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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의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

1)

여  서
‡

본 논문은 휘텔슨이 제기한 ‘측정 방식에 민감한 문제’, 즉 베이즈주의를 둘

러싼 여러 논증들이 입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타당하거나 타당하

지 않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둘러싼 

학계의 최근 논의를 정리하고, 입증의 정도의 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지에 대해 검토한다. 특히 가능도비율측정법이 차이측정법보다 우월한 측정 

방식이라는 휘텔슨의 논증이 ‘입증적 독립성’이라는 의심스러운 개념에 기초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 개념을 입증의 정도와 입증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다.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의 힘으로 이해되는 입증력 개념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차이측정법이 입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가장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주요어】입증, 측정, 베이즈주의, 휘텔슨, 입증적 독립성

1. 들어가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입증의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베이즈

주의는 증거와 가설간의 계를 입증 계와 그 지 않은 계로 구분하

는 질  근 방식을 넘어서서 증거가 가설을 어느 정도로 지지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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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으로 측정해 내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베이즈주의에서 입증의 정도를 

측정하기 해 제시하고 있는 방식은 하나가 아니다. 여러 측정 방식이 

경합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로 다른 형태의 베이즈주의가 46,656개로 다

양하다는 굳(Good)의 진술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입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은 

베이즈주의의 이론  기 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것은 단지 입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아

니기 때문이다. 심각한 문제는 입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잘 

입증된 가설들을 순서 로 나열할 때의 순서가 뒤바뀔 수 있고, 결국 가

장 잘 입증된 가설도 측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휘텔슨(B. Fitelson)은 특히 입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하나가 아

니라는 사실이 베이즈주의를 둘러싼 여러 논증의 타당성에 직 으로 

향을 끼친다고 지 한다.1) 즉 베이즈주의를 둘러싼 논증 에서는 입증

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특정한 것으로 선택할 경우에만 타당한 논증

이 되고, 다른 측정 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은 논증

이 된다는 것이다. 휘텔슨은 베이즈주의를 비 하는 포퍼- 러의 논증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제시한다. 즉 입증의 정도를 차이측정법

(the difference measure)에 의해 측정할 경우 포퍼- 러의 논증은 타당

한 논증처럼 보이지만, 입증의 정도를 비율측정법(the ratio measure)에 

의해 측정한다면 그 논증은 타당하지 않은 논증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베이즈주의를 둘러싼 여러 논증들이 입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에 따

라 타당하거나 타당하지 않게 되는 문제를 휘텔슨은 ‘측정 방식에 민감한 

문제(the problem of measure sensitivity)’라고 이름붙이고, 이 문제가 

베이즈주의의 입증 이론을 근본 으로 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휘텔슨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도2) 입증의 정도를 측정

 1) 휘텔슨은 베이즈주의를 둘러싼 잘 알려진 7개의 논증이 측정방식의 선택에 

민감하다는 을 제시하며, 이 은 베이즈주의의 이론  기 를 흔들 수 

있는 약 을 보여 다고 주장한다. (Fitelson, p.364)

 2) 휘텔슨이 제시한 ‘측정 방식에 민감한 문제’를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평

가한다면, 그것은 베이즈주의를 둘러싼 여러 논증이 일반화된 좋은 논증이 

아니라 부분  측면만을 다룬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단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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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여러 방식을 상세하게 비교하는 작업은 입증의 의미를 명료하게 하

는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3) 이에 본 논문은 입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둘러싼 학계의 최근 논의를 정리하고, 입증의 정

도의 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한 필자의 입장을 밝히는 것

을 목 으로 한다. 본 논문은 특히 가능도비율측정법(the likelihood ratio 

measure)이 차이측정법보다 우월한 측정 방식이라는 휘텔슨의 논증이 

‘입증  독립성(confirmational independence)’이라는 의심스러운 개념에 

기 하고 있음을 지 하며, 그 개념의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입증의 정도와 구분되는 입증력(confirmational power), 

즉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의 힘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가능도비율측정법

보다 차이측정법이 입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우월하다고 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입증의 정도의 세 가지 측정 방식 

베이즈주의에서는 배경지식 K 아래 새롭게 얻은 증거 E와 가설 H 사

이의 입증 계를 C(H, E∣K)를 통해 다음처럼 구분한다. 

그러나 베이즈주의를 둘러싼 논증을 그 게 평가 하하 휘텔슨이 제시한 

‘측정 방식에 민감한 문제’는 최소한 입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

식  가장 설득력이 높은 측정의 방식을 고를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이해

할 수 있다. 

 3) 입증의 정도의 다양한 측정 방식이 지닌 장단 을 비교하는 작업의 의의를 

좀 더 상술하자면 다음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입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과정은 ‘입증’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는 과학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입증 개념을 정확하게 밝힘으

로써 과학자들의 연구가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통계  자료처리  평가

를 한 기 로 리 사용되고 있는 확률의 개념이 증거와 가설의 연  

계를 분석하는 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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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E∣K) ＞ 0 iff E는 H를 입증한다 

iff Pr(H｜E&K)＞Pr(H｜K) 

iff E를 새로운 증거로 얻게 되었을 때 H

에 한 믿음의 정도가 증가한다. 

C(H, E∣K) ＜ 0 iff E는 H를 반입증(disconfirm)한다 

iff Pr(H｜E&K)＜Pr(H｜K)

iff E를 새로운 증거로 얻게 되었을 때 H

에 한 믿음의 정도가 감소한다.

C(H, E∣K) ＝ 0 iff E는 H와 무 하다(irrelevant). 즉 H를 

입증하지도 반증하지도 않는다 

iff Pr(H｜E&K)＝Pr(H｜K) 

iff E를 새로운 증거로 얻게 되었을 때 H

에 한 믿음의 정도가 증가하지도 감

소하지도 않고 그 로 유지된다. 

이와 같이 Pr(H｜K)와 Pr(H｜E&K)를 비교하여 K 아래 H와 E 사

이의 계를 입증 계, 반입증 계, 무 한 계로 구분하려는 에 있

어 모든 베이즈주의자는 합의하고 있다. 그러나 C(H, E∣K)의 값을 구

체 으로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입증의 정도의 측정 방식에

는 그와 같은 합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이즈주의자들이 자주 거론

하는 표 인 측정 방식으로는 차이측정법, 비율측정법, 그리고 가능도비

율측정법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입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세 가지의 측정 방식이 표 으로 논의

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본 논문에서도 이 세 가지로 논의를 제한할 것이

다.4) 

차이측정법 (Cd)는 증거를 얻은 이후 가설에 해 가지게 된 사후확률

과 증거를 얻기 이  가설에 해 가지고 있는 사 확률 사이의 차이를 

 4) 이상의 세 가지 측정 방식 이외에도 카르납(R. Carnap)이 제시한 방식으로 

Cc(H, E｜K) = Pr(H&E&K)Pr(K) - Pr(H&K)Pr(E&K), 크리슨텐슨(D. 

Christensen)이 제시한 Cs(H, E｜K) = Pr(H｜E&K) - Pr(H｜∼E&K) 

등이 있다. 하지만 이상의 측정 방식은 지지하는 베이즈주의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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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차이측정법에 따르면 입

증의 정도는 다음처럼 계산한다. 

(Cd) Cd(H, E｜K) = Pr(H｜E&K)-Pr(H｜K)

가장 직 이라고 할 수 있는 차이측정법은 입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  가장 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 표 인 옹호자는 이어만

(Earman), 엘스(Eells), 길리스(Gillies), 제 리(Jeffrey), 로젠크 츠

(Rosenkrantz) 등이 있다. 

