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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배제 논변, 과잉결정, 물리적 독립성
하상용

【주제분류】심리철학, 형이상학
【주요어】인과적 배제 논변, 과잉결정, 물리적 독립성 조건, 베넷, 키이튼과 폴거
【요약문】베넷은 비환원적 물리주의자가 이른바 “양립가능론”을 통해 인과적
배제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한다. 베넷에 의하면, 비환원적 물리주의 하에서
“긴밀하게-관련되지만-구분되는” 심적 원인과 물리적 원인이 해당 결과를 과
잉결정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심적 인과가 과잉결정에 해당하기 위한 필요조
건 중 물리적 독립성 조건, ‘(匉 &∼匆) □→ 匘’가 만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키이튼과 폴거는 물리적 독립성 조건을 반박하기 위해 베넷이 공식적으로 제
시한 근거인 ‘(匉 &∼匆) □→∼匘’가 거짓이므로 베넷의 논변이 건전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키이튼과 폴거의 반론은 물리적 독립성 조건을 반박
하기 위해 요구되는 베넷의 실질적 근거인 ‘(匉 &∼匆) ◇→∼匘’를 논박하
지 못한다. 이에, 필자는 반사실 조건문인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루이스의 의미
론에 따라서 만족된다고 논한다. 필자의 논변이 옳다면, 이것은 베넷의 양립가
능론 해법이 인과적 배제 논변의 도전을 극복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Ⅰ. 도입
비환원적 물리주의는 현대 심리 철학계에서 인기 있는 입장이지만 이 입
장이 심적 인과 문제의 하나인 인과적 배제 문제를 제기하는 인과적 배제
논변의 도전을 설득력 있게 극복하는지는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일반적으
로, 비환원적 물리주의는 심적 속성과 물리적 속성이 구분된다는 입장(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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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구분)의 비환원론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물리적인 것이거나 물리적인
것에 수반한다고 보는 수반 물리주의를 주장한다. 수반 물리주의에 의하면,
심적 속성은 물리적 속성에 수반한다(심신 수반). 그리고 비환원적 물리주
의는 심적 속성이 때때로 물리적 결과를 야기한다는 주장(심적 효력)과 함
께 모든 물리적 결과가 한 충분한 물리적 원인을 가진다는 주장(물리적 폐
쇄)을 내세운다. 요컨대 우리는 심신 수반, 심신 구분, 심적 효력, 물리적 폐
쇄가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구성하는 논제라고 말할 수 있다.
김재권은 여러 형태의 배제 논변을 통하여 비환원적 물리주의가 일종의
불안정성을 노정한다고 비판하여 왔다.1) 김재권은 배제 논변을 통하여 비
환원적 물리주의를 구성하는 (전부 또는 일부) 논제들이 결합하여 독립적
으로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형이상학적 원리들인 비-과잉결정
원리와 인과적 배제 원리의 연언에 반하는 귀결을 함축한다고 주장한다. 김
재권에 의하면, 비-과잉결정 원리는 “심적 원인의 결과가 일반적으로 과잉
결정된다는 것은 참이 아니다.”라는 원리를, 인과적 배제 원리는 “[심적 원
인의 결과가 일반적으로] 과잉결정된다는 것이 참이 아니라면, 심적 원인
의 결과에 대한 충분한 원인은 하나보다 많을 수 없다.”라는 원리를 말한
다.2) 요컨대 김재권은 배제 논변을 통해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구성하는 네
논제와 독립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두 형이상학적 원리
가 결합하여 비일관성을 낳는다는 문제를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들에게 제
기한다.3)
1) 김재권은 Kim (2005)에서 자신의 대표적인 배제 논변을 통해, 심신 구분, 심적 효력,
심신 수반, 비-과잉결정 원리, 인과적 배제 원리가 비일관적인 귀결을 낳거나(종결 1
방식의 배제 논변) 심신 구분, 심적 효력, 물리적 폐쇄, 비-과잉결정 원리, 인과적 배제
원리가 비일관적인 귀결을 낳는다고(종결 2 방식의 배제 논변) 논한다. 한편, 김재권은
Kim (2014)에서 심신 구분, 심적 효력, 물리적 폐쇄, 비-과잉결정 원리가 비일관적인
귀결을 낳는다는 ‘폐쇄로부터의 논변’과 심신 구분, 심적 효력, 심신 수반, 비-과잉결
정 원리가 비일관적인 귀결을 낳는다는 ‘수반으로부터의 논변’을 배제 논변의 최종 판
본으로 제시하면서, 심신 수반이 물리적 폐쇄를 함축하기 때문에 ‘폐쇄로부터의 논변’
이 ‘수반으로부터의 논변’으로 통합된다고 주장한다.
2) Kim (2014) p. 9; Kim (2005) p. 42.
3) 김재권은 비환원적 물리주의자가 이러한 비일관성에 직면하여 전제들 중 하나 이상을
버려야 하며 심신 구분을 제외한 다른 전제들은 각각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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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넷은 비환원적 물리주의자가 양립가능론 해법을 통해서 배제 논변의
도전을 극복한다고 말한다.4) 베넷에 의하면,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는 배제
논변의 전제들 중에서 인과적 배제 원리를 제외한 모든 전제들(심신 수반,
심신 구분, 심적 효력, 물리적 폐쇄, 비-과잉결정 원리)을 양립가능한 것으
로 가질 수 있다. 베넷에 의하면,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는 심적 원인이 야기
한 물리적 결과가 충분한 물리적 원인을 가지고 그 물리적 결과는 서로 구
분되지만 수반 관계를 가지는 물리적 원인과 심적 원인에 의해 과잉결정되
지 않는다는 입장을 통해, 달리 말하자면, 인과적 배제 원리를 부정하는 입
장, 즉 심적 원인의 결과가 심적 원인과 물리적 원인에 의해 과잉결정되지
않으면서도 물리적 원인이라는 한 충분한 원인보다 더 많은 원인을 가진다
고 주장하는 입장을 통해 배제 논변을 극복한다.5)
베넷은 비환원적 물리주의자가 수반 물리주의에 가담하기 때문에 이러
한 양립가능론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베넷은 배제 논변의 핵심이 비환원
적 물리주의를 구성하는 논제들의 일부(심신 구분, 심적 효력, 물리적 폐쇄)
가 일종의 과잉결정을 함축한다는 주장에 있다고 보고, 심신 수반을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여 이 주장을 부정하는 데 주력한다. 베넷에 의하면, 비환
원적 물리주의가 주장하는 심신 수반에 의해 심적 원인과 물리적 원인 사이
으므로 심신 구분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비환원적 물리주의자가 환원적 물리
주의로 귀순할 것을 종용한다. Kim (1998), (2005), (2014).
4) Bennett (2003), (2008).
5) 상식적 관점에서 볼 때, 심적 인과 문제의 맥락에서 양립가능론이란 해당 결과에 대한
심적 원인과 물리적 원인이 양립가능하다는 논제와, 아마도, 더 나아가, 두 원인이 해
당 결과를 과잉결정하지 않는다는 논제를 의미할 듯하다. 베넷은 이러한 상식적 관점
의 양립가능론을 보다 기술적인 방식으로 구체화한다. 베넷이 명시적으로 천명하는
양립가능론은 심신 구분, 심적 효력, 물리적 폐쇄를 모두 받아들이는 입장을 말한다
(양립가능론 1). 이러한 입장이 해당 결과가 심적 원인과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과잉결
정된다는 함축을 가지는 듯이 보인다는 배제 논변의 도전에 맞서 베넷은 세 논제가 심
적 인과와 물리적 원인이 해당 결과를 과잉결정한다는 점을 함축하지 않는다는 입장
을 제시한다(양립가능론 2). 이러한 입장은 다시 인과적 배제 원리를 부인하는 입장에
이른다(양립가능론 3). 베넷이 자신의 양립가능론 해법을 심신 수반으로부터 근거지
우려고 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베넷이 말하는 양립가능론은 다섯 가지 논제(심신 수반,
심신 구분, 심적 효력, 물리적 폐쇄, 비-과잉결정)가 양립가능하다는 입장을 의미한다
(양립가능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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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형이상학적 필연성이라는 “긴밀한” 관계가 성립하고 그럼으로써 해당
결과가 심적 원인과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과잉결정되지 않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비환원적 물리주의에서 심적 인과는 다음과
같은 모형 하에서 이해된다: 심적 속성 匆이 물리적 사건 匘를 야기할 때,
匘는 匆의 수반 기초 속성인 물리적 속성 匉에 의해서도 야기된다.6) 베넷
에 의하면, 이 모형에서의 심적 인과가 과잉결정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성립
하기 위해서는 ‘(匉 &∼匆) □→ 匘’가 비-공허하게(non-vacuously) 참이
라는 조건(이것을 “물리적 효력의 독립성 조건” 혹은 간단히 “물리적 독립
성 조건”이라고 부르자.)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심신 수반으로 인해 이 조
건이 만족되지 않고, 따라서 심적 인과가 과잉결정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성
립하지 않는다.
키이튼과 폴거는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위한 이러한 베넷의 옹호가 성공
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7)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베넷의 주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키이튼과 폴거에
의하면, 베넷은 자신의 옹호에서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속성의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실현
조건이 ‘결과의 발생을 위해 요구되는’ 인과 조건과 동일하다는 가정에 결
정적으로 의존한다. 그런데 키이튼과 폴거가 보기에, 실현 조건과 인과 조
건은 동일하지 않으며 전자가 후자에 의해 필연화되지 않는다. 키이튼과 폴
거는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베
넷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따라서 배제 논변에 대한 베넷의 양립가능
론 해법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배제 논변을 둘러싼 베넷과 키이튼과 폴거의 논의를
살펴보면서 이들의 논의에서 간과되고 있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비환원적
물리주의자가 베넷의 양립가능론 해법을 통해서 배제 논변의 도전을 성공
적으로 극복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우선, 필자는 배제 논변에
6) 이 글에서 ‘속성 勼가 사건 匘를 야기한다.’는 것은 ‘사건 化가 가지는 또는 사건 化에
서 예화하는 속성 勼 덕분에(in virtue of) 사건 化가 사건 匘를 야기한다.’는 것을 뜻
한다.
7) Keaton & Polg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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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선 베넷의 양립가능론 해법을 개관할 것이다. 다음으로,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베넷의 주장에 대한 키이튼과 폴거의 반론을 개
관하고 그들의 반론이 베넷의 주장을 논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논할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이튼과 폴거가 제시한 근거와 독립적인 이유에
서, 베넷의 주장과 달리,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만족되며 따라서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위한 베넷의 옹호가 성공하지 못함을 보일 것이다.

