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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이 논문에서 나는 과학자가 사용하는 실제 증거 개념을 잘 해명할 수 있는 적절

한 과학적 증거 이론을 찾는다. 이를 위해 2-4장에서 기존 증거 이론(가설-연역적

증거 이론,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 최선 설명으로의 추론(IBE))의 강점과 약점을

살핀 후, 해당 이론들이 실제 증거 개념을 해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보인다.

다음으로 5장에서 기존 증거 이론의 문제를 정리하고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지 살핀다. 여기서 나는 증거는 가설의 참을 가리키는 표지가 되어야 하는데, 기

존의 증거 개념은 표지 기능을 수행하기에 미흡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

생한다고 주장한다.

6장에서 나는 표지 개념에 잘 들어맞는 애친슈타인의 증거 이론(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을 소개하고 옹호한다. 이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의 핵심 축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증거는 가설의 높은 확률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고, (�(ℎ|�&�) >

0.5) 다른 하나는 가설과 자료 사이에 잠재적인 설명적 연결이 있을 법해야 한다

는 것이다. (�(�(ℎ, �)|ℎ&�&�) > 0.5) 이 때문에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은 한 사실

이 서로 양립 불가능한 두 가설의 증거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한 증거 기준을 채택하는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 및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과

구별된다. 다음으로 설명적 연결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은

IBE와 마찬가지로 증거적 지지 관계를 보다 유연하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은 IBE와 달리 맥락 의존적인 좋은 설명 개념이 아닌 옳

은 설명 개념을 채택하여 증거의 객관적 성격을 드러낸다. 더 나아가 설명적 연

결 자체가 가설의 확률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IBE처럼 확률 연산 규칙과도 충돌하지 않는다.

그러나 애친슈타인의 증거 이론은 선언 가설과 제거적 증거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에 7장에서 나는 애친슈타인의 증거 이

론에 기초한 수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수정된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이라 부른다.

수정된 판본에서는 가설의 측면과 사실의 측면 사이에 놓인 잠재적인 설명적 연

결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선언 가설의 문제와 제거적 증거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

과정에서 증거적 지지 관계를 단순 외연 논리에 의해 분석할 수 없다는 점이 드

러난다.

8장에서는 기존의 증거 이론이 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사이비 입증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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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증거의 문제, 까마귀 역설)를 수정된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이 어떻게 해

결할 수 있는지 보인다. 끝으로 9장에서 나는 K-T 멸종 논쟁을 다룬다. 이 논쟁

에 참여한 과학자들이 사용한 증거 개념은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을 이용했을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강한 설명적 증거 개념은 증거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이다.

주요어: 증거, 입증, 표지, 애친슈타인,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 최선 설명으로의 추론

학 번: 2011-3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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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들어가며

<<햄릿 Hemlet>>에서 주인공인 덴마크의 왕자 햄릿은 어느 날 밤, 선왕인 아버

지의 유령을 만난다. 그리고 그 유령에게 햄릿은 그의 숙부이자, 아버지가 죽은

후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고, 어머니와 재혼한 클로디어스가 선왕인 아버지를 독

살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 유령에게 복수를 부탁받은 햄릿은 정말로 클로디

어스가 아버지를 죽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클로디어스에게 동생이 형을 죽이는

내용을 담은 연극을 관람하게 만든다. 이에 연극을 관람하던 클로디어스는 극 속

에서 동생이 형의 귀에 독을 부어 넣는 장면이 등장하자 불편해하면서 자리를 뜬

다.

햄릿은 클로디어스의 이러한 반응을 클로디어스가 선왕인 아버지를 독살한 증

거라고 여긴다. 이후 햄릿은 클로디어스에게 복수하려 계획하나 제대로 된 계획

도 없이 이리저리 고민하다 사태를 엉망으로 만든다. 그 과정에서 클로디어스, 어

머니 거트루드, 재상 폴로니어스, 폴로니어스의 딸이자 자신의 연인 오필리아, 폴

로니어스의 아들 레어티스까지 모두 죽는다. 그 결과 덴마크의 왕위는 적대국인

노르웨이의 왕자 포틴브라스에게 넘어간다.

만약 햄릿이 연극 중간에 자리를 뜬 클로디어스의 행동을 “숙부가 아버지를 죽

였다”는 가설의 증거로 여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햄릿은 숙부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주장을 그렇게 빨리 수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숙부가 아버

지를 죽였다는 더 좋은 증거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시험을 준비하거나, 나아가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클로디어스에 대한 복수를 맹세하지 않았을 수도 있

다. 그러했다면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지도 모른

다. 덴마크의 왕위 역시 그가 계승했을 수 있다.

현실은 아니지만 햄릿의 이야기는 가설과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가 얼마나 중요

한지 잘 보여준다. 일상에서는 물론, 과학 연구에서도 증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상 한 가설을 지지하는 과학자는 그것을 지지하는 증거를 모으고, 그 가

설을 반대하는 과학자는 그것을 반박하는 증거를 모은다. 그러기에 많은 논문에

서 ‘가설에 대한 증거’가 등장한다. 이처럼 증거가 일상 생활은 물론 과학에서도

주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과연 무엇이 가설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만족할

만한 합의는 없었다. 이에 증거 및 입증 개념에 관한 선구적 연구를 수행한 헴펠

(Carl G. Hempel)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설을 시험하는 중에 얻은 경험적 자료가 (가설을) 입증하는(confirming) 성

격을 지니는지, 반입증(disconfirming)하는 성격을 지니는지에 대한 판단은

실제 과학의 연구에서는 어떠한 지체도 없이, 그리고 넓은 의견의 일치 속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입증과 반입증을 가리는 일반 기준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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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명시적 이론에 근거를 둔 것이라 말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상황

은 실제 과학연구에서 연역추론을 사용하는 방식과 비교할 만하다. 그 방식

역시 명시적으로 기술된 논리적 추론 체계를 거론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

나 타당한 연역추론의 기준을 형식논리학에서 제시할 수 있고, 또 제시해 온

것과는 달리, 입증과 반입증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일반 기준을 제시할 수 있

는 만족스러운 이론이 없는 듯하다. (Hempel 1965)

안타깝게도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증거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만족스

러운 이론이 없다는 헴펠의 진단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증거 개념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가설-연역법(Hypothetico-Deductivism), 

베이즈주의(Bayesianism), 최선 설명으로의 추론(Inference to the Best Explana-

tion)과 같은 다양한 이론이 제안되었고, 또한 유능한 철학자들이 해당 이론들의

개선에 매진해 온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 이론들이 실제 우리가 사

용하는 증거 개념을 온전하게 해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철학계 내에서도 의

견이 분분하다. 이에 나는 이 논문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증거 개념을 만족스럽게

규정하는 일반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순서에 따라 작업할 것

이다.

2장에서는 대표적 과학 방법론인 가설-연역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가

설-연역적 증거 개념은 가설에 의해 연역적으로 도출되는, 가설이 예측하는 사실

이 가설의 증거라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통상적인 과학 교과서에서도 쉽

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학적 방법에 잘 들어맞는 것처

럼 보인다. 특히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은 잘 정립된 연역 논리를 통해 증거적

유관성을 해명하기 때문에 과학적 탐구의 과정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나 잘 정립된 연역 논리를 활용한다는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의 장점은 동

시에 이론의 약점이 된다. 무관한 연언의 문제나 사이비 입증의 문제에서 드러나

듯 연역적 도출 관계는 잘 만족하지만 증거적 지지와 무관한 것을 들여올 수 있

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스(Ken Gemes)는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의 난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진일보한 수정된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을 제시한다. (Gemes 

1993; 1998) 이러한 김스의 시도는 가설-연역법의 몇몇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처

럼 보인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수정안 역시 증거 진술이 가설

에서 연역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다는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의 핵심 교리를 고수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문제를 답습한다.

이를테면 거짓일 것 같은 가설도 여전히 증거적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때문

에 서로 양립 불가능한 가설이 동일한 관찰 결과를 증거로 가지는 경우도 발생한

다. 이에 더해 가설로부터 관찰 진술이 연역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가설-연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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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이론은 가설과 증거가 맺을 수 있는 다양한 관계를 너무 쉽게 지나친다. 때

때로 관찰 진술에서 가설이 연역적으로 도출될 수도 있고, 가설과 증거 사이에

연역적 도출 관계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형식 논리에 의존하는 가설

-연역적 증거 이론은 동일한 논리적 형식을 갖춘 가설-관찰 쌍에 속하는 모든 가

설-관찰 쌍이 동일한 증거적 지지 관계 속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게 된다. 즉 내

용상 무관한 것들로 구성된 가설-관찰 쌍을 증거적 지지 관계에서 배제할 수 없

는 셈이다.

3장에서는 가장 주목받는 과학 방법론인 베이즈주의를 다룬다. 표준적인 베이

즈주의 증거 이론에 따르면, 어떤 자료에 의해 가설의 사후 확률이 가설의 사전

확률보다 더 높은 경우에 그러한 자료는 가설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이는 “긍정

적 유관성 기준”이라 부를 수 있다. 이 긍정적 유관성 기준은 증거에 의한 가설

의 지지를 확률 변화를 이용하여 해명함으로서 여러 이점을 가진다.

우선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과 비교하여,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은 가설이 어떤

사실을 연역적으로 함축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의 발견이 가설의 확률을 높인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왜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이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해

명한다. 또한 증거적 지지를 확률 연산을 이용하여 양적으로 해명하기 때문에 가

설이 함축하는 다양한 증거가 모두 동등하지는 않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 가

설에 의해 연역적으로 도출되는 사실 사이에서도 사후 확률과 사전 확률의 차이

로 표현가능한 입증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은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의 설득력 있는 사례를 자신의 사례로 포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 개념에 관한 더 세밀한 이해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했다고 말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은 가설-연역

적 증거 이론이 해결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문제들, 이를테면 무관한 연언의 문제

나 까마귀 역설의 문제를 통해 어느 정도 해명한다. 그리고 까마귀 역설과 같은

오래된 난제 역시 잘 정립된 확률 연산 규칙을 활용하여 해명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이 우리의 증거 개념을 적절히

해명하는 이론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우선 긍정적 유관성 기준은 가설의 확률 변

화에 집중하기 때문에 가설의 확률이 낮은 경우, 즉 참이 아닐 것 같은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 역

시 한 자료가 두 양립 불가능한 가설 모두의 증거가 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증거 개념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지 않다. 또한 오래된 증거의 문

제를 포함하여, 베이즈주의자들이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무관한 연언의 문제 및

유사한 변형 문제들은 확률적 유관성을 이용하여 증거적 유관성을 해명하기 어렵

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즉 확률 변화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증거적 지지를

해명하는 증거 이론이 요구된다.

4장에서는 최선 설명으로의 추론(IBE)을 다룬다. 립튼(Peter Lipton)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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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추론에는 기본적으로 설명적 고려가 배어 있다. (Lipton 2004) 우리는 어

떤 가설이 일련의 사실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 가설들과 대조했을 때

해당 사실에 대한 최선의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 그 가설을 수용한다. 여기서 최

선의 설명은 여러가지 설명적 덕목을 만족하여 우리에게 최고의 이해를 제공하는

설명을 뜻한다. 즉 어떤 사실이 특정 가설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된다면, 그 사실은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가 된다.

증거적 지지를 설명적 고려를 통해 이해함으로써 IBE는 다음과 같은 매력을

지닌다. 우선 IBE는 그것이 옳다면 그 자체로 우리의 귀납 추론에 관한 최선의

설명을 제공한다. 이를테면 경쟁하는 여러 가설 중 특정 가설을 채택하는 과정을

그 가설이 최선의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이라 해명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가정

법적 질문, “그 가설이 참이라면 어떻게 좋은 설명을 제공하는가?”에 답하는 과정

에서 가설과 관련된 추가 증거 탐색에 나설 수 있다. 이러한 탐색은 단순 귀납이

나 외삽으로 추동될 수 없다. 우리의 귀납 추론은 설명적 고려와 밀접하게 연결

된다. 이는 탐구 과정에 사실에 대한 설명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가 아닌 경우에

도 유효하다. 다음으로 IBE에서 강조하는 최선 설명은 과학자들이 널리 공유하

고 있는 이론적 우아함이나 단순성과 같은 덕목이 실제 추론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IBE는 또한 전통적인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의 문제를 회피할 수 있

다. 무관한 연언의 문제에 대해 IBE는 가설이 증거를 잘 설명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설명에 기여하지 않는 무관한 진술이 추가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처럼 IBE적 증거적 지지는 가설-연역적 증거적 지지보다 선택적인 성격을 지닌

다. 또한 IBE는 최선의 설명을 제공하는 가설이 참이거나 참에 가까울 것이라

주장하기 때문에 양립 불가능한 두 이론이 동일한 자료을 증거로 가지는 일을 막

는다. 이 점에서 IBE는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이나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과는 달

리 가설 선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IBE 역시 치명적 문제를 안고 있다. IBE에서는 최

선의 이해를 제공하는 설명, 즉 사랑스러운 설명 개념을 채택하는데, 이는 가설의

발견을 위한 추론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가설의 참을 보장

하는 증거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다. 다음으로 많은 IBE 이론가들

은 IBE가 베이즈주의와 잘 융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도나 사전 확률 결정

등에 설명적 고려가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명의 사랑스러움

에 대한 강조는 오히려 IBE와 베이즈주의를 잘 어울리지 못하게 만든다. 마지막

으로 IBE에서 설명적 고려는 가설에서 증거로 나아가는 일방향적인 것이다. 그

러나 실제 과학적 탐구에서 가설과 증거 사이의 관계는 일방향적이지 않다. 증거

적 지지와 연결되는 설명은 다양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 점이 반영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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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존 증거 이론을 한계점을 살핀 다음, 5장에서는 왜 기존의 증거 이론

이 실패하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지적한 문제가 왜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이 문제

들은 기존 증거 이론이 일상적 탐구 및 과학적 탐구에서 등장하는 증거의 핵심적

기능을 잘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타난다.

탐구의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탐구의 기둥이 되는 가설의 참/거짓

여부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가설의 참, 혹은 거짓을 가리키는 어떤 표지를 찾는다.

예를 들어 어떤 용액이 산인지 연기인지 궁금한 경우, 해당 용액에 메틸 오렌지

와 같은 지시약을 첨가할 수 있다. 이렇게 메틸 오렌지 용액을 첨가한 결과 용액

의 색이 붉게 변했다면,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그 용액이 산성 용

액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지시약의 첨가로 인한 용액의 색 변화는 해당 용

액이 산성 용액이라는 가설의 참을 지시하는 표지이다. 바로 이것이 증거의 핵심

기능으로 증거는 가설의 참을 가리키는 표지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기존의

증거 이론의 문제는 해당 증거 이론에서 규정된 증거가 표지 역할을 적절히 수행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6장에서는 애친슈타인(Peter Achinstein)의 증거 이론을 살펴볼 것이다. 애친슈

타인은 기존 증거 이론들을 비판함과 동시에 새로운 증거 이론을 제시한다. 그의

증거 이론에서 핵심 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어떤 사실 �가 가설 ℎ의 증거가

되려면 ℎ의 높은 확률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높은 확률 조건) 다른 하나는

그러한 �와 ℎ 사이에 설명적 연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명적 연결 조건). 

여기서 설명적 연결 조건은 i) ℎ가 �를 옳게 설명하거나 ii) �가 ℎ를 옳게 설명하

거나 iii) 다른 가설이 ℎ와 �를 모두 옳게 설명할 때 만족된다. 덧붙여 �가 참이

어야 하며, �가 ℎ를 함축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된다. 이 새로운 증거

이론의 핵심적인 두 축을 고려하면 애친슈타인의 증거 이론을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의 매력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과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과 같이 약한 증거 개념을 채택하는 이론에서는 하나의 증

거가 서로 양립 불가능한 가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에서는 높은 확률 조건을 요구하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둘,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은 �가 ℎ의 증거라고 할 때, �와 ℎ가 맺는 관계의 핵심을 설명

을 통해 해명함으로써 증거적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한다. 셋, 똑같이 설

명을 통해 증거적 관계를 해명하는 IBE와는 달리 강한 설명적 증거 개념은 ‘사랑

스러움’과 같은 맥락 의존적 개념에 호소하지 않는다. 덧붙여 일방향적인 설명을

가정하는 IBE와는 달리 실제 증거적 지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설명적 관

계를잘 보여줄 수 있다.

7장에서는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의 수정안을 제시할 것이다. 강한 설명적 증

거 이론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완하여야 할 점이 있다. 우선 나는 ‘이상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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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라고 부를 수 있는 선언 가설의 증거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이 문제는 �

가 가설 ℎ의 증거라고 했을 때, �가 ℎ ∨ ℎ′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묻는 것

이다. 이에 선언이 포함된 잠재적인 옳은 설명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거적 추론의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나 자료가 어떤 가설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애친슈타인

의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을 따르면 � = ℎ ∨ ℎ′라고 했을 때, 가설 ℎ′를 제거하는

어떤 증거가 또한 가설 �의 증거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보여줄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제거적 추론에 관한 규칙과 이러한

규칙을 왜 받아들여야 하는지 해명할 것이다.

이와 같은 수정안을 받아들인 강한 설명적 이론이 함축하는 바는 무엇인가? 나

는 수정된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이 헴펠의 적합성 조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

펴볼 것이다. 수정된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은 헴펠의 적합성 조건에 심각한 문

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과 관련하여 애친슈타인은 어떤 증거가 다른

증거에 비해 더 강한(혹은 더 좋은) 증거인지 판정할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물

론 이를 판정하는 완전무결한 기준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증거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은 필요하며, 여기서는 그와 관련한 간단한 스케치를 제공하고자

한다. 핵심은 평소에는 잘 구분하지 않는 강한 증거와 좋은 증거 개념을 분리하

고, 강한 증거는 옳은 설명과, 좋은 증거는 좋은 설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놓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이 완벽하지는 않으나 증거 개념에 관한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8장에서는 증거와 관련한 기존의 철학적 문제들을 다룬다. 우선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과 관련하여 몇몇 철학자들이 관심있게 다룬 사이비 입증의 문제를 어

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보인다. 사이비 입증의 문제는 ℎ가 �를 함축하고 �가 ℎ의

증거라면 무관한 자료 �′에 대해 � ∨ �′가 ℎ의 증거냐는 것이다. 이 문제는 선언을

포함한 설명에 대한 7장의 해결책을 응용하여 해결한다.

다음으로 증거에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로

나는 증거적 다양성을 일종의 인식적 보험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잠재적으로 좋은 증거이자 인식적 보험으로서의 증거적 다양성 개

념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현실의 연구 공동체가 다양한 배경 정보를 가진 집단으

로 나눌 수 있다는 점으로부터 공동체 상대적인 증거적 다양성 개념을 제시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증거와 관련된 오래된 역설인 까마귀 역설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

을 제시한다.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 하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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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입증될 수 있는지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찾을 것이다. 이미 애친슈타인이

까마귀 역설을 다루었으나 내가 보는 까마귀 역설의 문제 및 문제 해결 방식은

애친슈타인의 것과는 다르다.

9장에서는 최근의 과학적 논쟁을 간략히 살펴본다. 1980년에 K-T 멸종에 관한

소행성 충돌 가설이 등장한 이후, 관련된 많은 과학자들이 K-T 멸종의 원인에 대

하여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무엇이 가설의 증거이고, 가설의 증거가

아닌 지 판정하는 일이 논쟁의 핵심에 있었다. 나는 K-T 멸종 논쟁을 촉발한

1980년의 버클리 팀 논문을 출발점으로 하여 과학자들이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K-T 멸종 논쟁은 물리학자, 화

학자, 지질학자, 고생물학자 등의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이 참가한 논쟁으로 다

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이 증거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의 설득력

있음을 보일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논의가 성공적이라면 수정된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이 일상

적/과학적 탐구에서 사용하는 증거 개념을 해명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점에 동

의하게 될 것이다. 증거는 가설의 참을 가리키는 표지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렇기에 어떤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가 있다면, 그 가설이 참일 확률은 그 가설

이 거짓일 확률보다 높아야 한다. 또한 가설과 증거 사이에는 어떤 특별한 연결

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둘 사이에 옳은 설명적 연결이 있음으로 해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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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

2.1. 입증의 예측 기준과 나타나는 문제점들

2.1.1 예측과 증거

다음은 한 물리학 교과서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물리학 이론은 정확한 수치적인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론의 타당성

(validity)은 궁극적으로 예측이 실험을 통하여 검증되느냐에 달려있다. 이론

은 모든 실험적 시험(experimental tests)을 통과할 때만 그럴듯하다고 여겨

지고 받아들여진다. (Benson 1996: 4. 강조는 추가)

이 인용문은 가설로부터 도출된 예측이 시험을 통과할 때에만 그 가설을 받아들

일 수 있다는 방법론적 견해를 표현한다. 이에 따르면 어떤 관찰을 통해 사실과

일치한다고 밝혀진 예측은 그 예측의 토대인 가설의 증거가 되며, 사실과 일치하

지 않는다고 밝혀진 예측은 그러한 예측을 산출한 가설을 반대하는 증거가 된다. 

헴펠은 이를 ‘입증의 예측 기준(prediction criterion of confirmation)’이라고 칭하

고 다음과 같이 정식화한다.1 (Hempel 1965: 26-27)

입증의 예측 기준(가설-연역적 증거 기준): ℎ는 가설, �는 관찰 보고, 즉 관찰

문장들의 집합이라고 하자.

(a) �가 서로 배타적인 두 부분집합 ��과 ��로 나누어지고, ��는 공집합이 아

니며, ��의 문장들은 모두 ℎ와 결합하여 ��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는

있으나 ��만으로 도출될 수 없다면 �는 ℎ를 지지하는 증거이다.

(b) ℎ가 �와 논리적으로 모순이면, �는 ℎ를 반박하는 증거이다.

(c) �가 ℎ를 지지하지도 반박하지도 않는다면, �는 ℎ에 대해 중립적이다.

가설-연역적 방법으로 잘 알려진 이 기준은 가설의 관찰 귀결의 참/거짓이 가설

평가의 핵심이라는 생각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 기준을 그대로 따를 경우 나타나

는 문제는 만만치 않다. 우선 가설 ℎ에서 예측 ��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관

찰 보고 ��이 필요한데, 실제 과학적 탐구에서는 헴펠과 메릴(Gary H. Merrill)이

지적한 것처럼 예측을 산출하기 위해 관찰만으로 확립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닌 전

제가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Hempel 1965: 27-29; Merrill 1979: 101) 따라

서 가설-연역적 방법을 보다 넓은 과학적 탐구의 영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1 일관성을 위해 기호 및 표현을 일부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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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예측을 얻기 위한 전제에 보조 가설(auxiliary hypotheses) 및 초기

조건(initial conditions)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그런데 예측을 위한 연역적 도출

이 다양한 전제를 포함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전제가 거짓인 경우에도 우연

한 상호 보정 때문에 옳은 예측을 산출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관찰 결과가 가설의 예측과 일치한다면, 관찰 결과가 무조건적으로 가설의 증거

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측 산출에 기여한 보조 가설 및 초기 조건, 즉 배경

가정에 상대적으로 가설의 증거가 된다. 이제 가설-연역적 방법의 표준적인 증거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Glymour 1980a: 322)

수정된 가설-연역적 증거 기준: 오직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찰 자료 �는 배

경 가정 �에 상대적으로 가설 ℎ의 증거이다.

(a) �는 참이다.

(b) ℎ&�가 일관적이다.

(c) ℎ&�는 e를 함축한다.

(d) �는 e를 함축하지 않는다.

가설-연역적 방법은 그 이름 및 형식화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증거적 지지의 핵

심을 연역적 도출 관계로 놓는다. 이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다. 하나, 잘 정

립된 연역 원리를 통해 증거적 지지를 해명하기 때문에 과학적 탐구의 과정을 보

다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만들어 준다. 증거가 되는 관찰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

은 가설에서 연역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다. 둘, 증거에 관한 구조적 해명은 특정

가설이나 연구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 보편적인 증거 이론을 구축하는 데에 도움

을 준다. 셋, 가설-연역적 방법은 과학자들의 실제 실행과도 잘 들어맞는 것 같다.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은 가설에서 도출되는 관찰 문

장의 참이 경험적으로 확인되면 가설을 수용하고, 관찰 문장이 거짓으로 드러나

면 그 가설을 수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가설

-연역적 방법을 과학적 증거 개념을 적절하게 해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여길 수

없게 만드는 몇 가지 난점이 있다.

2.1.2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의 문제: 글리머의 비판

세부적인 정식화에 관계없이 가설-연역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하나, 

입증 혹은 시험의 대상은 주어진 가설이다. 둘, 가설 및 배경 가정에서 관찰가능

한 문장을 연역적으로 도출한다. 셋, 도출된 문장을 관찰 결과를 기술하는 문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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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다. (Nola & Sankey 2007: 170)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의 주요한 문제는 대

개 이러한 연역 의존성에서 나타난다. 글리머(Clark Glymour)는 수정된 가설-연

역적 증거 기준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러한 종류의 분석이 갖는 두드러진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 �는 �의

어떠한 귀결들도 절대로 입증하지 못한다. 둘, ℎ가 �에 상대적으로 �에 의해

입증된다면, ℎ&�와 일관적인 임의의 가설 ℎ�에 대해 ℎ&ℎ� 역시 �에 상대적

으로 �에 의해 입증된다. 셋, �가 참이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문장이 아니며, 

�가 ¬� ⊬ �인 임의의 일관적인 가설이라면, �는 참인 이론(즉 (� ⊃ �))에 상

대적으로 �에 의해 입증된다. (Glymour 1980a: 322. 일부 표현 수정)

글리머에 따르면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은 �와 �에 대해 ℎ가 �의 귀결이면 �가

절대로 �에 상대적으로 ℎ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상한 제약을 가한다. 이는 ℎ

가 �의 귀결이라면, (ℎ&�) ⊬ �이거나 � ⊢ �이기 때문에 나타난다.

글리머가 제기하는 두 번째 문제는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의 오랜 골칫거리인

무관한 연언의 문제(problem of irrelevant conjunction)이다.2 일단 �에 상대적으

로 �가 ℎ의 증거라 하자. 그렇다면 ℎ와 일관적인 임의의 ℎ�에 대하여 ℎ&ℎ�&� 역

시 �를 연역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즉 �가 ℎ의 증거라면, �는 ℎ를 함축하는

ℎ&ℎ�의 증거이기도 하다. 이는 헴펠이 ‘역귀결 조건(converse consequence condi-

tion)’이라 부른 것으로 이는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의 구조상 피할 수 없는 귀결

이다. 그러나 바로 이 역귀결 조건이 임의의 가설이 기존의 증거에 무임 승차하

는 일을 허용한다. 특히 다음의 ‘함축 조건(entailment condition)’과 ‘특수 귀결

조건(special consequence condition)’까지 받아들이면 문제는 더 악화된다.

함축 조건: 만약 �가 가설 ℎ를 논리적으로 함축한다면, �는 ℎ의 증거이다.

특수 귀결 조건: 만약 �가 가설 ℎ의 증거라면, �는 또한 ℎ의 모든 귀결의 증

거이다. (Hempel 1965: 31. 일부 표현 수정)

역귀결 조건과 위의 두 조건을 함께 수용하면 임의의 �가 모든 가설의 증거라는

파국적인 결론이 따라나온다. (Hempel 1965: 32; Nola & Sankey 2007: 181)

(1) 임의의 관찰 보고 �는 �를 함축하므로, 함축 조건에 따르면 �는 그 자신

의 증거이다.

(2) �와 일관적인 임의의 ℎ에 대해 ℎ&�는 �를 함축한다.

(3) 역귀결 조건 및 (1), (2)를 따르면 �는 ℎ&�의 증거이다.

                                                  
2 ‘부착 문제(tacking problem)’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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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ℎ&�는 ℎ를 함축한다.

(5) 특수 귀결 조건 및 (3), (4)를 따르면 �는 ℎ의 증거이다.

이는 수용할 수 없는 결론이다. 따라서 특수 귀결 조건과 역귀결 조건 중 적어도

하나는 버려야 한다. 이 때문에 헴펠은 특수 귀결 조건은 수용하나, 역귀결 조건

은 거부한다. (Hempel 1965: 31-33) 그러나 조인래의 지적처럼 이같은 선택은 (5)

와 같은 파국적 결과를 차단할 수는 있으나 과학 이론의 다층적 구조 속에서 나

타나는 증거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어렵다. (조인래 1999: 26)

글리머의 마지막 문제 역시 증거 진술이 가설에서 도출된다는 가설-연역적 증

거 이론의 핵심 교리로부터 따라 나온다.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은 다음과 같이

가설에 무관한 관찰 결과를 가설에 유관한 증거로 만들 수 있다.

(i) 화재와 지구의 모양

ℎ	= 정희가 창고에 불을 질렀다. ��

�	= 정희가 창고에 불을 질렀다면 지구는 둥글다. �� ⊃ ��

�	= 지구는 둥글다. ��

여기서 �는 “ℎ ⊃ � ”와 논리적으로 동치이다. 그리고 �가 참이기 때문에 조건문

“ℎ ⊃ �” 역시 참이다. 가설-연역적 증거 기준에 따르면 �에 상대적으로 �는 ℎ의

증거이다. 문제는 “정희가 창고에 불을 질렀다”는 가설과 지구는 둥글다는 관찰

사실이 증거적으로 유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2.2.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의 수정안과 한계

2.2.1 유관한 연역: 김스의 선택적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

연역 논증의 타당성은 논증을 구성하는 명제들의 내용이 아니라 그 형식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전제에 내용상 무관한 명제가 추가되어도 그 논증의 타당성이 무너

지지 않는다. 연역 논증의 바로 이러한 특징이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의 난제들

을 낳는다. 그러나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증거적 지지에 관한 가설-연역적 접근

을 고수하게 만드는 강력한 매력이 있다.

하나, 증거에 대한 연역적 접근은 이미 잘 정비된 형식 논리학을 경험 과학을

탐구하는 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둘, 증거적 지지에 대한 구조적 해명은

특정 주제나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 보편적인 증거 이론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든

다. 셋, 분명히 많은 과학자들이 가설과 다른 정보들을 조합하여 어떤 것들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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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한다. 가설-연역적 방법은 이러한 과학 활동에 잘 들어맞는 것처럼 보인다.

이같은 연역적 접근의 장점을 강조하는 이론가라면, 이러한 장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그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스의 시도는 살펴볼 만

한 가치가 있다. 김스는 가설의 ‘내용’과 가설의 ‘자연스러운 공리화(natural axi-

omatiza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글리머가 언급한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의 한계

를 극복하고자 한다. 그는 �가 여러 공리들로 구성된 이론 �의 특정 공리를 선택

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이론을 제안함으로써 글리머의 문제를 회피하고자 한다.

일단 그의 선택적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selective hypothetico-deductivism, 이하

S-H-D)은 다음과 같다. (Gemes 1993: 486; 1998: 10)

�(�)는 이론 �의 자연스러운 공리화이고 �가 �(�)의 공리라고 할 때, �는

다음과 같은 경우, 그리고 오직 그러한 경우에만 배경 가정 �에 상대적으로

이론 �의 공리 �를 가설-연역적으로 입증한다.3

(i) �와 �는 �&�의 내용 부분이다.

(ii) 다음을 만족하는 �의 자연스러운 공리화인 �(�)′는 존재하지 않는다.

(a) �(�)′의 공리들의 부분집합 �에 대해 �는 (�&�)의 내용 부분이다.

(b) �는 (�&�)의 내용 부분이 아니다.

“�가 �의 내용 부분(content part)이다”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와 �는 우연적(contingent)이고 � ⊢ �이다.

(b) �의 모든 유관한 모형(every relevant model)이 �의 유관한 모형으로 확

장될 수 있다.

김스는 유관한 모형이라는 개념을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

여기서 적형식(wffs) �에 유관한 모형이란 �에 유관한 각각의 원자 적형식의

모든 완전한 확장(every full extension)이 �의 모형(모형 � )이 되도록 원자

적형식에 진리치를 할당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 ’의 유관한 원자 적형

식은 ‘��’와 ‘��’이고 ‘��&��’의 유일한 유관한 모형은 ‘��’와 ‘��’ 모두에 다

른 것이 아닌 참을 할당하는 것이다. ‘�� ∨ ¬��’의 유일한 유관한 원자 적형식

                                                  
3 다음을 만족하는 경우, 오직 그러한 경우에만 �′는 �의 자연스러운 공리화이다.

(a) �′는 �와 논리적으로 동치인 적형식으로 구성된 유한 집합이다.

(b) �′의 모든 요소(공리)는 �′의 내용 부분이다.

(c) �′의 공리들의 어떠한 내용 부분도 �′의 나머지 공리들의 집합이 함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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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와 ‘��’이다. 그러나 ‘�� ∨ ¬��’의 유관한 모형은 ‘��’에 참을, ‘��’에 거

짓을 할당하는 것인데 이는 ‘��&��’의 유관한 모형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따

라서 ‘�� ∨ ¬��’는 ‘��&��’의 내용 부분이 아니다. 반면, ‘��’는 ‘��&��’의 내

용 부분인데, ‘��’에는 오직 하나의 유관한 모형만 있으며, ‘��’에 참을 할당하

면 그 모형은 ‘��&��’로 확장될 수 있다. (Gemes 1998: 9)

유관한 모형에 관한 김스의 논의는 양화사를 포함하는 적형식에 다음과 같이 적

용된다. 예를 들어 ‘(�)(��&��)’에 유관한 원자 적형식은 ‘��’, ‘��’, ‘�� ’, …	 이고

‘��’, ‘��’, ‘��’, …인데 ‘(�)(��&��)’의 유일한 유관한 모형은 이 원자 적형식들에

모두 참을 할당하는 것이다.	 여기서 ‘��’는 ‘(�)(��&��)’의 내용 부분인데,	 ‘��’의

유관한 모형이 ‘(�)(��&��)’의 유관한 모형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는 ‘(�)(��&��)’의 내용 부분이 아니다.	‘��’에 참을 할당하고 ‘��’,	‘��’,	‘��’,	

…에 거짓을 할당하는 것은 ‘(∃�)��’의 유관한 모형인데,	 이는 ‘(�)(��&��)’의 유

관한 모형으로 확장될 수 없다. (Gemes 1998: 9)

이제 김스의 S-H-D가 전통적인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는지 살펴보자. 우선 전통적인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에서는 �와 �에 대해 ℎ가

�의 귀결이라면 �가 절대로 �에 상대적으로 ℎ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제약을 가

한다. 이러한 제약이 가해지는 이유는 ℎ가 �의 귀결이라면, (ℎ&�) ⊬ �이거나

� ⊢ �이기 때문이다. 이 조건이 필요한 이유는 가설 ℎ가 �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S-H-D에는 �가 �를 함축하지 않는

다는 식의 조건이 없다. �의 도출에 ℎ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S-H-D에서 �는 �&�

의 내용 부분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의해 만족된다. (Gemes 1993: 487)

다음으로 S-H-D가 무관한 연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김스의 사례와 함

께 살펴보자. (Gemes 1993: 478-483)

�	= ��

�	= ��

� �1	= (�)(�� ⊃ ��)

�� �1�	= (�)(�� ⊃ ��)

�2�	= (�)(��)

�‡ �1‡	= (�)(��) ⊃ (�)(�� ⊃ ��)

�2‡	= (�)(��)

표준적인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에서 �는 �에 상대적으로 �의 증거일 뿐만 아니

라 ��의 증거이다. 그러나 ��에 포함된 �2�는 �와 무관한 공리다. 이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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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는 ��&�를 통해 �를 도출하는 데에 필요한 공리만의 증거라는 제약을 추

가할 수 있지만 �‡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약이 통하지 않는다. �‡의 두 공리는 모

두 e의 도출에 필요하며 따라서 추가된 제약을 반영하면 �는 �‡의 공리인 �2‡의

증거이다. 문제는 ��과 �‡가 논리적으로 동치라는 점이다.

김스의 S-H-D는 자연스러운 공리화를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의 공

리인 �1‡, ‘(�)(��) ⊃ (�)(�� ⊃ ��)’는 �‡, ‘(�)(��)&((�)(��) ⊃ (�)(�� ⊃ ��))’의 내

용 부분이 아니다.4 따라서 �‡는 �‡ 및 ��의 자연스러운 공리화가 아니다. 오직

��만이 �‡ 및 ��의 자연스러운 공리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는 �1�&�의 내용

부분이고 �2�는 �1�&�의 내용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S-H-D의 증거 정의에 따라

�는 ��의 공리 �2�의 증거가 아니며, �1�만을 선택적으로 입증한다.

S-H-D는 글리머의 세번째 문제 역시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다.

(i) 화재와 지구의 모양

� = 정희가 창고에 불을 질렀다면 지구는 둥글다. �� ⊃ ��

ℎ = 정희가 창고에 불을 질렀다. ��

� = 지구는 둥글다. ��

S-H-D에 따르면 � 는 ℎ&� 의 내용 부분이어야 한다. 일단 ‘ ��&(�� ⊃ ��) ’와

‘�� ⊃ �� ’는 우연적이고, ��&(�� ⊃ ��) ⊢ �� ⊃ ��이다. 그러나 ‘�� ⊃ �� ’의 모든 유

관한 모형이 ‘��&(�� ⊃ ��)’의 유관한 모형으로 확장될 수 없다. 일단 ‘�� ⊃ �� ’의

유관한 원자 적형식은 ‘ �� ’와 ‘ �� ’인데 ‘ �� ’에 거짓을, ‘ �� ’에 참을 할당하는

‘�� ⊃ ��’의 유관한 모형이 있다. 그런데 ‘��’에 거짓을 할당하기 때문에 이 모형은

‘��’에 무조건 참을 할당하여야 하는 ‘��&(�� ⊃ ��)’의 유관한 모형으로 확장될 수

없다. 따라서 �는 ℎ&�의 내용 부분이 아니고 �는 �에 상대적으로 h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이에 더해 S-H-D는 전통적인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에서 나타나는 문제인 사

이비 입증의 문제(the problem of pseudo confirmation)를 해결할 수 있다.

사이비 입증의 문제: �에 상대적으로 �가 ℎ의 가설-연역적 증거라면, 임의의 경

                                                  
4 (�)(��) ⊃ (�)(�� ⊃ ��)에 유관한 원자 적형식은 ‘��’, ‘��’, ‘��’, …,	 ‘��’, ‘��’, ‘��’, …, 그리고

‘��’, ‘��’, ‘��’, …이다. 여기서 ‘��’, ‘��’, ‘��’, … 및 ‘��’, ‘��’, ‘��’, …에 거짓을 할당하고 ‘��’, ‘��’, 

‘��’, …에 참을 할당하는 것은 (�)(��) ⊃ (�)(�� ⊃ ��)에 유관한 모형이 된다. 그런데 이 유관한

모형은 ‘��’, ‘��’, ‘��’, …에 오직 참을 할당하는 (�)(��)&((�)(��) ⊃ (�)(�� ⊃ ��))의 유관한 모

형으로 확장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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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적 진술 �′에 대해 � ∨ �′ 역시 ℎ의 가설-연역적 증거이다.5

다음 예는 왜 사이비 입증이 왜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 잘 보여준다

(ii) 까마귀의 색과 시드니 항만 대교

�	= 대상 �는 까마귀이다. ��

ℎ	= 모든 까마귀는 검다. (�)(�� ⊃ ��)

�	= 대상 �는 검다. ��

�′	= 시드니에는 항만 대교가 있다. ��

여기서는 ℎ&� ⊢ �이기 때문에 ℎ&� ⊢ � ∨ �′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가설-연역적 증

거 기준하에서 � ∨ �′는 �에 상대적으로 ℎ의 증거이다. 문제는 �′가 참이면 � ∨ �′

역시 참이기에 시드니 항만 대교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까마귀 가설이 참임을 가

설-연역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S-H-D는 이 점에서 전통적인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보다 우위에 있다. S-H-D

에서 �가 �에 상대적으로 ℎ의 증거라면, �는 ℎ&�의 내용 부분이다. 그런데

‘�� ∨ �� ’와 ‘ ��	&(�)(�� ⊃ ��) ’ 사이의 관계를 살펴 보면, ��	&(�)(�� ⊃ ��) ⊢

�� ∨ ��이지만 ‘�� ∨ �� ’의 유관한 모형, 즉 ‘�� ’에 거짓을 할당하고 ‘�� ’에 참을

할당하는 것은 ‘��	&(�)(�� ⊃ ��)’의 유관한 모형으로 확장될 수 없다. 왜냐하면,

후자의 유관한 모형에는 ‘�� ’에 무조건 참이 할당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S-H-D는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의 여러 까다로운 문제들을 잘 해결한다. 그렇다

면 S-H-D는 과학적, 일상적 증거 개념을 해명하기에 적절한가?

2.2.2 선택적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의 한계

다음의 예를 보자.

(iii) 한국인의 머리색

�	= 준표는 한국인이다. ��

ℎ	= 모든 한국인은 머리가 검다. (�)(�� ⊃ ��)

�	= 준표는 머리가 검다. ��

                                                  
5 이 문제는 그라임스(Thomas R. Grimes)와 슈르츠(Gerhard Schurz)도 언급한 바 있다.

Grimes 1990; Schurz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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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서 �는 전통적인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 및 S-H-D 모두에서 ℎ를 지지

하는 증거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인인 준표가 검은 머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모

든 한국인의 머리가 검다는 가설의 증거로 간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사례만으로는 모든 한국인의 머리색이 검음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S-H-D를

포함한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의 문제는 이처럼 단 하나의 관찰 사례를 보편 가

설이 참이라는 증거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S-H-D의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iv) 포유류이고 검은 개6

�	= 래시는 개다. ��

ℎ: �1	= 모든 개는 포유류이다. (�)(�� ⊃ ��)

�2	= 모든 포유류는 검다. (�)(�� ⊃ ��)

�	= 래시는 검다. ��

S-H-D에 따르면 �는 �에 상대적으로 ℎ의 공리 �1의 증거이다. 그러나 래시가

검다는 사실은 래시가 개라는 배경 가정에 비추어 보아도 모든 개는 포유류라는

가설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이처럼 S-H-D 역시 무관한 관찰 결과를 가설의 증거

로 간주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관찰 진술과 가설 사이에 다양한 논리적 관계가 나타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설에서 관찰 진술이 연역되어야 한다는 가설-연역

적 증거 이론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논리적 관계를 반영하지 못한

다.

(v) 금과 전도성

�	= 금으로 만든 것은 전기가 통한다. (�)(�� ⊃ ��)

ℎ	= 대상 �는 전기가 통한다. ��

�	= 대상 �는 금으로 만들었다. ��

분명히 �는 �하에서 ℎ의 증거이다. �가 금으로 만든 것이라면, 그것은 전기가 통

할 것이다.7 그러나 전통적인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 및 그 수정안인 S-H-D에서

�는 ℎ의 증거가 아니다. 왜냐하면 양 이론 모두 ℎ&� ⊢ �를 요구하는데 ‘�� ’는

‘��&(�)(�� ⊃ ��)’에서 연역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 ⊢ ℎ가

                                                  
6 박석정의 반례를 약간 변형한 것이다. 박석정 2015: 27-28.

7 물질의 전기전도율은 정도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에 대해 단순히 ‘전기가 통한다’, 혹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여기서는 ‘전기가 통한다’는 표현은 해당

물질의 전기전도율이 특정값 이상일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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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한다. 그러나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이 이러한 역방향의 연역을 고려하지 않

는다. 이 점에서 S-H-D를 포함한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은 다양한 방식의 증거적

지지를 잘 해명하지 못한다.

이에 더해 사례 (v)를 조금만 변형하면, 김스가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사

이비 입증의 문제 역시 S-H-D 내에서 해결되지 않음이 드러난다.

(vi) 약의 복용과 증상 완화

ℎ	= 아영의 증상 �가 완화되었다. ��

�	= 약 � 또는 �를 복용하면 증상 �가 완화된다. (�)((�� ∨ ��) ⊃ ��)

�	= 아영은 약 �를 복용했다. ��

�′	= 아영은 약 �를 복용했다. ��

분명히 아영이 �	또는 �를 복용했다(� ∨ �′)는 사실은 �에 상대적으로 그의 증상

�가 완화될 것이라는 가설의 증거다. 그러나 S-H-D 내에서는 � ∨ �′가 ℎ&�로부터

연역되지 않으므로 � ∨ �′는 ℎ&�의 내용 부분이 아니고, 따라서 � ∨ �′는 ℎ의 증거

가 아니다.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에는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2.3. 연역 논리의 근본적 한계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에서 증거를 기술하는 문장 �는 가설 ℎ와 배경 가정 �에서

연역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준표의 머리가 검다고 하자. “모든 한국인

의 머리가 검다”는 가설과 준표가 한국인이라는 배경 가정 하에서 준표의 머리가

검다는 예측이 도출되기 때문에 준표의 머리가 검다는 사실은 “모든 한국인의 머

리가 검다”는 가설의 증거가 된다. 문제는 다른 한국인의 머리색에 관한 다른 정

보가 없어도, 준표의 머리색과 같은 단 하나의 관찰 사례가 가설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러한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는 것 같

지는 않다.

왜 우리가 단 하나의 관찰 사례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가? 우리가 탐구의 과

정에서 증거를 찾는 이유는 가설의 참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이 증

거에서 원하는 것은 가설을 수용하거나 선택할 좋은 이유다. 그런데 가설에서 연

역가능한 특정 관찰보고가 참이라고 해도 그것은 가설을 선택하고 수용할 이유를

제공할 수 없다. 준표의 머리색을 확인해도 모든 한국인의 머리색이 검은색일 가

능성은 매우 낮다. 가설이 참일 가능성보다 거짓일 가능성이 더 높다면, 그러한

가설을 수용하거나 선택할 이유는 없다. 가설-연역적 증거는 과학자들이 원하는

증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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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연역적 증거의 이러한 성격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것은 동일한

관찰자료가 서로 양립 불가능한 가설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철수가 살인 사건의 범인이다”와 “철수가 살인 사건의 범인이 아니다”라는 두 양

립 불가능한 가설을 고려해 보자. 적당한 배경 가정을 설정하면 두 가설 모두 철

수가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 주장했다는 사실을 가설-연역적 증거로 가진다. 즉

철수의 무죄 주장은 철수가 범인이라는 증거도 되고 철수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

거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통상 우리는 철수의 무죄 주장을 참고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두 가설 모두의 증거라고 여기지 않는다. 서로 양립 불가능

한 가설을 모두 지지한다는 것은 그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하다.

이는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이 가설과 관찰 사실 진술 사이의 연역적 도출에만

관심을 갖기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가 ℎ의 증거라는 것은 �가 ℎ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음을 뜻한다.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은 이를 연역적 도출 관계로 해명한다. 그러나 연역적 도출 관계는 가

설의 내용과는 무관한 형식적 관계이다. 따라서 동일한 논리적 형식을 갖춘 가설

과 자료 쌍이 있으면, 그 가설-자료 쌍에 속하는 모든 가설과 자료들은 그것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건 동일한 증거적 지지 관계를 가진다. 이를테면 금의 표

본 관찰과 금의 성질에 관한 가설 사이의 증거적 지지와 사람의 표본 관찰과 사

람의 성질에 대한 가설 사이의 증거적 지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은 그 차이를 잘 드러내지 못한다. 이에 대해 배경 가

정을 직접적으로 유관한 한 두 문장에 한정 짓지 않고, 그와 관련된 배경 가정

집합을 확장하려 시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 참인 경우, ‘� ⊃ �’와 같은 형식을 가진 명제들 중 순전히 형식 논리

에 호소하여 �에 유관한 명제와 무관한 명제를 선택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8 가

설-연역적 증거 이론이 형식 논리에 의존하는 한 정말로 유관한 명제와 그렇지

않은 명제를 구분하는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없으며, 이는 가설-연역적 증거 이

론의 태생적 약점으로 작용한다.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은 가설이 예측한 자료가 가설의 증거라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이미 2.2절에서 살핀 바와 같이 가설에서 연역되지 않는 자료

들 역시 가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가설만 증거를 ―연역적으로―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 역시 가설을 예측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가설-연역적 증거 이

론에서 나타나는 가설과 증거 사이의 관계는 극단적으로 비대칭적이며 증거적 지

                                                  
8 “땅이 젖었다”는 참인 관찰보고 �에 대해 “지구가 둥글다”는 가설 ℎ와 “비가 내렸다”는 가설

ℎ′를 대조해 보자. 이 경우, 배경 가정 “ℎ ⊃ �” 및 “ℎ� ⊃ �”는 모두 참이며, �는 ℎ 및 ℎ′와 가설-

연역적으로 유관하다. 그러나 분명히 조건문 “ℎ ⊃ �”는 �와 증거적으로 무관하지만, “ℎ� ⊃ �”는

증거적으로 유관하다. 이 차이는 단순히 형식적 구조를 분석하는 것 만으로는 드러내기 어렵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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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관계의 한쪽 측면에만 주목하는 한계점이 분명한 이론이라 할 수 있겠다.

3장 긍정적 유관성 기준: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은 연역 논리에 과도하게 의존할 뿐만 아니라, 증거와 가

설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증거적 지지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문제

를 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역 논리보다 더 유연한 다른 도구를 이

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도구의 후보로 가장 유력한 것이 바로 확률

공리 및 그 연산 규칙이다. 이 장에서는 확률 및 그 연산규칙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과학 방법론인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을 살펴볼 것이다.

3.1. 긍정적 유관성 기준과 그 위력

3.1.1. 베이즈 정리와 베이즈주의 증거 정의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제를 따르는 방법론을 베이즈주의, 더 정확히

말해 주관적 베이즈주의로 분류한다. (이영의 2015: 4)

확률 정의: 확률은 합리적 믿음의 정도이다.

정합성 조건: 합리적 믿음의 정도는 확률 계산법을 따른다.

물론 모든 베이즈주의자가 확률을 믿음의 정도로 정의하지는 않으나, 편의상 논

의를 이 주관적 베이즈주의에 한정하자. 그리고 확률 공리와 확률 연산 규칙을

이용하면 ‘베이즈 정리(Bayes’s Theorm)’라 부르는 다음의 정리를 얻는다.9

(BT1)										�(ℎ|�&�) =
�(ℎ|�) × �(�|ℎ&�)

�(�|�)

이렇게 도출된 베이즈 정리 자체는 확률 공리 및 확률 연산 규칙에 따라 연역적

으로 도출된다. 중요한 점은 이 확률 정리에 부여하는 해석이다. (BT1)에서 ℎ는

탐구의 대상이 되는 가설, �는 새롭게 획득한 자료, �는 배경 지식을 뜻한다. 다

음으로 �(ℎ|�)는 ℎ의 사전 확률(prior probability)로 �를 얻기 전, �에 비추어 ℎ

가 참일 확률을 나타낸다. 확률 �(�|ℎ&�)는 �와 ℎ의 참이 주어졌을 경우에 �를

획득할 우도(가능도, likelihood)이다. 분모의 �(�|�)는 �의 기대도(expectedness)로,

ℎ의 참/거짓과 관계없이 �에 비추어 �를 획득할 확률이다. 마지막으로 �(ℎ|�&�)

                                                  
9 확률 공리 및 확률 연산에 관한 규칙으로부터 베이즈 정리를 도출하는 과정은 다음을 참고

할 것. Earman & Salmon 1992: 67-69; Nola & Sankey 2007: 188-195; 이영의 2015: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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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ℎ의 사후 확률(posterior probability)로 새롭게 획득한 �를 반영하였을 때, ℎ가

참일 확률을 뜻한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자료에 의해 가설의 확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베이즈 정리는 몇 가지 다른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 우선 (BT1)의 �(�|�)에

확률 총합 규칙을 적용하면 다음을 얻는다.10

(BT2)										�(ℎ|�&�) =
�(ℎ|�) × �(�|ℎ&�)

�(ℎ|�) × �(�|ℎ&�) + �(¬ℎ|�) × �(�|¬ℎ&�)

(BT2)에서는 증거의 기대도를 두 대립 가설인 가설 ℎ와 그것의 부정인 ¬ℎ에

의거하여 산출한다.11 더 나아가 (BT2)는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BT3)										�(ℎ|�&�) =
�(ℎ|�)

�(ℎ|�) + �(¬ℎ|�) ×
�(�|¬ℎ&�)
�(�|ℎ&�)

귀납 추론의 관점에서 (BT3) 은 베이즈 정리의 본질적 측면을 보여준다.

�(¬ℎ|�) = 1 − �(ℎ|�)이므로, 가설 ℎ의 사후 확률은 사전 확률 �(ℎ|�)와 우도비

�(�|¬ℎ&�)/�(�|ℎ&�)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따라서 일정한 사전 확률이 주어졌을

때, 우도비가 낮을수록 사후 확률은 높은 값을 가진다. (이영의 2015: 50)

베이즈 정리는 새롭게 획득한 자료 �를 기준으로 가설 ℎ의 사전 확률 �(ℎ|�)와

사후 확률 �(ℎ|�&�)를 대조하게 해 준다. 두 확률을 대조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관계는 세 가지다. 하나, 사후 확률이 사전 확률보다 높다. 즉 새롭게 획득

한 자료가 가설이 참일 확률을 높인다. 둘, 사후 확률이 사전 확률보다 낮다. 즉

새롭게 획득한 자료가 가설이 참일 확률을 낮춘다. 셋, 사후 확률과 사전 확률 사

이에 차이가 없다. 즉 자료는 가설이 참일 확률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이를 바탕으로 표준적 베이즈주의자는 특정 자료와 가설 사이에 나타나는 증거

적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0 확률 총합 규칙: �(�|�) = �(�|�) × �(�|�&�) + �(¬�|�) × �(�|�&¬�).

11 위의 (BT2)를 단 두 개의 대립 가설만이 아닌 다수의 가설에 적용할 수 있다. 집합 {ℎ�}가

구성 원소들이 서로 양립 불가능하고 소진적인(exhaustive) 가설들의 집합이라고 하면 다음을

얻는다.

(BT2′)										�(ℎ�|�&�) =
�(ℎ�|�) × �(�|ℎ�&�)

∑ ��ℎ���� × �(�|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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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즈적 증거12

(a) �하에서 �는 ℎ를 지지하는 증거이다: �(ℎ|�&�) > �(ℎ|�).

(b) �하에서 �는 ℎ를 반대하는 증거이다: �(ℎ|�&�) < �(ℎ|�).

(c) �하에서 �는 ℎ에 중립적이다: �(ℎ|�&�) = �(ℎ|�).

제시한 정의는 자료 �가 추가되어 가설 ℎ의 확률 다시 말해 행위자의 합리적 믿

음의 정도가 증가하는, 오직 그러한 경우에만 �를 ℎ의 증거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유관성 기준(positive relevance criterion)이라 부를 수 있다.

이에 더해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은 확률을 이용하여 증거의 질적 기준만을 제

시하는 것이 아니라 양적 기준도 함께 제시한다.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에서 증거

는 가설에 대한 합리적 믿음의 정도를 증가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하에

서 자료 �가 가설 ℎ를 입증하는 정도(degree of confirmation, 증거적 지지의 정도

degree of evidential support) �(ℎ, �)는 다음과 같다. (Carnap 1962: xvi)

�(ℎ, �) = �(ℎ|�&�) − �(ℎ|�)13

이는 증거적 지지의 정도를 �를 얻었을 때, ℎ에 대한 합리적 믿음의 정도가 이전

에 비해 증가한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가설 ℎ에 대해, �(ℎ, ��) > 0이

고 �(ℎ, ��) > 0을 만족하는 임의의 ��과 ��에 대해 �(ℎ, ��) > �(ℎ, ��)이 성립하면, 

오직 그러한 경우에만 ��은 ��보다 ℎ를 더 강하게 지지한다. 이 정의는 한 자료

가 서로 다른 두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를 비교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를테

면 �(ℎ�, �) > �(ℎ�, �)이 성립하면, 특정 자료 �가 가설 ℎ�을 지지하는 정도는 ℎ�를

지지하는 정도보다 더 크다.

3.1.2. 긍정적 유관성 기준의 강점

                                                  
12 이 논문에서는 “�가 ℎ를 입증(반입증)한다”와 “�가 ℎ를 지지하는(반대하는) 증거이다”가 동일

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상정한다.

13 입증도에 대한 이러한 정의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척도를 비롯하여 매우

다양한 입증도 정의가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이 거의 대부분 �(ℎ|�&�) − �(ℎ|�) > 0

을 함축한다는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ℎ|�&�) − �(ℎ|�)를 입증도의 정의로 사용할 것이다.

Nola & Sankey 2007: 201; 여영서 2011; 전영삼 2012; 이영의 2015: 263.

비율 척도: ��(ℎ, �) = �(ℎ|�&�)/�(ℎ|�)

로그비율 측정: ���(ℎ, �) = log	[�(ℎ|�&�)/�(ℎ|�)]

우도 차이 측정: ���(ℎ, �) = �(�|ℎ&�) − �(�|¬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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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의 긍정적 유관성 기준은 매우 강력하여 과학적 추론에 관

한 우리 직관의 상당 부분을 잘 포착한다. 많은 과학적, 일상적 추론에서 가설의

증거는 가설을 믿는 정도, 즉 확률을 증가시킨다. 우리가 가설의 증거를 찾는 이

유가 가설에 대한 더 강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라면, 긍정적 유관성 기준은 이를

잘 반영한다.

긍정적 유관성 기준은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의 설득력 있는 부분을 보존한다.

ℎ&�가 일관적이고, �가 �를 함축하지는 않으나 ℎ&�가 �를 함축하는 경우를 보자.

이 경우 �가 참이면 �는 ℎ의 가설-연역적 증거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해명할 수

있다. 우선 �가 ℎ와 �를 함축하지 않고, 그와 일관적이면 0 < �(ℎ|�) < 1이고

0 < �(�|�) < 1이다. 그런데 ℎ&�가 �를 함축하므로 �(�|ℎ&�) = 1이다. �(�|ℎ&�) =

1을 (BT1)에 대입하면 다음을 얻는다.

�(ℎ|�&�)

�(ℎ|�)
=

1

�(�|�)

여기서 0 < �(�|�) < 1이므로 �(ℎ|�&�) > �(ℎ|�)가 성립한다. 즉 �가 ℎ에서 연역적

으로 도출되고 또한 �가 참이라면, �를 획득한 이후의 ℎ의 확률은 �를 획득하기

전의 ℎ의 확률보다 항상 크다. 이처럼 긍정적 유관성 기준을 이용하여 가설-연역

적 방법이 왜 설득력이 있는지 해명한다.

다음으로 긍정적 유관성 기준은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의 대표적 난제인 무관

한 연언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 호손(James Hawthorne)과 피텔슨(Branden 

Fitelson)은 이를 다음과 같이 보인다. (Hawthorne & Fitelson 2004: 509, 512-513)

우선 ℎ′가 �와 무관한 가설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ℎ가 참일 때 �를 얻을 확률과

ℎ&ℎ′가 참일 때 �를 얻을 확률은 아래와 같이 동일할 것이다.

�(�|ℎ&�) = �(�|ℎ&ℎ�&�)

이를 이용하면 ℎ&ℎ′의 사후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ℎ&ℎ�|�&�) = �(ℎ&ℎ�|�) ×
�(�|ℎ&ℎ�&�)

�(�|�)

= �(ℎ&ℎ�|�) ×
�(�|ℎ&�)

�(�|�)

= �(ℎ′|ℎ&�) × �(ℎ|�) ×
�(�|ℎ&�)

�(�|�)

= �(ℎ�|ℎ&�) × �(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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ℎ�가 동어반복적 명제가 아니고 ℎ가 ℎ�를 함축하지 않는다면, �(ℎ�|ℎ&�) < 1이다.

이를 바탕으로 두 입증도 �(ℎ&ℎ�, �)와 �(ℎ, �)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ℎ, �) − �(ℎ&ℎ�, �) = (�(ℎ|�&�) − �(ℎ|�)) − (�(ℎ&ℎ�|�&�) − �(ℎ|�))

= �(ℎ|�&�) − �(ℎ&ℎ�|�&�)

= �(ℎ|�&�) − �(ℎ�|ℎ&�) × �(ℎ|�&�)

= �(ℎ|�&�) × (1 − �(ℎ�|ℎ&�))

> 0 [∵ �(ℎ�|ℎ&�) < 1]

즉 �가 ℎ를 입증하는 정도는 �가 ℎ&ℎ′를 입증하는 정도보다 더 크다. 물론 긍정

적 유관성 기준에서도 �가 ℎ의 증거라면, �는 그와 무관한 가설 ℎ′를 연언지로

갖는 가설 ℎ&ℎ′의 증거이다. 그러나 긍정적 유관성 기준은 가설-연역적 기준과는

달리 무관한 가설을 포함하는 가설과 그렇지 않은 가설 사이에 입증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임으로써, 무관한 연언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다.

긍정적 유관성 기준은 또한 오래된 난제인 까마귀 역설을 해명하는 데에도 나

름의 위력을 발휘한다.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은 까마귀 역설에 대해 두 다른 대

답을 내어놓을 수 있다. 첫 번째 대답은 헴펠과 마찬가지로 까마귀도 아니고 검

지도 않은 것(예. 빨간 구두)이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가설을 입증한다는 것이

다. 다만 그 입증의 정도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해당 사례

를 까마귀 가설의 증거로 여기지 않는다. 어떻게 이러한 주장이 가능한지 맥키

(John L. Mackie)의 논의를 살펴보자. (Mackie 1963)

우선 까마귀 가설은 세계 속의 대상들을 다음의 네 종류로 분할한다.

까마귀 가설과 가능한 자료들

ℎ	= 모든 까마귀는 검다. (�)(�� ⊃ ��)

��	= 까마귀이고 검은 것 ��&��

��	= 까마귀이고 검지 않은 것 ��&¬��

��	= 까마귀가 아니고 검은 것 ¬��&��

��	= 까마귀가 아니고 검지도 않은 것 ¬��&¬��

배경 정보 �에 따르면 까마귀의 비율은 � , 검은 것의 비율은 �라고 하자. 이에

기초하면 ��, ��, ��, ��의 확률은 그림 1의 왼쪽처럼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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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까마귀 가설에 의한 세계 분할

까마귀 가설이 참이면, 세계 분할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변한다. 이제 이 새로

운 값을 적용하면 다음을 얻는다.

�(ℎ|��&�) = �(ℎ|�) ×
�(��|ℎ&�)

�(��|�)

�(��|�) = (1 − �)(1 − �)이고, �(��|ℎ&�) = 1 − �이므로 다음을 얻는다.

�(ℎ|��&�) = �(ℎ|�) ×
1 − �

(1 − �)(1 − �)
= �(ℎ|�) ×

1

1 − �

여기서 0 < � < 1이기 때문에 �(ℎ|��&�) > �(ℎ|�)이 성립한다. 즉 검지도 않고 까

마귀도 아닌 것(��)은 까마귀 가설의 증거이다. 그러나 우리의 배경 지식에 따르

면 세계의 수많은 대상 중 까마귀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적기 때문에 � ≈ 0이

다. 그렇기에 ��가 ℎ를 입증하는 정도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극히 미미하다.

반면 검은 까마귀는 조금 다른 결과를 산출한다.

�(ℎ|��&�) = �(ℎ|�) ×
�(��|ℎ&�)

�(��|�)
= �(ℎ|�) ×

�

��
= �(ℎ|�) ×

1

�

여기서 0 < � < 1이기 때문에 �(ℎ|��&�) > �(ℎ|�)이 성립한다. 그러나 세계 속 대

상 중 검은 것의 비율은 까마귀의 비율에 비해 매우 높다. 따라서 �(ℎ|��&�)과

�(ℎ|�)의 차이는 유의미하며, 이것이 검은 까마귀의 관찰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

단하도록 만든다.14

                                                  
14 맥키의 분석은 ℎ의 참이 까마귀 및 검은 것의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뿐

만 아니라 관찰 순서, 이를테면 까마귀 중에서 검은 것을 관찰하는 것과 검은 것 중에서 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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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이 까마귀 역설에 제공하는 두 번째 대답은 까마귀 역설

을 산출하는 다음의 두 기준 중, 니코 기준을 거부하는 것이다.

니코 기준: 보편조건문 형태의 가설에 대해 전건 및 후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은 가설의 증거이다. 반면 전건을 만족하나 후건은 만족하지 않는 대상

은 가설을 부정하는 증거이다.

동치 조건: 동치인 두 가설 중 하나를 지지하는(혹은 부정하는) 증거는 다른

하나의 가설도 지지(또는 부정)한다

�와 �가 논리적으로 동치이면, �(�|�) = �(�|�)가 성립한다는 동치 원리 때문에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가들은 동치 조건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의 예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니코 기준은 거부할 수 있다. 15

ℎ�	= 모든 메뚜기는 서울 외의 지역에 있다.

��	= 오늘 본 메뚜기는 서울시 경계 밖 1m에 있었다.

ℎ�	= 모든 백상아리의 몸 길이는 15m 이하이다.

��	= 어제 잡힌 백상아리의 몸 길이는 14.95m였다.

ℎ� , ℎ�에 대해 �� ,	��는 각각 니코 기준을 만족하나 우리는 통상 �� ,	��를 ℎ� , ℎ�
각각의 증거로 여기지 않는다. 지리 정보 및 메뚜기의 생태 정보에 근거했을 때, 

서울시 경계에 메뚜기가 산다면 다른 메뚜기들도 서울시에 살 가능성이 있다. 혹

은 그 메뚜기가 서울시에 살다가 일시적으로 시 경계선을 넘은 메뚜기거나 서울

시 경계에 있던 그 메뚜기가 시 경계선을 넘어 서울시로 갈 수도 있다. 마찬가지

로 생물학적 정보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어제 잡힌 백상아리의 몸 길이가

14.95m였다면, 15m가 넘는 백상아리가 있을 법할 확률은 이전보다 증가한다. 즉

�� 과 �� 는 ℎ� , ℎ� 의 참을 더 의심스럽게 만든다. 따라서 이 두 사례에서는

�(ℎ�|��&�) ≤ �(ℎ�|�)이고 �(ℎ�|��&�) ≤ �(ℎ�|�)이다.

이러한 대답은 표준적인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과 대조했을 때, 베이즈주의 증

거 이론의 상대적 우위를 보여준다. 표준적인 가설-연역적 이론에서는 ℎ가 �와

결합하여 연역적으로 도출한 �에 대해, �를 참으로 만드는 사실은 모두 ℎ의 증거

                                                                                                                                         
귀를 관찰하는 것 사이의 차이도 고려하지 않는다. 호위치(Paul Horwich)는 이같은 가정은 수

용하기 어려우며, ℎ의 참과 관찰 순서 등을 고려하여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호위치의 분

석에 따르면 임의의 대상에 대해서 그것이 검지 않은 것임을 먼저 확인하고 까마귀가 아님을

확인한다면, 가설의 조건부 확률이 증가하므로 까마귀 가설이 입증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입증의 정도는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미미하다. Horwich 1982: 57-61.

15 스윈번(Richard G. Swinburne)이 제시한 예를 참고했다. Swinburne 1971: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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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따라서 어제 잡힌 백상아리의 몸 길이는 14.95m였다는 사실은 “모든 백

상아리의 몸 길이는 15m 이하이다”라는 가설의 증거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증거로 여기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점에서 베이즈주의는 우리의 증거적 직관을

잘 반영한다.

이처럼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은 기존의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의 강점을 그대

로 지님과 동시에 그것이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은 보다 진일보한 증거 이론이다. 그러나 베이즈주

의 증거 이론이 과학적, 일상적 탐구에서 등장하는 증거 개념을 진정으로 잘 해

명하는지는 더 상세히 따져봐야한다.

3.2. 오래된 증거의 문제

3.2.1. 글리머의 문제 제기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에 따르면 새로이 획득한 자료에 의해 가설의 확률이 증가

하는 경우 오직 그러한 경우에만 그 자료는 가설의 증거이다. 이에 대해 글리머

는 과학자들이 이미 오래 전에 확립되어 잘 알려진 자료를 가설의 증거로 채택하

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며,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이 과학적 탐구의 실제 과정을

잘 해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Glymour 1980: 85-93)

‘오래된 증거의 문제(problem of old evidence)’라고 부르는 이 문제의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코페르니쿠스는 수천년 전부터 알려진 관찰 자료들을 이용하여 자신

의 천문학 이론을 옹호했다. 뉴튼은 <<프린키피아>>를 출판하기 전에 확립된 케플

러의 법칙들을 이용하여 보편중력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옹호했다. 아인슈타인

역시 반세기 전에 획득한 수성의 근일점 관측 자료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통

해 자신의 중력장 방정식을 옹호했다. 즉 오래된 자료가 새로운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였던 것이다. 이는 과학 탐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베이즈주

의 증거 이론에서는 오래된 자료는 새로운 가설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가설이 등장하기 전에 확립된 오래된 자료의 기대도는 �(�|�) = 1이기 때문이다. 

만약 가설이 이러한 자료들을 결정론적으로 예측한다면, ℎ가 주어졌을 때의 �의

우도는 �(�|ℎ&�) = 1이다. 이제 베이즈 정리를 이용하여 가설의 사후 확률을 계

산하면 다음을 얻는다.

	�(ℎ|�&�) = �(ℎ|�) ×
�(�|ℎ&�)

�(�|�)
= �(ℎ|�) ×

1

1
= �(ℎ|�)

∴ 	�(ℎ, �) = �(ℎ|�&�) − �(ℎ|�) = 0

이처럼 가설의 확률 변화가 없기 때문에,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 내에서 오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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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새로운 가설의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실제 과학적 탐구 사례에 비추

어 보았을 때, 이는 매우 불합리한 결론이다. (Glymour 1980: 85-86)

오래된 증거의 문제에서 글리머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코페르니쿠스,

뉴튼, 아인슈타인의 예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과학자들은 잘 확립된, 기대도가

1인 자료를 새로운 가설의 증거로 이용한다. 그러나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 내에

서는 기대도가 1인 자료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이처럼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은

과학사에서 나타나는 모범적 연구 사례들과 충돌한다. 따라서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은 과학적 증거 개념을 올바로 해명하는 이론이 될 수 없다.

3.2.2. 제안된 해결책과 그 한계

글리머의 비판에 대항하여 베이즈주의자들이 제시할 수 있는 첫 번째 답변은

�(�|�) = 1의 부정이다. 반 프라센이 지적처럼 오래 전부터 관찰되어 확립된 자료

라 하더라도 그것이 논리적, 수학적 참이 아닌 이상 확률 1을 부여할 수는 없다.

