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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과학자들이 이론 선택의 맥락에서 단순성의 원리(the 

principle of parsimony) 혹은 오캄의 면도날(Ockham's razor)을 사용

하는 방식과, 그 원리를 확률 이론을 통해 정당화하고자 하는 엘리엇 소

버(Elliott Sober)의 시도가 타당한지를 논의한다. 효과적인 분석을 위

해 소버의 논의를 비교심리학 마음읽기 논쟁(mind-reading debate)에 

적용한다. 본 연구는 소버의 논의가 가지는 이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단순성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로 제안하는 ‘국

소성(locality)’이 특유의 모호함을 가지고 있어 마음읽기 논쟁에서 나

타나는 단순성의 원리들이 소버의 방식으로는 성공적으로 정당화되기 어

렵다고 지적한다.

마음읽기 논쟁에는 경쟁하는 두 가설이 있다. 그 중 하나는 마음읽

기 가설(mind-reading hypothesis, MRH)로 비인간 영장류가 인간처

럼 다른 개체의 심리 상태를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하나는 

행동읽기 가설(behavior-reading hypothesis, BRH)로 비인간 영장류

는 이전에 그들이 학습한 행동 규칙을 바탕으로 다른 개체의 행동을 읽

어낼 뿐이라고 말한다. 두 가설의 옹호자들은 모두 각자의 가설을 지지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단순성의 원리를 도입하지만, 서로 다른 단순성의 

원리를 사용한다―MRH의 지지자들은 가장 적은 수의 진화를 가정할 것

을 제안하는 분기적 단순성(cladistic parsimony)과 가장 단순한 심리 

기제를 추구하는 블랙박스 단순성(blackbox parsimony)의 전략 중 하

나로서 통합적인 심리 기제를 가정하는 통합(unification) 전략을 사용

한다. 반면, BRH의 지지자들 역시 블랙박스 단순성을 사용하지만 MRH

의 전략과 달리 적은 추론 단게를 포함하는 심리 기제를 가정한다.

소버는 MRH에 적용되는 두 가지 단순성의 원리가 각각 베이즈주의

의 우도의 법칙과 빈도주의의 모델 선택 이론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는 논증을 편다. 그리고 그 정당화는 선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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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MRH의 국소적인 연구 맥락, 특히 MRH가 가지고 있는 배경 가정에 

의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그의 논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단순성의 원리가 그것이 사용되는 연구 분야 혹은 주제에서 맥락특이적

으로 정당화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국소성 개념은 소버의 논증

이 단순성을 일반적인 가치로서 정당화하려는 입장들이 직면하는 문제들

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 있는 연구 분야 혹은 주제의 

어떠한 국소적 맥락이 단순성의 원리를 정당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를 

특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소버 역시 국소성 개념이 낳는 이 문

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마음읽기 논쟁이 가지

고 있는 또 다른 배경 가정들이 그의 정당화를 방해할 수도 있음을 간과

한다. 진화적 계통 추론의 맥락에서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가정들이 

있다는 사실과 동물 심리 연구를 고려하면 행동읽기의 통합성에 대한 새

로운 논의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의 단순성 

논증은 한계를 가진다.

주요어 : 단순성의 원리, 비교심리학, 마음읽기 논쟁, 확률적 정당화, 분

기적 단순성, 블랙박스 단순성

학  번 : 2015-2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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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Simple is the best” 라는 격언이 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과학자들이 상당히 잘 실천하고 있는 말이다. 

과학자들은 개념, 가정, 가설 등 이론적 존재자를 최소화하거나 복잡한 

가설을 피하는 등 이론을 단순하게 만드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

이다. 라이프니츠(G. Leibniz)(1686)는 빛의 반사 및 굴절 경로를 설명

할 때 빛의 경유 시간, 거리, 저항 등을 최소한으로 가정하는 이론을 사

실로 간주하는 등 가장 단순한 이론이 참이라고 생각했다. 뉴턴(I. 

Newton)(1713)은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에서 네 가지 추론 규칙

을 제시했는데 그 중 세 가지가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의 원인을 추가적

으로 가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동류의 현상은 그 원인도 동일하게 보

아야 한다는 것, 모든 물체의 특질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론의 단순함을 지향하는 규칙들이었으며, 아인슈타인(A. 

Einstein)(1933)은 “모든 이론의 최고 목적은 단일한 경험적 자료를 

적절하게 설명하면서도 환원 불가능한 기본 요소를 가능한 한 단순하고 

적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금의 과학자들도 정확성이나 

설명력을 많이 떨어뜨리지 않는 선에서 불필요한 가정을 버리고 이론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단순함을 지향하는 과학자들의 

태도는 오캄(William of Ockham)이 제안한 “불필요하게 여러 가지를 

가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1 이 원칙은 그의 이름

을 따 ‘오캄의 면도날(Ockham's razor)’ 혹은 의미가 그대로 드러나

게 ‘단순성의 원리(the principle of parsimony)’2라고 한다.

1 오캄은 앞서 예로 든 과학자들처럼 존재론을 최소화하면서 세계를 설명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그는 실체(substrate)와 질(quality)만을 존재론에 포함시키고 시간, 공간, 

운동 등 다른 대상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와 질에 의해 구현된 것이

라고 보았다(Weinberg 1967).
2 ‘the principle of parsimony’는 ‘검약의 원리’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으나 ‘단

순성의 원리’가 그 의미를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한다고 판단하여 이 번역을 따르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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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에서 단순성의 원리는 이론들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두드러지게 

사용된다. 과학자들은 동일한 현상을 설명하는 서로 다른 이론이 있을 

때, 이 이론들이 경험적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면 단순성을 이론 선

택(theory choice)의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프톨레마이오스 체계

(Ptolemaic system)와 코페르니쿠스 체계(Copernican system) 사이

의 논쟁이 그 예이다. 두 체계는 모두 태양과 행성의 각운동 등 중요한 

관찰들을 잘 설명해내어 경험적으로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다. 물론 

후대의 천문학자 케플러(J. Kepler)에 의해 태양 중심의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가 수집되었으나 당대에는 두 이론이 경험

적으로 동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단순성의 측면에서는 코페르

니쿠스 체계가 우위에 있었다. 행성 운동의 정성적 특징들을 설명하기 

위해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심원(eccentric circle)과 주전원(epicycle)을 

가정해야 했으나3 코페르니쿠스는 이런 가정 없이도 동일한 현상을 설명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Kuhn 1977, 2016).4 또, 코페르니쿠스 체계는 

행성들의 위치 관계에 대한 몇 가지 규칙성을 어떠한 가정 없이도 예측

할 수 있었으나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는 조건들을 필요로 했다(Sober 

2015). 이렇게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는 사실은 레

티쿠스(Rheticus)나 갈릴레오(G. Galileo) 같은 후대 과학자들이 이 이

론을 지지하는 이유가 되었다. 이 외의 과학 논쟁들에서도 단순성의 원

3 지구중심설에서는 태양과 행성들이 지구 주위의 궤도를 일정한 속도로 공전한다고 보

았는데, 지구에서 보이는 태양과 행성들의 운동이 일정하지 않다는 관찰을 설명하기 

위해 지구가 그 궤도의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고 가정하였다. 지구가 중심에서 

떨어졌다는 의미에서 그 궤도를 ‘이심원(離心圓)’이라 부른다. 한편, 주전원은 행

성들이 이심원 위의 한 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작은 원을 말한다. 행성들의 역행을 

설명하기 위해 가정되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우주의 중심에 지구를 두고 그 주위를 

회전하는 천체들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가상의 궤도인 이심원과 주전원을 가정했

다. 그러나 이 개념들은 갈릴레오, 케플러와 같은 후대 천문학자들의 관찰에 의해 반

박되었다.
4 이런 해석을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소버(2015)는 이심원과 주전원 가정 여부

로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와 코페르니쿠스 체계의 상대적 단순성을 논의하는 것은 무리

라고 말한다. 코페르니쿠스 체계로 행성의 역행을 설명할 때 주전원 개념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운동은 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라는 

직관 때문에 주전원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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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적용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e.g. Baker 2007; 

Langdon 1997; Mayden 1988; Plutynski 2005).

쿤(T. Kuhn)(1970, 1977)은 이런 경향을 잘 포착했다. 그는 과학

자들이 이론 선택의 기준으로서 폭넓게 공유하고 있는 다섯 가지 ‘가치

들(values)’5을 언급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단순성(simplicity6

)’7이다. 단순성 하나만으로 이론 간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만 다른 기준들로 이론을 평가하기 어려울 때 과학자들은 단순한 이론을 

그렇지 않은 이론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단순성은 다른 가치들과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에게 공유되고 있을 뿐 이

론 선택의 객관적인 기준은 아니다. 쿤에 의하면, 과학자들은 각각의 가

치에 주관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이론을 평가하는 데 반영한다. 

즉, 어떤 과학자는 단순함을 가장 중요한 과학적 가치라고 생각하는 반

면 어떤 과학자는 단순함보다는 다른 가치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 이들은 결국 각자의 선호에 부합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론을 평가

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쿤의 이러한 해석이 과학자들의 비합리성을 보여준다고 

말하지만, 쿤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할 것인지에 대해 과학자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일 뿐 단순성을 비롯한 다섯 가지 가치는 이론 선

택의 합리적인 토대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단순성이라는 가치를 이론 선

5 정확성(accuracy, 이론이 경험적 사실과 잘 부합함), 일관성(consistency, 이론 내·

외적으로 모순이 없음), 넓은 적용 범위(broad scope, 이론이 개별 관찰, 법칙, 하위 

이론 등에까지 폭넓게 적용됨), 단순성(simplicity, 고립되고 혼란스러운 현상을 조직

화함), 다산성(fruitfulness, 이론이 새로운 관찰을 만들어 냄)
6 ‘simplicity’는 앞서 사용한 ‘parsimony’와 동일한 의미로, 두 용어는 철학 문헌

에서 교환 가능하다(Baker 2016).
7 쿤의 <객관성, 가치 판단, 그리고 이론 선택>(1977, p. 75)에 따르면, 그는 단순성이

라는 가치를 “개별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집합으로서 혼란스러운 현상에 질서를 부여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는 이 글에서 말하는 단순성의 의미―이론적 존재자를 최

소화하거나 복잡한 가설을 피하는 것―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쿤이 

말한 ‘단순성’이 이 글에서 말하는 ‘단순성’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쿤은 같은 글에서 단순성이 이론 선택에 적용된 사례에 대해 

말할 때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가정을 가진 이론이 다른 이론보다 선호된 사례인 

코페르니쿠스 체계와 프톨레마이오스 체계 사이의 논쟁을 소개했다. 이런 점에서는 

쿤이 언급하는 ‘단순성’이 이 글의 ‘단순성’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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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의 합리적인 기준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

면 그 이유는 타당한가? 쿤은 이 질문들의 답이 될 만한 논의를 하지 않

는다. 그러나 이 질문들은 과학자들이 단순성이라는 기준으로 이론을 평

가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어떤 논리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철학적으로 중요하고, 그 답이 과학자들이 단순

성의 원리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적으로도 중

요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질문들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룬

다. 이 장에서는 단순성의 원리를 정당화하는 다양한 방식을 소개하고, 

다음 장부터 이어지는 본론에서는 가장 최근에 논의되고 있으면서 이론 

선택에서 단순성의 원리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는 

한 가지 입장에 주목한다.

지금까지 단순성의 원리는 어떻게 정당화되어 왔을까? 정당화 방식

의 종류를 열거하기 전에 단순성의 원리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이 글

에서는 그 중 어떤 역할에 주목할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그래야만 정당

화 문제를 다룰 때 논의의 방향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

성의 원리는 역할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인식론적 원리

(epistemic principle)와 방법론적 원리(methodological principle)이

고,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EP) 만약 이론 가 이론 보다 더 단순하다면, (다른 것들이 

동일할 때) 가 보다 낫다고 믿는 것은 합리적이다

(MP) 만약 이론 가 이론 보다 더 단순하다면, 과학적 목적을 

위한 작동 이론으로서 를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Baker 2016)

이 글에서는 인식론적 원리(EP)만을 다룬다. 따라서 이 글에서 언급하

는 정당화 방식들은 모두 단순성의 원리가 인식론적으로 타당한지를 논

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우리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이론을 

복잡한 이론보다 더 낫다고 믿을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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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 방식 주장

선험적 정당화
자연은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한 이론이 참에 가깝다
단순성은 이론적 목적으로서 내재된 가치를 가진다

경험적 정당화 성공한 많은 이론들이 단순하다

확률적 정당화 단순한 이론이 경험적으로 우세할 수 있음이 확률적으로 정당화된다

<표 1> 단순성의 원리를 정당화하는 방식들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단순성의 원리를 정

당화해왔다(Baker 2016)(표 1). 첫 번째로, 선험적 정당화(a priori 

justification)는 경험적 근거 없이 단순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이론의 

미결정성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어떤 이들은 단순한 이론이 

참이거나 참에 가깝다는 믿음에 의존한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데카르트(R. Descartes), 라이프니츠, 뉴턴, 아인슈타인 등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많은 철학자와 과학자가 이런 입장을 취했다. 이들은 기본

적으로 ‘자연은 쓸모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Nature does nothing in 

vain)’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에 대해 사실을 말해주는 이론은 

단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중 다수는 신이 자연을 단순하게 설계했

을 것이라는 신학적인 믿음을 기반으로 이런 주장을 폈다. 예를 들어, 

라이프니츠(1686)는 “[전선(全善)한] 신은 가장 완벽한 세계를 선택

했는데, 이 세계는 가설은 가장 단순하면서 현상은 가장 풍부한 세계”

라고 생각했다. 신이 가장 단순한 원리들로 다양한 현상을 창조했다는 

의미이다. 단순성이 이론적 목적으로서 내재된 가치를 가진다고 믿는 입

장도 선험적 정당화에 해당한다. 단순성이 그 자체로 중요한 이론적 가

치라고 생각하거나 더 넓은 이론적 가치의 한 측면으로서 단순성을 고려

하는 것이다. 후자의 예로, 단순함을 미적 가치의 부분으로 여겨 단순한 

가정은 이론을 보기 좋게 만든다는 주장도 있다.

두 번째로, 경험적 정당화(empirical justification)는 선험적 정당화

와 달리 경험적 근거를 제시한다. 여기서 ‘경험적 근거’란 과학사에서 

단순한 이론이 성공한 경험적 사실들을 의미한다. 즉, 경험적 정당화는 

지금까지 과학에서 단순한 이론이 선택되어온 사실들이 단순한 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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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할 이유를 제공한다는 식의, 귀납적 추론을 통한 정당화이다. 로렌

츠(H. Lorentz)와 푸앵카레(H. Poincaré)의 이론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이론과 경험적으로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더 복잡하다는 이유로 대

체된 사례가 그 근거로서 언급된다. 또, 귀납법을 발전시킨 인물로 알려

진 휴웰(W. Whewell)(1970)은 과학의 역사상 가장 잘 정립된 이론은 

‘귀납의 통합(consilience of inductions)’을 거친 것, 즉 서로 다른 

사실들로부터 귀납 추론한 결과들을 다시 통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8

마지막으로, 확률적 정당화(probabilistic justification)는 가장 최근

에 등장한 정당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단순한 이론이 경험적으로 우세

할 수 있음을 확률 이론을 통해 보여준다. 이 입장의 주요 논자인 소버

(E. Sober)(1987, 1990, 2000, 2009a, 2012, 2015)에 따르면, 여러 

확률 이론 중에서 베이즈주의(Bayesianism)의 우도의 법칙(law of 

likelihood)과 빈도주의(Frequentism)의 모델 선택 이론(model 

selection theory)이 단순성의 원리를 지지한다. 전자는 단순한 이론이 

경험적 자료에 의해 얼마나 뒷받침되는지를 나타내고, 후자는 이론이 미

래에 발생할 관찰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에 이론적 단순함이 얼마나 기

여하는지를 보여준다. 소버는 이 확률적 작업들을 정리하고 이를 특정한 

과학 논쟁에 적용하여 단순성의 원리가 두 확률 이론을 통해 어떻게 정

당화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이렇게 단순성을 선험적, 경험적, 확률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 정당화 방식들이 과연 타당한지를 따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특히 앞서 소개한 선험적 정당화와 경험적 정당화는 극

복하기 어려운 한계에 부딪힌다. 우선, 선험적 정당화는 단순성의 정당

성이 무엇에서 비롯되는지를 설득하려 하지 않는, 주장뿐인 입장이다. 

이 때문에 논증이 동어반복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선험적 정

당화에서는 ‘(신이 만든) 자연은 단순하다’는 전제로부터 ‘단순한 이

론이 참에 가깝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참인 이론은 자연을 반영한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때의 전제는 결론과 같이 ‘단순한 이론이 

8 소버(1998, 2009a, 2015)에 따르면, 통합도 이론적 존재자를 줄이는 과정이므로 단

순성의 원리의 일종이다. 본론에서 관련 내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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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에 가깝다’라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결국 선험적 정당화의 주장은 

동어반복이므로 전제가 부정될 경우 결론도 함께 부정된다. 더군다나 우

리는 이 전제를 항상 참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누군가는 이 명제의 

진리치를 결정하기 어렵다고도 할 것이다. 즉, 이 논증은 전제가 가진 

위태로움 때문에 참이 되기 어렵다.

경험적 정당화의 경우, 과학사적 사례들로부터 ‘단순한 이론은 성

공적이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기에는 그 과학적 사례들이 근거로서 인

정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가진다. 이론 선택에는 단순성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작용할 수 있어서 성공한 이론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이론

이라 하더라도 그 이론의 성공에 다른 가치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로렌츠와 푸앵카레의 이론과 특수상대성이론

의 사례에서도 후자가 전자보다 낫다고 평가된 이유는 상대적으로 단순

하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로렌츠와 푸앵카레의 이론은 물리 현상에 대한 

그들의 철학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도출했

으며(Adlam 2011), 경험적으로도 열위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Acuña 

2014).

반면, 소버의 확률적 정당화는 이런 문제들로부터 자유롭다. 논증 과

정에서 동어반복이 개입되지 않고 잘못된 귀납 추론의 결과를 일반화된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 그가 단순성의 원리를 분석하

는 데에 사용하는 확률 이론들은 논의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우도의 법칙과 모델 선택 이론은 이미 증거와 이론의 관계를 다루고 이

론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버의 

논의를 실제 이론 선택의 사례에 적용하면 어떨까? 그의 논의는 단순한 

이론을 선호한다는 과학자들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2장에서는 소버의 독창적인 견해를 소개한다. 소버가 어떻게 

베이즈주의의 우도의 법칙과 빈도주의의 모델 선택 이론, 두 가지 확률 

이론을 기초로 한 단순성 패러다임을 통해 단순성의 정당화 문제에 접근

하는지를 살펴보고, 그로부터 그가 얻은 결론을 다원주의, 환원주의, 국



- 8 -

소성, 비동어반복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한다. 그의 결론은, 단순

성의 원리와 그 정당화 방식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그것들은 공통적으로 

단순성의 원리가 단순함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론적 목적을 달성해야만 

정당화될 수 있고, 그 정당화 과정은 평가 대상 이론의 연구 맥락에 의

해 좌우된다는 주장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런 결론은 다른 정당화 방식

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한다.

소버의 정당화가 타당한지를 시험하려면 실제 이론 선택이 일어나는 

논쟁 사례에 적용시켜 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성의 원리의 사

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도 소버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비교심리학

(comparative psychology)의 마음읽기 논쟁(mind-reading debate)

을 그 사례로 선택한다. 3장의 전반부에서 이 논쟁을 개괄한 후 논쟁에 

참여하는 논자들이 단순성의 원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논쟁하는 두 가설, 마음읽기 가설

(mind-reading hypothesis)과 행동읽기 가설(behavior-reading 

hypothesis)의 옹호자들이 자신의 이론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순

성의 원리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3장의 후반부에서는 이에 대한 소버의 

해석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소버는 이 상이한 단순성의 원리들을 자신의 

용어로 분류하고 각각을 상이한 방식으로 정당화하고자 한다. 결국 그는 

마음읽기 가설의 단순성의 원리가 더 유리하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결론

에 다다른다.

4장에서는 3장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소버의 확률적 정당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 글에서 주장하는 바는 소버는 두 가설 중 마음

읽기 가설이 사용하는 단순성의 원리들이 단순성 패러다임에 의해 정당

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그의 시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주어진 가설들을 포함하는 연구 맥락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

는 가정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소버는 단순성의 원리를 일반적으로 타

당한 것이 아닌 단순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이론의 맥락에 따라 국소적으

로 타당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그는 자신이 제안

한 원리의 모호함 때문에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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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버의 단순성 패러다임9

소버는 단순성의 원리를 인식론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는 이론의 단순함이 과학의 방법론적 도구로서 타당한지를 다루지 않

고, “세계가 어떠한지를 이해하는 데 타당한” 도구인지를 논의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의 인용문에 나타나 있다.

인식론적 타당성 개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

법이 존재한다. 단순한 이론()과 복잡한 이론()이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하지만 둘 다 지금까지의 관찰들과는 양립 가능하다고 

가정하자. 가 보다 단순하다는 사실이 다음의 세 가지 주장들

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가 보다 참이 될 확률이 높다.

 가 보다 관찰에 의해 잘 뒷받침된다.

 가 보다 미래에 더 정확한 예측을 만든다.

(Sober 2015, pp. 58-59)

이론의 단순성과 이 세 가지 주장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소버가 사

용한 도구는 확률 이론이다. 단순성의 원리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20

세기에 들어와 ‘확률적 전환(probabilistic turn)’을 맞아 단순성의 원

리를 확률 이론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정당화하려는 흐름이 생겼고, 소버 

역시 이 흐름에 편승한다. 그는 확률적 전환의 모든 시도들이 성공적이

지는 않지만 두 가지는 성공적이라면서 그것들을 “단순성 패러다임

(parsimony paradigm)”으로서 제시한다. 첫 번째 단순성 패러다임은 

베이즈주의의 우도의 법칙을, 두 번째 단순성 패러다임은 빈도주의의 모

델 선택 이론을 기초로 한다. 두 패러다임은 위 세 가지 주장 중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주장과 관련되어 있다.10

9 이 장은 Sober 1981, 1987, 1990, 2009b, 2015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10 첫 번째 주장―단순한 이론이 복잡한 이론보다 참이 될 확률이 높다―을 정당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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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절과 2.2절에서는 두 단순성 패러다임을 각각 소개하고 그것이 

단순성의 원리를 정당화하는 간단한 사례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2.3절에

서는 이러한 확률적 도구들을 가지고 단순성의 원리에 접근함으로써 나

타난 소버의 고유한 생각을 네 가지로 정리한다.