Ⅱ. 베넷의 양립가능론 해법
베넷은 다른 심적 인과 문제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배제 문제만의 특징
에 주목한다. 다른 심적 인과 문제들은 심적 속성의 본성이 물리적 결과를
야기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본성을 가진다는 점 때문에 발생한다.8) 하지만
배제 문제는 심적 속성이 가지는 본성과 무관하게 성립한다. 배제 문제는
‘심적 인과에서 한 충분한 물리적 원인이 결과의 발생을 위해 요구되는 모
든 일을 다한다면 심적 속성이 심적 인과에서 더 이상 무슨 할 일이 있겠는
가?’라는 의문에서 비롯하여,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구성하는 논제들이 독
립적으로 정당화되는 형이상학적 원리들에 충돌한다는 배제 논변으로 정
식화된다. 이러한 논점은 심적 속성이 결과를 야기하는 데 적합한 본성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더라도 여전히 성립한다.
베넷은 배제 논변을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구성하는 일부 논제들(심신 구
분, 심적 효력, 물리적 폐쇄)과 독립적으로 정당화되는 형이상학적 원리들
(비-과잉결정 원리와 인과적 배제 원리)이 결합하여 비일관성을 낳는다는
점을 보이는 방식으로 정식화한다.9)

8) 예를 들어, 심적 속성이, 데이빗슨의 무법칙적 일원론에 의하면, 엄밀 법칙에 포섭될
수 없는 본성을 가진다는 점 때문에, 심적 내용 외재론에 의하면, 인과 관계에 포섭되
기에 부적절하게 외재적인 본성을 가진다는 점 때문에 심적 인과 문제가 발생한다.
Bennett (2003) p. 471.
9) Bennett (2008) pp. 28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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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심적 속성들(과 아마도 사건들)은 물리적 속성들(또는 사건들)과 구
분된다.
폐쇄: 모든 물리적 발생은 한 충분한 물리적 원인을 가진다.10)
효력: 때때로 심적 사건들은 물리적 사건을 야기하며 그것들의 심적 속성들
덕분에(in virtue of) 그렇게 한다.
비-과잉결정: 심적 원인들의 결과들은 체계적으로 과잉결정되지 않는다.
즉 그것들은 사형집행단의 [동시다발적 피격으로 인한] 희생자의 죽음과
동등하지 않다.
배제: 어떠한 결과가 과잉결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충분한 원인을 하나
보다 많이 가지지 않는다.11)

어떻게 해서 이 다섯 논제들이 비일관성을 낳는가? 효력에 의해서 심적
속성 匆이 물리적 사건 匘를 야기한다. 폐쇄에 의해서 匘는 한 충분한 물리
적 원인 匉를 가진다. 구분에 의해서 匆과 匉는 수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匘는 匉라는 한 충분한 원인보다 많은 원인들을 가진다. 이것은 비-과잉결
정과 배제의 연언이 가지는 함축, 즉 ‘匘는 匉라는 한 충분한 원인보다 더
많은 원인들을 가지지 않는다.’에 반한다.
베넷은 양립가능론 해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유비를 깨는
(break the analogy)” 전략을 들고 나온다.12) 심적 인과 사례에서 해당 결과
가 심적 원인과 물리적 원인이라는 두 개의 충분한 원인을 가지기 때문에
심적 인과 사례는 마치 교과서식 표준적 과잉결정 사례와 같이 진정으로 과
잉결정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인다. 베넷에 의하면, 심적 인과 사례와 교과
서식 표준적 과잉결정 사례 사이의 이러한 유비는 성립하지 않는다. 교과서
식 표준적 과잉결정 사례에서는 수적으로 구분되는 원인들이 서로 독립적
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심적 인과 사례에서 심적 원인과 물리적 원인은 독
립적이지 않으며 두 원인 사이에 형이상학적 필연성을 가지는 공변으로서
의 수반이라는 “긴밀한” 관계가 성립한다.13) 베넷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
10) 베넷은 이 원리를 “(물리적) 완결”이라고 부르지만 이 글에서는 김재권의 용법에 맞춰
“(물리적) 폐쇄”로 부르겠다.
11) 이하, 베넷의 용법에 맞춰,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구성하는 논제들을 “구분”, “효력”,
“완결”, “수반”으로, 그리고 비-과잉결정 원리와 인과적 배제 원리를 각각 “비-과잉결
정”과 “배제”라고 부르겠다.
12) Bennett (2003) p.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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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긴밀하게-관련되지만-구분되는”14) 원인들인 심적 원인과 물리적
원인이 해당 결과를 과잉결정하지 않게 된다.
베넷이 “긴밀하게-관련되지만-구분되는” 원인들이 해당 결과를 과잉결
정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베넷에 의하면, 심적 원인 匆과 물
리적 원인 匉가 사건 匘를 과잉결정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다음과 같다:
(O1) 匆이 匉 없이 일어났더라면 匘가 여전히 일어났을 것이다; 그리고
(O2) 匉가 匆 없이 일어났더라면 匘가 여전히 일어났을 것이다.15)

베넷에 의하면, 문제의 두 반사실 조건문 가운데 하나라도 공허하게 참
이라면 해당 결과가 과잉결정된다는 점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
로, (O1)과 (O2)가 모두 비-공허하게 참일 것이 요구된다.16) 이러한 요구를
베넷의 양립가능론 해법을 위한 대전제라고 하자.
(1) 대전제: 匆과 匉가 匘를 과잉결정한다면, (O1) ‘(匆 &∼匉) □→ 匘’와
(O2) ‘(匉 &∼匆) □→ 匘’가 모두 비-공허하게 참이다.

베넷의 대전제 하에선,17) (O1)과 (O2) 중 하나만 만족되지 않으면 심적
13) 비환원적 물리주의가 주장하는 수반을 베넷은 잭슨에 따라 총수반으로 이해한다.
Bennett (2008) p. 284. 잭슨에 의하면, 물리주의는 “우리 세계에 대한 최소한의 물리
적인 복제인 임의의 세계는 [우리 세계에 대한] 단적인 복제이다.”라는 논제를 통해 이
해되어야 한다. Jackson (1998) p. 12. 김재권에 의하면, (수반) 물리주의는 “심적 속성
들은 물리적/생물학적 속성들에 강하게 수반한다. 즉 임의의 체계 匥가 한 시점 匦에
서 한 심적 속성 匆을 예화한다면, 필연적으로, 한 물리적 속성 匉가 존재하되 匥는 시
점 匦에 匉를 예화하고 임의의 시점에서 匉를 예화하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그 시
점에 匆을 예화한다.”라는 논제를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Kim (2005) p. 33. 일반적으
로 배제 논변이 강수반의 가정 하에서 제기된다는 점과 강수반은 총수반을 함축하지
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일반적 견해를 고려하여, 필자는 수반 물리주의에 대한
김재권의 입장에 따라 비환원적 물리주의가 요구하는 심신 수반을 강수반으로 우선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총수반에 의한 접근법도 배제하지 않고자 한다.
14) Bennett (2008) p. 288.
15) Bennett (2003) p. 480. 필자가 제시하는 이 조건은 베넷이 제시한 사건 판본의 조건에
대응하는 속성 판본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어느 판본의 조건을 채택하느냐는 이 글
의 논지를 전개하는 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Bennett (2003) p. 493. 주 9 참조.
16) Bennett (2003) pp. 47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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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과 물리적 원인이 해당 결과를 과잉결정한다고 볼 수 없게 된다. 베넷
은 양립가능론자가 (O2), 즉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점
을 보임으로써 양립가능론 해법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을 양립가
능론 해법을 위한 베넷의 소전제라고 하자.
(2) 소전제: 비환원적 물리주의 하에서, (O2)가 비-공허하게 참이 아니다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

