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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 나는 기어리의 증거 이론에 내재된 예측주의와 제거주의를 비판하

고 그 대안으로 반사실적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을 제안한다, .

기어리 비클 몰딘이 과학적 추론의 이해 에서 제안한 증거 판단 방식에 , , (2008) 

따르면 가설에 긍정적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자료는 가설 구성 과정에서 사용되지 , 

않은 가설의 사용 참신한 예측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use-novel) ― ―

절대적 예측주의 그와 일치하는 예측이 대안 가설에 의해서는 도출될 수 없어야 ( ), 

한다제거주의 나는 절대적 예측주의를 옹호하는 핵심 논변인 잠재적 반증자 논변( ). 

이 사용 에 대한 유력한 두 가지 해석 중 어느 해석 하에서도 성립할 수 없다는 점‘ ’

을 밝혀내고 엄격한 시험 개념에 기초한 제거주의를 일관되게 적용할 경우 어떠, ‘ ’ 

한 자료도 가설에 증거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보인다.

나는 기어리의 증거 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반사실적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을 제

안한다 이 이론에서 나는 증거를 공적 설득을 위해 적절히 선택된 반사실적 배경 . “

믿음에 기초하여 가설을 정당화 확률의 증가 또는 높은 확률의 보장 하는 데 ― ―

기여하는 정보 로 정의하며 이에 대한 판단 과정이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 , 

베이즈주의적 정당화 논변으로 모형화된다고 제안한다 반사실적 베이즈주의 증거 . ‘

판단은 개인의 주관적 확률의 통시적 갱신 과정에 초점을 맞춘 입증 과는 구별되’ ‘ ’

며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비판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공적인 성격을 , 

가진다. 

나는 반사실적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을 예측주의적 직관을 재검토하는 데 적용한

다 상대적 예측주의는 예측의 성공이 사후 포섭의 성공보다 가설에 좋은 증거를 . 

제공한다고 말한다 나의 베이즈주의적 분석은 예측주의가 그럴듯하게 작동하는 것. 

처럼 보이는 두 가지 상황이 있음을 보이는 동시에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예측과 , 

사후 포섭의 구분이 증거 판단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에 . 

따르면 예측과 포섭의 구분은 가설의 사전 확률 또는 가능도의 차이에 의한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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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예측 자체가 증거적 뒷받침에 특별한 기여를 하는 것은 아니다, ‘ ’ .

마지막으로 나는 반사실적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로 천구『

의 회전에 관하여 출판 당시 태양중심설과 지구중심설이 행성 운동에 대한 (1543) 』

관측 자료로부터 얻은 증거적 뒷받침을 비교한다 이 사례 연구에서 나는 지구중심. 

설에 대한 태양중심설의 상대적 우위를 옹호하는 두 가지 증거 논변 사용 참신-―

한 예측에 기초한 논변과 이론적 통합성에 기초한 논변 이 베이즈주의적으로는 ―

두 이론의 가능도 차이에 의존하는 동일한 논변임을 밝혀낸다 그러나 나는 두 이. 

론을 가능도 의 차이에만 의존하여 증거적으로 차별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사전 확‘ ’

률 설정의 문제로 인해 매우 제한적으로만 실현된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특히 이. 

론의 가능도와 이론의 사전 확률 사이에는 거래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trade-off) 

문에 사전 확률을 증거 판단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공정한 이론 평가를 낳게 된다, 

는 점이 드러나게 된다.

주요어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 증거 판단 사용 참신성 예측주의 엄격한 시험: , , - , , 

이론적 통합성 뒤엠 콰인 논제 오래된 증거의 문제 코페르니쿠스 혁명, - , , 

학  번 : 2004-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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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1

서론 기어리의 증거 이론: 

과학에서 가설에 대한 주된 평가는 관찰이나 실험 결과와 같은 경험적 자료에 기

초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적 자료는 실. 

세계의 부분적인 정보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주어진 자료에 비추어 가, 

설이 참이라거나 거짓이라고 쉽게 단정지어 말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그 자료들. 

이 가설 혹은 이론에 이러저러한 증거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예컨대 가 이중. , DNA

나선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설은 에 대한 선 회절 사진으로부터 긍정DNA X

적인 증거를 얻는 반면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정지해 있다는 가설은 별의 연주시, 

차 관측에 의해 부정적인 증거를 얻는다 공룡 멸종 시기의 지층에서 높은 농도의 . 

이리듐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유성 충돌에 의한 공룡 멸종설에 분명 긍정적 증거

를 제공하긴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그 가설이 확립되려면 여전히 추가적인 증거, 

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일부 과학자들은 추가적인 증거를 찾아냈다고 주, 

장한다. 

이처럼 자료 “ e가 가설 h에 좋은 증거를 제공한다 자료 ”, “ e가 가설 h에 부정적 

증거를 제공한다 자료 ”, “ e가 가설 h에 별로 좋은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와 같은 ”

판단들은 과학적 담화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나는 이러한 판단들 즉 특정한 자. , 

료들이 가설에 긍정적 유리한 혹은 부정적 불리한 증거를 제공하는지 만약 증거( ) ( ) , 

를 제공한다면 얼마나 좋은 증거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판단들을 증거 판단 이라고 ‘ ’

부를 텐데 이 논문에서 나는 이러한 증거 판단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그리, , 

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려고 한다.

증거 판단을 위한 가장 고전적인 이론은 가설연역주의이다 이에 따르면 가설로. , 

부터 연역적으로 도출되는 경험적 귀결이 관측 결과와 일치할 때 그 가설은 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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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결과로부터 긍정적 증거를 얻는다 그러나 가설의 긍정적인 귀결이 모두 가설( ) . 

의 증거가 된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허용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까마귀의 역설이. 

나 무차별 입증의 문제와 같은 논리적인 수수께끼들은 가설연역주의적인 증거 이론

의 허용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또한 역사 속의 여러 이론 경쟁 상황에서도 가설연. 

역주의는 적절한 비교 평가를 수행하는 데 실패한다 예를 들어 코페르니쿠스 체계. 

와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처럼 행성 운동에 대한 경험적 귀결이 거의 차별화되지 않

았던 두 이론에 대해 가설연역주의는 이론 선택에 대한 적절한 지침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양한 철학자들은 증거 판단을 위해 가설의 경험적 귀결 외에 고려해야 할 사항

을 추가함으로써 가설연역주의를 보완하고자 한다 절 예측주의자(Crupi 2016, 2.4 ). 

들은 관측된 사실이 가설에 의해 미리 예측된 것인지 단지 사후적으로 포섭된 것인

지를 증거 판단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1) 제거주의자들은 관측된  

사실이 시험 중인 가설의 대안들을 제거하는 엄격한 시험 을 제공하는지를 증거 판‘ ’

단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기어리 비클 몰딘의 과학적 추론의 이해 에서는 예측주의와 제거, , (2008) 

주의를 동시에 고려한 듯한 증거 판단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론적 가설의 평가 . “

프로그램 과 통계적 가설의 평가 프로그램 으로 명명된 그들의 증거 판단 절차는 ” “ ”

가설연역주의에 제거주의와 예측주의의 직관을 결합함으로써 다양한 증거 판단 상, 

황에서 가설을 평가하는 데 상당히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들의 증. 

거 판단 절차는 몇 가지 의심스러운 결과와 함께 내적인 비일관성도 보여주고 있는

데 그것이 바로 이 논문의 출발점을 제공한다, . 

1. 이론적 가설의 평가 프로그램

이론적 가설의 평가 프로그램 으로 명명된 기어리 비클 몰딘의 증거 판단 절차“ ” , , 

는 모형이 실계계와 들어맞는다 는 가설을 자료에 기초하여 평가하기 위해 그림 “ ” , 

1) 예측주의 논의에서 예측 에 반대되는 용어로 을 많이 사용한다 이  ‘ ’ ‘accommodation’ . 
논문에서는 이를 포섭 또는 사후 포섭 으로 번역하여 사용할 것이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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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서도를 사용한다 이러한 증거 판단 절차에 따르면 어떤 자료가 가설의 긍정1 . , 

적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자료는 가설의 예측과 일치해야 하고 단계의  , , (5

예 둘째 그 일치는 가설이 참이 아닌 경우라면 나타날 가능성이 희박해야 한다‘ ’), , 

단계의 아니오 만약 첫 번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그 자료는 가설에 부(6 ‘ ’). , 

정적 증거를 제공하게 되고 첫 번째 기준을 통과했지만 두 번째 기준을 통과하지 , 

못할 경우 그 자료는 가설에 긍정적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비결정적인 자료가 , 

된다기어리 비클 몰딘 쪽 여기서 두 번째 기준은 일차적으로 자료에 관하여 ( , , 77 ). “

똑같은 예측을 산출하는 그럴듯한 대안 가설이 존재하는지를 따지는 제거주의적 ” 

고려를 끌어들인다 자료에 관하여 똑같은 예측을 산출하는 대안 가설이 존재할 경. 

우 자료와 예측의 일치는 조사 중인 모형이 어떤 다른 모형보다 세계에 더 잘 들“

어맞는다고 생각할 근거를 제공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쪽” (77 ).

한편 이 두 번째 기준은 그 가설이 애당초 그렇게 일치하도록 설계되었 는지를 , “ ”

따지는 예측주의적 고려 쪽 도 끌어들이고 있다 그 기준과 예측주의적 고려 (98-99 ) . 

사이의 관계는 그들이 결정적 실험 과 모형 개발 을 주의하여 구분할 것을 권고하‘ ’ ‘ ’

는 부분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모형 개발의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 

그림 기어리 비클 몰딘의 이론적 가설의 평가 프로그램 의 단계 기어리 비클 몰딘1. , , “ ” 5-6 . , , 
쪽의 그림을 다시 그림(2008),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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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등장한다 쪽(95 ). 

구모형이 제시된다a. .

구모형에 대한 실험적 시험이 부정적 증거를 산출한다b. .

구모형에 대해 확보된 부정적 증거를 설명하는 신모형이 정식화된다c. .

그들에 따르면 신모형에 대한 추가적인 시험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신모형에 , , “

대한 완전한 분석은 그것을 시험하는 실험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

다 쪽 그러면서 구모형에 대한 부정적 증거로 제시된 자료와 신모형의 예측이 .”(96 ) 

일치하더라도 그러한 명백한 일치가 신모형에 유리한 증거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

다는 점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한다 자료와 예측의 일치는 신모형이 세” . 

계와 들어맞지 않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신모형은 애당초 그렇게 , , “

일치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 이다 쪽 모형 개발이 결정적 시험처럼 즉 구” (96-97 ). ―

모형의 예측은 자료와 일치하지 않고 신모형의 예측은 자료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 , 

자료가 신모형에 대한 좋은 증거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와 동일한 방―

식으로 분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모형 개발에서 구모형에 대한 부정적 증거는 신모형 창안의 원인이 되지만 신모형

에 대한 진정한 실험적 시험은 아니다 주어진 예에서 기술된 실험이 구모형에 대. 

해 부정적 증거를 제공하고 그 부정적 증거를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가설이 개발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결정적 실험을 한 모형이 이기고 다른 모형이 지는 경기. 

에 비유할 수 있다면 모형 개발 기사를 결정적 실험으로 분석하는 것은 신모형이 , 

부정적 증거를 설명하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에 경기를 불공정하게 만드는 즉 경기( , 

가 조작되는 결과를 낳는다 기어리 비클 몰딘 쪽) .( , , 2008, 97 )

자료와 가설의 예측이 일치해야 한다는 조건 자료에 대한 예측을 산출할 수 있, 

는 대안적인 가설이 없어야 한다는 제거주의적 조건 가설이 자료를 포섭하려는 의, 

도에서 만들어져선 안 된다는 예측주의적 조건은 모두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며 대, 

다수의 과학자들이 증거 판단 과정에서 실제로 고려하는 기준들로 보인다 과학적 . 

추론의 이해 에 수록된 다양한 적용 사례들은 그들의 증거 판단 절차의 유용성과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한 몇몇 사례들은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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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그들이 채택한 기준들을 의심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2. 기어리식 증거 판단 방식의 문제점

기어리 비클 몰딘 의 증거 판단 방식이 가진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구, (2008)

분될 수 있다 첫째는 예측의 성공만이 가설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예측주의적 조. 

건에 따른 문제이고 둘째는 주어진 자료가 대안 가설을 통해 도출될 수 없을 때에, 

만 가설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제거주의적 조건에 따른 문제이며 셋째는 자료가 , 

가설의 예측과 일치해야만 가설의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건에 따른 문제이다.

2.1. 예측주의적 성격에 의한 문제점

기어리 비클 몰딘 쪽의 증거 판단 절차에 따르면 예측의 성공만이 , , (2008, 94-99 ) , 

가설의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사후 포섭의 성공은 가설에 아무런 증거도 제공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증거 판단을 위해 가설과 자료 외에 이론가의 주관적. 

인 의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떻게 이론가의 의도. 

가 증거 판단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만약 이 기준이 옳다면 동일한 가? , 

설은 동일한 자료에 기초하여 평가되더라도 그 의도에 따라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즉 그 가설이 자료를 포섭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그 자료. 

로부터 아무런 증거도 얻지 못하는 반면 동일한 가설이 다른 심리적 경로를 거쳐 ,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그 자료로부터 긍정적 증거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는 . 

과학자가 자신의 가설 구성 과정에서 자료를 고려했다는 사실을 감춤으로써 자료, 

가 가설에 제공하는 증거의 정도를 부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준다. 

의 구조에 대한 이중나선 모형의 발견 사례를 생각해보자 기어리 비클 몰DNA . , , 

딘 쪽은 왓슨과 크릭의 이중나선 모형으로부터 특정한 무늬의 선 회절 (2008, 74 ) X

사진이 예측되었으며 바로 그 점 때문에 프랭클린의 선 회절 사진이 왓슨과 크릭, X

의 모형이 의 구조를 잘 나타낸다는 가설에 좋은 증거를 제공한다고 말하고 DNA

있다 그러나 여러 역사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왓슨과 크릭은 프랭클린의 선 회. , X

절 사진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 정보는 그들의 모형 제작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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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분명히 활용되었다 매독스 즉 그들은 이미 알고 있던 프( 2004; Klug 2004). 

랭클린의 선 회절 사진 자료를 X 설명하기 위해 가설을 세운 것이며 기어리의 증거  , 

판단 방식을 일관되게 적용할 경우 그 자료는 그들의 가설에 아무런 증거도 제공하

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설은 애당초 그렇게 자료와 일치하도록 설. , “ [ ] 

계되었기 때문 이다” . 

그런데 왓슨과 크릭은 년 네이처 논문에서 그들이 가설을 구성하는 과정1953  

에서 프랭클린의 선 회절 사진을 고려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X . 

들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을 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구조를 고안했을 때 거기서 네이처 의 같은 호에 실린 윌킨스 등[ 
의 논문과 프랭클린과 고슬링의 논문에서 제시된 상세한 결과를 알지 못했으며] , 

그 구조는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주로 출판된 실험 자료와 입체화학적 논증에 의존

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런던 킹스 칼리지의 윌킨스 박사와 프. M. H. F. R. E. … 
랭클린 박사와 그 동료들의 미출판 실험 결과와 아이디어의 전반적인 본성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자극을 받았다 쪽.(Watson and Crick 1953, 737-738 )

그 논문 바로 뒤에 연달아 수록된 두 편의 논문(Wilkins, Stokes and Wilson 

은 정확히 왓슨과 크릭의 가설에 대한 증거를 제1953; Franklin and Gosling 1953)

공하는 역할을 했다 그들의 의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년 월 일 네이. , 1953 4 25 

처 에 실린 세 편의 논문을 본 독자들은 주로 입체화학적 논증에만 기반해 만들어

진 의 분자 구조 가설이 놀랍게도 선 회절 사진 자료와도 잘 부합한다는 인DNA X

상을 받게 된다. 

보통 왓슨과 크릭의 행동은 다른 연구자의 공을 숨기거나 혹은 가로챈 비윤리적

인 행동으로 비판을 받았다 매독스 쪽 그러나 기어리식 증거 판단 ( 2004, 258-266 ). 

방식에 따르면 그들의 행동은 윤리적 문제를 넘어서 인식론적인 문제가 될 수도 , 

있다 즉 그들의 행동은 가설의 예측과 자료 사이의 일치를 실제보다 더 놀라운 일. 

로 포장함으로써 가설이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 정도를 부풀린 것일 수도 있다, . 

그러나 정말 그럴까?2)

2)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로는 정동욱 을 참고할 것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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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화는 단지 예외로 취급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단백질의 분자 구조를 . 

연구하는 현대의 과학자들은 단백질의 선 회절 사진을 설명할 수 있는 분자 구조X

를 사후적으로 제안하면서 그 구조가 선 회절 사진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아무 거X

리낌 없이 얘기한다 또한 수많은 통계적 연구에서 그들의 가설은 애당초 표본 자. 

료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지지만 그 이유 때문에 표본 자료가 그들의 가설을 뒷받침,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과학적 추론의 이해 의 장. 6 

에서 기어리 비클 몰딘이 제시한 통계적 가설의 평가 프로그램 에서도 가설이 자, , “ ”

료를 포섭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은 가설을 평가하는 데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즉 그들의 통계적 가설의 평가 프로그램 은 자신들의 이론적 가설의 평가 프로그“ ” “

램 과 모순되며 그와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

이미 알려진 사실 !를 포섭하기 위해 가설 "가 제안되어 실제로 !를 포섭하는 

데 성공했을 경우 정말로 , !가 "에 긍정적 증거를 제공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 ) 

한 가지 방법은 !에 의한 "의 확률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 !를 고려하지 않았

다면 부여했을 "의 확률 #$"%&'와 !를 고려했을 때의 "의 확률 #$"%&∧!'를 비교

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증거 판단은 . “!를 알지 못했다면 과 같은 반사실”

적인 상황을 가정한 배경 믿음 &를 상상하고 그러한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 

"의 사전 확률 #$"%&', !의 기대치 #$!%&', !에 대한 "의 가능도 #$!%"∧&'를 이용

한 확률 갱신을 사고실험해볼 것을 요구한다. 

만약 그러한 방식의 증거 판단이 가능하다면 기어리의 예측주의적 고려가 가진 , 

문제점은 생각보다 쉽게 분석될 가능성이 있다. )를 가정할 때 !가 주어지면 )의 

구체적인 버전인 )′이 도출되며 이러한 근거로부터 , )′이 제안되었다고 생각해보

자.3) 이 경우 , !를 고려하기 전까지는 )의 다양한 버전들을 차별할 근거가 거의 없

지만, !를 고려하면 그 중에서 )′의 신뢰성만 극도로 높아지고 나머지는 부정된다

3) 워럴 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료에 기초하여 가설이 곧바로 도출될 수 (Worrall 1989) , 
는 없다 따라서 가설 구성 과정에 자료가 사용된 경우 가설과 자료를 매개하는 이. 
론이 전제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자료. (!에 기초하여 특)
정한 직선 가설()′ 을 만들었다면 이러한 가설 구성 과정에는 일반적인 직선 가설) , 
() 이 전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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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 근거하여 #$)′%&∧!'*#$)′%&'이 성립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단. , 

)′은 )의 구체적인 버전이므로 #$)′%&∧!'는 #$)%&∧!'를 넘어설 수 없다 또한 . 

만약 )의 다양한 버전들 사이에 무차별의 원리를 가정한다면, )의 확률은 !에 의

해 증가하지 않으므로(#$)%&∧!'+#$)%&'), #$)′%&∧!'+#$)%&'가 된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이는 확률 증가의 관점에서 . !가 가설의 구성 과정에 전제된 )에는 증

거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를 포섭하도록 만들어진 )′에는 분명히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예측주의적 고려가 일반적으로 지켜질 수 없다는 ,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료를 이용하여 구성된 가설이 그 자료로부터 증거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을 설득하더라도 일부의 예측주의자들은 완전히 물러서지 않을 수 있다 워럴. 

과 같은 예측주의자들은 가설의 예측이 관찰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Worrall 2010)

임시방편의 보조가설을 통해 증거를 사후 포섭함으로써 가설을 구제하는 시도에 대

해 우려했다 이것이 허용된다면 가설은 반증으로부터 영원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된. 

다 이러한 독단적인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들은 포섭의 성공을 예측의 성공에 . , 

비해 낮게 평가하는 방법론적인 제안을 하게 되었다 이때 예측주의자의 관심은 애. 

초에 핵심 가설 또는 이론이지 포섭을 위해 고안된 보조가설이 아니었던 것이다. 

만약 이처럼 예측주의적 직관이 결국 가설과 보조가설의 결합에 의한 경험적 귀

결이 시험될 때 증거적 뒷받침이 각각의 가설에 어떻게 분배되어 제공되는지의 문

제라면 베이즈주의는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예측주의, . 

의 문제를 가설과 보조가설 또는 가설과 배경 믿음의 문제로 치환하여 베이즈주의

적 분석을 시도해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추론은 베이즈주의의 표준적인 . 

작동 방식과 달리 항상 이미 알고 있던 자료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의 반사실적 “ ” 

배경 믿음에 기초한 추론에 의존하며 증거 판단이 이러한 반사실적인 사고실험을 ,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온전한 논의가 필요하다.

2.2. 제거주의적 성격에 의한 문제점

기어리 비클 몰딘 쪽 은 가설이 참이 아니더라도 가설의 예측이 자료와 , , (2008, 77 )

일치했을 가능성이 있다면,4) 즉 자료에 대한 예측이 대안적인 가설에 의해서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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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될 수 있다면 그 자료는 가설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거, . 

주의적 고려는 가설의 예측과 자료 사이의 일치만으로 증거 판단을 할 경우에 발생

하는 방만함을 해결해주며 대안 가설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일수록 좋은 증, 

거를 제공한다는 일반적인 직관과도 잘 부합한다.

이러한 제거주의적 고려의 유용성은 기어리 비클 몰딘 장이 경계과학, , (2008, 4 ) ‘ ’

이라고 부른 유형의 가설들을 평가하는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그들이 제시한 경계. 

과학의 사례들에서 주어진 자료는 시험 중인 가설에 의해서도 설명되지만 다른 가, , 

설로도 쉽게 설명된다 예를 들어 프로이트의 치료 후 한스의 말에 대한 두려움. , “[ ] , 

이 줄어든 것 은 어린 한스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한 프로이트의 가설로도 설명되지”

만 세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대단히 변화무쌍하기 때문 에 누가 무엇을 하든 상, “4 ” “

관없이 몇 달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증상 에서 벗어날 것 이라는 상식적인 얘기만“ ” “

으로도 설명된다 쪽 또한 이스터 섬의 거대 조각상은 외계인 방문설로도 (177-180 ). 

설명되지만 섬 주민들이 몇몇 단순한 기술만으로 옮기고 세웠을 것이라는 이야기, 

로도 쉽게 설명된다 쪽 또한 생물들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그들의 환경(186-190 ). 

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점은 각각의 생물들이 신에 의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통해 (

지속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가설로도 설명되지만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로도 잘 설명) , 

된다 쪽(144-145 ). 

이렇듯 제거주의적 고려는 경계과학 의 가설들이 왜 진지하게 고려될 필요가 없‘ ’

는지를 잘 보여준다 즉 그들이 자신의 증거로 제시한 대부분의 자료들은 다른 방. 

식으로도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것들로서 실제로는 그들의 가설에 아무런 증거도 ,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를 과학의 가설에도 엄격하게 적용. 

할 경우엔 우리가 흔히 증거로 간주하는 것들을 증거로 간주하지 못하게 만들 위험

이 있다.

예를 들어 생물들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그들의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 

4) 원문은 고려 중인 모형이 실세계와 잘 들어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자료와  “ ” 
일치했을 가능성에 대해 묻고 있는데 기어리에게 가설은 모형이 실세계에 잘 들어, “
맞는다 라는 형태의 진술이므로 그 문장을 가설이 참이 아니더라도 로 바꾸어도 ” , “ ”
무방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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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 가설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원래 기어리 비클 몰? , , 

딘 쪽 첫 문단 은 이 자료가 옛 버전의 즉 시간에 따른 새로운 종의 (2008, 144 ) ―

창조를 금지하는 특수 창조 가설에 비추어 설명될 수 없기에 그 자료는 자연선―

택에 의한 진화 가설에 좋은 증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그 자료는 . 

각각의 생물들이 신에 의해 시간을 통해 지속적으로 창조된다는 가설로도 분명히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기어리의 증거 판단 절차를 일관되게 적용할 경우 우리는 . , 

그 자료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 가설에도 아무런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결론

을 내려야 할 것이다 기어리 비클 몰딘은 정말 이러한 결론에 만족하는 것일까. , , ? 

그들의 책에는 분명한 단서가 없다.

제거주의적 고려의 일관된 적용은 다음의 증거 판단 또한 의심스럽게 만든다 기. 

어리 비클 몰딘은 핼리 혜성이 뉴턴주의 가설의 예측 시점인 년 후에 나타났다, , 76

는 자료가 뉴턴주의 가설에 아주 좋은 증거 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다음과 “ ” . 

같이 말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가설은 똑같은 궤도를 가진 또 다른 혜

성이 년 후라는 바로 예측된 시점에 우연히 나타났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누가 76 . 

보아도 그럴 리는 거의 없어 보였다 따라서 자료는 뉴턴의 모형이 들어맞는다는 . 

아주 좋은 증거를 제공해 주었다 기어리 비클 몰딘 쪽.( , , 2008, 132 )

그런데 위의 증거 판단 과정에는 제거주의적 고려 외의 고려가 숨어 있다 위의 . 

인용문에서 우리는 뉴턴주의 가설 ", 외에도 혜성의 귀환을 설명할 수 있는 대안  

가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우연 가설 . "-이다 물론 뉴턴주의 . 

가설의 예측과 일치하는 사건이 우연히도 정확히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 

서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가설로부터는 자료가 정밀하게 예측 되지 않는“ ”

다 그러나 우리는 년 후에 어떤 혜성이 우연히 나타났다 라는 보다 구체적인 . “76 ”

우연 가설 "-′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가설 . "-′은 정말로 주어진 자료를 뉴

턴주의 가설만큼 동등하게 예측한다 따라서 기어리식 증거 판단 절차를 엄격하게 . 

따를 경우 자료는 뉴턴주의 가설에 아무런 증거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 

이 사례에서의 증거 판단은 우연 가설을 무시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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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핼리 혜성의 귀환은 뉴턴 역학이 아닌 일반상대성 이론을 통해서도 예측될 수 

있다 따라서 핼리 혜성의 귀환은 뉴턴 역학에 아무런 증거도 제공하지 못하게 된. 

다 이는 새로운 가설의 탄생이 증거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을 야기한다. . 

새로운 대안 가설의 탄생은 증거 판단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나는 ? 

새로운 대안 가설의 고려를 통해 기존의 증거 판단이 변경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

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변경이 이렇게 극단적이어서는 곤란하다 핼리 혜성의 귀환. . 

은 일반상대성 이론의 탄생 전에도 뉴턴 역학의 증거로 간주됐지만 일반상대성 이, 

론의 탄생 이후에도 여전히 뉴턴 역학의 증거로 간주되고 있으며 우리에겐 그러한 ,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증거 이론이 필요하다.

제거주의적 고려에 따른 이러한 문제점들은 기본적으로 기어리의 증거 판단 방식

이 정도 의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 ’ . 

이러한 문제는 기어리의 증거 판단 방식이 자료에 대한 대안 가설의 존재 여부만 

고려할 뿐 대안 가설 자체의 현실성 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도 기인하고 있, ‘ ’

다 따라서 우리는 증거적 뒷받침의 정도 및 가설의 현실성 을 고려하는 방법을 . ‘ ’ ‘ ’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어떻게 가능한가 한 가지 방법은 가설의 확률과 그 . ?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의 조건이 성립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 . 

#$!%"-'≪#$!%"/' +#$!%"-∧0' 단 ( , "-는 우연 가설)

위의 조건에 따르면, "-가 참일 경우 즉 우연히, , !가 나타날 확률은 "/이 참일 

경우 !가 나타날 확률보다 훨씬 낮다 이 경우 우리는 . !가 "/에 좋은 증거를 제공

한다고 판단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설정된 조건에 따라 우연히 . 0라는 사실이 참

일 경우 !가 나타날 가능성 #$!%"-∧0'가 #$!%"/'과 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 "/만큼 !

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대안 가설 "-∧0를 너무나 쉽게 만든 셈이 된다 이 경우 기. 

어리의 증거 판단 절차를 적용하면 !는 "/에 아무런 증거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평

가가 도출된다 아마도 기어리는 . "-∧0를 예측주의에 호소하여 배제하고 싶겠지만, 

예측주의는 그 자체의 문제가 있다고 앞서 지적했다 그렇다면 . "-∧0는 어떻게 제거

할 수 있을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 !를 고려하기 전까지는 0의 현실성 즉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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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려에 따르면 . #$"-∧0'는 낮은 사전 

확률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대안 가설 . "-∧0의 확률 증가율 #$"-∧0%!'1#$"-∧0'가 

#$"/%!'1#$"/'과 같더라도 사후 확률 #$"-∧0%!'는 #$"/%!'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따. 

라서 우리는 "-∧0와 같은 비현실적인 대안 가설을 사소하게 취급하면서 여전히 !

가 "/에 좋은 증거를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비슷한 해결책은 새로운 가설의 도입에 따른 증거 판단에도 적용될 수 있

다 기어리의 증거 판단 절차에 따르면 옛 가설 . "/과 새 가설 "2가 모두 자료 !를 

동등하게 잘 설명할 경우, !는 "/과 "2 모두에 아무런 증거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판정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 "/과 "2는 서로에게 대안 가설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 

나 이는 너무 과도해 보인다 이로부터 벗어나는 한 가지 방법은 가능한 대안 가설. 

들이 제거되는 정도를 고려하는 것이다. !를 고려하기 전까지 "/3 "23 "43 ⋯3"6과 

같이 대안 이론들이 여럿 가능했으나, !로 인해 나머지 유력한 대안 가설들이 제거

되고 거의 "/과 "2만 남게 되었다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면 분명 , !는 "/과 

"2의 확률을 나머지 대안 가설로부터 빼앗은 만큼 증가시킴으로써 두 이론 모두에( ) 

게 어느 정도의 증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는 ( "2라는 새로운 가

설을 고려할 수 없었던 때보다는 작아질 수 있겠지만 이러한 접근은 증거를 주관). 

적 확률의 증가로 간주하는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과 연결되며 특히 이를 제대로 , 

다루려면 특히 반사실적 재구성 전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핼리 혜성의 귀환과 같. 

은 증거는 일반상대성 이론과 같은 새 이론이 제안되기 전부터 알려진 오래된 증거

이기 때문이다.

2.3. 예측과 자료의 일치라는 필요조건의 문제점

한편 기어리의 증거 판단 절차는 가설의 예측과 자료의 일치를 긍정적 증거의 필

요조건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신뢰구간을 추정하는 통계적 가설의 경우 추정된 신. , 

뢰구간 가설은 표본 자료를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보기 어렵다 신뢰구간 가설이 참. 

일 경우에도 정확히 그러한 표본 자료가 나타날 확률은 매우 낮았을 것이기 때문이

다 그럼에도 표본 자료는 신뢰구간 가설에 대한 좋은 증거로 간주된다 이를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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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예측과 자료의 일치는 증거의 필요조건으로 보기 어렵다 대신 우리는 가설, . 

이 참일 경우 자료가 나타날 확률과 대안 가설이 참일 경우 자료가 나타날 확률, 

즉 가설과 대안 가설의 가능도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 

표본 자료는 그 자료에 대해 절대적으로는 낮은 가능도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가( ) 

능도를 가진 가설을 상대적으로 더 뒷받침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은 베이즈주의적 . 

가능도 비교법과 결과적으로 동일하다. 

3. 결론 및 논문의 구성

나는 기어리의 증거 판단 방식에 내재된 문제점들이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의 도

입을 통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베이즈주의적 증거 이론. 

을 도입하기 앞서 우선 예측주의와 제거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철저하게 이루

어져야 한다 이것이 장과 장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다. 2 3 .

장에서는 가설 구성에 사용되지 않은 자료만이 가설에 증거를 제공한다는 절대2 ‘

적 예측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로널드 기어리’ . (Ronald N. Giere 1983; 

기어리 비클 몰딘 와 존 워럴 은 가설 구성에 사용, , 2008) (John Worrall 1989; 2002)

되지 않은 자료만이 가설에 증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가설 구성에 사용된 자료는 , 

가설에 아무런 증거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가설은 가설 ‘ ’ . , 

구성에 사용된 자료에 의해 반박될 위험이 없기 때문에 가설 구성에 사용된 자료, 

는 가설에 아무런 증거도 제공하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 이라는 개념은 명. ‘ ’

료화가 필요한 애매한 개념으로서 논자에 따라 설명 의도 혹은 필요 로 해석된, ‘ ’ ‘ ’

다 나는 사용 에 대한 이 두 가지 해석 중 어느 해석 하에서도 잠재적 반증자 논. ‘ ’ ‘ ’ 

변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밝혀낼 것이다. 

장에서는 엄격한 시험 개념에 기초한 데보라 메이요3 ‘ ’ (Deborah G. Mayo 1996)

의 제거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절대적 예측주의의 강력한 비판자이기도 . 

한 메이요는 증거 판단이 예측이나 사용 여부와 무관하며 엄격한 시험 통과 여부‘ ’ 

에 의존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가설 구성에 사용된 자료도 때로는 가. , 

설에 대한 엄격한 시험을 제공할 수 있다 나는 메이요의 논의에서 엄격한 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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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비일관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관되게 사용될 경우 복잡한 이론 , 

평가 상황뿐 아니라 간단한 통계적 가설의 평가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움을 

보일 것이다 특히 각 가설이 참일 경우 자료가 산출될 확률만 고려할 뿐 각 가설. , 

의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는 제거주의적 증거 판단 방식에서는 대안 가설의 상상에 , 

따른 증거의 무력화 시도를 전혀 막을 수 없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예측주의와 제거주의를 통해 가설연역주의의 방만함을 제한하려고 했던 문제의식

은 살리면서도 예측주의와 제거주의의 문제점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은 주관적 확

률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통시적 주관적 확률 갱신 과정 즉 입증 과. , ‘ ’ 

정에만 초점을 맞춘 표준적인 베이즈주의는 그에 대한 완전히 만족할만한 해법을 

제시해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나는 입증 과 구별되는 증거 의 고유한 . ‘ ’ ‘ ’

의미를 드러낼 수 있으면서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에 내재된 주관적 성격과 과학자 , 

공동체 내에서 표명되는 증거 판단의 객관적 성격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새

로운 베이즈주의적 증거 판단 방식을 제안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에서는 입증 과 구별되는 증거 의 고유한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낼 4 ‘ ’ ‘ ’

수 있는 새로운 베이즈주의적 증거 판단 방식을 제안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증거. , 

란 공적 설득을 위해 적절히 선택된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하여 가설을 정당“

화하는 데 기여하는 정보 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판단 과정은 반사실적 배경 믿음” , 

에 기초한 베이즈주의적 정당화 논변으로 모형화되어 공동체 내에서 유통되고 비판

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나는 베이즈주의적 합리성의 원천에 대한 논쟁을 검토함으. 

로써 이러한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증거 판단 방식을 정당화할 것이며 새, 

로운 증거 개념을 정식화하는 데 사용한 적절히 선택된 배경 믿음 과 가설을 정“ ” “

당화하는 데 기여 란 말의 의미를 해명하고 그러한 조건의 필요성을 정당화할 것이”

다 이후 장과 장에서는 새롭게 제안한 베이즈주의적 증거 판단 방식을 상대적 . 5 6

예측주의와 이론적 통합성에 대한 논의에 적용해볼 것이다.

장에서는 예측의 성공이 사후 포섭의 성공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증거를 제공한5

다는 상대적 예측주의를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베이즈주의 증거 판단 방식‘ ’ 

에 기초하여 검토할 것이다 패트릭 마허 와 에릭 반즈. (Patrick Maher 1988; 1993)

는 가설에 의한 예측의 성공을 가설 생성 방법 또는 가설 지(Eric C. Barne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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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근거의 신뢰성과 연결지음으로써 예측의 성공이 사후 포섭의 성공보다 가설에 , 

상대적으로 더 좋은 증거를 제공한다는 베이즈주의적 정당화를 제시한다 나는 이‘ ’ . 

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상대적 예측주의가 그럴듯해 보이는 상황에는 두 가지 , 

경우가 있음을 보일 것이다 첫째는 별도의 독립적인 근거에 의해 보다 높은 사전 . 

확률을 부여받은 가설을 통해 예측가가 현상이 나타날 것 이라는 예측을 포섭가“ ” (

에 비해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경우로 반즈의 예측주의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 ’ , . 

는 가설을 통한 예측에 보다 신뢰할만한 보조가설을 사용함에 따라 예측가가 가설“

이 참이라면 현상이 나타날 것 이라는 예측을 포섭가에 비해 자신 있게 할 수 ” ( ) ‘ ’ 

있었던 경우로 워럴 등의 예측주의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예측과 포섭의 구분은 , . 

가설의 사전 확률 또는 가능도의 차이에 의한 부산물에 불과하기에 예측 자체가 , ‘ ’ 

증거적 뒷받침에 특별한 기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장에서는 워럴의 예측주의를 이론적 통합성에 대한 유력한 베이즈주의적 분석6

과 연결지은 후 이를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비판할 것이다(Myrvold 2003) , . 

라카토슈의 연구 프로그램 방법론의 문제의식을 계승한 워럴 의 예측(Worrall 2002)

주의는 뒤엠식 전체론의 위협에 대응하여 경험적 적합성 면에서 차별화되지 않는 

경쟁 이론을 증거적으로 차별화하고자 하는 바람과 관련되어 있다 천구의 회전에 . 『

관하여 출판 당시 행성 운동 관측 자료가 태양중심설과 지구중심설에 제공(1543) 』

한 증거적 지지도를 비교하는 사례 연구를 통해 나는 태양중심설의 상대적 우위를 , 

옹호하는 두 가지 증거 논변 사용 참신한 예측에 기반한 논변과 이론적 통합성-―

에 기초한 논변 이 베이즈주의적으로는 두 이론의 가능도 차이에 의존하는 동일―

한 논변임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두 이론을 가능도의 차이에만 의존하여 증거적으. 

로 차별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최종적으로 사전 확률 문제에 부딪힘에 따라 온전히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도 보일 것이다 특히 이론의 예측력 또는 통합성으로 드러나. (

는 가능도와 이론의 사전 확률 사이에는 거래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 (trade-off) 

에 사전 확률 문제를 증거 판단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공정한 이론 평가를 낳게 된, 

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장 결론에서는 증거 판단에 대한 논의를 종합한 후 이론 선택과 실재론과 관련7 , 

된 몇 가지 함의를 이끌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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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절대적 예측주의와 잠재적 반증자

예측주의는 예측의 성공을 사후 포섭의 성공보다 좋은 증거로 간주한다 특히 로. 

널드 기어리 기어리 비클 몰딘 와 존 워럴(Ronald N. Giere 1983; , , 2008) (John 

이 제안하는 절대적 예측주의는 가설 구성에 사용Worrall 1989; 2002; 2006; 2014)

되지 않은 사용 참신한 현상의 예측( - , use-novel) 만이 가설에 대한 진정한 증거를 제 

공한다고 주장한다 이 장에서는 그들의 사용 참신성 예측주의 에서 핵심이 되는 . ‘ - ’

사용 개념과 잠재적 반증자 논변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절대적 예측주의의 ‘ ’ ‘ ’ , 

논리적 결함을 드러낼 것이다. 

1. 절대적 예측주의와 사후 포섭의 문제

기어리 비클 몰딘의 사용 참신성 예측주의 에 따르면 이미 알려진 자료를 설명, , ‘ - ’ , 

하기 위해 가설이 제시된 경우 그 자료는 그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 

으며 가설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지 않은 가설의 참신한 귀결 진정한 예측 만이 가, ( )

설의 시험지가 되어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 이란 . ‘ ’

다소 넓은 의미 로 어떤 과학자가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가설을 만들었다면‘ ’ , , 

그 현상은 가설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이미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1) 이러한 그 

들의 주장은 기어리의 적절한 시험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Appropriate Test)’ (Giere 

쪽1983, 278 ). 

1) 기어리는 가설의 구성 을 수많은 가능한 가설 중에서 하나의 가설을 선택 하는 것 ‘ ’ ‘ ’
으로 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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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시험 : 참인 가설은 참으로 수용할 뿐 아니라 거짓인 가설은 거짓으로 거부

하도록 이끌 적절히 높은 확률을 가진 절차

기어리는 적절한 시험 개념을 이용하여 사용 참신성 예측주의 를 다음과 같이 ‘ ’ ‘ - ’

옹호한다 과학자가 어떤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 가설을 만들었다면 선택했다면 그. ( ), 

렇게 만들어진 혹은 선택된 가설이 그 자료를 설명하지 못할 가능성은 없다 즉 그 ( ) . 

가설이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그 가설은 무조건 그 자료를 설명하는 데 성공, 

할 것이다 따라서 가설을 선택하는 데 사용된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통한 시험은 . 

거짓인 가설을 거짓으로 거부할 확률이 이므로 적절한 시험이 될 수 없다“ ” 0 (Giere 

쪽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그 자료는 가설이 참이 아니더라도 가설의 1983, 278 ). , 

예측과 일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자료는 좋은 증거로 간주될 수 없, 

다 이를 위해 가설의 시험에 사용되는 가설의 경험적 귀결은 자료와의 일치 여부. 

가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예측이거나 적, 

어도 가설을 선택하는 데 사용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워럴 역시 기어리와 비슷한 논지의 잠재적 반증자 논변을 제시했다‘ ’ . 

이론 T가 실제로는 자료 e의 기초 위에 묶여 있었다면 … e에 대한 조사는 T에 대
한 진정한 시험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것은 . … T의 잠재적 반증자가 전혀 아니었

다 왜냐하면 . T는 그것의 구성 방법 때문에 e에 의해 기술된 사실로부터 전혀 위협

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쪽.(Worrall 1989, 148-149 ) 

워럴 쪽 을 비롯한 많은 예측주의자들은 여기에 기적 금지 논(Worrall 1989, 155 ) ‘

변을 덧붙인다 이론의 예측이 성공했을 때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론의 ’ . , 

참 또는 우연의 일치뿐이다 그러나 우연의 일치로 예측이 성공할 가능성은 기적과 . 

같은 아주 작은 가능성일 것이다 따라서 예측의 성공에 대한 최선의 설명은 그 이. 

론이 세계의 참된 모습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예측의 성공, 

은 이론이 참이라는 증거를 제공한다 반면 이론이 이미 알고 있었던 자료를 설명. 

하는 데 성공한 것 즉 이론에 의한 사후 포섭의 성공은 그 이론이 그 자료를 함축, 

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으로부터 설명되며 그것은 이론가의 재능에 대해 말해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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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이론의 참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사후 포섭의 성공은 , . 

이론이 참이라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워럴은 이러한 논변으로부터 이중 사용 . ‘

금지라는 규칙을 제안했다 즉 가설을 구성하는 데 일단 사용된 자료는 또 다시 증’ . 

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용참신성 예측주의를 옹호하는 여러 논변의 직관적 호소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 , 

학자들은 이중 사용 금지 규칙에 대한 반례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데보라 메이‘ ’ . 

요 쪽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반례를 제시했다 첫(Deborah G. Mayo 1996, 271-274 ) . 

째 학생들의 성적 자료 , e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성적 평균에 대한 가설 H(e 를 구)

성했을 때 자료 , e는 가설 H(e 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가설 ) H(e 에 대한 증)

거를 제공한다 둘째 임의표집된 표본의 대통령 지지 빈도 . , e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대통령 지지율이 e 사이에 있다는 신뢰구간 가설 ±δ H(e 를 구성했을 때 자료 ) , e는 

가설 H(e 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가설 ) H(e 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 

메이요 장 는 기어리와 워럴의 논변이 모두 엄격한 시험(Mayo 1996, 8 ) ‘ (severe 

개념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메이요의 엄격한 시험 이란 가설 test)’ . ‘ ’ H가 거짓일 경

우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을 말하는데 기어리나 워럴과 비슷하게 메이요 역시 자료, , 

는 엄격한 시험 에 결부될 때에만 가설에 증거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메‘ ’ . 

이요는 워럴 식의 잠재적 반증자 논변을 거부하고 때로는 가설 구성 과정에서 사‘ ’ , 

용된 자료도 가설에 대한 엄격한 시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그. , 

에 따르면 어떤 가설이 엄격한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은 그와 양립불가능한 대안 , 

가설들이 그 시험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의. 

에 기초하면 자료가 가설 구성 과정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즉 사용 참신성, , ‘ -

은 증거의 필요조건이 아니다(use-novelty)’ . 