(van Fraassen 1988: 154) 즉 �가 경험적 자료라면 �(�|�) < 1이다. 이에 동의한다

면 �를 함축하는 결정론적 가설에 대해 �(ℎ, �) > 0을 얻기 때문에 긍정적 유관성

기준에 따라, �는 ℎ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오래된 증거의 위협에서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을 진정으로 구원하

지 못한다. 여영서는 이러한 전략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과학자들은 방법론적으로라도 이미 알려진 증거(자료)에 대해서 확률값 1을

부여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다. 따라서 확률값 1을 수학적 명제에나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남겨두려는 접근방식은 베이즈주의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론으로 만들려는 태도가 아니라 그 이론 체계의 완전성에만 관심이

있는 태도이다. 이와 같이 반 프라센의 전략이 베이즈주의를 하나의 이상주

의적인 이론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글리머가 지적하듯이 논점을 벗어난 답변

이다. 왜냐하면 베이즈주의를 이상주의적인 이론으로 만든다면, 과학사의 사

례 자체에 아무런 관심을 줄 필요가 없게 되고, 오래된 증거의 문제가 근본

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영서 2003: 149-150. 괄호는 추가)

이 비판의 핵심은 실제 과학자들은 오래된 자료에 대해 �(�|�) = 1를 부여함과

동시에 오래된 자료를 가설의 증거로 여긴다는 것이다.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이

탁상공론이 아니라 실제 과학 활동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법론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증거적 지지가 나타나는지 잘 해명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관점에서 �(�|�) = 1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

해당 전략의 또 다른 문제는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이 증거에 관한 질적 해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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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해명 모두를 제공하는 이론이라는 것에서 나타난다. 일단 �(�|�) < 1를 수용

해도 오래된 자료는 그것들이 잘 확립되었다는 점에서 거의 1의 기대도를 가진다.

이 경우에는 가설에 대한 �의 증거적 지지도는 극히 미미할 것이다. 따라서 과학

자들은 오래된 자료 �를 ℎ와 실질적으로 무관한 매우 약한 증거라고 간주할 것

이다. 그런데 일반 상대성 이론과 수성의 근일점 이동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

는 것처럼 과학자들은 오래된 자료를 가설의 강한 증거로 여긴다. 이처럼 오래된

증거에 대해 과학자들이 평가하는 증거적 지지도와 계산된 증거적 지지도 사이에

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Earman 1992: 121; 여영서 2003: 150)

오래된 증거의 문제에 대한 다른 해결책은, 인간이 논리적으로 전지적이지 않

다는 점에 주목한다. 가설 ℎ가 �를 연역적으로 도출할 수 있으나, 때때로 우리는

ℎ가 �를 도출하는지 모를 수 있다. 즉 우리는 논리적 전지성(logical omniscience)

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가버(Daniel Garber)와 제프리(Richard C. Jeffrey) 등은 이

를 바탕으로 오래된 증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 인간적 해결책에서는 행

위자가 �를 획득함으로써 ℎ를 더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ℎ ⊢ �임을 학습함으로써

ℎ 를 더 확신한다. 이를 바탕으로 가버와 제프리는 0 < �(ℎ ⊢ �) < 1인 경우

�(ℎ|ℎ ⊢ �) > �(ℎ)가 가능함을 보인다. 즉 ℎ ⊢ �라는 사실의 발견이 ℎ의 증거인 것

이다. (Garber 1983; Jeffrey 1983)

이것이 오래된 증거의 문제에 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확률을 개인의 믿

음의 정도라 규정한다면, 가설과 자료 사이의 관계에 관한 학습 덕분에 가설의

확률이 증가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실제 과학자는 연역적 도출 관계 그 자체를

증거로 여기지 않는다. 과학자들은 일반상대성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로 수성의

근일점 이동 관측 자료를 제시하나, 일반상대성 이론이 그 관측 자료를 도출한다

는 사실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 인간적 베이즈주의의 옹호자들은 실제

과학자들이 문제 사례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는 과학자들의

증거 주장에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오류가 포함되어 있음을 뜻한다. 물론 과학자

들이 오류를 범할 수는 있다. 문제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수의 인간이

지속적으로 증거 개념을 잘못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쉽게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간적 베이즈주의의 옹호자는 증거 개념에 관한 집단적 오류가 어떻게

지속될 수 있었는지 해명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오류임을 보

여줄 필요가 있다.16

가버와 제프리의 해결책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그들의 답변이 옳다면, 오래

된 자료 �와 ℎ 사이의 논리적 관계가 정말로 새로운 지식이어야 한다. 그러나 �

와 ℎ 사이의 논리적 관계가 오래된 지식일 수 있다. 어만(John Earman)이 지적

                                                  
16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증거’라는 용어를 특정한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용어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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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와 같이 아인슈타인은 처음부터 수성의 근일점 이동을 설명할 수 있는, 혹

은 도출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Earman 1992: 123) 이 점에서

수성의 근일점 관측 자료와 일반 상대성 이론 사이의 논리적 관계는 이미 알려진

것이며 �(ℎ ⊢ �) = 1일 수 있다.17 뿐만 아니라 간단한 탐구의 과정에서도 오래된

자료와 새로운 가설 사이의 논리적 관계는 이미 잘 알려진 경우가 많다. 초등학

교 수준의 실험에서도 산-염기 반응에 관해 공부한 학생은 푸른 리트머스 시험지

가 붉게 변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 시험지에 닿은 용액이 산성 용액이라는 가설

을 세운다. 이들은 해당 용액이 산성 용액이라는 가설과 푸른 리트머스 시험지가

붉게 변한다는 관찰 보고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이미 잘 알며, 가설의 증거로 푸

른 리트머스 시험지가 붉게 변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또 다른 해결책은 오래된 증거의 기대도를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반

사실적 접근(counterfactual approach)’이라 부르는 이 해결책에 따르면, 오래된

자료 �의 증거적 지지는 �(ℎ|�&�) − �(ℎ|�)로 계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가

배경 지식 �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래된 자료를 배경 지식에서 제

외한 상황에 비추어 �의 기여를 계산하여야 한다. 즉 오래된 자료 �의 증거적 지

지도는 �(ℎ|�) − �(ℎ|� − {�})이다. (Howson 1991: 548; 여영서 2015: 178-179)

반사실적 접근의 장점은 명백하다. � − {�}가 정의된다면, �(�|� − {�}) < 1일 것

이기에 결정론적 가설에 대해 가설의 반사실적 사후 확률은 항상 가설의 반사실

적 사전 확률보다 높다. 특히 오래된 자료의 확실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 ≠ 1로 놓는 전략과 대조하면, �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를 잘 보여줄 수

있다. 즉 증거적 지지에 관한 질적 문제만 아니라 양적 문제 역시 해결한다.

그러나 반사실적 접근 역시 완벽하지 않다. 우선 “왜 �가 아니라 � − {�}에 �를

조건화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럴 법한 답변을 제시하기 어렵다. 이

러한 변형된 상대화가 베이즈주의의 핵심 원리들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답할 수는

있다. 이에 대해 이영의는 이러한 방식으로 오래된 증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가상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역사적 맥락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이영의 2015: 134)

반사실적 접근의 또 다른 문제는 글리머의 지적처럼 � − {�}에 조건화된 확률값

을 계산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가 어떤 동전을 던졌고 앞면이 나왔다(�)고

하자. 이 경우 우리는 동전을 던지지 않았거나 동전의 면을 확인하지 않은 시점

(� − {�})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을 즉각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문제는 동전 던지

기와 달리 실제 과학 활동에서 이러한 계산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떤

                                                  
17 이는 이론화 작업이 매우 잘 진행되었을 때 가능한 것으로 때때로 우리는 이미 알려진 관찰

결과를 도출하는 만족스러운 가설을 만드는 데 실패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ℎ ⊢ �) ≠ 1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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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자료 �를 획득하는 과정은 즉각적 사건이 아니다. 다시 말해 � − {�}를 배경

지식으로 가지는 역사적 시점을 결정하기 매우 어렵다. 나아가 그러한 시점을 결

정할 수 있어도 그 시점에는 단순히 �뿐만 아니라, 다른 지식들 역시 매우 부족

하기 때문에 그를 바탕으로 쓸모 있는 �(ℎ|� − {�}), �(�|� − {�}), �(�|ℎ&(� − {�})

를 구하기란 어렵다. (Glymour 1980: 87-88)

글리머의 비판은 매우 흥미롭지만, 이것이 반사실적 접근에 관한 적절한 비판

인지는 의심스럽다. 글리머는 반사실적 접근의 옹호자들이 베이즈주의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타임머신을 타고 실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역사적 행위자가

정말로 � − {�}와 같은 배경 지식을 가지는 시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

다. 그러나 반사실적 접근의 옹호자들이 의도한 바는 현재 행위자의 배경지식 �

에서 문제의 자료 �가 결여된 그러한 상황을 상상해 보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제 역사의 어떤 시점에서 정말로 누군가가 � − {�}를 배경 지식으로 가질 필요

는 없다. 이는 �를 제거하는 것이 배경 지식의 집합 �에 최소한의 변화를 일으키

도록 � − {�}를 규정하는 것이다. (여영서 2005: 183-184)

물론 최소한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 {�}와 �의 차이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이 반사실적 접근을 무력화하지 않는다. 반사실적 접

근은 가설의 입증에 관한 합리적 재구성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사실적

으로 �를 제거하는 작업이 지나칠 정도로 작위적인 것은 아니다. 어떤 형사가 범

죄 현장에서 발견한 칼에 철수의 지문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철수가 범

인이라는 가설의 증거로 여긴다고 하자. 여기서 칼에서 발견한 지문은 오래된 자

료이고, 심지어 그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설을 고안했지만 그 자료는 철수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형사가 다른 사실은 모두 확인했으나 현장에서

발견된 칼에 철수의 지문이 있다는 사실만 몰랐다고 가정해 보자. 이것이 � − {�}

이고 이를 바탕으로 �(ℎ|� − {�})를 계산하는 일이 언제나 어려운 것은 아니다.

특정 관측 자료만 손에 쥐지 못한 그러한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반사실적 접근은 나름의 설득력을 가진다. 반사실적 접근의 문제는 오히려 다른

곳에 있다.

3.2.3. 오래된 가설의 새로운 증거

글리머는 가설을 창안하기 전 획득한 자료는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 내에서 증거

능력을 상실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대한 대응은 다양한 방식으로 증거의 기

대도를 1보다 낮게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래된 증거의 문제에서 주목하여야

할 또 다른 점은 �(�|�) = �(�|ℎ&�)이라는 점이다.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 내에서 경험적 가설의 확률은 1보다 작다. 그러나 실제

과학자는 때때로 경험적 가설의 확률을 1로 놓기도 한다. 일례로 과학자들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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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대체로 둥근 모양이다”는 가설의 확률을 1로 간주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다.

지구가 대체로 둥근 모양이라는 가설과 같이 과학자들이 탐구에서 활용하는 배경

정보, � 내에는 오랜 기간에 걸쳐 참이 확립된 경험적 가설들 역시 포함되어 있

다. 이 가설을 ℎ�라 한다면, �(ℎ�|�) = 1이다.

이제 어떤 오래된 가설, 이를테면 “지구는 대체로 둥글다”가 새로운 예측인 “오

늘 발사한 위성에서 보낼 지구 사진에는 지평선이 둥글게 나타날 것이다”를 내어

놓았다고 하자. 그리고 실제로 위성이 오늘 그러한 사진을 보내왔다고 하면, 이

사례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ℎ�|�&�) =
�(ℎ�|�) × �(�|ℎ�&�)

�(�|�)

=
�(ℎ�|�) × �(�|ℎ�&�)

�(ℎ�|�) × �(�|ℎ�&�) + �(¬ℎ�|�) × �(�|¬ℎ�&�)

=
�(ℎ�|�) × �(�|ℎ�&�)

�(ℎ�|�) × �(�|ℎ�&�) + 0
= 1		[∵ �(ℎ�|�) = 1]

∴ 		�(ℎ� , �) = �(ℎ�|�&�) − �(ℎ�|�) = 0

즉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에서 지평선이 둥글게 나온다는 사실은 지구가 둥글다

는 가설의 증거가 아니다. 그러나 인공위성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에서 지평선이

둥글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지구가 대체로 둥글다는 가설의 강한 증거이다. 베이

즈주의 증거 이론에는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물론 베이즈주의자들은 �(ℎ�|�) = 1을 거부할 수 있다. 아무리 잘 확립된 가설

이라고 해도 경험적 가설의 참을 확실히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과

학자들은 일부 가설에 확률 1을 부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이를테면

케냐에서 대형 포유동물을 연구하는 동물행동학자는 “마사이마라에 사자가 살고

있다”와 같은 가설의 확률 1을 부여하는 것 같다. 기상용 위성을 설계하는 공학

자가 지구는 대체로 둥글다는 가설의 확률을 1로 놓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과학자들은 적어도 방법론적 수준에서는 일부 가설의 확률을 1로 놓는

다.

경험적 명제에 확률 1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해도 문제는 남아있다. 오래된 가설

은 잘 확립된 것이기에 1에 가까운 확률을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ℎ�|�&�) >

�(ℎ�|�)인 경우에도 �(ℎ�|�) ≈ 1이기 때문에 오래된 가설의 확률은 극히 미미하게

증가할 것이다. 즉 오래된 가설은 새로운 자료에 의한 증거적 지지를 거의 얻지

못한다. 그러나 인공위성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에서 지평선이 둥글게 보이는 것,

마사이마라에서 촬영한 영상에 사자가 나오는 것은 각각 “지구는 대체로 둥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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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이마라에 사자가 산다”라는 가설의 강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이 자료들의 증

거적 지지도는 결코 약하지 않다. 오래된 경험적 가설에 확률 1을 부여하지 않는

전략은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의 양적 해명 능력이 생각보다 강력하지 않음을 보

여줄 뿐이다.

오래된 가설은 가버와 제프리의 해결책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를테면

지구가 둥글다는 가설과 지구의 사진에서 지평선이 둥글게 나온다는 관찰 진술

사이의 논리적 관계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어서 이 관계를 새로운 자료로 이

용할 수 없다. 또한 오래된 가설은 우리가 거의 참이라 믿는 가설이다. 즉

�(ℎ� ⊢ �|�) = �(ℎ� ⊢ �|ℎ�&�) 및 �(ℎ� ⊢ �|�&�) = �(ℎ� ⊢ �|ℎ�&�&�) 가 성립한다.

따라서 설령 ℎ� ⊢ �를 모르는 상태에서 ℎ�와 �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학습해도

오래된 가설의 확률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반사실적 접근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반상대성 이론과 수성의 근일점 이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측자료를 제거하는 전략을 취하여 증거적 지지의 정도를 잘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래된 가설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 오래된 가설의 문제에서 증거는 새로운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렇

다면 오래된 가설의 확률을 낮출 수 있게 기존의 오래된 자료들을 일부 제거하여

야 할까? 이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지구가 대체로 둥글다는 가설을 고려해보자. 반사실적 접근의 최소 변화 원리

를 따르면, 오늘 인공위성에서 새로 찍은 지구 사진과 관련 있는 자료들을 제거

하여야 할 것 같다. 그러나 하지 때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의 그림자 길이의 차

이를 측정한 결과, 마젤란의 탐험대가 지구 일주를 성공한 일, 항해를 하다 보면

본국에서 맞춘 시계가 가리키는 시각과 관측자가 보는 태양의 위치에 차이가 있

다는 사실, 유럽 제국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식민지 사업을 진행했다는 사실

등은 베경 정보에서 제거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반사실적 상황에서도 “지구

는 대체로 둥글다”는 가설의 확률은 매우 높아야 한다.18 그렇다고 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다른 자료까지 모두 제거하는 일은 최소 변화의 원리

를 위반하는 것 같다.

오래된 증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반사실적 접근이 오래된 가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이 큰 결함이 아니라고 반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반론 역시 적절하지 않다. 반사실적 접근의 핵심은 오래된 자료를 새로운 자

료로 간주할 경우, 증거에 관한 질적 문제와 양적 문제 모두를 베이즈주의 내에

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래된 가설의 문제가 던지는 비판은 베

이즈주의 증거 이론 내에서는 오래된 자료는 물론, 때로는 새로운 자료도 가설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미 논한 바와 같이 20세기 이후의 모든 지구 밖

                                                  
18 서구 사회에서 지구가 둥글다는 주장이 고대부터 수용된 상식적 주장이었음을 생각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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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기록을 배제하여도 지구가 둥글다는 가설에 대한 우리의 신뢰도는 거의 변

하지 않거나 —확률 1로— 유지된다. 반사실적 접근 역시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

내에 있는 어떤 근본적 결함을 해소하지 못한다.

3.3. 긍정적 유관성 기준의 또 다른 문제

3.3.1. 이상한 선언의 문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보자.

(i) 지진계의 진동 기록과 강릉의 비

� = 서울대학교 25동 420호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진계를 적절한 절차

에 따라 설치했다.

� = 지진계의 기록지를 확인하니 정오에 진동이 기록되어 있었다.

ℎ = 정오에 자연적 지진이 발생했다.

ℎ� = 남극에 외계인의 탐사기지가 있다.

설치한 지진계 기록지를 확인했더니 정오에 진동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정오

에 자연적 지진이 발생했다는 가설의 좋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정오에 진

동이 기록되어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은 다음 가설의 증거가 될 수 있는가?

ℎ ∨ ℎ�	= 정오에 자연적 지진이 발생했거나 남극에 외계인의 탐사기지가 있다.

이 경우 과학자들은 �를 ℎ의 증거로 간주하지만 ℎ ∨ ℎ′의 증거로 간주하지는 않는

것 같다.

물론 ℎ가 참이면, ℎ ∨ ℎ′와 같이 ℎ를 포함하는 선언도 참이다. 따라서 �가 주어

졌을 때, ℎ를 수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ℎ ∨ ℎ′를 수용하는 것 역시 정당하다. 그

러나 문제 상황에서 우리는 �를 ℎ ∨ ℎ′의 증거로 여기지 않는 것 같다. 한 발 양

보하여 “�는 ℎ ∨ ℎ′의 증거이다”를 강하게 부정하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다. 이처럼 무관한 가설을 선언지로 갖는 선언 가설을 ‘이상한

선언(strange disjunction)’이라 하자. 그렇다면 긍정적 유관성 기준은 이상한 선

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ii) 항아리 속의 구슬

� = 1,000개(파란 구슬 999개, 붉은 구슬 1개)의 구슬을 3개의 항아리에

색을 확인하지 않은 채로 개수만 확인하여 나누어 담았다. 이렇게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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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아리에는 500개, 2번 항아리에는 300개, 3번 항아리에는 200개의 구

슬이 담겼다.

� = 2번 항아리를 조사했더니 붉은 구슬이 보이지 않았다.

ℎ = 1번 항아리에 붉은 구슬이 있다.

ℎ� = 2번 항아리에 붉은 구슬이 있다.

ℎ�� = 3번 항아리에 붉은 구슬이 있다.

가설 ℎ, ℎ ∨ ℎ�, ℎ ∨ ℎ��의 사전 확률 및 사후 확률은 다음과 같다.

�(ℎ|�) = 0.5 �(ℎ ∨ ℎ�|�) = 0.8 �(ℎ ∨ ℎ��|�) = 0.7

�(ℎ|�&�) ≈ 0.714 �(ℎ ∨ ℎ�|�&�) ≈ 0.714 �(ℎ ∨ ℎ��|�&�) = 1

가설의 입증도는 �(ℎ, �) > 0, �(ℎ ∨ ℎ�, �) < 0 , �(ℎ ∨ ℎ��, �) > 0이다. 긍정적 유관성

기준에 따르면 2번 항아리를 조사했더니 붉은 구슬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1

번 항아리에 붉은 구슬이 있다” 및 “1번 항아리 또는 3번 항아리에 붉은 구슬이

있다”는 증거이나, “1번 항아리 또는 2번 항아리에 붉은 구슬이 있다”는 증거는

아니다. 이러한 결론은 증거에 관한 우리의 직관에도 잘 들어맞는다. 이처럼 베이

즈주의 증거 이론은 �가 ℎ의 증거이면서 ℎ ∨ ℎ�의 증거는 아니지만 ℎ ∨ ℎ��의 증거

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잘 해명하는 것 같다.

그러나 긍정적 유관성 기준으로 해명할 수 있는 선언 가설 문제는 일부에 불과

하다. 다음과 같은 가설을 추가해 보자.

ℎ� = 어제 기영은 러시안 룰렛 게임에서 살아남았다.

어제 기영은 6발 탄창 리볼버를 이용하였고, 단 한 발의 탄환만 장전하고 한 번

만 게임을 했다고 하자. 구슬을 항아리에 넣는 작업과 기영의 러시안 룰렛이 아

무런 상관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ℎ ∨ ℎ�의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 그리고 입증도

를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ℎ ∨ ℎ���� = �(ℎ|�) + ��ℎ�	��� − ��ℎ&ℎ����

	= �(ℎ|�) + ��ℎ�	��� − �(ℎ|�) × ��ℎ�	���

	≈ 0.5 + 0.167 − 0.5 × 0.167

	≈ 0.583

��ℎ ∨ ℎ���&�� = �(ℎ|�&�) + ��ℎ� 	��&�� − ��ℎ&ℎ���&��

= �(ℎ|�&�) + ��ℎ�	��&�� − �(ℎ|�&�) × ��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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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4 + 0.167 − 0.714 × 0.167

≈ 0.762

�(ℎ ∨ ℎ� , �) = ��ℎ ∨ ℎ���&�� − ��ℎ ∨ ℎ���� ≈ 0.762 − 0.583 = 0.179

즉 사례 (ii)에서 2번 항아리를 조사했더니 붉은 구슬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1번 항아리에 붉은 구슬이 있거나 어제 기영은 러시안 룰렛에서 살아남았다”는

가설의 증거라고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기괴한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베이즈주의자는 무관한 연언의 문제를 해결할 때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ℎ, �) ≈ 0.214 > �(ℎ ∨ ℎ�, �) ≈ 0.179이기 때문에 �는 ℎ보다 무

관한 가설을 포함하는 선언 ℎ ∨ ℎ�를 덜 입증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이 납득할 만한 해결책인지 의심스럽다. 이제 다음의 가설도 추가해 보자.

ℎ‡ = 지구는 대체로 정사면체 모양이다.

�(ℎ‡��) ≈ 0, �(ℎ‡��&�) ≈ 0이고 ℎ‡와 ℎ 사이에는 상관 관계가 없다. 따라서 선언

가설의 사전 확률은 �(ℎ ∨ ℎ‡��) ≈ �(ℎ|�) 이고 사후 확률은 �(ℎ ∨ ℎ‡��&�) ≈

�(ℎ|�&�)이다. 즉 �는 ℎ와 ℎ ∨ ℎ‡를 거의 동일한 정도로 입증한다.

따라서 우리가 2번 항아리를 조사했더니 붉은 구슬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 �

를 1번 항아리에 붉은 구슬이 있다는 가설 ℎ의 증거로 여긴다면, �를 1번 항아리

에 붉은 구슬이 있거나 지구는 대체로 정사면체 모양이라는 가설 ℎ ∨ ℎ′의 증거로

여기는 데에도 부담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를 ℎ ∨ ℎ′의 증거로 여기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2번 항아리를 조사했더니 붉은 구슬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1번 항아리에 붉은 구슬이 있거나 지구는 정사면체 모양이라는 증거이다”

라는 증거 주장은 “2번 항아리를 조사했더니 붉은 구슬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

은 1번 항아리에 붉은 구슬이 있거나 어제 기영은 러시안 룰렛에서 살아남았다는

증거다”라는 증거 주장에 더 가까워 보인다.

유사한 어려움이 무관한 연언의 문제에 대한 베이즈적 해결책에도 나타난다.

3.1절에서 다룬 호손과 피텔슨의 해결책을 보면, �가 ℎ의 증거라고 할 때, 무관한

가설 ℎ∗를 포함하는 연언 가설 ℎ&ℎ∗는 ℎ보다 증거적 지지를 항상 덜 받는다. 그

리고 이러한 차이가 무관한 연언에 대한 우리의 거부를 해명한다. 이제 �와 무관

하나 거의 참이라 간주할 수 있는 가설, “지구는 대체로 둥글다”를 고려해 보자.

이를 ℎ∗라 하고 사례 (ii)에 추가하면 가설 ℎ와 연언 가설 ℎ&ℎ∗ 사이의 입증도 차

이는 다음과 같다.

�(ℎ. �) − �(ℎ&ℎ∗ , �) = �(ℎ|�&�) × (1 − �(ℎ∗|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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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ℎ|�&�) × (1 − 1) = 0

따라서 2번 항아리를 조사했더니 붉은 구슬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1번 항아

리에 붉은 구슬이 있다”와 “1번 항아리에 붉은 구슬이 있고 지구는 대체로 둥글

다”를 거의 동등하게 지지하는 증거다. 그러나 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긍정

적 유관성 기준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

3.3.2. 긍정적 유관성 기준의 문제

긍정적 유관성 기준은 증거적 지지를 가설의 확률 증가를 통해 해명한다. 여기서

가설의 사후 확률은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다. 단지 사후 확률이 사전 확률보다

높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증거적 지지를 이렇게 이해할 경우, 긍정적 유관성 기

준은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증거 개념과 동떨어진 증거 개념을 제시하게 된다.

(iii) 러시안 룰렛

�	= 어떤 러시안 룰렛 대회가 있다. 여기서 참가자들은 6발 탄창 리볼버에

4발의 탄환을 넣고 게임을 수행한다. 만약 참가자가 10회 시행을 거쳤

는데도 살아남는다면, 그는 1억 달러를 받는다. 성택은 단시간에 1억

달러를 벌기 위해 이 게임에 참가했다.

�	= 성택이 참가하기 직전 주최측은 리볼버에 3발의 탄환을 넣고 게임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ℎ	= 성택은 1억 달러를 획득했다.

사례 (iii)에서 �(ℎ|�&�) > �(ℎ|�)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를 ℎ의

증거라고 여기지 않는다. 새로운 규칙 하에서 성택이 승리하고 1억 달러를 얻을

확률, �(ℎ|�&�)의 값은 약 0.001에 불과하다. 이 경우에는 �(¬ℎ|�&�) ≈ 0.999이기

에 가설이 거짓일 확률이 훨씬 높다. 즉 성택은 거의 확실히 1억 달러를 얻지 못

하고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성택이 1억 달러를 얻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면

어떻게 바뀐 게임 규칙이 성택이 1억 달러를 얻을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하는 증

거라 말할 수 있는가? 긍정적 유관성 기준은 “�가 ℎ의 증거이지만 ℎ는 거의 확실

히 거짓일 것이다”와 같은, 일상인이나 과학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증거 주장을

허용한다. 우리가 가설의 증거를 찾는 이유는 가설을 수용할 이유를 제공받기 위

해서이다. 확률 증가만으로는 이러한 이유를 제공받을 수 없다.

베이즈적 증거의 이러한 성격은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과 유사한 문제에 부딪

히는데, 그것은 동일한 관찰자료가 서로 양립 불가능한 가설의 증거가 될 수 있

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제 세영이 귀국했다고 하자. 긍정적 유관성 기준에 따



- 37 -

르면 세영이 오늘 귀국했다는 사실은 “세영이 오늘 부산에 있다”, “세영이 오늘

서울에 있다”, “세영이 오늘 대전에 있다” 등의 확률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영의 귀국이 그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가설의 증거라고 여길 수는 있어

도 특정 지역을 언급하는 가설들 모두의 증거라고 여기지는 않는다. 증거는 가설

의 수용에 분명하게 기여해야 하지만 세영의 귀국은 세영이 서울에 있다는 가설

이나 부산에 있다는 가설 등을 수용하는 데에 분명한 기여를 하지 않는다. 이처

럼 가설의 확률 증가는 증거의 충분조건이 아니다.

그렇다면 가설의 확률 증가는 증거의 필요조건인가? 그렇지 않다. (iii)에서 “성

택은 죽는다”는 가설 ℎ′의 확률을 계산해 보자. 이 경우 �(ℎ′|�&�) ≈ 0.999이고

�(ℎ�|�) ≈ 0.99998므로 분명히 �(ℎ′|�&�) < �(ℎ′|�)이다. 긍정적 유관성 기준에 따

르면 성택이 참가하기 직전 주최측이 리볼버에 3발의 탄환을 넣고 게임을 진행하

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성택은 죽는다”는 가설의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주

최측의 새 규칙은 오히려 “성택이 죽는다”는 가설의 증거이다. 우리가 주최측의

새 규칙을 접한다면, 바로 그 규칙에 근거하여 성택이 죽는다는 가설을 선택할

것이다. 즉 가설의 확률을 감소시키는 자료도 가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베이즈주의자는 사례 (iii)의 극단적으로 낮거나 높은 확률이 우리의 직관을 흩

뜨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시를 조율해도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

리고 확률적 유관성과 증거적 지지의 차이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있다.

(iv) 야구 경기 결과와 뉴스 자막

�	= 4월 1일, 마산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NC 다이노스의 야구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시즌에는 무승부를 허용하지 않는다.

�	= 4월 1일 밤 10시, A 방송사의 스포츠 뉴스에서 “마산구장, 7:4로 NC가

승리”라는 자막이 송출되었다.

ℎ	= 4월 1일 경기에서 NC가 승리했다.

¬ℎ	= 4월 1일 경기에서 NC가 패배했다.

주어진 사례에서 �는 4월 1일 경기에서 NC가 승리했다는 가설 ℎ의 확률을 증가

시킴과 동시에 NC가 패배했다는 가설, ¬ℎ 의 확률은 감소시킬 것이다. 즉

�(ℎ|�&�) > �(ℎ|�) , �(¬ℎ|�&�) < �(¬ℎ|�)가 성립한다. 긍정적 유관성 기준하에서

이 경우 �는 ℎ를 지지하는 증거이자 ¬ℎ를 반박하는 증거이다.

이제 �&�를 �′라 하고 새롭게 획득한 자료 �′가 다음과 같다고 하자.

�′	= A 방송사의 자막 담당자가 타 구장 결과를 마산 구장 결과로 착각하여

자막을 잘못 입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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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추가되었다면, 우리는 NC가 승리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ℎ|�′&�′) < �(ℎ|�′)이고 �(¬ℎ|�′&�′) > �(¬ℎ|�′)이다. 긍정적 유관성 기준

에 따르면 A 방송사의 자막 담당자가 실수했다는 사실은 NC가 패배했다는 가설

의 증거이자, NC가 승리했다는 가설을 반박하는 증거이다. 그러나 이는 매우 이

상한 주장이다. 자막 담당자의 실수는 마산구장에서 벌어진 경기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것 아닌가? 분명 NC의 승리 가설에 대한 우리의 믿음 혹은 확률은 이러

한 정보 추가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해당 정보는 마산 구장의 경기와 연결되지

않는다. �′는 ℎ를 지지하는 증거도 ¬ℎ를 반박하는 증거도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는 ℎ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가? �′는 ℎ가 아닌 다음 가설

의 증거라고 보아야 한다.

ℎ� 	= 4월 1일 밤 10시, A 방송사의 스포츠 뉴스에서 “마산구장, 7:4로 NC가

승리”라는 자막이 송출되었다는 사실은 NC가 승리했다는 가설의 증거가

아니다.

ℎ�가 참이면, �가 ℎ 및 ¬ℎ의 확률에 미친 영향을 거의 제거하기에 �(ℎ|�′&�′) =

�(ℎ|�&��&�) ≈ �(ℎ|�)와 �(¬ℎ|�′&�′) = �(¬ℎ|�&��&�) ≈ �(¬ℎ|�)를 얻는다. 개인의

합리적 신념도가 확률 공리를 따른다면, 우리는 베이즈 정리를 이용하여 가설을

믿는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거나 변화해야 하는지 잘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그

러한 믿음 변화를 가져오는 자료가 곧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이거나 가설을 반박

하는 증거인 것은 아니다.

이처럼 가설과 자료 사이의 확률적 유관성과 증거적 유관성은 구분되어야 한다.

물론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가 가설의 확률을 증가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오래된

증거의 문제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확률적으로 유관하지 않은 자료도 가설의 증거

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야구 결과 사례처럼 확률상의 변화를 불러오는 자료도 가

설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은 확률적 유관성과

증거적 유관성 사이의 중요한 차이를 잘 드러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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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설명과 증거: 최선 설명으로의 추론

어떤 사실이 가설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이 가설의 참과 특별한 방식으

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증거적 연결의 본성을 해명하는 방식에 따

라 증거 이론의 성격이 규정된다.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은 이를 연역적 도출을 이용하여 해명하고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은 가설의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의 차이를 이용하여 해명한다. 이 두

이론은 잘 확립된 연역 논리 혹은 확률 연산 규칙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

거 개념에 대한 보다 명료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2장과 3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양 이론에서 채택하는 증거 개념은 모두 우리가 실제로 채택하는 증거

개념과 거리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립튼은 기존 증거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우리의 추론에 배어

있는 설명적 고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립튼이 선택한 방법론은 하

만(Gilbert H. Harman)을 포함한 일군의 철학자가 주목한 ‘최선 설명으로의 추론

(이하 IBE)’이다. IBE는 ‘가설은 관련된 사실들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덕

목(virtue), 혹은 가치(value)를 강조하는 방법론으로, 두 양립 불가능한 가설 ℎ와

ℎ′에 대해 ℎ가 ℎ′보다 �를 더 잘 설명한다면, ℎ를 선택하라는 선택 규칙이나 ℎ가

ℎ′에 비해 참에 더 가깝다는 원리로 볼 수 있다. 이 규칙은 가설의 설명력과 가

설의 참 사이에 모종의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IBE를 흥미롭게 만든다.

이 장에서는 립튼의 IBE를 중심으로 IBE가 증거적 지지의 본성을 어떻게 해

명하는지 확인하고, 그것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4.1. 설명적 고려

4.1.1. 최선의 사랑스러운 잠재적 설명으로의 추론

하만은 IBE에 대한 철학적 관심을 촉발한 논문, <최선 설명으로의 추론 The In-

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에서 단순 매거 귀납을 포함한 모든 비연역적 추

론은 IBE의 특수한 예라고 주장한다. 하만이 제안한 IBE는 다음과 같이 정식화

할 수 있다. (Harman, G. 1965: 89-91)

(1) ��, ��, …, ��이라는 사실이 있다.

(2) ℎ는 ��, ��, …, ��를 설명한다.

(3) 경쟁 가설 중, ��를 ℎ보다 더 잘 설명하는 것은 없다.

(4) 따라서 (아마도) ℎ는 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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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저택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건을 조사하던 형사가 획득한 사실을

바탕으로 집사를 범인으로 지목했다고 하자. 형사가 집사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이유는 집사가 범인이라는 가설보다 관련된 사실들을 더 잘 설명하는 가설이 없

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과학자 역시 원자의 존재를 가정함으로써 관련된 자료

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가 존재한다고 추론한다. 하만에 따르면

IBE는 이처럼 실제 추론에서 널리 사용된다. (Harman, G. 1965: 89)

그러나 캄포스(Daniel G. Campos)는 하만의 IBE 모형이 가진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하나, 어떻게 설명적 가설이 등장할 수 있는지 해명하지 않는다.

하만은 다양한 가설 중에서 하나를 최선의 것으로 추론하는 것에 주목하나, 과학

자가 어떻게 그러한 가설들을 떠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둘, 설명을

제공하는 가설을 찾아내는 과정과 그러한 가설들 중에서 최선의 것을 찾아내는

과정에 대한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 셋, 어떻게 설명적 가설로의 추론이 단지 가

설의 그럴듯함이 아닌 가설의 참으로의 추론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분명히 해명

하지 못한다. (Campos 2011: 432-433)

이와 관련하여 립튼의 IBE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립튼은 보다 정교한 IBE 이

론을 구성하면서, 하만의 문제 중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답을

제시한다. 립튼은 우리가 설명적 가설을 추론하는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서는 두 개의 중요한 개념 구별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 번째는 실제 설명(actual

explanation)과 잠재적 설명(potential explanation)의 구별이다. 립튼은 그의 IBE 

모형에서 다음과 같은 ‘추론적이고 설명적인 실재론(inferential and explanatory 

realism)’을 가정한다. (Lipton 2004: 57)

(a) 추론의 목표는 참이다.

(b) 우리의 실제(actual) 추론 활동은 참 지향적(truth-tropic)이다.

(c) 실제 설명은 참이거나 근사적으로 참이어야 한다.

그러나 립튼은 IBE를 최선의 실제 설명으로의 추론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귀납적 추론은 언제나 오류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우

리는 때때로 온당하게 거짓을 추론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선의 실제 설명으로

의 추론은 우리의 추론이 모두 참이거나 근사적으로 참일 것을 요구한다. 특히

IBE를 최선의 실제 설명으로의 추론으로 해석할 경우, 그것은 우리의 귀납적 실

천의 특징을 기술하는 데에 실패한다. 귀납 추론의 문제에서 우리가 IBE에 원하

는 것은 설명적 고려가 어떻게 참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명이다. 그

러나 최선의 실제 설명으로의 추론은 이미 이러한 질문이 해결되었고, 참인 설명

을 얻었음을 뜻하기 때문에 앞의 요구를 만족할 수 없다. IBE를 최선의 실제 설

명으로의 추론으로 이해할 경우에는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를 저지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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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ton 2004: 57-58)

이 때문에 립튼은 IBE를 최선의 잠재적 설명으로의 추론으로 규정한다. 여기

서 잠재적 설명이란 모든 관찰과 양립가능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유관한 현

상들에 대한 가능한 설명을 뜻한다. 그러나 이 설명들이 모두 참일 필요는 없다.

이 잠재적 설명의 공급원(pool)은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가 없는 설명도 포함하는

매우 큰 집합이기 때문에 그럴 듯하지 않은 설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실

제 설명이 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후보들, 즉 ‘살아있는 선택지(live options)’를

걸러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립튼은 두 개의 인식적 필터를 도입하는데, 첫

번째 필터는 설득력 있는 후보(plausible candidates)를 추려내는 것이고, 두번째

필터는 그것 중에서 실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르는 것이다. 이에 립튼은

IBE를 ‘최선의 잠재적 설명으로의 추론’이라 규정한다. (Lipton 2004: 59)

립튼이 강조하는 두번째 구분은 서로 경쟁하는 잠재적 설명 중에서 최선의 것

을 고르는 기준과 관련된 것으로, 가장 그럴 법한 설명(the likeliest explanation)

과 가장 사랑스러운 설명(the loveliest explanation)을 구분하는 것이다. 우선 가

장 그럴 법한 설명이란 그것의 참이 가장 잘 보장된, 혹은 가장 참일 것 같은 설

명이다. 다음으로 가장 사랑스러운 설명이란 그것이 참이라면 최선의 이해를 제

공하는 설명이다. ‘그럴 법함(likeliness)’과 ‘사랑스러움(loveliness)’은 설명에 관한

평가 기준이고 이 두 기준을 모두 통과하는 설명도 있으나, 이 두 기준은 구분해

야 한다. 일단 설명의 그럴 법함은 설명의 참에 관한 기준이다. 따라서 어떤 설명

이 그럴 법한지는 가능한 총체적 자료에 상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새

로운 자료가 추가되면, 기존 설명의 그럴 법한 정도는 감소할 수 있다. 반면 설명

의 사랑스러움은 설명이 제공하는 이해에 관한 기준이기 때문에 총체적 자료에

상대적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의 사랑스러운 설명은 여전히 기존 자

료에 대해 사랑스러운 설명이 될 수 있다. (Lipton 2004: 59-60) 19세기 말까지 획

득한 총체적 자료하에서 뉴튼 역학은 역학적 사실에 대한 최선의 이해를 제공하

는 사랑스러운 설명임과 동시에 가장 그럴 법한 설명이었다. 그러나 상대성 이론

을 지지하는 새로운 사실이 등장한 이후에는 뉴튼 역학은 덜 그럴 법한 설명이

되었다. 그럼에도 뉴튼 역학은 여전히 기존의 역학적 사실을 사랑스럽게 설명한

다. (Lipton 2004: 60)

그럴 법한 설명과 사랑스러운 설명을 이렇게 구별한 뒤, 립튼은 IBE를 가장

그럴 법한 설명으로의 추론으로 간주할 때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추론의 목표는

참인, 혹은 그럴 법한 가설을 찾는 것이다. 그렇다면 추론의 어떤 점이 그럴 법함

의 표식인지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그 추론이 더 그럴 법한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답한다면, 그 답변은 사소하게 참이지만, 어떻게 그러한 설명을 제공

하는 가설을 추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은 아니다. 이 역시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 셈이다. (Lipton 2004: 60) 반면 가장 사랑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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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으로의 추론에서는 설명의 사랑스러움을 드러내는 표식이 있다. 립튼에 따르

면, 인과적 과정을 잘 명세화하고,19 겉보기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다양한 현상

아래에 놓여 있는 통합성을 드러내고, 설명에 관한 주요한 표준을 잘 만족하는

그러한 설명이 바로 사랑스러운 설명이다. (Lipton 2004: 138-139) 실제로 우리는

다양한 후보 가설 중에서 관찰된 현상에 대해 가장 사랑스러운 설명을 제공하는

가설을 추론해 낸다. 따라서 IBE는 가장 그럴 법한 설명으로의 추론이 아니라

가장 사랑스러운 설명으로의 추론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Lipton 2004: 61-62)

정리하면 IBE는 ‘가장 사랑스러운 잠재적 설명으로의 추론(Inference to the 

loveliest potential explanation)’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우선 기존 자료와 양립

가능하고 관련된 경험적 사실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유관

한 가설들을 산출한다. 다음으로 이 중에서 관찰된 현상에 관하여 가장 깊은 잠

재적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가설을 골라낸다. (Lipton 2004: 62)

립튼은 IBE의 강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우선 IBE는 그 자체로 우리의 귀

납 실천에 대한 사랑스러운 설명이다. IBE에서 나타나는 두 개의 인식적 필터를

이용하는 과정은 실제 귀납 추론에서 잘 나타나는 것 같다. 우리는 총체적 자료

에 비추어 설득력 있는 가설 후보를 간추린 다음, 설명적 고려를 통해 그 중 하

나를 선택한다. 그리고 이 추론 과정에서 우리의 총체적 자료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자료들을 더 잘 설명하는 대안 가설이 등장한다면 기존의 가설을 버리고

새로운 대안 가설을 채택하기도 한다. 이는 하만의 IBE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문제, 설명을 제공하는 가설을 찾아내는 과정과 그러한 가설들 중에서 최선의 것

을 찾아내는 과정을 구별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이다.

4.1.2. 사랑스러운 설명과 가설의 참

립튼의 IBE는 가장 그럴 법한 설명으로의 추론이 아니라 가장 사랑스러운 설명

으로의 추론이다. 그런데 설명의 사랑스러움이 정말로 가설 및 가설이 제공하는

설명의 참과 연결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추론의 목표가 참인 가설을 찾는

것이라면 설명의 사랑스러움이 가설의 참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설명의 사

랑스러움은 주관적 속성이기 때문에 가설의 객관적 참에 대한 지표가 되기는 어

                                                  
19 립튼에 의하면 현상에 대한 적절한 설명 행위는 설명하려는 현상의 인과적 역사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하는 일이다. 즉 관찰된 현상에 관한 원인이나 그에 관한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일이

바로 설명인 셈이다. 물론 모든 적절한 설명이 인과적 설명은 아니며, 립튼 역시 모든 설명이

인과적 설명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립튼은 과학적 설명 속에서 인과적 설

명의 비중이 다른 설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과적 설명을 중심

으로 IBE를 해명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인과적 설명에 관한 립튼의 해명은 다

음을 참조하라. Lipton 2004: c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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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것 같다. 더군다나 우리가 사랑스럽다고 여기는 설명이 정말로 참인 설명이

된다는 주장은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좋은 주장처럼 보인다. 립튼은 사랑스

러운 설명에 관한 이러한 의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Lipton 2004: 142-143)

(a) 헝거포드의 반론(Hungerford’s objection) 설명의 사랑스러움은 청자에

상대적(audience relative)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가변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추론에 대한 객관적 해명을 제공할 수 없다.

(b) 볼테르의 반론(Voltaire’s Objection) IBE는 추론 활동의 성공을 기적으

로 만든다. IBE에 따르면 우리는 한 가설이 참일 경우, 자료에 대한 가장

사랑스러운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설명이 가장 그럴 법하다고 추론

한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사랑스러운 세계에 산다고 믿을 이유는 없다.

우선 헝거포드의 반론은 설명의 사랑스러움이 청자의 관심 상대적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즉 청자의 주관적 관심에 따라 설명의 사랑스러움이 변할 수 있다. 그

런데 사랑스러움에 관한 평가가 청자의 주관적 관심에 영향받는다면 추론의 목표,

즉 참인 가설을 찾는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립튼은 다음

과 같이 신뢰할 만한 추론 자체가 청자에 상대적이기 때문에 설명의 사랑스러움

이 청자의 관심에 상대적으로 결정된다는 것만으로 IBE가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추론을 기술하는 데에 실패함을 보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Lipton 2004: 143)

우선 어떤 추론이 보증된 추론(warranted inference)인지는 이용 가능한 자료

혹은 사실들에 의존한다. 그런데 개인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 및 배경 믿음은

다르다. 따라서 개인에 따라 추론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Lip-

ton 2004: 143)

무엇보다 어떤 설명의 사랑스러움에 기여하는 통합성, 정확성, 단순성과 같은

요소들은 우리의 관심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립튼에 따르면, 일상적 설

명은 물론, 과학적 설명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설명은 인과적

설명이다. 특정 현상에 관한 인과적 설명은 그것의 인과적 역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는 어떤 초지식(super-knowledge)이

아니라 더 많은 지식, 즉 원인에 관하여 앎을 뜻한다. (Lipton 2004: 30) 그런데

설명을 단순히 인과적 과정이나 메커니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할

경우, 제공된 인과적 설명이 너무 약하거나 사소한 것이 될 우려가 있다. 이를테

면 오늘 아침이 왜 김밥인지 묻는 인과적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지구의 탄생이라

는 인과적 정보를 제시했다고 하자. 지구의 탄생이 아침 메뉴 결정에 이르는 인

과적 역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으나, 이는 설명적으로 무관한 정보이다.

즉 우리는 사건 설명에 기여하는 특정한 인과적 정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선택성에 대해 립튼은 어떤 현상의 인과적 역사에서 설명적 역할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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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데 우리의 관심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헴펠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의 측면

(aspects)을 설명한다. (Hempel 1965: 421-423) 그런데 어떤 측면을 설명할 것인지

는 그 사실에 관한 우리의 관심이 결정한다. 즉 우리의 관심에 따라 고려해야 할

요소가 한정된다. 이 때문에 립튼은 우리가 특정한 사실 Q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요구할 때, “왜 Q인가?”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 혹은 명시적으로 “왜

P가 아니고 Q인가?”라는 형식의 대조적 왜-질문(contrastive why-question)을 던

진다고 주장한다.20 여기서 P는 사실 Q와 짝을 이루는 대조자(foil)로, 대조자는

청자가 사실의 어떤 측면에 관심을 가지는지, 그리고 어떤 인과적 정보가 적법한

답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한다. 여기서 설명할 대상은 사실만 아니라 대조자를 포

함하는 사실-대조자 쌍이다. 따라서 동일한 사실도 다른 대조자 쌍을 가진다면

다르게 설명되어야 한다. (Lipton 2004: 32-33)

이를테면 왜 온도계 내부 수은의 높이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지에 대한 설

명과 왜 온도계의 유리가 깨지지 않고 온도계의 높이가 올라가는지에 대한 설명

은 동일하지 않다. 이는 각 질문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요구는 어떤 대조

자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대조자의 선택은 질문자(청자)의 관심

에 의해 결정된다. (Lipton 2004: 33-34) 왜 주말에 연극 <<캉디드 Candide>>가 아

니라 <<점퍼스 Jumpers>>를 관람하러 갔는지에 대해 “고전 연극보다 현대 연극

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은 해당 사실-대조자에 대한 사랑스러운 설명

이 될 수 있지만, 왜 주말에 집에서 쉬지 않고 <<점퍼스>>를 관람하러 갔는지에

대한 사랑스러운 설명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대조자의 선택이 청자의 관심에 상

대적이지만, 이것이 어떤 설명이 사랑스럽고 사랑스럽지 않은지가 철저하게 주관

적으로 규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설명의 사랑스러움이 청자―의 자료―에

상대적으로 결정된다고 해서 설명의 사랑스러움에 호소하는 IBE가 추론에 관한

객관적 해명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 (Lipton 2004: 144)

다음으로 볼테르의 반론에 대한 립튼의 대응을 보자. 립튼은 IBE가 너무 많은

것을 증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결론의 참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은 귀납 추론 자체의 특성이다. IBE는 귀납 추론에 관한 기술적으로 적합한 이

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IBE를 사용함으로써 언제나 참인 결론을 얻는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 누군가가 귀납 추론을 신뢰한다면, 귀납 추론을 신뢰하는 만큼 IBE 

역시 신뢰할 수 있다. (Lipton 2004: 145) 이 점에서 볼테르의 반론, 즉 추론의 안

내자로 설명의 사랑스러움을 이용하여 우리가 참에 도달한다면 그것은 기적이라

는 주장은 사실 귀납에 관한 흄의 문제로 환원된다. 그런데 흄의 문제는 IBE 뿐

만 아니라 귀납에 관한 다른 기술적, 규범적 이론들도 완벽히 해결하지 못하는

                                                  
20 립튼은 모든 질문이 “왜 P가 아니고 Q인가?”라는 형식의 대조 질문으로 환원된다고 주장하

지 않는다. 대조 질문으로 환원되지 않는 “왜 Q인가?” 형식의 질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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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IBE에만 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요구할 수는 없다. (Lipton 2004: 

145-148) 따라서 실제 우리의 귀납적 추론이 IBE에 의해 적법하게 기술가능하고,

귀납 추론이 신뢰할 만한 방법이라면 IBE 역시 신뢰할 만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4.2. IBE가 제공하는 것

4.2.1. IBE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IBE가 가설과 증거 사이의 관계를 해명할 수 있는 적절한 이론이라면, IBE는 증

거적 지지에 관한 기존 이론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 립튼에 따르면, IBE는

설명적 고려에 호소하여 기존 문제들을 잘 해결한다.

우선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의 핵심 난제인 무관한 연언의 문제를 보자. 인과

적 설명에서 가설에 임의의 연언지를 추가하는 일은 설명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지 못한다. “Y인 이유는 X이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에서 X에 Y와 인과적으로 무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그 설명은 망가진다. (Lipton 2004: 92) 이를테면 “타이타

닉(RMS Titanic)이 침몰한 이유는 빙산과 충돌했기 때문이다”는 타이타닉이 왜

정상적으로 항해를 마치지 못하고 침몰했는지에 대한 사랑스러운 설명이다. 그러

나 “타이타닉이 침몰한 이유는 빙산과 충돌했고 달이 지구의 자연위성이기 때문

이다”는 타이타닉이 왜 정상적으로 항해를 마치지 못하고 침몰했는지에 대한 사

랑스러운 설명이 될 수 없다.

사이비 입증의 문제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를테면 “모든 소

듐이 노란 빛을 내며 탄다”에서 “소듐을 포함하는 시료가 노란 빛을 내며 타거나

내 책상 위에 펜이 있다”를 연역적으로 도출할 수 있으나 전자가 후자를 설명할

수는 없다. (Lipton 2004: 91-92) 그렇기에 후자는 전자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이

처럼 표준적인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은 가설과 자료 사이의 증거적 지지 관계에

서 나타나는 선택성을 잘 보여주지 못하는 반면, IBE는 설명적 고려를 통해 이러

한 선택성을 잘 보여줄 수 있다.

설명적 고려는 악명 높은 까마귀 역설을 해명할 때도 중요하다. 립튼은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까마귀이게끔 만드는 어떤 것이 까마귀를 검게 만드는 원인이

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인과적 가설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까마귀 가설은 까마귀의 검음이 순전히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까마귀의 어떤

본질적 속성이 있음을 가정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까마귀 가설의 증거는 그러

한 본질적 속성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는 사례가 되어야 한다. (Lipton 2004: 97) 

그렇다면 그러한 사례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소듐은 노란 불꽃을 내며 탄다”는

가설에 대해, 소듐을 포함하지 않는 물질이 다른 색의 불꽃을 낼 때 소듐을 첨가

한다고 하자. 소듐을 첨가한 후 노란 불꽃이 나타나면, 이 통시적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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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chronic contrast)는 소듐 불꽃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가 된다. 즉 “왜 소듐을

첨가하지 않았을 때에는 노란 불꽃이 나타나지 않지만, 소듐을 첨가하면 노란 불

꽃이 나타나는가?”라는 대조 질문에 대해 “소듐은 노란 불꽃을 내며 탄다”는 가

설이 최선의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소듐 가설은 통시적 대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 (Lipton 2004: 98)

반면 까마귀 가설은 소듐 가설과 같은 통시적 대조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검지

않고 까마귀가 아닌 대상에 어떤 조작을 가해서 그것을 까마귀로 바꿀 수 있는가?

이는 현재 우리 능력을 벗어난다. 소듐의 불꽃 반응 사례에서 어떤 요소가 불꽃

의 색에 영향을 주고, 어떤 요소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러한 통시적 대조를 설명하지 못하는 다양한 대안 가설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

나 까마귀에 대해서는 그러한 통시적 대조 산출이 불가능하다. (Lipton 2004: 98)

까마귀 가설이 적절한 통시적 대조를 구성하지 못한다면 공시적 대조

(synchronic contrast)는 구성할 수 있는가? 까마귀 가설에 대해, 우리는 원리적으

로 어떻게 까마귀가 아닌 것을 까마귀로 변환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어떤 새가 까마귀임이 그 새의 색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은 아는 것 같다. 따라서

까마귀와 거의 비슷하지만 검지 않은 새가 있다면, 까마귀를 검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이 두 새 사이의 차이를 산출할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우리가 그 유관한

차이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나아가 그러한 차이가 우연한 차

이인지 본질적인 차이인지 구분할 지혜조차 없다. 따라서 검은 까마귀와 검지 않

고 까마귀도 아닌 새의 공시적인 대조쌍은 까마귀 가설에 의하여 설명되지 않는

다. 바로 이것이 검지 않고 까마귀도 아닌 것을 까마귀 가설의 증거로 여기지 않

는 이유이다. (Lipton 2004: 98-99)

IBE의 또 다른 강점은 IBE가 가설 수용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

이다. IBE에 따르면 우리는 여러 양립 불가능한 가설 중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

는 가설을 참이거나 참에 가깝다고 여겨야 한다. 반면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은

그러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 내에서는 관심의 대상인

가설이 함축하는 자료가 가설의 증거이다. 그리고 그러한 증거가 충분히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설을 수용할 기준은 아니다. 가설의 확률 변화에 관심을 가지

는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 역시 구체적인 가설 수용의 기준을 제공하지 않는다.21

과학자들이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위한 증거를 찾는 이유는 세계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점에서 가설 수용에 관한 기준을 가진

증거 이론은 그렇지 않은 이론에 비해 기술적, 혹은 규범적 측면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21 베이즈주의 역시 “�(ℎ|�&�) > �인 가설을 채택하라” 혹은 “경쟁 가설 중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가설을 채택하라”와 같은 일종의 수용 규칙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카르납을 제외하고

이러한 수용 기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베이즈주의자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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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IBE와 베이즈주의 사이의 조화

립튼을 비롯한 IBE 이론가들은 IBE가 베이즈주의와 양립 가능함을 강조한다.

(Okasha 2000; Lipton 2004; Henderson 2014) 반면 반 프라센이나 새먼 같은 이

는 IBE가 베이즈주의가 양립 가능하다는 주장에 회의적이다. (van Fraassen 1989; 

Salmon 2001) 언급한 바와 같이 베이즈주의 방법론은 현대 과학철학에서 가장

주목받는 방법론이다. 특히 베이즈주의는 인간의 믿음 갱신 과정을 잘 보여주거

나, 적어도 합리적 믿음 갱신에 관한 규범을 제공할 수 있는 이론으로 평가받는

다. 이러한 점에서 IBE가 베이즈주의와 양립 가능하거나 베이즈주의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 이는 IBE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우선 IBE가 베이즈주의와 양립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살펴보자. 반 프라센은

IBE가 믿음 갱신에 관한 일종의 규칙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하에서 가설 ℎ가

�에 관한 최선의 설명을 제공한다면, 바로 그것이 ℎ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

즉 ℎ의 확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IBE의 옹호자들도 수용할 만한 규칙

처럼 보인다. 그런데 반 프라센에 따르면 IBE가 이러한 믿음 갱신 규칙을 가지

고 있다면, 이는 베이즈주의의 믿음 갱신 규칙인 조건화 규칙과 충돌한다고 주장

한다. 우리가 어떤 주사위에 대해 그것이 편향된 주사위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

해 관심을 가진다고 하자. 그리고 그 주사위를 10회 던졌는데, 모두 1이 나왔다

고 하자. 이제 가설 ℎ를 “이 주사위는 1이 나오도록 극단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라 하고 적당한 사전 확률을 부여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우리는 ℎ의 확률을 설명

에 관한 호소 없이도 ℎ 및 그 경쟁 가설의 우도를 이용하여, 베이즈 조건화 규칙

에 맞게 갱신할 수 있다. 문제는 ℎ가 지금까지 얻은 자료, 즉 이 주사위를 10회

던졌더니 모두 1이 나왔다는 사실을 잘 설명한다는 점이다. 이제 IBE 이론가가

앞에서 언급한 믿음 갱신 규칙을 준수한다면, 그는 ℎ에 더 높은 확률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ℎ가 좋은 설명을 제공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확률에 보너스를 부여

한다면, 이는 베이즈주의 조건화 규칙과 충돌한다. 이 때문에 반 프라센은 IBE와

베이즈주의가 양립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van Fraassen 1989: 163-166)

이에 대해 립튼은 반 프라센이 상정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믿음 갱신 규칙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베이즈주의와 IBE가 양립 가능할 뿐만 아니라 IBE가 베이

즈주의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립튼에 따르면 베이즈주의자들이 분명

하게 대답하기 힘든 세 가지 문제, 우도 결정, 사전 확률 결정, 가설과 유관한 자

료 결정의 문제에서 설명적 고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우도 결정 문제를 보면, 베이즈주의 내에서는 가설 ℎ가 �를 함축하지 않

아도 높은 우도를 가질 수 있다. 이는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이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에 대해 갖는 상대적 강점이다. 그러나 왜 높은 우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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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다 명료한 해명이 필요하다. 인과적 설명의 고려는 이 문제에 나름의 답을

제공한다. 원인과 결과를 잇는 메커니즘은 그 메커니즘 속에서 특정한 원인이 특

정한 결과를 산출하는 일이 얼마나 그럴 법한 지 결정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이

렇게 우도가 계산되면 가설의 사후 확률 역시 계산 가능하다. 즉 설명의 사랑스

러움은 어떻게 우도가 산출되어 가설의 사후 확률을 결정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Lipton 2004: 114-115)

다음으로 사전 확률의 결정 문제에도 IBE가 도움을 줄 수 있다. 립튼은 경쟁

하는 잠재적 가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은 어떤 가설이 가장 높은 사전 확률

을 가졌는지의 문제와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베이즈 조건화에서 한 가설의

현재 사전 확률은 그 가설의 직전 사후 확률이다. 그리고 가설의 사후 확률은 설

명적 고려에 의해 결정되는 우도의 영향을 받는다. 즉 베이즈 조건화 과정에 설

명적 고려의 기여가 있기 때문에 가설의 사전 확률 역시 자연스레 설명적 고려의

영향에 놓인다. 이에 더해 기존 자료에 대한 가설의 설명적 통합성, 단순성과 같

은 설명적 덕목 역시 가설의 사전 확률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의 사전 확률(기대도) 결정에도 설명적 고려는 중요하다. �를 획득하기

전 �의 기대도는 가설 및 경쟁 가설의 사전 확률 및 우도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

한 점에서 �의 기대도는 획득한 �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와 동등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놀라움의 정도는 부분적으로 현재의 믿음이 �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에 따라 달라진다. (Lipton 2004: 114-115)

마지막으로 가설 ℎ 및 그와 유관한 사실 �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설명적 고

려는 중요하다. 탐구의 과정에서 등장하는 ℎ와 �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체 배경 정보에 근거하여 무엇이 가설에 유관할 것 같은지,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를 어떻게 찾을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설이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고

려하여야 한다. 우리가 어떤 자료와 가설이 인식적으로 유관하다고 여기는지는

그 가설이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

무엇보다 탐구할 가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설명적 고려가 중요하다는 점은 명

백하다. 탐구자인 우리의 핵심 목표는 현상을 잘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도입할

수 있는 가설을 한정한다. 뿐만 아니라 설명적 고려는 다산적인 가설을 선호하는

과학자들의 성향에 잘 들어맞는다. 추론의 목표는 단지 높은 확률을 갖는 가설을

찾는 것만이 아니다. 가설의 적용 범위나 다산성과 같은 요소들은 설명적 잠재력

에 의해 평가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적 고려는 과학자들이 높은 확률을 가지

지만 �와 지나치게 가까운 ℎ에 안주하는 것을 막는다. (Lipton 2004: 116-117) 즉

IBE는 베이즈주의가 침묵하는 지점(예. 사전 확률의 결정)에 대한 해명을 제공함

과 동시에 베이즈적 메커니즘이 어떻게 잘 작동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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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IBE의 한계

4.3.1. IBE는 베이즈주의와 정말로 잘 어울리는가?

립튼을 비롯한 IBE 이론가들은 IBE가 베이즈주의가 잘 어울린다는 점을 강조한

다. IBE가 베이즈주의와 잘 어울린다면, 이는 잘 정립된 확률 연산 및 믿음 개정

에 관한 베이즈주의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특히 가설의

증거적 지지와 가설의 확률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IBE는

확률 연산 규칙과 양립 가능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립튼은 IBE가 베이즈주의와

양립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베이즈적 믿음 개정의 과정에서 가설의 사전 확

률, 우도, 증거의 기대도 등의 산출에 가설의 설명력이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우선 가설의 사전 확률 문제를 보자. 립튼의 주장처럼 가설의 통합성이나 단순

성을 고려하여 가설의 사전 확률을 부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새먼이 지적처럼

우리는 어떤 가설이 설명적으로 통합적이거나 단순하기 때문에 그 가설에 일정

수준의 확률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종류의 가설이 통계적으로 참일 확

률이 높기 때문일 수 있다. (Salmon 2001: 83-84) 이에 더해 특정한 문제, 이를테

면 대공황의 발생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분야의 가설에 대해서는 단순하거나 통

합적인 가설에 낮은 확률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는 그러한 복잡한 문제에 대해

서는 오히려 단순하거나 통합적인 가설이 거짓일 법하다는 일종의 통계적 정보에

근거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도 결정 문제 역시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앞 절에서 논한 바와 같이 립튼은

자료에 관한 설명적 고려가 우도 산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설명적 연결에 대한 고려 없이 우도를 산출할 수 있다. 브롬버거(Sylvain 

Bromberger)의 깃대 예를 변형한 사례를 생각해 보자. 깃대 끝과 팽이 사이의

거리가 5m이고(�), 깃대에서 3m 떨어진 거리에 팽이가 놓여 있다(�)고 하자. 이

제 “깃대의 높이가 4m이다”라는 가설 ℎ를 고려하면 �(�|ℎ&�) = 1를 얻는다. 그러

나 분명히 ℎ는 “왜 �인가?”라는 질문에 사랑스러운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

사례에서는 설명적 고려 없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우도를 계산할 수 있

다. 이처럼 우리는 ℎ가 �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역적 도출이나, 통계적

분포를 이용하여 우도를 계산할 수 있다.

나아가 ℎ가 �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설명에 대한 고민 없이, 우도를 산출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동전을 10회 연속으로 던졌는데 모두 앞면이 나왔다고 하

자.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이 동전은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도록 조작된

동전이다”는 가설 ℎ를 제시했다고 하자. 이 경우에 우리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그러한 가설 ℎ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도 오로지 ℎ와 � 사이의 연역적

도출 관계만을 고려하여 우도를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말로 우도 산출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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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적 고려가 중요한 기여를 하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이처럼 사전 확률 및 우

도 결정에 설명적 고려가 기여하는 비중이 없거나 매우 낮다면, 설명적 고려를

이용하여 베이즈주의의 믿음 개정 메커니즘을 해명할 수 있다는 립튼의 주장은

힘을 잃는다. 우도 계산에 설명적 고려는 핵심 요소가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설명적 고려를 통해 증거적 유관성을 해명한다면, IBE는 긍정

적 유관성 기준과 충돌한다. 3.3절에서 등장한 다음 사례를 생각해 보자.

(i) 야구 경기 결과와 방송 자막

�	= 4월 1일, 마산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NC 다이노스의 야구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시즌에는 무승부를 허용하지 않는다.

�	= 4월 1일 밤 10시, A 방송사의 스포츠 뉴스에서 “마산구장, 7:4로 NC가

승리”라는 자막이 송출되었다.

ℎ	= 4월 1일 경기에서 NC가 승리했다.

¬ℎ	= 4월 1일 경기에서 NC가 패배했다.

�′	= A 방송사의 자막 담당자가 타 구장 결과를 마산 구장 결과로 착각하여

자막을 잘못 입력했다.

긍정적 유관성 기준에 따르면, �(ℎ|��&�&�) > �(ℎ|�&�)이기 때문에 �&�(= ��)

하에서 A 방송사의 자막 담당자가 실수했다는 사실 ��는 NC가 패배했다는 가설

¬ℎ의 증거이다. 그러나 우리는 ��를 ¬ℎ의 증거로 여기지 않는다. 긍정적 유관성

기준은 왜 우리가 이렇게 여기는지 잘 해명하지 못한다. 이는 오히려 설명적 고

려를 통해 잘 해명할 수 있다. “왜 A 방송사의 자막 담당자가 타 구장 결과를 마

산 구장 결과로 착각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4월 1일 경기에서 NC가 패배

했다”라는 가설은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에서 ��는 ¬ℎ와 설명적으로 무관한 동시에 증거적으로도 무관하다. 이는 베이

즈적 증거 개념과 충돌한다.

이러한 충돌은 오래된 증거의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오래된 증거의 문제에서

수성의 근일점 이동 자료는 일반상대성 이론의 확률을 증가시키지 못한다. 이에

대응하여 베이즈주의 이론가들은 다양한 조건을 부가하여 일반상대성 이론과 수

성의 근일점 이동 사이의 확률적 유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다. 반면 IBE 이론

가들은 확률적 유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반사실적 가정 등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 일반상대성 이론으로 수성의 근일점 이동을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성의 근일점 이동 자료가 일반상대성 이론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해명하면 된다. 이러한 점에서 IBE적 증거와 베이즈적 증거는 동일하지 않다. 오

래된 증거의 문제 등에서 IBE 이론가들이 베이즈주의와 IBE가 조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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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IBE의 강점을 약화시킨다. 확률적 유관성과 설명적 유

관성이 언제나 함께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다. 가설과 자료 사이의 설명적 유관성

은 확률적 유관성과 독립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소이다.

4.3.2. IBE의 다른 문제

립튼이 정교화한 IBE는 발견의 맥락과 정당화의 맥락을 모두 다룬다는 점에서

정당화의 맥락에만 관심을 가지는 기존의 증거 이론(가설 연역적 증거 이론, 베

이즈주의 증거 이론)과는 차별화된 강점을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평가는 IBE가 발견의 맥락과 정당화의 맥락을 모두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

을 때에만 유효하다. 그러나 가장 사랑스러운 설명에 호소하는 IBE는 오히려 가

설의 발견과 정당화 과정 모두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립튼은 가설을 창안하는 과정에서도 관심 영역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의 생산

성, 통합성, 단순성과 같은 설명적 덕목이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가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덕목들이 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주장한다. 즉 가설

이 가진 설명적 사랑스러움이 가설의 창안 및 평가 모두에 기여하는 셈이다. 립

튼의 이러한 주장을 강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가설의 창안 과정이 곧 가설의

평가 과정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여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가장 사랑스러운 설

명이 언제나 그럴 법한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상당수의 음모론은 그것이 참이라

면, 서로 무관해 보이는 다양한 사건에 대한 통합적인 최고의 이해를 제공하지만

음모론은 전혀 그럴 법하지 않다.

또한 가설의 사전 확률과 우도를 설명적 고려에 호소하지 않고서도 계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면, 평가 과정에서는 가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설명을

제공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가설이 제공하는 설명이 얼마나 그럴 법한지

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립튼은 IBE를 최선의 그럴 법한 설명으로의

추론으로 이해할 경우, 가설의 참을 전제하는 일종의 선결 문제 해결의 오류를

저지르기 때문에 IBE를 최선의 사랑스러운 설명으로의 추론으로 이해하여야 한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우리가 어떤 설명이 참일 확률을 계산할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적절한 비판이다. 그러나 우리는 설명 및 가설이 참일 확

률을 계산할 여러 방법을 가지고 있다. 통계적 자료에 호소할 수도 있으며, 기존

에 수용된 명제에서 해당 설명이 도출 가능한지 계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

서 설명의 사랑스러움은 가설의 창안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몰라

도 가설의 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22

                                                  
22 캄포스는 립튼의 IBE와 귀추법에 관한 퍼스의 논의를 대조하며, 퍼스와는 달리 립튼의 가

설의 창안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기준과 가설의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기준을 뒤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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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세계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가설을 낱낱이 검토하고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가설만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의 자료들을 사랑스럽게 설명하는 가설은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가설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사랑스러운 가설 중에서 어떤 것이 세계에 대한 가장 올바

른 그림을 제공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랑스러움은 적절하지 않다. 우

리는 어떤 가설이 사랑스러운 설명을 제공하더라도 그것이 거짓일 것 같으면 거

부한다. 가설의 평가 기준은 사랑스러움이 아닌 그럴 법함이 되어야 한다.

립튼은 귀납 추론이 항상 오류 가능성을 안고 있기에 IBE가 지나치게 많은 것,

즉 설명의 사랑스러움이 설명의 참을 보장함을 증명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IBE가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론 역시 보여줄 수 없다. 물론

어떤 과학방법론을 따라서 탐구를 진행했을 때, 때때로 오류에 빠진다고 해서 그

방법론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는 립튼이 말한 바와 같이 정말로 IBE

가 가설 평가에 관한 우리의 실천을 잘 기술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반론이다.

