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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우리는 다양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인식적으로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식적 제약 원리를 만족해야 하는 것으

로 보인다. 가령 갑이 “외계 생명체는 존재한다”라는 명제와 그것의 

부정인 “어떠한 외계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명제를 동시에 

믿는다면, 그의 믿음 상태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혹은 갑이 “외

계 생명체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강한 정도로 믿으면서 동시에 그것

의 부정인 “어떠한 외계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명제도 강한 

정도로 믿는다면, 그의 믿음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변화한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 변화가 인식적으로 합리적이기 위해서도 다양한 인식적 제약 원

리를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갑이 특별한 이유 없이 “외

계 생명체는 존재한다”라는 명제에 대한 기존의 믿음을 바꾼다면, 그

의 믿음 변화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제약하는 인식적 원리는 그것이 단일한 시점

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다양한 시점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공시적(共時

的) 원리와 통시적(通時的) 원리로 나눌 수 있다. 공시적 원리는 단일

한 시점의 믿음에 적용된다. 가령 많은 철학자들은 위에서 언급된 것

처럼 누군가 어떤 명제와 그것의 부정을 동시에 믿으면 그 행위자는 

비일관적인 믿음을 지녔으므로 공시적 관점에서 인식적으로 비합리적

이라고 본다. 혹은 누군가 어떤 명제와 그것의 부정을 동시에 강한 정

도로 믿는다면 그 행위자는 확률적으로 비정합적인 믿음을 지녔으므로 

역시 공시적 관점에서 인식적으로 비합리적이라고 본다.

반면 통시적 원리는 다양한 시점에서의 믿음에 적용된다. 즉 통시적 

원리는 시간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말해

주는 것이다. 가령 많은 철학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에 갖고 있

던 믿음을 다른 믿음으로 바꾸는 것은 통시적 관점에서 인식적으로 비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처럼 합리성을 위한 공시적 원리와 통시적 원리가 있다는 점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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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왜 공시적 원

리와 통시적 원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시도

가 있다. 특히 최근 인식론에서는 실천적 결정이론(Practical Decision 

Theory)의 핵심적 아이디어를 이용해 다양한 인식적 원리들을 정당화

하고자 하는 활발한 시도가 있다.1) 이러한 시도를 하는 이론을 ‘인식

적 결정이론(Epistemic Decision Theory)’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흥미

롭게도 인식적 결정이론을 받아들이는 몇몇 철학자들은 인식적 합리성

을 위한 공시적 원리와 달리 통시적 원리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

한다.2)

이 논문의 목적은 왜 이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지 살펴보고, 이러

한 주장은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인식적 결

정이론은 주관적 합리성 개념을 가정하고 있고, 이러한 가정 하에서 

인식적 결정이론의 핵심 원리인 기대부정확성 최소화의 원리를 가지고

는 통시적 원리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이다.

앞으로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2절에서는 이 논문

에서 사용될 주요 용어와 기호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3절에서는 인식

적 결정이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할 것이다. 4절에서는 이 논문에서 고

려할 두 가지 통시적 원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할 것이고, 5절에서는 

왜 인식적 결정이론 하에서는 이러한 통시적 원리들이 정당화될 수 없

는지 보일 것이다. 특히 인식적 결정이론은 주관적 합리성 개념을 가

정하고 있고, 이러한 가정 하에서는 통시적 원리가 정당화될 수 없다

는 점이 논증될 것이다. 6절은 결론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한 가지 분명히 할 점이 있다. 합리성은 다양

한 맥락에서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실천적(practical) 맥락에서 합리성

을 고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합리성은 

주로 인식적(epistemic) 맥락에서 고려될 것이다.  

1) 대표적으로 Pettigrew (2016)가 있다.

2) 대표적으로 Easwaran (2013)과 Pettigrew (2016)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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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와 기호

앞으로 한 임의의 행위자가 고려하고 있는 가능한 세계 w의 집합을 W

라고 하자.3) 그렇다면 행위자가 고려하는 명제들의 집합은 W의 멱집

합 P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W의 멱집합 P를 논항으로 하

고 0부터 1사이의 실수를 값으로 하는 믿음의 정도 함수 ct가 임의의 t 

시점에서 행위자의 전반적인 믿음 상태를 표현한다고 가정하겠다. 그

리고 앞으로 Ct는 이러한 믿음의 정도 함수들의 집합을 가리키는 것으

로 하겠다. 예를 들어, 동전을 던지고 아직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

자가 t 시점에 고려하고 있는 가능 세계가 동전의 앞면이 나온 세계 

w1과 동전의 뒷면이 나온 세계 w2라고 해 보자. 그렇다면 W = {w1, 

w2}이고, 행위자가 고려하는 명제들의 집합 P는 {ø, {w1}, {w2}, {w1, 

w2}}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공집합 ‘ø’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모두 나왔다는 모순 명제와 대응하고, ‘{w1}’는 동전의 앞면이 나왔다

