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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추론에 의한 귀납의 정당화” 
시도의 공허성*†

― 이병덕 교수의 견해에 한 한 반론 ―
1)

  삼
‡

이병덕(2009)에서 이 교수는 셀라스의 입장을 옹호하며, 그가 제안한 실천 

추론에 의한 귀납의 정당화를 좀더 명확한 형태로 발전시켜 설명함으로써 그

의 해결책이 귀납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책임을 주장하려 한다고 말한다. 하
지만 본 논문에서 나는 그의 이와 같은 시도는 이론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할 

귀납을 단지 실천 추론의 맥락 내에서 ‘이미 정당화된 상태로’ 재정식화한 것

일 뿐이라 보고, 그러한 시도는 귀납에 대한 이론적 정당화와 독립된 별도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공허한’ 것임을 보이고자 한다.

【주요어】이병덕, 셀라스, 실천 추론, 귀납의 정당화, 공허성

“실천추론에 의한 귀납의 정당화”라는 제목의 논문1)에서 이병덕 교수

는 셀라스(Wilfrid Sellars)의 입장을 옹호하며, 자신은 “[그]가 제안한 

실천추론에 의한 귀납의 정당화를 좀 더 명확한 형태로 발 시켜 설명함

으로써 그의 해결책이 귀납의 문제에 한 근본 해결책임을 주장[하려 한

 * 수완료: 2010.10.21 / 심사완료  게재확정: 2010.12.07 / 수정완성본 

수: 2010.12.13

 † 고에 한 교신을 통해 본 논문의 완성에 도움과 격려를  이병덕 교수

님과, 본 논문의 개선을 해 지 을 아끼지 않은 두 분 심사 원께 감사

드린다. 

 ‡고려  철학과 강사

 1) 《논리 연구》제12권 제2호(2009), 59-88쪽. 이하 이 논문에서 인용하거나 

참고시 해당 면수만 본문 에 표기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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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9)고 밝히고 있다.

지 의 나의 논문에서 나는 일단 셀라스에 해 직 인 심은 없다. 

무엇보다 그에 한 이 교수의 해명과 옹호에 을 맞추고자 한다. 다

만, 만일 이 교수가 그에 해 해명하고 옹호한 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내가 이 교수의 의견에 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간 이긴 하지만 역

시 그에게 미칠 것이다.2)

실천 추론에 의해 귀납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이 교수의 노력 체에 

해 나는 그것이 완 히 잘못된 방향의 것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

니다. 그것은 어느 면 우리가 ‘귀납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 일정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만일 이 교수의 주장이 

“이른바 ‘실천추론’으로써 귀납이 근본 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라

면, 나는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 본다. 그것은 다만(이 교수의 표

로 하자면) “이론 ”으로 정당화되어야 할 귀납을 단지 “실천추론”이라

는 맥락 내에서 <이미 정당화된 상태로> 재정식화한 것으로 보일 따름

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 인용문에서 보듯 실제 이 교수는 지  내가 

지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주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 에서 나는 이 

교수의 시도는 귀납에 한 이론  정당화와 독립 인 별도의 성과를 거

두지 못하는 ‘공허한’ 것임을 보이고자 한다. 

이 교수는 자신의 논문 첫머리에서 “셀라스의 해결책[이] 귀납의 문제

에 한 표  논의에서 언 조차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 까

닭이 “셀라스의 해결책이 그의 철학체계에 친숙하지 않은 부분의 철학

자들에게 생소할 뿐만 아니라 난해하기 때문”(60-1)이라고 하나, 이 교수

의 해명과 옹호의 결과에 비춰 볼 때 그것은 오히려 내가 지 하고자 하

는 공허함 때문이 아닐까 한다.

 2) 더군다나, 의 인용문에서 이 교수가 주장하고 있듯, 그의 논문은 “[셀라

스의 것을] 더 명확한 형태로 발 시켜 설명[한 것]”이라 하고 있으므로, 오

직 이 교수의 논문에만 을 맞춘 나의 시도도 그다지 잘못된 것만은 아

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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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른바 “실천추론에 의한 귀납”

이 교수의 논변이 지니고 있는 공허성을 지 하기 해서는 우선 그가 

말하는 “실천추론에 의한 귀납”이란 것이 어떠한 것인지부터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이를 해 먼  그가 말하는 “실천추론”(practical inference)의 구체  

사례라고 하는 것과 그것의 일반화된 형태를 그 로 인용해 보기로 하자

(68).

(1) (  상황에서) 나는 갈증을 해소하고자 한다.

(  상황에서) 오직 물을 마심으로써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

∴ (  상황에서) 나는 물을 마실 것이다.

(2) (  상황에서) 나는 E를 실 하고자 한다.

(  상황에서) 오직 A를 함으로써만 E를 실 할 수 있다.

∴ (  상황에서) 나는 A를 할 것이다.

이 교수는 이와 같은 추론에 따라 내가 A를 행하는 것은 “합리 ”이

라고 말한다. “  상황에서 내가 갈증을 해소하길 원하고 한  상황에

서 물을 마시는 것이 갈증을 해소하기 한 유일한 수단이라면,  상황

에서 물을 마시는 것이 합리 [이기]”(같은 쪽)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어

진 추론과 거의 동어반복처럼 보이는 이와 같은 합리성의 이유를 두고, 

이 교수는 이러한 합리성이 “일종의 도구  합리성”이라고 해명한다. 만

일 내가 ‘E’라는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

는 수단이나 도구가 A뿐이라면, 결국 내가 A를 행하는 것은 그와 같은 

목표-수단(도구)의 계열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나아가 이 교수는 이와 같은 실천 추론은 연역 추론의 일종이기도 하

다고 말한다. “‘나는 E를 실 하고자 한다’는 제와 ‘오직 A를 함으로써

만 E를 실 할 수 있다’는 제가 성립하면, ‘나는 A를 할 것이다’라는 

결론은 항상 합리 ”(69)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단, 지 의 추론이 연

역 추론임을 말하기 해, 주어진 제가 성립할 때 해당 결론이 항상 

‘합리 ’이라는 말의 뜻이 분명치 않으나, 이를 보완하기 해 이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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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 제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합리 이지 

않은 상황은 존재하지 [않기]”(같은 쪽)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틀에 따를 때, 이제 이 교수의 략은, 그 다면 어떠한 귀납 

논증이든 에 보여  바와 같은 실천 추론의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의 연역 추론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략에 따른 첫 시도로서, 이 교수는 다음과 같은 

귀납 논증(같은 쪽)을

(3) 지 까지 찰된 모든 에메랄드들은 록색이었다.

∴ (아마도) 모든 에메랄드는 록색이다.

아래와 같은 실천 추론으로 바꿔 놓고 있다(71).

(3´) (i) 우리는 왜 지 까지 ‘x는 에메랄드이다’와 ‘x는 록색이다’ 사

이에 항상  연언이 성립했는가에 해 성공 으로 설명하길 원

하고, 한 앞으로 이와 같은 항상  연언이 계속 성립할지에 

해서도 성공 으로 측하길 원한다.

