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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적 유관성과 반사실적 의존성*

1)

한 성 일**

선우환 교수는 최근 그의 책에서 설명적 유관성에 대한 반사실적 의존성 분

석을 제안한다. 선우환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반사실적 의존성은 설명적 유

관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며 충분조건이다. 선점 사례와 형이상학적 설명 사례

는 각각 이 두 주장에 대한 잠재적 반례가 된다. 선우환 교수는 언어적 직관

을 세심히 선별하고 기존 가능세계 이론의 틀을 수정함으로써 두 잠재적 반

례가 그의 분석에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보이려 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두 잠

재적 위협으로부터 반사실적 의존성 분석을 옹호하려는 선우환 교수의 대응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대응이 성공적이지 않음을 논증한다. 

【주요어】설명적 유관성, 반사실적 의존성, 선점, 형이상학적 설명, 선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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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적 유관성에 대한 반사실 의존성 분석 

Q가 참이다. 그런데, 왜 Q인가? 이에 대한 적합한 답변은 <때문에> 

진술의 형식을 띤다: P 때문에 Q이다. 왜 Q인가란 물음은 Q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물음이다. <때문에> 진술은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이

다. <때문에> 진술에서 언급된 P는 Q를 설명하는 것으로 의도된 것이

다.1) 그러면 <때문에> 진술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때문에> 

진술은 설명항에 해당하는 진술과 피설명항에 해당하는 진술이 모두 

참일 경우에 성립하지만, 이는 물론 최소한의 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P’, P’‘ 등과 달리 Q가 P 때문인 것은 무엇 덕분인가? P 때문에 Q일 

경우 P가 Q에 설명적으로 유관하다고 하자. 그러면 P와 Q 사이에 성

립하는 설명적 유관성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답하는 

것이 설명 이론의 주요 과제이다. 

최근 선우환(2020)에서, 선우환 교수(이하, 선우환)는 20세기 이후 

분석철학의 전통에서 전개된 설명 이론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고찰을 통해 기존 이론들을 비판하고 설명 이론의 과제에 대한 고유한 

답변을 제안한다. 설명적 유관성이란 무엇인가? 선우환에 의하면, 이에 

대한 답변은 'P 때문에 Q이다'의 진리조건을 찾음으로써 제공될 수 있

다. 선우환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P와 Q가 참임은 전제할 때) P 때

문에 Q일 경우 오직 그 경우 ~P였더라면, ~Q였을 것이다. ~P였더라

면, ~Q였을 것이라는 것은, 반사실 조건문에 대한 표준적 의미론을 따

라2), P가 성립하지 않는 세계들 가운데 Q가 성립하지 않는 어떤 가능

세계가 Q가 성립하는 모든 가능세계보다 현실에 가깝다는 것이다. 편

1) 선우환은 <설명> 진술과 <때문에> 진술을 구분한다. 선우환의 구분은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맥락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 구분에 대한 논의는 중

요하지 않다. 필자는 여기서 '설명'과 '때문에'를 함께 병행해 사용할 것인데 

이는 모두 선우환이 '때문에'로 의미한 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때때로 필자는 P 때문에 Q일 경우 P가 Q를 설명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P

가 Q와 설명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기도 할 것이다. 

2) Stalnaker (1968); Lewis (197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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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위해, ~P였더라면, ~Q였을 것이란 반사실 조건문이 참일 때, Q

가 P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한다고 하자. 선우환의 제안은 설명적 유관

성은 반사실적 의존성이라는 것이다. 

선우환의 설명에 대한 '반사실적 의존성 분석'이 옳다면, (I) 반사실

적 의존성은 <때문에> 사실 성립에 필요하고; (II) 반사실적 의존성은 

<때문에> 사실 성립에 충분하다. 하지만, (I)과 (II)는 모두 잠재적 위

험에 노출되어 있다. 인과에 대한 논의에서 많은 주목을 받은 선점 사

례는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지만 결과 사건이 원인 사건에 반

사실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과에서의 선점 사례

를 조금 변형한다면, 이는 (I)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된다. 다른 한편,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형이상학적 설명의 사례는 서로 필연적으

로 동치인 사실들 가운데 한 사실이 다른 사실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필연적으로 동치인 사실들 사이엔 반사실적 의존성이 사소하

게 성립한다는 관찰을 한다면, 이는 (II)에 대한 반례가 될 여지가 있

다. 선우환의 제안이 성공적이려면 선우환은 선점 문제와 형이상학적 

설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선우환은 자신의 분석에 대한 이러한 잠재적 위협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선점 사례와 형이상학적 설명 사례를 면밀히 고찰하여 겉보기와 

달리 이 사례들이 사실 (I), (II)에 대한 반례가 되지 못함을 논증한다. 

이 글에서 필자의 관심은 이 두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분석을 옹호하려

는 선우환의 시도가 성공적인가이다. 선우환은 관련 진술들에 대한 언

어적 직관의 세심한 차이를 선별하고 아울러 반사실적 조건문에 대한 

의미론에서 전제되고 있는 가능세계에 대한 이해와 세계간 근접성 원

리를 과감히 수정하는 등 세련되고 흥미로운 생각들을 발전시킴으로써 

자신의 분석을 옹호한다. 필자는 선우환의 이런 작업이 이뤄낸 성과는 

그 자체로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선우환의 옹호가 현재 상태

로는 성공적이라 하기에 미흡하다 생각한다. 이를 보이는 것이 필자의 

목적이다.

다음 두 절에서 차례대로 필자는 선우환의 분석에 제기되는 선점 문

제와 형이상학적 설명 문제에 대한 선우환의 대응을 자세히 살펴 보고 



한 성 일130

선우환의 대응이 현재 상태로는 성공적이라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을 

논증할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의 주된 관심은 반사실적 의존성이 설

명을 위해 필요하고 충분하다는 선우환의 주장이 문제적이라는 것을 

곤고히 하는 데에 있지만, 필자는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에서 선우환

의 제안에 다소 회의적이다. 마지막 절에서 필자는 설명적 유관성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선우환의 기획의 일반적 성격을 드

러내고, 필자가 그 기획에 대해 가지는 우려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우

환이 고려하고 있지 않은 다른 (어쩌면 더 나은) 접근이 무엇인지 설

명하겠다. 이는 앞선 절에서 선우환의 옹호에 대해 필자가 전개한 비

판의 토대를 드러내 주면서 동시에 이후 관련 논의의 지형을 설립하는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 

2. 반사실적 의존성 분석에 대한 선점 문제 

명사수 김씨와 명사수 이씨가 박씨의 심장을 향해 저격한다. 김씨의 

총알이 이씨의 총알보다 조금 일찍 박씨의 심장에 당도해 심장을 관통

하고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 이 경우 우리는 다음이 참이라 생각

한다: 

(1) 김씨의 총알 발사가 박씨 심장 파열의 원인이다. 

이와 같은 (늦은) 선점 사례가 루이스의 견해로 대표되는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의존성 분석에 치명적 위협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3)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의존성 분석에 의하면, (1)은 박씨 심장 파열 사

건이 김씨의 총알 발사 사건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함을 (혹은 그런 의

존의 사슬이 존재함을) 함축한다. 하지만 이런 함축은 참이 아니다. 김

씨의 총알 발사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씨의 총알의 발사 사건에 의

해 박씨 심장의 파열이 발생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인과에 대한 루이스의 반사실적 의존성 분석은 Lewis (1973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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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선점의 경우는 <때문에>를 반사실적 의

존성으로 분석하는 선우환의 견해에도 다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

처럼 보인다. 위 사례에서 (1)이 참이라면 우리는 다음 역시 참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2) 김씨의 총알이 발사되었기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 

하지만, 선우환의 분석은 이런 생각과 충돌한다. 김씨의 총알이 발사되

지 않았더라도 이씨의 총알이 박씨 심장을 관통하여 박씨 심장을 파열

시켰을 것이다. 즉, 박씨 심장이 파열되었다는 사실은 김씨의 총알이 

발사되었다는 사실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우환

의 분석에 의하면, 박씨의 심장이 파열된 것은 김씨의 총알이 발사되

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는 선우환의 분석에 대한 직접적인 반례가 되

지 않는가? 선우환의 제안이 성공하려면 선우환은 이에 적합하게 답해

야 한다. 이것이 그가 직면하고 있는 선점 문제이다.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의존성 분석에 제기된 선점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결책이 제안된 바 있다.4) 만약 이러한 해결책이 성공적이라

면 선우환은 그 해결책에 기대어 그의 분석에 대한 선점 문제의 해결

책을 모색해 볼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기존 해결책이 성공적인지

는 매우 논쟁적이다. 사실 필자는 그 해결책은 별반 설득력이 없이 문

제의 핵심을 비껴갈 뿐이라 생각한다. 선우환 역시 이에 의견을 같이 

한다. 그는 선점 문제는 정말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의존성 분석의 반

례가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의 논점은 선점 문제가 <때문에>에 대

한 자신의 분석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 선우환은 왜 

선점 사례가 그의 분석에 반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선점 문제가 지니는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짧은 지면을 할애해, 

선우환은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pp. 141-3). 선점 문제는 (2)가 참이란 

직관에서 출발한다. 선점 문제에 대한 선우환의 답변은 이 직관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다. 선우환은 사실 (2)가 참이라 할 분명한 직관이 없다고 

4) 루이스 자신의 대응으로는 Lewis (1986),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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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선우환에 의하면, 이 사례에서 분명한 직관을 가지고 참인 것

으로 간주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2)가 아니라 다음이다: 

(3) 김씨와 이씨 중 최소한 한 사람의 총알이 발사되었기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 

물론 (3)은 그의 분석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 박씨 심장이 파열

되었단 사실은 김씨와 이씨 중 최소한 한 사람의 총알이 발사되었다는 

사실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우환은 (2)가 참이

라는 데에 분명한 직관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는 (2)가 참이 아니라는 직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씨의 총알

이 발사되지 않았더라도 박씨의 심장은 어차피 파열되었을 것이라 생

각한다는 점을 살펴본다면 말이다. 

선우환의 대응은 성공적인가? 필자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같다. 

선우환의 대응에 대한 필자의 비판적 논의를 보다 분명하게 전개하려

면, 선점 문제에 대한 선우환의 대응이 담고 있는 주장을 구분하여 검

토하는 것이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그의 대응은 다음 세 주장으로 구

성된다: 

(i) (2)가 참이란 직관이 없거나 희박하다. 

(ii) 이 사례에서 분명하게 직관의 지지를 받는 것은 (2)가 아니라 

(3)이다. 

(iii) (2)가 거짓이란 직관이 있다. 

이제 필자는 (i), (ii), (iii)을 차례대로 검토하고 이들 모두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논증하겠다.

