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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 통계학, 엄격한 시험, 베이스주의 비

메이요(Deborah G. Mayo)는 주로 확률  통계에 한 철학  논의

에 해당하는 연구를 해온 철학자이다. 를 들면 빈도(frequency)와 련

한 확률 철학의 문제라든가 네이먼-피어슨(Neyman-Pearson) 통계 이론

에 한 해석 등에 한 논문을 써 왔다. 그는 최근에 올수록 확률과 통

계에 한 논의를 구체 인 과학의 상황과 연결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이는 과학의 실천  상황에 구체 으로 발을 디디고 선 상태에서 과

학철학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하는 그의 고유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90년 에 들어서는 실험의 철학  분석에 주력

하고 있으며, 확률을 실험을 이해하는 데 용하되, 확률 철학에서 흔히 

논의되어 온 베이스 정리(Bayes' Theorem)에 기반한 논의를 비 하는 

방식으로 실험에 한 안 인 논의를 제시해 오고 있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그의 술 ꡔ오류와 실험  지식의 성장ꡕ(Error 

and the Growth of Experimental Knowledge)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은 ‘오차 통계학’(error statistics)이란 개념을 심으로 실험철학 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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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매우 두드러진 철학  안을 제시한 술 가운데 하나이다. 그는 

이 책에서의 철학  성과를 인정받아 1998년도에 국과학철학회에서 주

는 라카토슈상(Lakatos Prize)을 받았다. 메이요는 주로 포퍼(Karl 

Popper)(1장)와 쿤(Thomas S. Kuhn)(2, 4장) 그리고 부수 으로는 라

카토슈(Imre Lakatos) 과학철학의 장 과 한계를 평가하면서, 자신의 실

험  탐구의 모형(5장)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새로운 실험주의’(New 

Experimentalism)의 주요한 의의를 평가한다. 실험  탐구의 주요한 내

용을 구성하는 것이 이른바 오차 통계학이다. 이 오차 통계학을 근거로 

메이요는 ‘엄격한 시험’(severe tests)(6장)을 명확히 규정하며, 이러한 규

정을 통해 이론 시험, 합리성과 련한 여러 가지 과학철학  문제에 답

한다(7, 8장). 한 이론이 증거에 기반하여 참이 될 확률을 이론에 정량

으로 부여하려는 베이스  근(Bayesian approach)이 갖는 문제 을 

오차 통계학을 기 로 지 한다(10장). 책의 뒤쪽에서는 네이먼-피어슨 

통계학의 철학  의의(9, 11장)와 오차 통계학과 련하여 퍼스(Charles 

Sanders Peirce)의 통계에 한 견해가 갖는 요성을 평가하고 있다(12

장). 이 에서는 이러한 내용 가운데 몇몇에 을 두고 논의를 하고자 

한다.

1. 실험  탐구의 모형: 새로운 실험주의의 진 과 

메이요의 건설  안

메이요가 제시하는 실험  탐구의 모형은 특수한 이론과 실험 결과간

의 ‘실질 ’ 조우를 다룰 수 있는 유용한 방식을 제공한다. ‘일차 모

형’(primary models), ‘실험 모형’(experimental models), ‘자료 모

형’(data models), ‘실험 설계’(experimental design), ‘자료 생성’(data 

generation), ‘동일 조건’(ceteris paribus  conditions)이 실험  탐구의 

모형의 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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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 모형은 시험하고자 하는, 혹은 상에 용하고자 하는 이론을 어

떤 실질  탐구를 통해서 신뢰성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나 는 그 이

상의 국소  질문(local questions)으로 부수어 내는 것이다. 실험 모형은 

일차 모형( 는 질문)을 실험에 한 특수한 유형의(정 )(canonical) 

질문과 연결짓는 것과 련된다. 정  탐구란 표 화된 탐구 방법 혹은 

표 화되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거의 기계 인 방식으로까지 사용되는 

매우 일반화된 방법을 의미한다. 자료 모형은 자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의 문제와 유 되며 ‘날 자료’(raw data)를 정  형식으로 모형화하는 

것이다. 실험 설계, 자료 생성, 동일 조건은 자료 생성 차의 비와 실행

과 직결되어 있다.

