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흄의 기적 논증이 의미하는 것은?

1)

송 하 석
†

흄의 기적 논증은 철학사에서 증언적 믿음의 인식적 정당성 문제에 관한 논

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흄의 기적 논증은 매우 발생하기 어렵

다고 믿어지는 기적과 같은 사건을 매우 신뢰할 만한 사람이 증언했을 때의 

문제를 다루는데, 흔히 흄의 격률이라고 불리는 증언의 합리적 수용에 관한 

그의 주장은 증언이 거짓될 가능성과 증언이 확립하고자 하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의 비교를 통해서 설명된다. 이러한 흄의 주장에 대하여 흄과 동시대 

철학자인 프라이스에서부터 최근 코헨, 이어만 등이 신랄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 논문은 흄의 격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시함으로써, 프라이스와 코헨이 

제시한 반례는 진정한 반례일 수 없고, 이어만의 비판은 근거가 없음을 논증

한다. 

【주요어】증언의 증거적 효력, 베이즈주의, 이어만, 프라이스, 코헨, 남미영 

1. 들어가는 말

흄(D. Hume)이 1748년에 발표한 인간 오성에 관한 탐구 Enquiries 

into Human Understanding1)에는 자신의 그전 저술인 인간 본성에 

 * 접수완료: 2011.11.24 / 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2011.12.9 / 

수정완성본 접수: 2011.12.14

 †아주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수.

 1) 앞으로 인간 오성에 관한 탐구를 인용할 때는, D. Hume, Enquiries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and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ed. L. A. Selby-Bigge (3rd ed.) (Open University, 1975)의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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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논고 A Treatise of Human Nature에는 들어 있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기적에 관하여(Of 

Miracles)”라는 절이다. 거기에서 흄은 기적에 대한 증언과 기적에 대한 

믿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면서 증언에 의한 믿음의 정당성에 관한 

자신의 경험론적 인식원리를 제시한다. 

흄이 “기적에 관하여”에서 제시하는 논증은 증언의 증거적 효력

(evidential force)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흄은, 

매우 발생하기 어렵다고 믿어지는 사건을 매우 신뢰할 만한 사람이 증언

했을 때, 그 증언의 인식적 지위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를 제시함으로써, 

증언을 토대로 한 믿음의 정당성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흄의 논증을 비판한 흄과 동시대 철학자인 프라이스(R. 

Price)에서부터, 오늘날 많은 베이즈주의자들의 찬반 논의에 이르기까지 

증언의 증거적 효력에 대한 확률론적 논쟁은 매우 뜨거운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흄에 관한 여러 연구 업적에도 불구하고 흄의 기적 논증

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미영이 발

표한 “증언적 믿음의 인식적 정당성: 흄의 원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증언적 믿음의 인식적 정당성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2)시키기를 바란

다는 그의 기대대로 이 주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만한 의미 있는 논

문이라고 생각한다. 

남미영은 흄의 기적의 논증을 간단히 소개하고 그에 대해서 일반적으

로 주어져온 비판에 대해서 대답하고, 흄의 논증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남미영은 자신이 “증언의 합리적 수용에 

관한 원리(principle of reasonable acceptance of testimony)”라고 부

른 흄의 경험론적 인식원리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나 정식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그 결과 흄의 논증에 대한 프라이스를 비롯한 베이즈주의적인 비

판에 대한 남미영의 응답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 글의 주된 목적은 흄의 기적 논증에 대한 올바른 베이즈주의적 해

석이 무엇인가라는 현대적 논의에 답하고, 필자가 제시하는 해석이 옳음

이지를 사용할 것이고, 약어로 E.를 사용한다. 

 2) 남미영 (2008),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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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논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흄의 기적 논증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

보고(2절), 흄의 논증에 대한 프라이스 등의 베이즈주의적 비판이 무엇이

고, 그 비판이 적절한지 평가해 볼 것이다(3절). 마지막으로 흄의 논증에 

대한 올바른 정식화를 시도하고 그 정식이 옳음을 증명하고, 최근 흄의 

기적 논증에 대한 매우 신랄한 비판을 제시한 이어만(J. Earman)의 주장

에 대해서 답할 것이다(4절).

2. 흄의 기적 논증

현대에 와서는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듯이, 흄이 기적 논증

을 통해서 보이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기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기적에 대한 증언이 기적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할 만한 증거적 효력을 가

질 수 없다는 것이다. 기적의 발생을 보고하는 증언의 신뢰성에 대한 흄

의 논증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적에 대하여”의 제 1부에 등장한다. 

흄에 따르면, 증언에 근거한 추론은 그 증언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

지에 대한 관찰에 근거한다. 증언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자주 해서 신뢰하

기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증언의 내용이 진기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면 증

언의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흄은 증언의 내용이 

단순히 진기한 사건 정도가 아니라 기적적인 사건인 경우이고 그 증언을 

하는 사람이 매우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경우를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한다. 

