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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와 증거-가설 생성의 메커니즘

1)

입증의 측도 문제와 관련해 Steel (2007)에서는 몇몇의 측도를 함께 인정하는 

제한된 다원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의 틀 내에서 

오직 하나의 측도만을 인정하는 일원론을 논증할 것이다. 바로 우도비 측도에 

대한 옹호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증거-가설 생성의 메커니즘’의 개념

을 제안하고, 우도비 측도에 대해 제기된 두 가지 반론에 대해서도 그에 의거

한 응답을 시도한다. 이 중 첫 번째 반론은 특히 크루피 등에 의해 좀더 최근

에 제안된 새로운 측도와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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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험적 증거가 일정한 가설을 제대로 입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모든 경험 과학에서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현대의 많은 베이즈

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입증의 문제를 일종의 ‘정도’ 문제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도는 해당 가설에 대한 확률의 변화로써 해명될 

수 있다고 본다. 
일면 이와 같은 해명 작업은 단지 과학에 대한 하나의 철학적 관심

사로 비칠지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 작업은 역으로 어떤 가설을 

입증할 만한 증거로서 어떤 것을 얻어야만 하는가에 관한 매우 실제적

인 안내 역할을 하게도 된다.1) 그러므로 과학자 자신이 자신의 현장에

서 어떤 경험적 증거를 얻어야 하는가에 관해 이미 암암리의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해 앞서

와 같은 철학적 해명은 매우 요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베이즈주의에서 그와 같은 입증의 측도(measure of 

confirmation)로서 제시된 것은 한 가지가 아니며, 그렇게 제안된 측도

들은 서로 경쟁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Steel (2007)은 흥

미롭게도 이른바 “우도의 원리”(Likelihood Principle)를 기준으로 그러

한 측도들 가운데 상당수를 제거할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 그 원리

란 간략히 말해 ‘어느 가설에 대해 그 경험적 증거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바로 그 가설의 우도 함수에 담겨 있다’는 원리이다. 하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스틸은 궁극적으로 그 원리에 따를 때 제안된 모든 

측도들을 남김없이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지금까지 제안된 측도들 가운데 적어도 몇 가지는 함께 양립 가

능한 것으로 보고, 입증의 측도에 관한 한, 자신은 ‘제한된 다원

론’(restricted pluralism)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그러나 본 논문을 통해 나는, 그와는 달리, 적어도 지금까지 제안된 

입증의 측도들에 대해 일원론의 입장을 취할 수 있음을 논증할 것이

 1) 이러한 점에 관해서는 Steel (2007), pp. 62, 64에서도 잘 지적하고 있다. 
즉 그는 귀납 추론에 관한 어떠한 이론이든 그것은 경험적 데이터 가운데 

어느 측면은 무시해도 좋고 어느 측면은 기록되어야 할지 안내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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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른바 “우도비 측도”()에 대한 옹호이다. 이러한 나의 논증을 위

해 중요하게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른바 ‘증거-가설 생성의 메커니

즘’ 개념이다. 어떤 관련된 증거와 가설 각각에 해당하는 사건을 동시

에 생성하는 것으로 상정할 만한 확률적 메커니즘을 뜻한다. 이러한 

논증의 결과, 나는 내가 옹호하고자 하는 측도에 대해 제기된 두 가지 

반론에 대해서도 응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 반론 중 하나는 특히 

좀더 최근에 새로이 제안된 크루피 등(Crupi et al.)의 측도와 관련되어 

있다.

1. 입증의 측도들에 대한 스틸의 입장

베이즈주의에서 확률의 변화로써 입증을 해명한다고 할 때, 증거 와 

가설 에 대한 입증의 측도로서 그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자연히 확

률   의 관계를 입증도    0의 관계로 보자는 것이

다.2) 
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요건을 만족시키는 입증의 측도가 매우 많

을 수 있다는 것이며, 사실상 기존에 제안된 주요한 측도들 역시 이 

요건을 만족시킨다. 그러므로 그 측도들 각각이 서로 다른 입증의 상

황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할 만한 필연적인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우리는 좀더 적절한 또 다른 원리나 가정에 의해 그 측도들의 개수를 

줄여 나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경우, 이러한 목적으

로 스틸이 제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도의 원리’이다. 이는 지금까지 

여러 베이즈주의 통계학자나 우도주의자 들에 의해 많이 논의되고 받

아들여져 오던 원리이다.

 2) 이때의 입증도는 베이즈주의에서 흔히 ‘총체적 입증도’(degree of total 
confirmation)와 대비되는 ‘증가적 입증도’(degree of incremental 
confirmation)의 개념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이 양 개념의 차이에 대

한 일반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전영삼 (2012) 참조). 이하에서의 ‘입증도’란 

모두 ‘증가적 입증도’를 말한다. 



전 영 삼4

그러나 스틸의 생각에, 우도의 원리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좀더 분명히 분석되고 명료히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문제가 되는 ‘우도’ 함수부터 정의할 필요가 있다. 스틸 

역시, 흔히 그러하듯, 우도 함수 L  을 로 정의한다(단, 

는 임의의 양의 상수).3) 즉 가설 가 주어졌을 때 증거 의 조건부 

확률에 비례하는 함수로 정의된다. 이러한 때, 스틸은 우도의 원리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고 보고, 이를 “LP1”이라 명

명한다.4)

LP1: 만일 우도 함수 L  와 L ′이 서로 비례한다면, (상호 

배타적이며 완비된) 가설들의 집합 H 내의 모든 가설 에 대

해   = ′이다.

물론 이것은 우도와 입증도를 서로 연계시키는 하나의 원리이다. 하
지만 이와 같은 원리는 어쩌면 이미 우도 함수에 대한 위의 정의 중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른다. 예컨대 가설 와 관련해 서로 다른 증거 

와 ′을 고려해 보자. 이 경우 만일 우도 함수 L  와 L ′이 

서로 비례한다면, 앞서의 정의에 따라 =′이고, 따라서 

결국 L  와 L ′는 서로 동일해지게 마련이다. 이는 곧 증거 

와 ′에 의해 우도 함수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그 증거들 사이에도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뜻한다.
스틸은 이와 같은 LP1을 베이즈주의자들이 받아들이는 데에는 아무

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만일 우도 함수 L  와 L ′
이 서로 비례해 서로 동일하게 된다면, 결국 가설 의 사후 확률 

 와 ′도 서로 동일해지는데,5) 여기에 베이즈주의자들이 

 3) Steel (2007), p. 54. 여기서는 우리의 기호법에 맞게 수정. 다른 문헌으로

부터 인용이나 참고 시, 본 논문의 이하 모든 기호법에 있어 마찬가지이다.
 4) Ibid., p. 55. 이는 사실상 베이즈주의 통계학자나 우도주의자 들이 종종 좁

은 의미로 “우도의 원리”라 부르는 것의 특수한 한 형태에 해당한다. 
Barnett (1982), p. 1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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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일 만한 다음과 같은 가정 하나를 추가하는 것으로 바로 LP1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C) 만일  =′라면,   = ′이다.

스틸은 Steel (2007)의 제5절에서 베이즈주의자들이 이러한 (C)를 

받아들일 만한 이유를 자세히 논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금의 우

리 목적상으로는 불필요하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 제안

된 베이즈주의자들의 여러 입증의 측도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위의 

(C)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결국 LP1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이다.6) 
여기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하지만 이제 스틸이 보기에, 흔히 받아들여져 오던 ‘우도의 원리’ 중

에는 LP1과는 다른 또 하나의 원리가 분명하게 분석되어 드러날 필요

가 있다. 그가 “LP2”라고 명명한 다음과 같은 원리이다.7) 

LP2: 만일 =′라면,   =′  이다.

이와 같은 LP2는 언뜻 보기에 LP1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양자 사이에는 주의할 만한 중요한 차이가 있다. LP1의 경우에는 동일

한 가설 와 관련해 서로 다른 증거 와 ′에 관한 원리이다. 그러나 

LP2의 경우에는 동일한 증거 와 관련해 서로 다른 가설 와 ′에 

대한 원리이다. 넓은 의미로 ‘어느 가설에 대해 그 경험적 증거가 제공

 5) 가설들의 집합 H 중의 한 가설을 라 하고, H 중의 모든 가설 에 대해 

=′라 해 보자. 그렇다면 베이즈 정리에 따라 =
[]/[Σ 


]=[′]/[Σ 

′
]=′이다.

 6) Steel (2007), p. 59 및 “Appendix” 참조.
 7) Ibid., p. 57. 이는 사실상 베이즈주의 통계학자나 우도주의자 들이 종종 

“우도의 법칙”(Law of Likelihood)이라 부르는 것의 특수한 한 형태이다. 
이처럼 좁은 의미의 우도의 법칙에 관해서는 예컨대 Edwards (1992), p. 
30 참조. 이와 관련하여 또한 본 논문의 이후의 제4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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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든 정보는 그 가설의 우도 함수에 담겨 있다’는 우도의 원리로 

볼 때, LP1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LP2 역시 아무런 문제없이 받아들

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스틸이 보기에, LP2는 LP1
의 경우와는 달리 베이즈주의자들 사이에 논란의 여지가 다분하다.

우선 주목할 점은, 지금까지 제안된 주요한 입증의 측도들 가운데 

위의 (C)와 LP1을 충족시킬 수 있는 몇몇의 것들 가운데 유독 LP2까
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뿐이라는 점이다. 그러므

로 만일 우리가 위의 LP1에 이어 LP2까지를 받아들일 만한 별도의 이

유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모든 가설의 입증에서 어떤 증거를 

취해야 하며 또한 그로써 그 증거가 해당 가설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가에 관해 단일하고 유일한 측도를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른다. 지
금까지 제안된 주요한 입증의 측도를 가운데 (C)와 LP1을 충족시킬 

수 있는 측도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이다.

       

     log   log 

     log ∼   

그리고 이 가운데 오직   만이 LP2까지를 만족시킨다.8) 그렇다

면 이제 문제는 과연 우리가 LP2를 받아들일 만한 별도의 이유를 제

시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이에 관해 스틸 자신은 LP2에 대해 그것

을 받아들인 만한 이유와 그렇지 못할 이유 모두를 인정함으로써 위의 

세 가지 입증 측도를 모두 인정하는 ‘제한된 다원론’으로 나아가게 된

다. 그의 이와 같은 논의는 이후 나의 ‘증거-가설 생성의 메커니즘’을 

도입할 중요한 계기가 되므로, 절을 달리해 상론해 보기로 하자.

 8)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Steel (2007), p. 59에서의 해당 관련 

문헌들 참조. 



