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철학 15-1(2012) pp. 55-78

귀납의 문제에 관한 실천추론의 중요성

― 삼 박사의 비 에 한 반론 ―
1)

이 병 덕
†

전영삼 박사는 그의 최근 논문에서 귀납은 실천추론에 의해 옹호될 수 있다는 

필자의 견해를 비판한다. 그는 필자의 시도가 이론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할 귀

납을 단지 실천추론의 맥락에서 이미 정당화된 상태로 재정식화한 것에 불과한 

공허한 시도라고 주장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전영삼 박사의 비판들이 필자

의 견해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비롯된 옳지 않은 비판들임을 밝힌다. 또한 귀납

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실천추론이 갖고 있는 철학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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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필자는 2010년 논문 ｢실천추론에 의한 귀납의 정당화｣와 2011년 논문 

｢귀납의 문제에 대한 구성주의적 해결｣에서 귀납의 문제는 이론추론

(theoretical reasoning)이 아니라 실천추론(practical reasoning)을 통해

서 해결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전영삼 박사는 ｢“실천추론에 의한 

귀납의 정당화” 시도의 공허성｣이라는 그의 최근 논문에서 필자의 시도가 

이론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할 귀납을 단지 실천추론의 맥락 내에서 이미 

정당화된 상태로 재정식화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시도는 귀납에 대한 

이론적 정당화와 독립된 별도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공허한’ 것임을 주

장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전영삼 박사의 비판이 필자의 견해를 잘못 이해

함으로써 비롯된 옳지 않은 비판임을 보이고, 또한 필자의 제안이 갖고 있

는 철학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있다. 

2. 배경지식과 최선의 가설

먼저,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귀납추론을 고려해보자.

(1) 지금까지 관찰된 모든 에메랄드들은 초록색이었다.

∴ (아마도) 모든 에메랄드들은 초록색이다. 

필자는 2009년 논문 ｢실천추론에 의한 귀납의 정당화｣에서 위와 같은 

귀납추론을 다음과 같은 실천추론에 의해 정당화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1') (i) 우리는 ‘x는 에메랄드이다’와 ‘x는 초록색이다’ 사이에 왜 지금

까지 항상적 연언이 성립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고, 또한 이와 

같은 항상적 연언이 앞으로도 계속 성립할지에 대해서도 예측하고자 

한다.

    (ii) (관련된 사실들을 고려해 봤을 때) ‘x는 에메랄드이다’와 ‘x는 

초록색이다’ 사이에 법칙적 관계가 성립한다는 가설은 (i)의 인식목적

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가설이다.

    (iii) ∴ 우리는 ‘x는 에메랄드이다’와 ‘x는 초록색이다’ 사이에 법



귀납의 문제에 관한 실천추론의 중요성 57

칙적관계가 성립한다는 가설을 받아들일 것이다. 

위 실천추론의 결론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이것의 두 전제들을 옹호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두 번째 전제를 옹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필자

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했었다.

보석의 화학구조와 색에 관계에 관한 우리의 배경지식을 토대로 판단

할 때, 지금까지 관찰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에메랄드들이 

모두 초록색이었다는 사실은 단지 우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에메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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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 ‘x는 초록색이다’]의 전건과 후건 사이에 지금까지 항상적 연

언관계가 성립한 것은 단지 우연에 의한 것이라는 가설보다 법칙적 관

계에 의한 것이라는 가설이 설명력과 예측력에 있어서 (관련된 사실들

을 고려해 봤을 때) 최선의 가설이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ii)를 정

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 (이병덕 2009, pp.71-72)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전영삼 박사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이제 만일 추론 [(1)]에서 그러한 “법칙관계”가 이미 성립한 것으로 가

정해 보기로 하자. 그렇다면 이 경우 ‘지금까지 관찰된 모든 에메랄드

들이 초록색이었다’는 전제로부터 ‘모든 에메랄드는 초록색이다’라는 결

론으로 나갈 필요가 대체 무엇인가! 지금과 같은 경우라면, 단지 이미 

성립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전제된 ‘에메랄드임’과 ‘초록색임’ 사이

의 “법칙관계”로부터 바로 ‘모든 에메랄드는 초록색이다’라는 결론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그러한 “법칙관계” 자체가 아예 문제의 결론으로 

표현돼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전영삼 2010, p.19)

우선, ‘x는 A이다’와 ‘x는 B이다’ 사이에 법칙적 관계가 성립할 것이라

고 믿을만한 어느 정도 적절한 인식적 이유가 있다는 것과 양자 사이에 법

칙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인과이론을 제시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아마도 모든 에메랄드들은 초록색이다’와 같은 개연성 

진술을 하기 위해서 ‘x는 에메랄드이다’와 ‘x는 초록색이다’ 사이에 법칙적 

관계가 성립함으로 보여주는 구체적 인과적 설명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셀라스(Wilfrid Sellars)에 의하면, ‘아마도 p이다’라는 개연성 주장은 ‘관

련된 사실들을 고려해 봤을 때 p를 받아들이는 것이 인식적으로 합리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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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는 주장이다. 비록 ‘x는 에메랄드이다’와 ‘x는 초록색이다’ 사이에 법

칙적 관계가 성립함을 보여주는 구체적 인과적 설명을 제시하지 못해도, 

이와 같은 법칙적 관계가 성립한다는 가설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의도

하는 최선의 설명과 예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모든 에메랄드는 초

록색이다’를 받아들이는 것이 인식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아마도 모든 에메랄드들은 초록색이다’라는 개연성 진술은 ‘x는 에메랄드

이다’와 ‘x는 초록색이다’ 사이에 법칙적 관계가 성립할 것이라는 일종의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이지, 그러한 법칙적 관계가 성립함을 보여주

는 구체적인 인과적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아니다. 우리가 ‘x는 

에메랄드이다’와 ‘x는 초록색이다’ 사이에 법칙적 관계가 성립함을 보여주

는 구체적 인과이론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마도 모든 에메랄드들

은 초록색이다’와 같은 개연성 진술을 하는 것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대신에 우리는 ‘모든 에메랄드들은 초록색이다’라는 단정적인 주장을 해야 

한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모든 귀납추론들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2009년 논문에서 필자는 (1)과 같은 귀납추론을 다음과 같은 귀납

추론과 비교했다.

