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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러셀(Russell)은 인과 법칙과 인과 개념이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
해를 가로막는 시대착오적인 유물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모든 실제 사건에
는 그 사건의 발생을 결정하는 유한한 수의 몇몇 사건들이 존재한다는 인
과 법칙은 근본 물리학에 의하면 거짓이며, 따라서 이러한 인과 법칙에 의
존하는 인과 개념도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러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인간의 효율적인 전략과 비효율적인 전략을
구분하기 위해 인과 개념이 필요하다는 카트라이트(Cartwright)의 입장을
검토할 것이다. 필자는 이 두 입장으로부터 결정 관계를 이용하지 않으면
서, 효율적인 전략과 비효율적인 전략의 구분의 기초가 되는 인과 개념의
역할에 적합한 이론을 개략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이로부터 필자는 인과
토대주의 즉, 인과는 근본 물리학에 의해 궁극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부정할 것이다. 인과는 그 본성상 인간 관점과 물리적 사실의 결합
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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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인과는 일상생활과 과학에서 예측, 설명, 행위와 관련하여 매우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인과는 현대철학의 결정 이론, 지
식, 지각, 지시, 마음의 동일성과 같은 영역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난 수
십 년간 철학자들의 집중적인 연구에도 불구하고, 인과의 본성 자체
에 관해 철학자들 사이에서 아직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먼저 인과 법칙과 인과 개념에 반대하는 러셀의
두 논증을 검토할 것이다. 러셀(Russell)은 유한한 수의 몇몇 사건들
이 어떤 다른 사건을 결정한다고 말하는 인과 법칙은 근본 물리학에
의하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인과 법칙에 의존하는 인과
개념도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러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인간의 효율적인 전략과 비효율적인 전략 사이의 구분
의 기초로 인과가 필요하다는 카트라이트(Cartwright)의 입장을 검토
할 것이다. 필자는 이 두 입장으로부터 결정 관계를 이용하지 않으면
서 효율적인 전략과 비효율적인 전략 사이의 구분의 기초가 되는 인
과 개념의 역할에 적합한 이론을 개략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이로부터
필자는 인과 토대주의 즉, 인과는 근본 물리학에 의해 궁극적으로 정
당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부정할 것이다. 필자는 인과는 그 본성상
인간 관점과 물리적 사실의 결합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Ⅱ. 인과에 반대하는 러셀의 논증
러셀은 그의 논문 ｢인과 개념에 대해(On the Notion of Cause)｣에
서 인과 법칙과 인과 개념을 과학에 의해 추구되는 세계의 올바른
이해를 방해하는 시대착오적인 유물이라고 공격했다. 러셀은 모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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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는 그 사건을 결정하는 원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인과 법칙을
그의 주 공격대상으로 삼았다.1) 다음 인용문에 인과에 대한 러셀의
입장이 잘 표현되어 있다.
모든 학파의 모든 철학자들은 인과가 과학의 근본적인 공리들 혹은
가정들 중의 하나라고 상상하지만, 충분히 이상하게도, 중력 천문학과
같은 발전된 과학에서, 단어 ‘원인’은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James
Ward 박사는 자연주의와 불가지론에서 이것을 물리학에 대한 불만
의 근거로 삼았다: 그는 세계의 궁극적인 참을 밝혀내기를 원하는 사
람들의 업무는 원인들의 발견이어야 하는데, 물리학은 결코 그것들을
찾으려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내게는 철학이 이러한 입법
적인 기능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보이며, 물리학이 원인들을 찾
는 것을 중지한 이유는 사실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
처럼 보인다. 철학자들 사이로 사라져가는 많은 것처럼, 나는 인과 법
칙이, 군주제와 같이, 단지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되었
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과거의 유물이라고 믿는다. (Russell
(1913), p.1).

필드(Hartry Field)는 러셀의 이 논문에서 인과 관계를 공격하는 두
논증을 추출했다.2) 인과를 공격하는 러셀의 첫 번째 논증은 인과 관
계가 시간적으로 비대칭적인 관계라는 것에 주목한다; 보통 원인은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발생하지만 결과는 원인보다 먼저 발생하
지 않는다. 인과의 이러한 비대칭성은 단순히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설명에서의 비대칭성이나 행위에서의 비대칭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 우리는 이전의 사건을 통해서 이후의 사건을 설명하지만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이전의 사건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 현재 어떤 행위를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현재 어떤 행위를 하지는 않는다.
1) 러셀은 인과 관계를 결정(determination) 관계로 생각한다; 만약 c가 e의
발생을 결정할 경우 그리고 그 오직 경우에만 c는 e의 원인이다. c가 e의
발생을 결정한다는 것은 (자연 법칙 하에서) c의 발생이 e의 발생을 위한
충분조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 Field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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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본 물리 법칙의 수준에서 인과의 이러한 비대칭적인 성
격에 대한 어떤 근거를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3) 러셀이 이
논문을 쓴 당시에 물리학의 근본 법칙이라 불릴만한 것들은 과거와
미래 두 시간 방향에서 ‘동등하게 결정적’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즉
근본 물리 법칙과 세계의 이전 상태로부터 세계의 이후 상태가 결정
되듯이, 동일한 근본 물리 법칙과 세계의 이후 상태로부터 세계의 이
전 상태가 결정된다. 러셀은 다음과 같은 말하고 있다.
법칙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어떤 차이도 만들지 않는다. 과거가 미
래를 ‘결정하는’ 것과 정확하게 동일한 의미로 미래는 과거를 ‘결정한
다’. (Russell (1913), p.15)