다음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Pr(A｜B&K)=0.9이고 Pr(A｜K)=0.7인 경

우와 Pr(C｜D&K*)=0.7이고 Pr(C｜K*)=0.5인 경우, B가 A를 입증하는 

정도와 D가 C를 입증하는 정도는 동일한가? 차이측정법에 따르면 두 경

우 모두 입증의 정도가 0.2로 계산된다. 배경지식 K 아래 B가 A를 입증

하는 정도가 0.2이고, 배경지식 K* 아래 D가 C를 입증하는 정도가 0.2

라는 것이다. 수치상 두 경우에 해 명료한 답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는 매우 불명확한 상태이다. 증거만을 놓고 볼 때 B가 D보다 더 

좋은 증거일까, 아니면 둘 모두 동등하게 좋은 증거일까? B를 발견한 과

학자가 D를 발견한 과학자보다 더 훌륭한 성과를 거둔 것일까, 아니면 

둘 모두 동등하게 성과를 거둔 것일까? 아니면 좋은 증거라는 개념이 

무나 불명료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는 시작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인가?

비율측정법에 의해 입증의 정도를 측정하면 이런 문제를 조 은 피할 

수 있는 듯하다. 비율측정법 (Cr)은 입증의 정도를 다음처럼 계산한다.

(Cr) Cr(H, E｜K) = log[Pr(H｜E&K)/Pr(H｜K)]

비율측정법에 따르면, 의 두 경우에서 B가 A를 입증하는 정도는 

log(0.9/0.7)로 계산되고, D가 C를 입증하는 정도는 log(0.7/0.5)로 계산

된다. 호 치(Horwich), 인스(Keynes), 멕키(Mackie), 마인(Milne), 

슐 싱어(Schlesinger) 등이 옹호하고 있는 비율측정법은 Pr(H｜E&K)

와 Pr(H｜K)의 두 요소를 이용해서 입증의 정도를 측정한다는 에서 

차이측정법과 차이가 없다. 단 비율측정법은 두 요소간의 차이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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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측정한다. 그래서 차이측정법에서는 그 값의 범 가 -1과 1 사이

로 정해지는 데에 반해 비율측정법에서는 그 범 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

는다. 

차이측정법을 따를 때 제기 던 앞에서의 문제가 비율측정법을 따른다

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는다. 비율측정법에 해서도 여 히 B보다 D가 

더 좋은 증거인지 는 B보다 D를 발견한 과학자보다 더 훌륭한 성과를 

거둔 것인지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5) 

휘텔슨, 굳, 헤커만(Heckerman), 펄(Pearl) 등이 옹호하는 가능도비율

측정법 (Cl)은 차이측정법이나 비율측정법과 달리 Pr(H｜E&K)와 Pr(H

｜K)의 두 요소를 직  이용하지 않는다. 그 신 가능도비율측벙법은 

Pr(E｜H&K)와 Pr(E｜∼H&K)를 이용하여 입증의 정도를 계산한다. 

이 때 입증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Cl) Cl(H, E｜K) = log[Pr(E｜H&K)/Pr(E｜∼H&K)]

(Cr)과 (Cl)의 우변에서 log는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를 

한 것이다. 즉 log를 붙이는 것은 차이측정법과 마찬가지로 Cr(H, E｜

K)와 Cl(H, E｜K)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아니면 같은지의 여부에 따라 

입증 계, 반입증 계, 는 무 한 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가능도비율측정법에 따르면 사 확률 Pr(H｜K)와 사후확률 Pr(H｜

E&K)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입증의 정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사후

확률 없이 입증의 정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꼭 가능도비율측정법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장 으로 야 할지에 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

다. 입증의 정도를 계산하려는 것이 개 사후확률을 알게 된 이후 발생

하는 작업이라면 말이다. 사 확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사 확률

을 고려하지 않고 입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에 해 회의 인 시각을 

 5) 사실 이 문제는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B와 D의 비

교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  하나의 가설에 한 입증의 정

도가 더 큰 것이 무엇인가를 비교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크기가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본 논문의 주요 논지에 큰 향을 주지 않기에 논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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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수도 있다. 입증의 질  단 기 이 개 사 확률과 사후확률의 

비교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둘을 제외한 상태에서 입증의 정도를 측정하

는 방식이 어떤 특별한 유용성을 지니는지에 해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

하다. 

이처럼 입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식은 각기 나름 로 해결

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제 서로 간의 비교  평가가 꼭 필요한 

상황을 다음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는 입증의 정도의 

측정 방식에 따라 가장 잘 입증된 가설이 서로 다르게 제시된다. 

세 개의 가설 H1, H2, H3과 증거 E에 해 다음과 같은 확률이 부여

된다고 가정하자.

Pr(H1｜K) = 0.05 Pr(H1｜E&K) = 0.5

Pr(H2｜K) = 0.005 Pr(H2｜E&K) = 0.05

Pr(H3｜K) = 0.9 Pr(H3｜E&K) = 0.009

Pr(E｜H1&K) = 0.6 Pr(E｜∼H1&K) = 0.3

Pr(E｜H2&K) = 0.08 Pr(E｜∼H2&K) = 0.02

Pr(E｜H3&K) = 0.001 Pr(E｜∼H3&K) = 0.9

이 경우에 (Cd), (Cr), (Cl)은 각각 다음과 같은 입증의 정도의 측정 

결과를 내놓는다.

Cd(H1, E｜K) = Pr(H1｜E&K) - Pr(H1｜K) = 0.45

Cd(H2, E｜K) = Pr(H2｜E&K) - Pr(H2｜K) = 0.045

Cd(H3, E｜K) = Pr(H3｜E&K) - Pr(H3｜K) = -0.891

Cd(H1, E｜K) > Cd(H2, E｜K) > Cd(H3, E｜K) 

Cr(H1, E｜K) = log[Pr(H1｜E&K)/Pr(H1｜K)] = log(10)

Cr(H2, E｜K) = log[Pr(H2｜E&K)/Pr(H2｜K)] = log(10)

Cr(H3, E｜K) = log[Pr(H3｜E&K)/Pr(H3｜K)] = log(0.01)

Cr(H1, E｜K) = Cr(H2, E｜K) > Cr(H3, E｜K) 

Cl(H1, E｜K) = log[Pr(E｜H1&K)/Pr(E｜∼H1&K)] = lo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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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2, E｜K) = log[Pr(E｜H2&K)/Pr(E｜∼H2&K)] = log(4)

Cl(H3, E｜K) = log[Pr(E｜H3&K)/Pr(E｜∼H3&K)] = log(1/900)

Cl(H2, E｜K) > Cl(H1, E｜K) > Cl(H3, E｜K) 

이상의 결과가 제시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즉, (Cd)에 따라 입증의 정

도를 측정할 경우 H1이, (Cr)에 따를 경우 H1과 H2가 동일한 값으로, 

(Cl)을 따를 경우 (H2)가 가장 잘 입증된다. 이 게 입증의 정도의 측정 

방식에 따라 가장 잘 입증된 가설이 달라진다면, 입증의 정도는 어떻게 

측정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해 의심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베이즈주의

를 옹호하기 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입증의 정도의 측정 방식  어느 

하나를 선호할 이유를 제시하든가 아니면 다양한 입증의 정도의 측정 방

식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리 용될 이유를 제시하든가 하는 등의 설

명이 필요하다.6) 

다양한 입증의 정도의 측정 방식을 비교하는 작업은 먼  차이측정법

과 비율측정법을 옹호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먼  이 논의를 간단

히 살펴보자. 

