을 통해 통상 으로 알고 있는 존재예화규칙

은 양도논법을 잘 활용할 경우 우리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많은 논리학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도

체 존재예화규칙하고 양도논법하고 어떤 연 계가 있을 것 같지 않

기 때문이다. 물론 존재예화규칙하고 양도논법하고 직  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도논법을 일반화시킨 다도논법을 고려하면 상

황은  달라진다.33) 다도논법의 구조가 바로 우리가 논리학 교재

(주어진 이론 속에서 실제로 채택되는 용어는 일반 으로 이론 체에 

의해 구성된 맥락에 합한 것이다. 때때로 요한 하부맥락에서는 곧 

상항이지만 이론 체에 있어서는 변항인 기호는 ‘매개변항(parameter)’ 

는 ‘임의  상항(arbitrary constant)’이라고 불린다.)

필자가 제시하고 있는 이론에 따르면, 자유변항도 매개변항도 모두 지시체

를 할당 받는다. 단지 자유변항은 고정된 지시체가 할당되는 것이 아니고, 

매개변항은 고정된 지시체가 할당된다. 매개변항과 개체상항이 다른 은 

매개변항은 그 련 특정 하부맥락에서만 지시체가 고정되는 것이고, 개체

상항은 체 맥락에 걸쳐 지시체가 고정되는 것이다. 좀더 구체 으로 말

하자면, 개체상항의 지시체는 체계의 해석자에 의해 고정되므로 개체상항

은 증명이 끝난 후 얻어진 최종 결론 속에 남아있어도 문제가 없다. 그러

나 매개변항의 지시체는 논변 개자(즉, 증명자)에 의해 지시체가 고정되

므로 논변 개(즉, 증명)가 끝나면 매개변항은 제거가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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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통해 통상 으로 알고 있는 존재예화규칙의 심층 구조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의 핵심이다.
양도논법에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그  존재예화규칙과 

련된 유형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단순구성  양도논법

(simple constructive dilemma)이다.

p ∨ q
p → r
q → r

―――――――――
∴ r

단순구성  양도논법을 확장한 단순구성  다도논법(simple constructive 
polylemma)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c.는 함수 Fx의 산출값들  

Fx1, Fx2, Fx3를 제외한 나머지 산출값들을 모두 포 하여 나타내는 축약

표 이며, 그 산출값들의 개수는 논의 역의 원소들의 개수에 따라 유한

개일 수도 있고 무한개일 수도 있다.

33) 존재양화사제거규칙과 양도논법 사이에 유비가 존재한다는 은 겐첸 스

스로가 밝히고 있는 사항이다. 겐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77쪽): 

“(∃-E와 ∨-E 사이에는 어떤 유비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존재양화사는 

진정으로 ∨의 일반화이고, 보편양화사는 ＆의 일반화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E 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선언지제거규칙이 아니라 단순구

성  양도논법을 나타내므로, 명시 으로 밝 놓지 않았지만, 겐첸도 이

미 필자가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존재양화사제거규칙의 심층  논

리구조는 단순구성  다도논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 어도 

암묵 으로만이라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유비 수 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양도논법을 다도논법으로까지 확

장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즉, 존재양화사제거규칙의 심층  논리구조가 

단순구성  다도논법이라는 주장에까지 발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

안 많은 혼란과 오해가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결국 겐첸의 이 구 은 필자의 해석이 겐첸의 원래 의도를 왜곡한 것이 

아니라는 을 입증해  수 있는 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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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1 ∨ Fx2 ∨ Fx3 ∨ &c. ⇨ 선언지들의 집합 {Fx}
Fx1 → P
Fx2 → P │ ⇨ 연언지들의 집합 {Fx→P}
Fx3 → P │ 
&c. → P

―――――――――――――
∴ P

이제 “자유변항의 기능을 논의 역 속의 모든 원소를 참조하는 보편

명제를 주장하기 한 사용으로 이해”하자. 그러면 의 다도논법의 구

조는 겐첸의 존재예화규칙의 심층구조를 그 로 보여주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겐첸의 존재예화규칙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34)

겐첸의 개규칙 (12)에 따르면 {Fx}는 (∃x)Fx로부터 얻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Fx}는 모든 선언지들의 집합이므로 {Fx}의 실질  

의미는 Fx1 ∨ Fx2 ∨ Fx3 ∨ &c.이다. 그리고 x가 논의 역 속의 모

든 원소를 참조하는 보편명제를 나타내는 자유변항이므로 Fx/P는 바

로 {Fx→P}를 의미하며, 이것은 바로 다음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서 

P 속에는 자유변항 x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Fx1 → P
Fx2 → P │ ⇦ {Fx→P} ⇦ Fx/P
Fx3 → P │ 
&c. → P 

34) 앞서도 밝혔지만, 겐첸은 원래 이 규칙을 ‘존재 화규칙’이라고 부르지 않

고, ‘존재양화사제거규칙’이라고 불 다. 이것을 ‘존재 화규칙’이라고 부른 

것은 후  논리학자들이다. 재 통용되고 있는 소  존재 화규칙이 모두 

겐첸의 규칙이므로 편의상 ‘겐첸의 존재 화규칙’이라고 불 다. 이 논문에

서 고딕체의 존재 화규칙은 진정한 의미의 존재 화규칙이 아니라, 

재 통용되고 있는 겐첸의 존재양화사제거규칙을 지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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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가 논의 역 속의 모든 원소를 참조하는 보편명제를 나타내는 자

유변항으로 이해될 경우, 우리는 겐첸의 존재예화규칙의 심층구조는 

다도논법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양도논법의 확장으로서의 다도논법

의 논리  자명성으로 인해 존재예화규칙의 직  자명성 한 확보

될 수 있다. 이제 보다 확실한 이해를 해 겐첸의 존재예화규칙의 

실질  의미를 보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 으로 바꾸어 써보자. 겐첸

의 개규칙 (9)에 의하면 {Fx→P}는 (x)(Fx→P)이다.

