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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논증에서 관찰 선택 효과에 대한 논쟁:

확률  추론의 에서†

1)

김  성
‡

이 글은 설계 논증에서 최근에 진행되었던 쟁점을 논의한다. 소버(Sober 

2004, 2009)는 지적 설계자 가설을 정당화하는 설계 논증에서 그 가설이 다

른 경쟁 가설인 우연에 관한 가설보다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소버는 인간 중심 원리가 결합된 관찰 선택 효과와 우도의 법칙으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한다. 와이스버그(Weisberg 2005, 2010)는 소버의 논증을 비판

하면서 그 논증이 설계 논증에 대한 비판으로는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우선, 소버와 와이스버그의 각 논증들을 검토하여 이들 각각의 논증이 갖는 

설득력을 평가한다. 특별히 이들이 상대에게 제기하는 문제들의 의미와 중요

성 그리고 합당성을 평가하겠다. 다음으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한 가지 가

능한 답을 제시하겠다. 그 답은 소버와 와이스버그의 주장들이 함께 일관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려는 것이며, 입증에 대한 논의에서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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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설계 논증(The design argument)은 대표적인 신 존재 증명의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오늘날에는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천체 물리

학자1), 생명 과학자(Dembski and Ruse eds. 2004) 등 자연 과학자들도 

설계 논증에 주목한다. 또한 설계 논증이 갖는 추론의 구조는 과학 철학자, 

수학자, 컴퓨터공학자에게 과학적 추론에 관한 쟁점이 된다(Bostrom 

2002; Dembski 1998; Halpern 2009). 이 쟁점은 지적 설계자 가설의 설

득력을 평가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확률에 근거한 추론의 관점에서 설계 

논증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있어 왔다. 특별히 인간 중심 원리(anthropic 

principle)(Carter 1974, 2004; Leslie 1989; Tipler 1988)라는 새로운 인

식적 원리를 전제한 확률적 추론, 특별히 우도(likelihood)를 이용하여 그 

문제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 왔다(Hacking 1987, McGrath 1988, Sober 

1993, 1995, 2004, 2008, 2009). 이들 논의의 핵심은 지적 설계자 가설을 

옹호하는 설계 논증의 한계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있다. 그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이론의 하나로 소버(Sober 2004/2004*2); 2008)의 논증

을 주목할 만하다. 소버는 인간 중심 원리와 결합한 관찰 선택 효과

(observation selection effect)에 우도의 법칙(The law of likelihood)3)

을 적용하여 지적 설계자 가설이 이와 경쟁하는 다른 가설보다 더 나을게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확률적 추론의 관점에서 설계 논증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소버의 논증이 그것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쟁의 여지

가 있다고 본다(Halpern 2009; Monton 2006). 특별히 와이스버그

 1) 호킹(Hawking 1973), 휠러(Wheeler 1982) 등이다. 이들의 언급과 이에 관

한 구체적인 문헌은 해킹(Hacking 1987)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소버(Sober 2004*)는 Manuscript로서 소버(Sober 2004)의 수정본이다. 필

자는 주로 소버(Sober 2004*)를 참고하였다.

 3) ‘우도의 법칙(the law of likelihood)’은 ‘우도의 원리(the likelihood 

principle)’와 구분된다. 우도의 원리는 다음을 말한다. 어떤 실험의 결과로 

얻은 우도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우도 함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 실

험의 결과가 가질 증거적 의미에 무관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도 함수

만이 통계적 추론을 위해 필요한 유일한 근거라는 것이다(Hacking 1965, 

65). 우도의 법칙에 대해서는 2, 3장에서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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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sberg 2005)는 소버의 논증에 대해 흥미로운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

기하였다. 와이스버그는 관찰 선택 효과와 관련하여 소버의 논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소버의 논증이 설계 논증의 한계를 보여주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비판에 대해 소버(Sober 2009)는, 관찰 선

택 효과가 우리의 추론에서 갖는 역할을 보다 엄 하게 형식화하여 제시한

다. 이를 토대로 와이스버그의 비판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지적하고 관찰 

선택 효과의 의미와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소버와 와이스버그의 논쟁에서 

쟁점은, 인간 중심 원리와 결합한 관찰 선택 효과로 증거를 평가할 때 그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 지로 수렴된다. 이 논쟁은 단순히 설계 논

증의 정당성을 논의하는 데 한정되지 않으며 증거와 가설에 대한 이해 그

리고 이들의 관계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논의를 전달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소버의 논증과 와이스버그의 논증 모두를 검토하고 

평가한 후 이를 토대로 두 논증의 관점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일관될 수 

있는지를 우선 보여주겠다. 다음으로 이들 두 관점 각각에서 나타나는 한

계를 지적하고 이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관찰 선택 효과에 대한 새로운 

형식화를 제시하겠다. 이 글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설계 논증

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최선의 설명을 위한 추론(귀추법)으로 설계 논증이 

어떻게 형식화될 수 있는지를 보겠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기체 설

계 논증으로 논의하겠다. 3장에서는 이 글의 중심이 될 조정 설계 논증을 

소개한 후, 이 논증에 대한 소버의 비판 논증 그리고 이에 토대가 되는 인

간 중심 원리와 관찰 선택 효과가 무엇이고, 소버의 논증에서 이들의 역할

이 무엇인지 보겠다. 4장에서는 저격수 사례를 중심으로, 소버의 논증에 

대한 와이스버그의 비판과 이에 대한 소버의 응답을 논의하겠다. 5장에서

는 그물 사례를 중심으로, 소버의 논증에 대한 와이스버그의 비판과 이에 

대한 소버의 응답을 논의하겠다. 6장에서는 와이스버그와 소버의 논증들을 

평가하고 이들의 의미와 한계를 논의하겠다. 7장에서는 관찰 선택 효과에 

대한 새로운 형식화를 제시하겠다. 이 형식화가 논의된 논쟁을 어떻게 해

소하는지 보여주고, 관찰 선택 효과가 결합된 가설과 증거의 일반적인 관

계에 대해 보다 설득력 있는 일반화를 제시하겠다. 8장에서는 이 글의 논의

를 또 다른 관련된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간략히 언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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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논증에 대한 우도(likelihood)의 해명: 유기체 

설계 논증을 중심으로4) 

설계 논증(design arguments)은 존재론적(ontological) 논증, 우주론

적(cosmological) 논증과 함께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논증의 하나이다. 존재론적 논증은, 경험적 사실에 의지하지 않고 개념들

의 관계로 신을 증명한다는 의미에서 선험적인 논증이 된다. 신에 관한 

속성들을 생각할 수(conceivable) 있다는 전제로부터 신의 존재를 이끌어

내는 안셀무스(Anselmus)의 신 존재 증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반면에 

우주론적 논증과 설계 논증은 경험적인 논증이다. 우주론적 논증의 아이

디어는 간명하다. 현재 발생한 사건의 원인을 최초의 원인인 신으로 소급

하여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 글에서 논의할 설계 논증

은 다시 ‘유기체(organismic) 설계 논증’과 ‘정교한 조정(fine-tuning) 논

증’으로 부르는 우주(cosmic) 설계 논증으로 구분된다. 유기체

(organismic) 설계 논증은 유기체가 현재 생존하는 환경에 적응하여 얻

은 형질들과 이들의 정 성에 근거한다. 예를 들어 척추동물의 눈은 그들

의 환경에 나타난 사물들을 지각할 수 있게 하여 자신들을 생존하게 한

다. 만약 척추동물의 눈의 형태와 조직이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그 눈은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 논증에 따르면 신의 존재가 

유기체의 그런 놀라운 특질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정교한 조정 논증

으로 부르는 우주 설계 논증은, 우주는 단순한 법칙에 따라 안정성을 유

지하고 있으며 우주의 물리적 특질이 생명체들을 생존하게 하였다는 데

에 주목한다. 우주의 안정성을 유지하게 하는 힘들의 균형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었다면 인간과 같은 지적인 생명체의 현존은 불가능하였을 것

이고, 따라서 신의 존재가 그런 우주의 안정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두 설계 논증 모두 주장하는 바는 한 가지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의 특질은 신이 의도한 계획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신의 마

 4) 2장은 ‘다윈 탄생 200주년 기념 연합학술대회(2009)’에서 필자가 발표한   

｢진화론에서 디자인 논증의 의미｣의 일부이다. 당시에 논평을 해 주신 고인

석 선생님과 토론을 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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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배제한 채 자연의 과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Sober 

2004/2004*). 이 장에서는 설계 논증을 논의할 때 자주 언급되는 유기체 

설계 논증을 중심으로 설계 논증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겠다. 

특별히 지적 설계자 가설과 증거의 관계에 우도(likelihood)를 적용하여 

설계 논증의 논리적 구조를 검토하겠다. 다음으로, 우도가 무엇인지 소개

하겠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이 글의 주요 쟁점인 정교한 조정 논증의 논

리적 구조를 검토하겠다.

설계 논증의 아이디어는 아퀴나스(Aquinas 1224-1274)5)의 신 존재 증

명들 중 하나에도 나타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논증의 형식은 패

일리(Parley 1836)가 제시하는 논증에서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하자. 외딴 섬의 갈대숲에서 어떤 사람이 시계를 발견하였다. 그는 지

금까지 단 한 번도 시계를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시계의 유기적인 구조와 

시간을 알리는 정확성에 매우 놀랐다. 그는 그 놀라운 증거로부터 두 가

지 가설을 추론한다. 이 추론은 ‘귀추법(abduction)’, 또는 ‘최선의 설명을 

위한 추론(inferences to the best explanation)’으로 잘 알려져 있다.6) 

귀추법은 하나의 특정한 놀라운 현상을 관찰하였을 때 이 현상을 가장 설

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추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성에서 

지구의 계곡과 거의 같은 지형이 발견되었다고 가정하자. 그 지형의 존재

를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가설로서 물의 존재에 관한 가설을 

추론할 수 있다. 이 추론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논리적 형식이 된다.

증거 E(화성에서 계곡 지형을 발견하였다.)

If H(물이 있다면), then E(계곡이 있을 것이다). 

가설 H(화성에 물이 있다.)

 5) 아퀴나스의 원문에 대한 영어 번역(Five ways of Prove that God Exists)

과 패일리의 원문(“Design Argument” in Natural Theology 1836) 발췌는 

소버(Sober 1995, 114-118)에 실려 있다.

 6) 귀추법, 또는 최선의 설명을 위한 추론은 퍼스(C. Peirce)의 독창적인 아이

디어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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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론을 따를 때 증거 E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다양한 가설이 가능

하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패일리는 시계를 발견한 사실로부터 추론

할 수 있는 가설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 가설 H1은, 시계는 자연

의 물리적 변화로 생성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설 H2는, 시계는 지적 

설계자(the intelligent designer)가 만들었다는 것이다. 두 가설 중 어떤 

가설을 선택할지는 ‘경이의 원리(the surprising principle)’를 따른다

(Sober 1993 28-36; 1995 52-60). 우선, 주어진 증거가 어떤 가설의 내

용을 더 놀라운 사건으로 다시 말해 하나의 기적으로 만드는지를 판단한

다. 다음으로, 현실적으로 덜 놀라운 다시 말해 실현될 가능성이 더 높은 

가설을 선택한다. 증거로 주어진 시계는 첫 번째 가설 H1을 두 번째 가

설 H2보다 더 놀라운 기적으로 만들므로, 덜 놀라운 다시 말해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두 번째 가설인 지적 설계자 가설 H2를 우리가 선택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두 번째 가설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직관에 

부합한다는 데 별 다른 이의는 없을 것이다.

