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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즈주의와 헴펠: 베이즈주의자들은 헴펠의 
직관을 포착하는가?*

1)

이 일 권

【국문요약】까마귀 역설의 역설적 결론은 입증에 대해 헴펠이 가지고 있던

직관이다. 베이즈주의자들의 표준적 해결책(SBS)은 이 직관을 포착함으로써, 
입증에 대한 헴펠의 직관을 정교화 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헴펠이 제
시한 직관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헴펠은 그 역설적 결론과 더불어 또 하나의
직관을 제시했다. SBS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 두 번째 직관을 포착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베이즈주의자들이 그들의 전형적인 전략을 이용하여 이 두 번째

직관을 구제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 전략이 인정된다면, SBS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건재하다. 역설에 대한 헴펠의 해명은 이들 두 직관이 제공하는 입증
관계를 비교한다. 헴펠이 제시한 두 직관을 받아들이면 그런 비교에 대한 헴펠
의 또 다른 직관이 도출된다. 따라서 그 세 번째 직관을 포착하지 못한다면, 헴
펠의 직관을 제대로 포착한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이 글에서 헴펠의 주요 직
관들이 SBS와 양립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인다. 그리하여 결국 이들이 양립가능
하기 위해서는 SBS의 중요한 가정 하나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요어】까마귀 역설,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 헴펠, 입증 측도, 독립성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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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조사 대상이 검지도 않고 까마귀도 아니라는 증거가 모든 까마

귀는 검다는 가설을 입증한다”는 역설적 결론을 함축하고 있는 이

른바 ‘까마귀 역설(the raven paradox)’에 대해, 헴펠(Carl G.

Hempel)은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헴펠에 따르면, 그 결론이

역설적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들 직관의 착오 때문이므로 그 역설

적 결론은 수용되어야 한다. 한편, 베이즈주의자들도 헴펠과 비슷

한 주장을 한다. 마찬가지로 문제의 결론을 받아들이는데, 더 훌륭

한 점은 그 입증의 정도까지 말해준다는 것이다. 흔히, 베이즈주의

의 입장은 헴펠의 입장을 보다 정교화 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하

지만 베이즈주의에 내려진 이런 평가는 다소 성급했다. 왜냐하면,

헴펠이 역설과 관련하여 제시한 직관은 그것만이 아니었기 때문이

다. 헴펠의 첫 번째 직관이라고 할 수 있는 ‘역설적 결론’과 함께

제시된 헴펠의 두 번째 직관은 “조사 대상이 까마귀가 아니라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 대상이 검지도 않고 까마귀도 아니라는 증

거가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가설에 중립적이다”는 것이다. 역설에

대한 헴펠의 해명은 이들 두 직관이 제공하는 입증 관계를 비교한

다. 헴펠이 제시한 두 직관을 받아들이면 그런 비교에 대한 헴펠

의 또 다른 직관이 도출된다. 이로써 드러나는 헴펠의 세 번째 직

관은 “조사 대상이 까마귀가 아니라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보다 주

어지지 않았을 때 그 대상이 검지도 않고 까마귀도 아니라는 증거

가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가설을 입증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것

이다. 이렇듯, 입증에 대해 헴펠이 가지고 있던 주요 직관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따라서 베이즈주의가 입증에 대한 헴펠의 직관

을 제대로 포착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들 세 가지 직관을 모

두 포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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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헴펠이 제시한 주요 직관들이 과연 베이즈주의 표준 해결

책에서 모두 포착될 수 있을까? 나는 이 글에서 헴펠의 주요 직관

들과 베이즈주의 표준 해결책이 양립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고,

이들이 양립가능하기 위해서는 베이즈주의 표준 해결책의 중요한

가정 하나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우선 2절에서는 논의의 배경이 되는 베이즈주의 입

증 이론을 소개하고 까마귀 역설에 대한 헴펠의 두 가지 직관을

확인한다. 3절에서는 베이즈주의 표준 해결책이 헴펠의 첫 번째

직관을 포착하지만 두 번째 직관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

하고, 4절에서는 유사 논의에서 실마리를 얻어 이런 실패에 대한

베이즈주의자들의 응답을 예상해봄으로써 두 번째 직관 또한 포착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논증한다. 그리고 5절에서는 헴펠의 세 번

째 직관을 정식화하고 베이즈주의 표준 해결책이 그 마지막 직관

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베이즈주의 표준 해결책

을 진단하고 나름의 처방을 제시한다.

2. 베이즈주의와 헴펠

2.1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

논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나는 ‘입증(confirmation)’ 개념과 관련

된 몇 가지를 가정하겠다. 첫 번째는 입증이 ‘정도의 문제(the

matter of degree)’라는 것이다. 다음 두 가지 가설 H1과 H2를

생각해보자.

H1: 어떤 동물원에는 퓨마가 있다.

H2: 모든 동물원에는 퓨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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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다음 증거 E와 위 가설들 사이의 입증 관계를 생각해보자.

E: 대전 동물원에는 퓨마가 있다.

이 증거 E가 가설 H1과 H2를 모두 입증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

다. 그런데 그 정도는 다른 것 같다. 왜냐하면 증거 E가 참일 때

가설 H1은 참일 수밖에 없지만, 가설 H2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

다. 그렇다면 하나의 증거가 동시에 여러 가설들을 서로 다른 정

도로 입증할 수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입증은 단순히 입증 여부를

판정하는 정성적 문제로만 치부될 것이 아니라, 입증의 정도까지

고려해야하는 정량적 문제로도 여겨져야 할 것이다.

입증이 정도의 문제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그런

증거와 가설 사이의 입증 관계가 배경지식에 민감하다는 것이다.

다음의 배경지식 K가 이미 알려져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K: 전주 동물원에는 퓨마가 있다.

이 경우 H1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기 때문에 E가 H1을 추가로

입증하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K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

는 E가 H1을 최대로 입증하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증거가

가설을 입증하는 정도는 배경지식의 영향을 받는 것 같다. 따라서

나는 입증 관계가 가설과 증거 그리고 배경지식 사이에 성립하는

삼항관계라고 가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입증의 정도가 측정될 수 있다고 가정할 것이

다.1) 여기서 입증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

1) 이런 가정이 입증이 정도의 문제라는 견해에서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은 아
니다. 입증이 정도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입증이 그저 비교적인

(comparative) 개념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입증이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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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그것은 가설 H와 증거 E 그리고 배경지식 K, 즉 (H,E,K)로

이루어진 순서쌍에 어떤 실수를 할당하는 함수가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런 함수를 ‘입증 측도(confirmation measure)’라고 부를 것

이며 ‘C’라고 표기할 것이다. 그리고 “배경지식 K가 주어졌을 때

증거 E가 가설 H를 r만큼 입증한다”라는 진술은 ‘C(H,E|K)=r’

으로 표현할 것이다. 더불어 가설 H와 증거 E 그리고 배경지식

K 사이에 성립하는 입증 관계를 C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

낼 것이다:

C(H,E|K)>0이면, 배경지식 K가 주어졌을 때 E는 H를 입증한다.

C(H,E|K)=0이면, 배경지식 K가 주어졌을 때 E는 H에 중립적이다.

C(H,E|K)<0이면, 배경지식 K가 주어졌을 때 E는 H를 반입증한다.

이제 우리는 입증 측도 C를 이용해서 다양한 입증 이론을 정식화

할 수 있다. 흔히 베이즈주의자들은 ‘배경지식 K가 주어졌을 때

가설 H가 참일 확률’보다 ‘배경지식 K와 증거 E가 함께 주어졌을

때 가설 H가 참일 확률’이 더 클 때, “배경지식 K가 주어졌을 때

증거 E가 가설 H를 입증한다”고 말한다. 즉, 베이즈주의자들은

(H,E,K) 사이에 성립하는 입증 관계를 ‘확률’을 이용해서 규정한

다. 이런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Bayesian confirmation theory)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2)

비교 개념에 그치지 않고, 정량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론적 개념들을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Carnap(1962), pp. 8-15을
참조하라.

2) 이 논문에서 ‘ΦΨ’는 ‘Φ’와 ‘Ψ’를 연언지로 가지는 연언문을 나타낸다. 즉
‘EK’는 ‘E’와 ‘K’의 연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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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즈주의 입증 이론

P(H|EK)>P(H|K)이면, C(H,E|K)>0이다.

P(H|EK)=P(H|K)이면, C(H,E|K)=0이다.

P(H|EK)<P(H|K)이면, C(H,E|K)<0이다.

그럼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에서 입증 측도 C는 어떻게 정의되는

가? 흥미롭게도, 베이즈주의자들은 지금껏 다양한 입증 측도들을

제시해왔지만 그들 사이에서 합의된 입증 측도는 아직 없다.3) 따

라서 우리는 동일한 입증 상황일지라도 어떤 입증 측도를 받아들

이는지에 따라서 그 입증의 정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

야 한다.

