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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적 존중의 딜레마†

1)

박 일 호
‡

본 논문은 전문가에 대한 인식적 존중을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신보다 

인식적으로 우수한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여겨진다. 하지

만 본 논문은 그런 인식적 존중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논증한다. 2절

과 3절은 ‘전문가에 대한 인식적 존중’을 명시적으로 정식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2절에서는 ‘일반 인식적 존중 원리’를, 3절에서는 ‘소극적 인식적 존

중 원리’를 정식화한다. 4절은 그렇게 정식화된 인식적 존중 원리들이 더치 북 

논증을 통해서 옹호된다. 5절에는 일반 인식적 존중 원리와 소극적 인식적 존

중 원리가 동시에 만족될 수 없다는 것이 논증된다. 마지막 6절에서는 4절과 5

절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식적 존중 원리들과 관련해 우리는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논증된다. 

【주요어】전문가에 대한 인식적 존중, 전문가에 대한 소극적 존중, 반영원

리, 주요원리, 진리원리, 통시적 더치 북 논증

 †꼼꼼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

린다. 심사위원들의 지적은 무척 흥미롭고,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필

자는 그에 대한 나름의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만족스러울지 의심스

럽다. 추후에 후속 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ㆍ보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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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식적 존중

건강 검진을 받은 당신은 담당 의사와 상담을 받고 있다. 검진 결과를 

살펴보던 담당 의사는 ‘당신의 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말해주었다. 

그 결과 당신은 ‘그 의사가 당신의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믿고 있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당신이 ‘자신의 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

다.’고 믿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왜 그런가? 그것은 당신의 몸 상태를 

평가하는 데 있어 그 의사가 당신보다 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과 더 훌륭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우리는 ‘당신이 그 의

사 혹은 그 의사의 의견을 인식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인식적으로(epistemically)’라는 수식어가 삽입된 것은 ‘존중’의 여러 일상

적 의미들 중에서 믿음 혹은 지식과 관련된 존중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다. 

우리는 부분적 믿음(partial belief)에 대해서도 이러한 인식적 존중

(epistemic deference)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령, 기상예보관이 내일을 

날씨에 대해서 말해주는 TV 방송을 보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 방

송에서 기상예보관은 내일 비가 올 확률이 80%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본 당신은 ‘기상예보관이 내일 비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80% 

정도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내일 비가 온

다.’는 것에 대해 당신이 80% 정도로 믿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내일 날씨에 대해서 기상예보관이 당신보다 더 많은 전문적 지식과 

훌륭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된 사례에 등장하는 인식적 존중은 특정한 주제에 상대적이

다. 당신의 건강에 대해서 담당의사는 기상예보관보다 더 많은 전문적 지

식과 능력을 갖추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일의 날씨에 대해서는 담당의사보

다는 기상예보관이 더 많은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추었을 것이다. 당신

이 의사라고 해보자. 그럼 건강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당신이 기상예보관

의 의견을 인식적으로 존중해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것이다. 즉 인식

적 존중의 합리성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된

다. 마찬가지로 인식적 존중의 합리성은 행위자에 상대적이다. 당신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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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대한 인식적 존중의 합리성은 당신이 의사인지, 일반적인 회사원인

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라도 모든 주제에 대해서 인식적으로 존중해야할 

전문가, 혹은 전문적 의견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앨런 하이엑(Alan Hájek 

2010)은 이런 종류의 전문가를 ‘보편적 전문가(universal expert)’라고 부

른다. 이 논문에서 다루게 될 전문가, 혹은 전문적 의견은 바로 이 보편적 

전문가, 혹은 보편적인 전문적 의견이다. 나는 아래에서 이런 보편적 전문

가에 대한 인식적 존중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보일 것이다. 특히 보편적 전

문가에 대한 인식적 존중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할 것이다. 

뒤에 제시될 논증을 위해서는 이 논문에 사용될 몇 가지 표현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나는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편적’이

라는 용어를 생략할 것이다. 즉 아래에 등장하는 ‘전문가’, ‘전문적 의견’ 등

과 같은 표현은 모두 ‘보편적 전문가’, ‘보편적인 전문적 의견’ 등을 가리킨

다. 둘째, 나는 전문가 혹은 전문가 의견을 좀 더 명시적으로 다루기 위해

서 전문가 함수(expert function)라는 개념을 사용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

했듯이 인식적 존중에는 전문가의 부분적 믿음에 대한 존중도 포함된다. 

이 글에서 나는 현대의 많은 확률철학자들 혹은 베이즈주의자들과 마찬가

지로 부분적 믿음들이 확률 함수에 의해서 표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

인다. 확률 함수에 의해서 표상된, 혹은 확률 계산 규칙을 만족하는 부분적 

믿음은 흔히 신념도(credence)라고 불리며, 그런 믿음들로 이루어진 함수

는 신념도 함수(credence function)라고 불린다. 따라서 전문가 함수는 전

문가의 부분적 믿음을 반영하는 신념도 함수라고도 말할 수 있다.1) 물론 

전문가 함수는 일종의 확률 함수로 확률 계산 규칙을 만족한다. 아래 글에

서 는 신념도 함수를 나타내며 는 전문가 함수를 나타낸다. (필요에 

따라서 에 아래 첨자를 붙여 특정 시간의 신념도 함수를 나타낼 것이다.) 

