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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이 학위논문의 목표는 형이상학적 근거(metaphysical grounding, 줄여서 근거)와
인과(causation)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제안하고 옹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
는 근거와 인과가 구조적 유사성을 갖는 하나의 닮음-집합(resemblance-set)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관련 문헌에서 널리 상정된 것보다 훨씬 더 동질적임
을 보인다.
나는 2장(“근거와 인과의 구조적 유사성을 통한 통합”)에서 나의 통합적
접근의 발판이 되는 카렌 베넷(Karen Bennett)의 구조적 유사성을 통한 통합 견
해를 자세히 살펴본 뒤, 근거와 인과 사이의 상이성을 통해 이러한 통합적 접근의
문제를 지적하는 최근의 반론으로부터 통합적 접근을 옹호한다.
구조적 유사성을 통한 통합적 접근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근거와 인과 사
이에 형이상학적 의미에서의 깊은 구조적 유사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반대 논거는 근거 관계가 공시적인데 반해서 인과 관계
는 통시적이라는 것, 근거 관계에서 근거자(ground)는 피-근거자(grounded)보다
근본적인데 반해서 인과 관계에서 원인이 결과보다 더 근본적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는 것, 근거자는 그 자체로 피-근거자를 필연화하는데 반해서 원인은 법칙과 같
은 배경 조건과 더불어 결과를 필연화 한다는 것이 있다.
나는 베넷을 따라 그러한 반대 논거는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줌
으로써 통합 주장을 더욱 강화한다. 첫째, 근거 관계 중에는 통시적 근거 관계가
있다. 둘째, 상대적 근본성은 특정한 관계에 상대적으로 이해되므로, 근거자는 피근거자보다 근거관계 상대적으로 근본적이고, 원인은 결과보다 인과 관계 상대적
으로 근본적이다. 셋째, 실현자(realizer) 속성의 예화 사실의 성립이 자연 법칙 없
이 그 자체로는 실현된(realized) 속성의 예화 사실의 성립을 필연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통합적 접근의 성공을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어려운 반론은 남
아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근거자는 그 자체로는 아니지만 배경조건과 더불어 피근거자를 필연화한다고 간주될 수 있지만, 인과에 대한 통상적인 견해에 의하면,
원인은 그 자체로 뿐만 아니라 배경 조건과 더불어서도 결과를 필연화 하지 않는
다. 이는 근거와 인과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든다.
이러한 반론에 직면해, 베넷은 인과에 대한 통상적인 견해를 부정하고
원인은 배경조건과 더불어 결과를 필연화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나는 이 논문에
i

서 베넷과 다른 노선에서 이 반론으로부터 통합적 접근을 옹호하고자 한다. 내가
보기에 올바른 대응은 인과에 대한 통상적 견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에
대한 통상적 견해인 근거 필연주의, 즉 근거자는 배경조건과 더불어 피근거자를
필연화한다는 견해를 부정하는 것이다. 3장과 부록의 논의를 통해 나는 어떤 근거
관계의 경우에는 근거자가 배경 조건과 더불어서도 피-근거자를 필연화 하지 못
함을 보임으로써, 근거 필연주의가 거짓임을 논증한다.
나는 3장(“근거와 설명의 성긴 연결과 근거 우연주의”)에서 예화의 발생
을 통계적으로만 결정하는 비-결정론적(indeterministic)인 통계적 법칙과 그 예
화 사이의 근거 관계를 통해 완전 근거자(full ground)가 배경 조건과 더불어 완
전한 설명항(complete explanans)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근거 필연주의자들은 근거자가 피-근거자를 필연화해야 하는 피-근거자의 완전한
설명항이라고 보면서, 근거와 형이상학적 설명(metaphysical explanation)이 긴밀
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비-결정론적 통계 법칙의 사례에
서처럼 완전 근거자가 항상 완전한 설명항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근거와 형
이상학적 설명이 통상 가정되는 것만큼 긴밀히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다. 근거-설명 연결이 이처럼 성기다면 근거-설명 연결의 긴밀성을 통해 근거 필
연주의의 성립을 자명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덧붙여 나는 부록(“양자택일: 양자 일원론 또는 근거 우연주의”)
에서 부분이 전체보다 근본적이라는 원자론(atomism)과 근거 필연주의 사이의 양
자택일 압력을 높이는 것을 통해 근거 우연주의, 즉 근거자가 배경조건과 더불어
피-근거자를 항상 필연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의 설득력을 높인다. 먼저, 근거
필연주의를 가정하여 양자역학에 관한 지배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양자계에서 전체
가 그것의 부분보다 근본적이라는 양자 일원론(quantum monism)을 이끌어 내려
는 조나단 쉐퍼(Jonathan Schaffer)의 논증을 고려하여, 근거 필연주의를 옹호하
는 한 원자론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 다음 나는 근거
우연주의가 양자 일원론을 거부하고 원자론을 고수할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는 것
을 보임으로써, 근거 우연주의를 옹호한다.
주요어 : 근거(Grounding), 형이상학적 설명(Metaphysical Explanation), 인과
(Causation), 필연주의(Necessitarianism), 우연주의(Contingentism), 카렌 베넷
(Karen Bennett), 조나단 쉐퍼(Jonathan Schaffer)
학 번 : 2018-2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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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형이상학적 근거(metaphysical grounding)와 관련된 번역어에 관한 일람

-

근거(grounding)

-

근거자(ground)

-

피-근거자(grounded)

다만, 이 용례에 따르자면 영어표현 “A is a ground of B”를 “A가 B의 근거자이다”
라고 번역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본문에서 “무엇의 근거”라고 할 때처
럼, 표현하는 바가 근거(grounding) 관계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서 근거자
(ground)를 언급할 때는 근거자라고 쓰기 보다는 근거라고 썼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거하다”는 자동사로서 우리말
용례에 따르면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다. 이에 영어의 동사 “grounds”가 목적어를
갖는 경우에 대응하는 우리말 표현은 “근거”와 타동사 “지다”를 결합해 사용하고
자 한다. (만든다는 의미의 타동사 “짓다”가 아님에 유의하라. “책임지다”와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좋다.)
다음의 세 표현 그리고 오직 다음의 세 표현만이 서로 교체 가능하다.

-

A가 B를 근거지다(A grounds B).

-

A가 B의 근거이다(A is a ground of B).

-

B는 A에 근거하다(B is grounded in A).

위의 세 문장이 성립하는 경우에서, A가 근거진 것은 B이다 그리고 A에 근거지어
진 것은 B이다. 또한 A에 근거한 것은 B이다. 단독으로 말할 때, 근거자는 근거진
것 그리고 피-근거자는 근거지어진 것이다.

참고 조사한바 근거(grounding)의 한국어 번역어가 다양하게 제안된 바 있었다.
한성일

박준호

이재호

선우환

최이선

근거

근거부여

정초

기반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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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들어가며
20세기 초 빈(Wien)에 모였던 실증주의자들이 철학자들은 경험으로 검증될 수 없
기 때문에 그 의미가 분명하지 못하여 학적 탐구가 될 수 없는 형이상학적 탐구를
이제는 그만 두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들이 나치를 피해 영국과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철학의 한 전통에서는 형이상학적 탐구들이 금기시된 바 있었다. 하
지만 20세기 중엽에 가능성, 필연성과 같은 형이상학적 개념들이 솔 크립키(Saul
Kripke) 등에 의해서 촉발된 양상 논리의 가능세계 의미론의 구축에 따른 양상
혁명(modal revolution)에 의해서 엄밀한 의미를 부여 받았을 때, 이들 개념은 자
유롭게 철학적 논의에서 쓰일 수 있게 되었고 형이상학은 완전한 의미는 아닐지라
도 복권 되었다. 그리하여 데이비드 루이스(David Lewis)와 같은 양상 혁명의 참
여자들이 영국과 미국의 철학적 논의에서 주류가 되었을 때 가능세계와 양상 개념
들은 형이상학에 학적 엄밀성을 부여해줄 구세주로 간주되었다. 자연스럽게 본질
(essence), 형이상학적 근거(metaphysical ground, 때때로 이 말을 줄여서 근거)
와 같은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개념들이 수반(supervenience)과 같은 양상 개념에
의해서 환원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철학적 탐구의 영역 밖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이후 킷 파인(Kit Fine, Fine 1995)의 선구적인 논의
와 더불어 양상 개념으로 환원되지 않는 형이상학적 개념들이 형이상학의 탐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예를 들어, 필연화 관계는 무엇이 다른 무엇의
근거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너무 약하다. 우리는 소크라테스만을 원소로
갖는 소크라테스 단집합의 존재 근거가 소크라테스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들 사이의 필연화 관계는 단방향적이지 않다. 소크라테스 단집합이 있는
가능세계에 그리고 그 가능세계에만 소크라테스 역시 존재한다. 즉, 소크라테스
단집합이 존재한다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필연화한다. 하지만 분
명히 소크라테스 단집합이 존재한다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형이상학적 근거, 특히
존재 근거(ontological ground)는 아닌 듯 보인다. 소크라테스 단집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존재 때문에 소크라테스
단집합이 존재한다. 이처럼 소크라테스의 존재는 소크라테스 단집합의 존재에 형
이상학적으로 의존하며, 특히 존재론적으로 의존한다.
형이상학의 신-아리스토텔레스 주의(Neo-Aristotelian Metaphysics)라고

1

불릴만 한(cf. Schaffer 2009, 349-54), 우리의 철학적 논의에 양상 개념으로 환원
되지 않는 형이상학적 근거개념의 귀환을 불러 일으킨 파인은 근거 개념이 철학에
서의 중심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형이상학적] 근거자는, 뭐랄까, 철학에 과학에서의 원인 같은
것이다(Ground, if you like, stands to philosophy as cause
stands to science). (Fine 2012, 40)

이와 같은 파인의 말이 설득력을 가진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가지 예시문을 제
시할 수 있을 것이다(Correia and Schnieder 2012, 1에서 따왔고, 여기에서는 특별
히 근거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다양한 술어를 사용했다).

i.

심적 사실은 신경생리학적 사실 때문에 성립한다.

ii.

법적 사실은 비-법적 사실에 근거한다.

iii.

규범적 사실은 자연적 사실에 기반한다.

iv.

의미는 의미론적이지 않은 사실에 기초한다.

v.

전체의 존재는 그것의 부분의 존재와 그 배열 때문이다.

vi.

실체(substance)는 그것의 양태(mode)나 트롭(trope) 보다 우선한다.

vii. 눈이 희기 때문에 “눈이 희다”는 참이다.

과학에서 인과는 과학적 설명적 관행의 중심을 이루는 개념이다. 파인이 철학에서
의 형이상학적 근거를 과학에서의 인과의 위치에 빗대어 말한 것은 이와 같은 예
문을 보면 그럴듯하게 들린다. 즉, 우리에게 철학에서 형이상학적 근거가 철학적
설명의 관행의 중심을 이루는 개념이라고 볼만한 이유가 있다.
내가 이 글에서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이들 두 개념, (형이상학적) 근
거와 (과학적) 인과이다. 이들은 모두 설명적 관계(explanatory relation)와 생성
적 관계(generative relation) 즉, “때문에(because)” 와 “그것이 되도록 만들기
(makes it the case)”를 이루는 관계 1들인 듯 보이지만, 중요한 측면에서 이질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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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근거지다(ground)가 진정한 술어로서 근거(grounding)는 문장 연결사 또는 연산자
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 관계라는 것에 개입한다. 사소하게, 이는 통합적 접근을 위해

2

라고 간주되어 왔다.
쉽게 떠오르듯, 우리는 인과는 통시적(diachronic)이라고 생각하고, 형이
상학적 근거는 공시적(synchronic)이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이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심각한 이유로, 우리는 근거와 인과의 필연화에서의 특성과 이들
이 각각 뒷받침하는 설명에 관한 큰 차이 때문에 이들이 분명히 이질적인 것이라
고 생각한다. 인과적 설명이론을 채택한 과학철학자들은 원인이 결과를 필연화 하
지 못할 수도 있는 우연주의적 인과 개념을 옹호하면서 우연주의적 관계(예를 들
어, 확률적 관계)에서도 과학적 설명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형이상학자
들은 오직 필연주의적 관계에서만 형이상학적 설명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의 존재 여부는 소크라테스 단집합의 존재 여부를 의
문의 여지없이 결정할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물리적 상태에
의한 것이라는 물리주의(physicalism)가 옳다면, 우리의 신경-생리학적 상태는 우
리의 심적 상태를 특정한 상태로 결정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를 따르자면, 신
경-생리학적 상태가 정확히 같으면서도 다른 심적 상태를 갖는 일(예를 들어, 절
반의 확률로 A상태, 절반의 확률로 B상태를 갖는)은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논
의 속에서, 철학자들은 형이상학적 근거 관계와 인과 관계를 통합적으로 바라보았
을 때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통합적 접근에 관하여 상당히 회
의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이 글의 목적은 인과와 형이상학적 근거 사이에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더 자세하게는 근거와 인과가 구조적으로 유사
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나는 인과 관계와 형이상학적 근거 관계로 나뉘어진
기존의 견해에 비하여 세계의 구조와 세계에 대한 설명에 관해 보다 더 통합된 견
해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을 떼고자 한다. 2
서 요구된다. 인과를 문장 연결사로 보지 않는 한, 어떻게 문장 연결사인 근거와 인과 관계
가 통합될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관계적 접근은 근거 개념을 받아들인 대다수
의 학자들에 의해서 수용된다. 문장 연결사 접근이 관계의 존재에 개입하거나 관계항이 어
떤 것인가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미뤄둘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근거 이론가들이 근거를 관계로 받아들이는데 따른 추가적인 형이상학적 부담을 지고자 한
다. (cf. Raven 2015)
2

나는 이 글을 통해서 근거와 인과가 너무나 상이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설득하
고자 하고 그들에게 나의 설득이 성공적이기를 희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와 같은 반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 글에서의 작업만으로 완전히 근거와 인과에 대한 통합 견해 쪽으
로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생각하고 이 글에 나타난 작

3

나는 근거와 인과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제 들어
가며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주장의 의미를 밝히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해 보
고자 한다.

나는 근거와 인과가 여러가지 구조적 유사성을 통해 형성한 하나의 닮음-집합 3 에
속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카렌 베넷(Karen Bennett)은 그녀의 저서 『세상만사를
만들기』(Making Things Up; Bennett 2017)에서 근거와 인과가 서로의 구조적 유
사성을 통해 “구축 관계(Building relation)”이라는 한 닮음-집합에 속한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옹호한 바 있다. 4 내가 이 글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닮음-집합 견해
는 베넷의 논의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베넷의 견해의
큰 결점은 그녀가 근거와 인과 사이에 성립하는 구조적 유사성의 (네 가지 중) 하
나로 “필연주의”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원인이 결과를 배경
조건과 더불어 필연화한다는 인과 필연주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필연화에 있어서 근거와 인과가 이토록 큰 차이가 있다면, 이는 연역과
귀납처럼 근거와 인과가 서로 중요한 측면에서 상이함을 보여주는 듯하다.
근거 개념을 수용한 대다수의 철학자들이 근거에 관해서는 필연주의를
받아들이고 인과에 관해서는 우연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근
거와 인과가 한 닮음-집합에 의미 있게 속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하지만
여전히 근거와 인과가 중요한 구조적 유사성을 통해 형성한 하나의 닮음-집합에

업을 시작했던 것은 아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나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일종의 작업 가설을 세우고 이를 통해 근거와 인과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출발하지도 못하
게끔 하는 장벽에 도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유사성을 통해 형성한 닮음-집합이란 예를 들어 A로 시작하는 원소들의 모임, 불활성 기
체의 모임과 같은 것이다. 유사성을 통해 형성한 닮음-집합은 유사성이 정도를 허용하기
때문에, 그 집합의 통합성 또한 그것의 정도에 관하여 말할 수 있다.
4

앞으로 베넷의 이 책은 자주 인용될 예정이므로 MTU로 줄여 쓰겠다. 사실 베넷의 닮음집합인 구축 관계는 근거 이외에도 더 많은 형이상학적 결정 관계(구성, 이룸, 실현, … 등
등)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베넷의 주장에서 오직 근거와 인과의 구조적 유사성
만을 주목하겠다. 사실 베넷이 그것들을 구축 관계에 포함시킨 이유는 제시카 윌슨(J.
Wilson 2014)을 따라 근거가 구성, 이룸, 실현 등의 관계의 통합자(unifier)라는 생각을 거
부하기 때문인데, 근거 개념을 수용한 많은 철학자들이 구성, 이룸, 실현 등등의 통합자가
근거라는 생각(cf J. Wilson 2014, 550-567; Schaffer 2016b)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인과와
그것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은 인과와 근거 사이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저절로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더 유력한 입장이라는 점에서, 근거와 인과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에만 집중
하는 것은 일리 있게 취할 만한 입장이 되는 듯 보인다.
4

속한다고 할 방안은 있다. 근거가 우연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근거에 관한 필연주의/우연주의 문제에 관해서 필연주의를 가정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많은 논의가 아직 없다는 점에서, 내가 보기에 근거 우연주의는 구조적 유사
성을 통한 통합 견해를 세우기 위해 더 유망한 방안이다. 나는 이 글에서 근거 필
연주의의 문제를 파고들어 근거 우연주의를 옹호하고, 이를 통해서 근거와 인과가
“우연주의”적이라는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제, 비교적 논란이 덜한 구조적 유사성을 찾는 것으로 여정을 출발해보자. 첫
번째로 제시하고자 하는 구조적 유사성은 근거와 인과가 설명을 뒷받침한다는 것
이다. 우리는 “철수가 돌을 던졌기 때문에, 유리창이 깨졌다”처럼 “원인 때문에
결과”라고 말하고, “심적 사실의 성립은 신경생리학적 사실의 성립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근거자 때문에 피-근거자”라고 말하는 듯하다. 5 그리고 설명의 뒷받침 관
계들이 설명적 순환을 피하기 위하여 비-반사성과 비-대칭성을 가질 것은 쉽게
기대된다. 예를 들어, “철수가 돌을 던졌기 때문에 철수가 돌을 던졌다”고 말한다
면, 우리는 철수의 돌 던짐에 대한 별다른 설명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듯하다. 그리고 심적 사실은 신경생리학적 사실에 근거한다고 하고 다시 신
경생리학적 사실은 심적 사실에 근거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게 들린다. 정말로
이와 같은 근거의 순환이 있다면, 우리는 심적 사실이 어떻게 성립했는지 말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근거와 인과가 세계의 생성적 주장을 보장한다면, 이행성의 성립 역시
기대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철수가 돌을 던져서 유리창이 깨지고, 유리창이
깨져서 선생님이 화를 냈다고 하면, 철수가 돌을 던진 것은 선생님의 화냄의 원인
이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근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
는 심적 사실이 신경생리학적 사실에 근거한다고 하고 신경생리학적 사실은 미시

5

나는 이 글에서 논의의 편의상 근거의 관계항을 자유롭게 사용하겠다. 하지만 근거관계를
수용한 대다수의 철학자를 따라서 근거의 관계항을 가능한 한 사실을 사용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이러한 편성(regimentation)의 차이는 상호간에 심각한 차이점이나
문제점을 만들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대다수의 철학자들과 달리 관계항을 자유롭게 간주
하는 쉐퍼 또한 그의 근거 주장들이 사실을 관계항으로 하는 근거 관계 주장으로 다시 쓰
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거 주장(grounding claims)을 다르게 편성(regiment)하는 것을
선호하는 독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 논의들을 바꿔 말할 수 있다.” (Schaffer
2012, 124) 그리고 근거 관계가 다대일(근거자가 다; 피-근거자가 일) 관계라고 받아들이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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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사실에 근거한다고 하면, 심적 사실은 미시 물리적 사실에 근거한다고 말
할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근거와 인과의 구조적 유사성

ㄱ.

비-반사성: 자기-근거란 없다. 자기-인과란 없다.

ㄴ.

비-대칭성: 만일 x가 y를 근거지면, y는 x를 근거지지 않는다. 만일 x가
y를 야기하면, y는 x를 야기하지 않는다.

ㄷ.

이행성: 만일 x가 y를 근거지고 y가 z를 근거지면, x는 z를 근거진다. 만
일 x가 y를 야기하고 y가 z를 야기하면, x는 z를 야기한다.

ㄹ.

설명적 주장을 보장: x 때문에 y이면, x는 y의 근거이거나 원인이다.

ㅁ.

생성적 주장을 보장: x가 y를 만들었다면 x는 y의 근거이거나 원인이다.

이 다섯가지 구조적 유사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받아들여
질 만하다. 하지만 근거와 인과 사이에 구조적 유사성이 성립한다는 것이 얼마나
흥미로운가? 이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근거와 인과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
을 찾는 작업을 의미 있게 만들 것이다. 이미 베넷은 근거와 인과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의 성립이 서로에 관해서 설명적 작업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 “흥
미롭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인과에 관한 어떤 문제에 대한 답
이나 견해를 통해 근거에 비슷한 유형의 물음을 제기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답이
나 견해의 설득력을 인과의 경우에 비추어 비교하거나 평가해볼 수 있다. 2장에서
나는 베넷의 이와 같은 주장을 살펴보고 취하고자 한다.
그 다음 나는 근거와 인과 사이의 구조적 상이성이라고 간주되는 쟁점들
을 살펴보고 그 상이성들이 성립하지 않고, 올바르게 이해된다면 각각의 쟁점이
근거와 인과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을 드러내 준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미, 통설과
베넷의 비판자들에 의해 닮음-집합의 통합성 정도를 낮추어 보게끔 하는 적어도
네 가지 구조적 상이성이 심각하게 제시된 바 있다.

근거와 인과의 구조적 상이성

ㅂ.

근거는 공시적/인과는 통시적

6

ㅅ.

근거자는 더 근본적/원인은 등 근본적(equifundamental)

ㅇ.

근거자는 그 자체로 필연화/원인은 그 자체로 필연화 못함

ㅈ.

근거는 필연주의적/인과는 우연주의적

이와 같은 상이성 때문에 우리는 근거와 인과가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
도, 하나의 닮음-집합에 의미 있게 속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
어, 우리는 통상 인과는 통시적(diachronic)이라고 생각하고, 근거는 공시적
(synchronic)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별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
해서도 이미 베넷은 이미 근거 관계 중에 통시적 근거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시점에 포도주의 존재 사실은 이전 시점에 포도의 존재 사
실에 근거한다. 또 다른 예를 들어, 한 시점에서 일상적 사물의 속성 예화 사실은
여려 시간적 부분들에 대한 사실과 이들의 구성(composition) 사실에 근거한다.
다음으로, 근거자는 피-근거자보다 근본적인데 반해서 원인은 결과보다
더 근본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상이성이 지적된 바 있다. 나는 이 상이성이 성
립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위하여 베넷을 따라 더 근본적(more fundamental than)
관계가 특정 관계 상대적으로 성립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만하다고 받아들인다. 근
거자는 피-근거자보다 근거적으로 우선적이므로 더 근본적이라고 말하듯, 원인은
결과보다 인과적으로 우선적이므로 더 근본적이다. 하지만 원인이 결과보다 상대
적으로 근본적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대자들은 근거자는 그 자체로 피-근거자
를 필연화하는데 반해서 원인은 법칙과 같은 배경조건과 더불어서만 결과를 필연
화할 뿐이기 때문에 원인이 결과보다 상대적으로 근본적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
으로 보인다.
원인은 그 자체로 결과를 필연화 하지 못하고, 근거자는 그 자체로 피근거자를 필연화 한다. 그러나 2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베넷에 따르면 근거자 역시
그 자체로 피-근거자를 필연화 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속성 실현에서 나
타나는 근거 관계는 실현자(realizer) 속성의 성립 사실이 자연 법칙 없이 그 자체
만으로 실현된(realized) 속성의 성립 사실을 필연화하지 못한다. 근거자 역시 일
반적으로는 배경 조건과 결합해서 피-근거자를 필연화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
아, 근거와 인과가 서로 “배경 조건과 더불어 필연화”한다는 구조적 유사성을 가
진 듯 보인다.
만일 여기까지 소개한 나의 2장의 작업이 성공적이라면, 인과가 근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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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라는 것을 옹호하기 위해 공시적/통시적 그리고 그 자체로 필연화/배경 조건과
더불어 필연화를 통한 구분이 모두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밝힌 셈이 된다. 하지
만, 여전히 한 쪽, 인과는 우연주의적이고 다른 쪽, 근거는 필연주의적이라는 점에
서 인과와 근거 사이에 심각한 상이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이다. 이
문제를 받아들인다면, 닮음-집합을 통한 통합의 통합성은 크게 위협받는 듯하다.
그런데 베넷은 놀랍게도 우리가 더 통합적인 닮음-집합을 갖게 하는 중
요한 하나의 유사성이 필연주의의 성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과 필연주의는
경험적 이유에 비추어 인과에 관한 극-소수설에 머물러 있는듯 보인다. 그래서 내
생각에 인과 우연주의가 성립함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근거와 인과에 대한 더 통
합적인 닮음-집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위한 한 작업은 근거에 대한 다수설에
도전하여 근거 필연주의가 성립한다는 것이 거짓임을 보이는 것이다.
우연주의적 완전 근거자(full ground)라는 것은 어떤 근거 지어진 것의
완전한 근거가 부분적 근거나 다름없다는 것인데, 근거 필연주의가 성립한다고 생
각하는 한 이런 경우는 우리의 무지에 의한 것이지, 세계에 진정으로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은 아니다. 그런데, 양자역학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진정으
로 부분적(partial) 원인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즉, 충분(sufficient) 원인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인과에 관해서는 적어도 우연주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부언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만약 슈뢰딩거의
고양이가 죽었다고 한다면, 양자 역학적인 초기 상태와 고양이의 죽음 사이의 우
연주의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양자 역학적 초기 상태를 이 죽음의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3장에서 우연주의적 근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근거와 인
과 사이에 또 다른 유사성을 찾고자 한다.
근거 필연주의에 따르면, 무엇의 근거는 그것이 근거진 것을 언제나 필
연화해야 한다. 물론, 서두에 말했듯 이런 필연화 관계는 무엇이 다른 무엇의 근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너무 약하다. 소크라테스의 단집합이 존재한다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필연화한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단집합이
존재한다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존재의 근거는 아닌 듯 보인다. 하지만, 형이상학
적 근거가 그것이 근거진 것의 형이상학적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면, 필연화는 근
거 관계에 충분하지는 못할지라도 필요한 듯 보인다. 어떻게 무엇의 형이상학적
충분 조건이 성립했는데, 문제의 무엇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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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필연주의에 관한 가장 유력한 해명은 완전 근거가 그것이 근거진
것의 완전한 형이상학적 설명자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만약 설명항이 피설명항을 필연화하지 못하면, 설명항이 모두 성립했는데도 피-설명항이 성립하지
않은 당혹스러운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완전한 설명에는 당혹스러운 사례
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부터 논증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완전 근거(full
ground)가 완전한(complete) 형이상학적 설명을 항상 이루거나 뒷받침한다는 근
거-설명 연결에 대한 반례를 제시하는 것을 통해 근거 필연주의에 반례를 제시하
고 근거 우연주의를 옹호하고자 한다.
나는

예화의

발생을

통계적으로만

결정하는

비-결정론적(in-

deterministic)인 통계적 법칙과 그 예화 사례 사이의 근거 사례들을 통해 근거와
그것이 근거진 것 사이의 근거 관계가 배경 조건이 주어져 모종의 형이상학적 설
명을 뒷받침하더라도 완전한 설명을 이루지 않거나 완전한 설명을 뒷받침하지 않
는 경우가 있고 주장하고자 한다. 그런데, 소위 “합일주의자(unionist; Raven
2015)”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철학자들은 근거 관계가 언제나 완전한 형이상학적
설명을 이룬다고 주장하므로 애초에 “필연화 못한다면 완전한 근거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통해 내가 제시할 반례들을 개념적으로 차단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나는 이와 같은 합일주의자의 반론 시도가 근거 지어진 것이 그것의 근
거 이상인 사례인 강한 창발(strong emergence)를 사소하게 만들거나 불가능하게
하고, 일원론(monism)을 부가하는 등의 방법론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것이다.
그 다음 방법론적 문제와 별개로 우리가 설명은 인식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 그리고 설명적이지 않고 순수히 생성적인 근거 사례가 존재한다는 이유에 따
라서 “필연화 못한다면 완전한 근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필연주의에 반례를 제기할 수 없다는 생각은 포기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결국 3장의 논의를 통해 나는 어떤 결과에 대한 모든 원인의 모음이 그
것의 완전 원인(full cause) 또는 충분 원인(sufficient cause)가 되지 못할 수 있
듯, 어떤 근거 관계는 세계에 어떤 것의 모든 근거의 모음이라는 의미에서 완전
근거(full ground)라고 하더라도 배경 조건과 더불어 필연화에 실패할 수 있기 때
문에 충분 근거(sufficient ground)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인과 우연주의와 더불어 근거 우연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베
넷보다 더 그럴듯한 닮음-집합을 가지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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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근거와 인과의 구조적 유사성을 통한 통합
이 장에서 나는 인과 관계가 근거 관계와 함께 구조적 유사성을 통한 닮음-집합
에 속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을 이미 수행한 베넷의 두 가지 세
부 논거를 검토하고 근거와 인과의 구조적 유사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일단, 앞으로의 논의를 위하여 인과 관계와
근거 관계의 이해에 유용하고 널리 쓰이는
한가지 유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이다. 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철학자들 사이
에 설명적 관계와 생성적 관계에 대한—“때
문에”와 “그것이 되도록 만들기(makes it the
case)”에 관한—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생
그림 2-1

