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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과 귀납적 체계화†

1)

  삼
‡

van Fraassen (1989)이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 방식이 베이즈주의적 확률 

갱신의 방식과 양립 불가능함을 주장한 이래, 과학적 추론에 대한 설명주의와 

베이즈주의 사이의 관계에 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Henderson (2014)은 그러한 논란의 흐름을 정리한 뒤, 그에 관한 자신의 새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즉 베이즈주의적 확률 관계로부터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 방식이 창발(emerge)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나는 헨더슨의 이와 같은 견해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그의 논의 중에는 고려되지 않은 한 가지 사항이 남아 있다. 즉 그의 관점에 

따라 베이즈주의식으로 선호될 수 있는 가설이나 이론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그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상위 이론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특히 여러 분야의 지식들을 귀납적으로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상위 이론의 등장으로 그와 같은 지식들에 대해 이른바 ‘귀납적 체계화’
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의미가 클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라면, 일견 

설명주의나 또는 적어도 설명적 고려 사항의 우선적 제약을 인정하는 베이즈

주의에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일지라도 나는 헨더슨의 창발적 

베이즈주의의 관점을 지지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러

한 방안을 보이기 위해서는 힌티카(J. Hintikka)식의 귀납 논리를 도입할 필요

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 

【주요어】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IBE), 귀납적 체계화, 창발적 양립 

가능주의, 힌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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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추론에 대한 철학적 탐구에서,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 방식을 

주장하는 설명주의와, 베이즈 정리를 중심으로 한 확률적 추론을 주장하는 

베이즈주의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van 

Fraassen (1989)이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 방식이 베이즈주의적 확률 갱

신의 방식과 양립 불가능함을 주장한 이래, 두 주의 사이의 관계에 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Henderson (2014)은 지금까지 

그와 같은 논란의 흐름을 정리한 뒤, 그에 관한 자신의 새로운 견해를 제

시한 바 있다. 즉 베이즈주의적 확률 관계로부터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 

방식이 창발(emerge)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나는 헨더슨의 이와 같은 견해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하

지만 그의 논의 중에는 고려되지 않은 한 가지 사항이 남아 있다고 본다. 

즉 그의 관점에 따라 베이즈주의식으로 선호될 수 있는 가설이나 이론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그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상위 이론

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특히 여러 분야의 지식들을 귀납적

으로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상위 이론의 등장으로 그와 같은 지식들

에 대해 이른바 ‘귀납적 체계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의미가 클 수 있

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라면, 일견 설명주의나 또는 적어도 설명적 고려 사

항의 우선적 제약을 인정하는 베이즈주의에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일지라도 나는 헨더슨의 창발적 베이즈주의의 관점을 지지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러한 방안을 보이기 위해서는 

힌티카(J. Hintikka)식의 귀납 논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 반 프라센의 사례와 헨더슨의 창발적 베이즈주의

반 프라센은 과학적 추론에 대한 두 가지 철학적 해명인, 이른바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 이하 ‘IBE’로 약칭) 

방식과 전통적인 베이즈주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양립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다음과 같은 우화적 사례로 간략히 보여 주고 있다.1) 간략하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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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E와 베이즈주의 각각의 기본적인 입장과 그 양자의 관계에 대해 반 프

라센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으므로, 그에 약간의 설명을 덧

붙여2)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이제 어느 외계 행성에서 발견된 한 주사위를 두고, 그것이 그 여섯 면 

중 어느 한 면(이를 ‘1의 눈’이라 해 보자)으로 편향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심을 둔다고 해 보자. 이때 정통 베이즈주의자인 ‘피터’는 일단 그 주사

위가 1의 눈 쪽으로 편향되었으리라는 자신의 추측을 여러 유한한 가설들

로 설정한다. 예컨대 그것을 가설  , …,   등으로 나타낼 경우, 가설 

는 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타날 객관적 확률[chance]이 /임

을 주장하는 가설이다. 따라서 만일 문제의 주사위가 1의 눈 쪽으로 완전

히 편향되어 있다고 추측한다면, 그것은 가설 으로 주어질 것이다. 논의

를 구체화하기 위해 여기서 =10이라 두어 보기로 하자. 그러면 가설 

는 문제의 주사위를 10번 던진 경우 그것이 모두 1의 눈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터는 자신의 추측이 얼마나 옳은

가를 알아보기 위해 문제의 주사위를 실제 던져 보고, 그 결과에 의해 각 

가설에 대한 사후 확률을 계산해 보기로 한다. 4번의 시행 결과, 과연 그의 

짐작대로, 그 주사위는 모두 1의 눈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증거 라고 

해 보자. 이제 정통 베이즈주의자답게 피터는 먼저 10개의 서로 다른 가설

에 동일한 사전 확률 1/10을 부여한 뒤, 그 각각의 우도(가능도)를 확률 

( /)로 계산해, 각 가설에 대한 사후 확률  를 얻는다. 이는 이른

바 ‘베이즈(단순) 조건화’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방식에 따를 때 가설 에 

대한 그의 내기가 이른바 ‘더치 북’(Dutch book)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다. 즉 바로 그 경우에 그가 해당 가설에 대한 내기에서 궁

극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을 것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피터가 이

러한 방식으로 사후 확률을 계산해 가는 경우, 문제의 주사위를 4번 던질 

때보다는 그 이상의 횟수에서 그 결과가 모두 1의 눈이 나올수록, 가능한 

한 높은 편향을 추측하는 가설, 예컨대  , …,   등에 대한 사후 확률

 1) van Fraassen (1989), pp. 163-6.

 2) 이후 우리 논의와의 연계를 위해, 해당 기호 역시 적절히 변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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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급격히 커질 것임은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얻은 사후 확률에 따라 해당 가설들에 대해 (부

분적) 신념도를 지닌 피터가 IBE를 전파하는 떠돌이 설교자를 만나게 된

다. 그 설교자는 위의 상황에서 높은 편향을 추측하는 가설들이 그 사후 

확률이 보여 주는 대로 어느 정도 옳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나름대

로 주어진 증거에 대해 어떤 설명력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그 가

설들이 피터가 문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왜 오로지 1의 눈만을 관찰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설

교자는 피터에게 그러한 설명적 성공까지를 감안해 좀더 설명적인 가설들

에 대해 그의 신념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권한다. 그러므로 일단 피

터식으로 사후 확률들을 정한 후, 그 모든 1의 눈이 완전히 편향된 것이라

는, ‘가장 설명적인’ 가설 에 대해 분명하게 일종의 ‘보너스 확률’을 부

여하는 규칙을 따를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만일 피터가 이러한 설교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베이즈

주의자에게는 치명적인 더치 북에 빠지게 됨은 분명하다. 베이즈 조건화 

이외의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사후 확률을 높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확률

의 공리를 어기는 비정합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 프라센

은, 피터와 같이 베이즈주의를 유지하는 한, 설교자가 주장하는 IBE식의 

사고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Henderson (2014)이 지적하고 있는 대로, 어느 면 IBE에 대한 반 프라

센의 이러한 자세는 IBE가 반실재론에 대해 어떻게 반대하는가에 주목한 

데 연원하는 것으로 보인다.3) 즉 이론이 경험적 증거만으로는 궁극적으로 

결정되기 어렵다는 이른바 ‘이론의 미결정성 논제’와 관련해, IBE에서는 그 

이론의 설명적 힘이 해당 이론의 참에 대한 추가적 증거가 된다고 보는 것

이다.4)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IBE는 표준적인 베이즈주의적 입증의 도

식 속으로는 잘 끼어들기 어려운 추가적 요소를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IBE에 대한 반 프라센의 해석이 어떠하든, 베이즈주의에서 단순

 3) Henderson (2014), p. 692.

