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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효과는 우연 우주론을 구할 수 있는가?*

1)

실현된 우주 안에 우리처럼 의식을 갖추어 우주를 관찰하는 이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가능한 우주들 가운데 실현될 우주를 각별히 선택하는 과정이 있었음

을 뒷받침할까? 엘리엇 소버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면서, 이 물음에 올바로 답

하려면 관찰 선택 효과를 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찰 선택 효과를 잘 

드러내는 사례는 아서 에딩턴의 그물 사례다. 소버에 따르면, 에딩턴의 지적

처럼 그물 논증에서 선택 효과 때문에 증거가 특정 가설을 입증할 힘을 잃듯

이, 미세조정 논증에서도 선택 효과 때문에 증거가 특정 가설을 입증할 힘을 

잃는다. 이미 이 주제에 대해 조나단 와이스버그의 비판과 김준성의 분석이 

있었지만 우리는 다른 방향에서 소버의 논증을 비판하고자 한다. 소버와 와이

스버그는 미세조정 논증에 선택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다투었다. 하지

만 선택 효과가 있다는 말은 곧 우리의 증거가 선택 효과를 가져오는 선택 

과정이 있었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고 말하는 셈이다. 우리가 볼 때 그물 사

례의 진정한 교훈은 특정 증거가 선택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증거

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물 사례의 이 교훈을 또렷이 드러낸 다

음 우리 관찰자의 존재는 우리 우주가 우연 과정을 거쳐 실현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논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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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연 우주론

실현된 우주가 단 하나밖에 없다면 우리가 머무는 바로 이 우주가 그 

하나밖에 없는 실현된 우주다. 실현된 우주가 단 하나밖에 없다면 여

러 가능한 우주들 가운데 어쩌다 우리 우주가 실현된 것일까? 이 물음

에 그렇다고 답하는 우주론을 “우연 우주론”이라 부르겠다. 실현된 우

주 안에 우리처럼 의식을 갖추어 우주를 관찰하는 이가 존재한다는 사

실은 우연 우주론을 뒷받침해줄까 아니면 다른 우주론을 뒷받침해줄

까? 다른 우주론들에는 하느님 같은 지성 설계자가 우주를 설계했다는 

우주론이 있는가 하면 가능한 우주들 대부분이 실현된다는 우주론이 

있다. 실현된 우주가 단 하나밖에 없다고 우리가 굳게 믿기로 한다면 

가능한 우주들이 여러 개 실현된다는 다중 우주론을 버려야 한다. 한
편 “하느님”이나 “설계” 같은 낱말은 너무 무거운 뜻을 품고 있어서 

첫눈에 우연 우주론을 그냥 믿어버릴 성싶다. 우연 우주론을 공평한 

마음으로 평가하려면 대안 우주론이 듣기에 별 거부감이 없어야 한다. 
우리가 염두에 두는 대안 우주론은 “지성 우주론”이다. 지성 우주론

은 생명과 지성이 생겨나는 우주가 실현되도록 특수한 선택 과정이 있

었을 것이라 가정한다. 진화 과학은 그렇게 실현된 우주 안에서 어떻

게 생명과 지성이 생겨날 수 있는지를 나름대로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 우주 안에 일단 지성이 생겨나면 그 지성은 그 우주를 관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우주를 관찰한다는 증거가 지성 우주론을 뒷받침

한다는 논증이 20세기에 개발되었다. “미세조정 논증”이라 불리는 이 

논증은 우선 생명과 의식이 나타나려면 우주의 초기 조건, 운동법칙들, 
물리 상수들이 자잘한 데까지 잘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인

다. 이 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가설은 생명과 지성이 생겨나는 우주

가 실현되게 하는 특수한 선택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 가정하는 가설이

다. 이 가설이 바로 지성 우주론이다. 반면 우연 우주론은 생명과 지성

이 생겨나는 우주가 우연히 실현되었다고 가정한다. 우연 우주론은 지

성 우주론이 가정하는 특수한 선택 과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연 우주론에 따르면 실현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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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들 가운데 생각하는 이들을 품은 한 우주가 어쩌다 실현되었다. 
우연 우주론은 단순히 현재의 우리 우주에 생명이 어쩌다 생겨났다는 

것을 주장하는 견해가 아니다. 일단 초기 조건, 운동법칙들, 물리 상수

들이 잘 맞춰지면 물리 법칙에 따라 우리 우주에 엄청난 수의 항성들

과 행성들이 생겨나고, 생명이 나타날 만한 지구형 행성들이 우주 곳

곳에 생겨날 것이다. 따라서 아주 긴 시간과 넓은 공간이 주어진다면 

현재 우리 우주는 생명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시 말해 우리 

우주는 이미 생명과 의식이 나타나도록 자잘한 곳까지 잘 맞춰져 있

다. 우연 우주론이 주장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우주 생성만으로 우연히 

초기 조건, 운동법칙들, 물리 상수들의 조합 자체가 생명과 의식이 나

타나도록 정  조정되었다는 것이다.1)

엘리엇 소버(Elliott Sober)는 미세조정 논증이 관찰 선택 효과를 제

대로 고려하지 못한 잘못된 논증이라 주장한다.2) 그의 논증을 이해하

려면 우리는 관찰 선택 효과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관찰 선택 효과

는 선택 효과의 일종인데 선택 효과를 가장 잘 드러낸 사례는 아서 에

딩턴(Arthur Eddington)의 그물 논증이다.3) 그물 논증은 그물코 크기

가 5cm인 그물로 물고기를 잡았을 경우, “이 그물로 이 호수에서 오직 

5cm보다 큰 물고기만 잡아 올렸다”라는 증거가 “이 호수에는 오직 

5cm보다 큰 물고기만 산다”라는 가설을 뒷받침한다는 논증이다. 에딩

턴의 지적처럼 우리는 이 증거가 이 가설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과정 자체가 5cm보다 큰 물고기

만을 고르도록 치우쳐 있다. 선택 과정에서 특정한 사례만이 골라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증거는 특정 가설을 뒷받침하는 데 쓰기 

