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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납적 가설의 경험적 성공과 귀납들의 통섭†

1)

  삼
‡

전영삼 (2013)에서 나는 귀납적 가설을 채택하는 데에는 메이요식의 엄격한 

테스트와 베이즈주의적 입증이 모두 필요하며, 따라서 적어도 두 단계에 걸친 

채택에 의해 그것이 완료될 수 있음을 논한 바 있다. 물론 여기서 그와 같은 논

의를 다시 펼치려는 것은 아니다. 대신 여기서는 다른 몇몇 학자들이 다른 관심

에서 펼친 논의들을 이용해, 나의 그러한 결론을 새로운 통로를 통해 다시금 뒷

받침해 보려 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귀납적 가설의 경험

적 성공 방식에 관해 나름의 새 제안을 펼치고 있는 Forster (2007)의 논의를 

우리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그것이 지니는 의의를 휴웰 이래의 

전통적인 ‘귀납들의 통섭’ 과정으로써 좀 더 일반적으로 확대코자 한다. 이때 

전자로부터 후자로 나아가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분명히 하는 데에는 힌티카의 

귀납 논리가 적절함을 보이기로 한다.

【주요어】귀납적 가설의 경험적 성공, 귀납들의 통섭, 포스터, 휴웰, 힌티카

 †본 논문에 한 심사 위원들의 자세하고 예리한 지적으로 오류나 미흡한 

점을 바로잡거나 재고할 수 있었다.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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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삼 (2013)에서 나는 귀납적 가설을 채택하는 데에는 Mayo (1996)

식의 엄격한 테스트와 베이즈주의적 입증이 모두 필요하며, 이것은 예컨  

‘채택 1’과 ‘채택 2’와 같은 적어도 두 단계에 걸친 채택에 의해 완료될 수 

있음을 논한 바 있다. 물론 여기서 그와 같은 논의를 다시 펼치려는 것은 

아니다. 신 여기서는 다른 몇몇 학자들이 다른 관심에서 펼친 논의들을 

이용해, 나의 그러한 결론을 새로운 통로를 통해 다시금 뒷받침해 보려 한

다.

이와 같은 시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귀납적 가설의 

경험적 성공 방식에 관해 나름의 새 제안을 펼치고 있는 Forster (2007)의 

논의를 우리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그것이 지니는 의의를 

Whewell (1847) 이래의 전통적인 ‘귀납들의 통섭’ 과정으로써 좀 더 일반

적으로 확 코자 한다. 이때 전자로부터 후자로 나아가는 과정을 논리적으

로 분명히 하는 데에는 힌티카의 귀납 논리가 적절함을 보이기로 한다.

1. 귀납적 가설의 경험적 성공과 두 가지 귀납

이론이 되었든 실험 또는 관찰 법칙이 되었든, 그 보편 가설이 과학적으

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험적으로 주어진 자료와 부합(fit 

with)되어야만 한다. 이 경우 단순히 ‘부합’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어떤 가

설이 그와 같은 경험적 자료와 부합되면 채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하면 

될 듯해 보인다. 물론 이론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직접 이와 같은 부합 여

부를 알아보기 어려우므로, 그로부터 귀결되는 어떤 관찰 가능한 것들에 

관한 일반 명제로써 그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과학적 보

편 가설이 경험적 자료와 부합되는가를 알아볼 경우, 문제의 가설은 흔히 

일정한 경험적 일반화 명제 형태를 취하곤 한다. 나는 이러한 의미와 형태

의 가설을 ‘귀납적 가설’이라 부르고1), 그러한 가설이 경험적 자료와 ‘제

 1) 이때의 ‘귀납적’이란, 일단 그 자체로는 이론적 용어를 포함하지 않고, 또한 

주어진 경험적 자료가 해당 가설에 해 귀납적 지지의 관계를 지니고 있

음을 의미한다. 이하 이러한 의미에 혼동이 없는 한, ‘귀납적 가설’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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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합되는 것으로 여겨질 때, 그를 ‘귀납적 가설의 경험적 성공’ 

(empirical success of an inductive hypothesis)이라 부르기로 한다. 하

지만 이 경우 문제가 그처럼 간단히 끝나지 않을 중요한 이유가 있다. 경

험적 자료와 부합될 수 있는 가설이 원리적으로 무한히 열려 있을 뿐만 아

니라, 우리의 능력이 닿는 한 실제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가설들로 한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처럼 부합될 수 있는 가설의 수가 여럿인 경우가 매우 흔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과학사상 유명한 사례 가운데 하나가 태양계 내의 행성들의 

운동에 관한 케플러의 법칙과 코페르니쿠스의 가설이다. 물론 코페르니쿠

스는 천동설 신 지동설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실제 태양계 내의 

행성들의 운동에 관해서는 타원이 아니 원운동을 생각했으며, 행성들의 운

동 궤도를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에서처럼 여러 개의 원들로써 설명하고 

예측하였다. 이 경우처럼, 행성의 운동에 관해 동일하게 주어진 경험적 자

료에 부합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가설이 함께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물

론 역사적으로 같은 시기에 주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다면 이 모두

를 인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 어떤 하나의 가설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

가.

이에 한 한 가지 가능한 제안은 ‘부합의 정도’(degree of fit)를 문제

삼는 것이다. 즉 그 부합되는 정도를 비교해 그 값이 더 큰 가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안된 것 중 유명한 하나가 이른바 

‘최소 제곱법’(method of least squares)이다. 략적으로 말해, 어느 지점

에서 문제의 가설이 예측하고 있는 값과 실제의 경험적 자료값 사이의 차

이, 즉 잔차(殘差 , residue)가 가장 적게 되는 가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최소 제곱법이 지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선택될 

가설이 이른바 ‘날조된’(fudged) 것일 수 있는 가능성을 그 방법은 결코 배

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미 주어진 자료에의 부합 정도를 높이는 데에

만 주목해, 개개의 자료에 해 이리저리 임시변통적으로 조절 매개 변수

(adjustable parameter)들을 도입한 가설을 선택할 가능성을 그것은 결코 

용어 신 간략히 ‘가설’이라 줄여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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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포스터는 코페르니쿠스의 가설이야말로 실은 태

양계 내의 행성들의 궤도를 바로 이러한 식으로 구하는(save) 가설에 지나

지 않는다고 지적한다.2) 즉 그것들은 일단 태양을 중심으로 각 행성마다 

독특한 이른바 ‘ 원’(deferent)을 먼저 설정한 뒤, 필요시마다 그 원 위

에 다시금 새로운 주전원(epicycle)들을 계속 추가함으로써 부합의 정도만

을 높인 가설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설의 경험적 성공 문제에서 

단순히 부합의 정도가 답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해 포스터는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진단과 제안을 

하고 있다. 우선 위에서와 같은 날조가 이루어지는 근본 원인에 관해, 그는 

그것이 주어진 경험적 자료를 해당 가설을 구성할 때와 그렇게 구성된 가

설을 테스트할 때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단순하게 사용하는 데 기인한다고 

본다. 예컨  주어진 행성들의 궤도에 관한 자료들에 잘 부합될 수 있도록 

계속 원들을 추가해 가설을 구성한 코페르니쿠스는 그와 같은 가설이 행성

들의 궤도에 잘 부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곧 그 가설을 테스

트하기 위해, 이미 그 이전에 해당 가설을 구성할 때 사용된 문제의 자료

들을 있는 그 로 다시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만일 이렇게 된다

면, 사실상 문제의 가설이 단지 부합의 정도만을 염두에 두고 구성된 가설

인지 아닌지 밝혀 주기는 어렵게 된다. 그를 밝혀 줄 별도의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물론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직 주어지지 않은 새로운 자료들을 활

용하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가능하거나 쉬운 일은 아니다. 

행성의 궤도에 관한 자료 역시 이러한 성격의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주어

진 경험적 자료에 한정한다 할지라도, 만일 그것을 가설을 구성할 때와 가

설을 테스트할 때 서로 분리해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와 

같은 문제는 어쩌면 해소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포스터는 이러한 아이디어에 따라 종래의 최소 제곱법을 변형해, 다음의 

단계들로 새로이 구할 수 있는 이른바 ‘하나의 자료점을 남겨두고 이루어

지는 교차 타당화 점수’(leave-one-out cross-validation score; CV 

score)라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3)  

 2) Forster (2007), pp. 5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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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어느 실험에서 주어지는) 모두 개의 자료점(data point) 

가운데 임의의 한 자료점 를 선택하고, 이를 ‘테스트 자료’(test 

datum)라 하자. 그리고는 나머지  개의 자료점들에 가장 잘 

부합되는 가설을 찾고, 이를 라 하자.

(단계 2) 와 테스트 자료점 사이의 차이, 즉 잔차를 구해, 그것을 

제곱한다.

(단계 3) 다시 (단계 1)로 돌아가, 개의 자료 모두에 해 지금까지

의 과정을 반복한다.

(단계 4) 그 값들을 합한 후, 그것을 으로 나눈다.

이 경우 만일 최소 제곱법에서였다면, 위의 (단계 1)에서 주어진 개의 자

료점 모두에 해 그것에 가장 잘 부합되는 가설을 찾고, 아래의 단계들로 

내려가며 해당 가설과 각 자료점 사이의 잔차를 제곱해 나아갔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 마지막 단계에서 얻어지는, 그 제곱의 합들을 ‘잔차 제곱의 

합’(sum of squared resides; SSR)이라 부르며, 최소 제곱법에서는 바로 

이 SSR이 최소가 되는 가설을 택하는 방법을 취한다. 하지만 그처럼 최소 

제곱법에서 SSR을 구하는 방식과 포스터가 제안하는 CV 점수에서의 핵

심적인 차이는, 후자에서는 “자료점 가 [전자에서와는 달리] 더 이상 두 

번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인데, [그 자료점 는] (단계 1)에서 가설 

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4)

 3) Ibid., p. 594.