 4) 하지만 반 프라센의 이와 같은 자세를 다른 면으로 볼 수도 있다. 이에 대

해서는 이하의 제3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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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그의 그와 같은 해석을 따를 필요는 없다. 베이즈주의 입장에서는 무엇

보다 가설의 사후 확률에 대해 보너스 확률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 관해 

거북해 할 수밖에 없다. 아닌 게 아니라 반 프라센의 위와 같은 입장에 대

해 베이즈주의에서는 지금까지 IBE에서 주장하듯 가설의 어떤 설명적 힘

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반 프라센식의 해석에 대해서는 반대해 왔다

(예컨대 Lipton 2004, Weisberg 2009, Huemer 2009a). 즉 IBE에 포함

된 설명적 고려 사항들(explanatory considerations)이 가설 평가에 중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가설의 사후 확률에 추가적인 증가를 초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베이즈주의의 이러한 입장에서는, 대신 그와 같은 

설명적 고려 사항들이 베이즈적 사전 확률이나 아니면 우도의 설정을 인도

하거나 결정하는 데 나름의 역할을 따름이라고 본다. 이렇게 된다면, 물론 

IBE와 베이주의는 양립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IBE에서의 설

명적 고려 사항들이 베이즈적 확률들을 어떻게 부여하는지에 제약을 가하

는 방식으로 양립 가능성이 확보되는 셈이므로, 헨더슨은 이와 같은 입장

을 일컬어 ‘제약에 기반한 양립 가능주의’(constraint-based compati- 

bilism)라 부르고 있다. 

하지만 헨더슨이 보기에 이와 같은 식의 양립 가능주의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여기서 그것들을 세세히 다시 보여 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 모두에 공통되며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제약에 기반한 양

립 가능주의가 IBE에 대해 ‘규범적 우선성’(normative primacy)을 인정하

는 한편, 즉 가설 평가에서 IBE식의 발상이 필요함을 먼저 인정하는 한편, 

바로 그에 맞춰 베이즈적 확률들을 조절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셈이므로, 

과연 왜 그러해야 하는가 하는 별도의 정당화 물음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

다는 점이다. 만일 이러한 물음에 별도의 독립된 답이 제공될 수 없다면, 

지금과 같은 양립 가능주의는 왜 베이즈주의가 IBE와 양립 가능한지를 설

명해 주기보다는 단지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고 보는 하나의 규정

(stipulation)일 따름이다. 하지만 헨더슨이 보기에 지금까지 제약에 기반

한 양립 가능주의에 그와 같은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 경우, 

“IBE는 베이즈주의적 틀에 의해 [제대로] 해명되기보다는 단순히 그에 맞

춰 조절되고(accommodated) 있을 따름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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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 의식에 따라 헨더슨은 자신의 이른바 “창발적 양립 가능

주의”(emergent compatibilism)를 새로이 제안한다. 이러한 새 제안의 핵

심은, 베이즈주의의 틀 내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그대로, 달리 무엇인가를 

행하는 대신, 그 틀 자체로부터 IBE가 떠오를(창발할) 수 있음을 보여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만 된다면, 앞서 제약에 기반한 양

립 가능주의에서 떠안을 수밖에 없던 정당화의 문제에서 벗어나, 베이즈주

의와 IBE 사이의 양립 가능성을 적절하게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주장이 가능함을 보이기 위해, 헨더슨은 우선 좀더 쉽게 다룰 수 

있는 ‘특수 가설’(specific hypothesis)의 경우부터 다루고 있다. 이는 ‘일

반 이론’(general theory)에 대비되는 것으로, 그 자체 내에 특정하게 값이 

정해져야 할 별도의 매개 변수를 갖지 않는 가설을 말한다. 앞서 반 프라

센의 사례에서 등장했던 각 가설들이 이에 해당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반면 헨더슨이 말하는 ‘일반 이론’은 그 이론의 어떤 핵심적 주장을 담고 

있는 ‘핵’(core)과, 그러한 핵이 어느 특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데 필요한 특

정 가정 내지 보조 가설(auxiliary hypothesis)로 구성된 가설을 말한다. 

흔히는 그 보조 가설에서 해당 이론의 핵에 등장하는 자유 매개 변수의 값

을 별도로 정해 주게 마련이다. 예컨대 뉴턴의 이론에서라면 그 제2법칙이

야말로 그것의 ‘핵’이라 할 수 있고, 만일 그 이론을 특정 행성들에 적용할 

경우 행성의 위치와 질량에 대한 특정한 주장들이 그것의 보조 가설에 해

당한다.

이제 만일 어떤 특수 가설에 대해 IBE가 적용된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헨더슨은 먼저 Lipton (2004)이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

을 ‘가장 사랑스러운 설명에로의 추론’(inference to the loveliest 

explanation)으로 이해한 점에 주목한다.6) 그리고 이때 ‘가장 사랑스러운 

설명’이란 ‘만일 그것이 옳다면, 가장 설명적일, 즉 가장 많은 이해를 가져

 5) Henderson (2014), p. 696.

 6) 이 경우, 물론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에는 ‘최선의 사랑스러움’ 이외에도 

‘초기의 그럴 법함’(initial plausibility or likeliness)이 포함될 수 있고, 이

는 베이즈주의에서라면 가설의 사전 확률과 관련된다. 하지만 이는 이후의 

논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별도로 논하지 않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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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줄 설명’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이 점에 근거해 헨더슨은 “어떤 가

설이 특수한 경우, 바로 가설 가 가설 ′에 비해 [증거  ]를 한층 더 기

대하게 만들어 주기만 한다면, 그것이 참인 한에서 는 ′에 비해 [증거 

 ]를 한층 더 잘 설명해 준다”고 본다.7) 그리하여 ‘더 잘 설명해 준다’는 

것을 이처럼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베이즈주의에서 이해하는 우도가 

나타내는 바, 곧 ‘어떤 가설이 주어진 경우 문제의 증거에 대한 기대의 정

도’(expectedness of the evidence given the hypothesis)에 다름 아니

라고 본다.8) 만일 헨더슨의 이러한 견해에 따른다면, 앞서 반 프라센의 예

에서 가설 에 대해 별도의 보너스 확률을 부여할 필요 없이 이미 그 우

도    내에 IBE의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IBE식 ‘설명’에 대해 헨더슨의 이러한 이해 방식이 좀더 중요하

게 부각되는 경우는 물론 ‘일반 이론’의 경우이다. 이를 보이기 위해 그는 

프톨레마이오스와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구체적인 논증 사례로 제시한다. 

이 두 이론은 공통의 요소와 함께 주요하게 차이나는 요소 모두를 지니고 

있어, 서로 비교하기가 용이하다. 그 공통의 요소란 태양계 내의 행성 모두

가 일양한 원운동을 한다는 점이고, 그 주요한 차이란 물론 프톨레마이오

스 이론에서는 지구 중심을 코페르니쿠스 이론에서는 태양 중심을 주장한

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에서 헨더슨이 특히 주목하는 바는 그 두 이론에

서 행성의 역행(retrograde motion)을 어떻게 서로 다르게 설명하는가 하

는 점이다. ‘역행’이란, 예컨대 화성과 같은 행성이 항성과 관련하여 동쪽으

로 진행하다 잠시 서쪽으로 방향을 바꿔 진행한 뒤 다시 동쪽으로 진행하

는 현상을 말한다. 이와 같은 행성 운동에 대해 프톨레마이오스 이론에서

는 잘 알려진 대로 각 행성마다 주전원(epicycle)을 별도로 설정하여 그를 

설명하는 반면, 코페르니쿠스 이론에서는 그와 같은 별도의 장치 없이 다

만 지구와 화성 각각이 서로 다른 거리에서 공통으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

다는 주장만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와 관련해 헨더슨은 우선 설명주의의 관점에서 “어떤 현상에 

대해 더 사랑스러운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이론이란 그 이론에 근거한 설

 7) Ibid., p. 700.

