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리연구 16-3(2013) pp. 407-436

직관주의적 유형론에서의 진리개념*

1)

정 인 교

【국문요약】이 의 목표는 직 주의  유형론에서의 진리개념이 어떻게 이

해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의거하여 직 주의 이면서 객 인 진리개

념을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라 츠의 논증보다 진 된 논증을 제시하는 것

이다. 이를 해, 직 주의  유형론에서의 명제, 유형  단의 구분을 

게의 단이론과 비교하며 간략히 설명한 후, 직 주의  유형론에서의 진리

단을 분석하고, 이에 의거해 증명의 존재의 확정성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밝힐 것이다. 한 직 주의  유형론에서 진리 단으로서의 존재 단이 어떻

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특히 왜 그것이 존재양화명제가 될 수 없는지 그 이유

를 밝히고, 존재 단을 생략  단으로 해석하는 한 견해를 비 할 것이다. 직
주의  유형론에서의 진리개념에 한 이 에서의 분석은 증명의 존재의 확

정성 문제와 증명의 존재의 비명제  성격을 분명히 한 에서 직 주의 이고 

객 인 진리개념에 한 라 츠의 규정보다 진 된 형태의 설명임을 밝히

고, 이런 진리개념에 한 주  진리개념의 옹호자들의 한 비 에 답할 것이

다. 

【주요어】직 주의  유형론, 직 주의  진리개념, 증명의 존재, 마틴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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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심사자들의 유익한 논평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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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직 주의 으로 올바른 진리개념은 무엇인가? 어떤 수학  진술

이 참이라는 것은 직 주의 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에 

한 기존의 답변들은 진리와 인식 사이의 간격을 허용하는 정도에 

따라 크게 세 부류로 나 어진다.1) 첫째는 그 간격을  허용하

지 않는 입장으로, 이에 따르면, 어떤 수학  진술이 참이라는 것

은 그 진술에 한 증명을 우리가 실 으로 지니고 있다는 것이

다. 어떤 진술에 한 증명을 우리가 실 으로 지니게 되는 것은 

정신  사건이고 정신  사건은 시간 속에서 일어나므로, 이런 진

리개념은 강하게 주 인 동시에 시제를 지니고 있다. 이런 입장

은 덤 (M. Dummett)의 창기 술이나 다소 불분명하지만 라

우어(E. J. Brouwer)  헤이 (A. Heyting)의 술들에서 옹호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는 수학  진리와 인식간의 간격을 최소한으

로 허용하는 입장으로, 이에 따르면, 어떤 수학  진술이 참이라는 

것은 그 진술에 한 증명을 우리가 실 으로 지니고 있거나 그 

진술 혹은 그 진술의 부정을 증명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입장은 어떤 수학  진술 A에 해, 우리가 아는 어떤 방법이 

A의 증명을 산출하거나 ¬A의 증명을 산출하는 결정 차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방법을 용한 결과를 우리가 모르는 경우

에도 A가 참이거나 ¬A가 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A의 결정 차를 알게 되는 것은 정신  사건이므로, 이런 진리개

념은 약하게 주 이지만 시제를 지니고 있다. 이런 약하게 주

인 진리개념은 덤 에 의해 강력히 옹호되었다. 셋째는 진리와 

인식간의 더 넓은 간격을 허용하는 입장으로, 이에 따르면, 수학  

 1) 이 단락에서 간략히 언 된 세 입장들에 한 보다 자세한 설명과 검토를 

해서는 정인교 (2013)를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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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는 인식가능성과 독립 이지는 않지만, 실  인식과는 독립

이라는 에서 확정 이고 객 이다. 이런 객 인 진리개념

은 라 츠(D. Prawitz)에 의해 강력히 옹호되었다. 그에 따르면, 
어떤 수학  진술이 참이라는 것은 그 진술에 한 증명이 무시제

이고 추상 인 의미에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덤 의 

비 에 맞서 이런 무시제 이고 추상 인 의미의 존재가 얼마든지 

직 주의 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논지를 개해 왔다. 
직 주의 수학의 기 체계로 마틴뢰 (P. Martin-Löf)에 의해 제

시된 직 주의  유형론에서는 진리개념이 진리 단의 내용의 일부

로서 상언어에 도입된다.2) 이 이론에서는 ‘명제 A가 참이다(A 
true)’는 진리 단은 ‘명제 A의 증명이 있다(Pf(A) exists)’는 존재

단과 같으며 통상 인 추론을 구성하는 단 가 된다. 마틴뢰 와 

홈(G. Sundholm)은 직 주의  유형론의 철학  기 에 한 반

성에 의거하여 객 인 진리개념을 옹호해 왔다.3) 그들의 진리개

념은 외견상 라 츠의 진리개념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되지만, 이

들의 입장들 간에는 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그

에 한 문제도 쟁 이 되어왔다.4) 
필자는 강하게 주 인 진리개념과 약하게 주 인 진리개념을 

비 하고 객 인 진리개념을 옹호하면서 라 츠의 객  진리

개념이 직 주의 으로 합한 것이 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

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 한 바 있다.5) 첫째, 어떤 수학  진

술의 증명의 존재여부가 우리의 실  인식과 독립 으로 확정

 2) 직 주의  유형론에 한 설명으로는 Martin-Löf (1984), 정인교 (2011a), 
(2011b)를 볼 것.

 3) Martin-Löf (1987), (1991), (1994), (1996), (2013), Sundholm (1994a), 
(1994b), (2004) 등을 볼 것.

 4) Prawitz (1998b), (1998c), (2012a), (2012b), Sundholm (1994b), Martin-Löf 
(1998) 등을 볼 것.

 5) 정인교 (2013)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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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그 확정성은 무엇에 기인하는가? 라 츠는 그 확정성이 

수학  진술의 의미에 기인한다고 주장하 다. 이 주장은 훨씬 더 

깊이 설명되고 정당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증명의 무시

제 이고 추상 인 의미의 존재가 직 주의  존재양화로 이해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필자는 직 주의  유형론을 지지하는 기본

인 원칙들이 이 두 문제들에 깊은 시사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

다. 이 의 목표는 직 주의  유형론에서의 진리개념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런 이해가 라 츠의 객  진

리개념에 한 두 문제들에 해 어떤 함축을 지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2 에서는 직 주의  유형론에서의 진리개념을 이해하기 해 

필수 인 사항인 명제, 유형  단의 구분을 특히 게의 단

이론과 비교하며 간략히 설명할 것이다. 3 에서는 직 주의  유

형론에서의 진리 단을 분석하고, 이에 의거해 증명의 존재의 확정

성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밝힐 것이다. 4 에서는 직 주의  

유형론에서 진리 단으로서의 존재 단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

지, 특히 왜 그것이 존재양화명제가 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밝히

고, 존재 단을 생략  단으로 해석하는 한 견해를 비 할 것이

다. 5 에서는 직 주의  유형론에서의 진리개념에 한 이 에

서의 분석이 라 츠의 직 주의 이고 객 인 진리개념을 보다 

분명한 형태로 제시하는 한 방식임을 지 하고, 이런 진리개념에 

한 주  진리개념의 옹호자들의 한 비 에 답할 것이다. 

