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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신적 속성들이 어떻게 정신적 속성으로서(qua) 인과적으로 폐쇄된 물

리적 세계에서 인과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 많은 비환원적 물리주의

자들이 인과적 배제 문제를 인과 또는 과잉결정에 관한 반사실 의존 분

석을 바탕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본고는 인과적 배제 문제가 

제기하는 도전에 맞서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제안되어 온 

주요 반사실 의존 해법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그것들의 문제점 내

지 한계를 지적하고 새 반사실 의존 해법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의 목적은 “반사실 자율성 해법”을 통해 비환원적 실현 물리주의 

하에서 자율적 정신 인과의 실재를 옹호하는 것이다. 비환원적 실현 물

리주의는 수반 논제를 조건 실현 논제와 다수 실현 논제로 갱신한 최신 

판본의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말한다. 반사실 자율성 해법은 정신 인과에

서 정신적 속성이 다른 정신적 속성들에 대해 인과적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다수 실현 논제가 아닌 조건 실현 논제와 함께 하는 

반사실 자율성 해법이 인과적 배제 논증의 도전으로부터 비환원적 물리

주의 하에서 자율적 정신 인과를 성공적으로 옹호한다고 논할 것이다.

1장에서, 우선, 인과적 배제 문제를 하향 인과 논증과 배제 논증을 하

위 논증으로 가지는 수반 논증의 형태로 정식화할 것이다. 다음으로, 루

이스의 접근법과 우드워드의 접근법 등을 포함하는 반사실 접근법의 기

본적인 내용을 개관할 것이다. 다음으로, 비환원적 물리주의의 수반 논제

를 다수 실현 논제와 조건 실현 논제로 갱신하여 비환원적 실현 물리주

의를 정립할 것이다. 다수 실현 논제에 의하면 정신적 속성은 다양한 물

리적 실현자 속성들에 의해 다수 실현 가능하다. 조건 실현 논제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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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정신적 속성은 그것의 실현에 요구되는 실현 조건과 핵심 실현자 속

성(물리적 속성)의 연접에 의해 형이상학적으로 필연화된다. 끝으로, 비

환원적 실현 물리주의에 알맞은 새 정신 인과 모형을 제안할 것이다.

2장에서 배제 논증이 제기하는 비일관성 문제에 관한 베넷의 반사실 

일관성 해법이 성공적인지 검토할 것이다. 과잉결정에 관한 반사실 의존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이 해법의 주요 주장은 정신 인과에서 정신적 원

인과 물리적 원인(핵심 실현자 속성)이 해당 결과를 과잉결정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정신 인과가 과잉결정에 해당하기 위한 필요조

건의 하나인 물리적 독립성 조건, 「( & ∼) □→ ∗」가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베넷은 「( & ∼) □→ ∼∗」를 물리적 독립성 조

건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하지만,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근거는 「( & ∼) ◇→ ∼∗」이다. 이에, 본고는 물리적 독

립성 조건이 루이스의 의미론 하에 만족되며 따라서 베넷의 입론이 건전

하지 않다고 논할 것이다. 즉 베넷의 반사실 일관성 해법이 아직은 배제 

논증이 제기하는 비일관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을 보일 것이다.

3장에서 배제 논증이 제기하는 부수현상 문제에 관한 반사실 상속성 

해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많은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들이 선호

하는 이 해법은 반사실 인과론을 바탕으로 하며, 그 핵심 주장은 정신적 

속성이 그것의 수반 기초인 물리적 속성이 반사실 인과력을 가진다는 점

을 통해서 그것의 반사실 인과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 해법과 

관련하여 세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첫째, 반사실 인과론은 진정한 인과

와 부수현상적 인과를 차별하지 못한다. 둘째, 이 해법은 다수 실현 논제 

하에서 물물 인과와 심물 인과를 양립 가능하게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

는다. 셋째, 조건 실현 논제 하에서 심물 인과가 부정된다. 그 이유는 어

떤 ∼인 최근사 세계는 (∼ &  & ∼ & )인 세계이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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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거짓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적 속성이 해당 결과에 

대해 인과적으로 유력하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서는 반사실 상속성 해법

은 본고에서 제기된 반론들을 먼저 극복해야만 할 것이다.

4장에서 수반 논증이 제기하는 하향 인과 문제에 관한 반사실 자율성 

해법이 성공적인지 검토할 것이다. 김재권의 하향 인과 논증에 의하면 

심심 인과가 심물 인과를 함축하고, 종의 반사실 하향 인과 논증에 의하

면 (∼ □→ ∼∗)가 (∼ □→ ∼∗)를 함축한다. 하지만 반사실 인

과론을 바탕으로 하는 반사실 자율성 해법에 의하면, ( □→ ∗)와 

(∼ □→ ∼∗)는 ( □→ ∗)와 (∼ □→ ∼∗)를 함축하지 않으며 

따라서 심심 인과는 심물 인과를 함축하지 않는다. 이 해법은 다수 실현 

논제와 조건 실현 논제에 기초하는 판본으로 나뉜다. 본고는 조건 실현 

논제와 함께 하는 반사실 자율성 해법이 (반사실) 하향 인과 논증을 더 

잘 극복하며, 특히 정신적 속성 이 그것의 실현자 속성 의 인과력보

다 그 이상의 인과력을 가진다고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논할 것이

다. 그 주요 논거는 ∗에 관한 차폐 시험에서 이 를 물리친다는 것

이다. 즉 조건 실현 자율성 해법이 정신적 속성들이 다른 정신적 속성들

에 대하여 환원불가능한 자율적 인과력을 가진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이 

해법이 인과적 배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주요어 : 정신 인과, 인과적 배제 논증, 비환원적 실현 물리주의, 반사실 

일관성 해법, 반사실 상속성 해법, 반사실 자율성 해법

학  번 : 2002-3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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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1)

“나의 바람이 문자 그대로 내가 나아감에 인과적으로 책임이 없다면, 

그리고 내가 가렵다고 느끼는 것이 내가 긁는 것에 인과적으로 책임

이 없다면, 나의 믿음이 내가 말하는 것에 인과적 책임이 없다면, …, 

그것들 중에서 그 무엇도 문자 그대로 참이 아니라면, 내가 무엇인가

에 대해 믿는 사실상 그 모든 것이 거짓이고 그것은 세계의 종말이

다.”2) ─ 포도3)

1절. 다룰 문제와 다룰 입장

철수가 영화 ‘스타워즈’를 보고 싶은 마음에 그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영화관으로 걸어간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사례에서 영화를 보고 싶은 

철수의 정신적 욕구가 영화관으로 걸어가는 철수의 신체적 움직임을 야

기했다고 말할 것이다. 철학자들은 정신적 욕구와 같은 정신적인 것이 

신체적 움직임과 같은 물리적인 것을 야기하는 현상을 “정신 인과 현상” 

혹은 간단하게 “정신 인과”라고 부른다. 상식적 관점에서 볼 때, 정신 인

과는 틀림없는 ‘사실’처럼 보인다. 그런데 많은 철학자들이 정신 인과가 

과연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본고에서는 정신 인

과의 가능성 문제, 곧 “정신 인과 문제”를 다룰 것이다. 

철학자들이 정신 인과가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1) 지도교수님과 심사교수님들의 지도와 논평 아래, 본고의 기획과 내용이 처음과 

많이 달라졌다. 지도와 논평의 말씀을 일일이 밝히는 것이 예의이겠지만, 해당 사

항이 많아 여기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2) 이하 본고에서는 문자 그대로의 인용인 경우 인용문에 “ (…) ”를 달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달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많은 인용문들에서 본고의 용어법에 맞게끔 

원문 표현에 대한 사소한 수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사소한 수정 

포함)”과 같은 진술을 일일이 따로 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미리 밝힌다.
3) Fodor (1989)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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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자들은 왜 위와 같은 사례에서, 예를 들어, 철수의 정신적 욕구가 철

수의 물리적 신체적 움직임을 야기했다는 ‘사실’이 부인될 수 있다고 보

는가? 그 주요 논거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시된다.

이제, 철수의 신체적 움직임이 일어난 인과적 과정 내지 경로를 거꾸

로 추적해 보자. 그것은 철수의 팔다리의 근육 수축에 의해서 일어났

고, 다시, 그것은 철수의 운동 신경을 통한 신경 신호 전달 물질들의 

이동에 의해서 일어났고, 다시, 그것은 철수 두뇌의 신경적 활성화에 

의해서 일어났다. 그것에는 철수의 신체적 움직임을 총괄적으로 조정

하기 위한, 철수 두뇌 전반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신경들의 총체적이

고 체계적인 활성화가 동반되었을 것이다. 어쨌든 철수 두뇌의 신경

적 활성화라는 물리적인 것이 철수의 신체적 움직임이라는 물리적인 

것을 야기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철수의 정신적 욕구라는 

정신적인 것이 철수의 신체적 움직임이라는 물리적인 것을 또 다시 

야기했다고 볼 필요는 없다. 즉 “추정상” 정신적 원인은 그것과 구분

되는 물리적 원인에 의해 해당 결과에 대한 원인의 자격을 빼앗긴다.

이러한 논증을 흔히 “배제 논증(exclusion argument)”이라고 부른다. 배

제 논증은 정신적 원인이 물리적 결과를 야기할 때마다 그것과 구분되는 

물리적 원인이 물리적인 해당 결과를 충분하게 야기하므로, 물리적 원인

과 구분되는 정신적 원인이 해당 결과의 원인일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해당 결과의 원인에서 탄핵되거나 배제된다고 말한다. 다르게 말하자면, 

배제 논증에 의하면, 심물 인과가 존재한다는 가정과 몇 가지 다른 가정

들로부터 심물 인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결이 따라 나온다.

배제 논증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심물 인과라는 전제와 그 밖

의 전제들이 결합하여 물물 인과라는 귀결을 낳고, 이러한 상황은 신체

적 움직임과 같은 한 개의 물리적 결과에 대해 두 개의 구분되는 원인

(즉 정신적 원인과 물리적 원인)이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것은 일종의 

“비일관적” 상황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물리적 결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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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원인과 물리적 원인 중 하나만 남아야 한다는 양자택일을 강요되

는 것처럼 보이며, 결국 정신적 원인이 날아가고 물리적 원인이 남아야 

할 것처럼 보인다. 즉 배제 논증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심물 인과는 다른 어떤 전제들과 결합하여 비일관성을 낳는다. … 

(Ⅰ)

─────

심물 인과와 물물 인과 중 하나만 남아야 한다. … (Ⅱ)

─────

심물 인과가 날아가고 물물 인과가 남는다. … (Ⅲ)

배제 논증이 단계별로 제기하는 하위 문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자.

첫째, 명제 (Ⅰ)이 참인가 하는 문제, 곧 “비일관성 문제”

둘째, 명제 (Ⅱ)가 참인가 하는 문제, 곧 “과잉결정 문제”

셋째, 명제 (Ⅲ)이 참인가 하는 문제, 곧 “부수현상 문제”

본고에서는 2장에서 비일관성 문제를, 3장에서는 부수현상 문제를 주

제적으로 다룰 것이다. (과잉결정 문제는, 비록 부수적으로 다루어지긴 

하겠지만, 주제적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어떤 정신적 원인이 다른 정신적 결과를 일으키는 현상도 도처

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철수가 영화 ‘스타워

즈’를 보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이어 철수의 마음에 즐거움이 일어났다고 

해 보자. 이 경우, 상식적 관점에서 볼 때, 철수의 욕구라는 정신적 원인

이 철수의 즐거움이라는 정신적 결과를 낳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정신적 원인이 정신적 결과를 야기한 것일까? 철수의 욕

구가 철수의 즐거움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철수의 욕구가 철수의 즐거움

을 실현하는 철수 두뇌의 특정 신경적 활성화를 일으켜야 할 것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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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원인이 정신적 결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정신적 원인이 정신적 

결과를 물리적으로 실현하는 물리적인 실현자가 발생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즉 정신적 원인에서 정신적 결과로 가는 심심 인과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원인에서 물리적 결과로 가는 심물 인과가 가능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논증을 흔히 “하향 인과 논증”이라고 말한다.

다르게 말하자면, 하향 인과 논증에 의하면, 정신적 속성 이 정신적 

결과 ∗를 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를 물리적으로 실현하는 물리적 

속성 ∗를 야기해야 한다. (즉 심심 인과는 심물 인과를 함축한다.) 그런

데, 바로 위에서 소개한 배제 논증에 의하면, 이 ∗를 야기한다면 을 

물리적으로 실현하는 가 ∗를 야기할 것이고 결국 이 ∗를 야기한다

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심물 인과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 

∗를 야기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즉 심심 인과는 불가능하다.) 이러

한 추론의 요점만 간추려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재구성해 보자.4)

심심 인과가 심물 인과를 함축한다. … (Ⅳ)

심물 인과는 없다. … ()

─────

심심 인과는 없다. … ()

(Ⅳ)는 하향 인과 논증의 결론이다. ()는 배제 논증의 결론이다. (Ⅳ)와 

()로부터 ()라는 결론이 논리적으로 따라 나온다. 하향 인과 논증과 배

제 논증을 차례대로 연결한, 확장된 형태의 논증을 흔히 “수반 논증”이

라고 부른다. 하향 인과 논증, 배제 논증, 수반 논증을 통칭하여 “인과적 

배제 논증”이라고 부르자. 인과적 배제 논증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들을 

통칭하여 “인과적 배제 문제”라고 부르자. ()와 ()는 정신 인과가 불가

능하다는 문제, 곧 정신 인과 문제를 제기한다. 

본고에서는 4장에서 하향 인과 논증과 수반 논증이 제기하는 문제를 

4) 선우환 (2008) p. 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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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룰 것이다. 즉 4장에서 다음 문제를 주제적으로 다룰 문제이다.

넷째, 명제 (Ⅳ)가 참인가 하는 문제, 곧 “하향 인과 문제”

다섯째, 명제 ()와 ()가 참인가 하는 문제, 곧 “정신 인과 문제”

수반 논증은 정신 인과의 불가능성을 주장한다. 즉 ()도 참이고 ()도 

참이라고 주장한다. 수반 논증의 하위 논증인 하향 인과 논증이나 배제 

논증 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수반 논증의 

결론을 거부할 이유를 가지게 된다. 본고는 4장에서 (Ⅳ)를 그럼으로써 

()를 거부할 것이다. 하지만 정신 인과가 실재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

해서는 별도의 독립된 논증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4장에서 이 

작업도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성공적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인과

적 배제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법을 가질 수 있음을 뜻할 것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인과적 배제 문제에 대한 논의와 논쟁이 

활발하게 이어져 왔고 이 문제는 현대 심리철학계에서 중심적인 문제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인과적 배제 문제가 흥미를 끄는 한 가지 이유

는, 아마도, 이 문제가 정신 현상이 인과적으로 무력하다는 이른바 부수

현상적 공포를 조장하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정신 현상이 부

수현상이라는 점을 부인한다. 그 까닭은, 무엇보다도, 정신 현상이 부수

현상이라면 정신 현상이 실재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지기 때문일 것이

다. 이러한 입장에서라면 인과적 배제 문제는 해결되어야만 할 문제이다.

인과적 배제 문제에 대해 다양한 입장에서 다양한 해법들이 제안되어 

왔다. 본고는 비환원적 물리주의라는 입장에서 널리 선호되는 반사실 의

존 해법들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검토해 볼 것이다.

비환원적 물리주의는 정신적 속성과 물리적 속성이 구분된다는 입장

(구분 논제)의 비환원론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물리적인 것이거나 물

리적인 것에 수반한다고 보는 수반 물리주의를 받아들이는 입장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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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의하면, 정신적 속성은 물리적 속성에 수반한다(수반 논제). 그

리고 비환원적 물리주의는 정신적 속성이 때때로 물리적 결과를 야기하

며(효력 논제), 모든 물리적 결과가 충분한 물리적 원인을 가진다(폐쇄 

논제)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일반적 견해에 의하면, 구분 논제, 효력 논

제, 폐쇄 논제, 수반 논제는 결합하여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구성한다. 

반사실 의존 해법은 인과 또는 과잉결정에 관한 반사실 의존 분석을 

바탕으로 인과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법을 말한다. 인과에 관한 

반사실 의존 분석, 간단히 반사실 인과론의 기본 아이디어를 살펴보자.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한 사건 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사건 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반사실 조건문이 참이면 가 의 원인이

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과 관념은 일상적, 도덕적, 법률적, 실험적 맥락 

등에서 널리 수용 및 활용되고 있다. 일상적 예시를 살펴보자.

영화 ‘스타워즈’를 보고자 하는 철수의 정신적 욕구가 그 영화가 상영

되고 있는 영화관으로 걸어가는 철수의 신체적 움직임을 야기한 것일

까? 그럴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철수가 영

화 ‘스타워즈’를 보고 싶지 않았더라면 철수가 그 영화가 상영되고 있

는 영화관으로 걸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철수가 걸어간 

것은 철수가 욕구한 것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하며, 그러한 사실은 철

수가 욕구한 것이 철수가 걸어간 것의 원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반사실 의존 해법들을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부

류는 과잉결정을 반사실 의존을 통해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과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다른 한 부류는 인과를 반사실 의

존을 통해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과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

려고 한다. 전자에는 사실상 베넷의 해법 밖에 없다. 후자에는 매우 다양

한 형태의 개별 해법들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선우환의 해법을 기본적이

고 대표적인 해법으로 선별하여 논의를 진행하되, 개입주의 노선을 따르

는 입장들도 두루 고려하여 논의를 보다 풍성하게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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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주요 목적과 주요 계획

인과적 배제 문제에 대하여 그 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해법

들과 무수한 비판적 논의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를 통해 많은 성과들이 

산출되어 왔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다. 현대 심리

철학계의 주류 진영인 비환원적 물리주의와 환원적 물리주의 사이의 논

쟁은 만연된 교착 상태에 빠져들어 있는 듯이 보이고, 너무나 방대하고 

압도적인 규모의 논의와 논쟁 속에 이제 더 이상 무슨 의미 있는 논의가 

나올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반사실 의존 해법에 호소하여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구하려는 진영과 

반대자들 사이의 논쟁도 많은 성과를 산출하였지만 결국 만연된 ‘교착 

상태’에 빠져든 것처럼 보인다. 반사실 의존 해법의 지지자들은 여러 그

럼직한 해법들을 제시하여 왔고 반대자들의 비판에 대한 그럼직한 대응

들을 제시하여 왔건만, 수반 논증을 통해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공격하는 

김재권과 그 추종자들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한편 최근 새 반사실 의

존 해법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논의의 지형은 더욱 더 복잡해지고 있다. 

본고는 해당 논의의 주요 흐름을 살펴본 후, 인과적 배제 문제에 관한 

기존 논의에서 그 동안 암묵적으로만 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조건 실현 논제를 해당 논의에 명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요구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조건 실현 논제가 해당 논

의의 만연된 교착 상태를 깨뜨릴 돌파구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

이다. 이런 문제 의식 하에서 본고는 다수 실현 논제와 조건 실현 논제

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이는 비환원적 실현 물리주의 하에서 인과적 배제 

논증에 관한 기존 논의를 재검토해 보고 새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목적 의식 하에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기

존의 주요 반사실 의존 해법들이 인과적 배제 논증의 도전을 성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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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는지 검토해 본다. 둘째, 비환원적 실현 물리주의라는 접근법 하에

서 주요 반사실 의존 해법들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이나 한계가 없는지 

검토해 본다. 셋째, 비환원적 실현 물리주의 하에서, 특히 조건 실현 논

제 하에서 인과적 배제 논증의 도전을 극복하고 자율적인 정신 인과의 

실재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해법은 없는지 검토해 본다.

본고는 반사실 자율성 해법을 통해 비환원적 실현 물리주의 하에서 자

율적 정신 인과의 실재성을 옹호하고자 한다. 비환원적 실현 물리주의는 

조건 실현 논제와 다수 실현 논제를 받아들이는 갱신된 판본의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말한다. 반사실 자율성 해법은 반사실 인과론에 호소하여 정

신 인과에서 정신적 속성이 다른 정신적 속성들에 대해 환원불가능한 자

율적인 인과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다수 실현 논제보다 조건 

실현 논제 하에서 반사실 자율성 해법이 더 잘 해낸다고 논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고 전체에서 다룰 주요 내용 및 주

요 계획을 아래의 표를 통해 대략적으로 전망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문제 (장) 수반 논제 다수 실현 논제 조건 실현 논제
비일관성 문제

(2장) ─ ─ 비일관성 해법
비판

부수현상 문제
(3장)

상속성 해법
비판

상속성 해법
비판

상속성 해법
비판

하향 인과 문제
(4장) ─ 자율성 해법

비판
자율성 해법

방어
정신 인과 문제

(4장) ─ ─ 자율성 해법
옹호

본고에서 다룰 주요 내용을 대략적으로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고 전체에서 다루는 인과적 배제 문제의 세부 문제들과 반사

실 의존 해법의 세부 해법들은 일대일 대응한다. 즉 비일관성 문제,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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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문제, 하향 인과 문제에 대해 반사실 일관성 해법, 반사실 상속성 

해법, 반사실 자율성 해법이 대응한다. 한편, 논문 전체가 다루는 정신 

인과 문제에 대해서 반사실 자율성 해법이 대응한다. 

2장에서 배제 논증이 제기하는 비일관성 문제에 관한 베넷의 반사실 

일관성 해법이 성공적이지 않다고 비판할 것이다. 베넷의 해법은 조건 

실현 논제 하에서 제안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판도 조건 실현 논제 

하에서 제시될 것이다. 비판의 핵심 내용은 베넷의 입론이 건전하지 않

다는 것이고, 그 주요 논거는 물리적 핵심 실현자가 예화하지만 정신적 

속성이 예화하지 않는 최근접 세계에서 해당 결과가 여전히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 & ∼) □→ ∗」가 만족된다는 것이다. 

3장에서 배제 논증이 제기하는 부수현상 문제에 관한 반사실 상속성 

해법에 대해 세 가지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세 반론은 각각 수반 논제 

하에서, 다수 실현 논제 하에서, 조건 실현 논제 하에서 반사실 상속성 

해법에 대해 제기된다. 그 중 세 번째 반론이 가장 중요하다. 그 반론은 

조건 실현 논제 하에서 심물 인과가 부정된다는 것이다. 그 주요 논거는 

2장에서 제기한 논거를 계승한 것으로, 어떤 ∼인 최근사 세계는 (∼
&  & ∼ & )인 세계이므로 (∼ □→ ∼∗)가 거짓이라는 것이다. 

4장에서 하향 인과 논증과 수반 논증이 제기하는 정신 문제에 관한 반

사실 자율성 해법의 전망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이 장의 핵심적인 주

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사실) 자율성 해법에 대한 비판자들은 하향 

인과 논증을 통해 심심 인과가 심물 인과를 함축한다고 주장하지만 본고

는 조건 실현 논제에 호소하여 반사실 자율성 해법을 통해 그렇지 않다

는 점을 논할 것이다. 둘째, 인과적 배제 논증, 특히 수반 논증이 근본적

으로 제기하는, 정신적 속성이 인과적으로 무력해 보인다는 문제에 대하

여 정신적 속성이 다른 정신적 속성에 대해 인과적으로 유력하다는 점을 

인과 시험과 차폐 시험에 호소하는 논증을 통해 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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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전체 내용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겠지만, 각 장은 

보다 풍부한 내용을 다루면서, 대략,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이다.5)

1장에서, 우선, 인과적 배제 문제를 하향 인과 논증과 배제 논증을 하

위 논증으로 가지는 수반 논증의 형태로 정식화할 것이다. 다음으로, 루

이스의 접근법과 우드워드의 접근법 등을 포함하는 반사실 접근법의 기

본적인 내용을 개관할 것이다. 다음으로, 비환원적 물리주의의 수반 논제

를 다수 실현 논제와 조건 실현 논제로 갱신하여 비환원적 실현 물리주

의를 정립할 것이다. 다수 실현 논제에 의하면 정신적 속성은 다양한 물

리적 실현자 속성들에 의해 다수 실현 가능하다. 조건 실현 논제에 의하

면 정신적 속성은 그것의 실현에 요구되는 실현 조건과 핵심 실현자 속

성(물리적 속성)의 연접에 의해 형이상학적으로 필연화된다. 끝으로, 비

환원적 실현 물리주의에 알맞은 새 정신 인과 모형을 제안할 것이다.

2장에서 배제 논증이 제기하는 비일관성 문제에 관한 베넷의 반사실 

일관성 해법이 성공적인지 검토할 것이다. 과잉결정에 관한 반사실 의존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이 해법의 주요 주장은 정신 인과에서 정신적 원

인과 물리적 원인(핵심 실현자 속성)이 해당 결과를 과잉결정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정신 인과가 과잉결정에 해당하기 위한 필요조

건의 하나인 물리적 독립성 조건, 「( & ∼) □→ ∗」가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베넷은 「( & ∼) □→ ∼∗」를 물리적 독립성 조

건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하지만,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근거는 「( & ∼) ◇→ ∼∗」이다. 이에, 본고는 물리적 독

립성 조건이 루이스의 의미론 하에 만족되며 따라서 베넷의 입론이 건전

하지 않다고 논할 것이다. 즉 베넷의 반사실 일관성 해법이 아직은 배제 

논증이 제기하는 비일관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을 보일 것이다.

3장에서 배제 논증이 제기하는 부수현상 문제에 관한 반사실 상속성 

해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많은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들이 선호

5) 이하 국문초록의 내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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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 해법은 반사실 인과론을 바탕으로 하며, 그 핵심 주장은 정신적 

속성이 그것의 수반 기초인 물리적 속성이 반사실 인과력을 가진다는 점

을 통해서 그것의 반사실 인과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 해법과 

관련하여 세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첫째, 반사실 인과론은 진정한 인과

와 부수현상적 인과를 차별하지 못한다. 둘째, 이 해법은 다수 실현 논제 

하에서 물물 인과와 심물 인과를 양립 가능하게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

는다. 셋째, 조건 실현 논제 하에서 심물 인과가 부정된다. 그 이유는 어

떤 ∼인 최근사 세계는 (∼ &  & ∼ & )인 세계이므로 (∼ □

→ ∼∗)가 거짓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적 속성이 해당 결과에 

대해 인과적으로 유력하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서는 반사실 상속성 해법

은 본고에서 제기된 반론들을 먼저 극복해야만 할 것이다.

4장에서 수반 논증이 제기하는 하향 인과 문제에 관한 반사실 자율성 

해법이 성공적인지 검토할 것이다. 김재권의 하향 인과 논증에 의하면 

심심 인과가 심물 인과를 함축하고, 종의 반사실 하향 인과 논증에 의하

면 (∼ □→ ∼∗)가 (∼ □→ ∼∗)를 함축한다. 하지만 반사실 인

과론을 바탕으로 하는 반사실 자율성 해법에 의하면, ( □→ ∗)와 

(∼ □→ ∼∗)는 ( □→ ∗)와 (∼ □→ ∼∗)를 함축하지 않으며 

따라서 심심 인과는 심물 인과를 함축하지 않는다. 이 해법은 다수 실현 

논제와 조건 실현 논제에 기초하는 판본으로 나뉜다. 본고는 조건 실현 

논제와 함께 하는 반사실 자율성 해법이 (반사실) 하향 인과 논증을 더 

잘 극복하며, 특히 정신적 속성 이 그것의 실현자 속성 의 인과력보

다 그 이상의 인과력을 가진다고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논할 것이

다. 그 주요 논거는 ∗에 관한 차폐 시험에서 이 를 물리친다는 것

이다. 즉 조건 실현 자율성 해법이 정신적 속성들이 다른 정신적 속성들

에 대하여 환원불가능한 자율적 인과력을 가진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이 

해법이 인과적 배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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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도입1)

1절. 배제 논증

이 절에서는 먼저 배제 논증을 일상적인 수준에서 비공식적으로 살펴

본 다음, 김재권의 다양한 판본의 배제 논증들 중에서 “공식적” 판본의 

배제 논증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비공식적” 배제 

논증은 Kim (1998), Kim (2005), Kim (2014) 등에서 제시된 여러 형태의 

배제 논증들을 종합하여 구성한 것이다. 공식적 배제 논증은 Kim (2005)

에서 제시된 논증(종결 2 방식의 논증)으로, 가장 정제된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실 많은 학자들이 표준적 내지 공식적 형태

의 배제 논증으로 널리 인정하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1. 비공식적 배제 논증

비환원적 물리주의는 현대 심리철학계에서 정통적이면서 주류적인 입

장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입장이 인과적 배제 논증의 도전을 성공적으

로 극복하는지는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본고의 머리말에서, 효력 논제, 

폐쇄 논제, 구분 논제, 수반 논제가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구성하는 논제

임을 살펴보았다. 이제,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구성하는 네 논제들이 어떻

게 인과적 배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지 “비공식적으로” 살펴보자.

비환원적 물리주의는 정신적인 것들이 인과적 효력을 가진다는 효력 

논제를 받아들인다. 효력 논제에 의하면, 정신적 욕구와 같은 정신적인 

것은 때때로 신체적 움직임과 같은 물리적인 것의 원인이 된다. 예를 들

1) 본고 전체에서 주제적으로 다루는 수반 논증은 하향 인과 논증과 배제 논증으로 

순차적으로 구성된다. 하향 인과 논증은 4장에서 자세히 소개 및 논의하기로 하

고 1장에서는 배제 논증을 중심으로 소개 및 논의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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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철수가 맥주를 마시고 싶어서 냉장고로 걸어갔다고 해보자. 이 사례

에서, 맥주를 마시고 싶은 철수의 욕구 이 냉장고로 걸어가는 철수의 

신체적 움직임 ∗를 야기했을 것이다.2) 이를 일반화해서 말하자면, 정신

적 속성 이 다른 물리적 결과 ∗을 (충분하게) 야기한다거나,3) 또는 

간단하게, 은 ∗의 (충분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4)

비환원적 물리주의는 수반 물리주의를 받아들인다. 수반 물리주의는 

우리가 사는 세계의 모든 사실들이 물리적 사실들이거나 물리적 사실들

에 의존하거나 그것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을 말한다. 이 입

장에 의하면, 수반되는 정신적 속성이 예화하면, 그것의 수반 기초가 되

2) 많은 학자들이 인과 관계항을 사건으로 간주한다. 그렇지만 인과 관계항이 무엇

이냐에 관한 논의는 매우 논쟁적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에 특별히 개

입하지 않고 본고의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편, 인과 관계항에 대한 논의, 특
히 사건 인과와 사실 인과에 관한 유익한 논의는 송하석 (2006)을 참조하시오. 
 한편, 하르베케는 배제 논증이 인과 관계항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와 독립적으

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Harbecke (2008) pp. 92-102. 본고는 하르베케의 주장에 

동조하는 편이지만, 이에 관한 논의에도 특별히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편의상, 주로 김재권의 사건에 관한 속성 예화 이론을 염두에 두고 본고

의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김재권의 사건 이론에 의하면, 한 사건은 구성적 주

체, 구성적 속성, 구성적 시점에 의해서 구성된다. Kim (1973), (1976). 
3) 정신 인과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격-인과(quasation, qua-causation)의 문제이다. 호간

은 자격-인과를 “속성 로서(qua) 사건 가 속성 로서 사건 를 야기한다”와 같

은 형식의 문장을 통해 분석하자고 제안한다. Horgan (1989) p. 50. 
 본고에서는, 호간의 제안을 수용하고 활용하여, 정신 인과 현상에 대해 “속성 
이 속성 ∗를 야기한다”와 같이 편리하게 말할 것이다. 이 진술은 “속성 으로

서 사건 가 속성 ∗로서의 사건 를 야기한다”라는 진술의 약술이다. 
 이러한 용어법의 연장선 상에서, “( □→ ∗)”와 같은 표현도 사용할 것이다. 
이 표현은, 김재권의 속성 예화로서의 사건 이론 하에서라면, “어떤 주체 가 시

점 에 속성 을 예화함이라는 사건 가 발생하였더라면 주체 가 시점 에 속

성 ∗를 예화함이라는 사건 가 발생하였을 것이다”라는 문장의 약술이다.
4) 여기서 다음 두 문단을 건너뛰는 방식으로 배제 논증을 구성할 수 있다. Kim 

(2005)의 “종결 2 방식의 배제 논증” 또는 Kim (2014)의 “폐쇄로부터의 [배제] 논
증”이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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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리적 속성이 반드시 예화하되 그러한 물리적 속성들을 고정하면 그

것에 수반되는 정신적 속성들은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으로 고정된다. 

수반 논제에 의하면, 정신적 속성 이 다른 물리적 결과 ∗를 야기할 

때, 은 반드시 어떤 물리적 속성 를 수반 기초로 가진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와 ∗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수반 논제에 의

하면, 가 예화하면 이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으로 예화한다. 효력 논

제에 의하면, 은 ∗를 야기한다. 그렇다면 는 ∗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김재권에 의하면, 그렇다. 인과를 법칙적 충분성이라고 해 

보자. 수반 논제에 의해, 는 에 대해 법칙적으로 충분할 것이고, 은, 

효력 논제에 의해, ∗에 대해 법칙적으로 충분할 것이므로, 는 ∗의 원

인이 될 것이다. 인과를 반사실 의존성이라고 해 보자. 수반 논제에 의

해, 가 예화하지 않았더라면 이 예화하지 않았을 것이고, 효력 논제에 

의해, 그 경우에, ∗가 예화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는 ∗의 원인이 될 

것이다. 어느 경우든,5) 는 ∗의 원인이 될 것이다.6)

비환원적 물리주의는 물리계가 인과적으로 폐쇄되어 있다는 폐쇄 논제

를 받아들인다. 폐쇄 논제에 의하면, 임의의 물리적 결과는 충분한 물리

적 원인을 가진다. 즉 어떤 물리적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것을 충분하게 

발생시키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물리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정신적 속성 이 야기한 물리적 결과 ∗는 충분한 물리적 원인 
를 가진다. 즉 효력 논제에 의해 이 ∗를 야기했다는 점이 주어지면, 

폐쇄 논제에 의해, 가 ∗의 원인이 된다.7)

5) 김재권은 Kim (2014)에서 이러한 방식의 추론을 인과에 대한 발생/생산의 관점에

서도 고려한다. 그에 의하면 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 Kim (2014) p. 13.
6) 이 문단에서 소개된 논증은 Kim (2014)에서 제시된 “수반이 폐쇄를 함축한다”는 

논증에 해당한다.
7) 앞의 두 문단을 건너 뛰지 않는 방식으로 구성된 배제 논증이 Kim (2005)에서 

“종결 1 방식의 배제 논증” 또는 Kim (2014)의 “수반로부터의 [배제] 논증”에 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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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환원적 물리주의는 정신적 속성과 물리적 속성이 서로 구분된다는 

구분 논제를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구분되는 과 가 모두 

∗의 원인이다. 그렇다면 ∗가 두 개의 원인에 의해서 과잉결정된 것처

럼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이 ∗를 야기할 때마다 매번 성립한다는 점

에서, 현 상황은 체계적, 일반적 과잉결정 상황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

다. 그러나 정신 인과에서 매번 해당 결과가 이런 식으로 과잉결정된다

고는 믿기는 어렵다. 즉 우리는 다음과 같은 비-과잉결정 원리를 받아들

인다: 정신 인과에서 해당 결과 ∗는 일반적으로 과잉결정되지 않는다.8)

여기서 인과적 배제 원리가 들어온다. 이 원리는 “정신적 속성의 물리

적 결과가 일반적으로 과잉결정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에 대한 충분한 

원인은 하나보다 많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9) 이 원리는 바로 앞의 비-

8) Kim (2014)에서 제시된 “수반으로부터의 [배제] 논증”과 “폐쇄로부터의 [배제] 논
증”은 공식적으로는 여기서 종결된다. 하지만 김재권은 (비공식적으로) 적절한 추

론을 동원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론으로 더 나아간다: (…) 따라서 애초에 가

정했던 바인 이 ∗의 원인이라는 것은 거짓이다.
9) 원문에 등장하는 “no … more than one sufficient cause”라는 표현은, 사실, 중의적

이다. 첫째, 우리는 이 구절을 “충분한 원인이 하나보다 많이 있을 수 없다”는 의

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라면, 한 개의 충분한 원인이 주어진 상황

에서 충분하지 않은 원인들이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밖의 다른 충분한 원인은 허용될 수 없다. 둘째, “충분한 원인보다 그 이상의 

어떤 원인도 있을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라면, 한 

개의 충분한 원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그 밖의 원인은 일체 허용될 수 없다. 즉 

충분하지 않은 원인이라도 그것이 원인이라면 존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든 인과적 배제 원리가 인과적 배제 논증에서 가지는 함의나 

역할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해당 구절의 이러한 중의성

에 착안하여 인과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해법은 본고의 관심의 대상은 아니다.) 즉 인과적 배제 원리는 정신적 원인과 물

리적 원인이 해당 결과에 대해 진정한 원인의 자리를 놓고 인과적으로 경쟁한다

고 말하며, 나아가 해당 결과에 대한 진정한 원인의 자리는 오직 하나 밖에 없다

고 말한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 하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조

금 더 분명히 나타내고자, 여기서 원문의 해당 구절을 “충분한 원인은 하나보다 

많을 수 없다”라고 번역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정신적 원인이 해당 결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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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결정 원리와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명제를 낳는다: ∗에 대한 충분

한 원인은 하나보다 많을 수 없다. 그런데 ∗에 대해 과 라는 충분한 

원인이 두 개인10) 현 상황은 이 명제에 반한다. 그렇다면 가 ∗의 충

분한 원인이 아니거나 이 ∗의 (충분한) 원인이 아니다. 가 ∗의 충

분한 원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 결론을 

얻는다: 이 ∗의 (충분한)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11)

§ 2. 공식적 배제 논증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판본의 배제 논증을 제시하여 왔다. 예를 들어, 

야블로, 베넷, 네이, 캘러스트럽, 멘지즈 등은 미묘하게 서로 다른 판본의 

배제 논증을 제시한 바 있다.12) 한편, 많은 학자들이 김재권이 제시한 배

제 논증을 기본적인 또는 표준적인 형태의 배제 논증으로 삼는다. 본고

에서도 이러한 관행에 따라 김재권의 배제 논증을 “공식적” 배제 논증으

로 삼고자 한다. 본고는 김재권의 여러 배제 논증 중에서 Kim (2005)의 

“종결 2 방식”의 배제 논증을 공식적 배제 논증으로 채택할 것이다.13)

김재권은 기본적으로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구성하는 네 논제들과 두 

형이상학적 원리들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 논증의 전제로 채택

한다.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구성하는 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4)

서 “충분한 원인”으로 간주할 것을 그리고 “원인”을 “충분한 원인”으로 볼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두 번째 의미 하에서도, 물론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적절한 해

석과 조치를 동반하여, 실질적 내용의 차이 없이,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10) 바로 위의 주석에서 언급한 두 번째 의미를 염두한다면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충분한 원인, 그 밖에 어떤 원인이 존재하는”
11) 종결 2 방식의 배제 논증은 중간의 두 문단을 건너뛰고 여기에서 끝난다. 반면

에 종결 1 방식의 배제 논증은 중간의 두 문단을 모두 거쳐서 여기에서 끝난다. 
12) Yablo (1992); Bennett (2008); Ney (2007); Kallestrup (2006); Menzies (2008), 

(2013). 이들에 대한 김재권의 논평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Kim (2014) pp. 4-9.
13) Bennett (2007). 
14) Kim (2005) pp. 33-35, p. 43; Kim (2014)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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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논제: 때때로 정신적 속성은 물리적 사건을 야기한다.

폐쇄 논제: 물리적 사건이 (시점 에) 한 원인을 가지면, 그 사건은 (시

점 에) 한 충분한 물리적 원인을 가진다.

구분 논제: 정신적 속성과 물리적 속성은 서로 다르다.

수반 논제: 정신적 속성은 물리적 속성에 (강하게) 수반한다. 

두 형이상학적 원리는 다음과 같다.15)

비-과잉결정 원리: 정신적 속성의 물리적 결과는 일반적으로 과잉결

정되지 않는다. 

인과적 배제 원리: 정신적 속성의 물리적 결과가 일반적으로 과잉결

정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에 대한 충분한 원인은 하나보다 많을 수 없

다.16)

배제 논증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김재권의 설명을 살펴보자.17)

“[효력 논제에 의해,]18) (1) 은 ∗의 원인이다. 폐쇄 논제에 의해, (2) 

∗는 이 예화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한 물리적 원인─그것을 라고 

부르자─을 갖는다. 구분 논제에 의해, (3) 과 는 다르다. 이러한 

15) Kim (2014) pp. 9-10; Kim (2005) p. 42.
16) 김재권은 Kim (2014)에서 배제 논증의 전제에서 인과적 배제 원리를 제외하고 

비-과잉결정 원리만을 전제로 채택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

나 나는 우리가 이 전제를 [즉 인과적 배제 원리를] 필요로 하는지 볼 수 없다. 
비록 내가 그것을 스스로 때때로 사용했지만 말이다. 이 이른바 [인과적] 배제 원

리는, … 사실상(virtually) 분석적이고 본질적으로 공허하다.” Kim (2014) p. 10. 
 본고는 인과적 배제 문제에 관한 논의의 일반적 관행에 따라 인과적 배제 원리

를 명시적 전제로 포함하는 형태의 배제 논증을 공식적 판본으로 삼을 것이다.
17) Kim (2005) p. 44.
18) 김재권은 Kim (2005)에서 실제로는 수반 논증의 1단계 논증(즉 하향 인과 논증)

의 결론─이 ∗의 물리적 수반 기초 속성 ∗를 예화하도록 야기함으로써 ∗

를 예화하도록 야기한다는 명제─에서 (1)을 도출하면서 배제 논증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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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으로부터, (4) 그러므로 ∗는 과 라는 두 개의 구분되는 원인

들을 갖는다. 그리고 이것은 인과적 과잉결정의 경우가 아니다. (5) 그

러므로, 인과적 배제 원리에 의해, 이나  중에서 하나가 날아가야 

한다. (6) 폐쇄 논제와 인과적 배제 원리에 의해, 이 날아가야 한다; 

가 남는다.”

요컨대 공식적 배제 논증의 주요 구조는, 대략, 다음과 같다.

구분 논제, 효력 논제, 폐쇄 논제, 비-과잉결정 원리, 인과적 배제 원리

가 결합하여 비일관성을 낳는다.

─────

(다른 전제들이 아닌) 효력 논제가 부인되어야 한다.

이 추론은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김재권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19)

“이 지점에서 인과적 배제 원리가 적용된다:  또는 가 ∗의 원인

으로서 자격이 상실되어야 한다. 잠깐만 생각해 보아도 이 자격을 

상실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자

격을 상실한다면, 인과적 폐쇄 원리가 다시 치고 들어오는데, 다시 말

해서, 물리적 속성 ∗가 원인(즉 )을 가지기 때문에, ∗는 (과 같

은 시점에 발생하는) 물리적 원인을 가져야만 한다 … 우리는 같은 상

황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물리적 원인과 정신

적 원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한다. 만약 의 편을 들면서 정신적 

원인 을 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한 후퇴에 걸려들 것이다─또

는 영원히 같은 자리에서 헤엄치고 있을 것이다.”

한편, 김재권은 약간 다른 내용의 답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도 한

다.20)

19) Kim (2005) p. 21.
20) Kim (2014) pp.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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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논제, 효력 논제, 폐쇄 논제, 비-과잉결정 원리, [인과적 배제 원

리]는 함께 비일관적이고, … 효력 논제, 폐쇄 논제, 그리고 비-과잉결

정 원리[와 인과적 배제 원리]는 구분 논제의 부정을 함축하는데, 이

것은 정확하게 환원적 유형 물리주의로서, 정신적 속성들이 물리적 

속성들과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효력 논제는 거의 대부분의 철학자들

에 의해 수용될 것이다. 정신 인과를 잃는다는 것은, 포도의 말을 빌

리자면, “세계의 종말”이다; 그것의 거부는 부수현상론이다. … 비-과

잉결정 원리[와 인과적 배제 원리]는 예외없는 것처럼 보인다. … 앞

에서 말한 것처럼, 효력 논제, 폐쇄 논제, 비-과잉결정 원리[와 인과적 

배제 원리]는 물리주의를 함축한다. 그러므로, 폐쇄 논제를 받아들이

는 사람은 누구나 그럼으로써 물리주의에 가담하게 된다.”

여기서 김재권은 비환원적 물리주의자에게 환원적 물리주의를 받아들

일 것을 종용하고 있다. 다르게 말하자면, 김재권은 비환원적 물리주의가 

환원적 (유형 동일성) 물리주의로 붕괴한다고 말하고 있다.21) 

정리하자면, 비환원적 물리주의 하의 정신 인과에서 구분 논제, 효력 

논제, 폐쇄 논제, 비-과잉결정 원리, 인과적 배제 원리가 결합하여 비일

관성을 낳는다. 이러한 비일관성으로부터 비-과잉결정 원리와 인과적 배

제 원리가 결합하여 심물 인과와 물물 인과가 양립할 수 없다는 중간 결

론을 낳고, 더 나아가, 폐쇄 논제와 인과적 배제 원리가 결합하여 심물 

인과가 날아가야 한다는 최종 결론을 낳는다. 혹은 다른 모든 논제들과 

원리들은 모두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구분 논제가 부정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심물 인과가 날아가거나 구분 논제가 부

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신적 속성이 부산현상이거나 아니면 정신적 속

성과 물리적 속성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1) 김재권은 Kim (2014)에서 자신이 말하는 환원적 물리주의가 파이글과 스마트가 

주창했던 고전적 유형 동일성 입장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Kim (2014) p. 16. 
cf. Feigl (1958); Smart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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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공식적 배제 논증은 단계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제기한

다.

비일관성
문제

구분, 효력, 폐쇄,
비-과잉결정 원리
인과적 배제 원리

─────
비일관성

과잉결정
문제

아니면

부수현상
문제

아니면

2절. 반사실 의존 해법과 배제 논증의 보완

많은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들이 배제 논증에 대해 반사실 의존 해법을 

통해 대응하여 왔다. 지금까지 문헌에서 제시된 반사실 의존 해법은 크

게 두 종류가 있는 듯하다. 하나는 과잉결정을 반사실 의존 관계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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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배제 논증의 도전을 극복하고자 하는 접근

법이다. 다른 하나는 인과를 반사실 의존 관계로 분석하고 그러한 분석

을 바탕으로 배제 논증의 도전을 극복하고자 하는 접근법이다. 전자에는 

베넷의 해법이 있고, 후자에는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되어 있다.

후자의 해법들은 초창기에 인과에 관한 (초기) 루이스의 이론에 호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이 해법의 초창기 지지자였던 호간, 베

이커, (초기) 로우어 등이 그렇다.22) (그런데 이러한 초창기 해법을 대표

하는 학자들의 다소 “허술한” 입장으로 인해) 반사실 인과 접근법 일반

에 대한 김재권의 맹렬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통적 입장의 해법은 최근까지 캘러스트럽, 크뢰델, 선우환 등의 

주도적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들에 의해서 면면히 계승 및 발전되고 있다. 

