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상적 의식 2
현상적 의식은 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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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에 호소한 자연과학의 설명들

“번개=대기의 전기 방전”  

번개의 여러 특징 설명 가능!

“물=H2O”  

물의 여러 특징 설명 가능!



두뇌 상태와 현상적 경험 사이의 설명적 간극

물리주의에 따르면, 상현의 고통스

러운 경험 사례는 그의 특정한 두뇌 

상태(예컨대 어떤 뉴런의 활성화)의 

사례와 동일. 그러나 어떤 뉴런의 활

성화는 왜 가려움이나 고통인가? 이

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 보인다. 즉 

두뇌 상태와 현상적 경험 사이에는 

설명적 간극이 존재한다.



“What is it like to be a bat?” (Nagle 1974)

박쥐에 관한 물리적 사실들(예 : 반향-정위의 신
경 생물학)을 전부 알게 된다고 해서, “박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알 수 있을까?

아니오!

박쥐의 두뇌 작동을 이해하는 일과 박쥐의 현상적 삶을 이해하는 일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설명적 간극이 존재



레빈의 논증

➤ 두뇌의 물리적 속성 P와 고통을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고통의 현상적 

속성, 즉 고통스러움이 설명될 수 있을까?  

➤ 아니오 

➤ 좀비 논증 : 우리는 고통 역할을 담당하는 두뇌 상태를 가졌으나 고

통 경험을 갖지 않는 사람, 즉 ‘고통-좀비’를 상상할 수 있다. 고통-

좀비가 가능하다면, 고통 경험은 고통 역할을 담당하는 두뇌 상태

를 갖는 것을 넘어서는 일, 즉 그것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일이 된다. 

➤ 구조 결여 논증 : 고통스러움에 구조가 있다면(즉 그것의 구성요소

가 특정한 구조로 결합되어 있다면) 고통스러움은 두뇌 속성 P의 구

조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고통스러움은 구조를 결여하고 있으

며, 따라서 두뇌 속성 P의 구조로 설명될 수 없다. 



설명적 간극 메우기 1 : 유형 동일성이 성립한다면?

➤ 레빈의 논증은 감각질에 대한 기능주의에 대한 반론일 뿐이다. 그

는 고통이 다양한 물리적 상태로 복수 실현될 경우, 고통 역할을 담

당하는 물리적 상태의 존재는 고통스러움 경험을 설명하는 데 불충

분하다고 말할 뿐이다.  

➤ 만약 고통과 두뇌 상태 P 사이의 유형-동일성이 성립한다면?  

➤ 여전히 왜 P가 고통스러움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

이 없음



설명적 간극 메우기 2 : 현상적 경험에 구조가 있다면?

수용기 → 적록 채널 / 명암 채널 / 황청 채널 인간의 시각 경험

이 이론은 우리의 색채 경험이 가진 일부 특징 설명 가능 

이는 현상적 경험에 구조가 없다는 레빈의 가정 무너뜨림 

그럼에도 이 이론이 색채 경험 ‘자체’를 설명할 수는 없음 

붉음, 파랑, 노랑, 초록의 경험은 애초에 어떻게 발생한 것인가?



기능주의와 현상적 의식

➤ ‘결여된 감각질’ 사고실험 : 고통-좀비가 가능하다. 따라서 기능주

의는 그르다. 왜냐하면 심적 상태의 현상적 속성은 이 상태에 대한 

특유한 기능적 역할에 의해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 ‘전도된 감각질’ 사고실험 

➤ 피 → 파랑 경험 → ‘붉다’라고 말하기 

➤ 하늘 → 붉음 경험 → ‘파랗다’라고 말하기 

➤ 위와 같은 감각질 전도가 가능하다면, 기능주의는 곤란해짐 

➤ 그러나 그러한 감각질 전도가 가능할까? 



6월 8일 (화) 실시간 수업

➤ 자유로운 종합 토론 시간 

➤ 그동안 궁금했거나 해소되지 않았던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