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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이 은 사건 수 의 인과 계를 확률의 변화로 해명하는 인과 

이론의 정당성을 보여 다. 필자는 네 가지를 논의하겠다. 첫째, 사건 수

에서 인과 계를 확률로 해명하는 시도를 비 하는 네 가지 반례를 소개

한다. 이들 반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확률의 변화가 인과를 해명하

는 데 충분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 다. 첫 번째 유형은, 원

인 사건이 결과의 확률을 낮추지만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 유

형은, 원인 사건이 결과의 확률을 높이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

다. 둘째, 필자는 표 인 두 가지 확률 인과 이론이－크바트(Kvart 1997, 
2004)와 엘스(Eells 1991, 2002)－이들 반례에 소개된 인과 계를 해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크바트 이론은, 원인 사건과 결과 사건을 매개하

는 환자와 조건부 확률의 비교로 인과 유 성을 해명한다. 엘스 이론은 

결과 사건의 확률이 시간에 따라 변화(진화)하는 궤 을 분석하여 인과 유

성을 해명한다. 필자는, 비 자들이 주목하지 않거나 충분히 이해하지 않

았던 이들 이론의 특성을 이용하여 반례들이 제기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보여 다. 셋째, 이들 이론을 비교하고 평가하여 두 이론의 공통

을 지 하고 인과  설명의 역할과 련하여 엘스의 이론이 갖는 장 을 

제시하겠다. 넷째, 이들 두 이론이 미결정론에 합한 인과 이론이 될 수 

있는지에 한 문제를 소개한 후, 두 이론이 미결정론을 한 인과 이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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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제시하겠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확률 인과 이론에 남은 과제를 소

개하고 한 사건 수 의 인과 이론을 한 방향을 가늠하겠다.

Ⅰ. 들어가는 말

속성 수 (property-level)의 인과에서 원인의 유 성(causal relevance)을 

확률의 계로 해명하는 인과 이론(Probabilistic Theories of Causation)은, 
인과를 해명하는 표 인 방식이다(Suppes 1970, Cartwright 1979, Skyrms 
1980, Eells and Sober 1983). 속성 수 의 인과는, 한 요인이  다른 요

인에 해 갖는 잠재 인 인과  성향이다. 를 들어, ‘흡연’ 요인의 ‘폐

암’ 요인에 한 인과  성향이다. 이 성향을 가능성이란 양상(modality)
을 표 하는 확률로 해명하는 것이 놀랍지는 않다. 그러나 사건 수

(event-level)의 인과를 확률의 계로 해명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사건 수 의 인과는 실제로 이미 발생한 사건 간의 인과 계이므로 

확률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분명하지 않다. 사건 수 의 인과에서 확

률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해 두 가지 입장이 립한다. 회의

인 입장은, 확률의 변화가 인과 계를 해명하는 데 충분하지도, 필

요하지도 않다는 반례를 제시하 다. 정 인 입장은, 속성 수 의 

확률 인과 이론을 응용하여 사건 수 의 인과를 확률로 해명하는 확

률 인과 이론을 제시하 다.
이 에서 필자는 확률 인과 이론에 한 네 가지 반례를 소개한 

후, 표 인 두 가지 확률 인과 이론이 이들 반례가 제기한 문제에 

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답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 1장에서는 

확률의 변화(특별히, 확률의 증가)가 원인을 해명하는 데 필요하지도 

충분하지도 않다는 네 개의 반례를 소개하겠다. 첫 번째 유형의 두 

가지 반례는 하나의 사건이 결과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낮추지만 원

인이 되는 경우이다. 두 번째 유형의 두 가지 반례는 하나의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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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높이지만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이다. 2
장  3장과 4장에서는 사건 수 의 인과를 해명하는 최근에 발 된 

표 인 두 가지 확률 인과 이론을－크바트(Kvart 1997, 2004)의 이

론과 엘스(Eells 1991, 2002)의 이론－각각 소개하고, 이들 반례를 어

떻게 해명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 5장에서는 크바트와 엘스의 이론

을 비교하고 평가하여 엘스의 이론이 갖는 장 을 제시하겠다. 6장에

서는 인과를 해명하는 데 확률의 역할을 확인하고, 확률 인과 이론이 

미결정  인과 이론인지에 한 문제를 논의하겠다. 7장에서는 확률 

인과 이론에 남은 과제들을 소개하면서 사건 수 의 인과를 한 인

과 이론의 방향을 제시하겠다. 

Ⅱ. 인과에 대한 확률적 해명을 비판하는 

네 가지 사례 

이 장에 소개할 사례 1과 2는, 하나의 사건이 결과 사건의 발생 확

률을 감소시키지만 원인이 되는 경우이다. 사례 3과 4는, 하나의 사건

이 결과 사건의 발생 확률을 높이지만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이다. 

[사례 1] 
유명한 로 골퍼는 홀컵에서 2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공을 홀컵에 

넣기 해 퍼 을 하 고 공은 홀컵을 향해 구르기 시작했다. 갑자기 

다람쥐가 나타나서 구르던 공과 부딪쳤고 공은 홀컵에서 먼 방향으로 

굴 다. 그러나 그 공은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에 부딪힌 후, 놀랍

게도 홀컵으로 들어갔다.1) 다람쥐의 충돌은 볼이 홀컵에 들어가는 결

과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낮추었지만 그 결과 사건을 발생시켰다. 확

1) 이 사례는 엘스(Eells 1991, 299)가 제시한 사례에서 약간 변형된 내용이다. 

이 사례를 처음 소개한 것은 로젠(Rosen 1978)이며 새먼(Salmon 1984)에서 

같은 유형의 사례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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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의 증가는 그 결과의 원인을 해명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2) 

[사례 2] 
불안 한 원자는 아래 그림처럼 다양한 궤도로 붕괴할 수 있다. 사건 

A는 불안 한 원자 a의 존재를 가리킨다. 사건 B, C, D, E 모두 각 원

자의 존재이다. 각 원자는 고려되는 시간 임에 상 하여 매우 짧은 

반감기를 가진다. 이들 사건의 발생을 가리키는 시간이 주어진다. 붕괴

의 과정에서 확률은 다음과 같다. Pr(C)＝1 / 4, Pr(E｜C)＝3 / 4. 그리고 

다른 (인과 으로) 련된 요인은 없다. 붕괴 과정이 A →C →E로 향

하는 경우를 보자. 이 경우에 C의 산출은 E를 산출하는 원인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Pr(E｜C)＝3 / 4 < Pr(E)＝15 / 16이다. C를 E의 원

인으로 보려면 C는 E의 확률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원인 사건이 결과 

사건의 확률을 낮추었다. 확률의 변화는 이런 사건 수 의 인과를 해명

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Dowe 2000, 33-34). 

A C D

likely lik

B E

[그림 1]

다른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기 에 두 가지 사례에 한 몇 가지 

쟁 을 논의하겠다. 사례 1에서 다람쥐의 충돌은 공이 홀컵에 들어가

는 결과 사건의 확률을 낮추었지만 결과 사건의 정 인 원인이 되

었다. 이처럼 확률을 낮추는 원인을 ‘부정 원인(negative causes)’으로 

2) 이 상황에서 결과에 앞선 모든 사건들이 그 결과 사건에 향을 주었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모든 사건이 주어질 때 그 결과 사건의 확

률은 1이다. 그런 확률 1이 이런 인과 계를 해명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가질지 분명하지 않다. 확률 계는 인과의 유 성을 해명하는 데 필요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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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른다.3) 일부 철학자들은 이 원인을 ‘때문에(because of)’에 조되

는 ‘불구하고(despite)’의 원인으로 해명한다.4) ‘다람쥐의 충돌 때문에’

가 아니라 (다람쥐의 충돌이 결과 사건의 확률을 낮추었지만 결과 

사건이 발생하 으므로) ‘다람쥐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공은 홀컵으로 

들어갔다고 본다. 
사례 1과 같은 맥락에서 사례 2를 제시한 다우(Dowe 2000, 38-39)

는 ‘불구하고’를 원인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데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한

다. 첫 번째 문제는 물리학의 개념에 근거한다. 이 개념에 따르면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을 산출하는(produce) 것은, 정 인 인과 과정이

나 원인의 역할에만 용된다는 것이다. ‘불구하고’는 ‘막다(inhibit)’ 등 
부정 인 술어에 용되므로 ‘불구하고’라는 원인은 모순이라는 것이

다. 필자는 사람들이 ‘불구하고’를 ‘다람쥐의 충돌’과 같은 사건에 

용할 때, 사건을 산출하는 원인을 가리키지는 않는다고 본다. 다람쥐의 

충돌 사건이 결과의 확률을 낮추는 의미에서 결과에 부정 인 향을 

주었지만, ‘놀랍게도’ 그 결과 사건은 발생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자

연스럽다. 다우도 두 번째 문제와 련하여 그 의미를 언 한다.
두 번째 문제는, ‘불구하고’가 ‘놀랍다’와 ‘막다’는 두 가지 의미로 자

주 혼용된다는 것이다. 다우는 를 들어 “비타민 C를 복용하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기에 걸렸다.”는 문장에서 비타민 C를 복용한 

사건을 ‘부정 원인’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비서인 갑돌이가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갑순이가 직  손님에게 차를 비하 다.”에서는 갑순

이의 행동을 ‘놀라운 사건’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필자는 비타민 C의 

경우가 왜 부정 원인으로만 해석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다

우는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발생 확률을 낮추더라도 첫째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의 원인이면 불구하고는 놀라움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 다면 비타민 C는 감기의 확률을 낮추어야 하지만 오히려 감기가 

발생하 으므로 놀라움으로 볼 수 있다. 비타민 C의 경우가 갑돌이

3) Papineau(1989), Mellor(1995).