흄은 이 경우, “강력한 증거에 반하는 또 다른 강력한 증거가 있는 셈”3)

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흄의 논쟁적인 주장이 시작된다. 

기적은 자연법칙의 위반이다. … 자연의 일상적인 과정에 따라 일어난 

것이라면 어떤 것도 기적일 수 없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

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다. 그런 죽음도 가끔 일어나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면 그것은 기적이다. 그런 일은 어

느 때도 어디에서도 관찰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기적적

인 사건에는 그것과 상반되는 한결같은(uniform) 경험이 있기 마련이

 3) E.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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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렇지 않다면 그 사건을 기적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결같은 경험은 기적의 존재를 부정하는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증거

(proof)이다.4) 

즉 자연법칙은 한결같은 경험적 증거에 의해서 지지되고, 반면에 기적

은 그러한 자연법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자연법칙을 지지하는 한결같은 

경험적 사실이 바로 기적의 존재를 부인하는 증거라는 것이다. 요컨대 기

적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반대증거가 있는 셈이다. 이를 기적의 발생에 

반대하는 경험으로부터의 논증(argument from experience)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매우 신뢰할 만한 사람이 기적의 발생을 증언한다면 그것은 경험

으로부터의 논증에 대한 중요한 반례(counter-example)가 될 것이다. 여

기서 바로 기적과 관련된 흄의 문제, 기적의 발생에 대한 증언이 기적의 

발생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증거적 효력이 있는가의 문제가 등장한다. 

이에 대해서 흄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명백한 귀결은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주목을 끌만한 일반적 원칙이다) 

어떤 증언의 거짓됨이 그 증언이 확립하고자 하는 사실보다 더 기적적

인 그런 종류의 증언이 아니라면, 그러한 증언은 모두 기적을 확립하

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5)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기적적인 사건을 증언한다면, 우리는 그 증언이 

거짓일 확률이 그 사람이 증언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을 확률보다 더 

높은지를 판단해서, 두 개의 확률 중에서 더 기적적인 쪽, 즉 더 개연성

이 낮은 쪽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흄의 주장이다. 요컨대 어떤 사람이 기

 4) E. pp.114～115.

 5) E. pp.115～116. 이 부분이 흄의 증언의 인식적 지위와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이고 해석에 있어서도 매우 논쟁적이기 때문에 원문을 인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The plain consequence is (and it is a general maxim worthy of our 

attention), ‘That no testimony is sufficient to establish a miracle, 

unless the testimony be of such a kind, that its falsehood would be 

more miraculous, than the fact, which it endeavours to establish; …’ 

(강조는 필자가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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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증언할 때, 그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이 그가 증언하는 그 사건보다 

더 낮은 경우에, 그리고 오직 그 경우일 때만 우리는 그의 증언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흄의 이상의 논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연법칙은 한결같은 경험적 증거, 즉 매우 강력한 경험적 증거에 

의해서 지지된다.

2. 기적은 자연법칙의 위반이다.6) 

3. (1, 2로부터) 기적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반대 증거가 있다. 

4. (3으로부터) 어떤 증언이 기적의 발생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 증언은 

경험적 사실에 의해서 지지되는 자연법칙이 참일 가능성보다 높은 신

뢰수준이어야 한다. 

5. (4로부터) 어떤 증언이 기적의 발생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은 기적의 발생 가능성보다 더 낮아야 한다. 

이로부터 흄은, 기적을 보고하는 증언의 거짓일 가능성이 기적의 발생

가능성보다 낮을 수 없기 때문에, 기적을 보고하는 증언이 기적을 확립하

기에 충분한 증거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결론 내린다.

3. 프라이스의 비판과 그에 대한 응답

흄과 동시대 철학자였던 프라이스는 1763년 베이즈(T. Bayes)의 논문

 6) 이 전제 때문에 많은 철학자들이 흄의 논증은 논점을 선취하고 있다고 비

판한다. 기적을 일양적인 경험에 의해서 확립되는 자연법칙을 어기는 것이

라고 가정하는 순간, 기적은 정의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다음과 같은 

논증은 타당하지만 논점선취의 오류라는 것이다.: “기적은 자연법칙의 위반

이다. 자연법칙은 어떤 사건에 의해서도 어겨질 수 없다. 그러므로 기적은 

없다”

그러나 흄이 “자연법칙은 어떤 사건에 의해서도 어겨질 수 없다”는 두 번

째 전제를 받아들인다고 가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 흄은 단지 지금까지 발

생한 모든 경험적 사건이 자연법칙을 지지하는 증거, 즉 기적에 반하는 증

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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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붙인 부록에서 흄의 기적 논증에 대한 베이즈주의적 비판을 제시한