셋째, 나는 이 글에서 ‘행위자’와 그 행위자가 가진 ‘신념도 함수’를 동의어

로 사용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문가’와 그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 

함수’ 역시 동의어로 사용할 것이다. 이에, “라는 신념도 함수를 가진 행

 1) 전문가 함수(expert function)이라는 용어와 그것의 수학적 특징에 대해서

는 Gaifmann (1988)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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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자 라는 함수를 가진 전문가를 인식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

가 를 인식적으로 존중한다.”라고도 표현될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2절에서 지금껏 제안된 보편적 

전문가 함수들의 예들이 언급된다. 그리고 그 전문가 함수들을 이용해서 

‘전문가에 대한 인식적 존중’을 명시적으로 정식화할 것이다. 하지만 무척 

직관적임에도 불구하고 2절에서 제시된 정식화가 포괄하지 못하는 특별한 

종류의 ‘전문가에 대한 인식적 존중’이 있다. 문제의 인식적 존중은 ‘전문가

에 대한 소극적 존중(Negative deference to experts)’라고 불릴 것으로, 

3절에서 주로 논의될 것이다. 3절은 전문가에 대한 소극적 존중 원리를 정

식화하는 것을, 4절은 그렇게 정식화된 소극적 존중 원리를 옹호하려는 것

을 목표로 한다. 5절에는 문제의 소극적 존중과 관련된 문제점이 제시될 

것이다. 마지막 6절에서는 4절과 5절에서 제시된 논증을 바탕으로, 인식적 

존중을 우리 믿음의 합리성을 위한 조건으로 받아들인다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논증된다. 

2. 보편적 전문가에 대한 인식적 존중: 정식화

보편적 전문가라는 것이 있는가? 즉 누구라도 모든 주제에 대해서 인식

적으로 존중해야할 전문가가 있는가? 흥미롭게도 지금껏 몇 가지 그러한 

전문가 함수들이 제안되었다. 바스 반 프라센(van Fraassen 1984, 1995)

은 어떤 행위자의 미래 신념도 함수는 그 행위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신념

도 함수가 존중해야 할 전문가라고 주장하였다. 특정한 행위자를 생각해보

자. 그 행위자는 지금껏 겪지 못한 일을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에 

현재보다 미래에 더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해당 행위자에

겐 인지적 오작동이나 망각 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가정된다.) 따라

서 현재의 자신보다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추게 될 미래의 자신을 인식

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반 프라센은 이런 미래

의 자신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인식론적 원리를 ‘반영 원리(Reflection 

Principle)’라 명명하고 다음과 같이 정식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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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원리: 임의의 명제 와 임의의 실수 (≥0)에 대해서, 다음이 성

립한다. 

          .

여기서 와  는 시점 와 시점  에 특정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도 함수이다. 그리고 ‘     ’는 그 행위자가 시점  에 명

제 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념도가 와 같다는 것을 나타낸다. 와 

  가 위의 반영 원리를 만족할 때, 우리는 가  를 인식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미래의 신념도 함수 이외에 또 다른 전문가 함수도 제안되었다. 데

이비드 루이스(Lewis 1980)는 객관적 확률 함수(objective chance 

function)2)를 모든 신념도 함수들이 인식적으로 존중해야할 전문가 함수로 

간주한다.3) 루이스에 따르면, 특정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어떤 사건에 대

한 그 시간의 객관적 확률은 (통계적) 자연 법칙과 그 특정 시간까지의 전

 2) ‘객관적 확률 함수’는 ‘objective chance function’에 대한 적합한 번역어가 

아니다. 이는 ‘chance’를 적합하게 번역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몇몇 관련 연

구에서 ‘chance’가 ‘승률’로 번역되기도 했다. 가령, 김선호는 브라이언 스킴

즈(Brian Skyrms)의 책 Choice and Chance: An Introduction to 

Inductive Logic을 귀납논리학: 선택과 승률 로 번역하였다. 하지만 현재

의 철학적 맥락에서 ‘chance’는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객관적인 개연성을 

가리킨다. 따라서 ‘승률’이라는 번역은 부적합하다. 관련 철학적 맥락에서 

‘chance’가 주관적 확률, 혹은 신념도(credence)와 대비해서 사용한다는 점

에서, 그리고 ‘chance’가 빈도(frequency), 경향(propensity) 등 확률에 대

한 여러 객관적인 해석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라는 점에서 나는 ‘objective 

chance’를 그냥 ‘객관적 확률’로 번역하여 사용할 것이다. 

 3) 엄격하게 말하자면, 루이스는 ‘모든’ 신념도 함수가 객관적 확률 함수를 전

문가 함수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객관적 

확률 함수를 인식적으로 존중해야할 신념도 함수는 단지 초기 신념도 함수

(initial credence function)뿐이다. 여기서 ‘초기 신념도 함수’는 아직 아무

런 경험과 지식이 없는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도 함수이다. 하지만 이

는 ‘모든’ 신념도 함수로 자연스레 확장될 수 있다. 관련된 논의로는 

Nissan-Rozen (2013)과 Pettigrew (2013)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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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역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기서 (통계적) 자연 법칙들은 루이스의 (흄

적인) ‘최선 체계 이론(best system theory)’의 정리들로 규정된다. 또한 

루이스의 이론 틀 속에서 이런 자연 법칙들은 우리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

양한 사건들 사이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루이스에

게 있어 객관적 확률 함수에는 일반 행위자들이 갖추지 못한 세계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가 반영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함수들은 충분히 보편적 

전문가로 간주될 수 있다.4) 루이스는 이런 객관적 확률에 대한 인식적 존

중을 나타내는 원리를 ‘주요 원리(Principal Principle)’라고 명명한다. 주

요 원리의 한 가지 형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주요 원리: 임의의 명제 와 임의의 실수 와 ′에 대해서, 다음이 성

립한다.

  ′       .

여기서 는 특정 행위자가 시점 에 가지고 있는 신념도 함수이다. 그리

고 ′는 시점 ′의 객관적 확률 함수이다. 와 ′이 위의 주요 원리

를 만족할 때, 우리는 (제한된 의미에서) 는 ′을 인식적으로 존중한

다고 말할 수 있다.5) 

 4) 루이스의 형이상학과 객관적 확률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Lewis 

(1980)와 Lewis (1986)에 실려 있는 Lewis (1980)의 후기, 그리고 Lewis 

(1994)를 보라. 이 외에도 객관적 확률과 인식적 존중 사이의 관계에 대해

서는 Joyce (2007)과 Hall (2004)을 보라. 

 5) 주요 원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정식화될 수 있다. 엄 하게 말하자면, 루이

스가 제시한 주요 원리의 한 가지 형태는 다음과 같다. 

