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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인과에 대한 영향 이론 옹호

임 예 인

【주제분류】영미분석철학, 형이상학

【주요어】인과, 루이스, 영향이론, 과잉인과, 영향정도

【요약문】이 논문은 인과에 대한 루이스의 반사실적 분석의 최종 형태인 영향 

이론이 현재 처한 문제 상황을 영향 이론 내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자 한다. 영향 이론은 과잉인과의 문제를 결국은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늦은 선점과 압도 선점의 경우에 영향 이론이 원인이 아닌 선점된 대안도 

원인으로 판정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영향의 정도를 비

교할 객관적 기준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나의 해결책은 두 사건 사이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여 영향 정도를 판단할 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에 따라 한 결과 사

건에 대한 둘 이상의 원인 후보 사건들 각각이 결과 사건과 가지는 영향 정도를 

비교한 뒤, 최종적으로 결과 사건에 대한 영향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원인 후

보 사건을 그 결과 사건의 원인으로 규정한다. 수정된 영향 이론은 늦은 선점의 

문제와 압도 선점의 문제에서 모두 선점한 원인 사건이 대안 사건보다 결과 사

건에 더 큰 영향을 줌을 밝힘으로써 선점한 원인 사건을 결과 사건의 원인으로 

올바르게 판정한다. 만일 나의 해결책이 성공적이라면 영향 이론은 과잉인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과 분석의 유력한 후보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논문222

Ⅰ. 서론

전통적으로 인과는 힘이나 필연적 연결과 같은 개념을 통해 이해되어 왔

으나 흄 이후로는 그러한 개념을 배제하고 인과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어

졌다. 특히 영미분석철학의 규칙성 이론이나 반사실적 분석은 모두 흄의 인

과 분석에서 파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가운데 인과에 대한 반

사실적 분석은 루이스(1973)에 와서 분명한 형태를 띠고 인과 분석의 유력

한 후보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루이스가 제기한 단순한 반사실적 분석1)은 

과잉결정과 늦은 선점(late preemption)이라는 강력한 문제에 부딪치게 되

었고, 이에 루이스(1986b)는 기존의 단순한 반사실적 분석에 극단적 취약

함과 유사의존 전략을 도입하여 이 문제들에 대응하려고 시도한다.2) 하지

만 보완된 반사실적 분석 역시, 쉐퍼(2000)가 제시한 압도 선점(trumping 

preemption)이라는 문제에 가로막혀 무너지게 된다. 이에 루이스(2004)는 

반사실적 인과 분석의 최종적 형태로서 영향 이론을3) 제안하게 된다. 하지

만 이 영향 이론마저도 늦은 선점과 압도 선점을 적절히 분석해내지 못한다

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능한 대응 전략들이 

제시되었지만4) 영향 이론의 형태를 상당히 변형시킨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공 여부도 매우 의심스러운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인과에 대한 영향 이론이 현재 처한 문제 상황을 영향 이

론 내재적인 해결책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1) 루이스가 제시한 첫 번째 반사실적 인과 분석을 앞으로 단순한 반사실적 인과 분석, 혹
은 단순한 반사실적 분석이라 부르도록 하자.

2) 단순한 반사실적 분석에 극단적 취약함 전략과 유사의존 전략을 도입한 반사실적 인

과 분석이 개별적인 이론이 아니라는 입장도 있으나, 나는 이 두 전략을 도입함으로써 

단순한 반사실적 분석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인과 분석이 제안되었다고 생각한다. 따
라서 앞으로 루이스의 두 번째 인과 분석을 개별적인 인과 이론으로 보고, 이를 인과에 

대한 루이스의 중기이론, 혹은 중기이론이라 부르겠다.
3) 앞으로 인과에 대한 루이스의 영향 이론을 영향 이론이라 지칭하겠다. 이는 편의를 위

한 것으로, 이 논문에는 인과에 대한 영향 이론 이외의 영향 이론이 제시되지 않으므로 

논변전개상의 혼란이 야기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결정한 것이다.
4) 영향 이론을 옹호하는 가능한 전략들과 그 비판을 제시하는 논문들로는 최성호

(2001), 홀(200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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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영향 이론이 과잉인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과 분석의 유력한 후

보로 살아남을 수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선 영향 이론을 분

명하게 파악하고, 영향 이론이 과잉 인과의 사례들에서 어떻게 실패하는지

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이후에 이에 대한 해결책인 수정된 영향 이

론을 소개하고, 수정된 영향 이론이 과잉인과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5) 

Ⅱ. 루이스의 영향 이론

루이스가 초기에 제시한 단순한 반사실적 분석과, 그 이후 제시된 보완

된 반사실적 분석은 모두 원인과 결과 사이에 발생 여부와 관련된 반사실적 

의존성만을 분석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 이론들에서 “사건 a가 사건 b에 반

사실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세부적인 조건들을 제외한다면, “b가 발생

하지 않았더라면 a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와 동치이다. 사건의 발생 여

부와 발생 여부 사이(whether-on-whether)의 의존성만을 분석했기 때문에, 

보완된 반사실적 분석의 극단적인 취약함(fragility) 전략6)은 사건이 다른 

시점에 발생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발생했을 때, 오로지 새로운 사건이 일어

났다고 분석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다소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원래의 사건을 새로운 사

건이 대체했다고 쉽사리 판단하지 않는다. 늦은 선점의 경우를 생각해보

자.7) 철수가 병을 향해서 돌을 던졌고(사건 c1), 영희도 그 병을 향해서 돌

5) 이 논문에서 소개한 수정된 영향 이론의 전략들이 독립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이 자리를 빌어 지적을 해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정당

화는 루이스의 영향 이론을 보다 나은 인과 분석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러한 독립적 정당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

서 이 전략의 정당화 문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별도의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6) 루이스(1986b)는 과잉결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극단적인 취약함 전략을 취한다. 
취약함 개념은 사건을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어떤 사건 e가 바로 그 사건을 지칭하도

록 만드는, 사건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요구조건이다. 취약함 개념을 받아들이면, 사
건 e에 조금의 변형이라도 있을 경우 그 새로운 사건은 사건 e로 지칭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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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던졌다(사건 c2). 그리고 철수가 던진 돌에 맞아서 병이 깨졌다(사건 e)

고 하자. 만약 철수가 돌을 던지지 않았더라면 영희가 던진 돌이, 원래 병이 

깨졌을 시점보다 다소 늦은 시점에 병을 깨뜨렸을 것이다(사건 e1). 이때 

사건 e와 e1이 서로 다른 사건이므로, 다시 말해 철수가 돌을 던지지 않았

더라면 병이 깨지는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건 e가 사건 c1

에 인과적으로 의존한다는 분석보다, 사건 c1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사건 

e가 조금 늦게 발생했을 것이므로 사건 e가 사건 c1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한

다는 분석이 우리의 직관에 더 잘 부합한다. 즉, 인과는 결과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지가 원인의 발생 여부에 의존하는 발생 시점-발생 여부

(when-on-whether) 의존성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반사실

적 분석에서의 발생 여부-발생 여부 의존성에 우리는 한 가지 의존성을 더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결과가 원인에 인과적으로 의존한다는 

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8)

사건 e와 사건 c가 서로 구분되는 실제 사건들일 때, 사건 e는 사건 c에 인과

적으로 의존한다. 

iff

만일 c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e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혹은, 만일 c

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e는 실제로 발생한 시점과 다른 시점에 발생했을 

것이다.