그러나 일상적인 인과 개념은 이러한 결정 관계의 대칭성과 양립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미래가 과거를 결정하는 방식보다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방식으로 과거는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 인과
개념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4)
필드가 주목하고 있듯이 이 논증은 물리 법칙이 시간의 양 방향에서
동일한 결정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주장에 반드시 의존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만약 물리 법칙이 시간의 양 방향에서 ‘동일한 비결정적인
성격’을 가진다면 여전히 러셀의 논증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5)
그러나 필드는 러셀의 이 첫 번째 논증이 완전히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시간적인 비대칭적 성격
을 가지는 물리 법칙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6)
‘파동함수의 오그라듦’(collapse of wave function)을 인정하는 양자역
3) 필자는 ‘근본 물리 법칙’에 의해 대략적으로 입자들, 장들, 그리고 시－공
간의 속성과 상호 작용을 지배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수용된) 물리 법칙
들을 의미할 것이다.
4) Field (2003), p. 437에서 인용함.
5) 즉, 물리 법칙과 세계의 이전 상태로부터 세계의 이후 상태의 확률이 결
정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물리 법칙과 세계의 이후 상태로부터
세계의 이전 상태의 확률이 결정된다면 러셀의 논증이 유지될 수 있다.
6) Field (2003), p.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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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어떤 해석에 의하면, 물리 시스템은 ‘파동함수의 오그라듦’ 이후
에는 이전과 다르게 진행되므로, 이것을 지배하는 양자역학의 법칙은
시간적인 비대칭적 성격을 가질 것 같다. 또한 미래 방향으로 엔트로
피가 증가하고 과거 방향으로 엔트로피가 감소한다고 말하는 열역학
제2법칙도 시간적인 비대칭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이 말했듯이 열역학 제2법칙은 근본 물리 법칙
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 같다.7) 이 법칙은 미시 물리적 상호 작용을
기술하는 법칙이 아니라, 근사적인 통계적 법칙으로 보아야 한다.8)
따라서 이 통계적인 성격을 가지는 물리 법칙에 의해 러셀의 첫 번
째 논증의 건전성이 완전히 훼손되지는 않을 것 같다. 열역학 제2법
칙이 거시적 체계의 인과관계의 비대칭성의 기초가 된다고 하여도,
예컨대 통계적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부로부터 고립된) 몇 개의
입자들의 상호작용의 인과적 비대칭성은 이 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없다.9)
양자역학의 해석에 관한 문제는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그러나
‘파동함수의 오그라듦’을 부정하면서, 상당한 정도로 지지되는 다른
해석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비대칭적 성격을 지닌 양자역학의 법칙
이 있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문제인 것 같다.10)
인과를 공격하는 러셀의 두 번째 논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과
개념은 ‘인과 법칙’이 성립한다는 가정에 의존한다는 것을 명시적으
로 이용한다. 인과 법칙은 유한한 개수의 몇몇 국지적인 사건들이 어
떤 시점에 발생한다면, 그로부터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반드시 발생한다고 말하는 법칙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어
떤 법칙도 근본 물리학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철수가 유

7) Albert(2000), Loewer(2007) 참조.
8) 통계역학에 의하면, 어떤 고립된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도 있다.
단지 그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감소할 확률이 극히 낮을 뿐이다. 열역학
제2법칙은 근사적인 통계 법칙으로 볼 수 있다.
9) Price (1992) 참조.
10) Ney (2009), p. 7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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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창 방향으로 돌을 던져 유리창이 깨어졌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우리는 철수의 돌 던짐이 창문의 깨어짐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그러
나 철수의 돌 던짐과 몇몇 국소적 사건들로부터 창문의 깨어짐의 발
생을 반드시 보장하는 인과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돌 던
짐이 발생한 후 유리창 깨어짐의 발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리창
깨어짐 시점 이전의 거의 전 우주 상태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 철수와 유리창의 중간에 영희가 있고 영희가 날아오는
돌을 중간에서 잡는다면 혹은 갑작스런 돌풍이 돌이 날아가는 방향에
발생한다면, 철수가 돌을 던진다고 하여도 유리창은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혹은 수십억 광년 떨어진 우주로부터 발생한 고에너지 레이
저 빔이 날아가는 돌을 날려버릴 경우에도 유리창은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리창 깨어짐의 발생을 막는 잠재적 방
해자가 유리창 주변이나 지구 혹은 우주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주의 어떤 장소에서도 임의의 매우 큰 에너지를 지닌 잠재
적 방해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필드가 강조한 것처럼, 어떤 사건(이 경우, 유리창의 깨어
짐)의 발생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꼭지점으로 하는 과거 빛
원뿔체(past light cone) 영역 내에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정보가 필
요하다.11) 이 과거 빛 원뿔체 영역 내의 모든 부분에 대한 정보들 중
한 부분의 정보라도 누락된다면 그 사건의 발생은 결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정보가 누락된 부분에 유리창의 깨어짐을 막는 어떤 잠
재적인 방해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유리창 깨어짐을 꼭지점으로 하는 과거 빛 원
뿔체 영역 전부를 원인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는가?’라고 물을 수 있
을 것 같다. 그러나 이 거대한 사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원인이라고
부르는 국소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건을 결정하는 충분조건의 모든 부분들을 원
11) Filed (2003), p.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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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본다면 유리창 깨어짐을 꼭지점으로 하는 과거 빛 원뿔체 영
역 내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이 유리창 깨어짐의 원인이 될 것이다.
즉, 유리창 깨어짐 이전에 발생한 거의 모든 사건들이 유리창 깨어짐
의 원인이 된다.
이 두 번째 입장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원인이라고 부르는 것
보다 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에 있지 않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적
으로 원인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원인들이 존재한다. 예
컨대 누전이 있었고 화재가 발생했다면 우리는 누전이 화재발생의 원인
이라고 말하지만 주위에 산소가 있다는 것도 화재발생의 원인이다.
우리가 이것을 원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주위에 산소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 맥락에서 항상 성립하는 배경 상태로 우리의 관심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12) 원인들 중 특히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
는 두드러진(salient) 사건을 보통 우리는 원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유리창 깨어짐 사건을 꼭지점으로 하는 과거 빛 원뿔체 영
역에 포함되는 국소적 사건들 모두를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
한 수용가능한 화용론적 이론과는 달리, 수용가능하지 않다. 예컨대
철수가 돌을 던지는 시점에 영희는 옆에서 철수가 돌을 던지는 것을
구경하면서 가만히 서 있었다고 가정하자. 영희가 옆에 서 있음이 철
수가 돌을 던지는 것과 동등하게 유리창 깨어짐의 원인이라고 한다
면, 우리가 원인 개념을 가질 어떤 이유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
의 목적을 달성하는 ‘효율적인 전략’(effective strategy)이라는 점에서
원인 개념이 필요하다. 유리창 깨어짐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
12) 우리는 일상적으로 산소처럼 배경상황으로 항상 존재하는 요소를 원인이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화학 실험실이 있는데 이 실험실에는
일반적으로 산소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지만, 어느 날 이 실험실에서 화재
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실험실에 그 날 산소가
있었다는 것이 그 화재의 원인이라고 적절하게 말할 수 있다. 그 화학 실
험실에 산소가 있었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항상 성립하는 배경 조건이 아
니기 때문이다. 인과 문장을 언제 적절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는 인과에
대한 화용론적 이론에 의해 연구된다. 산소가 있다는 것은 화재의 원인이
지만 일상적인 맥락에서 이 인과 문장을 주장하는 것은 청자를 오도할
것이므로 그 문장은 주장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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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옆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는 것임을 우리는
안다. 철수의 돌 던짐 뿐만 아니라 영희의 옆에 가만히 서 있음을 유
리창 깨어짐의 원인으로 본다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
단으로 원인을 이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인과 관계는 단순
히 거의 시간적인 선후 관계로 붕괴하고 만다.