각이 널리 퍼져 있다. 소위, “김재권이 좋아
하는 그림(Kim’s Favorite Diagram; 그림 2-

1)”을 살펴보면, 이 구별은 철학에서 공간적 유비(spatial metaphor)를 갖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6 여기서, 인과적 결정(causal determination)은 관계항 사이의 수
평적 관계(horizontal relation) 그리고 근거와 같은 비-인과적 결정 관계(noncausal determination)는 관계항 사이의 수직적 관계(vertical relation)을 나타낸
다. 일견, 수평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수직축은 [상대적] 근본성([relative]
fundamentality)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조적 유사성을 통한 닮음 집합이라는 것은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묶였다는 것이 철학적으로 흥미롭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로 시작하
는 원소들의 모임이라는 모임은 과학적으로 별달리 흥미롭지 않지만, 불활성 기체
의 모임은 과학적으로 흥미롭다. 그러므로 인과가 근거와 하나의 닮음-집합에 속
한다는 주장은 우리가 이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더 흥미로운 일반화를 갖는 것이
6

여담이지만, 베넷의 책 제목이 “Making Things Up”인 것도 이러한 통설을 드러내 주는
재미있는 작명이다. 최근까지도 인과와 인과적 설명에 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저작인 제임
스 우드워드(James Woodward)의 책은 제목이 “Making Things Happen” (Woodward 2003)
이고 쓰러지고 있는 도미노 그림을 표지로 쓰고 있다. 반면에 베넷의 책은 쌓아 올려진 장
난감 블럭 그림을 표지로 쓰고 있다.
10

고 설명적 작업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이 동반되어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베넷
은 근거와 인과가 한쪽의 연구를 통해서 다른 쪽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우리가 진
행할 수 있을 만큼 서로 구조적인 관련이 있으며, 깊고 유서 깊은 철학적 문제가
될 만큼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인다.
그리고 그녀의 둘째 주장에 따르면,

어떤 결정 관계들은 순수히 수직적이거나 순수히 수평적이지
않다. (…) [비-인과적/인과적의 구분은 세계의] 관절의 결을 자
르지 못하는 인공적인 집합을 산출한다. (MTU, 71)

그런데 우리는 통상 인과는 통시적(diachronic)이라고 생각하고, 형이상학적 결정
관계는 공시적(synchronic)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별된다고 생각한다. 닮음 집합은
너무 쉽게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통시/공시의 구분이 성립한다면, 아무리 이들이
여러가지 면에서 서로 유사하더라도 이들을 한데 묶는 것이 얼마나 그럴듯한 것인
지에 의구심을 표하게 될 수밖에 없다. 나는 베넷이 통시적 근거 관계가 있기 때
문에 통시/공시의 구분 성립이 실패함을 옹호했음을 보여줌으로써 베넷이 인과와
근거가 한 닮음-집합에 속한다는 것을 단단히 옹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
다.
그 다음 이 장의 후반부에서 나는 최근 쉐퍼(Schaffer forthcoming), 알
라스테어 윌슨(A. Wilson 2019) 그리고 제시카 윌슨(J. Wilson 2019)은 우리가 베
넷에 따르더라도 그다지 통합적인 닮음-집합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한 토론 논문
과 서평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쉐퍼를 위시한 비판자들은 주로 인과 관계가 근거 관계와 그럴듯한 통합
성을 갖춘 한 닮음-집합에 속한다면 어떻게 인과 관계가 “근거자는 그것의 피-근
거자보다 더 근본적이다 혹은 근거 지어진 것은 그것의 근거보다 덜 근본적이다
(상대적 근본성)” 원리를 만족시키는지에 대한 설명의 부담이 베넷에게 있다는 것
을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재반론을 제기하기 위해 나는 원인이 결과보다
형이상학적인 설명적 우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본적일 수 있다는
것을 옹호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원인이 결과보다 상대적으로 근본적일 수 없다
고 주장하는 반대자들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 그들은 인과에서 원인은 결과를 필연
화하지 못하는데 반해, 근거에서는 근거자가 피-근거자를 그 자체로 필연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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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원인이 결과보다 상대적으로 근본적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일 수 있음을
밝혀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베넷이 근거에서도 법칙과 같은 배경 조건과 별개로
는 필연화가 아님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인과와 수직적 근거 사이에 “그 자체로
필연화/배경 조건과 더불어 필연화”의 차이가 없음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할 것
이다.
그런데 근거와 인과 사이의 닮음-집합에 관한 베넷 그 자신의 주장에 따
르자면, 근거와 인과는 둘 다 필연주의적이다. 이를 받아들이면 우연주의적 인과
에 대한 많은 논의가 형이상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에 관한 논의라고 치부해버리
게 된다. 이는 우연주의적 인과가 우리 세계에 존재한다고 받아들이는 듯 보이는
현대물리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상당히 불합리하고 경험적 이유를 무시한 독단적인
결론인 듯 보인다.
이러한 위협에 직면해, 나는 베넷과 다른 노선에서 통합 논제를 이 위협
으로부터 옹호해야 한다고 결론 내릴 것이다. 이 위협에 대한 올바른 대응은 인과
에 대한 통상적 견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에 대한 통상적 견해인 근거 필
연주의, 즉 근거자는 배경조건과 더불어 피근거자를 필연화한다는 견해를 부정하
는 것이다.

제 1 절 베넷의 첫 번째 주장: 근거와 인과 사이의 흥미로
운 유사성
베넷의 첫째 주장을 살펴보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해보자. 베넷에 따르면, 근거와
인과가 흥미로운 의미에서 한 닮음-집합에 속한다는 주장을 제기할 동기는 철학
에서 쉽게 발견된다.
반사실문으로 인과 관계를 분석하는 이론에서 나타난 문제는 인과관계가
아닌 비-인과적 결정관계에 대해서도 반사실적 의존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보기 위해 김재권의 루이스의 인과 이론을 향한 비판을 보자. 먼저, 루
이스의 이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비드 루이스(Lewis 1973)의 반사실 조건문적 인과 이론
c가 e의 원인일 경우에 오직 그 경우에만 두 사건 사이에 인과
적 의존의 사슬이 존재한다. 그리고 e가 c에 인과적으로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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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오직 그 때만
(1) O(c) □→ O(e) & (2) -O(c) □→ -O(e).

김재권(Jaegwon Kim; Kim 1973)에 따르면 루이스의 이론은 인과가 아닌 관계도
인과라고 판정한다. 김재권은 크게 잡아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듯 보인다. 첫째,
“rr”씀이, “Larry”라고 씀의 원인인가? 그렇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rr”이라고 쓰
지 않았더라면, “Larry”라고 쓸 수 없었을 것이다. 둘째,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발
생하지 않았더라면, 크산티페는 과부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는 참이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크산티페의 과부됨의 원인인가?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직관
적으로 이상하다.
여기에 대한 루이스의 대응은 두 사건이 완전히 별개(wholly distinct)여
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을 근거 개념을 수용한 방식으로 다
시 쓰자면, 두 관계항이 수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어떠한 근거 관계도 성립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된다. 이를 보면, 애초의, 제약 없는 “-O(c) □→ -O(e)”와
같은 반사실문은 인과 관계 뿐만 아니라 비-인과적 결정 관계도 포착하는 것 같
다. 그래서 베넷은 이것이 인과와 근거 관계 사이의 깊은 연결이 있음을 보여준다
고 생각한다(MTU, 69).

그리하여 베넷은 우리의 철학적 논의에서 인과와 근거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비슷
한 논쟁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들 관계가 깊은 유사성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만 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근거와 인과
사이에서, 한쪽 문제를 풀기 위한 이론은 다른 쪽 문제의 해명에 실마리를 던져
준다. 즉, “유비를 통한 해명(illumination by analogy)”이 성립한다. 이런 시도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전략의 성공 가능성에는 두 영역 사이의 유사
성 정도가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래서 베넷은 유비를 통한 해명은 두 영역 사이
에 깊은 구조적 유사성이 있을 경우에 오직 그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
은 그럴 듯하다고 주장한다(MTU, 72).

베넷은 다섯가지 예시를 든다. 첫째는 인과에 대한 흄주의에 대한 논쟁 사례이다.
흄주의자는 전적으로 느슨하고 분리되어 있는 개별적 사실들의 국소적 사태(local
matters)만이 근본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에 따르면, 이 모자이크만을 통해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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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환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반면에, 비-흄주의자는 인과적 밀고 당김

(causal pushing and pulling)이 세계의 근본적인 것(fundamentalia)이라고 간주
한다. 이를 보면, 흄주의에 대한 논쟁은 인과가 근거 지어진 것인지 아닌지에 관
한 문제임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근거 관계에 대해서도 같은 물음이 던져진다. 근
거 관계는 근거 지어진 것인가? 근거에 관해서는 그것이 다시 근거지어질 수 있
다고 생각하는 사람—베넷 자신을 포함한—이 있다. 베넷에 따르면, 현존하는 흄
주의에 대한 논쟁이 근거 관계의 근본성 문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
는 것 같다고 말한다(MTU, 72). 여기서 베넷에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사례에
“유비를 통한 해명”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근거 관계의 하한 있음(well-foundedness)에 관한 논쟁이다
(MTU, 72). 근거자는 결국 근거 지어지지 않은 것(ungrounded)에 근거하는가?
여기에 유비적으로 대응하는 물음은 어떤 것으로부터 야기되지 않은 세계의 시원
(the first cause)이 있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셋째는 무의 원리들(ex nihilo principles)에 관한 문제이다(MTU, 73).
“어떤 것도 무로부터 나오지 않는다”고 할 때의 한 해석은 인과적인 해석을 취하
는 것이다. 이때는 원인 없이는 어떤 것도 없다는 주장이 된다. 혹은, 근거 관계
해석을 취하면, 이 원리는 근거자 없이는 어떤 것도 없다는 주장이 된다. 이는 둘
째 문제와 다시 연결되는데, 만약 하한 있음(well-foundedness)를 거부하면, 어쨌
든 어떤 것은 그것의 원인 없이도 존재하거나 혹은 어떤 것은 그것의 근거자 없이
도 존재할 것이다. 베넷에 따르면 이들 해석은 서로 역사적으로 공명해왔는데, 예
를 들어 라이프니츠의 PSR(Principle of Sufficient Reason, 충족이유율) 같은 경우
는 두 해석을 모두 포괄한다.
또한 통상적 이해는 아니지만, 인과와 수직적 근거 사이의 혼성 버전
(mixed version)도 생각해볼 수가 있다.

PSR I. 근거 이외의 방식에 의해서 어떤 것도 존재하도록 야기되지 않았다.
만일 수직적으로 근거 지어지지 않은 존재자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야기
되지 않았다.
PSR II. 인과 이외의 방식에 의해서 어떤 것도 존재하도록 근거지어지지 않았
다. 만일 야기되지 않은 존재자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근거 지어지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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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 I에 의한다면, 모든 것은 근거 이외의 방식으로는 존재하게 될 수 없었다. 그
리고 근거 지어지지 않은 것은 존재하도록 야기될 수 없다. 그런데, “근거 지어지
지 않은 것”은 근본성 개념의 중심 의미인 것 같으므로, 이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것은 존재하도록 야기될 수 없다는 결론을 얻는다. 이는 다시, 만일 그것의 근거
자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문제의 그것은, 즉, 근본적인 것은 그것을
존재케 하는 원인 없이 존재하거나 혹은 존재하게 될 수 없다는 결론을 얻는다.
베넷은 이게 옳건 그르건 어쨌든 논의할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 같으며, 역사적으
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와 같은 논의를 진행한 적이 있다고 지적한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인과와 근거 사이의 유비가 성립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MTU, 74).
네번째는 배제(exclusion)문제이다. 일단, 우리가 주로 논의해온 인과적
배제 원리와 관련된 문제를 보자.
- 배제 원리: 어떠한 결과도 만일 그것이 과잉결정 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
보다 더 많은 충분 원인을 지니지 않는다.

비환원적 물리주의나 심신 이원론에서의 심신 인과에서 우리가 처한 문제는, 물리
적인 결과에 심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의 두 충분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우연히
어떤 사례에서 과잉결정이 일어날 수는 있더라도(즉, 과잉결정이 단언적으로 형이
상학적 불가능이라는 것이 아니지만), 이와 같은 과잉결정이 모든 심신인과 사례
에 발생한다는 것은 형이상학적으로 불가능하며, 심적인 것의 인과적 효력을 의심
하게끔 한다—결국 심적인 것은 부수현상일 뿐이다—는 것이 김재권의 지적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 의식은 인과 말고도 근거 관계에도 제기할 수 있다(MTU, 75).

[어]떤 사실이나 사물 A에 대한 완전한 근거자(G1)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또 다른 완전한 근거자(G2)를 승인(countenance)하
는 것은 당혹스럽다. 결국, G1은 그것 자체로 충분히, 적어도 주
어진 환경에서, A가 성립하거나 존재하도록 보장한다; G1이 주
어졌을 때, G2가 할 일이 무엇이 남아있겠는가? (MTU, 75)

그리고 김재권의 문제 의식은 혼합된 배제 원리를 동원하기도 한다. 베넷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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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김은 심적 사건이 직접적으로 야기되었으면서도, 동시에 물리적인 기저에 의
해 수직적으로 결정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이것이 심신 인과에서
나타나는 긴장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혼합된 원리를 받아들이면, 심신 문
제보다 더 큰 문제에 우리가 처해있는 것 같다는 것이 문제이다. 어떤 것도 근거
지어졌으면서 동시에 야기된 것일 수 없다면, 오직 근거하지 않은 근본적인 것만
이 무엇을 야기할 수 있다. 비-근본적인 것들의 인과 관계는 결국 모두 근본적인
것 수준에서의 인과 관계의 부수 현상일 뿐이다.
베넷에 따르면, 인과적 배제 원리는 틀렸다. 그녀에 따르면, 두 충분원인
이 근거 관계에 있다면 결과는 진정으로 과잉결정 되어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녀가 여기서 일반적 수준의 배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고 또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베넷에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과와 근거 관계에서
제기된 배제 문제에 대해서 한 쌍의 해결책이 있고, 이는 여기서 유비를 통한 해
명이 성립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다섯번째는 기능주의와 같은 문헌에서 나타나는 “인과적 역할(causal
role)”에 관한 논의이다. “xx 역할”은 근거 관계의 경우로 확장될 수 있다고 베넷
은 생각한다. 먼저, 인과적 역할이란 어떤 인과적 연쇄[구조](causal nexus)에서의
한 자리이다. 예를 들어,

통증은 감각 입력을 수용하는 특정 상태이며, 그 상태는 유기
체의 기능적 구조에서 특정한 인과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것은 그것의 인과력의 다양한 앞 내다보기 그리고 뒤 되짚어 보기를 통해 정의
된다(MTU, 76).
그렇다면, 근거적 역할은 어떤 것일까? 이는 그것의 다양한 수직적 상하
관계로 정의된 근거 연쇄 구조의 한 자리일 것이다. 베넷은 자신의 다른 논문에서,
구성(composition)에 관해서 이를 생각해보는 것이 부분전체론(mereology)에서
새로운 논의를 이끌어주며, 유용함을 나름대로 보였다고 생각한다(Bennett 2013).
그녀는 이것을 보면 이 경우에도 유비를 통한 해명이 성립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유비를 통한 해명의 다섯 가지 사례를 정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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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과에 대한 흄 주의 논쟁: 인과 관계는 그것 그 자체로 근본적인가?
아니면 인과 관계에 원인 결과 두 사건 이외에 또 다른 요소가 개입
하는가?
근거 관계에서의 유비-물음: 근거 관계는 다시 근거 지어지는가?

ii.

근거 지어진 것은 근거 지어지지 않은 것에 근거하는가?
인과 관계에서의 유비-물음: 인과적 시원이 있는가?

iii.

어떤 것이 무로부터 나올 수 있는가? 즉, 원인 없는 결과가 있는가?
근거 관계에서의 유비-물음: 근거자 없이 존재하는 것이 있는가?

iv.

배제 문제가 인과와 근거 모두에서 제기될 수 있다: 어떤 사실이나
사물 A에 대한 완전한 근거자(G1)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또 다른 완
전한 근거자(G2)를 승인하는 것은 당혹스럽다. 결국, G1은 그것 자체
로 충분히, 적어도 주어진 환경에서, A가 성립하거나 존재하도록 보장
한다; G1이 주어졌을 때, G2가 할 일이 무엇이 남아있겠는가?

v.

“인과적 역할(causal role)”과 마찬가지로 “근거적 역할”을 생각할 수
있다.

베넷이 보기에, 다섯 가지 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해진 것은 인과와 근거가
단지 싸구려 닮음 집합에 속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쪽의 연구를 통해서 다른 쪽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우리가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서로 구조적인 관련이 있으며,
깊고 유서 깊은 철학적 문제가 될 만큼 통합되어있다는 것이라는 점이다(MTU,
78).
그리고 그녀에 따르면, 이 통합은 더 강력한 방법론적 원리의 참임을 설
명하는 최상의 설명자이다.

방법론적 원리: 인과와 수직적 구축[근거] 7 관계에 평행한 질
문들이 제기되는 때와 장소에서, 기본적 입장(default position)

7

1장의 주석 3(4쪽)에서 언급했듯, 나는 이 글에서 베넷의 닮음-집합인 구축 관계에서 근
거와 인과만을 고려하고 근거와 인과사이의 구조적 유사성만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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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질문들에 평행한 대답을 채용하는 것이다. 누구도 논증
없이 이 유비를 깨면 안 된다. [물론, 논증이나 이유가 있으면
이 유비를 깰 수 있을 것이다.] (MTU, 78)

베넷을 따라 이 원리가 앞서의 다섯 유비와 결합되면 어떻게 되는지 잠시 살펴보
자(MTU, 78). 하나, 어떤 사람이 인과와 근거에 대해서 흄주의자이거나 흄주의자
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요청한다. 즉, 특별한 이유 없이 둘 중 한 관계에 대해
서 흄주의를 채택하고 다른 관계에 대해서는 비-흄주의를 채택할 수는 없다. 둘,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인과나 근거는 둘 다 바닥이 있거나 없다. 셋, 특별한 이유
가 없다면, 근거 버전의 무의 원리(ex nihilo) 원리는 인과적 무의 원리(ex nihilo)
원리가 참일때 오직 그 때만 참일 것이다. 넷,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근거의 베재
원리가 참일 때 그 때만 인과적 배제 원리가 참일 것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한
원리가 참이라고 하면, 근거와 인과에 대해서 배제 원리가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
다섯,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인과적 역할이 잘 이해되면 근거적 역할도 잘 이해
될 것이고, 한 가지가 아니라면 둘 다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닐 것이다.
베넷은 위의 방법론적 원리가 서로 유사한 것들을 다룰 때 받아들일 만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MTU, 78). 즉, 베넷은 합리적인 사람이 매우 비슷한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한다면, 그는 설명을 요청 받을 것이라는 것이 그럴
듯하다고 생각한다(MTU, 79). 그래서 베넷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 우리는 소위
“방법론적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 2 절 베넷의 두 번째 주장: 인과적으로 오염된 근거 관
계
다음으로 베넷의 두 번째 주장 “순수히 비-인과적이지 않은 근거 관계가 있다”를
살펴보자. 베넷에 따르면 어떤 근거 관계들은 그것들이 성립하면 특정한 인과적
사실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인과적으로 오염되어 있다. 즉, 그녀에 따르면 근거 관
계이면서 동시에 인과 관계인 관계가 있다. 베넷은 만약 이것이 성립한다면, 근거
관계에서 그 일부를 인공적으로(artificially) 분리하지 않는 한, 비-인과적 근거
관계를 분리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베넷은 근거 관계에 비-인과적 또는
비-통시적 제한을 가하게 되면, 근거 관계의 모임으로서도 덜 좋은 집합을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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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MTU, 70):

어떤 결정 관계들은 순수히 수직적이거나 순수히 수평적이지
않다. (…) [비-인과적/인과적의 구분은 세계의] 관절의 결을 자
르지 못하는 인공적인 집합을 산출한다. (MTU, 71)

그런데 흥미롭게도, 쉐퍼는 베넷이 “인과는 구축 관계이다”라는 식으로 근거와 인
과가 구축 관계라는 한 닮음-집합에 속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왜 위와 같은 둘
째 주장을 제기하였는지 의아해한다:

여기서 인과 그 자체가 구축 관계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은 아
무것도 없다. 베넷도 이에 동의한다. (Schaffer forthcoming, 5)

내가 보기에, 이와 같은 비판은 베넷이 왜 둘째 주장을 제시하는지 제대로 명시하
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쉐퍼가 말한 것처럼, 베넷의 둘째 주장
그 자체로는 근거와 인과가 한 닮음-집합에 속한다는 주장이 될 수는 없다. 다만,
통시적 인과에 오염된 근거 관계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우리는 근거: 공시적 그
리고 인과: 통시적의 선명한 구분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작
업은 닮음-집합의 통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요한데, 우리는 통상 인과는 통시적
(diachronic)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형이상학적 결정관계는 공시적(synchronic)이
기 때문에 분명히 구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구조적 유사성을 통한 닮음-집
합은 쉽게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이성이 성립한다면, 아무리 이들이
여러가지 면에서 서로 유사하더라도 이들을 한데 묶는 것이 얼마나 그럴듯한 것인
지에 의구심을 표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베넷은 어떤 근거 관계들은 그 자체로 인과를 동반하지만, 얼마나 부분
적으로 인과적인지의 정도에 따라, 즉 인과적으로 얼마나 오염되었는가에 따라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공시적/통시적의 선명한 구분을 무력화시
키기 위한 논의를 위해서는 둘째와 셋째 등급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만이 유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8
8

첫째 등급의 사례에 관해서 간략히 언급하면, 첫째 등급은 공시적인—표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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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등급으로 베넷은 공시적(synchronic) 근거가 아니라

통시적

(diachronic) 근거의 사례를 제시한다. 베넷은 여기에서 시간적으로 다른, 비-직접
적이기는 하지만 인과적으로 연결된 관계항 사이에서 근거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
장하고자 한다(MTU, 85). 포도주는 포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하지만, 포도주에
는 포도의 일상적인 지속 조건이 성립되는 포도를 구성물로 갖고 있지 않다. 유사
하게, 케이크는 그것이 케익이라고 간주될 수 있을 때에는 달걀을 구성물로 전혀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례들에서, 예를 들어 “케익이 알러지를 유발
한다는 사실은 계란이 알러지를 유발한다는 사실 때문이지”와 같이 우리는 통시
적 근거 문장을 통해 동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두 관계항을 연결시키고 있다. 그렇
다면, 어째서 이와 같은 근거 문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포도주를 구성하는
구성물들이 포도에서 왔고, 케이크를 구성하는 구성물들이 계란에서 왔기 때문이
다.
그런데 가능한 반대자들의 입장에서는 통시적 관계는 근거 관계가 아니
고 여전히 공시적 관계만이 근거 관계라고 봐도 어떠한 문제도 없어 보인다. 달걀
로 케익을 만드는 것은 어쨌든 달걀 껍질을 부수고 내용물을 휘젓는 인과적인 과
정을 포함하지만, 이 구성물이 케익이 되는 것은 오븐에서 적절히 구워진 어떤 순
간의 구성물이 케익이 되는 것이지, 시간적으로 이전에 있는 달걀의 부분들이 케
익을 구성한다고 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이 인과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만이 분명하다. 여기서 처한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통시적 근거 문장이 참이라
고 하기 위해 근거 관계에 진정으로 통시적인 근거 관계를 추가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고, 동시에 통시적 근거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검약 원리(parsimony)가 결합하면 통시적 근거 관계를 필수불가결한 이
유 없이 추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베넷은 이와 같
은 생각에는 우리가 참인 문장에 대해서 그것이 참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진리

(canonical)—근거 관계지만 근거 관계의 성립이 그것의 시간적 선후에 있는 인과적 사실
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이다.
베넷이 들고 있는 사례는 심리철학에서의 속성 실현(property realization) 관계
이다. 기능적 속성은 그것들의 인과적 역할로 특징지어진다. 그래서 심리철학에서의 (역할)
기능주의자들은 고통이 구성적으로(constitutively) 신체적 손상에 의해 야기되고 소리지르
기와 문지르기, 그리고 괴로움과 같은 심적 상태를 야기한다고 생각한다. “고통 상태에 있
다는 것은 이와 같은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는 상태나 속성을 가졌다는 것이다(MTU, 84).”
이와 같이 생각할 때, 고통과 같은 기능적 속성들은 특정한 시점에 예화되는 것이기는 하
지만, 그 시점 전후에서의 인과적 능력(causal power)으로 개별화된다는 점에서 여기서의
구축 관계는 철저히 시간적으로 외재적(flat-out temporally extrinsic)인 것으로 보인다.
20

-확정자(truth-makers)만을 용인해야 한다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즉 오직 근본적인 존재자만 존재한다는 존재
론자에게는 검약 원리에 호소하는 통시적 근거에 대한 반대 논증이 설득력 있을
것이나, 베넷 자신은 존재론 일반에서 이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베넷은 포도주나 케익의 사례가 근본적인 통시적 근거 관계는 없다는 것
을 보여주더라도, 근본적이지 않은 통시적 근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이지는 못
한다고 말한다(MTU, 92). 이렇게 보면, 대각선적 근거 관계라는 것은 분리된 수직
과 수평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관계라고 설명된다. 베넷은 이와 같은 입장을 옹
호하고자 한다. 그녀는 단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그것이 없다”는 주장
에 그다지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검약 원리와 “있어야 할 이유가 없
다”는 것이 결합되면 “없다” 주장에 힘이 실리지만, 그것은 모든 다른 비-근본적
존재자에 대해서도 같은 논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한다(MTU,
93). 일반적으로 비-근본적 존재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 경우에서 나
타나는 비-근본적인 대각선적 근거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다. 그
리고 어차피 비-근본적 존재자들을 안 받아들일 사람들에게는 대각선적 근거 관
계를 받아들일지 말지의 문제가 다른 비-근본적 존재자들의 경우와 특별히 다를
이유가 없다.
세 번째 등급의 경우는 연장된 근거(extended grounding)라고 부르는,
근거 관계가 순간 순간의 관계항들이 인과적 관계를 맺고 있음으로써 시간 간격
동안에 연장되어 성립한다.

세 번째 등급의 인과적 연루는 순간적 관계항들 사이의 인과적
관계에 의해 오직 시간이 지나면서 존재하거나 성립하는 순간
적 관계항들 사이의 구축[근거] 관계로서, 구축[근거] 관계가
시간 간격 동안 연장되어 있을 수 있는 경우이다. (MTU, 95)

시간적 부분들이 구성하는 관계를 생각해보기 위해 타원 궤도를 매우 엄청나게 빨
리 도는 한 미시 입자를 상상해보자. 이제 두 번째 그러한 입자로 거의 똑같은 모
양의 궤도를 돌되, 첫째와 약간 떨어져서 다른 축 위에 있다. 이것의 궤도는 첫째
입자의 궤도와 [고리로] 연결된다. 이전의 입자와 [고리로] 연결된 한 덩이의 입
자들을 상상하자(MTU,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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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베넷이 명시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지만, 마지막 입자의 궤도가 첫 입자의 궤도에
닫힌 고리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하자. 정말로 한 순간을 포착한다면, 입자들
의 퍼져 있는 모습은 한 고리에 한 입자가 존재하는 하나의 선 모양을 이룰 것이
다. 하지만 일반적인 지각으로는 일반적인 사슬을 이루고 있다고 볼 것이다.
베넷에 따르면, 이 사슬은 일반적인 사슬처럼 완벽하게 고체이고, 철컥
소리도 나고(clanky) 자전거를 잠그기에 적절하다(MTU, 99). 하지만, 이 사슬이
가진 속성들은 모두 입자들의 운동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이
러한 결정 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어떤 단일한 시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입자들의 하나의 시간 단면적 구성은 단지 공간적으로 떨어진 입자들의 모임일
뿐이다. 이들이 사슬을 이루는 어떤 한 시점은 없다. 이 사슬의 존재 사실과 사슬
이 가진 속성들의 실현 사실은 시간 간격 동안 근거지어지지, 어떤 특정 시점의
부분들에 대한 사실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례에서 시간적 부분들은 집합적으로 어떤 한 시점에 이 입자들의
집합체가 고리의 속성을 갖도록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입자의 시간적 부분들이
고리를 구성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단일한 시간적 부분에서 입자들의 모임은 고
리를 구성하지 못하지만, 이 입자들의 모임에 대한 시간적 부분들의 모임은 고리
를 구성한다. 또한 이 구성된 고리는 초-시간적인 고리가 아니라 한 시점에 있는
고리이다.
케익 사례에서 우리는 전-케익들이 케익과 인과 관계를 맺고는 있지만,
전-케익이 문자 그대로 케익을 구성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입자들의 고
리 사례에서 우리는 입자들이 각각의 시간적 부분과 서로 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
고 말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입자들의 시간적 부분들이 고리를 구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근거 관계는 통시적이다. 그러므로 인과가 통시적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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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근거 관계와 날카롭게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약화시킨다. 9
베넷은 이런 사고 실험이 철학자의 공상(philosopher’s fantasy)만은 아
니라고 말한다. 현실적인 많은 사물들이 이와 비슷한 방식—계속 움직이는 핵, 전
자 등등—으로 그리고 지속적인 인과적 상호작용으로 속성을 갖는다. 그것들은 정
지된 입자들이 가진 정태적(static) 속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단지
사고실험이 아니라 일반적인 비-근본적 사물들의 비-근본적인 속성 예화들에서
세 번째 등급의 인과적으로 연루된 근거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베넷이 보기
에 이것은 틀림없이 존재한다(MTU, 99). 베넷은 이런 의미에서, 그녀가 두 번째
등급의 인과적 연루를 보여주기 위해 만든 새로운 관계도 가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한다(MTU, 99).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근거 관계가 간단하게 수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9

한성일 교수님께서 이 전략이 성공하더라도 여전히 수직적 근거는 통시적 그리고 공시적
이지만 인과는 여전히 통시적이기만 하다는 점에서 둘이 구별된다는 점을 약화시키지 못하
지 않는가 하고 지적하셨다(한성일 개인적 대화 2019-8-7). 그리고 이재호 교수님께서는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 사이에 시간적 선후가 있지만, 수직적 근거 관계는 시간적 선후가
없다는 점에서 이들이 선명히 구별되지 않는가 하는 지적을 주신 바 있다(이재호 개인적
대화 2019-6-27).
두 지적에 대하여 하나의 응답을 드릴 수 있다. 이원론적 심신 상호작용론이나
뉴턴 중력과 같은 물리적인 원격상호작용(action-at-a-distance)을 인과라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공시적이고 시간적 선후가 없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받아들이게 되는 듯하다. 나는
이들이 개념적으로 인과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
들이 이 주장에 공감한다. 공시적 인과의 가능성에 대한 생각은 인과와 인과적 설명 이론
에서 무시할 수 없는 주장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드워드는 표지 전달 이론이나 불변량
이론과 같은 과정-연결 이론과 달리 자신의 개입주의 반사실문을 통한 이론을 통해 원격
상호작용과 같은 시공간적으로 연결된 인과 과정 없는 사례에서도 인과적 설명을 할 수 있
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자신의 이론의 장점이라고 말한다(Woodward 2003, 21).
과학 이론의 많은 사례는 “원격 상호 작용(action-at-a-distance)”을
장려하기에 시공간적으로 연속적인 인과적 과정-연결이론과 화합될
수 없는 인과적 관계를 가정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뉴턴에 의해 정식화 된 것처럼, 뉴턴 중력 이론은 하나의 중력체
(gravitational body)가 그와 공간적으로 매우 멀리 떨어진 다른 물체
에 즉시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뉴턴 그 자신이 이러한 특
성을 그의 이론의 불만족스러운 점이나 중요한 불완전성을 나타내는
점으로 간주한 것은 완벽히 옳지만, 그의 이론이 두 물체 사이에 인과
적 관계를 기술한다는 것을 부정한다고 볼 이유는 없는 듯 보이며, 이
는 뉴턴 이후로 한-두세대 지나서 모든 물리학자들이 도달하게 된 결
론인 듯하다. (Woodward 2003, 148)
10

이와 같은 주장은 형이상학자들의 통상적 견해와 대조적이다. 형이상학에서 구성의 문제
는 주로 공시적인 수준에서 다뤄진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과학에서 구성의 문제를 다
루는 방식은 형이상학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된다. 알라스테어 윌슨은 베넷이 형이상
학에서 이 점을 부각시킨 것을 높게 평가한다(A. Wilson 2019,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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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반론과 재반론I: 상대적 근본성 원리
근거 관계에서 통상 근거자는 피-근거자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인과가 만일 근거와
“상대적 근본성” 측면에서 유사하다면, 원인은 결
과보다 상대적으로 근본적이어야 한다(MTU, 81).
그런데 더 근본적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의 층위를
말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인과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그림 2-3

원인이 결과보다 더 근본적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가 의심스럽게 들린다.

