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훌적 인곽생 

-실재론적 반론과 환원주의적 답변-

한성일 

(서울대 철학과) 

이 글에서는 인과에 대한 홈의 또는 홈적인 설명에 대해 살펴본 

다. 인과관계의 본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의 설명올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 설명으로부터 두 가지 테제， 즉 각각의 단칭인과사례는 규 

칙성 또는 법칙을 전제한다는 것과 인과관계는 우리가 질적으로 관 

찰할 수 있는 속성 또는 관계들의 부분 및 그의 합에 의해 결정된다 

는 것을 귀결로 얻을 수 있음이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그 두 테제 

가 대둥한 지위를 가지고 병렬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인과관계라는 것은 그 자체 세계 속에서 별도의 존재론적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질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의 부 

분전체론적 합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환원주의적 

기획을 나타내는 후자의 테제， 이것이 흉이 진정으로 강조했던， 그렇 

지 않았다면 그가 강조했어야 했던， 것이라고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 

서 나는 어떤 것이라도 후자의 테제를 주장하는 것은 흉적인 인과관 

이라고 간주할 수 있고 또 아무리 홈의 인과관과 유사하더라도 후자 

의 테제를 거부하는 것은 흉적인 인과관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홈의 인과관이 어떠한 반례들에 직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홈의 인과관이 흉적이면서 어떻게 그 반례들올 피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 그림을 그려보고자 한다. 

* 이 글은 필자의 학부졸업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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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에 대한 흉의 설명 

인과에 대한 홈의 설명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 

째 단계로 그는 단칭인과(singular causation)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논증하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인과관계는 단칭의 사례를 넘어선 

규칙성을 바탕으로 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1) 첫 번째 

단계의 논증을 그는 다음의 전제로부터 시작한다. 

1. 단청의 사례에서， 원인사건 c와 결과사건 e 사이의 인과적 
연결은 직접적으로 관찰될 수 없다. 

C와 e 사이의 인과적 연결이 직접적으로 관찰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왜 그러한 것일까? 우리는 하얀 눈이 내 

리는 것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지급 내 앞에 책상이 있음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우리는 눈， 책상， 색 등과 같은 것을 감 

각을 통해 질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반면 인과관계 그 자체를 책상과 

같은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c, e와 각각 질적으로 

식별불가능한 복사물(dup!icate) C* , e*가 있어서 그 둘이 인과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후자가 전자에 그저 뒤따르는 사례를 상상 

(conceive)해 보라(그것이 상상되어지지 않는다고 할 사람이 있을 

까'1). 그러면 이제 c-e 사례와 c*-e* 사례를 구별해 주는 어떤 질적 

인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그 두 사례에서 어떠한 질적인 차이도 관 

찰할 수 없다. 따라서 c-e 사이에 인과적 연결은 직접적으로 관찰될 

수는 없다. 그러나 단칭의 사례에서 c, e 사이에 인과적 연결이 직접 

적으로 관찰될 수 없다는 것만 가지고 단칭인과가 부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과적 연결이 직접적으로 관찰될 수 없다고 하 

더라도 직접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다른 속성이나 관계들로 인과관계 

가 환원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흉은 그것마저 부정한다. 

1) Hume, A Treatise of Hurrα1 Unders따nding， Book 1, P.따t 3, Sec. 2&14 
and An lnquiry Conceming Human Unders따nding， Sec.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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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칭의 사례에서， 인과적 연결은 다른 직접적으로 관찰가능 
한 속성들이나 관계들로 환원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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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속성이나 관계에는 어 

떠한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시공간적 관계이다(홈은 

근접성 (contiguity)과 계기성(succession)을 들고 있다). c는 e에 시 

간적으로 앞서 있고 C와 e는 공간적으로 근접해 있는 관계가 성립한 

다. 하지만 시공간적 관계가 단칭인과를 정당화하게 하는 데에 도움 

을 줄 수 있을까? 다시 말해 c가 e에 시간적으로 바로 앞서고 C와 

e가 공간적으로 근접할 경우에 그러한 사실이 단칭사례 c-e가 인과 

관계임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 물론 그렇지 못하다. 시공간적 관계 

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앞서의 상상， 즉 인과관계 없는 c*-e*의 사 

례， 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흉은 1, 2로부터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3. 단칭의 사례에서， 인과적 연결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로써 첫 번째 단계의 논증은 마무리된 셈이다. 즉 그의 설명에 

