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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19세기 대수와 논리 분야에서 드모르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19세기 대수 분야 발달과정에서 드모르간은, 산술

에서 단순히 유추한 형태의 기호대수를 넘어서, 형식으로부터 구성하는 수학의 가

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나타내어 추상대수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

를 닦았다. 드모르간은 19세기 논리학 분야 발달과정에서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

의 재구성자인 동시에 수학적 논리학의 창시자로 간주할 수 있다. 그의 연구로 논

리학이 철학에서 분리되어 나와 수학과 더욱 긴밀하게 결합하게 되어 수학적 논리

학이 하나의 독립적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의 연구 활동을 통하여 우리는

19세기 수학의 발달에서 대수학과 논리학이 현재의 상태로 진화하여 가는 모습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주제어: 드모르간, 대수학, 논리학, 추상대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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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서론

영국의 수학자 드모르간(Augustus De Morgan, 1806-1871)은 오늘날 그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바, 그것은 집합론과 논리학의 기

본법칙이다. 그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정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방

법을 명료화하는데도 기여하였다([30]). 그의 이름은 4색문제*와 관련해서도 등장한

다. 1852년에 드모르간의 학생이었던 거스리(Francis Guthrie, 1831-1899)가 그에게 처

음으로 4색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수학계에서 4색문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

루어지게 되었다([31]). 그러나 수학계에서 드모르간의 기여가 이런 정도에 그치는 것

은 아니다.

드모르간은 16세에 케임브리지의 트리니티 대학에 입학하여 당대의 유명한 수학자

피콕(George Peacock, 1791-1858)과 논리학자 휴웰(William Whewell, 1794-1866)로부

터 각각 대수학과 논리학을 배우게 된다([13], [18], [25]). 드모르간은 피콕이 촉발한

기호대수학을 발전시켰다. 기호대수에 대한 해밀턴 경(Sir William Rowan Hamilton,

1805-1865)과 휴웰의 비판에 영향을 받은 드모르간은 대수를 이중대수로 즉, 복소수로

확장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또, 이중대수를 삼차원 즉, 삼중대수로 확장하는 것을 시

도하였다. 드모르간의 이러한 연구는 해밀턴 경의 4원수 발견에 영향을 미쳤다([10,

pp.112-113], [21], [24], [27], [30]).

‘술어의 양화**’에 대한 해밀턴(William Stirling Hamilton, 1788-1856)***과의 논쟁은

드모르간에게 형식논리를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였고([2], [4, p.331], [21]), 그 결과 드

모르간은 형식논리의 의미를 명확히 하게 되었다. 드모르간은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

로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을 개혁하여 순수하고 형식적인 관계논리를 명시적으로 도

입하였다. 그의 연구는 불(George Boole, 1815-1864) 대수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쳤다

([10], [16], [21], [30]).

드모르간은 해밀턴 경, 휴웰, 해밀턴뿐만 아니라, 프렌드(William Frend, 1757-1841),

불 등과의 교류를 통해 대수학과 논리학을 깊이 연구하여 대수학이 현대적인 체계를

갖추고, 논리학과 수학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런 업적으로 드모르

간은 오늘날 기호대수학의 창시자 중의 한 사람으로 간주되고 있고([18], [24], [26],

* 4색 문제는 지도를 인접한 영역들이 구별되도록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기 위한 색깔의 수가 4개로 충

분한가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1976년 Kenneth Appel(1932-현재)과 Wolfgang Haken(1928-현재)

에 의해서 증명되었으므로 지금은 “4색정리”라고 불린다([32]).

** 술어((述語, predicate)를 기호로 나타냄으로써 명제를 술어와 주어 사이의 식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본

고의 ‘3절’에서 자세히 기술한다.

*** 이 논문에서는 두 명의 해밀턴이 등장한다. 한 명은 4원수를 발견한 해밀턴(Sir William Rowan

Hamilton, 1805-1865)이고, 다른 한 명은 ‘술어의 양화’를 두고 드모르간과 논쟁한 해밀턴(William

Stirling Hamilton, 1788-1856)이다. 공교롭게도 두 해밀턴이 동시대 사람이고, 더욱이 중간 이름을 무

시하면 William Hamilton으로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자는 해밀턴 경으로, 후자

는 해밀턴으로 구분한다.   



최지선, 박선용, 김재홍, 권석일, 박교식

- 131 -

[27]), 또한 현대논리학의 창시자로도 간주되고 있다([25]). 이 연구의 목적은 바로 이

두 분야에서 드모르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했는지 그 족적을 추적하는 것이다.

그의 연구 활동을 쫓아가다보면 대수학과 논리학이 현재의 상태로 진화하여 가는 모

습을 살펴볼 수 있다.