2. 명제와 유형과 판단

직 주의  유형론에서 진리개념이 도입되는 방식을 이해하기 

해서는 우선 명제와 유형의 구분  이들과 단의 구분이 이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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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6) 통 으로 추론은 어떤 인식들로부터 어떤 인식으로

의 이행을 수행하는 작업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통  의미에서 

추론의 단 가 되는 것들은 인식 혹은 지식을 나타내는 것들이어야 

한다. 통 으로 단은 인식행 에 해당하는 정신  행 이며 주

장은 그런 인식행 의 표 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 단’이
란 말은 그런 인식행 의 상 혹은 산물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

라서 통  의미의 추론은 어떤 단들로부터 어떤 단으로의 이

행에 해당하며, 직 주의  유형론에서는 이 을 그 로 수용한다. 
추론이 단 혹은 주장들로 이루어진다는 은 게(G. Frege)

와 러셀(B. Russell)에 이르기까지 명시 으로 수용되었다. 단은 

명제로부터 진리로의 이행에 해당한다는 게의 주장은, 단은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인식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게는 단이 단가능내용, 즉, 그가 나 에 ‘생각

(thought)’이라 부른 것과, 주장  효력(assertoric force)으로 분석될 

수 있다고 여겼다. 게의 가로선과 세로선은 이들을 명시 으로 

나타내기 한 기호이다. 게의 생각과 직 주의  유형론의 명

제를 응시킨다면, 게는 모든 추론이 아래의 왼쪽에 나타난 

형식을 지니는 것으로 여겼으며, 마틴뢰 는 모든 추론은 아니지만 

많은 흥미로운 추론들이 아래의 오른쪽에 나타난 형식을 지니는 것

으로 여겼다고 할 수 있다.7) 

      ⊢A1 ,…, ⊢An           A1 true ,…, An true  
          ⊢B                          B true

 6) 이 에서의 논의에 한 보충을 해서는 정인교 (2011a)  (2011b)를 볼 

것.
 7) 게가 고려하지 않은 자연연역체계에서와 같은 통상  방식의 추론은 

직 주의  유형론에서 조건  단을 도입하여 다루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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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 true’는 ‘명제 A가 참이다’는 단을 나타낸다. 주장  

효력 자체는 추론의 타당성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어떤 단이든 그것이 명제와 주장  효력으로 완 히 분석될 수 

있다면, 추론의 논리  타당성은 추론을 구성하는 단들에 포함된 

명제들의 논리  형식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즉 단이 명제와 

주장  효력의 두 요소로 완 히 분석된다면, 추론의 논리  타당

성은 명제들 간의 논리  귀결 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러셀 

이후 부분의 논리체계에서는 주장  효력을 명시 으로 나타내지 

않게 되며, 추론의 논리  타당성 신 명제들 간의 논리  귀결

계에 한 문제가 논리학의 핵심과제로 여겨져 왔다.8) 
마틴뢰 는 추론을 구성하는 단 들이 명제가 아니라 단이라는 

에서는 게와 의견을 같이하지만, 명제의 본성  단의 분

석에 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명제의 본성과 동일성 조건에 

한 게의 견해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불분명하고 논란이 많지만, 
그의 견해는 고  진리개념에 의거한 진리조건  분석으로 발

되었다. 직 주의자들은 당연히 우리의 인식가능성과 독립 인 진

리개념에 의존하는 명제개념을 수용할 수 없다. 수학  명제에 국

한할 때, 직 주의 으로 올바른 명제개념은 고 인 진리조건이 

아니라 증명조건에 의해 제시된다. 우리가 어떤 수학  명제를 

악하기 해서는 무엇이 그 명제의 표  증명으로 간주될 수 있

는지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직 주의 으로 수학  명제를 정의하

기 해서는 무엇보다 그 명제의 표  증명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를 규정해야 한다. ‘표 (canonical)’이란 조건을 추가하는 이유는 

어떤 명제든, 그 표  증명이 있다면, 그런 표  증명을 구성

하는 방법들은 무한히 많고, 그런 표  증명을 구성하는 방법들

 8) 라 츠와 마틴뢰   홈 등은 여러 이유에서 이런 환을 비 하고 

귀결 계 보다 추론의 타당성에 한 문제가 더 핵심 인 과제임을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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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두 그 명제의 증명들로 간주될 수 있지만, 주어진 명제를 

악하기 해 그 명제의 표  증명을 얻는 모든 방법들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9) 컨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이해

하는 사람은 그것의 표  증명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표  증명에 해당하는 구성은 x,y,z
가 양의 정수이고, n이 2보다 큰 자연수라는 증명이 주어지면, 명

제 xn+yn=zn 
으로부터 모순을 도출하는 방법에 해당한다.10) 이처럼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만, 이에 한 와일즈(A. Wiles)의 논증은 소수의 문가들만 이해

할 수 있다. 이는 물론 와일즈의 논증을 이해하기 해 필요한 것

들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이해하기 해 필요한 것들을 넘어서

기 때문이다. 그러나 와일즈의 논증이 직 주의 으로 페르마의 마

지막 정리의 증명으로 간주될 수 있으려면, 와일즈의 논증이 그 정

리의 표  증명을 얻는 방법에 해당하야 한다. 직 주의 으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내용은 곧 그 표  증명이 어떻게 형성

되는지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일반 으로 구성 a가 명제 A의 

증명이라는 단을 올바르게 하기 해서는, a가 A의 표  증명

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를 알기 해서는 명제 

A의 악, 즉, 무엇이 A의 표  증명으로 간주되는지에 한 지

식뿐 아니라, a에 한 이해가 추가 으로 요구된다. a가 A의 표

 증명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A의 표  증명을 얻는 방법에 해

당할 때, a는 A의 표  증명으로 환원되는 비표  증명이라고

 9) 만약 우리가 어떤 수학  명제를 이해하기 해서는 그 명제의 표  증

명을 얻는 모든 방법들을 알아야한다고 요구한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들을 

아는지 우리는 안다는 가정 하에서, 모든 수학  명제가 결정가능하다는 불

합리한 귀결이 도출될 것이다.
10) 물론 xn+yn=zn에 해당하는 명제를 악하기 해서는 이 명제의 표  증

명이 x를 n번 곱한 수와 y를 n번 곱한 수의 합이 z를 n번 곱한 수와 같음

을 보이는 계산에 해당한다는 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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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와 와일즈의 논증의 사례에서 드러

나듯이, 어떤 수학  명제를 악하기 해서 임의의 구성이 그 명

제의 증명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할 필요는 없으며, 무엇이 그 명제

의 표  증명에 해당하는지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직

주의 으로 어떤 수학  명제를 악하기 해서는 그 표  증

명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악해야 한다. 아울러 명제의 증명은 

상(proof object)으로 간주되므로, 어떤 두 구성이 주어진 명제의 

같은 표  증명으로 간주되기 한 동일성 조건에 한 악을 

필요로 하지만, 이는 부분 자명한 사실에 해당한다.
직 주의  유형론에서 명제와 집합은 동일하게 여겨진다. 즉, 

명제는 그 표  증명들과 그들이 그 명제의 같은 표  증명이 

되기 한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정의되듯이, 집합은 그 표  원

소들과 그들이 그 집합의 같은 표  원소가 되기 한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정의된다. 명제는 악될 수 있는 것, 즉 인식가능 