7) 늦은 선점에 관한 이 돌 던지기 사례는 루이스(2004, p82)의 사례를 각색한 것이다.
8) 폴(1998)은 발생 시점의 변경이 아니라 발생 시점의 지연, 즉 발생 시점이 원래보다 늦

춰졌을 경우를 고려하여 인과 의존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제안한다.

서로 개별적인 실제 사건 c와 e가 있고, e가 c에 인과적으로 의존한다. 
iff
c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e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c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e가 원래

의 발생 시점보다 늦은 시점에 발생했을 것이다.

루이스(2004, p87)는 이것이 인과 의존성에 대한 부분적인 정의라고 생각하여, 발생 

시점의 지연뿐만 아니라 발생 시점이 앞당겨진 것 역시 결과의 원인으로 승인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발생 시점을 지연시키는 것과 발생 시점을 앞당기는 것 사이의 대칭성

(베넷, 1993)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문의 정의는 이러한 루이스의 입장을 내가 

형식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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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적 의존성을 위와 같이 정의하면 늦은 선점의 문제를 직관에 가깝게 

해석할 수 있다. c1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e는 실제로 발생한 시점보다 늦

게, 즉 다른 시점에 발생했을 것이다. 그러나 c2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e가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다른 시점에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인과 의존성 정의에 따르면, e는 c1에 인과적으로 의존하고, c2에는 

인과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과적 의존성과 관련된 우리의 직관이 사건의 발생 여부나 발생 

시점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약간 변형된 이른 선점9)의 경우를 살펴보

면 이는 명확하게 드러난다. 수진이를 죽이려는 두 암살자가 있는데, 저격

수는 총으로 수진이를 겨누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폭탄 전문가로 수진이가 

있는 곳에 폭탄을 설치하였다. 실제로 폭탄이 성공적으로 폭파되어 수진이

가 죽었고 저격수는 총을 쏘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폭탄이 터지지 않았거

나, 폭탄이 터졌는데도 수진이가 살아있었다면 저격수는 총을 쏴서 수진이

를 죽였을 것이다. 극단적인 취약함 전략에 따르면, 폭탄이 터져서 발생한 

수진이의 죽음과 총에 맞아서 발생한 수진이의 죽음은 서로 다른 개별적인 

사건이어야 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사건이 일어났다기보다, 원래의 사건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발생했다고, 다시 말해 수진이가 다른 방식으로 죽었다

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직관에 더 부합한다. 폭탄이 성공적으로 폭파하

지 않았더라면 수진이는 다른 시점에, 다른 방식으로 죽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수진이의 죽음은 폭탄의 성공적인 폭파에 인과적으로 의존

한다. 이를 반영하면 인과적 의존성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사건 e와 c는 구분되는 실제 사건들이고, 사건 e가 사건 c에 인과적으로 의

존한다. 

iff

“만일 c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e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혹은, 만일 c

9) 이른 선점의 정의에 더 잘 부합하는 사례라면 총과 폭탄이라는 성질이 많이 다른 두 대

안이 아니라, 비슷한 성질의 대안들, 예컨대 총과 총 등의 대안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

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방식의 다름이 인과적 의존성에 관한 우리의 직관에 부합

한다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방식의 차이를 잘 드러내줄 수 있는 대안

들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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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e는 실제로 발생한 시점과 다른 시점에 발생했을 

것이다. 혹은, 만일 c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e는 실제로 발생한 방식과 다

른 방식으로 발생했을 것이다.”10)

지금까지의 정리에 따르면, 사건 e가 c에 인과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사건 c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e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다른 시점 혹은 다

른 방식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루이스는 사건 e의 변형

(altera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사건 e′은 사건 e의 변형이다. 

iff

사건 e′는 사건 e의 매우 취약한 한 버전이거나, e의 대안 사건(e와 비슷하

지만 e는 아닌)이다.”11)

사건 e의 변형은 취약함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받아

들일 수 있다. 만약 사건 e가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한다면, 사건 e의 변형들

은 모두 사건 e와는 다른 대안 사건일 것이다. 만약 사건 e가 매우 취약하지

는 않다고 가정한다면 사건 e의 변형들은 단순히 사건 e의 다른 버전에 불

과할 것이다. 또, 사건 e의 취약함 정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사건 

e의 변형들은 일부는 e의 대안 사건이고 또 일부는 e의 다른 버전일 것이다. 

그러나 루이스는 결과 사건에 대한 이러한 구분을 거부하고 있다. 즉, 루이

스는 사건 e가 다르게 발생한 경우나 사건 e의 대안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 

사건 e의 한 변형은 바로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변형을 제외한 다른 변형들은 발생하지 않은 사건들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루이스는 사건의 변형 개념에 의존하여, 인과적 의

존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사건 e와 c는 구분되는 실제 사건들이고, 사건 e가 사건 c에 인과적으로 의

10) 루이스(2004, p.88)
11) 루이스(2004, p.88), 괄호와 정식화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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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한다. 

iff

“만일 c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현실에서 발생했던 사건 e의 변형은 발생

하지 않았을 것이다.”12)

결과에 관한 고려에 이어, 원인 사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e에 변형

이 있음을 받아들인다면 c에도 변형이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13) e가 c에 

인과적으로 의존한다면 c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뿐만 아니라 c가 다른 버전

으로 발생했을 때에도 e가 발생하는 시점이나 방식, 혹은 발생 여부에 변화

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존 관계를 가리켜, c가 e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데, 루이스에 따르면 영향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c와 e가 서로 다른 실제 사건이고 c가 e에 영향을 준다. 

iff

c의 너무 멀지 않은, 그리고 서로 다른 변형들인 c1, c2, c3,…의 실질적 범

위가 있고, 적어도 몇몇은 서로 다른 e의 변형들인 e1, e2,…의 어떤 범위가 

있어서, “만약 c1이 발생했다면 e1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c2가 

발생했으면 e2가 발생했을 것이다.…”와 같은 관계가 c의 변형들과 e의 변

형들 사이에 존재한다.“14)

이 정의에 따르면, c가 e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c의 발생 여부, 발생 시점, 

발생 방식이 너무 멀지 않게 변화했을 때, e의 발생 여부, 발생 시점, 발생 

방식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변형의 방식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 

즉, c의 변형 c1과 c2가 발생 방식의 측면에서 다르다고 해서 e1과 e2 역시 

발생 방식의 측면에서 다를 필요는 없다. c의 변형들과 e의 변형들이 영향 

관계에 있다면 c1과 c2 사이에 발생 여부, 발생 시점, 발생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변화가 있을 때, e1과 e2 사이에도 세 가지 중 임의의 한 가지 이상이 

변하는 것으로 족하다. 