 4) Ibid. 지금의 경우 단순히 최소 제곱법을 써서, 주어진 전체 자료에 가장 

잘 부합되게 얻어진 가설을, 위의 와는 달리 라 해 보자. 그리하여 이

러한 와 관련해 각 자료점에 한 잔차 제곱을 , 그리고 와 관련

해 하나의 테스트 자료점이 보여 주는 예측적 오차(predictive error)의 제

곱을 라 해 보자. 그렇다면 SSR과 CV는 정확히 각기 다음과 같은 식

으로 주어진다: SSR=, CV=. 그러므로 이 양자 사

이에는 CV=SSR+  의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 두 번째 

항이야말로 문제의 가설에 ‘날조’가 있을 때 바로 그를 바로잡아 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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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SSR을 이용하든 CV를 이용하든, 그때의 가설이 이미 주어진 자

료점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한, 그러한 가설에 해 주어진 자료점들이 

갖는 논리적 관계는 귀납적이다. 그런데 만일 SSR의 방식에 의해 가설을 

구성하거나 선택하는 경우, 그것은 본질적으로 ‘매거적 귀납’(enumerative 

induction)에만 의존할 따름이다.5) 하지만 그러한 방법에 따를 때의 문제

점을 우리는 이미 앞서 살펴본 바 있다. 그렇다면 CV 방법의 경우에는 어

떠한가.  

포스터 자신은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CV 방법의 경우에도 

일면 매거적 귀납이 동원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위의 (단계 1)에서 보듯, 

사실 어느 하나의 테스트 자료를 별도로 지정했다 할지라도, 나머지 자료

점들에 관해 그에 가장 잘 부합되는 가설 를 찾는 과정은 그 자체로 매

거적 귀납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러한 과정은 결국 여기서도 

해당 가설을 구성하거나 선택하는 데 없을 수 없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필

수적이다. 하지만 CV 방법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일단 그처럼 구성된 

가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테스트 자료에 의해 제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부쳐진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포스터가 CV 방법을 제안했을 때 가장 주

요하게 염두에 두었던 점이다. SSR 방법에서는 바로 그 과정이 결여된 셈

이다. 거기서는 문제의 가설을 제거할 만한 별도의 테스트 자료가 전혀 제

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Forster (2007)에서 명

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Ibid., p. 595).

  귀납적 가설과 주어진 자료의 부합을 문제삼고 있는 우리의 논의에 해, 

한 심사 위원은 포스터는 사실 ‘날조된 가설’이 아닌 (어떤 모델의) ‘날조된 

부합’(fudged fit)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라 지적하였다. 그 자체로 정확한 

지적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의 논의에서, 논의의 맥락상 주어진 자료의 

날조를 인정하지 않는 한, 그러한 부합에서 날조의 가능성은 결국 문제의 

가설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심사자가 지적하듯 하나의 가설

이 아닌 ‘가설들의 집합으로서의 모델’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러한 모델과 관련한 가설과 자료 사이의 부합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결

국 우리의 논의는 포스터의 논의를 그 로 따라가기보다 귀납적 가설의 성

공 문제에 포스터의 아이디어의 핵심을 원용한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

다.

 5) Ibid., p. 593.



귀납적 가설의 경험적 성공과 귀납들의 통섭 7

시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으나, 이제 CV 방법 역시 Mayo (1996)에서 제

시하고 있는 유명한 ‘엄격한 테스트’(severe test)의 기본 발상을 그 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메이요가 제시한, 엄격한 테스트에 관한 간략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만일 어떤 가설 가 거짓이라면, 테스트(또는 테스트 절차) 하에

서 적어도 증거 와 같은 정도로 와 부합되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매우 낮을 경우, 그 테스트 는 ‘엄격하다’.6)(Mayo 1996, pp. 

178-81)

메이요의 이러한 규정 역시 사실, 가설 와 관련해 어떤 증거 가 주어졌

다 할지라도, 단순히 그 증거가 문제의 가설과 부합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에 의해 를 채택하기 어렵다고 보는 데 기인한다. 반증주의자 포퍼가 그

의 연구 인생 초기에 반증주의의 아이디어를 갖게 된 계기 중 하나가 되었

던 사례에서도 잘 볼 수 있듯7), 이미 어떤 증거가 주어진 상태에서 차후에 

그에 잘 부합되게 (의도적으로) 가설이 구성된 경우, 그때의 부합이야말로 

오히려 해당 가설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 되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엄격한 테스트에 관한 위의 규정에서는 오히려 문제의 

테스트 과정에서 해당 가설이 거짓일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까지 허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증거가 해당 가설과 부합되는 결과로 나타날 확률이 매우 낮을 경우, 그러

한 테스트는 신뢰해도 좋지 않겠느냐는 발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엄격한 테스트에 관한 메이요의 이와 같은 규정과 비교해 볼 때, CV에 

관한 포스터의 제안에서는 문제의 테스트가 지닌 엄격성을 측정할 별도의 

측도가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메이요의 경우에는, 엄격한 테

 6) 여기서의 기호들은 이후의 우리 논의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였다.

 7) Popper (1972), pp. 34-5 참조. 1919년 무렵, 포퍼는 이른바 ‘개인 심리

학’(individual psychology)을 표방하는 아들러(A. Adler)와 함께 일을 하

는 기회를 갖는다. 이때 그 자신의 판단으로는 아들러의 이론에 맞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례를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직접 그 상이 되

는 아이를 보지도 않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문제의 사례를 자신의 이론으

로 쉽사리 해석을 하는 일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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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에 관한 앞서의 규정에서 ‘와 같은 정도로 와 부합되는 결과가 나

올 확률’을 라 할 때, 그때의 테스트의 엄격성의 정도는 예컨   로 

주어질 수 있다. 하지만 CV 방법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러한 엄격성의 정도

를 보여 주는 측도가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V 

방법에서 가설 를 테스트 자료 로써 제거할 수 있는 테스트 절차를 제

공하고 있다는 점은 메이요나 포퍼의 기본적인 발상과 일치한다. 이 경우 

만일 가설 가 거짓이라면, 그러한 가설이 테스트 자료 와 부합되는 정

도가 줄어들어, 그것에 비해 이와 같은 부합의 정도가 좀 더 높은 또 다른 

경쟁 가설과의 비교에서 제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더

군다나, 측도상으로는 동일하지 않으나, 만일 가설 가 거짓이어서 테스

트 자료 와 부합되는 정도가 줄어들게 되면, 이것은 메이요의 경우 가설 

가 거짓이어서 와 같은 정도로 와 부합되는 결과가 나타날 확률이 낮

아지는 것과 같은 방향성을 갖는다.

어떤 가설을 경험적 증거에 의해 제거하는 일의 중요성은 사실 ‘제거적 

귀납’(eliminative induction)이라는 이름하에 일찍부터 잘 인식되어 왔다. 

예컨  17세기의 베이컨만 하더라도,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 그 긍정적 사

례의 목록, 곧 탐구자가 주목하는 특성의 ‘존재표’(table of presence)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부정적 사례의 목록, 곧 해당 특성의 부재표(table of 

absence)까지를 강조하였을 때(Bacon 1620/2001), 그는 이미 그러한 점

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물론 전통적으로 운위되던 ‘제거적 귀

납’에서 메이요가 주장하는 ‘테스트의 엄격성’과 같은 것이 함께 분명히 인

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어떤 가설을 

채택함에 있어 문제의 가설 이외에 그와 더불어 경쟁하는 가설들을 경험적 

증거에 의해 제거하는 일이 함께 필수적임은 전통적인 ‘제거적 귀납’에서도 

뚜렷이 인식되고 있었음에 분명하다. 과학의 실제에서 강조되고 있는 증거

의 다양성(diversity of evidence)에 관한 요구 역시 이러한 제거적 귀납

의 관점에서 파생된 것임은 물론이다. 동일한 종류의 증거보다 다양한 종

류의 증거들에 의해 어떤 가설이 제거될 가능성이 좀 더 커지기 때문이

다.8)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 앞서의 포스터의 제안은 제거적 귀납의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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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한 사례로도 볼 수 있다. 나아가, 포스

터의 제안이 그때의 제거를 위해 필요한 테스트가 얼마나 엄격한지를 보여 

주는 구체적 측도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나, 적어도 그와 같은 테스트가 

엄격해야 함은 나름 로 적절히 보여 주고 있음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그의 제안 속에는 매거적 귀납의 진정한 중요성, 그리고 매거적 귀

납과 제거적 귀납 사이의 관계는 제 로 부각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

다. 

먼저 매거적 귀납의 중요성과 관련해, 위에서 언급한 로 포스터는 CV 

방법에 매거적 귀납의 과정이 존재함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

는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단지 귀납적 가설 구성의 한 과정으로만 보고 

있을 따름이다. 즉 그는 테스트 자료 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점들을 상

으로 일면 최소 제곱법식으로 가설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만 주목하고 

있을 따름이다. 물론 그러한 점이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단순히 자료점

들을 나열해 그로부터 일반화해 가설을 구성해 간다는 의미로서의 ‘매거적 

귀납’은 오늘날 과학의 실제에서나 과학 철학에서 매우 소박한 것으로만 

여겨질 따름이다.9) 왜냐하면 앞서 코페르니쿠스의 가설에 관해 논한 로, 

사실 이미 주어진 자료점들에 해 그처럼 접근해 얻을 수 있는 가설들은 

원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무한하거나 매우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그

렇다 할지라도, 그러한 방식으로 가설을 구성하는 일 자체가 쉽다는 의미

는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사실 태양계 내의 행성 궤도에 관해 코페르니쿠

스와 동일한 자료에 기반했다 할지라도 케플러가 자신의 유명한 세 가지 

법칙들로써 새로운 가설을 내놓았을 때,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미 코페르니

쿠스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던 것이다. 곧 그것은 원들의 궤도가 아닌 타원

의 궤도에 관한 가설이었다. 따라서 여기서 매거적 귀납이 문제된다 할지

라도, 그것의 진정한 중요성은 단순히 어떤 가설이 주어진 자료점들로부터 

 8)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예컨  Wayne (1995), 천현득 

(2008), 전영삼 (2011) 참조.