한 것이어야 한다. 직 주의 으로 명제를 악하기 해서는 어떤 

구성들이 그 표  증명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완 히 악되어야 

한다. 그러기 해서는 특정한 명제의 표  증명들은 모두 규칙

에 의해 귀납 으로 완 히 규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들 간의 동

일성 조건도 마찬가지이다.11) 일차논리에서 나타내어지는 명제형식

11) 필자가 아는 한 마틴뢰 는 명제의 표  원소들은 규칙에 의해 완 히 귀

납 으로 산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뿐,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

는다. 여기 제시된 인식론 인 이유는 필자의 불완 한 설명이다. 불완 한 

한 측면은, 일반 으로 규칙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유형  일반 개념도 

악될 수 있는 것이지만, 명제가 그 표  증명들에 의해 규정된다는 논제

는 더 강한 인식  요구를 함축한다는 것에 한 설명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이다. 필자의 설명이 옳다면, 이 은 특히 명제, 증명 상  진리개념이 

존재론 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마틴뢰 의 나  견해에 한 해석 혹은 평

가와 련해 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Martin-Löf (1996)  Prawitz 
(2012a)를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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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겐첸(G. Gentzen)의 자연연역 체계의 도입규칙들은 결론

에 해당하는 형식의 복합명제들의 표  증명들을 규정하는 규칙

들로 여겨질 수 있다. 그 지만 어떤 명제의 표  증명들을 산출

하는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산출하는 규칙, 즉, 그 명제의 모든 가

능한 증명들을 완 히 산출하는 규칙은 기 할 수 없을 것이다. 
컨  골드바흐의 추측에 해당하는 명제의 경우, 우리는 어떤 것이 

그 명제의 표  증명에 해당하는 지 완 히 악하고 있지만, 그

런 표  증명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한다. 그

지만 우리는 어떤 구성이 골드바흐의 추측의 증명으로 간주될 수 

있기 한 조건이 무엇인지는 안다. 즉 그것은 n이 2보다 큰 짝수

라는 증명이 주어질 때, 그 합이 n과 같게 되는 두 소수를 산출하

는 방법이어야 한다. 골드바흐의 추측의 증명은 그런 방법 혹은 그

런 방법으로 환원되는 방법이다. 이처럼 A가 명제 혹은 집합일 때, 
A의 증명들 체 (Pf(A)) 혹은 이와 동일한 A의 원소들 체 

(El(A))는 명제나 집합이 되지는 못하지만, ‘x는 A의 증명(원소)이
다’는 분명한 용조건, 즉, ‘x는 A의 표  증명(원소)로 환원된

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상들이며, ‘x와 y는 A의 같은 증명(원소)
이다’는 동일성 조건도 ‘x와 y는 A의 같은 표  증명(원소)로 환

원된다’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처럼 특정한 용조건과 동일

성조건을 만족하는 상들 체를 유형(type) 혹은 범주(category)라 

한다.12) 컨  A가 증명가능한 명제(집합)일 때, A의 증명(원소)
들 체가 집합(명제)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한 유형이 된다. 

이제 단에 한 게와 마틴뢰 의 분석을 비교해 보자. 모

든 단이 명제와 주장  효력으로 분석된다고 여긴 게에게 명

12) 다형(polymorphic)유형론의 맥락에서는 ‘명제(집합)’와 ‘유형’이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보다 기본 인 단형(monomorphic)유형론에서는 ‘명제(집
합)’와 ‘유형’은 구분되어 사용되고 후자는 ‘범주’라고 불리기도 한다. 참조: 
정인교 (20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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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별도로 단의 형식들을 구분하고 이들의 의미를 설명할 필요

는 없었다. 그러나 직 주의  유형론에서는 명제의 논리  형식과

는 별도로 단의 형식들이 구분된다. 컨  A prop (A는 명제이

다), a:Pf(A) (a는 A의 증명이다), A true (A는 참이다), a=b:Pf(A) 
(a와 b는 A의 동등한 증명이다), A=B (A와 B는 같은 명제이다) 
등은 직 주의  유형론에 도입된 단(주장)형식들의 이며, 이들

의 의미는 인식 인 조건인 단(주장)가능성 조건에 의해 설명된

다. 즉 어떤 단(주장)의 의미는 그 단(주장)을 하기 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의해 규정된다. 이는 단행 는 인식행 라는 

앞선 언 과 부합하는 동시에 검증주의  의미론에 부합될 수 있는 

의미설명이다. 
마틴뢰 는 단에 한 게의 분석, 즉 단이 단가능한 

내용에 해당하는 명제와 주장  효력으로 완 히 분석될 수 있다는 

입장을 명시 으로 비 하지는 않았다. 그 지만 직 주의  유형

론에서는 명제의 형식뿐 아니라 단의 형식이 구분되어야 하므로 

단에 한 게의 분석이 그 로 수용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 은 직 주의  유형론에서의 단에 한 덤 의 이해를 비

으로 검토함으로써 부각될 수 있다. 덤 은 ‘A true’라는 단을 

게의 ‘⊢A’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한다.13) 즉 ‘A true’라는 

단(주장)에서 단(주장)된 내용은 A에 해당하는 명제이고 ‘true’는 

단의 효력에 한 (다소 오도 인) 표 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a:Pf(A)’는 ‘a에 의해, ⊢A’와 같이 주장된 내용은 A이되, 주장 근

거 a를 명시 으로 나타낸 표 으로 간주한다. 덤 의 해석은 단

에 한 게의 분석 하에서 의 두 단 형식을 명제 형식으

로 환원하여 수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지만, 다른 형식의 단들

에 이와 유사한 해석이 그 로 용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컨  

13) Dummett (1994)를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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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p, a=b:Pf(A)와 같은 단형식들에서 주장된 내용이 A라고 

할 수는 없으며, prop type(명제는 유형이다)는 단은 특정한 명제

를 그 단내용으로 지니지 않는다.
자연스런 의문은 ‘ 단의 내용, 즉 단된 내용을 명제로 간주하

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라는 이다. 에 든 단들이 

각각 ‘A는 명제이다’, ‘구성 a와 b는 명제 A의 동등한 증명이다’ 
 ‘명제는 유형이다’는 일상  표 으로 나타내어지는 내용을 지

닌다면, 이런 일상  표 의 내용들이 명제들로 간주되지 않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더구나 같은 내용에 해서 단(주장)
하거나 반박하고 질문하거나 답하고 추측하거나 가정하는 다양한 

언어행 들이 가능해야 한다는 을 염두에 둘 때, 이런 다양한 언

어행 들은 그 효력(force)에서 구분되고 같은 단내용과 같은 명

제  내용을 지닐 수 있다는 게 이래의 표 인 분석을 수용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 두 번째 우려에 해 우선 거칠게 답하자면 다양한 언어행 들

이 같은 내용을 지닐 수 있지만 그 내용들은 명제  내용이 아닌 

단 내용일 수 있다는 것이고, 첫 번째 문제에 해 우선 거칠게 

답하자면 직 주의  명제개념  직 주의  증명개념에 의해 ‘…
는 명제이다’, ‘…와 …는 명제 …의 동등한 증명이다’ 등에 해당

하는 명제함수가 없다고 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 거친 

답변들은 아래에서 조  더 부연해 설명되겠지만, 이런 문제들에 

한 충분한 답변을 해서는 단과 명제에 한 훨씬 더 깊은 

분석을 필요로 한다.