 8) Ibid., p.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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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해당 이론의 보조 가설들보다 그 핵의 주장에 더 크게 의존하는 이

론”일 것이라 해명한다.9) 이는 예컨대 설명주의자들이 중시하는 단순성

(simplicity)이나 통일성(unification)과 같은 ‘설명적 미덕’(explana- tory 

virtue)에 잘 부합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은 주전원

에 관한 보조 가설들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이론보다 더 단순하며, 프톨레마이오스 이론에서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현상들(예컨대 행성의 회합 주기와 항성 주기10))을 서로 잘 관련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층 더 통일적이다. 이 점에서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은 프

톨레마이오스 이론에 비해 훨씬 더 큰 설명력을 갖는다. 그렇다면 이와 같

은 설명력의 차이를 과연 베이즈주의적 틀 자체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 헨더슨은 어떤 이론에 대한 베이즈의 우도가 단순성과 같은 

설명적 미덕을 잘 반영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 이때의 우도란 단순히 그 

이론이 잘 들어맞는 어느 특정한 경우의 우도를 뜻하지 않는다. 이는 그 

이론이 허용하는 모든 특정한 모델, 즉 그 이론의 매개 변수 값들이 특정

하게 정해진 모든 경우에 걸친 우도들의 평균을 뜻한다. 그러므로 어느 일

반 이론 의 매개 변수를 라 하면, 증거  (예컨대 행성의 회합 주기와 

항성 주기에 대한 관찰 결과)가 주어진 경우 의 우도는 다음과 같이 제시

될 수 있다.11)

(1.1) =   

 9)  Ibid., p. 707.
10) ‘회합 주기’(synodic period)와 ‘항성 주기’(sidereal period)는 모두 어떤 한 

행성의 서로 다른 공전 주기이다. 전자는 태양을 기준으로 같은 위치로 되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후자는 어떤 항성을 기준으로 같은 위치에 되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이와 같은 두 주기 사이에는 일정한 관

계가 성립한다. 
11) Ibid., p. 709. 여기서는 사용 기호들을 우리는 헨더슨에서와는 다르게 일반 

이론을 나타내는 기호로 ‘ ’ 대신 ‘ ’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후 우리의 논

의에서 상위 이론을 나타내기 위해 ‘ ’를 사용하는 경우와 혼동을 피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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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우도 는 그 가 허용하는 모든 특정 모델의 우도에 를 

조건으로 한 사전 확률 도 를 가중치로 한 평균인 셈이다. 그러

므로 이 경우 그 전체 매개 변수 공간에 그와 같은 사전 확률 도를 분포

시킨 상태에서    값이 평균적으로 커질수록 우도 는 커지

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매개 변수 공간의 어느 특정한 영역에 

사전 확률을 집중시킬 별도의 이유가 없는 한, 우리는 문제의 사전 확률 

도를 그 공간 전체에 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사전 확률 도를 매개 변수 공간 전체에 고루 펼치는 데 동의하는 

한,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론에 비해 그 우도면에서 

더 선호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론은 코페

르니쿠스의 이론에 비해 그 핵으로써 설명할 수 없는 좀더 많은 부분들을 

추가적 매개 변수들로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더 넓은 매

개 변수 공간으로 사전 확률 도를 더 넓게 펼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를 좀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Huemer (2009b)의 그래프가 도움이 될 

수 있다.12) 그의 용어로 말하자면,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론은 코페르니쿠스

의 이론에 비해 한층 더 많은 매개 변수들을 지닌 ‘복잡한 이론’(complex 

theory)인 반면,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이론’(simple 

theory)이다. 이 경우 복잡한 이론은 좀더 많은 가능성들에 걸쳐 확률 

도를 분포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이론이 허용하는 특정한 데이터의 가능성

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낮은 우도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반면, 단순한 이론

에서는 좀더 적은 가능성들에 걸쳐 확률 도를 분포시키는 탓에 오히려 

특정 데이터의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높은 우도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요컨대 프톨레마이오스의 이

론은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에 비해 조절 매개 변수 형태의 보조 가설에 의

존하는 바가 한층 크기에 증거 에 대한 그 이론의 우도가 상대적으로 작

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헨더슨은, 두 이론에 대한 사전 확률이 서로 다르

지 않다 할지라도, 그 우도의 비교만으로도 설명주의자들이 코페르니쿠스

의 이론을 선호하는 이유를 해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3) 

12) Huemer (2009b), p. 223.
13) Henderson (2014), p.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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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여기서 각 직사각형의 가로는 

각각의 이론과 양립 가능한 관찰들의 범

위를 나타내고, 그것의 높이는 우도를 나

타낸다. 이때 각 직사각형의 넓이는 전체 

1이 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이론의 가로 

길이가 짧은 만큼 그 세로 길이는 길어

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핸더슨은 설명주의자들의 

설명적 고려 사항이 베이즈주의식 추론

을 추동하기보다는 오히려 베이즈주의

적 해설로부터 그것이 창발하는 것이라 

보고, 그와 같은 베이즈주의적 해설이 

“IBE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하나의 해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

만 그 양자는 동일한 추론 과정에 대해 

서술 수준이 다를 뿐으로, IBE가 그 추

론 과정에 대해 대략적인 현상만을 서술

해 주는 반면, 베이즈주의에서는 그 양

적인 상세 내용을 서술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14)

나는 헨더슨의 이상의 견해에 기본적

으로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논의 중에는 고려되지 않은 한 가

지 사항이 남아 있다. 즉 그의 관점에 따라 베이즈주의식으로 선호될 수 

있는 가설이나 이론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그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상위 이론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특히 여러 분

야의 지식들을 귀납적으로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상위 이론의 등장으

로 그와 같은 지식들에 이른바 ‘귀납적 체계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좀더 

심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상위 이론의 등장으

로 문제의 가설의 설명력이 더 커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래 가

설의 우도만으로 그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그 새로운 상위 이론의 등장으로 베이즈주

의의 틀 외부에서 새로이 설명적 고려 사항이 부가되거나, 아니면 그와 같

은 설명적 고려 사항이 베이즈주의적 설명 과정에 제약을 가하는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일 이렇게 된다면, 그러한 상황은 설

명주의나 제약에 기반한 양립 가능론에 유리해 보인다. 이제 과연 그러한

지 알아보기 위해, 우선 ‘귀납적 체계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헨

14) Ibid., pp. 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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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슨의 견해에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는지 좀더 상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2. 귀납적 체계화와 가설의 우도

어느 한 분야의 과학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단순히 경험 세계의 개별 사

건들만을 서술하는 데 만족하지 않는다. 그것들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

는 보편 가설로서의 법칙이나 이론을 제시하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그처럼 제대로 된 보편 가설의 수립이 가능하다면, 그로써 개별 사건들에 

대한 설명이나 예측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일을 두고 흔히 ‘체계화’

라고 부른다. 이러한 체계화에는 전형적으로 ‘연역적 체계화’가 널리 알려

져 있으나, 여기서는 그와 대비되는 ‘귀납적 체계화’(inductive systemati- 

zation)에 초점을 맞춰 보기로 하자. 이는 특별히 Hempel (1965/2011)이 

과학의 체계화를 위해 이론적 표현들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중요

한 이유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기도 하다.

헴펠은 귀납적 체계화를 해설하기 위해 매우 간략하지만 상당히 분명한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15) 이제 어느 한 이론   내에 그 이론적 

용어로 ‘흰 인(燐)’이 있고, 이를 ‘ ’로 나타낸다고 해 보자. 그런데 이 이

론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관찰 조건으로 충분 조건 대신 단지 그 필요 조

건만이 제시되어 있다고 해 보자. 예컨대 흰 인은 마늘 냄새 비슷한 냄새

가 나고, 테레핀유․식물기름․에테르에 녹으며, 살갗을 태운다는 것이다. 

기호로는 각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이런 상태에서 나

아가, ‘ ’ 이외의 또 다른 이론적 용어로 ‘30℃의 발화 온도를 갖는다’()

라는 용어가 새로이 추가되고, 이에 대한 해석을 위해 ‘만일 어떤 대상이 

특성 를 지닌다면, 온도계의 눈금이 30℃를 넘는 공기에 둘러싸인 경우, 

15) Hempel (1965/2011), pp. 358-60. 이하에서의 기호는 우리의 논의에 맞게 

적절히 변형하였다. 여기서 헴펠이 예로 들고 있는 이론적 용어들이 실로 

‘이론적’일 수 있는가는 중요치 않으므로, 이는 논외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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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폭발하며 불꽃을 낼 것이다’()는 필요 조건이 제시되었다고 해 보

자. 즉 ()(⊃)이다. 그리고 이론 에서는 두 이론적 용어 와   

사이에 ()(⊃)를 가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론 내에 여타의 것들이 따로 부가되지 않는 한, 예컨대 어

느 한 대상 가 특징  ,  ,  ,  , 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 경

우, 우리는 처음의 다섯 가지 필요 조건에 의해 다음의 추론이 가능하다. 