3. 차이측정법 대 비율측정법

입증의 정도의 측정 방식이 여러 가지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이

측정법과 비율측정법을 비교하는 논의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구체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의 직  단과 일치하는 측정 방식이 무엇이

냐는 방식의 논변이 차이측정법과 비율측정법 각각의 입장에서 제시되었

다. 먼  비율측정법을 비 하고 차이측정법을 옹호하기 해 제시된 휘

텔슨의 사례를 보자. 

 6)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가능성에 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측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면 입증 이론의 객 성이 훼손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문제는 추후의 작업으로 미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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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휘텔슨의 사례

휘텔슨은 서로 다른 두 가설에 해 동일한 증거가 입증하는 정도를 

측정, 비교하는 사례를 검토한다.7) 휘텔슨은 확률을 부여하는 맥락과 상

없는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Pr(H1｜E&K) = 0.9

Pr(H1｜K) = 0.09

Pr(H2｜E&K) = 0.0009

Pr(H2｜K) = 0.00009

이 때 차이측정법과 비율측정법에 따라 입증의 정도를 측정하면 두 가

설 H1과 H2에 한 증거 E의 입증의 정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 

Cd(H1, E｜K) = 0.81 > Cd(H2, E｜K) = 0.00081. 

Cr(H1, E｜K) = log(10) = Cr(H2, E｜K) = log(10). 

하지만 E가 H1을 입증하는 정도는 H2를 입증하는 정도보다 더 크다

는 직 은 보편 인 듯 하다. 휘텔슨은 이 직 이 특별히 차이측정법을 

옹호하는 입장에 제한 이라고 보지 않는다. 특히 휘텔슨은 두 가설 H1

과 H2가 증거 E에 의해 동일한 정도로 입증된다고 주장하는 비율측정법

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고 말한다.8) 따라서 이 사례는 비율측정법보다 

차이측정법이 더 한 입증의 측정 방식이라는 근거가 된다. 

3.2 슐레싱어의 사례

이와는 달리 슐 싱어는 비율측정법을 옹호하기 해 다음의 사례를 

제시한다.9) 슐 싱어는 세 학생 a, b, c가 5지선다형 문제를 푼다고 가정

 7) 이 사례는 엘스가 제시한 것이라며 소버가 소개하고 있다. Sober, p.228. 

휘텔슨은 소버의 사례를 조  변형하여 제시하고 있다. Fitelson, (1998) 

p.369.

 8) Fitelson, (1998) p.370.

 9) Schlesinger, pp.20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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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Ti를 학생 i는 정답을 썼다는 증거로 보는 구체 인 맥락을 제시한

다. 

A: a는 정답을 알고 있다.

B: b는 정답을 알고 있다.

C: c는 정답을 알고 있다.

여기에서 A, B, C는 가설이고, Ti는 증거이다. 그리고 A, B, C에 

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 확률을 부여한다고 가정하자. 

Pr(A｜K)＝3/5 

Pr(B｜K)＝2/5 

Pr(C｜K)＝1/5.

 Pr(Ta｜A&K)＝1이고, Pr(Ta｜∼A&K)＝1/5이라고 하자. 즉 A

가 정답을 모른다고 하면 제시된 5개의 선택지  어느 하나를 고를 확

률은 같다고 하자.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Pr ｜＝ Pr ｜ Pr    Pr ｜∼Pr ∼  
Pr  Pr ｜ 

    ×
×

 

따라서 비율측정법에 따라 측정한 입증의 정도는 Cr(Ta, A｜K) ＝ 

15/17÷3/5 = 25/17인 반면 차이측정법에 따라 측정한 입증의 정도는 

Cd(Ta, A｜K) ＝ 15/17-3/5 = 24/85이다. 같은 방식을 통해 슐 싱어

는 Pr(B｜Tb&K) ＝ 10/13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Cr(Tb, B｜K) ＝ 

25/13인 반면 Cd(Tb, B｜K) ＝ 24/65이다.  Pr(C｜Tc&K) ＝ 5/9

이고, 따라서 Cr(Tc, C｜K) ＝ 25/9인 반면 Cd(Tc, C｜K) ＝ 16/45이

다. 이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Cr(Tc, C｜K) > Cr(Tb, B｜K) > Cr(Ta, A｜K)

Cd(Tb, B｜K) > Cd(Tc, C｜K) > Cd(Ta, 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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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측정법에 따라 측정한 입증의 정도와 차이측정법에 따라 측정한 

입증의 정도는 각각 Ta와 Tb를 가장 잘 입증된 가설로 꼽는다. 이 결과

로부터 슐 싱어는 비율측정법이 우리의 일상  단에 잘 맞아떨어진다

고 지 한다. 슐 싱어는 학생 c가 정답을 쓰는 것이 가장 놀라운 사실이

라는 에 주목한다. 이  력으로 볼 때 다른 학생들에 비해 학생 c가 

정답을 쓸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상되고, 가장 놀라운 사건은 가장 강

력한 증거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학생 c가 정답을 맞히는 사건은 련된 

가설의 확률값을 가장 높이 상승시키게 된다. 차이측정법은 Cd(Tc, C｜

K) < Cd(Tb, B｜K)라고 함으로써 우리의 일상  직 과 어 난다는 

것이 슐 싱어의 단이다. 

3.3 분석 

이상의 논증은 구체  사례를 통해 우리의 직  단과 일치하는 입

증의 정도의 측정 방식이 무엇인지를 단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각각

의 시도는 다음과 같은 비 에 부딪칠 수 있다. 먼  휘텔슨이 제시한 사

례는 맥락이 없기 때문에 사례라고 할 수도 없다는 비 을 받을 수 있다. 

무의미한 수의 배열을 통해 조작한 것일 수 있다는 비 이다. 무의미한 

수의 배열이라는 주장은 정확한 수치로 제시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가

에 한 회의 인 입장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하지만 휘텔슨이 제시한 사

례는 어떤 맥락에서라도 성립할 수 있다. 확률의 부여 방식이 부합하기만 

하면 된다. 

슐 싱어의 사례에서 제기되는 하나의 문제 만을 지 하되, 먼  슐

싱어의 사례가 하다면 그 사례는 차이측정법 뿐만 아니라 가능도비

율측정법까지도 논박할 수 있다는 을 확인하기로 한다. 

슐 싱어가 Pr(B｜Tb&K)를 10/13으로 계산할 때 그 계산은 Pr(Tb

｜B&K)＝1이고 Pr(Tb｜∼B&K)＝1/5임을 제한다.  Pr(C｜

Tc&K)를 5/9로 계산할 때 그 계산은 Pr(Tc｜C&K)＝1이고 Pr(Tc｜∼

C&K)＝1/5임을 제한다. 그러한 제에 따라 가설 A, B, C의 각각의 

증거 Ta, Tb, Tc에 의한 입증의 정도는 가능도비율측정법에 의해 다음

처럼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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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Ta, A｜K) = log(Pr(Ta｜A&K) / Pr(Ta｜∼A&K)) = log(5) 

Cl(Tb, B｜K) = log(Pr(Tb｜B&K) / Pr(Tb｜∼B&K)) = log(5)

Cl(Tc, C｜K) = log(Pr(Tc｜C&K) / Pr(Tc｜∼C&K)) = log(5) 

Cl(Ta, A｜K) = Cl(Tb, B｜K) = Cl(Tc, C｜K).