한편 토머스 니클즈 는 과학사의 유명한 사례들 속(Thomas Nickles 1987; 1988)

에서 이중 사용 금지 규칙에 대한 반례를 찾아냈다 그는 많은 이론들이 기존의 ‘ ’ . 

연구 성과를 제약 삼아 그 제약을 만족하도록 가설을 구성하는 동시에 그 가설은 , 

그 제약으로부터 정당화된다고 주장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뉴턴의 사례가 될 . 

수 있다 뉴턴은 자신의 이론을 현상으로부터 도출 했다고 스스로 주장했는데 그. “ ” , 

것이 맞다면 이론의 도출에 사용된 현상은 그 이론을 정당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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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은 케플러의 법칙으로부터 도출되었으므로 케플, 

러의 법칙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만유인력의 법칙을 정, 

당화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메이요와 니클즈의 반례를 검토한 워럴 은 그 반례 속 모든 증거들(Worrall 2002)

이 일반적인 이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에 따르면 현상으로부터 이. , 

론이 도출되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러한 도출 과정에는 항상 일. 

반적인 이론이 전제되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케플러의 법칙으로부. , 

터 만유인력의 법칙이 도출되는 과정에는 뉴턴의 운동 법칙들이 전제되어 있었다. 

이를 메이요의 사례에도 적용하면 성적 자료로부터 평균 가설을 얻는 과정에는 평, 

균에 대한 정의가 전제되어 있으며 표본 빈도로부터 모집단의 비율에 대한 신뢰구, 

간 가설을 얻는 과정에는 통계 이론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찰로부터 워럴은 이중 사용 금지 규칙에 위배되는 증거의 사례들은 ‘ - ’ 

온전한 증거 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부 증거‘ (unconditional evidence)’ ‘ (conditional 

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즉 가설 구성 과정에 사용된 자료는 그 가설에 대evidence)’ . 

해 일반적인 이론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거 만을 제공하며 그 과정에서 전제된 일‘ ’ , 

반적인 이론에는 아무런 증거도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그 일반적인 이론에 독자적. 

인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조건부 증거 의 딱지를 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어떠‘ ’ . 

한 이론이 자료로부터 온전한 증거 를 얻기 위해서는 여전히 사용 참신성 조건이 ‘ ’ ‘ - ’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이론으로부터 근거를 얻을 수 없는 근본적인 이론. 

의 경우엔 조건부 증거 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궁극적으로는 사용 참신한 예‘ ’ , ‘ - ’ 

측만이 증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워럴의 이런 관점은 패러다임 또는 연구 프로그램의 단단한 핵 과 같‘ (hard core)’

은 근본적인 이론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이론은 . 

전체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례 하나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론은 , . 

반례를 설명할 수 있도록 보조가설을 수정함으로써 반례를 포섭하고 자신의 핵심, 

적인 가설을 보호할 수 있다 워럴이 이러한 행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 . 

러한 행동은 허용되며 때로는 바람직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 포섭을 예. 

측의 성공과 동일한 증거로 취급한다면 근본적인 이론 사이의 비교 평가는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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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워럴은 동일한 자료라도 예측과 사후 포섭을 증거. 

적으로 차별함으로써 근본적인 이론 사이의 비교 평가를 가능하게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 워럴의 기획이 성공하려면 예측이 왜 포섭보다 좋은 증거를 제공하는. 

지에 대한 엄밀한 정당화가 필요하다. 

2. 사용된 자료 설명 의도 필요: vs. 

기어리와 워럴에 따르면 가설 구성에 사용된 자료는 그 가설의 잠재적 반증자가 ,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설의 증거가 전혀 될 수 없다 어떤 자료가 가설 구성에 . 

사용된 것인지를 따지기 위한 대표적인 기준은 설명 의도 와 필요 이다 기어리‘ ’ ‘ ’ . 

기어리 비클 몰딘 는 설명 의도 를 워럴(Giere 1983; , , 2008) ‘ ’ , (Worrall 1989; 2006)

은 필요 를 주장한다 기어리에 따르면 어떤 자료를 포섭하려는 의도로 가설을 구‘ ’ . , 

성했다면 그 자료는 가설 구성에 사용된 것이다 반면 워럴은 가설을 구성하는 데 . 

필요한 자료만을 그 가설의 구성에 사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기어리 의 논변은 다음과 같다 어떤 자료 (Giere 1983) . !를 포섭하려는 의도로 가

설 "를 구성했다면 그 가설 , "는 자료 !를 포섭하는 데 성공할 수밖에 없다 즉 . "

는 !로부터 반증될 가능성이 없으며, "는 참이 아니더라도 !를 포섭하는 데 성공할 

것이다 따라서 . !는 "가 참이라는 증거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 ’ . 

논변은 정당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자료 . !를 포섭하려는 의도로 가설 "를 구성했

다는 것만으로는, "가 !를 포섭하는 데 성공한다는 것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케플러는 티코의 화성 관측 자료를 포섭하기 위해 여러 가설을 세웠지, 

만 그 자료를 포섭하는 데 거듭 실패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케플러는 . ? 

티코의 관측 자료 모두를 포섭할 수 있는 가설을 그 자료로부터 곧장 추론할 수 없

었기 때문이다 그는 우선 궤도의 일반적인 성격을 가정한 후 그 가정으로부터 티. , 

코의 일부 자료를 포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궤도 가설을 추론하는 방법을 사용했

다 예를 들어 초창기의 케플러는 화성의 궤도가 원형일 것이라는 가정과 태양을 . , 

기준으로 환산된 화성의 관측점 세 개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원형 궤도를 작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낸 그의 가설은 나머지 관측 자료에 의해 기각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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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즉 케플러는 티코의 관측 자료 모두를 포섭하려는 의도로 가설을 구성했지만  

그 자료를 모두 포섭하는 데는 실패했던 것이다 장(Martens 2000, 4 ; Simonyi 2012, 

쪽191 ). 

만약 사용 을 워럴 식의 필요 로 판단한다면 위의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 워럴‘ ’ ‘ ’ . 

에 따르면 가설 구성에 정말로 필요한 자료는 포섭하고자 하는 전체 자료 중 일부, 

일 뿐이다 예를 들어 특정한 원 궤도 가설 . "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세 

개의 점 !뿐이다 이 경우 나머지 자료는 가설 구성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 . 

필요에 대한 판단은 화성의 궤도가 원형이라는 일반적인 이론 )에 의존한다 이제 . 

원래의 잠재적 반증자 논변을 그대로 연장하게 되면, "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세 

개의 점 !는 "를 구성하는 데 사용됐기 때문에 "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없으며, 

!를 제외한 다른 점들만이 "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워럴의 해석은 . 

기어리의 해석보다 훨씬 안전해 보인다. 

3. 조건부 증거와 잠재적 반증자 

그러나 워럴의 해석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만약 . )가 옳다면 !로

부터 "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직관적으로 보자면. , !가 옳다면 수많은 가능한 원 중

에서 "를 제외한 원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만 남게 된다 따라서 . "는 !로부터 증거

를 얻게 된다 그러나 이는 가설 구성에 사용된 자료는 가설의 잠재적 반증자가 될 . 

수 없기 때문에 가설에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는 애초의 잠재적 반증자 논변에 위

배된다. 

워럴은 가설 구성에 사용된 자료가 가설에 증거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

한 상황을 해명하기 위해 조건부 증거 와 온전한 증거 를 구분한다‘ ’ ‘ ’ .3) 그에 따르면 , 

위의 사례에서 "는 !로부터 )를 전제로 한 조건부 증거를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 

2) 실제로는 다른 관측점 세 개를 이용한 또 다른 원형 궤도와 비교하여 두 원이 상당 
히 불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3) 이는 절에서 제기됐던 예측주의의 다양한 반례들로부터 예측주의를 보호해주는 역 1
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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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자료 !로부터 가설 "를 추론하는 데 일반 이론 )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는 가설 구성에 전제된 이론 )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도 제공하지 못한

다 오직 . )에 대한 독립적인 증거가 있거나, "가 자신의 구성에 사용되지 않은 새

로운 예측을 성공시킬 경우에만, "는 온전한 증거를 얻게 된다 이러한 해명은 . "의 

구성에 사용된 !도 "에 대해 증거를 제공한다는 직관을 이해하게 해주지만 이에는 ,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확률 증가의 관점에서, , !는 )의 확률과 상관없이 "에 증거를 제공한다 워. 

럴이 조건부 증거를 주장하는 이유는 )와 !가 "를 준연역적으로 도출4)하는 반면, 

즉 #$"%)∧!'≃/인 반면, )를 전제하지 않은 #$"%!'는 그러한 높은 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 !를 고려하기 전까지 이론 )의 구체적인 버전들 "8들을 차

별하지 않을 경우, !에 의한 "의 사후 확률 #$"%!'는 #$)'의 값과 무관하게 항상 

사전 확률 #$"'보다 높다 이는 아래와 같이 증명된다. .5) 

#$"%!' +#$"%)∧!'#$)%!'9#$"%:)∧!'#$:)%!'
+#$)%!' $∵#$"%)∧!'+/3 #$"%:)∧!'+-'
+#$)' $∵원이라는가설은 어떠한세 점도 허용'
*#$"' $∵"가 )에 포함되어있음'

4) 연역 이 아니라 준연역 인 이유는 배경 이론 자료 가설 의 도출  ‘ ’ ‘ ’ , “T( ) & E( ) H( )”→ 

과정에서 대체로 귀납이 사용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뉴턴의 운동 법칙. 
과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으로부터 만유인력의 법칙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각 , 
행성에 대해서 연역적으로 도출된 태양과 행성 사이의 힘에 대한 법칙이 그 외의 모

든 물체 사이에도 성립할 것이라는 귀납이 사용된다.

5) 물론 워럴이 지적한 모든 종류의 조건부 증거가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는 것은 아니 
다 벨리코프스키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그는 성경에 등장하는 노아의 . (Worrall 2010). 
홍수를 근거로 과거에 전지구적인 재난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가설, (T 을 제안했다) . 
그리고 그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료를 수집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러, 
한 재난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e 그는 이를 집단 기억 상실). ‘ (h 로 설명하고자 했)’
다 이 사례에서 워럴은 재난에 대한 사료의 부재가 집단 기억 상실 가설에 대해 전. , 
지구적 재난 이론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거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에는 , 
T가 e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P(T|e)<P(T 가 될 것이며) , P(h|e)>P(h)의 보
장 여부도 불확실하다 이에 대한 완전한 분석은 사전 확률을 이용한 베이즈주의적 . 
분석이 필요하다 쪽을 참고할 것. Howson  and Urbach (2006), 118-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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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증명에 따르면 확률 증가의 관점에서는 , )와 무관하게 !는 "를 뒷받침하

게 된다 즉 워럴은 . !가 "의 확률을 증가시킴에도 불구하고 !가 "의 온전한 증거라

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워럴은 온전한 증거가 되기 위해 높은 사. 

후 확률의 조건을 전제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사용 참신한 예측의 성공에 의해 ? -

제공되는 증거 역시 높은 사후 확률의 조건을 언제나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가 자신의 구성에 사용되지 않은 !를 예측하는 데 성공했더라도, #$"%!'가 

특정한 값 이상이 된다는 보장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 "의 구성에 사

용된 !가 "의 온전한 증거임을 부정하는 워럴의 주장에 대해 그것을 뒷받침하는 어

떠한 좋은 이유도 찾지 못했다.

둘째 조건부 증거의 도입은 잠재적 반증자 논변의 일관성을 깨뜨린다 워럴은 가, . 

설의 잠재적 반증자가 될 수 있는 자료만이 가설의 증거가 될 수 있고 따라서 가, 

설 구성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은 자료만이 가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 워럴은 . )를 전제로 !가 "에 증거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에 따르면 . ? )를 전제로 "

가 !로부터 준연역적으로 도출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 )의 참을 전제로 !의 참

은 "의 참을 거의 보장하므로, )를 전제로 !는 "를 믿을만한 아주 좋은 이유 즉 , 

증거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원래의 잠재적 반증자 논변과 상충된. 

다. !는 "의 가설 구성에 필요했으며 따라서 , !는 "가 거짓이더라도 "를 반증시킬 

가능성이 전혀 없다 따라서 그의 잠재적 반증자 논변이 옳다면. , , !는 "에 대해 증

거를 제공할 수 없어야 마땅하다 결국 그는 조건부 증거를 인정함으로써 예측주의. 

의 핵심 논변이었던 잠재적 반증자 논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예측이 증거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도 버린 셈이 된다 또한 이렇게 되면 예측만이 . 

온전한 증거를 제공하는 이유를 잠재적 반증자 논변을 통해 정당화하는 것은 물거

품이 되고 만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워럴은 어떤 자료가 가설의 온전한 증거 가 되기 위, ‘ ’

해서는 가설의 잠재적 반증자가 되어야 한다고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즉 잠재적 . 

반증자 논변을 온전한 증거 에만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 역시 문제‘ ’ . 

가 있다 위의 사례에서 . !는 "의 구성에 사용되었지만 )의 구성에는 사용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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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따라서 . "의 구성에 사용된 !가 )를 뒷받침할 수 없다는 워럴의 주장은 사용-

참신한 예측과 연계된 잠재적 반증자 논변과 무관하다.6) 왜냐하면 잠재적 반증자  

논변에 의거한 사용 참신성 예측주의가 주장하는 바는 - )의 구성에 !가 사용되었을 

경우 그 !는 )에 의해 반증될 수 없기 때문에 )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기 때

문이다 결국 조건부 증거 와 온전한 증거 의 구분을 통한 증거의 이원화 전략은 . ‘ ’ ‘ ’

증거 개념에 대한 통일적인 이해를 훼손하며 잠재적 반증자 논변의 약점만을 노출, 

할 뿐이다. 

4. 필요와 가설의 구성 과정

사용을 필요 로 해석하자는 워럴의 제안은 가설 구성의 역사적 심리적 과정이 증‘ ’ /

거 판단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Worrall 1989, 

쪽 만약 자료의 사용 여부가 가설이 만들어지는 실제 심리적 과정에 의존154-156 ). 

한다면 우리는 증거 판단을 위해 가설의 실제 구성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 

하는 부담이 생긴다 또한 만약 과학자가 자신의 가설 구성 과정을 왜곡하여 공개.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잘못된 증거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 . 

워럴은 과학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가설의 실제 구성 과정이 구체적으, 

로 어떠했는지에 상관없이 자료가 가설의 구성에 필요했을지에 대한 논리적 문제‘ ’

만을 따짐으로써 자료의 사용 여부를 객관적으로 밝혀낼 수 있고 그로부터 객관적, 

인 증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필요 로서의 워럴의 사용 개념에 따른 증거 판단은 ‘ ’

가설의 실제 구성 과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티코의 화성 관측 자료가 . 

개의 관측점 100 <!/3 !23 !43⋯3 !/--=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상상해보자 케플러가 구. 

체적인 타원 궤도를 작도하는 데 !/3 !23 !43 !>3 !?를 사용했다면 그 다섯 점은 화성

의 궤도가 타원이라는 가설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수 없고 나머지 점들만 증거를 ,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케플러가 구체적인 타원 궤도를 작도하는 데 . !@A, !@B, 

6) 이 비판은 데이비드 하커 쪽 에 의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David Harker 2008, 4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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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 !/--을 사용했다면 그 다섯 점은 화성의 궤도가 타원이라는 가설에 대해 , 

증거를 제공할 수 없고 나머지 점들만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케플러가 어떤 , . 

과정을 수행했느냐에 따라 타원 궤도 가설에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달라지

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케플러의 실제 연구 과정과는 상관없이 개의 모. 100

든 점이 함께 타원 궤도 가설에 증거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

까?7)

사실 자료와 가설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어떤 과학자가 두 . 

관측점 과 로 구성된 자료 (1,1) (2,2) !를 본 후 D+E라는 가설 "를 제안했다고 가정

하자. !는 "를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자료일까 만약 모든 점들이 직선을 이룬다? 

는 이론 )를 전제한다면, !는 "를 확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일 수 있으며 또한 ‘ ’ , 

그 자료가 없었다면 "를 구성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 !가 "의 

구성에 꼭 필요한 자료라고 말할 수 없다 다른 관측점 과 로 구성된 자료 . (3,3) (4,4)

!′도 )를 전제로 "를 구성하는 데 충분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과학자는 ‘ ’ . E와 D 사 

이의 관계를 추측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정보를 이용해 "를 구성할 수도 있으며 혹, 

은 그냥 아무렇게나 단순한 가설을 상상하다 "를 지어낼 수도 있다 즉 과학자가 . "

를 구성하는 데 실제로 !를 사용했더라도 !가 "의 구성에 꼭 필요한 자료라고는 말

할 수 없는 것이다.

잠재적 반증자를 통한 분석도 동일한 결론을 지지한다 바로 위에서 소개한 가상. 

의 사례에서 !는 "의 잠재적 반증자인가 가설 ? "는 E가 일 때 1 D도 이어야 하고 1

E가 일 때 2 D도 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 만약 관측 결과 2 . E가 일 1

때 D가 이 아니었거나 1 E가 일 때 2 D가 가 아니었다면 그 관측은 2 , "를 반증했을 

것이다 따라서 논리적인 관점에서 . !는 "의 잠재적 반증자이며, "에 대한 진정한 

시험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 시험의 통과는 . "에 대한 모종의 증거를 제공한다 다만 . 

!는 모든 점들이 직선을 이룬다 는 이론 “ ” )에 대한 잠재적 반증자는 될 수 없다. 

)는 E+/일 때 D가 어떤 값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는다 또. 

한 의 점이 있을 때 (1,1) E+2라면 D+2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지 않으며 의 , (2,2)

7) 이는 워럴의 예측주의를 이론적 통합성과 연결시킨 장의 분석을 통해 더 분명하게  6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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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을 때 E+/이라면 D+/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지 않는다 즉 . )는 어떠한 

두 개의 점도 허용하기 때문에 !는 )의 잠재적 반증자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 !는 

)의 진정한 시험이 될 수 없다 그런데 . "는 )의 원소이므로 !가 "에 제공하는 증

거는 애초에 )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믿음 이상으로 "의 믿음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러한 최종 결론은 워럴의 결론과 일맥상통하지만 사용이나 예측과 같은 개념에 , 

의존하지 않는다. 

5. 반증의 현실적 가능성과 논리적 가능성

그렇다면 워럴의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워럴의 잠재적 반증자 논변은 ? 

가설 구성에 사용된 자료는 가설을 반증할 가능성이 현실적 으로 없기 때문에 가설‘ ’

에 대한 진정한 시험지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자료가 . 

가설에 대한 시험지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자료에 의해 가설이 반증될 가능성이 

현실적 으로 존재하는지가 아니라 논리적 으로 존재하는지에만 의존한다‘ ’ ‘ ’ .8) 바로  

위의 문단에서 제시된 잠재적 반증자를 통한 분석은 바로 논리적 잠재적 반증자‘ ’ 

개념에 기초한 것이다 반대로 워럴은 현실적 잠재적 반증자 개념에 의존하여 시. ‘ ’ 

험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에 사용 참신한 예측을 증거의 필요조건으로 판단하는 잘-

못을 범한 것이다 그리고 사용된 자료에 의한 조건부 증거를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 

잠재적 반증자 논변을 스스로 위반했던 것도 동일한 잘못에 기인했던 것이다.

워럴의 문제점은 모든 까마귀는 검다 라는 가설 “ ” "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다 확

연하게 드러날 수 있다 만약 가설 . "를 구성하는 데 한 마리의 검은 까마귀에 대한 

관찰 !가 사용되었다면 그 관찰 , !는 "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까 워럴의 ? 

분석을 적용한다면 그 관찰 !는 모든 까마귀가 동일한 색이다 라는 이론 “ ” )를 전

제로 한 조건부 증거만 제공할 것이다 왜냐하면 . )를 전제할 때 !는 "를 도출하기 

8) 피터 립턴 쪽 도 이와 비슷한 논변을 펼치고 있다 그에  (Peter Lipton 2005, 219-220 ) . 
따르면 예측만이 틀릴 수 있는 위험 을 제공한다는 얘기는 , “ ” 과학자에게는 성립하더

라도 가설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예측된 자료뿐 아니라 사후 포섭된 자료도. , 그 
자료가 다른 값이었다면 그 가설을 반박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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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즉 . !는 "를 구성하는 데 사용됐으며 따라서 , "에 대한 온전한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필요 의 관점에서 . “ ” !가 "의 구성에 정말 사용된 것인지는 판단하

기 어렵다 우리는 아무런 관찰 없이도 그런 가설을 마음대로 지어낼 수 있으며 전. , 

혀 다른 근거에서 그러한 가설을 제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워럴식 분석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가 )에 대한 증거를 제공

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려면 적어도 두 개의 관찰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증거 분석을 위해 가설이 여러 요소로 분해될 수 있다는 점을 . 

보여준다 증거 판단이 요구되는 가설 . "는 여러 요소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관찰 결과 !가 "에 대한 시험을 제공하더라도 "의 구성 요소 중에는 !에 의

해 시험되지 않는 부분 )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경우라. 

면 !는 )에 대해 애초에 가지고 있던 믿음 이상으로 "의 믿음을 끌어올릴 수 없다.

6. 결론

이 장에서는 기어리와 워럴의 절대적 예측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사용에 대한 두 가지 주된 해석인 설명 의도 와 . ‘ ’

필요 모두 결함이 있다 우선 사용을 설명 의도 로 해석하는 기어리의 사용 참신‘ ’ . ‘ ’ -

성 예측주의로는 잠재적 반증자 논변이 유지될 수 없다 그는 어떠한 자료를 설명. 

하기 위해 제안된 가설은 그 자료에 의해 반박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시

험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자료를 설명하기 위한 의도로 제안. 

된 가설도 그 자료를 포섭하는 데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논변은 실패한다. 

반면 워럴의 사용 참신성 예측주의는 사용을 설명 의도 보다 좁은 필요 로 해석함- ‘ ’ ‘ ’

으로써 잠재적 반증자 논변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자료와 가설 . 

사이에 성립할 수 없는 필연적인 관계를 요구한다는 문제와 더불어 증거 판단에서 

우연적인 가설 구성 과정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온전한 증거와 조건부 증거를 구분하는 워럴의 시도는 예측주의에 유연성을 더해

주긴 하지만 예측주의의 일관성을 깨뜨리며 증거에 대한 통일적인 이해를 저해한

다 워럴은 가설 구성에 사용된 자료가 가설을 뒷받침하는 경우를 특정한 이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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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한 조건부 증거로 인정함으로써 스스로 예측주의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 

그러나 현실적 차원의 잠재적 반증자 대신 논리적 차원의 잠재적 반증자 개념을 ‘ ’ ‘ ’ 

적용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증거와 조건부 증거를 구분할 필요 없이 모든 종류의 , 

증거를 논리적 차원의 잠재적 반증자에 의한 시험으로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 ’ 

다. 

대신 그가 두 가지 증거를 구분함으로써 이루고자 했던 바는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어떤 자료 . !가 "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더라도 "의 구성 요소 중에는 !에 

의해 뒷받침될 수 없는 부분 )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과도한 증거 판단을 ,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워럴에게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 

이것이다 즉 세심한 증거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것은 자료의 사용 여부에 대한 고찰. 

이 아니라 자료로부터 뒷받침될 가설의 구성 요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인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완전한 분석은 확률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분석은 장에. 4

서 반사실적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을 정식화한 후 장과 장에서 시도될 것이다, 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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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메이요식 엄격한 시험의 한계

기어리 비클 몰딘 쪽 의 증거 판단 절차는 가설이 참이 아닐 경우에도 , , (2008, 77 )

예측과 자료의 일치가 나타날 수 있었는지를 묻는 메이요식 엄격한 시험 에 따른 ‘ ’

제거주의적 관점도 채택하고 있다 데보라 메이요 쪽. (Deborah G. Mayo 1996, 180 )

에 따르면 가설과 일치하는 자료는 그것이 가설에 대한 엄격한 시험 을 제공할 때, ‘ ’

에만 가설에 대한 좋은 증거를 제공한다 메이요의 엄격한 시험 이란 가설 . ‘ ’ F가 거

짓일 경우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을 말한다 메이요는 엄격한 시험 개념이 가설과 . ‘ ’ 

증거 사이의 논리적 관계뿐 아니라 시험 절차를 증거 판단의 핵심 요소로 끌어들임

으로써 방법론적 이론 미결정성의 위협을 극복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증거 판단을 , 

위한 적절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그는 가설 구성에 사용된 자료. 

가 다시 가설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엄격한 시험 이 그에 ‘ ’

대한 올바른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로널드 기어리. (Ronald N. 

와 존 워럴 등의 사용 참신성 예측주의자는 가설 Giere 1983) (John Worrall 1989) -

구성에 사용된 자료는 그 자료를 이용해 구성된 가설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

했지만 메이요는 엄격한 시험 만 통과한다면 가설 구성에 사용된 자료도 가설의 , ‘ ’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장에서 나는 메이요가 엄격한 시험의 장점을 소개하기 위해 스스로 제시했던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메이요가 엄격한 시험을 적용하는 방식이 일관적이지 않음, 

을 보일 것이다 즉 방법론적 이론 미결정성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엄격한 시험. 

을 적용한 방식을 일관되게 적용할 경우 가설 구성에 사용된 자료는 그 자료를 이, 

용해 구성된 가설에 아무런 증거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가설 구성에 사용. 

된 자료가 그 가설에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엄격한 시험을 적용할 경우 엄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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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방법론적 이론 미결정성의 위협으로부터 증거를 구제해주지 못한다 또한 . 

나는 메이요의 대표적인 사례인 신뢰구간 추정 절차조차도 엄격한 시험으로 일관되

게 분석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보일 것이다 특히 그가 정의한 방식의 시. 

험의 엄격성은 우리가 신뢰구간을 신뢰하는 근거조차 제대로 해명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1. 메이요의 엄격한 시험과 시험의 엄격성

메이요 쪽에 따르면 가설과 일치하는 자료는 그것이 가설에 대(Mayo 1996, 180 ) , 

한 엄격한 시험을 제공할 때에만 가설에 대한 좋은 증거를 제공한다 메이요의 엄. ‘

격한 시험 이란 가설 ’ H가 거짓일 경우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을 말한다 이를 보다 . 

엄밀하게 정의하기 위해 그는 통과 탈락 만 있는 간단한 시험에 대한 엄격성 기준‘ / ’

을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Severity Criteria, SC) .

(SC) H가 거짓일 경우 시험 절차 , T가 H를 탈락시킬 확률이 매우 높다. 

이에 따르면 시험 , T의 엄격성 S(T 는 아래와 같이 정량적으로 계산될 수 있다)

쪽(Mayo 1996, 192-194 ).1)

S(T) = P(test T fails H | H is false) = 1 P(test – T passes H | H is false)

메이요는 이를 다음의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프림과 커피를 탈 때 그 순서에 따. 

라 맛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 가 있다고 하자 가 정말 둘을 구분할 수 있는X . X

지를 확인하는 시험은 다음과 같다.

시험 가설 H 맞출 확률  : p 귀무가설  > 0.5 [ H0 맞출 확률  : p=0.5]

시험 절차 T 번 중 번 이상 맞춘다면 가설  : 100 60 , H를 통과시킨다.

위의 시험에 대한 엄격성 S(T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1) 메이요는 엄격성의 값을 지칭하는 기호를 따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편의를  , 
위해 S(T 라는 기호를 사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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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 1 P(test  – T passes H | H 즉 is false[ , H0 is true]) 

= 1 0.03 = 0.97 [2SD = 0.1] – 

위의 계산에는 약간의 트릭이 숨어 있다 가설 . H(p 가 거짓이라는 것과 귀무>0.5)

가설 H0(p 이 참이라는 것은 동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문은 어떻게 해=0.5) . 

소될 수 있을까 우선 우리는 ? H0을 H의 유일한 대안 가설로 취급할 수 있다 만약 . 

가설 H가 거짓이어서 가 맛을 구분하지 못하고 단지 무작위로 대답할 뿐이라고 X

할 경우 그에 대한 유일한 정량적 해석은 , p 라는 것이다 즉 =0.5 . p 라는 가설은 <0.5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해석은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긴 하지만 대안 가설이 분명히 . , 

여럿으로 보이는 시험 상황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

보다 일반적인 시험 상황에 대비하여 우리는 귀무가설 , H0을 H의 유일한 대안 

가설로 취급하는 대신에 H의 대표적 대안 가설로 간주할 수도 있다 즉 가설  . H가 

거짓이라는 것은 p 또는 =0.5 p 또는 =0.4 p 등등을 모두 포함하는 =0.3 Hf(p 가 0.5)≤

되어야 하지만, H0는 Hf의 대표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Hf를 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H is false ≡ Hf is true 

≡ H0 is true ∨ H1 is true ∨ H2 is true ∨  … ∨ Hn is true 

이를 고려하여 S(T 를 다시 계산할 경우 이는 다음과 같은 복잡한 수식이 된다) .

S$)' +P$) fails F % F is false'
+P$) fails F % FO is true'

+S
T+-

6

P$) fails F % FT is true'UP$FO is true'

P$FT is true'

즉 그 값은 P(T fails H | Hk 들의 가중치 평균이다 그러나 가중치항 is true) . (P(Hk 

is true)/P(Hf 에 포함된  is true)) H가 거짓일 확률 P(Hf 또는 특정 대안 가 is true) 

설 Hk가 참일 확률 P(Hk 의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베이즈주의 입증  is true) ? 

이론은 주관적인 사전 확률 부여를 통해 여기에 어떤 값이든 만들어낼 수는 있으( ) 

나 메이요는 그러한 주관적인 사전 확률 부여에 의존하지 않고자 한다 오히려 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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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는 자신의 엄격성 기준이 그러한 의문스러운 사전 확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

문에 장점을 가진 것처럼 내세웠다 그는 가설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 

확률을 구하는 것은 신빙성이 있어도 자료로부터 가설이 참일 확률 또는 그에 대, ‘ ’ 

한 믿음의 정도를 구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위의 경우처럼 . 

수많은 대안 가설이 가능할 경우엔 그가 정의한 엄격성 값을 구하기 위해 각종 가

설이 참이거나 거짓일 확률을 알아야 하는 난처함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라는 . 0.97

값을 구한 그의 계산은 도대체 무엇일까?

메이요가 허용하는 확률 하에서도 우리는 특정한 대안 가설 , Hk가 참이라면 시험

절차 T가 시험 가설 H를 탈락시킬 확률 P(T fails H | Hk 는 계산할 수 있 is true)

으며 우리는 이 확률값을 특정 대안 가설 , Hk에 비추어 가설 H를 시험하는 절차 T

의 엄격성 Sk(T 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면 엄격한 시험이란 시험 가설 ) . H와 양립불

가능한 대안 가설 중 어떤 가설 Hk가 참이더라도 시험절차 T가 H를 탈락시킬 확률

이 언제나 높은 시험이라고 재정의될 수 있으며 시험의 엄격성은 특정 대안 가설‘ ’ , 

에 비춘 시험의 엄격성 Sk(T 중 최솟값으로 얘기할 수 있다) . 

S(T) = MIN[S1(T), S2(T), ... Sk(T) ... ,  Sn(T)]

다행히 모든 대안 가설 , Hk를 다 따져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따져보면 , 

자동적으로 나머지의 엄격성은 그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가 . X

맛을 구분할 수 있다는 가설을 시험하는 위의 사례에서는 귀무가설로 제시되었던 , 

H0(p 가 참일 때 가설 =0.5) H를 탈락시킬 확률이 다른 나머지 대안 가설들이 참일 

때 가설 H를 탈락시킬 확률보다 작다 따라서 우리는 . H가 거짓이라면 어떤 대안 

가설이 참이든 시험절차 T가 가설 H를 탈락시킬 확률이 최소한 이라고 말할 0.97

수 있고 결국 위의 시험 절차가 매우 엄격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식, . 

화는 메이요 본인의 정식화와 사실상 똑같은 정식화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그것 엄격성 기준 은 엄격성이 [ ] 각각의 대안에 대하여 높을 것을 요구한다 달리 말 . 

해 이러한 각 대안 가설에 대한 최소의 엄격성이 높아야 최대의 오류 확률이 낮아, (

야 하며 그것을 계산하는 데 사전 확률 부여는 필요하지 않다) , .”(Mayo 1996, 195

쪽 강조는 메이요가 직접 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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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방식의 엄격성 계산이 다른 종류의 시험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

는 것이다 메이요 본인은 모든 종류의 가설에 대해 이러한 방식의 엄격한 시험을 .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진 않았다 다만 그는 최소한 통계적 가설에 대해서는 이. 

러한 엄격한 시험이 잘 적용되며 아마도 꽤 많은 다른 과학적 가설에서도 엄격성 , 

기준이 올바른 시험 절차와 그렇지 못한 시험 절차를 구분해주는 유용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쪽(Mayo 1996, 195-196 ). 

사실 메이요는 엄격한 시험을 통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했다 첫째 그는 엄격. , 

한 시험 개념을 이용하면 방법론적 이론 미결정성 논변을 반박할 수 있다고 생각했

다 장 둘째 그는 가설 구성에 사용된 자료가 다시 증거로도 사용될 (Mayo 1996, 6 ). ,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 엄격한 시험 개념이 적절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했다 장 그러나 엄격한 시험 개념을 통해 두 가지 목표(Mayo 1996, 8 ). ‘ ’ 

를 함께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음이 아래의 논의를 통해 드러날 것이다.

2. 방법론적 이론 미결정성과 사용 참신성 예측주의-

메이요는 이론 미결정성 논제의 위협을 엄격한 시험 을 통해 빠져 나가려고 한‘ ’

다 그는 방법론적 이론 미결정성 논제를 시험과 연결지어 다음과 같이 재정의한다. 

쪽(Mayo 1996, 176 ). 

방법론적 이론 미결정성 가설 (MUD) : H에 대한 좋은 시험 혹은 좋은 뒷받침 으로 ( )

간주되는 모든 증거는 H의 일부 경쟁 가설에도 똑같이 좋은 시험 혹은 좋은 뒷받(

침 으로 간주될 것이다) .

이러한 방법론적 이론 미결정성이 옳다면 어떠한 증거가 특정한 가설을 뒷받침, 

한다는 판단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나의 가설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그 자료를 설. , 

명해주는 대안 가설도 하나 이상 존재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그 자료는 그 대안 가, 

설에게도 동일한 증거를 제공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메이요는 어떠한 증거에 대해. 

서도 시험 중인 가설 이외의 대안 가설이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논제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그 증거를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이 둘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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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들 사이에서 증거의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두 개의 가설이 동일한 자. 

료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두 가설이 동일한 종류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아니, 

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어떤 가설은 엄격한 시험을 통과하지만 다른 가설은 엄. , , 

격하지 못한 시험만을 통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Mayo 

쪽1996, 175 ).

1. 증거 e를 함축하거나 그와 맞는 H의 대안 가설의 존재는 H가 e와 결부된 엄격

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2. 시험의 엄격성을 계산하는 것은 가설에 확률을 부여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증거 e를 함축하거나 그와 맞는 대안 가설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허용하더라

도, e에 의해 똑같이 엄격히 시험되는 대안 가설이 항상 존재하진 않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메이요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한다(Mayo 1996, 

쪽 어떤 동전이 공정하다201-203 ). (p 는 가설 =0.5) H0을 여러 차례의 동전 던지기 

시행을 통해 시험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이때 우리는 어떤 시행 결과 . e를 얻더

라도, P[e|G(e 이 성립하는 가설 )]=1 G(e 를 아래와 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 .

G(e 앞면이 나온 각 시행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 ) : p는 이고 나머지는 이다1 , 0 .

어떠한 결과 e를 얻더라도 가설 , G(e 로부터 ) e가 나올 확률은 이지만1 , H0로부터 

특정한 e가 나올 확률은 그보다 작다 가설과 증거 사이의 논리적 관계만 본다면. , 

G(e 는 ) e를 산출할 가능성이 H0보다 높은 가설이 되고 따라서 , e는 H0을 뒷받침하

는 데 실패하게 될 것이다 메이요는 엄격한 시험 개념을 사용하면 이러한 반직관. ‘ ’ 

적인 증거 판단을 회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메이요에 따르면 동전 던지기 시행 결과로부터 사후적으로 구성된 가설 , G(e 는 )

동전 던지기 시행 결과와 비교하는 시험에서 탈락할 확률이 이다 이는 심지어 0 . “

G(e 가 거짓이고 ) H0가 참이더라도즉 동전이 공정 하더라도 성립하며 따라서 이 ( , ‘ ’ )” , 

시험 절차의 엄격성은 이다 그는 유리 겔러의 이름을 따서 0 . G(e 처럼 자료와는 매)

우 잘 맞아떨어지지만 전혀 엄격하지 않은 시험 과정을 거친 가설을 겔러식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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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불렀다 쪽(gellerized hypothesis)’ (Mayo 1996, 202 ). 

결국 메이요는 엄격한 시험이라는 기준을 사용하여 겔러식 대안 가설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방법론적 이론 미결정성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그에 따르면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대안 가설이 무궁무진하더라도 모든 대안 가, , 

설이 엄격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자료와 완전히 맞아떨어지도록 구. 

성된 가설은 그 자료에 의한 시험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그러한 가, 

설은 엄격한 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니며 그 자료에 의해 어떠한 증거도 얻지 못한

다 이러한 주장은 기어리나 워럴과 같은 사용 참신성 예측주의자들의 주장을 연상. -

시킨다.

기어리와 워럴 등은 주어진 자료로부터 그것과 일치하도록 사후적으로 구성된 가

설은 가설 구성에 사용된 자료로부터 증거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Giere 1983; 

즉 하나의 자료가 가설을 구성하는 데 사용될 뿐 아니라 가설의 증Worrall 1989). 

거로도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자신의 사용 참신성 예측주의. -

를 옹호하는 근거는 메이요의 엄격한 시험 논변과 매우 흡사하다 장 절 참고‘ ’ (2 1 ). 

그러나 메이요는 가설 구성에 사용된 자료가 무조건 그 가설에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쪽 장 메이요는 오히려 기어(Mayo 1996, 203 & 8 ). 

리와 워럴이 엄격한 시험 개념을 잘못 적용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신뢰구간에 . , 

대한 가설을 얻는 과정은 주어진 자료로부터 사후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으로서 어, 

떤 자료 x가 주어지든 정해진 규칙에 따라 무조건 신뢰구간 가설 H(x 를 산출하겠)

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얻어진 가설 , H(x 는 그 자료 ) x에 의거한 엄격한 시험을 통

과할 수 있다. 

메이요 는 자신의 논변을 가설 구성 절차 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Mayo 2014) ‘ ’

같이 재구성하기도 했다 가설을 구성하는 데 자료가 사용된 경우 그 가설 구성 절. , 

차 R의 엄격성은 주어진 자료 생성 방식에 비추어“ ”, H가 거짓이라면 가설 구성 

절차 R이 H를 산출하지 않았을 확률로 정의된다 수식으로는 다음과 같다. .

S(R) = P(R would not output H | H is false) 

= 1 P(– R would output H | H is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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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표본 자료로부터 신뢰구간 가설을 구하는 다음의 절차 , RCI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RCI 모집단으로부터 임의 표집된 표본  : x에 대해 다음의 가설 H(x 를 세운다) .

H(x) : OV2SD≦Y≦O92SD  단( , p는 모집단의 비율, f는 표본빈도 는 표준편차, SD )

메이요에 따르면 이러한 가설 구성 절차 , RCI는 엄격한 시험을 제공한다 이 가설 . 

구성 절차 RCI는 H(x 가 거짓이라면 즉 모집단의 비율이 그 구간 내에 포함되어 있) , 

지 않았더라면, H(x 와 같은 가설을 산출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임의 ) . 

표집이라는 자료 생성 방식에 비추어볼 때 모집단의 비율로부터 그렇게 많이 벗어, 

난 표본 빈도를 가진 표본이 만들어지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메이요는 다음과 . 

같이 추론한다(Mayo 2014). 

P$OV2SD≦Y≦O92SD'+-Z@?

P$[$\' outputs F$E' % F$E' is false' +-Z-?

특정한 시행 결과에 대해 따질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P$[$\' would output F$E-' % F$E-' is false'≦-Z-?

그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는 신뢰구간 가설을 산출하는 절차 , RCI가 이상의 0.95 

높은 엄격성을 가진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에 근거하여 메이요는 . 

자료를 이용하여 가설을 구성하더라도 무조건 그 자료가 가설에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엄격한 시험 이 그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 ‘ ’

한다 동전 던지기 시행 결과로부터 겔러식 가설을 구성하는 절차와 표본 자료로부. 

터 모집단의 비율에 대한 신뢰구간 가설을 구성하는 절차를 비교한 메이요의 분석 

결과는 메이요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숨, 

어 있다 첫째 메이요는 두 사례에 대해 일관된 방식으로 엄격성을 판단하지 않았. , 

다 둘째. , G(e 와 같은 겔러식 가설을 대안 가설로 가정할 경우 앞서의 커피 맛 구) , 

분 가설에 대한 시험도 엄격하지 못한 시험이 될 수 있다 셋째 엄밀하게 계산할 . , 

경우 신뢰구간 가설 구성 절차의 엄격성 값은 가 아니다 다음 절부터는 이에 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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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3. 엄격성 판정의 비일관성

메이요에 따르면 표본 자료 , x로부터 구성된 신뢰구간 가설 H(x 는 의 엄격) 0.95

성을 가진 시험을 통과한다 그러나 . H(x 가 거짓일 경우 신뢰구간 가설 구성 절차 )

RCI가 H(x 를 산출할 또는 산출했을 확률이 또는 그 이하 라는 계산은 어떻게 ) ( ) 0.05( )

가능한가 우선 표본 자료 ? x가 고정될 경우, H(x 가 거짓이더라도 가설 구성 절차 )

RCI는 무조건 H(x 를 산출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확률은 이라고 해야 하지 ) . 1

않는가 이러한 계산 결과를 수용할 경우 표본 자료를 이용한 신뢰구간 가설의 시? , 

험 절차는 전혀 엄격하지 않은 시험이 되며 결국 신뢰구간 가설은 표본 자료로부, 

터 아무런 증거도 얻지 못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러한 결론을 피하려면 우리는 자료가 아니라 , 자료 생성 방식이 고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 H(x 가 거짓인데도 주어진 자료 생성 방식에 의해 ) H(x 로 추론되)

는 자료가 만들어질 확률을 따져야 하는 것이다 이는 만약 똑같은 임의 표집 방. “

식으로 새로 표본을 구해본다면 과 같은 상상을 요구한다 물론 이번의 표본 자료 ” . 

x0에 대해 H(x0 를 산출했듯이 규칙 ) , RCI는 새로 표본 자료를 구하더라도 새 표본 

자료 x1에 대해 H(x1 을 산출할 것이다 규칙 ) . RCI는 어떠한 표본 자료 xk가 나오든 

그에 맞춰 무조건 H(xk 를 만들어낼 것이다 따라서 그 ) . H(xk 가 거짓임에도 규칙 )

RCI가 H(xk 를 산출할 확률은 역시 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 1 . RCI가 H(x)

를 산출할 확률이 보다 작을 수 있는가 그 계산은 바로 이번에 생성된 특정한 표1 ? 

본 x0를 통해 만들어진 신뢰구간 가설 H(xo 가 만약 거짓이라면 새로 표집된 표본 )

x1은 H(x0 를 산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임의 표집 방식에 대한 수학적 분석에 )

의존한다.2) 

그러나 엄격한 시험을 신뢰구간 사례에 적용한 위의 방식을 동전 던지기 사례에 

2) 절에서 메이요는 가설 구성 절차 또는 가설 시험 절차의 엄격성을 주어진 자료 생 3 “
성 방식에 비추어 계산되는 것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메이요가 제안” , 
한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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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게 적용하면 앞서 겔러식 가설로 분석된 , G(e 역시도 엄격한 시험을 통과할 ) 

수 있다 동전 던지기의 시행 결과로부터 절의 겔러식 가설 . 2 G(e 를 구성하는 가설 )

구성 절차를 RG라고 해보자 다음과 같은 특정한 자료 . e0 를 얻은 경우= h,t,t,h , 〈 〉

G(e0 는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앞면이 나올 확률이 이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앞) 1 , 

면이 나올 확률이 이었다고 말한다0 . G(e0 가 거짓이고 만약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

률이 매번 라는 대안 가설 0.5 H0가 참이라면 똑같은 자료 생성 방식에 의해 자료, 

를 새로 구할 경우 새롭게 구한 자료 , e1은 G(e0 를 산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 15/16

로 매우 높다.3) 그렇다면  RG도 엄격한 가설 구성 절차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 RG가 어떠한 자료 ek에 대해서도 무조건 G(ek 를 산출한다는 이유로 ) RG의 엄

격성이 이라고 말한다면 신뢰구간 가설 구성 절차인 0 , RCI 역시 똑같은 처지에 놓이 

게 된다 반대로 신뢰구간 가설 구성 절차 . RCI가 엄격한 시험을 구성한다면 동전 , 

던지기 결과로부터 가설을 구성하는 절차 RG 역시 엄격한 시험을 구성하게 되며 , 

이를 수용하면 엄격한 시험을 통해 간편하게 방법론적 이론 미결정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이요의 논변은 다소 힘을 잃게 된다.  