그의 모형은 를 제시할 때, 좀더 쉽게 이해 될 것이다. 메이요가 제

시하고 있는 여성의 피임약 복용과 액응고증 발병의 계를 악하는 

실험(Mayo, 141-144)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례에서 각 모형

의 단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일차 모형(혹은 질문) -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들 사이에서 액응

고증이 발생할 험성이 증가하는가?”

2. 실험 모형- 피임약을 먹은 5,000명과 안 먹은 5,000명 사이에서 발

병 분포를 측정한다.

3. 자료 모형- 얻게 되는 자료 혹은 얻은 자료에 한 요약

4. 실험 설계, 자료 생성, 동일 조건- 표본의 임의화, 시험 상자와 의

사가 모두가 가 피임약을 먹었는가 그 지 않은가를 몰라야 등등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메이요의 실험  탐구의 모형은 과학자

들의 장 작업에서 볼 수 있고, 과학자들의 작업에 한 철학  고찰에 

실질  기반에 될 수 있는 기 를 제공한다. 이러한 메이요의 모형은 매

우 자연주의 인 것이며, 특히 언어에 기반한 과학철학  작업과는 크게 

비된다. 메이요의 이 같은 개념화 작업은 다음과 같은 그의 지 에서 

잘 드러난다.

…실험  시험에 한 한 해명은 자료와 가설이 주어진 곳에서 출

발해서는 안되며, 처음부터 실험  증거를 얻기 해서 요구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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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실험에 한 간 이론들을 명백히 결합시켜야 한다고 논의해 

왔다. 그 같은 해명은 한 날 자료(raw data)를 실질 인 실험  질

문과 연결시키는 데 필요한 여러 단편 인 국소  실험(piecemeal 

local experiments)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Mayo, 128).

논리 경험주의자들의 이론 문장과 찰 문장의 구별이 아니라, 베이스

주의자들(Bayesians)처럼 자료가 이미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

니라, 과학자들이 실제 으로 실험을 어떻게 설계하고, 자료의 성격을 어

떻게 바라보며, 자료를 얻기 해 어떠한 환경에서 국소 인 실험  배치

를 이루어내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실험철학자의 과제이자, 자신의 문제 

상황임을 여기서 메이요가 명확히 해주고 있다. 한 이러한 논의는 과학 

활동 일반에 해 단순히 용할 수 있는 틀을 악하기보다는, 각각의 

단편 인 실험  작업, 곧 과학의 분야, 시기마다 다양하고 상이하게 수

행되는 실험의 구조와 성격을 이해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소

인 실험  작업을 어떤 인식  틀로 잡아낼 수 있게 해주는 실험  모

형을 추구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음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모형의 분류 단계가 의의와 실험의 인식론의 과제에 해서 메

이요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실험  탐구에 한 모형에 한 이 같

은 틀은 나의 해명이 가져야 하는 의무를 이 화한다. 그 틀은 실제의 실

험  탐구의 복잡성을 조직화 해내되 지나치게 단순화시키지 않는, 자료

와 가설들 간의 계를 솎아내는 수단을 제공하며, 지 까지 스 치 해온 

실험의 인식론의 핵심  과제를 체계 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틀을 제공

한다.”(Mayo, 144-45) 한 “실험의 인식론자는 그들의 분석에서 실제의 

자료  방법과 씨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탐구를 수행하는가에 

해서 말해주는 일과 진정으로 유 된 무언가를 갖고 있어야 할뿐만 아

니라, 과학의 역사  에피소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Mayo, 145)고 

주장한다.