는 명제 H와 대응하며, ‘{w2}’는 동전의 뒷면이 나왔다는 명제 T와 대

응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w1, w2}’는 동전의 앞면이나 뒷면이 나왔

다는 항진 명제와 대응한다.4) 그렇다면 순서쌍들의 집합 {<ø, 0>, < 

{w1}, 0.5 >, < {w2}, 0.5 >, <{w1, w2}, 1> }은 t 시점에서 행위자의 

믿음 상태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5)

실천적 결정이론(Practical Decision Theory)에 따르면, 임의의 t 시

점에서의 행위자는 자신의 선택과 관련된 가능 세계를 모두 고려하며 

가장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선택해야 한다. 여

기서 가장 좋은 결과는 그 행위자에게 있어 가장 큰 실천적 가치

3) 여기서 W는 그러한 가능 세계들을 원소로 하는 분할(partition) 집합이다. 

즉 행위자는 W의 원소 중 적어도 하나의 세계에 속하고, W의 서로 다른 

원소에 동시에 속할 수 없다.  

4)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행위자의 믿음 부여 대상이 되는 P의 원소를 편의에 

따라 집합이나 명제로 번갈아 표현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P의 원소 중 모순 명제와 항진 명제는 생략하도

록 하겠다. 

5) 여기서 ct(H) = ct(T) = 0.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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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value)를 지니는 결과를 의미한다. 그리고 실천적 결정이론

에서는 t 시점에서의 이러한 실천적 가치가 가능한 결과에서 실수(real 

number)로의 효용 함수 ut에 의해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앞으로 Ut는 이러한 효용 함수들의 집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겠다.

이와 유사하게 인식적 결정이론(Epistemic Decision Theory)에 따르

면, 각각의 인식적 상황에서 우리는 가능한 세계를 모두 고려하며 가

장 좋은 인식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되는 믿음을 지녀야 한다. 

여기서 가장 좋은 인식적 결과는 가장 큰 인식적 가치(epistemic 

value)를 지니는 결과를 의미한다. 인식적 가치는 다양한 방식으로 측

정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믿음 상태의 부정확성(inaccuracy)만으로 

인식적 가치가 결정된다고 가정하겠다.6) 예를 들어, P = {H, T}에 대

한 행위자 갑의 믿음 상태가 {< H, 0.5 >, < T, 0.5 >}이고, 행위자 을

의 믿음 상태는 {< H, 0.8 >, < T, 0.2 >}라고 가정해 보자. 더 나아가 

갑과 을이 동전의 앞면이 나온 세계 w1에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

면 w1에서 을의 믿음 상태가 갑의 믿음 상태보다 더 정확하고, 따라서 

을의 믿음 상태의 인식적 가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임의

의 믿음 상태의 인식적 가치는 믿음 상태와 가능 세계를 논항으로 하

고 0부터 1사이의 실수를 값으로 하는 부정확성 측정 함수 I에 의해 

표현된다고 가정하겠다. 

부정확성 측정 함수 I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될 수 있다.7) 그러나 

이 글에서는 표준적인 방식에 따라 함수 I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다. 

I(ct, w) = ∑p∈P (χw(p) - ct(p))
2

이를 “브라이어 측정법”이라고 부른다. 브라이어 측정법은 믿음 상태

의 부정확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측정 함수이다.8) 여기서 ‘χw(p)’는 

6) 이는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는 가정이지만, 인식적 결정이론을 받아들이는 

많은 철학자들이 가정하는 바이다. 대표적으로 Pettigrew (2016)가 있다. 

7) 다양한 부정확성 측정 함수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Joyce (2009)가 있다.

8) Brier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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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함수로서 가능 세계 w에서 명제 p의 진리값을 나타내는 함수이

다. 만약 임의의 명제 p가 w에서 참이면 χw(p) = 1이고, 거짓이면 χ

w(p) = 0이다. 예를 들어, χw1(H) = 1이고, χw1(T) = 0이다. 결국 I(ct, 

w)는 가능 세계 w에서 명제 p의 진리값과 t 시점에서 명제 p에 대한 

행위자의 믿음의 정도 차이로 가능 세계 w에서 t 시점에서의 행위자 

믿음 상태의 부정확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I(ct, w) 값이 작으면 작을수

록 믿음 상태 ct가 w에서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다. 가령 I(ct, w) = 0

이면, 가능 세계 w에서 믿음 상태 ct는 가장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다.