어렵다. 이처럼 증거가 될 사례를 선택하는 과정 때문에 증거가 가설

을 뒷받침할 힘을 잃게 되거나 더 얻게 되는 효과를 “선택 효과”라 한

다. 특별히 관찰자, 관찰 장치, 관찰 통로 때문에 생기는 선택 효과를 

 1) 우연 우주론을 옹호하는 논문으로는 Gould (1983), Sober (2004) 등이 있다.
 2) Sober (2004, 2009, 2018).
 3) Eddington (1939), p. 16. 이 논증은 일종의 오류이기 때문에 “그물 오류”

라고 불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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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선택 효과”라 한다. 우리가 오직 가시광선 역의 빛만을 감각

한다는 사실로부터 바깥 모든 사물들이 오직 가시광선 역의 빛만 반

사한다고 추론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맨눈은 애초부터 오직 

가시광선 역의 빛만 감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관찰 

통로 자체가 특정한 빛 역만을 선택하고 있다.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이는 오직 미세조정된 우주 안에 있는 관찰

자여야 한다. 왜냐하면 미세조정되지 않아 관찰자가 생기지 못하는 우

주 안에서는 관찰 현상 자체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버에 따르

면, 에딩턴의 그물 논증에서 선택 효과 때문에 증거가 특정 가설을 뒷

받침할 힘을 잃듯이, 미세조정 논증에서도 선택 효과 때문에 증거가 

특정 가설을 뒷받침할 힘을 잃는다. 선택 효과 때문에 우리의 관찰 사

실들은 지성 우주론과 우연 우주론 가운데 특정 가설을 더 크게 뒷받

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성 우주론에 기울 필요가 

없으며 여전히 우연 우주론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소버의 논증이

다. 우리는 그물 논증과 미세조정 논증의 유비를 통해 우연 우주론을 

지켜내려는 소버의 논증을 비판하고자 한다.
“선택 효과를 갖는다”나 “선택 효과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증

거가 무력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우리는 선택 효과가 있느냐 없

느냐를 묻는 대신에 선택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을 것이다. 우리

의 비판은 다음과 같은 차례로 진행된다. 먼저 제2절에서 그물 논증에 

나타난 선택 효과를 미세조정 논증에 적용하는 소버의 논증을 간추린

다. 제3절에서 그물 논증의 진정한 교훈을 뽑아낸 다음 소버 및 여러 

학자들이 그물 사례를 우주론에 잘못 적용하고 있음을 보인다. 제4절
에서 그물 사례를 우주론에 올바로 적용하여, 우리 관찰자의 존재는 

우연 우주론보다는 지성 우주론을 더 크게 뒷받침한다는 점을 보인다. 
우리 논증을 단순하게 하려고 다음과 같은 점을 가정한다. 첫째, 실현

된 우주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우리는 여러 우주들이 시간 흐름에 따

라 하나씩 실현된다는 휠러의 우주론이나 여러 우주들이 나란하게 지

금 실현되어 있다는 평행 우주론을 고려하지 않는다. 둘째, 고려할 우

주론은 지성 우주론과 우연 우주론밖에 없다. 셋째, 우리는 베이즈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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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정한다.4) 주어진 명제들을 믿는 정도에 따라 그 명제에 믿음직함

을 매기며 믿음직함은 콜모고로프 공리를 따른다. 믿음직함의 변화는 

베이즈 공리를 따른다.5)

 4) 소버는 “가설이 우연 과정의 가능한 결과들을 기술할 때 객관 확률을 갖는

다”라고 주장한다(Sober, 2004, p. 120). 이 말은 베이즈주의를 거부하고 

빈도주의를 은연중에 가정하는 말처럼 들린다. 베이즈주의자들은 한 명제

가 우연 과정의 가능한 결과들을 기술하지 않더라도 그 명제에 믿음직함을 

매기려 한다. 소버가 베이즈주의를 거부함으로써 많은 것을 잃겠지만 우리

는 여기서 베이즈주의 자체를 논증하려 하지 않겠다. 그 대신 우리는 베이

즈주의를 받아들일 때 우연 우주론과 지성 우주론 가운데 무엇을 더 굳게 

믿어야 하는지를 보이는 데 만족한다. 다만 짧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다. 첫째, 가설의 믿음직함이든 가설의 확률이든 이 값은 사물이나 사

건에 매기는 값이 아니라 명제에 매기는 값이다. 가설은 결코 사건이나 사

물이 될 수 없다. 어쩌면 소버는 가설이나 명제를 가능 세계의 집합으로 

기술하고 싶겠지만 집합은 수학 품목이지 사건도 사물도 아니다. 둘째, 소
버는 우연 우주론을 이미 믿고 있으며 그는 상당히 굳게 믿고 있다. 그가 

가진 믿음의 굳기를 수치화하는 데 그가 반대할 까닭이 없다. 그가 우연 

우주론과 지성 우주론에 대한 불가지론 또는 회의주의를 갖고 있다면 우연 

우주론을 구하려고 애쓰지 않았을 것이다.
 5) 많은 저자들이 C(X|Y)와 C(X&Y)/C(Y)가 같다는 규칙을 “조건부 믿음직

함의 정의”로 여긴다. 만일 C(X|Y) = C(X&Y)/C(Y)가 정의라면 이것은 

C(X&Y)/C(Y)를 C(X|Y)로 약칭한다는 말일 뿐이다. 한편 명제 Y만을 새

로 알게 된 다음 명제 X에 매기는 믿음직함이 C(X|Y)와 같다는 규칙을 많

은 저자들이 “조건화 원리”라고 부른다. 이 글에서 우리는 명제 Y만을 새

로 알게 된 다음 명제 X에 매기는 믿음직함이 명제 Y를 알기 전에 셈한 

C(X&Y)/C(Y)와 같다는 규칙을 “베이즈 공리”로 부르겠다. “명제 Y만을 

새로 알게 된 다음 명제 X에 매기는 믿음직함”이라는 말 자체 안에 새로

운 정보 유입에 따른 믿음직함의 변화 개념이 이미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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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버의 그물 논증 사용

소버는 미세조정 논증을 다음과 같이 간추린다. 증거 “우주 상수들이 

미세조정되어 있다”는 가설 “우주는 우연히 만들어졌다”보다는 가설 

“우주는 지성 설계자가 창조했다”를 더 크게 뒷받침한다. 여기서 “우
주 상수들이 미세조정되어 있다”는 것은 우주 상수들이 우리가 이 우

주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미세조정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우주에 생겨나려면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전자기력, 중
력 등 우주 상수들의 값이 매우 좁은 범위 안에 맞아떨어져야 한다.6) 
우리는 실현된 우주가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우연 우주론과 

지성 우주론만이 유효하다고 가정했다. 이 경우 가설 “우주는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우연 우주론에 따라 한 우주가 실현된다”로 바꿀 수 

있다. 가설 “우주는 지성 설계자가 창조했다”에서 “지성 설계자”나 

“창조” 같은 표현을 없애고 이 가설을 “지성 우주론에 따라 한 우주가 

실현된다”로 바꾸도록 하겠다.7) 우리 논의와 관련된 명제들을 다음과 

같이 간추린다. 