(ii) ( 련된 사실들을 고려해 봤을 때) [‘x는 에메랄드이다’ → 

‘x는 록색이다’]의 추론 계가 성립한다는 것은 (i)의 인식목표

를 실 하기 한 최선의 가설이다.

(iii) ∴ 우리는 [‘x는 에메랄드이다’ → ‘x는 록색이다’]의 추론

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에

메랄드들은 록색이다’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 교수는 의 추론 (3´) 가운데 (i)은 “우리가 실 하고자 하는 인식

목표”라 한다. 그 다면 여기서 그 “인식목표”란, 지 까지 ‘x는 에메랄드

이다’와 ‘x는 록색이다’ 사이에 항상  연언이 성립했는가를 성공 으로 

설명하고, 앞으로도 그러한 항상  연언이 계속 성립할지에 해서도 성

공 으로 측하는 일일 것이다. 그 다면 이와 같은 목표에 이르기 한 

수단은 무엇인가. 앞서 실천 추론의 형인 (1)이나 (2)에 따르면, 그것은 

아마도 의 추론 (3´) 가운데 (ii)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교수는 그와 같은 수단이 지 의 경우 하나의 “최선의 가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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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곧 “‘x는 에메랄드이다’ → ‘x는 록색이다’의 추론 계가 성립한

다”는 가설을 말한다. 의 (ii)에는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앞서

의 (1)이나 (2)에 따르면,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최선”란 말 속에는 ‘오

직’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다른 가설이나 그 어떠한 

것도 의 목표 (i)에 도달하는 데 별도의 수단일 수 없다는 뜻일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그 지 않다면 의 (iii)과 같이 것이 도구 으로 합리

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면 이제 의 추론 (3´)에서 가장 요한 건은 의 (ii)가 성

립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아무리 (i)의 목표가 강렬하고, 목표-수단의 

도구 합리성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 ‘수단’이란 것이 분명하게 확립될 

수 없다면, 결코 (iii)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해 이 교수는 우선, 의 (ii)에서, “ 련된 사실들을 고려해 봤

을 때”라는 단서로써 그와 같은 수단이 확립될 수 있다고 요약해 지 하

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에 해 이 

교수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 보석의 화학구조와 색의 계에 한 우리의 배경지식을 토 로 

할 때, 지 까지 찰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에메랄드들이 

모두 록색이었다는 사실은 단지 우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에메랄

드의 화학  구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x는 에메랄드

이다’ → ‘x는 록색이다’]의 건과 후건 사이에 항상  연언 계가 

성립한 것은 단지 우연에 의한 것이라는 가설보다 법칙  계에 의한 

것이라는 가설이 설명력과 측력에 있어서 ( 련된 사실들을 고려해 

봤을 때) 최선의 가설이다. (71-2)

그러므로 여기서 “ 련된 사실들을 고려해 봤을 때”라는 단서의 핵심

은, “‘x는 에메랄드이다’ → ‘x는 록색이다’”의 추론에서 건과 후건 

사이에 항상  연언 계가 성립한 것은 단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칙  계라는 것이다. 그 다면 다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법칙  

계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가? 의 인용문에 따르면, 그것은 “보

석의 화학구조와 색의 계에 한 우리의 배경지식”에 근거한 것이다. 

그 다면  다시 이때의 배경 지식이란 실로 어떠한 것인가? 이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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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 자신의 답은 의 인용문이 나타난 곳보다 조  더 에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우리가 경험 으로 찰할 수 있는 것은 지 까지 [‘x는 에메랄드이다’ 

→ ‘x는 록색이다’]의 건과 후건 사이에 항상  연언(constant 

conjunction)이 성립해 왔다는 사실이다. 즉 어떤 것이 에메랄드일 때 

한 항상 록색이었다는 사실이다. (70)

여기에까지 이르고 보면, 방 의 두 인용문들 사이에 매우 애매한 구석

이 엿보인다. “보석의 화학구조와 색의 계에 한 우리의 배경지식”이

란 것이 어느 한편으로 보자면 매우 이론 인 지식을 의미하는 듯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매우 상 인 지식으로 보인다는 이다. 그 

어느 쪽으로 보든, 나는 다음 에서 이 모든 선택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보일 정이지만, 아무튼 여기서는 일단 이상과 같이 이 교수의 

답을 충실히 이해하는 쪽으로 마무리해 보기로 하자.

이로써 이 교수는 의 추론 (3´)가 문제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그에 근거해 귀납 논증 (3)과 같은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귀납 추론 역

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이후 다른 유형의 귀납 논증들에 해

서도 유사한 논변을 개하고 있다. 

2. “배경지식”의 문제

바로 앞 에서 분석해 본, 이 교수가 말하는 “실천추론에 의한 귀납”

의 정체를 두고, 우선 맨 마지막에 내가 ‘매우 애매하다’고 지 한 목으

로부터 이 교수 논변의 공허함을 보여 보기로 하자.

우선, 문제의 “배경지식”이 이론 인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 보기로 해 

보자. 에메랄드와 련해 “보석의 화학구조와 색의 계에 한”이라는 

문구는 이와 같은 의미로 해당 지식을 이해하게 하는 강한 유인(誘因)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앞서의 추론 (3)과 비해 이 교수가 다음과 같은 

추론 (4)를 제시했을 때(67, 74), 이러한 유혹은 더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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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 까지 내가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 들은 모두 100원짜리 다.

∴ (아마도) 내가 거스름돈으로 받는 동 들은 모두 100원짜리이

다.

이 교수는 추론 (3)과 (4)에 해 다음과 같이 언 하고 있다.

[…] (3)과 (4)는 논리구조가 표면 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직

으로 (3)의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 이지만 (4)의 결론을 받아들

이는 것은 그 지 않다. 이러한 직 의 원천은 무엇인가? 이러한 직

의 주원천은 지 까지 ‘에메랄드임’과 ‘ 록색임’ 사이에 항상  연언

계가 성립한데는 모종의 법칙 계가 련되어 있지만,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 임’과 ‘100원짜리임’의 경우에는 그 지 않다는 다소 막연한 

믿음이다. (74)

여기서 말하는 “모종의 법칙 계”가 무엇인지 명시 으로  구체 으

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려우나, 그것이 무엇이

든 만일 그러한 것이 있다면, 여기서 요한 은 추론 (3)에서는 그와 

같은 “법칙 계”가 성립하고 있으나 추론 (4)에서는 그 지 않다는 것이

다. 

