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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종수와 만수가 돌을 집어 한 유리병을 향해 던진다. 명사수인 그 

들의 겨냥은 정확했을 뿐만 아니라， 둘 중 하나만 던졌더라도 유리 

병은 깨졌을 만큼 충분한 힘으로 던졌다. 이 경우 일종의 인과적 잉 

여causal redundancy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사례는 잉 

여 인과redundant causation의 한 사례로 간주된다. 이러한 잉여 인 

과에는 대칭적인 경우와 비대칭적인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만일 종 

수의 돌이 조금 더 빨리 유리병에 도달해서 유리병을 깨뜨렸고， 만수 

의 돌은 그저 유리병이 있던 빈 공간을 가르는 경우라면， 이 경우는 

인과적 선취causal preemption의 사례라고 말해진다. 즉， 종수의 돌 

던짐이 유리병 깨짐에 대한 진정한 원인 혹은 선취 원인preempting 

cause이며， 만수의 돌 던짐은 선취당한 예비원인preempted backup 

일 뿐이다. 그러나 종수의 돌과 만수의 돌이 정확히 동시에 유리병을 

맞혔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경우는 인과적 과잉결정causal 

overdetermination의 사례라고 말해진다. 즉， 유리병의 깨짐은 종수 

의 돌과 만수의 돌에 의해 인과적으로 과잉결정된 것이다 1) 

그렇다면 왜 그 병 깨짐은 과잉결정되었는가? 혹은 어떤 의미에서 

1) Bunzl(1979)은 과잉결정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례가 사실은 협동 인과joint 

causationY- 인과적 선취causal preemption의 사례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러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 이론， 즉 양상적으로 modally 매 
우 여린 extremely fragile 사건 이론을 가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너무 여린 
사건 이론에 대한 설득력있는 비판으로는 Lewis(1986)와 Schaffer(2003 )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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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의 돌 던짐과 만수의 돌 던짐이 병 깨점에 대한 과잉결정 원인 

overdetermining causes인가? 이것은 인과적 과잉결정이라는 개념 

에 대한 분석 혹은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 일견 

매우 그럴듯해 보이는 다음의 답변을 생각해보자: 한 사건이 인과적 

으로 과잉결정되었다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한 두 원인이 있어서 둘 

중 하나가 없이 다른 하나만 있었더라도 여전히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의 정식화는 과잉결정에 대한 우리의 직관을 잘 

포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Lewis(1986)와 Schaffer 

(2003)에 의해 좀더 정교한 형태로 제안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러한 반사실적 조건문 분석이 실패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나는 먼저 그것들이 인과적 과잉결정에 대한 충분 조 

건이 되지 못함을 보이고 이어서 필요 조건조차 되지 못함을 보인 
다 2) 

2. 충분성 반박 

과잉결정에 대한 Schaffer(2003)와 Lewis(1986)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각각 SAO와 LAO라 하자). 

(SAO) c1과 c2는 e를 인과적으로 과잉결정한다 iff 
(01*) c2없이 c1만 발생했더라도，c1이 여전히 e를 야기했을 

것이다 

(02*) c1없이 c2만 발생했더라도， c2가 여전히 e를 야기했을 

것이다 

(03) cl과 c2는 모두 e의 원인이다. 

(LAO) c1과 c2는 e를 인과적으로 과잉결정한다 iff 
(01) c2없이 c1만 발생했더라도， e는 여전히 발생했을 것이다 

2) 이 글은 나의 석사학위논문 5장을 요약한 것이다. 과영결정에 대한 반사설문 
분석이 왜 실패하는지에 대한 나의 친단으로는 같은 곳 6장 1절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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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cl없이 c2만 발생했더라도， e는 여전히 발생했을 것이다 

(03) cl과 c2는 모두 e의 원인이다. 

(04) c1 , c2 툴 다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e는 발생하지 않았 

을 것이다 

먼저， SAO가 인과적 과잉결정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함을 보기 위 

해， 다음의 협동 인과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철호와 용우가 지나가는 

개에게 장난삼아 돌을 집어 던진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돌은 각각 

개의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동시에 맞히고 만다. 개는 시력을 잃고 

만다. 다음의 그림은 이러한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3) 

cl 

c2 

[그림 1] 

여 기서 c1은 철호의 돌 던짐， c2는 용우의 돌 던짐， e는 개의 실명 

을 나타낸다. 한편 그들 주위에 메이저리그 투수를 꿈꾸는 철민과 용 

휘가 있다고 가정하자. 심술꽃은 그들은 각각 개의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겨냥해 야구공을 던진다. 그러나 철호와 용우가 이들보다 좀더 

세게 돌을 던져 먼저 개의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각각 맞힌다. 개 

는 눈이 멀고 철민과 용휘가 던진 야구공은 눈에 박힌 돌 위를 때린 

다. 아래의 그림은 이러한 상황을 나타낸다. 