E미: 우주 상수들이 미세조정되어 있다.
H지: 지성 우주론에 따라 한 우주가 실현된다.
H우: 우연 우주론에 따라 한 우주가 실현된다.

미세조정 논증은 여러 가능한 우주들 가운데 미세조정된 우주가 우연

히 실현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가정한다. 그런 다음 이 가정을 

받아들이면 증거 E미는 가설 H지를 가설 H우보다 더 크게 뒷받침한다

고 주장한다.
미세조정 논증은 이른바 “우도의 법칙”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

 6) McMullin (1993), p. 378.
 7) 물론 우리는 지성 우주론을 다시 지성 설계자를 가정하는 지성 우주론과 

그렇지 않은 지성 우주론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지금 논의에서 굳이 지성 

설계자를 가정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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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소버도 이 법칙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 우리도 이 법칙을 의심

하지 않는다. 다만 이 법칙은 선택 효과가 있을 때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증거 E가 가설 H2보다 가설 H1을 더 뒷받침할 때 오직 그때만 

C(E|H1) > C(E|H2).

여기서 C(X)는 우리가 명제 X에 매기는 믿음직함 값이며 C(X|Y)는 

우리가 명제 Y만을 새로 알게 된 다음 명제 X에 매기는 믿음직함 값

이다.8) 소버는 C(E미|H지) > C(E미|H우)를 받아들이지만 증거 E미가 가

설 H우보다 가설 H지를 더 뒷받침한다는 점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까닭은 미세조정의 경우 관찰 선택 효과를 고려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관찰 선택 효과가 있을 때, E미가 H우 

 8) 소버는 우도가 믿음직함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몇몇 저자들은 가

설들의 우도들을 더하면 1이 넘는다는 까닭에서 우도가 콜모고로프 공리

를 어긴다고 말하는데 이는 공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확률이든 믿음직

함이든 아무렇게나 더하면 그 값은 1이 넘는다. 예컨대 C(A) + C(B)가 1
이 넘지 않아야 할 까닭이 없고 C(A|B) + C(B|A)가 1이 넘지 않아야 할 

까닭이 없다. 콜모고로프 공리와 베이즈 공리는 C(H|E)와 C(~H|E)를 더하

면 1이 된다는 것을 함축하지만, C(E|H)와 C(E|~H)를 더하면 1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지 않는다. 우도가 콜모고로프 공리와 베이즈 공리를 

따른다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도를 믿음직함 곧 C(E|H1)이나 

C(E|H2)로 나타내는 데 큰 무리가 없다. 우리에게 명제 X의 믿음직함 함수 

C(X)란 단지 콜모고로프 공리와 베이즈 공리를 따르는 함수일 뿐이다. 여
기서 믿음직함의 주관성이나 객관성은 중요하지 않다. 믿음직함을 매기는 

이는 인식 대상이 아니라 인식 주체라는 점에서 믿음직함은 주관성을 갖는

다. 명제의 참값이 그렇듯이, 명제에 매기는 믿음직함 값이 주체들 사이에 

널리 공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믿음직함은 객관성을 갖는다. 멀쩡한 동전

을 던져 앞면이 나오리라 믿는 믿음직함이 1/2인 것은 주체의 믿음직함이

지만 모든 주체들이 그러한 믿음직함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 값은 객

관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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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 H지를 뒷받침하는지 가늠하려면 부등식 C(E미|H지) > C(E미|H우) 
대신에 다른 부등식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에딩턴의 그물 사례는 관찰 선택 효과를 고려할 때 따져야 하는 부

등식이 무엇인지 잘 드러낸다. 에딩턴은 증거 E넘이 가설 H넘과 H섞 가
운데 무엇을 더 뒷받침하는지 묻는다.

E넘: 그물에 잡힌 모든 물고기가 5cm를 넘었다.
H넘: 호수의 모든 물고기가 5cm를 넘는다.
H섞: 호수의 물고기는 5cm 넘는 것과 넘지 않는 것이 섞여 있다.

이 경우 C(E넘|H넘) > C(E넘|H섞)은 참이다. 따라서 E넘이 H섞보다 H넘을 

더 뒷받침하는 듯하고 이 때문에 그물 논증은 타당한 듯하다. 하지만 

에딩턴은 E넘이 H넘과 H섞 가운데 무엇을 더 뒷받침하는지 제대로 가

늠하려면 그 물고기를 어떤 방법으로 잡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썼다면 그물코 크기는 잡힐 물고기의 크기

를 크게 제한할 수 있다. 호수의 가장 작은 물고기 크기보다 그물코 

크기가 작은 그물을 썼다면 그물은 잡힐 물고기 크기를 제한하지 않는

다. 하지만 그물코 크기가 5cm라면 오직 5cm보다 큰 물고기만이 잡힐 

것이다.

N작: 쓴 그물의 그물코 크기는 호수의 가장 작은 물고기보다 작다.
N큰: 쓴 그물의 그물코 크기는 5cm다.