먼저 (i)을 보자. (i)에 의하면, (2)가 참이란 직관은 사실상 없다. 하

지만 정말 그런가? 박씨의 심장이 파열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물론 

이에 대한 답변으로 다른 언급 없이 (2)를 제시하는 것은 다소 적합하

지 않은 측면이 있다. 우리는 이 사례에서 박씨의 심장이 명사수 김씨

의 저격 행위에 의해 파열되었다는 것을 안다. 김씨의 격발은 김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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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도적 행위의 목적(박씨의 심장을 총알로 관통시킴)을 성취하는 

데에 인과적 수단으로 기여하고 있고, 박씨의 심장이 파열된 것은 일

차적으로 김씨의 저격 행위가 성공해서 격발된 총알이 박씨의 심장을 

관통했기 때문이다. 이를 드러내지 않고서 단지 김씨의 총알이 발사되

었기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오도적이

다. 그런 발화는 의도적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적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우연하게 전개된 인과적 연쇄에 의해 박씨의 심장이 파열된 

것임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2)가 참이란 직관을 훼손

하거나 약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고려가 드러내는 바는 김씨의 

저격 행위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는 일차적 설명 하에서 

(2)가 참이라는 것일 뿐이다. 김씨 총알의 발사가 김씨의 저격 행위의 

인과적 수단으로 실제 작용한 이상 (2)가 참이란 것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

해당 사례에서 (2)의 발화가 (그 자체로는) 적합하지 않을지라도 거

짓인 것은 아니란 점은 해당 사례를 조금 변경해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박씨를 저격할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김씨와 이씨가 

그들의 총을 선반 위에 올려 두었는데 각각 그들이 키우는 고양이가 

선반 위를 오를 때 총이 떨어져 총알이 발사되었다고 하자. 그리고 우

연히도 두 총알은 박씨의 심장을 향해 날아갔고, 김씨의 총알이 조금 

더 일찍 도착해 박씨의 심장을 관통했다고 하자. 이러한 '비의도적' 선

점 사례는 원래 사례와 동등하게 선우환의 분석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된다. 그런데 이 경우 일차적으로 김씨의 총알이 발사되었기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는 것이 참이라는 데에 우리는 분명한 직관

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왜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는가? (2)는 이에 

대한 적합한 답변이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2)가 참인지에 대한 직관이 분명하지 않다

고 생각된다면 (2) 대신에 다음을 통해 선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4) 김씨가 저격한 총알이 박씨 심장을 관통했기 때문에 (김씨의 

저격이 성공했기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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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4)가 참이라면, 이는 선우환의 분석의 반례가 된다. 김씨의 저격

이 성공하지 않았더라도 박씨의 심장은 이씨의 저격에 의해 파열되었

을 것이기 때문에, 선우환의 분석은 (4)가 거짓임을 함축한다. 하지만, 

우리는 (4)가 참이란 것에 대한 분명한 직관을 가지고 있다. 반사실적 

의존성 분석을 미리 가정하지 않는다면 (4)가 참임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 이 선점 사례는 선우환의 분석에 위협으로 남아 있다. 

이제 (ii)를 보자. 선우환에 의하면, 해당 사례에서 우리는 (3)이 참

이라는 직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2)가 참이라는 직관을 가지고 있

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엔, 선우환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

다. 해당 사례에서 (3)은 참인가? 물론 그렇다. 이 점에 있어선 선우환

의 주장이 옳다. 하지만, 선우환이 주장하는 바는 단지 (3)이 참이라는 

것만이 아니다. 김씨의 총알이 발사되지 않았더라도 박씨의 심장이 파

열되었을 것이고 이씨의 총알이 발사되지 않았더라도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을 것이다. 선우환의 분석에 의하면, 이는 박씨의 심장이 파열

된 것은 김씨의 총알이 발사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이씨의 총알이 발사

되었기 때문도 아니다. 따라서, 선우환의 주장은 결국 박씨의 심장이 

파열된 것은 김씨의 총알이 발사되었기 때문도 이씨의 총알이 발사되

었기 때문도 아니지만 둘 중 최소한 한 사람의 총알이 발사되었다는 

선언 사실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필자에겐 이런 주장이 참이란 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

려 이 주장은 다소 직관적으로 분명하게 참이 아니다. 왜 R인가? 이에 

대해 'P 또는 Q 때문에 R이다'란 답변은 참일 수 있는가? 물론 그렇다. 

왜냐하면, 우리는 'P 때문에 R이다'가 참이거나 'Q 때문에 R이다'가 참

이란 것은 분명히 알면서 전자가 성립하는지 혹은 후자가 성립하는지 

혹은 둘 모두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P 

또는 Q 때문에 R이다'란 답변과 함께 'P 때문에 R이다'가 거짓이고 'Q 

때문에 R이다'도 거짓이라고 덧붙인다면 우리는 그의 주장이 잘못되었

다고 생각하거나 최소한 그것이 참이란 분명한 직관을 가지지 않는다. 

두 선언지 사실 모두가 해당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선언지

들의 선언 사실이 해당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가? 어떤 특수한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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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양자 현상이 결부된) 경우엔, 두 선언지 사실들이 모두 해당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면서 선언 사실이 해당 사실을 설명할 가능성이 없지 않

을지 모른다. 하지만, 분명 우리는 그런 예외적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2) 대신에 (4)에 주목하여 선점 문제를 제기한다면 (ii)와 같

은 답변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선점 문제가 (2)가 아니라 

(4)를 통해 제기되었다고 하자. 선우환이 (ii)의 노선에서 우리가 분명

히 참이란 직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4)가 아니라 다음이라고 주장한

다고 해보자: 

(5) 김씨의 총알과 이씨의 총알 중 최소한 하나의 총알이 박씨의 

심장을 관통했기 때문에 (김씨의 저격과 이씨의 저격 중 최소

한 하나가 성공했기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 

먼저 (5)가 말하는 바를 분명히 하기 위해 몇 가지 약정적 표기를 도

입하는 것이 좋겠다. 문장 S에 대해 그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를 <S>

라 하고, <S>가 참일 때 S란 사실을 [S]라고 표기하도록 하자. (5)는 

한 선언사실이 박씨의 심장이 파열된 사실을 설명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씨의 총알이 박씨의 심장을 관통했다> 또는 <이씨의 총알이 박씨

의 심장을 관통했다>]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 여기서 주목

할 것은 <이씨의 총알이 박씨의 심장을 관통했다>는 거짓이란 점이다: 

이씨의 심장은 늦게 도착해 박씨의 심장을 관통하지 못했다. 사정이 

이렇다면, 우리는 (5)로부터 다음을 추론할 수 있다: [김씨의 총알이 

박씨의 심장을 관통했다]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 그런데, 

이는 결국 (4)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우환은 우리가 분명히 참이란 직

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4)가 아니라 (5)라고 주장할 수 없다. 

선우환이 우리가 분명히 참이란 직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2)가 아

니라 (3)이라고 주장할 때와 달리, 그가 우리가 분명히 참이란 직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4)가 아니라 (5)라고 주장하기 힘든 것은 두 경우 

사이에 발견되는 중요한 차이에 비롯한다. (3)이 말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김씨의 총알이 발사되었다> 또는 <이씨의 총알이 발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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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 그런데, <김씨의 총알이 발사

되었다>와 <이씨의 총알이 발사되었다>는 모두 참이다. 즉, (3)이 말

하는 바는 결국 두 참인 명제를 선언지로 가지는 선언사실 때문에 박

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는 것이다. 이 경우 (3)으로부터 한 선언지 명

제의 사실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는 주장을 추론할 수는 없

다. 왜냐하면, 다른 선언지 명제의 사실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

었을 가능성이 남아 있으니 말이다. 반면에, (5)는 참인 선언지 명제와 

거짓인 선언지 명제를 두 선언지로 가지는 선언사실 때문에 박씨의 심

장이 파열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5)로부터 우리는 참인 선

언지 명제의 사실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

다. 다른 선언지 명제는 거짓이므로, 다른 선언지 명제의 사실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5)가 참

이라면, 김씨의 총알이 박씨의 심장을 관통했기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는 것, 즉 (4)의 참이 추론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만약 (2) 대신에 (4)를 바탕으로 선점 문

제를 제기한다면, 우리가 그에 대해 분명히 참이란 직관을 가지고 있

는 것은 (2)가 아니라 (3)이라고 말할 수 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

리가 그에 대해 분명히 참이란 직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4)가 아니라 

(5)라고 말하기 힘들다. 이는 (ii)의 노선에서 선점 문제에 대응하려는 

선우환의 시도가 그럴 듯한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고려하고 있

는 선점 사례의 특수성에서 비롯한 것일 뿐, 그 시도가 선점 사례 일

반이 그의 분석에 제기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이 아님

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마지막으로 (iii)을 보도록 하자. 선우환은 (우리가 (2)가 참이

란 직관을 가지고 있기는커녕) 우리에게 (2)가 거짓이란 직관이 있다

고 주장한다. 그는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가? 그는 다음과 같

이 말한다: 김씨의 총알이 발사되지 않았더라도 박씨의 심장은 어차피 

파열되었을 것이므로 '김씨의 총알이 발사되었기 때문에 박씨의 심장

이 파열되었다'는 것은 참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p. 141). 선우환이 이런 짧은 진술을 통해 말하려는 바를 정확하고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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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하지만, 아마도 그의 생각은 

다음의 추론으로 이해될 수 있다:

(P1) 우리는 김씨의 총알이 발사되지 않았더라도 박씨의 심장은 

어차피 파열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C) 따라서, 우리는 '김씨의 총알이 발사되었기 때문에 박씨의 심

장이 파열되었다'가 참이 아니라 판단한다.5) 

이제 이 추론을 검토해 보자. 분명 (P1)은 참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

런데 (P1)에서 (C)로 결론짓는 근거는 무엇인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현재 논의 맥락에서 선우환이 다음을 (P1)에서 (C)로의 추론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P2) (P1)이 참이면, 우리는 '김씨의 총알이 발사되지 않았더라면, 

박씨의 심장은 파열되지 않았을 것이다'가 참이 아니라고 생

각한다. 

(P3) 우리가 '김씨의 총알이 발사되지 않았더라면, 박씨의 심장은 

파열되지 않았을 것이다'가 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는 '김씨의 총알이 발사되었기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

었다'가 참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현재 논의 맥락에서 선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선우환의 반사실적 

의존성 분석이 (2)가 참이라는 우리의 직관과 상충한다는 점에서 이 분

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그는 '김씨의 총알이 발사되지 않

았더라면,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지 않았을 것이다'가 참이 아니지만, 해

당 분석이 함축하는 것과 달리, 분명 우리는 직관적으로 '김씨의 총알이 

발사되었기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가 참이라고 생각한다는 

5) 한 가지 다른 해석은 이렇다: (A') 김씨의 총알이 발사되지 않았더라도 어

차피 박씨의 심장은 파열되었을 것이다; (B') 따라서, '김씨의 총알이 발사

되었기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가 참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 맥

락에서 선우환의 목적이 우리가 (2)를 거짓으로 간주하는 직관을 가지고 있

음을 보이려는 것임을 상기하면, 그의 주장은 (A')-(B')가 아니라 (A)-(B)로 

더 잘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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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다시 말해, 반대자는 정확히 (P3)이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

이다. 따라서, 현재 맥락에서, (P3)에 근거해 선점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은 적합한 대응이 될 수 없다. (P3)에 입각해 이 반대에 대응하는 것은 

논점을 선취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반대자의 직관이 틀렸다고 자신의 입

장을 단순히 재서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어 버리니 말이다. 

현재 맥락에서 선우환이 (P1)에서 (C)로 추론하는 근거는 (P2)-(P3)이

라 보기 어렵다. 그럼, 선우환은 어떤 이유에서 (P1)에서 (C)를 추론하

는가? 선우환이 가지고 있는 가능한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히 파악하기

는 쉬운 일이 아니다. 선우환은 이와 관련해 앞선 인용한 한 문장을 제

시하고 있을 뿐 별다른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선우환의 편에서 그가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최선의 근거를 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선점 사례에서 

박씨의 심장은 파열되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관심은 박씨의 심장이 

파열된 사실이 (이를 '피설명 사실'이라 부르자) 무엇 때문인가 하는 점

이다. (P1)에 대한 한 가지 독해는 이렇다: (P1*) 우리는 김씨의 총알이 

발사되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피설명 사실이 성립했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만약 선우환이 (P1)으로 (P1*)를 의미한 것이었다면, 선우환이 

(P1)으로부터 (C)를 이끌어 내는 데에 그가 결국 반사실적 의존성 분석

에 기대고 있다는 것 이외에 달리 생각할 길이 없어 보인다. 

