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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의 문제에 관한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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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를 둔 아버지가 ‘두 아이 중 적어도 한 아이는 딸이다’고 말했다고 하

자. 첫째 질문: 이 말이 참일 때 그의 두 아이가 모두 딸일 확률은 얼마인가? 

그리고 이 아버지가 지나가는 한 아이를 가리키며 저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고 

말한다고 하자. 둘째 질문: 이 경우 그의 두 아이가 모두 딸일 확률은 얼마일

까? 이 두 질문에 답하는 것이 ‘두 딸의 문제’이다. 이 논문은 두 딸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두 사람의 대화를 다룬다. 두 사람은 첫째 질문

에 대해 똑같이 1/3이라고 답한다. 하지만 둘째 질문에 대해서 다르게 답하는

데, 한 사람은 1/2이라고, 다른 사람은 1/3이라고 답한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각 견해를 지지하는 근거를 살피면서 두 견해의 공통점에도 주목한다. 두 견해 

모두 질문자의 인식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두 딸의 문제에 답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또한 두 견해 모두 직접 관찰이 간

접 정보 전달보다 가설의 확률을 더 높인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주요어】확률, 조건부 확률, 두 딸의 문제, 양도논법, 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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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딸의 문제

‘민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처음 만나서 화를 나누는 도중에 다음

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하자.

[질문1] 나에겐 두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이 중 적어도 한 명은 딸입

니다. 내 아이 두 명 모두 딸일 확률은 얼마일까요?1)

이 질문에 해서 당신은 다음과 같은 해법을 따라 그 답이 1/3이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

[해법1] 두 아이를 성별과 순서에 따라 분류할 때, 있을 수 있는 경우

는 (딸, 딸), (아들, 딸), (딸, 아들), (아들, 아들), 이렇게 네 가지이다. 

임의의 아이가 딸일 확률과 아들일 확률은 각각 1/2로 동일하다고 하

자.2) 이 때 위의 네 경우는 각각 동일한 확률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민수의 두 아이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은 딸이라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네 가지 가능한 경우 중 (아들, 아들)의 경우는 

 1) 이 문제의 초기 버전은 Martin Gardner가 1959년에 제시한 것인데 ‘두 아

이 문제’로 알려져 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묻고 있다. “존스에게 두 

아이가 있다. 큰 아이는 딸이다. 두 아이 모두 딸일 확률은 얼마인가? 스미

스에게 두 아이가 있다. 적어도 한 아이는 아들이다. 두 아이 모두 아들일 

확률은 얼마인가?” Gardner는 둘째 물음의 답이 처음에는 1/3이라고 답했

다가 나중에는 해석에 따라 1/2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04년 Craig Fox

와 Jonathan Levav는 사람들이 조건부 확률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에 

관한 심리학 연구에서 이 문제를 활용했다. 듀크 에서 확률 및 통계 수업

을 듣는 MBA 학생 122명 중 60명에게 “스미스에게 두 아이가 있다. 적어

도 한 아이는 아들이다. 두 아이 모두 아들일 확률은 얼마인가?”라고 물었

을 때, 85%의 학생이 1/2이라 답했고 3%의 학생만이 1/3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62명에게는 “스미스에게 두 아이가 있다. 둘 모두가 딸은 아니다. 

두 아이가 모두 아들일 확률은 얼마인가?”라고 물었을 때 39% 학생이 1/2

라고 답했고 31% 학생이 1/3이라고 답했다(Fox & Levav 2004, p. 631).

 2) 출산 전에 인위적으로 성별을 선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아출산율과 여

아출산율은 같지 않다는 보고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탐구하자고 하는 문제

와 무관하다. 우리는 이 글에서 두 출산율이 같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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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되어야 한다. 나머지 세 경우는 각각 동일한 확률을 갖고 있다. 두 

아이가 모두 딸일 확률은 이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이므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1/3이어야 한다.

그런데 민수가 애초에 던졌던 질문과 유사하지만 한 가지 문장이 첨가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질문2] 나에겐 두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이 중 적어도 한 명은 딸입

니다. (지나가는 한 아이를 지칭하면서) 저 아이가 바로 내 딸입니다. 

내 아이 두 명 모두 딸일 확률은 얼마일까요?3)

이 질문에 해서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 다음과 같은 해법을 따르자면 그 

답은 1/2이어야 한다.

[해법2] [질문2]에서 묻고 있는 확률은 질문자의 두 아이 중에서 질문

자가 지칭하여 소개한 아이가 아닌 다른 한 명의 아이가 딸일 확률과 

정확히 같다. 임의의 아이가 딸일 확률과 아들일 확률은 각각 1/2로 

동일하므로 [질문2]에서 묻고 있는 확률은 1/2이다.

위의 두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두 딸의 문제’라 한다. 

이 질문들에 해 위에 제시된 각각의 해답에 동의하는가? 동의한다고 하

자. 그렇다면 두 아이가 모두 딸일 확률이 두 질문에서 다르므로, 두 질문

에는 서로 다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정보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은, 민수가 지나가는 아이를 지칭하며 ‘저 아

이가 바로 내 딸이다’라고 말한 것밖에는 없다. 이 진술이 새로운 정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를 놓고 펼쳐질 수 있는 논쟁을 따라가 보도록 하자. 다음 장에 등장

하는 두 사람 ‘한’과 ‘명’은 서로 다른 견해를 지지하기 위해서 논쟁을 벌인

 3) Ruma Falk는 1978년에 출판된 책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낸다. “스미스

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다. 우리가 거리에서 소년과 함께 걷고 있는 그를 만

났을 때 그는 함께 있는 소년이 자기 아들이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스

미스의 다른 아이도 아들일 확률은 얼마인가?”(Bar-Hillel & Falk 1982,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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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과정에서 두 딸의 문제가 감추고 있는 직관과 견해의 충돌이 드러

날 것이다.

2. 대화

한: 저는 [질문1]에는 [해법1]을 따라서 ‘1/3’이라는 답이, [질문2]에는 

[해법2]를 따라서 ‘1/2’이라는 답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해법1]과 [해법2]에서 설명된바 그 로입니다. 

명: 저랑 생각이 다르군요. 저는 [질문1]과 [질문2] 모두에 ‘1/3’이라는 

답이 주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 그렇다면 당신은 [질문2]에 해 제시된 [해법2]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고 여겨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인가요?

명: 저는 [해법2]에 나오는 “임의의 아이가 딸일 확률과 아들일 확률은 각

각 1/2로 동일하다”는 것은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는 [질문2]에서 묻

고 있는 확률이 1/2이라는 것을 함축하지 않습니다.

[질문2]에서 ‘지나가는 한 아이’가 첫째 아이인지 둘째 아이인지 알려

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질문2]의 상황이 [질문1]에서 “이 중 적어도 

한 명은 딸입니다”라고 말해준 상황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한 

아이를 지칭하는 것이 확률 계산을 위한 정보에 모종의 변화를 준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 그렇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한 아이를 지칭하는 것이 모종의 정보 변화

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변화된 정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전에 먼

저 [해법2]에 한 당신의 주장에 해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지칭된 아이가 아닌 나머지 한 아이가 딸일 확률과 아들일 

확률은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아마도 그 나머지 한 아이가 딸일 

확률은 여전히 1/3이라고 주장하겠지요. 하지만 과연 그런지 생각해 봅

시다. 우선, 두 딸의 문제를 동전 던지기라는 확률의 전형적인 상황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두 개의 동전을 던지고 그 결과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알지 못하는 당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두 동전 중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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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는 앞면입니다. 두 동전 모두 앞면일 확률은 얼마입니까?” 이 두 

동전의 문제는 [질문1]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가능한 경우는 

(앞면, 앞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입니다. 이 중 적

어도 한 개는 앞면이라고 했으므로 (뒷면, 뒷면)의 경우는 배제합니다.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나머지 세 경우 중 하나일 확률과 같으므로 1/3

입니다. 

