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철학 18-2(2015) pp. 1-14

베이즈주의 인식론

1)2)

이  의†ㆍ박 일 호‡

1

거의 모든 철학적 주제들이 그러하듯이, ‘확률’이라는 주제를 둘러싼 철

학적 문제 역시 여러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된다. 가

령, 과학이나 일상적인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확률’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해명하려는 의미론적 탐구, 과학에 등장하는 ‘확률적 혹

은 통계적 법칙’의 존재론적 지위를 분석하려는 형이상학적 탐구, 우리의 

윤리적 혹은 합리적 행동을 규명하는 데 있어 확률이 차지하는 역할을 규

정하려는 의사결정 이론적(decision-theoretic) 탐구 등이 대표적이다. 의

미론적 탐구를 통해서 확률이 고전적, 논리적, 주관적, 빈도적, 성향적 의미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탐색된다. 형이상학적 탐구를 통해서, 

확률적 법칙들이나 그로부터 파생되는 물리적 확률(chance)이 이 세계의 

보다 근본적인 속성들로 환원될 수 있는지의 여부, 혹은 물리적 확률 그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근본적인 것인지의 여부가 분석된다. 의사결정 이론

적 맥락에서 진행되는 확률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행동을 선택하는 과정에

서 개입되는 ‘확률’을 행동과 결과 사이의 증거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둘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

주해야 하는지를 탐구한다. 이런 종류의 철학적 탐구들에서 확률은 분석되

어야 할 대상, 즉 피분석항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철학 연구에

서 확률은 피분석항의 역할 이외에도 분석항의 역할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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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철학적 문제들을 분석하고 나름의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베이즈주의 인식론이다. 

‘베이즈주의 인식론’이라는 연구 분야는 방법론적인 특징과 내용적 특징

을 갖추고 있다. 여기서 방법론적 특징이란 확률이라는 수학적, 형식적 도

구를 이용해서 인식론의 여러 주제들을 탐구한다는 것을 말한다. 다소 느

슨한 의미에서, 베이즈주의 인식론자들이 사용하는 확률은 명제로부터 실

수로의 함수 Pr을 의미하며, 이 함수는 다음 세 가지 확률 공리를 만족한

다. 

(공리1) 모든 명제 에 대해서, Pr ≥ 이다. 

(공리2) 논리적 진리 ⊤에 대해서, Pr⊤ 이다. 

(공리3) 두 명제 와 가 양립불가능할 때, 

Pr∨  Pr  Pr이다. 

형식적, 혹은 방법론적으로만 이야기하자면, 베이즈주의 인식론은 위 세 가

지 공리를 만족하는 함수 Pr을 이용해서 인식론의 여러 주제들을 분석하

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방법론적 특징은 베이즈주의 인식론의 내용적 특징과 접하게 연

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 인식론은 우리의 지식이나 믿음을 다루는 

분야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해, 기존 인식론은 우리의 지식 혹은 믿음을 전

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의 문제로 간주해 왔으며, 그런 이가(二價)

적 모형 속에서 지식과 믿음의 인식적 정당성을 탐구하였다. 이에 비해, 베

이즈주의 인식론은 우리의 믿음을 정도의 문제(matter of degree)로 간주

하고 있으며, 그런 믿음의 정도가 합리적이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들

을 탐구한다. 이런 베이즈주의 인식론의 기본적인 탐구 방향은 공시적

(synchronic) 요소와 통시적(diachronic) 요소로 구분하여 명료해질 수 있

다. 

베이즈주의 인식론의 공시적 요소라는 것은 어떤 주어진 시간에 행위자

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도가 합리적이기 위해 만족해야 할 조건을 말한

다. 이런 공시적 조건들에는 여럿이 있으며, 그들에 대한 논쟁은 아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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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조건들 중에서도 베이즈주의자라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최소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이 기

술될 수 있는 확률적 정합성(probabilistic coherence)이다. 