패일리는 이 추론을 유기체의 구조에 적용한다. 현존하는 유기체의 정

한 구조를 증거로 삼아 이 증거로부터 진화론과 창조론 두 가지 가설을 

이끌어내어 비교한다. 진화론의 가설에 따르면, 현재의 유기체는 자연 진

화의 결과이다. 창조론의 가설에 따르면, 유기체는 지적 설계자인 신이 만

든 결과물이다. 패일리는 시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기체의 구조는 진화

론 가설보다 지적 설계자에 관한 창조론 가설을 덜 놀랍게 한다고 본다. 

따라서 지적 설계자 가설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 

패일리가 제시한 지적 설계자 논증은 다음과 같이 형식화 할 수 있다. 

       시계의 구조 (E1)                   시계의 구조 (E1)  
      

   자연의 물리적 변화 (H1)                지적 설계자 (H2) 

     유기체의 구조 (E2)                  유기체의 구조 (E2)

       자연 진화 (H3)                  지적 설계자 (신) (H4)

E1로부터는 H1보다 H2를, E2로부터 H3보다 H4를 선택하게 하는 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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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설은 다음과 같이 ‘우도의 법칙(the law of likelihood)’7)으로 표현

된다.

Pr(E｜Ha) > Pr(E｜Hb)이면 E는 Hb 보다 Ha를 지지(support)한다.

시계와 유기체 각각의 경우에 

Pr(E1｜H1) < Pr(E1｜H2)

Pr(E2｜H3) < Pr(E2｜H4)이므로

E1이 H1을 지지하는 정도보다 H2를 지지하는 정도가 더 높고, E2가  

H3을 지지하는 정도보다 H4를 지지하는 정도가 더 높다. 그러므로 H2보

다 H1이 E1을 더 놀라운 증거로 만들고, H4보다 H3이 E2를 더 놀라운 

증거로 만든다. 따라서 우도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H1보다 H2를 H3보

다 H4를 선택하는 것이다. 우도의 특성(Sober 1993, 30-33)은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도는 주어진 가설을 참으로 가정할 때 증거의 진술이 참일 개

연성이다. 예를 들어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1/2이다.’는 가설 H가 

참일 때 ‘동전을 두 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증거 E로 고

려하자. 이 경우에 E에 대한 H의 우도 Pr(E|H)를 묻는다면 누구든지 

1/4이라 답할 것이다. 우도가 그처럼 모두에게 특정한 값으로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우도는 객관성을 가진다.8)

둘째, 우도는 증거에 대해 어떤 가설이 상대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H*가 ‘양면 모두 앞면으로만 만들어진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1이다.’라는 가설이면 앞서와 같은 증거 E인 

‘동전을 두 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온다.’에 대한 우도 Pr(E｜H*)는 1이 

 7) 지적 설계자 가설에 대한 평가에서 우도의 법칙을 주목한 철학자는 아마도 

해킹(Hacking 1965, 54-73)이 처음일 것이다.

 8) 이 특성은 관찰 선택 효과를 위한 증거가 결합할 때 분명하지 않게 된다. 

필자는 이 글의 8장에서 그 문제를 중심으로 관찰 선택 효과 및 우도에 기

초하여 가설과 증거의 관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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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E에 대한 우도 Pr(E|H)=1/4과 우도 Pr(E｜H*)=1을 합하면 

그 값은 당연히 1을 넘는다. 확률은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한 확률을 합

할 때 1이 되는 확률의 공리를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우도의 합은 얼마

든지 1을 넘어설 수 있다. 따라서 우도는 개연성을 표현하지만 확률

(probability)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우도는 입증(confirmation) 관계와 비교할 때 그것의 특징이 분

명해진다. 입증은 증거에 비추어 가설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것이지만 우

도는 가설에 비추어 증거의 설득력이나 의미(significance)를 평가하는 

것이다. 내가 사는 아파트의 위층에서 들리는 소음을 증거 E로 삼아 하

나의 가설 H를 추론할 수 있다. 그 가설 H는 아파트 위층에 요정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증거 E가 주어질 때 이 가설 H에 대한 입증의 

정도 Pr(H|E)는 매우 낮을 것이다. 반면에 그 가설 H가 참이라고 가정

할 때 증거 E에 대한 우도 Pr(E|H)는 오히려 높을 수 있다. 

넷째, 우도는 베이스주의 입증 이론(Bayesian theory of 

confirmation)등 베이스주의 추론의 기본 형식인 베이스 정리(Bayes 

theorem)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이다. 베이스 정리는 주관적인 사전

(prior) 확률의 관계 Pr(H)/Pr(E)와 우도 Pr(E｜H)의 곱으로 다음과 같

이 제시된다. 

Pr(H｜E) = [Pr(H)Pr(E｜H)] / Pr(E).

사전 확률의 존재 가능성이나 사전 확률이 가진 주관적 속성에 회의적

인 사람들은 객관적인 관계인 우도만으로 과학적 추론의 형식적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9)

다음 장에서는 우도의 법칙이 다른 대표적인 설계 논증인 정교한 조정 

논증에 대해 보여주는 흥미롭고도 놀라운 결과를 검토하겠다.

 9) 베이스 정리, 베이스주의, 우도의 관계에 대한 소개 그리고 우도의 법칙에 

대한 비판들은 소버(Sober 2008, 1～41)에서 잘 정리되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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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교한 조정 논증에 대한 소버의 비판: 인간 중심 

원리와 관찰 선택 효과10)

앞서 보았듯이 설계 논증의 다른 하나는 우주 논증이며 정교한 조정

(fine-tuned) 논증으로 부른다. 이 논증은 우리의 우주가 잘 조정된

(fine-tuned) 상태라는 관찰에서 시작한다. 만약 우주의 근본이 되는 여

러 물리적 힘이 균형을 이루지 않았다면 우주의 여러 상수(constants)는 

지적인 생명체가 생존하여 진화할 수 있게 정교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였

을 것이다. 다양한 물리적 상수들의 값이 유기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것

이다. 만약 이들의 값이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유기체의 존재는 불가능하

였을 것이다. 이런 균형 상태가 무엇인지는 다음에서 알 수 있다

(Mcmullin 1993, 378; Sober 2004*).

만약 강한 핵력이 다른 힘들에 비해 2% 정도 약하였다면 모든 수소는 

헬륨으로 전환되었을 것이다. 만약 5% 정도 약하였다면 어떤 헬륨도 

형성하지 못하고 수소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만약 약한 

핵력이 약간 더 강하였다면 대 폭발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무거운 

원소들도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핵력이 약간 더 약하였다면 

헬륨만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전자기력이 더 강하였다면 모든 별은 빨

간 난쟁이별이 되었을 것이고 어떤 행성도 없었을 것이다. 전자기력이 

조금 더 약하였다면 모든 별은 매우 뜨거워져서 오래 존재하지 못하였

을 것이다. 만약 전자의 전하가 약간이라도 달랐다면 우리가 현재 알

고 있는 어떤 화학적 상태도 없었을 것이다. 탄소는 최초의 핵융합 상

태에서만 간신히 존재하였을 것이다. 

정교한 조정 논증에 따르면, 우주의 균형이 우연(chance)으로 이루어졌

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우주의 초지성적(super-intelligent) 설계자인 신의 

존재가 우주와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는 방식을 설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0) 이 글의 3장 그리고 4장의 일부 내용은 ALC2009: Eleventh Asian Logic 

Conference(The Institute for Mathematical Sciences, NUS, Singapore)

에서 “In Defense of Sober’s Anthropic Objection to the Design 

Argument”로 필자가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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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Sober 2004/2004*)는, 정교한 조정 논증이 ‘약한 인간 중심 원리

(the weak anthropic principle)’와 ‘관찰 선택 효과(observation 

selection effect: 이후 OSE)’가 함께 주어질 때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고 주장한다. 인간 중심 원리는11), 관찰자가 관찰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

는 것은 관찰자의 현존에 필요한 조건에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

한다(Carter 1974). 예를 들어 우리가 극장에 들어갔을 때 어둠 속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물의 형체와 음영은 식별하지만 색을 식별

할 수는 없다. 우리의 현존에 필요한 조건인 시각 능력에 제약된 결과이

다. 관찰 선택 효과는, 특정한 수집 방식으로 모아진 증거로부터 얻게 된 

일종의 편향된 관점이다. 예를 들어 호수의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물속에 넣어 두었고 며칠 후에 그물을 끌어 올려서 안을 확인하였다.12) 

잡힌 물고기의 크기는 모두 10인치 이상이었다. 이 경우에 호수의 ‘모든’ 

물고기는 10인치 이상이라는 가설과 호수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물고기

가 10인치 이상이라는 두 가설을 생각할 수 있다. 주어진 증거는 두 번째 

가설보다는 첫 번째 가설을 보다 신뢰하게 한다. 그러나 그물코의 크기가 

10인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두 가설 중 어떤 하나를 

더 신뢰할 필요가 없어진다. 호수의 실제 상태와 무관하게 그물의 상태에 

따라 우리는 10인치 이상의 물고기만을 관찰할 수 있게 되므로 두 가설 

중 어떤 하나를 선호할 만한 이유는 없는 것이다. 우리 관찰자가 현존의 

11) 인간 중심 원리의 핵심은 인간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그에게 편향된 선택

(selection bias), 또는 추론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원리에 대한 다양한 

버전이 가능하다. 약한 인간 중심 원리는 인간을 제약하는 물리적 조건들을 

구체화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편향된 선택이다. 인간 중심 원리의 가

장 기본적인 형식(또는 가장 강한 인간 중심원리)은 어떤 제약이나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자연에서의 인간’ 같이 단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추론이다. 인간 중심 원리는 카터(Carter 1974)가 처음에 명명하고 구체화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보스트롬(Bostrom 2002)의 논의를 통해 최근에 보

다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보스트롬은 인간 중심 원리를 토대로 과학

적 추론의 여러 문제를 논의하고 흥미로운 해결들을 제시한다.
12) 그물 사례는 에딩턴(Eddington 1939)이 제시한 것으로 이 사례는 이 글의 

4장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필자는 소버(Sober 2004/2004*; 2009)와 와

이스버그(Weisberg 2005)가 다시 소개한 사례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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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제약될 수밖에 없을 때 그리고 그물의 크기에 따른 편향된 관점, 

다시 말해 관찰 선택 효과가 주어질 때, 두 가설 중 어떤 하나를 선택할 

이유는 없게 된다. 그물 사례는 조정 논증에 적절한 유비가 된다. 우주의 

잘 조정된 상태에 대한 우리의 관찰은 그물의 크기에 대한 관찰에 대응

한다. 우리가 우리의 현존에 필요한 조건에 제약될 수밖에 없을 때 잘 조

정된 상태에 따라 현재의 우주 상태만을 관찰하게 되는 것은 관찰 선택 

효과에 대응한다.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질 때, ‘지적 설계자가 있어 

조정된 우주를 실현하였다.’는 가설과 ‘우연적으로 조정된 우주가 실현되

었다.’는 가설 중 어떤 하나를 선호할 만한 이유가 없게 된다. 

