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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및 창의성] 강의 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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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일은 과거에 강의한 [사고 및 창의성] 강의에서

교재로 사용한 책의 내용, 부가적으로 추가 강의한 내용, 2010년에 추가한 내용을 편집한

내용의 파일이다. 내용 중에는 이정모가 만들고 편집한 내용들과 강의 주제 관련하여 기

여한 다른 사람들의 글 내용이 혼재되어 있지만, 주로 이정모가 강의한, 만든 파일 내용

이다

이 강의 관련 주교재는

1. Halpern, D. F. (1996). Thought & Knowledge: An Introduction to Critical Thinking

(3rd. Edition). Lawrens Erlbaum Associates. 430 pp.

- 일부 장들의 부분 - .

2. 김영채 (지음) (1999). 창의적 문제해결: 창의력의 이론, 개발과 수업.

교육과학사. 2만원.

을 사용하였으며

참고서로는

1. Mayer, R. E. (1992). Thinking, problem solving, cognition (2nd Ed.). Freeman.

(각 장에 대한 번역요약본 화일 있음)

2. Sternberg, R. J. & Smith, E. (저), 이영애 (역). (1992). 인간사고의 심리학. 교문사.

3. 기타 사고 관련 한글 파일들을 사용하였다.

[수업목표]

수업 목표는 수강자들로 하여금 인간의 사고 과정의 기본 특성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연구 결과와 그 의의를 익히게 한 다음, 창의적 사고의 본질을 문제해결적 사고 중심으

로 익히게 하며, 실제적 창의적 사고 기술의 기본을 습득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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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진도 계획 >

1주: 강의안 소개

2주: 사고 : 서론 [3쪽-]

3주: 사고의 심리학적 연구 역사 (참고2-1장, 별도 자료) [13쪽-]

4주: 사고와 언어의 관계 (교재3장) [22쪽-]5주: 연역적 추리 (교재4장) [32쪽-]

6주: 논변의 분석 (교재5장) [53쪽-]

7주: 가설검증으로서의 사고 (교재6장) [61쪽-]

8주: 사건 발생 가능성(확률)의 이해 (교재7장) [66쪽-]

9주: 인간인지의 한계성과 불확실성 하의 판단과 휴리스틱스(카너만등의 책1징) [74쪽-]

10주: (의사) 결정: Decision Making [90쪽-]

11주: 문제해결 기술 (교재9) [103쪽-]

12주: 창의성: 서론 (교재2- 1,2,3,4, 5, 6장) [109쪽-]

13주; 창의성: 총론 (다른 참고 자료) [132쪽-]

14주: 지능의 인지심리 이론 [167쪽-]

15주: 정서와 인지 [191쪽-]

16주: 종합/ 인지과학서론‘2010 [205-278쪽]

[부록 1 ]. 인지과학의 응용적 연구 영역: 세부 설명 [279-2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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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사고: 서론

사고의 예:

-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사고

- 정치가의 술수적 사고

- 아동의 옛날이야기 하기 사고

- 주부의 가계계산 시의 사고

- 대인관계의 사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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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의 필요성

- 비판적, 분석적, 조직적, 논리적,

- 미래를 위한 결정, 투표, 의사의 진단 결정, 소비자의 구매 결정, 상품 판단,

보험, 복권 등

< 최근 연구 결과 >

미국: 비판적 사고 훈련이

-> 세계 경제, 민주화 증진

한국내: 각종 갈등에서

비판적 사고 기술/지식 필요

세계적 현상: 많은 성인들이

비판적/분석적 사고 능력 부족함

적절한 학습 능력/기술 부족함

신세대도 마찬가지

미래 교육의 문제는

- 급격한 정보량의 폭주 상화에서

정보를 어떻게 잘 다룰 것인가 하는

기술/능력 보유가 중요함

이를 위하여는

knowing how to learn

knowing how to think clearly 가 중요함

미래의 교육의 기초는 이에 초점을 맞추어야

- 미국대학생 1학년생의 25%만이 적절한 추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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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if -> then 가정법 적 사고) 능력 보유

< 사고와 지식 >

물질적 현상 - 물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붓기 (정적 과정)

지식 현상 - 한 사람의 지식이 표현된 것을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으로 재 창조하기 (역동적 과정)

<비판적 사고: 정의 >

critical <== evaluation: - 사고의 결과/과정 평가

<-- diriected thinking

not automatic

명료하고 정확한 목적적 사고

-지난 20여년간의 인지심리학의 발전으로 思考심리학이 발전함

-그동안의 연구에서 발견된 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상적(직관적, 자동적) 사고가 흔히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됨

-> 이유: 1. 주어진 문제 자체 특성

2. 사고자의 편향 - bias 인지적 편향

이러한 연구 결과가 실제에 응용됨

예; -> 컴퓨터 소프트웨어 -> user-friendly

군인들 독도법- 지도 읽기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변화시켜야 하나?>

-부정적 입장: 사고 통제이다, 선전이다.

-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입장을 지지할 만한 경험적 증거나 논리적 근거가 없다.

- 긍정적 입장: 왜 비판적/분석적 사고 해야하나?

. 상업광고 홍수에 대처 : 예 담배 광고

세탁제 광고, 핸드폰 광고

. 정치 선전 - ‘나는 공해에 반대한다’

? 공해에 찬성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나. 사고 훈련을 통해 사고력 증진 가능하다는 증거

1. 베네수엘라의 전국적 사고 훈련 프로그램 성공

2. 대학에서 사고 훈련 강좌를 받은 학생들의 증진 성공 보고

3. 일반 성인을 위한 강좌 효과

4. 훈련받은 사람들의 지식 표상 재구성 성과

5. 선다식 과제에서의 기술 증진 효과

6. 전화문의 결과 - 효과 보았다는 수강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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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고 훈련의

transfer & improvement 가능

< 사고 훈련의 전이transfer >

transfer = 사고 기술을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

(의식적, 의도적, 자동적)

사고 훈련의 지름길은 없다.

no easy & quick crash course.

다. 사고에 대한 생각 (Thinking about Thinking)

사고에 대하여 접근, 생각하는 방도는 여러 가지.

1. 생물적 과정으로서의 사고

- 뇌와 사고 관련성 연구

- 많은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 초보적

단지 영양이나 화학물질들이 뇌 -> 사고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심

2. 심상(이미지)과 소리 없는 말로써의 사고

초기 독일심리학자들- 사고에 심상이 수반 여부

행동주의 심리학자들 -

사고 = voiceless speech

과연 그런가?

<사고 질문 예:>

- 집에 창문이 몇 개 있는가?

- 어머니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나?

- 2+3 은?

이러한 이론이 맞는 경우들 있음

심상이나 말의 형식으로 사고를 하는 것이 도움됨

예1: Kekule -벤젠 분자 구조 (심상이 도움이 됨)

예2: Duncker의 - 창의적 사고 예:

- 상자, 초, 압핀, 성냥

- 언어적 명칭이 사고에 도움 줌

예3: 아들과 아버지: “ 군인 장교인 아버지와 아들이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가다가 교통사

고가 나서 아버지는 사망하고, 아들은 중상을 입어 국군병원에 옮겨졌다. 그런데 국군병

원의 담당 외과의사는 이 아들을 수술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 아들이 자기 아

들이어서 차마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한다. ???