한편, 근래에는 더욱 다양한 반사실 의존 해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동향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전통적이고 표준적인 의미론인 루이스의 의미론을 바탕으로 하지만 개선

된 반사실 인과 해법이 등장하였고 아울러 대안적 의미론을 바탕으로 하

는 대안적인 반사실 인과 해법이 등장하였다. 둘째, 인과가 아닌 과잉결

정에 관한 반사실 의존 접근법을 바탕으로 하는 참신한 해법(베넷의 해

법)이 등장하였다. 셋째, 정신적 상태가 다수 실현 가능하다는 논제(다수 

실현 논제)가 정신적 속성의 인과적 효력을 입증하기 위한 적극적인 논

거로 활용되고 있다. 넷째, 정신적 속성이 실현 조건이 성립하는 가운데 

핵심 실현자에 의해서 필연화된다는 논제(조건 실현 논제) 하에서 인과

적 배제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부상하고 있다.23)

§ 1. 반사실 의존 해법들

22) Horgan (1989); Baker (1993); Loewer (2002).
23) 마지막 논점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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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적 배제 문제에 대한 반사실 인과 해법의 대표적 초창기 지지자로 

흔히 베이커가 거론된다. 베이커는 반사실 인과 해법이 인과적 배제 문

제를 해결한다고 (또는 해소한다고)24)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25)

“예를 들어, 질이 그녀의 열쇠를 다시 가지러 가기 위해서 서점으로 

돌아갈 때, 그녀가 생각한 것은 그녀가 한쪽 구석에 그녀의 열쇠를 두

고 왔다는 것이고 그녀가 그것을 도로 가져오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녀가 생각한 것은 그녀가 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적 사실에 

의해서 영향을 미친다: 만약 그녀가 열쇠를 두고 왔다고 생각하지 않

았더라면 그녀는 서점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열쇠를 두고 왔다고 생각했다는 점이 주어지면, 다른 점이 모두 같다

면, 그녀의 돌아감은 필수불가결하다.”

베이커의 진술에는 반사실 인과 해법의 핵심이 담겨 있다.26) 그것은 

정신 인과에서 해당 결과가 정신적 속성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한다는 점

으로부터 정신적 속성이 해당 결과의 원인이라는 점이 따라 나온다는 것

24) 베이커가 반사실 인과 해법에 호소할 때 인과적 배제 문제가 “사라진다”고 주장

한다는 점에서 베이커의 입장을 “반사실 인과 해결법”이 아니라 “반사실 인과 해

소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지도 모르겠다. 예를 들어, 베이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인과를 이해해야 할 것인가? 나의 제안은 

우리의 철학적 출발점으로서, 인과의 본성 또는 실재의 본성에 대한 형이상학적 

교의가 아니라,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련의 설명들을 채택

하자는 것이다. … 만약 우리가 형이상학적 그림을 제쳐 두고 그 설명들과 함께 

시작하면, 인과는 설명적 개념이 된다. … 만약 우리가 형이상학자들이 애호하는 

인과와 설명의 우선성을 뒤바꾸면 정신 인과의 문제는 그저 녹아 없어져 버린다. 
…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가? … 원인과 설명의 우선성을 바꿈으로써, 형이상학적 판본

의 질문은 일어나지 않으며, 원래의 문제는 쉬운 답을 가진다” Baker (1993) pp. 
92-93.

25) Baker (1993) p. 93.
26) 베이커의 진술에서 “다른 점이 모두 같다면”이나 “필수불가결하다”와 같은 구절

은 반사실 조건문에 관한 표준적 의미론에 의하면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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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런데 베이커의 해법이 ‘초창기’ 해법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베이

커가 정신적 속성과 물리적 사건 사이의 반사실 의존 관계를 경험적 관

찰로부터 직접적으로 정당화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 입장을 “직접주

의”라고 부르자. 하르베케는 이 입장을, 대략,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27)

직접주의에 의하면, 상식적 견해나 과학적 입장에 호소하여 정신 인

과에서 해당 결과가 정신적 속성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이 직

접적으로 정당화된다.

즉, 직접주의자는 상식적 내지 과학적 관찰에 근거하여 ∗가 에 반

사실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이 직접적으로 입증된다고 본다. 이 입장에 의

하면, 예를 들어, ‘철수가 비가 온다고 믿지 않았더라면 철수가 비옷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반사실 조건문은 상식적 내지 과학적 관찰에 

의해 직접적으로 입증된다. 즉, 직접주의자는 직접적 관찰에 의해서 (∼

 □→ ∼∗)가 참이라는 점이 확인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전통적 해법을 계승하는 캘러스트럽, 크뢰델, 선우환 등은 정신 

인과에서 해당 결과가 정신적 속성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을 간

접적으로 추론한다.28) 이 입장에 의하면, 정신 인과에서 정신적 속성이 

물리적 속성에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는 점과 물리적 속성

에 해당 결과가 반사실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으로부터 정신적 속성에 해

당 결과가 반사실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이 따라 나온다. 이 입장을 “간접

주의”라고 부르자. 하르베케는 이 입장을, 대략,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29)

간접주의에 의하면, 정신 인과에서 해당 결과가 물리적 속성에 반사

27) Harbecke (2014) p. 364. cf. Baker (1993) p. 93; Loewer (2001) p. 322f; Loewer 
(2002) p. 660f.

28) Kallestrup (2006) p. 473; Kroedel (2008); 선우환 (2008), (2011).
29) Harbecke (2014) p. 364. cf. Kroedel (2008) p. 137f; Heil & Mele (1991) p. 68; 

Horgan (1989) p. 61; Loewer (2007) p. 257; Kallestrup (2006) p.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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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으로 의존하고 물리적 속성은 정신적 속성에 반사실적으로 의존

하므로 해당 결과가 정신적 속성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한다.

간접주의자는 정신적 속성 과 해당 결과 ∗의 반사실적 의존 관계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신에,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추론해 낸다: 수반 논제에 의해, (∼ □→ ∼)가 

성립하고, 폐쇄 논제 혹은 이와 유사한 원리에 의해서 (∼ □→ ∼∗)

가 성립하고, 모종의 이행성에 의해서, (∼ □→ ∼∗)가 도출된다.

한편, 많은 학자들이 인과적 배제 문제에 관한 논의에서 다수 실현 논

제를 중요한 논거로 활용한다. 다수 실현 논제에 의하면, 정신적 속성의 

수반 기초는 현실 실현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실 실현자 가 

예화하지 않는 반사실 상황에서 와 구분되는 대리 실현자  등이 등장

함으로써 을 실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개입주의 노선의) 라아티카

이넨은 다수 실현 논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30)

“존의 행동의 원인이 존의 믿음인지 아니면 존의 두뇌 상태인지에 

(아니면 둘 다인지에) 대한 생각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 반사실문들을 고려해야 한다: (1) … 냉장고에 맥주

가 몇 병 있다는 존의 믿음이 그 믿음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변화되었

더라면, 존은 가게로 갔을 것[이고 냉장고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2) 

… 존의 두뇌 상태 가 그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변화되었더라면, 존은 

가게로 갔을 것[이고 냉장고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 (1)이 참이라

고 판명되는 것은 꽤 분명하다; … (2)는 어떠한가? 다수 실현 가능성

이 인정된다는 점이 주어지면, 다른 두뇌 상태 ′가 존재하는 것이 

가능해야만 하며, 그것은 와는 다르지만 냉장고에 맥주가 몇 병 있

다는 믿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한 세계는] 존이 냉장고

에 맥주가 몇 병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서 냉장고로 가는 대신에 가게

30) Raatikainen (2010) pp. 35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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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는 세계보다 현실 세계에 더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2)는 분명하게 거짓으로 판명된다. … 그러므로, 이 분석에 따르면, 

두뇌 상태 는, 겉으로 보이는 바와 달리, 존의 행동(존이 냉장고로 

감)의 원인이 아니고, 존의 믿음이 그 원인이다.” 

이러한 입장을 정신적 속성의 인과적 효력에 관한 반사실 조건문을 해

석할 때 일종의 “대리 해석”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대리주의”라고 하자.

하르베케는 이 입장을 “다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대리 해석”에 호

소하여 해당 결과가 정신적 속성에 의존하지만 현실 세계의 핵심 실현자

인 물리적 속성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으로 규정

한다.31) 하지만 정신 인과 문제에서 다수 실현 논제와 대리 해석을 허용

하는 학자들 중에는 해당 결과 ∗가 정신적 속성 이 아니라 물리적 

속성 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32) 이러한 고려

에 의해, 본고는 대리주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자 한다.33)

대리주의에 의하면, 정신 인과에서 반사실 조건문을 평가할 때 다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대리 해석이 허용될 수 있다. 대리 해석에 의하

면, 적어도 어떤 ∼인 최근접/최근사 세계에서 현실 실현자 와 다

른 대리 실현자 이 등장하여 이 정신적 속성 을 실현한다.

대리주의의 입장 내에서도 정신 인과 문제와 관련된 세부 의견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대리주의자들은 현실 실현자  대신 대리 실

현자 이 등장하는 반사실 상황에서 해당 결과 ∗가 여전히 발생한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 □→ ∼∗)는 거짓이고 따라서 물물 

31) Harbecke (2014) p. 364. cf. Mills (1996) p. 108f; Pietroski (1994) p. 358; 
Kallestrup (2006) p. 473; Raatikainen (2010); List & Menzies (2009).

32) Marras (1998); Crisp & Warfield (2001); Moore (2013); Zhong (2014); Pernu 
(forthcoming).

33) “대리주의”를 정신 인과와 관련된 반사실 조건문 평가에 관하여 다수 실현 논제 

및 대리 해석을 허용하는 입장 정도로 느슨하게 규정해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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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가 부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어떤 대리주의자들은 현실 실

현자  대신 대리 실현자 이 등장하는 반사실 상황에서 ∗가 아닌 이

것과 구분되는 ∗가 발생한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 □→ 

∼∗)는 참이고 따라서 물물 인과가 긍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34)

다른 한편, 베넷은 비환원적 물리주의자가 과잉결정에 관한 반사실 의

존 분석에 호소하여 인과적 배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35) 

베넷에 의하면, 정신 인과가 과잉결정에 해당하기 위한 필요조건들은 반

사실 조건문에 의해서 분석되며 비환원적 물리주의 하에서 이러한 필요

조건 중 하나 이상이 만족되지 않으므로 정신 인과는 과잉결정에 해당하

지 않는다. 즉 베넷은 과잉결정에 관한 반사실 의존 분석에 호소하여 비

환원적 물리주의 하에서 배제 논증의 도전을 극복하고자 한다.

한편, 본고는 반사실 조건문에 대한 해석에서 표준적 의미론으로 간주

되는 루이스의 의미론을 기본적으로 따르고자 한다.36) 

우선, 루이스의 의미론에 의하면, 반사실 조건문 ( □→ )의 진리 조

건은, 대략, 다음과 같다.37)

( □→ )가 참인 경우에 그리고 그 경우에만 가 참인 모든 최근접 

세계에서 가 참이다.38)

34) 다수 실현 논제와 관련된 최소한 세 가지 중요한 논점이 존재하는 듯하다. 첫째, 
다수 실현 논제는 참인가? 둘째, 다수 실현 논제가 참이라고 해도, 정신 인과에서 

현실 실현자가 예화하지 않는 반사실 상황에서 대리 실현자가 등장할 것인가? 셋
째, 정신적 속성 을 실현하는 현실 실현자 와 대리 실현자  등은 동일한 신

체적 움직임, 동일한 물리적 결과를 야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다시 말해서 현

실 세계의 와 반사실 세계의  등은 동일한 결과인 ∗로 수렴적으로 전개되는

가, 아니면 각각 상이한 결과인 ∗와 ∗ 등으로 발산적으로 전개되는가? 이러한 

논점들에 대한 입장에 따라, 각 입장의 결론은 매우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35) Bennett (2003), (2008). 이러한 접근법의 원형은 LePore & Loewer (1987) p. 639

에서 찾아볼 수 있다. 
36) Lewis (1973b), (1979).
37) Lewis (1979) pp. 7-10; (1973b)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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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말하자면, 

( □→ )가 참인 경우에 그리고 그 경우에만 어떤 ( & )인 세계

가 임의의 ( & ∼)인 세계보다 현실 세계에 더 가깝다.

루이스의 의미론에서, 전형적으로, 반사실 조건문에 대한 해석에서 역

행적(back-tracking) 해석은 금지된다. 비-역행적 해석을 위해서, 전형적으

로, 우리는 반사실 조건문의 전건이 만족되는 시점 이전까지 모든 과거

가 고정되는 방식으로 반사실 조건문을 해석해야 한다. 단, 반사실 조건

문의 전건이 만족되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은 기적”, 즉 법칙의 

최소한의 위반만이 허용되며, 그 밖의 모든 법칙들과 모든 개별 사실들

은 가급적 최대한 보존되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반사실 

조건문을 해석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계들 사이의 전반적 비교-유

사성의 기준들을 준수해야 한다.39)

“(1) 큰, 폭넓은, 다양한 법칙의 위반을 피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

다. 

(2) 개별 사실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시공적 영역들을 최대화하는 것

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

(3) 작은, 국지화된, 단순한 법칙의 위반들조차 피하는 것이 세 번째로 

중요하다.

(4) 우리의 관심을 크게 끌고 있는 문제들에서조차 개별 사실의 근사

적 유사성을 지키는 것은 그다지 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루이스의 의미론에서 반사실 의존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사건 

에 사건 가 반사실적으로 의존하는 경우에 그리고 그 경우에만 (가 

38) 여기서 ‘모든’이라는 관형어구가 있는 것은 최근접 세계들이 다수일 수 있음과 

그 세계들 간의 ‘타이’를 허용하기 위해서이다.
39) Lewis (1979) p. 472; Lewis (1986) pp. 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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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더라면 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루이스의 반사실 인과론에 의하면, 두 사건 
가 의 원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다: 

( □→ ) 그리고 (∼ □→ ∼).40) 한편, 과잉결정에 관한 반사실 분

석에 의하면, 두 사건 와 가 결과 를 과잉결정하기 위해서는 「( & 

∼) □→ 」와 「(∼ & ) □→ 」가 만족되어야 한다.41)

다른 한편, 루이스식 접근법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우드워드의 개

입주의 노선의 접근법을 간단하게 살펴보자.42) 개입주의 인과론의 기본 

아이디어는 원인이란 결과에 차이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는 데 있다. 철

수가 돌을 던졌고 유리병이 깨졌다고 해 보자. 철수가 돌을 던짐 가 유

리병이 깨짐 의 원인인가? 개입주의 인과론에 의하면, 철수가 돌을 던

진 상태를 돌을 던지지 않는 상태로 변화시키는 개입을 시행했을 때 (그

리고 그 밖의 다른 조건은 고정했을 때) 유리병이 깨지는 것에서 유리병

이 깨지지 않는 것으로의 변화가 동반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험”

은 가 의 발생 여부에 차이를 만든다는 “증거”를 산출하며 이를 기반

으로 가 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40) 이것은 반사실 인과 해법을 대표하는 선우환, 로우어, 멘지즈 등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선우환 (2011) pp. 336-367; Loewer (2015) p. 57; Menzies 
(2013) p. 74. 물론 각각의 입장은 세부적으로 볼 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선우환

은 초기 루이스의 이론을, 로우어는 루이스의 영향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멘지즈

는 비례적 인과론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서 개입주의 노선의 입장을 취한다. 
한편, 반사실 의존 관계가 인과를 위한 충분조건이라는 논제에만 가담하는 이도 

있다. 이들은 이른바 선점 사례들과 과잉결정 사례 등이 반사실 의존 관계가 인

과 관계를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논제에 대한 반례가 된다고 우려한다. Kroedel 
(2008) p. 126. cf. Lewis (2004) p. 78; Hall (2004) p. 226. 한편, 선우환은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선언적 원인 또는 선언적 설명이라는 대안을 일찌감치 내 놓은 바 

있다. 선우환 (1991), (2002). Sartorio (2006)도 참조하시오.
41) Bennett (2003) pp. 479-480; Lewis (1986) “Postscript to “Causation””; Schaffer 

(2003).
42) 김성수는 “개입주의”가 아닌 “조종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김성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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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주의 인과론에서 인과 시험을 할 때 개입을 올바르게 시행하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인과론은 의 변화에 의해서만 의 변화가 

뒤따르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해당 인과 시험에서 에 관해서

만 개입을 해야 한다. 즉 에 관한 개입 에서 와 다른 모든 요인들은 

가급적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철수가 돌을 던지지 않도록 

만드는 개입 가 난데 없이 영수가 대신 돌을 던지게 만든다면, 그러한 

개입  하의 인과 시험은 철수가 돌을 던짐이 유리창이 깨짐 여부에 차

이를 만드는지 아닌지에 관해서 올바로 판단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

올바른 개입이란, 대략, 다음과 같다: 가 의 원인인 경우에 그리고 

그 경우에만 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모든 요인들을 고정한 

상태에서 를 다르게 변하도록 만드는 개입  하에서 의 변화가 동반

된다. 달리 말하자면, 가 의 원인인지에 관한 인과 시험에서 에 관

한 개입 는 결과 에 대한 인과적 교란자들을 모두 통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개입  하에서 의 변화에 의 변화가 동반된

다면, 그것은 의 변화가 오직 의 변화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확인하는 

셈이며, 따라서 가 의 원인이라고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올바른 개입을 위한 규칙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먼저 직관적인 아이디

어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하다. 샤피로의 다음 그림을 보자.43)

43) Shapiro (2012) p.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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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은 가 의 원인인지에 관한 개입주의 노선의 인과 시험에서 

(a)는 에 관한 개입 가 올바른 경우를, (b)와 (c)는 잘못된 경우를 나타

내고자 하고 있다. 이 그림이 전하고자 하는 요점은 다음과 같다.

(a) 의 변화는 의 개입으로 인한 의 변화로부터만 나오고 있으며 

로부터 를 거쳐 로 가는 경로 밖에 있는 그 어떤 요인들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b) 의 변화는 로부터 를 거쳐 로 가는 경로 밖에 있는 요인 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 경우 의 변화가 오직 의 변화로부터 나오는

지 확신할 수 없다. 

(c) 의 변화가 의 변화에 동반되긴 하지만, 의 변화는 와 의 

공통 요인의 변화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의 변화가 의 변화

로부터 나오는지 확신할 수 없다.

올바른 개입을 규정하는 다음 두 논제는 (우드워드가 선도하는) (우드

워드의) 개입주의 의미론과 인과론의 초석으로 알려져 있다.44)

(M) 한 변항 집합 에 관하여 가 의 (유형-수준의) 직접적인 원인이

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다음과 같다: 에 대한 가능한 개입이 존

재하되, [그 개입은] 에 있는 다른 모든 변항들 를 어떤 값에 고

정하였을 때 를 변화시킨다.45) 한 변항 집합 에 관하여 가 의 

(유형-수준의) 기여하는 원인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다음과 같

다: 에 대한 어떤 개입이 존재하되 (ⅰ) 에서 로 가는 방향적

(directed) 경로가 존재하고 이 경로의 각 연결은 직집적인 인과적 

관계를 가지며 … 그리고 (ⅱ) [그 개입은] 이 경로 상에 있지 않은 

다른 모든 변항들을 어떤 값에 고정하였을 때 를 변화시킨다.

44) Woodward (2003) p. 59, p. 98. 위의 그림을 참조하면 논제 (M)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성수 (2009)에 제시된 유익한 해설도 참조하시오.
45) 뒤따르는 다음 구절을 생략하였다: “또는 의 확률 분포를 변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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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에 관하여 가 에 대한 개입 변항인 경우에 그 경우에만 (ⅰ) 는 

를 야기한다; (ⅱ) 는 를 야기하는 다른 모든 변항들에 대한 스

위치로서 작동한다;46) (ⅲ) 로부터 로 가는 방향적 경로는 모두 
를 통과한다;47) (ⅳ) 는 의 원인이면서 를 통하지 않는 방향적 

경로 상에 있는 임의의 변항 에 (통계적으로) 독립적이다.

우드워드의 개입주의 인과론은 “속성”, “속성 예화” 등의 용어 대신에 

“변항(variable)”, “변항의 값(value)”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개입주의 인

과론은 인과를 귀속시키기 위해서 변항 의 값을 다른 값으로 변화시켰

을 때 변항 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혹은 일어났을지 검사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변항들은 많은 값을 가지지만(many-valued) 특별한 경우에 그 

값은 이진적(binary)일 수 있다. 인과적 배제 문제에서 정신적 속성의 인

과적 효력을 검사할 때, 우리는 그 속성이 예화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

라서 해당 결과가 발생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따진다. 이러한 고려 하

에, 우리는 이진적 값을 가지는 속성 변항에 관한 개입주의 노선의 인과

를 위한 필요충분조건 논제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48)

46) 뒤따르는 다음 구절을 생략하였다: “즉, 의 특정 값들에 대하여, 가 그러한 값

들을 얻을 때, 는 를 야기한 다른 변항들의 값들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그 

대신에 에 의해서 취해진 값들에만 의존한다.”
47) 뒤따르는 다음 구절을 생략하였다: “즉 는 직접적으로 를 야기하지 않으며 

로부터 구분되는 의 임의의 원인들의 한 원인이 아니며, 단, 물론,  →  → 
연결 자체에 내립되어 있는, 의 원인들(그런 것이 있다면)에 대해서는 예외이다; 
즉 다음은 예외이다: (a) 의 결과들인 의 원인들 모두(즉 와  사이에서 인

과적인 변항들) 그리고 (b) 와  사이에 있고 와 독립적으로 에 아무 영향도 

가지지 않는 의 원인들 모두.”
48) 샤피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 에서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은 다음이 성

립할 때이다: (CF1) ( = )로 설정하는 한 개입이 발생하였더라면, ( = ). 
(CF2) ( = ∼)로 설정하는 한 개입이 발생하였더라면, ( = ∼). Shapiro 
(2012) p. 510. 
 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N) 한 속성 가 다른 속성 의 원인인 경우에 그

리고 그 경우에만 [다음이 성립한다:] (N1) ([해당] 인과적 그래프의 다른 모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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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개입 하에 ( = 예화함)이 성립했더라면, 그 개입 하에 ( = 

예화함)이 성립하였을 것이다.

적절한 개입 하에 ( = 예화하지 않음)이 성립했더라면, 그 개입 하에 

( = 예화하지 않음)이 성립했을 것이다.

우리는 두 조건을 간단하게 “( □→ )”와 “(∼ □→ ∼)”로 각각 

기호화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의할 점은 “( □→ )”는 (M)과 (Ⅳ)와 같

은 논제로 구성된 개입주의 의미론에 따라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 )”를, 루이스의 의미론의 방식과 달리, “가 참인 모든 최근

사 세계에서 가 참이다”로 읽기로 하자.49) 개입주의 인과론 하에서 인

과를 위한 필요충분조건 논제를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나타내자.50)

관한 변항들이 고정된 채) ( = 현존)으로 설정하는 개입이 발생하였더라면 ( = 

현존); (N2) ([해당] 인과적 그래프의 다른 모든 유관한 변항들이 고정된 채) ( = 

부재)로 설정하는 개입이 발생하였더라면 ( = 부재). Zhong (2014) p. 344.

49) 리스트와 멘지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실 상황에서 의 현존이 의 현존에 

대해 차이를 만드는 경우에 그리고 그 경우에만 (ⅰ) 유관하게 유사한 임의의 가

능 상황이 를 예화한다면, 그것은 를 예화하고, 그리고 (ⅱ) 유관하게 유사한 

임의의 가능 상황이 ∼를 예화한다면, 그것은 ∼를 예화한다. List & Menzies 
(2009). p. 482. 
 멘지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실 세계에서 이 에 대해 차이를 만드는 

경우에 그리고 그 경우에만 다음이 현실 세계에서 참이다: (ⅰ) 유관하게 유사한 

가능 상황 모두에서 이 성립하면 도 역시 성립하고, 그리고 (ⅱ) 유관하게 유

사한 가능 상황 모두에서 이 성립하지 않으면 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Menzies (2013). p. 73.
50) 리스트와 멘지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실 세계에서 의 현존이 의 현존에 

대해 차이를 만드는 경우에 그 경우에만 현실 세계에서 다음이 참이다: (ⅰ) (가 

현존함 □→ 가 현존함) 그리고 (ⅱ) (가 부재함 □→ 가 부재함). List & 
Menzies (2009) p. 483. 
멘지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실 세계에서 이 에 대해 차이를 만드는 경

우에 그리고 그 경우에만 다음이 현실 세계에서 참이다: (ⅰ) (이 성립함 □→ 

가 성립함) 그리고 (ⅱ) (이 성립하지 않음 □→ 가 성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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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 원인인 경우에 그리고 그 경우에만 ( □→ ) 그리고 (∼
□→ ∼).

개입주의 반사실 의미론(최근사 세계 의미론)이 루이스의 반사실 의미

론(최근접 세계 의미론)과 크게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한 센

터링” 가정을 거부하고 “약한 센터링” 가정을 채택한다. 그 이유는 가 

의 원인이기 위한 필요조건인 ( □→ )가 현실 세계에서 사소하게 

성립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51) 둘째, ( □→ )는 현실 상황에서 

성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실 상황과 대단히 유사한 상황들에서도 여전

히 참으로 남아야 한다. 즉 현실 상황을 구성하는 배경 조건들을 허용가

능한(admissible) 정도로 변경을 가한 상황에서도 ( □→ )가 참이어야 

한다. 즉 ( □→ )는 둔감하거나 내지 안정적이어야 한다.52)

이제, 본고에서 다루게 될, 세 가지 주요 반사실 의존 해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1) 반사실 일관성 해법. 베넷의 해법이 대표적이다.53) 이 해법은 과잉

결정에 관한 (루이스주의 노선의) 반사실 의존 접근법을 채택한다. 이 해

법은 배제 논증이 제기하는 비일관성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안된다. 

이 해법의 핵심 주장은 과잉결정에 관한 반사실 분석 하에서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구성하는 네 논제와 비-과잉결정 원리가 일관적이라는 것이

다. 이 해법의 핵심 논증은 다음과 같다: 정신 인과가 과잉결정이기 위

한 필요조건 중 하나인 「( & ∼) □→ ∗」가 거짓이다. 따라서 정

Menzies (2013) p. 74. 
51) Menzies (2013) pp. 74-75. 
52) List & Menzies (2009) pp. 497-499; Woodward (2006). 우드워드에 의하면, 어떤 

조건이 어느 정도로 허용가능한지는 맥락-의존적 문제로서, 해당 분야-특정적인 

규칙들이 특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53) Bennett (20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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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인과는 과잉결정이 아니다.

(2) 반사실 상속성 해법. 선우환의 해법이 대표적이다.54) 이 해법은 인

과에 관한 (루이스주의 노선의) 반사실 의존 접근법을 채택한다. 이 해법

의 핵심은 정신 인과에서 해당 결과가 물리적 속성에 반사실적으로 의존

한다는 점으로부터 해당 결과가 물리적 속성과 필연적으로 공외연적인 

정신적 속성에도 반사실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이 따라 나온다는 것이다. 

이 해법의 주요 논증은 다음과 같다: 이 ∗의 원인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인 ( □→ ∗)와 (∼ □→ ∼∗)가 참이다. 따라서 은 ∗의 원

인이다.

(3) 반사실 자율성 해법. 무어, 종, 페르누의 해법 등이 있다.55) 이 해

법은 인과에 관한 (개입주의 노선의) 반사실 의존 접근법을 채택한다. 이 

해법의 핵심은 정신 인과에서 한 정신적 속성에 다른 정신적 속성이 반

사실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으로부터 전자에 후자의 수반 기초인 물리적 

속성이 반사실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이 함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있다. 

이 해법에 의하면, 다수 실현 논제 하에서 ( □→ ∗)와 (∼ □→ ∼

∗)로부터 ( □→ ∗)과 (∼ □→ ∼∗)가 함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심 인과는 심물 인과를 함축하지 않는다.

§ 2. 공식적 배제 논증의 보완

본고는 공식적 배제 논증이 본고에서 다룰 주요 해법의 입장(베넷의 

입장, 선우환의 입장)을 고려할 때, 본 논의에 앞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그 이유는 비환원적 물리주의 하에서 정신 인과의 과잉결정 상

황에서 정신적 원인과 물리적 원인이 동등한 의미에서 원인이라는 점에

서 인과적 균형을 형성하지만 배제 논증의 전제들이 이러한 균형을 깨뜨

54) 선우환 (2008), (2011); Loewer (2002), (2007), (2015); Kroedel (2008). 
55) Moore (2013); Zhong (2014); Pernu (forth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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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 인과의 과잉결정 상황의 인과적 균형

을 깨기 위한 전제가 배제 논증에 명시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는 정신 인과에서 물리적 원인과 정신적 원인이 

해당 결과의 원인으로서 동등하다는 점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베넷과 

선우환은 각각 과 가 모두 ∗에 대한 충분한 원인이거나56) “완전한” 

원인으로서57) 두 원인은 동등한 의미에서 ∗에 대한 원인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의하면 배제 논증에서 나타나

는 정신 인과의 과잉결정 상황에서 폐쇄 논제와 인과적 배제 원리에 의

해서 문제의 균형이 깨질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폐쇄 논제에 의하면, 해당 결과에 대한 (충분한) 정신적 원인과 

충분한 물리적 원인은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 폐쇄 논제는 (충분한) 정

신적 원인이 물리적 사건을 야기했을 때 해당 결과 사건이 충분한 물리

적 원인을 가진다는 점만 요구한다. 역으로, 해당 결과 사건이 충분한 물

리적 원인만 가진다면, 그 결과 사건이 비물리적 원인을 가지는 것은 얼

마든지 허용될 수 있다. 즉 폐쇄 논제는 문제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다. 

폐쇄 논제는 오히려 정신 인과의 과잉결정 상황의 인과적 균형을 지지

한다. 이것은 효력 논제와 폐쇄 논제가 결합하여 아무런 모순을 낳지 않

는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즉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구성하는 네 논제인 

효력 논제, 폐쇄 논제, 구분 논제, 수반 논제는 결합하여 그 자체로는 아

무런 비정합성이나 비일관성을 낳지 않는다. 이것은 폐쇄 논제가 비환원

적 물리주의를 정합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원리라는 점을 의미한다. 동시

에 이것이 바로 배제 논증에서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공격하기 위해서 두 

형이상학적 원리가 추가적 전제로 명시적으로 도입되는 이유이다.58)

56) Bennett (2003) pp. 472-474, p. 481.
57) 선우환 (2008), (2011).
58) 물리적 사건에 대한 비물리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폐쇄 논제보다 조금 더 

강한 원리, 예를 들어, 김재권이 제시한 “강한 폐쇄”와 같은 다른 원리가 필요하

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논점 선취의 오류를 범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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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과적 배제 원리59) 역시 정신 인과의 과잉결정 상황의 인과적 

균형을 깰 수 없다. 이 원리는 정신적 원인과 물리적 원인이 해당 결과

에 대해 둘 다 (충분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만 부정할 뿐이지, 두 

(충분한) 원인 중에서 어떤 것이 진정한 (충분한) 원인인지, 어떤 것이 

그렇지 않아서 (충분한) 원인의 자리에서 탄핵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그리고 이 원리도 정신 인과의 과잉결정의 균형을 깰 만한 설

명적 자원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이제 인과적 배제 원리를 지지하는 

논거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60) 

실, 김재권은 “강한 폐쇄” 논제를 동원하여 배제 논증을 재구성하는 전략을 잠깐 

고려하였다가 보류한 바 있다. Kim (2005) pp. 50-52. 베넷은 이에 대해 김재권이 

재미삼아 그리 하였을 것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Bennett (2008) p. 281. 각주 3.
59) 인과적 배제 원리가 조건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배제 논증에서 실제적인 역

할을 수행하는 원리는 비-과잉결정 원리와 인과적 배제 원리의 연언이 함축하는 

원리, 즉 “정신적 속성의 물리적 결과에 대한 충분한 원인은 하나보다 많을 수 

없다”는 원리일 것이다. 
60) 김재권은 인과적 배제 원리가 “거의 분석적 참”인 원리라고 말하면서 Kim 

(2014)에서는 배제 논증의 전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Kim (2014) pp. 9-10. 
 한편 어떤 사람들은 인과적 배제 원리가 동어반복으로서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

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Marras & Yli-Vakkuri (2008) p. 104. 
 하지만, 본고가 보기에, 인과적 배제 원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내지 자연의 

보편적 질서에 관한 실질적 진리를 말하고 있다. 즉 인과적 배제 원리는 우리가 

사는 세계의 실제 질서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경험적 진리이며, 실재하는 사실

들에 의해서 뒷받침된다(grounded).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과적 배제 원리

의 전건에서 말하는 과잉결정은 한 개의 결과 사건이 충분한 원인을 하나보다 많

이 가지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사는 세계나 자연 속에서 거의 일어

나지 않으며, 만약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아주 희귀한 경우에 한한다. 인
과적 배제 원리는 개별 인과 사례가 그러한 종류의 과잉결정의 경우가 아니라면, 
그것은 “충분한 원인을 하나보다 많이 가지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즉 인과적 배제 원리는, 실제 세계의 질서에 따라서, 인과 사례들을 아주 

희귀한 경우와 일반적인 경우로 분류하고 있는, 문자 그대로의, 진리이다.
 이러한 고려에 의해서 본고는 인과적 배제 원리가 전제로 포함되는 판본을 공식

적 배제 논증으로 삼고자 한다. 한편, 김재권의 주장과 같이, 인과적 배제 원리가 

“거의 분석적 참”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종류의 원리를 배제 논증에 명시적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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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과적 배제 원리가 (비-과잉결정 원리와 결합하여) 제기하는 문제

는 이렇다. 정신 인과의 과잉결정 상황은 두 개의 (충분한) 원인이 해당 

결과를 체계적으로, 일반적으로 과잉결정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세계 내지 자연에 대한 우리의 확신에 반하는 것 같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 내지 자연이 체계적으로, 일반적으로 불필요하게 낭비적인 

작업을 하지 않으며 동일한 한 사건에 대해 (충분한) 원인을 하나만 허

용하지 그것보다 많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이제 이러한 확신이 

옳다고 해보자. 그런데 이것은 기껏해야 정신 인과의 과잉결정의 인과적 

균형이 깨져야 한다는 당위만 말할 뿐, 그 이상의 내용, 즉 물리적 원인

이 남고 정신적 원인이 남아야 한다는 점을 전혀 말하지 않는다. 즉 인

과적 배제 원리는 (비-과잉결정 원리와 결합하여) 정신 인과의 과잉결정

에서 물리적 원인이 남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2) 인과적 배제 원리는 그 “동반자 원리”로 불리는61) 설명적 배제 원

리에 의해 뒷받침된다.62) 설명적 배제 원리는 “임의의 한 사건에 대해서 

한 단일하고 완전하고 독립적인 설명 그 이상은 없다”라는 논제를 말한

다.63) 설명적 배제 원리는 “오컴의 면도날” 원리라고 불리는 경제성 원

리 내지 단순성 원리라는 형이상학적 원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64) 이

러한 원리들은 “존재자를 불필요하게 만들지 말라” 내지 “근본적 존재자

를 불필요하게 만들지 말라”는 정도의 원리로 이해될 수 있다.65) 그런데 

비환원적 물리주의에 의하면 정신적 속성은 물리적 속성 못지 않게 필요

한 존재자이자 근본적 존재자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에 호소해서 정신 

로 추가하는 조치는 논증의 실질적 내용을 전혀 변경하지 않을 것이므로, 본고에

서 취하는 조치는 그렇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61) Kim (2005) p. 17.
62) 두 원리는 상보적으로 뒷받침되거나 상호 뒷받침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63) Kim (1988) p. 233.
64) Kim (1989a) p. 98. 여기서 김재권은 설명적 배제 원리가 단순성 원리의 한 “특

수한 사례”라고 말한다.
65) Schaffer (2009) p.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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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의 과잉결정 상황에서 정신적 원인과 물리적 원인 사이의 인과적 균

형이 어느 한 쪽에 유리한 방식으로 붕괴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3) 김재권은 설명적 배제 원리를 (그럼으로써 인과적 배제 원리를) 사

례 연구를 통해 뒷받침한다. 김재권은 두 “추정상” 원인이 한 개의 결과

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설명적 배제 원

리가 합당하게 지지된다고 주장한다.66) 그런데 김재권은 이러한 사례 연

구에서 두 추정상의 원인이 비환원적이고 수반적인 관계를 맺는 사례들

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분석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추정상 

두 원인 사이에 비환원적이고 수반적인 관계가 성립하는 정신 인과의 과

잉결정 상황에 대해 설명적 배제 원리나 그것의 동반자 원리인 인과적 

배제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67) 

오히려 정신적 원인이 물리적 원인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에

서, 독립된 설명들 간의 경쟁에 대해서 말하는 설명적 배제 원리에 의해

66) Kim (1988)의 사례들: (1)  = 인 경우 (2) 가 에 환원가능하면서 수반되는 

경우 (3) 와 가 단지 부분적인 원인인 경우 (4) 와 가 로 가는 인과적 사슬

의 고리를 이루는 경우 (5) 가 의 한 부분인 경우 (6) 와 가 에 대해 각각 

충분한 원인인 경우. 즉 “인과적 과잉결정의 경우”. Kim (1988) pp. 233-235. 
Kim (1989a)의 사례들: (1)  = 인 경우 (2) 와 가 구분되지만 가 에 어떤 

분명한 의미에서 “환원가능하거나” 또는 “수반되는” 경우 (3) 도 도 그 자체로 

에 대해 “충분한” 원인이 아니지만 각각이 충분한 원인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경우 (3-1) 가 의 진부분인 경우 (4) 와 가 인과적 사슬의 고리를 이루는 경

우 (5) 와 가 에 대해 각각 충분한 원인인 경우. 즉 “인과적 과잉결정의 경

우”. Kim (1989a) pp. 89-92.
Kim (1995)의 사례들: (1) 부분 원인인 경우 (2) 과잉결정인 경우 (3) 인과적 사슬

의 경우 (4) 동일성의 경우 (5) 수반의 경우. 여기서 김재권은 수반의 경우에 수

반 관계가 의존 관계이므로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며, 상위의 인과적 이야기를 하

위의 것으로 환원가능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설명적 배제 원

리가 정당화된다고 말한다. Kim (1995) pp. 125-126. 
67) 한편, 선우환은 부분 원인 사례의 경우 반사실 인과론 하에서 각각의 부분 원인

이 모두 “완전한” 원인이 되므로 설명적 배제 원리가 적어도 부분 원인 사례에 

대해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선우환 (2011) p. 38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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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신 인과의 과잉결정 상황의 인과적 균형이 허용될 여지도 있다. 

즉, 정신 인과의 과잉결정 상황은 정신적 원인과 물리적 원인 사이의 존

재론적 의존 관계에 의해서 설명적 배제 원리의 적용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고, 설명적 배제 원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정신적 원인이 ‘인과

적으로 독립적’인 원인의 지위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요컨대 김재권은 원리적으로나 사례적으로나 정신 인과의 과잉결정 상

황에서 어느 한 원인이 붕괴되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하게 보이지 못했

다. 정신 인과의 과잉결정 상황에서 폐쇄 논제는 평화로운 공존의 가능

성을 말하고 인과적 배제 원리는 그러한 박빙이 깨져야만 한다는 당위적

인 요구만 한다. 그렇다면 폐쇄 논제와 인과적 배제 원리가 정신 인과의 

과잉결정 상황에서 정신적 원인과 물리적 원인이라는 두 (충분한) 원인 

사이의 인과적 균형을 깨뜨릴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식적 배제 논증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신 인과의 과잉결정 상황의 

인과적 균형을 깨기 위한 조치가 보완되어야만 한다. 한 가지 방식은 추

가적인 다른 형이상학적 원리를 도입하는 것일 수 있다. 일단 수반 논제

가 들어와야 할 듯하다. 수반 논제는 수반되는 정신적 속성과 수반 기초 

속성인 물리적 속성 사이에 존재론적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

다. 그렇지만 수반 논제가 수반되는 속성의 인과력과 수반 기초 속성의 

인과력 사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까지 말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

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전제가 더 도입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68)

“인과적 상속 원리: 정신적 속성 이 한 체계에서 시점 에 물리적 실

현 기초 에 의해서(in virtue of) 실현된다면, 의 이 예화의 인과력들

은 의 인과력들과 동일하(거나 그 부분집합이)다.”69)

68) Kim (1992a), (1993) p. 326, (1998) p. 54. (원저자의 강조)
69) 수반 논제와 인과적 상속 원리를 결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대신 채택할 수도 있을 듯하다: “심신 수반: 정신적 속성 이 [시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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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김재권은 이 원리를 활용하여 배제 논증과 약간 다른 형태의 

논증을 통해서─이 논증을 “인과적 상속 논증”이라고 부르자─ 비환원적 

물리주의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 논증에 의하면, 비환원적 

물리주의는 환원적 물리주의로 붕괴하거나 부수현상론으로서만 생존하게 

된다.70) 그 논증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71)

효력 논제에 의해, 이 ∗의 (충분한) 원인이라고 하자. 수반 논제에 

의해, 은 에 수반한다. 폐쇄 논제에 의해, 는 ∗의 (충분한) 물리

적 원인이다. 인과적 상속 원리에 의해, ∗을 야기하는 데 모든 필요

하고 충분한 의 인과력은 가 가진 인과력과 동일하거나 그 부분집

합이며, 은 가 가지는 인과력과 구분되는 어떠한 인과력도 가지지 

않는다. 즉 은 정신적 속성으로서 ∗의 (충분한) 원인이 아니다. 따

라서 은 ∗에 대한 “진정한” 원인의 자격을 박탈당한다.

수반 논제와 인과적 상속 원리가 결합함으로써 “-예화의 인과력은 -

예화의 인과력과 동일하(거나 그것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귀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화가 ∗를 야기하는 것은 -예화의 인과

력 덕분이며 이 와 구분되는 속성으로서 ∗를 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물리적 원인과 정신적 원인의 사이의 인과적 균형이, 그리고 

정신 인과의 과잉결정 상황의 인과적 균형이 깨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것 에 의해서 예화될 때, 그것은 에 가 물리적 속성 를 예화하되 임의

의 시점에 를 예화하는 그 어떤 것도 필연적으로 같은 시점에 을 예화한다는 

사실 덕분이다(in virtue of).” Kim (2011) p. 218. 
70) 인과적 상속 논증은 수반 논제와 인과적 상속 원리를 논증의 주요 전제로 삼는

다. 물론 구분 논제, 효력 논제, 폐쇄 논제도 논증의 전제에 포함된다. 이 논증은 

정신적 속성이 인과적 효력이 있다고 가정할 때, 정신적 속성이 인과적으로 무력

하다는 결론(즉 부수현상론)으로 나아간다. 여기서, 다른 적절한 전제들에 호소하

여, 정신적 속성은 실재하지 않는다거나 그것의 수반 기초 속성인 물리적 속성과 

동일하다는 귀결(환원적 물리주의)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71) Kim (1998) pp.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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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려에 따라서 공식적 배제 논증의 마지막 단계를 다음과 같이 

보완해 보자. 

수반 논제가 전제로 명시적으로 들어온다. (무엇보다도, 인과적 상속 

원리의 전건을 만족하기 위해서이다.) 수반 논제에 의해서, 은 에 

수반한다. 그리고 인과적 상속 원리가 명시적으로 들어온다. (…) 따

라서, 은 정신적인 것으로서 ∗의 원인이 아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반사실 인과 해법의 지지자들은 인과적 상속 원리

가 반사실 상속성 해법에 의해서 반증된다고 대응할 수 있다. 즉 반사실 

상속성 해법에 의하면 수반되는 속성 의 반사실 인과력은 수반 기초 

속성 의 반사실 인과력 덕분에 성립하지만 (∼ □→ ∼∗)가 참이라

는 점이 이 ∗의 원인이라는 점을 충분하게 입증한다. 따라서 반사실 

상속성 해법에 의하면 인과적 상속 원리는 거짓이다. 

반면에, 인과적 상속 원리의 지지자들은, 다시, 인과적 상속 원리에 호

소하면서, 인과적 상속성 해법을 반증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완된 배제 논증과 반사실 상속성 해법을 각각 지

지하는 배제주의자와 반사실주의자 사이의 대결 구도를 다음과 같은 그

림으로 나타내어 볼 수 있을 듯하다.

<배제주의자>

대

<반사실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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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조건 실현 논제와 새 정신 인과 모형

현대 심리철학계에서 수반 논제는 비환원적 물리주의가 요구하는 존재

론적 결정 내지 의존 관계를 뒷받침하는 데 미흡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

대가 형성되어 있어 보인다. 환원적 물리주의자와 비환원적 물리주의자

를 포함하여 많은 물리주의자들이 수반 물리주의 대신 실현 물리주의를 

기본 교의로 채택하고 있는 것 같다. 실현 물리주의는 상위 속성들이 하

위 속성들에 의해 실현된다는 실현 논제를 받아들이는 입장을 말한다.72) 

최근 조건 실현 물리주의가 부상하고 있다. 조건 실현 물리주의는 실

현되는 상위 속성이 ‘그것의 실현에 요구되는’ 실현 조건이 성립하는 가

운데 실현하는 하위 속성에 의해 필연화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입장

은 슈메이커에 의해 일찌감치 제안되었으나 최근에야 비로소 베넷, 키이

튼, 키이튼과 폴거, 크리스텐센과 캘러스트럽, 종, 맥래플린 등에 의해 인

과적 배제 문제에 관한 논의에 활발하게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다.73) 

본고는 다수 실현 논제와 함께 조건 실현 논제를 받아들이는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비환원적 실현 물리주의”라고 부를 것이다. 본고는 조건 실

현 논제를 인과적 배제 문제에 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때 어떤 

함축이 나타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건 실현 논

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수반 논제의 한계를 살펴본 후, 비환원적 

실현 물리주의를 정초하는 조건 실현 논제와 다수 실현 논제를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새 정신 인과 모형을 제안한 후 이것을 정신 인과 

문제에 대한 논의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볼 것이다.