3. 기대 효용 최대화의 원리와 기대 부정확성 최소화의 원리

실천적 결정이론은 우리가 실천적으로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

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준다. 앞서 언급했듯이, 실천적 결정이

론에 따르면, t 시점의 행위자는 각각의 선택 상황에서 가능한 세계를 

모두 고려하며 자신의 t 시점의 관점에서 가장 큰 실천적 가치

(practical value)를 지니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선

택해야 한다. 여기서 합리적 행위자의 ‘t 시점의 관점’은 t 시점에서 행

위자의 믿음 상태와 행위자가 고려하는 가능한 결과의 실천적 가치에 

의존한다. 즉 실천적 결정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실천적으로 합리적이

기 위해서는 다음 원리를 만족해야 한다:

기대 효용 최대화의 원리: t 시점 선택 상황에서 행위자의 선택지

인 행위들의 집합을 A라고 하자. 행위자의 믿음의 정도 함수가 ct 

∈ Ct이고 효용 함수가 ut∈ Ut라면, 그리고 행위 ai ∈ A의 실천

적 가치의 기댓값(Expected Practical Value)인 EPV(ai) = ∑w∈

Wct(w)⋅u(O[ai, w]) 이 선택지인 행위들 중 가장 크다면, t 시점

에서 행위자는 그 행위 ai를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 ‘O[ai, w]’는 가능 세계 w에서 행위 ai를 했을 때 얻게 되는 결

과를 나타낸다. 기대 효용 최대화의 원리가 보여주듯이, 실천적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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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따르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행위자의 욕구나 믿음 상태가 변한

다면, 합리적 선택의 대상이 되는 행위도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 

맞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갑이 우산을 들고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상

황에 있다고 해 보자. 만약 갑이 t1 시점에서는 비가 올 것이라고 강하

게 믿는다면, 우산을 들고 가는 것이 실천적으로 합리적일 것이다. 그

러나 만약 갑이 t2 시점에서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믿는

다면, 우산을 놓고 가는 것이 실천적으로 합리적일 것이다.9) 비슷한 

방식으로 비 맞는 것과 관련된 갑의 실천적 가치 판단이 변한다면, 합

리적 선택의 대상이 되는 행위도 변할 수 있다. 가령 어떤 계기로 t2 

시점에서 갑이 비를 맞는 것을 매우 선호하게 되었다면, 우산을 놓고 

가는 것이 t2 시점의 갑에게는 합리적일 것이다.     

인식적 결정이론은 우리가 인식적으로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어떤 믿

음 상태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준다.10) 앞서 언급했듯이, 인식

적 결정이론에 따르면, t 시점의 행위자는 각각의 인식적 상황에서 가

능한 세계를 모두 고려하며 자신의 t 시점의 관점에서 가장 큰 인식적 

가치(epistemic value)를 지니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

를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 합리적 행위자의 ‘t 시점의 관점’은 t 시점에

서 행위자의 믿음 상태를 의미한다. 즉 인식적 결정이론에 따르면, 우

리가 인식적으로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다음 원리를 만족해야 한다:

기대 부정확성 최소화의 원리: t 시점에서 행위자의 선택지인 믿음 

상태들의 집합을 Ct라고 하자. 만약 행위자의 믿음의 정도 함수가 cti 

∈ Ct라면, 그리고 행위자의 관점에서 믿음 상태 ctj ∈ Ct의 인식적 가

치의 기댓값(Expected Epistemic Value)인 EEV(ctj) = ∑w∈Wcti(w)⋅

9) 물론 이는 갑이 가급적 우산을 들고 다니길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가정

한다. 

10) 물론 우리의 행위와 대조적으로, 믿음 상태는 우리가 의지를 갖고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실천적 결정이론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쓰인 수사적 표현일 뿐이다. 앞으로의 논의에서 행위

자가 믿음 상태를 선택한다는 것은 단지 결과적으로 행위자가 그러한 믿

음 상태를 수의적(voluntary)이든 불수의적이든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의미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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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j, w)이 선택지인 믿음 상태들 중 가장 작다면, t 시점에서 행위자는 

믿음 상태 ctj를 선택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기서 ‘I(ctj, w)’는 가능 세계 w에서 믿음 상태가 

ctj일 때 얻게 되는 인식적 결과의 가치인 ctj의 부정확성을 나타낸다. 

기대 부정확성 최소화의 원리가 보여주듯이, 인식적 결정이론에 따르

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행위자의 믿음 상태가 변한다면, 가장 정확할 

것으로 기대되는 믿음 상태도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t1 시점에서는 

비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았던 갑이 어떤 계기로 t2 시점에서는 

비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면, 갑의 관점에서 가장 정확할 것

으로 기대되는 믿음 상태도 변할 수 있다. 

이처럼 실천적 결정이론이든 인식적 결정이론이든 시간의 흐름 속

에서 행위자의 믿음 상태가 변하고, 이에 따라 행위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지인 행위와 합리적인 믿음 상태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

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변화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까? 즉 행위자의 서로 다른 시점에 있는 믿음 상태는 어떤 제약 원리

를 만족해야 할까? 혹은 행위자의 서로 다른 시점에 있는 믿음 상태는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어야 할까?  