 9) Niiniluoto & Tuomela (1973), pp. 197-200에서도 여러 종류의 ‘귀납주

의’(inductivism)에 해 소개하며, 지금과 같은 의미의 귀납주의는 오늘날 

유지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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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점이 아니라, 어쨌든 그 가설은 매거적으로 주어

지는 경험적 자료점들에 부합되며, 또한 부합되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본다면, 매거적 귀납은 가설의 발생적인(genetic) 면보다 차라리 그

것의 입증적인(confirmatory) 면에서 더 중요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처럼 사용된 매거적 귀납이 포스터가 중시하는 제

거적 귀납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밝히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앞서 포스터의 제안에 따라 살펴본 로, 만일 문제의 ‘제거’ 과정이 전제

되지 않는다면, 입증의 의미로 아무리 매거적 귀납이 훌륭히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날조’의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렇다면 이때 제거적 귀납은 매거적 귀납에 앞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후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또 만일 첫 

번째나 세 번째의 경우라면, 과연 어느 시점에서부터 그와 같은 전환이 이

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만일 두 번째 경우라면, 또 어떻게 동시에 그러할 

수 있는가? 포스터의 경우, 이러한 문제들에 해서는 답을 주지 않고 있

다. 하지만 이제 위에서 지적한 입증으로서의 매거적 귀납의 중요성과 함

께, 나는 이에 관한 답들이 힌티카식의 귀납 논리에 의해 주어질 수 있다

고 생각한다.  

2. 힌티카에 있어 제거적 귀납과 매거적 귀납

카르납의 귀납 논리로부터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힌티카는 카르납의 

귀납 논리에서 큰 결함이라 여겨졌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름의 새로

운 귀납 논리를 구성한 바 있다. 그러한 문제는 곧 보편 가설의 입증도 문

제로, 카르납의 귀납 논리에서는 그 정도가 0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실험 법칙이나 이론 등에서 그와 같은 보편 가설의 중요성에 주목했던 철

학자(특히 포퍼)들은 카르납식의 귀납 논리에 해 큰 의구심을 나타내곤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힌티카는 그러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나름

의 새 논리를 구성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는 보편 가설의 입증도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바로 앞 절 말미에서 제기했던 문제에 관해서도 적절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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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할 수 있는 틀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힌티카의 새로운 귀납 논리 구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어떤 

가설과 관련해 주어지는 증거에서 그 ‘개체들의 수’보다는 먼저 그 개체들

이 보여 주는 ‘속성들의 종류’에 주목하자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전자에 

한 고려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후자에 한 고려 

속에서만 의미를 지닐 따름이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가 힌티카에게서 어떻

게 떠올랐으며, 그것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구현 가능한지에 관해 략 다

음과 같이 보일 수 있다. 

먼저 논의를 구체화하고 간략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 법칙을 보

편 가설의 한 사례로 삼아 보기로 하자.

: 모든 전자는 자기장 내에서 진로가 휜다.

여기서 만일 ‘전자’라는 속성을 술어 로, 그리고 ‘자기장 내에서 진로가 

휜다’는 속성을 술어 로 나타낸다면, 이는 술어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할 것이다.

:  ⊃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에 주어진 개

체들에서도 문제의 속성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주목하고, 그러한 여러 

개체들의 관찰에도 불구하고, 그 개체들에서 문제의 속성 이외의 다른 속

성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또는 적어도 아주 드물게 나타날 뿐이라

면), 우리는 그에 근거해 가설 에 높은 입증도를 부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 힌티카의 기본 발상이다.

이와 같은 발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먼저 임의의 개체 가 지닐 수 있는 

속성들을 나타내는 술어가 위와 같이 나 일 경우, 이 

∼ ∼와 논리적으로 동치임을 이용해, 우선 다음처럼 새로

운 술어를 정의해 보기로 하자.10)

 10) 이러한 종류의 술어를 Carnap (1962), pp. 124-6에 따라 ‘-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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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그렇다면 문제의 은 바로 ‘ ’로 표현되는 속성이 경험적 증거 중에 나

타나지 않음을 주장하는 셈이다. 따라서 만일 와 만을 고려할 경우라

면, 예컨   .∼를 제외하고,  . , ∼ . , 또는 ∼ .

∼를 만족시키는 모든 개체들이 에 한 입증 사례가 될 것이다. 이 

경우 이와 같은 술어들을 의 경우와 유사하게 각기  ,  , 

로 나타낸다면, 위의 은 결국 를 배제하는 (∨

∨ )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술어가 나타내는 속성이 일정한 개체들에 나타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예컨  위의 술어 

가 어떤 개체들 가운데 나타나며, 여타의 속성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

는다고 가정할 때, 그와 같은 속성의 경험적 구현 가능성을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2.2) (∃) .()

여기서 존재 양화사가 등장하는 부분은 문제의 속성이 경험적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 주며, 보편 양화사 부분은 그 이외의 속성들은 전혀 구현

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식의 표현은 나머지  , 에 

해서도 마찬가지로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우리가 관찰하는 증거 중의 여러 개체들이  , 

 ,   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속성들을 실제 보여 주기만 한다면, 

그와 같은 증거는 곧 위의 (2.2)와 같은 것들을, 그리고 나아가 가설 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과연 그때의 입증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인가? 힌티카는 다음처럼 좀 더 일반적

인 방식으로 나아가며, 그에 긍정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다.11)

-predicate)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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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π개의 원초 술어(primitive predicate)와 개의 개체 상항

(individual constant)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언어 에서 만들어질 수 있

는 κ개의 -술어들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이를 ‘속성 요소’(attribute 

constituent)라 부른다.  

(2.3)  ,  , …,  

그리고 이와 같은 각 속성 요소가 어떤 개체들에 나타났는가 나타나지 않

았는가를 빠짐없이 보여 주고, 위의 문장 (2.2)와 관련해 고려했던 바를 나

타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구성 요소’(constituent)라 부른다. 이

것은 언어   내에 주어진 원초 술어들로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속성 요소 

(2.3) 각각에 해 그 존재 여부를 고려해 만들 수 있는 임의의 한 문장을 

보여 주며, 언어   내에 원리상   


개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2.4) (∃) .(∃) . … .(∃)

 .()[  ∨   ∨ … ∨ ]

여기서 { ,  , …, }는 위의 모든 속성 요소들 (2.3) 가운데 

임의의 한 부분 집합에 해당하며, 존재 양화사로 표현된 부분들은 바로 그

처럼 구현된 속성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보여 주고 있는 셈이다. 이어지는, 

보편 양화사로 표현된 부분은   내의 모든 개체 각각이 그와 같은 속성 

요소로 표현된 속성 중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갖게 됨을 뜻하고, 따라서   

11) 힌티카의 귀납 논리 체계에 관해서는 예컨  Hintikka (1965/1970, 1966, 

1968)을 참조할 수 있다. Hintikka (1966)은 좀 더 일반화된 체계인 이른바 

‘--연속체’(--continuum) 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논의

의 편의를 위해, =0이고 →∞에 해당하는 이른바 ‘예루살렘 체

계’(Jerusalem system)만에 한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체계는 Hintikka 

(1965/1970)에서 볼 수 있고, 이에 관한 간략한 설명은 예컨  Pietarinen 

(1972)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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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그 이외의 속성은 전혀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만일 

앞서의 우리 예 과 관련해, 그 가설이 증거 중에  ,  , 의 

모든 속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강한 가설이라면12), 그것은 바로 

위의 (2.4)에서 =3인 하나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논리적 장치들 위에서, 이제 개의 개체로 이루어진 어떤 증거 

에 나타난 속성들이 실제 속성 요소  ,  , …,  로 나타났

다고 해 보자(단, ≤≤κ). 그렇다면 그와 같은 증거가 성립하는 구성 요

소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2.5) (∃) .(∃) . … .(∃)  . … .(∃)

   .()(  ∨   ∨ … ∨    ∨ … ∨ )  

이는 증거 에서 개체 개가 위의 (2.5)에서 허용하는 전체 가지의 속성 

중 정확히 가지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 준다. 논의의 편의상 일

단 이러한 구성 요소를 ‘ ’라고 해 보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서의 (2.4)와 

같은 구성 요소 각각에 해 적절한 사전 확률값을 부여해, 증거 를 기반

으로 에 한 사후 확률  를 베이즈 정리를 이용해 다음과 같

이 구해 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힌티카가 생각하는 보편 가설에 한 입

증도의 측도에 해당한다(아래의 식 가운데 분모의 는 증거 와 양립 가

능한 구성 요소   모두에 한 것으로, ≤≤인 그것의 개수는 

   으로 주어진다).

12) 이러한 식의 가설은, 예컨  증거 중에  ,  , 의 속성 가운

데 ‘적어도 어느 하나’가 나타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가설보다 더 강한 것

이다. 후자는 여러 구성 요소들의 선언(disjunction)에 해당하나, 전자는 그 

중 단 하나의 구성 요소에 해당한다. 우리의 경우에는 논의의 편의상 전자

에 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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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결국 힌티카에게 있어 귀납 논리의 구성은 이와 같은 사후 확률 

 를 얻어 내는 합리적 절차를 보여 주는 일로 귀착되는 셈이다. 

하지만 지금의 논문은 이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 목적은 아니므로13), 앞서 

제1절의 말미에서 제기했던 문제에 좀 더 직접적으로 답이 될 수 있는 힌

티카의 결과만을 취해 자세히 검토해 보기로 하자.  

이와 같은 결과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위의 식 (2.6)에 한 다음과 같

은 구체적 사후 확률의 식이다.14)  

(2.7)
 =




 

   
 





  

이 식의 특징은 무엇보다 문제의 사후 확률값이 와 의 상호 크기에 따

라 매우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외 같은 점을 알아보기 위해 위의 식 (2.7)

의 분모를 에 관해 미분한 다음의 식에 주목해 보기로 하자.

13) 물론 힌티카의 귀납 논리를 활용하는 우리의 논의는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과정의 정당성에 의존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논문에서는 일단 기존의 그

의 귀납 논리가 어떻게 우리의 논의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정당성에 한 논의는 다른 기회로 미루기

로 한다.  

14) 이것은 →∞일 때의 식으로, 곧 언어   내에서 무한개의 개체를 허용

한 경우의 식이다. 이와 같은 식의 유도 과정은 앞서의 각주 (11)에서 소개

한 문헌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금의 식을 포함해 아래의 (2.9)까지의 식

과 그에 한 논의는 Hintikka (1968), pp. 198-202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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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log log  
 



  

이 경우 만일   라면, 위의 식에는   값에 따라 양의 항과 음의 항

이 다 같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 점차 커짐에 따라 전

체 결과는 결국 양의 값이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결과는, 위의 식 (2.7)

의 값이 이 커짐에 따라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점차 커지다가, 어느 순간 

이후에는 다시 작아지고, 마침내 →∞인 경우에는 그 값이 0으로 다가감

을 보여 준다.

