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과억| 관맏 반사실적 조런문 분석의 

。|론적 구조 

I 서론 

김윤환 

(서울대학교 철학과) 

인과에 관한 반사실적 조건문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 of 

causation)은 인과에 대한 우리의 직관에 부합한다는 장점에도 불구 

하고， 몇 가지 치명적인 반론을 이겨내지 못해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영 향이론Onfluence theory) 등으로 옷을 갈아입은 인과에 관 

한 반사실적 조건문 분석은 현재에도 그 논의의 명맥이 줄기차게 이 

어지고는 있지만， 애초에 흉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근본 생각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 논문의 탐구 목적은 인과에 관한 철학적 논의의 전체적인 흐름 

내에서 반사실적 조건문 분석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이론적 구조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흉 이후 시작된 인과에 관한 

철학적 논의로서 규칙성 이론(regulari ty theory)올 간략히 짚어보고 

(2장)， 논의의 과정에서 어떻게 하여 반사실적 조건문 분석이 도입되 

었는지 살펴보겠다(3장). 그리고 언과에 관한 반사실적 조건문 분석 

이 무엇인지 그 대강을 정리한 후(4장) 반사실적 조건문 분석이 기 

존의 규칙성 이론에 대해 가지는 장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5장). 

마지막으로， 반사실적 조건문 분석에 대한 반론 중 가장 대표적인 과 

잉결정(overdetermination) 및 선취(preemption)의 문제와 그 문제 

들에 대한 해법， 그리고 그 해법의 한계를 살펴보고， 새로운 해법의 

가능성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하겠다(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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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인과에 관한 규칙성 이론 

인과에 관한 본격적인 철학적 논의는 홈으로부터 시작된다. 홈은 

원인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이 따라 나오며， 첫 번째 것과 유사한 모 

든 대상들에서 두 번째 것과 유사한 대상들이 따라 나올 때 ， 그 중 

앞선 대상을 원인이라 한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첫 번째 대상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대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1 ) 

보다시피 원인에 관한 흉의 정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의로 이 

루어져 있다. 이 두 정의의 차。l점에 대해 흉이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홉 。l후의 인과에 관한 철학적 논의에서 

앞의 정의는 인과에 관한 규칙성 이론의， 뒤의 정의는 인과에 관한 

반사실적 조건문 분석의 근본 생각이 되어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 

었다. 

흉 이후 인과에 관한 철학적 논의 과정에서 많은 철학자들은 원인 

에 대한 흉의 정의 중 앞의 것에 주목하여 인과를 어떠한 법칙과 

이에 근거한 인과적 규칙성(causal regularity)에 초점을 두어 분석 

하려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인과에 관한 규칙성 이론이다. 이 이론 

에 따르면， “개별적 사건들의 관계에 관한 인과적 진술은 적어도 한 

개의 일반적 진술과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논리적 연역관계)， 

이 일반적 진술은 인과법칙(causal law)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된 

다 "2) 예를 들어， ‘철은 물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철은 물속에 가 

라앉는다.’는 인과문장은 

<D 철은 물보다 밀도가 크마. 

1) D. Hume, Enqlliries concerning rhe Hllman Understanding and concerning the 
Princψles of Morals, ed. by L. A. Selby-Bigge, 3rd edn revised by P. H. 
Nidditch, Oxford: Clarendon Press, 1975, p. 76. 

2) 김효명， r인과개념의 철학적 분석」， -철학사상J ， 1 6호， 별책 l 권， 제4호， 서 

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3, p.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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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은 물속에 가라앉는다. 

@ 어떤 것이든 불보다 밀도가 크면， 그것은 물속에 가라앉는다. 

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φ이 자연법칙인 @과 연언을 이루면 @를 

논리적으로 합축하므로 @이 @의 원인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규칙성 이론은 이후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 

다. 대표적인 문제가 몇 가지 있지만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일단 한 가지 문제만 살펴보겠다. 