루이스의 주요 원리: 임의의 명제 , 임의의 허용 가능한 명제 , 임의의 

실수 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  .

위의 식에서 는 초기 신념도 함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는 시점 의 

객관적 확률 함수이다. 앞의 주석 3에서 언급했듯이, 루이스의 주요 원리는 

초기 신념도 함수에 대한 것이다. 만약 이것을 임의의 신념도 함수로 확장

한다면 루이스의 주요원리는 다음이 변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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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우리는 궁극적인 전문가 함수로 진리 함수(truth function)를 

언급할 수 있다 (Hájek 2010). 여기서 진리 함수란 모든 참인 명제에 1을 

할당하고 모든 거짓인 명제에 0을 할당하는 극단적인 확률 함수이다.6) 이 

진리 함수에는 세계에 대한 모든 진리가 반영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인식론적으로 전지한(omniscient)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런 진리 함수를 인식적으로 존중하는 것은 무척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럼 

위의 반영 원리, 주요 원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리 함수에 대한 인식적 

존중을 다음과 같은 ‘진리 원리’로 정식화할 수 있다. 

루이스의 주요 원리*
: 임의의 명제 , 임의의 허용가능한 명제 , 임의의 

실수 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  ∧ .
여기서 우린 허용가능한(admissible) 명제 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거칠게 말해, 어떤 명제가 허용가능하다는 것은 그 명제가 연관된 객관적 

확률에 대한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루이스

는 시점 ′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관한 정보들은 항상 허용가능하다고 

말한다. 물론 논리적 진리 역시 허용가능한 명제이다. 논리적 진리들은 

의 객관적 확률에 대한 어떤 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루이스의 주요 원리*는 본문에서 제시한 주요 원리를 함축한다. 왜냐

하면 논리적 진리들은 허용가능하고, 루이스의 주요 원리*의 를 논리적 

진리들로 대체하면 본문의 주요 원리와 같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문의 

주요 원리로부터는 루이스의 주요 원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이런 점 때

문에, 나는 ‘제한된 의미에서’라는 단서를 본문에 추가하였다. 

 6) 진리 함수는 콜모고로프 확률 공리를 만족한다. 임의의 명제에 대해서 0보

다 작지 않은 값을 할당하며, 논리적 진리에 대해서 1을 할당한다. 그리고 

임의의 양립불가능한 두 명제 와 에 할당하는 값의 합은 그것의 선언 

∨에 할당하는 값과 같다. 와 가 양립불가능한 경우, 진리 함수가 

와 에 할당할 수 있는 값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둘 중 하나

에 1을 할당하고 다른 하나에 0을 할당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는 참

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진리함수는 ∨에 1을 할당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경우는 와   모두에 0을 할당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진리함수는 

∨에 0을 할당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중 어떤 경우라도, 와 

에 할당하는 값의 합은 ∨에 할당하는 값과 같다. 따라서 진리 함수는 

콜모고로프 확률 공리를 만족하고, 이에 그것은 일종의 확률 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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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 원리: 임의의 명제 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

여기서 는 임의의 신념도 함수이다. 그리고 는 진리 함수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보편적 전문가에 대한 인식적 존중을 나타내는 인

식론적 원리들은 모두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좀 

더 일반적인 방식으로 인식적 존중 원리 (General Deference Principle, 

이하 GDP)를 정식화할 수 있다. 

GDP: 임의의 명제 에 대해서, 다음의 성립한다. 

       .

여기서 는 임의의 신념도 함수이며, 는 보편적 전문가 함수이다. 

GDP의 전문가 함수 를 미래 신념도 함수, 객관적 확률 함수, 진리 함

수로 대체했을 때, GDP는 반영 원리, 주요 원리, 진리 원리와 같아진다. 

이 GDP는 전문가에 대한 인식적 존중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 가령, 

어떤 전문가 가 나의 몸에는 별 이상이 없다는 명제 를 확신하고 있

다고 해보자. 즉   가 성립한다고 하자. 더불어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자. 즉     가 성립한다. (여기서 는 나의 

신념도 함수이다.) 그럼 GDP로부터   이 도출된다. 즉 GDP는 이 

경우 에 대한 나의 신념도는 전문가의 신념도와 같이 1이어야 한다는 것

을 함축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전문가 가 내일 비가 온다는 명제 을 

80% 정도로 믿고 있다고 하자. 그리고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자. 

그럼     이고, GDP로부터   이라는 것이 도

출된다. 즉 GDP로부터 나 또한 내일 비가 온다는 명제 을 80% 정도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 도출된다. 더 나아가, GDP는 내가 전문가의 의견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전문가 가 내일 비가 온

다는 명제 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믿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경

우를 생각해보자. 가령, 가 에 정확하게 어떤 값을 할당하는지는 모

르지만, 80% 혹은 70% 중에 하나의 값을 에 할당한다는 것은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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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가정해보자. 즉, 다음을 가정하자. 

   ∨      (1) 

그리고 가 에 70%를 할당한다는 것에 대한 나의 신념도와 가 

에 80%를 할당한다는 것에 대한 나의 신념도가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즉 

다음을 가정하자. 

         . (2) 

그럼 GDP, (1), (2)로부터   라는 것이 도출된다.7) 

이렇듯 GDP는 지금껏 제안된 보편적 전문가 함수에 대한 인식적 존중

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적 존중과 관련된 인식론적 원리들의 

일반화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GDP는 한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GDP가 인식적 존중에 대한 인식론적 원리로 삼기엔 충분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즉 GDP를 만족하지만, 적합한 인식적 존중이라고 

부르기 곤란해 보이는 경우가 있다. 나는 다음 절에서 그런 경우들을 설명

하고, 그것을 포괄할 수 있는 추가 인식적 존중 원리를 제시할 것이다. 나

는 그 원리를 ‘전문가에 대한 소극적 존중 원리’라고 부를 것이다. 

