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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이 글의 목적은 사항 관계(four-placed) 인과에 토대한 대표적인
인과 이론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사항 관계로서 인과에 대해 노스콧(Northcott 2008)이 발
전시킨 정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 정의가 인과 이론을 형성하는 데 적
절한 역할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밝힌다. 노스콧(Northcott 2008)의
논의에서 핵심은, 히치콕(Hitchcock 2003)이 제시한 사항 대조 인과의 정
의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보다 발전된 정의를 제시하
는 데에 있다. 필자는, 노스콧(Northcott 2008)의 새로운 두 조건과 이에
토대한 사항 대조 인과의 정의에 문제들이 있으며, 이들 문제가 시공간 상
의 비결정적 인과 연결을 고려하지 않는 데에 있음을 지적한다. 사항 대조
인과가, 인과를 해명하는 이론으로서 그리고 인과적 설명과 인과적 판단을
위해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여러 사례
로 사항 대조 인과가 부딪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다음으로,
확률 궤적 이론을 소개하고 이 이론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여 사항
* 이 글에 세심한 지적과 유익한 제안을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 글의 본문과 각주에서 여러 지적과 제안을 최대
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여전히 미흡한 부분은 필자가 앞으로 계속 연구해
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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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인과를 보완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어떻게 사항 대조 인과 이론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Ⅰ. 들어가는 말
인과에 대한 최근 논의에서 주요 쟁점들 중 한 가지는, 사건들 간
의 인과 관계를 반 사실적인 의존 관계로 해명하는 데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 문제들이란 선점
(preemption)의 문제, 과잉 인과(overdetermination)의 문제, 원인 부재
(absence), 이행(transitivity)의 문제 등이다. 이들 제기된 문제를 해결
하려는 논의의 중심에 반 사실적 인과 이론(a counterfactual theory of
causation)을 발전시킨 루이스(Lewis 1973, 1986) 및 루이스 학파
(Lewisian)로 불러도 어색하지 않은 일군의 철학자들이(Hall 2004,
Schaffer 2005, Collins 2004, Menzies 1996; 2004)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반 사실적 의존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최근에 제시된 것 중 이들 문제를 해결하
는 데 주목할 만한 방식은, 인과의 항(causal relata)을 사건 x가 결과
사건 y의 원인이라는 이항(two-placed; binary)의 관계가 아니라, 대조
되는 사건 x*보다는 사건 x가 대조되는 사건 y*보다는 사건 y의 원
인이라는 사항(four-placed; quandary)의 관계로 보는 것이다. 이런 대
조(contrast) 관계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미 오래 전에 3가지 관심에서
시작되어 왔다. 첫째, 의미론에 대한 논의이다. 대조 항의 의미론적
역할에 대한 드레츠케(Dretske 1972)의 기념비적 연구가 이후의 논의
에 큰 영향을 주었다. 둘째, 설명에 대한 이론에서의 논의이다. 애친
시타인(Achinstein 1983), 반프라센(van Fraassen 1980)이 제시한 대
조 설명 모형이다. 셋째, 인과의 이론에 대한 논의이다. 이 논의는 홀
랜드(Holland 1986)의 이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논의는 히치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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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chcock 1993, 1996)의 연구로 다시 주목을 받게 된다. 히치콕
(Hitchcock)은 대조 인과 이론에 대한 모형을 발전시켰고, 하우스만
(Hausman 2011)은 그 발전된 모형을 속성 수준의 인과에 대한 문제
를 해결하는 데, 쉐퍼(Schaffer 2005), 매슬렌(Maslen 2004)은 사건
수준의 인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사항 관계(four-placed) 인과에 토대한 대표적인 인
과 이론을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사항 관계
로서 인과에 대해 노스콧(Northcott 2008)이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
킨 정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 정의가 인과 이론을 형성하는 데
적절한 역할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밝힐 것이다. 이 글은 단순
히 인과 이론에 대한 분석을 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과의
본성에 대한 보다 실용적인 이해를 주려는 것이다. 이는 인과에 대한
개념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특별히 사회 과학, 컴퓨터 공학 등
에서 인과 설명의 적절한 모형을 고안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노스콧(Northcott 2008, 111-112)이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인과의
기본적인 형식화는 다음과 같은 사항 관계(four-placed relation)이다.
(D0)1) ‘사건 c가 사건 e의 원인이다(c causes e).’는 다음과 같이 해
명된다.
[사건 c에]2) 대조될 사건들의 집합 C*보다는 사건 c가, [사건 e에]
대조될 사건들의 집합 E* 보다는 사건 e의 원인이다(c-rather-than-C*
causes e-rather-than-E* where C* and E* are contrast classes associated
respectively with actual events c and e.).
인과를 이처럼 대조의 관계로 해명하는 것은 노스콧(Northcott
2008)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홀랜드(Holland 1986), 히치콕(Hitchcock
1) ‘(D0)’라는 정의(definition)의 약자는 소개되는 이후 정의들의 약자들
(D1), (D2), (D3)와 일관되게 하기 위해 필자가 임의로 추가한 것이다.
2) 괄호 ‘[’ ‘]’와 이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추가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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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1996; 2003), 쉐퍼(Schaffer 2005), 매슬렌(Maslen 2004)의 논
의를 통해 발전된 것이다. 홀랜드(Holland 1986)는 사항이 아니라 삼
항(three-placed; ternary) 관계를 제시하였다. 요인 X는 요인 W와 대
조를 통하여 요인 Y에 대해 긍정적인 원인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
삼항 관계에서 관계에 들어오는 것은 사건(events)이 아니라 요인
(factors)이다. 예를 들어 플라시보(placebo) 상태보다는 약을 투여하는
것이 병에서 회복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히치콕(Hitchcock
1993)은 요인 대신에 변수(random variables)를 위치시키고 변수의 값
을 대조한다. 예를 들어 적정량의 약을 투여하는 것이 적은 양의 약
을 투여하는 것보다 병에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며, 더 많은 양의
약을 투여하는 것이 적정량의 약을 투여하는 것보다 병에서 회복하는
데 더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삼항 관계는 결과 요인이나
결과 변수의 값과 관련하여 두 개의 원인 요인이나 결과 변수의 두
개의 값을 대조시키는 것이다. 매슬렌(Maslen 2004), 쉐퍼(Schaffer
2005)는 사건들 간의 인과에서 노스콧(Northcott 2008)이 소개한 사
항 관계와 유사한 기본 형식을 제시한다. 매슬렌(Maslen 2004)은 사
항 관계로 인과의 이행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쉐퍼(Schaffer
2005)는 그 문제 뿐 아니라 원인 선점(preemption)의 문제, 원인 부재
(absence)의 문제 등 반 사실적 인과 이론이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
하고자 한다. 논의된 시간의 흐름을 따를 때 이들의 이론을 우선 논
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노스콧(Northcot
2008)의 이론만을 우선 논의하겠다. 첫째, 노스콧(Northcott)은 사항
관계의 개념 그 자체에 제기될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와 개선은 사항 관계가 계속
설득력을 갖는 데 필요하다. 둘째, 매슬렌(Maslen), 쉐퍼(Schaffer)의
논의는 사항 관계를 인과 이론의 문제들에 적용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필자의 논의가 성과를 갖는다면 또 다른 논
의에서는 그것을 토대로 매슬렌(Maslen), 쉐퍼(Schaffer)의 이론들에
제기될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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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콧(Northcott 2008)은 인과에서 사항 대조의 역할이 왜 중요한
지를 네 가지로 논의한다. 첫째, 히치콕(Hitchcock 2003)이 제시한
‘두 암살자의 퍼즐’ 사례에서 가장 적절한 답은 사항 대조 인과이다.
노스콧(Northcott)은 히치콕의 정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보
완으로 두 가지 조건을 추가하여 보다 구체화된 정의를 제시한다. 둘
째, 노스콧(Northcott)은 반 사실적 인과 이론은 차이 만들기 관점
(difference-making view of causation)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
을 한다. 그리고 반 사실적 조건문 관계에서 논란이 되는 가능 세계
의 유사성에 의존하지 않고 반 사실적 인과 이론과 차이 만들기 관
점의 연결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항 대조 인과라고 주장한다.
노스콧(Northcott)은 차이 만들기 관점을 논란 없이 보여줄 또 다른
이론으로 우드워드(Woodward and Hitchcock 2003)의 조작, 또는 간
섭(manipulation, or intervention) 이론에 주목하며, 이 이론과 사항
대조 인과는 일관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셋째, 노스콧(Northcott)은 인
과에 대한 확률 이론의 핵심인 조건부 확률의 비교에서도 대조 인과
의 역할은 분명하다는 것을 주목한다. 넷째, 노스콧(Northcott)은 과학
의 활동, 상식 및 사법적(legal) 상황에서도 사항 대조 인과의 역할은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노스콧(Northcott)에게는 첫 번째, 두 번째
쟁점이 논의의 관심 대상인데, 특별히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대부분의
논의가 이루어진다. 나머지 둘에 대해서는 짧게 언급만을 한다.3)
노스콧(Northcott 2008)의 논의에서 핵심은, 히치콕(Hitchcock 2003)
이 제시한 사항 대조 인과의 정의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
하고 그 보다 발전된 정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필자는, 노스콧(Northcott
2008)의 새로운 두 조건과 이에 토대한 사항 대조 인과의 정의에 문
제들이 있으며, 이들 문제가 시공간 상의 비결정적 인과 연결, 또는
비결정적 국소성(locality)을 고려하지 않는 데에 있음을 주목하겠다.4)
3) 필자도 이에 따라 처음 두 가지 사안을 주로 논의하겠다. 세 번째 논의는
필자의 다른 글(2002, 2008, 2012)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다. 네 번째 논의는,
필자가 준비할 또 다른 글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4) 이 글의 세심한 심사자들은 노스콧(Northcott)의 이론이 결정적 인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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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대조 인과가 인과를 해명하는 이론으로 뿐 아니라 인과적 설명
이론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몇 가지 흥미로운
사례로 사항 대조 인과의 정의가 부딪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논의
한 후, 확률 궤적 이론을 소개하여 이 이론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
결하여 사항 대조 인과를 보완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어떻게 사항
대조 인과 이론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
이 글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노스콧(Northcott)이 제시
하는 사항 관계에 대한 히치콕(Hitchcock)의 정의와 이에 대한 문제
들을 소개하겠다. 또한 그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노스콧(Northcott)
이 제시한 2가지 조건과 이에 토대한 보다 구체화된 정의를 소개하
겠다. 3장에서는 이후 논의를 위한 준비로, 사항 대조 인과를 보완하
고 더 나아가 대안이 될 만한 사건 수준의 인과 이론으로 확률 궤적
(probability trajectory) 이론을 소개하겠다. 4장에서는 대조 사건은 실
제 사건과 법칙적으로(nomologically) 양립할 수 없는 반 사실적인 사
건이어야 하고 이들 반 사실적 사건은 반 사실적 함축 관계를 가져
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비판하겠다. 이를 위해 사항 대조 인과에
문제가 될 흥미로운 사례들을 제시하고 확률 궤적 이론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보여주겠다. 5장에서는 무관한 사건을 대조의 항
에서 배제해야 하는데 확률 궤적 이론으로 어떻게, 왜 배제되는지를
보여주겠다. 이 방법은 노스콧(Northcott)이 제시한 조건을 고려하지
전제한다면 또는 반 사실적 비결정적 인과 이론을 전제한다면 필자가 제
시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러나 비결정적 인과 진술
들이 결정적 인과 진술들과 논리적으로 일관될 수 있다면 필자의 논의가
결정적 인과의 경우에는 무관하다고 보지 않는다. 또한 반 사실적 비결정
적 인과 이론은 비결정성을 전제하지만 비결정적 인과과정에 대한 해명
은 하지 않는다. 필자는 홀(N. Hall 2004)의 ‘반 사실적 의존 관계
(counterfactual dependence)’와 ‘산출(production)’의 구분에 주목한다. 예
를 들어 ‘7월의 장마가 11월의 산불을 초래했다.’고 할 때 7월의 장마와 11
월의 산불의 반 사실적 의존 관계 그리고 이들 두 사건을 연결하는 사건
들 간의 반 사실적 의존 관계만으로 그 인과 주장을 해명할 수 없다. 또
한 그 의존관계가 비결정적이란 확인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어떤 연결
의 과정(변화)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비결정
성을 전제한 필자의 논의는 여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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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도 우리의 직관에 보다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6장에서는
비결정적인 인과 과정이 사항 대조 인과의 정의에 제기하는 문제를
주목하고 확률 궤적 이론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보여주겠
다. 사항 인과 이론과 일관되는 차이 만들기 개념과 조작(간섭) 이론
은 비결정적인 인과 과정 때문에 사건 수준 인과를 해명하는 데 충
분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겠다. 두 암살자의 퍼즐에 대해 히치콕
(Hitchcock)이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사항 대조 인과보다 확률 궤적
이론이 인과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해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주겠다. 마지막 7장에서는 이 글의 논의를 정리하고 논의의 결과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겠다.