먼저, 가 그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를 추론할 수 

있다. 왜냐하면 , 즉 ‘가 흰 인이다’라는 가정으로써 가 문제의 특징

들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론은 연역적이지 않고 어디까지나 귀납적이라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

다. 왜냐하면 그 조건들만으로는 ‘대상 가 다섯 가지 특징들을 갖고 있다’

는 명제가 ‘가 흰 인이다’라는 명제를 논리적으로 함축하지는 않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부터 다시금 의 이론적 가정과 또 다른 하

나의 필요 조건에 따라 를 예측해 낸다 할지라도, , , , , 

로부터 로의 전이를 연역적 전이(deductive transition)라 할 수는 

없다. 바로 이와 같은 식으로, 이론 가 경험적 개별 사건들을 설명하거

나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귀납

적인 체계화일 따름이다. 만일 이론 가 귀납적 체계화가 아닌 연역적 체

계화를 행할 수 있다면, 어떤 관찰 명제 과 에 대해 ( .)⇒

가 가능하고, 따라서 ⇒(⊃)가 가능하여, 으로부터 로의 연

역적 전이가 가능해야 한다.16) 하지만 위의 예에 제시된 이론 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헴펠이 제시한 위의 귀납적 체계화의 예는 물론 실제적인 예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부합되는 좀더 의미 있는 과학적 실례를 들 수 있다. 

바로 행성들에 관한 케플러의 법칙들과 그에 대한 뉴턴 역학 이론의 등장 

사례이다. 먼저 그 이전의 코페르니쿠스에 따라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돈

다고 생각했던 케플러가 화성의 궤도가 타원형이라는 가설에 이르게 된 대

략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17)

16) 여기서 ‘⇒’은 논리적 함축 관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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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플러는 단순히 현상적으로 관찰되는 화성의 위치 데이터를 가지고 화

성의 공전 궤도가 타원형임을 알아냈던 것이 아니다. 그는 오히려 태양-지

구-화성의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지구와 화성 각각의 주기 및 각에 관한 

데이터로부터 지구의 궤도가 타원임을 밝혀내었고, 또 그와 유사한 방식으

로 화성의 궤도 역시 타원형임을 알아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화성의 궤

도가 타원형이다’라는 화성 궤도에 관한 가설 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는 

화성 자체에 관한 증거 뿐 아니라, ‘지구의 궤도가 타원형이다’라는 지

구 궤도에 관한 가설 와 그 지구에 관한 증거 까지를 함께 이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태양계 내의 모든 행성들의 궤도가 

타원형이다’라는 케플러의 제1법칙()은 단순히 행성들의 궤도 하나하나를 

종합해 제시된 가설이 아니라, 오히려 증거 과   사이에 긴 한 연관

성이 있음을 주장하는 하나의 통합적 가정임이 드러난다. 이 경우 케플러

의 제1법칙 를 단순히 가설-연역적(H-D) 관점에서 과 를 직접 연

역해 낼 수 임의적 가설로 본다면, 와   사이의 위와 같은 연관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워져 버리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한 또 다른 논의를 이후의 

제3절에서도 볼 수 있다). 

사실상 Whewell (1847)은 이미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귀납들의 통

섭’(consilience of inductions)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즉 

그는 과학이 진보하는 주요한 모습으로, 어떤 경험적 증거들로부터 하나의 

귀납적 수렴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경험적 증거들로부터 다른 귀납적 수

렴이 이루어진 후, 그 두 계열을 연계하는 한층 더 일반성 있는 가설을 얻

어 내는 과정을 보이고, 그러한 과정을 ‘귀납들의 통섭’이라 불 던 것이다. 

물론 이때 그와 같은 통섭은 단순히 매거적 귀납의 과정일 수 없다. 왜냐

하면 통섭의 과정에서 휴웰이 강조했던 바가 바로 서로 다른 귀납들 사이

의 일치이기 때문이다. 실로 케플러가 화성의 궤도에 관한 가설 을 수

립하는 데 사용했던 태양으로부터 화성까지의 상대적인 거리는 지구의 궤

도에 관한 가설 를 수립하는 데 사용했던 바로 그 거리와 그대로 일치

17) 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Forster (1988), pp. 82-4, 전영삼 

(2013), pp. 25-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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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으로 케플러가 그의 가설들을 수립해 간 과정을 앞서 헴펠

이 예시한 귀납적 체계화의 과정과 대응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구’

라는 한 대상 가 이러저러한 특징들을 보이는 경우, 그것이 증거 로 

주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그 대상 가 ‘타원형 궤도’( )라는 이론적 

용어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18) 케플러로 하여금 가설 로 나아

가게 한다. 다른 한편, 케플러는 ‘화성’이라는 대상 가 이러저러한 특징들

을 보인다는 증거 에 의해   역시 타원형 궤도()를 갖는다는 가설 

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때 화성의 관찰 증거 의 관점에서 화성 궤도

에 관한 가설 은 하나의 귀납적 가설이며, 마찬가지로 지구의 관찰 증

거 의 관점에서 지구의 궤도에 관한 가설   역시 하나의 귀납적 가설

이다. 그런데 귀납들의 통섭 가설인 에 의하면, ‘가 타원형 궤도를 지닌

다면, 도 타원형 궤도를 지닌다’(⊃), 즉 ⊃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19) 그러므로 케플러의 제1법칙 역시 적어도 화성과 지구의 공전 

궤도에 대해 하나의 귀납적 체계화를 이룬 셈이다. 

하지만 태양계 내의 행성들에 대한 이와 같은 통섭은 케플러의 경우로 

한정되지 않았다. 잘 알려진 대로, 그러한 통섭은 뉴턴의 역학 이론에 의해 

다시금 그 상위로 통섭이 이루어진다. 뉴턴은 질량을 가진 물체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작용하는 인력을 가정해, 태양계 내의 

행성들 역시 필연적으로 타원형의 공전 궤도를 지닐 수밖에 없음을 보여 

준 것이다. 이제 이와 같은 상위의 통섭 이론인 뉴턴의 이론을 ‘ ’라고 해 

보자. 이론 는 이로써 태양계 내의 행성들의 운동뿐 아니라, 지구에서의 

낙하나 조석(潮汐) 현상, 춘분점의 세차 운동 등등 그 적용 분야를 놀라울 

정도로 넓히며, 서로 무관해 보이던 개별 사건들을 연계시켜 그에 대한 설

18) 여기서도 ‘타원형 궤도’가 과연 ‘이론적’ 용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본질적이지 않으므로, 논의로 하기로 한다.

19) 여기서는 헴펠의 앞서 예에서와는 달리 와   두 대상이 등장하는데, 이는 

여러 다른 대상이나 다른 분야를 포괄하는 통섭의 특징으로 인한 것으로, 

귀납적 체계화의 본질을 훼손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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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과 예측을 가능케 하는 거대한 귀납적 체계화를 이루어 낸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케플러로부터 뉴턴에 이르기까지 귀납들의 통섭 내지 귀

납적 체계화 과정을 고려할 때, 앞서 제1절에서 살펴보았던 헨더슨의 창발

적 양립 가능주의적 제안에 한 가지 의문점이 떠오르게 된다. 헨더슨에 따

르면, 주어진 증거 에 대해 가설 가 ′에 비해 더 큰 설명력을 갖고 있

다면, 즉 더 많은 설명적 미덕을 갖고 있다면, 그 경우 베이주의적으로 또

한 의 우도 가 ′의 우도 ′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헨더슨이 제시했던 코페르니쿠스의 이론 대신, 코페르니쿠스 

이론의 핵심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면서도 그것을 한층 더 개선시킨 케플러

의 이론을 고려하고, 논점을 좀더 구체화하기 위해 특히 화성에 대한 프톨

레마이오스의 가설()과 케플러의 가설( , 즉 앞서의 와 동일)을 비

교해 보기로 하자. 그렇다면 이 경우 헨더슨의 제안에 따라 우리는, 화성에 

대한 동일한 관찰 증거 을 가정할 때, = >

 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보다는 나 을 

강력하게 지지해 주는 뉴턴의 역학 이론 가 추후에 제시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이 경우 우리의 기대는, 방금의 부등 관계가 여전히 성

립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그 우도의 차이가 이전보다 훨씬 더 크

게 나타나게 되리라는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의 새로운 등장에 의해 그 

이전보다 나 이 에 비해 증거 을 더 기대하도록 만들어 주고, 

그만큼 추가적인 설명력을 얻게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

연 헨더슨의 해설이 이러한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인가?

