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상적 의식
흑백방을 나온 메리는 새로운 지식을 얻었는가?

심리철학 13주차 2차시



번역서의 번역 교정

➤ 278쪽 이후 : 설명간격 논증 → 설명적 간극 논증 

➤ 288쪽 : 기술(description) 

➤ 289쪽 6째줄 : 물리주의 이론 → 물리적 이론 

➤ 289쪽 7째줄 : ‘반론의 필요성’ 반론 → ‘반론의 필연성’ 반론



물리주의에 대한 현상적 의식의 도전

➤ 형이상학적 도전 

➤ 감각질은 순전히 물리적 용어로 설명될 수 있는가? 

➤ 대표 논증 : 지식 논증 

➤ 인식론적 도전 

➤ 감각질이 실은 물리적인 것이라 인정한다고 해도, 우리는 두뇌

가 어떻게 현상적 의식 경험을 생성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가? 

➤ 대표 논증 : 설명적 간극 논증



색채과학자 메리 사고실험

메리는 명민한 색채 과학자이다. 다
만 그녀는 날 때부터 흑백 방에서 
양육되었다. 그 방에서 그녀는 인간
의 색채 시각과 연관된 모든 물리
적 사실, 즉 빛에 관한 물리학, 눈
의 광학적 속성, 시각 체계의 해부
학과 생리학 등에 관한 모든 것을 
배웠다. 어느날 그녀가 흑백 방(감
옥!)에서 나가게 되었으며, 잘 보이
는 곳에 있는 잘 익은 토마토를 보
게 되었다. “와!” 그녀는 말했다. “나
는 이제 빨강이 어떻게 보이는 지 
알게 되었다.”



잭슨의 지식 논증 #1

1. 물리주의에 따르면, 현실 세계의 모든 속성은 물리적 속성이다. 

2. 그런데 흑백방에 갇혀 있던 색채 과학자 메리는 세계의 물리적 본

성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았음에도, 배울 것이 남아 있었다. 바로 붉

음(redness)’이라는 감각질에 대해! 

3. 그러므로 ‘붉음’이라는 감각질은 물리적 속성이 아니다. 

4. 그러므로 물리주의는 틀렸다.



잭슨의 지식 논증 #2

메리는 방에서 나와 다음과 같이 외친다.  

“와! 이제야 남들의 시각 경험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됐어.” 

1. 메리는 (방에서 나오기 전에) 다른 사람에 관해서 알아야 할 모든 

물리적인 것을 알았다. 

2. 메리는 (방에서 나오기 전에) 다른 사람에 관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가 방에서 나왔을 때 다른 사람에 관해서 

무언가를 배웠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물리주의적 이야기를 벗어난, 다른 사람(과 자신)에 관한 

진리가 있다.



이런 사고실험이 말이 될까?

메리가 자신의 팔을 보면 살구색을 볼텐데 … 

메리가 피를 흘리기라도 하면 빨간색을 볼텐데 … 

메리가 넘어지면 푸른색을 볼텐데 …

고글을 씌운 메리



지식 논증의 귀결?

감각질의 비물리적 성격

생리학의 설명적 완결성

부수 현상론적 속성 이원주의



반론 1. 능력지 반론

➤ ‘안다’의 두 가지 용법 

➤ (명제지) 상현은 한라산이 제주도에 있다는 것을 안다. 

➤ (능력지) 상현은 수영할 줄 안다. 

➤ 흑백방을 나온 메리가 얻은 새 지식이 

➤ 만약 명제지라면 물리주의 반박 O 

➤ 만약 능력지라면 물리주의 반박 X 

➤ 그러나 메리가 얻은 새 지식을 능력지라고 할 수 있을까?



반론 2. 처칠랜드의 물귀신 작전?

흑백방에 갇혀 있던 색채 과학자 조셉은 물리적 속성과 비물리적 심적 속성

에 관한 최선의 이론 X와 인간의 색채 시각에 관한 모든 물리적 사실을 배웠

다. 그러나 그는 흑백방에서 나가게 되었으며, 잘 보이는 곳에 있는 잘 익은 

토마토를 보게 되었다. “와!” 그는 말했다. “나는 이제 빨강이 어떻게 보이는 

지 알게 되었다.” 

1. 속성 이원주의가 진리라고 가정하자. 

2. 그런데 흑백방에 갇혀 있던 색채 과학자 조셉은 물리적 속성과 비물리적 

심적 속성에 관한 최선의 이론 X와 인간의 색채 시각에 관한 모든 물리적 

사실을 알았음에도, 배울 것이 남아 있었다. 

3. 조셉이 물리적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론 X가 부적절했을 것이다. 

4. 그러므로 속성 이원주의는 어떤 방식으로든 부적절하다. 



반론 3. ’반론의 필연성’ 반론 (브래든-미첼 & 잭슨 1996)

➤ 감각질이 부수 현상이라면, 감각질은 말과 행동과 다른 신념의 원

인이 될 수 없다. 

➤ 메리가 “와! 나는 이제 빨강이 어떻게 보이는 지 알게 되었다.”

라고 말할 때, 그녀의 말은 감각질에 의해 야기된 것일 수 없다! 

➤ 메리의 새로운 지식, 즉 모종의 새로운 믿음, 역시 감각질에 의

해 야기된 것일 수 없다. 

➤ 그렇다면 메리의 말과 믿음을 야기한 것은 무엇인가? 

➤ 새 잭슨의 옛 잭슨 비판 논증 (후건 부정) 

➤ 지식 논증의 결론 & 생리학의 설명적 완결성 → 부수 현상론 

➤ 부수 현상론이 거짓이므로, 지식 논증의 결론도 거짓!



반론 4. 메리는 물리적 사실을 전부 알았는가?

➤ 감각질은 물리적 속성임에도 물리적 이론이 불충분했을 가능성 

➤ 색채에 관한 메리의 물리적 이론이 물리적 감각질의 예측에 무능했던 불충

분한 물리적 이론이었을 가능성 

➤ 언어로 전달할 수 없는 물리적 사실이 존재할 가능성 

예 : 빨간 대상을 보는 것이 어떠할 것인가에 관한 물리적 사실 

➤ 1인칭 관점의 경험을 3인칭 관점의 이론이 대신해줄 수 없을 가능성 (단, 1

인칭 관점에서 배우는 사실도 물리적 사실임)  

➤ 현상적 개념 : 경험 자체에 의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이 개념 하에 

놓인 심적 상태는 독특한 물리적 상태임.  

➤ 흑백방을 나온 메리가 획득한 것은 새로운 개념 집합 

➤ 비물리주의자의 대응 : 언어가 감각질에 관한 사실을 표현할 수 없는 이유는 

감각질이 비물리적이기 때문!



과제

➤ 흑백방을 나온 메리가 얻은 새 지식이 능력지라는 주장을 소개하고

(어떤 의미에서 능력지가 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

토하라. 

➤ 교재의 저자는 처칠랜드의 논증이 맞다면, 메리의 실패는 물리주의

가 그르다는 증거가 아니라,“감각질 생성기가 물리적 이론과 무관

함을 보여줄 뿐”이라고 말한다. 루이스의 사고실험을 이용하여 이

를 해명하라. 

➤ 대니얼 데닛의 짧은 글을 읽고, 지식 논증에 대한 데닛의 반론을 재

구성한 후 평가하라.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