(∃x)Fx ⇦ Fx1 ∨ Fx2 ∨ Fx3 ∨ &c.
Fx1 → P

(x)(Fx→P) ⇦ │ Fx2 → P │ ⇨ Fx/P
│ Fx3 → P │

&c. → P
―――――― ―――――――――――――
∴ P ∴ P

여기서 (∃x)Fx에 상응하는 선언문의 선언지의 개수와 (x)(Fx→P)
에 상응하는 연언문의 연언지의 개수는 일치할 것이다. 왜냐하면 

{Fx}와 {Fx→P}의 두 집합은, 비록 자가 선언지들의 집합이고 후

자가 연언지들의 집합이긴 하지만, 양자 모두 동일한 논의 역 속의 

원소들을 x의 투입값으로 갖는 함수들(Fx와 Fx→P)의 산출값들의 집

합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Fx}와 {Fx→P}의 두 집합이 각각 모두 

논의 역 속의 모든 원소들을 투입값으로 갖는 함수 Fx와 Fx→P의 

산출값들의 집합이라는 에서 자유변항 x의 사용이 보편명제를 주

장하기 한 사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존재예

화규칙이 매우 잘 정립된 규칙임을 직 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P 속에는 자

유변항 x가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x)(Fx→P)는 (∃x)Fx→P와 동치

이다. 그러므로 존재예화규칙은 다음과 같은 건 정법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 실제로 Copi는 이 방식을 이용해 정당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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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x
(∃x)Fx→P

――――――――
∴ P

에서 밝힌 로 물론 여기서 P 속에는 자유변항 x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만일 P 속에 자유변항 x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

은 단순구성  다도논법의 형태를 띠는 것이 아니라, 복잡구성  다

도논법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론도 P가 아니라, 무한

(논의 역이 무한인 경우) 는 유한(논의 역이 유한인 경우)의 선언

지를 지닌 논리식, 달리 말해, 존재양화명제가 될 것이다.
P 속에 자유변항 x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존재예화 추론규칙은 다

음과 같은 형태를 띨 것이다.

(∃x)Fx Fx/Gx
(12') ――――――――――――

(∃x)Gx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존재예화규칙의 논리  심층구조는 다음

과 같을 것이다: 

Fx1 ∨ Fx2 ∨ Fx3 ∨ &c. ⇨ (∃x)Fx
Fx1 → Gx1
Fx2 → Gx2 │ ⇨ (x)(Fx→Gx) ⇦ Fx/Gx
Fx3 → Gx3 │
&c. → &c.
―――――――――――――― ――――――
∴ Gx1 ∨ Gx2 ∨ Gx3 ∨ &c. ⇨ ∴ (∃x)Gx

이로써 우리는 P 속에 자유변항 x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겐첸의 원래 존재예화규칙이 잘 용되나 P 속에 자유변항 x가 포함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겐첸의 원래 존재예화규칙을 변형하여야 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할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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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P 속에 자유변항 x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P 속에 자유변

항 x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존재예화 추론규칙의 

심층구조를 단순구성  다도논법의 형태를 띠는 것으로 바꾸어 생각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 경우의 존재예화규칙의 논리

 심층구조는 다음과 같다: 

Fx1 ∨ Fx2 ∨ Fx3 ∨ &c. ⇨ (∃x)Fx
Fx1 → Gx1 → (∃x)Gx
Fx2 → Gx2 → (∃x)Gx │ ⇨ (x)(Fx→(∃x)Gx) ⇦ Fx/(∃x)Gx
Fx3 → Gx3 → (∃x)Gx │
&c. → &c. → (∃x)Gx
―――――――――――― ――――――――
∴ (∃x)Gx ∴ (∃x)Gx

에서 (∃x)Gx를 P로 체하면, 그 결과가 바로 겐첸의 원래 존재

예화규칙이다. 따라서 겐첸의 존재예화규칙은 우리가 처음에 상했

던 것보다 훨씬 더 범 하게 용될 수 있는 매우 일반화된 추론

규칙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겐첸의 존재예화규칙의 논리  심층

구조가 단순구성  다도논법으로 이해될 때, 존재예화규칙은 직

으로도 명료하여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실제로 코피는 그의 서 Symbolic Logic에서 필자가 설명하고 있는 

방식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ES rule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35)

35) Irving Copi, Symbolic Logic (3rd Ed.)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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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핵심 인 과정은 k+1 단계로부터 k+2 단계로의 이행이다. 
그러나 코피의 설명은 핵심 인 부분에 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

는 단지 k+1 단계로부터 k+2 단계로의 이행에 해 다음과 같은 순

환  설명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이 ( )로부터 (합리

인 제한조건 하에서) 논리식 가 보편일반화규칙에 의해 추

론될 수 있다.”36) 여기서 요한 것은 보편일반화규칙에 의해 보편일

반화될 수 있는 근거가 Fx(여기서는 ) 속의 x(여기서는 )가 논

의 역 속의 모든 원소를 참조하는 보편명제를 나타내는 자유변항이

라는 것이며, 이에 따라 ES 규칙의 심층 인 논리  구조가 단순구

성  다도논법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겐첸이 자연연역방

법을 고안해낸 이후 이것을 명시 으로 밝 내어 주장한 학자를 아직 

필자는 만나보지 못했다.37)

겐첸 이후에 발 되어 재 ES 규칙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존재

예화규칙들이 기본 으로 겐첸의 근방식을 그 로 채택하고 있다. 
겐첸 이후의 존재예화규칙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  수 있는데, 하나

는 몬, 뉴톤－스미스, 메이츠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간단히, 메이츠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피치, 토마슨, 코피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간단

히, 피치 방식)이다. 메이츠 방식은 의존하는 제들을 나타내기 해 

별도의 컬럼에 제들의 행번호를 따로 기록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

고, 피치 방식은 별도의 세로 을 그어 그 속에 의존하는 제들을 옮

36) Irving Copi, Symbolic Logic (3rd Ed.) 112쪽. 