우도와 증거 가설 생성의 메커니즘 7

2. LP2에 대한 찬반양론 

LP2에 대해 베이즈주의자들이 받아들일 만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로 

스틸이 고려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9) 이제 동일한 증거 가 서로 다

른 가설 와 ′에 대해 그 입증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상대적

으로 비교해 보기 위해 그 두 입증도의 비인   /′  를 고려

해 보자. 이 경우, 이 입증도의 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률적 요인

은 오직 사후 확률의 비인   /′  일 뿐이라고 스틸은 말한

다. 스틸 자신은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 없으나, 아마도 이러한 사후 확

률의 비에 의해 동일한 증거 의 확률  는 배제되기 때문으로 보

인다. 더군다나 이 경우, 스틸도 명시적으로 보여 주듯, 이 확률의 비

는 다음과 같이 사전 확률과 우도의 비로 분해될 수 있다.

(2.1) ′ 
 

=′′


그런데 이 경우, LP2의 지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나아갈 수 있

다. 우선, 우도의 비가 문제의 사후 확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분명

하다. 그런데 만일 위의 우도의 비가 1이라면, 즉 =′라
면, 문제의 사후 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오로지 위의 사

전 확률의 비일 뿐이다. 하지만 만일 두 사전 확률 사이에 차이가 발

생한다면, 그것은 어떤 다른 사전 정보에 따른 것일 뿐, 결코 문제의 

증거 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두 사전 확률의 차이는 “바로 

문제의 증거”(just this evidence) 가 가설 보다는 가설 ′을 더 높

게 입증하는지의 여부에 아무런 차이도 낳아서는 안 된다.10) 이것이 

바로 LP2가 뜻하는 바이다. 

 9) Ibid., pp. 58-9.
10) Ibid., pp. 71-2에서 스틸은 이와 같은 발상의 예들을 Sober (1993), p. 52

나 Milne (1996), p. 22-3에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좀더 분명한 언급은 Edwards (1992), pp. 29-30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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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같은 발상의 최대 문제는 이른바 ‘무관한 딱지 붙이기

의 역설’(tacking paradox)에 놓여 있다. 이제 가설 에 그와는 전혀 

무관한 새로운 명제 를 연언으로 결합한 가설 를 고려해 보자. 이 

경우 =이므로, LP2에 따르면, 증거 는 가설 와 

를 모두 동일한 정도로 입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입증에 대

한 직관으로 볼 때 결코 그럴 법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LP2에 이르게 된 위의 과정으로 볼 때 가장 핵심적인 점은 

서로 다른 가설들의 입증도의 비에 대해 그 가설들의 사전 확률의 비

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스틸이 잘 지적하고 있는 대로, 명제 가 가설 와 전혀 무관한 한, 

=일 뿐만 아니라, =이다. 따라서 베

이즈 정리에 의하면 다음 식이 성립한다.11) 

(2.2) 
 

=


=


이 경우 만일 <1이라 가정한다면(이는 있을 법한 가정이다), 
<이다. 이 결과로 본다면, 사후 확률의 비  /
 가 1보다 커지는 데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라는 사전 확률의 차이일 뿐이다. 그렇다면 만일 무관한 딱지 

붙이기의 역설을 피하고자 하는 한, 우리는 사전 확률의 비가 입증도

의 차이와 무관하다는 발상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스틸은 이와 같은 사실이 파이텔슨이 제안한 다음과 같은 

원리와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12)

11) Steel (2007), p. 71. 이 대목에서 한 심사위원은 가 와 무관한 것만으로

는 =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해 주었다. 가 와 유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밀하게는 이 경우 가 와 무관할 뿐만 아

니라 와도 무관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감사한다. 
12) Ibid., pp. 69, 71, 또한 Fitelson (2007), p. 477 참조. 이때 증거와 가설들

은 모두 우연적인 명제들이라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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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만일 가 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증거(conclusive evidence)이
지만 ′에 대해서는 비결정적인 증거일 뿐이라면, 우리는 에 

의해 ′보다는 를 선호할 수 있다.

이 역시, 입증에 대한 우리의 직관으로 볼 때, 매우 그럴 법한 원리이

다. 이를 문제의 역설 상황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당 상

황에서 증거 가 가설 를 논리적으로 함축하여, 가 에 대한 결정

적인 증거가 된다고 해 보자. 하지만 이 경우, 는 가설 에 대해서

는 그렇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므로, LP2
에 따르면, 는 두 가설을 동일하게 입증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LP2
는 위의 (F)와 충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가 가설 를 논리적으

로 함축할 경우  =1이므로, 이는 위의 식 (2.2)에서 맨 왼편 식

의 분자가 1인 특수한 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어도 무관한 딱

지 붙이기 역설과 관련된 한, 파이텔슨의 원리 (F)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발생하는 문제 역시 결국에는 입증도의 비에 있어 사전 확률의 비

를 고려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좀더 일반적인 문제의 한 경우일 뿐이

다. 
이와 관련해, 스틸은 사전 확률의 비가 무관하다는, LP2 지지자들의 

발상의 잘못을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13) 우선, 어느 증거가 한 가설을 

입증하되 또 다른 가설은 반입증한다면, 그 증거는 분명 두 가설에 대

해 서로 구별(discriminate)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두 가설 모두가 

해당 증거를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 함축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경우 예컨대 밀른과 같은, LP2의 지지자는 “그러한 가설들 사이에 구

별할 만한 어떤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증거 그 자체의 성격상으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14)고 본다. 이 경우라면, 분명 문제의 증거는 

‘한 가설을 입증하되 또 다른 가설은 반입증한다’는 의미로 두 가설을 

구별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증거는 두 가설 모두를 입증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스틸은 이 경우일지라도 해당 증거가 두 가설 각각

13) Steel (2007), p. 72.
14) Milne (1996), p. 22, 강조는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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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일한 정도로 입증한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 

점이야말로 무관한 딱지 붙이기의 역설이나 파이텔슨의 원리가 문제 

삼는 바로 그것이라 지적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증거가 

서로 다른 두 가설을 입증하되 그것들을 서로 다른 정도로 입증할 때 

두 가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틸

은, 이러한 관점에서, 만일 밀른이 위와 같은 발상의 연장으로 

‘=′라면   =′  ’임을 확립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논점 선취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틸은 베이즈주의 통계학의 실제에서 이루어지

는 상황으로 볼 때 문제의 LP2를 지지할 만한 별도의 이유가 존재한

다고 주장한다.15) 그가 말하는 베이즈주의 통계학의 실제에서 전형적

으로 다루어지는 가설들은, 완비된 가설들의 집합 H 내에서 상호 배타

적일 뿐만 아니라, 그가 명명하는 바 “구조적으로 동일한”(structurally 
identical) 가설들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설들을 고려했을 때 위에

서 제기된 무관한 딱지 붙이기의 역설이나 파이텔슨의 원리와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다고 스틸은 생각한다. 
그가 말하는 ‘구조적으로 동일한’ 가설들이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어떤 대상의 속성이나 사건에 대한 하나의 확률 변수 

를 고려해 보자. 스틸이 들고 있는 예로는, 예컨대 어느 고고학적 유적

지가 남겨지게 된 시기를 지금으로부터의 햇수로 나타낸 확률 변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때의 에 일정한 값, 예컨대 3000, 
3001, 등등을 부여하는 명제를 각각의 가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어느 두 가설이 동일한 확률 변수들의 집합에 대해 값을 부

여하는 경우에만 그 가설들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3000과 =3001이라는 두 가설은 모두 동일한 확률 변수 에 

대해 값을 부여하는 셈이므로 이는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반면 는 

=3000이고, ′는 ‘에펠탑의 높이는 1000피트이다’라는 명제라면, 두 

명제는 구조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먼저 앞서의 무관한 딱지 붙

15) Steel (2007), pp.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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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의 역설을 생각해 보자. 이 역설에서 문제되었던 가설들은 각각 

와 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두 가설은 서로 양립 가능하므로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파이텔슨의 원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지적이 가

능하다. 예컨대 증거 가 가설 를 논리적으로 함축해, 가 가설 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해 보자. 반면 가설 ′는 로서, 는 

′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해 보자. 이와 같은 경우라

면, 파이텔슨의 원리 (F)에 따를 때   >′  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LP2를 따를 경우   =′  가 될 따름이다. 하지만 

지금의 경우에도 와 ′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만일 와 ′이 상

호 배타적이라면, 가 를 입증하는 한, 는 ′를 반입증하게 되므로, 
애초부터 (F)가 문제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F)는 문제의 두 가

설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양립 가능할 경우에만 문제가 될 따

름이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두 가설이 상호 배타적인 상태에서 어느 한 가설

에 그와 무관한 명제가 부가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컨대 

가설 와 ′가 상호 배타적이라고 해 보자. 그리고 가설 ′에 대해 

그와 전혀 무관한 가 부가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나아가   =
′  라고 해 보자. 그렇다면 ′=′이므로, LP2에 따

르면   =′  =′  이다. 하지만 무관한 딱지 붙이기의 

역설을 진정한 역설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  >′  이라 

생각할 것이고, 따라서   >′  일 필요가 있다. 지금의 경

우에는 두 가설 와 ′가 상호 배타적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빠진 

셈이다. 하지만 스틸은 이 경우에도 와 ′가 구조적으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에 빠진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 두 가설은 서로 다른 

확률 변수들의 집합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틸은 만일 동일한 증거에 의해 상호 배타적이며 구조적

으로 동일한 가설들만을 평가하는 경우라면 LP2에 아무런 문제도 발

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이야말로 베이즈주의 통

계학이나 나아가 통계학 일반에 있어 전형적인 상황이라 본다. 이로써 

스틸은 결국 LP2에 대해 전면적이며 필연적으로 그에 반대하거나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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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자연히 앞서의 입증 측도 세 가지 , 
, 에 대해서도 그 어느 하나만을 유일하게 옹호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제한된 다원론의 근거이다. 