가설의 사전 확률 및 우도 계산 문제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는 설명적 고려

없이도 가설의 확률 등을 계산할 수 있다. 그렇다면 IBE가 정말로 우리의 과학

적 실천을 잘 반영한다고 여길 이유는 없다.

설명의 사랑스러움에 대한 강조는 증거 개념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립튼이 강조한 바와 같이 기존의 가장 사랑스러운 설명은, 그 어떤 경험

적 정보가 추가되지 않더라도 더 사랑스러운 설명을 제공하는 가설이 제시된다면,

그 때문에 덜 사랑스러운 설명이 될 수 있다. 즉 어떤 사실 �가 가설 ℎ의 증거였

으나 ℎ보다 �를 더 사랑스럽게 설명하는 ℎ와 양립 불가능한 가설 ℎ′가 도입된다

면, 아 그 어떤 경험적 정보도 추가되지 않았음에도 �는 ℎ′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이상한 주장이다.

물론 새로운 가설, 혹은 설명의 도입이 경쟁 가설들의 확률 분포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오카샤(Samir Okasha) 및 전영삼이 소개하는 치하라(Charles Chi-

hara)의 예를 보자. (Chihara 1987: 556-558; Okasha 2000: 708; 전영삼 2015: 

82-83)

이웃나라의 공주를 사랑하게 된 어느 왕자는 왕자가 자신의 딸을 데려갈 정도

로 총명한지 확인하려는 왕에 의해 지혜를 시험받는다. 이 때문에 왕자는 일주일

간 방에 갇힌 상태에서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는 매일 아침 숫자가 새겨진

진홍색의 공 하나씩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는 마지막 날 아침에 받을 공에 새

겨진 숫자가 무엇인지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정답을 말하지 못한다면, 그는

사자 우리에 던져진다. 첫 날 아침 받은 공에는 47이 새겨져 있었고, 둘째 날 받

은 공에는 77이 새겨져 있었다. 이렇게 6일을 보내는 동안 그는 6개의 다른 숫자

                                                                                                                                         
고 비판한다. Campos 2011: 436-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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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았고 아무런 패턴을 발견할 수 없었다. 여섯째 날 오후, 절망에 빠진 왕자에

게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지금까지 받은 공이 모두 진홍색(crimson)이었고

‘crimson’의 글자 수는 일곱이었다. “일주일은 7일인데, 지금까지 받은 숫자가 왕

의 논리학자가 창안한 괴델 수는 아닐까?” 왕자는 왕의 논리학자가 쓴 논리학 책

을 찾아 마지막 글자인 ‘n’에 대응하는 괴델 수를 찾는다. 그것은 69였고, 정답을

맞춘 왕자는 살아남았다.

이 예를 소개하면서 치하라 등은 “7일째 받는 공에 새겨진 숫자는 69이다”라는

가설에 대한 왕자의 주관적 확률, 혹은 믿음의 정도가 결정적으로 변하게 된 것

은 새로운 경험적 자료가 추가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어진 자료에 대한 새로운

설명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라 해명한다. 나 역시 지금의 예에서 문자 그대로의 의

미로 새로운 경험적 자료가 추가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왕자의 입장에서 69 

가설의 확률을 계산하는 과정을 살펴본다면 다른 의미로 새로운 자료가 추가되었

다 할 수 있다. 물론 왕자는 6일 동안 받은 숫자의 목록, 받은 공이 진홍색이라

는 것, 왕의 논리학자가 창안한 괴델 수가 있다는 것 등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괴델 수를 의식적으로 떠올린 시점 이전에 왕자가 69 가설을 포함한 다양한 가

설의 확률을 계산할 때, 받은 공이 진홍색이라는 사실, 왕의 논리학자가 창안한

괴델 수가 있다는 사실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계산 기계

가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가설의 확률을 계산할 수 없

다. 때때로 우리는 확률 계산 과정에서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알고 있는 정보

의 일부를 배제한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어떤 눈이 나올지 예측하는

게임을 한다고 하자. 다만 게임에서 어떤 주사위가 사용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자. 이 경우 대부분의 사람은 12면체 주사위 같은 것이 있음을 알고 있으나,

통상적 상황에서 그 사실을 떠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사위의 눈이 1이 나올 확

률을 1/6이라고 계산한다. 그러나 게임 주관자가 12면체 주사위가 있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참가자는 12면체 주사위를 포함한 다른 모양의 주사위가 존재한다는

정보를 추가하여 가설의 확률을 다시 계산할 것이다. 이 때문에 주사위의 눈이 1

이라는 가설에 부여하는 확률이 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의 주체가 미처 고려

하지 못한 정보는 어떤 의미로 새로운 정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 변화의

과정은 베이즈 정리를 이용하여 해명할 수 있으며, 설명의 사랑스러움에 호소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설명의 일방향성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가설-연역적 증

거 이론의 문제로 제시했던 연역의 일방향성 문제와 유사하다.

(ii) 메리 스튜어트의 죽음

� = 사형집행인이 도끼로 메리 스튜어트의 목을 잘랐다.

ℎ = 메리 스튜어트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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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에서 �는 ℎ의 증거이나 ℎ는 왜 �가 참인지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와 ℎ가

설명적으로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메리 스튜어트의 죽음에 대해, “사형집행인이

도끼로 메리 스튜어트의 목을 잘랐기 때문에 메리 스튜어트는 죽었다”고 설명한

다. 여기서는 설명의 방향이 바뀌며, �가 ℎ를 설명한다. 그러나 IBE는 가설에 의

한 설명에 방점을 두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의 설명을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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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왜 기존 증거 이론은 실패하는가?

지금까지 기존의 대표적 증거 이론인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 IBE를 검토하였다. 각 이론은 증거적 지지를 각각 연역적 도출, 확률 변화,

설명적 고려를 이용하여 해명하고 있다. 이러한 해명이 때때로 과학적 증거의 어

떤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논한 바와 같이 각 이론

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증

거의 핵심 특징을 잘 보여주지 못한다. 우리가 실제 탐구에서 찾는 증거는 가설

의 참을 가리키는 표지가 되어야 한다.

5.1. 기존 이론의 문제 다시 살펴보기

과학자들이 원하는 증거의 핵심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앞에서 살펴본 기존 증거

이론의 주요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자.

5.1.1. 상대적 입증의 문제

2-4장에서 살펴본 세 증거 이론은 공통적으로 배경 가정, 혹은 배경 지식에 상대

적으로 증거적 지지를 해명한다. 그런데 이 이론들은 모두 배경 지식이나 가정의

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의 경우, 가설에서 예측을 도출

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배경 가정 �의 참이 필요하지 않다. “증거는 �에 상대적으

로 ℎ를 입증한다”고 말할 뿐이다.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 역시 이에 자유롭지 않

다. 개인이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배경 믿음 �에 비추어 가설 ℎ의 확률이 변

한다면, 그러한 � 하에서 �는 ℎ를 입증한다. IBE 역시 동일한 문제에 부딪히는

것 같다. 설명의 사랑스러움은 원칙적으로 청자의 배경 믿음에 상대적으로 결정

된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은 포함되

지 않는다. 그런데 배경 정보 속 오류에 침묵하는 것은 실제적 입증이나 실제 증

거적 지지를 올바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과학적 탐구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가설의 참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배경 정보에 심각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 사실이 가설의 참을

지지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에디딘(Aron Edidin)은 상대적 입증

(relative confirmation)과 실제적 입증(real confirmation)을 구분하며, 가설-연역

적 증거 이론이나 구두띠 이론과 같이 배경 가정이나 배경 정보에 상대적인 입증

이론의 한계를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한 가설이 특정한 배경 가정 집합에 상대

적으로 강하게 입증되더라도 실제 탐구에서 연구되는 가설의 신뢰성을 획득하는

데에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할 수 있다. 상대적 증거 개념에 따르면 거짓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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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 배경 정보 하에서는 거짓인 가설 역시 증거적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실제로 연구하는 가설의 참이 진정으로 입증되려면(genuinely con-

firmed) 입증의 과정에 개입하는 배경 정보는 참일 필요가 있다. (Edidin 1988)

배경 정보에 따라 증거적 지지 여부가 결정되는 증거 이론은 에디딘의 이러한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증거 이론은 우리가 원하는 증거적 지지,

혹은 입증의 특징을 잘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거짓된 가설이 증거적 지지를

얻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 실제 과학자들은 특정 사실의 증거적 지지를 산출하는

데에 바탕이 되는 배경 정보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실을 가설의 증거

라고 여기지 않는다. 증거에 관해 논쟁중인 과학자는 “당신의 배경 믿음이 틀렸

지만 당신의 배경 믿음하에서 �는 ℎ의 증거다”라 말하지 않는다. 단지 “�는 ℎ의

증거가 아니다”와 같이 말할 뿐이다. 좀 더 관대한 사람이라면 “당신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도 있으나 그것은 증거가 아니다”와 같이 말할 것이다.

특히 과학자들이 과거의 탐구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러한 인식이 잘 드러난다.

튀코 브라헤(Tycho Brahe)의 항성의 연주시차 관측 시도가 좋은 예이다. 튀코는

당대 최고의 관측가로 그의 관측 자료는 매우 신뢰할 만한 것이었다. 그는 코페

르니쿠스 체계가 옳다면 지구의 공전 때문에 멀리 떨어진 별이 상대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연주시차가 나타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연주시차

를 관측하고자 했다. 게다가 그는 항성이 토성보다 약 700배 정도 먼 거리에 있

을 것이라는 당시 상황에서 신뢰할 만한 계산 결과도 가지고 있었다. 이를 바탕

으로 그는 항성의 연주시차를 관찰하고자 했으나 그는 연주시차를 관찰하지 못했

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그는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틀렸다는 결론을 내렸다.

(Hirshfeld 2013: 91) 튀코는 연주시차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틀렸다는 가설의 증거로 여긴 것이다.

튀코의 관측결과는 당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였

고, 별까지의 거리에 관한 그의 사전 계산 결과 역시 당시의 기준으로 보아 거부

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튀코가 연주시차가 관측되지 않는다는 사

실 �를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틀렸다”는 가설 ℎ의 증거로 간주하는 일은 분명히

정당하다. 이는 현대 천문학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천문학자들은 튀코의 그러한 관측 결과를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틀렸다는

증거로 간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튀코가 가진 다른 정보, 즉 가까운 항성까지의

거리가 토성까지의 거리의 700배 수준이라는 그러한 계산 결과가 틀렸기 때문이

다(실제로는 약 30,000배). 다시 말해 튀코의 배경 믿음에는 오류가 포함되어 있

었다. 튀코가 그러한 오류를 알아챌 수 있는 수단이 전무했다고 하더라도 튀코의

관측 자료는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틀렸다는 증거가 되지 못하며, 실제적이고 진

정한 입증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배경 정보 �가 참이라는 요구

를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가는 기존 증거 이론의 핵심적 전제를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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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트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5.1.2. 약한 증거의 문제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 및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은 공통적으로 가설이 참일 법해

야 한다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 어떤 사실 진술이 가설에서 연역될 수 있으면 그

사실은 가설-연역적 증거가 되며, 어떤 사실의 발견이나 획득이 가설의 확률(혹은

신뢰도)을 증가시킨다면, 그것은 베이즈적 증거가 된다. 이러한 증거 규정은 얼핏

보기에 그럴 법 하지만 실제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증거 개념에는 잘 들어맞지 않

는다.

왜 이러한 증거 규정이 문제가 되는가? 탐구 과정에서 우리가 증거를 찾는 이

유는 그것을 안내자로 삼아 가설의 참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증거

가 되는 사실은 그것을 획득했을 때, 가설의 참이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

어야 한다. 우리는 “분석 결과는 벤젠이 탄소 원자 여섯 개를 가지고 있다는 증

거이지만, 벤젠은 탄소 원자 여섯 개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와 같이 말

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경우 우리는 그가 ‘증거’라는 표현을 우리의

용법에 맞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여길 것이다. 그런데 가설-연역적 증거 개념

이나 베이즈적 증거 개념은 참의 보장이라는 요구를 포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괴

상한 증거 진술을 허용한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참의 보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 및 베이즈적 증거 이론은 모두 하나의 사실이 서로 양립 불가능한 가

설 모두의 증거가 되는 것을 허용한다.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에 따르면 문재인

의 소유지를 면밀히 조사했으나 금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 �는 “문재인이

금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가설 ℎ 및 “문재인이 금괴를 가지고 있으나 주도면

밀히 숨기고 있다”는 가설 ℎ′ 모두의 증거이다. 가설의 확률 증가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 경우의 �는 ℎ 및 ℎ′의 베이즈적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의 우리

는 증거 진술을 이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문제는 어떤 사실이 양립 불

가능한 가설 모두를 지지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여 가설의 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과학사나 현실의 논쟁을 살펴보면, 때때로 한 사실이 서로 양립 불가능한

두 가설 모두의 증거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이를테면 화합물의 일정

성분비에 관한 베르톨레(Claude Louis Berthollet)와 프루스트(Joseph Louis 

Proust)의 논쟁에서 두 사람은 동일한 실험 결과를 공유했지만 그 실험 결과를

각기 자신의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하나의 사

실이 두 양립 불가능한 가설 모두의 증거로 간주된 것은 아니다. 베르톨레는 일

련의 실험 결과를 자신의 가설을 지지하고 프루스트의 가설을 논박하는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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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겼으며, 프루스트는 실험 결과를 그 반대로 해석하였다. 과학자는 하나의 사실

을 서로 양립 불가능한 가설 모두의 증거로 생각하지 않는다.

코니(Earl Conee)와 펠드만(Richard Feldman)이 주장한 바와 같이 우리는 과학

적 증거가 과학적 가설의 참을 신뢰성 있게 지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원한다.

(Conee & Feldman 2008: 84) 따라서 최소한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ℎ|�&�) > 0.5이어야 한다. 만약 �가 주어졌음에도 �(ℎ|�&�) ≤ 0.5라면, 이는 �를

안내자로 삼아 ℎ의 참을 추적할 경우 절반 이상의 실패를 경험할 것임을 뜻한다.

이 경우 �는 신뢰성 있는 안내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가설-연역적 증거 및 베

이즈 증거는 �(ℎ|�&�) ≤ 0.5인 경우를 허용하는 약한 증거 개념이다. 이것이 우리

가 해당 증거 개념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IBE는 이러한 점에서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이나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다. IBE는 “사실에 관한 가장 사랑스러운 설명을 제공

하는 가설이 참이거나 참에 가깝다”와 같은 가설 수용에 관한 규칙을 제공한다.

이 규칙을 �(ℎ|�&�) ≈ 1을 뜻하는 것으로 본다면, IBE적 증거는 가설의 참을 높

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음모론과 같이 매우 그럴 법하지 않는 가

설이 때때로 사랑스러운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명의 사랑스러움이

가설의 그럴 법함을 평가하는 데에 유용하다는 보장은 없다. 즉 설명의 사랑스러

움이 확인되어도 �(ℎ|�&�) ≈ 1를 얻을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5.1.3. 증거적 연결의 해명

“�가 ℎ의 증거이다”와 같은 증거 주장은 �와 ℎ가 특별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음

을, 뜻한다. 그리고 �와 ℎ 사이의 연결을 어떻게 해명하는지에 따라 각 증거 이

론의 정체성이 결정된다. 우선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에서는 이 특별한 연결을

가설에서 관찰 진술로 나아가는 연역적 도출로 해명한다. 그런데 무관한 연언의

문제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가설-연역적 증거는 가설 몇 관찰 진술의 내용에 무관

심하다. 따라서 가설과 관찰 사실이 정말로 유관하기 때문에 가설에서 관찰 진술

이 연역되는지, 서로 무관하지만 단지 형식적 구조 때문에 가설에서 관찰 진술이

연역되는지 구분할 길이 없다. 이 때문에 우리는 증거적 연결을 연역적 도출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명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가설의 확률 변화를 이용하는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은 증거적 연결의

성질을 잘 해명할 수 있는가? 무관한 연연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

나는 것처럼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은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보다 무관한 가설이

증거적 연결 속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래

된 증거의 문제 및 오래된 가설의 새로운 증거의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

럼 베이즈주의의 긍정적 유관성 기준 역시 때때로 가설의 증거를 가설과 무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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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처리해 버린다. (3.2.) 뿐만 아니라 야구 결과 문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설의 확률 혹은 가설에 대한 믿음을 증가시키는 자료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

설의 증거로 여기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3.3.2.) 이처럼 증거적 연결은 연역적

도출이나 확률적 유관성만으로는 잘 해명할 수 없는 독특한 측면을 가진다.

IBE는 가설 ℎ와 사실 � 사이의 특별한 연결을 ℎ가 다른 경쟁 가설들보다 �를

가장 사랑스럽게 설명한다는 것으로 해명한다. 여기서 설명을 사건의 인과적 역

사나 메커니즘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증거적 연결은 ℎ가 기술하는 세계

의 구조나 사건과 �가 기술하는 사건의 측면 사이의 인과적 연결로 해명할 수 있

다. 이는 단순한 연역적 도출이나 확률적 유관성으로 해명할 수 없는 증거적 연

결의 독특한 특징을 해명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증거가 가설에 의해 사랑스럽게 설명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증거와 가설

사이에 다양한 방향의 설명이 가능함을 무시하고 있다. 훈련 중 지원 헬기를 특

정 지점에 착륙시키기 위해 해당 지점에 헬기 착륙장 표시를 그렸다고 하자. 여

기서 해당 지점에 헬기 착륙장 표시가 그려졌다는 사실은 지원 헬기가 해당 지점

에 착륙할 것이라는 가설의 증거가 된다. 그런데 이를 지시한 지휘관은 착륙장

표시를 그렸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헬기가 해당 지점에 착륙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명하지, 헬기가 착륙할 것이라는 가설을 이용하여 착륙장 표시를 그렸다는 사

실을 설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혹은 더 근본적인 훈련 계획을 이용하여 왜 그 지

점에 착륙장 표시를 그렸는지, 왜 그 지점에 헬기가 착륙할 지 설명할 수도 있다.

이 점에서 IBE는 가설과 증거 사이에 있는 특별한 연결을 잘 해명한다고 보기

어렵다.

5.2. 증거와 표지

앞 절에서 검토한 기존 증거 이론의 핵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 기존의 주

요 거 이론은 증거적 지지 여부가 배경 정보 �에 상대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에

오류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주지 않는다. 둘, 기존의 증거 이론에서 규

정하는 증거는 약한 증거 개념이어서 가설의 참을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 셋,

기존 증거 이론은 가설과 증거 사이에 있는 특별한 연결의 특징을 잘 보여주지

못한다. 이 때문에 무관한 자료를 가설의 증거로 간주하거나 유관한 자료를 가설

의 증거로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해 우리는 증거를 ‘가설의 참을 가리키는

표지’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표지의 특징을 명료화함으로써, 적절한

증거 이론이 만족하여야 할 조건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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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표지의 특징

간단한 화학 실험 하나를 생각해 보자. 투명한 용액이 담겨 있는 플라스크가 있

다. 그리고 이 플라스크에 담겨 있는 용액의 산-염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메

틸 오렌지(Methyl Orange) 지시약을 이용한다. 이제 이 플라스크에 있는 용액의

일부를 시험관에 덜어내고, 시험관에 메틸 오렌지 용액을 첨가하였더니 시험관

속의 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플라스크 안의 용액은 산성 용

액일 것이다. 이 실험에서 메틸 오렌지를 첨가했더니 용액의 색이 붉은색이 되었

다는 사실은 플라스크 안의 용액이 산성 용액임을 가리킨다. 우리가 메틸 오렌지

와 같은 것들을 ‘지시약(indicator)’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 셈이다.

지금의 실험에서 메틸 오렌지 용액을 첨가했을 때 문제의 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했다는 바로 그 사실은 “이 플라스크 안의 용액은 산성 용액이다”라는 가설의

강력한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증거는 가설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메

틸 오렌지 용액을 첨가했을 때 용액의 색이 붉게 변했다는 사실은 “이 플라스크

안의 용액은 산성 용액이다”가 참임을 보여준다. 달리 말해 증거는 우리의 세계

—혹은 세계의 일부—가 문제의 가설이 기술한 바와 같이 되어있음을 가리키는

표지(beacon), 지표(indicator), 표시(mark), 증상(symptom)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증거 개념은 ‘표지로서의 증거’라 부를 수 있다.

이처럼 증거를 표지로 간주한다면 다음의 두 진술은 교환가능하다.

�� : 메틸 오렌지를 첨가했을 때 용액의 색이 붉은색으로 변했다는 그 사실은

그 용액이 산성 용액이라는 증거이다.

��: 메틸 오렌지를 첨가했을 때 용액의 색이 붉은색으로 변했다는 그 사실은

그 용액이 산성 용액임을 가리키는 표지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리켜 표지라 말할 수 있는가? 사실 표지의 필요충분조건을 제

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표지의 주요 특징들을

정리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러한 특징을 만족하는 표지는 기존 증거 이론이 부딪

히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하나, 표지는 우리 외부의 객관적 사태(affair)나 사실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심

적 상태와 같은 것이 아니다. 메틸 오렌지를 첨가했을 때, 용액이 붉은 색으로 바

뀌었다는 것은 객관적 사태나 사실로,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공

적으로 접근 가능하거나(accessible) 이용 가능하다(available). 이는 우리의 일상

적 증거 개념에도 잘 들어맞는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증거의 예로 인공위성에

서 찍은 지구의 사진, 칼에서 발견된 지문, 통화 녹음 기록 등을 제시한다. 이것

들은 명제와 같은 어떤 추상적인 대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공적으로



- 61 -

접근가능한 구체적인 대상이나 대상에 남은 흔적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에 증거

에 기초하여 세계의 상태, 구조, 혹은 과정이 이러저러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증거를 일종의 심적 상태, 이를테면 어떤 명제에 관한 믿음, 개인적

경험, 혹은 기억과 같은 것이라 반론할 수도 있다. 인식정당성에 관한 ‘증거주의

(evidentialism)’을 옹호하는 코니와 펠드만은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 논자

로 이들은 증거를 개인이 어떤 믿음을 형성하는 ‘이유(reason)’인 심적 상태로 간

주한다. (Conee & Feldman 2008: 85) 이들에 따르면 어떤 사실 그 자체는 믿음의

증거가 되지 않는데, 믿음의 이유는 외부의 사실이나 사태가 아니라 나의 다른

믿음, 지각 경험, 기억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깥이 따뜻하다는 믿음

을 내가 가진다면, 실제 외부 온도가 이러저러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따뜻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증거는 개인의 심적 상태인 것이다. (Feldman 2005: 273) 

그러나 코니와 펠드만 역시 개인의 심적 상태가 아닌 다른 종류의 증거가 있음을

인정한다. 이들도 ‘과학적 증거(scientific evidence)’라고 불리는 것은 개인의 심적

상태가 아닌 객관적이고 공적으로 이용가능한 외부 사실이며, 이것은 과학적 가

설의 참을 신뢰성 있게 지시하는(reliable indicates) 역할을 한다고 인정한다.

(Conee & Feldman 2008: 84)

코니와 펠드만처럼 ‘증거’를 개인의 어떤 심적 상태를 지시하는 용어로 보고 증

거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는지 탐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이

인식론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증거 개념은 과학적 탐구

에서 사용하는 증거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과학적 증거 개

념과는 동일하지는 않다. 일반인은 물론, 과학자가 사용하는 증거는 개인의 사적

인 믿음이나 경험이 아닌 공적인 사실이나 사태를 가리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

을 것이다. 탐구를 위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일상인들조차 사적인 심적

상태는 어떤 주장의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설령 증거

를 사적인 심적 상태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맥락이 있어도, 그것은 과학적

가설의 탐구와 논쟁의 맥락에서 다루는 증거와는 거리가 멀다. 그렇기 때문에 통

상적으로 “�가 가설 ℎ의 증거다”라는 주장은 엄격하게 말해 명제 �가 가설의 증

거라는 것이 아니라, �가 기술하는 사실이 가설의 증거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둘, �가 ℎ의 표지라면 �는 참이어야 한다. 앞의 예에서 메틸 오렌지 용액을 첨

가했지만 해당 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하자. 그렇다면 메틸 오렌지

를 첨가했을 때 용액의 색이 붉은색으로 변했다는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문제의 용액이 산성 용액임을 가리킬 수조차 없다. 물론 �가 참이 아님에도 “�가

참이라면, �가 참이라는 사실은 ℎ의 표지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때

에도 �는 가정상이라도 참이어야 한다. “�는 거짓이나 �가 참이라는 사실은 ℎ의

표지이다”와 같은 주장은 매우 기이한 주장이다.

셋, �가 ℎ의 표지라면 ℎ는 참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가설 ℎ가 말하고 있는 바



- 62 -

와 같이 세계가 구성되어 있거나, ℎ가 서술하고 있는 모형과 세계가 잘 들어맞아

야 한다. 가설 ℎ가 거짓이면, ℎ를 가리키는 표지는 없다. �가 ℎ임을 가리킨다는

것은 �가 “ℎ이다”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표지, 혹은 신호(signal)의 역할을 수행함

을 뜻한다. 그런데 드레츠키(Fred I. Dretske)가 논한 바와 같이 ℎ가 참이 아니라

면, �는 표지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정보를 전달하는 표지는 적절한 해석 능

력을 가진 이가 수신했을 때, 그와 관련된 앎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신호는 단순히 어떤 주장이나 의미를 전달하는 것과는 다르다. 내

가 “내가 치통을 앓고 있다”라고 말했다면, 정말로 내가 치통을 앓고 있을 때에만

그 발언은 내가 치통을 앓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치통을 앓

고 있지 않다면, 그 발언은 내가 치통을 앓고 있다는 앎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

에 내가 치통을 앓고 있다는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다. (Dretske 1981: 44) 이러한

점에서 ¬ℎ인 경우에 �는 ℎ를 가리키는 표지가 될 수 없다.

넷, �가 ℎ의 표지인지는 �가 어떤 배경 조건 하에서 나타나는 지와 관련이 있

다. 119를 통해 누군가가 다급한 목소리로 건물 A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고 하자.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그러한 신고는 해당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음(ℎ)

을 지시하는 표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 장난 전화가 매우 빈번하여

지금까지의 화재 신고 중 80% 가량이 장난 전화였다고 하자. 이러한 조건 하에

서는 누군가가 다급한 목소리로 건물 A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는 사실은

건물 A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표지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증거가 객관적인 표지나 신호라면, 그것이 어떻게 배경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를테면 연기가 화재의 신호라면 연기

등에 대한 나의 지식 상태에 관계없이 연기와 화재 사이에 있는 인과적 관계가

연기가 화재의 표지인지 아닌지 결정한다. 그렇다면 표지가 배경 조건에 상대화

된다는 주장은 매우 이상해 보인다. (Kelly 2014: sc. 2)

이러한 의문은 정당하다. 표지와 가설 사이의 연결은 우리의 인지적 믿음과는

무관한 객관적인 연결이다. 그렇기에 가설의 표지 여부는 배경 믿음이나 배경 지

식에 무관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언급하고 있는 배경 조건은 배경

믿음이나 배경 지식과 동일하지 않다. 통상적으로 배경 믿음이나 지식은 그러한

믿음이나 지식을 가진 주체에 귀속되지만 배경 조건은 특정 주체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다음의 가상적 사례를 고려해 보자.

특정 DNA 조각 B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 눈의 흰자위에 청색 반점이 나타나도

록 만든다고 하자. 그리고 매우 드물지만 발생 과정에서 배아가 특정한 화학 물

질 C에 노출되었다면 그러한 청색 반점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자. 그렇다면 어

떤 이가 그러한 DNA 조각 B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정상적인 발생 환경 하에

서 그의 눈에 청색 반점이 나타날 것임을 지시하는 표지가 된다. 그러나 만약 발

생 과정에서 배아가 C에 노출되었다면 청색 반점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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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상적인 발생 환경 및 화학 물질 C에 노출된 환경과 같은 것이 바로 배경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발생 과정에서 C에 노출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어떤 개

인의 배경 믿음이나 배경 지식에 무관하게 결정된다.

이처럼 B의 발현 여부는 개인의 믿음이나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DNA 

조각 B가 처한 외부 조건에 의존한다. 이러한 객관적인 조건을 ‘배경 조건’이라

부를 수 있고, 이러한 배경 조건을 기술하는 명제들을 배경 정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가 ℎ의 표지이다”는 사실 주어진 � 하에서 �가 ℎ의 표지임을 뜻한다.

다섯, 표지는 가설의 참을 강하게 보장(warrant)하여야 한다. 도로 위에 설치된

이정표에 ‘휴게소까지 앞으로 500m’라고 인쇄되어 있다(� )고 하자. 이때 이러한

사실이 정말로 500m 앞에 휴게소가 있음(ℎ)을 가리키는 표지라면, 500m 앞에 휴

게소가 있어야 함은 물론, 휴게소가 있을 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배경 정보 �

하에서 �가 ℎ의 표지라면, 적어도 �(ℎ|�&�) > 0.5이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만 �

는 ℎ의 참을 가리키는 표지이다. 예를 들어 해당 이정표가 설치된 도로가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 설치된 이정표의 대부분이 잘못된 것이라 하자. 그렇다면 설령

그 이정표가 말하는 바와 같이 휴게소가 있다고 해도 �(ℎ|�&�) < 0.5일 것이다.

이러면 그 이정표에 인쇄된 내용은 가설의 참을 가리키거나 안내하는 역할을 전

혀 수행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표지가 아니다. 따라서 증거는 가설의 참을 완전

히 보장할 수는 없어도 충분히 강한 정도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 주어진 � 하에서 �가 ℎ의 표지라면, 그러한 배경 조건 하에서 �와 ℎ 사

이에 특별한 연결이 있어야 한다. 이는 정당화 개념을 분석할 때에도 제시된 조

건으로 ℎ가 참이고 �(ℎ|�&�) > 0.5이어도 �가 ℎ의 표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늦은 밤 섬 쪽에서 나온 빛(�)이 섬에 등대가 있음(ℎ)을 가리키는 표지가 되는 이

유는 그 빛과 등대 사이에 특별한 연결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그 섬에

등대가 있지만 그 등대는 버려져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자. 덧붙여 섬에서 나온

빛은 섬의 주민이 날린 무인기에서 나온 빛이라고 하자. 이 때에는 섬 쪽에서 나

온 빛은 그 섬에 등대가 있다는 표지가 되지 못한다. 표지는 세계의 어떤 구조를

보여주는데, 이는 세계의 어떤 측면과 그 표지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

문에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가설과 자료 사이의 연결과 이어지는 조건이 있다. 주어진 � 하에

서 �가 ℎ의 표지라면 배경 정보 �는 참이어야 한다. 이는 당연한 요구인데 �가

거짓이거나 �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면, �와 ℎ가 모두 참이고 �(ℎ|�&�) > 0.5이

어도 �가 ℎ의 표지가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A에 상당한 양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고 하자. 그리고 A

의 지뢰 제거 작업을 담당한 공병대장 명의로 “이 도로의 지뢰는 완전히 제거되

었음”이라고 적혀 있는 안내판이 A를 통과하는 도로 중 하나인 R의 진입로 입구



- 64 -

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자. 지뢰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안내판이 설치

되어 있을 리가 없기(�� ) 때문에 해당 도로에는 지뢰가 없을 것이다(ℎ ). 그리고

정말로 도로 R에 지뢰가 없다고 하자. 배경 정보 � 를 ��&�� 라고 놓으면,

�(ℎ|�&�) > 0.5이고 �와 ℎ는 모두 참이다. 그런데 사실 R에서는 지뢰 제거 작업

이 진행된 적이 없고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다른 도로에 설치된 안내판을 뽑아 R

의 진입로에 설치했다고 하자(¬��). 이렇다면 �는 거짓을 포함한다. 지금 사례에

서 배경 정보에 포함된 오류는 안내판과 도로 R의 지뢰 제거 사이에 있을 것이

라 예상되는 연결을 파괴함으로써 안내판의 표지 기능 역시 망가뜨린다. 즉 배경

정보의 오류는 표지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5.2.2. 완화된 표지 개념

표지로서의 증거 개념은 과학적 탐구에서 증거 개념을 잘 반영한다. 그러나 앞에

서 살펴본 표지의 어떤 특징은 그것을 강하게 고수하였을 때, 너무 강한 제약을

불러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우선 가설 ℎ가 참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살펴보자. 가설이 참인 경우에만 증거

를 가질 수 있다는 조건은 지나치게 가혹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예

를 생각해 보자. 지석에게 홍역과 밀접하게 관련된 코플릭 반점(Koplik’s spots)이

나타났는데, 사실 지석은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다.

(a) 지석에게 나타난 반점은 홍역의 증상이다. 지석에게 보통 홍역 바이러스

와 관련된 반점이 나타난 것은 그가 홍역에 걸렸다는 표지이다.

(b) 지석에게 나타난 반점은 홍역의 증상이 아니다. 지석에게 보통 홍역 바이

러스와 관련 있는 반점이 나타난 것은 그가 홍역에 걸렸다는 표지가 아니

다. 왜냐하면 그가 홍역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설이 참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염두에 둔다면 (b)와 같이 주장하여야 한다. 그

러나 (a)도 쉽게 버릴 수 있는 주장이 아니다. (a)를 반영하는 표지 개념 역시 필

요한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표지 개념을 더 약하게 해석하여 가설의 참이라는

제한 조건을 뺄 수도 있다. 즉 �가 ℎ의 참을 가리키는 표지라고 해도 ℎ가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설의 참 조건을 뺀 표지 개념은 오류가능성을 허용

한다. 대체로 세계의 구조를 잘 가리키는 표지이지만 때때로 잘못 가리키기도 하

는 것이다. 이와 같은 완화된 표지에 대응하는, 가설이 거짓일 수도 있음을 허용

하는 증거 개념을 애친슈타인은 ‘잠재적 증거(potential evidence)’라고 부른다. 그

리고 잠재적 증거와는 달리 가설의 참을 요구하는 그러한 증거 개념을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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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veridical evidence)’라고 부른다. (Achinstein 2001: 27-28)

가설의 참 조건과 함께 완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은 가설과 자료 사이에 어

떤 특별한 연결이 ‘정말로’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다시 코플릭 반점의 예로 돌

아와서, 일단 지석이 홍역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자. 그렇다면 지석에게 홍역 자체

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석에게 나타난 반점과 홍역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

이 없다. 단지 이러한 유형의 반점과 홍역 사이에 특별한 연결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 뿐이다. 일단 지석에게 나타난 반점(�)와 홍역(ℎ) 사이에 이러한 특별한 연

결이 있음을 Cxn(ℎ, �)라고 하면, �(Cxn(ℎ, �)|�) > 0.5이다.23 즉 �와 ℎ 사이에 특별

한 연결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즉 �(Cxn(ℎ, �)|�) = 1)을 �와 ℎ 사이에 특별한 연

결이 있을 법하다는 정도로 완화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완화는 가설이 참이 아닌 경우를 허용한다면 자연스럽게 따라나오

는 조치이다. 그러나 가설이 참인 경우에도 이러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지석

의 반점 예를 조금 수정하여 지석에게 전형적인 코플릭 반점이 나타났고, 지석이

홍역에도 걸렸는데, 사실은 그 반점은 홍역의 영향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석이 어제 복용한 어떤 약 때문이라고 하자. 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두 대답

이 가능하다.

(a′ ) 지석에게 나타난 반점은 홍역의 증상이다. 지석은 홍역에 걸렸고 또한

지석에게 나타난 반점은 대개 홍역 바이러스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

문이다.

(b� ) 지석에게 나타난 반점은 홍역의 증상이 아니다. 지석은 홍역에 걸렸고

또한 지석에게 나타난 반점은 대개 홍역 바이러스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지만 그 반점이 지석이 걸린 홍역에 의해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설과 자료 사이에 정말로 특별한 연결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염두에 둔다

면 (b� )가 옳은 답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표지의 오류가능성을 허용한다

                                                  
23 실제 홍역에 걸린 것이 아니기에 �(Cxn(ℎ, �)|�) = 0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다. 이 논문에

서 특정한 확률 해석을 제시할 의도는 없으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동전 던지기 게임에서 실제로 공정한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나 뒷면 중

하나만 나올 것이다. 일단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왔다고 하자. 이 때 이번 시행에서 앞면

이 나올 확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두 답변이 가능할 것 같다. 하나, 일단 앞면이 나

왔으니 �(�|�) = 1이다. 둘, 실제로 앞면이 나왔다고는 해도 이번 시행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 = 0.5이다. 두 답변에서 확률에 대한 해석은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어느 하나만이 옳은

확률 해석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확률은 두 번째 답변(�(�|�) = 0.5)에서

등장하는 확률의 의미에 가깝다. 더 구체적으로 애친슈타인의 ‘객관적인 인식적 확률(objective 

epistemic probability)’ 개념과 유사하다. 객관적인 인식적 확률에 관한 애친슈타인의 해명은

다음을 참고하라. Achinstein 2001: c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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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a′)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어떤 �가 사실은 ℎ의 참과 관련이 없으나

대체로 �와 같은 유형의 사실이 ℎ의 참과 특별한 연결을 가지고 있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를 표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세 종류의 증거 개념을 설정할 수 있다.

하나는 가설이 참이 아닐 수 있으며, 그렇기에 가설과 자료 사이에 특별한 연결

이 없을 가능성을 허용한다. 이에 대응하는 증거 개념이 앞에서 언급한 잠재적

증거이다. 다른 두 표지 개념은 가설의 참을 요구하며 이에 대응하는 증거 개념

은 앞에서 진정한 증거이다. 이 진정한 증거 개념은 가설과 자료 사이의 특별한

연결이 정말로 있는 지와 가설과 자료 사이의 특별한 연결이 있을 법한 정도에

그치는 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제 애친슈타인의 표현을 빌려 가설과 자료 사이

에 정말로 특별한 연결이 있음을 요구하는 그러한 증거 개념을 특별히 ‘강한 진

정한 증거(strong veridical evidence)’라고 부르자. (Achinstein 2001:174;

2013:31-32)

표지에 기반한 세 종류의 증거 개념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어떤 �가 ℎ의

강한 진정한 증거라면, �는 ℎ의 진정한 증거이자 잠재적 증거이다. 다음으로 어

떤 �가 ℎ의 진정한 증거라면, �는 ℎ의 잠재적 증거이지만 강한 진정한 증거일 수

도 있고 아닐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떤 �가 ℎ의 잠재적 증거라면, �는 ℎ의 진정

한 증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표지로서의 증거 개념이 가지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a) 표지는 외부의 객관적 사태나 사실이다.

(b) �가 ℎ의 표지인지는 배경 정보 �에 상대화된다.

(c) �가 ℎ의 표지라면 �는 참이어야 한다.

(d) �가 ℎ의 표지라면 �는 참이어야 한다.

(e) �가 ℎ의 표지라면 ℎ는 참이거나 참일 법하여야 한다.

(f) �가 ℎ의 표지라면 �와 ℎ 사이에 어떤 특별한 연결이 있거나 그러한 연결

이 있을 법하다.

정리된 조건 중 (a), (b), (c)는 기존 증거 이론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a)

의 경우, 전통적인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에서는 통상 진술을 가설의 증거로 간

주하지만 해석 상의 유연성을 발휘하여 진술 �가 기술하는 사태나 사건 등이 가

설의 증거가 된다고 이해하면, (a)를 만족한다. (b)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가설

-연역적 증거 이론,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 IBE는 모두 배경 정보의 중요성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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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다. 연역적 도출, 가설의 확률, 설명적 고려는 모두 배경 정보에 영향을 받는

다. 조건 (c)도 기존의 증거 이론들이 �의 참을 거부하지 않는 점에서 기존 증거

이론의 주요 논제들과 충돌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조건 (d), (e)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른데, 우선 조건 (d)는 기존의 증거

이론이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부분이다. 에디딘이 강조한 바와 같이 탐구의 과정

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실제적인 증거적 지지이지, 가능한 상황이나 믿음에 상

대적인 증거적 지지가 아니다. 과학자는 물론이고 일상인조차 단순히 가설에 대

한 자신의 믿음이 정당화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탐구자인 우리는 가설의 참

을 확인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증거적 지지에 기여하는 배경 정보에 오류가 포함

되는 것을 거부한다. 따라서 적절한 증거 이론에서 규정하는 증거 조건에는 배경

정보의 참이 포함되어야 한다.

5.1 절에서 논한 것처럼 조건 (e) 역시 기존 증거 이론이 요구하지 않는 조건이

다. 기존의 증거 개념, 특히 베이즈주의 증거는 자료가 가설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을 약간만 증가시켜도 그것을 증거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우리는 ‘증거’를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증거 없이 주장하지 말라”와 같은 발화에 관한 일상

적 규범이나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다는 증거가 있다”, “그 실험결과는 화학삼

투설을 지지하는 증거이다”와 같은 주장을 보라. 여기서 등장하는 ‘증거’는 단순히

주장이나 가설에 대한 믿음을 증가시키는 자료를 가리키지 않는다. 적어도 가설

의 참을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근거를 뜻한다. 증거에 관한 철학적 탐구의 목

표가 일관적인 증거 이론을 구축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과학적 증거 개

념을 해명하는 것도 포함한다면, 조건 (e)는 적절한 증거 이론이 만족하여야 할

중요한 조건이다.

마지막 조건 (f)는 증거적 연결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각 증거 이론은 가설과 증거 사이의 특별한 연결을 다양한 방식

으로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가 가설이 기술하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거나 세

계의 구조가 가설이 기술하는 것처럼 구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면, 증

거적 연결은 단순한 연역적 도출이나 확률적 유관성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표지인 라디오 구조 신호, 도로 표지판, 지시약 등의 성질이나

기능을 잘 해명하기 위해서는 가설이 기술하는 사건/구조와 증거가 되는 사실 사

이의 법칙적이거나 인과적인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IBE 가 증거

적 연결의 핵심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설과 증거 사이의 관계

를 비대칭적인 것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증거적 연결의 보다 복잡한 특징을 잘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제시한 표지의 조건들을 잘 만족하는 증거

이론이 있는가? 다음 장에서 기존 이론과 차별화된 내용을 담고 있는 애친슈타인

의 증거 이론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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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애친슈타인의 증거 이론: 강한 설명적 증거

앞에서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 IBE를 검토했다. 각 증거

이론은 나름의 강점에도 피할 수 없는 약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 약점들은 각 증

거 이론이 규정하는 증거가 표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에 기인한다. 특

히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과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은 “이 가설의 증거가 있지만

이 가설의 부정이 매우 그럴 법하다”와 같은 이상한 주장을 허용한다. 즉 이들

증거 이론에서 규정된 증거는 표지가 되기에는 너무 약하다.

이러한 약한 증거 개념과 대조되는 강한 증거 개념을 제안한 대표적인 철학자

가 애친슈타인이다. 애친슈타인에 따르면 과학자가 증거에서 원하는 것은 가설을

“믿을 좋은 이유(good reason to believe)”이다.24 이 점에서 대부분의 기존 이론은

과학자들이 흥미를 가지기에 너무 약한 증거 개념을 채택한다. 그렇기에 “증거에

관한 철학적 이론은 과학자들에게 무시되고 있으며 또한 무시되어야 한다”. 

(Achinstein 2000) 이에 애친슈타인은 자신의 독특한 증거 이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오직 그러한 경우에만 주어진 �하에서 ℎ

의 증거이다.

(1) �(E(ℎ, �)|�&�) > 0.525

(2) �와 �는 참이다

(3) �는 ℎ를 함축하지 않는다

(4) ℎ는 참이다

(5) ℎ와 � 사이에 정말로 설명적 연결이 있다

정확히 말해 (1), (2), (3)을 만족하면 잠재적 증거, 이에 더해 (4)를 만족하면 진

정한 증거, 위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면 강형의 진정한 증거(strong veridical evi-

dence)이다. (Achinstein 2001: 170-171; 2013: 31-32)

애친슈타인은 과학자들이 사용하고 원하는 증거는 강형의 진정한 증거라고 말

한다. 즉 어떤 과학자가 “�는 ℎ의 증거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와 ℎ가 조건 (1)

- (5)를 만족한다고 믿는 것이다. 갈릴레오(Galileo Galilei)의 <<두 주요한 우주 체

계에 관한 대화 Dialogo sopra i due massimi sistemi del mondo>> (이하 <<대화>>)

에 등장하는 심플리치오(Simplicio)와 살비아티(Salviati)의 논쟁을 보자. <<대화>>

에서 심플리치오는 탑에서 돌을 떨어트렸을 때, 그 돌이 탑 밑바닥에서 멀리 떨

                                                  
24 애친슈타인이 말하는 ‘믿을 좋은 이유’는 신호, 표지, 증상과 같은 것을 뜻한다.

25 E(ℎ, �)는 ℎ와 � 사이에 설명적 연결이 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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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곳이 아니라 탑 바로 밑에 떨어진다는 사실 �는 지구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

되어 있다는 가설 ℎ의 증거라 주장했다. 이때 심플리치오가 의도한 것은 강형의

진정한 증거이다. 심플리치오는 ℎ가 참이며, 정말로 ℎ가 �를 옳게 설명한다고 믿

었다. 이에 대해 살비아티는 왜 �인지는 지구가 움직인다는 가설로도 설명이 가

능(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하며, ℎ가 옳다는 전제하에서만 심플리치오의 설명이

옳은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심플리치오는 ℎ가 옳음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반론한

다. 여기서 살비아티는 �와 ℎ 사이에 옳은 설명적 연결이 있을 확률이 매우 낮다

고 논증하고 따라서 그것이 잠재적 증거조차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셈이다. <<대

화>>에서 갈릴레오를 포함한 과학자들이 가설의 증거를 찾을 때, 그들이 찾는 것

은 가설을 믿을 좋은 이유이며, 그 “좋은 이유”는 강형의 진정한 증거를 뜻한다. 

(Achinstein 2013: 32)

이처럼 애친슈타인의 증거 이론에서 핵심 축은 가설과 자료 사이에 있는 설명

적 연결이다. 이 장에서는 설명적 연결 조건을 포함한 애친슈타인의 증거 조건들

이 왜 요구되는지 애친슈타인의 논의를 따라간 후, 애친슈타인의 증거 개념의 강

점을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핵심 조건들에 대한 가능한 비판을 검토하고 그러한

비판이 적절하지 않음을 보일 것이다.

6.1. 가설의 높은 확률 조건과 설명적 연결 조건

6.1.1. 높은 확률에의 요구

애친슈타인에 따르면 과학자가 증거에서 원하는 것은 가설을 믿거나 수용할 좋은

이유이다. 그러나 가설-연역적 증거 및 베이즈적 증거는 때때로 가설을 믿을 좋은

이유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를테면 “모든 한국인의 머리색은 검다”라는 가설에 대

해, 다른 정보 없이 오직 단 한 명, 준표의 머리 색이 검다는 정보만 있었다고 하

자. 이는 가설이 함축하는 사실 진술일 뿐만 아니라 가설의 확률을 높여주지만,

이것이 모든 한국인의 머리가 검다는 가설을 믿을 좋은 이유를 제공하지는 못한

다. 그러한 가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가설의 참이 보다 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애친슈타인은 가설을 믿을 좋은 이유와 가설의 확률 사이의 관계를 다

음과 같이 정리한다.

좋은 이유의 문턱 임의의 가설 ℎ와 그것의 증거로 추정되는 �에 대해, 만약

�가 ℎ를 믿을 좋은 이유라면, �(ℎ|�&�) > �이다. 단, � ≥ 0.5.

가설을 믿을 좋은 이유 임의의 �와 ℎ에 대해, 만약 �가 ℎ를 믿을 좋은 이유

라면 �는 ℎ의 부정을 믿을 좋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를 받아들이면 �(ℎ|�) > 0.5인 경우에 한하여, �는 ℎ를 믿을 좋은 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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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 조건을 거부하고 � < 0.5이어도 충분하다고 여긴다면, �(ℎ|�) > �이면

서 �(¬ℎ|�) > �인 경우를 허용한다. 이러면 때때로 �는 ℎ를 믿을 좋은 이유임과

동시에 ¬ℎ를 믿을 좋은 이유가 된다. 그러나 �가 ℎ와 ¬ℎ를 믿을 이유가 된다면, 

�는 ℎ를 믿을 좋은 이유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좋은 이유’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 적어도 � 값은 0.5보다는 커야 한다. (Achinstein 2001: 115-116)

특히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조심스레 살펴보면 이 조건은 명백히 드러난

다. 중 “자료 혹은 증거가 가설을 증명한다”와 같은 표현을 생각해 보라. 과학자

들은 경험적 가설의 입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증명’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

한다. 물론 이는 과학자들이 증거적 지지가 논리적, 수학적 증명과 같은 수준의

확실성을 보장한다고 믿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증거가 가설의 참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증거가 가설

의 참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한다면 적어도 그 가설의 확률은 충분히 높아야 한다.

그러나 ℎ의 높은 확률은 �가 ℎ의 증거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은 아니

다. (Achinstein 2001: 145)

(i) 마이클 조던(Michael Jordan)의 불임

� = 마이클 조던은 남자 농구 선수이다.

� = 마이클 조던은 씨리얼 ‘휘티즈(Wheaties)’를 먹는다.

ℎ = 마이클 조던은 임신하지 않는다.

주어진 �&�에 대해 가설 ℎ의 확률은 거의 1이다. 이 사례에서 가설의 높은 확률

조건은 만족된다. 그러나 마이클 조던이 휘티즈를 먹는다는 사실은 마이클 조던

이 임신하지 않는다는 가설의 증거가 아니다.

물론 우리는 마이클 조던이 임신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 이

유는 마이클 조던이 남자이기 때문이지, 그가 휘티즈를 먹기 때문은 아니다. 이

사례에서는 배경 정보 �에 ℎ의 증거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 혹은 �와 �

의 일부로 구성된 연언은 가설 ℎ의 증거가 아니다. 다시 말해 “마이클 조던은 휘

티즈를 먹으며 또한 마이클 조던은 남자 농구선수이다”는 “마이클 조던이 임신하

지 않는다”는 가설의 증거가 아니다. 이는 설령 마이클 조던이 남자라는 정보가

그가 임신하지 않는다는 가설의 증거일지라도 그러하다. 우리는 �에 포함된 특정

정보인 “마이클 조던은 남자이다”를 “마이클 조던은 임신하지 않는다”는 가설 ℎ

의 증거로 여긴다. 즉 우리는 확보한 정보 모두를 가설의 증거로 여기지 아니며

그중 일부만을 증거로 선택한다. 적절한 증거 이론은 증거적 지지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선택성을 잘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가설의 높은 확률 조건만으로는 이

러한 선택성을 드러낼 수 없다. (Achinstein 2001: 146)



- 71 -

6.1.2. 선택성 해명: 설명적 연결

마이클 조던의 예에서 드러난 것처럼 증거적 연결은 인과적 연결처럼 선택적이다. 

어떤 사실이나 사건 ��이 다른 사건 �의 원인이라고 하자. 그리고 �와는 인과적

으로 무관한, 다시 말해 �를 야기하는 원인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을 야기하는

것도 아닌 사건 ��가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설령 �가 발생하였고 ��가 ��과 함께

일어난 사건이라 해도 �� 과 �� 가 함께 � 의 원인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Achinstein 2001: 146) 이를테면 “타이타닉이 침몰한 원인은 빙산과의 충돌이다”

는 옳은 진술이나 “타이타닉이 침몰한 원인은 빙산과의 충돌 및 타이타닉이 벨파

스트(Belfast)에서 건조된 것이다”는 옳지 않다. 이 두 진술에서 우리는 빙산과의

충돌만을 타이타닉호의 침몰 원인으로 골라내기에 전자에는 동의하나 후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우리는 증거적 추론에 설명적 고려가 배어 있다는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증거를 위한 설명주의의 기본 아이디어는 가설 ℎ가 증거로 추정되는 어떤 사실

�에 대해, 왜 �가 참인지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설명주의자는 우리의

모든 관찰과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하고 유관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후보인 잠

재적 설명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이는 “만약 가설 ℎ가 참이라면 ℎ는 �를 옳게

설명할 것이다”라고 규정된다.26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장 단순화된 형태

의 설명적 증거 개념이 규정된다. 27 (Achinstein 2001: 148)

기본 설명 조건 만약 ℎ가 참이면, ℎ는 �를 옳게 설명한다. 이에 더해 �가 참

이면, �는 ℎ의 증거이다.

기본 설명 조건은 가설―연역법에 비해 다음과 같은 두 이점을 지니고 있다.

(Achinstein 2001: 149-150) 하나,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의 대표적 문제인 무관

한 연언의 문제를 쉽게 피할 수 있다. “타이타닉이 침몰한 이유는 타이타닉이 빙

산과 충돌했고 벨파스트에서 건조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이 옳은 설명이 아니

라 망가진 설명인 이유는 설명항에 타이타닉의 침몰과 무관한 “타이타닉이 벨파

스트에서 건조되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설명 속의 설

명항과 피설명항의 관계는 선택적이다. 바로 이 선택성이 무관한 연언의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든다. 둘, 가설―연역법과는 달리 가설이 증거를 연역적으로 함

축하지 않아도 된다. “타이타닉이 빙산에 충돌하였다”는 가설은 그와 결합하여

                                                  
26 여기서 “ℎ는 �를 옳게 설명한다”는 왜 �인지 설명하는 “ℎ이기 때문에 �이다”와 같은 종류의

명제가 참임을 뜻한다.

27 이 단순화된 증거 규정에서는 최선 설명의 추론에서 언급하는 ‘최선’ 개념이 빠져 있다. 또

한 어느 정도 그럴듯한 잠재적 설명 중에서 선택하여야 한다는 제한 조건이 빠져 있다. 립튼의

논의와 대조해 볼 것. Lipton 2004: ch.4. 해당 개념의 한계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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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타닉이 침몰하였다”는 사실 진술을 연역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배경 정보가

없어도 그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기본 설명 조건은 증거를 위한 정의로는 만족스럽지 않다. 우선 기본

설명 조건은 한 사실이 서로 양립 불가능한 가설의 증거가 되는 것을 허용한다. 

참이 가정될 경우, 획득한 사실을 옳게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은 매우 많다. 타이타

닉의 침몰에 대해, “타이타닉은 빙산으로 위장한 고대인의 강력한 잠수함과 충돌

하였다”라는 대안 가설이 있다고 하자. 이 가설이 참이라면 이 가설은 왜 타이타

닉이 침몰했는지 옳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원하는 설명이 아니

다. 증거는 가설의 참을 가리키는 표지여야 한다. 고대 잠수함 가설과 같이 매우

이상한 가설까지 허용하는 기본 설명 조건은 이러한 요구를 만족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가설의 높은 확률 조건이 필요하다. 한 가설의 증거는 그 가설과 대

립하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높은 확률 조건은 필수적이다. 그렇

다면 가설의 증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chinstein 2001: 149)

설명 및 가설의 높은 확률 조건: 만약 ℎ가 참이면, ℎ는 �를 옳게 설명한다.

그리고 e가 참이고 �(ℎ|�&�) > 0.5이면, e는 h의 증거이다.

이 새로운 조건하에서는 �가 ℎ의 증거라면 ℎ는 다른 경쟁 가설에 비해 더 그럴

듯한 가설이 된다. 따라서 타이타닉에 침몰에 관해 고대인 잠수함 가설과 같이

이상한 가설은 증거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 4장에서 살펴본 IBE의 문제점을 떠올려 보라.

IBE는 가설에서 증거로 나아가는 설명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다른

방향의 설명을 다루지 않는다. 이 문제는 수정된 설명 조건에서도 나타난다.

(ii) 메리 스튜어트의 죽음

� = 사형집행인이 도끼로 메리 스튜어트의 목을 잘랐다.

ℎ = 메리 스튜어트는 죽었다.

(iii)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

� = 지구가 아닌 일정 크기 이상의 항성, 행성, 위성은 거의 모두 둥글다.

ℎ = 지구는 둥글다.

(ii), (iii)에서 �가 참이면, �는 ℎ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사례에서

ℎ는 �를 옳게 설명할 수 없다. (ii)에서 “왜 사형집행인이 도끼로 메리 스튜어트의

목을 잘랐나?”라는 질문에 “사형집행인이 도끼로 메리 스튜어트의 목을 자른 이

유는 메리 스튜어트가 죽었기 때문이다”는 옳은 답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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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는 “왜 메리 스튜어트가 죽었나?”라는 질문에 대해 “메리 스튜어트가 죽은

이유는 사형집행인이 도끼로 메리 스튜어트의 목을 잘랐기 때문이다”가 옳은 답

변이기에, 오히려 �가 ℎ를 설명한다.

(iii)에서는 “지구가 아닌 일정 크기 이상의 항성, 행성, 위성이 거의 모두 둥근

이유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다”는 옳은 설명이 될 수 없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

이다. 즉 ℎ가 �의 참을 옳게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 ℎ의 참을 옳게 설

명하는 것도 아니다. (iii)에서는 중력 이론 및 천체의 질량에 관한 정보로부터 따

라 나오는 가설인, “일정한 크기 이상의 물체는 구성 입자 간의 중력에 의해 둥근

형상이 된다”가 �와 ℎ의 참을 설명한다. 이 가설을 ℎ∗라고 하면, ℎ∗가 �의 참 및

ℎ의 참을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설명적 연결(explanatory connection)을 다음

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Achinstein 2001: 150; 2013: 28)

ℎ와 � 사이에 설명적 연결이 있다.

(a) ℎ가 �의 참을 옳게 설명한다.

(b) �가 ℎ의 참을 옳게 설명한다.

(c) 어떤 가설 ℎ∗가 �의 참 및 그리고 ℎ의 참을 옳게 설명한다.

이제 “ℎ와 � 사이에 설명적 연결이 있다”를 E(ℎ, �)로 나타내면 가설의 증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Achinstein 2001: 150)

설명적 연결의 존재와 가설의 높은 확률 조건 오직 다음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어진 �하에서 �는 ℎ의 증거이다.

(1) E(ℎ, �)

(2) �(ℎ|�&�) > 0.5

이 새로운 규정하에서는 ℎ와 �를 포함하는 옳은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는 때때로 지나치게 강한 요구일 수 있다.

(iv) 약의 효력

� = 공신력 있는 연구 기관에서 증상 �를 앓는 1,000명의 다양한(연령, 증

상의 정도, 성별) 환자들에게 약 �을 복용하게 했더니, 980명의 환자

가 일주일 이내로 회복되었다. 반면 위약을 복용한 1,000명의 다양한

환자 중 일주일 내로 회복된 이는 10명이었다.

� = �를 앓는 길동은 약 �을 복용했다.

ℎ = 길동의 증상 �는 일주일 내에 회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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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길동이 회복되었다고 하면 ℎ는 참이다. 그러나 길동의 회복이 �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다. 단순히 계산하면 회복된 이들 중 약 1%는 자연스레 회복된

다. 이 경우에는 �와 ℎ 사이에 설명적 연결이 없다. 그럼에도 길동이 약 �을 복

용했다는 사실은, 길동이 �의 작용에 의해 회복되지 않았을 수 있으나, 길동이

회복할 것임을 가리키는 표지가 될 수 있다. 이는 ℎ와 �가 모두 참일 때, �가 ℎ

의 참을 옳게 설명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를 반영하여 앞서 제

시한 조건을 좀 더 완화해 보자. (Achinstein 2001: 151)

설명적 연결의 높은 확률 및 가설의 높은 확률 조건: 오직 다음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어진 b하에서 e는 h의 (잠재적)증거이다.

(1) �(E(ℎ, �)|ℎ&�&�) > 0.5

(2) �(ℎ|�&�) > 0.5

잠재적/진정한 증거 개념은 이 두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

어떤 증상 �와 약 �에 대해, �를 앓는 이가 �을 복용하면 그중 70%가 일주일

내에 �의 완화를 경험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증상 �가 일주일 내에 완화됨을 �

이라고 하면 다음을 얻는다.

�(�|�&�&�) = 0.7.

다음으로 �을 복용한 후 증상이 완화된 사례 중 �의 작용 때문에 �가 완화된

비율이 60%라고 가정하자. 나머지 40%는 �이 아닌 다른 원인 때문에 �의 완화

를 경험했다.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because	of	�|�&�&�&�) = 0.6

그렇다면 �를 앓으며 �을 복용한 환자 중, �에 의해 �의 완화를 경험한 환자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	because	of	�|�&�&�) = �(�	because	of	�|�&�&�&�) × �(�|�&�&�)

= 0.6 × 0.7 = 0.42

이는 �를 앓는 이가 �을 복용한다면 그 중 오직 42%의 환자만이 � 때문에 �가

완화되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조건을 포함하는 배경 정보 � 하에서 �를 앓고 있

는 수철이 약 	�을 복용했다는 사실이 “길동의 증상 �는 일주일 내에 완화될 것

이다”는 가설의 증거가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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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하에서 �는 ℎ를 믿을 좋은 이유가 될 수 없다. 물론

�&�에 비추어, �를 앓는 이의 70%가 일주일 내에 그 증상의 완화를 경험할 것이

기에 �에는 �의 표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은 42% 정도의 효력만을 가지

기 때문에 �을 복용했다는 사실 �는 길동의 증상 �가 일주일 내에 완화될 것이

라는 가설 ℎ의 표지로 기능하지 못한다. �가 ℎ를 믿을 좋은 이유가 되려면 �은

최소한 절반을 넘는 효력을 보여야 한다. (Achinstein 2001: 154-155)

좋은 이유에 관한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와 �가 주어졌을 때, ℎ와 � 사이에 설명적 연결이 있을 확률이 높다면, 주

어진 �와 �에 대해 �는 ℎ를 믿을 좋은 이유이다. (Achinstein 2001: 152-153)

이는 �(E(ℎ, �)|�&�) > 0.5로 나타낼 수 있으며, 해당 진술 내에서 “ℎ와 � 사이의

설명적 연결이 있다”는 ℎ의 참을 함축하므로 다음이 성립한다.

�(E(ℎ, �)|�&�) = �(E(ℎ, �)|ℎ&�&�) × �(ℎ|�&�).28

이를 바탕으로 (잠재적) 증거에 관한 더 강한 설명적 연결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더 강한 설명적 연결 조건: 오직 다음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어진 �

하에서 �는 ℎ의 증거이다.

�(E(ℎ, �)|�&�) > 0.5 또는 �(E(ℎ, �)|ℎ&�&�) × �(ℎ|�&�) > 0.5.

애친슈타인은 이처럼 설명적 연결을 통해 증거 개념을 규정한다. 그리고 이 설

명적 연결은 ‘옳은 설명’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의된다. 즉 애친슈타인은 증거 개

념보다 옳은 설명 개념을 더 우선적 개념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옳은 설

명이란 과연 무엇인가?

                                                  
28 이에 대한 증명은 다음과 같다. Achinstein 2001: 153 fn. 6.

1. �(�|ℎ&�&�) = �(�&ℎ&�|�) �(ℎ&�|�)⁄

2. �가 ℎ를 함축하므로, �(�&ℎ&�|�) = �(�&�|�)

3. 1, 2로부터, �(�|ℎ&�&�) = �(�&�|�) �(ℎ&�|�)⁄

4. 1, 3으로부터, �(�|ℎ&�&�) = �(�&�|�) �(ℎ&�|�)⁄ = �(�|�) × �(�|�&�) �(�|�) × �(ℎ|�&�)⁄

5. 4로부터, �(�|�&�) = �(�|ℎ&�&�) × �(ℎ|�&�). QED

이는 다음을 함축한다.

�(E(ℎ, �)|�&�) > 0.5이면, �(E(ℎ, �)|ℎ&�&�) > 0.5이고 �(ℎ|�&�) > 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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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옳은 설명

증거 개념에 핵심에 놓인 옳은 설명을 정의하기 위하여 애친슈타인은 우선 ‘내용

명사를 위한 내용 증여 문장(content-giving sentences for a content-noun)’이라는

것을 규정한다. 다음의 문장들을 보라.

(1) 존의 열이 내린 이유는 그가 약 M을 복용해서이다.

   목성에 관하여 갈릴레오가 발견한 사실은 목성이 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깃발을 흔드는 목적은 운전자에게 위험을 고지하기 위해서이다.

이 문장들은 모두 내용 명사(강조)를 포함한다. 내용 명사란 구체적인 물리적 대

상, 속성, 사건이나 상태에 관한 명사가 아니라 ‘이유(reason)’, ‘사실(fact)’, ‘목적

(purpose)’과 같은 추상 명사이다. 이에 더해 (1)의 문장들은 그 내용 명사에 내용

을 증여하는 절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이 문장은 ‘이유’라는 내

용 명사와 “존이 약 M을 복용했다”는 이유의 내용을 제공하는 문장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것들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내용 증여 문장을 구성하는데 사용된다.29

내용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절 + 내용 명사 + 내용을 주는 명사절

예) 존의 열이 내렸다 + 이유 + 존이 약 M을 복용함

이같은 형식의 내용 증여 문장은 내용 명사를 포함하나 다음처럼 명사에 구체

적 내용을 주지 않는 문장과 구분된다.

(2) 존의 열이 내린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다.

(2)는 (1)의 문장과는 다르게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없다. 이제 (1)

의 내용 증여 문장과 의미상으로 동등한 다른 문장을 생각해 보자.

(3) 존의 약 � 복용은 존의 열이 내린 이유이다.

(1)의 첫 문장과 (3)은 같은 명제를 표현한다. 이 명제는 명사 ‘이유’에 의해 표현

                                                  
29 애친슈타인의 본래 분석은 영어 문장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한국어 문장에 맞게 변환

하는 과정에서 형식상의 손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논문의 목적에 맞게 애친슈타인의 내

용 증여 문장 형태를 적당히 바꾸었음을 밝힌다. 내용 증여 문장의 본래 형태는 다음을 참조하

라. Achinstein 2001: 162. 내용 명사 및 내용 증여 문장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보라.

Achinstein 1983: 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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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개념에 대한 내용 증여 명제이다. 그리고 (1)과 (3)은 “왜 존의 열이 내렸는

가?”라는 질문에 대해 “존이 약 �을 복용했다”는 답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2)

의 “존의 열이 내린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왜 존의 열이 내렸는가?”에 대한

답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제 문장 (1)과 (3)에 의해 표현된 명제를 ‘질문에 대

한 내용 증여 명제(content-giving proposition with respect to that question)’라고

부르자.

이제 질문 “왜 존의 열이 내렸는가?”를 살펴보면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은 다양

한 명제를 전제함을 알 수 있다.

존은 열이 났다.

그의 열은 내렸다.

(4) 존의 열은 어떤 이유(some reason)로 내렸다.

애친슈타인에 따르면 이 중에서 마지막 명제, 즉 (4)만이 “왜 존의 열이 내렸는

가?”라는 질문의 전제들을 모두 그리고 유일하게 함축하는 명제이다. (4)와 같은

명제를 가리켜 ‘질문의 완전한 전제(complete presupposition of a question)’라 하

자. 이제 (4)는 아래와 같이 “왜 존의 열이 내렸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변 형식(complete answer form)’으로 변환될 수 있다.

(5) 존의 열이 내린 이유는 _____________.

(5)는 (4)의 “어떤 이유”에서 “어떤”을 빈 칸으로 만들어 얻는 문장 형식이다.

이제 완전한 내용 증여 명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p는 내용 질문(content-question) Q에 대한 완전한 내용 증여 명제이다. iff

(a) p는 명사 N(‘이유’, ‘원인’ 등)에 의해 표현되는 개념에 대한 내용 증여 명

제이다.

(b) p는 N을 포함하는 Q에 대한 완전한 답변 형식의 문장에 있는 빈 칸을

채우는 것으로 표현 가능하다.

(c) p는 Q의 전제가 아니다.

여기서 Q가 내용 질문이면 오직 그러한 경우에만 Q에 대해 완전한 내용 증여 명

제가 있다. 이에 따라 문장 (1), (3)은 내용 질문인 “왜 존의 열이 내렸는가?”에 대

한 완전한 내용 증여 명제를 표현한다. (Achinstein 1983: 39-42; 2001: 163)

나아가 Q가 내용 질문(간접형 q)이고 p가 Q에 대한 완전한 내용 증여 명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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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p는 q의 설명을 제공한다. 따라서 “존의 열이 내린 이유는 그가 약 M을 복용

해서이다”는 왜 존의 열이 내렸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핵심은 모든 설명

은 어떤 질문에 대한 완전한 내용 증여 명제를 제공함으로써 내용 질문의 답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존이 M을 복용했다는 사실에 호소하여 존의 열이

내렸다는 설명은 내용 질문인 “왜 존의 열이 내렸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1)과

같은 완전한 내용 증여 문장을 제공하기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된다.

이제 옳은 설명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chinstein 1983: 103-106; 2001: 164)

옳은 설명 조건 p가 Q에 대한 완전한 내용 증여 명제라면, p는 참인 경우 오

직 그러한 경우에만 p는 q의 옳은 설명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존의 열이 내린 이유는 그가 약 �을 복용해서이다”가 “왜 존의 열이

내렸는가?”라는 내용 질문에 대한 완전한 내용 증여 명제를 표현한다면, 그것이

참일 때에만 왜 존의 증상이 완화되었는지에 대한 옳은 설명을 제공한다.

정리하면 애친슈타인 역시 설명을 어떤 질문, “왜 Q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

변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그 답변은 “Q인 이유는 P이기 때문이다”, 혹은 “P이기

때문에 Q이다”와 같은 형식으로 주어진다. 유의할 점은 왜-질문을 원인에 대한

질문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모든 설명이 인과적 설명일 필요는

없다. 다음의 예를 보라.

(a) 열을 가한 이 구리 막대가 팽창한 이유는 금속에 열을 가하면 팽창하기

때문이다.

  질문: 왜 열을 가한 이 구리 막대가 팽창했는가?

(b) 철의 원자번호가 26인 이유는 주기율 상의 원소들의 위치를 반영하는 수

인 원자번호는 원소의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의 수에 의해 결정되는데, 철

의 핵은 26개의 양성자를 가지기 때문이다.

  질문: 왜 철의 원자번호가 26인가?

(c) 이 기체의 온도가 �인 이유는 이 기체의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이기

때문이다.

  질문: 왜 이 기체의 온도가 �인가?