(P1)을 통해 (C)를 이끌어 낼 때 선우환이 염두에 두고 있던 것은 어

쩌면 (P1*)가 아닐지 모른다. 피설명 사실은 어떻게 개별화되는가? 피설

명 사실은 본질적으로 박씨의 심장에 관한 사실이면서 심장의 파열이란 

사건 유형을 포함할 것이다. 그럼, 현실 상황과 조금 달라서, 실제로 박

씨 심장의 파열이 진행되었던 시공간과 다른 시공간에서, 혹은 실제로 

박씨 심장의 파열이 진행되었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해당 피설명 사실이 성립한 것인가? 아니

면 그건 해당 피설명 사실과 유사한 사실이지만 다른 사실인가? 이는 

피설명 사실에 대한 설명 사실을 밝히는 맥락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어쩌면 (P1)은 다음과 같이 이 사안과 독립적인 판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P1**) 우리는 김씨의 총알이 발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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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더라도 박씨의 심장이 어차피 파열되었을 것이라고, 반사실적 상황

에서의 그 사실이 피설명 사실이건 아니건, 생각한다. 

선우환이 (P1)으로 의도한 바가 (P1**)라면, (P1)에서 (C)로 가는 선

우환의 추론은 우리가 ‘어차피-원리’라 부를 수 있는 다음의 원리에 기

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어차피) 만약 김씨의 총알이 발사되지 않았더라도 박씨의 심장이 

어차피 파열되었더라면 (그 사실이 피설명 사실과 동일하건 아니

건), 우리는 피설명 사실이 김씨의 총알이 발사되었기 때문이라 생

각하지 않는다. 

김씨의 총알이 발사되지 않았더라도 박씨의 심장은 어차피 파열되었을 

것이다. 설사 반사실적 상황에서 박씨의 심장이 파열된 사실은 엄밀히 

말해 피설명 사실과 동일한 사실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차피)에 의하

면, 이는 우리가 피설명 사실이 김씨의 총알이 발사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하지 않음을 드러낸다. 만약 어차피-원리가 참이라면, (P1)으로부

터 선우환은 (C)를 정당하게 이끌어 낼 수 있다. 

선우환의 대응의 성공 여부는 어차피-원리가 참인가에 달려 있다. 

그러면, 어차피-원리가 참이라 생각할 좋은 이유가 있는가? 필자가 보

기엔, 그렇지 않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차피-원리는 우리의 직관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어떤 가능 세계에선, 사람이 죽을 때 항

상 (자연사의 경우에도) 심장이 파열된다고 하자. 이 세계에서 이씨는 

박씨의 심장을 저격하지 않았다. 다만, 김씨가 저격하여 그의 총알이 

박씨의 심장을 관통했고, 결국 박씨의 심장은 파열되었다. 이 경우 피

설명 사실, 즉 박씨의 심장이 파열된 것은 분명 김씨의 총알이 박씨의 

심장을 관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어차피-원리와 상충한다. 김씨

의 총알이 발사되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박씨의 심장은 파열되었을 것

이다. 그가 평화롭게 살다 죽더라도 어차피 종국에 그의 심장이 파열

될 것이니 말이다. 어차피-원리에 의하면, 이는 피설명 사실, 즉 박씨

의 심장이 파열된 것이 김씨가 총알을 발사했기 때문이 아님을 함축한

다. 이는 우리의 분명한 직관과 상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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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선우환이 다음과 같이 어차피-원리를 제한하여 이런 반례를 피

하면서도 원래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을까?: 

(어차피*) 만약 김씨의 총알이 발사되지 않았더라도 박씨의 심장

이 어차피 유사한 방식으로 파열되었더라면 (그 사실이 피설명 

사실과 동일하건 말건), 우리는 피설명 사실이 김씨의 총알이 발사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앞선 사례에서 박씨의 심장이 파열된 것은 총상에 의한 것이다. 반면 

김씨의 저격이 없었더라도 박씨의 심장은 파열되었을 것이긴 하지만 

그 심장 파열이 총상에 의한 것이었다는 건 아니다. 따라서, (어차피*)

가 참이라 하더라도, (어차피*)는 김씨의 저격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는 것과 양립한다. 

하지만, (어차피*)도 여전히 같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어떤 가능

세계에선 모든 사람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심장을 저격 당해 심장이 파

열되어 죽는다고 하자. 김씨가 저격해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 이 

경우 김씨의 저격이 없었더라도 어차피 박씨의 심장은 (언젠가 누군가

에 의한) 총상으로 인해 파열되었을 것이다. (어차피*)에 의하면, 이는 

우리가 박씨의 심장이 파열된 것이 김씨의 격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축한다. 하지만, 이는 분명 거짓이다. 

만약 어차피-원리를 다음과 같이 더 제한한다면 도움이 되는가?: 

(어차피**) 만약 김씨의 총알이 발사되지 않았더라도 김씨의 저격과 

동시에 진행 중이던 어떤 저격이 진행되고 있었어서 어차피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더라면 (그 사실이 피설명 사실과 동일하건 말건), 우리

는 피설명 사실이 김씨의 총알이 발사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원래 선점 사례에서 김씨의 저격과 이씨의 저격이 함께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김씨의 저격이 아니었더라도 이씨의 저격으로 인해 박씨

의 심장은 파열되었을 것이다. (어차피**)에 의하면, 이는 김씨의 저격

이 있었기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된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반면, 

(어차피**)은 바로 위 문단에서 다룬 변형 사례의 직관적 판단과 충돌



설명적 유관성과 반사실적 의존성 141

하지 않는다. 변형 사례에서 김씨의 저격이 없었더라도 박씨의 심장은 

누군가의 저격으로 인해 파열되었을 것이나, 김씨의 저격이 발생했을 

때 다른 누군가의 저격이 이미 진행 중이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미 진

행 중이던 누군가의 저격에 의한 총상으로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어차피**)는 김씨의 저격 때문에 박씨의 심장

이 파열되었다는 것과 양립할 수 있다. 

하지만, 어차피-원리를 (어차피**)와 같이 제한한다고 해도 이는 근

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원래 선점 사례에서처럼 김씨의 저격이 

있을 때 이씨의 저격도 이뤄졌다고 하자. 다만 이씨의 총알은 김씨의 

총알이 박씨 심장에 닿은 이후 그 공간에 1시간 이후에야 도착할 정도

로 속도가 느리고, 박씨는 현재 하루 종일 몸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 

하자. (총알의 속도가 그렇게 느린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속

도는 현실 상황과 같게 하고 대신 이씨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다고 

가정해도 좋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김씨의 총알이 박씨의 심장을 관

통해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 이 경우 분명 김씨의 총알이 박씨의 

심장을 관통했기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 하지만 (어차피**)

는 이에 상충한다. 왜냐하면, 김씨의 저격이 진행될 때 이미 이씨의 저

격 역시 진행되었고, 만약 김씨의 저격이 아니었더라도 어차피 이씨의 

저격으로 인한 총상으로 박씨의 심장은 파열되었을 것이니 말이다. 

(어차피**)에 의하면, 이는 우리가 김씨의 저격 때문에 박씨 심장이 파

열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음을 함축한다. 

이에 대해 이 사례는 사실상 원래 선점 사례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고, 따라서 어차피 원리 (어차피**)가 함축하는 바대로 박씨의 심장

이 파열된 것이 김씨의 저격이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대응할 수 

있는가? 이러한 대응이 불가능한 건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김씨의 총

알이 박씨의 심장을 관통하고 한 시간이나 지난 후에 박씨가 쓰러진 

허공을 지나간 이씨의 총알이 있었다는 사실이 김씨의 총알이 박씨의 

심장을 관통했기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근

거가 된다고 생각하긴 어렵다. 설사 그 이씨의 총알이 김씨의 저격이 

성공하지 않았을 반사실적 상황에선 박씨의 심장을 관통했을 것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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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그럼, 이에 대해 김씨의 총알이 박씨의 

심장을 관통했기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는 판단과 양립할 

수 있도록 어차피-원리를 더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글쎄, 이게 불가능하진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왜 하필 그런 방식대

로 어차피-원리를 제한하는가? 이런 제한이 반례를 피하기 위한 임시 

방편적 대응이 아니려면 그 제한의 원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렇

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필자는 그 이유가 무엇일지 상상하기 

어렵다. 

필자가 보기엔 이상의 고려는 어차피-원리의 정식화에 문제가 있음

을 드러낸다기 보다는 어차피-원리 일반이 기대고 있는 생각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는 선점 사례에서 피설명 사실, 즉 박씨

의 심장이 파열된 것은 무엇 때문인지 판단하고자 한다. 피설명 사실

을 설명하는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때문에-판단'이라 하자. 

또한, 우리는 김씨의 저격이 아니었더라도 박씨의 심장이 어차피 파열

되었을지 고려한다. 이 고려를 '어차피-고려'라 하자. 어차피-원리는 우

리가 어차피-고려를 하는 것은 때문에-판단을 위함이라는 가정 혹은 

우리는 어차피-고려를 통해 때문에-판단을 결정한다는 가정에 기초한

다. 필자가 보기겐 이 가정에 문제가 있다. 

김씨의 저격이 아니었더라도 박씨의 심장은 어차피 파열되었겠는가? 

필자가 보기에, 이 고려는 박씨의 심장 파열이 김씨의 저격 때문이었

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박씨의 심장 파열을 방지할 수 있었

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방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방지-판단'을 위한 

것이다. 박씨의 심장이 파열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런 일은 어

떻게 방지될 수 있었는가? 이는 김씨의 저격이 아니었더라도 어차피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을 것인지 살펴보는 것을 통해 결정된다. 해당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물론 그렇다는 것을 안다. 이는 해당 상황에

서 김씨의 저격을 저지함으로써 박씨의 심장 파열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드러낸다. 박씨의 심장 파열을 막으려면 김씨의 저격 뿐

만 아니라 이씨의 저격도 막았어야 한다. 어차피-고려는 방지-판단을 

위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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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찰은 어차피-고려를 통해 때문에-판단이 결정된다는 어차

피-원리에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는 방지-판단을 위해 어차피-고려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어차피-고려를 때문에-판단과 독립적으로 진

행한다. 김씨의 저격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고, 즉 이미 때

문에-판단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차피-고려를 할 동기가 사

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박씨의 심장이 파열된 것은 김씨의 저격 

때문이란 판단 하에서도 여전히 박씨의 심장 파열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었는지 판단하기 원하고, 이를 위해 그것 때문에 박씨 심장이 파열

된 김씨의 저격이 아니었더라도 박씨의 심장이 어차피 파열되었을 것

인지 고려하고 이런 고려 끝에 이씨의 저격도 저지했어야 한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이런 어차피-고려와 방지-판단은 김씨의 저격 때문에 박씨

의 심장이 파열되었다는 생각을 결정하거나 무효화하거나 약화시키지 

않는다. 