베넷은 자신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없다”고 비판을 자주 제기했다
고 말한다(MTU, 81). 베넷은 그런 의미에서, 근거 관계에 적용되는 “더 근본적”의
의미와 인과에서 “더 근본적”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다를 것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여전히 통합적으로 생각할 방법은 있다. 베넷은 “더 근본적”의
의미를 수축주의(deflationism)적으로 보자고 말한다. 수축주의적으로 보자면, 더
근본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단지 근거와 인과가 포함된 닮음-집합에 따라 살펴본
관계 구조 즉, 구축 관계의 구조(building nexus)를 나타내는 그림에서 보자면, 상
대적으로 축에서 소위 “원점에 가까운 쪽(더 근본적, 더 이전)”쪽에 있음을 의미
할 뿐이다. 이것이 하나가 다른 하나에 존재론적으로 우선(ontologically prior)한
다는 것의 의미이다. 그리고 근거자가 피-근거자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근거자가
피-근거자를 생성하고 필연화하며, 피-근거자와 설명적 관계에 있다는 점 때문이
다. 우리가 “더 근본적”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자면, 자연스럽게 인과 관계
에 대해서도 “더 근본적”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인과 관계에서 원인이 결과보다
더 근본적이라는 것은 결국 원인이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에 다름 아
니다. 왜냐하면 원인은 결과를 생성하고 필연화하며, 결과와 설명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애초에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더 근본적”의
의미를 수직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베넷은 이런 의미에서 인과에서 “(인과적으로 절대적인) 근본성
—야기되지 않은 사건은 근본적이다”이라는 의미를 사용하는 것은 일상적 용법에
도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MTU, 82). 우리가 빅뱅에 의해 야기된 사건이 덜 근본
적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상상하기는 비교적 어렵더라도, 우리는 빅뱅이 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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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의 인과적 시원이라는 의미에서—결국 모든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 빅
뱅이 나오지 않겠는가—빅뱅이 우리 우주의 모든 사건의 기초적 사건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쉐퍼의 다음과 같은 비판은 베넷이 이미 들고 있는 전형적인 비
판인 듯 보인다.

[문]제는, 원인이 자동적으로 결과보다 (어떤 의미에서도) 더
근본적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직관적으로 원인과
결과는 실재의 “같은 수준”에 속하거나, 만일 우리가 “하향 인
과(downward causation)—화학적에서 물리적으로”를 허용한다
면,

직관적으로

원인은

“더

높은

수준”에

속할

것이다.

(Schaffer forthcoming, 3)

이 비판의 요지는 근본성의 정도에서 서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 원인과 결과 사이
에 원인이 결과보다 “더 근본적”이라는 것은 이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베넷은
무엇이 무엇보다 더 근본적이라는 것은 관계 일반에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
장한다. “상대적 근본성 관계(more fundamental than relation)”는 각각의 관계에
대해서 한정하여 성립한다. 이렇게 본다면, 원인이 결과보다 근거 관계에서 더 근
본적이지는 않더라도 원인이 결과보다 더 근본적인과라고 말할 수 있다. 원인은 결
과를 생성하고 필연화하며, 결과와 설명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쉐퍼는 이런 근본성의 관계 상대화 전략만으로 베넷이 근본성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중 한 가지로, 쉐퍼는 베넷
의 견해에 따르게 되면 절대적 근본성 개념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주장한다
(Schaffer forthcoming, 10-1).
원인이 결과보다 인과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근본적이고, 근거자가 피-근
거자보다 근거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근본적이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한 관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근거자가 없는 것,
원인이 없는 것. 이제 단적인 절대적 근본성을 고려해보자. 자연스럽게, 절대적으
로 근본적인 것은 근거와 인과 두 관계 모두에서 절대적으로 근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끔 된다. 이와 같은 생각을 다음의 논제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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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independence): x는 절대적으로 근본적이다 다음의 경우
에 오직 다음의 경우에만: 어떤 것도 x의 근거자나 원인이 아
니다.

위와 같은 절대적 근본성의 독립 기준에 따르자면, 우리의 최선의 물리학이 오늘
날 물질 구성(composition)의 가장 기초 단위라고 말할 쿼크(quarks)조차 그것이
특이점에서 인과적으로 형성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근본적인 것이라 말
할 수 없다. 이를 통해서 쉐퍼는 베넷이 근거와 인과를 닮음-집합으로 한데 묶어
서 보게 되면, 절대적 근본성은 그것을 가진 것이 너무나 희소해서 사실상 무용지
물의 개념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베넷이 대응할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진정한 절
대적 근본성의 의미가 만약 신이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 만들어야 했었을 최소한의
것이라면, 신은 오직 특이점만을 창조함으로써 쿼크를 비롯한 우리 세계의 모든
존재자를 창조할 수 있다. 절대적 근본성에 관한 이와 같은 생각은 절대적으로 근
본적인 것은 완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하며, 이는 우리가 절대적 근본성을 논
의할 때 직관적으로 염두에 둘만 한 의미라고 생각된다. 11 베넷과 같이 생각했을
때, 절대적 근본성에 대한 독립(independence) 기준은 더더욱 완전성(completeness) 개념을 포착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은 논의는 절대적 근본
성의 무용지물화 때문에 인과가 근거와 상이성을 갖는다고 할 필요는 없음을 보여
준다. 오히려, 우리가 진정한 절대적 근본성의 개념을 갖기 위해서는 인과를 근거
와 한데 묶어 생각할 필요가 있는듯 보인다.
그 다음으로, 더욱 흥미롭게도, 쉐퍼는 근본성의 관계 상대화 전략이 상
대적 근본성을 다루는 것에도 별다른 도움이 못된다고 주장한다:

[내]가 베넷과 인과적 우선성(causal priority)의 개념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나는 이것이 어떻게 원인이 더 근본적이라는
것을 우리의 구미에 맞게 돕는다고 보지 않는다. 모든 우선성
개념이 근본성 개념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화요
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고, 문자 ‘M’은 문자 ‘T’보다 알파벳순
11

쉐퍼: “시원(The primary)은 (이를테면) 신이 창조해야 할 모든 것이다.” (Schaffer 2009,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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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으로 앞서지만, 당연히 월요일이 어떤 의미에서도 화요일
보다 근본적인 것은 아니고, ‘M’이 어떤 의미에서도 ‘T’보다 근
본적인 것은 아니다. 상황은 “월요일은 화요일보다 더 근본적시
간적으로”

그리고 “’M’은 ‘T’보다 더 근본적알파벳순서적으로”와 같이

색인화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상황은 또한 “우리는
상대적 근본성을 수축적으로(deflationary) 보고 있다”고 하더
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Schaffer forthcoming, 9)

이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쉐퍼는 베넷과 같이 “인과적 우선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근본성과 관계가 없는가? 위 인용문에 따르면, 쉐퍼는 모든
소위 “우선성” 관계가 근본성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다고 생
각하는 듯 보인다. 이것이 베넷에게 유효한 비판이 되려면, 베넷이 무차별적으로
우선성 관계를 도입해서 “어떤 관계에 대해서 우선적이면 근본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베넷은 인과가 근거와 다양한 구조적 유사성을 만족시
킨다는 점에서 쉐퍼가 근본성과 관계 있다고 받아들일 근거 관계에서의 우선성과
같이 인과적 우선성이 근본성과 관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주장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의 쉐퍼의 비판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좀 더 살펴보자. 베넷과 쉐퍼가 근거 관계를 통한 상대적 근
본성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베넷과 쉐퍼 모두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형이상학적 설명적 우선성(metaphysical explanatorily priority)을 지닌 쪽이 “더
근본적”이다라는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근거자는 피-근거자를
생성하고 필연화함으로서 설명을 뒷받침하거나 이루며, 설명적으로 우선한다.
베넷은 원인이 결과보다 설명적으로 우선한다는 것을 우리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 사이에 대해서도 상대적 근본성을
유효하게 말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즉, 무엇이 인과적으로 더 근본적이라는
것은 원인을 통해 결과를 설명할 수 있고, 방향 그래프(directed graph)로 나타냈
을 때, 원인으로부터 결과 방향의 화살표가 있다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근본성이 설명적 우선성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쉐
퍼는 근거의 경우와 달리 인과에 대해서는 이것이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럼에도, 쉐퍼는 여기서 왜 자신의 입장이 베넷과 차별되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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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가 생각하기에 쉐퍼가 염두에 두었을 차별점은 다음 비판과 관련이 있으므
로, 다음 절에서는 이 비판을 다뤄보기로 하자.

제 4 절 반론과 재반론II: 근거적 필연화와 인과적 필연화
쉐퍼는 인과적 필연화가 근거적 필연화와 구별된다는 점에서 상이하다고 주장한다.

[결]정론적[필연주의적] 12 인과를 조건-3[N2] 13 에 (형이상학적
필연성 읽기와) 맞도록 하는 방법은 자연 법칙을 배경 조건의
부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사실 이는 인과를 논리적 필연성
관계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차이를 흐린다.
근거에서는 부분 근거만이 보충이 필요하고, 보충물은 단지 다
른 근거들이다. 반면에 인과에서는—그것이 결정론적[필연주의
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모든 원인들은 보충을 필요로 하며,
그 보충물은 다른 원인이 아니라 전혀 다른 무엇이다.7

7

베넷은 (MTU, 52) 필연화의 변종 정식화를 고려한다: “배경

조건”이라는 것을 떼고, 단지 [N1] “만일 x가 y를 완전히 구축
하면[근거지면], □(x→y)” 14 . 그녀는 (MTU, 54) 두 필연화 개
념 중에서의 선택이 중요한 결정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완전 원인(full causes)은 결과를 형이상학적으로 필연화 하지
못한다. 그래서 베넷이 두 정식화가 구축[근거]의 형이상학적

12

베넷은 내가 근거 필연주의(necessitarianism)와 우연주의(contingentism)라고 부르는
것에 각각 근거 결정론(determinism)과 근거 비결정론(indeterminism)이라는 이름을 붙였
다. 주로 근거에 관련된 맥락에서는 필연주의/우연주의가 인과에 관련된 맥락에서는 결정
론/비결정론이 쓰여왔다. 베넷의 논평자들은 베넷의 용어법(결정론/비결정론)을 사용했는데,
나는 근거에 관한 논쟁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필연주의/우연주의의 용어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다만, “구축”의 사례처럼 직접인용시에는 대괄호 안에 나의 용어법을 쓰겠다.
13

조건-3(Conditions-3): C가 특정한 배경 조건들의 집합으로서 y 또는 y를 구축하는 [근
거지는] 임의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 하고 모든 x 그리고 모든 y에 대하여, 만일 x
가 y를 완전히 구축하면[근거지면], □[(x+C)→y]. 베넷이 (N2)라고 부르는 것이다.
(Schaffer forthcoming, 6)
14

베넷의 (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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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에 대한 실질적인 상호교환가능 표현이라고 보는 한에서, 나
는 그녀가 인과가 그녀가 생각하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Schaffer forthcoming, 7)

쉐퍼가 인용문에서 주장하듯, 원인이 결과를 필연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못해도
법칙이 배경 조건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인과가 근거와 분명히 구분된다는 것
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15
제시카 윌슨은 쉐퍼의 위의 관찰과 비슷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베넷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인다.

인과 관계가 그러한 구조[=상대적 근본성 구조]를 가지고 있다
는 견해의 결점은 다음을 반영한다: 첫째, 상대적 근본성에 대
한 그럴듯한 전제조건은 덜 근본적인 것들이 형이상학적으로
더 근본적인 것들에 완전하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과는
완전한 형이상학적 의존 관계의 형태를 띈 관계의 전형으로 볼
수 없기에 이에 상응하여 상대적 근본성을 추적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J. Wilson 2019, 503)

근거적 필연성과 관련된 쉐퍼의 논의와 제시카 윌슨의 위와 같은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앞 소절에서 살펴본 상대적 근본성에 관한 쉐퍼의 생각에 대한 단서
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근거 관계와 인과 관계 모두에서, 근거자나 원인을 제시
함으로써 설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근거 관계에서 근거자는 피-근
거자를 필연화하는데 반하여, 인과 관계에서 원인은 결과를 그 자체로는 필연화하
지 못한다. 그러므로, 쉐퍼는 아마도 후자의 관계는 상대적 근본성과 관련된 관계
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 보인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면, 근거와 인과 사이의 수직적/수평적의 구분이
단지 시간적인 공시적/통시적의 구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필연화/배경 조건과

15

하지만 이재호 교수님께서는 법칙에 관한 성향 본질주의자들은 원인 사건이 예화하는 속
성 안에 법칙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필연화 차원에서 수직적 근거와 인
과가 분명히 구분된다는 위와 같은 주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이재호 개인적
대화 201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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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필연화의 구분도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게끔 한다. 베넷
이 셋째 등급의 인과적 연루를 통해서 통시적 근거 관계를 우리에게 받아들이게끔
함으로써 근거와 인과가 한 닮음-집합에 속하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하더라
도, 여기서의 쉐퍼의 새로운 관찰은 인과가 근거와 상당히 상이하다는 주장을 강
화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쉐퍼가 인과적 필연화가 근거적 필연화와 차별화되기 때문에 이
들을 같이 묶어서 보는 것이 덜 자연스럽고, 인과가 상대적 근본성 관계를 포착할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하는 것은 베넷이 본문의 다른 부분에서 이미 논박했다고 볼
수 있는 주장으로 보인다. 내가 보기에, 베넷은 필연화 문제에서 근거 관계가 인
과와 다른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를 이미 가지고 있다.

[시드니] 슈메이커(Shoemaker)가 c-신경 섬유 발화가 적절히
연결되지 않으면 고통을 실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핵심
실현자(core realizer)와 총 실현자(total realizer)를 훌륭하게
구분했다. (1981) 그러나 단지 c-신경 섬유 발화만이 적절한 종
류의 복잡 체계(complex system)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심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만이 아니다; 자연의 법칙도 그러해야만 한다.
전기적 신호가 충분히 다르게 전달되는 세계에서, 온 뇌가 정
확히 내 것과 같더라도 고통의 실현이나 다른 의식 상태의 실
현에 실패할 것이다. (…) (MTU, 53)

위 인용문에서 베넷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근거 관계에서는 원인이 자연 법칙과
결합하지 않고 결과를 필연화하지 못하는 것처럼, 근거자가 자연 법칙을 비롯한
배경 조건과 결합하지 않으면 근거자 그 자체만으로는 피-근거자를 필연화 하지
못한다. 16 즉, 속성 실현에서도 실현자의 성립 사실이 그 자체만으로는 실현된 것
의 성립 사실을 필연화 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인과는 근거 관계와 비교하여 필
연화에 관해 처해있는 상황이 별로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왜 베넷의 반대자들은
속성 실현에서 실현자의 성립이 실현된 것의 성립 보다 더 근본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에 관해서 물을 수 있다.
16

근거자가 그 자체로는 피-근거자를 필연화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더 많은
사례들은 41-2쪽 참고. (Skiles 2015, Chudnoff 2011, Zangwill 2018, Leuenberg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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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가 보기에 쉐퍼의 입장에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여전히 남
아 있다. 근거 관계에서는 근거자는 배경 조건과 더불어 피-근거자를 항상 필연화
하는데 반하여, 인과 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인이 배경 조건과 더불어 결과를
필연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인과는 근거 관계와 중요한 측면에서 상이하다
는 것이다. 그러나 베넷은 놀랍게도, 근거와 인과가 둘 다 필연주의적이라는 점에
서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원인의 발생과 배경 조건이 결합하면 결과의
발생이 필연적이다. 그러므로 베넷은 인과와 근거가 필연화의 수준 차이가 없다고
반대자들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과와 근거가 필연화 수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에서 위협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만약 우연주의적 인과가 가능
하다면, 아무리 원인을 자연 법칙과 결합하더라도 결과에 형이상학적 필연성을 부
여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인과와 근거는 중요한 측면에서 상이할 것이다. 이는 베
넷의 가능한 대응이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거 관계는 우연주의적임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만일, 많은 철학자
들이 생각하듯 근거 관계가 필연주의적인 것이라면, 인과 관계 역시 필연주의적
관계여야 함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 갈림길에서 베넷은 후자의 길을 택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나는 인과가 근거 관계와 구조적으로 유사하여 한
닮음-집합에 속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중요한 논점의 성립이 근거와 인과에서
필연주의가 성립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인과 필연
주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베넷의 닮음-집합 주장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이 문제를 살펴보자.

제 5 절 반론과 재반론III: 필연주의적 근거와 우연주의적
인과
베넷은 인과가 우연주의적임을 부정하였다(MTU, 80). 만일 우연주의적인 단칭 인
과가 가능하다면, 그러한 원인은 어떤 배경 조건하에서 결과를 필연화할 필요가
없다. 그녀는 우연주의적 인과의 사례를 인식론적으로 다루는 것(두 사건 사이에
참인 확률적인 인과적 일반화가 있다) 이상으로 존재론적으로 다루게 되면 이상한
상황에 빠진다고 생각한다. 베넷은 “사건 A가 사건 B를 90% 만큼만 일어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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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면, 만일 B가 일어났을 때 빈 가능성은 무엇이 채웠겠는가?” 17 를 물어봐
야 한다고 한다. 만일 이것을 채우는 것이 있다면, A는 B의 부분적 원인이고, 필연
주의적인 원인이 완전한 원인일 것이다. 베넷은 만일 빈 가능성을 채우는 것이 없
다면, 왜 “A가 B를 야기했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이런 경우
에 B는 무작위적으로 일어난 것—결국은 어떤 것에도 야기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의 생각에 이와 같은 주장은 필연주의를 선제하지 않는 한 그
다지 설득력 있는 견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어떤 고양이의 삶과 죽음이 양자
역학에 의해 확률적으로 지배되는 어떤 사건, 예를 들어 원자의 방사성 붕괴에 의
해 결정되는 장치가 있다고 하자. 이때, 이 고양이가 만약 죽었다면, 이는 어떤 과
학자가 양자역학적인 모종의 상태를 만든 것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 아니고 단지
문제의 고양이를 죽일 것이 100% 확실한 방사성 원소 붕괴 결과에 의해서만 야기
된 것일 뿐인가? 18
내 생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학자의 초기 상태 만듦에 의해서 야기되
었다고 볼 것 같다. 데이비드 루이스도 나와 비슷한 직관을 가졌었다(Schaffer
forthcoming, 6; cf. Lewis 1986, 176). 알라스테어 윌슨 역시 과학철학적 관점에서
우연주의적 인과가 불가능하다고 치부해버리는 베넷의 견해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17

베넷의 표현을 원문 그대로 제시하자면, “Event A only makes event B 90 percent likely.
So if B does happen, what tipped the scales?” (MTU, 80)
18

이 고양이는 슈뢰딩거의 고양이라고 불리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고양이이다:
슈뢰딩거는 봉해진 금속상자 안에 놓인 살아 있는 고양이를 가정했다.
고양이와 함께 한 시간이 지나면 자연 붕괴의 확률이 정확히 ½인 방
사성 원소가 상자 속에 있다. 방사성 원소 원자가 붕괴를 하면, 치명
적인 청산거리 약병이 깨지고 고양이가 죽도록 장치가 되어 있다. 이
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고양이는 계속해서 살아있게 된다. 상황
이 전개되기 시작할 때, 이 결합된 계(고양이+원자)에 대한 파동함수
는 필연적으로 살아있는 고양이에 대응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원자가 붕괴하여 고양이가 죽게 되는 어떤 유한한 확률이 존재하
고 따라서 고양이는 죽게 된다. 한 시간이 되면, 계의 파동 함수가 살
아 있는 상태와 죽은 상태의 균일한 혼합(equal mixture)이거나 중첩
(superposition)이라고 가정하자. 파동함수가 실재에 대한 완전하고
객관적인 기술을 제공한다면, 이 거시계에서 고양이는 우리의 측정 행
위에 의해 죽거나 살게 된다. 슈뢰딩거는 이것을 타당하다고 믿지 않
았다. (송진웅의 번역에 수정을 가함; Cushing 1998, 310-1; 송진웅 옮
김 2004,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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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철학적 관점에서, 비-결정론적[우연주의적] 인과가 단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 이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비-결정론적[우연주의적] 인과의 거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A.
Wilson 2019, 592)

쉐퍼 역시 윌슨과 비슷한 비판을 가한다. 이와 같은 비판은 베넷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우리가 앞선 논의를 통해 공시적/통시적, 그리고 그 자체로 필연화/배경 조
건과 더불어 필연화를 통한 구분이 모두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밝혔지만, 여전
히 한 쪽은 우연주의적이고 다른 쪽은 필연주의적이라는 점에서 인과 관계는 근거
관계와 중요한 측면에서 서로 상이한 것이라는 주장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쉐퍼는 우연주의적 인과가 가능한데 반하여, 우연
주의적 근거는 없다고 생각한다(Schaffer 2016, 94-5). 알라스테어 윌슨 또한 오히
려 인과가 근거 관계와 달리 우연주의적 인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생각한다(A. Wilson 2019, 593).
우연주의적 근거 관계라는 것은 완전한 근거자가 피-근거자를 필연화(함
축)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근거 필연주의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한 이런 경우는
우리의 무지에 의한 것이지, 세계에 진정으로 부분적 근거자만 가진 것이 있기 때
문은 아니다. 그런데, 통상 양자역학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소위 결과
를 함축하지 못하는 원인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인과적
으로는 적어도 우연주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처럼 보인다.
베넷은 살펴본 것처럼 명시적으로 우연주의적 근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
하고, 또 같은 이유에서 우연주의적 인과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
녀는 이와 같은 위협이 자신의 견해에 진정한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
러나 문제는 베넷이 근거에 관해 생각한 것처럼 우연주의적 근거가 많은 철학자들
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만, 우연주의적 인과의 가능성은 베넷이 생각한 것처
럼 쉽게 불가능하다고 말해버릴 수 없으며,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의 의견이 오히려
우연주의적 인과가 가능하다는 쪽에 기울어 있다는 것에 있다. 쉐퍼와 알라스테어
윌슨은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고 베넷의 닮음-집합을 통한 통합 견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근거와 인과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을 통한 닮음-집합 통합
에, 특히 베넷의 통합 견해의 심각한 난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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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소 결
이 장의 작업을 통해 나는 인과가 근거와 철학적으로 흥미로운 의미에서 통합적인
한 닮음-집합에 속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베넷과 적어도 필연주의의 성립 여부
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라서는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도달했다.

근거와 인과 모두에서 필연주의가 성립한다는 베넷의 생각과 달리 근거 우연주의
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근거와 인과가 한 닮음-집합에 속한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어떤 근거 관계에서는 어떤 것의 모든 근거의 모음으로서의 완전 근거
(full ground)와 배경 조건이 문제의 어떤 것을 필연화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의 작업을 통해 결과적으로 나의 근거와 인과의 닮음-집합
은 다음의 9 가지 중 8 가지의 구조적 유사성을 가지고 통합되어 있다.

ㄱ.

비-반사성

ㄴ.

비-대칭성

ㄷ.

이행성

ㄹ.

설명적 주장을 보장

ㅁ.

생성적 주장을 보장

ㅂ.

공시적 또는 통시적일 수 있음

ㅅ.

관계 상대적으로 더 근본적

ㅇ.

필연화 한다면, 일반적으로 배경 조건과 더불어 필연화

ㅈ.

우연주의적

인과가 우연주의적이라고 받아들이고, 구조적 유사성의 9번째, 마지막 항목이 성
립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근거 우연주의를 논증하는 것이 다음 장, 3장의 주요 과
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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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근거와 설명의 성긴 연결과 근거 우연주의
근거 이론가들이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근거 필연주의에 따르면, 무엇의 근거자는
피-근거를 언제나 필연화해야 한다(cf. Rosen 2010, Audi 2012, Trogdon 2013,
Bennett 2017). 물론, 잘 알려져 있듯 이런 필연화 관계는 무엇이 다른 무엇의 근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너무 약하다. 소크라테스의 단집합이 존재한다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필연화한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단집합이
존재한다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존재의 근거는 아닌 듯 보인다. 그렇지만 형이상학
적 근거가 그것이 근거진 것의 형이상학적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면, 필연화는 근
거 관계에 충분하지는 못할지라도 필요한 듯 보인다. 어떻게 무엇의 형이상학적
충분 조건이 성립했는데, 문제의 무엇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보기에 근거 필연주의에 관한 가장 유력한 해명은 완전 근거자가
피-근거자의 완전한(complete) 형이상학적 설명항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
은 만약 설명항이 피-설명항을 필연화하지 못하면, 설명항이 모두 성립했는데도
피-설명항이 성립하지 않은 당혹스러운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완전한 설
명에는 당혹스러운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부터 논증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완전 근거자가 피-근거자의 완전한 형이상학적 설명항이라는
생각은 완전 근거 관계가 완전한 형이상학적 설명을 이루거나 뒷받침한다는 “긴
밀한” 근거-설명 연결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장의 논의
를 통해 위 논증과 긴밀한 근거-설명 연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나는 완전 근거가 완전한(complete) 형이상학적 설명을 항상 뒷받
침한다는 긴밀한 근거-설명 연결에 대한 반례를 제시하는 것을 통해 근거 필연주
의에 반례를 제시하고 완전 근거 관계가 완전한 형이상학적 설명을 항상 이루거나
뒷받침하지는 않는다는 “성긴” 근거-설명 연결과 근거 우연주의를 옹호할 것이다.

완전 근거가 완전한 (근거적인) 형이상학적 설명 사이의 관계에 관한 세부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근거와 설명 사이에 관한 두 중요한 입장인 근거 설명 분리주의와
근거 설명 합일주의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거 개념을 받아들인 철학자들은 형이상학적 근거와 형이상학적 설명
사이에 관계에 대해서 이들이 서로 다른 것이지만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하거나, 이들이 사실은 하나라는 두 가지 입장 중 하나를 취하고 있는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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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ven 2015).

- 근거-설명 분리주의(separatist): 근거 관계는 형이상학적 설명과 별개의
것이다.