 7) 확률 계산 규칙에 따르면, (1)로부터

      이 도출된다. 그럼 이 식과 (2)는 

       라는 것을 함축한다. 한편, GDP

로부터      과      이 도출된

다. 마지막으로 이런 결과들과 확률 계산 규칙에 의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  

즉,   라는 것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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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에 대한 소극적 존중

앞에서 설명했듯이, GDP는 당신이 ‘어떤 전문가가 내일 비가 온다는 명

제 을 80% 정도로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당신 역시 을 

80% 정도로 믿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GDP는 

    일 때   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전문가가 

당신보다 인식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런 요구는 무척 

직관적이다. 그럼, 당신이 ‘어떤 전문가가 내일 비가 온다는 것을 80% 정

도로는 믿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는 경우는 어떨까? 즉 

≠ 이라는 것만을 당신이 알고 있는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 

에 대한 당신의 신념도, 즉 의 값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사실, 주

어진 정보만으로는 의 값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없다. 그저 당신이 

가진 정보는 ‘전문가가 을 80% 정도로는 믿고 있지 않다.’는 사실 뿐이

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당신의 에 대한 신념도, 즉 은 0.8이 아니

어야 한다는 것만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인식적 존중에 대한 우리의 

직관은 ≠   일 때 ≠ 이어야 한다는 것을 요

구하는 듯하다. 주어진 정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런 요구는 너무 강하다

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전문가를 인식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이 자신보다 

인식적으로 우월한 전문가의 의견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런 요구는 무척 직관적인 듯이 보이기도 한다. 

위에서 언급한 ‘≠  ’과 같이 전문가의 의견에 대한 소극적인

(negative) 정보가 제시된 경우, 해당 의견에 대한 인식적 존중을 제약하

는 원리를 ‘소극적 인식적 존중 원리 (Negative Epistemic Deference 

Principle, 이하 NDP)’라고 부르자. 그럼 이 NDP는 다음과 같이 정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NDP: 임의의 명제 에 대해서, 다음의 성립한다. 

  ≠≠ .

이 원리를 앞에서 제시된 사례에 적용해보자. 그럼 분명히 



인식적 존중의 딜레마 11

≠   로부터 ≠ 가 도출된다. 

이 NDP는 GDP와 동일한 직관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다. 그것은 우리보

다 인식적으로 우월한 전문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인식적으

로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GDP가 직관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면 

NDP 역시 직관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GDP는 NDP를 함

축하지 않는다.8) 그러므로 우리의 인식적 존중과 관련된 직관을 제대로 포

착하기 위해서는 GDP 뿐만이 아니라 NDP 역시 합리적 신념도가 만족해

야 할 인식론적 원리로 간주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GDP와 유사한 방식으로 NDP를 옹호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베이즈주의자들이 주요 베이즈주의 인식론적 원리들

을 옹호하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는 더치 북 논증(Dutch Book Argument)

이 NDP를 옹호하기 위해서도 제시될 수 있다. 반 프라센(van Fraassen 

1984)은 GDP의 한 사례인 반영 원리를 위한 통시적 더치 북 논증

(Diachronic Dutch Book Argument)은 이미 제시하였다.9) 그리고 몇 가

지 가정을 추가한다면, 반영 원리에 대한 통시적 더치 북 논증을 인식적 

존중에 대한 일반 원리인 GDP에 대한 통시적 더치 북 논증으로 변형할 

수 있다. 그리고 유사한 방식으로 NDP를 위한 통시적 더치 북 논증도 제

시할 수 있다. 나는 다음 절에서 반 프라센이 반영 원리를 옹호하기 위해

서 제시한 통시적 더치 북 논증을 변형하여 GDP에 대한 통시적 더치 북 

논증을 제시할 것이다. 그 후,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NDP에 대한 통시적 

더치 북 논증을 제시할 것이다. 

 8) 어떤 행위자가 가설 에 대해서 0.8정도로 믿고 있다고 하자. 그리고 그에

게 와 전문가가 에 대해 0.8정도로 믿고 있다는 사실이 확률적으로 독

립적이라고 하자. 즉, 다음이 성립한다고 하자.

      ≠  . 이런 가정은 수

학적 혹은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신념도를 가진 행위자는 

GDP를 만족할 수 있지만, NDP를 만족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GDP는 

NDP를 함축하지 않는다. 

 9) 반 프라센의 통시적 더치 북 논증과 관련된 최근 논의를 위해서는 Briggs 

(2009)와 Mahtani (2012)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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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식적 존중을 위한 통시적 더치 북 논증

앞으로 진행될 논의를 위해 더치 북 논증에 대한 몇 가지 사항들을 설명

해 보자. 내기를 이용해서 신념도를 해석하는 입장에 따르면, 어떤 명제 

를   정도로 믿고 있는 사람에게 가 참일 때 당첨금(stake)으로 

원을 주는 내기의 공정한 가격은 ⋅원이다. (이하, 단위 ‘원’은 생

략한다.) 다른 말로, 명제 에 대해서   정도로 믿고 있는 사람에게 

다음 표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내기는 공정하다. 

내기1 손익(₩)

 ⋅ 

  ⋅

이 손익 계산표는 가 참일 때 당첨금으로 를 주는 내기의 가격이 

⋅라는 것을 나타낸다. 만약 가 거짓이라고 밝혀지면, 내기에 참

여하기 위해 지불한 ⋅를 잃는다. 그리고 가 참이라고 밝혀지면, 

이익 ⋅ 와 내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미 지불한 ⋅

를 합한 금액, 즉 를 당첨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와 같은 

비조건부 신념도 뿐만이 아니라 와 같은 조건부 신념도도 내기를 

이용해서 해석할 수 있다. 즉, 를 조건으로 한 에 대한 신념도가 

인 사람에게 다음 표에 의해서 손익이 결정되는 내기는 공정하다.  

내기2 손익(₩)

∧ ⋅ 

∧  ⋅

 0

위 손익 계산표에 따르면, 와 가 모두 참일 때, 내기 참여자는 당첨금

으로 를 받는다. 그리고 는 거짓이고 가 참일 때, 내기 참여자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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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불한 ⋅를 잃는다. 그리고 가 거짓일 

때, 이 내기는 취소가 된다. (즉, 내기를 제안한 사람은 내기에 참여한 사람

에게 내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불한 금액 ⋅원을 돌려준다.) 