3. 스틸에 대한 반론 

앞 절에서와 같이 스틸이 보여 주는, LP2에 대한 찬반양론을 유심히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그 양론이 이루어지는 차원이 서로 다름을 발견

하게 된다. 즉 그 반대의 입론은 인식론적이거나 논리적인 데 반해, 그 

찬성의 입론은 실천적이거나 프래그머틱하다는 점이다.16)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의문들을 불러일으킨다. 스틸은 

LP2에 대해 찬반양론을 고려함에 있어 왜 이처럼 서로 다른 차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스틸은 그 반대의 입론에 대해 왜 같은 차원

에서 대응하는 대신 다른 차원의 대응으로 나아갔는가? 좀더 정확히, 
만일 스틸이 LP2에 대한 찬성 입론을 위해 상호 배타적이며 구조적으

로 동일한 가설들에 한정을 한 것이라면, 단지 실천의 상황을 넘어 그

럴 만한 별도의 근거는 무엇인가? 만일 스틸이 이 마지막 질문에 답하

지 못한다면, 그는 이 면에서 이미 논점 선취의 오류를 범한 셈이다. 
왜냐하면 단지 통계의 실제에서라면 LP2에 반대할 만한 상황이 발생

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그것을 옹호하는 경우, 그것은 곧 과연 그러

한 실제가 어떻게 옹호될 만한 것인지의 문제를 이미 피해 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어도 Steel (2007)에서는 위와 같은 의문들에 대해 

아무런 답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16) 물론 Steel (2007), pp. 70-1에서 보듯, 스틸이 LP2에 대한 반대 논증에서 

실천적이거나 프래그머틱한 차원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다. 
즉 그는 과학의 실제에서 구조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가설들을 평가하는 경

우나 상호 양립 가능한 가설들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분

명히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들은 그가 LP2에 반대

하는 주요한 논의의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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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답의 실마리를 나는 우선 Zalabardo (2009)의 한 대목에

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입증 측도 의 경우, log는 단지 

그 비교의 기준값을 0으로 하기 위한 편의적인 장치일 뿐이므로, 이하

의 논의에서는 단지 그 진수  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를 

  로 두어 보기로 하자. 잘라바르도 역시 이를 대상으로 논의

를 진행하고 있다. 이 경우   = = 이 

성립함은 쉽사리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선 동일한 가설 에 대해 서

로 다른 증거 와 ′를 고려해, 다음과 같이   와 ′  

를 비교해 보기로 하자. 

(3.1)    


,  ′ ′
′

.

이 경우 만일 두 우도 와 ′가 동일하여 =
′라면,   와 ′  의 대소가 어떻게 되겠는가? 분
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대소는  와 ′ 사이의 대

소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확률의 연산 법칙에 따르면, 이러한 

증거의 확률 각각에 다음이 성립한다.

(3.2)     ∼  ∼ ,
′  ′ ∼ ′ ∼ . 

여기서 이미 우리는 =′라고 가정했으므로,  와 

′ 사이의 대소는 곧 우도  ∼ 와 ′ ∼  사이의 대소

에 좌우되게 마련이다. 바로 이 경우 잘라바르도는 다음과 같이 입증

에 관해 직관적으로 그럴 법한 하나의 원리를 제안한다.

(Z1) 만일 =′이고  ∼ <′ ∼ 라면,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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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대략적인 말로 설명한다면, 증거 나 ′에 대해 가설 가 (경험

적으로) 말해 주는 바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그 가설 아닌 모든 가설들

의 전체(이를 보통 ‘잔여 총괄 가설’catch-all hypothesis이라 부른다)가 

말해 주는 바가 ′에 대해서보다 에 대해 더 적은 경우, 가 ′보다 

를 더 높게 입증한다는 것이다. 잘라바르도는 위의 원리와 함께 이를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 하나를 제시하고 있다.17) 하지만 본 논문의 

목적상 이는 본질적이지 않을뿐더러, 나 역시 위의 원리가 직관적으로 

매우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므로, 여기서 이에 대한 더 이상의 소개는 

필요 없으리라 본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위의 식 (3.2)로 되돌아가 보기로 하자. 이 경우 

만일 =′이고  ∼ <′ ∼ 라면, 자연히  

<′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식 (3.1)에 의해   >
′  가 성립하고, 이는 곧 이, 나아가 입증의 측도 이 원리 

(Z1)을 잘 만족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좀더 일반적으로, 만일 서로 다른 증거  , ′뿐만 아니라, 서

로 다른 가설  , ′에 대해서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잘라바르

도는 앞서의 (Z1)에서와 유사하게 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원리가 

직관적으로 성립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Z2) 만일 =′′이고  ∼ <′ ∼ ′라면,
  >′ ′이다.

그는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사례를 들고 있으나,18) (Z1)에서 마찬가지

로, 나는 이 역시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입증의 상황에서도 앞서의 이 이와 같은 

원리 (Z2)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에 관해서도 물론 앞서 (Z1)의 경우에서와 유사하게 출발할 수 있

17) Zalabardo (2009), pp. 632-33.
18) Ibid., pp. 633-34; 또한 Glass & McCartney (2015), pp. 61-2 참조. 후자에

서는 이를 위한 좀더 강화된 논증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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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와 ′ ′에 있어 식 (3.1)의 방식으로 그 분자

는 동일하다고 해 보자. 그렇다면 이때   와 ′ ′의 대

소를 구별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분모들뿐이다. 그런데 이 경우, 
그 분모들 각각에 대해서는 위의 식 (3.2)의 방식대로 다음과 같은 식

이 가능하다.

(3.3)     ∼  ∼ , 

′  ′′′ ∼ ′′ ∼ ′. 

따라서 이에 근거해, 잘라바르도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19) 만일 가

설 와 ′의 사전 확률이 동일하다면, 즉 =′라면, =
′′이고  ∼ <′ ∼ ′인 경우,  <′가 되어, 
은 원리 (Z2)를 분명하게 충족시킨다. 사실상 이 경우는 서로 다른 

증거가 동일한 가설을 입증하는 경우와 다른 상황이 아니다. 곧 이 경

우라면 (Z2)는 (Z1)으로 환원되는 셈이다. 반면 =′의 가정을 

할 수 없다면, 그리하여 예컨대 >′라면, =′′이
고  ∼ <′ ∼ ′인 경우,  >′가 되는 사례를 쉽사

리 제시할 수 있다.20)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원리 (Z2)를 만족시

킨다고 할 수 없다. 
잘라바르도 자신은 전혀 언급한 바 없지만, 이제 나는 그의 이상과 

같은 논의가 우도의 원리와 관련해 스틸이 갖고 있는 견해를 해명하고 

동시에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

다. 
첫째, 스틸이 입증의 측도 이 LP1을 만족시킨다고 했을 때, 이는 

바로 이 위의 (Z1)을 확대한 다음과 같은 원리 (Z1*)를 만족시키

며  ∼ =′ ∼ 인 특별한 한 경우로 해명 가능하다. 

19) Ibid., pp. 634-35.
20) 잘라바르도는 예컨대 =′′=19/20, ∼=1/40<′∼′

=1/5, =1/3>′=1/20인 경우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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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1*) 만일 =′이고  ∼  ′ ∼ 라면, 
    ′이다.

물론 이는 (Z1)을 사소하게 변형시킨 것으로, (Z1)을 받아들일 수 있

다면, 이 역시 받아들이는 데 별도의 장애가 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

한다. 그러므로 만일 이러한 새 원리 (Z1*)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위의 

식 (3.2)에서,  ∼ =′ ∼ 인 경우  =′가 되어, 
  = ′가 됨을 쉽사리 알 수 있고, 이는 곧 입증의 측

도 에서   = ′가 성립함을 보여 준다.
둘째, 우리의 목표와 관련해 이보다 한층 더 중요한 점은, 스틸이 

LP2와 관련해 통계의 실제에서라면 많은 경우 상호 배타적이며 구조

적으로 동일한 가설들이 입증의 측도 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

다고 본 것 역시 위의 (Z2)를 기반으로 해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스
틸은 이 경우, 앞서 지적한 대로, 왜 통계의 실제에서 그러한지에 관해

서는 아무런 답도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선 (Z2)를 

기반으로 그에 대해 설득력 있는 한 가지 답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

다(스틸의 견해에 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한 또 다른 답들은 

이후에 더 제시하게 될 것이다). 
먼저, 스틸이 제시한 LP2의 경우에는 동일한 증거 에 대해 서로 

다른 가설 와 ′를 고려하고 있으나, (Z2)에서라면 증거 와 ′를 

동일한 것으로 보아, 그러한 경우를 (Z2)의 한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만일 =′이고  ∼ 

< ∼ ′라면, 가 를 입증하는 정도가 가 ′를 입증하는 정도

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앞서 (Z2)와 관련해 논한 대로, 

이 일반적으로 (Z2)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의 조건이 만

족되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이 조건과 더불어, 이제 만일 =
′이고  ∼ < ∼ ′라면, 의 측면에서, 가 를 

입증하는 정도는 가 ′를 입증하는 정도보다 더 높다고 말할 수 있

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가

정한 대로 증거 와 ′를 동일하다고 한다면 위의 식 (3.3)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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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가 되어야 하는데, =′일 뿐만 아니라 =′
이고  ∼ < ∼ ′인 한,  가 ′와 동일해질 수는 없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자연히 (Z2)를 

다음과 같이 변형하는 것이다.

(Z2*) 만일 =′이고  ∼   ∼ ′라면, 
   ′  이다.

물론 이와 같은 확대는 매우 사소한 것으로, 만일 우리가 (Z2)를 받

아들인다면, (Z2*) 역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이에 관

해서는 또한 이후의 제4절 각주 (22) 참조). 그러므로 만일 이 새로운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일 뿐만 아니라 =′이
고  ∼ = ∼ ′인 경우,   =/ 와 

′  =′/ 에서 그 분모와 분자가 각각 서로 완전히 동

일하므로,   =′  일 수밖에 없고, 이것이야말로 입증의 

측도 이 LP2를 충족시키는 이유를 분명하게 해명해 주고 있는 셈이

다.
따라서 이 결과로 보자면, 스틸이 통계의 실제에서 사용되는 상호 

배타적이고 구조적으로 동일한 많은 가설들이 결과적으로 LP2가 안고 

있는 인식론적이고 논리적인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배면에 놓여 있는 있을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가정을 간과한 결

과이다. 즉 그 경우 가설에 대한 사전 확률들 사이의 =′의 

가정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제 만일 우리가 이 가정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사실 그러한 실제의 사례에서 입증의 측도 이 아

무런 문제없이 사용될 수 있는 한 가지 까닭은 어떤 별도의 독자적인 

이유를 갖기 때문이라기보다 단지 위의 (Z2)나 (Z2*)와 같은 좀더 일

반적인 원리에서 =′라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일 뿐

이라고 결론지어야만 할 것이다. 더군다나 만일 =′를 가정한

다면, 이미 위에서 언급한 대로, 과 관련해 결국 (Z2)는 (Z1)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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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되므로, 이때 LP2가 실천적인 편의의 이유를 넘어, LP1처럼 별도

의 인식론적이고 논리적인 존재 이유를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 과연 (Z2)나 (Z2*)와 

같은 일반적인 원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좀더 일반적인 입증의 측도가 

있는가? 만일 그러한 것이 있다면, 은 단지 그러한 측도의 특수한 한 

경우일 뿐, 실천적인 이유를 넘어 별도의 독자적인 존재 이유를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앞서 스틸이 LP1을 충족시키는 입

증의 측도로서 남겨 놓은, 지금까지 제안된 측도들 세 가지 중 이와 

같은 좀더 일반적인 측도로서 가능성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이다. 왜
냐하면 지금까지 (Z1)이나 (Z1*), 또는 (Z2)나 (Z2*)와 같은 원리 중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요소가 가설 와 ′의 우도, 예컨대 

나 ′일 뿐만 아니라, 그 잔여 총괄 가설들의 우도, 예컨

대  ∼ 나  ∼ ′인데, 바로 이 두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 입증의 측도가 곧 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은 실로 위의 

(Z1)으로부터 (Z2*)에 이르기까지의 원리들을 제대로 만족시킬 수 있

는 것인가? 또한 만일 그렇다면, 이때 가설 의 우도와 그 잔여 총괄 

가설의 우도, 그리고 그 가설의 사전 확률 들 사이의 정확한 관계는 

무엇인가? 이에 관해서는 절을 달리해 살펴보기로 하자.