4. 두 가지 통시적 인식적 원리

그동안 합리적 행위자의 다양한 시점들 사이에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통시적 원리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통시적 원리들은 

통시적 실천적 원리와 통시적 인식적 원리로 나눌 수 있다. 통시적 실

천적 원리는 한 행위자가 실천적으로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시점에서 행위자가 어떤 제약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

준다. 즉 통시적 실천적 원리는 서로 다른 시점에 있는 행위자의 행위

가 어떤 관계 하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준다. 통시적 실천적 원

리의 예로, ‘통시적 억제’ 원리(Diachronic Continence)를 들 수 있다. 

통시적 억제 원리에 따르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합리적 행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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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자신이 만든 계획에 따라 실제로 행동해야 한다.11) 

반면 통시적 인식적 원리는 한 행위자가 인식적으로 합리적이기 위

해서는 서로 다른 시점에 있는 그 행위자가 어떤 제약 조건을 만족해

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준다. 즉 통시적 인식적 원리는 서로 다른 시

점에 있는 그 행위자의 믿음 상태가 어떤 관계 하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준다. 이 글에서는 통시적 실천적 원리와 통시적 인식적 원

리 중 후자에 논의를 집중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다양한 통시적 인식

적 원리 중 조건화(Conditionalization)와 인식적 보수주의(Epistemic 

Conservatism)에 논의를 한정하도록 하겠다.12) 

4.1 조건화 

우리는 종종 어떤 명제를 확실히 새롭게 배운다. 조건화는 행위자가 

어떤 명제를 확실하게 새롭게 배웠을 때, 기존의 믿음 상태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주는 통시적 원리이다. 보다 형식적으로 표

현하면, t 시점에서 합리적 행위자의 믿음 상태가 ct이고, 어떤 임의의 

명제 E에 대해, t+1 시점에 행위자가 명제 E를 새롭게 확실하게 배운

다면 (ct+1(E) = 1), 그리고 그밖에 다른 어떠한 명제도 새롭게 배우지 

않는다면, t+1 시점에서 합리적 행위자의 믿음 상태 ct+1은 다음과 같

이 정의된다:

임의의 명제 X에 대해, ct+1(X) = ct(X|E), 단 ct(E) > 0.   

위에 제시된 등식이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조건화는 서로 다른 두 시

점에 있는 믿음 상태들 간의 관계를 제약한다. 

11) 이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Paul (2014)을 보라.    

12) 물론 아래에서 소개될 주요 주장은 다른 통시적 인식적 원리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정 재 민10

4.2 인식적 보수주의

우리는 종종 어떠한 새로운 것도 배우지 않는다. 가령 다중우주(multiverse)

의 존재를 믿는 천체 물리학자 갑이 다중우주에 대한 오전 연구를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피곤해서 연구실에서 낮잠을 잤다고 해 보자. 더 

나아가 낮잠을 자는 동안 갑은 전혀 꿈을 꾸지 않았다고 해 보자. 그렇다

면 갑은 낮잠을 자는 시간 동안 어떠한 새로운 것도 배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인식적 보수주의는 이처럼 행위자가 어떤 명제도 새롭게 

배우지 않았을 때, 기존의 믿음 상태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보다 형식적으로 표현하면, 합리적 행위자의 믿음 상태

가 ct이고, 그 행위자가 t와 t+1 시점 사이에 어떠한 명제도 새롭게 

배우지 않았다면, 

임의의 명제 X에 대해, ct+1(X) = ct(X).

 

역시 위에 제시된 등식이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인식적 보수주의도 서

로 다른 두 시점에 있는 믿음 상태들 간의 관계를 제약한다.13) 가령 

인식적 보수주의에 따르면, 만약 갑이 낮잠을 자기 전에 다중우주가 

존재한다고 믿었다면, 낮잠에서 깨어난 직후에도 갑은 다중우주가 존

재한다는 믿음을 유지해야 한다.  

5. 인식적 결정이론과 통시적 합리성

조건화와 인식적 보수주의와 같은 통시적 원리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특히 인식적 원리로서 조건화와 인식적 보수주의는 정당화될 수 있는

가? 그동안 이러한 통시적 인식적 원리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13) 조건화는 그 자체로 인식적으로 보수적인 특징을 지닌다. 왜냐하면 조건

화는 우리의 믿음 상태가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변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

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Christensen (1994)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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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가 있었다.14)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인식적 결정이론의 기대 부정확

성 최소화의 원리를 통해 조건화와 인식적 보수주의와 같은 통시적 원

리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논의를 한정하도록 하겠다. 여기서 

필자는 인식적 결정이론의 기대 부정확성 최소화의 원리를 통해 조건

화와 인식적 보수주의는 성공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보일 것

이다. 더 나아가 보다 일반적으로 인식적 결정이론의 기대 부정확성 

최소화의 원리를 통해서는 어떠한 통시적 원리도 성공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우선 인식적 결정이론의 기대 부정확성 최소화의 원리에 기반을 둔 