소버는, 관찰자가 자신의 관찰을 위해 사용한 절차를 우도(likelihood)

로 평가하여 관찰 선택 효과는 우리의 관찰에서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

다. 하나의 대상이나 사건을 관찰하는 데 우리가 이용하는 방법이 우도를 

평가하는 데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버는 우선, 우도의 법칙에 따라 

증거가 우연에 따른 논증보다 설계 논증을 뒷받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보았듯이 우도의 법칙을 따를 때, Pr(E｜Ha) > Pr(E｜Hb)이면 E

는 Hb보다 Ha를 지지한다. 여기서 E는 ‘우주의 상수들이 정교하게 조정

되었다.’, Hd는 지적 설계자 가설, Hc는 우연에 관한 가설이라 하자. 우도

의 법칙과 설계 논증에 따르면 

Pr(E｜Hd) > Pr(E｜Hc)이므로 E는 Hc보다 Hd를 지지한다. 

인간 중심 원리와 연결된 관찰 선택 효과는, 증거에 대한 가설의 평가

와 가설에 대한 증거의 의미는 가설과 증거를 평가하는 인식 주체가 어

떤 정보를 얻는지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조정 논증에서 관찰 선택 효

과는 ‘나는 정교하게 조정된 우주를 관찰할 것이다.’를 가리킨다. 우리의 

우주는 관찰자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유일한 우주이고 우리는 관찰자가 

존재할 수 없는 우주를 관찰할 수 없다. 따라서 관찰 선택 효과(OSE)는 

‘우주의 상수들이 정교하게 조정되었다.’는 증거 E를 논리적으로 함축한

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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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Hd & OSE) = Pr(E｜Hc & OSE).13)14)

위에 제시된 우도의 법칙을 따를 때 우연에 관한 가설보다 지적 설계

자인 신의 존재에 관한 가설을 택할 이유가 없어진다. 정교한 조정에 의

한 설계 논증이 더 큰 설득력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

4. 저격수 사례에서 와이스버그의 비판과 소버의 응답

소버의 논증에 대한 비판자들은 저격수 분대(firing squad) 사례

(Leslie 1989; Swinburne 1990; van Inwagan 1993)로 그 논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이 사례에서는 어떤 사형수가 사형을 집행하는 저격수

들의 사격으로부터 살아남았을 때 설계(의도)된 사격이란 가설 Hd와 무

작위적인 사격이란 가설 Hc을 비교한다. 비판자들은 이 사례에서 소버가 

제시하는 관계는 유지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소버(Sober 2004)는 

증거 ‘E에 대한 평가’와 ‘가설 H에 대한 평가’를 구분할 것을 주장한다. 

저격수 사례에서, 증거 E에 대한 평가는 Pr(Hd｜E) > Pr(Hc｜E)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우리가 증거의 빈도(frequency)와 인간 행위

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계 논증에서는 증

거의 어떤 빈도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관찰자는 Pr(Hd｜E)와 Pr(Hc

｜E)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없고, 따라서 Pr(Hd｜E) > Pr(Hc｜E)를 

13) Pr(Y｜X) = Pr(Y&X)/Pr(X)이므로, X가 Y를 논리적으로 함축한다면 

X&Y는 X가 되므로, Pr(X)/Pr(X)=1이 된다. X가 Y를 이미 논리적으로 함

축한다면 또 다른 무관한 명제 W가 추가되어 Pr(Y｜X&W)이어도 연역 

논증의 특성으로 W는 X, Y의 관계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Pr(Y｜X & (V&Y))’인 경우를 보자. 조건항에서 V&Y는 피조건항 

Y를 논리적으로 함축한다. 따라서 Pr(Y&X&V｜X&V&Y) = 1이 된다. 마

찬가지로 OSE가 E를 논리적으로 함축하면, 우도는 1이 되고 H는 E에 어

떤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14) 앞 장에서 우도의 특성을 소개하였듯이 가설에 대한 평가인 입증의 관계에

서는 Pr(Hd｜E & OSE) > Pr(Hc｜E & OSE)가 될 수도 있다. 이 관계는 

저격수 사례에 대한 소버의 논증에서 잠시 후 다시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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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격수 사례는 설계 논증에 대한 유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와이스버그(Weisberg 2005, 813-6)는 저격

수 분대 사례를 변형하여 소버의 논증에 다시 문제를 제기한다. 사형수는 

저격수들이 이전에 한 번도 발사되지 않았던 시험용 총을 사용한다는 것

을 안다. 이들 시험용 총으로 유형 A, 유형 B가 있다고 하자.15) 사형수

는 이들 총에 대한 어떤 경험도 갖고 있지 않지만 총들의 내부 구조와 

작동 및 관련된 물리 이론을 알고 있다. 이들 정보에 근거하여 유형 A가 

유형 B보다 더 높은 명중률을 가진다고 결론을 내렸다. 저격수들이 동시

에 사격을 하였고 사형수는 온전히 살아남았다. 사형수는 유형 A가 사격

에 사용되었다는 가설을 옹호할 것이다. 이 사례가 앞선 저격수 사례와 

다른 점은 사형수가 이들 총에 대한 어떤 경험도 없다는 것이다. Pr(Hd｜

E) > Pr(Hc｜E)으로 결정할 총에 대한 어떤 경험적 정보(증거의 빈도)도 

갖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형수는 일반적인 총의 구조나 이에 관련된 물

리 이론을 잘 알고 있으므로 Pr(E｜Hd) > Pr(E｜Hc)로 결정할 수는 있

다. 와이스버그는, 만약 소버가 이런 결정을 도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형수의 판단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와이스버그는 이 비판에 대해 소버가 다음과 같이 응답할 것으로 본다. 

소버에 따르면, 앞서 제시된 레슬리의 사례에서 설계 가설을 옹호하게 만

드는 것은 1인칭(first-person) 관점과 3인칭(third-person) 관점을 혼동

하는 데에 있다. 사형수 자신이 아니라 또 다른 제3의 관찰자의 입장에서 

Pr(E｜Hd) > Pr(E｜Hc)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사형수의 입장에서는 그

렇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형수 자신의 경우에는 관찰 선택 효과의 

제약을 받지만 제3의 관찰자는 그런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와이스버그(Weisberg 2005. 816)는 이에 대해 1인칭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 나의 생존을 목격할 것이다. 

(I will observe that I survive.)

15) 와이스버그(Weisberg 2005, 813)는 이 변형된 사례에 대한 아이디어를 

Artnzenius에게서 얻었다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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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나의 생존 여부를 내가 목격하게 되면 나의 생존을 목격할 것이다. 

(If I observe whether I survive, I will observe that I survive.)

와이스버그는 사형수의 사례에서 관찰 선택 효과에 관한 소버의 주장

이 위 두 진술을 혼동하는 데 있다고 본다. S는 관련 증거를 논리적으로 

함축하지만 S'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버(Sober 2004/2004*; 

Weisberg 2005)는 그 구분에 관계없이 사형수는 관찰 선택 효과의 제약

을 받는다고 본다. 사형수는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생존할지 모를 수 있

다. 그러나 사격 분대가 그 사형수를 맞추지 않았을 때 그는 자신의 생존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한 이상 이미 자신의 생존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왜냐하면 그 사형수가 발견한 것은 그가 이미 아는 무엇에 

의해 논리적으로 함축되는 바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가 자신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고자 결정하였을 때, ‘내가 생존하였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판단을 위한 결정)이 그 증거

(내가 생존하였다)를 논리적으로 함축하므로, 분대의 의도와 관계없이 증

거가 동일한 개연성을 갖게 한다. 따라서 Hd와 Hc를 구분하는 사형수의 

능력은 약화된다. 결국 소버에 따르면 S와 S'이 사실상 같은 것이다. 

이에 대해 와이스버그는 다르게 생각한다. 그 사형수가 자신의 생존을 

논리적으로 함축하는 정보를 가진다면 그 사실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잘

못된 증거를 파악해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형수는 자신의 존재 여부

에 대한 관찰에서 ‘자신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는 대신에, 자신의 ‘그 관

찰’ 자체를 논리적으로 함축하는 정보를 또 다른 증거로서 평가해야 한다. 

와이스버그는 두 가지 증거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주목한다.

E1 = 나는 존재한다. (I exist.)

E2 = 내가 존재하는지를 내가 확인한다. (I am checking whether I 

exist.)

이 주장에 대해 소버는, Pr(E1｜Hd & E2) = Pr(E1｜Hc & E2)이므로 

E1은 E2에 의해 무의미하게 된다고 본다. 그러나 와이스버그는 다르게 이

해한다. 그 사형수는 E2의 증거적 의미(중요성)만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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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 사형수에게 E2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등한 관계의 우도 

논증이 가능하게 된다. 

Pr(E2｜Hd) > Pr(E2｜Hc).

E2 

따라서 E2는 Hc보다 Hd를 지지한다. 

그 사형수는 Hc보다 Hd를 택하는 우도 논증을 갖게 된다. E1처럼 ‘그 

사형수의 생존’이란 그 사실은 어떤 시점에서 (직접적인 관찰을 통하든, 

함축하는 사실을 통하든) 사형수 자신이 축적한 증거의 일부가 될 뿐이지 

평가에서 무관하다는 것이다. E2가 평가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그 어떤 

시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을 수 있다. 와이스버그는 그 시점을 명시하

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시점에 대한 명시 여부가 이 논쟁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것을 곧 알 수 있다. 

현재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저격수 사례에서 소버는 관찰 선택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와이스버그는 없다고 본다. 소버(Sober 2009, 83-86)

는 이후 논문에서 와이스버그의 비판에 대한 응답으로 와이스버그의 주

장을 다시 분석한다. 앞서 필자가 언급하였듯이, 소버는 ‘어떤 시점에서 

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나의 존재를 관찰하는지’를 구분

하고 각 시점에 따라 관찰 선택 효과의 제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소버에 따르면 레슬리 등이 제시한 저격수 사례의 처음 버전에 

따라 우도를 구성할 때 관찰 선택 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Pr(시점 t3에 나는 존재한다.] ｜시점 t1에서 분대가 나의 생명을 구할 

의도로 사격할 것을 결정 & 시점 t3에 나는 나의 존재를 관찰한다.) = 

Pr(시점 t3에 나는 존재한다.｜시점 t1에서 분대가 무작위로 사격할 것을 

결정 & 시점 t3에 나는 나의 존재를 관찰한다.)

E1은 ‘나는 존재한다.’, E2는 ‘나는 나의 존재를 관찰한다.’, ID는 ‘의도된 

사격’ 가설, Chance는 ‘무작위 사격’ 가설로 표현하자. 이 표현으로 간략

하게 보다 명료하게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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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1 at t3｜ID at t1 & E2 at t3) = 

Pr(E1 at t3｜Chance at t1 & E2 at t3)

이미 앞서 논의되었듯이, 시점 t3에서 나의 관찰이 있다면 나의 존재는 

반드시 있는 것이고, 나의 존재가 없다면 나의 관찰은 없는 것이다. 따라

서 시점 t3에서 나의 존재를 관찰하는 조건은 내가 t3에 존재한다는 증거

를 논리적으로 함축하게 된다. 따라서 관찰 선택 효과의 제약이 있다. 다

시 말해 t3에서 나의 존재에 대한 관찰은, t1에서의 가설이 무엇이든 그 

가설과 t3에서 나의 존재를 확률적으로 독립되게(무관하게) 만드는 차단

(screening-off) 역할을 한다.16) ID 가설이든 Chance 가설이든 그 가설

은 E1에 어떤 의미나 영향을 갖지 못한다. 

