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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진리값
진리값 의미론
의미론
192쪽에서 언어 L의 양화사 없는 진술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상적으로는, 만약 그 원자적 요소들에
할당되는 모든 진리값에 대해서 참인 경우, ‘논리적으로 참’이라고 간주된다. 베쓰와 쒸테, 둔과 벨납 등
이 실제로 L의 임의의 진술이 표준적 감각에서 논리적으로 참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L의 원자 진술
들에 대한 모든 진리치 할당에서 (대치적으로) 참이라는 것을 보였으며 나도 1968년에 그러한 진술이
표준적인 느낌에서 논리적으로 참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그 원자적 부가 진술들에 대한 모든 진리값
할당들에서 (대치적으로) 참이라는 것을 보였다. 이것은, 콰인의 제안에서 내가 “진리값 의미론”이라고
이름붙인 것에 대한 첫 번째 작업일 것이다.
진리값 의미론은 비-지칭적 의미론의 한 종류이다.

진리값 의미론을 형식적으로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가

의 임의의 항목 확장(term extension)이라고 하자.

{T,F}에로의 진리값 할당이란,
A가

의 원자문장들의 비공집합

에서

의 원소들에서 {T, F}로 가는 함수이다.

의 진술이고,
가 A의 모든 원자적 부진술들(substatements)이 속하는

는
A가

의 원자진술들의 집합이며,

에로의 진리값 할당인 경우,
에서 참일 조건은,

(i) A가 원자적이면
(ii) A가 부정

이면

라는 것,
가

에서 참이 아니라는 것,

(iii) A가 연언 B∧C이면, B와 C가 모두
(iv) A가 양화문장

결국, S가

이면,

에서의

의 각각의 대입 사례가

의 진술들의 집합이고,

가 S의 모든 원자적 부진술들이 속하는,
가

에서 참이라는 것,

에로의 진리값 할당이면,

의 원자적 진술들의 집합이며,

에서 참이라는 것.

S가

에서 참일 조건은, S의 각 원소가

이렇게 되면

의 진술 A가 진리값 의미에서 논리적으로 참이기 위한 조건은,

의 항목 확장
A가

에서 참이라는 것.

와,

에서의 A의 원자적 부진술들에로의 진리값 할당

가 무엇이든 간에,

에서 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S가 L의 진술들의 집합인 경우,
A가 진리값 의미에서 S에 의해 논리적으로 함축되기 위한 조건은,
L의 항목 확장
만약 S가

와, L에서의 S∪{A}의 원자적 부진술들의 진리값 할당

에서 참이면 A가

가 무엇이든,

에서 참이라는 것이다.

동등하지만 더 단순하게 말하자면, A가 진리값 의미에서 논리적으로 참일 조건은,
A가 L에서 A의 원자적 부진술들에로의 모든 진리값 할당에서 참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