확률적 정합성: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확률 공리를 만족해야 한다. 

베이즈주의자들은 위에서 제시된 (공리 1~3)을 만족하는 믿음의 정도를 신

념도(credences)라고 부른다. 이 확률적 정합성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확률 함수 Pr로 표상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로 이해될 수도 있으며, 이

는 수학적인 의미만을 가진 함수 Pr을 철학적 주제, 즉 믿음의 정도와 연

결시키는 논제로 간주할 수 있다. 

물론, 베이즈주의자들이 위 확률적 정합성을 논증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

이는 것은 아니다. 베이즈주의자들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확률 공리를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대표적이고 정통

적인 방식은 소위 ‘더치 북 논증(Dutch Book argument)’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Ramsey 1926). 더치 북 논증은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내기 상황

을 이용해서 확률적 정합성을 옹호하려는 시도이다. 우리가 어떤 내기에 

참여할지 여부는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의존한다. 만약 우리의 믿음의 정

도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내기에서 항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정도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확률적 정

합성에 대한 더치 북 논증이 보이는 것 역시 바로 이런 점들이다. 즉 그 논

증은 확률 공리를 만족하지 않는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내기를 하는 경우 

항상 손해를 보게 만드는 내기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에 확

률적으로 비정합적인 믿음의 정도를 가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 다시 말해,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확률 공리

를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1) 

 1) 사실, 더치 북 논증의 문제점은 여러 차례,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

다. 이에 확률적 정합성에 대한 대안적인 정당화가 제시되었다.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Joyce (1998)와 Leitgeb and Pettigrew (2010)의 

정확성(accuracy)이라는 개념을 이용한 논증이다. 대략적으로 말해, 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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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시적 요소와 더불어 베이즈주의 인식론은 통시적 요소도 갖추고 

있다. 이 통시적 요소는 기존 인식론과 베이즈주의 인식론을 구별해주는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다. 통시적 요소라고 함은 우리의 정합적인 믿음

의 정도, 즉 신념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규정하는 조건을 말한다. 가령, 

확률 함수 Pr이 어떤 행위자가 시점 에 가지고 있던 믿음의 정도를 나타

낸다고 해보자. 그리고 명제 는 그 행위자가 ′   시점에 획득한 전

체 증거를 나타낸다고 하자. 그럼, 그 증거를 획득한 이후 그 행위자의 믿

음의 정도는 어떤 확률 함수에 의해서 표상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베

이즈주의 인식론자들은 특별한 확률 함수 수정 규칙을 제시한다. 그것은 

소위 ‘조건화(conditionalization)’라고 불리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서술될 

수 있다. 

조건화: 모든 명제 에 대해서 Pr′   Pr 이 성립한다. 

여기서 Pr′은 해당 행위자가 증거 를 획득한 ′  시점에 가지고 있어야 

할 확률 함수를 나타낸다. 이 규칙은 증거가 획득됨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의 정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것으로, 흔히 베이즈주의 믿

음 갱신 규칙(Bayesian belief updating rule)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확률

적 정합성과 마찬가지로, 조건화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정당화되어 왔다. 

가령, 확률적 정합성과 비슷하게 더치 북 논증을 통해서 옹호되기도 하며, 

최소 정보 원리(principle of minimal information)이라는 정보 이론, 혹

은 인식적 효용(epistemic utilities)이라는 특별한 의사결정 이론적 효용 

개념을 이용해서 옹호되기도 한다.2) 

아무튼, 확률적 정합성이라는 공시적 요소와 조건화라는 통시적 요소는 

베이즈주의 인식론을 규정하는 최소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증은 우리의 믿음이 세계를 정확하게 표상하기 위해서는 확률 공리를 만족

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더치 북을 이용한 옹호 논증을 위해서는 Lewis (2010), 최소 정보 원리를 