1. 드모르간의 연구 연대기

드모르간의 학문적 터전은 그가 1828년에 수학과 창립 교수로 임용되었던 런던대학

이다. 그는 1831년에 어떤 해부학 교수의 부당한 해고에 항의하여 사임하였지만, 자신

의 후임자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는 바람에 복귀하여 1866년까지 30년간 재직하였

다([13], [25]). 드모르간은 수학뿐 아니라 수학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일찍부터 산술과

기하, 대수, 미적분 등의 교재를 집필하였다([21]). 그가 집필한 교재로 백과사전식 전

개를 탈피하여 이론적으로 산술을 다룬 《Elements of arithmetic》(1830), 산술, 대수,

기하에서의 초보 학습자들을 위한 《On the study and difficulties of mathematics》

(1831), 《Elements of algebra》(1835), 극한 개념을 사용하여 함수  의 연속성을

현대적 관점에서 정의한 《Elements of algebra: preliminary to the differential

calculus》(1835/1837) 등이 있다([5, p.213], [7], [8], [13]). 값싼 가격의 쉬운 교재를

통해 일반인의 교육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단체인 SDUK(Society for the

Diffusion of Useful Knowledge)의 회원이었던 드모르간은 이 단체의 저널 《The

Quarterly Journal of Education》에 수학교육과 관련된 30여 편의 글을 실었다([21],

[27]).

드모르간은 수학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대수학과 논리학 연구를 진

행하였다. 특히 대수학 연구의 결과는 그의 저작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1]). 그의

대수학 연구는 당대의 수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음수와 복소수에 대

한 연구는 그가 대학에서의 수학교육에 대해 숙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1828년 이후 그와 교류했던 프렌드에 의해 자극을 받은 결과이기

도 했다. 드모르간과 프렌드는 음수와 대수의 본질에 대해 1820년대 후반부터 1830년

대 초반까지 논쟁하였다([23], [24]). 대수학 연구에서 드모르간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수학자는 드모르간과 함께 영국의 기호대수학을 대표하는 수학자로 평가받는 피

콕이다. 그레고리(Duncan Farquharson Gregory, 1813-1844)도 드모르간에게 많은 영

향을 미쳤다. 드모르간, 피콕, 그리고 그레고리는 공동연구를 통해 1830년대부터 1850

년대까지 대수에서의 기호적 접근에 대한 그들의 아이디어를 발표하였다([2], [23]).

피콕이 대수에서의 기호적 접근을 위해 《Treatise of algebra》(1830)를 집필하였

을 때, 드모르간은 기호대수를 의미가 없는 대수로 여겨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수학에서 의미와 내용보다 수학적 방법으로서의 연역을 중시하게 되면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수용하였다([24]). 드모르간은 1830년대 후반에 해밀턴 경과 휴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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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철학적, 교육적 관점에서 기호대수를 비판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 기호대수에 의미

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기호대수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 결과는 1839년부터 1844년 사

이에 네 편의 논문으로 나온 〈On the foundations of algebra〉이다.

《Trigonometry and double algebra》(1849)(이하 간단히 TDA)는 이 논문들을 바탕

으로 집필되었다. 드모르간은 TDA에서 대수를 이중대수로 형식화하였다. 또한 그는

해밀턴 경과 휴웰과의 교류를 통해 이중대수를 삼차원으로 즉, 삼중대수로 확장하는

것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로 〈On triple algebra〉(1849)를 출판하였다. 이러한 연

구들은 해밀턴 경의 4원수 발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10, pp.112-113], [21],

[24], [27], [30]).

수학교육에 대한 드모르간의 관심은 논리학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드모르간은

《On the study and difficulties of mathematics》에서 논리를 기하 학습의 기본 도구

로 간주하였고, 1835년에 《The Quarterly Journal of Education》에 투고한 〈A

treatise on algebra〉에서 피콕의 《Treatise of algebra》를 개관하며 기하뿐만 아니

라 대수학과 논리학 사이의 관계를 언급하였다. 드모르간은 수학교육 측면에서 논리

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1839년에 기하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논리학 교재인

《First notion of logic》을 집필하였다([21]). 이후 드모르간은 아리스토텔레스식의

삼단 논법 체계를 확장한 〈On the syllogism I〉(1846), 〈On the syllogism II〉

(1850), 〈On the syllogism III〉(1858), 〈On the syllogism IV〉(1860) 및 대수적 논

리학 발전에 신기원을 연 《Formal logic》(1847)을 집필하였다.