자, 이제 저는 당신에게 앞면이 나온 동전 하나를 보여줍니다. 이제 

나머지 동전 하나도 앞면일 확률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1/2입니다. 그

리고 이 확률은 바로 두 동전이 모두 앞면일 확률과 같습니다. 이는 

[질문2]에서 묻고 있는 확률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머지 한 아이가 딸일 확률을 1/2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요?

좀 더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두 딸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 충분히 큰 규모의 표본 조사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요? 불행히도 이런 표본 조사를 실제로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표본 조사를 하는 데 어려움 중 하나는 [질문2]에서 한 아이를 지칭하

는 상황을 어떻게 표본 조사에 반영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조금 수정하여 지나가는 아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이름을 

정해주는 것으로 질문을 변경해 봅시다. 즉 [질문2] 신에 다음 [질문

3]을 고려하는 겁니다. 

[질문3] 나에겐 두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이 중 적어도 한 명은 딸

입니다. 그리고 그 딸의 이름은 지나입니다. 내 아이 두 명 모두 딸

일 확률은 얼마일까요?4)

    이렇게 우리 문제를 [질문3]으로 변경한다면, 표본 조사를 하는 방법

은 간단해 집니다. 우선, 두 명의 아이가 있는 부부들을 무작위로 선정

 4) 이론 물리학자 Leonard Milodinow는 ‘적어도 한 아이가 딸이다’라는 정보

만 주면 두 아이 모두 딸일 확률은 1/3이지만, 그 딸아이 이름이 플로리다

라는 것을 알려주면 그 확률은 1/2로 바뀐다고 주장하고 있다(Milodinow 

2008, pp. 51-113). 이에 한 논평은 Marks & Smith (2011)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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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두 아이가 모두 아들인 부부들은 제외한 

후, 나머지 부부들 중에서 한 아이의 이름이 지나인 경우를 찾아냅니

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딸아이 한 명의 이름이 지나인 부부들 

중에서 두 아이가 모두 딸인 부부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실제로 이

런 표본 조사를 한 적은 없지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값을 

찾아본 결과는 이렇습니다.5) 

․여자 아이에게 ‘지나’라는 이름을 붙일 확률: 1%

․두 아이를 둔 부부: 100만 쌍

․이 부부들 사이에서 난 아이들 중 딸: 999,862명

․딸아이를 적어도 한 명 둔 부부: 750,117쌍

․두 아이가 모두 딸인 부부: 249,745쌍

․‘지나’란 이름의 딸아이가 있는 부부: 10,084쌍

․‘지나’란 이름의 딸아이가 있는 부부 중 두 아이가 모두 딸인 부

부: 4,997쌍 

    이 시뮬레이션에서 지나란 이름의 딸아이가 있는 부부 10,084쌍 중에

서 두 아이가 모두 딸인 부부는 4,997쌍입니다.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질문1]에 한 답은 1/3에 매우 가깝지만 [질

문3]에 한 답은 1/2에 매우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지나를 제외한 나머지 한 아이가 딸일 확률과 

아들일 확률은 각각 1/2이라는 것이지요.

명: 이 시뮬레이션에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의의 딸이 ‘지나’

라는 이름을 갖게 될 확률이 0으로 수렴할수록 [질문3]의 답변이 1/2

로 수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우리를 속이는 측면이 있

습니다. ‘지나’라는 이름이 매우 드물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은 그 아

이가 매우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그 아이를 우주 

속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경우 주어

진 물음은, 한 아이가 유일무이한 특별한 존재인 조건에서, 나머지 한 

아이가 딸인 확률을 묻는 셈이 됩니다. 이 물음의 답은 1/2입니다. 다

시 말해 ‘지나’라는 이름이 한 개별자를 몹시도 특별나게 만들어버릴 

 5) Blais (2010). 여기서는 ‘지나’라는 이름 신 ‘Florida’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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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주어진 물음 자체가 변경됩니다. 이것은 [질문3]은 [질문2]와 다

르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 제가 ‘지나’라는 이름이 몹시 드문 이름이

라는 것을 모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한 아이가 지나라는 이름

을 갖는다는 정보는 확률 계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경우 [질문3]은 [질문2]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한: ‘지나’라는 이름이 드문 이름인지가 이 문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저는 이름의 희귀성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은 아이의 이름이 매우 드물다고 가정하는 것이 ‘그 아이가 매우 특별

한 아이’이고 ‘우주 속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말

해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인간은 모두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름의 희귀성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은 앞에 등장한 시

뮬레이션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는 임의의 여자 아이가 ‘지나’라는 이

름을 가질 확률을 1%라고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100명의 여자 중 한 

명이 갖고 있는 이름을 ‘희귀한’ 이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한 해 약 5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이 중 

약 절반이 여자 아이입니다. 여자 아이 중 가장 흔한 이름으로 꼽히는 

‘서연’의 경우 약 3천 명 정도가 됩니다. 1%를 조금 넘지요. 남자 아이

와 여자 아이를 통틀어 1%를 넘는 이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시 말

해, 아주 흔한 이름으로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1% 정도의 ‘흔한’ 이름을 가지고도 1/2이라는 결론이 나온 이유는, 

제 생각에, 그 여자 아이가 ‘지나’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아이를 ‘지나’라는 이름으로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를 

‘지나’라는 이름으로 지칭한다는 것은 그 아이를 ‘유일무이한 특별한 존

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 그런 

목적이 아닐까요? 한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지칭하는 것도 동일한 

목적, 즉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유일무이한’ 존재로 인식하

려는 목적을 가진 행위입니다. 결국 [질문2]와 [질문3]은 그 점에서 동

일합니다.

명: 두 딸의 문제는 처음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수수께끼를 안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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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네요. 한 딸아이의 이름이 지나인 조건에서 다른 아이가 딸일 확률을 

엄 하게 계산해 보았습니다. 민수의 두 아이 이름이 같을 수 있는 경

우, 두 아이 가운데 적어도 하나가 딸이고 그 딸아이 이름이 지나인 조

건에서 다른 아이도 딸일 확률은 (2–f)/(4–f)입니다.6) 여기서 f는 임

 6) 계산에 필요한 명제를 다음과 같이 약칭하자.

 민수의 첫째 아이가 딸이다: 1G

 민수의 첫째 아이가 아들이다: 1B

 민수의 둘째 아이가 딸이다: 2G

 민수의 둘째 아이가 아들이다: 2B

 민수의 첫째 아이 이름이 지나이다: 1F

 민수의 둘째 아이 이름이 지나이다: 2F

 민수의 두 아이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딸이다: 1G∨2G. 즉 (1G&2G)∨

    (1G&2B)∨(1B&2G) 

또한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1G와 1B는 서로 배타적이고, 2G와 2B도 서로 배타적이다.

