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철학 권 호 

개입 인과 이론에 따른 원인 효과 해명에 

대한 평가와 인과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반 사실적 조절 변수로 원인 효과를 

추정하기

1)

이 글에서 필자는 우선, 인과에 대한 개입(조종) 이론에 대한 논쟁을 검토하

고, 그 이론의 대안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다음으로, 인과 상호작용을 반 사

실적 조절 변수로 전제하여 인과 구조를 유의미하게 해명하고 추정할 수 있

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글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드워드(Woodward 
2005)의 개입(조종) 인과 이론에 대한 스트레븐스(Strevens 2007, 2008)의 비

판과 이에 대한 우드워드(Woodward 2008, 2009)의 응답을 검토하고, 이들 논

쟁의 의미에 주목한다. 특별히 변수 상대성에 따른 원인 효과의 다양성 문제

와 원인 효과의 단조성 문제를 검토한다. 둘째, 우드워드의 이론에 대한 스태

텀(Statham 2018)의 분석과 비판 그리고 대안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특별히 

스태텀이 제시한 배경 조건 변수와 시스템 변수의 구분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다. 셋째, 우드워드의 이론과 스태텀의 이론 모두가, 결과 변

수에 대한 원인 변수의 상반된 다양한 원인 효과를 해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

음을 논의한다. 넷째, 인과 상호작용을 반 사실적 조절 변수로 고려하여, 그 

방식이 앞선 이론들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답이 될 수 있으며, 한 변수의 

또 다른 변수의 원인 효과를 교란하는 변수를 전제하고도 인과 구조를 추정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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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인과 구조에 대한 해명이나 인과 구조를 추론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안내자가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약이나 음식은 상반된 이중 또는 다중 원인 효과를 갖는다. 염증을 치

료하는 데에 효과적인 항생제는 소화 불량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커피가 뇌 건강에는 좋지만 불면증을 초래할 수 있다. 레드와인

이 고혈압을 낮추는 데에 좋지만 간 건강에는 해로울 수 있다. 그렇다

면 항생제나 커피 또는 레드와인은 우리의 건강에 긍정적인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것인가? 이미 볼 수 있듯이 어떤 경우에는 건강에 좋

은 것이고 또 다른 경우에는 건강에 해롭다고 말할 것이다. 많은 사람

들은 커피나 레드와인의 좋은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들 

음료를 즐길 것이다. 일부 어떤 사람들은 커피나 레드와인의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들 음료를 피할 것이다. 커피나 

레드와인의 원인 효과가 주관적 취향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과 구조 

자체는 객관적인 것이다. 의사는 인과 구조에 따라 처방하며 식약청은 

인과 구조에 따라 음료의 판매 여부를 결정한다. 원인 효과가 주관적

이면서 객관적이라는 것은 언뜻 보기에 논리적 모순처럼 보인다. 논리

적 모순이 아니라면 인과 구조에 대한 이들 두 관점의 충돌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인과의 개입(조종) 이론에 대한 우드워드(Woodward 2005, 2008)와 

스트레븐스(Strevens 2007, 2008)의 논쟁은, 필자의 생각에 위 질문을 

새롭게 환기하는 계기를 준다. 이들의 논쟁의 중심이 된 두 가지 사례 

중 첫 번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고염(염분이 많은) 음식 섭취는 물 마시

기와 심장 질환 모두의 공통 원인이다. 인과에 대한 개입(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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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조종(manipulation) 이론에 따르면, 한 변수 X가 또 다른 변수 Y
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X에 대한 개입(조종) 변수가 있는데 그 개입 

변수로 변수 X에 대한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에 따라 변수 Y에 변화

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개입(조종) 이론을 따라서, 고염 음식 섭취를 

개입자(intervener, 또는 조종자manipulator)로 고려할 때 이 개입자에 

따라 변화하는 물 마시기는 고염 음식 섭취의 원인인 것처럼 나타난

다. 고염 음식 섭취는, 물 마시기를 촉진할 것이고 그와 함께 심장병도 

촉진하므로, 물 마시기가 조종되어 심장병이 촉진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물 마시기는 심장병의 원인이 아니고, 이들 두 변수

는 고염 음식 섭취 때문에 긍정적으로 상관되어 있을 뿐이다. 고염 음

식 섭취와 심장병 두 변수(variables)1)만으로 이루어진 집합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변수 집합에 관련하여 고염 음식 섭취는 심장병의 원인

이다. 다른 한편, 이들 변수의 집합에 물 마시기가 추가된 변수 집합을 

가정하자. 앞서 보았듯이, 두 번째 변수 집합에 관련하여 물 마시기는 

심장병의 원인처럼 나타난다. 인과에 대한 개입(조종) 이론을 따를 때, 
어떤 변수 집합이 관련되는지에 따라 결과 변수에 대한 원인 변수가 

달라지는, 또는 한 변수의 또 다른 변수에 대한 원인 효과가 달라지는 

(예를 들어, 부정적이거나 중립적 원인 효과에서 긍정적 원인 효과가 

되는 또는 그 반대가 되는) 상황이 된다. 스트레븐스(Strevens 2007)가 

개입(조종) 인과 이론에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 우드워드(Woodward 
2008, 2009)는 직접 원인(direct causes) 개념을 토대로 새롭게 정의한 

기여 원인(contributive causes) 개념으로 대응한다. 또한 개입자

 1) 인과 상관자(causal relata)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루려는 인과의 수준이 

무엇인지에 맞추어 처음에 고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인과는 집단 수

준의 인과이다. 따라서 인과 상관자는 요인(factors)이다. 구조 방정식

(structural equation) 등 인과에 대한 통계적 추론 이론에서 발전된 인과 

모형 이론들에서는, 변수(variables)가 요인을 대신하게 된다. 인과상관자로

서 변수의 장점은, 요인과 개별 사건을 함께 대표할 수 있음에 있고, 또한 

요인의 다양한 측면(aspects)을 표현할 수 있는 데에 있다. 인과 상관자로

서 변수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Spirtes, Glymour, Scheines(2000), 
Hitchcock(1993, 1997, 2018), Hausman(2010)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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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er) 변수에 대한 조건들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스트레븐스(Strevens 2008)는 기여 원인에 대한 새로운 정의 

그리고 조종이나 개입 개념이 인과의 단조성(monotonicity)을 보여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단조성이란 한 요인이 또 다른 요인의 항상적

(invariant) 원인이 되는 관계를 가리킨다. 그는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두 번째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고염 음식 섭취는 동맥 경화를 

초래하지만 물 마시기와 와인 마시기도 초래한다. 그런데 와인 마시기

는 동맥 경화를 막는 데에 기여한다. 고염 음식 섭취는 동맥 경화의 

긍정적 원인이다. 그러나 고염 음식 섭취는 와인 마시기를 촉진하여 

동맥 경화를 막으므로, 와인 마시기는 동맥 경화의 부정적 원인이 된

다. 따라서 이들 두 경로가 합쳐질 때 고염 음식 섭취는 동맥 경화에 

(동맥 경화에 대한 고염 음식 섭취의 긍정적 원인 효과와 와인 마시기

를 통한 고염 음식 섭취의 동맥 경화에 대한 부정적 원인 효과가 같을 

때) 중립적인 변수가 되거나 (와인 마시기를 통한 부정적 원인 효과가 

더 클 때) 부정적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고염 음식 섭취가 동맥 

경화에 대해 갖는 원인의 역할은 단조성을 갖지 못한다. 우드워드

(Woodward 2008)는 첫 번째 사례에서처럼 개입에 대한 조건들로도 

두 번째 사례로 제기된 문제에 답을 한다. 또한 우드워드(Woodward 
2008, 2009)는 직접 원인에 토대한 기여 원인에 대한 새로운 정의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한다. 그러나 스태텀(Statham 2018)은 그 정

의가 너무 느슨하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드워드의 정의보다 구체화

된 정의를 제시한다. 
필자는 개입(조종) 인과 이론에 토대한 우드워드의 해결 방안, 스태

텀의 발전된 방안 모두의 공통점에 주목한다. 그 공통점은, 해명하려는 

해당 인과 경로의 또 다른 우회 경로를 일정한 값으로 고정하여, 그 

해당 인과 경로의 원인 역할을 해명하는 것이다. 그런 해명은 한 변수

의 또 다른 변수에 대한 항상적(단조적, 필연적) 원인 역할을 보여주려

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변수가 또 다른 변수의 

원인이 되는 인과의 구조를 해명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그 해명이 진정으로 인과의 구조를 온전히 해명하였는지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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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적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원인 효과를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우드워드

와 스태텀의 개입 인과 이론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고자 한다. 새로운 

방법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해당 인과 경로의 우회 경로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 경로를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함께 고려하

는 것이다. 둘째, 원인 변수가 결과 변수에 대해 갖는 원인 효과의 단

조성을 깨는 교란(confounding), 또는 혼재 변수를 인과 상호작용

(causal interaction) 변수로 고려하여, 원인 변수가 결과 변수에 대해 

갖는 원인 효과를 최대한 유의미하게 추정하는 것이다. 인과 상호작용 

효과를 반 사실적 조절(moderator) 변수로 고려할 것이고, 그 변수가 

인과 구조를 객관적으로 해명하고 추정하는 데에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주겠다.
이 글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우드워드의 개입 인과 이론