위의 (a), (b), (c)는 분명 설명이지만 인과적 설명은 아니다. (a)는 왜 열을 가한 구

리 막대가 팽창했는지를 어떤 법칙에 호소하여 설명한다. (b)는 철의 원자번호가

26인 이유를 원소의 분류 체계에 호소하여 설명한다. (c)는 기체의 온도가 �인 이

유를 온도와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의 동일성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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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의 설명은 모두 실제 과학 탐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Q인 이유는 P이

기 때문이다”라는 형식의 설명이 모두 인과적 설명일 필요는 없다.30

그렇다면 이렇게 정의한 옳은 설명 개념은 증거 개념 규정을 위한 만족스러운

설명 개념인가? 이에 대해 애친슈타인은 증거 개념 규정을 위한 옳은 설명의 정

의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 옳은 설명 개념은 객관적이

어야 한다. 이를테면 “ℎ가 �를 옳게 설명한다”고 말하면, 이 진술의 진리치는 누

군가의 앎이나 믿음에는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즉 옳은 설명의 정의를 만족하는

설명이 있으면, 그 설명은 옳은 설명이어야 한다. 둘, 옳은 설명의 개념 정의는

옳은 설명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맥락에 의존적인 좋은 설명(good 

explanation) 혹은 적절한 설명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다. 셋, 옳은 설명의 개념

은 그 자체로 증거 개념에 의해 해명되어서는 안 된다. (Achinstein 2001: 160)

우선 첫 번째 조건은 잠재적/진정한 증거 개념이 객관적 개념이기에 제시되는

조건이다. �가 ℎ의 증거인지 아닌지는 개인의 믿음이나 앎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객관적 증거 개념을 위한 옳은 설명 개념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제시된 옳은 설

명 조건의 만족 여부는 개인의 신념과는 무관하게 결정된다. 예를 들어 “범행 현

장에서 발견된 칼에서 길동의 지문이 발견된 이유는 길동이 범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명제를 보자. 이 명제는 질문 “왜 현장에서 발견된 칼에서 길동의 지문이

발견되었는가?”라는 내용 질문에 대한 완전한 내용 증여 명제이고 칼에서 발견된

길동의 지문에 관한 설명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이 설명이 옳은 설명인지 아닌지

의 여부는 이 명제가 참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 내가 길동이 결백하다고 믿는

다는 점은 내가 이 설명을 옳지 않다고 여기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설명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설명이 옳지 않은 설명

이 되려면 설명을 제공하는 내용 증여 명제가 거짓이어야 한다. 따라서 애친슈타

인이 제시한 옳은 설명 개념은 객관적이다.

두 번째 조건은 좋은 설명과 옳은 설명의 근본적 차이 때문에 필요하다. 어떤

창고에서 불이 났을 때 왜 그 창고에서 불이 났는지에 대해, “그 창고에서 불이

난 이유는 그 창고 및 창고 주변에 충분한 산소가 있기 때문이다”는 내용 증여

명제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 내용 증여 명제가 참이면, 이 설명을 옳은

설명이다. 그런데 이 설명이 좋은 설명인가? 대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연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상황에서 “왜 그 창고에 불이 났는가?”라는 질문을 던

진다고 해 보자. 이 때 창고 및 창고 주변에 충분한 산소가 있어서 불이 났다는

설명은 많은 경우, 좋은 설명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일반적 맥락에서 원하는 대답

은 “그 창고에서 불이 난 이유는 누전 때문이다”와 같은 종류의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그 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사실은 그 창고 및 창고 주변 지역에 충분한 양

                                                  
30 과학적 탐구에서 찾을 수 있는 비인과적 설명에 관한 더 다양한 예시 및 관련 논의는 다음

을 참고하라. Achinstein 1983: c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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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소가 있다는 가설의 증거이다. 산소 때문에 불이 났다는 설명이 좋은 설명

이 아니라고 해서 불이 났다는 사실이 산소가 있다는 가설의 증거가 아니라고 말

할 수 없다. 이처럼 증거는 우리의 관심이나 맥락에 독립적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증거 개념은 청자나 화자의 맥락에 의존하는 좋은 설명이 아닌 옳은 설명과 연결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옳은 설명은 내용 질문이 제기되는 맥락과 독립적으로 내용

증여 명제의 참/거짓에 의해 결정된다.31

마지막 조건은 순환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다. 증거 개념을 확립

하기 위해서 옳은 설명이라는 개념에 호소하데, 그 옳은 설명이라는 개념이 증거

개념에 의해 해명되면 악순환이 나타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을 정의할 때, ‘증거’, 

‘지지’, ‘입증’과 같은 증거 용어가 등장하여서는 안 된다. 애친슈타인이 제안한 옳

은 설명 조건은 그러한 용어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번째 조건 역시

만족된다.

6.3. 최종 정의와 새로운 증거 개념의 강점

6.3.1. 참과 함축

6.1절에서 제안된 증거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오직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주어진 �하에서 �는 ℎ의 증거이다.

�(E(ℎ, �)|�&�) > 0.5

애친슈타인은 보다 완전한 증거 정의를 위해 여기에 조건 두개를 덧붙인다.

추가할 첫 번째 조건은 �와 �가 모두 참이라는 것이다. 이는 매우 당연한 조건

으로 보인다. 만약 �가 참이 아니라면 어떻게 “�는 ℎ의 증거이다”라 말할 수 있

겠는가? 이 물체의 속도가 증가한다는 사실 �는 이 물체에 힘이 가해진다는 가설

ℎ의 증거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물체의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물

체에 힘이 가해진다는 가설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물론 우리는 �의 참이 주어지

지 않은 상황에서, 혹은 �가 참이 아닌 경우에도 반사실적으로 “만약 �가 참이라

면 그것은 ℎ의 증거이다”라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사실적 주장은 �인

경우에 한하여 �를 ℎ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에 불구하다. �의 참은 거부할 수

없다. (Achinstein 2001: 168; 2013: 30)

배경 정보 �의 참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5장 튀코 브

                                                  
31 설명의 적절함 및 좋음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애친슈타인의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Achinstein 1983: 1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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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헤의 연주시차 관측 시도 사례를 검토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지구에서 다른 별

까지의 거리가 지구-토성 간 거리에 약 700배 정도라 가정했다. 그리고 연주시차

가 맨눈으로 관찰되지 않자 이를 바탕으로 지구가 정지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연주 시차가 맨눈으로 관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지구가 정지해 있다는

가설의 증거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구-별 거리에 관한 튀코의 배경 가정이 거짓

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배경 정보의 참은 어떤 사실이 증거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만약 �가 거짓이라면, “주어진 �하에서 �는 ℎ의 증거이다”라는 주장이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된다. 물론 우리는 �가 거짓인 경우에도 �의 참을 가

정하며 “만약 �가 참이라면 �는 ℎ의 증거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정상이라도 �의 참은 요구된다. (Achinstein 2001: 168-169)

마지막으로 애친슈타인이 추가하는 조건은 �는 ℎ를 함축(논리적 또는 의미상)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증거 이론들은 �가 ℎ를 함축하면 �를 ℎ의 증거

로 간주한다. 그러나 애친슈타인은 이 함축 조건을 거부한다. 그에 따르면 함축을

통해 �의 참에서 ℎ의 참으로 나아가는 것은 동어반복적 추론일 뿐이다. 논리적

증명은 증거적 지지와 구분되어야 한다.32 (Achinstein 2001: 169)

이제 증거를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E(ℎ, �)|�&�) > 0.5

(2) �와 �는 참이다.

(3) �는 ℎ를 함축하지 않는다.

(4) ℎ는 참이다.

(5) E(ℎ, �).

조건 (1)-(3)을 만족하면, 주어진 � 하에서 �는 ℎ의 잠재적 증거이다. 이에 더해

(4)까지 만족한다면 �는 ℎ의 진정한 증거이다. 옳은 설명적 연결에 대한 논의에

서 정말로 �와 ℎ 사이에 설명적 연결이 있다는 조건은 증거 일반에 적용하기에

는 지나치게 강한 조건이기에 약화시켰다. 그러나 정말로 �와 ℎ 사이에 어떤 설

명적 연결이 있어 (5) 역시 만족한다면 �는 강형의 진정한 증거이다.

6.3.2. 새로운 증거 개념의 강점

애친슈타인의 증거 개념의 핵심은 �와 ℎ 사이에 설명적 연결이 있을 확률이 높

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애친슈타인의 이 증거 개념을 ‘강한 설명적 증거

(strong explanatory evidence)’라 부를 것이다. 이것이 설명적 증거인 이유는 증거

                                                  
32 함축 조건의 핵심 문제는 다음 장에서 살필 것이다.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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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지를 설명적 연결을 통해 해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강한 증거인

이유는 가설의 높은 확률 및 설명적 연결의 높은 확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은 다른 증거 이론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을 지닌

다. 하나, 약한 증거 개념을 채택하는 이론과는 달리 경쟁 가설 문제에 자유롭다.

가설-연역적 증거는 가설에 의해 도출되는 사실 진술이다. 따라서 그 사실을 함

축하는 양립 불가능한 다양한 가설이 있다면, 그 사실은 서로 경쟁하는 두 가설

모두의 증거가 된다. 다음으로 베이즈적 증거는 가설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사실

이다. 이 역시 하나의 사실에 의해 서로 양립 불가능한 가설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가설들이 동일한 증거를 가질 수 있다. 문제는 실제 우리

는 증거 개념을 이와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철수가 살인자라는 증거는

철수가 살인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IR-스펙트럼을 이용하여 화합물을

분석할 때, 3500 − 3200cm�� 범위에 넓은 흡수 밴드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그 화

합물이 메탄올이라는 가설의 증거도 그 화합물이 에탄올이라는 가설의 증거도 아

니다. 단지 그 화합물에 O −H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일 뿐이다.

둘, 적절한 증거 이론은 �가 ℎ의 증거일 때, �와 ℎ가 맺는 관계를 잘 드러내어

야 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둘 사이의 관계를 인과적 유관성이나 연역적 유관성

으로 해명하려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과적 유관성이나 연역적 유관성은 증거적

관계를 해명하기에는 너무 좁다. �와 ℎ가 서로 인과적 관계 속에 놓이지 않더라

도 �가 ℎ의 증거일 수 있다. �와 ℎ 사이에 연역적 연결은 없지만 그 둘이 다른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설명적 연결은 이러한 다양한 관계를 포괄한다.

그렇다면 �와 ℎ 사이의 관계를 확률적 유관성으로 해명할 수 있는가? 이미 살

펴본 바와 같이 �에 의해 ℎ의 확률이 증가하더라도 �를 ℎ의 증거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ℎ의 확률이 변하지 않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도 �가 ℎ의

증거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확률적 유관성은 증거적 지지를 잘 해명하지 못

한다. 현장 과학자들이 다양한 사실들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을 창안하거나, 가설

을 이용하여 사실들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에 주목하면, 증거적 관계는 설

명적 관계로 해명해야 할 것 같다.33

셋, 증거적 관계를 설명을 통해 해명하는 또 다른 이론인 IBE와는 달리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은 ‘최선’, 혹은 ‘가장 사랑스러움’과 같은 청자의 맥락에 의존적

인 개념에 호소하지 않는다. �가 ℎ의 증거인지 아닌지는 청자나 화자의 맥락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IBE에서 말하는 설명의 사랑

스러움은 가설의 참보다는 가설이 어떻게 우리의 이해를 증진하는 지와 연결되기

                                                  
33 유사하게 카트라이트도 증거적 유관성을 단순히 확률적 유관성으로 해명하는 일은 본말전도

(puts the cart before the horse)라고 평가하고 애친슈타인의 설명적 유관성 접근이 증거적 유관

성을 해명하는 데에 잘 들어맞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Cartwright 20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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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맥락 의존적이다. 그렇기에 ℎ가 거짓인 경우에도 ℎ는 �를 사랑스럽게 설

명할 수 있다. 물론 현실의 우리는 ℎ가 �를 사랑스럽게 설명한다는 이유 때문에

ℎ를 채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채택은 특정한 우리의 관심과 같은 실용적

이유 때문이다. 증거적 관계가 객관적 관계라면, 그를 해명하는 설명적 관계 역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한다. 최선의 설명, 혹은 가장 사랑스러운 설명은 이 부분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의 이런 강점들 덕분에 강한 설명적 증거 기준을 만족하

는 증거는 다음과 같은 표지의 주요한 특징들을 가질 수 있다. 

(a) 표지는 외부의 객관적 사태나 사실이다.

(b) �가 ℎ의 표지인지는 배경 정보 �에 상대화된다.

(c) �가 ℎ의 표지라면 �는 참이어야 한다.

(d) �가 ℎ의 표지라면 �는 참이어야 한다.

(e) �가 ℎ의 표지라면 ℎ는 참이거나 참일 법하여야 한다.

(f) �가 ℎ의 표지라면 �와 ℎ 사이에 어떤 특별한 연결이 있거나 그러한 연결

이 있을 법하다.

강한 설명적 증거 기준에서 �는 외부의 사태나 사실을 기술하는 명제이다. 그

러나 그것이 어떤 명제가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가 ℎ의 증거이

다”라고 표현하기는 하나, 이 증거 주장은 �가 기술하는 사태나 사실이 ℎ의 증거

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강한 설명적 증거

개념을 비일관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따라서 강한 설명적 증거는 표지의 특

징 (a)를 만족한다. 또한 강한 설명적 증거 개념의 핵심 기준은 �(E(ℎ, �)|�&�) >

0.5이다.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설명적 연결의 확률은 배경 정보 �에

상대적으로 그 값이 달라진다. 그렇기에 �에 따라 �가 ℎ의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강한 설명적 증거는 (b)를 만족한다. 그리고 강한

설명적 증거 개념은 �의 참과 �의 참을 모두 요구하기에. (b)와 (c) 역시 만족한다.

�(E(ℎ, �)|�&�) > 0.5는 �(ℎ|�&�) > 0.5를 함축하므로 ℎ는 그럴 법한 가설이 된

다. (e) 역시 만족하는 셈이다. 특히 진정한 증거 개념은 ℎ의 참을 요구한다. 마지

막으로 �(E(ℎ, �)|�&�) > 0.5는 �와 ℎ	사이에 특별한 연결, 즉 설명적 연결이 있을

법함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 기준을 만족하는 강한 설명적 증거는 (f)도 만족한

다. 즉 강한 설명적 증거는 표지의 주요 특징을 만족하기에 가설-연역적 증거, 베

이즈적 증거, IBE적 증거와는 달리 가설의 참을 가리키는 표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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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새로운 증거 개념이 해결하는 문제들

이처럼 강한 설명적 증거 개념은 여러 장점을 지닌다. 그런데 이 새로운 증거 개

념은 우리가 검토한 기존 증거 이론들의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가?

우선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은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 및 IBE가 공유하고 있

는 입증의 일방향성 문제를 피할 수 있다. 표준적인 가설-연역적 증거 기준에 따

르면, ℎ&�가 �를 함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는 ℎ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2.2.2항에서 논한 바와 같이 ℎ&�가 �를 함축하지 않고, �&�가 ℎ를 함축하는 경

우에도 �는 ℎ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은 이러한 사례를 잘

처리하지 못한다. 동일한 문제가 연역적 도출 대신 설명을 도입하는 IBE에서도

나타난다. IBE에서는 ℎ가 �를 잘 설명하기 때문에 �가 ℎ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가 ℎ를 설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셈이다. 이미 우리는 �가 ℎ를

설명하기 때문에 �가 ℎ의 증거로 간주할 수 있는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IBE는 이러한 사례를 잘 처리하지 못한다.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과 IBE는 이처럼 가설과 증거 사이에 놓여 있어야 할

어떤 연결을 가설에서 증거로 나아가는 일방향적 관계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러

한 일방향성은 실제 연구에서 나타나는 증거적 지지 관계를 해명하기에는 부족하

다. 반면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은 증거적 연결의 일방향성을 거부한다. 증거가

가설을 설명할 수도 있고, 제3의 가설이 논의 대상이 되는 가설과 증거를 모두

설명할 수도 있다.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은 이 점에서 보다 유연하다.

다음으로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의 난제인 오래된 증거의 문제를 보자. 이미 잘

확립된 자료의 경우, 그 기대도는 �(�|�) = 1이기 때문에 가설의 조건부 확률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문제는 오래된 자료 역시 가설의 증거가 된다는 점이다.

(Glymour 1980: 85-86)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은 오래된 증거의 문제에 다른 해

명을 제공한다.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에서는 �가 ℎ의 잠재적 증거라면, 다음을 만족한다.

1. �와 �는 참이다.

2. �는 ℎ를 함축하지 않는다.

3. �(ℎ|�&�) × �(E(ℎ, �)|ℎ&�&�) > 0.5

이는 가설의 높은 조건부 확률을 요구하나, 가설의 확률 변화를 요구하지는 않는

다. 즉 �(�|�) = 1이어도 위 조건은 모두 만족할 수 있다. 즉 가설의 높은 확률이

확보된 상태에서 자료와 가설 사이의 설명적 연결이 있다면, 그 자료는 오래된

것이건 새로운 것이건 상관없이 가설의 증거이다. (Achinstein 2001: 228)

강한 설명적 증거 기준은 오래된 가설의 새로운 증거 문제에도 적절한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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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지구는 대체로 둥글다”와 같이 확립된 가설이 있다고 하자. 이러한 가

설에 대해, 새로운 자료의 기대도 �(�|�)와 우도 �(�|ℎ&�)의 값은 거의 차이가

없거나 동일하다. 이 경우 가설의 조건부 확률이 ―거의―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베이즈주의자들은 오래된 가설은 새로운 증거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 인공위성에서 찍은 지구 사진에서 지평선이 둥글게 나타난다는 사실

은 지구구형설의 강한 증거이다. 이 문제는 가설과 증거 사이에는 설명적 연결이

있다는 조건을 통해 쉽게 해결된다. 왜 오늘 인공위성에서 찍은 지구 사진에서

지평선이 둥글게 나타나는지는 지구가 대체로 둥글다는 가설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설명이 참일 확률은 매우 높기 때문에 오늘 인공위성에서 찍은

지구 사진에서 지평선이 둥글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지구는 대체로 둥글다는 가설

의 증거가 될 수 있다.

IBE와 대조했을 때, 강한 설명적 증거 기준은 확률 연산 규칙에 정합적이다.

사랑스러운 설명의 핵심 특징은 기존 자료 집합에 변화가 없어도 새로운 가설이

사랑스러운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Lipton 2004: 60) 그런데 립튼을 포

함한 IBE 이론가들은 사랑스러운 설명이 가설의 조건부 확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Lipton 2004: 114-115) 그러나 새로운 경험적 자료가 없음에도 새로운

가설의 도입이 그 가설의 확률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은 앞에서 논한 것처럼 확률

계산 규칙과 충돌한다. (4.3.2.) 설명을 제공하는 새로운 가설의 도입은 미처 고려

하지 않은 자료들을 확률 계산에 반영하도록 만들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가설

의 확률 분포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즉 가설이 제공하는 잠재적 이해는 가설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에서는 가설의 확률 변화가 아닌 가설의 높은 확률을 강

조하기 때문에 설명을 제공하는 가설의 추가가 가설의 확률 분포에 영향을 미친

다는 무리한 주장을 할 필요가 없다. 오직 자료의 추가만이 가설의 확률 분포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더해 핵심 조건인 �(E(ℎ, �)|ℎ&�&�) > 0.5를 보자. 여기서 ℎ

의 추가는 ℎ와 � 사이에 설명적 연결이 있을 확률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확률 변화가 확률 계산 규칙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

다. 변하는 것은 가설의 확률이 아니라, 설명적 연결이 있을 확률이다. 이 계산에

서는 ℎ가 아닌 E(ℎ, �)의 확률이 변화하며, 이는 확률 계산 규칙과 정합적이다.

마지막으로 야구 결과-자막 사례를 보자.

�	= 4월 1일, 마산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NC 다이노스의 야구 경기가 있

었으며, 우천 등의 외부 요소의 방해 없이 게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무승부 경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	= 4월 1일 밤 10시, A 방송사의 스포츠 뉴스에서 “마산구장, 7:4로 NC가 승

리”라는 자막이 송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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ℎ	= 4월 1일 경기에서 NC가 승리했다.

¬ℎ	= 4월 1일 경기에서 NC가 패배했다.

�′	= A 방송사의 자막 담당자가 타 구장 결과를 마산 구장 결과로 착각하여

자막을 잘못 입력했다.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에서는 확률적 유관성과 증거적 유관성을 구분하지 않는

다. 따라서 �(¬ℎ|��&�&�) > �(¬ℎ|�&�)이므로 �&�하에서 �′는 ¬ℎ의 증거이다. 그

러나 가설의 증거가 가설의 참을 가리키는 표지, 혹은 신호라고 한다면 확률적

유관성과 증거적 지지는 구별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를 ¬ℎ의 증거라

고 여기지 않는다.

그림 2는 자막 담당자가 실수했다는 정보 �′가 추가되기 전과 추가된 이후의 �

의 믿음 변화를 간략히 보여준다. 시점 ��에서 �는 마산구장에서의 게임 결과가

정상적 뉴스 전달 과정 �을 통해 �를 산출했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가 NC가

승리했다는 정보를 전달한다고 믿는다. 즉 NC의 승리와 �가 특별한 방식으로 연

결되어 있다고 여긴다. 반면 ��에서 새롭게 추가된 정보인 �′는 �가 정상적 뉴스

전달 과정에 의해 산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자막 담당자가 실수했다는 사실

�′는 마산구장의 게임 결과와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ℎ는 물론 ¬ℎ와도 특별한 연

결을 가지지 못한다. 이는 �′가 ¬ℎ의 참을 가리키는 표지의 역할을 할 수 없으며

NC가 패배했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하지 못함을 뜻한다. 설령 NC가

패배했다고 해도, �′는 NC의 승패와는 독립적인 방식으로 등장한 사실이므로 표

지나 신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그림 2 게임 결과와 믿음의 변화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은 확률적 유관성과 증거적 지지의 이러한 차이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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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결을 통해 해명한다. NC의 승패 여부와 방송국 자막 담당자의 실수는 서로

독립적인 과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왜 방송국 자막 담당자가 실수했는지를 NC의

패배로 설명할 수 없으며, 왜 NC가 패배했는지를 방송국 자막 담당자의 실수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도 없다. 이 둘을 모두 옳게 설명하는 다른 가설이 있을 법하

지도 않다. 이처럼 설명적 연결을 강조하는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 내에서는 확

률의 변화가 증거적 지지와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6.4. 강한 설명적 증거 개념에 대한 비판과 방어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의 두 축은 가설의 높은 확률과 가설과 증거 사이에 설명

적 연결이다. 그런데 이 조건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반론이 있다. 이 절에서는 강

한 설명적 증거 이론에 대한 비판을 검토한다.

6.4.1. 높은 확률에 대한 반대 하나: 낮은 확률의 가설 수용

마허(Patrick Maher)는 가설의 확률이 0.5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은 가설을 합리

적으로 수용할 필요조건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마허에 따르면, 우리는 가설의

확률이 0.5 이하인 경우에도 그 가설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내 아내는

거실에 있다”, “내 책상은 오크(oak)로 만들었다”, “톰의 전공은 심리학이다”와 같

은 일상적 명제를 보자. 이 명제 각각은 우리가 모두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명제

이다. 그리고 그 명제의 연언 역시 합리적으로 수용한다. 그러나 이 명제 각각에

0.9 이상의 확률을 부여해도 각 명제가 독립적이면 수많은 일상적 명제로 구성된

연언의 확률은 0.5 이하일 것이다. 따라서 가설의 합리적 수용의 기준을 0.5보다

높게 잡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적 명제의 연언을 합리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여 하는데, 이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Maher 1993: 137-139)

전영삼 역시 마허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과학의 실제에서도 예컨대 어느 이론이 새로 제시될 때에는 그것이 아직 모

든 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어느 특정한 면에 대한 신뢰를 바탕

으로 앞으로의 전개를 기대하며 해당 이론을 1/2보다 낮은 사후 확률 상태에

서도 채택 가능하기도 하다. (전영삼 2013: 341)

마허와 전영삼의 반론은 일상적 직관에 근거한다. 우리는 통상 “오늘 지하철을

탔다”,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2016으로 문

서를 작성한다”와 같은 명제 각각은 물론, 그 연언 역시 수용한다. 이러한 측면에

서 마허와 전영삼의 관찰은 대체로 옳다. 그러나 높은 확률 기준에 대한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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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은 적절하지 않다.

일상적 명제는 대개 그러한 명제를 수용하는 행위자가 해당 명제에 1에 가까운

확률을 부여한다. 적어도 나는 “나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2016으로 문서를

작성한다”,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와 같은 명제 각각에 1 또는 거의 1의 확률

을 부여한다. 물론 그 명제의 객관적 확률은 내가 부여한 값과 다를 수 있다. 그

러나 나는 내가 부여한 확률과 객관적 확률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여긴다. 중요

한 점은 그러한 차이 유무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 명제 대부분에 매우 높은 확

률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이는 마허와 전영삼의 비판을 유효하지 않게 만든다.

물론 서로 독립적이고 확률이 0.9인 명제 100개로 구성된 연언의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 그러나 각 명제의 확률이 0.99라면 연언의 확률은 약 0.366이며,

0.999라면 연언의 확률은 약 0.901이다. 즉 각 명제의 확률이 충분히 높다면, 그

연언의 확률 역시 충분히 높게 유지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나는 지금 마이크로

소프트 워드 2016으로 문서를 작성한다”나 “나는 결혼하지 않았다”와 같은 일상

적 명제에 거의 1의 확률을 부여한다. 따라서 일상적 명제로 구성된 연언의 확률

이 0.5보다 작을 것이라 주장할 수 없다.

물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수용하는 명제의 확률이 언제나 1에 가까운 것은 아

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일상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확률이 부여된 명제들로 구

성된 연언을 믿거나 수용하지 않는다. 나는 “오늘 아침에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

역에서 신도림행 열차가 도착하기까지 15분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아침에 서울대입구 역에서 5515번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10분 이상 기다리지 않

을 것이다”, “오늘 강의는 11시에 시작할 것이다”와 같은 명제 각각에 0.5 이상의

확률을 부여하고 그것이 참일 것이라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명제들로 구성된

연언이 참이라고 믿지 않을 수 있다. 이 모두가 참일 확률은 0.5보다 낮기 때문

이다. 확률이 0.5보다 큰 개별 명제를 수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연언을 수용하

여야 한다고 볼 이유는 없으며,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 이 점에서 마허와 전영삼

의 비판은 힘을 잃는다.

일상적 명제들에 부여하는 확률이 독립적이라는 가정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분명히 두 명제, ℎ� 과 ℎ� 가 서로 독립적이라면, 그 연언의 확률은 �(ℎ�&ℎ�) =

�(ℎ�) × �(ℎ�)이다. 그러나 ℎ�과 ℎ�가 긍정적으로 유관하다면, 그 연언의 확률은

�(ℎ�&ℎ�) > �(ℎ�) × �(ℎ�)이다. “오늘 아침 9시에 비가 내렸다”와 “오늘 출근할 때

우산을 들고 출근했다”와 같은 명제를 생각해 보라. 이 두 명제는 독립적이지 않

고, 긍정적으로 유관하다. 따라서 이 두 명제를 연언지로 갖는 연언의 확률이 크

게 감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상적 명제의 상당수는 이처럼 서로 유관하다. 즉

마허나 전영삼의 우려처럼 연언의 확률이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설의 사후 확률이 0.5보다 낮을 때에도 미래를 기대하며 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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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할 수 있다는 전영삼의 반론을 살펴보자. 그는 “과학혁명기의 많은 새 이론

들이 이 같은 과정을 밟아왔다”라고 말하며, 확률 0.5가 가설을 합리적으로 믿거

나 수용할 필요조건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전영삼 2013: 341)

전영삼이 말하는 ‘채택’을 과학자가 가설의 확률을 0.5 이하라고 여기면서 그

가설을 참으로 수용함을 뜻한다고 하자. 그러나 가설 채택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는 매우 이상한 주장이 된다. 도대체 누가 가설이 거짓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여기면서, 동시에 그 가설을 참일 법하다고 수용할 수 있는가? 물론 과학자는 미

래에 이 가설이 참으로 드러날 것이라 믿고 가설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반영

원리(principle of reflection)가 옳다면, 가설의 미래 확률에 0.5보다 큰 값을 부여

하면서 현재 0.5 이하의 값을 부여하는 행위는 비합리적이다.34 즉 어떤 가설이

나중에 참으로 드러날 것이라 기대한다면, 지금 그 가설에 높은 확률을 부여해야

한다. 일상적 발화에서도 누군가가 어떤 가설이 미래에 참으로 드러날 것이라 믿

는다는 것은 적어도 그는 그 가설을 참이라 믿음을 뜻한다. 새로운 이론을 강력

히 주장했던 과학자들 역시 그러했다.

1961년, 영국의 생화학자 미첼(Peter D. Mitchell)은 세포호흡이 화학삼투 짝지

움(chemiosmotic coupling)에 의해 일어난다는 가설을 제안했다. ‘화학삼투설

(chemiosmotic hypothesis)’이라 불리는 이 가설은 세포 호흡 및 생체 에너지를

연구하는 기존의 학자들에 의해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미첼이 일시적으로 학계

를 떠날 정도로 화학삼투설은 격렬한 공격에 시달렸던 것이다. 그러나 미첼은 화

학삼투설을 고수하며 반대자와 격렬히 논쟁했다. 이후 여러 실험이 화학삼투설에

유리한 결과를 내어 놓았고, 1970년대 중반이 되자 상당수의 학자들이 화학삼투

설을 받아들였다. 1978년, 미첼은 화학삼투설에 관한 연구로 노벨화학상을 받았고

이는 학계가 화학삼투설의 승리를 인정한 사건이 되었다.35 이 과정에서 미첼은

매우 화가 난 나머지 반대자들이 전향한 날을 기록했다고 전해진다. 주목할 점은

미첼이 자신의 가설에 낮은 확률을 부여했다고 가정한다면, 그의 격렬한 반응 및

투쟁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과학자 공동체의 집단적인 반발에도 자

신의 가설을 고수하려면 적어도 그 가설에 높은 확률을 부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단적인 반대 속에서 자신의 가설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기 어렵다.

일상에서 어떤 피해망상이나 음모론에 빠져 공공기관 앞에서 매일 1인 시위하

                                                  
34 주관적 베이즈주의자들의 반영원리에 따르면 처음 시간 �에서 가설의 확률(가설에 대한 주

관적 믿음의 정도)과 나중 시간 � + �에서의 가설의 확률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ℎ|[����(ℎ) = �]) = �

즉 내가 나중에 ℎ의 확률이 �일 것이라 기대한다면, 나는 지금 ℎ에 확률 r을 부여해야 한다.

반영 원리에 대한 옹호와 비판은 다음을 참고하라. van Fraassen 1984; Maher 1993: ch.5.

35 화학삼투설에 관한 논쟁과 미첼의 투쟁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을 참고하라. Mitchell 1961, 

Robinson 1984, Matzke & Matzke 1997, Lane 2005: ch.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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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을 생각해 보라. 적어도 그는 자신의 주장이 참일 확률, 이를테면 어떤 음

모가 정말로 진행되었다는 가설이 참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여긴다. 그렇기에 그

는 무관심이나 비웃음 속에서도 1인 시위를 계속할 수 있다. 그는 음모론을 비웃

는 다른 이들의 확률 부여가 잘못되었다고 믿는다. 따라서 가설의 확률이 0.5보

다 낮을 때에도 미래를 기대하며 이론을 채택할 수 있다는 전영삼의 반론은 사람

들의 믿음 및 행위와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전영삼의 ‘채택’을 어떤 종류의 선택(choice)이라고 해석하면, 그 가설에 부여되

는 확률이 0.5보다 낮을 수 있다. 로켓공학자는 달에 로켓을 보낸다는 실용적 목

적 때문에 지구를 정지한 것으로 놓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여기서 그는 지구 정

지 가설을 수용하지 않고, 그 가설에 0.5보다 작은 확률을 부여하겠지만 그 가설

을 선택한 셈이다. 그러나 이는 인식적 근거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실용적 근거

에 의한 선택이다. 그러나 증거는 실용적 개념이 아니라 인식적 개념이다. 따라서

만약 ‘채택’을 이러한 의미로 사용했다면, 증거에 대한 높은 확률 조건은 손상을

입지 않는다. 여전히 애친슈타인의 높은 확률 기준은 유효하다.

“어느 특정한 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전개를 기대하며 해당 이론

을 1/2보다 낮은 사후 확률 상태에서도 채택 가능하다” (전영삼 2013: 341, 강조는

추가)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을까? 이를 특정한 유형의 이론이 가능하다

고 믿는 과학자가 이를 보여주기 위해 그러한 유형의 가설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맥스웰(James Clerk Maxwell)의

전자기장에 대한 역학적 이론 구축이 대표적 예가 될 수 있다. 맥스웰은 <힘의

물리적 선에 관하여 On Physical Lines of Force>에서 자기장을 회전하는 소용돌

이 관으로 채워져 있는 유체로 나타낼 수 있다고 상정했다. 그는 전자기 매질을

회전하는 세포(spinning cell)와 유동 바퀴(idle wheel) 입자들의 움직임을 가지고

전자기장을 역학적으로 해명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모형이 단

지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가설이며 “역학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형을 제안하

는 일은 장의 역학적 설명이 가능함을 보이는 것이라 주장했다. (Harman P. 1982:

89-93) 즉 맥스웰은 전자기장에 대한 역학적 이론을 진지하게 구축하였고, 참인

역학적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 믿었지만, 그가 상정한 존재자들이 정말로 그러한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맥스웰은 자신의 가설에 높은 확률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그 가설을

진지하게 채택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가설을 참, 혹은 참에 가깝다고 여기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설을 통해 전자기장을 역학적으로 해명하는 가설이 가능

하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 이처럼 특정 가설이 참일 것 같지 않으나 그 가설이

아직 창안하지 못한, 참일 것으로 여겨지는 미지의 가설로 나아가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가설을 채택하여 진지하게 연구할 수 있다.36 그러나

                                                  
36 애친슈타인은 가설을 참이라 여기지 않음에도 가설을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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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증거에 기초한 수용이나 채택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맥스웰의 연구에서 나

타난 역학적 가설의 채택은 참인 가설을 찾는 과정의 중간 기착지로서 가설 채택

이지, 증거에 기반한 채택은 아니다. 따라서 높은 확률 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

6.4.2. 높은 확률에 대한 반대 둘: 양립 불가능한 두 가설의 증거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에서는 �가 ℎ의 증거라면 �(ℎ|�&�) > 0.5이기 때문에, 가설

ℎ의 증거인 �는 ℎ와 양립 불가능한 가설 ℎ�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즉 서로 양립

불가능한 두 가설을 동시에 지지하는 증거는 없다. 이는 수용할 만한 조건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반론이 있다.

박석정은 강한 증거 이론이란 임의의 자료가 그 이론의 증거 조건을 만족할 때,

그것이 직관적으로 가설의 증거가 되는 증거 이론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약

한 증거 이론은 임의의 자료가 이론의 증거 조건을 만족함에도, 그 자료를 직관

적으로 가설의 증거로 여길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나는 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모

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가설에 대해 검지도 않고 까마귀도 아닌 것을 증거라고

규정하는 증거 이론은 약한 증거 이론인 셈이다. (박석정 2015: 109 fn. 187)

반면 애친슈타인의 강한 증거는 그 의미가 박석정의 것과는 약간 다르다. 애친

슈타인에 따르면 빛의 성질에 관한 입자설과 파동설 사이의 논쟁에서, 가설-연역

적 증거 이론이나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은 빛의 직진성을 서로 양립 불가능한 두

가설인 입자설과 파동설 모두의 증거로 간주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증거 이론

이 되기에는 너무— 약한 증거 이론이다. (Achinstein 2000: S183) 적어도 두 가설

중 하나는 거짓이다. 그런데 기존의 약한 증거 이론들은 거짓인 가설도 증거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증거 이론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박석정은 해당 예는 잘못된 예로 아직 참, 거짓이 알려지지 않은 양

립 불가능한 가설들이 동일한 자료를 증거로 가지는 것은 우리 직관에 비추어 전

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거짓으로 판명된 가설일지라도 특

정 자료에 한해 그것이 가설의 증거가 되는 일 역시 우리 직관에 비추어 가능하

다고 주장한다. 즉 ‘애친슈타인의 강한 증거 이론’은 강한 증거 이론은 증거에 관

한 우리의 직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며, 또한 강한 증거에

관한 다양한 해석을 유발하기에 수용하기 어렵다. 조건 �(ℎ|�&�) > 0.5는 수용하

기 어려운, 증거에 관한 너무 강한 제약이다. (박석정 2015: 109 fn. 187)

박석정에 따르면 강한 증거 이론은 우리 직관에 잘 들어맞아야 한다. 직관을

                                                                                                                                         
분류한다. (1) 기존의 가설을 비판할 때; (2) 특정 유형의 가설이 가능함을 보여주고자 할 때; (3) 

이상화된 모형 구축; (4) 여러 현상들을 옳게 설명하는 가설 후보를 제한하기 위해 (1)-(3)에 이

르는 작업이 선행될 수 있다. Achinstein 1991: 2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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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을지라도 직관에 잘 들어맞는 철학적 이론이 그렇지 않은

철학적 이론보다 더 선호할 만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있다. 문제는 우리

가 박석정이 말한 방식의 직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입자설-파동설 논쟁 속에서 빛의 직진성은 그것을 금지하는 가설을 제거하고

그것을 허용하는 가설만 남겨놓는다. 즉 빛의 직진성은 그것을 허용하는 가설 집

합에 대한 증거인 것이다. 그리고 빛의 직진성은 기존의 다른 자료와 결합하여

“빛은 입자이거나 파동이다”라는 가설의 증거를 구성한다. 즉 “빛의 직진성은 ‘빛

이 입자이거나 파동이다’라는 가설의 증거이다”라 말할 수 있다. 이는 “빛의 직진

성은 ‘빛이 입자이다’라는 가설의 증거이자, ‘빛이 파동이다’라는 가설의 증거이다”

와 동일하지 않다. 서로 양립 불가능한 두 가설 중 하나가 참임을 보여주는 증거

는 각각의 가설이 참이라는 증거가 아니다. 이 둘을 뒤섞는 것은 증거 개념에 관

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온다. 실제 논쟁에서도 입자론자인 뉴튼은 물론 파동론자

인 로이드(Humphrey Lloyd), 허셜(William Herschel), 영(Thomas Young) 등도

빛의 직진성을 ‘입자설 또는 파동설’을 지지하는 증거로 간주하였지 입자설의 증

거이자 파동설의 증거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Achinstein 1991: 55, 64, 74-75) 즉

증거에 관한 우리 직관은 양립 불가능한 두 가설 ℎ� , ℎ�에 대해 “자료 �가 가설

ℎ� ∨ ℎ�의 증거이다”는 허용하나 “자료 �가 가설 ℎ�의 증거이고 또한 �는 가설 ℎ�
의 증거이다”를 허용하지는 않는다.37 이 두 명제는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박석

정은 이 두 증거 주장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실수를 범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거짓으로 밝혀진 가설 역시 증거를 가질 수 있다고 믿는가?

물론 특정 가설이 정말로 참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설의 증거를 찾고

자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때때로 거짓인 가설 ℎ에 대해 “�는 ℎ의 증거이다”라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가 거짓인 가설 ℎ의 증거인 것

은 아니다. 우리의 직관은 거짓인 가설이 증거를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38 레

이더 스코프의 특정 지점에 광점(blip)이 나타날 경우, 적절한 조건 하에서 우리

는 그 광점을 해당 공역에 항공기가 있다는 증거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공역에 항공기가 없다면 스코프 상에 나타난 광점은 해당 공역에 항공기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다. 표지의 관점에서 스코프 상의 광점은 해당 공역에 항공기

가 있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실패한다. 이 광점은 정보가 아닌 잘못된 정보

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표지나 신호가 될 수 없다.39 따라서 거짓인 가설도 증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양립 불가능한 가설이 동일한 자료를 증거로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7 ℎ� ∨ ℎ�와 같은 형식의 선언 가설의 증거 문제는 7.1절에서 더 상세히 다룰 것이다.

38 잠재적 증거 개념은 가설이 거짓인 경우를 허용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ℎ|�&�) > 0.5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에 서로 양립 불가능한 가설이 동일한 자료를 증거로 가지 않는다.

39 신호 및 정보 전달에 관한 드레츠키의 논의를 참고하라. Dretske 1981: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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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높은 확률에 대한 반대 셋: 대안 가설과의 관계 속에서

애친슈타인은 하나의 자료가 양립 불가능한 두 가설의 증거가 되는 것을 허용하

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이 필요하지 않다는 다른 형태의 반론이 있다.

조인래는 유용한 증거와 유용하지 않은 증거의 구분이 곧 증거와 증거가 아

닌 것 사이의 구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전자의 구분은

애친슈타인이 갖고 있는 실천적 관심, 즉 특정한 경쟁 이론이 존재한다는 실

천적 관심 하에서만 성립되는 구분이며, 따라서 그러한 특정한 관심 하에서

유용하지 않은 증거라고 해서 곧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빛이 직진한다’라는 동일한 사실을 입자설과 파동설이

라는 두 가지 경쟁적인 모순된 가설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입자설

(혹은 파동설)에 대한 증거가 아닌 것으로 이해하는 반면, 입자설(혹은 파동

설)만 존재하는 경우, 혹은 입자설(혹은 파동설)과 빛이 직진한다는 것을 함

축하지 못하는 어떤 다른 이론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입자설(혹은 파동

설)에 대한 증거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증거 관계

는 특정한 실천적 관심이나 상황에 의해 외적으로 또는 우연적으로 변화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박석정 2015: 109 fn. 187. 강조는 추가)

분명히 유용한 증거의 기준과 증거의 기준은 동일하지 않다. 증거의 유용성은

실천적 관심사와 맞닿아 있으며, 증거 관계는 특정한 관심이나 상황에 의해 우연

적으로 변하면 안된다는 주장 역시 건전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과 양립 가능하다.

두 양립 불가능한 가설, ℎ와 ℎ�에 대해 두 가설은 모두 그것이 참이라면 �를

옳게 설명한다고 하자.40 즉 �(E(ℎ, �)|ℎ&�&�) = 1, �(E(ℎ�, �)|ℎ�&�&�) = 1이다. 이

러한 가정 하에서 �가 어느 가설의 증거인지는 �(ℎ|�&�) 및 �(ℎ�|�&�) 값에 달려

있다. 인용한 비판이 적절한 비판이라면 애친슈타인은 대안 가설 ℎ�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ℎ|�&�) > 0.5, 대안 가설 ℎ�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ℎ|�&�) ≤ 0.5

인 상황을 허용하는 셈이다. 이처럼 경험적 정보가 추가되지 않았고 오직 적당한

대안 가설만을 고려하였는데, 증거 판단이 바뀐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 이러한 증

거 이론은 적어도 객관적 증거 이론은 아니다. 그러나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확률 연산 규칙을 따른다면 가설 ℎ의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40 애친슈타인의 증거 이론에서 ℎ와 � 사이의 설명적 연결은 �가 ℎ를 옳게 설명하는 경우나 e

다른 가설인 ℎ∗가 ℎ 및 �를 옳게 설명하는 경우도 포함하지만 편의상 지금의 논의에서는 ℎ가

�를 옳게 설명하는 경우만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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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ℎ를 고려하여야 한다.41 그리고 ¬ℎ는 ℎ의 대안 가설인 ℎ�를 포함한 ℎ와 양립

불가능한 잠재적 가설을 모두 아우른다. 즉 ¬ℎ = ℎ� ∨ ℎ�
� ∨ ℎ�

� ∨ …ℎ�
� 이다. 이 때문

에 새로운 정보가 없는 이상, �(ℎ|�&�) > 0.5라면 ℎ�의 창안이나 고려와 관계없이

�(ℎ�|�&�) < 0.5가 성립한다. 따라서 누군가가 ℎ와 양립 불가능하고 �를 설명할

수 있는 대안 가설 ℎ�를 창안하거나 고려했다는 것만으로는 ℎ의 확률에 변화를

줄 수 없다.42 43 즉 대안 가설의 고려는 가설의 확률 분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미 치하라의 예를 다루면서 논한 바와 같이 새로운 가설의 도입 그 자체는

분명히 흥미로운 사건이다. (Chihara 1987: 556-558) 이 경우 얼핏 새로운 가설의

도입이 경쟁하는 가설들의 확률 분포 변화를 이끌어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새

로운 가설 도입은 개인이 주관적 확률을 계산할 때, 이미 알고 있었지만 미처 고

려하지 않은 정보를 고려하도록 만들 뿐이다. 즉 새로운 가설의 도입으로 인한

확률 변화는 단순히 실천적 관심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즉 새로운 가설이 도입되면서

기존 가설의 확률이 변해도 이는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의 반례가 될 수 없다.

이에 �&�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전(��)에는 대안 가설 ℎ�가 �를 함축하거나 설명

한다는 점을 몰랐는데, 이제(�� )는 ℎ�가 �를 함축하거나 설명한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에 ��(ℎ|�&�) > 0.5이나 ��(ℎ|�&�) ≤ 0.5일 수 있다고 반론할 수도 있겠다. 물

론 우리는 완벽한 논리 기계가 아니기에 기존 가설의 모든 귀결을 알 수는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ℎ|�&�)에는 0.5보다 높은 값을, ��(ℎ|�&�)에는 0.5 이하의 값

을 부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우리가 가설에 처음 부여한 확률은 충

분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 혹은 자신의 논리적 능력에 대한 과신에서 나온 것이

기 때문에 올바른 값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가설에 부여하는 확률이 변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는 애친슈타인의 증거 이론이 증거적 지지를 특정한 관심이나 상

황에 상대화 한다고 비판할 수 없다.

                                                  
41 가설 ℎ의 사후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ℎ|�&�) =
�(ℎ|�) × �(�|ℎ&�)

�(ℎ|�) × �(�|ℎ&�) + �(¬ℎ|�) × �(�|¬ℎ&�)

42 애친슈타인은 객관적인 인식적 확률(objective epistemic probability) 개념을 채택한다. 이는

객관적 확률 개념으로 어떤 명제나 가설이 참일 확률은 개인의 믿음에 영향받지 않는다. 해당

개념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Achinstein 2001: ch.5.

43 계산상의 편의를 위하여 ℎ�가 �를 설명한다면, ℎ� ⊢ �라고 하자. 그렇다면 임의의 명제 �에

대해, �(ℎ� ⊢ �|�) = 1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ℎ�가 �를 함축한다는 정보는 가설의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ℎ�|(ℎ� ⊢ �)&�&�) = �(ℎ�|�&�) ×
�(ℎ� ⊢ �|ℎ�&�&�)

�(ℎ� ⊢ �|�&�)
= �(ℎ�|�&�) ×

1

1
= �(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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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보론: 선택 절차

어떤 �, ℎ, �가 표면적으로 잠재적 증거를 위한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하자. 그

렇다면 �하에서 �는 ℎ의 증거인가? 이에 대해 애친슈타인은 그렇지 않을 수 있

다고 말한다. 만약 �를 산출한 실험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 �는 ℎ의 증거가 아

닐 수 있다. 이를테면 동전을 1,000회 던졌는데 앞면이 934회, 뒷면이 66회 나왔

다고 하자. 우리는 이 시행 결과 �를 이 동전이 앞면으로 강하게 편향된 동전이

라는 가설 ℎ의 증거로 여길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이 결과가 속임수를 써서 얻은

것이라 하자.44 이 경우 �를 얻기 위해 선택한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는 ℎ의 증거가 아니다.

통상 우리는 사실 수집 과정에 특별한 결함이 없다는 가정하에 �가 ℎ의 증거

인지 아닌지 판단한다. 따라서 �가 ℎ의 증거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과학자가 실

험이나 관찰을 수행할 때, 채택한 절차에 결함이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애친

슈타인은 과학자가 채택하는 자료 수집 절차를 가리켜 애친슈타인은 ‘선택 절차

(selection procedure)’라고 부르는데 이 선택 절차가 획득한 자료의 증거적 지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45 (Achinstein 2001: 40)

간단한 예와 함께 선택 절차가 가설의 조건부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두통을 완화하는 신약 �의 효과를 시험하려는 연구자가 있다고 하자. 그는 “약

�는 95% 정도의 두통 완화 효과가 있다”는 가설 ℎ를 시험하기 위한 자료 수집

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 두통을 앓는 1,000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약 �를 시험한다. 대상자의 성

비, 연령비, 두통의 정도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가 아닌 위약을 시

험 집단과 유사한 구성을 가진 통제 집단에 처방했다.

���: 두통을 앓는 1,000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약 �를 시험한다. 대상자는 모

두 두통을 앓는 5세 소녀이며, 증상의 정도는 가볍다. 통제 집단은 따

로 만들지 않았다.

이제 시험 결과가 다음과 같다고 하자.

                                                  
44 2~3cm 높이에서 동전을 살짝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동전던지기를 한다면, 내가 원하는 만큼

특정 면이 나오는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45 호위치 역시 관찰의 방법(methods of observing)이 e가 ℎ의 증거인지 결정하는 데에 중요하

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까마귀 역설에 대한 수정된 해결책을 제안한다. (Horwich 

1982: 58-63). 다만 해당 문헌에서 호위치가 관찰의 순서에 집중했다면, 애친슈타인의 선택 절

차는 보다 많은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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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 1에서 �를 처방받은 1,000명 중 950명의 증상이 완화되었다.

��	= 시험 2에서 �를 처방받은 1,000명 중 950명의 증상이 완화되었다.

���은 ℎ를 시험하기 위한 좋은 선택 절차라 할 수 있다. 반면 ���는 ���과는 달

리, 투약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고 �를 복용하지 않는 대조군도 설정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큰 결함을 안고 있다. 그렇기에 ���에 의해 산출된 ��는 ℎ의 사후 확

률에 기여하는 바가 적을 것이다.

즉 어떤 �를 산출하는 선택 절차가 결함 있는 절차라면, 결함 없는 절차에 비

해 �가 ℎ의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다. 더 나아가 그 선택 절차가 완전

히 결함 있는 절차라면 �가 ℎ의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을 것이다. 이제 �

를 산출한 선택 절차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하자. 그리고 ����을 결함 없는 선택

절차가 사용되었음을 뜻한다고 하면, 가설의 확률 사이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사례 1: �(ℎ|�&����) ≥ �(ℎ)이면, �(ℎ) ≤ �(ℎ|�) ≤ �(ℎ|�&����).46

사례 2: �(ℎ|�&����) ≤ �(ℎ)이면, �(ℎ|�&����) ≤ �(ℎ|�) ≤ �(ℎ)

처음 예로 든 동전 던지기 사례에서 앞면이 934회, 뒷면이 66회 나왔다는 사실

�는 완전히 결함 있는 선택 절차에 의해 산출되었다. 이를 ����라고 하면, 이 동

전이 앞면으로 강하게 편향되어 있다는 가설 ℎ의 확률은 다음과 같다.

�(ℎ|�&����) = �(ℎ)47

만약 가설 ℎ의 사전 확률이 0.5보다 작다면 �(ℎ|�&����) < 0.5이기 때문에 높은

확률 조건은 만족되지 않는다. 즉 결함 있는 선택 절차에 의해 산출된 e는 가설

의 증거가 될 수 없다. (Achinstein 2001: 41-42)

                                                  
46 편의상 배경 정보 �는 생략한다.

47 ����를 채택하였을 때, �를 얻을 확률을 �(�|����)라고 하자. 그렇다면 속임수를 쓴 문제 상

황에서 �(�|����) = 1이다. 그리고 가설의 참과 무관하게 동전 던지기에 속임수가 썼다는 그 사

실에 의해 �(�|ℎ&����) = 1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선택절차를 사용하건 간에 가설의 확률 자체

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ℎ|����) = �(ℎ). 따라서 다음을 얻는다.

�(ℎ|�&����) =
�(ℎ|����) × �(�|ℎ&����)

�(�|����)
=
�(ℎ) × 1

1
= �(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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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수정된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

애친슈타인의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은 기존의 증거 이론에 비해 실제 우리의 증

거 개념을 잘 반영한다. 그러나 다른 이론과 마찬가지로 애친슈타인의 증거 이론

역시 곤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장에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정안을 제

시하고 이렇게 수정된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이 가지는 함축을 살펴볼 것이다.

7.1. 선언 가설의 증거48

7.1.1. 이상한 선언의 문제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의 긍정적 유관성 기준은 아래와 같은 이상한 선언의 문제

에 부딪힌다. (3.3.1.)

(i) 지진계의 진동 기록과 강릉의 비

� = 서울대학교 25동 420호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진계를 적절한 절차

에 따라 설치했다.

� = 지진계의 기록지를 확인하니 정오에 진동이 기록되어 있었다.

ℎ = 정오에 자연적 지진이 발생했다.

ℎ� = 남극에 외계인의 탐사기지가 있다.

(i)에서 �는 ℎ의 증거이다. 그러나 지진계의 기록지를 확인하니 정오에 진동이 기

록되어 있었다는 사실 �가 “정오에 자연적 지진이 발생했거나 남극의 외계인의

탐사기지가 있다”는 가설 ℎ ∨ ℎ′의 증거는 아니다.

여기서 문제는 선언지인 ℎ′, 즉 “남극에 외계인의 탐사기지가 있다”에 있는 것

같다. 지진계 기록지에 진동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는 “정오에 자연적 지진이

발생했거나 남극에 외계인의 탐사기지가 있다”는 선언 가설에서 정오에 자연적

지진이 발생했다는 내용만을 선택적으로 지지하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증거적 지

지의 선택성을 해명하기 위해 애친슈타인은 설명적 연결이라는 조건을 도입한다.

(Achinstein 2001: 146) 그렇다면 옳은 설명적 연결을 핵심 조건으로 삼는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은 이러한 이상한 선언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가?

                                                  
48 이 절의 내용과 관련된 기초적인 아이디어는 2016년 4월 서울대학교 영미철학 대학원생 워

크샵 및 2016년 한국과학철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허원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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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애친슈타인의 선언 처리

옳은 설명적 연결 정의에서 가설 ℎ를 ℎ ∨ ℎ′로 치환하면, 다음을 얻는다.

ℎ ∨ ℎ′와 e 사이에 설명적 연결이 있다.

(a) ℎ ∨ ℎ′는 왜 e가 참인지 옳게 설명한다.

(b) e는 왜 ℎ ∨ ℎ′가 참인지 옳게 설명한다.

(c) 어떤 가설 ℎ∗는 왜 e가 참인지, 그리고 왜 ℎ ∨ ℎ′가 참인지 옳게 설명한다.

문제는 “ℎ ∨ ℎ′가 e를 설명한다”나 “e가 ℎ ∨ ℎ′을 설명한다”의 해석이다. 우선 다음

예와 함께 애친슈타인이 선언을 포함하는 설명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보자.

질문: 그 기계의 기능은 무엇인가?

답변: 그 기계의 기능은 시스템 내부로 물을 밀어 넣거나 시스템 외부로 폐

기물을 내보내는 것이다.

답변 문장은 “Q의 이유/원인/기능은 P이다”의 P가 선언인 문장이다. 애친슈타인

에 따르면 이러한 선언 문장이 다음 명제와 의미상 동등하면 분배적(distributive)

이다. (Achinstein 1983: 34)

그 기계의 기능은 시스템 내부로 물을 밀어 넣는 것이거나 그 기계의 기능은

시스템 외부로 폐기물을 내보내는 것―둘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 분배적 문장은 ‘이유’, ‘원인’, ‘기능’ 등과 같은 명사에 대응하는 구체적

인 내용을 주지 못한다. 애친슈타인에 따르면 분배적 문장은 이유나 원인과 같은

내용 명사에 단지 가능한 내용(possible contents)만을 줄 뿐이다. 그런데 옳은 설

명을 위한 내용 증여 문장은 내용 명사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여야만 한

다. 따라서 옳은 설명을 위한 내용 증여 명제는 비분배적(non-distributive)이어야

한다. (Achinstein 1983: 35)

이는 내용 증여 명제에 선언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특수한 술어

를 가공하여 분배적 문장을 비분배적 문장으로 사소하게 바꾸는 것도 금지한다.

이를테면 “행복하거나 지루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행복한 상태에 있거나 지루한

상태에 있다)”를 “A-상태에 있다”와 같은 술어로 대체하여 “경석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A-상태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바꿔 쓴다고 하자. 그러나 후

자는 “경석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행복한 상태에 있거나 지루한 상

태에 있기 때문이다”와 의미상 동등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은 분배적 문장이다.

(Achinstein 1983: 35, fn.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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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약이 선언을 포함하는 모든 문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49 그러나

선언의 무제한적 도입을 막기 위해 내용 증여 명제에 포함될 수 있는 선언을 제

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애친슈타인은 선언지 중 하나 혹은 한 선언지의 원소와

진리함수적으로 동치가 아닌 선언이 “Q인 이유는 P이다”의 P를 채우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즉 P를 채운 선언이 선언지 중 하나 혹은 한 선언지의 원소와 진리함

수적으로 동치면 그러한 선언을 포함한 내용 증여 문장, “Q인 이유는 P이다”는

비분배적이다. 따라서 다음의 (a)는 (b) 및 (c)와 의미상 동등하고 (b)와 (c)가 “Q

인 이유는 P' 또는 P"이다”의 형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분배적 문장이

다. (Achinstein 1983: 34-35)

(a) 경석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행복감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b) 경석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행복감에 젖어 있거나 행복감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c) 경석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행복감에 젖어 있고 지루해하거

나 행복감에 젖어 있고 지루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애친슈타인의 분배적 문장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Q인 이유는 P' ∨ P"이다”는 분배적이다. iff 

(1) “Q인 이유는 P'이다 ∨ Q인 이유는 P"이다”와 의미상 동등하고,

(2) 선언 “P' ∨ P"”는 그것의 선언지, 혹은 선언지의 원소와 진리함수적으로

동치가 아니다.

위의 (1), (2)를 모두 만족하는 문장은 “왜 Q인가?”와 같은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

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 증여 명제를 표현할 수 없다.

  지금 논의를 바탕으로 사례 (i)의 지진계 문제를 살펴보자. 여기서 “Q인 이유는

P이다”와 같은 형식의 문장 ��을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 정오에 지진계 기록지에 진동이 기록된 이유는 정오에 자연적 지진이 발

생했거나 남극에 외계인의 탐사기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문장이 다음 ��와 의미상 동등하다고 하자.

                                                  
49 이를테면 “병에 붙어 있는 경고는 이 약이 두통 또는 복통을 야기한다는 것이다”는 선언을

포함하고 있으나 ‘경고’에 의해 표현되는 개념에 구체적 내용을 제공하기 때문에 분배적 문

장이라 할 수 없다. Achinstein 1983: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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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오에 지진계 기록지에 진동이 기록된 이유는 정오에 자연적 지진이 발

생했기 때문이다. 또는 정오에 지진계 기록지에 진동이 기록된 이유는 남

극에 외계인의 탐사기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은 그것의 선언지 혹은 선언지의 원소와 진리함수적으로 동치가 아니다. 

따라서 ��은 분배적 문장이고, “왜 정오에 지진계 기록지에 진동이 기록되었는가?”

라는 내용 질문에 대한 내용 증여 명제가 될 수 없다. 즉 옳은 설명이 구성되지

않으므로 가설 ℎ ∨ ℎ′와 � 사이에 옳은 설명적 연결 역시 없다.

분배적 문장의 도입 제한은 얼핏 효과적이다. 그러나 분배적 문장에 대한 규정

과 왜 분배적 문장을 배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애친슈타인의 해명은 만족스럽지

않다. 지진계 사례에 “서울대학교 정문 근처에서 커다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가

끔 발파 작업을 한다”는 정보 및 다음과 같은 가설을 추가해 보자. 

ℎ�′ = 정오에 정문 근처 공사장에서 발파 작업을 했다.

이제 “정오에 발생한 자연적 지진이 발생했거나 정오에 정문 근처 공사장에서

발파 작업을 했다”는 가설 ℎ ∨ ℎ′′와 � 사이의 관계를 검토해 보자. 일단 “Q인 이

유는 P이다”와 같은 형식의 문장 ��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 정오에 진동이 기록된 이유는 정오에 발생한 자연적 지진 또는 정오에

정문 근처 공사장에서 시행한 발파작업 때문이다.

위 문장은 다음 문장과 동등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정오에 진동이 기록된 이유는 정오에 발생한 자연적 지진 때문이다. 또는

정오에 진동이 기록된 이유는 정오에 정문 근처 공사장에서 시행한 발파

작업 때문이다.

덧붙여 ��에 포함된 선언, “정오에 발생한 자연적 지진 또는 정오에 정문 근처 공

사장에서 시행한 발파작업”은 그것을 구성하는 선언지 혹은 선언지의 원소와 진

리함수적으로 동치가 아니다. 따라서 애친슈타인의 규정에 따르면 �� 은 분배적

선언이다. 즉 ��은 내용 증여 명제를 표현할 수 없고, 따라서 “정오에 지진계 기

록지에 진동이 기록되게끔 한 원인은 무엇인가?” 또는 “왜 정오에 지진계 기록지

에 진동이 기록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옳은 설명을 제공할 수 없다. 즉 �와

ℎ ∨ ℎ′′ 사이에는 옳은 설명적 연결이 없고, 따라서 �는 ℎ ∨ ℎ′′의 증거가 아니다.

그러나 문제 사례에서 정오에 지진계 기록지에 기록된 진동은 정오에 자연적 지

진이 발생했거나 정문 앞 공사장에서 발파 작업이 있었다는 증거로 간주된다. 즉

애친슈타인의 해명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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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계 사례 (i)에서 우리는 �가 ℎ ∨ ℎ′의 증거가 아니라는 데 동의하나, �가

ℎ ∨ ℎ′′의 증거가 아니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설명적 연결이 증거적 지지의 핵

심이라면, 이 두 선언 가설에서 나타나는 증거적 지지의 차이를 설명적 연결을

통해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애친슈타인의 방식으로는 증거적 지지의 차

이를 분명하게 해명할 수 없다.

�� , ��이 각각 �� , ��와 의미상 동등할 경우, ��과 ��은 모두 분배적 문장으로

“정오에 진동이 기록되게끔 한 원인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내용 증여 문장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과 달리 ��은 해당 질문에 대한 옳은

설명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을 구제하기 위해, ��이 ��와 의미상 동

등하지 않다고 하자. 그렇다면 ��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 �� 역시 ��와 의미상 동

등하다고 볼 이유는 없다. 이 경우에는 ��과 ��는 모두 비분배적 문장으로 내용

증여 명제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왜 ��은 “왜 정오에 기록지에

진동이 기록되게끔 한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옳은 설명을 제공하는

반면, 왜 ��은 해당 질문에 대한 옳은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선언이 포함된 내용 증여 문장의 진리조

건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분배적 문장에 관한 애친슈타인

의 기준은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주지 못한다.

7.1.3. 선언이 설명에 들어올 때

우리는 “Q의 이유/원인/기능은 P이다”의 형식을 갖춘 내용 증여 문장에서 P 자리

에 선언이 들어올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애친슈타인의 해결책

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선언 가설을 포함하는 설명 및 증거의 문

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의 지진계 사례를 다시 살펴보자.

ℎ	= 정오에 자연적 지진이 발생했다.

ℎ ∨ ℎ′	= 정오에 자연적 지진이 발생했거나 남극에 외계인의 탐사기지가 있다.

ℎ ∨ ℎ′′	= 정오에 자연적 지진이 발생했거나 정오에 정문 근처 공사장에서 발

파 작업을 했다.

�	= 지진계의 기록지를 확인하니 정오에 진동이 기록되어 있었다.

우리 사례에서 �는 ℎ 및 ℎ ∨ ℎ′′의 증거이나 ℎ ∨ ℎ′의 증거는 아니다. 이를 해명

하기 위해 선언의 진리조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선언지 중 하나만 참이

면 선언은 참이다. 따라서 ℎ가 참이면 ℎ ∨ ℎ′와 ℎ ∨ ℎ′′은 모두 참이다. 선언의 또

다른 특징은 선언이 참이면, 선언지 중 하나가 거짓인 경우 다른 선언지는 참이

라는 것이다. 즉 ℎ ∨ ℎ′가 참이면 ℎ가 거짓일 경우 ℎ′는 참이고, ℎ′가 거짓일 경우

ℎ가 참이다. 후자에 주목하면 우리는 선언의 증거와 선언지 각각의 증거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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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일단 �가 ℎ ∨ ℎ′의 증거라고 하자. 이 경우 �는 ℎ ∨ ℎ′의 참을 가리킨

다. 따라서 �는 ℎ가 거짓인 경우에는 ℎ′의 참임을, ℎ′가 거짓인 경우에는 ℎ의 참

임을 가리킨다. 이에 반해 �가 ℎ의 증거인 경우에는 �는 ℎ′의 참과 관련된 어떤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가설의 증거와 그 가설을 선언지로 갖는 선언 가설의 증거가 구분된다

고 하자. 그렇다면 지진계 사례에서 왜 �는 ℎ ∨ ℎ′의 증거가 아니지만 ℎ ∨ ℎ′′의 증

인가? 일단 “남극에 외계인의 탐사기지가 있다”는 가설 ℎ′와 “정오에 정문 근처

공사장에서 발파 작업을 했다”는 가설 ℎ′′의 내용을 � 및 ℎ와 연계하여 살펴 보자.

우리의 예에서 ℎ′′는 ℎ′′가 기술하는 사건인 발파 작업이 일어난다면, 땅을 통해

충분한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지진계 기록지에 진동을 기록하게 만드는 사건

�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와 연결될 수 있다. 다음으로 두 가설 ℎ′′와 ℎ는

땅을 통해 충분한 에너지 전달이 가능한 사건을 기술한다는 점에서 공유하고 있

는 요소가 있고, 따라서 ℎ�′와 ℎ는 해당 요소를 기준으로 동일한 범주에 묶인다.

반면 ℎ′가 � 및 ℎ와 맺는 관계는 다르다. 실제로 ℎ′가 기술하는 것처럼 남극에

외계인의 탐사기지가 있어도 그것이 지진계 기록지의 진동 기록과 연결될 가능성

은 매우 낮다. 이처럼 �와 연결가능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ℎ′와 ℎ가 �와 관련하

여 공유하고 있는 요소 역시 없다. 따라서 �와 유관한 어떤 범주에 묶일 수 없다.

이것이 두 선언 가설, ℎ ∨ ℎ′와 ℎ ∨ ℎ′′ 사이의 핵심적 차이다.

문제 사례에서 �는 ℎ와 ℎ�� 모두에서 나타나는 특정 요소(땅을 통하여 충분한

에너지를 전달함)와 연결되기 때문에, ℎ′′가 거짓인 경우에 ℎ의 참을 가리킬 수

있으며, ℎ가 거짓인 경우에 ℎ′′의 참을 가리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

는 ℎ와 ℎ� 양쪽 모두에서 나타나는 어떤 요소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을 것 같지도 않다. 따라서 ℎ′가 거짓인 경

우에는 ℎ의 참을 가리킬 수도 있겠으나, ℎ가 거짓인 경우에는 ℎ′′의 참을 가리킬

수 없다.

증거적 지지의 핵심은 설명적 연결이다. 따라서 어떤 사실이 선언 가설의 증거

라면 그 선언을 구성하는 선언지는 그것이 참인 경우, 문제의 사실을 옳게 설명

해야 한다. 이를테면 “정오에 공사장에서 발파 작업을 했다”는 정말로 발파작업이

일어났다면, 왜 지진계 기록지에 진동이 기록되었는지 옳게 설명한다. 따라서 제

시된 지진계의 진동 기록은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파 작업이 있었음을

가리키는 좋은 표지가 된다. 같은 이유로 정오에 발파 작업이 없었다면, 지진계의

진동 기록은 자연적 지진이 발생했음을 가리키는 좋은 표지이다. 반면 남극에 외

계인의 탐사 기지가 있어도 그것이 지진계 기록지의 진동 기록을 옳게 설명할 수

는 없다. 그렇기에 사실 자연적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남극에 있는 외

계인의 기지가 지진계의 진동 기록을 옳게 설명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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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계 사례에서 지진계에 기록된 진동의 원인은 자연적 지진의 발생 또는 공

사장의 발파작업이다. 즉 이 사례에서 옳은 인과적 설명은 “연구실에 설치된 지

진계의 기록지의 정오에 진동이 기록되도록 야기한 것은 정오에 발생한 자연적

지진 또는 정오에 정문 근처 공사장에서 시행한 발파 작업이다”와 같은 명제이다. 

이 명제는 “무엇이 지진계 기록지에 진동을 기록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만

약 정오에 자연적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정문 근처의 공사장에서 시행한 발

파 작업이 그러한 진동 기록을 야기했다고 대답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정

오에 정문 근처의 공사장에서 발파 작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자연적 지진의 발

생이 진동 기록을 야기했다고 답한다.

이제 “�가 �를 야기한다”와 같은 인과적 설명을 편의상 “�
�	
⇒� ”로 나타내자. 

그리고 “�라면 �이다”라는 조건문을 “� ⋮ �”로 나타내자. 여기서 기호 ‘⋮’는 실질

조건문(material conditional, ⊃)과는 다른 종류의 조건문을 뜻하기 위해 사용되었

다. “� ⋮ �”는 �가 참인 근접 가능 세계, 즉 다른 조건이 실제 세계(actual world)

와 거의 동일한 세계 일반에서 �가 참임을 뜻한다.50

그렇다면 지금의 인과적 설명은 “(¬ℎ�� ⋮ ℎ
	�	
⇒�)&(¬ℎ ⋮ ℎ′′

	�	
⇒�)”로 나타낼 수 있

다. 선언 가설이 포함된 설명에서 주어진 �&� 하에서 ℎ가 거짓이라면, ℎ′′가 �의

원인이거나 원인일 확률이 높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 하에서 ℎ′′가 거

짓이라면 ℎ가 �의 원인이거나 원인일 확률이 높아야 한다. 이제 “ℎ ∨ ℎ′′가 �를 옳

게 설명한다”는 “ℎ′′가 참이 아니면 ℎ가 �를 옳게 설명한다. 그리고 ℎ가 참이 아

니면, ℎ′′가 e를 옳게 설명한다”를 뜻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처럼 “ℎ ∨ ℎ′가 e를 옳게 설명한다”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주어졌다면, “e가

ℎ ∨ ℎ′를 옳게 설명한다”에 대한 해석 역시 주어져야 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ii) 저녁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 = 낙성대 인근에 있는 고기 뷔페인 고기킹에 준비되어 있는 고기는 쇠

고기와 돼지고기 단 두 종류이다.