12) 루이스(2004, p.88)
13) 이것은 변형이 사건 범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고, c와 e는 모두 사건이라는 

동일한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14) 루이스(2004,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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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인과적 의존성을 영향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인

과를 영향 개념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영향이 이행적인 개념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다음의 이른 선점의 사례를 보면 영향이 이행적이지 않다는 

것이 잘 드러난다.15) 어느 신경과학자는 뇌를 읽어서 철수의 행동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철수가 신경과학자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신경과학자는 가만히 있고, 만약 철수가 신경과학자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

지 않으면 이 신경과학자는 철수의 뇌를 조작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철수

의 행동을 조종한다. 철수 뇌의 초기상태를 c1, 신경과학자가 철수 뇌를 조

작하는 것을 c2라고 하자. 이때 c1은 선점하는 원인이고, c2는 선점된 대안

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타난 철수의 행동을 e라고 한다면, e는 결과 사

건이다. 여기서 중간 단계를 하나 설정하자. 신경과학자가 철수의 뇌를 읽

고 난 후, 철수의 뇌 상태가 자신이 원하던 것이라서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

한 사건을 d라고 상정한다면, c1은 d에 영향을 준다. 만약 c1이 발생하지 않

고 c1의 변형, 예컨대 철수의 뇌 상태가 다른 방식이었다든지 하는 방식의 

변형이 발생했다면 d의 변형, 즉 신경과학자가 개입했다든지 하는 변형이 

발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d는 e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약 d의 

변형, 이를테면 c1에도 불구하고 신경과학자가 개입하기로 결정했다든지 

하는 변형이 발생했다면 e 역시 다른 방식의 변형이 발생했을 것이기 때문

이다. 여기서는 두 단계의 영향 연쇄가 설정된다. 그리고 이 영향 인쇄의 처

음과 끝 사건인 c1과 e는 인과 관계에 있다. 철수의 초기 뇌 상태는 그의 행

동의 원인이다. 그러나 c1은 e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c1의 어떤 변형이 발

생했더라도 c2에 의해 신경과학자가 개입했을 것이기 때문에 e는 원래 사

건 그대로 발생했을 것이다.

이처럼 영향이 이행적이지 않기 때문에, 인과는 다음과 같이 영향 관계

의 연쇄로 정의된다.

“서로 다른 실제 사건 c와 e에 대하여, c는 e의 원인이다. 

15) 이 사례는 프랭크퍼트(1969)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루이스(2004, p.95)가 자신의 논의

를 위하여 사용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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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f

서로 다른 사건들 a1, a2, a3, …an이 있어서, c는 a1에 영향을 주고, a1은 a2

에 영향을 주고, … an은 e에 영향을 주는 영향 연쇄가 존재한다.“16)

Ⅲ. 과잉 인과의 문제

영향이론에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영향이론이 과잉인과의 문제를 해

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영향 이론은 늦은 선점, 그리고 압도 선점의 분석과 

관련하여 성공적이지 않은 인과 분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17) 

선점은 비대칭적 원인사건들과 관련된 문제이다. 즉, 선점에서의 과잉 

원인들은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 실제세계에서는 c1이 e를 야기하였지

만, c1이 일어나지 않는 가능세계에서는 c2가 e를 야기할 경우, c1을 선점

한 원인이라 하고, c2를 선점된 대안이라 한다. 선점과 관련된 우리의 직관

은 비교적 명백하다. 성공적인 인과 분석은 선점한 원인 c1이 e의 단순 원

인이고, 선점된 대안 c2는 e의 단순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해야 한다.

늦은 선점을 생각해보자. 철수가 병을 향해서 돌을 던졌고(사건 c1), 영

희도 그 병을 향해서 돌을 던졌다(사건 c2). 그리고 철수가 던진 돌에 맞아

서 병이 깨졌다(사건 e). 루이스는 자신의 영향 이론에 따르면 c1은 e에 영

향을 주고, c2는 e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c1이 e의 원인이라고 판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루이스는 사건 c2의 발생 시점을 임의

로 제한하는 전제를 덧붙인다. 이 전제에 따르면, c2의 시간적인 변형은 c1

보다 이점 시전으로는 갈 수 없다. 문제는 이 전제에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c2를 고정한 상태에서 c1의 발생 시점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면 c1을 고정한 상태에서도 c2의 발생 시점을 자유

롭게 변경할 수 있어야 두 후보 사건이 대등한 위치에서 원인으로서의 자격

16) 이 정의는 의존 관계의 연쇄로 인과를 정의한다는 루이스(2004, p.91)의 논의를, 영향 

관계와 관련하여 보다 명료화한 최성호(2001, p.139)의 정리를 인용한 것이다.
17) 영향 이론이 과잉인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는 크바트(2001), 쉐퍼

(2001), 폴(2000), 최성호(200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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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토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이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c2의 발

생 시점은 e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18)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그 근거의 

유무에 상관없이 발생 시점의 변경과 관련된 루이스의 전제를 받아들인다

고 하더라도 여전히 영향 이론은 c2를 e의 원인으로 인정하는 결론에 다다

른다는 것이다. c2의 발생 방식을 생각해보자. 만약 영희가 돌을 더 세게 던

진다면, 돌은 더 빠르게 날아갈 것이고 철수의 돌이 병에 닿기 이전에 병을 

깨뜨릴 것이다. 따라서 c2의 발생 방식은 e에 분명히 영향을 준다. 게다가 

설사 루이스가 c2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

의 정도가 c1에 비해 낮기 때문에 c1이 진짜 원인이라고 대응한다 하더라

도, 영향의 정도를 비교하는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적인 대응

이 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압도 선점의 경우는 어떠한가? 다음의 사례를 통해 압도 선점

의 문제를 살펴보자.19)

소령과 상사가 시점 t에 동시에 병사들에게 큰 소리로 “전진”이라고 명령했

다. 병사들은 만약 소령과 상사가 동시에 명령을 내린다면 상급자인 소령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병사들은 소령과 상사가 

동시에 내린 전진 명령을 듣고 전진했다. 