즉 세 경우 모두 입증의 정도가 같다. Pr(A｜K)＝3/5이고, Pr(B｜K)

＝2/5, 나아가 Pr(C｜K)＝1/5임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직 과 많

이 어 나는 것이다. 이처럼 차이측정법이 일상  직 에 들어맞지 않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결과를 낳은 가능도비율측정법에 해서 슐 싱어는 

입증의 정도의 측정 방식으로 부 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비율측정법을 옹호하는 슐 싱어의 입장에 한 길리스의 비 은 매우 

심각하다. 길리스에 따르면, Pr(E｜H&K) = 1인 경우, 베이즈의 정리에 

의해 Pr(H｜E&K) = Pr(H｜K)/Pr(E｜K) 이므로 

Pr 
Pr

Pr


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비율측정법이 입증

의 정도를 계산할 때 Pr(E｜K) 이외에 어떤 다른 요소도 고려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길리스는 가설 H의 사 확률 Pr(H｜K)를 고려하

지 않고 입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엉터리라고 주장한다.10) 

이에 해 슐 싱어는 입증의 정도를 1/Pr(E｜K)로 나타내는 것이 오

히려 장 이라고 반박한다.11) 그 이유는 우리가 사 확률이나 사후확률을 

모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슐 싱어의 답변은 증거의 

가설에 한 입증의 정도가 가설과 상 없이 측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를 들어 갈릴 이가 발견한 목성의 성은 톨 마이오스의 천동설이

나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어떤 가설에 따르더라도 동일하게 그럴듯

한 증거라고 평가된다면, 즉 H가 톨 마이오스의 천동설이든 코페르니

쿠스의 지동설이든 상 없이 E가 갈릴 이가 발견한 목성의 성이라고 

할 때 Pr(E｜H&K) = 1을 만족시킨다면, E는 톨 마이오스의 천동설

과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동일한 정도로 입증한다. 이런 함축을 지닌 

10) D. Gillies, (1986) p.111. 
11) Schlesinger, pp.20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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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 싱어의 입장을 받아들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슐 싱어

는 의 경우에 Pr(E｜H&K) = 1을 부정하며 자신의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 즉 톨 마이오스의 천동설을 따를 때, 갈릴 이가 발견한 목성의 

성이라는 증거에 한 믿음의 정도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따를 

때, 갈릴 이가 발견한 목성의 성이라는 증거에 한 믿음의 정도와 다

르며, 그 차이로부터 두 경우의 입증의 정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경우 톨 마이오스의 천동설이든 코페르니쿠스의 지

동설이든 그 사 확률을 몰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슐 싱어는 철학  분석 작업이 상식의 단순한 보조자 역할을 넘어서

서 진리 탐구를 한 훌륭한 도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을 받아들이더

라도 실제 인 의사 결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학  분석 작업이 상식에 

반하는 제안을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12) 과학자들이 차이

측정법이 아니라 비율측정법을 들어맞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사실을 시

해야 하며, 차이측정법을 옹호하는 아무리 좋은 논변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과 어 난 논변은 그 문제 이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 야 한다는 것

이다. 슐 싱어의 이러한 주장은 틀리지 않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 의사 

결정의 과정에서 슐 싱어의 주장 로 과학자들이 가설에 한 사 확률

에 한 고려 없이 가능도만을 따져보고 있느냐이다. 그 주장이 의심스러

운 것이다. 

4. 입증의 측정 원칙

구체  사례 한 두 가지로부터 결론을 직  끄집어내려는 시도는 무모

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직 인 답변이 무엇이냐는 데에 있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13) 입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여러 가

12) Schlesinger, p.212.
13) 휘텔슨 역시 자신이 제시한 사례와 슐 싱어의 사례 등으로부터 어떤 철학

 결론을 끄집어내는 것은 먼  “직 ”인 답변이 무엇이냐는 데에 결정

으로 의존하게 된다는 을 지 하고 있다. Fitelson, (1999) p.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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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식  하나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구체  사례가 아니라 어떤 기본

인 원칙으로부터 출발하더라도 그 원칙의 근거가 단지 하나의 직 에 

근거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제 가장 그럴듯한 입증의 정

도의 측정 방식이 수해야 할 원리가 무엇인지를 근거로 특정한 입증의 

정도의 측정 방식을 옹호한 경우에 해 살펴보자. 

휘텔슨은 입증의 정도의 측정 방식을 비교하기 해 세 가지 직  

원리를 제시한다. 휘텔슨은 이 세 가지 원리에 의해 비율측정법 등을 논

박하고 가능도비율측정법과 차이측정법을 옹호한다. 이와는 달리 비율측

정법을 옹호하고 차이측정법을 논박하는 마인은 입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충족시켜야 할 조건을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이제 이러한 원리 

여덟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4-1. 마인의 원칙

마인은 입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충족시켜야 할 조건을 다섯 가

지로 제시하며,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측정 방식이 비율측정법이라

고 주장한다. 마인이 제시한 다섯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14) 

(1) Pr(H｜E&K) > Pr(H｜K)인 경우 C(H, E｜K) > 0. Pr(H｜

E&K) < Pr(H｜K)인 경우 C(H, E｜K) < 0. Pr(H｜E&K) = 

Pr(H｜K)인 경우 C(H, E｜K) = 0.

(2) C(H, E｜K)는 Pr(*｜K)와 Pr(*｜* K)의 어떤 함수라는 것은 H

와 E의 많아야 열여섯 개의 진리함수  조합을 제한다. 

(3) Pr(E｜H&K) < Pr(F｜H&K)이고 Pr(E｜K) = Pr(F｜K)이면, 

C(H, E｜K) ≤ C(H, F｜K).  Pr(E｜H&K) = Pr(F｜H&K)

이고 Pr(E｜K) < Pr(F｜K)이면, C(H, E｜K) ≥ C(H, F｜K). 

(4) C(H, E&F｜K) - C(H, E&G｜K)는 C(H, E｜K)와 C(H, F｜

E&K) - C(H, G｜E&K)에 의해 완 히 결정된다.  C(H, 

E&F｜K) = 0이면 C(H, E｜K) + C(H, F｜E&K) = 0이다.

(5) Pr(E｜H&K) = Pr(E｜T&K)이면 C(H, E｜K) = C(T, E｜K).