예4: 컴퓨터, 인터넷, 의사 : 전문용어 사용이 사고를 도와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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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선호되는 사고 양식:

- 사고에는 개인차가 있어서 사람마다 더 선호하는 사고 양식이 있다.

(이미지, 말, 글)

-지지 이론: 다원지능이론 (Gardner)

2.2. 정보처리과정으로서의 사고

- 사고의 컴퓨터 모형.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함

-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찾는 한 방법

-> Thinking Aloud Protocols 방법

<예:> 사각형의 시루떡을 8인분으로 똑같이 나누는데 칼을 3번 사용하여 하는 방법

은?

단 시루떡을 움직이면 안 된다.

-> 언어화; 사고 프로토콜 -> 분석

(이론 확인, 이론 탐색)

-사고 증진 방법의 하나

- 전문가들의 사고 과정을 프로토콜로 받고

그에 맞게 자신의 사고과정을 모델링하는 것

3b. 인공지능 - 문제 해결 프로그램 - 체스 예

3c.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는가?

- Turing 기계 -> 튜링 테스트

- 기계도, 인간도,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 사고하는 것임

- 미래: 2001 스페이스오딧세이의 HAL 컴퓨터

4. 컴퓨터로서의 뇌 모형

- Star-Trek의 Spock 박사의 예

- 뇌가 컴퓨터처럼 작동하여 사고한다면,

순수한 사고란 이성적이고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 이성과 감정의 양립 불가?

- 분석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일반인, 매체의 인상은 차갑고, 감정이 없

거나, 실생활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함

-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임: 감정은 평가를 전제로 하는데 평가는 사고가 개입

되는 것임

라. 지능과 사고 기술Skills

-비판적 사고 훈련이 지능을 증진시키는가?

<지능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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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오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은 일반인의 평균보다 다소 지능이 높다고 생각함.

- 그렇다면 평균보다 낮은 지능의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가?

- 지능에 대한 상식적, 직관적 생각: 논리적으로 잘 생각하며, 광범한 독서, 개방적 마음,

이해능력이 높음

- Sternberg의 지능개념: 새로운 과제나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능력.

- 새 개념들을 배우거나 그것을 가지고 추리하는 능력 이상으로, 새로운 유형의

개념들을 배우고 추리하는 능력.

- 학습과 사고의 능력

- Vygotsky :- 지능은 학습 양식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도달한 학습 수준에 의해 반영

됨

- 지능은 실제적practical;

=> knowing how to spend your time and effort in order to achieve a goal.

- 상식, 열린 마음, 새 과제를 마스터할 수 있는 능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아는 능력

<지능의 측정>; 생략

< intelligent 하기를 배우기 >

-비판적/분석적 사고하기를 배우면 더 지능이 높아지는가? -> Yes

-지능은 여러 요소로 되어 있음.

Sternberg의 지능이론 - 3상 이론:

1) 메타(상위/관리) 요소- 우리의 사고를 계획, 평가, 모니터하는 능력

2) 지식 획득 요소 - 기억 속 정보와 환경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

3) 修行수행요소 - 실제 사고 수행 기술

이러한 요소들 모두를 학습, 발달, 증진시킬 수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개인 지능의 정상분포곡선적 특성 - 개인 능력 요소의 분포

- 지능은 훈련에 의해 증진될 수 있다.

=> Sternberg; de Groot, Nickerson, Perkins, Sadler & Whimbey

- 지적 skills, strategies, heuristics, tactics - 지능의 학습 가능한 부분을 지칭

I nte lligent Thinking = Attitude + Knowledge + Thinking Skills

마. 분석-비판적 사고 태도와 성향

비판적 사고의 본질적 요소는 비판적 사고자로서의 태도와 성향을 발전시키는 것.

사고를 잘하는 사람들은 동기화가 되어 있고, 계획에 의해, 작업에 필요한 의식적 노력을

기꺼이 행하며, 정확성을 점검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의 해결이 뚜렷하지 않거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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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단계를 필요로 하면 지속적으로 작업한다(persist).

<. 수행-능력(performance-competence)의 구별 >

-실제로 하는 바와 할 수 있는 바의 차이

아무리 좋은 사고 기술을 배워도, 지니고 있다고 하여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분석-비판적 사고 태도(attitude)를 지니는 것은 사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

하다.

많은 경우 사고의 오류들은 사람들이 비판적 사고를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안 하기 대

문이다. 사고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좋은 학생과 못한

학생의 차이이기도 하다)는 “태도”이다. 분석-비판적 사고자는 다음과 같은 성향 또는

태도를 보인다.

1. willingness to plan: 계획을 하려는 자발성: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써 갈겨 내려가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한참 생각하고 답안을 쓰기 시작하는 학생이 있다. 전자의 경우 답

안이 질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흔하다. 그들은 강의에서나 시험에서나, 생각하기 이전에

머리에 먼저 떠오른 것 중심으로 말하고 쓴다. 이런 학생들은 자신의 충동성을 억제하고

계획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쓰기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쓸, 반응할 내용구조에 대하여

계획을 하거나 그림을 그려보아야 한다. 계획한다는 것은 분석-비판적 사고의 첫 단계이

다. 그리고 누구나 반복 연습만 하면 계획하는 습관을 개발시킬 수 있다.

2. flexibility: 융통성:- 머리가 나쁜 사람, 폐쇄적인 마음의 사람, 창의성이 없는 사람들

의 특징의 하나는 경직성, 독단성 등이다(대통령을 지난 사람들 중에...등). 닫힌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그게 바로 내가 해온 바

야’, ‘고친다는 보장이 없으면 손도 대지 말아’, ‘턱도 없는 소리 말아’, ‘구관이 명관이야’.

이러한 닫힌 마음은 새로운 생각을 떡잎부터 잘라버리는 것이다. 반면에, 융통성 있는 태

도란, 기꺼이 새로운 선택지, 가능성, 아이디어를 생각하여보고, 새로운 방도로 시도해보

고, 옛 문제를 옛관점을 다시 생각해본다. 열린 마음을 지닌 사람은 기꺼이 판단을 중지

하고, 정보를 더 수집하고, 어려운 문제를 보다 명료화시키려 한다. 물론 모든 가능성이

균등하게 좋거나 개방적 이유로 인하여 판단을 뒷전으로 밀어두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

다. 분석-비판적 사고자는 새 방식으로 생각하기를 기꺼이 하고, 증거를 훑어보고, 문제

가 해결될 때까지 그 과제에 집착한다.