이 사례에서 소령이 병사들에게 명령한 사건을 c1, 상사가 병사들에게 

명령한 사건을 c2, 병사들이 전진한 사건을 e라고 하자. 우리는 명백하게 e

의 원인은 c1이고, c2는 e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것은 병사들이 

소령과 상사가 동시에 명령을 내린다면 소령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병사들은 소령의 명령에 복종하여 전진한 것이지 

상사의 명령에 때문에 전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c1이 일어나

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c1이 야기했던 것과 동일

한 사건 e가 c2에 의해 발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c1이나 c2의 발

생 여부는 e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c1이나 c2가 다른 방식으로 발

18) 폴(2000, 249)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19) 이 사례는 루이스(2004, 81)의 사례를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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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c2가 고정된 상황에서 소령이 다른 명령을 내린다

면 군인들도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다. 하지만 c1이 고정된 상황에서 

상사가 다른 명령을 내린다면 군인들의 행동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영향 이론에 따르면 c1은 e에 영향을 주고, c2는 e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 따라서 c1만이 e의 원인으로 판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섣부르다. 우리는 c2의 발생 여부와 발생 방식만

을 분석했을 뿐, c2의 발생 시점이 e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분석하지 않

았다. 만약 c1을 고정한 채로 c2의 발생 시점을 앞당긴다면 e의 발생 시점 

또한 앞당겨질 것이다. 즉, 소령보다 상사가 1분 먼저 명령했다면 병사들은 

1분 먼저 전진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c2의 발생 시점은 e에 영향을 주고, 따

라서 영향 이론에 따르면 c2도 e의 원인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다. 물론, 영향이나 원인이라는 개념이 정도를 

허용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루이스는 아마도 소령의 

명령이 상사의 명령보다 군인들의 전진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따라서 진

짜 원인이라고 대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자의적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영향을 더 많이 준다고 할 때, 그 정도를 비교할 명확한 기준

이 제안되지 않았기에 그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20)

최성호는 늦은 선점, 그리고 압도 선점이 당면한 발생 시점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영향 개념에서 영향을 주는 사건의 발생 시점 조건을 제외하자

고 제안한다. 이 제안에 따라 영향을 주는 사건의 발생 시점 조건을 제외한 

영향 개념을 영향*이라고 한다면, 영향*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1)

서로 구분되는 실제 사건 c와 e가 있을 때, c가 e에 영향*을 준다. 

iff

20) 네드 홀(2000)은 원인이 결과에 얼마나 근접한가를 기준으로 원인의 정도를 규명하고

자 한다. 그러나 이 시도는 압도 선점의 사례에 적용되기 어렵다. 소령의 명령과 상사

의 명령 중 소령의 명령이 병사들의 진군에 더 근접하다고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며, 우리는 오히려 소령의 명령과 상사의 명령이 병사들의 진군에 비슷한 

정도로 근접하다고 생각한다. 최성호(2001, p.146)도 유사한 지적을 한다.
21) 이 정의는 최성호(2001, pp.148-149)에 의해 제시된 정의를 내용은 그대로 차용하되 

형식만을 각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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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가 발생하는 방식, c의 발생 여부가 현실에 발생한 사건 c의 변형으로부터 

너무 멀지 않게 변화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여 사건 e가 발생하는 시점이나 

발생하는 방식, 혹은 발생 여부가 변화한다. 

그러나 이 정의는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진다. 첫째, 발생 시점 조건을 제외

하는 것은 비직관적이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발생 시점 조건을 통해 인과적 

의존성을 부여한다. 이를테면 오늘 아침에 버스를 놓치지 않은 까닭은 8시

에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만약 8시보다 늦게 일어났

더라면 버스를 놓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일상적으로 어떤 사건

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

건의 발생 시점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

나로 사용한다. 따라서 발생 시점 조건을 제외해야 할 적극적인 근거 없이 

발생 시점 조건을 제외하는 것은 비직관적이며, 당면한 늦은 선점과 압도 

선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둘째, 발생 시점 조건을 

제외한 영향* 개념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늦은 선점 문제는 해결

이 불가능하다.22) 늦은 선점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대안의 발생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었다. 대안의 발생 방식 역시 결과에 영

향을 주기 때문에 늦은 선점 사례에서 영향 이론은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낼 

수 없었다. 따라서 새로이 제기된 영향* 개념이 설령 발생 시점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발생 방식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하지 못

한다.

Ⅳ. 수정된 영향 이론

앞서 살펴보았듯, 영향 이론은 과잉인과의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인과를 영향 관계의 연쇄로 정의할 경우, 원인 사

건뿐만 아니라 대안 사건마저도 원인으로 판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과

22) 둘째 문제점은 최성호(2001, pp.149-150)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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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향 관계의 연쇄라는 인과 정의만으로는 과잉인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

그러나 영향 이론이 제시한 인과 정의가 과잉인과의 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영향 이론 자체가 실패했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성

급한 판단이다. 기존의 비판들을 루이스의 영향 이론 내에서 해결할 수 있

는 길이 있다. 전략은 영향 정도를 비교할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두 원인 후

보 사건 중 원인 사건을 판정할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전략이 

내재적이라고 하는 까닭은 루이스가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영향 이론 

내에는 이미 과잉인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

이다. 연구자들 사이에서 주목되지는 않았지만, 루이스(2004)의 논의에는 

영향 정도를 시사하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이러한 전략에 따른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인으로 간주하지 않는 관련

없는 모든 것들에 의해서 결과 사건의 발생 시점이나 방법이 아주 조금일지

언정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결과 사건의 원인으로 간주해야만 한다. 

…만약 우리가 작은 차이들을 고려한다면, 결과 사건보다 먼저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원인으로 간주될 것이다. …때때로 선점한 원인에 

의해 만들어진 차이 역시 작을 수 있다. 수지의 던짐이 빌리의 던짐을 아주 

짧은 시간차로 앞선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때 돌의 무게, 모양, 속

도, 회전, 그리고 도착 지점의 차이가 아주 사소하다고 가정하자. 만약 수지

의 던짐이 없었더라면 병의 깨짐은 아주 조금 달라졌을 것이고, 이 차이는 

우리가 앞서 가짜 인과로 간주했던 정도일 수도 있다. 하지만 비록 수지의 

돌과 빌리의 돌이 만드는 결과의 차이가 아주 작다고 하더라도, 수지의 던

짐이 빌리의 던짐보다 더 많은 차이를 만들 것이다. 빌리의 던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차이와 수지의 던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차이는 절대적 기준

에서 보자면 둘 다 작지만, 그렇더라도 수지에 의해 야기되는 차이는 빌리

에 의해 야기되는 차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차이를 만들 것이다. 이는 

수지와 빌리 사이의 대칭성을 격파하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병이 깨진 사건

의 원인이 빌리가 아니라 수지라는 우리의 판단을 설명할 수 있다.23)”

위의 논의에서 루이스는 우리가 원인으로 간주하지 않는 많은 사건들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두 사건 사이

23) 루이스(2004, pp.89-91),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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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 관계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는 인과의 충분조건이 아니게 되며, 따라

서 루이스가 제기한 영향 이론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 우리는 루이스가 이렇듯 많은 사건들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데

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은 원인으로, 또 다른 사건들은 원인이 아닌 사건으

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그 근거란 바로, 원인 후

보 사건이 결과 사건에 주는 차이의 상대적 크기, 즉 영향의 상대성이다. 다

시 말해, 어떤 사건이 결과 사건의 원인이냐 아니냐는 그 사건이 절대적 기

준 하에서 결과 사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 사건에 영향을 주는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그 사건이 결

과 사건에 상대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다

면 루이스는 여기서 인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단순히 영향 관계가 있는가의 

여부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더해서 영향의 정도를 비교해야 함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인용문에 언급되어있는 늦은 선점의 사례를 보자. 영향 이론 안에서 빌