그렇지만,

근거

관계는

형이상학적

생성/구축(generation/

building) 및 결정(determination)관계로서 그것과 대응되는 형이상학적
설명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Audi 2012, Bennett
2017, Correia and Schnieder 2012, Schaffer 2012 & 2016, Koslicki 2012,
Trogdon 2013, A. Wilson 2018, J. Wilson 2014]

- 근거-설명 합일주의(unionist): 근거는 형이상학적 설명이거나 적어도 형
이상학적 설명의 한 종류이다. 그리고 근거라는 형이상학적 설명 관계는
그 자체로 형이상학적 생성/구축 관계이고 형이상학적 결정 관계이다.
[Dasgupta 2014, Fine 2012, Litland 2013, Raven 2012, Rosen 2010]

어쨌든 두 입장에 있는 철학자들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철학자들이 ‘근거
(grounding)’라는 용어를 적어도 두 가지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 형이상학적 설명(A가 B의 근거라는 말은 A가 B의 형이상학적 설명을 제
공한다는 말이다.)
- 형이상학적 생성/구축(A가 B의 근거라는 말은 A가 B를 생성한다는/구축
한다는 말이다.)

다만 분리주의자는 엄격히 말하면 하나는 (근거적인) 형이상학적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근거’라는 것이고, 합일주의자는 ‘근거’가 두 의미로 사용될 때, ‘근거’의
지시체가 동일한 하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입장
모두, 형이상학적 설명과 근거는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받아들이는 듯하다
는 것이다. 이는 이 장 시작에 간략히 언급했고 1절과 2절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
겠지만, 그들이 모두 근거 필연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근거 개념을 받아들이는 철학자들이 근거와 설명 사이의 매우 긴
밀한 연결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이 설명이 어떤 인식 주체와 무관한 세계의 객
관적인 관계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설명적 실재론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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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다. 세계의 모든 객관적인 관계가 어떤 설명을 뒷받침하지는 않을 수는 있
더라도, 만일 어떤 것이 설명이라면, 그것은 세계의 관계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한다. 설명적 실재론에 따르면 세계의 관계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은 설명이란
없다:

내가 설명적 실재론이라고 부르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C가 E
의 설명항(explanans)이 된다는 것은 c가 e에 어떤 객관적 결
정 관계 R에 떠맡아 있다는 사실 덕분이다. 여기서 R을, 그것
이 무엇이던 간에, “설명 관계(explanatory relation)”라고 하자.
(Kim 1988/2010, 149)

이 장에서 나는 근거-설명 사이의 매우 긴밀한 연결이 사실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근거 우연주의를 옹호하고자 한다. 특히 3절에서 나는 비-결정
론적인 통계적 법칙과 그 예화 사례 사이의 근거 관계를 통해 근거자와 피-근거
자 사이의 근거 관계가 배경 조건이 주어져 모종의 형이상학적 설명을 뒷받침하더
라도 완전한 설명을 이루지 않거나 완전한 설명을 뒷받침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그런데, 합일주의자는 근거 관계가 언제나 완전한 형이상학적
설명을 이루거나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므로 “필연화 못한다면 완전한 근거가 아니
다”라는 주장을 통해 내가 제시할 반례들을 개념적으로 차단하려고 시도할 지 모
른다.
하지만 3절 막바지에서 나는 이와 같은 합일주의자의 반론 시도가 피-근
거자가 그것의 근거자 이상인 사례인 강한 창발(strong emergence)를 사소하게
만들거나 불가능하게 하고, 일원론(monism)을 부가하는 등의 방법론적 문제가 있
다고 지적할 것이다. 그 다음 4절에서 방법론적 문제와 별개로 우리가 설명은 인
식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 그리고 설명 없는 순수히 생성적인 근거 사례
가 존재한다는 이유에 따라서 합일주의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필연
주의에 반례를 제기할 수 없다는 생각은 포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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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다수의 상식: 근거 필연주의
근거를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더 인기가 있다: x가 y
를 완전히 근거지면, x가 y를 양상적으로 함축한다. (근거가 형
이상학적 설명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양상의 내용은 형이상학
적 양상성으로 해석될 만하고, 이에 따르면, x가 y를 완전히 근
거지면, x는 형이상학적으로 y를 필연화한다. 또는, 다른 말로,
근거는 형이상학적 가능 세계를 가로지른다. (…) 근거에 관해
논하는 대다수의 철학자들은 근거가 필연적이라고 가정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취급은 아직 드물다. (나의 강조;
Tahko 2015, 116)

흔히 근거 개념을 받아들이는 철학자들은 ‘한 사실은 그 사실의 근거자 때문에 성
립한다(A fact holds in virtue of, its grounds)’라고 이야기해왔다. 이를 통해 그들
은 그다지 깊은 반성없이 ‘어떻게 근거자가 피-근거자를 필연화 하지 못하겠는가?’
라고 생각해온 것이 사실이다. 근거에 관한 다양한 관용구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나타내는듯 보인다.

- 근거 관용구(Grounding idiom): 피-근거자(Grounded)는 그것의 근거
(Ground) 이상의 것이 아닌, 피-근거자는 그것의 근거의 실재에 더하는
것이 없는, 피-근거자는 그것의 근거에 있는, 피-근거자는 그것의 근거에
의해 이룸적(constitutively)으로 설명되는

아마도 이들이 가진 생각은 근거자(ground)는 피-근거자(grounded)의 형이상학
적 충분 조건(sufficient condition)이라는 것일 것이다. 어떤 것의 형이상학적 충
분 조건이 성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것을 포착하는 것이 근거의 필연주의 논제이다. 19

19

만일 [p]가 Γ에 근거하면, 필연적으로, Γ에 속한 사실들에 대응하는 명제들의 연언은, p
를 함축한다. (If [p] is grounded in Γ, then, necessarily, the conjunction of the proposition
that correspond to the facts in Γ entails p.) (Rosen 2010, 118; ‘Entailment Principle’)
베넷의 (N1): “If x fully builds[=grounds] y, then □(x → y).” (MTU,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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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필연주의 논제: 만약 x가 y를 근거지면, x는 y를 필연화한다.

근거자가 피-근거자의 충분조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들 사이의 필연성을 해명
하는 가장 유력한 이론은 설명-이론적(explanation-theoretic)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1)

근거 필연주의의 설명-이론적 이론(e.g. deRosset 2010)

합일주의자에 따르면 근거자(ground)와 피-근거자(grounded) 사이의 형이상학적
근거 관계는 근거자를 설명항으로하고 피-근거자를 피-설명항으로 하는 형이상학
적 설명을 이루며(constitute), 이 설명은 언제나 완전한 설명이다. 이와 같은 주
장을 포착하는 논제를 근거의 완전한 설명 논제라고 불러보자.

- 근거의 완전한 설명 논제: 만일 x가 y를 완전히 근거지면, x는 y를 완전
히 설명한다. (If x fully grounds y, then x completely explains y.)

루이 드로세(Louis deRosset; deRosset 2010)에 따르면, 완전한 설명에서는 당혹스
러운 사례(confounding cases) 즉, 설명항이 성립함에도 피설명항이 성립하지 않
는 사례가 있을 수 없다(deRosset 2010, 80). 그리고 그에 따르면, 상황이 이와 같
을 때, 우리는 x와 y사이의 설명적 간극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설명항과 피-설
명항 사이의 당혹스러운 사례가 없다는 것이 완전한 설명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주장하는 것과 이때 설명적 간극이 없다는 것은 직관적인 호
소력이 있는 주장인 듯 보인다.
이를 토대로 필연화에 관한 애초의 물음으로 돌아와 보자. 근거자
(ground)가 피-근거자(grounded)의 완전한 설명항이면 후자는 전자를 필연화 해
야 하는가? 설명-이론적 이론에서는 이 물음에 대해서 간단한 논증을 통해 대답
할 수 있다.

(EU1) 근거자와 피-근거자 사이의 근거 관계는 전자를 설명항으로 하고 후자
를 피-설명항으로 하는 형이상학적 설명을 이루며, 이때의 형이상학적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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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언제나 완전한 설명이다.
(E2) 완전한 설명에서는 당혹스러운 사례, 즉 설명항이 성립함에도 피-설명항
이 성립하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없다.
(E3) 만일 근거자가 성립한다면, 피-근거자가 성립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EU1)과 (E2)로부터 근거의 필연주의 논제인 (E3)가 따라 나온다. 이때, (EU1)은
근거가 설명을 이룬다는 점에서 근거-설명 합일주의에 개입한다. 그렇다면 일견,
이 논제는 분리주의를 옹호할 이유가 있다면 거부될 수 있을지 모른다. (E2)는 완
전한 설명의 의미에 따라 상당히 자명해 보이는 논제이다.
그렇다면, 분리주의를 받아들이면 저절로 설명-이론적 논증의 실패가 따
라나오는가?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여전히, 분리주의하에서도 근거 필연
주의는 비슷한 방법으로 옹호될 수 있다. 대다수의 분리주의자들이 근거와 설명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즉, 그들도 긴
밀한 근거-설명 연결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들은 (E1)의 변주 논제인 다음의 논
제를 받아들일 것이다.

(ES1) 근거자와 피-근거자 사이의 근거 관계는 전자를 설명항으로 하고 후자
를 피-설명항으로 하는 형이상학적 설명을 항상 뒷받침하며, 이때의 근거
관계가 뒷받침하는 형이상학적 설명은 언제나 완전한 설명이다.

이제, 논의를 토대로 설명-이론적 논증에서 나타나는 연결 관계를 정리해보자. 논
의의 간결함을 위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합일주의에 따른 근거-설명 연결 논
제 (EU1)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 살펴볼 사례들은 분리주의에
따른 근거-설명 연결 논제 (ES1)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U1) 근거자와 피-근거자는 전자를 설명항으로 하고 후자를 피-설명항으로
하는 형이상학적 설명을 이루며, 이때의 형이상학적 설명은 언제나 완전
한 설명이다.
(E2) 완전한 설명에서는 당혹스러운 사례, 즉 설명항이 성립함에도 피-설명항
이 성립하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없다.
(E3) 만일 근거자가 성립한다면, 피-근거자가 성립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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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1) 근거 → 설명 (근거-설명 연결)
(E2) 설명 → 필연화 (설명-필연화 연결)
(E3) 근거 → 필연화 (근거-필연화 연결)

근거자가 피-근거자의 완전한 설명항이면 후자는 전자를 필연화 해야 하는가? 위
의 논증이 옳다면, 그렇다. 즉, 근거 필연주의가 옳다.
만일 (E2)가 자명하다면, (E3)의 근거 필연주의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EU1)의 변주 논제들을 거부해야만 한다. 나는 이제부터 제시할 논의를 통해
(EU1)의 변주 논제를 거부함으로써 근거 필연주의를 거부하고자 한다. 20

제 2 절 소수의 반론: 근거 우연주의
특별히 누구를 인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근거 개념을 채택한 철학자들의 대다수가
근거 필연주의자들이지만, 이미 몇몇 철학자들이 근거 필연주의가 거짓이라는 반
례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사례들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근거 우연주의에
관한 나의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1)

근거 필연주의의 반례들

i.

일반적 사실과 그것의 사례들 사이에서는 근거 관계가 성립하지만,
필연화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한국의 모든 까마귀가 검다는 사
실은 한국에 사는 각각의 까마귀가 검다는 사실에 근거하지만 후자가
전자를 필연화하지는 못한다. 어떤 가능 세계에는 호기심 많은 과학
자가 흰 까마귀를 한국에 풀어놓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Skiles 2015)

20

참고로, 연결사 접근에 따라서 (EU1)이 포착하는 의미를 담은 논제
근거자와 피-근거자는 전자를 설명항으로 하고 후자를 피-설명항으로
하는 형이상학적 설명을 이루며, 이때의 형이상학적 설명은 언제나 완
전한 설명이다.

를 제시하더라도 근거 우연주의를 논증하고자 하는 이후의 논의에 어떤 차이를 만들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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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테세우스-배 스타일의 사례: A를 구성하고 있던 a, b, c, …, z를 a’, b’,
c’, …, z’로 연속적으로 교체하고, 교체된 a, b, c, …, z를 모아 애초의
A와 구성적으로 똑같이 만들었다고 해보자. 그 다음 a’, b’, c’…, z’로
이루어진 A를 파괴했다고 해보자. 이 파괴 이후에 A는 존재하지 않
지만, 애초에 A를 존재하게 했던 부분들의 구성물은 A가 존재했던
때와 동일하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a, b, c, …, z 각각에
관한 사실 및 이들의 구성적 사실(compositional facts)은 A의 존재
사실을 근거지지만, 필연화 하지는 못한다. (Skiles 2015)

iii.

어떤 명제가 참이고, 어떤 인식 주체에 그것이 정당하게 믿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그 명제가 그 인식 주체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을 근거지
지만, 다양한 게티어-스타일 사례를 고려한다면, 전자는 후자를 필연
화하지는 못한다. (Chudnoff 2011; Zangwill 2018)

iv.

현상적 사실과 그것의 물리적 기초 사실의 경우: 물리적 기초 사실은
그것이 현상적 사실을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자(blocker)가 없
어야만 그것과 대응되는 모종의 현상적 사실을 성립하도록 한다. 그
러므로 물리적 기초 사실은 현상적 사실을 근거지지만, 필연화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방해자가 있는 세계가 가능하다고 해서, 현실 세계에
서 물리적 기초 사실이 현상적 사실을 근거지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
다. (Leuenberger 2014)

v.

어떤 것의 성향적 사실과 그것의 미시구조 및 자연 법칙에 관한 사실
의 경우: 어떤 것이 가진 깨지기 쉬운 성향은 그것의 미시구조 및 자
연 법칙에 관한 사실에 근거한다. 그러나 제5의 힘에 관한 법칙이 존
재하는 가능 세계에서는, 문제의 대상의 미시구조 및 제5의 힘에 관
한 것을 제외한 모든 자연 법칙에 관한 사실이 같더라도 그것이 깨지
기 쉬운 성향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현실 세계의 미시구
조 및 자연 법칙에 관한 사실은 성향적 사실을 근거 지지만 그것만으
로 성향적 사실을 필연화하지는 못한다. (Leuenberg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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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들이 모두 설득력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iii부터 v까지의
사례—지식 사례와 방해자 사례 21—의 설득력은 상당한 듯 보인다.
이 사례들을 마주한 근거 필연주의자의 염두에 즉시 떠오를 한 물음은
“위의 사례들에서 완전 근거자라고 제시된 것이 사실은 완전 근거자가 아닌 것 아
닌가?”는 물음일 것이다. 하지만, 완전 근거자라고 보는 것이 그럴 듯하다는 것이
위의 반례를 제시한 사람들의 생각이다(cf. Skow 2016, 111). 이들의 생각은 두 수
사적 질문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과 관계의 경우에, 원인
과 결과를 매개해주는 자연 법칙도 “(부분) 원인”이라고 말하겠는가? 만일 이에
부정적이라면, 왜 성향에 관한 근거 사례에서는 미시구조사실과 성향적 사실을 매
개하는 자연 법칙이 “(부분) 근거자”라고 말해져야만 하는가? 둘 다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위와 같은 생각이 설득력이 있다면, 근거 필연주의를 향한 위의 반례들
은 성립하는 듯하다.
이제 다시 설명-이론적 논증을 살펴보자.

(EU1) 근거자와 피-근거자 사이의 근거 관계는 전자를 설명항으로 하고 후자
를 피-설명항으로 하는 형이상학적 설명을 이루며, 이때의 형이상학적 설
명은 언제나 완전한 설명이다.
(E2) 완전한 설명에서는 당혹스러운 사례, 즉 설명항이 성립함에도 피-설명항
이 성립하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없다.
(E3) 만일 근거자가 성립한다면, 피-근거자가 성립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i-v와 같이 (E3)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은 (EU1) 혹은 (ES1)과
(E2)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일 (E2)가 자명한 것이라면, (EU1)과

21

예를 들어 케빈 리차드슨(Kevin Richardso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한 예가 많이 있지만, 나는 내가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 로이엔베르거(Leuenberger 2014)는 물리
주의가 참이지만 (그리고 그 귀결로 물리적인 것이 붉음을 근거진다는
것이 참이지만; it’s true that Phys grounds Red)), 물리적인 것이 붉
음을 함축하지 못한다(but Phys doesn’t entail Red)는 설득력 있는 사
례를 제시했다. (Richardson forthcomin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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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1)은 거짓이거나 적절히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필연주의 대 우연주의 논쟁의 진정한 싸움터

필연주의자들이 법칙과 같은 것들이 (부분) 근거자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해보자. 그러나 여전히 위의 반례들을 마주하고 난 필연주의자들은 여전히 배경
조건과 더불어 근거자는 피-근거자를 필연화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보인다. 근거
자가 피-근거자의 형이상학적 충분조건이라는 근거 필연주의의 기본 생각은 최소
한 근거가 그 자체로 형이상학적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더라도 배경 조건과 더불어
형이상학적 충분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소위 “상황주의적” 필연주의 논제를 통해
여전히 포착할 수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형이상학적 설명에서 완
전한 설명항을 고려하고자 할 때, 우리가 배경 조건을 그러한 설명의 설명항과 더
불어 고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베넷은 근거자가 배경 조건 없이 단적으로 피-근거자를 필연화하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지 몰라도, 근거자가 배경 조건과 더불어 피-근거자
를 필연화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을 못 봤다는 식으로 평한다:

피-구축자[피-근거자]가 나머지 세계에 수반한다는 주장은 내
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
이다. (MTU, 51)

그리하여 베넷은 이와 같은 논제를 제시한 바 있다:

- 상황주의적 근거 필연주의 논제(N2): C가 특정한 배경 조건들의 집합으로
서 y 또는 y를 근거지는 임의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 하고 모든 x
그리고 모든 y에 대하여, 만일 x가 y를 완전히 근거지면, □[(x+C)→y].
(cf. MTU, 52)

소절 (1)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문제의 필연화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배경
조건 C를 고정시키고 있지 않으므로 베넷의 N2에 대한 반론이 되지는 못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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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22
애초의 필연주의 논제(베넷의 N1)에 대한 반례를 통해 (EU1)과 (ES1)을
상황주의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듯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은 전제의 수정을 통
해 애초의 근거 필연주의 결론(E3)도 상황주의적 근거 필연주의 결론(EC3)로 수
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이 수정을 통해 설명-이론적 이론의 논증은 다음과 같
아질 것이다:

(ECU1) 근거자와 피-근거자 사이의 근거 관계는 배경 조건이 주어졌을 때 전
자를 설명항으로 하고 후자를 피-설명항으로 하는 형이상학적 설명을 이
루며, 이때의 형이상학적 설명은 언제나 완전한 설명이다.
(ECS1) 근거자와 피-근거자 사이의 근거 관계는 배경 조건이 주어졌을 때 전
자를 설명항으로 하고 후자를 피-설명항으로 하는 형이상학적 설명을 항
상 뒷받침하며, 이때의 근거 관계가 뒷받침하는 형이상학적 설명은 언제
나 완전한 설명이다.
(E2) 완전한 설명에서는 당혹스러운 사례, 즉 설명항이 성립함에도 피-설명항
이 성립하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없다.
(EC3) 만일 근거자가 배경조건과 더불어 성립한다면, 피-근거자가 성립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나는 다음 절의 논의를 통해서 긴밀한 상황주의적 근거-설명 연결이 성립
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이론적 논증을 통해 상황주의적 근거 필연주의 (N2)의 근
거-필연화 연결 논제인 (EC3)조차 옹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22

베넷은 흥미롭게도 단적인 필연주의 논제(N1)와 위의 상황주의(circumstantialism)적 필
연주의 논제(N2)중 하나의 선택을 “중요한 결정이 아니다; 여기에는 어떤 심오한 것도 달
려있지 않다(is not an important decision; nothing deep turns on it; MTU, 54)”이라고 생
각한다. 베넷은 아마도 배경 조건 C와 y의 완전 근거 x를 나누는 기준이 자의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했는 듯하다. 즉, 배경 조건 C도 N1을 주장하는 사람들
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y의 완전 근거 x에 포함되어야 했던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인식적 관심에 의한 구별 이상으로 존재론적으로 배경 조건과 근
거자 (그리고 배경 조건과 원인)이 구별될 수 있는가? 베넷이 생각했을 것처럼, 이 물음에
관한 부정적인 답변이 긍정적인 답변보다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배경조건
과 근거자 사이의 존재론적 구분이 없다고 하면, 애초에 N1에 향한 위의 반례들은 N1에 대
한 진정한 반례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근거 필연주의에 반례를 제기하기 위해 새로
운 유형의 사례가 필요하다는 여기서의 논의에 어떤 유의미한 차이도 만들지 않는다.
45

제 3 절 성긴 근거-설명 연결과 근거 우연주의
살펴본 바와 같이 설명-이론적 이론에 따르면 상황주의적 근거 필연주의는 다음
의 논증을 통해 옹호될 수 있었다.

(ECU1) 근거자와 피-근거자 사이의 근거 관계는 배경 조건이 주어졌을 때 전
자를 설명항으로 하고 후자를 피-설명항으로 하는 형이상학적 설명을 이
루며, 이때의 형이상학적 설명은 언제나 완전한 설명이다.
(E2) 완전한 설명에서는 당혹스러운 사례, 즉 설명항이 성립함에도 피-설명항
이 성립하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없다.
(EC3) 만일 근거자가 배경조건과 더불어 성립한다면, 피-근거자가 성립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이 절에서 고려할 사례들을 통해 나는 근거와 그것에 근거 지어진 것 사이
의 근거 관계가 배경 조건이 주어져 모종의 형이상학적 설명을 뒷받침하더라도 완
전한 설명을 이루지 않거나 완전한 설명을 뒷받침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보이고
자 한다.

(ECU1) 근거자와 피-근거자 사이의 근거 관계는 배경 조건이 주어졌을 때 전
자를 설명항으로 하고 후자를 피-설명항으로 하는 형이상학적 설명을 이
루며, 이때의 형이상학적 설명은 언제나 완전한 설명이다.

살펴볼 사례들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면, (E2)가 옳다고 하더라도, (ECS1)의 밑줄
친 부분은 거짓이기 때문에, 설명이론적 논증은 (EC3)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
만일 ‘언제나’가 기각되어야 한다면, 우리가 (E2)를 참인 것으로 받아들
이더라도, 설명이론적 논증은 (EC3)를 뒷받침할 수 없다. 이것이 옳다면, 설명이
론적 논증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근거 관계가 이루거나 뒷받침하는 완전한 형이
상학적 설명이 성립할 때에만 근거가 성립하면 근거 지어진 것이 성립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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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일러(Taylor 2018)의 사례: 통계적 설명(Statistical Explanation)의
실재론적 뒷받침

근거 필연주의의 첫 번째 반례로 살펴볼 엘리너 테일러(Elanor Taylor)의 사례는
우리가 참된 통계적 설명의 실재론적 뒷받침을 찾다 보면, 근거 필연주의의 반례
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의 사례는 설명의 I-S모델(통계적 설명은 귀납-추
론적)에 대한 리처드 제프리(Richard Jeffery, Jeffery 1969/1971)의 고전적 반례의
응용으로 볼 수 있기에, I-S모델과 제프리의 반례를 잠시 설명하고 가는 것이 유
용할 것이다.
칼 구스타프 헴펠(Carl Gustav Hempel)의 설명 이론에 따르면, 피설명항
이 적절한 제약조건을 만족시키는 설명항으로부터 논증되면 설명이다. 연역과 귀
납이라는 우리의 두 가지 논증 관행에 따라 헴펠은 연역-법칙적 설명 모형
(Deductive-Nomological Model, D-N)과 귀납-통계적 설명 모형(InductiveStatistical Model, I-S)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귀납-통계적 설명의 한
예를 들어보자.

페니실린을 투여 받으면 높은 확률로 매독이 치료된다.
존스는 페니실린 주사를 투여 받았다.
[확률~1]
존스의 매독이 치료되었다.

이는 결론이 높은 확률로 지지받는 좋은 귀납 추론이다. 그런데, 존스가 페니실린
주사를 투여 받고 아주 낮은 확률로 일어나는 발진과 같은 부작용이 일어났다면
어떠한가?

페니실린을 투여 받으면 낮은 확률로 발진이 발생한다.
존스는 페니실린 주사를 투여 받았다.
[확률~0.001]
존스는 발진이 생겼다.

이러한 추론은 높은 확률로 지지받는 귀납적 추론이 아닌 듯 보인다. 그래서 이때
는 페니실린 주사 투여가 부작용의 이유가 아닌 것인가?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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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좋은 귀납적 추론이 아닌, 위와 같이 낮은 확률의 경우에도 설명은 발
생하는 듯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헴펠은 위와 같은 통계적 설명
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바 있다(Hempel 1968):

최대 명세화(Maximal Specificity): 주어진 피-설명항에 설명적
으로 유관한 것으로 알려진 정보들은 모두 설명항 속에 포함되
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부가하는 방법으로 낮은 확률에 의한 설명 사례처럼 보였던 사례들의
상당수(예를 들어 매우 낮은 확률의 부작용 사례와 같은 유형의 것들)는 높은 확
률에 의한 설명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헴펠을 향한 진정한 문제 제기는 우리
가 통상 양자역학에서 객관적으로 세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낮은 확률을 부
여하는 집합에 도달했다고들 생각한다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양자역학과 관련된
낮은 확률 사례에서 우리는 단지 인식론적인 것 이상으로 즉, 존재론적으로 더 이
상 그것의 확률이 헴펠이 그것에 의해서 설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준
(적어도, 확률>0.5)만큼 높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양자역학이 설명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한 예로 슈뢰딩거의 고양이 사례
를 살펴보자.

고양이는 밀폐된 환경에서 치명적인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여
방출되면 사망에 이른다.
고양이는 밀폐된 환경에서 치명적인 방사성 붕괴 원소와 함께
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치명적인 방사성 붕괴 원소는 붕괴할 확률
이 0.00001이다.

[확률
~0.00001]

고양이는 사망했다.

여기서 고양이가 방사성 원소의 붕괴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죽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 가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때 고양이의 사망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하면, 우리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고양이의 죽음을 설명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를
갖지 않는 것 같다. 아무리 낮은 확률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방사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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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붕괴가 고양이의 이 죽음의 이유가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테일러는 위와 같은 I-S모델(통계적 설명은 귀납-추론적)에 대한 제프리
의 고전적 반례의 응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시한다(Taylor 2018, 213).

- 동전은 20번 던져졌다.
- 동전 던지기 시행은 통계적으로 독립 시행이다.
- 동전 던지기 시행은 (진정으로) 비-결정론적이다. (결과를 결정할 숨은 변
수가 없다.)
- 각각의 동전 던지기 시행의 결과는 50%의 확률로 앞면, 50%의 확률로 뒷
면이 나온다.

이와 같은 동전 던지기 시행을 실시한 결과로 다음의 두 상황이 있을 수 있다.

[1] 20번의 동전 던지기 시행의 결과, 앞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2] 20번의 동전 던지기 시행의 결과, 적어도 한 번의 앞면이 나왔다.

그런데 이 두 상반되는 기회적 사실(chancy fact)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위의 4개
의 설명항으로부터 [2] 뿐만 아니라 [1]도 설명된다고 말하는데 문제가 없는 듯
보인다. 그리고 우리는 숨은 변수가 없다는 것으로부터 이것들 이외의 설명항을
추가하더라도 위의 네 가지 설명항이 가진 정보 이상으로 피-설명항에 유관한 정
보를 가지게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만일 [1]과 [2]가 형이상학적 근거를 가진다고
하면, 그 형이상학적 근거는 두 확률적 사실을 설명하는 위의 네 가지 설명항이
나타내는 사실이 가장 유력하다. 만일 [1]과 [2]가 위의 네 사실을 형이상학적 근
거로 가진다고 한다면, 이는 결국 서로 상반되는 두 사실의 형이상학적 근거가 동
일한 것이므로 이는 상황주의적 근거 필연주의(N2)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듯하다.
만일 [1]이나 [2]와 같은 사실을 생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위
의 네 가지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할 만하다. 그리고 그것이 설명적 실재론을 받아
들이는 사람이 I-S모델에 대한 제프리의 반례 사례에서도 “설명”이 성립한다고 생
각할 만한 이유일 것이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1]과 [2]의 형이상학적 근거는 그
것의 배경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1] 과 [2]의 각각에 대해서 당혹스러운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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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완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상황주의적 근거-설명 연결 논제 (ECU1)과 (ECS1)을 수정해야할 이유
를 제공한다.

(2)

에머리(Emery 2019)의 사례: 비-결정론적 법칙의 예화인 연쇄적인
비-결정론적 사건들에 관한 사실과 비-결정론적 법칙 사이의 근거
관계가 성립한다.

왜 어떤 상태 S가 발생하였나? 가끔씩 이 물음에 대한 과학자들의 자연스러운 대
답은 법칙 L 때문이라는 것이다. 니나 에머리(Nina Emery)는 법칙과 그 법칙의
예화 사이의 근거적인 설명을 통계적인 규칙성에 관한 비-결정론적 법칙이 성립
하는 경우에 적용해 근거 필연주의를 반대하기 위한 사례를 제시한다(Emery
2019).
법칙이 문제의 법칙의 예화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는 것은 과학의 설명
관행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모든 설명은 인과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데이비드 루이스의 인과적 설명 이론에 대한 피터 레일튼
(Peter Railton)의 반례를 생각해보자(Lewis 1986, 222).