(iii)에 대한 선우환의 옹호와 그에 대한 비판을 정리하면 이렇다. 우

리는 (2)가 참이라고, 즉 김씨의 저격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

다는 직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선우환은 사실 이 직관이 틀렸다고 

주장한다. 선우환에 의하면, 김씨의 저격이 아니었더라도 박씨의 심장

은 어차피 파열되었을 것임을 생각하면, 우리는 결국 김씨의 저격 때

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된 게 아니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

지만, 이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선우환의 이런 생각은 어차피-고려가 

때문에-판단을 결정한다고 혹은 결정하기 위해 진행된다는 어차피-원

리에 기반한다. 하지만, 살펴 보았듯이, 어차피-원리는 여러 관련 사례

들에서 반직관적 판단을 산출한다. 더욱이, 어차피-원리가 가정하는 것

과 달리, 어차피-고려는 때문에-판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때문에-판단

과 독립적으로 방지-판단을 위해 진행된다. (2)가 참이란 우리의 직관

을 포기하는 것을 정당화해 줄 만큼, 어차피-원리를 수용할 좋은 이유

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선점 문제에 대한 선우환의 대응이 성공적인지의 여부를 선

우환의 주장 (i), (ii), (iii)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살펴 보았다. 이상

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선우환의 대응은 (최소한 현재 상태로는)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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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보기 어렵다. 선우환이 다른 대응을 모색하지 않는 한, 선점의 

사례는 반사실적 의존성이 <때문에> 성립에 필요하다는 주장에 강력

한 위협으로 남아 있다. 그럼, 반사실적 의존성이 <때문에> 성립에 

충분하긴 한 것인가? 최근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주목하고 수용하기 

시작한 형이상학적 설명의 경우는 반사실적 의존성의 충분성에 잠재

적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다음 절에서 필자는 형이상학적 

설명의 경우가 설명적 유관성에 대한 반사실적 의존성 분석에 위협

이 되지 않음을 보이려는 선우환의 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3. 반사실적 의존성 분석에 대한 형이상학적 설명 문제 

집합의 존재는 그 집합의 원소의 존재에 의존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의 (6)은 참이고 (7)은 거짓이라 생각한다: 

(6) 소크라테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존재한다. 

(7) {소크라테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존재한다. 

이를 선우환의 분석의 견지에서 살펴보자. {소크라테스}의 존재는 소

크라테스의 존재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한다: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

았더라면 {소크라테스}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는, 소크라테스

가 존재하지 않는 가능세계들 가운데 현실에 가장 가까운 세계에서 

{소크라테스}도 존재하지 않는다.6) 이는 (6)이 참이란 우리의 판단에 

6) 반사실적 조건문에 대한 이런 분석은 전건이 성립하는 세계들 가운데 최근

접 세계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다소 논쟁적인 가정에 기대고 있다. 이런 

가정에 기대지 않고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 

가능세계들 가운데 {소크라테스}도 존재하지 않는 어떤 가능세계가 {소크

라테스}는 존재하는 모든 가능세계보다 더 현실에 가깝다. 하지만 현재 논

의가 이 가정의 성립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서 필자는 

편의상 두 표현 방식을 모두 자유롭게 사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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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한다. 하지만, 문제는 소크라테스의 존재 역시 {소크라테스}의 존

재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한다고 생각된다는 점이다. {소크라테스}가 존

재하지 않았더라면 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인가? 즉, {소크

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 최근접한 가능세계에서 소크라테스

도 존재하지 않는가? 그런 것 같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존재하

지 않는데 소크라테스가 존재하는 그런 가능세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 말이다. 결국, 소크라테스의 존재는 {소크라테스}

의 존재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한다. 선우환의 분석에 의하면, 이는 (7)

이 참임을 함축한다. 

이와 같은 고려가 선우환의 분석에 제기하는 문제의 일반적 성격은 

이렇다. P 때문에 Q이나 Q 때문에 P이지 않다고 해보자.7) <때문에>에 

대한 반사실적 의존성 분석의 견지에선, 이 설명의 비대칭성은 P와 Q 

사이의 반사실적 의존성 관계의 비대칭성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는 옳지 

7) 어쩌면 필자의 이런 표현이 다음의 근거로 잉여적이라 생각할지 모른다: P 때문에 

Q라면, <때문에>의 반대칭성에 의해, Q 때문에 P가 아님이 따라 나온다. 선우환

은 이 생각에 반대할 것이다. 선우환은 P 때문에 P라는 것은 항상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pp. 220-2). 물론 '왜 P인가?'에 대해 'P이기 때문에'란 답변은 부적합하

다. 선우환에 의하면, 이는 'P 때문에 P이다'가 '왜 P인가?'에 대한 답변이기 

위한 화용론적 요구를 만족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이 거짓임을 함축

하는 것이 아니다. 필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파인은 근거에 대한 개념화로 

강근거(strict ground)와 약근거(weak ground)를 구분하여 약근거는 반대칭성이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설명의 반대칭성이 개념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Fine 2012). 파인은 약근거 개념이 필요한 

이유로 아마도 다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같다: [$] x가 F라는 것이 x가 G라는 

것이 성립하면, [x가 F이다]가 [x가 G이다]에 근거한다; 따라서, F라는 것과 

G라는 것이 같은 것일 경우 [x가 F이다]가 [x가 G이다]와 같은 사실이지만 

전자가 후자에 근거한다. [$]는 'F라는 것은 G라는 것이다'란 속성 정의가 설명적 

함의를 가진다는 견해에 기초한다. (이 견해에 대한 지지 논의는 Rosen 2015 

참조.) 하지만, 필자가 보기엔, 이 견해에 문제가 있다. 필자와 같이 [$]를 일반 

규칙으로 수용하지 않는 입장으로 Dorr (2016) 참조. 하지만, 필자는 여기서 

설명의 반대칭성에 반대하는 선우환의 주장을 문제삼지 않을 것이다. 설명의 

반대칭성을 의심하는 다른 견해로는 Jenkins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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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처럼 보인다. P 때문에 Q이지만 그 역은 아닐 때, 많은 경우 Q는 

P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하지만 그 역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다. Q에 대한 P의 설명이 소위 형이상학적 설명일 경우  P와 

Q는 필연적으로 동치일 수 있다. 즉, P가 참인 모든 가능세계에서 Q도 

참이고 그 역도 성립할 수 있다. 그 경우엔 Q가 성립하지 않으면서 P가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P가 Q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한다

는 것이 사소하게 성립한다. 이는 설명항 사실과 피설명항 사실이 필연적으

로 동치인 형이상학적 설명의 경우는 반사실적 의존성이 <때문에> 성립을 

위해 충분하단 선우환의 분석에 반례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선우환의 

제안이 성공하려면, 선우환은 형이상학적 설명이 제기하는 이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선우환의 해결책은 두 가지 조처에 기반한다. 형이상학

적 설명 문제는 소크라테스의 존재와 {소크라테스}의 존재가 필연적

으로 동치라는, 즉 모든 가능세계에서 같은 진리치를 가진다는 관찰에

서 출발한다. 선우환의 첫 번째 조처는 이런 필연적 동치 관계를 부정

하는 것이다. 가능세계에 대한 통상적 이해에 따르면,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 가능세계는 없다. 집합론을 

거짓으로 혹은 일종의 허구로 간주하지 않는 이상, 집합론의 공리는 

우연적 참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참이고,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존재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할 테니 말이다. 선

우환에 의하면, 이런 통상적 이해와 달리, 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 가능성이 어떻게 

형이상학적으로 가능한가? 이것이 형이상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통상

적 견해에 선우환은 반대하지 않는다. 통상적 견해는 이것이 형이상학

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로부터 이것이 단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가정

한다. 이 가정이 선우환이 통상적 견해에 반대하는 지점이다. 선우환

에 의하면, 양상공간은 형이상학적 가능성을 포함하지만 그것을 넘어

선 논리적 가능성을 포함한다.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만 {소크라테스}

가 존재하지 않는 가능세계는 형이상학적으로 가능한 세계는 아니지

만 논리적으로 가능한 세계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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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환의 이런 조처는 (7)이 사소하게 참이 된다는 통상적인 판단을 

차단한다. 하지만, 이것 자체만으로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9) 이런 

조처는 선우환의 분석이 (7)이 사소하게 참임을 함축하지 않음을 보여줄 

8) 형이상학적으로 불가능한 전건을 지닌 반사실적 조건문에 대해 사소하지 않은 

진리조건을 제공하려는 시도는 통상적으로 불가능한 세계를 도입하는 것을 

통해 제시되어 왔다. (예를 들어, Nolan 1997; Jago 2013.)  선우환은 형이상학적

으로 불가능한 세계가 단적으로 불가능한 세계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가능한 

세계라고 제안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제안이 기존의 시도와 다름을 강조한다. 

그런데 어쩌면 이는 생각하는 것보다 큰 차이가 아닐지 모른다. 선우환은 소크라

테스가 존재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는 형이상학적으로 불가

능하지만 일관되게 상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서 선우환은 어떤 것이 가능세계인가의 여부가 (넓은 의미의 논리적) 

일관성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것이 가능세계인가의 

여부는 일관성 여부에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소크라테스가 대머리가 아닌 

상황은 논리적으로 비일관성 없이 상상된다. 하지만 그 상황이 가능세계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은 더 포함해야 할 다른 사실에 대한 여부에 

있어 미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가능세계라는 것은 그것이 최대적

(maximal)이란 것을 포함한다. (물론 세계의 최대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는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할 수 있다. 특히 현실주의적 견지에선. 이에 대한 논의로는 

Adams (1981) 참조.) 소위 불가능한 세계를 도입하여 불가능한 전건을 포함하는 

반사실적 조건문의 진리조건을 제공하려는 기존의 시도는 물론 비일관성을 

포함하는 불가능한 세계도 고려하지만 (이 점에선 선우환의 제안이 기존 제안과 

구별된다) 비일관성 없이 최대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불가능한 세계를 고려하기

도 한다. 선우환의 의미에서 형이상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논리적으로 가능한 

세계는 기존 시도의 이론 종류의 불가능한 세계에 해당한다. 필자는 소크라테스

는 존재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는 불가능한 세계란 기존 

용어법에 더 동조적이지만, 여기선 선우환의 용어법을 따르기로 한다. 

9) 만약 논리적으로 동치인 사실들 사이에 하나 때문에 다른 하나가 성립하지 

그 역이 아닌 형이상학적 설명 사례가 있다면, 선우환의 조처는 이런 사례

들에 무력하다. 필자는 논리적 귀결 관계에 있는 사실들 간에 성립하는 설

명 사례는 반사실적 의존성 분석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에 대

한 적합한 논의는 (선우환이 그의 책의 12장에서 기반ground 설명에 대해 

제기하는 흥미로운 반대 논의를 포함하여)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

안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 이는 다른 기회에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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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있어도, 여전히 (7)이 사소하지 않게 참일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하지만, 선우환은 (7)이 단지 사소하게 참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7)이 참이 아니란 우리의 직관적 판단을 보존해 주어야 한다. 선우환의 

분석에 의하면, (7)이 말하는 바는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 

가장 근접한 가능세계에서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

서, 선우환의 견지에서, (7)이 참이 아니란 우리의 판단은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 최근접 가능세계에서 소크라테스가 존재한다는 판단에 해

당한다. 이런 판단은 물론 가능세계들 간의 근접성에 대한 판단에 입각한

다. 선우환은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 최근접 가능세계에서 소크라

테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세계간 근접성에 대한 판단의 일반적 

원리를 임시방편적이지 않게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이 그가 취하는 두 

번째 조처이다. 

세계간 근접성을 판단하는 일반적 원리는 무엇인가? 선우환(pp. 

