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론
마음은 두뇌의 물리적 상태이다!

심리철학 3주차 2차시



동일론이란?

➤ 심적 상태는 두뇌의 상태이다. 

➤ 심적 상태는 두뇌의 ______ 상태이다. 

➤ 심적 상태는 두뇌의 ______ 물리적 상태이다.

슬픔

아픔 기쁨

믿음

욕구



스마트의 동일론

➤ 과학적 탐구에 확립된 결론  
(vs. 단순 관찰이나 의미 분석) 

➤ ____ 차원의 동일성!  
(vs. ____ 차원의 동일성)

심적 상태 = 두뇌 상태

물 = H2O

번개 = 대기의 전기 방전



사례(token) 동일성 vs. 유형(type) 동일성

➤ 사례 동일성 

➤ 포쉬 스파이스 = 빅토리아 베컴 

➤ 조지 부시 = 2005년 미국 대통령 

➤ 유형 동일성  

➤ 물 = H2O 

➤ 고통 = c-섬유의 흥분 

➤ 스마트의 동일론 : 심적 상태의 특정 유형 = 두뇌 상태의 특정 유형



심적 상태에 대한 동일론의 설명력 또는 일관성

1. 심적 상태 ← 세계의 상태 

2. 심적 상태 → 행위 

3. 심적 상태 → 심적 상태* 

5. 심적 상태 ☞ 세계 

6. 심적 상태 … 두뇌 상태 



두뇌 손상 연구

전두엽이 손상된 게이지 해마를 제거한 H.M.

해마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기반한 동일론 반대 논증

➤ 나의 고통은 내 발에 있지만, 내 c-섬유 흥분은 그렇지 않다. 

➤ 나의 고통은 날카롭지만, 나의 뇌에는 날카로운 것이 없다. 

➤ 나의 c-섬유 흥분은 주기를 갖지만, 내 고통은 그렇지 않다. 

➤ 나의 고통은 아픈 느낌을 갖지만, c-섬유 흥분은 그렇지 않다.



고통의 복수실현 가능성 (제한적 유형 동일론)

사람의 고통 = c-신경 섬유의 흥분? 문어의 고통 = d-신경 섬유의 흥분?

고통은 종에 따라 다른 두뇌 상태로 실현된다.



믿음 상태의 복수 실현 가능성 (단일 종 내에서도)

“에펠탑이 파리에 있다” “에펠탑이 파리에 있다”

동일한 유형의 믿음은 개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두뇌 상태로 실현된다.

심적 상태와 두뇌 상태의  

유형 동일성은 포기하지만 

사례 동일성은 인정 가능



동일론과 환원

➤ 유형 동일론 : 존재론적 환원 옹호 [환원적 물리주의] 

➤ 사례 동일론 : 존재론적 환원 반대 [비환원적 물리주의]



교재의 오기

➤ 80쪽 9째줄 : 운동피질 부분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 80쪽 14째줄 : 만일 동일론[이] 역설하는 대로 

➤ 89쪽 1째줄 : 기체의 압력은 기체 분자의 평균 동역학적 에너지로

온도는 운동



과제

➤ 동일론과 행동주의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설명해보자.  

➤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기반한 동일론 반대 논증 중에서 하

나를 골라 동일론자의 입장에서 반박을 시도하라. 

➤ 심적 상태의 복수실현 가능성이 동일론에 위협이 되는지 논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