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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성과 정밀성:

1)

베이즈주의 믿음 갱신 규칙 중 하나인 제프리 조건화는 우리가 확신하고 있

었던 믿음이 경험에 의해서 불확실해지는 경우를 제대로 다룰 수 없다. 본 논

문의 목표는 이런 베이즈주의 믿음 갱신 규칙의 문제를 검토하고 나름의 제

안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1장에

서 베이즈주의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서술한다. 그 뒤 2장에서 확실성의 훼손 

문제를 왜 베이즈주의가 다룰 수 없는지 서술한 뒤, 이에 대한 가능한 답변을 

설명한다. 3장에서 필자는 확실성의 훼손 문제를 초기 신념도에 의존해서 해

결하려는 시도를 서술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그 뒤 마지막 4장에서는 확

실성의 훼손 문제를 비정  확률주의를 통해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하

고, 이것이 가지는 장점들을 언급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베이즈주의 이론틀 

속에서 확실성의 훼손과 비정 성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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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과 논증이 분명해 질 수 있도록 여러 조언을 해 주신 심사위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2A03048814).
 전북대학교 부교수, ipark.phil@gmail.com.



박 일 호36

1. 서론: 베이즈주의 인식 규범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확신한다. 우리는 ‘내일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며, ‘1+1=2’라는 것도 확신한다. 더불어 ‘물이 

하나의 산소와 두 개의 수소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확신한다. 이렇게 

우리는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혹은 형이상학적으로 참일 수밖에 없

는 것들을 확신한다. 물론 우리 믿음이 이런 확신으로만 이루어져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친구가 오늘 구입한 복권은 당첨 복권이 아니다’는 

것을 꽤 높은 정도로 믿고 있지만 확신하지는 않는다. 나는 ‘오늘 저녁

은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무척 강하게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의 

정도는 확신에 이르지는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명제들을 다양

한 정도로 믿곤 한다. 우리 믿음은 정도의 문제(a matter of degree)다. 
믿음이 정도의 문제라면 그런 믿음의 정도(degrees of belief)는 어떤 

규범적 특징을 갖추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답변은 

이른바 ‘베이즈주의(Bayesianism)’에서 찾을 수 있다. 베이즈주의자들

은 우리 믿음이 정도의 문제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이에 그들은 명제

들에 수들을 할당하여 그 수가 해당 명제를 믿는 정도를 나타도록 만

든다. 이렇게 명제들에 수를 할당하는 것은 일종의 명제들로부터 수로

의 함수로 생각할 수 있다. 베이즈주의자들은 이런 함수를 ‘믿음(의 정

도) 함수(degree of belief function)’ 혹은 ‘신념도 함수(credence 
function)’라고 부른다. 가령, ‘P’를 명제들로부터 실수로의 함수라고 

하자. 그리고 ‘X’를 어떤 명제라고 하자. 그럼, 베이즈주의자들은 P에 

의해서 X에 할당된 수, 즉 P(X)가 X에 대한 믿음의 정도 혹은 신념도

를 나타낸다고 말한다. 
그럼, 명제들에 수를 할당하는 함수는 모두 신념도 함수로 간주될 

수 있는가? 혹은 합리적이기 위해서 신념도 함수가 갖추어야 할 조건

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 베이즈주의자들은 이 신념도 함수와 

관련된 몇 가지 인식 규범들(epistemic norms)을 제안한다. 그런 규범

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확률적 정합성(probabilistic coherence)’이라 

불리는 것이다. 이 규범은 ‘어떤 주어진 순간 어떤 행위자가 가진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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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함수가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그 함수는 확률 계산 규칙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1) 이것은, 신념도 함수가 특정 시점에 만족해야 할 요

구 사항이라는 점에서 신념도에 대한 공시적 규범(synchronic norm)라
고 불린다. 
베이즈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인식 규범에 공시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두 시간에 있는 두 개의 신념도 함수가 어

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규범, 즉 통시적 규범(diachronic 
norm)도 제시한다. 그 통시적 규범은 흔히 ‘조건화(conditionalization)’
라고 불리며, 이 규범은 증거를 획득하기 전 신념도 함수와 증거를 획

득한 이후 신념도 함수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다. 여기서, 증거를 획득

하기 전 신념도 함수는 ‘사전 신념도 함수(prior credence functions)’, 
증거를 획득한 이후의 함수는 ‘사후 신념도 함수(posterior credence 
functions)’라고 불린다. 그렇다면, 조건화는 증거를 획득한 이후, 사전 

신념도 함수가 어떤 사후 신념도 함수로 갱신되어야 하는지 말해주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조건화는 ‘신념도 갱신 규칙

(credence updating rule)’이라고 불린다. 
신념도 갱신 규칙으로서 조건화는 일종의 함수로 생각될 수도 있다. 

이 함수의 입력 값은 증거와 사전 신념도 함수이며, 출력 값은 사후 

신념도 함수이다. 입력 값 중 하나인 증거는 경험에 의해서 직접적으

로 주어진다. 흔히 증거의 획득은 관련된 명제에 대한 신념도의 갱신

으로 표상된다. 가령, 증거 E를 획득했다는 것은 E에 대한 신념도가 

갱신되었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리고 이렇게 갱신된 신념도와 사전 신

념도 함수를 조건화를 통해 결합하여 다른 명제에 대한 신념도를 갱신

한다. 이렇듯 신념도 갱신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난다. 그 두 가지 

중에서 조건화 없이 경험에 의해서만 신념도가 갱신되는 것은 ‘직접 

신념도 갱신’이라고 불리며, 조건화를 통해 신념도가 갱신되는 것은 

‘간접 신념도 갱신’이라고 불린다. 
간접 신념도 갱신이 따라야 할 조건화는 직접 신념도 갱신에 따라서 

 1) 확률 계산 규칙을 만족한다는 것은 수학적 확률 공리 비음수성(non- 
negativity), 확실성(certainty), 가산성(additivity) 를 만족한다는 것이다. 



박 일 호38

여러 형태를 띠고 있다. 그것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경험을 통해 특정 

명제를 확신하게 되는 경우, 즉 그 신념도가 1이 되는 경우와 관련된

다. 해당 조건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2) 

기본 조건화. 어떤 행위자가 t 시점에 신념도 함수 Pt를 가지고 있

었다고 하자. t′(>t) 시점에 그는 경험을 통해 E에 대한 신념도를 1
로 갱신하였다. 그럼, 임의의 명제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Pt′ (X)Pt(E)=Pt(X&E). (1) 

위 기본 조건화에서 사전 신념도 함수는 Pt이며, 사후 신념도 함수는 

Pt′ 이다.3) 수학적 확률론에서 조건부 확률이라고 불리는 ‘P(A|B)’는 

P(B)>0일 때 P(A&B)/P(B)와 같다고 정의된다. 물론 P(B)=0이면 해당 

조건부 확률은 정의되지 않는다. 그럼, Pt(E)>0인 경우, (1)은 Pt′

(X)=Pt(X|E)과 같아진다.4) 그렇다면 기본 조건화는 ‘사후 신념도 함수’

 2) 엄격히 말해 아래 기본 조건화는 올바르지 않다.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 

신념도가 갱신된 명제는 E 밖에 없다’는 가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만
약 경험을 통해 신념도가 갱신된 명제가 E 이외에도 있다면 기본 조건화

의 (1)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아래 논의에서 제시될 다양한 조건

화에서 해당 가정을 생략할 것이다. 나의 논의에서 이런 생략은 어떤 문제

도 일으키지 않는다. 
 3) 앞으로 나는 몇 가지 다른 형태의 조건화를 제시할 것이다. 그런 조건화들

의 기본적인 형태라는 점에서, 나는 이 조건화를 ‘기본 조건화(basic 
conditionalization)’이라고 부른다. 

 4) 사실, 조건화를 (1)을 이용해서 제시하는 것은 전형적이지 않다. 즉 기본 

조건화의 (1)은 흔히 “Pt′ (X)=Pt(X|E), 단 Pt(E)>0이다.”와 같이 제시된다. 
본 논문에서 조건화를 전형적인 방식으로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

다. 첫째는 ‘단 Pt(E)>0이다.’와 같은 단서 조항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둘째

는 Pt(E)=0일 때 (1)은 사후 신념도 함수 Pt+1에 어떤 제약도 가하지 않는

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Pt(E)=0이면 Pt(X&E) 역시 0의 값을 가

진다. 따라서, Pt′ (X)는 어떤 값이라도 가질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

에서 조금 더 설명할 것이다. 조건화를 이렇게 나타낸 것은 본 논문이 유

일하지 않다. 가령, Pettigrew (2016, 187)에서 위와 비슷하게 정식화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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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전 신념도 함수를 해당 증거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함수로 만

든 것’과 같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즉 사후 신념도 함수 Pt′

는 사전 신념도 함수 Pt를 증거 E에 대하여 조건(부 함수)화한 것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건화는 경험을 통해 특정 명제를 확신하게 되는 경우에만 적용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경험이 언제나 우리를 확신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특정 명제에 대한 신념도가 확신에 이르

지 않을 정도로 강화될 수도 있다. 가령, 나는 멀리 떨어진 물체를 보

고 그 물체의 색이 붉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꽤 강하게 

믿게 될 수 있다. 이런 직접 신념도 갱신을 다루기 위해서 도입된 믿

음 갱신 규칙이 바로 제프리 조건화(Jeffrey Conditionalization)이다.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5)

기본 제프리 조건화. 어떤 행위자가 t 시점에 신념도 함수 Pt를 가

지고 있었다고 하자. t′ (>t) 시점에 그는 경험을 통해 E에 대한 신

념도를 r로 갱신하였다. 그럼, 임의의 명제 X에 대해서 다음이 성

립한다:
Pt′ (X)Pt(E)Pt(~E)