37) William Newton-Smith는 그의 논리학 교과서 Logic: An Introductory 

Course (Routledge, 1984)의 131-135쪽에서 논의 역에 2개의 원소만 있는 

경우를 기반으로 존재양화사와 선언명제의 유비를 다루면서 존재양화사제

거규칙과 양도논법의 계를 우회 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뉴톤－스

미스도 아주 기 인 작업만 하 을 뿐 일반화된 다도논법의 형태를 명시

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더 나아가 존재양화사제거규칙과 련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x)Hx라는 가정 하에서 우리는 술어 

‘Hx’를 만족시키는 상이 어도 하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즉, ‘Hx’에 

의해 표 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름 붙여질 수 있는 상이 있다. 

‘a’가 임의의 이름일 때, Ha라고 가정하자....”(132-134쪽). Irving Copi도 동

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 다음 에서 곧 밝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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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 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제 그 

내용에 있어서는 기본 으로 겐첸의 방식을 그 로 원용하고 있다.38)

이로써 필자는 재 일반 인 논리학 교과서에서 추론규칙으로 채

택되고 있는 소  존재예화규칙의 논리  구조를 단순구성  다도논

법으로 밝 내는 일을 성공 으로 마친 것처럼 보인다.39) 그러나 안

타깝게도 필자의 이와 같은 존재예화규칙에 한 해석은 두 가지 측

면에서 문제 을 안고 있다. 첫째 문제 은 필자의 다도논법 해석에 

따른 존재예화규칙은 진정으로 존재 화를 수행하는 규칙이 아니라, 
단지 존재양화사를 제거하는 규칙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화된 

논리식에 포함된 변항이 매개변항이 아니라 자유변항이기 때문이다. 
매개변항은 특정 개체를 지칭하지만 자유변항은 특정 개체를 지칭하

는 것이 아니라 논의 역 속의 모든 원소를 참조함으로써 보편명제를 

나타낸다. 둘째 문제 은 개체상항, 매개변항, 자유변항을 구별함으로

써 존재 화규칙이 다른 양화사규칙들과 함께 쓰일 때 문제가 발생한

다는 이다. 즉, 증명을 구성하기 해서는 꼭 필요한 개체상항, 매

개변항, 자유변항의 결합을 설명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이다. 증명을 

하다보면, 자유변항과 매개변항을 결합하여 어떤 결론을 도출하여야 

하는데, 그것들의 성격이나 존재론  지 가 다른 것이므로 그것들을 

38) 재 자연  연역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기호논리학 책으로는 E. Lemmon의 

Beginning Logic, W. Newton-Smith의 Logic, B. Mates의 Elementary 

Logic, R. Thomason의 Symbolic Logic, I. Copi의 Symbolic Logic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Mates, Thomason, Copi의 책은 공리  방법을 아울러 

채택하고 있다. A. Church, E. Mendelson, J. Schoenfield, J. Robbin, H. 

Enderton 등의 수리논리학 책들은 모두 공리  방법의 논리 체계를 채택하

고 있다. S. Kleene의 Mathematical Logic은 공리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

나 자연  연역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39) 여기서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간 철학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논의

역이 열거불가능한 무한의 크기를 가질 때, 다도논법과 존재 화규칙 

사이의 계이다. 이 문제는 여러 새로운 철학  논의거리들을 끌어들여

야 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다루기에는 무 방 하므로, 독립된 새로운 

논문을 기약해야 할 것 같다. 그 지만 이 문제는 논의 역이 열거불가능

한 무한인 경우와만 련이 되어있는 철학 으로 상당히 테크니컬한 문

제이므로, 이 논의가 이 논문에서 빠져있다 할지라도, 이 논문의 논지를 

옹호하고 달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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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으로 결합시키기는 어렵고, 결합을 시키기 해서는  다른 

조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 이 두 가지 난 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Ⅳ. 존재예화규칙과 존재양화사제거규칙

코피는 자신의 존재 화규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존재양화에 의해 그 존재가 주장되고 있는 그 개체에 해 

그 밖의 어떠한 것도 알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맥락에서 

앞서 나타나지 않은 어떠한 개체 상항, 컨  ‘w’를 잡아, 그 개체

상항이 존재양화에 의해 그 존재가 주장되고 있는 그 개체 는 그 

개체들 의 하나를 지칭하도록 그 개체상항을 사용할 수 있다.”40) 
이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진정한 의미의 존재 화규칙은 말 그

로 존재를 화(specify 는 instantiate)하는 규칙이다. 다시 말해, 존

재 화의 결과 얻어진 논리식에는 존재양화문장이 그 존재를 주장하

고 있는 상의 구체 인 가 등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자의 해석

에 따르면, 존재예화를 통해서 얻어진 논리식에는 개체상항이나 매개

변항이 아닌 자유변항이 등장하고 있으며, 자유변항은 특정 개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 역 속의 모든 원소를 참조함으로써 보편

명제를 나타낸다. 그 뿐만 아니라, 만일 존재 화를 통해서 얻어진 

논리식에 등장하는 새로운 항이 보편명제를 나타내는 자유변항이 아

니라, 진정으로 존재양화에 의해 그 존재가 주장되고 있는 그 개체 

는 그 개체들 의 하나를 지칭하는 개체상항이나 매개변항이라면, 
그 항에 보편일반화규칙을 용할 수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코피는 보편일반화규칙을 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토마슨은 ‘존재예화규칙’이란 용어 신 ‘존재양화사제거규칙’이란 용

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토마슨도 비슷한 방식으로 존재예화규

40) Irving Copi, Symbolic Logic (3rd Ed.)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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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설명하고 있다. 앞서 우리가 인용한 구 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다음 규칙은 존재양화사제거규칙이다. 여기서 우리는 존재양화된 

제로부터 논증하는 경우들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간단한 를 들어, 
다음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하자: 만일 21보다 큰 수가 있다면, 15보다 

큰 수가 존재한다. 다음이 우리가 추리하는 방식이다:

1. 어떤 수 n에 해 n＞21이라고 가정하자.
2. k를 그러한 수라고 하자; k＞21.
3. 그러나 21＞15.
4. 2와 3에 의해, k＞15. 
5. 그러므로 어떤 n에 해, n＞15.41)