이용한 옹호 논증은 Williams (1980), 인식적 효용을 이용한 논증은 

Greaves and Wallace (2006)와 Leitgeb and Pettigrew (2010)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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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는 인식론자들은 모두 베이즈주의자라고 불릴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요소에 또 다른 이론적 요소들을 어떻게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베이즈

주의 인식론은 여러 분파로 나뉠 수 있다.3) 그러나 ‘베이즈주의 인식론’을 

규정하는 데 있어, 방금 언급된 확률적 정합성과 조건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위의 설명만으로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새로운 연구 프로

그램을 ‘확률적 인식론’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이기 때문이다. 즉 

위 서술 자체는 왜 우리의 연구 프로그램에 ‘베이즈주의’라는 수식어가 붙

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왜 ‘베이즈주의’ 인식론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수정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답할 수 있다. <과학철학>이라는 수업을 수강하는 철수를 생각해

보자. <과학철학> 수업이 있는 날, 철수는 제 시간에 맞춰 강의실에 들어

갔다. 하지만 수업 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담당 교수가 강의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사실에 직면한 철수는 오늘 진행될 수업에 대해서 추론을 시

작한다. 우선 그는 오늘 수업이 휴강일 것이라고 추측해 보았다. 이런 추측

이 그럴싸한 이유는 오늘 수업이 휴강이라면 담당 교수가 강의실에 나타나

지 않을 확률이 1에 가깝게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수는 곧 이 가설을 

의심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평소에 수업에 엄격했던 담당 교수는 한 번도 

휴강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그 교수가 휴강할 확률이 0에 가까웠

기 때문이다. 그 뒤 철수는 강의실이 변경되었다는 가설을 생각해보았다. 

물론, 이런 가설을 고려한 것은 강의실이 변경이 되면 담당 교수가 지금 

강의실에 나타나지 않을 확률 역시 1에 가깝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수는 

이 가설 역시 단념했다. 왜냐하면, 지금껏 경험상, 강의실이 변경될 확률은 

 3) 확률적 정합성과 조건화 이외에 합리적인 믿음의 정도가 만족해야 할 요소

로 언급될만한 것은 무차별성의 원리(principle of indifference), 반영 원리

(reflection principle), 주요 원리(principal principle), 직접 확률 원리

(principle of direct probability)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반영 원리에 대해

서는 van Fraassen (1984)를, 주요 원리에 대해서는 Lewis (1980), 직접 

추론 원리에 대해서는 Hacking (1965)를 보라. 하지만 모든 베이즈주의자

들이 이런 추가 원리들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아주 순수한 의미에서 베

이즈주의자들은 확률적 정합성과 조건화가 합리적 믿음의 정도를 위해서 

충분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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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작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추론은 계속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철수가 어

떤 결론을 내렸는지가 아니다. 현재의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철수가 ‘담당 

교수가 수업 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강의실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증거를 

이용해서 각 가설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 고려한 것들이다. 철수가 염두에 

두고 있는 가설들이 ⋯이라고 하자. 그럼 이 각 가설들을 평가하

는 데 있어 철수가 고려한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각 가

설들이 옳다면 해당 증거가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큰지 여부다. 이것을 확

률적으로 표현하자면 Pr ⋯Pr 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가 참일 때 증거 가 참일 확률을 나타내며, 이는 흔히 우도

(likelihood)라고 불린다. 두 번째는 증거를 획득하기 전 각 가설이 참일 

확률이 얼마나 큰지 여부다. 이는 Pr ⋯Pr 로 나타낼 수 있으

며, 이는 사전 확률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증거 에 대한 고려가 없었을 

때 의 확률을 나타낸다. 결국, 철수는 각 가설을 평가하는 데 있어, 

Pr ⋯Pr 와 Pr ⋯Pr 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

다. 그리고 철수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증거 에 의해 ⋯  중 

무엇이 가장 지지를 받는지 결정한다. 다른 말로, 증거 를 획득한 이후 

⋯  중 무엇의 확률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앞

에서 설명된 조건화에 따르면, 를 획득한 이후 가설 의 확률은 

Pr 와 같아야 한다. 따라서 철수는 우도를 나타내는 Pr들과 

사전 확률을 나타내는 Pr들로부터 사후 확률에 해당하는 Pr 
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어떻게? 