에 대한 스트레븐스의 비판과 인과의 변수 상대성에 대한 우드워드와 

스트레븐스의 논쟁을 소개하겠다. 3장에서는 단조성과 관련하여 우드

워드의 이론에 대하여 스트레븐슨이 제시한 반례를 소개하겠다. 다음

으로, 우드워드가 그 반례에 어떻게 답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 4장에서

는 기여 원인에 대한 우드워드의 정의를 비판하는 스태텀(Statham 
2018)의 분석을 소개하고, 우드워드의 이론에 대한 보완으로 스태텀이 

제시하는 변수 개념의 문제를 주목하겠다. 특별히 배경 조건 변수와 

시스템 변수에 대한 구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겠다. 5장에서는 

우드워드의 이론과 스태텀의 이론 모두에 공통된 문제를 주목하겠다. 
특별히 우드워드의 이론과 스태텀의 이론 모두가, 결과 변수에 대한 

원인 변수의 상반된 다양한 원인 효과를 해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논의하겠다. 6장에서는 인과 상호작용을 반 사실적 조절 변수로 고려

하여, 그 방식이 앞선 두 이론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답이 될 수 있

으며, 교란 변수를 전제하고도 인과 구조를 객관적으로 유의미하게 추

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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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과에 대한 개입 이론에서 변수 상대성 논쟁

스트레븐스(Strevens 2007, 242-7)는, 우드워드가 인과에 대한 개입 이

론(the intervention theory of causation)에서 정의하는 기여 원인

(contributing causes)이 객관적인 인과 구조를 해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우드워드(Woodward 2005; Strevens 2008, 173-9)는 

긍정적 원인 효과를 개입 인과 이론에 따라 기여 원인으로 다음과 같

이 정의한다. “Y의 값을 변화시킬 X에 대해 가능한 개입(possible 
intervention)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그 경우에만 X는 Y의 기여 원인

이다.” 이 정의에 대해 스트레븐스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변수 X가 

변수 Y의 기여 원인이 되는 여부는 우리가 고려할 특정 변수들의 집

합에 상대하여 결정된다. 스트레븐스는, 변수 집합에 새로운 변수가 추

가되어 기존의 인과가 사라지거나 이전에 없었던 인과가 나타나는, 변
수 구성의 변화에 따른 인과의 상대성을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고염

(염분이 많은) 음식 섭취는 심장병의 발병 확률을 높인다. 그런데 이들 

두 변수에 추가로 물을 많이 마시는 변수를 고려하자. 고염 음식을 섭

취하는 것은, 물을 많이 마시게 하고 심장병의 발병도 높인다. 고염 음

식의 섭취를 늘리면 마시는 물의 양도 늘게 된다. 따라서 고염 음식의 

섭취를 늘리는 것은 심장병과 관련하여 마시는 물의 양을 늘리는 개입

(intervention, 조종manipulation)인 것처럼 나타난다. 왜냐하면 고염 음

식의 양이 증가할 때 심장병의 발병률도 증가하므로, 마시는 물의 양

의 증가가 심장병 발병의 원인처럼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을 

마시는 것과 심장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관관계만이 있을 뿐 인과의 연

결은 없다. 고염 음식의 섭취는, 물 마시기와 심장 병 모두의 공통 원

인이다. 따라서 물 마시기의 양이 늘고 심장병 발병률이 높아지는 관

계는 고염 음식의 섭취라는 공통 원인이 초래한 상관관계일 뿐이다. 
([그림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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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병  

+
고염 음식 섭취 

+
물 마시기 

[그림 1] (‘+’는 긍정적 원인 효과를 가리킨다.)

이 비판에 대한 응답으로 우드워드(Woodward 2008, 204-12)는 비 

상대화된(derelativized) 기여 인과를 제시한다. 우드워드는 (스트레븐

스가 상대화된 인과로 주장한) 앞서 보았던 기여 원인과 구별되는 보

편적, 또는 절대(simpliciter) 기여 원인을 제시한다. 

다음 경우가 되는 한, X는 (특정 변수 집합 V0에 상대화 되지 않

는 의미에서) Y의 보편적, 또는 절대 기여 원인이다. 그 경우는 

다음과 같다. X가 변수 집합 V에 상대하여 Y의 기여 원인으로 

올바르게 나타나게 하는 어떤 [최소한 하나의] 변수 집합 V가 존

재한다.2)

보편적 절대 기여 원인은, 기여 원인이 되게 하는 최소한 하나의 변수 

집합이 있다는 것이다. 한 변수가 원인으로 해명될 수 있는 데에 최소

한 하나의 변수 집합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선 예에 

대해서 우드워드는 고염 음식 섭취가 기여 원인이 되게 할 최소한 하

나의 변수 집합이 있음을 보여주면 된다. 
그러나 스트레븐스(Strevens 2008, 173-9)는, 우드워드의 응답이 결

국 ‘모든’ 변수를 포함한 집합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사실

상 변수의 어떠한 집합이 되었든지 기여 원인이 되게 할 최소한 하나

 2) X is a contributing cause of Y simpliciter (in a sense that isn’t 
relativised to any particular variable set V0) as long as it is true that 
there exists a variable set V such that X is correctly represented a 
contributing cause of Y with respect to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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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 변수 집합만 포함하면 되므로, 우드워드의 답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스트레븐스의 비판에 대해 우드워드(Woodward 2008, 204-12)는 

최소한의 인과 연결만을 고려하는 직접 원인(direct causes)을 제시한

다. “제 3의 변수 Z로 매개되지 않는 X와 Y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직
관적으로) X는 Y의 직접 원인이다.” 직접 원인은 스트레븐스의 비판

에 답이 될 수 있다. 물 마시기와 심장병은 제 3의 변수의 매개로 연

결되어 있으며, 제 3의 변수가 없다면 물 마시기는 심장병의 직접 원

인처럼 보일 수는 없다. 그러나 스트레븐스(Strevens 2008)는 직접 원

인에 상응할 최소한의 인과 연결을 확정할 수 있는 충분한(완전한) 최
소 변수들의 집합(또는, 완화된 변수들의 집합)이 무엇인지를 우드워드

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트레븐스는, 우드워드가 그런 충분한 

변수의 최소 집합을 선택할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음에 대해 비판한

다. 
위 논쟁에서 스트레븐슨이 제시한 사례와 그것에 토대한 비판은, 우

드워드가 제시한 조종의 또 다른 개념인 개입(intervention) 변수의 조

건들을 고려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드워드(Woodward 2005: 98, 
2008, 2009: 247)는 개입 변수(개입자intervener, 조종자)의 조건들 I(1) 
~ I(4)로 기여 인과를 다시 해명한다.3) (원인) 변수 X에 대한 개입자 I
는 항상 (결과) 변수 Y와 관련하여 정의된다. 그리고 Y와 관련하여 X
에 대한 개입자 I로 X가 Y의 원인임을 해명한다. I는 다음 경우에 그

리고 그 경우에만 변수 Y와 관련하여 X에 대한 개입이다. 

I(1): I는 X의 유일한 원인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개입은 X와 그것

의 이전 원인들 간의 인과 관계를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 따라

서 X의 값은 I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I(2): I는, X를 통하지 않는 경로를 통해 Y를 직접 초래해서는 안 

된다. 
I(3): I는, X를 통하지 않는 경로를 통해 Y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3) 이 글에서는 앞으로 ‘조종’(manipulation, manipulability) 개념은 병기하지 

않고 ‘개입’(intervention) 개념으로만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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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의해서도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 
I(4): I는, I로부터 X를 통해 Y로 향하는 경로에 있는 원인을 제외하

고는, Y의 어떠한 원인이든 그것이 갖는 값은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둔다.

조건 I(1)을 따를 때 X는 Y의 직접 인과이다. 조건 I(1) ~ I(4)를 따를 

때 개입자 I 에 대한 해명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변수 I가 변수 X에 대한 개입자(intervener)이면 X가 Y의 기

여 원인이 될지를 평가하기 위해 I는 다른 경로를 통해 Y의 기

여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위 예시에서 고염 음식 섭취가 물 마시기기의 개입자가 되어 물 마시

기가 심장병의 기여 원인이라면 고염 음식 섭취는 다른 경로를 통해 

심장병의 기여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고염 음식 섭취는 다

른 경로로 심장병의 기여 원인이 된다. 따라서 고염 음식 섭취는 심장

병과 관련하여 물 마시기의 개입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드워드

의 이론은 스트레븐슨의 비판을 피할 수 있다. 

3. 인과의 단조성에서 변수의 상대성

인과 구조가 변수에 상대하여 달라진다는 스트레브스의 비판에, 앞서 

보았듯이 우드워드는 보편적 (절대) 기여 원인과 개입 조건들로 그 비

판에 답을 하였다. 보편적 (절대) 기여 원인은 변수 상대성을 무의미하

게 만드는 일종의 인과를 비상대화(derelativized)하는 방법이다. 스트

레븐스는 우드워드가 그런 비상대화 방법으로 인과의 단조성

(monotonicity)을 보여줌에 주목한다. 인과의 단조성이란, X를 Y의 기

여 원인으로 만드는 변수 집합이 있을 때, 그 변수 집합에 또 다른 변

수를 추가하여도 X가 Y의 기여 원인이 되는 것을 그대로 유지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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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그러나 스트레븐스(Strevens 2008, 173-9)는 절대 기여 원

인이지만 단조성이 유지될 수 없음을 보여줄 반례를 제시한다. 스트레

븐스는 이 반례가 성립하면 인과의 비상대화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X
가 Y의 원인이 되는 여부는 다시 어떤 변수 집합에 상대하는지에 따

라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그 반례는 다음과 같다. 고염 음식을 먹는 것

은 물 마시기를 초래하지만, 와인 마시기도 초래한다. 고염 음식 섭취

는 동맥경화 발생을 초래하고, 동맥경화는 심장병의 확률을 높인다. 그
런데 와인 마시기는 동맥경화를 억제하여 심장병의 확률을 낮춘다. 물
론 물 마시기는 심장병에 무관하다. 이런 복합적 인과 경로에서, 고염 

음식 섭취가 심장병 발생의 기여 원인이 되는지를 보자. 와인 마시기

를 변수의 집합에 포함하지 않았을 때 고염 음식 섭취는 심장병의 기

여 원인이 된다. 그런데 와인 마시기가 변수의 집합에 포함되고, 심장

병 억제에 대한 와인 마시기의 원인 효과가 심장병 발생에 대한 동맥

경화의 원인 효과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하자. 그 경우에 심장병 발생

에 대한 고염 음식 섭취의 기여 원인 효과는 사라질 것이다. 고염 음

식 섭취가 심장병 발생에 대해 갖는 인과의 항상성은 깨지게 된다. 
([그림 2] 참고)

   물 마시기

   + o
고염 음식 섭취 + (동맥 경화) 심장병 

  + 와인 마시기 

[그림 2] (‘+’는 긍정, ‘ ’는 부정, ‘o’는 중립 원인 효과를 가리킨다.) 

