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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0세기 후반에 과학계에서 이루어진 가장 커다란 사건이 인지혁명(Cognitive Revolution)

이라고 Roger Sperry(의학/생리학 분야에서 1981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신경과학자) 교수는

언급한 바 있다. 과학사 및 과학철학계 일반에서도 이러한 인지주의의와 인지과학의 등장이

과거의 과학과 획을 긋는 하나의 중요한 과학적 변혁으로 간주하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20

세기 후반 이래 과학철학자들이 과학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할 때에 물리학을 논하기보

다는 인지과학을 중심으로 논하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음이 이러한 변혁의 중요성을 지지하

여 준다.

Sperry(1993) 교수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인지주의 과학혁명의 기본적인 의의는 과학에서

인과적 결정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이라는 데에 있다. 자연 현상의 모든 것이 전

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결정된다는 전통적 물리학의 미시적 관점 대신에, 역방향적 하향적

결정론을 추가하는 것이다. 전통적 미시적 상향적 입장과 인지주의의 거시적 하향적 입장이

조합된 ‘이중 방향’, ‘이중 결정’ 모형은 과학으로 하여금 자연의 질서 전체를 설명하고, 이해

하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20세기 중반에 제시한 것이다. 과학이 상징하던 바, 과학이 지

지해오던 바, 과학의 신조와 세계관들이 급진적으로 수정되었고 그러기에 인지주의, 인지과

학의 등장이 하나의 과학적 변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학적 변혁을 구현하고, 인류에게 인간 마음에 대한 물음은 물론 생명, 인공물 등

에 대하여 물음의 틀을 본질적으로 재구성하게 하며, 자연과학에 대한 물질중심의 상식적

과학관을 대폭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다학문적 학문이 바로 인지과학(認知科學;

Cognitive Science)이다.

인지과학의 등장이 기존의 과학 개념을 대폭 수정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임은 최

근에 미국 IBM의 알마덴 연구소의 연구자들이 뉴욕과학학술원 모임에서 발표한 글에서 잘

나타난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컴퓨터의 마우스를 창안하였던 Engelbart 박사와 세계 최초

로 서비스과학이라는 분야를 창안한 Spohrer 박사는 세상의 현상들을 모두 복잡계 현상으

로 보고 다음과 두 개의 일차적 체계와 5개의 이차적 체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Spohrer, & Englebart, 2004).

A. 자연계(Natural Systems): 일차적 체계1

1. 물리계(Physical systems); 물리학, 천체물리학 나노기술 등

2. 생명계(Living systems) ; 생물학, 화학, 동물생태학, 발생학 등

3. 인지계(Cognitive Systems); 인지과학, 심리학, 신경생리학, 아동발달과학 등

B. 인공계(Human-Made systems): 일차적 체계2

4. 사회계(Social systems0: 사회학, 동물생태학, 언어학, 경제학, 정치학 등

5. 기술계(Technology systems): 디자인과학, HCI, 인간공학, 바이오닉스 등

인지과학이 3대 자연체계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다. 이러한 틀을 보아도, 이제는 전통적으

로 내려온 물질 중심의 과학관, 즉 인지과학이 자연과학으로 거론 안 된 틀은 더 이상 시대

에 맞지 않는 낡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과학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인지과학이 무엇이길래 이러한 과학관의 변혁을 가져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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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과학의 정의

인지과학은 본질적으로 ‘마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다학문

적 탐구의 학문이다. 여기에서 ‘마음’이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인간 ‘이성’이나 ‘감성’의 어

느 하나만도 아니다. 인지과학에서의 ‘마음’ 개념이란 이들을 모두 포괄하며, 인간에게만 있

는 마음(‘the mind’라는 단수의 마음)을 넘어서 생명을 지닌 동물의 마음(지적 능력 등), 인

공지능 로봇 체계와 같은 인공물에서 구현된 또는 구현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 간

에(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현실적으로 또는 인터넷과 같은 가상현실의 중개를 통해)

존재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과 인공지능을 지닌 인공물(예: 로봇) 체계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마음 등(그렇기에 ‘minds'라는 복수를 사용하여 표현함)을 모두 지칭한다.

보다 학술적 정의에 의하면(이정모, 2009ㄱ), 인지과학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인

지과학’이란 인간의 ① 두뇌와, ② 마음, 그리고 이 둘에 대한 모형이며, 또한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인공물의 정수인 ③ 컴퓨터, 그리고 ④ 기타 환경 속의 인공물(지(知)의 확장의 부

분들이요 대상인)들의 넷 사이의 정보적(지식 형성 및 사용적)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1 참조).

[그림 1. 인지과학의 정의: 기본 영역]

따라서 인지과학은 인간 개인, 인간 사회, 동물, 인공물의 신경적, 지적, 신체적, 사회적 현

상 모두를 그 탐구의 주제로 삼게 된다. 그러하기에 인지과학은 자연히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을 아우르고 그 연결점에서 자연현상과 인공현상을 탐구하는 다학문적, 학제

적 학문이 된다. 한국적 용어로는 가장 ’융합‘적인 학문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문이 바로 나올 수 있다. [1]. 그런데 마음을 다

루는 학문은 본래 심리학이지 않는가? [2]. 마음의 여러 문제들은 철학에서 오랜 역사를 통

해 가다듬어 온 것이 아닌가, 마음을 논의하면서 철학은 인지과학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가? [3]. 마음의 여러 가지 신비는 궁극적으로는 뇌를 탐구하는 신경과학에 의하여 밝혀질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구태여 인지과학이라는 학문이 별도로 새로 필요한가?” 하는 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반문은 인지과학의 본질의 핵심을 찌르는 반문이다. 바로 그러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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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데에서 인지과학의 특성, 필요성, 시사와 가능성이 제시되는 것이

다.

이 글은 이러한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인지과학이 어떻게 출발, 발전해 왔고, 21세

기 현 시점에서 왜 인지과학이 기존의 보는 틀을 대폭 수정하여 또 다른 보는 틀의 변혁의

창출을 시도하여야 하는가, 그 틀의 특성은 무엇이며, 주변학문과 인류에게 어떠한 시사를

지니는가에 대하여 논하겠다. 특히 [3]의 반문이 지니는 의의를 중심으로 하여 ‘뇌를 넘어서’

심적 현상을 설명하려는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의 관점이 무엇인가, 그러한 관점

은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가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한다.1)

3. 인지과학의 형성 역사,

‘마음’의 본질, 그 작동 특성에 관한 물음은 역사적으로 인류가 아주 오래 동안 던져온 물

음이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고대 희랍의 철학자들이 던져온 물음이며, 중세의 아퀴

나스, 17세기의 데카르트와 그 이후의 B. Spinoza, N. Malebranche, J. La Mettrie 등의 철

학자들이 물음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적 물음은, 과거의 철학 전통에서 다루어져

오던 마음에 대한 탐구가 심리학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경험과학 학문으로 출발하기 이전에

는 다분히 직관적, 논리적 개념 분석의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었다. 마음에 대한 경험 과학적

탐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19세기 말에 독일에서 빌헬름 분트가 실험생리학과 실험물리학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심리

학 실험실을 라이프치히대학 철학과 내에 개설함으로써 비로소 마음에 대한 경험과학적 탐

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심리학이 출발함으로 인하여 마음에 대한 탐구가 과학적

탐구의 영역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빌헬름 분트는 경험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을 출발시켰음

에도 불구하고, 심적 경험이 지니는 ‘의미 내용’의 문제와 관련하여 마음의 인문학적, 사회과

학적 측면을 심리학적 탐구에서 고려하여야 함을 인식하여 오늘 날의 ‘사회문화심리학’이라

고 지칭할 수 있는 ‘Voelker Psychologie'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아마도 오늘날의 ’학

문간 수렴, 융합‘의 필요성을 일찍이 인식한 철학적 심리학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에 대한 탐구 활동의 중심이 독일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틀이 크게

변하였다. 1910년대 이후에 미국의 심리학의 중심적 사조는 ‘행동주의심리학’이었고, 이 행동

주의적 접근 틀에서는 객관적으로 관찰 불가능한 마음 구조를 가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

다. ‘마음’의 개념은 행동주의심리학에서는 배척되었다. 그들에 의하면, ‘마음’이 아니라 하나

의 ‘행동’이 어떤 환경 자극 상태 하에서 산출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환경 요인에 의해 어

떻게 강화되었는가 하는 [자극-반응-강화] 학습의 연쇄를 분석하는 것이 심리학의 기본 탐

구 주제였다. 마음 구조나 인지적 과정이 개입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유럽의 실증주의 철학의 관점을 이어받은 이러한 행동주의 틀은 엄밀한 경험과학적 틀을

추구하며 제시되었지만 이러한 이론들이 실제로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과의 거리가 너무나

떨어져 있음이 점차 드러났게 되었다. 1950년대에 이르러 이러한 자각이 점차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으며, 그러한 반행동주의적 입장은 심리학 자체보다도 인접학문에서 더 컸다. 이러

1) [1]의 반문은 이 절에서, [2]의 반문은 다음절에서 인지과학의 정의와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3]의 반문은 5

절에서 체화된 인지를 설명하면서 다루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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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경에서 행동주의의 부적절성에 대한 대안적 관점으로 1950년대 말에 미국 동부의 대학

들을 중심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인지주의이다.

‘고전적 인지주의 (Classical Cognitivism)’라고 불리는 이 인지주의의 기본 입장은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자연화하여(naturalized)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자극-

반응’ 연결이 아니라, ‘정보’와 ‘앎’의 개념을 사용하여 접근하려 한 것이다. 인지주의는 인간

의 마음의 작용 현상들을 앎의 내용과 과정, 곧 정보와 정보처리의 개념으로 바꾸어 생각하

여 표현하며 설명하려 한 것이다. 인지주의는 이러한 정보와 정보처리과정을 (논리학이나

컴퓨터과학에서 사용하는 술어논리나 프로그래밍 언어라든가 정보 흐름도나 자료구조도와

같은) 형식화된 개념적 도구를 사용하여 분석, 기술하려 한다.

또한 인지주의는 이렇게 분석된 정보처리의 구조와 과정에 상응되는 마음의 내용이나 과정

을 실험실 실험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경험적으로 관찰하거나, 논리적으로 분석

함으로써 객관성과 경험적 증거라는 과학적 방법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리

고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마음과 컴퓨터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추상적 원리를 구현하는 정

보처리적 계산체계들이라는 관점이 놓여있다.

컴퓨터가 보편화된 디지털 사회의 지금의 시점에서 생각하면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생

각, 평범한 생각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마음과 컴퓨터를 정보처리시스템이라는 개

념틀로 연결하여 유추하는 바로 이러한 생각이 오늘날의 컴퓨터와 디지털 사회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러한 인지주의적 생각 틀은 단숨에 형성된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을

통해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주고받은 생각들이 1950년대 후반에 수렴되어 구체적 틀이 갖추

어졌고 그것이 인지적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인간의 마음을 정보처리적 시스템

으로, 컴퓨터에 유추하여 생각할 수 있다는 인지주의 틀은 당시에는 하나의 ‘혁명적’인 생각

이었다. 철학, 심리학, 커뮤니케이션학, 싸이버네틱스, 언어학, 컴퓨터과학 등의 여러 학문에

서의 여러 사조가 수렴, 융합되어 1950년대에 인지적 패러다임이 하나의 학제적 틀로 형성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인지주의 접근은 그 연원을 따지자면 논리학, 철학, 수학 등의 형식적 접

근에 기초하고 있다. 위의 2절에서 반문 [1]의 물음의 요점은, 마음의 과학은 원래 심리학인

데, 인지과학이 마음의 과학이라니 기존의 심리학과 무엇이 다른가, 인지과학이 왜 새로 필

요한가 하는 물음이다. 이는 인지과학이 형성된 배경 설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인지과학은 그 출발 역사 상, 20세기 초의 논리실증주의 철학, 기호논리학, 수학 등의 전

통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이 전통은 학문에 있어서 형식적접근(formal approach)을 강조하

는 전통이다. 논리학에서의 형식논리 전통, 수학에서의 형식언어를 사용한 형식수학, 그리고

컴퓨터 과학에서의 형식언어를 사용한 프로그래밍 분야 등이 모두 형식 전통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철학, 논리학, 수학 등의 형식적 접근 영역들이 수렴되고 그러한 전통 위에서

인간의 마음, 인공지능을 그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이 인지주의, 인지과학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지과학 등장 이전에도 경험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이 이미 있었

다. 그 심리학은 전통적 과학의 실험실 실험 방법을 주 연구 방법으로 사용하되, 마음이라는

것을 관찰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심리학에서 배제하고, 그보다는 행동이라는 객관적 관

찰 가능한 현상 중심으로 탐구하며, [자극-반응]의 행동 연쇄가 곧 탐구의 대상이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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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심리학과는 차별화하여, 마음을 과학적 탐구 주제로 되살리며, 마음을 정보처리적

체계로 간주하며, 마음의 영역을 인공지능 영역을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전통적 실험실

실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심적 현상에 대하여 마음의 구조와 과정을 술어 논리 형태로

기술한 표상(마음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나 정보처리 흐름도와 같은 형식적 언어 도구를 도

입하여 기술하며, 또한 컴퓨터 모델링과 시뮬레이션과 같은 논리적 분석 방법을 기존 실험

실 실험 방법에 추가하여 한 주요 과학적 방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형태의 ‘마음에 대한

과학’으로 인지과학이 탄생한 것이다.