불행히도 적어도 Henderson (2014)에서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아무런 

답도 주고 있지 않을뿐더러, 더군다나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우리가 그의 

해명 방식을 따를 때 오히려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 아

닌가라는 불안을 낳기도 한다.

더 나은 설명의 또 다른 한 측면은 좀더 많은 현상이나 좀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 설명을 제공하는 일이다. 때로 ‘적용 범위’(scope)나 ‘통

섭’이라 부르는 이와 같은 [설명적] 미덕은 단순성이나 통일성과 같은 

미덕과는 보통 상쇄가 되어 버린다. [지금의 미덕]에서는 문제의 이론

이 한층 더 넓어진 영역에 걸쳐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좀더 많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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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조 가설들을 끌어들여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Henderson 2014, 

p. 708) 

이와 같은 헨더슨의 발언에 대한 우리의 불안은, 만일 기존의 ‘일반 이론’

을 설명해 주는 상위의 새 이론이 하나의 통섭 이론으로 등장하는 경우, 

그 상위 이론의 우도가 오히려 줄어들어, 그 상위 이론이 설명해 주는 기

존의 ‘일반 이론’의 우도 역시 감소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그의 발언은, 앞서 그가 ‘일반 이론’에 대한 우도를 고려

함에 있어 그 이론의 ‘핵’과 ‘보조 가설들’을 구별하고, 그 이론에 근거한 

설명이 보조 가설들보다는 그 핵의 주장에 더 크게 의존하는 이론이라는 

관점이 바로 설명주의자들이 중시하는 단순성이나 통일성 같은 설명적 미

덕에 잘 부합된다고 말했을 때 이미 예고된 것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

러한 말은 그의 창발적 양립 가능론이 어쩌면 설명주의에서의 단순성이나 

통일성이라는 설명적 미덕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귀납적 체계화나 통섭과 같은 설명적 미덕에 대해서는 불가능함을 시사하

는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이렇다 할지라도, 헨더슨의 인용문에서 말하듯 실로 설명주의적 관

점에서도 단순성이나 통일성과 같은 미덕이 통섭의 미덕과 상쇄되는 것이

라면, 일반 이론의 우도를 통해 주장하고 싶어하는 그의 양립 가능론은 여

전히 별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경우라면, 설명주의에서나 

그가 생각하는 베이즈주의에 있어서나 모두 사정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새로운 상위 이론이 등장하는 경우, 원래의 ‘일반 이론’의 핵이 

여전히 유지될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핵이 더욱 공고히 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보조 가설들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원래 ‘일반 이론’의 우도가 감

소하고, 그래서 그 ‘일반 이론’의 사후 확률 역시 감소하리라 생각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물론 이 경우 어쩌면 그 우도 대신 그것의 사전 확률

을 증가시킴으로써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려 할지 모르나, 이것은 헨더슨

의 제안의 핵심으로 볼 때 단지 임시변통적(ad hoc)일 따름이다.20) 

20) 앞서 제1절에서 언급한 대로, 헨더슨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론과 코페르니

쿠스의 이론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사전 확률을 부여하지 않는다 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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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기존의 ‘일반 이론’ 에 새로운 상위 이론 

를 새로이 추가하여, 그 양자의 결합에 의한 우도, 예컨대 를 고

려해 보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된다면, 이처럼 새로운 우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이외에도, 이 경우 과연 헨더슨식의 창

발적 양립 가능주의가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후

자의 경우, 그 새로운 우도의 값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어쨌든 중요한 점은 

새로운 상위 이론의 설명력이 기존 이론의 우도에 제약을 가하게 된다는 

점이다. 결국 기존 이론의 우도로부터 설명적 고려 사항이 창발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설명적 고려 사항에 맞춰 기존의 우도를 조

절해 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귀납적 체계화나 통섭의 

경우, 상위 설명 이론의 등장은 헨더슨의 창발적 양립 가능주의보다는 설

명주의나 제약에 기반한 양립 가능주의에 유리한 상황으로 나아가게 된

다.21) 이와 같은 상황은 어쩌면 헨더슨의 창발적 양립 가능주의가 안게 되

는 부분적 한계가 아니라, Okasha (2000)가 지적하고 있는 대로 베이즈주

의가 전면적으로 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한 가지 중요한 약점과 관련

된 것인지도 모른다.22) 즉 “베이즈주의자들은 행위자들이 [주어진] 경험에 

반응해 새로운 가설들을 창안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

는 점이다. 즉 베이즈주의는 이미 존재하는 가설들 가운데에서 선택을 하

는 선택의 과정과만 관련될 뿐, 애초부터 그러한 가설들을 발견해 내는 발

견의 맥락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

라면, 헨더슨의 창발적 양립 가능주의는 전면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적어

도 그 우도의 비교만으로도 설명주의자들이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선호하

는 이유를 해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를 상기해 보라.
21) Henderson et al. (2010)에서는 가설이나 이론들이 상하 계층 구조식으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 베이즈주의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말하

고 있으나, 이는 상위 가설이 하위 가설에 비해 좀더 단순화되는 과정에 대

한 것일 뿐, 상위 가설이 하위 가설을 새로이 설명하는 과정에 대한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저자들은 이미 주어져 있는 상위 가설이 하

위 가설을 ‘인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만일 그 상위 가설의 단순성에 

비중을 둔다 할지라도, 이는 제약에 기반을 둔 양립 가능주의에 유리한 관

점일 따름이다. 
22) Okasha (2000), p.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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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요한 부분에서 심각한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오카

샤가 지적하는 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이며, 그에 대해 과연 창발적 양립 

가능주의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다음 절에

서 좀더 상세히 다뤄 보기로 하자.

3. 새로운 상위 설명 이론의 등장과 힌티카의 귀납 논리

Okasha (2000)는, Henderson (2014)이 지적하듯, 때로는 제약에 기반

한 양립 가능주의를 보이는 듯한 표현을 쓰곤 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비록 

질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헨더슨의 창발적 양립 가능주의를 앞서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면적으로 창발적 양립 

가능주의로 나아가기보다는 어느 면 베이즈주의적 해설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IBE식 해설 방식만이 가능한 경우가 존재한다고 인정한다. 이러한 경

우를 예시하기 위해 그는 이미 그 이전에 Chihara (1987)에 의해 제시된 

하나의 예를 소개한다.24)

어느 왕자가 이웃나라의 공주와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이를 쉽사리 용

납하지 않는 그녀의 아버지로 인해 왕자는 한 학자의 실험실에 일주일 간 

갇혀 한 가지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식사에 

크림슨 색깔의 공 하나씩을 함께 받는다. 그 안에는 수 하나씩이 들어 있

다. 첫 날 아침, 그는 공 속에서 수 47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여, 

그는 일곱 번째 날 아침에 제시되는 공 속의 수가 무엇일지를 알아맞혀야

만 하는 것이다. 만일 그것을 맞히지 못한다면, 그는 사자 밥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맞힌다면, 그는 소원대로 공주를 얻는다. 처음 6일 간, 그는 

차례로 주어지는 공 속의 수에서 나름의 패턴을 찾아보고자 필사적인 노력

을 기울인다. 47, 77, 59, … 등, 그 여섯 번의 수들은 모두 반복되지 않는 

두 자리의 수였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알 수는 없었다. 만일 마지막 날

에도 그처럼 수가 주어진다면, 그 가능한 경우는 모두 84가지나 된다!25) 

23) Henderson (2014), p. 700 note.
24) Chihara (1987), pp. 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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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그 나머지 각각의 수가 나타날 확률이 동일한 한, 마지막 수가 

무엇일지 제대로 맞히기란 매우 어려워 보인다. 여섯째 날, 거의 절망에 빠

진 왕자는 자신이 죽음을 맞아 흰 옷에 얼룩질 피를 상상하다 갑자기 한 

가지 영감에 빠진다. ‘지금까지 받은 공은 모두 크림슨(crimson) 색이었고, 

그 (영어) 글자 수는 일곱이었다. 일주일에는 7일이 있는데, 혹 지금까지의 

수들이 괴델수는 아닐까?’ 그는 왕의 논리학자가 쓴 논리학 책을 찾아, 그 

체계에 따라 정해진 ‘n’에 대한 괴델수를 찾는다. 바로 69이다! 