4) Sober(1984), Humphreys(1989), Eells(1991), Mellor(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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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서이므로 갑순이보다 차를 비할 ‘개연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순이가 차를 비하 다는 경우와 무엇이 다른지 구별하

기 어렵다. 
다우는 ‘불구하고’에 원인의 역할을 부여하는 데 회의 인 세 번째 이

유는, 사례 2에서([그림 1]을 참고) 확률을 증가시키는 때문에(because)
의 인과 고리와 확률을 감소시키는 불구하고(despite)의 인과 고리를 

구별할 수 없다는 데 있다. A → C → E를 ‘C에도 불구하고’ E가 발생

한 과정으로 이해하면, A → B → E는 B가 E의 발생 확률을 증가시키

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B 때문에’ E가 발생한 정 인 인과 

과정이다. 그러나 두 가지 인과 과정은 물리 으로 동일한 과정이고 

유일한 차이는, 하나는 알  붕괴이고 다른 하나는 베타 붕괴일 때 

무엇이 앞서고 무엇이 따르는지를 결정하는 순서뿐이라는 것이다. 이

처럼 물리 인 과정에만 을 둔다면 두 과정은 차이가 없다. 그러

나 물리 인 과정뿐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달되는 확률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다면 두 과정의 차이를 볼 수 있다. 4장에서 이 내용을 

다시 논의하겠다.

[사례 3]
두 명의 사수가 화병을 맞추고자 한다. 각각의 사수가 화병을 맞출 확

률은 50%이다. 각각의 사수가 서로 독립 으로 쏘았을 때 화병이 깨

질 확률은 0.75이다. (화병이 총알을 맞았을 때 깨지지 않을 가능성은 

무시하자.) 두 사수가 동시에 총을 쏘았고 첫 번째 사수의 총알은 화

병을 맞추었지만 두 번째 사수의 것은 빗나갔다. 두 번째 사수는 화병

에 총을 쏘았고, 그의 사격은 화병이 깨질 확률은 0.5에서 0.75로 높

으며, 실제로 화병은 깨졌다. 그러나 두 번째 사수의 사격이 화병을 

깨뜨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두 번째 사수의 사격은 화병이 깨질 확

률을 높 지만 화병이 깨지는 사건의 원인은 아니다(Hitchcock 2004, 
410). 확률의 증가가 원인을 해명하는 데 충분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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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갑돌이가 주문을 외어 왕과 왕자를 개구리로 바꿀 수 있는 확률은 

0.5이다. 갑돌이와 독립 으로 갑순이가 왕자와 왕비를 개구리로 바

꿀 수 있는 확률은 0.5이다. 여왕이 아니라 왕과 왕자가 개구리로 바

는 사건이 발생했다. 갑순이의 주문은 왕자를 개구리로 바꾸는 사

건의 원인은 아니다. 그녀는 왕자와 왕비를 개구리로 바꾸고자 주문

을 외었지만 왕비는 변화하지 않았다. 따라서 갑순이의 주문은 실패

했다. 갑돌이의 주문이 왕자를 개구리로 변화시켰다는 것이 분명하

다. 그의 주문은 왕과 왕자를 개구리로 바꾸게 외어졌고 그 게 발생

하 다. (두 사건은 확률 으로 독립 이므로 갑순이의 주문은 갑돌

이의 주문이 성공하게 한 원인은 아니다.) 갑순이의 주문은 왕자를 

개구리로 변화시키는 원인이 아니어도 그 사건의 확률을 높인다. Pr
(왕자가 개구리로 변신｜갑순이의 주문이 외어짐) > Pr(왕자가 개구

리로 변신｜갑순이의 주문이 없음). 갑순이의 주문은 왕자가 개구리

가 되는 사건의 원인이 아니면서 확률을 높인다. 이처럼 다수의 개연

인 사건들이 야기한 결과가 복될 때마다 인과 계는 없지만 확

률의 증가는 가능하다(Schaffer 2000, 40-41). 확률의 증가가 원인을 

해명하는 데 필요하지도 않다. 
이들 두 가지 사례는 선 (preemption)의 경우로 한 볼 수 있다. 

사례 3에서 두 명의 사수는 모두 같은 화병을 향해 쏘았고 첫 번째 

사수의 총알이 먼  화병에 도달하여 두 번째 사수의 총알은 목표를 

맞추지 못하 다. 첫 번째 사수의 사격이 두 번째 사수의 사격을 선

한 것이다. 사례 4에서 갑돌이와 갑순이 모두 왕자를 향해 주문을 

외었지만 갑돌이의 주문이 왕자에게 먼  도달하여 갑순이의 주문은 

왕자를 변화시키는 데 실패했다. 갑돌이의 주문의 갑순이의 주문을 

선 하 다. 사례 3에서 첫 번째 사수가 목표를 맞출 확률이 두 번째 

사수 보다 낮았고 사례 4에서 갑돌이의 주문이 왕자를 개구리로 바

꿀 확률이 갑순이의 것보다 낮았다면, 확률의 증가는 인과를 해명하

는 데 더욱 무의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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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과 3장에서 표 인 두 가지 확률 인과 이론인 크바트의 환

자 이론과 엘스의 확률 궤  이론이, 반례들이 제시한 인과 계들을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

Ⅲ. 전환자 이론의 인과 해명

크바트(Kvart 2004, 360-362)의 이론의 핵심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원인의 역할(인과 유 성)을 해명하는 것이다. 이를 해 두 

가지를 고려한다. 첫째, 원인의 발생 이  시 과 발생 이후 시  사이

의 구간을 고려한다. 둘째, 원인 사건 이후에 그리고 결과 사건 에 

발생한 매개(intermediary) 사건들을 악한 후, 주어진 시간의 구간 

내에서 각각의 매개 사건이 결과에 어떤 향을 주었는지 분석한다. 
이처럼 매개 사건을 고려하는 것은 새먼(Salmon 1984)의 통계  유

성(statistical-relevance) 이론과 굿(Good 1983)의 인과 고리 이론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
크바트에 따르면, X가 Y의 원인이 되려면 X가 발생한 이후부터 Y의 

확률을 높여야 한다.5)6) 이것을 “사후 확률 증가(ex post facto[from what 
is done afterwards] probability increase”라고 한다. 이 확률을 높이려

면, X와 Y 사이의 시간을 따라 확률이 증가하는 “구간 확률 증가(ab 
initio [from the beginning] probability increase)” 조건이 필요하다. 이 

확률의 증가는 아래와 같이 표 된다. 

5) X는 사건 x의 속성(사건 유형event types) X이고 Y는 사건 y의 속성(사

건 유형) Y이다. 확률의 계에 들어오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이 

화한 속성(사건 유형)인 것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크바트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 는지 그 사실을 정확히 말하지는 않는다. 

6) 다시 말하면, X가 Y의 원인이 되려면 X가 주어질 때 Pr(Y｜Wt)는 높아

져야 한다. Pr(Y｜Wt)에서 Wt는 시  t까지 앞선( 는 t에 바로 앞선) 

세계의 상태나 역사이며 그것이 주어질 때 Y의 확률이다. t는 Y를 포함한 

구간에서 ty의 시작보다 앞선 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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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Y｜X & Wx) > Pr(Y｜-X & Wx) 

Wx는, 시  X까지 앞선 ( 는 X에 바로 앞선) 세계의 상태나 역사

이다. 사후 확률 증가는, X와 Y 사이의 시간을 따라 확률이 감소하

는 “구간 확률 감소(ab initio[from the beginning] probability decrease)”로 

표 될 수도 있다. 구간 확률 감소이지만 즉, 

Pr(Y｜X & Wx) ＜ Pr(Y｜-X & Wx)

간을 매개하는 사건 V가 Y의 확률을 높여 사후 확률을 다음과 

같이 증가시킬 수 있다. 

(2) Pr(Y｜X & V & Wx) > Pr(Y｜-X & V & Wx)

이런 매개 사건 V를 “증가자(increaser)”라고 부른다.7)

구간 확률 증가는 (사후) 확률의 증가를 해 필요하지만 원인을 

해명하는 데 충분하지는 않다. 다음 계를 보자. 

(3) Pr(Y｜X & U & V & Wx) > Pr(Y｜-X & U & V & Wx)

이 경우에 증가자 V를 고려하는 것이 X가 Y의 원인이 되는 것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구간 확률 증가를 통해 사후 확률을 높이는 것을 

막는 매개 사건, 즉 X와 Y의 계에 한 “감소자(decreaser)” U가 존

재할 수 있다.8) 증가자나 감소자가 되는 매개 사건을 모두 “ 환자

(reverser)”라고 부른다. 증가자 V에 감소자로서 매개 사건 U가 추가

될 때 (3)과 반 로, 증가자 V를 통해 산출된 사후 확률의 증가를 드

7) 그러나 ‘-X’가 없는 계 즉, Pr(Y｜X & V & Wx) > Pr(Y｜V & Wx)

에서 V는 (X와 Y의 계에 한) 증가자가 아니다. 