여기서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존재 화에 의해 새롭게 등장하는 

항은 k인데, 앞서 설명하 듯이, 그 k는 매개변항이다. 필자의 용어법

에 따르자면, k는 특정한 자연수를 지칭하는 매개변항이지 모든 자연

수를 지칭(참조)하는 자유변항이 아니다. k가 매개변항인 이유는 이 

맥락에서는 “21보다 큰 수가 어도 하나 존재하는데, 그 수 는 그 

수들  하나를 k라고 이름 붙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필자

는 매개변항이 필요에 의해 새롭게 붙여지는 이름이라고 하 다. 이

름이기 때문에 매개변항은 개체상항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상을 지

칭하기는 하지만, 새롭게 붙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체상항과는 달리 

이미 이름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혼란의 여지만 없다면) 어

떠한 이름이든 임의로 선택하여 붙여  수 있다고 하 다.  논리학

에서의 매개변항(parameter)의 역할도 수학에서의 매개변수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항들을 매개해 계를 맺어주고 자신은 소거되

는 것이라고 하 다. k는 매개변항의 이러한 특성들을 모두 그 로 

만족시키고 있다.
존재 화의 결과 얻어진 논리식에는 존재양화문장이 그 존재를 주

장하고 있는 상의 구체 인 가 등장하여야 한다는 필자의 진정한 

41) R. Thomason, Symbolic Logic: An Introduction, 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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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존재 화규칙에 한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코피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토마슨의 경우도 동일한 문제 에 노출되어 있다. 코피와 

마찬가지로 토마슨도 존재 화규칙에 한 비형식 인 직 인 설명

은 와 같이 제 로 하고 있지만, 실제 형식 인 추론규칙으로는 겐

첸의 존재양화사제거규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진정

한 의미의 존재 화의 결과 얻어진 논리식에는 존재양화문장이 그 존

재를 주장하고 있는 상의 구체 인 가 등장하여야 하나, 겐첸의 

존재양화사제거규칙, 즉 이름이 잘못 붙여진 소  존재예화규칙을 

용하기 해 구성된 소  존재예화된 논리식에는 특정 개체를 지칭하

는 매개변항이 아니라 논의 역 속의 모든 원소를 참조함으로써 보편

명제를 나타내는 자유변항이 등장하고 있어 진정한 존재 화라고 부

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만일 존재 화를 통해서 얻어

진 논리식에 등장하는 새로운 항이 진정으로 존재양화에 의해 그 존

재가 주장되고 있는 개체를 지칭하는 매개변항이라면, 그 항에 보편

일반화규칙을 용할 수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토마슨이 존재

양화사제거규칙을 설명하기 해 든 비형식 인 에서 매개변항인 k
는 분명 보편양화될 수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실제로 비형식 인 

직 인 설명을 하고 있는 그 에서는 보편양화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 지만, 토마슨이 형식 인 추론규칙으로 채택하고 있는 겐첸

의 존재양화사제거규칙에서는 보편양화를 허용하고 있다.42)

42) 실제로 코피나 토마슨뿐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겐첸의 존재양화사제거규

칙을 존재 화규칙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실 이

러한 혼란은 일면 겐첸이 자신의 견해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데서도 기인한 것 같다. 겐첸이 자신의 ∃-E를 해설하고 있는 목을 한

번 살펴보자.

∃-E: 우리는 ∃rFr을 가지고 있다. a가 F를 지닌 상이라고 가정하자. 

즉, Fa가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우리는 물론 a에 해 ∃rFr 속에 나타

나지 않은 개체변항을 택하여야만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 가정 하에

서 우리는 a를 더 이상 포함하지 않고, a를 포함하는 다른 어떠한 가정에

도 의존하지 않는 명제 C를 증명한다. 이럴 경우, Fa라는 가정에 독립

으로 C를 증명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E의 변항들에 부과되는 제한

조건 부분을 진술하 다. (∃-E와 ∨-E 사이에는 어떤 유비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존재양화사는 진정으로 ∨의 일반화이고, 보편양화사는 ＆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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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문제 으로 넘어가기 에 재 통용되고 있는 존재예화

(ES)규칙의 한 이해를 살펴보자. 이러한 이해는 매개변항과 자유변항

을 구별하지 않을 때 통용될 수 있을 뿐, 이 둘을 구별할 경우에는 

통용될 수 없는 이해이다. 실제로 이러한 이해는 앞으로 살펴볼 두 

번째 문제 의 핵심과도 맞닿아 있다. 메이츠의 표기법을 그 로 사

용할 경우, 다음의 증명은 아주 한 증명이다.

{1} (1) (x)(Fx→Gx) P
{2} (2) (∃x)Fx P
{3} (3) Fa P
{1} (4) Fa→Ga 1US
{1,3} (5) Ga 3,4MP

반화이기 때문이다.) (77쪽) 

의 인용문의 첫째 이 애매한 측면이 있다. 컨  앞서 밝혔듯이 코

피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읽고 있다: “물론 우리는 존재양화에 의해 그 

존재가 주장되고 있는 그 개체에 해 그 밖의 어떠한 것도 알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맥락에서 앞서 나타나지 않은 어떠한 개체 상

항, 컨  ‘w’를 잡아, 그 개체상항이 존재양화에 의해 그 존재가 주장되

고 있는 그 개체 는 그 개체들 의 하나를 지칭하도록 그 개체상항을 

사용할 수 있다.”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겐첸의 구 을 이런 방식으로 해

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그 지만 만일 이러한 방식의 근(존재

화 방식의 근)이 옳다고 생각된다면, 겐첸이 제시한 양화사제거규칙

이 아닌 다른 형태의 규칙을 존재 화규칙으로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겐첸의 ∃-E를 코피와 같은 그러한 존재 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잘

못된 것이라는 은 겐첸의 ∀-I에 한 설명을 살펴보면 곧바로 치 

챌 수 있다. 겐첸은 ∀-I와 ∃-E에 포함되어 있는 변항이 모두 eigenvariable

이라고 하여 그 성격이 같다는 과,  ∀-I 속의 변항이 ‘완 히 임의

(completely arbitrary)’인 성격을 지닌다는 을 다음과 같이 명시 으로 

시하고 있다:

∀-I 는 ∃-E의 각 도식에서 a에 의해 지칭되고 있는 자유개체변항은 

eigenvariable(까다로운 변항, 고유 변항, 특이 변항)이라고 불린다.(77쪽)