=r Pt(~E)Pt(X&E)+(1-r) Pt(E)Pt(X&~E). (2)

만약 Pt(~E)>0이고 r=1이라면, 기본 제프리 조건화는 기본 조건화와 

같아진다. 이런 점에서 기본 제프리 조건화는 기본 조건화를 일반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제프리 조건화 역시 일종의 함수로 생각

할 수 있다. 즉 이 조건화는 입력 값이 명제 E, 실수 r, 사전 신념도 

건화를 찾을 수 있다. 
 5) 기본 조건화와 마찬가지로, 제프리 조건화를 (2)를 통해서 제시하는 것은 

전형적이지 않다. 전형적으로 제프리 조건화는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다

음과 같이 제시된다: Pt′ (X)=r·Pt(X|E)+(1-r)·Pt(X|~E), 단 0<Pt(E)<1. 앞의 

각주 4에도 설명한 것과 비슷한 이유에서 본 논문은 이런 전형적인 방식이 

아니라 (2)를 이용해 제프리 조건화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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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Pt이고 출력 값이 Pt′ 인 함수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기본 조

건화와 비슷하게 “사후 신념도 함수 Pt′ 는 사전 신념도 함수 Pt를 (증
거 E의 사후 신념도가 r이 되도록) 증거 E에 대하여 조건(부 함수)화
한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앞의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베이즈주의가 말하는 신념도가 만족

해야 할 인식 규범, 즉 확률적 정합성과 조건화는 ‘확률’이라는 수학 

개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특

징은 베이즈주의의 몇 가지 인식론적 특징을 규정한다. 그러한 인식론

적 특징들 중에서 본 논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건화와 관련

된 것이다. 나는 아래에서 조건화가 본 논문에서 ‘훼손된 확실성’이라

고 부르는 믿음 갱신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할 것이다. 그 뒤 그

에 대한 베이즈주의자들의 가능한 응답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의 문제점

을 지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소위 ‘비정  확률주의’라고 불리

는 것을 이용해서 나름의 새로운 답변을 제시할 것이다. 

2. 확실성의 훼손

기본 조건화는 경험에 의해서 특정 명제에 1의 신념도를 부여하게 되

는 직접 신념도 갱신이 일어났을 때, 다른 명제에 대한 신념도가 어떻

게 갱신되어야 하는지 제약한다. 비슷하게, 제프리 기본 조건화는 경험

에 의해서 특정 명제에 1보다 작(거나 같)은 신념도를 부여하게 되는 

직접 신념도 갱신이 일어났을 때 다른 명제에 대한 신념도가 어떻게 

갱신되어야 하는지 제약한다.6) 하지만 이런 제약을 만족하는 사후 신

념도 함수가 언제나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모

든 확률 함수들이 해당 제약을 만족할 수 있다. 
그런 예는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가령, 당신이 t 시점에 E를 확신하

 6) 보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제프리 조건화는 특정 분할 집합

(partition)의 원소들에 대한 신념도가 직접 갱신되는 경우를 다룰 수 있다. 
본 논문은 이 분할 집합의 원소가 2개인 경우만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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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고 하자. 그럼, Pt(E)=1이 성립한다. 그런데 t′ (>t) 시점의 경

험에 의해 당신의 E에 대한 신념도가 r(<1)이 되었다고 하자. 그럼, Pt′

(E)=r<1이 성립한다. 이것은 경험에 의해서 특정 명제에 1보다 작은 

신념도를 부여하게 되는 직접 신념도 갱신이 일어난 사례이다. 이런 

사례를 다룰 수 있는 것은 기본 제프리 조건화이다. 하지만 Pt(E)=1인 

경우, 모든 X에 대해서 Pt(~E)=Pt(X&~E)=0이기 때문에 Pt′ (X)의 값이 

무엇이든 (2)는 만족된다. 즉 모든 사후 신념도 함수가 (2)를 만족한다

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기본 제프리 조건화는 이런 경우 사후 신념도 

함수에 어떤 제약도 가하지 못한다. 
위에서 제시한 사례는 확신하고 있었던 명제를 경험 이후 확신하지 

않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사례를 ‘확실성의 훼손’, 혹
은 ‘훼손된 확실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방금 설명했듯이 기본 제프리 

조건화는 이런 사례에 등장하는 사후 신념도 함수에 어떤 제약도 가하

지 않는다. 그리고 경험에 의해서 특정 명제에 1보다 작은 신념도를 

부여하게 되는 직접 신념도 갱신을 다루기 위해서 정통 베이즈주의자

들이 제시하는 규칙은 제프리 조건화 밖에 없다. 따라서 정통 베이즈

주의 이론틀 속에서는 이런 훼손된 확실성 문제를 다룰 수 없다.7) 
그럼 이런 결과에 대해서 베이즈주의는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가? 한 가지 방법은 베이즈주의가 가정하는 행위자의 인식론적 특징에 

호소하는 것이다. 즉 베이즈주의자들은 ‘우리는 이상적인 행위자를 다

루고 있으며, 그런 이상적인 특징에 의해 위와 같은 확실성의 훼손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흔히 베이즈주의 행위자

들이 갖춘 대표적인 이상적인 특징으로는 논리적 전지성, 연역적 폐쇄

 7)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은 정통 베이즈주의자들은 ‘직접 신념도 갱신’에 의

해서 확실성이 훼손된 경우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 ‘간접 신념도 

갱신’에 의해서 확실성의 훼손을 다룰 수는 없는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

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어떤 명제 X에 대한 신념도가 1이라고 하자. 
간접 신념도 갱신에 의해서 확실성의 훼손을 다룰 수 있다는 말은 X의 신

념도를 1보다 작은 값으로 바꾸는 증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 조건화와 기본 제프리 조건화가 분명히 드러내듯이, Pt(X)=1이면 어

떤 증거를 획득하더라도 Pt′ (X)가 1보다 작아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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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확률적 정합성 등이 언급된다 (Earman 1992, Talbott 1991). 하지

만 이런 이상적인 특징만으로는 확실성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럼 어떤 이상적인 특징이 더 필요한가? 
이를 위해 생각해 볼만한 한 가지 전략은 ‘베이즈주의의 이상적인 

행위자들은 온전한 인지적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신빙성 있는 방법을 

통해 신념도를 갱신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만약 위에서 가정한 확

실성의 훼손이 언제나 인지적 오작동(cognitive malfunction)이나 신빙

성 없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즉 다소 불합리한 방식으로 이루

어진다면,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 나름 성공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정말 확실성의 훼손은 언제나 불합리한 방식으로만 일어나는

가? 이와 관련해 우리는 탈보트(Talbott 1991, 141-142)의 논의를 참고

할 필요가 있다. 탈보트는 확실성이 훼손되는 두 가지 사례를 들어 그 

사례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그가 제시한 첫 번째 사례는 술과 같은 약

물에 의해서 확실성이 훼손되는 경우이다. 가령, 술을 마시기 전 철수

는 ‘음주 운전은 위험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술을 마신 이후 

‘음주 운전은 위험하다’는 것에 대한 확실성이 감소하게 되었다고 하

자. 이런 확실성의 훼손은 분명 인지적 오작동에 의해서 비롯되었으며, 
이에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베이즈주의는 이런 철수와 

같은 행위자의 신념도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한편 탈보트가 제시한 두 번째 사례는 확실성의 훼손이 기억 손실

(memory loss)에서 비롯되는 경우이다.8) 가령, 좀처럼 스파게티를 먹

지 않는 민호는 어쩌다 2019년 1월 12일 오늘 스파게티를 먹었다. 그
리고 그는 그때 ‘나는 2019년 1월 12일에 스파게티를 먹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2020년 1월 12일, 스파게티를 그다

지 즐기지 않는 민호는 1년 전 무엇을 먹었는지에 대한 기억을 잃어 

버렸다. 그래서 그는 그날 ‘나는 2019년 1월 12일에 스파게티를 먹었

다’는 것을 매우 약한 정도로 믿게 되었다. 이런 확실성의 훼손은 위 

 8) 이와 관련된 논의는 Skyrms (1983)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해당 논문에서 스

컴즈는 이런 기억 손실을 다루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래 논의에서 등장하는 방법은 그가 제시한 방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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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의 사례와 동일한 인지적 오작동에서 일어난 불합리한 것인가? 
위 질문에 대해서 여러 답변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철수

의 사례와 민호의 사례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야 한다. 확실성이 훼손되기 전과 후, 철수의 신경 생리적 상태에는 무

시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 변화에 의해 술을 마시고 

난 이후 그의 인지 능력은 이전 보다 악화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민호

의 경우는 어떤가? 2019년 1월 12일과 2020년 1월 12일 민호의 인지 

능력 중 무엇이 더 우월한가? 이에 대한 답은 분명치 않다. 더불어, 철
수의 사례와 달리 2020년 1월 12일 민호는 나름의 합리적인 추론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는 자신이 스파게티를 즐기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즉 그는 자신의 식습관에 대한 통계적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통계적 사실에 비추어 2019년 1월 12일에 스파

게티를 먹었다는 것에 매우 낮은 신념도를 할당한 것이다. 이렇게 두 

개의 사례는 비교하여 탈보트는 확실성의 훼손의 합리성은 상황에 따

라서 다르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더불어, 탈보트는 행위자들을 확실성이 훼손될 수 없는 존재로 이상