4. 입증 측도 과 증거-가설 생성의 메커니즘 

입증 측도 이 (Z1)과 (Z1*)을 만족시킨다는 점은 매우 쉽사리 보일 

수 있다. 우선, 의 경우에도 log는 그 비교의 기준값을 0으로 삼기 위

한 단지 편의적인 장치일 뿐이므로, 그 진수 부분인 /
 ∼ 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를   로 두어 보기로 하자. 
이 때문에 을 흔히 “우도비 측도”(likelihood ratio measure of 
confirmation)라 부르기도 한다. 그렇다면   =/
 ∼ 이고  ′=′/′ ∼ 인 경우, 그 분자들에

서 =′이고 그 분모들에서  ∼  ′ ∼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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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립함은 분명하다. 따라서 은 (Z1)과 

(Z1*)을 충족시키고, 결국 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한편,   와 

′ ′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나아갈 수 있으므로, 이것들이 

(Z2)와 (Z2*)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

자. 그렇다면 이 에 의해 또한 가설 의 우도와 그 잔여 총괄 가설의 

우도, 그리고 그 가설의 사전 확률 들 사이의 정확한 관계 역시 제대

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인가? 
이를 위해, 우선 가설들의 집합 H 내의 임의의 상호 배타적인 가설 

과 에 대해 증거 와 관련한 잔여 총괄 가설의 우도를 각기 생각

해 보기로 하자.

(4.1) ∼=
≠ 





≠ 






= 
 

 ≥ 







 
 ≥ 






,

∼=
≠ 





≠ 



= 


 
 ≥ 




   
 ≥ 



.

그렇다면 두 잔여 총괄 가설의 우도  ∼  와  ∼   사이

의 대소는 결국 우도  와  의 대소와 사전 확률  

와  의 대소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 

이고  = 인 매우 특수한 경우부터 고려해 보기로 하자. 

이때라면 자연히  ∼  = ∼  이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때

에는 또한  =  + ∼  ∼  =  +

 ∼  ∼  이다. 따라서 이때에는   =  이

고, 이는 곧 입증 측도 이 왜 스틸이 말하는 원리 LP2를 만족시키는

가를 보여 주는 동시에 을 의 특수한 한 경우로 볼 수 있게 해 준다. 
하지만    이거나    인 경우라면 어떻

게 될 것인가? 먼저    라면, 이때에는 이 (Z2)나 (Z2*)

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과 관련해 이는 잠시 배제해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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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 이고    인 경우라면 어떠할까? 

이때에는 식 (4.1)에 따라 자연히  ∼    ∼  이 될 것이

고, 이는  =  + ∼  ∼  =  +

 ∼  ∼  와 충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단지 

 와   사이의 대소만을 고려하여 입증의 측도를 설정한

다면, 이는  ∼  와  ∼   사이의 대소를 무시하는 것이

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측도가 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  와  ∼   사이의 대소를 무시해도 좋은 것인가? 사

실상 측도 에서도 근원적으로 이러한 잔여 총괄 가설의 우도가 보이

는 대소를 무시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이를 위해 이제 좀더 일반적으로  = 가 아닌 경우까지를 

고려해 보자. 이 경우라면 물론 잔여 총괄 가설의 우도들이 우도 

 와  , 그리고 사전 확률  와  의 대소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라 의 값 역시 다양

하게 변화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 경우 이와 같은 의 값을 규율

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원리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른바 “약한 우

도의 법칙”(Weak Law of Likelihood)이라 불리는 다음과 같은 원리이

다.21)

(WLL) 만일 >′이고  ∼   ∼ ′라면, 
  >′  이다.

이 원리가 지금과 같은 이름을 갖게 된 까닭은, 이것이 다음과 같은 

“우도의 법칙”(Law of Likelihood)보다 훨씬 약한 원리이기 때문이다. 

(LL) 만일 >′라면,   >′  이다.

그런데 측도 이 (LL)과 논리적 동치임은 매우 쉽사리 알 수 있다. 

21) 예컨대 Joyce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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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가 서

로 논리적 동치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WLL)을 만족

시켜야 함도 분명하다. (WLL)은 (LL)의 논리적 귀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LL)을 만족시키는 한, 은 또한  ∼ 와 

 ∼ ′ 사이의 대소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22)

한편, 이 (WLL)을 만족시킴은 분명하다. 따라서 측도  역시 그

러하다. 측도 의 경우에도 그것이 (WLL)을 충족시킨다는 점을 따로 

증명 가능하다(부록 A 참조). 그렇다면 적어도 세 가지 측도들이 공통

적으로 우리에게 말해 주는 바가 있다. 바로 증거 가 가설 ′보다는 

가설 에 보다 더 연관(relevant)될 때 는 ′보다 를 더 높게 입증

한다는 점이다. 이때 그 연관의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 확률적으로 우

도 와 ′ 사이의 대소, 그리고 우도  ∼ 와 

 ∼ ′ 사이의 대소이다. 해당 증거와 가설 사이의 연관 관계가 

가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이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이제 해당 증거와 가설 사이의 연관 

관계가 증거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러한 필요성을 잘 보여 주는 원리가 바로 앞서 제2절에서 소개한 파이

텔슨의 원리 (F)라 생각한다. 당시 언급한 대로, 만일 증거 가 가설 

를 논리적으로 함축한다면, 는 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이 

경우, 가설 는 증거 에 전적으로 연관된다. 반면 증거 가 가설 ′
22)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위의 (WLL)에서 나아가 그와 짝이 되는 다음과 같

은 원리를 더 고려해 보자. ‘만일  ′이고 ∼<∼′
라면,  >′ ’이라는 원리이다(이를 Fitelson (2007), p. 480, fn. 12
에 따라 (WLL')라 두어 보자). 앞서의 (WLL)뿐 아니라 지금의 (WLL') 역
시 입증에 관한 우리의 직관으로 볼 때 매우 그럴 법한 원리들이다. 만일 

사정이 이러하다면, =′인 경우, 나는 이 양자를 결합한 다음과 같

은 원리 (WLL*) 또한 매우 그럴 법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이고 ∼ ∼′라면,   ′ ’이라는 원리이다. 
그런데 이러한 (WLL*)의 특수한 한 경우야말로 앞서 3절에서 내가 제시

했던 (Z2*) 바로 그것이다. 앞서 측도 이 (Z2*)를 만족시킬 수 있었음에 

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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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논리적으로 함축하지 않는다면, 는 ′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가 되

지 않는다. 이때 가설 ′는 증거 에 전적으로 연관되지는 않는다. 이
러한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 우선 사후 확률  =1과 예컨대 

′ =1/2의 차이이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연관의 차이에 관해서

는 위의 원리 (WLL)와 관련해서도 다시 언급할 점이 있다. 만일 

이지만  ′라고 해 보자. 이 경우 우리는 (F)에 따라 직관적으로 

  >′  라 할 수 있다. 이때에는 또한 분명  >′ 이

다. 그런데  =[]/ 이고 ′ =[′′]/
 이므로, 이것만 가지고는 분명하게 >′라고 할 수 

없다. >′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어

쨌든  =1이므로, (F)에서 주장하듯, 어느 다른 가설 ′에 대해

서든   >′  이다. 따라서 지금의 경우, 와 ′, 
그리고 와 ′ 사이의 대소는 무의미하다. 게다가 지금의 경우 

∼  ∼ =1이고 ∼  ∼ ′ 1이므로,  ∼ =0
< ∼ ′이 됨은 분명하다. 이는, 적어도 지금과 같은 특별한 경

우, (WLL)의 두 번째 조건만 만족되더라도   >′  일 수 있

음을 보여 준다. 이때에는 가설 ′보다 가설 가 증거 에 더욱 연관

적이고, 이러한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 바로 확률적으로 사후 확률 

 =1>′ 의 대소 관계, 그리고 우도  ∼ 와 

 ∼ ′ 사이의 대소 관계이다. 지금과 같은 연관 관계가 입증의 

측도와 관련해 중요함 점은, 측도  이외에 나머지 과  모두 (F)를 

충족시키지 못해, 지금의 연관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다. 우선 이 그러하다는 점은 앞서 제2절에서 무관한 딱지 붙이기의 

역설과 관련해 보인 사례로 충분할 것이다. 에 관해서도 그것이 (F)
를 만족시키지 못함은 따로 보일 수 있다(부록 B 참조). 반면 이 (F)
를 만족시킴은 증명 가능하다(부록 C 참조). 
이상으로, 우리는 어느 증거 와 가설 가 서로를 향한 두 방향으

로 결정되며 연관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지만 이때 그러한 

증거와 가설 사이의 연관성은 어디서 연원하는가? 우선 이때의 연관성

이 특별히 인과 관계일 필요가 없음은 분명하다. 예컨대 잘 섞인 한 



우도와 증거 가설 생성의 메커니즘 23

벌의 트럼프 카드에서 어느 한 장을 뽑아 보았을 때 그것이 스페이드

라고 하는 명제를 증거 라 하고, 그것이 스페이드 에이스일 것이라는 

명제를 가설 라 할 경우, 그러한 두 명제가 나타내는 두 사건 사이의 

관계가 반드시 어떤 인과 관계일 필요는 전혀 없다. 일반적으로는 단

지 증거 에 의해 가설 의 확률이 그러한 증거가 없었을 때에 비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관계일 따름이다. 지금의 예에서라면, 아무런 증