Ⅱ. 사항 관계로서 인과에 대한 정의와 조건
1장에 소개한 사항 관계 (D0)에서 노스콧(Northcott 2008)이 주목
하는 것은, 대조되는 사건들의 집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이다. 대조될
사건들에 대한 다양한, 다수의 대조 집단이 가능한데 이들 중 해당
실제 사건에 적절히 관련된 대조 집단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노스콧(Northcott 2008, 112-114)은 사항
대조 인과에 대한 히치콕(Hitchcock 2003)의 정의 (D1)를 소개하고,
그 정의가 퍼즐로서 소개되는 두 사례에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어
떻게 해명하는지 주목한다.
(D1) 다음의 경우에 그리고 그 경우에만, [사건 c에] 대조될 사건들
의 집합 C*보다는 사건 c가, [사건 e에] 대조될 사건들의 집합 E* 보
다는 사건 e의 원인이다. 그 경우는 아래와 같다.
대조될 사건들의 집합 C*의 발생이 대조될 사건들의 집합 E*의 발생
을 반 사실적으로 함축한다. (c-rather-than-C* causes e-rather-than-E* iff
O(C*) counterfactually entails O(E*). C* and E* are contrast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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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d respectively with actual events c and e.)
[사례 1]
암살을 시도하는 두 명의 사수가 있는데 그 중 한 명은 사격 명령
을 내리는 상관이다. 총은 그 상관의 부하가 갖고 있으며 그 부하는
상관의 명령이 있을 때에만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 이들은 인파로
넘치는 시장에서 암살 대상자를 계속 쫒고 있는데 암살의 대상이 갑
자기 늘어난 인파 속으로 사라질 상황이 되고 있었다. 상관과 부하도
인파 때문에 서로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었다. 상관은 부하에
게 ‘발사!’라 외쳤고 부하는 방아쇠를 당겼다. 그 외침에 놀란 그 암
살 대상자는 몸을 숙였고 인파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총알을 피할
수 있었다. 상관의 외침이 암살 대상자를 무사하게 만든 원인인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 암살 대상자는, 상관의 외침이 없었
더라도 인파 속으로 사라져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그
상관의 외침보다는 도망칠 수 있게 해준 인파에 감사할 것이다.
[사례 2]
암살을 시도하는 두 명의 사수는 발코니에서 암살 대상을 내려 보
고 있다. 상관이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내면 부하는 바로 방아쇠를 당
길 것이다. 상관은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내려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발사!’라고 외쳤다. 이 외침에 놀란 암살 대상자는 몸을 재빨
리 피하였고 그는 살아남았다. 상관이 외치지 않았더라면 그 암살 대
상자는 살아남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들 사례를 히치콕(Hitchcock)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사례 2에
서 상관의 외침은 암살 대상자가 생존할 수 있게 하였다. 그렇지 않
았다면 암살 대상자는 분명히 죽었을 것이다. 반면에, 사례 1에서 상
관이 외치지 않았다면 그 부하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
암살 대상자는 결코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상관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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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암살 대상자를 죽일 수도 있고 또한 암살 대상의 죽음을 막을 수
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로 히치콕(Hitchcock)은 다음과 같이
대조 사건을 고려한다. ‘c = 상관이 외쳤다.’, ‘e = 암살 대상자가 살
아남았다.’라 하자. 결과 e의 대조 집단으로 ‘E1 = 암살 대상은 죽었
다.’라 하자. 원인 c의 대조 집단으로 가능한 두 가지를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다.
C1 = 상관은 결코 신호를 보내지 않고 시종일관 침묵하였다.
C2 = 상관은 신호를 주었지만 그 신호는 침묵의 신호(여기서는 수
신호)였다.
C2는 E1을 반 사실적으로 함축하지만 C1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E1-보다는-e와 관련하여, C2-보다는-c가 그것의 원인이 되지만, C1-보
다-c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
히치콕(Hitchcock)은 대조 인과의 역할에 대해 두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인과에 관한 실제 사건들이 주어졌을 때 이들 사건의 사례가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따라 사람들의 직관은 달라질 수 있다. 관련된
맥락에 따라 주어지는 대조 사건들의 집합에 대한 선택이 달라질 것
이며, 이에 따라 인과의 구조를 다시 구성하게 된다. 인과에 관한 실
제 사건들과 이에 관한 기술이 주어졌을 때 대조 사건들의 집합에
상대하여 원인의 역할을 해명하는 것만이 중요하지, 원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둘째, 실제 원인과 결과에
대조될 사건들 중 무엇을 택할지는 그 사건들이 반 사실적 함축을
갖는지에 달려 있다.
노스콧(Northcott 2008, 118-120)은 우선 (D1)에 대한 이들 두 가
지 주장을 다시 강조한 후, (D1)에 대한 히치콕(Hitchcock)의 주장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상관이 외친 사건 c를 ‘그 원
인’(the cause)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사건 c가 어떤
대조 사건들의 집합을 선택할지는 원인 사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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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그 원인 사건을 고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조되는 사
건들 C*와 E*는 반 사실적 사건이지만 노스콧(Northcott)은 C*와 c
가 (마찬가지로 E*와 e가) (논리적으로) 모순 관계인 것은 너무 강하
다고 주장한다. 대신에 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하다는, 다시 말해 우
리의 세계와 같은 법칙을 가진 어떤 세계에서도 함께 있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다. 노스콧(Northcott)은 제약이 없는 반 사실적
조건이 실제 결과 사건과 대조 되는 사건의 불일치를 보이는 데 필
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건들 c, e에 대한 어
떤 연결도 허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갑돌이가 강의실에 걸어 들
어온다는 사건 C1과 그의 피부가 보습 상태라는 사건 E1에 대해, 내
가 지난 밤 저녁을 먹었다는 사건 c는 오늘 해가 떠올랐다는 사건 e
의 원인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C*가 사건 c와 모순되기를 요
구하는 것은 너무 강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갑돌이가 걷는 동시에
뛰는 가능 세계가 있다면 논리적 모순에 대한 요구는 그런 C*를 배
제하게 된다. 노스콧(Northcott)은 C*와 c가 논리적 모순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물리적 법칙을 가진 세계에서는) 물리적으로 양립 불가
능해야한다는 보다 완화된 제약을 제시한다. 노스콧(Northcott)은 이
기준에 따라 법칙적(nomological) 기준이 각각의 대조 집단을 결정한
다고 본다. 그렇게 결정된 ‘특정한’(particualr) 대조 사건(들)로 대조
인과가 표현되어야 한다. 그 사건들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앞서 언급
하였듯이 실제 발생한 사건들 중 그 원인이 되는 사건이 우선 결정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노스콧(Northcott)은 맥락(context)이 그 답이
라고 말한다.
노스콧(Northcott)은 이들 조건을 수용하는 사항 인과 이론의 정의
(D2)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D2) 다음의 경우에 그리고 그 경우에만, [사건 c에] 대조될 특정 사
건 C0보다는 사건 c가, [사건 e에] 대조될 특정 사건 E0보다는 사건
e의 원인이다. 그 경우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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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될 특정 사건 C0의 발생이 대조될 특정 사건 E0의 발생을 반 사
실적으로 함축한다. 여기서 C0와 E0는 실제 사건 c와 e 각각에 연결
된 특정 사건이다(c-rather-than-C0 causes e-rather-than-E0 iff O(C0)
counterfactually entails O(E0). C0 and E0 are a particular event
associated respectively with actual events c and e.).
Northcott은 (D2)을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화한다.
(D3) 다음의 경우에 그리고 그 경우에만, [사건 c에] 대조될 특정 사
건 C0보다는 사건 c가, [사건 e에] 대조될 특정 사건 E0보다는 사건
e의 원인이다. 그 경우는 아래와 같다.
사건의 쌍 (C0, E0)이 {G}의 요소이다.
{G}는 Ci가 반사실적으로 Ej를 함축하는 쌍들의 집합이다.
{B}는 Ci가 반사실적으로 Ej를 함축하지 않는 쌍들의 집합이다.
(c-rather-than-C0 causes e-rather-than-E0 iff (C0, E0) is a member of {G}.
{G} is a set of such pairs where Ci does counterfactually entails Ej.
{B} is a set of such pairs where it does not.)
노스콧(Northcott)이 새로운 정의 (D2), (D3)에 토대한 사항 인과
대조를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노스콧(Northcott)은 인과를
해명하는 개념으로 ‘차이 만들기(difference-making)’에 주목한다. 차
이 만들기란, 원인을 그것의 결과와 관련하여 차이를 만드는 무엇으
로 해명하는 것이다. 노스콧(Northcott)은 대조 집단을 고려하는 것이
이 개념을 해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노스콧
(Northcott)은 루이스(Lewis) 방식의 반 사실적 의존 관계를 논의한다.
반 사실적 인과 이론은 반 사실적 의존 관계로 인과를 해명하는 것
으로 원인의 차이 만들기 역할을 잘 보여준다. 노스콧(Northcott)이
밝히듯이 반 사실적 의존 관계에 관한 이론이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반 사실적 조건문의 전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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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예를 들어 사건 c가 두 사람의 대화라 할 때, 이것의 부정
(negation)인 ∼c는, 단지 두 사람이 대화하지 않는 것만을 가리키지
는 않는다. 두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대화하는 것, 다른 시간이나 공
간에서 대화하는 것, 또 다른 두 사람이 대화하는 등 여러 사건을 가
리킬 수 있다. 사건 c의 부정을 말하는 것만으로 원인의 속성이 충분
히 결정되지는 않는다. 이들 대안 중 무엇이 결정될지는 맥락으로부
터 독립적일 수 없다. 대조 집단을 분명히 구체화하는 것이 반 사실
적 관계로 인과를 해명하는 데 중요하게 된다. 물론 루이스(Lewis)의
방식은 현재 세계와 가장 유사한 (가까운similar) 가능 세계를 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능 세계들 간의 유사성을 결정하는 방식은 대조
집단을 구체화하는 방식에 암묵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스
콧(Northcott)은 루이스(Lewis) 방식의 반 사실적 인과 이론 대신에
대조의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퍼얼(Pearl 2000), 우드워드(Woodward
2003; Wood & Hitchcock 2003)의 조작(간섭 manipulation; intervention)
이론에 주목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과는 인과 구조에 주어진 이상
화된 간섭(idealized intervention)이다. 이 간섭은 사전, 사후 두 가지
로 구분된다. 원인 변수의 간섭 이후의 값으로서 원인 c, 그 변수의
간섭 이전의 값으로서 C0이다. 그리고 결과 변수의 간섭 이후 값으
로서 결과 e, 그 변수의 간섭 이전의 값으로서 E0이다. 이 이론에서
인과의 정의는, (D2)에서처럼 C0-E0의 반 사실적 함축에 따른다. 노
스콧(Northcott)은, 이 이론이 루이스(Lewis) 방식의 반 사실적 인과
이론에 비해 대조 집단을 구체화 하는 데, 다시 말해 반 사실적 조건
문의 전건이 (전건의 부정이 함축하는) 복합적인 사건을 형성할 때
탁월한 답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차이 만들기에 대한 해명이 되
기를 의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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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확률 궤적 이론
이 장에서는 사항 대조 인과의 정의에 제기할 문제들을 논의하기
에 앞서 이들 문제를 해결하고 사항 대조 인과를 보완할 수 있는 이
론으로 확률 궤적 이론(trajectory theory)을 먼저 소개하겠다. 엘스
(Eells 1991, 278-308)가 제시한 확률 궤적 이론은, 확률의 증가와 감
소로 인과 유관성(causal relevance) 개념을 제공하여 사건 간의 복합
적이고 비결정적인 인과 관계를 해명한다.5) 확률 궤적 이론이 무엇인
지는 4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6)
첫째, 속성 수준의 인과에 대한 확률 이론처럼 사건 수준의 확률
궤적 이론 역시 집단(population)에 상대하여 인과의 유관성을 해명한
다. 속성 수준의 확률 인과 이론은 <집단 P, 요인 X, 요인 Y>로 이
루어진 3항 관계이다. 집단 P에 상대하여 요인 X는 요인 Y의 원인
이다. 여기서 집단 P는 여러 속성들을 예화하고(exemplifying), 따라
서 항상 하나의 속성을 가진 집단이다. 예를 들어 어떤 집단 P는 남
성이란 속성을 예화할 수 있고, 동양인이란 속성을 예화할 수도 있고,
또는 30대 후반이란 속성을 예화할 수도 있다. 요인 X가 요인 Y에
대해 가진 인과 영향은 집단 P가 어떤 속성 (유형type, 종kind) Q를
예화하는 데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집단 P가 남성이란
속성을 예화하는 경우와 그 집단 P가 50대 남성이란 속성을 예화하
는 경우에, 흡연이 폐암에 대해 가진 인과 영향은 충분히 다를 수 있
다. 이와 같이 속성 수준의 확률 인과 이론은 집단이 어떤 속성을 예
화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인과 성향을 해명한다. 사건 수준의 인
과에 대한 확률 이론으로서 확률 궤적 이론 역시 집단을 상대한다.
5) 루이스(Lewis 1986)가 제시한 비결정적 반 사실적 인과이론도 확률 인과
이론의 한 유형이다. 그러나 루이스의 이론에서 확률의 관계는 반 사실적
관계를 보조하는 이차적인 개념이다. 반 사실적 확률 인과 이론은 반 사
실적 관계를 토대로 확률을 비교한다.
6) 이 장의 내용은 필자의 이전 글(2007, 317-325)에 제시된 것을 다시 소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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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집단은 한 개별자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일 집단(a singleton
population)으로서 단 하나의 요소만을 가진 일종의 단일 집합(a
singleton set)이다. 사건 수준의 인과 사건은 특정 개별자에게 발생한
사건이고 개별자에게 발생한 사건들 간의 관계는 그 개별자가 어떤
속성을 예화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철수란 개별자로 이
루어진 집단에서 철수는 남성이란 속성을 예화할 수 있고 40대 인간
이란 속성을 예화할 수도 있다. 어떤 속성을 예화하는지에 따라서 인
과의 유관성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속성 수준의 인과에 대한 확률 이론에서 확률 관계는 요소
(factors)나 속성(properties) 간의 관계이다. 사건 수준의 확률 궤적 이
론에서도 이 관계는 수용되지만 다른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서 속성들
의 관계는 사건이 예화하는 속성들 간의 관계이다. 사건은 대상, 속성,
시ㆍ공간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철수의 흡연이란 사건은, 특정 시
공간에서 철수가 흡연이란 속성을 가진 것이다. 사건들 x, y의 인과
관계는, 속성 X를 예화하는 사건 x는 속성 Y를 예화하는 사건 y에
대하여 사건 수준에서의 인과 영향을 가진 관계이다. 예를 들어 “철수
의 흡연이 그의 폐암을 야기했다.”는 사건 수준의 인과에서, 철수의
흡연이란 사건은 흡연이란 속성을 예화한 것이고 철수의 폐암이란 사
건은 폐암이란 속성을 예화한 것이다. 하나의 사건은 여러 속성을 예
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흡연이란 사건 x는 장기간의 흡연 X*, 하루
동안의 흡연 X**를, 폐암이란 사건 y는 초기 폐암 Y*, 중기 폐암
Y** 등 다양한 속성을 예화할 수 있다. 사건이 어떤 속성을 예화하는
지에 따라서 사건들 간의 인과 관계는 다른 여러 방식으로 해명된다.
셋째, 속성 수준의 확률 인과 이론은, 조건부 확률을 비교하여 인
과 유관성을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 하나의 속성 Q를 가진 집단 P에
서, 요인 X에서 독립되고 요인 Y에 인과적으로 관련된 모든 요인들
은 동질적인 배경맥락 K1, K2, …, Ki으로 고정한다. 그리고 각각의
동질적인 배경 맥락 Ki와 상대하여 Pr(Y｜X& Ki) >, ＝, < Pr(Y｜－
X & Ki)를 밝히고 이에 따라서 X를 Y의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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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요인으로 해명한다.7) 예를 들어 집단 내의 모든 각각의 배경 맥락
내에서 흡연이 주어질 때 폐암의 발생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으면 흡연은 폐암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가진다. 모든 배경 맥락
내에서 확률의 증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 흡연은 폐
암과 혼재된(mixed) 것으로 해명된다. 사건 수준에서의 확률 궤적 이
론에서 확률의 증감과 비교는 다른 방식으로 응용되어 제시된다. 사
건 수준에서 사건들 간의 인과관계 <x, y>는 이미 발생한 사건들 간
의 관계이기 때문에 속성 Y를 예화하는 결과 사건 y의 확률은 항상
1이다. 이 확률은 Prt(Y)＝1로 제시된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Pr(Y｜
Kt)＝1이다. Kt는 일정 시점 t까지 요인 X를 예화한 사건 x를 포함하
여 요인 Y에 인과적으로 관련된 모든 요인들을 연접 관계(conjunction)로
연결한 것이다.8) 예를 들어 사건 x의 속성 X와 사건 수준에서 인과
적으로 독립되고 동시에 속성 수준에서 Y에 실제로 인과적으로 관련
된 사건 z가 예화한 속성 Z를 배경 맥락으로 고정한다. 이처럼 속성
수준의 확률 인과 이론처럼 사건 수준의 확률 궤적 이론에서도 배경
맥락이 고정된다. Pr(Y｜Kt)이 의미하는 바는, 사건 y의 대상이 속한
집단에서 그리고 일정 시점에서 특정 배경 맥락 K와 관련하여 y는
Y의 속성을 예화한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확률은 항상 1
이므로 조건부 확률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사건 수준의 확률
궤적 이론은 그런 비교 대신에 확률이 1에 도달할 때까지 나타나는
확률 궤적(trajectory)의 변화 과정을 추적한다. 속성 X의 사건 x로부
터 속성 Y의 사건 y까지 시간 t의 변화에 따라서 Pr(Y｜Kt) 변화 과