이 이야기에서 이미 베이즈주의 이론을 공부한 왕자는 처음에는 차례로 

주어지는 수들에 대해 조건화를 행해 마지막 날의 수를 추측하려 하지만, 

이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오카샤는 치하라의 논점을 다

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요약한다.26) 첫째, 마지막 날의 수가 69일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왕자의 신념도가 결정적으로 변하게 된 것은 어느 새로운 데

이터가 추가돼 나타난 결과가 아니다. 이 경우, 모든 데이터는 이미 주어져 

있었다. 둘째, 괴델의 수라는 패턴을 인식하기 이전에 왕자는 이미 마지막 

수가 69일 것이라는 가설에 자신의 신념도를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위의 

치하라의 이야기가 보여 주는 바는 “단순히 새로운 가능성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미 명시적으로 생각했던 명제들에 대한 주관적 확률

의 분포를 극적으로 바꿔 놓을 수 있다”(강조 필자)는 점이다. 그러므로 오

카샤는 “베이즈주의자는 이와 같은 점에 대해 제대로 해설할 수 없지만, 

IBE 지지자라면 그러할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나는 Henderson (2014)이 치하라나 오카샤가 지적하는 이러한 점을 제

대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치하라가 보여 주는 예는 일종의 ‘개념 

변화’(conceptual change)의 예이다. 베이즈주의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투

입되기 이전이나 이후에나 모두 행위자의 확률 함수가 적용되는 가설들 자

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즉 그 가능성들의 공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하지만 앞서 왕자의 예에서처럼 동일한 증거에 대해서일지라도 

25) 두 자릿수의 자연수는 10부터 99까지 모두 90개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여

섯 개의 수가 이미 주어졌으므로, 그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 한, 나머지 

수의 개수는 84개이다. 
26) Okasha (2000), p.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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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새로운 가설이 창안될 수 있고(이 경우 처음 84가지의 가능성들보다 

훨씬 적은 가능성들만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오히려 과학의 실제

에 더 잘 부합된다. 바로 새로운 상위 설명 이론이 등장하는 경우이다. 앞

서 제2절의 우리 논의에서는 뉴턴 이론의 등장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화

성에 대한 케플러의 가설과 비교해 보면, 이러한 뉴턴 이론의 등장으로 인

해 어쩌면 기존의 증거에 대해 완전히 새로이 반응해 이전과는 다른 가설

이 창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물론 그 가능성들의 공간도 

바뀌고, 이로써 화성에 대한 기존의 증거에 대해 케플러의 가설에 있어서

보다 훨씬 더 극적으로 큰 확률이 부여될 수 있게 된다. 앞서 제1절에서 

제시한 휘머의 그래프로 말하자면, 뉴턴의 이론과 같은 통섭의 이론이 등

장해 매개 변수의 공간이 넓어져 직사각형의 가로가 더 길어지더라도, 대

신 기존 증거에 대해 훨씬 더 큰 우도를 부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결과적

으로 그 우도가 이전보다 더 커지는 경우이다(이렇게 된다면 자연히 그 그

래프에서 ‘직사각형’의 모양도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 경

우라면, 아예 케플러의 가설 대신 뉴턴의 이론에 대해 그 우도를 고려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이때에

는 예컨대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론과 코페르니쿠스 내지 케플러의 이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론과 뉴턴의 이론을 비교하는 

셈이 되어, 이미 비교의 차원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보다는 원

래의 이론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에 대한 상위 설명 이론의 등장으로 원래 

이론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치하라의 예가 다시금 도움이 될 수 있다. 

치하라의 예에 대해 오카샤가 강조했듯, 왕자의 신념도가 결정적으로 변

하게 된 것은 어느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돼 나타난 결과가 아니다. 마찬가

지로 뉴턴의 이론이 화성의 궤도가 타원형일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우리의 

신념도에 크게 변화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화성에 대한 새로

운 증거의 투입에 의한 것이 아니다. 또한 예의 왕자가 획기적으로 새 가

능성을 생각해, 마지막 수가 69일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자신의 신념도를 

크게 높이게 되었을 때, 처음에 그 가설 자체를 생각 못했던 것도 아니다. 

그 가설에 대한 고려 역시 이미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괴델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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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패턴일 수도 있다는 새로운 발상에 의해 그 가설에 대한 왕자의 신념

도가 극적으로 높아진 것이다. 마찬가지로 뉴턴의 이론이 등장하기 이전에

도 화성의 궤도가 타원형일 것이라는 케플러의 가설이 존재했고, 그에 대

한 일정한 신념도의 부여가 가능했다. 하지만 뉴턴 이론의 등장으로 인해 

그 가설에 대한 신념도가 극적으로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

리 역시 귀납적 체계화나 통섭의 경우에 발생하는 새로운 상위 설명 이론

의 등장으로 인한 그처럼 극적인 신념도의 변화를 해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대로, 오카샤는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한 해명을 IBE

로는 할 수 있으나 베이즈주의적으로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의 생각

에 그 결정적인 이유는, 베이즈주의적 모델이란 “‘가능성들의 공간’[즉 가설

들의 공간]이 고정적으로 유지되고, 그리하여 어떠한 새로운 가설도 창안되

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고 보는 데 놓여 있다.27) 하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나는 베이즈주의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이 등장하는 

상위 설명 이론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28) 

바로 Hintikka (1965/1970), (1966), (1968)에 의해 처음 제안되고, 

Pietarinen (1972), Niiniluoto and Tuomela (1973), Tuomela (1973) 등

에 의해 한층 더 개발된 귀납 논리 체계를 말한다. 나는 이러한 일련의 발

27) Okasha (2000), p. 709. 오카샤는 또한 반 프라센이 바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지 못한 탓에 베이즈주의의 틀 내로 IBE를 “기묘한 방

식”(idiosyncratic way)으로 도입하고, 결국 양자가 충돌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 진단하고 있다.
28) 이와 관련해 한 심사 위원은 헨더슨이나 그의 입장을 새로이 받아들이려는 

나의 시도는 근본적으로 “베이즈주의가 충분히 만족스러운 이론일 경우에

만 유의미”할 뿐임을 지적하고, 향후 베이즈주의가 올바로 발전하기 위해서

는 오히려 IBE가 갖는 장점을 인정하고 그를 수용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

야 할 것이라 조언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치하라의 사례를 부

각시키고 그를 반영하려는 본 논문이 헨더슨의 프로젝트와는 전혀 다른 성

격의 프로젝트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매우 계발적

인 지적이며 제안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해 깊이 감사 드린다. 다만 본 논

문의 원래 의도와 흐름에 비춰, 여기서 그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강조하고 

개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는 이후의 한 과제로 염두에 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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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정을 모두 포함해 그 체계를 ‘힌티카의 귀납 논리’라 통칭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힌티카의 귀납 논리가 어떻게 문제의 방안이 될 수 있는가를 알

기 위해서는 먼저 그 논리 체계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29)  

카르납의 귀납 논리로부터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힌티카는 카르납의 

귀납 논리에서 큰 결함이라 여겨졌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름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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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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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법칙이나 이론 등에서 그와 같은 보편 가설의 중요성에 주목했던 철

학자들은(특히 포퍼는) 카르납식의 귀납 논리에 대해 큰 의구심을 나타내

곤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힌티카는 그러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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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바로 위에서 제기했던 문제에 관해서도 적절한 답을 제시할 수 있

는 틀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힌티카의 새로운 귀납 논리 구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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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여 주는 ‘속성들의 종류’에 주목했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서 전자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후자에 대한 고려 

속에서만 의미를 지닐 따름이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가 힌티카에게서 어떻

게 떠올랐으며, 그것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구현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대략 

다음과 같이 보일 수 있다. 

먼저 논의를 구체화하고 간략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 법칙을 (귀

납적) 보편 가설의 한 사례로 삼아 보기로 하자. 

: 모든 전자는 자기장 내에서 진로가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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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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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 가능하다.