3. 진리판단과 증명의 존재의 확정성

직 주의  유형론에서, A가 명제일 때 ‘A는 참이다’는 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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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그 단을 올바르게 할 수 있기 한 조건에 의해 규정된

다. 그 조건은 우리가 A의 어떤 증명 a를 구성하 다는 것이다. 따

라서 어떤 명제 A에 해 ‘A는 참이다.’는 단은 어떤 구성 a에 

해 ‘a가 A의 증명이다.’는 단에 의해 정당화되며, 이는 다음 

규칙에 해당한다.

    a:Pf(A)     
  A true

앞서 언 한 로 이 추론규칙의 제 a:Pf(A)는 명제가 아니라 

‘a는 A의 증명이다’에 해당하는 단형식을 나타낸다. 그런 형식의 

단의 의미는, ‘그런 형식의 단을 올바르게 하기 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a가 명제 A의 표  증명으로 환원된다는 , 즉, 
a가 A의 어떤 표  증명과 동등하다는 이다’는 것에 의해 설

명된다. 물론  규칙의 제로부터 직  추론될 수 있는 단은 

A의 증명이 있다(Pf(A) exists)는 존재 단이지만, 마틴뢰 는 A가 

참이라는 단(A true)은 A의 증명이 있다는 존재 단과 같은 단

으로 간주한다. 
많은 직 주의자들은 명제 A가 참이라는 단을 올바르게 하기 

조건과 A의 증명이 있다는 단을 올바르게 하기 한 조건이 일

치한다는 데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명제 A의 증명이 있다는 존

재 단의 본성이 어떻게 이해되는지에 따라, 주 이고 시제 인 

진리개념이 옹호되기도 하고 객 이고 무시제 인 진리개념이 옹

호되기도 한다. 라 츠와 마틴뢰   홈은 모두 객 이고 

무시제 인 진리개념을 옹호한다. 보다 명시 으로, 라 츠는 어

떤 수학  명제가 참이기 한 필요충분조건을 ‘그 명제의 증명이 

무시제 이고 추상 인 의미에서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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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4) 마틴뢰 와 홈은 어떤 수학  명제가 참이라는 단은 그 

명제의 증명이 존재한다는 단과 같은 단이라고 여긴다. 그들은 

증명을 여느 수학  상과 마찬가지로 추상  상으로 간주하

고15) 증명의 존재는 무시제 인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고 여기므

로 그들의 수학  진리개념은 일견 라 츠의 수학  진리개념과 

같아 보인다. 그 지만 이런 외견상의 일치에 의거해 직 주의  

유형론에 의거한 마틴뢰 와 홈의 진리개념과 라 츠의 진리개

념이 다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 하다. 우선 앞서 언

한 로 직 주의  유형론에서는 단과 명제의 구분이 요한 역

할을 하기 때문이다. 컨  ‘어떤 수학  명제가 참이기 한 필

요충분조건은 그 명제의 증명이 있다는 것이다’는 라 츠의 주장, 
혹은 더 간단히 ‘a가 A의 증명이면, A는 참이다’는 일상  조건문

이 직 주의  유형론에서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밝 져야 한

다.16) 이 조건문의 건에 해당하는 ‘a가 A의 증명이다’를 직 주

의  유형론에서 직 으로 나타내면 그것은 명제가 아니라 단

이 된다. 그러나 조건문의 건은 주장의 효력을 지니지 못하므로, 
조건문의 건이 단이 될 수는 없다. 보다 일반 으로, 논리  

연산자들은 명제나 명제함수들에 용되어 (복합)명제를 산출하는 

연산자이며, 이들이 단에 용될 수는 없다. 게의 논리  연

산자가 ⊢A에 용될 수 없듯이, 직 주의  유형론의 논리  연

산자가 ‘A true’나 ‘a;Pf(A)’와 같은 단에 용될 수는 없는 것이

다.17) 단과 명제에 한 직 주의  유형론에서의 구분을 유지하

14) 컨  Prawitz (1994), (1998a)  정인교 (2013)을 볼 것.
15) 마틴뢰 는 명제의 증명과 단의 증명을 구분하기 해, 명제의 증명을 

‘증명 상(proof object)’이라 하고, 단의 증명을 ‘입증(demonstration)’이라 

한다. 마틴뢰 의 (후기) 견해에 따르면, 추상  상인 증명 상은 존재론

 개념이고, 입증은 인식  개념이다. 
16) Martin-Löf (2013)의 Appendix는 이와 유사하게 그의 이  서술에 해 제

기될 수 있는 문제를 피하기 해 추가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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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몇 가지 방법이 제안될 수 있다. 첫째, ‘a
가 A의 증명이다’는 표 을 임의의 구성 a와 임의의 명제 A 간의 

계를 나타내는 표 으로 간주하면 이는 명제함수를 나타낼 수 없

고 단형식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와일즈의 구성은 페르마의 마

지막 정리의 증명이다’는 표 과 같이 그 구체 인 사례들은 명제

로 나타내어질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 방안은 다음 에서 

좀 더 자세히 언 될 것이다. 둘째, ‘a가 A의 증명이면, A는 참이

다’는 일상  조건문을 아  명제  내용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조

건  단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는 방안이다. 셋째, 외견상 논리

으로 복합 인 명제와 유사하게 복합 단같이 보이는 표 을 

단에 한, 즉 단을 언 하는 단으로 여기는 것이다.18) 컨  

‘어떤 수학  명제가 참이기 한 필요충분조건은 그 명제의 증명

이 있다는 것이다’와 같은 표 은 다음과 같은 단에 한 단 

(보다 구체 으로 단의 구성요소에 한 양화를 포함하는 단)
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임의의 명제 A에 해 ‘A가 참이다’
라고 단하는 것은 어떤 구성 a에 해 ‘a가 A의 증명이다’라고 

단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여기서의 단은 실제 수행된 단으로 해석될 수도 있

고, 가능한 단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 이 요한 것은 이 

해석들이 각기 다른 진리개념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이 을 보다 

분명히 하기 해 마틴뢰 가 나 에 구분한 ‘ 단’의 세 의미를 

고려해 보자. 우선 옳든 그르든 어떤 단이 가능하기 해서는 그 

17) 여기서 언 된 문제는 건에 해당하는 ‘a는 A의 증명이다’는 내용과 후건

에 해당하는 ‘A는 참이다’는 내용의 특이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지, 일반

인 문제는 아니다. 즉 다른 통상 인 조건문을 비롯한 논리  복합문은 

직 주의  유형론에서도 명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취 된다.
18) 이와 유사한 해석은 Dummett (1994)에 나타난다. 다음 단락에서 언 될 

단의 세 구분을 고려하면 마틴뢰 도 이런 방식의 해석에 반 할 이유가 없

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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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하기 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규정되어야 한다. ‘A
가 참이다’, 즉 ‘A의 증명이 있다’는 단의 경우, A가 어떤 명제

인가 하는 이 규정되기만 하면, 즉 어떤 것이 A의 표  증명

인지가 규정되기만 하면, 옳든 그르든 ‘A가 참이다’는 단이 가능

하다. 이런 의미에서 마틴뢰 는 A가 명제인 경우, ‘A는 참이다’는 

논리 으로 가능한 단이라고 한다. 여기서 ‘논리 으로 가능한

(logically possible)’은 그 통상 인 의미와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지니며19) 아마 ‘유의미한’이란 표 을 쓰는 것이 마틴뢰 의 의도

에 더 부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컨  마틴뢰 의 용어를 따르면, 
⊥은, 어떠한 것도 그 표  증명이 아니라는 규정에 의해, 어떤 

것이 그 표  증명으로 간주되는지 규정되었기 때문에, 명제이고, 
‘⊥은 참이다’는 논리 으로 가능한 단이 된다. 아울러 마틴뢰

는 실제로 내려진 단을 ‘ 실 (actual)’ 단이라고 하고, 내려질 

수 있는 단을 ‘실제로 가능한(really possible)’ 혹은 ‘잠재

(potential)’ 단이라고 한다. 여기서 내려질 수 있는 단이란 그 

단내용이 지식의 상이 될 수 있는 것, 즉 알려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 참이다’는 논리 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 

가능한 단은 아니다. 마틴뢰 는 단(행 )에 한 이 세 구분을 

진리개념과 (행 의) 상에도 용한다. 