7) 배경 맥락에 상대하여 인과 유관성을 해명하는 것은, 수많은 요인들이 결
과 요인에 인과적으로 관련될 때 특정 요인이 그 결과 요인에 대해 가진
인과 영향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통계적인 상관관계로
부터 인과관계를 구분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유
전 요인이 흡연과 폐암의 공통원인이고 흡연과 폐암은 단지 통계적인 상
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흡연은 폐암의 원인으
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유전 요인을 배경맥락으로 고정하면 흡연과 폐암
간의 인과 관계는 사라지고 중립적인 관계가 밝혀진다.
8) Pr(Y｜Kt)는 Pr(Y｜Ka & Kt)와 같다. Ka는 단 하나의 관련된 배경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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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추적한 것이다. 확률 궤적은 그런 변화를 보여주는 시간ㆍ확률
에 관한 그래프이다.
넷째, 사건 수준의 확률 궤적 이론이 해명하는 인과유관성은 속성
수준의 인과에 대한 확률 이론이 해명하는 것과 다르다. 사건 수준에
서 확률 궤적 이론은 원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일어난 시간 그리고
그 이후를 포함하여 그 결과 사건에 이르기까지 변화한 확률 궤적을
추적한다. 확률 궤적은 다양한 확률의 변화를 보일 수 있다. 이들 변
화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이에 따라 인과 유관성
은 4가지 방식으로 해명된다.
(1) 속성 X를 예화한 사건 x가 발생하기 직전보다 발생한 직후에
확률이 높았고 속성 Y를 예화한 사건 y가 발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될 수 있다. 이 확률의 변화는 사건 y의 속성 Y는 사건 x
의 속성 X 때문에(because of) 발생한 것으로 해명된다. 예를 들어
프로 골퍼가 홀컵에 공을 넣기 위해 5미터 거리의 퍼팅을 하였다. 공
은 홀컵을 향하였지만 약간 비켜가고 있었고 힘도 부족해서 홀컵 근
처에서 머물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다람쥐가 나타나서 공과
부딪혔고 공의 방향은 홀컵으로 정확히 향하였고 다시 힘을 받아 홀
컵으로 들어갔다. 아래 그림 1에서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확률
이다. 첫 번째 짧은 선은 처음에 공이 홀컵으로 향하는 시간과 확률
이다. tx는 다람쥐가 공에 부딪힌 사건 x가 발생한 시점이고 그 시점
에서 공이 홀컵으로 향한 확률은 높아졌고 확률 1로 향한다. 두 번째
긴 선이 그 과정을 가리킨다. ty는 공이 홀컵으로 들어간 사건 y가
발생한 시점이고 이 때 확률은 1이다. 이 확률 1은 현재 상태에서 1
을 유지하지만 다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다. 세 번째 진한
선이 그 내용을 가리킨다. 확률 궤적의 변화는 다람쥐의 충돌 때문에
공이 홀컵으로 들어간 것으로 인과 유관성을 해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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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t(Y)

