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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리에서 허용가능성 개념에 대한 분석*

1)

김 성 민**

대략적으로 말해 주요 원리는 행위자가 허용가능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

에 행위자로 하여금 어떤 사건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 확률과 그 사건에 대

한 물리적 확률을 일치시키라고 요구한다. 루이스는 허용가능성 개념을 강조했

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허용가능하다면 주요 원리는 비일관적이고 모든 것이 

허용불가능하다면 주요 원리는 공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루이스 자신도 허용

가능성 개념에 대한 명료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후에 다양한 철학자들

이 허용가능성 개념에 대한 명료한 정의를 제시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의견의 

일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흥미로운 점은 주요 원리에 허용가능성 요건

이 필요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 상황 아래에서 본 논문

의 목표는 주요 원리에서 허용가능성 개념을 분석하며 허용가능성에 대한 여

러 철학자들의 정의를 평가하고 허용가능성 요건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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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우리는 다양한 조언을 얻으며 살아간다. 가령 의사에게 건강 상태에 대한 

조언을 받거나 전문 컨설턴트에게 입시나 취업에 관한 제안을 받기도 한

다. 우리가 이런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이유는 그들이 그 분야에 대해 

우리보다 참인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거나 그 분야를 잘 모르는 일반인에 

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좋은 판단력을 가졌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한다. 다음과 같은 예를 

생각해 보자. 아직 몸에 열은 없지만 비인두(鼻咽頭) 부분에 통증이 있

으며 피로감을 느낀 당신은 의사를 찾아간다. 의사는 당신을 진찰하고 

나서 “가벼운 비염이니 집에서 며칠 쉬라고” 말한다. 그러나 당신은 의

사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의사에게 당신이 어제 호흡

기 바이러스 감염자와 밀접 접촉했다는 사실을 아직 말하지 않았기 때

문이다. 이 정보를 의사에게 말하고 의사가 해당 정보까지 종합하여 새

로운 조언을 내려주기 전에는 의사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조언과 자문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것은 부분적 믿음(patial belief)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예를 들어 당신은 투자 전문가에게 투

자에 대한 조언을 얻고 있다.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A 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90%라고” 조언한다. 당신이 주식 투자 전문가가 알려준 

정보만 알고 있거나 증권가에 흔히 도는 A 회사에 대한 찌라시 정도를 

알고 있다고 해보자. 이 경우에 당신은 투자 전문가의 조언대로 A 회사

의 주식이 오른다는 것을 90%로 믿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A 회사의 

임원인 친구에게서 A 회사의 이번 실적이 분식 회계이며 이번 주 안에 

회사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라는 내부 정보를 알았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당신은 주식 투자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위 사례의 조언들은 특정 주제에 대한 조언이다. 당신이 건강하거나 

주식 투자를 할 예정이 아니라면 이런 조언은 쓸모없다. 그러나 인식

론적인 관점에서 누구나 따라야 할 만한 합리적 조언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객관적인 물리적 확률(objective chance)

이다.1) 물리적 확률로 예측되는 기상 예보를 믿거나 감염병 발생률 등

을 믿는다는 점만 보더라도 물리적 확률이 행위자의 믿음을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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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는 착상은 자연스럽다.

데이비드 루이스(David Lewis)의 주요 원리(the Principal Principle)

는 행위자가 물리적 확률을 조언이나 제안으로 따른다는 착상을 정식

화한 원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대략적으로 말해서 주요 원리에 

따르면 행위자가 어떤 사건의 물리적 확률을 알았다면 행위자는 그 사

건의 물리적 확률만큼 그 사건을 믿어야만 한다.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행위자의 부분적 믿음이 물리적 확률의 제약

을 받을 때도 행위자는 어떤 사건을 그 사건의 물리적 확률만큼 믿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다소 공상적인 사례지만 매우 믿을만한 시간 여행

자가 당신의 친구라고 해보자. 당신이 뉴스를 보고 내일 비가 올 물리

적 확률이 70%라는 것을 알았을 때 당신의 친구가 “내일 비 안 와, 

내가 방금 다녀왔어”라고 말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당신은 내일 비

가 온다는 것을 70% 정도로 믿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조언의 수용 

여부는 행위자의 전체 증거에 의존한다. 이에 루이스는 주요 원리에 

허용가능성(admissibility) 요건을 덧붙인다. 주요 원리에 따르면 허용

가능한 정보 아래에서 행위자는 어떤 사건에 대한 물리적 확률과 그 

사건에 대한 그의 부분적 믿음을 일치시켜야만 한다.

이런 이유에서 허용가능성 요건은 루이스의 주요 원리에서 중요하다. 

루이스 또한 허용가능성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주요 원리의 힘은 전적으

1) 국내 학자들은 ‘chance’에 대한 다양한 번역어를 제시했다. 특히 chance와 

주요 원리에 대한 선도적인 연구를 진행해 온 박일호의 경우를 살펴보면 

‘chance’ 번역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 그는 ‘chance’를 ‘객관적 확률’(박

일호 2015)이라고 번역하거나 그냥 음차하여 ‘챈스’(박일호 2016)라고 사용

하기도 하였고 ‘일어남직함’(박일호 2017)이라고 옮기거나 ‘공산’(박일호 

2018)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였다. 번역어 선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박일호는 

‘chance’를 ‘물리적 확률’로 번역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짐작하자면 이 번

역어는 chance가 확률이라는 암시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글

에서 ‘chance’를 ‘물리적 확률’로 번역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 글의 목적

이 루이스의 주요 원리에서 허용가능성 개념을 탐구하는 것이고 루이스의 

주요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chance는 확률이기 때문이다. 즉 필자의 글은 

chance가 확률 규칙을 만족한다는 것에 개입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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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허용가능성에 달려 있다. 이는 물리적 확률과 믿음의 정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허용가능성 개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

면 루이스의 말대로 모든 정보가 허용가능하다면 주요 원리는 비일관적이고 

모든 정보가 허용불가능하다면 주요 원리는 공허하기 때문이다.2)

그러나 루이스는 허용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았고 다소 모호

한 정의와 허용가능성에 대한 두 가지 충분조건만을 제시하였다(Lewis 

1980). 허용가능성에 대한 루이스의 강조와 달리 그 개념이 만족스럽게 

해명되지 않았다는 점은 철학자들로 하여금 허용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제시하도록 이끌었다. 유감스럽게도 허용가능성 정의에 대한 철학

자들의 의견 일치는 없다. 더불어 이 논의를 더욱 흥미롭게 하는 것은 

허용가능성 요건이 없이도 물리적 확률과 부분적 믿음의 연결을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루이스 자신도 허용가능성 요건으

로부터 자유로운 재정식화된 주요 원리(Principal Principle Reformulated)

를 제시했으며 이런 재정식화된 주요 원리는 주요 원리에서 허용가능성 

요건이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다. 이런 주장은 크리스토퍼 미참

(Christopher J. G. Meacham 2005, 2010)에 의해서 심화되었다.

이 글의 첫 번째 목적은 주요 원리에서 허용가능성 개념을 분석하고 

그 개념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

째 목적은 허용가능성 요건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루이스의 주요 원리와 허용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추적하

면서 허용가능성 개념을 분석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3장에서 본격적으

로 허용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철학자들의 직관과 유망한 명시적 정의들

을 검토할 것이다. 검토할 직관들은 마이클 타우(Michael Thau 1994), 

레이첼 브릭스(Rachael Briggs 2009), 리차드 페티그루(Richard Pettigrew 

2012)가 각각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명시적 정의들은 네드 홀(Ned Hall 

2004), 미참(Meacham 2010), 페티그루(Pettigrew 2018)가 각각 제시한 

것이다. 필자는 허용가능성에 대한 직관과 정의들 모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미참에 의해 주장된 허용가능

성 요건의 불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다. 미참의 주장은 두 가지 근거로 이

2) Lewis (1980), p.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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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져 있다. 우선 첫 번째 근거와 그에 대한 칼 호퍼(Carl Hoefer 2019)의 

반론을 살펴볼 것이다. 그러고 나서 필자는 미참의 두 번째 근거에 대한 

반론을 제시할 것이다.

