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이론 PART 2
심적 상태는 어떻게 대상을 가리키는가?

심리철학 11주차 1차시



번역서의 오류들

➤ 221쪽 아래에서 8째줄 : 만일 양이 없다면 → 양이 없이도 

➤ 222쪽 인용문 : ‘암소’는 다음의 두 조건이 만족된다면 암소를 의

미한다. (i) … 존재한다. 그리고 (ii) … 의존한다.  

➤ 225쪽 아래에서 4째줄 : 용에 관한 → 내용에 관한



포더의 이론 : 기본 아이디어

너구리가 CAT을 야기하는 인과 관계는 고양이와 CAT 사이의 인과 

관계에 의존하지만, 고양이가 CAT을 야기하는 인과 관계는 너구리

와 CAT 사이의 인과 관계에 의존하지 않음! 즉, 고양이는 너구리 없

이도 CAT을 야기하지만, 너구리는 고양이 없이는 CAT을 야기하지 

못한다.

CAT 야기

표상



포더의 정식화

➤ 다음의 두 조건이 만족된다면, CAT은 고양이를 의미한다. 

i) 고양이임이라는 속성과 CAT 사례의 원인임이라는 속성 사이

에 법칙적(nomic) 관계가 존재한다.  

ii) 만일 다른 속성과 CAT 사례의 원인임 사이에 법칙적 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그 법칙적 관계는 앞의 관계에 비대칭적으로 의

존한다.  

➤ 주의할 점 

➤ 광범위한 조건 아래서 유지되는 관계로서의 법칙적 관계 

➤ 대상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속성들 사이의 관계에 주목



부활절 토끼의 경우

➤ 아래의 두 조건이 만족된다면,  

EASTER BUNNY는 부활절 토끼를 가리킨다. 

➤ 부활절 토끼임이라는 속성과 EASTER BUNNY의 원

인임이라는 속성 사이에 법칙적 관계가 존재하고, 

➤ 다른 속성과 EASTER BUNNY의 원인임이라는 속성 

사이에 법칙적 관계가 있더라도, 그 관계는 앞의 관계

에 비대칭적으로 의존한다 

➤ 포더의 해석 : 부활절 토끼가 존재한다면 위의 두 조건 만

족되기에, EASTER BUNNY는 부활절 토끼를 의미한다.  

➤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속성의 법칙적 관계를 어떻게 확신

할 수 있을까?



포더의 이론 : 여전한 깊이 문제

CAT

망막의 c-패턴

고양이임이라는 속성과 CAT의 원인임이라는 
속성 사이의 법칙적 관계는 c-패턴임이라는 속성과 
CAT의 원인임이라는 속성 사이의 법칙적 관계에  
비대칭적으로 의존.  

그렇다면 CAT은 c-패턴을 가리킬까?

일으킴

일으킴



기능적 역할 이론

심적 상태의 인과 망과 심적 내용의 추리 망이 동형적일 때, 인과 망 내의 

각 심적 상태의 내용은 추리 망 내의 대응되는 노드의 내용으로 결정된다.

A

B  C

D

E

오늘은  
목요일이다.

내일은  
금요일이다.

금요일은  
급여일이다.

내일은  
급여일이다.

나(상현)는 내일  
용돈이 생긴다.



기능적 역할 이론의 난점 1 : 내용의 무한한 애매성

심적 상태의 인과 망과 동형적인 심적 내용의 추리 망이 유일하지 않다. 

A

B  C

D

E

오늘은  
일요일이다.

내일은  
월요일이다.

월요일은  
과제 마감이다.

내일은  
과제 마감이다.

나(상현)는 내일  
바쁠 것이다.



기능적 역할 이론의 나머지 난점들

➤ 기능적 역학 이론에 따르면, 심적 상태의 내용은 심적 상태 사이의 

인과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오히려 내용이 심적 상태 사이

의 인과 관계를 결정하지 않는가? 

➤ 기능적 역할 이론은 심적 상태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합리적’ 추

론 망에 의존한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자주 합리적이지 않다.  

➤ 기능적 역할 이론에 따르면, 심적 상태 사이의 인과 관계가 바뀌면 

심적 상태의 내용도 바뀐다. 그러나 인과 관계의 변화가 항상 내용

의 변화를 동반하진 않는다.



퍼트남의 사고실험 : 의미는 머릿속에 있지 않다

WATER WATER
H2O XYZ

지구인 쌍둥이 지구인

지구인과 쌍둥이 지구인은 동일한 두뇌 상태를 갖고 있으나 
둘의 심적 상태는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진다.

양쪽 지구에는 
‘물’이 가리키는 대상의  
화학 성분을 알지 못함



좁은 내용 vs. 넓은 내용

WATER WATER

H2O XYZ

지구인 쌍둥이 지구인

둘의 심적 상태는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내용을 갖지만, 
둘의 심적 상태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내용을 갖는다.

좁은 내용

넓은 내용 넓은 내용



버지의 사고실험

➤ 전문가들은“arthritis”를 관절염에 사용 

→ 나의 믿음은 거짓 

➤ 만약 전문가들이 “arthritis”를 다리의 고

통에 사용한다면? → 나의 믿음은 참 

➤ 나의 두뇌 상태는 똑같더라도, 내 신념의 

진위는 전문가들의 사용법에 따라 달라짐 

(넓은 내용)

내 넓적다리에  
arthritis가 생겼군



예측을 위해선 좁은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WATER WATER

H2O XYZ

지구인 쌍둥이 지구인

만약 지구인이 쌍둥이 지구에 순간 이동을 했다면, 
그의 WATER는 무엇을 가리킨다고 봐야 할까?

좁은 내용

넓은 내용 넓은 내용



과제

➤ 목요일에 공개할 내용 이론과 심적 인과에 대한 퀴즈를 5월 17일

까지 풀어서 제출할 것.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