0

ty

tx

<그림 1>

(2) 속성 X의 사건 x가 발생하기 직전보다 발생한 직후에 확률이
낮아진다. 이 변화는 사건 y의 속성 Y는 사건 x의 속성 X에도 불구
하고(despite) 발생한 것으로 해명한다. 다음 사례를 보자. 제초제를
뿌리는 것은 잡초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다. 철수는 정원에 있는 잡
초를 제거하려고 제초제를 뿌렸다. 처음에 거의 모든 잡초가 사라졌
다. 그러나 잡초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나타났고 결국 무성해졌
다. 잡초들은 그 제초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었다. 아래 그림 2
에서 첫 번째 선은 잡초가 생존할 확률로서 상당히 높다. tx는 제초제
를 뿌린 사건의 시점이고 이 시점에서 제초제의 생존율은 현저히 떨
어졌다. 그러나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생존율이 점점 상승하여 확률
1에 도달한다. 이 과정이 tx와 ty와 사이의 두 번째 곡선을 가리킨다.
y는 생존하는 사건이고 ty는 완전한 생존에 도달한 시점이다. 확률 궤
적의 변화는 제초제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잡초는 생존한 것으로
인과 유관성을 해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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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3) 아래 그림 3이 보여주듯이 속성 X의 사건 x가 발생하기 직전
과 발생한 직후에 확률이 같다. 이 변화는 사건 y의 속성 Y는 사건
x의 속성 X와 독립적으로(independently of) 발생한 것으로 해명된
다. 예를 들어 프로 골퍼가 퍼팅한 공은 홀컵을 향해 정확히 구르고
있었다. 다람쥐가 갑자기 나타나서 공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공의 방
향과 힘에는 변화가 없었고 공은 그대로 홀컵으로 들어갔다. 확률 궤
적의 변화는 다람쥐의 충돌과 독립적으로 공은 홀컵으로 들어간 것으
로 해명된다.

1

Prt(Y)

0

tx

ty

<그림 3>

(4) 속성 X의 사건 x가 발생하기 직전보다 발생한 직후에 확률이
높았지만 속성 Y의 사건 y가 발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전의 값처

301

사항(four-placed) 관계로서 대조 인과에 대한 평가 (I)

럼 높게 유지되지 않는다. 그림 4가 보여주듯이 이 변화는 y의 Y는
x의 X와 무관하게 스스로(autonomously of) 발생한 것으로 해명된다.
예를 들어 프로골퍼가 퍼팅을 한 후 공이 홀컵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았지만 다람쥐가 공에 부딪힌 후 그 가능성이 약간 높아졌다.
그러나 갑자기 나뭇가지에 부딪히면서 그 가능성은 다시 떨어졌다.
그런데 골프장의 특이한 곡선 때문에 공은 홀컵으로 들어갔다. 다람
쥐의 충돌과 무관하게 스스로 발생한 것으로 해명된다.

1

Prt(Y)

0

tx

ty

<그림 4>

이들 4가지 인과 유관성은 속성 수준의 확률 인과 이론이 해명하
는 인과 유관성에 유사하다. (1)은 긍정적 인과 유관성, (2)는 부정적
인과 유관성, (3)은 중립적 인과 유관성, (4)는 혼재된 인과 유관성에
유비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1)과 (2)를 인과적으로 유관한 관계로
(3)과 (4)를 인과적으로 무관한 관계로 해명할 수 있다.9)