3) Lewis에 의해 유행된 뉴런 다이어그램의 일반적인 규약은 다음과 같다. 까만 
원은 발생한 사건， 하얀 원은 발생하지 않은 사건， 화살표에 의한 연결은 자극 

적 연결， 까만 원에 의한 연결은 억제적 연결을 각각 나타낸다 



198 哲學論:9t 第33輯

cl* 

e 

[그림 2] 

여기서 c1*는 철민의 공 던짐， c2*는 용휘의 공 던짐을 각각 나타 

낸다. 이 경우는 인과적 선취의 사례가 된다.cl은 개의 왼쪽 눈 실 

명에 대한 선취 원인이며 cl*는 선취된 예비원인이다. 한편 c2는 개 

의 오른쪽 눈 실명에 대한 선취 원인이며 c2*는 선취된 예비원인이 

다. 이 사례에서 개의 실명이 과잉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직관은 분명하다. 즉， 철호의 돌 던짐과 용우의 돌 던점은 개 

의 설명을 과잉결정한 것이 아니라 협동하여 야기jointly cause했다. 

한편， 철민의 공과 용휘의 공은 그저 먼 눈 위를 때렸을 뿐이다. 그 

것틀은 말 그대로 개의 실명에 대한 예비원인backup일 뿐， 원인이 

아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cl. c2. e>는 SAO*의 모든 조건블 

만족시킨다. 즉， cl과 c2는 e의 원인이며， 반사실적 조건문(01*) ， 

(02*) 역시 모두 참이다; c2없이 cl만 발생했더라도 cl은 여전히 

(c2*와 함께) e를 야기했을 것이며， cl없이 c2만 발생했더라도， c2가 

여전히 (cl*와 함께) e를 야기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SAO의 

충분성 방향에 대한 반례를 갖는다. <cl , c2, e>는 (01*) , (02*) , 

(03)를 모두 만족하지만 cl과 c2는 e를 과잉결정하지 않는다. 

반론 흑자는 나의 반례가 사건들이 양상적으로 강건robust하다는 

입장， 즉 사건들이 양상적으로 여리지fragile 않다는 것을 가정할 때 

에만 성립한다고 반론할지 모르겠다. 여기서 어떤 사건이 양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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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리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그 사건이 달리 발생했을 수가 없었 

다면， 그리고 달리 발생할 수 없었던 그만큼， 그 사건은 양상적으로 

여린 사건이 된다. 가령 인과적 선취의 사례 예를 들어 종수의 돌 

던짐이 유리병 깨짐의 선취 원인이고 만수의 공 던짐은 선취된 예비 

원인일 뿐인 사례를 다시 생각해보자. 여기서 우리는 종수의 공 던짐 

이 없었더라도 유리병 깨짐이라는 그 사건이 여전히 발생했을 거라 

고 생각하였다 종수가 공을 던지지 않았던 반사실적 상황에서 발생 

한， 만수의 공 던점에 의해 야기된 병 깨짐이라는 사건은 현실 세계 

에서 발생한 병 깨짐보다 시간적으로 좀더 늦게 발생했을 것이며， 그 

병은 아마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깨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종수의 공 던짐이 없었더라도 현실 세계의 그 병 깨 

짐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때 우리는 암묵적 

으로 어느 정도 강건한 사건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즉， 

병 깨짐이라는 사건은 어느 정도는 달리 발생했을 수도 있었다고 생 

각하는 것이다. 반면에 만일 어떤 사건이 현실 세계의 그 모습 꼭 

그대로 밖에는 발생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현실 세계에서 발생 

한 그 병 깨짐이라는 사건은 반사실적 상황에서 발생한 만수의 공에 

의한 병 깨짐이라는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 된다. 이것은 아주 여린 

사건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사건들이 양상적 

으로 여리다는 것은 그 사건의 본질이 그만큼 풍부하다는 말이다 4) 