여기서 [1]의 구조는 와이스버그가 제시한 것과 다르다. E1과 E2의 위

치가 서로 바뀌었다. 소버는 와이스버그가 제시한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

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2]

Pr(내가 존재하는지를 t3에 내가 관찰｜분대가 t2에서 사격할 때 나의 생

명을 구할 의도로 사격할 것을, t1에서 결정 & 분대가 사격할 때 t2에서 

내가 존재) > 

Pr(내가 존재하는지를 t3에 내가 관찰｜분대가 t2에서 사격할 때 무작위

로 사격할 것을, t1에서 결정 & 분대가 사격할 때 t2에서 내가 존재)

Pr(E2 at t3｜시점 t2에 예정된 ID를 결정 at t1 & 분대가 사격
할 때 E1 at t2) > 
Pr(E2 at t3｜시점 t2에 Chance를 결정 at t1 & 분대가 사격할 때 E1 

at t2).

[2]에서 볼 수 있듯이 소버는 와이스버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전의 

16) V가 X와 Y를 확률적으로 독립되게 만든다면 Pr(Y｜X&V) = Pr(Y｜X)이

다. V는 Y를 X로부터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X → V → Y가 

인과적 이행(transitive) 관계일 때 V가 그런 차단 역할을 하면 X에서 V를 

통해 Y로 향하는 이행적인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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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바꾸었다. 소버는 [2]에서 관찰 선택 효과는 없다고 본다. 소버는 

그 이유를 [1], [2]의 차이에서 찾는다. 첫 번째 차이는, 이미 언급하였듯

이, 조건화하는 항에서의 증거와 조건화된 항에서의 증거의 위치가 서로 

바뀐 것이다. [1]에서 조건화된 항에 있었던 E1이 [2]에서는 조건화하는 

항에 위치하였다. 마찬가지로 [1]에서 조건화하는 항에 있었던 E2는 [2]에

서는 조건화된 항에 위치하였다. 두 번째 차이는, [2]에서 조건화한 항에 

있는 E1의 시점이 t3가 아니라 t2라는 것이다. 소버는 이들 차이를 따를 

때 [2]에서 관찰 선택 효과는 없다고 본다. 소버는 (아마도 너무 분명하

므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그 이유를 가늠할 수 있다. 사

격이 진행되고 있는 t2에서 나의 존재가 t1에서의 가설과 t3에서의 증거 

E2를 확률적으로 독립적으로 만든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t2에서의 나의 존재는 t3에서의 나의 관찰 그리고 나의 존재와 구분되지 

않고 연속된 것이다. 그 상태에서는 가설들이 바로 직접 나의 존재를 관

찰할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t2에서의 존재 여부가 t3에서의 관찰 여부

를 결정하는 데 다시 말해 t2에서 존재할 개연성이 높아야 t3에서 존재를 

관찰할 개연성이 높아지므로, t2에서의 존재의 개연성을 보다 높일 t1에서

의 가설은 의도된 사격 가설이 될 것이다.17) [1]과 [2]의 차이는 (와이스

버그의 주장에 따라) 저격수 사례가 조정 논증에 유비되지 않는다는 소버

의 주장을 오히려 강화하여 준다. 그 차이 때문에 소버는 조정 논증의 문

제를 지적하는 자신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저격수 

사례 [1]과 조정 논증의 논리적 구조는 같지만, 저격수 사례 [2]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버도 보여주듯이 와이스버그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은 [2]에 

따라 조정 설계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3]

Pr(t3에서 나는 상수들의 올바름을 관찰한다.｜t1에서 지적 설계자가 상수

의 값을 결정하였다. & t2에서 나는 존재한다.) >, =

Pr(t3에서 나는 상수들의 올바름을 관찰한다.｜t1에서 우연히 상수의 값이 

17) X → V → Y가 인과적인 이행 관계일 때 V가 차단 역할을 하지 않으므

로 X에서 V를 통해 Y로 향하는 이행적인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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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었다. & t2에서 나는 존재한다.)

E2는 ‘상수들에 대한 올바름을 관찰한다.’, E1은 ‘나의 존재’를 가리킬 때, 

Pr(E2 at t3｜ID에 의한 상수의 값 at t1 & E1 at t2) 

>, =

Pr(E2 at t3｜Chance에 의한 상수의 값 at t1 & at E1 at t2)

와이스버그나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비교하는 두 개의 가설 ID와 

Chance에 대해 Chance보다 ID의 우도가 더 크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

러나 소버는 이 경우에 우도의 차이가 없다고 본다. 소버는 자세한 설명

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그 이유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저격수 사례 

[2]를 따를 때, t2에서는 사격 분대의 사격 방식에 대한 결정과 사격 그 

순간 모두에 사형수는 존재한다. 그러나 조정 논증 [3]에서는, t2에 물리

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불가능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논리적으로 존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현존을 위한 조건인 상수들의 잘 조정된 상

태를 배제하고 우리는 이미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조건이 만들어

지는 그 순간’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t2

의 순간에 우리의 존재를 조건화할 수가 없다. t3만이 가능하며 관찰 선

택 효과에 제약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잘 조정된 상수의 값을 배제하

고 나(또는 우리)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으며, 존재에 대한 관찰은 말할 

필요도 없다. t2에서의 나의 존재는 잘 조정된 상수의 값을 논리적으로 

함축하므로 조건화한 항은 ‘E1 at t2’로 환원되어 결국 우도의 차이는 없

게 된다. 따라서 조정 논증에서 소버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며, 저격수

의 사례로 조정 논증에 대한 소버의 논증을 비판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

다. 

필자는 위에서 분석된 저격수 사례 [2]와 조정 논증[3]의 차이는 소개

된 저격수 사례가 무엇이든지 조정 논증의 유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본다. 그 차이는 형식 논리적 귀결이므로 와이스버그도 이의

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여전히 지적 설계

자 가설을 지지할 수 있다. 제시된 논리적인 관계를 수용하지만 신념이나 

결단의 문제로 그런 입장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논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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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항상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전능한 합리성을 가질 수 

없다면 소버가 제시한 것에 어떤 무엇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최소한 3인

칭 관점에서 그런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여부 그리고 3인칭 관

점과 1인칭 관점의 차이 등 관계에 대한 해명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다. 

우도에 대한 옹호자들이, 관찰 선택 효과를 제시할 때 베이스주의처럼 전

능한 합리성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면 두 관점의 차이와 관계에 대한 고

려를 해야 할 것이다. 5장, 6장에서 이 점을 더 논의하겠다. 

5. 그물 사례에서 와이스버그의 비판과 소버의 응답

와이스버그(Weisberg 2005, 817-820)는 소버의 분석이 에딩턴의 그물 

사례처럼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도 잘못된 결과를 이끌 수 있다고 

본다. 와이스버그는, 소버가 그물 사례로 사격 분대 사례에서 자신이 제

시했던 S/S' 분석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S/S' 구분을 다시 

보자.

S: 나의 생존을 목격할 것이다. (I will observe that I survive.) 

S': 나의 생존 여부를 내가 목격하게 되면 나의 생존을 목격할 것이다. 

(If I observe whether I survive, I will observe that I survive.) 

와이스버그의 구분에 따르면, S는 관련 증거를 논리적으로 함축하지만 

S'는 그렇지 않다. 와이스버그는 소버가 이들의 구분을 혼동한다고 주장

하면서 1인칭 관점과 3인칭 관점을 구분하는 소버의 주장에 문제를 제기

하였다. 와이스버그는 그 문제에 대한 소버의 응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다. 예를 들어 나는 호수에 그물을 남기고 2주 후에 돌아와 확인할 계획

을 가졌다고 가정하자. S/S' 구분을 유지하면서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10인치 이상인 물고기가 전부 그물을 채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내가 2주 후에 그물을 확인하기 위해 돌아온다면’ 내가 잡은 모든 

물고기는 10인치 이상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돌아

오자마자 내가 하는 관찰을 논리적으로 함축하지 않으므로 (나는 중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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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수도 또는 되돌아오는 것을 잊을 수도 있으므로) 어떤 관찰 선택 

효과도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와이스버그는 이 설명이 잘못된 전제에 

근거한다고 본다. (와이스버그는 잠시 후에 자신이 소개할 형식화에 따르

면 관찰 선택 효과가 그 증거를 함축하지 않으므로, 소버가 주장하는 방

식으로 관찰 선택 효과로 유지되지 않음을 전제해야 한다고 본다.) 와이

스버그는, 관찰 선택 효과가 임의의 가설들 Ha와 Hb와 관련하여 증거 E

를 무의미한 정보로 만든다고 하여, 그 관찰 선택 효과가 증거 E를 논리

적으로 함축하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보다 필요한 것은 

(논리적으로 함축하지 않아도 다시 말해 OSE가 S'인 경우) Pr(E｜Ha 

& OSE) = Pr(E｜Hb & OSE)가 되는 경우다. 물론 이 경우에 우도 논

증에 따르면 두 가설 중 어떤 가설에 대해서도 무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와이스버그는 그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본다. 만약 그 관찰 선택 

효과가 증거 E를 논리적으로 함축한다면 Pr(E｜Ha & OSE) = Pr(E｜

Hb & OSE) = 1이란 특별한 경우를 얻게 된다. 그러나 그 경우는 Pr(E

｜Ha & OSE) = Pr(E｜Hb & OSE)의 여러 경우(Pr(E｜Ha & OSE) 

= Pr(E｜Hb & OSE) = 0.9, 0.4, 0.05, 0.01, …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

들 경우는 논리적 함축과 무관하게 상등이 되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소버

는 에딩턴의 사례에서 관찰 선택 효과에 대한 와이스버그의 형식화가 그 

증거를 논리적으로 함축하지 않으므로 실패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대

신에 소버는, 관련 가설들의 우도가 관찰 선택 효과에 대한 와이스버그의 

형식화와 결합할 때도 그 우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다시 말해 상등이라도 

그 값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물론 와이스버그는 소버가 그 

다양성을 보여줄 수 없다고 본다. 

와이스버그는 그 우도(값)의 다양성을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당신이 

그물을 확인하기 위해 돌아온다면, 10인치 이상의 물고기들만을 관찰할 

때 10인치 이상의 물고기만을 발견할 확률은, (호수의 물고기 개체수의 

구조와 무관하게, 다시 말해 개체수의 구조에 대한 가설과 무관하게) ‘당

신의 그물을 확인하기 위해 돌아올’ 바로 그 확률이다. 

E: 그물 속의 물고기 모두 10인치 이상이라는 것을 발견(관찰)한다.



설계 논증에서 관찰 선택 효과에 대한 논쟁 21

R: 그물 속의 물고기를 관찰하기 위해 돌아온다. 

Pr(E｜Hx & [R ⊃ E]) = Pr(E) / Pr(-R) + Pr(E).18)

관찰에 대한 확률 Pr(E)는, 우리가 조건화할 임의의 가설 Hx가 무엇이

든지 같으므로 증거 E는 정보로서 무의미하게 된다. 위 관계가 도출되는 

과정은 -R과 E가 가설 Hx로부터 확률적으로 독립적이란 것을 전제한다. 