앞서 보았듯이 인과에 관한 규칙성 이론은 어떤 사건들 간의 인과 

관계에는 한 개 이상의 일반적 진술이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이 따라 나올 때 그것을 

두 사건의 인과관계로 간주함은 그것을 어떤 보면적인 자연법칙의 

한 예화로 간주합과 같다는 것이 인과에 관한 규칙성 이론의 주장이 

다.3) 그러므로 규칙성 이론에 따르면 인과에 관한 진술은 법칙적 진 

술이어야 한다. 하지만 규칙성 이론은 어떤 일반적 진술이 법칙적 일 

반진술인지 비법칙적 일반진술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규 

칙적으로 일어나지만 우연적인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 

이다. 예를 들어， 어떤 나무가 초록색 앞을 가지는 사건 뒤에 그 나 

무가 노란색↓ 잎을 가지는 사건이 규칙적으로 따라 나온다 하더라도 

앞의 사건올 뒤의 사건의 원인이라고 볼 순 없다씨 인과에 관한 규 

칙;생 아l흔은 이 문제에 대해 만족스러운 해탑을 내놓지 못했다. 

Ill. 반사실적 조건문 분석의 도입과 가능세계 의마론 

인과에 관한 규칙성 이론이 풀지 못한 법칙적 일반진술과 비법칙 

적 일반진술의 구별 기준올 찾기 위한 하나의 시도가 바로 -원인에 

관한 홈의 정의의 뒷부분에 주목한- 인과에 관한 반사실적 조건문 

3) Loc. cit. 

4) Ibid.,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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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다. 이 분석에 따르연 어떤 일반적 진술이 법칙적 진술인지 

비법칙적 진술인지는 그 진술이 반사실적 가정을 지지하는지 아닌지 

를 통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랍은 한국어 

를 이해한다.’는 일반적 진술은 ‘미국의 대통령 부시가 이 방에 있다 

면 그도 한국어를 이해할 것이다.’는 반사실적 가정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비법칙적 일반진술이다. 그러나 ‘모든 성냥은 그어졌을 때 불 

이 켜진다.’는 일반적 진술은 반사실적 가정을 지지하기 때문에 법칙 

적 일반진술이다.5) 

하지만 인과에 관한 반사실적 조건문 분석 역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반사실적 조건문이 참이 되는 조건을 진리함수적 의미론에 근 

거하여 본다연， 이는 반사실적 조건문에 대한 우리의 직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ì ) 만약 그 엿이 섭씨 100。의 열을 받았더라면 녹았을 것이다. 

ι) 만약 그 엿이 섭씨 100。의 열을 받았더라면 녹지 않았을 것 

이다. 

의 두 반사실적 조건문에 대해 우리는 직관적으로 끼)은 참이고 (니 

은 거짓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반사실적 조건문을 진리함수 

적 의미론으로 따진다연 우리는 그 진리조건을 파악할 수 없다. 따 

라서 인과에 관한 반사실적 조건문 분석이 성공하기 위해선 반사실 

적 조건문이 참이 되는 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우선적 

으로 밝혀져야 했다. 

이에 루이스는 가능세계 의미론(possible world semantics)을 도 
입하여 반사실적 조건문이 참이 되는 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의 문제 

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반사실적 조건문 분석을 인과에 관한 철학 

적 논의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루이스는 반사실적 조건문이 참이 

되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5) I.bid., p.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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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口→αA가 있었더라연， C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반사실적 

조건문이 (어떤 세계 w에서) 참인 경우에，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 

만， (l) 가능한 A-세계가 없거나 (2) C가 일어나는 어떤 A-세계 
가 C가 얼어나지 않는 어먼 A-세계보다 세계 w에 더 가캅다.6) 

여기에서 川은 반사실적 조건문 자체를 공허하게 참으로 만들어 

버리므로， 우리는 (2)에만 주목하면 된다. 엿의 예를 (2)에 따라 다시 

살펴보면， 실제세계에서 (，)의 반사실적 조건문이 참이라는 것은， 엿 

이 녹아버 린， 엿이 섭씨 100。의 열을 받은 세계가， 엿이 녹지 않은， 

엿이 섭씨 100。의 열을 받은 세계보다 실제세계에 더 가캅다는 뜻이 

된다. 반면에 실제세계에서 (니의 반사실적 조건문이 참이라는 것은， 

엿이 녹지 않은， 엿이 섭씨 100。의 열을 받은 세계가 엿이 녹아버린， 

엿이 섭씨 100。의 열올 받은 세계보다 실제세계에 더 가깝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통해 실제세계에서 (，)은 참이고 (L)은 거짓 

이라고 말할 수 있다. 