이 반례에 대해 우드워드(Woodward 2008, 2009: 248-251)는 직접 

원인에 대한 정의와 이 정의에 토대한 기여 원인으로 인과의 항상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직접 원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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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집합 V에 대하여 X가 Y의 직접 원인이 되는 데에 필

요충분조건은 다음과 같다. X와 Y 이외에 V의 다른 모든 변수

가, 개입 I로부터 독립된 추가 개입에 의해 어떤 특정 값에 고

정되었을 때, Y(또는 Y의 확률 분포)를 변화시킬 X에 대해 가

능한 개입 I가 있다.  

직접 원인에 토대하여 가설적(hypothetical) 개입의 결과에 관한 주장

으로 제시할 때, X가 Y의 기여 원인이 되는 필요충분조건은 다음과 

같이 형식화할 수 있다. 

변수 집합 V에 대하여 X가 Y의 기여 원인이 되는 데에 필

요충분조건은 다음과 같다. (1) X에서 Y로의 직접 경로가 있

다. 다시 말해, 변수의 집합 Z1, Z2, ..., Zn이 있는데, X는 Z1의 

직접 원인이고, 차례로 Z1은 Z2의 직접 원인이고, Zn-1은 Zn의 

직접 원인이고, Zn은 Y의 직접 원인이다. (2) 그 경로에 있지 ̇ ̇ ̇ ̇ ̇ ̇

않은 V의 다른 모든 변수들이 어떤 값에 고정되었을 때 Y를 ̇ ̇ ̇ ̇ ̇ ̇ ̇ ̇ ̇ ̇ ̇ ̇ ̇ ̇ ̇ ̇ ̇ ̇ ̇ ̇ ̇ ̇ ̇ ̇

변화시킬 X에 대한 어떤 개입이 있다̇ ̇ ̇ ̇ ̇ ̇ ̇ ̇ ̇ ̇ ̇ ̇ ̇ ̇ ̇ . [이들 조건 하에서] X에

서 Y로의 단지 하나의 경로 P만 있거나 그것 외에 X에서 Y로

의 유일한 대안 경로가 어떠한 매개 변수도 포함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직접적이라면) [(2)에서 제시되었듯이, 다른 경로의] 
V의 다른 변수들의 [고정된] 어떤 값이 주어질 때, Y의 값을 

변화시킬 X에 대한 어떤 개입이 있는 한, X는 경로 P를 따라

서 Y의 기여 원인이다.   

우드워드는 개입 인과 이론의 관점에서 위에 제시한 기여 원인에 대

한 해명으로, 스트레븐스의 비판을 충분한 방어할 수 있다. 이미 보았

듯이 두 번째 사례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한 가지 경로는 고염 음

식 섭취가 동맥경화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것이다. 다른 경로는 고염 음

식 섭취가 와인 마시기를 초래하고 와인 마시기가 동맥 경화를 막는 

것이다. 다른 경로의 와인 마시기 변수의 값을 일정하게 고정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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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예를 들어 와인 마시기가 동맥 경화의 약화에 영향을 주는 것이 

고염 음식 섭취가 동맥 경화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적은 정도의 값으

로 고정하자. 그 경우에 고염 음식 섭취는 동맥경화의 기여 원인이 된

다.4)

다음 장에서는 최근에 우드워드의 기여 인과를 다른 방식으로 해명

하고 발전시킨 스태텀(Statham 2018)의 이론에 대해 먼저 논의하겠다. 
우선, 스태텀의 변수에 대한 이론이 인과에 대한 확률 이론의 확장임

을 보겠다. 다음으로, 스태텀이 발전시킨 개입 인과 이론도 우드워드의 

이론과 같은 노선에 있음을, 따라서 같은 문제에 직면함을 보겠다.  

4. 배경 조건 변수와 시스템 변수에 대한 이해와 평가 

스태텀(Statham 2018, 894-901)은 배경 조건(background) 변수와 시스

템(system) 변수 개념을 제시하면서, 우드워드의 기여 원인에 대한 스

트레븐스의 비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스태텀은 변수 

집합 V가 아니라 V*를 고려하는 데, 변수 집합 V*은 두 가지로 구분

된다. 하나는, 배경 조건 변수이고, 다른 하나는, 시스템 변수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변수 집합 V*는 배경 조건 변수 내에서 시스템 변수이

다. 그러나 필자는 변수에 대한 두 가지 구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첫째, 그 구분이 매우 모호하다는 것이다. 스태텀은 배경 조건 변수의 

예로 인간의 생리적 구조, 유전적 특성 등을 제시한다. 스태텀에게 배

경 조건 변수란,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명하려는 변수들 간의 관계에 

앞서 이미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가리키는 것 같다. 고염 음식이 심장

병의 원인이 되는지를 해명할 때 그 관계의 대상이 되는 개별자 또는 

 4) 우드워드의 그런 대응에 대해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조종 인과 이론의 관

점에서 스트레븐스가 제시한 기여 원인에 대한 해명이, 이미 논의되었고 

정리된 방법들의 응용이라는 것이다. 특별히 히치콕(Hitchcock 2001)의 요

소(component) 원인 효과와 망(net) 원인 효과의 구분에서 요소 원인에 대

한 해명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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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개별자로 이루어진 집단의 생리적 조건이나 유전적 조건을 가리

킨다. 스태텀은 인과적 해명의 대상이 되는 고염 음식 섭취나 심장병

을 시스템 변수로 고려한다. 그러나 그런 생리적 구조나 유전적 조건

을 배경 조건 변수만으로, 고염 음식 섭취나 심장병을 시스템 변수만

으로 항상 볼 수는 없다. 우리가 어떤 인과 현상의 어떤 측면을 설명

하거나 예측하는지에 따라 고염 음식 섭취가 배경 조건 변수가 될 수 

있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와인이 심장병 예방에 좋은지를 확

인하고자 할 때 이들 개인이나 집단이 고염 음식 섭취를 하는 개인이

나 집단이라면 이 경우에 고염 음식 섭취는 배경 조건 변수가 된다. 
그와 같이 변수들에 대해 무엇을 배경 조건 변수로, 시스템 변수로 볼 

것 인지는 우리 관심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5) 
변수에 대한 스태텀의 두 가지 구분은 느슨하며 우리의 관심이란 인

식의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구분이다. 따라서 그 구분에 따른 개입 인

과 이론은 인과에 대한 개념적, 형이상학적 이론이 아니라 인식론적 

이론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기여 원인에 대한 인과의 존재론적 상대성

을 인식론적 상대성으로 만들어, 인과의 상대주의적 관점을 오히려 강

화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개입 이론을 인과에 대한 형이

상학적 이론이 아니라 인과에 대한 인식적인 설명 이론으로 만들 수 

있다. 필자는, 변수에 대한 스태텀의 구분보다는 인과에 대한 확률 이

론에서 제시한 집단과 배경 조건이 개입 이론을 개념적(논리적)으로 

더 엄 한 이론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인과에 대한 확률 이론에 따르면, 인과는 <원인 요인, 결과 요인, 집

단, 집단이 사례화하는 속성(유형, 종)>의 사항(four place, 또는 

 5) 맥키(Mackie 1965)의 INUS 인과 이론에서 INUS 조건으로서 원인과 인과

적 배경 조건을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와 같은 경우이다. 또한 우리가 인과

의 관계를 해명하려는 것인지, 인과적 설명을 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

질 것이다. 인과의 관계에 위치하는 원인 변수가, 인과적 설명에서는 설명

의 역할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설명하는 원인은 설명이 상대하는 관심의 

맥락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Putnam(1973), 
Sober(2000), Eells(1991)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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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ternary) 관계로 해명된다.(Eells 1991) 예를 들어 흡연은 특정 집단

이 사례화할(exemplifying, instantiating) ‘모든’ 속성 전체에 상대하여 

폐암의 긍정적 원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 집단이 사례

화한 스트레스 속성에 상대하여, 흡연은 폐암의 긍정적 요인이 될 확

률이 높을 것이다. 이런 관계를 다시 말하면, 폐암에 영향을 줄 수많은 

요인들 중에 스트레스를 배경 조건으로 상대하였을 때 흡연은 폐암의 

긍정적 요인이 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이처럼 한 요인이 또 다른 변

수의 어떤 원인 역할을 하는지는 집단 그리고 그 집단이 어떤 속성을 

사례화하는지에 상대하며, 다시 말해 어떤 배경 조건에 상대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서 사례화된 배경 조건이, 
바로 실제로 주어진 값을 가진 배경 조건 변수와 같은 것이다. 배경 

