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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주의에 대한 베이즈주의적 분석

1)

예측주의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예측의 성공이 사후 포섭의 성공보다 상대적

으로 좋은 증거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베이즈주의가 예측 대 포

섭 논쟁을 분석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이는 한편, 예측주의가 

그럴듯해 보이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한 베이즈주의적 분석을 제시한다. 나의 

분석에 따르면, 예측의 겉보기 효과는 가설의 높은 사전 확률 또는 높은 가능

도에 의한 부산물로, ‘예측’ 자체가 증거적 뒷받침에 특별한 기여를 하는 것

은 아니다.

【주요어】예측주의,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 뒤엠-콰인 논제, 오래된 증거의 

문제, 증거, 입증의 정도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zolaist@gmail.com



정 동 욱48

1. 도입

상대적 예측주의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예측의 성공이 사후 포섭

(accommodation)의 성공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증거를 제공한다고 주

장한다.1) 패트릭 마허(Maher 1988, 1993)와 로저 화이트(White 2003)
는 베이즈주의가 상대적 예측주의를 정당화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콜
린 하우슨과 앨런 프랭클린(Howson & Franklin 1991)은 베이즈주의

가 예측주의를 반박한다고 주장한다. 에릭 반즈(Barnes 2005)는 베이

즈주의를 통해 자신의 ‘지지 예측주의(endorsement predictivism)’가 정

당화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스테판 브러쉬(Brush 1994)와 마티아스 프

리쉬(Frisch 2015)는 베이즈주의가 예측주의를 정당화하지도 반박하지

도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에서는 베이즈주의가 예측 대 포섭 논쟁을 분석하는 데 적절

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이는 한편, 예측주의가 그럴듯해 보이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한 베이즈주의적 분석을 제시할 것이다. 다만 나의 베

이즈주의적 분석에서 ‘예측’ 자체는 가설의 높은 사전 확률 또는 높은 

가능도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부산물에 불과하기에, 예측과 포섭에 

따른 입증도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사전 확률과 가능도의 차이를 낳는 

배경 믿음과 보조가설에 대한 분석에 의존할 것이다. 

2. 오래된 증거의 문제와 베이즈주의 무용론

예측 대 포섭 논쟁을 베이즈주의적으로 다루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부

 1) 예측주의자들 중 기어리(Giere 1983; 기어리, 비클, 몰딘 2008), 워럴

(Worrall 1989) 등은 가설 구성에 사용되지 않은 자료에 대한 예측의 성공

만 가설의 증거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사후 포섭의 성공은 가설에 아무런 

증거도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절대적 예측

주의’에 대해서는 직접 검토하지 않을 텐데, 그에 대한 비판적 연구로는 

메이요(Mayo 1996, 특히 8장)와 정동욱(2017)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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딪히게 되는 난관은 ‘오래된 증거의 문제’이다.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

에 따르면, 가설 에 대한 확률은 새로운 사실 의 발견을 통해 갱신

되며, 그에 따른 단순한 갱신 규칙은 다음과 같다.2)

    


 (2.1)

가 발견되었을 때 가설 의 사후 확률  는 를 발견하기 전

까지 가지고 있던 의 값으로 갱신되며, 이 값은 사전 확률 

에 를 곱한 값과 같다. 그런데 만약 가 가설 를 만들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라면,     이므로 는 가설 

의 확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오래된 증거의 문

제’라고 불리며, 이 결과에 따르면 가설보다 먼저 알려져 있던 사실은 

가설 구성에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확률 증가의 관점에서) 가설에 아

무런 증거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격한 결론은 예측

주의자들조차 바라는 결과가 아니다. 왜냐하면 가설 구성에 사용되지 

않은 자료 가 가설 의 귀결과 일치할 경우, 대부분의 예측주의자들

은 그것을 예측의 성공으로 간주하여 가설 에 증거를 제공하는 것으

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가설 에 비해 시간적으로 앞서 발견된 사실 가 가설 에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석하기 위한 고전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반사실적으

로 과거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즉 배경 믿음에서 를 비롯해 그와 유

관한 사실들을 제거하여 마치 가설 를 만든 이후에 를 발견한 상황

을 가정함으로써, 에 의한 의 입증도를 재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프리쉬3)에 따르면, 베이즈주의 자체는 어떠한 역사적 재구

성이 적절한 재구성인지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따라서 알

려진 사실 에 대한 증거 판단은 평가자의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 달라

 2)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스트레븐스(Strevens 2017)
와 하우슨과 어배크(Howson & Urbach 2006)를 참고할 것.

 3) Frisch (2015), pp.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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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된다. 즉 평가자가 가설 발견 이전에 알려진 사실들을 배경 믿음

에 포함시킬 경우, 그 사실들은 모두 가설에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 
반면 평가자가 가설 발견 이전에 알려진 사실들 중 가설 구성에 사용

되지 않은 사실들을 배경 믿음에서 제거할 경우, 가설 구성에 사용되

지 않은 사실들은 가설에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심지어 평가자가 가

설 발견 이전에 알려진 사실들을 모두 배경 믿음에서 제거할 경우에

는, 가설 구성에 사용된 사실들도 가설에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

한 문제를 지적한 후 프리쉬는 베이즈주의만으로는 가설 구성에 사용

된 사실이 가설에 증거를 제공하는지에 관한 문제에 해답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프리쉬의 결론은 증거 판단을 위한 배경 믿음이 자의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는 잘못된 가정에서 비롯된 오류로 보인다. 가 에 증거를 제

공하는지에 대한 베이즈주의적 분석을 시도할 때, 우리는 행위자의 배

경 믿음에서 최소한 를 제거해야 한다. 아래의 간단한 예를 살펴보자.
학생 세 명의 성적이 각각 80점, 90점, 100점이라고 하자. 우리는 

이 성적 자료 를 확인한 후에 이를 이용해 세 학생의 성적 평균이 90
점이라는 가설 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에 대해 베이즈주의 분석을 

적용하면, 우리는 아래와 같이 가설 의 확률이 증가하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된다.

    


  


   (2.2)

즉 이미 알고 있던 성적 자료 는 성적 평균에 대한 가설 의 확률

을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확률 증가의 관점에서 는 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가 를 논리적으로 함축한다는 

점을 이용하면, 아래의 과정을 통해   로부터   이 도출

된다.

   (가 를 함축하므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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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4)

즉 가 의 높은 확률을 강제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는 에 대한 

아주 강력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라는 결과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

다. 

가설 에 대한 믿음의 정도(사전 확률)에 알려진 사실 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다면, 동일한 사실 의 재확인에 의해서는 

에 대한 믿음이 변화할 수 없다. 

즉 우리는 식 (2.2)의 사전 확률 에는 에 의한 입증 효과가 이

미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 하에서, 베이즈주의 

자체는 보다 먼저 알려진 자료 가 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

고 말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는 적절한 증거 판단을 위해 가 제거된 

배경 믿음에 기초하여 에 의한 의 확률 변화를 분석했어야 했을 뿐

이다. 그에 따르면, 위의 사례에서 에 대한 고려는 를 고려하지 않

았을 때보다 언제나 에 대한 믿음을 증가시키며, 심지어 그 확률을 

항상 1로 보장해준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는 에 대한 아주 좋은 

증거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러한 해법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위의 사례는 

가 를 연역적으로 도출함에 따라 조건부 확률 의 값이 구체적

으로 정해진 아주 특별한 경우지만, 그 조건부 확률의 값을 알 수 없

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가설 의 확률에 대해 아무런 제약

도 주지 않는다. 정합성 조건만 고려할 경우,   은 의 확률 

에 대해 아래의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임을 말해줄 뿐이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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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 구성 과정에서 고려된 의 입증 효과가 의 사전 확률

에 반영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럴 듯한 해석일지라도, 대부분의 

경우 가설을 구성하는 데 고려된 사실은 가설의 어떠한 사전 확률도 

허용한다. 이 문제를 ‘사전 확률 부여의 문제’라고 부르자. 또한 가설 

를 구성하기 이전에 알려진 사실 가 가설 의 구성과 최초 평가 과

정에 고려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은 

일반상대성 이론()을 구성할 때 수성의 근일점 운동()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그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던 것이었다. 이 경우 의 사전 