자신의 작업과 그 정신에서 유사한 작업으로 메이요는 쿤의 정상과학

에 한 논의를 지 하지만, 메이요는 쿤의 정상과학에 한 논의가 우리

가 “질문을 함에 있어 히 작아져야 함”(to become appropriately 

small in our questioning)(Mayo, 146)을 지시해 주나, 거기에는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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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에서 출발해서 자료에 도달하는 방법을 다루는 틀에 한 어떤 것도 

없다고 주장한다. 쿤은 과학자들이 특정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제약 속에

서 이루어지는 정상 과학(normal science) 안에서 실제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  바 있다. 정상과학은 패러다임의 명료화

(articulation)를 목 으로 한다. 이러한 명료화에는 이론  명료화와 실

험  명료화가 있다. 즉 패러다임을 기존에 설명하지 못한 상에 용하

려는 ‘국소 ’ 작업을 세 하게 추진하는 것이 명료화이자 정상과학의 특

성이다. 그러고 이러한 국소  작업이 바로 ‘작아져야 함’의 의미이다. 쿤

이 이러한 작업의 성격을 사례 연구를 통해 잘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과학  가설에서 출발해서 자료에 도달하는 방법을 다루는 틀에 

한 구체 인 지 이 쿤의 논의 안에 부재한다는 것이 메이요의 지 이다.

메이요는 이러한 실험  틀 혹은 모형에 한 고려는 바로 아래에 인용

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본다. 보다 구체 으로, 그러한 내용은 정

 실험  질문(canonical experimental questions)을 하기 한 조건들

을 도입하게 해 다고 이야기한다. 그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1) 아주 다

양한 탐구 속에서 심이 될 수 있는 질문에 응하고, 2) 가정들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표 인 실험  설계 기법과 연 되며, 3) 

체계 으로 실험  가정을 검토할 수 있는 표 인 통계  시험( , 맞음

의 좋음의 시험(goodness-of-fit tests))을 용하는 데에 개방 이고, 4) 

자료 모형을 정  질문에 한 답과 연결짓는 추정(estimation)과 시

험에 한 잘 알려진 방법이 존재한다.”(Mayo, 146)

오류에 한 정  탐구를 이해시키기 해, 메이요는 ‘차 맛을 보는 

숙녀’의 경우(Mayo, 153-161)를 로 들고 있다. 이 경우는 차와 우유를 

섞는 음료를 마시고 1) 차를 컵에 먼  따르고 거기다 우유를 섞은 것인

지 는 2) 우유를 컵에 먼  넣고 차를 더한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주

장할 때, 이를 실험을 통해서 검토하는 사례이다. 이 경우에 해서 메이

요는 ‘이항 모형(혹은 분포)’(binomial model)과 ‘유의 수 ’(significance 

level)이라는  통계학에서 잘 알려진 개념의 일부를 도입하여 정  

탐구의 성격을 밝히고 있다. 메이요는 차 맛을 보는 숙녀 사례가 이항 모

형을 따르는 형 인 경우의 하나로 이해한다. 이때 실험  통계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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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우유를 섞은 100잔(50잔은 우유 먼 , 50잔은 차 먼  담은 잔)을 

놓고 시험(50잔은 우유 먼 , 50잔은 차 먼  담은 잔)한다. 이때 찰 

결과가 성공률 0.6을 나타낸다고 하기로 한다. 이항 모형에서, 계산에 의

하면 0.6을 넘어설 확률은 0.03이며, 이것이 유의 수 을 나타낸다. 여기

서 0.6의 확률을 기 로 H0(p=0.5)를 기각한다고 가정한다. H0가 실제로

는 참인데도 기각하는 것은 오류이며, 특히 Ⅰ종 오류(type Ⅰ error)이

다. 표 인 실험  시험의 방법론은 낮은 Ⅰ종 오류에 한 시각을 제

공할 뿐 아니라, 어떤 실제 효과(real effect)를 탐지할 확률도 고려한다. 