∀-I: 만일 Fa가 ‘임의의 a에 해’ 증명이 되었다면, 그러면 ∀rFr이 성

립한다. a가 ‘완 히 임의 ’이라는 제는 보다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Fa는 개체변항 a가 나타나는 어떠한 가정에도 의존해서는 

안 된다. Fa 속에 나타나는 모든 a는 Fr 속의 r에 의해 모두 체되어야 

한다는 명백한 요구조건과 함께 이것은 정확히 ∀-I 도식의 변항들에 

용되는 제한조건 부분을 구성한다.(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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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6) (∃x)Gx 5EG
{1} (7) Fa→(∃x)Gx 3,6C
{1} (8) (x)(Fx→(∃x)Gx) 7UG
{1} (9) (∃x)Fx→(∃x)Gx 8TH16
{1,2} (10) (∃x)Gx 2,9MP

여기서 (7), (8), (9)행을 삭제하고 (10)행에 2,3MP 신 2,3,6ES 
규칙을 용한 결과를 어 넣으면 다음과 같이 아주 한 ES 규

칙을 활용한 증명이 탄생한다. 이러한 방식의 축약은 항상 성립하므

로 우리는 아래 ES 규칙을 활용한 증명과정이 의 증명과정의 축약

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ES 규칙의 논리  심층

구조가 바로 의 증명과정에서 찾아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해는 매개변항과 자유변항을 구별하지 않을 때 통용

될 수 있을 뿐, 이 둘을 구별할 경우에는 통용될 수 없는 이해이다. 
실제로 아래 ES 규칙을 활용한 증명과정을 의 증명과정의 축약형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ES 규칙을 존재 화규칙으로 해석하

지 않고 존재양화사제거규칙이라고 해석할 때이다. 다시 말해, (3)행
의 ‘a’를 자유변항으로 간주할 경우에만 아래 ES 규칙을 활용한 증명

과정을 의 증명과정의 축약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매개변항과 

자유변항을 구별하여 (3)행의 ‘a’를 매개변항으로 간주하면, 아래 ES 
규칙을 활용한 증명과정은 의 증명과정의 축약형이 될 수 없다. 이

러한 이해는 앞으로 살펴볼 두 번째 문제 의 핵심과도 맞닿아 있다.

{1} (1) (x)(Fx→Gx) P
{2} (2) (∃x)Fx P
{3} (3) Fa P
{1} (4) Fa→Ga 1US
{1,3} (5) Ga 3,4MP
{1,3} (6) (∃x)Gx 5EG
{1,2} (7) (∃x)Gx 2,3,6ES

이제 두 번째 문제 으로 넘어가자. 두 번째 문제 은 존재 화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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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이 다른 양화사규칙들과 함께 쓰일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다. 
즉, 여러 양화사규칙들을 함께 사용하게 되면, 그 규칙들의 용 결

과 증명과정에 개체상항, 매개변항, 자유변항 등이 혼재하게 되는데, 
증명을 구성하기 해서는 꼭 필요한 개체상항, 매개변항, 자유변항의 

결합을 설명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이다. 증명을 하다보면, 자유변항

과 매개변항을 결합하여 어떤 결론을 도출하여야 하는데, 필자의 

근방식에 따르면, 자유변항과 매개변항이 서로 다른 문자로 표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같은 문자를 사용하여 자유변항과 매개변항

이 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의 성격이나 존재론  지 가 다

른 것이므로 그것들을 직 으로 결합시키기는 어렵고, 결합을 시키

기 해서는  다른 조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를 들어 설명하기 

에 다시 한번 닐이 정식화한 겐첸의 양화사와 련된 규칙들을 살

펴보자. 

이제 다음의 증명들을 살펴보자. 다음의 증명들에서 ‘t’는 매개변

항, ‘x’는 자유변항이며, 그 밖의 것들은 벤슨 메이츠 방식의 표기법

을 용했다.

 1.
{1} (1) (x)Fx P
{1} (2) Ft 1US
{1} (3) (y)Fy 2UG

여기서 ‘t’는 매개변항이므로 US 규칙의 용은 문제가 없으나, ‘t’
가 자유변항이 아니므로 UG 규칙 용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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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리의 직 에 맞추어 증명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 볼 수 있다.

 1-1.
{1} (1) (x)Fx P
{1} (2) Fx 1US(1) ⇦ Fx1＆Fx2＆Fx3＆&c.
{1} (3) (y)Fy 2UG

여기서 (2)행에서 발생하는 ‘x’는 자유변항이다. 이럴 경우, UG 규

칙 용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US 규칙 용에는 문제가 발

생한다. 따라서 의 US(1)과 같이 보편 화규칙의 확장 내지 수정이 

필요하다.

 2.
{1} (1) (x)Fx P
{1} (2) Ft 1US
{1} (3) (∃x)Fx 2EG

여기서 ‘t’는 매개변항이므로 US 규칙과 UG 규칙의 용에 문제

가 없다. 그러나  1-1에서 보편 화규칙을 확장하 으므로 거기에 

맞춰 수정하면 다음과 같다.

 2-1.
{1} (1) (x)Fx P
{1} (2) Fx 1US(1) ⇦ Fx1＆Fx2＆Fx3＆&c.
{1} (3) Ft 2US(2) 는 2&E43) ⇦ Fx1 (＝ Ft)
{1} (4) (∃x)Fx 3EG

여기서는 보편 화규칙의 확장을 반 하여 US 규칙의 용이 (2)
행의 US(1)과 (3)행의 US(2) 용으로 나 어져 있다. (2)행에서 발

생하는 ‘x’는 자유변항이고 (3)행에서 발생하는 ‘t’는 매개변항이다. 
규칙 US(2)는 실제로 보편명제를 나타내는 자유변항에서 개체명제를 

43) ‘2&E’는 2행에 연언지제거규칙을 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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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매개변항을 도출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연언지제거(&E)규칙

으로도 볼 수 있다.

