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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남직함과 믿음직함:
이스마엘의 일반 해법과 페티그루의 비 †

1)

박 일 호‡

우리의 믿음직함은 세계의 일어남직함과 모종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하지만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대표적인 규범인 데이비드 루이스의 주요 원리는 

이른바 흄 수반 논제라고 불리는 일어남직함 등에 대한 형이상학적 설명과 

충돌한다. 이런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주요 원리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이 제시

되었다. 본 논문은 이 대안들 중에서 예난 이스마엘의 일반 해법을 비판적으

로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절은 흄 수반 논제와 주요 원리 

사이의 충돌을 설명하며, 3절은 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주요 원리들의 대안들

을 서술한다. 4절과 5절은 이 대안들 중에서 이스마엘의 일반 해법에 대한 비

판적인 평가를 제시한다. 특히 일반 해법에 대한 리처드 페티그루의 비판과 

그에 대한 이스마엘의 답변을 설명하며(4절), 페티그루의 비판을 수정하여 제

시하는 경우 이스마엘의 답변은 성공적이지 않다는 것을 논증한다(5절).

【주요어】믿음직함, 일어남직함, 주요 원리, 일반 해법, 흄 수반 논제, 
조건화

 †이 논문은 2014년도 전북대학교 신임교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

음. 논문을 읽고 꼼꼼한 지적을 해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

사의 말씀을 드린다.
 ‡전북대학교 철학과, ipark.ph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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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우리 믿음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지금껏 무엇이 일어났었는지, 그리

고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정보에 의존한다. 이런 생각

은 특별한 논증이나 해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자명해 보인

다. 하지만 엄격한 철학적 분석은 위 자명해 보이는 생각이 예상치 못

한, 그리고 치명적인 문제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물론 이런 

종류의 문제에 직면한 철학자들은 그 치명적인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

고 해당 자명한 생각을 구제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낸다. 본 

논문은 이 믿음과 세계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한 가지 자명한 생각의 문

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살펴봄과 동시

에 그 중 한 대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이 다루는 자명한 생각은 우리의 합리적인 믿음직함

(credences)은 세계의 일어남직함(chances)과 모종의 방식으로 연결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1) 그리고 이 생각의 치명적인 문제는 그 모종의 

 1) ‘credence’와 ‘chance’는 여러 한국어로 번역되어 왔다. 가령, 몇몇 학자들 

(박일호 2015, 2016; 전영삼 2016)은 ‘credence’를 ‘신념도’라고 번역하기

도 한다. 여기서는 김명석(2016)을 따라 ‘믿음직함’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한

다. ‘credence’의 번역은 ‘chance’에 비한다면 수월한 편이다. 사실 현재 논

의 맥락과 잘 맞는 ‘chance’의 한국어 번역어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chance’의 번역이 수월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박일호(2015, p. 5 주석 

2)는 그것을 ‘객관적 확률’로 번역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번역어는 적절하

지 않다. 왜냐하면 ‘객관적 확률’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에는 ‘chance’ 이
외에도 ‘epistemic probability’, ‘evidential probability’ 등이 있기 때문이

다. 그렇다고 ‘chance’를 ‘물리적 확률’로 번역하는 것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번역어에는 chance가 확률이라는 것이 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chance가 확률 규칙을 만족시킨다는 것에 개입하지 않으면

서 논의를 진행하고 싶다면 ‘물리적 확률’이라는 표현은 지양되어야 할 것

이다. 이런 번역의 어려움 속에서 박일호(2016)는 ‘chance’를 번역하지 않

고 그냥 영어의 음을 따서 ‘챈스’라고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선택

은 번역 문제를 그저 뒤로 미룰 뿐, 어떤 학문적 진전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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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믿음직함과 일어남직함이 연결했을 때, 일어남직함에 대한 

형이상학적 설명, 즉 소위 ‘흄 수반 논제(Humean Supervenience 
Thesis, 이하 HST)’라 불리는 형이상학적 주장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충돌로부터 믿음직함과 일어남직함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대안으로 예난 이스마엘(Jenann Ismael)의 이론을 살펴볼 것

이다. 특히, 본 논문은 이스마엘의 이론에 대해 최근 제시된 리처드 페

티그루(Richard Pettigrew)의 비판과 이에 대한 이스마엘의 답변을 확

인하고, 그 답변의 문제점을 제시할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논의를 위해 몇 가지 가정을 도입하고 몇 가지 기호 

사용법을 설명해 보자. 나는 믿음직함과 일어남직함이 모두 확률이라

고 가정한다. 즉 이 논문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직함과 일어남직함은 

표준적인 확률 계산 규칙을 만족한다. 수학적인 의미에서 확률, 혹은 

확률 함수는 명제에서 어떤 실수 값으로의 함수이다. 따라서 확률 함

수는 늘 특정한 명제들의 집합에서 정의된다.2) 이 집합은 흔히 표본 

공간(sample space)라고 불리는 집합 로부터 구성된다. 이 는 가

능한 모든 결과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의 부분집합들의 집합 

중 여집합 연산(complementation)과 합집합 연산(union)에 닫혀 있는 

집합은 의 -집합대수(-algebra)라고 불린다. 그리고 확률 함수가 

정의되는, 혹은 확률 함수에 의해서 확률 값을 할당받는 명제는 이 집

합대수의 원소들이다. 나는 주어진 로부터 구성된 -집합대수를 가

리키는 기호로 ‘’를 사용할 것이다. 앞으로 나는 를 가능 세계들

이와 관련해 본 논문은 김명석(2016)을 따라 ‘chance’를 ‘일어남직함’이라

고 번역하고자 한다. 비록 단어가 길어 다소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chance’의 의미를 가장 잘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번역어보다 더 

나아 보이기 때문이다.
 2) 표준적인 수학 교과서에서 확률은 사건들의 집합에 정의된다. 즉 그런 교

과서에서 확률 값을 할당받는 것은 명제가 아니라 사건이다. 물론 명제와 

사건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의 주요 논지는 둘 사이의 차

이에 별로 의존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 본 논문은 특별한 혼동의 위험

이 없을 때 명제와 사건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 수학적인 의미에서, 둘 

모두 특정 표본 공간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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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합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럼 명제 역시 가능세계들의 집합이 된

다.3) 이와 관련해 가 의 원소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엄격하게 말

하자면 확률 함수에 의해서 확률 값을 부여받는 것은 가 아니라 

{}이다. 즉 ‘∈’는 잘못된 표현이며 ‘∈’가 옳은 표현이다. 
하지만 기호 표기법 상의 편의를 위해서 나는 한원소집합(singleton), 
혹은 명제 ‘’를 그냥 ‘’로 표기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 논문에서 ‘’, ‘’, ‘ ’ 등은 믿음직함 함수

(credence function)를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된다. 별 다른 언급이 없다

면 어떤 첨자도 없는 ‘’는 초기 믿음직함 함수(initial credence 
function)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숫자로 된 아래 첨자가 있는 ‘’, 

‘’도 초기 믿음직함 함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다. 여기서 ‘초

기 믿음직함’이란 아직 어떤 정보도 획득하지 않은 믿음직함 함수를 

말한다. 나는 이런 초기 믿음직함 함수들은 모순이 아닌 모든 명제에 

대해서 0보다 큰 값을 할당한다고 가정한다.4) 한편 아래 첨자 가 붙

은 ‘ ’는 전체 증거 를 가지고 있는 믿음직함 함수를 가리킨다. 이

런 함수는 초기 믿음직함 함수라고 불릴 수 없으며, 모순이 아닌 명제

에 0의 값을 할당하기도 한다. 가령, 임의의 전체 증거 에 대해서 

   가 성립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일어남직함 함수(chance function)에 대한 기