리의 돌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은 이미 검토되었다. 비록 영향 이론에 

대한 반례에서처럼 정교한 방식으로 그 영향의 방식이 고려된 것은 아니나, 

루이스가 이미 영향 이론 안에서 빌리의 돌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뒤이어 루이스는 빌리의 돌이 병이 깨지는 

사건에 영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빌리가 아니라 수지가 돌을 던진 사건이 

원인인 이유 역시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빌리가 돌을 던지는 사건보다 수

지가 돌을 던지는 사건이 병의 깨짐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다. 루이스의 설명에 따르면, 빌리가 돌을 던지는 사건을 고정시키고 

수지가 돌을 던지는 사건을 변형시켰을 때 발생할 결과 사건의 변형은, 그 

반대의 경우, 즉 수지가 돌을 던지는 사건을 고정시키고 빌리가 돌을 던지

는 사건을 변형시켰을 때 발생하는 결과 사건의 변형보다 실제 발생한 결과 

사건과의 차이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루이스의 설명에서 영향 정도의 상대적 비교가 고려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런 확인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루

이스가 둘 이상의 원인 후보 사건들 중에 특정한 사건을 원인으로 판명하기 



인과에 대한 영향 이론 옹호 235

위해서는 영향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가정을 도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영

향 정도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비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

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늦은 선점의 경우에도, 루이스는 단지 수지

가 돌을 던진 사건이 빌리가 돌을 던진 사건에 비해 결과 사건에 더 많은 차

이를 만들 것이라는 설명만을 제공했을 뿐, 더 많은 차이를 만든다는 우리

의 직관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명시화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다루

지 않고 있다. 루이스로서는 영향 정도의 차이가 직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

는 것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영향의 정도를 비교할 기준을 도

입하지 않은 것은, 직관적으로 분명한 차이를 명시화할 근거가 없다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 결국에는 영향의 정도를 비교할 기준이 없다

는 것이 영향 이론이 앞서 과잉인과의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

던 까닭이었기 때문이다. 

늦은 선점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직관적으로 수지가 돌을 던진 

것이 빌리가 돌을 던진 것보다 병의 깨짐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것24)처럼 빌리가 돌을 세게 던지거나, 수지보다 먼저 

돌을 던지는 경우를 고려해본다면 이러한 우리의 직관이 예상처럼 명백하

지는 않음이 드러난다. 수지가 돌을 던지는 사건을 고정한 채로 빌리가 돌

을 더 세게 던지거나, 빌리가 수지보다 돌을 더 먼저 던지는 식으로 빌리가 

돌을 던지는 사건을 변형시켰을 때 발생할 결과 사건의 변형을 e1이라고 하

자. 그리고 빌리가 돌을 던지는 사건을 고정한 채로 수지가 돌을 더 세게 던

지거나, 수지가 돌을 더 일찍 던지는 식으로 수지가 돌을 던지는 사건을 변

형시켰을 때 발생할 결과 사건의 변형을 e2라고 하자. 실제로 발생한 결과 

사건의 변형을 e라고 할 때, e와 e1의 차이가 e와 e2의 차이보다 더 작다고 

판단하는 것이 직관적으로 명백한가? e1은 e2와 비슷한 정도로 e와 다르지 

않을까? 가령 빌리가 돌을 더 세게 던졌더라면 병은 수지가 돌을 더 세게 던

졌을 때와 비슷한 정도로 산산조각났을 것이고, 빌리가 돌을 수지보다 먼저 

던졌더라면 병은 수지가 돌을 좀 더 일찍 던졌을 때와 비슷한 정도로 먼저 

깨졌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24) 영향 이론에 대한 과잉인과 문제 비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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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압도 선점의 경우에는 영향을 더 준다는 판단이 무엇에 근거하는

지를 밝혀주어야 하는 보다 분명한 문제점이 나타난다. 상사와 소령의 사례

를 생각해보자. 소령이 “진군하라”고 명령했고, 정확히 같은 시점에 상사도 

“진군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병사들이 진군했다. 우리는 소령의 명령이 

병사들이 진군한 원인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판단의 정당화

를 위해서 소령의 명령이 상사의 명령보다 병사들의 행동에 더 영향을 준다

는 근거25)를 찾고자 한다면, 이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특히 결과 사

건의 발생 시점과 관련하여, 소령의 명령과 상사의 명령을 같은 정도로 변

형시킨다면 결과 사건에는 동일한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다시 말해, 상사

의 명령을 고정시킨 채로 소령이 10분 먼저 명령한다면 병사들은 10분 먼

저 진군할 것이고, 소령의 명령을 고정시킨 채로 상사가 10분 먼저 명령한

다면 병사들은 역시 10분 먼저 진군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사의 명령에 비

해 소령의 명령이 결과에 더 큰 차이를 만든다는 판단이 루이스의 주장처럼 

그렇게 명백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영향 정도에 대한 직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여서는 과잉인과의 문제에 

대응할 수 없다. 결국 영향 이론을 성공적인 인과 분석으로 격상시키기 위

해서는 영향의 정도를 비교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만 한다. 영향의 정도

를 비교할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영향 이론에서 영향이 어떤 개념인지

를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영향 이론에서 영향은 사건 사이의 

관계로, 사건 A의 발생 여부, 발생 시점, 발생 방식을 각각 변형시켰을 때 

사건 B의 발생 여부, 발생 시점, 발생 방식 중 한 가지 이상이 변하는 경우

에 사건 A와 사건 B가 맺는 관계이다. 이때 사건의 발생 여부, 발생 시점, 

발생 방식을 영향 기준이라고 하자. 나는 이 세 가지 항목들을 바탕으로 원

인 후보 사건들과 결과 사이의 영향 정도의 상대적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25) 물론 루이스(2004, p.92)는 상사의 명령은 병사들의 진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앞서 영향 이론의 문제에서 살펴보았듯 상사의 명령이 발생하는 시점

은 병사들의 진군 시점에 분명히 영향을 준다고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만약 영향 이론

에 의거하여 상사의 명령이 아닌 소령의 명령이 원인이라고 판단하고자 한다면 우리

에게 남은 대안은 소령의 명령이 상사의 명령에 비해 병사들의 행동에 더 큰 영향을 준

다는 근거를 찾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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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나는 후보 사건 각각과 결과 사건이 맺고 있는 영

향 관계를 파악하여 그 관계를 통해 영향 정도를 비교할 기준을 제시할 것

이다. 영향 관계란 기본적으로 결과 사건의 발생 여부, 발생 시점, 발생 방

식이 원인 사건의 발생 여부, 발생 시점, 발생 방식에 의존하는 관계를 말한

다. 이때 결과 사건의 발생 여부, 발생 시점, 발생 방식 중의 어떤 것이 각각 

원인 사건의 무엇에 의존하는지를 살펴본다면 둘 사이의 영향 관계를 파악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인과 사건의 경우, 결과의 발생 여부, 발생 시점, 발생 방식이 

모두 원인 사건의 발생 여부, 발생 시점, 발생 방식 중 한 가지 이상에 의존

한다. 아래의 사례를 보자.