2.1. 베이즈주의 우도의 법칙

소버는 완전한 베이즈주의자는 아니지만 베이즈의 정리(Bayes' 

theorem)11가 이론의 타당성(plausibility)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

류하기에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이론이 어떤 

요인들을 통해 타당성을 얻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베이즈의 정리를 

사용한다. 이 정리에서는 증거 가 주어졌을 때 가설 가 가지는 확률, 

즉 가설 의 타당성을 의미하는 의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 

‘Pr’ 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서로 다른 확률 값들로 표현된다.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이론이 더 높은 사전확률을 가지는지를 따지는데, 소

버(2015, p. 141)는 이것이 다른 두 문제보다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말한다.
11 베이즈의 정리는 다음의 조건부 확률 공식으로부터 도출된다.

PrPr
Pr＆

Pr

이 공식을 따르면, Pr와 Pr가 모두 양의 값을 가질 때, 의 사후확률과 우도

는 각각 다음과 같다.

PrPr
Pr＆

, PrPr
Pr＆

두 등식에서 우변의 분자 Pr＆와 Pr＆는 같은 값이므로 다음이 성립한다.

PrPrPrPr

이 등식을 의 사후확률을 정의하는 식으로 바꾸면, 베이즈의 정리가 도출된다.



- 11 -

PrPr
PrPr

만약 두 가설 과 를 경쟁시키는 맥락이라면, 두 가설의 사후확률은 

다음 승산비(odds ratio)에서처럼 비교될 수 있다.

Pr
Pr

PrPr
PrPr

이 승산비에 따르면, 가설의 사후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Pr’과 ‘Pr’ 두 가지이다. 전자는 의 사전확률(prior 

probability)로 가 주어지기 전에 가 가지고 있는 확률이며, 후자는 

우도(likelihood)로 를 가정할 때 가 나타나는 확률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대상은 우도이다. 위의 승산비에서 두 가설의 

우도의 비는 사전확률의 비에 곱해져 사후확률의 비를 결정한다. 그리고 

우도의 비가 1에서 멀어질수록, 즉 두 가설의 우도의 차이가 커질수록 

사전확률의 비와 사후확률의 비의 차이가 커진다. 따라서 두 가설의 우

도를 비교하면, 증거 가 주어질 때 이전에 비해 더 높은 확률을 가지

게 되는 가설이 무엇인지를 평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베이즈주의에서

는 우도를 가설의 설명력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사용하곤 한다. 만약 E라

는 관찰이 있을 때 의 우도가 의 우도보다 크다면, 가 보다 

를 더 잘 설명한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가 보다 을 더 선호

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우도의 이런 역할을 형식화한 것이 우도의 법칙

(law of likelihood)이다(Hacking 2016).

증거 가 가설 보다 가설 을 선호한다 iff

Pr Pr

경쟁 가설들의 단순함의 정도가 다르고 상대적으로 단순한 가설이 선호

되는 경우에 우도의 법칙은 다음과 같이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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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가 가설 보다 단순할 때, 증거 가 보다 를 선호한다 iff

Pr Pr

소버는 단순성의 원리가 이 우도의 법칙을 통해 때때로 정당화된다

고 주장한다. 어떤 경험적 자료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이론들 중 상대적

으로 단순한 이론이 복잡한 이론보다 더 큰 우도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는 것이다. 그 예들 중 하나로서, 일치하는 복수의 관찰들이 주어질 때 

그 원인의 개수를 따지는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어떤 시간 에 두 개의 

전구 와 가 동시에 켜지는 것을 관찰했다고 가정하자. 두 전구는 어

떻게 동시에 켜지는가?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하다. 하나는 두 전구가 하

나의 전원에 연결되어 있어 그 전원을 누를 때 두 전구가 동시에 켜진다

는 가설이고, 다른 하나는 각 전구가 두 개의 서로 다른 전원에 연결되

어 있어 두 전원을 동시에 누를 때 두 전구가 동시에 켜진다는 가설이

다. 소버에 따르면, 전자는 두 전구가 동시에 켜지는 현상에 대해 하나

의 원인을 가정하는 공통 원인 가설(common cause hypothesis, 이하 

CCH), 후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원인을 가정하는 개별 원인 가설

(separate cause hypothesis, 이하 SCH)에 해당한다(그림 1). 두 가

설 중에는 CCH가 원인을 더 적게 가정하므로 상대적으로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두 가설의 우도는 어떠한가? 소버는 라이헨바흐의 정리

(Reichenbach's theorem)를 따르면 CCH가 SCH보다 큰 우도 값을 가

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라이헨바흐의 정리는 복수의 결과들에 대해 

공통의 원인이 존재할 때 아래의 세 가지 가정이 만족되면 결과들 사이

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두 결과 

와 , 공통 원인의 두 가지 상태 와 를 가정하자. 우리의 사례를 

적용하면 는 ‘전구 가 시간 에 켜진다’, 는 ‘전구 가 시간 

에 켜진다’, 는 ‘전구 와 가 공통 전원을 가진다’를 의미한다.

(1) 원인이 하나의 결과를 다른 결과로부터 차폐한다(scree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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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그림 1> 공통 원인 가설(CCH)과 개별 원인 가설(SCH).  ,  : 일치하
는 결과들,  : 와 의 공통 원인,  : 의 원인,  : 의 원인. 두 

관찰 결과 와 가 일치할 때, 두 결과의 원인에 대한 공통 원인 가
설(a)과 개별 원인 가설(b)의 주장을 나타낸 것이다.

Pr＆± Pr±Pr±
(2) 모든 확률 값은 0보다 크다

Pr ＆Pr  
(3) 원인은 각 결과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Pr Pr ＆Pr Pr 

가정 (1)~(3)에 의해 수반되는 결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결과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성립한다

Pr＆ PrPr

결과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은 두 결과가 함께 일어날 개연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즉, 라이헨바흐의 정리에 따르면, 우리의 사례에서 전

구 와 의 전원이 하나임을 가정하고 가정 (1)~(3)이 만족되면 와 

가 동시에 켜질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이 가능해진다. 이 주장은 

가설이 주어질 때 증거가 발생할 정도에 대해 이야기하므로 우도로 나타

낼 수 있다―Pr＆C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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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버에 따르면, SCH는 가정 (1)~(3)과는 다른 가정들을 만

족시킴으로써 결과 간 비상관관계가 나타나는 증거들의 개연성을 높인

다. 소버는 그 가정들 역시 세 가지로 정리한다.12 논의의 편의를 위해 

두 결과 와 , 두 결과 각각에 대한 원인의 두 가지 상태  또는 , 

 또는 를 가정하자. 우리의 사례를 적용하면 는 ‘전구 가 

시간 에 켜진다’, 는 ‘전구 가 시간 에 켜진다’, 는 ‘전구 

가 전원 을 가진다’, 는 ‘전구 가 전원 ≠를 가진다’를 의미

한다.

(4) 원인들이 확률적으로 독립적이다

Pr±＆±  Pr± Pr± 
(5) 복수의 원인이 함께 각 결과를 다른 결과로부터 차폐한다

Pr＆±＆± Pr±＆±Pr±＆±
(6) 각 원인이 다른 원인을 차폐한다

Pr± Pr±＆±＆Pr± Pr±＆±

가정 (4)~(6)에 의해서는 두 결과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도

출된다. 결과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두 결과가 함께 일어날 

개연성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즉, 우리의 사례에서 전구 와 의 전

원이 서로 다름을 가정하고 가정 (4)~(6)이 만족되면 와 가 동시에 

켜질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 가능해진다.

이제, 우리가 다루는 예시에서 두 전구 와 가 매우 높은 확률로 

동시에 켜져서 가 시간 에 켜지는 관찰()과 가 시간 에 켜지는 

관찰()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하자. 이는 CCH와 가정 

(1)~(3) 하에서 가능한 결론이고 SCH와 가정 (4)~(6) 하에서 가능한 

12 소버(2015)는 두 가설 CCH와 SCH를 비교하기 위해, 라이헨바흐가 공통 원인이 존

재하는 경우에 결과들 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하는 가정들을 제시한 것처럼 개별 원인

에 관한 가정들로부터 결과들 간의 비상관관계를 도출하는 가정들을 제시한다. 그리

고 두 가설의 분석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동일해야 한다는 가정을 추가적으로 도입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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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과는 정반대이다. 따라서 가정 (1)~(3)을 만족하는 CCH가 가정 

(4)~(6)을 만족하는 SCH보다 이 관찰을 더 잘 설명한다. 이 내용을 다

음과 같은 부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Pr＆가정 ∼ 을 만족하는 CCH 
 Pr＆가정 ∼ 을 만족하는 SCH 

이 부등식은 우도의 법칙에서 어떤 증거에 대하여 한 가설이 다른 가설

보다 선호될 필요충분조건과 동일한 형태이다―PrPr. 또, 

CCH가 SCH보다 더 적은 수의 원인을 가정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단순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가설이 복잡한 가설보다 선호될 필

요충분조건과도 동일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PrPr.
서로 다른 종들의 기원을 묻는 진화생물학의 문제에서도 동일한 논

의가 가능하다. 서로 다른 종 와 가 몇 가지 형질상태(character 

state)(형질 , , , … 에 대한 형질상태  혹은 )를 공유

한다는 관찰이 있다고 하자. 라이헨바흐의 정리에 따르면, 와 가 공

유하는 형질들이 하나의 공통 조상(common ancestor)으로부터 진화했

다는 가설(CCH)과 와 가 서로 다른 조상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화

했다는 가설(SCH) 중 전자가 이 관찰을 더 잘 설명한다. 각각의 에 대

하여 를 ‘종 가 를 가진다’, 를 ‘종 가 를 가진다’라

고 할 때, 이 경우 역시 위의 부등식을 만족한다.

소버는 이 사례에 대하여, 위의 부등식을 만족시키면서 두 가설의 

우도의 차이를 크게 만드는 조건과 부등식을 만족시키지 않는 조건에 대

해서도 말한다. 그는 서로 다른 종들이 적응적인 형질을 공유하는 경우

보다 중립적이거나 유해한 형질을 공유하는 경우에 그 형질이 공통 조상

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다윈(C. Darwin)의 주장(1859)에 동

조한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종들이 공유하는 형질이 중립적이거나 유

해한 형질일 때 CCH의 우도가 SCH의 우도보다 훨씬 큰 값을 가질 가

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적응적인 형질들이 여러 종에서 나타난다

면, 그 형질은 개별적으로 진화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실제로 여러 



- 16 -

종이 공유하고 있는 적응적인 형질 중에서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기원하

지 않은 경우도 많다. 진화생물학에서는 이러한 진화를 수렴 진화

(convergent evolution)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상어와 고래는 유선형

의 몸, 지느러미 등 수중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적응적인 형질들을 공

유하고 있지만 이런 형질들은 둘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

다. 상어는 어류의 조상으로부터 그런 형질을 물려받았지만 포유류 계통

에 속한 고래는 수중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류와 비슷한 형질을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수렴 진화의 사례들은 위의 부등식을 만족시

키지 않으며, 이는 곧 관찰된 결과들이 동일하더라도 CCH가 SCH보다 

항상 큰 우도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음을, 즉 상대적으로 단순한 이론이 

항상 선호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2.2. 빈도주의 모델 선택 이론

소버에 따르면, 가설에 확률을 부여하는 베이즈주의 대신 확률을 빈

도로 계산하는 빈도주의의 관점을 취하면 단순성과 우도가 충돌하기도 

한다. 기존 관찰 자료에 대해 높은 우도를 가지는 가설, 즉 기존 관찰 

자료에 더 잘 부합하는(fit-to-old-data) 가설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이

론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옥수수 밭에서 자라

는 옥수수들의 평균 키를 각각 과 , 두 밭에서 뽑은 표본들의 평균 

키를 각각 과 라고 하자. 지금까지의 자료들이       임을 

말해줄 때, 과 의 차이에 대한 두 가지 가설이 있다.

NULL   
DIFF    를 만족하는 가 존재함

NULL은 두 평균 값에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DIFF는 두 평균 값에 차

이가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가설의 단순한 정도를 그 가설이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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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변수(adjustable parameter)로 판단한다면, NULL은 변수가 0

개, DIFF는 변수가 1개(′′)이므로 NULL이 DIFF보다 더 단순하다. 그

런데 관찰 자료에 더 적합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가설은 DIFF이다. 

DIFF는 기존 관찰 자료들에 따라  값을 과 의 차이 값인 4로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론의 단순성과 관찰 자료에 대한 적합성은 

함께 만족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미래에 나타날 새로운 경험적 자료를 예측해야 한다면 어떠

한가? 소버는 이론이 새로운 자료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정도를 ‘예측적 

정확성(predictive accuracy)’이라 부르고, 우리에게 참이라고 알려진 

이론들이 오히려 낮은 예측적 정확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기존 경

험적 자료들을 성공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라면 새로운 자료를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이론적 가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

이다. 위의 사례만 해도 DIFF는  값을 4로 가정하면 기존 관찰 자료에 

정확히 부합하지만, 새로운 자료를 추가한 결과 ′과 ′의 차가 4가 아

니게 될 때 DIFF가 가지는 예측적 정확성은 낮게 평가될 것이다. 따라

서 과학자들에게는 이론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소버는 이 아이디어를 잘 보여주는 예로 아카이케(H. Akaike)의 모

델 선택 이론(model selection theory)인 아카이케 정보 기준(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을 소개한다. 모델 선택 이론은 주어진 

경험적 자료를 가지고 일군의 후보 모델(혹은 이론) 중 더 높은 예측력

이나 설명력을 가진 모델을 선택하는 통계적 방법이다. 그 중에서도 

AIC는 높은 예측적 정확성을 좋은 모델이 가져야 할 목표로 삼고, 평가

의 대상이 되는 모델이 그 능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AIC는 어떤 모델 의 예측적 정확성 점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logPr   

첫 번째 항의 은 모델의 최대 우도 추정치(maximum likelihood 

estimates)로 모델을 구성하는 변수들 각각에 경험적 자료로부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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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최대의 확률 값을 넣은 결과이다. 즉, 은 평가 대상이 

되는 모델이 기존 경험적 자료에 가장 적합한 상태인 경우를 의미한다. 

소버는 이를 두고 ‘적합한 모델(fitted model)’이라고 표현한다. 그렇

다면 첫 번째 항 전체는 적합한 모델이 주어진 경험적 자료(′′)에 대

해 가지는 우도를 로그화하여 정수로 만든 값으로 ‘경험적 적합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우도가 사용되므로 자료들이 모델을 지지해줄수록 큰 

값을 가지게 된다. 한편, 두 번째 항의 는 평가 대상 모델이 가지고 있

는 변수의 개수를 의미한다. 고려할 변수가 적을수록 단순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는 이론의 단순성을 반영하는 척도인 셈이다. 중요한 

점은 가 더해지는 값이 아니라 빼지는 값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모델이 

가지고 있는 변수가 많을수록 모델의 예측적 정확성 점수는 떨어지게 된

다. 복잡한 모델일수록 불이익을 얻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요약

하자면, AIC는 관심 있는 모델의 변수들이 기존 자료에 적합할 때 그 

모델이 새로운 자료를 정확하게 예측하는지를 평가하는데 이때 이론의 

단순함이 경험적 적합성과 함께 평가의 기준이 된다.13

그러나 AIC는 경험적 적합성과 단순성 중 어느 한 쪽의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단순성의 원리가 AIC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다만, 경쟁하는 두 이론이 기존 자료를 비슷한 정도로 

설명하여 경험적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이론이 AIC에 의해 유리해질 수 있다. 경쟁 이론들이 

logPr  값을 비슷하게 가지면  값이 작은 이론이 더 높게 

13 AIC 값을 계산하는 식의 기본 형태는 다음과 같다. 는 자료, 은 모델, 는 모델

이 가지고 있는 변수의 개수, 는 최대 우도 추정을 위한 파라미터이다(Akaike 

1974).

 ln Pr 

본문에 기술한 식과 달리 이 식에서는 가 더해지는 값이고 적합한 모델의 우도를 로

그화한 값이 빼지는 값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복잡한 모델이나 기존 자료에 적합하

지 않은 모델이 더 높은 AIC 값을 가진다. 작은 AIC 값을 가지는 모델일수록 예측적 

정확성이 높은 모델인 것이다. 본문의 식은 소버의 저서(2015)에서 가져온 것으로, 

소버가 모델의 예측적 정확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기본 식을 변형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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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되기 때문이다. 또, 상대적으로 복잡한 이론이 가지는 경험적 적합

성이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이론 간에 단순한 정도의 차이가 매우 큰 경

우에도 단순성의 원리가 AIC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복잡한 이론이 

단순한 이론보다 큰 logPr  값을 가지더라도 그 값들 간의 

차이보다 두 이론의  값의 차이가 더 크다면, 단순한 이론의 예측적 정

확성 점수가 더 높게 계산되기 때문이다.

소버는 후자에 해당하는 사례를 만든다. 앞서 든 옥수수 키의 예시

를 조금 변형하여 한 이론이 다른 이론을 통합(unify)하도록 설정한다. 

두 옥수수 밭에서 자라는 옥수수들의 평균 키를 각각 과 라고 할 

때, 과 의 값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들이 제시될 수 있다.

ONE     를 만족하는 가 존재함
TWO  를 만족하는 가 존재함

  를 만족하는 가 존재함

ONE은 두 옥수수 밭의 옥수수들의 평균 키가 거의 같을 것이라는 생각 

하에 두 밭의 관찰 결과를 한 개의 변수(′′)로 나타내어 통합한 결과이

다. 반면, TWO는 두 옥수수 밭에서 얻은 관찰 결과를 따로 나타내므로 

두 개의 변수(′′, ′′)를 가진다. 소버는 통합이 이론이 가정하는 변수

의 수를 줄이므로 단순성의 원리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위의 두 이론 중에는 ONE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고 볼 수 있

다. 물론 AIC를 이론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면, 변수 하나의 차이는 그리 

큰 차이가 아니며 TWO가 더 정확하고 사실에 가까운 설명을 제공하므

로 ONE이 선호될 이유는 없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관찰하는 대상이 두 개의 옥수수 밭이 아니라 열 개의 옥수수 밭이라면 

어떻겠는가? 통합을 시도하지 않는 모델은 다음과 같이 열 개 밭의 옥수

수의 평균 키에 서로 다른 변수(′′, ′′, ′′, …, ′′)를 부여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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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결론 의미

다원주의
단순성의 원리와 그것을 정당화하는 방식은 다양화되어 있다. 서로 다른 방식
으로 작동하는 단순성의 원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당화된다.

환원주의
단순성은 그 자체로 인식론적 목표가 아니며 보다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단순성은 그 근본적인 목표들로 환원될 때 비로소 정당
화될 수 있다.

국소성
단순성의 원리의 정당화 여부는 특정한 연구 맥락에서 주제 특이적인 고려 
사항(실질적 가정, 배경 가정)이 무엇이냐에 달려있다.

비동어반복
단순성의 원리는 ‘자연은 단순하다’, ‘단순한 이론은 참이다’라는 전제 없이도 
정당화될 수 있다.

<표 2> 단순성의 원리에 대한 소버의 네 가지 결론

TEN  를 만족하는 가 존재함
  를 만족하는 가 존재함
  를 만족하는 가 존재함

⋮
  를 만족하는 가 존재함

이 모델은 ONE에 비해 너무 복잡해서 그 불이익을 감내할 수 있을 정

도의 적합성을 가지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2.3. 네 가지 결론

소버는 지금까지 소개한 두 가지 단순성 패러다임을 통해 단순성의 

원리의 인식론적 정당화를 시도하면서 몇 가지 결론에 다다른다—환원주

의(reductionism), 다원주의(pluralism), 국소성(locality), 비동어반복

(non-tautology). 그는 단순성의 원리를 이 네 가지 입장에서 이해함으

로써 다른 정당화 방식들이 가지고 있던 한계에서 벗어난다. 각 결론과  

그 의미는 아래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문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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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원주의(pluralism)

소버는 단순성의 원리와 그 정당화 방식에 대해 다원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과학자들이 이론적 단순함을 추구하는 방식과 그것을 정당화하

는 방식은 다양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의 최신 저작 ≪오캄의 면도날

들: 사용 설명서≫(2015)의 제목에서부터 이런 시각이 묻어난다.

단순성의 원리의 긴 역사는 그런 원리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작동되어왔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이 책의 제목을 

복수형으로 쓴 이유이다—오캄의 면도날들(Ockham's razors). 서

로 다른 학자들은 단순성으로 서로 다른 것을 의도해왔고 단순성

의 원리에 대한 서로 다른 정당화가 이루어져왔다. (Sober 2015, 

p. 2, 강조는 저자)

우선, 소버는 불필요하게 여러 가지를 가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오캄

의 주장으로부터 ‘침묵의 면도날(razor of silence)’과 ‘부정의 면도

날(razor of denial)’ 두 가지의 상이한 단순성의 원리를 구분해낸다

(표 3).

 침묵의 면도날 : 증거가 [두 이론] “가 존재한다”와 “가 

존재하지 않는다”를 구별할 수 없다면, [두 이론] 모두에 대하

여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

 부정의 면도날 : 증거가 [두 이론] “가 존재한다”와 “가 

존재하지 않는다”를 구별할 수 없다면, 전자를 부정하고 후자

를 주장해야 한다. 

(Sober 2009b, p. 128)

위 인용구에서 “가 존재한다”는 “가 존재하지 않는다”보다 라

는 이론적 존재자를 추가로 가정하므로 상대적으로 복잡한 이론이다. 따

라서 침묵의 면도날은 두 이론이 증거에 의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단순



- 22 -

단순성의 원리의 종류 의미

상대적으로 
복잡한 이론을 

배제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

침묵의 면도날
(불가지론 버전)

상대적으로 복잡한 이론의 진리치에 대해 침묵함

부정의 면도날
(무신론 버전)

상대적으로 복잡한 이론을 거짓으로 간주, 부정함

추론 문제의 
종류에 따른 

분류

공통 원인의 원리
일치하는 관찰들의 원인을 추론할 때, 공통의 원인을 
가정하는 이론을 선택함

분기적 단순성
형질의 진화적 역사를 추론할 때, 변화를 적게 가정
하는 이론을 선택함

블랙박스 단순성
관찰 불가능한 내부 기제를 추론할 때, 단순한 내부 
기제를 가정하는 이론을 선택함

<표 3> 다양한 단순성의 원리

한 이론을 선택하되 어떤 이론이 맞는 이론인지 판단하지 않는 원리이

고, 부정의 면도날은 복잡한 이론을 부정하면서 단순한 이론을 선택하는 

원리이다. 즉, 침묵의 면도날과 부정의 면도날은 모두 경험적으로 우열

을 가리기 어려운 이론들 중 상대적으로 단순한 이론을 선택하지만, 복

잡한 이론을 배제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전자는 복잡한 이론의 참/

거짓에 대해서 침묵할 뿐 그 이론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별다른 증

거 없이 이론적 존재자를 추가적으로 가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취한

다. 반면에 후자는 복잡한 이론을 아예 부정한다. 단순한 이론이 우리가 

관찰하는 바를 더 정확하게 표상해주므로 불필요한 가정을 틀린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버는 1981년 논문에서 정확히 이 차이를 염두에 두고 두 단순성

의 원리를 각각 ‘불가지론(agnosticism) 버전’과 ‘무신론(atheism) 

버전’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쟁에서 불가지론

자와 무신론자 모두 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불가지론자는 신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무신론자는 신의 존재를 아예 부정한다. 이는 각각 침묵의 면도날과 부

정의 면도날이 복잡한 이론에 대해 가지는 태도와 일치한다.