 3) 두 명제 , 의 연언 ‘∧ ’은 와 의 교집합, 선언 ‘∨ ’는 와 

의 합집합으로 정의된다. 마찬가지로 의 부정 ‘’는 의 여집합으

로 정의된다.
 4) 보통 이런 성질을 regularity라고 부른다. 그리고 확률 공리를 만족하는 믿

음직함 함수를 정합적인 믿음직함 함수라고 부르며, 확률 공리를 만족하면

서 regular한 함수는 ‘엄격하게 정합적인 믿음직함 함수(strictly coherent 
credence function)’라 불리기도 한다. 이 regularity는 왜 가정되어야 하는

가? 여러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루이스의 입장을 그

대로 따른다. 루이스는 만약 regularity가 가정되지 않는다면 경험으로부터

의 학습을 조건화를 통해서는 다룰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이를 배

제하기 위해서 regularity를 가정한다고 말한다(Lewis 1980, pp. 2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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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 도입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일어남직함은 세계와 역사에 상대적

이다. 즉 세계에 따라서 동일한 명제의 일어남직함이 다를 수 있다. 우
리 세계에서 특정 방사성 원소가 주어진 시간 안에 붕괴하는 사건의 

일어남직함은 다른 세계에서 그 방사성 원소가 해당 시간 안에 붕괴하

는 사건의 일어남직함과 다를 수 있다. 더불어 동일한 가능 세계에서

도 역사, 즉 특정 시점까지 일어난 일에 따라서 일어남직함이 달라질 

수 있다. 가령 내일 비가 온다는 것에 대한 일어남직함은 오늘 비가 

오는 일이 벌어졌는지, 아니면 비가 오지 않는 일이 벌어졌는지에 따

라서 달라진다. 따라서 일어남직함을 보다 분명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세계와 역사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세계 의 역사가 시

간 까지 진행되었을 때의 일어남직함 함수는 ‘ ’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논의의 기호 사용법은 조금 다르

다. 아래의 논의에서는 어떤 아래 첨자도 없는 ‘’, ‘’, ‘′’과 

같은 기호는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들(ur-chance function)’을 가리킨

다. 여기서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란 아직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

을 때의 일어남직함 함수를 말한다. 은유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세계의 

시작 시점에 그 세계가 가지고 있는 일어남직함 함수가 바로 그 세계

의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다. 그리고 ‘ ’는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는 

이다’는 명제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다. 나는 와 같은 명제를 

‘초기 일어남직함 명제’라고 부를 것이다. 더불어 나는 일어남직함 함

수들이 조건화(conditionalization)를 통해서 바뀐다고 가정할 것이다. 
세계 의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가 라고 하자. 그리고 의 시점까

지 역사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술한 명제를 라고 하자. 그럼 초

기 일어남직함이 조건화를 통해서 바뀐다는 것은 의 시점 일어남직

함 함수 는 ⋅ 가 된다는 것이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나는 여기에서 일어남직함 함수가 조건화를 통해서 갱신된다고 

가정할 뿐이다. 이 가정은 믿음직함 함수가 조건화를 통해서 갱신된다

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직함 함수의 갱신 방법과 독립

적으로 일어남직함 함수의 갱신 방법을 규정할 수 있다.
준비는 다 되었다. 이제 나는 위의 기호들과 가정들을 이용해서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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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직함과 일어남직함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다음 

절에서 그 둘을 연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인 데이비드 루이스

(David Lewis)의 주요 원리(Principal Principle)를 제시하고, 그것이 어

떤 식으로 HST와 충돌하는지 설명할 것이다. 이후 3절에서 새로운 방

식으로 믿음직함과 일어남직함을 연결하는 방식들을 소개하고, 그것이 

어떻게 HST와 충돌하지 않는지 설명할 것이다. 4절은 3절에서 언급된 

새로운 방식 중 이스마엘의 이론에 대한 논의에 집중할 것이다. 특히 

이스마엘의 이론에 대한 페티그루의 비판을 언급하고, 그 비판에 대한 

이스마엘의 답변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5절에서 나는 페티그루의 

비판에 대한 이스마엘의 답변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논증할 것

이다.

2. 주요 원리와 흄 수반 논제

이제, 루이스의 주요 원리가 어떻게 HST와 충돌하는지 살펴보자. 나
는 이를 위해 먼저 주요 원리를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HST와 일

어남직함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둘 사이에 충

돌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서술할 것이다.
앞에 동전이 하나 있다. 이 동전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지지 않았고,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지지 않았기에, 동전

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일어남직함은 1/2이다. 그럼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다는 것에 대한 당신의 믿음직함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

가? 만약 동전에 대한 어떤 다른 추가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앞
면이 나온다는 것을 1/2정도로 믿어야 한다는 것은 꽤 자연스러워 보

인다. 물론, 우리는 동전의 치우침 정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

서도 해당 일어남직함을 우리 믿음직함에 반영할 수 있다. 그 방법은 

조건부 믿음직함을 이용하는 것이다. 를 특정 동전던지기에서 앞면

이 나온다는 명제라고 하자. 더불어 ‘ ’가 ‘그 동전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올 일어남직함이 1/2이다.’라는 명제를 가리킨다고 하자. 그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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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가 참일 때 에 대한 믿음직함이 1/2라
는 식으로, 즉    이 성립하는 방식으로 초기 믿음직함에 

일어남직함을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보다 일반적으로 제시한 것이 루이스의 주요 원리이다. 

앞 절에서 정의한 를 이용해 주요 원리를 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PP: 모든 ∈에 대해서     . 

이 원리는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가 무엇인지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초

기 믿음직함의 값은 그 일어남직함 함수의 값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

다. 만약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가 무엇인지 안다면, 즉    이

라면, PP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직함 함수는 해당 초기 일어남직함 함

수 와 같아진다.
일어남직함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위 원리에 모두 반영되어 있

다고 말할 정도로 루이스는 PP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5) 물론 루이스

의 강조가 아니더라도 PP가 우리 직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믿음직함

과 일어남직함의 관계를 포착하고 있다는 것은 무척 그럴싸하다. 하지

만, 이 주요 원리는 일어남직함에 대한 특정 형이상학적 설명과 충돌

한다. 심지어 해당 형이상학적 설명을 포함한 전체 형이상학적 기획에 

문제를 일으킨다. 여기서 말하는 전체 형이상학적 기획이란 흄 수반 

논제로 요약되는 루이스 식의 형이상학을 말한다.
거칠게 말하자면, 루이스의 흄 수반 논제, 즉 HST는 자연 법칙, 성

향, 일어남직함은 세계 속 범주적 속성(categorical properties)에 수반

한다는 것이다. 이런 형이상학적 입장에 맞춰 루이스는 자연 법칙에 

대한 최선 체계 이론(Best System Theory)을 제시한다. 이 이론에 따

르면 어떤 세계의 자연 법칙은 그 세계의 범주적 속성의 분포에 의해

서 결정된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어떤 세계의 자연 법칙이란 그 

세계의 범주적 속성의 분포를 단순성(simplicity), 정보력(strength), 적

 5) Lewis (1980), p.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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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도(fit) 사이의 최선의 균형을 맞춰 요약해 낸 체계(system)의 정리들

이다(Lewis 1994). 물론 어떤 체계는 다른 체계보다 단순하기도 하며, 
또 다른 체계보다 정보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체계는 다른 