� = 화요일 저녁에 오현은 고기킹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

                                                  
50 따라서 조건문 “� ⋮ �”는 실질 조건문보다 엄격한 진리 조건을 가진 조건문으로 “¬� ∨ �”와

동치가 아니다. 따라서 전건의 거짓이나 후건의 참이 이 조건문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를

테면 사람인 철수에 대해, “철수가 돼지라면 철수는 스스로 하늘을 날 수 있다”라는 조건문은

이것이 실질 조건문이라면 철수가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참이다. 그러나 이를 더 엄격한 조건

문으로 해석하면 돼지는 스스로 하늘을 날 수 없으므로, 철수가 돼지가 되어버린 근접 가능 세

계에서 철수는 하늘을 날지 못하고, 이 조건문은 거짓이다. 이처럼 조건문을 구성하는 전건과

후건의 진리치 외의 다른 조건들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 ⋮ �”는 “� ⊃ �”보다 더 강한 진리조건

을 갖는다. 그렇기에 실제 세계에서 ℎ가 참이고 ℎ가 �를 야기해도, (¬ℎ ⋮ ℎ′
	�	
⇒�)과 (¬ℎ� ⋮ ℎ

�	
⇒ �))

이 모두 참이 아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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ℎ = 화요일 저녁에 오현은 쇠고기를 먹었다.

ℎ′ = 화요일 저녁에 오현은 돼지고기를 먹었다.

ℎ′′ = 화요일 저녁에 오현은 생선회를 먹었다.

원활한 논의를 위해 �(ℎ|�&�) > 0.5라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오현이 화요일 저

녁에 고기 뷔페인 고기킹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는 사실 �는 화요일 저녁에 오현

이 쇠고기를 먹었다는 가설 ℎ의 증거이다. 그러나 오현이 화요일 저녁에 고기 뷔

페인 고기킹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는 사실은 화요일 저녁에 오현이 쇠고기 또는

생선회를 먹었다는 선언 가설 ℎ ∨ ℎ′′의 증거라 할 수 없다. 반면 오현이 고기킹에

갔다는 사실은 오현이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를 먹었을 것이라는 가설 ℎ ∨ ℎ′의 좋

은 증거이다.

가설과 가설의 증거 사이에는 그 둘을 잇는 옳은 설명이 있어야 한다. 주어진

조건하에서 오현이 고기킹에 저녁을 먹으러 간 사건은 오현이 그 날 저녁에 쇠고

기를 먹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돼지고기를 먹은 사건을 야기하였을 것이

다. 그리고 오현이 고기킹에 저녁을 먹으러 간 사건은 오현이 그 날 저녁에 돼지

고기를 먹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쇠고기를 먹은 사건을 야기했을 것이

다. 이 관계는 “(¬ℎ� ⋮ �
�
⇒ℎ)&(¬ℎ ⋮ �

�
⇒ℎ�)”로 나타낼 수 있다. 즉 “�가 ℎ ∨ ℎ′를 옳

게 설명한다”는 “ℎ′가 참이 아닌 경우, �는 왜 ℎ인지 옳게 설명한다 그리고 ℎ가

참이 아닌 경우, �는 ℎ′인지 옳게 설명한다”를 뜻한다.

그렇다면 화요일 저녁에 오현이 고기킹에 저녁을 먹으러 간 사건이 왜 “화요일

저녁에 오현은 쇠고기를 먹었거나 생선회를 먹었다”의 증거가 될 수 없는지 쉽게

해명할 수 있다. 지금 예에서 “화요일 저녁에 오현이 고기킹에 갔기 때문에 오현

이 쇠고기를 먹지 않았다면, 오현은 생선회를 먹었다. 그리고 화요일 저녁에 오현

이 고기킹에 갔기 때문에, 오현이 생선회를 먹지 않았다면 오현은 쇠고기를 먹었

다”라는 명제가 참인 경우에 한하여 옳은 설명이 된다. 그러나 이 명제는 참일

것 같지 않다. 따라서 �가 ℎ ∨ ℎ′′를 옳게 설명할 확률은 극히 낮다. �&�가 주어졌

을 때, 두 사람이 고기킹에 간 사건은 두 사람이 회를 먹지 않을 경우에 쇠고기

를 먹도록 야기할 수 없으며, 두 사람이 쇠고기를 먹지 않을 경우에 생선회를 먹

도록 야기할 수도 없다. 그렇기에 두 사람이 고기킹에 갔다는 사실은 이 이상한

선언 가설의 증거가 아니다.

이제 선언 가설에 대한 설명적 연결을 아래와 같이 재정의할 수 있다.

선언 가설을 포함하는 설명적 연결

ℎ ∨ ℎ′와 � 사이에 설명적 연결이 있다.

(a) ℎ ∨ ℎ′는 왜 �가 참인지 옳게 설명한다. ((ℎ ∨ ℎ�)
	�		
�� �). 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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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ℎ′가 참이 아니면, ℎ는 왜 �가 참인지 옳게 설명한다. 그리고 ℎ′가 참이

아니면, ℎ는 왜 �가 참인지 옳게 설명한다. (¬ℎ� ⋮ ℎ
	�	
⇒ �)&(¬ℎ ⋮ ℎ′

	�	
⇒ �).

(b) e는 왜 ℎ ∨ ℎ′가 참인지 옳게 설명한다. (�	
	�		
��	(ℎ ∨ ℎ�)). 이는 다음과 같다.

: ℎ′가 참이 아니면 �는 왜 ℎ가 참인지 옳게 설명한다. 그리고 ℎ가 참이 아

니면, �는 왜 ℎ′가 참인지 옳게 설명한다. (¬ℎ′ ⋮ �
	�	
⇒ ℎ)	&	(¬ℎ ⋮ �

	�	
⇒ℎ′).

(c) 어떤 가설 ℎ∗는 왜 e가 참인지, 그리고 왜 ℎ ∨ ℎ′가 참인지 옳게 설명한다.

(ℎ∗
	�	
⇒�)	&	(ℎ∗

	�	
⇒( ℎ ∨ ℎ′)). 이는 다음과 같다.

  : 어떤 가설 ℎ∗는 왜 �가 참인지 옳게 설명한다. 그리고 ℎ∗는 왜 ℎ′가 참이

아니면 ℎ인지 옳게 설명하고, 왜 ℎ가 참이 아니면 ℎ′인지 옳게 설명한다.

(ℎ∗
	�	
⇒�)	&	{(¬ℎ′ ⋮ ℎ∗

	�	
⇒ ℎ)&(¬ℎ ⋮ ℎ∗

	�	
⇒ℎ�)}.

여기서 ℎ ∨ ℎ′ 형태의 가설을 다룸에도 ℎ와 ℎ′가 둘 다 참인 경우, 즉 ℎ&ℎ′를

포함하는 설명하는 조건을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지금의 설명적 연결 규정이 두 선언지 ℎ와 ℎ′가 양립 불가능한 경우만을 다룬다

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설명적 연결은 ℎ와 ℎ′가 양립 불가능한 경우

에 한정되지 않는다. ¬ℎ인 조건 하에서 ℎ′를 포함하는 설명이 구성되고, ¬ℎ′인

조건 하에서 ℎ를 포함하는 설명이 구성된다는 것은 두 가설의 양립가능성을 함축

하지 않으며, 두 가설의 양립가능한 경우에도 성립된다. 우선 제시한 예시들이 모

두 양립가능한 가설로 구성된 선언 아닌가?

다음으로 선언 ℎ ∨ ℎ′이 참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선언지 중 하나가 거짓이면

다른 하나는 참이다”의 참을 보장한다. 그러나 “ℎ&ℎ′는 참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는 않는다. 따라서 설명적 연결을 정의하면서 이를테면 ¬ℎ인 조건 하에서 ℎ′가 �

를 옳게 설명한다는 점을 강조했지, ¬ℎ&ℎ′가 �를 설명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이

에 더해 양립가능한 두 가설에 대해 �가 ℎ ∨ ℎ′의 증거이지만 ℎ&ℎ′의 증거가 아닌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증상 D가 자연적으로는 2주 내에 회복되지 않는데

약 A 혹은 약 B를 복용하면 D가 2주 내에 회복된다. 그러나 A와 B는 따로 복용

할 경우에는 서로의 작용을 상쇄하기 때문에 D의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이 경우 D를 앓고 있는 철수가 2주 내에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라고 하면

�는 “철수는 A를 복용했거나 B를 복용했다”는 선언 가설의 증거가 되며, 이 선언

가설은 철수의 회복을 옳게 설명한다. 그러나 “철수는 A와 B를 복용했다”는 연언

가설은 철수의 회복을 옳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철수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가질 수 없다. 선언 ℎ ∨ ℎ′를 포함하는 옳은 설명을 해명할 때 굳이 ℎ&ℎ′

를 포함하는 설명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

선언이 포함된 설명을 이렇게 규정하면 “�인 이유는 � ∨ �′이다”는 “�인 이유는

�이다. 또는 �인 이유는 �′이다”와 의미상 동등하지 않다. 후자는 �인 이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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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참이며, �′가 �와 무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 경우에 �′가

�의 이유가 될 것이라 말할 수 없다. 반면 전자는 �와 �′가 모두 �와 유관한 어

떤 측면, 성향(dispositions), 요소(factors), 속성(properties)을 가지기에 �의 이유

가 된다. 더 나아가 ¬�인 경우에는 �′가, ¬�′인 경우에는 �가 �의 이유가 될 것

이라 말할 수 있다. 두 문장의 진리 조건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는 ℎ ∨ ℎ′의 증거이다”와 “�는 ℎ의 증거이거나 �는 ℎ′의 증거이다”의

진리 조건은 같지 않다. “�임을 안다”, “�라고 믿는다”, “�를 수용한다”, “�인지 궁

금해한다”와 같은 문장 속에 나타나는 �는 “…을 안다”, “…라고 믿는다”와 같은

표현들 밖에서 따르는 논리 규칙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는 ℎ의

증거이다”나 “ℎ가 �를 설명한다”와 같은 문장 속의 �와 ℎ에는 “…는 …의 증거이

다”라는 표현 밖에서 따르는 논리 규칙이 적용될 수 없다. 그렇기에 “�는 ℎ의 증

거이다”가 참인 경우에도 “�는 ℎ ∨ ℎ′의 증거이다”가 참이라 할 수 없다.

7.2. 제거적 증거의 문제

7.2.1. 어느 방에 있는가?

다음 문제를 살펴보자.

(iii) 어느 방에 있는가?

�	= 3월 12일 저녁 8시, 광엽의 집 근처에 있던 원기는 광엽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있는지 물었다. 이에 광엽은 지금 집에서 쉬고 있다고 대답

했다. 광엽의 집은 두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동쪽, 하나

는 서쪽에 있다. 동쪽 방에는 동쪽으로 난 창문이, 서쪽 방에는 서쪽으

로 난 창문이 있다.

�	= 3월 12일 저녁 8시, 광엽의 집 동쪽 창에 불빛이 비치지 않았다.

ℎ	= 3월 12일 저녁 8시에 광엽은 집에 있었다.

원활한 논의를 위해 광엽의 말을 신뢰할 수 있으며, 통상 광엽은 자신이 없는

방의 불을 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ℎ|�&�) ≫ 0.5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광

엽이 집에 있다는 가설 ℎ는 광엽의 집 동쪽 창에 불빛이 비치지 않는다는 사실

�를 옳게 설명할 수 없으며 그 역도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와 ℎ의 참을 모두

옳게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은 있는가?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

다.

ℎ∗	= 3월 12일 저녁 8시에 광엽은 서쪽 방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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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ℎ∗|ℎ&�&�) ≫ 0.5일 것이기에 ℎ∗를 포함하는 다음 설명이 옳을 확률 역시 높다.

ℎ∗
	�	
⇒ �: 3월 12일 저녁 8시에 광엽이 서쪽 방에 있었기 때문에 3월 12일 저

녁 8시에 광엽의 집 동쪽 창에 불빛이 비치지 않았다.

ℎ∗
	�	
⇒ ℎ: 3월 12일 저녁 8시에 광엽이 서쪽 방에 있었기 때문에 3월 12일 저

녁 8시에 광엽은 집에 있었다.

즉 �((ℎ∗
	�	
⇒� )&(ℎ∗

	�	
⇒ℎ ) |ℎ&�&�) ≫ 0.5이다. 따라서 �(E(ℎ, �)|ℎ&�&�) ≫ 0.5이다. 51

이 사례에서 �(ℎ|�&�) ≫ 0.5이기 때문에 �(E(ℎ, �)|�&�) > 0.5이다. 이에 더해 �와

�는 참이고 �는 ℎ를 함축하지 않는다. 이는 애친슈타인의 잠재적 증거 정의를 만

족한다. 따라서 우리는 “3월 12일 저녁 8시에 광엽의 집 동쪽 창에 불빛이 비치

지 않았다는 사실 �는 3월 12일 저녁 8시에 광엽이 집에 있었다는 가설 ℎ의 증

거이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동쪽 방에 난 창에 불빛이 비치지

않았다는 사실 �는 광엽이 집에 있다는 증거가 아니다. 이는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새로운 보완책을 제안하기 전에 애친슈타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을 점검하자.

이를 위해 가설과 사실 사이에 설명적 연결이 있는 것처럼 보임에도 증거적 연결

이 없는 다른 사례를 보자. (Achinstein 1983: 347-348)

(iv) 두 사람의 동일한 증상

� = 질병 �에 걸린 사람에게는 증상 ��, …, ��이 나타난다.

� = 존에게 증상 ��, …, ��이 나타난다.

ℎ = 빌에게 증상 ��, …, ��이 나타난다.

ℎ∗	= 질병 �는 증상 ��, …, ��을 야기한다.

(iv)에서 �&�는 참이고 �는 ℎ를 함축하지 않는다. 이에 더해 ℎ∗는 �와 ℎ를 다음

과 같이 옳게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ℎ∗
	�	
⇒ �: 존에게 증상 ��, …, ��이 나타난 이유는 질병 �가 증상 ��, …, ��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ℎ∗
	�	
⇒ ℎ: 빌에게 증상 ��, …, ��이 나타난 이유는 질병 �가 증상 ��, …, ��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51 (ℎ∗

	�	
⇒�)&(ℎ∗

	�	
⇒ℎ)는 E(ℎ, �)를 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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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빌에 관한 다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존에게 일련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빌에게도 그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가설의 증거는 아니다. 제시된 설명

에는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다. 옳은 설명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존과 빌에게 특

정한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옳은 설명은 어떤 질문, “왜 존에게 증상 ��, …, ��이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의

완전한 전제인 “이러저러한 이유로 존에게 증상 ��, …, ��이 나타난다”의 ‘이러저

러한’에 적절한 내용을 채워서 만드는 명제이다. (Achinstein 1983: 39-42; 2001:

162-163) 존이 질병 �에 걸렸다는 정보가 없는 이상, (iv)에서 “존에게 증상 �� , 

…, ��이 나타나는 이유는 질병 �가 증상 �� , …, ��을 야기하기 때문이다”는 참

인 완전한 내용 증여 명제가 되지 못한다. (iv)와 같은 특정 사건에 관한 설명은

인과적 법칙과 함께 설명적 요소로 간주되는 또 다른 특정 사건을 분명히 언급해

야 한다. 따라서 다음처럼 존과 빌이 질병 �에 걸렸다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ℎ�
	�	
⇒ �: 존에게 증상 ��, …, ��이 나타난 이유는 존이 질병 �에 걸렸기 때문

이다.

ℎ‡
	�	
⇒ ℎ: 빌에게 증상 �� , …, ��이 나타난 이유는 빌이 질병 �에 걸렸기 때문

이다.

이 새로운 설명의 설명항인 ℎ�과 ℎ‡는 서로 다른 가설이다. 따라서 설명적 연결

조건은 만족되지 않고 �는 ℎ의 증거가 아니다. (Achinstein 1983: 348-349)

이를 응용하여 방에 관한 정보 및 광엽의 구체적 행위를 추가하면 방 사례 (iii)

에 관한 다음 설명을 얻는다.

ℎ�
	�	
⇒ �: 3월 12일 저녁 8시에 광엽이 동쪽 방의 불을 끄고 서쪽 방에 있었기

때문에 3월 12일 저녁 8시에 광엽의 집 동쪽 창에 아무런 불빛이 비

치지 않았다.

ℎ‡
	�	
⇒ ℎ: 3월 12일 저녁 8시에 광엽이 집 안에 있는 서쪽 방에서 무언가를 했

기 때문에 3월 12일 저녁 8시에 광엽은 집에 있었다.

ℎ�	= 3월 12일 저녁 8시에 광엽이 동쪽 방이 아닌 서쪽 방에 있었다.

ℎ‡	= 3월 12일 저녁 8시에 광엽이 집 안의 서쪽 방에 있었다.

이 수정된 설명에서 ℎ�과 ℎ‡는 같지 않다. 즉 동일한 가설이 �와 ℎ의 참을 설명

하지 않는다. 따라서 �는 ℎ의 증거가 아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우선 “광엽이 서쪽 방에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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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을 배제할 이유가 있는가? 광엽의 집 구조에 대한 사전 정보가 주어져 있다

면, 굳이 ‘동쪽 방의 불을 끄고 서쪽 방에 있었다’, ‘집 안에 있는 서쪽 방’과 같은

내용이 없어도 옳은 설명은 구성된다. 존과 빌의 질병 문제에서는 존과 빌이 질

병 �에 걸렸다는 사전 정보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지만, 여기서는 방의 구

조에 관한 정보가 주어진 이상 ‘서쪽 방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옳은 설명이

구성될 수 있다.

물론 동쪽 방과 서쪽 방의 위치상 차이,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저녁에 잠을 자

고 있지 않은 이상 자신이 있는 방의 불을 켜 놓는다는 등의 내용이 설명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면, 서

로 다른 가설이 �와 ℎ의 참을 설명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설명항이 그

정도로 상세할 이유는 없다. 주어진 배경 정보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광엽이 서쪽 방에 있다”나 “광엽이 서쪽 방에 누워 있다”와 같은 종류의 가설이

�와 ℎ의 참을 모두 옳게 설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와 ℎ 각각에 맞는 구체적

인 내용을 덧붙여야 한다는 제안을 무제한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어떤 가설과

자료 사이에도 옳은 설명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방 문제는 애친슈타인의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52

7.2.2. 설명적 연결에 관한 추가 제약

사례 (iii)의 방 문제에서 ℎ의 확률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ℎ가 참일 때, ℎ∗는 �

와 ℎ의 참을 옳게 설명한다. 그러나 분명히 �는 ℎ∗의 증거일 수는 있어도 ℎ의 증

거는 아니다. 방 문제에서 � 는 특정한 종류의 가설을 제거하는 제거적 증거

(eliminative evidence)이다. 광엽의 집 동쪽 창에 불빛이 비치지 않았다는 사실 �

는 “광엽이 동쪽 방에 있다”는 가설 ℎ′을 논박함으로써 ℎ′ 혹은 ℎ��의 참을 함축하

는 가설, 이를테면 “광엽이 동쪽 방에서 책을 보고 있다”와 같은 종류의 가설을

제거한다.

우선 전화를 걸었을 때 광엽이 집에 있다고 대답한 배경 정보 �하에서는 “광엽

이 집에 있다”는 가설 ℎ가 참일 확률은 높다. 즉 광엽이 자신의 집에 속하는 어

떤 곳에 있음을 주장하는 가설 중 하나가 참일 확률은 높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ℎ′의 제거는 그와 양립 불가능하고, 또한 광엽이 자신의 집에 속하는 어떤 곳에

있음을 주장하는 가설, 이를테면 “광엽은 서쪽 방에 있다”와 같은 가설 ℎ∗의 참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리고 ℎ∗는 왜 �가 참인지 옳게 설명할 확률이 높다.

광엽이 동쪽 방이 아닌 서쪽 방에 있기 때문에 동쪽 창에 불빛이 비치지 않을 것

                                                  
52 공정한 평가를 위해 첨언하면, 애친슈타인은 이 문제에 대응하여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아

니다. 애친슈타인의 해결책은 다른 가설 ℎ∗가 �와 ℎ, 각각에 대한 옳은 설명을 제공하는 것처

럼 보이나 �가 ℎ의 증거가 아닌 사례들을 처리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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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는 ℎ∗와 양립 불가능한 가설인 ℎ′를 제거하고 또한 ℎ∗에 의해 옳게

설명되기에 주어진 �하에서 �는 ℎ∗의 증거이다.

이는 제거적 추론의 전형적 사례이다. 통상 제거적 추론은 다음과 같은 두 단

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단계 1: 가설이나 이론의 집합을 구성한다. 그 집합의 원소 중 하나는 참이

거나 참일 확률이 높다.

단계 2: 연역 추론이나 귀납추론을 통해 그 집합의 원소들을 제거해 나간다.

(이영의 2015: 327. 표현의 일부를 본 논문에 맞게 수정)

단계 1에서는 배경 정보에 비추어 옳은 가설의 종류를 한정한다. 사례 (iii)에서

주어진 배경 정보는 광엽이 자기 집 어디에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설 집합

구성에 기여한다. 이러한 집합은 더 간단히 “광엽이 자기 집에 있다”와 같은 가설

로 제시 가능하다.

단계 2에서는 추가된 자료를 이용하여 단계 1에서 구성한 가설 집합의 일부,

혹은 가설의 일부 내용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다른 일부를 참으로 특정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가설을 손에 넣는다. 동쪽 창에 불이 꺼져 있다는 사실은

“광엽이 집에 있다”는 가설 ℎ에서 광엽이 동쪽 방에 있다는 가설 ℎ′을 제거함으

로써 “광엽이 서쪽 방에 있다”는 가설 ℎ∗를 손에 쥘 수 있게 만든다. 유의할 점은

단계 2에서 가설 ℎ의 참, 혹은 높은 확률이 전제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계 2에

서 활용된 자료가 다시 가설 ℎ의 참에 기여한다면, 그러한 기여는 순환적이기 때

문에 거부되어야 한다. 결국 제거적 추론의 단계 2에서 사용된 제거적 증거는 순

환성 문제 때문에 단계 1에서 확보한 가설, 혹은 가설 집합이 참이라는 증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애친슈타인의 강한 증거 기준이 이러한 순환적 기여를 허용한다는 점이

다. 즉 “광엽이 집에 있다”는 가설 ℎ는 “광엽이 서쪽 방에 있다”는 가설 ℎ∗에 의

해 옳게 설명된다. 그리고 ℎ∗는 사례 속에 등장한 제거적 증거인 동쪽 창에 불빛

이 비치지 않는다는 사실 �를 옳게 설명한다. 따라서 가설 ℎ는 �와 설명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는 ℎ의 증거이다. 이것이 사소한 문제이면 좋겠으나 제거적 추

론이 베이컨과 밀의 전통을 이어 꾸준히 논의된 중요한 과학적 방법이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Earman 1992: ch.7; Kitcher 1993: 242-247; Psillos 2007: 74-75; 전

영삼 2013: 191-198) 따라서 제거적 추론과 관련된 약점은 쉽게 넘어갈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다음 수정안을 보자.

설명적 연결 조건의 수정안

ℎ와 � 사이에 설명적 연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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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ℎ가 왜 �는 참인지 옳게 설명한다. 또는

(b) �가 왜 ℎ는 참인지 옳게 설명한다. 또는

(c) 어떤 가설 ℎ∗가 왜 �는 참인지, 그리고 왜 ℎ는 참인지 옳게 설명한다.

단 이 경우, ℎ∗ ∨ ¬ℎ가 왜 �는 참인지 옳게 설명하면 안 된다.

우선 이 수정안이 문제 사례를 잘 해결하는지 살펴보자. 방 사례에서 광엽의

집 동쪽 창에 아무런 불빛이 비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음 가설이 옳게 설명하

는 것 같다.

ℎ∗ ∨ ¬ℎ	= 3월 12일 저녁 8시에 광엽이 서쪽 방에 있거나 집에 없다.

일단 �(ℎ∗ ∨ ¬ℎ|�&�) ≫ 0.5 이라 하자. 그렇다면 다음의 내용 증여 문장이 참일

확률은 매우 높다.

3월 12일 저녁 8시에 광엽이 집에 있었다면 광엽이 서쪽 방에 있었기 때문

에 3월 12일 저녁 8시에 광엽의 집 동쪽 창에 불빛이 비치지 않았다. 그리고

3월 12일 저녁 8시에 광엽이 서쪽 방에 없었다면 광엽이 집에 없었기 때문

에 3월 12일 저녁 8시에 광엽의 집 동쪽 창에 불빛이 비치지 않았다.

즉 �((ℎ∗ ∨ ¬ℎ)
�
⇒�|(ℎ∗ ∨ ¬ℎ)&�&�) ≈ 1 이기에 �(E(ℎ∗ ∨ ¬ℎ, �)|�&�) ≫ 0.5 이다. 53

설명적 연결의 수정안에 따르면 ℎ와 � 사이에는 설명적 연결이 없다.54 이렇게

설명적 연결이 없기 때문에 동쪽 창에 아무런 불빛도 비치지 않는다는 사실 �는

광엽이 집에 있을 것이라는 가설과 옳은 설명적 연결이 없다. 따라서 �는 ℎ의 증

거가 아니다. 수정된 기준은 제거적 증거의 문제를 잘 해결한다.

7.2.3. 수정안을 채택할 이유

새로운 수정안은 제거적 증거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수정

안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이유가 필요하다.

설명은 왜-질문에 대한 대답이다.55 따라서 “왜 Q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Q인

이유는 P이기 때문이다”와 같은 형식의 대답을 내어놓음으로써, 왜 Q인지 설명

                                                  
53 �(ℎ

�
⇒ �|ℎ&�&�)는 �(E(ℎ, �)|ℎ&�&�)를 함축한다.

54 방 사례에서 ℎ는 �의 참을 옳게 설명하지 못하고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수정안의

제약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ℎ와 �의 참을 모두 옳게 설명하는 다른 가설이 있을 법하지 않다.

55 여기서 ‘왜-질문’이 원인에 관한 질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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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런데 하나의 구체적 사건은 무한히 다양한 측면을 가지기 때문에 사건의

모든 측면에 답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설명은 특정 측면에 관한 제한적 답변이다.

(Hempel 1965: 421-423; Lipton 2004: 30-37) 이를테면 “왜 사건 현장에서 세영의

지문이 남아있는 칼이 발견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사건 현장에서 세영의

지문이 남아있는 칼이 발견된 이유는 세영이 그 살인 사건의 범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대답은 왜 다른 사람이 아닌 세영의 지문이 현장에 있던 칼에서 발견되었는

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세영의 지문이 남아있는 칼이 발견된 이

유는 세영이 미처 흉기를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대답은 왜 그 칼이 사

라지지 않고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었는지 설명한다. 이처럼 설명은 설명항과 피

설명항이 가진 어떤 측면들 간의 연결이다.

이제 “누군가가 세영이 집에서 쓰던 칼을 사건 현장에 일부러 가져다 놓았다”

는 가설 ℎ�가 사건 현장에 있던 칼에서 세영의 지문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를 옳

게 설명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 가설은 왜 다른 사람이 아닌

세영의 지문이 현장에 있던 칼에서 발견되었는지 설명한다. 그런데 이것이 옳은

설명이면, “세영이 그 살인 사건의 범인이다”는 가설 ℎ는 왜 다른 사람이 아닌 세

영의 지문이 현장에 있던 칼에서 발견되었는지 옳게 설명할 수 없다. 정말로 세

영이 그 살인 사건의 범인이어도 그렇다.56 ℎ�가 �를 설명할 때, 이용하는 ℎ�의

측면은 그 칼을 다른 장소에서 세영이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측면은 “세영이 그

살인 사건의 범인이 아니다”는 가설 ¬ℎ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가설 “세영

이 그 살인 사건의 범인이고 현장에서 흉기를 회수했으나 누군가가 현장에 세영

이 집에서 쓰던 칼을 가져다 놓았다”는 가설 ℎ∗에도 나타나는 측면이기도 하다.

이렇게 ℎ∗와 ¬ℎ가 공유하고 있는 바로 그 측면을 ��로, 그 측면을 ℎ∗와 ¬ℎ가

공유하고 있음은 ��
� (ℎ∗, ¬ℎ)로 나타내자. 문제는 ��가 가설 ℎ의 측면이 아니라 ℎ

와 양립 불가능한 ¬ℎ의 측면이라는 점이다. 물론 지금 예에서 ℎ∗ 및 ¬ℎ가 공유

하고 있는 ��가 ℎ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ℎ 단독으로 가능하지 않으

며, ℎ에 어떤 내용이 더 추가되어야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다.57 그리고 추가된

내용을 담은 가설 ℎ&ℎ�가 �를 옳게 설명한다고 해서 ℎ가 �를 옳게 설명함이 보

장되지 않는다.

제거적 증거의 문제에서 자료 �와 가설 ℎ 사이에 설명적 연결이 있다면 ℎ가 �

를 옳게 설명하거나 �가 ℎ를 옳게 설명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참인

가설 ℎ∗가 �와 ℎ를 모두 옳게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때, �가 ℎ의 부정인

                                                  
56 두 가설, ℎ와 ℎ�는 서로 양립 가능하다. 세영이 사건의 진범임을 알고 있는 세영의 아내가

일부러 집에서 쓰던 칼을 현장에 가져 놓았다면, 가설 ℎ와 ℎ�는 모두 참일 것이다.

57 이를테면 “세영의 아내가 세영을 심판대로 보내기 위해 일부러 집에서 쓰던 칼을 현장에 가

져 놓았다”와 같은 종류의 가설이 추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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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ℎ의 어떤 측면 ��에 의해 설명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ℎ∗가 �의 참을 옳게

설명하는 경우에도 그 설명이 ��에 의해 이루어지면, ℎ와 � 사이에 옳은 설명적

연결은 없다. 여기서 ℎ∗ ∨ ¬ℎ는 그것이 �를 옳게 설명한다면, �의 특정 측면과 연

결되면서 ℎ∗와 ¬ℎ에는 나타나나 ℎ에 나타나지 않는 측면 ��를 분명히 드러낸다.

이제 방 문제에서 나타나는 직관을 해명하자. 3월 12일 저녁 8시에 광엽의 집

동쪽 창에 불빛이 비치지 않는다는 사실 �는 “3월 12일 저녁 8시에 광엽은 집에

있다”는 가설 ℎ에 의해 옳게 설명되지 않으며, ℎ를 옳게 설명하지도 않는다. 그

리고 “광엽은 서쪽 방에 있다”는 가설 ℎ∗는 �를 옳게 설명한다. 그러나 이 때의

설명은 ℎ가 아닌 ¬ℎ, 즉 “3월 12일 저녁 8시에 광엽은 집에 없다”가 가지고 있

는 측면인 ‘동쪽 방에 광엽이 없음(�� )’을 통해 이루어진다. 광엽의 집 동쪽 창에

불빛이 비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광엽이 집에 없다는 가설의 특정 측면에 의해 옳

게 설명된다는 점 때문에 우리는 �를 ℎ의 증거로 여기지 않는다. 옳은 설명에서

서로 연결되는 측면들은 가설의 부정에서 나타나는 측면이 아니어야 한다. 이처

럼 수정된 설명적 연결 조건은 애친슈타인이 제안한 증거 조건이 부딪히는 제거

적 증거의 문제를 해결한다.

7.3. 수정된 조건과 흥미로운 귀결

7.3.1. 수정된 강한 설명적 증거 기준

앞에서 애친슈타인의 설명적 연결 조건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이를 반영한

수정된 설명적 연결 조건은 다음과 같다.

수정된 설명적 연결 조건

ℎ와 �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오직 그러한 경우에만 ℎ와 � 사이

에는 설명적 연결이 있다.

(a) ℎ가 �의 참을 옳게 설명한다. (ℎ
�
⇒�). 또는

(b) �가 ℎ의 참을 옳게 설명한다. (�
�
⇒ ℎ). 또는

(c) 어떤 가설 ℎ∗가 �의 참을 옳게 설명한다. 그리고 ℎ∗는 ℎ의 참 역시

옳게 설명한다. 그러나 ℎ∗ ∨ ¬ℎ가 �의 참을 옳게 설명하지는 않는다.

(ℎ∗
�
⇒ �)	&	(ℎ∗

�
⇒ ℎ)	&	¬((ℎ∗ ∨ ¬ℎ)

�
⇒�).

이처럼 수정된 설명적 연결 조건을 포함하는 증거 개념을 가리켜 ‘수정된 강한

설명적 증거(modified strong explanatory evidence)’라고 부르자. 이 수정된 강한

설명적 증거 개념은 애친슈타인의 강한 설명적 증거 개념의 장점을 보존함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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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애친슈타인이 미처 다루지 했던 문제들을 해결한다. 뿐만 아니라 증거 개념

에 관한 몇 가지 흥미로운 귀결을 내어 놓는다. 그러한 귀결을 확인하기 위해 수

정된 강한 설명적 증거 기준을 헴펠의 ‘적합성 조건(Conditions of Adequacy)’에

비추어 살펴보자.

7.3.2. 헴펠의 적합성 조건 – 함축 조건, 귀결 조건, 역귀결 조건

<입증의 논리 연구 Studies in the Logic of Confirmation>에서 헴펠은 적절한 증

거이론이 만족하여야 할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Hempel 1965: 30-35)

1. 함축 조건(Entailment Condition): �가 ℎ를 함축하면, �는 ℎ의 증거이다.

2. 귀결 조건(Consequence Condition): �가 가설 집합 �의 모든 가설들의 증

거이고 �가 ℎ를 함축하면, �는 ℎ의 증거이다.

2-1. 특수 귀결 조건(Special Consequence Condition): �가 ℎ의 증거이고

ℎ가 ℎ′를 함축하면, �는 ℎ′의 증거이다.

2-2. 동치 조건(Equivalence Conditions): �가 ℎ의 증거이고 ℎ와 ℎ′가 동

치이면, �는 ℎ′의 증거이다.

3. 일관성 조건(Consistency Condition): �는 �를 증거로 가지는 어떠한 가설

의 집합과도 논리적으로 양립가능하다.

4. 역귀결 조건(Converse Consequence Condition): �가 ℎ의 증거이고 ℎ′가 ℎ

를 함축하면, �는 ℎ′의 증거이다.

함축 조건은 헴펠과 카르납 등 많은 이가 옹호하고 있다.58 (Hempel 1965: 30; 

Carnap 1962: 473) 그러나 수정된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은 이를 거부한다. 일단

“�는 ℎ를 함축하지 않는다”는 (수정된) 강한 설명적 증거 기준을 위반한다. 물론

�가 참이면, ℎ 역시 참이지만 이는 증거에 의한 입증이 아니라 논리적 증명에 가

깝다. 비함축 조건을 수용하기 힘들어도 �가 ℎ를 함축한다는 이유만으로 �가 ℎ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벤젠은 고리 구조이거나 고리 구조가 아니다”와

같은 동어반복적 가설을 고려해 보라. 우리는 동어반복적 가설이 증거를 가지리

라 기대하지 않는다. 이는 설명적 증거의 관점에서 보면 잘 해명된다. 왜냐하면

내용상 공허한 동어반복적 가설은 설명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증거적 지지는 경험적 가설에 한정된다는 가정을 추가할 수도 있다.

일단 베이즈주의자는 이같은 가정조차 필요 없는데, 동어반복적 가설 ℎ�의 사전

                                                  
58 다만 카르납은 함축 조건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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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은 1이므로, 임의의 �에 대해 �(ℎ�|�) = �(ℎ�|�&�) = 1이 성립한다. 따라서

베이즈주의자는 긍정적 유관성 기준에 근거하여 함축 조건을 거부할 수 있다.

(Carnap 1962: 473) 그러나 동어반복적이지 않은 가설 ℎ에 대해서는 �(ℎ|�) < 1이

고 �(ℎ|�&�) = 1이기 때문에 베이즈주의자 역시 경험적 가설에 한하여 함축 조건

을 수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증거적 지지를 이렇게 경험적 가설에 한정해도 함축 조건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	= 지역 �에서 티라노사우루스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머리뼈 화석이

발견되었다.

ℎ	= 지역 �에서 티라노사우루스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머리뼈 화석이

발견되었거나 지구는 대체로 육각 기둥 모양이다. (= � ∨ ℎ�)

가설 ℎ는 ℎ�를 “지구는 대체로 육각 기둥 모양이다”라고 했을 때, � ∨ ℎ�의 꼴을

가진 선언 가설이다. 따라서 �는 ℎ를 함축한다. 그러나 �를 h의 증거라 할 수 없

다. 설명적 연결에 관한 수정안에 따르면, “지역 �에서 티라노사우루스의 전형적

인 특징을 보여주는 머리뼈 화석이 발견되었다”와 “지구는 대체로 육각 기둥 모

양이다”는 지역 �에서 티라노사우루스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머리뼈 화석

이 발견되었다는 사실과 설명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서로 공유하는 측면이 없다.

따라서 �와 ℎ 사이에는 설명적 연결이 나타나지 않는다. 함축 조건은 거부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특수 귀결 조건과 동치 조건의 문제를 살펴보자. 특수 귀결 조건은

이미 7.1절에서 이상한 선언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를테면 지역 �에서 티라노사우루스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머

리뼈 화석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는 지역 �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살았다는 가설

ℎ의 증거이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사실이 지역 �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살았거나

남극에 외계인의 탐사 기지가 있다는 가설 ℎ ∨ ℎ′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특수 귀결 조건 역시 거부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동치 조건은 어떠한가?

(v) pH 시험지와 산성 용액

�	= 범용 pH 시험지는 시험 용액의 pH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른 색을 띤

다. 3.0 미만 – 빨강. 3.0 이상 7.0 미만 – 오렌지 또는 노랑. 7.0 – 초록. 

7.0 초과 11.0 미만 – 청록 또는 파랑. 11.0 이상 – 보라.

�	= 범용 pH 시험지에 이 용액을 한 방울 떨어트렸더니 시험지의 색이 진

한 빨강으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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ℎ	= 이 용액은 산성 용액이다

ℎ′	= 이 용액의 pH는 3.5 미만이다.

ℎ′′	= 이 용액의 pH는 3.5 이상 7.0 미만이다.

ℎ� 	= 이 용액의 pH는 3.5 미만이거나 이 용액의 pH는 3.5 이상 7.0 미만

이다. (=	ℎ� ∨ ℎ′′)

두 가설 ℎ와 ℎ�(= ℎ� ∨ ℎ��)는 동치이다.59 따라서 ℎ가 참이면 오직 그러한 경우에

만 ℎ�는 참이다. 그리고 �는 ℎ의 증거이다. 그러나 이 용액을 한 방울 떨어트렸

을 때, pH 시험지가 진한 빨강으로 변했다는 사실이 이 용액의 pH는 3.5 미만이

거나 이 용액의 pH는 3.5 이상 7.0 미만이라는 가설의 증거인가? 그렇지 않다.

과학자들은 ‘증거’라는 용어를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한 발 양보하여

�가 ℎ�의 증거라는 주장에 강하게 반대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증거 주장을 매

우 불편하게 여긴다.

수정된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 (v)에서 �와

�는 참이고 �는 ℎ를 함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용액의 수소 이온 농도는 약

0.01M 이상이다”나 “이 용액은 0.1M의 염산(HCl) 수용액이다”와 같은 다른 가설

ℎ∗는 왜 이 용액을 pH 시험지에 한 방울 떨어트렸을 때, 시험지의 색을 진한 붉

은 색으로 변화시키는지 옳게 설명하고, 왜 이 용액이 산성 용액인지 옳게 설명

할 확률이 매우 높다. 즉 �(E(ℎ, �)|�&�) > 0.5이다.60 따라서 �는 ℎ의 증거이다.

반면 ℎ�와 � 사이에는 옳은 설명적 연결이 있을 확률이 낮다. 우선 pH 시험지

의 색 변화로 문제의 선언 가설을 설명할 수는 없다.61 다음으로 ℎ�가 �을 옳게

설명할 수도 없다. ℎ�가 선언 가설이므로 ℎ�가 �를 옳게 설명한다는 것은 ℎ�가

참인 경우 “이 용액의 pH가 3.5 미만이 아니라면 이 용액의 pH가 3.5 이상 7.0 

미만이기 때문에 이 용액을 pH 시험지에 한 방울 떨어트렸을 때, 시험지의 색이

진한 붉은색으로 변한다. 그리고 이 용액의 pH가 3.5 이상 7.0 미만이 아니라면

이 용액의 pH가 3.5 미만이기 때문에 이 용액을 pH 시험지에 한 방울 떨어트렸

을 때, 시험지의 색이 진한 붉은색으로 변한다”가 참임을 뜻한다. 그러나 이 명제

가 참일 확률이 매우 낮다.

                                                  
59 산에 관한 정의는 다양하나, 여기서는 ‘산성 용액’을 ‘pH 7 미만인 용액’이라 정의할 것이다.

60 ℎ와 �를 옳게 설명하는 가설 ℎ∗의 내용이 언제나 명시적으로 제시될 필요는 없다. 그러한

가설이 제시되지 않아도 ℎ와 �의 참을 옳게 설명하는 그러한 가설이 있을 확률이 높으면 충분

하다. 물론 많은 경우 과학자들은 그러한 가설 ℎ∗가 무엇인지, ℎ∗가 어떻게 ℎ와 �의 참을 옳게

설명하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61 pH 시험지의 색 변화는 용액의 액성에 의해 야기된 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용액의

액성을 옳게 설명할 확률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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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어떤 가설 ℎ∗가 �의 참과 ℎ�의 참을 모두 옳게 설명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이 용액의 수소 이온 농도는 약 0.01M 이상이다”와 같이 왜 시험

지의 색이 진한 붉은 색으로 변하였는지 그 원인을 명시함으로써 �를 설명하는

가설 ℎ∗가 있다고 하자. �의 참을 옳게 설명하는 ℎ∗가 ℎ�의 참도 옳게 설명하여

야만 �는 ℎ�의 증거이다.62 즉 �의 원인을 명시하는 가설 ℎ∗는 ℎ′′가 참이 아니면

왜 ℎ′인지 옳게 설명하고, ℎ′가 참이 아니면 왜 ℎ′′인지 옳게 설명해야 한다. 즉

“만약 이 용액의 pH가 3.5 이상 7.0 미만이 아니라면 이 용액의 수소 이온 농도

는 약 0.01M 이상이기 때문에 이 용액의 pH는 3.5 미만이다”와 “만약 이 용액의

pH가 3.5 미만이 아니라면 이 용액의 수소 이온 농도는 약 0.01M 이상이기 때

문에 이 용액의 pH는 3.5 이상 7.0미만이다”라는 두 명제가 모두 참, 혹은 참일

확률이 높아야 한다. 그러나 이 명제들은 참일 확률이 극히 낮다. 시험지의 진한

붉은색을 설명하는 용액의 수소 이온 농도가 0.01M 이상이라는 사실은 pH 3.5 

미만의 용액과 3.5 이상 7.0 미만인 용액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할 수 없다. 그러한 관계를 해명할 수 있는 가설은 “이 용액은 산이다”와 같

은 종류의 가설로 이 가설은 두 종류의 용액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줄 수

있다. 문제는 이 가설은 �를 옳게 설명하는 데에 실패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

와 ℎ� 사이에는 설명적 연결이 존재할 확률은 매우 낮다. 따라서 (v)에서 �는 ℎ

의 증거이나 그와 동치인 ℎ�의 증거는 아니다. 이처럼 동치 조건은 증거 이론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 헴펠은 다음과 같이 동치 조건을 옹호한다. 우리가 경험적 가설을

설명과 예측을 위해 사용할 때, 그 가설을 연역 논증의 전제로 사용한다. 그런데

타당한 연역 논증은 전제의 일부나 전체를 그와 동치인 다른 진술로 대체해도 여

전히 타당하다. 만약 우리가 동치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증거 개념을 채택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가설 ℎ의 증거가 그와 동치인 가설 ℎ′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ℎ를 지지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ℎ와 같이 정식화된 가설에 의거하여

예측하는 일은 건전한 과학적 절차이다. 그러나 ℎ′처럼 정식화된 가설에 의거하

여 예측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는데, 이 상황에서는 ℎ′를 지지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Hempel 1965: 13-14)

동치 조건에 대한 헴펠의 옹호는 일견 그럴 듯하다. 우리는 참인 가설을 추론

의 전제로 사용할 때, 그 추론을 건전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ℎ의 증거가 그와 동

치인 ℎ′의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ℎ를 추론의 전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ℎ′를 추

론의 전제로 사용할 수 없다는 헴펠의 주장은 옳지 않다. “�는 ℎ의 증거이나 ℎ와

동치인 ℎ′의 증거가 아니다”는 “ℎ는 참이나 그와 동치인 ℎ′가 거짓일 수 있다”를

함축하지 않는다. 수정된 강한 설명적 증거 개념은 ℎ와 ℎ′가 동치일 때, 두 가설

                                                  
62 덧붙여 그러한 가설 ℎ∗와 ¬ℎ�의 선언이 �의 참을 옳게 설명하면 된다. 그러나 지금의 사례

에서는 여기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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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리치가 동일하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 용액은 산성이다”가 참이면

“이 용액의 pH는 3.5 미만이거나 이 용액의 pH는 3.5 이상 7.0 미만이다” 역시

참이다. 우리는 참인 전제로부터 연역적으로 타당하게 도출된 결론을 새로운 예

측이나 설명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단지 연역 추론의 전제를 지지하는 증거

가 그 연역 추론의 결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아닐 수 있다는 점만 수용하면 된다.

더 나아가 증거적 지지를 받는 ℎ와 동치인 가설 ℎ′가 언제나 추론이나 설명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용액 시험 사례 (v)에 다음 가설을

추가하자.

ℎ� 	= 이 용액은 산성 용액이거나 1+3=12이다.

ℎ� 	= 이 용액은 산성 용액이고 병호는 영문학을 전공했거나 영문학을 전공하

지 않았다.

가설 ℎ, ℎ� , ℎ�는 서로 논리적으로 동치이다. 그러나 �는 ℎ의 증거이지만 ℎ�의

증거도 아니고 ℎ�의 증거도 아니다. 더 나아가 ℎ에 의거하여 어떤 것을 적법하게

추론하거나 설명할 수 있어도 ℎ�이나 ℎ�가 동일한 것을 적법하게 추론하거나 설

명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문제의 용액을 이용하여 산–염기 적정 실험을 한다

고 하자. 우선 무색인 어떤 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첨가하였더니 용액의

색이 붉은색으로 변했다고 하자.63 다음으로 이 붉은 용액에 사례 (iv)의 용액을

계속 첨가한다고 하자. 충분한 양의 용액을 첨가하면 혼합 용액은 무색이 된다.

이러한 현상은 사례 (v)의 용액이 산성 용액이라는 가설 ℎ로부터 예측될 뿐만 아

니라 ℎ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구성할 수 있다.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이 첨가된 염기성 용액에 이 산성 용액이 계속 첨가되었

기 때문에 용액이 중화되어 붉은색이 사라졌다.

그러나 ℎ� 및 ℎ�는 가설에 포함된 동어반복적인 부분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옳은

설명을 제공할 수 없다.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이 첨가된 염기성 용액에 이 산성

용액이 계속 첨가되었거나 1+3=12이기 때문에 용액이 중화되어 붉은색이 사라졌

다”에서 1+3=12는 왜 용액의 붉은색이 사라졌는지에 대한 이유의 일부를 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은 설명도 좋은 설명도 아니다.

이처럼 경험적 가설에 대한 증거적 지지 및 설명적 연결은 단순 연역 논리로

분석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만약 2006년 5월에 직경 40Km 크기의 소행성이 아마

존에 충돌했다면 지구 인류는 전멸했을 것이다”라는 조건문 형식의 경험적 가설

을 참인 가설이라 여기는 이유는 2006년 5월에 그러한 소행성이 아마존에 충돌

                                                  
63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은 염기(pH 8.0 이상)와 반응하여 붉은색으로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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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40Km 정도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을 때의

예상되는 전지구적 기후 변화, 그리고 2006년 5월의 지구 인류의 기술력, 과거

지구에 충돌했던 소행성에 의해 촉발된 대량 멸종 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이 경험적 가설을 수용한다. 이처럼 증거적 지지는 연역 추론보다 복잡한 과

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논한 바와 같이 “�는 ℎ의 증거이다”나 “ℎ가 �를 설명한다”

와 같은 문장 속의 �와 ℎ에는 “…는 …의 증거이다”라는 표현 밖에서 따르는 논

리 규칙이 적용될 수 없다. 일상인이나 과학자의 증거 개념 역시 그러하다. 좋은

증거 이론은 증거 개념이 가진 이 독특한 특징을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역귀결 조건이다. 헴펠은 역귀결 조건이 —그가 명

백하게 수용하여야 한다고 믿은—함축 조건 및 귀결 조건과 결합하였을 때, 임의

의 �가 모든 가설 ℎ의 증거라는 파국적인 결론이 따라나오기 때문에 역귀결 조

건을 거부했다. (Hempel 1965: 32-33; Nola & Sankey 2007: 181-183)

베이즈주의자들 역시 다음과 같이 역귀결 조건을 거부할 수 있다.

(vi) 혼성 체스 대회

�	= 어떤 마을에서 체스대회가 열렸는데 참가자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참

가자의 실력은 완전히 동등하다. (M: 남성, W: 여성)

현지인 외지인

청소년 M, W, W M, M 

성인 M, M W, W, W

ℎ	= 현지인 참가자가 우승했다.

ℎ� 	= 청소년 참가자가 우승했다.

�	= 우승자는 남성이다.

지금의 예에서 가설의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은 각각 다음과 같다.

�(ℎ|�) = 0.5 ��ℎ���� = 0.5 ��ℎ&ℎ���� = 0.3

�(ℎ|�&�) = 0.6 ��ℎ���&�� = 0.6 ��ℎ&ℎ���&�� = 0.2

긍정적 유관성 기준에 따르면 �는 ℎ의 증거이자 ℎ�의 증거이다. 그러나 ℎ&ℎ�의

증거는 아니다. (Carnap 1962: 394-395, 474-475)

이 사례에서 �(E(ℎ, �)|ℎ&�&�) = ��E(ℎ� , �)�ℎ&�&�� = 1 이라 하면, �(ℎ|�&�) =

��ℎ���&�� > 0.5이고 ��ℎ&ℎ���&�� < 0.5이므로 이 반례는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

의 관점에서도 역귀결 조건에 관한 훌륭한 반례이다. 그러나 수정된 강한 설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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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이론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독특한 반례를 제시할 수 있다.

(vii) 어느 방에 있는가?

�	= 광엽의 집은 두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동쪽, 하나는 서

쪽에 있다.

�	= 3월 12일 저녁 8시, 광엽의 집 근처에 있던 원기는 광엽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에 전화를 받은 광엽은 지금 집에 있

다고 대답했다.

ℎ	= 3월 12일 저녁 8시에 광엽은 동쪽 방에 있다.

ℎ� 	= 3월 12일 저녁 8시에 광엽은 서쪽 방에 있다.

ℎ ∨ ℎ�	= 3월 12일 저녁 8시에 광엽은 동쪽 방 또는 서쪽 방에 있다.

이 문제에서 �(ℎ ∨ ℎ�|�&�) = 0.96이고 두 방에 머무르는 시간이 동일하다고 하자.

그러면 �(ℎ|�&�) = ��ℎ���&�� = 0.48 < 0.5를 얻는다. 지금 예에서 선언 가설을 포

함하는 수정된 설명적 연결 조건을 반영하여 검토하면 �는 ℎ ∨ ℎ�의 증거다. 그러

나 ℎ ∨ ℎ� 를 함축하는 가설 ℎ와 ℎ�의 증거는 아니다. 덧붙여 우리의 사례에서

�(ℎ|�&�) > 	�(ℎ|�)이고 ��ℎ���&�� > ��ℎ����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베

이즈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우리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광엽이 지금 집에

있다고 대답했다는 사실을 해당 시각에 광엽이 동쪽 방에 있다는 가설의 증거로

도 서쪽 방에 있다는 증거로도 여기지 않는다. 수정된 강한 설명적 증거 개념은

이러한 직관을 잘 해명한다. 분명히 역귀결 조건은 헴펠과 카르납이 주장한 것처

럼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다. 그러나 역귀결 조건을 거부하는 이유는 헴펠의 논

증처럼 귀결 조건과 결합하면 파국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때문도 아니며, 카르

납의 예시처럼 함축하는 가설의 확률이 감소하기 때문도 아니다. 가설과 사실 사

이의 설명적 연결이 보존되지 않기 때문이다.

7.3.3. 헴펠의 적합성 조건 – 귀결 조건의 따름 정리, 일관성 조건과 증

거적 지지에 관한 오해

앞에서 우리는 귀결 조건의 따름정리인 특수 귀결 조건과 동치 조건을 거부함으

로써 귀결 조건을 수용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이 귀결 조건과 관련하여, 애친슈

타인은 다음과 같은 따름 정리를 도출하고 해당 조건들을 강한 설명적 증거 기준

에 따라 평가한다. (Achinstein 2001: 179-180)

연언 조건(Conjuntion Condition): �가 ℎ�&ℎ�…&ℎ�의 증거이면 그리고 오

직 그러한 경우에만 �는 ℎ�의 증거이고, �는 ℎ�의 증거이고, …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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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ℎ�의 증거이다.

이 연언 조건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으로 분해할 수 있다.

연언 조건 1: �가 ℎ�의 증거이고, �가 ℎ�의 증거이고, … 그리고 �가 ℎ�의

증거이면 �는 ℎ�&ℎ�&…&ℎ�의 증거이다.

연언 조건 2: �가 ℎ�&ℎ�&…&ℎ�의 증거이면 �는 ℎ�의 증거이고, �는 ℎ�의

증거이고, …, 그리고 �는 ℎ�의 증거이다.

수정된 강한 설명적 증거 기준에 따르면 연언 조건 1은 건전하지 않다.

�(ℎ�|�&�) > 0.5 , �(ℎ�|�&�) > 0.5 , …, �(ℎ�|�&�) > 0.5 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ℎ�&ℎ�&…&ℎ�|�&�) ≤ 0.5일 수 있다. 즉 일련의 가설들이 모두 특정한 자료를

증거로 갖는다고 해도 그 자료가 해당 가설들의 연언의 증거가 아닐 수 있다. 따

라서 연언 조건 1은 거부하여야 한다.

연언 조건 2에 대한 애친슈타인의 평가는 다르다. 애친슈타인은 연언 조건 2는

설득력 있는 조건이라 평가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	= 증상 �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증상이 아니다. �	를 사라지게 하는 유일

한 방법은 약 ��과 ��을 함께, 동시에 복용하는 것이다. �를 앓고 있는

이가 약 ��과 ��을 함께 복용하면 95%의 비율로 �는 1시간 이내에 완

화된다.

�	= 준영의 증상 �는 오후 4시에 사라졌다.

ℎ�	= 준영은 오후 3시에 ��을 복용했다.

ℎ�	= 준영은 오후 3시에 ��을 복용했다.

�하에서 �는 ℎ�&ℎ�의 증거이다. 또한 �는 ℎ�의 증거이자 ℎ�의 증거이다. ℎ와 �

사이의 설명적 연결은 �에 관한 설명에서 ℎ를 설명의 일부로 포함하는 사례까지

포함한다. 이 사례에서 준영의 증상이 4시에 사라진 (부분적) 이유는 그가 오후 3

시에 ��을 복용했기 때문이다. (Achinstein 2001: 180)

위의 예시에서는 �는 ℎ�&ℎ�의 증거이고, �는 ℎ�의 증거이자 ℎ�의 증거이다. 그

러나 연언 조건 2의 설득력에 대한 애친슈타인의 평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viii) 기숙사에서 잠

�	= 대학원생인 범용은 기숙사에서 산다. 범용은 수요일 오전 9시에 진행

되는 과학적 방법론 세미나를 수강한다. 범용은 오전 수업에 늦지 않기

위해, 오전 수업이 있는 경우 대개 그 전 날 저녁에 잠을 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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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수요일 오전 3시) 범용의 기숙사 방 불이 꺼져 있다.

ℎ�	= 현재 범용은 기숙사 방에 있다.

ℎ�	= 현재 범용은 자고 있다.

ℎ�&ℎ�	= 현재 범용은 기숙사 방에서 자고 있다.

   = 현재 범용은 기숙사 방에 있으나 범용은 자고 있다.

지금의 사례에서 현재 범용의 기숙사 방 불이 꺼진 이유는 범용이 기숙사 방에서

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64 이처럼 ℎ�&ℎ�는 �를 옳게 설명하고 있으며, 따라서

주어진 � 하에서 �는 ℎ�&ℎ�의 증거이다. 그러나 � 하에서 �는 ℎ�의 증거이나 ℎ�
의 증거는 아니다.

사례 (viii)는 7.2절에서 다룬 제거적 증거의 문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애친슈타인의 증거 기준은 이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 이는 수정된 강한 설명

적 증거 기준에 의해 잘 해명될 수 있다. 일단 범용이 자고 있다는 가설 ℎ�는 왜

범용의 방 불이 꺼져 있는지를 옳게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는 ℎ�의 증거이다. 

그러나 범용이 방에 있다는 가설 ℎ�은 왜 범용의 방에 불이 꺼져 있는지를 옳게

설명하지 못하고,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ℎ�의 참과 �의 참을 모두 옳게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은 없는가?

ℎ�와 �의 참을 모두 옳게 설명하는 가설은 범용이 방에 있음과 방의 불이 꺼짐

과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측면을 포함하고 있어야만 ℎ�과 � 각각을 옳게 설명할

수 있다. 아마 “범용이 방에서 혼자 명상하고 있다”와 같은 가설이 참일 확률은

매우 낮을 것이다. 따라서 ℎ� 및 �의 참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높은 확률을 가

진 가설은 “범용은 방에서 자고 있다(ℎ�&ℎ�)”와 같은 종류의 가설이다. 문제는 이

가설들이 “범용이 방에 없다(¬ℎ�)”는 가설과 함께 선언을 구성할 경우, 왜 범용의

방에 불이 꺼져 있는지를 옳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수정된 강한 설

명적 연결 조건에 따르면 이 경우, ℎ�과 � 사이에는 설명적 연결이 없다. 따라서

�는 ℎ�의 증거가 아니다. 따라서 �는 ℎ�&ℎ�의 증거이나 ℎ�의 증거는 아니다. 애

친슈타인의 평가와는 달리 연언 조건 2 역시 거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관성 조건을 보자. 헴펠은 일관성 조건을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으며, 다음의 두 따름 정리 중 전자만 수용하고 후자는 거부한다.

따름 정리 1: �와 ℎ가 양립 불가능하면, �는 ℎ의 증거가 아니다.

따름 정리 2: ℎ와 ℎ′가 양립 불가능하면, �는 ℎ의 증거이면서 ℎ′의 증거가

될 수 없다.

                                                  
64 편의상 이 사례에서는 �(ℎ�&ℎ�|�&�) ≫ 0.5를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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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 정리 1은 어떤 증거 이론이건 수용해야 할 조건이지만 따름 정리 2는 그렇

지 않다. �가 ℎ의 증거라면, �(ℎ|�&�) > 0.5이기에 ℎ와 양립 불가능한 임의의 가

설 ℎ′에 대해 �(ℎ′|�&�) < 0.5가 성립하기 때문에 �는 ℎ 및 ℎ′ 양쪽 모두의 증거

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따름 정리 2는 수정된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이 수용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많은 이론가들은 따름 정리 2를 거부한다. 헴펠은 어떤 물리량

의 변화에 관한 유한한 측정집합은 다양하고 서로 양립 불가능한 다양한 함수에

대응할 수 있음을, 카르납을 포함하여 베이즈주의자들은 �(ℎ|�&�) > �(ℎ|�)이고

�(ℎ′|�&�) > �(ℎ′|�)인 사례를 예로 제시한다. (Hempel 1965: 33-34; Carnap 1962: 

476-477) 그러나 이미 논한 바와 같이 우리는 서로 양립 불가능한 가설들이 동일

한 증거를 가진다고 여기지 않는다. 증거가 가설의 참을 가리키는 표지라면, 양립

불가능한 가설 모두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

7.4. 강한 증거와 좋은 증거

7.4.1. 증거를 평가하기

애친슈타인은 꾸준히 자신의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을 발전시켜왔다. (Achinstein 

1983; 1991; 2001; 2013) 그러나 애친슈타인의 증거 이론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

은 그가 어떤 증거가 가설에 대한 강한 증거인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쾌하

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표준적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에서는 ℎ, ��, ��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

한다면, 그리고 오직 그러한 경우에만 주어진 � 하에서 ��은 ��보다 ℎ에 대해 더

강한 증거이다. (Carnap 1962: xvi)

�(ℎ|��&�) − �(ℎ|�) > �(ℎ|��&�) − �(ℎ|�).

�(ℎ|��&�) > �(ℎ|��&�).

애친슈타인에 따르면 이 기준은 만족스럽지 않다. 이 기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증상 �를 완화하는 약 �에 관한 다음의 가상적 사례를 보자.

� = 일반 정보

�� = 증상 �가 나타나는 1,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이중 맹검

시험으로 500명에게는 약 �를, 다른 500명에게는 위약을 제공했다. �를

복용한 500명 중 475명은 그 증상이 현저히 완화되었으나, 위약을 받은

500명 중 증상 완화가 나타난 이는 없었다.

�� = 증상 �가 나타나는 1,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이중 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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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으로 500명에게는 약 �를, 다른 500명에게는 위약을 제공했다. �를

복용한 500명 중 425명은 그 증상이 현저히 완화되었으나, 위약을 받은

500명 중 증상 완화가 나타난 이는 없었다.

� = 증상 �가 나타난 존은 약 �를 복용했다.

ℎ = 존의 증상 �는 완화되었다.

이 사례에서 �&�� 및 �&��에 대한 가설 ℎ의 조건부 확률은 �(ℎ|�&��&�) = 0.95,

�(ℎ|�&��&�) = 0.85라 할 수 있다.65 e&e1 및 �&��는 모두 h의 증거이며, 다른 요

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이 �&��보다 h에 대한 더 강한 증거로 보인다. 이제

�&��&��를 고려해 보자. 우리의 직관은 �&��&��이 �&��보다 h의 참에 대한 더

강한(혹은 더 견고한) 증거라고 말한다. 즉 �&��&��이 �&��보다 h가 참이라고 믿

을 더 좋은 이유이다. 왜냐하면 전자는 2,000명의 환자들에 대한 시험 결과를 포

함하지만 후자는 그 절반인 1,000명의 환자들에 대한 시험 결과만을 포함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가설에 대한 조건부 확률은 다음과 같다.

(a) �(ℎ|�&��&�) = 0.95.

(b) �(ℎ|�&��&��&�) = 0.90.

(a)와 (b)를 대조하면, �(ℎ|�&��&�) > �(ℎ|�&��&��&�)이다. 언급한 카르납의 기준

을 따르면, �&��이 �&��&��보다 더 강한 증거인 셈이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이에 애친슈타인은 상대적으로 높은 확률이 더 강한 증거의 필

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라고 결론짓는다. 물론 가설의 확률이 증거의 강함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가설의 더 높은 확률을 보장하는 증거가 더 강한 증거라

말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 다양성을 포함한 여타 조건들이 모두 동일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타 조건들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기 어렵다. 즉 증

거의 강함과 관련하여 매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에 적절한 기준을 제시

하기란 어렵다. (Achinstein 1994)

나 역시 애친슈타인의 이러한 평가에 동의한다. �(ℎ|��&�) > �(ℎ|��&�)가 성립

해도 오직 그 점에 의해 ��이 ��보다 더 강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보다 더 다양한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강하지만 표본의 수가 적

다는 점에서 더 약할 수도 있다. 설명적 연결의 정도,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요소들이 모두 증거의 ‘강함’과 ‘약함’을 판정하는 데에 이용된다. 그렇기

에 강한 증거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어

려움이 무엇이 더 강한 증거인지 판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

                                                  
65 여기서는 편의상 표본의 빈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직입률(straight rule)을 적용하여 가설의

조건부 확률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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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지 않는 것 같다. 좋은 증거 이론은 증거의 강함에 관한 어떤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 절에서 더 강한 증거를 판정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7.4.2. 옳은 설명과 강한 증거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은 설명적 연결을 이용하여 증거적 지지를 해명한다. 그렇

다면 이 설명적 연결을 증거의 강함을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설명적 연결은 오래된 증거의 문제나, 오래된 가설의 새로운 증거 문제와

같이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의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도 �와 ℎ 사이의 증거적 지

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ix)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

�	= 지구의 모양에 관한 기존의 다양한 자료.

�	= 인공위성에서 새로 촬영한 지구 사진에서 지평선이 둥글게 나온다.

ℎ	= 지구는 대체로 둥글다.

위의 예에서 �(ℎ|�) ≫ 0.5이며, �에 의한 ℎ의 확률 변화는 미미하다. 따라서 확률

차이를 이용하여 단순히 증거적 지지의 강함을 해명한다면, 인공위성에서 새로

촬영한 지구 사진에서 지평선이 둥글게 나왔다는 사실은 지구가 대체로 둥글다는

가설의 매우 약한 증거이다. 그러나 이는 매우 이상한 결론이다.

설명적 연결을 도입하면 이 문제는 잘 해결된다. 지구가 대체로 둥글다는 가설

은 왜 인공 위성에서 새로 촬영한 지구 사진에서 지평선이 둥글게 나오는지 옳게

설명할 확률은 매우 높다. 즉 �(E(ℎ, �)|�&�) ≫ 0.5이다. 이에 더해 �와 �는 참이

고 �는 ℎ를 함축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어진 �하에서 �는 ℎ의 (잠재적) 증거일

뿐만 아니라 매우 강한 증거이다. 여기서 증거의 강함과 설명적 연결의 확률은

동행한다.

증거의 강함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또 다른 요소는 사실 수집 과정이다. 

이미 과학자가 실험이나 관찰을 수행할 때 채택하는 지침인 선택 절차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 (6.5.) 이 선택 절차가 증거의 강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

한 사례와 함께 살펴보자.

(x) 신약의 첫 시험

  �	= 증상 �에 대한 신약 �을 다음의 두 절차에 따라 시험했다.

��� 	= 증상 �가 나타나는 1,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중 맹검 시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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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성비, 연령, 증상의 정도가 다양한 500명에게 약 �을 처방했다. 그

리고 �을 제공한 집단과 유사하게 구성한 500명에게는 녹말로 만든

위약을 처방했다.

��� 	= 증상 �가 나타나는 5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으로 대상자는

모두 �를 앓고 있는 20대 남성으로 그 증상의 정도는 매우 가볍다.

500명 모두에게 약 �을 주었고 통제 집단은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	= �을 복용한 500명 중 475명은 그 증상이 현저히 완화되었으나, 위약

을 받은 500명 중 증상 완화가 나타난 이는 10명이었다.

��	= �을 복용한 500명 중 475명의 증상이 현저히 완화되었다.

ℎ	= 약 �은 �의 완화에 매우 효과적이다.

���에 의해 ��이, ���에 의해 ��가 산출되었다고 하자. ��은 ℎ의 강한 증거라 할

수 있으나 ��는 ℎ의 증거라고 하기조차 어렵다. 상당수의 신약이 실패한다고 하

면,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 이 높은 효과를 보일 확률은 낮기에

�(ℎ|�) < 0.5라 하자. 그리고 결함 없는 선택 절차를 채택했다면 약 �을 복용했

을 때, ��과 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은 �(��|���&�) = �이다. 그런데 ���은 건전한

시험 절차이므로 �(��|���&�) ≈ �(��|���&�)이다. 그리고 선택 절차의 채택 그 자

체는 가설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에 �(ℎ|�) = �(ℎ|���&�)이

다. 그리고 신약이 정말로 매우 효과적이라면 투약 결과의 분포는 ��에 상당히

유리할 것이고, 건전한 선택 절차 ���은 그러한 결과를 왜곡하지 않을 것이다. 따

라서 �(��|ℎ&���&�) = � ≫ �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베이즈 정리를 이용하면 다음

을 얻는다.

�(ℎ|��&���&�) =
�(ℎ|���&�) × �(��|ℎ&���&�)

�(��|���&�)
= �(ℎ|�) ×

�

�

�/� ≫ 1이라 볼 수 있으므로, �(ℎ|��&���&�) ≫ 0.5이다.

대조적으로 ���를 이용하여 얻은 ��는 다른 결과를 산출한다. 결함 없는 선택

절차가 채택되었다면 �을 복용했을 때, ��를 얻을 확률은 �(��|���&�) = �′이다.

그런데 ���은 신약의 건전한 시험 절차라 보기 어렵다. 특히 매우 가벼운 증상의

20대의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기에 ��와 같이 높은 회복률이 강하게 예

상되는 편향된 절차라 할 수 있다. 따라서 �(��|���&�) ≪ �(��|���&�) = �이다.

그렇기에 신약이 효과적이지 않아도 ���를 따르면 투약 결과는 ��에 상당히 유리

하게 왜곡될 것이다. 따라서 �(��|ℎ&���&�) = �′라 하면, �′ ≈ �으로 놓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택 절차의 채택 그 자체는 가설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ℎ|�) = �(ℎ|���&�)이다. 역시 베이즈 정리를 적용하면 다음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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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ℎ|��&���&�) =
�(ℎ|���&�) × �(��|ℎ&���&�)

�(��|���&�)
= �(ℎ|�) ×

�′

�

�′/� ≈ 1이므로 �(ℎ|��&���&�) < 0.5이다.

�(ℎ|��&���&�) ≫ 0.5이고 �(ℎ|��&���&�) < 0.5이기 때문에 ��은 h의 강한 증거

이만 ��는 그렇지 않다. 지금 해명은 깔끔하지만, 설명적 연결의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가설의 사전 확률이 충분히 높다면, 지금의 해명은 작동하지 않

는다. 물론 우리는 증거 판정을 위해 배경 정보의 일부를 적당히 무시하는 반사

실적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 때때로 반사실적 전략이 증거 분석에서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한 전략을 채택하여 문제를 억지로 해

결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가설의 확률만이 아니라 설명적 연결의 조건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신약 시험 사례 (x)에서 주목할 요소는 가설이 참이라고 할 때, 가설과 사실 사

이에 옳은 설명적 연결이 있을 확률이다. 우선 �(ℎ|��&���&�) ≫ 0.5인 경우 ℎ와

�� 사이에 설명적 연결이 있을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 ���을 통해 획득한 정보는

성별, 연령, 증상의 정도를 다양하게 만든 시험군에서 �을 복용한 환자 500명

중 475명의 증상이 완화된 반면, 위약을 복용한 환자 500명 중 10명만 회복되었

다는 사실 ��이다. 이제 ℎ가 참이라고 하면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산출되

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 증여 명제가 참일 확률이 높다.