화시킨다면 그 이상적 존재에 근거해서는 실제 인간의 합리성을 설명

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획득한 실험 결과에 

대해서 확신하는 이상적 베이즈주의 행위자는 더 이상 자신이 획득한 

실험 결과를 재검토하거나 그 실험 결과와 충돌될 수 있는 다른 실험

을 해 볼 필요가 없다. 어차피 실험 결과에 대한 어떤 의심도 다른 신

념도에 어떤 제약도 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행위자는 

굳이 불필요한 노력을 들여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

려 그렇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을 했다는 의미에서 불합리하다고까

지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인간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논문을 발

표하기 전에 자신이 확신하는 실험 결과가 정말 올바른지 다시 확인하

며, 강의를 하기 전에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자료를 재검토한다. 그렇

지만 우리는 이런 행동을 불합리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상적 

행위자들에게 있어 확실성은 훼손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베이즈주의

자들은, 이런 사례를 다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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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앞으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확실성 훼손 문제에 답하고자 하는 

베이즈주의자들의 시도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 확실

성의 훼손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정할 것이다. 
그럼, 이런 가정 아래에서 베이즈주의자들은 확실성 훼손 문제에 어떻

게 답할 수 있는가? 특히 직접 믿음 갱신을 통해서 1의 신념도가 1보
다 작은 신념도로 바뀌는 경우에 우리의 신념도 함수는 어떻게 갱신되

어야 하는가? 앞서 설명했듯이 경험을 통해 1보다 작은 신념도를 가지

게 되는 경우를 다루기 위해 고안된 신념도 갱신 규칙은 기본 제프리 

조건화였다. 하지만 기본 제프리 조건화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떤 

제약도 가하지 못했다. 그럼 이 기본 제프리 조건화의 대안에는 무엇

이 있을까?

3. 초기 조건화

사실, 베이즈주의 이론틀이 확실성의 훼손을 다루기 어렵다는 것은 그

리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만큼 이에 대한 몇 가지 해결책이 있

었다.9) 나는 이 절에서 그러한 해결책들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하고,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그 뒤, 다음 절에서 그런 문제점을 가

 9) 아래에서 설명될 것 이외에 확실성의 훼손을 다루려는 시도에는 몇 가지가 

더 있다. 그 중 언급할만한 것은 조건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소위 

Imaging이라고 불리는 규칙을 이용해서 확실성의 훼손을 다루는 시도이다. 
이 규칙은 인과적 결정 이론과 관련해서 루이스(David Lewis 1976, 
308-15)가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규칙과 확실성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Gardenfors (1988, 108-18)을 보라. 하지만 본 논문은 이 입장이 

베이즈주의에서 너무 급진적으로 이탈했다는 이유에서 더 이상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외에 확실성의 훼손을 다루는 방법으로는 조건부 신념도를 

원초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소위 포퍼 함수(Popper function)을 이용하

는 것이다. 이 입장에 대해서 윌리엄슨(Jon Williamson, 2017, 64)는 포퍼 

함수에 대해서 아직 합의된 공리화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평가에 기대어, 본 논문 역시 그 입장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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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지 않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안할 것이다. 

3.1. 초기 신념도 함수와 초기 조건화

다시 기본 제프리 조건화를 생각해보자. 그것은 t′ 시점에 명제 E에 대

한 신념도가 r( 1)로 수정되었을 때 사전 신념도 함수 Pt가 어떤 사후 

신념도 함수 Pt′ 로 갱신되어야 하는지 말해 주고 있다. 이는 기본 조건

화를 일반화한 것으로, 증거(와 그것의 신념도)와 사전 신념도 함수를 

입력 값으로 가지고, 사후 신념도 함수를 출력 값으로 가지는 일종의 

함수이다. 즉 우리는 이런 제프리 조건화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간략

하게 재서술할 수 있다: 

(a) 사후 신념도 함수는 사전 신념도 함수를 증거 E에 대하여 조건

화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기본 제프리 조건화가 말

하는 증거에 의해서 조건화되는 함수는 증거를 획득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전 신념도 함수라는 것이다. 한편 우리가 다루고 있는 확실

성의 훼손이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b) 사전 신념도 함수에 의해 1의 신념도가 할당되었던 명제 E가 

경험에 의해서 1보다 작은 신념도를 할당받는다. 

여기서 명제 E에 1의 신념도를 할당하는 함수 역시 사전 신념도 함수

이다. 
제프리 조건화가 이런 확실성의 훼손을 잘 다룰 수 없다는 것, 혹은 

제프리 조건화가 확실성의 훼손에 대해 어떤 제약도 하지 않는다는 것

은, (b)가 성립할 때 모든 사후 신념도 함수가 (a)를 만족한다는 것이

다. 특히, (a)에 등장하는 사전 신념도 함수와 (b)에 등장하는 사전 신

념도 함수가 같을 때 제프리 조건화는 확실성 훼손에 대해 아무런 제

약을 가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자면, ‘증거에 의해서 조건화되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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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증거에 1을 할당하는 함수’가 같을 때 바로 제프리 조건화는 확

실성의 훼손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a)와 (b)에 등장하는 사전 신념도 함수가 같을 때 문제가 발

생한다면, 해당 두 함수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 즉 경험 이후에 조

건화되는 함수와 해당 증거에 1을 할당하는 함수를 다르게 설정한다면 

확실성 훼손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아래에 소개

하는 확실성 훼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이 아이디어를 이용한 것이

다. 
그럼 어떻게 다르게 설정해야 할까? 확실성의 훼손은 경험 이전에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것을 경험 이후에 불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여기서 경험 이전에 가지고 있던 함수는 사전 신념도 함

수이다. 따라서 (b)의 사전 신념도 함수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은 확

실성의 훼손이라는 문제를 다른 문제로 바꾸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그렇다면 확실성의 훼손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a)에 등장하는 사전 

신념도 함수, 즉 경험 이후 증거에 의해 조건화되는 함수를 다른 함수

로 바꾸어야 한다. 그럼 어떤 함수가 적당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종류의 신념도 함수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인식론적 삶은 어떤 증거도 없던 상태에서 시

작한다. 이 초기 상태(initial state)에 아마도 우리는 (항진 명제에 대한 

믿음을 제외하면) 어떤 확실한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 후 

새로운 증거를 획득함에 따라 우리의 인식론적 상태는 계속 변한다. 
아무런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은 때, 즉 최초의 상태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도 함수를 ‘초기 신념도 함수(initial credence function)’라
고 부르자. 그리고 이 함수를 P0라고 하자. 그럼, 우리는 다음과 같은 

믿음 갱신 규칙을 제시할 수 있다.10)

초기 조건화. 어떤 행위자가 초기 시점, 즉 t0 시점에 초기 신념도 

함수 P0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자. t′ 시점에 그는 경험을 통해 전체 

10) 이런 초기 조건화를 통해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표적인 시도는 

Meacham (2016)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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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Et′ 를 가지게 되었다. 그럼, 임의의 명제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Pt′ (X)P0(Et′)=P0(X&Et′). (3)

이 조건화를 기본 조건화와 비교해보자. 이를 위해, t(<t′) 시점에 신념

도 함수 Pt를 가지고 있었던 행위자가 t′ 시점에 새로운 증거 E를 획득

했다고 가정해보자. 기본 조건화와 초기 조건화의 첫 번째 차이는 증

거에 대해서 조건화되는 함수가 다르다는 것이다. 기본 조건화의 경우

에는 증거 E를 획득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함수, 즉 사전 신념도 함

수 Pt가 관련 증거에 대해서 조건화되지만, 초기 조건화의 경우에는 아

무런 증거도 없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함수, 즉 초기 신념도 함수 P0

가 관련 증거에 대해서 조건화된다.11) 기본 조건화와 초기 조건화 사

이의 두 번째 차이는 관련 신념도 함수가 조건화될 때 조건으로 사용

되는 명제가 다르다는 것이다. 기본 조건화의 경우에는 t′ 시점에 획득

한 증거 E가 조건으로 사용되지만, 초기 조건화의 경우에는 t′ 시점에 

가지고 있었던 전체 증거 Et′이 조건으로 사용된다. 
이런 차이점을 가진 기본 조건화와 초기 조건화가 항상 다른 결과를 

산출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t0 시점부터 t′ 시점까지 획득된 어떤 확

실성도 훼손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 조건화와 초기 조건화는 같은 사

후 신념도 함수를 산출한다.12) 그러나 확실성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기

11) 적절한 조건이 만족되면 초기 조건화의 (3) 역시 Pt+1(X)=P0(X|Et+1)로 바뀔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대로 기본 조건화의 (2) 역시 적절한 조건이 만족되

면 Pt+1(X)=Pt(X|E)로 바뀔 수 있다. 해당 식들을 이렇게 바꾸면, 조건(부 

함수)화되는 것이 다르다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납득할 수 있다. 
12) 시점 t에는 E를 확신하지 못했지만, 시점 t′에 경험에 의해 E를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자. 더불어, t0부터 t′까지 어떤 확실성도 훼손되지 않았다고 하

자. 그럼, 시점 t′의 전체 증거 Et′ 은 시점 t의 전체 증거 Et와 t′에 획득한 

증거 E를 결합한 것, 즉 Et&E와 같다. 그리고 초기 시점에 어떤 명제도 확

신하고 있지 않다고 하자. 그럼, 초기 조건화의 (3)은 ‘Pt′ (X)=P0(X|Et′ )’와 

동치이다. 이제 임의의 명제 X를 생각해보자. t 시점의 전체 증거는 Et이고 

t′ 시점의 전체 증거는 Et′ 이다. 따라서 초기 조건화로부터 다음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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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건화와 초기 조건화가 다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특히, 그런 

경우 기본 조건화는 t′ 시점의 신념도 함수에 어떤 제약도 가하지 못하

지만, 초기 조건화는 나름의 제약을 가할 수 있다.13) 