 1G와 2G는 서로 독립적이고, 1F와 2F도 서로 독립적이다.

 Pr(1G) = Pr(1B) = Pr(2G) = Pr(2B) = 1/2

 Pr(1F) = Pr(2F) = f 

민수의 두 아이 가운데 적어도 하나가 딸인 조건에서, 다른 아이도 딸일 확

률은 다음과 같다.

 Pr(1G&2G|1G∨2G) 

 = Pr(1G&2G|(1G&2G)∨(1G&2B)∨(1B&2G)) 

 = Pr(1G&2G)/Pr((1G&2G)∨(1G&2B)∨(1B&2G)) 

 = Pr(1G&2G)/{Pr(1G&2G)+Pr(1G&2B)+Pr(1B&2G)} = 1/3

민수의 두 아이 가운데 적어도 하나가 딸이고 그의 딸아이 이름이 지나인 

조건에서, 다른 아이도 딸일 확률은 다음과 같다.

Pr(1G&2G|(1G&1F)∨(2G&2F)) 

= Pr(1G&2G|(1G&1F&2G&2F)∨(1G&1F&2G&∼2F)∨(1G&∼1F&2G&2F)∨

     (1G &1F&2B)∨(1B&2G&2F)) 

= Pr((1G&1F&2G&2F)∨(1G&1F&2G&∼2F)∨(1G&∼1F&2G&2F))/Pr((1G&1F&

     2G&2F)∨(1G&1F&2G&∼2F)∨(1G&∼1F&2G&2F)∨(1G&1F&2B)∨(1B&2G&2F)) 

= Pr(1G&1F&2G&2F)+Pr(1G&1F&2G&∼2F)+Pr(1G&∼1F&2G&2F)}/{Pr(1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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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아이가 ‘지나’라는 이름을 가질 확률입니다.

이 두 가지 결과 모두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한 아이의 키는 

다른 아이의 키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의 두 아이 가운데 

적어도 하나가 딸이고 그 딸아이 키가 160.00cm인 조건에서, 다른 아

이도 딸일 확률은 (2–h)/(4–h)입니다. 여기서 h는 한 아이의 키가 

160.00cm일 확률입니다. 어떤 아이의 키가 160.00cm일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이 확률이 0.01이라 계산해도 (2–h)/(4–h)는 0.4987

입니다. 다시 말해 거의 1/2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현상입

니다. 왜 한 딸아이의 키에 한 정보를 주는 것이 다른 아이가 딸일 

확률을 1/3에서 1/2로 변경하는 것일까요? 정말이지 키든 이름이든, 그

것의 희귀성은 우리 물음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누

구나 이름을 갖고 있고, 설령 없다 하더라도 임의로 이름을 붙일 수 있

을 테니까요. 또한 그의 키가 165.345968943cm라는 사실은, 비록 아무

개가 이러한 키를 가질 확률은 매우 낮겠지만, 이러한 낮은 확률이 그

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지 못합니다. 저의 애초 견해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확률 계산에서 f를 1로 간주해야 할 테지만, 제 생각에도, 민수

의 딸아이에게 귀속하는 어떤 속성이든 그 아이가 그런 속성을 가질 

확률을 1로 간주하는 것은 몹시도 이상해 보입니다.

집안에서 아이들 이름을 서로 다르게 붙여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1F&2G&2F)+Pr(1G&1F&2G&∼2F)+Pr(1G&∼1F&2G&2F)+Pr(1G&1F&2B)+

     Pr(1B&2G&2F)}

= {f2/4 + f(1-f)/4 + f(1-f)/4}/{f2/4 + f(1-f)/4 + f(1-f)/4 + f/4 + f/4} 

   = (2f – f
2)/(4f – f2)

= (2–f)/(4–f)

여기서 f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위 확률값은 1/2로 수렴하고, f가 1로 가까이 

가면 위 확률값은 1/3로 수렴한다.

 최근 Hawkins (2010)와 Rehmeyer (2010)은 “나에게 두 아이가 있다. 하

나는 화요일에 태어난 아들이다. 두 아이 모두 아들일 확률은 얼마인가?”라

고 묻고 있다. 이 문제가 BBC NEWS 등 각종 웹사이트에 소개된 이후 수

학자, 물리학자, 철학자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1/2이라는 답변과 

13/27이라는 답변이 경쟁한다. 한 아이가 화요일에 태어날 확률은 1/7이기 

때문에, (2–f)/(4–f)에서 f 자리에 1/7을 입하면, 13/27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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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 굳이 속성이라고 한다면, 이름처럼 한 아이의 속성이 다른 아이의 

속성을 배제하는 경우,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1/2입니다.7) ‘둘 중에서 

키가 더 크다’든지 ‘둘 중에서 더 뚱뚱하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런 경우

에 해당합니다. 계산에 따르면, 민수가 자기의 한 딸에 해 이러한 정

보를 제공할 경우, 다른 아이가 딸일 확률은 1/3에서 1/2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한 딸아이의 이름이 지나일 확률이 1이라 하더라도 모

든 아이가 딸일 확률이 1/3에서 1/2로 바뀐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는 것을 뜻합니다. 

한: 두 가지 중요한 소식을 듣게 되었네요. 하나는 당신의 견해가 충분히 

숙고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이 고생스럽

게 계산해낸 결과가 저의 입장을 잘 해명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에겐 이 두 소식 모두 중요하면서도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애

초 당신은 [질문1]과 [질문2]에 모두 1/3이라는 답을 제시했지만 이제

는 적어도 어떤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정의 결

과가 저의 생각과 같게 되길 바라지만, 중요한 것은 [질문2]의 답이 왜 

1/2로 바뀌는지 설명하는 것이겠지요. 

이를 위해서는 당신이 고생스럽게 계산한 결과가 왜 저에게 희소식

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민수의 두 딸의 이름

이 모두 지나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경우와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

는 경우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 우리가 찾는 값이 (2–

f)/(4–f)이고, 후자의 경우 그 값은 1/2이라는 결과를 내놓았지요. 그런

 7) 우리가 두 아이의 이름이 반드시 달라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다시 말해 1F

와 2F가 서로 배타적이라고 가정할 경우, Pr(1G&2G|(1G&1F)∨(2G&2F))는 

다음과 같다.

Pr(1G&2G|(1G&1F)∨(2G&2F)) 

= Pr(1G&2G|(1G&1F&2G)∨(1G&2G&2F)∨(1G&1F&2B)∨(1B&2G&2F)) 

= Pr((1G&1F&2G)∨(1G&2G&2F))/Pr((1G&1F&2G)∨(1G&2G&2F)∨

     (1G&1F &2B)∨(1B&2G&2F))

= {Pr(1G&1F&2G)+Pr(1G&2G&2F)}/Pr(1G&1F&2G)+Pr(1G&2G&2F)+

     Pr(1G&1F &2B)+Pr(1B&2G&2F)}

= {Pr(1F)/4 + Pr(2F)/4)/{Pr(1F)/4 + Pr(2F)/4 + Pr(1F)/4 + Pr(2F)/4}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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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런 질문을 던져 봅시다. 민수가 자신의 두 아이를 똑같이 ‘지나’라

고 부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그가 자신의 두 딸을 구별할 수 없을

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민수가 두 딸을 구별할 수 있다면, 그는 언

제든지 ‘지나’라는 이름 신에 서로 다른 두 이름을 이용해서 두 딸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는 두 아이의 이름이 모두 지나일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질문3]에 한 답

은 1/2이라는 것이지요. 