ℎ
	�	
⇒ ��: �이 �의 증상 완화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위약을 복용한 500명

중 10명만 증상이 현저히 완화된 반면, �을 복용한 500명 중 475명

의 증상이 현저히 완화되었다.

따라서 �(E(ℎ, ��)|ℎ&��&���&�) ≫ 0.5이다. 이에 더해 �(ℎ|��&���&�) ≫ 0.5이므로

�(E(ℎ, ��)|��&���&�) > 0.5이다. 따라서 주어진 �하에서 ��과 ℎ 사이에 설명적 연

결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은 ℎ가 참이라는 강한 표지가 된다.

반면 ��의 경우, �(ℎ|��&���&�) > 0.5이라고 가정해도 ��과 ℎ 사이에 설명적 연

결이 있을 확률은 낮다. 약 �이 증상 � 완화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가설이 참이

어도 ��는 대조군 없이 20대의 젊은 남성 중 매우 가벼운 증상만을 가진 환자만

을 대상으로 �을 시험하는 선택 절차 ���로부터 산출된 것이기에 다음과 같은

대안 설명을 가능케 한다.

ℎ�
	�	
⇒ �� : � 때문이 아니라 환자들이 모두 매우 가벼운 증상을 앓는 20대의

젊은 남성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을 복용한 500명 중 475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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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현저히 완화되었다.

물론 이 설명이 �이 효과가 없음을 뜻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설령 ℎ가 참이고

�을 복용한 환자 1,000명 중 950명이 증상의 완화를 경험해도 �의 약효 때문에

환자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배경 정보 등에 비추어 위의 내용

증여 명제가 참일 확률은 충분히 높다. 즉 �(E(ℎ, ��)|ℎ&��&���&�) < 0.5이다. 설

령 다른 경로로 �(ℎ|��&���&�) ≈ 1을 확보해도 �(E(ℎ, ��)|��&���&�) ≤ 0.5인 셈이

다. 따라서 � 하에서 ��은 ℎ의 강한 증거가 아니며, 증거조차 아니다.

이처럼 설명적 연결의 확률은 어떤 사실이 가설의 강한 증거인지 판정하는 기

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증거가 기본적으로 가설이 참이라는 표지이기 때문

이다. 표지의 강함은 표지와 가설 사이에 얼마나 강한 연결이 있는지에 의존한다.

따라서 가설과 증거 사이의 설명적 연결이 있을 확률이 높은 경우, 그 때의 증거

는 가설의 강한 증거라고 부를 수 있다.

더 강한 증거

다음을 만족하면 ��은 주어진 � 하에서 ��보다 ℎ에 대해 더 강한 증거이다.

(a) 주어진 � 하에서 ��은 ℎ의 증거이다.

(b) �(E(ℎ, ��)|��&�) > �(E(ℎ, ��)|��&�).

7.4.3. 좋은 설명과 좋은 증거

앞에서 나는 강한 증거의 개념을 ℎ와 � 사이에 설명적 연결이 있을 확률로 해명

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이 과학자나 일상인이 사용하는 ‘강한 증거’ 개념을 온

전히 반영하는가?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거를 평가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지구는 대체로 둥글다”는 가설 ℎ의 중요한 증거 중 하나는 일정 크기 이상의

항성이나 행성이 모두 둥글다는 사실 ��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력 이론이 지구

가 둥글다는 가설이 왜 참인지 옳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일정한 크기 이

상의 항성이나 행성이 왜 모두 둥근지 옳게 설명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설

명적 연결 때문에 ��은 가설 ℎ의 증거이며, �(E(ℎ, ��)|��&�) > 0.5이다. 그러나 흥

미로운 점은 많은 일상인들은 다른 천체들이 둥글다는 사실을 지구는 둥글다는

가설의 좋은 증거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인공 위성이나 우주

선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에서 지평선이 둥글게 나온다는 사실 ��는 지구가 둥글

다는 가설의 좋은 증거로 여긴다.

��과 ��의 이러한 차이는 우선 많은 이들이 중력 이론의 구체적인 귀결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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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중력 이론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의 귀결로 일

정 크기 이상의 천체는 둥근 형상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도 지구 밖에

서 촬영한 지구의 사진은 훨씬 더 좋은 증거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왜 지구 밖에

서 찍은 지구의 사진에서 지평선이 둥글게 보인다는 사실이 왜 다른 천체들이 둥

글다는 사실보다 더 좋은 증거인가? 일단 우리는 물체의 형상을 판단할 때, 물체

밖에서 보거나 촬영한 결과를 이용한다. 즉 사진은 물체의 형상을 판단하는 데에

널리 사용되는 매우 익숙한 수단이다. 이 점이 전문적인 지구과학자부터 초등학

생까지 지구는 대체로 둥글다는 가설에 대한 증거로 지구 밖에서 촬영한 사진을

제일 먼저 제시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

여기서 이해하기 쉽다거나 익숙하다는 것은 가설이나 가설이 포함된 설명의 참

과 관련된 요소는 아니다. 이는 설명의 참보다는 설명의 어떤 가치(values), 혹은

덕목(virtues)와 관련된 요소이다. 일반적인 청자에게 중력 이론을 이용하여 다른

천체 및 지구가 둥근 형상을 가지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란 어렵다. 그러

나 일반적인 청자에게 지구가 둥글다는 가설을 이용하여 왜 사진에서 지평선이

둥글게 나타나는지 설명하기란 어렵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진에 익숙하고

사진이 대상의 외형을 대개 잘 반영한다고 믿는 한, 이는 이해하기 쉬운 좋은 설

명이다. 즉 지구 밖에서 촬영한 사진이 지구가 둥글다는 가설의 좋은 증거인 이

유는 그것이 옳은 설명의 일부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해하기 쉬운 좋은 설명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이는 증거 개념이 설명과 밀접한 연결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는 보통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설명, 단순하고

우아한 설명, 배경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좋은 설

명이라고 여긴다. 이는 그 설명의 옳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뉴턴 역

학을 이용한 행성들의 운동 설명은 분명히 좋은 설명이다. 그러나 그 설명은 옳

은 설명은 아니다. 반면 어떤 설명은 옳은 설명이지만 좋은 설명은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곡물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유는 창고 주변에 충분한 산소가 있었

기 때문이다”와 같은 설명을 보자. 이 설명은 화재의 발생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그러나 이 설명은 좋은 설명이라 말하기는 어렵다.66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우리는

그 설명이 옳은 설명이자 좋은 설명이기를 바란다. 다시 말해 설명의 평가 기준

으로 옳음과 좋음이 있다. 만약 설명의 평가 기준으로 옳음과 좋음이 있음을 받

아들인다면, 증거의 평가 기준 역시 그에 맞추어 나뉘어야 할 것 같다.

이 때문에 증거를 평가할 때 혼용하는 두 용어, ‘강함(strongness)’과 ‘좋음

(goodness)’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통상 증거를 평가할 때, 이 두 용어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두 용어를 구별하여 각각의 의미를 좀 더 명료하게

                                                  
66 이 설명은 어떤 맥락에서는 좋은 설명일 수 있다. 연소와 산소의 관계를 모르는 초등학생들

이 설명의 청자라면, 이 설명은 그 학생들에게 새롭고 종합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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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다면, 증거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증거의

강함은 어떤 증거가 가설의 참과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반영한다. 이는 우리의

관심사나 지식 상태와는 무관한 증거의 객관적인 특징이다. 따라서 더 강한 증거

의 개념은 앞에서 보인 것처럼 설명적 연결의 확률을 이용하여 규정할 수 있다.

증거의 강함과 달리, 증거의 좋음은 설명의 좋음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증거가

가설의 참을 얼마나 잘 지지하는지에 달려있지 않다. 물론 그것이 증거라면, 가설

의 참을 지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참의 측면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증거를 평가

할 수도 있다. 더 좋은 증거는 증거와 가설 사이의 설명적 연결, 혹은 추론적 관

계가 더 이해하기 쉽거나 혹은 우리의 인식적 혹은 실용적 가치를 잘 만족한다.

이와 같은 이해나 가치의 만족은 개인, 혹은 집단의 지식 상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렇기에 강한 증거에 대해서는 “�에게 강한 증거”라는 표현이 가능하지 않으나,

좋은 증거에 대해서는 “�에게 좋은 증거”라는 표현이 가능하다. 앞서 논한 지구

의 사진과 다른 천체들의 형상은 대표적 예라 할 수 있겠다.

물론 일상적으로 우리는 ‘강한 증거’라는 표현과 ‘좋은 증거’라는 표현을 혼용한

다. 그렇기에 ‘좋은 증거’라는 표현을 가설의 참을 잘 지지하는 증거에 사용하기

도 한다. 애친슈타인의 ‘가설을 믿을 좋은 이유’라는 표현 역시 같은 의도로 사용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두 개념을 분리하는 이유는 실제로 증거를 평

가할 때, 두 요소가 분리되기 때문이다. 어떤 자료가 가설의 강한 증거라 하더라

도 그 자료가 특정 맥락에서 가설과 좋은 설명의 일부를 구성하지 못한다면, 그

증거는 강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맥락에서 좋은 증거는 아니다. 따라서 강

한 증거 개념과는 달리 이를 명확히 정의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래도 대략 다음

과 같이 더 좋은 증거에 관한 대략적인 스케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더 좋은 증거

맥락 C에서 다음을 만족하면 ��은 주어진 � 하에서 ��보다 ℎ에 대해 더 강

한 증거이다.

(a) 주어진 � 하에서 ��은 ℎ의 증거이다.

(b) ℎ와 �� 사이의 설명적 연결 속에서 나타나는 설명이 ℎ와 �� 사이의

설명적 연결 속에서 나타나는 설명보다 인식적(혹은 실용적) 가치를

보다 잘 만족한다.

이같은 좋은 증거의 정의를 받아들이면, 왜 과학자들이 좋은 증거를 찾아야 하

는지를 인식적/실용적 가치에 호소하여 해명할 수 있다. 과학자들이 참인 이론을

추구한다고는 하나, 과학자들의 목표가 참인 이론의 획득만은 아니다. 과학자들은

여러 현상들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새로운 연구 분야를 열수 있는 계기, 상대방

을 더 설득할 수 있는 수단 등도 함께 추구한다. 이 점에서 좋은 증거 개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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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오래된 질문들에 대한 새로운 대답

7장에서 나는 애친슈타인의 증거 개념이 부딪히는 문제를 살펴보고 그 수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증거의 평가 기준으로 옳은 설명으로 해명하는 강한 증거 개념과

청자 이해를 증진하는 좋은 설명으로 해명하는 좋은 증거 개념을 제시했다. 남은

과제는 수정된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이 증거에 관한 기존 문제를 잘 해결하느냐

는 것이다. 이 장에서 나는 수정된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을 이용하여 기존의 철

학적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8.1. 사이비 입증의 문제

8.1.1. 무관한 선언에 의한 입증

증거적 지지를 연역적 도출로 해명하는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은 무관한 진술이

입증 과정에 무임 승차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것이 무관한 연언의 문제이다. 이에

더해 김스는 전통적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이 다음과 같은 ‘사이비 입증의 문제’

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Gemes 1993: 484-485; 1998: 1)

사이비 입증의 문제: 가설 ℎ로부터 도출된 �가 ℎ를 입증하면, 임의의 경험적

진술 �′에 대해 � ∨ �′ 역시 가설 ℎ를 입증한다.

구체적인 예를 보자.

(i) 피 묻은 칼의 지문과 주사위의 눈

� = 윤호가 살해당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근처에서 윤호의 상처에 들어맞

고 윤호의 피가 묻은 칼을 발견했다.

ℎ	= 종석이 윤호를 살해했다.

�	= 경찰이 발견한 칼에서 종석의 지문이 확인되었다.

�′	= 이번에 던진 주사위의 눈은 4다.

ℎ&�가 e를 도출한다면 �는 ℎ의 가설-연역적 증거이다. 그리고 �가 ℎ&�의 귀결이

므로, � ∨ �′ 역시 ℎ&�의 귀결이고 � ∨ �′는 ℎ의 가설-연역적 증거이다. 즉 “경찰이

발견한 칼에서 종석의 지문이 확인되었거나 이번에 던진 주사위의 눈은 4다”를

참으로 만드는 사실이 “종석이 윤호를 살해했다”는 가설의 증거다. 현장에서 발견

한 칼에서 종석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번에 던진 주사위의 눈이 4인 경우

에도 이는 성립한다. 그러나 이는 너무 기이한 주장이다.

그렇다면 사례 (i)에서 �가 참인 경우에 � ∨ �′가 가설 ℎ의 증거라고 해도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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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경우에도 기이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설령 경찰이 발견한 칼에서 종석의

지문이 발견되었어도 우리는 사례 (i)에서 � ∨ �′를 참으로 만드는 사실을 ℎ의 증

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왜 �′가 증거적 연결 속에 들어와야 하는가?

이는 관찰 진술이 단순히 � ∨ �′와 같은 선언 꼴로 주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다. 사례 (i)에 다음을 추가하자.

�′′ = 종석이 경찰에 자신이 범인이라 말했다.

이 때 � ∨ �′′ , 즉 “경찰이 발견한 칼에서 종석의 지문이 확인되었거나 종석이

경찰에 자신이 범인이라 말했다”를 참으로 만드는 사실은 종석이 윤호를 살해했

다는 증거로 문제없다. 67 해결해야 할 문제는 � ∨ �′′는 ℎ의 증거인데 반해 왜

� ∨ �′는 ℎ의 증거가 될 수 없느냐는 것이다. 이는 형식 논리에 근거하는 대부분

의 증거 이론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다.

이 사이비 입증의 문제는 긍정적 유관성 기준에도 문제가 된다. (i)에서 일단

�(ℎ|(� ∨ ��)&�)는 다음과 같다.

�(ℎ|(� ∨ ��)&�) = �(ℎ|�) ×
�(� ∨ ��|ℎ&�)

�(� ∨ ��|�)

ℎ&�이 �를 함축하기에 �(�|ℎ&�) = 1을 얻는다. 따라서 �(� ∨ ��|ℎ&�) = 1이다. 그

리고 �(� ∨ ��|�) < 1이므로 다음을 얻는다.

�(ℎ|(� ∨ ��)&�) > �(ℎ|�)

긍정적 유관성 기준을 채택한다면 (i)에서 � ∨ ��은 가설 ℎ의 증거다. 그러나 베이

즈주의자들은 �와 ��가 서로 무관하다면 연역적 증거의 맥락 속에서 다음과 같이

�가 � ∨ ��보다 ℎ를 더 강하게 입증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ℎ|�&�) − �(ℎ|(� ∨ ��)&�) = �(ℎ|�) × �
�(�|ℎ&�)

�(�|�)
−
�(� ∨ ��|ℎ&�)

�(� ∨ ��|�)
�

= �(ℎ|�) × �
1

�(�|�)
−

1

�(� ∨ ��|�)
�

∵ 	�(�|ℎ&�) = �(� ∨ �′|ℎ&�) = 1

�(� ∨ ��|�) > �(�|�)이므로 1/�(�|�) > 1/�(� ∨ ��|�)이다.

                                                  
67 종석이 거짓으로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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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ℎ|�&�) − �(ℎ|(� ∨ ��)&�) > 0

�(ℎ|�&�) > �(ℎ|(� ∨ ��)&�)

이제 입증도 �(ℎ, �)와 �(ℎ, � ∨ �′)라고 하면, 다음을 얻는다.

�(ℎ|�&�) − �(ℎ|�) > �(ℎ|(� ∨ ��)&�) − �(ℎ|�)

�(ℎ, �) > �(ℎ, � ∨ ��)

이는 무관한 연언의 문제에 대한 호손과 피텔슨의 답과 유사하다. (Hawthorne & 

Fitelson 2004) 무관한 연언의 문제에서 �가 ℎ의 증거라면 �는 그와 무관한 가설

ℎ′를 연언지로 갖는 ℎ&ℎ′의 증거이다. 그러나 이 경우 �는 ℎ&ℎ′보다 ℎ를 항상 더

잘 입증한다. 적어도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은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보다 무관한

연언의 문제는 물론 사이비 입증에 문제에도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이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보다 무관한 연언의 문제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도 문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이비 입증의 문제는 왜 � ∨ ��가 ℎ의 증거가 아닌지 보여주거나 � ∨ ��가 ℎ의 증

거이지만 왜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로 여기지 않는지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제공

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 ∨ ��가 ℎ의 증거이지만 � ∨ ��

가 �에 비해 ℎ를 상대적으로 덜 입증한다는 주장만으로는 사이비 입증의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말할 수 없다. 적어도 검사가 “경찰이 발견한 칼에서 종석의 지문

이 확인되었거나 이번에 던진 주사위의 눈은 4라는 사실은 종석이 윤호를 살해했

다는 증거입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다.

왜 입증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이비 입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가? 사례 (i)에 다음을 추가해 보자.

�� 	= 남극점에 외계인의 전진 기지가 있다.

��에 대해 ������� ≈ 0이기 때문에 �(�|�) ≈ �(� ∨ ��|�)이다. 이처럼 ��와 � ∨ ��의

기대도 차이가 미미하기에 �(ℎ|�&�) ≈ ��ℎ��� ∨ ���&��이고 �(ℎ, �) ≈ �(ℎ, � ∨ ��)를

얻는다. 즉 �가 ℎ를 입증하는 정도와 � ∨ ��가 ℎ를 입증하는 정도에는 거의 차이

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경찰이 발견한 칼에서 종석의 지문이 확인되었다는 사실

을 종석이 윤호를 살해했다는 증거로 여기지만, 경찰이 발견한 칼에서 종석의 지

문이 확인되었거나 남극에 외계인의 기지가 있다는 사실을 종석이 윤호를 살해했

다는 증거로 여기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ℎ에 대한 증거적 지지라는 점에서

� ∨ ��를 �보다는 � ∨ ��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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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선언을 포함하는 설명

7.1절에서 제시한 선언을 포함하는 수정된 설명적 연결 조건은 다음과 같다.

선언 가설에 대한 수정된 설명적 연결 조건

ℎ ∨ ℎ�와 �는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오직 그러한 경우에만 ℎ ∨ ℎ�

와 � 사이에는 설명적 연결이 있다.

(a) ℎ�가 참이 아니면, ℎ는 �의 참을 옳게 설명한다. 그리고 ℎ가 참이 아

니면, ℎ�는 왜 ℎ가 참인지 옳게 설명한다. (¬ℎ� ⋮ ℎ
	�	
⇒ �)	&	(¬ℎ ⋮ ℎ′

	�	
⇒�).

(b) ℎ�가 참이 아니면 �는 ℎ의 참을 옳게 설명한다. 그리고 ℎ가 참이 아

니면, �는 ℎ�의 참을 옳게 설명한다. (¬ℎ� ⋮ �
	�	
⇒ ℎ)	&	(¬ℎ ⋮ �

	�	
⇒ℎ′).

(c) 어떤 가설 ℎ∗는 �의 참을 옳게 설명한다. 그리고 ℎ′가 참이 아니면

ℎ∗는 ℎ의 참을 옳게 설명하고, ℎ가 참이 아니면 ℎ∗는 ℎ′의 참을 옳게

설명한다. 그러나 ℎ∗ ∨ ¬(ℎ� ∨ ℎ��)가 �의 참을 옳게 설명하지는 않는다.

(ℎ∗
	�	
⇒�)	&	{(¬ℎ� ⋮ ℎ∗

	�	
⇒ ℎ)&(¬ℎ ⋮ ℎ∗

	�	
⇒ℎ�)}	&	¬((ℎ∗ ∨ ¬(ℎ ∨ ℎ�))

�
⇒�).

선언 가설을 포함하는 설명적 연결을 이렇게 정의한다면, 관찰 자료나 진술이 선

언의 형태로 제공될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적 연결을 정의할 수 있다.

ℎ와 � ∨ �′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오직 그러한 경우에만 ℎ와

� ∨ �′ 사이에는 설명적 연결이 있다.

(a) ��가 참이 아니면, ℎ는 �의 참을 옳게 설명한다. 그리고 �가 참이 아

니면, ℎ는 왜 �′가 참인지 옳게 설명한다. (¬�� ⋮ ℎ
	�	
⇒ �)	&	(¬� ⋮ ℎ

	�	
⇒ �′).

(b) ��가 참이 아니면 �는 ℎ의 참을 옳게 설명한다. 그리고 �가 참이 아

니면, �′는 ℎ의 참을 옳게 설명한다. (¬�� ⋮ �
	�	
⇒ ℎ)	&	(¬� ⋮ �′

	�	
⇒ℎ).

(c) 어떤 가설 ℎ∗는 �′가 참이 아니면 ℎ∗는 �의 참을 옳게 설명하고, �가

참이 아니면 ℎ∗는 �′의 참을 옳게 설명한다. 그리고 ℎ∗는 ℎ의 참을 옳

게 설명한다. 그러나 ℎ∗ ∨ ¬ℎ가 � ∨ �′의 참을 옳게 설명하지는 않는

다.68

{(¬�� ⋮ ℎ∗
	�	
⇒ �)&(¬� ⋮ ℎ∗

	�	
⇒��)}	&(ℎ∗

	�	
⇒ℎ)	&	¬((ℎ∗ ∨ ¬(ℎ ∨ ℎ�))

�
⇒� ∨ �′).

                                                  
68 “ ℎ� ∨ ℎ�

�
⇒ �� ∨ �� ”를 “ (¬ℎ� ⋮ (ℎ�

�
⇒ �� ∨ ��))&(¬ℎ� ⋮ (ℎ�

�
⇒ �� ∨ ��)) ”와 “ (¬�� ⋮ ((ℎ� ∨ ℎ�)

�
⇒ ��))&(¬�� ⋮ ((ℎ� ∨ ℎ�)

�
⇒��)” 중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선언이

포함된 설명을 어느 쪽으로 나타내더라도 ℎ�과 ℎ�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측면이 ��과 ��가 공

유하고 있는 어떤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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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관찰보고가 � ∨ �′의 형태로 주어졌다고 하자. 이러한 조건 하에서 � ∨ �′가

참이라고 할 때, ℎ가 � ∨ �′를 옳게 설명한다는 것은 ¬�인 경우 가설 ℎ가 �′를 옳

게 설명하고, ¬�′인 경우 가설 ℎ가 �를 옳게 설명함을 뜻한다. 물론 이상한 선언

의 문제를 다루는 7.1절에서 논한 바와 같이 “�(또는 �′)가 참이 아닌 경우 ℎ가

�′(또는 �)를 옳게 설명한다”는 단순한 실질 조건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69

사례 (i)에서 경찰이 발견한 칼에서 종석의 지문이 확인되었거나 이번에 던진

주사위의 눈은 4라는 사실 � ∨ �′가 종석이 윤호를 살해했다는 가설 ℎ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보자. 주어진 �하에서 종석이 윤호를 살해했음은 왜 경찰이 발견한

칼에서 종석의 지문이 있거나 이번에 던진 주사위의 눈은 4인지 옳게 설명해야

한다. 그러한 옳은 설명이 있다면 � ∨ �′는 ℎ의 증거이다. 이는 “이번에 던진 주사

위의 눈이 4가 아닌 경우 경찰이 발견한 칼에서 종석의 지문이 있는 이유는 종석

이 윤호를 살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찰이 발견한 칼에서 종석의 지문이 있지

않은 경우 이번에 던진 주사위의 눈이 4인 이유는 종석이 유호를 살해했기 때문

이다”라는 내용 증여 명제가 참이어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 ∨ �′가 참임에도 불

구하고 이 명제는 참이 아니다. 이 사례에서 � ∨ �′가 ℎ를 설명하기란 기대하기

어렵다. 덧붙여 � ∨ �′의 참과 ℎ의 참을 옳게 설명하는 가설 ℎ∗가 있을 법 하지도

않다. 따라서 사례 (i)에서 � ∨ �′는 ℎ의 증거가 아니다.70

다음으로 “종석이 경찰에 자신이 범인이라 말했다”를 �′′라 할 때, � ∨ �′′는 ℎ의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주어진 �하에서 종석이 윤호를 살해했다는 가설ℎ는 왜 경

찰이 발견한 칼에서 종석의 지문이 있거나 종석이 경찰에 자신이 범인이라 말했

다는 사실 � ∨ ��′를 옳게 설명해야 한다. 즉 “종석이 경찰에 자신이 범인이라 말

하지 않은 경우 경찰이 발견한 칼에서 종석의 지문이 확인된 이유는 종석이 윤호

를 살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찰이 발견한 칼에서 종석의 지문이 확인되지 않

은 경우 종석이 경찰에 자신이 범인이라 말한 이유는 종석이 윤호를 살해했기 때

문이다”가 참이어야 한다. 그리고 �하에서 제시된 설명이 참일 확률은 충분히 높

다. 따라서 사례 (i)에서 � ∨ �′′는 ℎ의 증거이다.

이상한 선언의 문제를 다룬 7.1절에서 나는 어떤 자료가 선언 가설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선언을 구성하는 선언지 각각과 자료 사이에 잠재적인 설명적

연결이 있어야 한다고 논증했다. 그리고 선언에 의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은 두

선언지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측면이나 요소가 자료의 어떤 측면과 연결될 수 있

음을 뜻한다. 관찰 보고나 자료가 선언의 형태로 주어졌을 때에도 이 설명적 연

결 요구는 만족되어야 한다. 여기에 자료가 선언의 형태로 주어졌다고 하면, 선언

                                                  
69 즉 �가 참이고 ℎ가 �를 옳게 설명한다는 것만으로 해당 조건문의 참을 보장할 수 없다.

70 �((¬�� ⋮ ℎ
�
⇒ �)&(¬� ⋮ ℎ

�
⇒ �′)|(� ∨ ��)&�) ≈ 0이고 �((ℎ∗

�
⇒�)&{(¬�� ⋮ ℎ∗

�
⇒�)&(¬� ⋮ ℎ∗

�
⇒��)}|(� ∨

��)&�) ≈ 0이기에 �(E(ℎ, � ∨ �′)|(� ∨ ��)&�) < 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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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측면이나 요소가 가설의 어떤 측면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언지 각각과 자료 사이에 잠재적인 설명적 연결이 있고, 증거적

지지가 나타난다.

사례 (i)에서 경찰이 발견한 칼에서 종석의 지문이 발견되었거나 이번에 던진

주사위의 눈이 4(� ∨ �′)가 참이고, 또한 종석이 윤호를 살해했다(ℎ)고 하자. 이 경

우 경찰이 발견한 칼에서 종석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번에 던진 주사위

의 눈이 4라는 사실은 종석이 윤호를 살해했다는 것에 의해 옳게 설명되어야 한

다. 그러나 이 경우 옳은 설명은 구성되지 않는다. 이번에 던진 주사위가 4라는

사실은 그것의 어떤 측면이 윤호의 살해와 연결되는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강하게 말해 ℎ와 연결될 수 있는 ��의 측면이나 속성은 없다. 이처럼 ��와 �는

ℎ와 유관한, 서로 공유하는 측면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선언과 가설 사이

에 잠재적인 설명적 연결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자료와 가설 사이에 잠재적인

설명적 연결이 없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가설의 확률과 상관없이 실제 설명적

연결이 있을 확률은 낮다.71

이제 �하에서 경찰이 발견한 칼에서 종석의 지문이 발견되었거나 종석이 경찰

에 자신이 윤호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 �′′)가 참이고, 또한 종석이 윤호를 살

해했다(ℎ)고 하자. 그런데 �와 ���는 양쪽 모두의 측면이 종석의 윤호 살해와 연

결된다. 따라서 ―다른 가능성이 없다면― ���가 거짓인 경우에도 �는 ℎ의 참을 보

장하고, �가 거짓인 경우에도 �′는 ℎ의 참을 보장한다. 즉 경찰이 발견한 칼에서

종석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종석의 자백은 종석이 윤호를 살해했다는 것

에 의해 옳게 설명된다. 또한 종석이 자백하지 않았다고 하면, 경찰이 발견한 칼

에서 종석의 지문이 발견된 것은 종석이 윤호를 살해했다는 것에 의해 옳게 설명

된다. 이에 더해 가설의 확률 역시 높기 때문에 가설과 자료 사이에 실제적인 설

명적 연결이 있을 확률 역시 높다.

수정된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이 제공하는 선언 증거에 대한 해명은 다음과 같

은 이점을 지닌다. 하나, 사례 (i)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증거에 관한 직관적

판단과 동일한 결과를 산출한다. 이에 반해 형식 논리에 의존하는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은 직관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산출한다. 베이즈주의 증거 이

론은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나, 여전히 가설과 무관한

사실이 선언의 형태로 가설을 입증하는 경우를 허용한다.

                                                  
71 가설과 자료 사이에 설명적 연결이 있을 확률은 �(E(ℎ, �)|�&�) 이다. �(E(ℎ, �)|�&�) =

�(E(ℎ, �)|ℎ&�&�) × �(ℎ|�&�)이고 우변의 �(E(ℎ, �)|ℎ&�&�)는 가설과 자료가 참일 때 가설과 자

료 사이에 설명적 연결이 있을 확률, 즉 잠재적인 설명적 연결이 있을 확률을 나타냄을 유념하

라. 만약 잠재적인 설명적 연결이 있을 확률이 낮다면, 설령 가설의 확률이 1이라도 가설과 자

료 사이에 실제적인 설명적 연결이 있을 확률은 낮고, �는 ℎ의 증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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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그러한 직관적 판단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공한다. 사람들은 사례 (i)에서

경찰이 발견한 칼에서 종석의 지문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종석이 윤호를 살해했

다는 가설의 참을 보장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이번

에 던진 주사위의 눈이 4라는 사실과 결합하면 증거 능력이 사라지거나 상당히

약화된다고 믿는다.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은 왜 무관한 사실을 포함하는 선언

형태의 관찰 진술, 혹은 자료가 증거적 능력을 상실하는지를 선언지가 잠재적 설

명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해명한다. 특히 증거적 능력의 약

화를 양적으로 해명할 수 있다는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과 대조했을 때 설명적 접

근은 더 설득력 있는 해명을 제공한다. 우리는 “경찰이 발견한 칼에서 종석의 지

문이 발견되었거나 달에 외계인의 기지가 있다(� ∨ �∗)”라는 보고의 증거적 능력은

“경찰이 발견한 칼에서 종석의 지문이 발견되었다(�)”보다 “경찰이 발견한 칼에서

종석의 지문이 발견되었거나 이번에 던진 주사위의 눈이 4이다(� ∨ �′)”라는 보고

의 증거적 능력과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베이즈주의자들은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 베이즈주의자들은 �(ℎ, �) ≈ �(ℎ, � ∨ �∗) > �(ℎ, � ∨ ��)이기 때문에 � ∨ �∗의

증거적 능력이 � ∨ �′보다는 �가 가진 증거적 능력과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려야만

한다. 즉 베이즈주의자들이 자랑하는 양적 해명은 증거에 관한 우리의 직관과 과

학적 실행을 잘 해명하지 못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가설과 무관한 관찰이 입증에 기여한다는 사이비 입증의 문

제는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은 물론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에도 타격을 줄 수 있

다. 사이비 입증의 문제는 연역 논리나 확률 연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가설

의 내용과 자료 사이의 설명적 연결에 주목해야 해결할 수 있다. 수정된 강한 설

명적 증거 이론은 이러한 점에서 빛을 발한다.

8.1.3. 무관한 자료가 연언을 구성할 때

앞에서 우리는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을 받아들일 경우, 가설과 무관한 자료가

가설과 유관한 자료와 선언을 구성함으로써 입증의 과정에 무임승차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런데 가설과 무관한 자료가 가설과 유관한 자료와 연언을 구성할 때에

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난다.

(ii) 티라노사우루스와 동전 던지기

ℎ	= A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살았다.

�	= A의 백악기 지층에서 티라노사우루스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머

리뼈 화석을 발견했다.

��= 이번에 500원 동전을 던졌더니 앞면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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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ii)에서 A의 백악기 지층에서 티라노사우루스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머리뼈 화석을 발견했다(�)는 사실은 “A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살았다(ℎ)”는 가설의

증거로 손색이 없다. 반면 이번에 500원 동전을 던졌더니 앞면이 나왔다(�′)는 사

실은 “A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살았다”는 가설과 완전히 무관하기 때문에 해당 가

설의 증거가 아니다. 더 나아가 사례 (ii)에 등장하는 두 관찰 자료가 연언을 구성

해도 그렇게 만든 연언 “티라노사우루스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머리뼈 화

석을 발견하였고 이번에 500원 동전을 던졌더니 앞면이 나왔다(�&�′)”는 “A에 티

라노사우루스가 살았다”는 가설 ℎ의 증거로는 적절하지 않다.

일단 ℎ&�가 �를 함축하나 �′를 함축하지는 않는다고 하자. 이 경우 가설-연역

적 증거 이론은 이 같은 증거 판단을 잘 해명한다. �′와 �&�′는 ℎ로부터 연역될

수 없기 때문에 ℎ의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은 사례 (ii)

를 잘 처리하지 못한다. 일단 (ii)에서 500원 동전을 던진 결과는 가설은 물론 지

역 A에서 발굴되는 화석과도 완전히 무관하다. 즉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 = �(�′|�&�)

�(�′|�) = �(�′|ℎ&�)

�(�′|�&�) = �(�′|ℎ&�&�)

이제 �&�′가 가설 ℎ를 입증하는 정도, �(ℎ, �&��)는 다음과 같이 계산가능하다.

�(ℎ, �&��) = �(ℎ|�) ×
�(�&��|ℎ&�)

�(�&�′|�)
− �(ℎ|�)

�(�&��|�) = �(�|�) × �(�′|�&�)이므로,

�(ℎ, �&��) = �(ℎ|�) ×
�(�|ℎ&�) × �(��|ℎ&�&�)

�(�|�) × �(�′|�&�)
− �(ℎ|�)

사례 (ii)에서 �(�′|�&�) = �(�′|ℎ&�&�)이다. 따라서 다음을 얻는다.

�(ℎ, �&��) = �(ℎ|�) ×
�(�|ℎ&�)

�(�|�)
− �(ℎ|�)

= �(ℎ, �)

�(ℎ, �&��) = �(ℎ, �)이므로 �가 ℎ를 입증하는 정도와 �&�′가 가설 ℎ를 입증하는 정

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즉 �&�′는 가설 ℎ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만큼 강한

증거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면, ℎ 및 �와 완전히 무관한 수많은 관찰

이 연언의 형태로 가설 ℎ의 증거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수용하기 어려

운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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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베이즈주의자들은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과 대조했을 때, 베이즈주의 증

거 이론이 가지는 장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한다. 하나,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은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에서 등장하는 전형적인 증거들을 보다 광범위한

증거 사례들 중 일부로 포함할 뿐만 아니라 왜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이 그럴 법

하게 여겨졌는지를 확률을 이용하여 해명한다. (Earman 1992: 63-64; Howson & 

Urbach 2006: 93-94) 둘,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은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의 성공

적 사례를 잘 해명할 뿐만 아니라, 무관한 연언의 문제처럼 가설-연역적 증거 이

론의 전형적인 난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Earman 1992: 64-65; Haw-

thorne & Fitelson 2004) 즉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은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의 그

럴듯한 부분을 취하고 그럴듯하지 않은 부분은 버릴 수 있다.

그러나 사례 (ii)에서는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에 대한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의

상대적 우위가 역전된다. 여기서는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이 왜 �&�′가 ℎ의 증거

이론이 될 수 없는지를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보다 더 그럴 법하게 해명한다. 베

이즈주의 증거 이론의 상대적 우위가 사례 (ii)에서는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 반해 (수정된)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은 증거적 지지를 설명적 연결을 통

해 해명하기 때문에 사례 (ii)과 같은 무관한 연언 자료를 손쉽게 배제할 수 있다.

A에서 티라노사우루스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머리뼈 화석을 발견하였고

이번에 500원 동전을 던졌더니 앞면이 나왔고 또한 정말로 A에 티라노사우루스

가 살았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이렇게 ℎ가 참이라고 하더라도 주어진 � 하에서 ℎ

가 �&�′의 참을 옳게 설명하거나 �&�′가 ℎ의 참을 옳게 설명하지 못한다. �&�′의

참과 ℎ의 참을 모두 옳게 설명하는 참인 가설 ℎ∗도 없는 것 같다. 이러한 문제는

ℎ와 � 사이의 설명적 연결과 대조하면 더 잘 드러난다.

ℎ
�
⇒ �: A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살았기 때문에 A에서 티라노사우루스의 전형적

인 특징을 보여주는 머리뼈 화석이 발견되었다.

ℎ
�
⇒ �&�′: A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살았기 때문에 A에서 티라노사우루스의 전

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머리뼈 화석이 발견되었고 이번에 500원 동

전을 던졌더니 앞면이 나왔다.

가설의 참이 가정되면, 전자는 참이나 후자는 거짓이다. 즉 �(ℎ
�
⇒ �|ℎ&�&�) ≫ 0.5

인 반면, �(ℎ
�
⇒ �&��|ℎ&�&��&�) ≈ 0이다. 이에 근거하여 �(E(ℎ, �)|ℎ&�&�) ≫ 0.5

및 �(E(ℎ, �&��)|ℎ&�&��&�) ≈ 0을 얻는다. 이제 사례 (ii)에서 � 및 �&��에 대해 ℎ

의 사후 확률이 충분히 높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E(ℎ, �)|�&�) > 0.5 이고

�(E(ℎ, �)|�&�) ≈ 0이다. 따라서 �는 ℎ의 증거이나 �&��는 ℎ의 증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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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유사한 증거보다 다양한 증거72

많은 과학 방법론자들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좁은 범위의 유사한 증거보다

넓은 범위의 다양한 증거가 가설을 더 잘 지지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당화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증거의 다양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리고 다양한 증거가 왜 유사한 증거에 비해 더 좋은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

에 천현득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다양한 증거의 문제는 [......] 까마귀 역설이나 무차별적 입증의 문제, 듀엠의

문제와 입증의 국소화 문제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 열거된 문제들의 경우 문

제의 해결이 어떤 종류의 정당화를 요구하지 않지만, 다양한 증거의 문제는

다양한 증거의 우수한 입증력에 대한 해명, 더 나아가 철학적 정당화가 문제

풀이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 방법론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다

양한 증거의 문제는 단지 사소한 기술적(technical)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역

량과 한계를 검토해볼 수 있는 시험대로서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풀이가 성공적일 경우 방법론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라는 보다 일반적

인 과학철학적 문제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갖게 될 것이다. (천현득 2008:

122-123)

이 진단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아도 어떤 증거 이론이 다양한 증거에 관한 해

명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러한 해명을 제공할 수 없는 이론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절에서 나는 7.4절에서 논한 강한

증거 및 좋은 증거 개념을 이용하여 증거의 다양성을 기존의 이론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명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왜 과학자가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도록 노

력하고 또한 노력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 역시 함께 제공하고

자 한다.

8.2.1. 증거적 다양성 개념의 만족 조건

천현득은 <<베이즈주의는 다양한 증거의 문제를 해결했는가?>>에서 베이즈주의가

증거적 다양성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증거의 문제

를 해결한다”가 무슨 의미인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천현득 2008: 123) 그

는 증거적 다양성에 대한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의 해결책이 성공적이기 위한 만

족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천현득 2008: 125-126)

                                                  
72 이 절의 일부는 한국과학철학회 2017년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허원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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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다양성 기준 조건: 한 가설에 대해 증거가 유의미하게 다양한 것으

로 간주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증거적 다양성의 유의미성 해명 조건: 제시된 기준을 만족하는 증거적 다양성

이 유의미한 이유에 대한 비교적 명료한 해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확률 증가 조건: 그렇게 규정된 다양한 증거집합이 보다 유사한 증거 집합보

다 가설의 확률을 더 크게 증가시킨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

제시한 기준 중 유의미한 다양성 기준 조건(이하 ‘다양성 기준 조건’)과 증거적 다

양성의 유의미성 해명 조건(이하 ‘유의미성 해명 조건’)은 베이즈주의자가 아니어

도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다. 우선 어떤 증거 집합이 유의미하게 다양한지, 그렇

지 않은지 판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판정 기준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그 기

준이 특정 증거 이론을 위해 설정된 임의적이거나 순환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

기 위해서 유의미성 해명 조건 역시 필요하다.73

마지막 조건인 확률 증가 조건은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을 위한 것으로 수정된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에 들어맞지 않는다. 그러나 이 조건이 함축하는 요구는

수용할 만하다. 표준적인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에 따르면, 주어진 � 하에서 가설

ℎ에 대해 증거 ��이 ��보다 더 좋은 증거라는 것은 �(ℎ, ��) = �(ℎ|��&�) − �(ℎ|�)

이 �(ℎ, ��) = �(ℎ|��&�) − �(ℎ|�)보다 크다는 뜻이다. 따라서 베이즈주의 증거 이

론의 관점에서 다양한 증거 집합이 유사한 증거 집합보다 더 좋은 증거라면 다양

한 증거 집합이 가설의 확률을 더 크게 증가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특

정한 증거 이론의 관점에서 증거적 다양성의 기준을 제시한다면, 그러한 기준을

만족하는 증거 집합이 그러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증거 집합보다 해당 증거

이론에서 더 강한 증거, 혹은 더 좋은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강한

(좋은) 증거 만족 조건’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는 앞의 확률 증가 조건을 대체

할 수 있다.

강한(좋은) 증거 만족 조건: 그렇게 규정된 다양한 증거 집합이 보다 유사한

증거 집합보다 해당 증거 이론의 관점에서 더 좋은 증거의 기준을 보다 잘

만족한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

이미 우리는 7.4절에서 강한 증거 및 좋은 증거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제시했

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을 이용하여 다양한 증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73 천현득은 유의미성 해명 기준이 증거적 다양성에 대한 정당화의 질을 평가하는 데에 필수적

이라고 주장한다. 단순히 제시한 다양성 기준이 직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보다 깊

은 수준의 정당화 논변이나 근거가 제시되어야 증거적 다양성에 대한 만족스러운 정당화가 이

루어졌다는 것이다. (천현득 2008: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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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다양성 해명 하나: 인식적 보험 접근

이 장의 목표는 다양한 증거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장에서 정

립할 다양성 규정이 다양한 증거의 유일한 의미라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증거

의 다양성은 그 용어만큼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

은 증거의 다양성에 대해 지금까지 무시되었던 측면을 부각하는 것이다.

우선 다음의 일상적 사례는 증거적 다양성의 의미를 규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iii) 아파트의 가격

�	=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수호는 전세 계약이 끝날 때가 다가오자, 자기

집을 갖겠다는 생각으로 부동산 정보 웹사이트 등을 통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

중 하이 아파트와 프레쉬 아파트는 모두 2005년 10월에 건축되었고,

단지 및 세대 구성이 거의 같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관행에 대한 일

반정보.

��	= 포털 사이트 매물 정보에 하이 아파트 601호(100㎡/84㎡) 매매가가 3

억 2천만원이라고 등록되어 있다.

��	= 포털 사이트 매물 정보에 하이 아파트 703호(100㎡/84㎡) 매매가가 3

억 2천만원이라고 등록되어 있다.

��	= 포털 사이트 매물 정보에 프레쉬 아파트 503호(100㎡/84㎡) 매매가가

3억 2천만원이라고 등록되어 있다.

��	= 포털 사이트 매물 정보에 프레쉬 아파트 601호(100㎡/84㎡) 매매가가

3억 1천 9백만원이라고 등록되어 있다.

��	= 서울시 실거래가 정보를 조회해보니 하이아파트 502호(100㎡/84㎡)가

3개월 전에 3억 1천 700만원에 거래되었다고 등록되어 있고, 맨 윗층

인 1301호(120㎡/101㎡)가 1개월 전에 4억 1천 200만원에 거래되었다

고 등록되어 있다.

ℎ	 = 하이아파트 601호는 대략 3억 2천만원선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 = ��&��&��&��&��라고 하자. 그렇다면 �(E(ℎ, �)|�&�) ≫ 0.5이며, �

는 ℎ의 강한 증거이다. 물론 각각의 자료 ��,	��,	��,	��,	�� 모두 증거가 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상관관계 접근에 따르면 이 자료들은 모두 유사한 자료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같은 아파트의 같은 면적을 가진 다른 집의 매매가 역시 거의

같다는 일반적인 정보를 고려하면 �(��|��&�) ≫ �(��|�)이다. 유사한 방식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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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자료들 역시 같은 결과를 내어 놓는다. 그러나 이 자료들이 모두 유사하다고

결론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 우리는 선택 절차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74

이제 자료 ��를 산출하기 위한 선택 절차 ���가 다음과 같다고 하자.

��� 	= � 사이트 매물 정보란에서 하이 아파트 매매가를 조회한다.

��� 	= � 사이트 매물 정보란에서 하이 아파트 매매가를 조회한다.

��� 	= � 사이트 매물 정보란에서 프레쉬 아파트 매매가를 조회한다.

��� 	= � 사이트 매물 정보란에서 프레쉬 아파트 매매가를 조회한다.

��� 	= 서울시 홈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조회 메뉴에서 최근 3개월간

하이 아파트 매매 내역을 조회한다.

이제 �� = ���&���&���&���&���라고 하자. 이와 같은 선택 절차를 채택했어도

여전히 �(E(ℎ, �)|�&��&�) ≫ 0.5이며, �(��|��&��&�) ≫ �(��|��&�)이다. 즉 선택

절차를 고려하더라도 상관관계 접근을 따르면 (iii)에서 제시한 자료들은 다양하

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제 ��을 “�	사이트의 부동산 메뉴 담당자 실수로 인하여 수호가 부동산 정보

를 검색한 기간에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모두 3억 2천만원으로 표기되었다”

라 하자. 이러면 � 사이트를 통해 획득한 아파트 매매가 정보는 증거 능력을 완

전히 상실한다. 설령 가설 ℎ가 참이라 하이 아파트 601호의 매매가가 정말로 3억

2천만원이어도 � 사이트를 검색하여 얻는 가격정보, �� 과 ��는 ℎ의 증거가 아니

다. 왜냐하면 ℎ가 참이어도 � 사이트 매물 정보에 하이 아파트 601호 매매가가

3억 2천만원이라고 등록되어 있고 프레쉬 아파트 503호 매매가가 3억 2천만원이

라 등록된 이유는 하이 아파트 601호 매매가가 3억 2천만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 사이트의 부동산 메뉴 담당자가 실수했기 때문이다. 즉 �(ℎ|��&�&��&�) ≫ 0.5

이지만 �(E(ℎ, ��)|ℎ&��&�&��&�) ≫ 0.5이고 �(E(ℎ, ��&��)|ℎ&��&�&��&�) ≪ 0.5이

기에 �(E(ℎ, ��&��)|��&�&��&�) ≪ 0.5이다.

지금 논의에서 ��은 하이 아파트 601호의 실제 가격과 무관한 정보이다. 하이

아파트 601호의 가격 변동이 � 사이트 담당자의 실수에 영향을 미치리라 보기

매우 어려우며, 그 역도 마찬가지다. 또한 ��은 ��, 혹은 ��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정보도 아니다. 실제로 � 사이트 매물 정보에 하이 아파트 601호 매매가가 3억

                                                  
74 여기서는 가설 ℎ를 고려하여 비교하지는 않았다. 분명 가설 ℎ를 고려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

을 때의 자료 사이에 상관관계는 다르다. 아마 �(��|��&ℎ&�) > �(��|��&�)일 것이다. 그러나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ℎ&�)/�(��|ℎ&�)과 �(��|��&�)/�(��|�)을

대조한다면, 후자가 더 큰 값을 가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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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이라고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과 ��는 참이다. 이 사례에서 ��은 ��과

��를 획득하기 위해 채택한 선택 절차 ���과 ���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절차임

을 지적하는 정보이다. ��에 따르면 선택 절차 ���과 ���는 ��과 ��를 산출하는

편향된 절차이다. 즉 �(��&��|��&���&���&�) = 1이다. 나아가 이러한 선택 절차

를 선택했다면 가설의 내용과 무관하게 �(��&��|ℎ&��&���&���&�) = 1이다. 이제

베이즈 정리에 따르면 다음을 얻는다.

�(ℎ|��&��&��&���&���&�) = �(ℎ|��&���&���&�) ×
�(��&��|ℎ&��&���&���&�)

�(��&��|��&���&���&�)

= �(ℎ|��&���&���&�)

= �(ℎ|�)

어떤 선택 절차를 채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정보는 가설

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ℎ|��&���&���&�) = �(ℎ|�)이다. 사례 (iii)에

서 �(ℎ|�) < 0.5라 가정하면, 선택 절차에 결함이 있다는 정보가 추가된 상태에서

��과 ��는 ℎ와 참인 설명적 연결도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ℎ의 참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선택 절차 ���, ��� , ���는 어떠한가? “� 사이트의 부동산 메뉴 담당

자 실수로 인하여 수호가 부동산 정보를 검색한 기간에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

가 모두 3억 2천만원으로 표기되었다”는 정보 ��은 � 사이트의 부동산 담당자가

유사한 실수를 했거나 � 사이트의 부동산 정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 ��의 높은

확률을 보장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서울시 매매가 정보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이라는 사실 ��의 확률 역시 낮다. 즉 �(��&��|��&���&���&���&�) ≪ 0.5이다. 이

는 선택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 등장하여도 다른 선택 절차가 유사한 문제

를 가질 확률은 매우 낮음을 뜻한다. 따라서 ��과 ��는 ��이 주어지면 더 이상 증

거가 아니지만, ��� , ��� , ���에 의해 산출된 ��, ��, ��는 여전히 가설 ℎ의 증거

이다.

���, ��� , ���는 ���, ���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는 사실 ��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점에서 ��� , ���에 독립적인 선택 절차이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 절차에 의

해 산출된 ��, ��, ��는 �� 및 ��를 무력화하는 사실 ��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 및 ��에 독립적인 증거이다. 다시 말해 결함 있는 선택 절차가 포함된

일련의 시험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가설 ℎ를 지지하는 증거다. 반면 ���과 ���의

관계를 살펴보면, ���는 ���의 결함을 지적하는 �� 때문에 결함 있는 절차가 된

다는 점에서 완전히 같은 절차이며, 따라서 ���에 의해 산출된 ��는 ��와 같은

종류의 증거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증거의 다양성을 선택 절차의 독립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서로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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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선택 절차를 이용하는 일은 일종의 보험과 같다. 우리는 증거를 획득하는 과

정에서 채택하는 선택 절차에 때때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

고 있다. 이 때문에 연구자는 주의 깊게 선택 절차를 설계하나 그 시도가 언제나

성공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과학자는 다양한 종류의 선택 절차를 통하여 자료를

획득하고자 한다. 같은 종류의 선택 절차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획득한 자

료들이 해당 선택 절차의 치명적 결함을 지적하는 정보 하나만으로도 쓸모 없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 치명적 결함을 가진 선택 절차를 거쳐 획득한 관찰 자료는

가설에 의해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가설의 참을 보장하려면 그러

한 결함에 영향받지 않는 독립적인 선택 절차에 의해 획득된 자료가 필요하다.

이는 가설, 혹은 가설의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일종의

‘인식적 보험’이다.

가설의 인식적 보험이라는 측면에서 자료의 다양성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선택 절차 ���, ���, ���에 대해 각 선택 절차를 무력화하는 정보 ��, ��, ��
가 있다고 하자. 그리고 ���, ���, ���에 의해 산출된 ��, ��, ��는 각각 가설 ℎ의

증거라고 하자. 그렇다면 선택 절차 및 증거의 다양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a) �(��|��&���&�) = 1이면, ��에 상대적으로 ���는 ���과 같은(완전히 유사

한) 종류의 선택 절차이고, ���에 의해 산출된 증거 ��는 ���에 의해 산출

된 증거 ��과 같은 종류의 증거이다.

(b) �(��|��&���&�) < 1이면, ��에 상대적으로 ���는 ���과 다른 종류의 선택

절차이고, ���에 의해 산출된 증거 ��는 ���에 의해 산출된 증거 ��과 다

른 종류의 증거이다.

(c) �(��|��&���&�) < �(��|��&���&�)이면, ��에 상대적으로 ���는 ���에 대해

���보다 더 다른 종류의 선택 절차이고, ���에 의해 산출된 증거 ��는

���에 의해 산출된 증거 ��보다 ���에 의해 산출된 증거 ��에 대해 더 다

른 종류의 증거이다.

간략히 말해 선택 절차 ���의 결함 때문에 ��의 증거적 능력이 무력화되었으나

이 때문에 ��의 증거적 능력이 무력화되지 않는다면, ��는 ��에 독립적인 증거이

고 ��&��는 다양한 증거 집합을 구성한다. �(��|��&���&�)가 어떻게 설명적 연결

이 참일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지는 다음과 같이 보일 수 있다. ��에 의해 �� 이

무력화된다고 하자. 이러한 조건 하에서 ���에 의해 ��를 획득했을 때, ℎ와 �� 사

이에 설명적 연결이 있을 확률은 다음과 같다.

�(E(ℎ, ��)|��&��&���&�) =
�(E(ℎ, ��)|��&���&�) × �(��|E(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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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모에 확률 총합 규칙을 적용하면 다음을 얻는다. 계산의 편의상 E(ℎ, ��)를 Ex�
로, ���&�를 ��로 나타내자.

�(Ex�|��&��&��)

=
�(Ex�|��&��) × �(��|Ex�&��&��)

�(Ex�|��&��) × �(��|Ex�&��&��) + �(¬Ex�|��&��) × �(��|¬Ex&��&��)
				(1)

Ex�는 ��의 참을 함축한다. 따라서 �(��|Ex�&��&��) = 1이다.

�(Ex�|��&��&��) =
�(Ex�|��&��)

�(Ex�|��&��) + �(¬Ex�|��&��) × �(��|¬Ex&��&��)
								(2)

베이즈 정리에 따르면 �(��|¬Ex�&��&��)는 다음과 같다.

�(��|¬Ex�&��&��) =
�(��|��&��) × �(¬Ex�|��&��&��)

�(¬Ex�|��&��)
																																									(3)

선택절차 ���에 결함이 있다는 정보 ��가 참이면, ��의 참이 채택한 선택 절차

��� 의 결함에 의해 옳게 설명되므로 ℎ 와 �� 사이에 설명적 연결은 없다. 즉

�(¬Ex�|��&��&��) = 1이다. 이를 (3)에 대입하면 다음을 얻는다.

�(¬Ex�|��&��) =
�(��|��&��)

�(��|¬Ex�&��&��)
																																																																														(4)

(4)를 (2)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Ex�|��&��&��) =
�(Ex�|��&��)

�(Ex�|��&��) + �(��|��&��) ×
�(��|¬���&��&��)
�(��|¬���&��&��)

											(5)

(5)에서 굵게 강조한 항이 �(Ex�|��&��&��) 값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는 선

택절차 ���가 ��를 산출하게 만드는 결함 있는 절차임을 뜻하므로, ��를 함축한

다. 따라서 다음을 얻는다.

�(��|¬Ex�&��&��) ≥ �(��|¬Ex�&��&��)

�(��|¬Ex�&��&��)

�(��|¬Ex�&��&��)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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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 , 즉 �(��|��&���&�)의 값이 감소할수록 �(Ex�|��&��&��), 즉

�(E(ℎ, ��)|��&��&���&�)의 값이 증가하고, 반대로 �(��|��&���&�)의 값이 1에 가

까워질수록 �(E(ℎ, ��)|��&��&���&�)의 값이 감소한다. 이는 ℎ와 �� 사이에 설명

적 연결이 있을 확률에 선택 절차의 유사성이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유사한 선택 절차들을 채택하여 자료들을 획득했는데 그 중 한 선택 절차에 결함

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자연스레 다른 선택 절차에 의해 획득한 자료들의

증거적 가치도 감소한다. 반대로 서로 독립적인 선택 절차들을 채택하여 자료들

을 획득했다면, 그 중 결함 있는 선택 절차를 통해 획득한 자료의 증거적 가치는

사라지지만 다른 선택 절차를 통해 획득한 자료의 증거적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

다. 바로 이 때문에 독립적인 선택 절차들을 통해 증거 집합을 획득한 증거 집합

을 일종의 ‘인식적 보험’이라고 부를 수 있다.75

증거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적 보험 접근과 관련하여 주목하여야 할 점 중 하나

는 다양한 선택 절차로부터 획득한 자료 집합이 그렇지 않은 자료 집합보다 가설

에 대해 실제로 더 강한 증거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 강한 증거를 가

설과 자료 사이에 설명적 연결이 있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다

양한 자료 집합이 더 약한 증거일 수도 있다. 다음 쪽의 그림 3은 이를 나타낸

다.

선택 절차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통상 ℎ에 대해 ��가 ��보다 더 다양한 자료로

여겨지며 �(ℎ|��&�) > �(ℎ|��&�)이다. 그리고 ℎ가 참이면 �� 및 ��를 모두 옳게

설명한다고 하면 �(E(ℎ, ��)|��&�) > �(E(ℎ, ��)|��&�)를 얻는다. 그럼에도 인식적

보험 접근에서는 ��를 더 다양한 자료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는 단 하나의 선택

절차 ���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이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는 정보 ��이 추가된다면, ��의 증거적 능력은 완전히 무력화된다. 반면 ��는 ��
에 의해 그 증거적 능력이 완전히 무력화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인식적 보

험 접근 하에서 다양한 증거는 잠재적으로 더 강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앞에서 논한 증거적 다양성을 위한 조건을 다시 살펴보자. 인식적 보험

접근은 다음의 유의미한 다양성 기준 조건을 만족한다.

다양성 기준 조건: 한 가설에 대해 증거가 유의미하게 다양한 것으로 간주되

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75 여기서 ��이 정말로 참일 필요는 없다. 연구자들은 참이 아니길 원했던 ��이 참인 경우에도

그에 무력화되지 않는 다른 증거를 확보하고자 한다. ��은 ���과 독립적인 다른 선택 절차를

찾기 위한 안내자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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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인식적 보험 접근은 다음의 강한 증거 조건을 언제나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만족하며, 특정한 선택 절차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강한 증거 조건을 만족한다.

강한 증거 조건: 규정된 다양한 증거 집합과 가설 사이에 설명적 연결이 있

을 확률이 유사한 증거 집합보다 가설과 증거 사이에 설명적 연결이 있을 확

률이 더 높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식적 보험 접근이 유의미성 해명 조건을 만족하는지 살펴보자.

유의미성 해명 조건: 제시된 기준을 만족하는 증거적 다양성이 유의미한 이

유에 대한 비교적 명료한 해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과학자는 결함 없는 선택 절차를 이용하여 자료를 얻고자 한다. 이는 어떤 자

료가 가설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선택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

선택 절차를 통해 획득한 자료들이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선택

절차에 예상치 못한 오류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 단 하나의 선택 절차

에 의존하여 자료를 획득했다면 그 자료들은 일순간에 무력화된다. 이에 더해 그

자료들을 증거로 갖는 가설을 이용한 작업 역시 무위로 돌아간다. 반면 다양한

그림 3 독립적 선택 절차와 유관한 선택 절차



- 149 -

선택 절차를 통해 자료를 획득했다면, 이러한 위험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즉 일

부 자료가 배제되어도 가설에 대한 증거적 지지가 극단적으로 훼손되지는 않는

다.

이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독립적인 선택 절차를 통해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

하려 한다. 간단한 예로 어떤 용액의 pH를 확인하기 위해서 리트머스 시험지, 건

전지로 작동하는 pH 미터, 산-염기 지시약 등의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라. 이 수단들이 모두 동시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그 중 하나, 이를테면 pH 미터에 오류가 있다고 해도 나머지 시험 방법을 통해

얻은 결과들의 증거 능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것이 증거적 다양성에 대한 인

식적 보험 접근이 제공하는 해명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택 절차의 채택은 때때로 채택했던 어떤 선택 절차에 문

제가 있음을 드러낼 수 있다. 앞의 예에서 통상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추정한

용액의 pH 값은 일정 범위 내에 있다. 그러나 이 중 특정 값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면, 적어도 어느 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연구자

는 다른 기구를 이용하거나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 찾아낸 다음 문제를 개선하

고자 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오류를 피하고 참으로 다가갈 수 있다.

8.2.3. 다양성 해명 둘: 공동체 상대적인 다양성

우리 공동체는 다양한 개인과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다양한 개인과

집단은 서로 다른 지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에 공동체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인간이나 집단은 없다. 이는 과학자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를테면 전기화학자가 화산학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다 알고 있으리라고 기

대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한 전기화학자가 화산에 관한 전문적인 가설을 접했

을 때, 그가 화산학계 내부의 전문적 증거들에 근거하여 그 가설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리라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화산학의 어떤 가설이 본인이 잘 알고 있는

화학의 잘 수용된 가설이나 실험 결과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는 그 가

설을 거부할 것이다. 반면 그와 대립하는 화산학의 다른 가설이 자신이 알고 있

는 정보에 잘 들어맞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는 그 대안 가설을 수용할 것이다. 이

처럼 공동체가 다양한 사람이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가설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때, 자신의 배경 정보에 비추어 판단한다는 점에 동의

한다면 우리는 자료의 다양성에 대한 다른 해석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일단 공동체 전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정보를 �라고 하고, 공동체의 구성원 모

두, 혹은 거의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는 일반 정보를 ��라고 하자. 그리고 공동체

를 구성하고 있는 하부 집단 ��의 구성원이 다른 집단과 대조하여 독특하게 공유

하고 있는 정보를 ��라고 하자. 다시 말해 ��를 알고 있는 이들은 하부 집단 ��에



- 150 -

속한다. 이제 하부 집단 ��의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배경정보를 ��� 라 하면,

��� =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의 하부 집단으로 구성된 공동

체 전체의 배경 정보 �는 � = ��&��&…&��&��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76

공동체 전체의 배경정보 �를 이와 같이 규정한다면, 가설 ℎ와 자료 �에 대해

�(E(ℎ, �)|�&�) > 0.5 인 경우에도 �(E(ℎ, �)|�&���) > 0.5 이지만 �(E(ℎ, �)|�&���) <

0.5일 수 있다. 즉 공동체를 구성하는 두 하부집단, �1과 �2가 있을 때 어떤 관

찰 자료 ��이 집단 �1의 구성원에게는 가설 ℎ의 증거로 여겨지지만, 집단 �2의

구성원에게는 h의 증거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E(ℎ, ��)|��&���) >

0.5이고 �(E(ℎ, ��)|��&���) < 0.5인 경우이다. 그러나 자료 ��는 반대의 결과를 내

어 놓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E(ℎ, ��)|��&���) < 0.5이고 �(E(ℎ, ��)|��&���) >

0.5이다.

이제 어떤 과학자가 가설 h를 제안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고

하자.77 그런데 그가 제시한 증거가 오직 �1의 구성원에게만 설득력을 가지는 ��
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보라. 이러면 �2의 구성원은 그 가설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2의 구성원이 보기에 ��을 산출한 선택 절차 ���이 ���의 배경 하에서

는 이해하기 어려운 너무 이상한 절차이거나 그 신뢰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절차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일부의 연구자만이 채택하는 최신의 실험 기법이라면, 

그에 익숙하지 않거나 그 기법의 원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2의 구성원은

그에 의해 산출된 ��을 ℎ의 증거로 –자신이 처한 인식적 상황에 상대적으로–정당

하게 거부할 수도 있다. 혹은 선택 절차 자체는 의심하지 않더라도 ℎ와 �� 사이

에 정말로 옳은 설명적 연결이 있는지, 정말로 유력한 대안 가설이 없는지 의심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ℎ를 제안한 과학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택 절차가 신뢰할 만한 것임을 보여주거

나 ℎ와 �� 사이에 옳은 설명적 연결이 있음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는

�2의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 집합을 ���에서 ���
∗ 로 바꾸는 것이다. 이러면

�(E(ℎ, ��)|��&���
∗ ) > 0.5이 될 수 있고, �2의 구성원 역시 가설 ℎ를 ��에 근거하여

수용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2의 구성원들이 무난하게 수용할 수 있는 ��를 제

시하는 것이다. ���하에서도 ℎ와 옳은 설명적 연결을 가질 ��를 �2의 구성원이

보기에도 신뢰할 수 있는 절차 ���에 의해 획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 과

학자는 이 두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주

목하여야 할 선택지는 두 번째 것이다.

베게너(Alfred Wegener)의 <<대륙과 해양의 기원 Die Entstehung der 

                                                  
76 여기서 공동체의 전체 정보 �를 구성하는 ��와 ��가 공유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77 지금의 논의에서 이 과학자가 어느 하부 집단에 속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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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tinente und Ozeane>>은 이 점에서 증거의 다양성에 관한 모범적인 저작이라

할 만하다. 이 책에서 베게너는 대륙 이동설을 위한 증거를 다음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대응하여 제시하고 있다.

측지학적 증거(3장): 그린란드의 경도 변화 기록, 북미–유럽 간의 경도차 변

화 기록, 마다가스카르의 경도 변화 기록 등.

지구물리학적 증거(4장): 지각의 고도분포 통계에서 두 개의 최빈값이 나타남,

거대한 산과 해양에 대한 중력 측정치가 기존의 기대값과 다르게 나옴, 스칸

디나비아의 융기, 해양과 대륙에서 지진파 속도의 의미 있는 차이 등.

지질학적 증거(5장): 대서양 양쪽의 해안선이 잘 들어맞음, 남미 및 서아프리

의 화성암류와 퇴적암류의 동일성 확인, 브라질과 남아프리카의 지체구조가

동일함, 히말라야 일대의 습곡을 통한 인도 아대륙의 추정 이동치, 오세아니

아의 습곡 산맥, 동남아시아의 화산 분포 등.

고생물학/생물학적 증거(6장): 북미와 유럽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동물군, 

대서양 섬의 식물군 분포, 호주의 동물군, 대서양 양편의 지렁이 과의 분포

등.

고기후학적 증거(7장): 스피츠베르겐의 기후 변화(아열대 기후에서 극 기후로) 

기록, 페름기 및 석탄기의 내륙 빙하 흔적(남미, 남아프리카, 호주), 유럽의

석탄기 석탄층 등. (베게너 2010)

베게너는 각 자료를 획득한 방법을 비전공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명하지는

않았다. 이를테면 그린란드의 경도가 변화했다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달 관측에

의한 경도 측정법과 무선 전신 경도 측정법을 이용했다고만 기술하지, 자료를 획

득하는데 사용한 측정 방법이 왜 신뢰성 있는 방법인지 상세하게 해명하지는 않

았다. 따라서 베게너가 경도 변화 자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경도 측정

법에 익숙한 측지학 전공자 정도였다. 측지학 및 해당 측정법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를테면 생물학자)은, 정말로 이러한 절차가 정확한 경도 정보를 제공해 주

는지 의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베게너는 그러한 측지학적 절차에 관한 배경을 꼼꼼히 설명하는 대

신 각 전분분야 집단에 맞추어 증거를 제시했다. 이를테면 베게너는 시기에 따라

호주의 동물상을 세 개의 군으로 나눈 자료를 제시하면서 가장 오래된 동물군은

인도, 남아프리카의 동물들과 친족 관계에 있고, 그 다음으로 오래된 동물군은 남

미의 동물들과, 가장 최근의 동물군은 순다 제도, 말레이반도로부터 이주한 동물

군과 친족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호주 동물군의 이러한 삼분은 대륙

이동설에 입각하여 복원한 고대륙의 시기별 위치에 근거하면 매우 잘 설명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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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했다. 그러면서 베게너는 “……바로 순수 생물학적으로도 대륙 이동설이 (경

쟁 가설인) 침몰 육교설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라고 덧붙

였다. (베게너 2010: 171. 괄호는 추가, 강조는 원문) 다시 말해 베게너는 측지학

적 자료만 고집하지 않고, 생물학자에게도 이해 가능한 생물학적 자료를 추가로

제시한 것이다.

이처럼 베게너는 과학자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하부 집단(측지학자, 지구물

리학자, 지질학자, 고생물학자 및 생물학자, 고기후학자) 각각에 맞추어 자료들을

제시했다. 이 자료들 각각은 –적어도 베게너가 보기에는– 각 집단이 이해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선택 절차에 의해 획득된 것이며, 또한 각 집단의 배경 정

보 하에서도 대륙 이동설을 참이라고 믿을 좋은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증거의 다양성은 학문 공동체가 어떤 배경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하

부 집단,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세부 전공으로 분할되느냐 따라 결정된다. 지

금 제시한 다양성 개념은 특정 시점의 공동체의 분할 및 공동체가 공유하는 배경

정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당히 맥락 의존적인 개념이다. 이를 명료하게 규정하

기 어렵우나 다음과 같이 간략한 스케치는 그릴 수 있다.

일단 시점 �에서 학문 공동체 �가 다음 집단을 원소로 가진다고 하자.

� = {�1, �2,… , ��}

��는 세부 전공이 �인 이로 구성된 집단이다. 그리고 각 집단의 구성원이 공유하

고 있는 배경 정보를 ���라 하자. ���는 공동체 �의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일반

정보 ��와 �를 전공한 이가 공유하는 정보 ��로 구성된다. 이제 두 증거 집합 �와

�′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고 하자.

� = {��, ��,…… , ��}

�� = {��
� , ��

� ,…… , ��
� }

여기서 증거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인 ��와 ��
�는 모두 주어진 �하에서 ℎ의 증거라

고 하자. 그리고 두 증거 집합 내에는 �(E(ℎ, ��)|��&��) > 0.5를 만족하는, 다시

말해 공동체 내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정보만으로 ℎ의 증거로 여겨질 수 있는 ��
와 같은 것이 없다고 하자.

�(�(ℎ, �)|�&���) > 0.5

�(�(ℎ, �′)|�′&���) > 0.5

이제 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찾아 세고, 이를 각각 ��, ��′로 나타내자.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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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면, 시점 �, 공동체 �에 상대적으로 �는 �′보다 가설 ℎ에 대해 더 다양

한 증거 집합이다. �′보다 �가 더 다양한 세부 전공 집단에서 가설을 수용 가능하

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는 �′보다 더 다양하다.