411-2)은, 루이스가 제시한 원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고려해 이것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체계적 고려를 통해, 먼저 법칙을 (자

연 법칙이든 형이상학적 법칙이든) 원초적 결정관계를 포함하는 것으

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고 세계간 근접성 결정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

시한다10): 

(근접성) 일차적으로 전건 사실의 성립 여부를 현실적으로 결정했

던 사실들을 (자연적 혹은 형이상학적 결정 법칙의 국지적 위반을 

감수해서라도) 최대한 유지하는 세계일수록; 이차적으로 전건 사실

의 성립 여부에 의해 현실적으로 결정된 사실들을 유지하기보다는 

현실세계의 자연적 혹은 형이상학적 결정 법칙을 준수하는 세계일

수록 현실세계에 가깝다. 

(근접성)에 대한 이해를 보다 구체화하자면 이렇다. 실제로 A와 C가 

성립할 때, '~A였더라면, ~C였을 것이다'인지를, 즉 ~A인 최근접 세계

에서 ~C인지를 판단하려 한다 해보자. 현실 세계에서 A가 성립한다. 

이 때 A의 성립이 현실 세계의 법칙과 다른 사실에 의해 결정되었다

10) 루이스가 세계간 근접성을 결정하는 원리로 제시한 것을 보려면 Lewis (19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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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자. 법칙과 더불어 A의 성립을 결정한 사실을 A의 '결정자 사실'

이라 부르자. 다른 한편, 현실 세계에서 A의 성립은 현실 세계의 법칙

과 더불어 다른 사실을 결정한다. 법칙과 더불어 A가 결정한 사실을 

A의 '피결정자 사실'이라 부르자. 이제 (근접성)이 말하는 바는 이렇다. 

~A인 가능세계에선 현실의 결정자 사실과 현실의 법칙이 현실에서처

럼 그대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근접성)은 우선 ~A인 가능세계들 

가운데 법칙이 국지적으로 위반되더라도 결정자 사실이 성립하는 가능

세계가 법칙이 유지되고 결정자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보다 

현실에 가깝다고 말한다. 이것이 세계간 근접성 판단에 있어 가장 중

시될 사항이다. ~A인 가능세계에선 현실의 법칙과 현실의 피결정자 

사실이 현실에서처럼 그대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근접성)은 ~A인 

가능세계들 가운데 피결정자 사실이 성립하여 법칙이 위반되는 가능세

계보다 피결정자 사실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법칙이 준수되는 가능세계

가 현실세계에 더 가깝다고 말한다. 이것이 세계간 근접성 판단에 있

어 지켜져야 할 다음 사항이다. 

이제 (근접성)을 가지고 선우환은 (7)이 거짓임을 다음과 같이 보인

다.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 최근접 세계에서 소크라테스가 존

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 보자. 현실 세계에서 {소크라테스}의 존재 

사실은 'x의 존재는 x를 그리고 x만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즉 {x}의 

존재를 결정한다'는 법칙과 (이를 '집합 결정 법칙'이라 부르자) 소크라

테스가 존재한다는 결정자 사실에 의해 결정되었다. (근접성)에 의하

면,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 최근접 세계는 집합 결정 법칙이 

이 경우에 한해 국지적으로 위반되더라도 결정자 사실이 여전히 성립

하는 세계이다. 즉,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 최근접 세계에서 

소크라테스는 여전히 존재한다. 선우환의 분석에 의하면, 이는, 우리의 

직관적 판단이 그러하듯, (7)이 거짓임을 함축한다. 이것이 형이상학적 

설명 문제에 대한 선우환의 대응이다. 

필자는 형이상학적 설명 문제에 대한 선우환의 대응이 (여기서 다룰 

수 있는 사항들 이외에도)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

하고 있고, 몇몇 관련 사례들을 그의 분석의 견지에서 설득력 있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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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선우환의 대응이 결

국 성공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는 선우환이 궁극

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매우 강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선우환

은 (6)-(7) 사례가 자신의 분석과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려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목적은 <때문에> 진술 일

반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다: 'P 때문에 Q이다'란 진술

이 의미하는 바는 (의미의 손실 없이) P가 아니었더라면 Q가 아니었

을 것이다란 것이다. 따라서, 그의 대응은 통상적으로 형이상학적 설명 

사례로 제시된 모든 경우에, 그리고 유의미하게 제시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형이상학적 설명 사례의 경우에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의도된 것이다. 선우환의 대응이 정말 이 기준에서 성공적인지에 

대해 필자는 회의적이다. 필자는 먼저 선우환(pp. 422-38)이 자신의 대

응을 통상적으로 형이상학적 설명 사례로 제시된 여러 경우들에 적용

하는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선우환의 분석이 적용되지 않는 사

례가 있음을 논증하고, 유의미하게 제시할 수 있는 형이상학적 설명 

사례이지만 선우환의 분석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를 제시하겠다. 

선우환이 다루고 있는 형이상학적 설명 사례들 가운데 하나는 소위 

진리확정자를 통한 형이상학적 설명이다. 우리는 명제의 참은 세계가 

어떠한가의 사실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8)

은 참이지만 (9)는 거짓이라 생각한다.11) 

11) 선우환이 고려하는 사례는 (8), (9)가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8') 황금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명제 <황금산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참이다와 (9') 

명제 <황금산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참이기 때문에 황금산이 존재하지 

않는다이다. 선우환이 고려하는 사례는 부정 사실과 부정 명제를 포함하

고 있어 다소 이해에 혼동을 야기할 수 있어 필자는 그 대신 보다 이해가 

쉬운 긍정 사실과 긍정 명제인 (8), (9)를 고려하기로 한다. 필자는 선우환

이 (8'), (9')에 대해 말하는 바를 통해 그가 (8), (9)에 대해 말할 바를 추

정해서 논의를 진행할 것인데, 간명한 서술을 위해 마치 선우환이 직접 

(8), (9)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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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악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명제 <관악산이 존재한다>가 참이다. 

(9) 명제 <관악산이 존재한다>가 참이기 때문에 관악산이 존재한다. 

이러한 판단은 선우환의 분석에서도 만족되는가? 선우환의 분석에 의

하면, (8)과 (9)는 각각 다음을 의미한다: 

(10) 관악산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명제 <관악산이 존재한다>가 

참이 아니었을 것이다. 

(11) 명제 <관악산이 존재한다>가 참이 아니었더라면 관악산이 존

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8)은 참이지만 (9)는 거짓이란 우리의 직관적 판단에 부합하

려면, 선우환의 분석에서, (10)은 참이지만 (11)은 거짓이 되어야 한다. 

먼저 (10)을 보자. 선우환의 분석하에서 (10)이 참으로 판단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관악산이 존재하지 않는 최근접 가능세계에선 현실세

계에서 관악산의 존재 사실이 결정했던 피결정자 사실이 성립하지 않

지만 관련 법칙, 즉 '관악산이 존재할 경우 오직 그 경우에 명제 <관악

산이 존재한다>가 참이다'란 법칙(이를 '진리확정법칙'이라 부르자)이 

유지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세계에선 명제 <관악산이 존재한다>는 참

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선우환의 분석은 (11)이 거짓임을 함축하는가? 선우환은 그렇

다고 생각한다. (11)이 참일 경우 오직 그 경우 명제 <관악산이 존재

한다>가 참이 아닌 가능세계들 가운데 관악산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가능세계가 관악산이 존재하는 어떠한 가능세계보다 현실에 더 가깝

다. 선우환은 (근접성)에 의해 이는 거짓이 된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그의 생각은 이런 것으로 보인다: 현실세계에서 <관악산이 존재한다>

가 참이란 사실을 결정하는 것은 진리확정법칙과 관악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근접성)에 의해, <관악산이 존재한다>가 참이 아닌 

세계들 가운데 진리확정법칙이 국지적으로 위배되지만 결정자 사실인 

관악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성립하는 어떤 가능세계가 그렇지 않은 

모든 가능세계보다 현실에 더 가깝다. 즉, 관악산이 존재하고 <관악산

이 존재한다>가 참이 아닌 어떤 세계가, 관악산이 존재하지 않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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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산이 존재한다>가 참이 아닌 어떠한 세계보다 현실에 더 가깝다. 따

라서 (11)은 거짓이다. 

(11)에 대한 선우환의 평가는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

만, 사정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 우선 주목할 점은 현실세계에서 

<관악산이 존재한다>가 참이란 사실을 결정하는 결정자 사실에는 관

악산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명제 <관악산이 존재한다>가 존

재한다는 사실도 있다는 것이다. (명제 <관악산이 존재한다>가 존재하

지 않고서 참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고려한다면, (11)이 거짓이란 진

단은 다음의 주장에 기초한다: 관악산이 존재하고, 명제 <관악산이 존

재한다>가 존재하면서 (즉, 결정자 사실이 성립하면서) 진리확정법칙

이 국지적으로 위반되어 명제 <관악산이 존재한다>가 참이 아닌 어떤 

가능세계가, 진리확정법칙이 준수되어 관악산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명제 <관악산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존재하면서) <관악산이 

존재한다>가 참이 아닌 어떠한 가능세계보다도 현실에 가깝다. 이 주

장은 관악산이 존재하고, 명제 <관악산이 존재한다>가 존재하지만 명

제 <관악산이 존재한다>가 참이 아닌 가능세계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

다. 하지만 이 가정에 문제가 있다. 이 가정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

된 가능세계를 '가정세계'라 부르자. 선우환은 가정세계가 형이상학적

으로 불가능하지만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가정세계는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필자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보기 위해, 우선 선우환의 논의에서 

상정된 진리확정법칙을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진리확정법칙

은 다음과 같다:  

(TM)관악산이 존재할 경우 오직 그 경우에 명제 <관악산이 존재

한다>가 참이다. 

선우환이 강조하듯이 진리확정법칙 (TM)은 형이상학적 법칙이지 논리

적 법칙이 아니다. (TM)은 비록 그 원리의 내용의 어떤 부분은 진리 

개념에 의해서 필연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원리가 어떻든 [명제들이 존

재한다는] 형이상학적 이론의 존재자에 대한 존재론적 개입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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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상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원리일 수는 없다(p. 436). 가정세계에선 

물론 (TM)이 위반되고 있다. 따라서, 가정세계는 형이상학적으로 가능

한 세계가 아니다. 하지만 이는 가정세계가 논리적으로 가능한 세계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가정세계에서 (TM)이 위반된다는 사실

은 가정세계가 형이상학적으로 불가능함을 함축하지 단적으로 불가능

함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 있어 선우환은 옳다. 하지만, 다음을 보자: 

(TM*) 명제 <관악산이 존재한다>가 존재한다면, 관악산이 존재할 

경우 오직 그 경우에 명제 <관악산이 존재한다>가 참이다. 

선우환이 말하고 있듯이 (TM)이 논리적 법칙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법

칙이 아닌 것은 그것이 명제의 존재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

만 (TM*)는 명제 존재론에 개입하지 않는다. (TM*)는 오직 명제의 존

재에 조건화된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조건화된 내용은 

오직 참 개념에 의해서 성립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TM*)는 논리적 

법칙이라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12) (TM*)는 형이상학적으로 뿐

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필연적이다. 