두 개의 가설 구성 절차 RG와 RCI가 무언가 다르다면 그것은 무엇에서 비롯된 , 

것일까 한 가지 가능성은 ? G(e0 가 동전만에 대한 가설이 아니라 동전과 시점을 모)

두 포함한 가설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렇다면 새로운 자료 생성을 통해 . G(e0)

를 산출하지 않는 e1이 새로 나온다고 해도 그것은 새 시점에 대한 가설 , G(e1 을 )

산출할 뿐, G(e0 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동전 가설 ) . G(e1 과 ) G(e0 는 서로 )

다르더라도 양립가능하다 반면 신뢰구간 가설 . H(e0 와 ) H(e1 은 서로 다를 경우 양)

립불가능하다 이러한 차이가 두 가설 구성 절차에 대한 차이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 

있다 그러나 이런 해석 방식에서 . G(e0 는 동전 던지기 결과 앞면이 나올 확률이 항)

상 라는 가설 0.5 H0과도 양립가능할 수 있다 특정 시점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는 . 

앞면이 나올 확률이 이면서도 특정 시점의 수많은 변수를 고려하면 그 확률이 0.5 , 0

이나 로 확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두 가설이 양립가능하다는 해석을 1 . 

받아들일 경우, H0를 대안 가설로 가정하여 RG를 엄격하지 않은 겔러화된 시험의 

3) 이는 메이요에 대한 의 비판과 동일한 주장을 담고 있다 Iseda(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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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제시한 메이요의 분석은 의미를 잃게 된다 이러한 해석 하에서 . RG의 엄격

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대안 가설을 가정해야 할 텐데 도대체 어떤 대

안 가설이 가능하겠는가?

4. 대안 가설에 의한 증거의 무력화

메이요에 따르면 시험의 엄격성에 대한 판정은 항상 특정한 대안 가설에 비추어 , 

이루어진다 그런데 메이요가 언급한 겔러식 가설을 대안 가설로 고려하면 시험의 . 

엄격성은 어떻게 판정될까 커피 맛을 구분하는 능력에 대한 시험은 ? p 라는 대=0.5

표 대안 가설에 비추어 엄격하게 시험될 수 있다고 앞서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 

매 시행마다 확률이 달라지는 G(e 를 대안 가설로 채택하여 분석할 경우엔 다음과 )

같은 이상한 결과가 도출된다.

e 단 번 중 의 횟수 번 = s,f,s,f,s,s,s,f,s,f,s,s,s,f,f,f,s,s,s,.... s ( , 100 success 70 )〈 〉 

H 매 시행에서의 성공 확률  : p>0.5

G(e) : p equals 1 on those trials that were successes, 0 on the others.

S(T) = P(test T fails H | G(e) is true) = 1-P(test T passes H | G(e) is true) = 0

즉 성공 횟수가 번이 넘는 자료에 대해서, 60 , H 외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대 

안 가설이 있는 것이다. G(e 가 참일 경우에도 시험절차 ) , T가 가설 H를 통과시킬 

확률이 이기 때문이다 시험의 엄격성은 개별 대안 가설에 비춘 개별 엄격성의 최1 . 

솟값으로 정의했으므로 위의 시험 절차의 엄격성은 이 된다, 0 .

이러한 결론을 방지하는 방법은 G(e 와 같은 대안 가설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

것이다 첫 번째 선택지는 . G(e 가 엄격한 시험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 가설)

로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엄격한 시험을 통해 방법론적 이론 . 

미결정성의 위협을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할 때 메이요는 바로 이 선택지를 암묵, 

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엄격하게 시험될 수 없는 가설이라고 해서 . 

대안 가설로 배제될 이유는 엄격한 시험 개념 자체에서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 ’ . 3

절의 분석은 G(e 도 엄격한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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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선택지는 G(e 가 애초에 비현실적이므로 대안 가설로서 고려되어서는 안 )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가설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배제되어야 한. 

다는 판단은 엄격한 시험이라는 기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다 만약 이를 받아들. 

이게 되면 증거 판단을 위해 엄격한 시험 이외의 기준도 필요하다는 것을 수용해, 

야 하는데 이는 메이요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 

마지막 선택지는 G(e가 ) H와 양립불가능한 가설이 아니므로 대안 가설로서 배제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절에서의 분석에 의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3 . 

각 선택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어떤 선택지를 따르든 우리는 표준적. , 

인 통계적 시험 절차조차 G(e 와 같은 종류의 대안 가설을 배제함으로써만 엄격한 )

시험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 

점을 준다 엄격한 시험 을 이용한 증거 개념에서는 통상적인 관점에서는 가설에 . ‘ ’ , 

대한 좋은 증거로 간주될 수 있는 자료가 그에 대한 겔러식 대안 가설에 비추어 보

는 순간 더 이상 좋은 증거로 간주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 , 

윈주의 진화론을 뒷받침한다고 여겨지는 상당수의 자료들이 그에 대한 겔러식 대안 

가설인 세련된 버전의 개별 창조 가설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엄격한 시험 개념에 따르면 그 자료들은 더 이상 다윈주의 진화론의 증거가 될 수 , 

없을 것이다 엄격한 시험 개념은 겔러식 대안 가설에 의해 증거가 무력화되는 것. 

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겔러식 대안 가설이 아닌 평범한 대안 가설이 존재하는 경우를 통해서

도 드러난다 해왕성의 궤도에 대한 관측 결과는 뉴턴 역학에 대한 좋은 증거로 간. 

주된다 뉴턴 역학은 천왕성에 대한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행성 즉 해왕성. , 

의 존재와 그 궤도를 정밀하게 예측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엄격한 시험의 관. 

점에서 해왕성에 대한 관측 결과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대안 가설이 없는 한 , 

뉴턴 역학에 대한 좋은 증거가 된다 그러나 일반상대성 이론은 그 관측 결과를 뉴. 

턴 역학만큼 잘 설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대안 가설 때문에 그 관측 결과는 뉴. , 

턴 역학에 아무런 증거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혹은 세기에 ? 19

는 증거였던 것이 일반상대성 이론이 제안되면서 그 증거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 

게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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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요의 접근 방식의 약점은 다음의 사례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년. 2015 , 

출처를 알 수 없는 활자인 증도가자 에 남아 있는 먹에 대해 탄소 연대 ‘ ( )’證道歌字

측정법을 사용하여 그 연대를 추정한 결과 그 활자가 고려시대의 활자임을 입증했, 

다는 연구 결과가 보도되었다 경향신문 한겨레 메이요의 증거 판단 방( 2015; 2015). 

식에 따라 탄소 연대 측정 자료 e가 증도가자가 고려시대의 활자 라는 가설 “ ” H를 

뒷받침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 가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H 교묘하게 조작된 활자에 고려시대 먹을 묻혔다´ : .

이러한 가능성은 이미 신문 기사에도 지적되어 있었지만 고고학 분야의 비전문, 

가인 나는 그러한 비판이 과도하다는 생각을 했었다 조작된 활자에 고려시대 먹을 . 

묻히는 조작을 하려면 일단 고려시대의 먹이 현존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 

한 간단한 검색 결과 현존하는 고려 먹 은 찾을 수 없었고 따라서 대안 가설 ‘ ’ , H은 ´

현실성이 없어 보였다. H의 가능성을 기각하고 나니 탄소연대 측정 자료를 설명할 ´

수 있는 다른 대안 가설은 없어 보였다 따라서 그 자료는 조사 중인 증도가자가 . 

고려시대의 진품이라는 가설에 좋은 증거를 제공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였

다.

그러나 얼마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연구 결과 그 활자들이 조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동아일보 그 기사에는 수백 년 된 먹을 중국이나 국내에서도 손쉽( 2015). “

게 구할 수 있다 라는 지적이 함께 적혀 있었다 나의 잘못은 고려시대 먹이 정말” . 

로 고려의 먹이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동일한 측정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는 고려시대와 같은 시기의 중국 먹이어도 되는 것이었다 고고학 전문가들은 그런 . 

먹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탄소 연대 측정 결과가 좋은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는 판단을 처음부터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상식이 없었던 나. 

는 그 자료가 제공하는 증거적 뒷받침을 과대평가하는 우를 범했다.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나의 증거 판단은 가설 ? H의 대안 가설 H이 ´

참일 경우 H가 시험을 통과할 확률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에만 의존했다. 

면 탄소 연대 측정을 이용한 시험은 , H가 거짓이고 H 이 참이더라도 ´ H를 통과시킬 

확률이 이므로 측정 자료 1 , e는 가설 H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제공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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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는 H 의 현실성도 고려했다 즉 ´ . P(H 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한 고려를 통´) . 

해 대안 가설을 하나 상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증거를 무로 돌리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이다 다만 나의 잘못은 . P(H 의 값을 과소평가했다는 데 있었다 반대로 전´) . 

문가들의 이점은 바로 P(H 의 값을 비전문가인 나보다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

는 데 있었다.4) 

이러한 문제점은 귀납적 추론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입장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약점과 일맥상통한다 그 대표에 해당하는 반증주의의 경우 가설 . , H1, H2, H3의 연

언으로 이루어진 이론이 반증될 경우 그중 어떤 가설이 반증된 것인지 판단할 근거

가 없다 만약 . H1이 문제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가설 H2와 H3은 참이거

나 참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귀납 추론의 사용을 거부. 

하는 일관된 반증주의자라면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 

과학 활동에서 너무나 일반적으로 활용되며 예측 과정에서 부정하기 어려운 단단, 

한 가정을 사용하는 것은 과학의 중요한 덕목으로 인정받고 있다 반증주의의 정신. 

을 계승한 메이요는 가설에 확률을 부여하는 것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증거 판단에, 

서 사용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 하나를 포기한 것이다.

5. 신뢰구간 가설의 엄격성과 신뢰도

메이요는 [f 신뢰구간 가설의 엄격성을 손쉽게 로 계산했다 그러나 ±2SD] 0.95 . 

는 그 가설의 신뢰도일 뿐 그 가설이 거짓일 경우 시험이 그 가설을 탈락시킬 0.95 , 

확률인 엄격성 값 P(test T fails H | H 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먼저 신 is false) . 

뢰도가 어떻게 구해질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자.

모집단의 비율 p가 주어질 때 임의 표집에 의해 생성되는 표본의 특성에 관한 , 

수학적 분석으로부터 다음이 곧장 도출된다.

P(p-2SD≤f≤p+2SD)=0.95

4) 증거 판단에서 나타나는 가설 및 대안 가설의 사전 확률의 적절성 문제는 장의 베 4
이즈주의적 증거 판단을 위해 적절히 선택된 반사실적 배경 믿음 이 필요함을 지적‘ ’
하는 부분에서 보다 명료하게 분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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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모집단의 비율 p가 주어졌을 때 일정한 크기의 표본을 반복해서 생성할 때 , 

각 표본 빈도 f가 어떤 분포로 나타날지를 수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나온 결과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우리는 모집단의 비율 p가 주어졌을 때 그 모집단으로부터 임의 , 

표집된 표본을 반복해서 생성할 때 그 실제 비율 p가 표본 빈도 [f 사이에 있±2SD] 

을 확률을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P(f-2SD≤p≤f+2SD)=0.95

이 값이 바로 신뢰도이다 이 신뢰도란 특정한 비율 가 . p 고정된 모집단에서 무한 

히 반복적으로 임의 표집을 할 때 그 , p가 [f 의 구간 내에 포함되는 빈도를 ±2SD]

뜻한다 이 신뢰도 공식은 모집단의 비율 . “ p가 신뢰구간 [f 내에 있다 는 가±2SD] ”

설이 참일 확률처럼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신뢰도는 그 가설이 참일 확률을 나타, 

내지 않는다는 데 주의해야 한다.5)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신뢰도가 메이요가 말하는  

시험의 엄격성과 같은 것도 아니란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시험의 엄격성은 어떻게 계산될 수 있을까 시험의 엄격성을 구하는 ? 

데는 사전 확률이나 가설에 대한 확률을 구할 필요가 없고 대표 대안 가설만 고려, 

하면 된다 그럼에도 그 계산은 생각만큼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뢰구간 가설의 . . 

시험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나 그중 가장 그럴듯한 해석만 제시하자, 

면 신뢰구간 가설의 시험은 다음의 두 가지 시험의 합성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시험 가설 H1 : p ≥ fe 귀무 가설 -2SD [ H0 : p≒fe-2SD]

시험 절차 T1 표본빈도  : f가 fe 이상이면 가설  , H1을 통과시킨다.

S(T1) = 1 P(test – T1 passes H1 | H1 즉 is false [ , H0 is true]) = 1-0.025 = 0.975

시험 가설 H2 : p ≤ fe 귀무 가설 +2SD [ H0´ : p≒fe+2SD]

시험 절차 T2 표본빈도  : f가 fe 이하이면 가설  , H2를 통과시킨다.

S(T2) = 1 P(test – T2 passes H2 | H2 즉 is false [ , H0´ is true]) = 1-0.025 = 0.975

각각의 시험 절차는 커피 맛 구분 능력에 대한 시험과 매우 유사하며 따라서 매, 

5) 절에서 언급했듯이 메이요와 같은 빈도주의자들은 가설이 참일 확률을 전혀 도입 5 , 
하지 않으며 신뢰도 는 빈도주의 통계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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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형적인 엄격한 시험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신뢰구간 가설은 . H1 & H2이

기 때문에 두 시험 , T1과 T2를 모두 통과해야만 한다 이 경우 가설이 거짓임에도  . 

시험을 통과할 확률은 P(f=fe | H0 is true or H0 로 계산될 수 있고 그 값은 ´ is true) , 

가 아니며 보다도 훨씬 작다 표본의 크기가 일 경우 이 값은 대략 0.05 0.025 ( 100 , 

이며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더욱 작아진다 그렇다면 이 시험은 의 0.011 , ). 0.99…

아주 높은 엄격성을 가진 시험이라는 뜻이 되는 것일까? 

더 이상한 문제는 가설이 참일 때에도 시험을 통과할 확률이 무척 작다는 데 있

다 심지어 모집단의 비율이 정확히 . p=fe일 때조차 그것의 표본 빈도가 f=fe로 나올 

확률은 매우 작다 표본의 크기가 일 경우 그 값은 대략 이며 표본의 크기( 100 0.080 , 

가 커질수록 더욱 작아진다 물론 그 값은 ). P(f=fe | H0 is true or H0 보다는  ́ is true)

클 것이다 그렇다면 그저 그러한 상대적 차이에 만족해야 할까. ? 

이러한 상황은 세 가지 점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 첫째 신뢰구간 가설 구성 절. , 

차가 평범한 커피맛 구분 능력 시험 절차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결론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두 시험은 거의 비슷한 시험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가설이 . . , 

참일 경우 시험을 통과할 확률이 매우 낮긴 하지만 그 값이 가설이 거짓일 경우 시

험을 통과할 확률보다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 만족하려면 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한데, P(test T fails H | H 의 값만을 사용하는  is false)

메이요의 엄격한 시험 개념은 그런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셋째 시험의 엄격성 . , 

개념은 신뢰도 개념에 의존하는 것보다 신뢰구간 가설 구성 과정의 신뢰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지 않는다 메이요의 엄격성 개념을 일관되게 적용할 경우 그 값은 . , 

동일한 신뢰도에도 표본의 크기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혹시 신뢰구간 가설이 표본 자료로부터 증거를 얻는 것은 아예 시험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메이요는 모든 증거를 시험과 관련짓고 있으며? , 

신뢰구간 추정 방법이 전형적인 통계적 시험과 수학적으로 호환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표본 자료로부터 추정된 신뢰구간 내의 값들은 바로 통계적 시험을 통과. 

했을 값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쪽 그러나 이를 시험으(Mayo 1996, 273-274 ). 

로 해석하더라도 어떤 가설이 그 시험을 통과하느냐는 메이요가 제시한 절대적인 , 

엄격성 값에 의해 걸러지지 못하며 그 값의 상대적인 비교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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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베이즈주의자는 시험이라는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도 신뢰구간 가설을 정당

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무차별의 원리를 가정하여 모집단의 비율에 대해 균일. 

한 사전 확률 분포를 가정한다면 신뢰구간 가설이 참일 확률인 신임도, 95% (cre-

가 신뢰도 와 비슷한 값으로 계산된다 만약 가설이 참dence) (confidence level) 0.95 . 

일 확률을 직접 구할 수 있다면 굳이 가설의 추정 과정을 복잡하게 시험으로 해석, 

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는가? 

6. 결론

메이요는 엄격성 개념이 방법론적 이론 미결정성의 위협을 극복하고 적절한 증, 

거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공해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검토는 그의 . 

엄격한 시험 개념의 여러 문제를 보여준다 엄격한 시험 개념을 일관되게 적용할 . 

경우 방법론적 이론 미결정성의 위협은 간편하게 해결될 수 없으며 비현실적인 대, 

안 가설 또는 평범한 대안 가설에 의한 증거의 무력화 시도를 방어하기 어렵다 또. 

한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구간 가설의 평가에 대해서도 엄격성 개념은 

깔끔한 정량적인 분석을 보여주지 못하며 평범한 신뢰도 개념보다 나은 분석을 보, 

여주지 못하고 있다. 

엄격한 시험 개념을 유지하면서 위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까 대안 가설에 의? 

해 엄격한 시험이 무력화되지 않기 위해 즉 대안 가설을 상상할 때마다 시험의 엄, 

격성이 으로 판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설에 대한 엄격한 시험은 특정한 집합의 0 , 

대안 가설에 비추어서만 정의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즉 어떤 가설. 

에 대한 전면적인 엄격한 시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가설에 대해 어떤 시. 

험은 특정한 집합의 대안 가설에 비추어서만 엄격한 시험을 제공할 뿐이다 이 경. 

우 증거 판단은 항상 특정한 집합의 대안 가설에 비추어서만 이루어지게 될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좁은 의미의 증거 판단에서 만족하기 어렵다면 우리는 엄격한 . , 

시험을 버리고 가설과 대안 가설의 현실성을 고려하기 위해 가설에 확률을 부여하

는 베이즈주의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표준적인 신뢰구간 추정 절차를 일정한 엄격성 값을 가진 시험으로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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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엄격성 평가는 대안 가설이 참일 경우 가설이 시험을 통과할 확률과 가설, 

이 참일 경우 가설이 시험을 통과할 확률의 상대적 비교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 

이러한 방법은 메이요의 엄격한 시험 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베이즈주의적 정‘ ’ , 

당화를 요구한다.6)

6) 이러한 해결책은 새먼 헬만 등이 제안한 가능도 비교 (Salmon 1998), (Hellman 1997) 
법과 연결된다 이영의 참고(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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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4

반사실적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

앞의 장들에서는 기어리의 증거 판단 절차에 내재된 예측주의와 제거주의가 가진 

의심스러운 결과들과 내적인 모순을 확인했다 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베. 

이즈주의 입증 이론의 도입이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그러나 베이. 

즈주의 입증 이론의 도입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진 않는다 왜냐하면 베이즈주의 내. 

에서도 증거 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측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한 합‘ ’ , 

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나는 개인의 주관적 확률 갱신 과정 즉 통시적 입증 과정에만 초점을 맞춘 표, ‘ ’ 

준적인 베이즈주의는 그에 대한 완전히 만족할만한 해법을 제시해줄 수 없다고 생

각한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입증 과 구별되는 증거 의 고유한 의미를 드러낼 수 . ‘ ’ ‘ ’

있으면서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에 내재된 주관적 성격과 과학자 공동체 내에서 표, 

명되는 증거 판단의 객관적 성격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새로운 베이즈주의적 

증거 판단 방식을 제안할 것이다. 

1. 입증과 증거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입증 과 증거 사이의 관계이다 표‘ (confirmation)’ ‘ (evidence)’ . 

준적인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에서 입증 은 ‘ ’ !의 발견과 함께 동반되는 확률 #$"'의 

갱신을 통해 정의된다 즉 . #$"%!'*#$"'인 경우, !가 발견되면 !는 "를 입증한다. 

또한 이때의 입증도는 보통 그 확률의 증가 폭 또는 증가 비율 등을 통해 측정된

다 그러나 이러한 입증 의 정의를 증거 에 그대로 대입시킬 경우 다양한 직관의 . ‘ ’ ‘ ’

충돌이 야기된다 가장 대표적인 충돌은 오래된 증거의 문제와 확립된 가설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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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첫째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에 따르면 과거에 얻어진 자료 , , !는 그것이 무엇이든 

가설 "를 입증할 수 없다 왜냐하면 . #$!'+/이면 #$"%!'1#$"'도 이기 때문이다1 .

#$"%!'1#$"'+#$!%"'1#$!'+/

그러나 과학사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가설이 제안되기 전에 얻어진 자료들도 가, 

설의 증거로 간주된 경우가 매우 많다 예를 들어 티코 브라헤의 화성 관측 자료는 . , 

케플러의 법칙이 제안되기 전에 얻어진 것이지만 케플러의 법칙들에 대한 좋은 증

거로 간주되고 케플러의 법칙들은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에 대한 좋은 증거로 간, 

주되며 세기에 발견된 수성의 근일점 운동은 세기에 제안된 아인슈타인의 상, 19 20

대성 이론의 좋은 증거로 간주된다 이러한 충돌이 바로 오래된 증거의 문제이다. .

둘째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에 따르면 가설 , , "가 거의 확립된 상태일 경우 새로, 

운 자료 !는 그것이 무엇이든 가설 "의 확률을 거의 증가시키지 못하게 된다 예를 . 

들어 세기에 발견된 현상인 푸코의 진자나 코리올리의 힘은 지동설이 이미 거의 , 19

확립된 세기에 발견된 현상이기 때문에 지동설의 확률을 거의 증가시키지 못했을 19

것이다 그럼에도 그 현상들은 지금까지도 지동설의 가장 좋은 증거로 간주된다 즉 . .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에 따라 측정된 입증도는 직관에 따른 증거적 지지도와 충돌

하며 이러한 충돌이 바로 확립된 가설의 문제 이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비슷, ‘ ’ . 

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증거라도 . , 

더 나중에 발견된 증거일수록 입증도가 낮아진다 믿음의 정도의 통시적 변화를 고. 

려할 경우 입증도의 이러한 감쇄 효과는 직관적으로 타당하지만헴펠 쪽( 2010, 78 ), 

나중에 발견된 증거일수록 좋지 않은 증거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직관적이진 않

다.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을 제안했다 우선 오래된 증. 

거의 문제를 검토한 가버 와 엘스 는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Garber 1983) (Eells 1990)

! 또는 그와 관련된 정보 가 ( ) "의 확률을 증가시킨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따

지는 역사적 문제와 !와 " 사이에 증거적 유관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비역사적 문제 

를 구분한 바 있다 그들은 원래 비역사적 문제를 역사적 문제로 환원하여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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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했었다 즉 현재가 아니더라도 특정한 역사적 시점에 . ( ) !가 "의 확률을 증가시

킨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 !는 "에 대한 현재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게 되는 문제는 어떻게 오래 전에 발견된 . !가 새롭게 제안

된 "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사건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가 되고 가버, (Garber 1983), 

제프리 이어만 등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했다(Jeffrey 1983), (Earman 1992) . 

그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논리적으로 전지하지 않은 합리적 행위자를 가정할 , 

경우, "가 !를 논리적으로 함축하거나 설명한다는 새로운 깨달음이 "의 확률을 갱

신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입증 과 증거 사이의 충돌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 ’ ‘ ’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 방식으로는 가설이 거의 확립된 이후에 입수된 경험적 , 

자료가 가설의 좋은 증거가 되지 못하는 확립된 가설의 문제 를 해결할 수 없기 때‘ ’

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 때문인지 엘스와 피텔슨. , (Eells and Fitelson 

은 결국 입증 과 증거 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게 된다 입증 은 2000) ‘ ’ ‘ ’ . ‘ ’ 실제 배경 믿

음에 기초한 확률 갱신으로 증거 는  , ‘ ’ 반사실적으로 재구성된 배경 믿음에 기초한 

확률 갱신으로 구분한 후 증거의 무게 는 후자에 의한 가상의 , ‘ (weight of evidence)’

확률 갱신에 의해 측정할 것을 제안한다.1)

입증과 증거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또다른 방법은 증거에 대한 직관을 

최대한 반영하는 새로운 입증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크리스텐슨. (Christensen 

은 오래된 증거의 문제를 1999) #$!'가 /로 근접할수록 입증도가 -에 가까워지는 문

제로 변경한 후,자신의 입증도 측정 방식  a$"3!'b+#$"%!'V#$"%:!'c가 그에 대한 부

분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 a는 오래된 증거 !의 입증도를 -

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스와 피텔슨 에 따르. (Eells and Fitelson 2000)

면 입증 척도 , a는 완전히 순수한 의미의 공시적 입증 척도로 보기 어렵다. a를 사

용하더라도 후행 증거 !2가 제공하는 입증도는 동일한 종류의 선행 증거 !/이 제공

하는 입증도보다 작게 측정되기 때문이다 엘스와 피텔슨은 공시적 입증도를 순수. “

1) 이들이 오래된 증거에 대한 논리적 함축에 의한 입증이 발생한다는 기획을 여전히  
포기했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를 . Hartmann and Fitelson (2015), Sprenger (2015a)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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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공시적 방법 으로 측정하려고 했던 크리스텐슨의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목표에 ”

기초해 있었다고 평가한다. 

하우슨과 어배크 쪽 는 모든 입증을 반사실적 배(Howson and Urbach 2006, 299 )

경 믿음에 기초한 확률 갱신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입증과 증거 사이

의 충돌을 해소해 버린다 그들은 . e에 대한 현재 시점의 주관적 확률을 사용하여 h

의 확률을 조건화하는 것은 언제나 부적절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 e에 근거하여 

P(h 를 갱신하려는 시점이면 이미 ) P(e)=P(e|h 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1 . 

그들에 따르면 확률의 갱신은 언제나 , e가 관측되기 전에 !에 부여되었어야 할 확

률값에 기초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 확률값은 반사실적으로 재구성된 배경 믿음에 , 

기초하여 부여되어야만 한다.

하우슨과 어배크에 따르면 실제 배경 믿음에 기초한 확률 갱신으로 정의된 입, ‘

증과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확률 갱신으로 정의된 증거 는 개념적으로 구’ ‘ ’

분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오래된 증거의 문제는 현재의 배경 믿음에서 . , 

!와 관련된 정보들을 충분히 제거한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확률 갱신을 통

해 해결되며 거의 확립된 가설의 문제 역시 현재의 배경 믿음에서 가설을 확립시, 

키는 데 기여한 다른 증거들을 충분히 제거한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확률 

갱신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2.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증거 판단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증거 판단 및 측정을 위해 반사실적 배경 믿음 의 도입, ‘ ’

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상당히 다양한 베이즈주의자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 “!가 "의 증거이다 라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자료 ” !와 가설 " 사이의  

비역사적 관계에 대한 주장으로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확률의 변화에 의존,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의에도 불구하고 학자들 사이에는 중요한 불일치. 

가 있다 엘스와 피텔슨 등에게 베이즈주의의 기본 작동은 입증 과정에 있으며. ‘ ’ , 

이는 행위자의 실제 배경 믿음에 기초하여 새로운 정보의 입수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자의 확률 갱신을 의미한다 반면 그들에게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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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측정은 각 증거의 중요도 를 비교해보기 위한 시뮬레이션에 불과한 것으로‘ ’ , 

그 시뮬레이션 결과는 행위자의 현재 확률을 변경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반면 하. 

우슨과 어배크는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다시 행위자의 

현재 확률을 변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해야만 오래된 증거, 

에 의한 확률 갱신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오래된 증거. 

의 문제를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확률의 변화 결과를 통해 갱신하기로 마음

먹는다면 논리적 함축의 깨달음에 의한 확률의 갱신 규칙을 새롭게 개발하는 골치 , 

아픈 문제는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 

하고 반사실적 재구성에 의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실제 확률 갱신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하우슨과 어배크의 견해에는 몇 가지 우려가 존재한다. 

스트레븐스 쪽는 반사실적 재구성 전략이 다음과 같은 (Strevens 2017, 126-127 )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반사실적 재구성의 방법을 이용한 확률 갱신. , 

은 베이즈주의 조건화 규칙을 위반하기에 합리적인 확률 갱신으로 인정될 수 없다. 

베이즈주의에서 베이즈주의 조건화 규칙의 이용은 현재의 믿음으로부터 다음의 믿

음으로의 변화가 새롭게 주어진 정보에 의한 합리적인 변화임을 보장하는 장치이

다 이를 위해 확률 갱신은 현재 우리가 . !와 "에 주관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믿음의 

정도를 사전 확률에 기입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반사실적 재구성의 방. 

법은 확률 갱신 과정에서 현재의 주관적 믿음의 정도 대신 !와 "에 대한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믿음의 정도를 사전 확률에 기입하기 때문에 현재의 믿음으로, 

부터 갱신된 믿음으로의 변화가 합리적인 변화라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

둘째 반사실적 재구성의 방법은 , !와 관련된 정보들이 제거된 반사실적 배경 믿

음 &′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러한 상상은 쉽지 않으며 설사 상, 

상이 가능하더라도 &′에 기초한 !의 기대치 #$!%&′'와 "의 사전 확률 #$"%&′'은 주

관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결정되기 어렵다 어쩌면 . !는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관

측되었을 수 있으며, ! 없이는 가설  "가 상상될 수조차 없었을 수 있다 즉 주관적 . 

확률 #$!%&′'은 특정한 역사적 시점에 존재한 적이 없었을 수 있으며, #$!%&′'은 오

직 상상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을 뿐이다.2) 그렇다고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 

한 사전 확률들에 합리적 제약을 부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주관적 확률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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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확률에 가까워지게 된다 그러나 논리적 확률의 기획은 가망이 없는 것으로 . 

드러나 포기되었다. 

셋째 반사실적 재구성의 방법은 자동 시계처럼 작동하는 베이즈주의의 이상을 , 

훼손한다 이 이상에 따르면 행위자의 주관적 확률은 사전 확률이 주관적으로 정. , ( ) 

해진 이후에는 경험적 발견에 의해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그러나 반사실적 재구성 . 

전략은 매번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사전 확률을 재설정할 것을 요구함으로

써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을 매우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이론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 . 

이러한 우려들에 대해 반사실적 재구성 전략은 어떻게 변호될 수 있을까?

2.1. 확률 갱신의 합리성 문제

왜 반사실적 재구성 전략은 베이즈주의가 제공하는 합리성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

가 있는가 이러한 우려는 기본적으로 통시적 확률 갱신 과정에 대한 고려에 기반? 

해 있다 우선 시점 . d의 가설 "와 오래된 증거 !를 고려해 보자 시점 . d에 각각의 

확률은 시점 d의 배경 믿음 &에 기초해 #d$"%&'와 #d$!%&'+/로 부여되어 있었다

고 가정해보자 이제 . "가 !를 함축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반사실적 배경 믿음 , 

&′b+&V<!=c에 기초해 "의 확률을 #d9/$"%!∧&′'로 갱신한다 그러면 . !∧&′+&이

므로 아래와 같은 이상한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

#d9/$"%!∧&′'+#d9/$"%&'≠#d$"%&'

이는 아무런 새로운 정보의 학습 없이 사전 확률 #d$"%&'가 새로운 사후 확률 

#d9/$"%&'로 변화된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합리적 확률 갱신의 원칙인 베이즈주의 , 

조건화 규칙을 어긴 것이 된다 물론 갱신 과정에서는 . “"가 !를 논리적으로 함축한

다는 사실의 깨달음 이라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우슨” . 

과 어배크의 반사실적 재구성 전략에서는 그 새로운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 확률 갱

2) 그러나 거꾸로 표준적인 베이주의자들은 이미 알려진  !에 기초하여 새롭게 만들어낸 

가설 "의 사전 확률 #$"'를 설정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이 값은 어떻게 설정하는 . 
것이 바람직할까 이를 임의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 !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부여했을 법한 값을 정말로 상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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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규칙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의 확률 갱신은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 

초한 확률들 #d$!%&′', #d$"%&′', #d$!%"∧&′'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단순 조건화 규칙

만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을 뿐이다. 

#d9/$"%&'+#d$"%!∧&′' +U#d$!%&′'
#d$!%"∧&′'

#d$"%&′'

따라서 #d9/$"%&'≠#d$"%&'라는 결과는 새로운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 확률 갱신

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더구나 만약 . #d$"%&′'에 #d$"%&'의 확률값을 그대로 대입

했다면 시점 , d에 !와 "를 포함한 행위자의 믿음 체계는 베이즈주의가 전제하는 공

시적 정합성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 

러한 결과는 공시적 통시적 정합성의 조건을 모두 위반하는 것으로서 베이즈주의, , 

를 복잡하고 임의적인 이론으로 만들 우려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식의 답변이 가능하다 첫째 우리는 시점 . , d의 

행위자가 #d$"%&'의 값을 애초에 잘못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시. 

점 d의 행위자는 "가 !를 함축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가 시점 , d

에 "에 부여했었던 확률값 #d$"%&'는 사실은 #d$"%&'라기보다 !의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 !의 효과를 제대로 고려하면서 그 값이 

#d9/$"%!∧&′'으로 갱신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임의적인 변화가 아닌 이유가 , 

있는 변화인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행위자의 논리적 전지성을 가정하는 베이즈주. 

의가 너무나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색다르게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많은 논. 

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리적 함축의 학습에 따른 확률 갱신 원리를 개

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그러한 노력은 아직까지 충분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 

그러나 반사실적 재구성 전략을 받아들일 경우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원리 없이도 

논리적 전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즉 논리적으로 전지하지 않은 행위. 

자는 시점 d에 !를 알고 있었음에도 !의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확률값 

#$"%&'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정합적인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제 . "와 ! 사이의 관련성을 깨달은 행위자는  #d$"%&'에 !가 고려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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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깨달음에 따라 그 값을 , !의 효과가 제대로 고려된 #d9/$"%&'로 고침으로써 

보다 정합적인 믿음 체계를 획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통시적 . 

확률 갱신 과정에서 베이즈주의 조건화 규칙을 위반해도 되는 혹은 위반해야 하는 , 

이유를 제공해준다 즉 통시적 확률 갱신 과정에서 그 규칙을 무조건 계속 고수할 . 

경우 처음의 믿음 체계에 내재된 비정합성을 깨닫고 이를 보다 정합적인 믿음 체, 

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된다 초기의 비정합적인 믿음 체계를 보다 . 

정합적인 믿음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통시적 확률 갱신 과정에서 베이

즈주의 조건화 규칙을 위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답변은 하우슨과 어배크의 다음 진술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인식적 확. “[

률의 형식적 구조 는 무엇이 타당한 확률적 추론을 만드는지에 대한 모] (formalism)

형일 뿐 이상적으로 합리적인 행위자가 불확실한 조건에서 어떻게 생각하거나 생, 

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형이 아니다 쪽.”(Howson and Urbach 2006, 61 )3) 베이즈 

주의를 이렇게 해석하고 나면 베이즈주의는 정합성을 만족하는 믿음 체계로부터 , 

경험적 학습을 통해 기계적으로 확률이 갱신되는 자동 시계처럼 작동할 필요가 없

다 연역 추론이 특정한 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타당한 추론인 것처럼 베이. , 

즈주의 역시 특정한 전제 사전 확률에 대한 가정들 로부터 결론 사후 확률 을 이끌( ) ( )

어내는 타당한 확률적 추론일 뿐이다 연역 추론을 위해 현재 내가 믿고 있는 전제. 

를 꼭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베이즈주의를 사용하기 위해 꼭 내가 현재 믿, 

고 있는 전제 즉 사전 확률을 대입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사전 확률들을 , . 

자유롭게 선택하더라도 베이즈주의를 이용하면 그 사전 확률에 기초하여 사후 확률

들을 타당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 결국 베이즈주의 조건화 규칙은 합리적 행위자의 . 

통시적 확률 갱신 규칙이라기보다 누군가가 특정한 사전 확률을 가정한다면 증거, 

3) 이 인용문은 원래 베이즈주의의 의심스러운 두 가정 우리가 논리적으로 전지하다는  , 
가정과 우리가 수많은 명제에 대해 명확한 확률값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 때문에 베

이즈주의가 합리적 행위자에 대한 모형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다 하우슨과 어배크는 이러한 비판이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대응하는데. , 
왜냐하면 연역 추론 역시 마찬가지의 가정을 하고 있지만 그 이유로 연역 추론을 비

판하진 않기 때문이다 쪽 을 참. Howson and Urbach (2006), 57-63 ; Howson  (2003)
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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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어떤 사후 확률이 논리적으로 도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추론 규칙

일 뿐이다. 

랭 과 호손 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Lange 1999) (Hawthorne 2005)

데 그들은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의 핵심이 역사적인 통시적인 확률 갱신이 아니라 , ( ) 

반사실적 재구성에 기초한 비역사적인 공시적인 정당화에 있다고 주장한다 하우슨( ) . 

과 어배크 랭 호손은 공통적으로 베이즈주의 갱신 규칙 조건화 규칙 이 확률의 역, , ( )

사적 갱신 과정에서는 무시되어도 좋다고 보며 그 규칙은 비역사적 정당화 논변의 , 

중간 과정에서만 지켜지면 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그들에 따르면 과학자가 . , , 

어느 순간 새로운 가설의 가능성을 깨달았다면 그 과학자는 베이즈주의 조건화 규, 

칙에 의존하지 않은 채 사전 확률 분포를 재설정해도 된다.

2.2. 사전 확률 설정의 제약

그러나 베이즈주의를 타당한 확률적 추론의 모형으로만 해석할 경우 베이즈주의, 

를 이용한 증거 판단은 너무 방만해질 위험이 있다 사전 확률에 대한 제약이 전혀 .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사전 확률에 개인이 가진 실제 믿음의 정. 

도를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것을 이용한 추론의 결과물은 어떤 쓸모를 가질 , 

수 있을까 특히 만약 개인이 원할 때마다 사전 확률을 마음대로 ? , 재설정할 수 있

다면 그것을 이용한 추론은 개인이 원하는 어떠한 결론도 맘대로 이끌어낼 수 있, 

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그것이 완전히 허용된다면 베이즈주의를 이용한 증거 판단. , 

의 결론들은 공동체에게 어떠한 구속력도 가질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가설의 사전 확률을 설정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

다고 가정해보자 물론 반사실적 재구성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자동 시계처럼 작동. 

하는 주관적 베이즈주의 역시도 최초의 주관적 사전 확률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 

사전 확률을 부여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 주관성의 위험을 가

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반사실적 재구성 전략이 더 비난받아야 하는가. ? 

이러한 비난은 반사실적 재구성 전략이 수렴 정리 로부터 제공되는 객관성의 이‘ ’

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 같다 표준적인 주관적 베이즈주의 . 

입증 이론에서 최초에 부여된 사전 확률은 증거의 누적에 따라 조건화 규칙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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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으로 갱신될 뿐 재설정되지 않는다 수렴 정리에 따르면 서로 다른 행위자가 . , 

같은 가설에 부여한 최초의 확률들은 서로 다른 값으로 부여되었더라도 증거가 누, , 

적됨에 따라 상당히 비슷한 값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가진다 증거의 누적에 따른 .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중간에 사전 확률을 임의로 더 낮게 또는 더 높게 재

설정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베이즈주의는 증거에 기반한 가설 평가에 대

해 강한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반사실적 재구성 전략에 따르면. , 

행위자들은 증거에 따른 사후 확률을 계산할 때마다 증거를 고려하지 않은 반사실

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가설의 사전 확률을 재설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렇다면 . 

행위자가 증거에 따른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매번 사전 확률을 터무니없는 

값으로 재설정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타당한 확률적 추론 모형으로서의 베이즈주의 자체는 사전 확률의 재설정을 막을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행위자가 가설에 대한 부정적 증거에 따. 

른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가설의 사전 확률을 보다 높은 값으로 재설정한다

면 그러한 재설정은 그가 부정적 증거에 대한 고려에도 불구하고 가설을 여전히 , “

믿고 싶어 한다 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 후 그 부정적 증거가 고려되지 않았을 ” , 

때 부여했어야 할 사전 확률을 보다 높은 값으로 재설정해야만 자신의 믿음 체계가 

정합적일 수 있음을 깨닫고서 그렇게 재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 

이러한 변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추론 결과는 개인의 선호 . 

또는 취향을 드러낼 뿐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추론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힘, 

을 전혀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이런 방식의 사전 확률 재설정은 공적인 증거 판단. 

에 사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증거 판단을 위한 추론은 단지 개인의 취향을 확인하거나 개인적 믿음 체계의 정

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추론이 아니란 점에 주의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과학에. , 

서 증거 판단은 기본적으로 증거에 기초한 가설의 평가를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제

시하고 그들도 자신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설을 평가할 것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된

다 달리 말해 공동체 구성원들이 누군가의 추론 결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 

판단에 사용된 추론이 타당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추론의 전제도 받아들일 만한 것

이어야 한다 이는 연역적인 논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누군가가 소크라테스의 영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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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사람은 영생한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 . . 

소크라테스는 영생한다 라는 논변을 제시했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 추론이 완벽.” , 

히 타당하긴 하지만 전제가 황당하기 때문에 그 결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가설에 대한 극단적인 사후 확률을 정당화하기 . 

위해 극단적인 사전 확률에 기초한 베이즈주의적 추론을 제시한다면 공동체 구성, 

원은 그 추론이 타당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더라도 그가 제시한 극단적인 사전 확률 

때문에 그의 결론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것이다.

그렇다면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베이즈주의 추론이 공적인 증거 판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전 확률에 어떠한 제약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대부분의 주관, ? 

적 베이즈주의자들은 사전 확률이 가설의 그럴듯함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를 

반영한 것일 뿐 다른 무언가로부터 정당화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 이. 

후의 갱신 과정의 합리성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한다 한편 랭 쪽 은 . (Lange 1999, 303 )

과학자가 증거에 기초한 베이즈주의적 정당화 논변을 다른 과학자들이 관련된 사“

항들에 대해 편향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사전 확률에 호소함으로써 시작해야 한” 

다고 말하면서도 그는 이 사전 확률을 정당화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선택, “ (free 

으로 간주해도 된다고 말한다 새먼 쪽은 사전 확률의 move)” . (Salmon 2005, 122 ) “

설정을 우리의 편견을 될 수 있는 한 배제하고 우리의 모든 객관적 과학적 지식을 

고려한 우리의 가장 정제된 과학적 판단의 결과로 간주 하자고 말한다 그는 이러” . 

한 접근이 일련의 형식적 규칙들로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러한 사, 

전 확률 부여의 정당성이 가설에 대한 비형식적인 그럴듯함 논변“ (plausibility argu-

에 의존한다고 말한다 한편 객관적 베이즈주의자들은 개인의 ment)” (Salmon 1998). 

주관적 믿음과 무관하게 특정한 배경 지식에 기초한 객관적인 확률이 존재하며 그 

값을 모종의 방법을 통해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루돌프 카르납 등이 제. 

안했던 논리적 확률 의 연장선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무차별의 원리 최대 ‘ ’ . , 

엔트로피의 원리를 비롯해 배경 정보에 기초한 기계적인 연산 절차를 통해 구체적

인 확률값을 부여하고자 하는 원칙들은 저마다의 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관. 

적 베이즈주의자들은 객관적 베이즈주의자들이 제안하는 사전 확률 부여의 원칙들

이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원칙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Howson and Urbach 



58

쪽2006, 266-297 ). 

사전 확률 설정에 대한 나의 입장은 일반적인 주관적 베이즈주의자들의 입장보다

는 강하지만 객관적 베이즈주의자들의 입장보다는 약하다 나의 제안은 베이즈주, . , 

의 추론 모형을 공적인 증거 판단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 가설의 사전 확률은 자신, 

이 현재 가지고 있는 편견을 될 수 있는 한 배제한 채 증거가 고려되지 않았을 “

때 의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하여 가설의 그럴듯함을 평가한 결과로서 설정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가설의 그럴듯함을 평가하는 데는 보편적인 방법이 없으. 

며 또한 그렇게 부여된 사전 확률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동일한 배, . 

경 믿음에 기초하여 동일한 값을 산출하게 해주는 보편적으로 올바른 규칙이란 존

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안은 겉보기에 주관적 베이즈주의자들의 견해와 . 