8) Kvart는 aipi가 원인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인과 고리의 단 이 

없는 즉 -X가 없는 경우에 한 주목을 받지 못하 다고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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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내지 못할 수 있다. 반례 1에서 최 의 퍼  X를 원인 사건으로 고

려하자. 최 의 퍼  X는 버디의 성공 Y를 높 지만, 다람쥐의 충돌 

U는 버디의 성공을 낮추었다. 그러나 나뭇가지와의 충돌 V는 버디의 

성공을 높 다. 이 경우에 X 때문에 Y가 발생하 다고 말할 수는 없

다. X가 Y의 ( 정 ) 원인이 되려면, X는 추가할 사건으로 감소자 

U는 배제하고 증가자 V만을 가져야만 한다. 감소자가 배제된 상태에

서 고려된 증가자 V를 “안정된 증가자(stable or strict increaser)”라고 부

른다. 안정된 증가자가 보여주는 확률의 증가는, 다른 매개 사건을 고려

할 때 증가의 추세가 바 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안정된 것이다. 따라서 

원인은 사후 확률의 증가이며 동시에 확률의 안정된 증가이어야 한다. 
세계에 한 우리의 지식을 X가 발생한 시  tx까지 얻은 사실로 

제한할 때, 구간 확률의 증가는 X가 Y를 야기할지를 평가하는 측

에 유용하다. 그러나 X가 Y의 원인이 되는 개념에 필요한 X가 Y의 

확률을 높이는 개념은, 동반된 확률의 증가가 간을 매개하는 시간

을 통해 안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안정

된 사후 확률의 증가는 원인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다.9) 안정된 증가자의 존재는 ‘ 정 인 인과 유 성’을 산출한다. 이

와 반 로 안정된 감소자의 존재는 ‘부정 인 인과 유 성’을 산출한

다. 그리고 안정된 증가자와 안정된 감소자의 공존은 ‘혼재된 인과 

유 성’을 산출한다. 
크바트의 이론을 앞 장에 소개한 사례들에 용하여 인과 계를 어

떻게 해명하는지 보자. 사례 1에서 다람쥐의 충돌을 결과 사건의 원인 

사건으로 간주할 때 공이 나뭇가지와 충돌하는 사건은 증가자로서의 

환자가 된다. 다람쥐의 충돌과 증가자인 나뭇가지와의 충돌이 주어질 

때 다른 감소자는 없었다. 즉 안정된 증가자만이 주어진 상태이다. 안

정된 증가자가 주어진 상태에서, 다람쥐의 충돌이 주어질 때 결과 사건

9) aipi를 증가자가 없는 무증가자(null increaser)의 경우로 고려할 수 있다. 

그 경우에 감소자가 없다면 안정될 수 있고, 무증가자의 존재는 한 사건이 

원인이 되기 한 충분조건을 구성한다. 마찬가지로 안정된 감소자는 더 

이상의  다른 증가자가 없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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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률은 다람쥐의 충돌이 없을 때 결과 사건의 확률보다 높았다. 따

라서 다람쥐의 충돌은 결과 사건에 정 인 인과 유 성을 가진 것으

로 해명된다. 다람쥐의 킥이 정 인 원인으로 해명되므로 부정 원인

이나 이와 련된 불구하고에 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례 2에 크바트의 이론을 용하면 다음과 같이 해명된다. Pr(E｜C 

& Wx)＝3 / 4 < Pr(E｜-C & Wx)＝15 / 16이다. 다우(2000, 162-163)는 

C와 E의 연결은 연속 이고, 따라서 C와 E 사이에 어떤 환자도 없

으므로 크바트의 이론이 이런 사례의 인과를 해명하기는 어렵다고 주

장한다. C가 E의 원인이어도 C는 E의 확률을 낮추었고 C와 E 사이에

는 어떤 환자(증가자)도 없으므로 크바트의 이론이 C와 E의 인과를 

해명하기는 어렵다. 물론 C에서 E로 진행된 인과 과정을 구성하지만 아

직 드러나지 않은 매개 사건들을 증가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증

가자가 되는 사건이 무엇인지 해명되지 않거나, 는 이론 으로 존재

할 수 없다면 무의미하다. 사례 2의 그림에서 나타난 인과 과정들을 구

체 으로 검토하면 크바트의 이론은 사례 2의 인과 계를 해명할 수 

있다. 사례 3과 사례 4의 인과 계에 한 크바트 이론의 해명을 검토

한 후 사례 2의 구체 인 경우를 다시 논의하겠다.
사례 3에서 크바트의 이론으로 인과를 해명하려면 앞 장에서 소개하

지 않았던 “ 립자(neutralizers)”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크바트

(Kvart 2004, 365-369)는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할 때 X는 Y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첫째, X와 Y 사이에 확률  유 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인과  유 성이 있어야 한다. 앞서 보았듯이 X가 Y에 해 확률

 유 성을 갖는 여부는 안정된 증가자( 는 감소자)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다. 그러나 확률  유 성이 있어도 X와 Y를 연결하는 인과 고

리(causal chains)가 단 되거나 사라진다면 X는 Y의 원인이 될 수 없

다. 그와 같이 인과 고리가 단 되는 경우를 “ 립자(neutralizers 는 

stable screeners)”의 존재로 해명된다. 를 들어, Pr(Y｜X & V & Wx)
＝Pr(Y｜-X & V & Wx)처럼 X가 Y에 인과 으로 련되는 것을 

립화시킨다는 의미에서 V를 립자로 부른다. (확률 으로 련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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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서) 그런 립자가 없을 때 X는 Y에 인과 으로 련된다. 사례 

3에서는 립자 V로 ‘두 번째 사수의 총알은 (화병이 깨지기 직 까지) 
화병에 부딪히지 않았다.’를 고려할 수 있다. 립자 V는 두 번째 사수

의 사격 X*를 화병의 손 Y로부터 차단하여 Y의 확률을 낮춘다. 반

면, 첫 번째 사수의 사격 X를 화병의 손 Y의 원인이 되게 한다.  

다른 립자로 ‘두 번째 사수의 총알은 화병이 깨지는 순간에 화병에 

거의 근 하 지만 첫 번째 사수의 총알보다 더 큰 속도로 날아가지는 

않았다.’를 U로 고려할 수 있다. U 한 X*와 Y에 한 안정된 차단자

로서 립자의 역할을 하고 X*는 Y의 원인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

나 첫 번째 사수의 사격 X와 화병의 손 Y 사이에는 어떤 환자나 

립자도 없이 확률의 증가만이 있다. 따라서 X는 Y의 원인이 된다. 
사례 4를 제시한 셰퍼(Schaffer 2000, 44-45)는 크바트의 이론은 이 

사례의 인과를 해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사례 2에서 다우가 

제시한 것과 같다. 크바트의 이론은 원인과 결과를 해명하는 데 이들을 

매개하는 환자의 존재에 의존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그런 간 사건

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사례 3에서처럼 립자를 이용하여 

사례 4를 해명할 수 있다. ‘갑순이의 주문이 왕자와 왕비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를 립자 V로 고정할 수 있다. 는 ‘갑순이의 주문이 왕자와 

왕비가 개구리로 바 는 순간 거의 근 하 지만 갑돌이의 주문보다 

빠르지 않았다.’를 립자 U로 고정할 수 있다. 이들 립자는, 갑순이

의 주문이 원인으로서 결과에 연결되는 데 차단자의 역할을 한다. 그러

나 갑돌이의 주문과 결과 사건 사이에는 어떤 환자나 립자가 없으

므로 갑돌이의 주문을 결과 사건의 원인으로 해명할 수 있다.
사례 3과 4에서 이용된 립자는 구체화된 사례 2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

우(Dowe 2000, 153-154)는 사례 2에 한 보다 구체 인 설명을 제시하

다. 다우가 제시한 사례의 구조(그림)에 따르면 A→C→E가 발생하지 않았

다면 A→B→E가 발생한다. A→B→E는 A→C→E보다 더 높은 개연성

을 가진 경로이고 A→C→E가 아니면 Pr(E｜B)＝1이므로 A→B→E는 

필연 으로 발생한다. A→B→E가 더 높은 개연성을 가졌지만 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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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 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립자 V를 고려할 수 있다. ‘B
의 붕괴는 E에 도달하지 못하 다.’ 는 ‘B의 붕괴보다 C의 붕괴가 먼  E
에 도달하 다.’ 이런 립자가 고정된다면 앞서 보았던 경우처럼 B가 아니

라 C가 E의 원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이와 같이 립자를 고려하여 

사례 2의 인과도 해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10) 

Ⅳ. 확률 궤적 이론에 대한 이해

엘스(Eells 1991, 278-308)가 제시한 확률 궤  이론(trajectory theory)
은 두 가지 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확률 인과 이론의 핵심 개념인 

확률의 증감 계를 이용하여 인과의 유 성을 해명한다. 둘째, 이를 통

해 사건 간의 복잡하고 미결정 인 인과 계를 해명하는 데 유용한 인

과 유 성의 개념을 제공한다.11) 확률 궤  이론은 다음과 같이 네 가

지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다.12) 
첫째, 속성 수 의 확률 인과 이론처럼 사건 수 의 확률 궤  이

론 역시 집단(population)에 상 하여 인과의 유 성을 해명한다. 속성 

수 의 확률 인과 이론은 <집단 P, 요인 X, 요인 Y>로 이루어진 3항 

계이다. 집단 P에 상 하여 요인 X는 요인 Y의 원인이다. 여기서 

집단 P는 여러 속성들을 화하고(exemplifying), 따라서 항상 하나의 

속성 Q을 가진 집단으로서 간주된다. 를 들어, 어떤 집단 P는 남성

이란 속성을 화할 수 있고, 동양인이란 속성을 화할 수도 있고, 

10) 물론 A→ C→ E가 존재하는 유일한 인과 과정이라면 크바트의 이론은 여

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결과에 이르는 다수의 인과 과정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보다 단 하나의 인과 과정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더 큰 증명의 부담이 있다.