3. persistence. 지속성, 집요성:- 학교에서 성공하려면 지속성, 끈기가 중요하다. 꾸준함이

있어야 생각을 해야할만한 과제를 시작하거나 시도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어려워 보

이는 과제를 마주치면 생각하는 과정조차 하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출발점부터 패한 것

이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과제를 시작하고 그것이 완결될 때까지는 멈추지 않는다. 사고

를 잘 한다는 것은 부지런한 끈기를 필요로 한다. 그러한 노력은 사람으로하여금 신체적

피로처럼 지치게 만들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보람이 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수학을 잘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비교하여 보면, 문제풀이의 성공율에서 차이가 나

는 경우의 대부분이 학생들의 태도의 차이에서 기인함이 드러난다. 수학을 잠 못하는 학

생들은 문제 풀기 10분 이내에 못 풀면 그 문제를 자기가 풀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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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학을 잘 하는 학생은 어려움 문제를 붙잡고 씨름을 계속한다.

4. willingness to self-control. 인간은 모두 오류를 범한다. 사고를 잘 하는 사람은 잘

못, 실수에 대하여 그것을 인정하고, 그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운다. 피드백을 활용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여보고, 오류를 일으킨 요인들을 인정한다. 그들은 비효율

적 전략을 인정하고는 보다 더 좋은 사고과정을 위하여 그 전략들을 버린다.

5. being mindful: 유의하고 잘 살펴본다. 이러한 태도를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 초인지

(metacognition)이라고 한다. 목표를 향해, 자신의 이해와 사고의 진전과정을 모니터하는

과정이다. 사고를 잘 하는, 분석-비판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사고과정, 사

고 특성에 대하여 자의식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하고, 평가한다.

6. consensus-seeking. 동의 구함:- 일상에서 삶이란 것이 사회적 집단 속에 이루어지기

에 분석-비판적 사고자는 가능한 한 같은 집단 사람들의 의견일치 도는 동의를 구하려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도의 의사소통 기술과, 타협하는 방법의 발견과, 동의를 성취하는

방법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주변 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는 아무리 좋은 생

각이라도 행위로 연결될 수 없다.

분석-비판적 사고 태도를 발전시키는 데에서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들 자신이 경직적으로 또는 충동적으로 사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문제해결하여야 할 사고 과제를 주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신의 사고과

정을 말로 크게 바로 이야기하라고 (Think aloud)라고 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것이 드

러났다.

poor thinkers good thinkers

-일거 사고(one-shot thinking) -연장된 단계적 사고

-자신의 지식 내에 존재하는 틈새를 -틈새를 적극 탐색하고 이를

그대로 내버려둠 채워넣기 위한 정보 탐색, 계속적 사고를 함

- 지시를 빨리 대충 훑어보거나 - 지시에 대한 조직적, 체계적 파악 시도

건너 뜀

- 문제해결에서 수동적 - 적극적으로, 기꺼이 문제 해결에 착수

- 문제가 어려우면 약간의 단서만 사용하여서 - 문제의 어렵고 쉬움에 따라 다른

또는 대강 추측하여서 답을 함 사고 전략 사용, 가능한 한 여러 단서들을

탐색하여 활용함. 대강 추측에 의한 답변은

회피

- 가설들을 생성하여 내지 못함 - 다양한 가설들 생성하여 해결 시도

- 복잡한 문제를 그 요소 부분들로 - 복잡한 문제를 계층적, 범주적으로 요소들

로 분해

분해하지를 못함

- 계획하지를 못하고, 충동적으로 반응하며, -계획에 충분한 시간을 들임, 충동적 반응은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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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경직되어 있고, 새 아이디어에 폐쇄적 - 새 아이디어에 열린 마음

- 항상 새로운 대안, 해석, 관점 탐색 및

수용

- 자신의 사고 기술이 증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의 사고 기술, 전략에 대하여 계속

깨닫지 못함 자각하며 개선 시도

(자신의 사고 기술에 대한 모니터링하는 능력 (메타인지 능력 우수)

즉 메타인지 기능이 부족함)

- 기타 인지 전략 빈곤 - 주의, 기억(기억탐색), 이해 등의 인지

적 전략 우수

- 새로운 지식 학습과 사고 기술의 관련성이 괴리됨 - 밀접히 연관됨

- 자기통제력이 없다 - 자기통제력이 높다

- 지속성, 집요함이 없다. - 지속성, 끈기, 집요함이 높다.

- 타인, 집단의 의견을 탐색하거나 동의를 - 소속 집단, 타인의 공감, 의견을 탐

색 구한다.

구하지 않는다

-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름

- 어려운 어휘/용어 사용하면 사고를 잘 한다고 생각하거나

- 이해를 잘 한다고 생각함

* 사고능력 빈곤자의 상태는 사고 훈련에 의해 개선 가능

*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적-비판적 사고자의 태도와 성향을 지니는 것

<메타인지: metacognition: 초인지, 상위 인지, 관리 인지>

우리 자신의 알과 앎의 과정의 특성에 대한 앎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자신이 우리 자신의 사고과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 어떤 요

인들이 우리의 사고 과정과 결론을 결정하는지 잘 모른다.

<예>: 스타킹 판매 진열대에서 동일한 스타킹이지만; 맨 왼쪽 위치에 진열된 것 사는

사람 12%

왼쪽 17%, 오른쪽 31%, 맨 오른쪽 40%.

<유의함>

우리는 우리자신의 사고 과정과 사고 결과에 대하여 항상 유의,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자신이 생각하여 해결한 해결안, 결정, 참이라고 믿는 추론, 생각한 판단, 자신이 활용한

단서, 자신의 지식의 한계, 자신의 정보처리 전략의 특성(결함) 등에 대하여 유의하고 있

어야 한다. 어떤 문제가 과연 생각을 할 만한 문제인지, 서로 다른 문제들에, 그리고 문

제들의 서로 다른 요소부분들에 어떻게 시간과 노력을 할당해야하는지, 목표를 향해 진

전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항상 자각하고 스스로 평가하여야 한다.

반예: 수학/물리학 풀이에서 기계적으로 공식 암기하여 문제 풀이

-> 이러한 접근, 훈련은 분석-비판적 사고를 배우고 그렇게 사고하는 능력의

발달을 방해함

<문제예> ㄱ이 2시간에 정원에 잔디를 다 깎는다, ㄴ은시간 걸린다. 둘이 함께 하면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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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걸리나?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을 보면 대학생도 어린아이만 못할 수 있음

바. 사고의 틀(frame)

"사고는 악보를 보고 그대로 연주하는 고전음악 연주와 같다기보다는 즉흥적으로(그러나

상당한 전문지식을 갖고) 연주하는 째즈연주와 같다.“

- 분석적-비판적 사고능력 개발에는 지름길이 없다.