72) 자세한 논의는 Kim (1998)의 1장과 Kim (2011) pp. 123-124, p. 130을 참조하시

오. 참고로, 김재권은 자신이 Kim (1998)에서 사용한 “물리적 실현주의”라는 용어

보다 “실현 물리주의”라는 용어가 더 낫다고 말한다. Kim (2011) p. 127 주 23.
73) Shoemaker (1981), (2007), (2015); Bennett (2003), (2008); Keaton (2012); Keaton & 

Polger (2014); Christensen & Kallestrup (2012); Zhong (2015); McLaughl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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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수반에서 조건 실현으로

우선, 수반 개념부터 살펴보자.74) 현대 심리철학계에 수반 개념을 본격

적으로 도입한 사람은 데이빗슨이다. 데이빗슨은 도덕적 속성들이 자연

적 속성들에 수반한다는 무어의 제안75)을 심신 관계에 적용한다. 데이빗

슨의 수반 개념에 의하면, 물리적인 속성들에서 차이가 없는 모든 개체

들은 심리적인 속성들에서도 차이가 없으며 이러한 수반 개념은 정신적 

속성들이 물리적 속성들로 환원가능하다는 점을 함축하지 않는다.76)

김재권은 데이빗슨의 수반 개념이 정신적 속성과 물리적 속성의 관계

에 대해 우리가 기대하는 존재론적 의존 내지 결정 관계를 담보하기에 

너무 “약한” 개념이라고 진단하면서,77) “약수반”78)을 대체하는 “강수

74) 수반의 개념에 대한 정교한 논의는 너무 많은 지면을 할애할 것을 요구할 것이

므로, 이하의 논의에서는 주요 관련 논점을 훑어보는 정도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McLaughline & Bennett (2011). 

75) 무어는 임의의 두 상황에서 자연적 (즉, 물리적, 내재적) 속성들에서 차이가 없

다면, 그 상황들에서 “질적인” (즉, 규범적 도덕적) 속성들에서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Moore (1922) p. 263.
76) 데이빗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록 내가 서술하는 입장이 [즉 무법칙적 일원

론이] 심물 법칙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인하지만, 그것은 정신적 특성들이 어떤 

의미에서 물리적 특성들에 의존하거나 또는 수반한다는 견해와 일관적이다. 그러

한 수반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물리적 측

면들에서 정확하게 동일하지만 어떤 정신적 측면들에서 차이가 나는 두 개의 사

건들은 존재할 수 없다. 또는 한 대상이 어떤 물리적 측면에서 변경됨이 없이 어

떤 정신적 측면에서 변경될 수 없다. … 이 종류의 수반은 법칙 또는 정의를 통

한 환원가능성을 함축하지 않는다.” Davidson (1980) p. 214. 
77) 김재권의 아이디어는, 대략, 다음과 같다: 데이빗슨의 수반은 약수반에 해당하며, 

약수반은, 정의상, 수반되는 속성과 수반 기초 속성 사이에 존재론적으로 체계적

인 의존 내지 결정 관계가 세계 안에서(intra-world) 성립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

러한 존재론적으로 체계적인 의존 내지 결정 관계가 세계 간에(inter-world) 내지 

세계들을 가로질러(trans-world) 성립한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적 속성과 물리적 속성 사이의 존재론적으로 체계적인 의존 내지 결정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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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79)을 제안하고 다음과 같은 심신 (강)수반 논제를 제안한다.80) 

정신적 속성들은 물리적/생물학적 속성들에 강하게 수반한다. 즉 임의

의 체계 가 시점 에서 정신적 속성 을 예화하면, 필연적으로, 물리

적 속성 가 존재하되 는 시점 에 를 예화하고 임의의 시점에서 
를 예화하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그 시점에 을 예화한다.

그런데 강수반조차 비환원적 물리주의가 요구하는 정신적 속성과 물리

적 속성 사이의 존재론적 의존 내지 결정 관계를 담보하는지 그리고 비

환원적 물리주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논거가 되는지에 대한 여러 

의심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

고 있는 듯하다. 그러한 의심의 주요 근거는, 대략, 다음과 같다.81)

첫째, 강수반은 비환원적 물리주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설명적 

내용이 빈곤하다. 우선, 강수반은 재귀적(reflexive)이지만 비환원적 물리

주의자는 정신적 속성들과 물리적 속성들 사이의 존재론적 의존 내지 결

가 단지 세계 안에서가 아니라 세계 간에 내지 세계들을 가로질러 성립하기를 원

한다. 따라서 약수반은 우리가 정신적 속성과 물리적 속성 사이에서 성립하기를 

원하는 관계를 포착하지 못한다. Kim (1984a)
78) 약수반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라는 속성들의 집합이 라는 속성

들의 집합에 약하게 수반하는 경우에 그리고 그 경우에만, 임의의 가능 세계 , 
 안의 임의의 개체 , 임의의 인 속성 에 대하여, 『만약 가 이면, 다음과 

같은 인 속성 가 존재하되  안의 임의의 개체 에 대해서 「만약 에서 가 

이면 에서 는 이다)」』. Harbecke (2008) p. 56. 
79) 강수반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인 속성들의 집합이 인 속성들의 

집합에 강하게 수반하는 경우에 그리고 그 경우에만, 임의의 가능 세계 ,  

안의 임의의 개체 , 임의의 인 속성 에 대하여, 『만약 에서 가 이면, 
인 속성 가 존재하되 에서 가 이고 임의의 가능 세계  그리고  안의 

임의의 개체 에 대해서 「만약 에서 가 이면 에서 는 이다」』. 

Harbecke (2008) pp. 56-57. 
80) Kim (2005) p. 33. 
81) McLaughlin & Bennett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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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계가 비-재귀적이기를 원한다. 다음, 강수반은 수반되는 속성들과 

수반 기초 속성들 사이의 대칭적인 존재론적 의존 내지 결정 관계를 허

용하지만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는 정신적 속성들이 물리적 속성들에 의존

하고 그것들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기를 원한다. 다

음, 강수반은 수반되는 속성들과 수반 기초 속성들 사이에 성립하는 필

연적 공변 관계가 왜 성립하는지를 설명하는, 존재론적으로 “깊은” 관계

를 포착하지 못하지만,82)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는 바로 그것을 원한다.

둘째, 강수반은 비환원적 물리주의에 상충하는 입장들과도 양립 가능

하다. 먼저, 강수반은 환원적 물리주의와 양립 가능하다. 왜냐하면 강수

반은 수반되는 속성과 수반 기초 속성들 사이의 관계가 동일성 관계를 

가지더라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강수반은 비-물리주의적 창발론이나 데

카르트의 실체 이원론과도 양립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입장들도 정

신적 속성들과 물리적 속성들 사이에 강수반이 요구하는 필연적 공변 관

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수반은 수반 물리주의를 표방하는 부수현상론과 양립 가능하다. 부수

현상론은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구성하는 폐쇄 논제, 구분 논제, 수반 논

제를 받아들이면서도 효력 논제만을 거부한다. 따라서 강수반은 부수현

상론으로부터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차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구성하는 수반 논제를 실현 논제로 대체하는 입

장을 김재권은 “실현 물리주의”라고 부르고,83) 맥래플린은 “비환원적 실

현 물리주의”로 부르면서 이 입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84)

비환원적 실현 물리주의: 어떤 정신적 사건도 물리적 사건이 아니지

만, 모든 정신적 사건은 어떤 다른 물리적 사건들에 의해서 실현된다.

82) 호간은 그러한 “깊은” 설명적 관계를 “초수반(superdupervenience)”이라고 부른다. 
Horgan (1993).

83) Kim (2011) p. 123, 124, 130, p. 127. 주 23.
84) McLaughlin (2015)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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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현이란 무엇인가? 많은 학자들이 슈메이커의 아이디어를 

따라 그 답변을 구상한다.85) 슈메이커는 “총체적 실현자(total realizer)”와 

“핵심 실현자(core realizer)”라는 용어를 도입한다. 슈메이커에 의하면, 정

신적 속성은 총제적 실현자 에 의해서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으로 실

현된다. 그리고 총체적 실현자는 핵심 실현자 와 ‘실현되는 속성의 실

현에 요구되는’ 실현 조건 의 연접으로 규정된다. 슈메이커식 표현대로 

하자면, 「 = ( + )」. 이러한 논제를 “조건 실현 논제”라고 부르자. 

조건 실현 논제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 쓴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가 임이 가 성립하는 가운데 가 임을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으

로 실현하는 경우에 그리고 그 경우에만 가 이고 가 성립하고 가 

이고 다음이 만족된다: ① 필연적으로, 가 이고 가 성립하면 가 

이다. ② 필연적으로, 가 이고 가 불성립하면 가 이 아니다. 

③ 필연적으로, 가 가 아니고 가 성립하면 가 이 아니다. ④ 필

연적으로, 가 가 아니고 가 불성립하면 가 이 아니다.

한편, 다수 실현 논제에 의하면, 특정의 실현되는 속성 은 특정의 실

현하는 속성 에 의해서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수 실현 논제는 실

현되는 속성이 현실 세계와 가능 세계들에서 다양한 실현자들에 의해 실

현 가능하다는 약한 판본과 현실 세계에서 다양한 실현자들에 의해서 실

현된다는 강한 판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수 실현 논제는 일반적으로 

핵심 실현자들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이에 먼저 정의한 조건 실현 

논제를 활용하여86) 다수 실현 논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87)

85) Shoemaker (1981), (2007), (2015); Keaton (2012); Keaton & Polger (2014); Baker 
(2009); McLaughlin (2015); Jaworski (2015).

86) 조건 실현 논제와 다수 실현 논제를 이런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다

수 실현 논제가 정말로 참인가 하는 논쟁의 부담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87) 자워스키의 다수 실현 논제에 대한 다음의 정의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 “한 

유형 이 다수 실현 가능한 경우에 그리고 그 경우에만 (ⅰ) 가능적으로, -개별

자들은 -개별자들의 핵심 실현자들이고 (ⅱ) 가능적으로, -개별자들은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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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체 에서 한 유형 이 다수 실현 가능한 경우에 그리고 그 경우

에만 (ⅰ) 가 성립하는 가운데 가 임이 가 임을 실현하는 것이 

형이상학적으로 가능하며 (ⅱ) 가 성립하는 가운데 가 임이 가 

임을 실현하는 것이 형이상학적으로 가능하며 (ⅲ)  ≠ .

이제 조건 실현 논제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비환

원적 실현 물리주의에 의하면, 핵심 실현자 와 실현 조건 의 연접인 

총체적 실현자 는 실현되는 속성을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으로 실현한

다. 그런데 총체적 실현자 가 실현되는 속성을 필연적으로 실현하기 위

해서 요구되는 실현 조건은 어떤 요소들을 얼마만큼 포함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철수가 고통의 핵심 실현자인 C-신경 섬유의 활성화를 예화

하는 것과 더불어 어느 정도의 실현 조건이 성립해야만 철수의 고통이라

는 정신적 속성이 예화한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성립할까? 

우선 철수의 두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베넷이 예

시한 바대로, 철수의 C-신경 섬유가 과학자의 배양 접시에서 발화되는 

경우에 철수의 고통은 예화하지 않을 것이다.88) 이것은 철수의 고통이 

예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철수 두뇌 안의 신경망들이 정상적으로 유지, 

작동되어야 한다는 점을 뜻한다. 여기서 두뇌 안의 신경망들이 정상적으

로 유지, 작동된다는 것은 철수 두뇌의 신경망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핵

심 실현자들(예를 들어, 철수의 특정 믿음의 실현자들, 철수의 특정 욕구

의 실현자들 등)이 정상적으로 존재, 배열,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다시, 철수의 고통을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핵심 실

현자들에 의해 실현되는 다른 정신적 상태들(예를 들어, 철수의 특정 믿

음, 철수의 특정 욕구 등)의 존재, 배열, 연결이 정상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실현 조건이 전체론적인 특성을 가

자들의 핵심 실현자들이고 (ⅲ)  ≠ ”. Jaworski (2015) § 1. c.
88) Benneett (20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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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일반화하여 말하자면, 한 개인이 어떤 정신적 속

성을 예화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이 갖춘 핵심 실현자들과 그것에 의해 

실현되는 정신적 상태들 사이의 존재, 배열, 연결이 정상적으로 성립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실현 조건의 “내적 기반”이라고 하자. 

실현 조건은 더 나아가 자연 법칙을 포함해야 한다. 왜냐하면 총체적 

실현자는 실현되는 속성을 필연적으로 실현하기 때문이다.89) 예를 들어, 

철수의 C-신경 섬유 활성화가 예화하고 실현 조건의 내적 기반이 정상적

으로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현실 세계와 자연 법칙이 다른 반사실 세계

에서 철수의 고통은 예화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실현 조건은 실현의 

필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연 법칙을 포함해야 한다.

실현 조건은, 더 나아가, 정신적 상태의 내용에 관한 외재론을 고려할 

때, 외부 환경으로 확장된다. 즉 퍼트남이 제시한 쌍둥이-지구 사고 실

험, 버지가 제시한 관절염 사고 실험, 내용의 기원이나 지시체에 관한 크

립키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90) 실현 조건은 세계의 물리적, 언어적, 사

회적, 역사적 외부 환경으로 올바르게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

들을 실현 조건의 “외적 기반”이라고 부르자.91)

89) 여기서 속성이 인과적 힘을 본질적으로 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

가 될 수 있다. 만약 속성이 인과적 힘을 본질적으로 가진다면 총체적 실현자는 

자연 법칙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속성이 인과적 힘을 본질적으로 가지지 

않는다면 총체적 실현자는 자연 법칙을 포함해야 한다.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속

성이 인과적 힘을 본질적으로 가진다고 보는 슈메이커의 실현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McLaughlin (2009)를 참조하시오.
90) Putnam (1975); Burge (1979); Kripke (1972).
91) 슈메이커는 실현 조건의 전체론적인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루이스가 이론적 용

어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사용한 램지-루이스 방법(Ramsey-Lewis Method)을 차

용하여 그의 실현 이론을 개진한다. Shoemaker (1981), (2007); Lewis (1970). (램지

-루이스 방법에 대한 개관적 논의는 Kim (2011) pp. 170-172를 참조하시오.)
 키이튼 그리고 키이튼과 폴거는 루이스의 이론과 슈메이커의 이론을 활용하여 

실현 조건의 전체론적 특성과 실현 조건과 인과 조건의 차별적 특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차 속성인 정신적 상태 이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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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조건은 안정적으로 성립하는 내적 기반을 이루는 요소들과 자연 

법칙을 포함하는 외적 기반들의 거대한 연접(conjunction)이 된다. 그런데 

자연 법칙 그 자체는 인과적 속성이 아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사과를 

옥상에서 떨어뜨린 것이 그 사과가 떨어지게 만든 원인이지 만유 인력 

법칙이 그 사과가 떨어지게 만든 원인은 아니다. 이것은 다음 명제를 믿

을 만한 좋은 이유가 된다: 비-인과적 속성인 자연 법칙과 같은 외적 기

반을 연접지(conjunct)로 포함하는 실현 조건은 비인과적 속성이다.92) 

요컨대 핵심 실현자가 실현되는 속성을 필연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현 조건이 내적 기반과 더불어 자연 법칙을 포함하여 물리적, 언어적, 

사회적, 역사적 외부 환경으로 확장되는 외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

나친 내용 외재론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실현 조건은 최소한 내적 기

반과 가까운 범위의 외적 기반들을 구성적 요소들로 가지는 네트워크로

서 전체론적인 특성을 가지는 비인과적 속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정신적 속성 의 실현에 요구되는’ 실현 조건과 ‘해당 결과 ∗

의 야기에 요구되는’ 인과 조건의 특성을 비교해 보자. 키이튼과 폴거에 

의하면, 인과 조건과 실현 조건은 세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다.93) 

첫째, 는 한 개인의 일생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는 순간적, 

되기 위해서는 그것의 핵심 실현자 가 실현 조건 를 갖춘 개인에서 예화하되 

그 개인의 심리 상태 전체에 관한 심리적 이론 에 의해 규정되는 기능적 역할

을 가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는 한 개인의 심리 전체를 규정하는 이론 를 

만족하는 방식으로 인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모든 핵심 실현자들의 전체 기능적 

네트워크로서, 기본적으로 한 개인의 정신적 상태들에 관한 심리적 이론 에 나

타나는 모든 핵심 실현자들 및 그것들의 관계들을 포함하며, 나아가 자연 법칙이 

성립한다는 점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정신적 상태의 내용 외재론을 고려할 때, 
는 외부 세계 환경이나 역사적, 언어적, 사회적 환경으로 확장된다. Keaton 
(2012); Keaton & Polger (2014) 참조.

92) 맥래플린은 이러한 추론에서 “인과적 속성을 한 연접지로 가지는 연접 속성은 

인과적 속성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명시적으로 사용한다. McLaughlin (2009).
93) 해당 내용은 Keaton (2012)와 Keaton & Polger (2014)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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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성립한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의 두뇌에서 C-신경 섬유가 활

성화하는 경우에 거의 언제든지 고통이 예화하며, 이러한 현상은 한 개

인의 일생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립한다. 그 이유는 ‘고통 상태의 실현에 

요구되는’ 실현 조건이 일생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C-신경 섬유가 활성화되고 고통이 예화하지만 한 개인의 고통 반

응은 상황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어떤 사람이 난로에 손을 대었을 

때 어떤 경우에는 펄쩍 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점잖게 반응하기도 

한다. 이것은 배경 조건이 일시적, 순간적이기 때문일 것이다.94) 

둘째, 는 전체론적이다. 는 한 개인의 심리 전체를 규정하는 심리적 

이론 에 나타나는 모든 핵심 실현자들을 망라하여 포함하며 이러한 핵

심 실현자들은 를 만족하는 방식으로 기능적으로 상호 관계를 맺으며 

인과적으로 상호 작용한다. 그리고 는 자연 법칙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 역사적, 사회적, 언어적 환경으로 확장되는 외재적 특성을 가진

다. 반면에 는 전체론적이지도 외재적이지도 않다.95)

셋째, 는 반사실 속성이나 자연 법칙과 같은 무수하게 많은 비-인과적 

속성들을 연접지로 가지는 연접 속성이라는 점에서 비-인과적 속성이

다.96) 반면에, 키이튼과 폴거에 의하면, 배경 조건 는 핵심 실현자와 결

합하여 해당 결과를 야기하므로 인과적 속성으로 볼 수 있다.97) 

§ 2. 새 정신 인과 모형

94) Keaton & Polger (2014) p. 145 참조.
95) Keaton & Polger (2014) p. 138, pp. 145-146; Keaton (2012) pp. 249-253 참조.
96) 키이튼과 폴거는, 맥래플린 등의 입장을 수용하여, 반사실 속성과 같은 비-인과

적 속성을 연접지로 가지는 연접 속성은 인과적 속성이 아니라는 원리를 받아들

인다. 하지만 굳이 이 원리에 호소하지 않더라도 실현 조건이 비인과적 속성이라

는 점을 받아들이는 데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97) Keaton & Polger (2014) pp. 143-144; Keaton (2012) pp. 250-2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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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실현 논제에 의하면 실현 조건 와 핵심 실현자 가 결합하여 

정신적 속성 을 필연화한다. 그리고 핵심 실현자 와 인과 조건 가 

해당 결과 ∗를 야기한다. 한편 핵심 실현자 는 선행 원인 에 의해서 

야기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신 인과 모형을 가진다.

한편, 다수 실현 논제에 대한 멘지즈 등의 주장에 의하면,98) 정신 인과

가 발생하는 개별 인과 체계가 가지는 경험적 특성에 따라서, 과 ∗ 

사이의 인과적 관계가 실현-민감할 수도 있고 실현-둔감할 수도 있다. 
과 ∗ 사이의 인과적 관계가 실현-민감한 경우란 ( & ∼)인 모든 최

근사 세계에서 ∗가 예화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과 ∗ 사이의 인과

적 관계가 실현-둔감한 경우란 ( & ∼)인 어떤 최근사 세계에서 ∗가 

예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 & ∼)인 최근사 세계는 현실 실현

자  대신에 다른 대리 실현자  등이 등장하는 세계를 말한다.

본고는 멘지즈 등의 제안을 바탕으로 “인과적으로 유능한 대리 실현

자”와 “인과적으로 무능한 대리 실현자”라는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과적으로 유능한 대리 실현자 은 이 고정되면서 ∼인 최근사 세

계에서  대신에 등장하는 대리 실현자로서 이것은 가 현실 세계에서 

발생시키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 ∗를 발생시킨다. (이 경우에 인 상태

와 인 상태는 동일한 결과들로 수렴적으로 전개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인과적으로 무능한 대리 실현자 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 는 두 부류

로 나눌 수 있다: (1) 인 상태는 단적으로 ∼∗인 결과에 이른다. (2) 
인 상태는 ∗와 상이한 ∗에 이른다. (이 경우에 인 상태와 인 상태

98) List & Menzies (2009); Menzies & List (2010); Menzie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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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이한 결과들로 발산적으로 전개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신 이 ∗를 발생시킨다고 말하는 편이 더 편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용어법을 통해 멘지즈 등의 논제를 다음과 같이 이해해 보자. 

(1) 과 ∗ 사이의 인과적 관계가 실현-민감한 경우에 그리고 그 경우

에만 ( & ∼)인 모든 최근사 세계는 이 인과적으로 무능한 대리 실

현자 에 의해서 실현되는 세계이며 이 세계에서 ( & ∼ & )인 상

태는 ∼∗인 상태로 전개한다. (2) 과 ∗ 사이의 인과적 관계가 실현-

둔감한 경우에 그리고 그 경우에만 ( & ∼)인 어떤 최근사 세계는 
이 인과적으로 유능한 대리 실현자 에 의해서 실현되는 세계이며 이 

세계에서 ( & ∼ & )인 상태는 ∗인 상태로 전개한다.

을 실현하는 현실 실현자 , 인과적으로 유능한 실현자 , 인과적으

로 무능한 실현자 를 그림 상에 한번에 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인과적으로 무능한 실현자를 발산 전개의 경우로 한하여 이해할 때, 

다수 실현 논제에 관한 모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수렴 전개의 경우> <발산 전개의 경우>

새 정신 인과 모형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한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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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논제에 의하면 인과 조건 가 성립하는 가운데 가 ∗를 야기한

다.99) 반사실 인과론에 의하면 어떤 세계에서 가 ∗를 야기하는 것은 

해당 세계에서 인 상태가 ∗인 상태로 전개한다는 것 이상을 의미한

다. 따라서 우리는 인과 관념과 전개 관념을 구분하여 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실 세계에서 와 의 연접인 상태가 ∗인 상태로 전개한

다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가 ∗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조건 실현 논제에 의하면, 실현 조건  하에서 가 을 실현한다. 여

기서 주목할 점은 가 전체론적인 특성과 한 개인의 일생 동안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철수의 고통을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실현 조건은 시점 에서 시점 에 이르기까지 

거의 동일하게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선행하는 실현 조건과 후행하는 

실현 조건 사이의 전개 관계를 동일한 사물의 지속성 관계와 유사한 종

류의, 일종의 내재적 인과 관계로 이해하는 편이 좋을 듯하다.

다수 실현 논제에 의하면, 현실 실현자 가 예화하지 않는 어떤 최근

사 세계에서 대리 실현자 이 예화됨으로써 이 여전히 성립할 수 있

으며, 인 상태는 ∗인 상태나 ∼∗ 상태로 전개될 수 있다. 수렴적으

로 전개할 것인지 발산적으로 전개할 것인지는 해당 개별 인과 체계의 

경험적 특성에 의존한다. 따라서 (경험적 증거나 독립된 논증 없이) ∼
인 최근사 세계에서 인 상태가 ∗인 상태와 ∼∗인 상태 중 어느 한 

상태로 배타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비환원적 실현 물리주의 하의 정신 인과에 관한 논의에서 주요한 문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들을 표로 나타내 보자면 다음과 같다.

99) 아마도 와 가 결합하여 법칙론적으로 필연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 충분하

게 발생시킬 것이다. 그러나 ∗의 발생 여부는 인과적 배제 문제의 맥락에서 문

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을 정신 인과 모형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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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3 좌2 좌1 현실 우1 우2 우3 세계

∼ ∼ ∼    ∼ 정신적 속성

∼ ∼    실현 조건

       물리적 속성

∼    배경 조건

∼∗ ∼∗ ∗ ∗ ∗ ∼∗ ∼∗ 신체적 결과

이 표를 “가능 세계 표”라고 부르자.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정신적 속성 (Mental property)

: 현실의 물리적 핵심 실현자 (actual Physical realizer)

: 유능한 대리 실현자 (causally able Replacement realizer)

: 무능한 대리 실현자 (causally Unable replacement realizer)

: 실현 조건 (Surround)

: 인과 조건 (Background)

: 수반 기초 속성 가족들의 성원이 하나도 예화하지 않는 상태 (이를 

“휴거 상태”라고 부르자.)

: 현실의 핵심 실현자 가 단적으로 소거된 상태 (이를 “소거 상태”

라고 부르자.) 

∗: 신체적 움직임과 같은 물리적 결과

가능 세계 표에 나타난 각 세계의 주요 특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현실 세계에서 가 성립하는 가운데 가 을 실현한다. 그리고 가 

성립하는 가운데 인 상태는 ∗인 상태로 전개한다. (또는 ( & )인 

상태가 ∗인 상태로 전개한다.)

우1 세계에서  대신에 인과적으로 유능한 대리 실현자 이 예화함

으로써 이 실현된다. 이 세계에서 인 상태는 현실 세계의 ∗인 상

태와 동일한 ∗인 상태로 (수렴적으로) 전개한다. 



- 55 -

우2 세계에서  대신에 인과적으로 무능한 대리 실현자 가 예화함

으로써 이 실현된다. 이 세계에서 인 상태는 ∼∗인 상태로 전개

한다. (현실 실현자 와 다른 대리 실현자 이 예화함으로써 이 실

현된다. 이 세계에서 인 상태는 ∗와 다른 ∗인 상태로 발산적으로 

전개한다.) 

우3 세계는 를 포함하여 대리 실현자들이 전혀 예화하지 않는 인 

상태이므로 도 예화하지 않는다. 이 세계에서 도 도 어떤 대리 

실현자도 없는 상태는 ∼∗인 상태로 전개한다. 

좌1 세계에서 가 성립하지 않은 가운데 가 예화함으로서 이 실현

되지 않는다. 이 세계에서 가 성립하는 가운데 인 상태는 ∗인 상

태로 전개한다. 

좌2 세계에서 가 성립하지 않은 가운데 가 예화함으로서 이 실현

되지 않는다. 이 세계에서 가 성립하지 않는 가운데 인 상태는, 또

는 ( & ∼)인 상태는, ∼∗인 상태로 전개한다. 

좌3 세계에서 인 상태가 단적으로 소거되는 인 상태가 되어 도 

실현되지 않는다. 이 세계에서 인 상태는 ∼∗인 상태로 전개한다.

가능 세계 표는 본고에서 다룰 다양한 반사실 의존 해법의 주장들을 

평가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듯하다. 예를 들어, 철수가 반사실 인

과론에 호소하여 이 ∗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고 해 보자. 철수는 

( □→ ∗)와 (∼ □→ ∼∗)가 참이라는 점을 보여야 한다. 가능 세

계 표를 활용하여 철수의 입장을,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

을 것이다.

가능 세계 표에서 현실 세계 칸들에서 과 ∗를 발견할 수 있으므로 

( □→ ∗)가 참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 □→ ∼∗)의 진리값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철수가 정신 인과 맥락에서 “대리 해석”을 허용하

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철수가 “대리 해석”을 허용하지 

않고 “소거 해석”만 고수한다면, 우1 세계, 우2 세계, 우3 세계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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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없고, 좌1 세계, 좌2 세계, 좌3 세계 중에서 ∼인 세계를 찾

아서 그 세계 모두에서 ∼∗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면 된다. 철수가 

“소거 해석”을 고수한다고 하자. 가능 세계 표에서 좌1 세계의 칸에서 

∼∗가 아닌 ∗가 나타났다. 여기서 좌1 세계가 (∼ □→ ∼∗)의 

전건이 참인 최근접 세계에 포함된다는 점이 주어지면, 이것은 ∼인 

어떤 최근접 세계에서 ∗가 참이라는 점을, 즉 (∼ □→ ∼∗)는 거

짓임을, 즉 이 ∗의 원인이라는 철수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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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반사실 일관성 해법의 한계1)

1절. 도입

베넷은 비환원적 물리주의자가 이른바 양립가능론 혹은 본고의 용어법 

상으로 일관성 해법을 통해서 배제 논증의 도전을 극복한다고 주장한

다.2) 베넷에 의하면, 배제 논증의 전제들 중에서 인과적 배제 원리를 제

외한 모든 전제들─수반 논제, 구분 논제, 효력 논제, 폐쇄 논제, 비-과잉

결정 원리─이 일관적이다. 베넷에 의하면,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는 정신

적 원인이 야기한 물리적 결과가 충분한 물리적 원인을 가지고 그 물리

적 결과는 서로 구분되지만 수반 관계를 가지는 물리적 원인과 정신적 

원인에 의해 과잉결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통해, 달리 말하자면, 인과적 

배제 원리를 부정하는 입장, 즉 정신적 원인의 결과가 정신적 원인과 물

리적 원인에 의해 과잉결정되지 않으면서도 물리적 원인이라는 한 충분

한 원인보다 더 많은 원인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통해 배제 논증

의 도전을 극복한다.

베넷은 비환원적 물리주의자가 수반 물리주의에 가담하기 때문에 이러

한 일관성 해법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베넷은 배제 논증의 핵심이 비

환원적 물리주의를 구성하는 논제들의 일부(구분 논제, 효력 논제, 폐쇄 

논제)가 일종의 과잉결정을 함축한다는 주장에 있다고 보고, 심신 수반

을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여 이 주장을 부정하는 데 주력한다. 베넷에 의

하면, 비환원적 물리주의가 주장하는 수반 논제에 의해 정신적 속성과 

물리적 속성 사이에 형이상학적 필연적 공변 관계라는 ‘긴밀한’ 관계가 

1) 이 장의 거의 모든 내용은 본고를 작성하기 위해 예비적으로 작업한, 본고를 위

한 연구논문의 출판본인 하상용 (2016)에서 거의 그대로 가져 왔음을 밝힌다. 다
만, 본고의 용어법이나 내용 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용어법이나 일부 

내용의 추가, 수정, 삭제, 변경이 가해진 점이 더러 있다는 점도 아울러 밝힌다.
2) Bennett (20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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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하고 그럼으로써 해당 결과가 정신적 원인과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과잉결정되지 않는다.

베넷의 해법의 핵심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비환원적 물리주의

의 정신 인과는 다음과 같은 모형 하에서 이해된다: 정신적 속성 이 

물리적 결과 ∗를 야기할 때, ∗는 의 수반 기초의 일부인 물리적 속

성 에 의해서도 야기된다. 베넷에 의하면, 정신 인과가 과잉결정에 해

당한다는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 & ∼) □→ ∗」가 비-공허

하게 참이라는 조건(이것을 “물리적 효력의 독립성 조건” 혹은 간단히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라고 부르자)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수반 논제로 

인해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고, 따라서 정신 인과가 과잉결정에 해당한

다는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키이튼과 폴거는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위한 이러한 베넷의 옹호가 성

공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3)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물리적 독립성 조

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베넷의 주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키이튼과 

폴거에 의하면, 베넷은 자신의 옹호에서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속성의 실현을 위해 요구

되는’ 실현 조건이 ‘결과의 발생을 위해 요구되는’ 인과 조건과 동일하다

는 가정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그런데 키이튼과 폴거가 보기에, 실현 

조건과 인과 조건은 동일하지 않으며 전자가 후자에 의해 필연화되지 않

는다. 키이튼과 폴거는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베넷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따라서 배제 논증

에 대한 베넷의 일관성 해법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배제 논증을 둘러싼 베넷과 키이튼과 폴거의 논의를 살펴보면

서 이들의 논의에서 간과되고 있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비환원적 물리주

의자가 베넷의 일관성 해법을 통해서 배제 논증의 도전을 아직은 성공적

으로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논하고자 한다. 

3) Keaton & Polg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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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고는 배제 논증에 맞선 베넷의 일관성 해법을 개관할 것이다. 

다음으로,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베넷의 주장에 대한 

키이튼과 폴거의 반론을 개관하고 그들의 반론이 베넷의 주장을 논파하

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이튼과 폴거가 

제시한 근거와 독립적인 이유에서, 베넷의 주장과 달리,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만족되며 따라서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위한 베넷의 옹호가 성공

한다는 점이 의심스럽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2절. 베넷의 반사실 일관성 해법

§ 1. 베넷의 입론

베넷은 다른 정신 인과 문제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배제 문제만의 특

징에 주목한다. 다른 정신 인과 문제들은 정신적 속성의 본성이 물리적 

결과를 야기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본성을 가진다는 점 때문에 나타난

다.4) 하지만 배제 문제는 정신적 속성이 가지는 본성과 무관하게 성립한

다. 배제 문제는 ‘정신 인과에서 한 충분한 물리적 원인이 결과의 발생

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일을 다한다면 정신적 속성이 정신 인과에서 더 

이상 무슨 할 일이 있겠는가?’라는 의문에서 비롯하여, 비환원적 물리주

의를 구성하는 논제들이 독립적으로 정당화되는 형이상학적 원리들에 충

돌한다는 배제 논증으로 정식화된다. 이러한 논점은 정신적 속성이 결과

를 야기하는 데 적합한 본성을 완벽하게 갖추더라도 여전히 성립한다.

베넷은 배제 논증을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구성하는 일부 논제들(구분 

논제, 효력 논제, 폐쇄 논제)과 독립적으로 정당화되는 형이상학적 원리

4) 예를 들어, 정신적 속성이, 데이빗슨의 무법칙적 일원론에 의하면, 엄밀 법칙에 

포섭될 수 없는 본성을 가진다는 점 때문에, 그리고, 정신적 내용 외재론에 의하

면, 인과 관계에 포섭되기에 부적절하게 외재적인 본성을 가진다는 점 때문에 정

신 인과 문제가 나타난다. Bennett (2003) p.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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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비-과잉결정 원리와 인과적 배제 원리)이 결합하여 비일관성을 낳는다

는 점을 보이는 방식으로 정식화한다. 베넷은 김재권과 약간 다른 방식

으로 네 가지 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5)

구분 [논제]: 정신적 속성들(과 아마도 사건들)은 물리적 속성들(또는 

사건들)과 구분된다.

폐쇄 [논제]: 모든 물리적 발생은 한 충분한 물리적 원인을 가진다.6)

효력: 때때로 정신적 사건들은 물리적 사건을 야기하며 그것들의 정

신적 속성들 덕분에(in virtue of) 그렇게 한다.

비-과잉결정 [원리]: 정신적 원인들의 결과들은 체계적으로 과잉결정

되지 않는다. 즉 그것들은 사형집행단의 [동시다발적 피격으로 인한] 

희생자의 죽음과 동등하지 않다. 

[인과적] 배제 [원리]: 어떠한 결과가 과잉결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충분한 원인을 하나보다 많이 가지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 이 다섯 논제들이 비일관성을 낳는가? 효력 논제에 의해

서 정신적 속성 이 물리적 결과 ∗를 야기한다. 폐쇄 논제에 의해서 
∗는 한 충분한 물리적 원인 를 가진다. 구분 논제에 의해서 과 는 

수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는 라는 한 충분한 원인보다 많은 원인들

을 가진다. 이것은 비-과잉결정 원리와 인과적 배제 원리의 연언이 가지

는 함축, 즉 ‘∗는 라는 한 충분한 원인보다 더 많은 원인들을 가지지 

않는다’에 반한다.

베넷은 일관성 해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유비를 깨는(break the 

analogy)” 전략을 들고 나온다.7) 정신 인과 사례에서 해당 결과가 정신적 

원인과 물리적 원인이라는 두 개의 충분한 원인을 가지기 때문에 정신 

5) Bennett (2008) pp. 208-281.
6) 베넷은 이 원리를 “(물리적) 완결”이라고 부르지만 본고는 김재권의 용법에 맞춰 

“(물리적) 폐쇄 논제”로 부르겠다.
7) Bennett (2003) p.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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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사례는, 마치 교과서식 표준적 과잉결정 사례와 같이, 진정으로 과

잉결정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인다. 베넷에 의하면, 정신 인과 사례와 교

과서식 표준적 과잉결정 사례 사이의 이러한 유비는 성립하지 않는다. 

교과서식 표준적 과잉결정 사례에서는 수적으로 구분되는 원인들이 서로 

독립적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신 인과 사례에서 정신적 원인과 물리적 

원인은 독립적이지 않으며 두 원인 사이에는 형이상학적 필연성을 가지

는 공변으로서의 수반이라는 “긴밀한” 관계가 개입된다.8) 베넷에 의하

면, 이러한 사실로 인해 “긴밀하게-관련되지만-구분되는”9) 원인들인 정신

적 원인과 물리적 원인이 해당 결과를 과잉결정하지 않게 된다.

베넷이 “긴밀하게-관련되지만-구분되는” 원인들이 해당 결과를 과잉결

정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베넷에 의하면, 정신적 원인 
과 물리적 원인 가 사건 ∗를 과잉결정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다음과 

같다.

(O1) 이  없이 일어났더라면 ∗가 여전히 일어났을 것이다; 그리

고 

(O2) 가  없이 일어났더라면 ∗가 여전히 일어났을 것이다.10)

8) 비환원적 물리주의가 주장하는 수반을 베넷은 잭슨에 따라 총수반으로 이해한다. 
Bennett (2008) p. 284. 잭슨에 의하면, 물리주의는 “우리 세계에 대한 최소한의 물

리적인 복제인 임의의 세계는 [우리 세계에 대한] 단적인 복제이다”라는 논제를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Jackson (1998) p. 12. 김재권에 의하면, (수반) 물리주의는 

“정신적 속성들은 물리적/생물학적 속성들에 강하게 수반한다. 즉 임의의 체계 
가 한 시점 에서 한 정신적 속성 을 예화한다면, 필연적으로, 한 물리적 속성 

가 존재하되 는 시점 에 를 예화하고 임의의 시점에서 를 예화하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그 시점에 을 예화한다”라는 논제를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Kim (2005) p. 33.

9) Bennett (2008) p. 288.
10) Bennett (2003) p. 480. 이 조건은 베넷이 제시한 사건 판본의 조건에 대응하는 

속성 판본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어느 판본의 조건을 채택하느냐는 본고의 

논지를 전개하는 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Bennett (2003) p. 493. 주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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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넷에 의하면, 문제의 두 반사실 조건문 가운데 하나라도 공허하게 

참이라면 해당 결과가 과잉결정된다는 점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을 것

이므로, (O1)과 (O2)가 모두 비-공허하게 참일 것이 요구된다.11) 이러한 

요구를 베넷의 대전제라고 하자. 

(1) 과 가 ∗를 과잉결정한다면, (O1) 「( & ∼) □→ ∗」와 

(O2) 「( & ∼) □→ ∗」가 모두 비-공허하게 참이다.

베넷의 대전제 하에선,12) (O1)과 (O2) 중 하나만 만족되지 않으면 정신

적 원인과 물리적 원인이 해당 결과 사건을 과잉결정한다고 볼 수 없게 

된다. 베넷은 (O2), 즉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

임으로써 일관성 해법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을 일관성 해법

을 위한 베넷의 소전제라고 하자. 

(2) 비환원적 물리주의 하에서, (O2)가 비-공허하게 참이 아니다(물리

적 독립성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 

대전제와 소전제로부터 베넷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는다.

(C) 비환원적 물리주의 하에서, 과 는 ∗를 과잉결정하지 않는다.

§ 2. 물리적 독립성 조건에 대한 반론

베넷이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

엇인가? 즉 왜 베넷은 비환원적 물리주의 하에서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11) Bennett (2003) pp. 479-480.
12) 베넷의 대전제가 참인가 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베넷의 대전제

에 대한 의심은 Won (2014)를 참조하시오. 베넷의 대전제에 대한 몇몇 반례 및 

이에 대해 베넷의 입장에서 강구할 만한 몇몇 대응 방향은 윤보석 (2007) pp. 
261-262 그리고 Bennett (2008) p. 289 주 13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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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허하게 참이거나 비-공허하게 거짓이라고 생각하는가? 베넷은 인과적 

충분성에 관한 딜레마로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다.13) 베넷에 의하면, 

우리는 정신적 원인의 결과를 야기하는 물리적 원인을 엄밀한 의미에서 

충분한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을 일상적 의미에서 충분한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해당 물리적 원인이 “넉넉

하게” 생각되는 경우로 이 경우에 물리적 독립성 조건은 공허하게 참이 

되고, 후자의 경우는 해당 물리적 원인이 “느슨하게” 생각되는 경우로 

이 경우에 물리적 독립성 조건은 비-공허하게 거짓이 된다.

베넷이 정신적 원인의 결과를 야기하는 물리적 원인이 엄밀한 의미에

서 충분한 원인으로 생각되는 경우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공허하게 참이 

된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베넷에 의하면, 정신 인과에서 물리적 원

인이 결과를 엄밀한 의미에서 충분하게 야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정신

적 원인을 실현하는 수반 기초 속성인’ 물리적 속성에 더하여 ‘결과의 

발생을 위해 요구되는’ 인과 조건, ‘결과에 이르는 인과 연쇄 과정의 중

간에서 발생하는’ 매개 사건들 등으로 이루어진 복잡다단한 합이어야 한

다. 베넷에 의하면, 이러한 “넉넉한” 물리적 원인이 예화하면서 정신적 

원인이 예화하지 않는 것은 형이상학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므로, 결국 물

리적 독립성 조건이 공허하게 참이 된다.

베넷이 정신적 원인의 결과를 야기하는 물리적 원인이 일상적 의미에

서 충분한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비-공허하게 

거짓이 된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베넷은 그 동안의 논의에서 간과

되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검토한다. 베넷에 의하면, 일상적 의미에서 

한 물리적 속성이 다른 한 정신적 속성을 필연화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

는 그 물리적 속성이 그 정신적 속성을 절대적으로 필연화한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는 일상적인 의미에서 한 물리적 속성이 (절대적으로가 아

니라) 특정 실현 조건  하에서 다른 한 정신적 속성을 필연화한다고 생

13) Bennett (2003) p.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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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 마찬가지로 일상적 의미에서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에 대한 충

분한 원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원인이 (절대적으로가 아니라) 특정 

인과 조건  하에서 그 결과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한다.

베넷은 이러한 고려를 바탕으로 정신적 원인의 결과를 야기하는 물리

적 원인이 일상적 의미에서 충분한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비-공허하게 거짓이라고 생각될 만한 이유를 두 단계로 

제시한다.

1 단계. 물리적 독립성 조건의 전건이 만족되는 상황은 물리주의 체제 

내에서 실제로 성립가능하다.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는 물리적 독립성 조

건의 모든 사례들이 공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 성립하

지 않는 가운데 물리적 속성 가 예화한다면 정신적 속성 이 예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학자의 배양 접시에서 철수의 C-신

경 섬유가 발화되는 경우에 C-신경 섬유의 발화가 고통의 예화 없이 발

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과학자의 배양 접시에서 철수의 C-신경 섬유를 

제외한 철수의 신경 체계, 근육, 팔다리 등과 같은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

아서 가 성립하지 않는 가운데 철수의 C-신경 섬유만 발화하는 경우라

면 철수의 고통이 예화하지 않을 것이다. 

2 단계. 수반 기초 속성인 물리적 속성 가 결과 ∗를 일상적 의미에

서 충분하게 야기하기 위해서는 를 포함하여 로부터 ∗에 이르는 인

과 연쇄 과정의 중간 단계에서 발생하는 매개 사건들 등이 현존한다는 

점을 배경으로 가 예화해야 한다. 배양 접시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

이, 이러한 “느슨한” 물리적 원인이 예화하면서 그것이 실현하는 정신적 

원인이 예화하지 않는 상황은 성립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물

리적 독립성 조건은 비-공허하게 거짓이 된다. 왜냐하면, 가 예화하지만 

가 성립하지 않아서 이 예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베넷에 의하면, 와 

가 동일하므로14) 도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가 예화하지 않

14) 베넷은 명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 를 발생시키기 위해 성립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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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기 때문이다.15)

요컨대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비-공허하게 거짓이라는 베넷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와 는 동일하다. 따라서 의 (불)성립과 의 (불)성립은 필연적

으로 공외연적이다. 

(2) ‘가 예화하고 이 예화하지 않는’ 상황은 물리주의 체제 내에서 

성립가능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 성립하지 않아서 이 예화하지 

않는다. 

(3) ‘가 예화하고 이 예화하지 않는’ 모든 최근접 세계에서, 가 성

립하지 않으며, 와 는 동일하므로, 도 성립하지 않는다.

(4) ‘가 예화하고 이 예화하지 않는’ 모든 최근접 세계에서 ∗가 

예화하지 않는다. 즉 「( & ∼) □→ ∼∗」이 만족된다. (이것을 

“베넷의 강한 주장”이라고 부르자.) 

(5) 물리적 독립성 조건, 즉 「( & ∼) □→ ∗」는 만족되지 않는

다.

3절. 키이튼과 폴거의 반론 및 한계

§ 1. 키이튼과 폴거의 반론

키이튼과 폴거는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위한 베넷의 일관성 해법이 성

공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베넷은 와 가 동일하고 그럼으로써 와 
가 필연적으로 공외연적이라는 근거로부터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만족되

하는 조건들…은 가 을 필연화하는 조건들과 기본적으로 같다.” (원저자의 강조) 
Bennett (2003) p. 488-489. 그리고 Bennett (2008) p. 291도 참조하시오. 

15) 여기서, 의 예화가 가 성립하지 않는 가운데 ∗의 예화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이므로 는 여전히 ∗에 대해 일상적인 의미에서 충분한 원인이다. 이와 관련

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윤보석 (2007) pp. 260-261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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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는 주장을, 다시 이것을 근거로 정신 인과가 과잉결정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다시 이것을 근거로 비환원적 물리주의자가 일관

성 해법을 통해서 배제 논증의 도전을 극복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그

러나, 키이튼과 폴거에 의하면, 와 가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 

를 필연화하지 않는다. 키이튼과 폴거에 의하면, 그들의 이러한 반론이 

옳다면, 이것은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주장, 정신 인

과가 과잉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일관성 해법이 배제 논증을 

극복한다는 주장이 차례로 무너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키이튼과 폴거가 와 가 동일하지 않고 가 를 필연화하지 않는다

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에 의하면, 와 는 세 가지 측면에서 완

전히 다르다. 첫째, 는 한 개인의 일생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는 순간적, 일시적으로 발생한다.16) 둘째, 는 전체론적이다. 는 한 개

인의 심리 상태 전체와 그것들의 핵심 실현자들이 인과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네트워크로서 전체론적 특성을 가지며 자연 법칙을 포함하고 물리

적, 역사적, 언어적, 사회적 환경으로 확장되는 외재적인 특성을 가진

다.17) 는 전체론적이지도 외재적이지도 않다. 셋째, 는 자연 법칙과 반

사실 속성 등의 비인과적 속성을 포함하는 비인과적 속성이지만 는 그 

자체가 인과력을 가지는 인과적 속성이다.18) 키이튼과 폴거는 이러한 차

이점들에 근거하여 “한 원인이 그것의 결과를 가지기 위한 인과 조건의 

현존은 실현 조건을 구성하는 다양한 조건들─반사실 조건들을 포함하는

─의 현존을 위해 충분하지 않”으며19) 가 를 필연화하지 않는다고 주

장한다.