그렇다면 에딩턴의 (그물) 사례에서의 전제는, 저격수 사격에서의 전제와 

유비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형수가 자신의 생존을 확인하고자 주위

를 둘러볼 여부는 분대 사격의 정확성에 대한 가설과 확률적으로 연결되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차단 관계가 없다.) 따라서 그 사실은 레슬리의 

분대 사격 사례와 에딩턴의 그물 사례에 나타난 관찰 선택 효과의 차이

를 보여준다. 와이스버그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그물 사례에서 관

찰 선택 효과 때문에 소버가 주장하는 상등 관계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관찰 선택 효과에 대한 와이스버그의 형식화가 보여주듯이, 관찰이 평가

할 가설로부터 독립적이므로 그런 상등 관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잠

시 후에 볼 수 있듯이 와이스버그의 이 주장은 그물 사례에서도 관찰 선

택 효과가 없다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물 사례에 대한 와이스버그의 비판과 대안은 저격수 사례에 대한 와

이스버그의 평가와 비교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저격수 사례에서 

가설과 증거는 바로 직접적으로 (확률적) 연결되므로 관찰 선택 효과의 

여지가 없다. 앞 장에서 보았듯이 가설이 증거에 직접적으로 주는 영향을 

차단할 요인이 없으므로 관찰 선택 효과는 없었다. 그 이유는 증거가 존

재 (예를 들어 E1이나 S) 자체가 되면 안 되고 존재에 대한 관찰(확인) 

(예를 들어 E2 이나 S')이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존재는 이미 설정된 

기존의 오래된 증거들 중 하나이며 따라서 (베이스주의 입증 이론에 대한 

18) 이 관계에 대한 증명은 와이스버그(Weisberg 2005, 818)에서 제시된다. 증

명의 핵심은 ‘그물 속 물고기를 관찰하기 위해 돌아온다면 그것을 관찰할 

것이다.’라는 조건문 ‘R ⊃ E’을 실질적 함축 조건문으로 해석하는 데 있다. 

R ⊃ E는 ~R ∨ E와 동치이므로 드모르강 법칙과 확률의 기본 공리 및 

정리를 적용하여 그리고 가설 H가 R과 E 각각으로부터 독립된 사실이란 

것을 이용하여 와이스버그가 의도한 그 관계를 이끌어 낸다.



김 준 성22

비판인 오래된 증거의 문제처럼) 증거로서의 유의미성을 갖지 못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그 증거와 관련하여 우도를 평가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증거인 ‘존재에 대한 확인’과 관련하여 우도를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이미 오래된 증거가 되는 ‘존재 그 자체’, 또는 그 존재에 근거한 

인간 중심 원리와 다시 그 원리에 근거한 관찰은 가설에 영향을 줄 증거

의 역할(유의미성)을 갖지 못하므로 관찰 선택 효과를 가질 수 없게 된

다. 와이스버그에 따르면, 그물 사례에서는 가설과 증거의 관계가 독립적

이다. 그 독립성은 와이스버그가 제시한 관찰 선택 효과의 새로운 형식에

서 확인된다. 왜냐하면 그 형식에 따르면 관찰 선택 효과는 증거를 논리

적으로 함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논리적 함축 관계가 아니라 그 

독립성 때문에 제시되었던 상등 관계도 가능하다. 그 독립성을 전제할 때, 

내가 돌아오지 못할 확률 다시 말해 확률 1에서 내가 돌아올 확률을 뺀 

확률에 따라 우도의 값이 결정된다. 그리고 가설과 증거가 독립적이므로 

그 결정된 값은 우도들의 비교를 무의미하게 한다. 증거가 가설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도들이 상등이지만 그 관계는 관찰 

선택 효과가 증거를 논리적으로 함축하기 때문은 아니다. 가설이 증거에 

어떤 직접적인 관련도 갖지 않은 상태로 독립적이고 ‘내가 돌아온다.’는 

증거에만 달려있기 때문이다. 결국 관찰 선택 효과는 없게 된다. 와이스

버그의 결론은, 저격수 사례와 그물 사례 모두에서 관찰 선택 효과는 없

으므로 두 사례 모두 조정 논증에 대한 유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

라서 이들 두 사례와 조정 논증을 유비한 소버의 주장은 유효하지 않다

는 것이다.

와이스버그의 비판에 대해 소버(Sober 2009)는, 앞장에서 이미 보았던 

‘시점의 차이’ 와 ‘차단 효과’로서 그물 사례에서 관찰 선택 효과가 어떻

게 주어지는지, 마찬가지로 그것이 조정 논증에서 같은 역할을 어떻게 하

는지를 보여준다. 소버는 저격수 사례와 그물 사례의 차이를 보다 분명히 

보여주고 또한 그물 사례와 조정 논증의 유사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소버

는, 그물 사례에서 자신이 주장했던 관찰 선택 효과는 분명히 있으며 그

물 사례와 같은 구조를 가진 조정 논증에서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한다. 소버는 조정 논증에서 관찰 선택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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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사례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인간 중심 원리를 따를 때, 우리는 살

아있으므로 그 상수들의 값이 무엇에 의해 초래되었는지에 무관하게 상

수들이 올바르다는 것을 관찰하게 되어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관찰 선택 

효과의 희생자다. 소버는 그것이 그물 사례에서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 

그물 사례의 내용을 다시 보자. 당신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호수에 

넣었고 잡힌 물고기의 크기가 모두 10인치 이상이라 가정하자. 처음에 이 

관찰은 ‘호수의 물고기의 절반만이 10인치 이상이다.’라는 가설보다 ‘호수

의 물고기들 모두 10인치 이상이다.’라는 가설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물의 구멍이 10인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은 두 가설 

중 어떤 것이 참인지에 무관하게 그 관찰을 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다시 말해 호수의 상태(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10인치 이상

인지)에 무관하게 그물은 우리에게 10인치 이상의 물고기만을 관찰하게 

한다. 우리의 관찰인 증거가 호수의 상태로부터 다음과 같이 단절되는 사

례다.

호수의 상태 ⇏ 그물 속의 물고기 길이 ⇒ 우리의 관찰 

그러나 지적 설계자 가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제시된 이행적

(transitive) 각 단계가 다음 단계의 확률을 높이므로 (다시 말해 이행적 

단계의 첫 번째 항(호수의 상태)에서 두 번째 항(그물 속의 물고기 길이)

으로 이행이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므로) 지적 설계자 가설을 지지할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할 것이다. 

ID/ Chance ⇒ 상수의 올바른 상태 ⇒ 우리의 관찰 

그러나 소버는 그 주장이 우리의 추론에 관련된 모든 것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므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소버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제시한다. 

10인치 크기를 가진 그물과 2인치 크기를 가진 그물 2개가 있다고 하자. 

둘 중 하나를 택하였을 때 얻는 결과(의 확률)는 다른 그물을 택하였을 

때 얻는 결과(의 확률)에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해 물고기의 길이에 관한 

우리의 관찰(이행적 관계의 3번째 항)과 관련하여, 그물 속의 물고기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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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한 정보(이행적 관계의 2번째 항)는 또 다른 정보인 ‘그물의 선택

과 그것에 대한 관찰 과정’과 인과적 상호작용(causal interaction)을 하

게 된다. 인과적 상호작용이란19) 원인으로서 요인이 결과로서 요인에 대

해 일관된 원인의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알칼리수를 

마시는 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긍정적인 원인 효과를 갖지만 이미 산

성수를 마신 경우에 알칼리수를 마시는 것은 (죽음을 막으므로) 죽음에 

대해 부정적인 원인 효과를 갖게 된다. 죽음과 관련하여, 알칼리수를 마

시는 것은 산성수를 마시는 것과 인과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 경

우에 알칼리수를 마시는 것은 죽음에 대해 일관된 원인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므로 죽음과 관련하여 혼재된(mixed) 원인 효과를 갖는다. 산성수를 

마시는 것은 상호 작용 요인(interactive factor)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

다. 소버는 관찰 선택 효과를 일종의 상호 작용 요인으로 보고 있다. 시

점에 따라 변화하는 관찰의 이행적인 관계에서 관찰 선택 효과는 상호 

작용하는 요인이다. 

관찰 과정(사용된 그물의 크기에 대한 관찰)

⤋
호수의 상태 ⇏ 그물 속의 물고기 길이 ⇒ 우리의 관찰 

물고기의 크기에 대한 우리의 관찰과 관련하여, 그물 속의 물고기 길이

가 그물의 크기에 대한 관찰과 상호 작용하여 호수의 상태에 관한 가설

(모든 물고기가 10인치 이상이다./ 물고기의 절반이 10인치 이상이다.)의 

영향을 물고기의 크기에 대한 우리의 관찰에 대해 차단시키게 된다. 큰 

구멍을 가진 그물을 사용한다면 그물의 내용물을 보는 것으로 호수의 내

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호수의 물고기 모두가 10인치 이상이면 

그물 안의 물고기를 보는 것으로 당신이 어떤 종류의 그물을 사용했는지

를 알 수 없다. 두 그물 중 어떤 것을 택하였는지를 소개하는 것은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연결되는 경로들의 평균과 단 하나의 경로에서 

19) 인과적 상호 작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준성(2008, 2～3장) 그리고 

Eells, E. Probabilistic Caus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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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 두 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분할 필요를 분명하게 한다. 첫 번

째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이행성이 성립한다. 그러나 큰 구멍을 가진 그물

만을 사용한다면 이행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소버는 조정 논증도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인간 중심 원리가 결합된 관찰 과정[당신의 존재]

⤋
ID/ Chance ⇏ 상수의 올바른 상태 ⇒ 당신의 존재에 대한 관찰 

여기서 살아있는 당신의 존재는 상수의 값에 영향을 주지 않고 상수의 

올바른 상태 여부가 당신이 관찰할지에 영향을 준다. 당신의 존재에 대한 

관찰과 관련하여, 상수의 올바른 상태는 인간 중심 원리가 결합된 관찰 

과정과 인과적 상호작용을 한다. 인간 중심 원리가 결합된 관찰 과정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면 상수의 올바른 상태는 경쟁하는 가설들을 당신의 

존재에 대한 관찰과 연결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 관찰 과정에 

대한 고려가 있다면 상수의 올바른 상태는 경쟁 가설들을 당신의 존재에 

대한 관찰로부터 무관하게 만든다. 그와 같이 두 경우 모두에서, 관찰의 

과정은 당신의 관찰이 이행적 관계에서 첫 번째 항의 상태에 관한 정보

를 주는 것으로부터 막는다. 당신의 존재가 상수들의 올바름을 관찰할 확

률에 영향을 주듯이, 그물 사례에서 호수의 상태가 큰 구멍을 가진 그물

을 당신이 사용할 확률에 영향을 준다. 다음과 같이 그물 사례와 조정 논

증 모두에서 관찰 선택 효과는 있다. 

[4]

Pr(10인치 이상 물고기 관찰｜호수에서 100% 물고기가 10인치 이상 & 

그물의 크기에 대한 관찰 과정) =

Pr(10인치 이상 물고기 관찰｜호수에서 50% 물고기가 10인치 이상 & 

그물의 크기에 대한 관찰 과정)

[5]

Pr(상수들의 올바름을 관찰｜지적 설계자 & 인간 중심 원리가 결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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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과정[나의 존재]) = 

Pr(상수들의 올바름을 관찰｜우연 & 인간 중심 원리가 결합된 관찰 과

정[나의 존재])

소버는 이 분석을 토대로 와이스버그의 비판에 응답한다. 이미 소개되

었던 시점에 따른 분석과 와이스버그가 제시한 관찰 선택 효과의 새로운 

형식화로 조정 논증을 다시 제시한다.

[5*]

Pr(t3에서 나는 상수들의 올바름을 관찰한다.｜t1에서 지적 설계자에 의한 

상수의 값(올바름)이 주어진다. & t3에서 내가 존재한다면 그 시점에서 

그 상수들이 올바른지 관찰한다.) >, = 

Pr(t3에서 나는 상수들의 올바름을 관찰한다.｜t1에서 우연에 의한 상수의 

값(올바름)이 주어진다. & t3에서 내가 존재한다면 그 시점에서 그 상수

들이 올바른지 관찰한다.)