거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 확률은 =1/52이나, 해당 증거

가 주어진다면 확률  =1/13로 증가한다.23) 만일 위와 동일한 증

거에 새로운 가설로서 ‘그 카드가 검은색일 것이다’라는 ′를 고려한

다면, 그 증거에 의해 ′의 확률은 1/2로부터 1로 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증거 의 확률 역시 가설 에 의해 증감할 수 있다. 
예컨대 위의 예에서 증거 의 확률은 가설 에 의해 처음 13/52로부

터 1로, 그리고 가설 ′에 의해서는 13/52로부터 1/2로 증가하게 된다.
증거와 가설 사이의 이와 같은 확률 관계의 연원은 물론 일차적으로

는 관련된 명제들에 일정한 확률을 부여하는 특정한 확률 함수이다. 
예컨대 바로 위의 예들에 주어진 확률 함수 가 그것이다. 하지만 다

시 이러한 확률 함수는 어디에 연원하는가? 이렇게 묻고 들어간다면, 
결국 이 함수마저도 그것을 낳은 확률 모델(probability model)에 연원

함을 알게 될 것이다. 위의 예에서라면 바로 한 벌의 트럼프 카드가 

갖는 확률적 구조를 말한다. 이를 좀더 엄밀하고도 일반적으로 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해 보기로 하자.
이제 어떤 명제들에 대해 통상적인 논리적 연산이 가능한 하나의 불 

대수 집합(Boolean algebra) B를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 원소들에 대

해 확률의 공리들에 따라 0에서 1까지의 실수를 부여하는 함수, 즉 확

23) 총 52장의 트럼프 카드 한 벌은 4가지 ‘슈트’(suit)’로 이루어져 있고, 각 

슈트는 클럽(club), 다이아몬드(diamond), 하트(heart), 스페이드(spade)로 

나뉜다, 각 슈트는 13장인데, 이는 숫자 A(Ace)~10과, J(Jack), Q(Queen), 
K(King)의 그림 카드[face card]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클럽과 스페이드는 

검은색, 다이아몬드와 하트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 이하, 카드와 관련된 

사례에서는 이러한 구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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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함수 를 고려해 보자. 그렇다면 이때 그러한 집합과 함수로 이루

어지는 순서쌍 M=<B, >이 가장 일반적인 확률 모델에 대한 정의이

다. 그러므로 예컨대 위의 카드 한 벌과 유사한 구조의 확률 모델에서

라면, 명제 ′에 대해 1/52, 명제  ∼ ′에 대해서는 0의 값을 

부여하는 확률 함수 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점은 모델 M 그 자체는 그것이 특별하게 어떤 우연적인 실제 세계에 

부합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단지 일정한 모델 M을 가정한다

면, 우리는 그 모델에 근거해 모델 내의 어떠한 명제에 대해서건 역시 

그 모델에서 정해진 함수에 따라 해당 명제에 대한 일정한 확률 부여

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사실 임의의 명제에 대해 어떤 확률이 부여된

다고 할 때, 그것은 항상 일정한 모델 M에 상대적일 따름이다.24) 이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의 확률 함수를 고려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일정한 모델 M에 기반한 것임을 상기하여 그 함수를 

‘ ’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함수 을 이처럼 이해한다면, 이러한 함수에 의해 결정되는 조건

부 확률   이 곧 어떤 실제의(actual) 증거와 가설 사이의 입증

도   를 결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할 수는 결코 없다. 이것이 가능

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모델 M이 우연적인 실제의 세계 그 무엇에 대

응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 예컨대 위의 카드 예에서 우리

가 그 구조와 유사한 모델 M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곧 실

제의 트럼프 카드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그 부합 여부에 관해서는 

우리의 별도의 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러한 결정이 가능하다면, 이때

의 조건부 확률   은 단순히 모델 M상의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곧 실제 세계의 어떤 사건들 사이의 관계를 나

타내는 것이다. 이는 예컨대 증거 에 해당하는 어떤 사건이 생성되는 

메커니즘이 실제의 한 세계에서 경험적으로 확인되었음을 뜻한다. 물
론 이때의 메커니즘은 결정적(determinate)이지 않다. 그러므로 파이텔

24) 이러한 점은 특히 Fitelson (2005), pp. 391-92에 잘 강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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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가리켜 “[ ]를 생성하는 확률 과정”(stochastic 
process that generates  )이라 표현한 바 있다.25)

파이텔슨은 이와 같은 메커니즘의 아이디어를 증거 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으나, 사실 앞서의 나의 논의에 따르면 나는 이러한 발상

이 가설 에 대해서까지 확장될 수 있고, 또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애초에 모델 M상에서 나   모두에 대해 확률 

부여가 가능하고, 또 그 상호간의 결정에 의해 확률의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면, 이는 근원적으로 모델 M에 연원하는 것이며, 이러한 모델

이 적용된 실제의 세계에서도 결국 그 모델에 부합된 실제의 메커니즘

이 나   각각에 대응하는 사건을 생성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메커니즘과 와  , 이 삼자 사이의 관계가 나는 예컨대 대

기압의 메커니즘, 기압계의 눈금, 물의 끓는 온도 사이의 관계와 유사

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느 높은 산을 오를 때, 기압계의 눈금은 내

려가고, 물의 끓는점 역시 내려갈 것이라 상상 가능하다. 그렇다고 이

러한 두 사건 사이에 곧 인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확률적

인 상관 관계만이 존재할 따름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과학적 지식

에 의해) 그와 같은 서로 다른 두 사건을 초래한 것이 대기압의 메커

니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즉 어떤 대기압의 차이로부터 일정한 

물리적 과정을 거쳐 두 사건이 초래된 것이다. 문제의 두 사건은 결국 

그러한 메커니즘에 따라 생성된 두 결과일 따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나는 모델 M이 어떤 실제의 세계에 적용되어 증거 와 가설   
각각에 대응하는 사건을 확률적으로 생성하는 과정이라 간주할 수 있

는 메커니즘을 ‘증거-가설 생성의 메커니즘’(mechanism generating an 
evidence-hypothesis)이라 부르고, 이를 ‘MGeh’와 같은 식으로 나타내

기로 한다. 논의의 편의상, 이러한 메커니즘을 언급하고 기호를 사용할 

경우, 이하에서는 와  , 그리고 그 각각에 대응하는 사건을 서로 구

별 없이 혼용하기로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동일한 모델 상에서 서

로 다를 수도 있고, 상이한 모델 상에서 서로 다를 수도 있다. 예컨대 

전자의 경우는 MGeh와 MGeh'와 같은 식으로, 후자의 경우는 MG1eh

25) Fitelson (2006), p.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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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MG2eh'와 같은 식으로 그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러한 MGeh의 관점에서, 스틸이 논한 세 가지 입증의 측도들을 각기 

재평가해 보기로 하자.

5. MGeh와 입증의 측도들 

우선 하나의 확률 모델 M을 일정한 실제 세계에 적용하려 시도하고, 
이로써 증거-가설 생성의 메커니즘 MGeh와 MGeh'를 고려하게 되었

다고 해 보자. 이렇게 복수의 메커니즘이 고려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물론 증거 는 실제 세계와의 부합이 알려져 있지만, 그와 관련된 가

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만일  이지만  ′라면, 즉 

이미 실제 세계와 잘 부합하는 것으로 알려진 명제가 논리적으로 함축

하는 바가 ′  아닌 라면, 우리는 분명 ′  대신 를 선호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앞서의 대기압 메커니즘 사례에서, 기압계의 눈금이 낮

아진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가 해당 메커니즘의 원리에 따라 필연적으

로 물의 끓는점을 낮춘다는 가설을 함축한다면(처음에는 그 가설이 아

직 알려지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그 가설을 그처럼 함축하지 

않는 여타 가설들에 비해 분명 더 선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

로 파이텔슨의 원리 (F)이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해당 증거와 메커니즘적으로 가장 연관성이 높을 가설을 추측

해 그것을 선호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측의 합리적인 방법

은 무엇인가? 그 한 가지 자연스런 방법은 해당 증거의 확률을 높여 

주는 가설을 찾는 방법이다. 이와 동시에 그와 같은 가설 아닌 다른 

가설들은 전체적으로 그 증거의 확률을 낮춰 주는 것들이어야만 할 것

이다. 달리 말해, 그 가설의 잔여 총괄 가설은 해당 증거의 확률을 낮

춰 줘야만 할 것이다. 예컨대 역시 대기압 메커니즘의 사례에서 기압

계의 눈금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삼는다면, 물의 끓는점이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 는 해당 메커니즘 상에서 그 증거의 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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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여 주는 반면, 그 잔여 총괄 가설 ∼  , 예컨대 물의 끓는점이 변화 

없다거나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들은 그 증거의 확률을 낮춰 줘야만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방법에서 가설 가 ′보다 우월하다면, 우리는 

′보다 를 선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정식화한 것

이 바로 약한 우도의 법칙 (WLL)이다. 앞서의 논의대로, 입증의 측도 

은 이상의 두 가지 원리를 잘 만족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의 증거 가 주어지기 이전에 가설 와 ′에 대

한 사전 정보 가운데 증거와 가설 사이의 메커니즘적 연관성에 관한 

추측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만한 것이 없다고 해 보자. 이 경우 각 가

설의 사전 확률을 동일하게 두어  = ′로 보는 일은 어쩌면 

일리가 있을지 모른다(여기서 이른바 ‘사전 확률의 문제’나 ‘무차별의 

원리’를 둘러싼 문제를 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때에는 

 > ′인 순간, 식 (4.1)에 따라 곧   ∼ 

<  ∼ ′이 성립하므로, 잔여 총괄 가설의 우도에 대한 별다른 

의식 없이 우도의 대소  > ′만 가지고도 바로 입증도

의 대소    > ′  로 나아가도 좋을지 모른다. 하지만 만일 

그러한 사전 정보 중에 문제의 연관성에 관한 추측에 영향을 미칠 만

한 어떤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경우라면 물론  =

 ′로 두는 일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이때라면 오히려 그 사전 

확률의 차이가 문제의 추측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앞서 

제2절에서 다룬 무관한 딱지 붙이기의 역설과 관련한 예에서, 가설 

와 는 그 자체로 사전 확률에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즉 

 > 이다), 이로써 식 (4.1)에 따라 그 잔여 총괄 가설의 확률

에도 변화가 초래된다. 이 경우, 실로   ∼ <  ∼  ∨ ∼ 

이기도 하다(이에 대한 증명은 부록 D 참조). 만일 지금의 경우와는 

달리, 서로 다른 가설에 대해 동일한 증거가 아닌 서로 다른 증거가 

동원되는 경우라면 이러한 변화는 더욱 더 심각하게 마련이고, 이에 

대해서도 제2절에서 보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측도 이다. 반면 측도 은 무관한 딱지 붙