2.2 까마귀 역설과 헴펠의 직관

까마귀 역설은 직관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두 가지 전제 즉

‘니코드 기준’과 ‘동치 조건’으로부터,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

운 역설적 결론이 도출된다는 것이다.4) 그 역설적 결론이란, “조

사 대상이 검지도 않고 까마귀도 아니라는 증거가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가설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그 역설적 결론을 입증 측도 C를 이용해서

표현해보자. 나는 우선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가설을 ‘까마귀 가

설’ 또는 ‘H’라고 부를 것이다(이후에 이 글에서 등장하는 모든

‘H’는 ‘까마귀 가설’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상 a가 까마귀이다”라

3) 베이즈주의자들의 대표적 입증 측도들은 5절에 정리되어 있다.
4) 간단히 말해, 니코드 기준은 주어진 증거와 보편 조건문의 형식을 가진 가설
사이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으로서 보편 조건문의 전건과 후건을 만족시키는

증거는 해당 조건문을 입증한다고 말해준다. 동치 조건은 어떤 사례가 가설 H
를 입증한다면 그 사례는 H와 동치인 가설도 모두 입증한다고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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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Ra’, “대상 a가 검다”는 것을 ‘Ba’라고 쓸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입증은 증거와 가설 그리고 배경지식을 포함

하는 삼항관계이다. 따라서 우리는 까마귀 역설 논의에 적합한 배

경지식을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일련의 논

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즈주의자들은 어떤 배경지식이 까

마귀 역설 논의에 최선인지에 대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5)

하지만 나는 이 세계에 대해서 실제 행위자가 현재 알고 있는 지

식을 우리 논의에 대한 배경지식으로 지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후에 논의하게 될 베이즈주의 표준 해결책이 받아들이고 있는 배

경지식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배경지식을 받아들

이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어떤 실제 행위자는

까마귀 역설의 발생을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정보로 이루어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이 글에서 실

제 행위자의 배경지식이지만 까마귀 역설 논의에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정보만으로 구성된 적절한 배경지식 KR이 있다고

가정할 것이다.

5) 베이즈주의자들은 까마귀 역설 논의에 적합한 배경지식을 찾지 못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논의와 관련하여 견지하는 입장 하나는 ‘주어진 증

거와 까마귀 가설 사이의 입증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정보가 담

겨 있지 않은 배경지식’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당장 어떤 정보도 담

겨 있지 않은 배경지식, 즉 ‘항진적 배경지식(tautological background)’를 떠올

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런 배경지식을 받아들이게 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Good(1968)은 ‘굿의 아기(Good’s baby)’라는 사고실험을 통해
지적한바 있다. 또한 Fitelson(2006)에 따르면, 주류 베이즈주의자들에게 항진

적 배경지식을 다룰 수 있는 이론적 체계가 부재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Maher(1999, 2004)는 카르납식 확률 함수를 도입한 베이즈주의 체계로

항진적 배경지식을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베이즈주의자들이

카르납식 확률 함수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이 수용될 것 같지는 않

다. 배경지식에 따라 역설적 결론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Fitelson(2006)과 Fitelson and Hawthorne(2010a), (2010b)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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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배경지식 KR이 주어졌을 때 조사 대상 a가 검지

도 않고 까마귀도 아니라는 증거가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가설을

입증한다”는 ‘역설적 결론(the Paradoxical Conclusion, 이하 PC)’

를 다음과 같이 정식화 할 수 있다.

PC: CHRaBaKR .

그런데 헴펠은 PC가 참이며 그것이 역설적으로 보이는 것은 단지

심리적 착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그런 심리적 착각

을 하는 이유는 PC를 다른 것과 혼동하기 때문이다.

“모든 나트륨 염은 노란색을 내며 탄다”라는 주장을 지지하기 위
해 순수한 얼음조각을 무색의 불꽃 속으로 가져갔는데 그 불꽃이

노란색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실험결과가 제시되었다고 가정해 보

자. 이 결과는 “노란색을 내며 타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나트륨

염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입증할 것이다. 그에 따라, 그 결과는

동치 조건에 의해 원래의 주장을 입증할 것이다. … 입증의 역설

적 사례처럼 보인다고 할 때, 우리는 대개 가설 H에 대한 증거 E
만의 관계를 판정하지 않는다. … 대신 우리는 E와 우리가 우연
히 갖게 된 부가적 정보를 합하여 구성한 증거를 H와 암묵적으

로 비교한다. 우리의 예증 사례에서 이와 같은 부가적 정보는 다
음과 같은 지식을 포함한다. (1)실험에서 사용된 물질이 얼음이다. 
(2)얼음은 나트륨 염을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부가적 정보를 주어진 것으로 생각한다면, 물론 그 실험의 결과는
고려하고 있는 가설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6) 

위 인용문으로부터 헴펠이 말하는 바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

다. 첫 번째는 까마귀 사례에서의 결론이 왜 역설적으로 보이는지

에 대한 다음의 해명이다. (“모든 나트륨 염은 노란색을 내며 탄

6) Hempel (1965/2011), pp. 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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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가설을 ‘나트륨 가설’이라 부르자.)

⦁ 사람들은 “조사 대상이 나트륨 염도 아니고 노랗지도 않다는 증거가 나트

륨 가설을 입증한다”는 것을 “조사 대상이 나트륨 염이 아니라는 것을 알

고 있을 때 그 대상이 나트륨 염도 아니고 노랗지도 않다는 증거가 나트륨

가설을 입증한다”와 혼동한다.

나트륨 염 사례와 까마귀 사례의 논리적 구조는 동일하다. 따라서

이런 헴펠의 해명은 까마귀 사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럼 우리

는 헴펠을 따라 PC가 역설적으로 보이는 것은 다음 ‘오도된 결론

(the Misled Conclusion, 이하 MC)’과 PC를 혼동했기 때문이라

고 말할 수 있다.

MC: CHRaBaRaKR  .

즉 헴펠의 견해에서, 까마귀 역설은 PC를 MC로 착각했기 때문에

발생한 심리적인 문제이다.

결국, 헴펠의 주장은 ‘PC가 참이라는 것’과 ‘MC가 거짓이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MC가 거짓이라는 말이

C(H,¬Ra¬Ba|¬RaKR)<0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헴펠은 위의

인용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조사 대상이 나트륨 염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 그 대상이 나트륨
염도 아니고 노랗지도 않다는 증거가 나트륨 가설을 입증한다.

⦁ 조사 대상이 나트륨 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 대상이 나트륨

염도 아니고 노랗지도 않다는 증거가 나트륨 가설에 중립적이다.

이것들이 역설에 대해 헴펠이 제시한 두 가지 직관이다. 이 직관

들을 다시 까마귀 사례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정식화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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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1: CHRaBaKR  .

HEM2: CHRaBaRaKR  .

HEM1은 “배경지식 KR이 주어졌을 때 조사 대상 a가 검지도 않

고 까마귀도 아니라는 증거가 까마귀 가설을 입증한다”는 말이고,

HEM2는 “배경지식 KR과 조사 대상 a가 까마귀가 아니라는 정보

가 함께 주어졌을 때 a가 검지도 않고 까마귀도 아니라는 증거가

까마귀 가설에 중립적이다”는 말이다. 이것들이 까마귀 역설에 대

해 헴펠이 제시한 두 가지 직관이다.

3. 헴펠과의 첫 번째 만남: 베이즈주의 표준 해결책

베이즈주의는 과연 이런 직관들을 잘 포착하는가?7) 그 답을 찾

기 이전에, 나는 먼저 까마귀 역설에 대한 베이즈주의자들의 표준

적 해결책이 가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왜냐하면

까마귀 역설에 대한 베이즈주의자들의 해결책이 그들이 받아들이

고 있는 가정들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지만, 그 가정들 특히 ‘독립

7) 혹자는 베이즈주의자들이 헴펠의 직관을 왜 포착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의문

을 제기할지도 모르겠다. Fitelson(2006)에 따르면, 헴펠의 직관을 포착하려고

하는 베이즈주의자들의 주된 동기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이미 거의 모든 베

이즈주의자들이 헴펠의 첫 번째 직관 즉 HEM1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이 배경지식을 포함한 입증 관계를 다룬다는 점

에서 배경지식에 차등을 두고 있는 헴펠의 직관들을 다루는데 용이하다는 것

이다. 이때 혹자는 헴펠의 직관을 헴펠 입증 이론이 잘 다루지 않겠느냐고 다
시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헴펠 입증 이론은 헴펠의 직관들을 다루는데 적
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헴펠 입증 이론은 ‘단조성(monotonicity)’이라는 성질을
함축하는데, 이 성질이 (2.2절에서 언급한바 있는) PC가 MC를 함축한다고 말
해주기 때문이다. 헴펠의 직관은 ‘PC가 참이라는 것’과 ‘MC가 거짓이라는

것’이므로, 아이로니컬하게도 헴펠 입증 이론은 헴펠의 직관들을 다룰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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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가정(independence assumptions)’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

한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8) 대부분의 베이즈주의자들이 받아들이

고 있는 가정들은 다음과 같다:9)

A1: PBaKR ≫PRaKR .

A2: PRaBaKR ≲.

A3: PHRaKR PHKR . ≡ PHRaKR PHKR 

A4: PHBaKR PHKR . ≡ PHBaKR PHKR 

A1은 배경지식 KR이 주어졌을 때 조사 대상 a가 까마귀일 확률

보다 검지 않은 대상일 확률이 훨씬 크다고 말해준다. 배경지식

KR은 우리 세계를 반영하므로 이런 주장은 그럴듯하다. A1이 자

연스러운 추론의 결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베이즈주의자들은

우리 세계를 커다란 항아리로 생각해보라고 조언한다.10) 세계를

표상하는 항아리에서 무작위로 하나의 물건을 뽑았을 때의 빈도를

가늠해보면, 그것이 까마귀일 경우보다 검지 않은 대상일 경우가

훨씬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 세계의 까마귀의 수와

검지 않은 대상의 비율이라는 통계적 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A1

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A1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알

아두어야 할 점은 A1이 P(¬Ra¬Ba|KR)≫P(RaBa|KR)과 동치

8) 독립성 가정 논란에 대해서는 Vranas(2004), Fitelson(2006), Fitelson and 
Hawthorne(2010a), Rinard(2014)를 보라.