흡사하지만 그들과 달리 나는 스프렌저 쪽의 의견을 따라 사, (Sprenger 2015b, 2-5 )

전 확률도 여느 과학적 추론의 가정들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전 확률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기 때문. 

에 과학자 공동체 내에서 비판적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논란이 될 경우 그, 

러한 값을 부여한 이유를 요구받을 수 있다 사전 확률도 비판적 검토의 대상이 될 . 

수 있다는 점은 공적인 증거 판단에서 임의적인 사전 확률 재설정을 막아준다 즉 . 

기존에 부여했던 사전 확률을 어느 순간 재설정하기 위해서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대안 가설의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인식했다거나 배경 믿음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 

던 함축을 새롭게 깨달았다거나 배경 믿음에서 모종의 오류를 깨달았다거나 하는 , 

등의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단. 

지 부정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고수하기 위해 사전 확률의 “ ” 

재설정을 제안한다면 그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개인의 , . 

입장에서 그러한 방식의 사전 확률 재설정은 가능하며 그러한 재설정은 개인적 믿, 

음의 정합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변화로도 간주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확률 변화는 , 

공적 설득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증거적 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반사‘ ’ . 

실적 재구성 전략을 사용한 증거 판단이 매번 사전 확률을 터무니없는 값으로 재설

정하는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확률의 수렴을 방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지나친 우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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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증거 판단이 임의적인 사전 확률 설정 및 재설정으

로부터 큰 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다음의 사례를 통해 분명해질 수 있다 어떤 . 

모집단으로부터 무작위로 복원 추출된 개의 표본 자료에서 1000 f라는 속성을 가진 

개체의 빈도(O 가 로 나왔다고 해보자) 50% (O+-Z? 다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대). 

부분의 사람들은 모집단 전체에서 f라는 속성을 가진 개체의 비율(Y 이 적어도 )

-Z>?gYg-Z??일 것이라고 추측할 것이다 라는 사람이 무차별의 원리를 가정한 . A

사전 확률 분포로부터 표본 자료의 결과를 반영하여 그러한 추측을 정당화했다고 

해보자 그런데 다른 사람 가 그 자료에도 불구하고 . B Y*-Z@라는 가설을 여전히 강

하게 믿고 있다고 말한다고 해보자 는 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 A B

다. 

6+/---3 O+-Z?라는 표본 자료를 고려하고서도 Y*-Z@의 가설을 높은 정도로 믿

겠다는 것은 당신이 그 자료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Y *-Z@라는 가설을 엄청나게 

높은 정도로 믿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째서 당신은 그러한 믿음을 . 

가진 것입니까 그 이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대한 의 답변에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는 자료를 고려하지 않B . , B

았을 때 Y*-Z@와 같은 가설에 엄청나게 높은 확률을 부여할 마음이 없었을 수 있

다 이 경우 는 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자신이 비정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 B A

음을 깨닫고 자신의 확률을 수정할 수 있다 이는 베이즈주의가 합리적 추론의 모. 

형으로서 가진 제약이 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어쩌면 의 배B . , B

경 믿음에는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다른 이유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만약 . B

가 그 이유를 명시적으로 제시한다면 는 그가 제공한 새로운 이유에 기초하여 자, A

신의 확률을 수정할 수 있다 즉 는 더 옳다고 간주되는 수정된 배경 믿음 또는 . A

기존의 배경 믿음으로부터 새롭게 깨달은 함축으로부터 자신의 사전 확률을 재설정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전 확률 재설정은 분명히 합리적이다 셋째 어쩌면 의 배, . , B

경 믿음은 의 배경 믿음과 전혀 차별화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와 는 동일한 배A . A B

경 믿음으로부터 너무나도 다른 사전 확률을 부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경우 는 . A

무차별의 원리에 호소하여 자신의 사전 확률 부여가 그럴듯한 반면 의 사전 확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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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가 터무니없다는 논변을 펼칠 수 있다 물론 는 무차별의 원리에 기초한 사전 . B

확률 부여가 철학적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는 자신. B

의 사전 확률 부여를 설득할 아무런 논변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 즉 는 자. B

신의 사전 확률 부여를 정당화하는 데 보다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만약 A . 

가 나는 그냥 그 가설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취향을 고백B “ ” , 

하는 이야기일 뿐 공동체를 설득하기 위한 논변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사전 확률의 불일치를 인정하더라도 확률의 변화만을 고려할 , , 

경우에는 와 는 베이즈주의적 추론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실에 동의할 수 있다A B . 

와 는 A B 6+/---3 O+-Z?라는 표본 자료를 고려할 경우 그 자료를 고려하지 않았

을 때와 비교하여 -Z>? gYg-Z??라는 가설에 대한 믿음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Y*-Z@라는 가설에 대한 믿음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즉 확률 변화의 측면에서 그 . 

표본 자료가 -Z>?gYg-Z??라는 가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증거를, Y*-Z@라는 가

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증거를 제공한다는 점에 대해 와 는 모두 동의할 수 있A B

는 것이다. 

이러한 고찰로부터 우리는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증거 판단이 상당히 구

속력 있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추론 규칙으로서의 베이즈. , 

주의는 일종의 공시적 정합성의 제약으로서 한 사람이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구속력을 발휘한다 둘째 배경 믿음이 합의될 수 있는 경우에. , 

는 공유된 배경 믿음에 기초하여 가설의 그럴듯함을 평가한 결과로서 사전 확률이 

부여되며 만약 여전히 상이한 사전 확률 부여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배경 믿음, 

에 기초한 가설의 그럴듯함 을 따지는 논변에 의해 어느 정도 차별화된 평가가 가‘ ’

능하다 셋째 그러한 차별화된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도 추론 규칙으로서의 베이즈. , 

주의는 특정한 정보가 각 가설에 어떤 방향의 증거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대체로 일

치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증거 판단이 공적 설득을 위한 것임을 받아들일 , 

때 임의적인 사전 확률 재설정은 금지되므로 가설과 유관된 정보가 증가할수록 각 , 

개인의 주관적 확률은 대체로 하나의 값 근처로 수렴된다 즉 사전 확률이 심각하. 

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경쟁 가설들을 차별화하는 증거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시기

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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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안 새로운 증거 개념: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나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입증이나 증거 . 

판단은 경험적 정보 입력에 따른 자동적인 확률 갱신 과정과 닮지 않았다 우리는 . 

전지적이지 않으며 주어진 정보를 의식적으로 고려한 정당화 논변을 이용해 기존, 

의 믿음들을 하나씩 갱신해나갈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믿음의 갱신은 베이즈주의.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한다면 베이즈주의의 안내를 . 

받을 수도 있다 마치 복잡한 계산을 위해 계산기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말이다. . 

그렇다면 입증과 증거는 어떻게 구분되며 어떤 관계를 맺는가 역사적 사건으로? 

서의 입증과 비역사적 관계로서의 입증을 구분한 엘스 의 직관을 차용하(Eells 1990)

면 입증 과 증거 는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 ‘ ’ .

입증 이란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 ’ !에 의해 "에 대한 믿음이 증가한 사건과 관련

되어 있다 그러나 엘스와 피텔슨 의 제안과 달리 그러한 . (Eells and Fitelson 2000)

실제적 확률 갱신이 꼭 그 순간의 실제 배경 믿음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필요는 없

다 하우슨과 어배크 의 제안을 따라. (Howson and Urbach 2006) , !에 기초한 모든 

확률 갱신은 !와 관련된 정보들이 제거된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야 한다 그러나 만약 배경 믿음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제거한다면 확률 갱신은 제. 

거했던 모든 정보들을 다시 입력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 . !를 고려한 

실제 확률 갱신은 여영서 의 제안처럼 현재의 배경 믿음에서 (2005) !와 관련된 최소

한의 부분만을 제거하는 루이스식 최소 변화의 사고실험에 기반한 확률 갱신으로 

모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누군가 자신의 현재 확률을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았. 

던 !에 기반하여 갱신할 때 베이즈주의의 안내를 받고자 한다면 현재의 배경 믿음, 

에서 !와 관련된 최소한의 부분만을 제거한 상태의 가상의 믿음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수치들을 이용해 확률을 갱신하면 된다 이러한 확률 갱신은 전적으로 개. 

인적인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공적인 설득력은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 

반면 증거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가설을 정당화는 데 기여할 것, ‘ ’

으로 기대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가 "의 증거이다 라는 진술은 ” !를 깨닫거나 고

려하는 어떤 순간에 가설 "에 대한 자신의 믿음의 정도가 실제로 높아졌다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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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과학자도 그 진술을 그러한 의미로 . 

사용하지 않는다 세기 과학자의 연주시차의 발견은 지동설의 아주 좋은 증거이. 19 “

다 라는 말은 절대로 그렇게 해석될 수 없다 대부분의 과학자에게 지동설은 이미 ” . 

다른 증거들에 의해 매우 높은 확률을 얻고 있었기에 연주시차의 고려가 실제로 지

동설의 확률 증가에 기여하는 부분은 매우 적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과서에 . 

등장하는 수많은 증거적 진술들도 그렇게 해석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여러 과학 교. , 

과서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현상들이 증거로 

제시되어 있다. 

첫째 월식 때 확인되는 지구의 그림자가 둥글다, . 

둘째 수평선 너머에서 가까이 다가오는 배는 돛부터 보인다, . 

셋째 위도에 따라 관찰되는 별자리가 달라진다, . 

넷째 위도에 따라 그림자의 길이가 달라진다, . 

다섯째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을 보면 지구가 둥글다, . 

등등

그러나 그 현상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가설의 증거라는 진술은 교과서의 저자가 

그 현상 때문에 실제로 지구가 둥글다는 가설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다 심지어 교과서를 읽는 학생들에게도 교과서에 제시된 증거들은 지구가 둥글다. 

는 가설의 확률을 높이는 데 실제로는 큰 기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많. 

은 학생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교과서라는 권위에 의존해 믿을 것이기 때문이

다 그렇다면 교과서에 증거로 제시된 정보들이 누군가의 실제적인 확률 갱신에는 . 

큰 기여를 하지 않음에도 좋은 증거로서 간주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그 ? 

정보들이 가설의 가상적인 확률 갱신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교. , 

과서에 제시된 증거 판단들은 교과서에 증거로 제시된 정보들과 교과서의 권위를 

무시하여 그 가설에 낮은 믿음을 부여하고 있는 반사실적인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그 정보를 새롭게 알게 된다면 그 가설을 보다 믿을 수 있게 된다거나 그 가설을 

매우 신뢰하게 되는 가상적인 확률 갱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

는 것이며 그러한 가상적인 확률 갱신 결과를 반영하여 각자의 믿음을 수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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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 “!가 "의 증거이다 라는 진술은 가설에 대한 비”

역사적인 공적 정당화 논변의 결론이며 이 논변은 적절히 선택된 반사실적 배경 , 

믿음에 기초한 가상적인 믿음 갱신을 상상해볼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오래된 증거의 문제와 확립된 가설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증거 

판단을 위해 우리는 , !와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와 유관한 즉 ( "의 신빙성을 높

이거나 낮추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많은 정보들까지 제거된 반사실적 배경 믿음을 ) 

사용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너무 많은 정보를 대량으로 제거한 반사실적 . 

배경 믿음을 상상하고 그에 기초하여 사전 확률들을 부여할 경우 그 사전 확률들, 

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믿음과 너무나 유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그 값을 어, 

떻게 부여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루이스식 최소 변화의 . 

사고실험을 이용하면 대부분의 확률값은 현재의 믿음과 동일한 값으로 유지한 채 

변화를 준 요소들에만 새로운 값을 지정하면 되지만 대량 제거에 의한 반사실적 , 

배경 믿음에 기초하여 사전 확률을 부여할 때에는 현재의 믿음에 대한 참조 없이 

거의 모든 값들을 새로 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앞서 증거 판단을 위. 

해 사전 확률을 부여할 때에는 배경 믿음에 기초하여 가설의 그럴듯함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

예를 들어 지구가 둥글다는 가설에 대한 증거 판단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 

정만으로 충분하다 일단 지구가 둥글다는 가설과 평평하다는 가설이 주어져 있고. , 

우리가 그에 대한 다양한 경험적 증거들을 모두 모르는 상황을 가정한다 어떤 사. 

람은 이러한 배경 믿음에 기초해 두 가설을 차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각 사전 확, “

률을 와 로 설정해보자 고 제안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사람은 동일한 배경 0.5 0.5 ” , 

믿음에 기초해 그래도 둥근 지구 하에서는 지구 반대편의 사람이 거꾸로 서 있어, “

야 하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므로 각 사전 확률을 과 로 설정해보자0.01 0.99 ”

고 제안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값들은 누군가의 머릿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값이 아. 

니며 완벽한 논리적 정당성을 가진 값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값은 일종의 외, . 

부적인 잣대 역할을 함으로써 가설의 정당화 논변을 위한 충분한 사전 포석이 될 , 

수 있다 이러한 설정 하에서 교과서에 주어진 경험적 증거들을 고려하고 나면 지. , 

구가 둥글다는 가설의 사후 확률은 높아지고 지구가 평평하다는 가설의 사후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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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낮아지며 심지어 전자의 가설은 거의 에 가까운 값을 후자의 가설은 에 가까, 1 , 0

운 값을 가지게 된다 증거에 의한 가설의 정당화 논변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특정. . 

한 누군가가 실제로 가졌어야 할 사전 확률을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 그가 현재 가

지고 있는 실제 믿음의 정도를 참조하는 일은 가설의 정당화를 위한 추론에서 불필

요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사전 확률값들이 현재 우, . 

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믿음과 유리되어 있다는 점은 정당화의 순환을 방지하는 데 

오히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증거 판단의 목적은 어떤 결과적인 믿음의 정도를 정. 

당화하려는 것인데 만약 현재의 믿음의 정도를 참조하여 반사실적인 상황에서의 , 

믿음의 정도를 역산한다면 그렇게 역산된 사전 확률은 현재 자기 자신의 믿음을 , 

정당화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한편 누군가가 제안한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확률 갱신 결과를 반영하여 

자신의 믿음을 수정할 수 있다는 나의 제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다른 누군가가 제시한 가상의 확률 갱신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자신의 . 

확률을 수정한다면 그러한 확률 수정 결과는 자신의 믿음 체계의 정합성을 깨뜨릴 ,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그 확률 갱신 결과는 자신이 실제로 가지고 있었을 법한 사. 

전 확률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 . 

는 한 개인이 논리적 전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정했다 따라서 한 시점의 개. 

인은 서로 정합적이지 않은 믿음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다양한 믿음들 사이. 

의 정합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믿음들을 상호 조율하고 

보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다른 사람이 제시한 증거 판단 결과를 반영할 때. 

에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정합성이 훼손된다는 것을 깨닫게 . 

되면 자신의 각 믿음들을 다시 상호 조율하면 되는 것이다 어차피 누군가가 제시, . 

한 가상의 확률 갱신 과정은 말 그대로 가상의 확률 갱신이므로 그것을 완전히 그, 

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며 다만 그와 유사한 방식의 확률 갱신 과정 및 결과가 ,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것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베이즈주의 추론 모형은 베이즈주의에 내재된 주관

적 성격과 실제 과학자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증거 판단의 객관적 성격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증거 판단은 일차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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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증거 판단에 사용된 추론은 잠재적으로 타인을 설득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사용, 

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은 증거 판단이 개인적인 선호 판단과 차별화되는 가장 . 

큰 특징일 것이다 즉 내가 제시한 증거는 특정 가설에 대한 나의 확률을 증가시킨 .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확률도 증가시키거나 특정 가설에 대한 나의 , 

확률을 일정 수준 이상의 높은 값으로 만들어낸 것과 유사하게 다른 사람의 확률도 

높은 값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설과 자. 

료 사이의 증거적 유관성을 주장하는 개인은 자신의 증거 판단을 자신만의 특이한 

배경 믿음이 아닌 타인도 받아들일 수 있는 평범한 배경 믿음에 호소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증거 판단은 공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즉 논란이 될 만. ―

한 내용들이 최대한 제거된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더 ―

적절하며 그래야만 이러한 증거 판단을 제안하거나 수용한 개인이 자신의 확률을 , 

그에 맞추어 재조정할 정당성이 마련되는 것이다. 

증거 판단이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가상의 확률 갱신에 의존한다는 나의 

제안은 언뜻 보기에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제안은 증거의 일. 

반적인 특징을 분석하는 여러 철학적인 연구에서 이미 암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이어볼트 는 이론적 통합성과 증거적 지지도의 관계에 (Myrvold 2003)

대한 베이즈주의적 분석을 태양중심설과 지구중심설의 경쟁 상황에 적용하고 있는

데 그는 이 분석을 위해 역행 운동을 비롯한 행성의 겉보기 경로에 대한 정성적, “( ) 

인 정보는 포함하지만 행성 주기의 정확한 값이나 역행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포, 

함하지 않은 배경 지식 쪽 을 가정한다 그는 그 배경 지식 ”(413 ) . h에 기초하여 태양

중심설의 기본 뼈대("i와 지구중심설의 기본 뼈대) ("# 가 거의 같은 사전 확률을 가)

진다고 가정하고(#$"j%h'+#$"#%h' 그에 기초하여 행성 운동의 관측 자료), (! 를 고)

려하면 "j의 사후 확률이 "#의 사후 확률보다 훨씬 크다(#$"j%!∧h'≫#$"#%!∧h' 는 )

결론을 내리는 한편 혹시라도 두 이론의 사전 확률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 

#$"j%h'≪#$"#%h'만 아니라면 원래의 결론이 거의 유지될 것이라는 논변을 제시하

고 있다 쪽 마이어볼트는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가 두 이론의 기본 (416 ). , 

뼈대에 대해 거의 같은 사전 확률을 부여한 것으로 볼 때 그가 가정한 배경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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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고대 및 중세의 물리학적 사고 방식이나 지구상에서 관찰되는 현상들도 포함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직관이나 정보들이 배경 지식에 포함되어 . 

있을 경우 지구의 운동을 가정하는 태양중심설은 애초에 지구중심설보다 그럴듯하, 

지 않아 보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이어볼트의 시도는 물리학적인 맥락. 

은 제거한 채 오로지 천문학적 혹은 기하학적인 맥락에서 두 이론을 비교 평가해보

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마이어볼트의 시도는 그러한 일이 충분히 수행될 ,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나는 마이어볼트가 가정한 배경 지식에 기초하여 . 

그가 부여한 사전 확률의 값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장 참조 그가 제시한 (6 ), 

증거 판단 절차 자체는 내가 여기서 제안한 방식과 정확히 일치하며 따라서 그의 , 

시도는 나의 제안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제안임을 보여준다. 

심지어 반사실적 재구성의 전략을 수용하지 않는 베이즈주의자들조차도 때로는 

증거에 대한 분석을 적용하기 위해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사전 확률 부여를 

암묵적으로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반사실적 재구성 전략에 회. , 

의적인 스트레븐스 는 뒤엠 콰인 문제를 분석하면서 가설(Strevens 2001) - , (" 과 보조)

가설(0의 결합을 통한 예측이 실패하거나 성공할 때 그것의 반증 또는 입증 효과) , 

가 가설과 보조가설에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그의 분석 결과는 매우 . 

명료한데 예측 실패가 , "의 반증에 미치는 효과는 #$"'가 작을수록 #$0%"'가 커질

수록 증가하고 예측 성공이 , "의 입증에 미치는 효과 역시 #$"'가 작을수록 #$0%"'

가 커질수록 증가한다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반사실적 재구성은 전혀 등장하지 않. 

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뒤엠 콰인 문제는 보통 가설의 예측 실패 후 가설을 구제. -

하기 위해 새로운 보조가설을 도입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스트레븐스의 . 

분석을 실제 뒤엠 콰인 문제에 적용하려면 예측 실패시 사용했던 보조가설의 사전 -

확률 #$0%"'뿐 아니라 예측 실패 후 가설 "를 구제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보조가설 

0′의 사전 확률 #$0′%"'도 필요한데 그 확률값은 처음의 예측 실패 이전의 상황에 , 

부여했을 법한 값이어야 한다 그러나 . 0′은 예측 실패 이전에는 애초에 상상된 적도 

없었을 것이므로 그 확률값은 과학자의 실제 주관적 확률로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그 값은 처음의 예측 실패 이전에 그 보조가설 , 0′을 상상했다면 부

여했을 법한 반사실적인 확률값이 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예측 실패 후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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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입된 보조가설 0′에 의한 예측 성공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때 . "와 

0′의 결합에 의한 예측 성공은 진정한 예측이 아니라 사후 포섭이다. 0′에 의해 성

공적으로 포섭된 증거는 오래된 증거인 것이다 따라서 그 오래된 증거에 의한 . "와 

0′의 입증 효과 분배를 스트레븐스가 분석한 대로 적용하려면 그 오래된 증거의 기

대치를 그것이 발견되기 전의 즉 원래의 예측이 실패하기 전의 상황에 기초한 값, 

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분석이 보다 실제적인 뒤엠 콰인 문제에 . -

적절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확률 부여가 필요한 것

이다 만약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확률 부여에 호소하지 않을 경우 그의 깔. , 

끔한 분석은 실제 문제에 거의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요컨대 증거란 공적 설득을 위해 적절히 선택된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하, “

여 가설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는 정보 를 의미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한 추론은 ” ,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베이즈주의적 정당화 논변으로 모형화될 수 있다 그. 

리고 이 모형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에 공유되어 비판적으로 검토되며 각 구성원의 , 

확률 갱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 판단 방식은 충분히 수행 가. 

능하다. 

3. 새로운 증거 개념의 명료화

공적 설득을 위해 적절히 선택된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하여 가설을 정당화“

하는 데 기여하는 정보 라는 증거의 정의에는 적절히 선택된 반사실적 배경 믿음” “ ”

이나 가설의 정당화에 기여 와 같은 아직 분명하게 해명되지 않은 요소들이 포함“ ”

되어 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보다 분명한 형태로 명료화하고자 하며. , 

이는 그 적용을 통해 더 분명해질 것이다. 

3.1. 반사실적 배경 믿음의 적절한 선택‘ ’ 

어떤 베이즈주의자들은 증거 판단이 언제나 배경 믿음에 상대적이라고 주장한

다.4) 그들에게 증거 판단은 언제나 배경 믿음  & 가설 , " 자료 , ! 사이의 자 관계 3

4) 이러한 견해는 쪽을 참고할 것 반면 애친슈타인은  Howson and Urbach (2006), 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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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주장을 의미하며 이때 이루어지는 증거 판단은 언제나 , “& 하에서는  !가 

"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와 같은 조건부 진술의 형식을 띠게 된다 실제로 어떤 ” . 

증거 판단은 그러한 형식을 띠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증거 판단은 배경 믿음 . &

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생략된 채 “!가 "에 증거를 제공한다”, “!가 "/보다 "2에 

더 좋은 증거를 제공한다 와 같은 형식으로 발화된다 전자의 자 관계로서의 증거 ” . 3

판단이 맥락적 증거 판단 에 해당된다면 후자의 자 관계로서의 증거 판단은 누군‘ ’ , 2

가의 주관적 믿음이나 역사적 맥락과 무관하게 받아들여지길 의도한다는 의미에서 

객관적 증거 판단 에 해당한다‘ ’ .5) 그리고 이 객관적 증거 판단은 평가자에 의해 자 

의적으로 선택된 배경 믿음이 아니라 공적 설득을 위해 적절히 선택된 배경 믿음‘ ’ 

을 요구한다.

왜 맥락적 증거 판단만으로는 부족한가 이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증거 판? 

단이 자의적으로 선택된 배경 믿음에 기초해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상해 보는 것이

다 예를 들어 일반인은 특정한 선 회절 사진. , X (! 을 보더라도 그것이 특정한 분자 )

구조("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생각을 쉽게 하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 . X

선 회절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 

증거 판단은 맥락 의존적이며 우리는 일반인의 배경 믿음에 비추어 선 회절 사, “ X

진은 그 분자 구조에 대한 좋은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

다 그럼에도 과학자들은 선 회절 사진이 그 분자 구조에 대한 좋은 증거를 제공. “X

모든 증거가 맥락에 의존한다는 일부 베이즈주의자들의 견해에 반대한다 애친슈타. 
인 은 과학자들이 잠재적 증거 진정한 증거 인(Achinstein 2005) (potential) , (verdical) , 
식 상황 증거 주관적 증거 개념을 구분했는데 그는 이 모(ES, epistemic situation) , , 
든 증거 개념이 실제로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5) 여기서 객관적 증거 는 참된 증거 와는 다른 뜻이다 객관적 증거 는 그 판단이 역 ‘ ’ ‘ ’ . ‘ ’
사적 맥락이나 개인의 주관적 믿음과 무관하게 수용되길 의도한다는 점에서만 객관

적이며 이는 과학자들이 가설에 대해 내세우는 주장 역시 그 가설의 진위가 역사적 , 
맥락이나 개인의 주관적 믿음과 무관하게 결정되길 의도한다는 점에서 객관적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증거 판단이나 과학적 가설은 모두 그 진위가 향후의 연. 
구에 의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참된 주장 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여기‘ ’ . 
서 객관적 증거 는 애친슈타인의 잠재적 증거 와 유사하며 맥락적 증거 는 애친슈‘ ’ ‘ ’ , ‘ ’
타인의 인식 상황 증거 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 (Achinstei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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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다 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즉 그들은 일반인의 증거 판단을 ” . 

맥락적 증거 판단으로는 인정하면서도 객관적 증거 판단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일반인의 증거 판단은 부적절한 배경 믿음에 . ,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더 적절한 배경 믿음인 선 회절에 관한 물. X

리학적 지식에 기초하여 선 회절 사진이 그 분자 구조에 대한 좋은 증거를 제공X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보통 증거 판단에서 배경 믿음에 대한 명시적 언급을 하지 않

은 채 선 회절 사진은 그 분자 구조에 대한 좋은 증거를 제공한다 고 말한다, “X ” . 

이 문장은 선 회절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가정한다면 선 회절 사진은 그 분자 “X X

구조에 대한 좋은 증거를 제공한다 의 축약된 표현이 아니다 과학자들은 선 회절” . X

에 관한 이론적 지식이 포함된 배경 믿음이 공적 설득을 위해 적절한 배경 믿음“ ” 

이라고 정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의 참을 가정할 경우에만 선 회절 사진이 증, X

거를 제공한다고 말하기보다 그저 선 회절 사진이 증거를 제공한다고 말하는 것, X

이며 따라서 일반인의 증거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

만약 모든 증거 판단이 맥락적 증거 판단에 불과하다면 일반인의 증거 판단에 , 

대한 위와 같은 비판적 반응은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다 즉 두 사람 와 의 증거 . A B

판단 결과가 다를 경우 그들은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생각, “ , 

할 수 있다 는 식으로 논쟁을 쉽게 정리하지 않는다 그들은 증거 판단의 기초로 ” . 

무엇이 더 적절한 배경 믿음인지 논쟁하고 설득할 수 있으며 이는 때로 논리적경, /

험적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논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증거 판단이 공적으로 제시될 때에는 

반사실적 배경 믿음 증거 가설 사이의 자 관계로 제안되긴 하지만 이러한 자 ( ) , , 3 , 3

관계로서의 증거 판단은 증거와 가설 사이의 자 관계를 적절하게 포착하기 위한 2

매개체 즉 모형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의 우리가 , . 

“&에 근거한다면 과거의 증거 판단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 &는 증거 판단의 기

초로서 현재의 공동체가 받아들이기에 부적절하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과거에 ” , 

이루어졌던 증거 판단을 자 관계로서의 맥락적 증거 판단 으로는 수용하면서 자 3 ‘ ’ , 2

관계로서의 객관적 증거 판단 으로는 거부한 셈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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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객관적 증거 판단의 기초로서 적절한 배경 믿음 &는 어떤 조건을 만족

해야 하는가 우선 배경 믿음 ? , &에는 증거 판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 !의 발견과 관

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럴 경우 사전 확률 . #$"%&'는 사후 확률 

#$"%&∧!'와 비교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 !가 "의 정당화에 기여하는 방식이나 정도

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에는 증거 판단의 대상이 되는 자료 !에 대한 가설 " 및 대안 가설들의  

가능도를 확정하기 위한 최선의 정보들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그 . 

가능도를 확정하는 데 특정한 이론이 필요하고 만약 그 이론이 현재 잘 확립되어 , 

있다면 그 이론은 배경 믿음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는 그 가능도 값이 아직, . (

은 확립되지 않은 다양한 이론적 믿음에 따라 달라진다면 각각의 이론적 믿음을 ) , 

평가하는 데 필요한 증거들 l도 배경 믿음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6) 

셋째, &는 !에 의한 "의 확률 변화 또는 사후 확률을 가늠하기 수월한 것일수록 

좋다 만약 . &에 "를 뒷받침하는 너무 많은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에 기

초한 !에 의한 "의 확률 변화는 (!가 "에 대한 아무리 좋은 증거라 할지라도 극히 ) 

미미할 것이며 이는 , !가 "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는 방식이나 그 정도를 가시적

으로 보여주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현재 . "에 대한 증거가 많이 축적되어 있더라

도 그것들을 충분히 제거한 반사실적 배경 믿음 , &에 기초하여 !가 "를 정당화하

는 방식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와 " 사이의 증거적 관계를 고찰하는 데 유용할  

것이며 특히 이는 , !와 그 외의 자료들의 증거적 기여도를 공시적으로 비교하는 데

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충분히 제거 라는 말에 어떤 엄밀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충“ ” . “

분한 제거 는 어디까지나 공동체 구성원에게 ” !의 증거적 기여도를 가시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그들을 손쉽게 설득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이런 식. 

의 증거 논변을 사용하며 더 선호한다 그들은 지금까지 축적된 증거에 . !가 하나 

더 추가되었을 때 "가 얼마나 정당화되는지를 보여주기보다 다른 증거들이 없더라, 

도 !가 "를 정당화해준다거나 !/∧!2∧⋯∧!6이 "를 정당화해준다는 형태의 증거 

6) 물론 그 증거들  l가 지금의 증거 판단의 대상인 !나 "의 확률에 영향을 줄 가능성

도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호 작용의 경우는 뒤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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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변을 선호한다 게다가 그들은 . "와 유관한 모든 증거를 총망라해서 보여주기보다 

대표적인 증거들을 통해 가설을 정당화한 후 제시하지 않은 나머지 증거들은 대세, 

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믿고 생략해 버린다 그래서 세기에야 발견된 현상. 19

인 푸코의 진자나 별의 연주시차는 그 이전까지 축적된 다른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뒷받침하는 아주 좋은 증거로 얘기될 수 있는 것이다.

배경 믿음의 적절성에 대한 두 번째 기준과 세 번째 기준 사이에는 약간의 갈등

이 있을 수 있다. "의 가능도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 l가 "나 !의 확률에 

영향을 주는 경우 그 정보들은 , !의 증거적 기여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데 방해

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경우에는 . l와 ! 모두 제거된 배경 믿음  &에 기초하

여 l∧!가 "의 정당화에 기여하는 방식을 사고실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된다 우. 

리는 너무 많은 것을 제거한 &에 기초할 때 !만으로는 "를 정당화하기 어렵더라

도, l∧!가 "를 충분히 정당화한다는 것을 보일 수는 있기 때문이다.7) 때로 하나의  

개별적인 관찰 사실로는 개별 가설에 대해 흥미로운 정당화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도 몇 가지 사실이 함께 모였을 때는 강력한 정당화를 제공해주는 경우가 있

는데 그럴 경우 과학자들은 정말로 그 사실들을 묶어서 증거로 제시하는 방법을 , 

선호한다 예를 들어 다양한 사실들이 모두 함께 나타나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 , 

가설은 "뿐이라는 형태의 논변이 이에 해당한다.

증거 판단을 위한 적절한 배경 믿음의 선택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기 앞서 적, 

절한 배경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각한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을 한 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년 갈릴레오는 운동에 대한 새로운 고찰을 통해 지구에서 똑바로 . 1632

위로 던져 올린 돌이 정확히 제자리에 떨어지는 현상(! 이 태양중심설) ()F 과 지구)

중심설()m 에 제공하는 증거적 지지도에 수정을 가하고자 했다 원래 ) . !는 )F보다 

)m에 훨씬 좋은 증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이는 그 당시의 상식적인 , 

7) 물론 이때  #$"%&∧!'≃#$"%&'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점에 근거하여 !가 "에 증거를 

별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은 증거 판단이 평가. 
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그러한 증거 판단은 . !가 "

의 정당화에 실제로 기여하는 역할을 보여주는 데 실패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증거 

판단으로는 간주되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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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이론이 포함된 배경 믿음 &에 기초하여 태양중심설에 따라 지구가 돈다면 지

구에서 똑바로 위로 던져 올린 돌이 제자리에 떨어질 수 없다는 점에 근거했다 그. 

러나 갈릴레오는 관성 개념에 기초한 새로운 운동 이론을 제안했는데 그의 새로운 , 

운동 이론을 포함한 배경 믿음 &′에 근거할 경우에는 지구가 돌더라도 똑바로 위로 

던져 올린 돌이 제자리에 떨어질 수 있기에, !는 더 이상 )F와 )m를 차별하는 증

거로 기능할 수 없게 된다 갈릴레오는 . )F와 )m에 대한 !의 증거 능력을 판단하는 

데 &′이 &보다 더 적절한 배경 믿음이라고 제안한 셈인데 이 경우 , !의 증거 능력

에 대한 논쟁은 &와 &′ 중에 어느 것이 더 적절한 배경 믿음인지에 대한 경험적  

논쟁으로 확장된다. 

이 상황은 증거 판단의 전제 자체가 합의되지 않은 경우로 흔히 말하는 과학혁, 

명기의 논쟁에 해당한다 토머스 쿤 장 은 과학혁명기에는 이론 사이. (Kuhn 1999, 9 )

의 공약불가능성 때문에 이론 사이의 비교 평가가 쉽지 않다고 했으며 부분적인 , 

순환 논증이 발생하곤 한다고 말했다 이는 마치 과학혁명기에 증거에 기반한 이론 .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사실 그는 과학혁명기에도 설득, 

을 위한 다양한 국소적 논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가치관의 차이가 혁명, 

의 초창기에 서로 다른 이론 선택을 낳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것만으

로 혁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장 후기(Kuhn 1999, 12 , -1969; 

쿤 그의 논점은 과학혁명기에 증거에 기초한 논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1997). 

니라 증거에 기초한 논증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그러한 개별적인 논증에는 상대, 

적으로 쉽게 동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가치관의 차이에 의해 각 논증의 중요도에 대, 

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종합적인 이론 평가에서는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

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후기 쿤 또한 이론 선택과 (Kuhn 1999, -1969; 1997). 

가치 판단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쿤 은 과학혁명기의 이론 선택 과정에 가치(1997)

관의 차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불일치했던 종합, 

적인 이론 평가가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가치관의 변화보다 특이한 가치관에 의해 (

일찍 새로운 이론을 선택한 이들이 공동체 다른 구성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찾아낸) 

증거들의 누적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즉 혁명은 새로운 가치관을 설득하는 데 성공. 

했기 때문에 완수된다기보다 기존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도 승복할만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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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는 데 성공했기에 완수되는 것이다 쿤을 이렇게 해석할 때 증거는 과학혁명. , 

기에도 이론 선택을 위해 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나의 증거 , 

이론은 과학혁명기에 제시되는 증거 판단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똑바로 던져 올린 돌의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자 증거 판단의 전제인 운동 이론. 

에 대해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증거 판단은 어떻게 공적인 설득을 위해 다시 제

시될 수 있을까 갈릴레오가 새로운 운동 이론을 개발한 것은 사실 코페르니쿠스의 ? 

태양중심설을 변호하기 위함이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당화의 순환을 야기하는 것 . 

아닐까 그러나 이 사례에서 그러한 순환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갈릴레오에? . 

게 태양중심설은 새로운 운동 이론의 동기이긴 했지만 그는 태양중심설을 새로운 , 

운동 이론의 근거로 제시하진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새로운 운동 이론을 뒷받. 

침하기 위해 완전하진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일만한 별도의 이론적 경험, 

적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당시의 사람들은 바로 그 근거들을 검토함으로써 , 

그의 운동 이론을 평가할 수 있었다 이제 똑바로 던져 올린 돌이 제자리에 떨어지. 

는 현상이 태양중심설과 지구중심설에 제공하는 증거를 판단하기 위해 누군가는 다

음과 같은 증거 판단 절차를 제안할 수 있다 갈릴레오가 제안한 관성 개념이 아직 .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상식적인 운동 이론, ()0n8 과 갈릴레오의 운)

동 이론()o0p 양쪽 모두를 불확실한 것으로 가정하고 두 이론에 대한 경험적 증거) 

들까지 모두 제거한 새로운 반사실적 배경 믿음 &′′에 기초하여 증거 판단을 할 것

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러면 . &′′에 기초한 증거 판단은 단계의 절차를 통해 이루2

어지게 된다 단계로. 1 , &′′에 기초하여 두 운동 이론 )0n8와 )o0p의 그럴듯함을 평가

한 결과인 사전 확률을 부여한 후 주기적인 진자 운동이나 포물선 운동을 하는 투, 

사체의 운동 또는 앞쪽이 뾰족한 화살이 더 잘 날아가는 현상과 같은 다양한 증거

(l 에 비추어 ) )0n8와 )o0p의 사후 확률을 추론한다 단계에서는. 2 , &′′과 l에 기초하

여 지구중심설()m 과 태양중심설) ()F 의 사전 확률을 부여한 후 단계의 추론 결과) , 1

와 !를 고려하여 )m와 )F의 사후 확률을 추론한다 기존의 아리스토텔레스식 운동 . 

이론이 참일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 !는 여전히 태양중심설보다 지구중심설을 더 

지지해주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식 운동 이론이 참일 가능성은 , l에 의해 점점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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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것이므로, !가 지구중심설과 태양중심설에 제공하는 증거적 차별화의 정도는 점

점 줄어들 것이다 또한 그 차별화의 정도는 갈릴레오식 운동 이론의 그럴듯함을 . 

호소하는 일반적인 논변들과 누적되는 증거에 근거하여 또는 더 그럴듯하고 증거, 

에 의해 잘 뒷받침되는 또 다른 운동 이론 데카르트의 운동 이론 뉴턴의 운동 이론 ( , 

등의 등장을 통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며 결국 위의 증거 판단 방식을 수용한 ) , 

대부분의 사람들은 )0n8의 가능성을 거의 에 가까운 값으로 줄이고 0 !가 확률 증가(

율의 측면에서) )m와 )F에 대해 거의 차별화되지 않는 증거를 제공한다는 다음과 

같은 증거 판단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U#$)F%&′′∧l'
#$)F%&′′∧l∧!'

≃U#$)m%&′′∧l'
#$)m%&′′∧l∧!'

이러한 절차는 앞서 선 회절 사진이 특정한 분자 구조 가설을 뒷받침하는지를 X

따지는 증거 판단 절차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누군가 그 증거 판단의 전제인 . X

선 회절에 관한 물리적 지식을 의심한다면 그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응은 단계로 , 1

그 물리적 지식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들을 제거한 반사실적 배경 믿음 하에서 

그 물리적 지식을 정당화하는 증거 판단을 제시한 후 단계로 선 회절 사진과 분, 2 X

자 구조 사이의 증거 판단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과학혁명기의 증거 판단은 이러. 

한 일상적인 증거 판단 절차와 질적으로 다른 점이 없다. 

다만 과학혁명기에는 상당히 근본적인 전제들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고 대체로 , 

그러한 전제들을 명확하게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경험적 증거들을 제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증거 판단을 시도하더라도 공, 

동체 내에서의 합의가 단시간 내에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경험적인 증거가 . 

부족한 혁명 초기에는 근본 전제의 그럴듯함을 평가하기 위해 사고실험과 같은 비

경험적인 논변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갈릴레오. (2006, 

쪽는 관성 개념을 뒷받침하기 위해 배에서 떨어뜨린 돌이 배와 함께 움직인74-88 )

다는 경험적인 증거를 제시했을 뿐 아니라 임페투스 이론에 근거하여 그런 일이 ,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론적인 논변을 제시해야 했는데 갈릴레오는 전자의 경험, 

적 증거보다도 후자의 이론적 논변을 특히 강조했다.8) 이러한 점들은 코아레 (Koyr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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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와 같은 과학사학자들이 세기 과학혁명을 경험상의 혁신이 아닌 관1968, 1 ) 16-17

념상의 혁신이었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나의 증거 이론은 이러한 해. 

석을 받아들이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의 증거 이론에서 관성 개념을 뒷. 

받침하기 위한 갈릴레오의 이론적인 논변은 그 이론의 사전 확률을 부여하는 근거

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나의 증거 이론 하에서 갈릴레오는 자신의 논변에 근거하여 . 

관성 개념에 자신처럼 높은 사전 확률을 부여할 것을 사람들에게 권고한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다 또한 나는 경험적 증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시기에는 사전 확률. 

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갈릴레오의 사례에서 관념상의 혁신이 , 

경험상의 혁신보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 

이러한 코아레의 해석을 내가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주기적인 . 

진자 운동이나 투사체의 포물선 운동 등 지구상의 수많은 운동 현상들이 아리스토

텔레스의 운동 이론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 

갈릴레오의 운동 이론이 처음에는 다소 낮은 사전 확률을 부여 받았더라도 그 증( ) 

거들에 의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증거 판단이 실제로 많은 이들에게 

수용됐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증거 판단 절차가 항상 합의를 쉽게 이끌어낸다거나 수많은 과학적 

논쟁이 경험적 증거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려는 . 

것은 다음과 같다 상당히 근본적인 불일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과학자들은 증. , 

거에 기초한 이론 평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을 설득하기 위한 새

로운 증거 논변을 제시한다는 것이며 그들이 제시하는 증거 판단은 공적 설득을 , 

위해 적절히 선택된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하여 부여한 사전 확률로부터 출발

하는 베이즈주의적 정당화 논변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점은 . 

각 개인이 제시하는 증거 논변이 확실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 아

니라 그것이 공동체 내에서 비판적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

8) 갈릴레오의 대화 에서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설을 옹호하는 인물인 살비아티는  『 』

움직이는 배에서 돌을 떨어뜨리는 실험을 해 보지 않았지만 내가 말한 대로 될 “[ ] , 
게 확실해 쪽 라고 말하면서 그 뒤로는 사고 실험에 기초하여 떨어지는 돌의 수”(82 ) , 
평 방향의 운동 속도는 변할 이유가 없다는 이론적인 논변을 길게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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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설의 정당화에 기여하는 두 가지 방식

그렇다면 특정한 정보가 가설의 정당화에 기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베이즈? 

주의적 추론 모형에서 가설의 정당화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 

증거에 대한 고려가 가설의 확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증거에 대한 , 

고려가 가설의 사후 확률을 어느 수준 이상의 높은 값으로 보장한다는 것이다 나. 

는 증거가 가설의 정당화에 기여하는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이 “!가 "에 증거를 제공

한다 또는 ” “!가 "/보다 "2에 더 좋은 증거를 제공한다 와 같은 형태의 증거 판단”

에 중첩되어 있으며 이를 명료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

이를 위한 논변에 앞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직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 

개별적인 증거 판단과 가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구별하는 경향이 있으며 두 , 

평가는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가능하다 즉 개별적인 정보 . !/이 "/보다 

"2에 더 좋은 증거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다른 경험, (

적 이론적 고려를 종합한 결과, ) "/이 "2보다 더 그럴듯하다는 평가를 하는 것이 가

능하다 또한 과학자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개별적인 증거 판단 또는 상대적인 증거 . 

판단에 대해서는 수월하게 동의하지만 가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그보

다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합적인 평가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불. 

일치는 보통 두 가설을 차별화하는 증거가 그렇게 많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

어진다 예를 들어 세기 초 두 사람 와 가 태양중심설과 지구중심설을 주제로 . , 17 A B

다음과 같이 논쟁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연주시차의 관측 실패A : (!/ 가 태양중심설) ()F 보다 지구중심설) ()m 에 더 좋은 )

증거를 제공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나는 태양중심설이 옳다고 생각한다 내행성이 , . 

태양으로부터 최대이각 이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2 처럼 지구중심설보다 태)

양중심설에 유리한 증거도 상당히 많다.

내행성이 태양으로부터 최대이각 이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이 지구중심설B: 

보다 태양중심설에 더 좋은 증거를 제공한다는 데 완전히 동의하지만 나는 여전히 , 

지구중심설이 옳다고 생각한다 태양중심설에서 주장하는 대로 지구가 자전과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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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구의 운동을 느끼지 못할 수 있겠는가?

위의 대화에서 와 는 각각 자신이 옹호하는 가설에 불리한 증거가 있다는 것A B

을 인정하고 있다 즉 개별적인 증거 판단이 가설에 대한 최종 평가와 반대 방향을 . 