체계보다 더 적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체계가 갖추고 

있는 이런 세 가지 성질들 사이에는 모종의 긴장 관계가 성립한다. 세 

성질 중에서 한 가지가 훌륭한 체계는 다른 성질에 대해서는 훌륭하지 

않을 수 있다. 루이스에 따르면 자연 법칙이란 이 세 성질들 사이의 

이상적인 균형을 맞추고 있는 체계의 정리들이다.
일어남직함 논의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적합도이다. 어떤 주어진 

세계에 대한 여러 이론들 중에서는 실제 그 세계에서 일어난 일과 잘 

맞는(fit) 것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 가령, 아주 

단순한 세계 를 생각해보자. 이 세계에는 동전이 하나만 있으며, 이 

동전은 네 번 던져진다. 그리고 각 동전 던지기는 확률적으로 독립적

이다. 가 첫 두 번은 앞면, 다음 두 번은 뒷면이 나오는 세계라고 하

자. 에 대해 여러 일어남직함 이론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

어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오는 사건의 일어남직함은 1/2이다’라
는 이론 T1/2과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오는 사건의 일어남직함은 

2/5이다’는 이론 T2/5를 생각해보자. 이론 T1/2에 따르면, 가 참일 일

어남직함, 즉 처음 두 번은 앞면, 다음 두 번은 뒷면이 나오는 사건의 

일어남직함은 (1/2)4, 즉 1/16(=0.625)이다. 한편, 이론 T2/5에 따르면, 
가 참일 일어남직함은 (2/5)2(3/5)2, 즉 36/625(=0.576)이다. 분명, T2/5

를 따랐을 때보다 T1/2을 따랐을 때 의 일어남직함이 더 크다. 더 나

아가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오는 사건의 일어남직함은 이다’는 

이론 Th를 생각해보자. 이 이론에 따르면 의 일어남직함은 

   로 계산이 된다. 그리고 이 일어남직함은 가 1/2일 때 최

대가 된다. 즉  ≠ 인 Th를 따르는 것보다 T1/2를 따랐을 때 가 

참일 일어남직함이 더 크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T1/2이 가장 적합하고, 
(단순성이나 정보력 크게 다르지 않다면) 세계 의 자연 법칙, 특히 

일어남직함에 대한 법칙은 다른 것이 아니라 T1/2이라고 해야 한다. 이
제 이렇게 만들어진 일어남직함 법칙을 이용하여 의 초기 일어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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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함수를 결정할 수 있다. 즉 의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는 앞면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1/2를 할당하는 함수가 된다.
정리해보자. HST에 따르면 세계 의 범주적 속성의 배열에 의해서 

의 자연 법칙이 결정되고, 이 자연 법칙과 특정 시점 까지의 역사

에 의해서 세계 가 시점 에 가지고 있는 일어남직함 함수가 결정된

다. 그리고 아무런 역사가 개입되지 않은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는 자

연 법칙에 의해서 오롯이 결정된다.
다음 논의를 위해 몇 가지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세계가 같은 일어남직함 법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처음 두 번은 뒷면, 다음 두 번은 앞면이 나온 세계 ′을 생각

해 보자. 위와 비슷한 논의를 통해 이 세계의 일어남직함 법칙도 T1/2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와 ′은 같은 일어남직함 법칙을 가지

고 있다. 그리고 이 일어남직함 법칙은 이 세계들의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와 ′은 같은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를 가

진다. 만약 의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가 라면, 는 와 ′  모
두에서 참이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위 사례 속 의 자연 법칙인 T1/2은 

가 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도 0보다 큰 일어남직함 값을 할당한다

는 것이다. 예를 들어 를 네 번의 동전 던지기에서 모두 앞면이 나

오는 세계라고 하자. 분명 와 는 양립불가능하다. 그러나 의 자

연 법칙인 T1/2에 따르면 가 참이라는 것의 일어남직함은 (1/2)4으로 

0보다 크다. 즉 의 자연 법칙은 세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0보다 큰 일어남직함을 할당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아직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의 일어남직함 법칙은 T1/2이다. 그럼 만약 미래

가 와 같이 펼쳐진다면, 와 그것의 일어남직함 법칙은 거짓이 될 

것이다. 철학자들은 이렇게 와 그것의 자연 법칙을 거짓으로 만드는 

미래를 의 ‘기반 약화 미래(undermining future)’라고 부른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의 일어남직함 법칙은 그러한 기반 약화 미래에 

0보다 큰 일어남직함 값을 할당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HST가 주요 원리와 어떻게 충돌하는지 생각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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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 충돌이 발생하는 데 있어 방금 설명한 두 가지 주목할 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다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나는 사례

를 들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이 사례는 기본적으로 페티

그루(Pettigrew, 2015)의 것과 같지만, 본 논문의 논의에 맞춰 몇 가지

가 추가되고 단순화되었다.
먼저 네 개의 가능 세계만 있다고 가정해보자. 즉 다음을 가정하자.

A1:   

그리고 HST를 가정하자. 특히 최선 체계 이론을 가정하여, 각 세계의 

범주적 속성이 어떻게 분포되었는가에 따라서 자연 법칙이 결정된다고 

하자. 그럼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가 도출된다. 
의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를 ′ , 의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를 

†라고 하자. 그리고 와 은 같은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 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럼 ‘ ′’은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는 ′
이라는 명제를 나타낸다. 이런 점은 ‘’와 ‘†’도 마찬가지다. 그

럼, 다음이 성립한다.

A2:  ′ ≡  ,  ≡ ∨ , † ≡  . 

만약 이 참이라면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는 ′이며, 이에  ′가 

참이 된다. 마찬가지로  ′가 참이라면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는 ′
이며, 따라서 이 참이다. 이는 ‘’와 ‘†’도 마찬가지다. 그리

고 다음 가정을 추가하자.

A3: 각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가 각 세계에 할당하는 확률 값은 다음 

<표 1>과 같다.6) 

 6) 엄격하게 말하자면 아래 표는 각 일어남직함 함수가 한 원소 집합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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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일어남직함 함수
   

′⋅ 9/16 3/16 3/16 1/16

 ⋅ 1/4 1/4 1/4 1/4

† ⋅ 1/16 3/16 3/16 9/16

<표 1>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 (I)

예를 들어, 이 <표 1>에 따르면 ′    , †    가 

성립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의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는 다른 세

계, 혹은 기반 약화 미래에 대해서도 0보다 큰 값을 할당한다는 사실

이다. 더 나아가 의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는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

가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0보다 큰 값을 할당한다. 가령, 다음

이 성립한다.

′   ′∨      ; (1)

 ′         . (2)

이 식에 따르면, 의 일어남직함 함수 ′은 에 0보다 큰 값을 

할당한다. 마찬가지로 의 일어남직함 함수 도  ′에 0보다 큰 

값을 할당한다. 
그럼 <표 1>과 같이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가 주어졌을 때, PP를 만

족하는 초기 믿음직함 함수가 존재할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그렇지 

어떤 값을 할당하는지만 말해주고 있을 뿐이다. 이 표는 의 -집합대수, 
특히 의 각 부분집합들에 어떤 값을 할당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해당 확률 값을 할당하는 데 있어 위 표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우

리는 일어남직함 함수가 확률 함수라고 가정했고, 그럼 확률 계산 규칙과 

위 표를 이용해서 의 -집합대수의 모든 원소에 확률 값을 할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나는 일어남직함 함수와 믿음직함 함수를 모두 이

런 식으로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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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PP와 A2에 따르면 다음이 성립한다. 

