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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 행동주의란?

➤ 심적 상태는 일정 상황에서 일정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성향이다. 

➤ 예를 들어,  

➤ 고통스러운 상태란? 

➤ 사자가 근처에 있다고 믿는 상태란? 

➤ 어둠을 무서워함이란?



주의할 점

➤ 철학적 행동주의는 심적 상태가 일정 상황에서 일정 방식으로 행동

하려는 성향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예컨대, 고통은 몸부림의 원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고통은? 

➤ 철학적 행동주의는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들의 심적 상태에 관

해서 알게 된다는 주장과 구별된다. 

 

불이 꺼졌을 때 덜덜 떠는 행동 성향은 그가 어둠을 두려워함에 대

한 증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무엇인가?



철학적 행동주의와 물리주의



철학적 행동주의의 설명력

(1) 어떤 심적 상태는 세계의 상태에 의해서 일어난다. 

(2) 어떤 심적 상태는 행위를 일으킨다. 

(5) 어떤 심적 상태는 세계 속의 사물을 향한 것이다. 

(6) 어떤 종류의 심적 상태는 어떤 종류의 뇌 상태와 체계적으로 상관

되어 있다.



철학적 행동주의 옹호 논증 1 : 행동과의 강한 연관에 호소

1. 심적 상태와 행동 성향 사이에는 강한 연관이 존재한다. 

2. 철학적 행동주의에 따르면 심적 상태는 곧 행동 성향이므로  

이 연관을 잘 설명한다. 

3. 그러므로 철학적 행동주의가 옳다. 

➤ 그러나 대안적 설명이 있다면?



철학적 행동주의 옹호 논증 2 : 검증주의에 호소

➤ 검증주의 의미 이론에 따르면,  

➤ 진술의 의미는 그 진술의 검증 방법이다. 

➤ 따라서 ‘상현이 고통스럽다’는 진술의 의미는 적절한 상황에서 

상현을 관찰하면 그가 울거나, 움츠리거나, 기타 등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관찰하게 된다”는 것이 된다. 

➤ 이는 ‘상현이 고통스럽다’는 진술의 의미가 철학적 행동주의에 

따라 정의됨을 의미한다. 

➤ 그러나 검증주의 의미 이론을 거부한다면?



철학적 행동주의의 취약한 설명력

➤ 철학적 행동주의는 사고의 합리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 철학적 행동주의는 의식의 문제, 즉 고통의 느낌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철학적 행동주의 반대 논증 1 : 초극기인 & 무통각증 논증

➤ 초극기인 : 고통 행동을 참을 수 있다면? 

➤ 고통 행동 성향은 고통의 필요조건이 아니다! 

➤ 무통각증 : 고통 행동을 흉내낼 수 있다면? 

➤ 고통 행동 성향은 고통의 충분조건도 아니다!  

➤ 논증으로 완성한다면?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고통 행동 성향을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반대

로 고통을 느끼지 않지만 고통 행동 성향을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고통은 일정 상황에서 일정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성향이 아니다.



철학적 행동주의 반대 논증 2 : 완전한 목록의 불가능성

➤ 심적 상태에 대응하는 행동 목록? 

➤ 고통스러운 상태 : 울거나, 펄쩍 뛰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몸을 

움츠리거나, 특정 부위를 문지르거나, … …  

➤ 사자가 있다고 믿는 상태 : 자동차로 뒤돌아 뛰거나, 총을 집어 

들거나, 도와 달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몸을 덜덜 떨거나, … … 

➤ 초극기인 사례의 함축 : 고통의 행동 성향은 자신의 신념과 욕구에

도 의존한다! 즉 심적 상태는 행동을 결정해주지 못한다. 

➤ 즉, 특정한 심적 상태에 대응하는 특정한 행동을 없으며,  

그 행동의 목록은 불가피하게 불완전하다! 

➤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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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적 행동주의란?

➤ 심리학의 목표는 자극과 행동의 
연결 법칙을 발견하는 것! 

➤ “만일 유기체가 자극 S1, S2, 
S3, …을 받는다면, 행동 B로 
반응하려는 경향을 띨 것이
다.” 

➤ 이때 “배웠다”, “원한다”, “믿는
다”와 같은 유기체의 내적 상태
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 것!



방법론적 행동주의의 옹호 논증과 반대 논증

➤ 옹호 논증 1 : 과학은 오로지 좋은 증거에 바탕을 두고 확립할 수 

있는 진리에만 관여하므로, 관찰불가능한 상태와 속성에 관한 주장

은 무시해야 한다. 따라서 심리학은 관찰불가능한 심적 상태에 대

해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 → 그러나 다른 과학들은? 

➤ 옹호 논증 2 : 방법론적 행동주의 심리학의 성과에 호소! → 그러나 

벌써 1950년대 말부터 그러한 방식의 한계 명확해짐 

➤ 반대 논증 1 : 자극과 반응에 대한 일반적인 연결 법칙은 없다. 

➤ 반대 논증 2 : 방법론적 행동주의의 가정인 ‘백지 이론’을 반박할 

증거가 있다. 만약 우리가 세계의 일정 국면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태어난다면, 세계에 관한 반응이 자극의 역사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되지만은 않는다. 



과제

➤ 교재에 등장하지 않은 심적 상태를 사례로 들어 철학적 행동주의

에 따라 분석하고, 그것의 한계를 분석하라. 

➤ 검증주의 의미 이론을 거부할 이유가 있는가? 교재 60쪽에 있는 

콰인을 언급하지 않고 스스로 따져보자. 

➤ 심적 상태의 행동 성향에 대한 목록이 불가피하게 불완전하다는 점

이 철학적 행동주의에 어떤 위협을 제공하는가? 

➤ 위의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깨지기 쉬움”이나 “지구의 중력을 받

고있음”과 같은 물리적 상태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