이제 가정세계를 다시 보자. 가정세계는 그 세계에서 다음이 성립하

는 세계이다: 관악산이 존재하고, 명제 <관악산이 존재한다>가 존재하

지만 명제 <관악산이 존재한다>가 참이 아니다. 가정세계에선 (TM)이 

12) 현재 맥락에서 (TM*)가 순수 논리적 표현의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참 개

념에 의해 성립한다는 점은 (TM*)를 논리적 법칙으로 간주하지 않을 이

유가 되지 못한다. 선우환은 '논리적 필연성'을 메타논리적으로 정의된 '논

리적 참'에 국한하지 않고 개념적 참이나 의미론적 참 등을 포함하는 것으

로 이해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총각의 개념에 의해 성립하는 '모든 총각

은 결혼하지 않았다' 역시 선우환에게서 논리적으로 필연적이다. 이는 논

리적 가능성에 대한 선우환의 직관적 이해에도 부합한다. 선우환은 논리

적 가능성을 직관적으로 일관성을 잃지 않고 상상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

하고, 개념적 참이 부정된 상황은 일관적으로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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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될 뿐만 아니라 (TM*)도 위반된다. 따라서, 가정세계는 형이상학

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가정세계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결정자 사실이 성립하지만 명제 <관악산이 

존재한다>가 참이 아닌 어떤 가능세계(즉, 가정세계)가 결정자 사실이 

성립하지 않으면서 명제 <관악산이 존재한다>가 참이 아닌 모든 가능

세계보다 현실에 가깝다는 주장은 참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능세

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세계의 존재에 의존

해 (11)이 거짓이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사실 생각해 보면 (11)은 다소 자연스럽게 참이 된다. 만약 명제 <관악산

이 존재한다>가 참이 아니었더라면, 어떠했을 것인가? <관악산이 존재한

다>가 참이 아닌 최근접 가능세계에선 물론 <관악산이 존재한다>가 거짓

일 것이다. 따라서, (TM*)에 의해, 관악산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필자

가 보기에 (11)은 별 이견 없이 자연스럽게 참인 진술이다. 

어쩌면 선우환은 (11)이 참이란 필자의 이런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필자가 왜 (11)이 참이라고 판단하는지 더 자세히 서

술하면 다음과 같다. (TM*)와 더불어 명제 <관악산이 존재한다>가 참

임을 결정한 결정자 사실은 다음의 사실이다:

(결정자1) 관악산이 존재한다. 

(결정자2) 명제 <관악산이 존재한다>가 존재한다. 

(근접성)에 의하면, <관악산이 존재한다>가 참이 아닌 최근접 가능세

계는 법칙이 국지적으로 위반되더라도 결정자 사실이 최대한 성립하는 

세계이다. 그런데 (TM*)는 (선우환의 의미에서도) 논리법칙이어서 위

반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해당 최근접 가능세계가 어떤 세계일지 결

정하는 데에 있어, 관련 법칙의 국지적 위반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

다. 다만, <관악산이 존재한다>가 참이 아닌 최근접 세계에선 (결정자

1)과 (결정자2)가 모두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정자1)이 성립하고 (결

정자2)가 성립하지 않는지 아니면 그 역인지만을 고려하면 된다. 그러

면, 해당 최근접 가능세계에선 (결정자1)이 성립하는가 아니면 (결정자

2)가 성립하는가? 반사실적 조건문을 사용하는 일반적 관례에 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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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자연스런 생각은 물론 (결정자2)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필

자가 (11)이 참이라 생각한 이유이다.13)

이런 생각을 전개하는 데 있어, 필자는 최근접 가능세계를 결정할 

때 (TM*)만을 관련 법칙으로 고려했다. 선우환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필자가 잘못을 범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TM*)와 더불어, (결정자1)

과 (결정자2)가 <관악산이 존재한다>가 참임을 결정할 때, (결정자1)과 

(결정자2)가 서로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결정자1)은 먼저 

(결정자2)를 결정하고, (결정자1)과 (결정자2)가 <관악산이 존재한다>

가 참임을 결정한 것이다. (결정자1)이 (결정자2)를 결정하는 것은 물

론 관련 법칙과 더불어서이다. 이 법칙을 '명제존재법칙'이라 부르자. 

관악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성립하고, 이 사실은 명제존재법칙과 더

불어 명제 <관악산이 존재한다>의 존재를 결정한다. 따라서, <관악산

이 존재한다>의 참임을 결정한 결정자 사실은 궁극적으로 (결정자1)이

다. 그렇다면, <관악산이 존재한다>가 참이 아닌 최근접 가능세계는 

명제존재법칙이 국지적으로 위반되더라도 (결정자1)이 성립하는 세계

13) 혹시 필자의 이런 생각이 비정합적이라 생각할지 모르겠다. 필자의 생각이 

옳다면, 해당 최근접 가능세계에선, 관악산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명제 <관악산이 

존재한다>가 존재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사실 이 퍼즐 상황은 현재 

논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방식으로 존재 진술이 야기하는 복잡한 사안에서 

비롯한다. 이 퍼즐 상황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답변이 가능하다. 첫째, 개체의 

존재 없이 그 개체에 대한 명제가 존재할 수 있다 (Cf. Plantinga 1983). 둘째, 

모든 개체는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관악산이 존재한다는 존재 진술은 관악산이 

구체적으로 존재한다는 진술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Cf. Williamson 2013). 

셋째, 세계-상대적 참 '가 가능세계에서 참이다'에 대한 중의성을 해명함으로써 

해당 퍼즐에 대한 해소를 모색할 수 있다 (Cf. Adams 1981; Einheuser 2012). 

필자는 셋째 답변이 기본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이 

사안은 열어 두기로 한다. 11번 주석에서 언급했듯이 선우환은 (8'), (9') 같은 

존재 진술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나, 불필요한 사안을 피하려면 존재 진술 

아닌 진술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유익하다. 선우환의 논의 전개 

방식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 일단 필자 역시 존재 진술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만, 현재 논의의 목적을 위해서도, 우리는 존재 진술 아닌 진술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래에서 곧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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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명제존재법칙이 위반되지 않고 (결정자2)가 성립하는 세계가 아

니다. 따라서, <관악산이 존재한다>가 참이 아니었더라도, 관악산은 

존재했었을 것이다. 결국 (11)은 거짓이 된다.14)

선우환에 대한 이러한 가능한 옹호를 '명제존재법칙(을 통한) 옹호'라고 

부르자. 명제존재법칙 옹호는 성공적인가? 이 옹호에 대한 한 가지 대응은 

특수한 명제존재론 혹은 개체존재론에 입각해, (결정자1)이 (명제존재법칙

과 더불어) (결정자2)를 결정한다는 주장을 거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명제는 구체적 대상을 구성성분(constituent)으로 가지지 않는다는 명제존

재론을 수용하거나 개체의 존재 우연성을 부정하고 구체적 존재의 우연성

만을 인정하는 개체존재론을 수용한다면, 명제존재법칙은 (결정자1)이 아

니라 다른 사실과 더불어 (결정자2)를 결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15) 물론 

방금 언급한 명제존재론이나 개체존재론은 상당히 논쟁적이다. 필자 역시 

그 둘 모두 잘못된 존재론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설사 이런 특수 존재론이 

모두 거짓이고 설사 (결정자1)이 (결정자2)를 결정한 결정자 사실이라손 

치더라도, 필자는 명제존재법칙 옹호가 성공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먼저 주목할 점은 (결정자1)이 (결정자2)를 결정하는 결정자 사실이라면, 

그것은 오직 고려하고 있는 진술이 긍정존재 진술이란 특수성에서 비롯하

는 것이지 명제존재법칙의 일반적 사례로서 성립하는 게 아니란 점이다. 

명제 <a는 F이다>가 참이라면, 이는 a가 F란 사실 때문이다. 하지만, a가 

F란 사실이 명제 <a는 F이다>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명제 <a가 

F이다>가 거짓일 때, a가 F란 사실은 성립하지 않지만, 그 명제는 (거짓인 

명제로) 존재한다. <a가 F이다>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개체 a의 존재와 속성 F의 존재이지 a가 F란 사실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명제존재법칙은 (PE*)가 아니라 (PE) 혹은 그와 인접한 어떤 

것이다: 

14) 선우환의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유익한 답변을 제안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15) 위에서 언급한 명제존재론과 개체존재론은 각각 주석 13에서 제시한 첫째, 

둘째 답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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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 개체 a, b, c…, 속성 F, G, H…, 개체의 속성 예화의 모든 

조합에 대해, 관련 개체의 존재와 속성의 존재는 전자의 후자 

예화를 표상하는 명제의 존재를 결정한다.16)

(PE*) 임의의 사실에 대해, 사실의 존재 혹은 성립은 그 사실을 

표상하는 명제의 존재를 결정한다. 

(PE)에 의하면, 명제 <관악산은 존재한다>의 존재는 개체 관악산의 존

재와 속성 존재함의 존재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개체 관악산의 존

재와 속성 존재함의 존재는 그 자체로 관악산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이

해될 수 있을지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관악산은 존재한다>의 존재

는 관악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는 (결정자1)이 (결정자2)를 결정한다는 것을 지지해 줄 수 있을지 모

른다. 하지만, (PE*)를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실의 존재가 그 

사실을 표현하는 명제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례는 해

당 명제가 존재긍정 명제이어서 특수하게 성립하는 예외적 현상일 뿐

이다. 현재 우리는 선우환의 분석이 진리확정자에 의한 형이상학적 설

명 사례를 적합하게 다루는지를 검토하는 맥락에 있다. 즉, 우리는 선

우환의 분석의 견지에서, 임의의 참인 명제에 대해, 그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상응하는 사실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실이 성립하기 

때문에 관련 명제가 참이란 주장이 선우환의 분석 틀에서도 성립하는

16)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PE)는 원자명제 가운데 

한 개체의 속성예화 명제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지만, 개체들의 관계예화 원자명

제, 분자명제, 양화명제로 확장될 수 있다. 다만 우리 논의의 목적을 위해선 (PE)로 

충분하다. 둘째, (PE)를 최종적이고 공식적인 정식화로 제안하려는 것은 필자의 

의도가 아니다. 예를 들어, 브래들리의 견지에서, 개체 a의 존재와 속성 F의 존재만

으로는 명제적 단일성(propositional unity)을 확보하지 못하고 따라서 명제 <a는 

F이다>의 존재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PE)의 정식화가 그 자체로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이 문제에 대해 스트로슨의 제안을 받아들여 비관계적 묶음

(non-relational tie)을 더 추가하려 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명제 존재론 일반과 

관련한 사안이고 현재 논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우리 목적에서 중요한 것은 

명제존재법칙은 (PE) 혹은 그것과 인접한 어떤 것이지 (PE*)는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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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점검하고 있다. 선우환의 분석은 존재 진술만이 아니라 진술 일

반에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우환은 (9)-(11) 대신 아래 진술의 경우에도 자신의 분석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

(12) 명제 <관악산은 푸르다>가 참이기 때문에, 관악산은 푸르다. 

(13) 만약 <관악산은 푸르다>가 참이 아니었더라면, 관악산은 푸

르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 (12)는 거짓이다. 선우환에 의하면, (12)는 (13)을 의미하므로, 선

우환은 그의 분석이 (13)이 거짓이란 판단에 부합함을 보여야 한다. 

선우환의 분석에서 (13)은 거짓인가? 현실세계에서 (TM*)와 더불어 

<관악산은 푸르다>가 참임을 결정한 결정자 사실은 다음이다: 

(결정자3) 관악산이 푸르다. 

(결정자4) <관악산이 푸르다>가 존재한다. 