그러나 이제 만일 추론 (3)에서 그러한 “법칙 계”가 이미 성립한 것

으로 가정해 보기로 하자. 그 다면 이 경우 ‘지 까지 찰된 모든 에메

랄드들이 록색이었다’는 제로부터 ‘모든 에메랄드는 록색이다’라는 

결론으로 나아갈 필요가 체 무엇인가! 지 과 같은 경우라면, 단지 이

미 성립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제된, ‘에메랄드임’과 ‘ 록색임’ 사이

의 “법칙 계”로부터 바로 ‘모든 에메랄드는 록색이다’라는 결론으로 나

아가거나, 아니면 그러한 “법칙 계” 자체가 아  문제의 결론으로 표

돼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이와 같은 지 에 해, 어쩌면 이 교수는 의 인용문에서 조심

스럽게 제시한 “다소 막연한 믿음”이라는 구 을 들어 자신의 의도를 다

음과 같이 해명하려 할지 모른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제로 성립된 법칙 

계가 아니라 성립하는 것으로 ‘믿어진’ 계일 뿐이라는 것이다.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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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짐작은, 의 인용문 이 에 제시된 그의 다음과 같은 목에 근

거한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은 ‘아마도 모든 에메랄드는 록색이다’와 

같은 개연성 진술을 주장하기 해서 반드시 [‘x는 에메랄드이다’ → 

‘x는 록색이다’]의 추론 계가 법칙  계임을 구체 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p는 진리-개연 이다’라는 주장은 ‘나는 p를 받

아들일 것이다’를 결론으로 갖는, 앞서 언 했던 종류의 건 한 실천추

론이 성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실천추론이 성립

할 것이란 일종의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이지, 그러한 실천추론이 

성립한다는 것을 구체 으로 논증할 수 있다는 주장은 아니다. (72)

하지만 만일 “‘x는 에메랄드이다’ → ‘x는 록색이다’”의 추론 계에 

해 이런 정도의 “약속어음”으로써 실천 추론을 행하는 것이라면, 나는 

왜 의 추론 (4)에 해서는 그와 같은 약속 어음이 발행될 수 없는 것

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x는 에메랄드이다’ → ‘x는 록색이다’”의 추론 

계가 법칙  계임을 구체 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면, 마찬가지로 

“‘x는 내가 받은 거스름돈이다’ → ‘x는 100원짜리 동 이다’”의 추론 

계 역시 그것이 실로 법칙  계인지의 여부를 구체 으로 입증할 부담 

없이 그  의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는 없는 것인가? 만일 이러한 사

정에 해 명료한 구별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의 (4)를 (3)과 비교해 

쉽사리 폄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다면 이제 문제의 “배경지식”이 이론  지식이 아니라 단지 상

인 지식이라고 해 보자. 이 교수의 논변 과정을 보면, 이와 같은 시각

도 상당한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다음과 같은 구 을 보기

로 하자.

[…] 물론 이와 같은 약속어음은 원리상 부도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다음의 귀납추론을 고려해 보자.

     […] 지 까지 찰된 모든 고니는 흰색이었다.

         ∴ (아마도) 모든 고니들은 흰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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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호주에서 검은색 고니(black swan)가 처음 발견되기 까

지 사람들은 ‘모든 고니들은 흰색이다’란 진술이 개연 이라고 믿었다. 

[…] 즉 그때까지는 ‘나는 모든 고니들이 흰색임을 받아들일 것이다’를 

결론으로 갖는 건 한 실천추론이 성립할 것이라는 약속어음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약속어음은 반례의 발견과 동시에 부도가 났다. 

(73-4)

사실, 에서 문제의 “약속어음”이 항상 부도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

이라는 을 보이기 해 이 교수가 시 으로 비교해 제시하고 있는 

‘고니’의 는, ‘고니를 고니 되게 해 주는 특성’과 ‘(그 새의  다른 특

성인) 흰색’ 사이에 어떤 법칙 인 계를 생각하기 어렵거나 어도 지

까지는 그러한 것이 발견되지 않은 사례로서 우리들에게 리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이다. 따라서 고니가 흰색을 띠고 있다는 것에 한 지식

은 어떤 법칙  계에 근거한 이론 인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수가 아

무리 많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상 인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때문에 우리는 이 교수의 말 로 “사람들은 ‘모든 고니들

은 흰색이다’란 진술[을] 개연 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리고 더욱 

요하게는 바로 이러한  때문에 한 고니에 한 의 추론은 연역 추

론이 아니라 귀납 추론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만일 ‘에메랄드’에 한 

추론이 지 의 ‘고니’에 한 추론과 마찬가지의 것이라면, 우리는 이제 

에메랄드에 해서도 마찬가지 주장을 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면 이 경우, 그  “약속어음”의 발행이 문제가 아니라, 실로 

요한 은 결국 그러한 약속 어음을 발행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이고, 

이것은 그 로 귀납의 정당성 문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짐작에, 이 교수가 이와 같은 을 여겨보

지 못한 까닭은 주로 그가 말하는 “실천추론”의 맥락에 강한 집착(?)을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에서 보자면, 사실 이 교수가 제시하

는 실천 추론의 틀 내에는 그 안에 진정으로 해결되어야 할 많은 요소들

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일시에 해소시켜 버리는, 마치 

‘요술 ’(妖術棒, wand)과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됨을 보게 된다. 다음 

에서 이와 같은 요술 을 드러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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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술봉으로서의 “최선의 가설”

바로 앞서 제2 에서 지 한 로, 아직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그 로 

남아 있고, 결국 귀납의 정당성 문제가 그 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가 어떻게 실천 추론을 진행했는가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해 다시 앞서의 실천 추론 사례 (3´)로 되돌아가 보기로 하자. 이러한 실

천 추론의 발단은 물론, 그 제 (i)에서 말하고 있는 로, 왜 지 까지 

‘x는 에메랄드이다’와 ‘x는 록색이다’ 사이에 항상  연언이 성립했는가

에 해 성공 으로 설명하길 원하고, 한 그러한 것에 해 성공 으로 

측하길 우리가 원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바람이 없었다면, 문제

의 실천 추론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이와 같은 

바람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 교수가 주장하는 바, 그 추론의 결론인 (iii)

으로 나아가는 데 결정 인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두 번째 제인 (ii)

이다. 여기서 이 교수는 “( 련된 사실들을 고려해 봤을 때) [‘x는 에메랄

드이다’ → ‘x는 록색이다’]의 추론 계가 성립한다는 것은 (i)의 인식목

표를 실 하기 한 최선의 가설”이라고 말하고 있다. 앞서 제2 에서 분

석한 바 있는, ‘x는 에메랄드이다’와 ‘x는 록색이다’ 사이의 계가 법

칙 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이제 차치해 두기로 해 보자. 그 어느 것이든 

이제 양자 사이에 일정한 추론 계가 성립한다고 할 때, 이 교수가 주장

하는 바는, “[그것은] (i)의 인식목표를 실 하기 한 최선의 가설”이라

는 것이다. 그 다면 이때 “최선”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선, 앞서 제1 에서 이 교수에 따라 실천 추론의 일반  형태로 제

시한 (2)의 두 번째 제에 따라 보면, 이때의 “최선”이란 주어진 인식 

목표에 도달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뜻으로 보인다. 이 

경우, 물론 후보로 거론될 수 있는 가설들이 원래부터 하나라는 것이 아

니라, 주어진 목표와 련해 그것을 실 하는 데 <가장 합한 것>이 단 

하나뿐이라는 뜻일 것이다. 그 다면 이때 그 ‘가장 합한 것’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만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문제가 <이

미 해결되었다고 보고> 이루어지는 추론은 의미가 없다. 이것은 일종의 

‘논  선취의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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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쩌면 이 교수는 이 문제를 나름 로 해결하고 있는지도 모른

다. 이러한 을 의식해서 그러한지, 아니면 단지 “최선”이라는 용어의 

공통성 때문에 그러한지는 불분명하나, 이 교수는 이 목에서 자신이 말

하는 “최선의 가설”을 하만(G. H. Harman)의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

론’(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과 비교하고 있다(78). 그러나 실

망스럽게도 이 교수는 이러한 비교에서, 하만이 말하는 ‘최선의 설명에로

의 추론’에서는 (이 교수의 용어 로) 열거  귀납 추론(enumerative 

induction)을 최선의 설명에로의 한 추론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이

라는 과, 모든 귀납 추론에 최선의 설명이 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는 만을 지 하고 있을 뿐, 그래서 하만과 달리 자신은 그 “최선”의 문

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에 해서는  언 하고 있지 않다. 