전 영 삼28

이기의 역설을 이와 같은 변화를 잘 고려해 해결 가능하다.  =

 일지라도,   ∼ <  ∼  ∨ ∼ 인 경우, 

  >  이기 때문이다. 또한 좀더 특수하게 만일  

이라면  이므로(가 를 별도로 논리적으로 함축하지 않는 한), 
무관한 딱지 붙이기의 역설은 이미 MGeh 상으로 매우 그럴 법한 원

리 (F)조차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역설일 따름이다. 이 경우, 앞서 제4
절에서 설명한 대로,   ∼ =0의 최저값이 되므로, 이는 어떠한 

  ∼  ∨ ∼ 보다 작은 값이 되고, 따라서 지금의 경우는 

(WLL)의 원리를 만족시키는 또 하나의 특수한 경우가 된다. 
물론 MGeh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두 가설 와 ′가 매우 특

수한 관계, 예컨대 ∼  ′의 관계를 이룰 경우라면,  >

 ′와,   ∼ = ′<  ∼ ′= 가 서로 

논리적 동치이므로, 이때에도 사실상 잔여 총괄 가설에 대한 고려 없

이 우도의 대소  > ′만으로 입증도의 대소를 말할 수 

있다. 이때라면 가설의 사전 확률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면에서 보자면, 앞서 스틸이 측도 을 옹호하며 그것이 적절히 사용되

기 위해서는 대상 가설들이 상호 배타적이며 구조적으로 동일해야 한

다고 주장했을 때, 어쩌면 암암리에 비교 가설들 사이에 이러한 특수 

관계를 전제한 것일지도 모른다. 즉 가설들의 집합 H 내에서 임의의 

두 가설 와 ′를 비교한다고 할 때, 그 가설들이 상호 배타적일 뿐만 

아니라, 이미 (문제의 두 가설 외에 여타의 가설들은 전혀 배제한 채) 
위의 특수 관계, 즉 그 가설 중 하나의 부정이 곧 다른 하나의 가설이 

되는 이른바 ‘논리적 반대’(logical opposite)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

로 본 것일지도 모른다. 이는 사전 확률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는 잔

여 총괄 가설의 우도를 고려하지 않는 측도 을 상기해 볼 때 매우 자

연스러운 의심이다. 게다가 이러한 의심은 당연히 왜 문제의 두 가설

이 구조적으로 동일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에도 답을 준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두 가설은 애초에 위와 같이 논리적으로 반

대 관계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3000이라는 가설과 ‘에펠탑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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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1000피트이다’라는 가설이 어떻게 서로 논리적 반대가 될 수 있

겠는가! 나는 이것이야말로 앞서 제3절에서 내가 스틸의 입장에 대해 

제기했던 의문에 대한 또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이 경우 스틸의 입장이 지닌 심각한 문제는, 두 가설 사이의 이와 같

은 특수 관계 하에서는, 파이텔슨이 잘 지적했듯26) 세 가지 입증 측도 

모두에서  > ′와   ∼ <  ∼ ′ 사이의 

논리적 동치 관계가 성립해, 다른 측도들에 비해 굳이 측도 을 주장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측도 의 경우, 그것이 MGeh상으로 매우 설득력 있는 원리 (F)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미 앞 절에서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여기서 MGeh상으로 불만족스러운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할 수

도 있다. 먼저   =  - = ([ /  ]-1)

이고, ′  = ′([ ′/  ]-1)이다. 따라서   

<′  일 경우일지라도,  < ′이지만  >

 ′일 수 있다. 그런데 앞서의 식 (4.1)에 따라 볼 때, 이 경우 

또한   ∼ <  ∼ ′일 수 있어, 사실상 MGeh상으로는 

   > ′  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잘 보여 주는 사례

가 슐레신저의 예를 다소 변형시킨 다음의 예라 생각한다. 그는 원래 

이 예를 에 비해 이 우월함을 보여 주기 위해 고안하였으나,27) 단
지 우리의 맥락에서 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제 어느 증거 가 가설 에 대해  =1/109로부터 

  =1/100로 확률을 올려 줄 수 있다고 해 보자. 동시에 그 증거

가 또한 가설 ′에 대해서는  ′=0.26으로부터  ′ =0.27로 

확률을 올려 줄 수 있다고 해 보자. 이 경우   =0.00999
<′  =0.01로서, 측도 에 따르면 가설 ′를 선호해야만 할 것이

26) Fitelson (2007), pp. 481-82, ft. 16 참조.
27) Schlesinger (1995), pp. 210-11; 또한 Zalabardo (2009), pp. 631-32 및 

Glass & McCartney (2015), p. 61 참조. 단, 후자의 두 경우에는 모두 그 

수치나 표기에 잘못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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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입증에 관한 일반적 직관으로는 이 경우 오히려 가설 에 

대한 입증도가 더 커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측도 가 이처

럼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은 까닭은 무엇인가? 지금의 사례에서는 분

명  < ′이다. 하지만 위에서 지적한 대로, 이때  >

 ′이고   ∼ <  ∼ ′일 수 있다. 이는 모델 M이 

적용된 실제의 사례에서 MGeh상의 와   사이의 메커니즘적 연관성

이 MGeh'상의 와 ′  사이의 그것보다 더 큼을 뜻한다. 사실상 위의 

사례는 직관적으로 이러한 사정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셈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측

도 이 적절한 답을 줄 수 있음은 물론이다.28)

6. 에 대한 두 가지 반론과 그에 대한 응답 

이상으로 나는 입증의 측도에 대한 스틸의 다원론에 반대해, 측도 만

을 옹호하는 일원론으로 나아간 셈이다. 하지만 그 동안 에 대한 반

론이 없지 않다. 물론 본 논문의 목적상 여기서 그와 같은 반론들 모

두를 남김없이 고려해 에 대한 완전한 옹호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작업은 후일로 넘기기로 하자. 여기서는 다만 그러한 반론들 가운데 

주요하다고 여겨지는 두 가지에 대해서만 증거-가설 생성의 메커니즘

이란 관점에서 그에 어떻게 재반박이 가능할지를 간략히 보여 주는 것

으로 대신하기로 한다.
에 대한 반론들 가운데 우선 고려해 볼 만한 것은 좀더 최근에 크

루피 등에 의해 제안된 새로운 측도 와 관련된 것이다. 에 대해 소

28) 사실상 의 경우 다음이 성립한다.   ∼=
   /  ∼  ∼=   ∼/
 ∼ . 따라서   1.01×107>′  1.05268이다. 이
러한 결과 자체는 Glass & McCartney (2015), p. 61에서도 보여 주고 있

다. 다만 해당 대목에서 그들의 표기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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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기 전에 그들이 에 대한 반론의 사례로서 제시한 것을 먼저 살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들은 이 그 동안 제안된 어떤 다른 측도들

에 비해 우수한 점이 있음을 보여 주면서도, 자신들의 관점에서 중요

한 한 가지 적합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예시하기 위해 

이 예를 들고 있다.
이제 어느 트럼프 카드 한 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두 장치 

과 를 이용한다고 해 보자. 이는 대체로 정확하긴 하나, 그래도 오

류 가능하다고 해 보자. 이때 장치 은 투입된 카드가 J인지 아닌지

의 여부를 95%의 정확도로 알려 주는 반면, 는 투입된 카드가 페

이스 카드인지의 여부를 역시 95%의 정확도로 알려 준다. 이러한 상

태에서 이제 잘 섞인 카드 한 벌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두 장치 모

두에 투입해 본다고 해 보자. 이 경우 ‘이 그 카드가 J라도 보고한

다’는 것을 증거  , 그리고 ‘가 그 카드가 페이스 카드라고 보고한

다’는 것을 가설 라 해 보자. 크루피 등은 이때 가 를 입증하는 

정도는 가 를 입증하는 정도보다 큼은 분명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제 다시 제3의 장치 를 고려해 보자. 이것은 투입된 카드를 역시 

95%의 정확도로 에이스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준다고 해 보자. 그리하

여 이제 다시 앞서와 유사하게 장치 와 에 새로운 카드 한 장이 

투입되어, ‘가 그 카드가 에이스라고 보고한다’는 것을 증거 로, 

그리고 ‘가 그 카드가 페이스 카드라고 보고한다’는 것을 가설 로 

두어 보자. 이에 대해 그들은 입증도  와  가 다를 이

유는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보기에 와 는 “단지 ‘거의’ 양
립 불가능할 뿐이며(‘almost’ incompatible), 그것이 전부일 따름으로 

보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 측도 의 경우에는 

 < 의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29) 

29) Crupi et al. (2007), pp. 241-42. 이 대목에서 사실상 그들은 측도   대신 

정확히는 Kemeny & Oppenheim (1952)에서 제시된 측도를 대상으로 하

고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의 (부록 C)에서 언급한 대로, 두 측도는 순서적으

로 동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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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와 관련해 문제의 두 입증도가 다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 그들의 시각은 물론 과거의 입증 측도들과는 다른 자신들의 새로

운 측도를 제안하는 관점과 연관되어 있다. 그들은 무엇보다 입증의 

논리가 연역 논리의 연장(延長)이자 일반화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바로 위의 예와 관련해서라면, 연역 논리에서  라고 해

서  라고 할 수 없듯, 일반적으로 와   사이가 입증 관계인 경우 

    라고 본다. 하지만 역시 연역 논리에서  ∼ 라고 

하면  ∼ 이 성립하듯, 반입증(disconfirmation)의 경우에는 일반적

으로  =  이어야 한다고 본다. 위의 사례에서 와   사
이는 반입증의 관계로, 그들이 보기에  와   사이에 차

이가 있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실상 그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는 새로운 

측도 를 제시했고, Crupi & Tentori (2013)에서는 그에 걸맞는 몇 가

지 공리들로부터 하나의 정리로서 다음과 같이 정리된 결과를 내놓고 

있다. 