대전제와 소전제로부터 베넷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는다:
(C) 비환원적 물리주의 하에서, 匆과 匉는 匘를 과잉결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반사실 조건문에 대한 표준적 의미론인 루이스의 의미론을 살펴
두자.18) 이에 의하면, 반사실 조건문 ‘嗂 □→ 喼’의 진리 조건은, 대략, 다
음과 같다: ‘嗂 □→ 喼’가 참인 경우에 그리고 그 경우에만 모든 嗂인 최
근접 세계에서 喼가 참이다.19) 다르게 말하자면, ‘嗂 □→ 喼’가 참인 경우
에 그리고 그 경우에만 어떤 ‘嗂 & 喼’인 세계가 모든 ‘嗂 &∼喼’인 세계
보다 현실 세계에 더 가깝다. 전형적으로, 반사실 조건문에 대한 해석에서
역행적(back-tracking) 해석은 금지된다.20) 비-역행적 해석을 위해서, 전형
적으로, 우리는 반사실 조건문의 전건이 만족되는 시점 이전까지 모든 과거
가 고정되는 방식으로 반사실 조건문을 해석해야 한다. 단, 반사실 조건문

17) 베넷의 대전제가 참인가 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베넷의 대전제에 대한
의심은 Won (2014)를 참조하시오. 베넷의 대전제에 대한 몇몇 반례 및 이에 대해 베
넷의 입장에서 강구할 만한 몇몇 대응 방향은 윤보석 (2007) pp. 261-262 및 Bennett
(2008) p. 289 주 13을 참조하시오.
18) Lewis (1973), (1979).
19) 여기서, ‘모든’이라는 관형어구가 있는 것은 최근접 세계들이 다수일 수 있음과 그 세
계들 간의 ‘타이’를 허용하기 위해서이다.
20) 예를 들어, 두 개의 독립된 결과 사건 嗂와 喼를 공통 원인 喬가 야기한다고 해 보자.
嗂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여졌을까? 혹자는 嗂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는 喬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
론할는지 모르겠다. 바로 이러한 방식의 추론이 역행적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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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건이 만족되는 상황을 가지기 위해서 “작은 기적”, 즉 법칙의 최소한
의 위반만이 허용되며, 그 밖의 모든 법칙들과 모든 개별 사실들은 가급적
최대한 보존되어야 한다.21)
베넷이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
인가? 즉 왜 베넷은 비환원적 물리주의 하에서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공허
하게 참이거나 비-공허하게 거짓이라고 생각하는가? 베넷은 인과적 충분성
에 관한 딜레마로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다.22) 베넷에 의하면, 우리는 심
적 원인의 결과를 야기하는 물리적 원인을 엄밀한 의미에서 충분한 원인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을 일상적 의미에서 충분한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해당 물리적 원인이 “넉넉하게” 생각되는 경우로
이 경우에 물리적 독립성 조건은 공허하게 참이 되고, 후자의 경우는 해당
물리적 원인이 “느슨하게” 생각되는 경우로 이 경우에 물리적 독립성 조건
은 비-공허하게 거짓이 된다.
베넷이 심적 원인의 결과를 야기하는 물리적 원인이 엄밀한 의미에서 충
분한 원인으로 생각되는 경우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공허하게 참이 된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베넷에 의하면, 심적 인과에서 물리적 원인이 결과
를 엄밀한 의미에서 충분하게 야기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심적 원인을 실
현하는 수반 기초 속성인’ 물리적 속성에 더하여 ‘결과의 발생을 위해 요구
되는’ 인과 조건, ‘결과에 이르는 인과 연쇄 과정의 중간에서 발생하는’ 매
개 사건들 등으로 이루어진 복잡다단한 합이어야 한다. 베넷에 의하면, 이
러한 “넉넉한” 물리적 원인이 예화하면서 심적 원인이 예화하지 않는 것은
형이상학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므로, 결국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공허하게
참이 된다.
21)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반사실 조건문을 해석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전반적 비
교-유사성의 기준들을 준수해야 한다: “(1) 큰, 폭넓은, 다양한 법칙의 위반들을 피하
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 (2) 개별 사실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시공적 영역들을 최
대화하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 (3) 작은, 국지화된, 단순한 법칙의 위반들조차 피
하는 것이 세 번째로 중요하다. (4) 우리의 관심을 크게 끌고 있는 문제들에서조차, 개
별 사실의 근사적 유사성을 지키는 것은 그다지 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Lewis
(1979) p. 472.
22) Bennett (2003) p.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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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넷이 심적 원인의 결과를 야기하는 물리적 원인이 일상적 의미에서 충
분한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비-공허하게 거짓이
된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베넷은 그 동안의 논의에서 간과되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검토한다. 베넷에 의하면, 일상적 의미에서 한 물리적 속
성이 다른 심적 속성을 필연화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물리적 속성이
그 심적 속성을 절대적으로 필연화한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는 일상적인 의
미에서 한 물리적 속성이 (절대적으로가 아니라) 특정 조건 하에서 다른 심
적 속성을 필연화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조건을 실현 조건(surround) 혹
은 간단히 匌라고 부르자.) 마찬가지로 일상적 의미에서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에 대한 충분한 원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원인이 (절대적으로가
아니라) 특정 조건 하에서 그 결과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조건
을 인과적 배경 조건(background) 내지 인과 조건, 혹은 간단히 勻라고 부
르자.)
베넷은 이러한 고려를 바탕으로 심적 원인의 결과를 야기하는 물리적 원
인이 일상적 의미에서 충분한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비-공허하게 거짓이라고 생각될 만한 이유를 두 단계로 제시한다.
1 단계. 물리적 독립성 조건의 전건이 만족되는 상황은 물리주의 체계 내
에서 실제로 성립가능하다.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는 물리적 독립성 조건의
모든 사례들이 공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匌가 성립하지 않는
가운데 물리적 속성 匉가 예화한다면 심적 속성 匆이 예화하지 않을 것이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학자의 배양 접시에서 철수의 C-신경 섬유가 발
화되는 경우에 C-신경 섬유의 발화가 고통의 예화 없이 발생할 수 있을 것
이다. 즉 과학자의 배양 접시에서 철수의 C-신경 섬유를 제외한 철수의 신
경 체계, 근육, 팔다리 등과 같은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匌가 성립하지
않는 가운데 철수의 C-신경 섬유만 발화하는 경우라면 철수의 고통이 예화
하지 않을 것이다.
2 단계. 수반 기초 속성인 물리적 속성 匉가 결과 匘를 일상적 의미에서
충분하게 야기하기 위해서는 勻를 포함하여 匉로부터 匘에 이르는 인과
연쇄 과정의 중간 단계에서 발생하는 매개 사건들 등이 현존한다는 점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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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으로 匉가 예화해야 한다. 배양 접시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러한
“느슨한” 물리적 원인이 예화하면서 그것이 실현하는 심적 원인이 예화하
지 않는 상황은 성립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물리적 독립성 조건
은 비-공허하게 거짓이 된다. 왜냐하면, 匉가 예화하지만 匌가 성립하지 않
아서 匆이 예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베넷에 의하면, 匌와 勻가 동일하므
로23) 勻도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
이다.24)
요컨대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비-공허하게 거짓이라는 베넷의 입장은 다
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匌와 勻는 동일하다. 따라서 匌의 (불)성립과 勻의 (불)성립은 필연적
으로 공외연적이다.
(2) ‘匉가 예화하고 匆이 예화하지 않는’ 상황은 물리주의 체제 내에서 성
립가능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匌가 성립하지 않아서 匆이 예화하지 않
는다.
(3) ‘匉가 예화하고 匆이 예화하지 않는’ 모든 최근접 세계에서, 匌가 성립
하지 않으며, 匌와 勻는 동일하므로, 勻도 성립하지 않는다.
(4) ‘匉가 예화하고 匆이 예화하지 않는’ 모든 최근접 세계에서 匘가 발생
하지 않는다. 즉 (匉 &∼匆) □→∼匘. (이것을 “베넷의 강한 주장”이
라고 부르자.)
(5) 물리적 독립성 조건, 즉 ‘(匉 &∼匆) □→ 匘’는 만족되지 않는다.