E1은 ‘나는 존재한다.’를 가리키고 E2는 ‘상수들이 올바른 것을 관찰한

다.’일 때 다음과 같이 보다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다.

Pr( E2 at t3｜ID에 의한 상수의 값 at t1 & (E1 ⊃ E2) at t3) = 

Pr( E2 at t3｜Chance에 의한 상수의 값 at t1 & (E1 ⊃ E2) at t3))

[5*]에서 소버는 두 가설 중 무엇도 더 나을 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와이스버그는 지적 설계자 가설에 대한 우도가 더 크다고 주장할 것이다. 

와이스버그의 주장에 대해 소버는 중요한 지적을 한다. 와이스버그는 ‘t2

에 내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조건화하지 않고, ‘t3에 내가 존재한다면 

그 상수가 올바른지 관찰한다.’를 조건화하였다. 소버는 이 형식화가 조정 

논증에서 지적 설계자 가설을 선호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내가 t2에 존재한다는 것이 주어질 때 그 시점에서 상수들

은 올바름에 틀림없다. t2에 그 상수들이 올바르다면 t3에 또한 올바를 것

이다. 결국 관찰자는 관찰 선택 효과의 제약을 받는 것이다. 상수들이 올

바른지 t3에 관찰할 것을 t2에 내가 결정하는 것이, 정말로 t3에 관찰할지

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보다 t2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오히려 상수가 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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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올바르다는 것을 보장한다. 바로 이 사실이 t3에서 나의 관찰로 이끄

는 과정의 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5*]에서 ‘(E1 ⊃ E2) at t3’는 ‘E1 at 

t2’로 환원된다. 결국 [5*]에서 와이스버그가 제시한 관찰 선택 효과는 [5]

에서 소버가 제시한 관찰 선택 효과가 같은 것이 된다.

6. 소버와 와이스버그 논쟁에 대한 평가 

바로 앞서 논의했던 소버의 논증에서 필자는 두 가지 논점을 주목한다. 

첫째, 와이스버그가 t3에 그와 같이 조건화하는 것이 조정 논증의 경우에

는 올바른 형식화가 아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서 설명된 바다. 둘째, 소

버는 매 순간 우리의 생존은 확률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와이스버스

가 t3에 그렇게 조건화하는 것은 그와 같은 부등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

다. 오늘 내가 내일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 내일 그 행위를 할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함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t3에서 내가 존재한다면, 상수들의 

올바름을 확인한다.’고 해도 t3에서 나의 존재가 상수들의 올바름을 논리

적으로 함축하지는 않게 된다. 그러나 그 조건문이 성립하려면 t2에서의 

상수들의 올바른 상태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렇다면 t2 상태에서의 나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t2에 대한 조건화가 올바른 것이

다. 그렇다면 t3에서 상수의 올바름에 대한 나의 관찰은 관찰 선택 효과

의 제약을 받는 것이며 여전히 우도의 상등 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다. (물

론 이미 앞서 논의하였듯이 저격수의 경우는 이와 다를 수 있다.) 

소버는 상수의 올바름에 대한 ‘관찰’은 가능한 한 모든 증거(정보)를 

고려하거나 전제해야 하다는 전체 증거의 원리(the principle of total 

evidence)의 지배를 받는다고 본다. 따라서 관찰자의 관찰을 필연적으로 

제약하는, 다시 말해 인간 중심 원리를 배경 정보로 삼지 않아야 한다는, 

또는 관찰자의 존재를 조건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와이스버그의 주장을 

비판한다. 소버의 논증은 다음과 같다. ‘실제로’ 전체 증거가 모두 주어졌

고 그것을 조건화하였다면 증거에 대한 가설의 우도는 1이나 0이 된다. 

그러나 우리의 관찰이 늘 한정되어 있다면 그것에 상대한 우도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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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상대할 때의 우도와 비교하여 편차가 존재할 것이다. 이 경우에 

관찰 선택 효과는 그 편차를 제거하는가? 이미 앞서 보았듯이 관찰 선택 

효과는 그 편차를 제거하여 (와이스버그의 주장처럼) 증거와 가설의 모든 

관계를 무의미하게 하지 않는다. 관찰 선택 효과란, 그 효과에 부합하는 

증거가 평가의 대상인 증거와 관련하여 해당 가설과 일종의 인과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 작용의 한 가지 결과로 관찰 선택 효과는 그 증

거와 가설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다시 말해 증거로부터 가설의 영향을 차

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때 우도는 (와이스버그도 다소 다른 맥락

에서 언급하지만)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다. 전체 증거의 원리에 따를 때 

관찰 선택 효과를 조건화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바람직하다. 

조정 논증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관찰자의 관찰 자체가 상수의 올바른 

상태를 관찰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가설과 인과 상호 작용을 하는 것

이다. 그 경우에 우도 1이 된다면 그것은 인과 상호 작용의 특별한 결과

에 해당될 뿐이다. 

와이스버그는 인간 중심 원리에 따라 나의 현재 존재를 조건화하는 것

이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와이스버그는 그 문제를 제기할 때 다음

에 주의해야 했다. 그와 같은 조건화가 관찰 선택의 효과를 가질 때 항상 

가설과 증거의 모든 관계를 무의미하게 하고 우도 1로 만드는가? 관찰 

선택 효과는 인과 상호 작용으로서 여러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관찰 

선택이 유관하거나 무관하게 작동할 수 있으며 무관하게 작동한다면 수

정된 저격수 사례처럼 관찰 선택은 있지만 그것의 효과는 없을 것이다. 

유관하게 작동한다면 조정 논증이나 그물 사례에서처럼 관찰 선택의 효

과가 있을 것이다. 그 효과의 유무는 관찰 선택으로서 증거가 기존의 축

적된 증거에 새롭게 편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바이다. 관찰 선택이 효

과로서 인정되는 여부는 증거로서 새롭게 편입된 것이 차단 효과를 갖는 

여부에 달려있다. 조정 논증에서 관찰자 자신의 존재에 근거한 관찰 선택

이 그 효과를 갖는 것은, 그것이 존재에 근거했으므로 그 효과를 갖는 것

이 아니라, 그 존재가 차단 효과를 갖기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물 사례

에서 관찰자의 존재를 새로운 증거로 얼마든지 편입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 증거는 어떤 차단 효과도 갖지 않으므로 관찰 선택의 효과를 갖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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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그물 사례에서는 그물의 크기 그리고 이에 대한 관찰이 관찰 선택

의 효과를 가졌고 그 이유는 그것이 가설을 관련 증거인 물고기의 크기

로부터 차단하는 효과를 가졌기 때문이다. 두 사례 모두에서 관찰 선택 

효과는 있으며 차이는 관찰 선택 효과의 역할을 하는 증거가 무엇이든 

그것이 차단 효과를 하는지에 달려 있다.

와이스버그는 그물 사례에서 관찰 선택 효과에 대한 새로운 형식으로 

관찰자의 존재가 아니라 ‘관찰자가 돌아오면 그물을 관찰한다.’라는 조건

문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련된 증거로 그 조건문의 후건인 ‘그물(의 내용

물; 물고기의 크기)을 관찰한다.’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관찰의 내용과 관

찰자가 관찰하면 얻게 될 관찰의 내용은 다를 수 있다. 예상된 관찰의 내

용이 있더라도 관찰자가 관찰을 하는 그 전에 어떤 사건을 겪고 이로 인

해 관찰에 실패할 수 있다. 와이스버그는 그 구분으로 그물의 경우에 실

제 관찰의 확률은 관찰 이전의 사건 (예를 들어 그물을 보기 위해 돌아 

올 사건)의 확률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는다면 인

간 원리로 (인간 원리의 귀결로서 관찰 선택 효과 때문에) 모든 관찰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소버는 그 구분을 따를 때 앞서 언급

한 이유로 관찰 선택 효과는 사라진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와이스버그는 

그 관찰 선택 효과는 모든 관찰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본다. 와이스버그

는 인간 중심 원리를 배제한 관찰 선택 효과가 필요하고 따라서 (실질적 

함축) 조건문으로 표현된 관찰의 내용이 관찰 선택 효과에 대한 적절한 

형식화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 쟁점을 해소하는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인간 원리가 결합된 관찰 선택 효과는 모든 관찰을 무

의미하게 만들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관찰 선택 효과와 전체 증거의 

원리의 관계로 이미 보았듯이 소버의 분석과 설명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 중심 원리가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조건일 때 이를 전제로 와이스

버그가 의도한 바를 보여주는 것이다. 소버는 이미 시점에 따른 관찰 과

정의 변화와 관찰 선택 효과의 개입 단계와 그것의 상호작용으로 그것을 

보여주었다. 필자는 와이스버그가 의도한 바를 소버의 분석과 설명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와이스버그의 분석과 소버의 분석은 사실상 일치

한다고 볼 수 있다. 와이스버그는 특정 시점에서의 관찰 과정이 조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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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 증거와 가설의 유의미한 관계를 말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소버는 (차단 효과, 인과 상호 작용으로) 관찰 선택

의 효과로 특정 시점에서 조명될 관찰 과정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증

거와 가설의 관계에서 새로운 측면을 보게 하였다. 인식 주체인 바로 나

의 존재와 관찰을 조건화한 것이 인간 중심 원리의 특성 덕분에 특이하

게 나타났을 뿐이다.

 

7. 관찰 선택 효과 그리고 증거와 가설의 관계: 관찰 

선택 효과에 대한 새로운 형식화

와이스버그는, 관찰 선택이 우리의 인식에 특별한 효과를 갖는 것을 문

제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소버가 논의했던 저격수 사례와 그물 사례 

모두에서 관찰 선택 효과는 없으며 따라서 그들 사례를 유비하여 조정 

논증을 비판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다음으로, 인간 중심 원리가 

결합된 관찰 선택 효과는 어떤 증거에 대해서도 경쟁하는 모든 가설들을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본다. 따라서 실질적 함축 조건문으

로 새로운 형식의 관찰 선택 효과를 제시한다. 그리고 그 형식이 주어질 

때 여전히 유지되는 상등 관계에서 가설과 증거의 관계가 어떻게 유의미

할 수 있는지를 소버가 설명해야 한다고 본다. 소버는 차단 관계 및 인과 

상호 작용으로 관찰 선택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와이스버그

의 새로운 형식화를 수용하여도 그물 사례, 조정 논증 모두에 관찰 선택 

효과는 있으며 인간 중심 원리가 결합된 관찰 선택 효과는 가설과 증거

의 관계를 무의미하게 만들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차단 관계는 논리적 

함축에서 나오지 않고 후자는 전자로부터 가능한 한 경우이므로 와이스

버그가 비판했던 논리적 함축은 고려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E1, E2처럼 

관찰과 관찰의 내용을 구분하여도 관찰 선택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들의 논쟁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소버는 관찰자가 그물

을 관찰하려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사건을 고려하였

고 그 경우에 얼마든지 인간 중심 원리와 결합된 관찰 선택 효과는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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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관찰 선택 효과의 여부는 어떤 시점을 상대하는지