앞서 제시된 명제존재법칙 옹호의 기본 생각이 여기서도 작동하려면, 

선우환은 현실세계에서 <관악산이 푸르다>가 참임을 결정한 결정자 사

실이 궁극적으로 (결정자3)이라 주장해야 한다: (결정자3)이 (결정자4)

를 결정하고, (결정자3)과 (결정자4)가 함께 <관악산이 푸르다>가 참임

을 결정한다. 왜냐하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야, <관악산이 푸르다>

가 참이 아닌 최근접 가능세계에서 명제존재법칙이 국지적으로 위반되

더라도 궁극적인 결정자 사실, 즉 (결정자3)이 성립한다고 주장할 수 있

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세계에서 명제존재법칙과 더불어 (결정자4)를 

직접적으로 결정한 결정자 사실은 개체 관악산의 존재와 속성 푸름의 

존재이다. (결정자3)은 물론 관악산의 존재와 푸름의 존재를 결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정자3)은 (결정자4)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물론 

(결정자4) 역시 (혹은 관악산의 존재와 푸름의 존재 역시) (결정자3)를 

결정하지 않는다. (결정자3)과 (결정자4)는 (진리확정법칙과 더불어) 

<관악산이 푸르다>가 참임을 결정한 독립된 두 결정자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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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관악산이 푸르다>가 참이 아닌 최근접 가능세계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우리가 고려할 것은 (결정자3)과 (결정자4) 가운데 궁극적 

결정자 사실이 무엇인지 찾아 내어 형이상학적 법칙이 국지적으로 위

반되더라도 해당 궁극적 결정자 사실이 유지되는 가능세계가 어떤 가

능세계인지를 살펴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독립적인 (결정자3)과 

(결정자4)가 모두 성립할 수는 없으므로) (결정자3)이 성립하고 (결정

자4)가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와 (결정자4)가 성립하고 (결정자3)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 중에 어느 세계가 현실에 더 가까운지를 살펴 

보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엔, 이에 대한 우리 판단은 다소 명료하다. 

<관악산이 푸르다>가 참이 아닌 최근접 가능세계는 <관악산이 푸르

다>가 거짓인, 그래서 물론 그 명제가 존재하는 가능세계이다. 즉, (결

정자4)가 성립하고 (결정자3)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이다. 

혹시 <관악산이 푸르다>가 참이 아닌 최근접 가능세계에 대한 필자

의 이런 판단을 문제 삼으려는 시도가 있을지 모르겠다. 다시 말해, 어

떤 이는, 필자의 생각과 달리, <관악산이 푸르다>가 참이 아닌 가능세

계 가운데 (결정자3)이 성립하고 (결정자4)가 성립하지 않는 (즉, 관악

산이 푸르지만 <관악산이 푸르다>가 존재하지 않아서 <관악산이 푸르

다>가 참이 아닌) 가능세계 ‘W1’이 (결정자4)가 성립하고 (결정자3)이 

성립하지 않는 (즉, <관악산이 푸르다>가 존재하여 거짓이고  관악산

이 푸르지 않은) 가능세계 ‘W2’보다 현실에 더 가깝다고 주장할지 모

른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W1이 W2보다 현실에 더 

가깝다는 생각에는 별 근거가 없다. 

첫째, '소크라테스가 철학자가 아니었더라면, 그는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란 반사실 조건문을 평가할 때,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철학자가 아닌 

최근접 가능세계를 고려한다. 이 때 우리가 고려하는 가능세계는 소크라테

스가 (존재하지만) 철학자임을 예화하지 않는 세계이지 소크라테스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세계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a가 F가 아니었더라면'을 만족

하는 최근접 가능세계로 우리는 a가 (존재하지만) F임을 예화하지 않는 

세계를 고려하지 a가 존재하지 않아서 속성 예화 자체를 하지 않는 세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관악산이 푸르다>가 참이 아니었더라면'을 만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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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접 가능세계를 고려하는 경우도 다르지 않다: 우리는 그 가능세계로 

<관악산이 푸르다>가 (존재하지만) 참을 예화하지 않는 세계를 고려하지 

그것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세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둘째, W1과 W2의 근접성을 판단해 보아도 W2가 W1보다 현실에 

가깝다고 생각할 이유는 있겠지만 그 반대로 생각할 이유는 없다. W1

에선 <관악산이 푸르다>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W1에선 

(가) 관악산이 존재하고 푸름도 존재하지만 명제존재법칙이 위반되어 

<관악산이 푸르다>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나) (명제존재법칙의 위

반 없이) 관악산 혹은 푸름이 존재하지 않아서 <관악산이 푸르다>가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가)의 경우라면, W2가 W1보다 현실에 

더 가까운 것이 분명하다. W1은 형이상학적으로 불가능한 세계이지만, 

W2는 형이상학적으로 가능한 세계이므로. (나)의 경우라면, 다시 두 

가지 경우로 나뉠 수 있다: (나-1) 관악산이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나

-2) 푸름이 존재하지 않거나. (나-2)의 경우라면, 속성의 존재는 형이상

학적으로 필연적이므로, W1은 형이상학적으로 불가능한 세계가 된다. 

결국, 형이상학적으로 가능한 W2가 W1보다 현실에 가깝다. (나-1)의 

경우라면 어떠한가? 그렇다면 W1은 형이상학적으로 가능한 세계일 

수 있다. 하지만 직관적으로 W1보다 W2가 현실에 더 가깝다. W1에

선 관악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W2에선 관악산이 존재하지만 푸름을 

가지지 않는다. 관악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려면 현실에서 성

립하는 많은 과거 사실을 교정해야 하는 반면 관악산이 푸름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의 교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게 분명치 않으면 다른 사례를 고려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우라늄 원자 x가 알파 입자를 방출하여 t시점에 붕괴했다고 하

자. '<x가 t에 붕괴했다>가 참이기 때문에, x가 t에 붕괴했다'는 거짓이

므로 선우환은 '<x가 t에 붕괴했다>가 참이 아니었더라면, x가 t에 붕

괴하지 않았을 것이다'가 거짓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앞선 (나-1) 같은 

답변의 방식으로 이 경우에도 유사하게 주장한다면, 선우환은 <x가 t

에 붕괴했다>가 참이 아닌 가능세계 가운데 x가 존재하지 않아서 명

제 <x가 t에 붕괴했다>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x가 t에 붕괴했다>가 

참이 아닌 세계 ‘W3’가 <x가 t에 붕괴했다>가 (존재하고) 거짓인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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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보다 현실에 더 가깝다고 주장해야 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설

득력이 없다. 현실의 수정을 통해 W3를 상상하려면, 즉 현실과 달리 x

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상상하려면 현실의 과거를 상당 부분 수정해

야 하는 반면,17) W4를 상상하기 위해선 현실의 과거는 온전히 유지하

고 t 시점에 x가 붕괴하지 않는 것으로 상상하기만 하면 된다. (심지어 

이는 비결정론적 자연법칙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다.) W3보다 W4가 

현실에 더 가깝다는 것은 다소 분명하다.)

결국 (13)이 참이란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관악산은 푸르다>가 

참이 아니었더라면, 관악산은 푸르지 않았을 것이다. 선우환의 분석이 

옳다면, 이는 (12)가 참임을 함축한다: <관악산은 푸르다>가 참이기 

때문에, 관악산은 푸르지 않다. 진리확정자에 의한 형이상학적 설명은 

형이상학적 설명 사례 가운데 핵심 사례 중 하나이다. 하지만, 필자의 

논증이 옳다면, 선우환의 분석은 결국 형이상학적 설명의 범형 사례를 

포용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필자는 진리확정자와 관련한 형이상학적 설명 사례를 자신의 

분석의 관점에서 포섭하려는 선우환의 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이상

의 검토는 선우환의 대응이 진리확정자 사례에 성공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고려는 소크라테스-{소크라테

스}에 관한 형이상학적 설명의 사례에 대해 선우환이 제공한 대응이 해당 

사례 혹은 그와 유사한 몇몇 사례들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일지

라도 형이상학적 설명의 사례로 제시된 기존의 모든 경우를 만족스럽게 

처리할 수 있는 일반적 대응인 것은 아니란 생각을 갖게 한다. 더 나아가 

이는 선우환의 대응이 유의미하게 제시될 수 있는 가능한 형이상학적 설명

에 대해 적절히 적용될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선우환의 대응은 세계간 근접성을 결정하는 원리를 기존에 루이스가 

17) 혹은 x가 생성된 시점에 x의 생성을 결정하는 데에 관여한 자연법칙이 위반된 

것으로 상상해야 하는가? 하지만 만약 원자의 존재는 생성된 게 아니라 영속적

으로 존재해 왔던 것이라면? 혹은 우라늄 원자는 생성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입자에 대한 사례로 바꿔서 생각한다면? 어찌되었건 이를 

상상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 상당 부분 수정을 가해야 한다는 점은 틀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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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했던 것에서 몇 가지 중대한 수정을 가함으로써 작동한다. 그 가운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수정은 루이스와 달리 원초적 결정관계를 수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우환에 의하면, 한 시점에서의 한 대상의 위치와 

운동량과 그 대상의 다른 시점에서의 위치와 운동량의 관계를 기술하는 

자연법칙은 주로 수학적 등식으로 표현되긴 하지만, 한 사실이 다른 사실

과 맺고 있는 원초적 결정관계를 포함한다. 아울러, 집합론의 공리에 

해당하는 형이상학적 법칙은 원소와 집합의 존재를 동치 관계로 표현하

지만 원소의 존재와 집합의 존재 사이에 성립하는 원초적 결정관계를 

포함한다. 

선우환의 이런 수정은 형이상학적 설명과 같이 초내포적 관계를 상

정하지 않고 오직 가능세계 틀에만 의존할 경우에 직면하는 철학적 빈

곤함에 대한 최근의 반성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하고 바람직한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데, 선우환은 원초적 결정관계를 상정하면서도 그 결정

관계를 직접적으로 형이상학적 설명을 지지해 주는 관계로 이해하지 

않고, 오직 관련 반사실적 조건문에 대한 평가의 맥락에서 세계 근접

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예를 들어, x가 F임이 

형이상학적 법칙과 더불어 x가 G임을 결정할 때, 선우환에 의하면, 이

로부터 x가 F이기 때문에 x가 G라는 것이 직접 추론되지 않는다. 이

는 오직 만약 x가 F가 아니었더라면 x가 G가 아니었을 것인지를 통해 

추론될 수 있다. 즉, 선우환의 견해에서, 결정관계는 그 자체로 설명적 

역할을 하지 않고 세계 근접성을 결정하는 지표의 역할만을 한다. 

이런 관찰은 선우환의 분석은 유의미하게 제시할 수 있는 한 가지 형이상

학적 설명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일지 모른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우리의 현재는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한 가지 가능한 답변으

로, 우리는 (자연적/형이상학적) 결정관계 때문에 세계가 현재 모습을 하게 

되었다고 유의미하게 생각할 수 있다. 참인 <때문에> 진술은 왜 참인가? 

한 가지 가능한 답변으로, 우리는 결정관계 때문에 참인 <때문에> 진술이 

참이라고 유의미하게 생각할 수 있다. 즉, 우리는 다음을 최소한 유의미하

게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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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결정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세계의 현재 모습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 

(15) 결정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참인 <때문에> 진술들이 참이다. 

하지만, 선우환의 분석에서 위 진술들이 어떻게 유의미하게 주장될 수 

있는지 불투명하다. 선우환에 의하면, 예를 들어, (15)가 참임은 결정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면 <때문에> 진술들이 참이 아니었을 것임

을 의미한다. (근접성)에 의하면, 이는 어떻게 평가되는가? 우선 현실

세계에서 결정관계의 성립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선우환에 의하

면, 결정관계는 원초적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결정관계의 성립을 결

정하는 법칙이나 결정자 사실은 없다. 그렇다면, (15)의 참 여부는 단

적으로 결정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세계들 가운데 <때문에> 진술이 성

립하지 않는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현실에 더 가까운지를 통

해 결정된다. 하지만 이 세계들에서는 결정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

에 (근접성) 원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지침을 주지 못한다. (근접성) 

원리는 결정관계의 성립 여부를 통해 근접성을 결정하는 원리이기 때

문이다. 