키이튼과 폴거는 블록이 제안한 자판기의 예시를 활용하여 그들의 주

장을 설명한다.20) 본고의 생각에,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 대의 자

16) Keaton & Polger (2014) p. 145. 
17) Keaton & Polger (2014) p. 138, pp. 145-146; Keaton (2012) pp. 249-253.
18) Keaton & Polger (2014) pp. 143-144; Keaton (2012) pp. 250-252. 
19) Keaton & Polger (2014) p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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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기가 있다. 코크를 판매하는 자판기 1: 자판기에 동전이 들어오면 자

판기는 ‘준비’ 상태(이를 이라고 하자)를 실현하는 물리적 상태(이를 

이라고 하자)에 들어간다. 에서, 버튼 1을 누르면 자판기에서 코크

가 방출된다. 코크 또는 펩시를 판매하는 자판기 2: 자판기에 동전이 들

어오면 자판기는 ‘준비’ 상태(이를 라고 하자)를 실현하는 물리적 상

태(이를 라고 하자)에 들어간다. 에서, 버튼 1을 누르면 자판기에서 

코크가 방출되고 버튼 2를 누르면 자판기에서 펩시가 방출된다. 

각 자판기에서 ‘준비 상태’는 그것의 실현에 요구되는 실현 조건과 (핵

심 실현자인) 물리적 속성의 연접에 의해 “무조건적으로”(즉 형이상학적

으로 필연적으로) 실현된다. 즉 자판기 1에서 과 ‘의 실현에 요구되

는’ 실현 조건(이를 이라고 하자)의 연접은 을 “무조건적으로” 실현

한다. 이와 유사하게 자판기 1에서 과 ‘코크의 방출을 야기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과 조건(이를 이라고 하자)의 연접은 코크의 방출을 물리

법칙적 필연적으로 야기한다. 이때 자판기 1의 은 버튼 1을 누름, 전

원의 공급, 중력의 정상적인 성립 등과 같은 조건들로 구성된다. 자판기 

2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점이 적용된다. 즉 와 ‘코크의 방출을 야기하

기 위해 요구되는’ 의 연접이 코크의 방출을 물리법칙적 필연적으로 

야기하고, 와 ‘의 실현에 요구되는’ 의 연접이 를 형이상학적

으로 필연적으로 실현한다.

여기서, 자판기 1의 과 자판기 2의 는 동일한 물리적 상태(예를 

들어, 투입된 동전이 특정 기계 장치에 자리잡고 있는 상태)이고, 자판기 

1과 자판기 2에서 코크가 방출되는 사건 역시 동일하며, 자판기 1의 

과 자판기 2의 도 동일하다.21) 하지만 자판기 1의 과 자판기 2의 

는 다르다. 왜냐하면 자판기 2의 는 자판기 1의 이 가지지 못하

20) Keaton & Polger (2014) p. 138-143. 블록의 예시는 Block (1978)를 참조하시오.
21) 물론 여기서 말하는 동일성은 유형(type) 동일성이지 개별자(token) 동일성이 아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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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속성들(예를 들어, ‘버튼 2가 눌러졌더라면, 펩시가 방출되었을 것이

다’와 같은 반사실 속성 등)을 가지기 때문이다.22) 따라서 자판기 1의 

과 자판기 2의 는 다르다. 따라서 각 자판기의 인과 조건들이 서로 동

일하고 실현 조건들이 서로 상이하므로, 인과 조건과 실현 조건은 동일

하지 않다. (인과 조건과 실현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함으로써 모순을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인과 조건이 실현 조건을 필연화한다고 가정해 보자. 예를 들어, 

자판기 2의 가 의 실현에 요구되는 를 필연화한다고 가정해 보

자. 그렇다면 자판기 1의 과 자판기 2의 가 동일하다는 점에 의해서 

자판기 1의 이 의 실현에 요구되는 를 필연화한다는 귀결이 따라 

나온다. 이것은, 다시, 자판기 1에서 과 이 를 “무조건적으로” 실

현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러나 코크만을 판매하는 자판기 1에서 코크 

또는 펩시가 방출되도록 하는 ‘준비’ 상태인 가 성립할 수는 없다.23) 

따라서 자판기 2의 가 를 필연화한다는 가정은 거부되어야 한다. 즉 

22) 키이튼과 폴거는 ‘준비’ 상태와 같은 기능적 속성은 그 속성이 속한 전체의 기

능적 네트워크 안에서 그 속성이 가지는 기능적 상태에 의해서 개별화된다고 주

장한다. 그들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는 자판기 1과 자판기 2의 기능적 상태를 기

술하는 아래의 표에서 자판기 1과 자판기 2의 ‘준비’ 상태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표의 내용은 본문의 내용에 맞게 아주 약간 고쳤음을 밝힌다.) 
Keaton & Polger (2014) pp. 140-141.

  

자판기 1 대기 상태 준비 상태

동전을 주입함 준비 상태로 감 준비 상태에 머묾

버튼 1을 누름 대기 상태에 머묾 코크가 방출됨; 대기 상태로 감

자판기 2 대기 상태 준비 상태

동전을 주입함
버튼 1을 누름
버튼 2를 누름

준비 상태로 감
대기 상태에 머묾
대기 상태에 머묾

준비 상태에 머묾
코크가 방출됨; 대기 상태로 감
펩시가 방출됨: 대기 상태로 감

23) 키이튼과 폴거는 이 주장에 대한 가능한 반론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몇 가지 답

변을 제시한다. Keaton & Polger (2014) pp. 142-143.



- 69 -

인과 조건은 실현 조건을 필연화하지 않는다.

여기서, 루이스의 의미론에 따라서 이른바 ‘would’ 반사실 조건문과 

‘might’ 반사실 조건문을 구분해 보자.24) ‘가 예화하고 이 예화하지 

않았더라면 ∗가 예화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반사실 조건문은 「(
& ∼) □→ ∼∗」로 기호화된다. ‘가 예화하고 이 예화하지 않았

더라면 ∗가 예화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반사실 조건문은 「( & ∼

) ◇→ ∼∗」로 기호화된다. 루이스의 의미론에 의하면, 물리적 독립

성 조건, 「( & ∼) □→ ∗」는 「∼(( & ∼) ◇→ ∼∗)」와 정

의상 동치이다. 따라서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서 「( & ∼) □→ ∼∗」가 아니라 「( & ∼) ◇→ 

∼∗」를 보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 & ∼) ◇→ ∼∗」를 베넷의 

“약한 주장”이라고 부르자.)25)

키이튼과 폴거는 베넷의 논증에 대한 그들의 반론을 명시적으로 구성

하지 않았다. 이에, 키이튼과 폴거를 대신하여 그들의 입장을 다음과 같

이 명시적으로 정리해 보자.

(1) 와 는 동일하지 않으며, 는 를 필연화하지 않는다. 즉 가 예

화하지 않으면서 가 예화하는 것이 성립가능하다. 

24) 루이스에 의하면, ( ◇→ )와 「∼( □→ ∼)」는 정의상 동치이다. ‘might’ 
반사실 조건문의 진리 조건은, 대략, 다음과 같다: ( ◇→ )가 참인 경우에 그

리고 그 경우에만 어떤 인 최근접 세계에서 가 참이다. Lewis (1973b) p. 21.
25) 베넷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 (O2)에 대한 [즉, 물리적 독립성 조건에 대한] 부

인은 「( & ∼) □→ ∼」가 아니라 「( & ∼) ◇→ ∼」이다”라고 명시

적으로 말하면서 이러한 논점을 인지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런데 

베넷은 자신의 강한 주장, 즉 「( & ∼) □→ ∼∗」와 자신의 약한 주장, 즉 

「( & ∼) ◇→ ∼∗」가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는 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고 말하면서 강한 주장을 자신의 공식적 주장으로 삼는다. Bennett (2003) p. 494, 
주 16. 그렇지만 베넷의 강한 주장은 물리적 독립성 조건, 즉 「( & ∼) □→ 

∗」를 반박하고자 하는 베넷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불필요하게 강한 주장이며 

키이튼과 폴거의 반론에 직면하므로 마땅히 포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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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예화하고 이 예화하지 않는 상황은 물리주의 체제 내에서 

성립가능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 성립하지 않아서 이 예화하지 

않는다. 

(3) 가 를 필연화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 & ∼)인 상황에서 가 

여전히 성립할 수 있다.

(4) 그러한 ( & ∼ & )인 상황에서 와 가 결합하여 ∗를 야기

했을 것이다. 즉 ‘가 예화하고 이 예화하지 않는’ 어떤 최근접 세

계에서 ∗가 예화한다. 즉 「( & ∼) ◇→ ∗」는 참이다. 

(5) 베넷의 강한 주장 「( & ∼) □→ ∼∗」는 거짓이다.

§ 2. 키이튼과 폴거의 반론의 한계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키이튼과 폴거의 반론이 기껏해야 베

넷의 강한 주장인 「( & ∼) □→ ∼∗」를 반박할 뿐, 베넷의 약한 

주장인 「( & ∼) ◇→ ∼∗」를 반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키이튼

과 폴거의 논거(가 를 필연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따라서 우리가 가

질 수 있는 명제는 기껏해야 「( & ∼) ◇→ ∗」에 불과하다. 이 명

제는 「( & ∼) □→ ∼∗」의 부정과 정의상 동치이며 따라서 베넷

의 강한 주장을 부정하는 데 그칠 뿐이다. 이 명제는 「( & ∼) ◇→ 

∼∗」를 부정하는 데 이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 & ∼) ◇→ ∼
∗」와 「( & ∼) ◇→ ∗」는 양립 가능하기 때문이다.26) 

따라서 베넷은 키이튼과 폴거의 반론이 건전함을 인정하면서도, ( & 

∼)인 어떤 최근접 세계에서 ∼∗가 참이다’라는 주장을, 즉 베넷의 약

한 주장을 여전히 견지할 수 있다. 베넷의 약한 주장을 견지하는 한 베

넷은 (키이튼과 폴거의 논거, 즉 와 는 동일하지 않고 가 를 필연화

26) 우리는 ‘어떤 ( & ∼)인 최근접 세계에서 ∗가 참이다’라는 명제와 ‘어떤 (
& ∼)인 최근접 세계에서 ∼∗가 참이다’라는 명제를 아무런 논리적 모순 없

이 모두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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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받아들이면서도)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정당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베넷은 우리

가 일상적인 의미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물리적 원인이 해당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에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비-공허하게 거짓이 된다는 주장

을 다음과 같이 방어할 수 있다.27)

와 가 동일하지 않으며 가 를 필연화하지 않는다고 하자. 배양 

접시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물리적 독립성 조건의 전건이 (비-

공허하게) 만족되는 상황은 가 예화하지만 가 성립하지 않아서 
이 예화하지 않는 경우이다. 여기서 다시, 배양 접시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에서 가 성립하지 않으면서 가 성립하지 않

을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가 를 필연화하지 않는다는 키이

튼과 폴거의 논거는 이러한 주장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 를 

필연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 성립하지 않으면서 가 성립하는 것

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함축한다. 그렇지만 ‘가 성립하지 않으면서 
가 성립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받아들이면서도 ‘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이, 배양 접시 사례

와 같은 논거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정당하게 주장될 수 있다.) 물론 

그러한 경우에  없이 가 예화하였으므로 ∗는 예화하지 않을 것이

다. 즉 「( & ∼) ◇→ ∼∗」는 참이다. 따라서 물리적 독립성 조

건은 비-공허하게 거짓이다.

27)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완성하기 위해 베넷은 다음과 같

은 논증을 추가하면 될 것이다: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물

리적 원인이 해당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에, 우리는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공허하

게 참이 된다는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방어할 수 있다: “넉넉한” 물리적 속성 가 

엄밀한 의미에서 충분하게 ∗를 야기한다고 해 보자. 그렇다면 는, 와 가 동

일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가 를 필연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 를 모두 

포함할 만큼 충분히 넉넉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가 예화하면서 이 예화

하지 않는 반사실 상황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물리적 독립성 조

건은 공허하게 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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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베넷의 논증에 대한 키이튼과 폴거의 반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 키이튼과 폴거의 결론, 즉 「( & ∼) ◇→ ∗」는 베

넷의 약한 주장, 즉 「( & ∼) ◇→ ∼∗」를 반박하지 못한다. 그리

고 ‘와 가 동일하지 않고 가 를 필연화하지는 않는다’라는 키이튼과 

폴거의 논거만으로는 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 성립하지 않는 

가능성이 봉쇄되지 않는다. 이러한 가능성에 착안하여 베넷은 키이튼과 

폴거의 핵심 논거를 흡수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 즉 베

넷은 배양 접시 사례로부터 ‘가 예화하지만 (가 성립하지 않아서) 이 

예화하지 않는’ 어떤 최근접 세계에서 가 성립하지 않고 그래서 ∗가 

예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즉 자신의 실질적 주장인 약한 주장 「( & ∼

) ◇→ ∼∗」를 정당화할 수 있다. 따라서 키이튼과 폴거의 반론은 

베넷의 실질적 입장을 논파하지 못한다.

4절. 물리적 독립성 조건을 위한 논증

§ 1. 물리적 독립성 조건을 위한 입론

베넷의 실질적 입장을 논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베넷의 약한 주장 

「( & ∼) ◇→ ∼∗」를 반박하는 주장과 그 주장을 정당화하는 논

거이다. 본고의 생각에, 그 주장은 물리적 독립성 조건, 「( & ∼) □

→ ∗」가 만족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논거는 와 가 동일하지 않

고 가 를 필연화하지 않는다는 점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보여주

는 것이다: ‘가 예화하지만 가 성립하지 않는 (그래서 이 예화하지 

않는)’ 모든 최근접 세계에서 가 성립하며, 그래서 ∗가 예화한다. 이

에, 본고는, 베넷이 기대고 있는, 반사실 조건문인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반사실 조건문에 대한 표준적 의미론인 루이스의 의미론에 따라서 만족

된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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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넷의 실질적 주장인 약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본고가 제시할 입장

은 다음과 같다.

(1) 가 성립하지 않는 반사실 상황에서 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

지 않을 수도 있다.

(2) 가 예화하고 이 예화하지 않는 상황은 물리주의 체제 내에서 

성립가능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 성립하지 않아서 이 예화하지 

않는다. 

(3) ‘가 예화하고 이 예화하지 않는’ 모든 최근접 세계에서 가 성

립한다.

(4) ‘가 예화하고 이 예화하지 않는’ 모든 최근접 세계에서 ∗가 

예화한다. 즉 물리적 독립성 조건, 「( & ∼) □→ ∗」는 참이다.

(5) 베넷의 약한 주장인 「( & ∼) ◇→ ∼∗」는 거짓이다.

(1)은 현재의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 갔음을 보여준다. 베넷의 입장을 

반박하는 키이튼과 폴거의 논거인 ‘는 를 필연화하지 않는다’라는 논

제는 가 불성립하면서 가 성립하는 상황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베넷의 

배양 접시 사례는 가 불성립하면서 가 불성립하는 상황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현재 논의의 촛점은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만족되느냐의 여부

이고, 보다 세부적으로는 ( & ∼ & ∼)인 최근접 세계에서 의 성

립 여부이다. 베넷의 반대자는 ( & ∼ & ∼)인 모든 최근접 세계에

서 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 베넷의 지지자는 ( & ∼ & ∼

)인 어떤 최근접 세계에서 가 불성립한다는 점만 보이면 된다. 일견 

이 “게임”은 베넷의 지지자에게 유리해 보인다.

(2)는 베넷과 키이튼과 폴거가 모두 동의하는 의견이다. 그런데 왜 물

리적 독립성 조건의 전건이 만족되는 세계, 즉 ( & ∼)인 세계에서 
가 성립하지 않는가? 그들이 이 질문에 대한 명시적인 논증이나 설명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그 답변은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이다: 현재 

우리가 가담하는 비환원적 물리주의 하에서 는 와 결합하여 을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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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학적으로 필연화한다. 즉 임의의 물리적 속성 , 정신적 속성 , 시점 

, 체계 에 대하여, 에서 에 가 성립하는 가운데 가 예화하면 필연

적으로 에서 에 이 예화한다. 여기서 와 는 각각이 을 필연화하

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각각이 충분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비환원적 물

리주의적 세계에서 의 예화가 고정된 가운데 이 예화하지 않기 위해

서는 가 성립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의 예화가 고정된 가운데 
이 예화하지 않으면서 가 성립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

문이다. 그리고 가 예화하고 가 불성립하면 필연적으로 은 예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리적 독립성 조건의 전건이 만족되는 세계, 즉 ( & 

∼)인 세계는 ( & ∼ & ∼)인 세계이다.

(3)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본고는, 루이스의 의미론에 따라서, 서로 동

치인 다음의 두 명제가 만족된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A) ‘가 예화

하지만 (가 성립하지 않는 그래서) 이 예화하지 않는’ 모든 최근접 세

계에서 가 성립한다. (B) 임의의 ( & ∼ & ∼)인 세계보다 현실 세

계에 더 가까운 ( & ∼ & )인 어떤 세계가 존재한다. (다음 그림이 

본고의 논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하다.)

(A) 본고는 배제 논증과 비슷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다음과 같은 논증

을 제시하겠다. 

효력 논제에 의해, 시점 의 이 시점 의 ∗를 야기한다. 폐쇄 논

제에 의해, 의 ∗는 에 한 충분한 물리적 원인 와 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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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폐쇄 논제에 의해, 의 와 는 선행하는 시점 에 한 충분한 

물리적 선행 원인 를 가진다. 수반 논제에 의해서 에 은 수반 기

초 속성 와 를 가진다. (2)에 의해, 물리적 독립성 조건의 전건 ( & 

∼)이 만족되는 임의의 최근접 세계 에서, 에 가 예화하지만 
가 성립하지 않아서 이 예화하지 않는다. 이때, 루이스의 의미론의 

요구에 따라, 에서 의 불성립을 위한 단 한 번의 “작은 기적”, 즉 

최소한의 법칙의 위반이 (의 직전에) 발생함으로써 가 성립하지 않

으며 그 밖의 모든 물리법칙들, 심물법칙들, 개별 사실들이 보존된다. 

특히, 즉 반사실 조건문의 전건이 만족되는 시점보다 이전의 과거 개

별 사실들을 최대한 고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의해, 에서 의 가 

고정되고, 그럼으로써 물리법칙적 필연성에 의해서 의 가 고정된

다. 즉 물리적 독립성 조건의 전건이 만족되는 모든 최근접 세계에서 

가 여전히 성립한다. 따라서 (3)은 만족된다. 

(B)를 정당화하기 위한 본고의 논증은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해 보자. ‘( & ∼)이 만족되면서 가 불

성립하는’ 임의의 세계 보다 현실 세계에 더 가까우면서 ‘( & ∼)

이 만족되면서 가 성립하는’ 어떤 세계 가 존재하는가? (2)에 의해

서 ( & ∼)인 세계는 ( & ∼ & ∼)인 세계이다. 따라서 는 (
& ∼ & ∼ & ∼)라는 상태를 가지며, 는 ( & ∼ & ∼ & )

라는 상태를 가진다. 는 의 불성립과 의 불성립을 위한 두 번의 

“작은 기적” 아니면 한 번의 “작은 기적”과 선행하는 개별 사실에 대

한 변화를 요구한다. 반면에 는 의 불성립을 위한 한 번의 “작은 

기적”을 요구한다. 따라서 보다 가 현실 세계에 더 가깝다. 따라서 

임의의 에 대해서 현실 세계에 더 가까운 어떤 가 존재한다. 따라

서 (3)은 만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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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능한 반론 및 답변

혹자는 본고의 논증에 대하여,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는지 모르겠다. ‘직관’적으로 볼 때, 가 불성립하는 반사실 상황에서 
가 불성립하는 것이 가 성립하는 것보다 더 그럼직하게 보이지 않는

가? 가 불성립하는 반사실 상황에서 가 여전히 성립한다는 본고의 주

장은 와 가 구성적 의미에서 배타적이거나 독립적이라는 가정에 의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한 가정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베넷의 

배양 접시 사례를 볼 때 와  사이에는 일종의 구성적 연계 관계가 존

재한다고 추정하는 것이 더 그럼직하지 않을까? 와  사이에 그러한 

구성적 연계 관계가 존재한다면 가 불성립하는 어떤 반사실 상황들에서 

가 불성립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3)은 거짓이 아닐까?

이러한 반론을 두 단계로 나눠 검토해 보자. 우선, ‘약한’ 반론을 검토

해 보자. 논증 (B)에서, 우리는 에서 한 번의 “작은 기적”만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듯하다. 예를 들어, 를 구성하는 그것의 부분이면서 동

시에 를 구성하는 그것의 부분인 어떤 제3의 조건 가 존재한다고 생

각해 보자.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에서 의 불성립을 위한 “작은 기적”

이 한 번만 일어남으로써 가 불성립하고 가 불성립하게 된다고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논증 (B)는 성립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논증 (A)에서 ( & ∼)인 최근접 세계 에서 의 불성립을 위한 “작

은 기적”이 한 번만 발생함으로써 가 불성립하고 가 불성립할 수 있

을 것이다. 이것은 어떤 ( & ∼)인 최근접 세계에서 가 불성립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논증 (A)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본고의 주장과는 반

대로 (3)은 만족되지 않는다.

그런데 과연 의 구성적 부분인 가 불성립할 때 가 불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까? 키이튼과 폴거가 올바르게 지적한 바와 같이, 는 전체론

적 특성과 함께 개인의 일생 동안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것은 에서 웬만한 국지적 구성 요소의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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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전히 성립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철수의 두뇌에서 

(고통 반응을 야기하기 위한 인과 조건들의 부분적인 구성 요소이면서 

동시에 고통 상태의 실현에 요구되는 실현 조건들의 부분적인 구성 요소

라고 믿을 만한) 신경망의 상당 부위가 제거되더라도, 철수의 두뇌에서 

C-신경 섬유가 발화한다면, 철수는 여전히 고통을 느낄 것이다. 이것은 

이 경우에 철수에서 ‘고통 상태의 실현에 요구되는’ 실현 조건이 여전히 

성립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를 국지적으로 구성하는 가 불성립함

에도 불구하고 전체론적 특성과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는 는 여전히 성

립한다고 믿을 만한 좋은 이유를 제공한다. 이러한 고려에 따르자면, ‘약

한’ 반론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다음으로, ‘강한’ 반론을 검토해 보자. 가 안정적이고 전체론적이라는 

점으로 인해 가 그것의 국지적 영역의 손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립

한다면, 이것은 가 불성립하기 위해서는 가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로, 

아마도, 총체적으로 손상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베넷의 배양 접시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러한 경우에 도 불성

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 총체적 손상으로 가 불성립하고 그럼으로써 

도 불성립하는 가능성은 곧 어떤 ( & ∼ & ∼)인 최근접 세계에서 

가 불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것은 다름 아니라 (3)이 만족되지 않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강한’ 반론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본고는, 이러한 

반론에 맞서, (3)이 만족된다는 점을, 이러한 반론을 고려하되 다시 루이

스의 의미론에 호소하여, 보이고자 한다. 

우선, 의 전체론적이고 안정적인 특성이 주어질 때 ( & ∼)인 반

사실 상황이 의 불성립을 통해 어떻게 조성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키

이튼과 폴거에 의하면, 는 전체론적 특성과 외재적 특성을 가진다. 즉 

(a) 는 한 개인의 심리 상태 전체를 규정하는 심리적 이론 가 존재 양

화하는 모든 핵심 실현자를 포함하며, (b) 그러한 핵심 실현자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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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심리적 이론 를 만족하는 방식의 인과적 상호작용을 통한 기능적 

연관이 존재하며, (c) 의 핵심 실현자들의 내용은 물리적, 역사적, 사회

적, 언어적 환경에 연계되어 있다. 이제, 각 특징에 초점을 맞춰 ( & ∼

 & ∼)인 반사실 상황을 조성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보자.

먼저, 의 외재적 환경이 변화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자. 예를 들어, 베

넷이 제안한 바대로, ( & ∼)인 반사실 상황으로 의 외재적 환경에

서 가 로 대체되는 상황을 고려해 보자.28) 여기서, 현실 세계의 

정신적 속성 을 물에 대한 철수의 욕구로, ∗를 철수가 수도꼭지를 트

는 행동으로 보자. 현재의 반사실 상황에서 실현 조건은 현실 세계의 실

현 조건과 대단히 유사할 것이며, 정신적 속성(  대신에 에 의해 

구성되는 쌍둥이-물에 대한 철수의 욕구) 역시 현실 세계의 정신적 속성

(물에 대한 철수의 욕구)과 대단히 유사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반사실 

상황에서 와 가 여전히 성립할 것이다. 따라서 (3)은 만족될 것이다. 

그런데 이 해석은, 베넷에 의하면, 반사실 조건문 해석에 관해 루이스

가 요구한 “대리 해석의 금지”에 반한다. 루이스에 의하면, ∼인 전건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와 비슷한 일체의 것이 가 부재하는 자리에 

대신 등장하지 않아야 한다.29) 본고의 생각에, “대리 해석의 금지”에 호

28) Bennett (2003) p. 496. 주 29.
29) 루이스는 우리가 사건 C가 부재하는 반사실 상황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C

가, 그것 자체의 파편이나 비슷한 것을 전혀 남겨 놓지 않은 채로, 역사에서 완전

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삭제되는 것으로 상상한다”라고 말한다. Lewis (2000) p. 
190. 이러한 “대리 해석(replacement evaluation)”의 금지는 곧 “소거 해석(deletion 
evaluation)”의 철저한 준수를 의미한다. 베넷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통해 이러한 

논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당신이 이 날아갔다고 상상하도록 되어 있을 때, 당

신은 그것이 날아갔다고 상상한다. 당신은 그것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

해서 과거가 어떻게 달라져야 했을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며, 당신은 그

것의 자리에 그 밖의 무엇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인지 걱정하지 않는다. 당신은 

마치 당신이 형이상학적 천공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저 그것을 싹둑 잘라낸

다” Bennett (2003) p.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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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는 베넷의 이러한 반대와 별도로,30) 이 해석은 현실 세계의 기초적 

물리적 사실을 뒤흔드는 너무나 큰 기적이나 개별 사실들에 관한 큰 변

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해석이 제안하는 반사실 상황이 (
& ∼)인 최근접 세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

다.31)

다음으로, 의 전체론적 특성에 촛점을 맞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

식을 고려해 보자. 첫째, 베넷의 배양 접시 사례가 조성되는 방식을 일반

화한 방식으로서, 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대규모로 제거하고 그럼으로써 

를 파괴하는 “체계 파괴 방식”. 이 방식에 의하면, 를 구성하는 한 개

인의 심리 상태를 구성하는 현실의 핵심 실현자들이 거의 모두 제거됨으

로써 가 불성립하고 그 가운데 C-신경 섬유 발화가 예화함으로써 이 

예화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체론적이고 안정적인 가 불성립하기 위해서 

가 총체적으로 파괴되는 상황에서, 베넷의 배양 접시 사례가 보여주듯

이, 도 불성립할 것으로 기대된다.32) 베넷의 배양 접시 세계는 이러한 

방식으로 가 총체적으로 파괴되고 그럼으로써 도 성립하지 않는 세계 

에 속한다.

둘째, 를 구성하는 핵심 실현자들(의 국지적이고 내재적인 특성들)을 

손상시키지 않고 다만 그것들의 배열과 연결 상태를 변화시키는 “구조 

조정 방식”. 이 방식으로 조성되는 세계에서는 정신적 속성 의 수반 

기초 속성인 핵심 실현자 가 현실 세계에서의 신경생리적 환경과 매우 

다른 종류의 신경생리적 환경 속에서 예화한다. 즉 이러한 세계에서 현

30) 일반적 인과 맥락에서 요구되는 “대리 해석의 금지”가 정신 인과 맥락에서 제한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듯하다. 하지만 이 논

점은 현재의 논지를 전개하는 데 차이를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논의의 

목적상 “대리 해석의 금지”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별로 없으므로, 여기서는 “대
리 해석의 금지”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겠다. 

31)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사례는 (3)을 지지하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2)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사례는 (3)을 지지하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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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세계의 가 그것과 매우 다른 종류의 실현 조건 로 대체된다. 이러

한 을 배경으로 예화하는 는 더 이상 을 개별화하는 인과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세계에서 은 더 이상 예화하지 않는다.33) 

물론 이러한 세계들 중에는 가 여전히 불성립하는 세계 가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들 중에는 현실 세계의 로부터 ∗에 이르는 

인과 연쇄를 구성하는 국지적·내재적 속성들─물론 를 포함하여─을 거

의 모두 보존하면서 그 밖의 신경생리적 연결이 재편되는 신경생리적 환

경 속에서 가 예화하는 세계 가 존재할 것이다. 즉 는 를 포함하여 

현실적 인과 연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로부터 구조 조정되어 

얻어진 실현 조건 ∗에 의해 조성되는 ( & ∼ & ∼ & )라는 상태

를 가진다.34) 

여기서, 현실 세계에 대한 세 세계 ,  , 의 “거리”를 루이스의 의

미론에 따라서 비교해 보자. 우선, 세 세계는 의 불성립을 위해 요구되

는 한 번의 “작은 기적”의 측면에서 유사성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 보

인다. 왜냐하면 세 세계는 모두 의 불성립을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한 번의 “작은 기적”을 통해서 (전체론적이고 안정적인) 를 불성립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을 불성립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동등한 (또는 동등

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법칙의 위반을 범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개별 사실들의 측면에서 보자면, 와 는 의 구성 요소들와 관련된 

33) 이 방식의 해석은, 반사실 상황에서 가 매우 다른 종류의 로 대체되었고 이 

예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리 해석의 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34) 키이튼과 폴거의 자판기 예시에 유비하여 말해 보자면, 자판기 2에서, 예를 들

어, 현실의 실현 조건 의 일부인 ‘버튼 2를 누름이 와 함께 펩시를 방출함으

로 이어지는’ 상태가 ‘버튼 2를 누름이 와 함께 코크를 방출함으로 이어지는’ 

상태로 변경되는 방식으로 자판기 2의 실현 조건 가 ∗로 구조 조정되고 그럼

으로써 기능적 상태 가 성립하지 않지만, 그 밖의 개별 사실들은 최대한 보존

되되, 특히 의 수반 기초 속성인 핵심 실현자 의 예화와 ‘코크의 방출을 야

기하기 위해 요구되는’ 의 성립이 유지된다. 즉 이 사례에서 ∗를 통해서 ( 

& ∼ & ∼ & )인 반사실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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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론적·관계적 사실을 유지하지 않지만 국지적·내재적 사실을 유지하

는 반면에, 은 그러한 전체론적·관계적 사실과 국지적·내재적 사실을 

모두 유지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는 과 와 달리 라는 개별 사

실을 유지한다. 즉 는 를 포함한 개별 사실들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의 불성립을 위한 한 번의 “작은 기적”만 요구하는 반면에 과 는 
의 불성립을 위한 한 번의 “작은 기적”과 더불어 최소한 라는 개별 사

실의 불일치를 요구한다. 즉 가 임의의 과 보다 현실 세계에 더 가

깝다고 보아야 할 듯하다.

요컨대 현실 세계의 개별 사실들을 최대한 보존하는 ∗라는 “구조 조

정 방식”에 의해 조성된 ( & ∼)인 최근접 세계 모두에서 가 성립한

다. 다르게 말하자면, “구조 조정 방식”으로 조성 가능한 세계들 중에서 

‘의 불성립을 통해서 을 예화하지 않는 만큼만 의 불성립을 위한 

“작은 기적”이 한 번만 발생하고 그 밖의 개별 사실들을 최대한 보존하

는 (따라서 그 밖의 불필요한 개입을 통해 를 불성립시키지 않는)’ (
& ∼)인 최근접 세계 모두에서 는 여전히 성립한다. 따라서 (3)은 만

족된다.

(4)와 (5)는 (3)으로부터 거의 직접적으로 따라 나온다. 에서 에 와 

가 성립함으로써 물리법칙적 필연성에 의해서 에 ∗가 예화한다. 따

라서 에 가 예화하지만 (가 성립하지 않아서) 이 예화하지 않는 임

의의 최근접 세계 에서 (에 가 성립해서) 에 ∗가 예화한다. 즉 

「( & ∼) □→ ∗」는 참이다. 「( & ∼) □→ ∗」는 「∼(( & 

∼) ◇→ ∼∗)」와 정의상 동치이므로, 따라서 「( & ∼) ◇→ ～
∗」는 거짓이다. 요컨대 (4) 물리적 독립성 조건은 만족되고 (5) 베넷의 

실질적 주장인 약한 주장은 거짓이 된다.35)

35) 다음과 같은 사고 실험은 본고의 주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하다: 베넷의 

배양 접시 사례를 생각해 보자. 배양 접시 세계 는 ( & ∼ & ∼ & ∼ & 
∼∗)인 상태를 가진다. 이제 배양 접시 사례를 현실 세계에 조금 더 가깝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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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이 장에서 베넷의 반사실 일관성 해법이 배제 논증이 제기하는 

비일관성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점을 보이고자 했다.

베넷이 과 가 를 과잉결정하기 위한 필요조건들 중 하나인 (O1)이 

만족된다고 주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 가 를 과잉결정하기 위

한 다른 필요조건인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만족된다는 본고의 주장이 옳

다면, 이것은 베넷의 입장이 정신 인과에서 해당 결과가 과잉결정된다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베넷은 비환원적 물리주의 

하의 정신 인과가 과잉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이기 위한 새 

구성한 사례를 상상해 보자. 우선, 예를 들어, 철수의 신경 세포가 하나 더 많은 

배양 접시 사례를 상상해 보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현실 세계의 철수의 

C-신경 섬유에서 철수의 고통 반응에 이르는 현실적 인과적 연쇄 과정을 통째로 

배양 접시 세계의 적절한 지역에 이식하는 사례를 상상해 보자. 그 경우에 는 

성립하지 않지만 와 는 성립할 것이다. 이 세계 는 ( & ∼ & ∼ &  & 
∗)인 상태를 가지면서 보다 현실 세계와 더 가깝다. 배양 접시 사례에서 실현 

조건 는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를 포함하는 현실적 인과적 연쇄 과정은 국지

적·내재적 속성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세계가 존재하리라고 상상하는 것

은 합당하다고 보인다. 이제 이러한 상상을 조금 더 일반화해보자. 「( & ∼) 
◇→ ∼∗」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 & ∼ & ∼ & ∼ & ∼∗)인 세

계 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에 철수의 C-신경 섬유에서 철수의 고통 반응에 이

르는 현실적 인과적 연쇄 과정을 통째로 이식한다고 상상해 보자. (그러한 세계

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세계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것이다.) 그러

한 세계 는 ( & ∼ & ∼ &  & ∗)인 상태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고려

에 따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명제가 성립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임의의 ( & 
∼ & ∼ & ∼ & ∼∗)인 세계보다 현실 세계에 더 가까운 ( & ∼ & ∼
 &  & ∗)인 세계가 존재한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물리적 독립성 조건 「(
& ∼) □→ ∗」이 참이라는 점을 지지한다. (본고는 단지 의미론적인 고려에 

의한 순수한 상상가능성에 호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본고는 임의의 에 

대해서 그러한 가 실제로,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것이라는 경험적인 주장을 하

고 있으며, 그렇게 믿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고

자 한다면, 임의의 에 대해서 현실 세계보다 더 가까운 가 존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야 할 텐데,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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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의 부담을 이제 스스로 짊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가 성공적

으로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는 베넷식의 비환원적 물리주의자가 배제 논

증의 도전을 아직 극복하지 못하였다고 진단해야 할 것이다.

본고의 논증이 반대자들을 설득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

도, 본고의 논의가 베넷의 입장에 대한 키이튼과 폴거의 반대 입장의 한

계를 분명하게 드러냈고 베넷의 실질적 주장인 약한 주장을 표면으로 부

상시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반론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논의

를 풍부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없지 않을 듯하다. 현재의 변증

적 상황에서 본고의 논증을 물리치고 베넷의 약한 주장에 근거하는 베넷

의 실질적 입장을 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증을 제시해야 하

는 부담은 이제 본고의 반대자들에게 넘어간다. 그러한 논증이 성공적으

로 제시되기 전까지는 베넷식의 비환원적 물리주의자가 인과적 배제 문

제를 해결하는 데 아직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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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반사실 상속성 해법의 한계

1절. 도입

김재권은 설명적 배제 논증, 인과적 배제 논증, 인과적 상속 논증을 통

해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들에게 환원적 

물리주의로 귀순할 것을 종용해 왔다.1) 인과적 배제 논증은 정신적 속성

의 인과력이 그것을 실현하는 물리적 속성의 인과력에 의해서 배제되거

나 선점된다고 말한다. 인과적 상속 논증은 정신적 속성이 그것을 실현

하는 물리적 속성으로부터 인과력을 “상속”받기 때문에 정신적 속성이 

부수현상이거나 물리적 속성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2)

많은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들은 정신적 속성이 그것의 수반 기초 속성

인 물리적 속성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지만 물리적 속성의 인과력을 “상

속”받는 덕분에 자율적인 인과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3) 이러한 입장을 

흔히 “상속성 해법”이라고 부른다.4)

상속성 해법: 정신적 속성은 그것을 실현하는 물리적 속성이 가지는 

인과력 덕분에 자율적인 인과력을 가진다.

한편 많은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들은 반사실 인과론에 호소하여 배제 

논증의 도전을 극복하고자 한다. 이러한 해법을 “반사실 인과 해법”이라

고 부르자.5) 

1) Kim (1988), (1989a), (1989b), (1992b), (1993b), (1995), (1998), (2005), (2007), 
(2009), (2014).

2) 1장 2절 §2를 참조하시오.
3) 위 문단의 “상속”과 이 문단의 “상속”은 정반대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4) Robb & Heil (2013) § 6.4 참조.
5) 선우환 (2008), (2011); Baker (1993); Harbecke (2014); Heil & Mele (1991); Horgan 

(1989), (1997); Kallestrup (2006); Kroedel (2008); LePore and Loewer (1987); 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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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실 인과 해법: 정신 인과에서 정신적 속성 에 해당 결과 ∗가 

반사실적으로 의존한다. 따라서 은 ∗의 원인이다.6) 

많은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들이 간접주의 노선의 반사실 인과 해법을 

선호한다. 이 해법의 핵심은 수반 논제와 (∼ □→ ∼∗)라는 전제로부

터7) (∼ □→ ∼∗)를 추론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사건/속성이 반사실 

인과론에 의해서 원인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그리고 그 경우에만 그것이 

반사실 인과력을 가진다고 말하자. 그렇다면, 간접주의 노선의 해법은 실

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해법에 가담한다고 말할 수 있다.

반사실 상속성 해법: 정신적 속성은 그것을 실현하는 물리적 속성이 

가지는 반사실 인과력 덕분에 자율적인 반사실 인과력을 가진다.

한편, 김재권은 반사실 인과론에 호소하는 접근법 자체가 배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김재권은 반

사실 접근법 일반에 대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비판을 제기한다.8)

“반사실 이론가들은, 우리가 정신 인과에 대해 원하는 심신 반사실문

들을 참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그 설명에 따라서 우

리가 원하지 않는 반사실문들, 예를 들어, 부수현상적 반사실문들을 

거짓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심신 인과를 옹호하기 위해서 단순히 어

Menzies (2009); Loewer (2002), (2007), (2015); Marras (1998); Menzies & List 
(2010), Menzies (2013); Raatikainen (2010); Yablo (1992) 등.

6) 본고에서 사용할 용어법에서 “( □→ ∗)”와 같은 표현은 “속성 을 예화하는 

사건 가 발생했더라면 속성 ∗를 예화하는 사건 가 발생했을 것이다”라는 문

장의 약술이다. 줄이지 않은 표현으로, 기호화하자면, “O() □→ O( )”라는 

정도의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1장 각주 3도 참조하시오.
7) (∼ □→ ∼∗)라는 전제를 더 근본적인 전제(폐쇄 논제나 그와 유사한 원리)로

부터 도출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8) Kim (1998) pp. 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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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심신 반사실문들이 겉보기에 참으로 보이고 받아들일 만해 보인다

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작금의 철학적 과제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 

우리가 원하는 것─적어도 우리들 중의 어떤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

─은 … 다른 원리들과 진리들의 관점에서 그것이 어떻게 실제적

(real)일 수 있는지에 관한 철학적 설명이다.”

여기서 김재권은 반사실 인과론이 진정한 인과와 부수현상적 가짜 인

과를 구별할 수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 문제를 “차별화 문제”라고 부

르자.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반사실주의자의 일반적인 대응은 이렇다: 해

당 사례들에 관한 반사실 조건문을 평가할 때 루이스의 의미론을 정확하

게 적용하면 진정한 인과와 가짜 인과, 특히 비환원적 물리주의 하의 진

정한 인과와 부수현상론 하의 가짜 인과가 올바르게 차별화된다. 

본고는 수반 논제 하에서 반사실 인과론이 부수현상적 인과에도 인과 

관계를 귀속하게 된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차별화 문제에 대한 반사실주

의자의 대응을 재반박할 것이다. 그리고 반사실 상속성 해법과 관련된 

부수현상적 우려가 반사실 상속성 해법이 제시하는 심물 하향 인과 모형

과 그 해법의 비판자들이 제시하는 부수현상적 하향 인과 모형이 경험적

으로 차별화될 수 없다는 비판으로 재연된다는 점을 살펴볼 것이다.

다른 한편, 수반 논제 하에서 반사실 상속 해법을 둘러싼 이러한 논쟁

은, 일견, 인과력의 “상속”에 대한 “해석”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에, 그렇지 않다. 김재권과 같은 

배제주의자들은 반사실 상속 해법에 대해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인과적 배제 문제가 제기하는 근본적 문제이기도 하다. 

우선, 반사실 상속성 해법의 대표적 지지자인 호간의 발언을 보자.9)

9) Horgan (1996) p.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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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신적 속성들과 사실들은 물리적 속성들과 사실들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그것들에] 수반한다. 둘째, (창발론과는 정반대로) 물리학

은 인과적으로 완전한 과학이다. … 셋째, 정신적 속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예화 사례들에서 정신적 속성들을 “실현하는” 물리적 

속성들을 통해서(via) 진정한 인과적/설명적 효력을 가진다.”

이에 대한 김재권의 반응은 살펴보자.10)

“정신적 상태들이 그것의 신경적 실현자들의 인과적 효력을 “통해서

(via)” 인과적 효력을 가진다고 말하는 것은 일견 부수현상적 함축을 

가진다. 신경적 실현자들이 팔을 올리는 것의 전적인(full) 원인이라

면, 정신적 상태가 기여하기 위해 무슨 일이 남아 있는가? 또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자면, 여기서 “통해서(via)”가 어떤 의미일 수 

있는가? 한 사건이, 짐작컨대 실제로 야기하는 일을 하는 다른 사건들

을 “통해서(via)” 어떤 것을 야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김재권이 줄기차게 제시해 온 답변은, 그것은 기껏해야 “잉여적”이고 

사실은 “실제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답변에서, 김재권은 정신적 

속성 이 잉여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혹은 진정한 원인이기 위해서는 
이 그것의 실현자인 가 수행하는 인과적 일 이상의 일을 수행한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볼티모어는 이러한 요

구를 “무등(piggyback) 원리”라고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정식화한다.11)

“무등 원리: 만약, 한 결과 에 대하여, 수반 속성 가 그것의 수반 기

초 속성 가 가지는 인과력보다 그 이상의 추가적인 인과력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와 가 동일하지 않다면), 의 예화는 를 야기

하지 않는다.”

10) Kim (2007), (2010) p. 262.
11) Baltimore (2010)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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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김재권이 반사실 상속성 해법의 지지자들에게 던지는 도전

을 다음과 같은 부수현상 논증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듯하다.12)

(E1) 이 ∗의 원인이라면, 은 그것의 수반 기초 속성 가 ∗에 대

해 가지는 인과적 영향력보다 그 이상의 인과적 영향력을 가진다.

(E2) 은 가 ∗에 대해 가지는 인과적 영향력보다 그 이상의 인과

적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다.

─────

(E3) 은 ∗의 원인이 아니다. 

반사실 상속성 해법의 지지자들은 김재권과 같은 비판자와의 논쟁에서 

교착 상태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E2)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

다. 하지만, 수반 논제를 고수하는 한, 그들이 비판자들에게 납득할 만한 

대응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반면에 그들이 다수 실현 논제나 조건 실현 논제를 받아들인다면 납득

할 만한 답변을 얻을 가능성이 열리는 듯하다. 두 논제에 의하면, 이 

예화하지만 가 예화하지 않는 상황이 가능하고, 이 예화하지 않지만 

가 예화하는 상황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봄으로써, 예를 들어, 이 가 ∗에 대해 가지는 인과적 영향력보

다 그 이상의 인과적 영향력을 가지는지, 그렇지 않은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조사에서 긍정적 답변을 얻게 된다면 반사실 상속성 해

법의 지지자들은 비판자들의 도전을 정면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다수 실현 논제 및 조건 실현 논제 하에서 정신 인과에서 정신

적 속성이 물리적 결과에 대해 반사실 인과력을 가진다는 점이 옹호되기 

어렵다고 논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본고는 배제 논증이 제

기하는 부수현상 문제의 맥락에서 반사실 상속성 해법에 대해 다음과 반

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다수 실현 논제 하에서 반사실 인과론은 물

12) Shapiro & Sober (2007) p.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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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인과와 심물 인과를 양립 불가능하게 만들므로 반사실 상속성 해법은 

다수 실현 논제에 의해서 지지될 수 없다. 둘째, 조건 실현 논제 하에서 

반사실 인과론은 심물 인과를 부인하므로, 반사실 상속성 해법은 조건 

실현 논제를 통해서 심물 인과를 옹호할 수 없다.