이러한 출발 배경을 지니고 있기에, 마음을 탐구하는 과학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전통적

행동주의적 심리학과 차별화하며, 심적 현상의 개념화, 기술, 경험적 검증에 형식적 접근을

바탕으로 탐구를 전개한다는 의미에서(그리고 인공지능 연구 등을 포함하여 여러 학문들이

수렴에 의하여 마음을 탐구한다는 의미에서) “인지(Cognitive)” 라고 불리게 되었다. 따라서

초기의 인지과학에서의 ‘인지’란 ‘마음에 대한 형식적 접근’이라는 의미가 강하였다. 다른 말

로 표현하자면 인지과학은 ‘마음의 경험적, 형식적 탐구 과학(empirical and formal science

of mind)'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마음을 컴퓨터 은유에 기반을 둔 정보처리

체로서 본다는 점에서 기존의 심리학과는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식적 기술과 탐

구를 강조하다 보니 형식화하기 힘든 정서나 동기 측면보다는 비교적 형식화하기가 쉽다고

생각될 수 있는 인지 측면을 고전적 인지주의의 인지과학에서 강조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지과학에서의 ‘인지’란 이성이나 사고라는 좁은 의미의 인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는 정서, 동기,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마음’ 전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쓰여 온

것이다. 이상이 위의 2절에서의 반문 [1]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지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형성하여 인지과학을 출발시키게끔 작용한 20세기 전반의 여

러 학문들의 주요 사조들이 있었다.2) 그러나 이러한 사조들이 하나의 통일된 과학틀로 통합

되지 못한 채, 생각의 소용돌이로 머물던 상태로부터, 1956년 MIT에서의 정보이론 심포지

엄 모임을 기회로 하나의 과학적 패러다임으로 형성되었다. 그 모임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은

모두 새로운 과학적 패러다임의 떠오름에 지적인 흥분을 공감하였다. 그 패러다임의 핵심은

인간의 마음과 컴퓨터는 정보처리 원리가 구현된 체계라는 점에서 동류의 정보처리시스템

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과학의 핵심 주제는 더 이상 에너지가 아니라 정보(information)라

는 생각이었다.

마음과 컴퓨터를 동류의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본다는 생각은 인류 역사상에서 하나의 큰

2) 이러한 사조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철학과 수학에서의 형식이론(formal theory)과 계산이론(theory 

of computation). <2>. 20세기 전반의 디지털 컴퓨터의 발달과, J. von Neuman 박사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 

‘저장된 프로그램’ 개념의 발달. <3>. 기계의 릴레이 회로를 Boole식의 2진법 형식체계로 표현가능하다는 C. 

Shannon의 생각과, 정보를 양화할 수 있고 수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그의 정보이론(information 

Theory). <4>. 두뇌는 하나의 논리기계로 간주할 수 있으며 신경세포간의 작용을 명제논리체계로 표현할 수 

있다는 W. McCulloch와 W. Pitts의 인공신경망 이론. <5>. N. Wiener의, 정보란 에너지 개념으로 환원할 

수 없는 고유의 개념이라는 주장과 feedback 개념을 중심으로 한 그의 ‘인공두뇌학(cybernetics)’ 틀의 떠오

름과, 시스템 이론의 형성과 확산. <6>. 2차대전을 전후로 한 두뇌 손상자들에 대한 신경학적 연구 결과의 집

적. <7>. 마음에도 구조와 규칙이, 인지적 능력(competence)과 있다는 관점과, 마음의 작용에서 형식적 통사

론을 강조한 N. Chomsky의 언어학 이론의 등장 및 확산과, 그리고 행동주의적 심리학에 대한 Chomsky의 

강력한 비판. <8>. 심리학 내에서의 인지심리학의 출범과 실험 결과들의 집적. <9>. 새로운 과학철학과 심리

철학의 떠오름. <10>. 디지털 컴퓨터는 단순한 숫자조작기계라기보다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범용 목적

의 상징(기호)조작 체계 (General Purpose Symbol Manipulation System)인 튜링기계로 간주할 수 있다는 

H. Simon과 A. Newell의 생각과,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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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상의 전환이었다. 그로 인하여 인류문화에서 새로운 시대인 디지털 시대, 디지털 문화가

열린 것이다. 마음을 정보처리적 시스템으로 보는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인지주의(Cognitivism)이었고, 이러한 생각 하에서 인간, 동물, 컴퓨터에서의 마음과 지

능의 작동 특성을 탐구하는 다학문적 과학으로 출발한 것이 바로 ‘인지과학’이었다.

따라서 인지과학의 탄생의 역사는 그저 인류 문화에 새 학문이 새 과학으로 추가된 것을

넘어서, 인간관, 컴퓨터를 비롯한 인공물에 대한 관점, 세계관에 있어서 하나의 발상의 전환

을 가져오는 큰 사건이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과학철학자, 과학사학자들은 인지주

의의 등장을 하나의 과학적 혁명, 변혁(scientific revolution)이라고 보는 것이다.

4. 고전적 인지주의 패러다임: 기본 가정

이러한 인지주의는 다음과 같은 기본 가정을 하고 있다. 마음에 작용하는 물리적 또는 심

리적 조건인 자극 또는 입력을 (I)라 하고, 이 자극 또는 입력을 받아 이에 작용하는 인간

의 마음을 (M)이라 하며, 그 경험의 결과로 인간이 어떠한 형태의 반응 또는 출력을 내어

놓는 것을 (O)라 한다면, 인지과학의 과제는 M = f(I × O) 이라는 관계를 설정하고, 마음

이라는 정보처리체계(IPS')를 여러 개의 처리구조들(structures)과 과정들(processes)의 통

합체로서 보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다음과 같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I →   | 인간의 마음(M) = | → O
                 |정보처리체(IPS') = |
                 | Σ[정보처리구조   |
                 | (S') × 정보처리   |
                 | 과정(P')]         |
                 |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2. 정보처리적 인지주의의 마음 관점]

정보처리적 패러다임의 인지과학은 마음에 대한 보는틀에 대한 기본 가정을 이와 같이

상정하고, 정보처리체계의 구조를 보다 세분하고 각 구조와 관련된 표상의 특성을 규명하

고 이러한 구조와 연관하여 실제로 정보처리를 수행하는 세부과정들을 탐색하며 이들이 어

떠한 단계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또 각각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치밀하게

분석한다.

이러한 정보처리적 패러다임의 인지주의가 지니는 기본 전제를 다시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이 상징(기호) 정보처리체계, 표상, 계산, 중다구현 가능성의 네 개념을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인지주의는 인간을 보편 목적적 기계의 한 예로서 목적을 가지고 계획과 심적(인

지적) 전략(strategies)에 의하여 상징을 조작하는 상징(기호)조작체로서 간주하고, 인간의

복잡한 심리현상을 상징(기호)처리과정으로 환원시킬 수 있음을 전제한다.

둘째로 상징(기호) 조작의 기능이란 본질적으로 사물(외적 자극 및 내적 상징과 과정들)

을 표상하는 것임을 전제한다. 즉, 상징(기호) 조작과정을 통해 내외적 현실이 내적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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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representation)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계산성의 가정이다. 계산(computation)이란 단순하게 정의한다면 산술적 계산이

아니라 ‘정보의 변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Turing기계’ 개념에 입각하자면 어떠한 과정을

효율적인 절차 또는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 과정은 계산 가능하다고 본다. 인지주의에

서는 심적 사건이란 세상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인 표상에 명백한 처리규칙

들을 적용하는 계산과정이라는 것이며 이러한 규칙들은 프로그램 언어나 일상 언어 같이

(인지적) 통사규칙 체계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넷째로 다중구현가능성 가정이다. 인지주의는 20세기 중반의 기능주의 철학에 기초하여

그 학문적 틀을 형성하였다, 기능주의 철학이 주장하는 주요 개념의 하나가 다중구현가능성

(multiple realizability) 가정이다. 기능주의에 의하면 심적 상태란 물리적 상태만이 아니라

물리적 상태의 기능 또는 조직이다. 어떤 시스템이 유기체적 생물섬유로 되어있건, 인공 실

리콘칩으로 되어 있건 간에, 물질적 속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적 과정이 체계 내에서

하는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떠한 물리적 체계에(인간의 생물적 뇌, 아니면 컴퓨터의

칩) 구현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같은 심적 상태가 다양한 다른 물질체계에 의하여

구현될 수 있다는 이러한 관점이 바로 다중실현가능성의 개념이다.

이러한 생각을 연장하면 마음과 컴퓨터는 물리적 측면을 넘어서서 기능이라는 같은 측면

에서, 같은 원리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초기의 인지과학에서 인간의 마음, 지능에

대한 인지과학뿐만 아니라 기계의 마음인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함께 발전할 수 있게 된

배경 틀이 된다. 그런데 바로 이 다중구현가능성 전제가 ‘마음이 곧 뇌의 신경적 현상이다’

라는 입장과는 모순되기에, 고전적 인지주의의 인지과학에서는 뇌의 신경적, 생물적 현상을

연구할 필요성이 적어지게 된다. 고전적 인지과학에서 뇌와 신경과학적 연구가 소홀히 취급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5. 인지과학 제2의 패러다임 (I): 신경망적 접근의 연결주의

하나의 과학적 혁명으로 등장한 정보처리적 고전적 인지주의는 인지과학을 탄생시키고,

인간과 동물의 마음의 정보처리적 특성을 탐구하고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를 처음으로 열어

과학계의 판도를 변화시키고, 인류의 디지털 시대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대로의 다

른 문제점이 있었다. 고전적 인지주의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그 틀이 모델링하고 설

명하는 ‘마음’, ‘지능’에 대한 접근 방식이 지나치게 컴퓨터 유추적으로 되어 있어서 마음의

작용 메커니즘이 사전에 내장된 인지적 규칙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식으로 하향식(개념주도

적; top-down)으로 접근하려는데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고전적 인지주의 접근은 인간의 마음(그리고 인공적 지능)을 탐구함에 있

어서 마음과 지능의 작용에서의 맥락적 융통성과 오류 가능성을 충분히 모형화하지 못했다.

그런데 인간은 정확한 논리적 규칙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시하듯이 오류를 범하지 않고 정보

처리하여 적응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고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모든 유사한 상황에 똑같이

반응하며 상황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각종

상황에서 수많은 오류를 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락에 융통적으로 적절히, 효율적으

로 적응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측면을 기존의 고전적 인지주의 접근 식으로, 사전에 내장된 인지적 규칙이나 지

식 중심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융통성이 없는 그러한 시스템이 된다. 고전적 인지주의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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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과학은 인간과 인공지능을 모델링함에 있어서 이러한 일상적 오류 특성과, 맥락에 민감히

융통적으로 대응하는 처리과정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심하게 이야

기하자면 실제의 인간의 마음이나 다양한 능력을 지닌 인공지능과는 상당히 다른 비현실적

인 이론이나 모형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1980년대에 출현한 새로운 접근틀이 신경망(neural net)

적 접근이다. 이 새 접근은 신연결주의(neoconnectionism) 또는 단순화하여 연결주의

(connectionism), 또는 병행분산처리(Parallel Distiributed Processing; PDP)적 접근이라고도

불리어졌다. 고전적 인지주의가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에 유추하여 인간의 심리적 과정을 모

형화한데 반하여, 연결주의는 고전적 인지주의의 다중구현성 가정을 넘어서서 두뇌의 신경

세포들의 망의 특성에 유추하여 심리적 과정을 모형화하려 하였다. 비알고리즘적(사전에 내

장된 지식이나 규칙에 의한 처리가 아닌), 병행분산적 처리를 통해 고전적 인지주의의 문제

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실상, 인지과학이 형성되기 이전인 1940년대에도 신경망적 접근은 있었다. McCulloch와

Pitts(1943)는 신경세포들 사이의 신경 연결을 논리에 의해 모형화 할 수 있으며, 신경을 논

리적 진술로, 신경의 흥분 또는 흥분하지 않음(신경흥분의 격발 또는 무반응)을 진위의 명제

적 대수의 조작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이상화된 신경망이 단순한 논리적 함수

(and, or, not)를 계산해 낼 수 있다고 보았다. 신경세포 하나가 흥분되어 활성화되고 이것이

다른 신경세포를 격발시키는 것을 마치 논리적 명제들의 연쇄에 있어서 논리적 한 요소 또

는 명제가 다른 하나를 함축하는 것과 같다고 본 것이다. 그러하다면 인간의 두뇌는 논리적

원리에 의해 작용하는 체계로, 논리적 계산기로 간주될 수 있다. 동시에 모든 엄밀한 명료한

논리적 진술들은 신경계의 신경망 상의 단위와 단위들의 상호작용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된

다.

그렇지만 McCulloch와 Pitts의 이 이론이 구체적으로 인지과학의 원리로 도입되지는 못하

였다. 그 까닭은 이 입장이 두뇌와 논리체계를 일대일로 직접적으로 대응시키려 했고, 체계

의 가변성 특히 학습 가능성이 구현되지 못했고, 뇌의 신경망이 본래적으로 여러 층을 지니

고 있어야 하는 데 이 특성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여다는 등의 제한점을 지니고 있었기 때

문이다.

그 이후에 1970년대 말에서부터 1980년대 전반에 이르러 신경망을 모형화하기 위한 새로

운 이론 및 수리적 도구가 발전되었다. 신경망의 비중들을 수정해서 망 활동의 안정성을 구

할 수 있으며 그를 통해 정보가 저장될 수 있다는 생각이 발전되었고, 이에 대한 수리적 모

델들도 세련화되었다. 단일층 신경망이 아니라 다층망을 훈련시키는 기법이 발전되었고, 비

선형적 체계에 대한 수리적 기술 이론이 발전되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결집되어서, 쉽게

이해되고 쉽게 컴퓨터 모델로 구현화할 수 있는 형태로 체계화됨에 따라(Rumelhart 등,

1986) 연결주의는 인지과학에 하나의 강력한 대안적 모델로 급격히 부상하게 되었다.