이 질문과 이에 대한 답은 18세기 활동했던 토마스 베이즈(Thomas 

Bayes, c. 1701-61)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직 확률에 대한 수학 이론이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기 전에 베이즈는, 훗날 자신의 이름이 붙여진 베이

즈 정리(Bayes’ Theorem)를 통해서, Pr들과 Pr들로부터 

Pr 를 추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Bayes 1764). 그 정리를 

현대적인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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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즈 정리:  

Pr  Pr Pr
PrPr

Pr 
PrPr



이 정리는 우도인 Pr들과 사전 확률인 Pr들로부터 사후 확

률 Pr 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Pr′가 Pr 와 같아야 한다는 조건화와 결합하면, 위 베이즈 정

리는 다음과 같이 변경될 수 있다.  

베이즈 정리*: 

Pr′ Pr Pr
PrPr

Pr 
PrPr



이 베이즈 정리*는 베이즈주의 인식론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

선, 이 식은 우리의 가설에 대한 믿음이 확률 함수 Pr  혹은 Pr′으로 표상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변화가 조건화를 통해서 수

정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 세 번째로, Pr′의 값, 즉 Pr 
의 값을 결정하는 데 있어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세 번째를 규명하는 데 있어, 토마스 베이즈가 처음

으로 밝혀낸 베이즈 정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점 

때문에, 우리의 연구 프로그램에 ‘베이즈주의’ 인식론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위의 베이즈 정리*와 같이 요약될 수 있는 베이즈주의 인식론은 현대 인

식론의 핵심 연구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가설과 증거 

사이의 관계, 즉 입증을 둘러싼 여러 과학철학적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흥

미로운 답변을 제시해 왔다. 이런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의 흥미로운 점은 

입증을 둘러싼 여러 다양한 문제들, 가령 까마귀 역설, 뒤엥-콰인 문제, 무

관한 연언의 문제, 다양한 증거의 문제 등을 복잡하지 않은 하나의 이론적 

도구를 이용해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해 낸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

라 기존의 입증 이론으로는 분석하기 어려웠던 부분, 가령, 이론적 정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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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도, 단순성의 정도, 입증의 정도에 대한 정량적 측정 등에 대해서도 

나름의 설명을 제시한다. 

물론, 거의 모든 연구 프로그램이 그러하듯이, 베이즈주의 인식론 역시 

여전히 논쟁적이고, 좀 더 심화된 연구가 필요한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

다. 가령, 본 특집호의 논문들이 다루고 있는 베이즈주의 인식론을 정당화

하는 데 종종 사용되곤 하는 더치 북 논증의 인식론적 유의미성, 과학의 

실제 진행 모습과 베이즈주의 사이의 괴리,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과학적 혹은 귀납적 추론 등은 베이즈주의자들이 답해야 할 

이론적 공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베이즈주의 인식론

의 영역은 점차 확장되고 있다. 가령, 베이즈주의는 회의주의, 정합론 등 

전통 인식론적 주제와 증언, 의견 불일치, 집단적 믿음과 같은 사회 인식론

적 주제로 자신의 탐구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2

본 특집호는 이런 베이즈주의 인식론이 심화되고, 확장되는 여러 모습들

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이충형의 “Individually Advantageous 

but Collectively Ruinous Bets”, 전영삼의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과 

귀납적 체계화”, 허원기의 “베이즈주의, 공약불가능성, 이론 변화”는 베이

즈주의 인식론 혹은 과학 철학의 심화 연구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세다 데츠지(Tetsuji Iseda)의 “Bayesianism as a Set of Meta- 

criteria and Its Social Application”은 베이즈주의 연구 방법을 사회 인

식론으로 확장한 연구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 우리는 각 논문의 

보다 세부적인 내용과 그 의의를 서술할 것이다. 