만일 N작이 참이라면 C(E넘|H넘) = C(E넘|H넘&N작)이고 C(E넘|H섞) = 
C(E넘|H섞&N작)이다. 이 경우 C(E넘|H넘) > C(E넘|H섞)과 C(E넘|H넘&N작) 
> C(E넘|H섞&N작)의 참값은 같다. 두 부등식 가운데 무엇을 쓰든 증거 

E넘은 가설 H섞보다 가설 H넘을 더 뒷받침한다. 하지만 N큰이 참이라면 

증거가 얻어지는 과정에서 치우친 자료들이 선택된다. 이러한 선택 과

정 때문에 증거나 가설의 믿음직함에 향을 주는 선택 효과가 생겨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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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만일 N큰이 참이라면 선택 효과를 감안해서 증거 E넘의 가

설 입증 여부를 가늠해야 한다. 선택 효과를 감안하려면 우리가 가

늠해야 하는 부등식은 C(E넘|H넘) > C(E넘|H섞)이 아니라 C(E넘|H넘

&N큰) > C(E넘|H섞&N큰)이다. 이를 셈하면 C(E넘|H넘&N큰) = C(E넘|H섞

&N큰) = 1이라서 C(E넘|H넘&N큰) > C(E넘|H섞&N큰)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N큰이 참인 경우 E넘은 H넘과 H섞 가운데 어느 하나를 뒷받침하

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선택 효과 때문에 증거가 힘을 잃

게 되었다. 따라서 N큰이 참이라면 그물 논증은 오류를 저질렀다고 보

아야 한다.
소버는 그물 논증에서 우리가 얻은 증거가 특정 가설을 뒷받침하지 

못하듯이 미세조정 논증에서도 우리가 얻은 증거는 증거로서 힘을 갖

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E미를 얻는 과정에서 관찰 선택 효과가 발

생했다고 주장한다. 이를 우주론에서는 인간 원리라 흔히 부른다.9) 

(AP) 우리가 우주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이 우주에 우리를 생

기게 하는 데 필요한 조건에 제한받는다.

만일 중력 상수의 값이 특정 구간 안에 있어야만 우주 안에 인간 관찰

자가 생겨날 수 있다면, 우주의 관찰자는 중력 상수가 그 특정 구간 

안에 있다는 것만을 관찰하게 될 것이다. 달리 말해 중력 상수가 그 

특정 구간 바깥에 놓일 때 관찰자가 우주에 생겨날 수 없다면 그 관찰

 9) Sober (2004), p. 143. 소버는 강한 인간 원리를 버리고 약한 인간 원리만

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우리 생각에 약한 인간 원리든 강한 인간 원리든 

그 자체로 거의 틀림없는 진실에 가깝다. 가능한 우주들 가운데 사람을 품

은 우주가 실현되려면 그 우주는 반드시 사람을 품을 만한 우주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강한 인간 원리다. 일단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우

주가 실현되고 나면 특정 시점에 사람이 생겨날 텐데 그 시점은 반드시 사

람을 품을 만한 환경이 조성된 시점이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약한 인간 원리다. 우리는 인간 원리의 올바른 정식화와 이 원리의 정당성 

자체를 여기서 따로 묻지 않겠으며 이 원리가 없어도 우리의 논증은 성립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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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중력 상수가 그 특정 구간 바깥에 놓이는 것을 결코 관찰할 수 

없다. AP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 우주의 상수들이 우리 사람이 

생기도록 미세조정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AP는 

E미를 함축한다. 이것은 N큰이 E넘을 함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소버

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미세조정 논증에서 관찰 선택 효과가 일어났

다고 보고 증거 E미가 가설 H지와 H우 가운데 특정 가설을 더 뒷받침할 

힘을 잃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물 논증과 마찬가지로 E미가 H지와 H우 
가운데 무엇을 더 뒷받침하는지 가늠하려면 우리가 따져야 하는 부등

식은 C(E미|H지) > C(E미|H우)가 아니라 C(E미|H지&AP) > C(E미|H우

&AP)라는 것이다. C(E미|H지&AP) = C(E미|H우&AP) = 1이기 때문에 

증거 E미는 H지와 H우 가운데 어느 하나를 더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되

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가 증거 E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

히 가설 H우 곧 우연 우주론을 버릴 까닭이 없다. 이것이 우연 우주론

을 지켜내는 소버의 논증이다. 
조나단 와이스버그(Jonathan Weisberg)는 그물의 경우와 우주론의 

경우에 대한 소버의 분석에 흠이 있다고 평가한다.10) 그는 관찰 선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증거가 가치를 잃는다는 소버의 주장을 주로 비판

한다. 그는 그물 사례에서 “우리가 그물 안에 잡힌 물고기 크기를 알

아보려고 그물 안을 관찰한다면 그물 안에 물고기가 모두 5cm보다 크

다는 것을 관찰한다”로부터 증거 E넘을 반드시 이끌어낼 수 없다고 주

장한다. 나아가 우리가 증거 E넘을 반드시 이끌어낼 수 없다면 E넘은 

여전히 약간의 힘을 갖는다고 주장한다.11) 김준성은 소버와 와이스버

그의 논쟁으로부터 자신의 입증이론을 구성할 교훈을 얻는다.12) 그가 

10) Weisberg (2005).
11) 김준성 (2011). 그가 “우리가 그물 안에 잡힌 물고기 크기를 알아보려고 그

물 안을 관찰한다면 그물 안에 물고기가 모두 5cm보다 크다는 것을 관찰

한다”로부터 증거 E넘이 반드시 따라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한 까닭은 우리

가 다른 일로 바빠 그물 안을 관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와이스

버그의 결론은 그물 사례에 관찰 선택 효과가 없고 이 때문에 그물 논증과 

미세조정 논증 사이에 유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2) Ibid. 김준성의 연구는 사람들이 실제로 증거와 가설을 어떻게 관련짓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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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룩한 탁월한 탐구와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 탐구를 이끌어가고

자 한다. 소버는 우연 우주론을 지키려고 그물 사례를 끄집어들 다. 
하지만 그물 사례의 교훈을 제대로 알아차린다면 오히려 그물 사례는 

우연 우주론을 위험한 지경으로 몰고 갈 것이다. 이를 다음 절에서 다

루겠다. 