이런 내기들은 왜 공정한가? 한 가지 이유는 이런 내기들의 기댓값이 모두 

0이라는 것이다. 내기1에 참여하는 사람의 기댓값을 계산해보자. 내기1에 

참여하는 사람의 에 대한 신념도는 이기 때문에, 내기1의 기댓값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

내기1의 기댓값이 0이라는 사실은 에 대해서 라는 신념도를 가지

고 있는 사람이 내기1을 사거나 파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에서 에 대해 라는 신념도를 가진 사람에

게 내기1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GDP를 위한 더치 북 논증을 제시해보자. 흔히 더치 북 논증은 공

시적인(Synchronic) 것과 통시적인(Diachronic) 것으로 분류된다. 공시적 

더치 북 논증은 여러 내기가 동일한 시간에 제안되는 것이며, 통시적 더치 

북 논증은 여러 내기가 두 개 이상의 시간에 걸쳐 제안되는 것이다. 반 프

라센이 반영 원리를 위해서 제시한 것은 통시적 더치 북 논증이었다. 마찬

가지로, 이제 제시될 GDP를 위한 더치 북 논증도 통시적인 것이다. 즉 아

래 논증에 포함된 내기가 모두 동일한 시간에 제안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떤 사람, 철수가 GDP를 위반한다고 가정하자. 가령, 특정한 명

제 에 대한 철수의 시점   신념도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추고 있다고 

하자. 

       (3) 

          (4) 

여기서 는 철수가 시점 에 가지고 있는 신념도 함수이다. 위의 두 수

식 중 (3)은 철수의 신념도가 GDP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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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다음 세 가지 내기를 생각해보자. 

내기3 손익(₩)

∧    

∧    

≠  0

내기4 손익(₩)

     

≠    

내기5 손익(₩)

   

 

내기3과 내기4는 모두 시점 에 일어난다. (3)과 같은 조건부 신념도를 

가진 철수에게 내기3은 공정하며, 따라서 그가 이 내기에 참여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4)와 같은 비조건부 신념도를 가진 철수가 

내기4에 참여하는 것도 불합리하지 않다. 그럼 내기5는 언제 일어나는가? 

내기5의 실행여부를 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가정을 덧붙이자. 첫 번째 가

정은 의 진위가 결정되기 전에 철수는 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즉 시점 와 의 진위가 결정되는 시점 사이에 철수는 

의 값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을 가정하자. 두 번째 가정은 철

수가 의 값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에 대한 신념도는 의 

값과 같아진다는 것이다. 즉 시점 이후 철수가 의 값이 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의 에 대한 신념도는 이 된다는 것을 가정하자.10) 

10) 익명의 심사위원은 이 가정이 철수가 GDP를 위반한다는 가정과 충돌한다

는 것을 지적하였다. 만약 이 지적이 옳다면 (심사위원이 정확하게 지적하

듯이) 아래의 더치 북 논증은 선결문제의 오류를 범한 것이며, 따라서 고려

할 가치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 가정은 GDP 자체와는 전혀 충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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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이런 양립가능성은 다음 두 명제를 고려하면 분명하다:

    이면      이다.

모든 에 대해서,     이면   이다.  

여기서 은 전문가의 의견을 알게 된 시점의 신념도 함수를 가리킨다. 분

명히, 이 두 명제들 자체는 서로 양립가능하다. 우선, 두 신념도 함수가 서

로 다르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이 점만으로도 두 명제가 양립가

능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두 신념도 함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위 명제들

은 서로 양립가능하다. 이 명제들은 (거칠게 말해) 전문가의 의견을 확신하

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과 행위자의 신념도가 같아야 한다는 것이며, 전

문가의 의견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GDP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

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완벽히 가능한 일이다. (특히, (4)에 의해서   시

점에 철수는 전문가의 의견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정되었다는 것을 

주목하라.) 따라서 문제의 두 번째 가정은 선결문제의 오류를 야기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문제의 더치 북 논증을 처음 구성하였을 때, 필자가 

의도한 것도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필자는 이런 식의 답변이 심사위원의 우려에 대한 완벽한 

답변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심사위원이 지적한 대

로, 조건화(conditionalization)가 가정된다면 위 둘은 서로 양립불가능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사위원이 지적한대로,) 내가 아래의 더치 

북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GDP를 따르지 않고 조건화 규칙대로 

믿음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항산 손해를 본다.’ 정도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항상 손해를 보게 만드는 것이 조건화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서 (비록 만족스럽지 않고,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필

자의 잠정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다: 문제의 가정을 ‘전문가의 의견을 알게 

되어   ∧와   ∧라는 두 명제 각각에 과 을 

직접적으로 할당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본다면, 조건화와의 충돌 문제는 사

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철수가 사용해야 하는 믿음 갱신 규칙은 

단순 조건화가 아니라, 제프리 조건화가 된다. 그리고 그 규칙에 따르면, 다

음이 성립한다:

    ∧  ∧
  ∧  ∧

 ⋅⋅ 

해당 가정을 이렇게 읽는다면, 심사위원이 제기한 조건화와의 충돌 문제는 

사라지게 된다. (이런 답변은 필자가 아래에서 제시한 NDP를 위한 더치북 

논증에 대한 심사위원의 비판에 대해서도 공히 적용할 수 있다. 그에 대한 

필자의 답변은 생략한다.) 아무튼 심사위원의 지적으로 이 논점은 좀 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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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기5의 실행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라는 것이 밝

혀지는 경우에, 그리고 그런 경우에만 내기5가 실행된다.   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럼 위의 두 번째 가정에 의해서 그 시

점의 철수의 에 대한 신념도는 가 된다. 따라서   라는 것이 

밝혀진 시점에 철수는 내기5를 받아들일 것이다. 만약 ≠ 라는 것

이 밝혀지면 내기5는 취소되고, 내기3과 내기4만으로 전체 내기가 마무리

된다. 