따르면 단칭인과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인 

과적 연결이라는 관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과적 연결을 

그저 부정할 수만은 없다. 그래서 흉은 인과적 연결의 발생적 연원을 

규칙성 또는 항상적 연접(constant conjunction)에서 찾는다. 그는 

두 번째 단계로 다음과 같은 것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4. 인과적 연결은 단칭인 사례를 넘어선 규칙성을 통해서만 정 
당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과에 대한 홈의 논증은 쉽게 거부할 수 있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다. 그렇지만 문제를 제기할 방도가 아예 없는 것 

은 아니다. 단칭인과주의자(singul따ist)2)들은 위 홉의 논증에 대해 

2) 여기서는 단칭인과주의자로， 인과관계 c-e가 바로 단 한 차례 사건 c-e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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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할 수 었다: 1을 부정할 사람이 있올 수 있 

다. 인과적 연결은 원인 사건과 결과 사건 사이에 발생하는 변화이기 

때문에 또 그 변화는 관찰되는 것이므로 인과적 연결은 직접적으로 

관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3) 돌맹이가 날아와 유리창을 깨 

뜨렸을 때 우리는 그 사건들 사이에 인과적 연결을 관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문제의 그 상황에서 함께 관찰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인과적으로 무관하다고 간주되는 것을 어떻게 

배제할 수 있을까7); 혹은 2를 부정할 수 있다. 단청사례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존량(conserved quantity)을 전달하는 대상의 지속 

(persistence) 또는 세계선(the world←line)이 있어서 그것이 인과적 

연결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4) 그래서 단칭인과가 정당화 될 수 있다 

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1, 2를 모두 수용하면서도 (아니 

면 1, 2의 수용여부와는 별도로) 3을 거부할 수도 있다. 원인이 결과 

를 ‘야기 했다’(caused)는 것은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도출된다’ 

(derived from) 혹은 ‘일어났다’(arising 00와 같은 것이어서 더 이 

상 분석되지 않는 원초적인 것이고 그래서 단칭인과가 정당화된다고 

주장하거나;:i) 아니면 인과관계는 분석되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존재론적으로 환원되지 않는 방식으로 (일종의 이론적 존재자의 방 

식으로) 세계 속에 실재하는 것이어서 단칭인과가 정당화된다고 주 

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단칭인과주의자가 아니면서도 Lewis와 같 

에 성립하는 속성 및 관계 -그것이 환원되는 것이든 환원되지 않는 것이든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인과론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 

을 부정하는 사람을 복수인과주의자(generalist)라고 부를 것이다 복수인과 

주의로는 법칙 포섭적 인과론과 Lewis(1973)의 반사실조건문 이론을 꼽을 수 
있겠다. 

3) Ducasse(l926) , 

4) 위와 같은 물리적 진행(process) 이론을 주장하는 예로는 Dowe와 Salmon 
등이다， 환원적 단칭인과주의에 대한 자세하고도 일반적인 설명은 Ehring 
(1997)을 참조. 

5) Anscombe(l971) 
6) Tooley(] 990), Anscombe과 Tooley와 같은 단칭인과주의자들과 그 이전에 
언급한 단칭인과주의자들 사이의 차이점은 후자가 환원주의적 단칭인과주의 
자들이라면 전자논 비환원적 단칭인과주의자들이라논 것이다. 그래서 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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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복수인과주의자는 1. 2. 3올 모두 수용하면서 4롤 부정할 수도 있 

다. 이유는 이후에 드러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홈의 논증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로부터 두 가지 

테제를 얻을 수 있다. 우선 4는 다음과 같은 테제를 직접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법칙7) 우선성 테제: 인과관계는 법칙(결정론적 법칙이든 확률 

적 법칙이든)을 전제한다. 어떠한 단청인과도 법칙 없이는 성립할 

수없다. 