3. 그물 사례의 올바른 사용

소버는 그물 논증과 미세조정 논증을 비슷하게 여기면서 AP와 N큰이 

비슷하다고 보았다. AP는 사실상 “만일 우리가 우리 우주를 관찰한다

면 우주 상수들은 미세조정되어 있다”다. 달리 표현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우주를 관찰한다는 증거를 얻는다면 우리는 우주 상수들이 미세

조정되어 있다는 증거를 얻는다”다. 이 AP에 해당하는 것을 그물 사

례에서 굳이 찾는다면 “만일 우리가 쓴 그물의 그물코 크기가 5cm라

면 그물에 잡힌 모든 물고기는 5cm를 넘는다”다. 이는 “N큰이면 E넘”
이다. 이 점에서 AP와 N큰을 비슷하게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 AP와 

“N큰이면 E넘”은 거의 틀림없는 진실이지만 N큰은 그렇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소버가 그물 논증과 미세조정 논증의 비슷한 점을 잘못 파악하

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물 논증에서 증거 E넘이 가설 H넘을 뒷받침하는지 그렇지 못하는

를 탐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달리 우리가 하려는 연구는 증거

와 가설을 어떻게 관련지어야 올바른 추론이 되는지를 탐구하는 일이다. 
논리학자들이 사람들이 긍정 논법을 실제로 얼마큼 받아들이고 있으며 실

제 삶에서 얼마큼 제대로 쓰고 있느냐를 탐구하지 않듯이 우리는 사람들이 

조건부 믿음직함을 실제 삶에서 얼마큼 제대로 쓰고 있느냐를 탐구하고 싶

지 않다. 우리 연구가 중시하는 것은 “온전한 숙고”다. “그 관찰이 선택 효

과를 가지려면 기존의 배경 정보에 그 관찰의 내용이 향을 주게 하는 바

로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인식 주체가 갖는 숙고의 과정이

다”(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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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따지는 것은 나름 쓸모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증거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이라고 생각해 보자. 

E넘: 그물에 잡힌 모든 물고기가 5m를 넘었다.

우리는 바다에 온갖 크기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는 배경 지식을 갖고 

있다. 이 경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다음 두 가설이 아니다. 

H넘: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5m를 넘는다.
H섞: 바다의 물고기는 5m 넘는 것과 넘지 않는 것이 섞여 있다.

오히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어떤 그물을 썼을까 하는 물음이다. 우리

는 두 가지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가설 가운데 하나는 참이고 

오직 하나만 참이라고 가정하자. 

H작: 쓴 그물의 그물코 크기는 바다의 가장 작은 물고기보다 작다.
H큰: 쓴 그물의 그물코 크기는 5m다.

이 경우 우리가 셈하고 싶은 부등식은 C(E넘|H넘) > C(E넘|H섞)이 아니

라 C(E넘|H큰) > C(E넘|H작)이다. 우리가 H넘이 맞는지 H섞이 맞는지를 

물을 때는 선택 효과를 감안할지 말지가 중요했다. 하지만 우리가 H큰

이 맞는지 H작이 맞는지를 물을 때는 우리가 얻은 증거가 선택 효과의 

결과인지 아닌지를 묻게 된다. “쓴 그물의 그물코 크기가 5m라는 것

을 안다면 그물에 잡힌 모든 물고기가 5m를 넘는다는 것을 안다”는 

점은 C(E넘|H큰) = 1이라는 사실로 표현된다. 하지만 C(E넘|H작)은 1보
다 훨씬 작으며 어쩌면 0에 가깝다.13) 따라서 우리가 가진 증거는 가

13) 그물코 크기가 아주 작은 그물에 잡힌 모든 물고기가 5m를 넘을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 C(E넘|H큰)이 1이고 C(E넘|H작)이 거의 0이라는 사실은 E넘

이 증거로 주어진 상황에서 가설 H작보다 가설 H큰이 훨씬 믿음직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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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H큰을 매우 크게 뒷받침한다. 이것이 바로 그물 사례의 진정한 힘

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주어졌는지 또렷이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증거로부터 그 과정을 역추적할 수 있다. 우리

는 다음 두 가지 과정에 따라 증거가 주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S: 특정 증거를 굳이 고르는 선택 과정에 따라 그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R: 선택 과정이 전혀 없이 아무 증거가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다. 

C(S)는 한 증거가 선택 과정에 따라 주어지리라 믿는 정도며, C(R)은 

한 증거가 마구잡이로 뽑히는 우연 과정에 따라 주어지리라 믿는 정도

다. C(E|S)는 선택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안 다음 증거 E를 얻으리라 믿

는 정도며, C(E|R)은 우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안 다음 증거 E를 얻으

리라 믿는 정도다. R은 ~S와 동치기 때문에 S와 R은 배타 관계에 있

으며 “S이거나 R”은 참이다. 따라서 우리가 증거 E를 얻으리라 믿는 

정도는 

C(E) = C(E|S)C(S) + C(E|R)C(R)

이다. C(E|S)가 항상 1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다만 C(E|R)보다는 

C(E|S)가 커야 한다. C(E|R)보다 C(E|S)가 작다면 이것은 선택 과정이 

해당 증거를 선택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 증거를 피하는 과정임을 뜻한

다.
선택 효과를 가늠하는 값은 증거 E가 주어졌을 때 가설 S가 참이리

라 믿는 정도 곧 C(S|E)다. 

C(S|E) = C(S&E)/C(E) = C(E|S)C(S)/C(E).

이를 그물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 물고기가 여러 마리 잡힌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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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말고 단 한 마리만 잡힌다고 생각해 보자. 그물로 단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 크기가 5m보다 컸다. 우리는 특별히 5m 넘는 물

고기만을 고르는 선택 과정 곧 H큰의 믿음직함을 가늠할 수 있다. 먼
저 우리는 C(E넘|H큰) = 1임을 안다. C(E넘|H작)을 “우연 지수”라 부르

고 이 값을 f라 쓰겠다. 이 값은 아무 물고기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

로 우연히 잡은 물고기가 5m가 넘을 가능성을 가늠하는 값이다. 바다

가 넓고 온갖 다양한 크기의 물고기들이 있다면 이 우연 지수는 매우 

낮다.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운 값 C(H큰)과 C(H작)을 각각 s와 r이라 

쓰자. 두 값을 더하면 1이 되어야 한다. 먼저 C(E넘)을 셈하면 C(E넘) = 
C(E넘|H큰)C(H큰) + C(E넘|H작)C(H작) = s + fr이다. 따라서 