A가 실 으로 참(actually true)이라고 말하는 것은 A가 참이라

는 단이 실 이라는 말과, (즉 그 단이 실 으로 수행되

었다는 말과) 같다.
A가 잠재 으로 참(potentially true)이라고 말하는 것은 A가 참이

라는 단이 잠재 이라는 (즉 실제로 가능하다는) 말과 같다. 
A가 명제이기만 하면, A가 그냥 참(true simpliciter)이라는 단

은 논리 으로 가능하다.20)

19) 마틴뢰 에 의하면 칸트와 스코투스가 ‘논리 으로 가능한’이란 표 을 그

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했다. Martin-Löf (1991),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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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뢰 의 용어를 따르면, ‘A가 그냥 참이다’는 말은 ‘A는 명제

이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반면 ‘A가 실 으로 참이

다’는 말은 ‘A의 증명이 실 으로 있다’는 말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우리가 A의 증명을 실 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나

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A가 잠재 으로 참이다’
는 말은 ‘A의 증명이 잠재 으로 있다’는 말로 나타낼 수 있을 것

이며, 마틴뢰 는 실제로 그런 표 을 사용한다. 
실  진리개념과 잠재  진리개념은 각각 주  진리개념과 

객  진리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A가 실

으로 참이라는 말은 A의 증명이 실 으로 있다는 말, 즉 특정한 

구성 a에 해 a가 A의 증명이라는 단을 우리가 내렸다는 말이

고 이는 시간 속에서 일어난 우리의 정신  사건이다. 따라서 실

 진리개념은 우리의 실  인식에 의존하는 주 이고 시제

인 진리개념이다. 마틴뢰 는 명시 으로 지 하지 않았지만, 홈

은 주 이고 시제 인 진리개념이 직 주의 으로 부 합하다는 

논지를 제시하며,21) 그들은 모두 수학  명제 A가 참이라는 것을 

A의 증명이 잠재 으로 존재한다는 것으로 규정한다. 즉 마틴뢰

와 홈에 의하면 직 주의 으로 올바른 진리개념은 잠재  진리

개념에 해당한다.22) 덤 은 잠재  존재가 어떻게 직 주의 으로 

이해될 수 있을지 회의 이다. 그의 비 은 기본 으로 라 츠의 

객  진리개념에 한 비 과 같다. 그의 비 은 다른 곳에서 검

토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덤 의 비 의 요지를 간략히 언 한다. 
그것은 ‘ 실 으로 구성되지 않은 증명의 존재가 어떤 의미에서 

확정 인(determinate)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덤

20) Martin-Löf (1991), p. 144.
21) 컨  Sundholm (1994a)를 볼 것.
22) 라 츠도 그의 ‘무시제 이고 추상 인 의미의 존재’를 마틴뢰 의 용어

를 빌어 ‘잠재  존재’로 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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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증명의 잠재  존재가 증명의 실  구성과는 독립 으로 확

정 이라면, 이에 의거한 진리개념은 고 인 진리개념과 구분되

지 않거나 비일 이 된다는 비 을 제기하 다.23) 덤 의 비 에 

해, 라 츠는 증명의 잠재  존재가 직 주의 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며, 증명의 잠재  존재가 함축하는 확정성은 의미에 

기인한다는 다소 막연한 주장을 하 다.24)

이제 라 츠의 주장은 마틴뢰 와 홈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

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마틴뢰 에 따르면 ‘a는 A의 증명이다 

(a:Pf(A))’는 형식의 단은 a와 A의 의미에 의해 그 단이 옳은 

단인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A의 의미에 의해 어떤 구성이 

그 표  증명에 해당하는 지가 주어지고, a가 직 주의 으로 그 

의미가 설명되는 표 들에 의해 나타내어진 구성에 해당하는 한, a
가 A의 표  증명으로 환원가능한지 여부는 결정가능한 문제인 

것이다.25) 이런 이유에서 마틴뢰 는 그런 형식의 단들을 분석

단이라고 한다.26) 직 주의  유형론에 의거한 마틴뢰 와 홈의 

입장에서는, 임의의 구성과 명제가 주어졌을 때 그 구성이 그 명제

의 증명인지 아닌지에 한 단은 그 구성과 명제의 본성, 즉, 그 

구성과 명제를 표 하는 기호들의 의미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에

서, 어떤 구성이 주어진 명제의 증명인지 아닌지 여부는 우리의 

실  지식과는 독립 으로 확정 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확정성은 구성과 명제 간에 성립하는 계가 증명

계인지 여부에 한 확정성이다. 이로부터 증명의 잠재  존재에 

23) Dummett (1994)  정인교 (2013)를 볼 것.
24) 정인교 (2013)  거기 언 된 참고문헌을 볼 것.
25) 커리-하워드 동형 (Curry-Howard Isomorphism)의 한 버 을 따라, 명제를 

로그램 문제로, 증명을 로그램으로 간주하면, 이런 결정 차는 산학의 

로그램 검증(program verification) 차에 해당한다. Martin-Löf (1994).
26) Martin-Löf (1994)  정인교 (2011b)를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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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확정성이 직 으로 따라 나온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증명

의 잠재  존재가 우리의 실  인식과 독립 으로 확정 이라는 

말이, 어떤 명제에 해서든 ‘그 명제의 증명이 (잠재 으로) 있다

는 단은 옳거나 옳지 않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여겨져

서는 안 된다. 이는, 덤 이 유사하게 지 했듯이,27) 직 주의 으

로 ‘어떤 명제의 증명이 있다는 단이 옳지 않다’는28) 주장을 정

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부터 ‘그 명제의 부정에 한 증명이 

있다는 단이 옳다’는 주장을 정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따라 

나오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어떤 명제에 해서든 ‘그 명제의 

증명이 있다는 단은 옳거나 옳지 않다’란 주장을 정당하게 할 수 

있다면 이는 곧 이가원리와 배 률을 받아들이는 셈이 되기 때문이

다. 한편 직 주의  진리개념이 우리의 인식가능성과 독립 일 수

는 없다는 을 염두에 둘 때, 어떤 명제의 증명이 잠재 으로 존

재하는 경우 그 증명은 원칙 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증명의 잠재  존재는, 어떤 명제든 그 명제의 증명이 (잠
재 으로) 있는 경우 이는 인식가능성과는 독립 이 아니지만 우리

의 실  인식과는 독립 이며, 이로부터 어떤 명제든 그 명제나 

그 부정의 증명이 있다는 단이 정당화되지 않는 의미의 확정성을 

지녀야 한다. 직 주의  유형론의 존재 단이 그런 확정성을 지녔

다는 논제는 다음과 같은 논거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우선 앞서 지 한 로 a:Pf(A)는 A만의 의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a와 A의 의미에 의해 결정되는 단이라는 에 유