다.7) 우선 프라이스는 경험적 증거가 확실성을 가지고(with certainty) 

자연법칙을 확립하지는 못하고, 단순히 개연적으로(with probability) 확

립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베이즈주의를 이용하여 논증한다. 그러므로 

기적에 대한 증언이 자연법칙을 지지하는 증거만큼 또는 그 이상의 증거

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프라이스는 매우 낮은 정도

의 가능성을 갖는 사건이 증언에 의해서 확립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논증을 제시한다. 즉 그는 어떤 사건

을 확립하기 위해 제시된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이, 그 증언이 확립하고자 

하는 사건의 발생 가능성보다 높지만 증언으로서 증거적 효력이 있는 경

우를 제시한다.

프라이스는 무작위로 6자리 숫자를 뽑는 복권 게임에서 내가 복권을 

한 장 산 경우를 예로 든다.8) 이 게임에서 내 복권이 당첨될 확률은 10-6

이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한 조간신문에 발표된 어제 당첨 복권 번호가 

내 복권번호와 같았다고 하자. 물론 신문이 오보를 한 경우도 있지만, 일

반적으로 신문의 보도는 매우 신뢰할 만하다. 이 경우, 신문의 보도를 토

대로 내가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믿는 것은 정당해 보인다. 

그러나 만약 흄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신문의 보도가 거짓일 가능성

이 그 신문의 보도 내용(내 복권이 당첨됨)이 참일 가능성보다 더 낮아야

만 신문의 보도는 내 복권이 당첨되었음을 믿게 할 증거적 효력을 갖는

 7) 베이즈의 논문은 “An Essay towards Solving a Problem in the 

Doctrine of Chances”이다. 이 논문은 1763년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53 (1763), pp.370～418에 게재되어 있

고, 인터넷 http://www.stat.ucla.edu/history/essay.pdf에서도 볼 수 있다. 

이 논문에 프라이스가 붙인 부록은 1768년 프라이스 자신이 출간한 Four 

Dissertations 의 마지막 장이 바로 이것인데, 제목은 “The Importance of 

Christianity, the Nature of Historical Evidence, and Miracles”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E. S. Pearson and M. G. Kendall (eds.) Studies in the 

History of Statistics and Probability (London: Griffin, 1970), pp.134～

153에 수록되어 있고, Earman (2000), pp.157～176에도 재수록되어 있다. 

 8) 이 예는 정확히 프라이스가 제시한 것은 아니고, 다위드와 길리스가 각색한 

것이다. Dawid, P. & D. Gillies (198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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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말해야 한다. 그런데 내 복권이 당첨될 가능성은 10-6이고, 신문의 

보도가 거짓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10-6보다는 훨씬 클 것이기 때문에 

신문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믿는 것은 정당하

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프라이스에 따르면, 복권의 사례는 사건의 발

생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이 그러한 사건의 발생을 증언하는 증언의 증거

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써, 흄의 주장에 

대한 매우 설득력 있는 반례이다.

프라이스의 주장은 흥미롭기는 하지만 흄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 있는 

반례는 아니다. 우선 흄의 기적 논증과 프라이스의 복권 논증 사이에는 

중요한 비유사성(disanalogy)이 존재한다. 복권 논증의 경우에서는 내 복

권번호와 같은 특정한 여섯 자리 수가 뽑히는 특정한 사건(particular 

event)이 발생할 개연성은 매우 낮지만, 그러한 유형의 사건(type of 

event), 즉 어떤 여섯 자리 숫자가 뽑히는 사건의 발생은 개연성이 낮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사건은 확실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기적의 논증의 

경우에서는, 어떤 사람이 특정한 시각, 특정한 장소에서 공중에 떠있는 

것과 같은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개연성도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유형의 사건(임의 시간, 임의의 장소에서 사람이 공중에 떠있음)

의 발생 가능성도 또한 매우 낮다.9)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코헨(L. Cohen)이 제시한 사례를 통해서 다시 

흄의 논증을 비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즉 어떤 사람이 특정한 징

후를 보일 경우, 질병 A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99.2%, 질병 B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0.8%라고 하자. 그런데 문제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이 99%

의 신뢰성을 보이는 검사를 받은 결과 질병 B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더 이상의 추가적인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가정하자.10) 

이 사례는 표면적으로 보면 흄의 기적 논증에 대한 반례인 것처럼 보

 9) 그런 점 때문에 필자는 흄의 기적에 대한 증언의 증거적 효력에 대한 언급

에서, “그런 종류의 증언(the testimony be of such a kind)”이라는 표현

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의 각주 4) 참고.
10) 코헨의 사례로 제시한 것은 남미영이 각색한 것을 그대로 가져왔다. 남미영