만일 이와 같이 극단적으로 여린 사건 이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림 2]의 경우에서 반사실문 (01*)와 (02*)는 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만일 cl이 c2없이 발생했더라면， 

e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c2가 없는 경우에 발생한 반 

사실적 e는 현실세계의 e와 조금이라도 달랐을 것이고 - 적어도 그 

4) 이는 산겁의 통세계적 동일성에 관한 이야기이며， 댁잘의 통세계적 동일성에 
관한 이야기가 좋은 비유가 될 것이다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주먹코가 아니었 
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가령 소크라테스가 오똑코인 상황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고 (즉，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혹자는 오똑코인 소크라 
테스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즉 그 상상된 소크라테스는 사실은 소크라테 
스가 안닌란 주장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는 양상적으로 아주 여린 대상 
이론을 받아들이는 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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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시간적으로 좀 이후에 발생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세계의 

그 e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그림 2]의 사례로 제시 

된 시나리오 역시 이러한 주장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보 

인다. 철호는 개를 향해 돌을 던지지만 용우는 돌을 던지지 않은 상 

황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 경우 철호의 돌이 개의 왼쪽 눈을 먼저 

맞힐 것이고， 곧이어 철민의 공과 용휘의 공이 각각 개의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맞힐 것이다. 이 경우 철호의 돌 던짐이 개의 설명을 

야기했는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다. 이 경우 철호의 

돌 던짐은 개의 왼쪽 눈의 실명 (혹은 애꾸됨) 만을 야기했을 뿐， 개 

의 실명을 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것처럼 보이기 

도 하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늦게 던져진 용휘의 공에 의해 개의 

실명이 야기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기도 한다. 

달벌: 나의 반례에서 반사실적인 상황에서의 결과 사건 e가 현실 

세계의 그 사건과 조금은 달랐을 것이라는 점은 전혀 본질적인 부분 

이 아니다. 원한다면， 우리는 그 사례를 다음과 같이 좀더 흥미로운 

사례로 수정할 수 있다c1*와 c2*로부터의 인과적 과정 역시， 아래 

의 [그림 3]처 럼， e까지 도달한다; 다시 말해， 철호의 돌과 철민의 공 

이 동시에 개의 왼쪽 눈에 도달하고， 용우의 돌과 용휘의 공이 동시 

에 개의 오른쪽 눈에 도달했다고 하자. 다음 그림은 이러한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c1* 

e 

c2*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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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에서 c1과 c2 , 그리고 cl*와 c2*으로부터의 인과적 과정 

은 모두 동시에 e에 도달한다. 나아가 우리는 이 경우에 결과 사건 

이 발생하는 방식이 c1과 c2가 먼저 도달하고 cl*와 c2*가 나중에 

도달했을 때 결과 사건이 일어나는 방식과 전혀 차이가 없다고 가정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cl 이 c2없이 발생했을 때 e가 발생하는 방식 

과 c2가 c1없이 발생했을 때 e가 발생하는 방식이 모두 현실 세계에 

서 e가 발생했던 방식과 똑같으리라고 가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 

우 <cl , c2 , e>는 SAO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다: c1, c2는 모두 e 

의 원인이며， c1, c2 둘 중 하나만 발생하는 경우 나머지 하나가 e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의 e 의 발생은 정말로 과잉결정되 

어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사례는 SAO의 충분성에 대한 반례가 

되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이 결과 사건 e를 

과잉결정하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c1과 c2가 e를 과잉결 

정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것들은 단지 e를 협 

동하여 야기jointly cause했을 뿐이다. 그것들 각각은 결과 사건 e에 

대하여 나름의 인과적 기여를 하고 있으면서 결과 사건을 낳기 위해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 사례에서 e는 인과적으로 과잉결정되 

어 있다. 그러나 cl과 c2가 e를 과잉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c1과 cl*는 개의 왼쪽 눈의 실명을 과잉결정하며， c2과 c2*는 개의 

오른쪽 눈의 실명을 과잉결정하며 c1-cum-c2와 c1*-cum-c2*가 e 

를 과잉결정한다고 말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결국 우리는 SAO의 

충분성 방향에 대한 반례를 얻는다. 즉， <cl , c2, e>는 SAO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러나 cl과 c2는 e를 과잉결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LAO는 어떠한가? LAO가 위의 사례를 어떻게 판정하는 