 3.
{1} (1) (x)(Fx→Gx) P
{2} (2) (∃x)Fx P
{3} (3) Ft P
{1} (4) Ft→Gt 1US
{1,3} (5) Gt 3,4MP
{1,3} (6) (∃x)Gx 5EG
{1,2} (7) (∃x)Gx 2,3,6ES

여기서 ‘t’는 매개변항이므로 US 규칙과 EG 규칙의 용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1-1에서 보편 화규칙을 확장하 으므로 거기에 맞

춰 수정하면 다음의  3-1과 같다. 그리고 ES 규칙의 용과 련

하여서는 ‘t’가 매개변항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 

 3-1.
{1} (1) (x)(Fx→Gx) P
{2} (2) (∃x)Fx P
{3} (3) Ft P
{1} (4) Fx→Gx 1US(1)
{1} (5) Ft→Gt 4US(2) 는 4&E 
{1,3} (6) Gt 3,5MP
{1,3} (7) (∃x)Gx 6EG
{1,2} (8) (∃x)Gx 2,3,7ES

이  3-1은  1-1에서 보편 화규칙을 확장하 으므로 거기에 맞

춰  3을 수정한 것이다. 여기서 ‘t’는 매개변항이므로 US 규칙과 

EG 규칙의 용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ES 규칙의 용과 련하여

서도 ‘t’가 매개변항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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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1} (1) (x)(Fx→Gx) P
{2} (2) (∃x)Fx P
{3} (3) Fx P
{1} (4) Fx→Gx 1US(1)
{1,3} (5) Gx 3,4MP
{1,3} (6) Gt 5US(2)
{1,3} (7) (∃x)Gx 6EG
{1,2} (8) (∃x)Gx 2,3,7ES <= 오류

여기서 ‘x’는 자유변항이므로 확장된 US(1) 규칙을 용하면 US 
규칙의 용에는 문제가 없고, 확장된 US(2) 규칙을 추가로 용하면 

EG 규칙의 용에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의 증명과정에 오류가 

있다고 말할 수 없으나, (8)행은 존재 화규칙을 용하여 얻어진 것

이 아니라 존재양화사제거규칙을 용하여 얻어진 것이다. 따라서 

2,3,7ES 규칙을 용하여 얻어진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3)행의 ‘x’가 매개변항이 아니라 자유변항이기 때문이다.

 4.
{1} (1) (x)(Fx→Gx) P
{2} (2) (∃x)Fx P
{3} (3) Ft P
{1} (4) Ft→Gt 1US
{1,3} (5) Gt 3,4MP
{1,3} (6) (∃x)Gx 5EG
{1} (7) Ft→(∃x)Gx 3,6C
{1} (8) (x)(Fx→(∃x)Gx) 7UG <= 오류

{1} (9) (∃x)Fx→(∃x)Gx 8TH16
{1,2} (10) (∃x)Gx 2,9MP

여기서 ‘t’는 매개변항이므로 US 규칙과 EG 규칙의 용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1-1에서 보편 화규칙을 확장하 으므로 거기에 맞

춰 수정하면 다음의  4-1과 같다.  지 의 에서 (8)행의 UG 
용은 ‘t’가 자유변항이 아니라 매개변항이므로 문제가 발생한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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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요한 것은 ES 규칙의 사용을 보여주는 의  3이 이 증명

의 축약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3의 증명에서는 ES 
규칙의 용이 ‘t’가 매개변항이므로 별 문제가 없으나, 지 의 에

서는 UG 용과 련하여 ‘t’가 자유변항이 아니라 매개변항이므로 

문제가 발생한다. 

 4-1.
{1} (1) (x)(Fx→Gx) P
{2} (2) (∃x)Fx P
{3} (3) Ft P
{1} (4) Fx→Gx 1US(1)
{1} (5) Ft→Gt 4US(2) 는 4&E
{1,3} (6) Gt 3,5MP
{1,3} (7) (∃x)Gx 6EG
{1} (8) Ft→(∃x)Gx 3,7C
{1} (9) (x)(Fx→(∃x)Gx) 8UG <= 오류

{1} (10) (∃x)Fx→(∃x)Gx 9TH16
{1,2} (11) (∃x)Gx 2,10MP

이  4-1은  1-1에서 보편 화규칙을 확장하 으므로 거기에 맞

춰  4를 수정한 것이다.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여기서 요한 것

은 ES 규칙의 사용을 보여주는 의  3-1이 이 증명의 축약형이라

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3-1의 증명에서는 ES 규칙의 

용이 ‘t’가 매개변항이므로 별 문제가 없으나, 지 의 에서는 UG 
용과 련하여 ‘t’가 자유변항이 아니라 매개변항이므로 문제가 발

생한다. 

 4-2.
{1} (1) (x)(Fx→Gx) P
{2} (2) (∃x)Fx P
{3} (3) Fx P
{1} (4) Fx→Gx 1US(1)
{1,3} (5) Gx 3,4MP
{1,3} (6) Gt 5US(2) 는 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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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7) (∃x)Gx 6EG
{1} (8) Fx→(∃x)Gx 3,7C
{1} (9) (x)(Fx→(∃x)Gx) 8UG
{1} (10) (∃x)Fx→(∃x)Gx 9TH16
{1,2} (11) (∃x)Gx 2,10MP

이 증명은 완벽하게 잘 개된 증명이다. 지 의 에서는 UG 
용과 련하여 ‘x’가 매개변항이 아니라 자유변항이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US와 EG도 올바르게 용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요한 것은 이 증명이  3 는  3-1에서 소개되고 있는 ES 규

칙을 정당화해  수 있는 논리  심층 구조를 보여주는 증명은 아

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x’가 매개변항이 아니

라 자유변항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두 번째 문제 이 무엇인지도 악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문제 은 새로운 조작 방식을 도입하면 극복 불가능한 것은 아

니지만, 그만큼 더 증명은 복잡해진다는 난 을 안고 있다. 새로운 

조작 방식의 도입에 따라 확장 추가된 추론규칙들을 반 하여 정리하

면 겐첸의 양화사와 련된 추론규칙들은 닐의 표기법을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9) UG 규칙 (10) US 규칙 US(1) 규칙 US(2) 규칙