물론 지금 규정은 완전하지 않다. 공동체 내에서 배경 정보가 공유되는 정도,

공동체 내에서 정보가 전파되는 속도, 공동체를 구성하는 집단의 크기 등 고려할

변수가 많다. 특히 지금의 다양성 개념은 세부 전공 규정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맥락 의존적이다. 이 규정은 다양성에 대한 하나의 스케치이지 정의가 아

니다. 그러나 이 스케치는 실제 과학 활동의 중요한 측면을 보여준다. 실제 과학

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의 하나는 과학자 공동체가 자신의 가설을 수용하도

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때때로 객관적으로 강한 증거가 다

른 지적 배경, 다른 세부 전공을 가진 다른 과학자에게는 증거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가설을 제안한 과학자, 혹은 그 가설의 지지자가 손을 놓

는 일은 없다. 그들은 처음에 제시한 자료가 신뢰할 만한 절차로부터 획득되었다

는 점, 반대자들이 받아들여야 할 이러저러한 다른 사실들이 있다는 점을 역설한

다. 더 나아가 때로는 다양한 지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이 자신의 지적 배경 속에

서 그 가설을 수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배경에 맞는 자료들을 찾기도 한다. 베게

너가 수행한 작업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이제 공동체 상대적 다양성 개념이 증거적 다양성을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지

살펴보자. 공동체 상대적 다양성 개념은 다양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다양성 기준 조건을 만족한다. 다음으로 공동체 상대적인 다양성 개념은 좋은 증

거 조건을 만족한다. 7.4절에서 제시한 더 좋은 증거 개념은 다음과 같다.

더 좋은 증거

맥락 C에서 다음을 만족하면 ��은 주어진 � 하에서 ��보다 ℎ에 대해 더 강

한 증거이다.

(a) 주어진 � 하에서 ��은 ℎ의 증거이다.

(b) ℎ와 �� 사이의 설명적 연결 속에서 나타나는 설명이 ℎ와 �� 사이의

설명적 연결 속에서 나타나는 설명보다 인식적(혹은 실용적) 가치를

보다 잘 만족한다.

공동체 상대적인 다양성 개념에서도 (a)는 만족된다. 다음으로 더 쉬운 설명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그렇지 않은 설명보다 더 높은 실용적

가치를 지닌다면, 더 많은 하부 공동체에 설득력을 가지는 증거 집합이 그렇지

않은 증거 집합보다 이러한 가치에 잘 들어맞는다. 이 점에서 (b) 역시 만족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상대적 다양성 규정이 유의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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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자신을 포함한 소수만 아니라 과학자 공동체 전체, 더 나아가 인간 공동체

전체가 자신의 가설을 수용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인간 공동체는 물론 과학자 공

동체는 매우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배경

정보는 매우 다르기에 가설에 대한 평가 역시 동일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집단이 자신의 가설을 수용하게끔 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설득하

고자 하는 집단의 배경 정보에 비추어 보아도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다. 이러한 공동체 상대적 다양한 증거는 유사한 증거보다 더 강한 증거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더 광범위한 집단에 이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더 좋은 증거

이다.

8.2.4. 다양성 해명 셋: 상관관계 접근 다시 보기

증거적 다양성에 관한 대표적인 답변 중 하나는 “하나의 자료로부터 다른 자료를

추론하기 어렵다면 그러한 사례들은 다양하다”고 하는 것이다. 하우슨과 어박은

이러한 직관을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 이에 따르면 ��과 ��에 대해 �(��|��&�) ≈ 1

이면 두 자료가 매우 유사하다. 반면 두 자료가 유의미하게 다양하고 서로 독립

적이라면 �(��|��&�) ≪ 1이다. (Howson & Urbach 2006: 124-126) 애친슈타인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같은 종류(same kind)의 자료와 다른 종류(different kinds)의 자

료를 구분한다. 배경 정보 �에 상대적으로 같은 종류의 자료는 하나를 획득하였

을 때, 다른 자료를 획득할 확률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더 높아야 한다. 즉

�(��|��&�) > �(��|�)이다. 반면 두 자료가 다른 종류의 자료라면 하나를 획득하더

라도 다른 하나를 획득할 확률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즉 �(��|��&�) ≤ �(��|�)이다.

(Achinstein 1991: 123-124)

자료의 유사성에 대한 이러한 해명을 자료의 다양성에 대한 ‘상관관계 접근(the 

correlation approch)’이라 할 수 있다. 상관관계 접근을 채택하면, 다양한 증거 집

합이 그렇지 않은 증거집합보다 가설의 확률을 더 증가시킨다는 점을 다음과 같

이 보여줄 수 있다. (Achinstein 1991: 123-129; Wayne 1995: 112-116; 천현득

2008: 127-129)

일단 ��과 �� 사이의 유사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유사성 척도 �(��,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 ��) =
�(��|��&�)

�(��|�)

여기서 �(��|��&�)이 �(��|�)보다 클수록 �(��, ��)의 값은 증가한다. 이제 각각

�개의 원소를 가진 두 증거 집합 � = {��, ��,… , ��}와 �� = {��
� , ��

� , … , ��
� }이 있다고



- 155 -

하자. 그리고 가설 ℎ가 �와 ��를 모두 함축하는 결정론적 가설이라 하면 �와 ��각

각에 대해 ℎ의 사후 확률은 다음과 같다.

�(ℎ|�&�) =
�(ℎ|�)

�(��|�) × �(��|��&�) × …× �(��|��&��&…&����&�)

�(ℎ|�′&�) =
�(ℎ|�)

�(��
� |�) × �(��

� |��
�&�) × …× �(��

� |��
�&��

�&…&����
� &�)

이 두 식에서 분모의 �(��|��&��&…&����&�)이 �(��
� |��

�&��
�&…&����

� &�)에 비해

작으면 �(ℎ|�&�)는 �(ℎ|�′&�)보다 크다. 즉 증거 사이의 유사성이 클수록 가설의

사후 확률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줄어든다. 통상 베이즈주의자들은 이러한 결

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증거가 그렇지 않은 증거보다 더 좋은, 혹은 더 강한 증거

라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고 믿는 것 같다.

문제는 상관관계 접근이 다양성 기준 조건 및 확률 증가 조건(베이즈주의 내에

서의 좋은 증거 조건)을 만족하기는 하나 제시된 기준을 만족하는 증거적 다양성

이 유의미한 이유를 만족스럽게 해명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이에 대해 베이즈

주의자들은 상관관계 접근이 자료의 다양성에 관한 우리의 직관에 부합한다고 옹

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양한 증거의 문제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라면 우리에게

증거적 다양성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줄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이 우리의 직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증거적 다양

성에 관한 우리의 이해 및 그에 대한 근본적 정당화에 어떤 기여를 하는 지 알

수 없다. (천현득 2008: 135)

나는 상관관계 접근이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다양성에 대한 우리의

직관을 어느 정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증거적 다양성을 오직 확률

증가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증거에 관한 핵심 요소를 놓치는 결과를 불러

온다.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 내에서도 상관관계 접근은 위력을 발휘한다. 가설

ℎ 가 참일 경우 � 및 �′ 를 옳게 설명한다고 가정한다면

�(E(ℎ, �)|�&�) > �(E(ℎ, ��)|��&�)이기도 하다.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에서는 증거에

의한 가설의 확률 변화에 집중한다면,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에서는 가설과 증거

사이의 설명적 연결에 집중한다. 이 설명적 연결은 증거적 다양성이 왜 좋은지, 

그리고 그것이 왜 추구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다른 방식의 정당화를 제공할 수

있다.

7.4절에서 논한 바와 같이 증거의 좋음은 좋은 설명과 연결된다. 그리고 어떤

설명이 좋은 설명인지는 과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의 실현과 관련된다. 과

학의 목표나 과학에서 공유하는 가치에 대한 통일된 의견은 없다. 그러나 어떤

가설이 서로 고립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현상들에 대한 통일된 설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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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 가설은 좋은 설명을 제공한다.78 혹은 어떤 가설이 기존의 현상들이나 새

로운 현상들 사이의 숨겨진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가설이 기존의 현상 및

새로운 현상들을 설명한다면, 혹은 그렇게 숨겨져 있던 관계들에 의해 그 가설이

설명된다면, 그 가설은 좋은 설명을 제공하거나 좋은 설명의 일부를 구성한다.79

(Kuhn 1977: 321-322)

이제 증거적 다양성이 어떻게 좋은 설명과 연결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상

관관계 접근에 따르면 어떤 두 자료에 대해, 하나를 획득했을 때 다른 하나를 획

득할 확률이 그렇지 않을 때와 차이가 없을수록, 다시 말해 확률적으로 독립적이

면 가장 다양한 증거 집합을 구성한다. 그런데 어떤 가설이 이 두 자료를 통합적

으로 설명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 가설은 분명히 그 두 자료에 대한 좋은 설명

을 제공한다. 반면 동일한 가설이 유사한 증거 집합을 구성하는 두 자료를 설명

한다고 하면, 그 설명은 통일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얕은 이해를 제공하기에

앞의 설명보다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혹은 부족한 설명이다. 반대로 전자는 후자

보다 깊고 통합적인 이해를 제공하기에 더 좋은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상관관계 접근에서 배경 정보	�하에서 두 자료 ��과 �� 사이의 유사성 척도가

작다는 것은 그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가설을 가지지 못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둘 사이를 연결하는 이해를 갖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가설 ℎ가

그것이 참이라면 ��과 ��를 모두 옳게 설명하거나 ℎ 및 ��과 ��를 포함하는 설명

체계를 구성한다면, 우리는 ℎ 덕분에 ��과 ��에 관한 더 깊은 이해를 얻는다. 반

면 ��과 �� 사이의 유사성 척도가 크다는 것은 이미 그것들 사이를 연결하는 가

설이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ℎ가 ��과 ��를 포함하는 설명체계를 구성

한다고 해서 ��과 ��의 관계에 대한 더 좋은 이해를 제공된다고 보기 어렵다.

과학자는 자신이 옹호하는 가설이 참이길 바라지만 동시에 세계에 대한 더 깊

은 이해 역시 제공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혼란스럽고 고립된 현상들을 통일적으

로 설명하는 데에 기여하는 가설은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

한 이해를 제공하는 가설은 과학자들이 공유하는 가치 실현에 기여한다.

이제 상관관계 접근에 대한 이러한 해석이 증거적 다양성을 위한 조건을 잘 충

족하는지 따져보자. 일단 다양성 기준 조건은 잘 만족된다. 상관관계 접근은 다양

성에 관한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좋은 증거 조건 역시 잘 만족

된다. 상관관계 접근에서 규정된 다양한 증거집합과 가설 사이의 설명은 그렇지

않은 설명보다 더 좋은 설명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유의미성 해명 조건을 보자. 상관관계 접근에서의 증거적 다양성이

                                                  
78 쿤(Thomas S. Kuhn)의 가치 중 단순성(simplicity) 만족.

79 쿤의 가치 중 다산성(fruitfulness)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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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의미한가? 유사성 척도가 낮은 다양한 증거 집합은 가설과 결합하여 더 깊

은 이해를 제공하는 더 좋은 설명을 구성한다. 반면 유사성 척도가 높은 유사한

증거 집합은 상대적으로 덜 좋은 설명을 구성한다. 설명이 증거적 연결의 핵심이

고, 좋은 설명이 과학자들이 공유하는 가치의 실현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에 근거하여 다양한 증거가 왜 유의미한지 해명할 수 있다. 이는 좋은 증거, 혹은

과학자들이 선호하는 증거가 가설의 참 뿐만이 아니라 인식적 가치의 실현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상관관계 접근에 대한 좋은 설명적 해석

은 유의미성 해명 조건을 잘 만족한다.

8.3. 까마귀 가설의 증거80

8.3.1. 검은 까마귀와 빨간 구두

여자 친구가 신은 빨간 구두가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가설의 증거일 수 있는가?

일상적 직관에 따르면 빨간 구두는 까마귀의 색과 무관하기 때문에 까마귀가 검

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질문을 던진 헴펠은 빨간 구두, 노란 송충이,

흰 분필 같이 검지도 않고 까마귀도 아닌 대상들이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가설

의 증거이며, 그렇지 않다는 우리의 직관은 일종의 심리적 착각에 불과하다고 주

장했다. (Hempel 1965: 14-20) 이것이 바로 까마귀 역설(혹은 입증의 역설)이다.

까마귀 역설은 다음의 두 가정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니코 기준: 보편조건문 형태의 가설에 대해 전건 및 후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은 가설의 증거이다. 반면 전건을 만족하나 후건은 만족하지 않는 대상

은 가설을 부정하는 증거이다.

동치 조건: 동치인 두 가설 중 하나를 지지하는(혹은 부정하는) 증거는 다른

하나의 가설도 지지(또는 부정)한다

문제의 까마귀 가설 “모든 까마귀는 검다(ℎ )”는 “모든 검지 않은 것은 까마귀가

아니다(ℎ′)”와 동치이다. 이제 니코 기준을 따르면 ℎ′의 전건과 후건을 모두 만족

하는 대상, 다시 말해 검지도 않고 까마귀도 아닌 대상, 이를테면 빨간 구두는 ℎ′

의 증거이다. 그리고 동치 조건을 따르면 ℎ′의 증거는 ℎ의 증거여야 한다. 따라서

빨간 구두는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가설의 증거이다.

물론 이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빨간색 구두는 모든 까마귀가 검다

는 가설의 증거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더 꼼꼼

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논의에 앞서 헴펠이 수용해야만 한다고 주장한 두 기

                                                  
80 이 절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다음 논문을 바탕으로 한다. 허원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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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니코 기준과 동치 조건을 먼저 살펴보자.

7.3절에서 논한 바와 같이 동치 조건은 수용할 수 없는 기준이다. 그리고 우리

는 3.1절에서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 내에서 니코 기준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

지 살펴본 바 있다.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에서도 해당 예는 니코 기준을 거부할

이유가 될 수 있다.

ℎ�	= 모든 메뚜기는 서울시 외의 지역에 있다.

��	= 오늘 본 메뚜기는 서울시 경계 밖 1m에 있었다.

ℎ�	= 모든 백상아리의 몸 길이는 15m 이하이다.

��	= 어제 잡힌 백상아리의 몸 길이는 14.95m였다.

ℎ�, ℎ�에 대해 ��,	��는 각각 니코 기준을 만족한다. 그러나 지금 예에서 우리는

��,	��를 ℎ� , ℎ� 각각의 증거로 여기지 않는다. 지리 정보 및 메뚜기의 생태 정보

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서울시 경계에 메뚜기가 살고 있다면 다른 메뚜기들이

서울시에도 살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그 메뚜기는 서울시에 살고 있다가 일시적

으로 시 경계선을 넘은 메뚜기일 가능성이 낮지 않다. 더 나아가 서울시 경계에

있던 그 메뚜기가 시 경계선을 넘어 서울시로 갈 가능성 역시 높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물학적 정보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어제 잡힌 백상아리의 몸 길이가

14.95m였다면, 15m가 넘는 백상아리가 있을 법하다. ��과 ��는 ℎ�, ℎ�의 참을 의

심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각각의 높은 확률을 보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ℎ�|��&�) ≤ �(ℎ�|�)이고 �(ℎ�|��&�) ≤ �(ℎ�|�)일뿐만 아니라 �(ℎ�|��&�) ≤ 0.5이

고 �(ℎ�|��&�) ≤ 0.5이다.

니코 기준의 또 다른 문제는 단 하나의 긍정적 관찰 사례도 보편 가설의 증거

가 된다는 점이다. 까마귀 역설에서 까마귀에 대한 색 정보가 없거나, 혹은 기존

의 정보를 무시한 상태에서 까마귀를 관찰한다고 하자. 그리고 맨 처음 발견한

까마귀 한 마리를 확인했더니 검은색이었다면, 바로 그 사실이 모든 까마귀는 검

다는 가설의 증거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 까마귀에 대한 색 정보를 사전에 고려

하지 않는다면 보편 가설인 ℎ의 확률은 매우 낮다. 그렇기에 단 한 마리의 까마

귀를 관찰한 결과로는 ℎ의 확률은 0.5보다 커지지 않는다. 더 많은 까마귀를 관

찰할 필요가 있다.

니코 기준을 거부할 또 다른 이유는 호위치와 애친슈타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사실, 혹은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이나 절차를 무시한다는 점이다. (Horwich 

1982: 58; Achinstein 2001: 186) 만약 우리가 다음과 같은 선택 절차를 채택하여

까마귀를 검음을 관찰했다고 하자.

���: 오직 검은 새만 들어 있는 새장에서 까마귀를 선택하여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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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검은 까마귀를 손에 놓을 수 있도록 편향된 선택 절차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 절차를 통해 획득한 검은 까마귀는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모든 까마귀가

검다는 가설의 증거가 될 수가 없다.81

니코 기준과 동치 조건은 수용할 수 없는 기준이다. 물론 까마귀 역설의 핵심

전제를 거부해도 까마귀 역설의 결론이 옳을 수 있다. 잘못된 전제에 기초하더라

도 그 결론은 옳을 수 있지 않는가? 빨간 구두가 모든 까마귀가 검다는 가설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다른 논변이 필요하다.

8.3.2. 애친슈타인의 해결책: 편향된 선택 절차

논의에 앞서 애친슈타인이 까마귀 역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보자. 애친슈타

인은 관찰 사례를 얻기 위해 채택하는 선택 절차에 주목하여 까마귀 역설을 해결

하고자 한다. 해결책을 탐색하기 전에 애친슈타인은 니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좀

더 그럴 듯한 형태로 수정한다. (Achinstein 2001: 186)

수정된 니코 기준: 만약 관찰한 모든 �가 �라면(다수의 다양한 대상에 대해), 

이는 “모든 �는 �이다”라는 가설의 증거이다.

니코 기준을 이렇게 수정한다면, 까마귀 역설에 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이 바뀐

다. 관찰한 검지 않은 모든 것이 까마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모든 까마귀는 검

다는 가설의 증거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 무엇이 까마귀 가설과 논리적으로 동치

인 다음 가설의 증거를 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ℎ′	= 모든 검지 않은 것은 까마귀가 아니다.

�′	= 관찰한 모든 검지 않은 것은 까마귀가 아니다.

만약 검지 않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채택한 선택 절차가 다음과 같다면, 이 선택

절차는 까마귀가 아닌 것을 선호하도록 강하게 편향되어 있다.

���: 까마귀가 아닌 것으로 알려진 것 중에서 검지 않은 것을 선택한다.

���: 집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검지 않은 것을 선택한다.

���: 움직이지 않는 것 중에서 검지 않은 것을 선택한다.

��� , ��� , ���를 이용하여 관찰을 수행했다면, 관찰한 검지 않은 것이 거의 사례

                                                  
81 6.5절 및 7.4절의 논의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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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거의 확실히 까마귀가 아닐 것이다. 즉 �(�′|���&�) ≈ 1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는 물론 ���와 ���를 채택하여 관찰을 수행한다면, 매우 높은 정도로 까마

귀가 아닌 것들을 관찰할 것이다.

“모든 검지 않은 것은 까마귀가 아니다(ℎ′)”와 “모든 까마귀는 검다(ℎ)”는 논리

적으로 동치이기에 두 가설의 확률은 같다. 덧붙여 ℎ와 같이 “모든 �는 �이다”와

같은 형식의 가설은 그 가설이 매우 작은 집합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그 확률이 0.5보다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82

�(ℎ�|�) = �(ℎ|�) ≪ 0.5

그런데 �를 획득하기 위해 ���, ���, ���를 채택했다면, 베이즈 정리에 따라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ℎ�|�′&���&�) =
�(ℎ�|���&�) × �(�′|ℎ

�&���&�)

�(�′|���&�)
≈
�(ℎ�|�) × 1

1
≪ 0.5

따라서 ���, ���, ���과 같은 선택 절차를 채택한다면, 관찰한 모든 검지 않은 것

이 까마귀가 아니라는 사실은 모든 검지 않은 것은 까마귀가 아님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즉 까마귀가 아닌 것을 산출하도록 편향된 선택절차는 해당 가설의 증

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ℎ와 ℎ′는 동치이므로 두 가설의 사후 확률 역시 동일하

다. 즉 �(ℎ�|�′&���&�) = �(ℎ|�′&���&�) ≪ 0.5이다. 따라서 ��� , ��� , ��� 과 같은

선택 절차에 의해 산출된 �는 본래의 까마귀 가설 ℎ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애친슈타인에 따르면 까마귀 역설에서 등장하는 핵심적인 어려움은 검지 않고

까마귀도 아닌 것을 찾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 ���, ���와 같은 종류의 편향

된 선택 절차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Achinstein 1983: 371-373; 2001: 

189-190) 물론 다음과 같이 검지 않고 까마귀가 아닌 것을 편향되지 않은 방식으

로 관찰할 수 있는 선택 절차를 구상할 수는 있다.

��� : 검지 않은 새를 가진 모든 종의 검지 않은 새들로 구성된 커다란 집단

에서 검지 않은 것을 선택하여 관찰한다.

���: 다음과 같이 수집된 검지 않은 새들로 구성된 새들의 집단에서 검지 않

은 것을 선택하여 관찰한다. (1) 만약 검지 않은 까마귀가 있다면, 그것으

                                                  
82 구체적으로 말해 까마귀의 색에 관한 그 어떤 정보도 미리 고려하지 않는다면, “모든 까마귀

는 검다”의 확률은 매우 낮을 것이다. 까마귀 역설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획득한 관찰자료(검

지 않고 까마귀가 아닌 것)를 근거로 하여 해당 가설을 믿는 일이 얼마나 합당한가, 혹은 획득

한 관찰자료가 해당 가설의 신호나 표지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정보는 잠정적으로 무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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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집단의 절반을 구성하고 (2) 만약 검지 않은 까마귀가 존재하지 않는

다면 까마귀가 아닌 다른 검지 않은 새들로 집단을 구성한다.

���와 ���은 관찰된 까마귀가 아닌 것만 관찰하게끔 하는 편향된 선택 절차가

아니다.83 즉 �(�′|(��� 	��	���)&�) ≪ 1이다. 따라서 ���나 ���와 같은 절차를 채택

하여 관찰된 검지 않은 모든 것이 까마귀가 아니라는 결과를 얻었다면 이는

�(ℎ�|�′&�) > 0.5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어려운 점은 우리가 그러한 절차를 따

를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으며, 그러한 검지 않은 새의 집단을 가질 수 있는지

도 알 수 없다. 설령 까마귀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집단이 있다고 해도

그 집단에 까마귀가 없는 것이 검지 않은 까마귀가 없어서인지, 검지 않은 까마

귀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해서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분명히 ���
와 ���는 강하게 편향된 절차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채택하려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야 한다.84

���와 ���가 실질적으로 따르기 어려운 선택 절차임에 반해, ��� , ��� , ���와

같은 선택 절차는 매우 따르기 쉬운 절차이다. 즉 이미 까마귀가 아닌 것으로 알

려진 검지 않은 대상 중에서 관찰할 것을 선택하는 일이 훨씬 더 쉽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 절차는 까마귀가 아닌 것을 선호하도록 이미 강하게 편향되어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절차를 채택하여 관찰한 모든 검지 않은 것이 까마귀가 아니라

는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그것은 모든 검지 않은 것이 까마귀가 아니라는 증거

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모든 검지 않은 것은 까마귀가 아니다”를 시험하기 하기

위해 찾아낸 것들, 빨간 구두, 하얀 분필, 노란 송충이와 같은 대상은 이미 강하

게 편향되어 있는 절차로부터 생성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증거로

                                                  
83 유의할 점은 이 선택 절차의 편향성을 판정하기 위해 까마귀나 다른 새의 색에 대한 정보는

고의로 무시한다는 점이다. 만약 모든 까마귀가 검다면, ���나 ���을 채택하더라도 관찰한 모

든 검지 않은 것이 까마귀가 아닐 확률은 1일 것이다. 그러나 모든 까마귀가 검지 않다면 관찰

한 모든 검지 않은 것이 까마귀가 아닐 확률은 1보다 상당히 작을 것이다. 다시 말해 실제 모

집단의 상태를 잘 반영할 것이다. 따라서 ���나 ���은 검지 않은 것을 선택하였을 때 까마귀가

아닌 것을 나타도록 편향되어 있지 않다. 반면 ��� , ��� , ���는 까마귀의 색과는 무관하게 검

지 않은 것을 선택하였을 때 까마귀가 아닌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편향된 선택 절차이다.

84 까마귀 가설과 유사한 가설로 “이 상자 안에 들어 있는 모든 것은 검다”는 가설을 생각해

보자. 이와 논리적으로 동치인 가설, “검지 않은 모든 것은 이 상자 안에 들어있지 않다”의 증

거를 찾기 위해 검지 않은 것을 추출하려면 그 모집단이 상자 안에 있는 검지 않은 것도 포함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상자 밖에 있는 대상만 조사하는 것이므로 편향된 선택 절차

이다. 그런데 검지 않은 대상을 관찰하기 위해 상자 안에 있는 대상을 포함하고자 한다면, 이

미 상자 안에 검지 않은 것이 있다고 알고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상자 안에 있는 대상을

배제한다면, 그것이 편향되지 않은 절차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상자 안에 검지 않은 것이 없음

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 어느 쪽이건 상자 안의 대상과 그 색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

어야만 가능하다. 이는 까마귀 가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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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하지 않는다.85 (Achinstein 1983: 372; 2001: 190)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가설은 사정이 다르다. 우리는 이 가설을 시험하기 위

해서 ���과 같이 강하게 편향된 절차를 채택할 수도 있으나, ���과 같이 편향되

지 않은 절차를 채택하는 일도 가능하다.

���: 오직 검은 새만 들어 있는 새장에서 까마귀를 선택하여 관찰한다.

���: 올해 다양한 시기, 다양한 장소에서 까마귀를 선택하여 관찰한다.

���은 편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 ���과는 달리 우리가 실질적으로 따를

수 있는 선택 절차이다. 그렇기에 “모든 까마귀는 검다”의 통상적인 시험은 까마

귀를 관찰하여 색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검지 않은 것을 관찰하여

그것이 까마귀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다수의 다양한 까마귀가 모두 검은 것으로 관찰되었다는 사실을 �라고 하

고, �를 획득하기 위해 채택된 절차가 ���이라고 하면, �(�|���&�) ≪ 1이므로 다

음을 얻는다.

�(ℎ|�&���&�) > 0.5

더 나아가, 다음도 얻을 수 있다.

�(�(ℎ, �)|�&���&�) > 0.5

���과 같은 선택 절차를 통해 �를 얻었다면, 이는 ℎ의 참을 보증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왜 모든 까마귀가 검은지 그리고 왜 관찰된 모든 까마귀가

검은 지에 대해 올바로 설명하는 어떤 가설(예. 유전적 가설)이 있을 가능성을 매

우 높게 만든다. 따라서 ���과 같은 선택 절차를 채택했다면, �는 ℎ의 잠재적 증

거이다. (Achinstein 2001: 190-191)

                                                  
85 애친슈타인은 편향된 선택 절차와 가설의 확률 사이의 관계만을 고려하고 있으나 설명적 연

결의 확률,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설이 참일 때, 옳은 설명이 있을 확률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예를 들어 ���(움직이지 않는 것들 중에서 검지 않은 것을 선택한다)를 채택했다고 하자. 

이러한 선택 절차를 채택했다는 사실만으로 관찰한 모든 검지 않은 것이 까마귀가 아니라는

사실(�′)은 “세계의 상태와 관계없이(혹은 검지 않은 것의 성질과는 관계없이) ���와 같은 편향

된 선택 절차를 채택했다(ℎ∗)”라는 가설에 의해 옳게 설명된다. 즉 ℎ′가 참이라도 ��와의 설명

적 연결은 없다. 즉 �(E(ℎ′, �′)|ℎ′&���&�) < 0.5이다. 이 때문에 �′는 ℎ′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같은 이유로 ℎ와 �′ 사이의 설명적 연결 역시 구축되지 않는다. 편향된 선택 절차를 통해 획득

한 자료는 편향된 선택 절차를 채택했다는 바로 그 사실에 의해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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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검지도 않고 까마귀도 아닌 것: 더 근본적인 가설과의 관계

애친슈타인 해결책의 핵심은 �(�|���&�) ≈ 1인 편향된 선택 절차를 통해 얻은 �

는 가설의 확률을 충분히 높게 만들지 못하므로 가설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

이다. 검지도 않고 까마귀도 아닌 것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편향되지 않은

선택 절차를 채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편향되지 않은 선택 절차들은 까마

귀의 색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채택 가능하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까마귀가 아닌 것들

중에서 관찰 대상을 추출하는 편향된 선택 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까마귀가 아닌 것으로 이미 확인된 것은 모든 까마귀가 검다는 가설의 증거가 되

지 못한다. 그러나 정말로 이와 같은 편향된 절차에 의해 산출된 자료는 까마귀

가설의 증거가 될 수 없는가?

애친슈타인이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가 편향되지 않은 선택 절차를 통해 다양

한 검지 않은 것들이 모두 까마귀가 아니라는 결과를 얻는다면, 검지도 않고 까

마귀도 아닌 것만으로 까마귀 가설을 지지할 수 있는 증거를 구성할 수 있다. 그

러나 까마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들의 집합에서 검지 않은 것을 관찰하는 것

과 같은 편향된 절차를 채택해도 까마귀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를 구성할 수도 있

을 것 같다. 다음과 같은 실험을 생각해 보자.

(iv) 소듐의 불꽃색

�	= 금속의 불꽃색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택 절차에 따라 실험을

수행했다. 참고로 소듐의 미시 구조는 �이고, 리튬의 미시 구조는 �이

고, 칼슘의 미시 구조는 �이고, 포타슘의 미시 구조는 �이다.

���: 리튬 시료를 분젠 불꽃에 접촉한 후 발생한 불꽃색을 관찰한다.

���: 칼슘 시료를 분젠 불꽃에 접촉한 후 발생한 불꽃색을 관찰한다.

���: 포타슘 시료를 분젠 불꽃에 접촉한 후 발생한 불꽃색을 관찰한다.

��	= 리튬 시료 ��, ��, …, ��은 붉은색 불꽃을 내며 탄다.

��	= 칼슘 시료 ��, ��, …, ��은 오렌지색 불꽃을 내며 탄다.

��	= 포타슘 시료 ��, ��, …, ��은 연보라색 불꽃을 내며 탄다.

ℎ	= 소듐은 노란 불꽃을 내며 탄다.

(iv)에서 채택한 선택 절차 ���, ��� , ���는 실험에 사용한 시료가 모두 소듐이

아님을 전제하는 편향된 선택 절차이다. 따라서 애친슈타인의 해결책을 염두에

둔다면 ��&��&��는 모두 소듐이 아닌 것에 대해 행해진 편향된 선택 절차에 의

해 산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소듐 불꽃 가설 ℎ를 지지하는 증거가 되지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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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금속 원자의 미시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 �가 확립되어

있다고 하자. 그리고 이 �를 바탕으로 적절한 가정을 덧붙여 만든 가설 ℎ∗가 있

다고 하자. ℎ∗는 금속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의 배치에 따라 원자의 스펙트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해명하는 가설이다. 따라서 왜 소듐이 노란 불꽃을 내며 타는

지를 미시 구조 �에, 왜 리튬, 칼슘, 포타슘이 각각 붉은색, 오렌지색, 연보라색

불꽃을 내며 타는지를 각각의 구조에 호소해 설명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는 ℎ∗의 높은 확률을 보장한다. ��&��&��을 �라고 하

고 ���&���&���을 ��라 놓으면, �(�|ℎ∗&��&�) = 1이다. 그리고 ¬ℎ∗일 때 �를

얻을 확률이 극히 낮다고 하면 다음을 얻는다.86

�(ℎ∗|�&��&�) =
�(ℎ∗|��&�) × �(�|ℎ∗&��&�)

�(�|��&�)

=
�(ℎ∗|��&�) × �(�|ℎ∗&��&�)

�(ℎ∗|��&�) × �(�|ℎ∗&��&�) + �(¬ℎ∗|��&�) × �(�|¬ℎ∗&��&�)

≈
�(ℎ∗|��&�) × 1

�(ℎ∗|��&�) × 1 + �(¬ℎ∗|��&�) × 0
≫ 0.5

다음으로 ℎ∗가 참이라면 “왜 소듐은 노란 불꽃을 내며 타는가?” 및 “왜 리튬 시

료, 칼슘 시료, 포타슘 시료는 각각 붉은 불꽃, 오렌지색 불꽃, 연보라 불꽃을 내

며 타는가?”는 질문에 답변하는 다음의 내용 증여 명제가 참일 확률은 높다.

ℎ∗
	�	
⇒ ℎ: ℎ∗이기 때문에 (� 구조를 가진) 소듐은 노란 불꽃을 내며 탄다.

ℎ∗
	�	
⇒ �: ℎ∗이기 때문에 (� 구조를 가진) 리튬의 시료는 붉은 불꽃, (� 구조를

가진) 칼슘의 시료는 오렌지 불꽃, (� 구조를 가진) 포타슘의 시료는

연보라 불꽃을 내며 탄다.

덧붙여 다음의 내용 증여 명제가 참일 것 같지 않다.

ℎ∗ ∨ ¬ℎ	
	�	
⇒�: (� 구조를 가진) 소듐이 노란 불꽃을 내며 탄다면, ℎ∗이기 때문

에 (� 구조를 가진) 리튬의 시료는 붉은 불꽃, (� 구조를 가진) 칼슘

의 시료는 오렌지 불꽃, (� 구조를 가진) 포타슘의 시료는 연보라 불

꽃을 내며 탄다. 그리고 ¬ℎ∗라면 (� 구조를 가진) 소듐이 노란 불꽃

을 내며 타지 않기 때문에 (� 구조를 가진) 리튬의 시료는 붉은 불꽃,

                                                  
86 실제로는 보다 많은 실험을 수행하여야 하겠지만 편의상 이 정도만으로도 ℎ∗의 높은 확률을

확보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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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를 가진) 칼슘의 시료는 오렌지 불꽃, (� 구조를 가진) 포타슘

의 시료는 연보라 불꽃을 내며 탄다.

이 설명이 옳다면, 소듐이 � 구조라는 배경 정보 �와 가설 ℎ∗에서 ℎ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ℎ|�&��&�) ≫ 0.5를 얻는다. 이 경우, 위의 설명이 참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와 ℎ 사이에 ℎ∗를 매개로 하는 설명적 연결이 있을 확률 역시 높다. 즉

�(E(ℎ, �)|ℎ&�&��&�) ≫ 0.5 이 성립한다. 그렇다면 �(E(ℎ, �)|�&��&�) > 0.5 역시

확보되기 때문에 애친슈타인의 증거 정의에 따라 리튬 시료는 붉은 불꽃, 칼슘

시료는 오렌지 불꽃, 포타슘 시료는 연보라 불꽃을 내며 탄다는 사실은 “소듐은

노란 불꽃을 내며 탄다”는 가설의 증거가 된다. 즉 소듐도 아니고 노란 불꽃을

내며 타지도 않는 대상 중에 어떤 것은 미시 이론 ℎ∗로 옳게 설명됨으로써, 역시

ℎ∗가 옳게 설명하는 가설 ℎ의 증거가 될 수 있다.87

즉 가설 ℎ에 대해 편향적인 선택 절차 ��� , ��� , ���에 의해 산출된 ��&��&��
은 그것이 미시 이론 ℎ∗에 의해 옳게 설명됨으로써, ℎ∗에 의해 옳게 설명되는 ℎ

의 증거가 된다. 흥미로운 점은 ���, ���, ���가 ℎ에 대해서는 편향적인 절차이나

ℎ∗에 대해서는 편향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해당 절차에 의해 산

출된 자료들이 무난히 ℎ∗의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까마귀 가설로 돌아와서, (iv)와 유사한 선택 절차를 통해 관찰한 백조

(Cygnus)는 모두 하얗고, 닭(Gallus)은 모두 갈색, 홍관조(Cardinalis)는 모두 빨

갛다고 하자(�). 만약 관찰한 새들이 왜 이러한 색을 가지는 지 설명을 제공하는

이론 ℎ∗가 있고, 그것이 관찰 자료 �를 옳게 설명할 수 있다면, �는 ℎ∗의 증거이

자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가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만약 정말로 이러한 이론

ℎ∗가 있다면, 새의 색에 관한 다음의 두 내용 증여 명제는 참일 확률이 높다.

ℎ∗
	�	
⇒ ℎ: ℎ∗이기 때문에 모든 까마귀는 검다.

ℎ∗
	�	
⇒ � : ℎ∗이기 때문에 관찰한 모든 백조, 닭, 홍관조는 각각 하양, 갈색, 빨

강이다.

덧붙여 다음의 내용 증여 명제가 거짓이면, �는 ℎ의 증거이다.

ℎ∗ ∨ ¬ℎ	
	�	
⇒�: 모든 까마귀가 검다면, ℎ∗이기 때문에 관찰한 모든 백조, 닭, 홍

관조는 각각 하양, 갈색, 빨강이다. 그리고 ¬ℎ∗라면 모든 까마귀가 검

                                                  
87 여기서 어떤 가설 ℎ∗가 ℎ를 설명한다고 해서 ℎ∗가 ℎ를 논리적으로 함축한다는 결론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라. 마찬가지로 ℎ∗가 ℎ를 함축하지만 ℎ∗가 ℎ를 설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일단 사례 (iv)에서는 ℎ∗가 아닌 ℎ∗&�가 ℎ를 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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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기 때문에 관찰한 모든 백조, 닭, 홍관조는 각각 하양, 갈색, 빨

강이다.

문제는 우리가 까마귀의 색을 포함해 여러 종류의 새가 왜 각각 관찰한 것과 같

은 색을 띠는지 동시에 해명하는 근본적 가설 ℎ∗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

설이 될 후보조차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생물의 색은 매우 다양한 요소가

결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어떤 경향이 있다고는 할 수 있어도 까마귀 가설처럼

특정 속이나 종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의 색을 하나로 말하기는 어렵다. 사실 우

리의 생물학은 같은 속 및 종 내의 다양한 변이를 허용하기 때문에 같은 속이나

종내의 모든 구성원이 특정한 표현형을 공유한다는 이론을 거부한다. 반면 소듐

의 노란 불꽃 가설은 까마귀 가설과 사정이 다르다. 우리는 원자 구조를 설명하

는 (완벽하지는 않으나) 잘 지지 받는 이론을 안다. 또한 동일한 종류의 원자는

서로 구별할 방법이 없다는 점 역시 잘 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금속 원자의

미시 구조에 호소하는 원자 스펙트럼 이론을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더 근본적

인 이론이 있기 때문에 소듐이 아닌 다른 금속의 성질과 소듐의 성질을 함께 설

명할 수 있다. 이처럼 어떤 대상이 보편 조건문 가설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는

관찰 보고 및 가설의 논리적 형식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관찰한 대상 및 가설에

서 다루는 대상이 공유하는 중요한 속성(금속, 동물)과 그것들과 관련된 속성(불

꽃 반응색, 색)과의 연결을 해명하는 더 기초적인 가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금의 논의는 다음의 곡선 맞춤(curve-fitting) 그림을 참고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사각형 내에 있는 점선을 h(= (�)(�� → ��))라 하고 ℎ를 포함

하는 실선을 ℎ∗라 하자. 여기서 점선 ℎ 위에 있지 않으나 실선 ℎ∗ 상에 있는 점, 

△(¬��&¬��)를 가로축의 변수를 조정하며 얻은 점이라고 하자. 이 점 △들은 실선

ℎ∗를 지지하는 자료이다. 그리고 ℎ∗가 올바른 곡선이면, ℎ 역시 올바른 곡선이다.

소듐 가설과 원자의 미시 구조 가설, 까마귀 가설과 조류의 색에 관한 가설 역시

유사한 관계에 있다. 점 △ 같은 자료가 더 근본적인 가설 ℎ∗의 증거라면, 그 가

설이 설명하는 특수한 가설의 증거이기도 하다.88

그런데 그림 4에서 점 △가 아닌 점 ×(¬��&¬��)는 실선 ℎ∗ 상에 있지 않다. 즉

점 ×는 ℎ∗가 올바른 곡선임을 보여주지 못한다. ℎ∗가 종류 i에 속하는 대상에만

설명을 제공하는 가설이라면, 종류 �의 자료는 ℎ∗와 설명적으로 무관하다. 이는

까마귀 가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를테면 왜 오늘 여자 친구가 신은 구두가

빨간색인지, 왜 내 책상 위에 있는 잉크가 파란색인지, 왜 강의실 칠판 앞에 놓여

있는 분필이 하얀색인지 설명하는 가설이 있다고 해도 그 가설 각각은 왜 모든

                                                  
88 이 곡선 맞춤 그림은 이해를 도우려는 제한적 유비이다. 여기서 ℎ는 일련의 자료 �가 증거

인 가설 ℎ∗로 함축되기 때문에 �를 증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ℎ∗로 설명되기 때문에 �를 증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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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귀가 검은지 설명하는 가설과 동일하지 않다. 즉 까마귀 가설과 언급한 대상

들 사이에는 옳은 설명적 연결이 없다. 이것이 빨간 구두가 “모든 까마귀는 검다”

의 증거가 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그림 4 더 근본적인 가설의 증거

덧붙여 집합 {¬��&¬��}에 속하는 대상이 보편 조건문 가설, (�)(�� → ��)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다. 일단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가설은 까마귀 속에 속하는

모든 새는 단 하나의 색을 가진다는 내용을 함축한다. 따라서 만약 까마귀 속

(Corvus)에 속하는 새들이 다양한 색을 띤다면, 까마귀 가설은 부정된다. 닭은 하

얀색, 갈색, 빨간색처럼 다양한 색을 띤다. 왜가리(Ardea) 역시 하얀색, 갈색, 짙

은 회색처럼 다양한 색을 띤다. 홍관조는 빨강-검정, 빨강-파랑 같은 다양한 색

조합을 가진다. 새는 아니지만 소(Bos)나 말(Equus) 역시 색이 다양하다. 이렇게

까마귀 이외의 새 및 동물을 관찰한 결과를 얻었다고 하자.89 이 대상은 모두 검

지 않고 까마귀가 아닌 것의 집합 {¬��&¬��}에 속한다. 이제 “관찰한 닭, 왜가리,

홍관조 등은 다양한 색을 띤다”로 기술할 수 있다. 이를 �로 나타내고 단 하나의

색을 가진 동물 속은 없다는 가설을 ℎ′라 하자.

이제 �가 주어졌을 때 가설 ℎ′의 확률을 고려해 보자. 까마귀가 아닌 다양한

동물 속 각각에 여러 가지 색 표현형이 나타났음은 단 하나의 색을 가진 동물 속

은 없다는 가설의 높은 확률을 보장한다. 즉 �(ℎ′|�&�) ≫ 0.5이다.90 또한 생물의

                                                  
89 여기서는 검지 않고 까마귀가 아닌 대상의 증거 능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일단 검지

만 까마귀가 아닌 대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90 �(�|ℎ�&�) = 1이고 ¬ℎ′, 즉 단 하나의 색을 가진 동물 속이 있다는 가설은 �(�|¬ℎ�&�) ≪ 0.5

이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 정보에 다양한 종류의 표현형 차이를 설명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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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형을 논하는 더 기초적인 생물학 이론은 왜 관찰한 일련의 동물이 다양한 색

을 띠는지, 또 왜 단 하나의 색을 띤 동물 속이 없는지 옳게 설명한다. 이 때문에

�(E(ℎ�, �)|�&�) > 0.5이며, 애친슈타인의 증거 정의에 따라 �는 ℎ�의 증거이다. 그

런데 ℎ�는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가설과 양립 불가능하므로 �는 까마귀 가설을

부정한다. 그리고 여기서 �가 가리키는 대상들은 모두 검지 않고 까마귀가 아닌

것의 집합에 속한다.

정리하면 (�)(�� → ��) 형태의 보편 조건문 가설에 대해 {¬��&¬��}에 속하는

대상 중 일부는 문제의 가설과 그러한 대상 사이에 설명적 연결이 있을 확률이

매우 낮거나 없기 때문에 가설과 무관하다. 그러나 어떤 가설이 왜 (�)(�� → ��)

가 참인지 옳게 설명할 수 있는 기초적 가설이고, 또 {¬��&¬��}에 속하는 대상

중 특정한 종류의 대상에 대해 왜 그것이 특정한 성질을 띠는지 옳게 설명한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 그러한 대상과 가설 사이에 설명적 연결이 있기 때문에 대상

은 (�)(�� → ��)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 → ��)와 양립 불가능

한 어떤 가설이 {¬��&¬��}에 속하는 대상 중 일부에 대해 왜 그것이 특정한 성

질을 띠는지 옳게 설명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때 대상은 문제의 가설을 부정하

는 증거가 된다. 따라서 어떤 대상이 {¬��&¬��}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대

상이 (�)(�� → ��)라는 보편 조건문 가설의 증거라 말할 수 없다.

8.3.4. 까마귀가 아니고 검은 것

헴펠은 까마귀 역설을 소개하면서 검지도 않고 까마귀가 아닌 대상만이 아니라

검지만 까마귀가 아닌 대상 역시 “모든 까마귀는 검다”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Hempel 1965: 15) 그러나 까마귀 역설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검지만 까마귀

가 아닌 대상이 까마귀 가설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는 잘 논의되지 않는다. (최원

배 2017) 그러나 까마귀 역설의 문제는 까마귀가 아니고 검은 대상까지 확장된다.

일단 다음의 사례를 보자.

(v) 태양계 행성들의 모양

�	= 중력 이론을 포함한 일반적 정보

��� : 다양한 종류의 망원경을 이용하여 일정한 질량 이상을 가진 태양계

밖의 천체들을 관찰했다.

���: 스포츠 전문점에서 축구공, 농구공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을 관찰했다.

��	= 태양계 밖의 천체 ��, ��, …, ��은 둥글다.

                                                                                                                                         
다면, ℎ�와 ¬ℎ의 사전 확률을 비교할 경우 �(ℎ�|�) > �(¬ℎ�|�)라 놓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베이즈 정리를 이용해 ℎ�의 사후 확률을 계산하면 �(ℎ′|�&�) ≫ 0.5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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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구공 ��, 축구공 ��, …, 공 ��은 둥글다.

ℎ	= 태양계 안의 행성들은 모두 둥글다.

사례 (v)는 까마귀 역설의 문제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관찰한 태양계 외부의 천체

들이 모두 둥글다는 사실은 태양계 내의 행성들이 모두 둥글다는 증거이다. 현재

우리의 중력 이론은 태양계의 행성들이 왜 모두 둥근지, 그리고 관찰한 일정한

질량 이상의 태양계 밖 천체가 왜 모두 둥근지 옳게 설명한다. 반면 태양계 내의

행성들이 왜 모두 둥근 모양인지, 그리고 스포츠 전문점에서 관찰한 축구공 등이

왜 모두 둥근 모양인지 옳게 설명하는 이론은 없으며, 그러한 이론이 가능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양쪽 모두 태양계 내의 행성이 아니고 둥근 것들이다. 따라서

헴펠의 주장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두 관찰 결과 모두 “태양계 안의 행성들은 모

두 둥글다”는 가설의 증거라고 여겨야 한다. 그러나 하나는 가설의 증거이지만

다른 하나는 가설과 무관하다. 둥근 공은 가설과 옳은 설명적 연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설의 부정, 혹은 양립 불가능한 다른 가설(예. 태양계의 모든 행성은 육

면체이다)과도 옳은 설명적 연결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관찰 보고의 논리적

형식이 아니라 관찰 보고가 어떻게 가설과 설명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달려 있다.

우리의 배경 정보를 구성하는 더 근본적인 중력 이론 ℎ∗는 일정한 질량 이상의

물체는 자기 중력 때문에 자연스럽게 둥근 형상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즉 ℎ∗가 참이라면 “왜 태양계 밖의 천체 ��, ��, …, ��은 둥근 형상인가?” 및 “왜

태양계 내의 행성은 모두 둥근 형상인가?”라는 질문에 답변하는 다음의 설명은

참일 것이다.

ℎ∗
�
⇒ ℎ: ℎ∗이기 때문에 태양계 내의 행성은 모두 둥글다.

ℎ∗
�
⇒ ��: ℎ

∗이기 때문에 태양계 밖의 천체 ��, ��, …, ��은 둥글다.

그리고 다음의 내용 증여 명제는 거짓일 것이다.

ℎ∗ ∨ ¬ℎ
�
⇒ �� : 태양계 내의 행성이 모두 둥근 것이 아니라면, ℎ∗이기 때문에

태양계 밖의 천체 �� , �� , …, ��은 둥글다. 그리고 ¬ℎ∗라면 태양계

내의 행성이 모두 둥글기 때문에 태양계 밖의 천체 ��, ��, …, ��은

둥글다.

중력 이론 ℎ∗는 배경 정보 �를 구성할 정도로 확립된 이론이고 ��&�하에서 ℎ∗는

왜 ℎ가 참인지 옳게 설명하므로, �(ℎ|��&���&�) ≫ 0.5이다. ��과 ℎ 사이에는 ℎ∗를

매개로 하는 설명적 연결이 있으므로 �(E(ℎ, ��)|ℎ&��&���&�) ≫ 0.5 역시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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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다면 �(E(ℎ, ��)|��&���&�) > 0.5이며 애친슈타인의 증거 정의에 따라 ��
은 ℎ의 증거이다.

반면 둥근 야구공 �� , 둥근 축구공 �� 등은 이 공들이 왜 둥근 형상인지 옳게

설명함과 동시에 왜 태양계 내의 행성이 둥근 형상인지 설명하는 가설이 없다.

또한 태양계 내의 행성이 둥글다는 가설은 왜 일단의 공이 둥근 형상인지 설명할

수 없다. 그 역도 마찬가지다. ℎ의 참을 전제해도 ��와 ℎ 사이에 설명적 연결이

없거나 설명적 연결이 있을 확률이 매우 낮은 셈이다. 즉 �(ℎ|��&���&�) > 0.5인

경우에도 �(E(ℎ, ��)|ℎ&��&���&�) ≪ 0.5이기 때문에 ��는 ℎ의 증거가 될 수 없다.

태양계 외부의 천체와 태양계 내부의 행성은 질량이 충분히 크다는 속성을 공

유한다. 그리고 그러한 속성과 천체의 모양 사이를 연결해 설명하는 더 근본적인

이론이 있거나 그러한 이론이 매우 있을 법하다. 반면 다양한 종류의 공과 태양

계 내부의 행성 사이에는 그 모양을 제외하고는 서로 공유하는 속성(예. 투명하

지 않다)이 천체의 둥근 모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는 더 근본적인 이론이

없거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렇기에 태양계 외부의 둥근 천체는 가설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둥근 공은 가설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덧붙여 사례 (v)에서 채택한 선택절차 ���과 ���는 태양계 안의 행성이 아닌

다른 것들을 관찰했다는 점에서 “태양계 안의 행성은 모두 둥글다”는 가설에 비

추어 보았을 때 편향된 선택 절차이다. 애친슈타인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선택

절차에 의해 획득한 관찰한 대상들은 가설의 증거가 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단순히 편향된 선택 절차를 채택했다는 점 만

으로 관찰한 대상이 증거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설명적 연결에 관한 더

깊은 분석이 요구된다.

이제 까마귀 가설로 돌아와서, 우리가 다수의 석탄 시료를 관찰했다고 하자. 그

리고 석탄이 검은 이유가 석탄이 가진 어떤 요소 � 때문이라고 가정하자. 나아가

까마귀 역시 �를 가지며 � 때문에 까마귀가 검다고 하자. 그렇다면 왜 석탄이

검은지, 그리고 왜 모든 까마귀가 검은지는 모두 �의 작용을 밝히는 더 근본적인

가설로 옳게 설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찰한 석탄 시료와 까마귀 가설 사이

에 옳은 설명적 연결이 있기 때문에 검은 석탄은 까마귀 가설의 증거가 될 수 있

다. 문제는 우리가 석탄과 까마귀가 그러한 �를 가지는지 모른다는 점이다. 이를

알려면 더 정교하고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단순히 석탄을 관찰하는 것만

으로 얻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관찰한 어떤 대상이 검고 까마귀가 아닌 것의 집

합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까마귀 가설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어떤 종류의 까마귀가 아닌 검은 것은 “모든 까마귀는 검다”를 부

정하는 증거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 검은 고니(Cygnus atratus)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인데, 검은 고니는 흰 고니(Cygnus Cygnus, Cygnus ol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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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결합하여 “단 하나의 색을 가진 동물 속은 없다”는 가설의 증거를 구성할 수

있다.91 이 경우에는 까마귀가 아니고 검은 것이 검지 않고 까마귀도 아닌 것과

결합하여 까마귀 가설을 부정하는 증거를 구성한다. 이처럼 까마귀가 아니고 검

은 것이 까마귀 가설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난관을 돌파하여야 하며, 

대개는 그러한 돌파에 실패한다.

8.3.5. 선택 절차의 영향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보편 조건문 가설 “(�)(�� → ��)” 및 "¬�”라는 속성

을 가진 대상 사이의 증거적 지지 관계는 다음과 같이 해명할 수 있다.

(1) ¬�이고 또 �인 대상과 공유하는 속성 �를 가진 경우,

(a) �를 이용해 관찰한 ¬�인 대상이 왜 ¬�에 속하는 속성을 가지는지, 그

리고 왜 �인 대상은 �인지 설명하는 더 근본적인 가설이 있으면, 관찰

한 대상은 가설의 증거다.

(b) �를 이용해 관찰한 ¬�인 대상이 왜 ¬�에 속하는 다양한 속성을 가지

는지 설명할 수 있으나, 그러한 설명이 �인 대상 역시 다양한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설명한다면 관찰한 대상은 가설을 부정한다.

(c) �를 이용한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면 관찰한 대상은 가설과 무관하다.

(2) �이고 또 �인 대상과 공유하는 속성 �를 가진 경우,

(a) �를 이용해 관찰한 ¬�인 대상이 왜 �인지, 그리고 왜 �인 대상은 �인

지 설명하는 더 근본적인 가설이 있으면, 관찰한 대상은 가설의 증거다.

(b) �를 이용해 관찰한 ¬�인 대상이 왜 하나가 아닌 다양한 속성을 가지는

지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설명이 �인 대상 역시 다양한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설명한다면, 관찰한 대상은 가설을 부정하는 증거

를 구성한다. (�를 공유하는 ¬�이고 ¬�인 대상이 있는 경우)

(c) �를 이용한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면 관찰한 대상은 가설과 무관하다.

(3) 관찰한 ¬�가 �인 대상과 공유하는 속성 �이 없다면, 관찰한 대상은 가설

과 무관하다.

여기서는 애친슈타인의 접근과는 달리 선택 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까마귀 역설을 포함한 증거의 문제에서 선택 절차가 중요하지 않

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다음의 사례를 보자.

                                                  
91 심지어 검은 고니의 새끼는 밝은 회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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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형광등 수명 시험

�	= P 공장은 형광등을 생산한다. 이 공장의 품질관리부는 생산한 형광등 일부

를 무작위 추출해 그 수명을 시험한다. 품질관리부는 잘 통제한 고온, 고습

도, 고전력 환경하에서 가속 수명 시험(accelerated life test)을 수행한다. 확

립된 시험 모형 �에 따르면, 이처럼 가혹한 환경하에서 나온 형광등의 연

속사용시간에 100을 곱하면 통상적 환경하에서 형광등의 연속사용시간이

산출된다.

��	= 공장 생산 라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형광등을 품질관리부가 설정한 가

혹 환경하에서 점등한 후, 스스로 꺼질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했다.

�	= 형광등 ��, ��, ��는 모두 100시간 만에 꺼졌다.

ℎ	= P 공장에서 생산한 모든 형광등은 일상적 환경에서 사용했을 때, 연속사용

시간이 1만 시간이다.

실제 공장에서는 더 다양한 표본으로 시험하지만, 편의상 세 개의 표본만 다루어

보자. (vi)에서 가설 ℎ는 “(�)(�� → ��)”로 나타낼 수 있으며, ��는 형광등의 수명

을 시험하려고 품질관리부에서 쓰는 선택 절차이다.92 그리고 시험 수행 결과에

따르면, 형광등 �� , �� , ��를 통상적 환경이 아닌 가혹 환경에 노출했고, 또 그

수명이 모두 1만 시간 이하이기 때문에 집합 {¬��&¬��}에 속하는 대상이다. 그

러나 이것은 가설의 증거이다. 어떻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확립된 가속 시험 모형 �에 따르면 (vi)의 환경에서 형광등의 수명은

통상적 사용 환경에서 얻는 수명의 100분의 1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무작위로

추출한 다수의 형광등을 시험해서 나온 결과가 �와 같다면, 가설 ℎ의 높은 확률

은 보장된다. (�(ℎ|�&��&�) ≫ 0.5) 그리고 형광등이 통상적 환경에서 수명이 1만

시간이라는 가설은 참인 경우 왜 가혹 환경 아래에 놓인 형광등 �� , �� , ��이

100시간 만에 꺼지는지도 설명한다. (�(E(ℎ, �)|ℎ&�&��&�) ≫ 0.5) 따라서 �는 ℎ의

증거가 된다. (�(E(ℎ, �)|�&��&�) > 0.5) 덧붙여 해당 가속 시험 결과가 �와는 다른,

이를테면 ��, ��, ��이 50시간 만에 꺼졌다고 하자. 이 경우에도 ��, ��, ��은 집

합 {¬��&¬��}에 속하는 대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설의 증거가 될 수 없다	�� ,

��, ��는 ℎ와 양립 불가능한 다른 가설, “P 공장 형광등은 일상적 환경에서 사용

했을 때, 연속사용시간이 5천 시간이다”라는 가설의 증거로, 가설 ℎ를 부정한다.

그런데 잘 준비한 환경에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이상한 환경, 이를테면

전압 및 습도가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환경에서 시험한다고 하자. 그리고 이러한

환경하에서 나온 형광등 수명과 통상적 환경하에서 나온 수명 사이의 관계를 알

려주는 모형도 없다고 하자. 이러한 선택 절차를 ��′라 했을 때, ��′를 써서 얻은

                                                  
92 술어 �은 통상적 환경에 있는 형광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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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와 같다고 하자. 이 경우에도 형광등 �� , �� , ��를 통상적 환경이 아닌

비정상 환경에 노출했고, 그 수명이 모두 1만 시간 이하이기 때문에 집합

{¬��&¬��}에 속하는 대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도 반박하는

증거도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을 채택했을 때에는 해당 시험 환경과 형광등의

수명을 이어주는 어떤 정보도 없기에 형광등 ��, ��, ��이 왜 100시간 만에 꺼졌

는지를 P 공장에서 생산한 형광등이 통상적 환경에서 수명이 1만 시간이라는 가

설을 이용해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E(ℎ, �)|�&��′&�) ≪ 0.5) 따라서 이와

같은 이상한 선택 절차로 관찰한 경우에 관찰한 대상들은 가설과 무관하다.

형광등의 수명 시험 사례는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대상의 속성을 기존

지식으로 확립한 선택 절차로써 간접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간접적

관찰은 과학에서 흔하다. 다음의 사례를 보자.

(vii) 까마귀 관찰

�	= 무인 드론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까마귀를 발견하면 사진을 찍도록 프

로그래밍했다.

��	= 까마귀를 발견하면 사진을 찍도록 프로그래밍한 드론을 다양한 계절

및 장소에서 운용한 후, 드론이 촬영한 사진을 출력해 확인했다.

�	= 사진 ��, ��, ��는 검다.

ℎ	= 모든 까마귀는 검다

(vii)에서 우리가 직접 관찰하는 대상은 까마귀가 아닌 사진이다. 사진 ��, ��, ��
는 검기 때문에 이것은 검고 까마귀가 아닌 것의 집합, {¬��&��}에 속한다. 그리

고 이 사진은 까마귀 가설의 증거가 될 수 있다.93 왜냐하면 주어진 배경 정보 및

선택 절차 하에서 까마귀 가설을 이용해 왜 사진이 검은색인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확립된 사진 이론이 있고 이러한 설명이 옳다고 여긴다. 만

약 촬영한 사진이 모두 검은색이 아니라 다른 색이었다면(검지도 않고 까마귀도

아닌 것), 그 사진들은 까마귀 가설을 부정하는 증거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

진이라는 대상을 얻고자 어떤 절차를 선택했는지(프로그래밍한 드론의 이용), 까

마귀와 선택 절차, 관찰한 대상의 속성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있는지이다.

덧붙여 사례 (vi)과 (vii)은 까마귀 역설만 아니라 실제 과학 탐구와 관련하여

생각할 문제를 던져준다. 까마귀 역설을 해명하면서 많은 이들이 보편 조건문 가

설 (�)(�� → ��)에 대한 입증과 반입증은 주로 {��&��} 및 {��&¬��}에 속하는 대

상으로 이루어진다고 여겼다. 그렇기에 {¬��&��} 또는 {¬��&¬��}에 속하는 대상

                                                  
93 물론 까마귀 가설의 높은 확률을 확보하려면 이보다 많은 사진이 필요하다. 편의상 이 정도

로 �(ℎ|�&�) ≫ 0.5가 확보된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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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설의 입증에 기여하지 않거나 기여하더라도 그 기여도가 미약하다고 본다.

(Mackie 1963; Horwich 1982: ch.3; Howson & Urbach 2006: 99-103; 박제철 2014) 

그러나 실제 과학 탐구에서 나타나는 보편 조건문 가설의 입증과 반입증의 상당

수는 {¬��&��} 또는 {¬��&¬��}에 속하는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어떤 대

상의 속성을 확인하고자 그와 연결된 다른 대상의 속성을 관찰한다. 이를테면 정

상적 환경에 놓인 형광등의 수명을 확인하려고 비정상적 환경에 놓인 형광등의

수명을 관찰한다. 화성의 표면 상태를 알기 위해 우리는 렌즈의 맺힌 상이나 화

성 탐사선이 보내온 사진을 확인한다. 과거의 지형을 다루는 가설을 입증하려고

현재의 지형을 살펴본다. 이를 까마귀 가설에 적용하면 많은 경우, 까마귀가 아닌

대상의 속성으로 모든 까마귀가 검다는 가설을 입증하거나 반입증하려 한다.94

8.3.6. 헴펠의 해명과 그 문제점

까마귀 역설에 따르면 보편 조건문 가설 (�)(�� → ��)에 대해, 어떤 대상이 집합

{¬��&¬��} 또는 {¬��&��}에 속하면 보편 조건문 가설의 증거가 된다. 그러나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은, 어떤 대상이 {¬��&¬��} 또는 {¬��&��}에 속하는 경

우에도 그것이 (�)(�� → ��)의 증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헴펠은 사람들이 검지도 않고 까마귀도 아닌 것이 “모든 까마귀

가 검다”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이유는 객관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직관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소듐을 포함하지 않는 얼음

을 태웠을 때를 살펴본다. 이 때 그가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미 시험 대상인

물질이 얼음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어떻게든(know anyhow)’ 얼음은 소듐 염을 포

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고, 바로 이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가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적 지식을 주의 깊게 배제하고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지에

대해서만 질문한다면 이미 얼음을 불에 태웠을 때 노란 빛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

이 “소듐은 노란 불꽃을 내면서 탄다”는 가설의 증거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

다. (Hempel 1965: 18-20)

그런데 정말로 어떤 실험의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우리가 그러한 시험

결과를 증거로 간주하기를 거부하는가? 어떤 실험실에서 적절한 절차에 의해 1M 

염산 용액을 합성했다고 하자. 이 용액을 알루미늄에 부었더니 수소가 발생하였

고, pH 미터, pH 시험지 지시약 등을 이용하여 시험한 결과 이 용액이 산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용액에 메틸 레드(Methyl Red) 지시약을 첨

                                                  
94 물론 까마귀는 과거의 지형이나 화성과 달리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적 경

험을 이야기하자면, 내가 까마귀를 직접 관찰한 사례보다 까마귀 영상이나 사진을 ‘관찰’한 사

례가 훨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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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했더니 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했다고 하자. 우리는 이 용액이 적절한 절차에 의

해 합성된 산인 염산 용액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메틸 레드 지시약

이 첨가되었을 때, 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하면 그 용액이 산이라는 점 역시, 헴펠

의 표현처럼 ‘어떻게든’ 알고 있다. 직관에 대한 헴펠의 해석을 따르면 우리는 메

틸 레드 지시약을 첨가한 결과를 그 용액이 산이라는 가설의 증거로 여기지 말아

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메틸 레드 지시약을 첨가했을 때, 용액이 붉은 색으로 변

했다는 사실을 그 용액이 산이라는 가설의 또 다른 증거로 간주한다. 헴펠의 진

단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다음으로 헴펠은 우리가 “모든 까마귀는 검다”, “모든 소듐 염은 노란 빛을 내

면서 탄다”와 같은 가설을 시험하기 위해 검지 않은 것이나 노랗게 타지 않는 것

을 선택할 때, 그것에 대해 검지 않거나 노랗게 타지 않는다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상당한 크기의 배경 정보 집합을

가지고 있다. 이에 그는 이 때문에 심리적 환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증거적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배경 정보의 상당 부분을 제거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해야만 증거적 관계의 본질을 짚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상당한 양의 배경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옳다. 문제는 헴펠의 주

장을 그대로 따를 경우 우리는 “모든 소듐 염은 노란 빛을 내면서 탄다”는 가설

과 “소듐을 포함하지 않은 이 물질은 노란 빛을 내며 타지 않는다”는 관찰 보고

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기괴한 주장이다.

우리는 추론의 과정, 혹은 추론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배경 정보의 일부를 무

시하여 이상화된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이상화는 추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립튼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거할 수 없는 배경 정보가 있다. 진자의

주기를 계산하기 위한 과정에서 마찰이 없음을 상정하는 이상화는 가능하다. 그

런데 진자를 매단 줄이나 그러한 줄의 길이를 무시한 이상화는 가능하지 않다.

(Lipton 2004: 93) 마찬가지로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가설에서 까마귀 및 검은

색과 관련된 수많은 배경정보, 이를테면 동물학, 조류학, 색지각, 빛의 성질 등에

대한 정보 없이는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가설이 무엇을 뜻하는지조차 분명해지

지 않으며, 그와 관련된 관찰조차 수행할 수 없다. 이상화를 금지할 필요는 없으

나 지나친 이상화는 아무것도 산출하지 못한다. 즉 배경 정보를 극단적으로 제거

하면 까마귀 역설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헴펠의 반론은 과학적 탐구의 핵심적

인 측면을 심하게 뒤틀어 버린다.

금속 불꽃 실험의 예처럼 소듐을 제외한 다양한 금속 불꽃의 독특한 색은 “소

듐이 노란 불꽃을 내며 탄다”는 가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소듐을 포

함하는 금속의 불꽃색을 옳게 설명하는 더 근본적인 가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빨간 구두나 흰 분필은 색을 설명함과 동시에 왜 까마귀의 색이 검은지 설명

하는 가설이 없다. 더군다나 다양한 속에 속하는 동물을 관찰한 결과, 하나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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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양한 색을 띤 구성원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면, 그러한 대상들은 까마귀

속에 단 하나의 색을 가진 구성원만 있다는 주장을 거부하도록 만든다.

이는 형식논리학에 근거한 선험적 분석만으로는 증거적 지지 관계를 해명할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우리가 검지도 않고 까마귀도 아닌 것이 “모든 까마귀

는 검다”를 입증한다는 주장을 거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검지도 않고 까마귀도 아

닌 대상 집합에 속하는 어떤 대상이 까마귀 가설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여기기 때

문은 아니다. 우리가 거부하는 주장은 어떤 대상이건 그것이 검지도 않고 까마귀

도 아닌 대상 집합에 속해 있다면, 그 외에 다른 정보가 없어도 까마귀 가설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거적 지지 관계는 이렇게 간단히 분석할 수 없다.

까마귀 역설은 새를 관찰하기 위해 비를 맞으며 돌아다니지 않아도 조류학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안락의자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려는 일부 철

학자에게는 지나치게 매력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속임수가 있다는 점을 알

아챌 수 있다. (Goodman 1983: 70) 까마귀 역설의 핵심적인 문제는 증거적 관계

를 순전히 형식 논리학의 선험적인 함축 관계로 해명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그

러나 애친슈타인이 역설한 바와 같이 “�는 ℎ의 증거이다”와 같은 증거 진술은 그

것의 참이 �와 ℎ 외에도 다른 경험적 정보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기에 경험적으로

완결되지 않는다(empirically incomplete). 아마 관련된 정보를 하나도 남김없이

명시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선험적 접근법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경우, 가능해 보이지 않는 작업이다. 

(Achinstein 2000: S187-S188; 2013: 21-22) 게다가 증거 획득 선택 절차까지 고려

하면, ℎ가 참인 경우에도 �가 ℎ의 참에 아무런 기여도 못할 수 있다. �의 기여가

없다면 “�는 ℎ의 증거이다”는 참이 아니다. 우리는 때때로 배경 정보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무시할 수는 있다. 그러나 헴펠처럼 가설과 관찰 보고만을 따로 떼어

놓고 둘 사이의 논리적 관계만을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는 과학자들이 채택하는

증거 개념을 심하게 왜곡하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적어도 조류학자

는 그러한 방식으로 새의 색을 탐구하지 않는다. 여자 친구가 신은 빨간 구두가

“모든 까마귀는 검다”의 증거인지 확인하려면 진술의 논리적 형식을 고민하기보

다 빨간 구두와 까마귀의 검음을 모두 옳게 설명하는 가설이 있는지 다양한 방식

으로 탐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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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K-T 멸종과 소행성 충돌 가설

약 6천 5백만년 전인 백악기(Cretaceous) 말, 지구에 존재하던 생물 중 상당수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대량 멸종 사건은 백악기 말 신생대 제3기

(Tertiary)의 경계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백악기-제3기 멸종’, 혹은 ‘K-T 멸종’이라

부른다.95 K-T 멸종에 의해 과(Families) 수준에서 15-18%, 속(Genera) 수준에서

43-51%, 종(Species) 수준에서 67-75%의 생물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Jablonski 1994; Bambach 2006) 현재 이 K-T 멸종 사건의 원인에 관한 이론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소행성 충돌 가설이다.96 이에 따르면, 약 6천 5백만년 전, 

직경 약 10Km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했고 그 충돌의 여파로 나타난 여러

환경 변화로 인하여 공룡을 비롯한 지구상의 많은 생명체가 멸종의 길을 걸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소행성 충돌 가설은 현재 학계 내에서 가장 강력한

가설이라 할 수 있다.97 그러나 처음 충돌 가설이 제안되었을 때, 다수의 학자들

은 이에 매우 적대적이었으며, 지금도 적지 않은 반대자가 있다. 상대적 소수이나

화산 활동 가설과 같은 대안 가설의 지지자가 적지 않고, 소행성 충돌 사건이 발

생한 것은 인정하나 K-T 멸종 자체는 충돌을 비롯한 다른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여 일어났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관련된 논쟁은 여전히 완결되지 않

은 셈이다.