Ⅲ. 키이튼과 폴거의 반론 및 한계
키이튼과 폴거는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위한 베넷의 옹호가 성공하지 못
한다고 비판한다. 베넷은 勻와 匌가 동일하고 그럼으로써 勻와 匌가 필연
23) 베넷은 명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匢가 匘를 발생시키기 위해 성립해야만 하
는 조건들…은 匢가 匟을 필연화하는 조건들과 기본적으로 같다.” (원저자의 강조)
Bennett (2003) pp. 488-489. 그리고 Bennett (2008) p. 291도 참조하시오.
24) 여기서, 匉의 예화가 勻가 성립하지 않는 가운데 匘의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
이므로 匉는 여전히 匘에 대해 일상적인 의미에서 충분한 원인이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윤보석 (2007) pp. 260-261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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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공외연적이라는 근거로부터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다는 주장을, 다시 이것을 근거로 심적 인과가 과잉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주장을, 다시 이것을 근거로 비환원적 물리주의자가 양립가능론을 통해
서 배제 논변의 도전을 극복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그러나, 키이튼과 폴
거에 의하면, 勻와 匌가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勻가 匌를 필연화하지
않는다. 키이튼과 폴거의 이러한 반론이 성공적이라면, 이것은 물리적 독립
성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주장, 심적 인과가 과잉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주장, 양립가능론 해법이 배제 논변을 극복한다는 주장이 차례로 무너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키이튼과 폴거가 勻와 匌가 동일하지 않고 勻가 匌를 필연화하지 않는
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에 의하면, 勻와 匌는 세 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다. 첫째, 匌는 한 개인의 일생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勻
는 순간적, 일시적으로 발생한다.25) 둘째, 匌는 전체론적이다. 匌는 한 개
인의 심리 전체를 규정하는 심리적 이론 匍에 나타나는 모든 핵심 실현자
들을 망라하여 포함하며 이러한 핵심 실현자들은 匍를 만족하는 방식으로
인과적으로 상호작용한다. 그리고 匌는 자연 법칙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 역사적, 사회적, 언어적 환경으로 확장되는 외재적 특성을 가진
다.26) 勻는 전체론적이지도 외재적이지도 않다.27) 셋째, 匌는 반사실적 속
25) 예를 들어, 한 개인의 두뇌에서 C-신경 섬유가 발화하는 경우에 거의 언제든지 고통은
예화하며, 이러한 현상은 한 개인의 일생을 통해 안정적으로 일어난다. 그 이유는 ‘고통
상태의 실현에 요구되는’ 실현 조건이 일생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C-신경 섬유가 발화되고 고통이 예화할 때, 한 개인의 고통 반응은 경우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어떤 사람이 난로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펄쩍 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점잖게 반응하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
는 배경 조건이 일시적, 순간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Keaton & Polger (2014) p. 145.
26) 키이튼과 폴거에 의하면, 2차 속성인 심적 상태 匆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것의 핵심
실현자가 실현 조건 匌를 갖춘 개인에서 발생하되 그 개인의 심리 상태 전체에 관한
심리적 이론 匍에 의해 규정되는 기능적 역할을 그 핵심 실현자가 수행해야 한다. 그
리고 匌는 한 개인의 심리 전체를 규정하는 이론 匍를 만족하는 방식으로 인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모든 핵심 실현자들의 전체 기능적 네트워크이다. 匌는 기본적으로 한
개인의 심적 상태들에 관한 심리적 이론 匍에 나타나는 모든 핵심 실현자들 및 그것들
의 관계들을 포함하며, 나아가 자연 법칙이 성립한다는 점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심적
상태의 내용 외재론을 고려할 때 匌는 외부 세계 환경이나 역사적, 언어적, 사회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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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의 비인과적 속성을 연언지로 포함하는 비인과적 속성이지만 勻는 그
자체가 인과력을 가지는 인과적 속성이다.28) 키이튼과 폴거는 이러한 차이
점들에 근거하여 “한 원인이 그것의 결과를 가지기 위한 인과 조건의 현존
은 실현 조건을 구성하는 다양한 조건들─반사실 조건들을 포함하는─의 현
존을 위해 충분하지 않”으며29) 勻가 匌를 필연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키이튼과 폴거는 블록이 제안한 자판기의 예시를 활용하여 그들의 주장
을 설명한다.30) 필자의 생각에,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 대의 자판기가
있다. 콜라를 판매하는 자판기 1: 자판기에 동전이 들어오면 자판기는 ‘준
비’ 상태(이를   이라고 하자.)를 실현하는 물리적 상태(이를   이라고
하자.)에 들어간다.   에서, 버튼 1을 누르면 자판기에서 콜라가 방출된
다. 콜라 또는 펩시를 판매하는 자판기 2: 자판기에 동전이 들어오면 자판
기는 ‘준비’ 상태(이를   라고 하자.)를 실현하는 물리적 상태(이를   라
고 하자.)에 들어간다.   에서, 버튼 1을 누르면 자판기에서 콜라가 방출
되고 버튼 2를 누르면 자판기에서 펩시가 방출된다.
각 자판기에서 ‘준비 상태’는 그것의 실현에 요구되는 실현 조건과 (핵심

27)

28)

29)
30)

경으로 확장된다. Keaton & Polger (2014) p. 138, pp. 145-146; Keaton (2012) pp.
249-253. 키이튼과 폴거는 Lewis (1970) 그리고 Shoemaker (1981), (2007)을 활용하
여 이러한 입장을 개진한다.
키이튼과 폴거는 인과 조건이 전체론적이지 않고 외재적이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다.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인과 조건은 물리적 속성만으로 구
성되고 물리적 속성은 국지적이고 내재적 속성인 미시물리적 속성이거나 미시물리적
속성들에 의해 존재론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인과 조건은 국지적이고 내재적인 특
성을 가진다.
키이튼과 폴거는, 맥로플린 등의 입장을 수용하여, 반사실 속성과 같은 비-인과적 속
성을 연언지로 가지는 연언적 속성은 인과적 속성이 아니라는 원리를 받아들인다. 이
러한 원리에 의하면, 匌는 반사실 속성이나 자연 법칙과 같은 무수하게 많은 비-인과
적 속성들을 연언지로 가지는 연언적 속성이라는 점에서 비-인과적 속성이다. 반면에,
예를 들어, 여성인 영희가 피임약을 복용했고 결과적으로 임신하지 않은 경우에 피임
약을 복용함이라는 원인 사건이 임신하지 않음이라는 결과 사건에 대한 인과적 속성
임이 분명하듯이, 여성임이라는 인과 조건 역시 영희가 임신하지 않음이라는 결과 사
건에 대한 인과적 속성임은 분명하다. Keaton & Polger (2014) pp. 143-144; Keaton
(2012) pp. 250-252.
Keaton & Polger (2014) pp. 144.
Keaton & Polger (2014) pp. 138-143. 블록의 예시는 Block (1978)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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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자인) 물리적 속성의 연언에 의해 “무조건적으로”(즉 형이상학적 필연
적으로) 실현된다. 즉 자판기 1에서   과 ‘   의 실현에 요구되는’ 실현 조
건(이를   이라고 하자.)의 연언은   을 “무조건적으로” 실현한다. 이와
유사하게 자판기 1에서   과 ‘콜라의 방출을 야기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
과 조건(이를   이라고 하자.)의 연언은 콜라의 방출을 물리법칙적 필연적
으로 야기한다. 이때 자판기 1의   은 버튼 1을 누름, 전원의 공급, 중력의
정상적인 성립 등과 같은 조건들로 구성된다. 자판기 2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점이 적용된다. 즉   와 ‘콜라의 방출을 야기하기 위해 요구되는’   의
연언이 콜라의 방출을 물리법칙적 필연적으로 야기하고,   와 ‘   의 실현
에 요구되는’   의 연언이   를 형이상학적 필연적으로 실현한다.
여기서, 자판기 1의   과 자판기 2의   는 동일한 물리적 상태(예를 들
어, 투입된 동전이 특정 기계 장치에 자리잡고 있는 상태)이고, 자판기 1과
자판기 2에서 콜라가 방출되는 사건 역시 동일하며, 자판기 1의   과 자판
기 2의   도 동일하다.31) 하지만 자판기 1의   과 자판기 2의   는 다르
다. 왜냐하면 자판기 2의   는 자판기 1의   이 가지지 못하는 속성들(예
를 들어, ‘버튼 2가 눌러졌더라면, 펩시가 방출되었을 것이다.’와 같은 반사
실 속성 등)을 가지기 때문이다.32) 따라서 자판기 1의   과 자판기 2의  
는 다르다. 따라서 각 자판기의 인과 조건들이 서로 동일하고 실현 조건들
이 서로 상이하므로, 인과 조건과 실현 조건은 동일하지 않다. (인과 조건과
실현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함으로써 모순을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인과 조건이 실현 조건을 필연화한다고 가정해 보자. 예를 들어, 자
판기 2의   가   의 실현에 요구되는   를 필연화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
31) 물론 여기서 말하는 동일성은 유형(type) 동일성이지 개별자(token) 동일성이 아니다.
32) 키이튼과 폴거는 ‘준비’ 상태와 같은 기능적 속성은 그 속성이 속한 전체의 기능적 네
트워크 안에서 그 속성이 가지는 기능적 상태에 의해서 개별화된다고 주장한다. 그들
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는 자판기 1과 자판기 2의 기능적 상태를 기술하는 아래의 표
에서 자판기 1과 자판기 2의 ‘준비’ 상태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의 내용
은 본문의 내용에 맞게 아주 약간 고쳤음을 밝힌다.) Keaton & Polger (2014) pp.
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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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면 자판기 1의   과 자판기 2의   가 동일하다는 점에 의해서 자판기
1의   이   의 실현에 요구되는   를 필연화한다는 귀결이 따라나온다.
이것은, 다시, 자판기 1에서   과   이   를 “무조건적으로” 실현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러나 콜라만을 판매하는 자판기 1에서 콜라 또는 펩시가
방출되도록 하는 ‘준비’ 상태인   가 성립할 수는 없다.33) 따라서 자판기
2의   가   를 필연화한다는 가정은 거부되어야 한다. 즉 인과 조건은 실
현 조건을 필연화하지 않는다.
이제, 키이튼과 폴거의 반론을 비판하기에 앞서, 루이스의 의미론에 따
라서 이른바 ‘would’ 반사실 조건문과 ‘might’ 반사실 조건문을 구분해 보
자.34) ‘匉가 예화하고 匆이 예화하지 않았더라면 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이다.’라는 반사실 조건문은 ‘(匉 &∼匆) □→∼匘’로 기호화된다. ‘匉가
예화하고 匆이 예화하지 않았더라면 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반사실 조건문은 ‘(匉 &∼匆) ◇→∼匘’로 기호화된다. 루이스의 의미론
에 의하면, 물리적 독립성 조건, ‘(匉 &∼匆) □→ 匘’는 ‘∼((匉 &∼匆)
◇→∼匘)’와 정의상 동치이다. 따라서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만족되지 않
는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서 ‘(匉 &∼匆) □→∼匘’가 아니라 ‘(匉 &∼匆)
◇→∼匘’를 보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匉 &∼匆) ◇→∼匘’를 베넷
의 “약한 주장”이라고 부르자.)35)
자판기 1