9) 나는 다음 표기법을 도입할 것이다:
Φ≳Ψ: Φ가 Ψ보다 크지만, 굉장히 유사한 값이다.
Φ≲Ψ: Φ가 Ψ보다 작지만, 굉장히 유사한 값이다.

10) 우리 세계를 표상하는 항아리에서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해본다고 사고하는

방법을 ‘굿 방식의 무작위 표본추출 조작화(Good-style random-sampling 
operationalization)’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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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이다. 일견 다르게 보이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다는 점

에 유의하라.11)

A2는 배경지식 KR이 주어졌을 때 조사 대상 a가 검지도 않고

까마귀도 아닌 대상일 확률이 거의 1에 가깝다고 말해준다. 베이

즈주의자들의 조언대로, 세계를 표상하는 항아리에서 무작위로 하

나의 물건을 뽑았을 때의 빈도를 가늠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

것은 검지도 않고 까마귀도 아닌 대상일 것이다. 더욱이 통계적

사실을 고려해보더라도, A2에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A3와 A4는 ‘독립성 가정’이라 불린다. 일견, 배경지식 KR이 주

어졌을 때 조사 대상 a가 까마귀가 아니라는 증거는 까마귀 가설

의 진위 여부와는 무관한 것 같다. 또한 그런 배경지식이 주어졌

을 때 조사 대상 a가 검다는 증거도 까마귀 가설의 진위 여부와는

무관한 것 같다. 흔히, 베이즈주의자들은 정보와 가설 사이의 무관

한 관계를 확률적 독립성을 이용해서 나타낸다. 그래서 그들은 독

립성 가정 A3와 A4를 이용해서 이런 직관들을 포착하려 한다.

이런 네 개의 가정 A1-4를 받아들이는 베이즈주의자들의 입장

을 ‘베이즈주의 표준 해결책(the Standard Bayesian Solution, 이

하 SBS)’이라고 부른다.12)

그럼 SBS가 이 가정들을 이용해서 헴펠의 두 가지 직관, 즉

HEM1과 HEM2를 포착하는지 점검하자. SBS는 HEM1을 보이

기 위해, 다음 HEM1*를 증명한다.

11) 이영의 등(2018)에서는 A1 대신 P(¬Ra¬Ba|KR)≫P(RaBa|KR)을 가정한다. 하
지만 이것은 중요한 차이점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동치이기 때문이다:
PBaKR  ≫PRaKR 

≡PBaKR
PRaBaKR

 ≫PRaKR
PRaBaKR



≡PRaBaKR PRaBaKR PRaBaKR 

≫PRaBaKR PRaBaKR PRaBaKR 

≡PRaBaKR  ≫PRaBaKR 

12) 베이즈주의 표준 해결책에 대해서는 Howson and Urbach(2006)의 4장과
Earman(1992)의 3장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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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1*: CHRaBaKR ≫CHRaBaKR ≳.

HEM1*는 HEM1이 말해주는 것 그 이상을 말해준다. HEM1은
¬Ra¬Ba이라는 증거가 까마귀 가설을 입증한다는 것만을 말해주지
만, HEM1*는 그 뿐만 아니라 ¬Ra¬Ba이라는 증거가 까마귀 가설

을 입증하는 정도와 RaBa이라는 증거가 까마귀 가설을 입증하는

정도를 비교해주고 나아가 ¬Ra¬Ba이라는 증거가 까마귀 가설을

입증하는 정도가 굉장히 작다는 것까지도 말해준다. HEM1*는

HEM1을 함축하므로 HEM1*를 증명한다면 HEM1도 보이게 된다. 
SBS의 가정을 이용하면, HEM1*는 다음과 같이 증명 된다:

우선, HEM1*는 다음과 같이 변형될 수 있다.13)

PRaBaKR 

PRaHKR 
≫PRaBaKR 

PBaHKR  ≳. (†)
한편, A1과 A2에 의해서 다음이 성립한다.14)

13)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의 정의에 의해서 HEM1*는 다음 식과 동치이다:
PHRaBaKR  ≫PHRaBaKR ≳PHKR .

이 식은 베이즈 정리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PRaBaKR 

PHKR PRaBaHKR 
≫PRaBaKR 

PHKR PRaBaHKR  ≳PHKR ; 

PRaBaKR


PRaHKR 
≫PRaBaKR



PBaHKR  ≳

14) 주석11)에서 살펴봤듯이 A1은 다음 식과 동치이다:
PRaBaKR

 ≫PRaBaKR


 이 식은 다음과 같이 변형될 수 있다:

PRaBaKR 

PRaBaKR 
≫PRaBaKR 

PRaBaKR  ;

PRaBaKR 

PRaBaKR
PRaBaKR


≫PRaBaKR 

PRaBaKR
PRaBaKR


.

그럼 A2에 의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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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BaKR 

PRaKR 
≫PRaBaKR 

PBaKR  ≳. (‡)
그럼, A3과 A4에 의해서 (‡)로부터 (†)가 도출된다.

이렇게 SBS는 HEM1*를 증명함으로써, HEM1을 포착하는데 성공

한다.
그렇다면, HEM2에 대해서는 SBS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SBS의 가정들을 이용하면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듣게 된다.

PC는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PHRaBaKR  PHKR .

이 식은 A3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PHRaBaKR  PHRaKR .

이것은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CHRaBaRaKR  .

이것은 앞서 논의된 MC이다.

SBS의 분석에 따르면, PC는 MC를 함축한다. 우리는 이미 SBS가
PC를 참으로 분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SBS는 MC 
역시도 PC와 마찬가지로 참이라고 주장하게 된다. 하지만 HEM2는
MC가 거짓이라는 주장이므로, 결국 SBS는 HEM2와 양립 불가능

하다. 즉, SBS는 HEM2를 포착할 수 없다.
이것은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파이텔슨과 호손(Fitelson and 

PRaBaKR 

PRaBaKR PRaBaKR 
≫PRaBaKR 

PRaBaKR PRaBaKR  ≳;

PRaBaKR 

PRaKR


≫PRaBaKR 

PB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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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thorne, 2010b)도 SBS와 HEM2가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
적한 바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원인이 두 개의 독립성 가정 A3
과 A4에 있다는 것을 지적할 뿐, 더 이상의 얘기를 해주지 않는

다.15) 따라서 나는 이 글에서 HEM2에 대한 논의를 다른 방식으로
확장시키고자 한다.

4. 헴펠과의 두 번째 만남: 정량적 정당화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 정성적 입증 판정이 내려지게 되었을 때, 
베이즈주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 대답은 이런 문
제에 봉착했을 때, 그들이 취했던 대답들의 ‘모범사례(exemplar)’를
추적해봄으로써 예견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 입증 이론으로 분류되는 헴펠 입증 이론과 가설-연역법의
입증 분석은 논리적 함축 관계에 의존한다.16) 논리적 함축 관계에
의존한 분석은 특정 논리적 관계에만 주목하여 그런 관계를 ‘함축
한다’ 또는 ‘함축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양자택일로 이루어진다. 이
런 특징으로 인해 전통적 입증 이론가들은 입증을 ‘전부 아니면 전
무(all or nothing)’의 문제로 다루게 되었고, 그들의 판정을 ‘입증한

15) Maher(1999, 2004)와 Good(1960, 1961)에 따르면, 베이즈주의자는 입증에

대한 정성적 주장에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 Fitelson and Hawthorne(2010a, 
2010b)는 이런 마허와 굿의 견해를 수용하기 때문에, 정성적 주장을 함축하

는 HEM1을 포착하지 않고 C(H,RaBa|KR)≫C(H,¬Ra¬Ba|KR)이라는 비교 주장
만을 포착한다. 이때, HEM1을 비켜가기 위한 그들의 전략은 HEM1을 함축

하는 독립성 가정 A3과 A4를 둘 다 거부하는 것이다.
16) 헴펠 입증 이론(Hempelian confirmation theory)에 따르면, EK가 H의 전개

(development)를 함축할 때 입증이고 EK가 ¬H의 전개를 함축할 때 반입증이
다. 가설-연역법(hypothetico-deductivism)에 따르면, HK가 E를 함축할 때 입
증이고 HK가 ¬E를 함축할 때 반입증이다. 전통적 입증 이론들의 입증 판정

방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영의 등(2018), 2-3장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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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는 ‘반입증한다’ 또는 ‘입증하지도 반입증하지도 않는다’라는
세 가지 정성적 판정으로 국한시켰다.
이에 반해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은 보다 섬세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을 이용하면 정성적 판정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입증의 정도(the degree of confirmation)’까지도 제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입증 분석은 논리적 함축 관계에 의존하
지 않고 ‘확률’ 개념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확률이 지닌 특징은 베
이즈주의자들로 하여금 입증을 ‘정도의 문제’로 다루게끔 해주었다. 
입증이 정량적으로 다루어짐에 따라서, 위기에 봉착한 베이즈주의

자들에게 새로운 활로가 마련되었다. 그것은 베이즈주의자들이 직

관에 부합하지 않는 정성적 판정을 내리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판
정이 우리들 직관에 의존한 판정과 “정성적으로는 다르지만 정량적
으로는 유사하다”고 해명하는 것이다.17)

까마귀 역설 논의에 등장하는 또 다른 증거 ¬RaBa에 대한 SBS
의 논증(이하 검은 구두 논증)에서도 이런 식의 해결책이 이용되었
다. 검은 구두 논증은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 정성적 입증 판정을