조건 변수의 값은, 다양하게 가능한 여러 배경 조건 가운데 실현된 배

경 조건이다. 따라서 배경 조건 변수에서, 배경 조건 변수의 값은 실제

로 주어진 특정 값으로 고정된다. 
그와 같이, 스태텀이 주장하는 배경 조건 변수는 집단이 사례화하는 

속성으로서 배경 조건과 같은 것이다. 스태텀이 제시한 배경 조건 변

수는 인과가 상대적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생각하

게 해 주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하다. 한 변수가 또 다른 변수의 어떤 

원인이 되는지는 집단이 사례화하는 속성, 다시 말해 어떤 동질적 집

단에 상대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인과에 대한 확률 이론에서

는 가능한 모든 각각의 배경 조건에 상대하여 인과를 해명하지만, 스
태텀은 이들 가능한 배경 조건 중 특정 배경 조건을 구체화하여 그것

에만 상대하여 인과를 해명하는 것이다.6) 따라서 스트레븐스가 제시한 

첫 번째 사례에서 물 마시기가 동맥 경화의 원인이 되는지, 고염 음식

이 동맥 경화의 원인이 되는지는 가능한 배경 조건 중 실현된 어떤 배

경 조건을 상대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변수에 대한 스태텀의 구분은 스트레븐스가 제기한 변수 집

합에 따른 인과의 상대성을 오히려 더 분명한 문제로 발전시킬 수 있

 6) 특정 배경 조건만을 상대하여 원인 효과를 해명하는 이론으로 히치콕

(Hitchcock 1993), 하우스만(Hausman 2010)의 이론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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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경 조건 변수를 얼마나 많이 고려할지, 시스템 변수를 얼마나 많

이 고려할지에 따라 인과에 대한 해명이 다르게 된다. 배경 조건 변수 

집합이나 시스템 변수 집합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수도 있

고, 이들 각 경우로부터 원인 효과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따라 나올 수 

있다. 그 크기가 너무 크다면 모든 변수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렇다면 그 모든 변수에는 은닉된 억제 변수나 교란 변수 등이 포함될 

것이므로 스태텀이 의도한 기여 원인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런데 가능한 한 최대한 배경 조건을 고려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가? 
다른 한편으로, 그 크기가 너무 작다면 은닉된 교란(confounding) 변수

를 얼마든지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교란 변수 때문에 허위(spurious) 
상관인데 유의미한 인과로 간주하는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스태텀은 그 실현된 배경 조건으로서 배경 변수를 상대로(관련하여) 
시스템 변수를 고려한다. 시스템 변수는 주어진 집단 내에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변수들을 가리킨다. 앞서 보았듯이, 고염 음식 섭

취와 심장병 발생의 인과 경로, 고염 음식 섭취에서 와인 마시기를 통

하여 심장병 억제의 인과 경로에서 고염 음식 섭취, 와인 마시기, 심장

병 억제는 시스템 변수가 된다. (이들 시스템 변수가 인과로 실현되는 

개인과 집단에서, 그 개인과 집단에 이미 주어진 생리적, 유전적 조건

은 배경 조건 변수가 된다.)
스태텀은 시스템 변수를 두 개 범주로 구분한다. X에서 Y로 향하는 

경로에 있는 활성화(active) 경로 변수와 그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에 

있는 비활성화(inactive) 경로 변수이다. 스태텀의 주장에 따르면, 기여 

원인에 대한 우드워드의 정의는 Y의 값에 변화를 가져올 X에 대한 개

입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활성화 시스템 변수들의 다양한 집합을 허용

하게 된다. 시스템 변수는 시스템 내에서 주어지는 변수와 변수의 값

들의 범위를 갖는다. 따라서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변수들은 달라질 

수 있고, 변수들이 취하는 값들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배경 조건 

변수와 달리, 비활성화 경로 변수에서는 그 변수의 값이 실제 세계의 

값으로 고정될 수 있을지를 규정할 수 없다. 비활성화 시스템 변수에 

대해 고정되는 값이, 반드시 실제 세계에서 취하게 될 값이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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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스태텀은, 우드워드가 비활성화 경로 시스템 변수의 값에 어떤 

제약도 주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 스태텀은 그런 개방성(permissible)이 

우드워드의 이론을 곤란하게 만든다고 본다.7) 앞 장에서 소개한 우드

워드(Woodward 2008, 2009: 248-251)의 기여 원인에 대한 정의를 다

시 보자. 밑줄 친 진한 부분들이 스태텀이 그 정의에서 문제로 주목하

는 것이다. 

변수 집합 V에 대하여 X가 Y의 직접 원인이 되는 데에 필

요충분조건은 다음과 같다. X와 Y 이외에 V의 다른 모든 변수

가, 개입 I로부터 독립된 추가 개입에 의해 어떤 특정 값에 고

정되었을 때, Y(또는 Y의 확률 분포)를 변화시킬 X에 대해 가

능한 개입 I가 있다.

변수 집합 V에 대하여 X가 Y의 기여 원인이 되기 위한 필

요충분조건은 다음과 같다. (1) X에서 Y로의 직접 경로가 있

다. ... (2) 그 경로에 있지 않은 V의 다른 모든 변수들이 어떤 ̇ ̇ ̇ ̇ ̇ ̇ ̇ ̇ ̇ ̇ ̇ ̇ ̇ ̇ ̇ ̇ ̇ ̇ ̇ ̇

값에 고정되었을 때̇ ̇ ̇ ̇ ̇ ̇ ̇ ̇  Y를 변화시킬 X에 대한 어떤 개입이 있다̇ ̇ ̇ ̇ ̇ ̇ ̇ ̇ ̇ ̇ ̇ ̇ ̇ ̇ ̇ ̇ ̇ . 
... 다른 경로의] V의 다른 변수들의 [고정된] 어떤 값이 주어질 

때, Y의 값을 변화시킬 X에 대한 어떤 개입이 있는 한, X는 

경로 P를 따라서 Y의 기여 원인이다. 

스태텀은 우드워드의 이론을 곤란하게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

여주기 위한 예로 다음과 같은 변수들의 인과 구조를 제시한다. 마시

는 페트병 물에서 화학 물질의 농도, 페트 병 물 마시기, 페트병에 화

학 물질이 녹은 물 마시기, 심장병 발생은 시스템 변수이다. 여기서 관

심의 대상은 화학 물질이 녹은 페트병 물 마시기가 심장병의 발생에 

주는 원인 효과이다. 또한 화학물질이 없는 일상의 페트병 물 마시기

 7) 그러나 필자는, 스태텀이 주장한 그 곤란함이 인과에 대한 해명에서 무엇

을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기를 준다고 생각한다. 이 생각에 대해서는 

다음 장들에서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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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장병의 발생에 주는 원인 효과이다. ([그림 3] 참고) 

페트 병 물 마시기 

+
화학 물질 마시기 + 심장병

+
화학 물질이 물에 녹은 정도(농도)

[그림 3]8)

그런데 여기서 배경 조건 변수가 무엇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현재의 인과 구조에 관련된 개인 또는 집단의 모든 배경 조건을 고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현된 배경 조건이라 하여도 한 가지 배경 조건

인지, 세 가지 배경 조건인지 등 몇 가지 배경 조건인지를 알 수 없다. 
스태텀의 의도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화학 물질이 녹은 페트 병 

물 마시기와 심장병 발생의 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변수는 배제된 배

경 조건 변수로만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자. 스태텀은 페트 병 물 마시

기, 페트 병의 물에 녹은 화학 물질 마시기, 심장병 발생을 활성화 시

스템 변수로 본다. 물에 녹은 화학 물질의 농도를 비활성화 시스템 변

수로 본다. 비활성화 시스템 변수인 화학 물질 농도의 값에 따라 페트 

병 물 마시기가 심장병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비활성화 시스템 변수의 값이 0이면 물 마시기는 심장병의 

원인이 되지 않게 된다. 반면에 그 변수의 값이 높아지면 페트 병 물 

마시기는 심장병의 원인이 된다. 스태텀은, 우드워드의 정의를 따를 때 

비활성화 시스템 변수의 값에는 제약이 없음에 주목하였다. 비활성화 

변수를 동반한 우회 경로가, 활성화 경로의 원인이 기여 원인이 되는 

 8) 이 그림은 스태텀이 제시한 그림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필자는, 스태텀

이 이 그림으로 재현하는 인과 구조에 문제가 있고, 스태텀이 주장한 변수

의 구분과 심장병에 대한 페트 병 물 마시기의 원인 효과에 대한 그의 이

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필자는 아래에서 그 문제들을 논의한다.



김 준 성126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비활성화 변수인 물의 화학 물질의 농도의 값

이, 화학 물질이 녹은 페트병 물 마시기에 개입을 하게 되어 페트병 

물 마시기가 심장병의 기여 원인이 되거나, 그렇지 않게 된다. 스태텀

은, 우드워드의 정의를 따를 때 페트병 물 마시기가 그와 같이 심장병

의 기여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이 반직관적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반직

관적이라는 스태텀의 그 주장은 오히려 납득하기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논의를 하겠다. 
스태텀(Statham 2018: 897-898)은 변수 집합의 새로운 개념 V*에 

상대하여 직접 원인과 기여 원인을 다시 정의한다. V*에서 이들 변수

가 취할 수 있는 값에는 제약이 있다. 

첫째, 다음 경우에 그리고 그 경우에만 X는 변수 집합 V*에 

상대하여 Y의 직접 원인으로 올바르게 재현된다. 그 경우는 다

음과 같다. 다음의 경우일 때 Y (또는 Y의 확률 분포)를 변화

시킬 X에 대한 가능한 개입이 있다. (a) X와 Y 이외에 V*에 

있는 모든 시스템 변수는, 재현된 시스템에서 개입에 의해 이들 

변수가 실제로 취할 수도 있는 어떤 값으로 고정된다. 그리고 

(b) V* 내의 모든 배경 변수는 이들 변수가 그 실제 세계에서 

실제로 갖는 모든 값으로 고정된다.  