2절. 반사실 상속성 해법

이 절에서는 반사실 상속성 해법의 기본적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우

선, 반사실 상속성 해법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보자면, 하나는 루이스식 반

사실 인과론을 바탕으로 하는 “기본적 (반사실) 상속성 해법”이고,13) 다

른 하나는 개입주의 노선의 반사실 인과론을 바탕으로 하는 “파생적 (반

사실) 상속성 해법”이다.14) 두 해법은 겉보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

지만 그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대동소이하다. 본고는 선우환의 해법과 우

드워드가 심신 수반을 다루기 위해 제시한 갱신된 판본의 개입주의 노선

의 해법을 전자와 후자를 대표하는 입장으로 선별하여 각 입장의 기본적

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기본적 상속성 해법

선우환의 해법의 바탕이 되는 기본 입장부터 확인하자. 선우환은 비환

원적 물리주의를 구성하는 구분 논제─[환원 불가능성]─, 효력 논제─

[심성의 인과적 효력]─, 폐쇄 논제─[폐쇄성]─, 수반 논제─[수반]─를 

김재권이 제시하는 바대로 받아들이면서 배제 논증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한다. 그는 수반 논제, 구분 논제, 효력 논제에 대해서 “비환원적 물리주

의자라면 응당 받아들여야 할 전제들이다”라고 말하고, 폐쇄 논제에 대해

13) 선우환 (2008), (2011); Loewer (2015); Kroedel (2008) 등
14) Shapiro & Sober (2007); Shapiro (20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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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김재권이 받아들이면서 옹호하는 중요한 원리”라고 말한다.15) 

한편, 선우환은 다수 실현 논제를 받아들이고 있지만16) 배제 논증에 

대한 논의에서는 이 논제를 그다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그는 조

건 실현 논제 혹은 이와 유사한 논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17) 그는 심신 수반을 “논리적-형이상학적 필연성”을 가지는 공변 관계

로서의 수반으로 이해한다.18) 본고는 일반적 관행에 따라 심신 수반의 

15) 선우환 (2008) pp. 73-74. 
 선우환은 폐쇄 논제가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구성하는 논제라는 점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물리주의를 받아들이는 한에서 또는 최소한 물리학의 완

결성을 받아들이는 한에서, 포기할 수 없는 원리라고 여겨진다”고 말하면서 다음

과 같은 원리를 받아들인다: “물리 세계의 인과 설명적 폐쇄성 원리: 모든 물리적 

사건 각각에 대해 완전한 물리적 인과 설명이 존재한다. 물리 세계의 인과적 폐

쇄성 원리: 모든 물리적 사건 각각에 대해 물리적 원인이 존재하고 그 물리적 원

인은 그것의 물리적 속성으로 해서 원인이다.” 선우환 (2011) p. 384. 
 하지만 이 원리는 아무런 원인 없이 물리적 사건이 발생하는 가능성과 선행하는 

시점 에 정신적 원인과 물리적 원인이 시점 의 해당 결과 ∗에 대해서 두 

개의 충분한 원인으로 병존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는다는 점

에서 물리주의자, 특히 비환원적 물리주의자가 이 원리보다는 폐쇄 논제를 더 선

호할 만한 이유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16) 선우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선 모든 가능한 유기

체가, 맥주를 마시고 싶을 때마다 그들의 뉴런 혹은 실리콘들에 항상 일어나는 

공통된 물리적 현상이 있다고 어떻게 감히 믿을 수 있겠는가?” 선우환 (2011) p. 
364. 및 주 1.

17) 선우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기체의 … 행동이 일어날 충분조건은 … 유기

체를 둘러 싼 환경과 유기체의 비신경적, 신경적 부분들이 어떠어떠하다는 조건

들 모두가 그 사건 행동이 일어날 충분조건의 일부를 이룬다. 결국 그런 물리적 

충분조건은 전체론적(holistic)이어서 개별 물리적 원인으로서의 신경생리적 속성

들에 의해서는 포착될 수 없는 것이다. 그에 반해 심적 속성들은 개별 유기체에

게 귀속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환경과 역사에 보다 많이 상관하는 속성들임이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때로는 개별 사건의 물리적 속성을 언급하는 것에 의해서보

다도 개별 사건의 심적 속성을 언급함에 의해서 행동이 보다 더 잘 설명될 수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선우환 (2011) p. 385. 주 34.
18) 선우환 (2008) pp. 104-105. 그는 김재권이 심신 수반을 “논리적-형이상학적 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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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성을 “형이상학적 필연성”으로 이해할 것이다. 요컨대 본고는 선우

환의 입장을 전형적인 비환원적 물리주의의 입장으로 간주할 것이다.

선우환의 반사실 상속성 해법은, 그 핵심 내용만을 간추려 말하자면, 

반사실 인과론을 뿌리로 삼아 정신적 속성과 물리적 속성 사이의 형이상

학적 필연적 공외연성을 줄기로 하여 정신적 원인과 물리적 원인의 다수 

인과론을 그 열매로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선우환은 루이스식 반사실 인과론을 따른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19)

가 의 원인인 경우에 그리고 그 경우에만 ( □→ )와 (∼ □→ 

∼)는 참이다.

이 논제를 정신 인과에 적용하면 우리는 다음 논제를 얻는다.20)

이 ∗의 원인인 경우에 그리고 그 경우에만 ( □→ ∗)와 (∼
□→ ∼∗)가 참이다.

루이스의 반사실 의미론에 의하면 ( □→ ∗)는 현실 세계에서 자동

성”에 관한 논제로 이해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cf. Kim 
(2005) p. 49.

19) 선우환 (2011) pp. 366-367. 선우환은 “사건 가 사건 의 원인이라는 것은 (i) 
가 발생하고 가 발생하고 (ii) 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술로 분석된다”라고 말한다. 선우환은 루이스의 의미론에 의해 ( □

→ )가 현실 세계에서 자동적으로 만족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가 발생하고 
가 발생한다”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본고는 선우환의 입장을 보다 일반적인 반사

실 인과 해법을 대표하는 혹은 다른 입장으로 쉽게 확장될 수 입장이라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해당 조건을 “( □→ )”로 명시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어느 

쪽의 표현이든 본 장의 논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20) 물론, 그 밖의 추가 조건, 예를 들어, 와 가 서로 구분되는 사건이며, ∼가 

∼를 논리적으로 함축하지 않으며, 가 보다 이전 시점에 진리값이 결정된다

는 등의 조건들이 필요하다. 선우환 (2011) pp. 306-307. 각주 8 및 각주 9. 이러

한 조건들은 이 장의 주제와 관련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아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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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성립한다. (∼ □→ ∼∗)는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선우환은 이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21) 

“따라서 특정한 정신적 속성 에 대해 그 수반 기초가 물리적 속성 
라면, 가 예화하면서 이 예화하지 않는 논리적-형이상학적 가능 세

계는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이 예화하지 않았더라면 가 예화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반사실 조건문은 참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 예화하지 않았더라면 ∗가 예화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반사실 조건문[이] … 참일 것이다.”

이상을 바탕으로, 선우환의 주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22)

(S1) (∼ □→ ∼)

(S2) (∼ □→ ∼∗)

─────

(S3) (∼ □→ ∼∗)

선우환의 주요 논증을 풀어서 말하면, 대략, 다음과 같을 것이다.23)

21) 선우환 (2008) pp. 106-107. 
22) 이 논증 형식은 엄밀하게 보면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 최근접 세계와 ∼인 최근접 세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

다. 다시 말해서 (∼ □→ ∼)와 (∼ □→ ∼∗)가 모두 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전제들 하에서 어떤 ∼인 최근접 세

계가 인 세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적 가능성은, 선우환이 명시적으

로 말하고 있듯이, “가 예화하면서 이 예화하지 않는 논리적-형이상학적 가능 

세계는 존재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심신 수반에 의해서 배제된다. 왜냐하면 수반 

논제는 정신적 속성과 물리적 속성이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으로 공변하는 관계

를 가진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우환의 논증을 다음과 같

이 정비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S0) (∼ □→ ∼) 그리고 (∼ □→ ∼). 
(S2) (∼ □→ ∼∗). 따라서 (S3) (∼ □→ ∼∗). 여기서 (S0)는 수반 논제로

부터 나오므로 이 전제 대신에 □( ≡ ) 그리고 □(∼ ≡ ∼)를 전제로 삼

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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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 논제에 의하면, 비환원적 물리주의 하에서 정신적 속성과 물리

적 속성은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으로 공외연적이다. 따라서 모든 ∼

인 최근접 세계는 ∼인 세계이다. 그리고 물리주의적 결정론의 원

리 등에 의하여, 그 세계의 상태가 ∼∗인 상태로 전개할 것이다. 따

라서 ∼인 모든 최근접 세계에서 ∼∗이다. 즉 (∼ □→ ∼∗)는 

참이다.

그런데 ∼인 최근접 세계는 어떻게 조성된다고 보아야 할까?24) 우선 

소거 해석에 따라 가 소거되는, 인 상태에 의해 조성된다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만약 다수 실현 논제 하에서라면, 휴거 해석에 의해서 의 

다수 실현자들이 전혀 예화하지 않는, 인 상태에 의해서 조성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5) 어느 경우에나 ∼인 모든 최근접 세계는 ∼인 상

태를 가지고 그러한 상태는 ∼∗인 상태로 전개할 것이다.

선우환의 해법은 과잉결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에 대한 선우

환의 핵심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다.26)

“이제 우리가 인과에 대한 필요조건적 분석을 가정할 경우, … 다음의 

두 반사실 조건문이 성립할 수 있다. (A1) 이 예화하지 않았더라면 

∗가 예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A2) 가 예화하지 않았더라면 ∗가 

예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 그러면 정신 인과와 물리적 인과가 함께 

양립할 수 있게 된다. … 즉 반사실 조건문적 분석에 따를 경우 정신

적 속성 과 물리적 속성 가 둘 다 ∗에 대한 원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데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

23) 선우환 (2008) pp. 106-107. 
24) 조건 실현 논제를 고려할 때 상황은 조금 복잡해진다. 관련 논의는 4절에서 자

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25) 소거 해석의 엄수 혹은 대리 해석의 금지 정책에 따라서 다수 실현 논제 하에서

도 소거 해석만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가능할 것이다.
26) 선우환 (2008) pp. 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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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수 인과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살펴보자. 예를 들어, 도로

가 결빙된 상황에서 철수가 운전 중에 한눈을 팔아 교통사고를 냈다고 

해 보자. 도로가 결빙되지 않았더라면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철수가 한눈을 팔지 않았더라면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도로가 결빙된 사건은 교통사고가 난 원인이고, 철수가 한눈을 

판 사건도 교통사고가 난 원인이다. 두 원인은 동등한 의미에서 “완전

한” 원인이다. 이러한 상황은 어떤 의미에서 과잉결정(비표준적 과잉결

정)에 해당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종류의 과잉결정이며 평범한 종

류의 다수 원인 사례에 불과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신 인과에서 정신

적 원인과 물리적 원인은 해당 결과의 다수 원인이다.27)

선우환의 해법은 부수현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말할 것도 없

이, 정신 인과에서 정신적 속성과 해당 결과 사이의 반사실 의존 관계가 

인과 관계를 보장하므로 정신적 속성은 부수현상이 아니다. 

그렇지만 한 결과 사건에 대해 두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여전히 우

려스럽지 않은가? 이러한 의문에 대해 선우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28)

“배제 논증은 인과 관념과 관련하여 중립적인 기반 위에 서 있지 않

다. … 필요조건 분석의 견지에서는 어떤 원인이 진정한 원인이기 위

해 또는 완전한 원인이기 위해 그것이 충분조건이어야 할 이유는 없

다. 어떤 사건 가 사건 에 대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가 에 대해 

필요하다면 그것은 왜 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하나의 완전한 인과적 

설명을 제공한다. 물론 그 경우 사건 에 대한 완전한 인과적 설명은 

여럿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조건적 인과 개념의 견지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우리는 서로 다른 여러 맥락에서 여러 화용론

적 이유로 이 진정한 원인들 중 어떤 원인을 더 중요시할 수는 있지

만, 각각의 원인들은 완전한 의미에서 진정한 원인이라고 불리기에 

27) 선우환 (2008) p. 95 참조. Kroedel (2008)도 참조하시오.
28) 선우환 (2008) pp. 92-94. 유사한 견해로 Loewer (2015)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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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함이 없다.”

§ 2. 파생적 상속성 해법

최근 많은 학자들이 개입주의 노선의 반사실 접근법을 바탕으로 배제 

논증으로부터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구하고자 시도하고 있다.29) 샤피로와 

소버, 샤피로, 멘지즈, 라아티카이넨 등은 우드워드의 개입주의 노선의 

반사실 인과론에 호소하여30) 정신 인과에서 물리적 실현자 속성에 수반

하는 정신적 속성이 해당 결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31) 

우선 개입주의 하에서 배제 논증을 둘러싼 논쟁 상황을 요약하여 보여

주는 다음 그림을 살펴보자.

개입주의에 의하면, 정신적 속성이 해당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은, 곧, 

다음 명제가 참이라는 것이다.

29) 바움가르트너는 이러한 경향을 “개입주의적 전회(interventionist turn)”, “개입주의

적 운동(interventionist movement)”이라고 부른다. Baumgartner (2013) p. 1; p. 5.
30) Woodward (2003), (2008) (2015).
31) Shapiro and Sober (2007); Shapiro (2012); Menzies (2008); Raatikainen (2010). 이들

의 입장을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다수 실현 논제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서 물물 인과와 심신 수반을 바탕으로 심물 인과를 도출하려는 간접주의 입

장이고 다른 하나는 다수 실현 논제를 고려하여 비환원적 물리주의가 심물 인과

를 함축하지만 물물 인과를 부인한다는 대리주의 입장이다. 샤피로와 소버 그리

고 샤피로는 전자의 입장이고 멘지즈 그리고 라아티카이넨은 후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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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리고 (∼ □→ ∼∗)

개입주의에 의하면, 이 ∗에 차이를 만드는지 시험하기 위해서는 
에 대한 개입 로부터 를 거쳐서 ∗로 가는 인과적 경로  밖의 변항

들이 (M)과 (Ⅳ)의 요구에 의해 고정되어야 한다.32) 일견, 는  밖에 있

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에 대한 개입 는 의 고정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수반 논제에 의하면, 이 예화하지 않도록 변화

시키는 개입은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으로 가 예화하지 않도록 변화시

킨다. 따라서 비환원적 물리주의 하에서  밖에 있는 을 고정하면서 
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사실”이 함축하는 바는 무엇인가? 개입주의 내에서도 학자들은 저

마다의 입장에 따라서 이 “사실”에서 상충하는 “해석”을 추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상속성 해법의 지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

한다: 에 대한 모든 개입  하에서 (에 대한 변화를 거쳐) ∗에 대한 

변화가 반드시 동반되므로 정신 인과는 실재한다.33) 상속성 해법의 비판

자들은 정반대로 해석한다: 정신 인과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기한 개입 

가 가능해야 하는데 가 불가능하므로 정신 인과는 불가능하다.34)

여기서 (M)과 (Ⅳ)를 핵심으로 하는 개입주의 의미론은 애초에 인과적 

요인들만 변항으로 가지는 모형, 즉 인과적 그래프를 다루기 위해서 설

계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자. 그렇다면 수반 관계와 같은 비-인과적 요인

이나 관계가 포함된 모형 내지 그래프를 다루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완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드워드는 (Ⅳ)에 수반 관계를 위한 

면제 조항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 규칙을 제안한다.

(Ⅳ∗) 가 에 관하여 에 대한 개입 변항인 경우에 그리고 그 경우에

32) 1장 2절 §1을 참조하시오.
33) Raatikainen (2010).
34) Shapiro & Sober (2007); Shapiro (2012).



- 97 -

만 (ⅰ) 는 를 야기한다; (ⅱ) 는 를 야기하는 다른 모든 변항

들에 대한 스위치로서 작동한다; (ⅲ∗) 로부터 로 가는 방향적 

경로는 모두 를 통과하거나 또는 와 수반에 의해 (또는 정의에 

의해) 관련된 변항 를 통과한다. (ⅳ∗) 는 의 임의의 원인들에 

대해 (통계적으로) 독립적이되 단 그 원인들은 를 통과하는 경로 

상에도 있지 않고 와 수반(또는 정의)에 의해 관련된 변항 를 

통과하는 경로 상에도 있지 않다.

바움가르트너는 (Ⅳ)와 연동되는 (M)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해

야 한다고 진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안 논제를 제안한다.35)

(M∗) 한 변항 집합 에 관하여 가 의 (유형-수준의) 직접적인 원인

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다음과 같다: 에 대한 (Ⅳ∗)-정의된 

개입이 가능적으로 존재하되, 나 에 수반에 의해 (또는 정의에 

의해) 연관되지 않은, 에 있는 다른 모든 변항들이 고정되었을 

때 의 값 또는 확률 분포가 변한다. 

한 변항 집합 에 관하여 가 의 (유형-수준의) 기여하는 원인

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다음과 같다: (ⅰ) 에서 로 가는 방

향적 경로가 존재하고 이 경로의 각 연결은 직집적인 인과적 관계

를 가지고 (ⅱ) 에 대한 (Ⅳ∗)-정의된 개입이 가능적으로 존재하

되, 로부터 로 가는 인과적 경로 또는 로부터 로 가는 인과

적 경로 상에 있지 않은 다른 모든 변항들을 어떤 값에 고정[했을 

때] 의 값 또는 확률 분포가 변한다.

(M∗)와 (Ⅳ∗)를 받아들이는 개입주의 하에서 비환원적 심물 인과의 가

능성이 일단 열리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우선 이러한 조치들은 수반되

는 속성에 대한 개입과 수반 기초 속성에 대한 개입이 동시에 이루어지

는 것을 허용한다. 그리고 우드워드에 의하면 이러한 개입은 “두 번 세

35) Baumgartner (2013) pp.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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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해당하지 않는다.36) 따라서 에 대한 개입 하에서 의 수반 기초 

속성인 가 고정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를 고정하지 않는 
에 대한 개입이 가능적으로 존재하고 그러한 개입에서 의 변화에 ∗

의 변화가 뒤따른다면 은 ∗의 원인으로 판정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노선에 따라서, 정신 인과의 실재성을 주장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보자. 

을 ∼으로 변화시키는 개입 가 존재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수반 

논제를 고려할 때 개입 는 곧 를 ∼로 변화시키는 개입에 다름 아

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폐쇄 논제에 의하면 는 ∗의 원인이므로 를 

∼로 변화시키는 개입 하에서 ∗가 ∼∗로 변화하는 것이 뒤따를 

것이다. 따라서 을 ∼으로 변화시키는 개입  하에서 ∗가 ∼∗로 

변화하는 것이 뒤따를 것이다. 따라서 (∼ □→ ∼∗)는 참이다. 유

사하게, ( □→ ∗)도 참이다. 따라서 은 의 원인이다. 

이러한 추론은 반사실 상속성 해법의 논증과 대동소이해 보인다. 즉 

수반 논제에 의해서 올바른 공-가능한 개입에 대응하는 적절한 “작은 기

적”에 의해서 조성된 ∼인 모든 최근사 세계는 ∼인 상태를 가지고, 

폐쇄 논제에 의해서 ∼인 상태는 ∼∗인 상태로 전개할 것이고 따라서 

∼인 모든 최근사 세계는 ∼∗일 것이다. 즉 (∼ □→ ∼∗)는 참이

36) Woodward (2015) p. 29. 우드워드는 (M∗)와 (Ⅳ∗)를 위한 정당화 논증을 제시하

지는 않은 채 합리화하는 설명 내지 해설을 제시한다. 하나는 정의에 의해서 연

계되는 수반되는 속성(변항)과 수반 기초 속성(변항)이 등장하는 경우에 (M∗)와 

(Ⅳ∗)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실제 과학적 실험 관

행이 (M∗)와 (Ⅳ∗)에 맞게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Woodward (2015) pp. 
33-37. 이러한 합리화 설명이 (M∗)와 (Ⅳ∗)를 정당화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없

지 않다.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Baumgartner (2013) pp. 15-18을 참조하시오. 본
고에서는 수반 논제나 조건 실현 논제에 의해 수반 기초 속성의 변화가 수반되는 

속성의 변화로 “자동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별도의 설득력 있는 반론

이 제시되기 전에는, (M∗)와 (Ⅳ∗)는 충분하게 정당화된다고 간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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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사하게, ( □→ ∗)도 참일 것이다. 따라서 개입주의 노선의 반사

실 인과론에 의해 이 ∗의 원인이라는 결론이 따라 나온다. 

이상에서, 도 도 ∗의 원인이라는 다수 인과론이 따라 나온다. 나

아가 해당 상황은 과잉결정이 아니거나 문제 있는 종류의 과잉결정이 아

니라고 논함으로써 비환원적 정신 인과의 실재성이 옹호될 수 있을 것이

다. 즉 파생적 반사실 상속성 해법은 기본적 상속성 해법과 거의 같은 

논증 전략을 통해 그 해법을 가질 수 있다고 보인다.

 

3절. 반사실 상속성 해법에 대한 반론 Ⅰ

§ 1. 수반적 부수현상적 인과와의 무차별성

반사실 상속성 해법은 (∼ □→ ∼∗)와 수반 논제로부터 (∼ □→ 

∼∗)를 도출하고 반사실 인과론에 호소하여 이 ∗의 원인이라는 결

론을 이끌어 내는 간접주의 전략을 통해 부수현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다. 그런데 김재권은 반사실 인과론이 인과적 부수현상론의 가짜 인과에

도 인과 관계를 귀속시킬 수 있으므로 정신 인과에서 과 ∗ 사이의 

반사실 의존 관계가 이 ∗의 원인이라는 결론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반사실 인과 해법의 지지자들은 해당 반사

실 조건문을 루이스의 의미론에 따라서 올바로 해석할 때 진정한 인과와 

가짜 인과가 구별될 수 있으며, 특히 비환원적 물리주의 하에서 정신적 

속성이 인과적으로 유력하다는 점과 (수반적) 부수현상론 하에서는 그렇

지 않다는 점이 올바르게 진단된다고 주장한다. 

김재권의 문제 제기에 대한 이러한 대응이 정당화된다고 보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본고는 루이스식 접근법이 비환

원적 물리주의 하의 진정한 인과와 (수반적) 부수현상론 하의 가짜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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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논할 것이다.

우선 용어상의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인과적 부수현상론과 수

반적 부수현상론(혹은 그냥 부수현상론)을 구분하자.37) 인과적 부수현상

론 하에서 와 은 인과 관계에 의해 연결된다. 수반적 부수현상론 하

에서 은 로부터 야기되는 것이 아니며, 과 는 법칙론적 필연성을 

가지는 존재론적 의존 내지 결정 관계를 가진다. 인과적 부수현상론과 

수반적 부수현상론 하에서 정신적 속성 은 해당 결과 ∗를 포함하여 

다른 사건들에 대해 어떠한 인과적 효력도 가지지 않는다.

김재권은 반사실 의존 관계가 인과 관계를 위해 충분하다는 논제에 대

한 반론으로 인과적 부수현상 사례를 반례로 제시한 바 있다. 김재권의 

인과적 부수현상 반론은, 대략, 다음과 같다.38)

이제 인과적 부수현상론이 옳다고 가정해 보자. 이 예화하지 않았더

라면 ∗가 예화하지 않았을 것인가? 이 예화하지 않기 위해서 가 

예화하지 않았을 것이고, ∗의 유일한 원인인 가 제거된 그러한 상

황에서 ∗도 예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반사실 인과론에 의하

면 이 ∗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이것은 가정에 반한다.

그러나 이 반례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39)

인과적 부수현상론 하에서 과 는 인과적 관계를 맺는다. (∼ □

→ ∼∗)가 참인지 검사해 보자. 반사실 조건문 (∼ □→ ∼∗)의 

전건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로부터 으로 가는 인과적 관계가 

“작은 기적”에 의해서 위반되는 것만 요구된다. 그 밖의 모든 개별 사

실에 해당하는 의 예화는 여전히 유지된다. 그런데 특정한 인과 관

37) 영어로 구분해 보자면, 인과적 부수현상론과 수반적 부수현상론은 각각 “causal 
epiphenomenalism"과 “supervenient epiphenomenalism”에 해당할 것이다.

38) Kim (1998) pp. 70-71. 
39) 선우환 (2008) pp. 10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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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끊어지는 세계는 현실 세계와 충분하게 가까운 세계이다. 따라

서 ∼인 모든 최근접 세계에서 는 여전히 예화하고 이 상태는 ∗

인 상태로 전개할 것이다. 따라서 (∼ □→ ∼∗)는 거짓이다. 따라

서 인과적 부수현상론 하에서 은 ∗의 원인이 아니다.

로우어는, 더 나아가, 루이스의 의미론을 올바로 적용할 때, 비환원적 

물리주의 하에서 정신적 속성이 해당 결과의 원인으로 판명되지만 수반

적 부수현상론 하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진단이 올바르게 나온다고 주장

한다. 로우어의 설명은, 대략, 다음과 같다.40)

수반적 부수현상론 하에서 은 에 법칙론적으로 필연적으로 수반한

다. (∼ □→ ∼∗)가 참인지 검사해 보자. (∼ □→ ∼∗)의 전건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로부터 으로 가는 법칙론적 필연성을 가

지는 심물 법칙이 “작은 기적”에 의해서 위반되는 것만 요구된다. 그 

밖의 개별 사실에 해당하는 의 예화는 여전히 유지된다. 따라서 ∼
인 모든 최근접 세계에서 는 여전히 예화하고 이 상태는 ∗인 상태

로 전개할 것이다.41) 따라서 (∼ □→ ∼∗)는 거짓이다. 따라서 수

반적 부수현상론 하에서 은 ∗의 원인이 아니다.

반면에,

비환원적 물리주의 하에서 은 에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으로 수반

한다. (∼ □→ ∼∗)가 참인지 검사해 보자. (∼ □→ ∼∗)의 전

건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로부터 으로 가는 형이상학적 필연성

을 가지는 심물 법칙은 “작은 기적”에 의해서 위반될 수 없다. 따라서 

∼인 모든 최근접 세계에서 ∼이다. 따라서 ∼인 모든 최근접 세

40) Loewer (2015) pp. 60-61, (2007) p. 257.
41) 여기서 실제로 요구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인 어떤 최근접 세계에서 는 

여전히 예화하고 이 상태는 ∗인 상태로 전개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현

재의 논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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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를 야기하기 위한 추정상의 원인이 전혀 없는 상태는 ∼∗

인 상태로 전개할 것이다. 따라서 (∼ □→ ∼∗)는 참이다. 따라서 

비환원적 물리주의 하에서 은 ∗의 원인이다.

김재권은 반사실 인과론에 대한 비판에서 자신이 매우 초보적인 실수

를 범했다는 점을 순순히 인정할 듯하다. 그렇지만 김재권은 루이스의 

의미론에 호소하는 반사실 인과론이 수반적 부수현상론 하에서 정신적 

속성이 인과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잘못 진단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

을 듯하다. 본고는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논증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인과적 부수현상론과 관련한 반사실 인과론자의 진단이 그럼직

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철수가 돌을 던져 유리병이 깨졌다고 

해 보자. 우리는 철수가 돌을 던졌는데도 유리병이 깨지지 않는 세계를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은 현실적 상황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수가 돌을 던진 상태가 유리병이 깨지지 않는 상태로 

전개되는 세계는 현실 세계와 충분하게 가까운 세계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럼직해 보인다. 따라서 인과적 부수현상론 하에서 ∼인 최근접 세계

는 “작은 기적”에 의해서 로부터 으로 가는 인과 법칙이 깨지고 인 

상태는 여전히 성립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매우 그럼직해 보인다.

그런데 과연 수반적 부수현상론에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까? 예를 

들어, 철수의 고통이 예화하지 않는 반사실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것은 

철수의 C-신경 섬유의 발화와 철수의 고통 사이의 심물 법칙이 위반되었

기 때문일까, 아니면 철수의 C-신경 섬유가 발화되지 않았기 때문일까? 

보다 일반적으로 말해 보자면, 수반적 부수현상론 하에서 정신적 속성 

이 예화하지 않는 최근접 세계는 수반 기초 속성 가 예화하지 않는 

세계일까, 아니면 과  사이의 특정 심물 법칙 이 위반되는 세계일

까? 여기서, 한 세계는 이 예화하지 않고 가 예화하고 특정 심물 법

칙 이 위반되는 세계, 즉 (∼ &  & ∼)인 세계이다. 다른 한 세계

는 이 예화하지 않고 가 예화하지 않고 특정 심물 법칙 이 유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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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즉 (∼ & ∼ & )인 세계이다. 로우어는 수반적 부수현상론 하

에서 ∼인 최근접 세계는 (∼ & ∼ & )인 세계가 아니라 (∼ & 

 & ∼)인 세계라고 주장한다. 로우어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자.42)

“∼이 성립하는 최근접 세계는 를 에 연결하는 수직적 법칙이 깨

지지만 를 ∗에 연결하는 수평적 법칙이 계속해서 성립하는 세계이

기 때문에 (∼ □→ ∼∗)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럼직하다. 

반면에 (∼ □→ ∼∗)는 참일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비환원적 

물리주의는 와  사이의 연결이 단순히 법칙론적 필연화가 아니라 

형이상학적 필연화의 연결이라고 주장한다. ∼인 최근접 세계에서 

형이상학적 연결을 “깨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다.”

하지만, 로우어의 주장과 달리, 수반적 부수현상론 하에서 ∼인 모든 

최근접 세계는 (∼ & ∼ & )인 세계이지 (∼ &  & ∼)인 세계

가 아니다. 그 이유는 (∼ & ∼ & )인 세계와 (∼ &  & ∼)인 

세계가 “작은 기적”을 한 번 요구한다는 점에서 동등할 수도 있겠지만 

전자는 수반 물리주의적 세계이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심신 수반이 성립하는 정신 인과 맥락에서 반사실 상황을 조성할 

때 이른바 ‘두 번 세기’의 오류를 피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자.43) 수반 

논제 하에서 수반 기초 속성에 대한 개별 사실만 조성하면 수반되는 속

성의 변화는 “자동적으로” 따라 나온다. 즉 ∼를 조성함으로써 ∼을 

자동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수반적 부수현상론 하에서, (∼ & 

∼ & )인 세계에서는 ∼를 조성하는 한번의 “작은 기적”만 발생하고 

그 밖의 개별 사실들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면에 (∼ & 
& ∼)인 세계에서는 특정 심물 법칙 의 위반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밖의 개별 사실들이 모두 유지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일단, 두 세계가 

42) Loewer (2015) p. 61. 
43) Woodward (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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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기적”이 한 번만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동등하다고 간주하자.

여기서 주의해서 볼 점은, 두 세계가 모두 폐쇄 논제를 준수하는 물리

주의적 세계라는 점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정신 인과에서 

“작은 기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로우어의 설명을 들어보자.44) 

“루이스의 이론에 의하면, 반사실 전건 ()인 최근접 세계의 후보는 

다음과 같은 세계이다: 그 세계에서는 에 선행하는 (가능한 한) 아주 

짧은 시점까지 그 세계의 과거들이 현실의 과거와 완전히 일치하고 

그 다음에 법칙의 작은 국소적 위반에 의해서 [그 세계는] 발산하며 

그 다음에 현실적 법칙들에 맞게 전개한다. … 우리는 … 대안적 결정

들(alternative decisions)이 우리의 두뇌들에서 아주 작은 국소적 물리

적 차이들에 대응한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가 내릴 수도 있는 상이한 

결정들은 … 아주 작은(tiny) 미시적 차이들로부터 법칙들에 의해서 

결과될 수 있는 상이한 두뇌 현상들에 의해서 실현된다. 만약 법칙들

이 결정론적이면, 현실로부터의 이러한 작은 차이들은 작은 국소화된 

기적들을 포함한다. 만약 그 법칙들이 비결정론적이며, 대안적 결정들

은 기회(chance)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안적 결정들을 실현하는 물리적 속성들은 그것

에 선행하는 아주 작은 차이들로부터 물리적 법칙─결정론적 법칙이든, 

비결정론적 법칙이든 간에─을 통해서 결과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아주 

작은 차이 역시 물리적 원인으로부터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제, (∼ & ∼ & )인 세계가 폐쇄 논제를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보자. 우선, 이 세계에서 ∼인 상태가 문자 그대로 “작은 기적”

에 의해서 어떠한 물리적 원인 없이 발생했다고 하자. 이 경우에 폐쇄 

논제는 준수된다. 왜냐하면 폐쇄 논제는 원인을 가지는 물리적 사건에 

44) Loewer (2015) pp. 62-63. 참고로, 로우어는 인간의 정신 인과 현상이 루이스의 

“작은 기적” 의미론에 의해서 잘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정신 인과 현

상이 루이스의 “작은 기적” 의미론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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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음, 이 세계가 비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해 보자. ∼는 선행하는 인 상태로부터 기회에 의해서 발생

했을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 폐쇄 논제는 준수된다. 다음, 이 세계가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해 보자. 이 경우에 “작은 기적”과 관

련된 법칙을 ∗라고 하자. 법칙적 충분 원인 관념에서 볼 때, 이 세계에

서 인 상태와 ∗인 상태는 결합하여 ∼인 상태를 충분하게 보장할 것

이다. 즉 인 상태가 ∼인 상태의 원인이다. 반사실 의존 인과 관념에

서 볼 때, (∼ □→ ∼∼)가 참일 것이다. 그 세계에서 ∼인 최근접 

세계에서는 법칙 ∗와 함께 ∼인 상태를 발생시키기 위한 초기 조건 
인 상태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경우에든 인 상태가 ∼인 

상태의 원인이 된다. 즉 폐쇄 논제는 준수된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은 (∼ & ∼ & )인 세계는 심신 수반을 준

수하고 있지만 (∼ &  & ∼)인 세계는 심신 수반을 위반하고 있다

는 것이다. 심신 수반에 의하면, 현실 세계와 물리적 측면에서 차이가 없

는 세계는, 법칙론적으로 필연적으로, 정신적 측면에서도 차이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 &  & ∼)인 세계는 현실 세계와 물리적 측면에서

는 차이가 없지만 정신적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즉 심신 수반이 위배

되고 있다. 이상의 고려에 의하면 (∼ &  & ∼)인 세계가 (∼ & 

∼ & )인 세계보다 현실 세계로부터 (아마도 훨씬) 더 멀 것이다.45)

45) 한편, 로우어의 설명에서 물리적 속성이 총체적 실현자 총체라는 점에 유의하자. 

그렇다면 수반적 부수현상론 하에서 핵심과 가 정신적 속성 을 법칙론적으로 

필연적으로 실현한다. 는 외재적 환경과 자연 법칙과 같은 외적 기반, 그리고 다

른 핵심 실현자들 및 그러한 핵심 실현자들에 수반되는 정신적 상태들의 거대하

고 복잡다단한 네트워크인 내적 기반으로 구성된다. 그렇다면 수반적 부수현상론 

하에서의 심신 수반 법칙은 엄청나게 많은 수평적 법칙들과 수직적 법칙들의 복

잡다단하지만 질서정연한 조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배하는 (법칙들의 네트

워크 속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특정 심신 수반 법칙의 위반이라는 

“작은 기적”은 사실 “수많은 작은 기적들의 다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심신 수반 법칙의 위반은 국지적인 영역에 국한되는 종류의 “작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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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인과 법칙으로서의 심물 법칙이 깨지는 것은 현실 세계에 충분

하게 가까운 세계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법칙론적 필연성을 가지는 심

신 수반이 깨지는 세계는 현실 세계에 충분하게 가까운 세계가 아닌 것

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수반적 부수현상론 하에서도, 비환원적 물리주의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 최근접 세계는 ∼인 상태를 가지며 

이 상태는 ∼∗인 상태로 전개되며, 따라서 (∼ □→ ∼∗)는 참이라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은 ∗의 원인으로 판명된다. 그렇다면, 비환

원적 물리주의 하의 정신 인과와 수반적 부수현상론 하의 정신 인과가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김재권의 주장이 옹호될 수 있다고 보인다.

§ 2. 부수현상적 인과 모형과의 경험적 무차별성

반사실 상속성 해법의 간접주의적 추론 방식에 의하면, 부수현상적 가

짜 인과 사례에서조차 수반되는 속성과 수반 기초 속성 사이의 필연적 

공외연성 때문에 정신적 속성과 해당 결과 사이에 관한 반사실 조건문이 

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반사실 상속성 해법의 지지자들

은 정신 인과에서 반사실 의존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은 해당 반사실 의

존 관계가 해당 인과 관계를 충분하게 보장할 것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

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김재권

적”으로 보기 어렵다. 심신 수반 법칙은 전체론적이고 안정적인 특징을 가지는 

실현 조건과 핵심 실현자의 연접이라는 총체적 실현자에 의해서 해당 정신적 속

성이 존재론적으로 결정되는 현상을 지배하는, 총체론적인 법칙이기 때문이다. 이
러한 점을 고려할 때, 특정한 심신 수반 법칙 이 깨지는 것을, 마치 한 가닥의 

심신 수반 법칙이 깨지는 것처럼 상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심신 수반 법

칙은, 예를 들어 엔트로피 법칙과 같은 정도의 근본적인, 아니면 그것보다 더 근

본적인 법칙이라고 보는 편이 더 그럼직하다고 볼 수도 있다. 루이스의 의미론의 

첫 번째 비교-유사성 기준은 “큰, 폭넓은, 다양한 법칙의 위반을 피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 최근접 세계는 심물 법칙이 위반되

는 세계라기보다는 물리적 인과 법칙과 관련된 “작은 기적”에 의해서 가 예화하

지 않는 세계라고 생각하는 편이 더 그럼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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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문제 제기를 반복할 듯하다.46)

반사실 상속성 해법을 둘러싼 논의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교착은 최근 

개입주의 진영 내에서의 배제 논증에 관한 논의에서 재연되고 있다. 개

입주의 노선의 반사실 상속성 해법에 대한 주도적 비판자인 바움가르트

너에 의하면, 문제의 원천은 심신 수반을 다루기 위해서 갱신한 (M∗)와 

(Ⅳ∗)에 기반하는 반사실 인과론에 호소하는 심물 하향 인과 모형과 심

물 부수현상 모형이 경험적으로 구별불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바움가르트너의 진단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다음 두 그림을 보자.47)

(a)

(b)

(a)는 심물 하향 인과를 나타내고 (b) 심물 부산현상 인과를 나타낸다. 

“”는 (M∗)와 (Ⅳ∗)를 준수하는 개입을 나타내고 “”은 정신적 속성, 예

를 들어, 철수가 물을 마시고자 결정하는 정신적 상태를 나타낸다. “”는 

정신적 속성의 수반 기초 속성, 예를 들어, P-섬유 활성화와 같은 신경적 

46) 반사실 상속성 해법에 대해, 김재권의 편에서 제시할 만한, 한 가지 가능한 대응 

방식은 김기현 (2002)를 참조하시오. 여기서 김기현은 정신 인과의 부수현상 문제

가 심신 수반을 원천으로 한다는 김재권의 입장에 대해 반사실 인과론에 호소하

여 대응하려는 입장이 그렇게 “약효”가 있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47) Baumgartner (2013)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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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는 운동 피질 영역의 신경적 활성화, 예를 들어, -섬유 활

성화와 같은 신경적 상태를, “∗”는 물이 담긴 물병이 있는 냉장고로 걸

어가는 철수의 신체적 움직임을 나타낸다. 

(a)에서 에 대한 개입 는 에 대한 개입 를 자동적으로 동반하고, 
의 변화에 의 변화가 동반하게 된다. 따라서 은 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철수가 물을 마시고자 하는 결정 을 ∼으로 변화시

키는 개입 하에서, 심신 수반에 의해서, 에서 ∼로의 변화가 동반될 

것이고, 그러한 개입 하에서, -섬유 활성화가 예화하지 않게 되는 변화

가 필연적으로 동반될 것이다. 따라서 은 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

그런데 (a)와 (b)의 유일한 차이점은 에서 로 가는 심물 하향 인과

의 차이이다. 이 차이를 가려낼 수 있는 시험은 를 고정하면서 에 대

해 개입하여, (a)가 예측하는 바대로 의 변화에 의 변화가 뒤따르는

지 아니면 (b)가 예측하는 바대로 그렇지 않은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그

런데 수반 논제에 의해서 이러한 시험 상황은 연출될 수가 없다. 왜냐하

면 를 고정하면서 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M∗)와 (Ⅳ∗)에 기반하는 개입주의 하에서 정신적 속성 에 

대한 개입을 통한 시험에서 나오는 모든 경험적 자료들은 수반 기초 속

성 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산출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따라서 이

러한 경험적 증거들은 정신적 속성 의 인과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형

이상학적 내지 존재론적 주장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비환원적 심물 인과를 주장하는 개입주의자들이 정신 인과의 

해당 경험적 시험에서 나온 “증거”로부터, 독립적인 정당화 논증 없이, 

심물 하향 인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주장을 부산현상론적 주장에 비해 

더 선호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것은 다시 비환원적 물리

주의자와 부수현상론자의 논쟁이 기껏해야 정신 인과의 인과적 구조에 

대한 적절한 표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에 불과할 수도 있음을 뜻한

다. 바움가르트너는 이러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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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하는 정신적 [속성들]의 인과적 결과들은 결코 그것들의 수반 기

초들에 독립적으로 시험될 수 없기 때문에, … 정신적 [속성에서] 물

리적 [결과로 가는] 인과에서 나올 수 있는 … 모든 경험적 자료는 오

직 아마도 물리적 [속성에서] 물리적 [결과로 가는] 인과의 특징적 구

조로부터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반사실 상속성 해법의 지지자들은, 아마도, 이러한 교착 상황에서 다음

과 같은 대응 전략들 중의 하나 이상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1) 정신 인과에서 과 ∗ 사이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반사실 의존 

관계(의 연쇄)가 성립한다는 사실 자체가 (여타 필요한 조건들, 예를 들

어 과 ∗가 논리적으로나 형이상학적으로 독립적이며, 구분되며, 시간

적 선행 관계를 가진다는 등의 조건들을 총족할 때) 과 ∗ 사이의 인

과적 의존 관계가, 그리고 과 ∗사이의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충분하게 보장한다. 의 수반 기초 속성인 와 ∗사이의 인과적 매커니

즘 내지 인과적 전개 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은 (그러한 매커니즘이나 

전개 관계를 통해서) 과 ∗ 사이에 반사실적/인과적 의존 관계가 성립

하고 따라서 이 ∗의 원인이라는 점이 성립한다는 사실에 무관하다.49)

(2) 우리는 흄적 수반 형이상학이나 이와 유사한 모종의 존재론을 바

탕으로 과 ∗ 사이의 반사실 의존 관계가 현실 세계의 근본적 물리적 

속성과 자연 법칙들이나 그러한 속성들의 인과력에 의해서 뒷받침된다는 

설명을 가질 수 있다.50) 아니면, 우리는 (현실의 상황들에서조차, 실제로

는, 물리적 속성들인 과 ∗ 사이의 반사실 의존 관계마저 엄밀-법칙이 

아니라 비-엄밀-법칙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 ∗ 사

48) Baumgartner (2013) p. 22. 여기서 바움가르트너는 개입주의 노선의 반사실 인과 

해법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본고는 그의 논점이 반사실 인과 해법 

일반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확장될 수 있다고 본다.
49) 선우환 (2008), (2011); Raatikainen (2010); Worley (1993)..
50) Lower (2015); Shoemaker (2007), (2015).



- 110 -

이의 반사실 의존 관계가 심리학적 법칙과 같은 비-엄밀 법칙에 의해서 

(와 ∗ 사이의 반사실 의존 관계와 동등한 정도로) 정당하게 뒷받침된

다는 설명을 가질 수 있다.51)

(3) 추정상 원인과 추정상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

는 그것들 사이에 비례적인 관계가 성립해야 하는데, 정신 인과에서 ∗

에 대하여 가 아니라 이 비례적 관계를 만족하므로 가 아니라 이 

∗의 원인이거나 더 나은 원인이라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52) 우리

는, 또는, 은 ∗에 대해서 비례적 관계를 가지지 않지만 ∗에 대해서 

비례적 관계를 가지며, 는 ∗에 대해서 비례적 관계를 가지지 않지만 

∗에 대해서 비례적 관계를 가진다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53)

첫 번째 대응은, 적어도 비판자들에게는, 비판자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

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듯하다. 두 번째 대응과 세 번째 대응은 반사

실 인과론에 대한 보강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반사실 인과론에 대한 일종

의 후퇴적 내지 양보적 입장으로 기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본고는 이와 다른 방안 즉, 바움가르트너와 같은 비판자들의 문제 제

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반사실 인과론을 후퇴 내지 양보 없이 유

지하는 가운데 인과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4장에서 강구해 보

고자 한다. 그 전에 반사실 상속성 해법이 배제 논증이 제기하는 부수현

상 문제에 대해 비환원적 실현 물리주의 하에서 가지는 문제점을 살펴봄

으로써 반사실 인과 해법의 지지자들이 배제 논증의 맥락이 아니라 수반 

논증의 맥락에서 출구 전략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4절. 반사실 상속성 해법에 대한 반론 Ⅱ

51) Harbecke (2011).
52) Yablo (1992).
53) Harbeck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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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수 실현 논제로부터의 반론

반사실 상속성 해법이 과연 부수현상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는가 하

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심신 수반으로 인해 물리적 원인과 정신적 원

인이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으로 공외연적이므로 하나가 없이 다른 하나

만 예화하는 것이 형이상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발생한다. 이

러한 교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형이상학적 필연적 공외연성을 

깨뜨림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정신적 속성의 실현자를 총체적 실현자로 간주하는 수반 논제를 받아

들이는 한 이러한 요구는 만족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수 실현 논

제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 논제에 의하면 정신적 속성이 예화하

지만 물리적 속성은 예화하지 않는 반사실 상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는 다수 실현 논제가 파생적 반사실 상속성 해법을 구할 

수는 없다고 논할 것이다. 그 핵심 논거는 (개입주의 노선의 반사실 인

과론을 받아들이는) 파생적 반사실 상속성 해법과 다수 실현 논제가 양

립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것은 파생적 반사

실 상속성 해법은 반사실 인과론 하에서 심물 인과와 물물 인과가 둘 다 

성립할 것을 요구하지만 다수 실현 논제가 반사실 인과론 하에서 심물 

인과와 물물 인과를 양립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본 논의에 앞서, 기본적 반사실 상속성 해법이 다수 실현 논제 하에서 

배제 논증을 극복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자. 크리델에 의하면 가능하다. 

그는 루이스식 반사실 인과론과 다수 실현 논제를 받아들이면서 정신 인

과에서 해당 결과에 대해 물리적 속성과 정신적 속성이 모두 원인이 된

다는 주장(다수 인과론)이 정당화된다고 논한다. 이를 위한 크뢰델의 논

증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만 추려서 살펴보자면, 대략, 다음과 같다.54)

54) Kroede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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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 □→ ∗)와 (∼ □→ ∼∗)가 참일 것이므로 가 ∗의 원인

이라는 점이 성립한다. ∼이 참인 모든 최근접 세계는 현실 실현자 

와 대리 실현자  등을 포함하여 일체의 실현자들이 예화하지 않는 

휴거 상태, 즉  상태이고  상태는 ∼∗인 상태로 전개할 것이므로 

(∼ □→ ∼∗)는 참이다.55) 그리고 루이스의 의미론에 의하면 (
□→ ∗)는 현실 세계에서 사소하게 참이다. 따라서 다수 실현 논제 

하에서 이 ∗의 원인이라는 점이 성립한다. 따라서 다수 실현 논제 

하에서 도 도 ∗의 원인이라는 다수 인과론이 성립한다.