드모르간은 술어의 양화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던 해밀턴과 서신으

로 교류하였는데, 그와의 논쟁이 드모르간에게 형식논리를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2], [4, p.331], [21]). 1858년의 논문 〈On the syllogism III〉에서는 계사(繫辭,

copula)*가 추상화, 일반화되었으며, 1847년에 집필한 《Formal logic》의 명칭이었던

‘형식논리’의 의미가 명확해졌다. 그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On the syllogism

IV〉에서 자신의 중요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순수하고 형식적인 관계논리를 다루었

다([21]).

드모르간의 연구는 불 대수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쳤다. 논리학자이자 수학자인 불

과의 교류는 불이 미적분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편지를 1842년에 드모르간에게

보냄으로써 시작되었다. 불은 드모르간의 〈On the syllogism I〉의 영향을 받아 1847

년에 《The mathematical analysis of logic》을 집필하였고, 1848년에는 〈Calculus

of Logic〉을 《Cambridge and Dublin Mathematical Journal》에 투고하였다. 이후

불은 이 논문에 담긴 원리를 발전시켜 오늘날 불 대수라고 일컫는 논리 체계가 담긴

《An investigation into the laws of thought, on which are founded the

mathematical theories of logic and probabilities》(1854)를 집필하였다([10,

pp.165-168], [16], [29], [30]).

* 계사는 문장의 주어와 술어를 연결해주는 단어이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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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수학 분야에서의 드모르간의 업적

드모르간은 추상대수학 발달의 초기창시자 중의 한 사람으로([24]), 기호의 의미를

제거하고 형식을 기반으로 구성되는 대수의 원형을 제시하였다([17]). 드모르간은

TDA에서 기호대수를 소개하면서 “기호의 의미를 버리면서, 그 기호를 묘사하는 단어

의 의미도 버린다. 이제 덧셈은 의미 없는 어음(語音)이 된다([9, p.101]).”고 말하였다.

또, 기호대수에서 A, B, C와 같은 문자가 미덕과 악덕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하여, 기호

의 의미와 형식을 분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의미와 형식을 분리함으로써, 드

모르간은 산술에서 성립하는 연산 규칙이 대수에서 그대로 성립할 필요가 없고 오히

려 잘 구성된 공리 집합에 근거해서 대수를 구성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27]). 드모

르간은 1842년 〈On the foundations of algebra, No.Ⅱ〉에서 기본 대수 기호의 목록

과 대수 법칙의 목록을 제시하였다([11, 재인용]). 이 목록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수의 기본 기호는 0, 1, +, −, ×, ÷, ( ) ( ), 그리고 문자(letters)이다.

2. +, -는 항-기호(term-signs)이고, ×, ÷는 인수-기호(factor-signs)이다.

3. 앞에 + 또는 -가 있는 기호는 항(term), 앞에 × 또는 ÷가 있는 기호는 인수(factor),

A B에서 A는 밑, B는 지수, 항들로만 구성된 표현은 co-terms, 인수로만 구성된 표현

은 co-factors이다.

4. 0은 모든 기호의 co-term이고, 1은 모든 기호의 co-factor이다.

A=×A=1×A, A=+A=0+A

5. 기호만 다른 co-term은 0과 같고, 기호만 다른 co-factor는 1과 같다.

+A-A=0, ×A÷A=1

6. 항이나 인수 기호를 어떻게 조합하든지 어떤 기호가 동일하게 적용될 때, 그 기호는

항이나 인수에 분배된다.

7. +(+A-B)=+(+A)+(-B), ÷(×A÷B)=÷(×A)÷(÷B)

8. -A×-B=-(-A×B)=-(-)(A×B)

9. +(-A)=-A, -(-A)=+A, ×(÷A)=÷A, ÷(÷A)=×A

10. +A-B=-B+A, ×A÷B=÷B×A

11. (+A)×(+B-C)=(+A)×(+B)+(+A)×(-C)=+A×B-A×C

×(B-C)÷A=B÷A-C÷A

12. A 0=1, A 1=A

13. (×A×B)C=×AC×BC

14. A B×A C=A B+C, (A B)C=A B×C

* TDA는 <On the foundations of algebra, No.Ⅰ> - <On the foundations of algebra, No.Ⅳ>를 바탕으
로 쓰여진 저서이다([27]). 이 논문에서는 원문 대신에 TDA를 참조하였다.