전통적 고전적 인지주의 입장에서는 지식이 논리적 연관성에 의하여 위계적으로 구조화되

어 낱개 단위로 저장된다고 보는 입장이었는데 반하여, 연결주의는 정보라는 것이 두뇌의

세포들 간의 신경흥분의 확산과 활성화 정도, 즉 낱개 신경망 처리 단위들 간의 흥분성 연

결 패턴의 총체적 형태로 저장된다고 보았다. 어떤 자극(패턴)에 대한 지식이, 전통적 정보

처리적 입장에서처럼, 기억 내의 어떤 특정한 한 단위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대량의 처리

단위들의 연결에 분산되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보 단위들이 (고전적 인지주의 주장

에서처럼) 상징 또는 상징구조로서 기억 표상 저장고 내의 특정 위치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



                      인지과학 패러다임 변화가 학문간 융합에 주는 시사-2010-이정모 - 11 -

라, 처리단위들 간의 연결성 정도의 값, 달리 말하여 그 연결의 활성화(activation) 수준 값

과 각 단위에 대한 비중 값으로 분산 저장된다는 것이다(연결주의 신경망 모형의 예와 그림

들은 http://www.aistudy.co.kr/neural/nn_model.htm 의 그림과 자료를 참조).

고전적 인지주의 입장에서는, 표상은 각종 정보처리 조작이 수행되는, 즉 계산이 수행되

는 목표, 대상적 실체이었다. 따라서 이에 접근하려면 해당 개별 단위를 마음 또는 인공지능

의 데이타 베이스에서 그저 탐색하여 목표자극과 합치(match) 여부를 검증하여, 합치가 되

는 것을 인출하기만 하면 된다. 반면 연결주의에서는 표상 그 자체에 계산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 수준에 계산을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표상이 이것-아니면-저것(all된

다. none) 식으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의 정도가 있을 뿐이다. 고전적 인지주의가

주장하는 개별 단위별 입력, 재배열, 검색, 인출 등의 정보처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

경망 단위 활성화 수준의 수리적 계산만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 기술한 특성을 지닌 연결주의적 접근은 종래의 고전적 인지주의에 바탕을 둔 인

지과학의 이론적 틀의 접근 방식을 대폭 변화시켰다. 뇌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탐구가 도

입되고 기존의 표상구조체계가 수정되며, 의식, 무의식, 자아 등의 주요 심성적, 인지적 개념

과, 학습과정, 지각과정 등의 과정적 개념들과 이들에 대한 이론적 모델들이 달라지게 하였

고, 마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형성되게 하였다.

6. 인지과학 제2의 패러다임 (2): 인지신경과학

고전적 인지주의의 전통적 인지과학의 바탕에 있는 주요 철학적 관점의 하나가 기능주의

철학의 ‘다중구현가능성)’ 개념이었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가 있다. 정보처리체계인 마음이나

인공지능에서는 기능적 정보처리 원리가 중요하지 그 하드웨어는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따라서 생명체의 뇌가 되었던 인공시스템의 칩이 되었건 간에 하드웨어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 기능주의 철학에서 인지과학으로 유입되었었다. 뇌에 대한 신경생물적 기초

없이도 순수 인지과정을 이해 가능하다는 관점이었다.

그러하였던 인지주의, 인지과학에 1980년대에 이르러 한 시스템의 하드웨어의 특성이 그

체계의 작동의 본질을 결정한다는 관점이 도입되어, 다중구현가능성 가정을 넘어서서, 뇌에

대한 신경과학적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인지과학과 신경과학 사이에 학문

적 상호작용이 거의 없던 1970년대까지의 추세는 물러가고, 두 학문 사이에 긴밀한 상호자

용의 시대가 열렸다. 인지과학과, 실험심리학, 신경심리학, 신경과학이 이론적, 연구 방법론

적으로 연결되어 마음의 뇌 신경과학적 기초를 밝히는 인지신경과학(cognitive

neuroscience)이라는 분야가 인지과학의(자연히 신경과학의) 한 핵심 분야, 촉망받는 분야로

등장하였다.

더 이상 인지과학과 신경과학이 연결이 없이 괴리된 채 진행되어서는 안 되게 되었다. 인

지과학적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는 신경과학적 탐구를 하여야 하며, 인간과 동물의

뇌에 대한 신경과학적 물음을 탐구하기 위하여는 인지과학의 이론적 개념, 연구방법 등을

도입하거나 인지과학과 신경과학이 수렴되는 영역에서 개발된 개념, 이론, 및 뇌영상기법과

같은 연구방법들을 적용하여야 하게 되었다. 이제 인지과학과 신경과학이 상호 독립된 과학

영역이기를 멈추고 학문간 수렴적, 융합적 접근의 절실성이 부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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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였는가?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한 배경을 다음과 같

이 요약하여 볼 수 있다.

첫째로 이미 위의 5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지과학 내에서의 신경망적 접근이라고 부

르는 연결주의의 떠오름이 한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심적 정보처리를 담당하는 기본 단위

들이 뇌의 시냅스 같은 연결 및 활성화 특성을 지닌다고 보는 신경망적 접근은 인지체계를

뇌 신경망의 특성에 기초함으로써, 인지과학 초기의 기호체계적 접근이 지녔던 제한점을 극

복하려 한 것이었다. 연결주의의 등장은 20세기의 기능주의 철학의 다중구현가능성(뇌와 같

은 하드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보처리적 원리가 중요하다는) 가정의 타당성을 인지과

학에서 자문하게 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둘째로 인지과학 영역 밖에서는 신경과학 자체의 변화가 있었다. 전통적인 분자수준에서

의 접근에서 탈피하여 뇌의 시스템 수준 중심으로 시스템신경과학적 접근 시도들이 성공을

보였다. 기억체계와 시각체계에 대한 신경과학적 연구 시도들이 그 예이다.

셋째로 순수 인지과학적 연구와 임상적 연구의 수렴이다. 과거의 임상신경의학은 정상인

의 정상적 기능과 뇌 구조 및 과정 사이의 연결에 대해 잘 정리된 세분화된 모델이 없었다.

주로 신경적 장애를 지닌 사람에 대한 연구 중심이었다. 그런데 정보처리적 인지과학의 확

산은 인지과학의 이론적 모델들을 정상적 인지기능에 대하여 임상적 모델로 도입하여 검증

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공하였다.

넷째로, 이러한 일반적인 영향을 넘어서서 결정적 영향을 준 것은 뇌영상화 기법 등의 인

지신경연구 방법의 발전에 따른 영향이다. 이전에도 뇌파 측정 등의 방법이 있었지만, 1980

년대 이후 뇌영상연구기법이 빠른 속도롤 발전하였고,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지심

리학의 방법론과 연결되면서 폭발적 발전을 가져와서, 연구자들이 방대한 양의 자료를 기록,

분석함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획득 불가능했던 유형의 뇌 공간 및 시간적 측면의 자

료들을 습득, 처리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기능적 뇌영상법(fMRI 등)의 영향이 컸다. 기능적

뇌영상화 기법 등은 사람이 특정 인지 기능을 수행할 때에 뇌의 여러 기능 영역들이 관여하

여 활성화되는 뇌신경활동 수준을 계측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뇌영상화기법은 뇌손상자

뿐만 아니라 정상인이 인지과제 수행 할 때의 뇌의 신경적 활동의 세부를 포착하며, 인지신

경 관련 이론의 검증하게 하였다. 인지신경과학은 인지심리학의 행동적 연구 방법과 신경과

학의 기능적 방법을 조합하여, 특정 인지기능에 관여하는 뇌영역과 신경적 과정을 확인함으

로써, 인지정보처리 체계의 하위 처리구조와 처리과정에 대한 인지신경적 이론 모델을 제시,

검증하는 세련된 작업을 하는 인지과학 핵심 분야로 자리잡았다.

7. 인지과학 제3의 패러다임: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20세기 초의 행동주의심리학이 ‘마음’을 심리학에서 배제하였고, 그 마음 개념을 1950년대

후반 이후의 고전적 인지주의가 등장하여, 당시의 심리학을 넘어서는 인지과학을 탄생시키

면서 되찾아주었지만, 기능주의 철학의 다중구현가능성 가설에 입각한 이 고전적 인지주의

는 뇌가 마음의 특성 결정에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역할을 무시하였다. 그래서 1980년대 이

후의 연결주의와 인지신경과학이 떠오르면서 뇌의 중요성을 되살리고 마음을 다시 뇌 속으

로 넣어주었다. 그런데 연결주의는 이론적, 추상적 뇌를 중심으로 마음의 형식모형을 제기하

였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제의 구체적 뇌를 탐구하며 뇌의 여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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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지니는 인지적 기능을 탐색하는 인지신경과학이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연결주의나 주

류 인지신경과학도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마음을 인간의 뇌

속의 신경현상으로 ‘제한하여’ 개념화하는 것에 강조를 둔다는 문제점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적 틀로 최근에 출현한 것이 ‘체화된 인지

(Embodied Cognition)’ 접근이다. 체화적 인지 접근은 이전의 패러다임들이(고전적 인지주

의, 연결주의, 과거의 주류 인지신경과학) 몸과 환경의 역할을 무시하고 데카르트식 “마음 =

뇌신경과정 상태”의 환원주의적 일원론의 관점을 강조한 것을 바로 잡고자 하였다. ‘체화된

인지’ 또는 ‘체화된 마음(Embodied Mind; Embedded Mind; Extended Mind)' 이라고 하는

이 접근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개 하였다.

마음은 뇌 속에서 일어나는 신경적 상태나 과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신경적 기능구조인 뇌

와, 뇌 이외의 몸, 그리고 환경의 3자가 괴리되지 않은 총합체(nexus) 상에서 이루어지는 행

위 중심으로 재개념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알바 노에, 2009). 몸을 배제한, 체화되지 않은

상호작용의 개념으로는 인간과 인간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없다(Seifert, 2008),

제3의 인지과학 패러다임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이 접근은 인간의 마음, 인지가, 개인 내의

뇌 속에 (고전적 인지주의가 주장하듯이) 언어적 명제 형태로 표상된 내용이라고 하기보다

는, 구체적인 몸을 가지고(embodied) 환경에 구현, 내재되어(embedded) 사회환경에 적응하

는 유기체(organism)가 환경(environments)과의 순간 순간적 상호작용(interaction) 행위 역

동(dynamics) 상에서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마음, 즉 유기체의 몸과, 문화, 역사, 사회의 맥

락에 의해 구성되고 결정되는 그러한 역동적 활동으로서의 마음임을 강조하는 접근이다.

이 접근은 아직은 하나의 단일적 틀로 통일되지 못하고 다소 산만하게, 여러 이름들 하에

전개되고 있지만, 고전적 인지주의에서 배제되었던 ‘몸’을 마음의 바탕으로 되찾게 하며

(embodied mind), 몸을 통해 구현되는 마음과 분리될 수 없는 환경을 인지과학과 심리학에

되살려 놓게 하며, 공간적 연장(extension)이 없는 ‘정신적(심리적) 실체’라는 마음이 아니라

환경에 연장된, 확장된 마음(extended mind)으로 마음을 재개념화 할 가능성을, 아니 그래

야 하는 필연성(Bickhard, 2008; Clark, 2008)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체화된 인지’ 접근은 종래의 일반인들이나 과학자들이 갖고 있던 마음과 몸에 대한 데

카르트 식의 2원론적 생각 틀을 벗어나려는 것이다. 즉 데카르트적 심신이원론이나, ‘마음은

곧 뇌의 신경과정이다’ 라는 물리주의적 환원주의 일원론을 벗어나려는 새로운 보는 틀이다.

환경과는 독립적으로 개인 마음(뇌)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보의 인지적 표상이나 처리가 아

니라, 몸으로 환경 속에 구체화되며, 몸의 활동을 통하여 환경과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며 살

아가는 인간의 행위로서 마음을 설명하고자 하며(Hollnagel, 2007), 그리고 환경 내의 다른

인간의 마음이나 각종 인공물에 분산표상된 마음, 그리고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으로 상황

지워지며 행위로 구성되는 마음으로서 보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몸으로 환경에 체화된다는

것은 인지과학에서 표상, 인지, 마음을 거론함에 있어서 보조적 개념화가 아니라 필수적 개

념화이다 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안적 접근은 앞으로 인지과학적 탐구에, 그리고 자연히

주변 학문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시사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7.1. 체화됨 인지 관점의 형성 배경

체화된 관점은 본질적으로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존재론과 그에 바탕한 인식론을 벗어나자

는 탈 데카르트적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이미 일찍이 17세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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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pinoza에 의하여 이루어졌었다(다마지오, 2007). 몸에 대한 강조는 이후에 유럽의 현상

학적 철학자들에 의하여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추상화된 마음의 측면이 강조되는 데카

르트의 이원론적 존재론을 넘어서서 몸과 마음을 둘로 나눌 수 없다는 입장을 전개한 프랑

스의 메를로퐁티(2002) 등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의식적 경험의 뿌리가 몸에 있음과, 몸과 마

음과 환경이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입장이 제시된다. 몸이 환경(세상)과 일체가 되어 적응하

는 과정에서 몸의 행위 하나하나가 마음을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다.