2. 루이스의 주요 원리와 허용가능성

2.1. 주요 원리

주요 원리를 소개하기에 앞서 몇 가지 가정과 기호를 도입할 것이다. 첫

째로 부분적 믿음은 확률 계산 규칙을 만족한다. 따라서 필자는 우리의 

부분적 믿음을 ‘주관적 확률(subjective probability)’이라고 부를 것이다. 

‘Cr(·)’은 주관적 확률 함수를 가리킨다. 때때로 주관적 확률 함수를 행

위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필자는 Cr이 조건화(conditionalization)를 

통해서 바뀐다고 가정할 것이다. 즉 행위자가 E를 확신하게 되었을 때 

E를 배우고 난 후의 사후 확률 함수 CrE는 Cr(·|E)가 된다는 것이다.

물리적 확률 또한 확률 계산 규칙을 만족한다고 가정할 것이다. 

‘Ch(·)’는 물리적 확률 함수를 가리킨다. ‘Ch(A)=x’는 임의의 명제 A

의 물리적 확률이 x라는 명제이다. 물리적 확률의 중요한 특징은 그것

이 시간에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가령 내일 오전 7시에 비가 온다는 

것이 참일 때 내일 오전 7시에 비가 온다는 명제에 대한 오늘 밤 9시

의 물리적 확률과 내일 오전 6시의 물리적 확률은 다를 것이다. 이런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아래 첨자 t를 활용할 것이다. ‘Cht(A)=x’는 임

의의 명제 A의 t 시점 물리적 확률이 x라는 명제이다.

이와 더불어 루이스를 따라 다음을 가정할 것이다. w의 확률 자연

법칙을 ‘Tw’로 표현하고 그 세계의 t 시점까지의 완전한 역사를 ‘Htw’

라고 표현할 것이다. 그리고 w의 t 시점 물리적 확률 분포를 ‘Ptw’로 

표현할 것이다. 가령 Ptw(A)는 세계 w에서 t 시점에 A가 성립할 물리

적 확률이다. Htw&Tw는 w에서 참인 t 시점 물리적 확률에 대한 명제

들을 함축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Cht(A)=x가 w에서 참이라는 것은 

Ptw(A)가 x와 같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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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루이스가 제시한 주요 원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

기서 A는 임의의 명제이고 Cht(A)=x&E는 행위자의 전체 증거이다.

만일 Cht(A)=x와 양립 가능한 E가 t 시점에 허용 가능하다면 

Cr(A|Cht(A)=x&E)=x.

주요 원리의 형식 자체는 직관적이다. 주요 원리는 E가 Cht(A)=x와 양립 

가능하고 t 시점에 허용가능하다면 Cht(A)=x&E를 조건으로 하는 A의 

주관적 확률과 A의 t 시점 물리적 확률이 동일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주요 원리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해명해야 할 요소는 허용가능성이다.

2.2. 허용가능성에 대한 루이스의 초기 견해

주요 원리에 허용가능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인식적 원리를 고려해보자. 아래에서 A는 임의의 명제이고 Cht(A)=x는 

행위자의 전체 증거이다.

Cr(A|Cht(A)=x)=x.

이 원리는 주요 원리의 특수 사례(special case)이다. 왜냐하면 루이스

의 주요 원리에서 E가 항진 명제일 경우 주요 원리로부터 위 원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정식화에 따르면 Cht(A)=x를 조건으로 하

는 A의 주관적 확률은 A의 t 시점 물리적 확률과 같다.

그러나 이 원리에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행위자가 가질지도 모르는 

A와 관련된 추가 증거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A는 t+1 시점에 발생

하는 사건이고 모종의 방법으로 행위자가 획득한 추가 증거 E는 A를 함축

한다고 하자. 이때 문제는 0<x<1일 경우에 위의 원리와 확률 계산 규칙은 

충돌한다는 것이다: 1=CrE(A|Cht(A)=x&E)≠CrE(A|Cht(A)=x)=x.

루이스의 주요 원리는 위의 문제 사례를 해결한다. 첫째로 정보 E를 

고려함으로써 행위자가 A의 물리적 확률 외에 획득하게 될 추가 정보를 

다룰 수 있다. 둘째로 위 사례에서 발생한 확률 계산 규칙과의 충돌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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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한다. 루이스에 따르면 t+1 시점의 A가 참이라는 것을 함축하는 정보

는 t 시점에 일반적으로 허용불가능하다. 행위자가 허용불가능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 사례에는 주요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의 사례에서 미루어 봤을 때 허용가능성 요건은 주요 원리의 일관된 

사용을 위해 중요하다. 루이스 또한 이런 관점에서 허용가능성을 강조한다.3)

주요 원리의 힘은 얼마나 허용가능한가에 달려있다. 모든 것이 허

용가능하다면 주요 원리는 비일관적이다. 모든 것이 허용불가능하

다면 주요 원리는 공허하다.

주요 원리의 일관된 사용과 관련된 교훈(moral)을 반영한다면 허용가능성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E가 허용가능하다는 것은 

Cr(A|Cht(A)=x&E)=x라는 것이다. 정보 E의 획득이 행위자로 하여금 

Cht(A)=x&E를 조건으로 하는 A의 주관적 확률을 x가 아닌 다른 값으로 

바꾸지 않게 하는 이상 E는 허용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 정의라

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어떤 종류의 정보가 Cr(A|Cht(A)=x&E)의 

값이 x가 되도록 하는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허용가능성에 대한 루이스의 정의는 무엇인가? 유감스럽

게도 루이스는 허용가능성을 엄밀하게 정의하지 않았고 다음과 같은 

모호한 정의를 제시한다.4)

… 허용 가능한 명제는 그것이 결과에 대한 우리의 신념도에 미치

는 영향이 전적으로 그러한 결과의 물리적 확률에 대한 신념도를 

경유하여 오는 어떤 종류의 정보이다.

허용가능성에 대한 루이스의 모호한 정의를 필자가 도입한 기호를 통

해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가 Cr(A)에 미치는 영향이 Cr(Cht(A)=x)를 

경유한다면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명제 E는 허용가능하다.

허용가능성에 대한 루이스의 언급은 은유적이며 모호하다. ‘영향’이

라는 표현도 불명료하며 ‘~를 경유한다’는 표현 또한 마찬가지이다. 

3) Lewis (1980), p. 272.

4) Ibid., p.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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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루이스의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사례를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살인 사건 현장에서 철수가 목격됐다는 증거는 철수가 범인이라

는 명제에 대한 수사관의 믿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과학 수

사를 통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에서 철수의 지문이 나왔다는 증

거를 수사관이 알게 됐다면 현장 목격 증거는 철수가 범인이라는 수사

관의 믿음에 더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철수가 현장에서 

목격됐다는 증거가 수사관의 믿음에 미치는 영향이 흉기에서 발견된 

지문 증거에 이미 포함되거나 압도당하기 때문이다.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루이스가 제시한 정의는 어떤 정보가 허용가능

한지 평가하는데 어느 정도 유용하다. 루이스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명

제를 함축하는 증거는 일반적으로 허용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허용가능

성에 대한 루이스의 모호한 정의에 의해서 잘 포착된다. E가 A를 함축

하고 0<Cht(A)<1이라면 E가 Cr(A)에 미치는 영항은 Cr(0<Cht(A)<1)를 

경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E는 Cht(A)=1을 함축하고 이 정보는 

0<Cht(A)<1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명료한 정의 대신에 루이스는 허용가능한 명제와 허용불가능한 명제

에 대한 일반적인 충분조건을 제시한다.5) 일반적으로 허용가능한 명제

의 충분조건은 Htw와 Tw이다. 루이스의 이런 제안은 일견 자연스럽다. 