먼저, 이충형의 논문은 베이즈주의 인식론에서 중요한 이론적 역할을 하

는 더치 북 논증에 대한 것이다. 사실, 이 논문이 확률적 정합성 혹은 조건

화와 같은 베이즈주의 인식론의 핵심 원리를 위한 더치 북 논증을 직접적

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의 논의는 베이즈주의 인식론 속 

더치 북 논증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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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분석하고 비판하고 있는 더치 북 논증은 반 맥기(Vann McGee)가 

제시한 것으로, 해당 더치 북으로부터 필연적으로부터 도출되는 손실을 막

기 위해서는 합리적 행위자의 효용 함수는 유계성(boundedness)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효용 함수의 

유계성이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조건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

에 대해서 이충형은 그러한 유계성을 결론으로 삼지 않는 방향으로 맥기의 

논증에 답하려고 한다. 그가 문제 삼는 것은 해당 더치 북을 구성하고 있

는 내기들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특히, 그는 해당 내기들

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돈이 무한하게 많아야 하며, 이에 그런 무한

한 돈이 필요한 내기는 현실에서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한다. 이와 

더불어 그는 표준적인 결정 이론의 이론 틀 속에서는 무한한 돈, 즉 효용

을 가진 내기는 다룰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한다. 

한편, 전영삼과 허원기의 논문은 이충형의 논문보다 직접적으로 베이즈

주의 인식론 혹은 과학철학의 주제들, 특히 과학 방법론을 둘러싼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중 전영삼은 과학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두 가지 추론 방

법, 즉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 (이하 IBE)’과 ‘베이즈주의 추론’의 결합 

가능성을 고찰하고 있으며, 허원기는 쿤에서 비롯된 체계적 과학 방법론에 

대한 회의와 현대 체계적 과학 방법론의 중요 대안으로 여겨지는 베이즈주

의 사이의 양립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우선, 전영삼의 논의를 살펴보자. 그는 IBE와 베이즈주의적 추론이 양립

할 수 없다는 반 프라센의 논의에서 출발하여, 최근 새로운 방식으로 양자 

사이의 양립 가능성을 옹호하는 레아 핸더슨(Leah Henderson)의 ‘창발적 

양립 가능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핸더슨의 창발적 양립 가능

주의란 IBE에서 고려하는 설명적 미덕들이 베이즈주의식 추론을 추동하기 

보다는 베이즈주의적 해설로부터 그러한 설명적 미덕들이 창발된다는 것이

다. 다소 어렵게 들리는 이런 표현은 사실상, ‘과학적 추론을 베이즈주의적

으로 해설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들, 즉 사전 확률이나 우도에 IBE의 

설명적 미덕들이 미리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추론을 베이즈

주의적으로 해설했을 때, 그 결과가 IBE의 설명적 미덕들을 갖추게 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과학 방법론에 대한 베이즈주의적 해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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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E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하나의 해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전영삼은 이런 핸더슨의 창발적 양립 가능주의를 긍정적으

로 평가한다. 하지만 그의 논의가 이런 평가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전영삼

은 핸더슨의 주장을 옹호하면서도, 그녀의 논증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

적한다. 그 한계란 과학적 추론에 대한 베이즈주의적 해설이 IBE가 고려하

는 설명적 미덕들 모두를 창발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 핸더슨을 따라, 

전영삼은 단순성이나 통일성과 같은 설명적 미덕은 베이즈주의적 해설에 

의해서 창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새로운 상위 이론의 도입

을 통한 귀납적 체계화나 통섭과 같은 설명적 미덕 역시, 핸더슨이 언급했

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베이즈주의적 해설에서 창발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전영삼은 핸더슨의 이론 자체만으로는 이 물음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내

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결국 핸더슨의 이론에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