그리고 홈이 직접적으로 관찰될 수 있거나 또는 그러한 것들로 환 

원될 수 있는 것만이 정당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을 우리는 위의 논변을 통해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1, 2를 통해 단칭인과를 부정하기보다 오히려 1, 2로부터 

질적으로 관찰될 수 없는 인과관계의 실재를 도출해 낼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선택은 -즉 인과적 실재론을 

주장하는 것 - 손쉬운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이 

다시 규칙성에서 정당성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올 보면 그는 다 

음과 같은 환원주의적 기획올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반테저1: 어떠한 두 가능세계에서도 질적으로 경험되는 비인 

과적 속성 및 관계들， 그리고 그것들로 환원되는 법칙들의 차이 

없이 인과관계의 차이는 있올 수 없다. 모든 단칭인과 진술의 진 

리값은 인과법칙 진술과 비인과 진술의 진리값에 의해 논리적으 

로 결정된다. 

법척 우선성 테제에 대한 반례와 그에 대한 답변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칙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일 

같은 인과론을 인과적 실재론이라 부르겠다 

7) 법칙에 대한 홈적 해석이 규칙성 해석이라는 점융 감안하여 규칙성올 법칙으 
로 대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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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법칙 없이도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아니 

일상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어떤 실험실에 들어가 보았다고 하자. 

그 실험실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액체가 비커에 담 

겨져 있다 거기에 어떤 알 수 없는 금속 조각을 넣었더니 격렬하게 

반응하여 폭발하고 말았다 8) 이 경우 우리는 그 금속 조각을 그 액 

체에 넣은 것이 원인이 되어 폭발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 

리는 그 금속 조각이 어떤 속성을 갖는지 그 액체는 어떤 특정이 있 

는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그 둘 사이에 어떤 법칙이 성립하는 지 

전혀 알 수 없다. 이는 법칙이 전제되지 않고도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더 강한 반례를 구성할 수도 었다. 

같은 종류의 원인사건들로부터 다른 종류의 결과사건들이 나오는， 그 

래서 규칙성이라고는 성립할 길이 없는 뒤죽박죽 세계를 상상해 보 

자.9) 예를 들어 그 가능세계에서는 방아쇠를 당기면 총구명으로부터 

총알이 나가기도， 비둘기가 나오기도， 물줄기가 나오기도 한다고 생 

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기이하지만 충분히 상상될 수 있 

는 세계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즉 뒤죽박죽 세계가 분명히 존재해 

서 그 세계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관계를 나타 

내는 어떠한 인과법칙도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 뒤죽박죽 세계의 존 

재는 법칙 우선성 테제에 대한 분명한 반례일 것이다. 왜냐하면 법칙 

우선성 테제는 인과관계를 법칙의 존재를 기반으로 해서만 성립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뒤죽박죽 세계에서는 법칙이 원천적으로 성립 

할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례에 대해 법칙 우선성 테제를 지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 이 사례들로부터 법칙 우선성 테제를 지키려고 

한다면 위 사례는 법칙을 전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법칙 

을 전제하고 있다고 하던가 또는 그 사례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 

8) 이 예는 Arrnstrong(l983). p.93에서 가져왔다. 
9) 이 예는 Arrnstrong&Heathcote(l991). p.66에서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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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것이다. 나는 실험실에서의 비커의 폭발 사례를 전자의 방식 

으로 그리고 뒤죽박죽 사례롤 후자의 방식으로 답하고자 한다. 먼저 

실험실에서의 폭발 사례를 검토해 보자. 실험실에서 금속을 액체 속 

에 넣은 사건과 비커가 폭발한 것 사이에 인과적 연결이 있다는 것 

을 부정하기는 힘든 것 같다. 그렇다면 그때 그 원인사건과 결과사건 

사이에 법칙이 왜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 실험실 

에서 폭발이 일어난 사례에서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 

유는 그 금속과 액체의 속성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도대체 어떤 법 

칙이 그 인과관계를 포섭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위 사례가 법칙을 전제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면 다음과 같은 Davidson의 생각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갈동의 해소[법칙 우선성과 단칭인과에 대한 인식적 우선성 

간의]는 두 사건을 ‘포섭하는’ 법칙이 있음을 아는 것과 그 법칙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사이를 구분하는 것에 달려 있다: 내 견해로 

는， 단칭인과진술이 법칙을 함축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Ducasse가 옳다. 한편 그 진술이 어떤 법칙이 있음을 함축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Hume이 옳다."(1967， 85). 