반면   인 경우라면, 위의 식 (2.8) 내에는 양의 항이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위의 식 (2.7)의 값은 이 커짐에 따라 마찬가지로 커

지며, →∞인 경우에는 그 값이 1로 다가감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상의 두 결과가 말해 주는 바는 무엇인가. 우선   라는 

것은, 앞서 이미 언급한 로 개의 개체로 이루어진 증거 에서, 위의 

(2.4)와 같은 보편 가설이 허용하는 전체 가지의 속성 중 그에 미치지 못

하는 개수인 가지의 속성만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

황에서라면, 의 크기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설의 입증도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얻은 증거가 보여 주는 

속성의 종류가 우리의 가설에서 나타나리라 주장하는 속성들의 가짓수에 

미치지 못하면, 그와 같은 증거를 이루는 개체들의 수가 커지더라도 오히

려 해당 가설의 입증도는 줄어듦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는 파생적으로, 주어진 증거 중의 개체들이 이미 보여 주는 속성들의 종류 

이외에 어떤 새로운 속성을 보여 주는 개체를 관찰하지 못하는 한, 곧 해

당 가설에 부합되면서도 좀 더 다양한 개체가 관찰되지 않는 한, 그와 같

은 개체들의 증가는 오히려 해당 가설의 입증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이와 

같은 사정은 우리의 논의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다음처럼 좀 더 분명히 살

펴보기로 하자.

우선 위의 구성 요소 (2.5)와 관련해, 우리는 일단 주어진 증거 가 가

지의 속성들을 보여 주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런데 이제 어떤 새로운 개

체 하나가 관찰된 결과, 그것이 위의 구성 요소 (2.5) 중의 속성 요소를 나



귀납적 가설의 경험적 성공과 귀납들의 통섭 17

타내면서도 지금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속성 요소 를 나타

낸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의 가설에 부합되면서도 이전의 증거 개체들과

는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증거 개체에 해당되는 셈이다. 만일 이와 같은 

새 개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위의 식 (2.7)에서 은  로, 는 

 로 바뀌고, 이에 따라 다음의 비(比)를 살펴볼 때, 지금의 변화가 우

리의 가설의 입증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9)    
 



 /     
 

 

 

= 
 

    

 


이 식의 경우 이 커지면 그 값이 1보다 큼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로, 가  로 바뀔 때 식 (2.7)의 값이 증가함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만일  번째의 개체가 문제의 가설과 부합되지 

않는 결과를 보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즉 문제의 가설을 반증하는15) 개

체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가  로 바뀌는 신, 위의 식 

(2.7)에서 결과적으로 의 크기를 줄이게 되고, 이로써 해당 가설의 입증도

는 감소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파생적으로 또한, 만일 구성 요소 (2.5)로 표현된 

우리의 가설보다 더 단순한 경쟁 가설이 있다면,  번째의 개체는 그와 

같은 경쟁 가설들을 제거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예컨  구성 요소 

(2.5)에서 보다 크며 에까지 이르는 속성 요소들, 즉  ,  , 

15) 물론 지금의 맥락에서 좀 더 정확히는 ‘반입증’(disconfirm)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주어진 가설에 반하는 증거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문제의 가설

을 곧 거짓으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입증도만이 감소하는 것으

로 여길 따름이다. 하지만 경쟁하는 가설들에 해 그 입증도를 비교해 궁

극적으로는 그 가설들을 폐기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별

도의 오해가 없는 한, 본 논문에서는 이하 그 로 ‘반증’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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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속성 요소들을 빼고 좀 더 단순화

시킨 경쟁 가설들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 경우 만일  번째로 관찰

한 새로운 개체에서 가  로 바뀌어, 그것이  ,  , …,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곧 우리가 주목하는 가설에는 부합

되나 경쟁 가설에는 부합되지 않는 새로운 속성을 보여 준다면, 우리의 가

설은 입증도가 높아지나 반면 경쟁 가설의 그것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경쟁 가설들을 배제하는 결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16)   

한편   인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로 식 (2.7)의 값이 이 커짐에 

따라 커지며, →∞인 경우에는 그 값이 1로 다가가므로, 이때부터는 단

순히 우리의 가설에 부합되는 증거 개체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입증

도가 커지게 마련이다.

이상으로   와   의 두 경우의 상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가 주목하는 가설에 관해 그 가설에서 주장하는 속성들의 종류에 

미치지 못하면서도 해당 가설에 부합하는 여러 다양한 증거 개체들이 수집

된다면, 그 가설의 입증도는 높아진다. 그리고 이로써 그 증거의 다양성이 

마침내 문제의 가설에서 주장하는 속성들의 종류에 이르게 된다면, 그때부

터 그 가설에 부합되는 개체들은 단순히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가설

의 입증도를 높여 주게 된다. 그런데 이때 첫 번째 상황에서는 우리가 주

목하는 가설과 경쟁 관계에 있는 가설들이 제거되는 제거적 귀납의 과정을 

16) Hintikka (1968)에서는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구성 요소 (2.5)로 표현

된 우리의 가설보다 더 단순한 경쟁 가설 신, 그보다 더 복잡한 경쟁 가

설에 해서도 유사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즉 구성 요소 (2.5)에 

등장하는 가지의 속성 요소들보다 더 많은  ,  , …,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속성 요소들을 부가해 좀 더 복잡화시킨 경쟁 

가설들을 말한다. 이 경우 만일  번째로 관찰한 새로운 개체에서 가 

 로 바뀌게 된다면, 좀 더 단순한 경쟁 가설들에 해서처럼 우리 가

설의 입증도는 높아지나, 좀 더 복잡한 경쟁 가설들의 경우에는 앞서의 식 

(2.7)에서 그보다 더 가 커지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그것들의 입증도는 상

적으로 낮아지게 돼, 우리의 가설에 비해 제거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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밟게 되고, 그와 같은 제거 과정이 완료된 이후에야 두 번째 상황에서처럼 

매거적 귀납의 과정이 제 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강조해 힌티

카 자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처음에 먼저 이루어지며 일차적으

로 중요한 귀납적 작업은 제거의 작업이다. 단순한 매거의 작업은 제거의 

작업이 가능한 로 한껏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의미 있는 역할

을 하기 시작할 뿐이다.”17)

그렇다면 이제 이상의 관점을 앞서 제1절 말미에서 제기했던 두 가지 문

제와 연계시킬 수 있을 법하다. 다만, 이러한 연계에는 먼저 주의할 점이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위의 힌티카의 귀납 논리는 아

직 정성적(定性的, qualitative) 가설에 관한 것인 반면, 포스터의 제안은 

정량적(定量的, quantitative)인 가설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전

자를 후자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그것이 가능한 좀 더 진전된 귀납 논

리가 제시되기 전까지는18), 힌티카의 귀납 논리가 제시하는 결론은 포스터

의 방식에 해 단지 제안적 방식으로 다소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한계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가정하에, 제1절 말미의 두 문제 가운데 먼저 두 번째 문제부

터 거론해 보기로 하자. 두 번째 문제에서, 우리는 포스터의 제안에서 드러

낼 수 있는 매거적 귀납과 제거적 귀납이 서로 어떤 관계에 놓여야 하는가

를 문제삼은 바 있다. 이제 이 문제에 한 힌티카식의 답변은, 문제의 가

설과 관련해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속성들에 해 제거적 귀납이 선행‧완료

되고 난 이후에야 매거적 귀납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포스터가 어떤 가설의 경험적 성공 여부 문제에서 이른바 ‘날조’의 위험성 

때문에 테스트 자료가 중요함을 강조했을 때, 그 역시 힌티카의 의미로 ‘제

거적 귀납’의 중요성 자체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만 그는 그것이 해당 가설의 궁극적 채택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어떤 

17) Hintikka (1968), p. 203. “[…] the first and primary inductive task is 

elimination: mere enumeration begins to play a significant role only 

after elimination has been carried as far as it can possibly go.” 
18) Niiniluoto (1987), pp. 109-21에서 이를 위한 단초를 볼 수 있으나, 아직 

충분하지 않을뿐더러, 여기서 다루기에도 불필요하게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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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에 놓여 있는가를 정확히 보여 줄 수는 없었다.   

힌티카식으로 볼 때, 포스터의 방법에서 제거적 귀납은 이제 주어진 실

험에서 가능한 모든 테스트 자료가 다 활용되었을 때 완료된다.19) 이때 그 

가능한 테스트 자료 각각은 나머지 자료점들과는 다른 속성을 갖는 것으로 

여겨지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주목하는 가설과 부합되는 결과

를 보일 경우(즉 그때의 잔차가 경쟁 가설의 그것보다 작을 때), 그것은 해

당 가설의 입증도를 높이고 경쟁 가설들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때 

그처럼 부합되는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해당 가설의 입증도를 낮

추고, 그로써 오히려 다른 가설들과의 경쟁에서 제거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식의 제거 과정이 완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주어진 모든 

자료점들은 매거적으로 문제의 가설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아직 그와 같

은 제거 과정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면, 그때의 가설은 ‘날조’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단순히 매거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아직 테스트 자료의 활용이 다 완료되기 이전에, 나머지 자료점들에 의한 

부분적인 매거적 귀납은 (발생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입증적으로

는 아직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다만, 지금까지 테스트 자료에 의해 반증되

지 않았다는 의미만을 지닐 뿐이다.      

