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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적 귀납과 IBE, 그리고 자기 증거적 설명†

1)

  삼‡

돌링, 노턴 등에 의해 ‘증명적 귀납’이 과학적 가설의 구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들의 논의는 과학적 사례들을 대상으로 매우 

실제적이면서도 명료하게 증명적 귀납의 구조를 드러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그들이 별도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거나 적어도 명시적으로 제대로 드

러내지 못한 한 가지 점이 있다. 바로 그렇게 구성될 수 있는 가설의 어떠한 측

면 때문에 그것이 그처럼 증명적 귀납의 구조 속에 놓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다. 나는 그러한 문제의 측면이 바로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IBE)이라는 발

상에 의해 제대로 해명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해명을 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이 특히 ‘자기 증거적 설명’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IBE나 자기 증거적 

설명 자체는 이미 다른 맥락 내에서 다른 목적을 위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

나, 나는 여기서 그것들이 새로이 증명적 귀납을 충분히 해명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더군다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역으로 IBE가 증명적 귀

납에 의해 좀 더 분명하게 해명될 수 있는 측면도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주요어】증명적 귀납,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IBE), 자기 증거적 설명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비평으로 논문의 내용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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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적 귀납’(demonstrative induction)이라는 말은 언뜻 매우 역설적

으로 들린다.1) 왜냐하면 증명적 논증의 대표격인 연역 논증에서와는 달리, 

우리는 흔히 귀납이 비증명적(non-demonstrative)이라 알고 있기 때문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orling (1973), (1974), Norton (2003) 등에 의해 

그것은 과학적 가설의 구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들의 논의는 구체적인 과학적 사례들을 대상으로 매우 실제적이면서도 

명료하게 증명적 귀납의 구조를 드러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이 별도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거나 적어도 명시적으로 제대로 드러

내지 못한 한 가지 점이 있다고 본다. 바로 그렇게 구성될 수 있는 가설의 

어떠한 측면 때문에 그것이 그처럼 증명적 귀납의 구조 속에 놓일 수 있는

가 하는 점이다. 

나는 그러한 문제의 측면이 바로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IBE)이라는 

발상에 의해 제대로 해명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해명을 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이 특히 ‘자기 증거적 설명’(self-evidencing expla- 

nation)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IBE나 자기 증거적 설명 자체는 이미 다른 

맥락 내에서 다른 목적을 위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나는 여기서 그

것들이 새로이 증명적 귀납을 충분히 해명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음을 보이

고자 한다. 더군다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역으로 IBE가 증명적 귀납에 의

해 좀 더 분명하게 해명될 수 있는 측면도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1. 증명적 귀납의 구조

증명적 귀납의 존재와 그 중요성에 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로까지 거

슬러 올라갈 정도로2) 상당히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다. 하지만 그 중에서

 1) 여기서 ‘demonstrative’라는 말은 흔히 ‘논증적’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한

다. 하지만 이렇게 번역되고 나면, 이는 ‘argumentative’라는 말에 대한 번

역과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하 ‘증명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대략적으로 말해, 이 말은 ‘비확장적’(non-ampliative)이

라는 말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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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널리 알려진 유명한 예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의 발언을 볼 수 있다. 

왜 어느 경우에는 단 하나의 사례만으로도 완전한 귀납을 위해 충분한 

반면, 또 다른 경우에는 단 하나의 예외도 알려지거나 있을 법하지 않

은 수많은 일치 사례들을 가지고도 보편적인 명제를 수립하는 데 거의 

진전이 없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

든 논리에 대한 철학에서 고대의 가장 지혜로운 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며, 바로 귀납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Mill 

1872/1973, Book Ⅲ, Ch. iii, § 3)

이와 같은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실제적인 사례로  자신 다음과 같

은 예들을 들고 있다. 먼저 전자의 예와 관련해, 그는 어느 화학자가 새로 

발견된 신물질의 존재와 그 특성에 대해 공표하는 일을 예로 들고 있다. 

이 경우 만일 그 화학자가 자신의 정확성에 신념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비록 단 하나의 사례에 근거한 귀납을 통해서일지라도 그가 도달한 

결론이 보편적으로 성립할 것이라는 확신의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해당 실험이 과연 적

절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의문에서 나온 것일 뿐, 그 실험이 실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기만 했다면 그것이 과연 결정적인가의 여부에는 결코 의문을 갖

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 여기서 단 하나의 사례로부터 일반적

인 자연 법칙이 추론되는 것으로, 즉 하나의 단칭 명제로부터 하나의 보편 

명제로의 추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후자의 예와 관련해, 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모든 까마귀는 검

다’라는 일반 명제를 예로 들고 있다. 이 경우에는 비록 이 세상 태초부터 

관찰된 모든 사례들이 문제의 명제를 지지한다 할지라도, 어느 평범한 사

람이 아직 충분히 탐색하지 못한 지구의 어느 곳에선가 까마귀 한 마리를 

잡아 조사해 보았는데 그것이 회색임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봉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 그 수많은 기

존의 사례들이 문제의 일반 명제가 참임을 충분히 보여 주지 못한다고 본

 2)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른바 ‘epagoge’ 역시 이의 일종으로 여겨지고 있다

(Musgrave 2011, p. 2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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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비교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전자의 예이든 후자의 예이든 그것이 하나의 귀납적 일반화로서 적

어도 ‘이 냉장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과일이다’와 같은 명제와는 다른 성

격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앞서의 두 예에서 세 번째 

예에서 느껴지는 우연성은 배제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에서도 어떤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보

고, 그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갖는 ‘증명적 귀납’은 물론 위의 첫 번째 예에 관

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그 귀납을 위해 필요한 사례가 ‘단 하나’인가

의 여부 자체는 중요치 않다. 그것이 하나를 넘어 여러 개의 것이라 할지

라도 중요한 점은, 그와 같은 사례 또는 사례들로부터 결정적으로 보편적

인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여기서는 그 전형적인 것으로 

일단 ‘단 하나’의 사례에 주목해 보기로 하자. 

위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자신은 증명적 귀납의 논증 

구조를 명료히 하거나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다행히 

이에 관해 Dorling (1973)은 적어도 증명적 귀납이 성립하기 위한 논증 구

조를 다음과 같이 명료히 제시한 바 있다.3) 

우선 동일성을 포함한 일계 술어 논리 체계의 틀 내에서, 증명적 귀납에

서 추론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하게는 단지 로부터 로 나아가

는 것이다. 예컨대 위에서 이 예로 든 신물질의 경우라면, 그것의 한 샘

플 가 ‘ ’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전제로부터 그 모든 샘플 역시 그러

한 특성을 갖게 되리라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추론을 말한다. 그러나 이때 

돌링은 우리가 주목하는 특성 에 대해 그것을 보다 더 일반적인 특성들 

의 집합으로부터 선정될 수 있는 특별한 하나의 특성으로 볼 것을 제안

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보기에 증명적 귀납이 이루어지기 위해 추가적으

로 꼭 필요한 두 가지 전제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 추가적 전제 중 첫 번째는 이른바 ‘존재에 대한 조건’(existence 

condition)으로, 이는 좀 더 일반적인   중에서 특정한 어느 한 특성, 예

 3) Dorling (1973), pp. 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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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와 같은 특성에 대한 보편 법칙이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 추가 전제는 이른바 ‘유일성에 대한 조건’(uniqueness 

condition)으로, 이는 개체 변항 의 어느 값에 관해서건 매개 변수 이 

단지 단 하나의 값만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는 전제이다. 즉 어느 

한 개체가 일반적인   중 특정한 한 특성, 예컨대 를 갖게 된다면, 모

든 개체에 대해 역시 그러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 →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전제 에 이상의 추가적인 전제들을 더해, 결론 을 

도출해 내는 과정을 돌링은 다음과 같이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물론 형식

적으로 타당한 논증이다.

1.  전제

2. (∃) 전제

3. & →  전제

4.  2, 존재 예화 (EI)

5.  4, 보편 예화 (UI)

6. & 1, 5 연언화 (Conj.)

7. & →    3. 보편 예화 (UI)

8.    6, 7 전건 긍정식 (MP)

9.  4, 8 동일성 대치

이처럼 증명적 귀납의 논증 형식을 제시한 후, 돌링은 이러한 형식의 논

증이 과학사에서 실제 주요하게 발견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캐번디시나 쿨롱에 의한 정전기 역제곱의 법칙 수립, 앙페르에 의

한 전극 사이의 힘에 관한 정식의 제시, 아인슈타인에게서 광자의 존재에 

관한 논증이나 특수 상대성 이론의 논증, 1913년 보어의 양자 이론의 논증 

등에서 문제의 증명적 귀납의 형태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의 사례로 돌아가, 그것이 돌링이 제시한 위의 증

명적 귀납의 논증 구조와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고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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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로 하자. 

우선 앞서 이 제시한 두 가지 예에서 단지 그 주어진 전제와 결론에 

한정해 보자면, 그 두 예 모두에서 전제와 결론은 각각 형식적으로 와 

와 같은 식으로 주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례 각기 문제 

삼고 있는 특정한 특성 자체는 서로 다를지 모르나(예컨대 그 하나가 

에 관한 것이라면, 다른 하나는 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증명적 귀

납에 대한 돌링의 논증식 내에서라면 그 모두가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자면, 의 두 

가지 예는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의 돌링의 분석에 따른다면, 

의 첫 번째 예는 돌링의 두 가지 추가적인 전제들이 부가될 수 있는 것

인 반면, 의 두 번째 예는 그러한 추가 전제들이 부가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의 두 가지 논증 사례에서 대체 무엇 때문에 양자 

사이에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가장 단순한 답은, 물론 전자에는 그러한 추가 전제들이 부가

될 수 있는 선행 법칙이 존재하는 반면 후자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답일 것

이다. 하지만 이러한 답은 묻는 바와 거의 동어반복적일 뿐이다. 게다가 후

자의 경우에도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향후에는 그와 같은 법칙이 새로이 

제시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 오히려 우리에게 

좀 더 의미 있는 질문은, 그렇다면 모든 법칙이 그러한 추가 전제들을 부

여할 수 있는 법칙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내가 아는 한, 이 점에 관

해서라면 돌링은 직접적인 아무런 답도 주고 있지 않다. 