둘째, 직접 원인에 대한 그 정의로 V*에 상대하여 기여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다음 경우에 그리고 그 경우에만 X는 변수 집합 V*에 상대

하여 Y의 기여 원인으로 올바르게 재현된다. 그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X에서 Y로의 직접 원인들의 연결 고리가 있다. 그리

고 (2) 다음의 경우일 때 Y (또는 Y의 확률 분포)를 변화시킬 

X에 대한 가능한 개입이 있다. (a) 그 연결 고리의 일부가 아닌 
V*에 있는 모든 시스템 변수는 재현된 시스템에서 개입에 의

해 이들 변수가 실제로 취할 수도 있는 어떤 값으로 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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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b) V* 내의 모든 배경 변수는 이들 변수가 그 실제 세

계에서 실제로 갖는 모든 값으로 고정된다. 

스태텀이 제시한 변수에 대한 구분과 그것에 토대한 인과 구조에 대

한 그의 분석에 대해 논의해야 할 문제가 많다. 첫째, 배경 조건 변수

의 문제와 유사하게, 어떤 시스템 변수를 활성화 변수로, 어떤 시스템 

변수를 비활성화 변수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마찬가지로, 그 기준은 우리의 관심과 맥락에 의존한다. 위 예에서 활

성화, 비활성화에 대한 스태텀의 구분은 한 가지 실제 사례일 뿐이다. 
어떤 경로를 활성화 변수가 동반된 실제 (활성화) 경로로 보고 어떤 

경로를 비활성화 변수가 동반된 가능한 (비활성화) 경로로 보어야 하

는지는 우리의 다양한 관심과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둘째, 변수가 실

제로 취할 수도 있는 가능한 값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반 사실적 조건

문의 의미론에 대한 가능 세계 해석이 부딪히는 문제를 다시 보게 된

다. 그 가능한 값은 실제 세계의 값과 가장 근접한, 또는 유사한 값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처럼 가장 근접하거나 유사한 값은 도대체 무엇

인가? 얼마나 근접하거나 유사해야 하는 것인가? 모호성 문제가 다시 

나타난다. 이런 문제는 스태텀의 이론이 우드워드의 이론보다 무엇이 

우월한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만든다. 이들 문제는 

다른 곳에서 더 확장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여기서는 우드워드의 이론

에 대한 스태텀의 비판에만 주목하겠다. 
스트레븐스가 우드워드의 이론에 대한 단조성 문제로 제시한 (두 번

째) 사례를 스태텀의 변수 이론으로 해명하였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

는지를 보자. 그 사례에서는, 고염 음식 섭취가 한편으로는 심장병에 

긍정 원인 효과를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와인 마시기를 촉진하여 

와인 마시기가 심장병을 억제함으로써 심장병에 부정 원인 효과를 갖

는다. 우선, 배경 조건 변수와 시스템 변수를 구분하여야 하고, 시스템 

변수도 활성화 변수와 비활성화 변수로 구분해야 한다. 여기서 이미 

주어져 있는 일종의 고정 값인 배경 조건 변수는 무엇인가? 배경 조건 

변수는 현실에서 실현된 조건이다. 생물학적 종으로 인간이고, 성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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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남성, 여성이면 충분한가? 나이에 따라 유년, 청년, 장년, 노년이

면 충분한가? 개인인가, 아니면 집단인가? 갑돌이라는 개인이면 그 개

인이 실현한 많은 배경 조건을 열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과학

철학회 회원 집단의 경우에도 이 집단이 실현한 많은 배경 조건을 열

거할 수 있다. 가장 좁게 실현된 배경 조건이면 되는가? 아니면 가능

한 한 넓게 실현된 배경 조건이면 되는가? 
어찌되었든, 스태텀의 생각에 필요하고 유한한 배경 조건 변수가 주

어졌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시스템 변수는 무엇인가? 고염식 섭취, 와
인 마시기, 물 마시기, 심장병 발생이면 충분한가? 배경 조건 변수와 

마찬가지로 시스템 변수를 고정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스태텀의 관

심이 이들 4가지 변수에만 한정되고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만 보는 것

이라 가정하자. 앞서 보았듯이, 스트레븐스는 고염 음식 섭취가 심장병 

발생에 대해 단조적 기여 원인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우드워드

는 그 문제에 대해 우회 경로의 변수의 값을 일정하게 고정하는 것으

로 답을 하였다. 스태텀은 그 답이 너무 많은 경우를 허용하여 우드워

드의 개입 이론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스태텀의 이론

을 따를 때, 고염 음식 섭취는 활성화 시스템 변수이고, 와인 마시기는 

비활성화 시스템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 인과 구조는 화학물질이 녹

은 페트병 물 마시기와 차이가 있다. 고염 음식 섭취가 심장병을 유발

하는 경로가 있고, 고염 음식 섭취가 와인 마시기를 유발하여 그것이 

심장병을 낮추는 경로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스태텀의 추론 방식을 

따를 때 무엇을 활성화 변수로, 무엇을 비활성화 변수로 고려해야 할

지는 분명하지 않다. 고염 음식 섭취나 와인 마시기 모두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변수들이다. 두 변수 각각에 대해 활성화와 비활성화 두 

경우 모두를 가정하자. 
우선, 고염 음식 섭취가 활성화 변수이고, 와인 마시기가 비활성화 

변수인 경우이다. 고염 음식 섭취를 심장병 발생의 기여 원인으로 보

는 것이 일상적이다. 화학물질의 경우처럼 와인 마시기에 개입하자. 그 

경우에 고염 음식 섭취가 심장병의 기여 원인이 되는 것이 반직관적인 

것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와인 마시기 변수의 값을 0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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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드는 것이, 고염 음식 섭취가 심장병의 기여 원인이 됨을 제대로 

보여준 것인가? 와인 마시기 변수의 값을 높게 하여서 고염 음식 섭취

가 기여 원인이 아님을 보여주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

다. 이들 경우 모두에서 우회 경로에 제약 조건을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반 직관적임을 보여준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경우에, 고염 음식 

섭취와 와인 마시기 모두를 활성화 변수로 보아야만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스태텀이 이 물음에 어떤 답을 할지는 알 수 없다. 그 답을 

하려면 스태텀이나 우드워드의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다른 한편으로, 와인 마시기가 활성화 변수이고, 고염 음식 섭취가 

비활성화 변수인 경우이다. 와인 마시기를 오랫동안 지속한 상태로 와

인 마시기의 변수의 값이 이미 상당히 높다고 가정하자. 따라서 고염 

음식 섭취의 변수의 값이 아무리 높아도, 와인 마시기가 심장병 예방

에 주는 영향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도 바로 

위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질문할 수 있다. 우회 경로의 비활성화 변수

의 값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나 스태텀의 주장처럼 실제로 가능한 

값으로 부여하여도 차이는 없다. 우드워드와 스태텀의 이론들로, 여러 

관계의 망(net)으로 주어진 인과 구조에서 과연 우리의 직관에 부합하

는 기여 원인을 해명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5. 우드워드의 이론과 스태텀 이론 모두의 한계9)

개입 이론에서 의존(결과) 변수에 대한 독립(원인) 변수의 원인 역할을 

확인하여 주는 개입자(intervener)는, 통계학의 인과 추론에서 사용하는 

도구 변수(instrumental variable)10)와 사실상 같다.11) 그런데 도구 변

 9) 이 장에서 논의한 개입 인과 이론에 대한 문제는, 도구 변수가 원인 변수

를 미확인하거나 과잉 확인하는 문제가 있다는 케니(Kenny 2012)의 설명

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10) 도구 변수는 회귀 분석에서 결과로 가정하는 종속 변수에 대해 원인으로 

가정하는 독립 변수가 갖는 원인 효과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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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는 인과 구조에 대한 해명과 통계적 추정(estimation)의 과정에서 

한계가 있다. 이들 한계 중 한 가지는, 결과 변수에 영향을 줄 은닉

(hidden) 변수나 도구 변수의 직접 영향을 받는 원인 변수에 영향을 

줄 또 다른 은닉 변수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Soumerai & 
Koppel 2017) 개입 인과 이론의 지지자들은, 개입 이론의 목적이 원인 

개념을 엄 히 해명하는 것이므로 그 제약들이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은닉 변수들을 동반한 우회 경로를 통제하는 

조건을 주고 있기에 문제가 아니라고 또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도구 변수의 한계들이, 개입자 개념으로 인과에 대한 

해명을 주목적으로 하는 개입 인과 이론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

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사례에서 우드워드나 스태텀은 우회 경로에 대

한 통제로 해당 경로에서 개입 이론이 고염 음식 섭취가 심장병의 긍

정 원인임을 해명한다. 그러나 실제로 우회 경로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개가 될 수 있으며 이들 중 파악할 수 있는 경로도 일부일 것이다. 그
렇다면 그런 경우에 개입 이론의 개입자로 온전히 인과의 단조성을 보

여주기는 어렵다. 물론 우드워드나 스태텀은 이들 파악되지 않은 우회 

경로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통제를 한다면 고염 음식 섭취가 심장

병의 긍정 원인임을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해

명은 고염 음식 섭취의 가능한 여러 원인 역할 중 하나일 뿐이지 가능

한 원인 역할들 전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전체를 보여주

지 않는 것이 왜 문제인지는 필자가 생각하는 다음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특정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효과적인 어떤 약이 있다고 가정

하자. 그 약만이 유일한 치료제인 세계가 있다고 가정하자. 다른 한편

것이다.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에 역으로 원인 효과를 갖는 경우가 가능하

며, 그 경우에 독립 변수는 (종속 변수에 대한) 오차항과 상관관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독립 변수의 오차항에 대한 원인 효과는 과장되거나 편향될

(biased) 수 있다. 이런 편향성을 극복하고 독립 변수는 원인 효과(추정치

estimator)를 가능한 한 정확히 드러내기 위해 도구 변수가 이용된다. (김
준성 2019)

11) 도구 변수로 개입 인과 이론의 개입을 논의한 내용은 Reiss(2005)와 필자

의 다른 글(김준성 20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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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 약도 있지만 그 약보다 그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더 효과적