(1)은 입증의 질  계를 구분하는 것으로 모든 베이즈주의자가 합의

14) Milne,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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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바이다. 마인 역시 (1)을 언 하는 몇몇 작을 제시할 뿐 따

로 정당화를 하지 않는다. (2)에 해 마인은 (1)보다 더 상식 이라고 

보고 아무런 설명조차 없이 그냥 넘어간다. (3)은 두 증거가 기 치가 같

은 경우 동일한 가설에 의한 가능도가 더 큰 증거가 입증의 정도도 더 

크다는 생각과 동일한 가설에 의한 두 증거의 가능도는 같지만 두 증거

의 기 치가 서로 다를 경우 기 치가 작은 쪽의 증거가 더 큰 입증의 

정도를 지닌다는 생각을 표 하고 있다. 마인은 (1), (2), (3) 모두가 입증

에 한 확률  설명에서 일반 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바라고 단언한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어기는 측정 방식은 그럴듯한 측정 방식으로 

심각하게 고려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1)과 (3)에 해 아무런 이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일

반 인 직 이라는 데에 동의한다. (2)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단 (2)가 의미하는 바는 조  더 명료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그것은 (2)가 

의미하는 바는 단지 C(H, E｜K)는 Pr(*｜K)와 Pr(*｜* K)의 어떤 함

수일 수도 있다는 것일 뿐 꼭 그 다는 것이 아니라는 이다. 그 다면 

본 논문에서 고려하고 있는 세 가지 측정 방식이 마인의 처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마인은 (4)에서 가설이 조각조각 입증 가능하다는 아이디어가 제시된다

고 말한다. 즉 증거가 복합 일 경우 가설에 한 그 복합 증거의 입증의 

정도는 그 증거가 어떤 과정을 통해 얻었는가와 무 하다는 것이다.  

복합 증거가 한 번의 실험 는 찰을 통해 얻었는가 아니면 여러 번의 

실험과 찰에 의해 차례 로 얻었는가는 그 증거의 입증의 정도를 측정

할 때 아무런 상 이 없다는 것이다. 를 들어 (4)에서 E&F가 H를 입

증하는 정도와 E&G가 H를 입증하는 정도의 차이는 복합 증거인 E&F

와 E&G를 어떤 과정을 통해 얻은 것인지와 무 하다는 것이다. 마인은 

(3)과 (4)가 입증의 정도의 측정 방식  가장 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차이측정법의 귀결이라고 주장하지만, 더 이상의 설명을 제시하지도 않고 

증명을 하는 것도 아니어서 마인의 주장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차이측정법을 옹호하지 않는 마인의 입장에서는 (3) 는 (4)

를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차이측정법을 입증의 정도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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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라고 옹호하는 입장에서도 (3)과 (4)를 연역 으로 도출하게 된다

는 의미인지 확정할 수 없다. 일단 (4)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자. 

(5)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마인은 (5)가 가능도 원리(likelihood 

principle)의 귀결이며, 그 핵심 아이디어는 입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에 

가능도만 고려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마인이 소개한 가능도 

원리는 다음과 같다. 

(M) 배경지식 K에 상 으로 가설 H와 가설 T에 해 증거 E의 

지지 계를 비교하기 해 우리는 두 가능도 Pr(E｜H&K)와 Pr(E｜

T&K)만 고려하면 된다.15) 

그러나 마인이 인정하듯이 가능도 원리 자체가 논란의 소지를 많이 지

니고 있다. 마인은 “올바른 을 가지고 본다면”16) (5)가 매우 설득력

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어도 모든 베이즈주의자가 동의할 수 있는 직

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지 한다. 따라서 (5)는 입증의 정도의 측정 방

식을 선택하는 기 이 되기 어렵고, (5)를 근거로 하여 차이측정법이나 

가능도비율측정법보다 비율측정법이 더 나은 입증의 정도의 측정 방식이

라고 주장하는 것도 설득력이 높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율측정법이 

15) 휘텔슨에 따르면, 가능도주의는 증거와 가설 사이의 입증 계에 해 조

 경험주의(contrastive empiricism)의 입장을 제시한다. 즉 가능도주의는 

하나의 가설이 다른 가설보다 증거에 해 더 많은 확률값을 부여할 때 입

증한다는 아이디어로 기본 으로 입증의 정도를 값으로 측정한다는 것

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가능도주의자가 보기에 입증이란 

단지 상 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 아래 휘텔슨은 가능도 법칙

(LL, law of likelihood)과 가능도 원리(LP, likelihood principle)를 다음처

럼 구분한다. 

  (LL) 증거 E는 가설 H2보다 가설 H1을 선호한다 iff H1이 H2보다 E에 

더 높은 확률을 부여한다. 

  (LP) Pr(E｜H&K)는 H가 E에 해 말하는 바의 모두를 포착하고 있다. 

휘텔슨의 구분을 따른다면, (M)은 (LL)과 (LP)를 섞어 놓은 것으로 생각된

다. 
16) Milne,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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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5)의 원리를 모두 만족시키는 입증의 정도의 측정 방식이라는 

마인의 증명은 보편 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것이다. 

4-2. 휘텔슨의 원칙

휘텔슨은 입증에 한 측면을 다음의 정식을 통해 소개한다. 그것은 다

음과 같다.

(ES) C(H, E∣K) = -C(H, ∼E∣K) 

(CS) C(H, E∣K) = C(E, H∣K)

(HS) C(H, E∣K) = -C(∼H, E∣K)

여기서 (ES)는 증거의 칭성(evidence symmetry)을 말하고 있고, 

(CS)는 교환의 칭성(commutativity symmetry), (HS)는 가설의 칭

성(hypothesis symmetry)을 말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직 을 좀 더 쉽

게 설명하기 해 휘텔슨은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17)

첫째, 증거 E가 가설 H를 지지하는 정도와 동등하게 E의 부정 즉 ∼

E는 같은 가설 H의 지지근거를 약화시키는가?

둘째, 증거 E가 가설 H를 지지하는 정도는 H가 E를 지지하는 정도와 

동등한가? 

셋째, 증거 E가 가설 H를 지지하는 정도와 동등하게 E는 H의 부정 

즉 ∼H의 지지근거를 약화시키는가?

휘텔슨에 따르면 이 세 질문에 한 일상  직 에 따른 답변은 처음 

두 질문에 해서는 부정 이고 세 번째 질문에 해서는 정 이다. 휘

텔슨의 단과 마찬가지로 필자 한 이상의 질문에 한 답변에 부분

의 과학철학자들이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휘텔슨은 이러한 일상  직 의 근거를 좀 더 분명하게 하기 해 다

음과 같이 논증한다.18) 휘텔슨은 처음 두 질문에 해 부정  답변이 직

17) Fitelson, (2002)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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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제시하기 해, 먼  (ES)의 반례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고 

있다. 오랜 기간의 연구를 통해, 즉 수천 마리의 까마귀를 조심스  찰

하고  수천 개의 까마귀가 아닌 것들, 검은 것들, 검지 않은 것들을 살

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은 가설 H*,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주장에 해 

으로 확신하게까지 되지는 못했지만 거의 분명히 참이라고 믿게 

다고 하자.  체로 표 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

자. 즉 검은 색의 까마귀(black raven)뿐만 아니라 검지 않고 까마귀도 

아닌 것(nonblack nonraven)과 검은 색의 까마귀가 아닌 것(black 

nonraven)을 새로 발견하게 된 것이 모두 가설 H*를 아주 미약한 정도

일지는 모르지만 여 히 입증한다고 하자. 그럼 이제 E*를 새롭게 발견

된 증거로써 검지 않은 까마귀(nonblack raven)가 아닌 것이라고 해보

자. 이 경우 E*가 H*를 입증한다고 하겠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매우 미

미하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H*에 한 믿음의 정도가 이미 높고 E*는 

 놀랍지 않은 증거로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E* 즉 

어떤 것이 검지 않은 까마귀라는 증거는 H*의 지지근거를 심각하게 약화

시킬 것이다. 그것은 ∼E*가 깜짝 놀랄만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도 E*는 H*를 지지하는 정도보다 더 크게 H*의 지지근거를 약화시킬 

것이다. 즉 C(H*, E*) << |C(H*, ∼E*)| = -C(H*, ∼E*)이다. 이것은 

(ES)의 반례가 된다.