지금의 논문을 통해 나는 위의 물음에 대해 적어도 이른바 ‘자기 증거적 

설명’의 가설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이고자 한

다. 이러한 주장을 위해서는 매개적으로 노턴의 이른바 ‘실질적 귀납의 이

론’과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 방식과 같은 것을 원용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좀 더 실제적인 과학의 사례를 통해 존재 및 유

일성에 대한 조건의 의미를 좀 더 상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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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존재 및 유일성에 대한 조건의 의미와 

실질적 귀납의 이론

돌링 자신이 말하는 ‘존재 및 유일성에 대한 조건’이 과학의 실제에서 무

엇을 의미하는가는 그가 제시한 여러 예 가운데 특히 쿨롱의 정전기 역제

곱 법칙의 수립에 관한 예로써 가장 쉽사리 파악할 수 있을 법하다. 즉 ‘어

떤 정전하들 사이의 힘은 그것들 사이의 거리의 역제곱에 비례한다’는 법

칙을 말한다. 쿨롱은 이 법칙을 1785년에 수립할 수 있었는데, 당시 그는 

놀랍게도 사실상 단지 몇 번의 실험으로써 이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즉 그는 특정한 한 쌍의 대전된 나무 공을 사용해, 단지 세 번 정도의 

적은 횟수로 서로 다른 거리에서 그것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관찰한 후 

모든 거리에서 그것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관한 법칙을 수립할 수 있었

던 것이다. 그러므로 돌링은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묻고, 스스로 답하고 

있다.

쿨롱은 어떻게 하여 그처럼 특수한 경우로부터 완전한 정전기 역제곱 

법칙을 추론할 수 있었던 것일까? 내가 보기에 그가 진행한 절차에 관

한 가장 단순한 합리적 재구성은, 그가 문제의 법칙을 단지 하나의 가

설로 취하거나, 아니면 단 하나의 사례로부터 거친 귀납적 일반화를 

통해 그에 도달한 것으로 보기보다 그가 이미 다음과 같은 이론적 가

정에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일 듯하다. 즉 어떤 전하들 사이의 힘

이 그 전하량과 그것들 사이의 거리의 함수로 주어지는 힘의 법칙이 

존재하며, 그 법칙은 적절한 모든 위치 상태에서 모든 전하의 쌍들에 

대해 적용될 것이라는 이론적 가정을 말한다. (Ibid., p. 362. 강조 필

자)

핵심을 요약하자면, “쿨롱은 자신의 실험적 결과들로부터 추론된 낮은 수

준의 일반화 명제로부터 완전한 정전기 역제곱 법칙을 연역해 내기 위해 

자신이 이미 의존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이론적 가정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Ibid. 강조 원문). 

쿨롱에 관한 위의 예에서, ‘이미 존재한다’고 가정된 것은 “어떤 전하들 

사이의 힘이 그 전하량과 그것들 사이의 거리의 함수로 주어지는 힘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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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의 존재이다. 이는 앞 절에서 돌링이 제시한 논증식 가운데 (∃)

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로부터 바로 문제의 정전기 역제곱의 법칙

이 연역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연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또 달

리 한 쌍의 대전된 나무 공을 이용한 세 번에 걸친 실험이 필요했던 것이

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실험을 통해 쿨롱이 얻은 결과는 바로 그 대전된 나

무 공들의 정전기력이 거리의 역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이었다. 단 하나의 

사례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돌링의 논증식에서는 바로 에 해당한다. 

물론 이는 다른 두 가지 실험 사례에서도 나타난 결과로서, 이를 통해서라

도 “낮은 수준의 일반화 명제”가 추론될 수도 있다. 앞 절의 돌링의 논증식

에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이는 예컨대 ‘ ’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돌링에 따르면, 이로써 곧 정전기의 역제곱 법칙이 수

립된 것은 아니며, 그로부터 좀더 “완전한 정전기 역제곱 법칙을 연역해” 

내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를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앞 절에서의 돌링의 논

증식으로, 그 최종적인 정전기의 역제곱 법칙이 곧 로 주어진 셈이

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위의 과정에서 “낮

은 수준의 일반화 명제”로 얻은 와, 이미 선행하는 법칙을 통해 얻

은 는 결국 동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이 경우, 물론 

는 선행하는 법칙을 포함한 어떤 이론 내에서라면 예컨대 ()

(&)와 같이 다른 요소를 부가적으로 포함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역시 결국에는 를 논리적으로 함축하므로, 이와 같은 의문은 여

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결코 그렇지 않다. 에 해당하는 법칙은 경험적 사례

로부터 추론된 법칙인 반면, 는 어디까지나 이론적 가정하에서의 

법칙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물론 후자는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가정된 법칙

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경우 그것은 이미 쿨롱의 실험 결과에 

부합되는 것으로 알려졌기에, 경험적으로 ‘입증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증 여부에 관계없이 그것은 여전히 하나의 이론 내에서의 

법칙일 따름이다. 따라서 만일 이러한 차이를 간과하고, 단지 그 결과적인 

형식에 따라 양자를 그대로 동일한 것으로(또는 서로 논리적 동치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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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다면, 돌링이 지적하는 연역은 매우 사소한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전자는 하나의 실험적 법칙인 반면, 후자는 하나의 이론 내에

서 가정된 이론적 법칙일 따름이다. 이러한 구별은 우리의 목적상 매우 중

요하므로 이후 좀 더 다시 논할 예정이나, 여기서는 잠시 쿨롱의 실험에서 

유일성에 대한 조건에 대해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쿨롱의 실험에서 존재에 대한 조건을 위에서 언급한 대로 어떤 전하들 

사이의 힘이 그 전하량과 그것들 사이의 거리의 함수로 주어지는 어떤 힘

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실험에서 유일성에 대한 조건은 

그 전하들 사이의 힘이 일반적으로 오직 그것들 사이의 거리에만 의존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앞 절의 논증식에서 보자면, 존재에 대한 조건에서 존재

한다고 주장하는 특성이 나무 공의 쌍 에 대한 실험을 통해 결국 특정한 

특성 인 것으로 밝혀졌을 때, 그것이 임의의 대상 에 대해서도 여전히 

성립함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유일성에 대한 조건이다. 그러므로 이 조건

은 어느 특정한 사례에 해당하는 특성이 그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한 

측면에 관해 그와 유사한 모든 사례로 일반화될 수 있다는 조건을 보여 주

는 셈이다. 앞 절의 논증식에서 행 4의 가 행 2의 (∃)

로부터 연역된 데에서 볼 수 있듯, 이 역시 결국엔 존재에 대한 조건에 근

거한 하나의 가정이긴 하나, 돌링은 존재에 대한 조건에 비해 본다면 이는 

흔히 실천적으로 매우 사소하게 충족될 수 있는 조건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미 주어진 존재에 대한 조건에 근거해 그것을 실제의 실험에 적용하는 

경우, 유일성에 대한 조건이야말로 곧 실험가가 일반화시키길 원하는 바로 

그 측면이기 때문이다4). 하지만 단순히 ‘원한다’는 것과 그것이 ‘의존할 만

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다. 실험가가 그러한 일반화를 원해 그와 같은 조건

에 의존했을 때에는 그것에 그럴 만한 어떤 요인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쿨롱의 경우 그와 같은 요인은 무엇일까? 이를 위해서는 그가 의

존했다고 하는 선행 법칙의 내용과 그것이 어떻게 문제의 두 가지 조건을 

그에게 제공할 수 있었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Dorling (1973)은 이에 관해 개략적인 설명만을 제시

할 뿐, 우리가 원하는 자세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

 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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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다행히 Dorling (1974)은 쿨롱 대신 그 이전의 캐번디시의 실험과 추

론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보여 준 바 있다. 이는 돌링 자신의 

판단에, 정전기 역제곱의 법칙을 수립하는 데 캐번디시의 1773년의 실험이 

1785년의 쿨롱의 실험보다 시기적으로 앞섰을 뿐만 아니라 더욱 정 한 방

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의 논의 목적상 그 역사적 엄 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쿨롱 대신 바로 그와 같은 캐번디시

에 대한 돌링의 분석을 이용해 보기로 하자. 우리의 목적에서 더욱 중요한 

점은, 돌링의 분석에 드러난 캐번디시의 실험 역시 전형적으로 증명적 귀

납의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캐번디시의 실험은, 쿨롱의 

실험과는 달리, 실제적으로 단 하나의 실험만으로 결정적으로 정전기 역제

곱 법칙을 수립하고 있기도 하다.

Dorling (1974)에 따르면, 캐번디시의 실험은 대략 다음과 같이 진행된

다.5) 그는 우선 두 개의 전도성 구체를 동일한 중심에 놓일 수 있도록 안

과 밖으로 배치하였다. 그리고는 이 상태에서 먼저 바깥쪽 구에 대전을 하

고, 그것을 안쪽의 구와 하나의 전선으로 연결해 서로 접촉을 시켰다. 그 

다음, 그와 같은 접촉을 단절시킨 후 바깥 구를 제거하였다. 마지막으로, 

검전기로써 안쪽 구의 대전 유무를 검사하였는데, 원래 그 안쪽 구에는 아

주 소량의 전기만이 잔존함을 미리 확인해 둔 상태였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검전기 검사의 결과, 그 안쪽 구에서는 어떠한 전하도 탐지할 수 없

었던 것이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캐번디시는 거리의 역제곱에 가까운 법칙

을 ‘연역’해 낼 수 있었는데, 그는 이때 다음과 같은 수학적 논증에 결정적

으로 의존하고 있었다6). 곧 원래 뉴턴의 프린키피아 에 등장하는 증명 결

과에 연원하는 것으로, 속이 빈 구의 형태로 물질이 분포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그 내부의 어느 한 입자에 미치는 힘은, 그것이 어디에 위치하든 

입자들 서로간의 힘이 그 거리의 역제곱으로 줄어드는 경우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의 증명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이제 아래의 그림에서처럼 속이 비고 그 물질적 두께가 일양한 어느 한 

 5) Dorling (1974), p. 328.

 6) Ibid., pp. 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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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안에 하나의 점입자 가 있고, 이에 미치는 힘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

자. 이때 그러한 힘들은 그 구의 표면상에서 아주 작은 두 영역에 기인하

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그림 중의 호 와 이 이루는 서로 교차 횡

단하는 선의 교점이 의 위치에 해당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두 영역 각

각에 해당하는 표면의 넓이, 그리하여 

또한 그 각 영역 내의 질량은 호 

와   각각의 제곱에 비례하게 마련

이다. 그런데 이때 각 와 이 

맞쪽지각으로 서로 같고, 각 와 

가 동일한 현 의 두 원주각

으로 역시 서로 동일하므로, 삼각형 와 는 서로 닮은꼴이 된다. 

따라서 현 와 의 비는 변 와 의 비나 변 와 의 비와 

같게 된다. 그런데 이때 호 와 이 매우 작아 그 극한에서 보자면, 

그것들의 비는 그 각각에 대응하는 현의 비와 거의 같고, 따라서 이는 또

한 점 로부터 그 각 호까지의 거리의 비와 같게 된다. 그렇다면 그 작은 

두 표면 각각의 영역의 넓이, 그리하여 또한 그 각 영역 내의 질량은 점 

로부터의 거리 제곱에 비례하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위치 에서 서로 반

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력은, 그 넓이 당 힘, 그리하여 그 질량 당 

힘이 그 거리의 역제곱으로 미치는 한,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찬가

지의 발상을 구 전체로 확대시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구 내부 어디에 

가 위치하든 그에 미치는 합력은 전체적으로 0이 되게 마련이다. 그런데 

캐번디시는 바로 이와 유사한 생각을 어떤 질량 대신 전기의 경우에 마찬

가지로 적용해, 자신의 실험을 행하고, 그로부터 정전기 역제곱 법칙을 수

립했던 것이다. 