인 치료제도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두 번째 세계에서는 더 효과

적인 두 번째 약을 치료제로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두 번째 

세계에서 더 효과적인 두 번째 약의 인과 경로를 통제하여 첫 번째 약

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닌가? 그런 방식으로 두 번째 세계에서 첫 번째 약의 효능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다면 오히려 그 주장은 편향된 것이 아닌가? 
우드워드와 스태텀이 제시하는 개입 이론이 인과 추정(estimation)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이들 이론에서는 잠재된 은닉 변

수가 고려되지 않는다. X가 Y의 기여 원인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개입

자 I가 주어졌을 때, 만약 X와 Y 모두에 영향을 주는 공통 원인 변수

가 있다면, I를 통한 X에 Y의 기여 원인 영향을 잘못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I로부터 X가 Y의 기여 원인이 되는 인과 구조는 경험적으로 

미확인(under-identification)된다. 물론 우드워드가 제시한 개입자 I에 

대한 4가지 조건은 그런 은닉 변수를 배제하기를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기여 원인 개념을 해명하는 데 한정된 것이 아니

라 기여 원인 개념을 추정해야 한다면 이들 조건은 오히려 장애 조건

이 되는 데에 있다. 여기서 추정은 통계적 정보로부터 인과를 추론하

는 것이다. 샘플의 통계적 정보로부터 샘플을 포함한 모집단의 인과적 

정보를 추론하는 것이다. 우드워드나 스태텀은 개입 이론의 목적은 추

정이 아니고 원인 개념에 대한 해명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개

입 이론의 특성상 추정이란 작업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

하면 개입자 I를 이용하여 X가 Y의 기여 원인이 되는 여부를 확인하

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개입자 I를 이용하여 X가 Y의 원인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강도로 원인이 되는지에 대한 추론을 동반하고 있

다. 따라서 인과에 대한 통계적 추정의 형식을 갖고 있다. 실제로 우리

의 세계에는 잠재된 은닉 변수가 이미 수없이 주어진 상태이다. 미처 

파악되지 않은 은닉 변수들을 전제하고 개입으로 원인을 해명할 수 없

다면, 그런 이론이 인과 이론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모르

겠다.(Soumerai & Koppel 2017) 물론 우드워드는 기여 원인의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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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통 원인 변수 등을 통한 우회 경로의 값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I
로부터 X에서 Y의 인과 경로를 해명할 것이다. 그러나 스태텀이 이미 

지적하였듯이, 우회 경로의 그 값이 어떤 값으로 고정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앞서 필자는 스태텀의 이론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음을 보았다. 그 이론에서는 그 값을 실제로 실현된 배경 조건 변수

를 상대로 시스템 변수가 실제로 취할 수도 있는 값으로 제약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실제로 취할 수도 있는 그 값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우리 일상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여 판단할 뿐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드워드의 이론과 스태텀의 이론에서는 과잉 확인

(over-identification) 문제가 가능하다. 스태텀이 제시한 화학 물질이 

녹은 페트 병 물 마시기의 인과 구조를 다시 보자. 화학 물질이 녹은 

물 마시기에서, 정상적인 물을 마시는 것과 화학 물질의 용해도 각각

은 다른 방식으로 개입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상적인 페트 병 물 

마시기, 화학 물질이 녹은 페트 병 물 마시기, 심장병으로 이루어진 경

로에서, 정상적인 물의 양을 개입자로 고려하자. 정상적안 물의 양이 

상당히 적다면 화학 물질이 적게 녹아있더라도 심장병에 대한 그 화학 

물질의 원인 영향은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화학 물질이 녹은 페트 

병 물 마시기는 심장병의 발생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화학 물질의 용해의 정도를 개입자로 고려하고, 화학 물질의 용해의 

정도, 화학 물질이 녹은 페트 병 물 마시기, 심장병으로 이루어진 경로

를 보자. 페트 병의 물의 양은 일정한데 화학 물질의 용해의 정도가 

높으면 화학 물질 물 마시기는 심장병 발생 확률을 높일 것이다. 그렇

다면 화학 물질 물 마시기의 심장병에 대한 원인 영향은 두 가지 다른 

개입자를 통한 경로에 의해 과잉 확인된다. 이들 중 어떤 경로를 택할 

것인가? 물의 양이 줄어서 상대적으로 화학 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와 물의 양은 일정하고 화학 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 모두에

서, 화학 물질 물 마시기는 기여 원인으로 과잉 확인된다. 이 경우는 

실제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화학 물질의 심장병 발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어떤 개입자에 따른 어떤 경로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책임의 주체나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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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드워드나 스태텀은 개입의 조건들과 우회 경로에 대한 간섭

으로 그런 문제를 사전에 배제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필

자는 이들 조건이 인과의 단조성을 바르게 해명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우드워드가 고려한 직접-기여 원인은 스트레븐스 등이 제

기한 원인 효과가 변수 집합에 따라 달라지는 인과의 상대성을 피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필자는 그 개념이 원인 효과의 

단조성을 보여주었는지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이다. 고염 음식의 경우

를 다시 보자. 고염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심장병 발생에 기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이다. 물론 틀린 믿음은 아니다. 그러나 단지 고염 

음식을 섭취한다는 것만으로, 고염 음식 섭취가 심장병에 기여 원인 

효과를 가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 기여 원인 효과를 갖지 않는 수많은 

경우를 고려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런 다양한 경우가 실재한다. 단 하나

의 우회 경로가 아니라 여러 우회 경로가 있을 때 이들 우회 경로의 

일부나 전부의 값을 고정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이들 다양하게 고정될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고염 음식 섭취가 기여 원인 역할을 할지, 아니

면 그 반대 역할을 할지에 대한 답은 없으며, 기여 원인 역할을 하여

도 얼마나 강한 기여 역할을 할지에 대해 답이 없다. 
고염 음식 섭취에서 심장병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3가지로 가정하여 

보자. 고염 음식 섭취에서 심장병으로 바로 연결되는 경로, 고염 음식 

섭취에서 와인 마시기를 통하여 심장병으로 연결되는 경로, 고염 음식 

섭취에서 오이 섭취를 통하여 심장병으로 연결되는 경로이다. 고염 음

식 섭취가 심장병이 기여-원인이 되는 여부 그리고 얼마나 강한 기여-
원인이 되는 여부는 다른 두 경로의 값이 어떻게 고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들 두 경로의 강도가 모두 높으면 또는 모두 낮다면, 
그리고 두 경로 중 하나는 매우 높고, 다른 하나는 매우 낮은 경우 등 

다양한 강도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두 경로의 다양한 강도에 따라 

고염 음식 섭취는 심장병의 기여 원인이 될 수도, 그 반대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심장병에 대해 고염 음식 섭취가 갖는 원인의 역할과 그 

원인의 강도의 다양성은 다른 우회 경로에서 원인의 강도가 얼마나 되

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들 인과 구조 전체에 대한 정확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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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염 음식 섭취에 대한 개입으로부터 심장병으로의 인과를 논리적

으로 엄 한 방식으로 해명하게 할 것이다.  
위 경우에 고염 음식 섭취가 심장병의 원인이 되는 여부는 다른 두 

경로의 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달려있다. 필자는 다음 장에서, 교
란 변수 때문에 원인 효과의 항상성이 유지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인
과 상호작용을 반 사실적 요인(변수)으로 고려하여 한 변수가 또 다른 

변수의 원인이 됨을 어떻게 해명하고 추정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겠

다. 

6. 인과 상호작용 요인으로서 반 사실적 조절 변수에 

대한 응용

우드워드와 스태텀이 제시한 개입 이론에는 개입자에 대한 조건들과 

기여 원인을 위한 우회 경로에 대한 조건들을 전제하고 있다. 그처럼 

많은 조건들을 전제하고 있는 개입 인과 이론이 과연 실제 세계를 반

영하는 온전한 인과 이론이 될지는 의심스럽다. 일반적으로, 많은 조건

들이 전제로 주어졌을 때 이들 전제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무의미한 진

술이 되기 쉽다. 개입 인과 이론의 기여 인과를 위한 조건들은 개입 

이론을 사소한 이론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비판적 평가는 이 글이 

아닌 또 다른 곳에서 논의하겠다. 라이스(Reiss 2005)가 언급하였듯이, 
개입 인과 이론은 원인 효과를 가능한 한 정확히 추정(estimation)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라이스는 그 한계가 우드워드의 개입자 조건 I(4)
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자신이 제시한 조건들이 추정을 수행하는 

데에 더 수월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개입 이론에서 올바른 

추정이 어려운 이유를 앞서 5장에서 논의한 것 이외에 또 다른 문제에

서 주목한다. 개입 이론에 개입자와 우회 경로에 대한 조건들을 전제

하여도, 앞서 보았던 사례 2에서 고염 음식 섭취가 심장병에 대해 갖

는 상반된 이중 원인 효과는 개입 이론에 대해 어려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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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를 Y의 원인 변수로 확인하게 하는 개입자 I의 조건들은, 편향된 

방식으로 X가 Y의 원인 변수로 추정되는 것을 배제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X가, I가 아닌 또 다른 변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거나, X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변수가 Y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를 배제한다. 또
한 그 또 다른 변수가 X나 Y뿐 아니라 I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를 배

제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I가 Y에 영향을 주는 경로도 배제해야 

한다. 또한, I에서 X로, 다시 X에서 Y로 이행적인(transitive) 경로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모든 조건이 유지되어도 개입자를 통해 

X의 Y에 대한 원인 효과를 온전히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다. 그 이유는, 사례 2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하였듯이 Y에 대한 X의 

상반된 이중 효과가 엄 하게 평가되지 않는다면 I가 X에 대한 개입

자의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I X Y로의 이행적(transitive) 인과 연결에서 매개

(intermediate) 변수에 위치한 X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달려있는