′    ′   ∨    ; (3)

 ′    ′   ∨    . (4)

위의 (3)과 (4) 각각은 (1)과 (2)와 서로 충돌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HST에 따르면 어떤 세계의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는 다른 세계—특히 

자신과 다른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를 가지는 세계—에 0보다 큰 일어

남직함을 할당할 수 있다. 즉 어떤 세계의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는 그 

세계의 기반 약화 미래에 0보다 큰 일어남직함을 할당할 수 있다. (1)
과 (2)가 바로 이 점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주요 원리에 따르면 그

런 일어남직함은 모두 0이어야 한다. (3)과 (4)가 보여 준 것이 바로 

이 점이다. 따라서 HST와 주요 원리는 서로 충돌한다.

3. 대안들: 새로운 주요 원리와 일반 해법

앞 절에서 설명되었듯이 HST와 최선 체계 이론을 통해 <표 1>과 같

은 일어남직함 함수가 주어졌을 때 PP를 만족하는 초기 믿음직함 함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HST
와 PP를 현재의 형태로 동시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
라서 적어도 둘 중에 하나를 수정해야 한다. 아래에서 나는 PP를 수정

하여 일어남직함과 믿음직함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를 살

펴볼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먼저 두 가지 대표적인 수정 원리를 제

시하고, PP를 괴롭혔던 문제가 그것들에는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할 것

이다. 
PP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히 HST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

해서 도입된 원리들 중에는 데이비드 루이스(Lewis 1994), 네드 할

(Ned Hall, 1994), 마이클 타우(Michael Thau, 1994)가 제시한 ‘새로운 

주요 원리(New Principle, 이하 NP)’와 예난 이스마엘(Jenann Ism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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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이 제시한 ‘일반 해법(General Recipe, 이하 GR)’이 있다. 이 각 

원리들은 다음과 같이 정식화된다.

NP: 모든 ∈에 대해서     . 

GR: 모든 ∈에 대해서    


  .

말로 표현하자면 NP는 ‘믿음직함 함수는 자신과 동일한 증거를 가지

고 있는 일어남직함 함수를 따라야 한다’는 것 정도가 된다. 믿음직함 

함수 ⋅ 의 전체 증거는 이다. ⋅ 자체는 아무런 증거

도 가지고 있지 않은 초기 믿음직함 함수이다. 따라서 항진명제를 제

외하고는 ⋅ 자체는 어떤 명제에도 1의 값을 할당하지 않는다. 한
편, ⋅ 는 와 가 함축하는 명제에만 1의 값을 할당한

다. 따라서 ⋅ 의 전체 증거는 와 가 함축하는 명제들

뿐이다. 만약 일어남직함 함수가 믿음직함 함수보다 인식적으로 우월

해서 믿음직함 함수들이 일어남직함 함수를 따라야 한다면, 
⋅ 는 어떤 일어남직함 함수를 따라야 할까? 분명 그 함수는 

⋅ 와 동일한 전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즉 

⋅ 는 전체 증거로 를 반영하고 있는 ⋅ 를 따라

야 한다. 이것이 바로 NP가 말하는 바이다. 
한편, GR은 특정 명제 의 믿음직함은 의 가능한 일어남직함들

의 가중 평균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때, 각 일어남직함 함수에 

대한 믿음의 정도, 즉  들이 가중 평균의 가중치의 역할을 한

다. GR은 확률 계산 규칙과 PP으로부터 도출된다.7) 하지만 

 ≠  라고 하더라도 GR이 성립할 수 있으며, 이에 GR

 7) 모든 에 대해서 아래 식이 성립한다.  

 


   


 

위 식의 첫 번째 등호는 전체 확률 정리에 의해서 성립한다. 두 번째 등호

는 PP에 의해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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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PP를 함축하지 않는다. GR은 4절과 5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이 수정안들은 HST와 충돌하지 않는가? 이 문제를 앞 절에서 제시

한 예, 즉 A1-A3이 가정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보자. PP와 HST가 

충돌한다는 것은 HST를 통해서 <표 1>의 일어남직함 함수들이 주어

졌을 때, PP를 만족하는 믿음직함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

다. 그럼 여기서 판단해야 할 것은 <표 1>의 일어남직함 함수들이 주

어졌을 때, NP나 GR을 만족하는 믿음직함 함수들이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위해서 아래 <표 2>를 보자.

초기 

믿음직함 함수
   

 ⋅ 1/4 1/4 1/4 1/4
 ⋅ 2/7 3/14 3/14 2/7

<표 2>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가 <표 1>과 같이 주어졌을 때 NP나 

GR을 만족하는 초기 믿음직함 함수

위 <표 2>에 있는 과   모두 NP를 만족한다. 이런 점은 믿음직함

과 일어남직함의 몇 가지 값들을 계산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일어남직함의 값을 생각해보자. A2가 말하듯이  ′ ≡ 와 

 ≡ ∨가 성립한다. 그럼 A3으로부터 다음이 도출된다.

′ ′   ′   ;

   ∨        ;

† †  †     .

그리고 위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관련된 다른 조건부 일어남직함도 계

산할 수 있다. 그 결과는 다음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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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
   

′⋅ ′  1 0 0 0

⋅  0 1/2 1/2 0

† ⋅† 0 0 0 1

<표 3>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가 <표 1>과 같이 주어졌을 때 

그로부터 구성된 조건부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

이제 믿음직함 값들도 계산해보자. 위 <표 2>을 이용해 관련된 조건부 

믿음직함 함수를 얻을 수 있다. 그 결과는 아래 <표 4>에 정리되어 있

다.

조건부 초기

믿음직함 함수
   

 ⋅ ′  1 0 0 0

 ⋅  0 1/2 1/2 0
 ⋅† 0 0 0 1

 ⋅ ′  1 0 0 0

 ⋅  0 1/2 1/2 0
 ⋅† 0 0 0 1

<표 4> 초기 믿음직함 함수가 <표 2>와 같이 주어졌을 때 그로부터 

구성된 조건부 초기 믿음직함 함수

위 <표 3>와 <표 4>가 분명히 보여주듯이 모든 가능 세계 와 모든 

일어남직함 함수 에 대해서     와 

    가 성립한다. 즉 과 는 모두 NP를 만족한

다. 그러므로 앞에서 <표 1>과 같은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가 주어졌을 

때, NP를 만족하는 믿음직함 함수가 존재한다. 하지만 PP는 그렇지 

않다. 이런 점에서 NP는 분명 PP보다 더 나은 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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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GR은 어떤가? GR을 위 사례에 적용해보자. 그럼 임의의 초기 

믿음직함 함수 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해야 한다.

   


  

  ′ ′     ††  

 

그럼 위 식의 자리에  ′ , , †을 넣어보자. 그럼 다음 식들

이 성립한다.

 ′    ′ ′ ′ 
   ′  ††  ′ 

   ′ ′

   †† 

†   ′ ′†

  † †† †

이제 <표 1>과 A2를 이용하여 위 세 식 각각을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   


 ′  


 


†; (5)

  


 ′  


 


†; (6)

†  


 ′  


 


†. (7)

이와 더불어 확률 계산 규칙에 의해 다음이 성립한다.

 ′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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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5)-(8)을 이용해 다음을 도출할 수 있다.

 ′   †   ;    .

이와 더불어 이 값들과 A2를 이용해 다음과 같이 의 값을 찾아

낼 수 있다.

       ;        .