당신이 제시한 (2–f)/(4–f)라는 답은 훌륭합니다. 이 답은 범용이

라서 모든 질문을 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f가 0이라면 우리가 

찾는 답은 1/2이고, f가 1이라면 그 답은 1/3이겠지요. f의 값을 적

절히 정하면 지금까지 등장한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f

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당신은 f를 ‘민수의 한 딸이 지나

라는 이름을 가질 확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f를 간주하는 

것이 혼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했지만, 문제는 ‘지나’라는 이

름이 얼마나 희귀한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점은 

‘지나’라는 이름으로 민수의 아이를 구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물어 봅시다. 민수의 두 아이를 보고 누가 지나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만약 민수의 두 아이 중 한 명만

이 딸이고 나머지 한 명은 영락없는 남자로 보인다면, 우리는 두 아이 

중 누가 지나인지에 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

다. 반면 두 아이가 모두 딸이라면, 우리는 누가 지나인지 확신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그 어떤 경우라도 민수는 

누가 지나인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와 민수 간에 존재

하는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만약 f가 ‘아이의 키가 5m 이하일 확률’을 

나타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우리는 두 아이 중 누구의 키가 

5m 이하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당연히 두 아이 모두 5m 이하일 것

이라는 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민수는 별다른 차

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키가 5m 이하임’이라는 속성은 두 아이를 

구별하는 데 기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f를 1로 간주할 수 

있을 겁니다. f가 ‘아이임’이라는 속성을 나타낸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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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민수의 두 아이가 ‘아이임’을 알 수 있지요. 두 가지 점에서 우

리는 민수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는, 두 아이가 모두 아이라는 점을 

확신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임’이라는 속성만을 통해서는 두 

아이를 구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질문1]에서 제시되고 있는 상

황입니다. f를 1로 간주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따라서 [질문1]에 한 

답은 1/3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3]과 관련해서 f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요? 이미 

말했듯이 중요한 점은, 두 아이 중 누가 ‘지나’란 이름을 가진 딸인지를 

확인하는 데 민수와 우리의 인식적 처지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는 두 아이 중 누가 지나인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둘 다 딸이라면 우

리는 누가 지나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8) 따라서 “두 아이 중 적

어도 한 명이 딸이며 ‘지나’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정보는 “우리에

게 두 아이 중 한 명의 딸이 5m 이하의 신장을 갖고 있다”는 정보와 

다를 바 없고, 두 아이 중 한 명의 딸이 아이라는 정보와도 다를 바 없

습니다. 다시 말해서 f를 1로 간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질문1]

의 상황과 다르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가 민수의 관점을 취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민수는 

당연히 둘 중 누가 지나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 아이 중 적어도 한 명은 딸이고 그 아이의 이름은 지나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요. 여기서 중요한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

나의 선택은, 우리가 민수의 관점에 서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민수가 

‘지나’라는 이름을 통해서 두 아이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

고 우리 역시 민수처럼 그런 능력이 있는 척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사실 그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민수의 진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면, 우리에게도 민수처럼 그런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무런 해가 

 8) 물론 우리도 두 아이를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다. 분

명히 두 아이는 어떤 구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아이를 본다면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과 ‘두 아이를 

보기 전에 이 둘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다르다. 민수는 두 능력

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전자의 능력만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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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선택은, 민수의 관점을 취하지 않고 우리

의 관점을 유지하는 겁니다. 즉 ‘지나’란 이름으로 두 아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다고 보는 겁니다. 두 가지 선택 모두 우리에

게 열려 있습니다. 어느 쪽도 인식적으로 합당치 못한 안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지만, 갖고 있는 척 할 수 있

는 능력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질문들 모두에 

해서 민수는 ‘1’ 또는 ‘0’이라는 확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자

신의 두 아이가 모두 딸인지 아닌지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민수는 그

런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진 척해서는 안 됩니

다. 민수는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척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

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민수의 관점을 취한다’고 

말할 때에는 ‘민수가 실제로 갖고 있는 관점에 온전히 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인식적으로 허용된 지점까지 민수의 관점을 취한다’

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민수의 관점에 선다면, f를 

0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우리가 찾는 값은 1/2이 됩니다.

      이 정도의 설명으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

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바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제시하는 f에 한 규정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f는 ‘민수의 아이가 지나라는 이름을 가질 확

률’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f는 ‘지나라는 이름을 통해서 두 

아이를 구별할 수 없을 확률’과 같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

될 때 f는 누구의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

다.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유지한다면 f는 1로 간주되는 것이 맞고, 우

리가 민수의 관점을 취한다면 f는 0으로 간주되는 것이 맞습니다.9)

      이런 설명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딸의 문제에 

한 다음과 같은 해법을 고려해 봅시다.

 9) 확률 계산에 관해 여기서 제시된 견해를 ‘관점주의’라 한다. 이에 한 정교

한 논의는 Zuboff (2000); 김한승 (2011)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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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의 두 아이를 a와 b라고 하자. a가 딸이거나 b가 딸이다. a가 

딸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우리가 찾는 확률은 b가 딸일 확률이다. 

이 확률은 1/2이다. 또 b가 딸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a가 딸일 확률이다. 이 확률 역시 1/2이다. 따라서 양도논법

에 의해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1/2이다. 

    우리는 이 해법을 ‘양도논법에 의한 해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양도논법에 의한 해법은 매우 그럴 듯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암묵적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두 아이를 ‘a’와 ‘b’라

는 이름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이름은 우리

가 편의상 붙였을 뿐, 우리가 어느 쪽이 a이고 어느 쪽이 b라고 말하

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 두 이름을 가지고 두 아이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 점에서 양도논법에 의한 해법은 인식적으로 허용되

지 않은 관점을 취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설명에 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동의한다면, 이런 식의 설

명이 다른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사례를 찾아 논의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명: 우리의 화에 열매가 맺힌 것 같아 저도 기쁩니다. 우리가 두 가지 관

점을 취할 수 있고 관점에 따라 확률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당신의 주

장은 매우 놀랍고 흥미롭습니다.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관점도 확률값

을 바꿀 수 있다니 흥분되는 주장입니다. 저는 그 가 언급한 ‘관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취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

우 우리는 확률값이 보다 높은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확률 계산에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들과 관점들을 모두 

동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수 가능한 단서를 사용하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러한 자유는 인식론상 오류로 이끌게 될 것입니

다.