이상이 필자가 선우환의 분석이 유의미하게 제시될 수 있는 형이상학

적 설명의 한 경우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는 바이

다. 물론, 이런 우려와 관련해, 선우환이 그의 분석의 견지에서 사실 

이런 형이상학적 설명의 경우도 포섭할 수 있지는 않은 지, 그리고 설

사 이런 형이상학적 설명의 경우는 그의 분석이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필자 역시 확신하는 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찰을 통해 한 가지 필자가 주의를 

끌고자 하는 바는 원초적 결정관계를 수용한다면 그것을 형이상학적 

설명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관계로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선

우환의 분석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인과적 결정관계가 

성립한다면 관련 원인사실 때문에 관련 결과사실이 성립한다고 직접적

으로 추론하고, 비인과적 결정관계가 성립한다면 관련 결정자 사실 때

문에 관련 피결정자 사실이 성립한다고 왜 직접적으로 추론하지 않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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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환이 그렇게 하지 않는 데에는 선우환의 분석이 특정한 설명 이

론적 기획에 입각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절에서 필자

는 선우환의 분석이 전제하고 있는 설명 이론적 기획의 일반적 성격을 

밝히고, 선우환이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더 유망한 대안적 접

근을 드러냄으로써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4. 설명적 유관성에 대한 두 접근 

설명적 유관성에 대한 선우환의 반사실적 의존성 분석은 설명 이론에 

대한 특정한 기획 하에서 제안된 것이다. 선우환에 의하면, 설명적 유

관성 관계가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것이 설명에 대한 철학적 이론이 목

표해야 할 핵심적 과제이다(p. 43). 그럼, 설명적 유관성에 대한 철학

적 이해를 어떻게 도모할 수 있는가? 선우환은 이는 '때문에'라는 단어

의 의미 분석의 과제이고, 따라서 그런 분석은 '때문에'라는 단어가 포

함된 진술 설명 진술의 (맥락의존적) 진리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이루

어진다고 생각한다(p. 45). 결국 설명적 유관성이 반사실적 의존성이란 

선우환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방법론적 가정에 기초해 있다: 설

명적 유관성에 대한 철학적 이해는 <때문에> 진술 일반에 대한 의미

론적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적 가정을 필자는 설명

적 유관성에 대한 '의미론적 접근'이라 부르도록 하겠다. 

설명적 유관성에 대한 의미론적 접근은 설명적 유관성과 동일시 할 

하나의 관계를 상정한다는 점에서 '설명적 일원론'이라 부를 견해를 가

정한다. 설명적 일원론은 선우환이 자신의 분석을 제안하기 앞서 비판

의 표적으로 삼고 있는 (대개의) 기존 이론들이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배경을 이룬다. 선우환은 설명적 유관성을 함축 관계로, 확률 상

승 관계로, 인과 관계로 이해하려는 기존 견해들이 모두 만족스럽지 

않음을 논증하고, 설명적 유관성을 반사실적 의존성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설명적 유관성에 대한 기존 견해들에 대한 선우환의 비판은 

(몇 가지 다소 작은 쟁점들을 제외한다면) 강한 설득력이 있다. 선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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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필자 또한 기존 견해들에 깊이 회의적이다. 그렇지만, 앞 절들

에서 제시한 이유에서, 선우환 자신의 제안에 대해서도 필자는 역시 

회의적이다. 

선우환은 의미론적 접근/설명적 일원론에 기초해 설명적 유관성에 

대한 답을 구하려 하지만 의미론적 접근이나 설명적 일원론 자체에 대

해서는 특별히 반성적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 물론 이런 사실 자체가 

선우환의 기획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주요한 철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위한 일차적 접근법으로 의미론적 접근을 취하는 

것은 현 시대의 방법론적 시대정신에 해당하고, 의미 분석은 해당 개

념에 상응하는 단일한 속성 혹은 관계를 드러내 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태도이니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기존 

논의의 공통 전제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설명에 대한 기

존 견해들에 대한 선우환의 비판이 옳다면, 그리고 선우환의 제안에 

대한 필자의 비판이 옳다면, 우리가 이끌어 낼 교훈은 어쩌면 <때문

에> 진술 일반이 공유하는 의미론적 내용이 있다는 생각이나 설명적 

유관성이 단일한 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일지 

모른다. 

의미론적 접근은 <때문에> 진술 일반이 공유하는 의미론적 내용이 

있음을 전제한다. 하지만 이것이 참이란 보장은 없고, 지금까지 논의가 

실패한 것을 보면 정말 이는 참이 아닐지 모른다. 그렇다 하더라도 설

명적 유관성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더 이상 도모할 수 없는 것은 아니

다. 설명적 유관성에 대한 철학적 이해는 다양한 종류의 <때문에> 진

술을 참이게 하는 다양한 종류의 설명적 유관성 관계를 밝히는 것을 

통해 도모될 수 있다. 이는 물론 <때문에> 진술 일반의 의미론적 분석

을 통해서가 아니라 <때문에>의 성립을 근거짓는 관계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통해 수행될 수 있다. 

인과진술 'e1이 e2의 원인이다'가 참이면 우리는 이로부터 <때문에> 

진술 ‘e1의 발생 때문에 e2의 발생했다'가 참임을 적합하게 추론할 수 

있다. 이를 '인과-때문 추론'이라 하자. 근거진술 'P가 Q를 근거한다'가 

참이면 우리는 이로부터 <때문에> 진술 'P 때문에 Q이다'가 참임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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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게 추론할 수 있다.18) 이를 '근거-때문 추론'이라 하자. 앞서 살펴 

보았듯이, 선우환은 이런 추론들을 거부한다. 그는 인과진술 'e1이 e2의 

원인이다'가 참이라해도 이는 <때문에> 진술 'e1의 발생 때문에 e2가 발

생했다'의 추론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에 의하면, 해당 

<때문에> 진술이 참이라면 이는 오직 상응하는 반사실적 조건진술의 

18) 한성일(2015)에서 필자는 'ground'에 대한 번역어로 '근거'를 채택한 바 있지만, 

선우환은 '기반'을 채택한다. 선우환이 '근거'보다 '기반'을 선호하는 이유는 

'근거'라는 표현이 '논거'나 '증거'와 같은 인식적 의미로 오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p. 382; 주석 219). 필자 역시 선우환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또 

그 우려가 정당하며 선우환의 번역어가 매력적 대안이라 판단하지만, 필자는 

'근거' 번역어 선택을 아직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필자가 의도적으로 '근거'를 

번역어로 채택한 동기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선우환이 지적한대로, '근거'란 

표현은 인식적 의미로 오해될 여지가 있지만, 이는 영어 표현 'ground'에도 

사정이 마찬가지인데다, 더욱이 '근거'가 인식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근거'가 번역어로서 더 적합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 하나가 다른 

것을 설명한다는 것 혹은 하나가 다른 하나에 의해 이해가능(intelligible)하게 

된다는 것은 경험론적 전통에선 순전히 인식 주관의 영역에서 성립하는 것이

다. 하지만, 이런 경험론적 가정을 독단으로 간주하는 전통에선 이해가능성은 

인식 주관을 넘어선 객관 세계에 원천을 두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인식 주관과 

독립적으로 사실 자체가 다른 사실을 이해 가능하게 만드는 관계를 맺는다. 

형이상학적 근거는 세계 자체가 이해 가능하다는 이런 반-경험론적 신조를 

포착하는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 인식 주관의 심리에 필연성을 가둬 둔 흄에 

반대해 칸트는 필연성을 심리가 아닌 인식 주관의 선험 형식에 근거지우려 

했지만, 여전히 필연성은 세계의 양상은 아니다. 분석철학적 전통에서 헤겔은 

흄이나 칸트만큼 주목받지 않았지만, 현재 분석철학계에서 근거관계를 수용하

게 된 것은 칸트를 넘어서 필연성의 원래 자리를 찾아 주어 이해가능성의 

객관화를 회복하려던 헤겔의 노력에 견줄만하다. 물론 분석철학계에선 이는 

절대적 관념론의 형태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적 자연주의의 형태를 띄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근거관계를 도입하려던 분석적 전통의 학자들

이 이것이 인식적 관계가 아님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훨씬 덜한 'foundation'이 아니라 'ground'를 사용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필자는 

'ground'가 지니는 이런 철학사적 면모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에 대한 

번역어로 '근거'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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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에 의한 것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그는 근거진술 'P가 Q를 근거한다'

가 참이라 해도 이는 <때문에> 진술 'P 때문에 Q이다'의 추론적 근거

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에 의하면, 해당 <때문에> 진술이 참이

라면 이는 오직 상응하는 반사실적 조건진술의 참에 의한 것일 뿐이다. 

선우환의 이런 생각은 설명적 일원론의 견지에선 자연스런 생각이

다. 인과관계와 결부된 <때문에> 진술이 있는가 하면 근거관계와 결부

된 <때문에> 진술도 있다. 설명적 일원론의 관점에선, 설명적인 <때문

에>의 사례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인과성이 아니다. 그리고 물론 

그건 근거도 아니다. 설명적 일원론에선, 설명적인 <때문에>의 사례들

은 인과적인 경우이건 비인과적인 경우이건 공통의 핵심 조건을 만족

한다(p. 26). 그리고, 선우환에 의하면, 이 조건은 반사실적 의존성 조

건이다. 하지만, 설명적 일원론이 참이 아닐 수 있음을, 즉 설명적 다

원론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인과-때문 추론이나 근거-때문 추

론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 인과적 <때문에> 진술은 관련 인과관계

에 의해 참이고, 근거 <때문에> 진술은 관련 근거관계에 의해 참이다. 

설명적 다원론의 견지에선, 이 두 <때문에> 진술이 공통의 의미론적 

내용을 공유하는지의 여부는 별개의 의미론적 사안이다. 

이 마지막 절에서 지금까지 필자는 선우환의 기획이 설명에 대한 의

미론적 접근과 설명적 일원론에 입각해 있음을 드러내고, 비-의미론적 

접근과 설명적 다원론의 관점에서 설명 이론을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는 의미론적 접근/설명적 일원론에 대한 반대 논

증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고, 비-의미론적 접근/설명적 다원론에 대한 

옹호 논증으로 제시된 것도 아니다. 두 접근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비

교적 검토는 중요하고 흥미로운 사안이지만 여기서 적합하게 다룰 사

안은 아니다. 다만, 필자는 설명에 대한 두 접근을 구분하는 이러한 작

업이 선우환의 옹호에 대한 필자의 앞선 비판의 성격을 더 잘 드러나

게 하고, 더 나아가 설명 이론에 대한 앞으로의 철학적 논의의 지형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는 데에 일조하길 희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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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natory Relevance and Counterfactual Dependence

Sungil Han 

Professor Hwan Sunwoo has recently offered a counterfactual analysis 

of explanatory relevance, according to which counterfactual dependence 

is necessary, and sufficient, for explanatory relevance. The case of 

preemption and the case of metaphysical explanation put the analysis 

into potential jeopardy as the two cases appear to be a counterexample 

to the necessity and the sufficiency of counterfactual dependence to 

explanatory relevance. In defense of his analysis, Professor Sunwoo argues 

that these potential counterexamples are not really counterexamples, 

appealing to linguistic intuitions and revising the standard possible worlds 

framework. In this paper, I bring his defense under critical scrutiny and 

argue that it is not successful. 

Keywords: Explanatory relevance, Counterfactual dependence, Preemption, 

Metaphysical explanation, Hwan Sun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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