(2008),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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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즉 특정한 징후를 보인 사람에 대해서 99% 정도의 매우 높은 신뢰

수준을 보여주는 검사 결과가 B에 걸렸다고 판단되었지만, 그 사람이 B

에 걸릴 확률(0.8%)은 그 검사가 오류일 가능성(1%)보다 더 낮다. 그러

므로 흄에 따르면, 검사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해도, 그 검사가 오류

일 가능성이 그 검사결과가 보고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 검사 결과를 토대로 검사를 받은 사람이 B에 걸렸다고 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인데, 이는 반직관적이라는 것이다. 남미영은 이에 대

해서 일반적인 우리의 직관은 “99%의 신뢰성을 보이는 검사의 결과에 

따라, 99%의 확신과 1%의 의구심을 가진 채 질병 B에 대한 치료를 받”

는 것이라고 말한다.11) 그러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한 직관

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직관은 잘못된 것이다. 

프라이스의 복권의 사례와 코헨의 질병의 사례를 흄의 기적의 사례와 

비교해 보자. 즉 프라이스의 복권의 사례에서 신문이 내 복권번호가 당첨

번호라는 보도가 갖는 증거적 효력과 코헨의 질병의 사례에서 B에 걸렸

다는 검사 결과가 갖는 증거적 효력을 기적을 증언하는 증언이 갖는 증

거적 효력과 비교해 보자. 

E를 ‘내 복권이 당첨된다.’를 나타낸다고 하자. 그러면 

Pr(E) = 10-6

이다. W를 ‘한 신문이 내 복권번호가 당첨번호라고 보도한다.’를 나타

낸다고 하자. 그런데 신문이 가끔은 오보를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신문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부합한다. 그러므로 내 복권이 당첨되었다는 조건하

에서 W가 참일 확률은 꽤 높을 것이다. 이제 그 값을 0.8이라고 가정하

자. 즉

Pr(W|E) = 0.8

이다. 또 I를 ‘복권번호에 대한 그 신문의 보도가 거짓이다’를 나타낸다

11) 남미영(2008),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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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자. 그러면 

Pr(I) = 0.2

이다. 그런데 신문이 내 복권번호가 당첨번호라고 보도했는데 사실은 

내 복권이 당첨되지 않은 경우는 신문이 내 복권번호가 당첨번호라고 보

도했는데 그 보도가 거짓인 경우와 같다. 즉,

Pr(W & ~E) = Pr(W & I) 

이다. 따라서 

Pr(W|~E)․Pr(~E) = Pr(W|I)․Pr(I)

이다. 그러므로 다음이 성립한다.

1) Pr(W|~E) = [Pr(W|I)․Pr(I)] / Pr(~E)

그런데 복권의 당첨번호에 대한 신문의 보도가 옳지 않다는 사실이 주

어졌다고 해도, 어떤 번호가 당첨번호일지 알 수 없고, 내 번호가 당첨될 

확률은 여전히 10-6이다. 다시 말해서 신문의 복권번호에 관한 보도가 옳

지 않다는 조건에서 신문이 당첨번호라고 발표한 번호가 나의 복권번호

일 확률은 10-6이다. 즉, 

2) Pr(W|I) = 10-6

이다. 그러므로 

3) Pr(W|~E) = (10-6×0.2)/(1-10-6) = 0.2/(106-1) 

이다. 이를 토대로 내 복권번호가 당첨되었다는 신문의 보도의 증거적 



송 하 석86

효력, 즉 Pr(E|W)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Pr(E|W) = Pr(W|E)․Pr(E) / [Pr(W|E)․Pr(E) + Pr(W|~E)․

Pr(~E)]

         = 0.8 × 10-6/ [0.8 × 10-6 + (0.2/106-1) × (1-10-6)]

         = 0.8

결국 신문이 내가 산 복권번호가 당첨번호라고 보도한다면, 내 복권이 

실제로 당첨될 확률이 0.8정도 되는 셈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신문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을 때, 그 보도를 토

대로 그 사건이 발생했다고 믿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제 코헨의 질병의 경우, 검사의 증거적 효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A 질병에 걸릴 확률은 99.2%, B 질병에 걸릴 확

률은 0.8%이고, 검사의 신뢰도는 99%이다. A는 ‘A 질병에 걸린다.’를 B

는 ‘B 질병에 걸린다.’를, 그리고 TB는 ‘검사 결과가 B 질병에 걸린 것으

로 밝혀졌다.’를 각각 의미한다고 하자. 그러면

Pr(A) = 0.992

Pr(B) = 0.008

Pr(TB|B) = 0.99

이다. 그런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A에 걸릴 확률은 99.2%이고 B에 

걸릴 확률은 0.8%이므로, 그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A 또는 B에 걸린

다. 그러므로

Pr(~B) = Pr(A)12)

Pr(TB|~B) = 0.01

12) 위에서 Pr(A), Pr(B)라고 쓴 것은 편의상 그런 것이고, 엄 하게 표현하면, 

‘S’를 “어떤 특정한 증상을 보인다”를 나타낸다고 하면, Pr(A|S), Pr(B|S)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등식도 엄 하게 쓰면,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한다. 