9) 이 의미론에 대한 평가는 다른 곳에서 자세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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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항 대조 인과의 정의에 대한
문제와 확률 궤적 이론의 해법
2장에서 보았듯이 노스콧(Northcott)은 사항 인과의 정의 (D2)를 제
시하면서 새로운 두 가지 조건을 포함시켰다. 첫째, 가능한 모든 반
사실적 사건을 대조 집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반 사실
적 사건들만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둘째, 어떤 사건들이 특정 사건으
로 포함되는지는 그것들이 해당 실제 사건과 법칙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지에 달려있다. 이들 두 조건에 대한 고려가 가장 적절한 대조
사건들만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조건을 만족
하는 특정 대조 사건들이 유의미한 대조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이들 조건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그 조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3장
에서 소개한 확률 궤적 이론에서 찾겠다. 이 논의는 사항 대조 인과
가 보완되기 위해 최소한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줄 것이다.
노스콧(Northcott)은 관련 맥락에서 반 사실적인 관계로 들어오는
대조 사건들은 특정한 사건들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 하나의
특정한 사건뿐만이 아니라 또한 특정 사건들이라는 것을 주목하자.
이처럼 대조의 후보로 고려되는 특정 사건들은 반 사실적 사건들이어
야 하고 원인, 결과의 실제 사건들과 법칙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사
건들이어야 한다. 그러나 진행될 논의의 결과는, 그렇게 법칙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사건을 고려해야 한다면 놀랍게도 다수의 특정한 사
건들이 대조의 항에 위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매우 제한된 수의 사
건이나 단 하나의 특정 사건만이 대조의 항에 위치하게 된다. 물론
노스콧(Northcott)은 단수로서 특정한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복수로서
특정한 사건들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조될 사건이 실제의
원인, 결과 사건과 법칙적으로 양립 불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은 다수
의 특정한 사건들을 허용하지 않게 한다. 그 결과로, 법칙적으로 양
립 가능하지만 대조의 대상으로 유의미한 반 사실적인 사건들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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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며, 실제의 사건들이지만 대조로서 유의미한 사건들도 배제하
게 된다.
이 문제를 보기 위해 사례 2를 다시 보자. 발사라고 신호를 보낸
상사의 외침이 암살 대상자의 생존의 원인이 되었다. 사항 대조 인과
에 따르면, 상사가 보낸 침묵의 수신호보다 상사의 그 외침이 암살
대상자의 죽음이 아니라 생존의 원인이 된다. 상사의 외침 신호와 상
사의 침묵의 수신호는 법칙적으로뿐만 아니라 (침묵이 외침의 논리적
부정이면) 논리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상사의 외침과
상사의 침묵이 대조되는 것이고 다시 말해 상사의 외침과 상사의 외
침의 부재(부정)가 대조되는 것이다. 그러나 노스콧(Northcott)의 의도
와 다르게, 반 사실적 대조 사건이 법칙적으로 양립 불가능해야 한다
는 조건은 너무 강하다. 이 사례에서 법칙적으로 양립할 수 있지만
유의미한 대조가 될 다른 반 사실적 후보 사건들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무전으로 신호를 보내는 반 사실적 사건
은 상사가 외치는 사건과 법칙적으로 양립할 수 있다. 상사가 깃발로
신호를 보내는 반 사실적 사건은 상사가 외치는 사건과 법칙적으로
양립할 수 있다. 이들 반 사실적 사건은 암살 대상자의 죽음이란 반
사실적 사건을 반 사실적으로 함축할 수 있다. 그들 사건 모두 유의
미한 대조 사건이 된다. 그러나 이들 사건 모두, 상사의 외침이란 사
건과 법칙적으로 양립이 가능하므로 노스콧(Northcott)의 조건에 따르
면 모두 배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법칙적으로 양립이 불가능하면서
대조가 될 반 사실적 사건은, 상사가 외치는 사건의 부정인 침묵하는
사건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다. 노스콧(Northcott)은 ‘일어나
지 않은 사건’과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구분하지 않는 것처럼 보
인다. 일반적으로 반 사실적 사건은 법칙적으로 양립 가능한 사건을
포함하여 일어나지 않은 모든 사건을 포함한다. 대조 인과 이론이 맨
처음에 나온 동기들 중 하나는, 이들 가능한 모든 사건으로 다양한
맥락에 따른 원인의 다양한 역할을 보여주는 데 있다. 그러나 실제
원인, 결과의 사건과 법칙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사건을 고려하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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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단 하나의 반 사실적 사건만이 대조의 후보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노스콧(Northcott)은 앞서 필자가 열거한 법칙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반 사실적 사건들이 외침과 법칙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침묵이
란 (침묵의 수신호처럼) 동일 사건의 다른 측면에 불과하거나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10) 그렇다면 법칙적으로 양립 불가
능한 다양한 특정 사건들은 단 하나의 특정 사건으로 좁혀진다. 다시
말해 사항 대조 인과의 어떤 유형도 ‘한 사건의 부재보다 그 사건의
발생이 또 다른 사건의 부재보다 그 사건의 발생의 원인이 된다.’라
는 형식이 된다. 이 형식은 ‘한 사건의 존재가 또 다른 사건의 존재
의 원인이 된다.’는 이항 관계(two-placed; binary)로서 인과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사항 인과 이론의 의도와는 반대로 사항 관계로서 인과
가 비판했던 이항 관계로서의 인과로 환원되고, 오히려 기존의 이항
관계로서의 인과가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법칙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사건만을 대조로 삼아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하는 한, 사항 대조 인과 이론이 의도한 인과적 설명의 역할도
무의미하게 된다. 대조의 항이 될 사건이 매우 제한되므로 오히려 대
조 인과가 의도했던 설명의 풍부함은 얻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법칙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반 사실적 사건으로서 대조 사건이, 보다
10) 이 글의 한 심사자는 ‘상사가 무전으로 신호를 보냄’은 ‘상사의 외침’과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첫 사건은 ‘상사가 침묵 상
태에서 무전으로 신호를 보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물
론 그런 파악을 전제하고 논의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상사의 침묵 상
태’를 연언을 이루는 사건의 한 연언지로 고정할 때, 그것에 연결되는 다
른 어떤 연언지도 그 전체 연언 사건의 원인 역할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연언 사건이 양립 불가능한 대조가 되는 이유는
‘상사의 침묵 상태’ 때문이지 그것에 연결된 연언 사건 때문은 아니다. 다
시 말해 어떤 대조도 노스콧(Northcott)의 기준을 따를 때 단 하나의 대
조만 있는 것이다. 심사자는 ‘상사의 침묵 상태’에 연언이 되는 사건들이
다양하고, 따라서 다른 사건들이 대조를 이룬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의
주장을 고려한다면 그 대조는 다양한 대조가 아니라 단 한 가지 대조의
다른 표현들일뿐이다. 이 논의는 김재권(Jaegwon Kim)의 사건에 대한 이
론과 데이비드슨(D. Davidson)의 사건에 대한 이론의 차이로 볼 수도 있
다. 그러나 필자가 제시한 사건이 가질 인과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여기서
그 차이는 별 의미를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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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대조가 될 수 있는 실제 사건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인과적
판단이나 설명이 필요한 실제 상황에서 대조가 될 후보 사건들은 물
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실제 사건을 포함해야 하며 그 경우에 대
조가 의도한 효과를 보다 극대화할 수 있다. 이를 보기 위해 다음 2
가지 사례를 주목하자.
[사례 3]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현장에 경찰관, 보험사 직
원, 목격자, 운전자 등 관계자들이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그
사고는 두 운전자의 접촉사고다. 두 차량 모두 차선을 바꾸려고 하던
중 접촉이 일어났다. 평상시에는 그런 사고가 거의 없는 도로였지만
이 날은 심한 교통 혼잡으로 경찰관이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다. 두
운전자 증 차량 A는 경찰관의 통제 수신호를 놓쳤고 차량 B는 차선
을 바꾸는 순간 속도가 약간 빨랐다. 사건 현장에서 이 접촉 사고의
책임이 어떤 사건에게 있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관은 자신의
수신호를 무시한 차량 A에 책임을 물었고, 차량 A의 보험사 직원은
차량 B의 순간 과속에 책임을 물었고, 목격자들은 교통 혼잡에 책임
을 물었다.
이 상황에서 사항 대조 인과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차량 B의 순간 과속보다 차량 A의 수신호 무시가 무사고보다
접촉 사고를 초래했다.
(2) 차량 A의 수신호 무시보다 차량 B의 순간 과속이 무사고보다
접촉 사고를 초래했다.
(3) 차량들의 운전 방식보다 교통 혼잡이 무사고보다 접촉 사고를
초래했다.
이 상황은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이며, 이들 대조 인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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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유의미하고 사고 책임의 소재를 묻는 데 중요하다.11) (1)∼(3)에
서 대조되는 사건들은 물리적으로 양립 가능한 실제 사건이므로 노스
콧(Northcott)이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차량 A의 수신호 무
시와 차량 B의 순간 과속 모두 실제 사건과 법칙적으로 양립 가능하
고 실제 발생한 사건으로 노스콧(Northcott)의 정의에 따라 배제되어
야 한다. 그러나 그들 사건은 이 상황에서 대조의 관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사건들이다. 또한 차량 A의 수신호 무시나 차량 B의 순간
과속이 무사고나 접촉 사고를 반 사실적으로 함축하지도 않는다. 그들
두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접촉 사고는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대조 인과 진술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 문제에 대해 노스콧(Northcott)은 자신이 제시한 정의와 조건에
따라 위에 제시된 대조 인과 진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4) 차량 B의 순간 저속보다 차량 B의 순간 과속이 무사고보다 접
촉 사고를 초래했다.
(5) 차량 A의 수신호 준수보다 차량 A의 수신호 무시가 무사고보
다 접촉 사고를 초래했다.
(6) 원활한 교통 상황보다 혼잡한 교통 상황이 무사고보다 접촉 사
고를 초래했다.
그러나 이들 대조는 위 상황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여 주지
못한다. 이들 대조는 결과 사건에 관련된 모든 실제 사건이 원인이라
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문제는 여러 사건이 함께 복합적으로 결과
11) 한 심사자는, (1)∼(3)에 대해 필자가 구체적인 설명을 주지 않고 그것들
을 보다 유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필자의 주장
은, 결과 사건에 동시에 여러 사건이 인과적으로 관련될 때 인과적 설명
을 요구할 것이며 그리고 사실상 대조 인과 이론은 그런 인과적 설명의
역할을 하기를 의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스콧(Northcott)의 사항 대조
인과 이론이 전제하는 조건들은 대조 인과 이론의 그런 인과적 설명의
역할을 오히려 약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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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대조 인과 진술 (4)∼(6)은 원인의 역
할에 따른 책임을 묻는 데에 무력하다는 것이다. 사고의 책임을 확인
하고 중재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갈등만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차량 B의 순간 저속이나 차량 A의 수신호 준수가 무사고를 반 사실
적으로 함축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앞서 열거한 대조 진술들
(1)∼(3)은 결과에 관련된 모든 실제 사건이 그 결과에 영향을 주었
다는 전제 하에 그들 사건이 갖는 원인의 효과(영향)를 평가하고 이
에 따라 원인의 책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반면에 두 번째 열거한 대
조 진술 (4)∼(6)은 이미 각 해당 사건이 ‘바로 그 원인’이라는 전제
하에 그 원인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사건이 복
합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준 상황’에서 두 번째 방식의 대조 인과만으
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상황에서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갖는 관심
은 첫 번째 대조 진술들 (1)∼(3)에 있으며, 이들을 전제하고 사건의
책임 소재를 찾기 위해 원인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법칙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사건이 대조가 되어야 하고 이들 사건이 반 사실적인
함축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 원인의 역할을 판단하거나 인과적 설
명을 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위 사례에서 두 번째
대조 인과 진술들 (4)∼(6)은 사소하거나 무의미한 것들이 된다.12)
이런 문제 제기에 노스콧(Northcott)은 자신이 제시한 두 조건을 배
제하는 경우에 무관한 사건들이 대조의 관계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물을 것이다. 이에 두 가지로 답할 수 있다. 첫째, 노
스콧(Northcott) 등 대조 인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답하는, 맥락에