(2) 지금까지 내가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전들은 모두 100원짜리였다.

∴ (아마도) 내가 거스름돈으로 받는 동전들은 모두 100원짜리이다. 

(1)과 (2)의 논리구조는 표면적으로 동일하지만, (1)은 정당한 귀납추론

인데 반하여, (2)는 정당한 귀납추론이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필자

는 이것을 (1')에 대응하는 다음과 같은 실천추론에 의해 설명할 수 있음

을 주장했다.

(2') (i) 우리는 ‘x는 내가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전이다’와 ‘x는 100원

짜리이다’ 사이에 왜 지금까지 항상적 연언이 성립했는지에 대해 설명

하고자하고, 또한 이와 같은 항상적 연언이 앞으로도 계속 성립할지에 

대해서도 예측하고자 한다.

    (ii) (관련된 사실들을 고려해 봤을 때) ‘x는 내가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전이다’와 ‘x는 100원짜리이다’ 사이에 법칙적 관계가 성립한다

는 가설은 (i)의 인식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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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 우리는 ‘x는 내가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전이다’와 ‘x는 

100원짜리이다’ 사이에 법칙적 관계가 성립한다는 가설을 받아들일 것

이다. 

우선, 현재 유통되는 동전들 중에 100원짜리 이외에도 1원짜리, 10원짜

리, 500원짜리 동전들이 있고, 거스름돈을 내줄 때 100원 이외의 동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 어떤 사회적 규약도 없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 100원짜리가 아닌 다른 동전들을 거스름돈으로 받는 사례들이 흔하

다. 이와 같은 배경지식을 토대로 판단할 때, 내가 거스름돈을 항상 100원

짜리로만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지금까지 내가 거스름돈

을 받은 수많은 동전들의 사례들에서 받은 동전들이 모두 100원짜리였다

면, 이것은 다소 놀라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x는 내가 거스름돈

으로 받은 동전이다’와 ‘x는 100원짜리이다’ 사이의 규칙성이 왜 지금까지 

성립했는지를 설명하고, 또한 이런 규칙성이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 예측하

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그렇지만 ‘x는 내가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전이

다’와 ‘x는 100원짜리이다’ 사이에 법칙적 관계가 성립한다는 가설은 결코 

위의 인식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가설이 아니다. 현재 유통되는 동

전들 중에 100원짜리 이외의 다른 동전들이 있고, 100원짜리 이외의 동전

을 거스름돈으로 내줘서는 안 된다는 그 어떤 사회적 규약도 없고, 더 나

아가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 100원짜리가 아닌 다른 동전들을 거스름돈으로 

받는 사례들이 흔하다는 배경지식을 토대로 판단할 때, ‘x는 내가 거스름돈

으로 받은 동전이다’와 ‘x는 100원짜리이다’ 사이에 법칙적 관계가 성립한

다고 볼만한 그 어떤 좋은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전들이 모두 100원짜리였다는 사실에 대한 보다 나은 

설명은 어떤 종류의 것일까? 예컨대, 내가 어쩌다 보니 특정 가게에서만 

계속 물건을 사왔는데 그 가게는 물건들을 100원 단위의 가격으로만 파는 

곳이었고, 이런 이유에서 거스름돈으로 100원짜리만 준비해 놓은 곳이었다

고 가정해 보자. 만일 이 가설이 참이라면, 이 가설은 왜 지금까지 내가 거

스름돈으로 받은 동전들이 모두 100원짜리였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그렇

지만 내가 평생 거스름돈을 받는 경우가 그 가게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

된다고 볼만한 좋은 이유는 없다. 따라서 이 가설에 의하면 ‘내가 앞으로 

거스름돈으로 받을 동전들도 모두 100짜리일 것이다’라는 주장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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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만한 좋은 이유가 없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배경지식을 토대로 판단

할 때 ‘x는 내가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전이다’와 ‘x는 100원짜리이다’ 사이

에 법칙적 관계가 성립한다는 가설은 결코 (i)의 인식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가설이 아니다. 따라서 (2')의 두 번째 전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같은 이유에서 (2')의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1)과 (2) 사이에 성립하는 위와 같은 중요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영삼 

박사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한다.

만일 “‘x는 에메랄드이다’ → ‘x는 초록색이다’”의 추론관계에 대해 이

런 정도의 “약속어음”으로써 실천추론을 행하는 것이라면, 나는 왜 [‘x

는 내가 받은 거스름돈이다’ → ‘x는 100원짜리 동전이다’]의 추론관계 

역시 그것이 법칙적 관계인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부담이 없이 그저 

예의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는 없는 것인가? 만일 이러한 사정에 대

해 명료한 구별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위의 [(2)]를 [(1)]과 비교해 쉽

사리 폄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그저 “약속어음”의 발행이 문제

가 아니라, 실로 중요한 점은 결국 그러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근거

가 무엇이냐는 점이고, 그것은 그대로 귀납의 정당성 문제로 되돌아가

는 것이다. (전영삼 2010, pp.20-21)

우선, 우리가 귀납추론을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관찰한 항상적 연언관계

가 미래에도 계속 성립할지 여부에 대해 비록 연역적인 증명을 할 수는 없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예측은 ‘모 아니면 도’(all-or-nothing)의 문제가 

아니다. 이 예측은 매우 강력한 근거에 의해 뒷받침 될 수도 있고, 근거가 

박약할 수도 있고, 근거가 어중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귀납추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인가’의 문제는 ‘모 아니면 도’의 문제가 아니다. 다

시 말해서, 약속어음을 자신 있게 발행할 수도 있고, 별 근거 없이 발행할 

수도 있고, 상황이 어느 쪽인지 분명치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의 근거는 우리에게 접근 가능한 근거여야 하고, 또

한 우리는 이와 같은 근거를 우리의 배경지식을 토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

다. 그렇다면 (1)의 경우에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있

지만, 반면에 (2)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x는 내가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전이다’와 ‘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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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짜리이다’ 사이의 관계는 우리의 배경지식을 토대로 판단할 때 법칙

적 관계일 것이라고 볼만한 그 어떤 좋은 이유도 없는 경우이다. 다시 말

해서, ‘x는 내가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전이다’와 ‘x는 100원짜리이다’ 사이

에서 항상적 연언관계가 지금까지 성립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어쩌

다 보니 거스름돈으로 100원짜리만 준비해 놓은 가게만을 이용해 왔다 등

과 같이 우연적 사실에 의한 것일 개연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강한 인식적 

이유들이 존재한다. 반면에, (1)의 경우에는 ‘x는 에메랄드이다’와 ‘x는 초

록색이다’ 사이의 항상적 연언관계가 에메랄드의 화학적 구성에 기인할 가

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강한 인식적 이유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비록 ‘x는 

에메랄드이다’와 ‘x는 초록색이다’ 사이에 법칙적 관계가 성립함을 보여주

는 구체적인 인과이론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배경지식을 토대로 

판단할 때 양자 사이에 법칙적 관계가 성립한다는 가설은 양자 사이에 지

금까지 성립한 항상적 연언관계가 어떤 우연적 사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가

설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위와 같은 중요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영삼 박사는 필자가 언급한 ‘최

선의 가설’이라는 말이 동화 속 요정의 요술봉과 비슷하다고 비판한다.