소버의 다원주의는 침묵의 면도날과 부정의 면도날을 구분하는 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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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다. 그는 침묵의 면도날과 부정의 면도날의 구분과는 독립적

으로, 다루고자 하는 추론 문제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단순성의 원리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만 소개한다. 우선, 일치하

는 관찰들의 원인을 추론하는 맥락에서 ‘공통 원인의 원리(the 

principle of common cause)’라는 단순성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원리는 우연적인 관찰이 반복되면 그들이 각기 다른 원인을 가지기보

다는 공통의 원인을 가질 것이라는 원리이다(Reichenbach 1956, p. 

157). 2.1절에서 다룬 공통 원인 가설(CCH)이 이 원리로부터 비롯된 

가설이다. 또, 생물이 가진 형질들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

나게 되었는지 그 진화적 역사를 추론할 때 사용되는 단순성의 원리로는 

‘분기적 단순성(cladistic parsimony)’이 있다. 이 원리는 진화적 변

화의 횟수를 적게 가정하는 가설을 선호한다. 한편, 심리 기제와 같이 

관찰이 불가능한 내부 기제를 추론해야 하는 문제를 다룰 때는 그 내부 

기제를 단순하게 가정하는 가설이 선호된다. 소버는 이 단순성의 원리를 

‘블랙박스 단순성(blackbox parsimony)’이라 부른다(표 3).

침묵의 면도날과 부정의 면도날, 그리고 공통 원인의 원리, 분기적 

단순성, 블랙박스 단순성 등 다양한 단순성의 원리는 이렇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소버는 이렇게 상이한 단

순성의 원리들은 정당화되는 방식 역시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우선, 침묵의 면도날과 부정의 면도날의 정당화 방식을 비교해보면, 

소버는 침묵의 면도날은 베이즈주의에 의해서도 빈도주의에 의해서도 정

당화될 수 있는 반면(3.2.3절), 부정의 면도날은 이 확률 이론들로는 정

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한다. 부정의 면도날은 복잡한 이론을 거짓으로 간

주하는데, 확률 이론은 비교 혹은 평가 대상인 이론과 그 경험적 자료

(혹은 증거)의 확률적인 관계를 다루므로 이론의 참/거짓 혹은 수용/기

각 여부에 대해 전혀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확률 이론은 경쟁 이론들 

간의 상대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할 뿐이다. 따라서 소버는 부정의 면도

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14

14 소버가 자신의 저작들에서 정당화하고 있는 단순성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들은 모두 

침묵의 면도날이 적용된 사례들이다. 2장의 1절과 2절에서 언급된 예시들도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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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에 따르면, 공통 원인의 원리, 분기적 단순성, 블랙박스 단순성

은 때때로 두 단순성 패러다임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공통 원인의 

원리가 우도의 법칙에 의해 정당화되는 과정은 2.1절에서 살펴본 바 있

고, 나머지 원리들을 3장에서 마음읽기 논쟁 사례를 분석하면서 더 구체

적으로 논의한다.

(2) 환원주의(reductionism)15

단순성은 그것 자체로 인식론적 목표가 아니다. 오히려 때때로 더 

궁극적인 목표의 수단이다. (Sober 2015, p. 199)

나는 단순성에 대해 환원주의자이다. 만약 단순성이 더 근본적인 

인식론적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면, 나는 단순성에 전적으

로 찬성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단순성에 찬성하지 않는다. (위

의 글, p. 149)

위의 인용문들에 나타나듯 소버는 단순성이 그 자체로, 즉 선험적으

로 인식론적 목표가 아니며, 보다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론 선택 시에도 단순성은 더 근본적인 이론적 

가치들을 반영할(mirror) 때 혹은 더 근본적인 이론적 가치들로 환원될

(reduce) 때 비로소 인식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소버가 

자신을 ‘환원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이다.

그렇다면 소버가 생각하는 ‘보다 근본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우

도의 법칙과 모델 선택 이론 각각이 본래 설명하는 바인 우도와 예측적 

정확성이다. 우도와 예측적 정확성이 이론의 근본적인 인식론적 목표이

지이다.
15 단순성에 대한 환원주의적 시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포퍼(C. Popper)는 반증가능

성(falsifiability), 제프리즈(H. Jeffreys)와 콰인(W. Quine)은 높은 확률, 보이드(R. 

Boyd)는 배경 이론으로부터 비롯된 이론적 타당성(theoretical plausibility), 노턴

(J. Norton)은 탐구의 재료가 되는 이론(material theory), 피츠패트릭(S. 

Fitzpatrick)은 이론이 가진 배경 가정(background assumptions)이 단순성을 환원

할 수 있다고 보았다(Fitzpatrick 2013; Sober 199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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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이론 선택에서 중요하게 작동하는 기준이며, 단순성은 우도와 예측

적 정확성으로 환원됨으로써 비로소 인식론적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

다는 것이다. 이는 소버의 단순성 패러다임들이 단순성을 직접적으로 정

당화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전 두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도의 법칙은 

경쟁하는 이론 중 어떤 이론이 경험적 자료에 의해 상대적인 우위를 가

지는지를 보여주고 모델 선택 이론은 이론들이 정확한 예측을 하는지를 

평가할 뿐이다. 다만, 단순한 이론이 복잡한 이론보다 때때로 높은 우도 

혹은 높은 예측적 정확성을 가짐으로써 더 나은 이론으로 평가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 확률적 전환은 … 우리가 어떤 이론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문

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데 실패한다. … 단순성은 때때로 

우도의 법칙에, 또 때때로는 모델 선택 기준에 의존하기(anchor 

to) 때문에 오캄의 면도날이 답으로서 제시된 그 문제에서 멀어지

는 것 같다. (위의 글, p. 151)

그러나 소버는 단순성의 원리가 우도나 예측적 정확성을 통해서만 

의미를 가진다고 해서 인식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

다. 다음은 위의 인용문에 이어지는 부분이다.

사실, (단순성의 원리의) 합리적 수용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단

순성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말해주는 데 충분하지 않을 때 

일지라도 그것은 합리적인 믿음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단

순성은 우도를 반영할 때, 우리가 다른 어떤 가설도 아닌 한 가설

을 얼마나 신뢰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AIC와 같은 

모델 선택 기준에 대해서도 단순성은 인식론적으로 타당하다. 단순

성은 그 자체로 예측적 정확성이 더 높은 모델이 무엇인지를 얘기

해주지는 않지만, 모델들이 예측적 정확성에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

한 믿음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위의 글, p. 151, 강조는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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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소버는 단순성의 원리가 직접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더라도 우도와 

예측적 정확성을 통해 우리가 어떤 가설, 이론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판

단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인식론적으로 타당할 수 있다고 주장

한다. 어떤 것이 근본적인 목표의 수단에 불과한 것과 인식론적으로 타

당한 것은 양립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기압계의 수치 변화가 폭풍의 

원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증거일 수는 있다는 예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내비친다.

… 아마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도이고 단순성은 부수 현상

(epiphenomenon)일 뿐이다. … 아마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높은 

예측적 정확성이다. … 이 “정말로”에 대한 언급은 정말로 내 관

심사가 아니다. 그 언급은 폭풍의 발생 여부에 대해 정말 중요한 

것은 기압이기 때문에 기압계의 수치가 떨어지는 것은 폭풍의 증

거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가설 에 대해 가 증거가 되

는 것은 를 로부터 차폐하는 제 3의 요소가 존재하는 것과 양

립할 수 있다. 단순성의 인식론적 타당함은 단순성이 그 자체로 

(근본적인) 목표가 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위의 글, p. 149, 

강조는 저자)

(3) 국소성(locality)

1장에서 언급한 단순성의 원리를 선험적, 경험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들은 단순성의 원리가 일반적으로(globally)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

이려 한다. 분야와 주제를 막론하고 단순한 이론을 선호하는 경향이 합

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소버의 ‘환원주의’

에 따르면 단순성은 그것이 더 근본적인 이론적 목표들을 반영할 때 비

로소 인식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어떤 이론의 단순함이 그 이론의 

우도나 예측적 정확성을 경쟁 이론보다 높이지 못한다면, 이 경우 단순

성의 원리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미 다룬 예시들을 다시 살펴보자. 공통의 원인과 복수의 관찰들이 

있고 그것들이 라이헨바흐의 정리가 제시하는 세 가지 가정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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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공통 원인 가설(이하 CCH)은 우도의 법칙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

다. 그러나 수렴 진화의 사례처럼 개별 원인 가설(이하 SCH)이 참이 되

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CCH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이론을 제공하더라

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리고 모델 선택 이론 AIC의 경우 단순성만 이

론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순한 이론이 

항상 선호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두 옥수수 밭에서 자라는 옥수

수들의 평균 키 차이에 대한 가상의 이론들 ONE과 TWO를 상기해보

자. ONE이 TWO보다 더 적은 수의 변수를 가정하므로 상대적으로 단

순한 이론이지만, 가정하는 변수의 개수가 하나 차이에 불과하므로 

TWO가 ONE보다 그 차이 이상으로 기존 경험적 자료를 적합하게 설명

해내면 ONE은 AIC에 의해 선호될 수 없고 단순성의 원리 역시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리하여 소버는 단순성을 국소적으로(locally) 이해할 것을 제안한

다. 그에게 단순성의 원리를 일반적인 원리로서 고려하는 것은 철학자들

의 실수이다. 단순한 이론이 나음을 선험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

지이기 때문이다.

나의 제안에서 더 새로운 것은 단순성이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국

소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모든 [단순성의 원리의 정

당화에 대한 환원주의적 시각을 가진] 이론들은 경쟁 가설의 논리

적이고 수학적인 특징들에 호소하여 단순성의 원리를 정의하고 정

당화하려는 시도를 언급할 뿐이었다. 만약 단순성의 원리를 서로 

다른 주제들에 걸쳐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하고자 한다면, 가설들의 

이런 특징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불가피하다. 만약 물리학에서 

가설들의 단순함이 생물학에서 가설들의 단순함을 결정하는 특징

들과 동일한 특징들에 의해 결정된다면, 논리와 수학을 제외하고 

단순함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이러한 일반적으

로 정의된 단순성 개념에 대한 정당화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면, 그

것은 논리와 수학에 대한 고려사항들로부터 나올 것이다. 단순성을 

연구의 일반적인 제약으로 이해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선험

적으로(a priori) 정당화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나의 국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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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은 단순성의 정당성이 특정한 연구 맥락에서 주제 특이적인 

[그리고 경험적인(a posteriori)] 고려 사항들(subject matter 

specific considerations)에 달려있음을 의미한다. (Sober 1990, 

p. 78, 강조 추가)

위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이 보여주듯이 소버의 초점은 단순성의 원

리의 정당화가 연구 맥락에 따라 달리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과학자들

이 사용하는 단순성은 특정한 연구 맥락에서만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런 점에서 소버의 ‘국소성’ 개념은 맥락특이적이다

(context-specific).

과학자들이 이 생각[단순성의 원리]을 사용할 때, 그것은 오직 매

우 특정한 연구 맥락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를 가진다. 오직 

일군의 배경 가정들(background assumptions) 때문에 단순성이 

특정 연구 문제에서 [가설의] 타당성과 연결된다. 따라서 하나의 

맥락에서 단순성이 합리적인 이유는 그와 다른 맥락에서 단순성이 

중요한 이유와 공통점이 없다. (위의 글, p. 77, 강조 추가)

위의 두 인용문에 나타난 ‘주제 특이적인 고려사항들’과 ‘배경 가

정’은 소버의 다른 문헌에서는 ‘실질적인 가정(substantive 

assumptions)’으로도 표현된다(Sober 2015, pp. 118-119).

그리고 소버(1990)는 진화생물학의 선택의 단위(unit of selection) 

논쟁16의 사례를 통해 단순성의 정당성이 특정 연구 맥락과 맺는 관계를 

16 선택의 단위 논쟁은 진화생물학과 생물철학의 오랜 주제로, 생물의 위계(hierarchy) 

중 어떤 단위(유전자, 세포, 개체, 집단 등)에서 자연선택이 작동하는지를 논의의 대

상으로 삼는다. 1960-70년대에는 포괄적합도 이론(inclusive fitness theory)을 기

초로 하여 자연선택을 유전자 및 개체 단위에서 설명하려는 혈연선택론(kin 

selection theory), 개체선택론과 집단 단위에서도 자연선택이 작동한다고 주장하는 

집단선택론이 대립하였다. 그러나 집단선택론은 설득력을 갖추지 못해 무너지고, 이

후 더 정교한 이론인 다수준선택론(multilevel selection theory)이 등장하여 현재 

포괄적합도 이론과 대립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 두 이론이 수학적으로 동등하기 때문

에 대립할 이유가 없으며, 사례마다 더 적합한 설명을 하는 이론을 그때그때 선택하

면 된다는 다원주의적 입장이 등장하였다(Reeve 2000; Kerr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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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진화생물학자 윌리엄스(G. Williams)는 집단선택론(group 

selection theory)이 개체선택론(individual selection theory)보다 덜 

단순하다는 이유로 생물학적 적응 현상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평가했

다(Williams 1974). 집단선택이 일어나는 조건들이 매우 드물다고 생각

했기 때문이다. 그의 눈에는 집단선택론이 굳이 가정할 이유가 없는 집

단선택을 도입했음에도 더 나은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

다. 소버에 따르면, 윌리엄스는 집단선택론에 매우 낮은 사전확률을 부

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개체선택론을 유리하게 만들었다. 이때 윌리엄스

가 집단선택론에 낮은 사전확률을 부여한 근거인 ‘집단선택이 일어나는 

조건들이 매우 드물다’는 생각이 바로 배경 가정이다. 이 배경 가정에 

문제가 없다면, 윌리엄스가 적용한 단순성의 원리는 높은 사전확률을 가

짐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윌리엄스의 주장이 일견 맞아 보이기는 하나, 소버는 그가 취한 배

경 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단순한 이론

인 개체선택론을 옹호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윌리엄스 

이후 일부 진화생물학자들이 진사회성 곤충 집단의 이타적 행동 등 집단

선택의 증거로 삼을만한 현상들이 생물계에서 적지 않게 나타남을 발견

했는데, 이로써 윌리엄스가 가설에 사전확률을 부여하기 위해 취한 배경 

가정이 무지(ignorance)에 기초한 것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소

버는 가설에 부여되는 확률은 실제 자연 세계를 반영하는 실질적인 가정

들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에서도 단순성의 원리를 

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연구 맥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소버의 

주장이 잘 드러난다.

(4) 비동어반복

1장에서 선험적 정당화의 동어반복 논증을 지적한 바 있다. 선험적 

정당화는 ‘(신이 만든) 자연은 단순하다’ 혹은 ‘단순한 게 참이다’

는 명제를 참인 전제로 삼고, ‘단순한 이론이 복잡한 이론보다 낫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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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참과 가깝다)’는 결론을 낸다. 전제한 바를 그대로 결론으로 삼는다

는 점에서 동어반복일 뿐 아니라 전제 자체가 위태롭기 때문에 논증 전

체가 위태롭다.

그러나 소버는 두 단순성 패러다임을 사용하면 ‘(신이 만든) 자연

은 단순하다’와 같은 결론을 함축하는 명제를 가정하지 않고도 단순성

의 원리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도의 법칙은 어떤 이론이 특

정 증거에 대해 가지는 조건부 확률만을 고려하고, 모델 선택 이론 AIC

는 이론의 가장 적합한 상태를 가정하고 이론이 가지고 있는 변수의 개

수를 고려한다. 이 중 어디에도 신 혹은 자연의 속성에 대한 가정은 드

러나지 않는다.

두 확률 이론은 ‘단순한 이론은 참이다’라는 명제도 가정하지 않

는다. 우도의 법칙은 증거와 이론의 상대적인 관계를 볼 뿐이지 어떤 이

론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 AIC 역시 이론의 예측적 정확

성을 평가하는 것이지 이론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지 않는다. 예측적 정

확성이 참과 긴 한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이론이 참이기 

때문이 아니다. AIC에서는 이론의 단순성 외에도 이론이 기존 경험적 

자료에 적합한 정도가 예측적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어

떤 이론이 경쟁 이론들보다 높은 예측적 정확성을 가질 때 이에 영향을 

준 요인이 그 이론의 단순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 같은 이유로 단

순한 이론이라고 해서 항상 예측적 정확성이 높은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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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비교심리학 마음읽기 논쟁

본 연구에서는 이전 장에서 다룬 소버의 접근이 단순성의 원리를 이

해하고 정당화하는 좋은 분석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검토하

기 위해 비교심리학(comparative psychology)17의 마음읽기 논쟁

(mind-reading debate)을 사례로 삼는다. 소버의 접근을 시험할 사례

로서 마음읽기 논쟁을 선정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마음읽기 논쟁에는 이론 평가 및 선택과 관련된 논의들이 

적지 않게 축적되어 있다. 약 40년 동안 인간의 사회성(sociality)을 탐

구하는 데 중요한 주제로서 꾸준히 관심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두 번째, 마음읽기 논쟁에 참여하는 논자들의 주장에 단순성의 원리

가 잘 나타나있다. 논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가설이 경쟁 가설보다 더 

단순한 부분을 찾아 강조하거나 경쟁 가설이 불필요한 점을 가정하고 있

어 복잡하다고 지적한다. 

세 번째, 마음읽기 논쟁은 소버의 논의를 적용하기에 적절하다. 2장

의 시작 부분에서 언급했듯 소버는 단순성의 원리가 인식론적으로 정당

화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다루어야 할 세 가지 주장을 제안하는

데, 여기서 소버는 단순한 이론과 복잡한 이론이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

능하지만 지금까지의 관찰들과는 모두 양립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삼

는다. 일단 이 전제를 만족시킬 때 단순성의 원리의 정당화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마음읽기 논쟁은 이 전제를 만족시킨다. 마음읽기 

논쟁의 경쟁하는 두 가설인 마음읽기 가설과 행동읽기 가설은 마음읽기

17 비교심리학은 비인간 동물들의 행동 및 심리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분야로, 동물들

이 가지고 있는 행동 및 심리 특질들의 계통적 역사, 적응적 중요성, 발달 과정 등에 

주목한다. 종간 비교를 중요한 연구 방법으로 삼는데, 일부 학자들은 단순한 비교를 

경계하고 개별 종을 이해하는 데 주목하기도 한다. 비교심리학에서 주목 받는 연구 

대상 중 하나는 비인간 영장류이다. 인간과 계통적으로 가까운 영장류들의 행동 및 

심리 형질들이 인간의 것과 얼마나 유사하고 또 얼마나 다른지를 탐구하는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목적 하에 논의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가 영장류의 마음읽기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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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를 두고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양립할 

수 없다. 그러나 두 가설 모두 경험적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험

적 자료는 두 가설 중 어느 하나를 지지하지 않고 어떤 가설을 통해서든 

설명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는 점에서 경험적으로는 양립 가능

하다.

정확히 이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소버 역시 단순성의 원리

를 주제로 한 여러 저작들에서 마음읽기 논쟁을 분석해왔다. 3.2절에서 

그가 마음읽기 논쟁에서 사용된 단순성의 원리를 확률적 접근을 통해 어

떻게 분석하고 정당화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그 전에, 

바로 이어질 3.1절에서는 마음읽기 연구와 논쟁의 흐름 속에서 경쟁하

는 두 가설의 지지자들이 이론 평가 및 선택 과정에서 어떻게 단순성의 

원리를 적용하는지를 살펴본다.

3.1. 침팬지는 마음읽기를 하는가?

3.1.1. 논쟁의 시작

1978년, “침팬지는 마음이론(theory of mind)18을 가지는가?”라

는 제목의 논문이 등장했다. 침팬지(Chimpanzee, Pan troglodytes)가 

인간과 같이 다른 개체의 행동을 예측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연구한 결

과였다. 이 논문의 저자인 심리학자 프리맥(D. Premack)과 우드러프

(G. Woodruff)는 “다른 개체에게 심리 상태를 부여하는(attribute)” 

능력, 즉 다른 개체가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지를 추론하는 능력을 ‘마

18 ‘마음이론(theory of mind)’은 ‘마음읽기(mind-reading)’와 대체 가능한 용어

이다. 전자는 주로 심리학자들에 의해, 후자는 주로 철학자들에 의해 사용될 뿐이다. 

이 글에서는 ‘행동읽기(behavior-reading)’와 대비되는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마음읽기’라는 번역을 사용한다. 단, 이 부분에서처럼 ‘theory of mind’를 사

용하는 원문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첨언하자면, ‘마음읽기’와 같은 의

미를 가진 용어는 ‘마음이론’ 외에도 ‘mentalizing’, ‘perspective taking’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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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론’이라 불렀다. 그리고 침팬지가 이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 암컷 침팬지 사라(Sarah)가 실험자의 행동을 보고 그가 처한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관찰했

다. 사라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대체로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었다. 예

를 들어, 실험자가 문이 열리지 않아 당황하는 장면을 보여주면 주어진 

사진들 중 열쇠가 찍힌 사진을 골랐고, 실험자가 코드가 빠져 있는 축음

기를 작동시키려 애쓰는 장면을 보여주면 코드가 꽂혀있는 사진을 골랐

다. 이에 프리맥과 우드러프는 사라가 실험자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여 

행동했다고 해석했고, 그리하여 침팬지가 마음이론을 가지고 있다는 결

론을 내렸다.

마음읽기가 사회 인지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능력으로 여겨지는 점을 

고려하면, 프리맥과 우드러프의 실험 연구는 인간의 사회 인지(social 

cognition)와 영장류의 사회 인지 간의 진화적 연속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당시의 생태 및 진화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여러 

영장류 종들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집단적 행동이 보고된 것

은 1900년대 전반부터였으나(e.g. Carpenter 1940; Marais 1939, 

196919; Zuckerman 1932), 1966년에 영장류 생태학자 졸리(A. 

Jolly)가 여우원숭이(Lemur, Lemuroidea)의 사회적 행동을 보고하면서 

인간의 높은 지능이 영장류의 사회적 능력과 관계가 있음을 최초로 주장

했다. 그의 연구에 영향을 받은 험프리(N. Humphrey)(1976)는 잉여 

산물인 듯 보이는 영장류의 지능이 사회적 복잡성(social complexity)

에서 기인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발표했다. 그의 가설은 이후 ‘사회적 

지능 가설(social intelligence hypothesis)’ 혹은 ‘마키아벨리안 지

능 가설(Machiavellian intelligence hypothesis)’로 정교화되었다

(Byrne & Whiten 1989; Whiten & Byrne 1997). 또, 던바(R. 

Dunbar)(1998, 2007)는 이 가설의 ‘지능’을 뇌와 연관시켜, 영장류 

종의 큰 뇌가 그 종이 이루는 집단의 크기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회

적 뇌 가설(social brain hypothesis)’을 주장했다.