더군다나, 하만에 한 그의 첫 번째 비 과 련해 이 교수는 만일 

하만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귀납 추론이 왜 진리-개연 인지를 해명하

기 어렵다고 지 하고 있는데, 이 게 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이 교수에게

는 치명 이라 생각한다. 이 을 알아보기 해 이제 이에 한 이 교수

의 논변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먼  이 교수는 하만의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을 다음과 같이 매우 

간략히 정리해 보여 주고 있다(같은 쪽). 

A는 피설명항 p에 한 최선의 설명이다.

∴ A는 참이다.

그리고 나서 이에 해 다음과 같이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최선의 설명은 피설명항(explanandum)을 참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이 

피설명항을 설명해주는 가장 한 설명항(explanans)을 선택하는 문

제이다. [하지만] 반 라센(van Fraassen […])이 지 하는 것처럼, 

어떤 가설 A가 다른 가설들보다 더 한 설명이라는 사실만으로는 

A가 참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해

서는 피설명항을 설명해주는 가설들의 집합 속에 참인 가설이 존재한

다는 가정을 추가해야 한다. 따라서 A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설명

이라는 사실만으로는 A가 참이라는 것이 함축되지 않는다.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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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교수는 하만의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에는 반 라센이 지

하는 바와 같은 추가 가정이 고려되지 않았기에 잘못된 것이며, 한 그

러한 것이 추가되지 않았을 때 귀납 추론의 진리-개연성이 해명되기 어

렵다고 보는 셈이다. 그 다면 이제 만일 이 교수가 하만의 최선의 설명

에로의 추론에 해, 반 라센을 따라, 가설 A가 단지 다른 가설들보다 

더 한 설명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모든 가설들 가운데 

어느 하나에 참인 가설이 존재할 법하다는 별도의 가정이 필요하다고 본

다면, 거기에는 분명 어떤 증거에 의한 가설들의 평가, 컨  사후 확률

(posterior probability)과 같은 것의 비교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해서는 컨  새먼과 같은 이가 이미 잘 지 해 놓은 바 있다.3) 하지만 

만일 하만의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에 해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다면, 

이 교수가 제시하는 실천 추론 사례 (3´)의 (ii)에 등장하는 “최선의 가

설”에 해서는 왜 이처럼 생각할 수 없는 것인가! 그것 역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최선’의 것임이 밝 지지 않는다면, 정말 밝 서 정당화해야 할 

것은 그 로 남겨 둔 채 이미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없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해당 결론으로 나아가는 공허함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이

러한 에서 나는 이 교수가 말하는 “최선의 가설”이란, 언뜻 보기에 모

든 것을 문제없이 말끔하게 해결하는 듯하여 잠시 환상 으로 보이긴 하

나, 결국엔 실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동화 

속 요정의 ‘요술 ’과 비슷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나의 비 에 해 이 교수는 어쩌면 다음과 같은 구 을 들어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려 할지 모른다.

[…] ‘모든 에메랄드들은 록색이다’라는 귀납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식 으로 합리 인 이유는 물론 부분 으로 [(3´)의] (ii)에 의

존한다. 그 지만 어떤 것이 최선의 설명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식  

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의무를 함축하지 않는다. 그

 3) W. C. Salmon, “Explanation and Confirmation: A Bayesian Critique of 

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 in G. Hon & S. S. Rakover (eds.), 

Explanation: Theoretical Approaches and Applications, Dordrecht: 

Kluwer, 2001, pp. 61-91, 특히 제6  참조.



“실천추론에 의한 귀납의 정당화” 시도의 공허성 25

다면 ‘모든 에메랄드들은 록색이다’를 받아들이는 것이 ‘인식  합리

성’이라는 ‘규범  상’(normative status)을 갖게 되는 원천은 무엇

인가? 이 원천은 바로 [(3´)의] (i)이 합리 인 인식목표이고 한 실

천추론 [(3´)]이 타당하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인식목표의 합리성

과 추론의 타당성이 갖는 규범성이 여기서 문제시되는 규범  상의 

원천이다. (79-80)

이 목에서 이 교수는, (3´)의 (ii)를 시하는 나와는 달리, (3´)의 (i)

을 시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그가 말하는 “인식의무”에서 한 발짝 피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천 추론 

(3´)에서 해당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3´)의 (i)이 합리  인식 

목표이고 실천 추론 (3´)가 타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 (i)의 인식 목표가 “합리 ”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만일 어떤 ‘목표’ 자체가 합리 이라면, 그것은 도구  합리성을 말한다기

보다 그 나름의 어떤 가치 때문에 갖게 된 합리성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 때문에 문제의 목표가 받아들여졌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곧 어떤 수

단이나 도구를 합리 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해당 수단

이나 도구에 한 평가가 있어야, 그에 따라 그것이 문제의 목표에 합

한지를 도구 으로 따져 볼 수 있을 따름이다. 이 교수는 이러한 작업이 

이미 모두 다 끝났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다른 한편, 이 교수는 실천 추론 (3´)가 타당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만

일 문제의 추론이 어떤 의미로든 이미 타당한 것으로 밝 져 그 결론을 

받아들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사실 지 까지의 논란은 아무런 의

미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추론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

까지나 그 (ii)에서 말하는 “최선의 가설”이 주어졌을 경우에만 가능한 일

일 따름이다. 그런데 지  그 “최선의 가설”이 어떻게 결정될 수 있는가

의 문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미 해당 추론이 타당하기에 그 문제가 

아무런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논  선취이다. 

나의 이상과 같은 생각과는 달리, 이 교수는 (3´)와 같은 추론에 아무

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여기서 한층 더 나아가 다른 여러 유형의 귀납 

추론에 해서도 유사한 추론 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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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신뢰할 만한 것임을 증하려 하고 있다(4 ). 컨  통계  귀납

 일반화의 사례에 해 그것을 실천 추론의 한 형태로 바꿔 제시하고, 

역시 그 두 번째 제에서 의 “최선의 가설”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확률이 사용된 다른 사례들에서는 “최선의 가설”이라는 문구를 

직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에 해서는 오해를 없애기 해 좀더 

분석해 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이 교수가 ‘통계  삼단논법’의 로 제시

한 다음과 같은 사례만을 두고 생각해 보기로 하자.

속이 보이지 않는 항아리 속에 a1에서 a10까지 10개의 공이 있고, 

이  


는 빨간색이다.

               ∴ (아마도) a1은 빨간색이다.