Fx Fy (x)Fx (x)Fx Fx
――――― ――― ―――― ――――― ―――――

(x)Fx (x)Fx FY Fx FY

(11)  EG 규칙  EG(1) 규칙 (12)  ES 규칙  ES(1) 규칙

 FY  FY  (∃x)Fx  Fx/P  (∃x)Fx  Fx/P
――――――――――― ――――――― ―――――――

 (∃x)Fx  (∃x)Fx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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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UG와 EG 규칙은 변화가 없다. EG(1)이 추가되기는 하

지만 편의상 추가한 것이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US 규칙이 

US(1)과 US(2)의 두 개로 확장 분화되었으며, ES(1) 규칙이 추가되

었다. ES(1) 규칙은 ES 규칙 속의 자유변항 ‘x’ 신에 매개변항을 

의미하는 틀문자 ‘Y’로 체되었다. 이때 Y는 (∃x)Fx에 의해 그 존

재가 주장되고 있는 바로 그 개체 는 그 개체들 의 하나를 지칭

하는 매개변항이다. 여기서 ES(1) 규칙의 추가 한 필수 인 것은 

아니다.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ES 규칙은 실질 으로는 ∃-E 규칙이

므로, 진정한 ES 규칙을 확보하기 해서는 ES 규칙을 ES(1) 규칙으

로 체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어 제시한 것이다. 이 ES(1) 규칙

이 직  호소력을 지닌 새로운 방식의 존재 화규칙의 골격이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이름이 잘못 붙여진 소  존재예화규칙이 다

도논법으로 아주 명료하게 설명이 되나, 이러한 근은 두 가지 측면

에서 문제 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 다. 이에 따라 이러한 상황을 돌

하기 해서는 우리는 략 두 가지 선택지를 갖는다. 하나는 ‘존
재 화규칙’이라는 이름을 포기함과 동시에 에서 코피나 토마슨이 

제공하고 있는 것과 같은 비형식 인 존재 화 설명 방식을 거둬들임

으로써 여기서 제기된 문제 들은 진정한 문젯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밝  보이는 것이다. 즉, ‘존재 화규칙’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존재

양화사제거규칙’이라는 이름을 채택하며, 거기에 상응하여 존재양화

사제거규칙의 심층  논리 구조가 다도논법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여기서 제기된 문제 들이 진정한 문젯거리임을 인정하

고 그러한 문제 들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존재 화규칙을 

창안해내는 것이다. 어떤 선택지를 택하는 것이 합리 이냐에 해서

는 필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코피나 토마슨이 제공하

고 있는 것과 같은 비형식  존재 화 설명 방식은 깊은 직  호

소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직 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코

피나 토마슨의 설명이 지닌 직  호소력을 반 하는 다른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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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존재 화규칙을 창안해보려는 노력을 충분히 경주한 이후에 

하여도 늦지 않다.44)

끝으로 이 논문을 읽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막기 해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하고 이 논문을 마치자. 첫째, 필자의 주장은 양화

사와 련된 통상  규칙들이 형식 으로 잘못되어 수정되어야 한다

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형식 으로 잘못 되지는 않

았지만 이것들에 한 통상 인 비형식  설명들이 잘못되었기 때문

에, 이 통상 인 비형식  설명들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그러한 비형

식 인 설명을 살리려면 비형식 인 설명에 상응하는 새로운 형식 체

계를 개발하든가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의 핵심  논지

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존재 화규칙에 한 비형식 인 핵심  이해

와 실제 사용되고 있는 존재예화규칙에 괴리가 있다는 을 지 한 

것이다. 우리가 존재예화규칙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규칙은 실제로는 

존재양화사제거규칙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괴리를 명확히 이

해하기 해서는 소  ‘존재예화규칙’이라고 잘못 이름 붙여진 규칙, 
즉 존재양화사제거규칙의 논리  심층구조가 다도논법이라는 것을 명

확히 이해하는 것이 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필자의 컨  “자유변항은 특정 개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

라 논의 역 속의 모든 원소를 참조함으로써 보편명제를 나타낸다”라
는 어구 속에 포함된 ‘보편명제’의 의미가 잘못 이해될 수 있어 이것

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보편명제는 분배  의미(distributive sense)

44) 필자는 새로운 ES 규칙에 한 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1}     (1) (x)(Fx→Gx) P

{2}     (2) (∃x)Fx P

{3}     (3) (∃x)Fx→Ft P(ES)

{2,3}     (4) Ft 2,3T

{1}     (5) Ft→Gt 1US

{1,2,3}    (6) Gt 4,5T

{1,2,3}    (7) (∃x)Gx 6EG

{1,2}     (8) (∃x)Gx 3,7ES



존재 화규칙, 존재양화사제거규칙, 다도논법 187

의 보편명제와 집합  의미(collective sense)의 보편명제 두 가지가 있

다. 일상어 속의 를 들어보자. 분배  의미의 보편명제의 표  

로는 “모든 사람은 두 팔을 가지고 있다”가 있고, 집합  의미의 보편

명제의 표  로는 “모든 사람이 버리는 쓰 기의 양은 엄청나다”
가 있다. 이 두 가지 의미  필자의 (따라서 Kneale의) 보편명제는 

집합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분배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Fx를 가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x)Fx를 가정(collective sense)하
는 것이 아니다. 컨 , 필자에 있어, “(∀x)Fx를 가정하여 P를 얻고 

그것들에 조건화규칙을 용해 얻어진 결과”는 직  이해를 해 풀

어서 표 해 보면 “(Fx1 ＆ Fx2 ＆ Fx3 ＆ &c.) →P”인 반면, “Fx를 

가정하여 P를 얻고 그것들에 조건화규칙을 용해 얻어진 결과”는 직

 이해를 해 풀어서 표 해 보면 “(Fx1 ＆ Fx2 ＆ Fx3 ＆ &c.) →P”
가 아니라 “(Fx1 → P) ＆ (Fx2 → P) ＆ (Fx3 → P) ＆ (&c. → P)”이므

로, Fx는 집합  의미(collective sense)의 보편명제가 아니라 분

배  의미(distributive sense)의 보편명제다.45) 존재양화사제거규칙

의 심층 구조가 다도논법이라는 이야기는 물론 “Fx를 가정하여 P를 

도출한 결과”가 실질 으로 “(Fx1 →P) ＆ (Fx2 →P) ＆ (Fx3 →P) ＆ 

(&c. →P)”와 유사하게 이해될 수 있으며,46) 이에 따라 Fx가 분배  

의미(distributive sense)로 쓰 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 지 않으면 필

자가 주장하고 있는 바의 다도논법의 구조가 나올 수 없다.
필자가 앞서 논문에서 직  이해를 해 제시한 다도논법의 구

조를 이용해 설명해 보자.