하다는 것을 논증한다. 그리고 그는 힌티카(Hintikka)의 귀납 논리적 발상

으로부터 그 실마리를 찾아낸다. 이 실마리는 귀납적 체계화 혹은 통섭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이론을 기존 이론을 위한 ‘이론적 증거’로 간주하고 이

와 관련된 우도를 계산하는 데 있다. 흥미롭게도, 전영삼은 논문의 결론에

서 “이와 같은 발상이 쿤이 말하는 바 ‘과학 혁명기’에 패러다임을 달리해 

등장하는 새 이론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지될 수 있는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고민이 필요할 듯하다.”라고 말한다. 이 후속적인 

고민, 즉 과학 혁명기에 있어 이론 선택과 관련된 문제는 (비록 IBE와 베

이즈주의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본 특집호의 허원기의 논

문과 연관된다. 

방금 언급한 것과 같이, 허원기의 논문은 과학 혁명기의 이론 선택과 베

이즈주의 방법론과의 결합 가능성을 고찰하고 있다. 그의 논문은 새먼

(Salmon)-이어만(Earmsn)-화마키스(Farmakis)-여영서-전영삼으로 이

어지는 베이즈주의 과학 방법론과 쿤의 과학 철학 사이의 양립가능성에 대

한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새먼과 이어만은 둘 사이의 양립가능성을 긍

정적으로 모색했으며, 화마키스는 쿤의 공약 불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이용

하여 둘 사이의 양립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에 대해

서 여영서는 화마키스의 논증을 비판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베이즈주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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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과 쿤의 과학 철학을 양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대해서 

전영삼은 여영서의 방법의 무의미성을 지적하였다.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

서 허원기는 여영서와 같이 화마키스의 논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영삼

과 같이 여영서의 새로운 양립 가능론을 논박한다. 하지만, 그의 논의는 여

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허원기는 공약불가능성이란 개념을 이용한 화마키

스의 양립 불가능론이 ‘특정 철학적 논제에 매몰되어 과학자들의 실제 활

동을 지나치게 단순히 해석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론’이라고 말하며, 실

제 공약 불가능성은 국소적인 수준에서 일어날 뿐이고, 국소적인 공약 불

가능성을 갖춘 이론들 사이에는 공유되는 증거들이 드물지 않다고 말한다. 

이와 더불어 그는 국소적인 공약 불가능성을 갖춘 이론들 사이의 평가가 

베이즈주의 방법론을 이용해서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허원기

가 다루고 있는 예는 18세기에 일어난 화학혁명이다. 이 사례에서 그가 언

급하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는 ‘(라부아지에의) 실험에서 줄어든 물의 질량

이, 금속의 늘어난 질량과 동일한 질량의 산소를 실험에서 방출된 가연성

의 공기와 결합하여 생성된 물의 질량과 같다’는 실험 결과이다. 일견 플로

지스톤 이론가들과 산소 이론가들은 이 실험 결과를 서로 공약 불가능한 

용어로 기술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허원기는 라부아지에의 실험이라는 

특정한 맥락 속에서 해당 실험 결과는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것으로 간

주될 수 있으며, 이에 그 증거를 이용해 플로지스톤 이론과 산소 이론은 

충분히 비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여기서 허원기가 언급하는 비교 

방식은 베이즈주의적 방법론을 따른 것이다. 

금까지 언급한 이충형, 전영삼, 허원기의 논문은 베이즈주의 인식론과 

관련된 논의들을 여러 방향에서 심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테츠지 이세다의 논문은 베이즈주의를 인식론의 다른 주제로 확장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논의가 베이즈주의 이론틀을 사회 인식론적 

주제에 직접적으로 적용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 그의 논의는 방법론적인 

것으로, 베이즈주의의 이론틀이 여러 사회 인식론적 조건들에 어떤 방법론

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우선 하레

(R. M. Hare)가 공리주의 이론을 두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는 것에서 착안

하여, 과학 방법론도 두 가지 수준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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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수준은 개별 과학 방법론적 요구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며, 두 번째 수