가정했듯이 Htw&Tw가 Cht(A)=x를 함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Cr(Htw)

와 Cr(Tw)가 Cr(A)에 미치는 영향은 Cr(Cht(A)=x)에 이미 포함된다.

허용불가능한 명제의 충분조건은 미래에 대한 정보이다. 이 또한 그가 

제시한 허용가능성에 대한 모호한 정의와 잘 부합한다. t 시점을 기준

으로 t 시점 이후의 A의 물리적 확률에 대한 정보는 미래에 대한 정보

이다. 그리고 A는 t+2 시점의 사건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Cr(Cht+1(A)=x)

가 Cr(A)에 미치는 영향은 Cr(Cht(A)=x)를 경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Cht(A)=x는 t 시점 이후의 A의 물리적 확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

기 때문이다.

5) 루이스가 허용가능성에 대한 명시적 정의를 꺼린 이유는 시간이 우리 세계

와는 다른 방식으로 흐르는 다양한 가능세계를 고려했기 때문인 것처럼 보

인다. 자세한 내용은 Lewis (1980)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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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보기에 루이스는 허용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이것으로 충분

하다고 여긴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루이스가 자신이 제시

한 허용가능성의 충분조건을 활용하여 주요 원리로부터 허용가능성 요

건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는 재정식화된 주요 원리를 도출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루이스가 제시한 재정식화된 주요 원리이다.6)

Cr(A|Htw&Tw)=Ptw(A).

루이스는 재정식화된 주요 원리에 허용가능성 요건을 넣지 않았다. 재정식

화된 주요 원리에 허용가능성 요건은 과연 불필요한가? 만일 그렇다면 

허용가능성을 정의하는 일 또한 불필요할지도 모른다. 필자는 재정식화된 

주요 원리에서도 허용가능성 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당신

은 A를 논리적으로 함축하지 않는 정보 E를 확신한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Cr(E)=1이므로 Cr(A|Htw&Tw)와 Cr(A|E&Htw&Tw)는 같을 것이다. 그리고 

각각에 재정식화된 주요 원리를 적용한다면 각각은 Ptw(A)와 Ptw(A|E)와 

일치할 것이다.7) 그러나  Cr(E)=1이라는 것이 Ptw(E)=1을 보장하지 않는

6) 주요 원리와 허용가능성의 충분조건을 활용하여 재정식화된 주요 원리가 

도출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Cht(A)=x는 w에서 참이라고 가정하자.

Cr(A|Htw&Tw) = Cr(A|Cht(A)=x&Htw&Tw)

= x

= Ptw(A).

   첫 번째 등식이 성립하는 이유는 Htw&Tw는 w에서 참인 모든 물리적 확률

에 대한 명제를 함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등식으로 넘어갈 때 

주요 원리가 사용된다. 주요 원리가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루이스의 가정 

상 Htw&Tw는 허용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등식이 성립하는 이

유는 2.2절에서 가정한 대로 Cht(A)=x가 w에서 참이라는 것은 x가 Ptw(A)

와 같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7) Cr(A|E&Htw&Tw)는 확률 계산 규칙에 의해서 다음과 같다: 

Cr(A&E|Htw&Tw)/Cr(E|Htw&Tw). 그리고 재정식화된 주요 원리에 의해서 

Cr(A&E|Htw&Tw)/Cr(E|Htw&Tw)는 Ptw(A&E)/Ptw(E)와 같다. 마지막으로 조건

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Ptw(A&E)/Ptw(E)는 Ptw(A|E)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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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일 0<Ptw(E)<1라면 Ptw(A)와 Ptw(A|E)의 값은 다를 것이다. 이는 

재정식화된 주요 원리 또한 행위자가 가진 정보 E에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8) 이 문제는 이 글의 4장에서 보다 자세히 검토될 것이다.

2.3. 허용가능성에 대한 루이스의 후기 견해

루이스(Lewis 1994)는 허용가능성에 대해 몇 가지 새로운 주장을 제

시한다. 첫째는 허용가능성의 주제 상대성에 관한 것이다. 초기에 루

이스(Lewis 1980)는 허용가능성이 시간에만 상대적이라고 주장하였

다. 허용가능성이 시간에 상대적이라는 것은 자연스럽다.9) 왜냐하면 

루이스의 말대로 과거에 대한 정보는 허용가능하고 미래에 대한 정보

는 허용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루이스는 나중에(Lewis 1994) 허용가능

성이 명제에도 상대적이라고 주장한다. 이 또한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A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는 그것이 과거에 대한 정보이든지 

미래에 대한 정보이든지 상관없이 허용가능하기 때문이다.

루이스와 달리 필자는 허용가능성이 A의 t 시점 물리적 확률에 대해 

상대적이라고 생각한다. 허용가능성이 A의 t 시점 물리적 확률에 상대

적이라는 것은 허용가능성이 시점과 문제가 되는 명제에 상대적이라는 

것을 반영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례를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 

E가 A를 함축한다고 하자. 허용가능성 개념이 문제가 되는 명제에 상대

적이라면 이 정보는 A에 상대적으로 허용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A의 t 시점 물리적 확률이 1이라면 이 정보는 허용가능할 것이다. 루이

8) 이는 마이클 스트리븐스(Michael Strevens 1995)와 피터 브라나스(Peter Vranas 

2004)가 홀이 제시한 새로운 주요 원리(the New Principle)에도 허용가능성 요

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논증을 필자가 재정식화된 주요 원리에 적용한 것

이다. 더 나아가 브라나스는 물리적 확률과 주관적 확률을 연결시키는 모든 

원리에 허용가능성 요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Vranas 

(2004)를 참조하라. 

9) 호퍼는 허용가능성이 시점에 상대적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제시하는 물리적 확률에 대한 흄주의를 따를 경우에 물리적 확률은 

시간에 상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Hoefer (2007)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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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말대로 E가 Cr(A)에 미치는 영향이 Cr(Cht(A)=1)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논점은 다음 절에서 허용가능성에 대한 직관들을 검

토하면서 보다 자세히 다뤄질 것이다.

허용가능성에 대한 루이스의 후기 견해에서 추가된 또 다른 부분은 

그가 허용가능성에 정도가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허용

가능성 비율(admissibility quotient)은 Cht(A|E)/Cht(A)로 측정될 수 있다. 

그는 Cht(A|E)/Cht(A)가 1에 가까울수록 E가 A에 대하여 허용가능하다

고 말하면서 A와 E가 확률적으로 독립적이라면 E는 A에 대하여 완벽하

게 허용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허용가능성에 대한 루이스의 명시적 

정의로 이해될 수 있다. 즉 E가 A에 대하여 t 시점에 완벽하게 허용가능

하다는 것은 Cht(A|E)=Cht(A)이라는 것이고 E가 A에 대하여 t 시점에 

거의 완벽하게 허용가능하다는 것은 Cht(A|E)≈Cht(A)라는 것이다.

루이스는 허용가능성이 정도의 문제라고 주장만할 뿐 그에 대한 정

당화나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지는 않는다.10) 이에 필자는 허용가능성 

개념이 정도의 문제라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루이스의 이런 주장의 

기저에 놓여있는 핵심 착상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확률적 

10) 루이스에 따르면 E가 A에 대하여 거의 완벽하게 허용가능하다면 Cr(A∣

Cht(A)=x&E)≈x가 성립한다. 그렇다면 루이스는 Cr(A∣Cht(A)=x&E)≈x

의 경우도 주요 원리가 적절하게 적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루이

스는 허용가능성이 정도의 문제라는 것이 타우로부터 연유한다고 말한다

(Lewis 1994). 그렇다면 타우가 Cr(A∣Cht(A)=x&E)≈x의 경우도 주요 

원리가 적절하게 적용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

한 타우의 답은 우리의 현실적인 신념도(credence) 할당이 일반적으로 모

호하다(vague)는 것이다(Thau 1994). 그에 따르면 주요 원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 확률이 우리가 물리적 확률이라고 믿는 것과 매우 근

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요 원리와 같은 합리성 원리와 관련하

여 우리의 현실적인 신념도 할당이 모호하다는 사실이 왜 고려되어야 하

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 이유를 미루어 짐작하자면 새로운 주요 원리

(the New Principle)와 주요 원리가 근사치라는 점을 강조하여 “여전히 주

요 원리가 물리적 확률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핵심”(Lewis 

1994, p. 489)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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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개념으로 허용가능성 개념을 정의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다음 절에서 루이스의 이런 착상과 유사한 제안, 즉 확률적 독

립성 개념으로 허용가능성을 정의하려는 시도를 평가할 것이다.