이상의 내용과 연계해, 제1절의 말미에서 제기했던 문제 가운데 첫 번째

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법하다. 힌티카식으로 볼 때, 포스

터의 방법에서 매거적 귀납은 주어진 실험에서 가능한 모든 테스트 자료가 

다 활용되었을 때 비로소 입증적으로 시작된다. 이때에는 물론 테스트 자

료를 포함해 이후의 모든 자료가 테스트 과정에서 잔존한 우리의 가설과 

부합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날조’의 위험 때문에 테스트의 과

정이 꼭 필요하기는 하나, 가설 구성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반증에 놓여 있

는 것이 아니라20), 입증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종래의 방법에서든 포스터

19) 물론 이때 문제의 테스트 자료를 이미 주어진 증거 내에 한정할 이론적 이

유는 없다. 다만, 포스터가 제시한 사례의 틀 내에서 단지 실용적으로만 가

정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미 주어진 증거를 넘어 계속 새로운 테스트 자료

가 요구될 수도 있고, 사실 어느 한도에서 그와 같은 테스트 자료가 완료될 

수 있을지는 별도의 이론적 기반을 필요로 할 것이다. 
20) 이때 ‘반증 가능성’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우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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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법에서든 어디까지나 ‘최소 제곱법’이 사용되고 있는 점도 이와 같은 

점을 보여 준다고 본다. 만일 일정한 증거의 한도 내에서 제거적 귀납에 

의해 경쟁 가설들이 반증‧제거되고 나면, 그때 잔존한 우리의 가설은 해당 

증거 내의 사실은 물론 문제의 한도를 넘어 계속 세계의 경험적 사실에 부

합됨을 보일 필요가 있다. 어떤 가설이 지금까지의 증거로써 단순히 반증

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곧 세계의 경험적 사실에 부합됨을 주장

할 수는 없다. 문제의 가설이 세계의 경험적 사실에 부합됨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즉 그것이 진리이거나 진리에 가까움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그것을 계속된 증거로써 입증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궁극

적으로는 그와 같은 증거들의 누적에 의해 문제의 보편 가설의 참이 계속

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21)   

지금까지 우리는 가설의 경험적 성공 문제를 주로 포스터의 제안에 따라 

에 등장하는 모든 가설들 역시 반증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들이다.
21) 포스터의 제안에 한 해명을 목적으로 하는 본 논문의 성격상 이와 같은 

점에 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자세히 논할 수 없으나, 이를 위해서는 

Salmon (1981/1998), 전영삼 (2013), pp. 405-407 참조.

  이때 ‘반증’의 아이디어 때문에 혹 지금의 과정을 포퍼식의 ‘확인’(또는 

‘용인’, corroboration)으로 이해하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의 각주에서

도 지적한 로 이때의 ‘반증’은 좀 더 엄 히는 ‘반입증’에 해당할뿐더러, 

반증되지 않은 어떤 가설을 받아들임에 있어 포퍼 자신은 ‘입증’의 개념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의 과정을 곧 포퍼식의 ‘반증’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의 경우, 주요한 차이점은 제거적 귀납이 완료된 이후에

야 매거적 귀납이 입증의 측면에서 그 자체 독립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는 점이다.

  또한 영원한 반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 증거의 다양성을 추구하

는 일이 어쩌면 단순히 이성의 합리성 측면에서는 더욱 이상적일지 모르나, 

사실 우리의 결과가 과학의 실제에는 더욱 잘 부합될 수도 있다. 물론 확실

한 주장을 위해서는 더욱 세 한 논구가 필요하겠으나, 예컨  쿤이 주장한 

로 과학의 위기나 혁명기에는 여러 반증의 시도를 위한 실험이나 관찰이 

진행되나, 이윽고 정상 과학의 시기로 들어서면 주도적 패러다임하에 단순

히 적용‧확 의 활동이 주를 이루는 역사적 현상들이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물론 이때일지라도 만일 우연히 반증의 사례가 발견된다면, 그때 해

당 가설의 입증도는 낮아지겠지만, 적어도 제거적 귀납의 단계에서처럼 ‘적

극적으로’ 반증의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전 영 삼22

좁은 적용 사례에 한정해 온 셈이다. 물론 이 역시 과학의 한 영역에서는 

의미 있는 상일 수 있으나, 그 제안의 기본 아이디어는 과학의 좀 더 일

반적이고 중요한 영역으로 확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22) 바로 휴웰의 제

안으로 유명한 ‘귀납들의 통섭’ 과정을 말한다.

3. 귀납들의 통섭과 힌티카의 귀납 논리 

과학의 전(全)역사를 거 한 귀납의 과정으로 파악코자 했던 휴웰은 그 

핵심적 메커니즘을 이른바 ‘귀납들의 통섭’으로 명명한 바 있다. 이에 이르

기까지의 략적 과정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여기서는 휴웰 자

신이 그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다음 목만을 살펴보기로 하자.

과학이 진보하는 주요한 모습은 […] 바로 귀납들의 통섭(Consilience 

of Inductions), 곧 참된 이론들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계속적 단순화 경

향에서 잘 드러난다. 아닌 게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일반성을 지닌 명

제들로부터 한층 더 높은 정도의 일반성을 지닌 명제들을 얻어 낼 수 

있는 모든 경우에 귀납의 수렴이 일어남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그처

럼 수렴이 이루어지는 어느 한 계열에서 [역시 그처럼 수렴이 이루어

지는] 또 다른 계열과의 연계를 위한 여러 단계들이 빠르면서도 갑자

기 나타나는 경우, 우리는 거기서 아마도 그러한 통섭의 한 사례가 나

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Whewell 1847, 2: p. 

77; 강조 원문) 

‘귀납들의 통섭’에 한 이 정도의 규정에 이어, 휴웰은 곧 이에 관한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다. 예컨  뉴턴은 케플러의 법칙들을 연계해 

태양의 구심력이란 것으로 나아갔고, 그 밖의 몇몇 사실들과 함께 그로부

터 다시금 더 일반적으로 모든 천체의 보편력으로 나아갔으며, 그 안에 다

시 또 춘분점의 세차 운동(procession of the equinoxes)까지를 포함시켰

22)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인지 포스터 자신 Foster (2007)의 제목에서 “A 

Philosopher's Guide to Empirical Success”와 같이 단지 ‘A 

Philosopher's Guide to …’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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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휴웰의 이러한 사례에서, 보편성을 지닌 각각의 가설들이 발생적인 면에

서 단순히 매거적인 귀납으로써 구성된 것으로 보기는 오늘날 상당히 어려

워 보인다.23)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그 가설들이, 휴웰이 주장하듯, 계

속적으로 수렴의 과정을 밟아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학의 역사가 

그와 같은 과정을 밝아 온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해 한 가지 쉽게 떠오

르는 답은 ‘지식의 체계화’이다. 하지만 과학에서 왜 지식의 체계화가 중요

한 것인가. 이에 한 답 중 하나는, 그로써 과학적 설명의 깊이를 더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24) 하지만 앞서 제1절에서 포스터의 제안과 관련해서

라면, 이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두는 어떤 가설에 한 입증도의 증

가를 그와 같은 체계화의 이유로 들 수 있다. 사실상 휴웰 역시 귀납들의 

통섭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목이 있다.

귀납들의 통섭은 어느 한 사실들의 집합으로 얻어진 하나의 귀납이 또 

다른 [사실들]의 집합으로 얻어진 귀납과 일치할 때 나타난다. 이러한 

통섭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론에 한 하나의 테스트가 된다(a test 

of the Theory in which it occurs). (Whewell 1847, 2: p. 469; 강

조 원문) 

물론 여기서 핵심이 되는 “[통섭]이 이루어지는 이론에 한 하나의 테

스트가 된다”는 말은 매우 모호한 말이다. 왜냐하면 우선 휴웰에 있어 ‘이

론’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이론적 실재나 구성물’(theoretical entity 

or construct)과 관련해 그 말을 쓸 때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다

가25), 그에 한 ‘테스트’가 어떤 의미인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

23) 이러한 점은 (J. S. Mill)에 반 하며 휴웰이 강조하는 점이기도 하다. 

Butts ed., (1968) pp. 265-308 참조.
24) 예컨  Kitcher (1981)나 Friedman (1974) 등에서 이러한 견해를 볼 수 있

다. 물론 이와 같은 관점에서의 설명 역시 본 논문에서 관심을 갖는 입증도

의 증가 문제와 무관한 것은 아니나, 여기서는 단지 설명의 관점에서만 이

를 예시코자 한다. 
25) 예컨  Whewell (1847), 2: p. 471에서는 ‘사실’(facts)과 ‘이론’을 다음과 

같이 구별하고 있다: “사실과 이론의 구별은 단지 상 적일 뿐이다. 귀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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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는 주의 깊게 해명되어야 될 목이며, 나는 이 목 역시 앞서의 포

스터의 제안과 그에 한 힌티카의 귀납 논리에 의해 잘 해명될 수 있다고 

본다. 만일 이것이 제 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이는 포스터의 제안을 과

학의 좀 더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 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우선 위에서 휴웰이 말한 ‘이론에 한 테스트’라는 말의 일차적인 의미

를 우리의 의미 로 일단은 귀납적 가설에 한 테스트로 보자. 그렇다면 

그것은 만일 문제의 가설이 거짓이라면 그 가설은 제거되어야 하고, 만일 

거짓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것의 경쟁 가설들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은 휴웰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규칙[즉 우리의 귀납적 가설]이 토 로 한 사

실들과 동일한 종류의 사실들에 한 예측에 관해서만 말해 온 셈이다. 

하지만 우리의 귀납에 도움이 되는 증거는 우리의 가설을 형성하는 과

정에서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것과는 다른 종류의 경우들을 설명하고 

결정해 줄 수 있을 때에야 한층 더 나으며 강력한 증거가 된다. 사실

상 이러한 때라야 우리는 우리 가설의 참이 확실하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Whewell 1847, 2: p. 65; 강조 원문) 

이것은 곧 문제의 가설의 참을 확립함에 있어 ‘다양한 증거’의 중요성을 말

하고 있는 셈인데, 앞서 제1절에서 언급한 로 다양한 증거의 역할이야말

로 엄격한 테스트 내지 제거적인 귀납의 역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

만 위에서 소개한 로의 ‘귀납들의 통섭’이 체 어떻게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에 해 휴웰은 바로 위의 인용문에 이어지는 목에

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단지 우연이라면 결코 그처럼 특이한 일치

에 도달할 수 없다. 만일 단순히 거짓된 가정일 뿐이라면, 일단 어느 한 현

상들의 집합에 맞게 구성된 후, 그러한 일치를 예상이나 생각해 본 적도 

의해 총괄될 수 있는 특수한 것들로 간주할 수 있는 사건이나 현상들은 사

실이고, 이미 다른 사실들의 총괄에 의해 얻어진 일반적인 것들로 여겨지는 

것은 이론이다. 똑같은 사건이나 현상이 [귀납적 일반화 과정을 보여 주는] 

귀납적 괄호화(Inductive Bracket)의 과정에서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사실도 되고 이론도 되는 것이다.” (강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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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또 다른 어떤 현상들의 집합에 그것이 그처럼 정확하게 들어맞을 까

닭이 전혀 없다.” 