가리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와 는 각각의 개별적인 증거 판단에 대해. A B

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반면 각 가설에 대한 최종 평가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다 우리의 증거 측정 방식은 이러한 상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표현들 속에서 더 좋은 증거를 제공한다 와 옳다고 . , ‘ ’ ‘

생각한다는 주장은 각각 어떻게 해석되는 것이 적절할까’ ?

우선 옳다고 생각한다 라는 표현은 개인의 종합적인 판단 결과이며 개인의 주관‘ ’ , 

적인 사후 확률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더 좋은 증거를 제공한다 라. ‘ ’

는 표현은 확률의 증가와 연결시키면 좋을 것이다 그런데 . )F와 )m에 대한 !/과 

!2의 상대적 증거 능력에 대해 와 는 완전히 동의하고 있다 이때 두 사람이 일A B . 

차적으로 동의한 것은 두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적절한 배경 믿음 & 단( , &에는 

적어도 !/과 !2와 관련된 정보가 없다고 가정 하에서 ) #$!/%)F∧&'g#$!/%)m∧&'와 

#$!2%)F∧&'*#$!2%)m∧&'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와 가 . A B &에 기초하여 !/과 !2

에 대한 )F와 )m의 가능도를 동일하게 부여하는 데 동의한다고 가정할 경우, “!/

이 )F보다 )m에 더 좋은 증거를 제공한다 또는 ” “!2가 )m보다 )F에 더 좋은 증

거를 제공한다 라는 진술에 대한 두 사람의 동의는 각 인물의 주관적 확률 증가 비”

율 [$"3!%&'b+#$"%&∧!'1#$"%&'+#$!%"∧&'1#$!%&'c의 비교를 통해 쉽게 확인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증가 비율들은 두 사람의 사전 확률과 무관하게 다음과 같은 관. 

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U[q$)m3!/%&'

[q$)F3!/%&'
+U[r$)m3!/%&'

[r$)F3!/%&'
g/ U[q$)m3!2%&'

[q$)F3!2%&'
+U[r$)m3!2%&'

[r$)F3!2%&'
*/

확률 증가 비율의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나 는 , A B !/이나 !2가 )F와 )m에 

제공하는 차별적인 증거 능력을 공동체에 제시할 때 자신의 사전 확률을 명시적으

로 제시할 필요가 없다 그는 공동체 구성원 누구나 받아들일만한 적절한 배경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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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와 그에 기초한 그럴듯한 가능도만을 설정한 후 누구나 다음의 부등식을 받아, 

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만 제시하면 된다.

[$)F3!/%&'g[$)m3!/%&'

[$)F3!2%&'*[$)m3!2%&'

이러한 논변은 미지수로 가득한 앙상한 베이즈주의적 추론으로 모형화될 수 있‘ ’ 

으며 이 모형을 공유한 개인들은 자신의 주관적 사전 확률에 기초하여 각 미지수, 

에 구체적인 값을 대입한 보다 구체적인 추론 모형을 완성해볼 수도 있다 그 구체. 

적인 모형에 따른 실제 확률 증가 비율이나 사후 확률은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게 

계산되겠지만 원래 제시된 모형의 제약을 받아들일 경우 , [$)F3!/%&'1[$)m3!/%&'와 

[$)F3!2%&'1[$)m3!2%&'의 값이 개인마다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증거에 기초한 

정당화 논변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성공적으로 공유될 수 있다. 

즉 증거를 고려한 가설에 대한 최종 의견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증거 

판단에 대한 일치는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베이즈주의적 추론 모형 내에서 

계산되는 확률의 증가 비율 및 그 비교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단. 

순히 개인적인 평가가 아닌 공동체 내에서 안정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평가라는 점

에서 중요하다. 

그렇다면 가설의 정당화 논변에서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사후 확률은 어

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가설의 정당화에서 사후 확률이 발휘하는 힘은 다음의 다? 

소 극단적인 사례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점 점 점 이라는 점수 자. {80 , 90 , 100 }

료 !가 평균 점수가 점 이라는 가설 “ 90 ” "를 뒷받침하는 정도를 생각해보자 이 경. 

우 !는 "를 논리적으로 함축하기 때문에, "의 사전 확률과 무관하게 !에 근거한 사

후 확률은 #$"%!' +/로 확정된다 반면 차이 척도나 비율 척도를 이용하면 그 증거. , 

적 지지도가 사전 확률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점수 자료 . !가 

"의 정당화에 기여하는 방식은 다른 어떠한 척도보다 사후 확률에 의해 가장 잘 포

착된다 즉 증거가 가설을 연역적으로 도출하는 경우 그러한 증거는 다른 모든 경. , 

쟁 가설들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단 하나의 가설만을 남기는 특징이 있으며 그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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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 방식은 사후 확률에 의해 가장 잘 포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 

종류의 증거적 관계를 이용해 가설의 정당화 논변을 제시하려 한다면 그는 사전 , 

확률을 미지수로 남겨둔 베이즈주의 추론 모형을 통해 어떠한 사전 확률을 대입하

든 !에 근거한 "의 사후 확률이 이 된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공동체에 공유할 수 1

있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추론을 이용한 논증은 연역 논증과 완전히 똑같다. .9)

우리는 통계적 가설의 평가에서도 사후 확률이 발휘하는 힘을 확인할 수 있다. 

표본 빈도 O로부터 모집단 내 의 속성을 가진 개체의 비율 F Y에 대한 통계적 가설

을 추정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를 위해 한 과학자는 자신의 실제 사전 확률 분. 

포 대신에 무차별의 원리에 기초한 사전 확률 분포를 부여한 후 그로부터 표본 자, 

료에 의해 갱신된 사후 확률 분포를 구해볼 수 있다.10) 이때 무차별의 원리를 가정 

한 사전 확률 분포는 일종의 이상화된 대표 분포로서 이를 이용한 베이즈주의 추, 

론 모형은 증거의 잠재력을 보여줄 것이다 즉 우리는 표본 자료를 고려하기 전까. “

지 모든 가설을 동등하게 취급했다면, Y+O±t의 사후 확률은 가 될 것이다 와 0.95 ”

같은 반사실적인 논변을 공동체에 제시함으로써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그 자료가 , 

가설의 정당화에 기여하는 전형적인 방식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는 .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확률 증가 비율을 제시하는 방식만큼의 또는 그보다 

높은 직관적인 효력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후 확률은 우리가 그 가설에 최종. 

적으로 부여해야 할 이상화된 믿음의 정도를 정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은 통계적 가설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가설에도 적용 가능하다 증거. 

에 기초하여 일반적인 가설에 대한 특정한 최종 평가를 제안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동의할만한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특정한 사전 

확률 분포를 가정하여 베이즈주의적 정당화 논변을 제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구중심설, ()F 보다 태양중심설) ()F 을 옹호하는 는 백지 상태의 배) A

9) 어떤 정보가 가설을 논리적으로 함축하는 경우 그 정보는 증거에서 제외되어야 한 , 
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확률적 추론을 연역 추론의 확장으로 간주한다면 그. , 
러한 배제는 자연스럽지 않다. 

10) 이 과정은 사전 확률을 고려하지 않는 표준적인 신뢰구간 추정 절차와 조금 다르다 
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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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믿음에 호소하여 일단 #$)F%&'+#$)m%&'를 가정하면서 논변을 시작할 수 있

다.11) 이때 는 지구중심설 하에서 내행성의 주원이 태양과 동기화되어 운동할 확 A

률이 매우 작기 때문에 #$!2%)F∧&'≫#$!2%)m∧&'임을 주장하며 결국 , 

#$)F%!2∧&'≫#$)m%!2∧&'가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베이즈주의적 . 

논변이 너무 이상적이라면 누군가 , #$)F'g#$)m'의 주관적 사전 확률을 부여하더

라도 !2에 대한 두 이론의 가능도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최종적인 사후 확률은 

이상적인 가정에 기초한 사후 확률의 부등식과 마찬가지로 성립할 것이라는 논변도 

가능할 것이다 즉 이를 통해 증거에 기초한 가설의 정당화 논변은 꼭 개인의 실제 . 

사전 확률에 기초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인 논, 

변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구중심설을 옹호하는 는 태양중심설이 일반적인 지구중심설에 비해 B

훨씬 구체적인 가설이라는 점 가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에 호소하여 사전 확률이 (A )

#$)F%&'≪#$)m%&'와 같이 재설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12) 이 경우  B

는 가 제시한 대로 A !2가 )m보다 )F에 훨씬 더 좋은 증거를 제시한다는 점에 동

의하더라도 결국 둘의 사후 확률은 #$)F%&∧!2'≦#$)m%&∧!2'가 되어 )F를 )m보

다 믿을 수는 없다고 대응할 수 있다 즉 는 가 . , B A !2를 이용해 제시한 정당화 논

변을 하나의 이상적인 모형으로서는 이해하고 수용하면서도 그 모형이 현실과 잘 ,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새로운 논변을 공동체에 제안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논변은 공동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가설. 

의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에 대한 평가를 교정하도록 이끈다.13)

지금까지의 분석으로부터 우리는 다음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가설의 정당화 논변은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하여 설정된 이상적인 사, 

11) 마이어볼트 는 실제로 이러한 가정을 시도했다 장을 참고할 것 (Myrvold 2003) . 6 .

12) 이에 대해서는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6 .

13) 가설에 대한 사전 확률 자체를 부정하는 빈도주의적 확률만으로는 이런 식의 논변 
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베이즈주의적 확률에 기초한 증거 판단은 빈도주의적 , 
확률에 기초한 제거주의적 증거 판단보다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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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확률을 전제로 증거에 의한 가설의 확률 증가뿐 아니라 사후 확률까지 도출하는 

보다 구체적인 반사실적인 추론 모형으로도 제시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후 . 

확률은 정당화 논변에서 고려된 반사실적 배경 믿음과 증거들에만 근거한 사후 확

률일 뿐 그야말로 총체적 증거 를 고려한 사후 확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 ’ . 

러한 방식의 총체적 증거는 과학적인 맥락에서 전개되는 명시적인 정당화 논변에서

는 완전하게 고려되기 어렵다 게다가 우리는 논리적으로 전지적이지 않기 때문에. , 

셀 수 없이 많은 정보를 정합적으로 반영한 사후 확률을 계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베이즈주의적 사후 확률을 활용한 논변은 이러한 그럴듯한 배경 . “

믿음 하에서 여기서 고려한 몇 가지 증거를 고려한다면 가설의 사후 확률은 이러한  

값을 가져야 한다 와 같은 형태가 되며 이 논변은 증거를 더 고려한다면 사후 확” , “

률이 그 이상이 될 것 이라거나 증거를 더 고려하더라도 사후 확률은 그 값에서 ” “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 이라는 말이 생략된 형태로 생각될 수도 있다 때로 이 추” . 

론 모형은 논변의 목적을 위해 매우 보수적인 사전 확률 값을 사용하여 시작할 수

도 있을 텐데 이 경우에 우리는 실제 사후 확률이 적어도 모형 내에서 도출된 사, 

후 확률 이상이 될 것이라는 논변을 완성할 수도 있다. 

둘째 공동체 구성원은 가설의 정당화 논변으로 제시된 추론 모형을 상당히 투명, 

하게 수용할 수 있지만 그 모형이 실제와 잘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가정된 배경 , 

믿음 자체 배경 믿음에 기초하여 부여된 사전 확률 및 가능도 값 등에 대한 비판, 

적 검토 결과에 따라 의견을 달리 할 수 있으며 만약 정말로 의견을 달리 한다면 , 

그는 수정된 정당화 논변을 공동체에 제안할 수 있다 위의 사례의 경우 는 의 . , B A

정당화 논변에서 가정된 사전 확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F와 )m 자체의 경험 

적 내용의 구체성을 반영한 새로운 사전 확률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제시된 . 

사전 확률은 공유 가능한 특정한 반사실적 배경 믿음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 배경 , 

믿음에 동의할 경우 사전 확률 역시 어느 정도 제약된다 때문에 공유된 배경 믿음. 

에 기초한 의 논변을 반박하지 못하는 한 는 함부로 B , A #$)F%&'+#$)m%&'을 주

장할 수 없으며 결국 , !2에 대한 고려에 의해 태양중심설이 지구중심설보다 믿을 만

하다는 주장(#$)F%&∧!2'*#$)m%&∧!2' 도 할 수 없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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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특정 증거의 고려에 의한 확률 증가와 사후 확률의 계산은 가설의 정당화

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여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가설의 확률 증가 비율의 비. 

교는 대체로 개인의 사전 확률과 무관한 비교 평가를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공동체 , 

구성원에게 개별적인 증거에 대한 고려를 통해 가설에 대한 주관적 믿음을 어느 방

향으로 어떤 상대적 비율로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반면 적절한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가설의 사전 확률로. 

부터 추론된 사후 확률은 공유된 배경 믿음과 증거에 대한 고려를 통해 가설에 대

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기준선을 제안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물론 후자의 평가는 전자의 평가에 비해 동의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동의의 어려움이 그러한 종류의 정당화 논변의 불가능성이나 무용성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니다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하여 사전 확률을 재설정하는 것이 . 

가능하더라도 아무 때나 아무 이유 없이 사전 확률을 재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 "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라는 진술을 다시 생각해보자 때로 ” . 

이 진술은 적절한 반사실적 배경 믿음을 전제로 한 !에 의한 "의 확률 증가를 의미

하는 것일 수 있지만 때로 이 진술은 , !에 의한 "의 높은 사후 확률을 의미하는 것

일 수 있다 위의 와 의 논쟁에서 어쩌면 는 적절한 배경 믿음에 기초했을 때 . A B , B

!2를 고려하는 것만으로는 지구중심설()m 과 태양중심설) ()F 의 사후 확률이 차별화)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2가 )m보다 )F에 더 좋은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

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을 정말로 가 한다면 는 ” . B , B

)m와 )F에 대한 !2의 상대적 증거 능력에 대해 모순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한 번은 . “!2가 )m보다 )F에 더 좋은 증거를 제공한다 고 얘기했다가 다” , 

른 한 번은 “!2가 )m보다 )F에 더 좋은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

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순처럼 보이는 두 진술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 

다 전자의 진술은 확률의 증가 비율을 비교한 것이고 후자의 진술은 사후 확률을 . , 

비교한 것으로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증거 판단의 이 두 가지 의미를 분명하게 구. 

분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위해서는 용어도 구분해야 좋을 것이다 이러한 구분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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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나는 이제 증거적 지지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것이다 측정에 . 

대한 논의는 증거가 가설의 정당화에 기여하는 두 가지 방식을 구분하여 다루어야 

하는 필요성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4. 증거적 지지도의 측정과 비교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증거적 지지도의 측정은 형식적으로는 입증도의 측

정과 크게 다를 수 없기 때문에 입증도에 대한 측정 방식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학자들은 입증도에 대한 다양한 측정 방식을 제안했다. .14) 

이러한 측정 방식들은 크게는 !에 의한 "의 사후 확률을 측정하는 결과적 입증도‘ ’ 

j$"3!'와 !에 의한 "의 확률 변화를 측정하는 유관성 입증도‘ ’ i$"3!'로 구분될 수 

있다.15) 

결과적 입증도 : j$"3!' +#$"%!'

유관성 입증도 : i$"3!'
u
v
w

x

x

*- if #$"%!'*#$"'
+- if #$"%!' +#$"'
g- if #$"%!'g#$"'

또한 확률적 유관성을 측정하는 방식에서도 차이 척도 y$"3!'와 비율 척도 n$"3!', 

가능도 비율 척도 - p$"3!' 규격화된 차이 척도 , a$"3!' 등의 측정 방식이 제안된 바  

14) 이 절에서는 단순화된 표현을 위해 배경 믿음  &를 생략한 채 논의할 것이다.

15) 학자들마다 이를 부르는 이름이 달라 혼동의 여지가 크다 크루피 는  . (Crupi 2016)
전자를 로서의 입증 으로 후자를 확률적 유관성 입증 으로 구분하고 전영‘firmness ’ , ‘ ’ , 
삼 은 전자를 총체적 입증도 로 후자를 입증도의 증가 로 구분한다 반면 하(2012) ‘ ’ , ‘ ’ . 
우슨과 어배크 피텔슨 여영서(Howson and Urbach 2006), (Fitelson 1999), (2003; 

등의 학자들은 전자를 입증도의 측정 논의에서 거의 배제하고 후자의 2005; 2010) 
측정만을 입증도 라고 부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둘을 결과적 입증도 와 유관성 ‘ ’ . ‘ ’ ‘
입증도 로 구분하고자 할 것이다 총체적 입증도 대신 결과적 입증도 를 사용하는 ’ . ‘ ’ ‘ ’
이유는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사후 확률은 모든 증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입증 과 구별되는 증거 의 측정을 말할 때에는 결과적 지지. ‘ ’ ‘ ’ ‘
도 와 유관성 지지도 로 구분할 것이지만 입증도 와 지지도 는 혼용하여 사용할 ’ ‘ ’ , ‘ ’ ‘ ’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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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6) 

차이 척도 : y$"3!' +#$"%!'V#$"'

비율 척도 : n$"3!'+log
{

|
}
U#$"'
#$"%!' ~

�
�+log

{

|
}
U#$!'
#$!%"' ~

�
� 단 ( , [$"3!' +U#$!'

#$!%"' ) 

가능도 비율 척도 - : p$"3!' +log
{

|
}
U#$!%:"'
#$!%"' ~

�
� 단 ( , �$"3!' +U#$!%:"'

#$!%"'
)

규격화된 차이 척도 : a$"3!'+U#$:!'
/
y$"3!'+#$"%!'V#$:"%!' 단 ( , #$!'≠/)

이러한 다양한 척도 중에서 입증도 또는 증거적 지지도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

법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다양한 척도는 증거적 지지도에 관한 서로 다른 측면을 ? 

반영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결과적 입증도 ? , j와 비율 척도 n을 보완

적으로 사용할 때 증거가 가설의 정당화에 기여하는 방식을 가장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앞서 다른 학자들의 논변을 . , 

살펴보도록 하자. 

4.1. 순서와 무관한 증거적 지지도의 측정

크리스텐슨 은 경험적 정보가 입수된 시간적 순서와 상관없이 (Christensen 1999)

각 정보의 증거적 지지도를 우리의 직관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측정하기 위해 규격

화된 차이 척도 - a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특정한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는데 이 문제는 순(Eells and Fitelson 2000), 

서대로 입수된 각 정보의 증거적 지지도를 그 입수 순서를 무시한 동일한 반사실적  

배경 믿음 &에 상대화시켜 i$"3!%&'를 측정하기만 하면 어떠한 척도를 통해 측정하

든 상관없이 간단히 해결된다. 

예를 들어 배경 믿음 & 하에서 새로운 정보가  !/, !2의 순서로 입수되었다면, !/

16) 비율 척도와 가능도 비율 척도에 로그가 사용된 이유는 차이 척도  - y$"3!'의 측정 

방식과 마찬가지로, !와 " 사이의 유관성이 없을 때 긍정적 유관성이 있을 때 양 0, 
수 부정적 유관성이 있을 때 음수가 도출되도록 만들기 위한 수학적인 변환 기법일 , 
뿐 내용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로그를 취하지 않은 비율 척도와 가능도 비율 , . -
척도를 사용할 때는 [$"3!'와 �$"3!'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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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에 의한 실제 확률 증가는 각각 i$"3!/%&'와 i$"3!2%!/∧&'일 것이며,17) 같은 종 

류의 증거일 경우 후자의 값은 전자보다 작을 것이다(i$"3!/%&'*i$"3!2%!/∧&' 만). 

약 !/과 !2에 의한 실제 확률 갱신 대신에 !/과 !2의 증거적 지지도를 공정하게 비

교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확률 증가를 동일한 배경 믿음 , &에 상대화시킨 계산 결과 

i$"3!/%&'와 i$"3!2%&'를 비교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고려에 의해, “!/이 !2보다 "에 대한 좋은 증거를 제공한다 라는 표현은 ”

반사실적 배경 믿음 &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척도에 의해 동일한 방식으

로 해석될 수 있다 즉 하나의 척도에 의한 평가 결과는 다른 척도에 의한 평가 결. 

과와 정확히 일치한다. 

y$"3!/%&'*y$"3!2%&' iff j$"3!/%&'*j$"3!2%&'

n$"3!/%&'*n$"3!2%&' iff j$"3!/%&'*j$"3!2%&'

“!/이 !2보다 "에 대해 얼마나 더 좋은 증거를 제공하는지 를 측정하는 문제는  ”

척도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가 도출되지만 이는 그야말로 척도의 차이일 뿐 근본, 

적인 의미의 차이를 낳지 않는다.

j$"3!/%&'Vj$"3!2%&'+y$"3!/%&'Vy$"3!2%&'+#$"%!/∧&'V#$"%!2∧&'

n$"3!/%&'Vn$"3!2%&'+log
{

|
}
U#$"%!2∧&'

#$"%!/∧&' ~

�
�

따라서 하나의 가설에 대한 증거의 차별화된 지지도를 다룰 때는 척도 민감성의 

문제를 무시하고 단지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호소하기만 하면 해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객관적 비교 평가 대 입증에 대한 퍼즐의 해결

슐레싱어 와 마인 은 객관적 비교 평가의 수월성에 (Schlesinger 1995) (Milne 1996)

근거하여 유관성 입증도 중에서 비율 척도 n을 옹호한다 그들의 견해를 이해하기 . 

17) 여기서  i는 y 또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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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정보 , !를 논리적으로 함축하는 경쟁 가설 "/과 "2에 대해 !가 두 가설을 뒷

받침하는 정도를 측정해보자 만약 증거적 지지도를 결과적 입증도 . j$"3!' 또는 차 

이 척도 y$"3!'로 계산한다면, !에 의한 각 가설의 증거적 지지도는 사전 확률에 의

해 좌우되어 원래 더 높은 사전 확률이 부여되어 있던 가설이 그에 비례하여 더 , 

많이 뒷받침되는 것처럼 측정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Uj$"23!'

j$"/3!'
+Uy$"23!'

y$"/3!'
+U#$"2'

#$"/'

그러나 이러한 측정 결과는 증거적 지지도를 비교하는 데 부익부 빈익빈 과 같‘ ’

은 불공정성이 개입한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된다 왜냐하면 증거적 지지도가 위와 . 

같이 차별화되는 것은 오로지 사전 확률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고 그러한 사전 확, 

률의 차이에 !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비율 척도 . n을 사용하

면 사전 확률의 차이가 증거적 지지도에 쉽게 침투하지 못한다. "/과 "2가 !를 논

리적으로 함축하거나 !에 대한 가능도가 동일한 경우(#$!%"/'+#$!%"2' 에) , n$"3!'를 

사용하여 증거적 지지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동일한 결과가 산출된다.

n$"/3!'Vn$"23!'+log
{

|
}
U#$!%"2'1#$!'

#$!%"/'1#$!'~

�
�+-

반면 피텔슨 은 무관한 연언의 문제 와 같은 입증에 관한 다양한 (Fitelson 1999) ‘ ’

퍼즐들에 대한 해결 능력에 근거하여 차이 척도 y 또는 가능도 비율 척도  - p을 옹호

하고 n을 거부한다 그의 직관에 따르면. , "가 !를 논리적으로 함축할 때 "와 가설 

"∧E(E는 임의의 가설 가 ) !로부터 동일한 정도로 뒷받침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어만 은 이러한 요구 조건을 아래와 같이 정식화했다(Earman 1992) . 

If "⊨!, then i$"∧E3!'gi$"3!'

그런데 y와 p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만, n은 만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어만과 피. 

텔슨 등은 n이 유관성 입증도에 대한 적절한 측정 방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비율 척도 n에 대한 옹호 진영과 비판 진영 사이의 갈등은 기본적으로 각 진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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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한 서로 다른 직관에 기인한다. n의 옹호 진영은 두 가설이 !에 대해 동일한 

가능도를 가진다면 사전 확률이 서로 다르더라도 !로부터 동일한 정도의 뒷받침을 

받는 것이 직관적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n의 비판 진영은 두 가설이 !에 대해 동일

한 가능도를 가지더라도 사전 확률이 다르면 차별화된 증거적 지지를 받는 것이 직

관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로 다른 직관을 사용한 논변만으로는 상대 . 

진영을 설득할 수 없다. 

한편 n의 옹호 진영과 비판 진영은 모두 하나씩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우선 . 

n의 옹호 진영이 내세우는 n의 가장 큰 장점은 n이 증거적 지지도에 대한 객관적 

비교 평가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 n이 언제나 사전 확률에 의존하지 

않는 객관적인 평가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가설 . , "로부터 !를 예측

하는 데 보조가설이 필요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가능도 . #$!%"'는 가설에 기

초한 물리적 확률로서 고정되기보다 다양한 보조가설들에 대한 사전 확률 분포에 

의존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S
8

#$!%"∧08'#$08%"'

따라서 비율 척도를 이용하여 경쟁 가설에 대한 증거적 지지도를 비교하면 보조

가설에 대한 사전 확률들 #$08%"/'과 #$h�%"2'를 무시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측정 

결과가 산출된다.

n$"/3!'Vn$"23!'+log

{

|

}US
�
#$!%"2∧h�'#$h8%"2'

S
8
#$!%"/∧08'#$08%"/'

~

�

�

이러한 경우 비율 척도의 채택만으로는 사전 확률의 효과가 완전히 제거되지 못, 

한다 이 문제를 회피하려면 가설과 . 특정 보조가설과의 연언으로 이루어진 구체적 

인 개별 가설들 사이의 증거적 지지도만을 비교하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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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3!'Vn$"2∧h63!' +log
{

|
}
U#$!%"2∧h6'

#$!%"/∧0�' ~

�
�

이러한 비교는 각 구체적 가설 "/∧0� 또는  "2∧h6에 의한 !의 물리적 확률만을 

이용해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이 증거적 지지도를 비. 

교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면 베이즈주의를 통해 , "/과 "2의 증

거적 지지도를 비교 평가하려는 목표를 달성 불가능한 것으로 포기해야 한다.18) 따 

라서 우리는 n을 사용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증거적 지지도에 대한 완전히 객관적인 

평가를 보장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한편 n의 비판 진영은 그것이 입증에 관한 퍼즐을 풀지 못한다는 점을 가장 크게 

지적한다 그러나 입증에 관한 퍼즐을 단 하나의 척도를 사용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 

생각만 버리면 그들의 논변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무관한 연언의 문제에서, . , "가 

!를 논리적으로 함축할 경우, #$"∧E%!'1#$"∧E'는 #$"%!'1#$"'와 동일한 /1#$!'의 

값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 !의 발견은 두 가설 "와 "∧E의 확률을 동일한 비율로 

증가시킬 것이다(n$"∧E3!'+n$"3!' 그러나 ). #$"∧E'≦#$"'이므로, !의 발견에 의해 

두 가설의 확률 증가 폭은 서로 차별화될 것이며(y$"∧E3!'≦y$"3!' 결과적인 사후 ), 

확률 역시 차별화될 것이다(j$"∧E3!'≦j$"3!' 모든 베이즈주의자들은 이러한 수). 

학적 결과에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 !가 " 또는  "∧E의 정당화에 기여한 

방식을 세 가지 방식으로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가설 . 

연역주의와 달리 베이즈주의가 무관한 연언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의 발견에 

의해 "∧E의 확률이 "의 확률 증가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 폭과 사후 확률이 "의 확률 증가 폭과 사후 확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밝힐 수 있는 그 개념적 풍부함 덕분인 것이다. 

증거적 지지도에 대한 각각의 이해 방식은 다른 이해 방식들과 양립가능하며 서

로를 보완해 준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측정 방식 중에서 단 하나의 . 진정한 

18) 가능도주의자들은 입증도의 절대적 측정을 포기하고 가능도만의 비교를 통해 입증 
도의 상호 비교만을 시도하기도 하나 그들의 시도 역시 보조가설의 사전 확률을 제, 
거하지 못하는 동일한 문제를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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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적 지지도를 선택하기보다 각각의 방식에 적절한 이름과 해석을 제공해주는 , 

편이 나을 수도 있다 어쩌면 증거의 측정 방식을 둘러싼 갈등은 . “!가 "/보다 "2에 

더 좋은 증거를 제공한다 라는 우리의 일상적인 표현이 실제로 ” !가 "/와 "2의 정당

화에 기여하는 차별화된 방식을 담아내기에 너무 빈약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그 방식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우리는 . “!가 "/보다 "2에 

확률 증가 폭 측면에서 더 좋은 증거를 제공한다 또는  ” “!가 "/보다 "2에 확률 증

가 비율 측면에서 더 좋은 증거를 제공한다 또는  ” “!가 "/보다 "2에 결과적 입증도 

측면에서 더 좋은 증거를 제공한다 와 같은 상세한 수식어들을 추가할 수도 있을  ”

것이다 나는 이러한 새로운 표현들이 의사소통 상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때로는 .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새로운 이름을 너무 많이 양산하는 것은 우리의 . 

언어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 우려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 

위해서는 증거가 가설의 정당화에 기여하는 방식을 최대한 온전히 담아내면서도 증

거 판단 진술에 최소한의 변화와 재해석만을 가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지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증거가 가설의 정당화에 기여하는 방식을 일상적인 언어, (1) 

생활과 괴리되지 않으면서 가능한 적은 수의 측정을 통해 손실 없이 표현해 (2) (3) 

내기 위해서는 결과적 입증도 j와 비율 유관성 입증도 - n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

장 적절하며 그것으로 충분하다 일단 두 가지 척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은 , . y가 j

와 n로부터 도출된다는 점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19) 

y$"3!' +j$"3!'
{

|
}/VU[$"3!'

/ ~

�
� 단 ( , n$"3!'+log[$"3!')

물론 반대로 n도 y와 j로부터 도출된다. 

n$"3!' +log
{

|
}
Uj$"3!'Vy$"3!'
j$"3!' ~

�
�

19) p도 다음과 같이 도출될 수 있다. p$"3!'+log
{

|
}
U/Vj$"3!'
[$"3!'Vj$"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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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유관성 입증도의 척도로 y보다 n을 선호해야 하는가 그것은 ? n이 y

에 비해 결과적 입증도 j와 더 차별화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유관성 입증. 

도만으로는 가설 평가가 완전하지 못하며 결과적 입증도가 필요하다는 점은 가능, 

도주의자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베이즈주의자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과. 

적 입증도가 가장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유관성 척도가 

유관성 입증도로서 가장 유용할 것이다 실제로 피텔슨 등이 . y나 p을 통해 해결하

려고 했던 입증의 퍼즐들은 대부분 j로도 해결될 수 있다 예컨대 무관한 연언으로 . 

이루어진 "∧E가 "보다 덜 입증되어야 한다는 직관은 "∧E의 확률 증가 폭 y가 상

대적으로 작다는 점 대신 사후 확률 즉 결과적 입증도 , j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

만 지적해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반면 슐레싱어 등이 . n을 통해 확보하려고 했

던 객관성 또는 간주관성의 문제들은 j나 y로 잘 대체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대칭. 

성 때문에 나는 더 좋은덜 좋은 동등한 정도의 증거를 제공한다 라는 표현은 비율 “ / / ”

척도 n에 의한 측정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더덜동등한 정도로 옳다고 생각한, “ / /

다 라는 표현은 결과적 입증도 ” j에 의한 측정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양한 상대적 증거 판단 진술에 대해 다음

과 같은 정의들을 내릴 수 있다. 

(i) !는 "/에 "2보다 더 좋은 동등한 정도의 덜 좋은 증거를 제공한다 [ / / ] : 

공적 설득을 위해 적절히 선택된 반사실적 배경 믿음 &에 기초하여 

[n$"/3!%&'*n$"23!%&' / n$"/3!%&'+n$"23!%&' / n$"/3!%&'gn$"23!%&'의 관계가 성]

립한다. 

(ii) !를 고려할 때 "/이 "2보다 더 동등한 정도로 덜 믿을 만하다 [ / / ] : 

공적 설득을 위해 적절히 선택된 반사실적 배경 믿음 &에 기초하여 

[j$"/3!%&'+j$"23!%&' / j$"/3!%&'+j$"23!%&' / j$"/3!%&'gj$"23!%&'의 관계가 ]

성립한다. 

(iii) !/이 !2보다 "에 더 좋은 동등한 정도의 덜 좋은 증거를 제공한다 [ / / ] : 

공적 설득을 위해 적절히 선택된 반사실적 배경 믿음 &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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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n$"3!2%&' / n$"3!/%&'+n$"3!2%&' / n$"3!/%&'gn$"3!2%&'의 관계가 성]

립한다.

5.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적용

5.1. 확립된 가설의 문제

앞서 나는 공적 설득을 위해 적절히 선택된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증거 

판단 방식이 확립된 가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기서는 이 .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현재 "에 대한 믿음이 여러 경험적 증거 !/3 !23 ⋯3 !6에 의해 거의 확립되어 있

다고 해보자 이제 이 모든 증거를 제거한 배경 믿음 . &를 선택해보자 이때 함수 . 

�$!/3!23⋯3!6�"%&'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보자.

�$!/3!23⋯3!6�"%&'+log$U#$!/%"∧&'⋯#$!6%"∧&'
#$!/∧⋯∧!6%"∧&' 'Vlog$U#$!/%&'⋯#$!6%&'

#$!/∧⋯∧!6%&' '

이 함수 �는 <!/3 ⋯3 !6=를 구성하는 증거들 사이의 상호 의존도가 배경 믿음 &

만 고려했을 때에 비해 가설 "를 추가로 고려했을 때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

는 척도로서 각 증거의 순서와는 무관하다 마이어볼트 에 따르면, . (Myrvold 2003) , 

이 함수는 가설 "가 <!/3⋯3 !6=의 통합성에 기여하는 정도 즉 통합성 지수를 나타, 

내는데 이를 이용하면 , "에 대한 !/∧⋯∧!6의 비율 유관성 지지도는 다음과 같이 -

분해된다.

n$"3!/∧⋯∧!6%&'+n$"3!/%&'9n$"3!2%&'9⋯n$"3!6%&'9�$!/3!23⋯3!6�"%&'

이러한 분해를 통해 우리는 , "에 대한 !/∧⋯∧!6의 비율 유관성 지지도가 각각의 -

개별적인 비율 유관성 지지도의 단순합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우- . , 

리는 그러한 단순합이 여러 증거들의 집합에 대한 가설의 통합성 지수 �와 더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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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비율 유관성 지지도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계산에서 각 증거의 순- , 

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비율유관성 지지도의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가설의 여러 증거를 모두 제거한 반- , 

사실적 배경 믿음 &에 기초하여 개별 증거 !8의 지지도 n$"3!8%&'들을 반사실적으로 

순서에 상관없이 고려하여 합산하더라도 마지막에 통합성 지수만 더하기만 하면( ) 

전체 증거의 지지도를 계산하는 데 아무런 왜곡도 낳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 

우리는 가설에 대한 각각의 증거들의 지지도를 그 순서에 상관없이 동일한 반사실

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비율 유관성 지지도를 통해 비교하는 것 역시 아무런 문제-

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확립된 가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

5.2. 부정된 가설의 문제

애친슈타인 은 증거란 가설이 참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를 제공(Achinstein 2005)

해야 하며 따라서 , !에 의해 가설 "가 을 넘는 높은 확률을 얻을 때에만 1/2 !는 "

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 거짓으로 간. , 

주되는 가설의 경우 어떠한 자료도 그 가설에 대한 증거로 인정될 수 없게 된다, . 

가설이 거짓인 걸 인식한 뒤에는 어떠한 자료도 그 가설이 참이라고 믿을 만한 이

유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 판단 방식은 과도해 보. 

인다 예를 들어 뉴턴의 중력 이론이 현재 거짓으로 간주된다고 해보자 이 경우 핼. . 

리 혜성의 귀환은 더 이상 뉴턴 역학 이론의 증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일까 애친? 

슈타인이라면 그 자료들은 과거에는 뉴턴 역학 이론의 잠재적 증거였으나 이론이 

거짓으로 밝혀짐에 따라 진정한 증거를 제공하는데 실패했으며 결국 현재(verdical) 

는 잠재적 증거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뉴턴 역학 이론이 거부되는 것은 핼리 혜성의 귀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자료 때문일 것이며 증거 판단은 이러한 서로 다른 정보가 뉴턴 역학의 정당, 

화에 기여하는 바를 차별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증거 판단? 

을 위해서는 이론의 최종적인 평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하여 각각의 정보가 이

론의 정당화에 있어 어느 방향으로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반사실적인 논변이 필요

하다 이에 따르면 핼리 혜성의 귀환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들. , (!/ 은 여전히 뉴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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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지만) (i$)3!/'*- 다른 명백히 불리한 증거들) (!2 때) 

문에(i$)3!2'≪- & i$)3!/∧!2'≪- 현재로서 우리는 뉴턴 역학 이론을 거부할 수) 

밖에 없다(j$)3!/∧!2'≃- 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하다 즉 나의 증거 판단 방식에 ) . 

따르면 뉴턴 역학의 진리가 부정된 이후에도 핼리 혜성의 귀환은 여전히 뉴턴 역, 

학의 객관적 증거로 간주될 수 있다 이로써 부정된 가설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 

나는 이러한 판단 방식이 과학자들의 직관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6. 결론 

이 장에서 나는 증거를 공적 설득을 위해 적절히 선택된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

기초하여 가설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는 정보 로 정의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에 ” , 

대한 판단 과정은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베이즈주의적 정당화 논변으로 모

형화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사실적 베이즈주의 증거 판단 은 개인의 주관적 확. ‘ ’

률의 통시적 갱신 과정에 초점을 맞춘 입증 과는 구별되며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 ’ , 

에서 공유되고 비판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공적인 성격을 가진다. 

나는 이러한 증거 판단 방식을 두 가지 차원에서 명료화했다 첫째 증거 판단의 . , 

기초가 되는 반사실적 배경 믿음이 공적 설득을 위해 적절한 것이어야만 객관적 증

거 판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한 제약 없는 경우 그 증거 판단은 선택된 배경 . 

믿음 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맥락적 증거 판단이 된다 둘째 증거가 가설의 정당. , 

화에 기여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구분되며 확률 증가로서 측정되는 기여 방식과 , 

높은 사후 확률로 측정되는 기여 방식은 가설을 정당화하는 데 각자의 고유한 역할

을 가진다는 것을 보였다. 

나는 이러한 증거 판단 방식을 과학혁명기 증거 판단 불일치의 문제 확립된 가, 

설의 문제와 부정된 가설의 문제에 적용함으로써 나의 증거 판단 방식이 논리적인 ,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과학자의 직관에 부합하는 증거 판단 결과를 산

출함을 보였다 이제 다음 두 장에서는 이 증거 판단 방식을 예측주의의 직관을 보. 

다 분명하게 해명하고 비판하는 데 적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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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상대적 예측주의와 베이즈주의

상대적 예측주의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예측의 성공이 사후 포섭의 성공보다 좋

은 증거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절대적 예측주의와 달리 상대적 예측주의는 사후 . 

포섭의 성공도 증거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 정도가 다르다고 말한다. 

패트릭 마허 와 로저 화이트 는 베(Patrick Maher 1988; 1993) (Roger White 2003)

이즈주의가 상대적 예측주의를 정당화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콜린 하우슨과 앨런 , 

프랭클린 은 베이즈주의가 예측주의를 반(Colin Howson and Allan Franklin 1991)

박한다고 주장한다 에릭 반즈 는 베이즈주의를 통해 지지 예. (Eric C. Barnes 2005) ‘

측주의 가 정당화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스테판 브러쉬(endorsement predictivism)’ , 

와 마티아스 프리쉬 는 베이즈주의가 (Stephen G. Brush 1994) (Mathias Frisch 2015)

예측주의를 정당화하지도 반박하지도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 장에서는 반사실적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이 예측 대 포섭 논쟁을 분석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이는 한편 예측주의가 그럴듯해 보이는 두 가지 상, 

황에 대한 베이즈주의적 분석을 제시할 것이다 다만 나의 베이즈주의적 분석에서 . 

예측은 가설의 높은 사전 확률 또는 높은 가능도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부산물일 ‘ ’

뿐이기에 예측 자체가 증거에 특별한 기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밝혀질 것, ‘ ’ 

이다.

1. 오래된 증거의 문제와 베이즈주의 무용론

예측 대 포섭 논쟁을 베이즈주의적으로 다루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난관은 오래된 증거의 문제 이다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에 따르면 가설 ‘ ’ . , "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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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은 새로운 사실 !의 발견을 통해 갱신되며 그에 따른 단순한 갱신 규칙은 다, 

음과 같다.1)

#9$"'+#$"%!'+U#$!'
#$!%"'

#$"'  (5.1.1)

!가 발견되었을 때 가설 "의 사후 확률 #9$"'는 !를 발견하기 전까지 가지고 있

던 #$"%!'의 값으로 갱신되며 이 값은 사전 확률 , #$"'에 #$!%"'1#$!'를 곱한 값과 

같다 그런데 만약 . !가 가설 "를 만들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라면, 

#$!'+#$!%"' +/이므로 !는 가설 "의 확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없다 이 문제는 . 

오래된 증거의 문제 라고 불리며 이 결과에 따르면 가설보다 먼저 알려져 있던 사‘ ’ , 

실은 가설 구성에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가설에 아무런 증거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다 그러나 이러한 과격한 결론은 예측주의자들조차 바라는 결과가 아니다 왜냐하. . 

면 가설 구성에 사용되지 않은 자료 !가 가설 "의 귀결과 일치할 경우 대부분의 , 

예측주의자들은 그것을 예측의 성공으로 간주하여 가설 "에 증거를 제공하는 것으

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기어리 비클 몰딘 ( , , 2008; Worrall 1989). 

가설 "에 비해 시간적으로 앞서 발견된 사실 !가 가설 "에 증거를 제공할 수 있

도록 해석하기 위한 고전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반사실적으로 과거를 재구성하는 것

이다 즉 배경 믿음에서 . !를 비롯해 그와 유관한 사실들을 제거하여 마치 가설 "를 

구성한 이후에 !를 발견한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에 의한 "의 입증도를 재평가하

는 것이다 장에서 나는 이러한 방법이 올바른 증거 판단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 4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프리쉬 쪽 에 따르면 베이즈주의 자체는 어떠한 역(Frisch 2015, 181-183 ) , 

사적 재구성이 적절한 재구성인지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따라서 알려. 

진 사실 !에 대한 증거 판단은 평가자의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 

평가자가 가설 발견 이전에 알려진 사실들을 배경 믿음에 포함시킬 경우 그 사실, 

들은 모두 가설에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 반면 평가자가 가설 발견 이전에 알려진 . 

1)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스트레븐스 와 하우슨 (Strevens 2017)
과 어배크 를 참고할 것(Howson and Urbach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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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들 중 가설 구성에 사용되지 않은 사실들을 배경 믿음에서 제거할 경우 가설 , 

구성에 사용되지 않은 사실들은 가설에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심지어 평가자가 . 

가설 발견 이전에 알려진 사실들을 모두 배경 믿음에서 제거할 경우에는 가설 구, 

성에 사용된 사실들도 가설에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후 프. 

리쉬는 베이즈주의만으로는 가설 구성에 사용된 사실이 가설에 증거를 제공하는지

에 관한 문제에 해답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프리쉬의 결론은 증거 판단을 위한 배경 믿음이 자의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는 잘

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오류로 보인다 나는 장에서 증거 판단을 위해서는 배경 믿. 4

음이 적절하게 선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따르면 , !가 "에 증거를 제공하

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배경 믿음에서는 최소한 !가 제거되어야 한다 아래의 간단. 

한 예를 살펴보자. 

학생 세 명의 성적이 각각 점 점 점이라고 하자 우리는 이 성적 자료 80 , 90 , 100 . 

!를 확인한 후에 이를 이용해 세 학생의 성적 평균이 점이라는 가설  90 "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에 대해 베이즈주의 분석을 적용하면 우리는 아래와 같이 가설 . , "의 

확률이 증가하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된다.

#
9$"'+#$"%!'+U#$!'

#$!%"'
#$"'+U/

/
#$"'+#$"' (5.1.2)

즉 이미 알고 있던 성적 자료 !는 성적 평균에 대한 가설 "의 확률을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확률 증가의 관점에서 , !는 "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가 "를 논리적으로 함축한다는 점을 이용하면 아래의 과정을 통해 , 

#$!'+/로부터 #$"'+/이 도출된다.

#$"%!'+/ (!가 "를 함축하므로) (5.1.3)

#$"' +#$"%!'#$!'9#$"%:!'#$:!'
+/×/9�×-
+/

(5.1.4)

즉 !가 "의 높은 확률을 강제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는 "에 대한 아주 강력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 #$"%!'+#$"'라는 결과는 어떻게 해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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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까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 

가설 "에 대한 믿음의 정도 사전 확률 에 알려진 사실 ( ) !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다면 동일한 사실 , !의 재확인에 의해서는 "에 대한 믿음이 변화할 수 없다.2) 

즉 우리는 식 의 사전 확률 (5.1.2) #$"'에는 !에 의한 입증 효과가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 하에서 베이즈주의 자체는 . , "보다 먼저 알려진 

자료 !가 "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는 적절한 . 