확률에는 의 입증 효과가 반영될 수 없으며, 더구나   이므로 

의 사후 확률에도 의 입증 효과가 반영될 수 없다. 이 문제를 ‘고려

되지 않은 사실의 문제’라고 부르자.
첫 번째 문제인 ‘사전 확률 부여의 문제’부터 살펴보자. 일부 맥락에

서 이 문제는 를 고려하기 전의 앞선 사전 확률로 거슬러 올라감으로

써 해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작위 중복 추출을 사용한 어떤 로또

에서 100번의 뽑기 중 당첨 쪽지가 10번 나왔다는 사실 가 알려졌다

고 하자. 를 고려할 경우 우리는 “이 로또에서 (앞으로) 당첨 쪽지를 

뽑을 확률이 0.1”이라는 가설 에 어떤 사전 확률을 부여하는 것이 좋

을까? 적어도 당신은 그 가설에 “당첨 쪽지를 뽑을 확률이 0.5”라는 

가설 ′보다는 높은 사전 확률을 부여하려고 할 것이다. 베이즈주의적

으로 볼 때, 그러한 확률 부여는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다음의 가상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자. 이 시나리오에서 우리는 를 

알기 전에 가설 와 ′에 동등한 앞선 사전 확률     ′ 을 

부여한다(무차별의 가정). 무작위 추출을 가정할 때   ≫  ′ 
이고, 또한 100번의 뽑기에서 10번의 당첨 쪽지가 나올 확률  는 

1보다 작았다. 그러면 두 확률 와 ′ 은 아래와 같이 차별화된

다.

    ≫  ′    ′ 

즉, 를 고려한 의 사전 확률은 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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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앞선 사전 확률이 를 고려하면서 갱신된 사후 확률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를 고려한 이후에도 우리가  ≦ ′ 의 확률

을 부여하고 있다면, 우리는 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  ′ 
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

은 그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는 한 매우 불합리해 보인다. 결국 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  ′ 의 확률을 부여할 별도의 근거가 

없는 한, 를 고려하여   ′ 의 사전 확률을 부여하는 것은 지

극히 합리적으로 보인다. 
혹자는 이러한 해결책이 언제나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

질 수 있다. 를 고려하기 전까지 대안 가설들에 대한 믿음의 정도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가정은 위의 로또 사례에서나 허용될 법한 예외

적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과학적 가설들에 대한 믿음은 에 대

한 고려를 제거하더라도 동등화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대응이 가능하다. 

첫째, 앞선 사전 확률 사이의 차이를 무시한 채 확률의 증가율 

  과  ′    사이의 차이만을 비교함으로써,   하
나의 순수한 입증 효과를 비교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계산되는 각 가설에 대한 의 입증 효과는 를 뺀 나머지 배

경 믿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특히  의 값이 배경 믿음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경 믿음에 무엇을 추가하고 뺄지에 따라 

의 입증 효과는 심하게 요동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걱정은 

  와  ′    사이의 상대적인 비교가  와 상

관없이 두 가설의 가능도 비율   ′ 에만 의존한다는 점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가설 구성 과정에서 고려

된 사실 가 가설 사이의 비교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한

정할 때, 이는 분명한 희소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비교가 가

능함에도 두 가설의 확률 와 ′ 의 상대적 비율조차 확정될 수 

없다는 점은 근본적인 한계가 된다.
둘째, 가설의 평가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들을 배경 믿음에서 점

차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논쟁의 상대방과 공유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



정 동 욱54

의 배경 믿음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페르니쿠스의 가

설과 프톨레마이오스의 가설을 평가할 경우에는 물리학적, 종교적 직

관들을 배경 믿음에서 제거하고, 알려진 천문학적인 관측 결과들까지

도 제거하고서 추론을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공유된 반사실

적 배경 믿음에 기초하여 두 가설의 사전 확률을 설정한 후, 여기에 

천문학적 관측만 추가하면 물리학적, 종교적 직관을 배제한 천문학적 

관측 자료의 입증 효과를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는 마이어볼트

(Myrvold 2003)가 이미 알려진 행성 관측 결과들이 두 가설에 제공하

는 증거적 지지도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과 일치한다. 
물론 특정한 사전 확률 부여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

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예측의 

성공이 포섭의 성공보다 더 좋은 증거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베이즈주

의적 분석은 구체적인 사전 확률값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상대적 예

측주의 논제는 일차적으로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와 같은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학적 검토

는 특정한 배경 믿음 하에서 사전 확률이 구체적으로 어떤 값으로 부

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상적인 조건들

에 비추어 가설의 적절한 사전 확률을 가정한 채 분석을 시작해도 된

다. 
두 번째 문제인 ‘고려되지 않은 사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베이즈

주의에서 가정하는 공시적 정합성의 조건을 국소화해야 한다. 이에 따

르면, 어떤 가설 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판정할 때 고려되지 않은 사

실 에 대한 믿음은 에 대한 믿음과 정합적일 필요가 없으며, 둘 사

이의 정합성은 를 평가하는 데 를 고려한 이후에야 만족된다. 이러

한 해결책 하에서, 과학자는 더 이상 자신의 모든 믿음들 사이의 공시

적 정합성을 만족하면서 경험이 갱신됨에 따라 자신의 믿음들을 베이

즈주의적으로 순차적으로 갱신해 나가는 이상적인 행위자가 아니다. 
즉 과학자는 비정합적인 복수의 믿음 체계들을 가질 수 있으며, 각 체

계 내적으로는 믿음의 정합성이 보장되지만, 체계와 체계 사이에는 정

합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체계1과 체계2 하에서 에 대한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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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단  ≠

  

이때 관찰을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는 를 의 평가에 고려한다는 

것은, 를 의 값으로 갱신하는 것을 뜻하며, 이를 통해 

는 베이즈주의적 갱신 규칙에 의해 
로 갱신될 수 있다. 원

론적으로 볼 때, 이 해결책은 체계2의 믿음들을 배경 믿음에서 제거한 

상태에서부터 시작하여 체계2의 믿음들을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가상

의 시나리오를 통해 입증 효과를 평가하는 전략과 마찬가지의 해결책

이다.4)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오래된 증거에 의한 입증 효과가 프

리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의적이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따

르면 오래된 증거의 입증 효과는 우리가 배경 믿음을 어떻게 설정하느

냐에 따라 좌우될 뿐이다. 즉 배경 믿음에 를 포함하지 않으면 의 

확인에 따른 입증 효과가 나타나지만, 배경 믿음에 를 포함하면 를 

재확인하더라도 입증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프리쉬에 따르면, 이는 

순전히 평가자의 자의적 선택의 결과물에 불과하다. 물론 배경 믿음에 

 4) 두 해결책에서 더 이상 과학자는 전지전능한 완벽한 추론가가 아니다. 베
이즈주의는 과학자가 가설에 대한 믿음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추론 도구일 뿐이다. 콜린 하우슨과 피터 어배크도 반사실

적 재구성 전략을 통해 오래된 증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Howson 
1988; Howson & Urbach 2006, p. 61). 그들의 해결책 속에서 증거 판단

은 매순간 관찰의 입력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학

자의 의식적인 고려 속에서 반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베이즈주의

는 그러한 반성적 평가를 위한 추론 도구일 뿐이다. 마치 우리가 매 순간 

연역적으로 추론하진 않더라도, 인식적인 정당화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 연역 추론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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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함되었다면 갱신 규칙을 통해 입증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는 그

의 말은 맞다. 그러나 배경 믿음에 가 포함되었다면 가설의 사전 확

률 에는 이미 의 입증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

람직하며, 그 효과는 그 확률값   또는 가 고려되지 않았을 때의 

확률  과 의 비교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평균 가설의 사례는 이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다. 또한 “어떤 

사실 가 고려된” 의 사전 확률은 완전히 자의적으로 정해질 수 없

다. 왜냐하면 그 사전 확률은 가 고려되기 전의 상황으로 거슬러 올

라갔을 때 주어질 앞선 사전 확률에 기초하여 가 알려진 이후에 산출

될 사후 확률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앞선 사전 확률에 대

해 일정한 제약이 정당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주어질 수 있다면, “어
떤 사실 가 고려된” 가설 의 사전 확률은 무제약적인 선택이 될 수 

없다. 이제부터는 베이즈주의를 이용한 예측주의의 옹호 논증들을 비

판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자.