11) 루이스(Lewis 1986)가 제시한 미결정론  반 사실  인과이론도 확률 인

과 이론의 한 유형이다. 그러나 루이스의 이론에서 확률의 계는 반 사실

 계를 보조하는 이차 인 개념이다. 반 사실  확률 인과 이론은 반 

사실  계를 토 로 확률을 비교한다.

12) 김 성(2007, 31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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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0  후반이란 속성을 화할 수도 있다. 요인 X가 요인 Y에 

해 가진 인과 향은 집단 P가 어떤 속성 Q를 화하는 데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를 들어, 집단 P가 남성이란 속성을 화하는 경우

와 그 집단 P가 50~60  남성이란 속성을 화하는 경우에, 흡연이 

폐암에 해 가진 인과 향은 충분히 다를 수 있다. 이와 같이 속성 

수 의 확률 인과 이론은 집단이 어떤 속성을 화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인과 성향을 해명한다. 사건 수 의 확률 인과 이론인 확률 

궤  이론 역시 집단을 상 한다. 그러나 여기서 집단은 단 하나의 

요소만을 가진 일종의 단일 집합(a singleton set)이다. 사건 수 의 인

과 사건은 개별자에게 발생한 사건이고 개별자에게 발생한 사건들 간

의 계는 그 개별자가 어떤 속성을 화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를 들어, 철수란 개별자로 이루어진 집합에서 철수는 남성이란 속

성을 화할 수 있고 40  인간이란 속성을 화할 수도 있다. 어떤 

속성을 화하는지에 따라서 인과 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속성 수 의 확률인과이론에서 확률 계는 요소(factors)나 

속성(properties)처럼 추상 인 존재자 간의 계이다. 사건 수 의 확

률인과이론에서도 이 계는 수용되지만 다른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

서 속성들의 계는 사건이 화하는 속성들 간의 계이다. 사건은 

상, 속성, 시ㆍ공간으로 구성된다. 를 들어, 철수의 흡연이란 사

건은, 특정 시공간에서 철수가 흡연이란 속성을 가진 것이다. 사건들 

x, y의 인과 계는, 속성 X를 화하는 사건 x는 속성 Y를 화하

는 사건 y에 하여 사건 수 의 인과 향을 가진 계이다. 를 

들어, “철수의 흡연이 그의 폐암을 야기했다.”는 사건 수 의 인과

계에서, 철수의 흡연이란 사건은 흡연이란 속성을 화한 것이고 철

수의 폐암이란 사건은 폐암이란 속성을 화한 것이다. 하나의 사건

은 여러 속성을 화할 수 있다. 를 들어, 흡연이란 사건 x는 장기

간의 흡연 X*, 하루 동안의 흡연 X**를, 폐암이란 사건 y는 기 폐

암 Y*, 기 폐암 Y** 등 다양한 속성을 화할 수 있다. 사건이 어

떤 속성을 화하는지에 따라서 사건들 간의 인과 계는 다른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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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해명된다. 다음 장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실은 사례 3, 4
와 같은 선 의 인과 계를 해명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속성 수 의 확률 인과 이론은, 조건부 확률을 비교하여 인과 

유 성을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 하나의 속성 Q를 가진 집단 P에서, 
X와 독립되고 Y에 인과 으로 련된 모든 요인들은 동질 인 배경

맥락 K1, K2, …Ki으로 고정한다. 그리고 각각의 동질 인 배경 맥락 

Ki와 상 하여 Pr(Y｜X& Ki) >, ＝, < Pr(Y｜－X & Ki)를 밝히고 이

에 따라서 X를 Y의 정 , 립 , 부정  인과요인으로 해명한다.13) 
를 들어, 집단 내의 모든 각각의 배경맥락 내에서 흡연이 주어질 때 

폐암의 발생 확률이 그 지 않은 경우보다 높으면 흡연은 폐암에 해 

정 인 향을 가진다. 그런데 모든 배경맥락 내에서 확률의 증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 흡연은 폐암과 혼재된(mixed) 것으

로 해명된다. 사건 수 의 확률 인과 이론에서 확률의 증감과 비교는 

다른 방식으로 이용되고 제시된다. 사건 수 에서 사건들 간의 인과

계 <x, y>는 이미 발생한 사건들 간의 계이기 때문에 속성 Y를 

화하는 결과 사건 y의 확률은 항상 1이다. 이 확률은 Prt(Y)＝1로 제

시된다.14) 보다 정확하게 나타내면 Pr(Y｜Kt)＝1이다. Kt는 일정 시  

t까지 요인 X를 화한 사건 x를 포함하여 요인 Y에 인과 으로 련

된 모든 요인들을 연  계(conjunction)로 연결한 것이다.15) 를 들

어, 사건 x의 속성 X와 사건 수 에서 인과 으로 독립되고 동시에 

속성 수 에서 Y에 실제로 인과 으로 련된 사건 z가 화한 속성 

13) 배경맥락에 상 하여 인과 유 성을 해명하는 것은, 수많은 요인들이 결

과 요인에 인과 으로 련될 때 특정 요인이 그 결과 요인에 해 가진 

인과 향을 측정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통계 인 상 계

로부터 인과 계를 구분하는 데 인 역할을 한다. 를 들어, 어떤 

유  요인이 흡연과 폐암의 공통원인이고 흡연과 폐암은 단지 통계 인 

상 계를 가질 수 있다. 이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흡연은 폐암의 원인

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유  요인을 배경맥락으로 고정하면 흡연과 

폐암 간의 인과 계는 사라지고 립 인 계가 밝 진다. 

14) 궤  이론의 요한 제가 있다. 확률궤 은 미결정  인과에만 용된다. 

결정론  인과 계에서는 무의미하고 따라서 확률의 궤 도 무의미하다.

15) Pr(Y｜Kt)는 Pr(Y｜Ka & Kt)와 같다. Ka는 단 하나의 련된 배경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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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를 배경맥락으로 고정한다. 이처럼 속성 수 의 확률 인과 이론처럼 

사건 수 의 확률인과이론에서도 배경맥락이 고정된다. Pr(Y｜Kt)이 

의미하는 바는, 사건 y의 상이 속한 집단에서 그리고 일정 시 에서 

특정 배경맥락 K와 련하여 y는 Y의 속성을 화한다는 것이다. 앞

서 말한 것처럼 이 확률은 항상 1이므로 조건부 확률을 비교하는 것

은 무의미하다. 사건 수 의 확률 인과 이론은 그런 비교 신에 확률

이 1에 도달할 때까지 나타나는 확률 궤 (trajectory)의 변화(진화) 과

정을 추 한다. 속성 X의 사건 x로부터 속성 Y의 사건 y까지 시간 t
의 변화에 따라서 Pr(Y｜Kt) 변화 과정을 추 한 것이다. 확률궤 은 

그런 변화를 보여주는 시간․확률에 한 그래 이다. 
넷째, 사건 수 의 확률인과이론이 해명하는 인과유 성은 속성 수

의 확률인과이론이 해명하는 것과 다르다. 사건 수 에서 확률 인

과 이론은 원인 사건이 일어나기 , 일어난 시간 그리고 그 이후를 

포함하여 그 결과 사건에 이르기까지 변화한 확률궤 을 추 한다. 
확률 궤 은 다양한 확률의 변화를 보일 수 있다. 이들 변화는 다음

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이에 따라서 인과 유 성은 4가지 

방식으로 해명된다.
(1) 속성 X를 화한 사건 x가 발생하기 직 보다 발생한 직후에 확

률이 높았고 속성 Y를 화한 사건 y가 발생할 때까지 지속 으로 높

게 유지될 수 있다. 이 확률의 변화는 사건 y의 속성 Y는 사건 x의 

속성 X 때문에(because of) 발생한 것으로 해명된다. 를 들어, 
로 골퍼가 홀컵에 공을 넣기 해 5미터 거리의 퍼 을 하 다. 공은 

홀컵을 향하 지만 약간 비켜가고 있었고 힘도 부족해서 홀컵 근처

에서 머물 것처럼 보 다. 그런데 갑자기 다람쥐가 나타나서 공과 부

딪혔고 공의 방향은 홀컵으로 정확히 향하 고 다시 힘을 받아 홀컵

으로 들어갔다. 아래 그림에서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확률이다. 
첫 번째 짧은 선은 처음에 공이 홀컵으로 향하는 시간과 확률이다. 
tx는 다람쥐가 공에 부딪힌 사건 x가 발생한 시 이고 그 시 에서 

공이 홀컵으로 향한 확률은 높아졌고 확률 1로 향한다. 두 번째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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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그 과정을 가리킨다. ty는 공이 홀컵으로 들어간 사건 y가 발생

한 시 이고 이 때 확률은 1이다. 이 확률 1은 재 상태에서 1을 

유지하지만 다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다. 세 번째 진한 선

이 그 내용을 가리킨다. 확률 궤 의 변화는 다람쥐의 충돌 때문에 
공이 홀컵으로 들어간 것으로 인과 유 성을 해명한다.