위에 서술된 바와 같이 법칙 우선성 테제를 완화된 방식으로 이해 

하게 되면 실험실에서의 폭발의 사례가 법칙 우선성 테제에 대한 결 

정적 반례일 필요가 없다. 그 금속과 액체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 사이에 어떤 법칙이 그 인과관계를 포섭하는 지에 대해 

서 우리는 알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원인사건과 결과사건 사 

이에 어떤 법칙이든 그것을 포섭하는 법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부 

정할 이유는 없다 10) 따라서 실험실에서의 비커의 폭발 사례에 있어 

서도 인과관계간에 법칙이 전제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 인 

과적 연결이 있었다면 어떤 법칙이 전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10) 사실 인과관계에 대한 법칙 포섭울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홈 자신에 

게서도 나타난다. lnquiry, Sec.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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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답변이 다른 일반적인 이유 없이 그저 제시된 반례를 회피하 

기 위한 임시방편(ad hoc)적인 대웅인 것은 아니다. 첫째， 이렇게 관 

련법칙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성립하 

는 경우 그것은 하여간 어떤 법칙에 의해 포섭된다고 하는 사고는 

과학활동 및 일상적 귀납직관을 반영한다. 인과에 대한 우리의 판단 

은 오류불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때때로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 

곤 한다. 그러면 그 금속조각과 그 액체가 반응하여 폭발을 일으켰다 

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물론， 그 금속을 액체 속 

에 반복적으로 넣어 봄으로써. 그 금속과 액체를 반복적으로 반응시 

켜서 같은 결과를 얻는다면 우리는 그 금속과 액체의 반웅이 폭발의 

원인임을 확신할 것이다. 반면에 만약 실험실에서 그 폭발을 목격한 

이후 다시 그 금속과 그 액체를 반응시켰는데도 기대했던 결과를 얻 

지 못했다고 해 보자. 그 경우 우리는 그 금속과 그 액체와의 반응 

이 폭발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한 애초의 판단을 철회할 좋은 이유를 

갖게 된다. 아마도 우리는 그 판단을 철회하면서 다음과 같은 추측을 

해 볼 것이다; 그 금속에 어떤 다른 물질이 우연히 묻어 있어서 그 

물질과 액체가 반응했던 게 아닐까? 만약 우리가 인과관계에는 법칙 

이 전제되어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 이라한 과학적 

활동과 귀납적 직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실험실에서의 비커 

의 폭발과 같은 단칭 사례가 법칙 우선성 테제의 반례가 되기 위해 

서는 그것이 그 목격한 폭발 사례 이후에 예상과 달리 같은 원인에 

서 다른 결과를 산출하는 반복적 실험이 있더라도 여전히 애초의 사 

례가 인과적으로 연결된 사례라고 믿게 할 만큼 충분히 강한 것이어 

야 한다. 둘째， 우리는 단칭인과 진술을 수용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적절한 인과법적이 존재한다고 믿음으로써 그 수용을 정 

당화한다(Davidson， 1967, 84). 우리는 어떤 특정 인과적 사례 c-e 

에서 ‘c때문에 e가 발생했다’라는 설명을 제시한다. 그럼 그 설명이 

어떻게 정당화 되는가라고 묻는다면? 그건 c의 유형 C와 e의 유형 

E사이에는 법칙 관계가 성립하는데 c-e는 그 법칙의 사례이기 때문 

이라고 답할 수 있다. 그러나 단칭인파 진술을 수용하는 데에 있어 

정당화가 법칙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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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러 후보원인들 중 원인에서 탈락하는 후보들을 제거해가다 

마지막 하나를 남겨두고 바로 그 원인이 결과를 야기했다고 정당화 

한다면 법칙을 전제하지 않고서도 단칭인과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lrzik. 1990 잉이. 하지만 다른 후보들 