IV. 반사실적 조건문 분석에서의 인과 정의 

루이스는 -원인에 대한 흉의 정의 중 뒤의 것에 주목한- 반사실 

적 직관을 바탕으로 인과를 정의한다.7) 루이스는 먼저， 어떤 사건들 

간의 인과적 의존관계(causal dependence)를 반사실적 조건문을 통 

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가 c에 인과적:로 의존하는 경우에，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 

만， C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e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인과적 의존관계는 인과관계가 되기 위한 충분조건이기는 

하지만 필요조건이 되진 못한다. 인과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인과관계 

6) D. Lewis, “ Causatioo", JOllrnal 01 Phifosophy, 70, 1973, p. 560 
7) 1bid., p. 563. 4장의 내용은 루이스의 인파 정의를 요약 정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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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d가 c에 인과적으로 의존하고 e가 

d에 인과적으로 의존한다면 인과는 이행적(transitive)이기 때문에 c 

는 e의 원인이다. 하지만 인과적 의존은 이행적이지 않기 때문에 C와 

e의 인과관계를 인과적 의존관계로 분석할 수는 없다. 

루이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과연쇄(causal chain)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인과연쇄란， d는 c에 인과적으로 의존하고， e는 d 

에 인과적으로 의존하고， 계속하여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실제 사건 

들 c, d, e, ...... 의 유한한 계열(finite sequence)을 말한다. 루이스 

는 인과연쇄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을 정의한다. 

어떤 사건 c가 다른 사건 e의 원인인 경우에，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c로부E.~ e로 이어지는 인과연쇄가 존재한다. 

v. 규칙성 이론의 미해결 문제에 대한 
반사실적 조건문 분석의 해법 

1 결과의 문저I (problem of effects) 

인과에 관한 반사실적 조건문 분석은 기존의 인과에 관한 규칙성 이 

론이 해결하지 못했던 몇 가지 문제틀을 무난히 해결한다. 가령 사건 c 

는 사건 e를 야기하지만 e는 c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하자. 또한 법칙들 

과 여러 실제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c는 e를 반드시 야기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c는 반드시 e를 야기한다.’는 명제로부터 ‘e가 일어나지 없t더 

라면， C도 일어나지 없k을 것이다.’는 명제가 따라 나온다. 이는 마치 c 

가 e에 인과적A로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하지만 이것은 e는 C 

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모순된다. 이것이 바로 ‘결과의 문제’이다. 

그러나 인과에 관한 반사실적 조건문 분석에서는 결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사실적 조건문 분석이 기대고 있는 가능세계 의 

미론에 따르연， c가 일어났으나 e를 야기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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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계가 e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c까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세계보다 실제세계에 더 가깝기 때문에 설령 e가 일어나지 않 

았더라도 c는 얼마든지 일어났을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c가 

마치 e에 인과적으로 의존하는 것처 럼 보이는 문제는 사라지게 된다. 

2. 부수현상의 문제(problem of epiphenomena) 

결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위와 같은 방식은 인과에 관한 규칙성 이 

론이 해결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를 푸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 

다. 가령 사건 e가 결과사건 f의 진짜 원인사건인 C의 부수적인 결과 

라고 가정하자. 즉 c는 e를 먼저 야기한 후에 f를 야기하였고， e는 f 

를 야기하지 않았다고 하자. 또한 법칙들과 여러 실제 상황들이 주어 

졌을 때， c는 e를 반드시 야기하고 f는 C에 의해서만 야기된다고 하 

자. 그렇다면 ‘c는 반드시 e를 야기한다는 명제로부터 ‘e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c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는 명제가 따라 나오고， c 

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c에 의해서만 야기되는 f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e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f도 일어나지 

않았올 것이다’는 명제가 도출된다. 이는 마치 f가 e에 인과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하지만 이것은 e는 f를 야기하지 않는 

다는 가정에 모순된다. 이것이 바로 ‘부수현상의 문제’이다， 

인과에 관한 반사질적 조건문 분석에서 부수현상의 문제를 푸는 핵 

심은 결과의 문제를 풀 때와 같다.C가 얼어나지 않았다면 c에 의해서 

만 야기되는 f도 일어나지 않았으리란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결국 문제는 ‘c는 반드시 e를 야기한다.’는 명제로부터 ‘e가 일어나지 않 

았더라면， C도 일어나지 않았올 것이다.’는 명제가 따라 나오게 되는 데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앞서 결과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e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C가 일어났을 수 있다고 본다면 c에 의해 f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e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f가 일어날 수 었다. 따라서 f가 