Ⅱ종 오류(type Ⅱ error)는 H0가 실제로는 거짓인데도 이를 참으로 승

인할 확률이다. 시행 에 우리는 심을 끌고 있는 효과를 올바로 탐지

할 수 있도록 확률이 충분히 높게끔 시험을 명세화할 수 있다. 시험은 네

이먼-피어슨의 용어로, 충분히 높은 검정(증)력(power)을 가져야만 한다. 

Ⅰ종 오류, Ⅱ종 오류, 검정(증)력과 같은 용어 역시 잘 알려진 통계학  

개념이며, 오류 탐지와 련된 주요 개념이다.

2. 오차 통계학: 오류 통제하기와 오류에서 배우기

바로 앞의 에서 본, 정  탐구의 한 경우로서 이항 분포, 유의수 , 

Ⅰ종 오류, Ⅱ종 오류, 검정(증)력 등을 사용하는 탐구를 통해서 과학자

들이 메이요가 강조하는 오류의 탐지와 회피를 한 수단을 어떻게 사용

하는가에 해 맛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상 오류 탐지에는 여러 가

지 방법이 있으며, 이를 통해 과학자는 신뢰성 있는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신뢰성이 있다하더라도 그 신뢰성이 어떤 수 에 있는지도 가늠

할 수 있게 된다.

먼  통계 이론을 구체 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오류를 피하며, ‘인

공물’(artifacts)과 ‘실제 효과’(real effects)를 구별해내는 경우를 살펴보

기로 한다. 해킹은 미경의 경우를 분석하면서 조작과 개입의 역할을 강

조한다.1) 조작은 이론  개념이라기보다는 도구 사용에서 이끌어낸 개념

이다. 를 들어 학 미경과 자 미경을 정규 으로 세울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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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모두에서 동일한 이미지를 얻게 되면, 즉 이미지의 일치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두 미경에 보여주는 이미지의 담지체의 실재성을 믿을 수 

있다고 해킹은 본다. 그리고 이러한 실재성 확보는 이론  수 이 아니라 

조작과 개입의 차원에서 이해되며 찰은 기술(technology)이라고 주장

한다. “만일 당신이 몇 가지 상이한 물리  계를 사용하여 구조의 같은 

기 인 특징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은 인공물이다’(‘that’s an 

artifact’)보다는 ‘그것은 실재하는 것이다’(‘that’s real’)라고 말할 뛰어난 

이유를 갖는 것이다.”2) 학 미경과 자 미경은 서로 다른 장치이

고 이들은 한 다른 이론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작동한다. 두 

가지의 상이한 물리  계가 존재하고 이 둘의 각각은 한 상이한 이론

 원리를 근거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장치 인 

그리고 이론 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에 한 미경  이미지

가 두 장치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그 두 가지의 이미지는 도구가 만

들어낸 인공물이기보다는 실재 인 것으로 악하는 것이다. 이 사례는 

통계학 이론을 용하지 않고도 어떤 효과, 이미지, 상을 실재성을 확

인하는 방식의 한 뚜렷한 시가 되고 있다.

하지만 통계 이론을 써서 오류를 회피하고 오류의 가능성을 악하는 

것은 실험과학자들이 더 일반 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통계  처리, 시

험, 추정을 한 몇 가지 종류의 이론  기법이 존재한다. 의 부분 

실험에서 이러한 통계  기법의 채택은 실험 결과의 올바른 유의미성을 

얻기 해서 필요하다. 를 들어 우리의 이론이 특수한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를 측한다고 가정해 보기로 한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통계  처

리를 해서 얻은 실험 결과를 측과 비교함으로써 시험할 수 있다. 그러

한 측은 형 으로 푸아송 분포(Poisson distribution)를 따른다. 이 

경우 우리는 표본을 이용하여 신뢰 구간(confidence interval)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메이요의 연구는  통계학 이론의 발 에 기반을 두고 실험철학 분

야에서 실험 결과에 의한 이론의 평가에 한 새로운 안을 제시한 

1) Hacking (1983), pp.186-209.