이 값들은 바로 <표 2>의 가 각 가능 세계에 할당하는 믿음직함 값

들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표 1>과 같은 일어남직함 함수들

이 주어졌을 때, GR을 만족하는 초기 믿음직함 함수는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위 계산에서 잘 드러나듯이 (5)-(8)을 만족하는 믿음직

함은 단 하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GR을 만족하는 믿음직함 함수

도 단 하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표 2>의 는 GR을 만족

하지만 은 GR을 만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수가 어떻든 <표 1>

의 일어남직함 함수가 주어졌을 때 GR을 만족하는 초기 믿음직함 함

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참이다. 하지만 PP는 그렇지 않다. 분명 이것은 

PP가 가지지 못한 GR의 장점이다.
지금껏 HST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PP와 다른 방식으로 일어남직

함과 믿음직함을 연결하려는 두 시도를 살펴보았다. 이제 그 두 시도 

중에서 한 가지, 즉 이스마엘의 GR을 보다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특
히 GR에 대한 페티그루의 비판을 언급하고 그에 대한 이스마엘의 답

변을 설명한 뒤, 그 답변의 문제점을 논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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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스마엘의 일반 해법과 페티그루의 비판

분명 GR은 PP보다 훌륭한 점을 가지고 있다. PP와 달리 GR은 HST
와 충돌하지 않는다. 하지만 GR이 PP보다 더 나은 원리라고 결론내리

기 위해서는 치를 대가가 있다. 그것은 바로 (PP와 달리) GR은 표준

적인 베이즈주의 믿음 갱신 규칙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표준적인 베이즈주의 믿음 갱신이 무엇인지 제시해보자. 
흔히 ‘조건화(Conditionalization)’라 불리는 베이즈주의 믿음 갱신 

규칙은 우리가 증거를 획득하게 되었을 때 기존 믿음직함 함수가 어떻

게 갱신되어야 하는지 말해주는 규칙이다. 를 우리가 어떤 시점에 

가지고 있는 전체 증거라고 하자. 그리고 그때 가지게 될 믿음직함 함

수를 라고 하자. 이 는 초기 믿음직함 함수 로부터 갱신된 것

이다. 그럼 조건화는 이 와 사이의 관계가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말한다.

믿음-조건화: 모든 ∈에 대해서      .

‘조건화’라는 이름 그대로, 이 규칙은 새로운 믿음직함 함수를 얻기 위

해서는 초기 믿음직함 함수 를 전체 증거 에 대해 조건화해야 한

다고 말하고 있다. 위 조건화를 ‘믿음-조건화’라고 이름 붙인 것은, 일
어남직함 조건화와 구분하기 위해서다.8)

여기서 우리는 GR이 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

다. 그것은 어떤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은 초기 믿음직함 함수 와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 이

스마엘의 GR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전체 증거 를 가지고 있는 

 8) 1절에서 우리는 어떤 주어진 시점의 일어남직함은 초기 일어남직함을 그 

시점까지의 역사에 조건화하여 얻어진다고 가정했다. 이 가정은 일어남직

함에 대한 가정이지, 믿음직함에 대한 가정은 아니다. 한편 아래에서 다루

게 될 베이즈주의 믿음 갱신 규칙은 믿음직함에 대한 규칙이다. 



일어남직함과 믿음직함 93

와 일어남직함 함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앞서 설명했듯이, GR은 특정 명제 의 믿음직함은 의 가능한 일

어남직함들의 가중 평균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때, 각 일어남직함 함

수에 대한 초기 믿음직함, 즉  가 가중 평균의 가중치의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은 전체 증거 가 획득되었을 때의 상황으로 자연스

레 확장될 수 있다. 즉 GR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체 증거 를 가지

고 있을 때 명제 에 대한 믿음직함은 그 증거가 성립했을 때 의 

가능한 일어남직함들의 가중 평균이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이때 

가중치는 각 일어남직함 함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의 정도, 즉 

  가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GR

의 새로운 버전을 다음과 같이 정식화할 수 있다.9)

GR+: 모든 ∈에 대해서     


   .

이 정식화에는 관련 일어남직함 함수가 조건화를 통해 갱신된다는 것

이 가정되어 있다. 즉 가 발생하고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가 ⋅

라면 일어남직함 함수는 ⋅ 로 갱신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GR+에는 믿음직함 함수가 믿음-조건화를 통해서 갱신된다

는 것은 가정되지 않았다. GR+ 그 자체는 믿음직함의 갱신 방법에 대

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다. 오히려, 믿음-조건화와 GR+
가 서로 양립가능한지는 검토되어야 할 문제다. 페티그루의 비판은 바

로 이 점에 있다. 그는 이스마엘의 일반 해법이 믿음-조건화와 충돌한

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그 둘이 충돌한다는 것은 ‘GR을 만족하는 초

기 믿음직함이 믿음-조건화를 통해서 갱신되었을 때, GR+를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나는 이런 주장에 대한 페티그루의 논증

을 A1-A3가 가정된 앞 절의 사례를 통해 설명할 것이다.
일단, 앞선 사례와 같이 A1-A3를 가정하자. 그리고 가 ∨와 

동치라고 하자. 그럼 믿음-조건화에 의해서  ⋅  ⋅ 가 성

 9) Pettigrew (2015), p. 179.



박 일 호94

립한다. 그리고 가 GR을 만족한다고 하자.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런 

초기 믿음직함 함수에는 <표 2>의   밖에 없다. 표기상의 편의를 위

해서 이 를 그냥 라고 하자. 그럼 앞선 계산 결과들과 믿음-조건

화를 이용해 다음 표를 얻을 수 있다.

믿음직함 

함수
   

⋅ 2/7 3/14 3/14 2/7
 ⋅ 4/7 3/7 0 0

<표 5> 초기 믿음직함 함수 와 이로부터 조건화를 통해 

갱신된 

예를 들어 의 새로운 믿음직함,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이와 더불어 위 <표 5>와 A2를 이용해서 다음이 도출된다.10) 

  ′   


   

 . (9)

지금껏 우리는 A1-A3, GR, 믿음-조건화를 이용해서 가 각 들에 

할당하는 값을 계산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초기 일어남직함 명

제에 대한 새로운 믿음직함을 계산했다. (9)는 그 결과 중 일부를 나타

낸다.
여기서 (9)를 도출하는 데 있어 GR+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

10) A2에 따르면 ′은 과 동치이다. 따라서 ′    가 

성립한다. 마찬가지로 는 ∨과 동치이다. 따라서 다음이 성립한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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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와 이것이 각 들에 할당하는 값)는 

조건화를 이용하지 않고, GR+와 일어남직함 함수만을 이용해서 계산

될 수 있다. 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앞에서 가정된 것처럼, 은 ∨와 동치이다. 그럼 위 A3의 

<표 1>을 이용해서 우리는 아래 <표 6>를 얻을 수 있다.

조건부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
   

′⋅ 3/4 1/4 0 0

 ⋅  1/2 1/2 0 0

† ⋅  1/4 3/4 0 0

<표 6>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가 <표 1>과 같이 주어졌을 때, 그로부

터 구성된 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

이제 GR+에 따르면 모든 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 ′ 

      ††  

이 식의   자리에  ′ , , †을 넣으면, 다음 식들이 도출된다.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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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표 6>과 A2를 이용해 위 식들 각각은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   


  ′  


  


 †;

   


  ′  


  


 †;

 †  ⋅  ′  ⋅  ⋅ †   .

그럼 이 세 식과   ′     †  을 이용하여 

다음을 도출할 수 있다.