별이 붕괴하다가 멈췄다. 왜? 진행될 수 있을 만큼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붕괴하면 파울리 배타 원리(Pauli Exclusion
Principle)을 위배한다. 어떤 것도 별을 멈추도록 야기하지 않
았다—[별의 붕괴를] 상쇄하는 압력 같은 것은 없었다. 어떤
것도 더 많은 붕괴의 발생을 막지 않았다. 다만, 더 진행될 상
태가 없었다. 물리적 가능성의 상태-공간(state-space)이 [즉,
상태-공간의 빈 자리가] 바닥나 버렸다. (Lewis 1986, 222)

레일튼은 “별은 왜 붕괴를 멈추죠?”라는 왜-질문에 대한 답으로서의 설명이 법칙
이라고, 이 경우에는 “파울리 배타원리 때문에”라고 말한다. 파울리 배타원리에 따
르면, 한 종류의 두 페르미온(two identical fermions 23)은 정확히 동일한 양자 상

23

개별자 동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 동일성을 말하는 물리학자들의 용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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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있을 수 없다. 별은 별을 수축시키는 중력과 균형을 이룰 만큼 낮은 에너지
의 양자 상태를 페르미온이 모두 점유하기 직전까지 붕괴하고, 모두 점유되면 더
이상 붕괴하지 않는다. 즉, 별의 붕괴가 멈춘 것은 파울리 베타 원리가 예화된 사
례이다. 24
이와 같은 유형의 설명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법칙은 상황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80년대에 피터 애친슈타인(Peter Achinstein, Achinstein
1983)은 설명 관계에 관한 지배적 견해인 인과적 설명 관계와 다른 새로운 설명
관계(“sui generis new way”)로 법칙 예화 설명(instance explanation) 관계를 제
시하였다.

만약 (6)의 형식[p인 까닭은 L이 법칙이기 때문이다]의 “법칙특수-사례(special-case-of-a-law)” 설명이 인과적이지 않다면
(…) L이 성립한다는 사실이 p의 성립을 야기하지 않았다면—,
무엇 덕분에(in virtue of what) L이 p가 성립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제안하는 답은 간단히 이것이다. 개별자 p
와 L에 대해, p가 L의 특수 사례(a special case)가 된다는 사실
덕분에 L이 법칙이라는 사실이 p가 성립한다는 사실의 이유가
될 수 있다. (…) 우리는 인과를 이 이유를 추가로 근거지기 위
해 들먹일 필요가 없다. (Achinstein 1983, 233; 나의 강조)

위에서 볼 수 있듯 애친슈타인의 서술 역시 오늘날 근거를 도입한 철학자들의 용
어법과 별다른 차이를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이 인과적 설명이 아니라고 한다면,
형이상학적 근거를 통한 설명에 관한 많은 관심이 있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아
이와 같은 설명은 근거적인 형이상학적 설명과 또 다른 새로운 설명관계를 도입하
지 않고 근거적인 형이상학적 설명으로 보는 것은 그럴듯하다.
법칙에 관해서 여기서 자세히 논의할 수는 없겠지만, 아래의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소위, 법칙에 관한 비-흄주의자들에게 예화의 근거가 법칙이라는 생각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듯하다. 헬렌 비비(Helen Beebee)는 법칙에 관한 흄 주

24

참고로 레일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개별 사실들은 비-인과적으로 설명될 지
도 모른다. 예를 들어, 파울리 배타 원리와 같은 구조적 법칙(structural laws)로의 포섭
(subsumption).” (Railton 1978,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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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비-흄주의(다른 말로 반-흄주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흄 주의자에게, 법칙과 현재 사실은 미래의 사실을 순전히 논
리적인 방식으로 결정한다: 당신은 미래의 사실을 현재 사실에
법칙을 덧붙여 연역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법칙이 단지, 어
느 정도는, 미래에 관한 사실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흄 주
의자에게, 결정이란 개념(the notion of determination)은, 이를
테면, 형이상학적으로 얇은(thin) 개념이다. 이는 내 생각에 반
-흄 주의자(anti-Humean)들이 가진 결정 개념과 극명히 대조
된다. 반-흄주의자에게, 결정 개념은 형이상학적으로 두툼한
(meaty) 것이다. 이것은 단지 법칙에 현재 사실을 덧붙여 미래
사실을 함축한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법칙은 미래의 사실을
그것이 이어야 할 방식으로(be the way they will be) “만들어
낸다(make)”: 법칙은 미래 사실의 존재론적 근거이다. (Beebee
2000, 578)

물론 법칙에 관한 흄 주의를 받아들인다면 법칙의 근거는 사례들이기 때문에, 설
명적 순환을 피하려면 법칙은 그 예화 사례들을 근거 지울 수 없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흄 주의자인 베리 로워(Barry Loewer, Loewer 2012)는 법칙 예화 설명 관
계는 형이상학적 설명이 아니라 다만 과학적 설명일 따름이라고 주장한다. 25
비-흄적 법칙과 그 예화 사이의 설명 관계를 받아들인다면, 아래의 문장

25

이 글에서는 개념적으로 비-흄적 법칙 하에서 통계적 법칙과 그 예화 사이의 근거 관계
가 우연주의적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세계의 자연 법칙에 관해
서 흄주의보다 비-흄주의가 더 낫다는 주장 같은 것에 개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근거 개념을 받아들인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소위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
적 형이상학에 우호적이라는 것은 그들이 아마도 법칙에 관해서 흄주의자이기 보다는 비흄주의자일 것으로 추측하게끔 만든다. 다만 언급한 것처럼 로워는 흄 주의자이지만 형이
상학적 근거 개념을 받아들이고 법칙의 근거가 그 사례들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런데 흄 주의와 근거 개념이 서로 친화적인가? 아닌 듯 보인다. 예를 들어, 로
워는 법칙의 근거에서의 순환을 피하기 위하여 과학에서의 법칙 예화적 설명은 형이상학적
의미의 설명 요소를, 특히 근거적인 형이상학적 설명 요소를 어떤 것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듯 보인다. 우리가 설명적 비-실재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아무리 그것이 과학적 설
명이라고 해도 형이상학적 근거에 관한 요소가 전혀 없는 설명이 존재할 수 있을지 의심스
럽다. 특히나, 인과가 근거 관계 중 하나라는 주장(혹은 이와 비슷한 근거와 인과의 통합
노선들)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로워의 이러한 생각은 더욱 의심스러워지게 될 것으로 보
인다.
52

들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는 듯 보인다.

- 파울리 배타원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별의 붕괴가 멈췄다.
- 별의 붕괴가 멈춘 사실은 파울리 배타 원리가 성립한다는 사실에 근거한
다.
- [파울리 배타원리 + C] < [별의 붕괴 멈춤]

에머리(Emery 2019)는 이와 같은 법칙과 그 법칙의 예화 사이의 근거적인 형이상
학적 설명을 통계적인 규칙성에 관한 비-결정론적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말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6

- L(법칙): 어떤 탄소-11 원자에 대하여, 20분 안에 그 원자가 붕괴할 확률
은 50%이다.
- 사실 [L]: [L이 성립한다.]
- S(상황): 우리는 상당한 수의 탄소-11 원자를 준비하였고, 20분 뒤 절반
의 원자가 붕괴했다.
- 사실 [S]: [S가 성립한다.]

왜 [S]인가? [L]이기 때문에. 하지만 [L]이면 반드시 [S]인가? 그렇지는 않다. 준
비된 탄소 원자는 전혀 붕괴하지 않았었을 수도 있었고, 다 붕괴했을 수도 있었다.
이처럼 통계적 법칙 L은 그것의 예화를 결정하지 못한다. 이는 결국 상황주의적
근거 필연주의(N2)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듯하다.
만일 이와 같은 설명에서 법칙 L이 진정으로 비-결정론적인 법칙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법칙과 그것의 예화 사이에 설명이 성립하더라도, 당혹스러운 사례
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완전한 설명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서 발생하는 설명은 우리가 어떻게 보충하더라도 완전한

26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떠오를지도 모르겠다: 비-결정론적 법칙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여기서 나는 이 의문에 직접적으로 답하기 보다는 비-결정론적 법칙
의 가능성에 관해서 한 사실을 언급하는 것을 통해 우회적으로 답하고자 한다. 비-결정론
적 법칙의 가능성자체가 법칙에 관한 흄주의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
음에도, 흄주의자들은 비-결정론적 법칙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기 보다는 이를 자신들의 법
칙 개념의 심각한 문제로 간주한다(Lewi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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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L] 때문에 [S]라고 말한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사실 [S]가 성립하도록 생성한 것은 사실[L]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인다면, [S]의 형이상학적 근거 [L]은 그것의 배경 조건이 주어
지더라도, S에 대해서 완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결
국 (ECU1)과 (ECS1)을 각각 (ECU1’)과 (ECS1’)로 수정해야할 이유를 제공한다.

(3) 반론과 재반론I: 두 사례에 관한 반론과 재반론

앞 소절 (1)과 (2)에서 살펴본 두 사례는 근거와 완전한 설명 사이의 연결을 느슨
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근거와 필연성 사이의 연결 논제인 근거 필연주의(N2)가
옳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근거 필연주의의 옹호자들은 앞선 사례들에서 설명항으로서의 근
거 사실이 모두 실험 장치로부터의 인과적 과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의 특
정 확률 값을 갖도록 하는 기회적-속성(chancy-property)의 예화 사실을 필연주
의적으로 근거지고 있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에머리는 이와 같은 유형의 반론에 재반론을 한 바 있다. 에머리에 따르
면, 이 반론은 기회적 사실의 성립에 관해서 더 생각해보면 애초의 문제를 뒤로
미룬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고려한 문제의 기회적 사실들
([S] 그리고 [1]과 [2])이 성립하는 이유는 기회적-속성의 예화 사실들이 성립하
기 때문일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문제의 사실들은 다음과 같았다:

[S] 우리는 상당한 수의 탄소-11 원자를 준비하였고, 20분 뒤 절반의 원자가 붕괴
했다.
[1] 20번의 동전 던지기 시행의 결과, 앞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2] 20번의 동전 던지기 시행의 결과, 적어도 한 번의 앞면이 나왔다.

그렇다면, [S] 그리고 [1]과 [2]는 문제의 기회적-속성의 예화 사실에 우연주의적
으로 근거할 것이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이 사례를 상황주의적 필연주의(N2)
그리고 (ECU1)과 (ECS1)의 반례로 고려하도록 한 문제가 다시 나타난다.
진정으로 이와 같은 반론이 성립하려면, 비-결정론적 법칙이 근거진 기
회적-속성을 문제의 실험장치에 의해서 발생한 각각의 사건들의 원인으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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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다.
만약 베넷의 말로 “인과적으로 오염된 근거”가 있다면, 상당히 사소하게 비-결정
론적 인과에 의해 오염된 근거 관계는 결과적으로 우연주의적 근거 관계일 수 있
다. 27 이때, 어떤 우연주의적인 인과에 의해 오염된 근거 관계는 필연화가 성립하
지 않는 이유가 전적으로 인과 관계의 우연성에 의한 것일 수 있다. 28 분명, (1)과
(2)에 우연주의적 인과의 전형적인 사례로 드는 상황이 포함된 듯 보인다. 이제,
특별히 (1)과 (2)에서 나타나는 우연주의적 근거 관계가 오직 그 관계가 우연주의
적 인과 관계에 의해 오염된 근거 관계이기 때문에 필연화에 실패하는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한 것이라고 해보자.
그런데 기회적-사실이나 기회적-속성의 예화(기회적-사건?)가 인과 관계
의 관계항이 될 수가 있는가? 우선, 이들을 인과 관계의 관계항으로 보는 견해는
내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듯하다. 우연주의적 인과에 대한 전형적인 이해는 (기회
적-사건이 아니고 단적인 사건인) 원인 사건이 비-결정론적 법칙 하에서 결과 사
건을 야기하는 것이다. 29
그 다음으로 제기할 수 있는 재반론은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도 “[L]이
[S]의 근거이다”와 근거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의 참됨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여
전히 근거 필연주의가 성립하지 않는 반례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들
이 법칙과 예화 사이의 형이상학적 설명 관계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위의
문장을 참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생각은 법칙과 그 예화 사이
의 근거 관계와 동시에 근거 필연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해명의 요
구를 발생시킨다. 아마도 이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의 염두에 있는 것은 “[L]이 [S]
의 근거이다”라는 문장의 진리조건은 “[L]이 [기회적-속성 P]의 근거이다” 그리
고 “기회적-속성P의 예화는 S를 야기한다” 두 문장의 진리조건에 의해 결정될 수

27

에머리는 나와 달리 인과적 오염에 의해 사소하게 근거 필연주의에 관한 반례가 얻어진
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반론을 고려하고 있다(Emery 2019, 1558). 특
기하자면, 이와 같은 반론을 쉐퍼와 데이비드 코박스(David Kovacs)가 제안했다고 한다
(Emery 2019, 1558; fn.63).

28

특별히 인과 관계와 근거 관계 하나의 닮음-집합에 속한다는 나의 더 넓은 맥락을 고려
하면, 소절 (1)과 (2)에서 살펴본 사례가 이를 위한 근거 우연주의의 성립을 논증 사례로서
는 부적절한 유형의 사례가 아닌가하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 보인다.

29

알라스테어 윌슨: “법칙과 이전의 사건들(prior events)에 의한 필연화 없는 [인과]” (A.
Wilson 2019,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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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우리 세계에 진정으로 [S]는 [L]에 근거한다는 관계는 존재하지 않
는다는 주장인 듯 보인다.
이와 같은 생각에서,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은 [S]가 [L]에 우연주의적으
로 근거하더라도, 근본적인 근거 관계는 여전히 필연주의적이지 않느냐 되물을 것
이다. 그런 방식으로 그들은 근거 필연주의를 “근본적인 근거 관계”라는 새로운
제약을 붙여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옳다. 하지만 우리가 오직 근본적인 근거 관계
만이 존재한다고 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입장이 얼마나 실질적인 의미가 있겠는
가? 그들의 주장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려면, 가장 근본적인 진리-확정자만이 존
재한다는 검약 원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듯 보인다. 그런데, 검약 원리를
받아들여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다른 비-근본적 존재자에 대해서도 같은 논법을
적용해서 그것은 진정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비근본적인 존재자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듯 보인다. 30
끝으로 우연주의적 인과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를 정리해보자. 근거와 대
조하기 위한 편의를 위해 사실이 인과의 관계항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다:

[L]과 더불어, [A]는 [B]를 완전히 야기한다. (하지만 필연화 하
지는 못한다.)

동시에 소절 (1)과 (2)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때, 비-결정론적 법칙 L 의 성립 사실
[L]은 어떤 배경 조건 [A]하에서 그것의 예화인 사실 [B]를 근거 지을 것이다. 그
리고 이것이 설명적 실재론 하에서 법칙 예화적 설명이 성립하는 이유일 것이다.

[A]와 더불어, [L]은 [B]를 완전히 근거진다. (하지만 필연화 하
지는 못한다.)

여기까지, 이 절의 논의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은 근거-설명 연결이 상
황주의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더 강한 어떤 제약 아
래에서 성립하므로, 근거-필연화 연결 또한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어떤 제약
아래에서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황주의 하에서의 근거 필연주의 논제
30

이와 같은 재반론은 베넷이 통시적 근거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
해서 제기한 재반론(MTU, 87-93)을 응용한 것이다. (이 글의 2장 2절, 18-21쪽 참고)
56

(N2)는 거짓이다.

(4)

반론과 재반론II: 제시한 반례들에서 성립하는 근거 관계를 제대로
명시한 것인가?

반례의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여기서 내가
제시한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근거 관계가 근거 관계로서 적합하지가 않아 보이는
가?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거 필연주의를 향한 위와 같은 반례는 유효할 여
지가 있다. 이 사례들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의 사실을 필연적으로 결정할 사실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만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
이게 되면, 필연주의의 반례를 제시하기 위해 문제의 사실의 완전 근거를 우리가
명시할 필요는 없어진다는 것을 다음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다.
형이상학적 근거를 받아들이는 많은 철학자들은 “오직 근거 없는 사실이
근본적 사실(fundamental fact)”이라는 논제를 받아들이는 듯하다. 이 논제에 의
하면, 근본적 사실은 다른 사실을 근거지거나 근거지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사
실에 의해서 근거 지어질 수는 없다. 동시에 이로부터 어떤 사실이 근본적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근거 사실을 가져야 함을 알 수 있다.
혹은 형이상학적 근거를 받아들이면서도 위의 근본적 사실에 대한 논제
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위 형이상학적 토대론(metaphysical foundationalism)을
거부함으로써 “어떤 사실의 근거 사실이 없는 사실은 없다”고 받아들일 사람들(cf.
Rosen 2010)도 적어도 베넷의 상대적 근본성 원리와 비슷한 원리를 받아들이는
듯하다. 그렇다면, 근거 사실은 그것에 근거한 사실보다 더 근본적이다. 이는 다시
우리가 덜 근본적인 사실로 간주하는 것은 만약 그것이 세계에서(worldly) 덜 근
본적인 사실이라면, 세계에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그것을 근거진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끔 한다.
그렇다면, 두 입장 모두 사실은 그것이 근본적이지 않는 한 그것의 근거
사실이 있어야 함을 함축한다. 이를 사실의 근거 논제라고 불러보자.

- 사실의 근거 논제: 임의의 사실은 그것이 근본적이지 않는 한 다른 사실
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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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사실은 다른 사실에 완전 근거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분 근거만 하는 것인
가? 이는 근거를 받아들이는 대다수의 철학자들이 받아들일 다음의 논제에 의해
서 결정될 수 있다.

- 완전/부분 근거 논제: x가 y의 부분 근거라면, x 그 자체로 혹은 x와 다른
성립하는 것들과 함께 y의 완전 근거를 이룬다. (cf. Fine 2012, 50)

사실의 근거 논제를 완전/부분 근거 논제와 함께 받아들였다고 하자. 그러면, 사
실의 근거 논제가 임의의 사실이 다른 사실에 부분근거 한다고 말하는 것이더라도,
문제의 부분 근거는 그 자체로 혹은 그와 다른 사실들과 함께 임의의 사실의 완전
근거를 이룰 것이다. 두 논제를 받아들이면, 임의의 사실은 그것이 근본적이지 않
는 한 다른 사실에 완전 근거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들을 상황주의적 필연주의(N2)와 함께 받아들이면, 임의의
근본적이지 않은 사실 y는 배경 조건 C 아래에서, 완전 근거 x를 가지고 또한 그
완전 근거 x는 y를 배경 조건 C아래에서 필연화해야 함을 함축한다. 우리는 만일
임의의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필연화할 다른 사실을 우리의 인식적 한계 때문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찾을 수 없다면, 사실의 근거 논제, 완전/부분 근거 논제 그리
고 필연주의(N2) 논제 중 하나는 거짓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런데, 앞선 두 논제
가 그 자체로 상당히 받아들일 만한 듯 보인다는 점에서, 앞의 소절 (1)과 (2)에
서 다룬 사례는 근거 필연주의의 반례가 되는 듯 보인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 근거 관계에서 근거자가 배경 조건과 더불어 피-근
거자를 필연화 하지 못한다는 근거 우연주의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사실의 근거
논제와 완전/부분 근거 논제가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다.

(5) 반론과 재반론III: 문제는 근거 필연주의가 아니라 설명적 실재론 아닌가?

다음으로, 앞선 소절 (1)과 (2)에서 살펴본 사례가 근거 필연주의가 아니라 설명
적 실재론을 거부하게끔 하는 사례라는 반론도 가능하다. 사실, 소절 (1)의 사례를
제안한 테일러는 자신의 사례를 본디 근거 필연주의가 아니라 설명적 실재론에 대
한 반례로 제시하였다. 이 사례들이 설명적 실재론에 대한 반례라고 보기 위해,
테일러는 일단 이 사례들을 부분 근거 사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완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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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논제와 더불어 근거 필연주의를 전제하면, 모든 부분 근거자의 모임이 완전
근거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다룬 사례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완전/부분 근거 논제와 근거 필연주의를 전제하여, 문제의 사례에서는 설명항과
피-설명항 사이에 부분 근거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테일러
는 이를 통해 설명적 실재론에 따르면 어떤 근거 관계의 성립 덕분에 형이상학적
설명이 성립해야 하는데, 문제의 사례에서는 부분 근거 관계조차 성립하지 않음에
도, 설명항이 피-설명항을 설명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생각은 완전/부분 근거 논제가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근거 필연주의의 반례에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사례는 심
지어 부분 근거 관계없이도 완전한 설명은 아니지만 어떤 설명이 성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명적 실재론이 성립하지 않는 듯 보인다. 즉, 어떤 근거 필연주의의 반
례에서는 근거 관계없이도 설명이 성립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어쨌든 테일러의
생각에 따르자면, 근거 필연주의에 대한 반례들은 일반적으로 근거 필연주의와 설
명적 실재론 두 논제 중 하나의 논제는 거짓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듯 보인다.
테일러는 형이상학적 근거 개념을 받아들인 대다수 철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근거 필연주의를 전제하고 자신의 사례를 통해 설명적 실재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 사례의 함축을, 더 나아가서 근거 필연주의에 대
한 반례들을 테일러와 같이 설명적 실재론이 거짓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하
는가?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나는 설명적 실재론을 전제로 받아들이고, 이 사례
를 통해 근거 필연주의가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어느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가? 우선, 근거 개념을 받아들이는 철학자가
근거 필연주의가 참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설명적 실재론을 거짓이라고 하겠
는가? 어떤 철학자가 근거 개념을 받아들였는데도 설명적 실재론이 거짓이라고
하는 입장은 설사 그것이 개념적으로 취할 수 없는 입장은 아닐지라도 이상하게
들린다. 우리가 설명적 실재론을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참된 형이상학적 설명을
가졌을 때, 그 설명은 진정으로 세계에 있는 관계에 의해서 뒷받침되었을 것이고
형이상학적 설명에 관한 탐구가 세계의 관계에 대한 탐구라고 나아갈 수 있다. 이
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근거 개념을 수용하게 되는 듯하다. 반면에 설명적
우리가 실재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형이상학적 설명으로부터 세계에 있는 객
관적 관계인 근거 관계를 받아들일 동기는 별로 없다.
설명적 실재론을 주창한 김재권의 말은 근거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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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지만, 설명적 실재론과 비-실재론 사이의 이러한 차이를 잘 지적하고 있다:

내가 설명적 실재론이라고 부르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C가 E
의 설명항(explanans)이 된다는 것은 c가 e에 어떤 객관적 결
정 관계 R에 떠맡아 있다는 사실 덕분이다. 여기서 R을, 그것
이 무엇이던 간에, “설명 관계(explanatory relation)”라고 하자.
([이때] 설명항 관계는 명제들 사이나 진술들의 관계이고 설명
관계는 사건이나 세계의 사실들의 관계이다.) [여기서] 설명 관
계는 사건들 사이의 객관적 관계로서, 설명항 사이의 관계를
근거지고(ground), 그것의 객관적 상관성을 구성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반면에, 설명적 비-실재론(irrealism)은 설명항의 관
계가 있을 때, 그 관계는 C와 E를 우리의 인식적 능력
(epistemic corpus)안에서 연관시키지만, 사건 c와 e사이의 어
떤 객관적 관계에 “근거해” 있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 이것
은 순전히 지식의 항목들 사이의 “내적” 관계의 문제일 뿐이다.
(Kim 1988/2010, 149-50)

그래서 근거 개념을 수용한 학자들에게, 설명적 실재론을 토대로 비-인과적 설명
을 뒷받침할 근거 개념의 수용을 설득한 아우디(Audi 2012, 688)의 논증은 유명하
다:

1) 오직 한 사실이 다른 사실을 결정하는데 역할이 있을 경우에만 전자
의 사실이 후자의 사실을 설명한다.
2) 설명하는 사실이 피-설명 사실에 대한 인과적인 역할이 없는 설명이
있다.
3) [그러므로,] 비-인과적 결정 관계가 있다.

위와 같이 널리 알려진 설명적 실재론 수용과 근거 개념의 수용 사이의 밀접한 연
결을 테일러도 모르는 것이 아니다(cf. Taylor 2018, 198-204). 하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테일러가 문제의 사례가 근거 필연주의가 아니라 설명적 실재론에 반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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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보는 것은 그녀가 명확히 밝히지는 않지만,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
다. 내가 보기에, 아마도 근거 필연주의의 반례처럼 보이는 사례를 통해 근거 필
연주의가 아니라 설명적 실재론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테일러의 염두에 있
는 생각은 근거 개념의 수용이 근거 필연주의의 수용을 강제한다는 것인 듯 보인
다.
근거 개념의 수용이 근거 필연주의의 수용을 강제한다면 설명적 실재론
을 거부하는 것이 이 문제의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함축일 지도 모른다. 위의
논의를 통해서 본 것처럼, 근거 개념의 수용이 설명적 실재론의 수용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는 점에서 근거 개념의 수용이 개념적으로 근거 필연주의의 수용을 강제
하지 않는 한 문제의 사례들을 통해서 설명적 실재론을 거부하는 입장보다 근거
필연주의를 거부하는 나의 입장이 더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근거 개념의 수용이 개념적으로 근거 필연주의의 수용을 강제
하는가? 나는 강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물음은 “피-근거를 필연화 하지 못
한다면 완전 근거가 아니다”라는 문제 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나는 “필
연화 하지 못한다면 완전 근거가 아니”라는 주장을 거부하고자 한다. 이것이 이
장의 다음 소절과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반론과 재반론의 주요 문제가 될 것
이다. 나의 대응이 성공적이라면, 내가 3절에서 살펴본 사례는 근거 필연주의의
반례로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6)

반론과 재반론 IV: 반론(N2 는 반례를 제기할 수 없음)과 재반론(방법
론적 문제 발생)

혹자는 근거가 배경 조건과 더불어 근거 지어진 것을 필연화 하지 못한다면, 그것
은 완전 근거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ECU1)과 (ECS1)은 근거 관계가
언제나 완전한 형이상학적 설명을 이루거나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므로 “필연화 못
한다면 완전한 근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형이상학적 설명
과 근거가 하나라고 주장하는 합일주의자에게 어떤 근거가 배경 조건과 더불어 근
거 지어진 것을 필연화 하지 못한다면, 문제의 근거는 완전 근거가 아니라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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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이다. 31 만일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ECU1)이나
(ECS1)은 (E2)처럼 자명한 논제인 듯 보이며, 상황주의적 근거 필연주의 논제(N2)
에 반례란 애초에 개념적으로 제기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근거 필연주의가 성립하
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숙고하기 위해 우리는 N2가 성립하지 않는, 세계가 진정으
로 근거 우연주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만 하는 듯 보인다. x가 y를 생성하는 강한
창발(strong emergence)이 일어났다고 해보자. 이때 y는 x로부터 생성되었지만, x
이상의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x와 C가 고정되더라도 y를 필연화하지 못한다. 그
러나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필연화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y가 x와 배경 조건 C에
“완전 근거”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인가? 만일 이때 x가 y의 완전 근거가 아니라
면, 어째서 완전 근거가 아닌가?
여기서 필연주의자가 만일 “필연화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 근거자
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필연주의를 먼저 전제하지 않고는 어려워 보인
다. 심지어 그가 순환적이지 않게 여기서 x는 y의 “완전 근거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x는 y의 “완전 근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심지
어 근거 사실이 근거 지어진 사실을 필연화 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강한 창발
이 진정으로 발생하더라도 근거 필연주의를 참인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필연주의
를 사소하게 만든다.
누군가는 y와 같은 사실은 무엇에도 근거하지 않은 근본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물론, 개념적으로 그와 같은 방안은 열러 있다. 하지만, 개념
적으로 강한 창발에서 근거 관계가 성립한다고 이해하는 것도 아직 열려 있다. 이
러한 이해를 따르자면, 내가 지적한 문제는 생긴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강한 창
발에서 근거 관계의 성립을 받아들일 이유가 있는 듯하다.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
y는 소위, 무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y와 같은 사실의 성립은 x의 성립으로부터 생
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듯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y
는 x에 의해서 모두 결정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의미를 살려 y는 x에
부분적으로 근거한다고 하면 어떠한가? x가 y의 부분 근거라고 하고, 근거 필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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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입장은 (ECU1)에 대한 반례를 개념적으로 차단하므로 (ECU1)과 같은 것에
반례를 제시함으로써 N2에 대한 반례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이
유에 따라서 합일주의를 거부할 수 있다면 개념적으로 N2에 대한 반례를 제기할 수 없다는
생각은 포기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일단 방법론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다른 이유에 관한
추가적 논의는 4절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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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통상적인 다른 전제 두 가지

- 사실의 근거 논제: 임의의 사실은 그것이 근본적이지 않는 한 다른 사실
에 근거한다.
- 완전/부분 근거 논제: x가 y의 부분 근거라면, x 그 자체로 혹은 x와 다른
성립하는 것들과 함께 y의 완전 근거를 이룬다. (cf. Fine 2012, 50)

를 더 받아들이면, 근거 필연주의는 근본적이지 않은 사실이 그것을 필연화하는
사실을 갖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강한 창발의 불가능성을 함축한다.
그렇다면, 근거 필연주의가 성립한다는 것은 너무나 근본적인 것이어서
개념적으로 전제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와 같은 생각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
듯하다.
“모든 사실은 그것이 근본적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의 충분 근거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부터 근본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서의 총체성 사실(a, b, c
etc. 가 존재하는 모든 개체이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의 충분 근거 사실로서
일원론 사실(세계에 존재하는 개체는 단 하나)의 성립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근본
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서의 총체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일원론을 함축한다는
한성일(2015)의 논의가 옳다면, 한성일의 논의와 유사하게 “필연화 하지 못하면
완전 근거가 아니다”라는 것과 사실의 근거 논제 그리고 완전/부분 근거 논제가
추가되면, 만일 총체성 사실이 근본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필연화
하는 사실로서의 완전 근거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논의로부터 비교적 사소하게 존
재자가 단 하나라는 일원론(monism)을 함축한다. 이와 같이 근거 필연주의를 전
제하면 우리가 총체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사소하게 일원론이 얻어진다
는 것을 고려하면, 근거 필연주의를 개념적 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N2와 같은 근거 필연주의에 우리가 개념적으로 반례를 제기할 수 없다고 두는 것
이 우리에게 사소하게 일원론을 부가하는 것과 같은 방법론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면, 이는 다시 N2에 개념적으로 반례를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입장에는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합일주의자의 기본 취지는 근거와 설명이 하나라는 것이
므로, 합일주의자는 이들이 어쨌든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할 분리주의자에 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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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적으로 열등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방법론적
문제와 별개로 우리가 다른 이유에 따라서 합일주의를 거부할 수 있다면 개념적으
로 N2에 대한 반례를 제기할 수 없다는 생각은 포기될 수 있다. 합일주의를 거부
할 다른 이유들은 4절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제 4 절 반론과 재반론: 합일주의적 반론과 분리주의적 재
반론
4절에서는 3절 말미에서 논의한 것에 이어서 3절에 제시된 반례들과 같은 것은
애초에 개념적으로 제기될 수 없다는 합일주의적 반론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합일주의와 분리주의 중 어느 입장이 더 그럴듯한지에 관해서도 알 수 있
게 될 것이다.