대기 상태

준비 상태

동전을 주입함

준비 상태로 감

준비 상태에 머묾

버튼 1을 누름

대기 상태에 머묾

콜라가 방출됨; 대기 상태로 감

자판기 2

대기 상태

준비 상태

동전을 주입함
버튼 1을 누름
버튼 2를 누름

준비 상태로 감
대기 상태에 머묾
대기 상태에 머묾

준비 상태에 머묾
콜라가 방출됨; 대기 상태로 감
펩시가 방출됨: 대기 상태로 감

33) 키이튼과 폴거는 이 주장에 대한 가능한 반론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몇 가지 답변을 제
시한다. Keaton & Polger (2014) pp. 142-143.
34) 루이스에 의하면, 嗂 ◇→ 喼’와 ‘～(嗂 □→ ～喼)’는 정의상 동치이다. ‘might’ 반
사실 조건문의 진리 조건은, 대략, 다음과 같다: ‘嗂 ◇→ 喼’가 참인 경우에 그리고
그 경우에만 어떤 嗂인 최근접 세계에서 喼가 참이다. Lewis (1973)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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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이튼과 폴거는 베넷의 논변에 대한 그들의 반론을 명시적으로 제시하
지 않았다. 이에, 키이튼과 폴거를 대신하여 그들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명
시적으로 정리해 보자:
(1) 勻와 匌는 동일하지 않으며, 勻는 匌를 필연화하지 않는다. 즉 匌가 예
화하지 않으면서 勻가 예화하는 것이 성립가능하다.
(2) 匉가 예화하고 匆이 예화하지 않는 상황은 물리주의 체제 내에서 성립가
능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匌가 성립하지 않아서 匆이 예화하지 않는다.
(3) 勻가 匌를 필연화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匉 &∼匆’인 상황에서 勻가
여전히 성립할 수 있다.
(4) 그러한 ‘匉 &∼匆 & 勻’인 상황에서 匉와 勻가 결합하여 匘를 야기했
을 것이다. 즉 ‘匉가 예화하고 匆이 예화하지 않는’ 어떤 최근접 세계에
서 匘가 발생한다. 즉 (匉 &∼匆) ◇→ 匘.
(5) 따라서 베넷의 강한 주장 ‘(匉 &∼匆) □→∼匘’는 거짓이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키이튼과 폴거의 반론이 기껏해야 베넷
의 강한 주장인 ‘(匉 &∼匆) □→∼匘’를 반박할 뿐, 베넷의 약한 주장인
‘(匉 &∼匆) ◇→∼匘’를 반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키이튼과 폴거의 논
거(勻가 匌를 필연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따라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명
제는 기껏해야 ‘(匉 &∼匆) ◇→ 匘’에 불과하다. 이 명제는 ‘(匉 &∼匆)
□→∼匘’의 부정과 정의상 동치이며 따라서 베넷의 강한 주장을 부정하

는 데 그칠 뿐이다. 이 명제는 ‘(匉 &∼匆) ◇→∼匘’를 부정하는 데 이르
지 못한다. 왜냐하면 ‘(匉 &∼匆) ◇→∼匘’와 ‘(匉 &∼匆) ◇→ 匘’는
양립가능하기 때문이다.36)
35) 베넷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 (O2)에 대한 [즉, 물리적 독립성 조건에 대한] 부인은
‘(匢 &∼匟) □→∼匘’가 아니라 ‘(匢 &∼匟) ◇→∼匘’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논점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베넷은 강한 주장, 즉 ‘(匉 &∼匆) □→
∼匘’와 약한 주장, 즉 ‘(匉 &∼匆) ◇→∼匘’가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는 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강한 주장을 자신의 공식적 주장으로 삼는다. Bennett
(2003) p. 494, 주 16. 그러나 베넷의 강한 주장은 물리적 독립성 조건, 즉 ‘(匉 &∼匆)
□→ 匘’를 반박하고자 하는 베넷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불필요하게 강한 주장이며
키이튼과 폴거의 반론에 의해 반박되므로 마땅히 포기되어야 할 것이다.
36) 우리는 ‘어떤 (匉 &∼匆)인 최근접 세계에서 匘가 참이다.’라는 명제와 ‘어떤 (匉 &∼
匆)인 최근접 세계에서∼匘가 참이다.’라는 명제를 아무런 논리적 모순 없이 모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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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베넷은 키이튼과 폴거의 반론이 건전함을 인정하면서도, ‘匉 &∼
匆’인 어떤 최근접 세계에서∼匘가 참이다.’라는 주장을, 즉 베넷의 약한
주장을 여전히 견지할 수 있다. 베넷의 약한 주장을 견지하는 한 베넷은 (키
이튼과 폴거의 논거, 즉 勻와 匌는 동일하지 않고 勻가 匌를 필연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받아들이면서도)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
는 점을 어렵지 않게 정당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베넷은 우리가 일상적
인 의미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물리적 원인이 해당 결과를 야기하는 경
우에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비-공허하게 거짓이 된다는 주장을 다음과 같
이 방어할 수 있다:37)
勻와 匌가 동일하지 않으며 勻가 匌를 필연화하지 않는다고 하자. 배양
접시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물리적 독립성 조건의 전건이 (비-공허하
게) 만족되는 상황은 匉가 예화하지만 匌가 성립하지 않아서 匆이 예화하
지 않는 경우이다. 여기서 다시, 배양 접시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러한 상황에서 匌가 성립하지 않으면서 勻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
서 유의할 점은 勻가 匌를 필연화하지 않는다는 키이튼과 폴거의 논거는
이러한 주장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勻가 匌를 필연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匌가 성립하지 않으면서 勻가 성립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함
축한다. 그렇지만 ‘匌가 성립하지 않으면서 勻가 성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는 점을 받아들이면서도 ‘匌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서 勻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이, 배양 접시 사례와 같은 논거를 바탕으로, 얼마든
지 정당하게 주장될 수 있다.) 물론 그러한 경우에 勻 없이 匉가 예화하였
으므로 匘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즉 ‘(匉 &∼匆) ◇→∼匘’는 참이다.
질 수 있다.
37)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완성하기 위해 베넷은 다음과 같은
논변을 추가하면 될 것이다: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물리적 원
인이 해당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에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공허하게 참이 된다는 주장
을 다음과 같이 방어할 수 있다: “넉넉한” 물리적 속성 匉가 엄밀한 의미에서 충분하
게 匘를 야기한다고 해 보자. 그렇다면 匉는, 勻와 匌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勻
가 匌를 필연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匌과 勻를 모두 포함할 만큼 충분히 넉넉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匉가 예화하면서 匆이 예화하지 않는 반사실 상황은 불가능
할 것이다. 따라서 물리적 독립성 조건은 공허하게 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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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물리적 독립성 조건은 비-공허하게 거짓이다.
요컨대 베넷의 논변에 대한 키이튼과 폴거의 반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 키이튼과 폴거의 결론, 즉 ‘(匉 &∼匆) ◇→ 匘’는 베넷의
약한 주장, 즉 ‘(匉 &∼匆) ◇→∼匘’를 반박하지 못한다. 그리고 ‘勻와
匌가 동일하지 않고 勻가 匌를 필연화하지는 않는다.’라는 키이튼과 폴거
의 논거만으로는 匌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서 勻가 성립하지 않는 가능성
이 봉쇄되지 않는다. 이러한 가능성에 착안하여 베넷은 키이튼과 폴거의 핵
심 논거를 흡수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 즉 베넷은 배양 접
시 사례로부터 ‘匉가 예화하지만 (匌가 성립하지 않아서) 匆이 예화하지
않는’ 어떤 최근접 세계에서 勻가 성립하지 않고 그래서 匘가 발생하지 않
는다는 점을, 즉 자신의 실질적 주장인 약한 주장 ‘(匉 &∼匆) ◇→∼匘’
를 정당화할 수 있다. 따라서 키이튼과 폴거의 반론은 베넷의 실질적 입장
을 논파하지 못한다.