   =










 만일  ≥인경우


 만일  ≺인경우

이 결과로 보자면, 흥미롭게도 그들은 증거가 가설을 입증하는 경우와 

반입증하는 경우에 의 식을 달리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크루피 등이 제시한 위의 사례에서 우선 정리해 둘 점이 있다. 해당 

사례에서 그들은 두 장치가 모두 95%의 정확도를 갖고 있다고 가정한

다. 따라서 이러한 장치 각각이 제시하는 증거는 그것이 주어졌을 때 

100%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때의 증거는 불확실

한 증거로서, 이와 같은 증거에 의한 확률값의 정확한 변화에 관해서

는 한층 복잡한 절차가 요구된다.30) 하지만 여기서는 이것이 핵심적인 

30) 불확실한 증거의 의한 확률값의 변화를 보여 주는 방식으로 우리는 예컨대 

‘제프리 조건화’(Jeffry Conditionalization)와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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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아니므로, 그 자세한 과정을 상세한 수식으로 보여 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 크루피 등 역시 그러한 것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와 같은 장치들을 고려한 까닭은 무엇보다 

증거 가 가설 를 결정적으로 반증하는(refute) 관계로 보지 않고 

단지 반입증하는 관계로 보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위의 

인용구에서 와 가 분명하게 양립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고 “‘거
의’ 양립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듯하다. 그
렇다면 이러한 전략이 왜 그들에게 필요했을까? 
우선은, 이렇게 했을 때, 에 대한 그들의 비판 의도대로  

< 의 결과에 이르게 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위의 사

례에서 와 는 서로 분명하게 양립 불가능하여,  ∼ 이거나 

 ∼ 의 결과를 초래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라면, 파이

텔슨의 원리 (F)에 따라 그 -값은 모두 구별 없이 최저값을 갖게 마련

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에서 

 < 와 같은 결과에 이를 이유가 전혀 없다.
반면 이제 원래 그들의 사례에서처럼 와 가 서로 ‘거의’ 양립 

불가능할 뿐이라면, 이제 우도 와 는 모두 0은 아니

나 거의 0에 가까운 값으로 거의 같은 값을 가지리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그 각각의 잔여 총괄 가설의 우도  ∼ 와 

 ∼ 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해당 증거의 불확실성은 무시

하고 단순하게 그 우도의 크기를 비교하면,  ∼ =1/4>
 ∼ =1/10이 되므로,  < 임은 분명하다. 크루피 

등은 이 결과가 비합리적이라 보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반입증의 경우를 이제 우리의 메커니즘적 관점

에서 바라본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앞서의 MGeh 내에서라면, 어느 증

거 와 가설 ∼   사이의 메커니즘적 연관성에 의해 가 ∼ 를 입증

하면 할수록 반대로 는 를 더욱 반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그 

반입증의 정도가 불변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와 같은 발

상으로, 이제 위의 예에서 와 가 서로 거의 양립 불가능해, 우도 

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예컨대 전영삼 (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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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여 총괄 가설

의 우도   ∼ >  ∼ 이라면, 이는 가 를 입증하기

보다 ∼ 를 입증하는 정도가, 가 를 입증하기보다 ∼ 를 입증

하는 정도보다 더 큼을 뜻한다. 달리 말해, 가 를 반입증하는 정도

가, 가 를 반입증하는 정도보다 더 큼을 뜻한다. 그러므로 증거가 

불확실한 경우, 그와 관련된 가설과의 메커니즘적 연관성이 적을수록

(또는 그 가설의 잔여 총괄 가설과의 메커니즘적 연관성이 커질수록), 
같은 반입증이라 할지라도 그 반입증의 정도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크루피 등은 이와 같은 점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못한 셈이다. 
그들의 이와 같은 점은 사실 위의 사례에 한정되지 않고 그들의 틀 

내에서는 보편적인 것이다. Glass & McCartney (2015)에서의 다음과 

같은 지적이 이를 잘 보여 준다.31) 이제 동일한 증거 에 대해 가설 

와 ′를 고려해, =′이고  ∼ < ∼ ′라 가

정해 보자. 그리고 이때 가 를 반입증한다고 해 보자. 그렇다면 

   와의 논리적 동치 관계에 의해, 이는  ∼ < 

임을 뜻한다. 따라서  ∼ ′<  역시 성립하고, 이는 가 ′  
역시 반입증함을 뜻한다. 그런데 반입증 시, 위의  -식에서  를 

/ 로 바꿔 놓으면, 그 결과는 / -1이 되어, 
   = ′  이 됨을 알 수 있다. 곧 위의 가정 성립 시 언제나 그 

반입증의 정도가 불변인 것이다.
이것은 물론 크루피 등이 입증의 문제에서 증거-가설 생성의 메커니

즘적 시각을 갖지 못한 탓이라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제안한 측

도 는 앞서 5절에서 소개한 슐레신저의 사례에서마저 반직관적인 결

과를 보여 준다.32) 슐레신저의 그때 예는 물론 반입증 아닌 입증의 경

우를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에 해당 값들을 대입해 보

면,    =0.00999 < ′   0.0135로서, 측도 에서와 같이 반

직관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입증의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33) 

31) Glass & McCartney (2015), p. 64.
32) 이 역시 위와 같은 곳에서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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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고려할, 두 번째 반론은 우선 Schlesinger (1995)에서 제시

된 다음과 같은 예와 관련되어 있다.34) 이제 세 학생 a, b, c가 5개의 

선택지 중 정답 하나를 골라내는 문제를 푼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하

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설을 고려해 보자.

A: a가 정답을 알고 있다/ B: b가 정답을 알고 있다/ C: c가 정답을 

알고 있다. 

그리고 ‘학생 가 정답을 맞혔다’라는 증거를 라고 해 보자. 나아가 

과거의 경험에 의해  =3/5, =2/5, =1/5와 같이 각 가설

에 대한 사전 확률을 부여할 수 있다고까지 해 보자. 이러한 상황에서 

슐레신저는 가설 A와 그 잔여 총괄 가설의 우도를 각기  =1

과  ∼  =1/5로 둘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후자의 경우, a가 정

답을 모르는 상황에서라면 그가 정답을 맞힐 확률은 5가지의 선택지 

중 어느 하나를 고를 동일한 확률로 둘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리하여 슐레신저는 사후 확률 를 다음과 같이 계산해 보

여 준다.

(6.1) =


∼∼




=×

 =15/17. 

그리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10/13, =5/9의 결과를 

얻고 있다. 
슐레신저의 이 예는 원래는 입증도의 측도 에 비해 이 우월함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위의 사례에 대해  >

33) 이와 같은 반직관적 예들의 존재 때문에, 글래스와 맥카트니는 측도 이 크

루피 등이 주장하듯 모든 면에서 연역 논리를 일반화시킨 조건들에 따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ibid.). 나 역시 그들의 견해에 동의한다.
34) Schlesinger (1995), pp. 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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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 반면  > > 이기 때문이

다. 지금의 경우, 직관적으로 보아, c가 올바른 답을 맞힌다는 것이 가

장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영서 (2010)에서는 이 사례를 측도 에 대해서까지 적용한 

바 있다.35) 그에 따르면, 세 개의 가설 각각의 우도가 모두 1로 동일하

고, 그 각각의 잔여 총괄 가설의 우도 모두 1/5로 동일하다면, 놀랍게

도  = = 가 되기 때문이다. 여영서는 이 결과 

역시 매우 반직관적이라 진단한다. 
하지만 나는 이와 같은 반론 역시 증거-가설 생성의 메커니즘에 대

한 인식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 앞서의 식 (4.1)과 (부
록 D)에서의 논의에 따르면, 위의 사례에서 가설 A, B, C는 이 순서

대로 사전 확률이 크므로, 어떤 증거에 대해 그 우도가 모두 동일한 

한, 그 잔여 총괄 가설의 우도는 반대의 순서로 커져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어떤 증거 에 대해  ∼  < ∼ 

< ∼ 가 되어야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위의 조건하에서

는 이러한 잔여 총괄 가설의 우도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설정된 바 있

다. 과연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먼저 주의할 점은, 문제의 세 가설 A, B, C 각각과 결부된 증거 역

시 서로 다른 증거 , , 라는 점이다. 그리하여 그 가설 각각에 

대한 우도가  ==로 동일하다 할지라도, 이

것이 곧 예컨대 동일한 증거 에 대해  ==

와 같은 식으로 세 가설의 우도가 동일함을 뜻하는 것은 결

코 아니다. 또한 가설 A의 잔여 총괄 가설의 우도  ∼  에서, 

이것이 예컨대 A 아닌 가설들 B나 C의 잔여 총괄 가설 와 

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도 결코 아니다. 슐레

신저의 사례에서는 세 가설 각각의 우도와 그 각 잔여 총괄 가설의 우

도가 모두 서로 다른 증거에 의해 제시되고 있을 따름이다. 반면 앞서 

식 (4.1)을 통해 우리가 증거-가설 생성 메커니즘에 따라 이와 같은 우

35) 여영서 (2010), pp.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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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들의 관계를 논할 경우에는 동일한 증거에 대해 서로 경쟁하는 가설

들을 평가하였던 셈이다. 즉 동일한 증거에 의해 어느 하나의 증거를 

선호할 수 있다면 그와 배타적인 다른 가설을 선호할 수 없는 관계에

서의 평가였다. 하지만 슐레신저의 사례에서는 예컨대 증거 에 대

해 세 가설 A, B, C가 전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다. 곧 에 의해 

예컨대 A를 선호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에 의해 B를 선호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다. 사실상 세 가설 모두 배타적인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 
a가 정답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b나 c 역시 정답을 모른다고 볼 이

유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분석으로 볼 때, 슐레신저의 사례는 각기 배타적인 가설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세 집합 H1={A, ~A}, H2={B, ~B}, H3={C, ~C}를 

고려해 서로 다른 상황에 서로 다른 세 가지 확률 모델 M1, M2, M3를 

적용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즉 배타적인 가설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집

합 H={A, B, C}을 고려해 동일한 상황에 단일한 모델 M을 적용한 

결과가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완전히 서로 독립된 메커니

즘 MG1TaA, MG2TbB, MG3TcC 내에서 각기 처음의 사전 확률과 이후

의 사후 확률을 비교하고 있을 뿐이다. MGTA, MGTB, MGTC 사이

에서의 비교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각각에서 그 가설의 우도, 그
리고 그 가설의 잔여 총괄 가설의 우도를 모델을 넘나들며 서로 동일

하게 두더라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만일 동일한 모델 내에서 서로 

경쟁하는 가설들을 고려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일은 불가능하다!). 바
로 이 때문에 -값이 동일해진 것일 뿐이다. 슐레신저는 c가 올바른 답

을 맞힌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사실임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하

나의 모델 내에서 그 사전 확률을 가장 낮게 정하고, 고정된 문제의 

두 우도에 의해 그 사후 확률을 구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로써 해당 

모델 내의 해당 메커니즘 내에서 c가 올바른 답을 맞힌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사실임은 밝힐 수 있을지 모르나, 이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른 

모델의 다른 메커니즘에서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실상 

MG1TaA나 MG2TbB에서도 이러한 일을 막을 수 있는 논리적인 이유

는 전혀 없다. 가설 A, B, C의 사전 확률이 각기 3/5, 2/5, 1/5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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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그 총합이 1이 되어, 마치 세 가설이 서로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

나, 사실상 그래야 되는 별도의 이유는 전혀 없다. 그저 가정되었을 뿐

이다. 그러므로 세 가설 모두에 대해 동일하게 가장 낮은 사전 확률 

1/5를 부여해도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이때에는 물론, 다른 조건이 

동일한 한, 사후 확률도 모두 동일하게 나와, c만이 올바른 답을 맞힌

다는 놀라운 사실이 나타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는 측

도 에 대한 적절한 반론이 될 수 없다.  