의 제거를 정당화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는 상황을 전혀 바꾸지 

못한다. 다른 후보들을 제거할 때 그 제거의 기준은 무엇인가? 여기 

서 다시 법칙에 의존하게 되지 않을까? 물론 정당화의 기준을 단칭 

사례에 성립하는 물리적 진행의 존재 여부로 삼는다면 그것은 법칙 

을 전제하지 않고서도 단청인과를 정당화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 

은 단칭인과에 대한 설명을 정당화할 수는 있지만 예측을 정당화해 

주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법칙의 상정은 예측의 정당화 또한 가능케 

한다(하지만 물론 홈주의자에게 있어 예측의 정당화가 그리 유리한 

상황은 아닐지 모른다. 그렇지만 적어도 단칭 인과에 대한 정당화가 

법칙올 통해 보장된다는 것은 우리의 자연스런 귀납적 직관을 반영 

한다). 

그럼， 이제 뒤죽박죽 세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 경우에도 앞서의 방법처럼 뒤죽박죽 세계에는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법칙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함으 

로써 반례를 피할 수는 없을까?1 1) 그럴 수는 없다. 뒤죽박죽 세계는 

원리상 규칙성이 성립하지 않는 세계임을 주목하자. 하지만 이렇듯 

규칙성이라곤 전혀 성립하지 않는 세계에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올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인과관계를 말할 수 있는 방도 

가 있는가? 나는 뒤죽박죽 세계를 어떻게 이해해 줘야 할지 잘 모르 

겠다. 그래서 나는 대답하게도 뒤죽박죽 세계는 불가능하다고， 즉 법 

칙이 원리상 성립할 수 없는 세계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식의 대응이 단순히 논점을 선취하는 

것으로 보일 지도 모른다. 그러면 나의 대응이 단순히 논점을 선취하 

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을까? 나는 일단， 뒤 

11) 나는 졸업논문에서 그 물음애 그혈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반례를 피해 가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지금은 그런 대웅은 억지스런 면이 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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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박죽 세계가 인식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지만 형이상학적l존재론적 

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12) 다음으로 그렇다면 존재론적으로 불 

가능한 상황이 어 떻게 상상될(conceivable) 수 있었는지 그 오류의 

발생적 경로를 제시하는 것으로 납득시킬 생각이다， 첫 번째 단계: 

뒤죽박죽 세계는 인식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존재론적으로 가능 

한 것은 아니다. H20 아닌 물을 상상하는 것은 인식적으로 가능하 
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론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구성성분이 XYZ이면서 물과 질적으로 식별불가능한 어떤 물질이 있 

는 가능세계를 상상해 보자. 그런 상상은 H20 아닌 물의 존재가 인 
식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줄 뿐 존재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 

까지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물과 H20와의 관계처럼 법칙과 단칭인 

과는 후험적으로 필연적인 관계를 갖는다. 두 번째 단계: 그러면 불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칙 없는 단칭인과가 어떻게 상상될 수 

있었는가? 물과 XYZ는 질적으로 식별불가능하다. 이 점이 H20 아 
닌 물의 존재에 대한 인식적 가능성을 보장해 주었다. 법칙 없이도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 w와 그 세계와 질적으로 

식별불가능한， 그렇지만 사실 미시물리적 입자들 간의 법칙적 관계에 

의해 결정된 세계 (그렇지만 거시적 차원에서는 마치 규칙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w*를 상상해 보라.w와 w*가 질적으로 식별불가능 

하다는 것이 법칙 없는 인과관계가 성립할 것이란 인식적 가능성을 

보장해 준다. 이러한 인식적 가능성으로 인해 마치 w에도 (법칙이 

성립하는) w*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게 만 

든 것이다. 그러나 w*에서와 달리 법칙이 원칙적으로 성립할 수 없 

는 세계 w에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법칙 우선성 테제에 대한 반례에 대해 법칙 우선성을 지 

12) 법칙 없는 단칭인과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위와 같이 가능성의 크립 
키적 구분(Kripke， 1971)을 통해 답하고자 하는 것은 A&H( 1991)에서 나타난 

다 하지만 그들의 대응이 그대로 우리의 대응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법칙을 환원되지 않는 보펀자들 사이에 성립하는 필연적 관계로 보기 때문에 