27) Dummett (1998)  정인교 (2013)을 볼 것.
28) 앞서 언 한 이유에서, 부정연산자가 단에 용될 수는 없으므로, 존재

단은 있어도 존재 단의 부정, 컨  ‘명제 A의 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는 단은 있을 수 없다. 후자는 본문에 언 된 로 ‘A의 증명이 존재한다

는 단이 옳지 않다’는 단이나 ‘¬A의 증명이 존재한다’는 단으로 이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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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할 필요가 있다. 명제 A를 악하기 해서는 무엇이 A의 표

 증명으로 간주되는지를 악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로부터 A
의 표  증명이 있는지, 즉 A의 표  증명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한 지식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앞서 든 처럼, 와일즈

의 논증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표  증명을 산출하는 방법에 

해당한다면 - 마틴뢰 를 따르면 와일즈의 논증은 그 경우에만 페

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증명이 된다 - 이 사실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의미와 와일즈의 논증의 의미에 의해 결정된다. 와일즈의 

논증에 한 이해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해당하는 명제를 악

하기 해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그의 논증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

리의 증명이라는 단을 하기 해서는 필수 인 것이다. A가 참

이라는 (잠재 ) 단 (A true), 즉 A의 증명이 있다는 (잠재 ) 
단 (Pf(A) exists)을 정당하게 하기 해서는, 특정한 구성 a에 해 

a가 A의 증명이라는 (잠재 ) 단 (a:Pf(A))을 정당하게 할 수 있

어야 하고, 후자가 가능한 경우 이는 a와 A의 의미에 의해 결정된

다는 의미에서 증명의 (잠재 ) 존재는 확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확정성은 우리가 지  실 으로 사용하는 언어에 의

해 a와 A가 규정되었을 경우뿐 아니라, 우리가 지  사용하지 않

지만 앞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언어에 의해 a와 A가 규정된 경우

에도 a가 A의 증명이라는 단의 옳고 그름이 그 의미에 의해 결

정된다는 것을 요구한다는 에서, 라 츠가 의도한 확정성보다 

더 강한 의미일 수 있다. 증명의 잠재  존재의 확정성은 이런 강

한 의미의 확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로부터 임의의 명제 A에 해 그 증명이 있다는 존재

단이 결정가능하다는 것이 따라 나오지는 않는다. 이는 우리가 A
의 표  증명을 얻는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규칙에 의해 완 히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곧 임의의 (그 증명이 잠재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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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명제 A에 해 그 증명들 체 (Pf(A))가 유형일 뿐 명

제 혹은 집합이 아닌 이유와 같다.29) 앞서 언 한 의미에서 명제 

A의 증명이 (잠재 으로) 있다면, 이는 의미에 의해 확정 인 문제

이지만, 표  증명을 얻는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규칙에 의해 완

히 제시할 수 없는 한, 골드바흐의 추측과 같은 미결정 명제 A
에 해, A나 ¬A의 증명이 (잠재 으로) 있다고 하거나, A의 증명

이 (잠재 으로) 있거나 없다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단을 정당하

게 내릴 수 없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우리가 악할 수 

있는 개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 체를 미리 어떤 규칙

에 의해 완 히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 A의 증명이 (잠재 으로) 
존재한다는 단, 즉 A의 표  증명을 산출하는 방법이 (잠재

으로) 존재한다는 단은 결정가능하지 않으며, 임의의 명제의 증

명의 잠재  존재여부가 이런 의미에서 확정 인 것은 아니다.     

4. 증명의 존재와 존재양화

라 츠와 같이 임의의 수학  명제 A에 해 A가 참이기 

한 조건을 A의 증명이 (잠재 으로) 존재한다는 것으로 간주하는 

직 주의  진리개념의 한 문제는 ‘A의 증명이 (잠재 으로) 존재

한다’는 존재진술의 성격을 분명히 밝히는 일이다. 임의의 수학  

명제 A의 증명의 후보에 해당하는 구성들을 미리 제약할 수는 없

으므로, 이 진술은 일견 모든 구성들 에서 A의 증명에 해당하는 

구성이 있다는 식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다면 여

기서의 존재진술은 명제를 나타내는 존재양화로 여겨질 수는 없

29) 물론 A가 증명가능하지 않은 명제인 경우, 즉, A의 증명이 잠재 으로 존재

하지 않는 경우 Pf(A)는 Pf(⊥)와 같이 공집합에 해당한다. 여기서의 논의는 

임의의 명제 A에 해 Pf(A)가 공집합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규칙이 없다

는 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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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0) 직 주의  유형론에서는 이 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마틴뢰 의 다음과 같은 주장을 보다 

깊이 검토함으로써 드러날 것이다. 
마틴뢰 는 ‘수학  명제 A의 증명이 (잠재 으로) 존재할 경우, 

A는 참이다’는 그의 진리개념의 설명에서 건의 ‘존재’는 직 주

의  양화사에 의해 표 될 수 없다는 은 명백하며, A의 증명이 

존재한다고 할 때의 존재는 ‘A의 증명’이라는 일반 개념의 존재와 

같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1) 그의 주장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직 주의  유형론에서 존재양화사는 그 도메인에 해당하는 특정

한 집합과 그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명제함수에 용되어 명제

(함수)를 산출하는 연산자이다.32) 앞서 직 주의  유형론에서의 ‘x
는 y의 증명이다’는 계는, 명제가 아닌 단을 산출한다는 에

서, 명제함수로 여겨질 수 없다는 을 지 하 다. 어떤 단이든 

그것은 단내용에 해당하는 명제  요소와 주장  효력의 요소로 

남김없이 분석될 수 있다고 여긴다면, 이 은 이해되기 힘들다. ‘x
는 y의 증명이다’는 표 이 임의의 구성과 명제에 용되어 명제를 

산출하는 표 이라는 주장을 수용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어떤 구성 a와 명제 A에 해 a가 A의 증명이라는 단을 

(a:Pf(A)에 한 덤 의 해석과는 달리) a가 A의 증명이라는 명제

30) BHK해석으로 표 되는 직 주의 논리의 표  의미론을 분명히 하려는 

작업, 특히 크라이슬(G. Kreisel)과 굿만(N. Goodman) 등의 작업과 련하

여, 구성들 체에 한 양화문장이 지니는 문제에 해서는 Weinstein 
(1983)을 볼 것.