Pr(~B|S) = P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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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를 토대로 검사결과 B에 걸린 것으로 판명될 확률, Pr(B|TB)

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Pr(B|TB) = Pr(TB|B)․Pr(B) / [Pr(TB|B)․Pr(B) + Pr(TB|~B)․

Pr(~B)]

          = (0.99 × 0.008) / [0.99 × 0.008 + 0.01 ×0.992] 

          ≒ 0.44

남미영은 코헨의 질병 사례에 대해서 검사가 99%의 정확성을 갖기 때

문에 그 검사 결과가 B라고 나왔을 경우, 비록 B가 발생 확률이 낮다고 

할지라도 B에 걸렸을 확률이 99%라고 생각한 것 같다.13)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어떤 특정한 증상을 가진 사람이 검사를 받은 결과 발생가능성

이 매우 낮은 B 질병에 걸렸다고 나왔다면, 실제로 그 검사결과를 토대

로 B 질병에 걸렸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정도는 44% 정도이다. 

코헨의 질병의 사례는, 99%의 정확도를 갖는 검사 결과가 발생률이 매우 

낮은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인데, 그러한 경우 우리가 그 검

사결과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이제 끝으로 기적의 경우 기적을 증언하는 증언의 증거적 효력에 대해

서 생각해 보자. 

M을 “기적이 발생했다”, T를 “기적의 발생에 대한 증언이 있었다”라

고 하자. 그리고 Pr(M)을 내 복권이 당첨되는 정도인 10-6이라고 하자. 

그런데 기적을 증언한 사람이 매우 신뢰할 만한 성직자여서, 그가 거짓말

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서 0.01%라고 하자. 즉,

Pr(T|M) = 0.99

라고 하자. 이제 Pr(T|~M)의 값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비록 증언을 

하는 사람이 매우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종교적 성향에 의해서 

다른 사건에 대한 증언보다는 거짓말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판단

13)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지적해주셨듯이, 이러한 오류는 일반적으로 매우 흔하

게 범하는 것으로 ‘기저율 무시의 오류(base rate fallacy)’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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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에, 

Pr(T|~M) = 10-3

라고 하자.14) 그러면, 

Pr(M|T) = Pr(T|M)․Pr(M) / [Pr(T|M)․Pr(M) + Pr(T|-M)․

Pr(-M)]

         = (0.99 × 10-6) / [0.99 × 10-6 + 10-3 × (1-10-6)] 

         ≒ 10-3

요컨대 프라이스가 제시한 복권의 경우는 신문이 내 복권이 당첨되었

다고 한 보도의 증거적 효력은 80%로 매우 높다. 또한 코헨의 질병의 사

례에서 검사 결과가 희귀한 질병인 B에 걸렸다고 했을 때, 실제로 B에 

걸렸을 가능성은 44% 정도이지만, 기적의 경우는, 증언자의 신뢰도에 따

라 다르겠지만, 기적의 증언이 갖는 증거적 효력은 대체로 1/100에서 

1/1000 정도이다. 그런 점에서 기적의 경우는 프라이스나 코헨이 제시한 

사례의 경우에 비해서 그 증언의 증거적 효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

다. 결국 프라이스와 코헨이 제시한 사례에서의 증언은 기적의 경우에서

의 증언이 갖는 증거적 효력과 비교할 때 그 증거력이 매우 크다. 그러므

로 프라이스와 코헨이 제시한 사례가 표면적으로 기적의 경우와 유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증언의 실제 증거적 효력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고, 

따라서 흄의 기적 논증에 대한 적절한 반례라고 할 수 없다.

4. 흄의 논증에 대한 올바른 정식화

과연 “증언이 기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이 

14) 이 확률값을 일반적인 경우에 증언자가 거짓말을 하는 정도인 10-4이라고 

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럴 경우 그의 증언의 증거적 효력인 

Pr(M|T)의 값은 대략 10-2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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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적이 발생할 확률보다 더 낮아야 한다”는 흄의 격률(maxim)을 어

떻게 확률식으로 정식화해야 할까? 흄의 격률에 대하여 지금까지 제시된 

해석을 보면, 모두 “기적에 대한 증언이 그 기적을 확립한다”는 격률의 

전건을 “Pr(M|T) ＞ 0.5”라고 정식화하는 데 동의한다. 즉 “증언이 기적

을 확립함”을 “기적에 대한 증언이 있었다는 조건하에서 기적이 실제로 

발생했을 확률(기적에 대한 증언이 있은 후의 기적이 발생할 후행 확률)

이 1/2보다 큼”으로 해석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문제는 “증언의 

거짓됨이 그 기적이 발생할 가능성보다 더 낮다”는 격률의 후건을 어떻

게 정식화할 것인가이다. 가능한 정식은 다음 다섯 가지이다.