지 보자. 위의 사례가 (01), (02), (03)를 만족시키는 것은 분명하 

다; 그러나 조건 (04)는 만족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c1, c2가 모두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e는 cl*와 c2*에 의해 여전히 발생했을 것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LAO는 위 사례에서 c1과 c2는 e를 과잉결정하 

지 않는다고 올바로 판정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다소 변형된 사례 

는 LAO 역시 비슷한 종류의 반례를 허용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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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 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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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 

[그림 4] 

여기서 cl과 c2로부터 시작되는 인과적 과정은 [그림 2]에서의 각 

각 철호의 돌과 용우의 돌로부터 개의 실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다. 또한 cl*와 c2*로부터의 과정은 각각 철민의 공 던짐과 

용휘의 공 던짐에 의한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2]와 다른 점은 그러 

한 과정 외에 또 다른 과정 즉 bl으로부터 시작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bl은 b2가 발화하도록 자극적 신호를 보낸다. 그러나 

bl에서 b2로의 자극적 신호는 cl과 c2로부터 보내진 억제적 신호에 

의해 차단된다. 여기서 사실은 cl과 c2 둘 중 하나로부터만 억제적 

신호를 받아도 b2가 발화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만일 b2가 

발화했었더라면 그것은 b3가 발화하도록 야기했을 것이고， b3는 다 

시 dl과 fl 에 억제적 신호를 보내 그것들이 발화하는 것을 막았을 

것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도움이 될 것이다. 장난꾸러기 철호， 용우와 

섬술꽃은 메이저리그 지망생들 철민과 용휘 외에도 병건이가 가련한 

개 주위에 있었다. 역시 야구선수 출신인 병건은 철호와 용우와는 절 

친한 친구 사이지만 철민과 용휘에 대해서는 평소부터 감정이 좋지 

않았다. 같은 야구를 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결핏하면 야구 연습을 

한다는 핑계로 아무데나 야구공을 던지는 것을 평소부터 못마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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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왔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개를 향해 야구공을 던지 

려고 하는 것을 병건은 목격한다 병건은 그들의 공을 잡으려고 글러 

브를 낀다. 사실 병건은 국가대표급 내야수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들의 시원찮은 공을 받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때 

병건은 철호와 용우가 개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본다. 착한 친구들로 

만 알았던 그들의 돌팔매질에 병건은 실망하여 넋을 앓고， 철민과 용 

휘의 공을 잡는 것도 잊고 만다 그 사이 철호와 용우가 힘껏 던진 

돌은 개의 두 눈에 적중하고 뒤이어 철민과 용휘의 공이 도달한다. 

이 시나리오에서 철호의 돌 던짐과 용우의 돌 던점은 개의 설명을 

과잉결정하지 않는다; 단지 협동하여 야기할 뿐이다. 그러나 <cl, 

c2, e>는 (01), (02) , (03), (04)를 모두 만족한다. 따라서 LAO 역 
시 과잉결정에 대한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3. 필요성 반박 

지금까지 나는 과잉결정을 반사실적 조건문으로 분석하려는 여러 시 

도들이 과잉결정에 대한 충분조건을 제공하는지 못한다는 것을 보였 

다. 혹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01)과 (02)와 같은 반사실문의 참이 

인과적 과잉결정에 대한 가장 핵섬적인 직관을 포착하고 있다고 기대 

할지 모르겠다. 즉， 한 사건이 과잉결정되었다면 그때 (01)과 (02)는 

반드시 참이리라는 것은 과잉결정과 관련한 우리의 일상적 판단의 핵 

심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논의에 등장하 

는 연쇄 방해double prevention5l를 포함하는 사례들은 (01)과 (02) 

의 참이 과잉결정을 위한 필요조건이 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를 위 

해 먼저 전형적인 과잉결정의 사례 즉 종수와 만수가 돌을 집어 유리 

병을 향해 던지는 사례를 다시 상기해보자. 이제， 유리병 주변에 종수 

와 만수 외에도 만수의 누나 민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유리병 애호 

5) 연쇄 방해double prevention의 여러 사례들과 홍미로운 논의를 위해서는 
Hall(2002) , McDermott(l995)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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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자 수집가인 그녀는 종수가 유리병을 향해 돌을 던지려 하는 것을 

보고 그 돌을 막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민재는 동생인 만수 역시 돌을 

집어 유리병에 던지는 것을 본다 병이 깨지지 않으면 동생이 실망할 

까봐 민재는 잠자코 지켜보기로 한다， 결국 종수의 돌도 막지 않는다. 