심리학 내에서도 이러한 관점에 상응하는 움직임이 있어왔다. 20세기 중엽부터 감각과

지각의 심리현상을 중심으로 이미 이러한 관점을 설득력있게 전개하여온 J. J. Gibson(1979)

연구진의 생태심리학적 연구3)가 그 주류를 이루었다. 이외에도 심리학을 넘어서 인지과학

안과 밖에서 여러 사조들의 영향이 수렴되어 “제3의 인지 혁명”이라고도 지칭되는 이러한

‘체화적 인지’ 접근을 이루어 내었다고 할 수 있다.4)

20세기 초의 행동주의심리학이 마음을 심리학에서 배제하였고, 1950년대 이후의 고전적

인지주의가 그 마음을 되찾아주었지만 뇌의 역할을 무시하였고, 1980년대 이후의 인지신경

과학이 마음을 다시 뇌 속으로 넣어주었지만 뇌를 제외한 몸과 환경의 역할을 무시하고 “마

음 = 뇌신경과정 상태”의 환원주의적 일원론의 관점을 전개하였다면, 이제 21세기에서 제3

의 대안적 관점을 통하여 그 뇌를 몸으로, 그리고 다시 그 몸을 환경으로 통합시키는 작업

을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마음은 뇌 속에서 일어나는 신경적 상태나 과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신경적 기능구조인 뇌

와, 뇌 이외의 몸, 그리고 환경의 3자가 괴리되지 않은 총합체(nexus) 상에서 이루어지는 행

위 중심으로 재개념화되어야 한다. 몸을 배제한, 체화되지 않은 상호작용의 개념으로는 인간

과 인간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없다(Seifert,

2008).

7.2. 체화된 인지 접근: 패러다임적 요체

인지과학의 제3의 대안적 패러다임이라는 '체화된 마음' 또는 ‘체화된 인지’ 접근의 핵심

적 주장을 어떻게 정리하여 볼 수 있을까? 체화된 인지 접근의 주장의 요체를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3) Gibson의 주장에 따르자면, 중요한 것은 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일어나는가)가 아니라, 뇌가 무엇의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It's not what is inside the head that is important, it's what the head is inside of")

4) 인지과학 내에서 재현된 하이데거적 존재론-인식론 논의(Dreyfus 등의 논의), 언어학의 J. Searle 등의 언어

행위 논의, 상황의미론 논의, 인지언어학자 G. Lakoff 등의 은유와 마음, 체험적 실재론 논의, Maturana와 

Varela를 중심으로 한 인지생물학(biology of cognition) 및 체화된 마음(embodied mind) 논의(바렐라. 

2007, 바렐라 외, 1997), 인공지능학에서의 R. Brooks 등의 반사적 로봇(reactive robotics) 논의, 심리학에

서의 비표상체계 논의, 인지인류학에서의 지식의 사회 문화적 제약 이론 및 인공물과 외적 분산 표상 개념에 

관한 논의, 심리학 등에서의 분산적 인지, 상황적 인지(situated cognition) 논의, 행위로서의 마음에 대한 논

의, 담화적 마음(discursive mind) 논의, 동역학체계 논의, 심리학과 로보틱스 등에서의 인지의 감각운동 기반

에 대한 진화론적 논의, 상호작용론(interactivism) 논의 등이 이러한 제 2의 변혁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정모, 2001, 2007, 2009ㄱ, 2009ㄴ). 최근에 철학에서는 이러한 탈 데카르트적 관점의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어 인지과학을 변모시키고 있다. 지각도 사고도 감각－운동적 신체적 행위에 바탕하고 있다는 철학자 

알바노에(2009), 마음은 뇌 자체도, 기계속의 도깨비도 아니다 라는 주제로 강하게 ‘마음＝뇌’ 관점을 비판한 

T. Rockwell, 뇌 속의 마음이 아니라 몸과 괴리되지 않으며 세상과 괴리되지 않은 마음으로, 인지로 재개념

화하여야 한다는 M. Wheeler, 몸 이미지가 아닌 몸 스키마의 개념을 사용하여 ‘몸이 마음을 어떻게 조형하는

가’ 하는 주제를 다룬 S. Gallergher, 마음은 뇌 안에 있거나 개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뇌를 넘어서, 개인

을 넘어서 있다는 Wilson 등의 주장 등이 있고, 연장(확장)된 마음(Extended Mind)과 관련한 Clark과 

Chalmers 등의 논의 등이 있으며, 이영의(2008) 등의 국내 학자들의 논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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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된 인지의 보는틀은 “미시적, 신경적 또는 생물적 단위 수준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

는 연결주의와 같은 낮은 설명 수준의 접근이 지니는 한계, 그리고 그보다 한 수준 위에서

명제 중심으로 논리적 체계에 의해 설명하려는 고전적 인지주의의 정보처리 접근이 지니는

제한점을 벗어나려 한다. 즉 환경과는 독립적으로 립적갼인 마음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보의

인지적 표상이나 처리가 아니라, 환경 속에서 살며, 이와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행

위로서 인지를 설명하고자 하며, 환경이 인간의 인지의 특성, 한계를 규정, 제약하고 인간의

인지구조가 환경을 규정하고 변화시키는 그 인간상호작용의 관계 속에서의 인지를 연구하고

자 한다.5) 세상 속에서 적응하며 활동하는 존재이며 세상의 일부로서의 립적갼인이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그리고 물리적 환경의 자연물과 인공물과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는 담

화에 의해 구성되고 의미를 지니는, 그리고 구가 인 조가에 구현된(embodied) 실체로서의

인간 마음, 그리고 환경의 다른 인간의 마음이나 각종 인공물에 분산표상된 마음,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으로 상황 지워지며 행위로 구성되는 마음으로서 보려는 것이다(이정모,

2001, 643-644; 일부 내용 삭제 및 보완함).”

뇌란 마음 작동에 관여하는 여러 요인들 중의 하나일 뿐이며, 사람의 행동의 사령탑 또는

지휘자가 아니라 그저 수많은 동등하게 중요한 요인들(the players) 중의 하나일 뿐이다. 더

구나 고등 인지기능은 뇌 부위에 직접 사상(mapping)할 수 없다(van Dijk, Kerhofs, Rooij,

& Haselager, 2008). 만일 심적 표상, 즉 인지가 상호작용에서 파생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행위와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형태이건 ‘체화(embodiment)'가 필요하다. 이

제 체화란 단순히 몸 수준을 넘어선 정보처리 시스템의 표상의 보조적인 것이 아니라 표상

에 필수적인 것이다(Bickhard, 2008; p. 35). 그리고 체화된 마음의 요체는 체화됨

(embodiment)보다는 상호작용성(interactivism)과 역동성(dynamicism)에 있다.

환경과의 심적 상호작용은 몸에 의존하며, 따라서 감각운동적 측면이 인지의, 마음의 핵심

이 되며, 고차적 심적 기능도 이러한 기초의 제약과 허용 틀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지각은

능동적이며, 행위는 지각에 의해 인도되며, 신경계, 몸, 환경 요인이 실시간 상에서 상호작용

하는 것을 이해함을 통하여 과학적 설명이 주어지고, 전반적 계획이나 통제가 없이 분산된

단위들의 지엽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가조직적으로, 창발적으로 출현하는 것이 심적 현상

이다.

마음은 환경에 확장된(extended), 상황지워진(situated) 것으로 분석, 이해되어야 하며, 자

연적, 생태적 상황에서 맥락이 고려되어서 이해되어야 하며, 전통적 논리적 형식적 접근보다

는 역동적 시간 경과와 상호작용성을 다루기에 적절한 형식적 접근을 통하여 탐구되어야 하

며, 신경생물학적 가능성(plausibility)이 반드시 고려되며, 어떻게 (주관적으로) 체험되는가

하는 가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도 설명적 구성요소로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즉, 뇌를 포함하

는 몸과, 환경(각종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과, 그리고 이 둘이 연결되는 상호작용적 활동

(interactivity)의 세 측면이 서로 괴리되지 않고, 하나의 역동적 전체로서 개념화되는 그러한

접근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7.3. 체화된 인지 접근의 두 유형

체화된 마음을 주장하는 입장은 그 접근의 강력함의 정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두

5) ".Cognition therefore cannot be isolated in the mind of a thoughtful individual, but involves people 

and artefacts distributed in space of time, and ...  it is more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cognition 

does, than to understand what it is.(Hollnagel, 2007, p.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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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접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약한(온건한) 체화된 마음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강한(급진적) 체화된 마음 입장이다(Chemero, in press).

약한(온건한) 체화된 마음 입장은 고전적 인지주의나 인지신경과학적 접근의 부족함을 보

완하여 마음의 본질이, 표상을 형성하고 저장하고 이를 활용하는 계산(computation) 과정으

로 보는 입장이다. 즉 기존의 고전적 인지주의 관점을 기본 틀로 인정하고 단지 그 마음의

내용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표상의 원천(source)을, 추상적인 인지주의에서 강조하는 형식

적 명제적 상징(기호)이 아니라, 감각운동(sensory-motor)에 기반함, 즉 몸의 활동 정보에

근거함에서 찾으려는 입장이다.

강한(급진적) 체화된 마음 입장은 그것이 아니라 기존의 고전적 인지주의적 접근의 전반

적 문제점 특히 기존의 고전적 인지주의가 특정 시점의 정적인(static) 표상, 그리고 추상화

된 표상, 통사적 언어적 명제적 표상을 강조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기존의 고전적

인지주의 틀로서는 실제로 일어나는 인간활동의 역동적인 측면에 기초한 인간 마음의 본질

을 살릴 수 없다고,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보며, 한 시점에서의 표상이 아니라, 이어

지는 연속된 시점 상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궤적을 그리는 역동적 활동으로서의 마음으

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마음(mind)을 역동적 체계(dynamic systems)로 보아야 한다

는 것이다(Chemero, in press).

7.4. ‘체화된 인지’의 의의: 인공물과 인간의 상호작용 개념의 재구성

체화된 인지 접근에 따라서 마음을 단순히 뇌 속에서 일어나는 신경적 과정의 결과로써,

그리고 알고리즘적 또는 확률적 정적인 계산적 정보처리로써 개념화하지 않고, 몸과 괴리되

지 않은 마음이 몸을 통하여 환경에 공간적 확장, 연장의 특성을 지닌 역동적인 활동(행위)

에 존재하는 것으로 개념화 한다면, 위에서 논하였듯이 체화됨 자체보다는 상호작용성, 그리

고 그 역동성이 더 핵심적인 개념이어야 함은 당연한 것 같다.

체화됨이라는 것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행위가 출현할 수 있는 상황조건, 가능성 조

성 기반에 지나지 않으며, 심리학이나 인지과학이 관심가져야 할 것은 그러한 상황지워짐을

통하여 마음-몸-환경의 합일체가 무엇을 이루어 내는가 하는 역동적 활동이어야 하는 것이

다. 그것이 바로 마음-몸-환경의, 상호괴리될 수도 없는 실체들이 함께 이루어내는 상호작

용, 아니 함께 존재하는 방식일 것이다. 상호작용이 심리학, 인지과학의 핵심 개념으로 떠오

르게 되는 논리적 기반이 이에서 제공된다.

몸에 구현된 마음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특성을 규명하고자 함에 있어서, 인간과 (다분

히 수동적 물질인) 자연물과의 상호작용은 7.1절에서 언급된 J. J. Gibson 류의 생태심리학

이 다룰 수 있지만, [인간]과 [의도를 지닌 행위 주체로서의 다른 인간] 또는 [행위 주체로

서의 다른 동물과 인공물(로봇, 인공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은 Gibson 류의 기존의 생태심리

학이 충분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여 주지 못한다. [인간-<일반 물질적 대상>]의 상호작용은

생태심리학적 접근이, [인간-인간]의 상호작용은 인지심리학, 인지신경심리학, 사회심리학과

인지인류학 등이, [인간-<동물>]의 상호작용은 동물심리학, 인지심리학, 사회심리학, 인지인

류학, 동물행동학, 인지신경과학이 다룬다면, [인간-<수동적 대상인(도구, 기기 등) 일반 인

공물 일반(Artifacts 1)>]과의 상호작용과, 그리고 [인간-<행위주체자의 역할을 하는 인공생

물시스템 또는 인공인지시스템으로서의 로봇이나 다른 인공물(Artifacts 2)>]과의 상호작용

의 본질에 대한 개념화의 정리, 재구성이 필요하게 된다(이정모, 2009ㄴ).

[7.4.A. '인간-인공물일반'의 상호작용의 개념화]



                      인지과학 패러다임 변화가 학문간 융합에 주는 시사-2010-이정모 - 17 -

각종 인공물(언어, 문화, 제도와 같은 소프트인공물, 그리고 칼, 컴퓨터와 같은 하드인공

물 포함) 일반과 마음의 상호작용 관계를 진화사의 측면에서 되생각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

이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진화의 역사를 본다면 인간이라는 종의 진화는 순수한 인간 신체적 진화, 마음의 진

화의 역사라고 하기 보다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물과 인간의 마음, 그리고 몸이 공진화해

온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이 인공물을 만들고 활용한다는 일방향적 활동에 의하여 인간

의 진화가 이루어졌기보다는, 인공물이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활동을 확장시키고 또 제약하

기도 하는 쌍방향적 상호작용 과정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마음속의 어떤

내적 표상 구조, 특히 외부 세계와 자신의 문제 상황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적 구성개념들이

외현화되어 물리적 환경에 구현되어 인공물(도구)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외현화

및 구현 과정 속에서 인간의 뇌와 마음은 끊임없이 외부 환경의 구조와 역동적 변화와 상호

작용하며 그 환경의 인공물과 함께 공진화하여 왔을 것이다(이정모, 이재호, 이건효, 2004;

이정모, 2007, Seifert, 2008). 따라서 인간 마음의 본질을 탐구함에 있어서 몸을 통한 환경의

인공물 세계와 인간과의 상호작용(interactivity)의 측면을 제쳐놓고 생각하기 힘들다.