2) Ibid.,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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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인 경우이다. 20세기 반기에 발명된 네이먼-피어슨 통계학은 실험 

자료의 처리를 한 매우 요한 방법이다. 네이먼-피어슨 통계학을 기반

으로 실험 자료가 어떤 식으로 합리 으로 처리되는지를 메이요는 잘 논

의하고 있다. 메이요는 앞서 본 해킹의 미경 사용의 정당화 사례와 같

은 경우와 통계학 이론의 직  사용이라는 두 경우 모두를 오류 회피

의 요한 수단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오차 통계학이란 용어는 구체 인 

통계학 이론의 사용을 포함하는 탐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수

의 오류의 원천 탐지 기법을 포함하는 포 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3. 엄격한 시험과 사례 연구의 요성

실험철학의 맥락에서 실험  탐구의 모형과 오차 통계학이 그의 술

에서 매우 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개념임에 틀림없으나, 엄격한 시험 

개념 역시 실험철학만이 아니라 보다 넓은 과학철학  맥락에서 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개념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메이요의 엄격한 시험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어떤 가설 H가 그것이 참이 아니고

서는 어떤 시험을 통과할 수 없게 해주는 그러한 시험이 엄격한 시험이

다. 어떤 가설 H가 e를 견했을 때, 실험으로 e를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H가 시험을 통과했다고 단순히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 메이요의 시각이

다. 실험으로 e를 얻었다는 의미가 보다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즉 어떤 실험이 e가 오류일 가능성, 를 들면 e가 실제 효과가 아

니라 인공물(artifact)일 가능성이 최 한 배제되었을 경우에만 그 e를 신

뢰할 수 있으며, 이때에만 e를 기 로 H가 엄격한 방식으로 시험에 통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지 않으면 실제로는 H가 거짓이었음에도 불

구하고 시험에 통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게 볼 때, 엄격한 시험 개념은 오차 통계학과 오류 제거기법과 본

질 으로 연결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메이요는 과학자들이 실제로 정착

시킨 오류의 원천을 악해 내고 탐지해 내는 실험  차를 모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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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반으로 엄격한 시험 개념을 정련해 낸 것이다. 포퍼가 엄격한 시

험이라는 개념을 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정확히 해명해 

내는 데 실패했으나, 메이요는 새로운 실험주의의 맥락에서 오차 통계학

을 기반으로 이 개념을 부활시켰으며 명세화해냈다. 6장에서 메이요는 이 

개념을 심으로 이론 미결정(underdetermianation) 문제에 새로이 답하

고 있다. 7장에서는 라카토슈 인 ‘참신한 증거’(novel evidence) 문제를 

취 하고 있다. 한 7장에서는 라운 운동(Brownian motion)을 실험

으로 확립한 페랭(Jean Perrin)의 연구에 한 상세한 사례 연구로, 8

장에서는 아인슈타인의 력 이론의 에딩턴(Arthur Eddington)에 의한 

평가에 한 사례 연구로 메이요는 자신의 실험  모형과 엄격한 시험의 

개념을 구체 으로 해명하며, 참신한 증거의 문제 등등을 재평가하고 있

다. 메이요는 단순히 철학  모형이나 개념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매우 세 한 사례연구를 통해 받침한다. 이 게 볼 때, 메

이요는 쿤, 라카토슈, 이어아벤트와 같은 철학자에게서 발견되는,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론  통을 부분 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반상 주의  함축

1950년  후반 이후로 논리실증주의 과학철학을 비 하면서 등장한 이

른바 포스트실증주의(post-positivism) 과학철학에서는 이론 립 인 객

인 찰 언어의 존재 가능성을 의심한다. 이러한 인식은 논리실증주

의자들이 확보하고자 한 인식  확실성의 의미를 상당히 희석화하는 의

미를 지닌다. 쿤은 그의 논의에서 여러 수 의 실험  활동이 특정 패러

다임의 강력한 향력 아래서 어떤 목 을 해 벌어지는가를 보여 으

로써, 과학철학  논의를 매우 실천 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

다. 실천  차원이란 실제의 과학의 상황 혹은 과학사에서 과학이 행해지

는 모습을 드러내 보여 주면서 이에 기반해 철학  논의를 이끌어 가는 

태도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태도는 논리실증주의자들의 그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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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쿤의 시각은 과학철학에서 