운 좋게도 두 돌은 모두 정확해서 병은 깨지고 만수는 환호한다. 다음 

의 그립은 이러한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cl 

dl d2 d3 

[그림 5] 

여기서 fl의 발화는 종수의 와인드업을 민재가 목격하는 사건을 

나타내고， f2의 발화는 민재가 종수의 돌을 막기로 결심하는 사건을， 

f3의 발화는 민재가 손을 뻗어 종수의 공을 잡는 사건을 나타낸다. 

이 사례에서 유리병의 깨짐은 과잉결정되었다고 말해야 것이다; 결국 

유리병은 두 돌에 동시에 맞아서 깨졌으며， 민재가 옆에서 그저 지켜 

보고 있었던 사건은 종수와 만수의 돌로부터 병이 깨지는 사건까지 

의 인과적 과정에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반사실문 ‘만 

수의 돌 던짐 없이 종수의 돌 던짐만 발생했더라도， 유리병은 여전히 

깨졌을 것이다’는 거짓이다. 왜냐하면 그 경우 민재가 종수의 돌을 

막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01)이나 (02)와 같은 반사실문의 

참이 과잉결정을 위한 필요 조건인 것은 아니다. 

반론: [그림 5]의 사례에서 e는 정말로 과잉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건이 e를 과잉결정한 것인지에 대해 조심스러 

울 필요가 있다. 먼저， 만일 dl 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cl 혼자서는 

e를 야기하지 못했을 것 - 왜냐하면 cl으로부터의 과정이 중간에 차 

단되기 때문이다←이라는 점에 주목해 보자. 그렇다면 dl은 어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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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서는 결과사건 e의 발생에 필수적이며 따라서 잉여적redundant 

이지 않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관찰은 dl 이 e의 한 과잉결 

정 원인이라는 우리의 애초의 직관을 뒤집게 만든다. 둘째로， 한편으 

로 c1은 진정으로 잉여적redundant이라는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c1 

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dl 혼자서 어떠한 간섭없이 e를 야기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c1과 dl 사이의 이러한 종류의 비대칭성은 
적어도 지금의 상황이 표준적인 대칭적 과잉결정의 사례하고는 다르 

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사실 e를 과잉 결정하는 것은 c3과 d3 

이지 c1과 dl이 아니다. 그리고 c3과 d3이 e를 과잉결정했다는 사실 

이 e가 c1과 dl에 의해 과잉결정된 것으로 보이게끔 하는 오도된 직 

관의 원천이다. 

료별i 나의 반례에서 한 과잉결정 원인으로부터의 인과적 과정이 

결과 사건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도에 차단된다는 것은 본질적 인 측 

면이 아니다. 또한 두 과잉결정 원인 사이에 일종의 비대칭성이 존재 

한다는 것도 본질적이지 않다 이를 위해， [그림 5]의 c3, d3, e를 고 

려해보자. 여기서 c3과 d3이 e를 과잉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의가 없어 보인다. 이제 그 병 주위에 또 다른 유리병 수집가인 지 

회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만약 c3과 d3 둘 중 하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유리병을 살짝 옮겨 돌에 맞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 

나 c3, d3 모두가 발생하는 경우 유리병을 그냥 내버려둔다.) 역시 

연쇄 방해를 포함하는 이 사례는 다음과 같이 그려질 수 있다: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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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gl은 지희가 유리병을 지켜보는 사건， g2는 지희가 유리병 

을 치우는 사건을 나타내며， c3과 d3은 협동하여 g2의 발생을 막는 

다. 즉， c3과 d3 둘 중의 하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g2는 발생했 

을 것이고， g2는 e의 발생을 막았을 것이다. 이 사례에서 우리의 직 

관은 c3과 d3이 e를 인과적으로 과잉결정했다고 여전히 말한다; 유 

리병은 결국 두 돌맹이에 의해 깨진 것이다. 그러나 두 반사실문 ‘c3 

없이 d3만 발생했었더라도 e는 여전히 발생했을 것이다’와 ‘d3 없이 

c3만 발생했었더라도， e는 여전히 발생했을 것이다’는 거짓이다. 즉， 

(01)도 (02)도 인과적 과잉결정에 대한 필요 조건이 되지 못한다. 

결국， SAO와 LAO 와 같은 반사실문 분석은 인과적 과잉결정에 대 

한 필요 조건조차 제공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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