그런데 과거의 1990년대 전반까지의 인간－인공물 상호작용의 연구는(Gibson 류의 생태

심리학적 접근과 D. Norman의 전통적 인지공학도 포함하여) 전통적인 데카르트적 인식론에

기초한 이론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다. 인간의 마음은 환경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독자

적인 표상을 지닌다는 데카르트적 입장에 기초하여, 표상화된 개별 지식의 전달과 이를 표

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인지적 활동뿐만 아니라 인간－인공물 상호작용을 개념화했던 과거

의 전통적 관점은 역동적인 인간－인공물 상호작용, 특히 연속적 시간 궤적 상에서의 역동

적 심리적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하며, 몸을 통하여 구현되는 활동으로서의 마음의 작

용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인간의 마음이 뇌 속에 갇힌 인지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활동 과정상

에서, 역동적 시간 궤적 상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러한 상호작용적 활동성을 무시하고 정적

인 상징(기호)표상의 저장으로서의 마음으로 개념화함으로써, 인지활동의 상황의존성, 맥락의존

성, 사회문화요인에 의한 결정성 등이 무시되었고, 실제 장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는

인공물을 디자인하게 하였다. 즉 인간과 환경 인공물간의 변증법적 통일성(dialectic unity in

activity) 측면을 파악하지도, 살리지도 못하였다(이정모, 2007, 이정모, 2009ㄴ).

이제 앞서 제시된 마음의 새로운 개념, 즉 뇌와 몸과 환경이 하나로 엮어진 통합체에서의 능동적

상호작용 활동으로 재구성된 마음 개념 틀을 도입한다면, 인공물이, 그리고 이들이 구성하는 현실공

간이나 가상공간이, ‘확장된 마음’으로서, 그리고 마음의 특성을 형성, 조성하는 기능 단위 또는 공간,

대상 및 사건으로서 작용하며, 마음과 인공물이 하나의 통합적 단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

게 마음과 인공물의 관계를 재구성한다면, 인간의 마음의 작동 특성 본질의 심리학적, 인지과학적 탐

구는 물론, 인간의 각종의 적응, 부적응의 이해와 이러한 변화의 각종 응용심리학적, 응용인지과학적

적용 실제(practice) - 내비게이션기기, 핸드폰, MS-OS프로그램 등 각종 인공물 디자인 등 -에서 새

로운 좋은 틀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7.4.B. 인간과-행위주체자로서의 인공물(A-2)의 상호작용의 개념화

환경을 이루는 것이 일반 인공물뿐만이 아니라, 행위를 스스로 낼 수 있고 인간과 쌍방향

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미래의 로봇이나 다른 인지시스템같은 행위주체자/대행자

(agents)들이라고 한다면, 인간을 포함한 이 행위 주체자/대행자들 사이의 쌍방향적,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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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상호작용의 측면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체화된 마음이 전개하는 상호

작용 상황은 Gibson 류의 생태지각심리학적 접근이 주로 다루어 온 물리적 세상 상황을 넘

어서는 것이다. 체화된 마음의 접근이 데카르트의 존재론을 넘어서고, Gibson의 생태심리학

적 이론틀을 넘어서서 정립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여기에서 제기된다.

더구나 커즈와일(2007)등이 주장하듯이 인간과 인공물의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지적) 경

계가 무너지는 특이점(the Singularity)이 (비록 약소한 형태이더라도) 30년 내에 도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데카르트 류의 존재론에서 개념화한 환경의 물질적 대

상, 도구와의 상호작용을 넘어서, 인간의 동반자(Seifert, 2008)로서 인간과 더불어 (또는 인공물

끼리) 사회적, 문화적 관계를 창출해 낼 행위대행자/주체자로서의 인공물과의 새로운 유형의 심

적, 행위적 상호작용이 전개될 것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개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신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 과정 측면에서 인공물과 인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가능성 등을

생각한다면 마음에 대한 개념화와 탐구에서 인간 마음과 공진화해갈 새로운 형태의 인공물,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에 대한 심리학적, 인지과학적 개념적 재구성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인지과학이 미래 융합과학기술 개발에서 인지공학, 인간공학, 인지인공시스템, 인지로봇, 인

지인포마틱스, 뇌-로봇-인터페이스, 기타 IT-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등에 중요한 시사를

지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7.5. 체화된 인지: 종합적 조망

체화된 마음 입장에 의하면 마음과 뇌가 동일한 것이 아니며 마음은 [뇌를 포함하는 몸]

과 [환경]의 집합체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활동으로 개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에 연장

이 된(extended) 몸이 있는, 그에 바탕을 둔 마음 개념을 재구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마음은

한 사람 뇌 속에만 갇혀있는 그 무엇, 한 개인의 그 무엇이 아니라, 환경과 통합되며 여러

다른 사람의 마음, 그리고 다른 인공물들에 의하여 지원을 받거나 상호작용하면서 그들과

함께 진화되며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공유되는 것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활동으로서의 마음인

것이다.

이러한 접근이 가져오는 심리학적, 인지과학적 시사는 상당히 크다. 그 하나는 이 접근이

심리학, 인지과학의 주제와 영역을 확장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몸을 통하

여 인간이 환경의 인간 그리고 행위주체(agents)로서 존재할 로봇 등의 인공물과 상호작용

하는 행위 현상 일반이 심리학과 인지과학의 주요 분석대상이 된다면, 미래의 심리학/ 인지

과학은 생체로서의 인간 및 동물 자체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 존재하게 되는 온갖

유형의 인공물, 특히 체로서의 인간 작동할 인공물, 인간의 몸이나 인지와 경계가 없는 그러

한 미래 인공물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그 탐구 영역이 확장되리라 본다.

이에 따라 기존의 많은 사회과학, 공학이 다루어 온 역동적 상황들, 연구영역들이 미래에는

심리학/ 인지과학의 영역으로 포섭,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로봇 연구에서 로봇

의 인지적, 정서적 반응, 로봇-로봇 상호작용, 로봇-인간 상호작용, 인간-로봇매개-인간 상

호작용 등의 영역이 당연히 심리학/ 인지과학의 영역이 되게 되는 것이다. 심리학/ 인지과

학의 내연과 외연이 확장되는 것이다(이정모, 2009ㄴ).

또한 미래에 특이점의 시점이 도래하여 인간과 인공물, 인간의 마음과 인공물의 지능 간

의 경계가 어느 정도라도 허물어진다면 마음, 지능의 개념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being)의

개념이 밑뿌리부터 재구성되어야 하는 시점이 닥아 오는 것이다. 이러한 변혁은 [신 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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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 인간 중심으로]의 17세기의 [제1의 계몽시대]의 생각 틀의 변혁에 못하지 않은 생각

틀의 변혁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혁의 도래를 [제2의 계몽(깨달음) 시대]의 도래라고

도 할 수 있을 것이다(이정모, 2009ㄱ, 2009ㄴ).

지금까지는 생물로서의 인간의 마음과 인간이 만든 인공물의 지능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

여 생각했는데 미래에 가서는 그것을 쉽게 나누기 어려운 시점이 오게 되고 두 개를 포괄하

는 관점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한 관점은 말하자면 통합적 유물론이라 볼 수 있다. 몸과 마

음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왔던 관점을 넘어서, 마음을 뇌로 환원시키려는 일원론적 유물론

도 넘어서, 또 인간과 인공물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였던 관점도 넘어서, 뇌, 몸, 환경(인공

물 포함)이 괴리되지 않은 하나의 합체적 단위로서 작동하여 내는 그러한 틀로 마음의 개념

을 재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체화된 인지 접근의 강, 약 두 부류 중에서 어떤 접근이 우세할 것인가는 앞으로 이론적

측면에서 더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겠지만 필자의 직관으로 예상되기는 앞으로의 심리학,

인지과학이 '급진적 체화된 인지'의 접근보다는 '약한(온건한) 체화된 인지' 접근을 취하리

라 생각된다. 고전적 인지주의는 변형된 형태로 잔존하여 체화된 인지 접근이 설명하지 못

하는 인지/마음의 영역을 설명하는 틀로 남아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측면을 윤성우, 리쾨르

(2005)가 전개한 글을 인용하여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필자의 첨언).

“달리 표현하자면 나의 사유함이 나의 존재함보다 우월한 사태라는 것이 데카르트의 입

장이라면, 나의 존재함이 - 리쾨르에게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몸에 근거한 의지하기, 상징

읽기, 말 주고받기, 이야기하기, 윤리적으로 행위 하기 등이다 (즉 체화된 마음 접근의 입

장) - 나의 사유함보다 우선하고 그것을 넘어선다는 것이 리쾨르의 입장이다. 그렇다고

해서 극단의 반(反)표상적이거나 반(反)재현적인 포스트모던적 테제에 동의하는 것은 아

니다. 사유와 존재 사이의 불일치 또는 사유로부터의 존재의 탈주를 주목하고자 하는 것

이지, 대상화하고 표상하는 사유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225쪽).”

'체화된 인지' 접근의 떠오름은 심리학, 인지과학의 응용 영역에서 기존의 각종 인간-인

공물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점을 이론적 접근, 연구틀을 크게 바꾸어 놓으리라고 본다.

또한 많은 사회-문화적 인간 활동 및 제도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이 새 틀에 의하여 달라

지리라 본다.

그러한 확장의 필요가 강하게 부각될 미래의 시점에서도 심리학/ 인지과학이 전통적 학문

체제의 틀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기존의 인지과학보다 더 넓은 틀로써 사회과학, 공

학, 인문학, 생명과학 등을 연결하는 또 다른 종합적 학문으로 변형될 것인가 궁금하여진다.

자연히 심리학에서 과연 전통적 객관적 실험 중심의 연구방법론 집착이 타당한가? 다원적

방법론과 다원적 메타포를 도입하여야 하지 않는가, 과연 고전적 인지주의기 21세기의 심리

학, 인지과학의 중심틀이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을 던지게 된다(Wallace & Ross, 2007).

8. ‘내러티브적 인지’ 접근: 인지과학의 제 4의 패러다임?

인지과학이 지난 50년 동안에 주로 고전적 인지주의 틀을 중심으로 발전됨에 따라 그동안

소홀이 되고 발전이 별로 두드러지지 못하였던 인지과학의 영역의 하나가, 인간의 마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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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과 내러티브(narrative, 서사, 이야기)적 접근을 연결하는 틀의, 즉 인문학과 인지과학을

연결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영역은 형식화하기 힘들고 객관적 경험적 접근이 어렵다고 간주되어 주류 인지과학의

흐름에서는 그동안 배제되어 온 영역이다. 그런데 이 영역이 지니는 의의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있고(Herman,2003) 또 그 변화가 인지과학 전체 패러다임의 변화에 영향

을 주고 있고, 앞으로 그 영향이 점진적으로 증가되리라 본다.

영어학자이면서 인지과학자인 Mark Turner(1986)는 ‘인지과학의 중심 주제가 사실상 문

학적 마음의 문제이다(The central issues for cognitive science are in fact the issue of

the literary mind.)’ 그리고 '이야기가 마음의 기본 원리이다(Story is a basic principle of

mind.)'라고 하였으며, 인지과학과 문학을 연결하며, 내러티브적 인지과학이라는 대안적 인

지과학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내러티브적 접근을 인지과학에 도입하여 실제의 인간의 마음의 작동의 원리를 밝히려는

이러한 Turner나 Herman 등의 노력은 실상 1930년대 영국 심리학자였던 F. C. Bartlett 교

수의 ‘마음은 이야기 스키마에 의한 의미에의 구성적 노력’이라는 생각의 부활이며, 고전적

인지주의의 형식적 접근 전통을 넘어서서 인문학적 인지과학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하여온

인지심리학자 J. Bruner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하는

철학자들의 논의에서도 인간의 마음의 기본 원리가 이야기적 원리, 즉 내러티브적 원리임이

논의된 바 있다.

8.1. 철학에서의 내러티브적 관점

철학자 D. Lloyd(1989)는 1989년에 "Simple Minds" 라는 책에서 인간의 심적 원리로 세

가지를 들었다. 그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는 구현(implementation) 수준의 신경망적 연결주

의 원리가 작용하고, 상위 심적 수준에서는 일차적으로 이야기 원리(psychonarratology

principle)가 작용하고, 그 윗 수준에서는 필요에 의해서만 합리적 이성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논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이성의 일차적 패턴은 이야기 패턴이고, 이차적 패턴이 논리다.

이성(추리)의 1차적(원래) 형태는 이야기(서사) 패턴(narrative pattern)이다. 언어 이해, 추

리, 문제해결 등의 제반 현상들 모두는 실상 더 기본적인 원초적 사고 패턴을 반영하는 것

이고 이 원초적 사고 패턴이 바로 이야기 패턴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심리역동은 이야기적

역동(서사적 역동)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인지의 중요한 요소가 이야기이다. 이야기

는 인지의 기본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것은 인간이 모든 정보처리에 있어서 이야기 구

조에 맞게 구성하고 처리하는 기본 경향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Lloyd는 이것을 심리

서사학(psychonarratology)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유형의 사고가 일차적이며 원초적인 사고

패턴이고, 이것에서 부터 인간의 합리적 이성이 뒤늦게 진화되었다고 본다.

한편 D. Dennett(1991)은 내러티브 원리를 마음 이론에 도입하여 ‘중다 판본 모형

(multiple drafts model)’이라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중다-판본 모형 에서는 온

갖 지각들과 온갖 사고와 심적 활동들이 두뇌에서 병렬적으로 처리되어 진행된다고 본다.

여러 길로 감각 입력 정보들이 끊임없이 해석되고 정교화, 재교정된다고 본다. 이러한 여러

길(tracks)에 의한 병렬적 처리가 일어나면서 다양한 첨가, 통합, 수정, 다시 쓰기 등이 여러

수준에서 일어난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러한 것이 이야기 흐름(narrative stream or

sequence)같은 것을 낳는다. 이러한 이야기 흐름은 두뇌의 전반에 분산되어 있는 여러 과정

들에 의해 끊임없이 편집되며 미래로 무한히 계속된다. 내용들이 새로 도착하고, 수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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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내용에 대한 해석이나 행동의 조절에 공헌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기억 흔적이 남겨지

고, 이들은 사라지거나, 아니면 후의 내용에 의해 통합되거나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개작된다.