3. 허용가능성에 대한 직관과 명시적 정의들

3.1. 허용가능성에 대한 직관들 

필자는 타우, 브릭스, 페티그루가 허용가능성을 이해한 방식에 대해 살

펴볼 것이다. 각각의 이해는 허용가능성에 대한 서로 다른 직관을 반

영한다.

허용가능성에 대한 타우(Thau 1994)의 직관

허용가능한 명제는 주어진 명제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타우의 직관은 허용가능성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 방식이다. 그리고 그

의 직관은 허용불가능한 정보를 이해할 때 더 유용하다. 그의 직관에 

미루어 봤을 때 허용불가능한 정보는 주어진 명제에 대한 직접적인 정

보를 제공하는 명제이다. 앞서 살펴봤던 사례처럼 A가 참이라는 정보

는 A에 대하여 허용불가능한 정보이다. 왜냐하면 A가 참이라는 것은 

A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우의 직관은 한계를 지닌다. 즉 타우의 직관은 허용가능성

의 특징을 모두 포착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어떤 정보는 A에 대한 직

접적인 정보를 제공하고도 허용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해보면 이 관점은 명료해진다. 행위자가 A의 부정을 함축

하는 명제 E를 획득했다고 해보자. 만일 A의 t 시점 물리적 확률이 0

과 1 사이라면 E는 분명 허용불가능한 정보이다. 그러나 A의 t 시점 

물리적 확률이 0이라면 명제 E는 Cht(A)=0에 상대적으로 허용가능한 

정보일 것이다. 이런 판정은 루이스의 허용가능성 정의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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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가 Cr(A)에 미치는 영향은 Cr(Cht(A)=0)를 경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주어진 명제, 즉 A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허용가능성의 특징을 모두 포착할 수 없다.

허용가능성에 대한 브릭스(Briggs 2009)의 직관

허용가능한 명제는 물리적 확률 함수를 정보 전문가(database-expert)

라고 간주했을 때 그가 이미 알고 있는 명제이다.

브릭스의 직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보 전문가의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정보 전문가는 일반 행위자보다 참인 명제를 더 많이 알고 있다. 

이에 일반 행위자는 정보 전문가를 인식적으로 존중한다(epistemically 

defer). 그러나 만일 당신이 특정 명제와 관련하여 정보 전문가는 모르

는 명제를 알고 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당신은 그 명제와 관련하여 

정보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보 전문

가의 조언을 따르는 이유는 그가 당신이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인데 당신이 해당 명제와 관련하여 정보 전문가는 모르는 정보를 이

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브릭스의 직관에 따르면 정보 전문가인 물리적 확률 함수가 아는 정

보는 허용가능하고 모르는 정보는 허용불가능하다. 허용가능성에 대한 

브릭스의 직관은 타우의 직관이 보여주는 한계 사례를 극복한다. 그 

사례를 다시 생각해보자. E는 A의 부정을 함축하는 증거이다. 그렇다

면 0<Cht(A)<1인 Cht(A)는 A가 거짓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

다. 따라서 E는 0<Cht(A)<1인 Cht(A)에 상대적으로 허용불가능하다. 

이와 달리 Cht(A)=0인 Cht(A)는 E를 이미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

냐하면 Cht(A)=0이므로 Cht(A)는 A가 거짓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E라는 정보는 Cht(A)=0에 상대적으로 허용가능

하다.

그러나 브릭스의 직관 또한 허용가능성 개념을 모두 포착하지 못한

다. 왜냐하면 허용가능성은 관련 없음(irrelevance)이라는 개념과도 연관

되기 때문이다. 즉 어떤 명제 E가 A와 관련 없다면 E는 A에 대하여 허

용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번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온다는 명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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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이라고 하자. 그리고 행위자는 Cht(앞면)=1/2과 내일 전주에 비가 

온다는 명제 E를 알았다. E는 동전 던지기와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E는 

허용가능하다. 브릭스가 제시한 직관의 문제는 어떤 정보가 주어진 명

제와 단순히 관련 없는 명제라면 정보 전문가인 물리적 확률 함수가 그 

정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는 허용가능하다는 것이다.

허용가능성에 대한 페티그루(Pettigrew 2012)의 직관

허용가능한 명제는 물리적 확률에 대한 명제에 의해 차폐(screen-off)

되거나 압도되는 명제이다.

마지막으로 페티그루의 직관을 검토해보자. 이를 위해 문제가 되는 명

제 A, A의 물리적 확률에 대한 명제, 허용가능한 정보 E 사이에 성립

하는 차폐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다.

만일 Cr(A∣Cht(A)=x&E)=Cr(A∣Cht(A)=x)라면, Cht(A)=x는 Cr을 

기준으로 E를 A로부터 차폐한다.

이 직관은 허용가능성에 대한 루이스의 모호한 정의와 잘 어울린다. 루

이스에 따르면 E가 허용가능하다면 E가 Cr(A)에 미치는 영향은 

Cr(Cht(A)=x)을 경유하므로 E는 A에 어떤 추가적인 영향도 미치지 못

한다. 위의 정식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허용가능성의 이런 특징

이다. 즉 E가 A에 대하여 허용가능하다는 것은 Cht(A)=x가 E를 A로부

터 차폐하기 때문에 E가 A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리적 확률에 대한 명제는 일반 행위자가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명

제를 압도할 것이다. 루이스의 말대로 “Htw&Tw는 우리에게 세계 w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11), 물리적 확률에 대한 명제는 Htw&Tw에 

의해 함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직관은 브릭스가 제시한 직관의 

한계 사례, 즉 단순히 관련 없는 정보가 허용가능하다는 것을 포착한

다. 왜냐하면 A와 단순히 관련 없는 명제는 Cht(A)=x에 의해서 차폐

되거나 압도될 것이기 때문이다.

11) Lewis (1980), p.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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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허용가능성 개념이 단순히 차폐 관계로 이해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만일 E를 항진 명제라고 가정한다면 E는 허용가능할 것이

고 Cr(A|Cht(A)=x&E)=Cr(A|Cht(A)=x)이 성립한다. 그렇다면 Cr을 기준

으로 Cht(A)=x가 E를 A로부터 차폐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역

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즉 Cr(A|Cht(A)=x&E)=Cr(A|Cht(A)=x)

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E가 허용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에는 

Cht+1(A)=y(≠x)를 E라고 하자. Cr을 기준으로 E는 Cht(A)=x에 의해서 

차폐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Cr(A|Cht(A)=x&E)=Cr(A|Cht(A)=x)이 성

립하지만 Cht+1(A)=y는 미래에 대한 정보이므로 허용불가능하다.12)

3.2. 허용가능성에 대한 정의들

3.2.1. 확률적 독립성을 활용한 정의: 홀과 페티그루

필자는 홀과 페티그루의 허용가능성 정의를 함께 다룰 것이다. 왜냐하

면 둘의 정의가 확률적 독립성 관계를 활용하여 허용가능성을 정의한다

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이다. 페티그루의 정의를 먼저 검토할 것이다.

페티그루의 허용가능성 정의13)

E는 t 시점에 A에 대하여 P-허용가능하다. iff t 시점의 모든 가능한 

물리적 확률 함수에 대하여 만일 Ch[t](E)>0이라면 Ch[t](A)=Ch[t](A｜E).

