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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존재에 대한 괴델의 수학적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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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델에 의하면, 모든 긍정성을 가진 존재를 신으로 정의할 때 신의 존재에 대한

수학적 증명은 가능하다. 신의 정의를 만족하는 대상이 존재가능하다면, 그 대상

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이를 위해서 그는 세 개의 정의와 다섯 개의 공리와 두

개의 정리를 남겼고, 2차 양상논리 시스템 과 공리 ◇□→□를 사용했다.

           주제어 : 괴델, 신, 존재론적 증명, 양상논리

0. 수학사적 배경

수학의 역사에서 신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시도는 새삼스러운 사건이 아니다

([14][17]). 고대의 피타고라스(Pythagoras)는 수를 이해하는 것이 세계와 신을 이해하

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중세의 쿠자누스(Nicolaus Cusanus)는 무한에 대한 이해를 모

델로 신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으며, 근대의 뉴턴(I. Newton)은 질서와 합리성

이 내재된 세계를 창조한 신을 수학자로서의 신으로 이해하였다. 현대에 칸토르(G.

Cantor)가 무한의 문제에 도전한 배경에는 신을 이해하려는 동기가 있었다.

현대 수학을 무한에 대한 연구라고 정의했던 바일(H. Weyl)은 수학적 탐구심은 그

어떤 매개보다도 인간의 마음을 신의 마음에 더 근접하도록 고양시켰다고 보았다. 스

스로 신을 신봉하고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시도했던 수학자들이 있었다. 데카르트

(R. Descartes, 1637), 라이프니츠(G. Leibniz, 1709), 괴델(K. Gödel, 1970)은 그 중에

서도 주목할 만한 결과를 제시했던 수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18][19][20]).

이 논문에서는 괴델의 신에 대한 존재론적 증명을 다룬다. 여기에서 다루는 사료는

1970년 2월 10일자 Ontologischer Beweis(존재론적 증명)이라는 제목의 노트이다(그

림). 괴델의 수기 노트에는 정의와 공리와 정리만 있을 뿐 증명과정은 생략되어 있다.

* 이 논문은 2009년도 호서대학교의 재원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09-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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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델이 작성한 신에 대한 존재론적 증명(1970)

이 자료에 대한 공식적인 출판본은 1986년에 출판된 괴델선집 3권에 수록되어 있다

([6], 403-404). 괴델은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 작업을 1930년대에 이미 시작하였으며,

1941년으로 추정되는 기록이 추가로 남아 있다. 이 미완성 증명은 역시 괴델선집 3권

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6], 429-437).  

당시에 괴델은 건강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으며 죽음이 임박해 왔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했다고 한다. 괴델은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스코트(Dana Scott)에게 보여주

었으며, 스코트는 노트를 만들어서 1970년 가을학기의 프린스턴 대학의 논리학 세미

나에서 발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후에 괴델은 친구 모르겐슈타인

(Morgenstein)에게 신의 존재에 대한 수학적 증명에 대하여 충분히 만족한다는 의사

를 밝혔다([6], 388; [3], 237).

괴델의 신의 존재 증명에 대한 연구는 주로 스코트의 버전(version)을 기준으로 필

요에 따라 부분적 변경이 가미되면서 수행되어 왔다([1][9][10][12,13][14][1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변경사항을 두지 않고 괴델의 증명 원본의 내용을 직접 다룰 것이다.

본 소고의 범위는 괴델의 증명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집중될 것이다. 따라서 괴델의

증명에 대한 신학적 비교나 다른 수학자들의 신의 존재 증명과의 비교는 다른 기회에

논의될 것이다. 필연성술어 은 □로 표기하고, 가능성술어 은 ◇로 표기하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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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술어 ⊃은 →로 표기하였음을 밝혀 둔다.