만일 캐번디시의 위와 같은 실험과 추론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쿨롱의 

경우로 옮겨 적용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앞서 남

겨 두었던 구별의 문제로 되돌아갈 수 있을 법하다. 즉 존재 및 유일성에 

대한 조건에 따라 얻어진 역제곱의 법칙과 실험으로부터 일반화된 역제곱

의 법칙 사이의 구별 문제이다. 이미 해당 대목에서도 지적한 대로, 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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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가정하에서의 법칙인 반면 후자가 경험적 사례로부터 추론된 법칙

임은 이제 캐번디시의 예로써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전자는 구체적

인 실험 이전에 이미 다른 원천(예컨대 질량에 관한 뉴턴의 이론)으로부터 

나온 이론적인 법칙인 반면, 후자는 단지 특칭적이거나 단칭적인 사례로부

터 일반화된 경험적 법칙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그 양자는 그 기원이나, 그

것에 도달한 과정, 그래서 그것의 인식론적 위상에서 결코 동일하지 않다

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

처럼 양자 사이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것 모두 전하 

사이의 역제곱 법칙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면, 굳이 그 양자를 모두 수립

하려 노력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논의로 볼 때, 이에 대한 한 가지 자연스러운 답은 선행하는 

이론적 법칙으로 인해 실험적 법칙에서의 귀납 추론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위의 물음에 대한 다른 한 가지 답은 이후 관련 대목에서 새로이 

제시될 것이다). 즉 하나 또는 몇 가지의 개별 사례에 대한 실험으로부터 

단순히 가정적으로 설정된 가설이나 거친 일반화가 아니라 실로 신뢰할 만

한 일반화 명제에 이르게 된 것이 바로 그 선행하는 이론적 법칙 때문이었

다는 것이다. 이 점은 지금의 절 서두에서 제시한 돌링의 인용문에서도 분

명하게 지적되었던 점이다. 하지만 만일 사정이 이러한다면, 결국 실험 법

칙에서의 귀납 추론의 신뢰성은 그 선행하는 이론적 법칙에 의존하는 셈이

다. 하나의 귀납 추론에서 이러한 상황이 보여 주는 바는 무엇일까?

바로 이 대목에서, 쿨롱이나 캐번디시의 실험에서와 같은 증명적 귀납에

서 드러나는 한 가지 측면을 가장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것이 곧 Norton 

(2003)이 제안한 이른바 ‘실질적 귀납의 이론’(material theory of 

induction)이라 생각한다. 

노턴이 기존의 형식적 귀납 이론들(formal theories of induction)에 반

대하고 자신의 실질적 귀납 이론을 제시하였을 때, 가장 중요시한 점은, 보

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귀납 추론의 형식적 틀(schema)이란 있을 

수 없으며, 실제 과학에서 이루어지는 귀납 추론은 오직 어느 특정한 영역 

내에서만 성립되는 사실(matter of fact)에 근거를 둔다는 점이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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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 점에서 그의 귀납 이론은 ‘실질적’이며, “모든 귀납적 추론은 국지

적(local)이다”7)라는 식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주장은 앞서 제1절에서 우리

가 소개했던 의 두 가지 사례와 관련해 간단한 사례로써 다음과 같이 설

명해 볼 수 있다. 

앞서 은 증명적 귀납에 적합한 예로서, 어느 화학자가 새로 발견된 신

물질의 존재와 그 특성에 대해 공표하면서, 단 하나의 사례에 근거한 귀납

을 통해서일지라도 보편적 결론에 확실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거의 이의 한 특수한 경우

라 할 수 있는 예를 두고, 노턴은 자신의 실질적 귀납 이론의 시각에서 이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8). 예컨대 ‘몇몇 비스무스 원소의 샘플이 

섭씨 271도에서 녹는다. 그러므로 모든 비스무스 원소의 샘플이 섭씨 271

도에서 녹을 것이다’라는 귀납 추론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노턴의 생각에 

이것이 가능한 것은 단순히 ‘몇몇 …’으로부터 ‘모든 …’으로 나아가는 추론

의 형식 때문일 수 없다. 왜냐하면 만일 이것이 가능하다면, 또 다른 귀납 

추론인 ‘몇몇 왁스의 샘플이 섭씨 91도에서 녹는다. 그러므로 모든 왁스의 

샘플이 섭씨 91도에서 녹을 것이다’라는 추론 역시 적어도 비스무스의 경

우만큼이나 확실하게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형식에 차이가 없는 까

닭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왁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못함을 잘 알고 있

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턴은 그 차이

의 핵심은 바로 비스무스의 경우 ‘원소는 그 샘플의 물리적 특성이 일반적

으로 일양하다’와 같은 어떤 사실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는 데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왁스의 경우에도 나름대로 그에 대한 어떤 사실적 

지식에 근거하는데, 다만 이 경우에는 왁스라는 것이 원소가 아닌 다양한 

탄화수소의 혼합물이라는 지식에 근거하므로, 그 몇몇 샘플에서 섭씨 91도

의 녹는점을 확인했다 할지라도 그로써 곧 모든 샘플에 대해 그러하리라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만일 노턴의 이와 같은 예들에 비춰 본다면, 

앞서 이 화학 물질의 경우와 대비해 제시한 까마귀의 경우 역시 마치 왁

스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이 경우에는 어떤 조류를 

 7) Norton (2003), p. 647.

 8) Ibid., pp. 6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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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귀로 만들어 주는 핵심적 특성이 그것의 색깔을 나타내는 특성과 일양

하게 연결될 수 없다는 어떤 적극적인 사실적 지식에 의하거나, 아니면 적

어도 그와 같은 일양한 연계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소극적 지식 상황에 

의해 좀 더 회의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때 대비되는 문제의 지식들은 물론 그 자체 결정적일 수 없다. 위의 

논의에 근거해 노턴은 “모든 귀납은 궁극적으로 해당 귀납의 소재와 관련

된 사실로부터 그 인가를 받는다”(All inductions ultimately derive their 

licences from facts pertinent to the matter of the induction)라고 주

장하고, 그처럼 귀납의 인가에 동원된 사실들을 ‘귀납의 실질적 공

준’(material postulate of the induction)이라 부르고 있다. 그러므로 그

는 그와 같은 공준이 해당 귀납을 지지하는 데 얼마만큼 강한지에 따라 결

국 그것의 진리 유도(truth conducive) 정도가 결정될 것이라 지적하고 있

다. 따라서 여기서는 세계 전체를 향해 열려 있는 ‘자연의 일양성’과 같은 

가정 대신 그 자체 경험적인 입증이 필요한 좁은 범위의 일양성만이 가정

될 뿐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자면, 귀납 추론에 있어 이른바 ‘자연

종’(natural kinds)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입장9) 역시 그 자체로 

정당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자연종을 결정해 주는 현행의 과학 이론

에 달려 있는 셈이다.10)

추론에 있어 이와 같은 국지성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로써 귀납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즉 그것은 일반적인 귀납 추론에

서 심각하게 문제되는 이른바 ‘귀납적 위험’(inductive risk)을 현저히 감

소시키며, 그러한 위험을 귀납 추론 자체의 국지화된 전제 속으로 옮겨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위의 비스무스와 관련한 귀납 추론의 예에서 만

일 ‘원소’에 대한 국지적인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그 추론은 매우 광

범위한 오류 가능성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원소’에 관한 국지적인 

지식이 전제로 추가될 때, 그러한 부담은 해당 지식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되는 셈이다. 물론 이처럼 ‘귀납적 위험’이 감소한

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귀납에 관한 흄의 회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9) 예컨대 Quine (1969/1991), 송하석 (2007) 참조.
10) Norton (2003), pp. 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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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점은, 그

처럼 국지적인 지식이 새로이 귀납 추론의 전제로 추가되지 않았을 때의 

보다 광범위한 귀납적 위험이 바로 그러한 지식 자체에 관한 평가와 조절 

문제로 좁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철학적으로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귀

납 추론의 정당성 문제가 실천적으로 좀 더 다룰 만한 문제로 전환되는 것

이다. 

노턴의 이와 같은 실질적 귀납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캐번디시의 

추론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무엇보다 그것이 매우 국지적이었다는 점이다. 

앞서 캐번디시가 자신의 실험을 행하기 전에 염두에 두었던 법칙은 물리학

의 모든 법칙이 아니라 단지 질량체들 사이의 힘에 관한 뉴턴의 역제곱 법

칙일 따름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뉴턴의 법칙에 따라 전기력에 관한 자신

의 법칙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그가 고려한 경쟁 가설들 역시 무한히 열려 

있기보다 사실상 거리의 역에 관한 2제곱 가설과 그보다 크거나 작은 제곱

의 가설들뿐이었다. 즉 앞서 캐번디시가 전기력에 관한 자신의 법칙을 위

해 고려한 뉴턴의 이론에서 경쟁 가설로 고려했던 바도 거리의 역에 관한 

2제곱 법칙 외에는 단지 다음과 같은 것들뿐이었다. 만일 점입자 에 미

치는 척력이 거리의 2제곱보자 더 큰 제곱으로 역비례하게 된다면 그 입자

는 구의 중심을 향해 리게 될 것이고, 반대로 만일 입자 에 미치는 척

력이 거리의 2제곱보자 더 작은 제곱으로 역비례하게 된다면 그 입자는 구

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리게 될 것이라는 가설이다11). 