1

tytx0

Prt(Y)

[그림 2]

(2) 속성 X의 사건 x가 발생하기 직 보다 발생한 직후에 확률이 

낮아진다. 이 변화는 사건 y의 속성 Y는 사건 x의 속성 X에도 불구

하고(despite) 발생한 것으로 해명한다. 다음 사례를 보자. 제 제를 

뿌리는 것은 잡 를 제거하는 데 효과 이다. 철수는 정원에 있는 잡

를 제거하려고 제 제를 뿌렸다. 처음에 거의 모든 잡 가 사라졌

다. 그런데 잡 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나타났고 결국 무성해졌

다. 잡 들은 그 제 제에 한 내성을 가지고 있었다. 아래 그림 4
에서 첫 번째 선은 잡 가 생존할 확률로서 상당히 높다. tx는 제

제를 뿌린 사건의 시 이고 이 시 에서 제 제의 생존율은 히 

떨어졌다. 그러나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생존율이  상승하여 확

률 1에 도달한다. 이 과정이 tx와 ty와 사이의 두 번째 곡선을 가리킨

다. y는 생존하는 사건이고 ty는 완 한 생존에 도달한 시 이다. 확

률 궤 의 변화는 제 제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잡 는 생존한 

것으로 인과 유 성을 해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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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 ty

Prt(Y)

0

1

[그림 3]

(3) 아래 그림 5가 보여주듯이 속성 X의 사건 x가 발생하기 직 과 

발생한 직후에 확률이 같다. 이 변화는 사건 y의 속성 Y는 사건 x의 

속성 X와 독립 으로 independently of 발생한 것으로 해명된다. 를 

들어, 로 골퍼가 퍼 한 공은 홀컵을 향해 정확히 구르고 있었다. 다

람쥐가 갑자기 나타나서 공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공의 방향과 힘에는 

변화가 없었고 공은 그 로 홀컵으로 들어갔다. 확률 궤 의 변화는 다

람쥐의 충돌과 독립 으로 공은 홀컵으로 들어간 것으로 해명된다. 

tx ty

Prt(Y)

0

1

[그림 4]

(4) 속성 X의 사건 x가 발생하기 직 보다 발생한 직후에 확률이 

높았지만 속성 Y의 사건 y가 발생할 때까지 지속 으로 이 의 값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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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높게 유지되지 않는다. 그림 6이 보여주듯이 이 변화는 y의 Y는 

x의 X와 무 하게 자치 으로autonomously of 발생한 것으로 해명

된다. 를 들어, 로골퍼가 퍼 을 한 후 공이 홀컵에 들어갈 가능성

이 높지 않았지만 다람쥐가 공에 부딪힌 후 그 가능성이 약간 높아

졌다. 그러나 갑자기 나뭇가지에 부딪히면서 그 가능성은 다시 떨어

졌다. 그런데 골 장의 특이한 곡선 때문에 공은 홀컵으로 들어갔다. 
다람쥐의 충돌과 무 하게 자치 으로 발생한 것으로 해명된다. 

tx ty

Prt(Y)

0

1

[그림 5]

이들 4가지 인과 유 성은 속성 수 의 확률 인과 이론이 해명하

는 인과 유 성에 유사하다. (1)은 정  인과 유 성, (2)는 부정  

인과 유 성, (3)은 립  인과 유 성, (4)는 혼재된 인과 유 성에 

유비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1)과 (2)를 인과 으로 유 한 계로 

(3)과 (4)를 인과 으로 무 한 계로 해명할 수 있다.16)

16) 이 의미론에 한 평가는 다른 곳에서 자세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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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확률 궤적 이론의 인과 해명

사례 1의 인과 계를 엘스의 궤  이론으로 해명하여 보자. 홀컵

을 향해 구르던 공은 다람쥐의 충돌이 발생한 이후에 궤도를 벗어났

다. 확률 궤 을 따라가면 다람쥐의 충돌이 있기 에 버디의 확률은 

높았고 그 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다람쥐의 충돌 직후에 버디의 확

률은 갑자기 떨어졌다. 하지만 나뭇가지와의 충돌 이후에 버디의 확

률은  높아졌고 결국 버디에 성공했다. 확률 궤 의 이 변화는 

이 경우를 ‘불구하고’로 해명할 것이다. (버디의 확률을 낮춘) 다람쥐

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버디가 발생한 상황이다. 
사례 2의 인과 계에 궤  이론을 용하여 보자. C가 발생하기 

의 E의 확률은 C가 발생한 후의 E의 확률보다 높았다. C가 발생

한 이후 E의 확률은 떨어지고 그 게 낮아진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E는 발생하 다. 다우는 사례 2가 엘스 이론의 ‘때문에’의 조

건에 한 반례라고 주장한다. 그 조건에 따르면 C의 발생 보다 

그 이후에 E의 확률은 더 높아져야 하지만 사례 2에서는 더 떨어졌

다. 그러나 C 때문에 E는 발생하 으므로, 때문에의 조건은 인과를 

해명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우의 비 에 엘스의 이론은 

다음과 같이 응답할 수 있다. 우선, 다우가 기술한 확률의 변화는 때

문에의 경우가 아니고 다른 경우이므로 C를 E의 때문에의 원인으로 

볼 필요는 없다. 다우가 잘 보여주듯이 C가 때문에의 경우이면 C가 

발생한 직후 E의 확률은 높아져야 했다. 그러나 다우의 설명에 따르

면 C의 발생 시 에서 E의 확률은 떨어졌고 계속 낮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궤  이론은 이 경우를 ‘불구하고’로 해명할 것이다. 따라서 

사례 2는 때문에의 경우에 한 반례가 아니라 불구하고에 한 

정 사례이다. 다우는 이 사례가 불구하고의 경우와 정확히 일치하지

는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C가 발생한 이후 떨어진 E의 

확률이 계속 낮은 상태로 남아 있었고, 따라서 제 제의 경우처럼 E
의 확률이 서서히 증가하는 궤 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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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2가 제 제의 경우나 사례 1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

나 E의 발생 확률이 낮은 상태로 유지되다가 (다우가 밝히지는 않았

지만) 어떤 한 시 에서 갑자기 높아졌거나 그 시 부터 서서히 그 

발생 확률이 높아진 것은 분명하다. 물론 그 시 이 E의 발생 시 과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도로 근 할 수는 있다. 불구하고의 경우

는, 원인으로 추정된 사건에서 확률이 갑자기 떨어졌지만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 확률의 증가가 있다는 조건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사례 2
를 불구하고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사례 2가 제기하는 보다 요하

고 흥미로운 문제는 1장에서 언 하 듯이 A →C →E와 A →B →E
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궤  이론으로 사례 3과 사례 4의 

인과 계를 해명한 후, 이를 토 로 그 문제를 다시 논의 하겠다.
사례 3과 사례 4의 인과 계에 궤  이론을 용하기에 앞서, Pr(Y)

를 측정하는데 배경 맥락에 고정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궤  이론에 따르면, 원인 사건의 속성을 포함하여 Y에 

인과 으로 련된 속성들은 배경 맥락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인은 아니지만) 원인의 후보로 거론된 다른 사건은, 배경 맥락으

로 고정된 속성들을 화한 사건들의 원인은 아니다. 를 들어, 다

람쥐의 킥 x의 속성 킥 X가 버디 y의 Y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 다

른 골 장에서 정확히 동시에  다른 다람쥐의 킥 x*이 발생하 다

고 가정하자. x*의 X는 y의 Y가 되는 원인은 아니지만 x의 X와 구

별이 되지 않는다. 궤  이론은 x*의 X가 y의 Y에 해 갖는 원인

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배경 맥락에 

한 요구에 따라, x의 X를 포함하여 y의 Y에 인과 으로 련된 속

성들을 배경 맥락으로 고정해야 하는데, 이들 속성을 화한 사건들

은 사건 x*에 의해 야기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x*, y>에 하여 

x*로부터 진행되는 시간에 따른 확률 궤  Prt(Y)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x*와 독립 으로 사건 y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 다. 
배경 맥락에 한 이 조건을 사례 3에 응용할 수 있다. 사례 3에서, 

두 번째 사수의 사격이 화병을 깨뜨릴 확률을 0.5에서 0.75로 높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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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화병이 깨진 사건의 원인은 아니다. 화병이 깨지는 속성 Y의 이 

