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주의
Part 1. 실체 이원주의



심적 상태란 무엇인가?

➤ 지각 : 보기, 냄새 맡기, 듣기 등 

➤ 감각 : 배고픔, 목마름, 아픔 등 

➤ 감정 : 분노, 사랑, 슬픔 등 

➤ 사고 : 신념, 욕구, 결정 등



심적 상태의 일반적 특징

1. 어떤 심적 상태는 세계의 상태에 의해서 일어난다. 

2. 어떤 심적 상태는 행위를 일으킨다. 

3. 어떤 심적 상태는 다른 심적 상태를 일으킨다.(합리성) 

4. 어떤 심적 상태는 의식적이다. 

5. 어떤 심적 상태는 세계 속의 사물을 향한 것이다. 

6. 어떤 종류의 심적 상태는 어떤 종류의 뇌 상태와 체계적으로 상관

되어 있다.



실체 이원주의 : 비물리적 실체 vs. 물리적 실체

인간 정신 신체

비물리적 실체 물리적 실체



실체 이원주의 : 정신과 신체의 양방향 인과 상호작용

정신

신체



실체 이원주의 : 의식적 경험

정신

신체



실체 이원주의 : 지식과 추론

정신

신체

(1) 오늘이 금요일이면, 급료를 받는 날이다. 

(2) 오늘은 금요일이다. 

——————————————————— 

(3) 오늘은 급료를 받는 날이다.



이원주의
Part 2. 실체 이원주의 찬성 논증



실체 이원주의 찬성 논증 1,2,3

1. 정신은 _______을/를 할 수 있다. 

2.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_________을/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3. 정신은 물리적 대상이 아니다. 

➤ _______의 후보 : 



실체 이원주의 찬성 논증 1 : 언어 사용

1. 정신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2.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언어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3. 정신은 물리적 대상이 아니다.



실체 이원주의 찬성 논증 2 : 추론

1. 정신은 추론을 할 수 있다. 

2.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추론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3. 정신은 물리적 대상이 아니다.



실체 이원주의 찬성 논증 3 : 의식

1. 정신은 의식적일 수 있다. 

2.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의식적일 수 없다. 

그러므로 

3. 정신은 물리적 대상이 아니다.



앞선 세 논증의 공통점 : PII에 의존

➤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PII) : 만일 X와 Y가 동일하다면 이들

이 정확하게 똑같은 속성을 가진다. 

➤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속성을 정신이 갖는다면, PII에 

따라, 정신은 물리적 대상일 수 없다. 



실체 이원주의 찬성 논증 4 : 데카르트의 ‘의심과 실존’ 논증

(A) 나는 신체를 갖고 있음을 의심할 수 있다. 

(B) 나는 내가 실존한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C) 나는 신체가 아니다. 

➤ 이 논증의 설득력은?



이원주의
Part 3. 실체 이원주의 반대 논증



실체 이원주의 반대 논증 1 : 엘리자베스 공주의 논증

정신과 신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면,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가?



실체 이원주의 반대 논증 2 : 생리학의 설명적 완결성

물리적

비물리적

정신



실체 이원주의의 반대 논증 3 : 설명적 약점

1. 어떤 심적 상태는 세계의 상태에 의해서 일어난다. 

2. 어떤 심적 상태는 행위를 일으킨다. 

3. 어떤 심적 상태는 다른 심적 상태를 일으킨다. 

4. 어떤 심적 상태는 의식적이다. 

5. 어떤 심적 상태는 세계 속의 사물을 향한 것이다. 

6. 어떤 종류의 심적 상태는 어떤 종류의 뇌 상태와 체계적으로 상관

되어 있다.



이원주의
Part 4. 속성 이원주의



속성 이원주의 : 비물리적 속성 vs. 물리적 속성

물리적 속성

비물리적 속성

두뇌



부수 현상론(부수 현상적 속성 이원주의)

심적 상태는 인과적으로 무능!

물리적

비물리적



부수 현상론에 대한 평가 1 : 엘리자베스 공주의 문제

물리적

비물리적



부수 현상론에 대한 평가 2 : 생리학의 설명적 완결성

물리적

비물리적



부수 현상론에 대한 평가 3 : 설명적 약점

1. 어떤 심적 상태는 세계의 상태에 의해서 일어난다. 

2. 어떤 심적 상태는 행위를 일으킨다. 

3. 어떤 심적 상태는 다른 심적 상태를 일으킨다. 

4. 어떤 심적 상태는 의식적이다. 

5. 어떤 심적 상태는 세계 속의 사물을 향한 것이다. 

6. 어떤 종류의 심적 상태는 어떤 종류의 뇌 상태와 체계적으로 상관

되어 있다. 

그럼에도 …



과제

➤ 정신은 할 수 있는데 물리적 대상은 달성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지,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자. 

➤ 데카르트의 ‘의심과 실존’ 논증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서술하라. (교

재에는 그 허점이 소개되어 있으나, 동영상 강의에서는 소개하지 

않았음) 

➤ 동영상 강의에서 소개한 부수 현상론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거나 자

신의 생각을 덧붙여 부수 현상론에 대한 반대 논증을 구성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