19세기 대수학 및 논리학 발달에서의 드모르간의 위상

- 134 -

이 목록에서 몇 가지는 단순한 정의이고 몇 가지는 중복되지만, 그것들은 결합법칙

을 제외하고는 순서체의 기본 공리와 거의 동형이다([17]). 드모르간은 “이러한 규칙에

만 복종하고(규칙의 조합으로 형성되는 것을 제외하고), 이러한 기호만 사용하는(기호

의 조합을 축약하여 만든 새로운 기호를 제외하고) 기호 체계가 기호대수([9, p.104])”

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기호대수는 그의 관점에서 바라본 단일대수*로, 오

늘날의 순서체에 해당한다. 단일대수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드모르간이 사용한 방

식은 대상의 내적 성질을 정교하게 탐구하고 묘사함으로써 특정한 수학을 만드는 것

이 아니라, 대상의 외부에서 규정한 규칙의 목록을 통하여 특정한 수학을 하는 것이

다. 이러한 의미에서 드모르간은 공준적 대수의 초기 목록을 형식적으로 작성한 최초

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11]).

기호대수를 구성하는 드모르간의 관점에는 당대의 학자들의 관점을 뛰어넘는 부분

이 있다. 대수학 발달의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피콕의 관점은

드모르간의 관점에 비하여 제한된 측면을 가지고 있다. 피콕은 산술대수**와 기호대

수***를 구분하고, 산술대수로부터 기호대수를 유추할 수 있는 ‘형식불역(形式不易)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형식불역의 원리에 의해서 산술식

(4 2-2 2)= (4+2)(4-2)는 대수식 (a 2-b2)= (a+b)(a-b)를 제안한다. 그런데 피콕은 형

식불역의 원리가 대수의 기초를 제공하는 영원불멸의 원리라고 생각하여([17], [27]),

제안된 대수식이 논리적으로 모순은 없는지에 대한 사후 논증 과정을 고려하지 못하

였다. 예를 들어 n이 자연수일 때 성립하는 식

      
 

   ⋯

이 n이 양의 유리수인 경우에도 성립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17]). 자연수 n에서

성립하던 식이 유리수에 대해서도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산의 의미가 그대로 성

립하는지 아니면 식의 일부가 수정되어야 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하지만 피콕은

“산술대수에서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동등한 형식이 발견될 때마다,

기호가 그 형식에서 일반적일 때, 그것이 특정 값에서 성립할지라도, 그 기호가 그 형

* 드모르간은 대수를 발달 과정에 따라 4단계 즉, 산술, 보편산술, 단일대수, 이중대수로 구분하였다. 단일

대수는 불가능한 뺄셈을 가능하게 만들어 의미를 제공하는 대수를 의미한다. 원문에서 드모르간은 이

것을 보통 대수(ordinary algebra)라고 하였다. 그는 보통대수를 단일대수로 보았다([8]).

** 산술대수는 통상적인 양의 십진수를 표기하는 기호와 그와 같은 수에 적용할 수 있는 덧셈 및 곱셈과

같은 연산에 대한 기호의 사용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산술대수에서는 어떤 연산

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제한을 둔다. 예를 들어, 뺄셈 a-b에서 a는 b보다 항상 커야 한다.

*** 기호대수에서는 산술대수의 연산을 적용하지만 그것에 대한 제한이 무시된다. 따라서 기호대수에서

뺄셈은 항상 적용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 예를 들어   ,   ,  

이라고 하면, 




이 되는데 이 식의 다항근사식은 의 범위

에 따라 수렴하기도 하고 발산하기도 한다.



최지선, 박선용, 김재홍, 권석일, 박교식

- 135 -

식뿐만 아니라 그 본질에서도 일반적인 경우에 그 동등한 형식이 유지될 것이다

([22]).”라고 생각하였다. 이는 현대적인 추상대수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관점이다.

기호대수의 관점을 정립하는 것은 드모르간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1828

년에 부르동(Bourdon Marie, 1779-1854)의 《Elements of algebra》를 영어로 번역하

면서, 대수는 “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추론을 단축하고 일반화하는데 기호를 사용하는

수학 분야”라고 정의함으로써([27, p.12, 재인용]), 대수를 일반화된 산술로 간주하였다.

그가 1830년에 피콕이 《Treatise on Algebra》에서 제시한 산술대수와 기호대수의

구분을 받아들이는데 5년의 시간이 걸렸다([24]). 드모르간은 형식불역의 원리를 수정

하여, 산술에서 성립하는 연산 규칙을 바탕으로 대수에서 성립하는 연산 규칙을 유추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성립할 필요는 없으며, 모아진 연산 규칙 사이에 모순은 없는지

에 대한 논리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서 대수를 구성해야 한다는 관점을 정립하였다.

대수를 과학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본 피콕([17])과 달리 드모르간은 대수가 단순히 산

술 계산에 대한 기예(art)가 아니라 과학임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대수를 과학으

로 만들기 위하여 대수의 형식과 의미 중에서 형식 체계를 먼저 구성하고, 논리적으

로 검증한 다음, 그것에 의미 체계를 부여함으로써 대수 법칙의 목록을 구성하는 방

법([9, pp.97-98])을 제안하였다.