조건화를 위한 논증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5.1 조건화를 위한 논증

전제 1: 어떤 임의의 명제 E에 대해, 만약 t 시점의 행위자가 t와 t+1 

시점 사이에 명제 E를 확실하게 새롭게 배운다면, 그리고 그밖에 다른 

어떠한 명제도 새롭게 배우지 않는다면, t+1 시점에서 행위자의 믿음 

상태는 t 시점의 행위자의 관점에서 E가 참인 가능 세계들을 고려하며 

기대 부정확성 가장 작은 것이어야 한다. 이를 보다 형식적으로 말하면, 

만약 t 시점의 그 행위자의 믿음의 정도 함수가 ct ∈ Ct라면, ct의 관점

에서 E가 참인 가능 세계들을 고려할 때 ct+1 ∈ Ct+1의 기대 부정확성인 

EEVct(ct+1) = ∑w∈Ect(w)⋅I(ct+1, E)이 Ct+1에 속한 믿음 상태들 중 가장 

작다면, t+1 시점에서 행위자의 믿음 상태는 ct+1이 되어야 한다.

전제 2: 브라이어 측정법은 믿음 상태의 부정확성을 적절하게 측정하

는 방식이다. 

전제 3: 합리적 행위자의 믿음 상태는 확률적으로 정합적이다. 

결론: 어떤 임의의 명제 E에 대해, 만약 t 시점의 행위자가 t+1에 

명제 E를 확실하게 새롭게 배운다면, 그리고 그밖에 다른 어떠한 명제

14) 잘 알려진 것처럼 조건화를 정당화하고자 한 대표적인 논증으로는 통시적 

더치북 논증(Diachronic Dutchbook Argument)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Lewis (1999)가 있다. 인식적 보수주의를 정당화하고자 한 다

양한 시도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Christensen (1994)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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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새롭게 배우지 않는다면, 임의의 명제 X에 대해, ct+1(X) = ct(X|E), 

단 ct(E) > 0.

인식적 결정이론에 기반한 인식적 보수주의를 위한 논증도 이와 유

사한 방식으로 제시될 수 있다. 

5.2 인식적 보수주의를 위한 논증

전제 1’: 만약 t 시점의 행위자가 t와 t+1 시점 사이에 어떠한 명제도 

새롭게 배우지 않는다면, t+1 시점에서 행위자의 믿음 상태는 t 시점의 

행위자의 관점에서 가능 세계들을 고려하며 기대 부정확성 가장 작은 

것이어야 한다. 이를 보다 형식적으로 말하면, 만약 t 시점의 그 행위자

의 믿음의 정도 함수가 ct ∈ Ct라면, ct의 관점에서 가능 세계들을 고려

할 때  ct+1 ∈ Ct+1의 기대 부정확성인 EEVct(ct+1) = ∑w∈Wct(w)⋅I(ct+1, 

W)이 Ct+1에 속한 믿음 상태들 중 가장 작다면, t+1 시점에서 행위자의 

믿음 상태는 ct+1이 되어야 한다.

전제 2: 브라이어 측정법은 믿음 상태의 부정확성을 적절하게 측정

하는 방식이다. 

전제 3: 합리적 행위자의 믿음 상태는 확률적으로 정합적이다. 

결론’: 만약 t 시점의 행위자가 t와 t+1 시점 사이에 어떠한 명제도 

새롭게 배우지 않는다면, 임의의 명제 X에 대해, ct+1(X) = ct(X).

조건화를 위한 논증과 인식적 보수주의를 위한 논증 모두 타당하

다.15) 그렇다면 모든 전제는 참인가? 전제 3은 행위자의 믿음 상태는 

확률 함수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체로 받아들여

지는 주장이고, 이를 위한 설득력 있는 다양한 논증이 제시되었다.16) 

전제 2는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다.17) 그러나 이 글에서는 전제 2가 

15) 이에 대한 자세한 증명을 위해서는 Leitgeb and Pettigrew (2010)를 보라. 

물론 그들의 논문에서 라이트겝과 페티그루는 조건화를 위한 논증에 대한 

증명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인식적 보수주의를 위

한 논증도 증명된다.  

16) 대표적으로 Pettigrew (2016)가 있다. 