12) 한 심사자는, 노스콧(Northcott)이 한 결과 사건에 대한 복합적인 원인 사
건에서 그들 중 한 원인이 그 결과의 원인이 되는 바를 밝히는 것에 관
심을 두지 복합적인 원인에서 그것들 간의 평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고 지적한다. 그러나 노스콧(Northcott)이 사항 대조 인과 이론을 제시하
면서 히치콕(Hitchcock)의 이론을 보완하고 그것과 차별성을 갖는다고 주
장하는 이유는, 바로 그 원인(the cause)을 명시하려는 데에 있다. 그 원
인에 대한 관심은 복합적인 원인에서 한 원인(a cause)이 아니라 그 원인
(the cause)을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심사자의 지적이 노스콧
(Northcott)의 의도를 오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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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선택이 있을 것이다. 둘째, 확률 궤적 이론이 그 선택을 명시적
으로 충분히 보여줄 것이다. 두 번째에 대해서는 사례 5를 분석하면
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 그에 앞서 확률 궤적 이론으로 사례 3을
분석하면서 어떻게 그 원인을 해명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
사례 3에서 인과의 구조를 파악하려면 그 사례에 대한 정확한 이
해가 필요하다. 교통 혼잡이 시작된 순간부터 차량들이 접촉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그 순간이 그 전에 비해 다소 높아지고 더 높아지고
있었다. 이후 교통경찰의 수신호가 시작된 순간 접촉 사고의 확률은
떨어지거나 더 높아지지는 않았다. 그 상황에서 차량 A와 차량 B 모
두, 차선을 바꾸려고 하였다. 차량 A는 평상시처럼 차선을 바꾸려 했
고 다만 수신호에 주목하지는 않았다. 혼잡한 상황에서 차량 A가 차
선을 바꾸는 것은 타 차량과 접촉할 확률을 이전보다 다소 높였다.
수신호를 놓친 것이 그 확률을 더 높였다. 그러나 서행하였으므로 그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은 아니다. 차량 B는 수신호를 보았지만
앞에 보인 약간의 공간을 이용하고자 순간 속도를 높였다. 차량 B도
마찬가지로 차선 변경 시 그 이전에 비해 접촉할 확률을 다소 높였
다. 그러나 차선 변경을 위해 순간 속도를 높인 것은 접촉의 확률을
낮출 수도,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 두 차량이 차선 변경에
서 보인 사건들은 자신들의 차량이 다른 차량과 접촉할 확률을 높이
지는 않았지만 다른 차량이 자신들의 차량에 접촉할 확률을 낮춘 것
은 아니고 오히려 높였다. 두 차량 모두 그렇게 차선을 바꾸는 과정
에서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사례 3에 나타난 인과의 구조를 확률 궤적 이론으로 해명하여 보
자. 이미 교통 상황으로 접촉 사고의 확률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들
두 차량의 운전 방식 각각은 사고의 확률을 더 높인 것은 아니지만
이들 두 사건이 거의 동시에 발생하여 일종의 상호작용이 일어났고
이미 높아졌던 사고의 확률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고로 이어졌다.
사건들의 확률 궤적을 분석하면 (3장에서 확률 궤적 이론이 분류한
인과 유관성을 따를 때) 이들 차량 2대의 운전 방식에 독립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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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발생한 것이 된다. 물론 이 상황에서 각 사건의 확률 궤적이 어
떤 순간에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인과의 유관성은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차량 A가 수신호를 놓친 사건 이후에 사고의 확률이 높아
지지 않았지만 차량 B의 순간 속도가 사고의 확률을 높였다면 그리
고 그 높아진 것이 교통 혼잡 이후보다 더 높아진 것이면 차량 B의
그 사건 때문에 사고는 발생한 것이 된다. 물론 또 다른 상황에서 차
량 A가 그와 같이 사고의 확률을 높였다면 차량 A의 그 사건 때문
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된다. 또 다른 상황도 가능하다. 교통경찰의
수신호가 시작된 이후 사고의 확률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하자. 그 수
신호에 익숙한 차량 기사들이 특별한 주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차
량들 특별히 두 차량이 자신의 방식만으로 운전을 하였고, 따라서 사
고의 확률이 증가하여 1에 도달할 수 있다. 교통경찰의 수신호에도
불구하고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것이 된다.
이들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발생한 사건들만의 대조가 아니라 사
건들 전후에 발생한 확률 궤적의 변화를 대조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유의미한 인과의 유관성을 해명하는 것이다. 또한 이 해명은 각 상황
에서 필요한 적절한 인과적 설명과 인과적 판단의 역할을 한다는 것
이다. 확률 궤적 이론이 전제하는 각 상황이 바로 대조 인과 이론이
대조 사건을 선택하게 하는 맥락이다. 대조 인과 이론에 따르면, 인
식 주체의 관심에 따라 맥락은 얼마든지 주관적이고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확률 궤적 이론은 일종의 객관화된 맥락을 제공한다. 또한 대
조 인과 진술 (4)∼(6)뿐 아니라 (1)∼(3)이 요구하는 원인의 역할을
엄밀하게 해명한다. 우리는 (4)∼(6)에 대해 왜 대조된 사건보다 실제
사건이 원인이고 왜 결과인지 물을 수 있다. 이 사례에서 바로 우리
가 알기 원하는 바이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사항 대조
인과가 어떻게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물론 차이 만들기
에 토대한 반 사실적 함축 관계를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4)∼(6)에
서 반 사실적 사건들이 반 사실적 함축을 갖는지 알 수 없다. 복합적
인 사건들의 다양한 확률의 변화에 따른 원인의 역할의 다양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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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 때 반 사실적 함축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확
률 궤적에 따른 분석은, 사항 대조 인과가 그 원인에 대한 해명과 인
과적 설명에서 유의미하려면 어떤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다음 사례에서 사항 대조 인과 이론이 직면하는 심각한 문제를 보자.
[사례 4]
갑돌이와 갑순이는 애연가인데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에는 반드
시 많은 흡연을 하였다. 갑돌이가 흡연을 할 때 같은 장소에서 갑순
이는 흡연을 하였고 갑순이가 흡연을 할 때 같은 장소에서 갑돌이는
흡연을 하였다. 유감스럽게도 같은 시기에 두 사람 모두 폐암 초기라
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놀라운 사실은 갑돌이의 폐암은 갑돌이 자신
의 흡연이 아니라 갑순이의 흡연 때문이었고 갑순이의 폐암은 갑순이
자신의 흡연이 아니라 갑돌이의 흡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직접 흡연
도 폐암의 원인이지만 그 보다 간접흡연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물론 갑돌이의 흡연이 없어도 갑순이는 자신의 흡연으로 폐암
에 이르고 갑순이의 흡연이 없어도 갑돌이는 자신의 흡연으로 폐암에
이른다. 이 경우에 갑돌이의 흡연은 갑순이의 폐암의 원인이고 갑순
이의 흡연은 갑돌이의 폐암의 원인이다.
이 상황에 대해 노스콧(Northcott)의 정의에 따라 사항 대조 인과
진술을 구성해 보자. 갑돌이의 비흡연과 갑돌이의 흡연은 법칙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갑순이의 비흡연과 갑순이의 흡연도 마찬가지이다.
(7) 갑돌이의 비흡연보다 갑돌이의 흡연이 갑순이의 건강보다 폐암
의 원인이다.
(8) 갑순이의 비흡연보다 갑순이의 흡연이 갑돌이의 건강보다 폐암
의 원인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 인과 진술에 관한 사건들이 동시에 진행되

사항(four-placed) 관계로서 대조 인과에 대한 평가 (I)

311

었다는 것이다. 갑돌이의 비흡연이 갑순이의 건강을 반 사실적으로
함축해야하지만, 갑돌이의 비흡연과 동시에 갑순이의 흡연이 항상 함
께 있으므로 갑순이의 흡연 때문에 갑돌이의 비흡연은 갑순이의 건강
을 반 사실적으로 함축할 수 없다. 갑돌이의 비흡연이 있어도 갑순이
의 건강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갑순이의 비흡연이 갑돌
이의 건강을 반 사실적으로 함축해야하지만 갑순이의 비흡연과 동시
에 갑돌이의 흡연이 함께 있으므로 갑돌이의 흡연 때문에 갑순이의
비흡연은 갑돌이의 건강을 반 사실적으로 함축할 수 없다. 법칙적으
로 양립 불가능한 사건만을 대조로 고려하지만 반 사실적 함축은 이
루어지지 않는다. 다음과 같이 대조를 고려하여 보자.
(9) 갑순이의 흡연보다 갑돌이의 흡연이 갑순이의 건강보다 폐암의
원인이다.
(10) 갑돌이의 흡연보다 갑순이의 흡연이 갑돌이의 건강보다 폐암
의 원인이다.
물론 갑순이의 흡연이 갑순이의 건강을 반 사실적으로 함축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갑돌이의 흡연이 갑돌이의 건강을 반 사실적으로
함축할 수 없다. 노스콧(Northcott)은 그 때문에 자신의 정의 (D2)에 따
른 (7), (8)의 형식을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보았듯이 그 형식
들은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법칙적으로 모순된 사건들 간의 반 사실
적 함축을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 반 사실적 함축이 무의미한 상
황이면 (9), (10) 대조 인과 진술이 보다 설득적이고 직관적이다. 그
렇다면 이 진술의 정당성을 물론 보여주어야 한다. 확률 궤적 이론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보여줄 수 있다. 갑돌이가 흡연을 시작하기 전보
다 이후에 폐암의 확률은 일정 수준 높아지고 그 높아진 상태가 그
대로 유지된다. 갑돌이의 흡연이 시작된 이후 곧 갑순이의 흡연이 시
작될 때 갑돌이의 폐암의 확률은 더욱 높아지기 시작했고 점점 상승
하여 1에 도달하였다. 갑순이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확률 궤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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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들 두 확률 궤적의 변화는 대조되는 물리
적으로 양립 가능한 실제 사건보다 바로 그 사건 때문에 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이 사례에서도, 대조되는 물리
적으로 양립 가능한 실제 사건이 무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유의미하
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스콧(Northcott)의 조건에 따르면 배제되어야
하는 사건들이다.