C(H큰|E넘) = C(E넘|H큰)C(H큰)/C(E넘) = s/(s + fr) = 1/(1+fr/s)

이다. 여기서 fr/s이 선택 효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r/s은 C(H큰)과 C(H작)의 비 곧 선택 과정이 있으리라 믿는 정

도와 우연 과정이 있으리라 믿는 정도의 비고 f는 우연 지수다. r/s에 

견주어 우연 지수가 몹시도 작은 값이라면 C(H큰|E넘)은 거의 1에 가까

이 간다. 물론 실제 바다에서 5m가 넘는 물고기가 우연히 잡힐 가능

성이 지극히 낮지는 않다.
그물 사례와 우주론 사례의 유비를 꼼꼼히 따질 때가 되었다. 가설 

H넘 곧 “바다의 모든 물고기는 5m를 넘는다”는 잡힐지 모를 물고기에 

대한 가설이다. 이것을 우주론 사례에 적용하면 “가능한 모든 우주는 

관찰자를 품고 있다”다. 가설 H섞 곧 “바다의 물고기는 5m 넘는 것과 

넘지 않는 것이 섞여 있다”를 우주론 사례에 해당하는 가설로 바꾸면 

“가능한 우주들에는 관찰자를 품은 우주와 그렇지 않은 우주가 섞여 

있다”다. 미세조정 논증을 받아들이는 이나 거부하는 이나 모두 “가능

한 우주들에는 관찰자를 품은 우주와 그렇지 않은 우주가 섞여 있다”
가 거의 틀림없이 참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이러한 가설이 참인지 거

짓인지 묻고 싶지 않다. 실현될 우주가 선택 과정을 거쳐 실현되는지 

아니면 우연 과정을 거쳐 실현되는지를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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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 사례와 우주론 사례를 유비하려면 겨루고자 하는 두 경쟁 가설

을 가설 H넘과 가설 H섞이 아니라 가설 H작과 가설 H큰으로 잡아야 한

다. 가설 H큰 곧 “쓴 그물의 그물코 크기는 5m다”는 잡힐 물고기가 

5m가 넘도록 고르는 선택 과정이 있다는 가설이다. 가설 H작은 우연 

과정에 따라 물고기가 잡힌다는 가설이다. 우주론 사례에 적용하면 가

설 H큰에 해당하는 가설은 실현될 우주를 고르는 과정이 있다는 가설 

H지고 가설 H작에 해당하는 가설은 실현될 우주를 고르는 과정이 없다

는 가설 H우다. 그물 사례에서 우리가 얻은 증거 E넘이 가설 H큰을 매

우 튼튼히 뒷받침해주듯이 우주론 사례에서 우리가 얻는 증거 E미는 

가설 H지를 튼튼히 뒷받침해줄 수 있다. 그물 사례와 우주론 사례의 

유비를 거쳐 우연 우주론을 지키려는 소버의 논증은 오히려 우연 우주

론을 위태롭게 한다. 현대 우주론은 우연 지수가 지극히 작을 것이라 

추정한다. 이 추정으로부터 우연 우주론이 거의 미덥지 못하다는 점이 

따라 나온다.

4. 지극히 낮은 우연 지수

우리가 지금 우리 우주를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주의 생성 자체에 

모종의 선택 과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는 것이 미세조정 논증의 핵

심이다. H지는 가능 우주들 가운데 지성 존재가 생기는 우주가 특별히 

선택되었다는 가설이다. 반면 H우는 그러한 특별한 선택 과정 없이 지

성 존재가 생기는 우주가 무수한 가능 우주들 가운데서 우연히 실현되

었다는 가설이다. 두 가설의 핵심 차이는 실현될 우주를 고르는 선택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H지가 가정하는 그 선택 과정이 무엇

이어야 하는지는 우리 논증에서 중요하지 않고 더구나 우리는 그 과정

을 아직은 전혀 알지 못한다. 미세조정 논증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

이 정확히 무엇에 반대하는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겠다. 
미세조정 논증을 따지는 기존 담론에서 약간의 혼돈이 빚어진 까닭

은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가 무엇이냐 하는 물음에 올바로 답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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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미세조정 논증에서 5m 물고기에 해당하는 것은 미세조

정된 우주 자체라고 생각해도 좋지만 더욱 또렷이 말하면 그 우주 안

의 관찰자 자체다. 증거 E미는 오히려 우리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

거로부터 추론된 것이다. 우리는 다음 두 증거를 갖고 있다.

E의: 우리는 우리 우주를 관찰한다.
의: 우주를 관찰하는 의식이 우주 안에 생겨난다.

당연히 증거 E의는 증거 “의”를 함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실질 정

보는 E의다. 우주론 사례에서 우리가 가진 증거가 E미가 아니라 E의라

고 여기는 것은 그물 사례와 우주론 사례의 올바른 유비를 찾고 싶기 

때문이다.14) 사실 앞에서 말한 AP는 “E의이면 E미다”를 일반화해서 표

현한 원리일 뿐이다. 소버가 C(E미|H지&AP) = C(E미|H우&AP) = 1이라

고 주장할 때 그는 이미 우리가 E의를 갖고 있다고 가정한 셈이다. 하
지만 E미 대신 E의를 우리가 가진 증거로 삼는다면 C(E의|H지&AP) = 
C(E의|H우&AP)는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우주를 관찰한다”는 “우리는 우주를 관찰하는 의식이

다”와 논리 동치다. 지금 우리 우주를 관찰하는 우리 자신이 명제 X에 

주는 믿음직함은 C(X|E의)인데 이를 짧게 “C안(X)”라 쓰겠다. 믿음직함 

함수 C안(X)는 실현된 우주 안에 있는 의식이 명제 X에 주는 믿음직

함 값이다. 우리는 다음 논제를 거부할 수 있을까? 