      이른바 ‘양도논법에 의한 해법’은 저도 제 친구로부터 들었습니다.10) 

10) 박일호와 개인 화. 그는 “민수에게 두 아이가 있고 둘 가운데 적어도 하

나가 딸이다”를 “∃xGx”로 번역했고 “나에게 두 아이가 있고 둘 모두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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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는 이 논법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이 논법이 “우리가 두 아이를 ‘a’

와 ‘b’라는 이름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다”를 가정하고 있다고 말씀합

니다. 저는 오히려 이 논법이 “두 아이는 구별되는 개별자이다”를 가정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는 매우 합당한 가정이고 거짓일 수가 없습니

다. 나아가 우리 앞에 두 아이가 있다면 우리는 둘의 차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만일 두 아이가 구별되는 두 개별자라면 우리는 둘에게 서로 

다른 고유명사를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 임의의 고유명사가 바로 a와 

b인 것입니다. 키가 더 큰 아이를 a라고 부르든, 더 작은 아이를 a라고 

부르든, 그 양도논법의 계산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수의 

두 아이는 분명 구별되는 두 개별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구별불

가능한 두 개별자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11) 우리는 두 아이를 

임의로 각각 a와 b라 이름 지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양도논법에 의한 

해법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두 아이에게 각기 다른 이

름을 부여하는 것에 특별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1]에 한 답이 1/3이라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명백합니다. 저

는 이 물음에 한 답을 1/2로 변경하는 안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저

는 [질문1]에서 [질문3]으로 바뀜에 따라 확률이 1/3에서 1/2로 바뀌는 

것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몇 주 동안 고민 끝에 저는 [질문

2]나 [질문3]의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답변이 나

올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점은 그 와 화에서 얻은 큰 

진보입니다.

이다”를 ∀xGx로 번역했다. 여기서 ‘Gx’는 ‘x는 나의 딸이다’이고, 양화사 

x의 논의 구역은 민수의 두 아이 a와 b에 한정된다. 양화사의 논의 구역 

때문에 “∃xGx”는 “Ga∨Gb”와 동치이고 “∀xGx”는 “Ga&Gb”와 동치이

다. 박일호는 다음과 같은 계산 결과를 내어 놓았다.

(i) Pr(Ga&Gb|Ga∨Gb)=1/3;

(ii) Pr(Ga&Gb|Ga)=1/2;

(iii) 만일 Ga이라면, Pr(Ga&Gb)=1/2;

(iv) 만일 Ga∨Gb이라면, Pr(Ga&Gb)=1/2.
11) 물리학자들이 서로 구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보스 입자들이 엄 한 의

미에서 실제로 구별 불가능한지에 한 논의는 여기서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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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동전 예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 물음을 생각해 봅시다.

[동전1] 10원짜리 동전을 두 개를 던졌습니다. 둘 가운데 적어도 하

나가 앞면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앞면이 나왔을 확률은 얼

마일까요?

[동전2] 10원짜리 동전을 두 개를 던졌습니다. 제가 하나를 손으로 

가렸지만 나머지 하나는 보시다시피 앞면이 나왔죠?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 제가 손으로 가리고 있는 이 동전도 앞면

이 나왔을 확률은 얼마일까요?

[동전3] 10원짜리 동전 하나와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던졌습니다. 

제가 하나를 손으로 가렸지만 나머지 하나는 보시다시피 앞면이 나

왔죠?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 제가 손으로 가리고 

있는 이 동전도 앞면이 나왔을 확률은 얼마일까요?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은 [동전2]와 [동전3]의 답변이 1/2라고 주장했

습니다. 이런 주장은 [질문2]와 [질문3]의 답변이 1/2이어야 한다는 주

장과 그 직관과 통찰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동전2]를 생각해 봅시다. 민수가 10원짜리 동전을 두 개 던지면 각 

1/4의 확률로 (앞면, 앞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순서쌍에서 왼쪽 항은 민수 시각에서 보다 왼쪽에 

떨어진 동전의 결과를 말하고 순서쌍에서 오른쪽 항은 민수 시각에서 

보다 오른쪽에 떨어진 동전의 결과를 말합니다. 이제 민수가 [동전2]처

럼 물을 수 있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으로 가려진 동

전이 앞면이라고 생각한다면 세 경우 가운데 오직 하나만 맞게 답한 

것입니다. 이것은 [동전2]에 한 답변이 1/3이 되는 문제 상황이 존재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동전3]을 생각해 봅시다. 민수가 10원짜리 동전 하나와 100원

짜리 동전 하나를 던지면 각 1/8의 확률로 (10원 앞면, 100원 앞면), 

(100원 앞면, 10원 앞면), (10원 앞면, 100원 뒷면), (100원 앞면, 10원 

뒷면), (10원 뒷면, 100원 앞면), (100원 뒷면, 10원 앞면), (10원 뒷면, 

100원 뒷면), (100원 뒷면, 10원 뒷면)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민

수가 [동전3]처럼 물을 수 있는 경우는 6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

으로 가려진 동전이 앞면이라고 생각한다면 여섯 경우 가운데 오직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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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맞게 답한 것입니다. 이것은 [동전3]에 한 답변이 1/3이 되는 문

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동전3]과 같은 물음이 주어질 경우, 우리는 10원짜리 동전이든 100

원짜리 동전이든 하나가 앞면이 나온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

리가 10원짜리 동전이 앞면이 나온 것을 보게 될 경우, 우리의 문제 상

황을 다음과 같이 섣불리 정식화하게 될 것입니다. 10원짜리가 앞면이 

나왔을 조건에서 민수 손에 가려진 100원짜리 동전도 앞면이 나왔을 

확률은 얼마인가? [동전3]의 문제 상황을 이렇게 정식화한 뒤 이 확률

값을 계산하면 우리는 1/2을 얻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100원짜리 동

전이 앞면이 나온 것을 보게 될 경우, 우리의 문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섣불리 정식화하게 될 것입니다. 100원짜리가 앞면이 나왔을 조건에서 

민수 손에 가려진 10원짜리 동전도 앞면이 나왔을 확률은 얼마인가? 

이 확률값도 역시 1/2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식화는 [동전

3]이 묻고 있는 물음을 정식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정식화

는 보다 정확히 말해 다음과 같은 물음에 한 정식화입니다.

[동전2*] 10원짜리 동전을 두 개를 던졌습니다. 제가 어떤 동전을 

가릴까요? 왼쪽에 떨어진 동전을 가리라고요? 예, 왼쪽을 가리겠습

니다. 이렇게 왼손으로 왼쪽 동전을 가렸지만 보시다시피 오른편에 

떨어진 동전은 앞면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왼손으로 가리고 

있는 이 동전도 앞면이 나왔을 확률은 얼마일까요?  

[동전3*] 10원짜리 동전 하나와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던졌습니다. 

제가 어떤 동전을 가릴까요? 10원짜리 동전을 가리라고요? 예, 10

원짜리 동전을 가리겠습니다. 이렇게 10원짜리를 손으로 가렸지만 

보시다시피 100원짜리 동전은 앞면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손으로 가리고 있는 이 10원짜리 동전도 앞면이 나왔을 확률은 얼

마일까요?  

    우리는 [동전2]와 [동전2*]을 혼동해서는 안 되고, [동전3]과 [동전3*]

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음 두 물음을 구별해야 

합니다.  

[아이2] 저에게는 아이가 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가 딸인데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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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키가 더 크네요. 키가 더 작은 아이도 딸일 확률은 얼마일까

요?

[아이2*] 저에게는 아이가 둘 있습니다. 키가 더 큰 아이와 더 작은 

아이 가운데 하나를 정하세요. 키가 더 큰 아이요? 당신이 고른 키

가 더 큰 아이는 딸입니다. 키가 더 작은 아이가 딸일 확률은 얼마

일까요?

    [아이2*]의 답변은 1/2입니다만, [아이2*]은 [아이2]와 다릅니다. 우리

가 [아이2]의 문제 상황을 [아이2*]로 간주할 경우 그 답변은 1/2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음 두 물음을 구별해야 합니다.  