휘텔슨은  이 사례를 조 만 더 생각해보면 (ES) 뿐만 아니라 (CS)

의 반례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를 들어 검지 않은 까마귀가 아닌 

것의 찰이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가설을 입증하는 정도와 모든 까마귀

는 검다는 가설이 그 상은 검지 않은 까마귀가 아닌 것이라는 찰을 

입증하는 정도는 분명 다를 것이다. 더 분명한 를 들기 해 10번의 하

트 카드를 찰한 것과 그 카드는 빨간 색이라는 가설을 생각해보자. 

자가 후자를 입증하는 정도와 후자가 자를 입증하는 정도가 같은지를 

따져보면, 자가 후자를 더 입증할 것이라는 을 의심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휘텔슨은 (HS)에 한 직 을 옹호하기 해 다음의 측면

들을 명료히 한다. 즉 H와 ∼H는 배타 이고 모든 사례를 다 아우른다

18) Fitelson, (2002) pp.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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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austive)는 것이다. 따라서 E가 H를 지지하는 정도와 E가 ∼H를 

지지하는 정도는 어도 (+/-)의 반  기호를 가진다는 것이 분명하고, 

H와 ∼H의 둘 밖에 없는 경우 하나의 값이 커지는 것은 다른 것의 값이 

작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HS)에 

한 결정 인 논증이 되지는 못하지만 (HS)를 받아들일만한 꽤 그럴듯한 

이유라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제시된 (ES)와 (CS)에 해서는 부정 이고 

(HS)에 해서는 정 으로 단하는 일상  직 의 근거는 한 것

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휘텔슨이 논증하듯이 비율측정법 등 다른 측정 방

식과는 달리 차이측정법과 가능도비율측정법만이 입증에 한 이러한 직

에 잘 들어맞는다면, 차이측정법과 가능도비율측정법이 설득력을 지닐 

수 있는 입증의 정도의 측정 방식이 될 것은 분명하다. 

5. 휘텔슨의 가능도비율측정법 옹호 

휘텔슨은 가능도비율측정법이 입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식

이라는 주장한다. 이를 해 휘텔슨은 먼  퍼스(C. S. Peirce)가 제시한 

직 이라고 하면서 입증  독립성(confirmational independence)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그 개념은 다음처럼 정의된다.19) 

(P) C에 따르면 E1과 E2는 H에 해 입증 으로 독립 이다 iff 

C(H, E1｜E2&K) = C(H, E1｜K)이고 C(H, E2｜E1&K) = C(H, 

E2｜K)이다. 

(P)에서 휘텔슨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E1이 H를 

입증하는 정도가 E2를 이미 알고 있는지의 여부에 의존하지 않고, E2가 

H를 입증하는 정도가 E1을 이미 알고 있는지의 여부에 의존하지 않는다

면, 두 증거 E1과 E2는 가설 H를 독립 으로 입증한다는 것이다. 

19) Fitelson, (2000)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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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휘텔슨이 제시한 입증  독립성 개념이 확률을 믿음의 정도로 

해석하는 베이즈주의의 원칙과 어 난다고 본다. 그것은 E1과 E2가 H와 

무 한 계가 아니라 실제로 H를 입증한다고 할 때, C(H, E1｜E2&K) 

= C(H, E1｜K)  C(H, E2｜E1&K) = C(H, E2｜K)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의심은 일단 고 휘텔슨

의 논증을 먼  자세히 따라가보자. 

입증  독립성 (P)를 기 로 휘텔슨은 다음과 같이 형식화한 부정 

칭 원리(negation symmetry principle) (S)를 제시한다. 

(S) 만약 C(H, E1｜E2&K) = C(H, E1｜K)이고 C(H, E2｜E1&K) 

= C(H, E2｜K)이면, C(∼H, E1｜E2&K) = C(∼H, E1｜K)이고 C

(∼H, E2｜E1&K) = C(∼H, E2｜K)이다.20) 

(S)가 의미하는 바는 가설 H에 해 두 증거 E1과 E2가 입증 으로 

독립 이라면 두 증거는 ∼H에 해서도 입증 으로 독립 이라는 것이

다. 이때 비율측정법은 (S)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탈락한

다. 

이제 휘텔슨은 확률  차폐(screening off)와 입증  독립성을 연결하

기 해 항아리 모델을 제시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21)

공을 넣은 여러 개의 항아리들 에 하나의 항아리를 무작 로 선

택하자. 일부의 항아리에는 하얀 공의 비율이 다른 색 공에 비해 x

이고, 나머지 항아리에는 그 비율이 y이며, 0 < x, y < 1이다. 첫

째 유형의 항아리 비율은 z이며, 0 < z < 1이다. 골라낸 항아리에

서 무작 로 추출된 공은 추출 후 다시 집어넣는다. 

이제 가설 H를 항아리의 하얀 색 공 비율이 x라고는 주장으로 가정하

고, Wi는 i번째(i≥1)로 꺼낸 공이 하얀 색이라고 증거라고 하자. 이 때 

휘텔슨은 x, y, z의 값에 상 없이 H에 해 W1과 W2가 서로 입증

으로 독립 이라고 주장한다. 휘텔슨은 이 사실이 직 이라고 단언한다. 

20) Fitelson, (2000) p.127.
21) Fitelson, (2000)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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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휘텔슨의 단언이 어떤 근거를 지니는지는 의심스럽지만 이 문제 

역시 미 두자. 

휘텔슨은 항아리 모델을 기 로 이제 입증의 측정 방식이 지켜야 할 

성 조건을 다음과 같은 (UC)로 제시한다. 

(UC) 만약 C가 입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한 방식이면, x, y, z의 

값에 상 없이 모든 항아리 모델에 해 C(H, W1｜W2&K) = C(H, 

W1｜K)이고 C(H, W2｜W1&K) = C(H, W2｜K)이다. 

휘텔슨은 항아리 모델을 통해 H에 해 W1과 W2가 서로 입증 으로 

독립 이게 하는 확률  측면이 무엇인지를 모색한다. 그리고 휘텔슨은 

모든 항아리 모델이 다음의 두 정식을 만족한다는 을 근거로 제시한다. 

Pr(W1&W2｜H&K) = Pr(W1｜H&K)Pr(W2｜H&K)

Pr(W1&W2｜∼H&K) = Pr(W1｜∼H&K)Pr(W2｜~H&K)

휘텔슨은 이 두 정식이 차폐 계를 말하고 있다고 한다. 즉 H는 W2

로부터 W1을 차폐하고, H는 W1로부터 W2를 차폐한다는 것이다. 일반

으로 이 두 정식은 W1과 W2가 확률 으로 독립 이라는 , 즉 

Pr(W1｜W2&H&K) = Pr(W1｜H&K)의 필요조건임을 밝힌다. 하지만 

이와 같은 확률  독립성은 H라는 공통원인으로 인해 나타난다고 보고, 

휘텔슨이 말하듯이 H가 W1과 W2 사이를 차폐한다고 할 수 있다. 

휘텔슨은 이제 H에 의한 W1과 W2에 한 차폐 계가 W1과 W2가 

H에 해 서로 입증 으로 독립 이라는 것의 충분조건이라고 제안한다. 

이에 휘텔슨은 (UC)를 다음처럼 강화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SC) 만약 C가 입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한 방식이고 H가 E1로부

터 E2를 차폐하면, C(H, E1｜E2&K) = C(H, E1｜K)이고 C(H, E2

｜E1&K) = C(H, E2｜K)이다.