Ⅲ. 인과에 대한 토대주의
러셀의 논증이 건전하다면 어떤 몇몇 원인들이 어떤 결과 사건을
결정한다고 말하는 인과 법칙은 근본 물리학에 의해 부정될 것이
다.13) 그리고 이 인과 법칙이 물리학에 의해 거부된다면 이 법칙에
의존하는 인과 개념도 세계의 올바른 이해를 방해하는 장애물에 불과
할 것이다. 러셀에 의하면 근본 물리학에서 인과는 정당화되지 않으
므로 실제로 인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러셀의 이러한 인과 제거주의 결론은 인과가 존재한다면 이것은
근본적인 물리적인 사실로 우리의 물리 이론을 직접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의해 발견될 수 있다는 인과에 대한 토대주의(foundationalism)
를 가정하고 있다.14) 인과 토대주의는 세계의 물리적 사실들은 근본
물리학에 의해 기술될 수 있다는 자연스러운 견해로부터 나온다. 현
대의 근본 물리학에 의하면 입자들, 장들, 시－공간이 존재하고, 이것
들은 어떤 속성을 가지며 서로 상호작용한다. 우리는 이러한 근본적
인 물리적 상호 작용을 이해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물리적 사실들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과가 세계의 물리적 사실이라면 궁극적으

13) c가 e의 원인이라면 c와 e를 연결하는 근본적인 인과 법칙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예컨대 데이비슨의 인과 이론)은 러셀의 이 논증에 의해
심하게 공격될 것이다. Davidson (1967), Latham (1987) 참조.
14) ‘인과 토대주의’(causal foundationalism)라는 용어는 Jim Woodward (2007),
Alyssa Ney(2009)가 사용한 용어이다. Woodward는 ‘인과 근본주의’(causal
fundamentalism)라는 용어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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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러한 물리 이론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근본 물리학은 인과 관
계의 궁극적인 정당화를 제공한다. 만약 어떤 물리적 사건이 어떤 다
른 물리적 사건에 의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말해주는 설명을 가진다
면 그 설명의 궁극적인 정당화는 근본 물리학에 의해 원리적으로 제
공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러셀에 논증에 의하면 근본 물리학에서
인과 법칙과 인과를 정당화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인과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러셀의 이러한 인과 제거주의에 반대하는 강한 논증이 있
다. 앞에서 인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카트라이트(Cartwright)가 지적했
듯이 인과 개념을 제거하는 것은 효율적인 전략과 비효율적인 전략
사이의 구별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구별을 포기하지 않는
다면 인과는 제거될 수 없다. 카트라이트는 TIAA(Teacher’s Insurance
and Annuity Association)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은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단순히 ‘...만약 당신이 TIAA 생명보험에 가입한다면, 당신은 더 오
래 살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보다 TIAA에 가입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산다는 것은 참입
니다. (Cartwright (1979), p. 420).