내용들의 이러한 실타래는 바로 그 다양성(multiplicity) 때문에 이야기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한 시점이건 두뇌의 여러 곳에서 여러 수준의 편집이 진행 중에 있거나 또는

이루어진 여러 이야기 조각들이 있는 것이다. 이들 조각들 중 어떤 것은 전혀 기여를 못하

고, 어떤 것은 잠깐 동안 조금 기여를 하고 사라지고, 어떤 것은 계속 남아서 후속 내용과

행동에 영향을 주며, 그리고 또 소수의 어떤 것은 지속되어 그들의 존재가 언어행동 등의

형태로 알려지기까지 지속된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두뇌의 어느 공간점에서 검색하느냐

에 따라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데닛의 ‘중다-판본 모형’은 인간의 미음에 단일한 유

일의 이야기 또는 의식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에 반대한다. 그에 의하면 마음이 다차원

적 병렬처리체, 다차원적 여러 이야기 연쇄(narrative sequence)들을 지닌 체계로서, 신경계

에 들어있는 정보는 끊임없이 재편집, 교정, 해석되는데, 이는 물리적 공간이 아닌 현상적

공간(phenomenal space)에서 이뤄진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언제 통합적으로 수렴되어 하나의 통일된 지각이 형성되는 것일까?

아무데서도 어느 한 곳에서 그러한 수렴적 통합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 지엽적 작동 상태

들 중 어떤 것들은 곧 사라져 버린다. 흔적도 없이. 어떤 것은 흔적을 남기기도 한다. 그렇

기는 하나 이러한 각각의 변별 결과의 내용들이 의식에 남기 위해 수렴되어 통과해야 하는

두뇌의 어느 한 장소는 없다고 본다. 낱개의 지엽적 변별이 이루어지자마자 이 결과는 어떤

행동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다른 내적 상태를 조절하는데 쓰인다.

우리가 의식하는 바가 우리가 검색하는 시공간과 양식에 독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는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고 이야기는 끊임없이 수

정된다는 의미에서,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유일하고 정확하고 규범적인- 그래서 거기

에서 벗어난 다른 이야기, 다른 의식 내용은 다 틀린 것인 그러한 - 단일한 이야기란(즉 단

일한 합리적 규범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이야기건(이야기 조각이건) 하나의 시간적

조망(time line), 즉 관찰자의 관점에서 본 주관적 사건 연쇄라는 시간적 조망을 갖는다.

위와 같은 Dennett 모형의 내용을 되새겨 본다면, 인간의 의식, 마음이란, 단일적이고

통일적이며, 정적이고 단순 원리적인 단일 주체(agent; self)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다원적이고 통일되지 않고, 경쟁적이고, 역동적이며 복잡한 여러 주체(agents; selves)

또는 다원적 이야기 판본들(drafts)에 의해 엮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 마음의 작

동의 일차적 원리가 이성적 사고의 원리라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역동 원리인 ‘이

야기 원리’가 있고, 이에 이성적 합리적 원리가 부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일반적 사

고에 있어서는 근원적 일차적 원리인 이야기 원리를 적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서 논리적

합리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사고한다고 볼 수 있다.

8.2. 인지과학과 문학의 연결

인지과학에 내러티브적 접근의 도입이 필연적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언젠가

궁극적으로는 인간 마음의 결정적 산물이며 또한 인간 마음 활동인, 문학을 인지과학에서

연결하여 탐구하여야 하는 것이 요청될 것이다. 인지과학을 위하여서, 그리고 문학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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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문학과 인지과학이 연결되어야 한다, 수렴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인문학]과 [인간

학-인지과학]이 연결되어야 한다. 인지과학과 문학을 연결하는 연결점에서 [인문학]과 [인간

본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수렴-융합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결은 인지과학과 문학, 예술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렴, 융합, 통합적 연결에

의해 가능하여진다. 인문학과 인지과학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여 인문학자와 인지

과학자들에게 인간 마음 또는 심적활동의 이해와, 문학/예술(이해)의 상호 괴리 현상이 지금

같이 괴리된 채로 남아 있을 수 없음의 인식이, 그러한 인식의 변환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학문적 분위기의 떠오름이 진행되어야 한다.

예술과 인지과학을 연결함에 있어서, ‘예술은 인간 마음의 작동을 이해하는 데에서 주변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자각, 인식이 인지과학자들에게 필요하다. 또한 문학/예술가/

인문학자들은 인지과학의 중요한 발견, 중요한 지적 발전을 무시하거나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되며, 인지과학자들은 문학과 예술을 다루지 않거나 무시하여서는 인간 마음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없다.

그러면 문학을 비롯한 예술 영역들은 어떤 근거에서 학문간 수렴, 융합적 생각의 틀, 그리

고 수렴적 융합적 테크놀로지의 창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일까?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내러티브, 문학, 예슬 등이 인간에게 가능

하게 하는 공통적, 공유적 개념적 바탕의 창출과 개념적 융합, 혼성의 현상에서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연관에서 내러티브적 인지과학 접근의 추구나, 수렴-융합적

(당연히 창의적인) 사고의 육성 및 창출에 인지과학적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이론

틀로써 인지언어학을 중심으로 제기된 ‘개념적 혼성(융합); Conceptual Blending'의 틀이 제

공하는 이론적, 응용적 가능성에 주목하게 된다.

8.3. 개념적 혼성(Conceptual blending): 인지과학과 문학 연결의 한 이론적 틀

초기의 고전적 인지과학은, 주로 기억, 학습, 기호적 사고, 언어습득 등과 같은 심적 과정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컴퓨터와 가장 닮은 심적 과정임을 전제한 고

전적 인지주의의 틀의 영향이다. 그러나 지금의 인지과학은 점진적으로 보다 정서적(감정적)

요인이 개입되고 비교적 더 창조적인 마음의 측면에도 초점을 맞추어 가고 있다. 과거에는

문학이 인지과학을 멀리하고 인지과학과 문학이 서로 연결이 없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 두 영역이 수렴, 융합되고 있다. 그러한 수렴을 가능하게 하여주며 인간의 마음의

내러티브적 작용의 역동을 이해하는 개념적, 이론적 바탕 틀로 등장한 것이 ‘개념적 융합

(conceptual blending)의 이론 틀’이라고 할 수 있다.6)

개념적 융합(혼성)이란 인지의 일반 현상으로서, 의식수준에서라기 보다는 하의식 수준에

서 작동하는 인지적 현상이다(Fauconnier, & Turner, 2002). 의식적이건, 하의식적이건 현재

의 문제와 관련되는 2개 이상의 상황(학문 분야 간이건, 테크놀로지, 산업의 영역들/ 대상들

/ 사건 들/ 일상적 생활-행위 장면 등이건)의 씨나리오적 요소들 그리고 핵심적 관계성이

혼성(blended; 결합, 융합)되는 인지적 과정을 지칭한다. 문학 작품에서 많이 사용되는 은유,

유추, 비유 등의 이해 과정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예: ‘바다와 같은 어머니의 사랑’), 이 개

념적 혼성 과정들이 인간의 인지와 행동, 특히 일상적 사고와 언어의 도처에 산재하여 있다

6) 위키피디아자료; http://en.wikipedia.org/wiki/Conceptual_bl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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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다.

이러한 개념적 융합(혼성) 틀은 창의성을 비롯하여 인간의 여러 인지적 현상을 설명하여

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인문학, 예술, 인지과학을 연결하여 인간의 인지, 마음, 행동,

문화, 과학기술의 융합을 이해하는 (한국의 대학, 기업 등이 추구하는 융합적 인재 양육의

겨우에도 적용됨) 새 틀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도 있다. 예술이 공학과 연결되어 창의

적 공학적 테크놀로지의 창출의 생각의 바탕 밭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이 상황공

간간의 개념적 혼성, 융합의 원리에 의한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의 제시한 철학자들의 입장에 대한 개괄의 요점을 결합하고, 그동안에 진행되어온

인지과학의 서사심리학(narrative psychology) 등의 접근을 연결하여 보고, 1930년대의 영국

의 심리학자 Sir F. C. Bartlett 교수의 주장을 연결하고, 최근의 Turner 교수의 주장을 종

합하여 본다면, 이야기란, 내러티브란 마음의 기본적, 일차적, 근원적 작동 원리이고 내러티

브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인지적 바탕이 개념적 혼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일상의 정체성이건, 우리의 미래 모습이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

이건, 특정 과학 주제이건, i-phone과 같은 인공물의 공학적 창안이나 그 이용이건, 광화문

공간 사용 관련 논쟁이건 간에 열심히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에 바탕을 두고 우리의 존

재가, 서로의 존재적 관계가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는 각자가 아

침부터 밤까지(심지어는 꿈속에서도) 열심히, 부지런히 쉬지 않고 ‘이야기’를 양산하여 내는

[마음 = 작은, 그러나 강력한, ‘이야기, narrative 생산 공장’]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는 우리가 그 때 그 때에 우리 자신이 짜내는 이야기 판본에 의하여 나 자신, 다른 사람, 세

상의 여러 상황을 보고, 이해하고 생각하게 된다. 있는 그대로를 지각, 이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8.4. 내러티브 관련 인지과학 미래 추세 잠정적 종합

내러티브 관련하여 이러한 추세 고찰에서 드러나는 것은, 첫째로 인지과학에서 밝혀진 인

간 마음 작동의 능동적 구성의 기본원리는 이야기 만들기(narrative making)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종래ve 학(비평) 이론을 지배하던 (내러티브 틀인) 페미니즘이나 구조주의,

포스트구조주의적 사고가 문학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음이 드러난다. 기존 문학

(비평) 이론은 주로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측면만 강조하였지, 그러한 문학 활동의 대상이

되는 인간의 인지적, 신경적 측면에 대한 자연과학적 연구 결과가 지니는 시사점을 무시하

였다. 실제의 인간은 진화역사적으로 변화한 몸을 지닌 생물체(자연 범주)인데, 과거의 문학,

적어도 문학(비평)이론은 이러한 문학적 산물을 내어놓고, 또 이해하는 인간이 자연의 존재

라는 자연 범주적 특성을 무시하여 왔다(신경적, 인지적 작동원리를 무시함).

과거의 문학비평 이론은 문학작품, 예술 등(TV 보기, 공감 등 포함)과 관련된 인간 마음

의 ‘자연과학적으로 밝혀지는’ 숨겨진 복잡성(hidden complexities)에 대하여 인식, 과학적

입장의 수용이(인지과학적 의미에서) 없었음을 보여준다. 아니, 예술 작품의 실제 생성 작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것이나, 과거의 문학(비평)이론가들은

문학이론 구성에서 이러한 부면을 무시하여 왔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현재의 태생적 별거 상태를 벗어나서 문학과 인지과학이 연결된다면, 그리고 이에 앞서

언급한 ‘체화된 인지’의 개념적 틀이 도입되고 응용인지과학적 영역이 연결된다면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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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의 가능성들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1. 인지과학이 고전적 인지주의의 ‘마음’ 개념과 [데카르트 식 존재론]을 탈피하여,

2. ‘마음’ 대신 ‘몸’을 강조하는 [스피노자 식 존재론]의 전통을 이은 ‘체화된 마음, 체화된

인지(Embodied mind/ cognition)의 틀로 전환되며, 이 전통을 살려온 철학의 하이데거, 메를

로퐁티 등의 현상학적 전통의 문학이론 등에 대한 인지과학의 긍정적 연결 시도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통이 과거의 실증주의적 과학적 전통에 몸담아 온 사람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경험적 체계, 또는 형식적 접근의 연결 가능성 모색

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항상 주변 환경의 대상 및 상황과 괴리되지 않은 채, 그들과 하나의 총체적, 통합적 단

위로서 자신의 몸의 활동을 통해, 감각운동적 상호작용(인터랙션)에 기초하여, 행위의 주체

(agents)로서 삶의 의미적, 행위 내러티브를 엮어가는 그러한 상황지워진 생명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빚어내는 활동으로서의 마음(인지)으로 마음 개념화 작업이 재구성 되고,

4. 또한 ‘인간’과 ‘인공물’을 별개의 불가침의 범주로 규정하며 이분법적 내러티브를 적용

하여 경계선을 그려온 과거의 이분법적 존재론의 관점을 벗어나서, 즉 인간과 인공물의 경

계가(이것도 일종의 내러티브이다) 허물어지며(R. Kurzweil의 ‘특이점’ 및 트랜스휴머니즘사

조 참고),

5. 이러한 마음의 본질적인 기능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진화 역사상에서 인류가 발달시켜

온 바, 즉 환경 속에 내재된 자신의 적응적 생존을 위하여, 자신을 포함한 ‘뇌-몸-환경’의

총체적 상황적 의미를 끊임없이 의미적으로 관계 짖고 ‘예측’하는 실타래인 이야기(내러티

브) 구성의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것으로 개념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19세기에 심리학을 철학에서 독립시켜 하나의 과학으로 출발시킨

Wilhelm Wundt가 생각하였던 바인 제2의 심리학(Voelkerpsychologie)적 틀 - 주관적 의식

의 내용과 문화, 역사적 영향이 심적 내용에 주는 영향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에 대한

긍정적 수용의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히 과학적 설명과 관련된 다음의 최근 과학철학

적 사조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이 미래 인지과학의 틀에 주는 시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

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본다.

