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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와 가설 사이의 입증 관계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은 현대 과학

철학의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최근 출판된 입증 에서 이영의, 
최원배, 여영서, 박일호는 증거와 가설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입증 이

론을 그것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능한 한 가정하지 않고 친절한 방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 이들은 세 가지 대표적인 입증 

이론인 가설연역법의 입증 이론, 헴펠의 입증 이론, 베이즈주의의 입증 

이론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인 1장에서는 

책 전체 논의의 중심이 되는 개념인 증거, 가설, 입증, 반입증, 중립 관

계를 설명한다. 우선 입증 이론에서 증거와 가설이 각각 무엇을 의미

하는지 구체적 예를 통해 쉽게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입증, 반입증, 
중립 관계가 입증 이론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밝힌다. 두 번째 

부분인 2, 3장에서는 대표적인 정성적(qualitative) 입증 이론을 다룬다. 
2장에서는 가설연역법의 입증 이론을 다룬다. 우선 가설연역법이 무엇

인지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설연역법의 입증 이론과 그것이 지니

는 문제점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3장에서는 헴펠의 입증 이론을 

다룬다. 우선 ‘입증의 역설’ 또는 ‘까마귀 역설’을 소개하고, 이 역설의 

정확한 성격과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특히 ‘입증의 역설’에 대한 

헴펠 자신의 진단과 해결책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 다음 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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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의 입증 이론을 살펴본다. 마지막 부분인 4, 5장에서는 대표적인 정

량적(quantitative) 입증 이론인 베이즈주의의 입증 이론을 다룬다. 4장
에서는 우선 믿음의 정도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믿음의 정도 사이의 

정합성 원리인 확률주의(Probabilism)와 믿음의 정도의 변화와 관련된 

원리인 조건화(Conditionalization)를 각각 설명한다. 이를 통해 베이즈

주의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런 다음 이를 기반으로 

베이즈주의의 입증 이론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특히 정성적 입증 이론

에 비해 정량적 입증 이론이 어떤 장점을 지니는지 ‘입증의 역설’을 

다시 고려하며 친절하게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의 문제점과 전망을 다룬다.
이 책은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닌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책

의 독자 접근성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세 가지 입증 이론인 가

설연역법의 입증 이론, 헴펠의 입증 이론, 베이즈주의의 입증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대 기호논리학과 확률론에 

어느 정도 친숙해야 한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친절하게도 세 가지 입

증 이론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현대 

기호논리학과 확률론에서의 기초적인 개념을 별도의 ‘상자’를 마련하

여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의 저자들이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학부 학생이나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입증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누구라도 책의 주요 내용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또 다른 장점은 각각의 입증 이론을 소개한 후 매우 신뢰할만한 

더 읽을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더 읽을거리는 입증 문제와 관련해 

고전적인 것과 최근 논의와 관련된 것을 모두 포함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은 조금 아쉽다. 앞서 언급했듯이 확률론에 

친숙하지 않다면,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책에서는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을 대체로 쉽게 설명하고 있지만, 
몇몇 부분은 그렇지 않다. 특히 ‘입증의 역설’에 대한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적 해결책을 설명하는 부분(4.3.2절)에서는 이와 관련된 확률 계산 

규칙에 어느 정도 친숙하지 않은 독자라면 그 내용을 따라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마지막 장에서 입증 이론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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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전망과 관련해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정성적 입증 이론의 한계와 전망에 대한 고려도 함께 있었다

면 논의가 더 풍부해 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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