(Armstrong, 1983) 수반테제를 거부하고 따라서 흉적 인과관올 갖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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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사랍들이 어떻게 대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그러 

나 글의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나는 법칙 우선성 테제가 홈적 인과관 

에 있어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Lewis(1973)처럼 

법칙 우선성 테제를 거부하면서도 수반테제를 옹호하는 인과관은 허 

용될 수 있다(그의 이론에 따르면 단칭인과진술은 반사실적 조건문 

으로 분석되고 그 조건문은 문제의 단칭진술을 포섭하는 법칙이 있 

음으로 해서만이 아니라 세계 간 전체적인 유사성 여부에 의해 참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는 수반테제를 해치지 않는다). 법칙 우선성 테제 

가 지켜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반드시 배제할 필요는 없 

다.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올 지키기 위해 

서라면 법칙 우선성 테제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수반테제에 대한 반례와 그에 대한 답변 

E 
서로 특정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이차원 세계(논의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에 같은 유형의 두 입자 

가 있다고 하자. 각각의 입자는 특 

정 거리가 떨어진 지점에 특정 시 

간 후에 같은 유형의 입자를 P(<l) 

의 확률로 산출한다는 법칙에 지배 

받는다(그 결과는 직접적으로 야기되고 또 각 입자는 서로 독립이 

다). 따라서 각 입자의 둘레의 한 지점에 제 3의 입자 E가 산출되거 

나 그렇지 않거나 한다. 그러면 이제 왼쪽 그렴과 같이 Cl과 C2의 

각 원의 교차점 중 한 점에 제 3의 입자 E가 산출되었다고 해 보 

자 13) 그렇다면 이 경우에 E의 발생은 원인으로 무엇올 갖는가?(위 

13) 이 예는 Annstrong에게서 가져온 것이다. 확률법칙융 이용한 반례는 
T∞ley(1앉)())， Wo여ward(l990)에서도 나타난다. Annstrong은 비환원적 
법칙의 실재를 주장하기 위해 반례를 구성하였다면 Tooley와 Woodward는 
비환원적 인과관계의 실재률 주장하기 위해 반례률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차 



254 哲뿔論훌E 第30i輯

사례에서 C1과 C2 사이에 있는 시공칸적 관계에 의해 대답될 가능 

성은 봉쇄되어 있다).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세 경우이다. (i) C1이 

E의 원인이다. (ii) C2가 E의 원인이다. (iii) C1 , C2 모두가 E의 원 

인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경우가 진정한 가능성을 구성하여 하나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수반테제에 대한 반례일 것이 

다. 왜냐하면 세 가지 경우 모두 비인과적 사실(그리고 인과법칙)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이도 보이지 않지만 인과관계에서의 차이를 보이 

기 때문이다. 

먼저 나는 이에 대해 충분히 설득시킬 만큼 결정된 대답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한다. 매사에 딱 부러지는 결과 

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여기서 이뤄지는 답변이 불만족스럽게 여겨 

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게 불만스러운 사람들에게 그 불만이 

사실 단칭인과에 대한 확신을 은연중 강하게 깔고 있는 데서 비롯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 주기를 바란다. 어찌되었든 그 불만족스러움이 

수반테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악화시킬 정도의 것은 되지 못하리 

라 희망할 따름이다. 그러면 위 미결정적인 상황， E의 원인이 C1인 

지 C2인지 그렇지 않으면 C1과 C2 모두인지， 에 대해 어떻게 대응 

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두 가지 방식의 답변을 내 놓고자 한다 14) 

위 (i), (ii), (iii) 중 어느 것이 참일까? 우리가 쉽게 그 답을 내릴 

수 없는 이유는 C1 , C2 어느 하나 굳이 E의 원인이 아니라고 배제 

할 근거가 없다는 데에 있다. Cl 이 E의 원인이라고 말할 결정적 근 

거나 직관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C2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면 Cl과 

C2가 모두 E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글써11. 이 경우 C1과 

C2 모두 E의 원인일 대둥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그 둘 중 어느 

것도 원인에서 제외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우리의 직관을 반영하 

는 것 같기는 하다(평둥은 이렇듯 소중한 가치이다). 그렇지만 이 경 

우에도 우리의 판단이 어떤 것을 결정적으로 지지할만큼 명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비교적 우 

이가 있다 Armstrong의 예를 사용한 이유는 그의 사례가 논의를 단순하게 

하기 때문이다. 