준은 개별 과학 방법론적 요구 사항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특징에 대한 

것이다. 이세다에 따르면, 베이즈주의 인식론은 두 번째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좋은 과학 방법론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특징들을 말해주는 메

타-기준(meta-criteria)의 역할을 한다. 그가 기술하는 베이즈주의적 메타

-기준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좋은 과학 방법론이라면 사후 확률이 가장 

높은 가설을 채택하게 하고, 그보다 낮은 사후 확률을 가진 가설들은 모두 

기각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좋은 과학 방법론이라면 

가설들 사이의 평가를 보다 분명하게, 혹은 보다 차별적으로 내릴 수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베이즈주의적 메타-기준은 과학 방법론에 적용된 

것이다. 이세다는 여기에서 논의를 멈추지 않고, 이런 메타-기준이 사회 인

식론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베이즈주의 메타-기준을 과학자

들의 연구와 관련된 여러 제도들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변형할 수 있다

는 것이다. 그가 제시하는 사회 제도에 대한 인식론적 메타-기준은 방금 

언급한 과학 방법론에 대한 베이즈주의적 메타-기준과 대동소이하다. 즉 

그 첫 번째는 좋은 과학적 제도라면, 과학자들로 하여금 가장 높은 사후 

확률를 가진 가설을 채택하고 그보다 작은 사후 확률을 가진 가설을 기각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좋은 과학적 제도라면, 가설에 대한 

판단을 보다 차별적으로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과학적 제도

에 대한 메타-기준을 바탕으로, 이세다는 과학 논문 출판에 있어 익명 심

사 제도를 분석한다. 그리고 그러한 베이즈주의의 분석을 과학적 실천 속 

다양성(diversity)에 대한 분석으로 확장한다. 

이세다의 논문에서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유의성 검정(significance 

test)’이라는 전통 통계학적 방법과 베이즈주의 통계학 사이의 양립가능성

을 (비록 간단하지만)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1.3절에서 “통계학의 

철학에서 베이즈주의와 고전 통계학의 유의성 점정은 서로 충돌하는 입장

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우리가 과학 방법론을 두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면 

이 둘은 서로 화해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 바대로, 베이

즈주의 통계학과 고전 통계학의 ‘귀무가설 유의성 검정법(Null 

Hypothesis Significance Testing Procedure)’는 서로 대립하는 연구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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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이다. 흥미롭게도 최근 이 둘 사이의 대립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

건이 일어났다. 본 특집호에 실린 박준석의 연구 동향 리포트는 그 사건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박준석이 소개하는 사건은 바로 사회 

심리학을 다루는 학술지인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의 편집

부에서 고전 통계학의 유의성 검정법의 사용을 전면 금지(outright ban)한 

일이다. 비록 해당 편집부가 명시적으로 베이즈주의 통계학을 이용해야 한

다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베이즈주의 통계학의 핵심 경쟁 대상이 금지되

었다는 사실은 고전 통계학자들은 물론 베이즈주의자들에게도 무척 놀라운 

사건으로 여겨질 것이다. 박준석은 이 사건에 대해서, 왜 편집부가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특히 유의성 검정법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

다. 우리 과학철학자들은 역사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이론적인 의미에서 이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이 경쟁 패러다임 간 심각한 경쟁 상

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통계학 자체에 대한 이론적, 혹은 철

학적 평가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번 특집호의 주제는 “베이즈주의 인식론: 전망과 한계”이다. 베이즈주

의가 자신의 탐구 영역을 점차 넓히고 있으며 여러 흥미로운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철학 의 이번 특집호는 무척 유의미하다. 비록 지면의 

한계와 여러 제반 제약 조건 속에서 충분히 많은 논문을 실지 못한 것은 

다소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본 편집인들은 이번 특집호가 베이즈주의 

인식론, 혹은 과학철학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엄격하고 섬세한 심사를 해주신 

여러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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