증거 판단을 위해 !가 제거된 배경 믿음에 기초하여 !에 의한 "의 확률 변화를 분

석했어야 했을 뿐이다 그에 따르면. , !에 대한 고려는 !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보다 

언제나 "에 대한 믿음을 증가시키며 심지어 그 확률을 항상 로 보장해준다 바로 , 1 . 

그러한 의미에서 !는 "에 대한 아주 좋은 증거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러한 해법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위의 사례는 조건부 확률 . , 

#$"%!'의 값이 고정된 아주 특별한 경우지만 그 조건부 확률의 값이 고정되어 있지 ,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가설 "의 확률에 대해 아무런 제약도 주지 않

는다 정합성 조건만 고려할 경우. , #$!'+/은 "의 확률 #$"'에 대해 아래의 세 가

지 경우 중 하나임을 말해줄 뿐이다.

ㄱ( ) #$"'+- & #$!%:"'+/

ㄴ( ) -g#$"'g/ & #$!%"'+#$!%:"'+/

ㄷ( ) #$"'+/ & #$!%"'+/

따라서 "의 구성 과정에서 고려된 !의 입증 효과가 "의 사전 확률에 반영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럴 듯한 해석일지라도 대부분의 경우 가설을 구성 선택하는 , /

데 고려된 사실은 가설의 어떠한 사전 확률도 허용한다 이 문제를 사전 확률 부여. ‘

의 문제 라고 부르자 또한 가설 ’ . "를 구성하기 이전에 알려진 사실 !가 가설 "의 

구성과 최초 평가 과정에 고려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인슈. , 

타인은 일반상대성 이론()을 구성할 때 수성의 근일점 운동) (! 을 고려하지 않았지)

만 그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던 것이었다 이 경우 , . )의 사전 확률에는 !의 입증 

2) 논문의 장에서 소개한 워럴의 이중 사용 금지 규칙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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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반영될 수 없으며 더구나 , #$!'+/이므로 )의 사후 확률에도 !의 입증 효

과가 반영될 수 없다 이 문제를 고려되지 않은 사실의 문제 라고 부르자. ‘ ’ .3) 

첫 번째 문제인 사전 확률 부여의 문제 부터 살펴보자 일부 맥락에서 이 문제는 ‘ ’ . 

!를 고려하기 전의 앞선 사전 확률로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예를 . 

들어 무작위 중복 추출을 사용한 어떤 로또에서 번의 뽑기 중 당첨 쪽지가 , 100 10

번 나왔다는 사실 !가 알려졌다고 하자. !를 고려할 경우 우리는 이 로또에서 앞“ (

으로 당첨 쪽지를 뽑을 확률이 이라는 가설 ) 0.1” "에 어떤 사전 확률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까 적어도 당신은 그 가설에 당첨 쪽지를 뽑을 확률이 라는 가설 ? “ 0.5”

"′보다는 높은 사전 확률을 부여하려고 할 것이다 베이즈주의적으로 볼 때 그러한 . , 

확률 부여는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다음의 가상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자 이 시나리오에서 우리는 . !를 알기 전에는 

가설 "와 "′에 동등한 앞선 사전 확률 #V$"'+#V$"′'을 부여한다 무차별의 가정( ). 

무작위 추출을 가정할 때 #V$!%"'≫#V$!%"′'이었고 또한 번의 뽑기에서 번의 , 100 10

당첨 쪽지가 나올 확률 #V$!'는 보다 작았다 그러면 두 확률 1 . #$"'와 #$"′'은 아

래와 같이 차별화된다.

#$"'+#V$"%!'≫#V$"′%!' +#$"′'

즉, !를 고려한 "의 사전 확률은 !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여된 앞선 사전 

확률이 !를 고려하면서 갱신된 사후 확률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 !를 고려

한 이후에도 우리가 #$"'≦#$"′'의 확률을 부여하고 있다면 우리는 , !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V$"'≪#V$"′'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 

을 갖는 것은 그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는 한 매우 불합리해 보인다 결국 . !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V$"'≪#V$"′'의 확률을 부여할 별도의 근거가 없는 한, !를 

고려하여 #$"'*#$"′'의 사전 확률을 부여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으로 보인다. 

혹자는 이러한 해결책이 언제나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3) 여기서의 논변들은 장에서 증거 판단의 일반적인 해명 과정에서 이미 논의된 것을  4
더 풀어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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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하기 전까지 대안 가설들에 대한 믿음의 정도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가

정은 위의 로또 사례에서나 허용될 법한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과학. 

적 가설들에 대한 믿음은 !에 대한 고려를 제거하더라도 동등화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대응이 가능하다. . 

첫째 앞선 사전 확률 사이의 차이를 무시한 채 확률의 증가율 , #
V$!%"'1#

V$!'과 

#
V$!%"′'1#V$!' 사이의 차이만을 비교함으로써 , ! 하나의 순수한 입증 효과를 비교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계산되는 각 가설에 대한 . !의 입증 

효과는 !를 뺀 나머지 배경 믿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특히 . #
V$!'의 값이 배

경 믿음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경 믿음에 무엇을 추가하고 뺄지에 따라 . !

의 입증 효과는 심하게 요동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걱정은 . #
V$!%"'1#

V$!'와 

#
V$!%"′'1#V$!' 사이의 상대적인 비교가  #

V$!'와 상관없이 두 가설에 의한 가능도 

비율 #V$!%"'1#V$!%"′'에만 의존한다는 점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관. 

심을 가설 구성 과정에서 고려된 사실 !가 가설 사이의 비교 평가에 활용할 수 있

느냐의 문제로 한정할 때 이는 분명한 희소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비교가 , . 

가능함에도 두 가설의 확률 #$"'와 #$"′'의 상대적 비율조차 확정될 수 없다는 점

은 근본적인 한계가 된다.

둘째 가설의 평가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들을 배경 믿음에서 점차 제거함으로, 

써 우리는 논쟁의 상대방과 공유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배경 믿음에서부터 출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페르니쿠스의 가설과 프톨레마이오스의 가설을 평가할 경. 

우에는 천문학적인 관측뿐 아니라 논란이 되는 물리학적 종교적 직관까지도 모두 , 

제거하고서 시작해볼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두 가설에 대한 사전 확률을 공. 

유된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하여 설정한 후 여기에 천문학적 관측만 추가하면 , 

물리학적 종교적 직관을 배제한 천문학적 관측 자료의 입증 효과를 비교할 수 있, 

을지 모른다 이러한 가능성은 장에서 심도 깊게 고찰할 것이다( 6 ).4) 

4) 물론 특정한 사전 확률 부여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란이 제기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예측의 성공이 포섭의 성공보다 더 . “ ” 
좋은 증거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베이즈주의적 분석은 구체적인 사전 확률값을 필요

로 하지 않는다 상대적 예측주의 논제는 일차적으로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와 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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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문제인 고려되지 않은 사실의 문제 를 해결하려면 베이즈주의에서 가정‘ ’

하는 공시적 정합성의 조건을 국소화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어떤 가설 . , "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판정할 때 고려되지 않은 사실 !에 대한 믿음은 "에 대한 믿음과 정

합적일 필요가 없으며 둘 사이의 정합성은 , "를 평가하는 데 !를 고려한 이후에야 

만족된다 이러한 해결책 하에서 과학자는 더 이상 자신의 모든 믿음들 사이의 공. , 

시적 정합성을 만족하면서 경험이 갱신됨에 따라 자신의 믿음들을 베이즈주의적으

로 순차적으로 갱신해 나가는 이상적인 행위자가 아니다 즉 과학자는 비정합적인 . 

복수의 믿음 체계들을 가질 수 있으며 각 체계 내적으로는 믿음의 정합성이 보장, 

되지만 체계와 체계 사이에는 정합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체계, . 1과 체계2 하 

에서 !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를 수 있다. 

#/
9$"'+#/$"%!' +U#/$!'

#/$!%"'
#/$"' $단3 #/$!'≠/' (5.1.5)

#2$!'+/ (5.1.6)

이때 관찰을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는 !를 "의 평가에 고려한다는 것은, #/$!'

를 #2$!'의 값으로 갱신하는 것을 뜻하며 이를 통해 , #/$"'는 베이즈주의적 갱신 

규칙에 의해 #/
9$"'로 갱신될 수 있다 원론적으로 볼 때 이 해결책은 체계. , 2의 믿음

들을 배경 믿음에서 제거한 상태에서부터 시작하여 체계2의 믿음들을 하나씩 추가

해 나가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입증 효과를 평가하는 전략과 마찬가지의 해결

책이다.5) 

은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학적 검토는 , 
특정한 배경 믿음 하에서 사전 확률이 구체적으로 어떤 값으로 부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상적인 조건들에 비추어 가설의 적절한 사전 확. 
률을 가정한 채 분석을 시작해도 된다. 

5) 두 해결책에서 더 이상 과학자는 전지전능한 완벽한 추론가가 아니다 베이즈주의는  . 
과학자가 가설에 대한 믿음을 합리적 으로 평가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추론 ‘ ’
도구일 뿐이다 콜린 하우슨과 피터 어배크도 반사실적 재구성 전략을 통해 오래된 . 
증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쪽 그(Howson 1988; Howson and Urbach 2006, 61 ). 
들의 해결책 속에서 증거 판단은 매순간 관찰의 입력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101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오래된 증거에 의한 입증 효과가 프리쉬가 생각

하는 것만큼 자의적이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오래된 증거의 입증 . 

효과는 우리가 배경 믿음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뿐이다 즉 배경 믿. 

음에 !를 포함하지 않으면 !의 확인에 따른 입증 효과가 나타나지만 배경 믿음에 , 

!를 포함하면 !를 재확인하더라도 입증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프리쉬에 따르면. , 

이는 순전히 평가자의 자의적 선택의 결과물에 불과하다 물론 배경 믿음에 . !가 포

함되었다면 갱신 규칙을 통해 입증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는 그의 말은 맞다 그러. 

나 배경 믿음에 !가 포함되었다면 가설의 사전 확률 #$"'에는 이미 !의 입증 효과

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효과는 그 확률값 , #$"' 또는  !가 

고려되지 않았을 때의 확률 #V$"'과 #$"'의 비교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 앞서 살. 

펴보았던 평균 가설의 사례는 이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다 또한 어떤 사. “

실 !가 고려된” "의 사전 확률은 완전히 자의적으로 정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 . 

사전 확률은 !가 고려되기 전의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주어질 앞선 사전 확

률에 기초하여 !가 알려진 이후에 산출될 사후 확률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앞선 사전 확률에 대해 일정한 제약이 정당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주어질 수 

있다면 어떤 사실 , “ !가 고려된 가설 ” "의 사전 확률은 무제약적인 선택이 될 수 

없다 이제부터는 베이즈주의를 이용한 예측주의의 옹호 논증들을 비판적으로 검토. 

해 보기로 하자. 

2. 마허의 예측주의 옹호에 대한 비판적 검토

마허 는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예측에 의한 입증 효과가 포섭(Maher 1988; 1993)

에 의한 입증 효과보다 크다는 베이즈주의적 증명을 제시했다 마허의 전략은 성. “

공적인 예측은 가설 생성 방법의 신뢰성을 입증해주지만 성공적인 포섭은 적어도 , (

같은 정도로는 그렇지 못하다 쪽 는 것을 보임으로써 예측에 성) ”(Maher 1993, 329 ) , 

것이 아니라 과학자의 의식적인 고려 속에서 반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베, . 
이즈주의는 그러한 반성적 평가를 위한 추론 도구일 뿐이다 마치 우리가 매 순간 . 
연역적으로 추론하진 않더라도 인식적인 정당화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연역 추, 
론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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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 가설이 포섭에 성공한 가설보다 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그의 기본적인 사례는 동전 던지기로 그는 이 사례가 주기율표의 수용과 같은 과, 

학적인 맥락에도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보았다. 

우선 동전 던지기의 사례부터 살펴보자 번의 동전 던지기를 시행하고 있다고 . 100

해보자 예측가는 동전 던지기 시행 전에 회의 동전 던지기 결과에 대한 가설. 100

(H을 세웠고 포섭가는 회의 동전 던지기 시행 후에 회의 동전 던지기 결과) , 99 100

에 대한 가설(H 을 세웠다 둘의 가설은 모두 회까지의 동전 던지기 결과와 일치) . 99

했고 회째의 동전 던지기 결과에 대해서는 앞면 이라는 동일한 주장을 했다, 100 ‘ ’ . 

즉 둘의 가설은 정확히 동일했다 또한 경험적 증거로 간주될 수 있는 회까지의 . 99

동전 던지기 결과(E 역시 동일했다 그러나 동일한 가설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우) . , 

리는 포섭 시나리오에서보다 예측 시나리오에서 그 가설을 더 신뢰할 것이다 왜 . 

그럴까 마허는 예측 시나리오에서는 증거가 가설 생성 방법? (M 의 신뢰성을 입증해)

주는 반면 포섭 시나리오에서는 그러한 입증이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 

차이가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마허 의 베이즈주. (Maher 1988; 1993)

의적 정당화는 다음과 같은 기호 정의로부터 시작한다.

E 증거 동전 던지기의 사례에서 : . , E는 첫 번의 던지기 결과이다99 . 

H 가설 동전 던지기의 사례에서 : . , H는 E와 번째 던지기 결과 앞면이 나올 것100

이라는 명제의 연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 H는 E를 함축한다.

M 모종의 가설 생성 방법 : ( ) .6)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다 .

R : M이 완벽하게 신뢰할 만하다는 명제 단순성을 위해. , R이 거짓이라면, M이 산

출한 가설이 참이 확률이 단순히 찍은 것에 불과하다고 가정한다.

MH : M이 H를 산출했다는 명제.

ME : M이 E를 함축하는 가설을 산출했다는 명제.

O : M이 H를 산출한 시점에 앞서 E의 진리치가 M에 투입되었다는 명제. 

6) 에서는 를 사용했으나 에서는 를 사용했다 특정한  Maher(1988) “the” , Maher(1993) “a” . 
방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 옳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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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허의 목적은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증거 , l를 함축하는 가설 F를 산출한 방

법 �의 신뢰성이 포섭 시나리오(� 에 비해 예측 시나리오) (U� 에서 더 많이 뒷받침)

된다는 것 을 증명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증거 ([M13]) , l를 함축하는 가설 F가 포

섭 시나리오에 비해 예측 시나리오에서 더 많이 뒷받침된다는 것 을 증명하는 ([M1])

것이었다 이에 대한 그의 수학적 표현은 아래와 같다. .7)

[M13] #$[%�Fl
U�'*#$[%�Fl�' 

[M1] #$F%�Fl
U�'*#$F%�Fl�'

또한 마허는 이 증명이 멘델레예프의 원소 예측 성공과 같은 과학의 일반적인 사

례에서도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우슨과 프랭클린 은 크게 두 가지 지적을 했다 첫(Howson and Frankiln 1991) . 

째 마허의 증명은 정당화될 수 없는 가정에 의존하고 있다 하우슨과 프랭클린은 , . 

여러 가정들을 의심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 [M6] #$[%lU�'+#$[%l�'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는 증거 . [M6] E가 참이라는 것을 알더라도 방법 M이 무슨 가설

을 생성했는지에 대해 모르는 조건에서는 증거 , E의 진리치가 M에 언제 투입되었

는지에 대한 정보는 방법 M이 신뢰할만하다는 명제 R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하우슨과 프랭클린이 보기에 이는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 , 

증거를 제공받은 M이 그렇지 않은 M보다 참인 가설을 산출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

는 직관에 위배된다 둘째 동전 던지기의 사례는 과학의 일반적인 사례로 확장되기 . , 

어렵다 하우슨과 프랭클린은 동전 던지기의 사례에서는 예측의 성공이 포섭의 성. 

공에 비해 가설에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은 그 사례의 특별한 , 

배경 조건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과학적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과학에서 가설과 예측을 산출하는 방법은 결국 공개적인 이. , 

론을 통해서이다 즉 동전 던지기 사례에서 가정하고 있는 비밀스런 모종의 방법. ‘ ’ 

은 과학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 맥락에서는 예측 시나리오와 포섭 시나, 

리오가 모종의 방법을 통해 차별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 .8)

7) 등의 번호는 의 방정식 번호를 가져온 것이다 [M1], [M6], [M13] Maher(1988) .



104

여기서는 동전 사례에 대해 마허의 직관적 해명과 수학적 증명을 나누어서 비판

하고자 한다 우선 그의 직관적 해명을 검토해보자 마허는 예측 시나리오에서는 증. . 

거 E가 예측가의 가설 생성 방법의 신뢰성을 입증해주는 반면 포섭 시나리오에서, 

는 동일한 증거 E가 포섭가의 가설 생성 방법의 신뢰성을 입증해주지 않는다고 말

한다 그런데 평가자의 관점에서 볼 때 두 시나리오에서 평가자에게 제공된 것은 . , 

동일한 증거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즉 예측 시나리오에서의 평가자는 예측가가 . 

회의 동전 던지기 결과를 연거푸 미리 맞추었다는 증거 99 l/을 얻은 것이고 포섭 , 

시나리오에서는 포섭가가 회의 동전 던지기 결과에 따라 그 결과를 진술했다는 99

증거 l2를 얻은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예측 시나리오에서의 평가자는 . 예측가와 동

전 사이에 모종의 연관 또는 트릭 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 )  F/을 세울 수 있으

며 이 가설은 평가자에게 제공된 증거 즉 예측가가 동전 던지기 결과를 미리 맞추, , 

었다는 사실 l/에 기초해 뒷받침될 것이다 반면 포섭 시나리오에서는 그러한 가설. 

이 평가자가 얻은 증거 l2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 결국 . F/이라는 가설에 대한 

차별화된 입증 덕분에 가설 H는 포섭 시나리오에서보다 예측 시나리에서 더 많은 

뒷받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일견 마허의 예측주의적 주장을 지. 

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 

첫째, 예측가와 동전 사이에 모종의 연관 또는 트릭 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 )  

F/의 뒷받침은 전형적인 사후 포섭에 따른 증거로도 해석될 수 있다 즉 평가자의 . 

입장에서 가설 F/은 증거 l/이 주어진 이후에 그것을 포섭하기 위해 고안될 수 있

으며 l/에 의해 잘 뒷받침된다. F/에 대한 대안 가설이 우연 가설 F-뿐이라고 할 

경우, l/에 의한 F/의 사후 확률은 아래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8) 이러한 비판에 대해 마허 는 두 가지로 대응했다 첫째 그는 하우슨과  (Maher 1993) . , 
프랭클린이 방법의 신뢰성 과 가설이 참일 확률 을 혼동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둘‘ ’ ‘ ’ . 
째 그는 하우슨과 프랭클린이 이론과 방법을 혼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멘델레예프, . 
의 경우 그가 사용한 방법은 원소들의 속성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살펴보는 것“ ”(331
쪽 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 방법에 의해 산출된 결과물이 주기율 이론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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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 +U#$l/%F/'#$F/'9#$l/%F-'#$F-'

#$l/%F/'
#$F/'

≃U#$F/'
/
#$F/' $∵#$l/%F/'≃/3 #$l/%F-'≃-'

≃/

그리고 이러한 계산 결과는 그 평가자가 l/을 제공받기 전부터 가설 F/을 염두

에 두고서 l/을 미리 예측했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둘째 마허의 동전 사례는 인간의 능력이 실험 결과를 좌우할 수 없는 과학적 맥, 

락에 적용되기 어렵다.9) 사실 마허의 동전 사례는 우리가 마술 공연을 관람할 때의  

상황과 동일하다 이 경우 마술사인 예측가와 동전 카드든 뭐든 상관이 없음 사이. ( ) 

에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은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 ) F/은 보다 어느 0

정도 높은 수준의 사전 확률을 부여 받으며 예측의 성공에 따라 금세 높이 올라가, 

게 된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 맥락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자연현상에 대한 예. . 

측을 아무리 잘하는 과학자라도 그 과학자가 자연과 마술 기법과 같은 또는 신통(

력과 같은 특별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상상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그러한 가설은 ) , 

엄청나게 낮은 수준의 사전 확률을 부여받으며 그가 아무리 예측을 잘하더라도 , F/

과 유사한 종류의 가설은 높은 사후 확률을 받기 어렵다 심지어 동전 사례를 이용. 

한 예측주의 옹호 논리는 가설을 미리 믿고서 실험 결과를 예측하는 과학자를 불신

하게 만드는 이유를 제공할 수도 있다 어떤 가설을 굳건히 믿고 있는 과학자가 자. 

신의 실험 결과를 미리 맞추는 경우 이는 원론적으로는 그 과학자가 신통력을 가, “

지고 있을 것 이라는 가설뿐 아니라 그가 실험 결과를 조작하고 있을 것 이라는 ” “ ”

가설도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두 가설은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겠지만 신통력 가설. , 

보다 조작 가설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전 확률을 부여받기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적

어도 과학자의 신통력보다는 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될 것이다 즉 예측주의를 . 

옹호하는 듯한 마술의 사례를 과학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과학에서 예측, 

가가 수행한 실험 결과의 가치를 깎아내리게 될 것이다 만약 과학자의 신통력 가. 

9) 하우슨과 프랭클린 도 동전 사례와 과학적 사례의 차이 (Howson and Franklin 1991)
를 지적했지만 나의 분석은 그들과 다소 다른 측면을 강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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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도 조작 가설도 무시할 만하다면 평가자는 공개적인 배경 믿음과 경험적 증거에 , 

근거하여 예측가의 가설과 포섭가의 가설을 차별하지 않게 될 것이다.10)

마허의 직관적 해명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었으므로 이제 마허의 수학적 증명, 

을 검토할 차례이다 우선 예측 시나리오. (U� 와 포섭 시나리오) (� 를 공정하게 비교)

하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같아야 한다 이번에는 증거 . l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최초의 상황에서 두 시나리오에서 �이 완전히 신뢰할 만하다는 명제 [의 확률이 

같다고 가정해보자 즉 이 가정에서. , l의 진리치가 �에 투입된 시점이 �이 가설

을 산출한 다음인지 그 전인지에 상관없이 �이 완전하게 신뢰할만한 방법일 확률

은 n로 동일하다.

#$[%U�'+#$[%�'+n

이 가정은 마허의 의도에 비추어 정당화된다 마허는 예측의 가치를 무시하는 케. 

인즈의 말을 뒤집으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가설이 그 입증 사례들에 앞선다. “

는 사실은 그 가설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 쪽.”(Maher 1993, 330 )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설 생성 방법이 완전히 신뢰할만하다는 명제 , [에 대해 

같은 정도의 사전 확률을 부여하더라도 예측의 성공과 포섭의 성공을 확인한 후 , [

의 사후 확률이 차별화된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예측 시나리오. (U� 와 포섭 )

시나리오(� 에서 ) #$['을 동일하게 설정한 위의 가정은 건전한 출발점이 된다.

한편 F 외에  l를 함축하는 다른 가설들의 선언으로 이루어진 가설을 F�라고 하

자 동전 던지기 사례에서 . F�는 l와 번째 동전 던지기의 결과가 뒷면일 것이라100

는 가설의 연언이다 즉 번째 동전 던지기의 결과가 앞면이라는 가설을 . 100 q라고 

할 때, F+lq이고, F�+lUq이다 그리고 나머지 가설들은 단순성을 위해 . Ul를 함

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가설들의 선언을 , F′$+Ulq∨UlUq'이라고 해보자 이제 . 

10) 한편 랭 은 예측과 포섭의 차이를 보여주는 듯한 동전 사례가 사실 무 (Lange 2001)
관한 연언으로 이루어진 가설 포섭의 경우 과 그렇지 않은 가설 예측의 경우 사이의 ( ) ( ) 
차이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는 해석을 제시한다 그러나 랭은 예측에 성공한 가설. 
이 왜 무관한 연언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설로 느껴지게 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해

명하지도 정당화하지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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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시나리오에서 기본 출발점 상에서 �이 각 가설을 산출할 확률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다고 가정하자. 

#$�F%
U�'+E/3 #$�F%�'+E2

#$�F�%
U�'+D/3 #$�F�%�'+D2

#$�F′%
U�'+�/3 #$�F′%�'+�2 단 ( , E/9D/9�/ +/, E29D2 9�2 +/)

한편 �이 완전히 신뢰할만할 경우([ 에는 ) �이 무슨 가설을 산출하든 예측 시

나리오든 포섭 시나리오든 �이 산출한 가설이 참일 확률은 이다1 . 

#$F%[�F'+#$F%[�F
U�'+#$F%[�F�'+/

반대로 �이 완전히 신뢰할만하지 않은 경우(U[ 는 완전히 무작위적인 방법과 같)

은 신뢰도를 가진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서 그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각 가설이 참, 

일 확률은 그 방법이 무슨 가설을 산출했는지와 무관하게 일정하다고 가정하자. 

#$F%U[U�'+�/3 #$F%
U[�'+�2

#$F�%U[U�'+�/3 #$F�%
U[�'+�2 

#$F′%U[U�'+�/3 #$F′%U[�'+�2 단 ( , �/9�/9�/ +/, �29�29�2 +/)

이러한 조건에 따른 [과 F의 사후 확률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부록 참고( 1 ).

#$[%�Fl
U�'+Un9$�/9�/'$/Vn'

n
, #$[%�Fl�'+Un9$�29�2'$/Vn'

n
 (5.2.1)

#$F%�Fl
U�'+Un9$�/9�/'$/Vn'

n9�/$/Vn'
, #$F%�Fl�'+Un9$�29�2'$/Vn'

n9�2$/Vn'
 (5.2.2)

이 결과에서는 #$�F%
U�'나 #$�F%�'에 해당하는 항들(E/3 D/3 ⋯3 �2 이 모두 제거)

되어 있다 따라서 . �/ +�23 �/ +�23 �/ +�2이기만 하면 예측 시나리오와 포섭 시나

리오는 [과 F에 대해 동일한 사후 확률을 산출하게 된다 따라서 마허가 내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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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즉 각 시나리오에 따른 차별화된 사후 확률을 얻기 위해서는 예측 시나리오와 , 

포섭 시나리오에 대해 약간의 다른 출발점을 설정해야 한다 마허 의 . (Maher 1988)

증명에서 이를 가능케 해주기 위해 도입된 가정은 아래의 가정들로 보인다.

[M6] #$[%lU�'+#$[%l�'

[M12] #$�l%l�'+/ 

은 예측 시나리오와 포섭 시나리오에서 [M6] l의 참이 주어지더라도 가설 생성 

방법 �의 신뢰성은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가정이며 는 포섭 시나리오에서 , [M12] l

가 참일 경우 �의 신뢰성과 무관하게 l를 함축하는 가설을 산출한다는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들을 이용하여 과 을 도출하는 마허의 증명은 아래와 같이 [M13] [M1]

재구성될 수 있다.

단계 1 : #$[%�FlU�'*#$[%lU�'인 반면, #$[%�Fl�'+#$�F%l�'이다. 

#$[%�Fl
U�' +U

#$�F%l
U�'

#$�F%[l
U�'
#$[%lU�' $∵베이즈 정리'

+U$E/9D/'bn9$�/9�/'$/Vn'c

$E/9D/'n9$�/9�/'$/Vn'
#$[%lU�'*#$[%lU�'

$∵#$�F%[lU�'+UE/9D/
E/ 3 #$�F%l

U�'+E/U$E/9D/'n9$�/9�/'$/Vn'

n9$�/9�/'$/Vn' '

#$[%�Fl�' +U#$�F%l�'

#$�F%[l�'
#$[%l�' $∵베이즈정리'

+#$[%l�' $∵#$�F%[l�'+#$�F%l�'+#$�F%�' ∵bM/2c'

단계 2 : #$[%�FlU�'*#$[%�Fl�'임을 보인다.

[M13] #$[%�Fl
U�'*#$[%�Fl�' $∵ bMAc #$[%l

U�'+#$[%l�''

단계 확률 공식을 이용하여 3 : #$F%�Fl
U�'*#$F%�Fl�'임을 보인다.

[M1] #$F%�Fl
U�'*#$F%�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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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증명은 언뜻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단. , 1

계에서 사용된 가정 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귀결을 가진다 이 가정은 베이즈 [M12] . 

정리에 의해 아래와 같이 전개된다.

#$�l%l�'+U#$l%�'

#$l%�l�'
#$�l%�'+U$E29D2'n9$�29�2'$/Vn'

n9$�2 9�2'$/Vn'
$E29D2'+/

그런데 이 식이 언제나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식이 성립해야 한다.

#$�l%�'+E29D2 +/ (5.2.3)

즉 마허의 포섭 시나리오에서는 다시 말해 , l의 진리치가 �의 가설 생성 전에 

�에 투입된다면조건 ( �의 의미), l의 참과 무관하게 �이 무조건 l를 함축하는 

가설인 F 또는  F�를 산출해야 하는 것이다(�l +�F∨�F� 이는 그 자체로 받아). 

들이기 어려운 가정이다 왜냐하면 . l의 진위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l의 진리치

가 �의 가설 생성 전에 �에 투입될 것이라는 조건만으로 �이 l를 함축하는 가

설만 산출한다는 결과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가정 는 단계에서 사용된 가정 과 충돌한다 를 받아들일 , [M12] 2 [M6] . [M12]

경우 도출되는 하에서는 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5.2.3) [M6] . 

#$[%lU�'+U$E/9D/'n9$�/9�/'$/Vn'

$E/9D/'

#$[%l�'+U$E29D2'n9$�29�2'$/Vn'

$E2 9D2'n
+Un9$�29�2'$/Vn'

n

∴ #$[%lU�'g#$[%l�' 

사실 포섭 시나리오에서 , l가 참일 경우 �의 신뢰성과 무관하게 l를 함축하는 

가설을 산출한다는 를 받아들이더라도 부록 에 따라 계산을 할 경우 두 시[M12] 1 , 

나리오는 초기의 차별화가 결국 상쇄되면서 앞서 확인했던 동일한 최종 결과 

과 를 낳을 뿐이다(5.2.1) (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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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
U�'+Un9$�/9�/'$/Vn'

n , #$[%�Fl�'+Un9$�29�2'$/Vn'
n  (5.2.1)

#$F%�Fl
U�'+Un9$�/9�/'$/Vn'

n9�/$/Vn' , #$F%�Fl�'+Un9$�29�2'$/Vn'
n9�2$/Vn'  (5.2.2)

즉, �/ +�2, �/ +�2, �/ +�2가 유지되는 한 에 기초한 포섭 시나리오도 , [M12] [

과 F에 대해 예측 시나리오와 다른 사후 확률을 도출하지 않는다. 

결국 마허 는 서로 양립불가능한 가정 와 를 함께 가정한 (Maher 1988) [M6] [M12]

후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시점마다 둘을 활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 

있다 특히 마허의 증명에서 핵심적인 오류는 단계에 있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 2 . 

면 를 가정할 경우 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식 과 에 , [M12] [M6] . (5.2.1) (5.2.2)

비추어 볼 때 의 가정 하에서 과 을 도출하려면 추가적인 제약이 , [M12] [M13] [M1]

필요하다 우선 . [의 사후 확률이 시나리오에 따라 차별화된다는 이 성립하기 [M13]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필요하다. 

�29�2 *�/9�/ (5.2.4)

또한 만약 �/1�/ +�21�2의 관계까지 성립한다면 도 함께 성립하게 된다 그[M1] . 

런데 조건 는 포섭 시나리오에서 (5.2.4) �이 완전히 무작위적인 방법으로 가설을 

산출했을 때 l를 함축하는 가설인 F나 F�가 참일 가능성이 예측 시나리오에서의 

가능성보다 높아야 함을 의미한다(#$F∨F�%U[�'*#$F∨F�%U[U�' 그러나 ). l가 참

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 가설 생성 전에 l의 진리치를 �에 투

입할 것이라는 정보만으로 l를 함축하는 가설의 참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납

득하기 어렵다 결국 마허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 

이러한 실패는 마허의 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결함에 기인한다 마허의 시도. 

에서 포섭 시나리오의 사전 확률이라고 할 수 있는 , #$l%�'와 #$F%�' 등의 확률은  

애초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확률들이었다 왜냐하면 . �는 “�이 가설을 산

출하기에 앞서 l의 진리치가 �에 투입되었다 는 명제로” , l가 결합되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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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상황에 대한 완전한 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포섭 시나리오의 건. 

전한 출발점을 제공해주지 못한다.11) 

마허의 시도를 분석함으로써 얻게 되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 확률과 . , 

가능도에서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예측 시나리오와 포섭 시나리오는 절대 다른 

사후 확률을 산출할 수 없다 둘째 마허는 예측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정당화될 수 . , 

없을 뿐 아니라 상호 양립불가능한 가정들을 이용했다 셋째 예측 시나리오와 포섭 . , 

시나리오를 �라는 명제의 진위를 통해 구분하려는 마허의 방식은 두 시나리오의 

공통된 출발점을 설정해줄 수 없다. 

마허는 동전 던지기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과학 일반에 적용하고자 했으나 애, 

초에 동전 던지기의 사례는 과학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이 직관적인 검토를 통해 

드러났으며 심지어 , �라는 명제의 진위를 통해 예측 시나리오와 포섭 시나리오를 

구분한 그의 분석은 동전 던지기 사례조차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 과학의 일반. 

적인 사례에서 나타나는 예측과 포섭의 차이를 분석하기 우리는 예측 시나리오와 

포섭 시나리오를 명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구분해야 하며 베이즈주의를 적용할 , 

경우 두 시나리오의 구분은 사전 확률이나 가능도의 차별화를 통해 나타나야 할 것

이다.

3. 무조건부 예측과 포섭의 구분 사전 확률의 차별화: 

마허의 직관을 가장 잘 계승한 반즈 에 따르면(Barnes 2005) , “l가 나타날 것 이”

라는 예측을 자신 있게 하고 있는 예측가는 증거 l가 나타나기 전부터 즉 , l에 대

한 고려와 무관하게, l를 함축하는 가설 F에 높은 확률을 부여하고 있었던 반면, 

포섭가는 l를 고려한 후에만 F에 높은 확률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이제 예측가 또는 포섭가의 발표를 지켜보는 제 의 평가자를 생각해보자 이 평가3 . 

자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믿음 수준 #$F'를 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그 평가자는 예측가가 , l에 대한 정보 없이도 l를 함축하는 가설 F를 주장

하는 것을 보며 그 예측의 성공과 무관하게, ( ) F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즉( , l 외의 ) 

11) 동일한 문제는 로저 화이트 에서도 발견된다 (White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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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예측 시나리오 반대로 그 평가( ). 

자는 포섭가의 발표를 보면서는 F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근거 [이 존재할 가능성

이 낮다고 판단할 것이다 포섭 시나리오 즉 예측가를 지켜본 평가자는 포섭가를 ( ). 

지켜볼 때보다 l에 대한 정보와 무관하게 [의 존재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사전 확률 #$F'의 값을 상대적으로 높게 조정할 것이다 반즈는 이를 . 

예측 자체 의 효과라고 불렀다 이후 그 ‘ ’ . l가 F의 귀결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 예측가를 지켜본 평가자는 , [의 확률을 더 높이게 되지만 포섭가를 지켜본 평, 

가자는 [의 확률을 높이지 못한다 반즈는 이를 예측 성공 의 효과라고 불렀다 반. ‘ ’ . 

즈에 따르면 예측 자체 의 효과와 예측 성공 의 효과가 결합되어 결국 예측 시나, ‘ ’ ‘ ’

리오의 평가자는 포섭 시나리오의 평가자보다 가설 F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

후 확률을 부여하게 된다 즉 . #/$F%l'*#2$F%l'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12) 

반즈의 시도는 마허의 시도와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첫째 둘은 모두 가설. , 

과 증거가 완전히 동일한 상황에서도 예측 시나리오의 평가자가 포섭 시나리오의 

평가자보다 가설에 높은 사후 확률을 부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둘째 둘은 모두 . , 

예측 시나리오와 포섭 시나리오에서 다른 결과가 산출되는 이유를 F 자체보다는  

F의 제안 배경에 호소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단 마허는 가설을 산출한 방법 을 도. , ‘ ’

입한 반면 반즈는 가설을 제안한 근거 를 도입했다 둘은 그 , ‘ ’ . F의 제안 배경이 시

나리오에 따라 동일한 증거에 의해 차별화된 뒷받침을 받게 되고 그것이 결국 , F의 

사후 확률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즈의 시도는 마허의 시도와 중요한 지점에서 다르다 첫째 반즈가 보기. , 

에 과학적 가설의 생산은 추측 또는 창조의 문제이다 따라서 마허가 도입한 가설 . 

생성 방법 은 과학의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반즈는 ‘ ’ . 

가설의 생성 방법 대신 가설의 제안 근거 를 도입한 것이다 둘째 반즈는 예측 ‘ ’ ‘ ’ . , 

시나리오와 포섭 시나리오를 별도의 명제를 통해 구분하지 않고, F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근거가 존재할 가능성의 차이를 통해 구분했다 반즈에 따르면 예측가와 포. , 

섭가는 평가자의 배경 믿음과는 상이한 따라서 평가자에게는 불확실한 배경 믿음 , , 

12) 예측 시나리오에 의한 확률에는 아래첨자 을 포섭 시나리오에 의한 확률에는 아 1 , 
래첨자 를 붙인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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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와 &0를 각각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예측가가 . l에 대한 경험적 확인 없이도 l

를 함축하는 F를 자신 있게 주장한 반면 포섭가가 , l에 대한 경험적 확인 전에는 

F를 주장할 수 없었다는 것은 다음을 암시한다. 

[B1] #/$F%&Y'*#2$F%&0'

반즈에게는 이 조건이 예측 시나리오와 포섭 시나리오 사이의 원초적 차이를 제

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반즈와 마허가 제시하는 예측주의 정당화 논변의 목적이 .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마허가 가설이 그 입증 사례들에 앞선다는 사실. “

은 그 가설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 쪽는 주장”(Maher 1993, 330 )

을 다른 그럴듯한 전제로부터 수학적으로 도출하고자 했다면 반즈는 그 주장을 기, 

본 전제로 삼아 예측 상황과 포섭 상황에서 가설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정도가 

차별화된다는 것을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이제 반즈의 증명을 검토해보자 반즈는 . [B1] #/$F%&Y'*#2$F%&0' 외에는 두 시 

나리오의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후 그로부터 다음과 같은 식을 도출한다, . 

[B10] #/$F%l'+#/$&Y%l'$#/$F%l&&Y'Vj'9j 단 ( , j는 상수)

[B11] #2$F%l'+#2$&0%l'$#2$F%l&&0'Vj'9j 단 ( , j는 상수)

반즈는 아래의 와 의 부등식을 각각 증명함으로써(A) (B) , #/$F%l'*#2$F%l'임을 

증명한다. 

(A) #/$F%l&&Y'*#2$F%l&&0'

(B) #/$&Y%l'*#2$&0%l'

는 (A) #/$l%F&&Y'+#2$l%F%&&0'+/과 U#/$l%:F&&Y'
#/$l%F&&Y'

+U#2$l%:F&&0'

#2$l%F&&0'
라는 세

테리스 파리부스 조건 및 로부터 따라나오는데 반즈는 이를 예측 자체 의 효[B1] , ‘ ’

과로 규정한다 한편 는 예측 시나리오에서 증거 . , (B) l에 의해 갱신된 &Y의 확률

이 포섭 시나리오에서 증거 l에 의해 갱신된 &0의 확률보다 크다는 것으로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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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 예측 성공 의 효과에 해당한다‘ ’ . 

최종 결론인 #/$F%l'*#2$F%l'는 과 의 비교를 통해 도출되는데 이[B10] [B11] , 

에는 와 가 함께 기여한다 따라서 반즈는 두 시나리오에서 나타나는 사후 (A) (B) . 

확률의 차이가 예측 자체 의 효과와 예측 성공 의 효과의 결합으로 설명되었다고 ‘ ’ ‘ ’

주장한다. 

반즈의 수식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그에 대한 해석이다 반즈는 예측 . . 

시나리오와 포섭 시나리오에서 나타나는 사후 확률의 차이 #/$F%l'*#2$F%l'가 

와 의 결합으로 나타난 것이며 달리 말하면 예측 자체 와 예측 성공 의 효(A) (B) , ‘ ’ ‘ ’

과가 결합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쉽게 정당화되지 . 

않는다 우선 를 예측 자체 의 효과로 부르고 를 예측 성공 의 효과로 구분. (A) ‘ ’ , (B) ‘ ’

하여 명명하는 근거가 분명치 않다 우리는 을 예측 자체 의 효과로 부른 후. [B1] ‘ ’ , 

사후 확률의 차이에 해당하는 부등식들은 모두 과 결합한 예측 성공의 효과로 [B1]

불러도 무방하다 둘째 와 그리고 의 사후 확률 차이 모두 의 귀결로. , (A) (B), H [B1]

서 그들 사이의 인과 관계 또는 전제 결론 관계는 본질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셋, - . 

째 확률의 증가 비율의 측면에서 보면 , F는 예측 시나리오에서보다 포섭 시나리오

에서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한다 이는 예측 성공 의 효과라고 특별히 부를 만한 것. ‘ ’

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이는 다음의 재구성을 통해 더 명확해질 것이다. . 

예측 시나리오와 포섭 시나리오를 구분하는 근본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반, 

즈의 기본 가정 과 같다[B1] .

�/ +#/$F%&Y'*#2$F%&0'+�2 (5.3.1)

나머지 세테리스 파리부스 조건은 아래와 같다.13) 

#/$&Y'+#2$&0'+n 

#/$F%:&Y'+#2$F%:&0'+�g�/14)

13) 반즈 의 세테리스 파리부스 조건들은 이 논문의 조건들과 다른 방식으 (Barnes 2005)
로 구성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조건들로 간주될 수 있다.

14) 예측가의 배경 믿음  &Y가 가설 F를 독립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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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2$l%F'+/

#/$l%:F&&Y'+#2$l%:F&&0'+E

#/$l%:F&:&Y'+#2$l%:F&:&0'+D

식 과 위의 세테리스 파리부스 조건들로부터 우리는 아래의 결론들을 도(5.3.1) , 

출할 수 있다 부록 참고( 2 ).

#/$F'*#2$F' (5.3.2)

U#/$F'

#/$F%l'
gU#2$F'

#2$F%l' (5.3.3)

#/$F%l'*#/$F%l' (5.3.4)

#/$&Y%l'*#2$&0%l' (5.3.5)

식 와 식 의 결론은 모두 반즈의 결론과 동일하다 그러나 식 (5.3.4) (5.3.5) . (5.3.5)

가 식 에 기여한다는 반즈의 결론은 얻기 어렵다 오히려 다음의 식을 통해 (5.3.4) . 

보면 식 가 식 에 기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5.3.4) (5.3.5) . 

#/$&Y%l'+U#/$F'

#/$F%&Y'
#/$F%l'9U#/$:F'

#/$:F%&Y'
#/$:F%l' (5.3.6)

#2$&0%l'+U#2$F'

#2$F%&0'
#2$F%l'9U#2$:F'

#2$:F%&0'
#2$:F%l' (5.3.7)

즉 식 과 케페리스 파리부스 조건으로부터 , (5.3.1) #$F'와 #$l%F'와 #$l', 

#$:F', #$l%:F'가 정해진 후, #9$l'+/의 갱신이 일어나면서 #9$F'와 #9$:F'

가 #$F%l'와 #$:F%l'로 갱신되고 그에 의해 , #
9$&Y' 또는  #

9$&0'가 뒤따라 갱신

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방정식의 좌우항들은 등호로 연결되어 . 

있을 뿐 그것만으로는 방향성을 알 수 없다 베이즈주의가 말해주는 바는 , . l가 확

인되는 순간 정합적인 믿음 체계를 위해 그와 유관한 여러 명제들에 부여된 값들이 

정했기 때문에, #$F%&Y'*#$F%:&Y'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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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뿐이다 가설과 배경 믿음이 모두 . l와 유관할 때, l의 

확인에 의해 가설의 확률이 먼저 갱신된 후 그에 의해 배경 믿음의 확률이 갱신되 

는지 아니면 , l의 확인에 의해 배경 믿음의 확률이 갱신된 후 그에 의해 가설의 확 

률이 갱신되는지는 베이즈주의적으로 분석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더 흥미로운 귀결은 다음의 분석에서 드러난다 예측 시나리오에서의 의 사전 . H

확률은 포섭 시나리오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된다 식 그러나 예측 시( 5.3.2). 

나리오에서 F의 확률 증가율은 오히려 포섭 시나리오에서의 확률 증가율보다 낮다

식 확률 증가율의 측면에서만 보면 예측의 성공이 포섭의 성공보다 오히려 ( 5.3.3). 