14) 두 가지 답변의 기본적인 착안은 Ehring(l997) 61←66에서 도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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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직판이 명확하게 적용되는 사례들을 검토하여 그 사례들에 적 

용되는 원리를 찾아 그 원리를 불명료한 사례들에까지 확대 적용시 

키는 것이다. 단일한 원인 사건에 의해 결과사건이 야기된 경우에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명확한 직관을 가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L) 구분되는 사건들 c와 e 둘 다 발생하고， 그리고 e의 실제 
확률이 (c가 일어난 직후의 시간에) c가 없이 e가 일어날 반사실 

적 확률보다 충분히 크다면 그것은 c가 e의 원인이라는 것을 바로 

함축한다(Lewis 1986, 180). 

달리 표현하면， 

(L*) 원인사건 C와 결과사건 e를 표현하는 명제를 각각 C, E 

라고 할 때， P(E/C) > P(E/'C) 일 경우 C는 e의 원인이다. 

즉， 그것이 아닌 경우보다 그것이 발생힐 경우 결과가 발생할 확 

률을 높여 준다면 그것이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L*) 

를 우리의 문제 상황에 적용시켜 보자. (1) P(E/C1) > P(E;-'C1), 

그래서 C1은 E의 원인. (2) P(E/C2) > P(E;-'C2), 그래서 C2는 E 
의 원인. (3) P(E/C1 ,C2) > P(E;-'C1 ,C2) , 그래서 C1 , C2는 E의 

원인. 결국 우리가 (L)이 일반적으로 성 립하는 원리로 인정한다면 

C1과 C2 모두가 E의 원인으로 판명된다고 할 수 있다. 
(L)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시킬 때 잘못된 부분은 없었는가? (1), 

(2)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 

다. 그렇다면 (3)은? 이 경우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 

다. (3)에서 ‘ --'C1 ，C2’인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C1 , C2 모두 
가 발생치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변 C1 , C2가 있음으로써 E가 발생 

할 확률이 증가해서 (3)이 참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

C1 ，C2’를 반드시 그 둘 모두가 발생치 않은 상황으로 보아야 할 이 

유는 없다. ‘--'Cl,C2’ 인 상황 중에는 ‘C1 , C2 중 하나만 발생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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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어떠한가? (3) 

에서 ‘ -'C l，C2’를 ‘C1 , C2 중 하나만 발생한’ 상황으로 해석하면 (3) 

이 참이 될 지가 앞서의 경우만큼 분명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C1 

과 C2는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C1 , C2가 모두 발생한 경우라고 해 

도 그 둘 중 하나만 발생한 경우보다 E를 산출할 확률이 반드시 높 

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P(E/C1&C2)가 P(E/C1) (또는 P(E/C2)) 보다 크다고 생 

각할 이유는 있다. 객관적 확률은 어떤 현상에 대한 우리의 신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지침이 될 수 있다 객관적 확률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도박사들의 합 

리적 선택을 섣명할 길이 없다 15) 만약 E를 산출시키면 막대한 상금 

을 타게 되는 게임이 있다고 해 보자.E를 산출시키는 데에 있어 C1 

을 이용하던 C2를 이용하던 아니면 C1 , C2 모두를 가지고 하던 그 

것은 각자의 선택에 달려 었다. 자 그러면 누가 C1 , C2 중 하나만을 

가지고 E를 산출하는 데에 기대를 거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모든 

사람은 우리가 설정한 상황이라면 C1 , C2 모두를 발생시킴으로써 E 

를 산출시키려 할 것이다. C1 , C2가 E를 발생시킬 객관적 확률이 E 

가 발생할 것이라고 믿을 우리의 신뢰도와 깊은 연관관계를 갖는다 

는 것을 인정한다면 P(E/C1&C2)이 P(E/C1) (또는 P (E/C2)) 보다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귀결에 대해 

Woodward(1990, 222-228)와 같은 방식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까? 그는 객관적 확률은 맥락에 따라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 