다만 휘텔슨은 (UC)를 굳이 (SC)로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차이측정법을 배제하고 가능도비율측정법을 옹호하는 데에 (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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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 아래 휘텔슨은 차이측정법이 (UC)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반면 가능도비율측정법은 (UC)를 만족시킨다는 증명을 통해, 가능도비율

측정법이 입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가장 한 방식이라고 결론짓는다. 

이제 이상과 같은 휘텔슨의 논변이 설득력이 있는지를 검토해보자.

6. 입증적 독립성의 두 측면

휘텔슨의 가능도비율측정법 옹호 논변은 휘텔슨이 퍼스의 직 이라고 

소개한 입증  독립성 개념에 기 하고 있다. 그러나 입증  독립성 개념

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와 그 개념이 입증의 정도 측정 방식의 논의에 

하게 도입되고 있는 것인지는 의심스럽다.22) 이 을 좀 더 고민해보

자. 

휘텔슨은 다음 그림에서 보이듯이 공통원인에 의한 두 사건 계를 염

두에 두고 입증  독립성 개념을 소개한다. 

  E1

H

  E2

22) 휘텔슨이 퍼스의 진술이 과연 휘텔슨이 해석하는 입증  독립성을 의미하

는지에 해 조이스(J. Joyce)와 마어(P. Maher)는 동의하지 않는 듯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텔슨은 자신의 독해가 가장 정합 인 것이고, 직

이며, 나아가 인공지능 계의 연구자들도 채택하고 있는 정의라고 주장한

다. 논란이 되는 퍼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 two arguments which are entirely independent, neither weakening 

nor strengthening the other, ought, when they concur, to produce a[n 

intensity of] belief equal to the sum of the intensities of belief which 

either would produce separately. 

Fitelson, (2000) p.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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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E1이 H를 입증하는 것은 E2를 알고 있는 것과 입증의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 무 하다는 것이 휘텔슨이 제시하는 입증  독립성이다. 

를 들어 H를 한일간의 축구경기 결과라고 하자.  E1은 조간신문에서 

H에 한 보도를 한 기사이고 E2는 라디오의 아침 뉴스에서 방송한 H

에 한 보도라고 하자.23) 물론 E1과 E2는 서로 다른 취재원에 의해 습

득된 정보를 기 로 만들어진 기사 는 방송 원고이다. 이 경우 라디오

의 아침 뉴스에서 한일간의 축구경기 결과를 듣지 못했어도 조간신문을 

통해 한일간의 축구경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휘텔슨이 주장하

듯이 E2를 알고 있는 것과 무 하게 E1은 H를 입증한다. 그러나 그 

계가 입증의 정도를 측정할 때에도 성립하는지는 의심스럽다.

휘텔슨의 입증  독립성 개념은 단순하지 않다. 휘텔슨의 입증  독립

성 개념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해 필자는 다음 두 개념을 구분하고자 

한다. 그것은 입증력과 입증의 정도의 구분이다. 입증력은 증거가 어떤 

가설에 해 가지는 힘의 총체이다. 즉 입증력은 아직 실 되지는 않았지

만 어떤 가설에 해 얼마만큼의 입증의 정도를 발휘할 수 있는지의 한

도를 알려 다. 입증의 정도는 구체  맥락에 따라 입증력의 일부만 발휘

될 수 있다. 입증의 정도는 입증력이 발휘되어 실제로 가설에 한 믿음

의 정도가 상승한 바이다. 즉 입증의 정도는 입증력의 일부분이며, 입증

력은 입증의 정도에 의해 실 된 값과 실 되지 않은 값의 합이다. 

이제 입증력과 입증의 정도의 구분에 따르면 휘텔슨의 입증  독립성

은 입증력의 측면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다. E1은 H에 해 E2와 입

증력의 측면에서 입증 으로 독립 이다. 그러나 입증의 정도의 측면에서

는 입증  독립성은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베이즈주의에서 입증은 일정

한 배경지식 아래 가설에 한 믿음의 정도가 증거에 의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앞의 를 다시 보자. 조간신문의 한일간의 축구경기 기사 E1은 라디

오의 아침 뉴스의 한일간의 축구경기 보도 E2와 독립 으로 한일간의 축

구경기 결과 H를 독립 으로 입증한다는 것이 휘텔슨의 주장이다. 필자

는 이 때 휘텔슨이 의도한 독립  입증이 증거의 입증력을 따지는 측면

23) 이 는 소버에서 빌려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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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E2가 아무리 좋은 증거라고 해

도 H가 확률값 1을 부여받는 동어반복이 아니라면 E1이 H를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에서 독립 이라는 것이다. 다

만 변할 수 있는 은 E1이 얼마만큼 증거의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는가

이다. 즉 E1이 H를 입증하는 증거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맥락

에 따라, 즉 다른 증거가 얼마나 알려져 있는가 등에 따라 H에 한 입

증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E1이 얼마나 좋은 증거인가라는 문제는 맥

락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24) 한일간의 축구경기 결과에 

해 라디오의 아침 뉴스에서 이미 정보를 얻었다면 이후 조간신문을 통

해 다시 소식을 듣는 것은,  다른 결과를 주장하지 않는 이상, 기존

의 한일간의 축구경기 결과에 한 믿음의 정도를 크게 변화시키지는 못

했을 것이다. 그것은 같은 정보를 다른 경로를 통해 다시 확인한 것에 불

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의 입증의 정도는 어떤 정보를 처음 했

을 경우와 다를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입증의 정도는 맥락의 향을 받지만 입증력은 맥락의 향을 받지 않

는다.25) 즉 입증력은 맥락에 상 없이 동일하지만 입증의 정도는 맥락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만약 조간신문을 통한 소식이 라디오의 아침 뉴스 이

에 해졌다면, 그 입증력은 분명히 라디오의 아침 뉴스 이후에 얻게 

된 상황과 달라지지 않지만 입증의 정도에서는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

다. 따라서 H에 해 E1과 E2가 입증 으로 독립 이라는 것은 서로의 

제가 입증력의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휘텔슨이 제시한 

24) 좋은 증거라는 의미는 아직 명료한 기 이 없다. 입증의 정도가 높은 증거

가 좋은 증거인지 아니면 입증의 정도를 어느 수 에까지 올려놓는 것이 

좋은 증거인지 하는 문제는 더 생각해볼 문제이다. 입증의 정도만을 따지는 

경우 왜 일반 으로 과학계에서 최 의 실험 결과  증거를 높이 평가하

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 엄 하게 말하자면 입증력이 맥락의 향을 받지 않는다는 진술을 옳지 못

하다. 왜냐하면 입증의 논의에는 언제나 배경지식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입증력이 맥락의 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입증의 정도에 상

으로 그 다는 것으로, 기본 인 배경지식 이외의 특별한 맥락이 향력

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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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독립성은 바로 입증력의 차이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E1과 E2의 서로의 제가 H에 한 입증의 정도에서는 차이

를 가져온다. 배경지식의 차이를 가져오고 사 확률의 변화를 가져오는 

E2라는 제는 E1이 H에 해 E2와 입증 으로 독립 이지 않게 한다. 

H에 한 믿음의 정도는 언제나 확률 공리에 따라 0과 1 사이에 있다. 