45) 이 두 개는 조건문의 개수에 있어서 명백한 차이가 있다.

46) 물론 “Fx를 가정하여 P를 도출한 결과”는 보다 정확히는 “(Fx1├P), 

(Fx2├P), (Fx3├P), (&c.├P)”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 으로 

“(Fx1 → P)  ＆ (Fx2 → P)  ＆ (Fx3 → P) ＆ (&c.→ P)”와 동소이한 효

과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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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1 ∨ Fx2 ∨ Fx3 ∨ &c. ⇨ 선언지들의 집합 {Fx}
Fx1 → P
Fx2 → P │ ⇨ 연언지들의 집합 {Fx→P}
Fx3 → P │ 
&c. → P

―――――――――――――――
∴ P

여기서 이것이 양도논법을 확장한 다도논법의 논리  구조가 되기 

해서는 선언지의 개수와 연언지(각 연언지는 조건문으로 되어 있음)
의 개수가 같아야 한다는 것은 필수 이다. “Fx를 가정하여 P를 도출

한 결과”는 실질 으로 “(Fx1 → P) ＆ (Fx2 → P) ＆ (Fx3 → P) ＆ 

(&c. → P)”와 같이 이해되고, 이에 따라 Fx가 분배  의미(distributive 
sense)를 지닌 보편명제로 이해되지 않고서는 필자가 주장하고 있는 

바의 다도논법의 구조가 나올 수 없다. 
셋째, 코피의 다음 어구에 한 명확한 이해이다: “물론 우리는 존

재양화에 의해 그 존재가 주장되고 있는 그 개체에 해 그 밖의 어

떠한 것도 알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맥락에서 앞서 나타

나지 않은 어떠한 개체 상항, 컨  ‘w’를 잡아, 그 개체상항이 존

재양화에 의해 그 존재가 주장되고 있는 그 개체 는 그 개체들 

의 하나를 지칭하도록 그 개체상항을 사용할 수 있다.”47) 코피의 이 

어구에는 상당한 호소력을 지닌 직 이 담겨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의 다도논법의 구조에서는 분배  의미(distributive sense)의 보편명

제(즉, 선언지 개수만큼의 연언지)가 요구되나 코피가 피력하고 있는 

이 문구가 함의하고 있는 직 은 이러한 번잡한 요구를 일거에 털어

버리고, 하나의 연언지만 있어도 존재 화규칙은 성립된다는 매력

인 직 이다.
그 직 은 다음이다: (∃x)Fx를 만족시키는 한 상의 이름을 ‘a’라

고 가정하자. 그러면 Fa가 성립한다. (여기서 ‘Fa’의 ‘a’는 보편명제

를 나타내는 자유변항이 아니라, 특정한 한 개체를 지칭하는 매개변

47) Irving Copi, Symbolic Logic (3rd Ed.)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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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다. 그 기 때문에 하나의 연언지만 요구된다. 이 ‘a’는 비록 가

정에 의해 주어졌기는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문자그 로의 존재 화

항이다.) Fa로부터 컨  (∃x)Gx와 같이 ‘a’를 포함하지 않은 결론

을 얻었다면, 실제로 이제 “(∃x)Fx를 만족시키는 한 상의 이름을 

‘a’라고 한 가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다만 (∃x)Fx라는 가정만 

있으면 된다. 이로써 문자그 로의 존재 화규칙이 성립한다. 분명히 

이 게 이해된 진정한 의미의 존재 화규칙은 겐첸이 제시한 존재양

화사제거규칙과는 그 논리  심층구조가 다른 규칙이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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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이 을 쓰는 데는 선우환, 박정일, 노호진, 강진호교수의 도움이 컸다. 

특히 이 을 명료화하는 데는 이  발표문에 해 논평을 해  정인교

교수의 도움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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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 Rule, ∃-E Rule, and Polylemma*

Kim, Young-Jung 

In this paper I have tried to clarify conceptually an inference rule 
called either the ‘existential specification rule’ or ‘existential-quantifier
(∃) elimination rule’, which is broadly accepted as one of the 
inference rules related to the quantifiers in the natural deduction 
system. The key issues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our points. 

First of all, the existential specification rule and the 
existential-quantifier elimination rule, which are usually regarded as 
one same rule, should be distinguished. Secondly, the deep logical 
structure of the existential-quantifier elimination rule is polylemma, 
which is an extension of dilemma. Thirdly, the deep logical 
structure of the existential specification rule is not polylemma.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concept of parameter for the account of 
the true nature of the existential specification rule. Since almost all 
the existing logical systems, however, use only individual constants, 
free variables and bound variables, it seems impossible to show the 
deep logical structure of the existential specification rule in those 

* 존재 화규칙인 ES Rule(Existential Specification Rule)은 EI Rule(Existential 

Instantiation Rule)이라고도 불린다.  존재양화사제거규칙인 ∃-E Rule은 

EQE Rule(Existential Quantifier Elimination Rule)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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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sting logical systems. Therefore, fourthly, only the following two 
options are left to us: either (1) to admit that the so-called ‘existential 
specification rule’ is in its true nature the existential elimination 
rule, maintaining the present logical systems, or (2) to develop a 
new logical system which includes the concept of parameter, so that 
we may obtain a correct formulation of the existential specification 
rule.

Keywords: Existential Specification Rule, Existential Quantifier Elimination 
Rule, Dilemma, Polylemma, Parameter, Free Variable, Universal 
Proposition, Schematic Letter, Gentzen, Kneale, Copi, Thomas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