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과 심적 인과
11주차 퀴즈 해설 및 토론

심리철학 12주차 1차시



심적 상태와 내용



지향적 상태



인과 이론과 선접 문제



목적론적 이론과 선접 문제

➤ 목적론적 이론은 어떻게 선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설명하

고, 그 해결책이 왜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지도 설명하라. (500

자 이내)



모범답안?

목적론적 이론은 먼저 '생물학적 기능'을 정의한다. 생물의 기관은 한번에 

여러 기능을 가질 수 있지만, 그중 어떤 종 'S'의 조상이 생존하고 번식하는

데 기여하는 업무'O'가 바로 생물학적 기능이다. 개구리가 파리를 보면 혀

로 낚아챌 때의 심적상태G를 예로 들어보자. 이때 G의 생물학적 기능은 '

파리잡기'이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파리'라는 심적 내용이다.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G는 오직 파리에 의해서만 야기된다. 하지만 목적론적 이론

에 따르면 비비탄을 파리로 오해하여 낚아챈다고 해도 여전히 G는 '파리'

라는 심적 내용을 가질 수 있다. 착각이라는 어떤 비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착각'을 허용함으로서 목적론적 이론은 선접 문

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목적론적 이론에는 큰 결함이 있다. 

생물학적 기능을 정확히 확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심적상태의 내

용 역시 비결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목적론적 이론은 완벽하

지 않다.



포더의 이론



좁은 내용과 넓은 내용

➤ 퍼트남과 버지의 사고실험을 참고하여, 좁은 내용과 넓은 내용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다른 사고실험을 고안하라. (400자 이내)



몇몇 답안
➤ 만약 내가 사과와 배를 구분할 능력이 없다면 내가 사과와 배에 대해 각각 가지는 

심적 상태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과와 배의 외연은 다르다. 내가 

사과를 배라고 부르더라도 사과의 외연은 사과이다. 따라서 의미는 단지 머릿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 현준이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아반떼 신형을 타고 다닌다. 하지만 현준이는 자동차

에 넣는 기름에 대한 지식이 없다. 따라서 경유와 휘발유를 구분하지 못하고 경유

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준이가 사는 세계에서는 셀프 주유소가 없

기 때문에 직원이 휘발유와 경유를 알아서 구분해서 넣어준다. 어느날 현준이는 자

동차에 연료가 떨어져서 연료를 채우러 간다. 이때 현준이는 '경유를 넣어야겠다'

고 생각한다. 그리고 주유소에 도착했을 때, 센스있는 직원은 현준이의 "경유 5만

원 넣어주세요"라는 말에 불구하고 휘발유 5만원을 알아서 넣어 줬다. 이때 이 직

원의 태도는 현준이의 말을 연료로 이해한 좁은 내용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 직원의 태도에서 넓은 내용과 좁은 내용을 찾을 수 있는데, 넓은 내용으로 

이 둘을 볼 때, 직원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지식이 모두 있지만, 현준이의 경유 

밖에 모르는 지식에서 산출된 행동에 오해하여 경유를 넣고 차는 망가졌을 것이다.



인과적 효력과 인과적 유관성



도파민과 모노아민

➤ 동영상 강의에서 공포의 두뇌 상태가 도파민과 모노아민으로 복수 

실현된다는 그림은 잘못된 사례이다. 사랑이라는 심적 상태와 도파

민 등의 호르몬을 이용하여 사례를 다시 구성하고, 그 사례에서 사

랑의 인과적 능력에 대해 평가하라. (500자 이내)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