19 마라이스(E. Marais)의 저서들은 1936년 그가 별세한 이후에 출판되었다. 따라서 

이 책들이 작성된 연도는 그가 생존해 있던 1936년 이전이다.



- 34 -

그러나 한편으로 프리맥과 우드러프의 연구는 심리학 내에서 논쟁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 그들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마음읽기를 연구하게 

된 심리학자들 가운데는 인간의 사회성이 영장류 계통 내에서 진화된 것

임을 인정하면서도 비인간 영장류가 마음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주

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들도 있었다. “침팬지는 마음이론

을 가지는가?”, 즉 “침팬지는 마음읽기를 하는가?” 라는 논문의 제목

이 논쟁적인 질문이 된 것이다. 특히 발달심리학자들이 비인간 영장류를 

언어나 기본적인 논리 규칙을 학습하기 이전의 유아와 비교하면서 논쟁

은 불거졌다. 발달심리학의 많은 연구들에서 유아들이 단순화된 마음읽

기 과제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한 반면, 비인간 영장류를 대상

으로 한 유사한 연구들이 보고한 결과는 일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

형 영장류로 연구 대상을 좁혀서 생각하더라도 어떤 연구에서는 긍정적

인 결과가, 또 어떤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3.1.2. 마음읽기 가설과 행동읽기 가설

결국 비인간 영장류의 마음읽기를 연구하는 이들은 두 개의 진영으

로 갈려 서로 다른 가설을 지지하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프리맥과 우드

러프처럼 인간과 비인간 영장류가 공통적으로 마음읽기를 할 수 있다는 

마음읽기 가설(mind-reading hypothesis, 이하 MRH)을 지지한다. 물

론 이들이 모두 비인간 영장류가 인간과 동일한 마음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성인이 되면 고차(higher-order)

의 마음읽기가 가능한 반면, 다른 영장류는 기껏해야 2차

(second-order) 마음읽기를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Dunbar 2003).20 또, 어떤 연구자들은 성인의 마음읽기는 복잡한 인

20 마음읽기에서 차수(order)는 다른 개체의 심리 상태를 추론할 때 그 추론을 구성하

는 표상 단계의 수를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마음읽기는 2차적이다. 어떤 개체가 무언

가를 표상하여 특정 심리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1차적이라고 할 때, 마음읽기는 또 

다른 개체가 그 개체의 1차적 표상을 표상하는 것이므로 2차적이다. 예를 들어, ‘재

은이는 은비에 대해 생각한다’는 재은이의 1차적 표상을 나타내며, ‘은비는 재은이

가 자신(은비)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을 안다’는 재은이의 1차적 표상에 대한 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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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지각(perception), 지식(knowledge), 믿음

(belief) 등의 명제태도(propositional attitudes)를 그대로 표상하는 

‘완전한 마음이론(full-blown theory of mind)’이지만, 동물의 마음

읽기는 개체와 사물의 관계와 같은 보다 단순한 상태를 표상하는 ‘최소 

마음이론(minimal theory of mind)’이라고 주장한다(Apperly & 

Butterfill 2009; Butterfill & Apperly 2013).21 이 두 가지 입장을 취

하는 이들은 유아 역시 비인간 영장류와 비슷하게 완성되지 않은 마음읽

기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한편, 많은 경험 연구들에서는 대형 영장류가 유아보다 마음읽기 과

제를 수행하는 능력이 낮다는 결론을 내왔다. 그 연구들에 따르면, 인간

은 유아기부터 타인의 지각뿐 아니라 믿음까지 이해할 수 있는 반면(4

세 미만 – e.g. Buttelmann et al. 2009; Leslie et al. 2005; Onishi 

& Baillargeon 2005; Southgate et al. 2007, 4세 이상 – e.g. Call & 

Tomasello 1999; Krachun et al. 2009; Wimmer & Perner, 198

3)22, 다른 영장류 종들의 경우 다른 개체의 지각 상태를 추론해야 하는 

의 2차적 표상을 나타낸다. 같은 원리로 ‘재은이는 은비가 자신(재은)이 은비에 대

해 생각하는 것을 아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는 3차적 표상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문장을 쓰는 필자는 이 3차적 표상을 표상하므로 4차 마음읽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런 필자의 표상을 또 다른 누군가가 표상한다면 그는 5차 마음읽기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3차 이상의 표상 단계를 포함하는 마음읽기를 고차 마

음읽기라고 한다.
21 버터필(S. Butterfill)과 아펄리(I. Apperly)(2013)가 ‘완전한 마음이론’과 ‘최소 

마음이론’을 구분하는 기준은 단순히 그것을 사용하는 대상(성인, 유아, 동물)에 있

지 않다. 두 가지 마음읽기는 인간 개체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독립적으로 발달한다. 

그것들은 효율성(efficiency)과 유연성(flexibility)의 측면에서 구분되는데, ‘완전한 

마음이론’은 명제태도를 그대로 표상하는 만큼 비효율적이나 여러 상황에서 유연하

게 작동하고, ‘최소 마음이론’은 빠르고 효율적이나 유연하지 못하다. 전자가 후자

보다 더 높은 인지 능력을 요하기 때문에 더 느리게 발달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인이 되면 ‘최소 마음이론’에서 ‘완전한 마음이론’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

니라 두 가지 마음읽기 체계를 모두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성인은 ‘완전한 마음이

론’이 가능하지만 인지적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복잡한 명제태도를 표상하기 어

려우므로 보다 효율적인 ‘최소 마음이론’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22 인간이 유아기부터 마음읽기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처음부터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니

다. 학계에는 약 20년 동안 4세 미만의 유아들은 마음읽기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합의가 있었다. 4세 미만 유아들이 마음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로 여겨져 온 ‘샐

리-앤 시험(Sally-Anne test)’ 혹은 ‘고전적인 틀린 믿음 과제’에 번번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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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들은 문제없이 수행하지만(대형 영장류 – e.g. Hare et al. 2000; 

Melis et al. 2006; Tomasello & Call 2006, 원숭이 – e.g. 

Flombaum & Santos 2005; Santos et al. 2006) 다른 개체의 지식 

혹은 믿음 상태를 추론해야 하는 과제들은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

다. 특히 다른 개체가 틀린 믿음(false belief)을 가지고 있을 때 적절하

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보고들이 있다(대형 영장류 – e.g. Call & 

Tomasello 1999; Hare et al. 2001; Kaminski et al. 2008; 

Krachun et al. 2009; O'Connell 1995, 원숭이 – e.g. Marticorena et 

al. 2011; Martin & Santos 2014).

그러나 비인간 영장류가 지금까지 설계된 많은 틀린 믿음 과제를 통

과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이 믿음을 추론할 수 없다고 결론짓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들이 다른 종류의 믿음을 추론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는 일이 남아있고, 그들이 더 집중할만한 실험을 설

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Andrews 2017). 최근에 아이트

래커(eye tracker)와 독특한 시나리오를 활용한 새로운 방법론으로 대

형 영장류 역시 다른 개체의 틀린 믿음을 이해할 수 있음을 주장한 연구

(Kano et al. 2017; Krupenye et al. 2016)가 그 본보기일는지도 모

른다. 그 외에 대형 영장류가 실험자와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실험자가 

가진 옳은 믿음(true belief)과 틀린 믿음을 구분한다는 보고도 있다

(Buttelmann et al. 2017). 

이와 같이, MRH의 지지자들은 비인간 영장류의 마음읽기와 인간의 

했기 때문이다(e.g. Call & Tomasello 1999; Krachun et al. 2009; Wimmer & 

Perner, 1983).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이 과제가 ‘명시적 과제(explicit task)’

라는 점, 즉 피험자에게 요구한 것이 타인의 심리 상태에 대한 명시적인 응답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언어를 비롯한 다른 인지 능력을 갖추지 않은 4세 미만의 유아는 

그러한 요구에 인지적 부담을 느껴 실제 표상하는 바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

이다(Clements & Perner 1994).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언어나 복잡한 인지 과

정을 요구하지 않고 시각을 이용한 암묵적인 반응만으로 타인의 틀린 믿음에 대한 이

해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 패러다임이 고안되었고, 이에 따라 생후 1년 전후의 유아

들도 타인의 틀린 믿음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결과들이 축적되기 시작했다(e.g. Onishi 

& Baillargeon 2005; Southgate et al. 2007). 이런 실험 과제를 ‘암묵적 과제

(implicit task)’라고 한다. 본문에서 유아가 타인의 틀린 믿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바로 이 ‘암묵적 과제’를 통과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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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H) 가 행동한다 [1단계]

→ 가 의 행동에 대해 믿음을 가진다 [2단계]

→ 가 의 심리에 대해 믿음을 가진다 [3단계]

→ 가 의 다음 행동을 예측한다 [4단계]

(b)(a)

<그림 2> 마음읽기 가설(MRH)과 행동읽기 가설(BRH). 다른 개체의 행
동을 관찰한 후 그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기까지의 추론 과정에 대한 마
음읽기 가설(a)과 행동읽기 가설(b)의 주장을 나타낸 것이다. (a)는 (b)와 
달리 한 개체(회색 얼굴)가 다른 개체(흰색 얼굴)의 심리 상태(M)를 추
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마음읽기를 비교하는 맥락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기도 하고, 그들이 

근거로 삼는 경험 연구들에는 조금씩 다른 방법론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공통적으로 영장류가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다른 개체의 행

동을 관찰·이해하고 그로부터 그 개체의 심리 상태를 추론한 후 그 개

체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림 2a). 이 추론 단계들

의 인과적 사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관찰하는 개체를 , 관

찰 대상인 개체를 라고 하자.

이 인과적 사슬에서 다른 개체의 행동을 이해하는 과정인 2단계가 행동

읽기, 그로부터 그 개체의 심리 상태를 추론하는 과정인 3단계가 마음읽

기에 해당된다.

이제 이 추론 단계들이 경험 연구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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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음식부하 침팬지 우두머리 침팬지

<그림 3> Hare et al. (2000)의 실험 설계 (Lurz 2011, p. 33)

보자. 앞서 인용한 연구들 중 MRH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실험 연구로서 

언급되는 것이 헤어(B. Hare)와 동료들의 2000년 연구이다. 그들은 그

림 3과 같이 침팬지들끼리 먹이를 두고 경쟁을 하는 실험 환경을 설계

하였다. 실험에 참여하는 침팬지는 우두머리 수컷과 부하 수컷이며 두 

마리는 각자의 케이지 내에 있으면서 서로를 볼 수 있다. 실험실 내에는 

음식이 놓인 두 장소가 있고 그 중 한 곳에는 우두머리 침팬지 쪽으로 

가림막이 놓여있다. 첫 번째 조건에서는 그 가림막이 불투명하여 우두머

리 침팬지가 음식을 볼 수 없고, 두 번째 조건에서는 그 가림막이 투명

하여 우두머리 침팬지가 음식을 볼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부하 침팬지

는 음식을 가져갈 기회를 얻는다. 이때 실험자들은 부하 침팬지가 어떤 

위치에 있는 음식을 획득하는지를 기록한다. 헤어와 동료들은 부하 침팬

지가 우두머리 침팬지에게 보이는 음식, 즉 투명한 가림막 뒤에 있는 음

식보다 그에게 보이지 않는 음식, 즉 불투명한 가림막 뒤에 있는 음식을 

더 자주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침팬지 사회에는 강력한 위계가 있

어 우두머리 침팬지가 모든 음식을 차지하거나 갈취하는 일이 많고, 부

하 침팬지는 우두머리 침팬지에게 항상 복종해야 하며 저항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실험 결과는 그들의 예상과 일치했다. 부하 침팬지는 첫 

번째 조건에서 가림막이 없는 음식보다 불투명한 가림막 뒤에 있는 음식

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더 많이 가져간 반면, 두 번째 조건에서는 

가림막이 없는 음식이든 투명한 가림막 뒤에 있는 음식이든 비슷한 정도

로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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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H*) 가 불투명한 가림막 뒤에 있는 음식은 볼 수 

없고 투명한 가림막 뒤에 있는 음식은 볼 수 있

는 위치에 있다

[1단계]

→ 는 가 불투명한 가림막 뒤에 있는 음식은 

볼 수 없고 투명한 가림막 뒤에 있는 음식은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

[2단계]

→ 는 가 불투명한 가림막 뒤에 있는 음식은 

볼 수 없고 투명한 가림막 뒤에 있는 음식은 

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

[3단계]

→ 는 자신이 불투명한 가림막 뒤에 있는 음식

을 가져갔을 때는 가 자신을 처벌하지 못할 

것이지만, 투명한 가림막 뒤에 있는 음식을 

가져갔을 때는 처벌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4단계]

헤어와 동료들은 부하 침팬지의 이러한 반응이 우두머리 침팬지가 

처해 있는 상황 및 행동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그의 심리 상태를 추론한 

결과라고 해석한다. 이때의 심리 상태는 지각 상태, 구체적으로는 시각 

상태이다. 그들의 주장을 마음읽기 추론의 인과적 사슬에 적용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부하 침팬지를 , 우두머리 침팬지를 라고 하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MRH는 행동읽기 과정과 마음읽기 과정을 

모두 가정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마음읽기를 하는 과정에는 항상 행동

읽기가 포함된다. 포비넬리(D. Povinelli)를 비롯한 연구자들은 이 사실

에 주목하여 MRH의 가정에 ‘논리적 문제(logical problem)’23를 제

기한다. 그들에 따르면, 행동읽기를 한 후 마음읽기로 추론 단계가 옮겨

간다는 가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행동읽기가 일어나는 단계와 마음읽기

가 일어나는 단계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동읽기가 필연적

으로 마음읽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두 단계를 구분하기가 어려우며, 지금

까지 수행된 마음읽기 실험 연구 대부분이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

23 포비넬리가 최초로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포비넬리의 문제(Povinelli's 

problem)’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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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H) 가 행동한다 [1단계]

→ 가 의 행동에 대해 믿음을 가진다 [2단계]

→ 가 의 다음 행동을 예측한다 [3단계]

다(Heyes 1998; Lurz 2011; Penn & Povinelli 2007; Povinelli & 

Vonk 2004; Whiten 2001).

결국, 이들 중 다수는 비인간 영장류가 다른 개체의 미래 행동을 예

측할 수 있는 것은 그 개체의 마음을 읽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개체의 행

동을 읽어내어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그

림 2b).24 이 입장을 행동읽기 가설(behavior-reading hypothesis, 이

하 BRH)이라 하고, 이 가설이 가정하는 추론의 인과적 사슬은 다음과 

같다. 관찰하는 개체를 , 관찰 대상인 개체를 라고 하자.

그런데 관찰한 행동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만으로 어떻게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까? BRH의 지지자들은 인간 외의 영장류들도 학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의 행동 규칙(behavioral 

rules)을 익힐 수 있고 이를 사용해 다른 개체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고 말한다. 즉, 는 이전에 다른 누군가가 와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24 포비넬리의 ‘논리적 문제’에 공감하는 연구자들 모두가 행동읽기를 마음읽기의 대

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헤이즈(C. Heyes)(2014)는 ‘submentalizing’이라

는 개념을 제안한다. 이것은 영역 특수적(domain-specific)이면서 고차의 인지 능력

인 ‘mentalizing(마음읽기)’과 달리, 영역 일반적(domain-general)이면서 저차의 

인지 능력으로, 사회적 맥락에서 마음읽기의 결과를 시뮬레이션하고 mentalizing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회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다. 그리하여 비자발적인 주의 

집중, 자극이나 반응이 일어나는 위치 추적, 주의 분산 등의 자동적인 반응을 매개한

다. 헤이즈(2017)는 특히 암묵적 마음읽기 과제를 이해할 때 이 개념을 적용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아이트래커를 이용한 대형 영장류의 틀린 믿음 실험 결과

(Krupenye et al. 2016)를 실험에 참여한 개체들이 상대의 믿음 상태를 추론한 것

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의 시각적 자극들에 반응하여 submentalizing한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생물 자극이 등장하는 상황

을 통제 조건으로 삼아 기존 결과와 비교할 것을 제안한다. submentalizing 가설이 

옳다면, 이는 영역 일반적인 기제이므로 무생물 자극 조건에서도 생물 자극이 주어진 

기존 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반대로 MRH 혹은 mentalizing 가설이 옳

다면, 무생물 자극 조건에서는 기존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얻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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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고 그 이후의 행동과 상황까지 여러 번 확인했다

면, 그것을 규칙으로서 기억하고 있다가 에게도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앞서 살펴본 헤어와 동료들의 실험(2000)에서 우두머리 침팬지가 

볼 수 없는 먹이를 집중적으로 선택한 부하 침팬지의 행동은 ‘우두머리 

개체가 먹이를 보면 가져간다’는 행동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틀린 

믿음 실험들의 결과 역시 ‘다른 개체는 물건을 찾을 때 그것을 마지막

에 보았던 곳에서 찾는다’는 행동 규칙을 적용해 해석할 수 있다.

또, 심리철학자 러츠(R. Lurz)(2011)는 헤어와 동료들의 실험이 심

리 상태 추론을 표현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설명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우선, 헤어와 동료들의 입장을 정리해보자. 그들은 우두머리 침

팬지를 관찰한 부하 침팬지가 다음과 같이 추론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1) 과거에 우두머리 침팬지는 항상 자신이 볼 수 있는 음식만 먹

고 그럴 수 없는 음식은 먹지 않았다.

(2) 실험에서 우두머리 침팬지는 투명한 가림막 뒤에 있는 음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음식은 가져가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

두머리 침팬지는 불투명한 가림막 뒤에 있는 음식은 볼 수 없

다. 따라서 이 음식은 가져갈 수 있다.

(p. 34, 강조는 저자)

그러나 ‘보다(see)’는 ‘시선을 두다(have a direct line of gaze)’

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1)과 (2)의 강조된 부분

을 수정하면 다음과 같다.

(1') 과거에 우두머리 침팬지는 항상 자신이 시선을 둘 수 있는 

음식만 먹고 그럴 수 없는 음식은 먹지 않았다.

(2') 실험에서 우두머리 침팬지는 투명한 가림막 뒤에 있는 음식

을 시선을 둘 수 있다. 따라서 이 음식은 가져가서는 안 된

다. 하지만 우두머리 침팬지는 불투명한 가림막 뒤에 있는 음

식은 시선을 둘 수 없다. 따라서 이 음식은 가져갈 수 있다.

(p. 35, 강조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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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지각의 일종으로 심리 상태인 반면, ‘시선을 두다’는 행동 

상태이다. 즉, (1')과 (2')는 부하 침팬지가 우두머리 침팬지의 ‘행동’

을 이해하는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마음’을 읽는다고 할 만한 부분

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25

BRH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마음읽기 가설을 주장하는 실험 연구

들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포비넬리와 동료

들이 직접 수행했던 실험 연구(1996)에서는 침팬지가 다른 개체의 시각 

상태를 이해하는 데 실패한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인간만이 다른 

개체의 심리 상태를 표상하고 추론할 수 있다는 ‘재해석 가설

(reinterpretation hypothesis)’을 제안하고, 영장류의 조상도 다른 개

체의 행동을 표상하고 추론하는 인지 체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개체

의 심리 상태를 표상 및 추론하는 능력은 인간과 침팬지가 공통 조상으

로부터 분기한 이후 인간의 계보에서만 진화된 능력이라고 주장한다. 그

리고 결국 인간과 침팬지의 사회적 인지 능력 사이에는 불연속성

(discontinuity)이 있다고 결론짓는다(Povinelli & Vonk 2004; 

Povinelli & Barth 2005; Penn et al. 2008).

MRH의 지지자들과 BRH의 지지자들은 “침팬지는 마음읽기를 하는

가?” 라는 질문에 답변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

들은 각자의 가설이 더 나음을 보이기 위해 추가적인 논쟁을 계속해왔

다. 기존의 관찰과 실험이 신뢰할 만한지를 문제 삼기도 하고 서로의 분

석과 주장이 타당한지를 따져 묻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에 해당

하는 논쟁 중에서 단순성의 원리를 적용해 각자의 논증을 정당화하고 상

대의 논증을 비판하는 경우를 살펴본다.

25 헤어와 동료들의 실험(2000)에 제기된 문제는 논리적 문제뿐만이 아니다. 먹이 경쟁 

상황을 설정한 것이 재현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Karin-D'Arcy & 

Povinelli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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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어떤 가설이 더 단순한가?

단순성이 이론 선택의 기준 중 하나로 작동한다는 쿤의 말은 마음읽

기 논쟁에서도 사실로 확인된다. 마음읽기 논쟁에 참여하는 논자들은 

MRH와 BRH를 비교, 평가할 때 단순성의 원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각 가설을 지지하는 이들은 자신의 가설이 경쟁 가설보다 더 단순한 점

이 무엇인지를 부각시키고, 그것을 자신의 가설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

다는 근거로 사용한다.

MRH의 지지자들은 MRH가 BRH보다 의인화(anthropomorphism)

와 통합(unification)을 통해 이론을 더 단순화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의인화와 관련된 주장부터 살펴보자. 동물행동학자 드 발(F. de 

Waal)(1991)은 진화적으로 가까운 종들에서 동일한 행동이 관찰될 때 

그 원인이 되는 심리 기제 역시 분명히 혹은 아마도 동일하다고 가정하

는 것이 가장 단순한 설명을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인간의 형

질과 인간과 가까운 영장류의 형질을 비교하는 경우 영장류의 형질을 의

인화하여 인간의 형질처럼 이해하는 편이 좋다고 말한다.26

지금까지 침팬지의 사회적 행동에 관한 가장 단순한 가정은, 만약 

이 종의 행동이 우리의 행동과 닮아있다면, 그 기저에 있는 심리

적, 정신적 과정도 유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가정을 제안하려

26 드 발은 의인화와 다른 동물의 형질을 인간의 형질과 독립적인 것으로 이해하려는 태

도 모두 때로 오류가 될 수 있지만 후자를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인간의 형

질만을 특별하거나 고차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경계한다. 예를 들어, 한 동물 

심리 연구에서는 유아가 다른 대형 영장류 종들보다 사회적 인지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과제들에서 월등한 성과를 보였음을 보고하였는데(Herrmann et al. 2007), 드 발과 

동료들(2008)은 실제로 그 동물이 살고 있는 환경에서 그 동물에게 친숙한 과제를 

수행했다면 더 나은 결과가 보고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그는 다른 종의 형질

을 의인화하는 것이 연구 방법상의 이점을 제공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동

물행동학자들은 동물 사회에서 공격적인 행동 후 나타나는 친화적 행동을 의인화하여 

‘화해(reconciliation)’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로부터 새로운 시험 가능한 가설을 

만들어 동물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현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드 발은 무조건 인간의 경험을 다른 동물에 부여하는 식의 의인화는 거부한

다. 의인화를 사용하되 연구 대상이 되는 동물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고려하

여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행동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de Wa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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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유사한 행동들이 상이한 심리적, 정신적 과정에 의해 진화했음

을 가정해야 한다. (p. 298)

비인간 영장류에 대한 가장 단순한 가정은 만약 그들의 행동이 인

간의 행동과 닮아있다면, 그 심리적, 정신적 과정도 아마 비슷할 

것이라는 것이다. (p. 316)

드 발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형질이 인간의 계보와  

다른 영장류의 계보에서 독립적으로 진화되었다고 보기에는 그들이 분기

한 이후의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고려 대상이 되는 동물 종들이 진화적 수렴을 진지하게 고려

할 만큼 충분한 진화적 시간을 두고 분기된 것이 아니라면, 종들 

사이의 유사한 점에 대해 단일한 설명을 해야 한다. … 인간과 그

들의 가까운 친척 종들에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면, 이 종들 사이에 

인지적 유사성이 있음을 기본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의

인화는 사실상 사소한 문제가 된다. 인간과 침팬지가 단지 5-6백

만 년 전에 분기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가장 위험한 것은 

인간의 형질과 침팬지의 형질을 분리해 생각하는 것

(“anthropodenial”)이다. (de Waal 1999, p. 259)

헤어의 공저자인 토마셀로(M. Tomasello)와 콜(J. Call)(2006)은 

드 발과는 다른 부분에서 MRH의 단순함을 찾는다. 그들은 BRH를 따를 

경우 실험마다 새로운 설명을 붙여나가게 된다고 지적한다. 실험마다 연

구 대상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행동이 다르므로 각 실험을 서로 다른 행

동 규칙을 가정하여 설명해야하기 때문이다. 반면, MRH는 실험마다 추

가적인 가정을 하지 않고 실험의 결과들을 마음읽기라는 심리 기제 하나

로 통합하여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럴듯한 가설이라고 주장한다.