기호의 의미와 형식을 분리하여 형식 체계를 구성한 이후에 의미 체계를 부여하여

통합하는 드모르간의 관점은, 한편으로는 현대적인 추상대수로의 발달에 있어서 하나

의 제약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그는 추상대수의 발달단계를 산술, 보편산술, 단일대

수, 이중대수로 제시하였다. 산술 규칙이 문자로 일반화된 보편산술에서 뺄셈( a-b )

의 의미를 버린 후에, 기호와 조작 규칙의 집합을 구성하고, 수직선의 단위선분을 이

용하여 덧셈과 뺄셈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단일대수를 구성한다([1]). 또, -1의 의

미를 버리고 단일대수에서 성립하는 (앞서 목록화한) 14개의 대수 법칙을 모은다. 여

기에서 14번째 대수 법칙 즉, A B×A C=A B+C, (A B)C=A B×C을 만족한다면,

(-1)
1
2 (-1)

1
2 =-1이 성립한다는 규칙을 수용하고, 이것이 성립하도록 하는 의미 체

계를 선분의 길이와 선분의 방향이라는 두 가지 기하학적 의미에서 찾음으로써 이중

대수에 이른다([9, pp.117-137]). 드모르간은 이러한 이중대수에 이르는 과정을 고수한

나머지, 삼중대수*의 구성 가능성에 매이게 되면서 사원수 발견에 이르지는 못하였

다. 결국 자연수, 유리수, 실수와 같이 익숙하게 사용하던 수체계의 형식을 제공하는

대수를 넘어서는 추상대수의 구성에 이르지 못하였다([17], [18]).

드모르간이 구성한 대수의 한계는 수학의 발달에 관한 그의 견해에 기인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드모르간은 수학이 이전에 축척된 지식이 일반화되면서 연속적으로

* 드모르간은 a+b -1 모양을 가지는 이중대수의 대상이 평면에서 선분으로 나타내어지기 때문에 공

간에서 선분을 나타내는 a+b -1+c -1
-1
모양의 삼중대수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

하였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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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한다고 생각하였다([27]). 그는 특정한 사실이 성립하는 지식을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하면서 지대한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기존의 지식을 비워버리는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은 생각하지 못하였다. 드모르간에 따르면, -1과 관련해서 의

미대수를 구성하기 위해서 의미 체계를 주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합

의가 필요([9, p.109])”하고, “완전한 의미대수는 우리가 사용하는 부족한 체계를 확장

해야([9, p.109])” 한다. 즉, 기존의 의미 체계는 더 확장된 의미 체계의 일부로 포함되

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는 복소수까지 포함하는 체의 공리를 얻을 수 있었지만 새

로운 대수로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이것은 이후에 해밀턴 경과 불에 의해서 이루어졌

다([3], [27]). 1833년에 해밀턴 경은 (a,b)(c,d)= (ac-bd , ad+bc)와 같이 실수의

쌍으로 나타내는 형식적 대수를 도입하고, 삼원수 대신에 사원수의 가능성을 생각하

여 10년 후에 사원수 a+bi+cj+dk를 정의하였다([27]). 또, 불은 양과 상관없이 성

립하는 불 대수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해서 수학은 의미가 주는 제약에서 벗어나 추

상적인 대수학을 구성할 수 있는 엄청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드모르간은 산술에서 단순히 유추한 형태의 기호대수를

넘어서, 형식으로부터 구성하는 수학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나타내어

추상대수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

3. 논리학 분야에서의 드모르간의 업적

드모르간은 논리학을 철학과 분리시켜 수학과 연결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가 아리

스토텔레스 논리학을 개혁하고 관계논리를 명시적으로 도입한 것은 바로 수학과 논리

학을 긴밀하게 연결시키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즉, “그의 주요한 과학적 기여는 논리

학을 수학적으로 구성([15, p.10])”한 것이다. 그는 당시의 수학자와 논리학자 모두 상

대방의 학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정밀과학*에는 수학적 눈과 논

리적 눈이 모두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6]).

