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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의 성공은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임레 라카토슈의 
연구 프로그램 방법론 

 포퍼와 쿤의 중도 노선 채택 

 

 연구 프로그램: 견고한 핵 + 보호대 (+발견법) 

 연구 프로그램은 쉽게 반박 불가능, 
단, 진보하거나 퇴보하는 것은 가능. 



예측의 성공은 진보의 징표 

 진보적인 프로그램 : 이론이 새로운 사실을 먼저 예측해줌 

 퇴행적인 프로그램 : 예측은 실패하고, 이론이 사실을 따라감 

 

 과학혁명 : 진보적인 프로그램이 퇴행적인 프로그램 대체 

 

 단, 퇴행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것을 진보적인 프로그램으
로 바꾸려 노력하는 것은 언제든 허용됨. 



태거드의 새로운 구획 기준 

 “진보성”은 중요한 기준,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 

 태거드의 사이비과학 기준 

 상대적으로 덜 진보적이며, 많은 미해결 문제에 직면했을 뿐 아니라, 

 해당 공동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이론을 발전시키려는 시도를 거의 
하지 않으며, 이론을 다른 이론과 비교 평가하려는 시도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입증과 반입증을 고려하는 데 선택적 

 



좋은 증거의 기준에 대한 논쟁 

 T의 모든 경험적 귀결이 T에 대한 증거 제공? 

 너무 방만해 보임.  

 임시방편적 수정을 무제한적으로 허용. 

 

 T의 경쟁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만 T에 대한 증거를 제공? 

 사소한 사례들을 증거에서 배제해줌(e.g., ESP의 증거들). 

 “좋은” 증거란 항상 이론간의 우열 비교와 관련되어 있다는 직관  

 그러나 이론 비교와 증거 판단이 항상 같이 가는 것은 아님. 

 행성들의 타원 궤도는 상대성 이론에 대한 증거 제공 X 

 현재 그 현상은 뉴턴 이론에 대한 증거도 제공 X 

 

 



예측주의 

새로운 예측의 성공은 기존 현상의 설명보다 더 나은 증거를 제공하
거나, 그것만이 진정한 증거를 제공한다는 주장. 

 

 예측주의의 직관  

 알려진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을 예측하는 것보다 쉽다. 

 알려진 현상은 잠재적 반증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수성의 근일점 운동 

 일반상대성 이론이 제안되기 전에 이미 알려진 현상 

 그럼에도 일반상대성 이론의 중요한 증거 제공 



‘새로운 예측’의 의미 

 새로운 예측 : 시간적으로 새로운 예측이라기보다 가설을 구성
하는 데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예측을 뜻하는 것으로 한정. 

 



옹호 논변 1 : 잠재적 반증자 논변 

 가설 구성에 사용된 자료는 “그 가설이 완전히 잘못되었다 하더
라도 그 가설을 거부하게 만들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적절
한 시험지가 될 수 없으며, 즉 가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없
다(Giere 1983). 

 “만약 T의 어떤 특정한 특징이 실제로 e의 기초 위에 묶여 있었
다면, e에 대한 검사는 분명히 T에 대한 진정한 시험을 구성하지 
않는다. … 그것[e]은 실제로는 T의 잠재적 반증자가 아닌데, 왜
냐하면 T는 그것의 구성 방법으로 인해 e에 의해 기술된 사실에 
의해 어떤 위험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Worrall 1989) 

 

 



옹호 논변 2 : 최선의 설명 논변  

 어떤 이론 T가 알려진 현상을 설명하는 데 성공했을 때,  
그 성공에 대한 최선의 설명은? 

 이론 T가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이
다. 이러한 설명의 성공은 이론 T가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이루
어질 수 있다. 

 어떤 이론 T가 새로운 현상을 예측하는 데 성공했을 때,  
그 성공에 대한 최선에 설명은?  

 그 예측의 일치는 이론 T가 실재의 어떤 측면을 조금이라도 반영하
고 있기 때문이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우주적 기적일 것이다.  



예측주의에 대한 사소한 반례들 

 학생들의 시험 성적으로부터 평균에 대한 가설 세우기 

 사용된 자료 : x1~xn 

 가설 : μ = (x1+…+xn)/n 

 표본자료로부터 모집단의 실제비율(p)에 대한 가설 세우기 

 사용된 자료 : 표본빈도 f 

 가설 : p = f±δ 

 



예측주의에 반하는 과학적 실천 

 단백질 구조에 대한 연구는 단백질 결정에 대한 X선 회절 사진
을 찍는 것에서 시작된다. 단백질 구조에 대한 모형은 애초에 그 
사진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지지만, X선 회절 사진 자료
는 그 모형이 실제 분자 구조를 잘 나타내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
로 채택된다. 

단백질 결정의 X선 회절 사진  단백질에 대한 모형의 한 부분 



증거의 이원화 전략(워럴) 

 조건부 증거 : 뉴턴의 역학 이론을 가정할 때, 천왕성 관측 자료
는 그 뒤의 새로운 행성의 존재를 도출해준다. 이때, 천왕성에 
대한 관측 자료는 뉴턴의 역학 이론을 전제로 할 경우에 한해 새
로운 행성이 돌고 있다는 조건부 증거를 제공하지만, 뉴턴의 역
학 이론이 옳다는 증거는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T & e  T’ : T를 가정할 때, e는 T’의 증거 제공 
만약 T를 믿을 독립적인 이유가 있다면, 조건부 딱지를 뗄 수 있음. 

 무조건적 증거 : 예측된 시간과 장소에서 해왕성이 관찰될 경우, 
그것은 뉴턴의 역학 이론이 옳다는 증거까지 제공한다.  

 T’  e’ : e’은 T’과 T에 대한 무조건적 증거 제공.  

 

 조건부 증거를 무조건적 증거로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 



요약 

 쿤 vs. 포퍼 논쟁은 그 모습을 바꾸어가며 계속 진행중이다.  

 이론으로부터 설명되는 현상 모두가 이론에 대한 (좋은)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경쟁이론으로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은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다. 
그 이유는 그 증거가 이론간의 비교의 근거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증거가 이러한 종류에 속하진 않는다. 

 이론 구성에 사용된 자료도 때로는 이론의 증거를 제공한다. 그
러나 그 증거가 어떤 종류의 증거인지는 유심히 검토되어야 한
다. 특히 조건부 증거를 무조건적 증거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예측의 성공은 무조건적 증거의 징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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