- 사고의 executive processes:

생각의 출발, 계획(사고 목표의 설정 등), 모니터링, 평가, -> 계속 사고과정 반

추

- 사고의 틀: 일련의 질문들: 여러 번 반복사용, 여러 적용 상황에서 적용 가능할 만큼

보편적

-전제로부터의 추리, 논항의 분석, 가설검증, 문제해결, 확률 추정, 결정하기, 창의적으

로 생각하기

- 이 틀은 일정하지만 세부적 기술은 과제에 따라 가변적

- 이 틀은 수학자 Polya의 틀

<사고를 인도하는 중요한 질문들>

사고하기 : 알려진 바(현재의 위치) - 목표, 목적(도달하려고 하는 바) 사이의 차이를

알고

이 차이를 어떻게 줄여 가는 가를 아는 것

1. 목표가 무엇인가?: - 사고 증진의 첫 단계는 목표 도는 목표들에 대하여 명료한 생각

을 지니는 것. 실생활에서의 문제들은 복잡하다. 목표가 다원적이거나, 반복적이다. 명료

화 한 목표는 생각의 방향을 정해준다. 가능한 목표들이 여럿 있을 수 있다: 일련의 가능

한 대안 사이들에서의 결정하기, 해결안이 없는데 만들어내기, 정보를 종합하기, 증거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사건의 가능한 원인을 결정하기, 정보의 원천의 신빙성을 고려하기,

불확실성을 양화하기 등. 목표를 파악, 규정하는 것이 문제해결 상황에서 필요한 노력,

시간을 계획할 수 있게 함

2. 무엇이 알려져 있는가?:- 현재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 알려져 있는가(지식의 간격 등

과 관련)를

파악하는 것이 directed 사고의 출발점

3.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사고 기술이 필요한가?

- 사고한다는 것은 지도와 같다. 지도에서의 목표점과 현재 위치 사이의 거리를 여러

가능한 길 중에서 택하여 접근하여 가는 것과 같다. 어떤 길은 돌아가는 길, 최단거리

길, 반대방향 길 등...; 어떤 길은 쉽고, 어렵고. 이러한 길, 즉 사고 기술, 전략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4. 목표에 도달하였는가?;- 반드시 사고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목표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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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달성하였는가? 정확한가, 올바른 것인가 등

< 기술Skills 접근>

분석-비판적 사고 기술이란 목표를 달성하는 방도를 찾는 전략이다. 물론 연속적이고 탄

력성 있는 사고를 이러한 단계로 구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분석-비판적

사고 훈련을 위하여는 사고 과정을 나누어봐야 한다.

- 추리, 논항의 분석, 가설검증, 결정하기, 확률가능성의 추정하기

분석-비판적 사고 훈련/교육은 두 개의 기본 가정을 전제함:

1. 사고에는 학생들이 깨닫고 또 적절히 적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 기술들이,

명료히 파악, 규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인지적 사고 기술들이 잇다.

2. 이러한 기술들을 파악하고, 학습하여, 적용하면, 학생들은 보다 효율적인 사고자가

될 수 있다.

* 지적 기술이란 신체적 기술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교육(가르침), 다양한 맥락에서의 적

용 훈련, 이에 대한 feedback, 사고기술을 발전시킬 시간 등을 필요로 한다.

<다음 주제 사고와 언어>

사고와 언어/ 단어와 그 의미/ 언어가 사고의 도구인가 매스터인가?/ 이해/ 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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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사고 심리학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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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hard E.Mayer(1992). Thinking, problem solving, cognition. New York: W. H.

Freeman. 1장. ‘사고심리학의 시작’ 내용 + 타 문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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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과정은 인지의 정보처리 연쇄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지각, 주의 등과 같은

초기 단계보다 상위수준의 후기 인지과정에 속한다. 전체 인지요소들이 서로 고립되

어있지 않은 것처럼 사고과정 또한 이전 단계의 인지요소들과 단절된 것이 아니다.

<사고의 정의>

:- 사고하기(thinking)란 판단, 추상화, 추리, 상상, 문제해결 등의 심리적 속성들의 복

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정보를 변환하여 새로운 심적 표상을 형성하는 과정

-사고는 내적인 과정만인가 아니면 행동적으로 측정되어야만 하는가?

-사고의 일반적 정의: 사고는 다음과 같은 기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 사고는

인지적이다. 사고는 내적으로 일어나며 행동을 통해 추론될 수 있다. 둘째, 사고는

인지체계 내에서의 지식의 조작(manipulaion)을 포함한다. 사고과정에서 현재의 정

보가 과거의 기억과 결합되면서 사고자의 지식을 변화시켜나가게 된다. 셋째, 사고

는 방향성을 지니며, 문제해결 행동으로 이끌어진다. 모든 사고의 행동화가 성공 방

향으로 이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과정에서 사고자의 마음속에서 문제해결이

지향된다.

A. <사고 연구의 기본 문제들>

1. 방법론: 내성법과 내성과제: 예 anagrams

1). 기초 용어의 정의

문제 - 다음의 특성들

givens - 주어진 바(이미 알고 있는)의 내용들

goals - 생각해서 해결해야 할 목표

obstacles - 이에 대한 장애 내용

- ㄱ)현재 어떤 상태, ㄴ) 다음 어떤 상태가 바람직, 3) 이 변화를 달성할

뚜렷한 직접적 방도가 없는 경우에 문제해결적 사고가 시작됨

문제유형: given state go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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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defined well defined 의 조합

ill-defined ill-defined

네 문제 유형 -1. problems of transformation-가능성 집합의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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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blems of arrangement-기능성 집합의 축소화

3. problems of inducing structure-보편 원리(구조)의 발견

4. evaluation of deductive arguments-연역적 추리 연구

2. 사고와 문제해결의 관계:

정의 - 사고, 문제해결, 인지를 뒤섞어 사용함

행동주의자와 인지주의자 간의 개념의 차이

- 사고의 연구 - 지각, 학습, 기억에 사고가 내포됨.

고로 사고는 심리학의 한 주요 영역. 이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단순 인지과정 -> 복잡?

복잡인지과정 ->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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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사고 심리학의 역사적 토대 ]:

* 인지심리학 역사의 바탕이기도 함

체계적인 심리학적 초기 연구들은 19세기에 이루어졌고 내성법을 통해 피험자 개인이

사고 과정을 기술하도록 하여 연구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 Wundt, James, Thorndike,

Dewey, Watson, Wertheimer 등이 사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 함. 지난 20년간에

사고에 대한 연구가 부활됨 .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논리적 사고와 추리에 대한 연구의

발전 때문

<<1>>. 연합주의 철학

Aristotle -연합법칙

영국 연합주의자들 - atomism

mechanization - 연합 강도에 의한 자동적 과정

empiricism

imagery

- 의식에서의 ideas

18세기 학자들 - 의식을 ideas로 분석하는 시도들을 함

사고를 ideas 요소들로 분석하고 이를 다시 조합하여

사고를 재구성하는 시도

- [내성법] -

영국연합주의자들은 심리학자라기 보다 철학자였음. 그들의 체계화되지 않은 내성법을

Wundt와 Titchener 등이 발전시킴.

이 내성법은 자성적 방법으로 무엇을 찾을까 무엇을 무시할까를 미리 알고 관찰하는

방법이었다. 마음의 요소는 감각, 느낌, 심상(image)으로 분석되고, 관찰 상황이 통제된다

는 의미에서 실험적이었다. 현대의 실험심리학과는 차이가 있음.