마치 e에 인과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는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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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반사실적 조건문 분석에 대한 반론들과 그 해결책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인과에 관한 반사실적 조건문 분석은 기존 

의 규칙성 이론이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한 여러 문제들올 해결하 

며 인과에 관한 철학적 논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반 

사실적 조건문 분석의 장점은 그것이 인과에 관한 규칙성 이론이 해 

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었다는 것 외에도 이 분석이 우리의 직관에 

매우 부합한다는 데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혼히 사용하는 인과문장， 

예를 들어 “버스가 늦게 왔기 때문에 지각올 했다"와 같은 문장은 

버스가 늦게 오면 반드시 지각을 한다는 뜻보다는 버스가 늦게 오지 

않았더라면 지각을 안 했을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장점이 많은 반사실적 조건문 분석도 몇 가지 풀기 

힘든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러한 문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반사실적 조건문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 

는 ‘과영결정 (overdetermination)’과 ‘선취(preemption)’에 관한 문제 

만을 다루고자 한다. 

1. 고}잉 결 정 (overdetermination) 

과잉결정은 각각이 결과사건 e를 야기하기에 충분한 두 개 이상의 

원인사건들이 동시에 e를 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간단히 도식화 

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8) 

8) 이하의 다이어그랩들은 뉴런 다이어그램을 창고하여 변형하였다. Cf. Ned 
Hall and L. A. Paul, “ Causation and the CounterexaOlples: A Traveler’s 
Guide". 2007(manu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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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1] 

예를 들어， 두 명의 저격수 C와 D가 일본 총리 E에게 총올 한 발 

씩 쏘았는데， 두 총에서 나온 총알들이 통시에 일본 총리 E의 심장 

을 관통하여 일본 총리 E가 죽었올 경우 일본 총리 E가 죽은 사건 

은 저격수 C가 총을 쏟 사건과 저격수 D가 총을 쏟 사건에 의해 과 

잉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과잉결정이 인과에 관한 반사실적 조건문 분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사건 c와 d가 직관적으로는 결과사건 e의 원인으로 파악 

됨에도 불구하고 인과에 관한 반사실적 조건문 분석에 따르면 원인 

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반사실적 조 

건문 분석이 인과 분석에 적합하지 않옴올 뜻하므로， 인과에 관한 반 

사실적 조건문 분석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앞서 든 과잉결정의 예를 반사실적 조건문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저격수 C가 총을 쏟 사건이 일본 총리 E가 죽은 사건의 원인이 되 

기 위해선 저격수 C가 총을 쏟 사건으로부터 일본 총리 E가 죽은 

사건까지 인과연쇄가 있어야 한다. 가령 저격수 C가 쏟 총알이 날아 

가는 사건은 저격수 C가 총을 쓴 사건에 인과적으로 의존해야 하고， 

일본 총리 E의 심장에 총알이 관통한 사건은 저격수 C가 쏟 총알이 

날아가는 사건에 인과적으로 의존해야 하고 일본 총리 E가 죽은 사 

건은 일본 총리 E의 심장에 총알이 관통한 사건에 인과적으로 의존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 일본 총리 E의 심장에 총알이 관통한 

사건은 저격수 C가 쏟 총알이 날아가는 사건에 인과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설령 저격수 C가 쏟 총알이 날아가는 사건이 없었 

다고 하더라도 저격수 D가 쏟 총알이 날아가는 사건에 의해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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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E의 심장에 총알이 관통한 사건이 일어났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격수 C가 총을 쓴 사건과 일본 총리 E가 죽은 사건 사이 

에는 인과연쇄가 없으므로， 인과에 관한 반사실적 조건문 분석의 원인 

에 대한 정의에 따라， 저격수 C가 총을 쏟 사건은 일본 총리 E가 죽 

은 사건의 원인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은 저격수 D가 총을 쏟 

사건과 일본 총리 E가 죽은 사건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저격수 

D가 총을 쏟 사건 역시 일본 총리 E가 죽은 사건의 원인이 아니다. 