3. 마허의 예측주의 옹호 논변에 대한 비판적 검토

마허(Maher 1988, 1993)는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예측에 의한 입증 효

과가 포섭에 의한 입증 효과보다 크다는 베이즈주의적 증명을 제시했

다. 마허의 전략은 “성공적인 예측은 가설 생성 방법의 신뢰성을 입증

해주지만, 성공적인 포섭은 (적어도 같은 정도로는) 그렇지 못하다”5)

는 것을 보임으로써, 예측에 성공한 가설이 포섭에 성공한 가설보다 

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그의 기본적인 사례는 동

전 던지기로, 그는 이 사례가 주기율표의 수용과 같은 과학적인 맥락

에도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보았다. 
우선 동전 던지기의 사례부터 살펴보자. 100번의 동전 던지기를 시

행하고 있다고 해보자. 예측가는 동전 던지기 시행 전에 100회의 동전 

 5) Maher (1993), p.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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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기 결과에 대한 가설(H)을 세웠고, 포섭가는 99회의 동전 던지기 

시행 후에 100회의 동전 던지기 결과에 대한 가설(H)을 세웠다. 둘의 

가설은 모두 99회까지의 동전 던지기 결과와 일치했고, 100회째의 동

전 던지기 결과에 대해서는 ‘앞면’이라는 동일한 주장을 했다. 즉 둘의 

가설은 정확히 동일했다. 또한 경험적 증거로 간주될 수 있는 99회까

지의 동전 던지기 결과(E) 역시 동일했다. 그러나 동일한 가설과 증거

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섭 시나리오에서보다 예측 시나리오에서 그 

가설을 더 신뢰할 것이다. 왜 그럴까? 마허는 예측 시나리오에서는 증

거가 가설 생성 방법(M)의 신뢰성을 입증해주는 반면, 포섭 시나리오

에서는 그러한 입증이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나타

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마허(Maher 1988, 1993)의 베이즈주

의적 정당화는 다음과 같은 기호 정의로부터 시작한다.

E : 증거. 동전 던지기의 사례에서, E는 첫 99번의 던지기 결과이다. 
H : 가설. 동전 던지기의 사례에서, H는 E와 100번째 던지기 결과 

앞면이 나올 것이라는 명제의 연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H는 E를 함축한다.
M : (모종의) 가설 생성 방법.6)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다.
R : M이 완벽하게 신뢰할 만하다는 명제. 단순성을 위해, R이 거짓

이라면, M이 산출한 가설이 참이 확률이 단순히 찍은 것에 불

과하다고 가정한다.
MH : M이 H를 산출했다는 명제.
ME : M이 E를 함축하는 가설을 산출했다는 명제.
O : M이 H를 산출한 시점에 앞서 E의 진리치가 M에 투입되었다는 

명제. 

마허의 목적은,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증거 를 함축하는 가설 

를 산출한 방법 의 신뢰성이 포섭 시나리오()에 비해 예측 시나리

 6) Maher(1988)에서는 “the”를 사용했으나, Maher(1993)에서는 “a”를 사용했

다. 특정한 방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a”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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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에서 더 많이 뒷받침된다는 것([M13])을 증명함으로써, 최종적으

로는 증거 를 함축하는 가설 가 포섭 시나리오에 비해 예측 시나리

오에서 더 많이 뒷받침된다는 것([M1])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

한 그의 수학적 표현은 아래와 같다.7)

[M13]     

[M1]   

또한 마허는 이 증명이 멘델레예프의 원소 예측 성공과 같은 과학의 

일반적인 사례에서도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우슨과 프랭클린(Howson & Frankiln 1991)은 크게 두 가지 지적

을 했다. 첫째, 마허의 증명은 정당화될 수 없는 가정에 의존하고 있

다. 하우슨과 프랭클린은 여러 가정들을 의심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M6]   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M6]는 증거 

E가 참이라는 것을 알더라도 방법 M이 무슨 가설을 생성했는지에 대

해 모르는 조건에서는, 증거 E의 진리치가 M에 언제 투입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방법 M이 신뢰할만하다는 명제 R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하우슨과 프랭클린이 보기에, 이는 다른 조

건이 같을 경우 증거를 제공받은 M이 그렇지 않은 M보다 참인 가설

을 산출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직관에 위배된다. 둘째, 동전 던지기

의 사례는 과학의 일반적인 사례로 확장되기 어렵다. 하우슨과 프랭클

린에 따르면, 동전 던지기의 사례에서는 예측의 성공이 포섭의 성공에 

비해 가설에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은 그 사례의 

특별한 배경 조건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과학적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과학에서 가설과 예측을 산

출하는 방법은 결국 공개적인 이론을 통해서이다. 즉 동전 던지기 사

례에서 가정하고 있는 비 스런 ‘모종의’ 방법은 과학에서 존재하지 

 7) [M1], [M6], [M13] 등의 번호는 Maher(1988)의 방정식 번호를 가져온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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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에, 과학적 맥락에서는 예측 시나리오와 포섭 시나리오가 

‘모종의’ 방법을 통해 차별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8)

여기서는 동전 사례에 대해 마허의 직관적 해명과 수학적 증명을 나

누어서 비판하고자 한다. 우선 그의 직관적 해명을 검토해보자. 마허는 

예측 시나리오에서는 증거 E가 예측가의 가설 생성 방법의 신뢰성을 

입증해주는 반면, 포섭 시나리오에서는 동일한 증거 E가 포섭가의 가

설 생성 방법의 신뢰성을 입증해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런데 평가자

의 관점에서 볼 때, 두 시나리오에서 평가자에게 제공된 것은 동일한 

증거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즉 예측 시나리오에서의 평가자는 예측

가가 99회의 동전 던지기 결과를 연거푸 미리 맞추었다는 증거 을 

얻은 것이고, 포섭 시나리오에서는 포섭가가 99회의 동전 던지기 결과

에 따라 그 결과를 진술했다는 증거 를 얻은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예측 시나리오에서의 평가자는 예측가와 동전 사이에 모종의 연관(또
는 트릭)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 을 세울 수 있으며, 이 가설은 

평가자에게 제공된 증거, 즉 예측가가 동전 던지기 결과를 미리 맞추

었다는 사실 에 기초해 뒷받침될 것이다. 반면 포섭 시나리오에서는 

그러한 가설이 평가자가 얻은 증거 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 결
국 이라는 가설에 대한 차별화된 입증 덕분에 가설 H는 포섭 시나

리오에서보다 예측 시나리오에서 더 많은 뒷받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일견 마허의 예측주의적 주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첫째, 예측가와 동전 사이에 모종의 연관(또는 트릭)이 있을지도 모

른다는 가설 의 뒷받침은 전형적인 사후 포섭에 따른 증거로도 해

석될 수 있다. 즉 평가자의 입장에서 가설 은 증거 이 주어진 이

 8) 이러한 비판에 대해 마허(Maher 1993)는 두 가지로 대응했다. 첫째, 그는 

하우슨과 프랭클린이 ‘방법의 신뢰성’과 ‘가설이 참일 확률’을 혼동하고 있

다며 반박했다. 둘째, 그는 하우슨과 프랭클린이 이론과 방법을 혼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멘델레예프의 경우 그가 사용한 방법은 “원소들의 속성

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살펴보는 것”(Ibid., p. 331)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 

방법에 의해 산출된 결과물이 주기율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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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그것을 포섭하기 위해 고안될 수 있으며 에 의해 잘 뒷받침된

다. 에 대한 대안 가설이 우연 가설 뿐이라고 할 경우, 에 의한 

의 사후 확률은 아래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


 ∵ ≃  ≃

≃

그리고 이러한 계산 결과는 그 평가자가 을 제공받기 전부터 가

설 을 염두에 두고서 을 미리 예측했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둘째, 마허의 동전 사례는 인간의 능력이 실험 결과를 좌우할 수 없