<<2>>.Wundt : 19세기 말

- 단순심리과정은 실험적 연구, 복잡한 고등과정은 실험에 의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 이야기 등의 사회 전체를 살펴봄으로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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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에 대해 직접 크게 관여하지 않음, 그는 고등 정신과정들을 정확히 내성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실험은 동일하게 반복할 수 없으며, 내성

이 관찰되는 현상 자체에 돌릴 수 없으며, 주의를 정확히 통제 할 수 없으며, 내성의 조

건들을 체계적으로 변이시킬 수 없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언어와 같은 외적 산물

에 의해서만 연구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다른 학자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Binet, Kuelpe, Woodworth

등은 사람들에게 ‘반대어를 생각해보라’는 단순한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사고의 본질을 알 수 있겠는가?’ 라는 등의 복잡한 질문에 이르기까지 여러 유형의 질문

을 주고 내성을 받았다.

<<3>> Act 심리학과 Wuerzburg학파

<Brentano>

1873; Wuerzburg에서 강제 사임당함

1874. ‘Psychology from an Empirical Standpoint’저술

Wundt의 ‘심리학개론 Gruendzuge’가 출간된 같은 해에

Vienna로 가서 Austria에 영향 줌

- 심리적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감각, 느낌, 사고에 공통적인 것은?

모든 심리적 사건은 3 측면에서 공통;

1. 심상적 또는 감각적 측면;

2. 판단적 측면 (경험이 현실을 반영하는 정도);

3. 감정적 측면(거의 모든 심적 경험이 쾌-불쾌(사랑-미움)의 측면을 지님)

-자극이 presented, cognized, felt, & known

<Stumpf>

Brentano의 제자: 심적 현상을 더 분석 1906 논문에서 심리현상을 4 범주로 분류;

1. formations; - ‘빨강에 대한 심상을 떠올린다’에서 그 빨강이란 심리적 경험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특정 대상일 수 있다.

2. relations; (구성주의자들, 요소주의자들에 의해 무시된 바)

3. Psychical functions; - 지각, 욕망, 의지

4. phenomena; - 경험의 실제 데이타 - 소리, 냄새 등

<Husserl(1859-1938)>

-Brentano, Stumpf 의 제자; phenomenology 발전시킴

- 심리학자들보다는 철학자들에 영향을 주었으나,

그가 심적 경험을 물리적 사건의 연속으로 환원시키지 말고

그 자체를 연구해야한다고 강조한 것은 지각에서 직접 주어진 바를

심리학자들이 연구하게 하는 영향을 주어 Gestalt 학파의 발전을 도움

<Mach>

- 우리의 모든 지식은 감각에서 온다; 시간, 공간도

Mach band

<Wuerzburg학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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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성실험법

Marbe, Mayer, Orth, Messer, Watt, Ach, Kuelpe

-determining tendency - 특정문제와 관련된 방향지워진 결정 성향

-anti-atomism : 반연합주의: -> 생각의 연합은 아이디어들의 단순한

기계적 연합이 아니라, 연합을 통해 본래의 내용이 변화됨

anti-mechnization: 동기, 목적 개입

anti-empiricism : 경험이 그대로 복사안됨

anti-imagery : imageless thought 심상없는 사고가 있음

<Kuelpe>

*- 사고에 대한 집중적 연구가 1900년대 경에 Wundt의 제자 Kuelpe와 그의 동

료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주로 정신물리적 상황이나 연상 상황에서 내성보고하게 하였

다.

이러한 연구에서의 한 주요 주제는 심상없는 사고 즉 無心象 사고의 존재에 관한 것이

었다. Wundt, Titchener같은 구성주의자들은 사고가 항상 감각이나 감각심상이 수반되는

것을 보고한 반면, Wuerzburg 학파, Binet 및 Woodworth의 동료들은 사고가 항상 심상

을 수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감각이나 감각심상이 수반되지 않는 애매하

고 분석불가한 그러한 경험이 보고되었고, 그들은 이것을 의식적 태도(Beusstseinslagen)

라고 불렀다. 이러한 논란의 결과는 내성법에 대한 신뢰의 실추를 가져온 것이었다.

<Watt>

*- Einstellung(마음 갖춤새) : 이전의 반응시간 연구들에서 마음갖춤새(mental

set) 또는 심적 준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Kuelpe의 제자 Watt는 이를 연상실험에 적

용하였다. 그는 체계적 실험적 내성법을 적용하여 연상과정을 4개로 구분하였다.

1. 준비단계 -지시가 주어짐,

2. 자극의 제시,

3. 반응 단어에의 탐색,

4. 반응 수행.

이 네 단계중의 어느 하나에 대해서만 내성하라 했더니, 제3의 단계에서는 거의

내성의 내용이 없었다. 따라서 Watt는 사고의 대부분 과정이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과제(Aufgabe)가 주어지면 그는 반응할 준비를 하는데 지시를 받아 반응할 준비

를 하는 것을 마음갖춤새Einstellung이라 했다(Ach는 이를 determining tendency라 했

다). 그 후에 mental set이라는 용어에서 mental이라는 수식어가 생략되고 set이라는 용

어로 쓰이게 되었다.

<Donders & Kuelpe>

*- 감산법(Subtraction method)

Donders는 1860년대에 사람들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에 사고하는 과정을

그 전체 사고과정 시간에서 단순사고과정 시간(예: 단순 연상 시간)을 빼어 잔여 시간에

의해 그과정을 추적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이 활발히 일어났으나 이 방법의

한계가 곧 드러났다. Kuelpe는 이런 식으로 사고를 요소적으로 생각하고 반응시간도 요

소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잘못을 지적하였다. 단순과제보다 복잡과제 시간이 더 들고, 복

잡과제가 단순과제를 그 요소로 할 수는 있으나, 복잡과제는 단순과제의 단순한 합 이상

으로 전체가 변화하기 때문에 단순과제의 반응시간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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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elz:

심리학이 사고의 이론을 받아들임

*- Selz와 Schema

Wuerzburg학파에서 사고가 연합에 의해 항상 심상을 수반한다는 생각을 비판한

대표적 인물이 Otto Selz이다. Gestalt 학파의 Koehler에게서 영향을 받은 그는 실험상황

을 자극과 과제가 함께 제시되도록 하였다. 그결과 자극과 Aufgabe가 전체과제 상황인

Gesamtaufgabe로 형성되고 이러한 전체상황에 대한 의식이 단순 개념들의 연상관계가

아닌 복잡한 ‘관계성’ 개념의 산출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과제가 어려우면 전체과제상

황은 불완전해지고 반응이 바로 주어지지 않지만 전체과제상황에 의해 예기되거나 도식

화되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 심상과 연상과는 독립적 사고라는 이론을 발전시킴

- 사고의 단위는 ‘자극-반응’이 아니라 ‘구조복합’