크뢰델은 루이스식의 반사실 의미론과 반사실 인과론에 기대고 있다. 

특히 루이스의 “강한 센터링” 가정 하에 ( □→ ∗)가 현실 세계에서 

자동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개입주의 인과론자들은 ( □

→ ∗)가 현실 세계에서 자동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다수 실현 논제가 고려되는 맥락에서라면, 이 참인 다양한 최근사 세

계들에서 ∗가 성립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요구는 상당히 그럼직

해 보인다. 즉 이들에게는 크뢰델의 논증은 미완인 채로 남아 있다.

그런데 ( □→ ∗)가 참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개입주의 진영 안

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발산 전개 

가정이나 수렴 전개 가정 하에서 그 답변은 각각 참, 거짓이라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즉 수렴 전개 가정 하에서 이 참인 

최근사 세계에서 현실 실현자  대신 등장하는 대리 실현자 이 ∗로 

수렴적으로 진화할 것이므로 ( □→ ∗)는 참이며, 발산 전개 가정의 

경우에 상응하는 추론에 의해서 ( □→ ∗)는 거짓으로 판명될 것이다. 

멘지즈 등은 다수 실현 논제 하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귀결들을 실현-

민감성과 실현-둔감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한다. 1장에서 소개한 

해당 정의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56)

55) 소거 해석을 받아들이더라도 크뢰델의 추론은 타당하게 성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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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 사이의 인과적 관계가 실현-민감한 경우란 ( & ∼)인 모든 

최근사 세계에서 ∗가 예화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과 ∗ 사이의 

인과적 관계가 실현-둔감한 경우란 ( & ∼)인 어떤 최근사 세계에

서 ∗가 예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멘지즈 등에 의하면, 다수 실현 가능한 정신적 속성과 해당 결과 사이

의 인과적 관계는 사실상 실현-민감한 경우와 실현-둔감한 경우로 구분

되며,57) 개별 인과 체계에서 정신적 속성 과 해당 결과 ∗가 실현-둔

감할 때 이 ∗의 원인이라는 귀결이, 실현-민감할 때 그렇지 않다는 

귀결이 따라 나온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별적 인과 체계

에서는 실현-민감한 경우와 실현-둔감한 경우는 배타적이므로 따라서 개

별적 체계에서 심물 인과와 물물 인과는 사실상 양립 가능하지 않다.58)

멘지즈 등의 입장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지만,59) 본고에

서는 멘지즈 등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본고는 다만 멘지즈 등의 입장을 반사실 상속성 해법과 다수 실

현 논제가 양립 불가능하다는 논증으로 가는 교두보로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 멘지즈의 실현-둔감성의 정의를, 방법적으로,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조금 더 강화시켜 보자. 

과 ∗ 사이의 인과적 관계가 실현-둔감한 경우란 ( & ∼)인 모든 

최근사 세계들에서 ∗가 예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제 실현-민감성과 실현-둔감성으로부터의 양립 불가능성 논증을 제

시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56) 1장 3절 § 2; Menzies (2013) pp. 78-79.
57) 멘지스 등은 특별한 조건 하에서 실현-둔감성 논제와 실현-민감성 논제가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Shapiro (2012)를 참조하시오.
58) Menzies (2013) pp. 77-80.
59) 멘지스 등의 입장에 대한 비판은 Shapiro (2012)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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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실현 논제가 참이라면, 개별 인과 체계는 사실상 실현-둔감하거

나 실현-민감하다. 개별 인과 체계가 실현-둔감하다면, 가 아니라 
이 ∗의 원인이고, 실현-민감하다면 이 아니라 가 ∗의 원인이다. 

따라서 어떤 개별적인 사례에서도 심물 인과와 물물 인과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파생적 상속성 해법은 모든 개별적인 사례에

서 심물 인과와 물물 인과가 동시에 성립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파

생적 상속성 해법과 다수 실현 논제는 사실상 양립 불가능하다.

(Ⅰ) 실현-둔감한 경우를 위한 하위 논증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Ⅰ.1) 는 ∗의 원인인가? 우선, ( □→ ∗)가 참인 것은 분명하다. 

다음, (∼ □→ ∼∗)는 어떠한가? ∼가 참인 모든 최근사 세계에

서 대리 실현자 이 등장할 것이고 에 의해서 인 상태가 성립할 

것이고 그 상태는 ∗인 상태로 전개할 것이다. 즉 (∼ □→ ∼∗)는 

거짓이다. 따라서 는 ∗의 원인이 아니다. 

(Ⅰ.2) 은 ∗의 원인인가? 우선, (∼ □→ ∼∗)가 참인 것은 분명

하다.60) 다음, ( □→ ∗)는 어떠한가? 이 참인 모든 최근사 세계

는 현실 실현자 나 대리 실현자 이 등장하고 인 상태나 인 상태

는 현실 세계의 결과와 동일한 ∗인 상태로 전개할 것이다. 즉 ( □

→ ∗)는 참이다. 따라서 은 ∗의 원인이다.

(Ⅱ) 실현-민감한 경우를 위한 하위 논증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Ⅱ.1) 는 ∗의 원인인가? 우선, ( □→ ∗)가 참인 것은 분명하다. 

60) ∼인 모든 최근사 세계는 가 소거되는 상태, 즉 인 상태이거나 현실 실현자 

와 대리 실현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대리 실현자들이 휴거된 상태, 즉 인 

상태일 것이고 그러한 상태들은 ∼∗인 상태로 전개할 것이다. 따라서 (∼ □

→ ∼∗)는 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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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 □→ ∼∗)는 어떠한가? ∼인 모든 최근사 세계는 ∼∗

인 상태로 전개할 것이다. 즉 (∼ □→ ∼∗)는 참이다. 따라서 는 

∗의 원인이다. 

(Ⅱ.2) 은 ∗의 원인인가? 우선, (∼ □→ ∼∗)가 참인 것은 분명

하다. 다음, ( □→ ∗)는 어떠한가? 이 참인 어떤 최근사 세계는 

현실 실현자 가 아니라 대리 실현자 이 등장하고 인 상태는 현실 

세계의 결과 ∗인 상태와 상이한 ∗인 상태로 전개할 것이다. 즉 (
□→ ∗)는 거짓이다. 따라서 은 ∗의 원인이 아니다. 

여기서 상기 논증들에서 실현-둔감성의 정의와 정신적 속성 의 다수 

실현자들이 해당 결과 ∗로 수렴적으로 전개한다는 가정은 마치 동치처

럼 행동하고 있으며, 실현-민감성의 정의와 발산 전개 가정의 경우도 유

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실현-둔감성과 실현-민

감성의 개념에 명시적으로 기대지 않는 방식으로 다수 실현 논제 하에서 

심물 인과와 물물 인과가 양립 불가능하다는 논증을 구성해 보자. 

개별 정신 인과에서, 다수 실현 논제가 참이라고 할 때, 발산 전개 가

정이 옳거나 수렴 전개 가정이 옳다. 발산 전개 가정이 옳다면, 물물 

인과는 긍정되지만 심물 인과가 부인된다. 수렴 전개 가정이 옳다면, 

심물 인과는 긍정되지만 물물 인과가 부인된다. 따라서 개별 정신 인

과에서, 다수 실현 논제가 참이라면, 심물 인과와 물물 인과는 양립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 상기 결론은 위 논증의 전제들에 호소하지 않고서도 정당

화될 수 있을 듯하다. 즉 발산 전개 가정과 수렴 전개 가정에 호소하지 

않고서도 다수 실현 논제 하에서 심물 인과와 물물 인과가 양립 불가능

하다는 주장이 정당화될 수 있는 듯하다. 이제 본고는 다음 두 명제를 

반사실 인과론 하에서 정당화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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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수 실현 논제 하에서 물물 인과가 심물 인과를 부정한다. 

(Ⅳ) 다수 실현 논제 하에서 심물 인과가 물물 인과를 부정한다.

(Ⅲ) 물물 인과는 반사실 인과론 하에서 다음 명제가 참임을 뜻한다.

( □→ ∗) 그리고 (∼ □→ ∼∗)

심물 인과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음 명제가 거짓임을 뜻한다.

( □→ ∗) 그리고 (∼ □→ ∼∗)

다수 실현 논제 하에서 이 명제가 거짓이라는 논증은 다음과 같다.61)

(Ⅲ.1) (∼ □→ ∼∗)가 참인가? ∼인 모든 최근사 세계는, 소거 

해석 하에서나 휴거 해석 하에서,  상태이거나 ,  등의 실현자들

이 일체 예화하지 않는  상태일 것이며 그러한 상태들은 (∼ □→ 

∼∗)에 의해서 ∼∗인 상태로 전개할 것이다. 따라서 (∼ □→ ∼

∗)는 참이다. 

(Ⅲ.2) ( □→ ∗)가 참인가? 이 참인 어떤 최근사 세계에서는 현

실 실현자 와 구분되는 대리 실현자 이 등장할 것이고 그 세계는 

∼인 상태이므로 (∼ □→ ∼∗)에 의해 ∼∗인 상태로 전개되고 

따라서 ( □→ ∗)는 거짓이다. 

(Ⅳ) 심물 인과는 반사실 인과론 하에서 다음 명제가 참임을 뜻한다.

( □→ ∗) 그리고 (∼ □→ ∼∗)

61) 종은, 약간 다른 문제를 다루는 맥락에서, 개입주의 노선의 반사실 인과론을 바

탕으로 본고의 논증과 대동소이한 논증을 제시한 바 있다. Zhong (2014) p.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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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물 인과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음 명제가 거짓임을 뜻한다.

( □→ ∗) 그리고 (∼ □→ ∼∗)

다수 실현 논제 하에서 이 명제가 거짓이라는 논증은 다음과 같다.

(Ⅳ.1) ( □→ ∗)가 참인가? 가 참인 모든 최근사 세계는 이 성립

할 것이고 그 상태는 ( □→ ∗)에 의해서 ∗인 상태로 전개할 것

이다. 따라서 ( □→ ∗)는 참이다. 

(Ⅳ.2) (∼ □→ ∼∗)가 참인가? 다수 실현 논제 하에서 ∼가 참인 

어떤 최근사 세계에서 현실 실현자 가 아닌 대리 실현자 이 등장할 

것이고 에 의해서 인 상태가 성립할 것이고 그 상태는 ( □→ 
∗)에 의해 ∗인 상태로 전개할 것이고 따라서 (∼ □→ ∼∗)는 거

짓이다. 

요컨대 파생적 반사실 상속성 해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사실 인과

론 하에서 심물 인과와 물물 인과가 동시에 성립해야 하지만 다수 실현 

논제 하에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파생적 반사실 상속성 해법은 

다수 실현 논제와 양립 불가능하다. 이것은 파생적 반사실 상속성 해법

을 옹호하기 위해 다수 실현 논제에 호소할 수 없다는 점을 뜻한다. 

§ 2. 조건 실현 논제로부터의 반론

조건 실현 논제를 고려할 때, 즉 정신 인과에서 물리적 속성 를 핵심 

실현자로 간주할 때, 두 원인 사이의 필연적 공외연성이 깨질 가능성, 즉 

이 예화하지 않으면서 가 예화하는 가능성이 열린다. 여기서 이 예

화하지 않는 상황은 단순히 외부 환경의 지시체가 바뀌는 정도의 “의미

론적” 변질이 아니라 구성적 의미에서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에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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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상황일 수 있으며, 그러한 반사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

는지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정신적 원인이 물리적 원인이 가진 인과력보

다 그 이상의 인과력을 가진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62)

물론 그러한 반사실 상황이 “너무나 먼” 가능성이라면 현실 상황에 대

해서 말하는 바가 별로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신적 속성이 인과적

으로 유관한지를 검사하기 위한 반사실 시험 상황은 현실 상황과 유관한 

측면에서 최대한 유사하게 조성되어야 한다. 여기서 반사실 시험 상황이 

“유관한 측면에서” 조성되어야 한다는 조항의 함축에 주목하는 것이 특

히 중요하다. 상식적인 관점에서 너무 먼 듯한 반사실 상황들이 유관한 

측면에서 너무 멀지 않은 반사실 상황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제 비환원적 실현 물리주의 하에서 정신 인과에서 정신적 속

성이 해당 결과에 대해서 인과적으로 무력하다는 점을 논하고자 한다. 

그 핵심 근거는 비환원적 실현 물리주의 하에서 (∼ □→ ∼∗)가 거

짓이라는 것이다. 본 논의에 앞서 두 가지 예비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올바른 공-가능한 개입에 관하여. 상식적 관점에 의하면 정신 인

과에서 (∼ □→ ∼∗)는 당연히 참이다. 철수가 맥주를 먹고 싶지 않

았더라면 철수는 냉장고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 추론은 최소한 두 가

지 방식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듯하다. 첫째, 소거 해석. ∼인 모든 최

근사 세계에서 ∼이고 ∗에 대한 추정상 두 원인이 모두 존재하지 않

기에 ∗도 예화하지 않는다. 둘째, 휴거 해석. ∼인 모든 최근사 세계

에서, ∼이 예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반 기초 속성도 예화하

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 실현자 와 그 대리 실현자들인 
등을 포함하는 실현자들이 일체 예화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추정상의 

어떤 원인도 존재하지 않기에 ∗도 예화하지 않을 것이다.

62) 본고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본고가 제시하고자 하는 종류의 “증거”가 Shapiro 
(2012) 등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증거”보다 훨씬 더 실제적으로 경험적인 혹은 

진정으로 경험적인 증거에 해당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할 것으로 짐작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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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두 해석은 모두 해당 반사실 조건문의 부재 전건 상황을 얻기 

위해서 심신 수반을 고려한 올바른 공-가능한 개입에 의지하고 있다.63)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공-가능한 개입이란 “수반 기초 상태 와 수반되

는 상태  사이에 형이상학적 필연성을 가지는 공변으로서의 수반 관계

가 성립할 때, 에 관한 변화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에 관한 변화에 개

입해야 하며 반대로 에 관해 개입함으로써 에 관한 개입을 자동적으

로 얻을 수 있다”는 정도의 원리를 말한다.64) 

심신 수반 하에서 올바른 공-가능한 개입은, 아래 그림이 잘 나타내는 

바와 같이, 우드워드식의 개입 방식이나 본고에서 제시하는 개입 방식을 

통해서 해당 전건 상황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65) 

우드워드의 개입 방식 본고의 개입 방식

한편, 소거 해석은 현실적 수반 기초 상태에 관한 개별적인 개입을 요

구하지만 휴거 해석은 수반 기초 상태의 가족(에 속하는 모든 성원들)에 

관한 포괄적인 개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소거 해석에

서는 수반 기초 상태 와 수반되는 상태  사이의 수반 관계가 “이 경

우에” 성립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인 상태를 위한 개입을 통해 ∼인 

63) Woodward (2015) 참조.
64) 이것은 역행적 해석의 오류 내지 이와 유사한 종류의 오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약간은 다른 맥락에서 제시된) 선우환 (2008) pp. 
103-104에서 제시된 해설을 참조하시오. 

65) Woodward (2015)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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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조성하며, 휴거 해석에서는 수반되는 상태 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잠재적 수반 기초 상태들이 일체 예화하지 않는, 즉 인 상태

를 위한 개입을 통해 ∼인 상태를 조성한다.

여기서 두 해석이 모두 올바른 공-가능한 개입을 실질적으로 핵심 실

현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자. 하지만 조건 실현 논

제 하에서 수반되는 상태 은 실현 조건  하에서 수반 기초 상태 에 

의해서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으로 실현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만약 가

능하다면, 를 그대로 두고 ∼를 위한 개입을 통해 ∼인 상태를 조성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한 개입을 “실현 조건에 관한 올바른 공-가

능한 개입”이라고 부르자. 

실현 조건에 관한 올바른 공-가능한 개입이 가능하다고 해 보자. 그렇

다면, ∼인 세계는 다음의 경우 중 하나일 것이다: (∼ & )인 세계 

그리고 ( & ∼)인 세계. 어느 세계가 ∼인 최근사 세계일까? 일견, 

(∼ & )인 세계만이 ∼인 최근사 세계일 듯하다. 우리는 그 이유로 

인 상태가 일생 동안 안정적으로 성립하며 많은 개별 사실들의 연접인 

전체론적 상태이므로 를 불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기적” 

내지 많은 “작은 기적”들의 다발이 요구된다는 점을 들 수 있을 듯하다.

본고는 이러한 입장에 반대하고자 한다. 우선, 조건 실현 논제 하의 올

바른 공가능한 개입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a) (b)

(a)와 (b)는 각각 핵심 실현자에 대한 그리고 실현 조건에 대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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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그것에 상응하는 “작은 기적”을 통해 반사실 시험 상황을 조성하는 

것을 나타낸다. 본고가 제시할 핵심적인 주장은 비환원적 실현 물리주의 

하에서 반사실 조건문 (∼ □→ ∼∗)의 전건에 (b)인 세계가 포함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맥락주의적 의미론에 관하여.66) 이 의미론에 의하면, 개별 인과 

판단과 관련된 해당 반사실 조건문에 관한 해석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분석가의 관심과 반사실 시험 상황의 객관적 접근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굽은 다리 사례”를 보자.67)

보스니아의 모스타르의 굽은 다리 근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명

문이 게재되어 있다: “이 굽은 다리는 겨울 홍수 동안, 그러나 주로 

1992에서 1995년 사이의 전쟁 동안 입은 손상 때문에, 1999년 12월 31

일에 붕괴되었다.”

모스타르 마을 주민들에게 모스타르의 굽은 다리가 붕괴된 원인은 그 

해 겨울 홍수일 것이다. 이 판단은 다음과 같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

다: 마을 주민에게는 “그 해 겨울 홍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그 굽은 

다리는 그 때 붕괴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반사실 조건문이 참이고 이

것은 그 해 겨울 홍수의 발생이 그 굽은 다리 붕괴의 원인이라는 인과 

판단을 지지한다. 여기서 마을 주민들은 그 굽은 다리가 특정 시점에 붕

괴된 사건과 그 굽은 다리가 그 특정 시점에 붕괴되지 않은 사건을 대조

하면서 인과 판단을 내린다. 동시에 마을 주민들은 그 굽은 다리가 전쟁 

중에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배경 조건으로 전제한다. 

세계 유산이 많은 모스타르를 방문한 여행객들은 모스타르의 굽은 다

66) 루이스의 표준적 의미론은 Lewis (1973)에서 본격적으로 선을 보인 이래 지금까

지 여러 가지 흠결이 발견되어 왔고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조주의 의

미론이나 맥락주의 의미론과 같은 대안적인 의미론들이 제안 및 발전되어 왔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Reiss (2013a), (2013b) 참조하시오. 

67) Reiss (2013b) p. 1089. 각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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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붕괴된 원인으로 그 굽은 다리가 전쟁 중에 손상되었다는 점을 들 

것이다. 이 판단은 다음과 같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여행객들은 

“전쟁 동안 그 굽은 다리가 손상되지 않았더라면 그 굽은 다리는 붕괴되

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반사실 조건문이 참이고 이것은 해당 인과 판단

을 지지한다. 여기서 여행객들은 그 굽은 다리가 붕괴된 사건과 그 굽은 

다리가 붕괴되지 않은 사건을 대조하면서 인과 판단을 내린다. 동시에 

여행객들은 그 해 겨울에 홍수가 났다는 점을 배경 조건으로 전제한다.

한편 마을 주민들의 판단이나 여행객들이 고려한 반사실 상황들이 객

관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들의 인과 판단은 정당화되지 않

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을 주민들의 인과 판단이 그럼직한 것은 모스타

르 마을에서 그 해 겨울에 발생한 홍수가 다른 시점에 일어나거나 아예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행객의 인과 

판단이 그럼직한 것은 해당 전쟁의 당사국들이나 전쟁에 가담한 군인들

이 세계 유산 보호에 애정을 가질 수 있었고 그런 경우에 비록 전쟁 중

이지만 모스타르의 굽은 다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그 굽

은 다리가 손상되지 않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가능했었기 때문일 것이다. 

요컨대 굽은 다리 사례는 연구자의 관심과 반사실 시험 상황의 객관적 

접근가능성이 해당 인과 판단 및 관련된 반사실 조건문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68)

이제 본고는 정신 인과에서 정신적 속성 이 해당 결과 ∗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하기 위해서 (∼ □→ ∼∗)가 거짓이라는 점을 

68) 물론 객관적으로 접근가능하다는 것은 모호한 개념일 수 있다. 해당 인과 판단

과 관련된 반사실 조건문을 평가할 때 반사실 상황들이 객관적으로 접근가능한지

를 점검하는 보편적인 규칙을 정확하게 상세화하여 매뉴얼화하는 것은 아마도 불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맥락이 주어지면 어떤 반사실 상황

이 객관적으로 접근가능한지는 연구자의 관심과 상황의 특징으로부터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Reiss (2013b) pp. 1084-1085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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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자 한다. 즉 ∼이 참인 어떤 최근사 세계에서 ∗가 참이라는 점

을 논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이고자 한다. 

(∼ □→ ∼∗)의 평가와 관련하여 ∼인 최근사 세계에 ( & ∼)

인 세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한 세계, 즉 (∼ &  & ∼)인 어

떤 세계에서 배경 조건 가 그대로 남으며 ( & )인 상태가 ∗인 상

태로 전개되므로 결국 (∼ □→ ∼∗)는 거짓이다. 

본고의 첫 번째 주장을 지지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해당 반사실 조

건문의 평가와 관련하여 최근사 세계의 범위를 결정할 때, 다른 무엇보

다도,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연구자가 던지는 

질문과 관련하여 최근사 세계가 선택되어야 한다. 둘째, 고려하는 최근사 

세계가 현실 세계로부터 객관적으로 접근가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

 □→ ∼∗)의 평가와 관련하여 ( & ∼)인 세계는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하므로 ∼인 최근사 세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일상적인 맥락에서라면 정신적 속성이 해당 결과에 차이를 만드는지 

여부를 검사할 때, (∼ & )인 세계만이 ∼인 최근사 세계라고 간주

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예를 들어, 맥주가 보관된 냉장고로 가는 철수

의 행동 ∗가 맥주를 마시고자 하는 철수의 욕구 에 의해서 야기되었

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반사실 상황을 상상할 때, 우리는, 가령, 철수가 

번개를 맞아 그의 두뇌 신경망이 원래의 것과 완전히 다르게 구조조정됨

으로써 (∼ & ∼ & )가 되는 반사실 상황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다르게 말하자면 일상적 맥락에서라면, 정신 인과에서 해당 정신적 속

성이 인과력을 가지는지 반사실적으로 검사할 때, 우리는 정신적 속성, 

그것의 물리적 핵심 실현자, 해당 결과 등의 변항들에만 관심을 가지지 

배경 조건 나 실현 조건 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일상적 맥락에서 

펼쳐지는, 정신적 속성의 인과적 유관성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연구는 

인과 조건 이나 실현 조건 가 “정상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일종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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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조건”으로 고정된다는 전제(presupposition) 하에서 진행된다. 이러한 

전제를 의심하지 않는 것은 일상적 맥락에서라면 합당해 보인다.

하지만 정신 인과 문제의 일종인 인과적 배제 문제를 다루는 현재의 

철학적 맥락에서라면 이러한 전제는 더 이상 합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

다. 즉 비환원적 실현 물리주의라는 철학적 입장 하에서 정신 인과의 가

능성 문제를 다루는 현재의 철학적 맥락에서라면 정신 인과에서 실현 조

건은 반드시 고정되는 “배경 조건”이 아니라 올바른 공-가능한 개입의 

대상이 되는 변항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를 상세하게 살펴보자.

첫째, 정신 인과 문제의 일종으로서 인과적 배제 문제는 자격-인과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정신 인과에서 정신적 속성 덕분에(in virtue of) 해당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어떻게 검사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 반사

실 시험을 통해서 검사하는 것일 것이다. 정신 인과에서 정신적 속성 
의 인과력을 검사하기 위한 반사실 상황에서 은 예화하지 않지만 다른 

모든 조건들은 가급적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건들에는 
의 추정상 인과적 경쟁자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69) 그런데 배제 논증

에서 정신적 속성과 그것의 핵심 실현자인 는 인과적으로 경쟁하는 것

으로 가정되고 있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라면 과 추정상의 인과적 경

쟁자인 는 (∼ □→ ∼∗)의 평가와 관련하여 ∼인 최근사 세계에

서 고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방법은 ( & ∼)인 반사실 상황을 조성하

는 방법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 □→ ∼∗)의 평가와 관련하여 ∼

인 최근사 세계에 ( & ∼)인 세계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과적 배제 문제는 비환원적 물리주의라는 철학적 입장 하에서 

정신 인과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배제 논증에 의

하면 비환원적 물리주의 하에서 정신 인과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의 인과력이 그것의 수반 기초 속성이자 총체

적 실현자인 의 인과력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

69) Kazez (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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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70) 그런데 비환원적 실현 물리주의 하의 조건 실현 논제가 이러한 

진단에 문제를 제기한다. 왜냐하면, 조건 실현 논제에 의하면, 의 인과

력은 핵심 실현자인 의 인과력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환원적 실현 물

리주의 하에서 정신 인과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는 ( & ∼

)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야 할 것이

다. 물론, ( & ∼)인 세계가 비환원적 실현 물리주의 하에서 객관적으

로 접근가능한 세계이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 & ∼)인 세계

는 의 인과력에 대한 연구에서 (∼ □→ ∼∗)의 평가와 관련하여 

∼인 최근사 세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71)

그렇다면, (∼ □→ ∼∗)의 평가와 관련하여 ( & ∼)인 세계는 비

환원적 실현 물리주의 하에서 객관적으로 접근가능한가? 이제 이른바 프

랑크퍼트식 사고 실험을 통해 그렇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를 살펴보자.

프랑크퍼트식 사례는 행위에 관한 도덕적 책임 혹은 자유 의지 그리고 

이른바 ‘대안 가능성의 원리’ 사이의 관계에 관한 논의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사례이다. 프랑크퍼트가 제시한 원래 사례는 다음과 같다.72)

“어떤 사람─예를 들어, 블랙─이 존즈가 어떤 특정 행동을 수행하기

를 원한다. 블랙은 마음먹은 대로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지

70) 1장에서 소개한 인과적 상속 논증 혹은 보완된 배제 논증을 참조하시오.
71)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는 정신적 속성의 인과적 효력에 관한 순수한 이론적인 관

심에 의해서 ( & ∼)인 반사실 상황을 고려함으로써 정신적 속성이 인과적 효

력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를 연구해 볼 수도 있을 듯하다. 우리는 을 실현하는 

혹은 구성하는 일부 기반을 무너뜨려서 이 예화하지 않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

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찰함으로써 이 가진 인과적 효력에 대한 의미 있는 

통찰을 얻어낼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러한 탐구는, 마치 인식론에서 통 속의 두뇌 

가설이 하는 역할과 같이, 정신적 속성의 “깊은” 인과적 효력에 관한 “깊은” 진
실을 탐구하는 한 방법을 제공할지도 모른다. 

72) Frankfurt (1969) pp. 83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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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가급적 불필요하게 수고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따라서 블랙은 

존즈가 무엇을 할 것인지 스스로 마음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닌 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블랙이 존즈가 하기를 

바라는 것과 다른 어떤 것을 존즈가 하기로 결심하려고 한다는 점이 

블랙에게 분명한 경우(블랙은 그러한 일들에 대한 탁월한 판단자이

다), [즉] 만약 존즈가 그 밖의 어떤 일을 하려고 결심하고자 하는 것

이 블랙에게 분명해지면, 블랙은 … 효과적인 단계들을 밟는다. 그런 

경우에, 존즈의 애초의 선호와 경향이 무엇이든 간에, 블랙은 마음 먹

은 것을 가진다. … 이제 블랙이 손에 든 패를 보이지 않았고, 그 이유

는 존즈가 자신의 이유에 따라서 블랙이 존즈가 수행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행동을 수행하기로 결심했고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하자. … 

그가 그 상황 속으로 침투할 준비가 없었더라도, 일어났을 것인 바대

로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하자].”

이 사례에서, 일반적으로 가정되는 바와 같이, 존즈의 의도는 존즈가 

살고 있는 도시의 시장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고 문제의 행동은 시장을 

향해 총을 쏘는 것이라고 하자. 존즈가 시장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예

화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가정 상, 블랙의 반사실 장치

가 작동하였을 것이고 존즈는 시장을 향해 총을 쏘았을 것이다. 

다음 그림은 이 사례에 대해 본고가 내릴 해석의 요점을 보여준다.

현실 세계 최근사 세계

이 사례가 묘사하는 반사실 상황이 (비환원적) 물리주의 체제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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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자. 블랙의 반사실 장치가 물리적 장치라

는 점에서 이 장치는 존즈의 정신적 속성에 직접적인 (마술적인) 영향력

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 장치가 기껏 할 수 있는 일은 존즈의 두뇌의 

물리적 실현자들에 개입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를 들어, 블랙은 존즈의 

두뇌에 필요한 경우 신경 세포들을 재빨리 이식하거나 제거하거나, 원하

는 종류의 신경적 활성화가 예화하도록 만들거나, 원치 않는 종류의 활

성화가 예화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일 것이다.73) 

그런데 프랑크퍼트식 사례에서 과연 블랙의 반사실 장치가 존즈가 현

실 세계에서 수행한 행위와 다른 대안적 행위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할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한 가지 방식은 존즈가 

“일말의 자유(flicker of freedom)”를 여전히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이다.74) 

존즈가 싸이코패쓰가 아닌 이상 아마도 일말의 양심을 가졌을 것이고, 

존즈에게서 일말의 양심이 일어나는 어떤 반사실 상황에서는 존즈가 시

장을 향해 총을 쏘고자 하는 의도 대신에 총을 쏘지 않기로 하는 의도를 

예화할 수 있었을 것이며, 블랙의 장치가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존즈

가 그러한 의도를 가지는 일을 완벽하게 막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존즈가 상당히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블랙의 장

치가, 현실 속의 다른 기계 장치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다

고 가정하자. 존즈가 시장을 쏘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면 실제로 어떤 일

들이 벌어졌을까?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수 있을 것이다.

존즈가 시점 에 마음이 흔들리면서 존즈의 두뇌 상태가 시장을 죽

73) 본고가 해석하는 방식의 프랑크퍼트식 사례는, 피셔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더 

이상 “기괴한” 종류의 “정신분열적” 사례가 아니다. Fischer (2006) pp. 55-58. 예를 

들어, 통 속의 두뇌 사례, 흑백 방의 메리 사례, 좀비 사례, 쌍둥이 지구 사례 등

은 비철학적인 맥락에서 정말로 “기괴한” 사례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프랑크

퍼트식 사례는 일상적인 관점에서조차 경험적으로 접근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74) Fischer (2006) pp. 40-50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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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하려고 할 것이고, 존즈의 

그러한 두뇌 상태로부터 특징적인 물리적 내지 신경생리적 신호가 발

생할 것이고 블랙의 반사실 장치는 거의 실시간으로 이 신호를 탐지

할 것이다. 그리고 블랙의 반사실 장치는 매우 신속하고 효과적이어

서 에서부터 현실 세계에서 핵심 실현자 와 해당 정신적 속성 이 

예화하는 시점 에 이르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존즈의 두뇌에 블랙

이 원하는 종류의 일들이 벌어지도록 하기 위한 개입을 일사분란하게 

실행할 것이다. 결국 블랙의 반사실 장치는 시장을 죽이고자 하는 존

즈의 의도를 실현하는 바로 그 물리적 핵심 실현자 의 발생을 (그리

고, 필요하다면, 인과 조건 의 성립을) 성공적으로 보장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블랙의 반사실 장치가 그 밖의 다른 일을 추

가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존즈의 두뇌에서 시장을 죽이지 않

으려고 하는 의도 및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반동적─블랙의 입장에서 볼 

때─ 핵심 실현자 Anti-를 야기하기 위한, 철수의 두뇌의 광범위한 부분

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동적 작용을 진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을 성

공시키기 위해서 존즈의 반사실 장치는 철수의 두뇌의 핵심 실현자들의 

네트워크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이 펼쳐지

는 가운데, 존즈의 정신적 속성은 ∼이 아닌 상태가 되겠지만, 존즈는 

정상적인 실현 조건  하에서 ∼가 성립함으로써 얻어지는 정신적 상

태와는 상당히 다른 정신적 상태, 예를 들어 실현 조건 인 상태에서, 

총을 쏘는 것과 관련된 체성 지각과 신체 감각 등을 경험하는 정신적 상

태를 겪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존즈는 “일말의 자유”를 구가하는 대신

에 자신에 대한 이상한 정신적 상태를 경험할 것이고, 이러한 “정신분열

적” 경험을 통해서 “어, 어, 이거 뭐지?”하는 탄성을 내뱉을지도 모른다.

이 사례에서 반사실 상황에서의 존즈의 정신적 속성 와 현실적 상황

의 정신적 속성 은 완전히 다르다. 현실적 상황에서 존즈가 예화하는 

정신적 속성 은 ‘존즈 자신이 시장을 죽이겠다’는 욕구 내지 결정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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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반사실 상황에서 존즈가 예화하는 정신적 속성 는 ‘존즈 자신은 

시장을 죽이지 않겠다’는 욕구 내지 결정이다. 그리고 의 전후로 발생

하는 정신적 입력(예를 들어, 시장에 대한 증오)과 정신적 출력(예를 들

어, 성공했다는 쾌감)은 의 전후로 발생하는 정신적 입력(예를 들어, 

살인에 대한 두려움)과 정신적 출력(예를 들어, 정신분열적 당혹감)은 서

로 다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종의 적절한, 정신적 속성들에 대한 

개별화 원리에 의해서,  ≠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이 사례에서 반사실적 상황과 현실적 상황에서 정신적 속성들

을 실현하는 물리적 속성들은 동일하다고 보인다. 현실적 상황과 반사실 

상황에서 핵심 실현자 가 동일하다는 가정은 사악한 과학자 블랙의 탁

월한 기술력과 존즈가 두 상황에서 정확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총을 쏘는 

행동을 수행하였다는 점 등으로부터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건 실현 논제 하에서 이러한 두 사실로부터 현실적 상황의 실현 조건

과 반사실 상황의 실현 조건이 다르다는 점이 따라 나올 것이다.75)

75) 한편, 프랑크퍼트식 사례는 정신 인과와 관련한 반사실 상황에서 실현 조건 가 

안정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믿는 우리의 일상적 믿음에 대한 회의론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사례는 일상적 조건 하에서 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처

럼 보인다는 점이 반사실 상황, 특히 최근사 세계에서도 성립할 것이라는 주장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당신은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 것이다: 
일상적 상황이 프랑크퍼트식 상황과 다르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지 않은가? 하지

만 이러한 무어식(Moore-style) 답변이 일상적 직관과 “증거”에 호소하는 한 그것

은 본고에서 제기하는 작금의 회의론에 대해 논점을 선취하고 있다. 당신의 두뇌

에 블랙의 반사실 장치가 이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당신은 확실히 아는가? 지
금까지 확보된 온갖 “증거”, 즉 자기 의지와 그것으로부터 유래한 당신의 행동들

의 상관 관계는 당신의 확신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당신은 지금까지 언제나 당신

의 의지에 의해,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별반 차이가 없는 바로 그 행동을 일으키

고 있을 뿐일 수 있다. 블랙의 장치가 꼭 기계 장치라고 상상하지 말라. 당신의 

두뇌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사회적 이데올로기나 편견(예를 들어, “모든 공산당

원은 나쁜 사람이다”라는 믿음)이나 건전치 않은(unwholesome) 세속적 믿음이나 

신념(예를 들어,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써 나는 행복해진다”라는 믿음, “실체로

서의 ‘나’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믿음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물들어 왔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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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프랑크퍼트식 사례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프랑크퍼트식 사

례에서 현실 상황과 매우 근접한 반사실 상황은 (∼ &  & ∼)인 상

태이며, 이러한 세계는 비환원적 실현 물리주의 하에서의 정신 인과의 

불가능성 문제에 관한 철학적 연구의 맥락에서 (∼ □→ ∼∗)의 전건

이 참인 최근사 세계에 포함되어야 하며 비환원적 물리주의 체제 하에서 

객관적으로 접근가능하다. 이 사례에서 현실 세계에서 정신적 속성 이 

실현 조건 와 핵심 실현자 에 의해서 실현되고, 와 인과 조건 가 

결합하여 해당 결과 ∗를 예화시키고 있으며, ∼인 최근사 세계에서 
가 성립하지만 가 성립하지 않음으로써 ∼이 예화하는 동시에 와 
가 결합하여 ∗를 예화시킨다. 즉 이 사례에서 ∼인 최근사 세계에서 

여전히 ∗가 예화한다.76) 따라서 이 사례는 정신 인과에서 정신적 속성 

이 해당 결과 ∗의 원인이 아니라고 볼 만한 좋은 이유룰 제공한다.

본고는 이 장에서 많은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들이 선호하는 반사실 상

속성 해법이 배제 논증의 도전을 비판자들이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극복

결과 당신의 두뇌에는 언제부터인지 모종의 반사실 장치가 장착되었을지도 모른

다. 당신이 그렇게 물들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일말의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단 한 번도 그러한 종류의 의지를 가지려

는 시도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76) 그런데 정말로 (∼ &  & ∼)인 세계에서 해당 결과 ∗가 예화할 것인가? 

그 답변은 그 세계에서 인과 조건 가 성립하는가 성립하지 않는가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다. 만약 ∼인 상태가 조성됨으로써 인과 조건 에 모종의 인과적 내

지 비-인과적 영향을 미쳐서 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면, 그럼으로써 조성된 ( & 

∼)인 상태가 ∼∗인 상태로 전개될 것이다. 의 전체론적이고 안정적인 특성

을 고려할 때 ( & ∼)인 상태는 ∼인 상태를 조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최소한 (∼ & )인 세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부인하

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우리는 (∼ &  & ∼)인 어떤 최근사 세계에서 
가 여전히 성립하며 그럼으로써 ∗가 예화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본고의 

현 논의에서 필요한 논거는 이 정도의 약한 논거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한 

어떤 ∼인 최근사 세계에서 ∗가 예화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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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 내지 한계를 수반 논제, 다

수 실현 논제, 그리고 조건 실현 논제 하에서 제기하고자 하였다. 

첫째, 수반 논제 하에서, 정신적 속성과 물리적 속성 사이의 필연적 공

외연성으로 인해 정신적 속성이 단지 부수현상적 속성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진정한 반사실 인과력을 가지는지, 혹은 물리적 속성의 반사실 인

과력이 제공하는 경험적 증거와 독립적인 증거를 통해 그렇다는 점이 입

증될 수 있는지 분명치 않아 보인다.

둘째, 다수 실현 논제 하에서, 정신적 속성에서 물리적 결과로 가는 심

물 인과를 가정할 때 물리적 속성에서 물리적 결과로 가는 물물 인과가 

부정되고, 물물 인과를 가정할 때 심물 인과가 부정되는 귀결이 초래되

는 것처럼 보이며, 따라서 인과적 상속성 해법을 통해서 물물 인과와 심

물 인과를 모두 가지기는 혹은 다수 인과론을 가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셋째, 조건 실현 논제 하에서, 정신적 속성이 물리적 결과의 원인이 아

니라는 주장이 2장의 논거를 계승 및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제기될 수 있

다. 그 주요 논증은 다음과 같다: ( & ∼)인 세계는 비환원적 실현 물

리주의 하에서 의 인과력에 대한 연구와 관련되며 물리주의적 체제 내

에서 객관적으로 접근가능하다는 점에서 (∼ □→ ∼∗)의 전건이 참

인 최근사 세계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러한 세계들 중에는 가 여전히 

성립하는 세계가 존재할 것이며, 따라서 (∼ □→ ∼∗)는 거짓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 내지 반론에 대해서 반사실 상속성 해법의 지지자들

은 아마도 나름대로의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고는 

4장에서 반사실 인과 해법의 틀을 가능한 한 단순하게 유지하는 노선에

서 그리고 배제 논증의 맥락이 아니라 수반 논증의 맥락에서 유망한 대

응책을 찾아 보고자 한다. 본고는 특히 2장과 3장에서 반사실 일관성 해

법과 반사실 상속성 해법을 비판하는 핵심적 논거로 삼은 조건 실현 논

제를 활용하여 반사실 자율성 해법을 비판으로부터 방어하고 나아가 정

신적 속성이 진정한 반사실 인과력을 가진다는 입장을 옹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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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반사실 자율성 해법의 전망

1절. 도입

김재권의 수반 논증은 하향 인과 논증과 배제 논증을 하위 논증으로 

가진다.1) 하향 인과 논증은 정신적 속성 이 다른 정신적 속성 ∗를 

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를 실현하는 물리적 속성 ∗를 야기해야 한

다는 원리를 주요 전제로 하여 과 ∗ 사이의 심심 인과가 과 ∗ 사

이의 심물 인과를 함축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배제 논증은 

심물 인과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가진다. 따라서, 수반 논증에 의하면, 

심심 인과도 심물 인과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편, 수반 논증은 정신적 원인 이 정신적 결과 ∗에 대해, 그것의 

실현 기초인 물리적 원인 에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원인으로서의 지위

를 누릴 수 없다는 문제를 추가적으로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

는 무엇인가? 우선, 물리적 원인 가 ∗의 수반 기초 속성인 ∗를 야기

한다면, 는 ∗의 충분한 원인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2) 그렇다면 정신 

인과에서 정신적 속성 ∗에 대해 충분한 물리적 원인 가 있으므로 
이 ∗에 대해서 더 이상 수행할 인과적 일은 남아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수반 논증은 정신 인과에서 이 아니라 가 ∗에 대해서 원

인의 지위를 독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들은 정신 인과에서 정신적 속성이 다른 정

신적 속성에 대하여, 그것의 실현자 속성의 인과적 효력에 환원되지 않

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인과적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

을 흔히 “자율성 해법”이라고 부른다.3) 이 입장에 의하면, 정신 인과에서 

1) Kim (1998), (2005), (2011).
2) 이러한 논증을 “상향 인과 논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cf. Zhong (20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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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속성은 그것의 실현자 속성인 물리적 속성에 존재론적으로 의존

하면서 물리적 속성을 “통해서(via)” 모든 인과적 과업을 수행하지만 여

전히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인과적 능력과 역할을 가지며 수행한다.4) 

자율성 해법은 개별적 형태에서는 다양한 모습을 띠지만 몇 가지 부류

로 나누어 볼 수 있다.5) 한 부류는 특수 과학이나 심리학의 설명들에 주

목한다. 이에 의하면, 심리학을 포함한 특수 과학들이 다루는 상위 속성

들 및 관계들에 대한 설명은 하위 속성들 및 관계들에 대한 설명에 대하

여 설명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다. 이 부류의 해법을, 다시, 약한 판

본과 강건한 판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약한 판본은 심리학을 포함한 

특수 과학의 설명 관계와 근본 물리학과 같은 근본 과학이 포착하는 인

과 관계를 구분하고 전자의 설명 관계가 후자의 인과 관계에 대해서 모

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강한 판본은 심리학과 같은 

특수 과학들에서 다루는 인과적 설명이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실재적이

고 객관적인 관계를 올바르게 추적하고 반영한다고 보며, 상위 현상들 

사이의 인과적 설명적 관계가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실재적이고 객관적

인 인과적 구조와 질서에 의해서 뒷받침된다고 주장한다.6) 

한편, 흔히 “이중 피설명항 전략”으로 불리는 해법들도 일종의 자율성 

해법으로 볼 수 있다. 배제 논증을 추동하는 형이상학적 “긴장”은 한 개

의 피설명항(∗)에 대해서 하나보다 많은 설명들이나 원인들(과 )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중 피설명항 전략은 정신 인과 문제에서 

두 개의 상이한 피설명항들, 즉 ∗과 ∗가 존재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3) Jackson (1996) § 2.
4) Jackson (2010) p. 176; Gibbons (2006) p. 82; Crisp and Warfield (2001) p. 306–307; 

Marras (1998) p. 448–449; Tuomela (1998) p. 22–23; Thomasson (1998) p. 188; 
Burge (1993) p. 116; Yablo (1992) p. 274; Harbecke (2014) p. 379.

5) Robb & Heil (2013) § 6.3.
6) 이러한 입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Kim (1988), (1989a), 

(1994); 선우환 (20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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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속성 은 정신적 속성 ∗를 배타적으로 야기하고, 물리적 속성 

는 물리적 속성 ∗를 배타적으로 야기한다. 따라서 이 해법에 의하면, 

정신적 원인과 물리적 원인 사이의 인과적 경쟁은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

지 않는다.7) (하지만 피설명항 속성들이 수반 관계를 가진다는 점이 주

어지면 수반 논증이 다시 치고 들어올 여지가 생긴다.)8)

수반 논증의 도전으로부터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구하고자 하는 자율성 

해법들은 일종의 평행 인과론에 최종적으로 다다르는 경우가 많아 보인

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이른바 층위(level) 존재론을 명시적으로 채택

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층위 존재론에 의하면, 근본 물리학이 말하고 

추적하는 물리적 속성들과 관계들은 존재론적으로 근본적이면서 하위의 

근본적인 층위를 이루고, 심리학이 말하고 추적하는 정신적 속성들과 관

계들은 물리적 속성들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지만 상위의 독립적이고 자

율적인 층위를 이룬다.9) 이러한 입장은 흔히 정신 인과에서 심심 인과와 

물물 인과 즉 층내(intra-level) 인과는 허용하되 심물 인과나 물심 인과 

즉 층간(inter-level) 인과를 거부하는 입장을 나가는 경우가 많다.10)

본고는 다양한 형태의 자율성 해법들이 수반 논증의 첫 번째 하위 논

증인 하향 인과 논증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고 본다. 이에 본고

는 자율성 해법을 다음과 같이 최소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11)

자율성 해법: 정신 인과에서 심심 인과가 존재하지만 이것이 심물 인

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7) Marras (1998). cf. Dretske (1993), (1995). 
8) Kim (1995) 참조.
9) 백도형 (2014) pp. 146-161.
10) Gibbons (2006), Schlosser (2009), Thomasson (1998). 
11) 한편, 무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율성 해법: 정신적 원인들은 정신적 결과

들을 발생시키지만 물리적 결과들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물리적 원인들이 물리

적 결과들을 발생시킨다. 즉, 비-과잉결정 원리, 구분 논제, 폐쇄 논제를 수용하면

서, 심심 인과를 받아들이되 심물 인과를 거부한다.” Moore (2013) p.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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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실 인과론에 호소하여 자율성 해법을 옹호하는 입장을 “반사실 자

율성 해법”이라고 부르자. 이 해법의 핵심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반사실 자율성 해법: 심심 반사실 조건문 ( □→ ∗)와 (∼ □→ 

∼∗)가 심물 반사실 조건문 ( □→ ∗)와 (∼ □→ ∼∗)를 함축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반사실 자율성 해법의 지지자들이 일종의 평행 인과론을 자

신들의 입장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예를 들어, 

철수가 자신의 애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나서 해당 믿음을 가졌고 

그럼으로써 크나큰 슬픔을 느끼는 경우에, 정신 인과와 관련된 주요 반

사실 조건문들의 진리값은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12)

철수의 믿음이 없었더라면, 철수의 슬픔이 없었을 것이다. (∼ □→ 

∼∗) … [참]

철수의 믿음을 실현하는 실현자가 없었더라면, 철수의 슬픔을 실현하

는 실현자가 없었을 것이다. (∼ □→ ∼∗) … [참]

철수의 믿음이 없었더라면, 철수의 슬픔을 실현하는 실현자가 없었을 

것이다. (∼ □→ ∼∗) … [거짓]

철수의 믿음을 실현하는 실현자가 없었더라면, 철수의 슬픔이 없었을 

것이다. (∼ □→ ∼∗) … [거짓]

본고는 반사실 자율성 해법을 두 부류로 구분하고자 한다. 하나는 다

12) Marras (1998) pp. 44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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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실현 논제에 호소하는 접근법을, 다른 하나는 조건 실현 논제에 호소

하는 접근법을 취한다. 전자는 크리슾과 워필드 그리고 마라스 등에 의

해서 제안된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반사실 자율성 해법이며 후자는 최근 

크리스텐센과 캘러스트럽에 의해서 제안된 해법이다. 전자를 “다수 실현 

자율성 해법”으로, 후자를 “조건 실현 자율성 해법”으로 부르자.13) 

본고는 다수 실현 자율성 해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조건 실현 자율성 

해법을 옹호하고자 한다. 우선, 기존에 제시된 다수 실현 자율성 해법은 

다수 실현 논제에 더하여 발산 전개 가정에 의존하는데, 그것보다 더 그

럼직한 수렴 전개 가정을 수용할 때 이 해법은 심각한 문제점에 봉착한

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반면, 조건 실현 자율성 해법은 하향 인과 논

증을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속성이 물리적 속성의 반사실 인과

력보다 그 이상의 반사실 인과력을 가진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인과적 

배제 논증(수반 논증)이 제기하는 핵심적인 우려인 정신적 속성의 부수

현상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을 논하고자 한다. 