17) 이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Fallis and Lewis (2016)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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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라고 가정하고, 논증의 핵심 전제인 전제 1에 논의를 집중하도록 

하겠다.18)

전제 1은 기대 부정확성 최소화의 원리를 통시적 상황에 적용한 것

으로, 그것의 주된 특징은 t 시점에 있는 행위자의 (인식적) 관점에 따

라 t+1 시점에서 행위자가 지닐 수 있는 믿음 상태를 평가한다는 점이

다. 즉 행위자가 어떤 명제 E를 확실하게 새롭게 배우기 이전인 ct의 

관점에서 명제 E를 확실하게 새롭게 배우고 난 후의 가능한 믿음 상

태인 ct+1의 정확성이 평가되고 있다. 전제 1’의 경우도 비슷하다. 더 

나아가 어떠한 인식적 통시적 원리이든 기대 부정확성 최소화의 원리

를 통해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전제 1과 같은 종류의 전제가 있

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통시적 원리이든 한 행위자의 다양

한 시점을 고려하고, 기대 부정확성 최소화의 원리를 통해 그것을 정

당화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시점에서 다른 하나의 시점의 부정확성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6. 인식적 계획 원리와 통시적 합리성

그렇다면 전제 1과 같이 기대 부정확성 최소화의 원리에 호소하는 

전제를 포함한 논증은 통시적 원리를 성공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가? 그럴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특정한 종류의 통시적 원

리를 이미 가정하지 않는 한 전제 1을 받아들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제시되기 힘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러한 통시적 원

리를 받아들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제시되기 힘든 것으로 보이기 때

문이다. 

전제 1은 현재 시점에 있는 행위자의 인식적 관점에 따라 미래 시점

에 있는 가능한 믿음 상태의 부정확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행위자

가 미래에 가져야 할 믿음 상태를 제약한다.19) 즉 행위자가 어떤 명제 

18) 앞으로의 논의에서 전제 1에 대한 주장은 전제 1’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

용되므로, 전제 1에 대한 언급만 주로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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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를 확실하게 새롭게 배우기 이전인 ct의 관점에서 E를 확실하게 새롭

게 배우고 난 후 자신이 가질 수도 있는 믿음 상태 (ct+1∈Ct+1) 중 인

식적으로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실제로 E를 확실하게 새롭게 배우고 

난 후에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왜 행위자가 E를 확실하게 새

롭게 배우기 전인 과거에 인식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믿음 상태

를 실제로 E를 확실하게 새롭게 배우고 난 후에 지녀야 하는가? E를 

확실하게 새롭게 배우고 난 후에 바뀐 믿음 상태에서는 과거 E를 확

실하게 새롭게 배우기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다. 엄밀히 말해, E를 확실하게 새롭게 배우고 난 후의 행위자는 그것

을 배우기 이전과는 최소한 인식적 측면에서 다른 사람이다. ct는 E가 

참인 것을 모르지만, ct+1은 최소한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증거를 지닌 서로 다른 행위자가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르게 평가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매

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다른 증거를 지니고 있

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증거를 지닌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의 사안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듯이, E를 확실하게 새롭게 배우고 난 후 행위자

는 그것을 배우기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동일한 믿음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갑이 형사이고 을과 병은 갑이 수사하는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고 해 보자. 갑은 만약 자신이 증거 E를 새롭게 알게 된다면 

“을이 살인사건의 범인이다”라고 믿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다고 해 보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갑이 실제로 오직 증거 E를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을이 아닌 병이 유력한 용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러한 점이 갑을 비합리적으로 만드는 것 같지 않다. 갑이 실제로 증

거 E를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실제로 새롭게 알기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를 새롭게 알게 되기 이

전의 갑과 이후의 갑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식적으로 같은 사람이 아니

라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이 점은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다. 

19) 이 점은 꼭 현재와 미래의 믿음 상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과거

와 현재의 믿음 상태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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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제 1은 다음과 같은 통시적 합리성을 위한 근본 원리를 암묵

적으로 가정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인식적 계획 원리: 만약 t 시점의 행위자가 t+1 시점에 자신이 가

질 수 있는 믿음 상태들 중 ct+1가 자신(ct)의 관점에서 가장 정확

하므로 그것(ct+1)을 지니려 한다면, 그리고 t와 t+1 시점 사이에 

이러한 인식적 계획을 바꿀만한 특별한 이유가 생기지 않는다면, 

t+1 시점에서 행위자는 자신의 믿음 상태로 ct+1를 지녀야 한다.20)

만약 인식적 계획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전제 1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으로 보인다. 그리고 더 나아가 관련된 통시적 원리인 조건화도 인식

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인식적 계획 원리는 그 자체로 통시적 원리라는 것이다. 왜 이러한 통

시적 원리인 인식적 계획 원리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만약 실천적 합리성에 호소한다면, 적어도 인식적 계획 원리와 유사

한 실천적 계획 원리는 정당화될 수 있을 것 같다. 실천적 계획 원리

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실천적 계획 원리: 만약 t 시점의 행위자가 t+1 시점에 행위 Φ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t와 t+1 시점 사이에 이러한 계획을 

바꿀만한 특별한 이유가 생기지 않는다면, t+1 시점에서 행위자는 

Φ를 해야 한다.

