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이론 PART 1
심적 상태는 어떻게 대상을 가리키는가?

심리철학 10주차 2차시



번역서의 오류들
➤ 208쪽부터 끝까지 : 사물(thing) → 대상(사물이나 사태) 

➤ 209쪽 1째줄 : 심적 상태가 다른 것이나 다른 것들이 → 심적 상태는 어떠한 것(들)

이 어떠하다고 

➤ 210쪽 4째줄 : 눈이 검다고 → 눈(snow)이 검다고 

➤ 213쪽 1문단 : 영상 → 심상(image) 

➤ 214쪽 2문단 : 정수 (그냥 사람 이름이라는 데 주의할 것) 

➤ 215쪽 4째줄 : 토끼와 마술이라는 기호의 → 토끼와 마술과 같은 기호들의 

➤ 217쪽 아래에서 1째줄부터 : 적절한 기능 → 고유 기능(proper function) 

➤ 219쪽 : 산탄총알에 들어 있는 작은 납구슬 → 비비탄 

➤ 219쪽 - 220쪽 : 구슬 → 비비탄 

➤ 220쪽 아래에서 1째줄 : 비결정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멋지게 지적하고 → 비

결정성 문제에 대한 멋진 대응의 사례를 제공하고



믿음의 내용

에베레스트산의 높이는  
8848미터야.

표상



욕구의 내용

머리를 염색하고 싶어
표상



용어

➤ 심적 상태가 어떤 대상을 표상한다. 

= 심적 상태가 어떤 대상을 향한다. 

= 심적 상태가 어떤 대상을 가리킨다. 

= 심적 상태가 어떤 대상에 관한 것이다.  

➤ 지향적 상태 = 어떤 대상에 관한 심적 상태 

➤ 내용 = 심적 상태가 가리키는 대상

에베레스트산의 높이는  
8848미터야.

심적 상태 표상



라고 믿음

명제와 명제 태도

➤ 명제 = 심적 상태의 내용이 되는 사태 

➤ 명제 태도 = 내용을 가진 심적 상태

명제(내용)명제 태도(심적 상태)

내가 멋있다 내가 멋있다.

기를 바람내가 합격하 내가 합격하다.



유사성 이론 (심상에 기초한 접근)

X에 관한 내 생각(심상)이 X를 가리키는 이유는 그것이 X를 닮았기 때문



유사성 이론의 문제 1

➤ 모든 것은 어떤 측면에선가는 다른 모든 것과 닮았다. 

➤ 그렇다면 생각과 대상은 어떤 측면에서 닮았는가? 

➤ 시각적 외관? 시각적 외관이 없는 대상은? 

인플레이션에 관한 생각

수 2에 관한 생각

?

?



유사성 이론의 문제 2

고양이에 관한 생각

나일 강에서 최초로  
수영한 사람에 관한 생각 ?

고양이 일반



인과 이론 (심적 기호에 기초한 접근)

X에 관한 내 생각(기호)이 X를 가리키는 이유는  

그것이 (i) X에 의해서 그리고 (ii) 오직 X에 의해서만 야기됐기 때문

일으킴

X

CAT



인과 이론의 문제 1

➤ 대상에 관한 생각이 대상과의 직
접적 접촉 없이 떠오른 경우 

➤ 대응 : 간접적 인과 고리를 고
려하면 떠오를 수 있음 

➤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관한 생각
(e.g., EASTER BUNNY) 

➤ 대응 : 다른 기호들의 복합체
를 통해 생성 가능 

➤ 재반론 : TWO는 다른 기호
의 복합체로 생성될 수 없음!



인과 이론의 문제 2 : 깊이 문제

CAT

망막의 c-패턴

CAT은 고양이를 표상하는가, 
아니면 망막의 c-패턴을 표상하는가?

일으킴

일으킴



인과 이론의 문제 3 : 선접(disjunction) 문제

CAT

➤ CAT은 고양이뿐 아니라 너구리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다.  

➤ CAT의 내용은 고양이가 아니라 고양이-또는-너구리가 된다!

‘착각’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 이론은 실패함!



목적론적 이론 (진화론적 접근)

X에 관한 내 생각이 X를 가리키는 이유는 그 생각의 생물학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데 X가 필요하기 때문

G

혀로 파리를 낚아채는 행동

파리G의 생물학적 기능은 파리 잡기



생물학적 기능

➤ 종 S가 가진 기관 O의 생물학적 기능 F =  

S의 조상의 생존과 번식에 기여한 O의 업무 

➤ 심장의 기능은?

작은 소리를 내는 것? 혈액의 펌프질?

➤ 만약 혈관이 막혀 심장이 혈액의 펌프질에 실패한다면? 오작동 

➤ 생물의 기관은 정상 조건에서만 자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비비탄에 의해 야기된 개구리의 G는 무엇을 가리킬까? 

➤ G의 기능은 ‘파리 잡기’이므로, G는 여전히 파리를 의미! 

➤ 목적론적 이론에 따르면, 개구리는 비비탄을 파리로 착각한 것!

다시 개구리로 돌아와서

G

혀로 파리를 낚아채는 행동

비비탄



그러나 G의 기능을 ‘파리 잡기’라고 할 수 있는가?

➤ G의 기능은 파리 잡기인지 작고 검은 물체 잡기인지 비결정적! 

➤ G의 기능이 비결정적이기 때문에, G의 내용도 비결정적!

G

혀로 파리를 낚아채는 행동

작고 검은 물체G의 기능은 작고 검은 물체 잡기?



10주차 과제

➤ 없음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