- directed association -> 기억

- 사고는 채워넣는 과정, filling gap

- 사고는 complex toward completion의 경향성

- 문제의 이해는 관계적 구조의 형성을 포함한다 : schematic anticipation

- 문제해결은 조건들을 검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

‘조건-> 행위’의 관계를 그 핵심으로 하는 현대의 Newell, Anderson

등의 산출(productions)체계 이론과 ‘수단-목표’ 분석의 선구

<<5>>. 사고심리학(Denkpsycholgie)의 쇠퇴

이러한 Wuerzburg학파들에 의한 사고심리학의 융성은 새로운 지적 흥분을 일으켰으나

쉽사리 좋은 결과들이 나오지 않고, 1차대전이 일어나며, 행동주의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접근에 대한 회의가 일게 되었다. 그렇다고 사고심리학이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는 것은

아니고 보다 더 흥미로운 관심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행동주의가 몰락하면서, 정

보처리적 입장이 대두되고, Selz 등의 연구는 다시 각광을 받게 되어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사고 연구가 오늘날의 인지심리학에 부활된다.

<초기 사고연구에 대한 평가>

1. 방법론적 문제점 -내성의 문제, 실제 일어나는 사고과정,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내성보고가 이루어진다는 문제

2. 이론의 문제 - 이론이 없거나(행동주의) 애매(Selz)

3. 적법성의 문제 - 사고 연구의 심리학이 타당한가가 의문시 됨

<20세기 초반의 사고 연구>

- 행동주의: 사고를 심리학에서 축출

- 형태주의; 사고를 부활 (통찰적 사고)

- 인지주의: 사고의 mechnism 세부 밝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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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동주의의 사고심리학

행동주의 심리학은 Wundt 등의 의식 내용분석 중심의 연구 주제와, 그들의 연구방법

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직관적 분석법인 내성법에 반발한 것이다. Watson이

나 Skinner 등은 내성법이 과학적 방법으로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외

현적인 현상, 즉 객관적으로 관찰가능한 현상만을 객관적이며 조작적인 용어로 기술하

는 것만이 과학적 심리학이 추구해야 할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심리학의 주요 연구주제

를 의식현상이라고 보았던 Wundt와는 달리, 의식, 사고 현상 등과 같은 정신적 개념이

나 현상은 그것을 경험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조작하거나 관찰할 수 없으므로 그러

한 개념이나 현상을 논하는 것은 심리학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

들은 외현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자극과 반응(stimulus-response: S-R)의 연결로서 모

든 것을 설명하려 했고, 외현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마음’, ‘사고’라는 개념을 심리학에

서 축출하였다.

행동주의의 창시자 Watson은 사고와 같은 내적 상태가 과학적 심리학 연구에 불필요

할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했다. Skinner는 내적 상태의 존재를 완전 부정하

지는 않았으나 내적 상태와 같은 이론적 명제는 과학에 불필요하며 오로지 유기체 밖에

서만(외현적 자극과 반응을 통해) 유기체에 대한 설명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

들은 사고 과정을 도외시하고 학습 과정에 의해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였다. 그들은 사

고라는 것을 한 개인이 자신에게 속말(inner speech)로 이야기하는 것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니며 이러한 속말이란 발성이 되지 않는 채 움직이는 발성 기관 근육의 움직임들의 연

결로 환원시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극단적 견해는 후에 다소 완화되어 언

어와 사고에 관한 연구가 다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연구도, 지극히 편협한 방법에

의해 의미가 규정된 낱개 단어들의 조건형성(conditioning)을 통해 자극과 반응의 연결

로서 사고와 언어 행동을 설명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아주 간단한 언어 행

동의 설명에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자극-반응 연결을 동원해야 함이 드러나,

설명의 불충분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이론 자체의 부적절성이 지적되게 되었다.

- 행동주의와 그 영향

행동주의는 사고를 내적 말(inner speech), 내적 행동으로 간주하였고 외적 근육 등의

운동에 의해 이를 포착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주의의 입장은 의식적

내용으로서의 사고와 문제해결 행위로서의 사고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었으며, 내현적 말

로서의 사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를 보이지 못했다. 단지 그의 비

판적 입장이 사고심리학을 한동안 억압하는데는 성공했다.

<<7>>. Gestalt심리학: 경험의 조직화

전체(Gestalt)와 조직화를 강조한 Gestalt학파에서는 사고와 다른 심적활동을 구별짓

지 않았다. 문제 상황 구조의 조직화 원리가 모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Koehler의 침팬지의 바나나 따내리기에 관한 통찰 실험에서도 관계성의 지

각과 새 조직화의 통찰이 강조되었다. 그들은 행동주의자들이 사고를 학습으로, 자극과

반응의 연결로 환원시키려는 것에 대한 비판을 가하였다. 그들이 사용한 figure-ground,

frame of reference, field의 개념들은 후에 사고의 연구의 기본 개념, 용어로 사용되었다.

Gestlt와 연합주의자들의 사고에 대한 접근간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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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주의자(구조주의) Gestalt 학파



1. 과제유형 재생적 생성적(산출적)

;과거경험으로부터의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해결습관을 적용하는 것 해결책을 창조하는 것

2. 정신적 활동 자극-반응을 연결시키려 요소들을 재구조화하는 것

는 것 --> 지각 연구의 기본원칙으로 이

어짐.

3. 사고의 단위 자극-반응연결 구조

4. 이론의 상세성 정확 모호: 통찰, 구조적 이해 등의 용어

가

모호, 통계적 분석도 없음




<<8>>. 적응의 도구로서의 사고 연구

Darwin 의 진화론 이후에는 사고 연구의 강조가 내용에서부터 기능으로 옮겨 갔다.

8.1. 기능주의와 기능들

William James는 내성에 의해 사고를 요소로 분석하는 것은 내용을 다루나 과정을 놓

진다고 하였다. Dewey는 사고가 인간의 적응적 문제 해결임을 지적하였다. Wallas는 사

고 연구들을 고찰하여 The art of thought라는 책을 1926년에 썼는데 여기에서 창의적

사고의 4 단계; preparation, incubation, illumination, verification을 거론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경험적 연구결과가 아니라 사변적 직관적 논리분석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점차 실험적 연구들이 행해지고, Woodworth는 실험적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판단과 지

각, 판단과 추측을 구분하였다.

8.2. 비교심리학에서의 논란

진화론에 의해 동물과 인간의 사고능력의 연속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으나,

Morgan은 단순한 과정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고차정신과정에 의해 설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다. Thorndike는 1897에 ‘시행-착오(trial-error)'학습 현상을 보였다. 그가

사용한 Thorndike-box의 사례는 분명히 사고 과제였으나 자극과 반응의 연합(생각과 생

각의 연합이 아니라)으로 설명해버렸다. 영국의 Hobhouse, Yerkes, Koehler등은 이에 반

대하여 통찰에 의한 문제해결을 강조하는 연구를 제시하였다. 시행착오 대 통찰의 논란

이 일었던 것이다.