요컨대 그 가설들은 모두 거리의 ‘어떤’ 제곱에 관한 가설들뿐이었던 셈

이다. 이 점은 과학자인 캐번디시가 경쟁하는 것으로 보는 가설들이 사실

상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보여 준다. 그가 문제의 가설들이 모두 거리에만 

관련된 것으로 보았을 때(즉 앞서 돌링이 말한 유일성에 대한 조건에 따랐

을 때) 그는 이미 그러한 제한 속에서 나아가고 있었던 셈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제한은 이미 전기에 관해 그가 뉴턴의 이론을 염두에 두었을 때 주

어질 수 있는 것으로, 만일 그와 같은 제한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떤 제

곱에 관한 경쟁 가설들 이외에도 또 다른 더 많은 가설들에 직면해야 했을 

법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돌링12)이 소개하고 있는 베카리아(G. Beccaria)

11) Dorling (1974), p.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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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미 캐번디시 당시에 그와는 매우 다르게 그의 실험 

결과와 동일한 현상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는 한 이론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는 캐번디시와는 다르게 원격 작용에 의한 인력과 척력을 부정

하고, 오히려 물체 주위의 공기와 같이 전기적으로 분극화된 매질의 압력

과 응력에 그 현상의 원인을 돌렸던 것이다. 물론 이 이론은 그 자체의 난

점, 예컨대 그것이 예상하는 대로 진공 중에서는 그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

지 않으리라는 예측이 실현될 수 없다는 점에서 오늘날 받아들여질 수 없

는 것이지만, 지금의 논의에서 중요한 점은 캐번디시의 추론이 이처럼 있

을 수 있는 수많은 가설들과는 무관하게 좀 더 좁게 한정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 캐번디시의 추론에서 그가 단 하나의 실험으로부터 낮은 수

준의 역제곱 법칙과 같은 일반화 명제로 나아가는 일은 그 자체로 한정해 

본다면 매우 심각한 귀납적 위험을 안고 있는 추론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

로 이는 그 자체로는 광범위하게 귀납 추론의 정당성에 관한 흄의 회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추론의 전제 중에 질량체의 인력

에 관한 국지적인 사실적 지식이 새로 추가된다면, 그렇지 않았을 때의 그 

광범위한 귀납적 위험이 바로 문제의 추가 지식에 관한 평가와 조절의 문

제로 좁혀지는 것이다.

이로써 노턴의 실질적 귀납 이론은 증명적 귀납의 중요한 한 측면, 즉 

증명적 귀납 과정에서 얻어지는 실험 법칙이 그에 선행하는 이론적 법칙에 

의존해 어떻게 귀납 추론의 신뢰성을 얻게 되는가를 잘 해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명적 귀납과 관련해 그의 실질적 귀

납 이론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노턴의 실질적 귀납 이론에서 국지적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의 국지성(locality)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이론 자체로는 

알기 어렵다. 앞서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 실질적 귀납 이론에서 적절한 

국지적 지식은 경험적 증거 사례로부터의 귀납 추론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귀납적 위험을 축소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

와 같은 증거 사례에 적절한 국지적 지식을 제시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

12) Ibid., pp. 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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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그러나 그때의 국지성 여부를 결정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이

러한 물음은 그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원리적으로

나마 그에 대해 별도의 어떤 대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과학의 실제

에서는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국지적 지식이 발견되고 제시되기 마

련이다. 하지만 철학적으로는 그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 적절한 국지적 지

식이 될 수 있는지 원리적으로나마 해명이 필요하다. 예컨대 앞서 노턴의 

비스무스 예에 대해 ‘원소는 그 샘플의 물리적 특성이 일반적으로 일양하

다’는 것이 그에 대한 적절한 국지적 지식이 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캐번디시의 정전기 실험 사례에 대해 질량에 대한 뉴턴의 법칙

이 적절한 국지적 지식이 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노턴의 이론은 (적

어도 주어진 형태 그대로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으로 보인다. 

둘째, 노턴의 실질적 귀납 이론에서 다른 한계 하나는 증명적 귀납에서 

문제되는 실험 법칙과 이론적 법칙 사이의 관계에 관해 앞서 우리가 남겨 

놓았던 또 다른 답 하나와 관련되어 있다. 그 두 법칙 사이의 관계에 관해 

우리가 노턴의 실질적 귀납 이론을 원용해 해명한 답 하나는, 선행하는 이

론적 법칙으로 인해 실험적 법칙에서의 귀납 추론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

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은 관계에 관한 또 다른 답 하나는, 그와는 역

으로 실험 법칙에 의해 또한 이론적 법칙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러한 실험 법칙은 어쨌든 구체적인 단 하나나 적은 수의 증거 사례에 의해 

얻어지고, 이 역시 증명적 귀납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

다. 하지만 노턴의 실질적 귀납의 이론만으로는 증명적 귀납에서 왜 단 하

나나 적은 수의 그러한 증거 사례가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가 잘 해

명되질 않는다. 예컨대 앞서 캐번디시의 예에서는 단 한 번의 실험 증거에 

의해서도 질량에 대한 뉴턴의 법칙이 정전기에 관해서도 결정적으로 성립

될 수 있음을 보일 수 있었다. 즉 그 단 한 번의 실험으로도 해당 실험에 

대해 그것을 인도했던 뉴턴의 법칙이 매우 신뢰할 만한 것이었음을 보이고, 

바로 그러한 신뢰에 의존해 또한 정전기에 관해 신뢰할 만한 법칙을 수립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는 달리, 예컨대 노턴의 비스무스의 예에서는 어

떤 비스무스의 샘플이 섭씨 271도에서 녹는다는 하나의 증거 사례를 얻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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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원소는 그 샘플의 물리적 특성이 일반적으로 일양

하다’는 국지적 지식의 입증에 기여하기 어렵다. 즉 그 하나의 증거 사례를 

가지고 그것을 인도했던 국지적 지식에 대해 결정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어

렵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마도 좀 더 많은 비스무스 샘플의 녹는점

에 대한 증거 사례들을 얻어 가야 할 것이고, 만일 이렇게 된다면 이때의 

실질적 귀납의 과정이 단지 하나의 비스무스 샘플이나 또는 몇몇의 비스무

스 샘플들로부터 모든 비스무스 샘플에 대한 보편 가설로 나아가는 매거적 

귀납(enumerative induction)과 얼마나 크게 다른지 알기 어렵다. 물론 이

러한 일은 만일 ‘원소는 그 샘플의 물리적 특성이 일반적으로 일양하다’는 

국지적 지식 자체가 완전히 확실한 것이라면 쓸데없는 지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귀납적 위험이 국지적 지식으로 옮겨졌다 할지

라도 근본적으로 그와 같은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러한 지식이 여

전히 불확실한 한, 이러한 지적은 유의미하다 할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나

의 지적에 대해, 실질적 귀납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국지적 지식 가운데 어

느 특수한 경우가 바로 캐번디시가 그 완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뉴턴

의 법칙이었다는 식의 응답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경우, 내가 묻고 

싶어 하는 바는 바로 그 특수한 경우가 어떤 상황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이

다. 단순히 실질적 귀납의 과정을 넘어 증명적 귀납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한 측면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물론 나는 증명적 귀납을 해명하는 데 노턴

의 실질적 귀납 이론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거나 불필요함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노턴의 이론이 증명적 귀납을 훌륭하게 해명하고 있는 측면

이 존재한다는 점에 비춰, 그의 이론은 위에서 지적한 점들에서 적절히 보

완될 필요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노턴식의 실질적 귀납 이론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 나는 이에 대한 답이 바로 IBE에 의해 주어질 수 있다고 본

다.13) 이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논해 보기로 하자.

 13) 증명적 귀납은, 다음 절에서 언급하듯, 때로 ‘제거적 귀납’으로 불리기도 

한다. 여영서는 제거적 귀납과 IBE가 결국 동일한 가설을 최선의 가설로 

선택한다는 점에서 양자가 “형식적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그

를 넘어 양자가 “내용적 측면”에서 어떤 관계를 갖는가에 관해서는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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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적 귀납의 이론과 IBE

여기서 말하는 ‘IBE’, 즉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이란 어떤 종류의 추론이나 그러한 추론에 관한 하나의 

견해나 입장을 말하는 것으로,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14). 우선 그러한 견해

나 입장에 따르면, 경험적으로 주어진 증거를 평가하고 그에 관해 추론해 

감에 있어 우리의 실제 추론은 어떤 설명적 고려(explanatory consider- 

ation)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다. 즉 설명적 고려가 바로 그와 같은 추론

에 대해 한 가지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

떤 증거와 배경 지식이 주어진 경우, 우리는 만일 참이기만 하다면 그러한 

증거를 낳을 만한 여러 경쟁하는 설명 가설들 가운데 최선의 것이 무엇인

가를 고려하며 추론해 나아가는 것이다. IBE를 어떤 종류의 추론 자체로 

볼 때에는 바로 이처럼 나아가는 추론 자체를 말한다.

실질적 귀납 이론과 관련해 Norton (2003)15) 역시 이와 같은 IBE에 대

해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논의는 단지 여러 

가능한 귀납 추론 가운데 하나인 IBE에도 국지적인 사실적 지식이 작용한

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일 따름이었다. 예컨대 오늘날 우리는 어떤 행성들

이 그 특정 속도로써 왜 그것의 안정된 궤도를 유지하는가에 관해 뉴턴이 

그러했듯 어떤 지성적 절대자의 존재를 가정해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는데, 그것은 물론 그 관련 영역에서 성립된 오늘날의 지식 상황 때문이

다. 그러므로 이는 그와 같은 지식의 존재와 차이가 어떻게 서로 다른 설

명 내지는 최선의 설명 방식을 좌우하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로써 그가 곧 증명적 귀납을 제대로 해명하기 위해 해당 영역 내의 사실적 

지식 이외에 IBE의 관점이 필요함을 보여 준 것은 아니다. 나는 여기서 바

로 이와 같은 점을 보여 주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증명적 귀납에서 IBE의 기능이 분명하게 드러

미뤄 둔 바 있다.(여영서 2004, p. 135) 이하에서의 나의 논의가 이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4) Lipton (2004), p. 56 참조.
15) Norton (2003), pp. 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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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첫 번째는 관련 증거를 얻는 데 있어 선행하는 이론적 보편 가설이 

설명의 관점에서 하나의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Lipton (2001b)16)

에서 강조하는 바, 가설의 설명적 기능이 바로 그 가설과 관련된 증거가 

무엇인가를 말해 준다는 점이, 내가 보기에 증명적 귀납의 과정에서도 그

대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물론 언제나 그러할 필요는 없지만, 이와 관련해 

증명적 귀납에서 눈여겨볼 대목 한 가지는 그 증거가 주요하게 가설 이전

에 먼저 주어지기보다 그 이후에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특히 캐번디시의 실험 예에서 매우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 앞서 제2절에

서 살핀 대로 캐번디시의 실험은 문제의 보편 가설이 미리 예상되기 이전

에는 실제 고안되기 매우 어려운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쿨롱의 실험 

역시 사실상 그것이 주요하게 전하들 사이의 거리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더라면 특별히 그러한 형태를 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

된다. 앞서 제1절에서 소개한 돌링의 분석에서 쿨롱의 추론에 관한 존재 

및 유일성에 대한 조건이야말로 바로 이와 같은 가이드 역할을 했을 것이

다. 물론 문제의 보편 가설이 주어지기 이전에 이미 얻어진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로 해당 가설에 대한 관련 증거가 될 수 있으리라는 