이러한 과잉결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하나의 방법은 

인과문장에서 원인문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적절한 선언 문장으로 바 

꾸는 것이다.9> 이를 앞서의 일본 총리 E가 죽은 사건이 저격수 C가 

총을 쏟 사건과 저격수 D가 총을 쏟 사건에 의해 과잉결정된 사례 

에 대입해 보면， 일본 총리 E가 죽은 것은 저격수 C가 총을 쏘았기 

때문도 아니고 저격수 D가 총올 쏘았기 때문도 아니다. 일본 총리 E 

가 죽은 것은 저격수 C가 총을 쏘았거나 저격수 D자 총올 쏘았기 

때문이다. 즉 일본 총리 E는 저격수 C가 총을 쏘지 않았더라도 죽였 

을 것이고 저격수 D가 총올 쏘지 않았더라도 죽었을 것이지만， 저격 

수 C도 D도 총을 쏘지 않았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법은 과잉결정의 문제 해결에 있어 일정 부분 기 

여하는 바가 있긴 하겠지만 아직 이 문제의 많은 부분에 대해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격수 C가 총올 쓴 사건과 저격수 

D가 총올 쏟 사건이 결과사건을 과잉결정하는 경우라면 비교적 쉽게 

이 해법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으나， 저격수 C가 총을 쏟 사건과 일 

본 총리 E에게 심장마비가 온 사건이 결과사건을 과잉결정하는 경우 

라면 이 해법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저격수 C가 총을 

쏟 사건과 일본 총리 E에게 심장마비가 온 사건은 그 두 사건을 선 

9) 선우환， f반사실적 조건문￡로서의 인파문장」， r철학논구.1 ， 제 1 9호， 서울대 
학교 철학과， 1991, pp. 209깃 1 1. 이 논문에서는 주로 사건을 대상으로 인 
과관계를 다루고 있는 데 반해， 지금 제시하는 과영결청의 문제에 대한 선 
우환의 해법은 문장올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의 사건이 하냐의 
문장에 대용한다면， 두 사건들의 인과관계는 하나의 인과문장에 대옹할 것 
이다. 따라서 비록 사건들의 선언 사건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인과문장을 통해 인과관계를 논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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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으로 하여 하나의 원인문장을 구성하기에는 그 두 사건이 너무 이 

질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과영결정하는 원인사건 

들이 이질적인 경우에 대한 답변이 따로 요구된다. 

그런데 저격수 C가 총을 쏟 사건과 일본 총리 E에게 심장마비가 

온 사건처럼 원인사건 간의 이질성이 크다면 과연 그렇게 이질적인 

사건들에 의해 야기된 결과사건이 하나라고 봐야하는지 의문이 생긴 

다. 다시 말해， 일본 총리 E가 죽은 사건은 언뜻 보기에 저격수 C가 

총올 쓴 사건과 일본 총리 E에게 심장마비가 온 사건에 의해 과잉결 

정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총에 맞아 죽은 사건 

과 심장마비에 의해 죽은 사건은 그 죽음의 양상이 많이 달라 보인 

다. 만약 저격수 C가 총을 쏟 사건과 일본 총리 E에게 심장마비가 

용 사건이 야기하는 결과사건이 각기 다르다고 한다연， 어쩌면 과영 

결정의 문제는 사소하게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결파사건을 과잉결정하는 원인사건들의 쌍이 저격수 C가 

총올 쏟 사건과 저격수 D가 총을 쏟 사건 또는 저격수 C가 총올 

쏟 사건과 일본 총리 E에게 심장마비가 온 사건 동과 같이 두 사건 

간의 동질성이나 이질성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가 아닌， 예를 들어， 

과잉결정하는 원인사건들의 쌍이 저격수 C가 총을 쏟 사건과 닌자 

S가 표창을 던진 사건 동의 경우에는 이 두 사건을 선언으로 하여 

원인문장을 구성해야 하는지 아니연 이 두 사건이 야기하는 결과사 

건이 각기 다르다고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무척 모호하다. 이 두 

원인사건의 경우에는 두 사건 모두 암살사건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특성을 갖지만， 사용하는 무기의 차이로 인해 일본 총리 E의 죽음의 

양상은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인과에 관한 반사실적 조검문 분석에서 과잉결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원인사건들의 동질성과 이질성의 정도를 구 

분하는 데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동질적인 원인사건들은 

그 사건들을 적절한 선언 문장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과잉결정의 문 

제를 피할 수 있으며， 서로 이질적인 원인사건들은 각 사건들이 야기 

하는 결과사건을 구별함으로써 과잉결정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물 

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질성이나 이질성의 정도를 쉽게 구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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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경우가 있겠지만， 원인사건이 발생하는 특정 상황 속에서 따져 

본다면 이러한 경우를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설명하기 

힘든 과잉결정의 사례는 매우 줄어들 것이며， 반사실적 조건문 분석 

은 인과에 관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말해 줄 것이다. 