이와 같은 귀납 논증을 정당화하기 해 이 교수는 아래와 같은 실천 

추론을 제시하고 있다(82). 

(i) 우리는 가  참일 확률이 높고 한 정보 인 믿음을 많이 획

득하고자 한다.

(ii) ‘a1은 빨간색이다’가 참일 확률은 


이다.

(iii) 만일 ‘a1은 빨간색이다’가 참일 확률은 


이면, 이 명제를 받

아들임으로써만 (i)의 인식목표를 실 할 수 있다.

(iv) ∴ 나는 ‘a1은 빨간색이다’를 받아들일 것이다. 

지 의 경우에는 제 의 하나에서 의 “최선의 가설”이라는 문구

가 등장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들을 좀더 자세히 분

석해 보면, 결국 이 교수의 의미 로 “최선의 가설”이라 부를 만한 것이 

숨어 있음을 알게 된다. 의 제 (iii)을 보기로 하자. 여기서는 <이미> 

의 제 (ii)야말로 (i)에서 설정된 목표에 비춰 유일무이한 것으로 설

정되어 있다. 우선, 이 에서 그것은 (i)에서 설정된 목표에 비춰 “최선”

이다. 나아가, ‘a1은 빨간색이다’는 (이 교수의 표 로) “참일 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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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그것은 확실히 참이 아니라 틀릴 가능성이 있기에, 어디까지

나 “가설”일 따름이다. 이 게 본다면, 결국 의 추론에서는 ‘a1은 빨간

색이다’가 “최선의 가설”이라는 말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서 항아리 속의 공들에 

한 귀납 논증에서 그 결론을 지지하는 확률이 과연 


인지의 여부(

는 어떻게 


인지)를 보여 주는 일이며,4) 실로 그 확률이 그와 같다 할

지라도, 과연 그러한 확률에 의해 우리가 문제의 결론, 즉 ‘a1은 빨간색이

다’를 채택(accept)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이와 련해서도 이 교수는 

그의 실천 추론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볼 뿐이다.

그러므로 이 교수가 아무리 다양한 귀납 추론으로 자신의 실천 추론을 

용해 간다 할지라도, 이것은 오히려 그의 “최선의 가설”이라는 문구가 

하나의 요술 이라는 인상을 더욱 짙게 할 뿐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나의 인상에 해 이 교수가 제시할 법한 마지막 응

답은 ‘사실상 귀납의 문제는 애 부터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일 듯하다. 사

실상 이 교수는 그의 논문 반에 이미 (셀라스를 따라) “귀납의 문제는 

애당  발생할 수 없다”(66)고 선언한 바 있다. 그의 체 논문 제목과 

지 까지의 논의로 볼 때 어쩌면 당혹할 만한 이와 같은 선언이, 그 다

면 실로 어떤 의미이며, 그래서 이것이 지 의 우리 논의와 어떻게 련

되는가를 다음 에서 좀더 자세히 논해 보기로 한다.

 4) 지 의 경우 과연 이처럼 9/10의 확률이 주어질 수 있는가에 해서는 아

닌 게 아니라 실로 논란이 있다. 이러한 논란에 해서는 컨  다음을 참

조할 수 있을 것이다: D. G. Mayo, “Sin of the Epistemic Probabilist: 

Exchange with Peter Achinstein,” in D. G. Mayo & A. Spanos (eds.), 

Error and Inference: Recent Exchanges on Experimental Reasoning, 

Reliability, and the Objectivity and Rationality of 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10, pp. 189-201, 특히 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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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납의 문제’는 없다?

“귀납의 문제는 애당  발생할 수 없다”는 이 교수의 놀라운 발언은 

연역 추론을 ‘형식 으로 타당한’(formally valid) 것과 ‘실질 으로 타당

한’(materially valid) 것으로 나 는 데에서 출발한다. 연역 추론이 형식

으로 타당함은 비교  잘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길게 논할 필

요는 없을 법하다. 이 교수가 강조하는 바는 실질 으로 타당한 연역 추

론이다. 이 교수가 들고 있는 는 다음과 같다: ‘x는 개다. ∴ x는 동물

이다.’ 

이 경우, 이 교수는 지 의 가 타당한 까닭은, 그 제에 ‘만일 x가 

개라면, x는 동물이다’와 같은 암묵  제가 매개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

라, 그 자체로 타당할 뿐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되는 이유는, “개를 동물

로 분류하는 것[이] 우리의 개념규범(conceptual norm)”(63)이기 때문이

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개를 동물로 규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한 개 개념을 결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본

다. 그러므로 그는 다음과 같은 추론을 개 개념을 (부분 으로나마) 구성

하는 실질 으로 타당한 추론으로 보고 있다.

                   ‘x는 개다’ → ‘x는 동물이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귀납 추론은 부 하다고 지 한다.

지 까지 찰된 개들은 모두 동물이었다. 따라서 (아마도) 모든 개들

은 동물이다.

“왜냐하면 ‘모든 개들은 동물이다’는 단지 개연 인(probable) 진술에 불

과한 것이 아니라, 개념 으로 참인 진술이기 때문”(같은 쪽)이라는 것이

다.

나아가, 이 교수는 개에 한 이러한 개념 규범이 성립하기 해서는 

‘ 상들의 법칙성’(the lawfulness of things) 는 ‘자연의 제일성’(the 

uniformity of nature)이 암묵 으로 가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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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개’로 분류하는 상들의 본질이 동물이었다가 로 이 되고,  

다시 동물이 되는 식으로 우리 세계가 무법칙 이라면, 우리는 한 특정 

한 자연종(natural kind)으로서의 개 개념을 사용할 수 없[기]”(65) 때문

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이 교수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앞서 우리가 제1 에서 

논한 바 있는, 에메랄드에 한 유명한 에 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

다.

귀납의 문제는 ‘지 까지 찰된 모든 에메랄드들은 록색이었다’와 

같은 제가 성립할 때 ‘모든 에메랄드들은 록색이다’와 같은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왜 정당한지[에] 답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귀

납의 문제를 제기하기 해서 우리는 ‘지 까지 찰된 모든 에메랄드

들은 록색이었다’와 같은 제를 이해해야 하고, 따라서 ‘에메랄드’라

는 자연종 개념을 소유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연종 개념을 소

유하기 해서는 앞서 언 한 것처럼 상들의 법칙성을 가정해야 한

다. 상들의 법칙성이 성립하면 법칙성에 의거하여 미래에 한 확장

추론(ampliative inference)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셀라스에 따르면 귀

납의 문제는 애당  발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상의 법

칙성이 내장되어 있는 개념들을 사용해 세계사실을 기술할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개념의 사용조건이 정당한 귀납추론의 존재

를 선제(presuppose)하기 때문에 ‘귀납추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

인가?’의 문제는 애당  제기될 수 없다. (66)

이 인용문에서, 이 교수는 셀라스의 의견을 빌리긴 하 으나, 이때까지

의 논의로 볼 때 그것은 동시에 이 교수의 견해이기도 하다. 나는 우선 

“‘x는 개다’ → ‘x는 동물이다’”의 경우와 “‘x는 에메랄드이다’ → ‘x는 

록색이다’”가 동일한 종류의 사례들인가에 의심이 가지만(왜냐하면 통

상 으로 볼 때 아닌 게 아니라 ‘개’라는 개념은 ‘동물’이란 개념의 하  

개념으로 곧 인정이 되지만, ‘에메랄드’라는 개념과 ‘ 록색’이라는 개념 

사이에도 이와 같은 계가 바로 성립하는가에 해서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어 든 이는 여기서 핵심 논제는 아니므로 일단 이 교수의 논

변을 따라가 보기로 하자. 의 인용문에서, 이 교수는 개의 경우에 법칙

성을 가정해야 하듯, 에메랄드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법칙성을 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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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하고, 이 게 된다면 에메랄드의 색에 한 추론은 그야말로 실질 으

로 타당한 연역 논증이 되어, 귀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

는 것이다!