[아이3] 저에게는 아이가 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가 딸인데 이 아

이의 이름은 ‘하늘’이에요. 다른 아이도 딸일 확률은 얼마일까요?

[아이3*] 저에게는 아이가 둘 있습니다. 아이들 이름은 ‘하늘’과 ‘누

루’입니다. 둘 가운데 하나를 정하세요. 하늘이요? 당신이 고른 하

늘은 딸입니다. 누루도 딸일 확률은 얼마일까요?

    [아이3*]의 답변은 1/2입니다만, [아이3*]은 [아이3]과 다릅니다. 우리

가 [아이3]의 문제 상황을 [아이3*]로 간주할 경우 그 답변은 1/2이 될 

것입니다.

      [아이3]과 [아이3*]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늘과 누루 중에

서 아무렇게나 고른 하늘이 딸이라는 사실 때문에, 만일 하늘이 아들이

었다면 우리에게 [아이3*]을 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3] 식

의 물음을 던질 경우, 만일 하늘이 아들이었다면, 민수는 “저에게는 아

이가 둘 있습니다. ‘누루’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딸이죠. 그러면 다른 

아이도 딸일 확률은 얼마일까요?”라고 물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

수는 이런 자유를 [아이3*]에서 누릴 수 없지만 [아이3]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만일 민수가 이런 자유를 누린 채 [아이3]을 우리에게 물었

다면 그 답변은 1/2이 아니라 1/3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아이

3]에서 민수가 이런 자유를 누리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이 물음은 

[아이3*]과 같게 되고 그 답변은 1/2이 됩니다. [동전2]를 묻는 사람은 

어느 쪽 손이든 가릴 자유가 있으며, 그는 (앞면, 앞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상황에서 [동전2]를 자유롭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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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2*]을 묻는 사람은 그런 자유가 없으며, 그는 (앞면, 앞면), (뒷면, 

앞면) 상황에서 [동전2*]을 물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는 그만큼 자유

를 잃었으며, 우리는 1/3이라는 다소 불확실한 상황에서 1/2이라는 보

다 확실한 상황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제가 민수의 [질문3]을 “민수의 두 아이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딸이

다.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딸아이 하나를 골라 그의 이름을 확인해 보

니 그는 지나였다. 그러면 다른 아이도 딸일 확률은?”로 이해할 경우 

[질문3]의 답은 1/3입니다. 하지만 민수의 [질문3]을 “민수의 두 아이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딸이다. 민수의 아이 중에서 ‘지나’라는 이름을 

가진 바로 그 아이가 하필이면 딸이었다. 그러면 다른 아이도 딸일 확

률은?”로 이해할 경우 [질문3]의 답은 1/2입니다. 후자로 이해하는 것

은 [질문3]을 [아이3] 식이 아니라 [아이3*] 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 방이 맞추기 어렵도록 정보를 가리는 물음과 상 방이 

잘 맞추도록 정보를 털어 놓는 물음을 구별해야 합니다. 민수가 ‘나머

지 한 아이가 딸인가?’를 친구에게 물었다면, 그는 나머지 하나가 딸인

지 아닌지를 친구와 공동으로 탐구할 목적으로 그 물음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민수는 나머지 하나가 딸인지 아들인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나머지 한 아이가 딸인가?’라는 민수의 물음

을 상 방이 맞추기 어렵도록 정보를 가리는 물음으로 간주해야 합니

다. 이 물음을 묻는 사람이 우리가 틀리기를 바란다면, 그는 딸인 아이

를 선택하여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 됩니다. 이 경우 ‘적어도 하나가 딸

이다’에서 추가된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민수가 정보를 가

능한 한 가린 채 [질문3]을 출제했다면, [질문3]의 답변은 1/3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민수가 정보를 가능한 한 가린 채 [질문3]을 출제했다

는 말은 민수가 지나를 고를 때, 민수가 알고 있던 지나에 한 정보를 

이미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민수의 아이가 모두 딸인지 모르는 

사람이 자기 동료와 탐구하기 위해 ‘나머지 한 아이가 딸인가?’를 물었

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지나가 딸이라는 정보는 ‘적어도 하나가 딸이

다’가 갖고 있는 정보를 넘어섭니다.12)

12) 민수의 두 아이 a와 b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딸인 조건에서, a가 딸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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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당신이 제시한 여러 상황에 해서 말하기 전에 좀 더 분명하게 해 둘 

구분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 구분을 설명하고자 했는데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해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구분이란 ‘실제로 구별할 수 

있음’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사이의 구분입니다. 어찌 보면 

똑같은 상태를 기술하는 두 표현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논의를 위해서

는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수의 두 아이를 예로 들어 봅

시다. 우리는 처음 만난 민수로부터 자신에게는 두 아이가 있다는 소식

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둘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분명 우리에게는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두 

아이를 여러 번 만난다면, 두 아이의 구별되는 특징을 이용해서 아마도 

이 둘을 궁극적으로 구별하는 데 성공할 겁니다. 두 아이가 일란성 쌍

둥이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두 아이를 구별하는 데 간혹 실패하는 경우

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둘을 구별해낼 수 있는 특성을 찾거나 

률은 1이 아니다. Pr(Ga|Ga∨Gb) = Pr(Ga∨(Ga&Gb))/Pr(Ga∨Gb) = 

Pr(Ga&Gb∨Ga&Bb)/Pr(Ga&Gb∨Ga&Bb∨BaGb) = 2/3. 여기서 ‘G’는 

‘딸이다’이고 ‘B’는 ‘아들이다’이다. 여기서 a는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알

려진 그 아이를 부르는 임시 이름이어서는 안 된다. 만일 a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알려진 그 아이를 부르는 임시 이름이라면, Ga∨Gb로부터 Ga

가 함축된다. 이 경우 Pr(Ga|Ga∨Gb) = 1이다.

 이제 양도논법에 의한 해법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말할 수 있다. 우리는 

‘a가 딸이거나 b가 딸이다’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양도논법의 

두 길 “만일 a가 딸이라면, 둘 모두 딸일 확률은 1/2이다”와 “만일 b가 딸

이라면, 둘 모두 딸일 확률은 1/2이다”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만일 a

가 딸이라는 사실이, 이미 정보를 가진 사람의 개입 없이, 우연히 밝혀졌다

면, 둘 모두 딸일 확률은 1/2이다. 하지만 확률 계산에서 ‘a가 딸이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a와 b의 성별에 해 잘 

아는 사람이 딸인 아이를 선택하여, a가 딸이라는 것이 알려주었다면, 둘 

모두 딸일 확률은 1/3이다. 이 경우 “만일 a가 딸이라면, 둘 모두 딸일 확

률은 1/3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a가 딸이거나 b가 딸이다’를 받

아들인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만일 a가 딸이라면, 둘 모두 딸일 확률은 

1/2이다”나 “만일 b가 딸이라면, 둘 모두 딸일 확률은 1/2이다”를 받아들여

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결국 “만일 a 또는 b가 딸이라면, 둘 모두 딸일 확률

은 1/2이다”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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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 둘을 

실제로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면, 그에 한 

답은 ‘아니오’여야 합니다. 우리는 민수에게 두 아이가 있다는 사실만 

들었을 뿐이고, 이 둘을 구별하는 특성에 해서는 들은 바 없기 때문

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둘을 ‘실제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다