9. 다원적 설명(Explanatory Pluralism) 틀에 대한 수용적 관점의 확대

과학철학 논의에 따르면 과학의 기본 목적은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학적 설명이 무엇이어야 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학철학자들 간

에 의견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7)

무엇이 과학적 설명인가에 대한 통일된 과학철학적 이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계에서

는 논리실증주의에 기반한 C. Hempel의 연역-법칙적 설명이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서 더 나아가서 현상에 대한 상위주준의 모든 이론적

설명을 더 환원적인 미시적 수준의 설명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환원주의적 생각이 대부분

7) 과학적 설명에 대한 개관적 설명을 보려면, 이정모(1988ㄱ, 1988ㄴ)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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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학계에 탄탄히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환원주의적 관점이 강하게 나타난 영역의 하나

가 마음의 작동 원리를 뇌의 신경적 활동의 수준으로 환원시켜서 하나의 이론으로 다 설명

할 수 있다는 신경적환원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인지과학에서 뇌의 신경과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게 하는 든든한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과연 심적 현상과 같은 복잡한 현상을 신경수준으로 모두 환원하여 설명할 수 있

을까 하는 반문이 생긴다. 이러한 반문을 가지고 환원주의(reductionism)에 대하여 대립적인

과학철학 틀로서 제시된 것이 인지과학에서는 체화적 인지 접근이며 과학철학에서는 설명적

다원주의(Explanatory Pluralism)라고 할 수 있다.

설명적 다원주의 관점에 의하면, 현상이 충분히 복잡하면(인간의 마음과 같이 충분히 복

잡한 시스템이라면) 모든 수준의 현상에 단일한 환원주의적 이론 틀을 적용하여 통섭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복잡성에 따라서 분석과 설명의 수준과 목표가 단

일한 틀이 아닌 여러 수준의 틀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입장을 인지과학, 심리학에 적용하여

다시 설명한다면, 복잡한 심적(인지)현상을 뇌기능에 대한 단일한 신경적 수준의 이론으로

환원하여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신경과학적 설명 접근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수준에서 각각 더 적절한, 의미있는 설명을 줄 수 있는 여러 설명 이론틀이 있을 수,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심적(인지)현상의 하위수준의 현상 일부는 신경과학적 탐구와 설명

을 적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상위 수준의 고차 심적(인지) 현상의 작동 특성과 그 내용적

의미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에서는 신경적 수준의 설명이 아닌 고차수준의 심리학적, 인지

과학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과학철학적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이 그저 일부 인지과학 이론가들의 지엽적인 입장 전개가 아님은, 이 설명적

다원주의가 사회과학에서는 계속 논의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이 주제와 관련된 심포지엄이

개최된 것으로도 미루어 알 수 있다.8) 물론 환원주의의 입장에 있는 과학철학자들도 환원주

의의 수정된 모형(‘New Wave Model’) 등과 같은 새 입장을 제기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문

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Eronen, 2008).

1. 이러한 수정된 환원주의 모델도 하나의 단일 모델이 여러 층의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

다는 생각 오류를 지니고 있다. 수준의 복잡성에 따라서 다원적 설명이론이 필요하고, 미시

적 설명틀과 거시적 설명틀이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보적으로 더 좋은, 더

충분한 설명을 줄 수 있는데도 이 양립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2. 환원주의적 설명 입장은 주로 수준내(intra-level) 환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

며, 수준간(inter-level) 환원을 맞는 논리적, 경험적 근거가 박약하다. 과학적 연구 사례들을

살펴본다면 수준간의 맥락수준간제거적 환원이 적용된다는 근거가 없다. 경험적 연구의 사

례들을 살펴보아도 수정된 새 환원주의의 주장인 ‘심리학이 신경과학에 기초한다’는 아무런

지지 증거도 찾기 힘들다(Eronen, 2008; 2쪽)

3. 과격한 환원주의 입장의 경우에 상위수준의 행동적, 인지적 현상을 신경생물 분자 수준

으로 환원시켜서 설명할 수 있다는 식의 논지를 전개하는데, 왜 인지-분자 사이의 중간 수

준들인 기능적 수준, 계산적 수준 등 등의 수준을 건너뛰어 설명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4. 설명적 다원주의는 극단의 환원주의나 극단의 반환원주의의 단점을 넘어서는 것이며,

8) Introduction: A Symposium on Explanatory Pluralism.;

 http://tap.sagepub.com/cgi/content/abstract/11/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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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간의 연결(즉 다원적 수준에서 접근하여 하는 여러 수준의 설명)은 과학의 발전에 있어

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5. 미시적 환원 작업이 끝나서 미시적 수준에서 설명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었다고 하더라

도(그리고 그러한 미시적 수준의 설명이 더 좋을 수 있더라도), 거시적 수준에서의 개념주도

적, 하향적(top-down) 설명 작업은 전자의 작업을 더 정교화하는 또는 보완적 작업일 수 있

으며, 과학발전에 필수적인 작업이다.

6.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여, 미시적 수준의 환원주의적 설명 작업이 거시적 수준에서의 상

위 설명적 작업을 반드시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1940년대의 초기 인지과학자

Craik(1943)이 이미 거론하였듯이 현상의 수준에 따라 다른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 현상에

대한 보다 더 좋은 설명을 낳을 수 있다. 그것이 현재 과학철학, 이론심리학, 인지과학의 기

초 영역에서 연구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거시적 수준에서의

설명은 미시적 환원주의적 설명을 넘어서 보다 좋은 설명을 제시하며 과학의 발전에 기여

하는 값있는 휴리스틱스 역할을 할 수도 있다.

10. 인지과학의 패러다임의 변화의 의의: 종합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인지과학은 1950년대 후반에 ‘컴퓨터’와 ‘마음’을 동류의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간주하며 정

보처리적 표상과 계산을 중심 개념으로 전개한 고전적 인지주의라는 패러다임으로 출발하였

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의하여 전통적 마음관, 인간과, 인공물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기존 과학의 관점을 대폭 수정하게 하는 과학적 혁명을 일으켰고, 디지털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고전적 인지주의가 마음을 컴퓨터에 유추하여 지나치게 개념주도적(top-down)으

로 진행되는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마음의 신경적 바탕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

에서 문제점이 있었고, 그를 보완하기 위하여 연결주의나 인지신경과학적 접근이 대두되었

다. 그러나 이 두 접근도 인간의 마음이 뇌를 넘어서 몸을 통하여 환경에 구체화, 체화되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활동 선 상에서 드러나는 측면을 소홀히 하였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한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 3의 대안으로 ‘체화된 인지’ 접근이 지금 시작되

고 있다. 뇌-몸-환경이 통합적 단위로 작용하며, 그 연결선 상에서 일어나는 활동으로서 마

음의 특성을 탐구하려는 체화적 인지 접근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가능성을 논하였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의 본질이 신경적 과정만으로서 우리에게 의미가 잇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적 의미를 부여하기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연관에서 마음의 본질이

의미적 줄거리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내러티브) 구성에 있음을 논하고 그러한 연관에서 앞으

로 내러티브적 마음, 체화된 마음 등을 연결한 포괄적 이론틀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과, 이

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다원주의적 설명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함을 논의하였다.

끝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의 하나는, 학문간 융합을 생각 할 때에 우리는 일반 학문 분야

와 테크놀로지 분야를 나누어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테크놀로지라는 것이 원래 인간을

위한 시도이기에, 어떤 응용적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여러 분야가 연결되는 ‘융합’이라는 개

념이 적절할 수도 있으나, 인문과 자연의 본질을 탐구하는 인문학, 기초 자연과학의 영역에

서는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의미로서의 ‘통합적 융합’ 개념은 적절하지 않는 개념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문학의 여러 분야 간이나 과학의 여러 분야 간, 또는 인문학(인문과

학+ 사회과학)과 과학(인지과학을 포함하는 자연과학)의 연결에서는 통합적 의미의 융합을



                      인지과학 패러다임 변화가 학문간 융합에 주는 시사-2010-이정모 - 27 -

추구하기 보다는 그 학문들의 연원에 대한 과학사적 재조명을 한 후에, 수렴적 연결[부분

무시의 단일화라는 의미의 통합이 아니고, 각 부분에 동등한(또는 그에 필적하는 적절한) 역

할을 보장하는 협응적 의미의 연결의 수렴적이고 총합적 연결]을 시도하여야 하리라 본다.

그리고 단일화적 통합의 융합이건, 협응적 수렴 연결이건, 그러한 지적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밑바탕에는 서로 다른 영역의 개념적 공간을 대응시키고 정합적으로 연결

하여, 이를 매개하는 혼성공간에서 새롭게 창출하는 틀을 출현시키는 창의적 인지활동이 개

입된다. 따라서 융합 관련 논의에 앞서 이러한 ‘융합(수렴)의 인지적 활동의 과정적 작동 메

커니즘’을 먼저 규명하는 메타 수준의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이정모, 2010).

이 글의 처음에서 언급한 바 있는 노벨 수상자 Sperry 교수는 다른 글(Sperry, 1995)에서

“오늘날의 과학은 우리가 30년 전에 알던 과학과 매우 달라져 있으며(.. science today is

very different from the science we know 30 years ago.)", 과거에 두 세기를 통하여 내려

온 전통적 유물론적 과학관이 인지주의, 인지과학의 등장에 의하여 강하게 도전을 받고 있

고, 인지과학의 등장에 의하여 인간관, 현실 세계관, 미래 세계에 대한 이해와 전망이 달라

지고 있다고 논평하였다. 인류 과학의 큰 변혁의 원천이 인지주의, 인지과학의 출현에 있다

고 한다.

또한 미국 과학재단의 미래 테크놀로지 틀의 제안에 의하면 인지과학기술(CognoT)이 21

세기의 NBIC 융합과학기술 틀의(Rocco & Bain bride, 2002) 4대 핵심축으로서 NT, BT, IT

와 함게 자리잡고 있으며, 또 미래 인류 테크놀로지의 궁극적 목표가 신물질의 창조보다는

인간 개개인의 수행(performance)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그림3. 참조).

[그림 3. 미국 과학재단의 NBIC 융합(수렴)과학기술(테크놀로지) 틀]

비록 인지주의, 인지과학이 고전적 인지주의에 머물지 않고 연결주의, 인지신경과학, 체화

된 인지, 내러티브적 인지 등의 관점으로 계속 재구성하며 그 틀의 모습을 끈임없이 가다듬

고 있지만, 그리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물질 중심의 자연과학을 과학의 전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인지과학에 의한 이러한 변화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것이 마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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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리의 삶을 크게 바꾼 것처럼, 인간(인공물 포함) 존재 개념 자체를 재구성시키며 새로

운 깨달음(계몽)시대(the Age of the 2nd Enlightenment)를 열고 있다는 것, 종래의 미시적

결정론 중심의 세계관을 크게 변화시키는 발상의 대 전환이라는 것이 미래 인류의 삶, 문화

에 지니는 심각한 의의를 자각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인지주의, 인지과학의 영향은 이미 우리 삶에 들어와 있다. 인지과학적 생각의 틀

과 현실적 응용은 이미 문학이론, 신학, 종교학, 예술 이론, 경제학, 법학, 행정학 등의 인문-

사회과학 분야와, 인공지능, 로보틱스, 각종 디지털 인공물 디자인 테크놀로지 등의 공학 분

야에 스며들어 이 분야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태생적으로 여러 사조와 학문 분야들이 수렴

되고, 융합되어 하나의 과학혁명적 보는 틀을 제시하며 출발하고, 탄생 이후에도 계속 패러

다임의 변화를 가져온 인지과학은 앞으로도 계속 다른 학문들과 상호작용하고, 수렴되어서

더 좋은 과학적 틀을 창출하여 인간, 동물, 인공물, 그리고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역동을

더 잘 설명하고 또 많은 응용적 시사와 구체적 응용적 산물을 낳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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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embodied mind)]관련 선별적 웹 자료]

=======================================================================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관련 국내 백과사전 자료

위키피디아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Embodied_cognition

열린사전: embodied philosophy

http://sajun.org/index.php/Embodied_philosophy

심리학 용어사전:  embodied 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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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ogpsych.org/dict/dict.cgi?cmd=view_iterm&iterm=embodied%20cognition

--------------------------------------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관련 국외 영문 백과사전 자료 + 입문 자료]

철학사전의 설명:

http://www.iep.utm.edu/embodcog/

[체화된 인지]; 어떻게 공부하여야 하는가?

http://cogprints.org/3945/1/bes_ec.pdf

체화된 인지 강의
Lecture Course: Embodied Cognition
by Michael J. Spivey
Cognitive and Information Sciences
University of California, Merced
강의용 읽을거리 목록도 보세요
http://www.nbu.bg/cogs/events/2009/m_spivey_course.html

Embodied Embedded Cognition (EEC) 
위키피디아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Embodied_Embedded_Cognition

체화된 인지에 관한 6개 관점
(1) cognition is situated; (2) cognition is time-pressured; (3) we off-load cognitive 
work onto the environment; (4) the environment is part of the cognitive system; (5) 
cognition is for action; (6) offline cognition is body based.
http://www.indiana.edu/~cogdev/labwork/WilsonSixViewsofEmbodiedCog.pdf

--------------------------------------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체화적 마음(embodied mind]) 관련  국내 서적. 논문 

들에 대한 한글로된 종합적 안내 사이트: 적극 추천함]

콸리아 님이 운영하는  블로그 자료에서

1.Topoi》28(1) ― Special Issue on Embodied Mind, Extended Mind, and Enactivismｌ

Cognitive Sciences

 http://blog.aladdin.co.kr/qualia/category/21009474?communitytype=MyPaper

이 블로그 자료 중에서 

왼쪽 하단의 마이페이퍼(구글용어로는 'labels',  한국 일반 용어로는 '키워드' 에 해당)의

Consciousness, philossophy of mind, Cognitive Science, qualia, mind & brain 등도 

살펴 보세요.   