2. 선 취 (preemptio미 

선취는 과잉결정과 비슷하면세도 조금 다른 문제이다. 과잉결정과 

선취의 공통점은 직관적으로 원인이라고 파악되는 사건이 인과에 관 

한 반사실적 조건문 분석을 통해서는 원인이 아니라고 판명된다는 점 

이다. 하지만 선취는 실제세계에서 하나의 사건만이 결과사건을 야기 

했을 뿐 다른 사건은 그저 원인이 될 수 있었던 잠재성(potentiaD만 

을 가진다는 점에서 과잉결정과 차이점이 었다. 다른 말로， 과잉결정 

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원인사건들이 통퉁한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대칭적(symmeσic)이지만， 선취는 두 원인사건틀이 통퉁한 지위를 가 

지지 못한다는 접에서 비대칭적(asymmetric)이다. 

선취는 실제세계에서는 원인사건 c가 결과사건 e를 야기하였지만， 

만약 c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사건 d가 C를 대신하여 e를 야기하였 

을 경우를 말한다. 즉 이 경우 c는 d에게서 원인사건의 지위를 선취 

하였고(preempting) ， d는 c에 의해 원인사건의 지위를 선취 당하였 

다(preempted). 이를 간단히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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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저격수 C와 저격수 D가 일본 총리 E를 암살하기 위해 

함께 파견되었는데， 저격수 C가 일본 총리 E에게 총을 쏘는 것을 보 

고 저격수 D가 총 쏘기를 포기한 경우， 이는 저격수 C가 총을 쏟 

사건이 저격수 D가 총을 쏟 사건에게서 원인사건의 지위를 선취한 

것이다. 이 경우 만약 저격수 C가 총을 쏘지 않았더라면 저격수 D 
가 총을 싹서 일본 총리 E를 죽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처음 선취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저격수 C가 총을 쏟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일본총리 E가 죽은 사건이 일어났으리라는 것， 

즉 일본총리 E가 죽은 사건이 저격수 C가 총을 쓴 사건에 인과적으 

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앞서 보았던 인파 

연쇄를 통해 쉽게 해결된다 가령 저격수 C가 쏟 총알이 날아가는 

사건은 저격수 C가 총올 쏟 사건에 인과적으로 의존하고， 일본 총려 

E의 심장에 총알이 관통한 사건은 저격수 C가 쓴 총알이 날아기는 

사건에 인과적으로 의존하며 일본 총리 E가 죽은 사건은 일본 총리 

E의 심장에 총알이 관통한 사건에 인과적으로 의존한다. 이 경우 저 

격수 D가 총을 쏟 사건은 실제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떤 사건도 저격수 C가 총올 쓴 사건으로부터 일본 총리 E가 죽은 사 

건까지의 인과연쇄를 위협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격수 C가 총을 쏟 

사건으로부터 일본 총리 E가 죽은 사건까지의 인과연쇄가 존재하므로， 

저격수 C가 총을 쓴 사건은 일본 총리 E가 죽은 사건의 원인이다. 

하지만 모든 선취의 사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되지는 않는 

다. 예를 들어， 두 명의 저격수 C와 D가 일본 총리 E에게 총을 한 

발씩 쏘았는데， 저격수 C가 쓴 총알이 먼저 일본 총리 E의 심장을 

관통하여 일본 총리 E가 죽었을 경우 이 역시 저격수 C가 총을 쏟 

사건이 저격수 D가 총올 쏟 사건에게서 원인사건의 지위를 선취한 

사례이다. 이 경우에도 만약 저격수 C가 총을 쏘지 않았더라면 저격 

수 D가 쏟 총알이 일본 총리 E의 심장올 관통하여 일본 총리 E를 

죽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취의 사례는 앞서의 사례처럽 인과 

연쇄를 통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설령 저 

격수 C가 쓴 총알이 날아가는 사건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격수 D 

가 쓴 총알이 날아가는 사건에 의해 일본 총리 E의 심장에 총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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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통한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므로， 일본 총리 E의 심장에 총알이 관 

통한 사건은 저격수 C가 쏟 총알이 날아가는 사건에 인과적으로 의 

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격수 C가 총올 쓴 사건과 일본 총 

리 E가 죽은 사건 사이에는 인과연쇄가 없으므로， 인과에 관한 반사 

실적 조건문 분석의 원인에 대한 정의에 따라， 저격수 C가 총올 쓴 

사건은 일본 총리 E가 죽은 사건의 원인이 아니다. 