이 교수는 (관련된 사실들을 고려해 봤을 때) [‘x는 에메랄드이다’ → 

‘x는 초록색이다’]의 추론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은 (i)의 인식목표를 실

현하기 위한 최선의 가설이라고 말하고 있다. … 그렇다면 이때 “최선”

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 이때의 “최선”이란 주어진 인식목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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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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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라, 주어진 목표와 관련해 그것을 실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 

단 하나뿐이라는 뜻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 그 ‘가장 적합한 것’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만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문

제가 <이미 해결되었다고 보고> 이루어지는 추론은 의미가 없다. 이

것은 일종의 ‘논점 선취의 오류’이다. (전영삼 2010, p.22)

이런 점에서 나는 이 교수가 말하는 “최선의 가설”이란, 언뜻 보기에 

모든 것을 문제없이 말끔하게 해결하는 듯하여 잠시 환상적으로 보이

긴 하나, 결국엔 현실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동화 속 요정의 ‘요술봉’과 비슷하다고 보는 것이다. (전영삼 2010,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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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영삼 박사가 주장하듯이 여러 가설들 중에서 최선의 가설을 선

택하는 일이 과연 요술봉에 호소하는 것과 비슷한가? 우선, 여러 가설들 

중 어떤 가설이 가장 나은 가설인지를 여러 인식적 이유 또는 기준들을 토

대로 평가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작업이다. 과학자들은 설

명력(explanatory power), 예측의 정확성(prediction accuracy), 단순성

(simplicity), 이론적 결실(theoretical fruitfulness), 배경지식과의 정합성

(fit with background knowledge) 등과 같은 기준들을 이용해 주어진 가

설들 중에서 어느 것이 최선의 가설인지를 평가할 수 있다 (cf. Lipton 

2004, p.122). 따라서 그 어떤 가설에 대해서도 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여러 인식적인 이유들을 고려하여 어떤 가설이 현재의 배경지식

에 비추어 최선의 가설인지를 평가할 수 있다1) 

 1) 한 익명의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하였다. “최선의 가설이 단

지 자의적이지 않은 기준들에 의해 선택된다는 것은 그 가설이 인식론적으

로 정당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장 나이가 많은 학자

에 의해서 주장된 이론을 선택하는 과정도 자의적인 과정은 아니지만, 그렇

다고 해서 이런 기준에 의해 선택된 ‘최선의 가설’이 인식론적으로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인식목적이 참을 늘리고 

거짓을 줄이는 것이라면, 최선의 가설을 선택하는 기준은 가설의 참과 적절

히 연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설명

력, 예측의 정확성, 단순성, 이론적 결실, 배경지식과의 정합성 등의 기준들

이 왜 가설의 참과 적절히 연결되느냐는 것이다.” 필자는 셀라시안 설명적 

정합성 이론(a Sellarsian explanatory coherence theory)을 받아들인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념적 판단과 객관적 사실을 우리

의 개념체계에서 벗어나 직접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증거와 독립적으로 

‘p는 진리 개연적(truth-conducive)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식론적으로 무

의미하다.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아마도 p이다’ 또는 ‘p는 진리 개연적

이다’와 같은 개연성 주장은 ‘관련된 사실들을 고려해 봤을 때, p를 받아들

이는 것이 인식적으로 합리적이다’라는 주장이다. 달리 말하면, ‘p는 참일 

개연성이 높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화를 요구하고 이에 응답하는 우리의 

사회실천 속에서 p를 옹호해 주는 인식적 이유 또는 근거들이 매우 강력하

여 이것이 나중에 논박될 가능성이 적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지구는 둥글

다’와 같은 명제는 이런 의미에서 참일 개연성이 높은 믿음이다. 왜냐하면 

이 명제를 옹호해주는 인식적 근거가 매우 강력하여 장차 이 명제를 논박

하는 강력한 반대증거가 제시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인식목적은 현재의 개념체계를 계속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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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x는 에메랄드이다’와 ‘x는 초록색이다’ 사이에 법칙적 관계

가 성립한다는 가설이 (관련된 사실들을 고려해 봤을 때) 최선의 가설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일도 요술봉이 필요한 그런 작업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

던 것처럼, ‘아마도 p이다’라는 개연성 주장은 ‘관련된 사실들을 고려해 봤

을 때 p를 받아들이는 것이 인식적으로 합리적이다’라는 주장이다. 현재 우

리가 갖고 있는 배경지식을 토대로 판단할 때, 보석의 색깔은 보석의 결정

구조와 관련이 깊고 또한 지금까지 관찰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에메랄드들이 모두 초록색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봤을 때, ‘x는 에메랄드

이다’와 ‘x는 초록색이다’ 사이의 항상적 연언관계가 앞으로도 성립할 것이

라고 보는 가설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런 가설이 아니다. 또한 보석의 

색깔은 보석의 결정구조와 관련이 깊고, 보석의 결정구조는 정상적 조건하

에서 고정된 것이라는 판단은 ‘모든 에메랄드들은 초록색이다’를 받아들이

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과 독립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

은 인식적 이유들에 의해서 우리는 ‘x는 에메랄드이다’와 ‘x는 초록색이다’ 