3.2. 초기 제프리 조건화와 확실성의 훼손

하지만 초기 조건화는 본 논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례를 다룰 수 

없다.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는 경험에 의해 1의 신념도가 1보다 작은 

신념도로 갱신되는 경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를 다루기 

위해서 제시된 규칙은 제프리 조건화였다. 그럼,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는 기본 제프리 조건화를 초기 조건화와 유사한 형태로 변형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그 형태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초기 제프리 조건화. 어떤 행위자가 t 시점에 신념도 함수 Pt를 가

지고 있었다고 하자. t′(>t) 시점에 그는 경험을 통해 E가 포함되지 

않는 전체 증거 Et′ 를 가지게 되었으며 E에 대한 신념도는 r로 갱

신되었다. 그럼 임의의 명제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Pt′ (X)P0(Et′ &E)P0(Et′ &~E)

     = r P0(Et′ &~E)P0(X&Et′ &E)
   + (1-r) P0(Et′ &E)P0(X&Et′ &~E). (4)

위 규정에서 ‘E가 포함되지 않는 전체 증거 Et′’이라는 구절은 제시된 

가정들이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삽입되었다. 
만약 전체 증거 Et′에 E가 포함된다면, t′ 시점에 E에 1의 신념도가 할

Pt′ (X)=P0(X|Et′)=P0(X|Et&E); Pt(X)=P0(X|Et)
그럼 확률 계산 규칙으로부터 Pt(X|E)=P0(X|Et&E)가 성립하고, 이에 Pt′

(X)=Pt(X|E)가 성립한다. 즉 기본 조건화 속 (2)와 동치인 식이 도출된다. 
13) 각주 12에서 설명했듯이, 시점 t′까지 어떤 확실성도 훼손되지 않으면 기본 

조건화와 초기 조건화는 동일한 결과를 산출한다. 하지만 Et&E와 Et′ 이 같

지 않은 경우 다른 결과가 산출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 각주 12의 

식 중에서 Pt′ (X)=P0(X|Et′)=P0(X|Et&E)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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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되기도 하고, (가정에 의해서) r의 신념도가 할당되기도 한다. 해당 

구절은 이런 비일관성을 피하기 위해서 삽입된 것이다.
식 (4)는 꽤 복잡해 보인다. 그러나 겉보기만 그럴 뿐이다. 앞의 기

본 제프리 조건화와 마찬가지로 P0(Et′ &E)가 0과 1 사이에 있는 수라

면 위 식은 Pt′ (X)=r P0(X|Et′ &E)+(1-r) P0(X|Et′ &~E)와 같아진다. 이
렇듯 초기 제프리 조건화의 (4)는 일반적인 제프리 조건화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경험 이후에 증거 E를 확신하게 된 경우

에 (4)는 초기 조건화의 (3)과 같아진다.14) 또한 Pt와 P0 사이에 

임의의 명제 X에 대해서 Pt(X)=P0(X|Et′)이다 (5)

가 성립한다면, (4)는 기본 제프리 조건화의 식 (2)와 같아진다.15) 다시 

말해, (5)가 성립하면 초기 제프리 조건화와 기본 제프리 조건화는 같

은 결과를 산출한다.16) 이렇듯, 초기 제프리 조건화는 초기 조건화의 

적절한 확장이며 기본 제프리 조건화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초기 제프리 조건화는 확실성 훼손 사례를 어떻게 다루는

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사례를 생각해 보자. 

14) 그런 경우, 즉 E를 확신하게 되는 경우, t′ 시점에 가지고 있는 전체 증거는 

Et′ &E가 된다. 이 전체 증거를 E*
t′ 라고 하자. 그럼 P0(Et′ &~E)>0인 경우, 

(4)는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Pt′ (X)P0(E*
t′ )=P0(X&E*

t′ ). 이는 초기 조건화

의 (3)과 같다. 
15) (5)가 성립하면, P0(Et′ &E)=P0(Et′)P0(E|Et′)=P0(Et′)Pt(E)가 성립한다. 비슷하

게 다음을 도출할 수 있다. 
P0(Et′ &~E)=P0(Et′)Pt(~E); P0(X&Et′ &E)=P0(Et′)Pt(X&E); 
P0(X&Et′ &~E)=P0(Et′)Pt(X&~E).
그럼 우리는 이 등식들을 이용해 (4)를 (2)로 변형할 수 있다. 

16)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다. 설명했듯이, (5)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초

기 제프리 조건화와 기본 제프리 조건화는 같아진다. 그러나 제프리 조건

화를 이용해서 믿음을 갱신하는 많은 경우에 (5)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 보다 자세히 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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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용의자는 x, y, z 세 명이다. 
시점 t1에 사건 현장에서 독특한 문양의 발자국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이 발자국은 용의자 x가 신고 다니는 신발과 많이 달

랐다. 따라서 당신은 해당 발자국이 용의자 x의 것이 아니라

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증거에 의해서 용의자 x가 범

인이라는 것에 대한 당신의 신념도는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시점 t2에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 

증거가 오염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다. 이에 당

신은 해당 발자국이 용의자 x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0.8 정도

로 믿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관찰을 바탕으로 용의자 x가 범

인이라는 것에 대한 당신의 신념도는 다소 증가하였다. 

발자국 증거, 즉 ‘해당 발자국이 용의자 x의 것이다’를 E, ‘x가 범인이

다’, ‘y가 범인이다’, ‘z가 범인이다’ 각각을 X, Y, Z라고 하자. 그리고 

신념도 함수 P0, P1, P2가 다음과 같다고 하자. 

P0: 어떤 현장 조사도 하지 않았을 때의 신념도 함수, 즉 초기 신념

도 함수.
P1: 경험에 의해서 E가 거짓이라는 것, 즉 ~E가 참이라는 것을 확신

하게 된 t1 시점의 신념도 함수.
P2: 경험에 의해서 ~E를 0.8 정도로 믿게 된 t2 시점의 신념도 함수.

위 가정들과 더불어, 초기 신념도 함수 P0의 신념도 할당이 다음과 같

다고 하자. 

P0 X Y Z 합계
E 3/12 1/12 1/12 5/12

~E 1/12 3/12 3/12 7/12
합계 4/12 4/12 4/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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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초기 신념도 분포는 증거와 가설 사이의 몇 가지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 신념도 분포에 따르면 다음이 성립한

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P0(X)=P0(Y)=P0(Z)=1/3;
P0(X)=1/3>1/7=P0(X|~E).

초기 신념도 분포가 위와 같을 때, 당신은 어떤 명제도 확신하고 있지 

않다. 즉 어떤 명제에 대해서도 1의 신념도를 할당하지 않는다. 더불어 

초기에는 용의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X, Y, 
Z가 모두 같다. 은 이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는 초기 시점

에 가지고 있던 신념도 함수를 기준으로 할 때 ‘해당 발자국이 용의자 

x의 것이 아니라는 것’, 즉 ~E가 가설 X에 부정적 증거라는 것을 나

타낸다. 
그럼 이런 초기 신념도 분포가 주어졌을 때, 베이즈주의자들은 이 

사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 사례에서 t1 시점에 당신은 E가 

거짓이라는 것, 즉 해당 발자국은 용의자 x의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t2 시점에 이루어진 새로운 관찰을 통해 E가 참일 수도 있다

고 생각하게 되었다. 즉 시점 t1의 ~E에 대한 당신의 신념도는 1이었

지만 시점 t2에 그 신념도는 관찰에 의해서 1보다 작은 값, 0.8로 변경

된다.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다음이 성립해야 한다. 

P1(~E)=1; P2(~E)=0.8.

그럼 X에 대한 신념도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우선, t1 시점에 X
에 대한 부정적인 증거를 획득하였기 때문에 X에 대한 신념도는 상당

히 낮아질 것이다. 하지만 t2 시점에 해당 증거(~E)가 잘못될 가능성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t1 시점에 낮아진 X에 대한 신념도는 어느 정도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t2 시점의 X에 대한 신념도

가 t0 시점의 X에 대한 신념도와 같아져선 안 된다. 왜냐하면 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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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증거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부정적 증거, 
즉 ~E에 대해서 높은 신념도 0.8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각 시점의 X에 대한 신념도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P0(X)>P2(X)>P1(X). 

그럼 기본 제프리 조건화와 초기 제프리 조건화는 위와 같은 신념

도 변화를 다룰 수 있는가? 
일단 기본 제프리 조건화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에 

의해서 P2(~E)=0.8이다. 그럼 기본 제프리 조건화의 식 (2)로부터 

다음이 도출된다. 

P2(X)P1(E)P1(~E)=0.2P1(~E)P1(X&E)+0.8P1(E)P1(X&~E).

한편 에 의해서 P1(E)=0, P1(~E)=1이고, 이에 P1(X&E)=0이 성립

한다. 따라서 P2(X)의 값이 무엇이든 위 식은 성립하게 된다. 즉 모

든 신념도 함수는 기본 제프리 조건화를 만족하게 되고, 이에 기본 

제프리 조건화는 사후 신념도 함수에 대해서 그 어떤 제약도 가하

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기본 제프리 조건화는 위 사례를 제대로 

다룰 수 없다고 결론 내려야 한다. 
그럼, 초기 제프리 조건화는 어떤가? 초기 제프리 조건화에 따르

면 다음이 성립한다.

P2(X)=0.2P0(X|Et2&E)+0.8P0(X|Et2&~E).