Ⅴ. 무관한 대조 사건을 배제하는 방법
노스콧(Northcott)의 두 조건에 대한 비판에 그는 무관한 반 사실적
사건들이 대조되는 것을 어떻게 배제할 수 있는지 물을 것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사례를 보자.
[사례 5-1]
골프장 A에서 다람쥐 S가 굴러가는 골프공에 부딪혔고 그 공은 홀
컵으로 들어갔다. 같은 시간에 이웃한 골프장 B에서 다람쥐 S*가 굴
러가는 골프공에 부딪혔고 그 공은 홀컵으로 들어갔다. 두 개의 다른
골프장에서 그러나 정확히 같은 시간에 일어난 두 사건이다.
이 사례에 대해 다음을 물을 수 있다. 골프장 B의 다람쥐 S*가 충
돌한 사건보다 골프장 A의 다람쥐 S가 충돌한 사건이 골프장 A의
홀컵에 공이 들어간 사건의 원인인가? 물론 답은 긍정적이다. 다람쥐
S*의 충돌은 골프장 A의 홀컵에 공이 들어간 사건에 무관하다. 그러
나 다람쥐 S*의 충돌이 다람쥐 S의 충돌에 물리적으로 양립 가능하
고 실제 사건이므로, 단지 그 이유만으로 무관한 대조 사건으로 배제
해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직관에 부합할지 모르겠다. (또한
이미 앞서 논의하였듯이 그렇게 배제한 후 선택되는 대조 사건으로는
이항 관계로서 대조만을 허용할 수 있다.) 배제해야 하는 보다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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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유가 필요하다. 확률 궤적 이론은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
는 그 이유를 제시한다. 골프장 A에서 공이 홀컵으로 들어간 사건에
관련하여, 골프장 B의 다람쥐 S*가 충돌한 그 시점부터, 그 이후에
그리고 그 공이 홀컵으로 들어간 시점까지의 모든 사건들의 속성을
배경 조건 Kt로 고정하여 보자. 다시 말해 Pr(Y∣Kt)를 보여주는데
Y는 골프장 A에서 공이 홀컵으로 들어간 사건이고 Kt는 골프장 B에
관련된 배경 조건들이다. 그 값은 0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람
쥐 S*의 충돌이 무관한 대조로 배제되는 이유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례 2를 다시 보자. 사수의 외치는 신호에 대해, 사
수의 침묵과 사수의 침묵의 수신호 모두 물리적으로 반 사실적인 사
건들이다. 사수의 침묵은 암살자의 죽음을 반 사실적으로 함축하지 않
으므로 무관한 대조였다. 사수의 침묵의 수신호는 암살자의 죽음을 반
사실적으로 함축하므로 유관한 대조였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할 수
있다. 과연, 사수의 침묵은 죽음을 반 사실적으로 함축하지 않고, 사수
의 침묵의 수신호는 죽음을 반 사실적으로 함축하는가? 그 차이를 설
명하려면 그 원인이 되는 실제 사건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할 뿐 아니
라 그것이 왜 그 원인이 되는지를 말해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사항
대조 인과의 정의는 순환의 문제, 또는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에 부딪
힌다. 실제 그 원인 사건과 그것의 결과 사건에 대한 해명은 대조되는
반 사실적 사건들의 반 사실적 함축 관계에 의존한다. 그러나 가능한
여러 반 사실적 함축 관계들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할지는 다시 그 원
인과 그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사항 대조 인과의 정
의에서 따라 나오는 자연스런 결과이다. 확률 궤적 이론은 그 순환의
고리를 끊어 줄 수 있다. 이를 보기 위해 다음 사례를 보자.
[사례 5-2]
골프장 A에서 다람쥐 S가 골프공에 부딪혔고 그 공은 홀컵으로 들
어갔다. 다람쥐 S의 충돌에 대한 법칙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반 사실
적 사건으로 다람쥐 S의 골프공을 뛰어넘는 점프와 다람쥐 S의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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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앞에서의 정지를 고려할 수 있다.
다람쥐 S에 대한 이들 반 사실로서 두 사건 모두 공이 홀컵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건을 반 사실적으로 함축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다
른 대답도 가능하다. 다람쥐 S의 점프가 공에 부딪힐 가능성이 다람
쥐 S가 골프공 앞에서 정지할 경우의 부딪힐 가능성보다 높았다. 따
라서 다람쥐 S의 점프가 공이 홀컵에 들어가지 않는 사건을 반 사실
적으로 함축하지 않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례 1에서 반 사실적 사
건 ‘침묵’과 ‘침묵의 수신호’ 모두, 암살 대상자의 죽음을 반 사실적
으로 함축할지는 절대적인 의미로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비결정적인 연결 과정을 고려하면 대조 후보들 중 그 어떤 하나를
선호할 이유는 없게 된다. 상사의 외치는 신호에 대조되는 법칙적으
로 양립 불가능한 반 사실적 사건으로 우리는 상사의 죽음을 생각할
수 있다. 상사의 죽음은 암살 대상자의 생존을 분명히 반 사실적으로
함축한다. 노스콧(Northott)은 반 사실적 함축 관계를 만족하는 여부
로 대조의 후보를 선별하고, 그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차이 만들기,
조작(간섭) 이론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그 설명이 왜 문제인지는 다음
6장에서 논의하겠다. 확률 궤적 이론은 반 사실적 사건들의 반 사실
적 함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 반 사실적 함축 여부는 반 사
실적 사건들이 실제 사건들인 경우에 가질 인과 효과에 달려 있다.
그 인과 효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5-1 사례에서 보았듯이
확률 궤적 이론에 따라, 그 사건들이 결과 사건에 가질 확률 궤적을
만들어 볼 수 있다. 그 결과로 다람쥐 S의 점프보다 다람쥐 S의 정
지를 택할 수 있다. 확률 궤적의 결과에 따라 반대 선택도 가능하다.
확률 궤적에의 결과에 따라 상사의 침묵보다 상사의 침묵의 수신호를
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확률 궤적의 결과에 따라 반대 선택도 가
능하다.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실제 사례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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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3]
골프장 A에서 다람쥐 S가 골프공에 부딪혔고 그 공은 홀컵으로 들
어갔다. 흥미롭게도 다람쥐 S는 골프공에 부딪힐 때 눈을 크게 깜박
였다. 다시 말해 눈을 크게 깜박이는 다람쥐 S가 골프공에 부딪혔고
그 공은 홀컵으로 들어갔다.
이 사례에서 결과 사건의 원인은 다람쥐의 충돌이지 다람쥐의 눈
깜박임은 아니다. 대조 인과 진술을 만들어 보자. 다람쥐의 눈 깜박
임보다 다람쥐의 충돌이 공이 홀컵을 벗어나기 보다는 들어가게 초래
했다. 다람쥐의 눈 깜박임은 공이 홀컵에 들어가거나 홀컵을 벗어나
는 사건에 무관하다. 다시 말해 반 사실적으로 함축을 하지 않는다.
확률 궤적에 따르면 그 이유는 분명하다. 다람쥐의 눈의 깜박임 순간
과 그 직후 그리고 공이 홀컵에 들어간 그 순간까지의 모든 사건들
의 속성을 배경 맥락 Kt로 고정한다. 그러나 그 배경 맥락에서 다람
쥐의 킥을 배제하였다면 그 Kt가 주어질 때 공이 홀컵에 들어가는
확률 1이 아니라 0이 될 것이다. 노스콧(Northcott)은 차이 만들기와
조작(간섭) 이론 그리고 이들의 관계가 같은 답을 준다고 주장할 것
이다. 그러나 비결정적인 인과 과정을 전제할 때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다음 6장에서 논의하겠다.

Ⅵ. 인과 과정의 비결정성: 차이 만들기와
조작(간섭) 인과의 한계
앞서 논의한 여러 사례는 비결정적인 인과 과정에 대한 고려가 필
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법칙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반 사
실적 사건들과 이들 사건의 반 사실적 함축은 비결정적인 인과 과정
을 고려하지 않으며, 따라서 문제에 부딪힌다. 다음 사례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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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
프로골퍼 우즈가 1미터 거리의 퍼팅을 하였고 공은 홀컵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공이 홀컵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갑자기 다람쥐가 뛰어들어 공에 부딪혔다. 그 공은 처음에 구르던 방
향에서 벗어났고 공이 홀컵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나무 위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나뭇가지에 공이 부딪힌 후 그 공은
다시 홀컵을 향하였고 홀컵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 상황에서 다람쥐의 충돌을 공이 홀컵에 들어간 원인으로 보기
는 어렵다. 그러나 다람쥐의 충돌이 없었다면 그 공은 나뭇가지에 부
딪히지도 않았을 것이다. 공이 나뭇가지와 충돌한 것만으로 나뭇가지
와의 충돌을 공이 홀컵에 들어간 원인으로 보기도 어렵다. 일반적으
로 다람쥐의 충돌은 공이 홀컵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부정적인 원인
이다. 그러나 다람쥐의 충돌로 발생한 나뭇가지와 공의 충돌로 다람
쥐의 충돌이 긍정적인 원인의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인다. 결과 사건에
가장 가까운 사건인 나뭇가지와의 충돌을 공이 홀컵에 들어간 원인이
라 하자. 나뭇가지와 충돌하지 않은 것보다 충돌한 것이 공이 홀컵에
들어가지 않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을 초래했다고 하자. 결과에 가장
가까운 사건만을 고려하면, 구르는 공이 나뭇가지와 충돌하지 않은
사건이 공이 홀컵에 들어가지 않는 사건을 반 사실적으로 함축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처럼 반 사실적 함축을 말하려면 이전의
사건들에 대한 고려 그리고 이들 사건들이 연결되는 비결정적인 과정
에 대한 해명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차이 만들기나 조작(간섭) 이
론은 그런 해명이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노스콧
(Northcott)은 차이 만들기에 토대한 반 사실적 함축이 조작(간섭) 이
론과 일관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차이 만들기, 조작(간섭) 이론
이 복합적이고 비결정적인 사건 수준의 인과를 해명하는 데 충분할지
는 논의가 필요하다. 필자의 답은 만족스런 해명이 되기 어렵다는 것
이다. 조작(간섭) 이론이 집단 수준, 다시 말해 요인들 간의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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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수준의 인과를 해명하는 데에는 적절하다. 그러나 사건 수준의
인과를 해명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를 보기 위해 제초제의 사
례를 다시 보자.
[사례 7]
제초제를 뿌리는 것은 잡초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다. 철수는 정
원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려고 제초제를 뿌렸다. 처음에 제초제를 뿌
렸을 때 거의 모든 잡초가 사라졌다. 살아남은 극소수의 잡초가 그
제초제에 대한 내성을 갖게 되었고 점점 내성이 커지면서 이들 잡초
의 수가 점차 증가하여 결국 정원은 잡초로 무성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다시 말해 속성(집단) 수준의 인과에서, 제초제를 주는
것은 잡초를 죽이는 데 긍정적 원인이다. 다시 말해 제초제를 주는
것은 잡초를 무성하게 하는 데 부정적 원인이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는 제초제를 준 것이 잡초를 무성하게 하는 데 결국에는 긍정적 원
인이 된 것처럼 보인다. 초기에 제초제는 이 정원에서 잡초가 무성하
게 하는 데 부정적 원인이었지만 결국에는 긍정적 원인의 역할을 한
것이 되었다. 이 사례에 노스콧(Northcott)의 정의를 적용하여 보자.
다음 경우에 그 경우에만, 제초제를 주지 않은 것보다 준 것이 잡
초를 죽이기보다는 무성하게 하였다. 그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초제
를 주지 않는 반 사실적 사건이 잡초가 죽는 반 사실적 사건을 반
사실적으로 함축한다.
그러나 누구도 이런 반 사실적 함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
사례는 분명히 노스콧(Northcott)의 정의에 반례가 될 수 있다. 이 사
례는 노스콧(Northcott)의 정의에 따른 차이 만들기 인과 이론과 일관
된다는 조작(간섭) 이론에 문제를 제기한다. 조작(간섭) 이론에 따르
면 인과는 인과 구조에 대해 이루어진 이상화된 간섭(idealized intervention)
이다. 원인 변수의 간섭 이후 값은 실제 원인 c에, 그 변수의 간섭 이
전의 값은 반 사실적 대조 사건 C0에 대응한다. 그리고 결과 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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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 이후 값은 실제 결과 e에, 그 변수의 사전 이전의 값은 반 사실
적 대조 사건 E0에 대응한다. 여기서 변수는 임의 변수(random
variables)이고 값은 이 임의 변수의 값이다. 예를 들어 위 사례에서
제초제를 주는 것과 주지 않는 것을 두 값으로 갖는 이항 변수 X =
x를 생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잡초가 살아남는 것과 죽는 것을 두
값으로 갖는 이항 변수 Y = y를 생각할 수 있다. X = x의 두 값으
로 x = 1, x = 0이라 하자. 1은 간섭 이후 값으로서 제초제를 주는
경우, 0은 간섭 이전 값으로서 제초제를 주지 않은 경우이다. Y = y
의 두 값으로 y = 0, y = 1이라 하자. 0은 간섭 이후 값으로서 죽는
경우, 1은 간섭 이전 값으로서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조작(간섭)이론
을 보여주는 인과 구조 모형(causal modelling; structural equation)은
그 이론이 사건 수준의 인과와 속성 수준의 인과에 적용되는 중립적
인 이론이 되기를 희망한다.(Pearl 2000, Hitchcock 2001) 속성(집단)
수준의 인과에서는 C = x에 대해 간섭 이전의 값 0이 간섭 이후의
값 1이 되는지에 따라 E = y의 값이 간섭 이전의 값 1에서 간섭 이
후의 값 0이 되므로, 제초제의 투여는 잡초를 죽게 하는 데 긍정적
원인으로 해명된다. 그러나 사례 7이 보여준 사건 수준의 인과에서는
제초제의 투여가 반대의 결과로 차이를 만들고 반대의 결과로 조작
(간섭)하는 것이 되므로, 잡초를 죽게 하는 데 부정적인 원인으로 해
명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긍정적 원인과 부정적 원인의 역할 모두
로 동시에 해명하는 것이 된다. 중요한 것은, 원인 변수의 사전, 사후
값에 따른 차이에 따른 결과 변수의 사전, 사후 값의 차이만으로 사
건 수준의 인과 구조를 파악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례
6, 7 모두에서, 시공간에 따라 변화하는 비결정적 인과 과정의 변화
를 고려하지 않고 변수들의 사전, 사후 값의 차이에 따를 때 그것이
원인의 그 역할에 대한 해명 뿐 아니라 맥락에 적합한 인과적 설명
도 주기 어렵다.
2장에 소개하였던 사격수의 퍼즐 사례 1, 2에서 비결정적 인과 과
정을 통한 확률 궤적으로 그 원인을 해명하여 보자. 암살 대상자가