  ′      

 . (10)

하지만 이 (10)는 위 (9)와 충돌한다.
정리해보자. 위 사례의 주요 구성 요소들, 즉 A1-A3는 별 문제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럼 위 (9)는 GR, 믿음-조건화로부터 

도출된다. 한편 (10)은 GR+로부터 도출된다. 따라서 (A1-A3를 거부할 

필요가 없다면) GR, GR+, 믿음-조건화는 모순을 야기하게 된다. 즉 

어떤 초기 믿음직함이 GR을 만족하고 믿음-조건화를 통해 갱신되었을 

때, 그것은 GR+를 만족하지 못한다. 만약 GR과 GR+ 모두가 이스마

엘의 일반 해법이라고 불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반 해법은 베이즈

주의 믿음 갱신 규칙, 즉 믿음-조건화와 충돌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

다.11)

11) PP와 NP는 믿음-조건화와 충돌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Pettigrew 
(2015, pp.186-187)를 보라. 하지만 PP가 조건화의 다른 버전인 제프리 조

건화와 충돌한다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이 있다.(Nissan-Rozen 2013) 그런 

철학자자들의 관련 가정을 받아들이고 해당 논증을 간단히 수정하면, NP
와 GR 모두 제프리 조건화와 충돌한다는 것을 쉽게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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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스마엘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그녀의 

답변은 페티그루의 비판이 제시된 동일한 학술지, 동일한 권호에 나란

히 실려 있다(Ismael 2015). 하지만 이 답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요 

원리와 흄 수반 논제의 충돌에 대한 이스마엘의 진단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Ismael 2008).
PP와 HST는 왜 충돌하는가? 이와 관련해, 이스마엘의 두 가지 주

장을 살펴보자. 첫 번째는 일어남직함 이론(theory of chances, chance 
theory)을 이용한 추론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일어남직함이 정의

되는 명제들의 집합과 관련된 것이다.
첫 번째와 관련해서 이스마엘은 먼저 ‘일어남직함 이론에 대한 추론

(reasoning about chance theories)’과 ‘일어남직함 이론의 적용 범위 내

에서의 추론(reasoning within the scope of a chance theory)’을 구분한

다. 위에서 언급한 ‘일어남직함 이론을 이용한 추론’은 일어남직함 이

론의 적용 범위 내에서의 추론을 말하며, 이는 해당 일어남직함 이론

을 이용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스마엘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일어남직함 이론의 적용 범위 내에서 추론할 때, 그 이론은 우리

의 실천 속에서 구현(embodied)되는 것이지 조건화의 기초로 포함

되는 것이 아니다. 일어남직함 이론의 적용 범위 내에서 추론한다

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통제(govern)하기 위해서 그 

일어남직함 이론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즉 그것은 정책(policy)으로

서 일어남직함 이론을 채택(adopt)하는 것이다. 우리의 계산은 그 

일어남직함 이론이 참이라는 것에 입각한다(predicated on). 그러나 

이것은 그 이론이 조건화의 기초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

지 않는다.12)

우리 논의 맥락에서, 위 인용문에 언급된 ‘일어남직함 이론’은 초기 일

어남직함 명제 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위 인용문 속 이스마엘의 주

장은 ‘를 이용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추론할 때 가 

12) Ismael (2008), p.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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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믿음직함의 조건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PP에서는 

⋅ ′ 이나 ⋅ 처럼  ′이나 가 조건부 믿음직함

의 조건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위 이스마엘의 말이 옳다면, PP는 ‘일
어남직함 이론을 이용한 추론’을 잘못 나타낸 것이 된다. 이에 PP는 

잘못된 원리가 되며, 우리는 HST와의 충돌과 상관없이 그것을 거부해

야 한다.
사실 위 인용문이 말하는 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식

적) 정책으로서 일어남직함 이론을 채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

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13) 아마도 이 말은 ‘일어남직함 이론이 참이라

는 것을 믿지 않고서도 그 이론을 이용하여 일어남직함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GR이 

요구하는 바는 바로 그렇게—즉 일어남직함 이론이 참이라는 가정 없

이—추정된 값의 가중 평균을 믿음직함으로 삼으라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논의와 관련해서 위 인용문에 나오는 여러 표현들의 정

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다소 부차적이다. 즉 아래 논의들은 그런 

표현들의 정확한 의미에 의존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나 명제

의 일어남직함을 일어남직함 이론을 이용해서 추론하는 데 있어 일어

남직함 이론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믿음직함과 같은 것은 필요가 없

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스마엘의 GR에는 그런 조건부 믿음직함이 포

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이스마엘의 답변에 대한 나

의 비판에서도 일어남직함에 대한 추론은 그런 조건부 믿음직함에 의

존하지 않는다.
이제 두 번째로 일어남직함이 정의되는 명제들의 집합에 대한 이스

마엘의 주장을 살펴보자. 이와 관련해 이스마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일어남직함 이론은 자기 자신에게 확률을 할당하지 않는다. 이
론들 자체는 사건이 아니다. 일어남직함 이론은 단지 일어남직함

13) 이스마엘은 이 개념에 대한 해명은 van Fraassen(2002)에서 찾을 수 있다

고 말한다. 인식적 정책(epistemic policy)에 대한 몇 가지 추가 논의는 

Teller(20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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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의되는 영역 바깥에 있을 뿐이다. ⋯  관련 문헌들은 이론이 

기반 약화 미래에 할당하는 확률과 이론이 자기 자신에게 할당하

는 확률 사이에서 부주의하게 오락가락[하고 있다.] ⋯ .14)

이 인용문에서 이스마엘이 주장하는 것은 일어남직함 함수는 일어남직

함 명제  ′ ,  , † 등에 어떤 확률 값도 할당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 1절에서 설명했듯이, 일어남직함 함수 는 확률 함수이다. 그
리고 이 확률 함수는 특정한 집합에 정의된다. 그럼 위 이스마엘의 말

은 가 정의되는 집합에는  ′와 같은 형태의 명제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GR에 있는  라는 항이 분명히 보여주듯이, 믿음

직함 함수는  ′에 특정한 값을 할당한다. 즉 가 정의되는 집합에

는  ′과 같은 형태의 명제가 있다. 이스마엘의 주장은 결국 일어남

직함 함수와 믿음직함 함수가 다른 집합에서 정의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PP와 HST 사이의 충돌을 막는 것은 분명하다. 2절에 등장했던 

모순이 발생한 사례를 생각해보자. 그 모순은  ′이나 에 PP를 

적용했을 때 발생하였다. PP는 한 쪽에는 믿음직함 함수, 다른 한 쪽

에는 일어남직함 함수로 구성된 수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PP는 믿

음직함이 정의되는 집합과 일어남직함이 정의되는 집합이 같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스마엘에 따라 이런 가정을 거부하게 

되면, PP와 같은 식으로 믿음직함과 일어남직함을 연결하지 못하게 되

고, 결국 문제의 모순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런 ‘믿음직함과 일어남직함이 정의되는 집합이 다르다’는 주장은 

앞에서 제시한 이스마엘의 일반 해법과 믿음-조건화가 충돌한다는 페

티그루의 논증에 대한 답변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표 1>과 <표 5>
에 나타난 것처럼, 해당 논증에서 믿음직함 함수들( ,  )과 일어남