실천적 계획 원리를 받아들여야 하는 다양한 이유가 제시될 수 있

다.21) 그중 하나는 많은 경우 행위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가령 변덕에 

의해, 기존에 지니고 있던 계획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행위

자가 이루고자 하는 장기 목표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될 것이다. 가령 

20) 이는 앞서 제시된 실천적 합리성을 위한 통시적 억제원리를 인식적 맥락

에 적용한 것이다. Pettigrew (2016, pp. 206-8)도 이러한 인식적 원리를 

제시하고 그것이 인식적 맥락에서 정당화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21)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Bratman (2012)과 Paul (2014)

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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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건물을 짓는 장기 목표를 지닌 건축가가 처음 

세운 계획에 따라 건물을 짓지 않는다면, 이후에 완공된 건물에 심각

한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혹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즐겁게 많

은 술을 마시고 있던 행위자가 모임 이후 직접 운전을 해서 집에 가지 

않겠다는 계획을 지니고 있다고 해 보자. 만약 그 행위자가 모임 후 

만취 상태에서 자신이 과거에 만든 계획을 거스르며 음주 운전을 한다

면, 그는 무사히 집에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인식적 합리성에 호소하며 인식적 계

획 원리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 특히 인식적 결정이론처럼 정확성에 

호소하며 인식적 계획 원리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 즉 인식적 계획 원

리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상태를 정확히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보다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일 수 있을까?

필자가 보기에 적어도 인식적 결정이론의 기대 부정확성 최소화의 원

리를 통해서는 인식적 계획 원리를 정당화할 수 없다. 즉 인식적 결정이

론의 기대 부정확성 최소화의 원리를 통해서는 인식적 계획 원리를 위

배하는 것이 인식적으로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보일 수 없다. 왜 그러한

가? 전제 1과 관련해 앞서 제기된 비판이 기대 부정확성 최소화의 원리

를 통해서 인식적 계획 원리를 정당화하려는 것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행위자는 E를 확실하게 새롭게 배우기 전

에 세운 인식적 계획에 따라 실제로 E를 확실하게 새롭게 배우고 난 후

에 믿음 상태를 지녀야 하는가? E를 확실하게 새롭게 배우고 난 후에 

바뀐 믿음 상태에서는 과거 E를 확실하게 새롭게 배우기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E를 확실하게 새롭게 

배우고 난 후의 행위자는 그것을 배우기 이전과는 최소한 인식적 측면

에서 다른 사람이다. 더 나아가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E를 확실하게 

새롭게 배운 행위자가 E를 배우기 이전의 행위자보다 인식적으로 우월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인식적으로 우월한 사람이 인식적으로 

열등한 사람이 세운 계획에 따라 믿음 상태를 지녀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은 최근 로리 폴(L. A. Paul)이 언급한 행위자를 근본적

으로 변화시키는 경험(transformative experience)을 고려하면 더욱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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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해진다.22) 폴에 따르면, 특정한 종류의 새로운 경험은 극적으로 우

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예를 들어, 처음으로 부모가 되는 경험이나 새

로운 신앙을 갖게 되는 경험은 이러한 종류의 경험일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종류의 경험은 행위자가 경험을 하기 이전에는 그 경험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만으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경

험을 한 이후의 행위자는 그 경험을 하기 이전의 행위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가령 그 경험의 결과로서 행위자의 세계에 대한 관점이나 (그 

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에 대한) 선호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물론 다양한 간접 증거를 통해 행위자가 이러한 경험을 하기 이

전에 그 경험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경험 이후의 상황 등을 

추측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폴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의 상상만

으로는 온전히 그 경험을 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없다. 

행위자가 직접 그 경험을 해야만 온전히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그 경험 후 행위자는 그 이전과는 근본

적으로 다른 존재가 된다. 

폴이 언급한 행위자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종류의 경험이 존재

한다고 해 보자. 그리고 행위자가 확실하게 새롭게 배우게 될 명제 E

가 이러한 종류의 경험을 의미한다고 해 보자. 그렇다면 왜 행위자는 

E를 확실하게 새롭게 배워서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기 이전에 세

운 인식적 계획에 따라 실제로 E를 확실하게 새롭게 배우고 난 후의 

믿음 상태를 지녀야 하는가? 더욱이 E를 배우기 이전의 행위자는 E를 

확실하게 새롭게 배우고 난 후의 행위자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무지

하다. 이는 마치 행위자에게 자신이 잘 모르는 타인이 만든 계획에 따

라 자신의 인식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주장

을 위한 설득력 있는 인식적 이유가 제시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렇다

면 폴이 언급한 행위자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종류의 경험을 고려

할 때, 인식적 계획 원리는 거부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22) Paul, L. 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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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관적 인식적 평가와 인식적 계획 원리

기대 부정확성 최소화의 원리에 호소해서 조건화, 인식적 보수주의와 

같은 인식적 통시적 원리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은 인식적 계획원리

와 같은 근본 원리에 의존한다. 그리고 앞서 제시한 것처럼 인식적 계

획원리를 의심스럽게 하는 이유가 제시될 수 있는 것 같다. 특히 폴이 

언급한 행위자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종류의 경험을 고려할 때, 인

식적 계획 원리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보기에, 인

식적 결정이론의 기대 부정확성 최소화의 원리에 호소해서 조건화, 인

식적 보수주의와 같은 인식적 통시적 원리를 정당화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식적 결정이론의 기대 부정확성 최소화의 원리가 

행위자의 특정 시점에 한정된 단일한 믿음 상태에서 다양한 믿음 상태

에 대한 주관적 인식적 평가를 전제한다는 점에 있다. 이처럼 특정 시

점에 한정된 단일한 믿음 상태에서 믿음 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한다면, 인식적 계획 원리와 같은 통시적 합리성을 위한 근본 원리는 

정당화될 수 없다. 왜 그러한가? 