사이에 지금까지 항상적 연언관계가 성립한 것은 단지 우연에 의한 것이라

는 가설보다 양자 사이에 법칙적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라는 가설이 더 

나은 가설임을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어느 것이 더 나은 가설인지는 여

러 인식적 이유들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요술봉에 호소하는 

선하여 이것이 최선의 설명적 정합성을 갖는 세계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다. 우리가 언젠가 더 나은 설명적 정합성이 존재하지 않는, 즉 최선의 설

명적 정합성을 갖는 세계상을 갖게 된다면, 이 최선의 세계상 속에서 정당

화되는 믿음이 객관적으로 참인 믿음이다. 그러므로 이 이론에 따르면 한 

가설이 그 가설이 도입된 인식목적에 부합하는 최선의 가설이면, 그 가설은 

진리 개연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이론이 축소

주의적 진리개념(a deflationary conception of truth)을 받아들인다는 점이

다. 특히, 이 이론은 ‘참’(truth)을 우리의 태도와 독립된 어떤 실질적 속성

이 아니라, ‘참으로 여김’(taking-as-true)의 개념에 의해 이해한다. 이와 

같은 이론적 입장을 토대로 필자의 제안은 설명력, 예측의 정확성, 단순성, 

이론적 결실, 배경지식과의 정합성 등과 같은 기준들이 가설의 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의 문제에 답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필

자의 2011년 논문 “정합론의 진리 개연성 문제와 정당화의 사회실천이론”

과 “Lipton's Theory of 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 and Its 

Alternative”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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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는 다르다.2) 

물론, 어떤 것이 최선의 가설이라는 판단은 원리상 파기될 수 있는

(defeasible) 것이다. 고니의 예처럼, ‘x는 고니이다’와 ‘x는 희다’ 사이에 

법칙적 관계가 성립한다는 가설은 18세기 이전에는 최선의 가설이었을 수 

있지만, 현재에는 완전히 틀린 가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 검은색 고

니가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것이 최선의 가설인

지 여부는 항상 도전에 열려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예를 고려해 보자. 

어떤 의사가 발열, 기침, 콧물, 빨간색 발진과 같은 홍역의 전형적인 증상

 2) 한 익명의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하였다. “여기서 저자가 배

경지식에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보석의 색깔은 보석의 결정구조

에 의해 결정된다,’ ‘보석의 결정구조는 정상적 조건하에서 고정된다’ 등의 

법칙적 진술들이다. 물론 이런 법칙적 진술들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결론, 즉 

‘모든 에메랄드들은 초록색이다’와는 상당한 정도로 독립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일상적인 문맥에서 이런 이유로 이런 결론을 추론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추론이 일상적인 문맥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부터 이 추론이 귀납을 정당화하는 문맥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귀납을 정당화하는 문맥에서는 귀납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법칙적 진술을 그 정당화에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것이 

허용될 경우 순환성이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문맥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관성의 법칙 등을 통해 내일도 해가 동쪽에서 떠오를 것이라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내일도 해가 동쪽에서 

떠오를 것이라고 정당화하는 것을 통해서 귀납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

다.” 그러나 필자는 ‘귀납추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적인가?’라는 질문과 

‘어떤 귀납추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인가?’라는 질문을 구분한다. 왜 

(1)은 정당화되는 귀납추론인데 반하여, (2)는 정당화되지 않는 귀납추론이

냐에 관해 논하는 맥락에 관련된 질문은 후자이다. 그리고 후자의 질문은 

‘정당화되는 귀납추론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달리 말해서, ‘세계 속에 성

립하는 법칙적 관계들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제기되는 질문이다. 이런 가

정하에서, 우리는 ‘보석의 색깔은 보석의 결정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보석

의 결정구조는 정상적 조건하에서 고정된다’ 등의 배경지식을 토대로 ‘모든 

에메랄드들은 초록색이다’라는 귀납적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식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런 가정하에서, 우리는 지동설과 

지구의 회전방향 등과 같은 배경지식을 토대로 ‘내일도 해는 동쪽에서 뜰 

것이다’라는 귀납적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식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자의 질문, 즉 ‘귀납추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적인가?’에 대

해서는 이 논문의 3절과 4절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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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보이는 한 소녀를 진찰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증상들은 홍역의 

전형적인 증상들이기 때문에, 이 증상들을 근거로 그 의사는 ‘그 소녀는 홍

역에 걸렸다’라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위 증상들은 ‘그 소녀는 홍

역에 걸렸다’라는 가설을 옹호해주는 적절한 인식적 이유로 간주될 수 있

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추론은 귀납추론이지 연역추론이 아니다. 다시 말

해서, 결론은 ‘(아마도) 그 소녀는 홍역에 걸렸다’라는 개연성 진술이다. 그

렇지만 위 증상들은 보통의 경우에 ‘그 소녀는 홍역에 걸렸다’는 것을 최선

의 가설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인식적 이유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신속히 진단과 처방을 내려야 하고, 불요불급

한 추가조사를 함으로써 지나치게 의료비용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합리

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경우에 위 가설은 충분히 최선의 가설

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지만 위 가설이 최선의 가설이 아닐 수 있음을 보

여주는 어떤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환자의 호흡기 검체(respiratory 

specimen)로부터 홍역 바이러스가 검출되는지를 조사하는 등과 같은 추가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소녀는 홍역에 걸렸다’는 가

설이 최선의 가설인지 여부의 결정은 이와 같은 추가조사에 의존할 수 있

다.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주어진 가설들의 우위를 이와 같이 여러 인식적 

이유들을 토대로 상호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작업이라는 점이다. 요컨대, 필자가 ‘최선의 가설’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것은 요술봉을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논점선취의 오류를 범하는 

것도 아니다.3) 

3. 귀납추론의 정당성과 귀납추론의 합리성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귀납추론을 사용해 

왔다. 그리고 자연과학은 귀납추론을 이용해 지금껏 눈부신 성공을 이룩해 

 3) 여러 인식적 이유들을 토대로 여러 가설들 중 인식목적에 부합하는 최선의 

가설을 선택하는 문제에 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필자의 논문 

“Lipton's Theory of 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 and Its 

Alternative”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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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만일 세계에 어떠한 법칙적 관계도 성립하지 않았다면, 미래를 예측

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이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었다면,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

는 귀납추론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하고자 하는 귀납의 문제는 애당초 발생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앞서 언급했던 (1)과 같은 귀납추론을 다시 고려

해보자. 

(1) 지금까지 관찰된 모든 에메랄드들은 초록색이었다.