는 과학적 맥락에 적용되기 어렵다.9) 사실 마허의 동전 사례는 우리가 

마술 공연을 관람할 때의 상황과 동일하다. 이 경우 마술사인 예측가

와 동전(카드든 뭐든 상관이 없음) 사이에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은)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은 0보다 어느 정도 높은 수준

의 사전 확률을 부여 받으며, 예측의 성공에 따라 금세 높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 맥락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자연현상에 

대한 예측을 아무리 잘하는 과학자라도 그 과학자가 자연과 (마술 기

법과 같은 또는 신통력과 같은) 특별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상상하기

는 어려우며, 따라서 그러한 가설은 엄청나게 낮은 수준의 사전 확률

을 부여받으며, 그가 아무리 예측을 잘하더라도 과 유사한 종류의 

가설은 높은 사후 확률을 받기 어렵다. 심지어 동전 사례를 이용한 예

측주의 옹호 논리는 가설을 미리 믿고서 실험 결과를 예측하는 과학자

를 불신하게 만드는 이유를 제공할 수도 있다. 어떤 가설을 굳건히 믿

고 있는 과학자가 자신의 실험 결과를 미리 맞추는 경우, 이는 원론적

으로는 그 과학자가 “신통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뿐 아니라 

 9) 하우슨과 프랭클린(Howson & Franklin 1991)도 동전 사례와 과학적 사례

의 차이를 지적했지만, 나의 분석은 그들과 다소 다른 측면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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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실험 결과를 조작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도 뒷받침하게 될 것

이다. 두 가설은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겠지만, 신통력 가설보다 조작 

가설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전 확률을 부여받기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적어도 과학자의 신통력보다는 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될 것이다. 
즉 예측주의를 옹호하는 듯한 마술의 사례를 과학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과학에서 예측가가 수행한 실험 결과의 가치를 깎아내리

게 될 것이다. 만약 과학자의 신통력 가설도 조작 가설도 무시할 만하

다면, 평가자는 공개적인 배경 믿음과 경험적 증거에 근거하여 예측가

의 가설과 포섭가의 가설을 차별하지 않게 될 것이다.10)

마허의 직관적 해명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었으므로, 이제 마허의 

수학적 증명을 검토할 차례이다. 우선 예측 시나리오()와 포섭 시나

리오()를 공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같아야 한다. 이번에

는 증거 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최초의 상황에서 두 시나리오에

서 이 완전히 신뢰할 만하다는 명제 의 확률이 같다고 가정해보자. 
즉 이 가정에서, 의 진리치가 에 투입된 시점이 이 가설을 산출

한 다음인지 그 전인지에 상관없이 이 완전하게 신뢰할만한 방법일 

확률은 로 동일하다.

    

이 가정은 마허의 의도에 비추어 정당화된다. 마허는 예측의 가치를 

무시하는 케인즈의 말을 뒤집으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가설이 

그 입증 사례들에 앞선다는 사실은 그 가설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11)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설 생성 방법이 완전히 

10) 한편 랭(Lange 2001)은 예측과 포섭의 차이를 보여주는 듯한 동전 사례가 

사실 무관한 연언으로 이루어진 가설(포섭의 경우)과 그렇지 않은 가설(예
측의 경우)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는 해석을 제시한다. 그러

나 랭은 예측에 성공한 가설이 왜 무관한 연언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설

로 느껴지게 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도 정당화하지도 못하고 있다. 
11) Maher (1993), p.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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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만하다는 명제 에 대해 같은 정도의 사전 확률을 부여하더라

도, 예측의 성공과 포섭의 성공을 확인한 후 의 사후 확률이 차별화

된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예측 시나리오()와 포섭 시나리오

()에서 을 동일하게 설정한 위의 가정은 건전한 출발점이 된다.
한편  외에 를 함축하는 다른 가설들의 선언으로 이루어진 가설

을 라고 하자. 동전 던지기 사례에서 는 와 100번째 동전 던지

기의 결과가 뒷면일 것이라는 가설의 연언이다. 즉 100번째 동전 던지

기의 결과가 앞면이라는 가설을 라고 할 때,   이고,  

이다. 그리고 나머지 가설들은 단순성을 위해 를 함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가설들의 선언을 ′  ∨이라고 해보자. 이제 양 

시나리오에서 기본 출발점 상에서 이 각 가설을 산출할 확률이 아래

와 같이 정해져 있다고 가정하자. 

     


     

′   ′   (단,     ,     )

한편 이 완전히 신뢰할만할 경우()에는 이 무슨 가설을 산출

하든 예측 시나리오든 포섭 시나리오든 이 산출한 가설이 참일 확률

은 1이다. 

  
    

반대로 이 완전히 신뢰할만하지 않은 경우( )는 완전히 무작위적

인 방법과 같은 신뢰도를 가진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서, 그러한 방법

으로 산출된 각 가설이 참일 확률은 그 방법이 무슨 가설을 산출했는

지와 무관하게 일정하다고 가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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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     )

이러한 조건에 따른 과 의 사후 확률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부록 1 참고).

    

 ,     

 (3.1)

  




  
,   




  
(3.2)

이 결과에서는 나 에 해당하는 항들(  ⋯ )

이 모두 제거되어 있다. 따라서         이기만 하면 

예측 시나리오와 포섭 시나리오는 과 에 대해 동일한 사후 확률을 

산출하게 된다. 따라서 마허가 내린 결론, 즉 각 시나리오에 따른 차별

화된 사후 확률을 얻기 위해서는 예측 시나리오와 포섭 시나리오에 대

해 약간의 다른 출발점을 설정해야 한다. 마허(Maher 1988)의 증명에

서 이를 가능케 해주기 위해 도입된 가정은 아래의 가정들로 보인다.

[M6]   

[M12]    

[M6]은 예측 시나리오와 포섭 시나리오에서 의 참이 주어지더라

도 가설 생성 방법 의 신뢰성은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가정이며, 
[M12]는 포섭 시나리오에서 가 참일 경우 의 신뢰성과 무관하게 

를 함축하는 가설을 산출한다는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들을 이용하여 [M13]과 [M1]을 도출하는 마허의 증명

은 아래와 같이 재구성될 수 있다.

1단계 :   인 반면,   이다. 



정 동 욱64

 



 ∵베이즈 정리

  

  
  

∵  


     

 


 


 ∵베이즈 정리

  ∵     ∵M

2단계 :   임을 보인다.

[M13]    ∵ M   

3단계 : 확률 공식을 이용하여   임을 보인다.

[M1]   

이러한 증명은 언뜻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

다. 첫째, 1단계에서 사용된 가정 [M12]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귀결을 

가진다. 이 가정은 베이즈 정리에 의해 아래와 같이 전개된다.

 


   

 
   

그런데 이 식이 언제나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식이 성립해야 한

다.

      (3.3)

즉 마허의 포섭 시나리오에서는, 다시 말해 의 진리치가 의 가

설 생성 전에 에 투입된다면(조건 의 의미), 의 참과 무관하게 

이 무조건 를 함축하는 가설인  또는 를 산출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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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정이다. 왜냐하

면 의 진위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의 진리치가 의 가설 생성 

전에 에 투입될 것이라는 조건만으로 이 를 함축하는 가설만 산

출한다는 결과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가정 [M12]는 2단계에서 사용된 가정 [M6]과 충돌한다. 

[M12]를 받아들일 경우 도출되는 (3.3) 하에서는 [M6]이 성립하지 않

기 때문이다. 

   

 

   

 
 



∴     

사실, 포섭 시나리오에서 가 참일 경우 의 신뢰성과 무관하게 

를 함축하는 가설을 산출한다는 [M12]를 받아들이더라도 부록 1에 따

라 계산을 할 경우, 두 시나리오는 초기의 차별화가 결국 상쇄되면서 

앞서 확인했던 동일한 최종 결과 (3.1)과 (3.2)를 낳을 뿐이다.