14) “N큰이면 E넘” 곧 “H큰이면 E넘”에 해당하는 것은 “H지이면 E의”다. 이것은 

거의 틀림없는 진실이고 C(E넘|H큰) = 1과 C(E의|H지) = 1로 각각 나타낼 

수 있다. “우리” 대신에 “나”를 쓰거나 “우리는 우리 우주를 관찰한다”를 

“우리 관찰자가 존재한다”로 표현해도 우리 논증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우주 안에 처음 생겨난 우리에게 “이 우주 안에 내가 생겨난다”와 “이 우

주 안에 의식이 생겨난다”는 증거의 관점에서 똑같다고 주장하고 싶다. 간
단히 말해 E의와 “의”가 같은 증거라는 말이다. 하지만 이 주제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생겨난 의식의 관점에서 정보 E의는 정보 “의”와 비슷한 역

할을 한다는 주장의 정당화는 김명석 (2019)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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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C안(H지) = C(H지|E의) = C(H지|의) = C밖(H지|의).15)

여기서 믿음직함 함수 C밖(X)는 지성 우주론과 우연 우주론의 믿음직

함을 우주 바깥에서 공정하게 가늠하는 외부 지성이 명제 X에 주는 

믿음직함 값이다. 우리는 그러한 외부 지성이 실제로 우주 바깥에 있

다고 가정할 필요까지 없다. 우리 자신의 이성이 이러한 외부 지성이 

된다고 가정해도 된다. 우리가 가상으로 우주 바깥에 나가 있다고 가

정하고 그 대신에 우리 자신이 실현된 특정 우주 안에 있는 관찰자라

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가정 (E1)에서 C밖(H지|E의)라 하지 않고 C밖

(H지|의)를 쓴 까닭은 외부 지성의 관점에서 그가 증거 E의를 가질 수

는 없기 때문이다.16)

일단 (E1)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H우보다는 H지가 더 믿을 만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먼저 우주가 지성 우주론에 따라 실현될 가능성

은 a이고 우연 우주론에 따라 실현될 가능성은 b라고 가정한다.

(E2) C밖(H지) = a.

15) 우리 논증의 핵심 가정은 (E1)이지만 이 가정을 정당화할 논증을 여기에 

담지 않았다. 이 논문의 한 심사자께서는 우리가 C안(H지) = C밖(H지)를 가

정하면 왜 안 되는지 물었다. 외부 지성의 관점에서 “의”는 참이 아닐 수 

있지만 실현된 우주 안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 “의”는 반드시 참이다. 우리

는 증거 “의”를 갖고 있다. C안(의)와 C밖(의)가 다른 상황에서 C안(H지)와 

C밖(H지)가 같다고 놓을 수는 없다. 바깥 지성이 우주 안에 의식이 생겨났

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그는 정보 “의”를 새로 얻는다. 그에게 H지의 믿

음직함은 C밖(H지|의)로 바뀌게 된다. 가정 (E1)은 실현된 우주 안에 생겨난 

우리에게 H지의 믿음직함이 애초에 “의”를 모르던 바깥 지성이 새로운 정

보 “의”를 안 다음 갖게 되는 H지의 믿음직함과 같다고 가정한다. 우리가 

C(H지|E의) = C(H지|의)를 정당화할 수 있다면 남은 과제는 C(H지|의) = C밖

(H지|의)를 정당화하는 일이다. C(H지|E의) = C(H지|의)의 정당화는 김명석 

(2019)에서 상당 부분 수행했다.
16) 증거 E의는 일인칭 관점 증거이고 증거 “의”는 삼인칭 관점 증거인데 이 

둘의 차이를 또렷이 가리는 것이 우주론 담론에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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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 C밖(H우) = b.

우리가 가진 우주론이 두 우주론밖에 없다면 a+b는 1이다. 우연 우주

론과 지성 우주론은 실현된 우주가 하나뿐이라고 주장하지 가능한 우

주가 하나뿐이라고는 주장하지 않는다. 가능한 우주들을 모두 모아 

{W1, W2, , WM, , WN}처럼 목록을 만들었다고 하자.17) 우주들의 

이 목록이 사실상 무한대가 될 수 있지만 N이 충분히 큰 수라고 가정

한다. 이 목록에 있는 모든 우주들 안에 의식들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

다. 대부분 우주들은 그 안에 의식들이 생겨나지 않는다. 가능한 우주

들의 목록 가운데 의식들이 생길 수 있는 우주의 목록은 {W1, W2, , 
WM}이다. M은 N보다 훨씬 작으며 큰 수가 아니다. M/N을 f라고 쓸 

텐데 f는 매우 작다.18) 지성 우주론이 참이라면 {W1, W2, , WM} 가
운데 한 우주가 실현된다. 우연 우주론이 참이라면 {W1, W2, , WM, 

, WN} 가운데 한 우주가 실현되겠지만 그 우주는 의식들이 생기지 

않을 우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리는 다음 논제들을 받아들이는 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 아래에서 

“우i”는 명제 “우주 Wi가 실현된다”를 짧게 쓴 것이다.

(E4) C밖(의|H지) = C안(의|H지) = 1.

17) 여기서 두 가능 우주들을 다른 우주들로 구별할 기준을 엄 히 이야기할 

수는 없다. 다만 운동법칙들, 중력 상수, 플랑크 상수, 볼츠만 상수, 빛의 

속력, 전자의 전하량, 전자와 양성자의 질량비 등과 같은 주요 물리 상수들

의 값들이 하나의 가능 우주를 정의한다고 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 
물론 우주를 이루는 근본 입자들 자체가 다르면 다른 우주로 구별되어야 

한다.
18) 여기서 f는 실현된 우주 안에 생명이나 의식이 생겨날 가능성이 아니다. f

는 실현된 우주가 의식들이 생겨날 수 있는 우주일 가능성이다. f가 매우 

작다는 말은 의식이 생겨날 수 있는 우주가 되려면 우주 상수들이 극도로 

정 하게 또는 미세하게 잘 조정되어야만 한다는 말이다. 이 점에서 f는 

미세조정의 미세함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이 값의 크기는 아마 

10-100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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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 C밖(의|H우) = M/N = f
(E6) 1과 M 사이 i에 대해 C밖(우i|H지) = 1/M
(E7) 1과 M 사이 i에 대해 C안(우i|H지) = 1/M
(E8) C밖(우i|H우) = 1/N

(E5)에서 C밖(의|H우)는 앞 절에서 이야기한 우연 지수에 해당한다. 
(E5)는 우연 지수가 지극히 낮은 값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 논제들

로부터 다음을 얻는다.