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시점을 달리하여도 관찰 선택 효과 여부는 여

전히 가변적이다. 돌아와서 그물을 관찰하여도 관찰 선택 효과가 없을 수 

있다. 그 관찰이 선택 효과를 가지려면 기존의 배경 정보에 그 관찰의 내

용이 영향을 주게 하는 바로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인식 주체

가 갖는 숙고(deliberation)의 과정이다. 와이스버그에게는 관찰자가 돌아

오는 여부와 관찰하는 여부가 중요하고, 소버에게는 관찰자의 관찰 시점

이 중요하다. 필자의 생각에 두 주장 모두 관찰 증거가 관찰 선택의 효과

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열려 있다. 관찰 선택 효과가 차단 

효과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여부는 그 효과를 가

능하게 하는 관찰자의 숙고나 반성(reflection)의 과정이 주어질 때만 가

능하다. 소버는 1인칭 관점과 3인칭 관점의 차이로 관찰 선택 효과의 여

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차이는 두 관점 각각에서 진

행되는 숙고의 과정 여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입증 관계는 믿음에 관한 

관계이므로 관계항만으로 관찰 선택 효과가 차단 관계, 또는 인과 상호 

작용을 보여줄 수 없다. 예를 들어 그물 사례에서는 그물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설이 증거에 갖는 영향을 차단할 수는 없다. 그 

정보가 가설과 증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 내용을 인식 주관이 파악

하지(믿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내용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가

설과 증거에 대한 믿음의 관계를 차단하는 인과 상호 작용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돌아온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가설로부터 증거를 무관하게 한

다고 말할 수 없다. 돌아올 뿐 아니라 소버가 제시한 관찰 과정이 주어져

야 한다. 그러나 그 관찰 과정 또한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관찰 과정에

서 얻은 정보가 가설과 증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바로 그 내용에 대

한 믿음이 있어야 가설과 증거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다. 조정 

논증도 다르지 않다. 상수가 정상 상태이면 상수의 정상 상태를 관찰할 

것이란 사실, 또는 생존한 당신이 그 상태를 관찰한다는 사실이 가설(상

수의 정상 상태가 만들어졌다)로부터 상수의 정상 상태를 관찰한다는 것

을 차단하지는 않는다. 생존과 상수의 상태의 관계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저격수 사례는 인식 주체의 이해, 믿음 등이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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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보다 분명히 보여준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의도 또는 우연 가

설과 나의 생존을 관찰하는 관계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관찰자(사형수)의 숙고에 근거한다. 반대로 그 상황을 지켜 본 제3의 관

망자의 숙고라면 다른 결과가 가능하다. 그리고 관망자가 가진 숙고의 내

용을 사형수가 가진다면 앞서 그가 가졌던 것과 반대의 결과를 가질 수 

있다. 어떤 관찰이 관찰 선택 효과로 나타나는 여부는 그 관찰 자체가 아

니라 그 관찰의 내용(사실)이 가설과 증거의 내용(사실)에 대해 객관적으

로 갖는 관계를 관찰자(인식 주관)가 어떻게 파악하는지, 다시 말해 그의 

온전한 숙고의 과정에 달려 있는 것이다.20) 

필자는 숙고의 과정이 소버와 와이스버그 모두에게 일관된 답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이 아이디어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 그물 사례와 조정 

논증을 다음과 같이 구조화하겠다. 관찰자가 가설과 증거(관찰)에 대해 

그가 갖는 배경 정보와 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정보가 갖는 관계이다. 

그물의 길이에 관한 정보

⤋
호수 가설들에 대한 관찰자의 믿음 ⟹ 관찰자의 배경 정보 ⟹ 관찰 

정보[그물 속 물고기 길이] 

관찰자의 생존에 관한 정보

⤋
상수의 가설들에 대한 관찰자의 믿음 ⟹ 관찰자의 배경 정보 ⟹ 관찰 

정보[상수 상태] 

이들 두 경우에 ‘그물의 길이에 관한 정보’와 ‘관찰자의 생존에 관한 

정보’가 관찰 선택의 효과를 가지려면 이들 정보가 단지 주어지는 것만으

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들 정보는 관찰자가 갖는 배경 정보의 새로운 일

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일부가 되었다고 그것이 관찰 선택 효과

20) 이 아이디어는 뉴컴 역설과 같이 인과 구조에 대한 지식을 요구할 때 의사

결정에 대한 증거이론이 대응하는 방식에서 볼 수 있다. 이 대응 방식은 의

사결정에 대한 인과 이론이 의도한 바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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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관찰 정보와 관련하여 기존의 배

경 정보가 새로운 정보와 인과적 상호 작용을 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관

찰 정보를 이들 인과 상호작용이 가설들로부터 독립적으로 만드는 여부

는) 새로운 정보가 주어진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관찰자가, 기존의 배

경 정보 및 현재의 관찰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주어진 새로운 정보가 

가질 수 있는 그 관계를 숙고하는 경우에만 새로운 정보는 관찰 선택 효

과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그 인과적 상호 작용은, 다시 말해 가설로부

터 현재의 관찰을 독립시키는 관계로 만드는 여부도 그 숙고의 과정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 보다 엄 히 말하면 그 숙고의 과정이 현재의 관찰

과 관련하여 배경 정보와 새로운 정보의 인과 상호 작용을 초래한다. 그

리고 그 인과 상호 작용이 초래될 여부가 관찰 선택의 효과가 있을 여부

를 결정한다.

각각의 사례에서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관찰 선택 효과를 보여주는지 

보자. 그물 사례에서 ‘그물 속의 물고기 크기가 10인치 이상인 것을 확인

하였다.’를 E2라 하자. 소버가 관찰 선택 효과로 제시한 관찰 ‘그물코의 

크기가 10인치이다(또는 큰 구멍을 가졌다).’를 O1이라 하자. 관찰자에게 

어떤 배경 지식이 주어져 있다. 관찰자는 그 배경 지식에 O1이 주어졌을 

때 호수 안의 물고기 크기를 논의하는 것이 반드시 무의미하다고 판단하

지는 않는다. 관찰자가 ‘그물코의 크기가 10인치이면 잡힌 모든 물고기는 

10인치 이상이 된다.’는 그물코의 크기와 물고기의 크기의 상관관계를 숙

고할 수 있어야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그 숙고가 주어져야 O1은 관

찰 선택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 숙고를 Φ라 하자. 그 숙고의 내용이 

되는 상관관계를 O1∥E2라 하자. 이 상관관계에 대한 숙고는 Φ(O1∥E2)

이 된다. Φ는 일종의 함수로 이해할 수 있다. 이 함수의 결과에 따라 우

도의 관계는 달라질 것이다. 관찰 선택 효과로 의도한 바는 아래와 같다. 

Pr(E2｜H1 & Φ(O1∥E2)) = Pr(E2｜H2 & Φ(O1∥E2))

그러나 이 관계는 보다 엄 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O1이 주어져도 Φ

(O1∥E2)가 가능한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반사실적 조건문으로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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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I1: O1이 주어졌다면 Φ(O1∥E2)가 있었을 것이다. O1□→ Φ(O1∥E2)

I2: O1이 주어졌다면 Φ(O1∥E2)가 없었을 것이다. O1□→ ~Φ(O1∥E2)

반사실적 조건문 각각을 I1, I2라 할 때 관찰자는 둘 중의 한 경우를 

가질 성향을 갖게 되므로 I1∨I2가 될 것이다. 물론 I1, I2는 서로 배타적

이다. 그리고 I1이나 I2가 되는 성향을 확률 r(I1), r(I2)로 표현할 수 있다. 

서로 배타적이므로 이들의 선언을 r(I1∨I2)라 할 때 가설 H1과 H2 각각

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다. 

Pr(E2｜H1 & (I1∨I2) & r(I1∨I2)) >,=,< Pr(E2｜H1 & -(I1∨I2))

Pr(E2｜H2 & (I1∨I2) & r(I1∨I2)) >,=,< Pr(E2｜H2 & -(I1∨I2)) 

관찰 선택 효과에 관한 증거가 주어졌을 때 두 가설의 우도를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Pr(E2｜H1 & (I1∨I2) & r(I1∨I2)) >,=,< Pr(E2｜H2 & (I1∨I2) & 

r(I1∨I2))

r(I1∨I2)를 Kr1,2이라 할 때 H1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Pr(E2｜H1 & (I1∨I2) & Kr1,2) 

= Pr(I1｜H1 & Kr1,2 & (I1∨I2)) Pr(E2｜H1 & Kr1,2 & (I1∨I2) & 

I1) 

+ Pr(I2｜H1 & Kr1,2 & (I1∨I2)) Pr(E2｜H1 & Kr1,2 & (I1∨I2) 
& I2)21)  

21) B∨-B는 항상 참이므로, Pr(C｜A) = Pr(C & [B∨-B]｜A). 

드모르강 법칙과 확률의 공리[X, Y가 배타적일 때 Pr(X ∨ Y) = Pr(X) 

+ Pr(Y)]를 따를 때

Pr(C & [B∨-B]｜A ) = Pr((C&B) ∨ (C&-B)｜A) = Pr((C&B)｜A) + 

Pr((C&-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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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1) Pr(E2｜H1 & I1 & Kr1,2 & (I1∨I2)) 

+ r(I2) Pr(E2｜H1 & I2 & Kr1,2 & (I1∨I2))22)
= r(I1) Pr(E2｜H1 & I1) + r(I2) Pr(E2｜H1 & I2).23)

H2에 대해서도 같은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Pr(E2｜H2 & (I1∨I2) & Kr1,2) 

= r(I1) Pr(E2｜H2 & I1) + r(I2) Pr(E2｜H2 & I2).

Kr1,2이 주어질 때 가설 H1과 H2를 비교하면 다음 관계가 된다. 

Pr(E2｜H1 & (I1∨I2) & r(I1∨I2)) = r(I1) Pr(E2｜H1 & I1) + r(I2) 

Pr(E2｜H1 & I2)

>,=,< 

Pr(E2｜H2 & (I1∨I2) & r(I1∨I2)) = r(I1) Pr(E2｜H2 & I1) + r(I2) 

Pr(E2｜H2 & I2).

이들 관계는 와이스버그가 우려했던 문제와 그것에 대해 소버가 해명

하려고 노력했던 문제에 답을 준다. 와이스버그는 인간 중심 원리와 결합

한 관찰 선택 효과가 증거와 가설의 모든 관계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

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위에 제시된 관계는 가설과 증거의 관계를 비결

정적인 것으로 해명하므로 가설과 증거가 갖는 관계의 다양한 변화를 보

여줄 수 있다. 관찰 선택의 후보가 될 어떤 새로운 관찰이 주어질 때 관

찰 선택 효과가 되려면 그 관찰이 기존의 증거와 관련하여 가설과 인과 

상호 작용을 하여야 한다. 차단 효과는 그 인과 상호 작용들의 하나이지

확률의 정리 Pr(X&Y｜Z) = Pr(Y｜X) Pr(Z｜X&Y)를 따를 때, 

Pr((C&B)｜A) + Pr((C&-B)｜A) = Pr(B｜C) Pr(A｜C&B) + Pr(-B｜

C) Pr(A｜C&-B).