저격수가 걸어가고 있는 철수에게 총을 쐈다. 그리고 저격수의 총에서 발포

된 총알이 철수의 머리를 관통하여 철수가 죽었다. 

이 사례에서 철수가 죽은 것이 저격수가 총을 쏜 것 때문임은 명백하다. 

이제 철수가 죽은 사건과 저격수가 총을 쏜 사건 사이의 영향 관계를 살펴

보자.

만약 저격수가 총을 쏘지 않았다면 철수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저격수가 다른 방향으로 총을 쐈다면 철수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으

로 철수가 그곳에 도달하기 전에, 혹은 철수가 그곳을 떠난 다음에 저격수

가 총을 쐈다면 철수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철수의 죽음이 발생하

는가의 여부는 저격수가 총을 쏜 사건의 발생 여부, 발생 방식, 발생 시점에 

의존한다. 철수 죽음의 발생 방식은 어떠한가? 만일 저격수가 다른 방향으

로 총을 쐈다면 철수는 다른 부위에 총을 맞고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철수

가 다른 자세를 취하는 시점에 저격수가 총을 쐈더라도 철수는 다른 부위에 

총을 맞고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격수가 총을 쏘지 않았다면 철수는 죽

지 않았을 것이지 다른 방식으로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철수 죽음

의 발생 방식은 저격수가 총을 쏜 사건의 발생 여부에는 의존하지 않고, 발

생 방식과 발생 시점에 의존한다. 마찬가지로 생각해본다면, 철수가 죽은 

사건의 발생 시점은 저격수가 총을 쏜 사건의 발생 방식, 발생 시점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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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만약 저격수가 총알이 보다 빠른 속도로 발사되는 총으로 철수를 저

격했다면 철수는 실제로 죽었던 것보다 빠른 시점에 사망했을 것이다. 그리

고 저격수가 총을 다른 시점에 쐈다면 철수는 실제로 죽었던 것과 다른 시

점에 총에 맞아 죽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표로 정리해보자.

철수가 죽음 저격수가 총을 쏨

발생 여부 발생 여부, 발생 방식, 발생 시점

발생 방식 발생 방식, 발생 시점

발생 시점 발생 방식, 발생 시점

표에 따르면 철수가 죽은 사건과 저격수가 총을 쏜 사건 사이의 영향 관

계는 다음과 같다. 철수 죽음의 발생 여부는 저격수가 총을 쏜 사건의 발생 

여부, 발생 방식, 발생 시점에 의존하고, 철수 죽음의 발생 방식은 저격수가 

총을 쏜 사건의 발생 방식이나 발생 시점에 의존하며, 철수 죽음의 발생 시

점은 저격수가 총을 쏜 사건의 발생 방식, 발생 시점에 의존한다. 

이제 두 사건 사이의 영향 정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자.

사건 c와 사건 e가 개별적인 사건일 때, 사건 c가 사건 e에 주는 영향 정도는 

a이다.

iff

사건 e의 발생 여부가 의존하는 c의 영향 기준의 개수를 a1, 사건 e의 발생 

방식이 의존하는 c의 영향 기준의 개수를 a2, 사건 e의 발생 시점이 의존하

는 c의 영향 기준의 개수를 a3라고 할 때, a는 a1과 a2와 a3의 합이다.

그렇다면 철수의 죽음과 저격수가 총을 쏜 사건 사이의 영향 정도는 7이

라고 할 수 있다.26) 

26) 그러나 모든 인과 관계가 다 7의 영향 정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사례를 생각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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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두 사건 사이의 영향 정도를 파악할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근거하여, 한 결과 사건 e의 원인 후보 사건들인 c1, c2 사이의 영향 정도의 

크기를 비교할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사건 c1, c2, e가 개별적인 실제 사건들일 때, 사건 c1이 사건 c2보다 사건 e

에 더 큰 영향을 준다. 

iff 

사건 c1과 사건 e 사이의 영향 정도를 a, 사건 c2와 사건 e 사이의 영향 정도

를 b라고 할 때, a가 b보다 더 크다.

영향 정도의 비교 기준에 대한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이제 루이스의 

영향 이론에서, 결과에 영향을 주는 둘 이상의 원인 후보 사건들 중 결과 사

건의 원인을 판정할 발전된 기준이 마련되었다.27)

친구들과 야구를 하던 수진이가 야구공을 던졌고, 이 야구공에 맞아 영수네 집의 유리

창이 박살났다.

영수네 집의 유리창이 깨진 사건과 수진이가 야구공을 던진 사건의 영향 관계를 표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영수네 집의 유리창이 깨짐 수진이가 야구공을 던짐

발생 여부 발생 여부, 발생 방식

발생 방식 발생 방식

발생 시점 발생 방식, 발생 시점

이 표에 의거하여 영수네 집의 유리창이 깨진 사건과 수진이가 야구공을 던진 사건 사

이의 영향 정도는 5임을 알 수 있다.
27) 영향의 정도에 의존해서 원인을 판정하게 되면 결국은 원인 역시도 정도차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즉, 이 해결책이 어떤 사건이 더 원인이고 어떤 

사건은 덜 원인이라는 결론을 함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인에 정도차가 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도 영향의 정도에 의존하여 원인을 판정하

는 것은 가능하다. 예컨대, 축구 시합을 생각해보라. 축구 경기에서 승패를 가름하는 

것은 득점의 정도차이다. 즉, 어느 팀이 더 득점을 많이 했는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

다. 이때 득점의 정도에 의존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이 팀이 더 이기고 저 팀이 덜 

이겼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한 팀이 이겼고 다른 팀은 졌음을 

판정할 뿐이다. 따라서 영향 정도의 차이에 의거하여 원인을 판정하는 것은 원인의 정

도차를 함축하고 있지 않다. 나는 단지 영향 정도가 큰 사건을 원인 사건으로, 영향 정

도가 작은 사건을 원인 사건이 아닌 것으로 판정할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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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e에 영향을 주는 두 사건 c1, c2 중 c1이 사건 e의 원인이다.

iff

사건 c1이 사건 c2보다 사건 e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향 이론에 내재된 영향 개념의 상대성을 단서로 삼

아, 사건 사이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여 영향 정도를 판별하고, 한 결과 사건

에 영향을 주는 둘 이상의 원인 후보 사건들이 결과 사건과 각각 맺고 있는 

영향 정도의 크기를 비교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 기준을 통해서 

원인 후보 사건들 중 결과 사건의 원인을 판정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영

향 이론에 영향 정도를 비교할 기준이 추가된 것을 앞으로 수정된 영향 이

론이라 부르겠다. 