수학과 논리를 결합하려는 드모르간의 관점은 당대의 학자들의 관점을 뛰어넘는 것

이었다. ‘술어의 양화’ 도입의 우선권에 대해 드모르간과 논쟁을 벌였던 해밀턴은 당

대의 논리학자들이 수학에 대해 가졌던 편향된 시각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 해밀턴은

논리학을 사고의 법칙을 분석하는 이론적 논리학과 사건을 다루는 실제적 논리학으로

분류하고, 후자를 다시 필연적 문제를 다루는 수학과 우연적 문제를 다루는 철학, 언

어학 등과 같은 여타의 학문으로 나누었다. 해밀턴은 수학에 대하여 오늘날과는 상당

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수학의 원리나 근원을 수학 내에서 찾는 것은

불가능하고, 수학이 필연적 진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 추론을 다룰 뿐이며,

* 정밀과학(exact science)은 수학, 물리학 등의 학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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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도야에는 수학이 아닌 다른 교과가 더 나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학을 철학

뿐만 아니라 논리학과도 분리시켰다([14, p.1191], [16]).

드모르간이 논리학을 수학과 긴밀히 연결시키려 했던 것은 논리학을 우리 사고의

정확한 표현 수단으로 발전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즉, 그는 논리학에서 애매하고 이

론적으로 불완전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였다. 19세기 초의 논리학에서

여전히 불명확하게 다루어지던 대표적 예가 ‘부정’ 개념*이었는데, 드모르간은 이 부

정 개념을 다루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꿈으로써 술어의 양화를 도입하고 논리학을

수학과 긴밀히 연결시킬 수 있었다.

드모르간 당시, 에 대한 부정은 ‘그 를 제외한 어떤 것이라도 될 수 있는 불명

확한 무엇’으로 간주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드모르간은 반대어(contrary terms)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탐색의 대상을 전체 또는 세계(universe)라고 부르면서 논의세계

(universe of discourse) 개념을 도입해, ‘non- ’를 ‘논의세계에서 가 아닌 모든 것’

으로 규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전통적인 논리학과 다르게 와 non-를 동등

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였다([15, pp.10-11]).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에서

는 ‘no-man’을 이름으로 간주하지 않았지만 드모르간은 논의세계에서 ‘man’과

‘no-man’을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어떤 것의 이름이 된다고 보았다.

해밀턴도 술어를 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명제를 적절하게 양화하면 그 명제는 술

어와 주어 사이의 방정식이 되고, 삼단논법의 논리 법칙을 더욱 단순화시킬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해밀턴이 실제로 제시한 기호 체계는 수학적 방정식을 구성하

는데 적절하지 않았고 일상 언어의 사용 방식과도 다른 규칙을 지니고 있었다([16,

pp.55-59]). 이에 비해, 드모르간은 논의세계와 부정 개념에 기초해 술어의 양화를 도

입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기호 체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어떤 것과 그것의 부정에 대

한 동등한 취급이 논리학을 언어 사용 방식에 부합하도록 변모시킬 뿐만 아니라 논리

학 자체를 진일보시킬 수 있는 첩경임을 드러내었다.

드모르간은 논의세계와 부정 개념에 기초해, 어떠한 이름 표현(name expression)이

라도 그것의 부정을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술어도 주어와 마찬가지로 양

화할 수 있게 되고 주어와 술어의 관계를 방정식과 같은 표현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

어 논리학을 수학화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드모르간은 ‘논의세계에서 가 아닌 것’

을 로 나타내고 4가지 전칭 긍정(A), 전칭 부정(E), 특칭 긍정(I), 특칭 부정 명제(O)

를 다음과 같이 8가지 형태***로 제시하면서   = · =  와 같은 방식으로

명제 사이의 동치관계를 나타내고, ‘+’를 연언(conjunction)을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하

여    와 같은 방식으로 복합명제를 나타내었다([15, p.12]).

* 이와 관련해 드모르간은 ‘긍정과 부정’, ‘가능과 불가능’, ‘보편과 특징’과 같은 서로 대비되는 관계를 규

명하려 노력하였고, 특히 역설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 드모르간은 한 쌍의 상반되는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그 용어가 지칭될 수 있는 세계를 개념

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16가지로 제시가능하지만 서로 구별되는 것은 8가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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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  is a    ; Every  is a    ;

No  is a  · ; No  is a  ·  ;

Some  's are  's  ; Some 's are 's  ;

Some  's are not  's    ; Some 's are not 's   

드모르간은 어떤 항과 그것의 부정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논의세계라는 개념

을 도입하였다. 그 개념을 바탕으로 술어 와 not 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주어뿐만

아니라 술어도 양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주어와 술어의 관계 관점에서 논

리 명제를 다루게 되었다. 이러한 술어의 양화는 일상어나 논리기호로 표현한 명제를

류(class)를 활용한 표현 즉, 방정식화된 표현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학적

논리학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드모르간의 법칙은 이러한 맥락에서 재해석할 수 있다. 드모르간의 법칙은 19세기