29) 힌티카의 귀납 논리에 대한 이하의 소개 내용은 일부 전영삼 (2013), 2절 

및 3절의 내용에 기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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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러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에 주어진 개체들에

서도 역시 문제의 속성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주목하고, 그와 같은 여

러 개체들의 관찰에도 불구하고, 그 개체들에서 문제의 속성 이외의 다른 

속성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또는 적어도 아주 드물게만 나타날 

뿐이라면), 우리는 그에 근거해 가설 에 높은 입증도를 부여할 수 있지 않

겠느냐라는 것이 힌티카의 기본 발상이다.

이러한 발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먼저 임의의 개체 가 지닐 수 있는 속

성들을 나타내는 술어가 위와 같이 나 일 경우, 이 

∼ ∼와 논리적으로 동치임을 이용해, 우선 다음과 같이 새

로운 술어를 정의해 보기로 하자.3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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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나지 않음을 주장하는 셈이다. 따라서 만일 와 만을 고려할 경우라

면, 예컨대  .∼를 제외하고,  . , ∼ . , 또는 ∼ .

∼를 만족시키는 모든 개체들이 에 대한 입증 사례가 될 것이다. 이 

경우 이와 같은 술어들을 의 경우와 유사하게 각기  ,  , 

로 나타낸다면, 위의 은 결국 를 배제하는 (∨

∨ )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술어가 나타내는 속성이 일정한 개체들에 나타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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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떤 개체들 가운데 나타나며, 여타의 속성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

는다고 가정할 때, 그러한 속성의 경험적 구현 가능성을 아래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는 것이다.

30) 이러한 종류의 술어를 Carnap (1962), pp. 124-6에 따라 ‘-술어’(
-predicate)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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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   

여기서 존재 양화사가 등장하는 부분은 문제의 속성이 경험적으로 구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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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식의 표현은 나머지  ,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우리가 관찰하는 증거 중의 여러 개체들이  , 

 ,   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속성들을 실제 보여 주기만 한다면, 

그와 같은 증거는 곧 위의 (3.2)와 같은 것들을, 그리고 나아가 가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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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을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인가? 힌티카는 다음처럼 좀더 일반적

인 방식으로 나아가며, 그에 긍정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다.31)

먼저 π개의 원초 술어(primitive predicate)와 개의 개체 상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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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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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ituent)라 부른다. 

(3.3)   ,  , …,  

그리고 이와 같은 각 속성 요소가 어떤 개체들에 나타났는가의 여부를 빠

짐없이 보여 주고, 위의 문장 (3.2)와 관련해 고려했던 바를 나타낼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구성 요소’(constituent)라 부른다. 이것은 언어   

내에 주어진 원초 술어들로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속성 요소 (3.3) 각각에 

31) 힌티카의 귀납 논리 체계에 관해서는 예컨대 Hintikka (1965/1970),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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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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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편의를 위해, =0이고 →∞에 해당하는 이른바 ‘예루살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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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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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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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그 존재 여부를 고려해 만들 수 있는 임의의 한 문장을 보여 주며, 언

어   내에 원리상   


개가 존재하게 된다. 

(3.4) (∃) .(∃) . … .(∃)  

                  .()[  ∨   ∨ … ∨ ] 

여기서 { ,  , …, }는 위의 모든 속성 요소들 (3.3)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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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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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 양화사로 표현된 부분은   내의 모든 개체 각각이 그러한 속성 요소

로 표현된 속성 중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갖게 됨을 뜻하고, 따라서   내

에서 그 이외의 속성은 전혀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만일 

앞서의 우리 예 과 관련해, 그 가설이 증거 중에  ,  , 의 

모든 속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강한 가설이라면,32) 그것은 바로 

위의 (3.4)에서 =3인 하나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논리적 장치들 위에서, 이제 개의 개체로 이루어진 어떤 증거 

에 나타난 속성들이 실제 속성 요소  ,  , …,  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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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3.5)  (∃) .(∃) . … .(∃)  . … .(∃)  

           .()(  ∨   ∨ … ∨    ∨ … ∨ )

이는 증거 에서 개체 개가 위의 (3.5)에서 허용하는 전체 가지의 속성 

32) 이러한 식의 가설은, 예컨대 증거 중에  ,  , 의 속성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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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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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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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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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이러한 구성 요소를 ‘ ’라고 해 보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서의 (3.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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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에 대한 사후 확률  를 베이즈 정리를 이용해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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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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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한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것으로, ≤≤인 그 개수는   으로 

주어진다).

(3.6)   =


 

 
  

결국 힌티카에게 있어 귀납 논리의 구성은 이와 같은 사후 확률 

 를 얻어 내는 합리적 절차를 보여 주는 일로 귀착되는 셈이다. 하

지만 지금의 논문은 이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 목적은 아니므로,33) 앞서 

우리가 제기했던 문제와 좀더 관련될 수 있는 힌티카의 결과만을 취해 자

세히 검토해 보기로 하자. 

이와 같은 결과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위의 식 (3.6)에 대한 다음과 같

은 구체적인 사후 확률의 식이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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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의 정당성에 의존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논문에서는 일단 기존의 그

의 귀납 논리가 어떻게 우리의 논의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러한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다른 기회로 미루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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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경우의 식이다. 이와 같은 식의 유도 과정은 앞서의 각주 (30)에서 소개

한 문헌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금의 식에 대한 논의는 Hintikka (1968), 

pp. 198-203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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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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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매우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을 알아보기 위해 위의 식 (3.7)

의 분모를 에 관해 미분한 다음의 식에 주목해 보기로 하자.

(3.8)  
 

  

  log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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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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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결과는 결국 양의 값이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결과는, 위의 식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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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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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보여 준다.

반면   인 경우라면, 위의 식 (3.8) 내에는 양의 항이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위의 식 (3.7)의 값은 이 커짐에 따라 마찬가지로 커

지며, →∞인 경우에는 그 값이 1로 다가감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상으로   와   의 두 경우의 상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가 주목하는 가설에 관해 그 가설에서 주장하는 속성들의 종류에 

미치지 못하면서도 해당 가설에 부합하는 여러 다양한 증거 개체들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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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 문제의 가설에서 주장하는 속성들의 종류에 이르게 된다면, 그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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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입증도를 높여 주게 된다. 이로써 첫 번째 상황에서는 우리가 주목하는 

가설과 경쟁 관계에 있는 가설들이 제거되는 제거적 귀납의 과정을 밟게 

되고, 그와 같은 제거 과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두 번째 상황에서처럼 매거

적 귀납의 과정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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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실험 법칙 과 같이, 이론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귀납적인 

보편 가설만을 고려하였다. 하지만 이제 이론 까지를 고려해 힌티카의 

귀납 논리를 좀더 진전시켜 보기로 하자. 하나의 이론 를 고려하는 일은 

동시에 이론적 실재(theoretical entity)에 관한 새로운 속성과 그를 나타

내는 어떤 술어 을 도입함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기존의 개의 원초 술

어에 이와 같은 이 새로이 추가되면 속성 요소들의 개수는   =2개

로 늘어나고(곧 기존의 속성 요소 각각에 대해 다시금   또는 ∼이 부

가되어, 새로이 
  , 

  , …, 
 와 같은 속성 요소들이 주어지

고), 이론 는 과 관련해 예컨대 ()[(⊃).(⊃)]와 같은 식

의 주장을 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새로운 이론적 술

어를 도입하게 되면, 앞서의 식 (3.7)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게 된다.