결과 사건 y에 인과 으로 련된 속성들을 (첫 번째 사수의 사격의 

속성인 사격을 포함하여) 배경 맥락으로 고정하는데 이들 속성을 

화한 사건들은 두 번째 사수의 사격에 의해 야기된 것은 아니다. 이

처럼 배경맥락을 고정하 을 때 두 번째 사수의 사격으로부터 진행

되는 시간에 따른 확률 궤  Prt(Y)는, 첫 번째 사수의 사격으로부터 

진행되는 시간에 따른 확률 궤  Prt(Y)와 최소한 같지는 않다. 두 

번째 사수의 사격과 독립 으로 그 결과 사건이 발생하 다는 것을 

보여  수 있다. 그러나 사례 3은 다람쥐의 경우와 다른 차이 이 있

다. 앞서 보았듯이, 버디의 원인이 된 다람쥐의 킥과 다른 골 장에

서의 다람쥐의 킥은 서로 (소통이 없는) 무 한 공간에서 발생하

다. 두 번째 다람쥐의 킥이 결과 사건에 독립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례 3에서 두 사수의 사격의 유일한 차이는, 두 번

째 사수가 첫 번째 사수 보다 방아쇠를 약간 늦게 당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 사수의 총알이 정확히 화병을 향하 지만 

총알은 깨진 화병이 유했던 공간을 그 로 통과할 수 있다. 두 사

수의 사격에서 결과 사건으로의 확률 궤 은 시 만 달리할 뿐 이후 

변화는 (화병이 깨지는 마지막 시 을 제외하면) 일치할 것이다. 첫 

번째 사수의 사격이 없었다면 두 번째 사수의 사격은 첫 번째 사수

의 확률 궤 을 그 로 실 하 을 것이다. 다람쥐의 킥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원인이 된 다람쥐의 킥이 없었더라도 다른 골 장의 다

람쥐의 킥이 원인이 된 다람쥐의 킥과 일치하는 확률 궤 의 변화를 

보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궤  이론은 이 문제에 답을 해야 할 것이

다. 사례 4와 다우가 제시한 사례 2에서의 물리 으로 차이가 없는 

두 가지 인과 과정은 그런 문제의 형 인 사례이다. 
사례 4에서 갑돌이와 갑순이 모두 동시에 주문을 외었지만, 갑돌이

의 주문이 왕과 왕자가 개구리로 바  사건의 원인이 된다. 갑순이의 

주문 역시 왕자가 개구리로 바 는 사건의 확률을 높 지만 그 결과 

사건의 원인은 아니다. 그러나 갑돌이의 주문이 향을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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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갑순이의 주문이 왕자가 개구리로 바  사건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 사례에서는 주문의 두 주체가 다르다는 것과 결과의 발생 

시 을 제외할 때 어떤 차이도 없다. 따라서 확률의 궤 만으로 갑순

이가 아닌 갑돌이의 주문을 원인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사례 2에서 

다우(Dowe 2000, 153-154)가 제시한 사례의 구조(그림 1)에 따르면 

A →C →E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A →B →E가 발생한다. A →B →E
는 A →C →E보다 더 높은 개연성을 가진 경로이고 A →C →E가 

아니면 Pr(E｜B)＝1이다. 따라서 A →B →E는 필연 으로 발생한다. 
A →B →E가 더 높은 개연성을 가졌지만 A →C →E가 발생하 다. 
사례 4처럼 선 이 발생한 경우이다. 한 앞서 다우가 주장하 듯이, 
A →B →E와 A →C →E를 각각 구분하는 ‘때문에’와 ‘불구하고’는, 
개념의 차이일 뿐 어떤 물리 인 차이도 보이지 않는다. 궤  이론은 

B가 아니라 C를 E의 원인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엘스(Eells 2002, 127)는 이런 선 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흔  

제(Trace Assumption)라는 존재론  조건을 구체화한다. 이 조건

은, 하나의 속성( 를 들어, 사망)은 여러 사건의 화( 를 들어, 과

다출  죽음, 질식사 등)가 된다는, 즉 사건의 여러 측면(aspects)이 

공통된 하나의 속성을 화한다는 개념에서 발 된 것이다.

속성 Y의 사건 y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속성 X의 사건 x가 속성 

X*의 사건 x*를 선 하는 경우에, 속성 X*의 사건 x*가 아니라 속

성 X의 사건 x로의 물리 으로 추 되는 사건 y에서 발생하는 속성 

Y*의 특징이 있다. X의 x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속성 Y*의 특징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신에 속성 X*의 사건 x*가 속성 Y의 사

건 y를 야기하 을 것이다.

이 제에서 이용하는 반 사실  계는 도구로 이용하는 개념일 뿐

이다. 흔  제는 루이스(Lewis 1986, 196)가 제시한 “사건의 민성

(fragility of events)”과 유사하다. 루이스는 사례 2~4와 같은 늦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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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결하기 해 사건의 민성을 이용한다. 사건의 민성은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하나의 사건은, 다른 시간이나 다른 방식으로 발

생할 수 없었을 경우에 민하다.17) 를 들어, 음식을 포식한 사람이 

독약을 먹었을 때 그 독약은 그 사람을 매우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인

다. 독약을 먹기 에 발생한 그 사람의 식사는 그처럼 고통이 서서

히 장시간 동안 심해지는 죽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죽음이 매우 

민한 사건이면 (즉 그 죽음이 다른 시간이나 다른 방식으로 발생할 

수 없었다면) 그 죽음의 원인 사건들 의 하나는 그 식사이다. 사례 

3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사격을 하 을 때 화병이 깨지는 사건이 

민하다면 (즉 그 사건이 다른 시간이나 방식으로 발생할 수 없다면) 
그 사건의 원인은 두 번째 사람의 사격이 아니라 첫 번째 사람의 사

격이다. 이처럼 사건의 민성은 결과 사건을 그 사건의 원인과 연결

시킨다. 그러나 루이스는 그 식사를 죽음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반 

직 이라고 생각한다. 엘스는 그 죽음의 원인을 다르게 이해한다. 
엘스는 원인 사건과 결과 사건에 련된 과정을 구체 으로 기술하는 

체 내용을 알면 그 식사를 죽음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

다. 왜냐하면 단순히 죽음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독살로서의 죽

음을 고려할 수 있고, 갑자기 피가 응고되는 죽음을 고려할 수 있고, 
서서히 피가 응고되는 죽음을 고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18) 이런 다

양한 죽음들이 흔  제에서 말하는 결과 사건의 특징들이다.
흔  제를 사례 3에 용하여 보자. 선 된 사건인 두 번째 사수

의 총격이 아니라 선 한 사건인 첫 번째 사수의 총격 x의 X와 (그 

사격으로 인한) 를 들어, ‘화병의 반이 손된 사건’ Y* 사이에 

물리 으로 추 될 수 있는 흔 이 있다. 첫 번째 총격이 없었다면 

Y*는 없었을 것이고, 신에 선 된 사건인 두 번째 사수의 총격은 

‘화병의 손’ Y를 야기했었을 것이다. (여기서 ‘화병의 반이 손

17) 이 개념은 루이스(Lewis 2000)가 최근에 제시한 “ 향”influence이란 개념으

로 발 한다.

18) ‘구체 인 기술’은 사건 수 의 여러 인과이론들이 의존하는 방법이다. 그 

방법의 성은  다른 곳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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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건’과 ‘화병이 손된 사건’의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 이처럼 결

과 사건의 특징과 연결된 물리 인 흔 의 차이는 ‘화병의 바로 그 

손’ 즉 ‘화병의 반이 손된 사건’의 원인을 두 번째 사수의 총격

이 아니라 첫 번째 사수의 총격으로 해명하게 한다. 이 해명은 (결
과) 사건의 민성 즉 사건의 발생 과정과 이에 근거한 사건의 특성

에 한 구체 인 기술에 근거한 것이다.
이 해명이 사례 2와 사례 4에 한 답을  수 있는지 검토하자. 사

례 2에서 A → B → E와 A → C → E를 구분하는 것과 E의 원인을 B
가 아니라 C로 해명하는 것은, 원자 붕괴의 과정에 한 기술이 얼

마나 구체 인지에 달려 있다. C에서 E로 진행된 인과 과정과 이를 

통해 나타난 붕괴의 결과에 해 재 주어진 기술은 간략하다. 구체

인 기술이 주어진다면 C에서 E로 진행된 인과 과정과 붕괴 결과

의 특성으로, E의 원인을 B가 아니라 C와 연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

다. 그 게 연결된 인과 과정을 따라 확률의 궤 을 해명할 수 있고 

그 궤 이 B에서 E로 향하는 궤 과 다르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

다. 다우는 A → B → E와 A → C → E의 차이를 ‘때문에’와 ‘불구하

고’라는 개념의 차이로 간주한다. 그러나 E에 련되지만 B에 독립

인 사건들의 모든 속성을 배경 맥락으로 고정할 때, C가 E의 원인

이 되고 A → C → E의 확률 궤 은 A → B → E의 확률 궤 과는 다

르다. 이들 확률 궤 의 차이는 물리 인 과정의 변화를 반 한 것이다.
사례 4에서 왕자의 변신은 동일한 결과 사건이다. 왕자의 변신은, 

서로 다른 원인에 따라 발생한 왕의 변신과 왕비의 변신 각각의 경우

에 함께 발생한다. 갑돌이의 주문에서 왕자가 변하는 사건과 갑순이

의 주문에서 왕자가 변화는 사건은, 자의 경우에 왕비의 변화라는 

측면을 가지며 후자의 경우에는 왕의 변화라는 측면을 가진다. 이처

럼 구분되는 사건의 측면을 고려하면 왕자의 변신을 갑돌이의 주문과 

연결할 수 있다. 그리고 왕비와 왕자가 동시에 변하는 사건에 련된 

그리고 갑순이의 주문에 독립된 모든 것을 배경 맥락으로 고정하면, 
갑돌이의 주문을 통한 결과 사건의 궤 은 갑돌이 주문 때문에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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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할 것이다. 셰퍼(Schaffer 2000, 44)는 궤  이

론이 제시한 때문에의 조건이 이 사례를 해명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때문에의 조건만을 단순히 고려해서는 안 

된다. 앞서 소개한 흔  제와 이 제를 가능하게 하는 사건의 

민성을 고려한다면 궤  이론은 여 히 유효하다. 궤  이론에 제기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는 궤 이 없거나 사라지는 경우이다. 사례 4
는 궤  이론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만약 마법으로 인한 결과 사건

이, 어떤 인과 고리도 존재할 수 없는 원거리 인과 작용(causal action 
at a distance)의 결과이면 궤 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셰퍼가 원거리 

인과 작용을 고려하 다면, 그 고려는 궤  이론 뿐 아니라 인과 과

정을 제하는 모든 물리 인 인과 이론에 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

다. 마법이 물리 인 인과 과정을 제하고 그것의 결과이면 궤  이

론은 여 히 인과를 해명할 수 있다. 