① Pr(M) > Pr(T & ~M) 

② Pr(M) > Pr(T|~M) 

③ Pr(M) > Pr(~M|T) 

④ Pr(T & M) > Pr(T & ~M) 

⑤ Pr(M|T) > Pr(~M|T)15) 

이 후건에 담겨져야 할 내용은 “기적에 관한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이 

기적의 발생 가능성보다 작다”는 것이다. 위 다섯 가지 정식 중 그 내용

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사실 하나는, 흄이 격률을 통해서 단순히 전건 후건의 충분조

건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흄의 다음 주장을 통해서, 흄이 자신의 

격률을 통해서 전건과 후건 사이에 필요충분조건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기적을 서로 비교해보고 나서 더욱 개연성이 큰 기적을 받아들이

며, 항상 좀 더 놀라운 기적을 거부하게 된다. 그의 증언의 거짓됨이 

그가 증언한 사건보다 더 기적적인 경우에만 비로소 그는 나의 믿음이

나 견해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16)

15) ①은 Sobel(1991), Gillies, Howson 등이 제안했고, ②은 Holder와 Dawid

가 제시했으며, ③은 명백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Price의 견해라고 할 

수 있고, ④는 Sobel(1996)의 견해이다. 그리고 ⑤는 Earman과 Millican이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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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흄은 기적을 증거하는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이 그 증언이 

확립하고자 하는 기적의 발생 가능성보다 낮다는 것이 그 증언이 기적을 

확립하기에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흄의 격

률에 대한 가능한 정식은 다음과 같다. 

1) Pr(M|T) > 0.5 ↔ Pr(M) > Pr(T & ~M) 

2) Pr(M|T) > 0.5 ↔ Pr(M) > Pr(T|~M) 

3) Pr(M|T) > 0.5 ↔ Pr(M) > Pr(~M|T) 

4) Pr(M|T) > 0.5 ↔ Pr(T & M) > Pr(T & ~M) 

5) Pr(M|T) > 0.5 ↔ Pr(M|T) > Pr(~M|T) 

이어만은 “흄의 격률에 대한 유일하게 ‘옳은’ 해석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기술적, 맥락적 이유 때문에 5)가 가장 적절한 번역이

라고 주장한다.17) 이어만은 또 1)의 해석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1)]

이 기적의 신뢰성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

문이라고 말한다.18) 다시 말해서 그는 1)의 쌍조건문 중 한 쪽 방향만 성

립하기 때문에 적절한 해석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어만이 주장하는 것처럼 1)의 쌍조건문에서 다음이 증명한다는 것은 

쉽게 증명할 수 있다. 

Pr(M|T) > 0.5 → Pr(M) > Pr(T & ~M)19) 

문제는 

Pr(M) > Pr(T & ~M) → Pr(M|T) > 0.5 

이 성립하는가이다. 이어만과 리칸은 이것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번역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우 직관적으로 받아들여

16) E. p.116.
17) Earman (2000), p.39.
18) 위의 책, p.40.
19) 이에 대한 증명은 부록의 증명1)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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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만한 사실, 즉 증언자는 매우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서 만약 기적이 발

생했다면 그가 그렇다고 증언할 가능성은 거의 참일 것이라는 사실을 전

제한다면 이 정식도 성립한다. 다시 말해서 

Pr(T|M) ≒ 1

을 전제하면 위 정식도 성립함을 증명할 수 있다.20) 이어만이 1)에 대

해서 한 비판은 일견 타당하지만, 매우 신뢰할 만한 증언자가 기적이 있

는 경우 항상 기적을 증언한다는 사실만 가정할 수 있다면 옳은 정식으

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어만은 2)와 3)은 쌍조건문의 어느 방향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적

절한 번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21), 5)가 흄의 격률을 가장 나타

내는 번역이라고 주장한다. 4)가 5)와 논리적으로 동치이지만,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쌍조건문의 우변(즉 앞에서 나온 ④)의 부등호의 좌변은 증

언이 확립하고자 하는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나타내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Pr(T & M)’은 증언이 있고 동시에 기

적이 발생했을 확률을 표현하는 것이지, 기적의 발생 가능성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쌍조건문의 우변의 식에서 부등호의 좌변은 기

적의 발생에 대한 선행확률, ‘Pr(M)’이거나 후행확률, ‘Pr(M|T)’로 표현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어만에 따르면, “흄은 증인이 기적의 발생을 증언

했다는 것이 알려진 상황에서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하므

로 증언이 확립하고자 하는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기적의 발생에 대한 

후행확률, ‘Pr(M|T)’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2) 그리고 이어서 그는 

증언이 거짓일 확률을 별다른 논의 없이 ‘Pr(M|~T)’라고 말한다. 그래서 

흄의 격률에 대한 가장 적절한 번역은 5)라는 것이다. 