(3.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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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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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늘어난 속성 요소들 가운데 에 의해 배제되는 것들의 개수를 의미한

다. 예컨대 과 관련해서라면, 이미 에 의해 배제된 속성 요소 (좀더 

엄 하게는 ∼  및 ∼∼에 해당하는 두 개의 

들)에 더해, ∼∼에 해당하는 속성 요소가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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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요소들까지 추가적으로 경험적 증거 중에는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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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이든, 식 (3.9)로 볼 때,   값이 커짐에 따라, 증거   이외에 이론 

까지를 고려한 입증도 의 값이 커짐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힌

티카의 귀납 논리에 따르는 이들은 증거 뿐만 아니라 이론   역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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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차이라면, 전자가 관찰적인 데 반

해 후자가 이론적이라는 것뿐이다.35)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구성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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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과 긍정적으로 연관되어(positively relevant) 있는 것이다. 그러므

로 나 가 가설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위에서 언급했던 그대로 따

라갈 수 있다. 곧 나   모두 일단은 해당 가설과 경쟁하는 가설들에 대

한 입증도를 낮춰, 결과적으로 그것들을 제거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이론 가 그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방식은 증거 의 그것

과는 차이가 있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의 경우에는   에 이르기까지 

  이외의 구성 요소로서 <인 모든 를 제거하는 반면, 이론 의 

경우에는 오히려 >인 모든 를 미리 제거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원

리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3.10)    >  

그렇다면 이제 이상의 결과들을 케플러와 뉴턴에 관한 앞서의 우리 예에 

적용 가능한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답을 줄 수 있

다. 우선 앞서의 식 (3.7)에서 구성 요소 를 우리는 쉽사리 화성의 궤도

에 관한 가설 으로 대치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화성은 타원형의 궤도

를 갖는다’라는 가설은 그 의미상 ‘화성과 동일한 모두 것들은 타원형의 궤

도를 갖는다’와 같은 형태로 볼 수 있고, 이는 그 형식상 앞서의 실험 법칙 

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만일 화성과 지구에 관한 증거 

과 가 서로 무관한 것이라면, 다른 귀납 논리 체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힌

티카의 귀납 논리에서도  = 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론 에 의해 증거   역시 가설 에 긍정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밝혀지고, 그와 같은 과 가 동시에 가설 에 긍정적으로 연관되게 

35) 이에 관해 정확히는 Niiniluoto and Tuomela (1973), p. 118에서 각기 ‘관

찰적 지지’(observational support)와 ‘이론적 지지’(theoretical support)라

는 표현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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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왜냐하면 뉴턴의 이론 가 새로이 도입된다는 것은 곧 ‘인력’과 같

은 이론적 실재에 관한 새로운 속성과 그를 나타내는 어떤 술어 이 새로 

도입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기존의 개의 원초 술어에 그러한 

이 새로이 추가되면 속성 요소들의 개수는   =2개로 늘어나고(곧 

기존의 속성 요소 각각에 대해 다시금   또는 ∼이 부가되어, 새로이 


  , 

  , …, 
 와 같은 속성 요소들이 주어지고), 이론 는 

과 관련해 예컨대 ()[(⊃).(⊃)]와 같은 식의 주장을 펴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뉴턴의 이론 는 지구와 화성의 궤도

가 각기 타원형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이로써 지구와 화성

의 궤도에 관한 가설 와   사이의 연관성(즉 ⊃), 그리고 지구

와 화성의 증거 와   사이의 연관성도 확실하게 보여 주게 되는 것이

다.36) 

그러므로 이상의 논의에 따라,  에서 처음에 주어진 화성의 

증거 에 추가해 새로이 주어진 증거 와 이론 가 주어진다면, 위의 

식 (3.10)에 따라 우리는 곧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다.

36) 이 경우 과   사이의 관계를 단순히 연역 관계로 파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단순 형식적으로는 가 을 논리적으로 함축하는 것으

로 보일지 모르나, 가 증거  , 를 진정으로 연관 있는 것으로 만들

어 준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그러한 연역 관계는 오히려 모순된 결과를 낳

기 때문이다. 이를 보이기 위해, 우선 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증거  , 

가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증거들이라고 해 보자. 이러한 상태에서라면, 

 = 가 성립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를 도입하

되, 단순히 연역 논리적 관계에만 주목한다면, 가 을 논리적으

로 함축하므로,  > 이다. 그런데 여기서 가 

과 를 진정으로 연관시켜 준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

 이 성립하여야 할 듯하나, 방금의 세 식을 종합해 보면 

 > 라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확률 관계

에 관해서는 Niiniluoto and Tuomela 1973, p. 2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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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즉 증거 (즉 화성의 궤도에 관한 경험적 자료) 이외에 (그와 연관이 있

으면서도) 또 다른 종류의 증거인  (즉 지구 궤도에 관한 경험적 자료)가 

부가됨으로써, 화성의 궤도가 타원이라는 가설 에 경쟁적인 여타의 여

러 가설들이 제거되는 한편, 나아가 이론 (즉 태양계 내의 행성들은 타원

일 수밖에 없다는 역학적 이론)의 도입에 의해 화성 궤도에 관해 타원 이

외의 다른 형태를 주장하는 여타 경쟁 가설들이 한층 더 제거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단순히 화성에 대한 경험적 증거만이 주어진 상태에서 화성의 궤

도가 타원일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입증도, 즉 그 가설의 사후 확률보다, 

지구에 대한 경험적 증거와 특히 화성 및 지구에 관한 통섭 이론인 뉴턴 

이론의 등장으로 그 가설의 사후 확률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화성에 관한 케플러의 가설에 대해 새로운 상위 설명 이론인 뉴턴의 이

론이 등장한 경우 힌티카의 귀납 논리가 이러한 결과를 보여 줄 수 있게 

된 핵심적인 관점은 물론, 앞서 언급한 대로, 그 이론 자체가 경험적 증거

와 유사하게 하나의 이론적 증거로서 일종의 ‘증거’ 역할을 한 데 놓여 있

다. 곧 이미 주어진 가설 에 대해 그것을 새로이 설명해 주는 이론 

가 부가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의 제약을 반영한  .의 우도 

  대신, 앞서의 식 (3.6)에 따라 단순히 만의 우도 

 을 고려해, 한편으로는 헨더슨의 발상을 여전히 유지하면

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상위 이론의 등장으로 인한 기존 가설의 사후 확률

의 증가를 제대로 보여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기존의 가설을 설명

해 주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그로써 증대되는 설명력을 기

존 우도에 다시 제약을 가하는 방식 대신, ‘이론에 의한 증거력의 증대’라

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을 얻게 된 셈이다. 이렇게 된다

면, 기존 가설을 설명해 주는 새로운 상위의 설명 이론이 등장한다 할지라

도, 그에 대해 설명주의나 제약에 기반한 양립 가능주의적 해설에 의하지 

않고도 여전히 베이즈주의의 틀 내에서 ‘창발적으로’ 그를 해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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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어

Hempel (1965/2011)이 지적하듯, 귀납적 체계화에서 새로운 이론의 등

장은 불가피하다.37) 그리고 이와 같은 이론은 하나의 상위 이론으로서, 기

존의 가설이나 이론에 대해 새로운 설명력을 부여하게 된다. 이 경우, IBE

가 이미 베이즈주의의 틀로부터 창발할 수 있다는 헨더슨의 해설은 그 자

체로는 오히려 설명주의나 제약에 기반한 양립 가능주의에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본 논문을 통해 나는 힌티카의 귀납 논리적 발상을 따를 때 헨더슨

의 창발적 양립 가능주의의 발상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음을 보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발상이 쿤이 말하는 바 ‘과학 혁명기’에 패러

다임을 달리해 등장하는 새 이론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지될 수 있는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고민이 필요할 듯하다.38)

37) Hempel (1965/2011), p. 361.
38) 본 논문은 처음 여영서 (2014)에 대한 논평으로부터 촉발된 것이다. 귀한 

기회를 허락해 준 여 교수님과 학회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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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 and Inductive 
Systematization 

Young-Sam Chun

Controversies 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Explanationism and 
Bayesianism about scientific inferences have continued since van 
Fraassen (1989) claimed how 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 (IBE) is 
incompatible with Bayesian probabilistic updating. Regarding this, after 
briefing the stream of the controversies, Henderson (2014) makes a new 
suggestion of his own; that is, the inferential way of IBE itself may 
emerge from the Bayesian probability relations.

In this paper, I agree basically with Henderson on his view. 
Nevertheless, I think that there remains an item not considered properly 
in his discussion. That is, even if a hypothesis or theory to be favored 
according to his view is given, there will appear a higher theory which 
is capable of explaining it newly. It'll be more significant particularly 
when what we call “inductive systematization” is made by a higher 
theory which can explain or predict inductively the knowledge from 
various domains. At that time, it seems that the case at first appears to 
be rather advantageous to Explanationism or at least a Bayesianism 
affording primary constraints from explanatory considerations. Still, even 
in this case, I think that an alternative way which supports Henderson's 
Emergent Compatibilism is available; that is a way through J. 
Hintikka-style inductive logic. This paper tries to show it.

Key Words: 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 (IBE), Inductive 
systematization, Emergent compatibilism, J. Hintikk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