과학 철학자들이 통상 귀납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더군다나 굿먼

의 투사 가능성(projectibility)의 문제까지 걸려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에

메랄드의 에 해 ‘개’의 개념에 한 분석에 근거해 바로 그러한 문제

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도 놀라운 일이거니와, 어

든 귀납에 한 정당화를 시도하려는 논문에서 그러한 결론을 반부터 

내리는 일은 더욱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어쩌면 이 

교수의 의도된 략일지도 모른다.5) 왜냐하면 이 교수는 이와 같은 결론 

이후 지체 없이, 그러기에 (역시 셀라스를 따라) 자신의 문제는 “‘귀납추

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 인가?’가 아니라, ‘어떤 귀납추론을 받아들

이는 것이 합리 인가?’이다”(같은 쪽)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이상한 과제의 환이다. 왜냐하면 만일 에서 이 

교수가 주장하듯, 에메랄드의 색깔에 한 추론이 진정으로 연역 추론으

로서, 귀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면, 과연 ‘어떤 귀납추론

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 인가?’와 같은 과제가 발생할 필요가 있겠는

가? ― 컨  우리가 이미 연역 으로 타당한 것으로 밝 진 어떤 논증

들을 두고, ‘그 가운데 어떤 논증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 인가?’와 같은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는가? 

이와 같은 의문을 잠시 미  두고, 비록 이 교수의 과제 환을 받아

들인다 할지라도, 아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떤 귀납추

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 인가?’와 같은 물음에 답을 하기 해 이 교

수가 나아가는 지 은 바로 우리가 앞서 제2 에서 소개했던, 동 에 

한 추론 (4)와 에메랄드에 한 추론 (3)과의 비교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의 문제 에 해서는 이미 내가 앞서 제2 에서 지 한 바 있다. 요

 5) 본 논문에 한 한 심사자 역시 이 교수의 입장에서 이러한 시각을 피력한 

바 있다. 어쩌면 그러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이어지는 이하의 내용에서 보듯, 그와 련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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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귀납 추론에 해 <어떤> 것이 합리 인가를 가리기 해서는 필

경 귀납 추론 자체에 한 별도의 평가가 있어야만 하고, 이러한 평가에

는 귀납의 문제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다만 각

각의 귀납 추론에 해 그 자신의 실천 추론의 패턴이 구성 가능한지 아

닌지의 문제로 환시켜 답하고 있을 뿐이나, 그러한 패턴이 가능한지 아

닌지가 이미 귀납의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그 다면 이 목에서 이제 우리는 왜 이 교수가 그러한 사실을 보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그 이유  한 가지로 여겨지는 것은, 

이 교수는 귀납 추론에 있어 정당성과 합리성을 어느 면 혼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 에 해서는 을 달리해 좀더 자세히 논

의해 보기로 한다. 

5. 귀납의 정당성과 합리성

이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귀납의 정당성(justification) 문제로부터 

출발하 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언  없이 어느 사이 그것의 합리성

(rationality) 문제로 옮겨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바로 앞의 제4 에서 

인용했던, 그의 논문 66쪽에서의 구 은 이의 한 가지 좋은 이다. 거기

서 그는 에메랄드와 련해 귀납의 문제가 그 제가 성립할 때 해당 결

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왜 “정당한지”에 한 문제라고 언 하 음에도 불

구하고, 바로 얼마 뒤에는 “‘귀납추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 >인가?’

의 문제는 애당  제기될 수 없다”(강조 논자)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이

것은 그가 귀납 추론의 정당성 문제를 바로 그 추론의 합리성 문제와 동

일시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셈이다. 그 다면 이러한 동일시는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에 해, 이 교수 자신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에메랄드에 한 추론 (3)에 해 “(3)

의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 이라는 우리의 주장은 지식으로 간주

될 수 있다”(75)라고 언 하면서 그에 붙인 각주에서 이 교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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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이에 해 부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화의 간주  모형(the intersubjective model of justification)

에 따르면, 우리의 정당화 개념은 정당화를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는 우리의 사회실천을 배경으로 발 해 온 간주  개념이다. 

그리고 정당화의 역동  모형(the dynamic model of justification)에 

따르면, 재 간주 으로 정당화된 주장이 미래에도 논박되지 않고 

계속 정당화된다면 객 으로 정당화된 주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연 설명에 따르면, 결국 “객 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은 

“ 재 간주 으로 정당화된 주장이 미래에도 논박되지 않고 계속 정당

화[됨]”을 뜻한다고 보는 셈이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정당성”들이 과연 

서로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명료하게 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맥락으

로 보아 그가 말하는 ‘객  정당화’는 그 자신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론 ) 정당화’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 재 간주 으로 받아들여

진 정당성’은 그가 말하는 ‘합리성’으로 보인다. 만일 이와 같이 볼 수 있

다면, 일단 이 교수 자신 개념 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은 구별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우리 인간의 “실천” 과정으로 볼 때 후자는 장기 으로 

자와 합치될 것으로 보는 것일 따름이다. 그 다면 과연 궁극 으로 이처

럼 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해 이 교수는 자신의 2008년 논문6)을 참

조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이 문제에 해 논의를 한다

면, 나는 다시  그 논문을 상으로 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지  내

가 이 교수의 이와 같은 견해를 그 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여 히 제기

할 수 있는 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나는 여기서 그 논문의 주장으로까지 

논의를 확장하지는 않기로 한다.

우선, “ 재 간주 으로 정당화된 주장이 미래에도 논박되지 않고 계

속 정당화된다면 객 으로 정당화”된다고 할 때, 그 “계속”은 어디까지

인가? 어쩌면 앞서 동 에 한 추론 (4)에서도 이와 같은 “계속”은 계속

될지 모른다.