휴웰의 이 마지막 문구에 담긴 발상은 앞서 포스터가 CV 방법을 제안

했을 때의 발상과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포스터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제 휴웰에 있어 귀납들의 통섭은 문제의 “가정”이 ‘날조’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인 셈이다. 하지만 포스터가 CV 방법을 제안

할 때의 그 단순한 가설을 넘어 과연 휴웰이 생각하는 과학의 실제에서도 

그와 같은 발상이 제 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관해서는 오히려, 

CV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기 훨씬 이전에, 포스터 자신이 케플러의 법

칙을 두고 분석했던 사례26)가 그 예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핸슨(N. R. Hanson)에 따라 그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예컨  화성의 

궤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케플러가 나아갔던 방식은 다음과 같은 두 단계

이다. 케플러는 우선 화성 이전에 다음의 방식으로 지구의 궤도부터 정하

였다. 일단 코페르니쿠스에 따라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돈다고 생각했던 

그는 <그림 1>과 같이 태양-지구-화성의 관계를 생각했던 것이다.

<그림 1> <그림 2>

여기서 는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화성과 마주하고 있는 지점으로, 이미 

티코 브라헤의 관찰로써 확인된 점이다. 그리고 화성의 주기가 687일이라

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은 그로부터 687일 이후의 지구의 

26) Forster (1988), pp.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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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다. 그리하여 케플러는 각 의 크기를 알 수 있었고, 나아가 

태양의 운동에 한 별도의 관찰로부터 각 의 크기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곧 각 의 크기를 알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화

성의 운동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여기서 두 값의 일치를 확인

하게 된다. 이로써 삼각형 의 각 각이 확정된 셈인데, 이렇게 된다

면 비록 거리 의 절 적인 길이는 바로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리 의 비로써는 결정할 수 있게 된다(물론 이 경우 거리 의 절

적인 길이 역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이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케플러는 또한 삼각형   등등에서 거리   등등의 길이를 역시 거

리 의 비로써 결정할 수 있었고, 이렇게 결정된 거리  ,   등등

에 의해 그에 가장 잘 부합되는 함수로서 타원의 함수를 얻어 낼 수 있었

던 것이다.

한편 위의 <그림 2>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케플러가 화성의 궤도를 

얻어 내는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예컨  지구의 ′  지점에서 화성이 태

양으로부터 지구와 마주하고 있다고 해 보자. 그렇다면 687일 이후 ′  지
점에서 지구의 경우와 유사하게 삼각형 ′′의 각 각을 구할 수 있고, 

따라서 거리 ′  역시 ′의 비로써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거리 

′은 이미 앞서 의 비로써 결정된 바 있고, 따라서 화성의 궤도점들

인 ′ , ″  등등 역시 의 비로써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케플러는 

이와 같은 자료들에 해 다시금 그에 가장 잘 부합되는 함수로서 역시 타

원의 함수를 얻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케플러가 이처럼 지구와 화성의 궤도에 관한 자료들을 이용해 태양계 내

의 행성들이 모두 타원 궤도를 갖는다는 그의 이른바 ‘제1 법칙’을 얻어 내

는 과정을 포스터 자신은 스스로의 CV 방식으로 해석해 제시한 바 없다. 

물론 이것은 그가 해당 논문들을 발표하는 시간적 차이 때문이라 여겨진다. 

어쨌든 여기서는 우리의 논의를 위해 케플러에 있어 위의 과정이 어떻게 

휴웰이 말하는 ‘귀납들의 통섭’에 한 실제적 사례가 될 수 있는지를 밝히

고, 그 역시 포스터의 CV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이기로 한다.

먼저 휴웰이 말하는 ‘귀납들의 통섭’에서 주의할 점은 그것이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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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해 얻어진 ‘귀납들’의 통섭이라는 점이다. 위의 케플러의 사례에

서 그 각각은, 케플러가 지구의 궤도에 관한 자료들로부터 타원 궤도를 얻

는 과정과, 화성의 궤도에 관한 자료들로부터 타원의 궤도를 얻는 과정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각각의 과정은 그 자체 독립적으로 성립되고 끝난 것

이 아니라, 하나의 ‘제1 법칙’으로 통섭되었다. 즉 선행되는 두 귀납의 과정

이 서로 독립된 것이기보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된 것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관성은 어디에 연원하는가?

그 연원의 하나로서 흔히 가설-연역적인(H-D) 관계를 들곤 하나27), 위

의 케플러 사례에 관해서라면 그것은 매우 사소한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케플러의 제1 법칙으로부터 지구와 화성 각각의 타원 궤도에 관한 가설은 

바로 연역될 수 있으나, 그 때문에 두 행성 궤도 사이의 연관성이 유도된

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어떤 하위 가설들을 ‘연역’해 낼 수 있

는 임의의 상위 가설을 매우 사소하게 만들어 낼 수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포스터는 그 연관성의 연원은 오히려 “서

로 다른 사실들의 총괄에 의해 결정되는 양들 사이의 법칙적 연결”(a 

law-like connection between magnitudes determined by different 

colligations of facts)28) 이라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들의 총

괄”이란, 바로 몇 단락 앞에서 휴웰이 언급한 ‘현상적 수준에서의 귀납’에 

해당한다. 포스터의 이러한 강조로 볼 때, 비록 그 자신은 명시적으로 언급

한 바 없으나, 케플러의 예에서 문제의 연관성의 핵심은 지구와 화성 각각

의 궤도를 결정함에 있어 드러난 거리 의 존재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두 행성 각각이 타원 궤도라는 귀납적 결론에 도달하는 데 거리 

은 필수적인 매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포스터의 이러한 강조는 어찌 보면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인다. 왜냐

하면 휴웰 자신 역시 포스터의 그와 같은 강조와 유사한 발언과 예들을 실

제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29) 오히려 포스터의 CV 방법과 관련해, 위의 

27) 이러한 견해는 예컨  휴웰의 저술을 요령 있게 편집한 Butts ed., (1968),  

p. 17의 견해이기도 하다.  
28) Forster (1988), p. 76.
29) 예컨  Whewell (1847), 2: p. 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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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플러의 사례 분석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고 본다. 우선 지구의 궤

도를 결정함에 있어 케플러가 삼각형 에서 이미 그 크기를 알고 있

는 각 과 으로부터 쉽사리 각 의 크기를 알 수 있었

을 때, 그는 동시에 또 다른 경로를 통해 확인된 각 의 크기 역시 

알고 있었는데, 바로 그 두 개의 값이 일치함은 문제의 방법을 통해 얻어

진 지구 궤도점들에 한 타원 궤도 함수가 ‘날조’된 것이 아님을 보여 주

는 제거적 귀납의 과정을 밟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본다면 나아가, 포스터가 강조한 “서로 다른 사실들의 총괄에 

의해 결정되는 양들 사이의 법칙적 연결” 역시 결국엔 어느 하나의 귀납에 

해 다른 하나의 귀납이 바로 제거적 귀납의 역할을 한 것을 보여 준 것

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케플러의 예에서 만일 우리가 관심을 두는 귀납이 

화성의 궤도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좀 더 정확히 말해 그때의 귀납적 가설

에 해, 화성의 궤도점들에 한 자료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구 궤도점들

에 한 자료 역시 동원되어, 화성의 궤도를 타원으로 보는 가설이 ‘날조’

된 것이 아님을 보여 주면서, 가능한 여타 경쟁 가설들을 제거해 버렸던 

셈이다. 

그렇다면 이제 휴웰의 귀납들의 통섭이 되었든, 아니면 포스터의 “…의 

법칙적 연결”이 되었든, 그와 같은 ‘통섭’ 내지 ‘연결’이 해당 가설의 입증

에도 역시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에 한 일차적인 답은 우선, 앞서 제1절

에서도 언급한 로, 그 증거의 다양성이 증 된 점을 들어 제시할 수 있

을 것이다. 예컨  케플러의 경우 지구의 궤도를 결정함에 있어 화성의 운

동으로부터 얻은 각 의 크기 자료를, 그리고 화성의 궤도를 결정함

에 있어서는 지구의 궤도에 관한 자료들을 각기 새로운 종류의 증거로 부

가해 활용한 셈이고, 이와 같은 증거의 추가적 다양성이 각 가설의 입증도

를 높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휴웰의 ‘통섭’이나 포스터의 ‘연결’

에 있어서는 이에 그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때 주어지는 추가적 증거는 

단지 다양성의 증 만을 초래하는 신, 좀 더 중요하게는 기존의 증거와 

어떤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

연 그와 같은 연관성이 해당 가설의 입증도를 높여 줄 수 있는지의 여부도 

보여 줄 수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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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해 포스터는 답을 주고 있지 않으나, 신 Myrvold (2003)에서 

그에 한 나름의 답을 찾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비교의 사

례들로 삼은 코페르니쿠스 가설과 케플러의 법칙 신, 마이어볼드의 경우 

프톨레마이오스의 가설과 코페르니쿠스의 가설을 비교 상으로 삼고 있긴 

하나, 그에 한 논의의 핵심은 그 로 우리의 경우로 옮겨 이해할 수 있

을 법하다. 이를 위해 먼저 앞서 케플러의 사례에서 화성의 궤도에 관한 

가설을  , 지구의 궤도에 관한 가설을 로 두기로 하자. 그리고 각각의 

가설에 한 독립적 증거를 각기 과 로 두기로 하자. 그리고 행성들의 

운동에 관해 략적인 현상적 정보(예컨  그것들이 주기 운동을 하되 가

끔 퇴행을 하기도 한다는 등의 정보)를 배경 지식 로 두기로 하자. 이러

한 약속하에, 케플러의 사례와 같은 귀납들의 통섭에 관해 입증의 측면에

서 마이어볼드가 제안하는 핵심은 우리가 그것을 일종의 ‘정보적 연관

성’(informational relevance)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  

배경 지식 하에 과 가 서로 정보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다. 하지만 여기서 ‘정보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이어볼드는 그러한 정보적 연관성의 측도 가 다음과 같은 확률 함수 

의 관계로써 해명할 수 있다고 본다.30) 

(3.1)     = log      

물론 ‘정보적 연관성’과 개념적으로 구별되긴 하나, 이러한 식으로 정의

된 측도는 일종의 ‘입증도의 증가’와 연계된다. 왜냐하면 만일 이때의 확률

을 논리적이거나 주관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총체적) 입증도를 그러한 확

률로 신한다면, 위의 식에서 정보적 연관도가 0 이상으로 커질 때 확률

의 증가가 곧 입증도의 증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31) 그렇다면 이제 만일 

30) Ibid., p. 410. 기호는 우리의 맥락에 맞게 수정.
31) 지금의 경우, ‘총체적 입증도’(degree of total confirmation)와 ‘입증도의 증

가’(degree of incremental confirmation) 사이의 차이에 한 좀 더 자세

한 논의를 위해서는 전영삼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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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웰의 ‘통섭’이나 포스터의 ‘연결’에서 -값이 그처럼 증가함을 보여 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문제의 과정들에서 해당 가설의 입증도 역시 높아짐

을 분명히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여기서 케플러의 두 가설 

과 를 통섭한 것으로 여겨지는 케플러의 ‘제1 법칙’을 로 두어 보기

로 하자. 앞서 언급한 로, 단순히 로부터 과 를, 나아가 과 

를 연역해 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과   사이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연관성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고, 따라서 

 =0이다. 즉 입증도에 아무런 증가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하

지만 만일 통섭의 가설 가 과   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보여 줄 수만 

있다면, >가 되어, 역시  >

 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이제 -값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다음과 같

이 정의되는 새로운 측도 를 살펴보기로 하자.