Ⅵ. 두 확률 인과 이론에 대한 평가

크바트의 이론은 처음에 소개된 사례 2에서 매개하는 어떤 사건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계를 가진다. 처음 소개된 사례 2에서는 단 

하나의 인과 과정만을 고려하 다. 이 경우에 매개 사건의 부재는 인

과 계를 해명하는 데 장애가 된다. 그러나 구체화된 기술에서 두 

가지 인과 과정을 고려할 때 립자를 이용하여 인과 계를 해명할 

수 있다. 하나의 결과에 도달하는 다수의 가능한 인과 과정을 고려할 

때 크바트의 이론은 인과를 해명할 수 있다. 이런 해명은 원인 사건

을 그 원인 사건의 부재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 사건에 조

되는(contrastive) 가능한 후보 원인을 고려하는 방식이다. 만약 크바

트의 이론이 원인과 그 원인 사건의 부재만을 비교해야 한다면, 앞서 

제기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무엇이 원인 사건

에 비교되어야 하는지는 여 히 논쟁거리이다. 그러나 최근의 논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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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19) 원인을 원인의 부재가 아니라 다른 후보 원인과 비교하는 것이 

인과의 많은 문제를 해결한다고 본다. 엘스의 궤  이론은 네 가지 

사례를 모두 해명하 다. 궤 이 없는 경우에 궤  이론은 용은 불

가능하지만, 사례 4가 원거리 인과 작용을 배제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비 자들은 때문에의 경우를 해명하는 확률 궤 의 조건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례만으로 궤  이론의 한계를 지 하 다. 그러나 

그 조건들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이들 사례의 상황이 때문에의 경우

가 아니라 불구하고나  다른 경우이기 때문이다. 
엘스의 궤  이론은, 사례 2를 제시한 다우나 새먼 등의 물리  인

과 과정 이론과 크바트의 확률 인과 이론20)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장 을 가진다. 인과 과정 이론은 인과의 존재론  속성을 드러내는 

데 효과 이다. 새먼(Salmon 1984)은 인과 과정 이론이 설명의 이론

이 되기를 의도하 다. 새먼의 이론을 발 시킨 다우의 이론이 얼마

나 이 의도를 충족시켰는지 알 수 없지만 인과 과정 이론은 설명의 

19) 히치콕(Hitchcock 1993), 셰퍼(Schaffer 2005).

20) 궤  이론에서는 결과 사건의 확률 Pr(Y)이 인과를 해명하는 데 핵심 역

할을 한다. 궤  이론은 매개하는 사건을 고려하지만 구체 으로 명시하

지는 않는다. 이 차이는 인과의 두 수 의－사건 수 의 인과와 속성 수

의 인과의－ 계를 이해하는 차이에서 나온다. 크바트는 (자세히 설명

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이론은 사건 수 의 인과로 속성 수 의 인과를 

이해하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그 방법이 무엇이든지 크바트는 

두 수 의 인과가 개념 으로 련된다고 본다. 반면에, 엘스는 속성 수

의 인과를 해명하는 데 정 인 확률 유 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성공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두 수 의 인과를 개념 으로 서로 독립 인 것으

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엘스는 두 수 에서 서로 다른 형식과 내용의 

확률 인과 이론을 발 시킨다. 엘스는 사실상 앞서 소개된 사례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속성 수 의 확률 인과 이론으로 해명할 수 없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그 사례들이 확률 인과 이론에 한 반례는 아니라고 본

다. 소개된 사례들은 사건 수 의 인과 계이므로, 사건 수 과 개념

으로 독립된 속성 수 의 인과 이론이 사건 수 의 인과 계를 해명할 

수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엘스는 사건 수 의 인과를 확률

로 해명하는 데 다른 방법을 고려한 것이고 이 방법은 사건 수  인과에

만 본질 인 존재론 인, 개념 인 특성에 토 한 것이다. 인과의 두 수

 사이의 개념  독립성은 엘스(Eells 1991, Chapter 1)에 잘 제시되었

다. 한 필자의 다른 논문(2007)도 이해에 도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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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 되기에 충분하지는 않다. 물리  인과 과정은 없지만 인과  

유 성과 인과  설명을 갖는 계를 생각할 수 있다. 를 들어, 암

살자가 통령을 향해 총을 쏘았다. 암살자가 총을 쏜 그 순간을 먼

 본 경호원이 통령을 가로 막았고, 총알은 경호원에 막  통령

에게 도달하지 못했다. 경호원의 행동과 통령의 생존 사이에는 어

떤 물리 인 인과 과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호원의 행동은 

통령이 생존한 원인이며 통령의 생존한 결과를 설명한다.
크바트의 이론은 경호원의 행동을 립자로 고려하여 암살자의 총

격과 통령의 생존 간에 인과 유 성이 없다고 해명할 것이다. 그리

고 경호원의 행동을 통령의 생존에 한 정 인 원인으로 해명할 

것이다. 경호원의 행동 이후 총알은 막혔고 통령은 살아남았다. 총

알이 막힌 사건은 안정된 증가자의 역할을 한다. 경호원의 행동이 

통령의 생존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암살자의 총격이 통령의 생

존에 무 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과  설명은 

결과의 그 원인을 밝히거나 인과  효과를 해명하는 것과 다르다. 그

러나 사건 수 의 인과에서 인과를 해명하는 이론이 인과  설명을 

한 역할을 할 수 없다면 그 이론은 매우 제한 일 수 있다. 인과  

설명은 “결과 사건이 왜 발생했는가?”의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다. 
“왜?”를 묻는 질문의 답은 결과 사건의 ‘그 원인’에만 국한되지 않는

다. 인과 으로 설명이 되는 결과는 단 하나가 아닌 다수의 원인에 

상 한다. 설명의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궤  이론에서 Pr(Y)의 변

화에 따라 분류된 인과 유 성의 유형들은 설명의 역할을 한다. 경호

원의 사례에서 궤  이론은 경호원의 행동 때문에 암살자는 살아남았

다고 설명할 수 있다. 암살자가 총을 쏜 순간 그 이후 암살자의 생존

율은 떨어졌지만 경호원의 행동 직후 그 생존율은 격히 올라갔고 1
에 도달하 다. 물론 경호원의 행동과 통령의 생존 사이의 시간은 

매우 미세하다. 그러나 미세한 시간이어도 그것의 간격이 존재한다면 

때문에의 경우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암살자의 격에도 ‘불
구하고’ 통령은 살아남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암살자의 사격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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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에 통령의 생존율은 매우 높았다. 그러나 암살자의 격 직후 

통령의 생존율은 격히 떨어졌다. 하지만 경호원의 행동이 발생한 

후 통령의 생존율은 다시 높아졌고 1에 도달하 다. 이들 확률 궤

의 변화에 따른 해명은 한 설명의 역할을 한다. 여기서 주목해

야 할 은, 불구하고라는 설명을 크바트의 이론에서는 얻을 수 없다

는 것이다. 크바트의 이론은 사례 1에서 다람쥐의 킥을 정 인 원

인으로 해명한다. 다람쥐의 킥은 버디의 발생 확률을 낮추지만 매개

하는 사건인 나뭇가지와의 충돌이 안정된 증가자의 역할을 하여 다람

쥐의 킥은 버디의 발생에 정 인 인과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다람쥐

의 킥이 버디의 발생을 설명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람쥐의 킥을 여

러 원인들  하나로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그 결과에 한 한 

설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보았듯이 엘스의 해명은 두 가지 

을 함께 수용할 수 있다. 다람쥐의 킥에도 불구하고 나뭇가지와의 충

돌 때문에 버디는 발생했다는 설명을  수 있다. 