여기서 Et2는 t2 시점에 가지고 있는 전체 증거를 가리킨다. 사례에

서, t1 시점에 ~E를 확실한 증거로 획득하였지만, t2 시점에 그 증거

의 확실성이 훼손된다. 따라서 t2 시점에 가지고 있었던 전체 증거

는 ~E를 획득하기 전, 즉 t1 시점 이전, 즉 초기 시점인 t0에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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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전체 증거와 같다. 가정했듯이 t0 시점에 당신은 항진 명제를 

제외한 어떤 것도 확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t0 시점에 가지고 있

는 전체 증거는 없으며, 이는 t2 시점에도 마찬가지다. 즉 Et2는 항

진 명제에 불과하다. 한편, 위 표에서 제시된 초기 신념도 분포에 

따르면 P0(X|E)=3/5, P0(X|~E)=1/7이 성립한다. 그럼 우리는 위 식

으로부터 다음을 얻을 수 있다. 

P2(X) = 0.2P0(X|Et2&E)+0.8P0(X|Et2&~E)
= 0.2P0(X|E)+0.8P0(X|~E) = 15/64.

위 분석이 잘 보여주듯이, 기본 제프리 조건화가 P2(X)의 값에 대해서 

어떤 제약도 가하지 않는 것과 달리, 초기 제프리 조건화는 P2(X)가 

특별한 값, 즉 15/64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더불어, 이런 결과는 

를 만족한다. 초기 제프리 조건화에 따르면 P1(X)=1/7이 성립한다.17) 
그리고 에 의해서 P0(X)=1/3이 성립한다. 따라서 우리는 가 성립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초기 제프리 조건화는 위 사례에 대한 

우리의 직관적인 판단을 잘 드러낼 수 있다. 

3.3. 초기 제프리 조건화의 문제점

이렇게 초기 제프리 조건화는 기본 제프리 조건화가 가지지 못한 장점

을 가지고 있다. 특히, 훼손된 확실성과 관련해서, 기본 제프리 조건화

가 다루지 못한 문제를 초기 제프리 조건화는 적절하게 다룰 수 있다. 
하지만, 초기 제프리 조건화 역시 나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초기 제프리 조건화가 그렇게 실제적(practical)이지 

않다는 것이다. 초기 제프리 조건화를 통해서 신념도를 갱신하려는 행

위자는 언제나 자신의 초기 신념도에 인식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17) 앞에서 설명했듯이, 어떤 확실성의 훼손도 없을 때, 초기 제프리 조건화의 

(4)는 초기 조건화의 (3)과 같아진다. 한편, 우리가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t1 시점의 전체 증거는 ~E가 된다. 그럼 (3)과 로부터 

P1(X)=P0(X|~E)=1/7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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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절에서 언급했듯이, 훼손된 확실성의 문제에 대해서 베이즈주

의자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는 이상적인 베이즈주의 행위자

에게 그런 확실성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
러나 실제 인간인 우리는 간혹 무언가를 확신하고, 경험에 의해서 그 

확신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이렇게 이상적 행위자에 호소하는 전략은 

실제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다른 

전략을 모색했다. 
그럼, 우리가 다루고 있는 초기 제프리 조건화 전략은 이런 이론적

인 동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초기 제프리 조건화를 받아들이는 

이론가들은 실제 인간은 확실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하면서 행위자를 

과도하게 이상화하는 것을 경계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의 해결책은 

초기 신념도 함수에 의존한다. 그럼 실제 인간인 우리는 언제나 초기 

신념도 함수에 접근할 수 있는가? 만약 합리적인 초기 신념도 함수가 

무차별성의 원리와 같은 것에 의해서 선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초기 신념도 함수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

관적인 베이즈주의자들이라면 이런 전략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초기 신념도 함수에 접근가능하다’는 것이 초기 신념도 함

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 혹은 초기 신념도 함수에 대한 확실

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초기 제프리 조건

화는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서, 우리가 초기 제프리 조건화를 이용하려면 초기 신념도 함수가 무

엇이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혹은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정해보자. 특히, 초기 상태에서 자신의 신념도 

함수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정하자. 그렇다면 이 확

신이 훼손되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나 초기 신념도 함수가 무엇인지

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따라서 초기 신념도 함수에 접

근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초기 신념도 함수에 대한 확신이 훼손되는 경우는 어떨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우선 기호적 편이를 위해서, ‘ P0’이 

초기 신념도 함수가 P0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자. 그리고 어떤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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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초기 상태에 신념도 함수 P0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행위자는 그때 자신의 신념도 함수가 P0라는 것을 확신하였다고 하자. 
즉 P0( P0)=1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18) 덧붙여, t1 시점의 경험 이후 

그 행위자는 자신의 초기 신념도 함수가 P0라는 것을 의심하게 되었다

고 해보자. 이에 t1 시점에 가지고 있던 전체 증거에서 P0은 배제되고, 
대신 P1( P0)=r<1이 되었다. 이는 전형적인 확실성 훼손 사례이다. 그
럼, 초기 제프리 조건화는 이런 사례를 다룰 수 있는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초기 제프리 조건화에 따르면 다음이 성립해야 한다.19) 

P1(X)P0( P0)P0(~ P0)
= r P0(~ P0)P0(X& P0)+(1-r) P0( P0)P0(X&~ P0). 

가정에 의해서 P0( P0)=1이고, 이에 P0(~ P0)=P0(X&~ P0)=0이다. 따라

서 P1(X)의 값이 무엇이든 위 식이 성립한다. 이에 우리는 이런 경우 

초기 제프리 조건화는 사후 신념도 함수 P1에 대해서 어떤 제약도 가

하지 못한다고 말해야 한다. 
사실, 위와 같은 문제는 초기 신념도 함수에 대한 확신에만 국한되

18) 초기 상태에 자신의 신념도가 무엇인지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사실 우리의 논의를 위해 해당 정당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
런 경우가 인식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으로 충분하다. 물론, 이에 관한 논의

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된 논의, 특히 ‘자신의 신념도가 무엇인지 

확신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는 ‘자기 존중(self-respect)’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Chandler and Rieger (2011), Christensen (2007), van Fraassen 
(1984) 등을 참조하라. 

19) E1을 t1 시점에 가지고 있었던 전체 증거라고 하자. 즉 P1(E1)=1이라고 하

자. 초기 제프리 조건화의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E1은 P0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t0과 t1 사이에 P0을 제외하고 어떤 확실성도 훼손되지 않

았다 하자. 그럼 P0(E1)=1이다. 그럼 다음이 성립한다:
P1(X)P0( P0)P0(~ P0)
  = r P0(E1&~ P0)P0(X&E1& P0)+(1-r) P0(E1& P0)P0(X&E1&~ P0)
  = r P0(~ P0)P0(X& P0)+(1-r) P0( P0)P0(X&~ P0).



박 일 호56

지 않는다. 우리가 처음으로 인식론적 삶을 시작할 때, 우리는 (항진 

명제를 제외하고) 그 어떤 것도 확신하지 않는가? 즉 우리의 초기 신

념도 함수는 ‘엄격하게 정합적(strictly coherent)’이어야 하는가? 여기

서 ‘엄격하게 정합적’이라는 것은 항진 명제들을 제외하고 모든 명제

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1보다 작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우리는 이

런 엄격 정합성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확률 철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의심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전히 논쟁 중이다.20) 이런 의심이 

정당하다면 초기 조건화에 대해서 위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가령, 
당신은 초기 상태에 ‘나에게 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하

자. 그런데, 훗날 이 확신이 훼손되었다고 하자. 하지만 초기 제프리 

조건화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 이런 신념도의 변화를 다

룰 수 없다.
지금껏 언급한 문제는 초기 제프리 조건화뿐만 아니라 초기 조건화 

역시 가지고 있는 문제다. 왜냐하면 위 문제들은 모두 초기 신념도의 

특징과 관련되어 있고, 초기 조건화와 초기 제프리 조건화 모두 초기 

신념도에 강하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한편, 초기 제프리 조건화 고유의 

문제도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시점 t′까지 어떤 확실성도 훼손되지 않

은 경우에 기본 조건화와 초기 조건화는 동일한 결과를 산출한다. 그
럼, 시점 t′까지 어떤 확실성도 훼손되지 않은 경우에 기본 제프리 조

건화와 초기 제프리 조건화는 같은 결과를 산출하는가? 초기 제프리 

조건화가 기본 제프리 조건화의 올바른 확장이라면 이 질문에 긍정적

20) ‘엄격 정합성’은 ‘정칙성(正則性, regularity)’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와 관련

된 논의를 위해서는 Hájek (2012)와 Pettigrew (2016)을 보라. 특히 엄격 

정합성에 대한 옹호 논증과 여러 비판들은 Hájek (2012)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여기서 우리는 정칙성은 주로 초기 신념도 함수와 관련해서 논의된다

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만약 모든 신념도 함수에 대해서 정칙성이 

요구된다면 확실성 훼손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본 조건

화가 경험에 의한 확신을 가정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조건화를 받아

들이는 많은 베이즈주의자들은 모든 신념도 함수가 정칙성을 만족해야 한

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이런 점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심

사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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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답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어떤 답을 내릴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3.2절에서 제시한 

한 가지 주장을 다시 생각해보자. 그 절에서 우리는 다음 (5)가 성립하

는 경우에 기본 제프리 조건화와 초기 제프리 조건화가 같은 결과를 

산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임의의 명제 X에 대해서 Pt(X)=P0(X|Et′)이다. (5)

그럼, t′까지 어떤 확실성도 훼손되지 않는 경우에 (5)가 성립한다면, 
우리는 위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시점 t′까지 확

실성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임의의 t(<t′)에 대해서, Pt′ (Et)=1이다. (6)

위 식은 t′보다 이전 시점에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t′ 시점에도 확신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제 (6)으로부터 (5)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

일 수 있다면, 우리는 초기 제프리 조건화가 기본 제프리 조건화의 올

바른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6)은 (5)를 함축하는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시점 t0에 P0라는 