 6) “A Pragmatic Phenomenalist Account of Knowledge,” Dialogue: 

Canadian Philosophical Review 47 (2008), pp. 5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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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만일 에메랄드에 해 “ 재 간주 으로 정당화”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동 에 해서도 그러하다고 보지 못할 근본 인 이유가 무엇인

가? 이 교수는 이에 해 어쩌면 에메랄드에 해 “우리의 사회실천을 

배경으로 발 해 온 간주 ”인 것이 그것을 가능  한다고 답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의 구체 인 내용은 무엇인가? ( 어도 지 의 상 

논문에서 이 교수는 이러한 에 해서는 충분히 논구하고 있지 않지만) 

만일 이것이 앞서 내가 제2 에서 소개한 바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라면, 

그 문제 에 해서는 이미 제2 에서 충분히 논의했다고 생각한다. 더군

다나 만일 이때의 “사회실천”이란 것이 그야말로 별도의 이론  는 경

험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사회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사회실천”에 의존해 동 에 한 추론을 비합리 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

이다. 만일 이때의 “사회실천”이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경우에는 분명 별도의 이론  는 경험  근거 문제가 제기되어 귀

납의 문제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에 해서는 앞서의 제3 과 4 에

서의 나의 비 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그 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이 교수는 왜 이

게 귀납 추론의 실천 인 면에 경도(傾倒)되어 있는 것일까? 이에 해 

다음 에서 나름 로 추측해 보며,7) 을 마무리지어 볼까 한다.8)

마무리: 흄을 보는 눈

이 교수가 지 의 상 논문을 쓰게 된 가장 큰 까닭은, 귀납 추론을 

 7) 이하에서 펼쳐질 나의 추측이 만일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지 까지의 내 

논변에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에 이와 같은 표 을 쓴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나의 추측은 이 교수와 나의 시각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하

나의 도움이 될 것이다.

 8) 본 논문에 한  다른 심사자는 다음의 을 “마무리” 정도가 아닌 좀더 

본격 인 논의의 장으로 펼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 으나, 

만일 그 게 한다면 해당 논의가 무 방 하게 개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해서는 후일을 기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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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이론추론”(theoretical inference)을 통해 정당화해 보려는 시도가 

지 까지 결국 실패해 왔다고 보는 시각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가 

펼쳐진 근원을 그는 흄이 귀납 추론에 해 심각하게 제기한 회의론으로 

보고 있다. 

흄의 이와 같은 역할은 일반 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귀납과 련해 흄이 핵심 으로 어떤 면에서 회의론을 제기하 는지, 그

리고 이후 의 귀납론자들이 어떤 면에서 이 문제에 근하고 있는지

는 상 으로 덜 알려져 있는 형편이다. 그 다 하더라도 이 교수가 셀

라스를 따라 즉시 귀납의 정당화에 “이론추론” 신 필경 “실천추론” 외

에는 다른 안이 없다고 선언한 일(60)은 지나치게 성 했다고 여겨진

다.

물론 이 교수의 상 논문이 셀라스의 실천 추론을 해명하고 옹호하는 

일 자체에 놓여 있기에 이 부분을 매우 단순하게 처리했으리라 짐작은 

하지만, 앞서 이 교수의 논문에 한 나의 비 의 에서 볼 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교수가 귀납에 한 이론  정당화, 그리고 더 나아가 흄

의 회의론과 련해 무엇인가 놓친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추측을 

하게 한다.

상식 인 얘기일지 모르나, 귀납 추론이 단순히 연역 추론이 아님을 보

여  것이 흄 회의론의 핵심일 수는 없다. 피상 으로만 보더라도 그 형

태상 귀납 추론은 연역 추론과 명백히 달라 보인다. 오히려 이 이 무

나 명백하기에, 흄 당시의 사람들이 귀납 추론을 행하며 갖고 있었던 생

각은 귀납 추론의 배후에 그것을 연역 으로 타당하게 해  만한 어떤 

가정이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고, 흄은 바로 (자신 나름으로) 그 어

떠한 가정으로도 귀납 추론을 타당한 연역 추론으로 환할 수 없음을 

보여  것이다.9) 

이 에서 보자면, 흄과 련해 간략한 서술이긴 하지만, 먼  이 교수

의 “우선 귀납추론은 연역추론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같은 

쪽)는 언 은 다소 태로워 보인다. 흄에 한 의 내 시각으로 보자면, 

 9) P. J. R. Millican, “Hume, Induction and Probability,” Ph. D. 

dissertation, The Univ. of Leeds, 1996, 특히 제I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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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라는 표 은 합해 보이지 않는다. 단순히 귀납 추론이 연역 

추론과 다르기 때문에 근원 으로 자가 연역 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귀납 추론의 경우, 만일 ‘자연의 제일성’과 같은 

원리가 가정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연역 추론으로 환될 수 

있다. 문제는, 귀납  순환성이나 부당한 선험  독단에 빠지지 않고는 

그러한 원리가 가정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10) 흄과 련해 이 교수가 계

속 지 하고 있는, 귀납 추론이 귀납 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즉 지

까지 귀납 추론들이 신뢰할 만한 것이었음을 들어 앞으로도 귀납 추론

을 신뢰할 만한 것으로 추론하는 일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 역시 그

러한 의 한 가지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 교수의 지 로 “(별도의) 귀

납원리를 미리 가정하지 않는 한”(같은 쪽) 이러한 추론은 순환 이거나, 

그 자체 결코 연역 추론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 아래 아  그러한 가정, 즉 귀납  순환성이나 

부당한 선험  독단에 빠질 만한 가정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

가? 내가 보기에 이 교수는 이러한 가능성에 해서는 별 고려 없이 바

로 실천 추론의 필연성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나는 모두는 아닐지라도 어도 부분의 귀납론자들은 와 

같은 가정을 고려치 않는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가정 없이도 어

떠한 경험  증거에 의해 그를 넘어선 가설에 해 ‘귀납 으로 평가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한 가지 가능한 로, 컨  어떤 

가능 세계나 사태들을 바탕으로 B로부터 A로 추론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역 추론에서는 A가 참인 가능 세계 가운데 B가 참인 가능 세계가 모

두 포함된 반면, 귀납 추론에서는 A가 참인 가능 세계 가운데 B가 참인 

가능 세계가 일부 포함되어, 그 비율을 일정한 확률 P(A/B)로 나타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이 비율이 높은가 낮은가의 여부는 지 의 맥락에

서는 무 하다). 물론 여기서 나는 이러한 발상과 련해 특정한 인물이

나 입장을 옹호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테크닉이나 실제의 응용에 그

로 동의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교수의 시도에 한 논의 과정에

10) 하지만 놀랍게도, 앞서 제4 에서 논의한 로, 이 교수는 오히려 자연의 

제일성을 별 문제 없이 가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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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제의 ‘가정’ 없이 어떤 귀납 추론의 정당성을 ‘이론 으로’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만을 시하려는 것뿐이다. 만일 어떤 귀납 추론에 

해 와 같은 평가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어떤 실천  맥락 없이도, ‘왜 

우리가 B가 실로 참인가에 해 ( 와 같은 식으로 어느 정도에서) 신뢰

해도 좋은지’에 해 (만일 정당화가 꼭 연역 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지 않는 한11)) 그 자체로 이론 인 정당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군

다나 이 교수가 셀라스를 따라 자신의 문제는 “‘귀납추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 인가?’가 아니라, ‘어떤 귀납추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

인가?’이다”라고 밝혔을 때, 오히려 이러한 문제야말로 바로 지 과 같은 

정당화 방식에 잘 부합되는 셈이다. 물론 이와 같은 식의 평가가 당장 제

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때문에 셀라스나 이 교수처

럼 실천 추론에 의한 정당화만이 유일한 안이라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도 아닐 것이다.12)