각 실험의 결과는 개체들이 학습한, 시각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없

는 몇 가지 행동 규칙을 가정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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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행동 규칙은 경우마다 분명 다를 것이고, 대부분의 규칙은 한 

실험만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식의 설명(patchiness 

of coverage)은 애드혹과 같다. 동물들에게 행동 규칙을 학습하기 

위한 경험이 요구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

라서 대형 영장류들이 상대의 시각 상태를 안다고 가정하는 가설

이 더 그럴듯하다. (p. 541, 강조 추가)

  

그러나 BRH의 지지자들은 MRH가 ‘마음읽기’라는 실재하는지도 

모르는 이론적 존재자를 경험적 근거 없이 가정한다고 비판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논리적 문제와 연관된다. 그들은 논리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실험 연구에서 MRH가 가정하는 마음읽기

가 행동읽기와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들에게 마음읽기를 

포함시킨 MRH는 부담스럽고 불필요한 이론적 존재자를 가정한 단순하

지 못한 가설이다. 다음의 인용구가 이 생각을 잘 드러내준다.

심리 상태에 대한 판단은 …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그리고 관찰된 

특징들을 기초로 관찰되지 않은 심리 상태에 대한 추론을 함으로

써 진행된다. 따라서 마음읽기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미묘하게 다

른 행동들을 표상하거나 그 행동들을 통계적으로 일관되게 분류하

는 부담을 덜 수 없다. 행동들에 대한 추론만을 만드는 어떤 시스

템이 이에 더해(plus) 심리 상태에 대한 추론까지 수행해야 하는 

시스템보다 덜 단순한 설명을 제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Povinelli & Vonk 2004, p. 11, 강조는 저자)

정리하자면, MRH를 옹호하는 이들은 MRH가 의인화 혹은 통합을 

한다는 점에서 BRH보다 단순하다고 보는 반면, BRH를 옹호하는 이들

은 BRH가 심리 상태를 추론한다는 추가적인 가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

에서 MRH보다 단순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이 주장을 자

신의 가설의 상대적인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한 근거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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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버의 분석

지금까지 마음읽기 논쟁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각자의 가설을 지지

하기 위해 단순성이라는 이론적 가치에 기대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자신의 가설이 경쟁 가설보다 단순한 측면을 부각시키고 경쟁 가설이 해

당 측면에서 복잡성을 보이는 점을 문제 삼는 식으로 자신들의 이론 선

택이 왜 타당한지를 논증한다. 이 사실은 어떤 이론이 단순한지의 여부

가 선험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론의 어떤 측면에 주목하느냐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론이 의인화를 하고 있는지 혹은 다양

한 경험적 사실을 통합하고 있는지에 주목하는 이들에게는 BRH가 상대

적으로 복잡한 이론이 될 테지만, 이론에서 가정하는 추론 단계의 수에 

주목하는 이들에게는 마음읽기라는 추가적인 추론 단계를 가정하는 

MRH가 상대적으로 복잡해 보일 것이다. 이는 2장에서 살펴본 소버의 

네 가지 결론 중 다원주의와 일맥상통한다.

소버는 두 가설의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단순성의 원리들을 자신의 

용어로 정리한다. 드 발의 단순성은 ‘분기적 단순성(cladistic 

parsimony)’이라 부르고, 토마셀로와 콜 등 MRH 지지자들과 포비넬

리를 비롯한 BRH 지지자들은 모두 ‘블랙박스 단순성(blackbox 

parsimony)’을 사용하는데 상이한 전략을 취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2

장에서 언급했듯, 소버는 이 단순성의 원리들은 관심을 두고 있는 추론 

문제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생물이 가진 형질들의 진화적 역사를 추론하는 계통 추론

(phylogenetic inference)에 관심이 있다면 분기적 단순성을, 관찰되지 

않는 내부 기제를 추론하는 블랙박스 추론(blackbox inference)에 관심

이 있다면 블랙박스 단순성을 사용할 수 있다. 마음읽기 문제는 진화적 

역사를 추적하는 문제이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 기제를 밝혀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추론 문제를 일으키고, 그에 따라 두 가지

의 상이한 단순성의 원리가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소버는 MRH와 

BRH의 지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침묵의 면도날(razor of silence)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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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고 말한다. 양자 모두 서로의 이론의 복잡성을 지적하되 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바의 참/거짓 여부를 단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버는 이 단순성의 원리들이 우도의 법칙과 모델 선택 이론

을 토대로 한 단순성 패러다임들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여

러 저작에서 나타난 소버의 논증은 BRH보다는 MRH를 지지한다. MRH

의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단순성의 원리가 MRH가 BRH보다 경험적 자

료를 잘 설명하거나 미래의 자료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는 것이다. 이어지는 절들에서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다룬다. 이는 

4장에서 소버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위한 토대가 된다.

3.2.1. 분기적 단순성과 우도의 법칙27

계통 추론은 진화생물학 연구에서 중요한 추론이다. 현생 생물 혹은 

화석에서 발견되는 특정 생물의 형질이 어디에서 기원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진화생물학의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의 발견을 통

해 과거를 정확하게 추론해내는 일은 쉽지 않다. 과거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는 직접적인 증거들을 현 시점에서 찾아내기 어려우므로 추론의 결

과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추론 결과가 다른 

추론 결과에 비해 더 그럴듯하다고 추정할 뿐이다. 이러한 진화생물학의 

특성은 단순성의 원리가 개입할 여지를 크게 만든다. 실제로 진화생물학

계에서는 1960년대에 계통 분류를 통계적으로 접근하던 학자들에 의해 

‘최소한의 진화적 변화를 가정하는 “최소 진화의 방법(method of 

minimum evolution)”이 가장 나은 계통수(evolutionary tree or 

phylogenetic tree)를 제공한다’는 원리가 제안되었고(Edwards & 

Cavalli-Sforza 1964), 이 원리는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진화생물학자

들은 생물종들의 계통적 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생물이 가진 어떤 형

질 혹은 형질 상태가 최소한의 진화적 변화를 겪었을 것이라고 가정함으

로써 가설을 단순화시키곤 한다. 소버는 이런 경향을 ‘분기적 단순성’

27 이 절은 소버의 1987, 2012, 2015년 저작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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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행동:
심리 기제:

인간




침팬지


? ( 혹은 )

   

종:
행동:
심리 기제:



?
?

( 혹은 not )
( 혹은  혹은 둘 다 아님)

종:
행동:
심리 기제:



not
과  둘 다 아님

<그림 4> 침팬지 마음읽기 문제의 계통 추론. : 인간과 침팬지의 
공통 조상,  : 다른 개체의 미래 행동을 예측,  : 마음읽기,  : 마
음읽기가 아닌 다른 심리 기제

이라 부른다.

“침팬지는 마음읽기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답하는 문제 역시 마

음읽기라는 형질의 과거를 추적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인간이 마음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그 형질이 침팬지와 인간의 분기 

이후 인간의 계보에서만 진화되었는지, 아니면 침팬지의 계보에서도 진

화되었는지, 혹은 침팬지와 인간이 분기하기 이전 공통 조상도 가지고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분기적 단순성

을 적용하면 이 중 어떤 추론이 우세한가? 소버는 마지막 추론이 지지된

다고 말한다.

그림 4의 계통수를 보자.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우리는 인간

과 침팬지가 다른 개체의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경

험적 자료들을 통해 알고 있다. 두 종이 공유하고 있는 이 행동을 라

고 하자. 인간에서 를 가능하게 하는 심리 기제는 마음읽기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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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를 이라 하자. 침팬지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심리 기제는 아

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인간과 침팬지의 공통 조상 가 우리가 관심 있

는 행동 및 심리 기제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 

논의의 간소화를 위해 침팬지와 공통 조상 의  혹은 와 유사한 행

동을 야기하는 심리 기제를   혹은 이라 하자. 이때 침팬지가 과   

중 어느 쪽을 가진다고 가정해야 진화적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일까? 소

버는 의 형질부터 논의한다. 그에 따르면, 는 를 했을 수도 있고 하

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를 했다고 가정하는 것이 논의를 더 단순하게 

한다. 만약 보다 더 먼 조상 가 를 하지 않았다면, 가 를 했다고 

가정할 경우 진화적 변화는 에서  사이에 한 번만 발생한 것이 되는 

반면, 가 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인간과 침팬지가 분기한 이

후 두 계통에서 로의 변화가 독립적으로 일어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가 를 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가 를 했다고 가정할 경우 부터 

현생 인간과 침팬지까지 에 관해서는 진화적 변화가 없었던 것이 되는 

반면, 가 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와  사이에서 와  사

이에서 를 하지 않게 되는 변화와 와 현생 인간 및 침팬지 사이에서 

다시 를 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 

를 했다고 가정하고 넘어가면, 그 행동을 야기한 심리 기제를 가정해야 

하는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소버는 와 관련된 의 심리 기제와 침팬

지의 심리 기제를 모두 으로 가정할 때 가장 단순한 가설이 된다고 결

론짓는다. 그렇게 가정해야지만 에서 현생 침팬지와 인간까지 진화적 

변화의 수가 최솟값인 0이 되기 때문이다. 와 침팬지의 심리 기제 중 

하나라도 이라면 진화적 변화는 1회 이상 일어난 것이 된다.

소버에 따르면, 이런 결론은 침팬지의 마음읽기 문제에만 특이적으

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분기적 단순성은 가까운 종들이 동일한 형질

을 공유하고 그 형질의 기저에 있는 기제가 하나의 종에서만 알려져 있

는 모든 경우에, 그 외의 종 역시 동일한 기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

는 가설을 항상 선호한다.

이와 같이 침팬지 마음읽기의 계통 추론에 분기적 단순성을 적용한 



- 50 -

결론은 드 발의 의인화 주장과 맥이 통한다. 드 발 역시 비인간 영장류

의 행동이 인간과 닮아있으면 그 심리적 과정 역시 인간의 심리적 과정

과 같다고 가정해야 가장 단순한 설명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

라서 분기적 단순성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드 발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소버는 베이즈주의의 우도의 법칙에 의해 분기적 단순성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인다. 우선, 분기적 단순성으로부터 MRH가 지지된다는 주

장을 베이즈주의의 입증 공식28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 A : (관찰 자료로부터) 인간 와 침팬지 는 모두 다른 개

체의 행동을 예측하며(), 는 마음읽기라는 심리 기제 을 가

지고 있어 를 할 수 있다.

결론 : 가 을 가진다()는 것은 가 을 가진다()는 

증거이다. 즉, PrA PrA29

소버는 이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라이헨바흐의 정리를 도입한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 라이헨바흐의 정리는 복수의 결과와 공통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세 가지 가정30 하에 결과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침팬지 마음읽기 문제의 경우, 위의 가정 A 하에 인간

이 마음읽기 능력을 가지는 것과 침팬지가 마음읽기 능력을 가지는 것을 

결과로, 인간과 침팬지의 공통 조상의 형질을 공통 원인으로 삼을 수 있

으므로 라이헨바흐의 정리에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이제 세 

가지 가정이 만족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이는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만 가능하다. 만약 경험적 자료가 이 가정들을 만족시킨다면, 다음과 같

이 두 결과의 상관관계가 수반된다.

28 가설 와 증거 에 대하여, Pr Pr
29 여기서 아래첨자로 쓴 ‘A’는 이 확률 식이 전제하고 있는 바, 즉 MRH의 이론적 

가정 A를 의미한다. 이 확률 식이 언제나 만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가

정 A가 참일 경우에 만족된다고 이해해야 한다.
30 2.1절에서 라이헨바흐의 정리를 언급한 부분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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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 PrAPrA

이 식은 위의 입증 공식을 수반한다.31 이는 침팬지의 마음읽기에 대한 

논의에서 라이헨바흐의 정리가 만족되면, 인간이 마음읽기라는 심리 기

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침팬지 역시 동일한 기제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분기적 단순성을 적용한 결

과가 경험적 자료를 통해 지지되는 셈이다.

그러나 아직 분기적 단순성에 따라 ‘BRH보다’ MRH를 선호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라이헨바흐의 정리로부

터 인간이 마음읽기 능력을 가진다는 관찰과 침팬지가 같은 능력을 가진

다는 주장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이 얻어진다면, 이는 곧 침팬

지도 마음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개연성은 BRH의 주장과는 상반되고 MRH의 주장과 일치하므로 

BRH보다는 MRH가 가정될 때 더 높은 확률 값을 가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PrA＆MRH PrA＆BRH32

31 조건부 확률 공식을 적용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조건부 확률 공식이다.

PrPr
Pr＆

Pr, Pr＆PrPr

를 , 를 이라고 하면,

PrA＆PrAPrA

이를 본문의 상관관계 식 PrA＆PrAPrA 의 좌변에 대입하면,

PrAPrAPrAPrA

조건부 확률 공식의 기본 조건에 따라 PrA가 양수이므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

으며, 이는 본문의 입증 공식과 같다.

PrA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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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등식이 만족된다는 것은 인간과 침팬지가 모두 마음읽기 능력을 가

진다는 것이 BRH보다 MRH를 지지하는 증거가 된다는 의미이다. 달리 

말하면, 그 증거 하에 우도의 법칙에 따라 MRH가 BRH보다 선호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이론이 복잡한 이론보다 경험적으로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분기적 단순성에 따라 진화적 

변화를 상대적으로 적게 가정하는 MRH가 더 단순한 가설이기 때문이

다. 소버는 이렇게 MRH의 분기적 단순성이 우도의 법칙을 통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그렇지만 그는 분기적 단순성이 강하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본다. 

인간이 마음읽기를 가진다는 관찰이 침팬지 역시 그렇다는 주장의 강한 

증거가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소버는 2012년 논문에서 베이즈주의에서 

입증의 정도(degree of confirmation)를 나타내는 측정치 중 우도의 비

(likelihood ratio)를 사용하여 이에 관해 논의한다. 아래 등식이 증거 

가 가설 를 입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우도의 비이다.

DOC Pr 
Pr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서 는 ‘인간이 마음읽기 능력을 가진다

()’이고 는 ‘침팬지가 마음읽기 능력을 가진다()’이므로 다

음과 같이 쓸 수 있다.

DOC Pr 
Pr

DOC  값이 1보다 크다면 인간이 마음읽기 능력을 가진다는 관

32 소버는 자신의 저작에서 이 부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공통 원인 가설(CCH)과 

개별 원인 가설(SCH)을 다룰 때의 논증 과정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관련 내용은 

2.1절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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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이 침팬지도 마음읽기 능력을 가진다는 가설을 그 반대 가설보다 지지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값이 크면 클수록 인간이 마음읽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침팬지 역시 그렇다는 주장의 강한 증거가 된다. 

그러나 소버는 이 값이 항상 큰 값을 가지지는 않으며, 큰 값을 가

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이 위 

식을 확장함으로써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침팬지가 마음읽기 능력을 

가진다()’를 으로, ‘침팬지가 마음읽기 능력을 가지지 않는다

()’를 로 나타내고, 를 침팬지와 인간의 공통 조상이라 하자.

Pr
Pr

 PrPr PrPr
PrPr PrPr

이 확장 식에서는 마음읽기의 가능한 진화 경로들이 고려되었다. 침팬지

가 마음읽기 능력을 가진다면, 그것은 그 능력이 공통 조상으로부터 비

롯된 경우와 침팬지 계보에서 독립적으로 진화된 경우를 포함하고, 침팬

지가 마음읽기 능력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통 조상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침팬지 계보에서 사라진 경우와 공통 조상과 마찬가지

로 침팬지도 그 능력을 가지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 식의 우변은 

Pr는 , Pr는 , Pr는 , Pr는 로 치환하

여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소버에 따르면,   일 때 두 값의 차이가 크지 않으면 이 식의 값은 

1보다 많이 커질 수 없다. 예를 들어,  ,    일 때, 식의 값은 

가장 클 때 ≈ 이다. 만약 가 보다 훨씬 크다는 보장이 있다

면 식의 값이 항상 큰 값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

리는 와 가 어떤 값을 가지는지 알기 어렵다. 우리가 아는 정보는 공

통 조상에서 인류가 분기한 이후의 기간이 약 6백만 년으로 추정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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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만약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와 의 값은 비슷해진다는 사실인

데33, 이 정보들만으로 두 값에 대해 말할 수 없다. 와 의 값은 공통 

조상에서 현생 인류가 분기한 이후의 시간뿐만 아니라 단위 시간 당 인

류 계보 내에서 마음읽기라는 형질과 관련해 진화적 변화가 일어날 확률

에 의해서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식을 변형하여 와  값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DOC  값을 

크게 만드는 또 다른 가정을 발견할 수 있다.

  
  

  일 때 이 식이 큰 값을 가지려면 가 커지고 는 작아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만족시키는 조건은 베이즈의 정리에 따라 와 의 구성 요

소를 나타낸 다음 식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rPr
PrPr

  PrPr
PrPr

값이 커지려면 Pr 값이 크고 Pr 값이 작아야 한다. 즉, 공

통 조상이 마음읽기 능력을 가졌다고 할 때 침팬지 역시 마음읽기 능력

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커야 하고, 침팬지가 마음읽기 능력을 가질 사전

확률은 작아야 한다. 한편, 값이 작아지려면 Pr 값이 작고 

Pr 값이 커야 한다. 즉, 공통 조상이 마음읽기 능력을 가졌다고 할 

때 침팬지 계보에서 그 형질이 손실되었을 확률이 작아야 하고, 침팬지

33 후손 종이 공통 조상으로부터 분기한 이후의 기간이 짧다면 그 사이에 새로운 형질이 

만들어지는 유전적 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반대로 분기 이후 기간이 길

수록 유전적 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진다.  값은 공통 조상에는 없던 마음읽기 

능력이 인류 계보에서 나타날 확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인간이 공통 조상으로부터 분

기해 나온 이후의 기간이 길수록  값이 커진다고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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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음읽기 능력을 가지지 못할 사전확률은 커야 한다.

DOC  값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가정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소버는 분기적 단순성 혹은 의인화의 타당성을 강

하게 주장하지 못한다. 그는 앞서 인용한 드 발의 글 중 비인간 영장류

의 행동이 인간의 행동과 닮아있다면 그 기저의 심리적 과정도 유사‘해

야’한다는 주장(de Waal 1991, p. 298)은 너무 강하며, 우도의 법칙

은 두 종의 심리적 과정이 ‘아마’ 비슷할 것이라는 약한 주장(de 

Waal 1991, p. 316), 즉 ‘온건한 의인화(modest 

anthropomorphism)’을 정당화한다고 말한다.

강한 주장은 아니지만 소버는 여전히 분기적 단순성이 우도의 법칙

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결론을 물리지는 않는다. 라이헨바흐의 정

리가 종종 만족스럽게 정당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3.2.2. 블랙박스 단순성과 모델 선택 이론34

‘블랙박스 추론’의 ‘블랙박스’는 추론의 대상이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이유에서 사용된 표현이다.35 따라서 블랙박스 추론

은 관찰 불가능한 대상을 주로 탐구하는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된다. 심

리학자들은 피험자들이 행동이나 생리(physiological) 수준에서 보이는 

반응을 통해, 또 피험자들이 직접 보고한 스스로의 정서나 태도를 통해 

그들의 심리 상태를 추정한다. 이때 심리학자들은 주어진 경험적 자료들

을 잘 설명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단순한 기제를 가정하며, 또 그런 가설

을 선호한다. 소버는 이 맥락에서 사용되는 단순성의 원리를 ‘블랙박스 

단순성’이라 부른다.

영장류의 마음읽기 연구에서도 블랙박스 추론이 일어난다. 영장

34 이 절은 소버의 1998, 2009a, 2015년 저작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35 여기서의 ‘블랙박스’는 과거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심리 기제를 ‘블랙박스’로 표

현한 것과는 다르다.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심리 기제를 추론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

다. 오히려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여 블랙박스로 덮어둔 것이다. 반면, 현대 

심리학에서는 심리 기제를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오히려 이를 추론

과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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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 행동읽기 가설의 블랙박스와 마음읽기 가설의 블랙박스.  : 
원인(독립변수),  : 결과(종속변수),  : 매개변수. 마음읽기 가설이 가정
하는 심리 기제(a)는 행동읽기 가설이 가정하는 심리 기제(b)와 달리 
추가적인 매개변수를 포함한다.

류가 다른 개체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능력의 기저에 어떤 심리 기제

가 있는지를 추정하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MRH와 BRH의 지지자들 모두 이 추론 과정에서 블랙박스 단순성을 사

용한다는 점이다. 서로 다른 가설을 지지하는데 각자의 가설에서 가정하

는 심리 기제가 더 단순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토마셀로와 콜의 글에

서 알 수 있듯이 MRH의 지지자들은 BRH가 매 실험 상황마다 다른 행

동 규칙을 가정하는 덧붙이기식 설명을 한다고 비판하고, 이와 달리 

MRH는 모든 실험 상황에 대해 통합적인 설명을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

다고 주장한다. 포비넬리를 비롯한 BRH의 지지자들은 다른 전략을 사용

한다. 이들은 MRH가 실험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마음읽기라는 심리 기

제를 가정하여 불필요하게 추론 단계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 

불확실한 이론적 존재자를 배제한 BRH가 나은 이론이라고 주장한다.