P-허용가능성은 허용가능성에 대한 루이스의 정의를 잘 반영한다. E가 

P-허용가능하다면 Cht(A)=Cht(A｜E)이므로 E가 Cr(A)에 미치는 영향은 

Cr(Cht(A|E)=x)에 이미 포함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P-허용

가능성은 허용가능성 요건을 통해 주요 원리가 일관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E가 P-허용가능하다면 Cht(A)=Cht(A｜E)가 성립하므로 주요 

원리 사용에 있어서 행위자 가진 정보 E에 민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12) 이와 같은 이유에서 발만과 호손(Wallmann and Hawthorne 2020)은 조건

부 독립성 관계를 활용하여 허용가능성을 정의하는 일이 성공적이지 않다

고 주장한다.

13) Pettigrew (2018), p. 8. ‘[]’ 부분은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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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허용가능성은 과거에 대한 명제가 허용가능하다는 루이스의 충분조

건 또한 반영한다. E가 t 시점 이전의 과거에 대한 명제일 경우에 

Cht(A)=Cht(A｜E)가 성립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왜냐하면 E는 과거에 

대한 명제이므로 더는 일어남직하지(chancy) 않기 때문이다.14) 즉 Cht(E)

∈{0,1}이므로 Ch를 기준으로 E와 A는 확률적으로 독립적이다.15)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명제가 허용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포착한다. 0<Cht(A)<1

이고 E가 t 시점 이후에 발생할 사건 A가 참이라거나 거짓이라는 것을 

함축한다면 Cht(A)≠Cht(A｜E)이 성립한다. 왜냐하면 E가 A는 참이라거

나 거짓이라는 것을 함축한다면 Cht(A｜E)는 1이거나 0이기 때문이다.

P-허용가능성은 허용가능성에 대한 루이스의 직관들을 잘 포착한다. 

그렇다면 이 정의는 성공적인가?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첫 

번째 이유는 Cht(E)가 언제나 정의되는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E가 물리적 확률 함수의 변역(domain)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16) 

14) 과거는 일어남직하지 않다. 이는 주요 원리의 귀결 중 하나이다. Htw가 E

를 함축하고 Ptw(E)가 정의된다고 하자. 그렇다면 재정식화된 주요 원리에 

의해서 Cr(E|Htw&Tw)=Ptw(E)가 성립한다. 그리고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Cr(E|Htw&Tw)=Cr(E&Htw&Tw)/Cr(Htw&Tw)와 같다. 그리고 Htw가 E

를 함축하므로 Cr(Htw&Tw)/Cr(Htw&Tw)이 성립한다. 따라서 Ptw(E)=1이다.

15) Cht(E)=1일 때 E와 A가 Ch를 기준으로 확률적으로 독립적이라는 것은 자

연스럽지만 Cht(E)=0일 때도 E와 A가 Ch를 기준으로 확률적으로 독립적

이라는 것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 이유는 익숙한 확률적 독립성 

정의인 Cht(A)=Cht(A｜E)가 만족되려면 E가 0보다 커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률적 독립성은 Cht(A&E)=Cht(A)Cht(E)로도 정의되므로 E가 0일

때도 A와 E는 언제나 Ch를 기준으로 확률적으로 독립적이다.

16) Cr(E)가 정의된다고 해서 언제나 Ch(E)도 정의된다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즉 Cr이 정의되는 집합과 Ch가 정의되는 집합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루이스는 두 집합이 같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모든 철학자들이 

그런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예난 이스마엘(J. Ismael 2008)은 

주관적 확률과 물리적 확률이 정의되는 집합이 같다는 것을 거부한다. 그

리고 호퍼(Hoefer 1997) 또한 Cr(Tw)는 정의되지만 Ch(Tw)는 정의되지 않

으며, 설령 Ch(Tw)가 정의되더라도 그것은 반-흄적(anti-Humean)이므로 

흄주의자(Humean)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주요 원리에서 허용가능성 개념에 대한 분석 75

그리고 P-허용가능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한 물리적 확률 함수

에서 Cht(A)=Cht(A｜E)이 성립해야 한다. 정보 E가 가능한 모든 물리적 

확률 함수의 변역에 포함되기는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만일 그렇다면 

P-허용가능성에 부합하는 명제는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확률적 독립성을 활용한 허용가능성 정의는 허용가

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

하면 이 정의는 어떤 종류의 명제가 Ch를 기준으로 A와 확률적으로 

독립적인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허용가능성 정의

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허용가능성의 기준뿐만 아니라 허용가능성 

개념의 내용이다. 

세 번째 이유는 A와 E가 확률적으로 독립적이라는 사실에서 따라 

나오는 논리적 귀결이 허용가능성에도 성립하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

다. 첫째로 A와 E가 확률적으로 독립적이라면 Cht(A|E)=Cht(A)=Cht

(A|E의 부정)이 성립한다. 이에 P-허용가능성은 허용가능성 관계가 

부정에 닫혀있도록 만든다. 즉 P-허용가능성에 따르면 E가 t 시점에 

A에 대하여 허용(불)가능하다면, E의 부정도 t 시점에 A에 대하여 허용

(불)가능하다. 그러나 허용가능성은 부정에 닫혀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다음 사례를 생각해보자. 당신은 동전 던지기 내기를 할 예정이다. 

당신은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올 물리적 확률이 1/2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내기를 시작하려는데 당신은 내기 상대자의 동전이 완

벽한 물리적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신이 

얻은 이 정보를 ‘E’라고 하자. 정보 E는 허용불가능하다. 왜냐하면 E

는 0<Cht(앞면)<1을 함축하므로 루이스의 말대로 Cr(Cht(앞면)=0.5)

를 경유하지 않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즉 E는 Cht(앞면)=0.5에 포함

되지 않은 정보이다. 그러나 E의 부정, 즉 이 동전은 완벽한 물리적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정보는 허용가능하다. E의 부정은 Cht(앞

면)=0.5를 함축할 것이고, 이 정보는 Cr(Cht(앞면)=0.5)에 이미 포함

된 정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E는 허용불가능하지만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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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정은 허용가능하다.17)

또 다른 문제점은 E가 A와 확률적으로 독립적이라면 A도 E와 확률

적으로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P-허용가능성은 E가 A에 대하여 

허용(불)가능하다면, A 또한 E에 대하여 허용(불)가능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허용가능성 관계는 대칭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동전 던지기 사례를 다시 살펴보자. E는 t 시점에 이번 동전 던지기에

서 앞면이 나온다는 명제에 대하여 허용불가능하였다. 그렇다면 이번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온다는 명제는 이 동전이 완벽한 물리적 대

칭을 이루고 있지 않다는 명제에 대하여 t 시점에 허용불가능한가? 그렇

지 않다. 한 번의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온다는 사실은 그 동전이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다는 당신의 믿음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

문이다. 단 한 번의 동전 던지기 결과만으로는 동전의 대칭성이 어긋났

다는 것을 더 믿거나 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E는 H에 대하여 t 시점에 

허용불가능하지만 A는 t 시점에 E에 대하여 허용가능하다.

홀의 허용가능성 정의(Hall 2004)

명제 E는 Cr, A, t에 상대적으로 H-허용가능하다. 

iff Cr(Cht(A)=Cht(A｜E))=1.

H-허용가능성은 페티그루의 정의와 큰 차이가 없다. Cr(Cht(A)=Cht(A

｜E))=1이라는 것을 행위자가 Cht(A)=Cht(A｜E)를 안다는 것으로 강하

게 읽는다면 Cr(Cht(A)=Cht(A｜E))=1에서 Cht(A)=Cht(A｜E)가 참이라

17) 심사위원 중 한 분께서 허용가능성이 정도의 문제라는 루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위와 같은 반론에 대한 재반론이 성립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주셨다. 그것은 본문의 사례에서 Cht(앞면|E)/Cht(앞면)이 1에 가까워 

E가 A에 대하여 거의 완벽하게 허용가능한 명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

론 이 반론이 성립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겠지만, 필자는 이 사례에

서 E가 A에 대하여 거의 완벽하게 허용불가능하다는 직관이 꽤 강력하다

고 생각한다. 이번에 던져질 동전이 야바위 동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번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일반적 동전을 던졌을 때와 마찬

가지로 1/2이라고 믿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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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H-허용가능성 또한 확률적 독립

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P-허용가능성에서 제기된 반론들이 성립한다. 이

와 더불어 P-허용가능성이 모든 물리적 확률 함수에서 A와 E가 독립적

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엄격한 정의였다면, H-허용가능성은 

행위자가 A와 E의 관계가 확률적으로 독립적이라는 것을 알 것을 요구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치게 엄격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3.2.2. 미참의 정의

미참의 허용가능성 정의18)

E는 Cht(A)=x에 상대적으로 M-허용가능하다. iff Cht(A)=x&E는 

Cht(A)=x와 연관된 H[tw]&T[w]의 선언의 선언지로 표현될 수 있다.