Ⅳ. 물리적 독립성 조건을 위한 논변
베넷의 실질적 입장을 논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베넷의 약한 주장
‘(匉 &∼匆) ◇→∼匘’를 반박하는 주장과 그 주장을 정당화하는 논거이
다. 필자의 생각에, 그 주장은 물리적 독립성 조건, ‘(匉 &∼匆) □→ 匘’
가 만족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논거는 勻와 匌가 동일하지 않고 勻가
匌를 필연화하지 않는다는 점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보여주는 것이
다: ‘匉가 예화하지만 匌가 성립하지 않는 (그래서 匆이 예화하지 않는)’
모든 최근접 세계에서 勻가 성립하며 그래서 匘가 발생한다. 이에, 필자는
반사실 조건문인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반사실 조건문에 대한 표준적 의미
론인 루이스의 의미론에 따라서 만족된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베넷의 실질적 주장인 약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필자가 제시하는 입장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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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匌가 성립하지 않는 반사실 상황에서 勻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匉가 예화하고 匆이 예화하지 않는 상황은 물리주의 체제 내에서 성립가
능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匌가 성립하지 않아서 匆이 예화하지 않는다.
(3) ‘匉가 예화하고 匆이 예화하지 않는’ 모든 최근접 세계에서 勻가 성립
한다.
(4) ‘匉가 예화하고 匆이 예화하지 않는’ 모든 최근접 세계에서 匘가 발생
한다. 즉 물리적 독립성 조건, ‘(匉 &∼匆) □→ 匘’는 참이다.
(5) 베넷의 약한 주장인 ‘(匉 &∼匆) ◇→∼匘’는 거짓이다.

(1)은 현재의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 갔음을 보여준다. 베넷의 입장을
반박하는 키이튼과 폴거의 논거인 ‘勻는 匌를 필연화하지 않는다.’라는 논
제는 匌가 불성립하면서 勻가 성립하는 상황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베넷의
배양 접시 사례는 匌가 불성립하면서 勻가 불성립하는 상황이 가능함을 보
여준다. 현재 논의의 촛점은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만족되느냐의 여부이고,
보다 세부적으로는 ‘匉 &∼匆 &∼匌’인 최근접 세계에서 勻의 성립 여부
이다. 베넷의 반대자는 ‘匉 &∼匆 &∼匌’인 모든 최근접 세계에서 勻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 베넷의 지지자는 ‘匉 &∼匆 &∼匌’인 어
떤 최근접 세계에서 勻가 불성립한다는 점만 보이면 된다. 일견 이 “게임”
은 베넷의 지지자에게 유리해 보인다.
(2)는 베넷이나 키이튼과 폴거가 모두 동의하는 의견이다. 그런데 왜 물
리적 독립성 조건의 전건이 만족되는 세계, 즉 ‘匉 &∼匆’인 세계에서 匌
가 성립하지 않는가? 그들이 이 질문에 대한 명시적인 논변이나 설명을 별
도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그 답변은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이다: 현재 우리
가 가담하는 비환원적 물리주의 하에서 匉는 匌와 결합하여 匆을 형이상
학적으로 필연화한다. 즉 임의의 물리적 속성 匉, 심적 속성 匆, 시점 匦,
체계 匥에 대하여, 匥에서 匦에 匌가 성립하는 가운데 匉가 예화하면 필연
적으로 匥에서 匦에 匆이 예화한다. 여기서 匉와 匌는 각각이 匆을 필연
화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각각이 충분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비환원적
물리주의적 세계에서 匉의 예화가 고정된 가운데 匆이 예화하지 않기 위해
서는 匌가 성립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匉의 예화가 고정된 가운데 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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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화하지 않으면서 匌가 성립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
문이다. 그리고 匉가 예화하고 匌가 불성립하면 필연적으로 匆은 예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리적 독립성 조건의 전건이 만족되는 세계, 즉 ‘匉 &∼
匆’인 세계는 ‘匉 &∼匆 &∼匌’인 세계이다.
(3)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필자는, 루이스의 의미론에 따라서, 서로 동치
인 다음의 두 명제가 만족된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A) ‘匉가 예화하지
만 (匌가 성립하지 않는 그래서) 匆이 예화하지 않는’ 모든 최근접 세계에
서 勻가 성립한다. (B) 임의의 ‘匉 &∼匆 &∼勻’인 세계보다 현실 세계에
더 가까운 ‘匉 &∼匆 & 勻’인 어떤 세계가 존재한다.
(A) 필자는 배제 논변과 비슷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다음과 같은 논변을
제시하겠다: 효력에 의해, 시점  의 匆이 시점  의 匘를 야기한다. 폐쇄에
의해,  의 匘는  에 한 충분한 물리적 원인 匉와 勻를 가진다. 다시, 폐쇄
에 의해,  의 匉와 勻는 선행하는 시점  에 한 충분한 물리적 선행 원인
勺를 가진다. 수반에 의해서  에 匆은 수반 기초 속성 匉와 匌를 가진다.
(2)에 의해, 물리적 독립성 조건의 전건 ‘匉 &∼匆’이 만족되는 임의의 최
근접 세계 匩에서,  에 匉가 예화하지만 匌가 성립하지 않아서 匆이 예화
하지 않는다. 이때, 루이스의 의미론의 요구에 따라, 匩에서 匌의 불성립을
위한 단 한 번의 “작은 기적”, 즉 최소한의 법칙의 위반이 (  의 직전에) 발
생함으로써 匌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 밖의 모든 물리법칙들, 심물법칙들,
개별 사실들이 보존된다. 특히, 즉 반사실 조건문의 전건이 만족되는 시점
보다 이전의 과거 개별 사실들을 최대한 고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의해, 匩
에서  의 勺가 고정되고, 그럼으로써 물리법칙적 필연성에 의해서  의
勻가 고정된다. 즉 물리적 독립성 조건의 전건이 만족되는 모든 최근접 세
계에서 勻가 여전히 성립한다. 따라서 (3)은 만족된다.
(B)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해 보자: ‘(匉 & ～匆)이 만족되면서 勻
가 불성립하는’ 임의의 세계 匧보다 현실 세계에 더 가까우면서 ‘(匉 & ～
匆)이 만족되면서 勻가 성립하는’ 어떤 세계 匩가 존재하는가? (2)에 의해
서 ‘匉 & ～匆’인 세계는 ‘匉 & ～匆 & ～匌’인 세계이다. 따라서 匧는
‘匉 & ～匆 & ～匌 & ～勻’라는 상태를 가지며, 匩는 ‘匉 & ～匆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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匌 & 勻’라는 상태를 가진다. 匧는 匌의 불성립과 勻의 불성립을 위한 두
번의 “작은 기적” 아니면 한 번의 “작은 기적”과 선행하는 개별 사실에 대한
변화를 요구한다. 반면에 匩는 匌의 불성립을 위한 한 번의 “작은 기적”을
요구한다. 따라서 匧보다 匩가 현실 세계에 더 가깝다. 따라서 임의의 匧에
대해서 현실 세계에 더 가까운 어떤 匩가 존재한다. 따라서 (3)은 만족된다.
혹자는 필자의 논변에 대하여,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는
지 모르겠다. ‘직관’적으로 볼 때, 匌가 불성립하는 반사실 상황에서 勻가
불성립하는 것이 勻가 성립하는 것보다 더 그럼직하게 보이지 않는가? 匌
가 불성립하는 반사실 상황에서 勻가 여전히 성립한다는 필자의 주장은 匌
와 勻가 구성적 의미에서 배타적이거나 독립적이라는 가정에 의존하는 것
처럼 보이는데 그러한 가정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베넷의 배양 접시
사례를 볼 때 匌와 勻 사이에는 일종의 구성적 연계 관계가 존재한다고 추
정하는 것이 더 그럼직하지 않을까? 匌와 勻 사이에 그러한 구성적 연계 관
계가 존재한다면 匌가 불성립하는 어떤 반사실 상황에서 勻가 불성립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3)은 거짓이 아닐까?
이러한 반론을 두 단계로 나눠 검토해 보자. 우선, ‘약한’ 반론을 검토해
보자.38) 논변 (B)에서, 우리는 匧에서 한 번의 “작은 기적”만 발생한다고 생
각할 수 있을 듯하다. 예를 들어, 匌를 구성하는 그것의 부분이면서 동시에
勻를 구성하는 그것의 부분인 어떤 제3의 조건 匒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
자.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匧에서 匒의 불성립을 위한 “작은 기적”이 한 번
만 일어남으로써 匌가 불성립하고 勻가 불성립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논변 (B)는 성립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논변 (A)에서
‘匉 & ～匆’인 최근접 세계 匩에서 匒의 불성립을 위한 “작은 기적”이 한
번만 발생함으로써 匌가 불성립하고 勻가 불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떤 ‘匉 & ～匆’인 최근접 세계에서 勻가 불성립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논변 (A)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필자의 주장과는 반대로 (3)은 만족되지 않
는다.
그런데 과연 匌의 구성적 부분인 匒가 불성립할 때 匌가 불성립한다고 볼
38) 이 반론과 유익한 논평을 제공해 준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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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까? 키이튼과 폴거가 올바르게 지적한 바와 같이, 匌는 전체론적 특
성과 함께 개인의 일생 동안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을 가진다.39)
이것은 匌에서 웬만한 국지적 구성 요소의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匌는 여전
히 성립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철수의 두뇌에서 (고통 반응을 야
기하기 위한 인과 조건의 부분적인 구성 요소이면서 동시에 고통 상태의 실
현에 요구되는 실현 조건의 부분적인 구성 요소라고 믿을 만한) 신경망의 상
당 부위가 제거되더라도, 철수의 두뇌에서 C-신경 섬유가 발화한다면, 철수
는 여전히 고통을 느낄 것이다. 이것은 이 경우에 철수에서 ‘고통 상태의 실
현에 요구되는’ 실현 조건이 여전히 성립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匌를
국지적으로 구성하는 匒가 불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전체론적 특성과 안정적
인 특성을 가지는 匌는 여전히 성립한다고 믿을 만한 좋은 이유를 제공한다.
이러한 고려에 따르자면, ‘약한’ 반론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다음으로, ‘강한’ 반론을 검토해 보자. 匌가 안정적이고 전체론적이라는
점으로 인해 匌가 그것의 국지적 영역의 손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립한
다면, 이것은 匌가 불성립하기 위해서는 匌가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로, 아
마도, 총체적으로 손상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베넷의
배양 접시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러한 경우에 勻도 불성립할 것으
로 기대된다. 匌의 총체적 손상으로 匌가 불성립하고 그럼으로써 勻도 불
성립하는 가능성은 곧 어떤 ‘匉 & ～匆 & ～匌’인 최근접 세계에서 勻가
불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것은 다름 아니라 (3)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강한’ 반론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반론
에 맞서, (3)이 만족된다는 점을, 이러한 반론을 고려하되 다시 루이스의 의
미론에 호소하여, 논하고자 한다.
우선, 匌의 전체론적이고 안정적인 특성이 주어질 때 ‘匉 & ～匆’인 반
사실 상황이 匌의 불성립을 통해 어떻게 조성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키이
튼과 폴거에 의하면, 匌는 전체론적 특성과 외재적 특성을 가진다.40) 즉 (a)
39) 이 글의 주 25)를 참조하시오.
40) 이 글의 주 26)과 주 32)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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匌는 한 개인의 심리 상태 전체를 규정하는 심리적 이론 匍가 존재 양화하
는 모든 핵심 실현자를 포함하며, (b) 그러한 핵심 실현자들 사이에는 이론
匍를 만족하는 방식의 인과적 상호작용을 통한 기능적 연관이 존재하며,
(c) 匌의 핵심 실현자들의 내용은 물리적, 역사적, 사회적, 언어적 환경에 연
계되어 있다. 각 특징에 초점을 맞춰 ‘匉 & ～匆 & ～匌’인 반사실 상황을
조성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보자.
먼저, 匌의 외재적 환경이 변화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자. 예를 들어, 베넷
이 제안한 바대로, ‘匉 & ～匆’인 반사실 상황으로 匌의 외재적 환경에서
  가  로 대체되는 상황을 고려해 보자.41) 여기서, 현실 세계의 심