이어만의 주장처럼 5)는 쌍조건문의 양방향이 모두 성립한다. 그런데 

20) 이에 대한 증명은 부록의 증명2)를 볼 것.
21) 리칸은 2)와 3)이 성립하지 않는 구체적인 반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Millican (2007), p.5.
22) Earman (2000),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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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만이 지적한 것처럼 그것은 너무도 사소하고(trivial) 진부하게(banal) 

성립한다. 왜냐하면 ‘Pr(M|T)’과 ‘Pr(~M|T)’의 합은 1인데, 그 중 하나가 

0.5보다 크다면 다른 하나는 당연히 0.5보다 작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

만은 흄의 격률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확률식으로 표현하면 

5)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소하게 참일 뿐이라고 비판한다.23) 만

약 흄이 격률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5)라면 그것은 사소한 참일 

뿐이라는 이어만의 주장은 옳다. 그러나 문제는 흄의 격률이 그렇게 해석

되어야 하는가이다. 

이어만은 “기적에 관한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을 ‘Pr(M|~T)’라고 번역

하고 있다. 그런데 왜 ‘Pr(M & ~T)’나 ‘Pr(~T|M)’이 아니고, 

‘Pr(M|~T)’이어야 하는가? 이어만은 ‘Pr(M|T’)를 “기적에 대한 증언이 

있는 후 기적이 발생할 후행확률”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Pr(M|~T)’는 “기적에 대한 증언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적이 발생할 후행

확률”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확률식은 “기적에 관한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증언되지 않은 기적이 

발생할 가능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기적에 대한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에 대한 가장 적절한 번역은 ‘Pr(~M & T)’라고 해야 한

다. 

또 이어만은 4)와 5)의 후건(쌍조건문의 우변)이 동치라고 해도 4)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4)와 5)의 후건, 즉 ④와 ⑤의 의

미는 “기적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증언이 있을 가능성은 기적이 발생하

지 않았는데 기적의 발생에 대한 증언이 있을 가능성보다 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즉 “기적에 대한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이 참일 가능성보

다 더 크다”는 것이다. 그런데 흄의 격률이 표현하고자 하는 정식에서 쌍

조건문의 후건에 담겨야 할 내용은 “기적에 관한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

이 기적의 발생 가능성보다 작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비교되어야 할 

확률은 기적의 발생 가능성과 기적에 대한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이지, 기

적에 관한 증언이 참일 가능성과 그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이 아니다. 그

런 점에서 5)는 흄의 격률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23) 이에 대한 증명은 부록의 증명3)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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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만이 흄의 격률을 사소하게 참이라는 비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흄의 격률을 논리적으로 사소하게 참이 되도록 번역한 당연한 결과

이다. 그러나 이어만의 번역은 직관적이지도 않고, 왜 그렇게 되어야 하

는지 설명도 불충분하다.

5. 맺음말

흄이 기적 논증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한 ‘증언의 합리적 수용원리’는, 

일반화해서 서술하면, 기적처럼 매우 발생하기 어려운 사건의 발생을 증

언하는 증언이 합리적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그 증언이 증거하는 사건

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그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그 역도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흄의 증언에 관한 원리

는 다음의 확률식으로 번역될 수 있다.

Pr(M|T) ＞ 0.5 ↔ Pr(M) ＞ Pr(T & ~M)

흄의 기적 논증에서 제시된 증언의 합리적 수용 원리를 이렇게 이해할 

경우, 흄의 기적 논증에 대하여 프라이스나 코헨이 제시한 반례는 적절한 

반례일 수 없음을 보일 수 있고, 또한 흄의 기적 논증은 사소하게 참이거

나 일관적이지 않다는 이어만의 비판에도 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어만

의 비판은 흄의 격률을 5)로 번역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데, 그 

번역 자체가 옳지 않다면 그 비판도 그 근거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6. 부록

증명1) Pr(M|T) ＞ 0.5 → Pr(M) ＞ Pr(T & ~M)

① Pr(M|T) ＞ 0.5 (가정)

② Pr(M|T) = Pr(T|M)․Pr(M) / [Pr(T|M)․Pr(M) + P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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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r(~M)] (베이즈 정리)