시 말해서 우리는 민수의 두 아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

지만 이 둘을 ‘실제로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민수는 우리와 다릅

니다. 그는 자신의 두 아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뿐 아

니라 실제로 이 둘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민수가 자신에게 ‘지나’란 이름의 딸아이가 있다는 것을 추가로 밝혀

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민수의 두 아이를 만나게 되어 화를 나누

게 된다면, 둘을 구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아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둘을 구별하는 데 

‘지나’라는 이름도 분명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두 아이를 만나자마자 어느 아이가 지나인지를 우리가 구별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아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우리

가 이 둘을 ‘실제로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란 딸아이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

우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두 아이 중 적어도 하나가 딸

이라는 사실만 밝힌 경우 민수는 우리에게 두 아이를 구별할 아무런 

수단도 주지 않은 셈이지만, 지나란 딸이 있다는 것을 추가로 밝힌 경

우에는 두 아이를 구별할 수단을 주고자 한 셈이지요. 제 생각으로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가 민수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 허용되는 겁니

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민수가 아직 한 명의 아이도 없는 상황

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슨 이유이든 자신이 매우 신뢰하는 예언자로부

터 자신이 미래에 두 명의 아이를 갖게 될 것이며 이 중 적어도 한 명

은 딸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민수는 이 예언자를 매우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은 두 명의 아이를 두게 될 것이고 이 중 적어도 한 명은 

딸이라는 점을 강하게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내 두 아이가 모두 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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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은?” 이렇게 민수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답은, 

그 도 생각하듯이, 1/3입니다. 이 경우 민수와 우리는 인식적 상황에

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므로 민수가 실제로 

이 둘을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점을 또 다른 방식으로 서술하자면, ‘적어도’라

는 표현이 사용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맥락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 중 적어도 한 명은 딸이다”는 진술을 사용하는 맥락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둘 모두 딸이다”거나 “둘 중 하나만 딸이

다” 중에서 어느 하나를 확정적으로 알고 있는 맥락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못한 맥락입니다. 실제로 두 아이의 아빠인 민수는 둘 모두 딸

인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딸인지를 알고 있으면서 그 정보를 감추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민수가 그 정보를 감추는 바람에 민수의 아이가 

모두 딸인지 아니면 하나만 딸인지를 알지 못하는 맥락에 있습니다. 

“둘 중 적어도 한 명은 딸이다”는 진술을 민수가 사용하는 맥락과 우

리가 사용하는 맥락은 이처럼 다릅니다. 

      ‘적어도’란 표현이 사용되는 두 가지 유형의 맥락이 구별되었다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황과 그렇지 못하는 상황

을 구별해 봅시다. 민수가 두 아이 중 한 명이 ‘지나’란 이름을 갖고 있

다는 정보를 제시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 허용

된다고 저는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민수가 두 아이 중 한 명이 ‘지나’

란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민수가 두 아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두 아이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나중에 필요하다면 두 아이를 구별하는 데 민수가 

알려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서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 두 아이나 두 동전의 사례에서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자

면, 두 사람이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동일한 인식 상태에 있다면 두 사

람은 서로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 서로 허용되겠지요. 하지만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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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 무엇인지 밝히고 ‘인식 상태의 동일성’을 규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여기서는 좀 더 직관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보도록 

하지요. 

      만약 그 를 누군가가 강제로 납치해서 혼절하게 한 후 어떤 방에 

가둬 두었는데 한참 후 그 가 정신을 차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당신을 

납치한 자가 문을 열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납치] 이 건물에는 똑같이 생긴 두 방이 있는데, 적어도 한 방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방 모두에 사람이 있을 확률은 얼마일까

요? 단, 각 방에 사람이 있을 확률은 1/2입니다.

    이 질문에 해서 그 가 내릴 답은 ‘1/2’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

국 그 답은 당신이 있지 않는 다른 방에 사람이 있을 확률과 같고, 그 

값은 1/2이기 때문이지요. 왜 그런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볼까요? 

당신은 어느 방에 지금 있는지 모릅니다. 편의상 두 방을 방1, 방2라고 

부릅시다. 그 는 있을 수 있는 상황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떠올려야 

합니다. (방1: 나, 방2: 사람 없음), (방1: 사람 없음, 방2: 나), (방1: 나, 

방2: 다른 사람), (방1: 다른 사람, 방2: 나). 이렇게 네 가지 경우 중에

서 두 방에 모두 사람이 있는 경우는 두 가지이기 때문에, [납치]에 

해서 그 가 내려야 하는 답은 1/2이 되겠지요.

      하지만 똑같은 질문을 그 가 아니라 건물 밖을 지나가고 있는 행인

에게 물어본다면, 그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그 답은 [질문1]에서

처럼 ‘1/3’이어야 합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겨날까요? 당신도 건물 밖

의 행인도 어떤 의미에서는 두 방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납치

에서 풀려나서 나중에 그 건물을 찾더라도 어느 방에 자신이 있었는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두 방이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면 말이죠. 하

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당신은 행인과는 달리 두 방을 구별할 수 있습

니다. 왜냐하면 한 방에는 지금 바로 당신이 있고 다른 방에서는 그렇

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당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

에서 당신은 행인보다 납치범의 인식 상태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지

요. 바로 이 점이 당신과 행인의 관점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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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제 설명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요령 없는 설명일수록 길어지는 법이

지요. 이제 당신이 끌어들였던 동전의 사례들로 돌아가 봅시다. 동전의 

사례들 중에서 당신과 생각을 같이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점을 여기서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냐하면 저는 [동전2]와 [질문2]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

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전3]과 [질문3]도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

지 않습니다. 

      [동전2]에서 두 동전 모두 앞면이 나온 경우 우리는 어느 쪽을 가릴 

‘자유’가 있습니다. 반면 [질문2]에서 민수의 경우는 다릅니다. 민수의 

두 아이가 모두 딸인 경우 민수는 한 딸을 가리키며 ‘저 아이가 내 딸

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

니다. 하나는, 민수의 경우 마침 자신의 곁을 지나가는 자신의 딸을 지

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다른 아이를 지칭할 자유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는 민수가 지칭하는 한 아이만을 

볼 뿐 다른 한 아이를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는 

[동전2]와 [질문2]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전3]과 [질문3]은 어떨까요? 이 둘도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동전3]에서 우리는 10원짜리 동전이든 100원짜리 동

전이든 앞면이 나오는 것을 가리게 됩니다. 여기서 10원이냐 100원이

냐는 아이의 이름에 비유되고 앞면이냐 뒷면이냐는 아이의 성별에 비

유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질문3]에서 민수가 자신의 아이 중 ‘지나’

라는 이름의 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10원짜리가 앞면이다’ 또는 

‘100원짜리가 앞면이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민수는 10원짜리이든 100원짜리이든 앞면이 나오는 것을 

가릴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명: [질문2]과 [동전2]의 차이점에 해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13) [질문2]

13) [질문2]에서 그의 딸이 그곳에 우연히 지나가는 경우라면, 민수가 저기 여

자아이가 자기 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적어도 하나가 딸이다’를 넘

어선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민수는 딸인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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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히려 [동전2*]과 비슷해 보입니다. [질문3]의 올바른 해석에 해 

우리 견해는 여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질문3]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그 와 화를 통해 터득하게 되

었습니다. 그 와 긴 화를 통해 저는 민수가 갖고 있는 ‘자유’와 정보

에 해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민수가 감추는 정보

에 주목하고 있다면 그 는 민수가 우리에게 드러내는 정보에 주목하

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우리가 더 음미할 목이라 생각합니다. 