그럼에도 이 사례를 탐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 논쟁에는 다양한

분과의 학자들이 참여했다. 이 논쟁이 지질학 분야의 논쟁이기는 하나 고생물학

자, 지구물리학자, 화학자, 진화 이론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갑론을

박을 벌였다. 그리고 이 논쟁에서 소행성 충돌 가설을 지지하거나 논박하는 증거

가 무엇인지는 매우 중요한 이슈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K-T 멸종 논쟁은 증거 개

념을 탐구하는 철학자들이 살펴볼 가치가 있는 주제이다.

                                                  
95 백악기는 영어로 ‘Cretaceous’라고 표기하나 캄브리아기(Cambrian, Є) 및 석탄기 (Carbonif-

erous, C)와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 독일어로 백악기를 뜻하는 ‘Kreide’에서 따온 ‘K’를 약어로

사용한다. 덧붙여 신생대 제3기는 현재 층서학적으로 공식적 지위를 가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요즘은 공식적으로 제3기 대신 팔레오기(Paleogene, Pg)를 채택하여 ‘K-T 멸종’ 대신 ‘K-Pg’ 멸

종이라 부른다.

96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소행성(asteroid)’, ‘운석(meteor)’, ‘유성(bolide)’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97 대표적인 진화생물학 교과서인 후투이마(Douglas J. Futuyma)의 <<진화 Evolution>>에는 다

음과 같이 적혀 있다. “이제 지질학자들은 그러한 충돌이 있음에 동의한다. …… 대부분의 고생

물학자는 이 충돌이 K-T 경계에서의 멸종 원인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Futuyma 2009: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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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충돌 가설로 가는 길

1980년 6월 6일, <<사이언스 Science>>지에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노벨 물

리학상 수상자인 루이스 알바레즈(Luis W. Alvarez), 알바레즈의 아들이자 지구물

리학자인 월터 알바레즈(Walter Alvarez), 그리고 핵화학자인 프랭크 아사로

(Frank Asaro)와 헬렌 미첼(Helen Michel)이 쓴 <백악기-제3기 멸종의 외계원인

Extraterrestrial Cause for the Cretaceous-Tertiary Extinction>이라는 제목의 논

문이 실렸다. 여기서 저자들(이하 ‘버클리 팀’)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백악기

말, 약 10Km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했으며, 그 충격의 여파로 성층권을

뒤덮을 정도의 대량의 먼지가 생성되었다. 그 결과 태양빛이 차단되어 지구의 기

온이 떨어지고, 광합성 역시 불가능해졌다. 이는 생태계 전반의 먹이사슬을 뒤흔

들었고, 이 때문에 공룡을 비롯한 수많은 생물들이 멸종했다. (Alvarez et al. 1980)

이 논문이 대량 멸종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문헌이나, 논문의 핵심 주장인

“K-T 멸종의 원인은 소행성 충돌이다” 그 자체는 새로운 주장이 아니었다. 1980

년 이전에도 소행성 충돌에 의한 대량 멸종을 주장한 학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전의 논문과 이 논문의 결정적인 차이는 소행성 충돌이라는 가설을 제시한 것

에 그치지 않고,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들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있었다. 그 덕분에 K-T 멸종에 관한 소행성 충돌 가설은 더 이상 사변적인 가설

이 아니라 진지한 가설로 받아들여졌고, 지금까지 계속되는 대량 멸종에 관한 논

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그렇다면 버클리 팀이 제시한 ‘증거’는 무엇이었나?

버클리 팀의 월터 알바레즈는 처음 K-T 경계면을 구성하는 점토층의 퇴적 비

율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K-T 경계층은 말 그대로 백악기와 제3

기를 나누는 경계층으로 이 점토질 퇴적층을 기점으로 화석 기록에 상당한 변화

가 나타난다. 문제는 이 경계층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퇴적되었는지 정확히

결정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었다.98 얇은 층이라 해도 그것이 수백 년에 걸쳐 미

세 입자들이 천천히 퇴적된 결과로 형성된 지층일 수도 있고, 두꺼운 층이라 해

도 그것이 홍수와 같은 요인에 의해 몇 시간 만에 형성된 지층일 수도 있기 때문

이었다. (Alvarez, W. 1997: 63-64)

이에 월터 알바레즈는 아버지인 루이스 알바레즈와 이 문제를 논의했고, 루이

스 알바레즈는 퇴적층에 축적된 이리듐 양을 측정하는 법을 제안했다. 백금족 금

                                                  
98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이를테면 퇴적암의 잔류자화를 측정한 이후, 화성암의 지구자기

역전 기록과 대조하면 대략적인 퇴적 기간을 계산할 수 있었다. 알바레즈 등의 1980년 논문에

도 지구 자기에 관한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 있었다. 참고로 K-T 경계층은 현재를 기준으로 29

번째 지자기 역전이 일어난 시점에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정확한 연대 측정을 보장하

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자기 역전 기간은 불규칙할 뿐만 아니라 그 주기가 통상 10만년

이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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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구가 생성된 초기에 지표에 있던 이

리듐은 지구가 식는 과정에서 모두 침전하여 핵 속에 갇혔다. 이 때문에 지표에

서 이리듐은 십억분율(ppb) 단위로 측정하여야 할 정도로 미량만 발견된다. 따라

서 지표면에서 발견된 이리듐은 거의 대부분 지구 밖에서 온 것으로 운석, 유성

우, 혹은 우주 먼지들을 그 원천으로 한다. 따라서 이리듐이 지표에 퇴적되는 비

율을 알 수 있고 그 비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퇴적층의 이리듐 농도를 측정

하여 퇴적층이 형성된 시간을 계산할 수 있었다.99 (Alvarez, W. 1997: 64-66)

이를 바탕으로 버클리 연구팀은 이탈리

아 구비오(Gubbio)의 K-T 경계층의 이리

듐 농도를 측정하였는데 예상 외의 결과

를 얻었다. 구비오의 K-T 경계층의 이리

듐 농도가 최고 9.1 ppb 정도임에 반해

K-T 경계층을 제외한 다른 지층의 이리듐

농도는 약 0.3 ppb 정도였던 것이다. 이는

구비오 지역 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덴마

크의 스테븐스 클린트 (Stevens Klint) 해

안 절벽 지층의 이리듐 농도를 측정한 결

과 K-T 경계의 이리듐 농도가 약 41.6 

ppb임에 반해 배경 이리듐 농도는 약

0.26 ppb에 불과했다. 덧붙여 철, 알루미

늄, 몰리브덴 등 28개 원소를 대상으로

농도 분석을 한 결과, 이리듐을 제외한 나

머지 원소의 농도는 K-T 경계층이나 경계

층이 아닌 곳이나 별 차이가 없었다. 또한

구비오의 석회암층을 분석하면 K-T 경계

층은 백악기 최상부층 및 제3기 최하부

층과는 달리 탄산칼슘(CaCO� )을 찾을 수

없었다. 스테븐스 클린트의 K-T 경계층 역시 해당 점토층의 화학적 조성은 그 위

아래 층의 조성과 매우 달랐다. (Alvarez et al. 1980: 1197-1100)

이제 K-T 경계층의 이리듐 농도 자료로부터 어떻게 소행성 충돌 가설로 나아

갔는지 살펴보자. 여기서 �와 ��은 다음과 같이 놓을 수 있다.

�	= 이리듐 및 광물들의 성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배경 정보.

                                                  
99 이 방법은 알바레즈 부자만의 독창적 생각은 아니었다. 이미 태평양의 해저 퇴적물 중 우주

물질의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퇴적물의 이리듐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었다.

Hallam 2004: 42.

그림 5 구비오의 이리듐 농도 (Alvarez 

1980: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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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비오와 스테븐스 클린트의 K-T 경계층의 화학적 조성은 그 위아래 지

층의 조성과 다르며, 특히 K-T 경계층의 이리듐 농도는 배경 이리듐 농

도 0.3 ppb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략 9.1 ppb, 41.6 ppb였다.

일단 ��이 주어지면, 기존의 석회암층을 형성한 것과는 다른 요인이 경계층에

영향을 주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즉 외부의 퇴적물 원천에서 대량의 이리듐을

포함한 물질이 K-T 경계층으로 유입되었다는 가설이 참일 확률이 매우 높을 것

이다. 이를 ‘이리듐 유입 가설’이라 하고 ℎ��로 나타내자. ℎ��이 참이라면, ��을 얻

을 확률은 매우 높다. 그리고 ℎ��이 거짓이라면, 다시 말해 외부의 원천에서 이리

듐이 유입되지 않았거나 기존의 퇴적물에서 이리듐이 유입되었다는 종류의 가설

이 참이라면 ��을 얻을 확률은 극히 낮다. 따라서 ��이 주어졌을 때의 ℎ��의 조건

부 확률은 다음과 같다.

�(ℎ��|��&�) =
�(ℎ��|�) × �(��|ℎ��&�)

�(��|�)

=
�(ℎ��|�) × �(��|ℎ��&�)

�(ℎ��|�) × �(��|ℎ��&�) + �(¬ℎ��|�) × �(��|¬ℎ��&�)

≈
�(ℎ��|�) × �(��|ℎ��&�)

�(ℎ��|�) × �(��|ℎ��&�)
= 1	

∵ �(��|ℎ��&�) ≈ 1, �(��|¬ℎ��&�) ≈ 0]	100

다음으로 이리듐 유입 가설이 참이라면, 이 가설은 왜 두 지역의 K-T 경계층의

화학적 조성이 다른 층과 다른지, 왜 이리듐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값을 갖

는지 옳게 설명한다. 또는 외부 원천에 관한 어떤 가설이 이리듐 유입 가설과 자

료를 모두 옳게 설명할 것이기에 �(E(ℎ��, �)|ℎ��&��&�) ≈ 1이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E(ℎ��, �)|��&�) ≈ 1 > 0.5이다. 이에 더해 ��이 ℎ��을 함축하지 않기에 ��&�이

참이라면, ��은 ℎ��이 참이라는 잠재적 증거이다.

이처럼 외부에서 K-T 경계층으로 이리듐이 유입되었다고 하자. 그리고 이리듐

이 K-T 경계층으로 유입되었다면, 그 외부 이리듐의 원천은 지구 내부이거나, 지

구 외부일 것이다. 그 외의 다른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 이제 K-T 경계층에서

발견된 이리듐의 원천이 지구 내부라고 주장하는 가설을 “ℎ�� ”이라 하고, 이리듐

의 원천이 지구 외부라고 주장하는 가설을 “ℎ�� ”이라 하자. 그렇다면 ��&� 하에

서 ℎ�� ∨ ℎ��의 확률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100 �(ℎ��|�)가 무시할 정도로 작은 값이 아님(�(ℎ��|�) ≫ 0)을 가정한다. 기존의 지질학 정보에

근거하여 외부에서 어떤 물질들이 갑작스레 유입될 수 있다는 지질학적 가설에 0보다 충분히

큰 유의미한 값을 부여하는 일은 온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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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ℎ�� ∨ ℎ��|��&�) = �(ℎ��|��&�) ≈ 1

이를 출발점으로 이리듐의 지구 내부 기원 가설을 살펴보자. K-T 경계층 내의

이리듐이 지구 내부에서 왔다면, 바닷물 내에 녹아 있는 이리듐이 구비오 및 스

테븐스 클린트의 K-T 경계층에 퇴적되었거나, 이리듐을 포함하고 있는 지각의 암

석 등이 침식, 운반되어 K-T 경계층에 퇴적되면서 이리듐도 같이 퇴적되었을 것

이다. 따라서 이리듐이 지구 내부에서 기원했다면, 다음 두 가설 중 하나가 참일

것이다.

ℎ��,�	= 바닷물 내의 이리듐이 K-T 경계층에 축적되었다.

ℎ��,� 	= 지각 내의 이리듐이 K-T 경계층에 축적되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리듐을 포함한 백금족 원소는 지각 및 상부 맨틀에는 매

우 희박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지각에 포함된 이리듐 만으로는 K-T 경계층에서

나타나는 수준의 이리듐을 확보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버클리 팀은 ℎ��,� 를

후보에서 배제한다. 즉 �(ℎ��,�|��&�) ≈ 0이다. (Alvarez et al. 1980: 1096)

다음으로 버클리 팀은 바닷물 이리듐 축적 가설을 검토하였다. 덴마크의 스테

븐스 클린트 해안 절벽의 K-T 경계층의 이리듐 농도는 72 × 10��g/cm�이었다. 

그리고 덴마크 해안 절벽은 얕은 바다 속에서 형성된 석회암 절벽으로 이것이 수

심 100m 지점에서 형성되었다고 하자.101 그런데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해수 속

이리듐 농도의 최대 측정값은 4 × 10���g/해수g이다.102 따라서 바닷물에 녹아 있

는 이리듐이 완전히 퇴적되어도 K-T 경계층에 축적되는 이리듐 농도의 최대치는

4 × 10��g/cm�에 불과하기 때문에 K-T 경계층의 이리듐 농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Alvarez et al. 1980: 1099) 해수의 이리듐 농도 측정값 중 최대값을 반영하

고, 이에 더해 해수의 이리듐이 완전히 축적되었다는 매우 이상한 가정까지 추가

해도 해수 속 이리듐 만으로는 측정된 수준의 이리듐 농축이 불가능하다. 이제

해수의 이리듐 농도를 ��라 하면, ����|ℎ��,�&��&�� ≈ 0이고 다음을 얻는다.

�(ℎ��,�|��&��&�) =
��ℎ��,����&�� × ����|ℎ��,�&��&��

�(��|��&�)
≈ 0

�(ℎ��,�|��&��&�) ≈ 0이고 �(ℎ��,�|��&��&�) ≈ 0이기 때문에 다음을 얻는다.

                                                  
101 석회암층을 구성하는 산호가 대부분 수심 60m 이하의 얕은 바다에서 서식한다는 점을 고

려하면 이는 이리듐의 해수 기원 가설에 다소 유리한 가정이라 할 수 있다.

102 이 값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얻었고, 대부분의 장소에서 찬물에 포함된 이리듐 농도를 측

정한 결과는 1 × 10���g/해수g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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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ℎ��|��&��&�) ≈ �(ℎ��,� ∨ ℎ��,�|��&��&�) ≈ 0

그리고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측정한 해수의 이리듐 농도는 외부 이리듐 유입가설

ℎ��의 확률에는 다음과 같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ℎ��|��&��&�) = �(ℎ��|��&�) ×
�(��|ℎ��&��&�)

�(��|��&�)

=
�(ℎ��|��&�) × �(��|ℎ��&��&�)

�(ℎ��|��&�) × �(��|ℎ��&��&�) + �(¬ℎ��|��&�) × �(��|¬ℎ��&��&�)

≈
(ℎ��|��&�) × �(��|ℎ��&��&�)

(ℎ��|��&�) × �(��|ℎ��&��&�)
= 1

∵ 	�(¬ℎ��|��&�) = 1 − �(ℎ��|��&�) ≈ 0

가설 ℎ��은 ℎ�� ∨ ℎ��과 외연상 동등하고 �(ℎ��|��&��&�) = �(ℎ�� ∨ ℎ��|��&��&�)이

자 �(ℎ��|��&��&�) ≈ 0이므로 다음을 얻는다.

�(ℎ��|��&��&�) = �(ℎ�� ∨ ℎ��|��&��&�) − �(ℎ��|��&��&�) + �(ℎ��&ℎ��|��&��&�)

≈ �(ℎ�� ∨ ℎ��|��&��&�) ≈ 1

버클리 팀은 K-T 경계층에 축적된 이리듐의 원천이 지구 외부일 것이라는 가설

의 높은 확률을 이렇게 확보한 것이다.

지구 외부의 구체적 이리듐 원천을 탐색하기 전에 버클리 팀은 지구 내부 원인

으로 K-T 경계층의 이리듐 축적을 해명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살펴보았

다. 첫 번째 대안은 K-T 경계에서만 바다의 물리적/화학적 성분이 크게 변화하여

바닷물에서 이리듐이 추출되어 퇴적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해수의 이리듐

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음을 뜻한다. 그러나 이리듐 양성 이상(positive 

anomaly)이 나타났다면, 바로 그 다음 시기에 그에 대응하는 이리듐의 음성 이상

(negative anomaly, 이리듐 결핍)이 나타나야 하는데, 바닷물의 이리듐 결핍이 나

타남을 보여주는 지질학적 자료가 전혀 없었다. 이 때문에 버클리 팀은 물리적/화

학적 조성이 변화했다는 대안을 거부하였다. (Alvarez et al. 1980:1102)

다음 대안은 해양 퇴적물을 구성하는 물질의 퇴적속도가 상당히 감소했다는 것

이었다. 다만 이 경우에 이리듐의 축적 속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즉 이리듐을 포

함하는 입자를 제외한 K-T 경계층을 구성하는 점토 입자들이 제거되거나 퇴적되

지 않아야 하며, 이 변화는 K-T 경계층이 형성되는 기간 동안 이탈리아 및덴마크

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 물론 특정 시기에 특정 물질만이 이렇게 특이한

방식으로 퇴적되었다는 가정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Alvarez et al. 1980:1102)



- 183 -

제시한 두 대안 각각을 �� , ��라 하자. 이러한 대안 가정 ��가 참이라면, K-T 

경계층의 이리듐이 지구 내부에서 기원했다는 가설이 참일 확률이 매우 높을 것

이다. 즉 �(ℎ��|��&��&��&�) ≈ 1이다. 즉 대안이 참이라면 ℎ��의 높은 확률은 확

보된다. 이제 베이즈 정리를 적용하면 다음을 얻는다.

�(ℎ��|��&��&��&�) = �(ℎ��|��&��&�) ×
�(��|ℎ��&��&��&�)

�(��|��&��&�)

�(ℎ��|��&��&�) =
�(ℎ��|��&��&��&�) × �(��|��&��&�)

�(��|ℎ��&��&��&�)

�(ℎ��|��&��&��&�) ≤ 1이기 때문에 다음이 성립한다.

�(ℎ��|��&��&�) ≤
�(��|��&��&�)

�(��|ℎ��&��&��&�)

만약 다음의 두 경우 중 하나를 만족한다면, �(ℎ��|��&��&�) ≈ 0이다.

(A) �(��|��&��&�) ≠ 0이나 �(��|��&��&�) ≪ �(��|ℎ��&��&��&�)

(B) �(��|��&��&�) ≈ 0이고 �(��|ℎ��&��&��&�) = � (�는 0이 아닌 적당한 상수)

K-T 경계 이전에 바다에 지금보다 더 풍부한 양의 이리듐이 있었다는 자료는 없

다. 마찬가지로 긍정적 이리듐 이상을 보상하는 바닷물의 이리듐 결핍 기록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참일 확률은 매우 낮다. 반면 ℎ��가 참이라면 ��이

참일 확률은 유의미하게 높다. 이 경우 (B)를 만족하며, 따라서 �(ℎ��|��&��&�) ≈

0이 도출된다. 즉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이상한 대안 가정 ��은 이리듐의 지구

내부 기원 가설, 특히 해수 기원 가설을 구원하지 못한다.

대안 가정 �� 역시 마찬가지다. ��는 특정한 시기에 매우 이상한 방식의 퇴적

이 일어났다는 것으로 오직 K-T 경계층의 이리듐이 지구 내부에서 기원했다는

가설이 참인 경우에만 그럴 법한 편의적 가정이다. 따라서 (B)를 만족하며 이에

�(ℎ��|��&��&�) ≈ 0를 얻는다. 즉 기존의 지질학적 정보 및 이탈리아와 덴마크의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했을 때, �� 역시 이리듐의 지구 내부 기원 가설을 구원하

지 못한다.

버클리 팀은 이렇게 K-T 경계층의 이리듐 원천이 지구 내부가 아닌 지구 외부

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제 이리듐이 지구 외부에서 유입되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리듐은 태양계 내부 또는 태양계 외부에서 유입되었을 것이다. 이제 이리듐의

기원이 태양계 내부라는 가설을 ℎ��,� , 태양계 외부라는 가설을 ℎ��,�라고 하면 다

음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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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ℎ��,� ∨ ℎ��,�|��&��&�) = �(ℎ��|��&��&�) ≈ 1

이제 버클리 팀은 태양계 근처에서 초신성(supernova)이 폭발했을 것이라는 가

설을 먼저 검토했다. 실제로 K-T 멸종에 관한 초신성 폭발 가설은 이미 과학계

내에서 논의되었던 가설이었다. 가까운 거리에서 초신성이 폭발했다면 대량의 이

리듐을 지구에 흩뿌릴 수 있다. 더 나아가 초신성 폭발은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회성 사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우 드문 사건인 K-T 멸종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후보였던 것이다.

일단 별 내부에서 이리듐처럼 니켈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베타 붕괴(β-decay)에

따르는 중성자 포획(neutron capture)에 의해서만 생성된다. 그리고 별 내부의 가

장 강력한 중성자 공급원은 즉각적인 초신성 폭발을 야기하는 핵(core)의 중력 붕

괴(gravitational collapse)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진행되는 중성자의 빠른 포획 과

정(r-process)은 가장 무거운 동위원소들을 형성한다. 반면 고도로 진화한 별에서

진행되는 중성자의 느린 포획 과정(s-process)은 이리듐 동위원소의 구성 비율을

다르게 만든다. 따라서 K-T 경계층에서 동위원소 비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

다. (Alvarez et al. 1980: 1102-1103; Alverez, W. 1997: 71-74) 

그렇다면 K-T 경계에서 초신성이 폭발했음을 가리키는 적절한 표지의 후보는

무엇인가? 이제 버클리 팀은 플루토늄-244(244Pu)에 주목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플루토늄-244는 태양계가 형성되었을 때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플루토늄-244의

반감기는 약 8천만년이기 때문에, 태양계 형성 초기에 만들어진 플루토늄-244는

약 58번의 반감기를 거쳐 초기 생성량 대비 10��� 수준의 양만 남았다. 이 때문

에 지구상에서는 플루토늄-244를 거의 검출할 수 없다. 그런데 초신성에서 만들

어지는 이리듐과 플루토늄-244의 비율은 약 10�: 1이다. 즉 K-T 경계층의 이리듐

농도 이상이 초신성의 폭발로 인한 것이라면, K-T 경계층에서는 이리듐 대비 약

10�� 정도의 플루토늄-244가 검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K-T 경계에서 플루토늄

-244는 검출되지 않았다. (Alvarez et al. 1980: 1103)

다음으로 버클리 팀은 이리듐 동위원소 비율을 검토한다. 태양계 내부에서 발

견되는 이리듐의 안정적인 두 동위원소, 이리듐-191(191Ir)과 이리듐-193(193Ir)의

상대적인 비율은 37.3:62.7이다. 이 두 동위원소는 원시 태양의 가스구름에서 유

래한다. 언급한 바와 같이 이리듐은 개별 항성 내부에서 진행되는 r-과정, s-과정

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에 이리듐 동위원소의 상대적 비율은 별에 따라 다르다.

즉 K-T 경계층에서 발견된 이리듐이 태양계 외부에서 유입되었다면, 해당층의 이

리듐-191과 이리듐-193의 상대적 비율은 태양계 내부의 동위원소 비율과는 달라

야 한다. 그러나 측정 결과, 경계층의 이리듐 동위원소 비율은 태양계 내부의 이

리듐 동위원소 비율과 대조했을 때 0.03 ± 0.65% 정도의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

따라서 K-T 경계층의 이리듐은 태양계 외부의 초신성과 같은 것에서 기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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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태양계 내부에서 기원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Alvarez et al.

1980:1103-1104)

초신성 가설을 포함한 태양계 외부 기원 가설을 배제하고 태양계 내부 기원 가

설을 옹호하는 알바레즈 등의 논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 K-T 경계층에서 플루토늄-244가 검출되지 않았다.

��	= K-T 경계층의 이리듐-191과 이리듐-193의 상대적 비율은 태양계 내부의

이리듐 동위원소 비율과 다르지 않다.

이 경우 ℎ��,�의 조건부 확률은 다음과 같다.

�(ℎ��,�|��&��&��&��&�) = �(ℎ��,�|��&��&�) ×
�(��&��|ℎ��,�&��&��&�)

�(��&��|��&��&�)

정말로 태양계 밖에서 이리듐이 유입되었다면, 그 이리듐은 다른 항성에서 기원

한 것이기 때문에 ��&��를 산출하지 못한다. 즉 �(��&��|ℎ��,�&��&��&�) ≈ 0이며

태양계 외부 기원 가설의 확률은 0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ℎ��,�|��&��&��&��&�) ≈ 0

이에 반해 태양계 내부 유입 가설, ℎ��,�가 옳다면, ��&��와 같은 결과를 얻을 확

률은 매우 높다. 즉 �(��&��|ℎ��,�&��&��&�) ≈ 1이다. 이를 바탕으로 ℎ��,�의 확률

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편의상 ��&��&�을 �′로 놓자.

�(ℎ��,�|��&��&�′) = �(ℎ��,�|�′) ×
�(��&��|ℎ��,�&�′)

�(��&��|�′)

확률 총합 규칙에 따라, ��&��의 기대도는 다음과 같다.

�(��&��|�
�)

= 	�(ℎ��,�|�′) × �(��&��|ℎ��,�&�
�) + �(ℎ��,�|�′)

× �(��&��|ℎ��,�&�
�) + �(ℎ��|�′) × �(��&��|ℎ��&�′)

≈ 	�(ℎ��,�|�′) × �(��&��|ℎ��,�&�
�)103

                                                  
103 �(��&��|ℎ��,�&�

�) ≈ 0, �(ℎ��|�
�) ≈ 0, ��ℎ��,���

�� = � ≫ 0, �(��&��|ℎ��,�&�′)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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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음을 얻는다.

�(ℎ��,�|��&��&�′) ≈
�(ℎ��,�|�′) × �(��&��|ℎ��,�&�′)

�(ℎ��,�|�′) × �(��&��|ℎ��,�&��)
= 1

이처럼 ��&��가 주어지면, 태양계 내부 유입 가설이 참일 확률은 매우 높다.

K-T 경계층의 이리듐이 지구 밖 태양계 내부에서 유입되었다면 구체적으로 무

엇이 이리듐 공급원이 될 수 있는가? 태양계 내에서 지구로 이리듐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소행성(혹은 유성, 운석) 밖에 없다. 그리고 소행성 내에는 이리듐 등

의 무거운 원소가 풍부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이 참일 확률은 매우 높다.

ℎ�	= 6천 5백만년 전에 충분히 큰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했다.

그리고 ℎ�가 참이라면, 다음의 설명이 옳은 설명일 확률 역시 매우 높다.

ℎ�
�
⇒��&��&��: 6천 5백만년 전에 충분히 큰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였기 때

문에 [소행성에 있던 물질들이 지구상에 흩뿌려 짐으로써] 구비오와 스

테븐스 클린트의 K-T 경계층의 화학적 조성은 그 위아래 지층의 조성과

다르며, 특히 K-T 경계층의 이리듐 농도는 배경 이리듐 농도 0.3 ppb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략 9.1 ppb, 41.6 ppb이다. 또한 이 때문에

K-T 경계층에서 플루토늄-244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K-T 경계층의 이리

듐-191과 이리듐-193의 상대적 비율이 태양계 내부의 이리듐 동위원소

비율과 거의 동일하게 나온다.

ℎ�
�
⇒ ��&��&��가 참이면, E(ℎ�, ��&��&��) 역시 참이다. 편의상 ��&��&��를 �라

하자. 그렇다면 �(E(ℎ�, �)|ℎ�&�&��&�) ≫ 0.5이다. 그리고 ℎ�의 높은 확률이 일련

의 계산을 통해 이미 확보되었으므로 �(E(ℎ�, �)|�&��&�) > 0.5를 얻는다. 그리고

�는 ℎ�를 함축하지 않으며, ��&� 및 �는 참이라 할 수 있다. 즉 ℎ�는 K-T 경계

층에서 발견된 이리듐에 관한 일련의 사실들을 잠재적 증거로 가진다.

9.2. 기존 증거 이론의 문제

앞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버클리 팀이 제시한 증거는 소행성 충돌 가설의 높은

확률을 보장함과 동시에 소행성 충돌 가설에 의해 옳게 설명되는 것이었다. 이는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에 잘 들어맞는다. 그렇다면 다른 증거 이론은 버클리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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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러한 증거, 혹은 증거를 제시하는 방식을 잘 해명할 수 있는가?

우선 버클리 팀이 제시한 가설과 증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ℎ�	= 6천 5백만년 전에 충분히 큰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했다.

�	= ��&��&��

��	= 구비오와 스테븐스 클린트의 K-T 경계층의 화학적 조성은 그 위아래 지

층의 조성과 다르며, 특히 K-T 경계층의 이리듐 농도는 배경 이리듐 농

도 0.3 ppb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략 9.1 ppb, 41.6 ppb였다.

��	= K-T 경계층에서 플루토늄-244가 검출되지 않았다.

��	= K-T 경계층의 이리듐-191과 이리듐-193의 상대적 비율은 태양계 내부의

이리듐 동위원소 비율과 다르지 않다.

가설 연역적 증거 이론에 따르면, 소행성 충돌 가설 ℎ�와 배경 정보로부터 자료

진술 �가 연역적으로 도출되는 경우 오직 그러한 경우에만 �는 ℎ�의 증거이다.

그런데 여기서 ℎ�와 결합하여 �를 연역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적절한 배경 정보

집합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적당한 진술들을 결합하여 ℎ�
로부터 �를 도출하도록 만들 수는 있을 것이다.

일단 적당한 배경 정보 집합을 구성하여, ℎ�로부터 �를 연역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고 하자. 이것이 어려운 작업일 수는 있어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

한 작업이 가능하다 해도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이 버클리 팀의 추론 과정을 잘

보여주는지는 의심스럽다. 우선 버클리 팀은 그들이 제시한 증거를 ℎ�와 배경 정

보로부터 연역해내는 방식으로 찾지 않았다.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버클리 팀은

가능한 가설의 후보를 한정하고 획득한 자료로부터 특정한 가설을 제거하는 방식

으로 논증을 전개했다. 특히 이 제거적 논변에서 선택된 자료는 특정한 종류의

가설의 높은 확률을 강하게 보장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은

이와 같은 강한 제거적 논변의 핵심에 대해서 침묵한다. 적어도 가설-연역적 증

거 이론은 버클리 팀의 실제 논증 과정을 적절히 기술하거나 해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K-T 경계층의 이리듐 농도 이상, ��은 —가설  ℎ�에서 연역적으로 도출

된다면— 초신성 폭발 가설 ℎ�의 가설-연역적 증거이자 소행성 충돌 가설 ℎ�의

가설-연역적 증거이다. 그러나 버클리 팀은 논증 과정에서 이리듐 농도 이상을

지구 외부의 이리듐 원천이 있다는 가설 ℎ�� , 혹은 ℎ� ∨ ℎ�의 증거로 간주했으나

ℎ�의 증거이자 ℎ�의 증거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을 통해 ℎ� ∨ ℎ�의 높은

확률을 확보한 뒤 ��&��를 이용하여 ℎ�을 제거하고 ℎ�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

다. 이처럼 소행성 충돌 가설을 위한 버클리 팀의 증거는 가설-연역적 접근에서

등장하지 않는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하기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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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은 문제가 되는 자료 �가 가설 ℎ�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보다 버클리 팀의 논증 과정을 더

잘 해명하는 것 같다. 그러나 버클리 팀이 이리듐 농도 이상을 해명하기 위해 처

음 검토한 가설은 초신성 폭발 가설이었다. 그리고 소행성 충돌 가설은 비정상적

인 이리듐 농도, 플루토늄-244 농도 및 이리듐 동위원소비와 같은 자료를 이미

획득한 이후에, 해당 자료들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었다. (Alvarez W. 1997: 

71-74) 즉 버클리 팀의 자료 �는 소행성 충돌 가설에 대한 오래된 증거였으며,

소행성 충돌 가설은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었다. 즉 베이즈주의

자가 이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베이즈주의 최대의 난제인 오래된 증거의 문

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이에 베이즈주의자는 주어진 배경 정보에서 {�}를 제거

하는 반사실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반사실적 접근을 통해 ℎ�의 조건

부 확률을 증가시키는 데에 성공하더라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버클리 팀이 제시한 다음의 자료는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의 한계를 보여준다.

��	= 해수 속 이리듐 양은 4 × 10���g/해수g 이하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는 K-T 경계층의 이리듐이 해수에서 축적되다는 가

설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된 자료이다. 이 자료는 이리듐 해수 기원 가설 ℎ��,�
을 논박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논증에서 등장한 ��는 ℎ��,�를 극단적으로 감소시

킨다. 그런데 ℎ��,�의 확률이 ��에 의해 감소되는 경우, 그와 양립 불가능한 가설

들, 이를테면 소행성 충돌 가설 ℎ�의 확률은 증가한다. 따라서 긍정적 유관성 기

준을 따르면 ��는 ℎ�의 증거이다.

그러나 버클리 팀은 물론, 이후의 충돌론자들도 이리듐 농도 이상을 소행성 충

돌의 가설의 증거로 제시하는 일은 있어도 해수 속 이리듐 값을 소행성 충돌 가

설의 증거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베이즈주의에서는 과학자들의 이러한 행위를 과

학자들의 착각이나 부주의에 호소하여 해명하여야 한다. 반면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은 이를 ��와 ℎ� 사이에 설명적 연결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해명할 수

있다. 야구 경기 결과 사례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증거와 가설 사이의 연결은 확

률적 변화 이상의 직접적인 관계여야 한다.104 K-T 경계에 실제로 소행성이 충돌

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바닷물 속의 이리듐 농도와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고받

지 않으며 상관관계조차 없다. 버클리 팀은 소행성 충돌 가설의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소행성 충돌 가설만이 자신들이 획득한 자료를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료의 설명에 대한 버클리 팀의 강조는 확률적 접근만으로 이해

하기 쉽지 않다.

                                                  
104 3.3.2항, 4.3.3항, 6.3.3항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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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IBE의 옹호자들은 ℎ�가 �에 대한 가장 사랑스러운 설명을 제공한

다는 것으로 증거적 지지 관계를 해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ℎ�는 획득한 �

에 대한 사랑스러운 설명을 제공한다. 문제는 버클리 팀의 논증 과정의 핵심이

설명의 사랑스러움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버클리 팀의 제거적 논

증의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여러 관찰 결과가 특정 가설의 높은 확률

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일차적인 관심사라는 것이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가설이라고 해도 그 가설이 참일 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버

클리 팀은 분명히 자료에 대한 사랑스러운 설명의 제공보다 그럴 법한 설명에 방

점을 두고 논증을 진행했다.

이처럼 기존 증거 이론이 버클리 팀의 논증을 잘 해명하지 못한다고 하자. 그

렇다면 기존 증거 이론이 충돌 가설을 반대하는 이들의 논증은 잘 해명하는가?

버클리 팀의 충돌 가설은 과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줌과 동시에 엄청난 반발을 불

러왔다. 당시 상당수의 지구과학자나 고생물학자들은 충돌 가설을 받아들이지 않

으려 했는데, 특히 고생물학자들의 반감은 매우 심했다. 1985년 10월에 열린 고

생물학회에서 300명의 참가자 중 118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비공식적 조사에 따

르면 5명만이 K-T 멸종의 원인이 외계 소행성이라는 주장에 동의했다. 반면 K-T

경계의 대량 멸종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을 한 이들이 32명이었으며, 가장 많은

답변은 충돌은 있었으나 그것이 K-T 멸종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었다.105 고생

물학자 및 지구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조사에서는 K-T 경계에서 소행성

충돌 또는 K-T 멸종 자체가 없었다고 믿는 학자들의 비율이 42%에 달했으며, 소

행성 충돌이 K-T 멸종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학자들의 비율은 20%에

불과했다. (Hoffman & Nitecki 1985)

많은 이들이 충돌 가설을 거부한 일차적 이유는 충돌 가설이 생물군의 변화라

는 중요한 사건을 기적적인 것에 호소하여 설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었다.

기존 주류 이론이었던 점진적 생태천이 모형에 따르면 K-T 경계 이후로 발견되

지 않는 생물들은 특정 시점에 발생한 사건에 의해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수백~수천만 년에 걸친 장기간의 기후 변화와 새로운 생물군이 등장하면서 나타

난 경쟁 때문에 서서히 사라진 것이었다. 이는 진화 이론과 판 구조론과 같은 생

물학과 지질학의 핵심적 이론과도 잘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이에 반해

우주에서 거대한 소행성이 날아와서 생물들을 멸종시켰다는 주장은 과학이 아니

라 초자연적인 존재에 호소하는 주장처럼 여겨졌다. 충돌 가설에 대해 회의적 입

장을 취한 대표적 고생물학자 할람(Anthony Hallam)은 “외부 우주에 의해 기묘

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식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에 호소하기

전에, 지층에 기록되어 있는 행성의 환경 변화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의

                                                  
105 Malcom W. Browne, “Dinosaur Experts Resist Meteor Extinction Idea”, New York Times, 

October 29,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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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비교적 친숙한 현상들을 통해 원인들을 찾는 것이 직관을 더 잘 만족시킨

다”와 같이 평했다. (Hallam 1981: 36) 즉 이들은 이리듐 이상 농도를 소행성 충

돌 가설의 참을 가리키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여기서 할람과 같은 충돌 가설의 반대론자들은 이리듐 이상 농도와 같은 자료

가 충돌 가설에 의해 연역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또한

버클리 팀의 자료가 충돌 가설의 확률을 높이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소행성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믿는 학자들도 적지 않았지만, 소행성 충돌이

일어났음을 수용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았다. 충돌 가설이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

했다는 부분과 그러한 소행성의 충돌이 대량 멸종의 원인이라는 두 독립적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소행성 충돌의 인정은 분명히 충돌 가설의 확

률을 증가시킨다. 문제는 반대자가 보기에 그것으로 충돌 가설의 참이 충분히 보

장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특히 대량 멸종기록을 검토했을 때, 과거에 커다란 소

행성들이 충돌한 사건이 다수 있었음에도 그 사건들의 시기와 다른 대량 멸종의

시기가 겹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들은 소행성 충돌이 대량 멸종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반론했다. (Hallam & Wignall 1997: ch. 11)

즉 충돌 가설 ℎ�가 소행성이 충돌했다는 가설 ℎ��과 소행성이 충돌하면 대량

멸종을 야기한다는 가설 ℎ��로 구성되어 있다면, ℎ�� 및 ℎ�� 모두 높은 확률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반충돌론자들은 이리듐 이상 및 관련 자료가 ℎ��의 높

은 확률을 확보하는 데에는 기여할 수 있어도 ℎ��의 높은 확률을 확보하는 데에

는 기여할 수 없다고 반론했다.106 또한 K-T 멸종을 제외한 멸종 기록과 다른 소

행성 충돌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자료 �′를 고려하면 �(ℎ��|�
�&�) < 0.5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충돌 가설에 대해 ℎ� = ℎ��&ℎ��이고 ℎ��과 ℎ��는 서로 독립적

인 가설이라 놓을 수 있으므로 �(ℎ�|�
�&�) < 0.5이다. 이처럼 충돌 가설의 참이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충돌 가설이 옳다는 증거는 없는 셈이다.

이에 더해 다양한 해양 생물의 멸종 기록을 분석했을 때, K-T 경계 이전에도

다수의 종이 이미 멸종했으며, 해양 생물의 멸종은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반론도 있었다. 이에 따르면 해양 생물의 계단식 멸종

기록은 충돌 가설로 설명할 수 없다. 이는 오히려 소행성 충돌이 아닌 해수면 변

화나 산소 농도 변화와 같은 점진적인 환경 변화에 의해 설명된다. 그리고 이러

한 화석 기록은 이미 오래 전부터 확립되어 있었다. (Hallam 1989: 244; Keller et 

al. 1993) 즉 점진적 환경 변화 가설 ℎ�와 해양 생물의 계단식 멸종 기록 �∗에 대

해 �(ℎ�|�
∗&�) ≫ 0.5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E(ℎ�, �

∗)|ℎ�&�
∗&�) ≫ 0.5 역시 성립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해양 생물의 멸종 기록 �∗는 점진적 환경 변화 가

                                                  
106 언급한 바와 같이 적잖은 학자들은 이리듐 이상 농도 등의 자료가 소행성이 충돌했다는 가

설의 참도 보장하기 어렵다고 여겼다.



- 191 -

설 ℎ�의 증거임과 동시에 ℎ�와 충돌 가설 ℎ�를 논박하는 증거인 것이다.

이를 보면 반충돌론자들의 반론 역시 충돌론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충돌론자들은 충돌 가설로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이 있음을

먼저 보여주고, 그 사실이 충돌 가설과 양립 불가능한 다른 가설(예. 점진적 환경

변화 가설)에 의해서만 옳게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관한 반충돌론

자의 이러한 태도 역시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을 통해 잘 이해할 수 있다.

9.3. 충돌 가설의 보완: 다양한 증거 및 멸종 메커니즘

9.1절에서 논한 바와 같이 버클리 팀은 K-T 경계층에서 발견한 이리듐 농도 이

상을 비롯한 다양한 관찰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가설을 소행성 충돌 가

설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소행성은 얼마나 크기에 전세계적인 환경 변화를 야

기하였는가?

버클리 팀은 K-T 경계의 소행성 크기를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계산했다. 우

선 이들은 1883년에 있었던 크라카토아(Krakatoa) 화산 폭발 자료를 이용했다.

크라카토아 화산 폭발은 18Km�의 화산 분출물을 대기중으로 방출하였고, 그 중

4Km�의 물질은 2~2.5년간 성층권에 머물렀다. 마찬가지로 큰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했다면, 대량의 물질을 대기 중에 흩뿌렸을 것이었다. 이에 버클리 팀은 K-T

경계층의 이리듐 농도 및 다음 방정식을 이용하여 충돌한 소행성의 대략적인 크

기를 계산했다.

� =
��

0.22�
	

여기서 �은 소행성의 질량, �는 K-T 경계층 이리듐의 표면 밀도이며, �는 지구

의 표면적, �는 운석 내에서 이리듐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0.22는 크라카토아 분

율로, 화산에서 방출된 물질 중 성층권으로 유입된 물질의 비율이다. 구비오에서

측정한 K-T 경계층의 이리듐 표면 농도는 8 × 10��g/cm�이었고 지구의 표면 면

적은 5.1 × 10��cm� , 운석 내 이리듐 분율은 0.5 × 10��이었다. 이 값을 방정식에

대입하면 소행성의 질량은 3.4 × 10��g이 된다. 여기에 통상적인 소행성의 밀도,

2.2g/cm�를 대입하면, K-T 경계에 이리듐을 흩뿌린 소행성의 지름은 대략 6.6Km

가 된다. (Alvarez et al. 1980:1105) 덧붙여 스테븐스 클린트의 자료를 이용하면

충돌한 소행성의 지름은 대략 14Km가 된다. (Alvarez et al. 1980: 1106)

다음으로 버클리 팀은 지구 충돌 궤도에 있는 소행성 자료를 이용했다. 기존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하면 지름 10Km, 혹은 그 이상의 크기인 소행성의 충

돌 주기는 대략 1억년 정도였다. 나아가 화석 기록을 토대로 추산했을 때,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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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년에 한 번 꼴로 K-T 멸종 수준의 대량 멸종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추정한 소행성의 지름은 약 10 Km 였다. (Alvarez et al.

1980:1105-1106)

버클리 팀이 소행성의 크기를 산출하기 위해 이용한 다른 자료는 K-T 경계층

을 구성하는 독특한 점토였다. 구비오를 포함한 K-T 경계층 점토는 그 아래에 있

는 백악기 층, 그리고 그 위의 제3기 층과는 완전히 성분이 다르며, 특히 탄산칼

슘(CaCO�)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이리듐 농도를 이용한 계산과 유

사한 방식으로 소행성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 경계층의 표면 밀도를 2.5g/cm�,

경계층의 점토 분율을 0.5, 퇴적층에서 지각 구성 물질과 소행성 구성 물질의 비

가 60:1이라 하면 K-T 경계에 충돌한 소행성의 지름은 대략 7.5Km이다.107 (Al-

varez et al. 1980:1106)

8.2절에서 독립적인 선택 절차를 통해 획득한 자료 집합은 그렇지 않은 선택

절차를 통해 획득한 자료 집합보다 잠재적으로 더 강한 증거 집합을 구성한다고

논증했다. 버클리 팀의 소행성 크기 산출 과정은 실제로 과학자들이 독립적인 선

택 절차를 중요시 여긴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1억 년에 한 번 꼴로 충돌할 소행

성의 크기가 대략 10Km 정도 된다는 것, 그리고 대략 1억년에 한 번 꼴로 대량

멸종이 나타났다는 정보는 K-T 경계층에 관한 성분 분석과 독립적인 선택 절차

를 통해 얻은 것이었다. 첫 번째 및 세 번째 계산에서 사용된 자료 역시 서로 독

립적인 방식으로 얻은 것인데, 세 번째 계산에서 사용된 점토량 정보는 전통적인

성분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였으며, 첫 번째 계산에서 사용된 자료인 이

리듐 농도는 최신의 미량 원소분석 장치를 이용하여 얻은 결과였다. 그리고 이렇

게 다른 선택 절차를 통해 획득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계산한 소행성의 크기 값은

6~14Km 내에 있었다. 이처럼 버클리 팀의 소행성 크기 계산 과정은 수정된 강

한 설명적 증거 이론의 다양한 증거 기준을 적용하면 잘 해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좋은 증거의 측면에서 다양한 증거를 평가해 보자. 기존의 지구과학

자, 고생물학자들이 충돌 가설을 거부한 이유 중 하나는 버클리 팀의 핵심 증거

인 이리듐 농도 이상 및 동위원소 분석 자료를 얻는 과정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

이기 때문이었다. 당시 ppb 단위의 농도 분석은 매우 전문적인 작업이었기에 이

러한 정밀 측정 결과의 신뢰성은 전문적인 핵화학자가 아닌 타 분야의 종사자들

이 쉽게 이해할 정도로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타 분야의 학자들이 보

기에 버클리 연구팀은 신뢰하기 어려운 선택 절차를 이용하여 얻은 자료를 증거

라고 제시한 셈이었다. (Glen 1996: 44) 8.2절에서 논한 것처럼 좋은 증거 집합은

지식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하부 집단에게 증거로 수용 가능한 것이어

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버클리 팀이 제시한 이리듐 관련 자료는 적어도 1980년

대 초반의 지질학자 집단에서는 좋은 증거라 하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107 계산을 위해 사용한 값은 기존의 지질학적 연구로부터 얻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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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결되었는가?

버클리 팀의 논문 이후 지질학자들은 세계 곳곳에서 K-T 경계층을 조사했다.

그리고 심해, 연근해, 지상, 호수 등의 거의 모든 지형 및 러시아, 뉴질랜드, 태평

양 및 대서양 등의 다양한 지역의 거의 모든 K-T 경계에서 이리듐이 풍부하게

포함된 점토층을 발견했다. 이 점토층은 K-T 경계에서 어떤 특별한 요인 때문에

대량의 먼지가 성층권으로 유입된 후, 다시 낙하하여 지상을 골고루 덮었다는 증

거였다. 이에 더해 그 점토층 내에 대량의 이리듐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버클리

팀이 주장한 바와 같이 소행성이 충돌했다는 표지로 간주되었다. 충돌 가설에 따

르면 K-T 경계의 점토는 성층권까지 비산한 먼지들이 퇴적한 결과 나타난 것으

로 독특한 구성 성분을 가진 점토층 자체는 K-T 경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음

을 보여준 것이었다. (Alvarez 1983; Alvarez & Asaro 1999; Benton 2003: 116-117)

그림 6 이리듐 농도 이상이 보고된 지역들 (Alvarez L. 1983: 633)

특히 지질학자들이 이리듐 농도 이상이 나타나는 K-T 경계층의 점토 퇴적물을

세심하게 조사한 결과, 해당 점토층에 포함된 석영 결정격자 내의 원자들의 열을

따라 나타나는 평행면(parallel planes)에 교란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석영을 ‘충격받은 석영(shocked quartz)’이라 부르는데, 이전까지 충격받은

석영은 운석 크레이터나 핵폭발이 일어난 지점 근처에서만 찾을 수 있었다. 석영

구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석영에 높은 압력이 가해질수록 평행면 교란에 따른

선이 더 많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선들은 화산 폭발을 통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화산 폭발 수준의 고압에서는 두세 벌의 선만 나타나는 반면, K-T 경계층

의 석영에는 네댓 벌 이상의 많은 선들이 나타났으며, 이는 화산 폭발을 능가하

는 고압의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보여주는 표지였다. 뿐만 아니라 강한 충격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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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 결정 구조에 다를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규소와 산소로 구성된 사면

체 구조가 극한 압력(8.5Gpa이상)에 노출될 경우, 그것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재정

렬되고 더 밀도 있는 스티쇼바이트(stishovite)라는 팔면체 구조를 형성한다. 그런

데 이 스티쇼바이트 구조가 K-T 경계 점토층에서 다량 발견되었다. 이러한 발견

덕분에 많은 지질학자들은 소행성 충돌과 같은 고압 환경을 조성할 만한 사건이

K-T 경계에서 일어났다는 주장을 수용했다. (Bohor et al. 1984; Bohor et al. 1987;

McHone et al.: 1989; Owen & Anders: 1989)

충격받은 석영은 이리듐에 비해 지질학자 공동체에 익숙한 것이기에 쉽게 수용

될 수 있었다. 충돌 이론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던 학자도 충격받은 석영을 접

한 후, 자신의 견해를 바꾼 경우가 많았다. (Glen 1990: 354-357; Fortey 1999: 

249-250) 이처럼 충격받은 석영과 스티쇼바이트는 기존 지질학자 공동체에 K-T

경계층 형성에 소행성 충돌이 기여했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증거로 수용

되었다. 또한 지질학자 공동체의 1980년대 지식 맥락에서 석영의 결정격자의 변

형 및 스티쇼바이트는 일부 물리학자나 화학자만이 수용할 수 있었던 이리듐 분

석 결과보다 이해하기 쉬운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충격 받은 석영 등은 소행

성 충돌설을 지지하는 공동체 상대적인 좋은 증거 집합을 구성한다.

그림 7 충격받은 석영(왼쪽)과 충격받지 않은 석영(오른쪽)의 박편을 편광 현미경을 이용하

여 촬영한 사진. (Glen 1990: 357)

이에 더해 녹은 암석이 급격하게 식었을 때 만들어지는 작은 구형의 유리 구슬

역시 충격받은 석영과 함께 소행성 충돌설의 증거로 제시되었다. 물론 이 유리

구슬은 화산 폭발로 형성되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유리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 유리 구슬은 용암을 형성하는 전형적인 화학 물질이 아닌 석회암 및 암염 성

분을 포함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소행성이 석회암층 및 암염

층과 충돌하여, 해당층의 물질을 녹인 결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소행성 충돌의 충격이 그렇게 녹은 유리를 대기중

으로 비산시켰고, 그 결과 K-T 경계에서 유리 구슬이 발견된 것이다. 이러한 유

리 구슬이 발견된 지역은 90년대 초반에만 전세계 60여곳에 달했다. (Gle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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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Benton 2003: 116-117) 석회암 및 암염 성분을 포함하는 유리 구슬 역시 기

존의 지질학자 공동체에 익숙한 자료였다. 이것은 충격 받은 석영 및 이리듐 농

도 등의 자료와 함께 공동체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좋은 증거 집합을 구성한다.

이 새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K-T 경계에서 소행성 충돌 사건이 발생했음에 동

의하는 학자들은 늘어갔으나 소행성 충돌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 추정되는 충돌

크레이터는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에 멕시코 남부 유카탄 반

도의 칙슐룹(Chicxulub)에서 지하에 묻힌 크레이터가 발견된다. 이 크레이터의

지름은 약 200Km 정도로 충돌설에서 예상한 지름 10Km 크기의 소행성이 충돌

했을 때 생성되리라 예상했던 크기(130~300Km)에도 잘 들어맞았다. 또한 연대측

정 결과 역시 K-T 경계에 정확히 들어맞아 소행성 충돌이 정말로 일어났음을 보

여주는 결정적 증거로 제시되었다. (Alvarez 1997: ch. 5-6) 이후 K-T 경계에서 소

행성 충돌 사건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거의 사라졌다.

K-T 멸종의 원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충돌설 지지자들의 관심은 충돌설이 참

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추가로 확보한 자료는 충돌 가설의 확률

을 증가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충돌 가설의 높은 확률을 확보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다. 충격 받은 석영, 스티쇼바이트, 유리 구슬 등은 K-T 경계의 독특한 점

토층이 소행성 충돌 이외의 다른 사건에 의해 형성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

리고 90년대 중반에 발견된 칙슐룹 크레이터는 정말로 예상하던 크기의 소행성

이 K-T 경계에 충돌했다는 핵심 증거였다.

충돌론자들의 또 다른 과제는 9.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행성 충돌이 어떻

게 K-T 멸종이라는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것이었다. 설령 소행

성 충돌이 있었다고 해도 대량 멸종이 일어나지 않았고, 대량 멸종이 있었어도

소행성 충돌이라는 사건이 그러한 대량 멸종을 일으킬 수 없다면, 충돌 가설은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었다. 우선 K-T 멸종과 같은 대량 멸종이 있었다는 주장

그 자체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충돌 가설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건 관계없이

수용하는 일반적인 입장이 되었다. (Jablonski 1994; Bambach 2006; Futuyma 

2009: 165-168) 문제는 소행성 충돌이 대량 멸종을 야기한 메커니즘이었다.

버클리 팀이 충돌 가설을 제시했을 때, 이들은 지름 10Km의 소행성 충돌이 미

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크라카토아에 의해 발생한 먼지 구름은 태

양빛을 3% 정도 차단했다. 그리고 대기중에 방출된 물질의 양이 33배가 될 때마

다 태양빛의 강도가 1/�씩 감소한다. K-T 소행성은 크라카토아보다 약 1,000배의

물질을 방출할 것이므로 태양빛의 세기는 10���(= ����) 수준으로 감소한다. 이

정도면 식물의 광합성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렇게 햇빛이 사라지면서 전지구적

으로 광합성이 중단되었고 이는 먹이 사슬에 심각한 타격을 가한다. 다양한 조류

와 미소 플랑크톤, 유공충, 벨럼나이트(belemnites), 암모나이트(ammonites), 바

다 파충류들이 사라졌다. 육상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아서 공룡을 포함한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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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초식/육식 동물은 멸종을 맞이하게 되었다. (Alvarez et al. 1980:1106)

그러나 소행성 충돌 먼지로 인한 기온 강하와 햇빛 차단만으로는 대량 멸종을

일으키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좀 더 복합적인 살육 메커니즘

(killing mechanism)이 제시되었다. 우선 소행성 충돌과 같은 거대한 충격(리히터

규모 13 수준)에 의한 열 방출은 대기 중의 산소, 질소, 수증기를 결합시켜 질산

을 만들 정도로 충분하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산은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올

정도의 산성비를 내리게 만들 수 있다. (Prinn & Fegley 1987; Glen 1990: 359; 

Alvarez 1997: 14) 또한 10Km 크기의 소행성이 석회암층과 같이 탄소를 풍부하게

포함한 층에 충돌하였을 경우,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순식간에 10�~10�

배 수준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는 해양생태계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엄

청난 수준의 온실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일부 연구자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가능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강철구를 다양한 바위에 고속으로 쏜 다음 일어나는

변화를 시험했다. (Ahrens & O’Keefe 1983; Glen 1990: 359-360; Pope et al. 1997; 

Alvarez 1997: 14) 흥미로운 점은 칙슐룹의 천해 환경은 바로 이러한 시나리오에

잘 들어맞는 그러한 지점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충돌에 의한 열에너지 방출

은 엄청난 규모의 대화재를 유발할 만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화재는 역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에 걸맞게

K-T 경계에서 상당한 양의 탄화물질 역시 발견되었다. (Harvey et al. 2008)

이 과정에서 충돌설 지지자들은 소행성 충돌이 추동하는 메커니즘을 보다 분명

히 보여줌으로써, 소행성 충돌이라는 사건이 K-T 경계에서의 생물의 대량 멸종

기록, K-T 경계층의 독특한 특징을 옳게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 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자들은 소행성 충돌만이 야기할 수 있는 표지들을 찾으려 한 것이다.

이는 단순 연역이나 확률 변화로는 포착되기 어려운 과학적 추론의 특징이며, 이

과정에서 설명적 고려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나는 이 장에서 충돌 가설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은 아니다. 현장 과학

자들이 소행성 충돌 가설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어떤 증거를 제시했는지,

그리고 그 증거들이 가설과 어떤 관계를 보여주었을 뿐이다. 여기서 언급한 증거

들은 충돌 가설과 양립 불가능한 유력한 가설을 제거함으로써 충돌 가설의 높은

확률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충돌 가설이나 충돌 가설과 관련된

인과적 과정에 관한 가설에 의해 설명됨으로써 충돌 가설의 증거로 기능한다. 이

는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에서 규정하는 증거 개념에 잘 들어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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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나오며

이 논문에서 나는 기존의 대표적인 증거 이론인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 베이즈

주의 증거 이론, 최선 설명으로의 추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애친슈타인의 증

거 이론에 기초한 수정된 강한 설명적 증거를 옹호했다.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은 가설과 증거 사이의 관계를 연역적 도출 관계로 간주

하기 때문에 잘 정립된 연역 논리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증거적 지지 관계를 연역 논리만을 통해 해명할 경우, 획득한 관찰 자료와 무관

한 가설이 증거적 지지를 얻는 경우가 발생한다. 무관한 연언의 문제, 사이비 입

증의 문제가 이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겠다. 김스와 같은 이론가는 이를 해결

하기 위해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의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2장에서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연역 논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이상 이러한 수정안 역시 근

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수정된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은 가설과 증거 사이의 관계를 설명적

연결을 통해 해명한다. “왜 타이타닉이 침몰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타이타닉

이 빙산에 부딪혔기 때문이다”는 해당 질문에 대한 옳은 설명을 제공한다. 그러

나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혔고 국회의사당은 여의도에 있기 때문이다”는 해당

질문에 대한 옳은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립튼과 애친슈타인이 강조하는 것처

럼 설명 속에 무관한 명제가 들어올 경우, 그 설명은 망가져 버린다. (Achinstein 

2001: 145-146; Lipton 2004: 94) 설명적 연결의 이러한 특징은 왜 자료가 무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가설이 증거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지 잘 보여준다.

다음으로 가설-연역적 증거는 가설의 참을 가리키는 표지가 되지 못한다. 즉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을 수용한다면, “�는 ℎ의 증거이나 ℎ는 거의 확실하게 옳지

않다”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방식의 증거 주장을 하

지 않는다. 왜냐하면 증거를 찾는 이유는 그것이 가설의 참을 안내하기 때문인데,

이 같은 증거 주장은 증거가 가설의 참을 안내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기 때문이

다.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 내에서는 두 가설이 동일한 사실을 연역적으로 도출한

다면, 우리는 두 가설 모두가 그 사실을 증거로 가진다고 주장하여야 한다. 이를

테면 어떤 동전을 10만회 정도 던졌는데, 앞면과 뒷면의 비율이 대략 50:50 정도

라고 하자.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은 이 결과를 가리켜 이 동전이 공정한 동전이

라는 가설의 증거임과 동시에 어떤 교활한 악마가 동전 던지기에 개입하여 앞면

과 뒷면의 비율을 대략 50:50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가설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두 가설이 서로 양립 가능한 경우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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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주장이다.108 우리는 해당 동전 던지기 결과를 공정한 동전 가설의 증거라

고 여기지만 악마 개입 가설의 증거라고 여기지는 않는다. 반면 강한 설명적 증

거 이론은 �하에서 �가 ℎ의 증거라면 �(ℎ|�&�) > 0.5를 만족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이를 통해 어떤 관찰 자료를 설명하거나 함축하는 매우 이상한 가설이 증거

적 지지를 획득하는 일이 방지된다.

IBE는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과 마찬가지로 가설과 사실 사이의 증거적 지지

를 설명적 고려를 통하여 해명하고자 한다. 이 때문에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이

가진 대표적 문제인 무관한 연언의 문제 등을 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IBE에서

강조하는 설명은 옳은 설명, 혹은 가장 그럴 법한 설명이 아니라 청자에게 최선

의 이해를 제공하는 사랑스러운 설명이다. 그러나 설명의 사랑스러움은 가설의

발견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가설의 참을 보장하는 증거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은 사랑스러운 설명

이 아닌 옳은 설명 개념에 호소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에 대해 IBE 이론가들은 설명의 사랑스러움을 이용하여 가설의 사전 확률

및 우도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말로 가설의 사랑스러움이 이러한

값을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사랑스러움은 가설의 그럴 법함을 평가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가설의 사전 확률이나 우도를 계산할

때 가설의 설명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새먼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러

한 값들은 장기 빈도 추정이나 연역적 도출 관계 등을 검토함으로써 계산 가능하

다. (Salmon 2001)

많은 IBE 이론가들은 IBE가 베이즈주의와 양립가능할 뿐만 아니라 베이즈주

의와 조화를 이루고 베이즈주의의 모자란 부분(예. 사전 확률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IBE의 독특한 특징이자 강

점인 설명적 고려를 포기하는 결과를 불러온다. 가설과 자료 사이의 확률적 유관

성과 설명적 유관성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가설의 확률 변화를 찾을 수 없는 사

례에서도 설명적 연결을 찾을 수 있으며, 가설의 확률 변화가 나타나는 사례에서

도 설명적 연결을 찾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IBE를 베이즈주의에 끼

워 맞추려는 시도는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없다. 반면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은

설명적 연결의 (준)독립적 힘을 인정하고 가설의 높은 확률 조건과 더불어 가설

과 자료 사이의 설명적 연결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IBE의 설명 관계가 가설이 사실을 설명하는 일방향적인 관계임에

반해, 수정된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에서 나타나는 설명 관계는 사실이 가설을

설명하는 것, 다른 가설이 가설과 사실 모두를 설명하는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108 실제 사용한 동전은 공정하지만 각 시행에서 어느 면이 나올지는 악마가 결정한다고 하면

공정한 동전 가설과 악마 개입 가설은 서로 양립 가능한 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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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유연할 뿐만 아니라 실제 과학적 증거 개념의 사용과도 잘 맞아떨어진다.

마지막으로 많은 과학철학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을 살

펴보자. 베이즈주의는 개인의 합리적 믿음의 정도를 확률로 간주하고, 이를 통해

정교한 확률 연산 규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가설-연역적 증거 이론과 마찬가

지로 잘 확립된 연산 규칙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의 강

점이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정말로 확률로 나타낼 수 있다면 확률 연

산 규칙에 따라 우리 믿음의 정도가 바뀐다는 주장 역시 그럴 듯하다. 

그러나 표준적인 베이즈적 증거 정의, 즉 “�(ℎ|�&�) > �(ℎ|�)인 경우 그리고 오

직 그러한 경우에만 �하에서 �는 ℎ의 증거이다”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베이즈주

의적 증거 규정에 따르면, 올림픽에 출전할 정도로 뛰어난 수영 선수가 수영장에

서 수영 연습을 한다는 사실이 그가 익사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가 된

다. 이는 매우 반직관적인 결론이다. 물론 이에 대해 베이즈주의자들은 해당 선수

가 익사한다는 가설의 확률, 즉 가설을 믿는 정도가 미미하게 증가한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올림픽 수영 선수가 수영장에서 연습한다는 사실

을 증거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단지 확률의 변화량이 극히 미미하여 그 변화를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언급한 야구 경기

결과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종류의 자료는 가설의 확률을 극적으

로 변화시키지만 증거적으로 무관할 수 있다. 확률적 유관성과 증거적 유관성은

구분되어야 한다.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은 증거적 유관성을 설명적 연결을 통해 해명한다. 그렇

기에 오래된 증거의 문제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가설의 확률에 아무런 변화가 없

는 경우에도 주어진 자료가 가설과 설명적 연결을 가지기 때문에 가설의 증거가

됨을 보여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설의 확률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에

도 가설과 자료 사이에 설명적 연결이 없는 경우, 그 자료가 가설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베이즈적 증거의 핵심적 문제 중 하나는 가설-연역적 증거와 가설의 참을 보장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베이즈적 증거는 가설의 참을 가리키는 표지가 아니다.

이는 표준적인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이 확률의 긍정적 변화를 증거의 기준으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그러나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은 가설의

높은 확률 기준을 채택하기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베이즈주의”라 불리는 과학방법론 일반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그것이 쓸

모 없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가설에 관한 개인의 합리적 믿음의 정도를 확률로

나타낼 수 있으며, 개인의 합리적 믿음이 확률 연산 규칙에 따라 변한다는 주장

까지 강하게 거부할 필요는 없다.

이 논문에서 내가 거부하는 주장은 표준적인 베이즈주의자들의 증거 기준인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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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유관성 기준이다. 나 역시 대부분의 증거는 그것이 없었을 때와 대조했을

때, 가설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9장에서 분석한

K-T 멸종 사례에서 K-T 경계층에서 발견된 이리듐의 몇 가지 특징들(비정상적으

로 높은 농도, 이리듐 동위원소 비율 등)은 “6천 5백만년 전에 충분히 커다란 소

행성이 지구와 충돌했다”라는 가설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

나 버클리 팀이 그러한 자료들을 가설의 증거로 여긴 이유는 해당 자료가 단순히

가설의 확률을 증가시켰기 때문이 아니다. 이를 통해 가설의 높은 확률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러한 가설이 자료들을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충

돌 가설의 반대자들이 버클리 팀의 자료를 증거로 여기지 않은 이유는 그러한 자

료들이 충돌 가설의 높은 확률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물론 우리는 잘 작동하는 일관적인 철학적 이론을 위하여, 실제 과학자들이 사

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증거’라는 용어를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물리학자가 일상

인이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이나 ‘에너지’를 정의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베이즈주의적 증거 개념은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물리

학자들이 ‘일’을 사용하는 방식과 베이즈주의자들이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물리학자들은 자신들의 일 개념을 가지고 일상인의 일 개

념을 분석하려 시도하지 않는 반면, 베이즈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증거 개념을 가

지고 과학자들의 증거 및 입증 개념을 분석하고자 시도한다는 점이다.

베이즈주의는 합리적 개인의 믿음 변화 과정을 잘 해명하거나 추적할 수 있다.

그러나 가설의 입증,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 개념을 해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 직장인들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의미의 ‘일’이 발생하거

나 ‘에너지’가 투입된다고 해서 직장인의 일이 물리적 일이나 에너지로 환원되지

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이 찾고 사용하는 증거가 많은 경우 가설의 확률

증가를 유발한다고 해서 증거 개념이 확률 증가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믿음의 역

학과 증거의 역학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베이즈주의는 믿음의 역학이지 증거의

역학이라 할 수 없다.

전형적인 증거의 예인 산-염기 지시약의 색 변화, 레이더 스코프에 나타나는

광점, 등대의 불빛, 도로 표지판은 모두 어떤 가설의 참을 가리킨다. 과학자가 증

거를 찾으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은 증거는 가

설의 높은 확률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것을 따라갈 경우, 가설의

참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가설과 증거 사이에 설명적 연결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그러한 증거가 단순히 우연적으로 가설의 참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증

거가 가설과 특별한 방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설의 참을 보장함을 보여준다.

이는 기존의 증거 이론들이 분명히 강조하지 않은 점이다. 우리가 증거를 가설의

참을 가리키는 표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여기는 이상, 강한 설명적 증거 이론은

증거의 역학의 가장 훌륭한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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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visionary Defense of

Strong Explanatory Evidence Theory

Her, Wonki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dissertation, I propose an appropriate theory of scientific evidence which 

can explicate the concept of evidence used by scientists. In chapters 2 to 4, I 

evaluate some existing theories of evidence: Hypothetico-Deductive Theory of 

evidence, Bayesian Theory of Evidence, and 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 

(IBE). This shows that all of them fails to elucidate the concepts of evidence that 

scientists employ in their research. In chapter 5, I summarize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theories of evidence and explore why these problems are occur. My point 

here is that those problems arise because although evidence should be an indi-

cator for the truth of hypothesis, the existing concepts of evidence cannot be.

In Chapter 6, I introduce and defend Achinstein’s strong explanatory evidence 

theory, which is well-fitted to the indicator concept. The cores of the theory are as 

follows. One is that evidence must guarantee high probability of a hypothesis, 

(�(ℎ|�&�) > 0.5), and the other is that it is likely that there is an explanatory 

connection between hypothesis and evidence given ℎ&�&�	 is high. 

(�(E(ℎ, �)|ℎ&�&�) > 0.5) Thus, this theory does not allow a fact to be evidence of 

mutually incompatible hypotheses, and thereby can be distinguished from both 

Hypothetico-Deductive Theory of Evidence and Bayesian Theory of Evidence.

Thus, strong explanatory evidence does not confirm mutually incompatible hy-

potheses that unlike Hypothetico-Deductive evidence and Bayesian evidence. In 

addition, like IBE, it can also provide greater flexibility in assessing evidential 

support because these two theories are able to explicate evidential support by 



- 209 -

emphasizing explanatory connection. But, the strong explanatory evidence theory, 

unlike IBE, reveals the objective nature of evidence by adopting the concept of a 

correct explanation rather than that of a context-dependent good explanation. 

Furthermore, like IBE, it does not conflict with a probability rule, for because it 

does not claim that the explanatory connection itself contributes to the determi-

nation of likelihood, posteriors, and priors.

However, Achinstein’s theory of evidence faces the challenges of disjunctive hy-

pothesis problem and eliminative evidence problem. Therefore, in Chapter 7, I 

propose a modified version of Achinstein’s strong explanatory evidence theory. In 

my version, potential explanatory connection between aspects of hypothesis and 

aspects of fact is the key to solving the problems. Also, I demonstrate that evi-

dential support cannot be explicated by simple extensional logic.

In chapter 8, I suggest new solutions to solving old problems: problem of pseudo 

confirmations, problem of diverse evidence, paradox of raven. Finally, in chapter 

9, I provide an analysis of the K-T extinction debate. This analysis shows that the 

actual concept of evidence used by scientists who participated in this debate can 

best be understood in the strong explanatory evidence theory. The strong ex-

planatory evidence theory is the best option for anyone who wants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evidence.

Keywords: evidence, confirmation, Peter Achinstein, Strong Explanatory Evi-

dence Theory, Hypothetico-Deductive Theory of Evidence, Bayesian 

Theory of Evidence, 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

Student Number: 2011-3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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