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거주의와 허구주의
심적 상태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심리철학 5주차 2차시



이론과 실재의 관계

E를 가정하는 T1의 실패  
&  

E를 가정하지 않는 T2의 성공
E의 실재성에 대한 믿음

약화

E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착각이었다. 

이제 우리는 E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제거주의의 전형적 사례

➤ 플로지스톤 이론의 실패 & 산소 이론의 성공 

→ 플로지스톤의 실재성 증거 사라짐 

➤ 전염병에 대한 마녀 이론의 실패 & 세균 이론의 성공 

→ 마녀의 실재성 증거 사라짐



심적 상태에 관한 제거주의

➤ 통속 심리학(folk psychology)의 실패했다. 따라서 통속 심리학

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심적 상태들(지각, 감각, 정서, 신념, 욕구 

등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 처칠랜드(Churchland 1981)의 제거주의 옹호 논증들 

1. 통속 심리학은 ‘정체된 연구 프로그램’이다. 

2. 통속 심리학은 심적 생활의 중요한 여러 특징을 해명하지 못한다. 

3. 통속 심리학은 다른 과학들과 증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Churchland, P. M. (1981), “Eliminative Materialism and the Propositional Attitudes”, 
Journal of Philosophy 78: 67-90.



1. 통속 심리학은 정체된 연구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현대의 ‘과학적 통속 심리학’을 고려한다면?

통속 심리학

신경 과학

수 세기 동안 새로운 발견을 낳지 못하고 있는 정체된 프로그램

새로운 발견들을 계속 낳고 있는 진보적 프로그램

과학적 통속 심리학

통속 심리학에서 가정하던 동일한  
심적 상태를 가정하고 있지만  
여러 새로운 발견들을 낳고 있음



2. 통속 심리학은 심적 생활의 여러 특징을 해명하지 못한다?

➤ 처칠랜드 : 통속 심리학은 마음의 병, 창조성, 잠, 시각, 기억, 학습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지 못한다! 

➤ 과학적 통속 심리학을 고려한다면?

우울증 시각 기억



3. 통속 심리학은 다른 과학들과 증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 자연선택론의 수많은 지원군들 : 지질학(대륙이동설, 판구조론, 동

일과정론),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비교 해부학, 동위원소에 

대한 물리학, … 

➤ 통속 심리학은 다른 과학들과의 연관 부족?  

➤ 사실 통속 심리학은 상식적 믿음의 집합으로,  

다른 과학과의 연관 깊이 있게 탐색되지 않았을 뿐 

➤ 최근 과학적 통속 심리학과 다른 과학들 사이의 연관 증가중



제거주의 반대 논증

➤ 통속 심리학의 훌륭한 예측력 :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문제에
서, 통속 심리학은 신경과학보다 
훨씬 뛰어나다! 

➤ 과학적 통속 심리학의 설명력 : 
과학적 통속 심리학이 가정하는 
심적 상태들이 존재한다고 믿을 
좋은 이유가 있다!

제리 포더(Jerry Fodor)



허구주의

➤ 엄밀히 말해 심적 상태는 존재하지 않지만,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가

장하면 아주 유용하다! 

➤ 데넷의 3가지 태도 : 물리적 / 설계적(기능) / 지향적(신념과 욕구) 

➤ 약점 : (1) 의인화의 부적절성 (2) 지향적 태도의 유용성 vs. 허구주의

컴퓨터가 신념과 욕구를 가지진 않지만, 
신념과 욕구를 컴퓨터에 귀속시키면 매우 
유용하며 때로 이는 불가피하다. 

사람의 신념과 욕구도 마찬가지이다.

이 컴퓨터는 자신의 킹이 위협을 받는다
고 믿고 있군. 그래서 상대 퀸을 제거하려
고 하는군.



과제

➤ 통속 심리학의 예측력이 신경과학보다 우수하다는 증거를 추가적

으로 제시하고, 그것이 제거주의에 대한 좋은 반대 근거가 될 수 있

는지 논하라. 

➤ 신념과 욕구를 가정하는 통속 심리학이 물리학이나 생물학 등 다

른 과학과 근본적으로 충돌한다고 볼 이유는 없는가? 만약 그렇게 

볼 이유가 있다면 통속 심리학은 대체되어야 할까? 

➤ 데넷은 체스-두는 컴퓨터가 신념과 욕구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간도 신념과 욕구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

고 주장하려 한다. 이러한 논증에 숨어있는 가정은 무엇일까?



교재의 번역 검토

➤ 117쪽 2째 문단 1째줄 : 전문가끼리 통하는 사투리 → 전문용어 

➤ 128쪽 : 자세 → 태도(stance) 

➤ 131쪽 아래에서 5째줄 : 부적절하게도 → 부적절하게 

➤ 134쪽 6째줄 : 스틱 → 스티치 

➤ 134쪽 16째줄 : 자하라 → 자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