31) Martin-Löf (1991), p. 143.
32) 직 주의  유형론에서 명제는 집합과 같으므로, 명제함수는 집합족(family 

of sets)과 같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존재양화는 집합 A와 A의 원소 x
에 용되어 집합을 산출하는 집합족 B의 구분된 합(disjoint union) ∑(A,B) 
(혹은 (∃x∈A)B(x))에 해당한다. 정인교 (2011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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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장하는 것으로 여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홈은 ‘a는 A의 증명이다’는 표 을 명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가장 요한 이유로, 이를 명제의 표 으로 간주하

면 무한퇴행에 빠진다는 을 든다.33) 이는 진리 응설의 무한퇴행

과 유사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a가 A의 

증명이다’에 해당하는 명제를 규정하려면 그 표  증명이 어떻게 

형성되는 지 규정해야하는데, 그 다면, ‘b는 a가 A의 증명이라는 

명제의 증명이다’는 표 을 명제로 간주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

러기 해서는 그 명제의 표  증명을 규정해야 한다. 이 차는 

명백히 무한퇴행을 낳는다. 
그러나 이 이유는 ‘a는 A의 증명이다’의 의도된 해석이 명제  

내용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을 드러내기에 충분할지 모르나, 그 

불가피한 이유로 여기기에는 다소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필요하다

면, 컨  ‘와일즈의 논증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증명이다’란 

표 이 명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직 주의 으로, 이 문장의 의미를 악한다는 것은 어떤 구성이 

와일즈의 논증을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표  증명으로 환원하

는 방법에 해당하는지를 악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34) 그 다면 그 명제의 표  증명은 와일즈의 구성을 페르

마의 마지막 정리의 표  증명으로 환원하는 방법에 해당할 것이

다. 직 주의  유형론에 따르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내용에 

한 우리의 이해는 곧 어떤 구성이 그 정리의 표  증명에 해

33) Sundholm (1994a), (1994b), (2004).
34)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와 와일즈의 논증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표 과 ‘와일즈의 논증’이라는 표 은 이해할 수 있다. 필

자의 논의를 해서는 ‘와일즈의 논증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증명이다’
는 문장은 ‘와일즈의 논증’과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표 신 와일즈

의 논증과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표 인 서술들로 치된 매우 긴 문장

을 축약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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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지에 한 지식에 해당하며, 와일즈의 구성이 직 주의 으

로 이해될 수 있는 표 들에 의해 주어졌다고 가정할 때, 와일즈의 

구성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한 증명에 해당하는 지에 한 

검증은 곧 와일즈의 구성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표  증명으

로 환원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결정가능한) 차에 해당할 것

이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a는 A의 증명이다’란 형식의 한, 즉 

직 주의 으로 이해될 수 있는 언어에서 표 된, 구체 인 사례에 

해서는 그것이 명제를 표 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 같다.35) 
‘a는 A의 증명이다’는 표 형식의 특정한 사례들이 명제  내용

을 지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x는 y의 증명이다’
는 표 의 첫 번째 논항이 모든 구성들을 정의역으로 하고 두 번

째 논항이 모든 명제들을 논항으로 하는 이항명제함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질 수는 없다. 명제함수의 정의역은 집합이어야 하지만, 
명제들 체나 구성들 체에 해당하는 집합은 없기 때문이다. 우

선 명제들 체가 집합이 될 수 없는 것은, 명제들 체는 집합들 

체와 같고, 집합들 체가 집합이라면 그 집합의 모든 표  원

소들, 즉 모든 집합들을 산출하는 규칙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규

칙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36) 형식언어의 문장과 직 주의  유형

론의 명제를 분명히 구분하지 않으면 이 은 간과되기 쉽다. 어떤 

형식언어든 그 언어의 문장들 체는 집합이다. 형식언어의 문장들

은 그 언어의 문법의 일부인 구문론  규칙에 의해 산출되기 때문

이다. 직 주의  유형론은 명제형성규칙들을 지니고 있지만, 이런 

35) 물론 이 논증이 완벽하지는 않다. 여기서 ‘와일즈의 논증은 페르마의 마지

막 정리의 증명이다’는 명제의 표  증명으로 간주된 구성, 즉 와일즈의 

논증을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표  증명으로 환원하는 방법들을 산출하

는 규칙이 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36) 마틴뢰 는 ‘만약 그런 규칙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런 규칙에 의해 산출된 

집합들 체는 항상 그런 규칙에 의해 산출되지는 않는 새로운 집합이 되는 

모순이 도출된다.’고 논증한다. (Martin-Lof, 1984,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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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들에 의해 형성되지 않는 것들은 명제가 아니라는 규칙은 없으

며, 필요하면 새로운 명제형성규칙들이 도입될 수 있다.
명제들 체가 집합이 될 수 없어서 ‘x는 y의 증명이다’는 계

가 이항명제함수를 나타내지 못하더라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명

제 A가 주어지면, ‘x는 A의 증명이다’는 일항명제함수를 나타내는 

표 으로 여겨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여기서 x의 정의역이 구

성들 체로 간주된다면, 이는 명제함수를 나타낼 수 없다는 은 

명백할 것이다. 명제들 체를 산출하는 규칙이 있을 수 없다면, 
구성들 체, 즉, 가능한 명제들의 증명들의 후보 체를 산출하는 

규칙이 없다는 은 분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능한 명제

들의 증명들의 후보 체는 집합이 될 수 없더라도, 특정한 명제의 

증명들의 후보는 집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컨  ‘x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증명이다’는 표 에서 x의 정의역을 모든 가능한 구

성들로 간주하지 않고 어떤 규칙에 의해 회귀 으로 규정될 수 있

는 집합으로 간주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그 다면 페르마의 마지

막 정리의 증명들 체는 집합이 될 것이다. 그 지만, 모든 명제

나 모든 구성을 산출하는 규칙이 없다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증명들 체를 산출하는 규칙도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증명은 그 정리의 표  증명을 산출하는 방법이

다. 와일즈는 그런 방법들 의 하나를 찾아내었다고 여겨지지만, 
그런 모든 방법들을 산출하는 규칙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컨  아직 아무도 악하지 못한 개념에 의존하여 그 정리의 표

 증명을 산출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  한 

‘x는 A의 증명이다(x:Pf(A))’는 표 을 한 형식체계, 컨  페아노 

산수에서 정의되는 Pf(x,'A')와 분명히 구분하지 않으면 간과되기 

쉽다. 어떤 형식체계든 그 체계에 속하는 문장의 증명들 체는 회

귀 으로 열거가능하며, 따라서 Pf(x,'A')는 당연히 (회귀)집합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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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는 A의 증명, 즉 A의 표  증명을 얻는 방법들을 

그 형식체계에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국한하기 때문에 성립하

는 결과이다. 그 결과, 괴델의 정리에서 드러나듯이 증명가능성, 즉 

증명의 존재와, 수학  진리 간의 간격이 생기게 된다. 직 주의자

들은 증명개념이 어떠한 한 형식체계에서 완 히 포착된다고 여기

지 않는다. 그 한 이유는 명제들이나 구성들 체를 산출하는 규칙

이 없기 때문이다. 직 주의  유형론에서의 증명개념은, 어떤 형식

체계에서의 도출 계를 반 하는 것이 아니라 비형식 인 직 주의

 증명개념을 반 하는 것이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증명들 체는 집합은 아니지만 한 유

형이 된다. 어떤 구성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증명으로 간주되

기 해서는 그것이 그 정리의 표  증명을 얻는 방법이라는 

용조건을 만족하면 되고, 어떤 두 구성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같은 증명으로 간주되기 해서는 그것들이 그 정리의 같은 표  

증명을 얻는 방법이라는 동일성조건을 만족하면 되기 때문이다. 직

주의  유형론에서의 유형은 용조건과 동일성 조건에 의해 규

정되고, 수량명사로 나타내어지는 일반개념 한 용조건과 동일

성 조건에 의해 규정되므로, 수량명사로 나타내어질 수 있는 일반

개념은 직 주의  유형론에서의 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A가 명제일 때 ‘A의 증명이 존재한다’고 할 때의 ‘존재’는 