이전에도 많은 학자에 의하여 다루어졌다. 중세유럽에서도 아벨라르(Pierre Abelard,

1079-1142), 히스파누스(Petrus Hispanus, 1215-1277), 스코투스(John Duns Scotus,

1270-1308), 옥캄(William Occam, 1300-1350) 등이 드모르간의 법칙을 포함한 명제

계산의 많은 법칙과 논의세계의 전조가 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15, p.2]). 그러나 이

러한 학자들과 드모르간은 어떤 대상과 그 대상의 부정을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아이

디어를 드모르간의 법칙에도 적용하여 형식화하였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예를 들어,

공식에서 P와 Q를 각각 P c와 Q c로 치환하게 되면 (P c∩Q c) c = P∪Q 공식을 얻

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와 그것의 부정인 non-의 논리학적 위상이 동일함을 보여

준다. 이 동등한 취급이 그의 논리학의 핵심적 가정이라는 점에서, 드모르간의 법칙은

이름 그대로 그의 논리학을 대표하는 법칙이라 할 수 있다.

드모르간은 관계와 그 관계에 대한 연산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현대적인 관계 이론

의 초석을 닦아 놓았다. 이러한 업적도 논리학을 수학과 관련시키려는 그의 노력이라

는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이래 2000년 이상, 유클리드 기하학은 논증

과학의 전형으로 간주되었지만, 드모르간 당시 전통적인 삼단논법에 의해서는 기하학

에서 흔히 사용하는 “보다 크다”는 관계의 추이율조차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드모르간은 이러한 수학과 논리학의 단절을 극복하고자 관계논리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20]). 드모르간은 논리학의 명제를 등식화시켜 마치 대수에서와 같이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어와 술어 사이의 동치 관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드모르간은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였다. 우선 전통적인 삼단논법의

논증을 류 사이의 관계와 이중계사 삼단논법(bicopular syllogism)을 도입하여 다루었

고, 계사 자체도 일반화하였다. 이중계사 삼단논법은 예를 들어 ‘∼의 형이다’, ‘∼의

부모이다’는 두 관계를 합성하여 ‘∼의 큰 아버지이다’와 같은 관계를 만드는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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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A는 B의 형이다.”와 “B는 C의 부모이다.”로부터 “A는 C의 큰 아버지이다.”

를 추론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또, 드모르간은 여러 관계를 대수적으로 다루

기 위해 두 관계 과 의 논리합, 논리곱, 상대적 합, 상대적 곱을 각각  ′ ,  ,
≬ ,  으로 나타내고 관계 의 보관계(complementary relation to  )와 역관

계를 각각  , 로 표현하는 기호 체계를 도입하였다([28, p.165]).

드모르간은 논리학 연구를 계속하면서 관계의 형식적 성질에 주목하였다. 드모르간

은,《Formal Logic》(1847)을 집필하던 당시에 추이성, 치환성(convertibility)과 같은

형식적 성질을 만족하는 관계 용어는 모두 삼단논법의 규칙을 만족시킬 수 있음을 자

각하였다. 형식적 성질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게 된 드모르간은 추이성만을 따를 때와

치환성을 덧붙였을 때로 나누어 삼단논법의 규칙을 연구하였다. 이렇게 해서 관계의

형식적 성질을 다루는 논리학을 태동시키게 되었다([20, pp.48-88]). 관계 논리는 퍼스

(Charles Sanders Peirce, 1839-1914), 슈뢰더(Ernst Schröder 1841-1902), 페아노

(Giuseppe Peano, 1858-1932), 칸토어(Georg Cantor, 1845-1918), 프레게(Friedrich

Frege, 1848-1925), 러셀(Bertrand Russell, 1872-1970), 타스키(Alfred Tarski,

1901-1983)등을 거치며 더욱 발전하게 되어 수학의 기초로 자리 잡게 된다([12], [19]).

이렇게 해서 논리학과 수학을 긴밀히 연결시키려는 드모르간의 노력이 역사적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드모르간은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재구성자인 동시에 수학적 논리학의 창시자로

간주할 수 있다. 그의 연구로 논리학이 철학에서 분리되어 나와 수학과 더욱 긴밀하

게 결합하게 되어 수학적 논리학이 하나의 독립적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4. 요약 및 결론

드모르간은 피콕과 휴웰 등을 스승으로 하여 대륙수학의 양분을 흡수하면서 학문적

으로 성장하였다. 그는 30여 년간 재직한 런던대학을 중심으로 수많은 수학자 및 논

리학자들과 교류를 통해 연구 활동을 하는 한편, 대중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SDUK의

회원으로 수학교육 분야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였다. 그는 19세기 초, 근대 수학이 급