TIAA는 대학 교수나 교육자를 위한 생명보험을 제공한다. 단지 교
수와 교육자만이 그러한 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보험
에 가입하는 것과 오래 사는 것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왜
냐하면 교육자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특별히 위험한 일이 없으므로 오래 사는 경향이 있
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TIAA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장수를 위한
효율적인 전략이 아니다. 담배를 끊거나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장수를 위한 효율적인 전략일 것이다. (혹은 여기서 말했듯이 교사가
되는 것도 효율적인 전략일 것이다.) 인과 관계는 효율적인 전략과

208 논문

비효율적인 전략 사이의 구별의 기초가 되므로, 이 구별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인과 관계는 제거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효율적인
전략과 비효율적인 전략 사이의 구별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필자는 인과가 이러한 구별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인
류가 인과 개념을 가지게 된 전 이유라고 생각한다. 어떤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인과적 규칙성(상관관계)은 이용될 수 있지만, 비－인과
적 규칙성(상관관계)은 이용될 수 없다는 것이 인과 개념이 가지고
있는 전 내용인 것 같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러셀에 주장에 의하면
인과는 근본 물리학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없다. 인과 토대주의(즉, 인
과가 존재한다면 인과는 결국 근본 물리학에 의해 궁극적으로 정당화
된다)가 옳다면 우리 세계에는 인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카트
라이트에 의하면, 인과 관계는 효율적인 전략과 비효율적인 전략을
구분하는 기초로 존재한다. 따라서 이 전제들로부터 인과 관계의 궁
극적인 정당화는 근본 물리학에 의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과에
대한 반－토대주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필자는 인과를 공격하는 러셀의 두 번째 논증은 좋은 논증이라고
생각한다.15) 또한 인과는 근본 물리학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을 것이
라는 러셀의 주장도 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효율적인 전략
과 비효율적인 전략 사이의 구분의 기초가 되는 인과 관계는 근본
물리학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 다음 장에서 필자는 필자가 지지
하는 인과 이론의 대략적인 틀을 설명하고 인과에 대한 반－토대주의
를 지지하는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필자의 설명에 의하면, 인과는
결국 근본 물리학에 의해 정당화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
율적인 전략과 비효율적인 전략을 구분하는 객관적인 기초 역할을 담
당할 수 있다는 것이 보여 질 것이다.
15) 첫 번째 논증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했듯이 그 논증의 전제(‘시간적인 비
대칭적 성격을 가지는 근본 물리 법칙은 없다’는 전제)가 참인지는 아직
열려있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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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용적 인과
인과가 효율적인 전략과 비효율적인 전략을 구분하는 기초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인과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필자는 인과에 대
한 좋은 이론은 다음 요소들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사건들 사이의 ‘결정 관계’에 의해 인과를 정의한다는 생각
은 포기되어야 한다. 어떤 사건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건을 꼭지점으
로 하는 과거 빛 원뿔체 영역에 있는 전 상태이므로 결정 관계에 의
해 인과를 설명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인과 관계는 거의 시
간적인 선후 관계로 붕괴하고 만다.16) 이 경우 인과는 효율적인 전략
과 비효율적인 전략을 구분하는 기초가 될 수 없다. 영희의 옆에 서
있음은 창문의 깨어짐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창문의 깨어짐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략으로 이 사건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필자는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조건문 이론 유형이 사건들 사이의
결정 관계를 이용하지 않고 인과를 정의하는 이론이라고 생각한다.17)
인과에 대한 단순한 반사실적 조건문 이론에 의하면, 유리창 깨어짐
이 철수의 돌 던짐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즉, ‘만약 철수
가 돌을 던졌더라면 유리창이 깨어졌을 것이다.’도 참이고, ‘만약 철
16) 물리 법칙이 비결정적이라는 가정 하에서 사건 발생의 확률을 결정하는
것에 의해 인과를 정의하려는 시도도 역시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사건 e
를 꼭지점으로 하는 과거 빛 원뿔체 영역 내의 모든 사건에 의해서만 e
의 확률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운동량이나 에너지의 흐름 등으로 인과를 정의하려고 시도하는
‘과정 이론’(process theory)도 결국 러셀의 논증과 유사한 논증에 의해
어려움을 격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어떤 사건을 꼭지점으로 하는 과
거 빛 원뿔체 영역 내의 모든 국소적 사건으로부터 그 꼭지점 사건으로의
에너지 흐름 혹은 운동량의 전달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이론에서 인과 관계는 역시 거의 시간적인 선후 관계로 붕괴할 것이다.
17) Lewis (1973), Lewis (1986b), Lewis (2004) 참조. 그리고 인과에 대한 다
른 중요한 반사실적 조건문 이론 유형으로 간섭주의적 접근법(interventionist
approach)이 있다. 이 이론에 대해서는 Woodward (2003), Woodward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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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돌을 던지지 않았더라면 유리창은 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도
참이기 때문에, 철수의 돌 던짐은 유리창 깨어짐의 원인으로 판단된
다.18) 그러나 철수의 돌 던짐과 유한한 개수의 몇몇 국소적 사건들만