    

 ,     

 (3.1)

  




  
,   




  
(3.2)

즉,   ,   ,   가 유지되는 한, [M12]에 기초한 포섭 

시나리오도 과 에 대해 예측 시나리오와 다른 사후 확률을 도출하

지 않는다. 
결국 마허(Maher 1988)는 서로 양립불가능한 가정 [M6]와 [M12]를 

함께 가정한 후,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시점마다 둘을 

활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마허의 증명에서 핵심적인 오류

는 2단계에 있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M12]를 가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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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6]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식 (3.1)과 (3.2)에 비추어 볼 때, 
[M12]의 가정 하에서 [M13]과 [M1]을 도출하려면 추가적인 제약이 

필요하다. 우선 의 사후 확률이 시나리오에 따라 차별화된다는 

[M13]   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필요하다. 

     (3.4)

또한 만약   의 관계까지 성립한다면 [M1]도 함께 성립

하게 된다. 그런데 조건 (3.4)는 포섭 시나리오에서 이 완전히 무작

위적인 방법으로 가설을 산출했을 때 를 함축하는 가설인 나 가 

참일 가능성이 예측 시나리오에서의 가능성보다 높아야 함을 의미한다

(∨  ∨). 그러나 가 참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 가설 생성 전에 의 진리치를 에 투입할 것이

라는 정보만으로 를 함축하는 가설의 참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마허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실패는 마허의 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결함에 기인한다. 

마허의 시도에서, 포섭 시나리오의 사전 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와   등의 확률은 애초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확률들이었다. 왜냐하면 는 “이 가설을 산출하기에 앞서 의 진리

치가 에 투입되었다”는 명제로, 가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황

에 대한 완전한 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포섭 시나리오의 

건전한 출발점을 제공해주지 못한다.12) 
마허의 시도를 분석함으로써 얻게 되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 확률과 가능도에서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예측 시나리오와 포

섭 시나리오는 절대 다른 사후 확률을 산출할 수 없다. 둘째, 마허는 

예측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정당화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호 양립불가

능한 가정들을 이용했다. 셋째, 예측 시나리오와 포섭 시나리오를 라

12) 동일한 문제는 로저 화이트(White 2003)에서도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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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명제의 진위를 통해 구분하려는 마허의 방식은 두 시나리오의 공통

된 출발점을 설정해줄 수 없다. 
마허는 동전 던지기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과학 일반에 적용하고

자 했으나, 애초에 동전 던지기의 사례는 과학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이 직관적인 검토를 통해 드러났으며, 심지어 라는 명제의 진위를 

통해 예측 시나리오와 포섭 시나리오를 구분한 그의 분석은 동전 던지

기 사례조차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 과학의 일반적인 사례에서 나

타나는 예측과 포섭의 차이를 분석하기 우리는 예측 시나리오와 포섭 

시나리오를 명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구분해야 하며, 베이즈주의를 

적용할 경우 두 시나리오의 구분은 사전 확률이나 가능도의 차별화를 

통해 나타나야 할 것이다.

4. 무조건부 예측과 포섭의 구분: 사전 확률의 차별화

에릭 반즈(Barnes 2005)는 마허의 직관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지지 

예측주의”를 주장한다. 반즈에 따르면, “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을 

자신 있게 하고 있는 예측가는 증거 가 나타나기 전부터, 즉 에 대

한 고려와 무관하게, 를 함축하는 가설 에 높은 확률을 부여하고 

있었던 반면, 포섭가는 를 고려한 후에만 에 높은 확률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이제 예측가 또는 포섭가의 발표를 지켜

보는 제3의 평가자를 생각해보자. 이 평가자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

라 자신의 믿음 수준 를 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그 평가

자는 예측가가 에 대한 정보 없이도 를 함축하는 가설 를 주장하

는 것을 보며, (그 예측의 성공과 무관하게) 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즉,  외의) 근거 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예측 

시나리오). 반대로 그 평가자는 포섭가의 발표를 보면서는 를 뒷받침

하는 별도의 근거 이 존재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것이다(포섭 

시나리오). 즉 예측가를 지켜본 평가자는 포섭가를 지켜볼 때보다 에 

대한 정보와 무관하게 의 존재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것이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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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사전 확률 의 값을 상대적으로 높게 조정할 것이다. 반즈는 

이를 ‘예측 자체’의 효과라고 불렀다. 이후 그 가 의 귀결과 일치하

는 것을 확인했을 때, 예측가를 지켜본 평가자는 의 확률을 더 높이

게 되지만, 포섭가를 지켜본 평가자는 의 확률을 높이지 못한다. 반
즈는 이를 ‘예측 성공’의 효과라고 불렀다. 반즈에 따르면, ‘예측 자체’
의 효과와 ‘예측 성공’의 효과가 결합되어 결국 예측 시나리오의 평가

자는 포섭 시나리오의 평가자보다 가설 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

후 확률을 부여하게 된다. 즉   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13) 
반즈의 시도는 마허의 시도와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첫째, 둘

은 모두 가설과 증거가 완전히 동일한 상황에서도 예측 시나리오의 평

가자가 포섭 시나리오의 평가자보다 가설에 높은 사후 확률을 부여하

게 된다고 주장한다. 둘째, 둘은 모두 예측 시나리오와 포섭 시나리오

에서 다른 결과가 산출되는 이유를  자체보다는 의 제안 배경에 

호소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단, 마허는 가설을 산출한 ‘방법’을 도입한 

반면, 반즈는 가설을 제안한 ‘근거’를 도입했다. 둘은 그 의 제안 배

경이 시나리오에 따라 동일한 증거에 의해 차별화된 뒷받침을 받게 되

고, 그것이 결국 의 사후 확률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즈의 시도는 마허의 시도와 중요한 지점에서 다르다. 첫째, 

반즈가 보기에 과학적 가설의 생산은 추측 또는 창조의 문제이다. 따
라서 마허가 도입한 가설 생성 ‘방법’은 과학의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반즈는 가설의 생성 ‘방법’ 대신 가설

의 제안 ‘근거’를 도입한 것이다. 둘째, 반즈는 예측 시나리오와 포섭 

시나리오를 별도의 명제를 통해 구분하지 않고, 를 뒷받침하는 별도

의 근거가 존재할 가능성의 차이를 통해 구분했다. 반즈에 따르면, 예
측가와 포섭가는 평가자의 배경 믿음과는 상이한, 따라서 평가자에게

는 불확실한, 배경 믿음 와 를 각각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예측가

가 에 대한 경험적 확인 없이도 를 함축하는 를 자신 있게 주장

13) 예측 시나리오에 의한 확률에는 아래첨자 1을, 포섭 시나리오에 의한 확률

에는 아래첨자 2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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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면, 포섭가가 에 대한 경험적 확인 전에는 를 주장할 수 없었

다는 것은 다음을 암시한다. 

[B1]   

반즈에게는 이 조건이 예측 시나리오와 포섭 시나리오 사이의 원초

적 차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반즈와 마허가 제시하는 예측

주의 정당화 논변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마허가 

“가설이 그 입증 사례들에 앞선다는 사실은 그 가설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Maher 1993, p. 330)는 주장을 다른 그럴듯

한 전제로부터 수학적으로 도출하고자 했다면, 반즈는 그 주장을 기본 

전제로 삼아 예측 상황과 포섭 상황에서 가설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

는 정도가 차별화된다는 것을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이제 반즈의 증명을 검토해보자. 반즈는 [B1]     

외에는 두 시나리오의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후, 그로부터 다음과 

같은 식을 도출한다. 

[B10]   &    (단, 는 상수)
[B11]   &    (단, 는 상수)

반즈는 이로부터 아래의 (A)와 (B)의 부등식을 각각 증명함으로써, 
  임을 증명한다. 

(A) &  &

(B)   

(A)는 &  &  과  &


&

 &


&

라는 세테리스 파리부스 조건 및 [B1]로부터 따라나오는데, 반즈는 이

를 ‘예측 자체’의 효과로 규정한다. 한편, (B)는 예측 시나리오에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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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에 의해 갱신된 의 확률이 포섭 시나리오에서 증거 에 의해 

갱신된 의 확률보다 크다는 것으로, 앞서 말한 ‘예측 성공’의 효과

에 해당한다. 
최종 결론인   는 [B10]과 [B11]의 비교를 통해 도

출되는데, 이에는 (A)와 (B)가 함께 기여한다. 따라서 반즈는 두 시나

리오에서 나타나는 사후 확률의 차이가 ‘예측 자체’의 효과와 ‘예측 성

공’의 효과의 결합으로 설명되었다고 주장한다. 
반즈의 수식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그에 대한 해석이다. 