합리성을 몰아내는 경향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다. 쿤에 따르면, 서로 다

른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정상과학 활동을 수행하는 과학자는 그들의 실

험 결과에 해 ‘서로 다른 정 기 ’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다면 패

러다임간의 우월성은 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쿤의 논의의 맥

락에서 상 주의의 등장은 불가피하게 보인다.

메이요가 자신의 논의 결과로 각종의 상 주의자를 타격하는 일을 공

개 인 목표로 삼지는 않지만, 그의 논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상 주

의  함의를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 과학자는 이론의 도움 없

이 이론과 실험 결과를 비시킬 수 없다. 앞서 보았듯이, 날 자료가 이

론과 직  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으로 통계  이론이나 기법을 거

쳐서 비로소 이론 자체가 아닌 이론의 어떤 ‘국소 ’ 측 내용과 맞닥뜨

리게 된다.

상이나 측정값을 해석하는 과정에 어떤 오차가 나타날 수 있다. 이때 

이러한 오차의 처리에 한 이론은 일반 으로 통계  이론을 포함한다. 

실험 결과의 신뢰도를 가능한 범 에서 한정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통계  처리는 장 실험 과학자에게 매우 요한 요소가 되

고 있다. 이러한 통계  처리를 한 이론  기법에는 몇몇 종류가 있다. 

의 각종 실험에서 부분의 경우 이 같은 통계  이론의 채용이 필

수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기법의 도움이 없이는 실험 결과의 의미

를 제 로 악하는 데 상당한 장애를 겪게 될 것이다.

메이요가 주목하는 네이먼-피어슨 통계학은 실험 결과와 조될 이론

이 무엇이냐에 계없이 이론 립 으로 쓰이는 매우 활용도가 높은 이

론이다. 이 방법은 물리 과학, 생물 과학 같은 자연 과학, 공학, 의학 분

야와 사회 과학에서 매우 리 쓰이는 통계 이론이다. 이러한 통계  기

법의 특별히 요한 특징은 그것들이 ( 형 으로) 시험되고 있는 이론을 

지지하거나 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자료 처

리를 해서 네이먼-피어슨 통계 기법과 같은 ‘ 립  이론’을, 즉 특정한 

패러다임  이론 는 시험될 이론의 옳음과 특별히 계를 맺지 않는 

이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통계  이론은 시험되는 이론과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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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즉 립  이론으로서 거의 ‘연장’처럼 쓰인다. 따

라서 실험하는 과정에 이론이 개입하더라도 그 이론이 가설 시험의 상황

에서 문제시되는 가설이 아니라면 시험의 순환성(circularity)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게 된다.

5. 베이스주의 비

메이요의 오차 통계학  근은 실제로 이론의 시험이나 이론의 새로

운 상에의 용이 어떻게 실험에 의해 구체 으로 이루어지는가를 해

명하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에서 메이요는 베이스주의

(Bayesianism)를 엄하게 공격한다. 베이스주의자들(Bayesians)은 기본

으로 1) 찰 결과나 실험 결과가 이미 주어져 있고, 2) 논리  형식이

나 수학 (통계 ) 공식을 통해 찰 결과나 실험 결과에 의한 이론의 지

지의 정도를 정량 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두 가지 가정은 토 해서 이

론의 시험이나 이론의 새로운 상에의 용을 이해한다.

그런데 메이요의 견해에 따르면, 이는 심각한 문제 을 안고 있다. 왜냐

하면 실험 결과는 찰 문장이 아니며, 더욱이 과학자에게 단순히 주어지

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본 메이요의 인용문을 다시 보기로 한다. 