으로 유리창 깨어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창문의 깨어짐을 가로
막는 어떤 잠재적인 방해 요소가 주위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 예컨
대 영희가 날아가는 돌을 중간에서 가로 막았다면 철수의 돌 던짐이
있었더라도 유리창은 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실은 반사실적
조건문 ‘만약 철수가 돌을 던졌고 영희가 중간에서 그 돌의 진행을
막았더라면, 유리창은 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의 참에 의해 포착되
고 있다.
둘째, 극히 세밀한(fine-grained) 사건을19) 도입할 경우 인과 관계는
거의 시간적인 선후 관계로 붕괴할 것이기 때문에, 사건의 동일성 조
건은 너무 세밀하지 않아야 한다. 유리창 깨어짐의 예에서 극히 세밀
한 유리창 깨어짐 사건을 도입한다면 이전에 발생한 거의 모든 사건
들이 그 사건의 원인이 될 것이다; 철수의 돌 던짐 뿐만 아니라 영희
의 서 있음도 원인이 된다. 왜냐하면 영희를 구성하는 물질 자체가
유리창을 구성하는 입자들에 중력을 미치고 있으므로 만일 영희가 없
었더라면 유리창을 구성하는 유리 입자들의 배열이 아주 미세하게 달
라졌을 것이고 따라서 그 극히 세밀한 유리창 깨어짐 사건은 발생하
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면 극히 세밀한 유리창 깨어
짐 사건을 도입한다면 유리창 깨어짐 사건을 꼭지점으로 하는 과거
빛 원뿔체 영역의 거의 모든 사건들이 원인이 될 것이다.
셋째, 철수의 돌 던짐은 유리창 깨어짐의 원인이지만 옆에 영희의
서 있음은 유리창 깨어짐의 원인이 아니기 위해서는 인과 관계가 원
인과 결과 두 사건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가능 사건을 포함한 4개의
18) 반면에, ‘만약 영희가 옆에 서있지 않았더라면 유리창은 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는 거짓이므로, 영희의 옆에 서 있음은 유리창 깨어짐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다.
19) 인과에 관한 문헌에서 이런 사건은 보통 ‘깨어지기 쉬운 사건’(fragile event)
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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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들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세밀하지 않은 사건을 도입하는 것만
으로는 영희의 옆에 서 있음이 유리창 깨어짐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만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앞에서 말했듯이 유리창 깨어짐을 꼭지점
으로 하는 과거 빛 원뿔체의 영역의 모든 사건은 유리창 깨어짐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직관적으로 돌의 던지지 않음 대신에 돌의 던
짐이 발생했을 경우 나타나는 유리창 입자들의 변화는 영희의 집에
있음 대신에 영희의 옆에 서 있음이 발생했을 경우 나타나는 변화보
다 훨씬 크기 때문에 전자는 원인이지만 후자는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직관을 포착하기 위해서 인과 관계는 두 실제적(actual)
사건들 사이의 관계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 사건을 포함한 최
소한 4개의 사건이 요구되는 대조 인과(contrastive causation)로 이해
되어야 한다.20) 필자는 인과 이론에 다음과 같은 것이 성립하지 않는
다면 그 이론을 적절한 인과 이론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21)
(CC) c가 e의 원인이다 iff (ⅰ) c와 e는 실제로 발생한 다른 사건
이다. (ⅱ)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가능 사
건 c’와 e’가 있다; c 대신에 c’가 발생했더라면, e 대신에 e’가 발생했
을 것이다.22)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철수의 가만히 서 있음은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가능 사건이고, ‘철수의 돌 던짐이 아니라 철수의 가만히 서 있
음이 발생했더라면 유리창의 깨어짐이 아니라 깨어지지 않음이 발생
했을 것이다.’가 참이므로, (CC)에 의해 철수의 돌 던짐은 유리창 깨
어짐의 원인이다. 그러나 ‘영희의 옆에 서 있음 대신에 영희에게 X가
발생했더라면, 유리창의 깨어짐이 아니라 깨어지지 않음이 발생했을
20) 대조 인과에 대해서는 Schaffer (2005) 참조.
21) 필자의 인과에 대한 이 설명을 완전한 인과 이론으로 보지 말고 인과 이
론 유형의 개략적인 스케치 정도로 생각하라. 모든 반론에 방어 가능한
인과 이론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22) 조건 (ⅱ)는 다음 두 반사실적 조건문이 참이라는 것을 간단히 표현한 것
이다: ‘만약 c가 발생했더라면 e가 발생했을 것이다.’, ‘만약 c’가 발생했더
라면 e’가 발생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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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를 참으로 만드는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가능한 사건 X가 없
으므로, 영희의 옆에 서 있음은 유리창 깨어짐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영희가 (도구를 사용하여) 날아가는 돌을 중간에서 가
로막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만 하는 가능성으로 보아야 한다면,
영희의 옆에 가만히 서 있음도 유리창 깨어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는 영희의 돌을 막지 않음이 유리창 깨어짐의 원인이라
고 말할 것이다.23)
여기서 이 인과 이론이 가능 사건을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가능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으로 나누어 인과를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가능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
다. (CC)에서 조건 (ⅱ)의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가능 사건’을 단순
히 ‘가능 사건’으로 대체한다면 사건 e의 원인으로 e를 꼭지점으로
하는 과거 빛 원뿔체 영역 내에 속하는 모든 사건이 원인이 될 것이
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이 영역 내의 어떤 부분에도 e의 발생
을 가로막는 잠재적 방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제시한 인과에 대한 이 이론 유형에 주목해야 할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이 이론 유형에 의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세밀한 사건을 도
입할 것인지에 따라 원인이 변할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유리창
깨어짐의 동일성 조건이 극단적으로 세밀할 경우, 영희가 옆에 서 있

