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리주의와 수반
심적 상태가 물리적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심리철학 9주차 2차시



물리주의란 무엇인가?

물리적 속성

심적 속성

의존

➤ 이 세계에는 물리적인 것밖에 없다. 

➤ 심적 상태가 있다면 그 역시 물리적이다. 

이러한 말의 뜻은 무엇인가?



수반 접근 : 그림의 비유

점들의 분포가 모두 결정되면 그림의 형태도 자동으로 결정된다. 

점들의 분포를 바꾸지 않으면 그림의 형태도 변할 수 없다.

점들의 분포

그림의 형태

수반



(1) 물리적 대상이 가진 속성? 

(2) 물리학/화학/생물학이 다루는 속성?

물리적 속성이란?

일단 출발을 위해 (2)를 선택해보자!



완벽한 물리적 복제본을 만들 수 있다면

물리적 복제본원본

물리적 속성 물리적 속성

그림의 색상과 형태 그림의 색상과 형태

수반 수반

복제



인간의 완벽한 물리적 복제본?

물리적 복제본원본

물리적 속성 물리적 속성

심적 속성 심적 속성

수반 수반

복제

?



수반 접근법의 정교화 : 가능 세계의 도입

복제 세계현실 세계

물리적 속성 물리적 속성

심적 속성 심적 속성

수반 수반

나이와 위치 등까지 복제

물리적 복제

물리주의가 옳다면, 

양쪽 세계의 동일인은 
동일한 심적 상태를 갖는다.



속성 이원주의도 물리주의인가?

복제 세계현실 세계

물리적 속성 물리적 속성

비물리적 속성 비물리적 속성

수반 수반

복제

물리적 복제



라벤스크로프트의 해법

➤ 수반은 물리주의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님 

➤ 심적 상태에 대한 물리주의가 옳다면 심적 상태는 물리적 속성에 수

반하지만, 심적 상태가 물리적 속성에 수반한다고 물리주의가 옳은 

것은 아님!  

➤ 그렇다면 속성 이원주의는 왜 물리주의가 아닌가? 

➤ 속성 이원주의가 요구하는 수반 관계는 물리 법칙이 아님! 

➤ 라벤스크로프트의 물리주의 재정의 [교재의 서술을 변형했음] 

➤ (수반 조건) 현실 세계의 물리적 속성만 복제한 가능 세계는 현실 세

계와 심적 속성에 대한 것까지 동일하다. 

➤ (물리 법칙 조건) 그 가능 세계는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과 똑같은 자

연 법칙만을 가지며 그 외의 자연 법칙은 갖지 않는다. 



과제

➤ 수반을 통해 물리주의를 정의한다면 제거주의와 허구주의는 물리

주의가 아닌가? 

➤ 토성의 고리에 암모니아 분자 하나가 추가된 점을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현실 세계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가능 세계를 상상해보자.  

그 세계의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적 속성에 대해 수반 물리

주의는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가? 

➤ 물리주의에서 속성 이원주의를 배제하기 위한 라벤스크로프트의 

해법이 좋은 해법인지 평가하라.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