판정은 여전히 그 가설의 설명적 기능에 연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

컨대 앞서 제2절에서 소개한 비스무스 원소의 녹는점에 관한 몇몇 사례는 

어쩌면 그 보편 가설 이전에 하나의 경험적 현상으로 알려져 있었을지 모

른다. 하지만 이 경우일지라도 중요한 점은 그 비스무스의 여러 가능한 특

성들 가운데 특별히 녹는점에 주목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목의 방향 역

시 그 보편 가설의 설명적 기능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앞 절의 말미에서 노턴의 실질적 귀납 이론의 한 한계로 지적

했던, 국지적 지식의 국지성 기준 문제도 바로 이와 같은 IBE에서 설명 가

설의 기능으로 해명할 수 있을 법하다. 즉 어떤 경험적 증거로부터 증명적 

귀납을 행하려 할 때, 그에 대해 인도하는 선행적 관련 지식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증거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지식일 것이다. 따라

서 자신에게 주어진 증거로부터 증명적 귀납을 행하는 어떤 과학자가 그와 

관련된 국지적 지식을 원용하는 경우, 그가 분명히 의식했건 그렇지 못했

16) Lipton (2001b), pp.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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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우리는 그가 자신의 증거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법한 어떤 지식을 특

별히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IBE가 강조하는 바 가설의 설명적 기능이 증명적 귀납에서 

더욱 의미 있게 드러나는 측면은 그와 같은 보편 가설의 가이드 역할보다

는 좀 더 근원적으로 노턴이 말하는 국지적인 사실적 지식 자체의 성격에 

놓여 있다. 예컨대 캐번디시의 경우 질량체들 사이의 인력에 관한 뉴턴 이

론의 성격 바로 그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캐번디시의 추론 과정에 대한 

앞서의 분석에서 보았듯, 정전기력에 관한 이론적 보편 가설이 그 관련 실

험에 대해 갖는 어떤 설명력의 근원은 사실상 그 가설이 연원하는 뉴턴의 

법칙이라는 국지적인 사실적 지식에 놓여 있다. 마찬가지로 비스무스 원소

의 녹는점에 관한 보편 가설의 설명력 역시 근원적으로는 원소 일반의 특

성에 관한 사실적인 지식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적 지식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그 증거를 설명하는 것인가? 더군다나 IBE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설명’이 아니라 ‘최선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증명적 귀납에서 

과연 그와 같은 최선의 설명이 어떻게 이루질 수 있는 것인가? 

사실상 IBE에서 중시하는 설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모호한 문제이다. ‘설명’의 개념 자체가 여러 가

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예컨대 전통적인 포괄 법칙적 설

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통일로서의 설명일 수도 있으며, 연관 정보의 제공

에 의한 설명 등등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 모든 설명의 개념에 따

라 증명적 귀납에서의 설명 방식을 다 보이기란 어려울 것이다. 지금의 목

적상 여기서는 단지 그 한 가지 설명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충분할 듯하다. 여기서는 적어도 Lipton (2004)에서 주요하게 다루

고 있는 인과적 설명 방식이 우리의 예시된 증명적 귀납에도 적용될 수 있

음을 보이는 데 한정하기로 한다. 

인과적 설명 방식에서는, 어떤 경험적 현상에 대해 그것이 나타나게 된 

인과적 과정을 보여 주거나, 아니면 그러한 것이 야기될 수 있을 법한 인

과의 메커니즘을 제시함으로써 설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립

턴은 이때의 설명은 단지 그 현상에 대해 ‘왜 이것인가?’라는 식의 물음에 

대한 답일 수 없다고 본다. 그것은 오히려 ‘왜 저것 아닌 이것인가?’(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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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ather than that?)라는 식의 물음에 대한 답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해당 현상에 대한 설명은 그 전체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그것의 어느 한 측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

라지는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는 단순히 왜 나뭇잎들이 11월

에 노랗게 변하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뭇잎들이 1월이 

아닌 바로 11월에 노랗게 변하는가에 대해 설명하게 된다는 것이다17). 그

러므로 그는 하나의 현상이란 초점이 되는 어떤 사실과 그것을 부각시키는 

하나의 대조 장식(foil)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방금 전의 예시에서 만일 우

리가 나뭇잎들이 11월에 노랗게 변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부각되기보다는 우리가 그와 대조적으로 어떤 측면에 관심을 두

는가에 따라 달리 비교되어 부각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그것은 계절의 차

원에서 11월과 대비되는 1월과 비교되어 부각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뭇잎 

색깔의 차원에서 노란색과 대비되는 푸른색과 비교되어 부각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왜 문제의 사실인가?’라고 묻는 대신 ‘왜 그 대조 

장식 아닌 문제의 사실인가?’라는 식으로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

한 대조적 관점에서라면, 립턴은 해당 물음에 따라 이루어지는 설명 역시 

초점이 되는 사실에 있어서는 나타나나 그 대조 장식에 있어서는 나타나지 

않는 어떤 원인을 제시하고, 그 존재와 부존재의 차이를 부각시켜야 한다

고 본다18).

이제 앞서 캐번디시의 예로 돌아가, 우리는 그때 캐번디시가 대전 입자 

에 미치는 척력을 단지 거리의 2제곱에 한정해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캐번디시의 예에서 만일 뉴턴의 이론에 따

라 점 에 미치는 합력이 0이 되어 그에 위치하는 어떤 점전하의 양 역시 

0이 된다면, 역으로 그와 같은 전하량이 0인 경우 과연 점 에 미치는 합

력 역시 반드시 거리의 역제곱에 비례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아 있을 수 

있다(물론 정전기에 관한 법칙이 이미 확립이 된 경우라면 이러한 의문은 

불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법칙이 아직 확립되기 이전이라는 

점에 주의하라). 만일 이것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뉴턴의 이론에 따른 정전

17) Lipton (2004), p. 33.
18) Ibid.,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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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역제곱 가설이 캐번디시의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가설

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굳이 그 가설이어야만 한다고 결론지

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캐번디시는 이를 위해서도 앞서 이미 언급

한 대로 뉴턴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그를 전기에 적용해 추론해 나아갔다. 

만일 점입자 에 미치는 척력이 거리의 2제곱보자 더 큰 제곱으로 역비례

하게 된다면, 그 입자는 구의 중심을 향해 리게 될 것이다. 반대로 만일 

입자 에 미치는 척력이 거리의 2제곱보다 더 작은 제곱으로 역비례하게 

된다면, 그 입자는 구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리게 될 것이다. 그

러므로 만일 이와 같은 원리에 따른다면, 전기의 경우에도 역시 오로지 그 

거리의 제곱에 역비례하는 경우에만 문제의 전하량이 0이 될 것이라 추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캐번디시의 예에서도 대전 입자 에 미치는 척력은 단지 거리의 

2제곱에 한정돼 고려되는 대신 오히려 거리의 2제곱보다 크거나 그보다 작

은 제곱과 대조되어 비교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물론 그 이

전에 그에 대응하는 질량에 관한 뉴턴의 이론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캐번

디시는 그 각각이 그에 해당하는 기하학적 힘의 관계에 의해 어떻게 서로 

다른 결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경우, 

거리의 2제곱과 관련한 인력에 관한 가설은 그에 해당하는 결과에 대해 이

미 다른 결과와 대비해 하나의 대조적 인과 가설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의 위치에서 어느 쪽으로도 리지 않는 어떤 입자의 현상을 그 가설은 바

로 거리의 2제곱에 역비례하는 인력으로 설명 가능하나, 구의 중심이나 바

깥으로 끌려가는 입자의 현상에 대해서는 그처럼 거리의 2제곱에 역비례하

는 인력의 부재로써(즉 2제곱과는 다르게 역비례하는 또 다른 힘의 인력으

로) 설명 가능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2제곱보다 크거나 작은 제곱과 

관련한 인력에 관한 가설 각각 역시 그 해당 결과에 대해 다른 결과와 대

비해 하나의 대조적인 인과 가설이 될 것이다. 

물론 이때 이와 같은 가설들은 질량체들 사이의 인력 관계에 관해 서로 

경쟁하는 가설들이다. 그러나 만일 인력의 합이 0이 되는 결과에 주목해 

본다면,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최선의 설명 가설은 바로 거리의 2제

곱과 관련된 가설이다. 어떤 현상에 대해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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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들은 원리상 무한히 가능하나(예컨대 앞서 제2절에서의 베카리아의 예

를 상기해 보라), 노턴이 주장하는 실질적 귀납 이론에 따르면 그것들을 결

정적으로 제한해 주는 것은 국지적인 사실적 지식이며, 캐번디시의 경우에

도 이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질량체의 인력에 관한 뉴턴의 이론이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캐번디시의 경우 있을 수 있는 수많은 경쟁 

가설들이 단지 거리의 제곱을 둘러싼 가설들로 좁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최선의 설명 가설을 찾는 일은 훨씬 분명하게 다루기 적

합한 문제로 바뀌게 되었다.

이로써 사실상 캐번디시의 실험은 앞서 언급한 대로 거리의 역제곱 가설

에 대해 입증을 해 줄 뿐만 아니라, 좀 더 중요하게는 그와 경쟁하는 다른 

가설들, 즉 2제곱이 아닌 그보다 크거나 작은 제곱의 가설들을 실제적으로 

제거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던 셈이다. 왜냐하면 2제곱이 아닌 그보다 크거

나 작은 제곱의 가설들은 캐번디시의 실험 결과를 함축하지 않으므로, 실

제 행해진 그의 실험은 2제곱 가설이 아닌 나머지 가설들을 상대적으로 제

거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캐번디시의 실험이 실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 증명적 귀납 추론에 의해 결정적으로 정전기

의 역제곱 법칙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19) 

하지만 이처럼 국지적인 사실적 지식이 최선의 설명 가설을 찾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지식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는 그것이 단순히 국지적인 사실적 지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바로 앞 절의 말미에서 지적한 대로, 그것은 그를 이용해 행해지는 

증명적 귀납을 단순한 매거적 귀납과 구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제 적어도 국지적으로 관련된 영역 내에서 

 19) 증명적 귀납의 과정 중에 포함된 이와 같은 측면 때문에 아마도 증명적 

귀납을 또한 ‘제거적 귀납’(eliminative induction)이라 부르곤 하는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Norton 2003, p. 665. 또한 이 이전의 Kyburg 1960, p. 86 

참조). 하지만 위의 증명적 과정의 일부로서 제거의 과정이 도입되는 경우

가 아니라면, 나는 일반적으로 제거적 귀납이 곧 증명적 귀납과 동일한 것

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단순한 제거적 귀납의 과정 그 자체

가 곧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 바와 같은 증명적 귀납에서 중요한 이론적 차

원과 경험적 차원의 구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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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실에 관해 유한한 개수의 경쟁하는 가설들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최선의 설명으로 여겨지는 가설이 무엇인가를 보여 주는 지식이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이것이 모든 설명 방식에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열려 