반즈는 예측 시나리오와 포섭 시나리오에서 나타나는 사후 확률의 차

이   가 (A)와 (B)의 결합으로 나타난 것이며, 달리 

말하면 ‘예측 자체’와 ‘예측 성공’의 효과가 결합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쉽게 정당화되지 않는다. 우선 (A)를 

‘예측 자체’의 효과로 부르고, (B)를 ‘예측 성공’의 효과로 구분하여 

명명하는 근거가 분명치 않다. 우리는 [B1]을 ‘예측 자체’의 효과로 부

른 후, 사후 확률의 차이에 해당하는 부등식들은 모두 [B1]과 결합한 

예측 성공의 효과로 불러도 무방하다. 둘째, (A)와 (B), 그리고 H의 사

후 확률 차이 모두 [B1]의 귀결로서, 그들 사이의 인과 관계 또는 전

제-결론 관계는 본질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셋째, 확률의 증가 비율

의 측면에서 보면 는 예측 시나리오에서보다 포섭 시나리오에서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한다. 이는 ‘예측 성공’의 효과라고 특별히 부를 만한 

것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이는 다음의 재구성을 통해 더 명확

해질 것이다. 
예측 시나리오와 포섭 시나리오를 구분하는 근본 조건은 아래와 같

으며, 이는 반즈의 기본 가정 [B1]과 같다.

       (4.1)

나머지 세테리스 파리부스 조건은 아래와 같다.14) 

14) 반즈(Barnes 2005)의 세테리스 파리부스 조건들은 이 논문의 조건들과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조건들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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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  &  

식 (4.1)과 위의 세테리스 파리부스 조건들로부터, 우리는 아래의 결

론들을 도출할 수 있다(부록 2 참고).

   (4.2)







(4.3)

   (4.4)
   (4.5)

식 (4.4)와 식 (4.5)의 결론은 모두 반즈의 결론과 동일하다. 그러나 

식 (4.5)가 식 (4.4)에 기여한다는 반즈의 결론은 얻기 어렵다. 오히려 

다음의 식을 통해 보면, 식 (4.4)가 식 (4.5)에 기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4.6)

 


 


 (4.7)

즉, 식 (4.1)과 케페리스 파리부스 조건으로부터 와 와 

 ,  , 가 정해진 후,    의 갱신이 일어나면서 

 와  가 와 로 갱신되고, 그에 의해 

15) 예측가의 배경 믿음 가 가설 를 독립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

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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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가 뒤따라 갱신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

이다. 물론 방정식의 좌우항들은 등호로 연결되어 있을 뿐, 그것만으로

는 방향성을 알 수 없다. 베이즈주의가 말해주는 바는 가 확인되는 

순간 정합적이 믿음 체계를 위해 그와 유관한 여러 명제들에 부여된 

값들이 함께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뿐이다. 가설과 배경 믿음이 모두 

와 유관할 때, 의 확인에 의해 가설의 확률이 먼저 갱신된 후 그에 

의해 배경 믿음의 확률이 갱신되는지, 아니면 의 확인에 의해 배경 

믿음의 확률이 갱신된 후 그에 의해 가설의 확률이 갱신되는지는 베이

즈주의적으로 분석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더 흥미로운 귀결은 다음의 분석에서 드러난다. 예측 시나리오에서

의 의 사전 확률은 포섭 시나리오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된

다(식 4.2). 그러나 예측 시나리오에서 의 확률 증가율은 오히려 포

섭 시나리오에서의 확률 증가율보다 낮다(식 4.3). 확률 증가율의 측면

에서만 보면 예측의 성공이 포섭의 성공보다 오히려 가설을 덜 뒷받침

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행히 예측 시나리오에서 가설 의 사후 확률

은 포섭 시나리오에서의 사후 확률보다 높다(식 4.4). 그렇다면 우리는 

예측 시나리오에서 나타나는 가설의 높은 사후 확률은 낮은 확률 증가

율을 상쇄하고 남을 정도의 높은 사전 확률 덕분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예측주의가 작동하는 한 가지 상황을 알려준다. 어떤 

사람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무조건부) 예측을 자신 있게 한다

는 것은 그가 자신의 예측에 사용한 가설에 대해 독자적인 근거를 어

느 정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우리는 포섭가의 가설에 비

해 예측가의 가설에 높은 사전 확률을 부여하게 되고, 그 효과가 가진 

적절한 제약 덕분에 예측이 성공했을 때에도 예측가의 가설은 (낮은 

확률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사후 확률을 얻게 된다. 사실 이 

결과는 높은 사전 확률에 의한 결과로, ‘예측’이란 행위 자체로부터 직

접 추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예측가의 ‘예측’이 단순한 찍기

에 불과한 일이었다면 위의 추론은 모두 근거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

이다. 즉 위의 결론들은 ‘가설에 대한 높은 사전 확률 부여자로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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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가’라는 특정한 예측 시나리오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부산물인 것이

다.
여기서 중요하게 지적할 문제가 또 하나 있다. 반즈는 예측가의 배

경 믿음 와 포섭가의 배경 믿음 의 실제 내용을 건드리지 않았

다. 즉 그 지식은 ‘미지의 지식’이다. 그런데 앞의 분석에 따르면, 제3
의 평가자가 예측가의 가설을 포섭가의 가설보다 더 신뢰하는 이유는 

라는 예측의 ‘성공’보다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 별도의 지식 에 

근거한다. 그러나 그 의 내용은 베일에 가려 있다. 만약 그 평가자

가 비전문가라면 이러한 평가에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전

문적이고 비판적인 평가자라면 그의 평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

다. 그는 예측가의 배경 믿음 의 내용을 분석하여 정말로 그의 배경 

믿음 에 의해 가 뒷받침되는지를 직접 확인하려고 할 것이다. 만
약 이러한 확인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애초에 가정했던 예측의 특별한 

효과는 사라지고, 가설 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근거가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에 의해서만 가설의 확률이 결정될 것이다.16)

5. 조건부 예측과 포섭의 구분: 가능도의 차별화

우리는 예측가를 ‘가설에 대한 높은 사전 확률 부여자’로서 두지 않는 

경우도 상상할 수 있다. 우리는 가설에 대해 그다지 높은 믿음을 부여

하지 않으면서도, “가설이 옳다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

16) 명시적인 내용의 중요성은 다음의 문제로부터도 강조될 수 있다. 예측가가 

가진 ‘미지의 지식’에 근거한 추론에 따르면, 예측가의 예측 성공으로부터 

그가 주장하는 다른 모든 주장이 뒷받침될 우려가 있다. 마허의 사례에서 

99번의 동전 던지기 결과를 예측하여 맞춘 예측가의 다음 예측은 그 내용

이 무엇이든, 즉 100번째 동전 던지기 결과에 대한 예측이 아니더라도, 믿
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내용의 유관성을 따져 그러한 판단을 막고 싶지

만, 예측가가 가진 ‘미지의 근거’ 때문에 우리는 그 유관성을 판단할 수 없

다. 따라서 적절한 제어를 위해서는 근거가 명시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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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티코 브라헤는 코페르니쿠스의 가설을 믿

지 않으면서도 코페르니쿠스의 가설이 옳다면 별의 연주시차가 관측되

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반즈의 예측가가 ‘무조건적인 예

측가’였다면, 여기서의 예측가는 ‘조건부 예측가’이며, 과학철학의 주

된 맥락에서 ‘예측’은 ‘조건부 예측’에 가깝다.
조건부 예측을 이용하여 예측가와 포섭가를 구분할 수 있을까? 보

통 가설로부터 특정한 경험적 귀결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보조가설이 

사용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누군가 “가설이 맞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