23) 이렇게 2개의 사건이 아니라 4개의 사건을 도입하는 인과 이론에는 단순
한 반사실적 조건문 이론에 문제가 되었던 ‘결여(absence)’ 문제가 발생하
지 않는다. 예컨대 우리는 때때로 운전사의 전방을 주시하지 않음이 교통
사고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운전사의 전방을 주시하지 않음은 운
전사의 전방 주시의 결여인 것 같고 이 결여가 어떻게 원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어려운 문제로 여겨졌다. (비슷하게 결여가 어떻게 결과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어려운 문제로 여겨졌다.) 그러나 대조 인과는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운전사의 옆을 주시함 대신에 전방을 주시함이 발
생했다면 자동차의 교통사고 대신에 자동차의 정상적인 주행이 발생했을
것이다. 전방 주시의 결여가 교통사고를 야기했다고 말하는 것은 운전사
의 전방 주시 대신에 옆을 주시함이 자동차의 정상적인 진행 대신에 자
동차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말하는 것의 축약표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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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대신에 영희가 집에 있었더라면 유리창 깨어짐을 구성하는 입
자 구조에 매우 미세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므로 영희가 옆에 서 있
음은 유리창 깨어짐 사건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일상적인 맥락에서
유리창 깨어짐 사건의 동일성 조건은 그렇게 세밀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영희의 옆에 서 있음은 유리창 깨어짐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영희의 집에 있음 대신에 영희의 옆에 서 있음이 유리창
입자들에 미치는 차이는 일상적인 맥락에서는 무시된다.
둘째, 사건에 어느 정도의 세밀한 동일성 조건을 도입해야 하는지
는 맥락에 의존한다. 예컨대 어떤 과학 실험실에서 과학자는 유리창
깨어짐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매우 세밀한 구조에 관심을 가져 유리창
깨어짐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왜 그 특정한 형태를 가지게 되었는지
탐구할 수 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유리창 깨어짐의 원인이 아닌 것
도 이 실험실 상황에서는 원인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세밀한 유리창
깨어짐 사건을 야기한 것은 단순히 철수의 돌 던짐이 아니다. 철수가
어떤 특정한 각도로 특정한 힘으로 던졌다는 것이 원인이며 또한 철
수가 돌을 던지는 순간에 어떤 특정한 속도와 방향을 가지고 바람이
불었다는 것도 원인이 된다. 그러나 사건의 동일성 조건의 맥락 의존
성으로 인해 인과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가 맥락에 의존한다는 것은
인과 문장이 어떤 명제를 표현하는지가 개인의 자의적인 감정이나 변
덕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과 문장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이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접근가능한 공적인 것이
라면, 화자가 어떤 맥락에서 말하는지 청자는 알 수 있을 것이고 문
제의 맥락에서 인과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는 화자나 청자 모두에게
공유될 것이다. 이 경우 인과 문장의 객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셋째, 가능 사건들 중 어떤 사건을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사건으로
볼 것인지도 맥락에 의존한다. 앞의 예에서 영희가 옆에 서 있는 것
대신에 날아가는 돌을 가로막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가능성이
아니기 때문에 영희의 옆에 서 있음은 유리창 깨어짐의 원인이 아니
라고 말했다. 그러나 영희가 돌을 막을 의도를 가지고 서 있었고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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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돌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영희의 날아가는 돌을 막음
은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가능성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영희의 (돌을
막지 않고) 옆에 서 있음도 유리창 깨어짐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
다. 다른 예를 들면 정원사의 정원에 있는 나무에 물을 주지 않음은
그 나무의 말라 죽음의 원인이지만, 한국의 대통령의 그 나무에 물을
주지 않음은 그 나무의 말라 죽음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정원
사가 그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당연히 고려해야만 하는 심각한 가
능성이지만, 한국의 대통령이 그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심각하게 고
려할 필요가 없는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넷째,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가능성’ 용어가 가지는 맥락 의존성
은 앞의 사건 동일성에 기인하는 맥락 의존성과는 달리 객관적인 요
소와 주관적인 요소 둘 다 포함하는 것 같다. 가능 사건들 중 어떤
것이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사건인지 판단할 때 그 유형의 사건이
과거에 발생한 빈도와 같은 객관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
나 이러한 객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규범적인 판단과 같은 주관적인
요소도 고려되는 것 같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수영장에 빠졌고 주위
에 있는 안전요원이 구조하지 않아 익사했다고 하자. 이 경우 그 안
전요원의 구조하지 않음은 그 사람의 익사의 원인으로 볼 수 있지만,
주위에 있던 일반인의 구조하지 않음을 그 익사의 원인으로 보는 것
은 어렵다. 수영장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이 누구의 의무인
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 같다.
다섯째, 인과를 정의할 때 사용되는 반사실적 조건문의 의미는 반
사실적 조건문에 대한 소위 ‘역－추적’(back-tracking) 해석에 의해 이
해되어서는 안되고 루이스의 표준적인 해석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
다.24) 예를 들면, 다음 반사실적 조건문은 표준적인 해석에서는 참이
지만, 역－추적 해석에 의하면 거짓이다.