그런데 H에 한 믿음의 정도를 변화시키는 다른 증거 E2가 나타나 배

경지식을 변화시킨다면 논란이 되는 증거 E1은 더 이상 E2가 없을 경우

와 마찬가지로 H에 해 입증의 정도를 변화시킬 수 없다. 따라서 입증

의 정도를 따질 때 H에 해 E1과 E2가 입증 으로 독립 이라고 말할 

수 없다. C(H, E1｜E2&K) = C(H, E1｜K)  C(H, E2｜E1&K) = 

C(H, E2｜K)를 성립시키는 E1과 E2는 H에 무 한 경우뿐이다. 

항아리 모델에서 H에 해 W1과 W2가 서로 입증 으로 독립 이라

는 휘텔슨의 주장 역시 입증력의 차이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

이다. W1이 H를 입증하는 것은 W2를 알고 있는 것과 무 한데, 이 때

의 무 성은 W2를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 W1의 입증력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의미 즉 W1의 입증력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일단 W2가 알려지고 난 후 H에 한 W1의 입증의 정도를 따질 

때, 배경지식은 그 이 에 비해 변화가 있고 H에 한 사 확률값도 달

라진다. 따라서 W1의 입증의 정도를 계산할 때에는 그것이 W2가 알려

지고 난 후인지 아니면 그 이 인지가 요하다. 즉 W1은 H에 해 

W2와 입증의 정도를 측정할 때 입증 으로 독립 이지 않다.26) 결국 휘

텔슨이 차이측정법을 논박하고 가능도비율측정법 옹호하려 한 시도는 실

패라고 평가할 수 있다. (UC)에서 주장되듯 C(H, W1｜W2&K) = C(H, 

W1｜K) 는 C(H, W2｜W1&K) = C(H, W2｜K)이려면 W1과 W2

가 모두 H에 무 한 경우라야 하는 데 항아리 모델에서 W1과 W2는 모

두 H에 무 하지 않기 때문이다. (UC)가 잘못이므로 (UC)보다 강한 주

장인 (SC)는 물론 받아들일 수 없다.

26) 이는 인과와 입증의 비 칭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는 추후 

검토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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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증력, 입증의 정도, 그리고 차이측정법

재까지의 논의 결과, 가능도비율측정법과 차이측정법이 어도 비율

측정법에 비해 입증의 정도의 측정 방식으로 선택받기에 더 좋다는 은 

분명해졌다. 슐 싱어나 마인의 비율측정법 옹호 논변이 모두 잘못된 

제를 지니고 있다는 이 본 논문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 은 입

증  독립성 개념이 불명료하다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휘텔슨이 

부정 칭 원리 (S)는 부정되기 어렵다는 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된다. 

(S)는 입증  독립성을 질 으로 이해할 때뿐만 아니라 입증의 정도를 

측정할 때에도 C가 0인 극단 인 경우, 즉 E1과 E2가 모두 H와 무 할 

경우 성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휘텔슨이 제시한 비율측정법이 (S)

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증명은 세 가지의 입증의 정도 측정 방식  비

율측정법을 배제하도록 한다. 

그 다면 가능도비율측정법과 차이측정법  무엇이 더 나은 입증의 

정도의 측정 방식인가? 차이측정법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산 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차이측정법이 가장 직 이라고 보이는 만큼의 

장 을 지닌 것 역시 사실이다. 나아가 입증의 정도의 측정 방식으로 가

능도비율측정법보다 차이측정법을 선호할 이유가 본 논문에서 확인되었

다. 그것은 바로 앞에서 논의한 입증력과 입증의 정도를 구분하여 입증  

독립성 개념을 이해할 때 휘텔슨의 가능도비율측정법 옹호 논증은 역으

로 가능도비율측정법을 반박하는 데에 이용된다는 이다. 휘텔슨의 논증

은 가능도비율측정법이 입증의 정도의 입증  독립성을 따른다는 을 

보여 다. 이것은 이제 가능도비율측정법의 약 이 된다. 왜냐하면 앞에서 

지 했듯이 입증의 정도는 부분의 경우 입증  독립성을 허용하지 않

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증의 정도는 부분의 경우 입증  독립성을 허용

하지 않는다는 을 정확하게 지 하고 있는 차이측정법은 가능도비율측

정법보다 상  우월하다고 하겠다. 

 입증력과 입증의 정도를 구분하면 가능도비율측정법은 입증의 정도

보다 입증력을 측정하기에 합할 수 있다는 이 돋보인다. 그것은 가능

도비율측정법이 사 확률과 사후확률에 의존하지 않고 가능도에만 의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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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입증력을 측정함에 있어 가능도의 비율이 증거의 모든 측면

을 아우를 수 있느냐의 문제는 재고의 필요성이 있지만 어도 증거의 

새로움의 정도를 잘 반 한 값이 가능도비율측정법이기 때문이다. 

입증력과 입증의 정도의 구분은 가능도비율측정법을 옹호하는 굳의 직

을 설명할 수도 있다. 굳은 입증의 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Pr(E｜

H&K)와 Pr(E｜∼H&K)의 두 요소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굳은 Pr(H｜E&K)가 수학 으로 결정되기 해 Pr(E｜H&K)와 Pr(E｜

∼H&K) 사이의 함수값 f[Pr(E｜H&K)/Pr(E｜∼H&K)] 이외에 Pr(H

｜K)가 필요하다고 지 한다. 이 게 입증의 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Pr(H

｜K)가 불필요하다는 굳의 주장은 그 필요성을 역설하는 길리스의 주

장27)과  다른 직 에 근거하고 있다. 즉 가능도비율측정법이 사후확

률 Pr(H｜E&K) 값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입증의 정도를 계산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장 인지 아닌지에 해 서로 다른 직 을 제시하

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입증의 정도를 계산하는 작업이 개의 경우 사

후확률을 구한 이후에 일어나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후확률을 지니고 있

지 않은 상황에서 입증의 정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은 장 이 될 수 

없다. 다만 입증의 정도를 측하는 작업이 있겠는데 이 경우 필요로 하

는 것은 가능도비율측정법에 의해 계산할 수 있는 입증력이다. 물론 입증

력에 의해 입증의 정도를 구체 으로 계산해낼 수는 없지만 입증력은 입

증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상에서 검토한 입증의 정도의 측정 방식의 여러 측면들은 차이측정

법에 호의 이라고 할 수 있지만, 차이측정법이 올바른 입증의 정도의 측

정 방식이라고 결론짓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근거이다. 따라서 올바른 입

증의 정도의 측정 방식이 무엇인가에 한 고민은 좀 더 정교한 작업을 

필요로 한다. 

27) 이 은 길리스가 비율측정법을 비 할 때 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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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14

The Problem of Measuring the Degree of Confirmation

Yeongseo Yeo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blem of measure sensitivity raised 

by B. Fitelson. The problem is important in that the validity of 

some well-known arguments for Bayesian confirmation theory 

depend on the choice of measure. Fitelson argues for the 

likelihood ratio measure relying on the concept of confirmational 

independence. However, the concept of confirmational independence 

is unclear. In order to clarify the concept, we must distinguish 

the confirmational power and the degree of confirmation. The 

latter is a part of the former in that it is actualized. Based upon 

this distinction, this paper claims that Fitelson's argument for the 

likelihood ratio measure fails.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difference measure is the best way for Bayesian 

confirmation theory. 

[Key Words] confirmation, measure sensitivity, Bayesian 

confirmation theory, Fitelson, confirmational 

independ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