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식의 다양성
‘의식’이란 말은 혼동하기 쉽다!

심리철학 12주차 2차시



번역서의 번역 교정

➤ 260쪽 3문단 3째줄 : E를 가진 듯이 느끼는 것이 → E를 가진 것 같은 무언가가 

➤ 262쪽 2문단 3째줄 : 일몰을 볼 때 은서의 경험은 붉음의 속성을 갖는다. 붉음

은 어떤 표면의 속성이다. → 일몰을 볼 때 은서의 경험은 붉음(redness)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붉음(redness)은 어떤 시각적 경험의 속성으로, 그것은 어떤 표

면의 속성인 빨강(red)과 혼동하면 안 된다. 

➤ 263쪽 아래 1째줄부터 : 유대류 늑대 → 주머니늑대 

➤ 264쪽 1문단 : 이 신념을 말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통제될 수 있다. → 이 신념은 

말에 대한 이성적 통제에 이용 가능하다. / 이 신념을 대상으로 행동의 이성적 

통제가 가능하다. → 이 신념은 행동에 대한 이성적 통제에 이용 가능하다. / 이 

신념은 추리의 관점에서 무차별적이다. → 이 신념은 추리의 관점에서 무제한적

으로 이용 가능하다. 

➤ 262쪽 2-3째줄 : 관심을 기울여서 전달하는 것 이외에 → 당신의 관심을 끄는 

것 이외에 



1. 현상적 의식(phenomenal consciousness)

➤ For any phenomenally conscious experience,  
there is something that it is like to have E. 

➤ 다양한 현상적 의식들 

➤ 간질거리는 듯한 느낌; 배고픈 듯한 느낌; 목마른 듯한 느낌;  

➤ 몹시 뜨거운 느낌 

➤ 오늘이 화요일이라고 믿는 듯한 느낌? 

➤ 오늘이 금요일이기를 바라는 느낌?



현상적 의식의 정의 불가능성?

➤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만 가지고는, 현상
적 의식을 결여한 사람에게 자신이 무엇
을 결여했는지 이해시키지 못한다. 그렇
지만 나는 이런 정의를 갖고 있지 않기 때
문에 제시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런 정의
를 갖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장차 어떻게 
이런 정의를 갖게 될지 모르겠다.  

➤ 우리가 의식 경험을 정의할 수 없으며, 어
떤 현상적 의식 경험을 기술하려면 다른 
현상적 의식 경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
다는 것이야말로, 이 의식에 관한 심오한 
사실인 듯하다. 그래서 나는 짭짤하고 이
스트 맛이 난다고 말하지 않고서는 이스
트 추출물로 만든 베지마이트의 맛이 어
떠하다는 것은 전할 수 없다. 달리 말해
서, 당신이 베지마이트를 직접 맛보지 않
았다면, 비슷한 다른 경험으로 당신의 관
심을 끄는 수밖에 없다.



감각질(qualia) : 의식적 경험의 속성 (유의어 : 주관적 느낌)

붉음(redness)

빨강(red)

고통스러움(painfulness)

고통시각적 경험



➤ 접근 의식 :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심적 상태 

➤ 이 신념은 말에 대한 이성적 통제에 이용 가능 

➤ 이 신념은 행동에 대한 이성적 통제에 이용 가능 

➤ 이 신념은 모든 추론에 무제한적으로 이용 가능 

➤ 접근 의식의 예 : 주머니늑대에 대한 저자의 믿음 

➤ 비접근 의식의 예는? 

➤ 중간은 없는가?

2. 접근 의식(access consciousness)



접근 의식 vs. 현상적 의식

➤ 여러 사안에 대해 접근 의식을 가
졌지만 현상적 의식을 갖지 못한 
로봇 상상 가능 (실제로 존재한다
는 뜻은 아님) 

➤ 따라서 둘은 상이한 개념



접근은 현상적 의식의 기능인가?

➤ 현상적 의식이 하는 일이란 심적 상태를 ‘표면에 오도록 해서’ 언어

와 행동으로 이성적 통제가 가능하며, 다양한 추리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준다.  

➤ 맹시(blindsight) 특히 피질맹(cortical blindness)에 근거한 논증 

➤ 보는 것 같은 현상적 경험은 없지만, 두뇌에 시각 정보 존재 

➤ 두뇌의 시각 정보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용가능한 비접근 의식 

➤ 이러한 접근 불가능성의 원인은 현상적 경험의 상실 

➤ 즉, 접근은 현상적 경험의 기능이다.



반론 : 상관관계만으로는 인과 관계를 확립하지 못한다



블록 : 접근 의식과 현상적 의식 사이의 항상적 상관 의심

특정 시점 이전에 우리는 
소음을 현상적으로 의식했으나, 
그 소음에 대한 접근 의식이 없었다.

대안적 설명은 불가능한가?



흔한 실수

➤ 버나드 바스, 『의식의 극장에서』 

➤ (어려운 문제) 현상적 의식에 
대한 질문을 던진 후, 

➤ (쉬운 문제) 접근 의식에 대한 
이론만 제시함



다른 종류의 의식

➤ 자의식(self consciousness) 

➤ 자기 개념을 갖고, 이 개념을 자신에게 적용 

➤ 자의식 없이도 현상적 의식 가질 수 있다는 주의할 것 

➤ 감시의식(monitoring consciousness) 

➤ 우리는 자신의 심적 활동에 대해 감시(반성)할 수 있음 : 우리는 고

통을 느낄 뿐 아니라, 내가 고통을 느낀다고 믿을 수 있음.  

➤ 암스트롱의 고차 생각 = 다른 심적 상태에 대한 생각 : 심적 상태 

M은 M에 관한 이차 심적 상태가 존재할 때만 의식적 

➤ 현상적 의식 없이도 고차 생각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것 : 

e.g., 컴퓨터는 자신의 내적 상태에 대한 내적 상태를 가질 수 있음



과제

➤ 접근 의식은 현상적 의식의 기능인가?  

➤ 감시의식은 현상적 의식이나 접근 의식과 무관한 것일까? 

➤ 11장에서 소개되지 않은 종류의 의식도 있을까? 

➤ 수다를 떨다 경보음을 깨달은 사례에 대해 블록과 다른 설명이 가

능한가?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