(1) C밖(의) = C밖(의|H지)C밖(H지) + C밖(의|H우)C밖(H우)
   = a + bf.

또한 1과 M 사이 i에 대해 (E6)과 (E8)을 써서

(2) C밖(우i) = C밖(우i|H지)C밖(H지) + C밖(우i|H우)C밖(H우)
   = a/M + b/N = (1/M)(a + bf) = C밖(의)/M

를 얻는다.
우리는 우주 안에 생겨난 의식들이 갖는 믿음직함을 가늠해야 한다. 

우리는 가정 (E1)을 써서 

(3) C안(H지) = C밖(H지|의) = C밖(H지&의)/C밖(의) 
   = C밖(의|H지)C밖(H지)/C밖(의)
   = a/(a + bf) = 1/(1 + fb/a)

을 얻는다. N이 매우 크고 M이 그다지 크지 않아 f가 b/a에 견주어 훨

씬 작다면 fb/a는 0에 가까이 간다. 현대 우주론에서 f는 10-100보다 훨

씬 작은 값으로 추정한다. 이것은 C안(H지)가 거의 1에 가깝다는 것을 

뜻한다. C안(H지) + C안(H우)는 1이어야 하기 때문에 C안(H우)는 거의 0
에 가깝다. 따라서 가능한 우주들 가운데 의식이 생기는 우주가 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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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f가 0에 몹시 가깝다면 우주 안에 생긴 지성에게 지성 우주론의 믿

음직함은 1에 가깝고 우연 우주론의 믿음직함은 0에 가까울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가정 (E1) 곧 C안(H지) = C밖(H지|의)를 받아들인다면 우

리가 의식을 갖고 있다는 증거는 우연 우주론보다 지성 우주론을 매우 

강하게 뒷받침한다. 결국 소버 같은 이들은 우리의 이 결론을 피하려

면 C안(H지) = C밖(H지|의)를 거부해야 한다.

5. 나오는 말

에딩턴의 그물 논증과 미세조정 논증이 비슷하다는 소버의 생각은 우

연 우주론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지성 우주론을 살려준다. 선택 효과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증거가 가치를 잃는다고 손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 선택 효과가 있다는 말은 곧 우리의 증거가 선택 효과를 가

져오는 선택 과정이 있었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고 말하는 셈이다. 소
버와 와이스버그는 미세조정 논증에 선택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두

고 다투었다. 그물 사례의 진정한 교훈은 우리가 가진 증거로부터 선

택 과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추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데 있

다. 우리가 가진 배경 지식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가 겨뤄 보아야 할 

가설이 달라진다. 호수나 바다에 온갖 크기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는 

배경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가 관찰한 물고기 크기로부터 그 

물고기를 잡은 그물의 그물코 크기에 관한 올바른 가설을 추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능한 우주들 가운데 관찰자를 품은 우주가 매우 

드물다는 배경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관찰자의 존재로부

터 그런 관찰자를 품은 우주를 골라내는 선택 과정에 관한 올바른 가

설을 추정할 수 있다. 
관찰자가 여기 존재한다는 사실은 가능한 우주들 가운데 실현될 우

주를 선택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미덥게 한다고 우리는 

주장했다. 하지만 우연 우주론과 지성 우주론의 다툼은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소버와 와이스버그의 논쟁에서 더욱 흥미로운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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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터는 이른바 “사격분대 논증”이다. 그들은 이 주제를 중심으로 가설

이 효과를 내는 시점과 증거가 입수되는 시점이 증거와 가설의 관계에 

어떤 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일인칭 증거와 삼인칭 증거의 차이가 증

거와 가설의 관계에 어떤 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루었다. 사격분

대 논증에 관한 한 소버는 자기 견해를 바꾸어 와이스버그의 지적을 

받아들 지만 이 주제를 더 깊게 다룰 필요가 있다.19) 우리는 가정 

C(H지|E의) = C(H지|의) = C밖(H지|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
기에 일인칭 증거와 삼인칭 증거의 차이뿐만 아니라 증거가 주어지는 

시점의 문제 등이 담겨 있다. 일인칭 증거와 삼인칭 증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주론 논증에서 C(H지|E의) = C(H지|의) = C밖(H지|의)를 쓸 

수 있는 까닭을 드러내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주제에 관한 많

은 이야기들이 아직 남아 있다.

19) Sober (2009). 사격분대 논증은 리처드 스윈번(Richard Swinburne)이 우연 

우주론을 반대하려고 고안한 논증인데 그 전에 존 레슬리(John Leslie)도 

쓴 적이 있다. 만일 사형수가 총알을 한 발이라도 맞았다면 사형수는 죽는

다. 1000명의 사수로 이루어진 사격분대가 사형수에게 총을 쏘았지만 사형

수는 한 발도 맞지 않았다. 이 경우 사형수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증거는 

“사격분대는 사형수를 맞추려고 발포했다”보다는 “사격분대는 사형수를 

맞추지 않으려는 의도로 발포했다”를 더 크게 뒷받침한다. 이것이 스윈번

의 사격분대 논증이다(Swinburne,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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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Selection Effect rescue Chancy Cosmology?

Does the evidence that there is an observer as us in the actualized 
universe support the hypothesis that there is a sort of selection 
process that the special universe must be actualized among possible 
universes? Elliott Sober answers this question by saying no, and 
argues that an observational selection effec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o answer this question properly. The best example of 
observational selection effect is Arthur Eddington’s net case. 
According to Sober, as in Eddington’s net argument the evidence 
loses its power to prove a particular hypothesis because of a selection 
effect, in the fine-tuning argument the evidence also loses its power 
to prove a particular hypothesis because of a selection effect. 
However, the fact that there is a selection effect suggests that our 
evidence proves the hypothesis that there is the selection process that 
brings about the selection effect. The real lesson of Eddington’s net 
case is that it shows that we can conjecture whether there is a 
selection process from the evidence we have. Sober and others did 
not notice the essential lesson of the net case. We argue that the 
existence of an observer confirms that our universe was not 
actualized by chance.

Keywords: Fine-Tuning Argument, Observational Selection Effect, 
Selection Effect, Design Argument, Elliot S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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