내리게 되었을 때, 베이즈주의자들이 취하는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
로 꼽힌다. 따라서 나는 검은 구두 논증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난 뒤에, 그 논증에서 이용된 방법에 편승하여 ‘SBS가 HEM2를
포착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SBS 옹호자들의 가능한 응답
을 구성해 볼 것이다.
까마귀 역설에 대한 SBS의 달갑지 않은 함축 중 하나는 증거

17) 사실은 앞서 HEM1에 대한 SBS의 대답이 이런 식의 해결책이었다. 베이즈
주의자들은 “배경지식 KR이 주어졌을 때 조사 대상 a가 하얀 구두 따위

(¬Ra¬Ba)라는 증거가 까마귀 가설을 입증한다”는 반직관적인 정성적 판정에

대해, 이때의 입증의 정도가 직관적 판정에서의 입증의 정도와 굉장히 유사

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판정에 대한 최초의 부자연스러움을 완

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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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Ba(즉, 검은 구두 따위)와 관련한 것이다. 우리들 직관은 “배경
지식 KR이 주어졌을 때 조사 대상 a가 검은 구두 따위라는 증거가
까마귀 가설에 중립적이다”라고 판정하는 듯하다. 그러나 SBS는
“그런 배경지식이 주어졌을 때 조사 대상 a가 검은 구두 따위라는
증거가 까마귀 가설을 반입증한다”고 판정한다. 베이즈주의자들이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SBS는 잘못
된 판정을 내린 것일까? 베이즈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정량적 판정에
주목해달라고 호소한다. 베이즈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판정이 직관적
판정과 정성적으로는 다르지만 정량적으로는 유사하다는 것을 보임

으로써, 자신들의 판정이 반드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다.18)

배경지식 KR이 주어졌을 때 조사 대상 a가 검은 구두 따위라는

증거가 까마귀 가설을 “반입증한다는 것”과 “무관하다는 것”은
정성적으로 다른 판정이지만, 그 입증의 정도 차이가 굉장히 작다
는 점을 고려하면 이 두 판정은 정량적으로 유사하다.

이런 말을 듣고 나면, SBS의 판정에 대한 인상이 그 이전보다 훨
씬 자연스러워진다. 정성적 입장이 바뀌지 않았는데에도 불구하고, 
베이즈주의자들의 판정에 대한 부자연스러움이 감소되었다는 점은

괄목할 만하다.
베이즈주의자들의 이런 해명 방식이 입증의 정도에 의존하고 있

다는 점에서, 나는 이런 식의 정당화를 ‘정량적 정당화(quantitative 
vindication)’라고 부를 것이다. 또한 정량적 정당화에 성공한 사례

18) 증거 ¬RaBa에 관한 SBS의 판정과 직관적 판정의 정량적 유사성을 보이기

위해서, 베이즈주의자들은 A1-4를 이용하여 “배경지식 KR이 주어졌을 때 조

사 대상 a가 검은 구두 따위라는 증거가 까마귀 가설을 굉장히 조금 반입증
한다”는 것, 즉 C(H,¬RaBa|KR)≲0을 증명한다. 증거 ¬RaBa에 관한 이런 식

의 해명은 이영의 등(2018) 4장과 조인래 등(1999) 1장 그리고 최원배(2018)
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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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우리 논의와 어울리도록 “근사하게(approximately) 포착했
다”라는 표현도 쓸 것이다. 즉 SBS는 증거 ¬RaBa와 관련된 직관
적 판정을 엄밀한 의미에서는 포착하지 못했지만, 정량적 정당화에
기대어 근사하게라도 포착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런 식의 베이즈주의적 대응은 HEM2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SBS는 “배경지식 KR과 조사 대

상 a가 까마귀가 아니라는 정보가 함께 주어졌을 때 a가 검지도

않고 까마귀도 아니라는 증거가 까마귀 가설을 입증한다”라고 판정
한다. 그러나 HEM2는 “그런 정보들이 주어졌을 때 a가 검지도 않
고 까마귀도 아니라는 증거가 까마귀 가설에 중립적이다”라는 직관
이다. 앞서 보았듯이, 베이즈주의자들은 헴펠의 이런 직관을 포착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검은 구두 논증에 쓰인 것과 같은 방법을 쓴
다면, 베이즈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판정을 보다 헴펠의 직관에 맞게
끔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SBS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들은 HEM2와
정량적으로 유사한 다음을 증명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성적 판정이

가지고 있는 부자연스러움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HEM2*: CHRaBaRaKR ≳.

위 사실은 굉장히 조금 입증한다는 말이다. SBS의 가정들을 이용

하면, HEM2*는 다음과 같이 증명된다:

우선, HEM2*는 다음과 같이 변형될 수 있다.19)

19) C(H,¬Ra¬Ba|¬RaKR)≳0은 P(H|¬Ra¬BaKR)-P(H|¬RaKR)≳0과 동치이다. 이 식
은 베이즈 정리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PRaBaKR 

PBa HKR
PH KR


 PH R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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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Ba KR 

P Ba HKR P H KR 
 P H RaKR ≳. (†)

한편, A2에 의해서 다음이 성립한다.20)

PRaBa KR 

P Ba KR P H KR 
 P H KR ≳ . (‡)

그럼, A3와 A4에 의해서 (‡)로부터 (†)이 도출된다.

이로써 SBS에서 HEM2*가 도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EM2*와

HEM2는 정량적으로 유사하다. 그렇다면 베이즈주의자들은 자신들
의 판정이 헴펠의 판정과 정량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

으므로, 이번에도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배경지식 KR과 조사 대상 a가 까마귀가 아니라는 정보가 함께 주
어졌을 때 a가 하얀 구두 따위라는 증거가 까마귀 가설을 “입증
한다는 것”과 “무관하다는 것”은 정성적으로 다른 판정이지만, 그
입증의 정도 차이가 굉장히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두 판정은

정량적으로 유사하다.

이렇듯 정량적 정당화를 이용하면, 베이즈주의자들은 미세한 입증

의 정도에 기대어 자신들이 처음에 내린 반직관적인 정성적 판정

의 부자연스러움을 완화시킬 수 있다. 정량적 정당화는 입증에 대

해 주류 베이즈주의자들이 취하는 전형적인 전략이다. 그렇기 때

문에 나는 SBS의 옹호자들이 HEM2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응답

20) A2에 의해서 다음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RaBaKR 

PRaBaKR PRaBaKR  ≳; 

PHKR





PRaBaKR 

PRaBaKR PRaBaKR 
 




≳; 

PRaBaKR 

PBaKR
PHKR


 PH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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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부분의 베이즈주의자들이

정량적 정당화를 이용한 그런 익숙한 응답에 호의적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파이텔슨과 호손(Fitelson and Hawthorne, 2010a; 2010b)은

HEM2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개의 독립성 가정을

포기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너무 성급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헴펠과의 세 번째 만남: 독립성 가정과 입증 측도

까마귀 역설에 대한 헴펠의 직관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HEM1
에 따르면, 배경지식 KR이 주어졌을 때 조사 대상 a가 검지도 않

고 까마귀도 아니라는 증거가 까마귀 가설을 입증한다. 우리는
SBS가 HEM1*를 증명함으로써, 그런 직관을 포착하고 나아가 그때
의 입증의 정도가 굉장히 작다는 것까지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했

다. HEM2에 따르면, 배경지식 KR과 조사 대상 a가 까마귀가 아니
라는 정보가 함께 주어졌을 때 a가 검지도 않고 까마귀도 아니라는
증거가 까마귀 가설에 중립적이다. SBS는 엄밀한 의미에서 HEM2
를 포착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SBS가 정량적 정당화에 기대어

HEM2*를 증명함으로써, 그런 직관을 근사하게라도 포착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 정량적 정당화만 인정된다면, SBS는 입증에 대해 헴펠이

제시한 직관을 제대로 포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
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HEM1과 HEM2를 받아들임으로써

드러나는 헴펠의 또 다른 직관이 있는데, 그것이 SBS에서 포착되

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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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헴펠의 또 다른 직관과 SBS

헴펠은 까마귀 역설에서의 ‘역설적 결론’을 해명하기 위해, 두
입증 관계를 비교하고 있다. 그 두 가지 관계는 동일한 증거와 가
설을 가지는데, 유일한 차이점은 사전에 주어진 정보가 다르다는

것이다. 첫 번째 입증 관계는 주어진 정보가 KR로 국한되지만, 두
번째 입증 관계는 ‘조사 대상 a가 까마귀가 아니라는 정보’가 KR과

함께 주어진다. 헴펠은 이렇듯 주어진 정보에서의 차이가 결국 정

성적으로 다른 판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역설적 결론
에 대한 우리의 심리적 착각이 주어진 정보의 혼동에서 비롯되었다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철학자들의 관심은 첫 번째 입증 관계, 즉 C(H,¬Ra¬Ba|KR)에 집
중되어 왔다. 까마귀 역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려는 대부분의 베

이즈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포착하고 있는 것도 이 첫 번째 입증

관계에 대한 헴펠의 직관 HEM1이다. 하지만 헴펠은 두 번째 입증
관계, 즉 C(H,¬Ra¬Ba|¬RaKR)에 대한 직관 HEM2도 함께 제시했

다. 따라서 베이즈주의자들이 헴펠의 직관을 제대로 포착하려면, 
HEM2 역시 포착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앞 절에서

HEM2와 관련한 논의를 확장시켰다.
그럼 HEM1과 HEM2를 포착하면, 입증에 대한 헴펠의 직관을

제대로 포착한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HEM1과 HEM2를 받아들였을 때 도출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장
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HEM1이 제시하는 입증의 정도가

HEM2가 제시하는 입증의 정도보다 크다는 것이다. 헴펠의 해명

역시 이들 두 직관이 제공하는 입증 관계를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

서, 이런 주장을 포착하는 것 또한 헴펠의 직관을 포착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다. HEM1과 HEM2의 정량적 비교에 관한 또 하나의
주장은 다음의 ‘비교 주장(comparative claim)’으로 정식화된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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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3: CHRaBaKR ε > ε′CHRaBaRaKR .