있는 문제이나, 적어도 인과적 설명의 방식에 있어서는 국지적인 지식에 

대해 분명하게 요구되는 한 가지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이러한 관점에서라면, 비스무스 원소의 예에 있어 ‘원소는 

그 샘플의 물리적 특성이 일반적으로 일양하다’는 사실적 지식 역시 단순

한 사실적 지식으로 여겨서는 안 될 듯하다. 만일 그 지식을 분명하게 증

명적 귀납을 위해 활용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지식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컨대 ‘원소 는 특성 에서 일양하나 혼합물 는 그 특성에서 일양하지 

않다’는 식으로 대조 비교되는 형태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한층 특정하게

는, ‘만일 비스무스가 하나의 원소라면 특성 에서 그 샘플은 일반적으로 

일양하나, 왁스가 하나의 혼합물이라면 해당 특성에서 그 샘플은 일반적으

로 일양하지 않다’는 식의 지식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양자

의 차이를 낳는 근본적인 원인은 궁극적으로 일정한 원자나 분자의 구조 

차이에 놓여 있을 것이고, 이에 근거해, 만일 그 어떤 구체적인 물질의 샘

플이 특성 에서 일양성을 보인다면, 그에 대한 최선의 설명 가설을 제시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예컨대 ‘왜 비스무스 샘플들은 특성 

에서 일양성을 보이나 왁스의 샘플들은 그 특성에서 일양성을 보이지 않는

가?’라는 물음에 적절히 대응하는 국지적인 사실적 지식이 될 것이다. 앞서 

제2절의 말미에서, 캐번디시 경우에 비해 비스무스의 경우에는 단 하나의 

증거가 그와 관련된 국지적 지식을 입증하는 정도가 매우 낮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그 까닭 역시 비스무스의 경우에는 노턴이 애초에 제시한 형태 

그대로는 지금 우리가 지적한 국지적 지식의 구조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비스무스의 경우에도 위에서처럼 최선의 설명 가설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식으로 국지적 지식을 제시할 수만 

있다면, 캐번디시 경우와의 차이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선정된 최선의 설명 가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와 같은 가설 자체는 아직 실제적인(actual) 설명 가설이 아니라 어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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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잠재적인(potential) 설명 가설이라는 점이다. IBE에서 말하는 최선

의 설명이란 것이 실제적 설명이기보다 잠재적 설명이라는 점은 립턴이 애

써 강조하고 있는 점 중 하나이다20). 이와 같은 점은, 내가 보기에, 증명적 

귀납에 있어서도 매우 주의가 필요한 점이라 여겨진다. 왜냐하면 이러한 

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야말로, 바로 앞 절의 말미에서 지적했던, 비록 단 

하나나 적은 수의 증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왜 증명적 귀납에서 뺄 수 없이 

중요한가를 제대로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논의한 대로 증명적 귀납을 위해 최선의 설명 가설을 포함한 국

지적인 사실적 지식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나, 그러한 지식에서 제시하는 

최선의 설명이란 그 자체 곧 우리가 특정하게 관심을 두는 경험적 현상에 

대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캐번디시의 경우, 질량에 관한 뉴턴의 이론이 문

제의 구 안의 한 점입자에 대해 그 최선의 설명 가설로서 거리의 2제곱에 

관한 가설을 제시하고 있긴 하나, 그 자체 곧 질량이 아닌 전기에 관한 것

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비스무스의 예와 관련해 위에서 보인 국지적인 사

실적 지식에 있어서도, 비스무스 원소에 대한 그 최선의 설명이란 아직 확

정되지 않는 특성 에 대한 일양성만을 포함할 뿐, 그것이 실로 ‘녹는점’이

라는 또는 좀 더 특수하게 ‘271도의 녹는점’이라는 특정 특성에 대한 일양

성을 포함하는지의 여부는 (적어도 지금의 논의 맥락상) 아직 확인되지 않

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잠재적 설명 상태로부터 실제적인 설명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잠재적 설명이 실제적으로 작동함을 보

여 주는 실제적 관찰이나 실험이 요구되게 마련이다. 바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쿨롱이나 캐번디시, 또는 비스무스 원소의 녹는점과 관련된 

실험이며, 그 결과를 보여 주는 것이 앞서 제1절에서 소개한 돌링의 논증

에서 에 해당하는 셈이다. 돌링의 분석에서는 단지 국지적인 사실적 

지식에 반영된 존재 및 유일성에 대한 조건뿐 아니라, 와 같은 결과를 

보여 주는 실험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며, 이러한 중요성은 바로 위에

서 지적한 대로 증명적 귀납의 과정에 IBE의 관점이 반영되었을 때에만 

분명히 드러날 뿐이다. 만일 이와 같은 중요성이 무시된다면, 어쩌면 애초

부터 ‘귀납’이라는 개념이 주요하게 반영된 ‘증명적 귀납’이라는 개념이나 

20) Ibid., pp.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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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역시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논의만으로 증명적 귀납에서 IBE의 개입을 

온전히 해명하거나 정당화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를 수 있다. 왜냐하

면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증거와 그에 대한 이론적 보편 가설 사이의 

관계, 또는 그 증거와 국지적인 사실적 지식 사이의 관계를 단순히 이른바 

‘가설-연역적’(H-D) 방법의 한 사례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지금까

지 우리가 다뤄 온 증명적 귀납의 과정을, 이미 주어진 국지적인 사실적 

지식이나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이론적 법칙으로부터 연역적으로 어떤 실

험 증거를 예측한 후, 그에 해당하는 실제의 실험 결과에 따라 해당 가설

을 입증(혹은 반입증 내지 반증)하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을 말한다. 만일 

이러한 관점에서라면, 실험적 증거란 단지 그와 관련된 국지적 지식이나 

이론적 보편 가설에 대해 그 신뢰성을 보이기 위해 입증을 하는 역할을 하

고 있다는 지극히 사소한 귀결로 나아갈 뿐, 이때 왜 굳이 그 과정이 증명

적 귀납의 과정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특별한 답을 내놓기란 쉽지 않다. 사

실 Worrall (2000)은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문제의 증거와 보편 가설 

사이의 관계를 단순히 H-D의 관계로 보고, 우리의 논의에서 관련된 국지

적 지식에 해당하는 것을 일종의 ‘배경적 지식’으로 간주한 바 있다. 워럴

의 이러한 관점에서라면, 증명적 귀납의 특별한 점은 H-D에서 그와 같은 

배경 지식이 거의 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뿐이며, 사실 이렇게 된다면 그

러한 증명적 귀납이 좀 더 일반적인 H-D의 방법과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

른지 알기란 어렵다. 결국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H-D의 방법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배경 지식이 동원되고 있으며, 이 점에서라면 결국 

모든 H-D의 과정에서 그 배경 지식의 신뢰성이야말로 핵심적인 관건이고, 

이 점에서 증명적 귀납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워럴 자신 

이를 보이기 위해 뉴턴의 광학 (Opticks)에 나타난 이른바 ‘현상으로부터

의 연역’(deduction from the phenomena)이란 방법 역시 결국엔 하나의 

증명적 귀납의 방법으로서, 그 역시 당시에 받아들여지고 있던 한 가지 배

경적 지식21)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을 따름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21) 예컨대 빛의 입자 이론과 같은 것을 말한다. 물론 뉴턴 자신은 이를 단지 

자신의 고유한 의미로 ‘(증명되지 않은) 가설’로 보았지만, 그가 자신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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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배경 지식의 성격 때문에, 뉴턴 자신이 그 나름의 증명적 방법으로 

얻은 예컨대 ‘(빛의 한 부분으로서의) 광선(Ray)은 그 각각의 고유한 굴절

률을 갖는다’는 보편 법칙 역시 이후 배경 지식의 새로운 변화(예컨대 푹신

fuchsine 염료를 채운 프리즘을 통과시키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굴절률의 

순서가 바뀌게 된다)에 따라 결코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22).

앞서 제2절의 말미에서 언급한 대로, ‘국지적인 사실적 지식’이라 부르든 

아니면 ‘배경적 지식’이라 부르든, 그것이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보편 

가설이 안고 있는 귀납적 위험을 대신 안게 된다는 점은 부인키 어려울 듯

하다. 이 점에서라면 Norton (2003)에서의 입장보다 Worrall (2000)에서

의 주장이 좀 더 옳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명적 귀납의 과정이 

단순히 H-D의 방법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워럴 자

신도 위의 논문 말미에서 간략히 언급하고 있듯23), 증명적 귀납에는 간단

히 H-D의 방법으로 어 버리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

문이다. 그러한 측면으로 워럴 자신이 들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H-D 방법만으로는, 이미 잘 알려진 대로, 경쟁 가설들 사이의 미결정성 

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즉 H-D의 방법에 따라 어느 가설로부터 연

역되어 예상된 경험적 증거가 그 가설에 부합된다 할지라도, 그로써 곧 그 

가설이 해당 증거에 대해 유일하게 올바른 설명 가설임을 결정적으로 보여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의 관점에서 특별히 주목해 볼 가치가 있

는 지적으로, 워럴 자신 배경 지식이 새로이 변화한다 할지라도 증명적 귀

납을 통해 얻어진 원래의 보편 가설은 전적으로 배제되기보다는 단지 ‘수

정’(modification)을 요할 뿐이라는 인상이 남아 있다고 인정한다. 물론 이

것은 그 자체로 분명한 지적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명적 귀납이 

여타의 H-D 방법과 다른 점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점이라 생각한다. 워럴은 이와 같은 점을 해명하는 것이 앞으로 증명

적 귀납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해명해야 할 한 가지 과제라 말하였는데, 이

험으로써 증명한 결과가 이를 반입증하거나 반증하는 것은 아니었다.
22) Worrall (2000), p. 73
23) Ibid.,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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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논의가 바로 이에 대한 한 가지 답이 되길 기대한다. 이에 대한 나의 

제안은 이른바 ‘자기 증거적 설명’에 놓여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

서 이어가 보기로 하자.