③ Pr(T|M)․Pr(M) / [Pr(T|M)․Pr(M) + Pr(T|~M)․Pr(~M)] ＞ 

0.5 (①,②에 의해서)

④ Pr(T|M)․Pr(M) ＞ Pr(T|~M)․Pr(~M) (③으로부터)

⑤ Pr(M) ＞ Pr(T|~M)․Pr(~M) ([Pr(M) ＞ Pr(T|M)․Pr(M)]이

므로)

⑥ Pr(M) ＞ Pr(T & ~M) (⑤로부터)

⑦ Pr(M|T) ＞ 0.5 → Pr(M) ＞ Pr(T & ~M) (①, ⑥으로부터)

증명2) Pr(M) ＞ Pr(T & ~M) → Pr(M|T) ＞ 0.5 

① Pr(M) ＞ Pr(T & ~M) (가정)

② Pr(T|M) ≒ 1 (가정)

③ Pr(M) ＞ Pr(T|~M)․Pr(~M) (①에 의해서)

④ Pr(T|M)․Pr(M) ≳ Pr(T|~M)․Pr(~M) (②와 ③으로부터)

⑤ Pr(T|M)․Pr(M) / [Pr(T|M)․Pr(M) + Pr(T|~M)․Pr(~M)] ≳ 

0.5 (④로부터)

⑥ Pr(M|T) ≳ 0.5 (⑤와 베이즈 정리에 의해서)

⑦ Pr(M) ＞ Pr(T & ~M) → Pr(M|T) ≳ 0.5 (①과 ⑥으로부터)

증명3) Pr(M|T) ＞ 0.5 ↔ Pr(M|T) ＞ Pr(~M|T)

① Pr(M|T) ＞ 0.5 (가정)

② Pr(M|T) = Pr(T|M)․Pr(M) / [Pr(T|M)․Pr(M) + Pr(T|~

M)․Pr(~M)] (베이즈 정리)

③ Pr(T|M)․Pr(M) / [Pr(T|M)․Pr(M) + Pr(T|~M)․Pr(~M)] ＞ 

0.5 (①, ②에 의해서)

④ Pr(T|M)․Pr(M) ＞ Pr(T|~M)․Pr(~M) (③에 의해서)

⑤ Pr(T & M) ＞ Pr(T & ~M) (④에 의해서)

⑥ Pr(M|T)․Pr(T) ＞ Pr(~M|T)․Pr(T)

⑦ Pr(M|T) ＞ Pr(~M|T)

⑧ Pr(M|T) ＞ 0.5 → Pr(M|T) ＞ Pr(~M|T) (①, ⑦에 의해서)

⑨ Pr(M|T) ＞ Pr(~M|T) (가정)

⑩ Pr(T & M) ＞ Pr(T & ~M) (⑨에 의해서)

⑪ Pr(T|M)․Pr(M) ＞ Pr(T|~M)․Pr(~M) (⑩에 의해서)

⑫ 2[Pr(T|M)․Pr(M)] ＞ [Pr(T|~M)․Pr(~M) + Pr(T|M)․

Pr(M)] (⑪에 의해서)

⑬ Pr(T|M)․Pr(M) / [Pr(T|M)․Pr(M) + Pr(T|~M)․Pr(~M)] ＞ 

0.5 (⑫에 의해서)



흄의 기적 논증이 의미하는 것은? 95

⑭ Pr(M|T) ＞ 0.5 (⑬과 베이즈 정리에 의해서)

⑮ Pr(M|T) ＞ Pr(~M|T) → Pr(M|T) ＞ 0.5 (⑨와 ⑮에 의해서)

∴ Pr(M|T) ＞ 0.5 ↔ Pr(M|T) ＞ Pr(~M|T) (⑧과 ⑮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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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7

What does Hume mean by his miracle argument?

Hasuk Song

Hume's miracle argument has played important role in the 

history of philosophy, raising the problem of evidential force of 

testimony. Hume deals with this problem by discussing the case 

that a very credible witness testifies the occurrence of a 

miraculous event. He suggests the principle of reasonable 

acceptance of testimony, which says that the testimony of 

miraculous events will be reasonably accepted if and only if the 

probability that the testimony is false is lower than the 

probability that the event occurs. R. Price and L. Cohen criticized 

Hume's maxim by giving some counter-examples. Recently, P. 

Earman criticized it by calling Hume's argument abject failure. 

But this paper argues that if we understand what Hume's maxim 

means correctly we can find that Price's and Cohen's examples 

are not really counter-examples, and that Earman's criticism is 

groundless.

Key Words: Evidential Force of Testimony, Basianism, P. 

Earman, R. Price, L. Cohen, M. N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