(3.2)     =    -     

그렇다면 이와 같은 측도 를 이용할 경우, 통섭의 가설 가 증거 과 

를 서로 연관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줄 경우, 그 정보적 연관성이 증 된

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32)

(3.3)     =    +    

+   

결국 통섭의 가설 가 증거 과 를 서로 연관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줄 

32) 우변을 베이즈의 정리를 이용해 정리하면 

log -log -log 를 얻고, 다시 이를 

정리해 log -log 를 얻어, 쉽사리 좌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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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그 정보적 연관성이   만큼 증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러

한 식은 단지 가설 가 증거 과 를 서로 연관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준

다고 이미 가정한 상태에서 나온 것일 따름이다. 따라서 실제로 

  가 적어도 0보다 큼을 보여 주지 않는 한, 이 식은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이에 관해 마이어볼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답해 나아가고 있다. 먼

저 코페르니쿠스의 가설에 있어서와는 달리, 케플러의 법칙 에 있어서는 

증거 가 성립할 경우 역시 증거 이 성립됨을 함축하고 있다. 앞서 케

플러의 예에서 살펴본 로, 지구와 화성의 궤도가 모두 타원일 때, 앞서의 

방식 로 지구의 궤도로부터 구해지는 화성의 궤도 역시 타원일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 이 경우 =1이므로, 두 증거 과 는 가설 

와 관련해 최 의 정보적 연관도를 갖게 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진다.

(3.4)     = log     
   =  log   

그런데 케플러의 예에서 (배경 지식 하에서) 화성에 관해 단순히 현상적 

자료 만에 해 그것이 바로 어떤 타원 가설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 것으

로 기 하기란 매우 어려웠을 것이고(만일 그러한 기 가 가능했다면, 이

미 코페르니쿠스가 쉽사리 그렇게 했을 것이다!), 따라서   값이 

매우 작았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식 (3.4)에서 정보

적 연관도   는 상 적으로 매우 커지고, 앞서 확인한 로 

 =0이므로, 이로써 식 (3.2)에서   이 0보다 크게 

될 것이다. 결국 식 (3.3)을 통해 우리가 보이고자 했던 점을 케플러의 실

제 사례를 통해 보여 줄 수 있게 된 셈이다.33) 

33) 귀납들의 통섭에서 핵심적인 정보적 연관도나 입증도의 증가 상황을 정확

히 고려하지 못했을 때 흔히 잘못된 입증도의 비교에 이를 수 있다. 예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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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볼 때, 마이어볼드의 논증은 케플러의 사례에 해 휴웰식의 통

섭 효과를 베이즈주의 방식으로 탁월하게 보여 주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케플러의 사례에 해 포스터의 CV 방법에 따라 문제의 “… 법칙적 연결”

을 고려한다면, 그것이 주장하는 바는 방금의 마이어볼드의 결론보다 한층 

더 특수한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3.5)   > 

곧 케플러의 사례에 해 CV 방법을 고려할 때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

김준성 (2008), p. 75에서는, 통섭하는 가설을  , 통섭되는 가설을 으
로 놓았을 때, 증거 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 확률들을 비교하면 

≤이 됨을 들어, 입증도를 통한 통섭의 이해 방

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명제의 정보가 더 풍부해질수록 그 명제

에 한 확실성이나 신뢰도는 점점 더 떨어진다”고 보는데, 가 을 

논리적으로 함축하므로, 바로 위의 부등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선 확률 과 의 비교에서, 주

어진 증거를 동일하게 으로 보는 문제뿐만 아니라, 증거와 증거 사이의 

연관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아이러니컬하

게도 해당 논문에서는 결론적으로 “… 양들 사이의 법칙적 연결” 관계를 

통섭의 핵심으로 보는 포스터의 견해를 옹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

하다).

 한편, 본 논문에 해 한 심사 위원은 지금의 경우 의 값이 작

기는커녕, 가 을 논리적으로 함축하므로 그 값은 오히려 최 의 값인 1

이 되고, 따라서 결국   이 0보다 크지 못할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논의에서 케플러가 얻은 가설 이나 가 

어떻게 얻어진 것인가에 관해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고 생각한

다. 그것은 각기  , 그리고  ,   등등으로부터 귀납들의 통섭에 의해 

얻어진 것으로, 어떤 증거나 가설을 연역해 내기보다, 어떤 증거와 증거, 가

설과 가설을 연관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게다가 지금의 경우 가설 는 정

량적이지 않고 단지 정성적일 뿐으로, 로부터 이나 이 바로 연역되

지 않는다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이하의 이어지는 논의

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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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의 가설은 태양계 내의 모든 행성에 한 가설 이기보다 단지 그 

중 하나인 화성에 한 가설 이라는 것이고, 그러한 가설 의 입증도

를 높이는 데 화성의 궤도에 관한 자료뿐 아니라 지구의 궤도에 관한 자료, 

그리고 그 양자의 연관성에 관한 가설 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이어볼드

는 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논증을 펴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일견 다행히도 

이 부등의 관계 역시 마이어볼드의 아이디어에 의해 쉽사리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먼저 앞서의 식 (3.3)에서   신 을, 그리고   신 를 고려해 

다음과 같은 식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3.6)    =    +    

             +   

그렇다면 앞서 식 (3.3)에 한 논증에서와 마찬가지로 좌변의 

 의 값은 우변의 각 항의 값보다 크게 마련이다. 따라서 

 > 의 부등 관계가 성립하고, (3.1)에 의해 

>가 성립한다. 그런데 에 

해 베이즈의 정리를 적용할 경우 그 분모 는, 에 

베이즈의 정리를 적용할 경우의 분모 보다 작고, 전자의 경우 그 

분자에서 는 실제적으로 을 논리적으로 함축하므로, 결과적으로 

>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의 식 (3.5)가 성립하

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직 심각한 문제 하나가 남아 있다. 가 을 

단순히 논리적으로 함축한다고 하면, 위의 식 (3.5)에서 좌변이 1이 되어, 

그 식은 사소하게 성립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를 케플러의 사례를 들어 

말한다면, 만일 단순히 그의 ‘제1 법칙’이 태양계 내의 각 행성의 궤도를 

통섭한 것으로 본다면, 그 통섭에 의해 화성의 궤도가 타원이라는 가설에 

한 입증도는 화성에 관한 증거와 지구에 한 증거의 연관 없이 바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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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입증도를 지닐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것은 곧 가설 

을 (배경 지식 하에서) 가설 로부터 증거 과 더불어 바로 연역해 낼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사실 귀납들의 통섭을 단순히 가설 로부터 이 연역 가능

하다는 점에서 찾는다는 것은 다시금 통섭의 핵심을 너무 단순하게 파악한 

것이다. 또한 이 점에서, 앞서 마이볼드에 따라 측도 를 도입해 단순히 

가설 가 증거 과 를 서로 연관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취

급한 일도 아직은 피상적이다. 체 무엇이 가설 로 하여금 증거 과 

를 서로 연관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는 것인가?

이 면에서 되돌아볼 때, 사실 문제의 가설 가 성립하는 것을 설명해 주

는 것은 케플러 이후의 뉴턴 역학이다.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분석할 필요

는 없으나, 행성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작용하는 

인력을 가정한다면, 그 행성 각각이 필연적으로 타원 궤도를 지니란 점을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들과 관련해 뉴턴이 설득력 있게 보여 주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34)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러한 뉴턴의 가설이 단순히 경험

적 일반화 결과가 아니라, ‘만유 인력’과 같은 일종의 이론적 실재를 가정

하고 있는 실로 하나의 ‘이론’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뉴

턴의 그러한 이론을 전제한다면, 문제의 증거 과 를 서로 연관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단순히 가설 이기보다 (뉴턴의 역학 이론과 같

은) 하나의 이론 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의 식 (3.5) 역시 진

정으로는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만 할 것이다(이러한 가 도입된 상태에서

는 행성의 현상적 운동에 관한 배경 지식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생략토록 한다).35)

(3.7)   >    

34) 예컨  Hanson (1961/1970) 참조.
35) 이와 관련해, 입증도의 증가는 근본적으로 ‘증거 생성의 메커니즘’에 의존한

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주장에 해서는, 예컨  Fitelson (2006), 

전영삼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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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일 식 (3.5)를 이처럼 식 (3.7)로 바꾸게 되면, 이것은 단순히 

형식상의 문제가 아니라, 포스터의 CV 방법이나, 나아가 휴웰의 통섭을 다

시금 새로이 이해할 수 있는 좀 더 깊은 영역으로 나아가게 된다. 무엇보

다 과   사이의 관계 역시 단순히 연역 관계로 파악할 수 없다. 왜냐하

면 단순 형식적으로는 여기서도 여전히 가 을 논리적으로 함축

하기는 하나, 가 증거  , 를 진정으로 연관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준다

는 점에 주목한다면, 그러한 연역 관계는 오히려 모순된 결과를 낳기 때문

이다. 이를 보이기 위해, 우선 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증거  , 가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증거들이라고 해 보자. 이러한 상태에서라면, 