∴ (아마도) 모든 에메랄드들은 초록색이다. 

위와 같은 추론이 정당한 추론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적 직관이다. 귀

납의 문제는, 우리의 상식적 직관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1)을 정당화하

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정당한 귀납

추론이 존재한다는 우리의 상식적 직관이 없었다면, 귀납의 문제는 애당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필자는 2009년 논문에서 우리가 자연종 개념들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대상들의 법칙성과 자연의 제일성을 가정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개 개념에 따르면, 동물임은 개의 본질에 속한

다. 다시 말하면, 개를 동물로 분류하는 것은 우리의 개념규범이다. 그

런데 ‘대상들의 법칙성’(the lawfulness of things) 또는 ‘자연의 제일

성’(the uniformity of nature)이 없다면, 예컨대 우리가 ‘개’로 분류하

는 대상들의 본질이 동물이었다가 로봇이 되고, 또 다시 동물이 되는 

식으로 우리 세계가 무법칙적이라면, 우리는 한 특정한 자연종(natural 

kind)으로서의 개 개념을 사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개’를 

한 특정한 자연종 명사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은 무법칙성

이 우리 세계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

리가 ‘물’을 한 특정한 자연종 명사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물의 본

성이 어떤 때는 H2O이고 어떤 때는 XYZ이고, 또한 어떤 때는 일부는 

H2O이고, 또 다른 일부는 XYZ이고 하는 식으로 변화하지 않는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셀라스에 따르면 대상들의 법

칙성은 개념 사용의 필요조건으로서 이와 같은 개념들 속에 이미 내장

(built-in)되어 있다. … 다시 말하면, 개념의 사용조건이 정당한 귀납

추론의 존재를 선제(presuppose)하기 때문에 ‘귀납추론을 받아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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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합리적인가?’의 문제는 애당초 제기될 수 없다. 그러므로 셀라스

에 따르면 문제는 ‘귀납추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적인가?’가 아니라, 

‘어떤 귀납추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인가?’이다. (이병덕 2009, 

pp.65-66)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전영삼 박사는 필자가 ‘귀납추론은 정당한가?’와 

‘귀납추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적인가?’라는 두 가지 질문을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이상한 과제의 전환이다. 왜냐하면 만일 위에서 

이 교수가 주장하듯, 에메랄드의 색깔에 관한 추론이 진정으로 연역 

추론으로서 귀납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면, 과연 ‘어떤 

귀납추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인가?’와 같은 과제가 발생할 필요

가 있겠는가? ― 예컨대, 우리가 이미 연역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밝혀

진 어떤 논증들을 두고, ‘그 가운데 어떤 논증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

적인가?’와 같은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는가? … 이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귀납의 정당성(justification) 문제로부터 출발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뚜렷한 언급 없이 어느 사이 그것의 합리성(rationality) 문제

로 옮겨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그는 에메랄드와 관련해 귀납의 

문제가 그 전제가 성립할 때 해당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왜 “정당한

지”에 관한 문제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얼마 뒤에는 “‘귀납

추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적>인가?’의 문제는 애당초 제기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귀납추론의 정당성 문제를 

바로 그 추론의 합리성 문제와 동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전영삼 2010, pp.30-31)

그러나 위 비판은 필자의 주장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우선, ‘귀납추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적인가?’와 ‘어떤 귀납추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

인가?’는 구분되는 질문이다. 우리는 연역추론에 관하여 ‘연역추론을 받아

들이는 것은 합리적인가?’라는 질문을 통상적으로 제기하지 않는다. 왜냐하

면 정당화되는 연역추론들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어떤 연

역추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인가?’는 여전히 남아 있는 중요한 문제

이다. 왜냐하면 정당화되지 않는 연역추론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

찬가지로, 우리가 정당화되는 귀납추론들의 존재를 믿는다 해도, ‘어떤 귀

납추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인가?’는 여전히 남아 있는 중요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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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왜냐하면 정당화되지 않는 귀납추론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달

리 말해서, 어떤 법칙적 관계가 세계 속에 성립함을 받아들이는 것과 지금

까지 관찰된 항상적 연언관계가 모두 법칙적 관계에 의한 것임을 받아들이

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법칙적 일반화(lawful generalization)도 존

재하지만, 우연적 일반화(accidental generalizations)도 존재하기 때문이

다. 

그렇다면 ‘귀납추론은 정당한가?’와 ‘귀납추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적

인가?’라는 두 가지 질문은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연역추론의 경우를 고려해보자.

(3) A⊃B. A. ∴ B.

(3)은 전건긍정추론(modus ponens)의 예이고 따라서 타당하다. 즉, (3)의 

전제들이 참이라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어야만 한다. 어떤 명제 p를 평가할 

때 우리는 통상적으로 p가 참인지 여부를 평가한다. 우리는 p가 참인지 여

부를 이와 관련된 증거 또는 근거를 토대로 판단한다. 

이제 두 명제 ‘A⊃B’와 ‘A’가 참인 명제들이고, 인식주체 S가 이 명제들

을 정당한 근거에서 받아들인다고 가정해 보자. 또한 S가 추론 (3)을 토대

로 결론 ‘B’를 받아들인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에 S의 믿음 ‘B’는 인식

적으로 정당화된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참일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

런데 이렇게 말할 때의 초점은 믿음의 명제적 내용이다. 즉 ‘B’가 참일 개

연성이 높은 명제라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위와 같은 경우를 믿음의 내

용이 아니라, 명제에 대한 인식주체의 인식적 태도에 초점을 맞춰 재기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어떤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accepting a conclusion)은 인식주체의 행위(act)라는 점이다. 어떤 행

위 A를 평가할 때 통상적으로 우리는 A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평가한다. 가급적 참을 믿고 오류를 피해야 한다는 인식목적에 비추어 볼 

때 참일 개연성이 높은 명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인식적으로 합리적인 행위

(reasonable act)이다. 이 점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의 실천추론

을 고려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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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 우리가 참을 믿고 오류를 피하는 인식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인식적으로 합리적이다.

    (ii) 참인 전제들에 의해 연역적으로 함축되는 명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위의 인식목적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수단이다. 

    (iii) ∴ 참인 명제들에 의해 연역적으로 함축되는 명제를 받아들

이는 것은 인식적으로 합리적이다. 