필자는 루이스를 따라 Htw&Tw는 w에서 참이되는 t 시점의 물리적 확률에 

대한 명제들을 함축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로부터 어떤 사건 A의 t 시점 

물리적 확률이 x라는 명제는 Cht(A)=x를 함축하는 Htw&Tw들의 선언과 

동치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정교하게 표현하면 어떤 사건 A의 t 시점 

물리적 확률이 x라는 명제는 Cht(A)=x를 함축하는 Htw1&Tw1∨Htw2&Tw2

∨…와 동치이다. 따라서 E가 Cht(A)=x에 상대적으로 M-허용가능하다는 

것은 Cht(A)=x&E가 Cht(A)=x를 함축하는 Htw&Tw의 선언 즉, Htw1&Tw1∨

Htw2&Tw2∨…의 선언지와 동치라는 것이다. M-허용불가능한 정보는 

Htw&Tw들의 선언의 선언지가 Cht(A)=x&E와 동치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정보이다.

M-허용가능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동전이 두 번만 던져지고 파

괴되는 세계를 상상해보자. 그렇다면 네 가지 가능 세계가 존재한다. 그 

세계들은 각각 앞면이 두 번 나온 세계,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온 세

계, 뒷면이 나오고 앞면이 나온 세계, 뒷면이 두 번 나온 세계이다. 각 

세계의 초기 시점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다음과 같다. 동전 던지기에

서 앞면이 나온다는 명제를 ‘앞면’이라고 하자. 첫 번째 세계에서는 

P0w1(앞면)=1이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세계에서는 각각 P0w2

18) Meacham (2010), p. 416. []는 필자의 기호법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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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0.5와 P0w3(앞면)=0.5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계에서는 P0w4

(앞면)=0이다. 이 경우에 Ch0(앞면)=1/2은 H0w2&Tw2∨H0w3&Tw3와 동치

이다. 가령 E가 이 동전은 앞면으로만 이루어진 야바위 동전이라는 명

제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E는 Ch0(앞면)=1을 함축할 것이므로 Ch0(앞

면)=1/2&E는 H0w2&Tw2∨H0w3&Tw3와 동치가 아니다. 따라서 E는 Ch0

(앞면)=1/2에 상대적으로 M-허용불가능하다.

미참의 정의는 허용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정의이다. M-허용가능성

에 따르면 Htw&Tw에 의해서 함축되는 정보는 허용가능한 정보이고 

Htw&Tw에 의해서 함축되지 않는 정보는 허용불가능한 정보이기 때문이

다. 이 정의는 자연스럽게 허용가능성과 허용불가능성에 대한 루이스의 

충분조건을 만족한다. 과거에 대한 명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Htw에 

의해서 함축될 것이므로 허용가능하다. 같은 맥락에서 t 시점 이후의 미래

에 대한 명제는 Htw에 의해서 함축되지 않으므로 허용불가능하다. 마찬가

지로 t 시점 이후의 물리적 확률에 대한 명제, 가령 Cht+1(A)=y는 

Ht+1w&Tw에 의해서 함축될 것이다. 따라서 t 시점 이후의 물리적 확률에 

대한 명제는 Htw&Tw에 의해서 함축되지 않으므로 허용불가능하다.

또한 M-허용가능성은 루이스의 모호한 정의도 포착한다. E가 M-허

용가능하다면 E는 Cht(A)=x와 연관된 Htw&Tw에 의해 함축될 것이다. 

이는 곧 루이스의 말대로 E가 Cr(A)에 미치는 영향은 Cr(Cht(A)=x)에 

이미 포함된다는 것이다.

M-허용가능성은 허용가능성 요건이 주요 원리 사용의 일관성을 보

장하도록 해야한다는 루이스의 요구를 다른 방식으로 우회한다.19) 거

19) 재정식화된 주요 원리는 기반 약화 미래(undermining future)와 관련하여 비일

관성을 초래한다. 이 문제는 루이스가 최악의 결함(big bad bug)이라 부른 

문제로 물리적 확률에 대한 흄주의를 가정했을 때 발생한다. 미참에 따르면

(Meacham 2010) M-허용가능성은 주요 원리와 재정식화된 주요 원리를 동치

로 만든다. 그렇다면 M-허용가능성은 주요 원리의 일관된 사용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 이를 문제 삼아 M-허용가능성을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요 원리와 허용가능성 자체는 물리적 확률에 대한 흄주의

와 독립적으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결함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과 그에 대한 비판은 Briggs (2009)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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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게 말해서 미참에 따르면 재정식화된 주요 원리는 허용가능성 요건

이 필요 없으며 재정식화된 주요 원리의 사용에서 비일관성이 도출되

더라도 그것은 재정식화된 주요 원리 탓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

음 절에서 자세히 검토하겠다.

M-허용가능성은 일견 만족스러운 허용가능성에 대한 정의처럼 보인

다. 그러나 필자는 이 정의 또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

면 이 정의는 허용가능성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관련 없음이라는 개념

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정의에 의

하면 Htw&Tw에 의해서 함축되지 않는 정보는 허용불가능한 정보이다. 

그러나 문제는 Htw&Tw에 의해서 함축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허용불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령 Cht+1(B)=y는 Htw&Tw에 의해서 함축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명제는 B의 t+1 시점 물리적 확률에 대한 

명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Cht+1(B)=y가 Cht(A)=x에 상대적으

로 허용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다. 내일 모레 비가 올 물리적 확률이 

0.3이라는 명제와 이번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온다는 명제가 단순

히 관련 없는 것처럼 B의 t+1 시점 물리적 확률에 대한 명제는 A와 

단순히 관련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허용가능성의 필요성

4.1 허용가능성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미참의 반론

필자는 지금까지 허용가능성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의들을 검토하였

다. 루이스의 말대로 주요 원리의 힘은 얼마나 허용가능한가에 달려있

기 때문에 허용가능성을 이해하는 일은 그 자체로 주요 원리를 이해하

는 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허용가능성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우리가 어떤 인식 상태에 있을 때 물리적 확률과 주관적 확률을 연결

시켜야 하는지 밝혀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주요 원리에서 허용가

능성 요건이 필요 없다면 필자가 지금까지 한 작업은 불필요한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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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대다수의 철학자들은 허용가능성 요건이 필요하

다고 주장한다.20)

그러나 미참은 만족스러운 물리적 확률-주관적 확률 원리가 허용가능

성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에 도전한다(Meacham 2005, 2010).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다수의 철학자들이 주요 원리에서 허용가능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유, 즉 루이스가 제시한 주요 원리는 행위자가 획득하게 되는 

추가 증거에 민감하기 때문에 허용가능성 요건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반

대한다.21) 그에 따르면 허용가능성 요건은 필요 없으며 허용가능성 요건 

없이도 물리적 확률과 주관적 확률의 규범적 연결을 설명할 수 있다.

미참의 첫 번째 반론은 재정식화된 주요 원리에서 Htw&Tw는 일반 행위

자가 추가적으로 획득할 정보에 민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광범위한 

정보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행위자가 어떤 증거를 획득하든지 

간에 그 증거는 t 시점에 또는 t 시점 이전에 획득한 증거이므로 그 명제는 

역사적 명제이다. 따라서 그 정보는 w에서 t 시점까지의 완전한 역사에 

대한 명제인 Htw에 포함된다. 이러한 미참의 입장에서 재정식화된 주요 

원리에서도 허용가능성 요건이 필요하다는 필자의 논증은 다음과 같이 

반박가능하다.