초기 신념도 함수를 가지고 있던 행위자가 t1 시점의 경험을 통해 E의 

신념도를 0.9로 갱신하였다고 하자. 즉 P0(E) P1(E)=0.9라고 하자. 그 

뒤 t2 시점의 경험을 통해 다른 명제 F의 신념도가 0.1로 갱신되었다고 

하자. 즉 P1(F) P2(F)=0.1라고 하자. 이런 종류의 경험만을 한 행위자

는 시점 t0부터 t2에 이르기까지 어떤 증거도 확신하지 않았다. 즉 t0, 
t1, t2 시점의 각 전체 증거 Et0, Et1, Et2는 모두 항진 명제와 같다. 이에 

시점 t0부터 t2에 이르는 시점까지 전체 증거는 동일하고, (6)이 성립한

다. 그럼, (5)는 어떤가? (5)가 성립한다면 P1(E)=P0(E|Et2)가 성립할 것

이다. 하지만 방금 설명했듯이 Et2는 항진 명제이고, 가정에 의해서 

P0(E) P1(E)=0.9이다. 따라서 P1(E)=P0(E|Et2)가 성립하지 않으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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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5)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6)은 (5)를 함축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방금 제시한 예를 이용해 우리는 어떤 확실성도 훼손되

지 않은 경우에 초기 제프리 조건화와 기본 제프리 조건화가 다른 결

과를 산출한다는 것도 보일 수 있다. 우선, 기본 제프리 조건화에 따르

면 (초기 신념도 함수 P0이 엄격하게 정합적이라는 가정 아래에서) 모
든 명제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하자: 

P1(X)=0.9P0(X|E)+0.1P0(X|~E);
P2(X)=0.1P1(X|F)+0.9P1(X|~F).

그럼 초기 제프리 조건화는 어떤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각 시점의 전

체 증거 Et0, Et1, Et2는 모두 항진 명제이다. 그럼 초기 제프리 조건화

에 의해서 다음이 성립한다:21)

P1(X)=0.9P0(X|E)+0.1P0(X|~E);
P2(X)=0.1P0(X|F)+0.9P0(X|~F).

그럼 이 두 결과, 즉 기본 제프리 조건화를 이용해 도출한 결과와 초

기 제프리 조건화를 이용한 결과는 서로 같은가? t1 시점의 결과가 동

일하다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t2 시점의 결과는 어떤가? 
만약 P0(X|F)=P1(X|F)이고 P0(X|~F)=P1(X|~F)라는 것이 보장된다면 t2 
시점의 결과도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위 두 등식은 일반적

으로 성립하지 않는다.22) 결국, 어떤 확실성도 훼손되지 않았음에도 

21) P0이 엄격하게 정합적이면, 즉 항진 명제를 제외하고는 어떤 명제에도 1보
다 작은 수를 할당한다면, 초기 제프리 조건화의 식 (4)는 다음과 같아진

다: Pt′ (X)=r P0(X|Et′ &E)+(1-r) P0(X|Et′ &~E). 그럼 Et0, Et1, Et2가 모두 항

진 명제이기에 다음이 도출된다: 
P1(X)=0.9P0(X|Et1&E)+0.1P0(X|Et1&~E)=0.9P0(X|E)+0.1P0(X|~E).

이는 P2(X)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22) 위에서 설명했듯이 초기 제프리 조건화와 기본 제프리 조건화는 t1 시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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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기본 제프리 조건화와 초기 제프리 조건화는 서로 다른 결과

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초기 제프리 조건화는 기본 

제프리 조건화의 올바른 확장이 아니라고 결론 내려야 한다. 
지금껏 제시한 초기 제프리 조건화의 문제들에 대해서 나름의 해결

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해결책을 살펴보고, 그 가능성

을 검토하는 것은 본 논문의 목표가 아니다. 그보다 나는 앞으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확실성의 훼손을 다룰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방식은 초기 신념도 함수에 의존하지 않

는다. 하지만, 그것은 다소 비표준적으로 우리의 신념도를 표상하는 방

식, 특히 우리 신념도를 하나의 수가 아니라 수들의 집합으로 표상하

는 소위 ‘비정  확률주의(Imprecise Probabilism)’라 불리는 것에 크게 

의존한다. 

4. 확실성의 훼손과 비정밀 신념도

신념도 갱신 규칙으로서 기본 조건화와 기본 제프리 조건화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핵심적인 특징을 유지하면

서 확실성 훼손 문제에 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 절에서 나는 

신념도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과를 산출한다. 그럼 P1(E|F)를 계산해보자. 
만약 문제의 두 등식이 성립한다면, P0(E|F)=P1(E|F)이 성립해야 한다. 과
연 그런가? P0의 신념도 분포가 다음과 같다고 하자. 

P0 E ~E
F 0.1 0.4

~F 0.4 0.1

그럼 P0(E|F)=0.2이다. 한편 위 신념도 분포와 (기본/초기) 제프리 조건화에 

따르면, 다음이 성립한다: 
P1(E&F)=0.9P0(E&F|E)+0.1P0(E&F|~E)=0.9P0(F|E)=0.9·0.2=0.18;
P1(F)=0.9P0(F|E)+0.1P0(F|~E)=0.9·0.2+0.1·0.8=0.26;
따라서 P1(E|F)=18/26 0.2=P0(E|F)이다. 결국, 우리는 문제의 두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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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그 핵심 특징을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그 특징을 유지한 신념도 

갱신 규칙을 제안할 것이다. 아래에서 드러나듯이, 그런 갱신 규칙은 

우리를 ‘비정  확률주의’라는 다소 비표준적인 확률주의로 안내하게 

될 것이다. 

4.1. 고정성과 역-조건화

잘 알려진 대로, 기본 제프리 조건화는 소위 ‘고정성(rigidity)’이라고 

불리는 것과 동치이다. 대략적으로 말해, 이 고정성은 경험에 의해서 

신념도 함수가 갱신될 때, 어떤 신념도는 갱신 이후에도 바뀌지 않고 

고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 제프리 조건화와 동치인 고정성을 보

다 엄 하게 서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고정성. 어떤 행위자가 t 시점에 신념도 함수 Pt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자. t′(>t) 시점에 그는 경험을 통해 E에 대한 신념도를 r로 갱신

하였다. 그럼, 임의의 명제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a) Pt(E)Pt′ (X&E)=Pt′ (E)Pt(X&E);
(b) Pt(~E)Pt′ (X&~E)=Pt′ (~E)Pt(X&~E).

다소 복잡해 보이는 (a)와 (b)는 0<Pt(E)<1, 0<Pt′ (E)<1인 경우를 생각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Pt(E)와 Pt′ (E)가 0과 1 사이에 있는 수라면 

위 (a)와 (b) 각각은 다음과 같이 바뀐다: Pt′ (X|E)=Pt(X|E), Pt(X|~E)=Pt′

(X|~E). 이 두 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위 고정성이 말하는 것은 E와 

~E에 대한 신념도가 직접적으로 갱신되었을 때, E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신념도와 ~E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신념도는 바뀌지 말고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언급했듯이 이 고정성은 기본 제프리 

조건화와 동치이다. 
여기서 잠깐 고정성과 기본 조건화 사이의 관계를 생각보자. 기본 

조건화는 경험 이후에 E에 대한 신념도가 1로 바뀌는 경우, 즉 Pt′

(E)=1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이다. 이런 경우 고정성의 (b)는 

사후 신념도 함수에 어떤 제약도 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Pt′ (E)=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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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임의의 X에 대해서 Pt′ (X&~E)=Pt′ (~E)=0이 성립하고, 따라서 

모든 신념도 함수가 (b)를 만족하기 때문이다. 결국, Pt′ (E)=1인 경우, 
사후 신념도 함수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a) 뿐이다. 이런 경우 고정성

의 (a)는 기본 조건화의 (1)로 바뀐다. 여기에 Pt(E)>0라는 조건이 추가

되면, (a)와 (1)은 Pt′ (X)=Pt(X|E)로 변형된다. 이런 조건들이 만족될 

때, 우리는 ‘사후 신념도 함수 Pt′는 사전 신념도 함수 Pt를 증거 E에 

대하여 조건화한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즉 경험 이전 E에 대한 신념도가 1이

었지만, 경험 이후 1보다 작은 값이 된 경우는 어떨까? 수식으로 표현

하자면 Pt(E)=1이지만, Pt′ (E)=r<1인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도 우리는 

위 기본 조건화와 비슷하게 말할 수 있다. 일단, Pt(E)=1이기 때문에 

Pt(X&~E)=Pt(~E)=0이 성립한다. 따라서 모든 신념도 함수가 (b)를 만

족하게 되고, (b)는 사후 신념도 함수에 어떤 제약도 가하지 못하게 된

다. 그리고 Pt(E)=1이지만, Pt′ (E)=r<1이기 때문에 (a)는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Pt(X)=Pt′ (X|E)

이는 기본 조건화가 말하는 Pt와 Pt′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와 매우 유

사하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기본 조건화

는 ‘사후 신념도 함수 Pt′은 사전 신념도 함수 Pt를 증거 E에 대해서 

조건화한 함수이다’라고 요약될 수 있다. 하지만 위 식은 이를 반대로 

말하고 있다. 즉, 위 식은 ‘사전 신념도 함수 Pt는 사후 신념도 함수 Pt′

을 E에 대해서 조건화한 함수이다’라는 것을 뜻한다. 
이제 우리는 고정성과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위 식을 고려하여, 확

실성이 훼손되었을 때 사전 신념도 함수와 사후 신념도 함수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 나는 이를 ‘역-
조건화(Inverse Conditionalization)’이라고 부를 것이며, 다음과 같이 

정식화할 것이다. 