“…실험  시험에 한 한 해명은 자료와 가설이 주어진 곳에서 출발

해서는 안되며, 처음부터 실험  증거를 얻기 해서 요구되는 자료, 도구, 

실험에 한 간 이론들을 명백히 결합시켜야 한다고 논의해 왔다. 그 같

은 해명은 한 날 자료(raw data)를 실질 인 실험  질문과 연결시키는 

데 필요한 여러 단편 인 국소  실험(piecemeal local experiments)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Mayo, 128) 증거는 일반 으로 자연에서 쉽게 

과학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상이 무엇인지 알기 해서는 

어떤 식으로 도구를 세웠으며, 그 도구에서 나온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에 해 물어야 한다. 이러한 물음에 한 구체 인 답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메이요의 오차 통계학이라는 입장이다. 메이요에 따르면, 실험 결과

를 얻는 과정이나 오류 처리 방법은 베이스 정리와 같은 확률  공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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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비 의 요지는 베이스주의를 포함하

여 지 까지의 어떤 통계  이론이나 논리  연구도 실험 결과에 의해 이

론이 참이 될 확률을 정량 으로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메이요는 네이

먼-피어슨 통계학을 기반으로 실험 자료가 어떤 식으로 합리 으로 처리

되는지를 논의하면서, 정  모형에 쓰이는 확률, 네이먼-피어슨의 유의

수 , Ⅰ종 오류, Ⅱ종 오류, 검정(증)력 등의 개념은 ‘자료’에 용되는 개

념이지 ‘이론’의 입증도(degrees of confirmation)에 한 구체 인 값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더하여 베이스 공식에서 사  확률(prior probabilities)에 주  

확률을 부여하려는 주 주의  베이스주의자들(subjectivist Bayesians)

은 과학활동을 객  기 에 올려놓을 수 없다고 비 하고 있음은 물론

이다. 이러한 베이스주의 인 근과는 다른 방식으로, 앞서 본 것처럼 

메이요의 근은 이론과 실험 결과의 조 과정이 구체 으로 어떻게 이

루어지는지를 모형화하고 있다. 오류가 배제된 실험 결과만이 비로소 고

수  이론의 평가를 가능하게 해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메이요의 

오차 통계학  근은 이론과 경험의 조라는 통  과학철학에 주제

에 한 하나의 안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6. 네이먼-피어슨의 통계 기법의 의의와 퍼스의 기여

지 까지 메이요의 몇 가지 주된 과학철학  기여와 그와 계된 논의

에 해 검토해 왔다. 이제 그 이외의 논의 부분에 해 간략히 살펴보기

로 한다. 과학철학에서 비교  잘 알려진 베이스 공식이 아니라 네이먼-

피어슨 통계학을 새로운 실험주의의 맥락에서 발 시킨 것은 매우 새로

운 메이요의 기여라고 할 수 있다. 11장에서는 네이먼-피어슨 통계학의 

창시자인 네이먼(Nerzy Neyman)과 피어슨(Egon Pearson), 그리고 몇

몇 통계학자들의 네이먼-피어슨 통계학의 성격에 한 논의를 다루고 있

다. 이는 매우 새롭고 특수한 과학철학 인 논의라고 할 수 있으며, 통계

학자에 심을 지닌 이들의 욕구로 부분 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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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고 있다.

퍼스(Charles Sanders Peirce)가 매우 기이한 철학자임은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세의 둔스 스코투스(John Duns Scotus)의 향을 강하게 

받은, 난해한 형이상학  논의로 잘 알려져 있는 반면, 논리학  과학철

학과 련된 그의 논의로는 상 으로 덜 알려진 느낌이다. 메이요는 숨

겨져 있는 퍼스의 확률과 통계에 한 논의를 추 하여, 그의 논의가 오

차 통계학과 어떤 련이 있으며, 실험철학  맥락에서 퍼스의 여러 감각

이 시 에 앞서 있었음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메이요의 논의 역시 매

우 신선하며 실험철학  논의를 보다 넓은 철학  지평을 확 하고 있음

을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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