이 장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우선, 김재권의 하향 인과 논증과 이 논

증의 반사실 인과론 판본인, 종의 반사실 하향 인과 논증14)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수렴 전개 가정과 함께하는 다수 실현 자율성 해법의 한계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조건 실현 자율성 해법을 하향 인과 논증으로부터 

방어하고, 더 나아가 이 해법의 전망을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즉 종의 반

사실 하향 인과 논증과 김재권의 하향 인과 논증이 부당하다는 점을 밝

히고, 나아가, 인과 시험과 차폐 시험을 통해 정신적 속성의 반사실 인과

13) 전자를 지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루이스의 반사실 인과론을 채택하고 후자를 

지지하는 경우 개입주의 인과론과 같은 대안적 반사실 인과론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짝지어져야 한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편, 1장 3절 

§ 1의 논의에 의할 때, 조건 실현 자율성 해법은 다수 실현 해법와 배타적이지 

않으며 이 해법은 다수 실현 해법을 그 하위 내지 보조적인 해법으로 적절하게 

활용하는 형태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14) Zhong (2011), (20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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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들이, 그것들이 존재론적으로 의존하는 물리적 속성의 반사실 인과력

들보다 그 이상의 반사실 인과력들을 가진다는 점을 보인다.

2절. 하향 인과 논증과 반사실 하향 인과 논증

§ 1. 수반 논증과 하향 인과 논증

수반 논증은 하향 인과 논증과 배제 논증으로 구성된다. 수반 논증의 

주요 논증은 다음과 같다.15)

심심 인과가 심물 인과를 함축한다. 

심물 인과는 없다.

─────

심심 인과는 없다.

수반 논증의 1단계 논증인 하향 인과 논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

한 김재권의 설명을 살펴보자.16)

“(1) 정신적 속성 의 예화인 정신적 사건이 다른 정신적 속성 ∗가 

예화하도록 야기한다고 가정하자.

(2) 심신 수반에 따르면, 이 경우에 ∗가 예화하는 것은 물리적 속성

이 이 경우에 예화한다는 사실 덕분이다. 이것을 물리적 기초 ∗라고 

하자.

(3) 이제 묻는다: 왜 ∗가 이 경우에 예화하였는가? ∗가 이 경우에 

발생한다는 사실에 책임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개의 추정상 답변

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ⅰ) 의 예화가 ∗가 예화하도록 야기

했기 때문이며(우리의 원래 가정) (ⅱ) ∗의 수반 기초 ∗가 이 경우

15) 선우환 (2008) p. 75 참조.
16) Kim (2011) pp. 21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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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예화하였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김재권은 (ⅱ)가 (ⅰ)을 제압한다고 믿을 좋은 이유가 있

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를 김재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수반 기초 ∗가 발생한다면, ∗의 발생에 그 무엇이 선행하든 

간에, ∗는 반드시 발생한다. ─ 다시 말해서 ∗가 존재하는 한, 비

록 ∗의 추정상 원인 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 존재

하게 되는 것이 보장된다. 이것은 이 ∗-예화를 발생시켰다는 의 

주장(claim)을 손상시킨다; ∗가 ∗를 이 경우에 일으켰다는 우선적

인 신임(credit)를 가짐이 틀림없어 보인다.”

이 대목에서 김재권은 이 ∗의 원인이라는 주장과 ∗가 ∗에 의해

서 실현되거나 수반된다는 점을 화해(reconcile)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면

서 그 유일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주장한다.

“(1) 만약 우리가 다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두 주장 (ⅰ)과 

(ⅱ)를 화해시킬 수 있다: 이 ∗의 수반 기초 ∗가 예화하도록 야

기함으로써 이 ∗가 예화하도록 야기한다. 이것이 두 주장을 조화

시키는 유일한 방법처럼 보인다.”

김재권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명제가 나온다고 말한다.

“(2) 그러므로, 이 ∗를 야기한다. 이것은 심물 인과의 한 예이다.”

김재권은 이러한 하향 인과 논증의 함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만약 이 논증이 옳다면, 심신 수반이 주어질 때 심심 인과가 … 심물 

인과로 필수불가결하게 나아간다. 이 논증은 … 심심 인과가 심물 인

과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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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김재권의 설명에 따르면, 수반 논증의 1단계 논증, 즉 하향 인

과 논증은 다음과 같은 핵심 논증으로 집약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를 야기한다.

∗가 ∗에 수반한다.

─────

이 ∗를 야기한다.

그런데 김재권이 이 ∗를 야기하기 위해서 ∗를 야기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재권은 그 동안 세 가지 정도의 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첫 두 논거는 김재권이 명시적인 형

태로 제시하였고, 세 번째 논거는 본고에서 추정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첫째, 김재권은 다음과 같은 원리를 제시한 바 있다.17) 

인과적 실현 원리: ∗의 예화가 ∗에 의해 실현됨으로써 발생한다

면, ∗의 예화의 모든 원인은 ∗의 예화의 원인이어야만 한다.

인과적 실현 원리는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김재권은 다음과 같은 설명

을 제공한 바 있다.18)

“수반되는 속성이 예화하도록 야기하기 위해서, 당신은 그것의 기초 

속성이 (또는 그것의 기초 속성들 중의 하나가) 예화하도록 야기해야

만 한다. 두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당신은 아스피린을 복용한다; 즉, 

당신은 두통이 수반하는 두뇌 과정에 인과적으로 개입한다. 그것이 

우리의 두통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당신의 그림을 더 아름답게, 더 표현력이 있도록, 또는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은 그림 상에 물리적 일을 하고 그럼으로써 당신

17) Kim (1993b) pp. 189–210.
18) Kim (1998) pp. 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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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향상시키고자 하는 미적 속성들의 물리적 수반 기초를 변경시켜야 

한다. 당신의 그림을 더 아름답게 또는 더 아름답지 않게 만드는 직접

적인 방법은 없다; 당신은, 만약 당신이 그것을 미적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그것을 물리적으로 변화시켜야만 한다─다른 방법은 없다.”

그런데 김재권의 예시는 인과적 실현 원리의 한 예화일 뿐 그 원리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비환원적 물리주의자의 입장

에서는 보면 그렇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보기 위해서 크리

슾과 워필드는 다음과 같은 두 명제를 비교해 보라고 말한다.19)

(R1) 가 한 수반 속성이 예화하도록 야기하기 위해서는, 는 그것의 

기초 속성들 중의 하나가 예화하도록 야기해야만 한다.

(R2) 가 한 수반 속성이 예화하도록 야기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기

초 속성들 중의 하나의 예화가 야기되어야만 한다.

여기서 크리슾과 워필드는 비환원적 물리주의자가 인과적 실현 원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즉 그들은 비환원적 물리주의자가 

(R1)이 아니라 (R2)에 호소함으로써,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인과적 하

향 논증의 압박을, 그럼으로써 수반 논증의 압박을 벗어날 수 있음을 제

안하고 있다: 이 ∗를 야기하고, 가 ∗를 야기하고, 은 ∗를 야기

하지 않고 는 ∗를 야기하지 않는다.

둘째, 김재권은 다음과 같은 보다 더 “형이상학적” 원리를 동원하여 

하향 인과 논증을 보다 세밀하게 이끌어 가는 전략을 취한 바 있다.20)

에드워즈의 원리: 수직적 결정과 수평적 인과 사이에는 긴장이 있다. 

즉 수직적 결정은 수평적 인과를 배제한다.

19) Crisp & Warfield (2001) p. 311.
20) Kim (2005) pp. 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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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은 에드워즈가 사용한 거울에 비친 이미지의 비유을 활용하여 

에드워즈의 원리를 설명한다. 그 비유의 요점은, 대략, 다음과 같다.21)

거울에 비치는 시점 의 이미지와 시점 의 이미지 사이에는 진정한 

인과적 연결이 존재하지 않는다. 두 이미지 사이의 관계는 거울 밖에

서 거울로 빛을 비추는 의 광원과 의 광원 사이의 진정한 인과 관

계에 의존하는 부수현상적 관계일 뿐이다. 

이 비유의 함의는 이렇다: 선행하는 정신적 원인 과 후행하는 정신

적 원인 ∗ 사이의 관계는 의 실현자 와 ∗의 실현자 ∗ 사이의 진

정한 인과 관계에 의존하는 부수현상적 관계일 뿐이다. 이러한 비유는 

비유일 뿐이다. 하지만 김재권은, 더 이상의 설명, 즉 에드워즈의 원리가 

어떻게 정당화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22) 

김재권은 실제로는 에드워즈의 원리를 정당화하고 이에 직접적으로 호

소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하향 인과 논증을 이끌어 간다. 그는 이 

∗를 야기하면서 ∗가 ∗를 수반 기초로 가지는 상황에서 형이상학적 

‘긴장’이 조성된다고 주장하면서 논쟁의 참여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수평

적 인과와 수직적 결정 사이의 긴장을 볼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23)

“왜 이 경우에(on this occasion) ∗가 예화하는가? ∗가 이 경우에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 사실을] 설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 배타적인

(exclusionary) 두 개의 대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a) “왜냐하면 이 경

우에 이 ∗가 예화하도록 야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b) “왜냐하

면 ∗의 한 수반 기초 ∗가 이 경우에 예화하였기 때문이다.”

21) Kim (2005) pp. 36-37.
22) 이 비유 및 에드워즈의 원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과 비판적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Marras (2007) pp. 309-310.
23) Kim (2005)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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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 발생에 대한 두 가지 형이상학적 설명이 존재한다는 것

이 왜 긴장을 연출하는지 그렇게 선뜻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왜냐

하면 수평적 인과와 수직적 결정은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이상학적 설명이

며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이상학적 설명들은 상호 긴장이 아니라 상호 보

완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그럼직해 보이기 때문이다.24)

셋째, 본고는 김재권이 모종의 반사실 추론 내지 이와 대단히 유사한 

종류의 추론을 통해서 에드워즈 원리나 인과적 실현 원리를 실질적으로 

정당화하고 하향 인과 논증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추

정해 본다. 우선, Kim (2005)에 제시된 김재권의 설명을 살펴보자.25) 

“이 경우에 ∗가 있다는 점이 주어지면, 그 이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

던 간에 ∗는 존재했을 것이다. ∗의 수반 기초로서 [시점] 의 ∗

의 예화는 그 자체 안에서 그리고 그 자체로 의 ∗의 발생을 필연화

한다. 그 이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간에 (…) ∗의 예화가 ∗의 예

화를 필연화한다. 이 마지막 관찰은 … 긴장을 완화하는 한 단순하고 

자연스런 방식을 가리킨다: … 은 [∗]의 수반 기초 ∗를 야기함으

로써 ∗를 야기했다.”

이 설명에서 다음과 같은 논제에 주목해 보자.

(Q) 그 이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간에 (…) ∗의 예화가 ∗의 예화

를 필연화한다.

김재권이 여기서 반사실 추론을 하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렇게 

보지 못할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다. 여기서, 본고는 반사실 인과론 하

에서 햐향 인과 논증에 대한 가능한 출구를 찾아보기 위해, 방법적으로, 

(Q)를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보자고 제안한다.

24) Marras (2007) p. 310.
25) Kim (2005) pp.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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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었더라도 ∗이었더라면 ∗이었을 것이다.

(Ⅱ) 이었더라도 ∼∗이었더라면 ∼∗이었을 것이다.

(Ⅲ) ∼이었더라도 ∗이었더라면 ∗이었을 것이다.

(Ⅳ) ∼이었더라도 ∼∗이었더라면 ∼∗이었을 것이다.

본고는 김재권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 ∗의 원인이라는 결론을 도출

하고 있다고 추정해 본다. 나아가, (Ⅰ) ~ (Ⅳ)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제기해 본다.

() 의 발생 여부는 ∗의 발생 여부에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 ∗의 발생 여부는 ∗의 발생 여부에 차이를 만든다. 

()와 ()는 일종의 차폐 현상을 지시하는 듯하다.26) 즉 ∗에 대한 존

재론적 발생 내지 생성 과정에서 ∗가 을 ∗의 발생으로부터 모종의 

방식으로 차폐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만약 그렇다면, 이 ∗에 모종의 

존재론적 발생 내지 생성과 관련하여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러한 권리를 ∗에 대해 행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27) 그렇다면 

우리는 ()와 ()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은 ∗의 직접적 발생적 내지 생성적 원천이고, ∗는 ∗의 직접적 

발생적 내지 생성적 원천이고, 은 ∗를 경유하여 ∗로 가는, 간접

적 발생적 내지 생성적 원천이다.

김재권이 정말로 이런 식으로 추론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이러한 추

정은 인과적 실현 원리나 에드워즈의 원리가 어떻게 정당화되고 하향 인

26) ‘차폐’에 대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선우환 (2011) pp. 377-378; LePore & 
Loewer (1987) p. 638.

27) 본고는 “∗-예화를 발생시켰다는 의 주장(claim)”이나 “∗가 ∗를 이 경우에 

일으켰다는 우선적인 신임(credit)를 가짐”과 같은 김재권의 진술을 참조하여 이 

가설을 착안하였음을 밝힌다. Kim (2011) pp. 21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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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논증에서 형이상학적 긴장이 어떻게 조성되고 해소되는지에 관한 한 

가지 그럼직한 형이상학적 설명을 제공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 2. 반사실 하향 인과 논증

종은 김재권의 하향 인과 논증을 반사실 인과론 판본의 논증으로 해석

하여 비환원적 물리주의 하에서 반사실 인과론이 인과적 배제 문제를 해

결하기는 커녕 인과적 배제 문제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먼저, 종의 반사

실 하향 인과 논증의 핵심적인 세부 논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8)

에 ∗가 반사실적으로 의존한다. (∼ □→ ∼∗).

∗가 ∗를 실현한다.

─────

에 ∗가 반사실적으로 의존한다. (∼ □→ ∼∗).

종은 자신의 논증을 이끌어 가는 다음과 같은 논제를 제시한다.29) 

하향 인과 원리: 속성 가 속성 를 야기한다면, 는 이 경우에 예화

하는 의 한 기초 속성을 예화하도록 야기했을 것이다. 

종은 이 원리의 반사실 판본에 해당하는 다음 논제를 제시한다.30)

(D) 에 ∗가 반사실적으로 의존한다면, 에 ∗의 물리적 실현자

인 ∗가 또한 반사실적으로 의존하였을 것이다. 

    (∼ □→ ∼∗)이면 (∼ □→ ∼∗).

(D)는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종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31)

28) Zhong (2011), (2012), (2015).
29) Zhong (2012) pp. 77-78, Zhong (2015) p. 163.
30) Zhong (2015) 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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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를 실현한다는 점이 주어질 때, ∗인 모든 세계는 또한 ∗

인 세계이고 ∼∗인 모든 세계는 또한 ∼∗인 세계이다. 따라서 (∼

 & ∼∗)인 세계는 (∼ & ∼∗)인 세계이고, 그리고 (∼ & ∗)

인 세계는 (∼ & ∗)인 세계들의 부분집합이다.32) 따라서 다음이 

성립한다: (∼ & ∼∗)인 어떤 세계 가 (∼ & ∗)인 임의의 세

계보다 현실 세계에 더 가깝다. 다음과 같은 점도 성립한다: 는, 어

떤 (∼ & ∼∗)인 세계로서, (∼ & ∗)인 임의의 세계보다 현실 

세계에 더 가깝다. 따라서 … ∗는 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한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를 필연적으로 실현한다는 전제와 

에 ∗가 반사실적으로 의존한다는 전제로부터 에 ∗가 반사실적으

로 의존한다는 귀결이 따라 나온다. 종의 주요 논증은 다음과 같다.33)

(R) ∗와 ∗는 필연적으로 공외연적이다.

─────

(D) (∼ □→ ∼∗)이면 (∼ □→ ∼∗).

─────

(C) 이 ∗의 원인이라면, 은 ∗의 원인이다.

크리스텐센과 캘러스트럽은 양도 논증의 형식으로 종의 논증을 비판한

다. 그들에 의하면, 종의 논증에서 ‘실현자’는 ‘핵심 실현자’나 ‘총체적 

실현자’로 이해될 수 있다. 그들의 반론은, 대략, 다음과 같다.34)

‘실현자’를 ‘핵심 실현자’로 간주해 보자. 조건 실현 논제에 의하면 실

현되는 속성들은 핵심 실현자와 함께 적절한 실현 조건 하에서 필연

31) Zhong (2015) p. 164.

32) 그 이유는, 종의 의하면,  가 다수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33) Zhong (2015) pp. 164-166 참조. 
34) Christensen & Kallestrup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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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실현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정

신적 속성들과 핵심 실현자가 필연적으로 공외연적이라는 점은 성립

하지 않는다. 따라서 (R)은 거짓이다. ‘실현자’를 ‘총체적 실현자’로 

간주해 보자. 조건 실현 논제에 의하면 총체적 실현자는 인과 관계의 

항이 될 수 없다. 따라서 (C)는 거짓이다.35)

종은 크리스텐센과 캘러스트럽의 비판에 대해 그들의 양도 논법과 비

슷한 방식으로 대응한다.36) 

우선, 종은 핵심 실현자 판본의 대응에서, (R)이 거짓이라는 점을 인정

하면서 이 원리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안 원리를 제시한다.37)

(SR) 핵심 실현자 ∗가 ∗를 실현한다─즉, 적절한 실현 조건 ∗ 하

에 핵심 실현자 ∗가 ∗를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으로 실현한다.

(SR)은 조건 실현 논제에 다름 아니다. 종은 조건 실현 논제 하에서 

(D)가 여전히 성립한다고 주장한다.38)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종은 다음

과 같은 논증을 제시한다(아래에서 ∗는 핵심 실현자를 나타낸다).39)

35) 크리스텐센과 캘러스트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를 들어, C-섬유 자극이 조

직-손상에 의해서 야기되고, 고통을 줄이고자 하는 욕망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고

통의 핵심 실현자가 된다고 해 보자. 이와 대조적으로 총체적 실현자 총체는 그것

들이 실현하는 속성들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충분한 연접적 속성이다. 그 한 연접

지는 [핵심 실현자인] 핵심이다. 나머지 연접지들은 다양한 물리적 배경 속성들과 

연관된 인과적 자연 법칙들에 해당하는 속성들로 구성된다. 고통의 총체적 실현

자는, C-섬유 자극에 추가하여, 한 범위의 다른 신체적 그리고 가능적인 환경적 

속성들을 포함하지만, 또한, 어떤 신경생리적 인과 법칙들이 성립함이라는 속성도 

포함한다. 우리는 그러므로 실현 조건 에 대해서 (총체  ＝핵심 그리고  )라는 점

을 받아들여야 한다. 결정적으로, 핵심은 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충분하지는 않으

며, 총체는 과의 인과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속성이 아니다.” Christensen & 
Kallestrup (2012) pp. 514-515.

36) Zhong (2015).
37) Zhong (2015) p. 166.
38) Zhong (2015) pp. 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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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1) (∼ & ∼∗)인 최근접 세계는 (∼ & ∼∗)인 세계이다.

(Z2) (∼ & ∼∗)인 최근접 세계가 임의의 (∼ & ∗)인 세계보다 

현실 세계에 더 가깝다면, (∼ & ∼∗)인 최근접 세계가 임의의 (∼

 & ∗)인 세계보다 현실 세계에 더 가깝다.

─────

(Z3) 어떤 (∼ & ∼∗)인 세계가 임의의 (∼ & ∗)인 세계보다 

현실 세계에 더 가깝다면, 어떤 (∼ & ∼∗)인 최근접 세계가 임의

의 (∼ & ∗)인 세계보다 현실 세계에 더 가깝다.

핵심 실현자 판본의 종의 논증과 총체적 실현자 판본의 종의 논증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단, 핵심 실현자 판본의 하향 인과 논증

에서 (Z1)에 대한 정당화 논증이 약간 변형된다. (이에 대한 논의는 4절

에서 살펴볼 것이다.) 핵심 실현자 판본의 종의 논증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이 ∗의 원인이라면, 은 ∗의 핵심 실현자인 ∗의 원인이다.

한편, 종은 총체적 실현자가 비인과적 속성이라는 점에서 (C)가 거짓이 

라는 점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종은 자신의 논증을 구하기 위해서 총체

적 실현자 대신에 우선(primary) 실현자라는 개념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조건 실현 논제에 의하면 총체적 실현자는 핵심 실현자라는 연접지와 실

현 조건이라는 연접지의 연접이다. 여기서 실현 조건은 자연 법칙을 포

함한다. 종은 총체적 실현자에서 자연 법칙을 제외한 상태를 “우선 실현

자”로 규정하자고 제안한다. 즉, 「우선  = (전적  - 자연법칙 )」.

종은 이러한 우선 실현자 개념에 호소하여 (C)가 참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실현자 판본의 종의 하향 인과 논증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실현자는 총체적 실현자와 달리 비인과적 속성이 아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자연 법칙과 같은 비인과적 속성을 연접지로 가지지 않

39) Zhong (2015) p.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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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총체적 실현자는 적절한 실현 조건이 성립하는 가운데 

실현되는 속성을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으로 실현한다. 그렇지만 우

선 실현자는 실현 조건이 성립하는 가운데 실현되는 속성을 법칙론적

으로 필연적으로 실현한다. 따라서, 핵심 실현자 판본의 논증과 마찬

가지로, (D)는 여전히 성립하고 따라서 (C)도 성립한다.

3절. 다수 실현 자율성 해법의 한계

§ 1. 다수 실현 자율성 해법

비환원적 물리주의에 대한 김재권의 수반 논증의 도전에 맞서 크리슾

과 워필드 그리고 마라스 등이 다수 실현 자율성 해법의 원형을 제시하

였고,40) 최근에서는 무어, 종, 페르누 등이 다수 실현 자율성 해법을 보

다 세련된 형태로 제시하였다.41) 이들은 주로 개입주의 노선의 반사실 

인과론에 호소하여 비환원적 물리주의 하에서 정신적 속성의 인과력이 

물리적 속성의 인과력에 의해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개별적인 견해는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주장들

을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첫째, 심심 인과

가 심물 인과를 함축한다는 논증, 즉 하향 인과 논증이 타당하지 않다. 

둘째, 정신 인과에서 층내 인과(심심 인과, 물물 인과)는 성립하지만 층

간 인과(심물 인과, 물심 인과)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제 다수 실현 자율

성 해법의 이러한 주장을 위한 구체적인 논증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40) Crisp & Warfield (2001), Marras (1998).
41) Moore (2013); Zhong (2014); Pernu (2013), (2014), (forthcoming). 

 참고로, 종은, 한편으로, Zhong (2014)에서 개입주의 노선 하의 반사실 인과론을 

통해 반사실 자율성 해법을 옹호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Zhong (2011), 
(2012), (2015)에서 루이스의 반사실 인과론을 통해서는 자율성 해법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사실 하향 인과 논증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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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종의 반사실 하향 인과 논증에 대한 반론

다수 실현 자율성 해법은 주로 개입주의 노선의 반사실 인과론의 입장

에서 인과에 관한 다음과 같은 진리조건을 채택한다.

가 의 원인인 경우에 그리고 그 경우에만 ( □→ ) 그리고 (∼
□→ ∼).

종의 반사실 하향 인과 논증에 의하면, 비환원적 물리주의 하에서 심

심 인과는 심물 인과를 함축한다. 즉 다음 명제가 성립한다.

( □→ ∗) 그리고 (∼ □→ ∼∗)

그런데 종은 반사실 자율성 해법에 대한 비판을 제시할 때 비환원적 

물리주의 하에서 심심 인과로부터 (∼ □→ ∼∗)가 참이라는 점이 따

라 나온다는 점을 보이는 데만 주력한다. 하지만 개입주의 노선의 반사

실 인과론에 의하면, 이것만으로는 이 ∗의 원인인지 아닌지 확정할 

수 없다. 이 ∗의 원인이기 위한 다른 필요조건 ( □→ ∗)가 참이라

는 점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수 실현 자율성 해법의 지지자들은, 루이스의 반사실 인과론의 입장

과는 달리, ( □→ ∗)가 현실 세계에서 사소하게 참이 된다고 보지 않

는다. 이들은 ( □→ ∗)가 실질적으로 참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들에 의하면 반사실 하향 인과 논증과 반사실 자율성 해법이 

실패한다는 종의 반사실 하향 인과 논증은 미완으로 남아 있다.

다수 실현 자율성 해법에 의하면, 비환원적 물리주의 하에서 심심 인

과로부터 ( □→ ∗)가 참이라는 점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 즉 다수 실

현 자율성 해법에 의하면, 종의 반사실 하향 인과 논증은 실패한다.42) 

심심 인과가 심물 인과를 함축하지 않는다는 논증은 어떻게 정당화되

42) Pernu (forthcoming) § 4; Zhong (2014) p. 35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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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우선, 심심 인과가 참이라는 것은 다음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 □→ ∗) 그리고 (∼ □→ ∼∗).

심물 인과가 참이기 위해서는 다음이 참이어야 한다.

( □→ ∗) 그리고 (∼ □→ ∼∗).

다수 실현 논제를 고려할 때, ( □→ ∗)가 비환원적 물리주의 하에서 

( □→ ∗)로부터 따라 나오지 않는다는 논증은 다음과 같다.

이 참인 모든 최근사 세계에서 ∗가 참이겠지만, 다수 실현 논제를 

고려할 때 이 참인 어떤 최근사 세계에서는 ∗가 현실 실현자 ∗

가 아니라 그것의 대리 실현자 ∗에 의해서 실현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참인 어떤 최근사 세계에서는 ∗가 예화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

서 ( □→ ∗)는 거짓이다. 즉 비환원적 물리주의 하에서 ( □→ 

∗)가 참이라는 점으로부터 ( □→ ∗)가 참이라는 점이 따라 나오

지 않는다. 

요컨대 다수 실현 반사실 자율성 해법에 의하면, 비환원적 물리주의 

하에서 심심 인과는 심물 인과를 함축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의 반사실 

하향 인과 논증은 실패한다.

(Ⅱ) 층간 인과의 배제

그런데 심심 인과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지 않더라도 비환원적 물리주의

와 다수 실현 논제 하에서 심물 인과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정당

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먼저 폐쇄 논제(나 물물 인과)에 의하면 가 ∗

의 원인이라는 점이 성립하고, 따라서 다음이 성립한다.

( □→ ∗) 그리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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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물심 인과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음 명제가 성립하지 않

는다는 것이다.

( □→ ∗) 그리고 (∼ □→ ∼∗)

그 논증은, 대략, 다음과 같다.

(∼ □→ ∼∗)가 참인가? ∼인 최근사 세계는, 소거 해석을 따르

든 휴거 해석을 따르든, ∼인 상태이고, 이 상태는 (∼ □→ ∼∗)

에 의해서, ∼∗인 상태로 전개할 것이므로, 결국, ∼인 모든 최근

사 세계는 ∼∗이다. 따라서 (∼ □→ ∼∗)는 참이다. 

( □→ ∗)는 참인가? 다수 실현 논제를 고려할 때, 이 참인 어떤 

최근사 세계에서 현실 실현자  대신에 그것과 다른 대리 실현자 ∗

가 예화할 것이고, (∼ □→ ∼∗)에 의해서, 그 세계에서 ∗인 상태

는 ∼∗인 상태로 전개할 것이다. 따라서 인 어떤 최근사 세계에서 

∼∗이다. 따라서 ( □→ ∗)는 거짓이다.

요컨대 은 ∗의 원인이 아니라는 결론이 반사실 인과론, 다수 실현 

논제 그리고 비환원적 물리주의(특히 폐쇄 논제)로부터 따라 나온다.

둘째, 심물 인과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음 명제가 성립하지 않

는다는 것이다.

( □→ ∗) 그리고 (∼ □→ ∼∗)

그 논증은, 대략, 다음과 같다.

( □→ ∗)가 참인가? 가 참인 모든 최근사 세계에서 ∗가 성립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수반 논제에 의해, ∗가 필연화할 것이므로 

( □→ ∗)는 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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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참인가? ∼인 모든 최근사 세계에서 ∼∗인 상

태이지만, 다수 실현 논제에 의하면, ∗는 현실 실현자 ∗가 아니라 

대리 실현자 ∗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아마도 어떤 ∼인 최

근사 세계에서는 의 대리 실현자 이 예화하고 인 상태가 ∗인 상

태로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 □→ ∼ )는 거짓이다. 

물심 인과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제와 심물 인과가 성립하지 않는다

는 논제는 층간 인과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제를 이룬다.

(Ⅲ) 층내 인과의 옹호

이제 자율성 해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물물 인과와 심심 인과가 성립한

다는 논증, 즉 층내 인과를 위한 논증을 살펴보자. 

첫째, 폐쇄 논제에 의해서, 가 ∗의 원인이므로, 반사실 인과론 하에

서 다음 명제가 성립한다.

( □→ ∗) 그리고 (∼ □→ ∼∗).

둘째, 심심 인과가 성립한다는 것은 다음이 성립한다는 것을 뜻한다.

( □→ ∗) 그리고 (∼ □→ ∼∗).

그 논증은, 대략, 다음과 같다.

( □→ ∗)가 참인가? 이 참인 임의의 최근사 세계에서 현실 실현

자  또는 대리 실현자  등이 등장할 것이고, 각각의 대리 실현자들

은 ∗의 어떤 실현자들, 예를 들어, ∗ 또는 ∗를 예화하는 상태로 

전개할 것이고, 그러한 상태들은 ∗를 필연화할 것이다. 따라서 (
□→ ∗)는 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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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어떤가? ∼인 모든 최근사 세계는, 소거 해석 

하에서든 휴거 해석 하에서든, 의 실현자가 (일체) 예화하지 않는 

상태, 즉 인 상태 혹은 인 상태일 것이고, 이러한 상태들은 ∗의 

실현자가 (일체) 예화하지 않는 상태, 즉 ∗인 상태 혹은 ∗인 상태

로 전개할 것이고, 따라서 ∗가 필연적으로 예화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 □→ ∼∗)는 참이다.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비환원적 물리주의와 다수 실현 논제 하에서, 

개입주의 노선의 반사실 인과론에 의하면, 물물 인과가 성립하고 심심 

인과가 성립하므로 층내 인과가 성립하며, 층간 인과(심물 인과, 물심 인

과)는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다수 실현 자율성 해법은 모종의 평행 인

과(층간 인과 없는 층내 인과)라는 귀결 내지 모형을 최종적으로 얻는다.

§ 2. 다수 실현 자율성 해법의 한계

다수 실현 자율성 해법이 얻어낸 평행 인과(층간 인과 없는 층내 인

과)는 수반 논증의 도전으로부터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성공적으로 방어

하는가? 다수 실현 자율성 해법은 다수 실현 논제를 주요 가정으로 삼아 

평행 인과를 구성한다. 하지만 그 외에도 정신적 속성의 다수 실현자들

이 서로 다른 결과들로 발산적으로 전개한다는 가정, 즉 발산 전개 가정

을 전제로 추가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제 본고는 이러한 다수 실현 해

법을 위한 논증의 몇 가지 한계 내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논증의 가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한계 내지 문제점이 있다.

(1) 종은 반사실 하향 인과 논증에서 루이스식의 반사실 인과론에 호

소하여 비환원적 물리주의 하에서 심심 인과가 심물 인과를 함축한다고 

논하였다.43) 다수 실현 자율성 해법의 지지자들은 그 대안적 접근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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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의 노선의 반사실 인과론)에 호소하여 종의 반사실 하향 인과 논증

이 부당하다고 논한다. 이것은 종의 반사실 하향 인과 논증에 대해 논점 

선취를 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종의 갱신된 반사실 하향 인

과 논증은 조건 실현 논제에 호소한다.44) 다수 실현 자율성 해법은 종의 

갱신된 논증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따라서 다수 실현 자율성 해법은 종

의 반사실 하향 인과 논증에 대한 정당한 반론으로 간주되기 어렵다.

(2) 다수 실현 논제 자체가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마도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는 대부분 다수 실현 논제를 구분 논제를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논거로 간주할 것이다. 하지만 다수 실현 논제 자체가 참인

지,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지지하는지 하는 문제는 상당한 논쟁거리이다. 

따라서 다수 실현 논제를 논증의 가정으로 도입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그것을 가정하는 방식으로 도입될 수는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45)

43) Zhong (2011), (2012).
44) Zhong (2015).
45) 자워스키는 Jaworski (2015)에서 다수 실현 논제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들을 소상

하게 개관하고 있는데 현재 논의와 관련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

다. 그에 의하면, 다수 실현 논제를 지지하는 논증은 크게 개념적 논증과 경험적 

논증으로 나뉜다. 주요 개념적 논증은 상상가능성 논증이다. 이 논증은 다음과 같

은 방식으로 전개된다. (1) 정신적 유형들이 다수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 상상가능

하다면, 정신적 유형들은 다수 실현 가능하다. (2) 정신적 유형들이 다수 실현 가

능하다는 것은 상상가능하다. 따라서 (3) 정신적 유형들은 다수 실현 가능하다. 
여기서 다수 실현 가능성은 형이상학적 가능성을 말하는데, 형이상학적 가능성은 

본질과 공존가능해야한다(compossible). 본질에 관한 입장은 크게 개념적 본질주의

와 경험적 본질주의가 있다. 데카르트가 신체 없는 정신을 상상하면서 현실 세계

의 정신과 가능 세계의 정신이 동일하다고 생각할 때 그는 신체와 정신의 본질이 

선험적으로 내지 개념적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다. 반면에 크립키나 퍼트남

과 같은 현대적인 경험적 본질주의자들은, 로 구성된 지구의 물을 쌍둥이 지

구로 가져갔을 때 지구의 것과 다른 맛, 냄새, 점도 등의 화학적 성질이나 인과적 

영향력을 가진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물이라고 보면서 물의 본질은 후험적으로 

내지 경험적으로 발견되는 것이며 본질의 발견은 과학적 지식에 의해서 뒷받침되

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러한 경험적 본질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전제 (1)과 (2)
가 과학적 지식에 의해서 뒷받침되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볼 수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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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일단 다수 실현 논제가 참이라고 가정하고 이 논제를 믿을 만

한 좋은 이유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다수 실현 자율성 해법의 지지자들

은 정신적 속성 의 다수 실현자들이 각각 상이한 결과들로 전개된다는 

가정, 즉 발산 전개 가정을 암묵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

다.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정신적 속성 은 서로 구분되는 다수 실현자 

,  등에 의해서 실현 가능하며, 와  등은 서로 구분되는 ∗, ∗ 등

으로 전개되면서, 이것들은 정신적 속성 ∗를 다수 실현한다. 

물론, 정신 인과 문제에서 이러한 모형이 적절하게 적용되는 맥락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철수가 그의 애인이 죽었다는 믿음을 가졌고 철

수가 슬픔을 느꼈다고 해보자. 철수의 믿음 은 다수의 실현자, 예를 들

어, -섬유 활성화와 -섬유 활성화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며, -

섬유 활성화와 -섬유 활성화는 신경적 수준에서 예화하므로, 이것들은 

서로 다를 것이다. 그리고 -섬유 활성화와 -섬유 활성화는 각각 ∗-섬

유 활성화와 ∗-섬유 활성화로 전개할 것이고 이것들 역시 서로 다를 

것이다. 그렇지만 ∗-섬유 활성화와 ∗-섬유 활성화는 동일한 정신적 속

성, 즉 철수의 슬픔 을 실현할 것이다.

그런데 (수반 논증, 하향 인과 논증, 배제 논증이 제기하는) 인과적 배

제 문제에 관한 논의에서 이러한 발산 전개 모형만을 배타적으로 허용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이렇다. 우선, 수반 논

다수 실현 논제를 위한 경험적 논증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Zangwill (1992)과 

Shapiro (2004) 등에서, 이 논제가 실제 과학적 연구 관행에 의해서 지지될 수 있

는지 등에 대한 회의적인 논증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김재권은 다수 

실현 가능한 속성들조차 인과적 상속 원리 등에 의하면 부수현상적 속성에 불과

할 수 있으며 다수 실현 가능성이 종-제한적 국지적 환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반론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본고가 보기에, 다수 실현 논제를 둘러싼 논쟁은 

만연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며 어느 한 쪽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은 요원한 듯

하다. 한편, 강진호는 강진호 (1996)에서 김재권식의 반론을 십분 받아들이면서도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부수현상적 위협으로 구하는 흥미로운 방안을 제시한다. 다
수 실현 논제에 관한 철학적 논의에 대한 개관은 Bickle (2013)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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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에서 후행하는 정신적 속성 ∗는 좁은 의미의 정신적 속성을 넘어 때

때로 보다 일반적인 속성을 가리킨다는 점에 주목하자.46) 그리고 하향 

인과 논증(수반 논증의 1단계 논증)이 배제 논증에 후속하여 곧바로 연

결된다는 점에 주목하자. 그런데 배제 논증에서 피설명항 사건으로 간주

되는 결과 ∗는 신체적 동작 사건이다. 신체적 동작 사건은 거시물리적 

사건으로서, 설령 미시물리적으로 약간 다른 방식으로 발생한다고 하더

라도 여전히 바로 그 신체적 동작 사건으로 간주된다. 반면에 선행하는 

정신적 속성 의 다수 실현자들은 미시물리적 수준에서 발생하는 신경

들의 발화들일 것이며, 이것은 다수의 구분되는 물리적 속성들이라고 보

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반 논증에서 발산 전개 가정이 아니라 수렴 

전개 가정이 의미있게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47) 최소한, 정신 

인과에서 정신적 속성의 다수 실현자들이 동일한 물리적 결과로 수렴적

으로 전개하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48)

그런데 만약 의 실현자들인 ,  등이 동일한 사건 ∗로 수렴적으로 

전개한다는 가정을 도입하거나 허용하게 되면, 다수 실현 자율성 해법은 

46) 예를 들어, ∗를 마라스는 행위론적 속성으로, 종은 행위론적 속성이나, 그것보

다 더 나아가, 사회적 속성으로 이해하고 있다. Marras (1998); Zhong (2014).
47) 예를 들어, 멘지즈는 배제 논증에서 개별적인 인과적 체계에서 과 ∗의 인과

적 관계가 실현-둔감한 경우에 의 다양한 실현자들이 동일한 ∗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List & Menzies (2009); Menzies (2013).
48)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드워드는 수반 논증에 대하여 흥미로운 진단을 제시한다. 

우드워드에 의하면, 수반 논증이 채택하는 인과 모형에는, 최소한 과 ∗(또는 

∗) 사이의 인과 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과 그것들의 실현자들 사이의 실현 관계의 맵핑, 의 실현

자들과 ∗의 실현자들 사이의 인과적 관계의 맵핑, ∗의 실현자들과 ∗ 사이

의 실현 관계의 맵핑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최소한 우드워드가 선호하

는 개입주의 노선의 관점에서, 이 ∗(또는 ∗)에 대해 원인으로 판명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Woodward (2015) 참조. 우리는 우드워드

의 이러한 진단에서 의 실현자들로부터 ∗의 실현자들로 가는 인과적 맵핑이 

수렴적으로도 발산적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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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논증들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1) 우선 종의 반사실 하향 인과 논증에 대한 반론이 타격을 받는다.

수렴 전개 가정 하에서라면 비환원적 물리주의 하에서 심심 인과 가

정으로부터 ( □→ ∗)가 거짓이라는 점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 이 

가정 하에서는 이 참인 모든 최근사 세계에서 등장하는 현실 실현

자와 대리 실현자들이 모두 ∗로 수렴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즉 (
□→ ∗)가 참이다. 그리고, 종의 하향 인과 논증에 의해, (∼ □→ 

∼∗)는 참이다. 따라서 심심 인과는 심물 인과를 함축한다. 

즉 다수 실현 자율성 해법은 수렴 전개 가정 하에서 종의 반사실 하향 

인과에 대한 반론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위한 정당화 입론이 되어 버

린다. 이것은 물론 다수 실현 자율성 해법이 하향 인과 논증과 그럼으로

써 수반 논증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음을 뜻한다.

(2) 층간 인과가 배제된다는 주장이 위협받는다. 

물심 인과가 거부된다는 주장은 살아 남는다. ( □→ ∗)가 참임은 

명백하다. (∼ □→ ∼∗)는 어떤가? ∼인 어떤 최근사 세계에서 

현실 실현자 의 대리 실현자 은 여전히 ∗ 상태로 전개할 것이므

로 ∗가 예화할 것이며 따라서 (∼ □→ ∼∗)는 거짓이다. 즉 은 

∗의 원인이 아니라는 결론이 성립한다. 즉 물심 인과는 거부된다. 

하지만 심물 인과가 거부된다는 주장은 타격을 받는다. (∼ □→ ∼

∗)가 참임은 분명하다. ( □→ ∗)는 어떤가? 이 참인 모든 최근

사 세계에서 현실 실현자 , 대리 실현자  등 모든 다수 실현자들은 

∗인 상태로 수렴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즉 ( □→ ∗)는 참이다. 

따라서 은 ∗의 원인이다. 따라서 심물 인과는 성립한다. 

(3) 층내 인과가 옹호된다는 주장이 위협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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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 인과가 옹호된다는 주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 □→ 

∼∗)는 참으로 보인다. 하지만 ( □→ ∗)는 어떤가? 이 참인 모

든 최근사 세계에서 현실 실현자  또는 대리 실현자  등이 동일한 

∗로 전개되고 이것은 동일한 ∗를 필연화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경

우에 에 대한 개입으로 인한 의 변화에 ∗에 대한 개입으로 인한 

적절한 ∗의 변화가 체계적으로 뒤따르게 되는지는 분명치 않다.49)

물물 인과가 위협에 처한다. ( □→ ∗)는 참일 것이다. 하지만 (∼
□→ ∼∗)는 어떤가? ∼인 모든 최근사 세계에서 대리 실현자 이 

등장하여 그 상태는 여전히 ∗인 상태로 전개할 것이고, 결국 (∼
□→ ∼∗)는 거짓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는 ∗의 원인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즉 물물 인과가 거부된다. 

요컨대 수렴 전개 가정이 발산 전개 가정보다 더 그럼직해 보이며, 최

소한 발산 전개 가정만을 배타적으로 채택하는 그럼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수렴 전개 가정 하에서라면 평행 인과(층간 인과 없는 층

내 인과) 모형은 곳곳에서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특히 물물 인과가 부정

될 위협에 처한다. 즉 다수 실현 논제에 호소할 때 수렴 전개 가정이 들

어오면서 다수 실현 자율성 해법에 대한 중대한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가장 큰 문제점은 다수 실현 자율성 해법이 제시하는 평행 인과가 정

신적 속성의 인과적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확립하는지가 여전히 불투명하

거나 비판자들을 설득시키는 데 미흡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여기서 김재권의 수반 논증을 추동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정신적 

49) 물론 이것이 정말로 문제가 되는지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지적은 문제 제기로서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드워드는 본고에서 

제시하는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인과적 배제 논증 전체에 대한 새로

운 흥미로운 해석과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바로 앞의 주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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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과 같은 상위 속성이 물리적 속성과 같은 하위 속성에 의해 실현되

고, 해당 상위 속성을 추정 상 원인으로 가지는 해당 결과에 대한 모든 

인과적 일이 하위의 실현자 속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상위 속성을 위

해 어떤 인과적 일이 남아 있겠는가 하는 의문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상

기해 보자. 예를 들어, 김재권은 투우사의 망토가 빨강색이라는 것이 투

우의 분노를 야기한다면 그 망토가 도발성을 가짐이라는 상위 속성은 인

과적으로 별로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50)

“만약 그 망토의 그 색깔이 … 그 분노의 충분한 원인이라면 … 그것

의 도발성을 위해 더 이상 어떤 인과적 일이 남아 있겠는가? 그 망토

의 도발성은 그 분노를 야기하는 데에 … 어떤 특수한 기여를 할 수 

있겠는가? 그 답변은 명백하게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 망토의 

그 색깔이 완전한 원인으로 주어지면, 그것의 도발성 또는 그 밖의 어

떤 것을 위해 남아있는 추가적인 인과적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 두 그림은 각각 김재권이 제시한 바 있는 수반 인과 모형51)과 다

수 실현 자율성 해법이 옹호하고자 하는 평행 인과 모형을 나타낸다.