(4)는 타당한 실천추론이다. 또한 (4)의 두 전제들은 정당화될 수 있다. 

먼저, 참을 믿고 오류를 피하는 것이 인식적으로 합리적인 목적이라는 것

은 인식론적 논의를 위한 최소한의 추정(presumption)이다. 필자는 이 점

에 대해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또한 참인 전제들에 의

해 연역적으로 함축되는 명제는 참이기 때문에 이런 명제를 받아들이는 것

은 우리의 인식목적을 실현하는데 당연히 도움이 된다. 이런 이유에서 (4)

의 결론은 정당화된다. 그렇다면 ‘A⊃B’와 ‘A’를 토대로 ‘B’를 받아들이는 

S의 행위는 왜 인식적으로 합리적인가? ‘B’는 (가정에 의해) 참인 전제들

에 의해 연역적으로 함축되는 명제이다. 따라서 (4)의 결론에 의해서 ‘B’를 

받아들이는 S의 행위는 인식적으로 합리적이다. 요컨대, S의 믿음 ‘B’는 

참일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인식적으로 정당화된다. 또한 S가 ‘B’를 받아

들이는 행위는 인식목적에 부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식적으로 합리적이

다. 

이제, 앞서 언급했던 귀납추론을 다시 살펴보자.

(1) 지금까지 관찰된 모든 에메랄드는 초록색이었다. 

∴ (아마도) 모든 에메랄드들은 초록색이다.

그리고 필자의 주장대로 (1)은 앞서 2절에서 언급했던 실천추론 (1')에 의

해 정당화된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1')은 정당화되는 실천추론이기 때문

에, ‘x는 에메랄드이다’와 ‘x는 초록색이다’ 사이에 법칙적 관계가 성립한다

는 가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식적으로 합리적이다. 다시 말해서, (1)의 결

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식적으로 합리적인 행위이다. 조금 달리 말하면, 

(1)은 정당화되는 귀납추론이다. 따라서 필자가 ‘주어진 귀납추론은 정당한

가?’의 문제를 때때로 ‘주어진 귀납추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적인가?’의 

문제로 다루는 것은 양자를 혼동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1)과 같은 귀납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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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은 (1')과 같은 실천추론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실천추론의 초점은 귀납적 결론을 받아들이는 인식주체의 행위가 합

리적인지 여부에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점에 대해 다음 절에서 좀 더 

부연설명을 할 것이다. 

4. 행위의 합리성과 도구의 평가

전영삼 박사는 귀납적 결론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행위가 비록 합리적일

지라도, 이와 같은 합리성이 귀납추론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교수는 자신의 실천 추론에 의한 귀납의 정당화 시도는 만일 그것

이 성공적이라면 귀납적 결론을 받아들이는 일은 단지 흄이 말하는 바

와 같은 습관(habit)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합리적(reasonable)

인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만일 

그의 시도가 이처럼 성공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귀납적 결론을 받아

들이는 우리의 <실천 행위>가 단지 심리적인 관성에 의한 것이 아니

라 그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임을 밝혀, 그 <행위>가 합리적임

을 보여주는 것일 뿐, 그 행위에서 사용한 도구가 곧 정당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구가 과연 쓸 만한 것인가에 관해서

는 별도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일 이 경우 귀납적 결론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실천 행위가 합리적이라면 이미 그 안에 해당 도구

가 쓸 만한 것임을 함축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논점 선취이다. 

   이와 같은 점은 이론적 정당화를 요하는 ‘도구의 평가’ 결과가 그것

을 활용한 우리 행위의 합리성을 보장할 수는 있어도 역으로 우리의 

행위의 합리성이 그러한 평가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예컨대 에메랄드 색깔에 관한 귀납 추론을 이용한 실천 추

론이 합리적인 반면, 거스름 동전에 관한 귀납 추론을 이용한 실천 추

론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어떤 귀납 추론에 대한 이론

적 평가가 우리의 행위의 합리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어떤 경험적 사례들에 대해 예측하길 원하고 또 

그것을 설명하길 원할 경우 문제의 귀납 추론이 필요하기에 우리가 그

와 같은 귀납추론을 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러한 

합리성이 위와 같은 두 사례를 구별시켜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전영

삼 2010, pp.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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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비판도 필자의 견해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먼저, 다음과 같은 실천추

론을 고려해보자.

(5) (i) 우리가 세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인식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인식적으로 합리적이다. 

    (ii) 귀납은 위의 인식목표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수단

이다. 

    (iii) ∴ 우리가 귀납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식적으로 합리적이다. 

(5)의 결론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5)의 두 전제들이 성립해야 한다. 첫 

번째 전제부터 살펴보자. 우선, 우리의 인식적 담론(our epistemic 

discourse)은 아무런 추정 없이,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

식적 담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정당하게 주장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의 인식 정당화 개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당화 개념이 정합성

이 있는 개념이기 위해서는, 이 개념이 옳게 적용되는 경우와 잘못 적용되

는 경우를 구분해 주는 올바름 조건(correctness conditions)이 있어야 한

다. 만일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정당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주장

들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인식적 담론이 불가능

해진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식적 담론은 적어도 우리가 어떤 주장을 정당

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최소한의 인식론적 추정(epistemological 

presumption)과 함께 시작한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최소한의 인식론

적 추정을 거부하는 것은 인식적 담론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

므로 이러한 최소한의 인식론적 추정에 관해서는 입증의 부담이 회의론자

에게 있다. 즉, 이와 같은 인식론적 추정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적극적 논거

를 회의론자가 제시하지 않는 한, 인식적 담론을 위해 우리는 이와 같은 

최소한의 인식론적 추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우리의 인식 정당화 개념은 인식목적에 의존하는, 목적의존적 개

념(a goal-dependent concept)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식목적은 무엇인

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식목적은 가급적 참을 믿고 오류를 

피하는 것이다. 이 인식목적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이 목적에 의존하는 인

식 정당화 개념도 합리적이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인식목적의 합리성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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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 담론을 위한 최소한의 인식론적 추정이다. 세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은 과학자 집단의 목적이고, 이것은 우리의 상호주관적인 인식목적의 일

부이다. 따라서 세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 인식적으로 합리적인 목적

이라는 것도 인식적 담론을 위한 추정의 일부이다. 즉, 이러한 인식목적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입증하는 적극적인 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와 같은 인식목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4) 