Ⅶ. 확률의 역할 그리고 미결정적 인과 이론

이 장에서는 사건 수 의 확률 인과 이론에 한 두 가지 쟁 을 논

의하겠다. 첫 번째 문제는 확률 인과 이론에서 확률이 의미 있는 역할

을 하는지에 한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확률 인과 이론이 미결정론

을 한 인과 이론인지에 한 것이다. 두 문제를 차례로 검토하겠다.
크바트의 이론과 엘스의 이론이 보여주듯이, 확률의 변화는 복잡한 

인과 계를 해명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 그 역할의 성공은 사

건 수  인과의 특성을 수용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 에서 크바

트의 이론과 엘스의 이론은 일치한다. 첫 번째 특성은, 원인 사건  

결과 사건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인과 과정이 시공간성(locality)
을 가진다는 이다. 크바트 이론과 엘스의 이론 모두, 시간의 흐름

에 따라서 변하는 확률을 통해 인과 유 성을 해명한다. 크바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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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은 인과를 매개하는 환자와 립자로 확률의 변화를 보여주고, 
엘스의 이론은 확률 궤 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확률의 

변화를 보여 다. 인과 과정의 시공간성은 사건 수 의 인과를 속성 

수 의 인과와 구분 짓는 요한 조건이다. 두 이론이 수용하는 이 

특성에서 다우 등의 인과 과정 이론과 양립 가능하며 서로 보완하는 

계를 볼 수 있다. 다우는 두 이론에 해 비 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인과 과정의 존재만으로 원인의 역할이 해명되거나 인과  

설명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크바트와 엘스의 이론들은 그 부분을 

보완한다. 크바트와 엘스의 이론들은 인과 과정의 시공간성에 의존하

므로, 인과 과정 이론은 이들 이론에게 존재론  근거를 제공한다. 
크바트와 엘스의 이론들이 미결정  인과 이론이 될 수 있는지에 

해 회의 인 견해가 있다. 히치콕(Hitchocck 2004, 413-415)은, 사례 3
에서 크바트의 이론과 엘스의 이론이 “확률의 집단(probability pool)” 
즉 “확률에 한 구체  내용(probabilistic details)”으로 인과를 해명

하는 데 성공 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무의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례 3에서 확률에 한 구체  내용(즉 첫 번째 사수와 두 번째 사

수가 쏜 총알들이 목표에 도달할 확률과 그 확률의 변화)을 알지 못해도, 
사례 3에 기술된 내용만으로 첫 번째 사수의 사격이 화병이 깨진 사건의 

원인임을 아는 데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결과에 연결된 원인

을 악하는 것이 인과를 해명하는 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요한 것

은, 연결된 그 원인이 참으로 그 결과의 원인인지 그리고 보다 요한 것

은, 그 원인의 역할이 무엇인지이다. 앞서 보았던 사례들은 원인과 결과

로 연결된 두 사건이 주어져도 그것만으로 인과 계나 원인의 역할에 

한 해명이 완 히 해명된 것은 아니다. 인과  설명도 그런 해명과 연

을 갖는다. 앞서 보았듯이, 특별히 엘스의 이론에서 확률에 한 구체

 내용은 이들 해명을 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하 다.
히치콕은 사례 3과 같은 사례는 확률 0과 1을 제하므로 미결정

 세계의 인과를 해명하는 확률 인과 이론의 존재 이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사례 3에서 확률 1과 0을 제한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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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히치콕이 구체 인 설명을 주지 않으므로)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사례 3에서는 첫 번째 사수의 

사격이 실패하여도 두 번째 사수의 사격은 (두 번째 사수의 총알이 

화병이 서 있었던 그 공간을 통하므로) 목표를 맞추게 되어 있다. 
사례 2에서는 A → C → E가 아니면 A → B → E는 필연 으로 발생

하게 되어 있다. 사례 4에서는 갑돌이의 주문이 실패하여도 갑순이의 

주문이 왕자를 개구리로 바뀔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들 사례에서 결

과는 필연 으로 발생하는 결정론 인 결과로 나타나고, 따라서 세계

의 미결정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21) (미)결정론에 한 

심원한 문제는 다른 논문에서 보다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확률 인과 이론과 결정론을 연결하는 이들 주장에 반

하는 이유를 간략히 제시하겠다. 
우선, 결정론과 미결정론의 개념을 다시 확인하자. 일정 시 에서 

한 체계에 한 모든 정보가 주어질 때 다음 시 에서 그 체계가 어

떻게 변화할지 측할 수 있다면 그 체계는 결정론  체계이다. 그

게 측할 수 없다면 그 체계는 미결정론  체계이다. 결정론에 일치

하는 고  역학과 미결정론에 일치하는 양자 역학의 차이도 그 게 

구분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사례들에서, 일정한 한 시 에서 결과 

사건에 련된 원인의 모든 정보가 모두 주어질 때 다음 시 에서 

그 사건의 발생 여부를 정확히 측할 수 있는가? 결정론자는 그

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시 에서 다음 시 으로 시간이 흐

21) 다른 이지만, 하우스만(Hausman 1998, 201-204)은 확률 인과 이론에 

해 그와 유사한 문제를 제기한다. 하우스만은 확률 인과에 한 이론은 

없고 “확률에 한 결정  이론(Deterministic Theories of Probabilities)”

만이 있다고 주장한다. 확률의 값이 결정론 인 방식으로 확정된다는 의

미이다. 이 주장은 결정론을 제한 인식론  미결정론에 근거한다. 세계

의 거시 인 상이 미결정 인 것은 ( 를 들어, 흡연과 폐암의 계) 

우리가 원인이나 결과에 련된 모든 정보를 알 수는 없으므로 그 다는 

것이다. 세계의 거시 인 상은 항상 원인을 가지는 상인데 정보의 

부족으로 미결정 으로 악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확률 인과 이

론은 사실상 결정론의 이론이며 확률 역시 그런 의미의 미결정성을 반 한

다는 것이다. 련된 논의를 피뉴(Papineau 1989)에서 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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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과정 사이에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는 측할 수 없다. 한 시

에 련된 모든 정보가 주어진다면 다른 시 에서 그것이 어떻게 변

화할지 측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주어진 모든 정보가 두 시  사

이의 어떤 한 시 에서 주어질 정보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런 방식

으로 시 의 변화에 따른 정보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어떤 사건의 결

과가 결정 으로 발생한다고 측할 수 없다. 한 원인이 될 사건이 

단 하나의 역할 만을 수행한다고 기 할 수도 없다. 크바트의 이론과 

엘스의 이론이 보여주는 확률의 변화는 바로 그런 사실을 반 한 것

이다. 사례 2~4의 공통된 특징은, 결과에 도달하는 하나의 인과 과정

이 실패하여도 항상 그 실패를 보강할 다른 인과 과정이 있다는 것

이다. 그러나 원인의 역할 변화와 결과의 발생에 한 미결정성을 인

정한다면, 실패를 보강할 다른 인과 과정이 그 결과에 도달할 수 있

을지, 어떤 변화의 과정을 겪을지 측할 수 없다. 엘스의 이론의 핵

심인 Pr(Y)의 의미를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Pr(Y)는 결과 사건 y
의 속성 Y가 되는 시 까지의 확률의 변화를 보여 다. y의 Y가 되

는 시 에서 Pr(Y)＝1이다. 여기서 Pr(Y)＝1은, y의 Y가 최종이고 

그 상태가 원하다는 것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그 시  이후의 시간

의 흐름에서 그 확률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미결정  

세계를 반 하는 것이다. 크바트의 이론 역시 y의 Y가 되는 이후에

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계의 변화나 추가되는 매개 사건의 존재 

여부에 따라 확률이 계속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Ⅷ. 나가는 말

확률로 인과를 해명하는 데 비 인 네 가지 사례에 해 크바트

의 환자 이론과 엘스의 궤  이론은 확률의 역할이 의미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필자는 이들 이론에 한 비 은 이론에 한 충분

한 이해와 논의를 하지 않는 데 있다고 본다. 물론 두 이론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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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이들 과제는 두 이론에 한정되는 것

이 아니라 사건 수 의 인과 이론에 해당될 것이다. 설명의 역할과 

련하여 엘스의 궤  이론을 다른 이론에 비교하여 정 으로 평

가하 지만 그 이론이 형식 으로 충분한 설명의 이론이 되려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확률 궤 이 인과를 해명하는 데 필요한지, 
충분한지도 여 히 논쟁거리이므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 크바트의 이

론은 매개 사건이 부재한 경우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확률 인과 

이론이 양자 역학과 같은 미결정  인과를 해명하는 데 어떤 의미와 

역할을 갖는지에 해서도 논의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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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 Positive Causes Always Increase 
the Probability of Their Effects? 

Kim, Joon-Sung

In this paper, I argue for theories of probabilistic causation that 
explicate token-level causal relations in terms of probabilistic relations. 
First, I introduce four counterexamples to theories of probabilistic causa-
tion. They are intended to show that probabilistic relations are neither 
sufficient nor necessary for explicating token-level causal relations. Second, 
by pointing out the versatility of two theories of probabilistic causation 
not yet remarked upon by the critics, I show that these two theories of 
probabilistic causation―Kvart (1997, 2004) and Eells (1991, 2002)―arguably 
meet the counterexamples. Third, I compare and evaluate the two theories. 
Not only do I point out the features the two theories have in common 
but I also explain why Eells’ theory is more versatile than Kvart’s 
theory. Fourth, I argue that the two theories of probabilistic causation 
are also theories of indeterministic causation. Finally, I point out the 
other challenges the two theories of probabilistic causation must over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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