루이스는 이러한 두 선취의 사례를 선취가 일어나는 시점에 따라 

이른 선취(early preemption)와 늦은 선취(Iate preemption)로 구분 

한다 10) 즉 이른 선취는 원인사건이 결과사건을 야기하기 이전에 선 

취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늦은 선취는 원인사건이 결과사건을 야 

기한 이후에 선취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인과연쇄를 통해 쉽게 해 

결이 되지 않는 선취의 사례는 바로 늦은 선취의 경우이다. 이른 선 

취와 늦은 선취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늦은 선취를 칸단히 도 

식화하면 다음의 〈그립 3>과 같다. 

[그림 3] 

늦은 선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하나의 방법은 늦은 선 

취의 문제에 관련된 사건들이 매우 깨어지기 쉬운 사건들(fragile 

events)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11) 이 방법은 앞서 과잉결정의 문제 

10) D. Lewis, “ Postscripts to ‘Causation"’, Philosophical Paper:Volume I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11 ) P. Menzies, “Counterfactual Theories of Causation", http://plato.stanford.edu/ 

Cf. 김영배， 「인과 관계에 대한 반사실적 분석의 몇 가지 “문제들”」 ， r인 
과와 인과이론J ， 한국분석철학회. 1996, pp. 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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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원인사건들의 이질성이 큰 경우 각 원인사건들이 야기하는 결 

과사건이 서로 다르다고 본 것과 비슷하다. 즉 이는 늦은 선취의 문 

제에 관련된 사건들， 가령 저격수 C가 총을 쏟 사건에 의해 실제 야 

기된 일본 총리 E가 죽은 사건과 저격수 C가 총을 쓴 사건이 일어 

나지 않았더라면 저격수 D가 총을 쏟 사건에 의해 야기되었을 일본 

총리 E가 죽은 사건은 그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이나 양상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늦은 선취의 문제에 대한 이러한 해법은 너무나 궁색하다. 

물론 원인사건과 원인이 휠 장재성올 갖고 있는 사건 사이에 이질성 

이 큰 경우라면， 과영결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해법은 비교 

적 받아들일 만하다. 하지만 위에서 든 예와 같이 저격수 C가 총을 

쏟 사건과 저격수 D가 총을 쏟 사건처럼 두 사건 사이에 동질성이 

큰 경우 이러한 해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저격수 C가 쏟 총알에 

일본 총리 E가 죽은 사건과 저격수 D가 쏟 총알에 일본 총리 E가 

죽은 사건은 두 사건 간의 차이를 인정하기엔 그 차이가 너무 미미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늦은 선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해법올 찾아야 한다. 

늦은 선취의 문제의 핵심은 저격수 D가 총올 쏟 사건￡로부터 일 

본 총리 E가 죽은 사건까지의 잠재적인 인과연쇄에 속하는 어떤 사 

건이， 저격수 C가 총을 쓴 사건으로부터 일본 총리 E가 죽은 사건까 

지의 인과연쇄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가령， 앞서 본 바와 같이， 저격 

수 C가 쏟 총알이 날아가는 사건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격수 D가 

쏟 총알이 날아기는 사건에 의해 일본 총리 E의 심장에 총알이 관통 

한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므로 일본 총리 E의 심장에 총알이 관통한 

사건은 저격수 C가 쏟 총알이 날아가는 사건에 인과적으로 의존하지 

않게 되어， 저격수 C가 총올 쏟 사건으로부터 일본 총리 E가 죽은 

사건까지의 인과연쇄가 차단된다. 따라서 늦은 선취의 문제가 성립하 

기 위해선， 저격수 C가 총올 쏟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반드시 

저격수 D가 총을 쏟 사건이 일본 총리 E가 죽은 사건을 야기했을 

것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저격수 C가 총을 쓴 사건이 일 

어나지 않았더라면， 법칙들과 여러 실제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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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D가 총올 쓴 사건은 일본 총리 E가 죽은 사건을 반드시 야기한 