데, 그 경우는 X에서 Y로 향하는 서로 상반된 다수의 경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달려있다. 이들 다수 경로가 정확히 평가되지 않는다면 

X를 평가하기 위한 I의 역할은 무의미하게 된다. 마코프(Markov) 조
건을 따를 때 X는 I와 Y를 독립적으로 만든다.12) 따라서 I X 그리

고 그로부터 I Y의 인과 이행성이 반드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과 이행성이 유지되어도 X에서 Y로의 경로  X Y의 원

인 효과가 정확히 평가되지 않는다면 개입자 I의 역할은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할 때 우드워드의 개입 이론에 대해 단

조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스트레븐스가 사례 2에 대해 제기한 문제는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스트레븐스가 제기한 내용만으로는 우드워드의 

개입 이론에 단조성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충분히 파악되지 않는다. 
필자의 분석은 사례 2가 단조성과 관련하여 왜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필자는 이런 상황에서 개입 인과 이론뿐 아니라 개입자를 전제하고 

12) 인과 이행성과 마코프 조건에 대한 논의는 필자의 논문(김준성 2015, 
2016a, 2016b, 2019)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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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변수의 원인 효과를 추정하려는 인과의 모든 이론들에 대해 사례 

2와 같은 상황에서 원인 변수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개입자 I의 개입을 받은 고염 음식 섭취 X는 심장병 Y에 대해 상반

된 두 원인 효과를 가진다.13) 한 경로를 통하여 X는 Y의 긍정적 원인 

효과를 갖고, 다른 경로에서는 X는 와인 마시기 W를 통하여 Y에 대

해 부정적 원인 효과를 갖게 된다. I는, X가 Y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원인이라면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인 역할 중 어떤 것인지를 

추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두 경로의 원인 효과의 합이 무엇

인지에 따라 추정치는 달라질 것이다. 서로의 경로에 대해 우회 경로

가 되는 각 경로의 값이, 우드워드의 주장처럼 어떤 값으로 고정되거

나 스태텀의 주장처럼 실제로 취할 수도 있는 어떤 값이라면, 사실상 

그 값은 임의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결정된 특정한 값이 없

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각 경로의 값은 미결정 상태이다. 미결정된 값

이 어떤 값으로 유지되는지에 따라서 Y에 대한 X의 원인 효과는 다를 

것이며, 그 다름에 대한 해명이 개입 이론에서 개입자의 역할을 유의

미하게 만들 수 있다. 
I로부터 X의 Y로 향하는 첫 번째 경로에서 X는 Y에 대해 긍정적 

원인 효과를 갖는다. I로부터 X의 Y로 향하는 두 번째 경로에서 X는 

Y에 대해 부정적 원인 효과를 갖는다. 이들 두 경로에서 X가 Y에 대

해 갖는 원인 효과는, 미결정 상태이고 각 경로에서 그리고 상대 경로

에서 X의 Y에 대한 원인 효과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들 각 

경로에서 I로부터 X의 Y에 대한 원인 효과의 크기가 어떻게 될지는 

미결정이다. 따라서 반 사실적(counterfactual) 관계로 이들 원인 효과

의 크기를 고려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반 사실적 조건으로 표현할 

수 있다.14) 아래에서 ‘T’는 물 마시기에 대한 변수이다. 

13) 여기서 동맥 경화를 통한 심장병 발생을 논의를 간결하게하기 위해 심장병 

발생으로 단순화 하겠다. 
14) 필자가 여기서 응용한 반 사실적 관계와 조건문은, 인과에 대한 반 사실적 

이론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여기서 반 사실적 관계는 Y에 대한 X의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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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에 대한 I의 개입이 있고 T이고 W였다면, Y이었을 것이다. 
X에 대한 I의 개입이 있고 T도 W도 아니었다면, Y이었을 것이다. 
X에 대한 I의 개입이 있고 T는 아니고 W였다면, Y이었을 것이다. 
X에 대한 I의 개입이 있고 T이고 W가 아니었다면, Y이었을 것이다. 

이들 각각을 차례로 반 사실적 조건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

다. ‘Ix’는 X에 대한 개입을 가리킨다.

(Ix & (T & W))   Y
(Ix & (~T & ~W)) Y
(Ix & (~T & W))  Y
(Ix & (T & ~W))  Y

이들 4가지 경우는, Y에 대해 Ix, T, ~T, W, ~W의 연언이 갖는 원인

으로서 성향이다. 그 성향은 다양할 수 있으며, 따라서 비결정적이다. 
각 경우를 차례로 확률 함수 ‘Pr( . )’로 표현할 수 있다.15) 

Pr((Ix & (T & W))   Y)
Pr((Ix & (~T & ~W)) Y)
Pr((Ix & (~T & W))  Y)
Pr((Ix & (T & ~W))  Y)

정적 원인 성향을 표현하기 위한 형식일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Kim 
2013, 김준성 2015, 2016a)의 다른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물론 반 사실

적 조건문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논쟁거리이다.   
15) 이들 반 사실적 조건으로 표현된 변수의 확률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는 통계적 추론의 연구 프로그램이다.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반 사실적 

관계에 대한 잠재적 결과(potential outcome) 모형이다. 자세한 논의는 

Morgan & Winship (2015)에서 참고할 수 있다. 여기서 반 사실적 관계는, 
철학에서 논의하는 인과에 대한 반 사실적 이론과는 다르며 구분되어야 한

다. 그 차이와 구분도 Morgan & Winship (2015)에서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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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확률을 차례로 다음과 같이 Ma, Mb, Mc, Md라 하자. 

Pr((Ix & (T & W))   Y) = Ma.
Pr((Ix & (~T & ~W)) Y) = Mb.
Pr((Ix & (~T & W))  Y) = Mc.
Pr((Ix & (T & ~W))  Y) = Md.

이들 4가지 확률을 다음과 같이 함수 < , >로 고려할 수 있다. 

<Ma, Mb, Mc, Md> 

각 M의 a, b, c, d는 다양한 확률 값에 대한 변수이고, 따라서 < , >
는 이들 확률 값에 대한 일반화이다. <Ma, Mb, Mc, Md>는 조절

(moderator) 변수로 고려할 수 있으며, 그 조절 변수를 Mj로 표현하

겠다. 조절 변수는, X에서 Y로의 방향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X가 

Y에 대해 갖는 원인 효과의 크기에 영향을 준다. 고염 음식 섭취 X의 

심장병 발생 Y에 대한 원인 효과는 반 사실적 조절 변수 Mj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 원인 효과는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또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Y에 대한 X의 원인 효과는, Y와 관련하여 

X가 Mj와 인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Mj

의 j가 Ma, Mb, Mc, Md를 대표하므로, X의 Y에 대한 원인 효과는, Y
와 관련하여 X가 Ma, Mb, Mc, Md 각각과 인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X에 대한 I의 개입을 전제하고 인과에 대한 확률 

이론을 따르면, X의 Y에 대한 원인 효과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

다. 

Pr(Y X & Mj)  >, = , < Pr(Y ~X & Mj) 

여기서 Pr(Y X & Mj)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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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Y X & Mj) 
= Pr(Ma X & Mj) Pr(Y X & Mj & Ma) 
+ Pr(Mb X & Mj) Pr(Y X & Mj & Mb)
+ Pr(Mc X & Mj) Pr(Y X & Mj & Mc)
+ Pr(Md X & Mj) Pr(Y X & Mj & Md).16)

X가 Mj와 인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X는 Y에 대해 긍

정적 원인 효과나 중립적 원인 효과 또는 부정적 원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Mj는 Y와 관련하여 X와 인과 상호작용 하는 조절 변수의 역

할을 한다. Mj를 함께 고려할 때 Y에 대한 (I의 조종을 받은) X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엄 하고 유의미하게 평가할 수 있다. 우드워드와 

스태텀이 보여준 것은 인과 상호작용 요인으로서 변수 Mj를 격리하

거나 무력하게 만든 상태에서의 Y에 대한 (I의 조종을 받은) X의 영

향이다. 그런 해명은, 기여 원인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그 임무에만 충실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필

자의 답은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이다. 인과는 우주 

내에 실재하는 수많은 관계의 망이다. 그런 인과의 관계망(causal net)
은 하나의 체계 전체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전체로서 인과 망에 

상대하여 원인 효과를 해명하거나 추정한다면, 인과 상호작용 변수 등 

혼재(교란) 변수들을 전제하고 이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때 유의미할 

수 있다. 
변수 Mj를 인과 모형 이론의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에 반

영할 수 있다. 우선, 구조방정식의 기본 형식은 다음과 같다. 

Y = f(x, ε) = αX + ε. 

Y는 결과로 추정되는 종속(dependent) 변수, X는 원인으로 추정되는 

독립(independent) 변수, ε는 오차항(error terms)으로 X와 독립적으로 

16) 이 관계는 조건부 확률에 대한 다음 관계에서 따라 나온다. 
Pr(B A) = Pr(C A) Pr(B C & A) + Pr(~C A) Pr(B ~C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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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포함한다. α는 X와 Y의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나 (회귀 분석에서) 회귀계수(regression 
coefficient)17)로, 구조방정식에서는 Y에 대한 X의 강도(strength, 
intensity)를 가리킨다. 구조방정식은 X에서 Y로의 경로에 대한 상관계

수(path coefficient)로 인과 강도를 평가한다. 
심장병 Y와 관련하여 고염 음식 섭취 Xm와 와인 마시기 Wn의 원

인 효과를 평가하는 데에 Xm과 Wn의 인과 상호작용을 포함한 구조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Ymnk = αmXm + βnWn + αmβnXmWn + εk. 

Xm, Wn 각각은 Y를 향한 모든 경로에서의 변수를 가리킨다. XmWn는 

이들 경로를 통한 두 변수의 인과 상호작용을 가리킨다. XmWn의 자리

에 인과 상호작용 변수를 대표하는 조절 변수 Mj가 위치할 수 있다. 
Mj를 포함한 구조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Ymnk = αmXm + βnWn + αmβn Mj + εk. 