이것은 “배경지식 KR만 주어졌을 때”가 “조사 대상 a가 까마귀가

아니라는 정보와 배경지식 KR이 함께 주어졌을 때”보다 a가 검지

도 않고 까마귀도 아니라는 증거가 까마귀 가설을 입증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말이다. 헴펠이 첫 번째 입증 관계를 ‘입증’이라고 판정
하고, 두 번째 입증 관계를 ‘중립’으로 판정했다는 점을 고려한다

면, 헴펠이 HEM3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자연스럽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SBS가 HEM1과 HEM2를 포착하는 방법은

HEM1*와 HEM2*를 증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이즈주의가 그것들
을 증명했다고 해서 HEM3 역시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HEM1*와

HEM2*를 증명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은 각각의 입증 관계가 가지

고 있는 입증의 정도가 굉장히 작다는 것, 즉 C(H,¬Ra¬Ba|KR)≳0 
그리고 C(H,¬Ra¬Ba|¬RaKR)≳0이라는 것뿐이다. 이것만으로는 이

21) 익명의 심사위원 한 분은 HEM1과 HEM2를 받아들이면 HEM3이 도출되기

때문에 HEM3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물었다. 
나의 이런 구분은 개념에 관한 카르납(Carnap, 1962)의 구분을 의식한 것이

다. HEM1과 HEM2는 HEM3을 함축하지만, HEM1과 HEM2가 정량적인 개

념인데 반해 HEM3은 비교적인 개념이다. 즉, 전자의 직관들은 정량적 주장

인데 반해 후자의 직관은 비교 주장이란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혹자는 이런 차이가 별 다른 의미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까마귀 역설 논의에 참여하는 베이즈주의자들이 대체로

비교 주장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교 주장이 정량적 주장보

다 그 중요도에 있어서 다소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듯하다. 실제로, 
Maher(1999, 2004)와 Good(1960, 1961)은 베이즈주의자들이 입증에 대한 정

성적 주장에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견해를 수용한

Fitelson and Hawthorne(2010a, 2010b)은 정성적 주장을 함축하는 정량적 주

장(HEM1)을 포착하지 않고, 비교 주장(C(H,RaBa|KR)≫C(H,¬Ra¬Ba|KR))만을
포착하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마허와 굿의 이런 견해가 베
이즈주의자들 사이에서 확산된다면, 헴펠의 직관에 담긴 비교 주장 HEM3은
HEM1과 HEM2보다 중요한 의의를 지니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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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을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SBS가 헴펠의 직관을 제대로 포착하
려면, 별도의 작업을 통해 HEM3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
어야 한다.
그럼 과연 SBS는 HEM3를 포착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구하려면, 먼저 HEM3이 입증의 정도를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 주

목해야 한다.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에서 입증의 정도는 입증 측도

를 통해 측정된다. 따라서 우리는 입증 측도를 이용해서 SBS가
HEM3을 포착할 수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문
제가 있다. 그것은 베이즈주의자들이 다양한 입증 측도를 제시했음
에도 불구하고 어느 입증 측도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 아직 완

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논의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중에
보다 분명해지겠지만, 나의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 다섯 가지를 고

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22)

입증 측도 관련 논문
CdHEK PHEKPHK Carnap (1962)
CsHEK PHEKPHEK Christensen (1999)
CrHEK  lnPHK

PHEK  Keynes (1921)
CτHEK PHEKPHKPEK Carnap (1962)
ClHEK  lnPEHK

PEHK  Good (1950)

<표1> 

22) 이 밖에도 Co(Cornfield, 1950), Cp(Popper, 1954-1955), Ce(Rescher, 1958), 
Cg(Gaifman, 1979), Cn(Nozick, 1981), Cm(Mortimer, 1988), Cj(Joyce, 2003), 
Cz(Crupi et al., 2006) 등의 입증 측도가 더 있다. 이들 입증 측도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Park(2014), p. 3959.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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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들을 이용하여 SBS에서 HEM3이 포착되는지를 점검하자. 
다음 표는 SBS의 가정 특히 A3이 주어졌을 때, HEM3에 대한 점
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증명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입증 측도 그룹1 그룹2
Cd Cr Cl Cs Cτ

HEM3 점검 결과 ε=ε′ ε=ε′ ε=ε′ ε<ε′ ε<ε′
<표2> 

안타깝게도, 점검 결과 다섯 개의 입증 측도 모두에서 ε>ε′, 즉
HEM3이 성립하지 않는다. 더욱이 현재까지 제시된 굉장히 많은

입증 측도에서도 HEM3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

다.23)

그럼 SBS가 HEM3를 포착하려면 굉장히 많은 입증 측도들을 모
두 거부해야 한다는 결론이 뒤따른다. 물론, 이는 SBS에게 부담스러
운 선택이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입증 측도를 만들어내야 하고 그

렇게 만들어진 측도가 기존의 입증 측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특징

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내야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굉장히 어
려운 일인 듯하다.24) 그렇다면 SBS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23) 주석22)의 입증 측도들을 이용하여 HEM3이 성립하는지를 추가적으로 점검
해 봐도, 어떤 입증 측도에서도 HEM3 즉 ε>ε′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측도 Cp, Cg, Cj, Cz는 ε=ε′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룹1’로 분류되고, 측도 Co, 
Ce, Cn, Cm는 ε<ε′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룹2’로 분류된다.

24) Eells and Fitelson(2002)은 입증 측도가 충족해야 할 아래의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이들 네 기준에 의거 <표1>과 주석22)의 입증 측도들에 대해 점검
하면, 아래의 표를 얻는다. 베이즈주의자들의 대표적 입증 측도들임에도 불구
하고 이들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측도가 세 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측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측도를 만드는 것 자
체가 쉽지 않은 일임을 말해주는 듯하다. 더욱이 A3이 가정되었을 때 HEM3 
포착에 실패한 그룹1의 측도들이 ES-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 미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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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독립성 가정

나는 SBS의 핵심 가정, 즉 독립성 가정 A3을 거부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HEM3 포착에 실패
한 입증 측도와 관련된 증명들이 A3에 강하게 의존하기 때문이

다.25) A3만이 가정되고 HEM3이 포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 가
정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근거가 되는 것 같다.
그럼 A3을 거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3은 “배경지
식 KR이 주어졌을 때 조사 대상 a가 까마귀가 아니라는 증거가 까
마귀 가설에 중립적이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A3을 거부한다는
것은 다음 둘 중 하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A3>: CHRaKR  . ≡ PHRaKR PHKR 

A3<: CHRaKR  . ≡ PHRaKR PHKR 

보면, ES-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HEM3이 성립하는 측도를 만들어내는 일을

더욱 어려워 보인다. 하물며 엘스와 파이텔슨 외의 다른 철학자들이 제시한

기준을 함께 고려하게 된다면, SBS에서 HEM3을 포착하게 해주는 측도를 만
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여겨진다.

· 증거 대칭성 비성립 기준(ES-): C HEK≠CHEK .
· 교환 대칭성 비성립 기준(CS-): C HEK≠CEHK .
· 가설 대칭성 성 립 기준(HS): C HEK C HEK .
· 전체 대칭성 비성립 기준(TS-): C HEK≠CHEK .

입증 
측도

그룹1 그룹2
Cr Cl Cp Cd Cg Cj Cz Co Ce Cτ Cn Cm Cs

ES- o o o o o o o x x x x x x
CS- x o o o o o x x o x o o o
HS x o x o o x o o o o o o o
TS- o o o o o o o x x x x x x

25) 측도 Cs를 이용한 증명에서는 A3과 A4가 쓰였고, 측도 Cd, Cr, Cτ, Cl을 이

용한 증명들에서는 A3만이 쓰였다. 그렇다면 이들 증명들은 A3에 강하게 의
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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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은 ¬Ra가 까마귀 가설에 중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A3>와

A3<은 각각 ¬Ra가 까마귀 가설을 입증한다는 것과 반입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베이즈주의자들은 HEM3을 포착하기 위해서 어느 것을 선
택해야 할까? 우리는 앞서 이루어진 SBS에 대한 HEM3 점검 결과
를 고찰함으로써,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획득할 수 있다.
우선 C(H,¬Ra¬Ba|KR)과 C(H,¬Ra¬Ba|¬RaKR)의 값을 ‘ε’과 ‘ε′’
으로 나타낸 것과 비슷하게, C(H,¬Ra|KR)의 값을 ‘ε0’으로 나타내

자. 그럼 SBS는 A3, 즉 C(H,¬Ra|KR)=0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ε0=0
이라고 가정한다. 그렇다면 <표2>가 나타내고 있는 점검 결과에 이
런 ε0을 도입해서 재서술해보면, 다음과 같은 표를 그릴 수 있다.