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저격수 D가 총을 쏟 사건이 보편법칙과 결합하여 일본 총 

리 E가 죽은 사건을 반드시 야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반사실적 직관 

에 어콧나는 면이 있다. 이는 차라리 인과적 진술을 법칙적 일반진술 

로 파악한 규칙성 이론의 직관에 더 가까워 보인다. 저격수 C가 총 

올 쓴 사건이 일본 총리 E가 죽은 사실을 야기한 것은 실제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하지만 실제세계에서 저격수 D가 총을 쓴 사건이 

일본 총리 E가 죽은 사건을 야기한 적은 없다. 단지， 저격수 C가 총 

올 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저격수 D가 총을 쏟 사건이 일 

본 총리 E가 죽은 사건올 야기했올 개연성이 높을 뿐이다. 그렇다면 

저격수 C가 총을 쏟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고， 또한 일본 총리 E가 

죽은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저격수 D가 

총을 쏟 사건이 일본 총리 E가 죽은 사건을 야기하는 데 실패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격수 D가 총을 쓴 사건이 일본 총리 E 
가 죽은 사건을 반드시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면， 저격수 C가 총을 

쓴 사건이 없었더라면 일본 총리 E가 죽은 사건은 없었을 지도 모른 

다. 이는 저격수 C가 총을 쏟 사건이 없었더라면 일본 총리 E가 죽 

은 사건이 없었을 것이라는 강한 인과적 의존관계에는 미치지 못한 

다고 하더라도， 일본 총리 E가 죽은 사건이 다소 약하게나마 저격수 

C가 총을 쏟 사건에 인과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은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당장에 -늦은 선취의 사례에서 - 저격수 C가 총올 쏟 사건이 

일본 총리 E가 죽은 사건의 원인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은 아 

니지만， 저격수 C가 총을 쏟 사건과 일본 총리 E가 죽은 사건이 약 

한 인과적 의존 관계에 있음을 밝힌 것은 늦은 선취의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법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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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l.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자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첫째로， 우리는 홈 이후에 인과에 관한 철학적 논의가 어떻게 진 

행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인과에 관한 흉의 정의 중 앞부분에 주 

목한 규칙성 이론은 인과문장올 법칙적 일반진술로서 바라보았다. 하 

지만 규칙성 이론은 법칙적 일반진술파 비법칙적 일반진술을 구별하 

는 기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반사실적 조건문 분석은 인과에 

관한 흉의 정의의 뒷부분에 주목한 반사실적 직관올 바탕으로 이 문 

제를 해결하였다. 그리고 그 외의 몇 가지 규칙성 이론의 미해결 문 

제를 풀어냉으로써 인과에 관한 철학적 논의의 지평올 확장하는 계 

기를 마련하였다. 

둘째는， 인과에 관한 반사실적 조건문 분석이 부딪힌 문제 중 가 

장 대표적인 과잉결정과 선취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해결 

책을 모색해보았다. 과영결정과 선취의 문제는 공히 우리의 직관으로 

는 쉽게 원인임을 알 수 있는 사건이 반사실적 조건문 분석에서는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는 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우리는 과 

잉결정의 문제에 관하여 원인사건들의 통질성과 이질성올 구분하는 

방법을 통해 반사실적 조건문 분석으로 설명하기 힘든 과잉결정의 

사례를 최소화하는 해법을 모색해보았으며， 선취의 문제에 관하여는 

원인사건이 없다고 할지라도 잠재적 원인사건이 반드시 결과사건올 

일으키는 것은 아님을 보임으로써 원인사건과 결과사건 사이의 약한 

인과적 의존관계를 밝히었다. 

서론에서 이미 밝혔다시피， 이 논문의 탐구 목적은 인과에 관한 

철학적 논의의 전체적인 흐름 내에서 반사실적 조건문 분석의 위치 

를 파악하고 그 이론적 구조를 밝히는 데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 

해 규칙성 이론과 반사실적 조건문 분석의 관계， 그리고 반사실적 조 

건문이 부딪히게 된 어려운 문제돌과 그 해법들올 고찰해봄으로써 

부족하나마 인과에 관한 철학적 논의에서 반사실적 조건문 분석의 

위치와 그 이론적 구조가 상당부분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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