가설을 덜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인다.15) 다행히 예측 시나리오에서 가설  F의 사후 

확률은 포섭 시나리오에서의 사후 확률보다 높다 식 그렇다면 우리는 예측 ( 5.3.4). 

시나리오에서 나타나는 가설의 높은 사후 확률은 낮은 확률 증가율을 상쇄하고 남

을 정도의 높은 사전 확률 덕분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예측주의가 작동하는 한 가지 상황을 알려준다 어떤 사람이 어. “

떤 현상이 일어난다 는 무조건부 예측을 자신 있게 한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예” ( ) 

측에 사용한 가설에 대해 독자적인 근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따. 

라서 우리는 포섭가의 가설에 비해 예측가의 가설에 높은 사전 확률을 부여하게 되

고 그 효과가 가진 적절한 제약 덕분에 예측이 성공했을 때에도 예측가의 가설은 , 

낮은 확률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사후 확률을 얻게 된다 사실 이 결과는 ( ) . 

높은 사전 확률에 의한 결과로 예측이란 행위 자체로부터 직접 추론될 수 있는 , ‘ ’

것은 아니다 만약 예측가의 예측 이 단순한 찍기에 불과한 일이었다면 위의 추론. ‘ ’

은 모두 근거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즉 위의 결론들은 가설에 대한 높은 사. ‘

전 확률 부여자로서의 예측가 라는 특정한 예측 시나리오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부’

산물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지적할 문제가 또 하나 있다 반즈는 예측가의 배경 믿음 . &Y와 

15) 베이즈주의에서 증거적 지지도를 측정하는 척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당수의  , 
학자들은 사후 확률보다 확률의 증가 또는 확률의 증가율로 파악한다 이 글의 장. 4
에서 나는 확률의 증가 비율과 사후 확률이 증거적 지지도의 측정을 위한 상보적인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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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가의 배경 믿음 &0의 실제 내용을 건드리지 않았다 즉 그 지식은 미지의 지. ‘

식이다 그런데 앞의 분석에 따르면 제 의 평가자가 예측가의 가설을 포섭가의 가’ . , 3

설보다 더 신뢰하는 이유는 l라는 예측의 성공 보다 예측 을 가능하게 해준 별도‘ ’ ‘ ’

의 지식 &Y에 근거한다 그러나 그 . &Y의 내용은 베일에 가려 있다 만약 그 평가. 

자가 비전문가라면 이러한 평가에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전문적이고 비. 

판적인 평가자라면 그의 평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예측가의 배경 . 

믿음 &Y의 내용을 분석하여 정말로 그의 배경 믿음 &Y에 의해 F가 뒷받침되는지

를 직접 확인하려고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확인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애초에 가. , 

정했던 예측의 특별한 효과는 사라지고 가설 , F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근거가 정말

로 있는지 없는지에 의해서만 가설의 확률이 결정될 것이다.16)

4. 조건부 예측과 포섭의 구분 가능도의 차별화: 

우리는 예측가를 가설에 대한 높은 사전 확률 부여자 로서 두지 않는 경우도 상‘ ’

상할 수 있다 우리는 가설에 대해 그다지 높은 믿음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가설. , “

이 옳다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 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티코 브” . , 

라헤는 코페르니쿠스의 가설을 믿지 않으면서도 코페르니쿠스의 가설이 옳다면 별

의 연주시차가 관측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반즈의 예측가가 무조건. ‘

적인 예측가 였다면 여기서의 예측가는 조건부 예측가 이며 과학철학의 주된 맥락’ , ‘ ’ , 

에서 예측 은 조건부 예측 에 가깝다‘ ’ ‘ ’ .

조건부 예측을 이용하여 예측가와 포섭가를 구분할 수 있을까 보통 가설로부터 ? 

특정한 경험적 귀결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보조가설이 사용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 

16) 명시적인 내용의 중요성은 다음의 문제로부터도 강조될 수 있다 예측가가 가진 미 . ‘
지의 지식 에 근거한 추론에 따르면 예측가의 예측 성공으로부터 그가 주장하는 다’ , 
른 모든 주장이 뒷받침될 우려가 있다 마허의 사례에서 번의 동전 던지기 결과를 . 99
예측하여 맞춘 예측가의 다음 예측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즉 번째 동전 던지기 , 100
결과에 대한 예측이 아니더라도 믿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내용의 유관성을 따져 , . 
그러한 판단을 막고 싶지만 예측가가 가진 미지의 근거 때문에 우리는 그 유관성, ‘ ’ 
을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한 제어를 위해서는 근거가 명시적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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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가설이 맞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이라는 예측을 자신 있게 하면서 그 “ ”

예측에 자신이 별로 믿지 않는 보조가설을 사용하는 것은 이상한 일일 것이다 즉 . 

예측가는 가설로부터 현상을 도출하는 데 높은 신뢰도를 가진 보조가설을 사용하거

나 아예 보조가설을 사용하지 않는 반면 포섭가는 현상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신뢰, 

하지 않았을 보조가설을 자신의 가설과 결합하여 현상을 도출하는 경우를 상상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 대 포섭의 문제를 현상이 확인되기 전의 반사실적 배경 믿음. 

에 기초하여 가설과 보조가설에 부여했을 법한 사전 확률들을 고려하여 분석하게 

되면 이 문제는 뒤엠 콰인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베이즈주의적 분석과 동일해진다, - .

이제 우리는 예측가의 가설 F/과 포섭가의 가설 F2가 경쟁하는 다음의 시나리오

를 구성할 수 있다.17) 예측가는 가설  F/과 함께 q/이라는 보조가설을 이용하여 l

를 예측하는 데 성공한 반면 포섭가는 , l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F2를 통해 l를 예

측할 수 없었고, l가 나타나자 F와 함께 q2라는 보조가설을 이용하여 l를 포섭하

는 데 성공했다. “l가 나타나기 전에 F/을 통해 l를 예측할 수 있었다 는 점을 ”

고려하여 #$q/%F/'에는 높은 확률이 부여되고,18) “l가 나타나기 전까지 F2를 통해 

l를 예측할 수 없었다 는 점을 고려하여 ” #$q2%F2'에는 낮은 확률이 부여된다 이. 

와 같은 설정은 다음의 조건으로 표현된다.

�/ +#$q/%F/'*#$q2%F2'+�2

#$l%F/∧q/'+#$l%F2∧q2'+/

만약 아래와 같은 세테리스 파리부스 조건이 성립할 경우,

#$l%F/∧:q/'+#$l%F2∧:q2'g/

17) 절과 절에서는 동일한 가설을 이용한 예측 시나리오와 포섭 시나리오를 비교했다 2 3
면 절에서는 예측가의 가설과 포섭가의 가설이 서로 다른 경우를 가정할 것이다, 4 . 
이는 실제 역사에서 자주 벌어지는 이론 경쟁 상황을 흉내내기 위한 것이다.

18) 만약 보조가설을 사용하지 않고서  l를 예측한 경우가 있다면 이는 보조가설 , q/이 

논리적 참 또는 F/의 논리적 귀결들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여 #$q/%F/'+/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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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결론이 도출된다.

#$l%F/'*#$l%F2' 

즉 예측가의 가설과 포섭가의 가설은 애초에 가능도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확률 증가율의 차이를 낳게 된다. 

U#$F/'

#$F/%l'*U#$F2'

#$F2%l'  

증거적 지지도를 확률 증가율로 측정할 경우 이 시나리오 상에서 예측의 성공과 , 

포섭의 성공은 차별화된 증거적 지지도를 산출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두 가설의 . 

사전 확률이 같을 경우에는 예측가의 가설 F/이 포섭가의 가설 F2보다 높은 사후 

확률을 얻게 되므로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후 확률에 의존한 이론 평가 역시 예, 

측가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19)

다만 보조가설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원래 예측주의 논제는 예측에 성. 

공한 가설이 포섭을 위해 고안된 가설보다 더 좋은 증거를 얻는다는 것이다 그런. 

데 위의 시나리오에서 포섭을 위해 고안된 가설은 가설 F2가 아니라 보조가설 q2

이다 따라서 우리는 보조가설에 대해 예측주의 논제가 성립하는지도 살펴보아야 . 

19) 이러한 분석은 보조가설 문제에 대한 스트레븐스 의 베이즈주의적  (Strevens 2001)
분석과 일맥상통한다 그에 따르면 첫째 가설 . , , "와 보조가설 0에 의한 예측이 !에 

반증될 경우, !의 "에 대한 반증 효과는 0의 신뢰성 #$0%"'가 높을수록 커지며 이, 
때 "를 새로운 보조가설 0′에 의해 구제할 경우, !에 의한 "의 입증 효과 역시 0′에 
신뢰성 #$0′%"'가 높을수록 커진다 이러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뒤엠 콰인 문제에 대. -
한 베이즈주의적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지만 예측과 포섭의 차이를 이 절에서 분석, 
한 것처럼 보조가설에 대한 차별화된 신뢰성에 따른 가능도 #$!%"'의 차이로 분석할 

경우 예측과 포섭의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예측과 포섭을 , . 
차별하고자 한 예측주의자들의 의도에 비추어 보아도 적절한 적용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적용을 위해서는 !가 나타나기 전이었더라면 0에 부여했을 법한 확률

을 반사실적으로 재구성하는 사고 실험이 필요하다 장에서 나는 그러한 사고 실험. 4
이 증거 판단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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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여기서는 . U#$q/'
#$q/%l'

*U#$q2'

#$q2%l'
이 성립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러나 이 부등식은 성립하기 어렵다 역사적 사례를 하나 생각해보자. . 

지구중심설(F/ 은 적당한 항성 천구의 크기) (q/ 에서도 연주시차가 관측되지 않을 )

것(l 을 예측하여 성공하는 반면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설) , (F2 은 연주시차가 관)

측되지 않는다는 결과(l 를 항성 천구의 크기를 대폭 키움으로써) (q2 겨우 포섭하) 

게 된다.

#$l%F/∧q/'≃/  & #$l%F/∧q2'≃/

#$l%F2∧q/'≃-  & #$l%F2∧q2'≃/

우주에는 빈 공간이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토성 천구와 항성 천

구 사이에는 커다란 빈 공간이 있어서는 안 되었으며, l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태

양중심설 역시 항성 천구의 크기를 그렇게 키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의 부등

식을 가정할 만하다.

#$q/%F/'*#$q2%F2'

이를 통해 당대의 일반적인 평가자들은 #$l%F/'*#$l%F2'를 설정하게 되고 결, 

국 #$F/%l'1#$F/'*#$F2%l'1#$F2'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 즉 연주시차 문제는 이. 

를 사후적으로 포섭한 태양중심설보다 자신 있게 예측한 지구중심설의 손을 들어주

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연주시차를 자신 있게 예측한 지구중심설보. 

다 이를 사후 포섭한 태양중심설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연주시차 문제를 , 

상쇄할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실제로 소수를 제외한 당대의 많은 학자들은 . 

지구중심설을 수용했다. 

다만 이 사례에서 태양중심설을 전제하면 항성 천구가 엄청나게 크다는 보조가설 

q2는 l를 고려함에 따라 확률이 증가하는 반면 지구중심설 하에서는 항성 천구가 , 

적당한 크기라는 보조가설 q/은 l를 고려해도 확률이 증가할 이유가 없다 즉 . l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게 될 때 지구중심설 하에서는 , q/이든 q2이든 상관이 없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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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q/%l∧F/'≃#$q/%F/'이 성립하는 반면 태양중심설 하에서는 , q2 외의 가설 

이 절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q2%l∧F2'≫#$q2%F2'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따. 

라서 두 보조가설의 확률 증가율에 대해 #$q/%l'1#$q/'g#$q2%l'1#$q2'의 부등식

이 성립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조가설의 문제는 예측주의의 논리적 결함을 드러내긴 하지만 예측주의, 

의 동기에 비추어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워럴 과 같은 예측주. (Worrall 2010)

의자들은 가설의 예측이 관찰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임시방편의 보조가설을 통해 증

거를 사후 포섭함으로써 가설을 구제하는 시도에 대해 우려했다 이것이 허용된다. 

면 가설은 반증으로부터 영원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독단적인 상태를 . 

방지하기 위해 그들은 포섭의 성공을 예측의 성공에 비해 낮게 평가하는 방법론적, 

인 제안을 하게 되었다 이때 예측주의자들의 관심은 애초에 핵심 가설 또는 이론. 

이지 포섭을 위해 고안된 보조가설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원래의 핵심 문제로 돌아가 보자 왜 예측의 성공이 포섭의 성공보다 . 

가설에 더 좋은 증거를 제공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지금의 시나리오에서 조건부 예? 

측의 성공과 사후 포섭의 성공은 현상 l의 이론적 도출 과정에 사용된 보조가설의 

사전 확률에 의해 차별화된다. “F가 옳다면 l가 나타날 것 이라는 조건부 예측을 ”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미 신뢰하고 있던 보조가설이 예측 과정에 사

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러한 예측을 자신 있게 할 수 없었던 포섭 과정에서, 

는 애초에 높은 확률을 부여하고 있지 않던 보조가설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측가와 포섭가가 사용한 보조가설의 사전 확률 차이는 결국 두 . 

시나리오에서 가설에 의한 가능도의 차이를 낳으며 결국 각 가설이 증거로부터 뒷, 

받침되는 정도의 차이를 낳게 된다. 

절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는 예측주의의 직관을 해명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3 , , 

동시에 예측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조건부 예측의 성공과 포섭. 

의 성공을 구분하는 가설의 가능도 차이는 이론적 도출 과정에서 사용한 보조가설 

q/과 q2의 신뢰성 차이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비판적인 평가자라면 예. 

측 여부를 가지고 가설을 평가하는 대신에 보조가설 q/과 q2의 신뢰성을 직접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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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 판단하고자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확인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애초에 가정. , 

했던 예측의 특별한 효과는 사라지고 신뢰할만한 보조가설을 사용했는지 아닌지에 , 

의해서만 가설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정도가 결정될 것이다 만약 동일한 신뢰. 

도의 보조가설을 사용했다고 판단될 경우 가설과 증거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 

바꾸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하며 우리에겐 예측가의 가설과 , 

포섭가의 가설을 차별할 이유가 사라진다. 

5. 결론

이 장에서는 반사실적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을 이용하여 상대적 예측주의 논제를 

검토해 보았다 나는 오래된 증거를 베이즈주의적으로 다루기 위해 과거를 재구성. 

하는 방법을 채택했으며 이는 평가자가 증거에 대한 판단을 시도할 때 평가자의 , , 

믿음들이 적절한 공통의 출발점으로부터 통시적 공시적 정합성을 만족해야 한다는 , 

원칙에 근거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마허의 예측주의 증명을 검토한 결과 그의 증명은 양립할 수 없는 가정들을 동, 

시에 사용함으로써 얻어진 결과임이 밝혀졌다 또한 예측과 포섭을 특정한 명제의 . 

참거짓을 통해 구분하려는 마허의 시도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이를 통해 베이즈주의는 결국 완전히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면 완전히 동일한 

결과만 낳는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예측과 포섭의 증거적 차이를 베이즈주의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설의 

사전 확률 또는 가능도의 차이를 전제해야 했다 이는 나름의 개연성을 가진다 어. . “

떤 현상 l가 나타날 것 이라고 자신 있게 예측한 예측가는 그렇지 못한 포섭가보”

다 자신의 가설에 높은 사전 확률을 부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가설 , “ F가 

옳다면 어떤 현상 l가 나타날 것 이라고 자신 있게 예측한 예측가는 그렇지 못한 ”

포섭가보다 신뢰할 만한 보조가설을 이용하는 덕분에 현상에 대한 가설의 가능도를 

높게 부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를 가정할 경우 예측주의적 논제들을 . 

증명할 수도 있다 즉 예측과 포섭을 사전 확률의 차이로 구분할 경우 예측가의 가. , 

설이 독립적인 근거에 의해 뒷받침됨에 따라 포섭가의 가설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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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으며 조건부 예측과 포섭을 가능도의 차이로 구분할 경우, , 

조건부 예측가의 가설의 확률이 포섭가의 가설보다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할 것이라

는 결론도 내릴 수 있었다. 

이러한 결론은 예측의 성공이 포섭의 성공보다 더 좋은 증거를 제공한다는 예측

주의의 직관을 해명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예측과 포섭의 차이. 

를 증거 판단의 부차적인 요소로 전락시킨다 베이즈주의적 증명에서 예측과 포섭. 

은 가설의 사전 확률과 가능도의 차이에 의해 구분되며 그것의 궁극적인 증거 판, 

단은 가설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존재하는지 또는 예측 과정에서 신뢰할만한 보조

가설을 사용했는지에 달려 있다 즉 예측 은 높은 사전 확률 또는 높은 가능도에 . ‘ ’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부산물에 불과하며 예측 자체가 증거적 뒷받침에 특별한 기, ‘ ’ 

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예측주의자들에 의해 예측의 성공이 더해준다고 간주된 특별한 가치는 다

음과 같은 평범한 원리로 환원된다 첫째 다른 조건이 같다면 별도의 근거가 있는 . , 

가설을 더 신뢰하라 둘째 다른 조건이 같다면 현상에 대해 보다 높은 가능도를 가. , 

진 가설을 보다 신뢰하라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측과 포섭에 . , 

대한 고려는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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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6

코페르니쿠스 체계의 조화와 증거

이 장에서는 예측주의의 동기와 그 실제적인 사용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예측주의

적 문제의식이 때로는 다양한 증거를 통합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이론에 대한 추구

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나는 고전적인 사례인 태양중심설과 지구중심설. 

에 대한 세밀한 증거 분석을 통해 태양중심설의 상대적 우위를 옹호하는 두 가지 , 

논변 사용 참신한 예측에 기초한 논변과 이론적 통합성에 기초한 논변 이 베-― ―

이즈주의적으로는 정확히 동일한 논변임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차별화. 

되지 않는 두 이론을 차별화된 예측력 또는 통합성을 통해 증거적으로 차별화하고

자 하는 시도는 최종적으로 단순한 이론에 대한 사전 평가 문제에 부딪힘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만 실현된다는 점도 보일 것이다. 

1. 사용 참신한 예측의 성공과 이론의 통합성-

가설 구성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현상을 예측하는 데 성공해야만 가설이 증거

를 얻는다고 하는 사용 참신성 예측주의를 워럴 이 제안하게 된 핵심- (Worrall 2010)

적인 문제의식은 뒤엠식 전체론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론 평가 방법

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뒤엠식 전체론에 따르면 어떠한 이론도 관측을 사후적으로 . , 

포섭하기 위해 임시방편적 보조가설을 추가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만약 . 

이러한 시도가 성공하게 되면 경험적으로 차별화되지 않는 이론들이 양산됨으로써 

경쟁 이론 사이의 평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사용 참신성 예측주의는 이론과 관. -

측 결과를 이용해 만들어진 임시방편적 보조가설을 통해 사후 포섭된 관측 결과를 

원래의 이론에 대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경험적으로 차별화되지 않는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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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들을 증거적으로 차별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워럴의 문제의식에 비추어보면 그의 사용 참신성 예측주의는 장에서 제- 2

기된 여러 논리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장의 . 2

분석에 따르면 이론의 구체적인 버전이 관측 결과를 포섭했다는 것만으로는 원래, 

의 이론이 증거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사용 참신성 예측주의의 논리적 -

오류에도 불구하고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용 참신성 예측주의의 의. -

도는 살리면서도 논리적으로 타당한 증거 판단 논변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그 실마리는 워럴 자신의 언급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Worrall 2010) . , 

어떤 자료가 일반적인 이론 )에 온전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용 참신성 조-

건 또는 그와 사실상 동일한 중첩결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료이(over-determination) 

거나 그 이론 )의 보조가설을 사용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어야 한다 워럴( ) . 

에게 중첩결정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이론에는 보통 명세되지 않은 매개. 

변수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만유인력의 법칙이 처음 제안될 때에는 중. 

력 상수가 빈 채로 제안되고 빛의 파동 이론에는 빛의 파장이나 진동수 등이 비어 , 

있다 이 이론이 특정한 관찰 결과를 예측하려면 매개변수가 확정되어야 하며 반대. , 

로 이러한 매개변수를 확정하려면 실험 결과가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 . 6개의 자료

가 있을 때 이론의 명세되지 않은 매개변수를 확정하는 데 , n개의 자료가 필요하다

고 해보자 그러면 매개변수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조합은 다양하며. (6jn), 

만약 다양한 경우에 대해 구한 매개변수의 값이 서로 동일하다면 이를 중첩결정이

라고 부를 수 있다 워럴이 보기에 이러한 중첩결정이 성립한다는 것은 . , n개의 자료

를 이용해 이론의 매개변수를 확정한 후 나머지 6Vn개의 자료를 예측하여 성공한 

것과 동일한 경우이다. 

어떤 의미에서 워럴은 중첩결정이 이론에 제공하는 증거적 뒷받침을 사용 참신한 -

예측에 의존하여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에서 제시한 여러 근거에 의. 2

해 사용 참신한 예측은 논리적인 차원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그렇다면 - . 

중첩결정이 이론에 제공하는 증거는 어떻게 해석되는 것이 좋을까 가장 간단한 방? 

법은 다양한 자료에 의해 계산된 매개변수의 값의 일치를 이론 )의 고유한 이론적 

귀결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론 . )가 참이라면 한 묶음의 자료에 의해 계산된 매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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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값과 다른 묶음의 자료에 의해 계산된 매개변수의 값이 일치해야 한다 그런. 

데 그 계산 결과가 일치한다면 그것은 )의 예측이 성공한 것으로서 그러한 일치는 , 

)에 증거를 제공하게 된다 더욱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 )는 각각의 개별 관측 결

과를 예측하진 못하더라도 관측 결과들의 관계 를 예측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 ’ . 

라서 그러한 관계가 관측을 통해 확인된다면 )에 대한 증거가 제공되는 것이다 이. 

러한 분석에서 매개변수 확정에 실제로 사용된 자료가 무엇인지와 같은 고려는 하

나도 필요하지 않다 즉 사용 참신한 예측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이. -

다. 

이러한 분석 방식은 이론 비교에도 사용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이론 비교 상황. 

을 상상해 보자 두 이론 . T1과 T2는 단독으로는 e1과 e2를 예측하지 못한다 그런데 . 

T1 하에서는  e1이 나타나면 e2 역시 나타나야 한다 반면  . T2 하에서는  e1과 e2가 서

로 무관하다 즉 . T1은 e1과 e2 사이의 특정한 관계를 예측하는 반면  T2는 그렇지 못

하다 이 경우 우리는 . e1과 e2의 관찰이 T1을 뒷받침하는 반면, T2는 뒷받침하지 못

한다는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동일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워럴은 . T1과 

e1의 결합으로 얻은 T1의 구체적인 버전 T1 이 자신의 구성에 사용되지 않은 ′ e2를 

예측하는 데 성공하기 때문에 T1이 그로부터 뒷받침된다는 긴 해명을 해야 한다. 

이런 분석에는 군더더기가 너무 많다 워럴식 이론 평가 방식에서 나타나는 군더더. 

기를 이해하기 위해 베이즈주의적인 분석을 도입해보자 우선 워럴식 이론 평가 방. 

식은 아래와 같이 분석될 수 있다.

조건( ) #$!/%)/'+#$!/%)2'3 #$!2%)/' +#$!2%)2', #$!2%)/∧!/'*#$!2%)2∧!/'

결론( ) U#$)/'
#$)/%!/∧!2'

*U#$)2'

#$)2%!/∧!2'

그런데 위의 조건들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는 아래의 조건( * 을 경유하게 )

된다.

조건( *)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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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T1과 T2의 증거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조건( * 만으로도 충분하다 결) . 

국 워럴의 주장은 특정한 자료 묶음에 대해 더 높은 가능도를 가지는 이론이 그 자

료 묶음에 의해 더 많이 뒷받침된다는 매우 상식적인 분석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이는 예측주의에 대한 장 절의 베이즈주의적 분석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5 4 .

흥미롭게도 위의 분석은 다양한 증거를 통합하는 이론의 능력을 증거 판단의 구

성 요소로 도입한 마이어볼트 의 분석을 연상시킨다(Wayne C. Myrvold 2003) .1) 그 

에 따르면 여러 증거들에 대한 믿음이 제거된 배경 믿음 , ( ) &에 기초하여 함수 

�$!/3!2�"%&'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3!2�"%&'+log$U#$!/%"∧&'#$!2%"∧&'
#$!/∧!2%"∧&' 'Vlog$U#$!/%&'#$!2%&'

#$!/∧!2%&' '

이 함수 �는 <!/3 ⋯3 !6=를 구성하는 증거들 사이의 상호 의존도가 배경 믿음 &

만 고려했을 때에 비해 가설 "를 추가로 고려했을 때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

는 척도로서 각 증거의 순서와는 무관하다 마이어볼트에 따르면, . , �는 가설 "가 

<!/3!2=의 통합성에 기여하는 정도 즉 통합성 지수를 나타내는데 이를 이용하면 , , "

에 대한 !/∧!2의 비율 유관성 지지도는 다음과 같이 분해된다- .2)

n$"3!/∧!2%&'+n$"3!/%&'9n$"3!2%&'9�$!/3!2�"%&'

이 공식에 따르면 배경 믿음 , & 하에서  !/∧!2가 가설 "에 제공하는 비율 유관성 -

지지도는 !/이 단독으로 "에 제공하는 증거적 지지도 n$"3!/%&'와 !2가 단독으로 "

에 제공하는 지지도 n$"3!2%&'와 "에 의한 <!/3!2=의 통합성 지수 �$!/3!2�"%&'의 단

순합으로 결정된다.3) 만약  !/과 !2가 개별적으로 두 경쟁 가설에 제공하는 증거적 

1) 윌리엄 휴얼이 제안했던 귀납들의 통섭 이란 개념 역시  ‘ (consilience of inductions)’
통합성과 예측의 성공을 결부지은 개념이었다(Achinstein 2004, Part III). 

2) 여기서 비율 유관성 지지도  - n은 로그가 취해진 척도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장 . 4
절 참고할 것4~5 . 

3) 만약 로그를 취하지 않은 척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단순곱으로 결정될 것이다 .



128

지지도가 동일할 경우, !/∧!2가 "에 제공하는 증거적 지지도의 차이는 각 가설에 

의한 <!/3!2=의 통합성 지수에 의해서만 결정될 것이다. 

여기서 하나의 가설 "/에 의한 <!/3!2=의 통합성 지수가 다른 경쟁 가설 "2에 의

한 통합성보다 높다는 것은 아래의 부등식을 의미한다.

U#$!/%"/∧h'#$!2%"/∧h'

#$!/∧!2%"/∧h'
*U#$!/%"2∧h'#$!2%"2∧h'

#$!/∧!2%"2∧h'

이는 !/과 !2 사이의 상호 의존도를 높일 수 있는 가설일수록 그 가설에 의한  

<!/3!2=의 통합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설이 개별 자료를 함축. 

하진 않더라도 그 가설과 하나의 자료로부터 다른 자료를 도출할 수 있다면 그 가

설에 의한 두 자료의 통합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며 이는 가설에 많은 뒷받침을 제, 

공해줄 것이다 워럴이 사용 참신성 예측주의를 통해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 바로 . -

이 상황이다. 

이론적 통합성이 지닌 가치는 대개 주관적인 요소로 이해되어 왔다 베이즈주의. 

적인 분석에서도 이론적 통합성은 대개 주관적인 사전 확률 부여에 의존했다 그러. 

나 마이어볼트의 분석은 통합성의 가치를 사전 확률이 아닌 확률 증가의 측면에서 

찾아냄으로써 이론적 통합성이 증거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객관적인 방식으로 

묘사할 수 있게 해주었다 따라서 워럴의 사용 참신성 예측주의가 통합적 이론 추구. -

의 일종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은 워럴에게 그리 나쁜 소식이 아닐 수 있다 이. 

론적 통합성에 대한 마이어볼트의 분석은 워럴의 논변보다 논리적으로 타당하면서 

워럴이 해결하고자 한 문제를 똑같이 해결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통합적 . 

이론의 추구는 사용 참신성 예측주의의 좋은 대체물이 될 수 있을까- ?

마이어볼트의 분석에서 통합성의 가치는 이론이 산출하는 다양한 자료들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존한다 문제는 자료들에 대해 경쟁 이론 .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상

관관계를 산출하던 이론 )2도 언제든 특정한 보조가설의 추가를 통해 자료들에 대

해 )/과 동일한 상관관계를 산출하는 새로운 이론 )2′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다 바로 사후 포섭의 문제이다 그러나 워럴은 그러한 구체적인 버전의 이론 . .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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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이론 )2를 전제로 구성된 것이라면 )2′에 의해 산출된 높은 상관관계는 이

론 )2 자체의 정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원래의 )/

과 )2를 뒷받침하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둘을 차별화하는 데는 문제가 생

기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현실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인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코페르니쿠스 체계 대 프톨레마이오스 체계

토머스 쿤 쪽 에 따르면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코페르니쿠스와 몇몇 지(2016, 354 )

지자들에게 수용된 중요한 이유는 그 체계의 단순성과 미적 조화였으며 그는 이를 , 

개인적 취향의 문제처럼 묘사했다 코페르니쿠스 체계는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와 경. 

험적으로 동등하기 때문에 증거적인 측면에서는 두 체계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 

본 것이다 코페르니쿠스 체계의 유일한 장점은 단일한 가정 즉 태양을 중심으로 . , 

도는 지구의 운동을 통해 여러 현상을 단순하고 조화롭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었

으며 쿤은 그 논증들은 기껏해야 실제 천문학자의 실용적 감각이 아닌 그의 미적 , “

감각에만 호소력을 가질 뿐 이라고 평가했다” .

그러나 코페르니쿠스의 논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도 재구성될 수 있다 역행 .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태양을 행성 운동의 중심으로 옮긴 결과 내행성의 최대이각, 

도 동시에 설명되고 관측 자료에 맞추어 각 행성의 궤도 크기와 궤도 주기를 확, ( ) 

정하고 나면 이전에는 관측을 통해서만 확정할 수 있었던 각 행성들의 역행 운동, ( ) 

의 반경 역행 운동의 간격 화성의 엄청난 밝기 변화 외행성이 역행할 때마다 항, , , 

상 태양 반대쪽에 있을 것이란 점 등등을 관측 없이도 이론에 대한 미세 조정 없( , 

이도 예측할 수 있다 이를 마이어볼트식으로 얘기하자면 앞서 언급한 다양한 천) . , 

문 관측 결과들은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전제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저 별 상관이 

없는 현상들에 불과했지만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전제할 때에는 매우 높은 상관, 

관계를 가진 현상들로 통합되어 하나의 현상이 다른 현상을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즉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은 다양한 현상들의 상관관계 즉 통합성을 향상시키. , 

는 능력으로 인해 높은 증거적 뒷받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케플러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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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설보다 태양중심설을 옹호하기 위해 태양중심설의 이러한 예측력 또는 통합성 

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쪽(Martens 2000, 64-67 ; Martens 2009).

이는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가진 단순성 통합성 미적 조화가 단지 주관적인 미적 , , 

가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의 성공 또는 높은 상관관계로 분석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도 해석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글리모어 장 포. (Glymour 1980, 6 ), 

스터 소버 장 마이어볼트 등도 이론(Forster 2004), (Sober 2015, 1 ), (Myrvold 2003) 

의 단순성 또는 통합성을 예측 또는 시험의 성공과 연결지어 비슷한 논변을 제안한 

바 있으며 실제로 그들은 코페르니쿠스 혁명의 사례를 분석하여 년 코페르니, 1543

쿠스가 스스로 제시한 천문학적 증거들에만 기초하더라도 태양중심설이 지구중심설

보다 우월한 뒷받침을 받는다는 것을 대체로 유사한 방식으로 논증했다 아래의 논. 

의는 그들의 논변과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는 논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 

한 논변이 지닌 강점뿐 아니라 약점까지도 찾아낼 것이다.

지구중심설에 비해 태양중심설이 가진 장점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

분은 행성의 운동과 태양의 겉보기 운동에 대한 관측에서 나타나는 모종의 관계이

다 전통적으로 행성들의 대략적인 운동을 기술하는 데는 두 가지 관측 주기가 사. 

그림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에서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주전원의 주기를 구하는 방법6.1 . 
주전원의 회전이 주원의 회전을 한 바퀴 따라잡을 때 역행이 일어난다는 점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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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는데 하나는 행성이 항성들을 기, 

준으로 황도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 즉 황도 주기, (sidereal period, 

Tsid 이고 다른 하나는 역행 운동과 역행 ) , 

운동 사이의 평균 간격 즉 회합 주기, (sy-

nodic period, Tsyn 이다) .4) 태양을 비롯한  

각 행성의 운동을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주원 과 주원을 도는 주전원(deferent)

의 합성으로 묘사하는 지구중심(epicycle)

설에서는 각 행성의 Tsid와 Tsyn에 대한 관

측 결과를 이용해 각 행성의 주원과 주전

원의 주기를 구할 수 있었다 주원의 주기 . Tdef는 Tsid로 쉽게 결정되었고 주전원의 , 

주기 Tepi는 Tsid와 Tsyn를 이용해 간단한 계산을 통해 결정되었다 그림 ( 6.1). 

)!Y8 +U)�8y9)�D6

)�8y×)�D6

행성들에 대한 실제 관측 결과와 위의 관계식을 이용한 주전원의 주기에 대한 계

산 결과는 표 에 나타나 있다 표 에 따르면 태양은 각 행성의 운동과 흥미6.1 . 6.1 , 

로운 관계를 맺고 있다 수성과 금성의 황도 주기는 태양의 황도 주기와 같은 년. 1

이고 화성과 목성과 토성의 주전원의 주기 역시 태양의 황도 주기와 같은 년이다, 1 . 

그러나 문제의 각 값이 태양의 황도 주기와 일치한다는 점은 지구중심설을 추가적

으로 뒷받침하는 데 이용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지구중심설은 그들 . 

사이의 일치를 이론의 귀결로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즉 워럴의 관점에서 지구중. ( ) 

심설은 각 행성에 대한 관측 결과로부터 태양의 운동에 대한 관측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마이어볼트의 관점에서 지구중심설은 각 행성의 운동에 대한 관측 결, ( ) 

과와 태양의 운동에 대한 관측 결과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를 이론적 귀결로 가지지 

4) 행성이 역행을 할 때마다 행성이 지구의 태양 정반대편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런 이 
름이 붙은 것이다.

행성 Tsid Tsyn Tepi

수성 년1 일116 일88

금성 년1 일584 일225

태양 년1 - -

화성 일687 일780 년1

목성 년12 일399 년1

토성 년30 일378 년1

표 지구중심설에 의한 행성들의 회전 주기들6.1 
쪽(Topper 2007,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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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반면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설은 지구를 포함한 각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점을 이론의 핵심 가설로 삼는다 따라서 지구에서 관측된 각 행성들. 

의 겉보기 운동이 지구에서 관측된 태양의 겉보기 운동 실제로는 지구의 공전 과 ( )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이론의 필연적인 귀결이 된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 

며 그 공전 주기는 관측을 통해 결정된 태양의 황도 주기인 년으로 결정된다 만, 1 . 

약 어떤 행성의 공전 궤도가 지구의 공전 궤도보다 작다면 지구에서 보기에 그 행, 

성은 마치 태양을 따라다니며 그 앞뒤를 특정한 주기로 왕복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

며 따라서 그 행성의 평균 황도 주기는 태양의 황도 주기와 일치해야 할 것이다, . 

즉 내행성의 황도 주기와 태양의 황도 주기 사이의 일치는 태양중심설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한편 어떤 행성의 공전 궤도가 지구의 공전 궤도보다 크다면 지구에서 . , 

보기에 그 행성의 공전 주기는 관측된 평균 황도 주기와 일치하지만 지구의 운동이 

그 행성의 운동을 따라잡을 때마다 겉보기에 역행 운동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 

원리를 이용하면 태양중심설은 지구의 공전 주기 , TE와 외행성의 공전 주기 TP 및 

회합 주기 Tsyn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는 귀결을 가진다 그림 (

6.2). 

U)l

)�D6
VU)#

)�D6
+/바퀴

그림 코페르니쿠스 체계에서 지구의 주기와 외행성의 6.2 
주기를 이용하여 외행성의 역행 주기를 예측하는 방법 번 . 1
역행부터 번 역행까지의 시간2 (Tsyn 동안 지구 는 행성) (E)
보다 한 바퀴를 더 돌게 된다(P) . 



133

즉 태양중실설은 이 세 가지 관측값이 항상 특정한 관계를 만족해야 한다는 이론

적 귀결을 가지기 때문에 세 가지 관측값은 이론에 대한 시험을 제공하고 그 시험, 

의 통과는 이론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워럴식으로 얘기하자면 태양중심설은 세 . , 

가지 관측값 중 두 가지 값을 통해 나머지 하나의 값을 예측하며 나머지 하나의 , 

값에 대한 관측치가 그 이론적 예측치와 일치하는지를 통해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

게 된다. 

이를 확률적으로 재구성해보자 마이어볼트의 제안을 따라 역행 운동을 비롯한. “( ) 

행성의 겉보기 경로에 대한 정성적인 정보는 포함하지만 행성 주기의 정확한 값이, 

나 역행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은 배경 지식 쪽 을 ”(Myrvold 2003, 413 )

가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이 명세되지 않은 태양중심설의 기본 뼈대 , TH와 구체적인 

사항이 명세되지 않은 지구중심설의 기본 뼈대 TG를 생각해보자 태양중심설과 지. 

구중심설은 위에서 언급된 종류의 관측 결과들의 집합 l+<!/3!23⋯3!6=를 반영함으

로써 경험적으로 적합한 보다 구체적인 버전의 이론 )F′과 )m′을 각각 얻게 된다. 

)F′과 )m′은 경험적으로 완벽히 동등하며, !/∧!2∧⋯!6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가

능도를 가지며 따라서 동일한 확률 증가 비율의 증거적 뒷받침을 얻는다.5)

#$!/∧!2∧⋯∧!6%)F′∧&'+#$!/∧!2∧⋯∧!6%)m′∧&'

U#$)F′%&'
#$)F′%l∧&'+U#$)m′%&'

#$)m′%l∧&'

그러나 이 관측 결과들의 집합 l를 구성하는 !/3 !23⋯3 !6 사이의 관계로부터 지 

구중심설의 기본 뼈대인 )m는 아무런 추가적인 시험도 받지 않은 반면 태양중심설, 

의 기본 뼈대 )F는 그러한 시험을 여러 번 통과한다 마이어볼트의 분석을 사용하. 

5) 태양중심설과 지구중심설 모두 관측 결과를 정확하게 포섭하기 위해서는 이심 대심 , , 
미세 주전원 등의 다양한 미세 조정 기법이 추가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론가마다 서, 
로 다른 기법과 미세 조정 값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경험적으로 동등한 

체계가 완성되진 않았다 실제로 코페르니쿠스는 대심을 사용하지 않은 반면 프톨레. , 
마이오스는 대심을 사용했다 이 논문에서는 분석의 단순성을 위해 관측에 의해 완. 
성된 두 체계가 경험적으로 동등하다고 가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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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면 각 일반 이론에 의거한 관측 결과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아래처럼 커다란 불, 

균형을 보여준다. 

U#$!/%)F∧&'⋯#$!6%)F∧&'

#$!/∧!2∧⋯∧!6%)F∧&'
≫U#$!/%)m∧&'⋯#$!6%)m∧&'

#$!/∧!2∧⋯∧!6%)m∧&'

따라서 확률 증가율의 측면에서, l가 )F에 제공하는 증거적 지지도는 l가 )m

에 제공하는 증거적 지지도보다 훨씬 크다.

U#$)F%&'

#$)F%l∧&'
≫U#$)m%&'

#$)m%l∧&'

한편 각 이론의 구체화된 버전 TH 과 ´ TG 은 원래 ´ TH와 TG 내의 수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에 불과했지만 관측을 통해 다른 가능성들이 모두 제거되고 각 이론의 , 

유일한 버전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

#$)F′%l∧&'+#$)F%l∧&'

#$)m′%l∧&'+#$)m%l∧&'

따라서 만약 각 이론의 기본 뼈대 )F와 )m의 사전 확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관측 결과들의 집합 E를 반영하여 경험적으로 동등해진 두 이론 )F′과 )m′은 서로 

차별화된 뒷받침을 받게 된다.

If #$)F%&'+#$)m%&', then #$)F′%l∧&'≫#$)m′%l∧&'.

즉 )F′과 )m′은 경험적으로 동등하지만 증거에 의해 차별화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각 이론의 기본 뼈대 . )F와 )m 대신 구체화된 버전의 이 

론 )F′과 )m′의 사전 확률을 동일하게 설정하면 두 이론은 완벽히 동등한 경험적 , 

귀결을 가지므로 두 이론의 사후 확률도 동일해진다, .

If #$)F′%&'+#$)m′%&', then #$)F′%l∧&'+#$)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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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전 확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다 마이어볼트 쪽는 . (Myrvold 2003, 416 ) #$)m%&'≃#$)F%&'의 설정이 올바른 설정

이라고 가정한다 역행 운동을 비롯한 행성의 겉보기 경로에 대한 정성적인 정보. “( ) 

는 포함하지만 행성 주기의 정확한 값이나 역행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포함하지 , 

않은 배경 지식 쪽 하에서 태양중심설의 기본 뼈대와 지구중심설의 기본 뼈대”(413 ) 

를 일단 동등하게 놓고서 시작해야 공정한 비교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이어볼. 

트의 주장은 쉽게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다음 절에서 상세하게 검토될 것이다. .

3. 사전 확률 문제와 이론의 단순성

지구중심설의 기본 뼈대 )m는 행성의 위치를 지구를 기준으로 한 다음과 같은 

극좌표로 표현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림 ( 6.3). 

$q3�d9�'9$r3�d9�'

위의 식에서 q는 주원의 반지름, �는 주원의 회전 각속도, �는 주전원의 중심의 

초기 각도, r는 주전원의 반지름, �는 주전원의 회전 각속도, �는 주전원의 중심에 

대한 행성의 초기 각도를 의미한다 즉 행성에 대한 이론을 확정하는 일은 이 개. 6

그림 지구중심설의 기본 뼈대 6.3 TG 그림에서 . q

는 주원의 반지름, �는 주원의 회전 각속도, �는 주
전원의 중심의 초기 각도, r는 주전원의 반지름, �
는 주전원의 회전 각속도, �는 주전원의 중심에 대
한 행성의 초기 각도를 의미한다 지구 를 기준으. E
로 한 행성 의 극좌표는 이 개의 매개변수에 의해 P 6
확정된다.



136

의 매개변수를 알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이론에는 두 가지 제약이 . 

있다 첫째 주전원은 주원보다 작다. , (q*r 둘째 주전원은 주원보다 빨리 돈다). , 

(�g� 그래야 간헐적인 역행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제 우리는 행성이 황도를 한 바퀴 도는 평균 주기와 행성이 역행을 하는 주기, 

역행 운동의 반경 등을 관찰하여 행성마다 개의 매개 변수를 최대한 확정할 수 있6

다 이때 관측을 통해 다른 매개변수들은 확정되지만. , q와 r는 확정되지 않고 그 

상대적인 비율 Uq
r
만 확정된다.6) 

이번에는 )m 대신  )m에 몇 가지 제약이 추가된 )Y와 )d라는 체계도 생각해보

자 우선 . )Y에서는 달을 제외한 모든 행성들이 태양과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다. 

태양의 운동이 $q-3�-d9�-'로 표현된다고 할 때, $q3�d9�'9$r3�d9�'로 표현되는 

다른 행성들의 운동은 아래의 제약을 만족해야 한다 그림 ( 6.4).

내행성 수성과 금성( ) : �+�-3 �+�-

외행성 화성 목성 토성( , , ) : �+�-3 �+�-

6) 에 대한 의 비율 는 역행 운동의 반경이 작아질수록 작아진다는 점을 이용하 A B B/A
여 의 값을 확정할 수 있다 다만 지구에서는 행성들의 겉보기 위치 즉 각도만B/A . , 
을 측정할 수 있다는 한계 때문에 와 의 절대적인 거리는 측정될 수 없으며A B , B/A
의 값을 유지할 경우 그 체계들은 지구에서의 맨눈 관찰로 구분되지 않는다.

그림 내행성6.4 (P1 의 주원과 외행성) (P2 의 주)
전원이 지구 를 중심으로 도는 태양 의 운(E) (S)
동과 동기화된 지구중심설 Tp 내행성 . P1의 주
원의 운동을 나타내는 선분 EC1은 언제나 직선 
와 겹쳐진 채 지구를 돌고 외행성 ES , P2의 주전
원의 운동을 나타내는 선분 C2P2는 언제나 직
선 와 평행을 유지한다 주원은 굵은 실선으ES . 
로 주전원은 가는 점선으로 그려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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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성과 금성은 자신의 주원이 태양의 운동과 정확히 동기화되어 있는 반면, 

화성과 목성과 토성은 자신의 주전원이 태양의 운동과 정확히 동기화되어 있다 이 . 