설명적 실재론, 근거의 분리주의 및 합일주의 논제를 다시 상기하고 논의를 시작
해보자.

- 설명적 실재론 논제: C가 E(C, E는 명제나 문장)의 설명항(explanans)이
된다는 것은 c가 e(c, e는 사건이나 사실 같은 states of affairs)에 어떤
객관적 결정 관계 R에 뒷받침 되어있다는 사실 덕분이다.

- 근거의 분리주의(separatist) 논제: 근거는 형이상학적 설명과 별개의 것
이다. 그렇지만, 근거는 형이상학적 생성/구축(generation/building) 및
결정(determination)관계로서 그것과 대응되는 형이상학적 설명을 뒷받침
한다는 점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 근거의 합일주의(unionist) 논제: 근거는 형이상학적 설명이거나 적어도
형이상학적 설명의 한 종류이다. 그리고 근거라는 형이상학적 설명 관계
는 그 자체로 형이상학적 생성/구축 관계이고 형이상학적 결정 관계이다.

두 입장에 있는 철학자들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철학자들이 ‘근거’라는 용
어를 적어도 두 가지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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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상학적 설명(A가 B의 근거라는 말은A가 B의 형이상학적 설명을 제
공한다는 말이다.)
- 형이상학적 생성/구축(A가 B의 근거라는 말은 A가 B를 생성한다는/구축
한다는 말이다.)

다만 분리주의자는 엄격히 말하면 하나는 (근거적인) 형이상학적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근거’라는 것이고, 합일주의자는 ‘근거’가 두 의미로 사용될 때, ‘근거’의
지시체가 동일한 하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완전한 (근거적인) 형이상학적 설명자가 완전 근거자를 이루기 때문에, N2에는 개
념적으로 반례를 제기할 수 없다는 3-(6)절의 논의로 다시 되돌아가보자. 우리가
만일 합일주의자의 위와 같은 생각을 거부할 이유를 N2에 관한 반례와 독립적으
로 갖고 있다면, N2에 개념적으로 반례를 제기할 수 없다는 생각은 포기될 수 있
을 것이다. 나는 이제 소절 (1)부터 (3)의 논의를 통해 분리주의가 합일주의보다
더 나은 이유들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완전 근거자와 완전한 형이상학적 설명자
가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1)

형이상학적 설명은 객관적인 형이상학적 관계와 동일시될 수 없음

합일주의를 분리주의보다 선호할 이유는 무엇이 있는가? 분리주의를 옹호하기 위
해 합일주의자와 같이 세계에 인식 주체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근거 관계와 형이상
학적 설명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부터 논의를 출발해보자. 김재권에 따
르자면,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듯 보인다.

우리가 앎(knowledge)과 알려진 것(reality known) 사이의 전
통적인 분리를 통해 생각한다면, 설명은 앎의 측면에 놓여있다:
“객관적” 측면이 아니라 “주관적” 측면에, 표상된 실재의 측면이
아니라 “표상”의 측면에. (Kim 1988/2010, 148)

이러한 생각에 따르자면, 인식 주체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근거 관계와 형이상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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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동일시하는 것은 이상하다.

- 합일주의의 문제: 설명은 우리의 인식적 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단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형이상학적 관계라는 것은 이상하다.

이 문제 제기는 타코(Tahko 2013; cf. Tahko 2015)의 근거(와 형이상학적 설명의)
이행성 반대 사례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제기될 수 있다. 이 사례는 인식 주체와
무관하게 세계에 있는 것—형이상학적인 것과 인식적인 것 사이의 차이를 선명하
게 드러내어 준다.
타코는 근거 주장의 이행성이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를 제시
하여 우리의 설명적 연관성(explanatory relevance)이 어떤 객관적인 형이상학적
관계적 연관성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한다. 타코를 따라 다음의
두 주장을 고려해보자.

(i)

특정한 한 병의 맥주(b)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b)가 거시물리적 구조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부분적으로 근거한다.

(ii)

(b)가 거시물리적 구조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근본 물
리 법칙이 성립한다는 사실에 부분적으로 근거한다.

(i)과 (ii) 그리고 A 가 B 의 근거이고 B 가 C 의 근거이면 A 가 C 의 근거라는 근거
의 이행성으로부터,

(iii)

특정한 한 병의 맥주(b)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어떤 근본 물리 법칙이
성립한다는 사실에 부분적으로 근거한다.

이다. 물론 여기서, 세계의 객관적인 형이상학적 관계를 말하는 (iii)이 단적으로
거짓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iii)을 설명 문장으로 고쳐 쓴 (iv)을
생각해보자.

(iv)

특정한 근본 물리 법칙이 성립한다는 사실 때문에 한 병의 맥주(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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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사실이 성립한다.

(iv)은 우리의 직관적인 설명적 연관성(explanatory relevance)에 비추어볼 때 어
색하게 들리는 설명적 주장이라는 것이 타코의 생각이다.

누군가는 (iii)이 이상한 근거 주장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어떻게 근본 물리 법칙이 특정한 한 병의 맥주의 존재와 상관
있는지를 단번에 알아차리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충돌
하는 직관—어떤 종류의 직관적 상관성과 존재론적 근거—은
근거에 관한 더 심오한 쟁점을 눈에 띄게 한다. 쟁점은 존재론
적 상관성에 대조되는 인식적 상관성이다. (…) 누군가 남아있
는 맥주가 있는지를 묻고 다른 사람이 냉장고에 한 병이 있다
고 대답하는 상황에서, 질문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그 맥주
가 어떤 근본 물리 법칙에 의존하는 거시물리적 안정성이 관련
이 있다고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Tahko 2015, 112; 원저자의
강조)

이 문제에 대해서 분리주의자는 합일주의자보다 좀 더 나은 위치에 있는 듯하다.
합일주의자처럼 분리주의자들도 인식 주체 없이도 형이상학적 설명이 있을 수 있
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분리주의자는 인식 주체 없는 “설명” 개념을 반드
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방식의 이해도 가능하다. 근거 관계가 형
이상학적 설명을 항상 뒷받침한다고 말하는 것은 반사실적으로 인식 주체가 있고
그가 q가 p에 근거한다는 것을 파악했더라면, 그가 “p 때문에 q이다”라는 식의
설명을 항상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인식 주관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설명이 세계의 객
관적 관계를 이룬다는 합일주의적 생각은 설명이 세계의 객관적 관계에 의해 뒷받
침되어야만 한다는 설명적 실재론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김재권은
인과와 인과적 설명의 경우에서 설명적 실재론을 받아들이면서 인과 관계와 같은
객관적인 관계를 설명으로 분석하는 것에 반기를 든 바 있다:

만일 누가 인과 그 자체를 설명 측면에서 분석하기를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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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인과

이외의

다른

객관적

관계를

설명적

관계

(explanatory relation)로 밝혀내지 않는 한, 그는 설명적 실재
론을 거부하는 것이다. (Kim 1988/2012, 152)

이와 같은 생각은 설명이 객관적인 관계와 무관하지는 않더라도 주관적인 측면에
놓여 있다는 김재권의 지적과 통한다. 어떤 객관적 관계를 설명으로 분석한다면,
객관적 관계를 주관적인 측면이 없지 않은 것으로 분석한 것이 되므로 이 설명을
다시 다른 객관적 관계에 뒷받침시키지 않는 한, 설명이 객관적 관계에 뒷받침되
어야만 한다는 설명적 실재론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합일주의자는 형이상학적 설명이 순전히 객관적인 차원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에 김재권의 지적과 달리 자신들의 견해가 설명적 실재론을 고수하는 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강력한 실재론적 입장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32 형이상학적
설명이 앎의 차원에 놓인 것인지 아닌지와 같은 형이상학적 설명 및 설명 일반의
본성에 관한 논의는 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런 이유로 김재권의 노
선에 의존하고 있는 위의 문제 제기는 합일주의자에게 심각한 문제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33 하지만, 내가 보기에 합일주의보다 분리주의가 더 나
은 이유는 더 제공될 수 있다. 합일주의 다운 합일주의가 옳다면 근거 관계라는
형이상학적 근거 관계는 그 자체로 형이상학적 설명을 이뤄야만 한다. 하지만 근
거 관계가 성립하지만 형이상학적 설명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근거
관계가 그 자체로 형이상학적 설명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들이 하나라고 주장하는
합일주의의 직관과 그 동기는 약화될 것이다. 이제 합일주의에 맞서 분리주의를
직접적으로 옹호하는 사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32

강진호 교수님께서 내가 이와 같은 방향의 반대 입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자극해 주셨다
(강진호 개인적 대화 2020-11-27).

33

설명이 인식적 차원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김재권과 달리, 심지어 설명 일반에 대해서도
설명이 인식적 차원에 속한다는 생각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마이클
스트레븐스(Michael Strevens)는 인식 주체는 세계에 존재하는 객관적 설명을 파악함으로
써 세계를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과학적 이해(understanding)를 참인 설명을 완전히 파악함으
로써 생성되고 오직 참인 설명을 완전히 파악함으로써 생성되는 상태
라고 간주한다 (Strevens 200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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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 관계가 항상 설명을 이루거나 뒷받침하는 것은 아님

내 생각에 근거의 이행성에 관한 쉐퍼의 아주 살짝 움푹 들어간 구 사례(Dented
Sphere; Schaffer 2012)를 통해서 우리는 근거 관계가 항상 설명을 이루거나 뒷받
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이 사례를 살펴보자. 논의를 위해

- [구의 아주 살짝 움푹 들어감]는 [구의 바로 그 모양임]의 부분 근거이다.
- [구의 바로 그 모양임]은 [구가 구형임]의 근거이다.

라고 하자. 그런데 구가 아주 살짝 움푹 들어갔기 때문에 구가 구형인가? 이들은
설명적 관계에 있지 않은 듯하다. 오히려 구의 움푹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 구형임
을 부정하게 하는 것에 가깝다. 그리고 어쨌든, 구의 아주 살짝 움푹 들어감은 그
것이 성립하건 성립하지 않건 구가 구형인지 아닌지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듯하다.
즉, “구가 아주 살짝 움푹 들어갔기 때문에 구가 구형이다”는 거짓인 듯하다. 그래
서 이 논의에 따르면, 구의 아주 살짝 움푹 들어감은 구가 구형임을 근거지지 않
는다고 말해야 하는듯 보인다.
그러나 쉐퍼는 이로부터, 근거의 대조적 취급(constrastive treatment)을
제시하여 위의 사례는 이행성의 반례처럼 보이지만, 반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Schaffer 2012, 130).

- 근거의 대조적 취급(constrastive treatment)
φ*가 아니라 φ라는 사실이 Ψ*가 아니라 Ψ라는 사실을 근거진다. 이때,
φ 사실과 ψ 사실은 성립하는 사실들이어야 하지만 φ* 사실은 φ 사실에
대한 성립하지 않는 대안이어야 하고, ψ* 사실은 ψ 사실에 대한 성립하
지 않는 대안이어야 한다.

쉐퍼에 따르면, 일견, A < B (A가 B를 근거지다)이고 B < C라고 하더라도, 엄밀히
말해 이행성은 각각의 근거 관계에서 대조항이 일치할 때 성립하는 것이다. 문제
의 아주 살짝 움푹 들어간 구 사례를 간단한 표기법을 사용하여 쓰면,

[구의 아주 살짝 움푹 들어감] ∠ [구의 바로 그 모양임] < [구가 구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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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것이다.
위와 같은 근거의 이행성의 일견상의 반례는 대조적 취급에 따라 엄밀히
말하면, A(/A*[=아주 살짝 움푹 들어가지 않음]) ∠ B (/B*[=바로 그 모양 S가
아님]) 이고 B (/B**[S는 구형이 아닌 모양임]) < C(/C*[=구형이 아님]) 인 경우
이기 때문에, 이행성을 통해 A(/A*) ∠ C(/C*)가 따라나오지 않는다. 즉, 쉐퍼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례는 이행성의 반례가 아니다.
그리하여 쉐퍼는 여기서 형이상학적 설명이 대조적(contrastive)이기 때
문에 위의 사례는 근거의 이행성의 반례가 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동시
에, 여기서의 형이상학적 설명을 뒷받침하는 근거 관계 역시 대조적이라고도 주장
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여기서 나타나는 생성 관계는 위의 사례에서 특별히
“대조적”이라는 조건을 붙이지 않아도, 이행적이라고 말하는데 문제가 없는 듯하
다. 분명히, 구의 아주 살짝 움푹 들어감은 구의 바로 그 모양임을 생성하고(만들
고/짓고) 그것은 다시 구가 구형임을 생성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34
모든 근거 관계가 그것이 성립한다면, 반드시 형이상학적 설명을 뒷받침
해야 하는가? 합일주의자와 달리 분리주의자들처럼 “때문에”와 분리된 형이상학적
인 생성의 의미의 근거 개념을 받아들이면, 생성이 성립한다고 해서 반드시 설명
이 성립해야 한다고 볼 이유가 약해진다(cf. MTU, 61-2). 그렇다면, 구의 아주 살
짝 움푹 들어감이 구가 구형임을 생성하더라도, 구의 아주 살짝 움푹 들어갔기 때
문에 구가 구형임은 아닐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생성으로서의) 근거 관계와 형이상학적 설명에 관한 분리주의 입장의
대표자로 보이는 쉐퍼조차 내가 제시한 방안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이행성을 지
키기 위해서 쉬운 방안을 두고서도 대조항을 받아들이는 복잡한 대안을 받아들이
는 쉐퍼는 우리의 설명 개념이 대조적이라는 것을 통해 자동적으로 이 설명을 뒷
받침하는 세계의 관계가 대조적이라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듯 보이지만, 내가 보기
에 대조성과 관련해서 형이상학적 설명과 생성 관계는 본래 차이를 갖는 것처럼

34

이러한 생각은 나만 가진 생각이 아닌 듯하다. 스테판 크레머(Stephan Krämer)와 스테
판 로스키(Stefan Roski)는 쉐퍼의 아주 살짝 움푹 들어간 구 사례가 생성 사례라고, 특히
차이-만듦 없는 생성 사례(generation without difference-making)라고 주장한다(Kramer
& Roski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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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이러한 차이는 오히려 세계의 객관적인 관계와 우리
가 가지는 설명 사이의 차이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앞 소절에서 살펴본 김재권의 지적처럼 설명은 단적으로 세계 자체의 것
이라기 보다는 세계 자체와 무관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인식적 측면에 더 치우쳐진
것이라는 생각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설명에 관한 인식주관적
(subjective) 측면의 이유가 형이상학적 설명을 대조적인 것으로 두게끔 만드는
것일 수 있다. 35 내가 보기에 이와 같은 생각은 충분히 지지받을 수 있다. 애초에
설명이 대조적이라고 말한 바스 반 프라센(Bas van Fraassen)은 우리의 인식적 관
심에 따라 적절한 대조항을 채택해야 왜-질문이 제기된다고 말한다(van Fraassen
1980). 예를 들어, 반 프라센은 “왜 아담이 사과를 먹었는가?” 라는 왜-질문이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담이 사과를 먹었는가?
왜 아담이 다른 과일이 아니고 사과를 먹었는가?
왜 아담이 사과를 먹지 아니하지 않고 먹었는가?

와 같이 우리의 설명적 관심에 따라 적절한 대조항을 갖추고 있음으로써 제기된다
고 말한다.
쉐퍼처럼 우리의 설명에 관한 관행이 대조적이라고 해서, 이로부터 세계
의 생성 관계가 4항 관계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어떤 철학자가 쉐퍼가 설명이
일반적으로 대조적이라고 할 때 인용하는 반 프라센(van Fraassen 1980)과 같이
설명적 비-실재론을 채택했다면, 그는 우리의 인과적 설명항이 대조항을 포함한다
고 해서 결과를 일으키는 것이 원인과 원인의 대조항이라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쉐퍼는 우리의 형이상학적 설명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설명 일반이)
대조적이라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세계의 관계가 대조적이라고 나아
간다. 쉐퍼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설명적 실
재론을 견지하면 설명과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세계의 관계 사이의 강한 동형성을

35

인과에 관해서도 대조적 취급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쉐퍼의 주장(Schaffer 2005)에 따
르면, 인과 관계는 일상적으로 원인이라고 불릴 어떤 것과 그것의 대조항 그리고 일상적으
로 결과라고 불릴 어떤 것과 그것의 대조항 사이의 4항 관계이다. 근거에 관해 아래에서
내가 주장하는 것은 인과와 인과적 설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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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야 한다는 것 일지도 모르겠다. 36 일견 합일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 쉐퍼와 같이 분리주의자로서 형이상학적 설명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관계를 구별한다면, 우리의 설명에서 대조항이 요구된다고 해서 설명
을 뒷받침하는 세계의 관계가 반드시 대조적이라고 주장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인
다. 37
구가 아주 살짝 움푹 들어갔기 때문에 구형인 것은 아니지만, 구가 아주
살짝 움푹 들어간 것이 구가 구형임을 생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나의 입장에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설명 없는 생성 개념
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설명 없는 생성 개념을 받아들였을 때 그
것은 이행적인가? 우리가 설명 없는 생성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것이 이행적인지에 관한 이들 물음에 답해보자.
먼저 인과의 예에서 생각할 수 있듯, 설명과 달리 생성 관계가 이행적이
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주장이다. 반면에 설명이 일반적으로 이행적이지 않
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 용례에서 문장들 사이에 성립하는 설명 관계가 이행적이
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에서 쉽게 알 수 있다. A 때문에 B, 그리고 B 때
문에 C 라고 하더라도 A 때문에 C인 것은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파티장에서 파티가 열린다는 것을 듣고 테러리스트들이 파티장

36

강진호 교수님과 이승수 선생님께서 내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자극해 주셨
다. (강진호, 이승수 개인적 대화 2020-11-27)

37

내가 이 글의 논의를 기반으로 한 다른 원고를 발표(2020-11-27)했을 때, 이승수 선생님
과 이한슬 선생님께서 나의 이러한 생각을 따르자면 분리주의자가 합일주의자보다 설명과
설명을 뒷받침하는 관계 사이의 동형성에 관해서 너무 약한 입장을 갖게 되는 것 아닌가
우려하신 바 있다. 그리고 이 우려를 기반으로 분리주의자가 지키는 설명적 실재론의 정도
가 약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덧붙여진 우려도 보내주신 바 있다. (이승수, 이한슬 개인적
대화 2020-11-27) 이러한 우려가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는 바가 없지 않으나, 내가 보기에
이러한 우려는 분리주의자에게 심각한 문제 제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설명적 실재론이
가장 핵심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은 설명이 세계의 객관적인 관계에 의해서 뒷받침된다는
것이다. 인과와 인과적 설명의 경우에서 이 둘을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이룬다거나 이들이
하나라는 견해를 견지하지는 않지만 여러 철학자들이 인과적 설명에 관한 설명적 실재론을
추구해 왔으며, 이미 살펴보았듯 설명적 실재론을 주창한 학자인 김재권은 오히려 합일주
의적 견해가 문제가 있다고 간주하게끔 하는 말을 한 바 있다(이 글 68-9쪽 참조). 그리고
여기서 자세히 논할 수는 없지만, 부재 인과나 이중 방해 사례나 이후에 살펴볼 인과와 인
과적 설명의 이행성에 관한 사례에서 보듯 인과적 설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인과 관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지는 않는 듯 보인다. 이러한 고려를 종합하면, 설명을 뒷받침해
주는 관계와 설명이 완전히 동형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과한 요구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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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폭탄을 설치했다. 경찰특공대는 폭탄 설치 첩보를 듣고 출
동하여 파티장의 폭탄을 해체하였다. 그리하여 파티는 아무일
없었던 듯이 정상적으로 열렸다

고 하자. 38 이때, “테러리스트들이 파티장에 폭탄을 설치했기 때문에 파티는 열렸
다”는 참인가? 테러리스트들의 폭탄 설치는 파티가 열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일
지는 몰라도, 단적으로 그것이 파티가 열린 이유라고 말하는 것은 어색하게 들린
다. 그런 이유로, 문제의 문장은 거짓인 듯 보인다. 분명히 테러리스트들이 파티장
에 폭탄을 설치했기 때문에 경찰특공대는 폭탄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경찰특공대
가 폭탄을 제거했기 때문에 파티는 정상적으로 열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테러리스트들이 파티장에 폭탄을 설치했기 때문에 파티는 열렸
다”는 문장이 “참이 아니다”라는 직관을 무시할 수 없는듯 보인다.
하지만 인과-역사의 연쇄에 분명히 테러리스트의 폭탄 설치와 파티가 열
린 것은 연결되어 있다. 인과의 이행성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이것은 받아들일 것
이다. 여기서의 문제는, 테러리스트의 폭탄 설치가 파티가 열린 것의 원인의 지위
를 갖느냐는 것이다. “원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된 직관은 두 사건
사이에 반사실적 의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Hall 2004). 분명 테러리스트가
폭탄을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파티는 정상적으로 열렸을 것이므로 두 사건 사이에
반사실적 의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옳다. 그런 의미에서 테러리스트가 폭
탄을 설치한 것 때문에(because) 파티가 열린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다시, 그런
의미에서 테러리스트의 폭탄 설치는 파티가 열린 것의 원인(cause)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어떤 의미의 이행성은 성립하는 듯 보인다. 테러리
스트들이 파티장에 폭탄을 설치한 것은 경찰특공대가 폭탄을 제거하게 했다. 그리
고 경찰특공대가 폭탄을 제거한 것은 파티는 정상적으로 열리게 만들었다. 분명히
여기에 어떤 인과적 야기의 연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때문에” 개
념이 제거된 생성적 원인 개념(예를 들어, 네드 홀(Ned Hall, Hall 2004)의 산출)을
채택한다면, 테러리스트가 폭탄을 설치한 사건은 파티가 열린 사건의 “원인”이라

38

이러한 유형의 사례는 하트리 필드(Hartry Field)가 루이스의 인과 이론에 제시한 것이
라고 한다. 나는 이 유형의 사례를 선우환 교수님의 학부 논리철학 수업과 대학원 형이상
학 세미나에서 들었는데, 문헌을 찾을 수가 없었다. 확인해보니, 구전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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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르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이 “때문에” 개념이 제거된
생성적 인과 개념에서 이행성은 우리의 기대처럼, 사소하게 성립하는듯 보인다.
어쨌든 여기서의 나의 논의가 옳다면, 살짝 움푹 들어간 구 사례는 부분
(partial) 근거 관계의 경우에는 부분적 설명을 이루지 못하거나 부분적 설명을 뒷
받침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듯 보인다. 부분적 근거와 형이상
학적 부분적 설명의 연결이 깨어졌다는 것은 근거와 형이상학적 설명이 하나라는
합일주의의 근본적인 주장을 훼손시키고, 합일주의를 추구할 동력을 약화시킨다.

(3)

합일주의자의 또 다른 반론? 39

인과의 경우에서 데이비드 루이스는 사건 사이의 인과 관계가 단적으로 반사실적
의존 관계인 것이 아니라 반사실적 의존 관계의 연쇄 관계라고 생각한 바 있다
(Lewis 1973). 루이스에 따르면, A와 C사이에 반사실적 의존 관계가 단적으로 성
립하지 않더라도, 즉, “C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A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가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C와 A 사이에 B를 매개로 한 반사실적 의존의 연쇄가 존재
한다면, 즉, “C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B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가 참이고 “B
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A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가 참이라고 하면 A는 C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A 때문에 C”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A 때문에 B” 그리고 “B 때문에 C” 문장이 참이지만,
“A 때문에 C이다”라는 문장은 문장 그 자체로만 보면 일견 거짓(루이스의 경우에
서 두 사건 사이의 단적인 반사실문이 거짓인 것처럼)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형이
상학적 설명의 연쇄 관계가 존재하면, “A 때문에 C이다”는 참이라고, 즉, 이들이
설명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가?
그럴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합일주의자들이 처한 상황이 루
이스의 상황과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루이스가 다루는 인과의 경우에서 우리는 A
가 C의 원인이라는 분명한 직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단적으로 반사
실 의존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반사실 의존으로서의 인과 개념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 사이의 반사실 의존의 연쇄를 도입할 수 있었다. 즉, 루이스가 고려한 경우
들에서는 움푹 들어간 구 사례와 달리 “A 때문에 C”가 참이다. 인과와 인과적 설
39

이와 같은 방안은 한성일 교수님과의 대화 내용으로부터 착안되었다. (한성일 개인적 대
화 20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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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이행성 성립이라는 직관적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론이 수정된 것
이다. 그러나 합일주의자가 구 사례의 반 합일주의적 함축에 반대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직관적 판단을 거부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 직관적 판단과 별개로 이론 내
적으로 이행성이 옳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합일주의자가 문제의 구 사례에서 마주한 직관은 A 때문에 C는 아니지
만, C의 어떤 생성적 근원으로서 A가 B를 매개로 한 C의 근거라는 것이다. 이는
루이스가 A가 B를 매개로 한 C의 산출적 연쇄 및 생성적 근원으로서 인과가 이
행적이지만 “A 때문에 C”라는 인과적 설명은 이행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앞
소절의 테러리스트 사례를 마주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이때, 루이스가 우리
가 이 사례에서, 어쨌든 두 사건 사이에 반사실 의존의 연쇄가 존재하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들이 파티장에 폭탄을 설치했기 때문에 파티는 열렸다”가 참이라고 주
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반사실문은 일반적으로 “-O(a) □→ -O(b)”
그리고 “-O(b) □→ -O(c)” 가 참이라고 하더라도 “-O(a) □→ -O(c)”가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초에 인과를 이와 같은 이행성이 성립하지
않는 반사실문으로 분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루이스는 자신의 인과 이론에서 인과
의 이행성이 성립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사례를 마주했을 것이다. 루이스의 인
과 이론이 테러리스트 사례에 의해 처한 상황은 반사실 의존 이론 내적으로 인과
적 설명의 이행성을 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구 문제를 두고 합일주의자가 처한
상황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물론 이제까지의 설명의 이행성에 관한 논의가 분리주의와 합일주의 중
분리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결정적인 논점을 제공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왜냐
하면 합일주의자가 이 사례들에서 나타난 설명의 이행성 뿐만 아니라 생성의 이행
성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분리주의자로 보이지만, 브래드포드 스코우
(Bradford Skow)는 그의 설명 이론에 관한 책 『 왜-이유들 』 (Reasons Why,
Skow 2016)에서 인과적 설명과 근거적인 형이상학적 설명이라는 두 가지의 설명
을 그리고 오직 그 두 가지 설명만을 받아들였지만 설명의 이행성을 포기한 바 있
다.
스코우는 두 가지 설명을 뒷받침해주는 인과와 근거의 이행성을 받아들
일 수 없기 때문에 이로부터 인과적 설명과 근거적인 형이상학적 설명의 이행성을
포기한다.

75

스코우의 설명의 이행성 포기
다음의 조건문은 거짓이다: 필연적으로, 임의의 A, B 그리고 C
에 대해서, 만일 A가 B의 이유(a reason why)이고, B가 C의 이
유이면, A가 C의 이유이다. (Skow 2016, 78)

하지만 과연, 인과적 설명이나 근거적인 형이상학적 설명의 이행성은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이들 사례에서 나타나는 생성으로서의 인과나 사실-근거의 생성으로
서의 근거가 이행적이지 않다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두 사례에 관해서 이미
논의한 것처럼 그렇지 않은 듯 보인다.
인과와 유사하게 근거에 관해서도 이 논의들이 설득력이 있다면, 우리가
인과적 설명과 근거적인 형이상학적 설명의 이행성은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몰라도,
적어도 인과나 근거 모두에서 생성에 관한 이행성은 포기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
리고 이와 같은 이행성에서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분리주의가 합일주의보다
더 나은 견해라는 점을 지지한다.

완전한 형이상학적 설명자가 완전 근거자를 이루기 때문에, (ECU1)이나 (ECS1)은
자명하며 N2에는 개념적으로 반례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가? 3절의 소절 (6)과 이
절의 논의가 옳다면, 우리는 합일주의자의 이러한 생각을 거부할 이유를 N2에 관
한 반례와 독립적으로 적어도 세 가지는 갖고 있다. 형이상학의 방법론적 이유,
설명의 인식론적 측면의 이유, 설명 없는 생성 사례의 이유. 그렇다면 분리주의는
합일주의보다 더 나은 견해이다. 즉, 완전 근거자와 완전한 형이상학적 설명자가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같다고 간주하는 것보다 이론적으로
더 낫다. N2와 (ECU1), (ECS1)에 대한 반례는 개념적인 문제없이 제기될 수 있다.

이제까지의 논의가 옳다면 근거 관계는 완전한 설명을 이룬다는 (ECU1)은 수정되
어야 하고 근거 관계가 완전한 설명을 항상 뒷받침한다는 (ECS1)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ECU1’) 근거자와 피-근거자 사이의 근거 관계는 배경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와 더불어 전자를 설명항으로 하고 후자를 피-설명항으로 하는 형이상
학적 설명을 이루며, 이때의 형이상학적 설명은 때때로 완전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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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S1’) 근거자와 피-근거자 사이의 근거 관계는 배경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와 더불어 전자를 설명항으로 하고 후자를 피-설명항으로 하는 형이상
학적 설명을 항상 뒷받침하며, 이때의 근거 관계가 뒷받침하는 형이상학
적 설명은 때때로 완전한 설명이다.