속도로 발달하는 시기에 대수학과 논리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드모르간은 대수학에서 기호의 의미를 제거하고 형식을 기반으로 하여 구성하는 대

수의 원형을 제시하였다. 그는 의미와 형식을 분리함으로써, 산술에서 성립하는 연산

규칙이 대수에서 그대로 성립한다고 가정하기보다는 연산 규칙을 먼저 제시한 다음

이 각각이 성립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시킴으로써, 잘

구성된 공리 집합에 근거해서 대수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이러한 의미

에서 드모르간은 공준적 대수의 초기 목록을 형식적으로 작성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드모르간은 기호의 의미와 형식을 분리하여 형식 체계를 구성한 이후에

다시 형식 체계에 의미 체계를 부여하여 통합하는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현대적인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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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수학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19세기 대수학 발달 과

정에서 남긴 그의 업적은 결코 가볍지 않다. 드모르간은 산술에서 단순하게 유추된

형태의 기호대수를 넘어서, 형식으로부터 구성되는 수학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나타내어 추상대수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

논리학에서 드모르간이 19세기 학문 발달에 남긴 가장 중요한 업적은 논리학을 수

학적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논리학을 수학과 긴밀히 연결시키려 했

던 것은 논리학을 사고의 정확한 표현 수단으로 발전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어떤 것과 그것의 부정에 대한 동등한 취급이 논리학을 일상적 언어 사용방식에

부합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논리학 자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보였다. 그

는 당시 애매하게 다루어지던 부정 개념을 논의세계 개념을 통해 명확히 하였고, 논

의 세계와 부정 개념에 기초하여 술어의 양화를 도입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기호 체계

를 제시하였다. 드모르간은 와 non-를, 술어 와 not 를 각각 동등하게 취급하

여, 주어와 술어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논리 명제를 취급함으로써 현대적 의미의 관계

논리의 태동에 기여할 수 있었다. 드모르간은 관계를 대수적으로 다루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였으며, 논리학을 연구하는 가운데 추이성, 치환성과 같은 형식적

성질 자체로 관심을 돌려 논리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즉, 현대적인 논리학

은 드모르간으로부터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대수학과 논리학에서의 드모르간의 업적은 몇 가지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드모르간은 당대의 다른 학자들과 달리 대수와 논리를 학문의 위치로 끌어올

리려고 하였다. 드모르간은 대수를 기예로 본 피콕의 견해에 반하여 대수를 학문으로

만들고자 하였으며, 논리학과 수학을 분리하여 생각하였던 해밀턴과 달리 논리학을

수학과 결합하여 다루고자 하였다. 둘째로, 드모르간은 대수학과 논리학에서 모두 일

관성 있는 기호 체계를 제시하였다. 셋째로 음수와 부정과 같이 이전에는 학문적 대

상으로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던 것을 학문적 대상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연구하

고, 그 각각에 대한 교육적인 조처를 고민하였다. 드모르간은 음수의 인식론적 지위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하였을 뿐만 아니라([13]), 교육적인 견지에서 음수 개념을 논리

학에서의 부정 개념과 함께 묶어 고민하였다. 드모르간은 “대수를 가르칠 때 학생들이

a가 음수가 되고 -a가 양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인식상의 어려움이

있듯이 어떤 것과 그것의 부정에 관해서도 이와 유사한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16,

재인용]).”고 하였다. 드모르간은 부정과 음수에 대한 인식론적 장애가 유사한 것이라

고 보면서, 음수를 포함하는 대수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양수와 음수를 동일하게 취급

하게 하고, 논의세계 개념을 구성하여 와 non- , 술어 와 not 를 동등하게 취

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고민하였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드모르간은 비록 완전한 형태의 추상대수학과 완전한 형태의 현대적 논리학을 구축

하는데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나름대로 그 각각으로 나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음수와 부정을 다른 수학적 대상과 동등한 위치에서 다루도록 하는 관점의



최지선, 박선용, 김재홍, 권석일, 박교식

- 141 -

전환과, 대수적 성질과 논리 규칙을 명시적으로 체계화하여 제시함으로써, 후일 그것

을 더 발전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한 것은 모두 높이 평가되어야 할 업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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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Morgan in the development of algebra

and mathematical logic in 19C 

    

       

                Jungheung Middle School Choi Ji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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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what exactly De Morgan contributed to abstract

algebra and mathematical logic. He recognised the purely symbolic nature of algebra

and was aware of the existence of algebras other than ordinary algebra. He made

algebra as a science by introducing the ordered field and made the base for abstract

algebra. He was one of the reformer of classical mathematical logic. Looking into De

Morgan's works, we made it clear that the developments of algebra and mathematical

logic in 1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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