수반 인과 모형에서 에서 ∗로 가는 화살표는 실선이 아니라 점선

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에서 ∗으로 가는 인과 관계는 진

정한 인과 관계가 아니라 “완전한 말장난”, “의미 없는 눈속임”, 인과인 

50) Kim (1998) p. 53. (원저자 강조).
51) Kim (198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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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함”, 또는 “모조” 인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52) 김재권은 수반 인과 

모형에서 에서 ∗로 가는 점선 화살표를 지워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은 “어떤 실제적 인과적 역할”53)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반사실 인과론이 실제적 인과 관계를 추적하지 못한다고 보는 김재권

의 입장을 고려할 때, 평행 인과 모형에 대한 김재권의 반응 역시 수반 

인과 모형에 대한 반응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예상되는 

반응은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왼쪽 그림은 수반 논증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김

재권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54)

“이 그림에서 와 ∗는 그 어떤 인과적 관계에도 연루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인과적 구조를 형성하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그

것들은 단지 그 구조를 구성하는 속성들에 수반할 뿐이다. [와 ∗ 

사이의] 인과 관계와 수반 관계가 두 정신적 속성들 사이의 반사실 의

존성을 생성하며(generate), … (예술 작품의 미학적 속성과 그것들의 

기초 물리적 속성들과 비교해 보라.) ….

이러한 설명은, 김재권의 입장에서라면, 오른쪽의 평행 인과 모형에 그

대로 적용될 수 있을 듯하다. 즉 두 모형에서 상위 수준의 인과는 근본

52) Kim (2005) p. 62.
53) Kim (2005) p. 62.
54) Kim (2005)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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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실제적이고 진정한 인과 관계인 하위 수준의 인과에 의해서 전적

으로 뒷받침되고 결정되는, 이것으로부터 생성 내지 파생되는, 추가적인 

인과적 일을 하지 않는, 외관상의 피상적인 인과일 뿐일 것이다. 

요컨대, 다수 실현 자율성 해법이 최종적으로 산출하는 평행 인과는, 

김재권과 같은 배제주의자와의 대결에서 기껏해야 “교착”이라는 성과를 

혹은 피론적 승리를 얻고 있을 뿐이며, 수반 논증의 도전으로부터 반사

실 자율성 해법을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옹호했다

고 보기에는 미흡해 보인다고 진단할 수 있을 듯하다.55)

4절. 조건 실현 자율성 해법의 전망

§ 1. 하향 인과 논증에 대한 방어 논증

그렇다면 다수 실현 논제에 의존하지 않는 돌파구는 없을까? 다수 실

현 논제에 무관하게 전개되는 종의 반사실 하향 인과 논증을 정면으로 

반박함으로써 자율성 해법을 옹호할 수는 없을까? 김재권의 하향 인과 

논증을 정면으로 반박함으로써 자율성 해법을 옹호할 수는 없을까? 이제 

본고는 다수 실현 논제에 전혀 호소하지 않은 채 오직 조건 실현 논제에

만 호소하는 반사실 자율성 해법을 방어하고 옹호해 보고자 한다.

우선, 본고는 조건 실현 논제에 호소하는 종의 반사실 하향 인과 논증

을 반박하기 위해서 심심 인과가 심물 인과를 함축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조건 실현 논제에 호소함으로써 방어할 것이다. 즉 본고는 조건 실현 논

제를 받아들이는 비환원적 실현 물리주의 하에서 (∼ □→ ∼∗)가 

(∼ □→ ∼∗)를 함축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할 것이다. 

먼저, 핵심 실현자 판본의 종의 하향 인과 논증을 다시 살펴보자.

55) 이와 유사한 문제 제기로 Pernu (forthcoming) § 6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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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적절한 실현 조건 ∗ 하에 핵심 실현자 ∗가 ∗를 형이상학적

으로 필연적으로 실현한다.

─────

(D) (∼ □→ ∼∗)이면 (∼ □→ ∼∗).

─────

(C) 이 ∗의 원인이라면, 은 ∗의 원인이다.

조건 실현 논제 (SR) 하에서 (D)가 여전히 성립한다는 점을 보이기 위

해 종이 제시한 하위 논증은 다음과 같았다(아래의 논증에서 ∗는 핵심 

실현자를 말한다).

(Z1) (∼ & ∼∗)인 최근접 세계는 (∼ & ∼∗)인 세계이다.

(Z2) (∼ & ∼∗)인 최근접 세계가 임의의 (∼ & ∗)인 세계보다 

현실 세계에 더 가깝다면, (∼ & ∼∗)인 최근접 세계가 임의의 (∼

 & ∗)인 세계보다 현실 세계에 더 가깝다.

─────

(Z3) 어떤 (∼ & ∼∗)인 세계가 임의의 (∼ & ∗)인 세계보다 

현실 세계에 더 가깝다면, 어떤 (∼ & ∼∗)인 최근접 세계가 임의

의 (∼ & ∗)인 세계보다 현실 세계에 더 가깝다.

본고가 제시할, 종의 반사실 하향 인과 논증에 대한 반론의 핵심 내용

은 (Z1)이 거짓이며 (SR) 하에서 (D)가 거짓이라는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할 반론의 핵심 아이디어는, 사실, 크리스텐센과 캘러스

트럽이 이미 제안한 것이다. 그들은 반사실 인과론에 호소하는 비환원적 

물리주의자가 (Z1)이 참이라고 받아들일 필요가 없으며 이를 거부함으로

써 자율성 해법을 방어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들이 제안하는 

핵심 논거는 에 총체적 실현자 총체 가 반사실적으로 의존한다는 명제

가 「∼ □→ ∼(핵심  & ∗)」와 동치이며 이것은 (∼ □→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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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성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자.56)

“∼인 최근접 세계는 ∼핵심 이 아니라 ∼∗인 세계에 의해서 성립

될 수도 있다. 적어도 종의 논증에는 (∼ □→ ∼∗)가 참이라는 점

을 막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 실현 조건은 생리학적 구성과 같은 

개별적 사실들에 관계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실현 조건 가 그 자체

로 이 예화하는 임의의 시점에서 의 총체적 실현자의 일부분이라

는 사실에 의해서, [그리고 ∗가 ∗의 총체적 실현자의 일부분이라

는 사실에 의해서] 그 이후의 시점에 이 ∗를 야기한다는 점이 배제

된다. … (∼ □→ ∼∗)는 이러한 속성들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가

리키지 않는다. 그리고 인과적 폐쇄가 보존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라. 만약 이 예화하지 않는다면, ( & )도 예화하지 않을 것이지

만, 그것은 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댈 수도 있다. 따라서, 

핵심이 핵심 의 충분한 물리적 원인을 여전히 구성할 수 있다. … 비

환원적 물리주의자는 자율성 접근법을 옹호하는 데 반사실 인과론을 

안전하게 채택할 수 있다.”

크리스텐센과 캘러스트럽의 이러한 반론에 맞서 종은 자신의 논증의 

핵심 아이디어를 옹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종에 의하면, ∼인 

세계들에서 ∼∗가 성립하는 것은 ∗가 성립하는 가운데 핵심 실현자

인 ∗가 예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은 이러한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고자 한다.57)

“예를 들어,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철수의 믿음 이 철수의 슬

픔 ∗를 야기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철수의 슬픔 ∗는 적절한 

실현 조건 ∗가 성립하는 가운데 X-섬유 활성화인 물리적 실현자 ∗

에 의해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으로 실현된다고 가정하자. 가정에 의

56) Christensen & Kallestrup (2012) p. 516. 
57) Zhong (2015) pp. 166-167. (본고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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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철수가 그러한 믿음 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철수는 ∗를 가지

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세계를 라고 하자. 에서 ∗가 여전히 성

립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합당하며, 따라서 에서 ∗가 예화하지 않

은 것은 ∗가 예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Z1)이 참이라고 보는 종의 결정적 근거는 (∼ & ∼∗)인 세계에서 

∗가 여전히 성립한다는 가정이다. 이것을 “종의 추정”이라고 부르자. 종

은 그렇게 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reasonable)”고 명시적으로 말한다. 

그런데 종은 종의 추정이 합당하다는 주장만 내세우면서 그 어떤 독립된 

논증이나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것은 크리스텐센과 캘러스트립이 

종의 원래 논증에 대해 제시한 반론에 대하여 그냥 그 반대의 주장을 표

명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의 변증적 상황에서 논증의 부담은 종

이 져야 마땅할 것처럼 보이는데 종을 그런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종의 추정이 합당하다고 볼 만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을 듯하다. 비환원적 물리주의와 조건 실현 논제 하에서 (∼
& ∼∗)인 세계는, 적어도 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세계는 (∼ & ∼∗ & ∼∗ & ∗)인 상태

를 가지며, 다른 한 세계는 (∼ & ∼∗ & ∗ & ∼∗)인 상태를 가진

다. (∼ & ∼∗)인 최근접 세계에 후자의 세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왜

냐하면 현실 세계에서 ∗는 안정적으로 성립하기에 (∼ & ∼∗)인 최

근접 세계에서도 ∗가 안정적으로 성립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론은 일견 그럼직해 보인다. 하지만 본고는 종의 추정이 합

당하지 않다고 본다. (지금부터 3장의 논의와 연계하기 위해 최근접 세

계 의미론 대신에 맥락주의적 의미론을 가미한 최근사 세계 의미론을 채

택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종의 추정이 합당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

례가 존재하는 듯하다. 3장에서 다룬 프랑크퍼트식 사례를 바탕으로 종

의 추정이 합당하지 않다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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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 논증이 제기하는 인과적 배제 문제에 대한 탐구는 비환원적 (실

현) 물리주의라는 입장이 정신 인과의 불가능성을 함축하느냐하는 질

문에 대한 연구이므로, 해당 반사실 조건문 (∼ □→ ∼∗)의 최근

사 세계의 범위를 결정할 때 이 질문과의 유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

르게 말하자면, 정신 인과의 가능성에 관한 시험은 일상적 맥락에서

의 경험적 시험이 아니라 철학적 맥락에서의 철학적 시험을 요구한

다. 이러한 철학적 시험이 요구하는 반사실 시험을 위한 세계는 비환

원적 실현 물리주의라는 철학적 입장 하에서 정신 인과가 과연 불가

능한가 하는 질문에 관한 연구에 유관한 세계이어야 하고, 아울러 객

관적으로 접근가능해야 세계이어야 한다. (∼ &  & ∼ & ∼∗ 

& ∗ & ∼∗)인 세계는 조건 실현 논제 하에서 정신 인과의 불가능

성에 관한 철학적 질문에 관한 연구에 유관한 세계이며 프랑크퍼트식 

사례는 이러한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접근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세계는 (∼ & ∼∗)인 최근사 세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제 이러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크리스텐센과 캘러스트럽이 제시한 

종의 논증에 대한 반론을 조금 더 살을 붙여 보자. 종의 반사실 하향 인

과 논증이 부당함을 보이기 위해서는 조건 실현 논제를 받아들이는 비환

원적 물리주의 하에서 (∼ □→ ∼∗)가 참이면서 (∼ □→ ∼∗)가 

거짓인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만 보이면 될 것이다. 

우선, 조건 실현 논제 (SR)에 의하면, 시점 에 ∼∗인 상태가,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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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인 최근사 세계가 어떻게 조성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조건 실현 논제 (SR)이 주어지면 ∼인 최근사 세계는 두 가지 방식으

로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방식은 (∼ & )를 통해서 조성하는 방

식이고 다른 한 방식은 ( & ∼)를 통해서 조성하는 방식이다. 마찬가

지로 (∼ & ∼∗)인 세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ⅰ) 에 적절한 공-가능한 개입이나 “작은 기적”을 통해서 

∼에 의해 ∼이 조성되는 경우에 에 ∼∗에 의해 ∼∗가 조성된

다. (ⅱ) 에 적절한 공-가능한 개입이나 “작은 기적”을 통해서 ∼에 의

해 ∼이 조성되는 경우에 에 ∼∗에 의해 ∼∗가 조성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Z1)에 대한 반론을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보자.

(∼ & ∼∗)인 최근사 세계들은 두 부류의 최근사 세계들로 구성

된다. 한 세계는 (∼ & ∼ &  & ∼∗ & ∼∗ & ∗)인 세계이

며, 다른 한 세계는 (∼ &  & ∼ & ∼∗ & ∗ & ∼∗)인 세계

이다. 여기서 전자는 (∼ & ∼∗)인 세계이고 후자는 (∼ & ∗)인 

세계이다. 그렇다면, 모든 (∼ & ∼∗)인 최근사 세계가 (∼ & ∼

∗)인 세계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Z1)은 거짓이다.

더 나아가, 조건 실현 논제 (SR) 하에서 (D)가 거짓이라는 논증을 다음

과 같이 구성해 보자. 

효력 논제에 의해, (∼ □→ ∼∗)가 성립한다. 즉 ∼인 모든 최근

사 세계 에서 ∼∗가 참이다. 에는 (∼ &  & ∼)인 세계 

가 포함된다. 는 ∼를 위한 적절한 공가능한 개입 내지 “작은 기

적”에 의해서 조성되므로 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에서 

( & )인 상태가 성립하면서 이 상태가 ∗인 상태로 전개되고, 아울

러 ∼인 상태가 ∼∗인 상태로 전개하면서 이 상태가 ∼∗인 상태

를 실현한다. 따라서 어떤 는 (∼∗ & ∗ & ∼∗)인 상태를 가진

다. 즉 어떤 는 (∼ □→ ∼∗)를 만족하지만 (∼ □→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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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SR) 하에서 (∼ □→ ∼∗)로부터 (∼
□→ ∼∗)가 반드시 따라 나온다는 주장 (D)는 성립하지 않는다. 

요컨대 조건 실현 논제를 받아들이는 비환원적 물리주의 하에서, 핵심 

실현자 판본의 종의 반사실 하향 인과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

우선 실현자 판본의 반사실 하향 인과 논증은 어떤가? 일단, 종이 총

체적 실현자 개념을 포기하고 우선 실현자 개념을 채택함으로써 총체적 

실현자 판본의 논증에 대한 비판을 성공적으로 피하게 된다고 하자. 

그렇지만 우선 실현자 판본의 논증은 핵심 실현자 판본의 논증에 대한 

본고의 반론에 그대로 노출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핵심 실현자 판

본의 논증에 대한 본고의 반론에서 자연 법칙이 유지되지 않는 가능 세

계들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핵심 실현자 판본의 논증에 대

한 본고의 반론에서 고려된 가능 세계들은 물리적 법칙이나 심물 법칙들

이 현실 세계와 동일하게 유지되는 가능 세계들이었다. 이런 까닭에 종

의 우선 실현자 판본의 논증은 다음과 같은 반론에 처하게 된다.

효력 논제에 의해, (∼ □→ ∼∗)가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즉 ∼
인 모든 최근사 세계 에서 ∼∗가 참이다. 그러한 세계에는 (∼
& 핵심  & ∼우선 )인 세계 가 포함된다. 이러한 세계는 ∼우선을 

위한 올바른 공-가능한 개입 혹은 “작은 기적”에 의해서 조성되며 따

라서 이러한 세계에서 가 성립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에서는 

(핵심  & )인 상태가 핵심 인 상태로 전개되고, ∼우선인 상태가 ∼

우선 인 상태로 전개한다. 즉 어떤 는 (∼ & 핵심  & ∼우선  & 

∼∗)인 상태를 가진다. 즉 어떤 는 (∼ □→ ∼∗)를 만족하지

만 (∼ □→ ∼핵심 )을 만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 □→ ∼∗)

라는 가정 하에서 (∼ □→ ∼핵심 )이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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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종의 우선 실현자 판본의 반사실 하향 인과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핵심 실현자 판본이든 우선 실현자 판본이든, 조건 실현 논제에 

호소하는 종의 반사실 하향 인과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 요컨대 반사실 

자율성 해법은 종의 반론으로부터 정당하게 방어될 수 있다. 

이제 종의 반사실 하향 인과 논증에 대한 반론을 활용하여 김재권의 

하향 인과 논증에 대한 반론을 구성해 보자. 

김재권은 하향 인과 논증에서 과 ∗ 사이의 심심 인과와 ∗와 ∗ 

사이의 심물 실현(수반) 사이에 조성되는 형이상학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출구를 찾던 중 다음과 같은 논제를 이끌어 내었다.

(Q) 그 이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간에 (…) ∗의 예화가 ∗의 예화

를 필연화한다.

본고는 (Q)를 다음과 같은 반사실 조건문들로 해석해 보았다.

(Ⅰ) 이었더라도 ∗이었더라면 ∗이었을 것이다.

(Ⅱ) 이었더라도 ∼∗이었더라면 ∼∗이었을 것이다.

(Ⅲ) ∼이었더라도 ∗이었더라면 ∗이었을 것이다.

(Ⅳ) ∼이었더라도 ∼∗이었더라면 ∼∗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종의 반사실 하향 인과 논증에 대한 반론에 착안하여, 비환원

적 (실현) 물리주의자는 다음 논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Ⅲ) ∼이었더라도 ∗이었더라면 ∗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를 총체적 실현자로 보면, (Ⅲ)은 틀림없이 참일 것이다. 하

지만 ∗를 핵심 실현자로 보면, ∗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서 ∗는 ∗

를 실현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Ⅲ)을 부인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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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가 참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 핵심 ) ◇→ ∼∗ … (∗)

이제 김재권의 하향 인과 논증에 대한 반론을 구성해 보자. 먼저 현실 

세계를 살펴보자.

효력 논제에 의해, 시점 의 이 시점 의 ∗를 야기한다. 조건 실

현 논제에 의해, 에 ∗은 수반 기초 ∗와 실현 조건 ∗를 가진다. 

폐쇄 논제에 의해 의 ∗는 의 와 인과 조건 를 가진다. 다시 폐

쇄 논제에 의해, 의 와 는 시점 에 선행하는 충분한 물리적 원

인 를 가진다. 한편, 조건 실현 논제에 의해, 와 에서 ∗와 는 

물리적 상태(이거나 물리적 상태에 수반하는 상태)이다. 폐쇄 논제에 

의해, 는 에서 선행하는 실현 조건 를 가진다. 의 인 상태는 

법칙론적으로 필연적으로 의 ( & )인 상태로 전개하며, 의 ( & 

)인 상태는 의 ∗인 상태로 법칙론적으로 필연적으로 전개한다. 

의  상태는 내재적 인과 관계에 의해 의  상태로 전개하며, 의 

 상태는 내재적 인과 관계에 의해 의 ∗인 상태로 전개한다.

다음으로 ∼인 최근사 세계로 가보자. 

∼인 최근사 세계는 ∼을 위한 올바른 공-가능한 개입 혹은 “작은 

기적”에 의해서 조성되는 세계이다. 조건 실현 논제에 의해 ∼인 최

근사 세계는 두 가지 분할적인 방식으로 조성된다. 즉 의 수반 기초 

를 예화하지 않거나 실현 조건 를 불성립시키는 방식으로 조성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 ∼를 위한 올바른 공-가능한 개입 혹은 “작

은 기적”은 로부터 로의 인과적 과정 상에서 발생하며 그 밖의 개

별 사실들은 최대한 유지되므로 가 유지될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 

∼를 위한 올바른 공-가능한 개입 혹은 “작은 기적”은 로부터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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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재적 인과적) 과정 상에서 발생하며 그 밖의 개별 사실들은 최

대한 유지되므로 는 유지되거나 또는 최소한 그러한 어떤 세계가 존

재할 것이다. 요컨대 ∼인 최근사 세계들은 (∼ & ∼ & )인 최

근사 세계 그리고 (∼ &  & ∼)인 최근사 세계로 분할되며, 후자

에는 최소한 (∼ &  & ∼ & )인 세계가 포함될 것이다. 

심심 인과가 심물 인과를 함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서 (∼

 □→ ∼∗)가 성립하는 모든 경우에 (∼ □→ ∼∗)가 성립하지 않

는다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를 위한 논증은 다음과 같다.

( & ∼)인 최근사 세계 에서 ∼은 참이다. 의 ∼인 상태는 

내재적 인과 관계에 의해서 의 ∼∗인 상태로 전개된다. 조건 실현 

논제에 의해 의 세계 상태는 ∼∗인 상태를 가진다. 즉 ( & ∼)

의 방식으로 조성되는 ∼인 최근사 세계에서 ∼∗가 예화하지 않

고 그것은 ∼∗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최소한 어떤   세계에서

는 에 가 성립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에서는 의 ( & )인 

상태는 의 ∗인 상태로 법칙론적으로 필연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는 에 ∗인 상태를 가진다. 요컨대 ( & ∼)의 방

식으로 조성되는 ∼인 어떤 최근사 세계에서 ∗가 참이다. 따라서 

(∼ ◇→ ∗)가 참이다. 따라서 (∼ □→ ∼∗)는 거짓이다. 다시 

말해서, 반사실 인과론에 의하면, 비환원적 실현 물리주의 하에서, (∼

 □→ ∼∗)가 (∼ □→ ∼∗)를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조건 실현 논제에 호소하는 비환원적 물리주의 하에서, 반사실 

인과론에 의하면, 심심 인과가 심물 인과를 함축한다는 김재권의 하향 

인과 논증은 부당하다. 다르게 말하자면, 비환원적 실현 물리주의 하에서 

심심 인과가 심물 인과를 함축하지 않는다는 반사실 자율성 해법의 주장

은 김재권의 수반 논증으로부터 자유롭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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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율성 해법을 위한 옹호 논증

본고가 옹호하고자 하는 조건 실현 반사실 자율성 해법은 굳이 평행 

인과(층간 인과 없는 층내 인과)에 가담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상위 수준의 심심 인과가 층위를 가로지르는 심물 인과를 함축하지 않는

다는 주장만으로 비환원적 물리주의에 대한 수반 논증(하향 인과 논증)

의 도전을 초기에 진압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반사실 자율성 해법이 수반 논증의 도전에 맞서 정신적 

속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진정으로 확보하는지는 여전히 문제될 수 있

을 듯하다. 그리고 반사실 하향 인과 논증에 대한 방어 논증만으로는 이

러한 점을 보이기에 미흡한 듯하다. 정신적 속성이 물리적 속성이 가지

는 인과력보다 그 이상의 인과력을 가진다는 적극적 논증을 제시한다면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증을 구성해 보자.

우선 조건 실현 반사실 자율성 해법에 대해서, 정신적 결과 ∗라는 

한 개의 사건에 대하여, 정신적 속성 의 예화와 그것의 수반 기초 속

성 의 예화가 모두 충분한 원인으로 주장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자. 

이를 위한 논증은, 대략, 다음과 같다.

은 ∗의 원인인가? 즉 ( □→ ∗)와 (∼ □→ ∼∗)가 참인가? 

인 모든 최근사 세계는 ( & )인 상태이고 이 상태는 (∗ & ∗)인 

상태로 전개하고 이 상태는 ∗인 상태를 필연화할 것이다. 그리고, 

∼인 모든 최근사 세계는 ∼인 상태이거나 ∼인 상태이고 각각의 

상태들은 ∼∗인 상태와 ∼∗인 상태로 전개할 것이고, 이러한 상태

들은 ∼∗인 상태를 필연화할 것이다. ( □→ ∗)와 (∼ □→ ∼

∗)가 참이다. 따라서 은 ∗의 원인이다. 

가 ∗의 원인인가? 즉 ( □→ ∗)와 (∼ □→ ∼∗)가 참인가? 

인 모든 최근사 세계는 ( & )인 상태이고 이 상태는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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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전개하고 이 상태는 ∗인 상태를 필연화할 것이다. 그리고, 

∼인 모든 최근사 세계는 ∼∗인 상태로 전개할 것이고, 이 상태는 

∼∗인 상태를 필연화할 것이다. 즉 ( □→ ∗)와 (∼ □→ ∼∗)

가 참이다. 따라서 가 ∗의 원인이다.

정신적 결과 ∗에 대한 추정상의 두 원인은 서로 구분되므로 현재의 

상황은 하나보다 많은 원인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한 개의 결과 

 에 대해 가능한 원인 후보가 과  두 개로 좁혀진 상황이다. 우리

는 현재 상황에서 어느 것이 원인인지 혹은 더 좋은 원인으로 보아야 마

땅한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올바른 철학적 

시험으로 인과 시험과 차폐 시험을 시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58) 

(Ⅰ) 인과 시험을 현재의 상황에 적용해 보자. 우리는 ∗에 대하여 
가 그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두 가지 방식으로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Ⅰ.1) 다수 실현 논제에 호소하는 논증. 가 ∗의 원인이기 위해서는 

(∼ □→ ∼∗)가 참이어야 한다. 그런데 ∼인 어떤 최근사 세계에

서 대리 실현자 이 등장하고, 수렴 전개 가정이든 발산 전개 가정이

든, 인 상태는 ∗의 실현자들 중 하나(∗ 혹은 ∗ 등)가 예화하는 

상태로 전개할 것이며, 이러한 상태들은 ∗를 필연화할 것이다. 따라

서 (∼ □→ ∼∗)는 거짓이다. 따라서 는 ∗의 원인이 아니다.

(Ⅰ.2) 조건 실현 논제에 호소하는 논증. 우드워드의 최근사 세계 의미

론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우드워드는, 루이스가 도입한 “민감한 원

인”과 “둔감한 원인”의 통찰을 발전시켜59) 추정상 원인 와 추정상 

결과  사이에 올바른 인과 관계를 귀속하기 위해서는 ( □→ )가 

현실적 상황들에 대한 다양한 변화들 하에서─물론 이러한 변화들에

58) Bealer (2007) pp. 27-30 참조.
59) Lewis (1986) “Postscripts to ‘Causation’” pp. 172-213.



- 173 -

서 문제삼는 추정상 인과 관계를 교란하는 인과적 요인들이 개입되어

서는 안 된다─ 참으로 남을 것을, 즉 ( □→ )가 둔감하기를 요구

한다.60) 이러한 요구에 의하면, ( □→ ∗)의 진위는 와 ∗ 사이의 

인과 관계와는 인과적으로 무관한, 실현 조건 라는 조건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둔감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조건 실현 논제가 주어질 

때, ( □→ ∗)의 진리값이 의 변화에 민감하게 의존하는 것처럼 

보인다.61) 그렇다면, 우리는, 우드워드의 견해에 따르자면, 가 ∗의 

원인이 아니라고 혹은 원인이라고 해도 매우 열등한 종류의 원인이라

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Ⅱ) 차폐 시험을 현 상황에 적용해 보자. 우리는 다음의 두 질문울 고

려해야 한다: (1) 이 예화하지만 가 예화하지 않았더라면, ∗의 예화

가 발생했을 것인가, 그렇지 않았을 것인가? (2) 가 예화하지만 이 예

화하지 않았더라면, ∗의 예화가 발생했을 것인가, 그렇지 않았을 것인

가? 이 질문에 대한 가능한 답변들을 기호로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Ⅱ.1) 다수 실현 논제에 호소하는 논증. 다수 실현 논제 하에서 비환

원적 물리주의 하에서 ( & ∼)인 세계는 객관적으로 접근가능할 

것이다. 아마도 거의 모든 ( & ∼)인 최근사 세계에서 대리 실현자 

60) Woodward (2006); List & Menzies (2009) pp. 497-499.
61) 물론 실현 조건 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서 배경 조건 가 교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와는 전혀 다른 속성이고 비인과적인 속성인 가 

성립하지 않는 많은 경우에 는 교란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만
약 가 성립하지 않으면서 가 교란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러한 경우는 올바른 

개입 규칙에 의해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의 불성립

이 에 (그리고 에) 대해 아무런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 ◇→ ∼∗)가 성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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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장하고 인 상태는, 수렴 전개의 경우든 발산 전개의 경우든, 

∗의 실현자들이 예화하는 상태로 전개되고 (그 세계에서 실현 조건 

는 여전히 성립하고 그 상태는 ∗인 상태로 전개할 것이므로) 그러

한 실현자들은 ∗를 필연화할 것이다. 즉 (1)에 대하여 다수 실현 논

제는 「( & ∼) □→ ∗」가 참이라고 믿을 만한 좋은 이유를 제

공한다.

(Ⅱ.2) 조건 실현 논제에 호소하는 논증. 3장에서 제시한 프랑크퍼트

식 사례가 보여주듯이 비환원적 실현 물리주의 하에서 ( & ∼)인 

세계는 객관적으로 접근가능하다. 그리고 ( & ∼)인 최근사 세계

는 실현 조건 가 성립하지 않지 않음으로써 성립하고, 이 상태는 ∗

가 성립하지 않는 상태로 전개하고 따라서 ∼∗인 상태가 실현될 것

이다. 즉 (2)에 대하여 조건 실현 논제는 「( & ∼) □→ ∼∗」가 

참이라고 믿을 만한 좋은 이유를 제공한다.

요컨대 「( & ∼) □→ ∗」와 「( & ∼) □→ ∼∗」라는 반

사실 조건문들이 참이며, 이것은 ∗를 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의 예화

가 의 예화를 차폐한다는 점을, 그리고, 다시, 가 아니라 이 ∗의 

원인이거나 혹은 더 나은 원인라고 믿을 만한 좋은 이유를 제공한다.

보다 폭넓게 바라보자면, 인과적 배제 논증이 제기하는 근본적인 문제

는 정신 인과에서 해당 결과(정신적 결과, 물리적 결과)에 대해 정신적 

속성 을 위해 남아 있는 인과적 일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본고의 답변은 “남아 있다”는 것이고, 그 주요 논거는 「( & ∼

) □→ ∗」 그리고 「( & ∼) □→ ∼∗」가 참이라는 점에서 
∗에 대해, 가 아니라, 이 원인이거나 더 나은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것은, 다름 아니라, 정신 인과에서 물리적 속성이 정신적 결과에 대한 모

든 일을 다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즉 물리적 속성이 물리적 결과에 

대해 모든 일을 다하더라도 정신적 속성을 위해 남은 인과적 과업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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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신적 속성을 야기하는 과업이 남아 있음을 뜻한다.

본고는 이 장에서 수반 논증과 하향 인과 논증의 도전으로부터 반사실 

자율성 해법을 방어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논증들, 즉 인과적 배제 논증

이 제기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우선 김재권의 하향 인과 논증과 이 논증에 대한 반사실 인과

론 판본의 종의 반사실 하향 인과 논증에 대하여 기존에 제시되어 온, 

다수 실현 논제와 함께 하는 반사실 자율성 해법의 문제점 내지 한계를 

지적하였다. 본고가 제기하는 핵심적인 비판은 이 해법이 발산 전개 가

정에 의존하지만, 그것보다 더 그럼직한 수렴 전개 가정에 호소할 때 이 

해법을 위한 세부 입론들에서 상당한 손상이 초래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본고는 조건 실현 논제와 함께하는 반사실 자율성 해법을 통해서 

정신 인과에서 정신적 속성에서 정신적 결과로 가는 심심 인과가 정신적 

속성에서 물리적 결과로 가는 심물 인과를 함축하지 않는다고 논하였다. 

이 논증을 위한 주요 논거는 2장과 3장에서 활용한 조건 실현 논제를 바

탕으로 하는 논거들을 계승 및 발전시킨 것으로서, 그 핵심 내용은 ∼
인 최근사 세계에 ( & ∼)인 세계가 포함되고, 그러한 세계들 중에는 

가 성립하면서 ∗가 예화하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본고는, 더 나아가, 정신 인과에서 정신적 결과 ∗에 대해 정신적 원

인 과 그것의 핵심 실현자인 가 서로 인과적으로 경쟁하는 상황이 연

출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서, 이러한 상황에서 가 아니라 이 ∗의 

진정한 원인이거나 더 나은 원인의 자격을 얻는다는 점을 인과 시험과 

차폐 시험에 호소하는 논증을 통해서 보이고자 하였다. 본고의 논증이 

성공적이라면, 이것은 정신적 속성들이 어떻게 정신적 속성으로서(qua) 

인과적으로 폐쇄된 물리적 세계에서 인과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하는 

질문에 대한 한 그럼직하게 답변을 우리가 가지게 됨을 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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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비환원적 물리주의에 대해 인과적 배제 논증(수반 논증)은 다음과 같

은 문제를 제기한다: 정신적 속성이 정신적 속성으로서(qua) 인과적으로 

폐쇄된 물리적 세계에서 해당 결과(물리적 결과, 정신적 결과)에 대하여 

인과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 다르게 말하자면, 정신적 속성이 해당 

결과(물리적 결과, 정신적 결과)에 대하여 추정상 수행하는 인과적 일을 

그것의 실현자인 물리적 속성이 실제로 모두 다 수행한다면 정신적 속성

이 해당 결과에 대하여 수행할 만한 인과적 일이 남아 있겠는가? 

본고에서는 반사실 의존 접근법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긍정

적인 답변을 제시하면서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방어하고자 하는 입장들을 

검토하여 보았다. 본문에서는 인과적 배제 문제의 하위 문제들과 그에 

대응하는 해법들을 순서대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였기에 맺

음말에서는 수반 논제, 다수 실현 논제, 조건 실현 논제 별로 그러한 논

제 하에서 기존의 반사실 의존 해법(반사실 일관성 해법, 반사실 상속성 

해법, 반사실 자율성 해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 내지 한계를, 그리고 유

망한 전망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본고의 논의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문제 (장) 수반 논제 다수 실현 논제 조건 실현 논제
비일관성 문제

(2장) ─ ─ 비일관성 해법
비판

부수현상 문제
(3장)

상속성 해법
비판

상속성 해법
비판

상속성 해법
비판

하향 인과 문제
(4장) ─ 자율성 해법

비판
자율성 해법

방어
정신 인과 문제

(4장) ─ ─ 자율성 해법
옹호

(1) 수반 논제 하에서의 반사실 상속성 해법 비판. 배제 논증이 제기하



- 177 -

는 부수현상 문제에 대한 반사실 상속성 해법은 수반 논제를 고수하는 

한 비판자들과의 논쟁에서 교착 상태에서 헤어나오기는 힘들어 보인다. 

우선 (∼ □→ ∼∗)를 간접주의적으로 정당화하는 추론 방식은 부수

현상적 하향 인과 모형 하에서도 (∼ □→ ∼∗)를 참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정신 인과에서 해당 반사실 조건문의 참이 인과 관계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음으로, 반사실 상속성 해법이 도출하는 심물 

하향 인과 모형을 지지하는 모든 경험적 증거가 심물 부산현상적 인과 

모형 하에서도 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모형의 옳고 그

름이 경험적 증거에 의해 구별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2) 다수 실현 논제 하에서의 반사실 상속성 해법 비판. 배제 논증이 

제기하는 부수현상 문제에 대한 반사실 상속성 해법은 다수 실현 논제와 

양립 불가능해 보인다. 이러한 주장은 멘지즈 등이 제안한 실현-둔감 가

정/실현-민감 가정이나 본고에서 제기한 수렴 전개 가정/발산 전개 가정

과 독립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즉 반사실 인과론과 다수 실현 논제를 

받아들이면, 심물 인과는 물물 인과의 부정을 함축하며, 물물 인과는 심

물 인과의 부정을 함축한다. 따라서 다수 실현 논제 하에서는 반사실 상

속성 해법이 요구하는 다수 인과론이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반사실 상

속성 해법은 다수 실현 논제를 정당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

(3) 다수 실현 논제 하에서의 반사실 자율성 해법 비판. 반사실 자율성 

해법의 지지자들은 하향 인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수 실현 논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 의하면 다수 실현 논제 하에서 ( □→ 

∗)는 ( □→ ∗)를 함축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 & ∗)가 참인 어

떤 최근사 세계에서 ∗가 현실 실현자 ∗가 아니라 대리 실현자 ∗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례 하에서 ( □→ ∗)는 참이지

만 ( □→ ∗)는 거짓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대부분 다수 실

현 논제에 더하여 발산 전개 가정에 호소하는데, 더 그럼직한 논제인 수

렴 전개 가정에 호소할 때, ( □→ ∗)는 ( □→ ∗)를 함축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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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자율성 해법을 위한 세부 입론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4) 조건 실현 논제 하에서의 반사실 비일관성 해법 비판. 반사실 비일

관성 해법을 제안한 베넷은 배제 논증이 제기하는 비일관성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조건 실현 논제를 활용한다. 베넷에 의하면 조건 실현 논제 

하에서 물리적 독립성 조건 「( & ∼) □→ ∼∗」는 거짓이다. 베넷

이 제시한 핵심적인 논거는, 배양 접시 사례가 보여주는 바, ( & ∼)

인 세계가 물리주의 체제 하에서 접근가능하며 그 세계에서  ＝ 이므

로 ∗가 예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고는 ( & ∼)인 최근접 

세계에서 가 고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가 예화하므로 「( & ∼) 

□→ ∼∗」가 참이라는 요지로 베넷의 논증을 반박하고자 하였다. 

(5) 조건 실현 논제 하에서의 반사실 상속성 해법 비판. 조건 실현 논

제를 받아들이는 반사실 상속성 해법에 대하여 베넷의 해법(반사실 일관

성 해법)에 대한 반론의 핵심 아이디어를 계승하여 반론을 구성할 수 있

다. 반론의 핵심적인 논거는 조건 실현 논제 하에서 심물 인과가 부정된

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어떤 ∼인 최근사 세계가 (∼ &  & ∼ & 

)인 세계이므로 (∼ □→ ∼∗)가 거짓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정당화되기 위해서 ∼인 최근사 세계에 (∼ &  & 

∼)인 세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거가 정당화되어야 한다. 다시 이를 

위해 (∼ &  & ∼)인 세계가 현재 연구되고 있는 질문─비환원적 

실현 물리주의 하에서 정신 인과가 가능한가?─과 유관하면서도 물리주

의 체제 내에서 객관적으로 접근가능한 세계이어야 한다는 논거가 정당

화되어야 한다. 본고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조건 실현 논제와 함께 하는 반사실 자율성 해법을 통하여 비

환원적 정신 인과의 실재성을 보이고자 하였다. 즉 본고는 비환원적 실

현 물리주의 하에서 정신적 속성이 물리적 결과가 아니라 정신적 결과에 

대하여 반사실 인과력을 가진다는 점을 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소

극적 논증은 하향 인과 논증으로부터 반사실 자율성 해법을 방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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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고, 적극적 논증은 정신적 속성의 인과적 자율성을 독립된 논증(인

과 시험과 차폐 시험에 호소하는 논증)을 통해 옹호하는 것이었다.

(6) 조건 실현 논제 하에서의 반사실 자율성 해법 방어. 본고는 반사실 

자율성 해법에 대한 방어 논증을 통해 하향 인과 논증이 부당하다는 점

을 보이고자 하였다. 그 핵심 논거는 조건 실현 논제 하에서 (∼ □→ 

∼∗)가 (∼ □→ ∼∗)를 함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주

요 세부 논거는 비환원적 실현 물리주의 하에서 정신 인과의 가능성 문

제에 대한 연구와 유관하면서 객관적으로 접근가능한 세계인 (∼ & ∼

∗ &  & & ∗ & ∼ & ∼∗)인 세계가 (∼ □→ ∼∗)를 만족하

면서 (∼ □→ ∼∗)를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7) 조건 실현 논제 하에서의 반사실 자율성 해법 옹호. 본고는 반사실 

자율성 해법을 위한 옹호 논증을 통해, 두 가지 방식으로, 즉 인과 시험

과 차폐 시험의 방식을 통해, ∗에 대해 은 그것을 실현하는 의 인

과력 이상의 인과력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인과 시험은 반사실 인과론을 기준으로 ∗에 대해 과연 이 원인인

지, 가 원인인지 가려보자는 것이다. 다수 실현 논제 하에서는 ( □→ 

∗) 및 (∼ □→ ∼∗)가 참이고 ( □→ ∗)도 참이지만 (∼ □→ 

∼∗)가 거짓임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다수 실현 논제 하에서 우리는 

가 ∗의 원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차폐 시험은 ∗에 대해 과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원인이지를 가

려보자는 것이다. 이 시험은 둘 중 하나만 남는 상황에서 벌어지는지 일

을 관찰함으로써 승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수 실현 논제 하

에서, ( & ∼)인 상황에서 ∗가 예화하므로 이 를 이긴다. 조건 

실현 논제 하에서 (∼ & )인 상황에서 ∗가 예화하지 않으므로 이 

를 이긴다. 따라서 비환원적 실현 물리주의 하에서 이 ∗의 원인이

거나 혹은 보다 이 ∗의 더 나은 원인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요컨대 인과적 배제 논증이 제기하는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본고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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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적 속성은 다른 정신적 속성에 대하

여 정신적 속성으로서(qua) 인과적으로 폐쇄된 물리적 세계에서 인과적 

효력을 가진다. 그 핵심 논거는 비환원적 실현 물리주의 하에서 ( □→ 

∗)와 (∼ □→ ∼∗)가 참이라는 것이다. (2) 정신적 속성이 정신적 

결과에 대하여 수행하는 인과적 일을 그 실현자인 물리적 속성들이 모두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정신적 속성은 정신적 결과에 대하여 물리적 속성

들이 가지는 반사실 인과력보다 그 이상의 반사실 인과력을 가진다. 그 

주요 논거는 ∗에 대한 인과 시험과 차폐 시험에서 이 를 이긴다는 

것이다. 즉 조건 실현 논제에 의하면, 정신적 속성은 물리적 속성들에 존

재론적으로 의존하면서도 그것들의 반사실 인과력을 초과하는 반사실 인

과력을 가질 수 있다.

끝으로, 본고에서 제시하는, 조건 실현 논제와 함께 하는 반사실 자율

성 해법은 인과적 배제 문제에 관한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전망을 제시

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이 해법은 기존의 “좁은” 양립 가능론을 넘어 “넓은” 양립 가능

론의 전망을 제시한다. 전자는 인과적 배제 논증의 전제를 이루는, 비환

원적 물리주의를 구성하는 논제들과 함께 형이상학적 원리들 중에서 일

부를 버리고 일부만을 채택하여 구성되는 양립 가능론이다. 후자는 해당 

전제들을 모두 유지하는 양립 가능론이다. 이 해법은 비환원적 물리주의

를 구성하는 논제들 하에서 비-과잉결정 원리와 인과적 배제 원리를 모

두 수용하면서도 한 개의 해당 결과에 대한 인과적 경쟁을 피한다는 점

에서 넓은 양립가능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 해법은 정신 인과 문제에 대한 기존 논의의 교착 상태에 대

한 돌파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신 인과 문제에 대한 경험적 시험 가

능성의 새 지평을 연다. 기존 논의의 교착은 수반 논제 하에서 수반되는 

속성과 수반 기초 속성의 필연적 공외연성 때문에 발생한다. 조건 실현 

논제에 의하면 정신적 원인(실현되는 속성)과 물리적 원인(핵심 실현자 



- 181 -

속성) 사이의 필연적 공외연성은 깨질 수 있다. 즉 핵심 실현자가 예화

하지만 실현 조건이 성립하지 않음으로써 정신적 속성이 예화하지 않는 

세계는, 프랑크퍼트식 사례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물리주의적 체제 하에

서 객관적으로 접근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가능성을 바탕으로 하는 

정신 인과 문제에 관한 본고의 논의는 정신 인과의 진정한 경험적 증거

를 얻기 위한 해당 분야의 연구자들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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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can mental properties qua mental be causally efficacious in the 

physical world, which is causally closed? To solve causal exclusion problem, 

many nonreductive physicalists have been seeking viable solutions with the 

help of the counterfactual account of causation or overdetermination. I will 

conduct a critical survey of the main proposed solutions, try to determine 

their shortcomings, and propose the prospect of a renewed counterfactual 

dependence solution for the causal exclusion problem.

My aim is to prove the reality of autonomous mental causation via the 

counterfactual autonomy solution (CAS) under nonreductive realization 

physicalism (NRP), the updated version of nonreductive physicalism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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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supervenience thesis updated by the multiple realization thesis 

(MRT) and the conditional realization thesis (CRT). The CAS claims that 

mental properties have causal powers vis-à-vis other mental properties. I will 

argue that the CAS with the CRT is more promising than the CAS with the 

MRT for autonomous mental causation and protecting NP from the causal 

exclusion argument.

In Chapter 1, first, I will articulate the causal exclusion problem in the 

form of the supervenience argument with both the downward causation 

argument and the exclusion argument as its sub-arguments. Second, I will 

summarize some basics for counterfactual approaches, including those of 

Lewis and Woodward. Third, I will update the supervenience thesis of NP 

through the MRT and CRT of NRP. According to the MRT, mental 

properties are multiply realizable via different physical realizer properties. 

According to the CRT, mental properties are necessitated by the conjunction 

of the core realizers (physical properties) and the surrounding conditions. 

Finally, I will propose a new model of mental causation apt for the MRT 

and CRT.

In Chapter 2, I will discuss whether the counterfactual consistency solution 

proposed by Bennett fares well with the inconsistency problem raised by the 

exclusion argument. This solution, armed with the counterfactual account of 

overdetermination, tries to establish that mental properties and their core 

realizer properties (physical properties) do not overdetermine their effects. 

The reason is that (( & ∼) □→ ∗)—call it the physical independence 

condition (PIC)—one of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overdetermination of 

mental causation, is false. Though Bennett presents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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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deny the PIC, it is (( & ∼) ◇→∼∗) that is genuinely necessary 

(and sufficient) for Bennett to deny the PIC. I argue that the PIC is true on 

Lewis's semantics for counterfactual conditionals, showing that Bennett's 

argument is unsound. In short, it turns out that the counterfactual 

consistency solution has not yet solved the inconsistency problem.

In Chapter 3, I will discuss the counterfactual inheritance solution favored 

by many supporters of NP to solve the problem(s) raised by the exclusion 

argument. This solution, armed with the counterfactual account of causation, 

tries to establish that mental properties have counterfactual causal powers by 

virtue of their supervenience base properties having counterfactual causal 

powers. However, there are three objections. First, the counterfactual account 

of causation fails to differentiate between genuine causation and 

epiphenomenal causation. Second, this solution with the MRT has difficulty 

in making mental-mental causation and mental–physical causation compatible. 

Third, from the CRT's point of view, the mental properties turn out to be 

causally inert vis-à-vis physical properties. The reason is that some 

relevantly similar ∼-worlds are (∼ &  & ∼ & )-worlds; thus, it turns 

out that (∼□→∼∗) is false. In short, it turns out that the 

counterfactual inheritance solution has some difficulties in showing that 

mental properties are causally efficacious vis-à-vis physical properties.

In Chapter 4, I will discuss whether the counterfactual autonomy solution 

fares well with the downward causation problem originally raised by Kim 

and recently raised by Zhong in the form of the counterfactual downward 

causation argument. Kim's argument states that mental–mental causation 

implies mental–physical causation, and Zhong's argument states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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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lly that (∼□→ ∼∗) implies (∼□→∼∗). However, this 

solution, armed with the counterfactual account of causation, tries to 

establish that (∼□→∼∗) does not imply (∼□→ ∼∗) and 

thereby that mental–mental causation does not imply mental–physical 

causation. This solution is ramified into two different versions; one is based 

on the MRT, and the other is based on the CRT. I will argue, firstly, that 

the latter fares very well with the downward causation problem and, 

secondly, that the mental property  has more causal powers than its 

realizer physical property  in that  defeats  in the screening-off test for 

∗. In short, the counterfactual autonomy solution armed with CRT 

successfully shows that mental properties have non-reducible and autonomous 

causal powers vis-à-vis other mental properties in mental causations.

Keywords : mental causation, causal exclusion argument, nonreductive 

realization physicalism, counterfactual consistency solution, 

counterfactual inheritance solution, counterfactual autonomy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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