)Y는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의 기본 뼈대에 해당한다.7)

한편 )d는 )Y에 아래의 제약을 더 추가한 이론을 뜻한다 그림 ( 6.5). 

수성과 금성 : q+q-

화성과 목성과 토성 : r+q-

)d는 )Y의 제약을 승계한 구체적인 버전의 이론이지만, )d에서 달을 제외한 나머

7) 이 체계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아직 겹겹의 천구 가설을 사용하지 않 ‘ (nested spheres)’ 
은 상태의 일반적인 체계로 볼 수 있다 보통 우리가 프톨레마이오스 체계 라고 부. ‘ ’
르는 체계는 겹겹의 천구 가설을 이용해 와 의 절대값까지 확정할 수 있는 체계A B
를 지칭한다 겹겹의 천구 가설은 각 행성의 천구가 자신의 주전원의 크기만큼만 . (i) 
두껍고 각 천구의 윗면이 다음 천구의 아랫면과 빈틈없이 맞닿아 있다는 가설로(ii) , 
이에 따르면 지구 중심의 우주는 러시아 인형처럼 달 천구 수성 천구 금성 천구, , , , 
태양 천구 화성 천구 목성 천구 토성 천구 항성 천구의 순으로 꽉 채워지게 된다, , , , . 
이 겹겹의 천구 가설에 대해서는 장을 참고할 것7 .

그림 6.5 Tp에서 내행성(P1 의 주원 크기) (EC1 를 태)
양의 주원 크기 와 일치시키고 외행성(ES) , (P2 의 주)
전원 크기(C2P2 를 태양의 주원 크기 와 일치시) (ES)
킨 버전의 지구중심설 Tt 주원과 주전원의 운동의 . 
결합으로 각 행성은 태양 을 중심으로 한 점선 원(S)
을 따라 움직인다.

 

그림 지구 까지 태양 을 도는 태양중심설 6.6 (E) (S)
TH. TH에서는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한 점선 원을 돈다 어느 천체가 진정으로 . 
고정되어 있는지의 문제를 제외하면 행성들 사이의 , 
기하학적 관계에서 TH는 Tt와 완전히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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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오행성은 무조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과 마찬가지의 운동을 보이게 된다. 

수성과 금성 : $q-3�-d9�-'9$r3�d9�'

화성과 목성과 토성 : $q3�d9�'9$q-3�-d9�-'

즉 수성과 금성은 태양을 기준으로 $r3�d9�'의 원을 그리며 회전하고 화성과 목, 

성과 토성은 태양을 기준으로 $q3�d9�'의 원을 그리며 회전하는 형태가 된다 사실 . 

)d는 코페르니쿠스보다도 늦게 제안되었던 티코 체계의 기본 뼈대 ))와 기하학적

으로 동등한 체계로 행성들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만을 고려한다면 태양중심설의 , , 

기본 뼈대 )F와도 기하학적으로 동등한 체계이다 그림 ( 6.6).

정리를 하자면 )d는 )Y에 포함되고 )Y는 )m에 포함된다 이론 사이의 포함 관계. 

가 성립할 경우 어떠한 배경 믿음 하에서도 포함한 이론은 포함된 이론보다 낮은 , 

확률이 부여될 수 없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

#$)m%&'≧#$)Y%&'≧#$)d%&'

각 행성의 평균 황도 주기 각 행성의 회합 주기 각 행성의 역행 운동 반경에 대, , 

한 관측 결과들의 묶음을 l라고 할 때, )m는 그 관측 결과들을 포섭하며 그 구체

적인 버전을 완성할 수 있지만, )m 자체 즉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두 개의  , 

원을 돈다는 기본 뼈대는 그들 사이의 통합성에 의존하는 증거를 얻지 못한다 반. 

면, )Y와 )d는 서로 다른 관측 결과를 통해 예측된 결과를 다른 관측 결과와 비교

하는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증거를 얻으며 이러한 시험 통과에 의한 확률 증가율 , 

#$)Y%l∧&'1#$)Y%&'와 #$)d%l∧&'1#$)d%&'는 동일하다 따라서 . l에 의한 세 이론

의 사후 확률은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 

#$)m%l∧&'+#$)Y%l∧&'≧#$)d%l∧&'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가? )d가 )Y에 비해 더 구체적인 이론이기 때문이다. )d

는 주원과 주전원의 회전 속도뿐 아니라 주원과 주전원의 절대적인 크기에 대한 주

장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더 많은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 . )d가 참일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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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가 참일 확률보다 언제나 작거나 같다. 

그런데 )d와 티코 체계의 기본 뼈대 ))는 기하학적으로 완전히 동일하다 따라서 . 

기하학적인 고려만 할 경우 우리는 , ))의 사전 확률을 )d와 동일하게 설정할 이유

를 가지게 되며 이 경우 , ))의 사후 확률은 )m 또는  )Y의 사후 확률을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 또한 태양중심설의 기본 뼈대 . )F는 행성들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 티코 체계의 기본 뼈대 ))와 기하학적으로 동일하며 정확히 동일

한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 )F의 사전 확률도 )d의 사전 확률과 동일하게 설

정될만한 이유가 존재한다.8) 그렇게 설정할 경우 , l에 의해 )F가 얻는 증거적 뒷

받침은 ))가 얻는 뒷받침과 같으므로, )F의 사후 확률은 ))와 마찬가지로 )d의 

사후 확률과 동일하게 되며 결국 , )m 또는  )Y의 사후 확률을 넘어서지 못하게 된

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가설들의 사전 확률을 공정하게 부여하기 위한 여러 직관적

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일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이 가능 하다는 것만으로. ‘ ’

도, #$)m%&'≃#$)F%&'로 사전 확률을 설정해야 한다는 마이어볼트의 제안은 힘을 

잃게 된다 게다가 코페르니쿠스 체계 및 티코 체계의 낮은 사전 확률은 그 이론의 . 

예측 능력과 직결되어 있다. )m와 달리 )Y, )d, )), )F는 모두 행성들이 무조건 

태양과 특정한 방식으로 연계된 방식으로 회전하도록 강제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것이 바로 지구중심설의 기본 뼈대 )m가 할 수 없었던 예측을 그들이 할 수 있

었던 이유였다 그러나 그러한 설정은 . )F, )), )d를 애초에 )m보다 구체적인 이론

으로 만들어 버리며 그들의 사전 확률을 , )m보다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른 조. 

건이 같다면 구체적인 이론이 덜 구체적인 이론보다 위험한 주장이기 때문이다.9)

8) 마이어볼트 쪽 와 포스터 쪽 는 티코 체계의  (Myrvold 2003, 405-406 ) (Forster 2004, 67 )
기본 뼈대와 코페르니쿠스 체계의 기본 뼈대의 사전 확률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하지 않고 있지만 주어진 증거가 두 체계에 제공하는 비율 유관성 입증도를 동일하, -
게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주어진 증거들에 의한 두 체계의 사후 확률. 
까지 동일하게 보는 것이라면 그들은 두 체계의 사전 확률도 동일하게 부여했어야 , 
한다.

9) 이는 포퍼 쪽 가 단순성을 반증가능성에 기초하여 분석했을 때 이미 지적 (1994,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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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논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페르니쿠스 체계 . , )F

와 티코 체계 ))는 별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면 순수히 기하학적인 측면에서 동등

한 체계로 동일한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 둘째 티코 체계 , . , ))와 )d는 순수히 기하

학적인 측면에서 동등하며 동일한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 셋째, . , )d는 )Y에 포함되

는 이론으로, )d에 대한 믿음은 )Y보다 높을 수 없다 넷째 따라서 순수히 기하학. , 

적인 측면에서 코페르니쿠스 체계 )F는 행성에 대한 동일한 관측 자료로부터 )Y보

다 높은 사후 확률을 얻을 수 없다. 

위의 결론을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동일한 증거로부터 티코 체계의 기? 

본 뼈대 ))나 코페르니쿠스 체계의 기본 뼈대 )F가 )d 또는  )Y보다 많은 뒷받침

을 받는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자의 이론과 후자의 이론 사이에서 모종의 

차이를 찾아내야 하며 또한 그 차이가 증거적 차이와 연결됨을 보여야 한다 가장 , . 

유력한 후보는 전자의 이론들이 후자의 이론들보다 단순하다는 것이며 그 점 때문, 

에 동일한 자료로부터 더 많은 증거를 제공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 

)d와 티코 체계 ))를 비교해 보자 두 이론은 기하학적으로 완벽하게 동등한 체계. 

이다 그럼에도 . )d보다 ))가 단순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단순성에서 차이가 있다? 

면 그 차이는 기하학적인 차원이 아닐 것이다. )d와 티코 체계 ))는 기하학적으로

는 완벽하게 동등한 체계이지만 그것을 서술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표 에 정리되어 있듯이6.2 , )d는 행성을 내행성과 외행성으로 구분한 후 내행성, 

은 그 주원의 운동을 태양의 운동과 일치시키고 외행성은 그 주전원의 운동을 태양

했던 사항이다.

)d )) 티코 체계 ( )

태양 $q-3�-d9�-' $q-3�-d9�-'

내행성 $q-3�-d9�-'9$r3�d9�'
$q-3�-9�-'9$r3�d9�'

외행성 $q3�d9�'9$q-3�-d9�-'

표 지구중실설 6.2 )m의 한 버전인 )d와 티코 체계 ))의 서술 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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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동과 일치시킨다 반면 티코 체계에서는 모든 행성에 대해 그 주원의 운동을 . , 

태양의 운동과 일치시킴으로써 모든 행성이 하나의 주원을 공유하게 된다 결과적, . 

인 운동은 같지만 티코 체계는 다섯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한 주전원을 돈다, “ ”

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태양중심설은 지구를 포함한 여. “

섯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고 단순하게 표현한다 즉 코페르니쿠스 체계나 ” . 

티코 체계는 자신과 기하학적으로 동일한 체계인 )d를 더 단순한 방식으로 서술“ ”

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단순성은 마이어볼트가 말하는 정보적 차원의 단순성, “ ” 

과는 다른 개념적 차원의 단순성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성을 주장하는 “ ” . 

것은 굿맨의 초랑 역설과 정확히 동일한 문제에 빠질 수 있다“ ” . )d가 ))보다 단순

하게 표현될 수 있는 새로운 술어를 개발한다면 단순성의 우열은 역전될 수 있기 ,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단 티코 체계나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d보다 개념“

적 차원에서 단순하다는 점을 인정해보자 앞의 두 이론이 ” . )d보다 높은 사후 확률

을 얻으려면 우리는 개념적 차원에서 단순한 앞의 두 이론에 , “ ” )d보다 높은 사전 

확률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정당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 

개념적 차원의 단순성으로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정당화하기 어렵다면 배경 믿음 , 

&에 물리적 직관을 추가하여 물리적 차원의 단순성 또는 설명력을 고려하면 어떨

까 태양중심설 ? )F에서 행성의 운동은 태양을 중심으로 한 각각의 천구를 통해 설

명되거나 태양이 행성 운동의 원인이라는 단순한 물리적 가정을 통해 쉽게 설명될 , 

수 있을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지구중심설 , )Y는 태양과 동기화된 행성의 운동을 

구현하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물리적 메커니즘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이며 심, 

지어 )d는 행성마다 두 개씩 가정된 원들을 단단한 천구라고 가정할 경우 천구들 

사이의 간섭으로 아예 성립조차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 

)d는 역사적으로 제안된 적이 없었으며, )Y는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 제안되긴 했

지만 그것의 물리적 메커니즘에 대한 해명은 포기되었었다 이러한 점은 태양중심. 

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다 즉 기하학적으로 가능한 체계가 물리적으로도 . 

모두 구현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물리적 직관의 도입은 태양중심설에 보다 유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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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확률 부여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물리적 직관을 고려하는 순간 천문학과 기하학 외적인 문제가 함께 고려, 

되기 때문에 증거 판단은 훨씬 복잡해진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히려 코페르니쿠스. 

에게 유리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지구가 돈다면 우리는 왜 그 운동을 감지하지 못. 

하는가 이러한 물리적 직관까지 고려하는 순간 코페르니쿠스 체계의 사전 확률은 ? , 

오히려 훨씬 낮아져야 할 것처럼 보인다 만약 사전 확률을 낮추고 싶지 않다면 코. 

페르니쿠스 체계에 불리한 물리적 직관은 배제하고 유리한 직관만 선별적으로 고려

해야 할 것이다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지지한 케플러 등의 소수의 학자들은 그런 . 

방식으로 사고한 반면 대다수의 학자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0) 즉 물리 

적 직관의 고려는 코페르니쿠스 체계의 우월성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만 되는 것이 

아니다.

코페르니쿠스 체계의 우월성을 기본 뼈대의 사전 확률이 아닌 완성된 체계의 자

연스러움 또는 조화에서 찾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코페르니쿠스는 바로 . 

이에 해당하는 논증을 시도했다 그에 따르면 행성 운동에 대한 관측 결과를 반영. , 

하여 완성된 모든 지구중심설의 체계들은 행성들의 상대 속도에 따라 그 순서가 “

결정된다는 원리 쿤 쪽에서 재인용 를 위반하지만 완성된 코페르니쿠스 ”( 2016, 356 ) , 

체계는 그 원리를 만족한다 티코 체계를 제외한 지구중심설의 모든 체계에서는 . ( ) 

이상하게도 수성과 금성과 태양의 주원이 같은 각속도로 회전하지만 코페르니쿠스, 

의 완성된 체계에서는 모든 행성의 회전 각속도가 공전 궤도가 커질수록 순차적으

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의 이러한 정당화는 행성들의 상대 속. “

도에 따라 그 순서가 결정된다는 원리 의 직관적 자연스러움에 의존하며 그 원리” , 

는 경험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원리의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지 않. 

10) 실제로 케플러는 행성의 운동과 태양의 운동 사이의 특별한 관계로부터 태양이 행 
성 운동의 원동력을 제공한다는 단순한 물리적 가정을 도입했다 이러한 물리적 가. 
정으로부터 그는 모든 행성들의 공전면이 태양을 관통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으며, 
이를 이용한 그의 행성 위치 계산은 태양중심설의 관측적 정확성을 엄청나게 향상시

켰다 이는 케플러에 이르러서야 태양중심설이 지구중심설을 압도하는 증거를 얻기 .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적 차별화는 경험적 동등성의 파괴에 의존. 
하기 때문에 앞서의 논의를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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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에게는 코페르니쿠스의 논증이 호소력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 원. 

리의 자연스러움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원리와의 정합성을 고려함으

로써 코페르니쿠스 체계의 확률은 더 높게 지구 중심설의 확률은 더 낮게 재조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당시의 천문학자 대부분에게 그 원리는 기왕이면 지켜지. 

면 좋은 원리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는 전반적으로 코페르니쿠스 체계에 대한 , 

믿음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페르니쿠스 체계의 증거적 우월성을 보이기 위해 사전 확률을 무시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사전 확률의 문제를 무시한다면 일반적인 태양중심. , 

설이 일반적인 지구중심설에 비해 같은 관측 자료로부터 더 많은 뒷받침을 얻는다

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는 두 가지 문제가 . 

있다 첫째 사전 확률의 문제를 무시할 경우 애초에 의도했던 완성된 버전의 구체. , , 

적인 태양중심설과 구체적인 지구중심설 사이의 비교는 포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 

행성 관측 자료에 의한 두 가설의 확률 증가율은 똑같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둘 

사이의 우열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기하학적인 측면에서만 볼 때 태양. , 

중심설의 낮은 사전 확률과 더 높은 시험가능성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연관이 있

다 태양중심설의 기본 뼈대 . )F가 지구중심설의 기본 뼈대 )m가 할 수 없었던 예

측을 통해 시험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F가 )m보다 구체적이고 자유도

가 낮다는 데 있다 그리고 . )F의 사전 확률을 )m의 사전 확률보다 낮게 설정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도 바로 그 점에 있다 더 구체적인 이론일수록 더 위험하기 때. 

문이다 즉 코페르니쿠스 체계와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의 사례에서 이론의 시험가능. , 

성과 사전 확률 사이에는 일종의 거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trade-off) . 

둘 중 하나만 고려하고 다른 하나는 무시하는 것은 이론 사이의 비교를 불공정하게 

만든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이론의 단순성 또는 통합성이 가진 인식적 가치는 마이

어볼트의 분석처럼 차별화된 확률 증가율로만 간단하게 이해될 수 없다 여전히 우. 

리는 이론의 사전 확률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에, 

게 공유될 수 있는 물리적 직관들을 끌어들인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다양한 

정당화 논변들이 필요하다 즉 우리는 사전 확률 문제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더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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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결론

뒤엠식 전체론의 위협에 대응하여 이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방식을 제안하고자 

하는 워럴의 문제의식에 비추어 볼 때 워럴의 사용 참신성 예측주의는 다양한 증거, -

를 통합할 수 있는 이론에 대한 추구로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개별 관측 결과들 .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를 산출하는 이론은 그 관측 결과들을 통합적으로 포섭하는 

이론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반사실적 베이즈주의 분석은 그러한 이론이 개별 관측 , 

결과가 제공하는 증거 외에도 개별 관측들 사이에 만족되어야 할 상관관계의 만족 

여부에 의해 추가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워럴이 사용 참. -

신성 예측주의를 통해 얻고자 한 결론과 정확히 동일한 결론이지만 더 논리적이고 , 

군더더기 없는 방식으로 얻어진다. 

베이즈주의적 분석에 의하면 관측 결과를 포섭하여 완성된 태양 중심 체계와 지, 

구 중심 체계는 경험적으로 동등하지만 태양중심설의 기본 뼈대는 지구중심설의 , 

기본 뼈대보다 통합적인 이론으로서 동일한 관측 결과로부터 확률 증가율의 측면에

서 더 많은 뒷받침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 결과만을 이용한 이론 평가는 불완전하. 

다 왜냐하면 보다 완전한 이론 평가는 확률의 증가율뿐 아니라 최종 사후 확률에. 

도 의존하기 때문이다 만약 두 이론의 사전 확률이 동일하다면 증거에 의해 더 높. 

은 비율로 확률이 증가한 태양중심설이 우월하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겠

지만 물리적 직관을 배제한 채 행성들의 상대적 운동만 고려했을 때 태양중심설의 , 

기본 뼈대 )F가 )m보다 훨씬 낮은 사전 확률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볼 만한 

이유가 존재한다.

결국 경험적으로 쉽게 차별화되지 않는 두 이론 사이의 우열을 확률의 증가 비율

만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정하려는 시도는 궁극적으로 이론의 사전 확률 문제 때문

에 온전히 실현되기 어려우며 이 사전 확률 문제는 회피될 수 없다 특히 코페르니, . 

쿠스 체계와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의 사례에서는 이론의 시험가능성과 사전 확률 사

이에 일종의 거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고려하고 다른 (trade-o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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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 무시하는 것은 이론 사이의 비교를 불공정하게 만든다.

장에서 제시한 두 가지 증거적 지지도 척도를 사용한다면 순수히 기하학적인 4 , 

맥락에서만 볼 때 비율 유관성 지지도의 측면에서는 행성 관측 결과 , - l가 지구중심

설의 기본 뼈대()m 보다 태양중심설의 기본 뼈대) ()F 에 더 좋은 증거를 제공한다)

고 말할 수 있더라도 결과적 지지도의 측면에서 , l에 대한 고려는 )m보다 )F를 

더 믿을 만한 것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 만약 태양중심설과의 비교 대상이 지구중. 

심설의 기본 뼈대 )m가 아니라 행성들의 운동이 태양과 동기화된 지구중심설 “ ” )Y

라면 비율유관성 지지도의 측면에서도 , - l는 )Y와 )F에 동등한 정도의 증거적 뒷

받침을 제공한다 결국 완전한 베이즈주의적 분석에서 코페르니쿠스가 자신의 태. , , 

양중심설을 옹호하기 위해 제시한 대표적인 증거들은 순수히 기하학적인 맥락에서

만 평가할 때 지구중심설보다 태양중심설의 손을 분명하게 들어주지 못한다.

만약 이러한 평가에서 벗어나려면, )F가 )m의 구체적인 버전인 )d나 )Y보다 더 

높은 사전 확률을 부여받아야 하는 별도의 이유를 찾아야 하는데 가장 유력한 후, 

보는 태양중심설 )F가 개념적으로 단순하거나 물리적 직관에 더 부합한다는 것이

다 그러나 단순성의 의미를 해명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단순한 이론에 더 높은 사. , 

전 확률을 부여하는 것 또한 쉽게 정당화되지 않는다 또한 몇몇 물리적 직관은 태. 

양중심설에 유리했지만 일부 다른 물리적 직관은 태양중심설에 불리했다 따라서 , . 

증거 판단을 위한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무엇을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평가는 달라

지게 된다. 

따라서 불리한 직관을 물리칠 좋은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 

당시의 태양중심설의 옹호자들이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증거 논변은 몇몇 유리한 

물리적 직관만 포함된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할 경우 행성 관측 자료에 비추어 

태양중심설이 다소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는 국소적인 증거 판단을 부각시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태양중심설의 그럴듯함을 평가하는 데 불리해 보이는 물, 

리적 직관들이 그렇게 태양중심설에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초보적인 논변을 제시하

는 것이다 실제로 코페르니쿠스 장는 지구가 회전함에도 불구하고 흩어지. (2018, 8 )

지 않는 이유에 대한 해명과 함께 우리가 지구의 운동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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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기 위해 운동의 상대성에 대한 고전적인 논변과 초보적인 관성 개념을 제시하

기도 했었다. 

인위적인 작용과는 차원이 다른 운동인 자연스러운 회전 때문에 지구와 그 위의 

모든 것이 산산이 흩어질 것이라는 프톨레마이오스의 걱정은 기우다 그렇다면 우. 

주에 대해서는 더 많이 걱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늘은 지구보다 크기 때문에 훨? 

씬 더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배가 고요하게 떠서 움직일 때 선원들에게 바깥의 모든 것들은 배의 운동을 대신, 

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자신과 선상의 모든 물건은 정지해 있는 것처, 

럼 느껴진다 마찬가지로 지구의 운동도 분명 전 우주가 회전하는 느낌을 낼 수 있. 

다.

우리는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물체가 우주적 틀에서 보면 이중의 운동이라는 점을, 

즉 직선운동과 원운동의 합성 결과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자신의 무게 때문에 . 

아래로 떨어지는 물체들 즉 주로 흙 성분으로 이루어진 물체들은 틀림없이 그들, , 

이 속해 있던 전체와 같은 본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코페르니쿠스의 이러한 시도들은 그리 성공적이진 않았지만 이러한 방법이 , 

가능하고 실제로 시도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시사적이다 첫째는 전반적인 . 

불리함 속에서도 태양중심설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몇몇 국소적인 이유를 투

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태양중심설에 불리한 요소가 무, 

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태양중심설을 설득하기 위해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분, 

명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은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증거 . 

판단이 현실의 과학적 실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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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7

결론

이 논문에서 나는 기어리의 증거 이론에 내재된 예측주의와 제거주의를 비판하

고 그 대안으로 반사실적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을 제안했다, . 

기어리 비클 몰딘이 과학적 추론의 이해 에서 제안한 증거 판단 방식에 , , (2008) 

따르면 가설에 긍정적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자료는 가설 구성 과정에서 사용되지 , 

않은 즉 가설의 사용 참신한 예측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 (use-novel) , 

절대적 예측주의 그와 일치하는 예측이 대안 가설에 의해서는 도출될 수 없어야 ( ), 

한다제거주의( ). 

절대적 예측주의를 옹호하는 핵심 논변은 잠재적 반증자 논변이다 이에 따르면. , 

가설은 가설 구성에 사용된 자료에 의해 반박될 위험이 없기 때문에 가설 구성에 , 

사용된 자료는 가설에 아무런 증거도 제공하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 이라는 . ‘ ’

개념은 명료화가 필요한 애매한 개념으로서 논자에 따라 설명 의도 혹은 필요 로 , ‘ ’ ‘ ’

해석된다 나는 사용 에 대한 이 두 가지 해석 중 어느 해석 하에서도 잠재적 반. ‘ ’ ‘

증자 논변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밝혀냈다’ . 

제거주의를 옹호하는 핵심 논변은 메이요의 엄격한 시험 개념에서 나온다 이에 ‘ ’ . 

따르면 시험 결과 주어진 자료가 산출될 확률이 높았다고 말하는 대안 가설이 단 , 

하나만 존재하더라도 그 자료가 제공하는 시험의 엄격성은 낮아지고 그 자료는 가, 

설에 좋은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대안 가설 자체의 현실성을 고려하지 . 

않을 경우 그러한 대안 가설을 상상하는 일은 매우 쉬운 일이기에 이러한 증거 판, , 

단 방식 하에서는 어떠한 자료도 가설에 증거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예측주의와 제거주의의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나는 반사실적 베이즈

주의 증거 이론을 제안했다 이 이론에서 나는 증거를 공적 설득을 위해 적절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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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하여 가설을 정당화 확률의 증가 또는 높은 ―

확률의 보장 하는 데 기여하는 정보 로 정의했으며 이에 대한 판단 과정은 반” , ―

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베이즈주의적 정당화 논변으로 모형화되어 공동체 내에

서 비판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사실적 베이즈주의 증거 판단 은 개. ‘ ’

인의 주관적 확률의 통시적 갱신 과정에 초점을 맞춘 입증 과는 구별되며 공동체 ‘ ’ ,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비판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공적인 성격을 가진다 나. 

는 이러한 증거 판단 방식이 과학혁명기에도 적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래된 증, 

거 또는 사후 포섭된 증거의 문제 확립된 가설의 문제 부정된 가설의 문제도 해결, , 

할 수 있음을 보였다.

반사실적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은 예측주의적 직관을 재검토하는 데 적용될 수 

있었다 상대적 예측주의는 예측의 성공이 사후 포섭의 성공보다는 가설에 좋은 증. 

거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나의 베이즈주의적 분석은 예측주의가 그럴듯하게 작동. 

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상황이 있음을 보이는 동시에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 

예측과 사후 포섭의 구분이 증거 판단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예측과 포섭의 구분은 가설의 사전 확률 또는 가능도의 차이에 의한 , 

부산물로 예측 자체가 증거적 뒷받침에 특별한 기여를 하는 것은 아니다, ‘ ’ .

마지막으로 나는 반사실적 베이즈주의 증거 이론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로서 천, 『

구의 회전에 관하여 출판 당시 태양중심설과 지구중심설이 행성 운동에 대(1543) 』

한 관측 자료로부터 얻은 증거적 지지도를 비교해 보았다 이 사례 연구에서 나는 . 

지구중심설에 대한 태양중심설의 상대적 우위를 주장하는 두 가지 증거 논변 사―

용참신한 예측에 기초한 논변과 이론적 통합성에 기초한 논변 이 베이즈주의적- ―

으로는 두 이론의 가능도 차이에 의존하는 동일한 논변임을 밝혀냈다 지구중심설. 

과 달리 태양중심설은 태양과 동기화된 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예측하기에 행성 운, 

동 관측 자료들에 대한 태양중심설의 가능도는 지구중심설보다 높다 그러나 두 이. 

론을 가능도 의 차이에만 의존하여 증거적으로 차별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사전 확‘ ’

률 설정의 문제에 부딪힘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실현될 뿐이다 특히 이론의 가능도. 

와 이론의 사전 확률 사이에는 거래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trade-off) , 

확률을 증거 판단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공정한 이론 평가를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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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철학자들은 이론 선택이 증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그래야만 한다고 생가

한다 이 논문에서 논의한 여러 학자들은 사용 참신한 예측 엄격한 시험 이론의 통. - , , 

합성과 같은 나름의 기준을 이용한 증거 판단이 이론 미결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경험적 귀결의 차이가 없는 이론 사이에서도 때로는 명백. 

한 증거적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했다 그러나 나는 각각에 대한 비. 

판적 검토를 통해 그러한 기준들을 이용한 증거 판단이 이론 미결정성 문제를 일거

에 해결할 수 없음을 보였다. 

분명 이론 선택 과정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경쟁 이론 사. 

이에 이론 미결정성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과학자들이 특히 ―

과학혁명 과정에서 결국 승리한 쪽의 이론을 선택한 과학자들이 더 올바른 증거 ―

판단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이론 선택을 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들이 선택한 . 

이론이 반드시 증거적으로도 우월했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은 사후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착각에 불과하다 그들의 선택과 최종적인 승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증거 . 

외의 요소들까지 고려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과학자들이 . “

이론을 선택한다 는 행위가 정확히 어떠한 행위인지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

있다 그러한 분석이 그들의 선택을 합리적인 것으로 만들어줄 것인지는 지금까지. 

의 분석만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증거 판단만으로 . 

이론 선택의 문제를 해명하려는 시도는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한편 증거 판단은 이론의 참과 연결되어 논의되기도 한다 증거는 이론이 참임을 .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또는 이론이 참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근거로서 간주된다 제, . 

거주의자들은 엄격한 시험의 통과가 대안 가설의 제거를 통해 가설의 참을 뒷받침

한다고 얘기하고 예측주의자들은 예측의 성공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 

기에 이에 대한 최선의 설명은 이론의 참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대안 가설을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시험은 없다 대개의 시험은 인간이 . 

상상할 수 없거나 아예 그럴듯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대안 가설들을 배제한 상황에

서 이루어지며 여기서 애초에 배제된 대안 가설의 가능성은 시험을 통해 제거된 , 

것이 아니다. 

또한 예측의 성공은 정말로 우연히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프톨레마이오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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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겹겹의 천구 모형을 통해 예측한 지구 태양의 거리는 그 이론“ (nested spheres)” -

과 독립적인 방법으로 측정한 거리와 거의 일치했지만 이는 그야말로 우연의 일치, 

로 드러났다 프톨레마이오스의 겹겹의 천구 모형에 따르면 각 행성의 천구는 자신. , 

의 주전원만큼 두꺼우며 행성 천구의 윗면은 다음 행성 천구의 아랫면과 빈틈없이 , 

맞닿아 있다 그림 지구중심설 하에서는 관측 자료를 통해 특히 내행성의 경우( 7.1). , 

는 최대 이각 정보를 통해 각 행성의 주원의 반지름 대 주원의 반지름의 비율 , n1[

을 구할 수 있다 이 방법에 의하면 수성은 금성은 대략 로 구해질 수 . , 0.4~0.5, 0.7

있는데 그 결과를 겹겹의 천구 모형에 적용하면 각 행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도, 

출된다 지구로부터 달의 최대 거리를 이라고 하면 수성 천구의 두께는 대략 가 . 1 , 2

되고,1) 금성 천구의 두께는 대략 가 되어 14 ,2) 지구로부터 태양 천구 아랫면까지의  

거리는 대략 이 된다 이러한 예측 결과는 일식과 월식을 이용해 별도로 계산된 17 . 

그림 프톨레마이오스의 겹겹의 천구 모형 7.1 “ ” )# 각 행성의 천구는 자신의 주전원만큼 두꺼우며 행성 . , 

천구의 윗면은 다음 행성 천구의 아랫면과 빈틈없이 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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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인 와 수용가능한 오차 범위 내에 있었다18~19 .3)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일치는  

완전히 우연의 일치로 드러났다. 

워럴 을 비롯한 구조적 실재론자들은 사용 참신한 예측의 성공이 (Worrall 1989) -

그 예측에 기여한 이론의 근사적 참을 보장해주진 않더라도 적어도 그 이론의 수학

적 구조의 근사적 참은 보장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구 태양의 거리를 . -

예측하는 데 성공한 프톨레마이오스의 겹겹의 천구 체계는 그 수학적 구조조차 전

혀 보존되지 않았다 반면 행성들의 운동을 사후 포섭했을 뿐인 프톨레마이오스의 . 

주원주전원 체계는 지구를 기준으로 한 행성 사이의 상대적 각도의 측면에서 그 -

수학적 구조가 현재까지도 보존되었다 한편 장의 논의에 따르면 워럴. , 6 , (Worrall 

은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설이 2010) 태양을 행성 운동의 중심에 둠으로써 프톨레 

마이오스의 지구중심설이 포섭했던 행성 관측 자료들을 자연스럽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점에 근거하여 관측 자료가 지구중심설보다 태양중심설에 더 좋은 증거, 

를 제공한다는 논변을 제시했었다 그의 구조적 실재론에 따르면 태양중심설은 이. , 

러한 예측의 성공에 힘입어 그 수학적 구조가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분명 코페르. 

니쿠스의 이론은 행성 위치의 상대적 관계의 측면에서 그 수학적 구조가 현재까지 

근사적으로 보존되었다 그러나 세기 상대성 혁명의 결과까지 고려할 경우 태양. 20 , 

이 행성 운동의 기하학적 중심이라는 가정은 보존되지 않았다 즉 워럴이 생각하는 ! 

진정한 예측의 원천인 태양의 중심 위치는 구조적 실재론에서 설 자리가 없는 것이

다 그렇다고 구조적 실재론이 단지 태양과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 사이의 상대적 . 

위치 관계만 보존된다는 주장을 함의하는 것이라면 태양중심설이 지구중심설에 비, 

해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는 점을 내세울 근거도 사라지게 된다 결국 예측의 성공. 

1) U[수성

n수성
+U/9n수성

n수성
+-Z?Z 따라서  n수성+/ 따라서 수성 천구의 두께는 가 된다. 2 .

2) U[금성

n금성
+U/929n금성

n금성
+-ZBZ 따라서  n금성+B 따라서 금성 천구의 두께는 가 된다. 14 .

3)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과 을 참고할 것 프 Carman(2008) Carman and Díez(2015) . 
톨레마이오스 이전에 이루어진 아리스타르코스의 지구 태양 거리 측정에 대해서는 -
쿤 의 상세부록을 참고할 것 본문의 값은 논의의 편의를 위해 단순화시킨 값(2016) . 
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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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후 포섭과 차별화된 인식적 가치를 부여하여 그로부터 수학적 구조의 근사적 , 

참이 보장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정당화될 수 없다 즉 한 이론의 어떤 성분이 미래. 

에 보존될지 미리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반사실적 베이즈주의 증거 판단 방식은 공적 설득을 위한 가

설의 정당화 논변으로 기능하지만 그 논변은 사전 확률처럼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 

없는 값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설의 궁극적인 진리를 보장해주지 못한다 베. 

이즈주의는 증거에 대한 믿음과 그에 기초한 가설에 대한 믿음 사이의 정합성을 보

장하기 위한 추론 도구일 뿐이며 단지 우리는 이를 통해 이론에 대한 최선의 정당, 

화 논변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증거 판단 방식은 증거가 가. 

설의 정당화에 기여하는 방식을 공적으로 제시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그에 기초하여 자신과 타인의 믿음을 합리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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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마허식 예측 시나리오와 포섭 시나리오의 재구성

동전 던지기 사례에 대한 마허식 예측 시나리오와 포섭 시나리오에서 증거 l가 

가설 F 및 가설 생성 방법  �의 신뢰성 [을 뒷받침하는 정도를 공정하게 비교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초적 가정을 했다. 

#$[%U�'+#$[%�'+n 

즉 두 시나리오에서 사용된 가설 생성 방법의 신뢰성은 다른 사항을 모르는 한 

동일하다 한편 주어진 가설 . F와 l를 함축하는 F 외의 가설들의 선언으로 이루어 

진 가설 F� 그리고 , Ul를 함축하는 가설 F′에 대해 양 시나리오의 기본 출발점 상, 

에서 �이 각 가설을 산출할 확률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다고 가정한다. 

그림 마허식 예측 시나리오에서 각 명제들 1.1 
사이의 관계와 확률 실선 화살표는 . [일 경우, 

점선 화살표는 U[일 경우를 뜻한다. 

 그림 마허식 포섭 시나리오에서 각 명제들 1.2 
사이의 관계와 확률 실선 화살표는 . [일 경우, 

점선 화살표는 U[일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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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U�'+E/3 #$�F%�'+E2

#$�F�%
U�'+D/3 #$�F�%�'+D2

#$�F′%
U�'+�/3 #$�F′%�'+�2 단 ( , E/9D/9�/ +/, E29D2 9�2 +/)

한편 �이 완전히 신뢰할만할 경우([ 에는 ) �이 무슨 가설을 산출하든 예측 시

나리오든 포섭 시나리오든 �이 산출한 가설이 참일 확률은 이다1 . 

#$F%[�F'+#$F%[�F
U�'+#$F%[�F�'+/

반대로 �이 완전히 신뢰할만하지 않은 경우(U[ 는 완전히 무작위적인 방법과 같)

은 신뢰도를 가진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서 그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각 가설이 참, 

일 확률은 그 방법이 무슨 가설을 산출했는지와 무관하게 일정하다고 가정하자. 

#$F%U[U�'+�/3 #$F%
U[�'+�2

#$F�%U[U�'+�/3 #$F�%
U[�'+�2 

#$F′%U[U�'+�/3 #$F′%U[�'+�2 단 ( , �/9�/9�/ +/, �29�29�2 +/)

이러한 가정은 그림 과 의 도식으로 표현되며 두 시나리오의 비교에 필요1.1 1.2 , 

한 각 확률들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lU�' +U
#$l%U�'

#$l%[U�'
#$[%U�'

+U$E/9D/'n9$�/9�/'$/Vn'

E/9D/
n

+U$E/9D/'n9$�/9�/'$/Vn'

$E/ 9D/'n

#$[%l�'+U$E29D2'n9$�29�2'$/Vn'

$E2 9D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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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
U�' +U

#$l%U�'

#$l%�F
U�'
#$�F%
U�'

+U$E/9D/'n9$�/9�/'$/Vn'

n9$�/9�/'$/Vn'
E/

#$�F%l�'+U$E29D2'n9$�29�2'$/Vn'

n9$�29�2'$/Vn'
E2

#$F%lU�' +U
#$l%U�'

#$l%FU�'
#$F%U�'

+U$E/9D/'n9$�/9�/'$/Vn'

E/n9�/$/Vn'
$∵#$l%FU�'+/'

#$F%l�'+U$E29D2'n9$�29�2'$/Vn'

E2n9�2$/Vn'

#$[%�Fl
U�' +U

#$�F%l
U�'

#$�F%[l
U�'
#$[%lU�'

+U
#$�F%l

U�'

#$[%lU�'
U
#$l%[U�'

#$l%�F[
U�'
#$�F%[

U�'

+UE/bn9$�/ 9�/'$/Vn'c

n$E/9D/'
U$E/ 9D/'

E/

+Un9$�/9�/'n

n

#$[%�Fl�'+Un9$�29�2'n

n

#$F%�Fl
U�' +#$F%[�Fl

U�'#$[%�Fl
U�'9#$F%U[�Fl

U�'#$U[%�Fl
U�'

+/×Un9$�/9�/'$/Vn'
n

9U�/9�/

�/
×Un9$�/ 9�/'$/Vn'

$�/ 9�/'$/Vn'

+Un9$�/9�/'$/Vn'

n9�/$/Vn'

#$F%�Fl�'+Un9$�29�2'$/Vn'

n9�2$/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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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계산 결과를 통해 우리는 가설 생성 방법이 완전히 찍기일 경우에 각 

가설을 도출할 확률들이 동일하기만 하면(�/ +�/3 �/ +�23 �/ +�2 예측 시나리오), 

와 포섭 시나리오는 서로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포섭 시나리오에서 l가 참일 경우 �의 신뢰성과 무관하게 l를 함축하는 

가설을 산출한다는 다음의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

[M12] #$�l%l�'+/ 

이는 E2 9D2 +/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가정을 포섭 시나리오에 대입하더라도 결, 

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포섭 시나리오의 사후 확률 . #$F%�Fl�'와 

#$[%�Fl�'는 E2와 D2의 값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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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반즈식 예측 시나리오와 포섭 시나리오의 재구성

예측 시나리오와 포섭 시나리오를 구분하는 근본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반, 

즈의 기본 가정 과 같다[B1] .

�/ +#/$F%&Y'*#2$F%&0'+�2 (5.3.1)

나머지 세테리스 파리부스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그림 과 로 도식화, 2.1 2.2

될 수 있다.

#/$&Y'+#2$&0'+n 

#/$F%:&Y'+#2$F%:&0'+�g�/1)

1) 예측가의 배경 믿음  &Y가 가설 F를 독립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가

정했기 때문에, #$F%&Y'*#$F%:&Y'여야 한다. 

그림 예측 시나리오2.1 .

 

그림 포섭 시나리오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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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2$l%F'+/

#/$l%:F&&Y'+#2$l%:F&&0'+E

#/$l%:F&:&Y'+#2$l%:F&:&0'+D

식 과 위의 세테리스 파리부스 조건들로부터 다음이 계산된다(5.3.1) .

#/$F'+n�/ 9$/Vn'�

#2$F'+n�2 9$/Vn'�

#/$l'+n$/VE'�/9nE9$/Vn'b�9$/V�'Dc

#2$l'+n$/VE'�29nE9$/Vn'b�9$/V�'Dc

U#/$F'

#/$F%l'+Un$/VE'�/ 9nE9$/Vn'b�9$/V�'Dc
/

U#2$F'

#2$F%l'
+Un$/VE'�2 9nE9$/Vn'b�9$/V�'Dc

/

#/$F%l'+Un$/VE'�/9nE9$/Vn'b�9$/V�'Dc

n�/ 9$/Vn'�

#2$F%l'+Un$/VE'�29nE9$/Vn'b�9$/V�'Dc

n�2 9$/Vn'�

#/$&Y%l'+Un$/VE'�/9nE9$/Vn'b�9$/V�'Dc

n$/VE'�/9nE

#2$&0%l'+Un$/VE'�29nE9$/Vn'b�9$/V�'Dc

n$/VE'�29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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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unterfactual Bayesian Theory of Evidence

DongWook JUNG

Program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dissertation is to criticize predictivism and eliminativism em-
bedded in Giere’s theory of evidence and to suggest a counterfactual Bayesian 
theory of evidence as an alternative to Giere’s theory. 

According to the method of evidential judgment in Giere, Bickle and Mauldin’s 
Understanding Scientific Reasoning (2005), some data, in order to provide evi-
dence for a hypothesis, have to be not only ones which are not used to construct 
the hypothesis (absolute predictivism), but also ones which cannot be produced 
by alternative hypotheses (eliminativism). I criticize the method in two ways: 
first, I show that the ‘potential falsifier’ argument, the main argument for abso-
lute predictivism, fails under any interpretation of the ‘use’ concept; second, I 
show that if eliminativism based on ‘severe test’ concept is applied consistently, 
any data cannot provide evidence for a hypothesis.

I develop a counterfactual Bayesian theory of evidence as an alternative to 
Giere’s theory. In my theory, evidence (for a hypothesis) is defined as the in-
formation which contribute to justifying the hypothesis based on an appropriate 
counterfactual background beliefs for public persuasion, and the evidential judg-
ment can be modelled by the Bayesian argument for the hypothesis based on the 
counterfactual background beliefs. Counterfactual Bayesian ‘evidential judgment’ is 
different from the judgment of ‘confirmation’ which focuses to the diachronic up-
date process of individual subjective probabilities, but has public aspects in re-
spect that it can be shared and examined by community members. 

Counterfactual Bayesian theory of evidence can be applied to re-examine the 
predictivist intuition. Relative predictivism argues that, if other things being equal, 
success of prediction provides better evidence for a hypothesis than succ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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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modation. My Bayesian analysis shows that there are two kinds of sit-
uations which appear to fit with predictivism but that distinctions between pre-
dictions and accommodations have no roles in evidential judgments: the dis-
tinctions between predictions and accommodations are by-products dependent on 
the differences of prior probabilities or likelihoods of hypotheses, so predictions 
by themselves have no special contributions to evidential supports. 

As a concrete example of application of my counterfactual Bayesian theory of 
evidence, I compare evidential supports of observation data of planetary motions 
for heliocentric and geocentric theories at the time of De Revolutionibus (1543). 
In this case study, I find that two evidential arguments, one based on use-novel 
prediction and the other based on theoretical unification, which advocate the evi-
dential superiority of heliocentricism to geocentricism, are exactly identical argu-
ments dependent on difference of likelihoods of two theories. However, I show 
that the attempt to make difference of evidential supports by difference of like-
lihoods of two theories doesn’t work well, because there may be a trade-off be-
tween likelihoods and prior probabilities of hypotheses.

Keywords: Bayesian Confirmation Theory, Evidential Judgment, Severe Test, 
Use-Novel Predictivism, Theoretical Unification, Duhem-Quine Thesis, 
Problem of Old Evidence, Copernican Revolution

Student Number: 2004-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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