24) Lewis (19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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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 철수가 10층 아파트 옥상에서 지상으로 뛰어내렸더라면,
죽었거나 크게 부상당했을 것이다.

이 문장에 대한 역－추적 해석은 다음과 같은 논증에 의해 지지된
다; 철수는 자신이 뛰어내릴 바닥에 매트리스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
었더라면 그는 10층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따
라서 철수가 10층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더라면 틀림없이 바닥에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철수가 10층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더라도 철수는 죽거나 부상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철수가 10층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린다는 반사실적 가정으로부
터 이 시점보다 이전 시점에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어떤 사태가 성
립했었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역－추적 해석이다. 만약 반사실적
조건문에 대한 역－추적 해석을 수용하고 인과를 반사실적 조건문에
의해 정의한다면, 미래 시점의 사건이 과거 시점의 사건을 야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루이스는 반사실적 조건문에 대한
역－추적 해석을 인과 이론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루이스의 반사실
적 조건문에 대한 표준적인 해석에 의하면, 반사실적 조건문 (A→C)
는 A-시점 직전인 t시점까지 현실 세계와 완전히 동일하다가 t시점에
(자연법칙을 어기는) 작은 기적이 발생하여 A가 참이 되고 그 이후
로는 현실세계의 자연법칙을 어기지 않는 모든 가능세계에서 C가 참
일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현실세계에서 참이다. 결과적으로
루이스는 전건 시점 직전에 (자연법칙을 어기는) 작은 기적을 도입함
으로써 역－추적 해석을 배제했다. 작은 기적 이전 시점의 모든 사실
들은 현실 세계와 완전히 동일하다. 그리고 인과의 비대칭성은 반사
실적 조건문 해석의 비대칭성에 의해 설명된다.25)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조건문 이론의 한 종류인 간섭주의(interventionist)
25) 루이스는 더 나아가 반사실적 조건문의 표준적 해석이 지니는 이러한 비
대칭성은 궁극적으로 현실 세계의 우연적 사실인 결정 관계의 비대칭성에
의해 설명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많은 반론들이 있다. Lewis
(1979) 참조. 루이스의 반사실적 조건문 이론에 대한 비판은 Schaffer (2004),
노호진 (2010)을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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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서 루이스의 작은 기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간섭’(intervention)
이라고 알려져 있다.26) 이 이론에서 반사실적 조건문 (A→C)가 참이
라는 것은 시스템 외부의 어떤 간섭에 의해 A를 참으로 만들 경우 C
가 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형에서 간섭은 루이스의 작은
기적과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루이스의 이론과 비슷하게, 인과의
시간적 비대칭성은 반사실적 조건문의 시간적 비대칭성에 의존하고,
반사실적 조건문의 시간적 비대칭성은 간섭에 의해 나타난다.