4. 자기 증거적 설명과 증명적 귀납 

H-D 방법의 구조는, 설명에 관점에서라면, 쉽사리 헴펠의 이른바 ‘연역 

법칙적’(D-N) 설명의 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후

자는 특정한 사실들에 대한 진술인  ,  , …, 와, 일반 법칙들  , 

 , …, 이 함께,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진술 

를 논리적으로 함축할 때 이루어진다. 물론 이때 우리는 앞 절에서 언급

한 대로 단지 인과적 설명에 한해 논하기로 했으므로, 여기서 설명항 중에 

등장하는 일반 법칙들은 인과 법칙에 한하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나는 여

기서 이러한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쓸모없는 

논의로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제한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스크라이븐(M. Scriven)의 지적에 따라 

Hempel (1965/2011)24)이 자세히 논하고 있는 대로, 이러한 D-N 설명의 

특수한 한 경우로 다음과 같은 사례의 ‘자기 증거적 설명’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어떤 남자가 자신에게 충실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아내를 살해했

고, 이제 우리가 그의 행위를 심한 질투심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해 

보자. 이 경우 아마도 그 남자에게 질투심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문제의 

행위 이전에라도 확인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그 살인 행위를 설

명하기 위해서라면 과연 그의 질투심이 그를 살인으로 몰고 갈 정도로 심

했는가를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그것을 오로지 문제의 행위

가 실제로 발생한 이후에나 알 수 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사건의 발생이 오히려 설명항 중의 한 특정한 사실에 대

한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하게 됨을 알게 된다. 위의 D-N 도식의 기호를 사

24) Hempel (1965/2011), pp.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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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정리하자면, 남자가 아내를 살해한 사건에 관한 진술이 라면, 예컨

대 ‘질투심이 심한 사람은 (모두) 그 질투의 대상을 살해한다’와 같은 일반 

진술이 하나의 법칙  , 그리고 그 남자가 자신의 아내에 대해 심한 질투

심을 갖고 있었다는 특정 사실에 대한 진술이 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제 설명항 중의 법칙 은 이미 참으로 알려져 있거나 높은 신뢰도로 받

아들여진 것이라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문제는 설명항 중의 또 다른 한 

진술인   역시 그러하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점은 이 실

로 그러하다는 것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이 공교롭게도 오로지   이외에는 

없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경우의 설명을 ‘자기 증거적 설명’이라 부른다. 

헴펠 자신이 원래 이와 같은 예를 두고 논의를 전개했을 때, 사실 그는 

스크라이븐이 그러한 예의 존재에 근거해 설명의 도식이 그대로 예측의 도

식이 될 수는 없다는 주장을 편 데 대해 반박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

만 이제 나는 여기서 바로 위와 같은 자기 증거적 설명의 존재나 그 구조

가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증명적 귀납의 성격과 구조를 좀 더 온전히 

드러내는 데 매우 유용함을 보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먼저 주목할 점은, 헴펠 역시 스크라이븐에 대해 반박할 때 

주의한 대로, 언뜻 보기와는 달리 자기 증거적 설명은 결코 순환적이지 않

다는 점이다25). 만일 위의 예에서   대신 가 그대로 대치된다면, 이때

의 설명은 물론 순환적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때 는 에 대한 유력한 

증거 역할을 할 뿐, 그 자체로 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은, 헴

펠 자신이 강조하듯, 위의 뿐만 아니라   역시 사실은 와는 “독립적

으로” 확립된 것이라는 데에서 분명해진다. 말하자면 은   이전에 이미 

확립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자면, 헴펠 자신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까지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에서의 

은 ‘문제의 남자가 자신의 아내에 대해 심한 질투심을 갖고 있었다’는 진술

이라기보다 좀 더 정확히 ‘(아직 특정하게 확정되지 않은) 어떤 사람 가 

(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또 다른 사람 에 대해 심한 질투심을 갖고 있

다’라는 식의 진술 내지 진술 형식이라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식으

25) Ibid., p.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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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정식화된 새로운 설명항은 그 자체로 결코 피설명항인 가 참임을 

확립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 참일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제시된 

것일 따름이다26). 

이처럼 분석해 보았을 때, 피설명항 의 참이 그에 대한 사건의 관찰로

써 확립되기 이전의 설명은 에 대해 사실상 단지 잠재적인 설명일 따름

이다. 오로지 이후 의 참이 확립되고 난 이후에야 그에 대해 실제적인 

설명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제 자기 증거적 설명에서 설명항과 피설명

항 사이에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헴펠에 따라 지적

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점이 성립돼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

다. 다른 맥락에서이긴 하나, 립턴은 IBE 자체가 자기 증거적 설명의 연장

일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후자에 대해 “설명되는 현상이 [바로] 해당 설명

이 올바르다고 믿을 만한 한 가지 본질적인 이유를 제공”하는 설명이라 풀

이한 바 있다27). 여기서는 립턴의 주장 가운데 IBE가 실로 자기 증거적 설

명의 연장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논외로 하기로 한다. 그러나 그 뒤

의 인용구는 지금의 우리 논의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고 여겨진다. 왜냐

하면 바로 그 대목이야말로 이 절에서 내가 증명적 귀납을 해명하는 데 가

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불행히도 립턴 자신은 자기 

증거적 설명의 예로 흔히 들고 있는 적색 편이의 예와 관련해 간략히 언급

한 외로는 위 인용구의 의미가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지 않다28). 적색 편이의 예는 과학의 실례로서 매우 중요하므로, 이후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먼저 위의 립턴의 인용구의 의미를 

우리 나름대로 좀 더 분명히 해명해 보기로 하자. 다행히 우리는 앞서 캐

번디시의 예에 대해 좀 더 상세한 분석 결과를 갖고 있어,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설명의 관점에서 보자면, 캐번디시의 예에서 피설명항은 정전기에 대한 

구의 실험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항 가운데에는 무엇보다 질량에 관한 

26) Ibid.
27) Lipton (2001b), p. 96. 강조 필자.
28) Lipton (2001a), p. 56, (2001b), p. 96, (2004), p.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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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턴의 역학 이론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그에 근거해 점입자에 

대한 구와 관련된 특정 사실에 관한 진술이 자리잡고 있다. 이때 후자는 

이미 점입자에 대해 거리의 역제곱에 관한 법칙을 제공하고 있으나, 중요

한 점은 그 자체가 곧 전기에 대한 법칙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설

명항 중의 질량에 관한 법칙이 전기에 관한 법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됨을 보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설명항 중에 등장하는) 전기에 대한 

구의 실험이 요구된다. 이것이야말로 자기 증거적 설명의 본질적인 한 측

면이다. 전기에 대한 구의 실험과 같은 단 하나나 적은 수의 증거가 증거

적 귀납에서 중요함은 이미 앞의 절들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은 지금과 같은 자기 증거적 설명의 맥락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강조

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한층 더 중요한 점은, 캐번디시의 예에서 전기에 대

한 구의 실험이 그에 대한 설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설명의 설명항 중에 이미 그 실험의 핵심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

다는 점이다. 물론 그 실험에 관한 진술이 그대로 설명항에 들어가 있다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된다면 순환적이 될 따름이다. 대신 그것은 그 설명항 

중에 예컨대 ‘어떤 힘 가 거리의 역제곱에 비례한다’는 식의 진술 내지 진

술 형식으로 포함될 수 있을 법하다. 이러한 식이라면, 그 자체로는 아직 

전기에 관한 실제적인 실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그 자체로 근원

적으로는 뉴턴의 역학 이론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그 실험과의 관계에서 

순환적일 필요가 없다. 동시에 피설명항과의 관계에서, 그 피설명항은 경험

적인 차원의 것인 반면, 설명항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차원의 것일 뿐이

다. 이 점에서 보자면, 앞서 제1절에서 소개한 돌링의 논증식에서 존재에 

대한 조건을 나타내는 (∃)은 가장 일반적으로 ‘어떤 힘 가 거

리의 어떠한 역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그리고 는 좀 더 특정하게 그

러한   중 특히 2제곱을, 마지막으로 유일성에 대한 조건 

& → 은 그 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다른 어떤 

특성이나 측면이 아닌 오직 거리일 뿐이라는 제약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을 법하다. 

증명적 귀납의 설명적 특징을 이와 같이 보게 되면, 바로 앞 절의 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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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워럴이 지적한, 다른 H-D의 경우와는 달리 증명적 귀납의 과정을 통

해 얻어진 보편 가설은 배경 지식이 새로이 변화한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배제되기보다는 단지 ‘수정’될 따름이라는 인상 역시 새로이 해명할 수 있

을 법하다. 물론 실험 결과 얻게 된 경험적 지식 역시 완전히 확실한 것은 

아닐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상대적으로 그에 대한 이론적 

지식보다는 좀 더 확실하며, 그 면에서 이론적 지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한층 불변인 채로 남아 있게 된다(이는 우리가 과학사나 과학의 실

제에서 흔히 보는 일이기도 하다). 주로 캐번디시의 추론과 관련한 우리의 

분석에서도 잘 드러나듯, 그의 실험에 의한 경험적 지식은 그에 대한 이론

적 설명항 중에 이미 핵심적으로 담겨 있고(예컨대 위의 ‘어떤 힘 가 거

리의 역제곱에 비례한다’와 같은 부분), 이것이 또한 해당 보편 가설(예컨

대 쿨롱의 법칙)로 연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실 그러한 설명항 중의 나머

지 좀 더 이론적인 부분이 이후에 변화하게 된다 할지라도, 지금의 이 핵

심적인 부분과 그와 관련된 보편 가설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온전하게 남아 

있을 수 있다(물론 이때라도 새로이 나타나게 된 좀 더 이론적인 부분에 

의해 그 해석적인 의미가 바뀔 수 있다는 점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캐번디시의 실험과 관련해,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핵심 부분에 대해 (이미 

언급한 대로) 반례가 될 만한 새로운 사례가 발견되거나, 좀 더 이론적인 

부분에서 아예 뉴턴의 이론에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으로 변화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쿨롱의 법칙이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남아 있게 된 까닭

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설명의 측면과 관련해 증명적 귀납이 지닌 이상의 특징적인 점들을 충분

히 인식하지 못한 립턴은(이는 그가 캐번디시의 예와 같은 사례를 통해 우

리처럼 그것을 좀 더 세 히 분석하지 못한 탓으로 여겨진다), 헴펠과는 달

리, 자기 증거적 설명에 대해 그것은 “묘한 순환성(curious circularity)을 

드러내 주고 있기는 하나, 단지 참을 만한(benign) 것”29)이라는 식으로 다

소 애매한 표현만을 쓰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순환적인 것도 

아니며, 그저 참을 만한 것도 아니다. 위에서 우리가 설명한 시각에서 보자

면, 오히려 증명적 귀납에 대한 우리의 해명이야말로 자기 증거적 설명을 

29) Lipton (2001b),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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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해명할 수 있다고 보며, 만일 립턴이 말하는 것처럼 IBE 전체가 실

로 자기 증거적 설명의 연장이라면, 한층 더 나아가 증명적 귀납에 대한 

우리의 해명이야말로 IBE 전체에 대한 좀 더 나은 해명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이와 같은 점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 앞

서 언급한 대로, 립턴이 자주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그 자신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있지 않은, 적색 편이의 예를 우리의 관점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분석하며 이 글을 마치기로 하자.