Ⅴ. 과잉 인과의 문제 해결

수정된 영향 이론이 늦은 선점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늦은 선점의 사례들에서 선점한 원인이 결과의 원인 사건이고, 선점된 대안

은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늦은 선점의 사례 두 가지

를 영향 이론으로 분석함으로써 수정된 영향 이론이 늦은 선점의 문제를 성

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늦은 선점의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자. 철수와 영수의 돌 던지기 사례를 

다시 살펴보면, 철수와 영수는 둘 다 병을 향해 돌을 던졌고, 철수가 던진 

돌이 먼저 병을 맞춰서 병이 깨졌다. 이때 우리는 철수가 돌을 던진 것이 병

이 깨진 사건의 원인이고, 영수가 돌을 던진 것은 병이 깨진 사건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새로운 영향 이론이 성공적이라면 이 사례에서 우리의 

직관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철수가 돌을 던진 사건과 병이 깨진 사건 사이의 영향 관계를 검토해보

자. 병이 깨진 사건의 발생 여부는 철수가 돌을 던진 사건의 어떤 영향 기준

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철수가 돌을 던지지 않거나, 돌을 더 세

게 던지거나, 돌을 더 빠르게 던지더라도 병은 어쨌든 깨질 것이다. 병이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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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사건의 발생 방식은 어떠한가? 만약 철수가 돌을 던지지 않았더라면 영

수가 던진 돌에 의해 병이 깨졌을 것이고, 이때 병의 깨짐은 원래 발생한 병

의 깨짐과 아주 미세하게라도 다른 방식으로 발생했을 것이다. 그리고 철수

가 돌을 더 세게 던졌더라면 병은 더 산산조각으로 깨졌을 것이다. 만약 철

수가 영수보다 더 늦게 돌을 던졌더라면, 영수가 던진 돌에 의해 병이 깨졌

을 것이고, 이때 병이 깨지는 방식은 원래 발생했던 병의 깨짐과 미세하지

만 다른 방식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병이 깨지는 사건의 발생 방식은 철수

가 돌을 던진 사건의 발생 여부, 발생 방식, 발생 시점에 모두 의존한다. 병

이 깨지는 사건의 발생 시점을 살펴보자. 철수가 돌을 던지지 않았더라면 

병은 영수의 돌에 의해 깨졌을 것이고, 원래보다 다소 늦은 시점에 깨졌을 

것이다. 만약 철수가 돌을 세게 던졌더라면 돌이 병에 빨리 도달했을 것이

고, 따라서 병은 원래보다 다소 이른 시점에 깨졌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철

수가 돌을 빨리 던졌더라면 병은 원래보다 이른 시점에 깨졌을 것이다. 따

라서 병이 깨지는 사건의 발생 시점은 철수가 돌을 던진 사건의 발생 여부, 

발생 방식, 발생 시점에 의존한다. 이제 철수가 돌을 던지는 사건과 병이 깨

지는 사건 사이의 영향 관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병이 깨짐 철수가 돌을 던짐

발생 여부 x

발생 방식 발생 여부, 발생 방식, 발생 시점

발생 시점 발생 여부, 발생 방식, 발생 시점

다음으로 영수가 돌을 던지는 사건과 병의 깨짐 사이에 어떤 영향 관계

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병이 깨지는 사건의 발생 여부는 영수가 돌을 던지

는 사건의 발생 여부에도, 발생 방식에도, 발생 시점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다. 철수가 돌을 던지는 사건이 고정되어있기 때문에 영수가 돌을 던지는 

사건을 어떠한 기준에 의거해서 변형시키더라도 병은 돌에 맞아 깨질 것이

다. 병이 깨지는 사건의 발생 방식을 검토해보자. 영수가 돌을 던지지 않더

라도 병은 철수의 돌에 맞아 깨질 것이고, 이는 원래 발생했던 병의 깨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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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방식으로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영수가 돌을 던지는 사건의 발생 

여부는 병이 깨지는 사건의 발생 방식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영수

가 돌을 더 세게 던졌거나, 혹은 철수보다 일찍 던졌더라면 병은 영수의 돌

에 맞아 깨졌을 것이고, 따라서 원래 깨졌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깨졌을 것

이다. 그러므로 병이 깨지는 사건의 발생 방식은 영수가 돌을 던지는 사건

의 발생 방식, 발생 시점에 의존한다. 마지막으로 병이 깨지는 사건의 발생 

시점을 보자. 영수가 돌을 던지지 않았더라도 병은 원래 발생한 시점과 동

일한 시점에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영수가 돌을 더 세게 던졌거나, 혹은 더 

빨리 던졌더라면 병은 원래보다 조금 이른 시점에 깨졌을 것이다. 따라서 

병이 깨지는 사건의 발생 시점은 영수가 돌을 던진 사건의 발생 방식, 발생 

시점에 의존한다. 영수가 돌을 던진 사건과 병이 깨지는 사건 사이의 영향 

관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병이 깨짐 영수가 돌을 던짐

발생 여부 x

발생 방식 발생 방식, 발생 시점

발생 시점 발생 방식, 발생 시점

이제 우리는 철수가 돌을 던진 사건과 영수가 돌을 던진 사건 중 어느 사

건이 병이 깨지는 사건에 더 큰 영향을 주는지를 판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를 판별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각각의 사건이 병이 깨지는 사

건과 가지는 영향 정도를 구하는 일이다. 철수가 돌을 던지는 사건과 병이 

깨지는 사건 사이의 영향 정도는 6이고, 영수가 돌을 던진 사건과 병이 깨

지는 사건 사이의 영향 정도는 4이다. 따라서 철수가 돌을 던지는 사건과 

병이 깨지는 사건 사이의 영향 정도가 영수가 돌을 던진 사건과 병이 깨지

는 사건 사이의 영향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므로, 철수가 돌을 던지는 

사건이 병이 깨지는 사건에 더 큰 영향을 준다. 그렇다면 수정된 영향 이론

에 따라, 더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인 철수가 돌을 던지는 사건이 병이 깨지는 

사건의 원인이라는 우리의 직관에 부합하는 결론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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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 선점의 사례를 살펴보자. 소령과 상사가 동시에 병사들에게 “진군

하라”고 명령했고, 병사들은 그 명령을 행동으로 옮겼다. 이때 명령 체계를 

고려한다면 병사들이 복종한 명령은 상사의 명령이 아니라 소령의 명령이

므로, 병사들의 행동이 발생한 원인은 상사가 아니라 소령의 명령이다. 이 

사례를 수정된 영향 이론으로 분석하려면 우선 소령의 명령과 상사의 명령

이 각각 병사들의 행동과 어떤 영향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

다. 병사들의 행동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는 소령의 명령과 상사의 명령 모두