그럼 이제, 철수가 이 내기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총 손익을 계산해

보자. 다음 표는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철수의 총 손익이 무엇인지 

나타내고 있다. 

가능한 경우들 내기3 내기4 내기5 총 손익(₩)

∧             

∧           

≠  0    0 (취소)   

위 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  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럼 내

기3에서 철수는  를 획득하고, 내기4에서   를 획득한다. 

그리고   이기 때문에 내기5가 실행되고, 내기5에서 철수는 

  를 획득한다. ∧  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럼 

이제 ≠ 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내기5는 취소된다. 그리

고 내기3에서는 0, 내기4에서는   를 획득한다. 위의 표가 나타내

고 있는 대로, 세 가지 내기를 통해서 철수가 얻을 총 손익은 언제나 

  이다. (3)에서   라는 것이 가정되었다. 따라서 총 손익은 

언제나 0보다 작고, 이에 (3)과 (4)와 같은 믿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철수

는 언제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위의 내기3,4,5는 철수가 항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통시적) 더치 북을 구성한다. 철수가 다음과 같은 

믿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위와 유사한 더치 북을 구성할 수 있

명해질 수 있었으며, 이에 심사위원에게 큰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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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 

       (3*) 

     (4) 

따라서 우리는 철수가 GDP를 위반할 때, 즉     ≠ 

일 때, 그는 항상 더치 북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철수는 GDP를 만

족해야 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위에서 제시된 GDP를 위한 더치 북 논증은 반 프

라센이 제시한 반영 원리를 위한 더치 북 논증과 매우 유사하다. 한편, 이

와 유사한 더치 북 논증이 NDP를 옹호하기 위해서도 제시될 수 있다. 이

를 위해, 이번에는 철수가 NDP를 위반한다고 가정하자. 가령, 명제 에 

대한 철수의 시점   신념도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추고 있다고 하자.

≠    (5) 

   ≠      (6) 

(5)에 의해서 철수가 NDP를 위반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NDP를 위한 더

치 북 논증을 제시하기 전에, 앞에서 제시된 GDP를 위한 더치북 논증에서 

가정된 것과 동일한 것을 여기에서도 가정하자. 즉 다음 두 가지를 가정하

자: (i) 의 진위가 결정되기 전에 철수는 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알

게 된다; (ii) 철수가 의 값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에 대한 신념

11) 철수가 (3*), (4)와 같은 믿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그

에게 손해를 입히는 더치 북은 위의 내기3,4,5를 변형하여 제시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철수가 상대방에게 위 내기3,4,5를 ‘팔도록’ 하는 것이

다. (앞선 사례에서 철수는 내기3,4,5를 샀었다.) 믿음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내기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내기를 파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고 말

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즉 (3*)와 (4)와 같은 믿음 상태를 가진 철수가 내

기3,4,5와 동일한 내기를 파는 경우, 그는 항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

은 어렵지 않게 도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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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의 값과 같아진다. 

그럼 우선 다음 두 가지 내기를 생각해보자. 

내기6 손익(₩)

≠   

    

내기7 손익(₩)

∧≠    

∧≠    

   0

위 두 내기는 모두 시점 에 제안된다. (6)을 고려했을 때, 철수가 내기6

을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럼 내기7은 어떠한가? 내기7은 다른 내

기들과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기

7에 등장하는 항 중에 ‘’의 값은 내기가 제안되는 시점 에는 결

정되어 있지 않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지금껏 고려되었던 다른 내기들과 달

리 내기7의 당첨금(stake)  는 내기가 제안되는 시점에 결

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당첨금이 영원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위의 (i)가 말하는 대로, 의 값은 시점 

와 의 진위가 밝혀지는 시점 사이에 알려지기 때문이다. 만약 

의 값이 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내기7의 당첨금은  로 

결정될 것이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내기7의 손익이 나중에 결정된다는 사실은 내기7을 

받아들이는 것의 합리성에 영향을 주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의 값이 무엇으로 결정이 나든, 철수가 내기7을 통해서 얻을 수 있

는 손익의 기댓값은 다른 내기들과 마찬가지로 항상 0이기 때문이다.12) 따

12) (5)에 의해서 ≠  이다. 따라서 의 값이 무엇이든, 내기

7의 기댓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것이다. [표기상의 편의를 위하여 잠시 



인식적 존중의 딜레마 19

라서, 비록 내기7의 정확한 당첨금은 나중에 결정되지만, 이 사실이 내기7

에 참석하는 것의 합리성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에 철수가 시점 에 

내기7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내기를 생각해보자. 

내기8 손익(₩)

    

  

앞에서 언급한 가정 (i)과 (ii)를 다시 주목하라. 이 두 가정 아래에서 내기

8의 실행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의 값이 와 다른 값, 가령, 

라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 그리고 그런 경우에만 내기8이 실행된다. 

의 값이 와 다른 값 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위의 가정 (ii)에 의

해서 철수의 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가 되며, 이에 철수는 내기8을 받

아들일 것이다. 한편,   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내기8은 취소된다. 

그럼, 이제 철수가 위의 내기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총 손익을 계산

해보자. 먼저 ∧  ≠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철수는 

내기6에서  를 획득한다. 그리고 내기7의 당첨금은  가 되

어, 내기7에서   를 획득한다. 그리고   ≠이기

에 내기8이 제안되며, 이 내기에서 철수는    를 획득한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는 ∧  ≠ 인 경우와 

  인 경우도 계산할 수 있다. 아래 표는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

해서 철수의 총 손익이 무엇인지 나타내고 있다. 

‘≠’를 ‘’라고 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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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경우들 내기6 내기7 내기8 총 손익(₩)

∧  ≠    
 

 
 

 

∧  ≠    

 


 

      0 0 (취소)  

(6)에 따르면,     이다. 따라서 철수가 (5)와 (6)와 같은 믿음 상태

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언제나 원을 손해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위의 

내기 6, 7, 8은 철수가 항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통시적) 더치 북을 구

성하며, 이에 철수는 NDP를 만족해야 한다고 결론 내려야 한다. 