‘적색 편이’ (red-shift)란 어떤 빛에 대한 스펙트럼상의 선들이 파장이 

긴 쪽으로 치우쳐, 결과적으로 붉은색 쪽으로 옮겨 가는 현상을 말한다. 19

세기 중반, 과학자들은 별들로부터 오는 빛에 대한 스펙트럼에서 이와 같

은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당시 이미 알려져 있던 도플러 효과로 해석하였

다. 광원이 관측자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파장이 길어지는 데 따라 나타나

는 현상으로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충분한 관찰 증거로써 천체의 

거리와 그 속도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수립하게 된 것은 20세기 초반의 

일이었다. 그리하여 Hubble (1929)은 은하 밖의 성운으로부터 오는 빛의 

적색 편이 현상을 그 천체의 시선 속도(radial velocity), 즉 관측자의 시선 

방향으로 멀어져 가는 속도로 해석하고, 그 속도와 천체의 거리 사이의 상

관관계를 좀 더 명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었다. 이후 이는 이른바 ‘허블 법

칙’의 기초가 되었다.

이와 같은 허블의 법칙은 오늘날 상식적으로는 쉽사리 팽창 우주론

(theory of expanding universe)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천문학자 해리슨의 Harrison (1993)이 보여 주듯, 여기에는 조심스럽게 살

펴보아야 할 중요한 측면들이 따로 놓여 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그

가 이 논문을 쓰게 된 이유가 그 당시까지 천문학의 전문 학자들 사이에서

도 남아 있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결국 과학자들 자

신도 그들의 작업에서 미처 깨닫지 못한 점들이 있었다는 한 가지 사례인

데, 이와 같은 점은 지금 우리의 논의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해리슨이 보기

에 당시 천문학계에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혼란스럽게 남아 있었던 것은 

허블의 선형적인 적색 편이-거리의 법칙(redshift-distance law)과 선형

적인 속도-거리의 법칙(velocity-distance law) 사이의 차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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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슨이 강조하는 바, 허블의 적색 편이-거리의 법칙  은, 앞서 그

에 대한 언급에서 드러나듯, 어디까지나 관찰 결과에 의한 경험적인 법칙

일 따름이다. 즉 은하 밖의 성운으로부터 오는 빛이 보여 주는 적색 편이 

와 그 거리   사이에 =상수×의 관계를 보여 주는 근사적인 법칙일 

뿐이다. 반면 해리슨이 강조하는 바, 속도-거리의 법칙 은 1920∼30

년대에 프리드먼(A. Friedmann)이나 르메트르(G. E. Lemaître) 등이 팽

창하는 공간 모델에 기초해 이론적으로 제시한 이론적 법칙이다. 즉 팽창

하는 동질적이며 등방적인(homogeneous and isotropic) 공간을 전제로 

그와 같은 공간 내에서 천체의 후퇴 속도 와 그 거리   사이에 =상수

×의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는 이론적인 법칙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

이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천문학자들은 통상 그 구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양자 모두 단순히 허블의 법칙으로 보고 있었다고 해리슨은 지적하고 있다.

그는 그 두 법칙 사이의 이러한 성격 차이를 좀 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

해 그 각각으로부터 파생되는 중요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허블의 경험

적인 법칙에 따르면 천체의 후퇴 속도는 빛의 속도 보다 결코 클 수 없으

나, 이론적인 속도-거리의 법칙에 따르면 그와 같은 제한 없이 그 후퇴 속

도는 빛의 속도 보다 클 수 있어 그 법칙은 어느 거리 에 대해서건 보

편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다. 예컨대 후자의 경우, 팽창하는 동질적이며 등방

적인 공간에서 함께 움직이는 어떤 표식자(marker)  ,  ,  , … 등이 서

로 같은 간격 로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고 해 보자. 그 동질성에 따라, 만

일 가 로부터 속도 로 후퇴하게 된다면,   역시 동시에 

의 속도로 후퇴하게 되고, 이러한 관계는 계속될 수 있다(여기서 

는 시간 에서의 허블 상수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는 로부터 2의 속도로, 다시 는 3의 속도로 후퇴하게 되

며, 이러한 관계 역시 계속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문제의 속도에 이론상 

아무런 제약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30).

이제 두 법칙 사이의 이와 같은 차이에 근거해, 해리슨은 허블의 법칙 

 은 오로지 아주 작은 적색 편이의 한계 내에서만 이론적 타당성을 지

닐 뿐이라고 결론짓는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천문학

30) Harrison (1993),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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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과 을 모두 그저 허블의 법칙으로 보게 된 것은 그들의 

한 가지 기묘한 관습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바로 적색 편이 현상을 도플러 

효과에 의해 그대로 시선 속도로 전환하는 관행을 말한다. 하지만 앞서의 

이론적 설명에 따르면, 천체의 적색 편이 현상은 사실상 도플러의 효과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공간의 팽창에 따른 적색 편이와 광원의 후퇴에 따른 

도플러의 효과에 의한 적색 편이는 물리적으로 서로 상이한 것이다. 그러

므로 해리슨은 이 차이를 다음과 같이 비유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우

주는 공간 안에서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팽창하는 공간으로 이

루어져 있는” 것이다31).

적색 편이 현상과 은하의 후퇴에 관해, 립턴은 단지 은하의 후퇴 속도가 

왜 그 스펙트럼 상에서 적색 편이가 나타나는가를 (가장 잘) 설명하며, 그

렇게 관찰된 적색 편이 현상이 다시 천문학자들로 하여금 그 은하가 문제

의 속도로 후퇴하고 있다는 점을 믿게끔 할 만한 이유의 한 가지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다는 식으로만 간단히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 앞서 언급

한 대로 이것은 물론 립턴에게서 자기 증거적 설명 방식을 간략히 예시하

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된 것이긴 하나, 이제 우리는 증명적 귀납을 위해 

이 과정 속에 숨어 있는 좀 더 중요한 몇 가지 측면들을 위의 허블과 해리

슨의 작업에서 발췌해 낼 수 있을 법하다. 

허블과 해리슨의 작업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그들이 제시하는 

여러 요소들이 앞서 우리가 해명한 증명적 귀납의 여러 요소들에 잘 부합

된다는 점이다. Hubble (1929)에서는 24개의 성운만을 다루고 있는데, 이

것은 물론 단 하나의 대상은 아니나, 가능한 천체의 개수들을 생각해 본다

면, 매우 적은 수의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허블은 이로부터 그것

들의 속도와 거리 사이의 상관관계를 제시할 수 있었고, 이로부터 이후 허

블의 법칙과 같은 보편 가설이 정립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의 역사로 

볼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것이 정말 제한 없이 

성립하며 어떤 근거를 갖는가는 그 자체로 확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히려 그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이론적 작

업을 통해서였다. 즉 팽창하는 공간 모델에 근거해 보면, 공간 자체의 팽창

31) Ibid.,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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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천체의 적색 편이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전

자에 의한 후자의 인과적 설명이다. 더군다나 이때의 설명은 경험적인 허

블의 법칙이 매우 제한적으로만 타당할 뿐이라는 점도 밝혀 준다. 단지 경

험적인 허블의 법칙 자체만으로는 쉽게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와 같은 설명이 과연 최선의 설명인가에 대해서는 쉽사리 말하기 어렵

다. 천체의 적색 편이 현상이 단순히 도플러의 효과에 의한 것인가에 관해

서는 이미 과학적으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이나32), 예컨대 큰 질량

의 천체들에 대한 상대성 이론에 따른 적색 편이 현상도 가능함이 알려져 

있는33) 등, 팽창 우주론을 넘어선 영역과 관련해서는 쉽사리 팽창하는 공

간의 가설을 최선의 가설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

은 앞서 캐번디시의 경우에서도 논한 대로 일반적으로 어떤 시점의 과학에

서라도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일단은 열린 상태로 두기로 

하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좀 더 국지적으로 팽창하는 공간

의 모델을 두고 본다면, 그 모델 내에서 그 공간의 팽창에 의한 천체의 후

퇴 가설이야말로 예컨대 그것의 수축 가설이나 정상(stationary) 가설에 

비해 최선의 가설임은 상대적으로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지금의 예에서 이처럼 최선의 설명 가설에 의한 설명에 더해 한

층 더 특수한 점은 그 가설의 선택에 바로 허블의 사례와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은 시기적으로 문제의 가설에 앞설 수도 있

으나, 중요한 점은 그와 같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지적

한 대로 허블의 법칙과 같은 보편 가설이 실로 정당화되어 확립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사례들의 존재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이제 그와 같은 시간의 선후에 관계없이 허블의 경험적 사례가 국

지적인 영역 내에서 경쟁하는 여타 가설들을 제거하고 바로 공간의 팽창에 

의한 천체의 후퇴 가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셈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동시에 그 설명항 중에 이미 허블의 법칙과 유

사한 이론적 법칙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해리

슨에 따라 소개한 속도-거리의 법칙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32) Harrison 1998, p. 31 참조.
33) Norton 2003, p. 6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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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대한 명확한 구별이 전문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해리슨의 논문과 같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이제 우리는 분

명하게 해명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바로 지금의 

예에서 설명항과 그 피설명항 사이의 이러한 관계 때문에, 허블의 법칙과 

같이 증명적 귀납에 의해 새로이 추론된 보편 가설은 그에 대해 설명해 주

는 (어쩌면 있을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정은 될지

언정 완전히 배제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게 된다.

결  어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어 온 과학적인 예들을 넘어, 각기 상대성 이론과 

양자 이론의 구성 과정에 대한 Norton (1995)나 (2000) 역시 나는 지금까

지 논의해 온 자기 증거적 설명 방식의 증명적 귀납에 의해 좀 더 세 히 

분석해 보일 수 있으리라 본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은 지금 여기서 다할 

수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 분야에 좀 

더 전문적인 이해를 지닌 다른 필자들이 작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른다. 

어쨌든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증명적 귀납 추론이 과학의 실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지금까지 과학 철학에서 주요하게 행해져 

온 여러 논의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종합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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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nstrative Induction and IBE, and then Self-Evidencing 
Explanation 

Young-Sam Chun

It becomes more clear with Dorling, Norton and others that 
demonstrative induction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cientific 
hypothesis constructions. Admittedly its structure has been made 
distinctively and practically explicit by their attempts through actual 
scientific instances, but I think one more question remains to be further 
answered, a question which they have neither had enough interest in or 
at least nor have made explicit properly. That is the question, In what 
respect can a hypothesis itself be put into the structure of a 
demonstrative induction? I here argue that the respect in question can be 
more appropriately explicated from a perspective of 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 (IBE), particularly what is called “self-evidencing 
explanation”. Although discussions about both IBE and self-evidencing 
explanation are not rare for other purposes in other contexts, I here 
attempt to show that they are very useful newly for a more complete 
exposition of demonstrative induction as well. Furthermore, by this 
process inversely we can see how IBE itself be explicated more clearly 
just by demonstrative induction. 

Key Words: Demonstrative induction, 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 (IBE), Self-evidencing explan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