이제 (5)의 두 번째 전제를 살펴보자. 연역추론의 결론은 전제로부터 논

리적으로 함축되는 것에 국한돼야 하고, 따라서 연역추론은 확장추론

(ampliative inference)이 아니다. 그리고 연역추론이 아닌 것은 정의(定義)

상 귀납추론이다. 따라서 모든 확장추론은 정의상 귀납추론이다. 과거경험

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는 확장추론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귀납추론 이외의 다른 것일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세계를 설명하고 예측

 4) 한 익명의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하였다. “저자는 인식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개의 상이한 생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 저자는 어떤 대목에서는 ‘가급적 참을 믿고 오류를 피하는 것’이 인

식목적이라고 하고, 다른 대목에서는 ‘세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 인식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두 목적은 서로 다르다. 우리의 인식목적

이 가급적 참을 믿고 오류를 피하는 것이라면 가설의 설명적 힘이 왜 인식

적으로 유관한 덕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쉽지 않아지며, 이것은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가장 곤혹스러워 하는 문제이다. 그

러나 우리의 인식목적이 세계를 설명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가장 설명력

이 좋은 가설이 가장 좋은 가설이라는 것은 전혀 곤혹스러운 문제가 아니

다.” 주1)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필자는 셀라시안 설명적 정합성 이론을 받

아들인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인식목적은 최선의 설명적 정합성을 

갖는 세계상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최선의 설명적 정합

성을 갖는 세계상을 갖게 된다면, 이 최선의 세계상 속에서 정당화되는 믿

음이 객관적으로 참인 믿음이다. 따라서 이 이론에 의하면 가급적 참을 믿

고 오류를 피하고자 하는 인식목적은 최선의 설명적 정합성을 갖는 세계상

을 획득하고자 하는 인식목적과 실질적으로 같은 목적이다. 그리고 물리적 

현상들을 설명하고 예측하고자 하는 과학자 집단의 목적은 최선의 설명적 

정합성을 갖는 세계상을 획득하고자 하는 우리의 상호주관적인 인식목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필자의 2011년 

논문 “A Constructivist Solution to the Problem of Induction”과 필자의 

논문 “Epistemic Principles and Epistemic Circularity”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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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인식목적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수단이 있다면, 이것은 귀납추론일 수

밖에 없다. 또한 ‘귀납은 우리의 인식목적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적절

한 수단이다’를 주장하기 위해 세계가 설명도 예측도 될 수 없는 그런 것일 

논리적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세계를 설명

하고 예측하는 것이 인식적으로 합리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인식적 담론을 

위한 최소한의 추정이다. 그리고 이 추정이 거짓이 아니라면, 이 목적을 최

소한 어느 정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우리가 전혀 실현할 수 없는 

목적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의 인식목적의 합리성은 이 목적을 실현하는 적절한 수단의 존재를 함축한

다. 그리고 그런 수단이 존재한다면, 그 수단은 귀납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위의 인식목적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입증해주는 적극적인 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귀납이 이 인식목적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수

단임을 승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5)의 첫 번째 전제에 언급된 인식목

적이 합리적이지 않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귀납을 이와 같은 인식

목적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의 견해는 논점선취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5) 요컨대, 필자는 ‘귀납추

론은 정당한가?’의 문제와 ‘귀납추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적인가?’의 문

제를 혼동하고 있지 않으며, 논점선취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5. 객관적 정당화와 귀납추론의 합리성 

전영삼 박사는 필자가 인식목적의 합리성과 목적과 수단 사이의 도구적 

합리성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는 것처럼 말한다. 

여기서 (i)의 인식 목표가 “합리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만일 

어떤 ‘목표’ 자체가 합리적이라면, 그것은 도구적 합리성을 말하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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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문제의 목표가 받아들여졌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곧 어떤 수단

 5) (5)의 두 번째 전제에 대한 자세한 옹호를 위해서는 필자의 2011년 논문 “A 

Constructivist Solution to the Problem of Induction”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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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도구를 합리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해당 수단

이나 도구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그에 따라 그것이 문제의 목표에 적

합한지를 도구적으로 따져 볼 수 있을 따름이다. 이 교수는 이러한 작

업이 이미 모두 다 끝났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전영삼 2010, p.25)

그러나 위 지적도 필자의 주장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필자가 인식목적

의 합리성과 목적과 수단 사이의 도구적 합리성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은 

다음 인용문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주목할 점은 도구적 원리 그 자체는 수단과 목적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니콜라스 레셔

(Nicholas Rescher)가 적절히 표현한 것처럼, “잘못된 목적지를 향한 

항해는 아무리 효율적으로 행해진다고 해도 어리석은 활동일 뿐이다.” 

따라서, 비록 M이 목적 G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일지라도, G가 

비합리적인 목적인 경우에는 M을 택하는 것이 비합리적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합리성을 구분해야 한다. 하나는 도구

적 합리성이다. 이것은 주어진 목적을 효율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무엇

을 해야 할지에 대해 말해주지만, 어떤 목적을 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는 말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목적달성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목적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목

적을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것과 그 목적이 합리적인지는 별개의 문제

이다. (Lee 2011, p.97)

또한 전영삼 박사의 다음 지적도 필자의 견해를 오해한 것이다. 

그가 말하는 ‘객관적 정당화’는 그 자신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론

적) 정당화’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간주관적으로 받아들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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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면, 일단 이 교수 자신 개념적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은 구별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우리 인간의 “실천” 과정으로 볼 때 후자는 장기적

으로 전자와 합치될 것으로 보는 것일 따름이다. … 만일 에메랄드에 

관해 “현재 간주관적으로 정당화”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동전에 관해서

도 그러하다고 보지 못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 교수는 이에 

대해 어쩌면 에메랄드에 관해 “우리의 사회실천을 배경으로 발전해 온 

간주관적”인 것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고 대답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

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 더군다나 만일 이때의 “사회실천”이

란 것이 그야말로 별도의 이론적 또는 경험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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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사회실천”에 의존해 동전에 

관한 추론을 비합리적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일 이때의 “사회실

천”이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경우에는 분명 별도의 

이론적 또는 경험적 근거 문제가 제기되어 귀납의 문제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이 

교수는 왜 이렇게 귀납추론의 실천적인 면에 경도(傾倒)되어 있는 것

일까? (전영삼 2010, pp.32-33)