앞서 3장에서 필자는 행위자가 A를 논리적으로 함축하지 않는 정보 

E를 안다면 Cr(A|Htw&Tw)와 Cr(A|E&Htw&Tw)는 같지만 재정식화된 

주요 원리를 적용할 경우에 각각이 일치해야 하는 Ptw(A)와 Ptw(A|E)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필자는 재정식화된 주요 

원리도 허용가능성 요건이 필요하다고 논증하였다. 그러나 미참에 따

르면 행위자가 알고 있는 정보는 t 시점 이전에 획득한 정보이기 Htw

에 함축되므로 Ptw(E)=1이다.22) 따라서 Ptw(A)와 Ptw(A|E)는 서로 같다.

20) Strevens (1995), Vranas (2004), Nissan-Rozen (2018), Hoefer (2019)를 보라.

21) 미참은 루이스가 제시한 주요 원리가 행위자의 추가 증거에 민감하기 때

문에 허용가능성 요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허용

가능성 요건은 주요 원리에만 필요하고, 그 이유는 주요 원리와 재정식화

된 주요 원리를 연결하기 위해서이다. 미참의 주장이 옳더라도 허용가능

성은 여전히 주요 원리에서 중요하며 그 개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22) 이 글의 각주 19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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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퍼는 자연법칙과 물리적 확률에 대한 루이스의 최선 체계 분석

(best system analysis of law and chance)을 받아들인다면 미참의 주장

에 적절히 응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호퍼가 보기에 미참

의 주장은 최선 체계 분석에서 단순성의 역할을 간과했기 때문이다.23)

최선 체계 분석에 따르면 Tw는 전체 역사에 걸친 범주적 속성

(categorical property)의 분포를 통계적으로 가장 잘 요약한 연역 체계의 

정리(theorems of deductive system)이고 물리적 확률은 그런 확률 자연

법칙이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범주적 속성의 분포를 가장 잘 요약한다

는 것은 단순성(simplicity), 정보력(strength), 적합도(fit) 사이의 균형을 

맞춰 전체 역사의 범주적 속성의 분포에 대한 참인 명제들을 요약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기준들 사이에는 모종의 긴장 관계가 성립한다. 가령 

단순성이 높은 체계는 정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명제를 다루지 못

하고 모든 명제를 포함하여 정보력이 높은 체계는 단순성이 떨어질 것이

다. 따라서 최선 체계는 어느 정도의 정보력과 적합도를 유지하면서 단순

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체 역사를 요약한 체계이다.

그렇다면 최선 체계는 단순성을 획득하기 위해 모든 참인 명제를 포

괄할 정도로 강한 정보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최선 체계가 단순성

을 획득하기 위해 배제한 명제는 과거에 대한 명제이더라도 허용불가

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24) 호퍼는 행위자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을 

23) Hoefer (2019), pp. 92-4.

24) 이는 잇타이 닛산-로젠(Ittay Nissan-Rozen)이 어떤 역사적 명제가 허용불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근거와 동일하다. 닛산-로젠은 어떤 종류의 역사적 

명제는 허용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주장한 허용불가능한 역사적 

명제는 단순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최선 체계가 배제한 범주적 속성의 분

포에 존재하는 어떤 상례성에 대한 명제이다. 주요 원리 사용에서 문제가 

되는 명제가 이런 상례성의 사례일 때 닛산-로젠에 따르면 그 상례성을 

배제하고 단순성을 획득한 최선 체계가 말해주는 물리적 확률을 따르는 

것보다 그 사례를 포함하는 상례성에 대한 명제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인

식적으로 더 정확한 믿음을 보장한다. 루이스는 다른 의도로 ‘일반적으로’ 

역사적 명제가 허용가능하다고 주장하였지만 닛산-로젠의 주장이 참이라

면 역사적 명제가 일반적으로 허용가능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셈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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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재정식화된 주요 원리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호퍼는 미참의 주장을 오해한다. 왜냐하면 미참은 과거에 대

한 명제가 허용불가능한 경우를 이미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미참은 

행위자가 A의 t 시점 물리적 확률이 1/2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A

가 참이라는 것을 t 시점 이전에 알게 된 경우를 다룬다.25) 미참에 따

르면 이 경우에 재정식화된 주요 원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2=Ptw(A)=Cr(A|Htw&Tw)=Cr(A&Htw&Tw)/Cr(Htw&Tw)=Cr(Htw&Tw)

/Cr(Htw&Tw)=1

호퍼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재정식화된 주요 원

리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참에 따르면 재정식

화된 주요 원리는 이런 경우에 우리의 주관적 확률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비합리성은 행위자가 A를 확신하면서 A의 

물리적 확률이 1/2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하지 재정식화된 

주요 원리 탓이 아니다.

물론 필자는 허용가능성 요건이 필요한 이유는 위와 같은 사례에 주

요 원리를 적용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지만 미참의 말대로 위와 

같은 비합리성은 주요 원리에 허용가능성 요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미참의 반론이 옳다고 하더라도 필자는 여전히 허용

가능성 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2장에서 루이스가 허용가

능성 요건을 도입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 이유는 행

위자가 물리적 확률에 대한 명제 외에 추가적인 증거를 획득한 경우를 

다루기 위함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주요 원리 사용의 일관성을 보

장하기 위해서이다. 미참의 반례는 주요 원리 사용의 일관성을 보장하

기 위해서 허용가능성 요건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례이다.

그렇다면 미참의 반론은 허용가능성 요건을 도입한 또 다른 이유, 

세한 내용은 Nissan-Rozen (2018)을 참조하라.

25) 대표적인 사례가 홀이 제시한 미래를 보여주는 수정 구슬 사례이다. 자세

한 내용은 Hall (1994), Meacham (2010)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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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추가 증거를 획득한 행위자의 주관적 확률에도 주요 원리를 적용하

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루지 못한다. 허용가능성 요건 덕분에 행위자는 

Cht(A)=x나 Htw&Tw와 같은 명제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도 함께 가질 

경우에 언제 주요 원리나 재정식화된 주요 원리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미참은 이러한 반론에도 대답할 준비가 되어있다. 왜냐하면 

미참은 또 다른 이유에서 허용가능성 요건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미참은 위와 같은 필자의 반론에 다음과 같이 응답할 수 있

다. 행위자가 추가 정보를 획득한 경우에는 주요 원리를 적용할 필요

가 없다. 미참에 따르면(Meacham 2005, 2010) 그 경우에는 베이즈주

의(Bayesianism)를 활용하면 된다.26)

4.2. 허용가능성의 필요성에 대한 미참의 두 번째 반론과 그에 대한 재

반론

미참에 따르면 우리는 두 가지 형태의 주요 원리를 구분할 수 있다.27) 

(1)에서 행위자의 전체 증거는 Htw&Tw이고, (2)에서 행위자의 전체 증

거는 Htw&Tw&E이다.

(1) Cr(A∣Htw&Tw)=Ptw(A).

(2) 만일 E가 Htw&Tw와 연관된 Cht(A)=x에 상대적으로 허용가능하다면, 

Cr(A∣Htw&Tw&E)=Ptw(A).

(1)은 루이스의 재정식화된 주요 원리이고 (2)는 재정식화된 주요 원리

26) 어떤 사람이 베이즈주의자라면 최소한 그는 믿음의 정도가 확률 공리를 

만족해야 한다는 공시적 요소와 조건화라는 통시적 요소를 받아들인다. 

이 두 가지 요소 외에 다른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베이즈주의자는 여러 분

파로 나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영의, 박일호 (2015)를 보라.