고염 음식 섭취는 심장병의 긍정적(기여) 원인 효과를 가진다. 고염 

음식 섭취는 와인 마시기를 촉진하고 와인 마시기는 심장병을 막는 부

정적(억제) 원인 효과를 가진다. 고염 음식 섭취가 심장병의 기여 원인 

효과가 되는 것은 와인 마시기를 통한 경로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드워드가 주장하는 와인 마시기를 통한 우회 

경로의 어떤 값이란, 고염 음식 섭취에서 심장병으로 바로 연결된 경

로의 기여 원인 효과보다 크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드워드에게서 고

정된 어떤 값은 그런 함축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스태텀은 그 

일정한 값에 명시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심장병에 대한 고염 음식 

섭취의 기여 원인 효과가 상쇄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

17) Y에 대한 X의 회귀, 또는 Y가 X로 회귀한다는 것은, Y에 대한 X의 값들

이 평균으로 돌아간다는 것, 다시 말해, 평균과 이들 값의 차이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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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스태텀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어떤 값으로 구체화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이미 평가하였듯이 우드워드와 스태텀 모두의 태도는 그 어떤 

값에 대해 명료하지 않고 모호하다. 
사례 2의 인과 구조에 대한 필자의 해명을 다시 정리하여 보겠다. 

심장병과 관련하여 고염 음식 섭취는 와인 마시기를 통한 우회 경로의 

원인 효과와 인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우회 경로와의 인

과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고염 음식 섭취는 심장병

의 기여 원인이 될 수 있고, 중립적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또한 억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인과 구조에 대한 해명에서 필자가 앞서 제시한 

방식은, 인과 상호작용을 사실상 어떠한 인과 구조에서도 배제할 수 

없음을 전제할 때 원인 효과가 무엇이 될지를 보여준다. 필자의 방식

은, 처음에 보았던 개입 인과 이론에서 변수의 상대성에 따른 문제 그

리고 그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비롯될 또 다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스태텀이 제시한 페트병 물 마시기, 페트병에 화학 물질이 녹은 물 

마시기가 심장병에 인과로 연결된 경로들의 인과 구조를 보자. 실제로 

통상 (화학 물질이 없는) 페트병 물 마시기는 심장병의 기여 원인 효

과를 갖지 않는다. 그런데 화학 물질이 녹은 페트병 물 마시기는 심장

병의 기여 원인 효과를 갖는다. 화학 물질이 녹는 정도(농도)는 시스템 

변수이므로 그것의 값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관심은 

화학 물질이 녹은 페트병 물을 마시는 것이 심장병의 기여 원인이 됨

을 보려는 것이다. 화학 물질의 농도를 0으로 고정할 때, 그 페트병 물 

마시기는 심장병의 기여 원인이 되지 않는다. 페트병 물 마시기와 심

장병이란 두 변수만으로 이루어진 집합에 상대할 때, 페트병 물 마시

기는 심장병의 원인이 아닌 것이 된다. 놀랍게도, 스태텀은 이 사실이 

반 직관적이라 주장하였다. 이어서, 화학 물질의 농도를 0이 아닌 어떤 

값으로 고정할 때, 그 페트병 물 마시기는 심장병의 원인이 됨을 강조

한다. 
위 상황에서 페트병 물 마시기가 심장병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이 

‘반 직관적인’ 사실이 되려면, 페트병에는 항상 화학 물질이 있다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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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 화학 물질이 녹은 페트병 물이 심장병의 원인임을 우리가 보고자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전제는 우리의 인식(관심)의 

맥락에 의존적이다. 그런 전제를 하지 않았을 때 페트병 물마시기가 

심장병의 원인이 아닌 것은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이미 앞에서 

필자가 논의하였듯이 배경 조건 변수와 시스템 변수의 구분, 활성화 

시스템 변수와 비활성화 시스템 변수의 구분은 맥락 의존적이다. 또 

다른 상황에서 페트병 물 마시기는 우드워드의 이론에 대한 논의를 포

함하여 인과에 대한 논의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스태텀의 주

장들의 문제는, 특정 상황에서 어떤 변수가 기여 원인이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함이, 우드워드의 우회 경로에 대한 느슨함에 있고, 따라서 

변수 상대성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 데에 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인과

적 설명 등 인식적 상황(맥락)을 전제할 때에만 유의미할 뿐이다. 객관

적인 인과 구조를 해명하는 데에 있어서 그 주장은 무의미하다. 
페트병 물 마시기, 화학물질의 농도, 심장병의 경우에 필자가 제시

한 인과 상호작용으로 그 경우의 인과 구조를 해명할 수 있다. 페트 

병 물 마시기는 심장병의 원인이 아니다. 그러나 페트병의 페트 플라

스틱의 화학 물질이 물에 녹는 경우에 그리고 그 녹는 정도(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 페트 병 물 마시기는 심장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 경로가 있다. 페트 병 물 마시기에서 심장이 정

상적으로 작동하는 경로와 페트 병 물 마시기에서 화학 물질이 물에 

녹는 것으로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로이다. 심장병과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반 사실적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페트 병 물 마시기에 대한 개입이 있는데 물 상태가 정상이고 

물에 화학 물질이 녹지 않았다면, 심장병이 있었을 것이다.  
페트 병 물 마시기에 대한 개입이 있는데 물 상태가 정상이고 

물에 화학 물질이 녹았다면, 심장병이 있었을 것이다. 
페트 병 물 마시기에 대한 개입이 있는데 물 상태가 비정상이

지만 물에 화학 물질이 녹았다면, 심장병이 있었을 것이다.
페트 병 물 마시기에 대한 개입이 있는데 물 상태가 비정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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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물에 화학 물질이 녹지 않았다면, 심장병이 있었을 것이

다.

이들 경우에 대한 이후 과정은, 앞서 이미 보았던 심장병에 대한 고염 

음식 섭취에서 와인 마시기와의 인과 상호작용에서처럼 보여줄 수 있

다. 

7. 나가는 말

커피는 건강에 좋은 것인가, 아니면 해로운 것인가? 어떤 경우에는 좋

은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또는 평

균적으로 커피는 건강에 좋은 것인가, 아니면 해로운 것인가? 우드워

드와 스태텀이 보여주는 개입 인과 이론은 우회 경로의 변수, 다시 말

해, 원인으로서 독립 변수에 대하여 의도하는 추정을 혼란스럽게 만들 

혼재(confoundinig) 변수의 영향을 0이나 매우 약화하여, 결과로서 의

존 변수에 대한 독립 변수의 원인 효과가 단조적임을 보여주는 것이

다. 그러나 실제 세계에서 교란, 또는 혼재 변수는 배제할 수 없으며, 
독립 변수의 원인 효과에 현저하게 영향을 줄 혼재 변수의 효과는 전

제되어야만 한다. 그 전제 하에서 개입자로 의존 변수에 대한 독립 변

수의 원인 효과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 

추정이 실제 세계에서 원인 효과에 대한 유의미한 추정이 될 수 있다. 
앞에서 필자가 제시한 인과 상호작용에 관한 반 사실적 조절 변수는 

그와 같은 추정이나 해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현재 존재하지는 않지만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가설적 변수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다. 둘째, 실제 세계에서 많은 인과 변수들은, 특별히 사

회 과학이 다루는 변수들은 실험(통제나 간섭)이 불가능한 비실험적

(non-experimental) 요인들이다. 이들 요인을 반 사실적 요인으로 고려

하여 평가하는 데에 유용할 수 있다.18) 우드워드와 스태텀의 방식은 

제한된 방식이고 한 가지 측면만을 고려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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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통합된 방식이지만 다수의 여러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방식으

로, 우드워드와 스태텀이 보여주는 것뿐 (인과상호 작용으로서 조절 

변수의 값을 0으로 만들면 됨) 아니라 그 이상을 보여준다. 우드워드

와 스태텀의 방식이 개입자로 인과 개념을 해명하는 개념적, 형이상적 

분석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제시하

는 방식은 이들이 의도하는 인과 개념에 대한 개념적, 형이상학적 해

명뿐 아니라 통계적 추정이나 검정에도 수월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18) 반 사실적 조건을 이용한 통계적 방법에서 인과 추론의 성과와 과제는 

Morgan & Winship (20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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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iticism of the Intervention Theories of 
Causation and Estimating Causal Significance of 

a Variable for another Variable in terms of 
Counterfactual Moderator Variables for Causal 

Interaction 

In this paper, I first critically examine the debate on the intervention 
theory of causation and another intervention theory of causation that 
articulates the first theory. Secondly, I show that causal structure is 
explicated and estimated in terms of counterfactual moderator 
variables for causal interaction. The paper consists of four parts. First, 
I examine Strevens’(2007, 2008) criticism of Woodward’s(2005) 
intervention theory of causation. In particular, I examine the problem 
that causal significance of a variable for another variable is different, 
depending on what variables we are considering. I also examine the 
problem with the intervention theory of causation due to monotonicty. 
Second, I introduce Statham’s(2018) analysis of and his criticism of 
Woodward’s theory(2005, 2008, 2009) and critically examine 
Statham’s intervention theory of causation that is intended to 
articulate Woodward’s theory. In particular, I criticize Statham’s 
distinction between background variables and system variables. Third, 
I argue that Woodward’s theory and Statham’s theory both do not 
fully explicate multiple causal significance of a variable for another 
variable that matters in the world of causal network. Finally, 
assuming confounding variables, I explicate and estimate multiple 
causal significance of a variable for another variable in term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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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erfactual moderator variables for causal interaction. 

Keywords: causal significance, causal interaction, counterfactual 
conditionals, intervention, manipulation, moderator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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