 = 가 성립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를 도입하되, 

단순히 연역 논리적 관계에만 주목한다면, 가 을 논리적으로 함

축하므로,  > 이다. 그러나 여기서 가  , 를 

진정으로 연관시켜 준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 가 

성립하여야 할 듯하나, 방금의 세 식을 종합해 보면  >

 라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36) 

그러므로 의 이와 같은 위상으로 본다면, 사실 마이볼드식으로 가설 

가 증거  , 를 연관시켜 준다고 본 것이나, 포스터가 “… 양들 사이의 

법칙적 연결” 관계를 강조하는 데에도 암묵적으로는 이미 문제의 를 전

제한 것으로 보아야만 할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러한 “… 양들 사이의 

법칙적 연결” 관계가 ‘문제의 현상들 사이의 어떤 원인들을 나타내는’ 것이

라고 지적했을 때37), 자신이 이미 그러한 를 전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게다가 포스터는 그와 같은 연결 관계는 실로 그를 예견할 수 있는 

일정한 이론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음을, 그리하여 귀납적 가설의 성공이 

궁극적으로는 이론에 의존함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38) 하지만 적어도 그

들은 문제의 를 명시적으로 드러내 그로써 입증도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

는지를 분명히 보여 주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이제 마이어볼드나 포스

36) 이러한 확률 관계에 관해서는 Niiniluoto & Tuomela (1973), p. 232 참조.
37) Forster (1988), p. 57.
38) Forster (2007), pp. 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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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모두 를 전제한 것으로 인정하되, 우리로서는 한층 더 분명하게 를 

명시화하고, 그로써 입증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만일 과   사이의 관계가 단순히 연역 관계가 아니라고 하면, 

우선 그것의 진정한 관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로써 과연 위의 식 (3.7)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한 답 역시 나는 앞서 제2절에서 소개한 

힌티카의 귀납 논리에 의해 적절히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경우 이론 까지를 고려해 그의 귀납 논리를 한층 더 개발한 예들은 

Niiniluoto & Tuomela (1973), Tuomela (1973)에서 볼 수 있다. 먼저 

이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결과적인 입증도 수식들과 더불어 함께 알아

보기로 하자.

앞서 제2절에서 우리는, 실험 법칙 과 같이, 이론에 한 고려 없이 단

지 귀납적인 보편 가설만을 고려하였다. 하지만 이제 이론 까지를 고려

해 힌티카의 귀납 논리를 좀 더 진전시켜 보기로 하자. 하나의 이론 를 

고려하는 일은 동시에 이론적 실재에 관한 새로운 속성과 그를 나타내는 

어떤 술어 을 도입함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기존의 개의 원초 술어에 

이와 같은 이 새로이 추가되면 속성 요소들의 개수는   =2개로 늘

어나고(곧 기존의 속성 요소 각각에 해 다시금   또는 ∼이 부가되

어, 새로이 
  , 

  , …, 
 와 같은 속성 요소들이 주어지고), 이

론 는 과 관련해 예컨  ()[(⊃).(⊃)]와 같은 식의 주

장을 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새로운 이론적 술어를 

도입하게 되면, 앞서 제2절의 식 (2.7)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게 된다.

(3.8)

=




 ′ 
 ′  ′ 

 



 



  
 



 

이 식의 우변에서 다른 변수들은 우리의 논의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단

지 중요한 변수 에 해서만 초점을 맞춰 보기로 하자. 여기서 은 새로



귀납적 가설의 경험적 성공과 귀납들의 통섭 37

이 늘어난 속성 요소들 가운데 에 의해 배제되는 것들의 개수를 의미한

다. 예컨  과 관련해서라면, 이미 에 의해 배제된 속성 요소 (좀 

더 엄 하게 ∼  및 ∼∼에 해당하는 두 개의 

들)에 더해, ∼∼에 해당하는 속성 요소가 추가적으로 

에 의해 배제될 것이다(즉 이 경우 =1이다). 곧 에 의하면, 그와 같은 

속성 요소들까지 추가적으로 경험적 증거 중에는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그 개수는 의 주장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어느 

경우이든, 식 (3.8)로 볼 때,   값이 커짐에 따라, 증거   이외에 이론 

까지를 고려한 입증도 의 값이 커짐은 물론이다.39) 그러므로 

힌티카의 귀납 논리에 따르는 이들은 증거 뿐만 아니라 이론   역시 하

나의 증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차이라면, 전자가 관찰적인 데 

반해 후자가 이론적이라는 것뿐이다.40)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구성 요소 

 , 결국 우리의 가설 의 입증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나   모두 과 긍정적으로 연관되어(positively relevant)41)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 가 가설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2절에

서 살펴보았던 그 로 따라갈 수 있다. 곧 나   모두 일단은 해당 가설

과 경쟁하는 가설들에 한 입증도를 낮춰, 결과적으로 그것들을 제거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이론 가 그와 같은 효과를 나타

내는 방식은 증거 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앞서 제2절에서 언급한 

로 의 경우에는   에 이르기까지   이외의 구성 요소로서 <인 

모든 를 제거하는 반면, 이론 의 경우에는 오히려 >인 모든 를 

39) 위의 식 (3.8)에서 ′는 새로운 속성 요소들 가운데 관찰적 증거 에 나타

난 것들의 개수를 말한다. 따라서 이 값이 커질수록 의 값 역

시 커지게 마련이다.
40) 이에 관해 정확히는 Niiniluoto & Tuomela (1973), p. 118에서 각기 ‘관찰

적 지지’(observational support)와 ‘이론적 지지’(theoretical support)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41) 이것은 개념적으로는 앞서 마이어볼드가 언급한 ‘정보적 연관성’과 다르지 

않다. 다만 지금의 경우에는, 증거와 증거 사이의 연관성 신, 증거와 가

설, 이론과 가설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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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제거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음의 식이 성

립한다.

(3.9)   >    

그렇다면 이제 이상의 결과들을 케플러와 뉴턴에 관한 우리의 예에 적용

해 보기로 하자. 지금의 경우에도 역시 힌티카의 귀납 논리가 정량적 가설

에 해서까지 충분히 제시되지는 못했으므로, 그 기본 아이디어의 적용에 

그칠 수밖에 없으나, 그 핵심은 유지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우선 제2절의 

식 (2.7)에서 구성 요소 를 가설 으로 치해 보자. 이 경우 만일 증

거 과 가 서로 무관한 것이라면, 힌티카의 귀납 논리에서  =

 이다. 하지만 이제 이론 에 의해 증거   역시 가설 에 

긍정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러한 와 가 동시에 가설 

에 긍정적으로 연관되게 된다. 그러므로  에서 처음에 주어진 증

거 을 일종의 배경적 증거로 본다면, 이처럼 새로이 주어진 와 는 

다시 위의 식 (3.9)의 관계에 따라 곧 우리가 관심을 두는 식 (3.7)인 

> 이 성립하도록 해 준다. 이를 행성들의 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해명한다면, 증거 (즉 화성의 궤도에 관한 경

험적 자료) 이외에 이제 새로이 다양한 증거 (즉 지구 궤도에 관한 경험

적 자료)가 부가됨으로써, 화성의 궤도가 타원이라는 가설 에 경쟁적인 

여타 여러 가설들이 한층 더 많이 제거되는 한편, 나아가 이론 (즉 태양

계 내의 행성들은 타원일 수밖에 없다는 역학적 이론)의 도입에 의해 화성 

궤도에 관해 타원 이외의 다른 형태를 주장하는 여타 경쟁 가설들이 제거

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선호된 가설 은 힌티카의 귀

납 논리에서 구성 요소 에 해당하며, 따라서 그러한 제거 과정이 끝난 

이후 기존 내지 이후의 새로운 경험적 증거들은 가설 에 해 비로소 

매거적으로 그 입증도를 높여 가게 될 것이다. 

이상으로 좀 더 확장된 ‘귀납들의 통섭’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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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설의 경험적 성공에 관한 포스터의 CV 제안은 한편으로는 통섭의 핵

심을 좀 더 좁은 영역에서 구현하는 매우 구체적인 방안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보다 한층 더 나아가 필요한 이론의 개입시 입증의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보여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면에 관해서는 힌티카식의 귀납 논리가, 적어도 원리적으로, 명시적 

해명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결   어

지금까지 포스터의 제안으로부터 시작해 휴웰의 통섭에 이르기까지 힌

티카의 귀납 논리로써 해명한 과정과 그 결과는 물론 그 자체로 이 논문에

서 독립적 존재 의의를 갖는다. 다만 서두에서 밝힌 로, 이와 같은 결과

는 귀납적 가설 채택과 관련해 내가 주장한 바 있는 두 단계 채택의 방식

과 궤를 같이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곧 힌티카의 귀납 논리에 따라 

꼭 필요한 것으로 드러난 제거적 귀납과 매거적 귀납의 두 단계는, 내가 

주장하는 바 엄격한 테스트와 베이즈주의적 입증에 의해 이루어지는 두 단

계의 가설 채택의 방식과 적어도 그 핵심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 물론 이것들이 왜 서로 일치하는가에 관해서는 별도의 이론적 탐구가 

필요하나, 이는 본 논문의 목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에 한 

논의 결과는 후자의 결과를 다시 한번 지지해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또한 과학 철학상의 한 ‘통섭’ 과정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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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irical Success of an Inductive Hypothesis and 
Consilience of Inductions 

Young-Sam Chun

In Chun (2013), I argued that the procedure for an inductive 

hypothesis acceptance requires both Mayoian “severe test” and 

Bayesian confirmation, and that it is only completed by at least two 

stages of acceptance. Here in this paper, of course, I don't repeat 

the argumentation; instead, I show how the similar, if not the 

same, conclusions can be once again attained by some writers' 

argumentations done for their own other purposes.

For my purpose, the paper proceeds in the following way. Firstly, 

I examine critically in my own view of the matter a suggestion 

made in Forster (2007) on empirical success of an inductive 

hypothesis. And then I try to connect extensively the meaningful 

results with the traditionally well-known process of “consilience of 

inductions” since Whewell. Finally, I show how appropriate 

Hintikka's inductive logic is for a logical explication of the road 

from the former to the latter.

Key Words: empirical success of an inductive hypothesis, 

consilience of inductions, Forster, Whewell, 

Hintikk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