다는 불변조건(invariance condition)을 따라야 하는데 C1 , C2 모두 

를 E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그것을 어기기 때문에 C1 , C2 모두 

가 E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불변조건에 따르면 

C1이 발생할 때 E가 산출될 확률 p는 C1 이 다른 어떠한 조건에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C2와 함께 발생한 

다고 하더라도 C1이 E를 야기할 확률은 여전히 p이어야 한다. 그런 

15) 객관적 확롤(objectíve chance)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원칙적 원리(princípal 

príncípleJ를 반영한 것이다(Lewís， 19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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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여기서 그는 Cl , C2 모두를 E의 원인으로 인정하게 되면 불변조 

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즉， 그렇게 되면 Cl이 E 

를 야기할 확률이 더 이상 p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 

러나 Cl, C2 모두를 E의 원인으로 간주한다고 해서 C2와 함께 발 

생할 때 Cl이 E를 야기할 객관적 확률이 그 자신만이 발생할 때 E 

를 야기할 확률과 달라질 이유가 있올까?16) Cl과 C2가 함께 E를 

야기할 확률은 p보다 물론 클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상황에서， 

즉 C1과 C2가 함께 발생한 상황에서， Cl이 E를 야기할 확률이 p보 

다 커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Woodward의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 듯 하다. 따라서 앞서의 논의가 성공적이었다면 우리는 수반테 

제에 대한 반례로 제시된 미결정 상황에서 Cl , C2 모두가 E의 원인 

이라고 결정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물론 이러한 귀결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 

른다. 왜냐하면 이러한 귀결에 따르면 확률법칙에 따르는 두 원인사 

건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그 둘 모두를 원인으로 간주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꺼려진다면 Cl vC2이 E를 야기했다고 말하는 것 

으로 답변할 수도 있다. 물론 Cl vC2와 같은 사건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Tωley， 1990, 276) 그렇다면 C1과 C2의 부분전체론적 합 

을 E의 원인으로 간주할 수도 었다 17) 이런 식의 답변이 불성실하게 

말장난에 의존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식의 모호한 인과적 직관이 단지 이 경우에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고 

안한 말장난인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호한 인과적 직관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도 자주 작동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야 

구팀이 승리하는 데에 있어 A타자와 B투수가 독립적으로 특정 확률 

을 가지고 기여한다고 해 보자.A타자와 B투수 모두 출전하여 그 

팀이 숭리했다고 해 보자. 그러면 우리는 숭리의 원인을 A타자에게 

돌려야 할까 B투수에게 돌려야 할까 아니면 그 둘 모두에게 돌려야 

할까? 우리는 여기서 선명한 답을 내렬 수는 없다. 그저 A타자와 B 

16) Ehring0997, 65)도 이러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17) 이러한 생각은 Ehring(1997, 63)에서 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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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가 어우러져 숭리를 이룬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혹시 그날 A 

타자가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B투수의 선전으로 숭리했을지도 모 

른다. 아니면 그 역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3회까지는 A타자가 선전 

했고 9회말에 B투수가 마지막 삼진을 잡아낸 것이 승리에 결정적 역 

할을 했을지 모른다.A타자의 팬은 A타자가 승리를 이끌었다고 할 

것이고 B투수의 팬은 B투수가 그랬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A타자 

(공격)와 B투수(수비) 중 누가 승리의 원인이라고 꼬집어 결정 

(decide)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에 대한 원인이 결정 

(detem1ined)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흉적 인과관이 처할 수 있는 반례가 무엇이고 그 

반례가 어떻게 대답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의 종류는 우리가 질적으로 경험하는 것들과 그것들의 전체적 합 

이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환원주의적인 생각은 여러 가지 변에서 

지켜져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직면한 반례가 

훔적 수반테제에 대한 결정적 반례가 되지 않는다면 흉적 수반은 여 

전히 고수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의 논의에서 흉적 수반을 지켜내고 

자 하는 작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보일 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적어 

도 처음 반례가 제시되었던 것과는 달리 그 반례가 흉적 수반을 좀 

더 세련되게 가다듬는 데에 기여를 했을지는 몰라도 흉적 수반에 대 

한 우리의 믿음을 결정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드러 

났으리라 희망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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