소버는 BRH와 MRH가 상정하는 서로 다른 블랙박스의 모습을 그림 

5와 같이 이해한다. BRH의 블랙박스는 원인들이 결과들과 직접 연결되

어 있는 상태인 반면, MRH의 블랙박스는 원인들과 결과들이 매개자 

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실험의 맥락에서 이해하자면, 원인은 

우리가 조작할(manipulate) 수 있는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  

결과는 그에 따라 나오는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라 할 수 있고, 

이 둘을 연결시키는 개념은 매개변수(intervening variable)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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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실험 내 사건들의 빈도

1
는를가져간다불투명한가림막이와사이에있다 
는를가져간다가열린공간에있다 

2
는를가져간다투명한가림막이와사이에있다 
는를가져간다가열린공간에있다 

3
는를가져간다음식이배치될때만있었다 
는를가져간다음식이배치될때와모두있었다 

4
는를가져간다음식이배치될때가있었고다른우두머리침팬지는있었지만는없었다 
는를가져간다음식이배치될때와모두있었다 

<표 4> 헤어와 동료들의 네 가지 실험(2000, 2001)에서 나타난 사건들의 빈도 (Sober 
2009a).  : 부하 침팬지,  : 우두머리 침팬지,  : 음식

다. 소버는 화이튼(A. Whiten)의 논의(1994, 1996)로부터 이 ‘매개

변수’ 개념을 가져와 심리 기제로서 마음읽기는 다양한 실험 상황들(원

인, 종속변수)을 통합하여 그 실험 상황들에 반응하는 참여 개체들의 일

련의 행동들(결과, 독립변수)을 설명하는 매개변수를 추가적으로 가정한

다고 본다.

그렇다면, 단순성 패러다임은 매개변수를 추가적으로 가정한 가설과 

그렇지 않은 가설 중 어느 쪽이 더 낫다고 평가할까? 결론부터 말하자

면, 소버는 매개변수를 가정한 더 통합적인 가설 MRH가 모델 선택 이

론에 의해 선호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동물 심리철학≫에 수록한 

2009년 저작에서 행동읽기와 마음읽기를 각각 ‘1차 지향성

(first-order intentionality)’과 ‘2차 지향성(second-order 

intentionality)’으로 표현하고, 침팬지가 1차 지향성보다 2차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통합적이며 이는 모델 선택 이론 AIC

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버는 헤어와 동료들이 수행한 침팬지 대상의 실험 연구들(2000, 

2001)을 분석하여 각 실험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빈도를 정리한다(표 

4). 우두머리 침팬지와 부하 침팬지가 참여한 총 네 가지 과제를 대상으

로 하며, 표 4의 1과 2는 앞서 다룬 불투명한 가림막과 투명한 가림막

이 놓인 실험에 해당되고, 3과 4는 실험자가 음식을 두고 가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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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 침팬지가 보는지 보지 않는지에 따라 조건을 나눈 실험에 해당

된다. 3과 4에 해당하는 실험에 대해 자세히 말하자면, 우두머리 침팬지

와 부하 침팬지가 있는 케이지에 창문이 달려있는데, 한 조건에서는 우

두머리 침팬지의 창문은 닫혀있고 부하 침팬지의 창문은 열려있는 상태

에서 실험자가 음식을 두고 가고, 다른 조건에서는 두 창문 모두 열려있

는 상태에서 실험자가 음식을 두고 가도록 설계한 실험이다.

이어서 소버는 1차 지향성만을 가정한 모델과 2차 지향성까지 가정

한 모델을 제시하고 이 빈도 자료를 두 모델의 변수를 추정하는 데 사용

한다. 두 모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RST Pr는를가져간다는불투명한가림막이와의사이에있다고믿는다 Pr는를가져간다는불투명한가림막이와의사이에없다고믿는다 Pr는를가져간다는투명한가림막이와의사이에있다고믿는다 Pr는를가져간다는투명한가림막이와의사이에없다고믿는다 Pr는를가져간다는음식이배치될때가없없다고믿는다 Pr는를가져간다는음식이배치될때가있었다고믿는다 
SECONDPr는를가져간다는가를보지않았다고믿는다 Pr는를가져간다는가를보았다고믿는다 

(Sober 2009a, pp. 252-253)

FIRST의 여섯 가지 변수들 중 , , , 는 각각 표 4의 여덟 가지 

빈도 값 중 , , , 로, 과 는 각각 , 와 , 로부터 

추정된다. 한편, SECOND의 변수 와 는 여덟 가지 빈도 값 중 각각 

, , 와 , , , , 로부터 추정된다. 이로부터 SECOND

가 FIRST에 비해 여러 실험들로부터 얻은 빈도 값을 포괄하며, 더 적은 

수의 변수를 가정하므로 상대적으로 단순한 모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주어진 빈도 자료에 더 적합한 설명을 하는 것은 FIRST이

다.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통합되는 대상들 간의 차이는 무시되기 마련

이기 때문이다. SECOND의 변수  역시 , , 의 차이를 반영하

지 못한다.

그렇지만 모델 선택 이론 AIC는 경험적 적합성만큼이나 이론의 단

순성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FIRST가 이론적 복잡성을 극복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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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의 높은 경험적 적합성을 가져야만 SECOND보다 나은 이론으로 평

가받을 수 있다. 또, 2.2절에서 다룬 옥수수 밭 사례에서처럼 통합을 시

도하지 않는 모델은 고려할 경험적 자료가 늘어날수록 더욱 복잡해지고 

통합적인 모델과의 단순한 정도의 차이도 커진다. 소버는 네 가지의 실

험만 고려했지만 실제로 FIRST와 SECOND 혹은 BRH와 MRH는 더 

많은 실험들을 설명해야 한다. 결국 경험적 자료를 하나씩 추가할수록 

BRH의 부담은 늘어가고 AIC는 BRH보다 MRH를 더 선호하게 된다. 동

시에 MRH의 통합 전략이 정당성을 얻어간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 사실 마음읽기는 행동읽기의 과정을 포함한

다. ‘마음읽기’와 ‘행동읽기’를 ‘1차 지향성’과 ‘2차 지향성’

으로 바꾸어 말해도 마찬가지이다. 2차 지향성을 가지는 과정은 1차 지

향성을 가지는 과정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유정이가 고기를 먹고 싶다

고 생각하고 연정이가 이를 이해한다고 할 때 연정이는 유정이가 표상하

는 것에 대해 표상하므로 2차 지향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연정이가 유정이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유정이의 상황 및 행

동을 표상하는 1차 지향성의 과정이 포함된다. 여기서 이런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FIRST와 SECOND가 아니라 FIRST와 FIRST+SECOND

를 비교해야 하지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FIRST+SECOND는 FIRST

보다 가정해야 할 변수의 수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AIC로부터 좋은 평

가를 받기 어렵다. 그러나 소버는 두 가지 이유에서 이 문제 제기를 기

각한다. 첫 번째는 SECOND와 FIRST+SECOND를 구별해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논의를 0차 지향성(zeroth-order 

intentionality)에 대한 모델과 1차 지향성에 대한 모델을 비교하는 논의

로 바꾸어 생각할 때 나타난다. 위와 같은 문제 제기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는 경우, 우리는 0차 지향성이 1차 지향성에 비해 단순하다고 주장

해야 하는데, 이는 지향성 개념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모델을 단순화시

키지 못한다는 이상한 결론에 다다르게 한다. 결국 소버는 MRH 지지자

들의 블랙박스 단순성, 즉 통합의 전략이 모델 선택 이론으로부터 정당

화될 수 있다는 결론을 유지한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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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침묵의 면도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MRH와 BRH의 지지자들은 비인간 

영장류의 마음읽기 논쟁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단순성의 원리를 적용한

다. 그러나 그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순성의 원리도 있다. 바로 침

묵의 면도날이다. 침묵의 면도날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가설을 추구하되, 

복잡한 이론이 참일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고 다만 그 진실에 대해 침묵

하는 단순성의 원리이다. 앞서 언급한 드 발, 콜, 토마셀로 등은 MRH의 

개연성을 강조할 뿐 BRH가 거짓임을 주장하지 않는다. 포비넬리와 본크

(J. Vonk)(2004)는 마음읽기 실험 연구들이 가진 논리적 문제를 지적

하면서 어떤 주체가 다른 주체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능력은 행동읽기 

단계에만 기초한 것일 수도 있고 마음읽기까지 포함하는 여러 단계에 기

초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한다. 다만, 확실한 

증거 없이 추가적인 존재자를 가정하는 것에 비판적인 것이다. 이는 그

들이 MRH를 틀린 가설로 취급하는 것은 아님을 말해준다.37

소버는 침묵의 면도날은 어느 경우에는 베이즈주의에 의해, 또 어떤 

경우에는 빈도주의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베이즈주의를 통한 

정당화부터 살펴보자. 조건부 확률 공식에서 시작한다. 

36 소버는 2015년 저작에서 모델 선택 이론을 통해 MRH의 통합 전략을 지지하는 이 

논증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한다. 모델 선택 이론에 따르면 평가하고자 하는 가설을 

구성하는 모든 변수에 최대 우도 값을 부여해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매개변수

와 관계가 있는 변수들에는 이 값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도로 나타낼 수 있

는 값은 실험 상황(원인 )이 주어질 때 그에 대해 특정 반응(결과 )의 확률―

Pr뿐이다. 따라서 소버는 블랙박스 단순성을 정당화하는 다른 방식을 제안한다. 

그는 BRH에서는 여러 실험 상황들, 즉 원인들이 한 결과를 다른 결과로부터 차폐하

고, MRH에서는 원인과 결과 사이에 매개변수가 결과를 야기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서 존재하기 때문에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정리한다. 그러나 이 방법을 적용할 

때 어떤 가설의 블랙박스 단순성이 정당화되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37 마음읽기 논쟁에서 단순성의 원리를 사용하는 논자들은 때때로 침묵의 면도날이 아니

라 부정의 면도날을 사용하기도 한다(de Waal 1991; Penn et al. 2008). 그러나 

소버는 부정의 면도날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부정의 면도날은 단순성 패러다임

에 의해 정당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버의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 

글에서도 침묵의 면도날의 사용에 대해서만 다룬다.



- 61 -

PrPr
Pr＆

확률 값은 항상 0 이상 1 이하이므로 이 공식의 우변 역시 0 이상 1 이

하이다. 그러면 다음이 참이 된다.

Pr＆≤ Pr

즉, 만 가정한 이론이 와 를 함께 가정한 이론보다 크거나 같은 확

률을 가진다. 여기서 Pr  이라면, 조건부 확률 공식에 따라 

Pr＆를 PrPr로 대체하여 다음의 식이 만족된다.

PrPr≤ Pr

여기서 Pr  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만 가정한 이론이 와 를 

함께 가정한 이론보다 높은 확률을 가진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PrPr Pr

다음으로 빈도주의 모델 선택 이론 AIC가 침묵의 면도날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살펴보자. AIC 공식 ′ logPr ′에서 상대적으

로 단순한 이론 는 복잡한 이론 보다 적은 수의 변수를 포함하고 있

기 때문에 더 작은  값을 가진다.

  

그리고 복잡한 이론은 단순한 이론보다 기존 경험적 자료를 더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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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Pr  

이때 다음의 부등식이 만족되면 단순한 이론이 더 높은 예측적 정확성을 

가질 수 있다.

Pr    Pr      

누군가는 두 확률 이론을 통한 정당화에 ′Pr ′, ′Pr ′, 
′Pr Pr  ′와 같은 가정들이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침묵의 면도날이 완전히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른

다. 놀랍게도 그 생각은 소버의 결론과 정확히 일치한다. 소버는 단순성

의 원리가 이론 선택의 참인 기준임을 논증하지 않는다. 단순성의 원리

가 때때로 합리적인 이론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논증할 뿐이다.

**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비교심리학의 마음읽기 논쟁을 단순성의 

원리가 실행되는 사례로 볼 때 이 논쟁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1) 마음읽기 논쟁에서는 단순성을 기준으로 삼는 이론 선택이 이

루어진다.

(2) 경쟁하는 두 가설 MRH와 BRH의 지지자들은 각자의 이론의 

단순함을 부각시키기 위해 각기 다른 단순성의 원리를 사용한

다.

또, MRH와 BRH의 단순성의 원리에 대해 확률적 정당화를 시도한 

결과, 소버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표 5).

(1) MRH와 BRH에 적용되는 단순성의 원리는 다루고자 하는 추

론 문제에 따라 다르고, 동일한 추론 문제를 다룬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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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마음읽기 가설 행동읽기 가설

추론 문제 계통 추론 블랙박스 추론

단순성의 원리 분기적 단순성
블랙박스 단순성

통합 추론 단계 축소

정당화 방법
(단순성 패러다임)

우도의 법칙 모델 선택 이론 -

<표 5> 마음읽기 논쟁에 나타난 단순성의 원리에 대한 소버의 분석

가설의 어떤 측면에서 단순함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2) 우도의 법칙을 기초로 한 단순성 패러다임은 MRH의 분기적 

단순성을 온건하게 정당화한다.

(3) 모델 선택 이론을 기초로 한 단순성 패러다임은 MRH의 블랙

박스 단순성인 통합 전략을 정당화한다.

(4) MRH와 BRH는 공통적으로 침묵의 면도날을 사용하는데 이는 

두 단순성 패러다임에 의해 정당화된다.

이와 같은 소버의 분석은 여러 가지로 장점을 지닌다. 첫 번째, 이론 

간 경쟁 상황에서 이론 평가 및 선택 시 단순성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

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다. 마음읽기 논쟁은 여러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단순성의 원리 일

반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2.3절에서 언급했던 단

순성의 원리에 대한 소버의 네 가지 결론들에 해당된다. 두 번째, 마음

읽기 논쟁에서 사용되는 단순성의 원리에 주목하면서도 그 논쟁의 핵심

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마음읽기 논쟁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어떤 추론 

문제를 가지고 논쟁에 참여하는지, 비인간 영장류의 마음읽기에 대해 핵

심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있다. 세 번째, 마음읽

기 논쟁에 참여하는 논자들, 특히 MRH의 지지자들에게 단순성에 입각

한 그들의 주장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단순성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인 마음읽기 논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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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소버의 분석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소버의 단순성 패러다임은 정말 MRH의 단순성의 원리를 

인식론적으로 정당화하는가? 이 글에서는 소버의 정당화 방식이 불완전

함을 주장한다. 그 불완전함은 소버가 단순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국소성’ 개념과, 그것을 소버가 자신의 단순성 패러다임 내

에서 사용하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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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버의 단순성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소성 개념의 문제

단순성에 대한 소버의 생각의 독특한 부분은, 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단순성의 원리가 일반적인 원리가 아니라 그것이 적용되는 연구 

분야와 주제의 연구 맥락(e.g. 배경 가정)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당화되고, 혹은 정당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국소적인 원리라고 주장하

는 점이다. 따라서 그는 단순성의 원리가 모든 연구 맥락에서 인식론적

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거나 정당화 과정이 모두 동일하다는 강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개체선택론자 윌리엄스가 집단선택론을 상대적

으로 덜 단순하다는 이유로 비판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그것은 

‘집단선택이 일어나는 조건들이 매우 드물다’는 그의 배경 가정 때문

이고, 이 배경 가정은 윌리엄스가 다룬 연구 주제가 진화생물학이라는 

분야의 선택 단위의 문제였기 얻어질 수 있었다. 소버의 입장에서 윌리

엄스의 단순성의 원리는 결코 다른 분야, 다른 주제의 단순성의 원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것은 진화생물학의 선택 단위의 

문제라는 주제 내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소버는 이러한 ‘국소성(locality)’ 개념을 비교심리학의 마음읽기 

논쟁이라는 연구 맥락에도 적용시킨다. MRH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단순

성의 원리가 이미 인식론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MRH의 단순함이 정당

화되는 것이 아니라, MRH를 BRH보다 더 단순한 이론으로 볼 때 마음

읽기 논쟁이 가지는 연구 맥락이 MRH의 단순성의 원리를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소버의 분석에 따르면, MRH의 분기적 단순성

은 ‘인간과 침팬지가 모두 다른 개체의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인간의 경우 그 능력은 마음읽기를 통해 가능하다’는 배경 가정에 의해 

우도의 법칙을 통해 정당화된다. 한편, 블랙박스 단순성(통합)의 배경 

가정에 대해 소버가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은 없지만, 논증의 내용으

로 미루어보건대, 그는 ‘마음읽기(혹은 2차 지향성)는 행동읽기(혹은 

1차 지향성)와 달리 실험 상황(원인)과 그에 대한 반응(결과)을 연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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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가적인 매개변수를 가진다’라는 배경 가정을 염두에 두고, 이 가

정 하에 MRH의 통합 전략이 모델 선택 이론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음

을 보인다.

그러나 마음읽기 문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배경 가정들이 이 정

당화를 방해한다면, 우리는 MRH의 단순성의 원리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장에서는 소버의 논의 속에 숨어있는 잘못된 배경 가정들과 그

가 마음읽기 논쟁을 다루면서 중요하게 생각지 않은 다른 배경 가정들을 

찾아내고 그 가정들을 고려할 때 소버의 논증이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논의한다. 그리고 우도의 법칙으로 분기적 단순성을 정당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진화적 계통 추론의 맥락에(4.1절), 모델 선택 이론으로 블랙

박스 단순성, 특히 통합 전략을 정당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동물 심리 

연구의 맥락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한다(4.2절).

사실, 단순성의 원리를 국소적인 원리로 간주해야 한다는 소버의 주

장은 매력적이다. 모든 경우에 단순한 이론이 복잡한 이론보다 나은 이

론이라는 보장도 없거니와 대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이론의 단순

함 때문이라는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MRH의 단

순성의 원리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소버의 실수가 보여주듯이, 

우리가 관심 있는 연구 분야 혹은 연구 주제의 어떠한 국소적 맥락이 그 

이론에서 사용되는 단순성의 원리를 정당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를 특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의 국소성 개념은 단순성의 원리를 일

반적으로 정당화하려는 다른 시도들이 겪게 되는 문제들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지만, 그 개념이 가지는 특유의 모호함 때문에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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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분기적 단순성 정당화 비판: 진화적 계통 추론의 맥

락 고려하기

소버는 MRH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분기적 단순성에 따르면 침팬지

도 침팬지와 인간의 공통 조상도 마음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상정하

는 가설이 가장 단순하며, 이 가설은 라이헨바흐의 정리를 도움을 받아 

우도의 법칙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고 말한다. 단, 그 지지는 강경하지 

않고 온건하다. ‘인간과 침팬지가 모두 다른 개체의 미래 행동을 예측

할 수 있고, 인간의 경우 그 능력은 마음읽기를 통해 가능하다’는 배경 

가정이 ‘침팬지도 마음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의 강한 증거

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성의 원리는 다루고자 하는 분야와 주제

의 배경 가정에 따라 정당화될 수도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의 국소

성 개념과 일관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소버가 진화적 계통 

추론 연구의 맥락에서 이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점 두 가지를 

소홀히 함으로써 분기적 단순성을 정당화하는 과정에 오류를 야기했고 

자신의 국소성 개념도 위태롭게 만들었음을 주장한다.

첫 번째 문제는 생물종들 사이에 공유되는 형질의 계통을 추론하는 

맥락에서 그 형질의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공통 조상의 형질만

을 염두에 둔 데서 비롯된다.

소버는 침팬지 마음읽기 문제가 공통 조상으로부터 인간과 침팬지 

두 종이 어떤 심리 기제들을 진화시켰는지 추론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

기 때문에, 공통의 원인과 복수의 결과 두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 라이헨

바흐의 정리에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주장은 타당하다. 

아마 같은 이유로 많은 계통 추론 문제들이 라이헨바흐의 정리의 기본 

조건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공통의 원인과 복수의 결과

라는 요소들을 갖추었다고 해서 두 결과가 상관관계에 있다는 결론이 쉽

게 얻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결론은 세 가지 가정으로부터 따라 

나오는데 이 가정들이 모두 항상 참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침팬지 마

음읽기에 대한 논의가 정확히 이 문제에 봉착한다. 두 결과 ‘인간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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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다’와 ‘침팬지가 마음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

다’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결론이 얻어져야 분기적 단순성을 통해 

MRH를 지지하는 것이 그럴듯한 추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진화적 계

통 추론 문제를 다루는 맥락에서는 세 가지 가정 중 한 가지가 매우 제

한적으로 만족된다. 우선, 라이헨바흐의 정리의 세 가지 가정을 상기해

보자.

(1) 원인이 하나의 결과를 다른 결과로부터 차폐한다

Pr＆± Pr±Pr±
(2) 모든 확률 값은 0보다 크다

Pr ＆Pr  
(3) 원인은 각 결과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Pr Pr ＆Pr Pr 

이 글에서는 ‘공통 원인이 하나의 결과를 다른 결과로부터 차폐한다’

는 가정 (1)을 문제 삼고자 한다.

라이헨바흐의 공통 원인의 원리(the principle of common cause)

에 따르면, 두 결과가 있고 하나의 공통 원인이 있을 때, 공통 원인이 

하나의 결과를 다른 결과로부터 차폐한다는 것은 공통 원인이 있다는 조

건이 두 결과를 확률적으로 독립적인 것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러나 이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 그 중 한 가

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공통 원인 외에 또 다른 공통 원인이 있는 경우이

다(그림 6)(Reichenbach 1956). 비인간 영장류의 마음읽기 문제처럼 

계통적으로 가까운 종들의 유사한 형질들에 대해 추론할 때가 이런 경우

에 해당된다. 후손 종들이 어떤 형질을 공유하는 데 인과적 영향을 주는 

요소는 공통 조상의 형질만이 아닐 수 있다. 후손 종들이 서식 환경, 집

단 구조, 번식 체계 등 생태적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었다면 더더욱 각 

종에서 해당 형질이 진화하는 데 유사한 선택압(selection pressure)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가능성을 그림 6에 적용한다면, 와 가 각

각 인간의 마음읽기와 침팬지의 마음읽기이고, 는 침팬지와 인간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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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공통 원인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  : 
결과,  ,  : 공통 원인. 이 경우 원인  혹은 는 

각 결과를 다른 결과로부터 차폐할 수 없다.

통 조상의 형질, 는 침팬지와 인간의 공통된 선택압이라고 할 수 있

다.

침팬지와 인간이 상당한 생태적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은 

영장류학과 고인류학 연구들로부터 잘 알려져 있다. 그 생태적 특성들 

중에는 사회성 진화의 선택압이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것들도 있다. 

그 예로 공동 사냥이 있다. 초기 인류는 침팬지처럼 여러 개체가 공동으

로 소형에서 중형 정도의 포유류를 사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먹이

의 종류뿐 아니라 소비량, 선호하는 부위(골수와 뇌), 사냥이 주로 이루

어지는 장소(나무 위보다는 지상), 사냥에 사용한 신체 부위(주로 상체)

도 비슷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무엇보다도 초기 인류와 침팬지의 공동 

사냥은 협동적이라는 점에서 닮아있다. 초기 인류는 현생 침팬지와 같

이, 수컷들이 주로 사냥에 참여했고 사냥에 참여하는 수컷의 수가 많을

수록 사냥의 성공도가 높아졌다. 또, 잡은 먹이는 함께 사냥을 한 수컷

들 및 무리 내 암컷들과 공유했다(Stanford 1996).