입증 측도 그룹1 그룹2
Cd Cr Cl Cs Cτ

HEM3 점검 결과 ε=ε0+ε′ ε=ε0+ε′ ε=ε0+ε′ ε<ε0+ε′ ε<ε0+ε′
<표3> 

HEM3을 포착하기 위해서 ε0=0을 가정한 SBS가 증명해야 할 것은
ε>ε′, 즉 ε>ε0+ε′이어야 했다. 그러나 위의 표에 따르면 다섯 측도
중 어느 것에서도 ε>ε0+ε′가 보장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는 SBS가 HEM3를 포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A3을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까? ε, ε0, ε′ 사이에는 다음 세 가지 관계 중 하나가 성립할 것이
다: ε=ε0+ε′, ε<ε0+ε′, ε>ε0+ε′. 그리고 A3을 거부한다는 것은 다음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A3>, A3<. 따라서 이 두 선택지
와 위 세 가지 관계를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경우들을 고려함으로

써, HEM3 보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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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ε0+ε′ ε=ε0+ε′ ε>ε0+ε′
A3> HEM3 보장 안됨 HEM3 보장 HEM3 보장
A3< HEM3 보장 안됨 HEM3 보장 안됨 HEM3 보장 안됨

<표4> 

A3>과 ε=ε0+ε′가 성립할 때는 HEM3이 보장된다. 왜냐하면 A3>가

성립하면 ε0>0이므로, ε=ε0+ε′이면 ε>ε′이기 때문이다. 한편, A3<와

ε=ε0+ε′가 성립할 때는 HEM3이 보장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ε=ε0+
ε′이 성립하고 ε0<0일 때는 ε<ε′이라는 HEM3을 위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도 이와 유사하게 설명된다.
위 표가 보여주고 있듯이, 베이즈주의자들에게 있어 A3>을 선택

하는 것이 A3<을 선택하는 것보다 좋은 경우들이 있고 그 어떤 경

우에도 나쁘지 않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HEM3을 포착
하고자 하는 베이즈주의자들은 A3>과 A3< 중에서 A3>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5.3 입증 측도

이런 분석 결과는 HEM3을 포착하려는 베이즈주의자들에게 A3
을 거부하고 A3>을 받아들일 것을 권유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베
이즈주의자들이 A3>을 받아들임으로써 HEM3을 포착한다고 단언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표4>가 보여주듯이, A3>과 함께 ε=ε0+ε′ 또
는 ε>ε0+ε′을 성립시키는 입증 측도가 없다면 결국 HEM3을 포착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그런 측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난 뒤에, 베이즈주의자들이 헴펠의 직관을 포착하기 위해서 최종적
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결정할 것이다.

A3>이 가정되었을 때 ε=ε0+ε′ 또는 ε>ε0+ε′이 성립하는 입증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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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찾고자 한다면, 세 입증의 정도 ε0, ε′, ε 각각이 다음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이해를 돕기 위
해 잠시 배경지식 ‘KR’을 생략한다.)

¬Ra가 H를 입증하는 정도 ε0. [ CHRa]
¬Ra가 주어졌을 때 ¬Ba가 H를 입증하는 정도 ε′. [ CHBaRa]
¬Ra¬Ba가 H를 입증하는 정도 ε. [ CHRaBa]

일견, 위 세 입증의 정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 듯하다. 
흔히 우리의 정보 획득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순차적으로 이

루어진다. 이런 정보 획득의 특징은 ‘대상 a가 까마귀가 아니다

(¬Ra)’라는 정보와 ‘대상 a가 검지 않다(¬Ba)’라는 정보를 획득하

는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우리는 ¬Ra라는 증거를 획득하
고 이어지는 조사에서 ¬Ba라는 증거를 획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Ra¬Ba라는 증거를 획득하게 되곤 한다. 그렇다면 ¬Ra라는 증거

와 ¬Ba라는 증거가 연이어 모아져서 ¬Ra¬Ba라는 증거가 만들어졌
으므로, ¬Ra가 가설을 입증하는 정도와 연이은 조사에서 획득된

¬Ba가 가설을 추가적으로 입증하는 정도의 합이 ¬Ra¬Ba가 가설을
입증하는 정도와 같다는 직관은 자연스럽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 세 입증의 정도 사이에는 ε=ε0+ε′이라는 관계가 성립한다고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굿(Good, 1960)이나 밀른(Milne, 1996; 
2014)과 같은 철학자는 이런 사항을 고려하여 입증 측도가 만족해
야 할 기준으로 ‘엄격 가법성(strict additivity)’이라는 것을 제시했

다. 그 엄격 가법성을 우리의 문제와 관련해서 정식화한다면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엄격 가법성:
 CHRaBaKR   C HRaKR  C HBaR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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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배경지식 KR이 주어졌을 때 조사 대상 a가 까마귀가 아니
라는 증거가 까마귀 가설을 입증하는 정도”와 “연속된 조사에서 a
가 검지 않다는 증거가 추가적으로 까마귀 가설을 입증하는 정도”
의 합이 “배경지식 KR이 주어졌을 때 조사 대상 a가 검지도 않고
까마귀도 아니라는 증거가 까마귀 가설을 입증하는 정도”와 같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것은 ε=ε0+ε′과 같은 말이다.

<표3>은 SBS에서의 분석으로 A3이 가정되었을 때 그룹1의 입

증 측도들이 이런 엄격 가법성을 만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
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A3>이 가정되었을 때 엄격 가법성을

만족하는 측도이다. 엄격 가법성의 만족 여부가 주어진 가정에 민

감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단계에서 A3이 아니라 A3>

이 가정되더라도 그룹1의 측도들에서 엄격 가법성이 만족된다고 확
신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A3>이 가정되었을 때 엄격 가법성이

만족되는 측도를 찾아낼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 입증 측도가

주어진 가정과 무관하게 엄격 가법성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

하는 것이다. 그룹1의 입증 측도 Cd에 대한 이런 증명이 다음과 같

이 이루어진다.

입증 측도 Cd의 정의에 의해서 위의 세 입증의 정도가 각각 다

음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CHRaKR ≡P HRaKR  P HKR 

C HBaRaKR ≡P HRaBaKR  P HRaKR 

C HRaBaKR ≡P HRaBaKR  P HKR 

이 세 식들 사이에서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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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aBaKR 

PHRaBaKR PHKR 


  

CHRaKR 

PHRaKR  PHKR  
  

CHBaRaKR 

PHRaBaKR PHRaKR 

이 관계는 다시 측도 Cd의 정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HRaBaKR   C HRaKR  C HBaRaKR .

이것은 ε=ε0+ε′이므로, 측도 Cd는 엄격 가법성을 만족한다.

이와 유사하게, 그룹1의 나머지 측도 Cr과 Cl도 엄격 가법성을 만

족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26) 이들 증명은 주어진 가정과 무관하
게 그룹1의 입증 측도들이 엄격 가법성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A3을 거부하고 A3>이 가정되더라도 ε=ε0+ε′이 성립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룹1의 어떤 입증 측도를 이용하
더라도 A3>이 가정되었을 때 ε=ε0+ε′이 성립한다. 한편, <표4>가
보여주듯이 A3>이 가정되었을 때 ε=ε0+ε′이 성립하는 입증 측도에
서 HEM3이 보장되므로, 우리는 A3>과 함께 그룹1의 입증 측도를
받아들이면 HEM3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나머지 측도들, 즉 그룹2의 입증 측도들은 어떨까? <표4>
는 A3>이 가정되었을 때 ε<ε0+ε′이 성립한다면 HEM3이 포착되지
않는다고 말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그룹2의 입증 측도 아래에서

A3>이 가정되었을 때 ε<ε0+ε′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

써, 그룹2의 측도들이 A3>과 함께 HEM3을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점검은 그 가능한 한 가지 경우를 구성
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A3을 거부하고 A3>을 가정했을 때 다음

26) 간단하게 입증 측도 Cr과 Cl의 정의에 의해서 기술된 세 입증의 정도 사이

에서도 ε=ε0+ε′, 즉 엄격 가법성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석23)에서
그룹1로 분류된 입증 측도 Cp, Cg, Cj, Cz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엄격 가법성이 만족된다는 것이 증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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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입증 상황이 가능하다. (단, A4는 가정된다.)

PRaBaKR    PRaBaHKR    PHKR   

PRaBaKR    PRaBaHKR    PHKR   

PRaBaKR    PRaBaHKR    PHRaKR   

PRaBaKR    PRaBaHKR    PHBaKR   

이런 입증 상황 아래에서 그룹2의 입증 측도 Cs와 Cτ를 이용하면, 
다음 표가 도출된다.

입증 측도 ε ε0 ε′ ε0+ε′
Cs 0.042 0.014 0.048 0.062
Cτ 0.010 0.003 0.012 0.015

그럼 측도 Cs와 Cτ를 이용하여 도출된 세 값 사이에서 모두 ε<ε0+
ε′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그룹2로 분류될 수 있는
또 다른 입증 측도들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의 결과가 도출된다.27) 
이 같은 결과에서는 HEM3이 포착되지 않는다. 따라서 A3>을 받아

들였을 때 그룹2의 입증 측도 어느 것을 이용하더라도 HEM3을
포착할 수 없다.
이렇듯 입증 측도와 관련된 관계를 이용하면, 베이즈주의자들이
헴펠의 직관을 포착하기 위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를 결정

할 수 있다. 그것은 독립성 가정 A3을 거부함으로써 SBS에서 이

탈하고, A3>과 함께 그룹1의 입증 측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28)

27) 주석23)에서 그룹2로 분류된 측도 Co, Ce, Cn, Cm 중에서 어느 것을 이용하
더라도 이와 같은 입증 상황 아래에서 모두 ε<ε0+ε′가 성립한다.