직함 함수들(′ ,  , † )은 모두 같은 집합에서 정의된다. 더 나아

가 A2가 말하는 것처럼  ≡  ′ , ∨ ≡  ,  ≡ †가 성

립한다. 따라서 위 논증에서 일어남직함 이론은 자기 자신에게 확률 

14) Ismael (2008), p. 301. ‘[ ]’ 부분은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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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할당하고 있으며, 이에 의존하여 이스마엘의 일반 해법과 믿음-
조건화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 점은 이스마엘이 분명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페티그루 역시 이 점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스마엘]은 일어남직함 함수들은 [일어남직함 명제]에 대해서는 

정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가 가능한 초기 일어남

직함 함수라면 그것은 전형적으로 [′]의 형태를 가진 명제들에 

정의되지 않는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GR과 믿음-조건화가 

충돌한다는] 논증은 틀린 것이 된다. ⋯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어

남직함에 대한 많은 환원주의자들에게 이런 답변은 별 효과가 없

다. ⋯  [최선 체계 이론에서] 일어남직함은 최선의 이론에 의해서 

규정된다. 어떤 이론의 우수성은 그것의 정보력, 단순성, 적합도의 

함수이다. 여기서 이론의 적합도는 해당 이론이 역사 전체에 할당

한 일어남직함이다. 따라서 어떤 이론이 최선 이론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라도 일어남직함 함수는 전 역사에 대해 정의되어야 한다. 
⋯  물론 환원주의자들에 따르면 [일어남직함 명제 ]는 단지 

가능한 범주적 사실들의 역사의 선언문(disjunction)일 뿐이다. ⋯  
그러므로 위의 우리 논증이 했던 것처럼 [최선 체계 이론 ⋯ ]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일어남직함은 [일어남직함 명제들]에 대해

서도 정의되어야 한다.15)

이렇게 페티그루는 ‘일어남직함 함수는 세계의 역사 전체에, 그리고 

일어남직함 명제에 어떤 값도 할당할 수 없다’는 이스마엘의 주장이 

옳다면 ‘GR과 믿음-조건화가 양립불가능하다’는 자신의 주장이 성립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는 이스마엘의 주장을 받아들

이지 않는다. 그는 일어남직함이 세계의 범주적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 즉 일어남직함에 대한 환원주의자라면, 일어

남직함 함수는 반드시 세계의 역사 전체에, 그리고 와 같은 일어

남직함 명제에 어떤 값을 할당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이스마엘은 어떻게 답하는가? 이스마엘은 페티

15) Pettigrew (2015), p. 191. ‘[ ]’ 부분은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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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의 논문이 실린 잡지의 같은 권호에서 다음과 같이 페티그루의 논

증에 답하고 있다.

그러나 [페티그루의 주장]은 옳지 않다. 를 의 전체 역사라고 

하자. 그리고  을 가 전체 역사라는 명제라고 하자. 로부

터  는 함축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실은 ⋯  환원주의자의 

역사적 지식(historical knowledge)이 그로 하여금 []와 같은 형

태의 명제에 어떤 확률을 할당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임의의 시간 에 대해서, 환원주의자가   
이후 무한정 이어질 세계에 양의 확률 값을 할당하는 한, 그는 어

떤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가 옳은지에 대한 이차 믿음을 스스로 형

성할 위치에 있지 않다.16)

이 인용문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이스마엘의 전략은 의 전체 역사 

와 그것이 전체 역사라는 명제  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어떤 일어남직함 함수도  에, 그리고  에 환원되는 

초기 일어남직함 명제 에 확률 값을 할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스마엘의 이런 답변은 충분히 흥미롭다. 물론 그녀의 주장이 유의

미한 비판이 되기 위해서는 왜 일어남직함이 가 아니라  에 환

원되는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환원이 HST와 어떤 관

계를 맺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은 더 이상 이 주

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의 이런 주장은 GR과 믿

음-조건화 사이의 충돌을 해결하는 데 별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즉 

이스마엘이 원하는 대로 일어남직함 함수가 에 어떤 값도 할당하

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페티그루가 제시한 문제는 

여전히 발생한다는 것이 논증될 수 있다. 다음 절에서 바로 이 논증을 

제시할 것이다. 만약 나의 논증이 성공적이라면, 페티그루의 비판에 대

한 이스마엘의 전략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결론 내려야 한다.

16) Ismael (2015), pp. 198-99. ‘[ ]’ 부분은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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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스마엘의 일반 해법에 대한 새로운 비판

나는 이 절에서 ‘일어남직함 함수의 적용 범위에 대한 이스마엘의 주

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녀의 일반 해법은 여전히 믿음-조건화

와 충돌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를 위해 이스마엘의 주장과 일

치하는 초기 믿음직함 함수와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의 사례들이 제시

될 것이다. 이때 초기 믿음직함 함수는 GR을 만족하게 된다. 그러나 

이 초기 믿음직함 함수가 믿음-조건화를 통해서 수정되었을 때 GR+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논증될 것이다. 이는 페티그루의 논변과 아주 

유사하다. 한 가지 다른 점은 페티그루의 논변과 달리 나의 사례에서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는 와 같은 형태의 명제에 어떤 값도 할당하

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나의 논변이 성공적이라면 이스마엘

은 4절에 설명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위 문제에 답해야 할 것이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몇 가지를 좀 더 분명히 해보자. 나는 1절에서 

믿음직함 함수와 일어남직함 함수 모두 확률 함수라고 가정했다. 그리

고 확률 함수는 -집합대수에서 정의된다고 하였다. 한편 이스마엘은 

믿음직함 함수가 정의되는 집합과 일어남직함 함수가 정의되는 집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반영한 논증을 제시하기 위해서 

∧와 같은 형태를 지닌 명제들을 포함하는 -집합대수를 생각해

보자. 이스마엘의 주장을 따라, 믿음직함 함수는 이 집합대수에서 정의

되지만 일어남직함 함수는 이 집합대수에서 정의되지 않는다. 이 집합

대수를 이라고 하자. 그리고 과 같은 명제는 등장하지 않고 

만으로 이루어진 -집합대수를 생각해보자. 일어남직함 함수는 바로 

이 집합 대수에서 정의된다. 이 집합대수를 라고 하자. 정리하자면 

에는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에 대한 명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에

는 그런 명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각 함수들이 정의되는 집합을 나타냈을 때, 이스마엘의 

일반 해법과 믿음-조건화는 다음과 같이 좀 더 분명하게 정식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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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 모든 ∈에 대해서    


  .

GR+*: 모든 ∈에 대해서     


   .

믿음-조건화*: 모든 ∈에 대해서      .

위와 같이 새롭게 정식화된 원리들이 분명히 표현하듯이 와 같은 

것은 GR*와 GR+*의 적용 범위 밖에 있다. 이에 페티그루의 충돌은 발

생하지 않는다. 한편 이스마엘이 인정하듯이 우리 믿음직함은 초기 일

어남직함 명제에 대해서도 어떤 확률 값을 할당한다. 우리 믿음직함이 

조건화를 통해서 수정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와 같은 초기 일

어남직함 명제도 조건화를 통해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 때

문에 믿음-조건화*는 의 모든 원소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럼 과연 위와 같이 표현된 일반 해법과 믿음-조건화는 서로 충돌

하지 않는가? 안타깝게도 충돌한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 이를 보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먼저 가능세계는  ,  ,  , 

  밖에 없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과 의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

는 라고 하자. 그리고 과 의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는 ′이
라고 하자. 이스마엘이 말한 대로 어떤 세계의 전체 역사를 나타내는 

명제 와 그것이 전체 역사라는 것을 나타내는 명제  은 서로 

다르다고 하자. 따라서 이런 이스마엘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가 ∨와 동치라고 말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이 

∨와 동치라고도 말할 수 없다.17) 앞에서 말했듯이 일어남직함 

함수 와 ′은 나  ′에 어떤 값도 할당하지 않으며, 에

서만 정의된다. 가령 와 ′이 다음 <표 7>과 같다고 해보자.