존재양화사가 아니라 일반 개념의 존재를 나타낸다는 마틴뢰 의 

주장은 다소 분명해졌다. ‘A의 증명이 존재한다’ (Pf(A) exists)는 

표 은, 어떤 유형 α에 해, α exists 라는 존재 단의 사례이며, 
∑(A, B) 혹은 (∃x∈A)B와 같은 형식의 명제를 나타내지 않는다. 
아울러 지 까지의 분석에 의하면, 증명의 존재에 한 단이 명

제  내용을 지니지 않는 이유는 단의 주장  효력과는 무 하

다. 지 까지의 분석이 옳다면, 그 진정한 이유는 명제 혹은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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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성에 한 직 주의  견해에 기인한다. 한 어떤 수학  명

제 A에 해 A가 참이라는 단은 A의 증명이 (잠재 으로) 있다

는 단과 같으며, 이 단의 내용이 명제 A와 같지 않은 한, A가 

참이라는 단은 (덤 의 이해와는 달리) 명제 A와 주장  효력으

로 완 히 분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틴뢰 와 홈은 때로는 존재 단을 생략 인(elliptical) 혹은 

불완 한(incomplete) 단이라고 한다.37) ‘A의 증명이 (잠재 으

로) 존재한다’는 단이 생략 이라는 의미가 그런 단의 내용에 

어떤 특정한 구성 a에 해 a가 A의 증명이라는 을 단자가 알

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여긴다면, 이는 올바른 주

장이 되지 못할 것이다. 마틴뢰 와 홈의 견해에 따르면, 와일즈

의 논증이 알려지기 이 에도,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참이라는 

단은 실제로 가능한 단이며 따라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증

명이 잠재 으로 존재한다는 단은 옳은 단이라고 해야 할 것이

다. 그 지만 그 단의 내용이 단자가 그 정리의 증명을 구성하

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길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그들의 용어에 의하면, 리만의 가설과 같은 미결정 

명제에 해, 그 명제가 참이라는 단은 논리 으로 가능하지만, 
그런 단의 내용이 구체  증명에 한 지식을 지니고 있다는 내

용을 포함할 수는 없다. ‘A의 증명이 있다’는 단이 그들이 의미

하는 실  단으로 이해된 경우에도, 그 단내용에 단자가 

그런 구체 인 지식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고 하기

는 힘들 것이다. 어떤 특정한 구성 a에 해 a가 A의 증명이라는 

개별 단은 A의 증명이 있다는 존재 단을 하기 한 표 인 근

거가 되고, 직 주의  유형론에서 존재 단의 의미는 그 단을 

올바르게 하기 해서는 그 사례에 해당하는 개별 단내용에 한 

37) Martin-Löf (1984), Sundholm (1994b), (2004) 등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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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의해 설명되지만, 이 조건이 

존재 단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여겨져야 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한 분석 단과 종합 단에 한 마틴뢰 의 견해와도 양립되기 힘

들다. ‘A가 참이다’는 단의 내용이 ‘a가 A의 증명이다’는 단의 

내용으로 환원된다면, 후자는 분석 단인데 반해 자는 종합 단

이라는 그의 주장과 상충할 것이기 때문이다.

5. 나가는 말

지 까지의 논의가 직 주의 으로 합한 객  진리개념을 제

시하는 문제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라 츠는 어

떤 수학  진술 A가 참이기 한 필요충분조건은 A의 증명이 무

시제 이고 추상 인 의미에서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하 다. 그는 

덤 의 비 에 맞서서, 증명의 무시제 이고 추상 인 의미에서의 

존재, 혹은 증명의 잠재  존재는 직 주의 으로 이해될 수 있으

며, 그런 잠재  존재의 객 성 혹은 확정성은 의미에 기인한다고 

주장하 다. 이 에서의 분석이 옳다면, 증명의 잠재  존재의 객

성 혹은 확정성은 ‘a는 A의 증명이다’는 단의 옳고 그름은 a와 

A의 의미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라는 에 기인한다. 한 일반

으로 ‘A가 참이다’, 즉 ‘A의 증명이 존재한다’는 단은 존재 단

으로 그 내용은 존재양화에 해당하는 명제  내용과 같지 않다. 따

라서 이 의 논의가 옳다면, 직 주의  유형론에 의거한 진리개

념의 분석은 라 츠의 것과 같은 직 주의 이고 객 인 진리

개념을 보다 더 분명한 형태로 제시한 것이 된다.38) 

38) 마틴뢰 는 Martin-Löf (1996) 등에서 증명( 상), 명제  (명제의) 진리는 

존재론  개념이며, 입증, 단  ( 단의) 옳고 그름은 인식논  개념이라

고 주장하며, 라 츠는 이 을 비 한다. (Prawitz (2012a), (2012b)). 
라 츠의 해석이 옳다면 마틴뢰 는 그의 후기 술에서, 아마 Sundh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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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 과 같은 주  진리개념의 옹호자는 ‘어떤 단이 실제로 

가능한 단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어떤 잠재  존재 단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란 질문을 제기할 것이다. 이 에서

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지지할 것이다. 물론 골드바흐의 추

측이 참이라는 잠재  단, 즉 골드바흐의 추측의 증명이 잠재

으로 존재한다는 단이 옳다는 것을 알기 해서는 골드바흐의 추

측이 참이라는 실  단, 즉 골드바흐의 추측의 증명이 실

으로 존재한다는 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골드바흐의 

추측이 참이라는 잠재  단, 즉 골드바흐의 추측의 증명이 잠재

으로 존재한다는 단이 옳은지 지  알지 못한다. 그 지만 골

드바흐의 추측이나 그 명제의 부정에 한 증명이 존재한다면, 이

는 우리가 사용할 언어의 의미에 의해 결정되는 객 인 문제이

다. 골드바흐의 추측 혹은 그 부정에 한 증명이 잠재 으로 존재

한다면, 이는 우리의 실  지식과는 독립 이라는 에서 객

이지만, 지식가능성과 독립 인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

는 언어, 우리가 악할 수 있는 개념은 우리의 지식가능성을 규정

짓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200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의미론  반실재론(검증주의)에 증명의 존재

에 한 실재론을 혼합한 형태의 입장으로 환하 다. 라 츠는 마틴뢰

의 이런 입장이 직 주의  유형론에 의해 강요되는 것으로 여기지는 않

으며, 필자도 이 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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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tion of Truth in Intuitionistic Type Theory

Inkyo Chung

I examine the notion of truth in the intuitionistic type theory and 
provide a better explanation of the objective intuitionistic conception 
of mathematical truth than that of Dag Prawitz. After a brief 
explanation of the distinction among proposition, type and 
judgement in comparison with Frege's theory of judgement, I 
examine the judgements of the form 'A true' in the intuitionistic 
type theory and explain how the determinacy of the existence of 
proofs can be understood intuitionistically. I also examine how the 
existential judgements of the form 'Pf(A) exists' should be 
understood. In particular, I diagnose the reason why such existential 
judgements do not have propositional contents. I criticize an 
understanding of the existential judgements as elliptical judgements. 
I argue that, at least in two respects, the notion of truth explained in 
this paper is a more advanced version of the objective intuitionistic 
conception of mathematical truth than that provided by Prawitz. I 
briefly consider a subjectivist's objection to the conception of truth 
explained in this paper and provide an answer to it.

Key Words: Intuitionistic type theory, Intuitionistic notion of 
truth, Existence of proofs, Martin-Löf, Prawit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