박 일 호62

역-조건화. 어떤 행위자가 t 시점에 신념도 함수 Pt를 가지고 있었

으며 Pt(E)=1이라고 하자. t′(>t) 시점에 그는 경험을 통해 E에 대한 

신념도를 r( (0,1))로 갱신하였다. 그럼, 임의의 명제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i) Pt′ (E)=r; 
(ii) Pt′ (X|E)=Pt(X)이다. 

여기서 (i)은 E에 대한 사후 신념도가 r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
리고 (ii)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고정성이 성립해야 한다는 것, 즉 E
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신념도는 바뀌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함축한

다. 이 조건화 속 사전 신념도 함수와 사후 신념도 함수 사이의 관계

는 기본 조건화 속 그 두 신념도 함수 사이의 관계를 뒤집어 놓은 것

이라는 의미를 포착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역-조건화’라고 부른 것

이다.23) 
앞에서 설명한대로, 역-조건화 역시 고정성이 성립한다. 즉 E를 조

건으로 하는 조건부 신념도는 바뀌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역-조건

화는 기본 조건화의 핵심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더불

어, 역-조건화는 초기 신념도에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역-조건화를 

받아들이면 t′ 시점의 행위자가 그의 초기 신념도에 인식론적으로 접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정할 필요가 없다. 더불어, 확실성의 훼손에 대

해서 역-조건화는 나름의 제약을 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어떤 행위자의 t 시점 신념도 분포가 다음과 같다고 하자. 

23) 사실 이런 시도의 대략적인 아이디어는 Levi (1981, 538-539)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그곳에서 Levi가 언급한 내용은 주로 기본 조건화와 관련

된 것이며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 더불어 Levi는 이런 방식과 비정  확

률주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Levi의 제안을 보다 분명한 형태로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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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E ~E 합계
X 1/3 0 1/3

~X 2/3 0 2/3
합계 1 0 1

그리고 t′ 시점에 E에 대한 신념도가 1에서 0.6으로 감소하였다고 하

자. 그럼, 역-조건화와 확률 계산 규칙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Pt′ (X&E)=Pt′ (E)Pt′ (X|E)=Pt′ (E)Pt(X)=0.6·1/3=0.2;
Pt′ (~X&E)=Pt′ (E)Pt′ (~X|E)=Pt′ (E)Pt(~X)=0.6·2/3=0.4.

결국 우리는 역-조건화에 따라 X&E와 ~X&E에 위와 다른 신념도를 

할당하는 사후 신념도 함수를 배제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대로 위

와 같이 확실성이 훼손된 경우에 기본 제프리 조건화는 사후 신념도 

함수에 대해서 어떤 제약도 가하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역-조건화는 

기본 제프리 조건화보다 더 좋은 믿음 갱신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역-조건화가 모든 명제에 적절한 하나의 수를 할당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특히 역-조건화는 X&~E와 ~X&~E에 어떤 값이 할당

되어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앞에서 역-조건화의 (ii)는 고정성을 

함축한다고 하였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고정성은 E에 대한 

조건부 신념도가 바뀌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고정성은 

~E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신념도에 대해서는 어떤 제약도 가하고 

있지 않다. ~E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신념도가 바뀌지 말아야 한다

고 말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건부 신념도의 값이 정해져야 한다. 하지

만 E의 사전 신념도가 1인 경우 ~E의 사전 신념도는 0이고, 이에 ~E
를 조건으로 하는 사전 조건부 신념도, 즉 Pt(X|~E)는 정의되지 않는

다. 그러므로 우리는 E에 대한 신념도가 1에서 0과 1 사이에 있는 값

으로 갱신되었을 때, Pt′ (X|~E)=Pt(X|~E)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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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조건화의 이런 특징을 반영하여, 위 사례의 사후 신념도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Pt′ E ~E 합계
X 0.2 ? ?

~X 0.4 ? ?
합계 0.6 0.4 1

이렇듯 위 사례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X&E, 
~X&E, ~E의 신념도 뿐이다. 위 표에서 ‘?’로 표현된 값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값이 아무 

것이나 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지 않는다. 위 표에서 정해지지 않은 

값을 결정할 때, 만족시켜야 하는 것은 X&~E와 ~X&~E에 대한 사후 

신념도의 합이 0.4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외에는 어떤 정

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X&~E에 대한 사후 신념도로 0.4보다 큰 

값을 할당하는 함수는 적절한 사후 신념도 함수가 될 수 없다. 그럼 

이런 제한 조건 아래에서 X&~E와 ~X&~E에 어떤 신념도를 할당해야 

할까?
한 가지 방법은 ‘무차별 원리(Principle of Indifference)’에 호소하는 

것이다. 우리는 X&~E와 ~X&~E에 대한 t′ 시점 신념도에 대해서, 그 

신념도의 합이 0.4라는 것 이외에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

서 무차별 원리를 받아들이면, 해당 두 명제에 대해서 동일한 신념도

를 할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Pt′ (X&~E)=Pt′

(~X&~E)=0.2가 된다. 하지만 잘 알려져 있듯이 무차별 원리는 여러 

이론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무차별 원리는 우리가 가진 정

보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가령, X&~E와 ~X&~E 사이에 어

떤 정보도 없는 경우와 이 둘을 공평히 지지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구분할 수 없다.24) 

24) 무차별 원리가 행위자가 가진 증거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 
즉 무차별 원리가 증거주의와 충돌한다는 주장을 위해서는 박일호, 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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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그리고 이외에 다른 여러 무차별 원리의 문제점을 지적한 몇

몇 이론가들은 그 대안으로 ‘비정  확률주의(Imprecise Probabilism)’
를 제시한다. 그들에 따르면, 우리의 신념도는 하나의 수로 표상되는 

것이 아니라 수들의 집합으로 표상된다. 위 사례에서 X&~E와 ~X&~E
의 신념도의 최댓값은 0.4이고 최솟값은 0이다. 따라서 비정  확률주

의에 따르면 X&~E와 ~X&~E에 할당되는 것은 구간 [0,0.4]이다. 더불

어, 이렇게 X&~E와 ~X&~E에 구간 [0,0.4]가 할당되면 X의 신념도에

는 구간 [0.2,0.6], ~X의 신념도에는 구간 [0.4,0.8]이 할당된다. 그럼 

이런 비정  신념도를 이용한 사후 신념도 분포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t′ E ~E 합계
X 0.2 [0,0.4] [0.2,0.6]

~X 0.4 [0,0.4] [0.4,0.8]
합계 0.6 0.4 1

이렇게 역-조건화와 비정  확률주의를 받아들인다면, 비록 정 한 값

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사후 신념도에 제약을 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사후 신념도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방식은 기본 제프리 조건화보다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런 신념도 갱신은 확실성의 훼손이 가지는 흥미로운 특징

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보자. 당신은 90개의 구슬이 있는 항아리에서 

구슬 하나를 뽑을 것이다. t 시점에 당신은 항아리에 붉은 구슬만 있으

며, 그 중 금속 구슬과 나무 구슬의 비율은 1:2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

다. 그러던 중, t′(>t) 시점에 당신은 항아리에 붉은 구슬만 있는 것은 

김남중 (2018)과 Bradley (2014)를 보라. 여기에서 소개되는 논증은 모두 

무차별 원리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하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가령, 
무차별 원리와 비정  확률주의를 비교하고, 그 결과 무차별 원리를 옹호

하는 논증을 위해서는 White (2010)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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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푸른 구슬도 있으며, 전체 구슬의 60%만이 붉은 구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푸른 구슬 중 금속 구슬과 나무 구슬의 비

율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획득하지 못하였다. 그럼 항아리에서 뽑은 

구슬에 대한 당신의 신념도는 어떻게 갱신되어야 하는가? 
t 시점에 당신은 푸른 구슬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가지고 있지 않았

다. 특히 t 시점에 푸른 구슬 중 금속 구슬과 나무 구슬의 비율에 대해

서 어떤 의견도 없었다. 그러나 t′ 시점에는 푸른 구슬이 뽑힐 수 있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푸른 구슬 중 금속 구슬과 나무 구슬의 

비율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획득하지 못했기에, 당신은 그저 푸른 금

속 구슬이 뽑힌다는 것, 혹은 푸른 나무 구슬이 뽑힌다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불분명한 신념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확실성이 훼손되면, 
우리의 몇몇 신념도는 불분명해진다. 달리 말해, 확실성의 훼손은 우리 

신념도를 비정 하게 만든다. 그리고 위에서 제시한 역-조건화를 바탕

으로 한 신념도 갱신 방식은 확실성의 훼손과 비정 성 사이의 이런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4.2. 비정밀 신념도와 확장된 제프리 조건화

우리는 3절에서 초기 제프리 조건화를 설명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지

적하였다. 그 문제점 중 하나는 초기 제프리 조건화는 기본 제프리 조

건화의 적절한 확장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특히, 확실성이 훼손되지 않

았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제프리 조건화와 기본 제프리 조건화는 다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그럼, 앞 절에서 제시한 역-조
건화를 이용한 신념도 갱신은 어떤가? 그것은 Pt(E)=1이고 Pt′ (E)=r(
(0,1))인 경우만을 다룰 수 있다. 즉 Pt(E)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인 

경우를 다룰 수 없다. 하지만 기본 제프리 조건화는 그런 경우를 다룰 

수 있는 규칙이다. 따라서 위 방식이 기본 제프리 조건화를 확장시킨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역-조건화를 조금 더 다듬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  확률주의의 이론틀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

다.25) 
앞에서 비정  확률주의는 우리의 신념도를 하나의 수가 아니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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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집합으로 나타낸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말해, 비정  확률주의