8.3. 사고가 동기를 획득함

고대로부터 내려온 이분법적 생각, 즉 인간은 이성이 있고 동물은 본능적/ 습관적이다

는 생각은 진화론에 따라서 변화하기 시작했고, McDougall 등은 인간 사고의 힘이 본질

적으로 본능적 동기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Woodworth, McDougall, Freud 등은 사고와

동기의 관계를 밝히려 하였고, 새로운 동기의 학습과, 주의, 지각, 상상, 사고, 판단, 기억

등에서 동기의 역할에 대한 이론을 전개하였다. Wuerzburg학파의 Einstellung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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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장하엿고, Freud의 이론에 의해 관심이 사고에서 동기로 옮아가게 되었다. Freud는

사고의 개념을 주로 의식, 무의식의 내용에 대하여 사용하였으나 그의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 등의 이론은 사고 과정에 대한 이론이기도 하였다.

<<9>>. 사고가 문화를 획득함

진화론과 인류학이 만나면서 미개인들의 생각이 문명인과 다를 것으로 생각했으나, 여

러 연구들에 의해, 사고 능력의 본질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문화적 배경, 관심, 유용한 정

보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이 인식됨. 사회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사회적 상황에서의 인

간의 비합리적 사고와 결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비합리적 인지, 판단과

결정 등을 예시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으나, 이후 정상적 사회적 사고로 옮아옴. 사고에

있어서의 주관적 평가, 피험자 변인, 상황변인에 대한 인식이 주는 효과 등도 연구됨

<<10>>. 정신물리학(psychopjhysics)과 판단

정신물리학에서 판단의 개념이 부각되고, 이전 자극들의 영향에 의해 판단이 달라짐이

부각되면서, affective contrast, affective equillibrium, frame of reference, adaptation

level 등의 개념이 부상되고, 판단과 준거틀에 대한 양적 접근이 시작되었다. Helson. 이

러한 경향이 확산되어 판단의 연구는 심리학 전역으로 퍼지게 됨

<<11>>. 검사와 능력

지능 검사의 연구와 사고의 본질에 대한 연결 연구

<<12>>. 아동의 지적 발달

Piaget 등의 인지적 발달에서의 구체적, 형식적,추상적 사고의 논의

<<13>>. 최근 경향: 인지적 접근: 지식표상과 이에 대한 정보처리과정으로서의 사고,

문제해결적 측면의 강조

사고 개념의 다분화: 개념적 사고, 범주적 사고, 추리(연역, 귀납), 판단, 결정, 문

제해결, 창의성, 지능, 전문가적 사고와 기술.

C. 사고의 의미: 과거와 현재

c.1. 주제로서의 사고

강의나 교과서에서 심리학의 한 영역을 지칭하기 위해 막연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

우;

지적활동, 지적 행동, 추상적 활동 등 . 이는 의미가 없음

c.2 심적 경험으로서의 사고

의식의 내용이나 심적 경험으로서의 사고. 연상적 사고가 대표적 예

현실적 사고와 자폐적 사고가 있음

c.3. 문제해결로서의 사고

thinking이라고 흔히 지칭되는 이 의미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지워진 심적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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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다. 이 경우에 thinking이라는 용어 대신 problemsolv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심

적 경험으로서의 사고가 사고의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의미는 사고의 적응적 활동

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는 창조적 사고, 연역적 사고, 판단이 속하며, 어떤 경우는 개념

획득도 포함된다. 심지어는 이해(understanding)도 포함될 수 있다.

c.4. 매개로서의 사고

개념적 사고라든가 추상적 사고와 같이 행동의 매개 역할을 하는 부분을 지칭한다.

반응을 산출하는 단서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측면이다.

c.5.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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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사고와 언어와의 관계

1. 사고와 언어

사고, 언어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인가?

1.1. 언어심리학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습득, 사용하는 가를 다루는 심리학

1.2. 기저 표상과 표면구조

언어 이해란 말/글을 작성하여 내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전달하려는 정보의

표상을 구성하여 그 의미를 소리나 글로 만들어 보내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는 두 사람 사이에 공통 지식이 있어야 한다. 단어 의미, 문법, 맥락, 기타 일반사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어야 한다. 받는 사람은 이러한 사전 지식과 단서들을 사용하여 이해 표상

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림 3.1>

보내는자의 생각(심층구조) ->

생각을 표현한 단어, 구, 문장 ->

말소리, 글자, 컴퓨터터미널(표면구조)

* 이해자의 경우는 이의 역방향

이해의 성공은 이해자가 형성한 심층구조가 보낸자의 심층구조와 합치될 대에 일어남

문제는 표면구조는 한 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음

-Visiting professors can be boring.

-They are kissing fish.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원인?;- 보낸자의 사고의 결함, 보낸자의 언어사용의 문제, 이해자의 사고의 결함, 이해자

의 언어사용의 문제

- 어린아이와 어른의 의사소통의 문제

< 함의와 추론 >

언어건 예술작품이건 의미 있는 자료의 이해에는 항상 추론이 개입되게 마련

고로 커뮤니케이션, 지식의 습득은 구성 과정에 의함

< 광고에서 추론의 역할 >

- 다른 어떤 상품도 우리 요금보다 싸지 않다. 등

- 사람들은 실제 의미보다는 추론된 함의된 의미로 이해,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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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명료한 의사소통의 규칙

- 이를 위하여는 언어 그 자체 및 그 안에 내재한 생각이외에도

발화자/작가의 목적, 청자/독자의 특성(지식, 사회적 지위, 연령, 배경) 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

*규칙1. 청자에게 그들이 알기 원하는 것을 말하라.

- 학교 친구: 너희 집이 어디니? ->지구 X

*규칙2. 청자가 이미 아는 것은 이야기하지 말라.

-given/new의 구별

*규칙3. 청자의 지식, 연령, 지위(경제사회적 배경)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변화시

켜라

- 컴퓨터 전문가가 프로그램 설명

*규칙4. 참을 이야기하라.

- 현실과 말의 내용이 괴리될 때의 문제

*규칙5. 단순하고 직선적인 스타일을 사용하라

*규칙6. 의미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맥락과 언어표현 방식을 활용하라.

- 애매하게 표현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1.4. 유추와 은유

유추, 은유, 비유 등의 구별은 여기서 하지 않음

<이해를 돕기 위해 유추 사용>

- 유추의 사용은 인간 사고의 보편적 특성

- 알고있는 주제의 구조를 모르는 것의 구조에 적용

- structure mapping

- 좋은 유추는 두 개의 구조 유사성이 높음

<은유를 문제해결 보조도구로서 사용>

- 창의적 사고에서도 사용

<은유를 설득에 사용>

- 죽은 시인의 사회 : “언어의 용도는?”

- 법적 논변에서 : “증거란 밧줄과 같다.”