27) Meahcam (2005, 2010)에서 제시된 논거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는 미참이 

2005년에 제시한 논거에 더 가까운데 그 이유는 그가 2010년 논문에서 언

급했듯이 2005년에 제시한 논거가 보다 자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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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허용가능성 요건이 추가된 것이다. (2)는 (1)보다 강한 규칙이다. 왜

냐하면 E가 항진 명제일 경우에 (1)은 (2)의 특수 사례이기 때문이다.

미참은 허용가능성 요건이 불필요하고 (2) 대신에 (1)만을 받아들이

자고 제안한다. 미참에 따르면 행위자가 E와 같은 증거도 획득했을 경

우에 (1)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1)은 행위자의 전체 증거가 Htw&Tw

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Htw&Tw&E를 전체 증거로 

하는 행위자는 베이즈주의의 조건화와 같은 믿음 갱신 규칙을 활용하

면 된다.28)

가령 동전이 두 번만 던져지고 파괴되는 세계를 고려해보자. 가능한 

세계는 두 번 모두 앞면이 나온 세계, 두 번 모두 뒷면이 나온 세계, 

앞면이 먼저 나오고 뒷면이 나온 세계, 뒷면이 먼저 나오고 앞면이 나

온 세계이다. 행위자는 H0w&Tw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세계

를 1/4씩 믿고 있다고 가정하자. 행위자가 역사 H1을 배웠고 그 역사

는 첫 번째 시행에서 앞면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위자는 뒷

면이 첫 번째로 나온 두 세계를 배제하고 나머지 세계를 1/2씩 믿을 

것이다.

미참은 이 대목에서 행위자가 알게 된 명제 E를 고려한다. 그리고 E

가 어떤 증거이냐에 따라서 어떤 세계가 얼마나 남을지 결정된다고 말

한다. 만일 증거 E가 특정 세계와 양립 불가능한 증거라면 행위자는 

그 세계에 0의 값을 할당하고 나머지 세계 각각에 대한 주관적 확률의 

합이 1이 되도록 조정할 것이다. 위 사례에서 E가 두 번째 시행에서는 

뒷면이 나왔다는 명제라면 행위자는 두 번 모두 앞면이 나온 세계에 0

을 할당하고 나머지 세계에 1을 할당할 것이다.

이처럼 미참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1)이 행위자의 믿음을 직접적으

로 제약하지 못하더라도 (1)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Htw&Tw, 즉 어떤 

의미에서는 물리적 확률이 행위자의 믿음을 간접적으로 제약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말한다. 이에 허용가능성 요건 없이도 물리적 확률과 주관

적 확률 사이의 모든 연결을 포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미참의 주장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미참의 

28) Meacham (2010), p.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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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대로 허용가능성 요건이 불필요하며 (2)를 거부한다고 해보자. 당신은 

미참의 의도대로 베이즈주의와 (1)만 받아들인다. 이로써 Htw&Tw&E를 

조건으로 하는 A에 대한 당신의 주관적 확률은 Ptw(A)일 필요가 없다. 

이에 Cr(A∣Htw&Tw&E)는 언제나 Ptw(A)와 같은 것은 아니다. 반면에 

(1)에 의해서 Htw&Tw를 조건으로 하는 A에 대한 당신의 신념도는 

Ptw(A)여야만 한다. 이제 Htw&Tw를 알고 있는 당신이 E라는 임의의 명

제를 새로 배웠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다음이 성립한다.

CrE(A∣Htw&Tw) = CrE(A&Htw&Tw)/CrE(Htw&Tw)

= Cr(A&Htw&Tw∣E)/Cr(Htw&Tw∣E)

= Cr(A∣Htw&Tw&E)

≠ Cr(A∣Htw&Tw) = Ptw(A)

첫 번째 등식과 세 번째 등식은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성립하

고 두 번째 등식은 조건화에 의해서 성립한다.

이것의 귀결은 다음과 같다. 어떤 경우에 행위자가 E를 배우고 나면 

행위자는 더이상 (1)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참의 주

장 또한 행위자가 E를 배우고 나면 (1)을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러나 이는 반직관적이며 주관적 확률과 물리적 확률 사이의 연결의 특

징을 보여주지 못한다.

이런 귀결은 반직관적이다. 앞서 허용가능성에 대한 브릭스의 직관

에서 살펴봤듯이 물리적 확률 함수를 정보 전문가라고 간주했을 때 물

리적 확률 함수가 E를 모를 경우에만 행위자가 그런 E를 배우고 나서 

(1)을 따르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위의 식은 E가 어떤 정보

든지 간에 상관없이 E를 배우고 나면 정보 전문가인 물리적 확률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1)만 받아들이자는 미참의 제안은 주관적 확률과 물리적 확률 사이

의 연결의 중요한 특징을 포착하지 못한다. 그 특징은 물리적 확률에 

의해 제약된 주관적 확률은 안정적(stable)이라는 것이다. 루이스가 말

했듯이(Lewis 1980)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1/2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앞면이 나온다는 것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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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이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후에 새로운 증거를 얻더라도 그것이 허용

가능하다면 앞면이 나온다는 것에 대한 주관적 확률은 변하지 않는다. 

이는 앞서 허용가능성에 대한 페티그루의 직관에서 살펴본 것처럼 E

가 허용가능하다면 물리적 확률에 대한 명제는 Cr을 기준으로 E를 A

로부터 차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참의 제안대로 재정식화된 주요 원리는 행위자의 전체 증

거가 Htw&Tw일 경우에 사용하고, 행위자의 전체 증거가 Htw&Tw&E일 

경우에는 조건화를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는 명제 A의 물리적 확률에 

대한 행위자의 확신이 A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 확률을 안정적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포착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미참의 제안대로라면 새

로운 정보가 허용가능하든지 허용불가능하든지 간에 Htw&Tw외에 새

로운 정보를 배운다면 조건화를 활용하여 믿음을 조정해야하기 때문이

다. 이와 달리 (2)는 허용가능성 요건을 포함하는 덕분에 주요 원리의 

사용 범위를 적절히 제한하여 허용가능한 증거 아래에서 A의 물리적 

확률에 대한 행위자의 확신이 A의 주관적 확률을 안정적으로 만든다

는 사실을 반영할 수 있다.

5. 나가는 말

필자는 이 글에서 주요 원리의 허용가능성 개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명료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루이스의 주요 원리에서 허용가능

성 개념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명료한 정의를 마련하는 일은 겉보기보

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일처럼 보인다. 지금까지 필자가 제시한 분

석이 옳다면 허용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직관적 이해와 명료한 정의들

은 허용가능성 개념이 함의하는 바를 모두 포착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직관만을 포착한다. 이에 종래의 허용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직관과 정

의 중에 만족스러운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미참에 대한 필

자의 반론이 옳다면 허용가능성 요건은 물리적 확률과 주관적 확률 사

이의 연결을 주요 원리로 설명할 때 필수적으로 해명되어야만 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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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다. 허용가능성 요건은 행위자의 주관적 확률이 언제 물리적 확률

의 제약을 받아야 하는지 말해주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런 결과들이 

주요 원리에서 허용가능성 개념을 조금이라도 더 명료하게 이해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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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atomy of Admissibility in the Principal Principle

Sungmin Kim

Roughly speaking, the Principal Principle says that an agent’s credence 

in A should accord with chances of A if the agent is in possession of 

admissible evidence. Lewis emphasized the concept of admissibility. He 

said that if everything is admissible, then the Principal Principle is 

inconsistent, if nothing is admissible the Principal Principle is vacuous. 

However, Lewis himself did not provide a precise definition of 

admissibility and then various philosophers have presented a clear 

definition of admissibility, but there is no agreement. What makes it more 

interesting is that it has also been argued that the Principal Principle 

can be satisfactory without an admissibility clause. Under these 

problematic circumstances,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admissibility in the Principal Principle, examine precise definitions of 

admissibility by several philosophers, and the claim that the Principal 

Principle does not require an admissibility clause.

Keywords: Physical Probabilities, Chances, Subjective Probabilities, 

the Principal Principle, Admissibility, David Lew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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