-알라딘 사이트에서 보신다면 콸리아님의 글인 다음을 찾아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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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 뇌 · 몸을 탐구하는 책들] 

http://www.aladdin.co.kr/shop/common/wbrowse_talktalk.aspx?ISBN=&CID=4395&CNO

=0&PCID=&CType=&CommunityType=MyPaper&page=&SortOrder=3&IsListView=&

BranchType=1&PaperId=3195236&IsOrderer=2

====================================================================

[체화된 마음 관련 이정모의 년도별 관련 발표 자료]

-2004. 12. 30. 이정모, 이건효, 이재호(2004). 사이버 인지심리학의 개념적 틀의 재구성: 인

공물과 인지의 공진화. 

  한국심리학회: 실험, 16, 4, 365-391. 

      http://cogpsy.skku.ac.kr/data/data/04-1230사이버인지심리.htm

-2007. 07.26. 인지과학에서 진행되고있는 패러다임 변화에서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역할.  

   http://blog.naver.com/metapsy/40040315381

-2007. 12. 15. 이정모 (2007). 심리학의 개념적 기초의 재구성 (II): 인지과학적 접근에서 

본 ‘마음’ 개념의 재구성과 심리학 외연의 확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07, 26, 2, 1-38.;

  http://cogpsy.skku.ac.kr/cwb-data/data/break1/20061208KPAsympo-Mind-2.pdf 

-2009. 02. 16. 인지향상 (CE)테크놀로지: 미래 인지과학기술 응용의 초점;

    http://blog.naver.com/metapsy/40062330550 

-2008. 02.20. 제한적 합리성 및 인지과학의 변화 흐름이 인지경제학 전개에 주는 시사.

     [제도와 경제] 제2권 제1호(2008. 2): 65-92. 

      http://blog.naver.com/metapsy/40047946949

      http://www.kiea21.or.kr/board/imgfile/02_%EC%9D%B4%EC%A0%95%EB%AA%A8.pdf

-2008. 12. 14. ; 마음의 체화적(embodied) 접근: 심리학 패러다임의 제6의 변혁

      http://blog.naver.com/metapsy/40058706310

      http://koty.tistory.com/1003

- 2008.. 12. 20. 인지과학과 상호작용성, 미디어아트, 체화된인지 개념의 연결 책 소개

      http://korcogsci.blogspot.com/2008/12/blog-post_9355.html

- 2008. 12. 20. Radical Embodied Cognitive Science 책 사이트/ 각 챞터다운가능

     http://blog.naver.com/metapsy/40059055190

- 2008. 12. 31. 2009년, & 미래의 심리학, 인지과학에 대한 짧은 생각.

      http://korcogsci.blogspot.com/2008/12/20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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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log.naver.com/metapsy/40059627436

-2009. 01. 09. 인지공학에서의 Social signifiers ; Norman 교수의 개념

     http://blog.naver.com/metapsy/40060086911

-2009. 02. 10. : 2009년2월10일 HCI학회 발표 '체화된 인지' 튜토리얼 ppt 파일자료

http://cogpsy.skku.ac.kr/cwb-bin/CrazyWWWBoard.exe?mode=read&num=3184&db=newarticle&backdepth=1

-2009. 02. 19. 체화된 마음 접근의 시사

     한국스포츠심리학회 2009 동계 학술대회 ;

http://cogpsy.skku.ac.kr/cwb-bin/CrazyWWWBoard.exe?mode=read&num=3188&db=newartic

le&backdepth=1

-2009. 04. 11. ; 심리학에 새로운 혁명이 오고 있는가: 체화적 접근/ 

      동덕여대 지식융합심포지엄 파일; 

      http://blog.naver.com/metapsy/40065405491

-2009. 06. 05. 인지과학에서의 ‘마음’ 개념의 재구성: 뇌-몸-환경의 통합적 활동으로서의 마

음; [책의 장 제목: 뇌-몸-환경의 상호작용으로서의 마음: 인지과학에서 마음의 전개

(290-344 쪽). 박찬욱 기획, 김종욱 편집, 미산, 한자경, 윤원철, 최화, 김종주, 이정모 집필

(2009).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은주사.] (참고문헌: 390-396 쪽)

     http://korcogsci.blogspot.com/2009/07/blog-post_04.html

-2009. 08. 08. ; 천동설과 같은 착각? 을 넘어서는 체화적 마음(인지) 관점; 로보틱스 연

구자 자료 연결 예; http://blog.naver.com/metapsy/40087228562

-2009. 09. 27. ; 마음을 파고들지도 버려놓지도 마라, 그저 바라보라 & 인지과학적 탐구 ; 

      http://blog.naver.com/metapsy/40090771463

-2009. 12. 07. "체화된 마음: 심리학 패러다임의 새로운 전환"

 한국연구재단; - 사회과학웹진 -; 사회과학 연구동향

      http://ssc.nrf.go.kr:8080/sub/content_view_print.jsp?I_idx=6&B_idx=2&M_idx=100

      http://blog.naver.com/metapsy/40095880340

-2009.12. 11. ; 학문간 융합론1: 인지과학을 중심으로. 

     [철학문화연구소 ]. 2009년 12월 세미나 발표;

http://cogpsy.skku.ac.kr/cwb-bin/CrazyWWWBoard.exe?mode=read&num=3249&db=newarticle&backdepth=1

-2009. 12. 13. ; 정년퇴임한 후 약 3개월간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주제들에 관한 자료 ;  

   http://blog.naver.com/metapsy/40096269577

-2009. 12. 20. ; 유럽 학회 모임 내용 한글 자료: 확장된/연장을 지닌 마음(EM)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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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응용

     http://korcogsci.blogspot.com/2009/12/extended-mind.html

      http://blog.naver.com/metapsy/40096824677

- 2010. 01. 03. ; 2010년에 내다보는 인지과학: 미래의 인지과학 전개에 대한 한 짧은 생

각 ; [웹 파일]

     http://blog.naver.com/metapsy/40097791384

2010. 2.“학문간 융합론: 인지과학을 중심으로”

- 계간지, [철학과 현실], 2010. 봄호, 미발간. (hwp 파일 46 K)

2010. 2. 뇌, 몸, 환경은 하나라는 강한 외침이...: 뇌와 마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

- 한겨레; 사이언스온. 2010. 2.9. 미발간 (hwp. 22 K)

2010. 2. 인지과학 패러다임의 새 변화가 학문간 융합에 주는 시사

- 성균관대 지식통합포럼 도서 : 미발간 (hwp 294 K)

===============================================================

[다른 사람들의 한글 웹자료]

1. 블로그 오픈마루. 

HCI 2009 -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오픈마루 人들의 생각 2009.02.17 12:58

http://blog.openmaru.com/286

2. 위에 대한 댓글: 인터페이스

------------------------------------

[체화된 인지 관련 국내 논문: 일부만 제시함]

이영의 (2008). 체화된 마음과 마음의 병. 철학탐구, Vol.23 No. 중앙대 부설 중앙철학연구소, 

5-37.

       http://mybox.happycampus.com/kstudy/3627234

윤보석(2008). 계산주의는 구현주의와 양립가능한가? 인간과 환경의 경계에 대한 한 고찰

 -철학연구 , 83권 , 전체:23페이지 , 시작페이지:187페이지

       http://www.reportnet.co.kr/detail/1383/1382802.html

박충식 (2004), 구성적 인공지능 (Constructive Artificial Intelligence)

인지과학 제15권 제4호, 2004. 12

pp. 61~66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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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dbpia.co.kr/view/ar_view.asp?arid=1005639

------------------------------------

[국내 도서(책) 자료]

인지과학의 철학적 이해 [원제: The Embodied Minds: Cognitive Science and Human 

Experience]

바렐라, & 톰슨 (지음), 석봉래 (옮김)

서울: 옥토; 1997

http://www.aladdin.co.kr/shop/wproduct.aspx?ISBN=898656601X

앎의 나무. [원제:  Der Baum der Erkenntnis] 

움베르토 마투라나, 츠란시스코 바렐라 (지음) 최호영 (옮김).

갈무리,  2007-05

http://www.aladdin.co.kr/shop/wproduct.aspx?ISBN=8986114976

있음에서 함으로 [원제 : From Being to Doing)

움베르또 마뚜라나 (지음), 서창현 (옮김).

서울: 갈무리; 2005

윤리적 노하우 [원제: Ethical Knowe-How]

프란시스코 J. 바렐라 (지음)/ 유권종, 박충식 (옮김). 

서울: 갈무리; 2009

http://www.kopus.org/cs/rep.asp?b_idx=3349&b_type=J&b_gbn=R

뇌과학의 함정 [원제 Out Of Our Heads]

인간에 관한 가장 위험한 착각에 대하여 

알바 노에 (지음), 김미선 (옮김). 서울: 

갤리온. 2009.

http://www.aladdin.co.kr/shop/wproduct.aspx?isbn=890109911x

몸의 철학 [원제: Philosophy in the Flesh :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조지 레이코프, M. 존슨 (지음), 노양진, 임지룡 (옮김). 

서울: 박이정,(2002년 5월)

  http://www.aladdin.co.kr/shop/wproduct.aspx?ISBN=8978785484

스피노자의 뇌 [원제: Looking for spinoza : joy sorrow and the feeling brain]

안토니오 다마지오 (지음), 임지원 (옮김)

사이언스북스,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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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KOR9788983712042

심성내용의 신체성: 언어 신체성으로 마음도 보이다

정대현 (지음). 대우학술총서 528. (영문 제목: Embodied Mental Content)

서울: 아카넷, 2001

------------------------------------

[해외 도서 자료] 국내 사이트 게시 자료

바렐라 등의 1992년 책 원서 판매 사이트 : The Embodied Mind

http://www.yes24.com/24/goods/514230

Supersizing the Mind : Embodiment, Action, and Cognitive Extension (PaperBack) 

저자Clark, Andy  지음 출판사Oxford USA

2008-10-01 출간

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ENG9780195333213

 

Designing With Blends : Conceptual Foundations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And 

Software Engineering

Benyon, David & Imaz, Manuel 

Mit Press/  2006-11-10

http://foreign.aladdin.co.kr/shop/wproduct.aspx?ISBN=0262090422

* 기타 해외 도서 목록은 위에서 소개한 콸리아 님의 블로그 자료

 http://blog.aladdin.co.kr/qualia/category/21009474?communitytype=MyPaper

의 자료를 참고하거나 

위에서 언급된 이정모의 발표 글들의 [참고 문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체화된 인지와 인접학문과의 연결, 응용 웹글]

"뇌과학의 함정"과 [인공지능]의 미래..:   아스트랄 세계

http://blog.naver.com/neo_turing?Redirect=Log&logNo=20089275740

컴퓨터와 인간의 상호작용, [HCI 디지털 기기 디자인] 관련

http://whisper.playmaru.net/archive/20090217

<- 이글의 댓글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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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육]과 체화된 인지 : 대안적 수학교육 철학으로서의 체험주의 탐색

이승우(Lee Seoung Woo) 저 // (상업용 자료)

http://www.dbpia.co.kr/view/ar_view.asp?arid=1063730

http://mybox.happycampus.com/dbpia/4258186

체화된 인지와 [음악, 예술, 미디어 이론].

Perspectives for Media Theory, Human-Computer Interaction, and Artistic Investigations

http://www.transcript-verlag.de/ts842/ts842_1.pdf

이외에 

http://www.fk-427.de/Profil/JinHyunKim 의 김진현 박사의 연구 주제 자료를 보세요.

[음악]

Embodied Cognition Applied to Timbre and Musical Appreciation: Theoretical 

Foundation / by Rafael Ferrer/

http://www.bpmonline.org.uk/bpm10/ferrer_rafael-embodied_cognition_applied_to_timbre
_and_musical_appreciation_theoretical_foundation.pdf

[무용]과 체화된 인지; 현대무용의 발전에 나타난 철학사상(2); 현상학을 중심으로*

장 정 윤

http://www.kdes.or.kr/publishing/report/pdf/14106.pdf

[문학]에서의 체화된 인지]; 몸과 영혼의 갈등 양상의 차이: 던과 마블의 경우// 저자: 이 

상 엽. 밀턴과 근세영문학. 제18집 1호 (MEMES 18.1) (2008.05): 163-190

http://memes.or.kr/sources/%C7%D0%C8%B8%C1%F6/MEMES/18.1/18.1.163-190.%C0

%CC%BB%F3%BF%B1.pdf

................................... 영문 자료 ..............................................

[과학교육과 체화된 인지 틀]

http://redesignresearch.com/chi05/P%20Jeffrey%20ChemistrySimsEmCog.pdf

체화된 인지와 [비디오게임 프로그래밍]
http://www.editlib.org/?fuseaction=Reader.PrintAbstract&paper_id=29179

[로보틱스](사회적 로봇) 과 체화된 인지
An Embodied Cognition Approach to Mindreading Skills for Socially Intelligent Robots
http://portal.acm.org/citation.cfm?id=1529958

[소비자 연구]와 체화된 인지
http://www.acrwebsite.org/volumes/display.asp?id=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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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과학의 다른 주제와 체화된 인지의 관련성]

1. 기억과 체회된 인지

저자: 도상금

제목: 암묵 기억(implicit memory)에 대하여

출처: 2003년도 한국임상심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2003. 11. 8.)

------------------------------------

[매스컴 기사들]- 국내 + 국외자료

Boston Globe 지 기사

Don't just stand there, think

New research suggests that we think not just with our brains, but with our bodies

By Drake Bennett/ January 13, 2008

http://www.boston.com/bostonglobe/ideas/articles/2008/01/13/dont_just_stand_there_th

ink/

뉴욕타임즈 칼럼 기사

Abstract Thoughts? The Body Takes Them Literally

By NATALIE ANGIER

February 1, 2010

http://www.nytimes.com/2010/02/02/science/02angi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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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해지려면 머리만 굴리지 말고 몸도 굴려라: 지능은 몸에서 시작된다… '체화된 인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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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몸짓 먼저 가르친다… 로봇 AI (인공지능)연구 새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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