Ⅴ. 인과의 객관성에 대해
카트라이트가 말했듯이 우리는 효율적인 전략과 비효율적인 전략을
구분하기 위한 기초로 인과 관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구분은 객관
적이기 때문에 인과도 객관적인 것 같다. 예컨대 담배를 끊는 것은
오래 살기 위한 효율적인 전략이지만, 단순히 어떤 생명보험에 가입
하는 것은 효율적인 전략이 아니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효율
적인 전략과 비효율적인 전략을 구분하는 객관적인 기초가 있고, 이
기초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인과 관계이다. 앞에서 필자가 개략적으
로 제시한 인과 이론 유형은 효율적인 전략과 비효율적인 전략을 구
분하는 기초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27)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음 질문에 직면한다. 이 이론에 의해 설명
되는 인과는 근본 물리학에 의해 궁극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필
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효율적인
전략과 비효율적인 전략을 구분하는 기초 역할을 담당하는 인과는 근
본 물리학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다
26) Woodward (2003) 참조.
27) 인과에 대한 이 이론 유형은 결정 관계에 의해 인과를 정의하지 않고, 가
능 사건을 포함한 4개 사건들 사이의 반사실적 의존 관계에 의해 인과를
정의함으로써 효율적인 전략과 비효율적인 전략 사이를 구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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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들 수 있다.
첫째, 인과 관계는 실제 사건 c 대신에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가능
사건 c’가 발생했더라면, e와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의
해 설명된다. 즉, 실제로 발생한 사건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가능 사건’에 의해 인과 관계가 정의된다. ‘심각하게 고려할 만
한 가능 사건’과 같은 양상 개념 없이 인과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가
능하지 않은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인과가 근본 물리학에 의해 궁
극적으로 정당화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렵다. 양상 개념이 근본 물
리학만으로 정당화된다고 믿는 것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어느 정도 세밀할 사건을 도입할 것인지, 가능 사건들 중 어
떤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사건으로 볼 것인지가 문맥 의존적이
라는 것도 근본 물리학에 의해 인과가 궁극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믿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 인과가 규범적 고려사항에 의존적이라는
것은 물리학에 의해 인과가 궁극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인과가 가진 시간적인 비대칭적 성격도 인과가 근본 물리학
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지하는 것 같다. 필자는 인과에
반대하는 러셀의 논증을 소개할 때 시간적인 비대칭적 성격을 가지는
근본적인 물리 법칙이 있는지는 아직도 완전히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나 필자는 근본적인 물리 법칙이 시간의 두
방향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고 믿을 이유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효율적인 전략이라는 점에서 인과의 시간적인
비대칭적 성격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인과 관계는 결국 근본 물리학
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을 것이다.28) 그리고 앞에서 인과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반사실적 의존관계의 비대칭성도 근본 물리학에 의해 정
28) 우리가 효율적인 전략이라는 점에서 인과의 시간적인 비대칭적 성격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로 다음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현재의
행동을 통해 미래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현재의 행동
을 통해 과거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간단히 말해 우리
는 과거는 닫혀 있고 미래는 열려 있다는 직관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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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화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인과가 근본 물리학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인과는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인과가 우리의 인식과 독립적인
객관적 실재라는 우리의 직관은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는가? 필자는
인과가 인간의 인식과 독립적인 객관적 실재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다. 인과는 세계의 사실과 프라이스가 인간의 ‘관점’(perspective)이라
고 말한 것의 결합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29) 인과는 인간의 인식
과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다.
먼저 사건의 동일성 조건과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가능 사건’이
맥락에 의존함으로써 인과도 맥락에 의존한다는 것은 인과 속에 포함
된 인간적 관점을 보여준다. 유리창 깨어짐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극
히 세밀한 구조는 보통의 일상적인 맥락에서는 관심사항이 아니기 때
문에 영희의 옆에 서 있음과 같은 사건들은 유리창 깨어짐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른 맥락에서는 이런 사건들도 원인
일 수 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의무가 일반인이 아니라
안전요원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구조하지 않음이 아니라, 안전요원
의 구조하지 않음이 그 사람의 익사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
나 규범적 고려사항이 달라진다면 원인도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인과가 시간적인 비대칭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도 인과가
인간의 관점에 의해 부분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
같다. 필자는 인과의 시간적인 비대칭적 성격은 인간의 실천적 관점
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미래에 원
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만, 현재의 행동을 통해 과거에 원하는 결
과를 얻을 수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 과거는 닫혀 있고
미래는 열려 있기 때문에 현재의 행동에 의해 미래는 변할 수 있지
만 과거는 변할 수 없다고 믿는다.
필자는 인간의 이러한 실천적 관점과 미래는 열려있고 과거는 닫
혀 있다는 직관은 아마도 인간 두뇌의 기억의 구조로 인해 나타나는
29) Price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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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의 두뇌는 과거의 사건들은 기억하지만
미래의 사건들은 기억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억의 비대칭성이 과거는
닫혀있고 미래는 열려있다는 직관의 토대가 되고, 현재의 행동을 통
해 미래는 변화시킬 수 있지만 과거는 변화시킬 수 없다는 실천적
관점의 기초가 되는 것 같다. 이 기억의 구조로부터 반사실적 의존
관계의 비대칭성이 나타나고, 이로부터 궁극적으로 인과의 시간적인
비대칭성이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인과가 객관적이라는 우리의 직관은 잘못인가? 필자는 이
직관이 ‘인과는 인간의 인식과 독립적인 세계의 실재이다’는 내용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 직관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인과는 인
간의 관점과 세계의 물리적 사실의 결합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 그러
나 인과를 구성하는 관점이 개인마다 다를 수 없기 때문에, 간－주관
적이라는 의미에서 인과는 객관적이다. 인과 관계는 인류에 한정했을
때 객관적이다.
물론 인간의 관점에 대한 물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인간과 인간
두뇌의 기억 구조는 결국 물리적 세계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인간의
관점과 외부 물리적 사실의 구성물인 인과에 대한 완전히 물리적인
설명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설명은 근본적으로 인간 관점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Ⅵ. 마치면서
인과를 인간의 관점과 세계의 물리적 사실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보는 이 입장은 일반적으로 인과에 대한 ‘관점주의’(perspectivalism)
라고 불려진다.30) 만약 인과에 대한 관점주의가 수용된다면, 근본 물
리학에 의해 인과가 궁극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하는 인과 토
대주의는 거부되어야 할 것이다. 인과는 근본 물리학에 의해 완전히
30) Price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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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되지 않는다. 인과는 단순히 인간의 인식과 독립적인 세계의
실재는 아니다. 물론 인과를 구성하는 인간의 실천적 관점은 모든 사
람에게 동일하므로 인과는 인간의 인식과 독립적인 실재처럼 보인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인과의 객관성은 인간 관점의 동일성 때문에
나타나는 간－주관성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인과는 존재론적으로 인
간의 인식과 독립적인 실재가 아니라, 인간의 관점과 실재가 결합된
‘파생된 실재’라고 말할 수 있다.
인과를 인간 관점과 세계의 물리적 사실의 구성으로 보는 이 입장
에 의하면, 인과 문장의 주장을 우리의 인식과 독립적인 외부 실재를
기술하거나(describe) 보고하는(report)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
다. 인과 문장의 주장을 인간의 인식과 독립적인 인과적 실재를 기술
하는 문장으로 볼 경우, 인과 문장의 주장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평
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인식과 독립적인 세계의 실재로서의
인과는 없다. 이 경우 인과 문장의 사용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실천적
인 유용성은 설명될 수 없을 것이다.31) 거짓인 문장의 사용이 어떻게
이러한 유용성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인과에 대한
실수 이론(error theory)은 인과 개념을 우리 인류가 수 십 세기 동안
발전시키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
서 우리는 인과 문장을 비－표상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인과 문장의 주장은 엄밀히 말한다면 외부 세계에 어떤 ‘인과
적 실재’가 성립한다는 것을 기술 혹은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 인과
문장의 주장은 부분적으로 우리 인간의 특수한 실천적 관점을 표현하
거나(express) 투사하는(project) 것으로 보아야 한다.32)33)
31) 우리는 올바른 인과 진술에 의존하여 행위를 함으로써 미래에 우리가 원
하는 바를 달성한다.
32) 필자는 직설법 조건문에 대한 표현주의(expressivism)를 지지하여 직설법
조건문의 주장이 외부 세계의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추론
적 성향을 표현하는(express)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호진
(2009) 참조.) 그러나 직설법 조건문과는 달리 반사실적 조건문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세계의 객관적인 실재를 기술 혹은 보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철학자들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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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실적 조건문의 주장도 부분적으로는 인간 관점의 표현 혹은 투사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사실적 조건문의 주장을 외부 세계의 사실을
보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사실적 조건
문과 인과 문장의 의미에 관한 세부적인 연구는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
서므로 이것을 앞으로 탐구할 주제로 남겨둔다.
33) 이 글에 대해 유익하고 정당한 비판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 세 분께 감
사드린다. 정당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모두
필자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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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usal Anti-Foundationalism

Roh, Ho-Jin
Russell famously attacked the law of causality and the concept of
causation as a relic of a bygone age that hinders the proper
understanding of the world. His primary target is the law of
causality that is the principle that for every actual event e, there are
a finite number of quite localized actual events that determine the
event e. He claimed that this law has no chance of being correct in
fundamental physics and therefore the concept of causation should
be

eliminated.

However,

Cartwright

criticized

Russell’s

claim,

arguing that the concept of causation cannot be eliminated because
it is needed to ground the distinction between effective strategies
and ineffective ones. I will sketch an account of causation that does
not rely on the determin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localized
events and yet is adequate to the tasks for a concept of causation,
such as grounding the distinction between effective and ineffective
strategies. In conclusion, I deny causal foundationalism that is the
position that causation will be ultimately justified by fundamental
physics.

I

claim that

causation

is

a construction

of human

perspective and physical facts.
Keywords: Causation, the Law of Causality, Counterfactuals,
Russell, Causal Foundational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