앞 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어떤 명제 p를 평가할 때 통상적으로 우리

는 p가 정당화되는지 (또는 참일 개연성이 높은지) 여부를 평가하지만, 어

떤 행위 A를 평가할 때 통상적으로 A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어떤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행위이다. 따라서   

정당화(justification)와 합리성(rationality)의 구분은 상호주관적

(intersubjective) 정당화와 객관적(objective) 정당화 사이의 구분과 직접

적으로 관련이 없다. 필자의 견해에 다르면, 현재 상호주관적으로 정당화된 

주장 p가 미래에서 계속 논박되지 않고 계속 정당화된다면, 이것은 p가 객

관적으로 정당화되는 주장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영삼 박사가 말하는 “귀납추론의 실천적인 면”이 정확히 무엇

을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필자의 견해는 귀납을 이론추론이 아닌 

실천추론에 의해 ‘정당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 귀납의 실천적인 면에 경

도된 주장이 아니다. 예컨대, 앞서 언급했던 귀납추론 (1)의 결론이 상호주

관적으로 정당화되는 이유는 ‘x는 에메랄드이다’와 ‘x는 초록색이다’ 사이

의 항상적 연언관계가 어떤 우연적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에메랄드의 

화학적 구성에 기인할 개연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인식적 이유들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반면에, 앞서 언급했던 귀납추론 (2)의 결론이 상호주관적으

로 정당화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배경지식을 토대로 판단할 때 ‘x는 내

가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전이다’와 ‘x는 100원짜리이다’ 사이의 관계를 법

칙적 관계로 볼 수 있는 그 어떤 인식적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와 같은 인식적 이유들을 정당화를 요구하고 이에 응답하는 사회실천을 통

해서 평가할 수 있다. 필자가 언급한 ‘정당화를 요구하고 이에 응답하는 우

리의 사회적 실천’은 이와 같은 인식적 평가가 상호주관적 차원에서 가능

함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셀라스에 따르면, 우리의 인식 정당화 개념은 

정당화를 요구하고 이에 응답하는 우리의 사회적 실천을 배경으로 발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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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상호주관적 개념이고, 따라서 인식 정당화 개념은 이와 같은 사회적 실

천과 독립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6) 우리의 인식 정당화 개념이 이와 같이 

정당화의 사회실천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주관적 개념이라는 견해는 인식론

적으로 잘 옹호되는 이론이지, 이론적 또는 경험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합의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7) 또한 실천추론은 어떤 명제를 받아들

이는 행위가 왜 인식적으로 합리적인지를 보여주는 ‘타당한 추론’이다. 또

한 어떤 명제 p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행위가 인식목적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면, p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인식적으로 정당화된다. 따라서 필자가 인식

목적과 관련된 실천추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인식적 정당화와 무관

한 어떤 실천적인 면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끝으로, 과거경험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확장

추론은 귀납추론일 수밖에 없다는 필자의 견해를 전영삼 박사는 다음과 같

이 비판한다.

이 교수는 그의 [2011년] 논문에서 우리가 인식적으로 어떤 경험적 사

례들에 대해 예측하길 원하고 또 그것을 설명하길 원할 경우 귀납적 

추론만이 <유일하게> 그에 부합되기에 귀납 추론의 결론을 받아들이

는 일이 합리적이며, 동시에 그래서 귀납 추론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교수가 이렇게 보는 근거는, 예컨대 에메랄드의 색

깔에 관한 지금까지의 사례들에 대해 우리가 예측하고 설명한다면 그

때의 추론은 확장 추론으로서 오직 귀납 추론만이 그에 해당한다고 보

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지 확장 추론이기에 이 경우 오직 귀납추론만

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잘 알려져 있듯, 

바로 이 대목에서 포퍼는 귀납추론이 불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기 때

문이다. 예컨대 어떤 경험적 증거와 그것을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있

는 것으로 제시된 가설적 이론이 결과적으로 확장 추론의 관계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때문에 해당 가설이 귀납적 추론의 과정을 거

쳐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내가 단순히 

포퍼의 입장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이와 같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가능성과 비교한 명쾌한 논의 없이는 이 교수가 생

각하는 인식 목적(즉 예측과 설명)을 인정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곧바

 6)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필자의 2008년 논문 “A 

Pragmatic Phenomenalist Account of Knowledge”를 참조하기 바람. 

 7)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필자의 2011년 논문 “정합론의 진리 개

연성 문제와 정당화의 사회실천이론”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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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귀납 추론이 그와 같은 목적에 맞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전영삼 2010, pp.38-39)

물론, 포퍼(Karl Popper)처럼 정당한 귀납추론의 존재를 부인함으로써 

흄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도할 수 있다. 그렇지만 포퍼의 반증주의

(Falsificationism)는 귀납의 문제에 대한 성공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경쟁 

가설 h1과 h2 중에서, h1은 관찰 테스트를 통과하지만, h2는 관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우리는 h2 대신에 h1을 선호할 수 

있는 이유를 귀납추론을 사용함이 없이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반증주의

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관찰 테스트를 통해 이런 식으로 경쟁이론들을 모두 

논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8) 따라서 귀납의 문제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이론적 연역추론과 구분되는, 정당한 확장추론의 존

재를 받아들인다. 필자의 제안은 그러한 확장추론이 정의상 귀납추론이라

는 표준적 입장을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것이다. 

6. 나오는 말 

전영삼 박사의 주장과 달리, 필자가 옹호하는 실천추론에 의한 귀납의 

정당화는 결코 ‘공허한’ 시도가 아니다. 오히려, 귀납의 문제가 더 이상 철

학의 스캔들이 아님을 보여주는 매우 유망한 해결책이며, 또한 흄의 문제

가 제기된 후 지난 250년 이상 동안 수많은 뛰어난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했음에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잘 설명해 주

는 제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필자의 제안은 귀납의 문제에 대한 기존 접근

방식들이 당연시하는 여러 암묵적 가정들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철저한 반

성과 함께 진지하게 고려돼야 할 가치가 있는 이론이다.9) 

 8) 포퍼의 연역주의(deductivism)의 한계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Howson 2000, 5장을 참조하기 바람. 

 9) 이 논문의 심사를 맡아 유익한 지적을 해준 익명의 두 심사위원들께 감사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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