사항(four-placed) 관계로서 대조 인과에 대한 평가 (I)

319

죽고 사는 것은 부하 저격수가 방아쇠를 당긴 사건 그리고 방아쇠를
당긴 후 날아간 총알이 암살 대상자에 명중한 사건이 발생하였는지에
달려있다. 물론 상관의 명령이 없다면 그 부하의 사격은 없었을 것이
다. 그러나 상관의 명령이 있더라도 그 부하가 방아쇠를 제대로 당겼
는지, 총알이 날아간 궤적의 상태, 날아간 총알이 암살 대상자에 명
중하였는지 여부들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따라 암살 대상자의 생사
여부는 결정될 것이다. 그 두 사례 모두에서는 상사의 명령이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암살 대상자를 생존하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다. 결과에 초래하는 데 기여하는 사건들의 이행적인 연결이 온
전히 이루어지는지 봐야 한다. 이런 이해로 사례 1을 다시 보자. 사
례 1에서 이미 인파가 두 저격수를 서로 격리되게 만들었고, 따라서
상관은 부하에게 사격 명령을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암살 대
상자는 이미 인파 속에 휩쓸리기 시작한 상태였고 곧 인파 속으로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인파가 이들 모두를 휩쓸기 전에 상사의 사격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부하의 사격이 암살자를 죽일 확률은 매우
높았거나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 암살자가 생존할 확률은
매우 낮았거나 점점 낮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인파가 나타나면서 암
살자가 생존할 확률은 높아지기 시작했고 상사의 외치는 명령이 떨어
졌을 때 부하 저격수는 사격을 하였다. 그 명령의 순간 그리고 거의
동시에 사격의 그 순간 암살자가 생존할 확률은 낮았다. 그러나 또한
그 명령의 순간 그리고 거의 동시에 사격의 그 순간 암살자가 생존
할 확률은 높아졌다. 여기서 부하 저격수의 반응 속도와 암살 대상자
의 반응 속도를 비교해야 한다. 부하 저격수의 반응 속도가 더 빨랐
다면 암살 대상자의 생존 확률은 떨어졌을 것이다. 반대로 암살 대상
자의 반응 속도가 더 빨랐다면 그의 생존 확률은 높아졌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경우를 또한 생각해야 한다. 부하 저격수의 반응
속도가 더 빨라도 그의 사격이 정조준을 못하였다면 암살 대상자의
생존 확률은 높아졌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암살 대상자의 반응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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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빨라도 인파 속에 적절히 몸을 숨기지 못하였다면 그의 생존
확률은 떨어졌을 것이다. 이들 상황을 고려할 때 암살자의 생존 사건
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암살자의 외치는 명령이 떨어진 순
간 암살 대상자의 반응 속도가 부하 저격수의 반응 속도보다 빨랐고
암살 대상자가 인파에 몸을 숨기는 민첩성이 부하 저격수의 사격보다
앞섰고, 따라서 암살 대상자는 생존하게 되었다. 다시 정리해 보자.
이들 모두가 인파가 휩쓸리기 전에 상관의 명령으로 부하 저격수의
사격이 암살 대상을 명중하여 암살 대상이 생존할 확률은 상당히 낮
았다. 그러나 인파에 휩쓸리는 순간 그 확률은 높아졌고 상관의 명령
은 그 확률을 더 높였고 1에 접근하게 하였다. 물론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인파의 쇄도, 외침에 암살 대상자의 보다 빠르게 반응하기, 그
가 몸을 숨기는 민첩성, 부하 저격수가 더 늦게 반응하기, 그가 정조
준에 실패하기 등을 모두 배경 맥락으로 고정하였을 때, 바로 앞서
보았듯이 상관의 외침은 암살 대상자의 생존에 긍정적인 원인의 역할
을 하게 된다.
사례 2를 보자. 발코니에서 두 저격수는 암살 대상을 내려다보면서
그를 조준하고 있었고 상관은 부하에게 수신호로 명령을 내리기로 되
어 있다. 그러나 상관은 수신호를 할 때 부지불식간에 사격이라 외쳤
고 부하 저격수가 오히려 놀라서 주춤하는 사이에 암살 대상자는 그
외침에 빠르게 반응하여 민첩하게 몸을 숨겼다. 두 저격수가 사격을
하려던 순간까지 암살 대상이 생존할 확률은 낮거나 점점 낮아졌다.
그러나 상관의 외침에 부하 저격수는 오히려 주춤하였고 암살 대상자
는 보다 빠르게 반응하여 몸을 숨겼다. 부하 저격수의 늦은 반응, 암살
대상자의 빠른 반응과 민첩성을 배경 맥락으로 고정될 때 상관의 외침
은 암살 대상자의 생존 확률을 크게 높였고 그 확률이 1에 도달하게
되었다. 사례 1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배경 맥락을 상대할 때 상관
의 외침은 암살 대상자의 생존에 긍정적인 원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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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나가는 말: 사항 대조 인과에 대한 평가와 정리
노스콧(Northcott)이 주장하는 대조 인과 이론은 우선적으로 ‘그 원
인’을 해명하는 형이상학적 이론이기를 의도한다. ‘그 원인’은 노스콧
(Northcott)이 (D1)의 보완으로 제시한 (D2)와 이에 대한 두 조건으로
해명한다. 그 두 조건은 해당 실제 원인 결과 사건의 반 사실적 사건
들과 이들 사건의 반 사실적 함축 관계이다. 이들 두 조건은 대조되
는 사건을 특정 사건(들)로 좁히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
항 대조 인과를 무의미하게 한다. 특정 사건(들)은 기존의 인과 이론
이 의도한 이항 관계로 환원된다. 반 사실적이고 법칙적으로 양립 불
가능한 원인, 결과의 대조 사건들은 반 사실적인 함축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그들 반 사실적 사건이 반 사실적 함축을 가진다는 필연적
의존성을 말할 수 없다. 노스콧(Northcott)은 반 사실적 함축의 필연
성을 차이 만들기 개념과 조작(간섭) 이론의 개념으로 해명한다. 그러
나 차이 만들기 개념과 조작(간섭) 이론 개념으로는 반 사실적 함축
의 필연성도, 이를 통한 실제 인과의 필연성도 보장할 수 없다. 이들
개념은 요인들, 속성들 간의 인과를 해명하는 속성 수준의 인과에 유
효하지만 사건들 간의 인과를 해명하는 사건 수준의 인과에는 충분하
지 않다. 사건들 간의 인과는 사건들 간의 반 사실적 의존 관계만으
로 충분하지 않으며 사건들을 연결하는 인과 과정을 함께 해명해야
하고 또한 인과 과정에 내재된 비결정성을 함께 해명해야 한다. 필자
가 앞서 제시하고 논의한 사례들은 그런 해명이 사건 수준의 인과를
해명하는 데 왜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들 문제
의 귀결은, 사항 대조 인과가 ‘그 원인’을 해명하는 형이상학적 인과
의 이론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노스콧(Northcott)은 사항 대조 인과가 인과적 판단, 인과적 설명의
이론이 되기를 의도하였다. 사항 대조 인과가 나오게 된 동기를 볼
때 그런 이론의 역할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사례들에서
이미 보았듯이, 노스콧(Northcott)이 제시한 정의와 조건의 귀결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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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관계로서 인과는 인과적 판단, 인과적 설명의 이론이 되기에는 충
분하지 않다. 이 또한 비결정적 인과 과정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데에 있다. 확률 궤적 이론은 비결정적 인과 과정의 변화를 해명하여
사건의 원인의 역할을 파악하여 그 원인을 고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과적 설명의 역할도 할 수 있다. 반 사실적 사건 뿐 아니라
실제 사건을 대조 사건의 집합에 포함할 수 있으며, 보다 중요한 것
은 그 원인에 대조가 되는 다른 사건들이 왜 원인의 역할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대조가 되는 사건들이 왜 필연적인 연결이 될
수 없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실제 사건이 왜 원인이 될 수 있는
지도 보여준다. 확률 궤적 이론은 사항 대조 인과를 보충하는 이론이
될 뿐 아니라 사항 대조 인과가 의도한 바를 명료하고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다.
필자의 논의는 사항 인과 대조가 인과의 한 이론으로 수용하기 어
렵다는 것이 아니라 확률 궤적 이론이 보여주는 바를 함께 고려할
때 보다 합당한 이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인과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인과 설명의
모형을 고안하는 데 그리고 이를 인공 지능 등 추론의 프로그램을
계발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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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Contrastive Causation as Four-Placed Relation (I):
Northcott's(2008) Definition of Four-Placed Relation

Kim, Joon-Sung
In this paper, I critically examine Northcott’s (2008) definition of
causation as four-placed relation, and show that the probability
trajectory theory of causation better explicates what the theory of
causation as four-placed relation is intended to do. Northcott argues
that Hitchcock's (2003) definition of causation as four-placed
relation is not satisfactory, and replaces it with a new definition of
causation as four-placed relation. I argue that there are problems
with Northcott’s (2008) two conditions of the definition while
pointing out that the problems are due to the fact that they do not
consider indeterministic causal processes or localities. I conclude that
the theory of causation as four-placed relation is neither necessary
nor sufficient for causal explanation and causal judgments. To this
end, I first reveal the problems with Northcott’s definition of
causation as four-placed relation while putting forth examples that
counter the definition. Second, I introduce the theory of probability
trajectory, and show how it meets those problems. I argue that the
trajectory theory better explicates what the theory of causation as
four-placed relation is intended to do.
Keywords: cause, causation, contrast, counterfactual, four-placed,
indeterministic, probability traject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