지금껏 나는 GDP와 NDP를 위한 통시적 더치 북 논증을 제시하였다. 

GDP의 한 사례인 반영 원리에 대한 더치 북 논증은 반 프라센에 의해서 

이미 제시되었으며, 위에서 제시된 GDP 자체에 대한 더치 북 논증은 반 

프라센의 논증을 응용한 것이다. 한편 NDP에 대한 더치 북 논증은 아직 

제시된 적이 없다. 이런 더치 북 논증들을 고려할 때, 위에서 제시된 더치 

북 논증에 의해서 GDP가 인식론적으로 정당화된다면 NDP도 마찬가지라

고 말해야 한다. 특히, GDP를 수용하는 인식론자들은 모두 NDP 역시 수

용해야 한다는 것은 무척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나는 다음 절에서 

GDP를 수용하는 인식론자들은 NDP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할 것

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GDP를 수용하는 인식론자들을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논증할 것이다. 

5. GDP와 NDP는 동시에 만족될 수 있는가?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을 정확히 아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 그저 전문가가 가질 수 있는 의견들의 집합만을 아는 경우가 좀 더 

실제적이고 일반적이다. 가령, 우리는 내일 비가 온다는 명제에 대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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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신념도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신념도가 0.5보다는 크고 

0.8보다는 작다는 것만을 알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가 전문가의 정확

한 신념도를 아는 경우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일반적이다. 그럼 이런 경우

에 내일 비가 온다는 것에 대한 나의 신념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2절의 수

식 (1)과 (2)를 이용한 예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 GDP와 확률계산규칙은 

명확한 답을 제시한다. 나는 아래에서 그렇게 제시된 답과 NDP 사이의 관

계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GDP를 받아들이면 NDP를 위반할 수밖에 없

다는 것을 논증할 것이다. 

어떤 명제 를 생각해보자. 그리고 당신은 에 대한 전문가의 신념도

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문가의 신념도가 어떤 실수들

의 유한 집합 ℝ의 원소라는 사실만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자.13) 그럼 다

음이 성립한다. 


∈ℝ
     . (7)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실수 와 에 대해서,    와   는 

양립불가능하다. 그리고 당신은 전문가의 신념도가 ℝ의 원소라는 것을 알

고 있기 때문에, 
∈ℝ∨    이다. 따라서 확률계산규칙에 의

해서 (7)이 성립한다. 그럼 이제 당신이 GDP를 만족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럼 확률계산규칙으로부터 다음이 도출된다. 

  
∈ℝ
   (8) 

13) 본 논문의 심사용 버전에는 집합 ℝ이 유한하다는 것이 가정되지 않았다. 

사실 무한하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실수의 개수만큼 많다고 하더라도 아래 

논의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 수학적인 이유에서 ℝ을 실수

들의 유한 집합으로 제한한다. 이 점을 지적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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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확률 정리와 (7)에 의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ℝ
 ∧    

∈ℝ
    

그리고 GDP를 만족한다는 가정은 모든 ∈ℝ에 대해서 

    라는 것을 함축한다. 따라서 (8)이 도출된다. 

위 식들을 좀 더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보자. 

예1. 당신은 GDP를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인식적으로 존중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에 대한 전문가의 신념도가 0.5, 0.6, 0.8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각 가능한 전문가의 신념도에 대해서 당신은 동일한 정

도로 믿고 있다. 따라서 다음이 성립한다. 

           .

그리고 (7)에 의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

따라서 다음이 도출된다.

              .

그럼 (8)에 의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
  ⋅  ⋅

     

즉 GDP를 따르는 당신의 에 대한 신념도는 0.63이 되어야 한다.

이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의 값과 NDP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자. 우선, (8)을 통해서 계산된 의 값을 라고 하자. 는 ℝ
의 원소인가? 즉 (8)을 이용해서 계산된 에 대한 당신의 신념도는 에 

대한 전문가의 가능한 신념도들 중에 하나인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

을 수도 있다. 위의 예1을 보면, (8)을 통해서 계산된 당신의 신념도 0.63

은 전문가의 가능한 신념도들의 집합, 즉 {0.5, 0.6, 0.8}의 원소가 아니다. 

물론, 원소인 경우도 있다. 다음 예를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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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2. 당신은 GDP를 따라 전문가들을 인식적으로 존중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에 대한 전문가의 신념도가 0.5, 0.6, 0.7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고 있으며, 각 가능한 전문가의 신념도에 대해서 당신은 동일한 정도로 믿

고 있다. 

이 예의 경우, 예1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당신의 신념도는 0.6이며, 이

것은 전문가의 가능한 신념도들의 집합, 즉 {0.5, 0.6, 0.7}의 한 원소이다. 

이제 각 경우에 NDP가 만족되는지 살펴보자. 먼저 예1과 같이 가 ℝ
의 원소가 아닌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럼,  ≠ 의 값은 1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에 대한 전문가의 신념도가 ℝ의 원소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과 가 ℝ의 원소가 아니라는 것으로

부터 ≠   이 도출된다. 그럼 확률 계산 규칙에 의해서 다

음이 성립한다. 

 ≠       

즉 이 경우 NDP가 성립하지 않는다. 좀 더 구체적인 맥락에서 위 논증을 

살펴보기 위해, 예1을 다시 생각해보자. ≠ 의 값은 얼마

인가? 당신은 에 대한 전문가의 신념도가 0.5, 0.6, 0.8 중에 하나라는 것

을 알고 있다. 따라서 당신은 에 대한 전문가의 신념도가 0.63은 아니라

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 에 대한 당신의 신념도는 1

이 되어야 한다. 즉 ≠   이다. 그럼 확률 계산 규칙에 

의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     

이런 결론은 예1과 같은 사례에서 당신은 NDP를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 이제 예2와 같이 가 ℝ의 원소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럼 

≠ 의 값은 얼마인가? 여기서 우리는   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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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당신이 GDP를 만족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두 사실로

부터 다음이 도출된다. 