1. 괴델의 양상논리

 괴델은 신의 존재 증명에서 양상논리(modal logic)를 적용하고 있다. 양상논리는

필연성(necessity)과 가능성(possibility)을 다루는 논리시스템인데, 고전적 양상논리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현대의 수학적 양상논리는 루이스

(C. I. Lewis(1918), A Survey of Symbolic Logic)에 의해 성립되었다([8]). 특히, 최근

의 양상논리는 증명가능성논리(provability logic)와 연결되어 발전되고 있다([2]). 그래

서 오늘날의 양상논리는 표준논리학(standard logic)의 연장에 해당하는 비표준논리학

으로 분류될 수 있다.

괴델은 루이스의 양상논리를 알고 있었고, 1931년에는 양상논리와 직관주의논리

(intuitionistic logic)의 연결을 다룬 베커(Oskar Becker, 1930)의 논문에 대하여 논평

을 발표했다([7]). 베커는 처음으로 양상논리의 와  시스템을 위한 공리들을 제안

한 인물이었다.

괴델은 1933년에 직관주의 명제논리시스템(Intuitionistic Propositional Logic)과 동

등한 논리시스템을 정의했는데, 이 시스템은 루이스 양상논리의 와 동등하다

([5][8]).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명제가 직관주의 명제논리시스템 내에서 증명된

다면, 그 명제는  내에서 증명된다는 것이다([16]). 이것은 직관주의에 대한 그의 수

용적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19]). 괴델은 모든 항진명제(tautologies) 외에 새

로이 다음과 같은 공리를 설정했다([5]).

는 ‘는 증명가능하다( is provable)’를 표현한다.

공리 B1. →

공리 B2. →→→

공리 B3. →

이 공리들을 양상논리의 공리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는 양상논리의 필연성

(necessity)을 의미한다.

공리 M1. □→

(양상논리의 성찰공리(reflection)에 해당됨)

공리 M2. □→□ →→□

(양상논리의 분배공리(distribution) □ →→□→□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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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 M3. □→□□

(양상논리의 내성공리(introspection)에 해당됨)

괴델은 공리 M3의 □→□□를 베커의 공리(the Axiom of Becker)라고 불렀다.

다음으로 괴델은 다음의 추론규칙을 도입했다.

로부터 를 추론한다

그러므로 이 추론규칙은 양상논리의 추론규칙인 다음의 필연화규칙(necessitation

rule)에 해당된다.

로부터 □를 추론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양상논리 시스템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First Order Logic)

  : □→ , □ →→□→□, □→□□

  

다음과 같은 새로운 공리를 추가하면  시스템이 정의된다.

     : ◇→□◇

여기에서의 ◇→□◇는 ◇□→□과 논리적으로 같다.

괴델의 신의 존재 증명에서는 ◇□→□가 공리로 필요하기 때문에, 괴델은 양상

논리 시스템  을 사용한 것이다.

2. 괴델의 공리

괴델은 존재론적 증명(1970)에서 신의 존재 증명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공리를

제시했다([6], 403).

‘속성 는 긍정성을 가진다’ 를 로 표현한다. (또는 ∈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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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Axiom) 1. ∧→∧

공리(Axiom) 2. ∨

공리(Axiom) 3. →□

→□

공리(Axiom) 4.  

공리(Axiom) 5.  ∧□ →→

공리5가 함의하는 바에 의하면,   는 긍정적이고(positive), ≠ 는 부정적이다.

모든 긍정성(positive properties)의 시스템은 양립가능하다. 그러나 만일 긍정성의 시

스템이 양립불가능하다면(incompatible), 긍정성의 합(sum)은 ≠이 된다는 것을 의

미할 것이다.

3. 괴델의 정의

괴델은 존재론적 증명(1970)에서 신의 존재 증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정

의를 설정했다([6], 403).

정의(Definition) 1. (신 God)

≡∀→

이 정의는 신에 대한 정의로서, 어떤 대상이 신의 속성을 갖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그 대상이 모든 긍정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속성을 나타내는 술어 에

대한 양화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괴델이 2계논리(second order logic)를 사용했음을 보

여준다.

정의(Definition) 2. (본질 Essence)

≡ ∀→□∀→ (□= 필연성 necessity)

(의 두 본질은 필연적으로 동등하다.)