우선 단일한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의 믿음 상태만을 지닐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다양한 인격을 가진 사람도 하나의 특

정 시점에서는 그중 하나의 인격이 지닌 하나의 믿음 상태만을 지닐 

것이다. 물론 행위자는 다양한 명제들을 동시에 믿을 수 있다. 심지어 

양립 불가능한 명제들을 동시에 믿을 수도 있다. 그러나 행위자가 양

립 불가능한 명제들을 동시에 믿는 것도 하나의 믿음 상태일 뿐이다. 

즉 만일 어떤 단일한 시점에서 행위자가 명제 X를 믿고 동시에 그것

의 부정인 ~X를 동시에 믿는다면 그 행위자는 그 순간에 비일관적인 

단일한 믿음 상태를 지니는 것이지 단일한 시점에서 서로 다른 믿음 

상태들을 동시에 지니는 것은 아니다.23)

23) 우리가 단일한 시점에서 하나의 믿음 상태만을 지닐 수 있다는 주장은 철

학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다. 가령 익명의 심사위원이 지적해 준 것처럼, 

Lewis (1986)는 “어떤 경우에는 한 시점에 한 인식주체의 믿음 상태를 두 

시스템으로 쪼개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럴 듯하다고 생각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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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로 다른 믿음 상태를 지닌 행위자들이 어떤 믿음 상태를 서

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로 다

른 믿음 상태를 지닌 행위자들은 특정 믿음 상태의 정확성을 서로 다

르게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일 서울에 비가 올 것이라고 강하

게 믿는 행위자는,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내일 서울에 비가 올 것

이라고 확신하는 믿음 상태를 내일 서울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믿음 상태보다 더 정확하다고 평가할 것이고, 반면 내일 서

울에 비가 올 것이라고 약하게 믿는 행위자는 같은 상황에서 이와 반

대로 평가할 것이다.

위 두 가지 주장은 매우 받아들일 만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

인다면, 왜 행위자의 특정 시점에 한정된 단일한 믿음 상태 하에서 인

식적 계획 원리와 같은 통시적 합리성을 위한 근본 원리가 정당화될 

수 없는지 분명하다. 행위자는 t 시점이나 t+1 시점에 단일한 믿음 상

태만을 지닐 수 있다. 또한 만약 행위자가 t 시점과 t+1 시점에 서로 

다른 믿음 상태를 지닌다면, t 시점과 t+1 시점에 행위자는 자신의 현

재 관점에 따라, 동일한 믿음 상태를 서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그

리고 이러한 인식적 상황을 허용하는 것은 인식적 계획 원리와 같은 

근본적 통시적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한 의견을 제시해 준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루이스의 이

러한 주장이 한 시점에서 다양한 믿음 상태들의 공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인지 의문이다. 즉 한 시점에서 다양한 인식적 시스템들의 공존이 가능

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단일한 시점에서 단일한 믿음 상태가 아닌 다양

한 믿음 상태들의 공존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인지 의문이

다. 그 시스템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일한 하나의 믿음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보인다. 가령 단일한 시점에서 갑이 서로 다른 다양한 

인식적 시스템을 지닌다면, 그의 믿음 상태는 그 시스템을 원소로 하는 단

일한 집합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갑의 

믿음 상태를 이해한다면 갑은 하나의 시점에서 하나의 믿음 상태만을 지

닌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정 재 민20

8. 결론 

인식적 결정이론의 기대 부정확성 최소화의 원리를 통해 조건화 원리

나 인식적 보수주의와 같은 인식적 통시적 원리를 성공적으로 정당화

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러한 정당화 논증이 한 행위자의 

특정 시점에서의 관점에 따른 주관적 인식적 평가를 전제한다는 점이

다. 이러한 주관적 평가가 전제된다면, 인식적 계획 원리와 같은 통시

적 인식적 합리성을 위한 근본 원리는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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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temic Decision Theory and Diachronic Rationality

Jamin Jung

Some epistemic decision theorists argue that, in contrast to synchronic 

epistemic principles, diachronic epistemic principles cannot be justified. 

This paper aims to examine why they make this claim and whether the 

claim is acceptable.

Keywords: Epistemic Decision Theory, Diachronic Rationality, Epistemic 

Plan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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