      . (9) 

한편, 확률계산규칙에 따르면 임의의 명제 와 에 대해서 

   일 때, 다음 두 명제는 서로 동치이다. 

   ;    . 

따라서 (9)와 확률계산규칙으로부터 다음이 도출된다. 

         ≠ . (10) 

이런 결과는 가 ℝ의 원소인 경우에 당신은 NDP를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사실은 예2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2에 등장하는 주요 명제들에 대한 당신의 신념도는 다음과 같다.

        

 5/30 6/30 7/30

 5/30 4/30 3/30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     가 성

립한다.14) 따라서 예2와 같은 경우에도 당신은 NDP를 만족할 수 없다. 

정리하자면, GDP를 만족하는 믿음 상태를 가진 사람은 (8)을 통해 도출

된 의 값이 ℝ의 원소이든 그렇지 않든 항상 NDP를 만족할 수 없

다. 이로부터 우리는 GDP와 NDP는 양립불가능하며, 따라서 GDP의 지지

자들이 NDP 역시 인식론적 규범으로 인정한다면 인식적 존중에 대한 그

들의 이론은 모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14) ≠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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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식적 존중의 딜레마

앞에서 나는 NDP와 관련된 두 가지 논증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NDP를 위한 통시적 더치 북 논증이었다. 그 논증은 GDP, 특히 반 프라센

의 반영 원리를 위한 통시적 더치북 논증과 다소 유사한 것이었다. 따라서 

통시적 더치 북 논증을 이용해서 GDP를 옹호하려는 GDP 지지자들은 

NDP 역시 우리가 따라야 할 인식론적 규범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두 번째 논증은 GDP와 NDP를 모두 받아들이면 모순이 도출되며, 이에 

GDP 지지자들은 NDP를 부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GDP 지

지자들은 NDP과 관련해 딜레마 상황에 직면한다. GDP 지지자들이 NDP

를 인식론적 규범으로 간주한다면 우리의 믿음 상태는 모순으로 고통 받을 

것이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 그 지지자들이 NDP를 거부한다면 우리 믿음 

상태는 언제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더치 북 상황에 빠질 것이다. 

이 두 갈래의 길 중에서 무엇이 덜 부담스러운가? 나는 본 논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위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것과 관련된 한 가지 연구 방향을 언급하는 것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

자 한다. 그것은 GDP와 NDP가 전문가의 의견에 대한 인식적 존중을 제

대로 나타내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GDP와 더불어 NDP가 근

거로 삼고 있는 인식론적 직관은 우리는 전문가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전문가가 어떤 명제를 정도로 믿고 있다면 우리

도 전문가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 그런 신념도를 가져야 하며, 마찬가지로, 

전문가가 어떤 명제를 80%정도로는 믿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전문가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 그런 신념도는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과연 

그런가?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 같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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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기 위해, 2절에서 언급된 몇 가지 보편적 전문가 함수들 중 

하나인 진리 함수 를 잠깐 생각해보자. 는 참인 명제에는 1, 거짓인 명

제에는 0을 할당하는 확률함수이다. 따라서 이 함수 는 어떤 명제에도 0

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할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즉 우리는 함수 가 각각의 명제에 대해서 0과 1 중에서 무엇을 할

당하는지는 모르지만, 함수 가 각각의 명제에 대해서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할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 전문가 함수를 

인식적으로 존중하여 그것을 ‘그대로’ 따른다면, 우리는 그 어떤 명제에 대

해서도 0과 1 사이에 있는 신념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15) 그러나 이런 결

론은 이상해 보인다. 우리가 여러 명제들에 대해서 0과 1이 아닌 신념도를 

가진다는 것은 무척 자연스럽고, 인식론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것 같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GDP와 NDP가 근거로 삼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직관은 다소 의심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GDP와 NDP를 재고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전문가에 대한 인식

적 존중을 정식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새

로운 정식화가 본 논문에서 언급된 인식적 존중의 딜레마를 피할 수 있을 

지 검토해야 한다. 물론, 그 새로운 정식화는 기존의 여러 원리들, 즉 반영 

원리, 주요 원리, 진리 원리들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필자는 이 연구 방향에 대한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이것을 향후 과제로 남겨 놓는다. 하지만 필자는 본 논문에서 제시된 주장

—반영 원리, 주요 원리 등 지금껏 많은 확률철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인식적 존중 원리들이 딜레마에 직면한다—만으로도 이 글이 확률철학에 

일정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5) 이 점에 대해서 심사위원은 ‘모든 명제의 진리값을 안다’는 것이 가정되어

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심사위원이 말한 것을 가정하지 않

아도 NDP만으로 해당 결론이 도출된다. ∈라고 가정하자. 그럼 진

리함수의 의미에 의해서, ≠라는 것은 분석적으로 참이다. 그럼 확

률 공리에 의해서 ≠  이 성립한다. 그럼 NDP에 의해서 다

음이 성립한다: 임의의 ∈에 대해서, ≠이다. 즉 의 신념

도는 0 또는 1 이외의 값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논증에 있어, (심사위

원이 말한 것과는 달리) 의 진리값을 안다는 것이 가정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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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lemma for Epistemic Deference

Ilho Park

This paper examines critically epistemic deference to experts. It seems 
rational that we defer to experts who are epistemically superior to us. 
However, this paper argues that such deference to experts could lead us 
to a dilemma. For this purpose, I will formulate, in sections 2 and 3, 
two principles regarding epistemic deference-i.e. General Deference 
Principle (GDP) and Negative Deference Principle (NCD). Section 4 is 
dedicated to providing diachronic Dutch Book arguments for GDP and 
NCD. I will show in section 5 that GDP and　 NDP are incompatible 
with each other. With the help of the arguments in sections 4 and 5, I 
will conclude in section 6 that some defenders of the epistemic 
deference to experts faces a dilemma.

Key Words: Epistemic deference to experts, Negative deference to 
experts, Reflection Principle, Principal Principle, Truth 
Principle, Diachronic Dutch Book Argu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