결 어

이상으로 나는 측도 만을 옹호하는 논증을 펴 왔다. 물론 이는 스틸

의 논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매우 보편적인 결론이라 할 수 

없다. 게다가 있을 수 있는 반론에 대해 남김없이 대응한 것도 아니다. 
다만 향후 입증의 측도를 계속 연구함에 있어 ‘증거-가설 생성의 메커

니즘’이란 관점이 유용한 한 가지 안내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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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입증 측도 가 (WLL)을 충족시킨다는 점에 대한 증명

먼저 동일한 증거 와 서로 다른 가설 와 ′이 (WLL)을 만족시

켜, 다음이 동시에 성립한다고 해 보자.

(i) >′,
(ii)  ∼   ∼ ′.

위의 (i)에서 

 -1>′
′ -1이 성립한다. 따라서  

->′ -′이 성립하고, 이는 곧   >′  에 해당

한다.

또한 위의 (ii)에서 ∼

∼
∼′
∼′

이 성립한다. 이에서 

1-

 1-′
′

이 성립하고, 이는  - ′ -

′와 논리적 동치이다. 따라서 또한    ′  이다. 
결국 가 위의 (i)과 (ii)를 동시에 만족시킨다면   >′  이

다. 

B. 입증 측도 가 (F)를 만족시키지 못함을 보여 주는 증명

  = -이고 ′  =′ -′라고 할 때, 
 =1이고 ′ <1이라면, 와 ′를 적절히 설정함으로

써 얼마든지 쉽사리    ′  임을 보여 줄 수 있다. Chandler 
(2013, p. 132)의 사례 중 하나를 이용하자면,  ,  , ′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강한 명제로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률

을 부여하는 확률 함수로써 예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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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5/100

∼′ 1/5 ∼∼′ 5/10

∼′ 0 ∼∼′ 0

∼∼′ 0 ∼∼ ∼′ 5/100

이 경우,   = -=1-95/100=0.05<′  =′ -
′=1/2-1/4=0.25이다.

C. 입증 측도 이 (F)를 만족시킨다는 점에 대한 증명

이 (F)를 만족시킨다는 점은 이미 (F)를 만족시킴을 잘 보여 줄 수 

있는 Kemeny & Oppenheim (1952)에서의 측도 ∼

∼
를 이

용해 증명 가능하다.
우선 다음이 성립하므로

∼

∼ =
∼∼

 ∼∼ ,

 여서  =1일 때 이 값이 1이 됨은 쉽사리 알 수 있다. 또한 

 ∼ 여서 ∼ =1일 때 이 값이 -1이 됨도 쉽사리 알 수 있

다. 이 두 경우 어느 쪽도 아닌 때에는 이 사이의 값을 갖게 될 것이

다. 특히 = ∼ 일 경우에는 이 값이 0이 됨을 알 수 있

다. 그러므로 지금의 측도는 (F)를 만족시킨다.

그런데 쌍곡 탄젠트 함수에 따르면, =tanh=cosh

sinh =
  

  

=


 

 
이 성립한다. 이제 ∼


에 자연 대수를 취한 ln∼


를 

이라 하고, 위의 케미니와 오펜하임의 측도를 라 해 보자. 그렇다면 

다음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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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h

 =
cosh



sinh



=
  

  

=
 

  =


ln ∼  
 




ln ∼  

 

 =
∼




∼




      =∼

∼ =

이로써 는 의 동조 함수(isotone function)이며, 두 측도는 서로 

순서적으로 동치이다. 이와 같은 결과 자체는 아무런 증명 없이 

Fitelson (2001, p. 42, ft. 57)에도 제시되어 있다(다만 그의 표기는 잘

못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에서 보인 대로 는 (F)를 만족시키므

로,  역시 (F)를 만족시킨다. 

D.   ∼ <  ∼  ∨ ∼ 이 성립함을 보여 주는 증명

우선 무관한 딱지 붙이기의 역설과 관련한 예에서, 가설 와 에 

대한 사전 확률 사이에는 그 자체로 확률의 연산에 의해  >

 가 성립한다. 

이제 앞서 제4절의 식 (4.1)에서 만일  = 라 가정하

고, 이를 로 두어 보자. 또한 확률 연산에 따르면 임의의 와 에 대

해 <이므로, 
 ≥ 

< 
 ≥ 

이 성립한다. 이때


 ≥ 

= , 
 ≥ 

=′로 두어 보자. 그렇다면 ∼를 변수 

로, 그리고  를 변수 로 둘 때, (4.1) 식의 두 등식 모두 =

′


의 형태로 둘 수 있다. 

이때 0<<1이고 0<<′이다. =′


에서 이제 이 분자를 다시 

=   , 분모를  '=  ′와 같이 각기 일차 함수로 나타내 보자. 지
금까지 주어진 조건에 따라 이 두 일차 함수의 그래프를 동일한 좌표 

위에 그려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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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래프를 보면, 의 값이 커질수록 그에 대응하는 와  ' 값의 

비율, 즉  / '(곧   값)이 커짐을 알 수 있다(이를 좀더 직관적으로 파

악하려면, 좌표 ( , )을 원점으로 평행 이동시킨 후, 그때의 좌표 

( , )와 비교하며 해당 비율을 비교해 보면 좋을 것이다). 

이는 식 (4.1)에서  = 라 가정한다면,  > 

인 경우,  ∼  < ∼  임을 보여 준다. 즉 두 가설 과 

  사이에서 그 사전 확률이 클수록 그 잔여 총괄 가설의 우도는 상

대적으로 작아짐을 뜻한다. 그런데 무관한 딱지 붙이기의 역설과 관련

한 예에서  = 이고  > 였다. 즉 두 가

설의 우도가 동일한 상태에서, 의 사전 확률이 의 그것보다 더 

크다. 따라서   ∼ <  ∼ ∨ ∼ 임을 알 수 있다.



우도와 증거 가설 생성의 메커니즘 43

참고문헌

여영서 (2010), “입증의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과학철학

13(2), pp. 41-69.
전영삼 (2012), “총체적 입증도, 입증도의 증가, 그리고 귀납의 방법

론”, 과학철학 15(2), pp. 101-37.
______ (2016), “베이즈 인수는 왜 그토록 효과적인가?”, 과학철학

19(2), pp. 19-67.
Barnett, V. (1982), Comparative Statistical Inference, 2nd ed., 

Chichester: John Wiley & Sons.
Chandler, J. (2013), "Contrastive confirmation: some competing 

accounts", Synthese 190: pp. 129-38.
Crupi, V. & K. Tentori (2013), "Confirmation as partial entailment: 

A representation theorem in inductive logic", Journal of 
Applied Logic 11: pp. 364-72.

Crupi, V., K. Tentori, & M. Gonzalez (2007), "On Bayesian 
Measures of Evidential Support: Theoretical and Empirical 
Issues", Philosophy of Science 74: pp. 229-52.

Edwards, A. W. F. (1992), Likelihood, expanded ed.,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Fitelson, B. (2001), Studies in Bayesian Confirmation Theory, PhD 
Dissertation, Univ. of Wisconsin-Madison. 

__________ (2005), "Inductive Logic" in S. Sarkar & J. Pfeifer 
(eds.), The Philosophy of Science: An Encyclopedia, London: 
Routledge: pp. 384-94.

__________ (2006), "Logical Foundations of Evidential Support", 
Philosophy of Science 73: pp. 500-12.

__________ (2007), "Likelihoodism, Bayesianism, and relational 
confirmation", Synthese 156: pp. 473-89.

Glass, D. H. & M. McCartney (2015), "A New Argument for the 



전 영 삼44

Likelihood Ratio Measure of Confirmation", Acta Analytica 
30: pp. 59-65.

Joyce, J. (2003), "Bayes' Theorem", in E. N. Zalta (ed.),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https://plato.stanford. 
edu/entries/bayes-theorem/.

Kemeny, J. & P. Oppenheim (1952), "Degree of Factual Support", 
Philosophy of Science 19: pp. 307-24.

Milne, P. (1996), "log[p(h/eb)/p(h/b)] is the One True Measure of 
Confirmation", Philosophy of Science 63: pp. 21-6.

Schlesinger, G. N. (1995), "Measuring degrees of confirmation", 
Analysis 55: pp. 208-12. 

Sober, E. (1993), "Epistemology for Empiricists" in P. French, T. 
Uehling, Jr., & H. Wettstein (eds.),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Vol. XVII, Philosophy of Science, Notre Dame: 
Univ. of Notre Dame Press: pp. 39-61. 

Steel, D. (2007), "Bayesian Confirmation Theory and the Likelihood 
Principle", Synthese 156: pp. 53-77.

Zalabardo, J. (2009), "An argument for the likelihood-ratio measure 
of confirmation", Analysis 69: pp. 630-35.

논문 투고일

심사 완료일

게재 확정일



우도와 증거 가설 생성의 메커니즘 45

Likelihood and Mechanisms Generating an 
Evidence-Hypothesis 

For the problem of measures of confirmation, Steel (2007) takes a 
stance of restricted pluralism admitting several measures 
simultaneously. Contrary to his view, here in this paper I shall argue 
for a monism admitting only one measure within the framework of 
his. That is just what we call the “likelihood ratio measure of 
confirmation”. For my argumentation for the measure, I propose 
importantly a new concept of mechanism generating an 
evidence-hypothesis. And I also try to answer by the concept two 
objections ever raised against the measure. Particularly the first of the 
two objections is concerned with a new measure proposed more 
recently by Crupi et al..

Keywords: likelihood, mechanisms generating an evidence-hypothesis, 
D. Steel, the likelihood ratio measure of confirmation, 
V. Crupi et 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