적 속성 匆을 물에 대한 철수의 욕구로, 匘를 철수가 수도꼭지를 트는 행동
으로 보자. 현재의 반사실 상황에서 실현 조건은 현실 세계의 실현 조건과
대단히 유사할 것이며, 심적 속성(   대신에  에 의해 구성되는 쌍
둥이-물에 대한 철수의 욕구) 역시 현실 세계의 심적 속성(물에 대한 철수의
욕구)과 대단히 유사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반사실 상황에서 匉와 勻가
여전히 성립할 것이다. 따라서 (3)은 만족될 것이다.
그런데 이 해석은, 베넷에 의하면, 반사실 조건문 해석에 관해 루이스가
요구한 “대리 해석의 금지”에 반한다. 루이스에 의하면, ～嗂인 전건 상황
에서 嗂 뿐만 아니라 嗂와 비슷한 일체의 것이 嗂가 부재하는 자리에 대신
등장하지 않아야 한다.42) 필자의 생각에, “대리 해석의 금지”에 호소하는
베넷의 이러한 반대와 별도로,43) 이 해석은 현실 세계의 기초적 물리적 사
41) Bennett (2003) p. 496. 주 29.
42) Lewis는 우리가 사건 C가 부재하는 반사실 상황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C가, 그것
자체의 파편이나 비슷한 것을 전혀 남겨 놓지 않은 채로, 역사에서 완전하게 그리고 깨
끗하게 삭제되는 것으로 상상한다.”라고 말한다. Lewis (2000) p. 190. 이러한 “대리
해석(replacement evaluation)”의 금지는 곧 “소거 해석(deletion evaluation)”의 철저
한 준수를 의미한다. Bennett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통해 이러한 논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당신이 C1이 날아갔다고 상상하도록 되어 있을 때, 당신은 그것이 날아갔다고
상상한다. 당신은 그것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과거가 어떻게 달라져야
했을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며, 당신은 그것의 자리에 그 밖의 무엇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인지 걱정하지 않는다. 당신은 마치 당신이 형이상학적 천공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저 그것을 싹둑 잘라낸다.” Bennett (2003) p. 482.
43) 일반적 인과 맥락에서 요구되는 “대리 해석의 금지”가 심적 인과 맥락에서 제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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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뒤흔드는 너무나 큰 기적이나 개별 사실들에 관한 큰 변화를 요구한다
는 점에서 우리가 이 해석이 제안하는 반사실 상황이 ‘匉 & ～匆’인 최근접
세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다.44)
다음으로, 匌의 전체론적 특성에 촛점을 맞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
을 고려해 보자. 첫째, 베넷의 배양 접시 사례가 조성되는 방식을 일반화한
방식으로서, 匌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대규모로 제거하고 그럼으로써 匌를
파괴하는 “체계 파괴 방식”. 이 방식에 의하면, 匌를 구성하는 한 개인의 심
리 상태를 구성하는 현실의 핵심 실현자들이 거의 모두 제거됨으로써 匌가
불성립하고 그 가운데 C-신경 섬유 발화가 예화함으로써 匆이 예화하지 않
는다. 그리고 전체론적이고 안정적인 匌가 불성립하기 위해서 匌가 총체적
으로 파괴되는 상황에서, 베넷의 배양 접시 사례가 보여주듯이, 勻도 불성
립할 것으로 기대된다.45) 베넷의 배양 접시 세계는 이러한 방식으로 匌가
총체적으로 파괴되고 그럼으로써 勻도 성립하지 않는 세계  에 속한다.
둘째, 匌를 구성하는 핵심 실현자들(의 국지적이고 내재적인 특성들)을
손상시키지 않고 다만 그것들의 연결과 배열 상태를 변화시키는 “구조 조정
방식”. 이 방식으로 조성되는 세계에서는 심적 속성 匆의 수반 기초 속성인
핵심 실현자 匉가 현실 세계에서의 신경생리적 환경과 매우 다른 종류의 신
경생리적 환경 속에서 예화한다. 즉 이러한 세계에서 현실 세계의 匌가 그
것과 매우 다른 종류의 실현 조건 匋로 대체된다. 이러한 匋을 배경으로 예
화하는 匉는 더 이상 匆을 개별화하는 인과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
므로 이 세계에서 匆은 더 이상 예화하지 않는다.46) 물론 이러한 세계들 중
에는 勻가 불성립하는 세계  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들 중에
는 현실 세계의 匉로부터 匘에 이르는 인과 연쇄를 구성하는 국지적·내재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듯하다. 이 논점은 필자의 논지
에 큰 차이를 만들지 않으므로 관련된 논의는 다른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하지만, 필
자의 입장에서, 이 글의 논의의 목적상, “대리 해석의 금지”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별
로 없으므로,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44)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사례는 (3)을 지지하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5)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사례는 (3)을 지지하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6) 이 방식의 해석은, 반사실 상황에서 匌가 매우 다른 종류의 匋로 대체되었고 匆이 예
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리 해석의 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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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속성들─물론 勻를 포함하여47)─을 거의 모두 보존하면서 그 밖의 신경
생리적 연결이 재편되는 신경생리적 환경 속에서 匉가 예화하는 세계 匩가
존재할 것이다. 즉 匩는 勻를 포함하여 현실적 인과 연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匌로부터 구조 조정되어 얻어진 실현 조건 匌*에 의해 조성되는
‘匉 & ～匆 & ～匌 & 勻’라는 상태를 가진다.48)
여기서, 현실 세계에 대한 세 세계 匩,  ,  의 “거리”를 루이스의 의미
론에 따라서 비교해 보자. 우선, 세 세계는 匌의 불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한
번의 “작은 기적”의 측면에서 유사성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 보인다. 왜냐
하면 세 세계는 모두 匆의 불성립을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한 번의 “작은
기적”을 통해서 (전체론적이고 안정적인) 匌를 불성립하게 만들고 그럼으
로써 匆을 불성립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동등한 (또는 동등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법칙의 위반을 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 사실들의 측
면에서 보자면, 匩와  는 匌의 구성 요소들와 관련된 전체론적·관계적 사
실들을 유지하지 않지만 국지적·내재적 사실들을 유지하는 반면에,  은 그
러한 전체론적·관계적 사실들과 국지적·내재적 사실들을 유지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匩는  과  와 달리 勻라는 개별 사실을 유지한다. 즉 匩는
勻를 포함한 개별 사실들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匌의 불성립을 위한 한 번의
“작은 기적”만 요구하는 반면에  과  는 匌의 불성립을 위한 한 번의 “작
은 기적”과 더불어 최소한 勻라는 개별 사실의 불일치를 요구한다. 따라서
匩가 임의의  과  보다 현실 세계에 더 가깝다.
요컨대 현실 세계의 개별 사실들을 최대한 보존하는 匌*라는 실현 조건을
47) 이 글의 주 27)을 참조하시오.
48) 키이튼과 폴거의 자판기 예시에 유비하여 말해 보자면, 자판기 2에서, 예를 들어, 현실
의 실현 조건  의 일부인 ‘버튼 2를 누름이  와 함께 펩시를 방출함으로 이어지는’
상태가 ‘버튼 2를 누름이  와 함께 콜라를 방출함으로 이어지는’ 상태로 변경되는 방
식으로 자판기 2의 실현 조건  가   로 구조 조정되고 그럼으로써 기능적 상태  가
성립하지 않지만, 그 밖의 개별 사실들은 최대한 보존되되, 특히  의 수반 기초 속성
인 핵심 실현자  의 예화와 ‘콜라의 방출을 야기하기 위해 요구되는’  의 성립이 유
지된다. 요컨대 이 사례에서   를 통해서 ‘  & ～  & ～  &  ’인 반사실 상황
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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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하는 “구조 조정 방식”에 의해 조성된 ‘匉 & ～匆’인 최근접 세계 모두
에서 勻가 성립한다. 다르게 말하자면, “구조 조정 방식”으로 조성 가능한 세
계들 중에서 ‘匌의 불성립을 통해서 匆을 예화하지 않는 만큼만 匌의 불성
립을 위한 “작은 기적”이 한 번만 발생하고 그 밖의 개별 사실들을 최대한
보존하는 (따라서 그 밖의 불필요한 개입을 통해 勻를 불성립시키지 않는)’
세계, 즉 ‘匉 & ～匆’인 최근접 세계 모두에서 勻는 여전히 성립한다. 따라
서 (3)은 만족된다.
(4)와 (5)는 (3)으로부터 거의 직접적으로 따라 나온다. 匩에서  에 匉와
勻가 성립함으로써 물리법칙적 필연성에 의해서  에 匘가 발생한다. 따라
서  에 匉가 예화하지만 (匌가 성립하지 않아서) 匆이 예화하지 않는 임의
의 최근접 세계 匩에서 (  에 勻가 성립해서)  에 匘가 발생한다. 즉 ‘(匉
&∼匆) □→ 匘’는 참이다. ‘(匉 &∼匆) □→ 匘’는 ‘∼((匉 &∼匆) ◇
→∼匘)’와 정의상 동치이므로 ‘(匉 &∼匆) ◇→∼匘’는 거짓이다. 요컨
대 (4) 물리적 독립성 조건은 만족되고 (5) 베넷의 실질적 주장인 약한 주장
은 거짓이 된다.