날 것”이라는 예측을 자신 있게 하면서 그 예측에 자신이 별로 믿지 

않는 보조가설을 사용하는 것은 이상한 일일 것이다. 즉 예측가는 가

설로부터 현상을 도출하는 데 높은 신뢰도를 가진 보조가설을 사용하

거나 아예 보조가설을 사용하지 않는 반면, 포섭가는 현상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신뢰하지 않았을 보조가설을 자신의 가설과 결합하여 현상을 

도출하는 경우를 상상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 대 포섭의 문제를 현상

이 확인되기 전의 반사실적 배경 믿음에 기초하여 가설과 보조가설에 

부여했을 법한 사전 확률들을 고려하여 분석하게 되면, 이 문제는 뒤

엠-콰인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베이즈주의적 분석과 동일해진다.
이제 우리는 예측가의 가설 과 포섭가의 가설 가 경쟁하는 다

음의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17) 예측가는 가설 과 함께 이라

는 보조가설을 이용하여 를 예측하는 데 성공한 반면, 포섭가는 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를 통해 를 예측할 수 없었고, 가 나타나자 

와 함께 라는 보조가설을 이용하여 를 포섭하는 데 성공했다. 
“가 나타나기 전에 을 통해 를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

하여 에는 높은 확률이 부여되고,18) “가 나타나기 전까지 

17) 2절과 3절에서는 동일한 가설을 이용한 예측 시나리오와 포섭 시나리오를 

비교했다면, 4절에서는 예측가의 가설과 포섭가의 가설이 서로 다른 경우

를 가정할 것이다. 이는 실제 역사에서 자주 벌어지는 이론 경쟁 상황을 

흉내 내기 위한 것이다.
18) 만약 보조가설을 사용하지 않고서 를 예측한 경우가 있다면, 이는 보조가

설 이 논리적 참 또는 의 논리적 귀결들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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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에는 낮

은 확률이 부여된다. 이와 같은 설정은 다음의 조건으로 표현된다.

      

∧  ∧  

만약 아래와 같은 세테리스 파리부스 조건이 성립할 경우,

∧  ∧  

다음의 결론이 도출된다.

    

즉 예측가의 가설과 포섭가의 가설은 애초에 가능도에서 차이가 있

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확률 증가

율의 차이를 낳게 된다. 







 

증거적 지지도를 확률 증가율로 측정할 경우, 이 시나리오 상에서 

예측의 성공과 포섭의 성공은 차별화된 증거적 지지도를 산출한다고 

볼 수 있다.19) 또한 두 가설의 사전 확률이 같을 경우에는 예측가의 

하여   로 간주할 수 있다.
19) 이러한 분석은 보조가설 문제에 대한 스트레븐스(Strevens 2001)의 베이즈

주의적 분석과 일맥상통한다. 그에 따르면, 첫째, 가설 와 보조가설 에 

의한 예측이 에 반증될 경우, 의 에 대한 반증 효과는 의 신뢰성 

가 높을수록 커지며, 이때 를 새로운 보조가설 ′에 의해 구제할 

경우, 에 의한 의 입증 효과 역시 ′에 신뢰성 ′ 가 높을수록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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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이 포섭가의 가설 보다 높은 사후 확률을 얻게 되므로,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후 확률에 의존한 이론 평가 역시 예측가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20) 
다만 보조가설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원래 예측주의 논제

는 예측에 성공한 가설이 포섭을 위해 고안된 가설보다 더 좋은 증거

를 얻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시나리오에서 포섭을 위해 고안된 

가설은 가설 가 아니라 보조가설 이다. 따라서 우리는 보조가설

에 대해 예측주의 논제가 성립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는   이 성립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그러나 이 부등식은 성립하기 어렵다. 역사적 사례를 하나 생각해

보자. 

진다. 이러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뒤엠-콰인 문제에 대한 베이즈주의적 해

법으로 제시된 것이지만, 예측과 포섭의 차이를 이 절에서 분석한 것처럼 

보조가설에 대한 차별화된 신뢰성에 따른 가능도 의 차이로 분석할 

경우, 예측과 포섭의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예측과 

포섭을 차별하고자 한 예측주의자들의 의도에 비추어 보아도 적절한 적용

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적용을 위해서는 가 나타나기 전이었더라

면 에 부여했을 법한 확률을 반사실적으로 재구성하는 사고 실험이 필요

하다. 스트레븐스 본인은 반사실적 재구성 전략에 회의적이지만(Strevens 
2017, pp. 126-7), 뒤엠-콰인 문제는 보통 가설의 예측 실패 후 가설을 구

제하기 위해 새로운 보조가설을 도입하는 상황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의 분

석이 보다 실제적인 뒤엠-콰인 문제에 적절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사실

적 배경 믿음에 기초한 확률 부여가 필수적이다. 만약 반사실적 배경 믿음

에 기초한 확률 부여에 호소하지 않을 경우, 그의 깔끔한 분석은 실제 문

제에 거의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20) 물론 조건부 예측가의 가설이 포섭가의 가설보다 낮은 사전 확률을 가질 

수도 있으며, 심지어 그러한 낮은 사전 확률이 조건부 예측에 의한 높은 

확률 증가율의 장점을 모조리 상쇄시킬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태양중

심설과 지구중심설이 행성 운동에 대한 관측 결과들로부터 얻는 증거적 지

지도는 이러한 방식으로 비교·분석될 수 있는데, 나는 이를 정동욱(2018 
예정), 6장에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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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중심설()은 적당한 항성 천구의 크기()에서도 연주시차가 

관측되지 않을 것()을 예측하여 성공하는 반면,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은 연주시차가 관측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항성 천구의 

크기를 대폭 키움으로써() 겨우 포섭하게 된다.

∧ ≃ & ∧ ≃

∧ ≃ & ∧ ≃

우주에는 빈 공간이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토성 천

구와 항성 천구 사이에는 커다란 빈 공간이 있어서는 안 되었으며, 

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태양중심설 역시 항성 천구의 크기를 그렇게 

키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의 부등식을 가정할 만하다.

  

이를 통해 당대의 일반적인 평가자들은   를 설정하

게 되고, 결국   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 
즉 연주시차 문제는 연주시차의 부재를 사후적으로 포섭한 태양중심설

보다 자신 있게 예측한 지구중심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연주시차의 부재를 자신 있게 예측한 지구중심설보

다 이를 사후 포섭한 태양중심설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연

주시차 문제를 상쇄할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실제로 소수를 제

외한 당대의 많은 학자들은 지구중심설을 수용했다. 
다만 이 사례에서 태양중심설을 전제하면 항성 천구가 엄청나게 크

다는 보조가설 는 를 고려함에 따라 확률이 증가하는 반면, 지구

중심설 하에서는 항성 천구가 적당한 크기라는 보조가설 은 를 고

려해도 확률이 증가할 이유가 없다. 즉 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게 될 

때, 지구중심설 하에서는 이든 이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 ≃이 성립하는 반면, 태양중심설 하에서는  외
의 가설이 절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 ≫ 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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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두 보조가설의 확률 증가율에 대해 

  의 부등식이 성립할 여지가 충분히 있

는 것이다. 
이러한 보조가설의 문제는 예측주의의 논리적 결함을 드러내긴 하

지만, 예측주의의 동기에 비추어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워럴

(Worrall 2010)과 같은 예측주의자들은 가설의 예측이 관찰과 일치하

지 않음에도 임시방편의 보조가설을 통해 증거를 사후 포섭함으로써 

가설을 구제하는 시도에 대해 우려했다. 이것이 허용된다면 가설은 반

증으로부터 영원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독단적인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들은 포섭의 성공을 예측의 성공에 비해 낮게 평가

하는 방법론적인 제안을 하게 되었다. 이때 예측주의자들의 관심은 애

초에 핵심 가설 또는 이론이지 포섭을 위해 고안된 보조가설이 아니었

던 것이다.
그렇다면 원래의 핵심 문제로 돌아가 보자. 왜 예측의 성공이 포섭

의 성공보다 가설에 더 좋은 증거를 제공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지금

의 시나리오에서 조건부 예측의 성공과 사후 포섭의 성공은 현상 의 

이론적 도출 과정에 사용된 보조가설의 사전 확률에 의해 차별화된다. 
“가 옳다면 가 나타날 것”이라는 조건부 예측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미 신뢰하고 있던 보조가설이 예측 과정에 사용되