또, 현생 침팬지와 인간은 암수 간 신체 크기 차이 등 성적이형성

(sexual dimorphism)이 크게 나타나고 수컷의 신체 크기(혹은 무게) 

대비 고환의 크기(혹은 무게)가 크다. 이는 수컷 간 경쟁이 가장 심한 

다중수컷-다중암컷(multimale-multifemale) 번식 체계를 구성하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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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흔히 나타나는 특성이다. 영장류학자들은 이로부터 초기 인류는 침

팬지와 같이 다중수컷-다중암컷 번식 체계를 이루고 있을 것이라고 추

정한다(Dixson 1998). 번식 체계는 사회 구조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

다. 다중수컷-다중암컷 번식 체계는 여러 마리의 수컷과 여러 마리의 

암컷이 하나의 무리 내에서 생활한다. 침팬지와 초기 인류의 경우 최대 

50마리 정도의 개체가 하나의 무리를 이룬다. 적지 않은 개체들이 공동 

생활을 하는 만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컷 간, 암

컷 간에는 위계가 분명하여 비슷한 서열에 속한 개체들 간에는 우정이나 

동맹 관계가 맺어지기도 한다(Boyd & Silk 2014; Strier 2017).

공동 사냥이나 여러 개체가 한 무리에서 생활하는 사회 구조는 개체 

간에서 혹은 집단 수준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양산했을 것이다. 

먹이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분배 문제나 이기적인 개체들에게 대응하는 

문제가 그 예이다. 사회적 지능 가설(social intelligence hypothesis)의 

지지자들은 이런 상황들이 침팬지와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의 사회적 능

력을 신장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한다(e.g. Byrne & 

Whiten 1989; Whiten & Byrne 1997).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MRH의 주장대로 침팬지와 인간 모두 

마음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공통 원인은 그들의 공통 조

상의 형질만이 아닐 수 있다. 그들이 공유하던 생태적 특성, 그 중 사회

적 환경이 두 종의 마음읽기를 진화시킨 또 다른 공통 원인일 수 있다. 

더구나 마음읽기 능력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초이자 핵심으로 평가된다

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환경이 마음읽기의 진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

이라는 판단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화적 계통 추

론의 연구 맥락에서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진화적으로 가까운 

종들이 공유하는 형질은 그들의 공통 조상의 형질로부터 기인한 것이

다’라는 가정뿐 아니라 ‘인간과 침팬지의 마음읽기는 그들이 적응한 

사회적 환경으로부터의 선택압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가정을 추가적으

로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동의할 수 있다면 라이헨바흐의 정리의 첫 번

째 가정인 차폐 규칙은 만족되기 어렵고, 이는 곧 MRH의 분기적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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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그림 7> 침팬지 마음읽기의 가능한 진화적 가설들 : 인간과 침팬지의 공통 조
상,  : 다른 개체의 미래 행동을 예측,  : 마음읽기,  : 마음읽기가 아닌 다른 
심리 기제. (a) 공유파생형질, (b) 상사 혹은 수렴 진화. (a)와 (b)는 침팬지가 
을 가지고 있음을 가정하므로 MRH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나 분기적 단순성은 이 
중 (a)만을 지지한다. (c)와 (d)는 침팬지가 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정하므로 
BRH의 주장을 반영하며, 인간과 침팬지 중 한 종만 공통 조상의 형질과 동일한 
형질을 가지는 경우이다.

성이 우도의 법칙에 의해 정당화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소버의 분석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이 또 있다. 소버는 침팬지, 그리고 침팬지와 인간의 공통 조상이 모두 

마음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가설 외 다른 가능한 가설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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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에서 배제하거나 과소평가하였다. 이것이 두 번째 문제이다.

그림 4의 계통수에서 편의상 침팬지와 인간의 공통 조상 가 행동 

를 한다고 가정할 때, 가능한 진화적 경로의 경우의 수는 그림 7과 같

이 네 가지이다. 그 중 MRH의 주장을 반영하는 것은 그림 7의 (a)와 

(b)이다. (a)는 인간과 침팬지,  세 종이 모두 마음읽기 능력 을 가

지고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만일 의 조상이 을 가지지 않았다고 할 

때 침팬지-인류 계보에서 마음읽기가 공유파생형질(synapomorphy)임

을 보여준다. 이 진화적 경로는 침팬지-인류 계보에서 의 진화적 변

화를 한 차례도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가설이다. (b)는 (a)

와 달리 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형질이 인류 계보와 침팬지 계보 각각

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그림으로써 진화적 변화를 두 번이나 가

정한다. 이런 현상을 진화생물학에서는 상사(homoplasy 혹은 analogy) 

혹은 수렴 진화(convergence evolution)라 부른다. 소버는 분기적 단순

성이 진화적 변화를 가정하지 않는 (a)를 지지한다고 결론 내라고, (a)

를 곧 MRH로 삼아 경쟁 가설인 BRH보다 높은 우도를 가지는지를 라

이헨바흐의 정리를 통해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b)는 전혀 고려되지 않

았다. 그 증거는 소버가 분석에 사용한 라이헨바흐의 정리에 있다. 앞서 

언급했듯 소버는 영장류 마음읽기에 관한 경험적 자료들이 라이헨바흐의 

정리의 세 가지 가정을 만족시킴으로써 인간의 마음읽기와 침팬지의 마

음읽기가 상관관계에 있다는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세 가지 가정 중  ‘공통 원인은 각 결과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가정은 공통 조상이 마음읽기 능력을 가지는 경우[(a)에 해당함]가 그

렇지 않은 경우[(b)에 해당함]보다 ‘인간이 마음읽기 능력을 가진다’

는 결과와 ‘침팬지가 마음읽기 능력을 가진다’는 결과 모두를 잘 설명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버는 (a)와 (b) 모두 MRH를 지지하는 계

통수임에도 불구하고 (a)만을 정당화의 대상으로 삼았다.

만약 (b)가 경험적으로 지지되기 어렵다면, 다시 말해 생물계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면 (b)라는 경우의 수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가

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상사 혹은 수렴 진화의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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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 2.1절에서 언급했던 상어와 고래의 신체적 형질의 사례를 

포함해 육식 포유류들의 날카로운 송곳니와 강한 턱, 곤충, 새, 박쥐의 

날개, 딱정벌레와 전갈의 침(sting), 공룡과 포유류의 비강(鼻腔) 등이 

있다. 물론, 인간과 침팬지처럼 계통적으로 가까운 종들에서 유사한 형

질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형질이 상사보다는 상동(homology)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과 침팬지 사이보다 

유전적으로 더 가까운 인종들 간에도 수렴 진화에 의한 형질들이 발견된

다. 피부색이 그 예이다.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유럽과 아시아로 이주했

는데 그 과정에서 유럽인과 아시아인의 계보가 분기하였다. 유럽인과 아

시아인이 분기하기 이전부터 인류는 피부색이 밝아지는 유전적 변화를 

겪었는데, 분기 이후에 두 인종은 독립적으로 또 한 번 피부색이 밝아지

는 유전적 변화를 겪었다. 두 인종에서 밝은 피부색에 관여하는 유전자

를 조사하면 공통적인 부분과 상이한 부분이 함께 발견되는 것은 그 때

문이다(Norton et al. 2006). 따라서 우리는 마음읽기가 인류 계보와 

침팬지 계보의 수렴 진화의 산물이라는 (b)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

다.38

소버는 분기적 단순성을 정당화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c)와 (d)에 

해당하는 BRH가 MRH[사실상 (a)]보다 낮은 우도 값을 가진다고 결론

짓는다. 그렇지만 (c)와 (d)를 지지하는 경험적 자료들 역시 상당하다. 

(c)와 (d)는 모두 공통 조상 종이 가진 형질을 그 후손 종 중 한 종은 

물려받지만 다른 종은 물려받지 않는 경우를 나타낸다. 더 정확하게 말

하자면, 어떤 종은 공통 조상으로부터 분기한 이후 해당 형질에 변이가 

생기지 않았거나 변이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 형질이 그 종이 살아가는 

38 소버가 모든 논의의 단계에서 그림 7의 (b)와 같은 계통수, 즉 마음읽기가 수렴 진화

한 가능성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온건한 의인화를 제안할 때 두 가설의 우도의 비를 

이용해 인간이 마음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침팬지가 마음읽기 능력을 가

진다는 주장의 강한 증거가 될 수는 없음을 논의하면서, 공통 조상이 마음읽기 능력

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인간과 침팬지에서 수렴 진화가 일어난 경우를 MRH의 경우

의 수 중 하나로 고려한다. 그러나 소버는 분기적 단순성이 수렴 진화를 선호하지 않

는다는 이유로 이를 정당화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이

런 점으로부터 논의의 비일관성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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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행동:

인간
이족 보행

침팬지
너클 보행

고릴라
너클 보행

     



너클 보행

종:
행동:

종:
행동:



너클 보행

<그림 8> 대형 영장류(인간, 침팬지, 고릴라)의 진화적 관계와 보행 
방식의 진화. : 인간과 침팬지의 공통 조상, : 인간, 침팬지, 고릴
라의 공통 조상

환경에서 적응적이어서 변이가 유지되지 못한 것이고, 다른 종은 분기 

이후 해당 형질에 변이가 생기고 그 변이가 유지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진화적 변화를 한 번 가정하기 때문에 (a)보다 복잡한 가설이다. 그러나 

진화론의 맥락에서 볼 때 그 복잡함이 결코 단점이 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대형 영장류의 보행 

방식의 진화이다. 인간, 침팬지, 고릴라(Gorilla gorilla)의 유전적 관계

를 유전체 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침팬지는 고릴라보다 인간과 가깝다

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지만 세 종의 보행 방식을 관찰하면 침팬지와 

고릴라가 진화적으로 더 가까워 보인다. 인간은 이족 보행(bipedal 

walking)을 하는 반면, 침팬지와 고릴라는 주먹을 쥐고 손가락 관절을 

지면에 부딪치며 걷는 너클 보행(knuckle walking)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침팬지와 고릴라가 그들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너클 보행을 결정하

는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 너클 보행 유전자가 침

팬지 계보에서는 유지된 데 반해 인류 계보에서는 새로운 변이와 그 변

이에 작용한 선택압에 의해 유지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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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가 (a) 이외의 다른 가설들이 이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만족

될 수 있음을 거부할 것 같지는 않다. 그 역시 1990년 논문에서 분기적 

단순성의 정당화를 다루면서 계통수를 구성하는 각각의 가지(branch)에

서 진화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어떻게 가정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가설이 지지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만약 인류 계보에서는 

진화적 변화가 일어났을 확률이 0.9이지만 침팬지 계보에서는 그 확률

이 0.1이라고 가정하면 BRH가 타당하며, 만약 인간과 침팬지 계보 모

두에서 진화적 변화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고 그 공통 조상이 마음읽

기를 가졌을 확률이 매우 낮으면 수렴 진화 가설이 타당하다고 말한

다.39 이 논의대로 우리는 마음읽기의 진화를 나타내는 계통수에도 가지

마다 진화적 변화가 일어났을 확률을 부여하고 어떤 가설이 가장 적절한

지를 따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가지에도 확률을 부여할 수 없

다. 마음읽기가 인간 혹은 침팬지 계보 내에서 진화했다는 확실한 증거

도, 마음읽기와 관련된 공통 조상의 형질과 마음읽기와 매우 깊은 관련

을 맺고 있는 다른 형질들이 어떤 경로로 진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경험적 

자료도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가지에 진화적 

변화가 일어났을 확률을 0.5로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 그렇다면 모든 

가설(계통수)의 확률 역시 동일하게 부여된다.

소버는 자신의 국소성 개념에 따라 특정한 가정 ‘인간과 침팬지 분

기 이후 진화적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은 적다’를 상정할 때 분기적 

단순성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가 윌리엄스를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자연 세계를 반

영하지 않은 것이다. 윌리엄스가 집단선택의 증거들을 무시한 채 집단선

택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해 개체선택론을 지지했듯이 소버 역시 MRH 

지지자들이 (b)~(d)의 가설의 가능성을 저평가하여 그들의 가설을 지지

할 수 있다고 옹호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2.1절에서 소개한 동시에 불이 들어오는 전구와 같은 사례를 고려하

면 소버의 시도는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비인간 영장류의 마음읽기 문

39 소버가 1990년 논문에서 다룬 사례는 마음읽기의 진화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이 부

분은 그의 글을 본문의 흐름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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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다루는 맥락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이 문제가 생물이 가진 

형질의 진화적 경로를 추론하는 문제라는 데 있다. 진화론에서 어떤 형

질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추론할 때 이론적으로 고려되는 부분들, 특히 

공통 조상의 형질이 후손 종들이 가진 형질의 유일한 원인이 아닐 수 있

다는 점과 공통 조상과 후손 종들이 모두 동일한 형질을 공유한다는 가

설에 뒤지지 않을 만큼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가설들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소버 식의 정당화는 타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 우리는 

이런 문제 제기를 통해 분기적 단순성 자체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주장

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분기적 단순성이 인식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신중해질 수 있다.

4.2. 블랙박스 단순성 정당화 비판: 동물 심리 연구의 맥

락 고려하기

소버는 MRH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블랙박스 단순성인 통합 역시 단

순성 패러다임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인다. 이때의 단순성 패러

다임은 우도의 법칙이 아니라 모델 선택 이론이다. MRH가 BRH보다 기

존 자료에 덜 적합한 설명을 제공하더라도 더 적은 수의 변수로 여러 종

류의 상황을 통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더 높은 예측적 정확성을 가진

다는 것이 소버의 분석이다.

그러나 그가 MRH와 BRH에 포함된 변수의 수를 세는 과정에는 불

공정한 측면이 있다. 그는 마음읽기는 행동읽기보다 실험 상황과 그에 

대한 반응을 통합하는 매개변수를 가진다는 가정 하에 논의를 진행하는

데, 이는 행동읽기 역시 다양한 실험 상황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인지 과

정을 포함할 가능성을 근거 없이 배제하는 처사이다. 이것은 BRH가 각 

실험 상황마다 새로운 행동 규칙을 덧붙여나가는 복잡한 가설이라는 토

마셀로와 콜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

나 토마셀로와 콜의 주장은 행동읽기에 대한 선입견을 바탕으로 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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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기존의 동물 심리 연구들을 고려하면 이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

다.

몇몇 신경과학 연구들은 비인간 영장류 종들이 여러 종류의 색깔, 

얼굴, 자연 이미지, 행동의 연쇄와 같은 시각 정보들을 기억한 후 이들

을 범주화할(categorize)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실

험에 참여하는 개체들의 특정 뇌 영역은 특정한 시각적 자극에 선택적으

로 반응한다(e.g. Afraz et al. 2006; Hampson et al. 2004; Shima 

et al. 2007; Vogels 1999; Yoshioka et al. 1996). 또, 행동 연구들

에서는 비인간 영장류 종들이 그들의 서식 환경에서는 접할 수 없는 생

소한 상황이 주어져도 인지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도구 사용 능력을 시험하는 연구에서는 대형 영장류 종들이 자신

에게 익숙하지 않은 도구가 주어져도 아무 문제없이 과제를 수행했다. 

이 결과는 대형 영장류들이 새로운 문제 상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과 

연결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Manrique et al. 2010). 이

런 능력은 “변화하는 과제에 응하여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의 역동적인 

작동과 수정”을 의미하는 ‘인지적 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 개

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Deák 2003, p. 275). 범주화와 인지적 유연성

은 여러 상황을 묶어서 이해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기존 인지 체계 내로 

포함시키는 과정이므로 통합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적어도 개별 상

황들을 따로따로 인식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이 실험 연구들에서 실험 대상들은 시선이 도달하는 자극들을 1차적

으로 표상하여 인지 과정의 재료로 삼고 범주화 및 인지적 유연성 능력

을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지 과정에 사용된 표상이 마음읽기와 

같은 2차적인 표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추론 과정에 1차 표상만이 

사용되느냐 2차 표상도 사용되느냐가 범주화나 인지적 유연성의 가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논의를 행동읽기와 마음읽기의 문

제로 가져오자. 행동읽기와 마음읽기의 차이는 다른 개체의 심리 상태를 

추론하는 단계, 즉 2차 표상을 하는 단계의 존재 여부에 있다. 그렇지만 

그 추론 단계의 존재 여부가 범주화나 인지적 유연성의 가부 여부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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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버의 분석과 같이 행동 읽기, 즉 1차 지향성이 

통합적이지 않은 추론 과정이라는 가정을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범주

화와 인지적 유연성을 결정하는 기제는 행동읽기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

들과 그에 따른 반응들을 매개하는 통합적인 심리 기제로서 고려될 수 

있다.

이렇게 동물 심리 연구의 사례들은 ‘행동읽기(혹은 1차 지향성)는 

주어진 물리적 현상들을 범주화하거나 유연하게 처리하는 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정을 고려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이 가정으로

부터 우리는 행동읽기 기저의 심리 기제도 마음읽기와 마찬가지로 다른 

개체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과 그 개체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것 사이

의 관계에 통합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매개변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모델 선택 이론을 통해 MRH의 통합 전략을 정당화하려 

한 소버의 시도는 어떻게 수정되어야 할까? 우선, 소버가 구성한 두 가

지 모델 FIRST와 SECOND를 상기해보자. 그는 마음읽기(혹은 2차 지

향성)에만 추가적인 매개변수를 가정하기 때문에 두 가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FIRST Pr는를가져간다는불투명한가림막이와의사이에있다고믿는다 Pr는를가져간다는불투명한가림막이와의사이에없다고믿는다 Pr는를가져간다는투명한가림막이와의사이에있다고믿는다 Pr는를가져간다는투명한가림막이와의사이에없다고믿는다 Pr는를가져간다는음식이배치될때가없없다고믿는다 Pr는를가져간다는음식이배치될때가있었다고믿는다 
SECONDPr는를가져간다는가를보지않았다고믿는다 Pr는를가져간다는가를보았다고믿는다 

(Sober 2009a, pp. 252-253)

FIRST, 즉 BRH에는 실험에서 사용된 사물이 달라질 때, 사물이나 관찰 

대상의 존재 여부가 달라질 때마다 새로운 변수가 도입된다. 반면, 

FIRST에서 각기 다른 변수로 표현되는 실험 상황이 SECOND에서는 

단 두 개의 변수로 통합되어 있다. 실험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 실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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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내 대상들의 관계가 ‘보았다’, ‘보지 않았다’ 라는 심리 상태로 

묶여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행동읽기가 

범주화 및 인지적 유연성을 동반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FIRST는 다

음과 같이 새롭게 나타낼 수 있다.

FIRSTPr는 를 가져간다는가 에 시선을 두지 않았다고 믿는다 ′Pr는 를 가져간다는가 에 시선을 두었다고 믿는다 ′

이는 3.1.2절에서 언급한 러츠의 논의(2011)를 참고해 구성한 것이다. 

러츠는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을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대

체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마음읽기 실험이 가진 논리적 문제를 지적한

다. FIRST*는 그의 접근법을 차용하여 SECOND의 지각 상태를 나타내

는 표현 ‘보았다’, ‘보지 않았다’를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 

‘시선을 두었다’, ‘시선을 두지 않았다’로 바꾼 것이다. 이로써 상

황마다 변수들을 추가해야 하는 FIRST는 보다 통합적인 모델로 새롭게 

구성된다.

FIRST*와 SECOND는 모두 두 개의 변수를 가진다. 또, FIRST*는 

SECOND에 나타난 지각 상태 표현들을 행동 상태 표현들로 대체해 기

술된 것일 뿐 SECOND가 설명하지 못하는 경험적 자료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두 모델은 경험적 적합성 측면에서도 단

순성 측면에서도 우열이 가려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두 모델을 

AIC를 통해 비교하는 것은 더 이상 좋은 방법이 아니다. AIC를 통해 

MRH의 통합 전략을 정당화하려는 소버의 시도는 행동읽기의 통합성을 

고려할 때 의미를 잃는다.40

40 행동읽기의 통합성을 고려할 때 의미를 잃는 것은 모델 선택 이론을 적용한 논증만이 

아니다. 주석 36에서 언급했던 소버(2015)의 새로운 정당화 방식―BRH에서는 차폐

가 일어나나 MRH는 차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칙―도 위태로워진다. MRH가 차

폐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실험 상황들(원인)과 그에 대한 반응(결과)을 매개하면서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는 매개변수가 있기 때문인데, 행동읽기가 통합을 주도하는 

매개변수를 가진다면 BRH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도 MRH처럼 차폐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MRH와 BRH의 단순성의 원리의 상대적인 정당성은 소버가 제안한 

새로운 기준으로도 판가름할 수 없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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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소버의 목적은 단순성의 원리를 인식론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있다. 

그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순함이 세계가 어떠한지를 이해하는 

데 타당한지”를 확률적으로 논의한다. 확률 이론인 베이즈주의의 우도

의 법칙과 빈도주의의 모델 선택 이론을 기초로 한 “단순성 패러다임”

이 어떤 방식으로 단순한 이론을 복잡한 이론보다 선호하는지에 주목한

다. 본 연구에서는 소버가 단순성 패러다임을 적용해 검토했던 비교심리

학의 마음읽기 논쟁을 사례로 삼아 소버의 확률적 접근이 단순성의 원리

에 대한 좋은 분석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다.