어떤 귀납  결과를 놓고 우리가 그것을 실제 삶의 실천 장에서 활

용하는 과정을 보자면, 이 교수의 실천 추론  해명이 도움이 된다고 생

각한다. 하지만 앞서 제3 에서 이른바 “최선의 가설”이라는 것과 련해 

내가 비 한 바에 비춰 볼 때, 이 교수가 제시하는 실천 추론은, 그 첫 

번째 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실천  욕구를 제외한다면, 사실 그 

11) 물론 여기서 어떤 추론의 정당성에 해 이른바 ‘연역주의’(deductivisim)의 

논란에 휩싸일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에 한 찬반 여부가 여기서의 

논 은 아니므로, 단지 지 과 같은 가능성을 지 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

다.
12) 이 교수의 2008년 논문 내용에 비춰, 그는 지 과 같은 나의 제안에 해 

그것은 이른바 “진리 개연성”(truth-conducivity; 나는 이보다는 ‘진리 유도

성’이란 말이 합하다고 생각하지만)에 근거한 귀납 추론의 정당화 시도로

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볼 듯하다. 그리고, 앞서 제5 에서 지

한 로, 실천 추론에 의한 이 교수의 귀납 추론의 정당화 시도는 어느 면 

그 논문을 배경으로 한 것임에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까

지 나의 논의에 비춰, 나는 오히려 이 교수의 2008년 논문에 해서까지 유

사한 의문을 확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어 든 그것은 지

의 나의 논문의 목 상 불가능한 일이며, 한 그와는 별도로 독립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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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와 같은 의미의 귀납  평가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본다(만일 그

러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문제의 실천  욕구가 강하다 

할지라도 해당 실천 추론은 <그 의도에 맞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

다!). 우리의 실제 인 삶에서 어떤 것을 실 하고자 우리가 갖는 실천

인 욕구는 연역 추론에 해서라도 없을 리 없다. 하지만 우리 삶의 실천

인 측면을 보여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추론 자체의 정당성을 보여 

주려는 목 하에서라면, 연역 추론에 해 별도의 실천 추론 패턴을 통해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일이 공허하듯, 귀납 추론에 해서도 그러한 일은 

마찬가지로 공허하다고 본다.

이 교수와의 교신에 의한 추기(追記)

체로 이상과 같은 내용의 나의 고에 해 이 교수는 자신의 의견

을 담은 답신과 함께 미발간 논문을 보내  바 있다. 이를 통해 나는 

이 교수의 입장을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었고, 그에 따라 나의 고에 다

소의 수정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해명 에 여

히 남아 있는 의문 을 주로 앞서의 내용과 련해 좀 더 부기(附記)해 

보기로 한다.

그의 해명에서 이 교수는 자신의 실천 추론에 의한 귀납의 정당화 시

도는 만일 그것이 성공 이라면 귀납  결론을 받아들이는 일은 단지 흄

이 말하는 바와 같은 습 (habit)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합리 인

(reasonable) 것임을 보여  수 있는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

만 만일 그의 시도가 이처럼 성공 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귀납  결론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실천 행 >가 단지 심리 인 성에 의한 것이 아

니라 그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임을 밝 , 그 <행 >가 합리 임을 

보여 주는 것일 뿐, 그 행 에서 사용한 도구가 곧 정당한 것임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도구가 과연 쓸 만한 것인가에 해서는 별도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일 이 경우 귀납  결론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실천 행 가 합리 이라면 이미 그 안에 해당 도구가 쓸 만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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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논  선취이다.

이와 같은 은 이론  정당화를 요하는 ‘도구의 평가’ 결과가 그것을 

활용한 우리 행 의 합리성을 보장할 수는 있어도 역으로 우리의 행 의 

합리성이 그러한 평가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다는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컨  에메랄드 색깔에 한 귀납 추론을 이용한 실천 추론이 합리 인 

반면, 거스름 동 에 한 귀납 추론을 이용한 실천 추론은 그 지 않다

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어떤 귀납 추론에 한 이론  평가가 우리의 행

의 합리성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어

떤 경험  사례들에 해 측하길 원하고  그것을 설명하길 원할 경

우 문제의 귀납 추론이 필요하기에 우리가 그와 같은 귀납 추론을 행하

는 일이 합리 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러한 합리성이 와 같은 두 사례

를 구별시켜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방  언 한 바와 련해, 이 교수는 그의 미발간 논문에서 우리가 인

식 으로 어떤 경험  사례들에 해 측하길 원하고  그것을 설명하

길 원할 경우 귀납  추론만이 <유일하게> 그에 부합되기에 귀납 추론

의 결론을 받아들이는 일이 합리 이며, 동시에 그래서 귀납 추론이 정당

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교수가 이 게 보는 근거는, 컨  

에메랄드의 색깔에 한 지 까지의 사례들에 해 우리가 측하고 설

명한다면 그때의 추론은 확장 추론으로서 오직 귀납 추론만이 그에 해당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지 확장 추론이기에 이 경우 오직 귀납 

추론만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하고 생각한다. 잘 알려져 있

듯, 바로 이 목에서 포퍼는 귀납 추론이 불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컨  어떤 경험  증거와 그것을 측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된 가설  이론이 결과 으로는 확장 추론의 계에 놓여 있

다 할지라도, 바로 그 때문에 해당 가설이 귀납  추론의 과정을 거쳐 제

시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내가 단순히 포퍼의 

입장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며, 어도 이와 같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가능성과 비교한 명쾌한 논의 없이는 이 교수가 생각하는 인식 

목 (즉 측과 설명)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곧바로 귀납 추론이 

그와 같은 목 에 맞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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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이 교수의 미발간 논문에 한 본격 인 논의는 그 발간을 기

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 “마무리”에서 확률에 의한 귀납 추론의 정당화 방안에 한 나의 

제안에 해 이 교수는 간 으로 베이즈주의자 하우슨(C. Howson)의 

입장을 반박함으로써 이에 답하고 있으나, 이에 한 재론은 지 의 자리

에서는 부 하다. 에서 나의 ‘제안’은 어도 지 의 맥락에서는 그 

자체 옹호를 요하는 ‘주장’도 아닐뿐더러, 만일 하나의 주장으로 받아들여

진다 할지라도 이에 한 논의는 별도의 지면을 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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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3

ARTICLE ABSTRACTS

The Emptiness of Professor Lee's “Vindication of Induction 
by Practical Inference”

Young-Sam Chun   

In his paper (2009), Professor Byeong Deok Lee says that he 

tries to defend the Sellarsian view by developing and explaining it 

in a clearer form to the effect that the Sellarsian vindication of 

induction by a certain sort of practical inference is the only 

solution to the problem of induction. In this paper, however, I 

shall show that Professor Lee's attempt is only a reformulation of 

inductive reasoning which should be in itself justified theoretically 

but is wrongly vindicated in the form already justified simply in 

the context of practical reasoning, and so his trial is too empty to 

get a result independently of a certain theoretical justification of 

induction if possible.

[Key Words] Byeong Deok Lee, Sellars, practical inference, 

justification of induction, empt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