17) 여기서 와 같은 것은 전체 역사를 나타내는 명제 에 해당하며, 와 

같은 것은 가 전체 역사라는 것을 나타내는 명제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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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일어남직함 함수
   

 ⋅ 4/10 1/10 4/10 1/10
′⋅ 2/10 1/10 4/10 3/10

<표 7>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 (II) 

이 표에 따르면 다음이 성립한다.

   

 ; ′   

 . (11)

이는 다른 세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분명, 와 ′은 와 

 ′에 어떤 값도 할당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초기 믿음직함 함수를 제시해보자. 앞서 설명했듯이 초기 

믿음직함 함수 는 에서 정의된다. 즉 는 는 물론 의 형

태를 띤 초기 일어남직함 명제들에도 확률 값을 할당한다. 가령, 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보자.

초기 

믿음직함 함수

  ′
       

⋅ 
























합계 60/80 20/80

<표 8>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가 <표 7>과 같이 주어졌을 때 

GR을 만족하는 초기 믿음직함 함수

예를 들어 이 <표 8>에 따르면 다음이 성립한다.

   

 ;  ′   

 ; (12)

   ∧  ∧ ′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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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 GR을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하자. 즉 모든 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 ′.

예를 들어  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11), (12), (13)에 의해서 다

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 ′ 

이렇듯, <표 7>과 <표 8>과 같이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와 초기 믿음

직함 함수가 주어졌을 때, 해당 초기 믿음직함 함수는 GR을 만족한다. 
그럼 문제의 초기 믿음직함 함수가 증거를 획득한 이후 믿음-조건화

를 이용해 갱신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가령,  ≡ ∨이라고 가

정하자. 그리고 위 <표 8>에 있는 초기 믿음직함 함수가 를 획득한 

이후, 믿음 조건화를 이용해 로 수정되었다고 하자. 즉 

 ⋅  ⋅ 가 성립한다고 하자. 물론 도 에서 정의된다. 

그럼 가 각 명제에 할당하는 확률 값은 다음과 같아진다.

믿음직함 함수
  ′

       

 ⋅ 





  





 

합계 27/36 9/36

<표 9> 초기 믿음직함 함수가 <표 8>과 같이 주어졌을 때, 
그로부터 조건화를 통해 갱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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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는 이스마엘의 일반 해법을 만족하는가? 4절에서 설명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가 만족해야 할 것은 GR*이 아니라 GR+*

이다. 그리고 가 GR+*를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초

기 일어남직함 함수 ⋅ 와 ′⋅ 가  ,  ,  , 에 어

떤 값을 할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련된 조건부 일어남직함은 아래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조건부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
   

 ⋅  4/5 1/5 0 0
′⋅ 2/3 1/3 0 0

<표 10>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가 <표 7>과 같이 주어졌을 때, 그로

부터 구성된 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

앞의 표들과 마찬가지로 이 표에 따르면    가 성립한

다. 그럼 이렇게 조건부 초기 일어남직함이 주어졌을 때, 는 GR+

를 만족하는가? 흥미롭게도 그렇지 않다. 만약 해당 믿음직함 함수가 

GR+를 만족한다면 모든 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되어야 한다.

         ′ ′ .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을 생각해보자. 그럼 <표 9>와 <표 10>에 의해서 다음을 얻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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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즉 GR*을 만족했던 가 믿음-조건화*를 통해서 갱신된 이후에는 

GR+*를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결론은 4절에서 설명했던 페티그루의 GR에 대한 비판과 동일

하다. 하지만 차이점은 페티그루의 논변과 달리, 이 논변에서 초기 일

어남직함 함수는 와 같은 형태의 초기 일어남직함 명제에 대해서 

어떤 확률 값도 할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페티그루

의 비판에 대한 이스마엘 답변의 요지는 초기 일어남직함 함수는 

와 같은 형태의 명제에 어떤 확률 값도 할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새롭게 보여주었듯이, 이스마엘이 원하는 대로 초기 일어

남직함 함수가 와 같은 명제에 어떤 값도 할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페티그루와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결국 문제는 초기 일어남직

함 함수가 와 같은 명제에 확률 값을 할당하는지 여부가 아니다. 

<표 7>과 <표 10>과 같이 그런 명제에 확률 값이 할당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이스마엘의 일반 해법은 믿음-조건화와 충돌한다.

6. 나가며

나는 본 논문에서 세 가지를 설명하고, 한 가지 논증을 새롭게 제시하

였다. 첫 번째 설명은 루이스의 주요 원리와 흄 수반 논제가 서로 충

돌한다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 설명은 주요 원리의 수정안인 루이스 

등의 새로운 주요 원리와 이스마엘의 일반 해법은 흄 수반 논제와 충

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로 나는 이스마엘의 일반 해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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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즈주의 믿음 갱신 규칙과 충돌한다는 페티그루의 논변과 그에 대

한 이스마엘의 답변을 설명하였다. 이스마엘 답변의 요지는 믿음직함 

함수와 일어남직함 함수가 정의되는 집합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하지

만 나는 그렇게 믿음직함 함수와 일어남직함 함수가 정의되는 집합을 

다르게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스마엘의 일반 해법과 베이즈주

의 믿음 갱신 규칙은 충돌한다는 것을 새롭게 논증하였다. 만약 이런 

논증이 옳다면 기존 이스마엘의 답변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스마엘은 나의 새로운 논증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예상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은 와 같은 형태를 가진 초기 

일어남직함 명제에 대한 믿음직함은 조건화를 따르지 않고 수정된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다. 즉    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

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전략을 취한다면,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첫째, 왜 초기 일어남직함 명제에 대한 

우리 믿음은 조건화를 이용해서 갱신되어서는 안 되는지 설명해야 한

다. 둘째, 그렇다면 그런 초기 일어남직함 명제에 대한 믿음의 갱신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야 하는지 제시해야 한다. 셋째, 새롭게 제시된 초

기 일어남직함 명제에 대한 믿음 갱신이 조건화를 이용한 다른 믿음 

갱신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밝혀야 한다. 현재로서는 이런 

작업이 어떻게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는 다소 막연해 보이며, 나
는 이를 추후 연구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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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ces and Credences: 
Ismael’s General Recipe and Pettigrew’s Critique

Ilho Park

Many philosophers think that our credences should be related to 
objective chances in a certain way. Interestingly, Lewis’s Principal 
Principle, which is one of the most famous norms, turns out to be 
incompatible with the Humean Supervenience, which is a 
metaphysical thesis regarding chances. As well known, some modified 
versions of the Principal Principle are suggested so as to circumvent 
such an incompatibility—for example, New Principle and General 
Recipe. This paper aims to critically examine Ismael’s General 
Recipe. To do so, the incompatibility in question will be provided in 
Section 2, and it will be explained how some modified versions of 
the Principal Principle circumvents such an incompatibility. Sections 4 
and 5 will be devoted to critically examining General Recipe. In 
particular, Pettigrew’s argument against General Recipe and Ismael’s 
response to the argument will be considered in Section 4, and then it 
will be argued in Section 5 that Ismael’s response must fail with the 
help of a modified version of Pettigrew’s argument.

Keywords: credences, chances, principal principle, general recipe, 
humean supervenience thesis, conditionaliz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