Ⅴ. 결론
필자는 이 글에서 베넷의 양립가능론 해법이 배제 논변의 도전을 성공적
으로 극복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이고자 하였다.
베넷에 의하면, 비환원적 물리주의 하에서 심적 원인과 물리적 원인 사
이에 성립하는 형이상학적 필연성을 가지는 공변으로서의 수반이라는 “긴
밀한” 관계 때문에 심적 원인과 물리적 원인이 해당 결과를 과잉결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심적 인과 사례와 교과서식 표준적 과잉결정 사례 사이의 유
비는 성립하지 않고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는 배제 논변에 대해 양립가능론
해법을 가질 수 있다.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위한 베넷의 옹호의 핵심 논변
은 심적 인과가 과잉결정에 해당하기 위한 필요조건 중 물리적 독립성 조
건, ‘(匉 &∼匆) □→ 匘’가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심적 인과가 과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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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키이튼과 폴거는 베넷의 논변이 건전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베넷은 자신
의 논변에서 인과 조건과 실현 조건이 동일하며 따라서 두 조건이 공외연적
이라는 가정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그런데, 키이튼과 폴거에 의하면, 인
과 조건이 실현 조건과 동일하지 않으며 인과 조건이 실현 조건을 필연화하
지 않는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키이튼과 폴거의 이러한 논거는 기껏해
야 ‘(匉 &∼匆) ◇→ 匘’라는 결론에 이를 뿐이며 이는 베넷의 공식적 주
장인 강한 주장, ‘(匉 &∼匆) □→∼匘’를 반박하지만 심적 인과가 과잉
결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 요구되는 베넷의 실질적 주장인 약한
주장, ‘(匉 &∼匆) ◇→∼匘’를 반박하지 못한다.
이에, 필자는 베넷의 약한 주장을 논박하기 위해서 반사실 조건문인 물
리적 독립성 조건이 만족된다는 점을 키이튼과 폴거의 논거와 독립적인 근
거에서 논하였다. 필자의 논변은, 반사실 조건문에 대한 표준적 의미론인
루이스의 의미론에 따라서 모든 ‘匉 &∼匆’인 최근접 세계에서 匘가 발생
한다는 점이 만족된다는 것이었다. 그 핵심 논거는 모든 ‘匉 &∼匆’인 최
근접 세계에서 匌를 위한 “작은 기적”에 의해서 匌가 성립하지 않지만 그
밖의 모든 법칙들과 개별 사실들이 유지됨으로써 勻가 여전히 성립하며,
그럼으로써, 匘가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요컨대 필자의 핵심 주장은 루이
스의 의미론에 의하면 물리적 독립성 조건 ‘(匉 &∼匆) □→ 匘’가 만족된
다는 것이다.
필자의 논변이 성공적이라면, 이것은 베넷의 강한 주장인 ‘(匉 &∼匆)
□→∼匘’ 뿐만 아니라 베넷의 약한 주장인 ‘(匉 &∼匆) ◇→∼匘’가 모

두 거짓임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匉 &∼匆 □→ 匘’는 ‘匉 &∼匆 □→
∼匘’와 양립할 수 없으며 ‘匉 &∼匆 ◇→∼匘’의 부정과 정의상 동치이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환원적 물리주의 하에서 심적 원인과 물리적 원인
사이에 성립하는 형이상학적 필연성을 가지는 공변으로서의 수반이라는
“긴밀한” 관계 때문에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며 그럼으로써
심적 인과가 과잉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베넷의 논변이 성공적이지 않
음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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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넷이 匆과 匉가 匘를 과잉결정하기 위한 필요조건들 중 하나인 (O1)
이 만족된다고 주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匆과 匉가 匘를 과잉결정하기
위한 다른 필요조건인 물리적 독립성 조건이 만족된다는 필자의 주장이 옳
다면, 이것은 베넷의 입장이 심적 인과에서 해당 결과가 과잉결정된다는 혐
의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베넷은 비환원적 물리주의 하의
심적 인과가 과잉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이기 위한 새로운 논증
의 부담을 이제 스스로 짊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가 성공적으로 해
결되기 전까지 우리는 베넷의 양립가능론 해법이 배제 논변의 도전을 아직
극복하지 못하였다고 진단해야 할 것이다.
필자의 논변이 반대자들을 설득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
도, 필자의 논의가 베넷의 입장에 대한 키이튼과 폴거의 반대 입장의 한계
를 분명하게 드러냈고 베넷의 실질적 주장인 약한 주장을 표면으로 부상시
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반론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논의를 풍부
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없지 않을 듯하다. 현재의 변증적 상황에서
필자의 논변을 물리치고 베넷의 약한 주장에 근거하는 베넷의 실질적 입장
을 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변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은 이제 필
자의 반대자들에게 넘어간다. 그러한 논변이 성공적으로 제시되기 전까지
는 베넷식의 비환원적 물리주의자가 인과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직
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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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clusion Argument, Overdetermination, and
Physical Independence

Ha, Sangyong
Bennett has recently claimed that nonreductive physicalists armed with
so called “compatibilism” can solve the causal exclusion problem. In her
view, “intimately-related-but-distinct” mental causes and physical causes
do not overdetermine their effects. The reason is that ((匉 &∼匆) □→ 匘)─
call it the physical independence condition or PIC─, one of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overdetermination of mental causation, is false. Keaton
and Polger criticize Bennett’s argument for the untenability of ((匉 &∼匆)
□→∼匘), Bennett’s official grounds to deny PIC. In my view, Keaton and

Polger fail to refute ((匉 &∼匆) ◇→∼匘) which is genuinely necessary
(and sufficient) for Bennett to deny PIC. However, I argue that PIC is true on
Lewis’s semantics for counterfactual conditionals. If my argument is
correct, it shows that Bennett-style nonreductive physicalists have not yet
overcome the difficulty raised by the causal exclusion argument.

Keywords: causal exclusion argument, overdetermination, physical
independence condition, Bennett, Keaton and Polg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