28) 주석24)에서 확인되듯이, 그룹1의 입증 측도는 그룹2의 입증 측도에 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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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새로운 해결책

A3>과 함께 그룹1의 입증 측도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입장을

‘NEW’라고 부른다면, 논의를 끝내기 이전에 NEW에서도
HEM1/HEM1*와 HEM2/HEM2*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살펴 볼 필요

가 있다. 왜냐하면 어떤 입장이 HEM3을 포착할 수 있다고 하더라
도 그 결과 HEM1/HEM1*나 HEM2/HEM2*를 포착할 수 없게 된

다면, 결국 베이즈주의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한대로, SBS는 HEM1*를 증명함으로써

HEM1을 포착하고, HEM2*를 증명함으로써 HEM2를 근사하게라도
포착한다. 따라서 어떤 입장이 SBS의 대안이 될 수 있으려면 그

입장은 적어도 HEM1*와 HEM2*를 증명해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

에 나는 마지막으로 NEW에서도 HEM1*와 HEM2*가 증명되는지를

점검할 것이다.
먼저 NEW에서는 HEM2*, 즉 C(H,¬Ra¬Ba|¬RaKR)≳0과 동치인

다음이 증명될 수 있다.29)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그룹2의 입증 측도를 거부하고 그룹1의 입증
측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니다.

29) 주석20)에서 살펴보았듯이 A2는 아래의 왼쪽과 같이 변형될 수 있고, 그 식
은 다시 A4에 의해서 아래의 오른쪽과 같이 변형된다:

PRaBaKR


PBaKR PHKR 
 PHKR ≳; PRaBaKR



PRaBaHKR PHKR 
 PHKR ≳.

  이 식은 베이즈 정리에 의해서 PHRaBaKR PHKR ≳으로 바뀌는데, 
아래의 (*)와 동치이다. 한편, NEW가 받아들이는 입증 측도 즉 그룹 1의 입
증 측도들에서는 아래의 (**)가 성립한다. 그럼 (*)와 (**) 그리고 A3>으로부

터 아래의 결론이 도출된다.
CHRaBaKR

≳. (*)
CHRaBaKR   CHRaKR CHBaRaKR  . (**)
CHRaKR

 . (A3>)
∴ CHBaRaKR ≳.

  이것은 HEM2*이고, PHRaBaKR PHRaKR ≳과 동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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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HRaBaKR PHRaKR ≳.

이것은 SBS가 정량적 정당화를 이용하려고 증명했던 HEM2*이다. 
그렇다면 NEW 역시도 정량적 정당화에 기대어 HEM2*를 증명함

으로써, SBS와 마찬가지로 HEM2를 근사하게나마 포착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럼 HEM1*는 어떻게 증명될까? HEM1*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앞의 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음 두 가지를 보여야 한다.

(2) PRaBaKR 

PBaHKR  ≳.

(3) PRaBaKR 

PRaHKR 
≫PRaBaKR 

PBaHKR  .

여기서 (2)는 쉽게 증명된다.30) 이것은 C(H,¬Ra¬Ba|KR)≳0이라는
것과 동치이므로 HEM1, 즉 C(H,¬Ra¬Ba|KR)>0을 함축한다. 따라
서 NEW는 SBS와 마찬가지로 (2)를 증명하는 것만으로도 HEM1
을 포착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베이즈주의자들이 HEM1과 관련하

여 포착하려는 것은 RaBa라는 증거가 ¬Ra¬Ba라는 증거보다 까마
귀 가설을 훨씬 더 많이 입증해준다는 비교 주장, 즉 (3)이다. 따라
서 NEW가 SBS의 대안으로 제시되려면 (3)을 도출함으로써 최종

적으로 HEM1*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NEW에서 (3)은
SBS에서처럼 바로 따라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와는

30) 주석29)에서 살펴보았듯이 A2는 아래의 왼쪽과 같이 변형될 수 있고, 그 식
은 다시 아래의 오른쪽과 같이 변형될 수 있다:

PRaBaKR 

PRaBaHKR
PHKR

 ≳PHKR ; PRaBaKR 

PBaH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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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에 대해 증명할 것이다. 우선, NEW에서 다
음 식이 도출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자.31)

(3.1) PRaBaKR 

PRaHKR 
PRaBaKR 

PRaKR  PRaHKR 
≫PRaBaKR 

PBaHKR  .

NEW는 (3.1)을 함축한다. 그렇다면 NEW에서 (3)이 도출된다는 것
을 보이기 위해, (3.1)에서 (3)이 도출된다는 것을 보이면 된다. (3)
은 비교되고 있는 두 개 항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뜻한다. 
(3.1)은 (3)과 하나의 다른 항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3.1)만이
가지고 있는 항의 크기가 (3)을 훼손시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다는 것을 보인다면, (3.1)에서 (3)이 도출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1)만이 가지고 있는 항의 크기는 P(Ra|KR)-P(Ra|HKR)라
는 식의 값에 의해 결정된다. 이 식의 값이 0보다는 크지만 그 크
기가 굉장히 작다는 것은 P(Ra|KR)-P(Ra|HKR)≳0, 즉 C(H,Ra|KR)
≲0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NEW에서 (3)이 도출된다는 것을 확인

하기 위해, 우리는 NEW에서 C(H,Ra|KR)≲0가 도출되는지를 살펴

보면 된다.

우선, (1)과 A3>으로부터 다음이 성립한다.

31) 주석14)에서 살펴봤듯이 A1에 의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PRaBaKR


PRaBaKR PRaBaKR 
≫PRaBaKR



PRaBaKR PRaBaKR  ; 

PRaBaKR 

PRaKR 
≫PRaBaKR 

PBaKR  .

이 식은 다시 A4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PRaBaKR 

PRaKR 
≫PRaBaKR 

PBaHKR  ; 

PRaBaKR 

PRaHKR

PRaBaKR 

PRaKR
PRaHKR


≫PRaBaKR 

PBaH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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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RaBaKR ≳PHRaKR PHKR . (†)
한편, (2)는 다음 식과 동치이다.

PHRaBaKR ≳PHKR . (‡)
그럼, (†)과 (‡)로부터 다음이 도출된다.

PHRaKR≳PHKR .

이것은 P(Ra|HKR)≲P(Ra|KR), 즉 C(H,Ra|KR)≲0과 동치이다.

이런 사실은 NEW에서 도출된 (3.1)에서 (3)이 따라 나온다는 것을
보장해준다. 그렇다면 NEW에서 (2)와 (3)이 도출되므로, NEW에서
도 HEM1*가 증명된다.
결국, A3을 거부하고 A3>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입장 NEW는

SBS와 마찬가지로 HEM1*와 HEM2*를 포착함(증명함)과 동시에

SBS가 포착하지 못하는 HEM3을 포착해냄으로써, SBS보다 더 훌
륭하게 헴펠의 직관을 포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입장 NEW는
SBS와 함께 다음과 같이 비교될 수 있다. (‘○’은 포착한다는 것이
고 ‘×’는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A3 A4 HEM1* HEM2* HEM3
SBS 수용 수용 ○ ○ ×

NEW 거부 수용 ○ ○ ○

<표6>

6. 결론

입증에 대해 헴펠이 제시한 주요 직관은 세 가지, 즉 HEM1-3으
로 요약된다. SBS는 엄밀한 의미에서 HEM1을 포착하지만 HEM2
는 포착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SBS가 베이즈주의자들의 전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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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응답 방식, 즉 정량적 정당화에 기대어 HEM2를 근사하게라도

포착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 두 직관을 받아들였을 때 도출되는

또 하나의 주장이 있다. 그것은 HEM1이 제시하는 입증의 정도가

HEM2가 제시하는 입증의 정도보다 크다는 비교 주장, 즉 HEM3
이다. SBS는 HEM3을 포착하지 못한다. 입증에 대한 헴펠의 직관, 
특히 HEM3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이 SBS에 대한 나의 진단이다. 
그럼 HEM3을 포착하고 나아가 다른 직관들까지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의 분석이 옳다면,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독
립성 가정 A3을 거부하는 것이다. 나는 이 글에서 A3을 거부함으
로써 HEM3 뿐만 아니라 HEM1-2를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
다. 따라서 베이즈주의자들이 헴펠의 직관을 제대로 포착하려면, 독
립성 가정 A3을 거부해야 할 것 같다.32)

32) 익명의 심사위원 한 분은 베이즈주의자들에게 독립성 가정을 포기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되므로 대신에 니코드 기준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지적해주셨다. 나는 독립성 가정을 포기하는 것이 베이즈주의자들에

게 큰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Vranas(2004)는 독립성 가정에 대한 제대
로 된 정당화 시도가 지금껏 없었고 일부 독립성 가정을 지지하는 논증은

Woodward(1985)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독립성 가정 A4가 베이즈
주의자들의 달성 목표인 C(H,¬Ra¬Ba|KR)≳0를 위한 (엄밀한 의미에서의) 필
요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A4가 베이즈주의자들에게 반드시 필

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인바 있다. 나는 브라나스의 이런 지적이 베이즈
주의자들이 독립성 가정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내는데 크게 기

여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 이후로 Fitelson(2006)은 두 개의 독립성 가정
을 포기하는 새로운 해결책을 기획했으며 Fitelson and Hawthorne(2010a, 
2010b)에서는 그 해결책을 제시했고, Rinard(2014)는 인식적 정당화를 앞세워
일부 독립성 가정을 거부하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런 시도들은 더

이상 베이즈주의자들이 독립성 가정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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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록

베이즈주의 표준 해결책, 즉 SBS는 독립성 가정 A3-4를 포함한 네 개의 가정

을 받아들이는 입장을 말한다. 나는 이번 절에서 SBS의 가정 아래 HEM3이 입

증 측도 Cd, Cs, Cr, Cτ, Cl을 이용한 측정으로 성립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A  PHRaKR   PHKR 

A  PHBaKR   PHKR 

HEM  C HRaBaKR  ε > ε′CHRaBaRaKR 

A. Carnap(Cd)를 이용한 HEM3 점검

CHRaBaKR 을 입증 측도 Cd으로 측정해보자.