본문에서 I1와 I2는 차례로 B와 -B에 해당한다. 
22) Pr(I1｜H1 & Kr1,2 & (I1∨I2))는 r(I1)의 의미이므로 r(I1)로 대치된다.
23) Pr(E2｜H1 & I1 & Kr1,2 & (I1∨I2))에서 I1 는 (I1∨I2)을 논리적으로 함축

하므로 I1로 충분하다. 가능한 한 모든 배경 지식이 구체화되었다는 전체 

증거의 원리에 따라 Kr1,2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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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차단 관계가 있을 때 소버가 주장하는 관찰 선택 효과가 실현된 것이

다. 그러나 인과 상호 작용으로서 관찰 선택 효과는 또 다른 관계로서 전

도된 부등 관계도 해당된다. 다양한 인과 상호 작용이 있는지 여부는 인

식 주체가 그 새로운 관찰이 기존의 증거와 갖는 특별한 관련성(예를 들

어 인과적 관련성, 상호관계, 논리적 함축 등)에 대해 숙고하는 데 달려 

있다. 더 정확히 말해 그 숙고의 개연성 r(I1), r(I2)에 달려 있다.

이제 새롭게 도출한 형식화로 가설과 증거의 관계에서 필자가 생각하

는 관찰 선택 효과의 인과 상호 작용을 보다 정교하게 보여줄 수 있다. 

새로운 관찰 O1이 주어지기 전에 두 가설에 대한 우도의 관계가 다음과 

같다고 하자.

Pr(E2｜H1) > Pr(E2｜H2).

새로운 관찰 O1이 주어졌을 때 어떤 인과 상호 작용이 없다면 앞의 부

등 관계에 어떤 변화도 없이 부등 관계는 일치할 것이다. 이 경우는 관찰 

선택 효과가 없다. 

Pr(E2｜H1 & (I1∨I2) & r(I1∨I2)) = r(I1) Pr(E2｜H1 & I1) + r(I2) 

Pr(E2｜H1 & I2)

> 

Pr(E2｜H2 & (I1∨I2) & r(I1∨I2)) = r(I1) Pr(E2｜H2 & I1) + r(I2) 

Pr(E2｜H2 & I2).

저격수 사례에서 관찰 선택 효과가 없는 것은 사형수가 사격 직전부터 

사격 순간 그리고 이후까지 새롭게 이루어진 어떤 관찰 O1도 숙고의 대

상이 되지 않은 것이다. 그 사실에 토대한 관계는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다. 

Pr(E2｜H1) > Pr(E2｜H2)

Pr(E2｜H1 & (I1∨I2) & r(I1∨I2)) = Pr(E2｜H1 & -(I1∨I2))

Pr(E2｜H2 & (I1∨I2) & r(I1∨I2)) = Pr(E2｜H2 & -(I1∨I2)) 

따라서 Pr(E2｜H1 & (I1∨I2) & r(I1∨I2)) > Pr(E2｜H2 & (I1∨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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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1∨I2)). 

Pr(E2｜H1 & (I1∨I2) & r(I1∨I2)) = r(I1) Pr(E2｜H1 & I1) + r(I2) 

Pr(E2｜H1 & I2)

> 

Pr(E2｜H2 & (I1∨I2) & r(I1∨I2)) = r(I1) Pr(E2｜H2 & I1) + r(I2) 

Pr(E2｜H2 & I2).

다른 한편으로 또 다른 관찰 O1(예를 들어 ‘A유형, B유형 총에 사용된 

총알이 모두 공포탄이다.’)이 주어졌을 때 (공포탄과 죽음의 부(負) 상관

관계에 대한) 숙고를 통한 인과 상호 작용이 있다면 부등 관계에 변화가 

있어 상등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경우에는 관찰 선택 효과가 있다.

Pr(E2｜H1 & (I1∨I2) & r(I1∨I2)) = r(I1) Pr(E2｜H1 & I1) + r(I2) 

Pr(E2｜H1 & I2)

= 

Pr(E2｜H2 & (I1∨I2) & r(I1∨I2)) = r(I1) Pr(E2｜H2 & I1) + r(I2) 

Pr(E2｜H2 & I2).

조정 논증에서 새로운 관찰이 관찰자의 생존에 관한 것으로 O1라 하

자. 이때 O1이 주어져도 ‘E2가 없다면 O1은 불가능하다.’, 또는 ‘인간 중

심 원리와 결합한 O1이 E2를 논리적으로 함축한다.’를 성찰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다면 O1은 관찰 선택 효과를 가질 수 없다. 다시 말해 O1이 주

어져도 Φ(O ⊃ E2)가 가능한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반 사실적 관계로 

두 가지 가능성을 말할 수 있다. 성찰이 성공적이면 관찰 선택 효과가 있

어 상등 관계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처음의 부등 관계 Pr(E2｜H1) > 

Pr(E2｜H2)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Pr(E2｜H1 & (I1∨I2) & r(I1∨I2)) = r(I1) Pr(E2｜H1 & I1) + r(I2) 

Pr(E2｜H1 & I2)

=, > 

Pr(E2｜H2 & (I1∨I2) & r(I1∨I2)) = r(I1) Pr(E2｜H2 & I1) + r(I2) 

Pr(E2｜H2 & I2).

이 논의는 네 가지 점에서 결코 사소하지 않다. 첫째, ‘나’ 자신이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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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주체가 논리적으로 전지전능한 주체는 아닐 것이다. 소버가 가설과 증

거의 입증 관계를 우도로 해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주관적 확률에 근

거하는 베이스주의를 배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버는 우도에 관찰 선택 

효과를 도입하면서 주관적 확률의 자리를 오히려 마련하였다. 소버가 제

시한 인과 상호 작용으로 표현되는 관찰 선택 효과의 다양성(다시 말해 

비교되는 우도들의 여러 관계 그리고 우도들의 여러 가능한 값)은 주관적 

확률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말하기 어렵다. 그리고 주관적 확률은 세

계의 객관적 구조에 근거한 객관화된 주관적 확률이지 맹목적인 주관적 

확률이면 안 된다. 필자의 논의는 관찰 선택 효과의 다양성과 객관화된 

주관적 확률을 확보하게 한다. 둘째, 와이스버그가 주장했던 상등 관계이

지만 그것이 갖는 다양한 우도의 값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와이스버그가 소버에게 제기한 문제이다. 필자의 논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준다. 셋째, 관찰 선택 효과 이후에 계속 유입되는 새로운 증

거가 주어질 때 그 증거의 의미를 무의미하지 않게 한다. 예를 들어 지적 

설계자 가설에 대한 절대적 지지자는 소버가 주장하는 것처럼 상수와 존

재의 관계를 이해하여도, 자신의 숙고를 통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

전히 r(I1)에는 0을, r(I2)에는 1을 얼마든지 부여할 수 있다. 그것을 반드

시 불합리한 추론이라 말할 수는 없다. 소버나 와이스버그가 제시한 형식

화는 이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넷째, 동일한 관찰 선택이 주어질 때 나

타날 수 있는 1인칭 관점과 3인칭 관점의 차이와 이들의 관계를 해명할 

수 있다. 갑돌이 자신에게 나타난 폐암이란 증거에 대해 흡연 가설 H1과 

비흡연 가설 H2에 대한 우도는 다음과 같다.

Pr(E2｜H1) > Pr(E2｜H2)

새로운 관찰 O1이 주어졌고 그것은 ‘특정한 유전자에 대한 관찰’이다. 

이 유전자는 흡연과 폐암의 공통 원인이므로 이 경우에 인과 구조에 대

한 올바른 이해를 가진 3인칭 관점은 다음과 같다. 

Pr(E2｜H1 & O1) = Pr(E2｜H2 & 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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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돌이도 자신에게서 그 유전자를 발견하였지만 그는 3인칭 관점을 가

질 수도 있으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유전자가 공통 원인이란 사실

을 인지하는 여부가 물론 결정적이다. 그러나 공통 원인이란 사실을 알아

도 그것이 흡연과 폐암의 관계를 무관하게 한다는 것을 추론하지 못한다

면 1인칭 관점은 처음의 관계가 될 것이다. 

Pr(E2｜H1 & O1) > Pr(E2｜H2 & O1).

그러나 숙고를 통해 그 인과 관계를 파악하였다면 3인칭 관점에 도달

할 것이다. 

Pr(E2｜H1 & O1) = Pr(E2｜H2 & O1).

1인칭과 3인칭의 이런 차이와 일치 여부는 앞서 제시한 형식화로 보여

줄 수 있다. 

Pr(E2｜H1 & (I1∨I2) & r(I1∨I2)) = r(I1) Pr(E2｜H1 & I1) + r(I2) 

Pr(E2｜H1 & I2)

>, = 

Pr(E2｜H2 & (I1∨I2) & r(I1∨I2)) = r(I1) Pr(E2｜H2 & I1) + r(I2) 

Pr(E2｜H2 & I2).

1인칭과 3인칭 두 우도의 관계에서 이들의 차이와 일치 여부는 갑돌이

가 가질 숙고의 개연성 r(I1), r(I2)에 달려 있는 것이다.

8. 나가는 말 

필자의 논의에 대해 베이스주의 입증 이론의 옹호자들은 필자의 주장

을 베이스주의가 충분히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주어진 

가설과 증거에 대한 사전 확률이 고정되었다고 전제한 후 관찰 선택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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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논의하면 그 입증 관계는 우도의 값이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다. 관찰 선택 효과와 관련해서 베이스주의와 우도의 지

지자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 글에서 필자의 논의는 세 가지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다. 첫째, 베이스주의 입증 이론과 관련하여 논쟁

거리였던 ‘오래된 증거의 문제’(The problem of old evidence)에 대해 

새로운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관찰 선택 효과는 계량화된 입증 이론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모든 입증 관계에 관찰 선택 효과가 내재되

어 있다면 (와이스버그도 주장하였듯이) 계량화로 비교되는 입증의 정도

가 무의미하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논의는 이 문제에 답을 주는 

데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문제가 갖는 특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계

량적 입증 관계에 대한 니힐리즘은 여전히 가능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둘째, 이 글의 논의는 입증 이론과 의사 결정 이론의 연결

을 가능하게 한다.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그 증거를 가능하게 한 객관적

인 세계의 구조를 전제한 정보가 의사 결정 이론에 필요하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뉴컴(Newcomb)의 역설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인과 의사 결정 이론이 있다. 그러나 그 이론은 인

과의 구조에 제한되어 있으며 그 이외에 여러 객관적 구조에 대한 정보

를 어떻게 포섭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증거 의사 결정 이론은 아마도 모

든 객관적 구조를 포섭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론에는 인간이 절대적

으로 합리적이란 전제가 숨어있다. 필자의 논의는 두 이론 모두와 관련하

여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 셋째, 필자의 논의는 인식의 과정을 재현하는, 

다시 말해 발견의 과정을 재현한다. 그 동안 증거와 가설의 관계는 정당

화의 맥락에 한정되어 있었고 발견의 맥락과 구분되었다. 위 관계는 발견

의 맥락(논리)을 파악하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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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5

Why Observation Selection Effect Matters in 
Design Argument?: 

From the Probabilistic Point of the View

Joonsung Kim

In this paper, I discuss the debate between Sober(2004, 2009) 

and Weisberg(2005, 2010) concerning the design argument called 

the fine-tuning argument. Sober argues that an evidence does not 

more support the hypothesis of the intelligent designer than the 

hypothesis of the chance while explicating the design argument 

conjoined with observation selection effect and the anthropic 

principle in terms of the law of likelihood. Weisberg criticizes that 

Sober's argument against the design argument is not so tenable 

as it could be. In the first place, I examine Sober's and 

Weisberg's arguments, and qualify the problems Sober and 

Weisberg pose for one another. In the second place, I put forth an 

answer to the problems, and argue that the answer renders 

Sober's argument and Weisberg's argument compatible. 

Key Words: Anthropic Principle, Design Argument, Likelihood, 

Observation Selection Effect, Sober, Weisbe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