“침팬지는 마음읽기를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둘러싼 마음읽

기 논쟁은 두 개 진영의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되어 왔다. 어떤 연구자들

은 인간과 비인간 영장류가 공통적으로 마음읽기를 가지고 있다는 마음

읽기 가설(MRH)을 지지하고, 또 다른 연구자들은 마음읽기는 인간만의 

능력이며 비인간 영장류는 다른 개체의 행동을 읽고 그것을 규칙화하여 

기억하는 것일 뿐이라는 행동읽기 가설(BRH)을 지지한다. 흥미로운 점

은 MRH의 지지자들과 BRH의 지지자들 모두가 단순성의 원리를 사용

한다는 점이다. 즉, 두 진영 연구자들 모두 자신의 가설이 경쟁 가설보

다 더 단순한 점이 무엇인지를 부각시키고, 그것을 자신의 가설이 상대

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근거로 사용한다. MRH를 옹호하는 이들은 MRH

가 의인화와 통합을 한다는 점에서 BRH보다 단순하다고 보고, 반대로 

BRH를 옹호하는 이들은 BRH가 심리 상태를 추론하는 단계를 추가적으

로 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MRH보다 단순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소버는 MRH와 BRH에 적용되는 단순성의 원리는 다루고

자 하는 추론 문제에 따라 상이하며, 동일한 추론 문제라 하더라도 이론

의 어떤 부분에서 단순함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분석한다. 그리

하여 MRH의 지지자는 계통 추론 문제에 주목하여 분기적 단순성을, 블

랙박스 추론 문제에 주목하여 블랙박스 단순성, 그 중에서도 통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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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고, BRH의 지지자는 블랙박스 단순성을 사용해 추론 단계가 

적은 심리 기제를 선호한다고 정리한다. 또, 그는 이런 단순성의 원리들

이 확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두 단순성 패러

다임은 MRH의 단순성의 원리를 종종 정당화한다는 결론을 얻는다. 구

체적으로는 MRH의 분기적 단순성은 우도의 법칙으로부터 온건하게 정

당화되고, 블랙박스 단순성의 경우 BRH와 달리 MRH 지지자들이 사용

하는 통합 전략이 모델 선택 이론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두 가설의 지지자들은 공통적으로 침묵의 면도날을 적용하는

데 이는 두 단순성 패러다임에 의해 종종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소버의 분석은 여러 가지로 장점을 지닌다. 이론 간 경쟁 상황에서 

작동하는 단순성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며, 마음읽기 논쟁에서 사

용되는 단순성의 원리에 주목하면서도 그 논쟁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

는다. 또, MRH의 지지자들에게 단순성에 입각한 그들의 주장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단순성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인 마음읽기 논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MRH의 분기적 단순성과 블랙박스 단순성을 정당화하는 그

의 시도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 우선, 베이즈

주의의 우도의 법칙으로 분기적 단순성을 정당화하는 시도에서는 진화적 

게통 추론의 맥락에서 중요한 가정들이 고려되지 않았다. 또, 빈도주의 

모델 선택 이론으로 블랙박스 단순성의 통합 전략을 정당화하는 시도에

서는 동물 심리 연구의 경험적 결과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정보가 간과

되었다. 이 문제들은 공통적으로 평가 대상이 되는 가설들이 속한 연구 

맥락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가설이 속한 연구 맥락이 그 

가설에 적용된 단순성의 원리가 작동하고 정당화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은 정확히 소버가 ‘국소성’이라는 개념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다. 국소성 개념은 단순성의 원리를 선험적으로 타당한 이론 선택의 기

준으로 여기지 않고 보다 신중한 태도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단순성의 원

리에 대한 좋은 이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소버의 정당화

에서 발견되는 문제는 평가 대상이 되는 가설에 적용된 단순성의 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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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하기 위해 어떤 연구 맥락(구체적으로는 배경 가정)을 고려해야 

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호성이다. 이 때문에 소버는 자신이 

제안한 국소성 개념을 단순성을 정당화하는 과정에 잘 반영하고 있으면

서도 동시에 불완전함을 남긴다.

이러한 결론은 비교심리학과 마음읽기 논쟁, 그리고 과학철학에 어

떤 제언을 할 수 있을까?

우선, 비교심리학 마음읽기 논쟁과 관련해서, 본 연구의 결론은 

MRH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반영했다고 해석될 수도 있겠으나 본 연

구에서는 단지 단순성에 입각해 MRH를 지지하는 견해가 소버의 방식으

로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논의로

부터 MRH와 마음읽기 논쟁을 평가하거나 그 운명을 예측하는 것은 불

가능할뿐더러 적절하지도 않다. 또, 설령 본 연구의 내용이 마음읽기 논

쟁의 현재 판세에 작게나마 영향을 준다고 해도 마음읽기 논쟁은 아직 

경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은, 종결되지 않은 논쟁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론을 통해 마음읽기 논쟁과 MRH의 주장을 함부로 진단하

기도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첫 번째로 소버의 단순성 정당화 논증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논리적 문제’와 같은 실험 설계상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게 된다면, 그래서 단순성이라는 기준으로 두 

가설의 우열을 가리고자 하는 논의가 더욱 중요해진다면, 그때 소버의 

확률적 정당화가 직면하는 문제점들이 고려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읽기 논쟁의 발전 혹은 해결에 도움이 되는 연구들을 

제안할 수 있다. 소버의 논증을 이해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깨달았던 

점 중 하나는 연구 맥락을 어떻게 고려하느냐에 따라 가설이 지지되기도 

하고 지지되지 않기도 한다는 점이다. 특히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한 경험

적 자료를 새롭게 발견하거나 고려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마음읽기 

논쟁에서는 진화적 계통을 추론하는 문제와 심리 기제, 즉 블랙박스를 

추론하는 문제가 MRH와 BRH의 주장을 가르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때

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좋은 정보를 제공할만한 연구들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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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마음읽기의 진화 경로와 마음읽기라는 심

리 기제의 작동 방식에 대해 말해주는 직·간접적인 경험적 증거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간과 비인간 영장류가 진화한 환경, 심적 모듈들의 구조

와 작동 방식, 마음읽기와 연관이 깊은 유전자 혹은 다른 형질 등을 주

제로 한 연구들이 마음읽기 논쟁을 해결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

한다.

한편, 과학철학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과학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단순성의 원리를 분석하는 시도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싶다. 이는 본 

연구에서 관심을 기울이기는 했으나 한계에 부딪혀 다듬어지지 못한 부

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심리학의 마음읽기 논쟁을 사례로 삼아 소버

의 단순성 패러다임을 평가하고자 했는데, 단일 사례만으로 소버의 이론

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은 어려운 동시에 위험한 일이다. 결국 본 연

구에서는 마음읽기 논쟁이라는 사례에 한정하여 소버의 이론적 틀이 유

용한지를 따져 보았을 뿐이다. 더구나 마음읽기 논쟁은 완결된 논쟁이 

아니기 때문에 소버의 이론이 단순성의 원리를 정당화하는 데 얼마나 타

당한지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MRH가 가진 단순함이 그 가설을 논쟁

에서 우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지 그 결과를 알기에 지금은 시기상조이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결된 과학 논쟁을 포함해 단순성의 원리가 작

동한 혹은 작동해온 과학 논쟁들을 소버의 접근법으로 분석해보는 시도

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마음읽기 논쟁이라는 단일 사례를 다룸으로써 유익한 부분

은 분명 존재한다. 소버의 이론 내에서는 단순성의 원리의 맥락특이적인 

측면, 즉 국소성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분석하고자 하는 

논쟁, 이론, 혹은 주제를 둘러싼 연구 맥락을 살피고 그 안에서 가정된 

바가 무엇인지 파악해야만 논증도 가능하고 논증을 비판하는 것도 가능

하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 마음읽기 논쟁에서 사용되는 단순성의 

원리들은 어떤 배경 가정을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또 그 정당화를 

부당한 것으로 만드는 또 다른 배경 가정은 무엇인지를 고민해본 것은 

중요한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 84 -

참 고 문 헌

Acuña, P. (2014). On the empirical equivalence between special 

relativity and Lorentz ׳s ether theory.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Part B: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Modern Physics, 46, 283–302.

Adlam, E. (2011). Poincare and special relativity. arXiv preprint arXiv, 

1112(3175), 1-33.

Apperly, I. A., & Butterfill, S. A. (2009). Do humans have two systems 

to track beliefs and belief-like states? Psychological review, 

116(4), 953-970

Afraz, S.-R., Kiani, R., & Esteky, H. (2006). Microstimulation of 

inferotemporal cortex influences face categorization. Nature, 

442(7103), 692-695.

Akaike, H. (1974).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19(6), 716–723.

Andrews, K. (2017). Chimpanzee mind reading: Don’t stop believing. 

Philosophy Compass, 12(1), e12394.

Baker, A. (2007). Occam’s razor in science: A case study from 

biogeography. Biology and Philosophy, 22(2), 193–215.

Baker, A. (2016). Simplicity. Stanford Encylopedia of Philosophy.

Boyd, R., & Silk, J. B. (2014). How humans evolved. 7th ed. W. W. 

Norton & Company.

Buttelmann, D., Buttelmann, F., Carpenter, M., Call, J., & Tomasello, M. 

(2017). Great apes distinguish true from false beliefs in an 

interactive helping task. PloS one, 12(4), e0173793.

Buttelmann, D., Carpenter, M., & Tomasello, M. (2009). 

Eighteen-month-old infants show false belief understanding in an 

active helping paradigm. Cognition, 112(2), 337–342.

Butterfill, S. A., & Apperly, I. A. (2013). How to construct a minimal 

theory of mind. Mind & Language, 28(5), 606-637.

Byrne, R., & Whiten, A. (1989). Machiavellian intelligence: Social 
expertise and the evolution of intellect in monkeys, apes, and 
humans. Oxford University Press.

Call, J., & Tomasello, M. (1999). A nonverbal false belief task: the 

performance of children and great apes. Child development, 70(2), 

381–95.

Carpenter, C. R. (1940). A field study in Siam of the behavior and 



- 85 -

social relations of the gibbon (Hylobates lar). Baltimore: John 

Hopkins Press.

Clements, W. A., & Perner, J. (1994). Implicit understanding of belief. 

Cognitive Development, 9(4), 377–395.

Darwin, C. (1859). On the origin of species. 6th ed. ReadCentral.com

Deák, G. O. (2003). The development of cognitive flexibility and 

language abilities.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31, 

273–328.

de Waal, F. B. M. (1991). Complementary methods and convergent 

evidence in the study of primate social cognition. Behaviour, 
118(3), 297–320.

de Waal, F. B. M. (1999). Anthropomorphism and anthropodenial: 

Consistency in our thinking about humans and other animals. 

Philosophical Topics, 27(1), 255-280.

de Waal, F., Boesch, C., & Whiten, A. (2008). Comparing social skills 

of children and apes. Science, 319(5863), 569.

Dixson, A. (1998). Primate sexuality. John Wiley & Sons, Ltd.

Dunbar, R. I. M. (1998). The social brain hypothesis. Brain, 9(10), 178

–190.

Dunbar, R. I. M. (2003). The social brain: mind, language, and society 

in evolutionary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2, 

163–181.

Dunbar, R. I. M. (2007). Evolution in the social brain. Science, 

317(5843), 1344–1347.

Edwards, A. W. F., & Cavalli-Sforza, L. L. (1964). Reconstruction of 

evolutionary trees. In V. H. Heywood & J. McNeil, (Eds.), Phenetic 
and Phylogenetic Classification. New York: Systematics Association 

Publications (pp. 67–76).

Einstein, A. (1933). On the method of theoretical physics, Herbert 
Spencer Lecture. Oxford University Press.

Fitzpatrick, S. (2013). Simplicity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Internet 
Encyclopedeia of Philosophy.

Flombaum, J. I., & Santos, L. R. (2005). Rhesus monkeys attribute 

perceptions to others. Current Biology, 15(5), 447–452.

Hacking, I. (2016). Logic of statistical infer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mpson, R. E., Pons, T. P., Stanford, T. R., & Deadwyler, S. A. 

(2004). Categorization in the monkey hippocampus: A possible 

mechanism for encoding information into memory. Proceedings of 



- 86 -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1(9), 3184–3189.

Hare, B., Call, J., Agnetta, B., & Tomasello, M. (2000). Chimpanzees 

know what conspecifics do and do not see. Animal Behaviour, 
59(4), 771–785.

Hare, B., Call, J., & Tomasello, M. (2001). Do chimpanzees know what 

conspecifics know? Animal Behaviour, 61(1), 139–151.

Herrmann, E., Call, J., Hernández-Lloreda, M. V., Hare, B., & 

Tomasello, M. (2007). Humans have evolved specialized skills of 

social cognition: The cultural intelligence hypothesis. Science, 

317(5843), 1360–1366.

Heyes, C. M. (1998). Theory of mind in nonhuman primate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1, 101–148.

Heyes, C. M. (2014). Submentalizing: I am not really reading your 

mind.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9(2), 131–143.

Heyes, C. M. (2017). Apes submentalise.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21(1), 1–2.

Humphrey, N. K. (1976). The social function of intellect. In P. P. G. 

Bateson & R. A. Hinde, (Eds.), Growing points in et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03–317).

Jolly, A. (1966). Lemur social behavior and primate intelligence. 

Science, 153(3735), 501–506.

Kaminski, J., Call, J., & Tomasello, M. (2008). Chimpanzees know what 

others know, but not what they believe. Cognition, 109(2), 224–
234.

Kano, F., Krupenye, C., Hirata, S., & Call, J. (2017). Eye tracking 

uncovered great apes’ ability to anticipate that other individuals 

will act according to false beliefs. Communicative & integrative 
biology, 10(2), e1299836.

Karin-D'Arcy, R. M. (2005). The modern role of Morgan’s canon in 

comparative psych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Psychology, 18(3), 179–201.

Krachun, C., Carpenter, M., Call, J., & Tomasello, M. (2009). A 

competitive nonverbal false belief task for children and apes. 

Developmental Science, 12(4), 521–535.

Krupenye, C., Kano, F., Hirata, S., Call, J., & Tomasello, M. (2016). 

Great apes anticipate that other individuals will act according to 

false beliefs. Science, 354(6308), 110–114.

Kuhn, T. S. (1977). Objectivity, value judgement, and theory choice. In 



- 87 -

A. Bird & J. Ladyman, (Eds.), Arguing About Science. Routledge 

(pp. 74–86).

Kuhn, T. S. (1970).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2nd 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uhn, T. S. (2016). The Copernican revolution: Planetary astronomy in 
the development of Western thought (정동욱 역). 지식을만드는지식. 

(Original work published 1957).

Langdon, J. H. (1997). Umbrella hypotheses and parsimony in human 

evolution: A critique of the aquatic ape hypothesis. Journal of 
Human Evolution, 33(4), 479–494.

Leibniz, G. W. (1686). Discourse on metaphysics. In D. Garber & R. 

Ariew, (Eds.), Discourse on Metaphysics and Other Essays.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Leslie, A. M., German, T. P., & Polizzi, P. (2005). Belief-desire 

reasoning as a process of selection. Cognitive Psychology, 50(1), 

45–85.

Lurz, R. W. (2011). Mindreading animals - The debate over what 
animals know about other minds. The MIT Press.

Manrique, H. M., Gross, A. N.-M., & Call, J. (2010). Great apes select 

tools on the basis of their rigidit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Animal Behavior Processes, 36(4), 409–422.

Marais, E. N. (1939). My friends the baboons. London: Methuen & Co. 

Ltd.

Marais, E. N. (1969). The soul of the ape. Atheneum.

Marticorena, D. C. W., Ruiz, A. M., Mukerji, C., Goddu, A., & Santos, L. 

R. (2011). Monkeys represent others’ knowledge but not their 

beliefs. Developmental Science, 14(6), 1406–1416.

Martin, A., & Santos, L. R. (2014). The origins of belief 

representation: Monkeys fail to automatically represent others’ 

beliefs. Cognition, 130(3), 300–308.

Mayden, R. L. (1988). Vicariance biogeography, parsimony, and 

evolution in North American freshwater fishes. Systematic Biology, 

37(4), 329–355.

Melis, A. P., Call, J., & Tomasello, M. (2006). Chimpanzees (Pan 
troglodytes) conceal visual and auditory information from others. 

Journal of Comparative Psychology, 120(2), 154-162.

Newton, I. (1713). Mathematical principles of natural philosophy. 2nd 

e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Norton, H. L., Kittles, R. A., Parra, E., Mckeigue, P., Mao, X., Cheng, 



- 88 -

K., et al. (2006). Genetic evidence for the convergent evolution of 

light skin in Europeans and East Asians. Molecular biology and 
evolution, 24(3), 710–722.

O'Connell, S., & Dunbar, R. I. M. (2003). A test for comprehension of 

false belief in chimpanzees. Evolution and Cognition, 9(2), 131–140.

Onishi, K. H., & Baillargeon, R. (2005). Do 15-month-old infants 

understand false beliefs? Science, 308(5719), 255–258.

Penn, D. C., Holyoak, K. J., & Povinelli, D. J. (2008). Darwin’ s 

mistake: Explaining the discontinuity between human and nonhuman 

mind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1(2), 109–130.

Penn, D. C., & Povinelli, D. J. (2007). On the lack of evidence that 

non-human animals possess anything remotely resembling a 

“theory of mind.”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B: Biological Sciences, 362(1480), 731–744.

Plutynski, A. (2005). Parsimony and the fisher-wright debate. Biology 
and Philosophy, 20(4), 697–713.

Povinelli, D. J., & Barth, J. (2005). Reinterpreting behavior: A human 

specialization?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8(5), 712–713.

Povinelli, D. J., Eddy, T. J., Hobson, R. P., & Tomasello, M. (1996). 

What young chimpanzees know about seeing.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189.

Povinelli, D. J., & Vonk, J. (2004). We don’t need a microscope to 

explore the chimpanzee’s mind. Mind and Language, 19, 1–28.

Premack, D., & Woodruff, G. (1978). Does the chimpanzee have a 

theory of mind? The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4), 515–526.

Reeve, H. K. (2000). Multi-level selection and human cooperation.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21, 65-72

Reichenbach, H. (1956). The Direction of Time.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antos, L. R., Nissen, A. G., & Ferrugia, J. A. (2006). Rhesus 

monkeys, Macaca mulatta, know what others can and cannot hear. 

Animal Behaviour, 71(5), 1175–1181.

Shima, K., Isoda, M., Mushiake, H., & Tanji, J. (2007). Categorization 

of behavioural sequences in the prefrontal cortex. Nature, 

445(7125), 315.

Sober, E. (1981). The principle of parsimony. The British Journal for 
the Philosophy of Science, 32(2), 145–156.

Sober, E. (1987). Parsimony, likelihood, and the principle of the 

common cause. Philosophy of Science, 54(3), 465–469.



- 89 -

Sober, E. (1990). Let’s razor Ockham’s razor. Royal Institute of 
Philosophy Supplement, 27, 73–93.

Sober, E. (1998). Black box inference: When should intervening 

variables be postulated? The British Journal for the Philosophy of 
Science, 49(3), 469–498.

Sober, E. (2000). Evolution and the Problem of Other Minds. Journal of 
Philosophy, 97(7), 365–386.

Sober, E. (2009). Parsimony and models of animal minds. In R. W. 

Lurz, (Ed.), The philosophy of animal min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37–257).

Sober, E. (2009). Parsimony arguments in science and philosophy? A 

test case for naturalism. American Philosophical Association, 83(2), 

117–155.

Sober, E. (2012). Anthropomorphism, parsimony, and common ancestry. 

Mind and Language, 27(3), 229–238.

Sober, E. (2015). Ockham’s razors - A User’s Manu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Southgate, V., Senju, A. & Csibra, G. (2007). Action anticipation 

through attribution of false belief by two-year-olds. Psychological 
Science, 18(7), 587–592.

Stanford, C. B. (1996). The hunting ecology of wild chimpanzees: 

Implications for the evolutionary ecology of Pliocene hominids. 

American Anthropologist, 98(1), 96–113.

Strier, K. B. (2015). Primate behavioral ecology. 4th ed. Routledge.

Tomasello, M., & Call, J. (2006). Do chimpanzees know what others 

see, or only what they are looking at? In S. Hurley & M. Nudds, 

(Eds.), Rational Animals? Oxford University Press (pp. 371–384).

Vogels, R. (1999). Categorization of complex visual images by rhesus 

monkeys. European Journal of Neuroscience, 11(4), 1239–1255.

Weinberg, J. R. (1967). A short history of medieval philosophy (Vol. 

93). Princeton University Press.

Whewell, W. (1970). In R. E. Butts, (Ed.), William Whewell’s theory 
of scientific method.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Whiten, A. (1994). Grades of mindreading. In C. Lewis & P. Mitchell, 

(Eds.), Children’s early understanding of mind: Origins and 
development.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p. 47–70).

Whiten, A. (1996). When does smart behaviour-reading become 

mind-reading? In P. Carruthers & P. K. Smith, (Eds.), Theories of 
theories of mi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77–292).



- 90 -

Whiten, A. (2001). Theory of mind in non-verbal apes: Conceptual 

issues and the critical experiments. Royal Institute of Philosophy 
Supplements, 49, 199–223.

Whiten, A., & Byrne, R. (1997). Machiavellian intelligence II: 
Extensions and evalu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Williams, G. C. (1974). Adaptation and natural selection: A critique of 
some current evolutionary thought. Princeton University Press.

Wimmer, H., & Perner, J. (1983). Beliefs about beliefs: Representation 

and constraining function of wrong beliefs in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ception. Cognition, 13(1), 103–128.

Yoshioka, T., Dow, B. M., & Vautin, R. G. (1996). Neuronal 

mechanisms of color categorization in areas V1, V2 and V4 of 

macaque monkey visual cortex. Behavioural brain research, 76(1–
2), 51–70.

Zuckerman, S. (1932). The menstrual cycle of the primates.—Part VI. 

Further observations on the breeding of primat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uborders Lemuroidea and Tarsioidea. Journal of 
Zoology, 102(4), 1059–1075.



- 91 -

Abstract

Use of the Principle of Parsimony 

and its Probabilistic Justification 

in the context of Theory Choice

- A case study of Mind-reading Debate in 

Comparative Psychology -

Boyun Lee

Program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discuss how scientists are using the 

principle of parsimony (or Ockham's razor) in the context of 

theory choice and whether Elliott Sober's argument that tries to 

justify the principle is valid. For effective analysis, I apply 

Sober' argument to the mind-reading debate in comparative 

psychology. Although I acknowledge the advantages of Sober' 

argument, I point out that the principles of parsimony that 

appear in the mind-reading debate are not easily justified by his 

method because ‘locality’, which is one of the key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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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suggests for understanding the principle of parsimony, has its 

own ambiguity.

There are two competing hypotheses in mind-reading debate. 

One of them is mind-reading hypothesis(MRH) which says that 

nonhuman primates can infer others' mind states like humans. 

The other one is behavior-reading hypothesis(BRH) which 

suggests that nonhuman primates only read others' behavior 

based on behavioral rules they learned before. Advocates of both 

hypotheses use the principles of parsimony as a way to support 

their hypotheses, but their principles are different―advocates of 

MRH use cladistic parsimony that pursues the fewest 

evolutionary changes, and unification strategy that suggests an 

unified psychological mechanism, which is one of the strategies 

of blackbox parsimony that pursues the simplest psychological 

mechanism. On the other hand, advocates of BRH also use 

blackbox parsimony, but, unlike the MRH’s strategy, they 

assume a psychological mechanism that includes fewer inference 

steps.

Sober argues that the two principles of parsimony used in 

MRH can be justified by the Bayesian law of likelihood and the 

Frequentist model selection theory, respectively. And he 

emphasizes that these justifications are not made a priori, but by 

the local research context of MRH, especially the background 

assumptions MRH has. 

His argument has advantages in many respects, and in 

particular, locality concept, which states that the principle of 

parsimony should be understood to be justified 

context-specifically in the research field or subject in which it 

is used, allows Sober' argument to avoid some problems fa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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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other arguments that try to justify parsimony as a general 

value. However, it is not easy to specify which local context of 

the research field or subject we are interested in help justify 

the principle of parsimony. Sober is also not free from this 

problem caused by locality concept. To be specific, he overlooks 

that other background assumptions of the mind-reading debate 

may hinder his justification. He does not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re are additional assumptions to be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evolutionary phylogenetic inferences and the fact that 

considering animal psychology research, new discussions on the 

integrity of behavior-reading are possible. For this reason, his 

parsimony argument has its limitations.

keywords : the principle of parsimony, comparative psychology, 

mind-reading debate, probabilistic justification, cladistic 

parsimony, blackbox parsi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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