(E2) 완전한 설명에서는 당혹스러운 사례, 즉 설명항이 성립함에도 피-설명항
이 성립하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없다.

두 전제 (ECU1’)와 (E2) 또는 (ECS1’)와 (E2)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각각
아래와 같을 것이다.

(ECU3) 오직 어떤 근거 관계가 배경 조건과 더불어 어떤 완전한 설명을 이룰
때만, 만일 문제의 근거 관계에서 근거자가 성립한다면, 피-근거자가 성
립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ECS3) 오직 어떤 근거 관계가 배경 조건과 더불어 어떤 완전한 설명을 뒷받
침할 때만, 만일 문제의 근거 관계에서 근거자가 성립한다면, 피-근거자
가 성립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제 5 절 소 결
이 장에서 나는 완전 근거(full grounding)가 완전한(complete) 형이상학적 설명
을 항상 이루거나 뒷받침한다는 근거-설명 연결에 대한 반례를 제시하는 것을 통
해 근거 필연주의에 반례를 제시하고 근거 우연주의를 옹호하고자 했다.
비-결정론적인 통계적 법칙과 그 예화 사례 사이의 근거 관계를 통해 나
는 근거와 피-근거자 사이의 근거 관계가 배경 조건이 주어져 모종의 형이상학적
설명을 이루거나 뒷받침하더라도 그것은 완전한 설명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
러나 어떤 철학자들은 근거 관계가 언제나 완전한 형이상학적 설명을 이루거나 뒷
받침한다고 주장하므로 애초에 “필연화 못한다면 완전한 근거자가 아니다”라는 주
장을 통해 내가 제시할 반례들을 개념적으로 차단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와 같은 소위 합일주의자의 반론 시도가 무엇이 피-근거
가 그것의 근거 이상인 사례인 강한 창발(strong emergence)를 사소하게 만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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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가능하게 하고, 일원론(monism)을 부가하는 등의 방법론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다음 방법론적 문제와 별개로 우리가 설명은 인식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 그리고 설명 없는 순수히 생성적 근거 사례가 존재한다는 이유에
따라서 “필연화 못한다면 완전한 근거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거부할 수 있기 때
문에 개념적으로 근거 필연주의에 반례를 제기할 수 없다는 생각은 포기되어야 한
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근거 우연주의에 제기될 수 있는 두 가지 우려를 간단히 고려하고 이
장을 맺고자 한다.

(1)

근거하면 환원된 것 아닌가?

- 근거-환원 연결: 만일 p가 q로 환원되고 p가 참이면, [p]는 [q]에 근거한
다. (Grounding-Reduction Link; Rosen 2010, 122: If p reduces to q and
p is true, then [q] grounds [p]).

근거 우연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근거-환원 연결(GRL)의 포기를 함축하는가?
그렇지 않다. GRL은 p가 q로 환원되면, [p]가 [q]에 근거한다는 말(“환원되면 근
거한다”)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나 “[q]가 [p]의 근거라면, q는 p이
상의 것이 아닌(grounded → nothing over and above)”와 같이 우리에게 얼핏 자
연스럽게 들리는 “근거할 때, 환원된다”는 생각(GRL의 역)은 포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인가? 근거 관계에 대한 관심이 오직 새로운 유형의
환원주의, 소위 근본적인 것(fundamentals)으로의 환원주의를 추구하기 위함이었
던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2)

근거(생성)이라는 개념은 도대체 무엇인가? 근거 개념이 이전보다 더
에소테릭(esoteric)한 개념이 된 것 아닌가?

분명 설명적 개념이 우리에게 인식적으로 더 접근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개
념에 천착해온 듯하다. 세계에 있는 형이상학적 생성은 우리가 가진 형이상학적
설명을 뒷받침하거나, 형이상학적 설명을 이룬다. 다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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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설명을 원리적으로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형이상학적 설명을 우리가 더 파
악해나가면 나갈수록, 형이상학적 생성에 대한 지식도 더 갖게 될 것이다. 이 글
의 논의가 옳아, 우리가 근거와 완전한 설명의 긴밀한 연결이 끊어졌다는 것을 받
아들여야 하더라도, 우리가 이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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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나가며
철학에서, 특히 형이상학과 과학철학 분과에서 근거와 인과라는 서로 이질적인 생
성적 및 설명적 관계 즉, “그것이 성립하도록 만들기(makes it the case)” 및 “때문
에(because)”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 글에서 나는 근거와 인
과 사이의 날카로운 구별이 생각보다 덜 분명하며, 덜 유용함을 보여주고자 하였
다. 이로부터 더 나아가서, 나는 인과 관계가 근거 관계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사실로부터 이들이 하나의 닮음-집합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근거와 인과 사이의 깊은 구조적 유사성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것의 주
요 장애물들은 전자가 공시적인데 반해서 후자는 통시적이라는 것, 근거에서 근거
자는 그 자체로 피-근거자를 필연화하는데 반해서 인과에서는 배경 조건과 더불
어 필연화할 뿐 등등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 글의 2장의 논의들을 통해 그러한
장애물들은 사실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였다. 하지만, 근거와 인과에 대한 통
설에 따르면 근거는 근거자들이 피-근거자를 배경 조건과 더불어 필연화 하는데
반하여, 인과는 원인이 결과를 배경 조건과 더불어 필연화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통해 이들 사이에 깊은 구조적 유사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할 수 있어 보였
다.
나는 이 글의 3장의 논의를 통해 나는 어떤 인과 관계는 원인이 결과를
배경 조건과 더불어 필연화 하지 못하는 것처럼, 어떤 근거 관계는 근거자들이 피
-근거자를 배경 조건과 더불어 필연화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즉, 근거 필연주
의는 거짓이다. 특히 나는 3장에서 근거자가 항상 완전한 설명항이 되는 것은 아
니라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근거와 형이상학적 설명 사이의 긴밀한 연결이 사실은
성긴 것임을 보였다. 완전 근거자가 항상 완전한 설명항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은 근거와 형이상학적 설명이 통상 가정되는 것만큼 긴밀히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근거-설명 연결이 이처럼 성기다면 근거-설명 연결의 긴밀성을 통
해 근거 필연주의의 성립을 자명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필연주의자의 시도는 성공
하기 어려워 보인다.
결과적으로, 나는 근거 우연주의를 논증함으로써 구조적 유사성을 통해
인과 관계가 근거 관계와 하나의 닮음-집합에 속한다는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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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상학적 근거 개념이 형이상학의 주요 개념으로 부각된 이후에 베넷 말고도 쉐
퍼가 근거 관계와 인과 관계의 통합적 접근을 세워보고자 시도한 바 있다. 두 시
도를 정리하고 이 논문의 작업에서 더 나아갈 새로운 과제를 찾아보며 논문을 마
치고자 한다.

나는 이 글이나 베넷이 구조적 유사성을 통해 하나의 닮음-집합을 형성하는 통합
적 접근을 약한 통합(Weak Unification)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를 왜 약한 통합
이라고 부르는지는 쉐퍼의 시도를 살펴보면 분명해진다.
근거와 인과에 관한 또 다른 통합적 접근의 시도자인 쉐퍼는 방향적 결
정(directed determination)이라는 이름 아래에 일원적 근거(Grounding) 관계와
인과 관계를 두고 있다(Schaffer 2016a). 그는 베넷과 달리 인과를 포함한 구축 관
계의 통합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방향적 결정 관계라는 것은 개입주의적 구
조방정식(interventionist structural equation)을 통해 이해되며, 그것이 근거와 인
과의 통합자이다. 즉, 쉐퍼의 통합자는 일원적 근거 관계가 아니라 그것보다 한
단계 상위에 있는 방향적 결정이다. 이와 같은 통합은 근거와 인과라는 두 가지
종을 통합하는 하나의 유(genus)를 제시하기에, 나는 이와 같은 통합적 접근을 강
한 통합(Strong Unification)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40
여기서 개입주의적 구조방정식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는 것은 이 글의 범
위를 넘는다. 다만 이것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다만, 간략한 설명을
위해서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술적(technical) 용어들을 익혀야 한다:

인과의 구조방정식: [그 방정식 안에서 값이 결정된다는 의미에
서] 내생(endogenous) 변수 Y에 대하여 변수 X1 ... Xm 이 모

40

또 다른 근거와 인과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시도자인 알라스테어 윌슨은 우리가 일원적
근거(Grounding)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개입주의적 구조방정식을 통해 이해되는 형이상
학적 인과(metaphysical causation)라고 불려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다음, 인과
(causation)라는 이름 아래에 형이상학적 인과와 법칙적 인과(nomological causation)를 둔
다(A. Wilson 2018). 이는 소위 근거 관계를 인과라고 부른다는 점에서 용어법상으로는 과
격한 주장이다. 하지만, 알라스테어 윌슨의 주장이 소위 용어법 상의 이유 이상으로 쉐퍼의
통합적 주장과 얼마나 선명히 구별되는 주장인지는 나에게 아직 분명하지 않다. 쉐퍼의 방
향적 결정 관계라는 것도 개입주의적 구조방정식을 통해 이해되며, 그것이 통합자의 역할
을 하기 때문이다. 알라스테어 윌슨의 통합자는 일원적 근거 관계(Grounding)라는 용어에
비추어 말하자면, 일원적 인과 관계(Causation)이며, 그것은 개입주의적 구조방정식
(interventionist structural equation)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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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그리고 그것들만이 Y의 직접 원인일 때, Y는 Y=FY(X1 ...
Xm)라고 쓸 수 있다. (Woodward 2003, 42)

한 개입(intervention)이란 C를 외과적으로(surgically) 변화시
켜 그 방법으로 E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 이상화된 실험적 조작
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일어날 때, E의 변화는 오직 C의
변화를 통해서만 일어나고 다른 경로로 일어나지 않는다.
(Woodward 2018, 119)

X가 Y를 야기한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적어도 어떤 개별
자들에 대하여, X와 무관한 다른 변수들은 특정한 값으로 고정
시킬 수 있으면서 X가 갖는 어떤 값들을 조작하여 Y의 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한 조작이 있다 혹은 Y의 확률 분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한 조작이 있다. (Woodward 2003, 40)

이제, 간단한 상황을 가지고 개입주의적 구조방정식을 인과와 근거 사례에 적용해
보자(cf. A. Wilson 2018, 742).

- 변수1[C: 수지가 돌을 던지거나(1) 던지지 않거나(0)]
- 변수2[E: 창문이 깨지거나(1) 깨지지 않거나(0)]
- 구조방정식[E=C]

- 변수1[C: 소크라테스가 존재하거나(1) 존재하지 않거나(0)]
- 변수2[E: 소크라테스 단집합이 존재하거나(1) 존재하지 않거나
(0)]
- 구조방정식[E=C]

이제 두 접근을 간략히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약한 통합 논제: 근거와 인과는 하나의 닮음-집합에 속한다.
- 강한 통합 논제: 근거와 인과는 하나의 유에 속하는 두 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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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넷, 나

쉐퍼, 윌슨(A)

통합 방식

구조적 유사성

유-종 관계

통합의 정도

약한 통합

강한 통합

표4-1. 근거와 인과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현황

베넷과 나의 접근도 근거와 인과 사이에 구조적 유사성을 통한 통합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근거와 인과를 통합할 새로운 유(genus)를 제시하거나 인과가 근거의
한 종(species)이라거나 근거가 인과의 한 종이라는 유-종 관계에 의한 강한 통합
과 대비하여 약한 통합이라 불릴 만하다.
강한 통합이 약한 통합보다 과격한 통합일 것이라는 용어법의 인상과 달
리 쉐퍼의 개입주의적 구조방정식을 통한 통합적 접근은 베넷의 주장보다 덜 과격
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는 상대적 근본성(상대적 근본성과 상관 있음/상대적
근본성과 상관 없음), 필연화(그 자체로 필연화/배경 조건과 더불어 필연화, 그리
고 필연주의/우연주의)에 대해서 근거와 인과가 선명히 구별된다고 생각한다.
쉐퍼는 인과를 이해하기 위해 근 20여년간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개념적
자원인 개입주의적 구조방정식을 가지고 근거 관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려고
시도하는 듯 보인다. 아주 거칠게 말해서 이와 같은 시도는 근거에 인과적인 틀을
씌우는 셈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제기된 문제점들과 그 해소는 예를 들어 “원인에
관한 개입(intervention)처럼, 근거에 관한 개입을 우리가 적법하게 생각할 수 있
는가?”와 같은 근거가 인과의 틀에 끼워 맞춰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과 해답들
이다. 이런 문답의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근거에 관한 개입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성립하는 사실에 대한 개입이 개념적으로 가능해
야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 세계(impossible world)의 도입 없이 받아들여지기는 어
려운 듯 보인다(A. Wilson 2016)는 것을 들 수 있다. 불가능 세계의 도입은 상당한
형이상학적 부담과 여러 난점을 동반한다는 것(Berto and Jago 2018)이 알려져 있
으므로, 쉐퍼의 통합적 접근의 성패가 불가능 세계의 도입 가능성에 달려 있다는
것은 그의 접근에 상당한 어려움을 부가하는 듯 보인다. 어쨌든 이와 같은 묻고
답하기를 통해 그는 인과 보다는 근거에 관해 과격한 주장을 하는 것에 가깝다.
반면에 베넷의 통합적 접근은 거칠게 말해서 “인과가 근거의 틀에 끼워
맞춰질 수 있는가?”를 묻고 답하고 있는 듯 보인다. 예를 들어, 베넷에게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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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은 이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엇의 근거가 그 무엇보다 더 근본적이듯 원
인이 결과보다 더 근본적인가? 혹은 무엇의 근거가 그 무엇을 필연화하듯 원인이
결과를 필연화하는가?” 같은 것들이다. 베넷은 과감하게 근거 관계와 인과 관계가
상대적 근본성, 필연화 수준에 관한 문제에 처해있는 상황이 특별히 다르지 않다
고 주장한다. 그래서 근거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베넷은 그녀의
통합적 접근을 제시하기 위해 인과에 관한 과격한 주장을 동반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나는 베넷이 제시한 약한 통합을 통한 통합적 접근에 동조했다. 하지만
나의 입장이 베넷과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이 글을 통해 밝혔듯, 나는 근거에 관
해 과격한 주장을 하기 그리고 인과에 관해 과격한 주장을 하기와 같은 양쪽 극
보다는 중도적인 곳에 서고자 한다. 나는 베넷보다 인과에 관해서는 비교적 덜 과
격한 입장(원인은 결과를 필연화하지 못할 수 있다)을 채택하고, 근거에 관해서는
비교적 과격한 입장(무엇의 근거는 그 무엇을 필연화하지 못할 수 있다)을 채택한
다.
특기할 것은 약한 통합이 성공한다면, 우리가 강한 통합을 시도할 유인
을 더 갖게 된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약한 통합의 성공이 강한 통합의 성공을 함
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반면에 강한 통합이 성공한다면, 근거와 인과 사이
의 구조적 유사성은 저절로 얻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쉐퍼의 강한 통합
의 예를 보듯 이때의 근거와 인과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의 정도는 우리가 기대하
는 것만큼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베넷(MTU, 21-29)이 주장하듯 강한 통합 논제가 거짓이라고 즉,
인과 관계가 일원적인 근거 관계나 모종의 다른 통합자에 의해 통합될 수 없는 것
이라는 주장에 개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강한 통합의 성공 여부에 관한 문제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 근거 우연주의가 성립한다고 해서 쉐퍼와 윌슨의 개입주의
적 구조방정식을 통한 통합 견해를 포기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
하면 비-결정론적인 통계 법칙이 지배하는 우연주의적 인과 사례를 인과의 개입
주의적 구조방정식 이론이 설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Woodward 2003). 그러므로, 우연주의적 근거가 가능하다고 해서 개입주의적 구
조방정식으로 우연주의적 근거 관계를 해명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의 여부는 나에게
아직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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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후속 연구 과제로 나는 쉐퍼와 윌슨의 강한 통합 견해를 엄밀히
검토하고 형이상학적 근거와 과학적 인과를 강하게 통합할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
다. 이를 통해 나는 형이상학적 근거와 과학적 인과 사이의 더 많은 유사성을 찾
고, “설명: 무엇은 다른 무엇을 설명한다”라는 것에 관해서 더 나은 이해에 도달
해보고자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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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양자택일: 양자 일원론 또는 근거 우연주의
흄적 수반(Humean Supervenience)

흄적 수반은 필연적 연결의 위대한 거부자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명명되었다.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단지 작
은 것(one little thing) 다음에 또 다른 작은 것이 있는 식의,
국소적인 사태인 특정한 사실들의 거대한 모자이크(a vast
mosaic of local matters of particular facts)라는 교의(doctrine)
이다. (…) 우리는 기하학을 가지고 있다: 외재적인, 점들 사이
의 시공간적인 거리 관계의 체계. 아마도 시공간 그 자체의 점
이거나, 점-크기의 물질 혹은 에테르 혹은 장, 혹은 둘 다이거
나. 그리고 그 점에서 우리는 국소적 성질을 갖고 있다: 그것
이 예화되기 위해 하나의 점 보다 더 큰 무엇도 필요하지 않은
완벽하게 자연적인 내재적 속성들을. 간단히: 우리는 성질들의
배열(arrangement)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다. 성
질의 배열에서의 차이 없이는 어떤 차이도 없다. 그 밖의 것들
은 이것에 수반한다. (Lewis 1986, ix-x)

이 수반이 성립한다고 하면, 시공간적으로 나눠진 부분들의 완전한 물리적 속성은
각각의 부분의 내재적인(intrinsic) 속성과 그 부분들 사이의 시공간적 배치 관계
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되고 또 그것들 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팀 모들린
(Tim Maudlin)에 따르면, 양자역학적 전체 계는 단지 계의 좀 더 단순한 시-공간
적 부분들의 모자이크가 아니다(Maudlin 2007, 53-61). 즉, 데이비드 루이스가 말
한 흄적 수반이 실패한다. 그런데 흄적 수반이 실패한다고 해서, 부분이 전체보다
덜 근본적이라는 주장이 자동적으로 지지되는가? 근거 필연주의를 전제하면 그럴
수 있어 보인다. 내가 보기에 근거 필연주의를 전제로 흄적 수반의 실패로부터 부
분이 전체보다 덜 근본적이라는 주장으로 나아간 것이 쉐퍼가 세운 양자 일원론
(quantum monism) 논증이다(Schaffer 2010). 근거 필연주의를 전제하면 일견, 이
논증은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인다.
쉐퍼의 논증에 관한 나의 생각이 옳다면, 쉐퍼는 근거 필연주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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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흄적 수반의 실패로부터 양자계로서의 전체가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보다 더 근
본적이고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존재자라는 양자 일원론을 주창한 것으로 보인다.
나는 이 장에서 쉐퍼가 양자 일원론을 주장하기 위해 근거 필연주의를
전제로 이용한다는 것을 가지고 전체 보다 부분이 더 근본적이라는 원자론과 근거
필연주의 사이의 양자택일 압력을 높이는 것을 통해 근거 우연주의의 설득력을 높
이고자 한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작업은 일단 쉐퍼의 양자 일원론 논증을 강화하
고,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가 양자 일원론을 거부할 방안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
지 살펴보는 것으로 출발할 것이다. 양자 일원론을 거부할 방안이 근거 필연주의
를 거부하는 길 이외의 길이 별달리 없다면, 우리가 양자 일원론을 거부하기 위해
서는 근거 필연주의를 거부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만일, 근거 필연주의가 거짓이라면, 흄적 수반이 실패하더라도 여전히 부
분은 전체보다 근본적일 수 있고 부분은 전체의 근거라는 점에서 원자론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원자론은 근거 필연주의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존
중받을 이유가 있는 듯 보인다. 적어도 만일 양자 일원론 대신 원자론을 택할 철
학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근거 우연주의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 이 장의
주장이다.

제 1 절 양자 일원론 논증의 숨겨진 전제: 근거 필연주의
쉐퍼는 양자 얽힘(quantum entanglement)

41

으로부터 양자 일원론(quantum

monism) 논증을 특히, 전체가 소위 부분보다 형이상학적으로 우선한다는 우선성
일원론(priority monism) 옹호 논증을 제시한 바 있다(Schaffer 2010).

쉐퍼의 논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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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특별한 물리계(system)의 상태는 계의 구성 요소들 각각의 상태들의 텐서 곱
(tensor Product)으로 나타낼 수 없어 분해 되지 않는다(non-factorizable). 이때, 우리는
이 계를 얽힘 상태(entanglement State)에 있다고 말한다:
Ψ ≠ Φ1 ⊗ Φ2 ⊗ … ⊗ Φ𝑛𝑛

이와 같은 얽힘 상태가 물리계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양자역학의 형식(formal)을 통해 이론
적으로 제기된 이후 다양한 실험에서 검증되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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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얽힌 계의 양자 상태는 그것의 구성 요소(components)가 가진 정보 이
상(over and above)의 정보를 지닌다.

2.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얽힌 계이다.

3.

얽힌 계는 근본적인 전체(fundamental whole)이다.

4.

우주는 하나의 근본적인 전체이다.

나는 쉐퍼의 논증의 세 가지 전제들을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이제 1번 전제를 두
입자계를 통해 살펴보자.

- Einstein-Podolsky-Rosen-Bohm 계(EPR-Bohm System)

두 ½ 스핀 입자로 구성되고 총 스핀이 0인 스핀 단일 상태(singlet)에 있는
EPR-Bohm계의 상태를 기술하기 위하여 벡터 up1,z, down1,z 그리고 up2,z, down2,z
는 각각 입자1과 입자2의 z-축 방향 스핀 상태를 나타내는 2차원 힐베르트 공간
(Hilbert space) H1과 H2의 정규화된 기저(normalized basis)라고 하자. EPRBohm 계는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𝑺𝑺 =

1

√2

(𝑢𝑢𝑢𝑢1,𝑧𝑧 ∗ 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2,𝑧𝑧 − 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1,𝑧𝑧 ∗ 𝑢𝑢𝑢𝑢2,𝑧𝑧 ).

이와 같은 상태는, 보른 규칙(Born’s rule)에 의해서 아래와 같은 측정 결과의 확
률이 기대된다. (그리고 이 기대치는 실험적으로 얻어진 값과 일치한다.)

Pr(1z-spin up & 2z-spin up) = 0
Pr(1z-spin up & 2z-spin down) = 0.5
Pr(1z-spin down & 2z-spin up) = 0.5
Pr(1z-spin down & 2z-spin down) = 0

두 입자의 z-축 방향 스핀 측정에 관해, 양자역학의 형식 체계는 만일 입자1에 행
해진 측정 결과가 up이라면, 이때 입자2에 행해진 측정 결과는 down일 것을 강
제하고, 만일 입자1에 행해진 측정 결과가 down이라면, 이때 입자2에 행해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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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결과는 up일 것임을 강제한다.
이와 같이 사실 [up1,z]와 [down2,z]는 양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사실 [down1,z]와 [up2,z]도 양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양자역학이 근본적으로
기각되지 않는 한, 얽힌 계에 대한 위의 특성들은 계속 보존될 것이라고 기대된
다. 42
그렇다면 입자1과 입자2는 왜 이러한 상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일까?
자명한 대답은 전체 계의 상태 함수가 나타내는 것처럼 이들이 얽혀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얽혀 있다는 것은 입자1과 입자2 각각의 상태 그리고 시공간적 배
열에 관한 사실만 가지고는 해명할 수 없다. 43
이를 간략히 설명해보자. 현재의 양자역학이 완전하다면, 44 입자1과 입자
2의 스핀-z 상태를 내재적(intrinsic)으로 완전히 기술하는 상태 함수는 다음과 같
다:

𝑺𝑺𝟏𝟏 =

1

√2

(𝑢𝑢𝑢𝑢1,𝑧𝑧 − 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1,𝑧𝑧 ), 𝑺𝑺𝟐𝟐 =

1

√2

�𝑢𝑢𝑢𝑢2,𝑧𝑧 − 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2,𝑧𝑧 �.

위와 같은 각각의 입자의 상태 함수와 이들의 시공간적 배열을 가지고는 입자1과
입자2의 상관 관계를 해명할 수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양자역학적 전체 계는 단
지 계의 좀 더 단순한 시-공간적 부분들의 모자이크가 아니다. 즉, 데이비드 루이
스가 말한 흄적 수반이 실패한다. 이는 부분들에 관한 사실들과 전체 계에 관한
사실 사이에 설명적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 부분의 내재적 속성들에 관해 성립

42

비-상대론적인 양자역학의 기본 방정식인 슈뢰딩거 방정식을 세운 에르빈 슈뢰딩거
(Erwin Schrodinger)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그것을 양자역학의 한 특성이라고 하지
않고 고전적 사고방식에서 신기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바로 그 특성(one but rather the
characteristic)이라고 하고 싶다.” (Schrodinger 1935; Tahko 2015, 129에서 재인용)
43

설명에 관한 비-실재론과 화용론적 견해를 받아들이는 반 프라센은 이 관계(특히 양자역
학과 관련된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관계들)가 더 이상 설명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우리
가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설명에 관한 요구의 종결점이 존재한다고 받아들인다(van
Fraassen 1980, 23-31). 또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자면, 이와 같은 상관 관계는 더 이상 설
명될 수 없는 필연성(brute modal necessity)로 놔둬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44

이 절의 논의에서 “현재의 양자역학이 완전하다”고 말할 때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의미
는 비-국소적(이고 비-맥락적)인 숨은 변수가 도입되지 않아도 완전하다는 의미이다. 즉,
비-국소적이고 비-맥락적인 봄 역학(Bohmian mechanics)를 제외한 대부분의 해석하의 양
자역학이 완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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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실들과 배경 조건은 전체의 내재적 속성들에 관해 성립한 사실에 대해 당혹
스러운 사례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완전한 설명을 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전체에 관한 사실은 부분들에 관한 사실을 완전히 설명할 것이다.
이처럼 양자역학은 얽힌 상태에 있는 계의 구성요소들이 아무리 시공간
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모종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알베트르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은 이와 같은 비-분리성(non-separability)
의 성립을 유령적 원격 상호작용(spooky action at a distance)이라고 비하하였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물리학자 베르나르 데스파냐(Bernard d'Espagnat)의
말이 자주 인용된다:

[우]리는 지금 비-분리성이 물리학의 가장 보편적인 개념 중
하나라고 해도 별로 틀리지 않을 것이다. (d’Espagnat 1974, 734)

그 다음, 2번 전제는 일단 물리적으로 보자면, 우주가 최초의 얽힘 상태로부터 슈
뢰딩거 방정식으로 시간-전개(time-evolve)된 것이라고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수학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양자역학으로 우주를 기술하기 위해서 우주에 하나 이
상의 파동 함수(wave function)의 존재를 가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지만 우리
가 파동 함수의 붕괴(collapse)와 같은 전개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둘 이상의 파동 함수의 존재를 가정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이 얽힌 단 하나의 파
동함수의 존재만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양자역학으로 우주를 기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45
문제는 3번 전제가 근거 필연주의를 미리 전제하지 않고서 옹호될 수는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내가 보기에, 이점은 아직까지 양자 일원론 논증에 관한
논의에서 별달리 주목받지못한 듯 보인다.
쉐퍼의 우선성 일원론 논문(Schaffer 2010) 그리고 이스마엘과 쉐퍼의
논문(Ismael & Schaffer 2020)에서, 그들은 얽힌 입자1과 입자2 사이의 상관관계를
전체 계가 부분을 근거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45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쉐퍼의 논문(Schaffer 2010, 52) 그리고 이스마엘과 쉐퍼의 논문
(Ismael & Schaffer 2020, 4150)을 참조. 다만, 그들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붕괴류의 해석은
최초의 얽힘 상태가 세계에서 여전히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쉐퍼는
그의 논증을 위하여 양자역학의 해석들 중 파동 함수 붕괴(wave function collapse)류의 해
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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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로부터 전체가 근본적이라는 3번 전제를 얻을 수 있는가?
적어도 세 가지를 보여야 하는 듯 보인다: 전체는 부분들의 근거이다,
부분들은 전체의 근거가 아니다, 전체는 다른 것에 의해 근거지어지지 않았다.
전체 계가 부분들의 근거이지만, 부분들의 합은 전체 계의 근거가 아니
라는 것은 전체 계와 부분들의 합 사이의 필연화에서의 비-대칭성에 의해서 설명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현재의 양자역학이 완전하다면, 각 부분들의 내재적 속성
들과 이들의 시-공간적 관계들만 고려한 부분들의 속성과 시공간적 관계는 전체
계가 가지는 속성들을 필연화하지 못하지만, 전체 계의 내재적 속성은 부분들이
갖는 속성과 관계를 필연화한다. 현재의 양자역학이 완전하다는 것과 무엇의 근거
는 배경 조건과 더불어 근거 지어진 것을 필연화한다는 근거 필연주의가 옳다면,
이와 같은 필연화에서의 비-대칭적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부분들은 배경 조건과
더불어서도 전체의 완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반면에, 전체
는 그것이 만일 부분의 근거라면 부분을 완전히 근거 지울 수 있다.
다음으로 전체와 부분들 사이의 근거 관계가 양자계에 관해서 우리가 생
각할 수 있는 근거 관계의 전부라고 하자. 이는 우리가 여기서 소위 물질적인 모
든 것의 모임으로서의 전체 계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가정
이다. 이제, 우리가 관계항이 사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존재자들을 고려하고 있으
므로, 사실의 근거 논제 46 에 대응되는 보다 일반적인 논제(근거 논제라고 부르자)
를 받아들였다고 해보자.