CdHEK PHEKPHK .

ε CdHRaBaKR 

 PHRaBaKR  PHKR  (Cd의 정의에 의해서)

 PHRaBaKR  PHRaKR            (A3에 의해서)

 CdHRaBaRaKR =ε′ (Cd의 정의에 의해서)

그럼 ε=ε′이므로 Cd를 이용한 SBS에서의 측정은 ε>ε′, 즉 HEM3이 성립하지

않는다. 증명 끝.

B. Christensen(Cs)를 이용한 HEM3 점검

Cs를 이용한 점검에서는 두 가지가 추가로 요구된다. 따라서 점검 이전에 나는

SBS의 가정들로부터 이 두 가지, 즉 (†)과 (‡)를 먼저 도출할 것이다.

1. PRaBaHKR PRaBaHKR   PRaHKR  (확률규칙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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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aBaHKR   PRaHKR  (1, PRaBaHKR   )

3. PRaHKR   PRaKR  (A3과 동치)

4. PRaKR   PRaBaKR PRaBaKR  (확률규칙에 의해서)

5. PRaBaHKR   PRaBaKR PRaBaKR  … (†) (2-4)

6. PRaBaHKR   PBaHKR  (동어반복)

7. PBaHKR   PBaKR  (A4와 동치)

8. PBaKR   PRaBaKR PRaBaKR  (확률규칙에 의해서)

9. PRaBaHKR   PRaBaKR PRaBaKR  (6-8)

10. PRaBaHKR PRaBaHKR PRaBaHKR 

 PRaBaKR PRaBaKR PRaBaKR PRaBaKR 

(확률규칙에 의해서)

11. PRaBaHKR  PRaBaKR PRaBaKR  … (‡) (5,9,10)

SBS로부터 (†)과 (‡)이 도출된다.

그럼 이제 CHRaBaKR 을 입증 측도 Cs으로 측정해보자.

CsHEK PHEKPHEK .

ε CsHRaBaKR 

 PHRaBaKR  PHRaBaKR  (Cs의 정의에 의해서)

PHRaBaKR  PHRa∨BaKR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PHRaBaKR  PRa∨BaKR 

PHRa∨BaKR 
(조건부 확률에 의해서)

PHRaBaKR  PRaKR PBaKR  PRaBaKR 

PHRa∨BaKR 

(합법칙에 의해서)

PHRaBaKR  PRaKR PBaKR  PRaBaKR 

PRa∨BaHKR PHKR 

(베이즈 정리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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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RaBaKR  PHKR 

× PRaKR PBaKR  PRaBaKR 

PRaHKR PBaHKR  PRaBaHKR  
(합법칙에 의해서)

 PHRaBaKR  PHKR 

× PRaKR PBaKR PRaBaKR 

PRaKR PBaKR PRaBaHKR  
(A3과 A4에 의해서)

 PHRaBaKR  PHKR 

× PRaKR PBaKR PRaBaKR 

PRaKR PBaKR PRaBaKR  PRaBaKR  
((†)에 의해서)

 PHRaBaKR PHKR 

×PRaKR
PRaBaKR

PRaBaKR
PRaBaKR



PRaKR PRaBaKR PRaBaKR PRaBaKR PRaBaKR  
(확률규칙에 의해서)

 PHRaBaKR  PHKR 

× PRaKR PRaBaKR 

PRaKR PRaBaKR  PRaBaKR   ⋯ 

(위와 동치)

이번에는 C HRaBaRaKR 을 입증 측도 Cs으로 측정해보자.

ε′=CsHRaBaRaKR 

 PHRaBaKR  PHRaBaRaKR  (Cs의 정의에 의해서)

PHRaBaKR  PHRa∨BaRaKR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PHRaBaKR  PHRaRa∨RaBaKR  (분배 법칙에 의해서)

PHRaBaKR  PHRaBaKR  (모순 제거에 의해서)

PHRaBaKR  PRaBaKR 

PHKR PRaBaHKR 
(베이즈 정리에 의해서)

PHRaBaKR  PHKR PRaBaKR 

PRaBaHKR   (위와 동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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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RaBaKR PHKR PRaBaKR 

PRaBaKR PRaBaKR   ⋯ 

((‡)에 의해서)

(*)와 (**)를 비교하면 ε<ε′이므로 Cs를 이용한 SBS에서의 측정은 ε>ε′, 즉

HEM3이 성립하지 않는다. 증명 끝.

C. Keynes(Cr )을 이용한 HEM3 점검

CHRaBaKR 을 입증 측도 Cr으로 측정해보자.

Cr HEK  lnPHK

PHEK  .

ε Cr HRaBaKR 

 lnPHKR 

PHRaBaKR   (Cr의 정의에 의해서)

 lnPHKR PHKR 

PHRaBaKR PHKR   (위와 동치)

 lnPHKR PHRaKR 

PHRaBaKR PHKR   (A3에 의해서)

 lnPHKR PRaHKR 

PHRaBaKR PRaKR   (베이즈 정리에 의해서)

 lnPHRaKR 

PHRaBaKR   (베이즈 정리에 의해서)

Cr HRaBaRaKR  ε′ (Cr의 정의에 의해서)

그럼 ε=ε′이므로 Cr을 이용한 SBS에서의 측정은 ε>ε′, 즉 HEM3이 성립하지

않는다. 증명 끝.

D. Carnap′(Cτ) 를 이용한 HEM3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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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aBaKR 을 입증 측도 Cτ으로 측정해보자.

CτHEK PHEKPHKPEK .

ε CτHRaBaKR 

 PHRaBaKR PHKR PRaBaKR  ⋯   
   (Cτ의 정의에 의해서)

이번에는 C HRaBaRaKR 을 입증 측도 Cτ으로 측정해보자.

ε′ CτHRaBaRaKR 

  PHRaBaRaKR  PHRaKR PRaBaRaKR 

   (Cτ의 정의에 의해서)

PRaKR 

PHRaBaKR 
PHRaKR PRaKR 

PRaBaKR 

(조건부 확률에 의해서)

PRaKR 

PHRaBaKR 
PHKR PRaKR 

PRaBaKR 

(A3에 의해서)

PRaKR 


PHRaBaKR  PHKR PRaBaKR ⋯ 

           (위와 동치)

(*)와 (**)를 비교하면 ε<ε′이므로 Cτ를 이용한 SBS에서의 측정은 ε>ε′, 즉

HEM3이 성립하지 않는다. 증명 끝.

E. Good(C l)을 이용한 HEM3 점검

CHRaBaKR 을 입증 측도 C l으로 측정해보자.

C lHEK  lnPEHK

PEHK  .

ε C lHRaB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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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PRaBaHKR 

PRaBaHKR 
 (C l의 정의에 의해서)

 lnPBaHRaKR PRaHKR 

PBaHRaKR PRaHKR 
 (베이즈 정리에 의해서)

 lnPBaHRaKR 

PBaHRaKR 
 (A3에 의해서)

 lnPRaBaHRaKR 

PRaBaHRaKR 
 (위와 동치)

C lHRaBaRaKR =ε′ (C l의 정의에 의해서)

그럼 ε=ε′이므로 C l을 이용한 SBS에서의 측정에서는 ε>ε′, 즉 HEM3이 성립

하지 않는다. 증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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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esian Confirmation Theory and Hempel’s Intuitions

Ilkwon Lee

Hempel’s original intuitions about the raven’s paradox are 
summed up in three ways. The first is known as the paradoxical 
conclusion: If one observes that an object a – about which 
nothing is antecedently known – is a non-black non-raven, then 
this observation confirms that all ravens are black. The second is 
an intuitive verdict of the misled conclusion of the paradox: If 
one observes that an object a – which is known to be a 
non-raven – is non-black (hence, is a non-black non-raven), then 
this observation does not confirmationally affect that all ravens are 
black. The third is a comparative claim between the two 
intuitions: the degree of confirmation appearing in the first 
intuition is greater than the degree of confirmation in the second 
intuition.

The Standard Bayesian Solution of the paradox is evaluated to 
fleshed Hempel’s intuitions out by establishing the first intuition. 
However, such an evaluation of this solution should be further 
analyzed because Hempel’s intuition is not the only one. The 
solution of paradox does not establish the second intuition in a 
strict sense. However, I think the Bayesian solution will establish 
the second intuition based on its typical strategy of quantitative 
vindication. If only quantitative vindication is accepted, this 



evaluation of the solution remains valid. Nevertheless, the solution 
fails to establish the third intuition.

In this article, I propose a new way to apply the Bayesian 
method to establish Hempel’s intuitions, including the third 
intuition. If my analysis is correct, the Standard Bayesian Solution 
of the raven’s paradox could indeed flesh Hempel’s intuitions out 
by denying one of the assumptions considered essential.

Key Words: the Ravens paradox, Bayesian confirmation theory, 
Hempel, Confirmation measure, Independence assump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