한: 맞습니다. 우리의 공통점을 더 찾아내는 것은 또 다른 긴 화를 필요

로 할 것 같네요. 두 딸의 문제는 그 후에 다시 꺼내보도록 하지요.

3. 대화의 교훈

한은 [질문2]와 [질문3]에 해서는 일관되게 1/2이 올바른 답이라고 생

각한다. 명은 처음에 [질문2]와 [질문3]의 답이 1/3이라고 생각했지만, 한

과 화를 통해, 문제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1/2 또는 1/3이 

될 수 있다고 자기 견해를 바꾸었다. 두 사람은 논쟁을 통해서 자신의 견

해를 지지하는 근거를 정교화하면서 의미 있는 변화의 과정을 거쳤다. 이

를 통해서 두 사람의 견해 사이에 공통점들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이 둘은 모두 두 딸의 문제에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의 인식 상황이 

우리가 찾는 확률값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이 둘이 이견을 보이는 것은 

질문자의 인식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점과 질문을 받는 사람의 

인식 상황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지 말지 하는 점이다. 한은 질문을 하는 

사람과 질문을 받는 사람이 두 딸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에서 중 한 차이

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비해 명은 질문을 받는 사람의 인식 상황

은 이 문제에서 중요한 고려 상이 아니며, 질문을 만든 사람이 추가 정

를 취사선택하여 지칭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질문2]의 답

은 1/2이다. 하지만 민수의 두 아이가 떨어져 따로 지나가고 있었고 민수가 

둘 중에서 딸인 아이를 아무나 하나 골라서 지칭할 자유가 있었다면, [질문

2]의 답은 1/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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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주기 위해 아이를 고를 때 그가 선택의 자유를 갖는가 하는 점이 중

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명이 보기에, [질문2]에서 질문을 하는 사

람이 ‘적어도 한 명은 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하필이면’ 바로 그 

때 질문자의 딸이 그 자리를 우연히 지나가게 되는 경우는 [질문2]에 한 

올바른 답은 1/2이다. 따라서 둘은 [질문1]에서 [질문2]로 바뀔 때, 확률값

이 1/3에서 1/2로 바뀔 가능성에 해 일치한다.

두 사람의 이런 생각이 함축하는 바는 흥미롭다. 두 사람의 생각을 받아

들이면, 직접 관찰에 의한 증거가 어떤 가설의 확률을 높인다는 점을 받아

들여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까마귀 중

에서 적어도 한 마리는 검다는 것이 알려져 있을 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까마귀가 검을 확률을 구한다고 하자. 그런데 우리는 검은 까마귀 한 마리

를 직접 관찰하게 되었다. 이 관찰 하에서 모든 까마귀가 검을 확률은 얼

마일까? 두 사람의 생각이 옳다면, ‘적어도 한 마리의 까마귀는 검다’는 것

이 알려진 경우와 한 마리의 검은 까마귀를 직접 관찰하는 경우는 구하고

자 하는 확률값이 다르며, 특히 전자의 경우보다 후자의 경우가 그 값이 

더 높다. 직접 관찰이 가설의 확률을 올려주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흥미

로운 일이다. 두 딸의 문제가 관찰 증거와 가설 간의 관계에 해서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는 앞으로 더 살펴볼 과제로 남는다.14)

14) 박일호는 개인 화를 통해 우리에게 이 점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다. 하지

만 그는 “더 급진적인 결론”이 가능하다면서 “확률로 증거와 가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베이즈주의에 한 비판”을 생각하고 있다. 베이즈주의

의 계산에 따르면, 20개의 개체가 있는 세계에서, “개체1은 S이면서 P이다”

라는 정보와 “적어도 10개의 개체가 S이면서 P이다”라는 정보 중에서 전자

가 “모든 S는 P이다”를 더 강하게 입증한다. 이것은 우리 직관에 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는 “이 사례는 그저 놀라운 일이 아니라 확률을 이용해

서 증거와 가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베이즈주의의 문제점”을 보여주

는 것이라고 추정한다. 실제 계산에 따르면, “민수에게 네 아이가 있다. 적

어도 두 명이 딸이다. 네 명 모두 딸일 확률은 얼마인가?”에 한 답은 

1/11인 반면, “민수에게 네 아이가 있다. (한 아이를 보여주며) 바로 이 아

이가 그의 딸이다. 네 명 모두 딸일 확률은 얼마인가?”에 한 답은 1/8이

다. 일반적으로 짝수 N명인 경우에 이것이 성립한다. “여기 한 아이가 그의 

딸이다”라는 정보가 추가되었을 때는 1/2N에서 1/2N-1로 바뀐다.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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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간의 쟁점을 다루다 보니 있을 수 있는 제3자의 견해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점 역시 과제로 남는다. 특히 두 딸의 문제 모두에 해서 1/2

이라는 답을 내리는 견해는 한과 명 사이의 논쟁에서 무게감 있게 다루지 

못했다. [질문1]에 해 1/2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등장한 ‘양도논법

에 의한 해법’을 통해서 [질문3]에 한 올바른 답이 1/2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질문1]로 확 한다. 한은 양도논법을 통해서 1/2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 취하는 방법이 인식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반면에 명은 

양도논법의 두 길(뿔)의 귀결이 모두 거짓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딸의 

문제에서 제기된 모든 질문에 해서 1/2이라고 답하는 견해에 한 전반

적인 검토 역시 앞으로 다룰 또 다른 과제가 된다. 

N/2명이 그의 딸이다”라는 정보가 추가되었을 때의 확률은 1/2N-1보다 더 

낮다. 하지만 김명석은 우리 직관에 반하는 이러한 베이즈주의 계산이 무작

위 추출의 위력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잠정 결론 내리고 있다. 민수의 아이

들 중 적어도 절반이 딸이라는 정보보다는, 그의 아이들 중 하나를 무작위

로 추출하여 그 아이가 딸로 드러난 사건이 ‘민수의 아이들 모두가 딸이다’

를 더 강하게 뒷받침한다. 이에 한 상세한 논의는 저자들의 향후 논문에

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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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alogue on the Two-daughter Problem

Hanseung Kim․Myeongseok Kim

Suppose that a father tells you that he has two children and that 

at least one of them is a daughter. Question1: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his two children are all girls? Now suppose further 

that the father points at a girl and says that she is his daughter. 

Question2: Given that the father introduces one of his children,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his two children are all girls? What are 

the right answers to these questions? This is what is called the 

‘Two-daughter Problem’. In this paper we shall see two persons 

(‘Han’ and ‘Myeong’) with different views on this problem argue 

against each other. According to the one (Han), we should answer 

‘1/3’ to Question1, and ‘1/2’ to Question2. According to the other 

(Myeong), we should answer ‘1/3’ to both questions. We shall 

investigate the grounds for each view and find some common 

ground. Both regard the way we characterize the father’s 

epistemological condition as essential to finding the right answer to 

the problem. And we shall see both views imply that the evidence 

from direct observation enhances the probability of a hypothesis 

more than the evidence from indirect knowledge.   

Key Words: probability, conditional probability, the two-daughter 

problem, dilemm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