이 정의는 신의 본질에 대한 것인데, 필연성 술어 □가 도입되었다. 대상이 갖는 속

성이 본질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다른 속성 을 가지는 모든 대상들에 대하

여, 를 속성으로 갖는 대상들은 를 속성으로 가지는 것이 필연적임을 의미한다.

괴델의 초기 구상에서는 추가적으로 를 연접시켰었다([6],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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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Definition) 3. (필연적 존재 necessary Existence)

≡∀→□∃

이 정의는 대상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속성 가 대상의 본

질이라면 속성 를 필연적으로 가지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괴델의 정리

괴델은 존재론적 증명(1970)에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두 개의 정리를 다음

과 같이 제시했다([6], 403).

정리(Theorem) 1. →  

이 정리는 신에게는 신의 속성이 본질임을 의미한다.

증명. 1.  (가정)

2.  (가정)

3. → (공리2에 의해)

4. → (정의1에 의해)

5. → (3과 4로부터)

6.  (2와 5의 대우로부터)

7. □ (공리3에 의해)

8. →∀→ (정의1에 의해)

9. □  →∀→(양상논리의 필연화규칙(necessitation)에 의해)

10.□→□∀→(양상논리의 분배공리(distribution axiom)에 의

해)

11. □∀→ (7, 10 전건긍정법(modus ponens)에 의해)

12.  (정의2에 의해) QED

도움정리(Lemma) →◇∃

증명. 1. ∧◇∃ (부정하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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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 (공리5에 의해)

5. □∀→  

6.    (공리5에 의해)

7.   ∧≠ (공리2에 모순) QED

정리(Theorem) 2. →□∃

이 정리는 신의 속성을 만족하는 대상에게는 신의 속성을 만족하는 대상이 필연적으

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다음은 정리2에 대하여 괴델이 남긴 증명과정의 명제이다.

∃→□∃

◇∃→◇□∃ (◇= 가능성 possibility)

◇∃→□∃

즉, 신의 속성을 만족하는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신의 속성을 만족하는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 필연적임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긍정성(all positive properties)의 시스템이 양립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공리5에

의해 성립한다.

증명. 1. →∧ (공리4, 정의1, 정리1에 의해)

2.  ∧→□∃ (정의3에 의해)

3. →□∃

4. ∃→□∃

5. ◇∃→◇□∃ (양상논리에 의해)

6. ◇□∃→□∃ (의 공리에 의해)

7. ◇∃→□∃ (5와 6으로부터)

8. ◇∃ (도움정리1에 의해)

9. □∃ (7, 8 전건긍정법(modus ponens)에 의해) QED

5. 결어

괴델이 정의한 신은 모든 긍정성(all positive properties)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어떤 대상이 존재해서, 그 대상이 긍정성을 본질성(essence property)으로 가지고 있

고, 그 대상이 가진 모든 본질이 긍정성이라면 곧 신과 같다. 이는 수학적으로 극대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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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the maximal positive property)의 구상으로 신을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괴델은 신의 정의를 만족하는 대상이 존재가능하다면, 그 대상은 필연적으로 존재

함을 증명했다. 괴델에 의하면 양상논리 시스템 와 2계논리(second order logic)를

사용할 때, 신의 존재증명을 위해서는 다섯 개의 공리와 세 개의 정의와 두 개의 정

리가 있으면 충분하다.

“긍정적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도덕적이고 미학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이라는 것이다(우연

적인 세계의 구조와는 무관하다). 오직 그 때에만 공리들은 진리이다. 또한 “결여(privation)”

(혹은 결여를 포함한)에 대한 반대로서의 순수한 “속성(attribution)”을 의미한다.” (K. Gödel

[6],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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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ödel's Mathematical Proof of the Existence of God

 

College of Humanities, Hoseo University Hyun, Woosik

Gödel's proof attempts to establish the existence of God by the definition

that God is a being having all positive properties. The proof uses here

second order modal logic system  with the axiom ◇□→□ . We review

the Gödel's own version and prove his ontological theor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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