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러한 예측을 자신 있게 할 수 없었던 포섭 

과정에서는 애초에 높은 확률을 부여하고 있지 않던 보조가설이 사용

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측가와 포섭가가 사용한 보

조가설의 사전 확률 차이는 두 시나리오에서 가설에 의한 가능도의 차

이를 낳으며, 결국 각 가설이 증거로부터 뒷받침되는 정도의 차이를 

낳게 된다. 
3절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는 예측주의의 직관을 해명해주는 것처

럼 보이지만, 동시에 예측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조
건부 예측의 성공과 포섭의 성공을 구분하는 가설의 가능도 차이는 이

론적 도출 과정에서 사용한 보조가설 과 의 신뢰성 차이에서 비

롯된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비판적인 평가자라면 예측 여부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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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을 평가하는 대신에 보조가설 과 의 신뢰성을 직접 분석하여 

판단하고자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확인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애초에 

가정했던 예측의 특별한 효과는 사라지고, 신뢰할만한 보조가설을 사

용했는지 아닌지에 의해서만 가설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정도가 

결정될 것이다. 만약 동일한 신뢰도의 보조가설을 사용했다고 판단될 

경우, 가설과 증거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아무

런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하며, 우리에겐 예측가의 가설과 포섭가의 가

설을 차별할 이유가 사라진다. 

6. 결론

이 논문에서는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을 이용하여 상대적 예측주의 논

제를 검토해 보았다. 나는 사후 포섭된 오래된 증거를 베이즈주의적으

로 다루기 위해 과거를 재구성하는 방법을 채택했으며, 이는 평가자가 

증거에 대한 판단을 시도할 때, 평가자의 믿음들이 적절한 공통의 출

발점으로부터 통시적, 공시적 정합성을 만족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

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마허의 예측주의 증명을 검토한 결과, 그의 증명은 양립할 수 없는 

가정들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얻어진 결과임이 밝혀졌다. 또한 예측

과 포섭을 특정한 명제의 참/거짓을 통해 구분하려는 마허의 시도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베이즈주의는 결

국 완전히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면 완전히 동일한 결과만 낳는다

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예측과 포섭의 증거적 차이를 베이즈주의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설의 사전 확률 또는 가능도의 차이를 전제해야 했다. 이는 나

름의 개연성을 가진다. “어떤 현상 가 나타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예측한 예측가는 그렇지 못한 포섭가보다 자신의 가설에 높은 사전 확

률을 부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가설 가 옳다면 어떤 현상 

가 나타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예측한 예측가는 그렇지 못한 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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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다 자신의 가설로부터 현상이 나타날 확률, 즉 가능도를 높게 부

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를 가정할 경우 예측주의적 논

제들을 증명할 수도 있다. 즉 예측과 포섭을 사전 확률의 차이로 구분

할 경우, 예측가의 가설이 독립적인 근거에 의해 뒷받침됨에 따라 포

섭가의 가설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으며, 조건

부 예측과 포섭을 가능도의 차이로 구분할 경우, 조건부 예측가의 가

설의 확률이 포섭가의 가설보다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할 것이라는 결론

도 내릴 수 있었다. 
이러한 결론은 예측의 성공이 포섭의 성공보다 더 좋은 증거를 제공

한다는 예측주의의 직관을 해명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예측과 포섭의 차이를 증거 판단의 부차적인 요소로 전락시킨다. 
베이즈주의적 분석에서 예측과 포섭은 가설의 사전 확률 또는 가능도

의 차이에 의해 구분되며, 그것의 궁극적인 증거 판단은 가설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존재하는지 또는 예측 과정에서 신뢰할만한 보조가설을 

사용했는지에 달려 있다. 즉 ‘예측’ 자체는 높은 사전 확률 또는 높은 

가능도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부산물에 불과하며, ‘예측’ 자체가 증거

에 특별한 기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예측주의자들에 의해 예측의 성공이 더해준다고 간주된 특

별한 가치는 다음과 같은 평범한 원리로 환원된다. 첫째, 다른 조건이 

같다면 별도의 근거가 있는 가설을 더 신뢰하라. 둘째, 다른 조건이 같

다면 현상에 대해 보다 높은 가능도를 가진 가설을 보다 신뢰하라. 이
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측과 포섭에 대한 고려는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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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마허식 예측 시나리오와 포섭 시나리오의 재구성

그림 1. 마허식 예측 시나리오에서 

각 명제들 사이의 관계와 확률. 실선

화살표는 일 경우, 점선 화살표는 

일 경우를 뜻한다. 

 

그림 2. 마허식 포섭 시나리오에서 

각 명제들 사이의 관계와 확률. 실선 

화살표는 일 경우, 점선 화살표는 

일 경우를 뜻한다. 

동전 던지기 사례에 대한 마허식 예측 시나리오와 포섭 시나리오에

서 증거 가 가설   및 가설 생성 방법 의 신뢰성 을 뒷받침하

는 정도를 공정하게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초적 가정을 했다.
 

     

즉 두 시나리오에서 사용된 가설 생성 방법의 신뢰성은 다른 사항을 

모르는 한 동일하다. 한편 주어진 가설 와 를 함축하는   외의 

가설들의 선언으로 이루어진 가설  , 그리고 를 함축하는 가설 

 ′에 대해, 양 시나리오의 기본 출발점 상에서 이 각 가설을 산출

할 확률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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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     )

한편 이 완전히 신뢰할만할 경우()에는 이 무슨 가설을 산출

하든 예측 시나리오든 포섭 시나리오든 이 산출한 가설이 참일 확

률은 1이다. 

  
    

반대로 이 완전히 신뢰할만하지 않은 경우( )는 완전히 무작위

적인 방법과 같은 신뢰도를 가진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서, 그러한 방

법으로 산출된 각 가설이 참일 확률은 그 방법이 무슨 가설을 산출했

는지와 무관하게 일정하다고 가정하자. 

     

      

′    ′    
(단,     ,     )

이러한 가정은 그림 1과 2의 도식으로 표현되며, 두 시나리오의 비

교에 필요한 각 확률들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예측주의에 대한 베이즈주의적 분석 83

 







  

 


   

 


 





  


∵  

   



 
















 

 
 



 



  



   

 × 


 


× 

 

 



  





정 동 욱84

위와 같은 계산 결과를 통해 우리는 가설 생성 방법이 완전히 찍기

일 경우에 각 가설을 도출할 확률들이 동일하기만 하면

(        ), 예측 시나리오와 포섭 시나리오는 서로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포섭 시나리오에서 가 참일 경우 의 신뢰성과 무관하게 

를 함축하는 가설을 산출한다는 다음의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

[M12]    

이는     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가정을 포섭 시나리오에 대

입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포섭 시나리오의 사후 

확률  와 는 와 의 값에 의존하지 않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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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반즈식 예측 시나리오와 포섭 시나리오의 재구성

그림 3. 예측 시나리오.

 

그림 4. 포섭 시나리오.

예측 시나리오와 포섭 시나리오를 구분하는 근본 조건은 아래와 같

으며, 이는 반즈의 기본 가정 [B1]과 같다.

       (4.1)

나머지 세테리스 파리부스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그림 3과 4
로 도식화될 수 있다.

     
        

1)

    

&  &  

&  &  

식 (4.1)과 위의 세테리스 파리부스 조건들로부터 다음이 계산된다.

1) 예측가의 배경 믿음 가 가설 를 독립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

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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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esian Analysis of Predictivism

Predictivism argues that, other things being equal, success of 
prediction provides relatively better evidence for hypotheses than 
success of accommodation. This paper shows that bayesianism can be 
used to analyze the debate of prediction vs. accommodation, and 
provides bayesian analyses of two situations which seem suitable to 
predictivism. In my bayesian analyses, the apparent superiority of 
prediction over accommodation is just a by-product of high prior 
probability or high likelihood of hypotheses, so ‘prediction’ by itself 
cannot provide extra evidential weight for hypotheses.

Keywords: predictivism, Bayesian confirmation theory, Duhem-Quine 
thesis, problem of old evidence, evidential weight, degree 
of confi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