는 우리의 신념 상태를 하나의 확률 함수가 아니라 확률 함수들의 집

합으로 표상한다. 이때, 우리의 신념 상태를 표상하는 확률 함수들의 

집합은 ‘신념 집합(credal set)’이라고 불린다. 가령, ‘명제 E의 물리적 

확률(chance)이 0.5보다 크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그럼, 
이런 정보 아래에서 우리가 가진 신념 상태는 E에 0.5보다 큰 수를 할

당하는 확률 함수들의 집합으로 표상된다.26) 
이를 보다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몇 가지 기호를 도입하자. 를 

모든 확률 함수들의 집합이라고 하자. 그리고 를 신념 상태를 나타내

는 확률 함수들의 집합이라고 하자. 더불어 (X)를 X에 대한 신념도

를 나타내는 수들의 집합이라고 하자. 그럼 위와 같이 E의 물리적 확

률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경우, 우리의 신념 상태 는 {P : 
P(E)>0.5}와 같고, E에 대한 신념도 (E)는 (0.5,1]와 같게 된다. 추가

로 한 가지 표기법을 약속하자. 특정 신념 상태를 표상하는 신념 집합

이 한원소집합(unit set)이라고 해보자. 즉 ={P}라고 해보자. 그리고 

의 원소인 P가 명제 X에 어떤 실수 r을 할당한다고 하자. 그럼 

(X)={r}이 성립할 것이다. 이는 해당 신념 상태와 신념도가 하나의 

확률 함수로 표상된다는 것, 즉 정 한 값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 (X)={r}을 그냥 ‘ (X)=r’이라고 나타내자. 

그럼 이 표기법을 바탕으로 우리는 기본 제프리 조건화를 확실성이 

훼손되는 경우를 다룰 수 있도록 확장할 수 있다. 기본 제프리 조건화

는 사전 신념도는 하나의 함수로 표상된다는 것과 경험에 의해서 명제

25) 비정  확률주의 이론틀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위해서는 박일호, 정재민, 
김남중 (2018), Bradley (2015), Cozman (2015), Kyburg and Pittarelli 
(1996), Weisberg (2015)를 보라.

26) 심사위원 중 한 분께서 지적하신대로, 여기에는 신념도와 챈스 사이의 관

계를 규정하는 주요 원리(the Principal Principle)와 같은 것이 가정되었다. 
이 원리 자체는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의 핵심 취지에 따

르면, 챈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리 신념도는 그 정보와 어

긋나지 말아야 한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심사

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박 일 호68

의 신념도가 0과 1 사이에 있는 특정한 값으로 수정된다는 것을 가정

하였다. 우리의 목표, 즉 기본 제프리 조건화를 확장하려는 목표를 성

취하기 위해서, 나는 위와 동일한 것을 가정할 것이다. 이런 것을 고려

한 나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확장된 제프리 조건화 (Extended Jeffrey Conditionalization). 
t 시점에 신념 집합 t(={Pt})를 가지고 있던 행위자의 E에 대한 신

념도가 t′ 시점에 r(>0)로 직접적으로 갱신되었으며, 이외 어떤 신

념도도 경험을 통해 갱신되지 않았다고 하자. 그럼 t′ 시점의 신념 

집합 t′ 은 다음을 만족하는 확률 함수 P들의 집합이다: 
(I) P(E)=r;
(II) 모든 명제 X에 대해서 P(E)Pt(X&E)=Pt(E)P(X&E); 
(III) 모든 명제 X에 대해서 P(~E)Pt(X&~E)=Pt(~E)P(X&~E).

이제 우리는 이 확장된 제프리 조건화, 기본 제프리 조건화, 역-조건화 

사이의 관계, 그리고 확장된 제프리 조건화와 초기 제프리 조건화 사

이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고정성을 염두에 둘 때, 이 확장된 제프리 조건화가 

기본 제프리 조건화의 일반화된 형태라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에 대한 사전 신념도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었다고 하자. 그리고 

E에 대한 사후 신념도는 r(<1)이 되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II)와 (III) 
각 수식은 Pt(X|E)=P(X|E)와 Pt(X|~E)=P(X|~E)로 변형된다. 이는 고정

성이 말하는 바와 같다. 즉 확장된 제프리 조건화를 따랐을 때 t′ 은 

고정성을 만족하는 확률 함수들의 집합이 되고, 그것은 기본 제프리 

조건화의 식 (2)를 만족하는 함수만을 원소로 가진 한원소집합이 될 

것이다. 한편, E에 대한 신념도가 1에서 0과 1 사이에 있는 값으로 바

뀔 때, 위 확장된 제프리 조건화의 (III)은 사후 신념 집합의 원소에 아

무런 제약을 가하지 못하게 된다. 단지 (I)과 (II)만이 사후 신념 집합

의 원소에 제약을 가할 것이다. 이는 역-조건화가 말하는 바와 같다. 
이렇듯, 확장된 제프리 조건화는 기본 제프리 조건화와 달리 확실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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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되었을 때 우리 신념도에 나름의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점에

서 확장된 제프리 조건화는 기본 제프리 조건화보다 우수한 점을 가지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확장된 제프리 조건화는 기본 제프

리 조건화와 역-조건화를 모두 포괄하며, 또한 각각이 다룰 수 없는 경

우도 다룰 수 있는 일반적인 믿음 갱신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

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다. 앞서서 우리는 초기 제프리 조

건화가 기본 제프리 조건화의 적절한 확장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하
지만 확장된 제프리 조건화는 그렇지 않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확장된 제프리 조건화가 초기 제프리 조건화보다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다.27)

27) 한 심사위원은 “확장된 제프리 조건화에 따르면, 우리는 기존의 확실성을 

상실한 경우에만 비정  신념도를 지니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

한다. 하지만 이는 분명 잘못이다. 확장된 제프리 조건화는 확실성이 상실

되는 경우에는 비정  신념도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할 뿐, 그 역을 주장하

는 것은 아니다. 이 심사위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심사위원도 지적했듯이, 
정 한 신념도가 비정 한 신념도로 바뀌는 것, 흔히 ‘희석(dilation)’이라

고 불리는 일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 심사위원들이 언급했듯

이, 비정 한 증거를 획득할 수도 있으며, 신념도가 정의되는 공간이 바뀜

으로써 희석이 일어날 수도 있다. 본 논문의 ‘확장된 제프리 조건화’는 이 

모든 경우를 다루기 위해서 기획된 것이 아니다. 여러 다양한 신념도 변화

에 대한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긴다. 
   하지만 확실성의 훼손과 관련하여 한 가지 언급할 것이 있다. 확실성이 

훼손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자기 위치 정보’에 대한 신념도이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이 월요일이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지만, 조금 

지나면 ‘오늘은 월요일이 아니다’를 확실하게 믿게 될 것이다. 즉 자기 위

치 정보에 대한 신념도는 1에서 0으로 극단적으로 훼손된다. 이렇게 신념

도가 극단적으로 훼손될 경우, 확장된 제프리 조건화는 우리 신념 집합에 

무척 약한 제약만을 가한다. 즉 해당 명제에 대한 신념도를 0으로 할당하

라는 것 이외에는 어떤 제약도 가하지 못한다. 나는 이것이 확장된 제프리 

조건화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수 있는가? 심사위원이 언급한대로, 사후 신념도에 추가적인 

적합성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 역

시 나중 과제로 남겨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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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앞에서 나는 기본 제프리 조건화가 적절하게 다룰 수 없는 확실성의 

훼손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에 대한 몇 가지 해결책을 언급하였다. 
첫 번째는 이상화된 행위자에 호소하는 전략이었고, 두 번째는 초기 

신념도 함수를 이용하는 전략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정  확률

주의에 호소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세 가지 전략 중에서 첫 번째 

전략과 두 번째 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마지막 세 번째 전략

은 그런 문제점 특히, 초기 신념도 함수를 이용하는 전략이 가진 문

제점 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세 번째 전략은 

확실성의 훼손이 우리 믿음 체계에 가하는 특별한 영향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그것은 바로 확실성이 훼손되면 우리 믿음 

체계는 다소 불분명해진다, 혹은 비정 해진다는 것이었다. 
거의 모든 철학적 분석이 그러하듯이, 나의 제안은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베이즈주의 인식론에서 확실성과 정 성

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확실성 훼

손 문제에 대해서 베이즈주의적 방식으로 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작업은 나름의 의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의의가 후속 연

구를 통해서 더욱 확장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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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ainty and Precise Credences: 
An Imprecise Bayesian Response to the Certainty-Loss 

Problem

Many philosophers have thought that Jeffrey Conditionalization, which 
is a version of Bayesian credence updating rules, cannot model the 
cases in which experience makes us lose our certainty.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xamine the so-called Certainty Loss 
Problem, and to provide a way of modeling such a belief updating in 
the Bayesian framework. For this purpose, this paper is structured as 
follows: In section 1, I will give a general explanation about 
Bayesian epistemology. Section 2 will be devoted to explic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rtainty Loss Problem and Jeffrey 
Conditionalization. In Section 3, we will see a way of modeling the 
belief updating case at issue. In particular, I will introduce ‘Initial 
Jeffrey Conditionalization (or Ur-Jeffrey Conditionalization)’ and 
critically examine this kind of belief updating strategy. In the next 
section, I will provide another way of modeling the certainty loss 
case, which heavily depends on the imprecise probabilism framework. 
In doing so, we can find a theoretical relationship between certainties 
and precise credences.

Keywords: Bayesianism, Certainty, Certainty Loss, Credences, Jeffrey 
Conditionalization, Initial Jeffrey Conditionalization, 
Extended Jeffrey Conditionalization, Imprecise Cred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