- 근거 논제: 임의의 존재자는 그것이 근본적이지 않는 한 다른 존재자에
근거한다.

그렇다면, 양자계에서는 성립하는 근거 관계에 따라서 전체 계가 근본적이거나 부
분들이 근본적일 것이다.
그런데, 만일 부분들이 근본적이고 전체가 덜 근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부분들은 배경 조건과 더불어 전체의 완전 근거여야 하지만, 필연화의 비-대칭성
에 관한 앞선 논의에 의해서 이는 불가능하다. 그 다음 전체가 근본적이고 부분들
이 덜 근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전체는 부분들의 완전 근거일 수 있다. 부분들

46

사실의 근거 논제: 임의의 사실은 그것이 근본적이지 않는 한 다른 사실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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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근본적일 가능성이 없다면, 전체가 근본적이다. 여기에 근본적인 것은 다른 것
에 의해 근거 지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자연스러운 가정을 덧붙이면, 이로서 전체
가 근본적이라는 세 번째 전제를 얻는다. 이를 논증으로 정리해보면,

i)

양자계에서는 부분들과 그 시공간적 관계가 전체 계를 근거 지거나 전체
계가 부분들과 그들 사이의 시공간적 관계를 근거 지울 것이다. (전제)

ii) (근거 논제) 임의의 존재자는 그것이 근본적이지 않는 한 다른 존재자에
근거한다. (전제)
iii) 양자계에서는 부분들이 근본적이거나 전체 계가 근본적이다. (i, ii로부터)
iv) (근거 필연주의) 완전 근거는 그것이 근거진 것을 배경 조건과 더불어 필
연화한다. (전제)
v) 현재의 양자역학이 완전하다. (전제)
vi) 현재의 양자역학이 완전하다면, 부분들의 내재적 속성 및 그들 사이의 시
공간적 관계는 전체 계의 내재적 속성을 필연화하지 못한다.
vii) 전체 계의 내재적 속성은 부분들의 내재적 속성 및 그것들의 시공간적 관
계를 필연화한다.
viii) 부분들은 전체 계의 완전 근거가 될 수 없지만, 전체 계는 부분들의 완전
근거가 될 수 있다. (iv, v, vi, vii으로부터)
ix) 양자계에서는 전체 계가 부분들을 근거지다. (i과 viii로부터)
x) 근본적인 것은 다른 것에 의해 근거 지어지지 않은 것이다. (전제)
xi) 양자계는 근본적인 전체이다. (iii, ix, x로부터)

와 같을 것이다. 이로서 “양자계는 근본적인 전체이다”라는 3번 전제를 얻는다. 그
런데 근거 필연주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i)과 ii) 그리고 v)와 같이 현재
양자역학의 완전성을 전제하더라도 부분-전체 사이의 필연화의 비-대칭성으로부
터 전체 계가 부분을 근거지다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근거 우연주의에
의하면 부분들이 전체 계의 내재적 속성을 필연화하지 못하더라도 부분들이 전체
계의 완전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근거 필연주의를 전제하지 않으면
전체가 근본적이라는 (그리고 부분들이 덜 근본적이라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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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양자택일: 양자 일원론 또는 근거 우연주의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쉐퍼처럼 근거 필연주의를 전제하면, 양자 현상의 특징으
로부터 양자 일원론을 얻는다. 쉐퍼는 실체(substance)라는 말을 근본적인 존재자
(fundamental entity)—독립적인(independent) 존재자 즉, 근거 지어지지 않은
존재자(ungrounded entity)—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용례에 따라
서, 쉐퍼는 우리 세계에 단 하나의 실체가 있다고, 즉 오직 양자 얽힘으로 얽혀
있는 우주 전체만이 실체라고 주장한다. 그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존재한다고 생
각하는 우주 전체의 부분들은 전체와 다른 등급의 실체(2nd kind of substance)인
것이 아니고, 단지 전체에 의존하는 존재자(dependent entity)이다. 의존적인 것들
에 대한 다원론(pluralism)을 인정함으로써, 쉐퍼는 자신의 견해가 실체 다원론은
아닐지라도 세계에는 단 하나의 존재만이 존재한다는 존재 일원론(existence
monism)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쉐퍼에 따르면 전체가 부분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선적이고 더 근본적이다.
그리고 전체만이 독립적(다른 것에 근거하지 않는다)이라는 의미에서 근본적이다.
이와 같은 논증의 결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많은 철학자들은 쉐퍼의
논증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듯 보인다.
오늘날 이 논증에 관한 가장 유력한 비판은 쉐퍼의 양자 일원론에 관한
주된 비판은 쉐퍼가 집합적인(collective) 혹은 전체론적(holistic)인 속성을 도입
하는 보수적인 길을 놔두고 급진적인 부분-전체 사이의 근거 관계의 역전을 도입
했다는 것이다. 47 쉐퍼의 논증 이전에도 너무나 유명한 닐스 보어(Niels Bohr)의
EPR 대응(Bohr 1935) 이후에 많은 물리학자와 철학자들에게 양자역학의 전체론적
인(holistic) 특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었다. 1935년에 보어는 고전인 “물리적 실재
에 대한 양자-역학적 기술은 완전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가?(Can QuantumMechanical Description of Physical Reality be Considered Complete?)”에서 비국소성(non-locality)이 EPR계에 존재하며, 양자역학이 불완전하다는 결론에 이르
기 보다는 그 편을 택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바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야 이
러한 생각은 철학적으로 더욱 엄밀해지는데, 폴 텔러(Paul Teller)는 시공간적 관
계 이외에도 근본적인 양자 얽힘 관계를 도입하자는 관계적 전체론(relational

47

이와 같은 비판은 P. Lewis 2016, 174, Bohn 2012, 그리고 Calosi 2014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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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ism)을 제안한 바 있다(Teller 1986). 48
그러나 이스마엘과 쉐퍼는 이런 새로운 근본적 관계의 도입이 임시 방편
적(ad hoc)이라고 말한다(Ismael & Schaffer 2020, 4155). 왜냐하면 어떤 두 존재자
사이의 어떤 양상적 연결(modal connection)의 존재로부터 일단 그들이 서로 별
개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들 사이에 새로운 근본적 관계를 도입
하는 것은 서로 별개가 아닌 것들도 모두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게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유형의 추론이 자유롭게 도입된다면, 양상적 연결이
있는 것들 사이에서 별개임의 실패는 있을 수 없게 된다.
누군가는 양상적 연결의 존재로부터 항상 새로운 근본적 관계를 도입하
는 방안을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순전히
구별되는 대상 사이에서는 양상적 연결이 성립할 수 없다는 흄적 원리와 양립하기
어려우므로 급진적인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순전히

48

김재권에 따르면, 한 물리계의 모든 속성은 그 물리계의 미시-구조적 기술에 수반(부분전체론적 수반; mereological supervenience)한다. 부분-전체론적 수반의 수반 기초인 미시
-구조적 기술에는 (i) 미시-구조를 이루는 입자들, (ii) 입자들의 내재적 속성 이외에도, (iii)
이 입자들을 하나의 구조를 갖추도록 배열하는 관계가 포함된다(Kim 1999/2010, 12).
문헌적 자료에 따르면, 김재권은 텔러의 양자얽힘으로부터의 논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분-전체론적 수반 기초에 ‘부분들 사이의 관계’를 포함하게 된 것처럼 보
인다(Kim 1993, 162). 이 단서가 없거나, 흄적 수반의 경우처럼 관계를 시공간적 관계만을
받아들일 경우에 양자역학에 의해 부분-전체론적 수반은 깨어진다. 김재권은 “수반에 관한
후기(Postscripts on supervenience)”에서 다음과 같이 쓰면서, 이 공을 텔러의 논문에 돌
린다:
명백히, 속성들에 수반하지 않는 관계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인과적
관계와 어떤 시공간적 관계들.4
4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하여 다음을 참고 Paul Teller,
“Relational Holism and Quantum Mechanics,” British Journal for
Philosophy of Science 37 (1986):71-81. 그러므로 이러한 관계들의 수
반 기초(supervenience base)는 반드시 관계를 포함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Kim 1993, 162)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 양자 얽힘이 부분-전체론적 수반의 실패를 함축한다고 주장해온
사람들은 양자 얽힘 관계를 근본적인 관계로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논의를 제공할 필요
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논의를 제공하지 않는 실버스타인과 맥기버
(Silberstein & McGeever 1999)와 달리 쉐퍼는 애초의 논문(Schaffer 2010)에서도 이를 의
식하고 나름의 이유-얽힌 상태에 대해서 고려하는 물리적 속성(예를 들어, 스핀 속성)들이
특정한 얽힌 계에 상대적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일반성을 잃는다-를 제공한다. 이스마엘과
공저한 쉐퍼의 최신 논문(Ismael & Schaffer 2020)에서는 이와 같은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것을 보아, 쉐퍼는 2010년의 논문에서 제시한 이유는 철회한 듯 보인다. 쉐퍼의 애초의 이
유에 관한 유력한 반론은 클라우디오 칼로시(Claudio Calosi, Calosi 2014, 92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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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되는 대상 사이에서는 필연적 상관성이 성립할 수 없다는 흄적 원리를 존중하
면, 구별되는 대상들 사이에서 필연적 상관성을 갖도록 하는 근본적 관계를 도입
하기 보다는 전체가 부분보다 더 근본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마엘과 쉐퍼의 견해
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들은 그래서 적어도 다른 영역에서 근본적 관계의 새로운 도입이 그럴
듯 하다면 모를까, 오직 양자얽힘의 사례를 위해 근본적 관계로서의 얽힘 관계를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49

어떤 사람들은 부분들은 전체에 근거하고 그런 의미에서 전체에 의존해서 존재하
고, 근본적인 존재자로서의 실체가 전체 계라는 정도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다
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쉐퍼의 논증은 쉐퍼 자신이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
다 훨씬 과격한 일원론 논증으로 보인다는 것이 문제이다. 피터 루이스(Peter
Lewis)는 쉐퍼의 논증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우선성 일원론은 양자 입자(quantum particles)와 같은 국소적
개별자(local individuals)가 존재하지만, 그들은 존재론적으로
기본적(basic)이지 않다고 간주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Ladyman & Ross 2007, 135] 양자역학을 기초로 국소적 개별자
와 같은 것은 없다고 결론 내린다. 50 (P. Lewis 2016, 174; 래디

49

이스마엘과 쉐퍼가 제안하는 두 존재자 사이의 양상적 연결에 대한 설명 찾는 법은 다음
과 같다:
그들은 사실 동일한 것인가? → 예. 동일성
→ 아니오. 그럼 그들은 형이상학적으로(또는 인과적으로) 별개인가?
→ 아니오. 근거 (또는 인과)
→ 예. 새로운 관계 도입(최후의 수단…)

50

참고로 이스마엘과 쉐퍼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물리학자 데스파냐, 철학자 모들린, 그리
고 물리학자 니콜라스 지생(Nicholas Gisin)을 인용한다.
누군가는 이 생각에서 전체론적인(holistic) 무엇을 엿볼지도 모르겠다:
전체계는 “그것의 부분들의 합 이상”인 것처럼 보인다.16
16

이러한 맥락에서 데스파냐는 (d’Espagnat 1979, 181) 결론 짓는다:
“대부분의 입자나 입자들의 종합(aggregates)은 통상 분리된 물체들
(separate objects)이고 과거의 어느 시점에 다른 물체와 가끔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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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과 로스 서지사항은 나의 추가)

그렇다면, 쉐퍼는 국소적 개체들을 가정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가? 타코에 따르면,
쉐퍼는 그의 논증에서 부분성(parthood)를 확보할 방안 없이 부분성을 가정하고
있다(Tahko 2018, 258). 애초에 양자적으로 얽힌 계 전체가 부분성을 갖지 않는다
면, 어떻게 양자 얽힘(quantum entanglement)으로부터 부분이 전체보다 우선적
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쉐퍼는 얽힌 전체가 부분성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
고 있는데, 이는 일견 직관적으로 자명해 보이지만 타코는 쉐퍼가 이 부분성을 양
자 존재론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가 의심스럽다고 말한다.

용한다고 간주된다. 분리성의 위배는 어떤 의미에서 이 모든 물체들이
하나의 불가분의 전체(indivisible whole)를 이룬다(constitute)는 것
을 의미하는 듯 보인다.” 마찬가지로, 모들린은 (Maudlin 1998, 56) 다
음과 같이 말한다: “한 복합체(a complex whole)의 물리적 상태는 언
제나 그것의 부분들의 물리적 상태로 환원되거나, 부분들의 상태와 시
공간적인 관계로 환원될 수 없다. (…) 역사상 가장 고도화된 과학적
탐구의 결과는 제거불가능한 전체론을 포함한 이론이다.” 제시될 수
있는 예를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지생은 (Gisin 2014, 43; “양자 전체
론”이라는 이름의 절에서) 다음과 같이 쓴다: “거칠게 말해서, 양자물
리학의 이상한 이론은 우리에게 우주에서 멀리 떨어진 두 물체가 사
실은 하나의 물체를 형성(form)하는 것이 가능하고 심지어 흔한 일이
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이 얽힘이다. 만일 두 부분 중 한 쪽을 찌르
면, 둘 다 부들부들 떨 것이다.” (나의 강조; Ismeal & Schaffer 2020,
4145)
또한, 이스마엘과 쉐퍼는 같은 논문 4150쪽에서 철학자 마크 랭(Marc Lange)과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Roger Penrose)로부터 비슷한 말들을 인용한다.
랭의 해석적 제안은 (Lange 2002, 292 cf. Gisin 2005, p. 5) 하나의 얽
힌 앨리스+밥 계가 있고 하나의 산발적인 얽힘풀기(disentanglement)
사건이 있다는 것이다: “분리된 결과들이 [EPR 실험의] 두 날개로 발
생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의 측정 장치와 오른쪽 영역에서 발생한 하
나의 사건이라는 하나의 결과가 있다.” 혹자는 랭의 제안에서 제거적
인 측면을 버림으로써 앨리스와 밥이 (그리고 연관된 사건들이) 전체
의 조각(fragments)으로서 파생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허용하여 더
근본적인 이야기의 올바른 기술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마찬가
지로, 펜로즈의 (Penrose 2004, 578)—“얽힌 양자 세계”라는 장에서—
“하나 이상의 입자로 이루어진 계가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의 전체론적인 단일체(unit)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려해보라.
(나의 강조; Ismael & Schaffer 2020, 4150)
이 인용문들은 양자계의 어떤 전체론적인 특성을 지적한다. 특히 내가 강조한 문장에서, 인
용문의 저자들은 부분들이 합해진 전체 계라고 간주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였다는 듯 말
한다. 문제는 바로,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쉐퍼가 전체의 부분성(parthood)을 어
떻게 구할 수 있겠는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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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살펴본 것처럼, 양자 얽힌 계에서 우리는 얽힌 상태에 있는 다른
입자에 대한 언급 없이는 한 입자에 대한 완전한 분석을 제공할 수 없었다.
부분성을 구하기 위해 쉐퍼의 염두에 있는 방안은 아마도 결풀림
(decoherence)인 것 같다(Schaffer 2010, 53). 결풀림이 일어나면, 양자 계는 고전
통계적인 계(classical statistical system)처럼 보인다. 양자 계를 다루는 상태 함수
는 일반적으로 복소수이고 양자계 특유의 양자 결맞음(coherence) 상태를 이룰
수 있지만, 결풀림이 일어나면, 양자 계는 고전 통계적인 계처럼 보인다. 결풀림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가 주목하는 계의 상태 함수는 단순한 고전적 확률 함수가 된
다. 이 고전 통계적인 계는 그 말 그대로 양자적인 특성을 잃고 고전적으로 거동
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와 같은 가능한 대응의 문제는, 결풀림이 일어난
다고 해서 양자계가 고전적인 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풀림이 일어난
양자 계는 여전히 양자 계이지만 고전적인 계처럼 보일 뿐이다. 결풀림은 양자 계
가 보이는 외견상의 고전성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개체와 같이 ‘고전적 존재자’의
도입을 정당하게끔 만들지는 못한다.
일군의 사람들(특히 Ladyman & Ross 2007처럼)이 주장하듯, (그리고 쉐
퍼와 같이) 거시적으로도 이 세계가 고전계가 아니라 양자계라고 하면, 현재의 양
자역학이 완전하다는 가정 아래에선 고전적인 세계(classical world) 51 와 고전적인
세계에서 성립한다고 기대되는 국소성(locality), 독립성(independence), 등등은
심지어 세계에 대한 근사적인 견해가 아니라 환영(illusion)일 뿐이다.
타코는 만일 양자 계에서 부분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쉐퍼의 논증은 세
계 전체가 그것의 부분보다 형이상학적으로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논증이 아
니라 결국 오직 전체만이 존재한다는 존재 일원론을 옹호하는 논증이 되어 버린다
고 지적한다(Tahko 2018, 259). 52

51

고전적인 세계에 관한 주장으로 예를 들어, 실버스타인과 맥기버: “고전 물리학에서의
계는 부분들의 상태와 속성이 그것들로 구성된 전체의 상태와 속성들을 결정하고, 부분들
만으로 분석될 수 있다.” (Silberstein & McGeever 1999, 96)

52

내가 한 마디 덧붙이자면, 쉐퍼가 양자 일원론을 옹호하기 위해 양자장론(quantum field
theory)를 인용(Schaffer 2010, 54-5)하면서, 래디먼(Ladyman 2017, Ladyman & Ross 2007)
과 같은 과격한 “개체란 (우리의 논의에서) 사라져야만 한다(Every thing must go)” 견해를
견지하지 않는 것은 쉐퍼 스스로의 정합성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어 보인다. 물리적으로는
세계에 전체 계로서의 오직 하나의 양자장(a quantum field)만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존
재론에 일상적 개체들의 자리는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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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와 같은 양자 일원론 논증의 함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
가? 내가 보기에 이와 같은 존재 일원론은 근거 우연주의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이다.

그렇다면 왜 근거 필연주의를 함축하는 근거-설명 연결 논제들 (ECU1)이나
(ECS1) 53 이 “부분이 전체의 근거(이고 보다 더 근본적)”이라는 원리(원자론적 원
리라고 부를만 하다)보다 선호되어야 하는가? 앞에서의 내 주장이 옳다면, 심지어
쉐퍼의 논증은 일상적 개체와 전체를 이루는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 상식조차
거부해야 하게끔 만든다. 만일 우리가 근거 필연주의보다 원자론적 원리를 더 중
시한다면, 우리는 양자 얽힘으로부터 근거 필연주의를 반대할 이유를 얻을 수 있
다.
원자론적 원리는 근대 물리학의 성공 이후 우리에게 꽤나 생산적인 연구
교의(doctrine)이었다. 과학자들은 근대 이후로 계속 이어진 물리학의 성공이, 특
히 그 원자론적 분석의 전략이, 환원주의의 참과 환원주의를 추구할 동기를 부여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리하여 20세기 들어 단지 기계론적이라고 간주해오던 소위
‘자연적인’것과 구별되는 생명, 인간, 심지어 사회현상 마저 미시-물리학의 방법론
을 동원하여 최선의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학자들이 생겨났
고, 그것은 오늘날 분자생물학이나 복잡한 수리적 모형을 동원한 경제학적 이론의
부흥을 이끌었다. 그와 같은 유행과 더불어 철학자들도 환원주의의 성공을 받아들
이고, 심-신 문제와 같은 형이상학적 문제에서도 환원주의를 추구하려는 동력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54

53

(ECU1) 근거 지어진 것과 그것의 근거 사이의 근거 관계는 배경 조건이 주어졌을 때
전자를 설명항으로 하고 후자를 피설명항으로 하는 형이상학적 설명을 이루며, 이때의 형
이상학적 설명은 언제나 완전한 설명이다.
(ECS1) 근거 지어진 것과 그것의 근거 사이의 근거 관계는 배경 조건이 주어졌을 때
전자를 설명항으로 하고 후자를 피설명항으로 하는 형이상학적 설명을 항상 뒷받침하며,
이때의 근거 관계가 뒷받침하는 형이상학적 설명은 언제나 완전한 설명이다.
54

이에 관한 김재권의 진단을 보자.
적절한 사례는 물질적 사물의 거시-속성들이 그들의 미시적-속성에
수반한다는 교의(doctrine)인 부분전체론적 수반이다. 이것은 대단히
생산적인 현대 이론 과학의 미시-환원적 연구 전략에 깔려 있으며 지
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원자론(atomism)의 형이상학적 교의이다. 그리
고, 역으로, 이 연구 전략의 성공이 부분전체론적 수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킨다. (Kim 1984/1993,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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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근거 필연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이점이 있는가? 나에게는
그 이점이 즉시 분명하게 떠오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직접적 이점이 없더라도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가? (ECU1)이
나 (ECS1)을 부정하는 것, 즉, 어떤 사실(근거 지어진 사실, 피-설명항 사실)의
완전한 근거가 그것의 당혹스러운 사례 없는 설명자(설명항)이 되지 못한다는 것
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가?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만한 이
유는 아마도 이것이 충족이유율(Principle of Sufficient Reason; PSR)의 위배 사례
라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영역에서 PSR은 이미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제라고 생
각되고 있다.
세상 만사가 모두 충분한 이유를 지니고 있는가? 근대 이후 20세기 무
렵 까지도 “그렇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대표적으로, 라플라스(Laplace 17491827)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약 어느 주어진 한 순간에 대해 지성이 자연에 생명을 불어
넣는 모든 힘과 사물을 구성하는 각자의 위치를 인식하고, 그
지성이 또한 이러한 자료를 분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광대
하다면, 가장 미소한 원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주의 가장
거대한 물체들의 운동들도 한 가지 공식으로 함축될 것이다.
어떠한 것도 그 공식에 대해 불확실하지 않을 것이고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도 분명해질 것이다. (Laplace 1814; Cushing 1998,
169에서 재인용; 송진웅 옮김 2004, 230)

양자역학이 PSR에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했던 아인슈타인(1879-1955)의 말도 유
명하다:

양자역학은 확실히 인상적이다. 그러나 내 마음 속 목소리는
이것이 아직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 이론은 많은
것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 악마’의 비밀에 우리를 접근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여하튼 나는 신이 주사위를 던지지는 않을 것이
라고 확신한다. (나의 번역; 아인슈타인이 1926년에 막스 보른
(Max Born)에게 쓴 편지; Cushing 1994, 307에서 재인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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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웅 옮김 2005, 414)

그러나 비-국소적(non-local)이고 비-맥락적(non-contextual)이어서 비-국소적
숨은 변수를 통해 라플라스와 아인슈타인의 이상을 유지시킬 수 있는 봄(Bohm)
의 역학(Bohminan Mechanics)가 양자역학의 대안적 해석으로 여전히 회자되기는
하지만, 오늘날의 과학적 탐구의 결과들은 “그렇지 않다”는 쪽에 기울어져 있는
듯하다. 55

수용된 물리학은, 결국, 결정론적이지 않다. 오늘날의 양자역학
에서 비결정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인슈타인께는 실례지만(pace Einstein),
비결정론 그 자체는 충분히 수용할 만하다. (Lewis 1986, 58)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적어도 양자역학적 사례에 나타나는 인과적 설명
과 통계법칙적 설명에 관해서 원리적으로 설명항의 총합이 피-설명항을 필연화하
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예를 또 다시 들면, 우리는 현재의 양자역학에서
슈뢰딩거의 고양이가 죽었더라도 그것이 왜 하필 살지 않고 죽었는지에 대해서 원
리적으로 충분한 이유를 찾지 못한다. 이를 아인슈타인의 표현을 빌어 유비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신은 진정으로 무작위적인 주사위를 던진다.

[양]자역학은 (측정 문제를 단순히 괄호치면) 관찰된 실험적
통계(experimental statistics)를 정확히 예측한다고 말할 수 있
을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통계가 어떻게 유발되는지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무작위적인

55

봄 역학(Bohmian Mechanics)은 일단은 양자역학과 경험적으로 동등하지만, 보다 더 일
반적이고 근본적인 이론인 양자장론으로 확장하기에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음이 알려져
있다. 데이비드 알버트(David Albert)는 92년에 아래와 같이 말했지만, 내가 알기로 이 문
제는 현재까지도 큰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봄(Bohm 1952)은 몇 가지 특정한 장론(field theories)을 봄-방식으로
요리할 테크닉이다. (그러나 그 테크닉들이 먹히지 않는 다른 [장] 이
론들이 있다.) 벨([Bell 1987])은 더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방법이라
는 점에서 더 낫지만 이론을 완전히 결정론적으로 만들지 못한다.
(Albert 1992, 161; 나의 서지사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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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의 (또는 그 비슷한 것의) 작동에 기초한 이해조차 제공하
지 못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양자역학은 가장 어두운 블랙박스 이론이다; 놀라운 예언자이지만, 무능한 설명자이다. (A.
Fine 1982, 740)

제 3 절 소 결
이 장에서 나는 원자론과 근거 필연주의 사이의 양자택일 압력을 높이는 것을 통
해 근거 우연주의의 설득력을 높이고자 했다. 우선 근거 필연주의가 양자 일원론
논증의 전제라는 점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다른 논제, 원자론(atomism) 논제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근거 우연주의의 설득력을 높이고자 했다.
그리고 이 글에서 주장한 것처럼 양자 일원론을 거부할 방안이 근거 필연주의를
거부하는 길 이외의 길이 별달리 없다면, 우리가 양자 일원론을 거부하고 원자론
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근거 필연주의를 거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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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Unifying Approach to
Grounding and Causation
- Unification Through Structural Similarity Woomin Park
Department of Philosophy
Western Philosophy Major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y aims in the thesis are to propose and vindicate a unifying approach to
metaphysical grounding (hereafter, grounding) and causation. I argue that
grounding and causation belong to the same resemblance-set of relations having
structural similarities, showing that they are in a metaphysical sense much more
homogeneous than widely assumed in the literature.
In Chapter 2 (“Unification through structural similarity between
grounding and causation”), I critically review Karen Bennett's view as a way to
set up a stage, for my unifying approach to grounding and causation. And then
I defend this way of unification by responding to recent objections to the
unifying approach.
The main objections to the (metaphysical) structural similarities
between grounding and causation are as follows: first, grounding is synchronic,
whereas causation is diachronic; second, grounds are more fundamental than
groundeds, whereas, in causation, causes are not more fundamental than effects
(or at least, it is unclear if causes are more fundamental than effects); third,
grounds in themselves necessitate groundeds, whereas causes alone do not
necessitate effects while they necessitate the effects only together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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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conditions such as laws of nature.
In defense of the unifying approach, along with Bennett, I argue that
those objections do not succeed: first, among grounding relations, there are
diachronic grounding relations; second, since fundamentality is essentially a
relative relation in that one thing is more fundamental than another only relative
to a certain specific relation, so while grounds are more fundamental than
groundeds with respect to grounding, and causes are indeed more fundamental
than effects with respect to causation; third, there do exist cases in which
grounds do not themselves necessitate groundeds as the instantiation of the
realizer property does not itself necessitate the instantiation of the realized
property while the former necessitates the latter only together with the laws of
nature.
However, the most difficult objection remains. As mentioned earlier,
we may think that grounds can be regarded as necessitating groundeds along
with the background conditions, although they do not necessitate the groundeds
by themselves. However, according to a common view of causation, causes do
not necessitate effects even with the background conditions, but they also do
not necessitate the effects even with background conditions. This strongly
suggests, goes the objection, that there is a deep, unbridgeable gap between
grounding and causation.
In reply to this objection, Bennett argues that it is the common view of
causation to be blamed, claiming that indeed causes together with background
conditions necessitate effects. I offer a defense of the unifying approach against
this objection in a different line of thought. Rejecting the common view of
causation is not the correct response to this objection. Instead, I reject the
widespread assumption (which I shall call ‘grounding necessitarianism’) that a
ground (given background conditions) necessitates a grounded. Through the
discussion in Chapter 3 and the appendix, I argue that grounding
necessitarianism is false (i.e., ‘grounding contingentism’ is true) by arguing that
there are cases in which grounds do not necessitate groundeds even with
backgrou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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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hapter 3 (“Loose connection of grounding and explanation and
grounding contingentism”), I point out that (full) grounds and given background
conditions are not complete explanantia when an indeterministic statistical law,
which only statistically determines the occurrences of instantiations, grounds
the instantiations. Grounding necessitarians advocate the necessitarianism by
the following line: they seem to regard grounds as complete explanantia for
groundeds (which I shall call ‘the close connection of grounding and
metaphysical explanation’); and they think the following thesis seems to be selfevident in the related literature: at least in a complete metaphysical explanation,
an explanans metaphysically necessitates an explanandum; and finally, grounds
completely explain groundeds, so the former necessitate the latter. They argue
grounding necessitarianism to be self-evident through this line of thought.
However, the fact that such a (full) ground is not always a complete explanans
shows that grounding and metaphysical explanations are not as closely
connected as generally assumed. If the grounding-explanation connection is that
loose, it seems difficult to regard grounding necessitarianism as self-evident
through the grounding-explanation connection.
In addition, in the appendix (“Choose between the two: quantum
monism or grounding contingentism”), I support grounding contingentism by
claiming that we have to choose only one between atomism (i.e., parts are more
fundamental than a whole) and grounding necessitarianism. I consider Jonathan
Schaffer’s argument for quantum monism (i.e., the whole is more fundamental
than its parts in the quantum system), which is based on ground
necessitarianism and the dominant view of quantum mechanics. I point out that
it seems difficult to accept atomism as long as we advocate grounding
necessitarianism. Then, I advocate grounding contingentism by showing that it
is the most promising way to reject quantum monism and stick to atom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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