의 어떤 영향 기준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상사의 명령을 고정시킨 채로 소

령의 명령에 변형을 가해 보자. 소령이 명령을 하지 않았다거나, 소령이 다

른 명령을 내렸거나, 소령이 다소 늦게 혹은 일찍 명령을 내렸더라도 병사

들은 여전히 행동했을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소령의 명령을 

고정시킨 채로 상사의 명령에 발생 여부, 발생 방식, 발생 시점의 변형을 가

한다고 하더라도 병사들의 행동은 여전히 발생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병사

들의 행동이 발생하는 방식은 어떠한가? 비록 소령이 명령을 내리지 않았

거나, 다소 늦게 명령을 내렸더라도 병사들의 행동은 같은 방식으로 발생했

을 것이다. 그러나 소령이 다른 명령을 내린다면 병사들은 실제 행동한 것

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했을 것이다. 예컨대 소령이 전진하라는 명령 대신 

후퇴를 명령했다면 병사들은 후퇴했을 것이다. 따라서 병사들의 행동이 발

생하는 방식은 소령 명령의 발생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반해 소령의 

명령을 고정시킨 채로 상사가 명령을 하지 않았거나, 다른 명령을 내렸거

나, 조금 일찍 혹은 늦게 명령을 내렸거나 하는 방향으로 상사의 명령에 발

생 여부, 발생 방식, 발생 시점의 변형을 가한다 하더라도 병사들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다. 그러므로 병사들의 행동이 발생하는 방식은 

상사의 명령의 어떤 영향 기준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병사들의 

행동이 발생하는 시점을 고려해보자. 소령이 명령을 하지 않았거나 다른 명

령을 내린다고 해서 병사들의 행동이 발생하는 시점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

다. 이는 상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상사가 명령을 내리지 않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병사들의 행동이 다른 시점에 발생하

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소령이 원래보다 조금 일찍 명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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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병사들도 조금 일찍 명령을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

사가 원래보다 조금 일찍 명령을 내린다면 병사들의 행동은 다소 이른 시점

에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병사들의 행동이 발생하는 시점은 상사 명령과 

소령 명령의 발생 시점에 의존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병사들의 행동 소령의 명령 상사의 명령

발생 여부 x x

발생 방식 발생 방식 x

발생 시점 발생 시점 발생 시점

소령의 명령과 병사들의 행동 사이의 영향 정도는 2이고, 상사의 명령과 

병사들의 행동 사이의 영향 정도는 1이다. 따라서 소령의 명령이 상사의 명

령보다 병사들의 행동에 주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정된 영향 이론에 의해 병사들의 행동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소령의 명

령이 병사들이 행동한 원인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수정된 영향 이론은 늦은 선점뿐만 아니라 압도 

선점의 문제 역시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수정된 영향 이

론에 따르면 압도한 원인이 압도된 대안에 비해 결과 사건에 주는 영향 정

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고, 따라서 압도한 원인이 결과 사건의 원인으로 판

정된다. 이는 수정된 영향 이론이 과잉인과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음

을 보여준다.

Ⅵ. 결론

나는 이 논문에서 인과에 대한 루이스의 반사실적 분석의 최종 형태인 

영향 이론이 현재 처한 문제 상황을 영향 이론 내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을 보이고자 했다. 루이스의 영향 이론이 처한 가장 큰 문제는 과잉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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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영향 이론이 늦은 선점과 

압도 선점의 경우에 원인이 아닌 선점된 대안도 원인으로 판정했기 때문이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영향의 정도를 비교할 객관적 기준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해결책은 두 사건 사이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여 영

향 정도를 판단할 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에 따라 한 결과 사건에 대한 둘 

이상의 원인 후보 사건들 각각이 결과 사건과 가지는 영향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과 사건에 대한 영향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원인 후보 사건을 그 결과 사건의 원인으로 규정한다. 나는 영향 정도의 

비교 기준을 도입한 이러한 판정 방식이 늦은 선점의 문제와 압도 선점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수정된 영향 이론은 두 문

제에서 모두 선점한 원인 사건이 대안 사건보다 결과 사건에 더 큰 영향을 

줌을 밝힘으로써 선점한 원인 사건을 결과 사건의 원인으로 올바르게 판정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향 이론이 과잉인과의 경우를 분석해내지 못한다

는 비판에 영향 이론 내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영향 이론은 과잉인과

의 경우를 근거로 제기되는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만일 이 해결

책이 성공적이라면 이를 통해 영향 이론이 과잉인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

과 분석의 유력한 후보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투   고   일: 2015. 12. 12
심사완료일: 2016. 01. 21
게재확정일: 2016. 01. 31

임예인

서울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논문246

참고문헌

최성호, 2001, ｢영향이론의 문제들｣, �철학적 분석�제 4호: 137-158.

Bennett, Jonathan. 1993. “Event Causation: the Counterfactual Analysis.” 

in Sosa and Tooley (1993): 217-233.

Collins, Hall, and L. A. Paul (eds.). 2004. Causation and Counterfactuals. 

Cambridge: The MIT Press.

Frankfurt, Harry. 1969. “Alternate Possibilities and Moral 

Responsibility.” Journal of Philosophy 66:829-839.

Hall, Ned. 2000. “Causation and the Price of Transitivity”, The Journal of 

Philosophy 97: 198-222.

Kvart, I. 2001. “Counterexamples to Lewis’s ‘Causation as Influence.’”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79: 411-423.

Lewis, David. 1973. “Causation” Journal of Philosophy 70: 556-567. 

Reprinted in Lewis (1986a): 159-172.

     , 1986a. Philosophical Papers, volume I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1986b. “Postscripts to ‘Causation.’” In Lewis (1986a): 172-213.

     , 2004. “Causation as Influence.” in Collins, Hall and Paul 

(2004): 75-106.

Paul, L.A. 1998. “Keeping Track of the Time: Emending the 

Counterfactual Analysis of Causation.”, Analysis 58: 191-198.

     , 2000. “Aspect Causation.” The Journal of Philosophy 97: 

235-256.

Schaffer, Jonathan. 2000. “Trumping Preemption.” Journal of Philosophy 

97: 165-181. Reprinted in Collins, Hall and Paul (2004): 59-74.

     , 2001. “Causation, Influence, and Effluence.” Analysis 61.1: 11-19.

Sosa, Ernest, and Michael Tooley (eds.) 1993. Caus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인과에 대한 영향 이론 옹호 247

ABSTRACT

A Defense of Causation as Influence

Lim, Ye-In

I try to show that Lewis’s theory of Causation as Influence(CI) can 

respond effectively to the objections by using its own tools. The main 

objection is that CI cannot analyze the cases of redundant causation 

successfully. In the cases of late preemption and trumping preemption, CI 

judges as real causes not only preempting events but also preempted 

alternatives which must not be regarded as causes. To solve this problem, I 

propose an objective way of judging real causes. My approach is to set the 

criterion for comparing the degrees of influence that two (or more) 

candidates of the cause have on an effect, by analyzing the influential 

relations between any two events. Then we can judge the candidate of higher 

degree as being the real cause. According to my solution, we can analyze the 

cases of redundant causation successfully. If this solution is successful, the 

objections based on the cases of redundant causation cannot be effective any 

longer. So I conclude that we can still view CI as quite a good analysis of 

causation.

Keywords: causation, Lewis, causation as influence, redundant 

causation, degree of influ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