2. 단어와 그 의미

* ‘사랑’, ‘앨콜중독‘, ’아픔‘, ’죽음‘

2.1. 정의와 사고의 통제

*- 동성애 경우

- 정의란 사람들, 전문가 사이의 동의의 문제

*- 걸프전: 포로, 구류자, 인질자

-정의는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

*- 히틀러 - 유태인 지칭

- 의미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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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적’, ‘두 개 사면 하나가 공짜’

2.2. 명칭과 범주의 힘

*- 바퀴벌레와 여치

- 대상을 볼 때에 범주화 -> 추론 : 대응하기 위하여

?-왜 범주화, 명칭 부여? -> 우리의 정보처리 부담을 줄여줌

=> cognitive economy

-범주화 ->때로는 심한 오류 유발 -> 고정관념

* 미국 공원의 곰 예 - 인간친화적 곰으로 잘못 범주화

- 범주화 - 상이한 행동 <- 문화적 영향 : 멍멍탕

2.3. 전형적 사고

- 우리의 사고는 어떤 대상 범주에 대하여 가장 전형적인 것 중심으로 생각함

- 범주의 best examples 중심: 권투선수

- 전형은 사고를 제약함 - 게임

3. 언어: 사고의 도구? 아니면 주인

- 언어와 사고의 상호 영향 관계?

-언어상대성 이론 : 언어가 사고를 결정: 눈, 쌀

- 조지 오웰의 1984- 언어의 의미를 재정의하여 사고통제

- 강한 입장: 언어가 사고를 완전 결정

약한 입장: 언어가 사고에 영향 줌

3.1. 사고의 정방향, 오방향 지움

-언어가 의도적으로 사고 양식으로 조성

<정서적 언어와 name calling>

언어가 사고를 완전 결정하지는 않지만 그릇된 방향지음

*-낙태 옹호자: 반생명자, pro-choice 호칭에 따라 다른 사고 가능

*- 일본인의 2차대전 해석 : ‘침략’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

*- 스탈린 사후 그에 대한 명칭의 강경화

semantic scaling - 청자/독자들에게 어떤 특정한 태도, 신념들을 조성하기 위하여 단어

나 이미지들을 의도적으로 조심스럽게 선택하여 사용하기

<모호성, 애매성, 다의적(재담) 말하기>

ambiguity(모호성) - 단어의 의미가 맥락에 따라 다른 여러 의미를 지닐 때

*-미쳤다

vagueness(애매성) - 부정확한 의미를 지닐 때 -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 법원에서 변론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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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성 게시판

equivocation- 단어의 의미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변화하기

*사랑한다.

<어원과 구상화reification>

단어 의미에서 어원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원이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gay- 동성애의 의미로 사용되나 어원은 방종, 음탕의 의미였음

구상화 - 추상적인 것에 이름을 붙이고 구체적인 대상으로 다루는 것

*-ego -: 그러나 구체적 ego가 구체적 대상으로 실재하는 것은 아니다.

비타민을 먹거나 운동을 하면 ego가 증진된다는 것은 잘못됨. 이름일 뿐

<bureaucratese관공서어투와 euphemism완곡어법>

/관공서어투- 특별 분야에 대한 지식, 훈련이 없는 사람들에게 형식적이고

딱딱한 어구를 사용하는 것 -> 관공서, 법, 교수

/완곡어법 - 좋지 않은 표현어구 대신에 좀 나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

*광고-생리대, 화장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돼지품평회

정치가들의 어구, 병원 의사 간호원,

-이러한 어투, 어법은 의사소통에 간섭을 일으키기에 피하여야 함

< 유도적 질문, 부정, 특정 단어 사용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씨우기>

framing - 특정 방향으로 답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제시하기

*예: “어떤 아시아 전염병에 대비하여 두 개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아시아 전염병은

600명을 죽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떤 방안을 택하겠는가?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다른 양식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제시틀 1) 방안 A를 택하면 200명을 구할 수 있다.

방안 B를 택하면 0.33의 확률로 600명을 구할 수 있다.

(제시틀 2) 방안 C를 택하면 400명이 죽게 된다.

방안 D를 택하면 0.67의 확률로 600명이 죽을 수 있다.“

결과: 제시틀1 -> 72%가 A를 선택/ 제시틀2 -> 78%가 D를 선택

의의: 사람들은 동일한 정보가 제시되는 틀에 따라 달리 선택/결정

=> 인간은 위험회피

*예: 병원에 온 사람에게:

“두통이 자주 나십니까? 얼마나 자주?” => 일주에 2.2회

“두통이 이따금 나십니까? 얼마나 자주?‘ => 일주에 0.7회

*상인들: 물건 흥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그럼 어떤 색깔의 것을 드릴까요?’

‘ 몇 개나 드릴까요?’

* 할인 : 상품가격: 9,990원 -> 구매자의 생각을 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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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부정 어법은 오히려 반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닉슨 대통령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 국민들은 이 말을 듣고 그가 사기꾼일 수 있다고 믿음

<대비와 맥락>

판단과 평가에 대비와 맥락이 영향줌

*1- 굶어죽겠는데 빵가게에서 빵을 훔치는 것은 어느 정도 나쁜 일이냐? 평가하라.

-섯다판에서 속임수를 쓰는 것은 어느 정도 나쁜 일이냐? 평가하라.

-레스토랑에서 이전 손님이 남긴 팁을 다음 손님이 슬쩍하는 일은 어느 정도 나쁜 일

이냐? 평가하라

*2-네가 아는 사람에 대하여 성도착증자라고 소문을 퍼뜨리는 일은 어느 정도 나쁜 일

이냐? 평가하라. - 이유 없이 너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은 얼마나 나쁜 일이냐, 평가하

라. -레스토랑에서 이전 손님이 남긴 팁을 다음 손님이 슬쩍하는 일은 어느 정도 나쁜

일이냐? 평가하라

=> 평가 맥락/대비가 달라짐에 따라, 레스토랑에 대한 평가가 달라짐

frame of reference (준거틀)

*-하숙집 <- 아파트/ <-달동네

*돈 꾸기 - 먼저 큰 금액을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 대폭 낮춘 금액 요구

3.2. 사고의 척도

선거 투표 성향 조사, 갤럽 여론 조사 등의 조사에서 조사기관에 따라 다른 결과 나오는

이유의 하나 ->어떤 배경 맥락에서 어떤 어구를 사용하여 질문하였는가에 의존.

고로 여론조사 결과는 조심스런 해석 요구됨

4. 이해: 언어의 이유

4.1. 이해 전략

비유: 건물 옮겨 짓기

-이해란 발화자/저자의 의미구조를 다시 부합한 형태로 구성하는 것

- 주 아이디어, 부분들 사이의 관계구조를 transfer

- 기억 전략에 의존

<질문하기와 설명하기>

-이해를 잘 하려면 적절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 SQ3R: Survey, Question, Read(요약노트하기 필요), Recite, Review(Overlearning)

-reciprocal peer questioning - 학습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돌아가면서 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함 -> 효율적 이해

-generic Questions: 거의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질문들(사소한 수정 후에)

-> 기억, 이해 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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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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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질문 유도된 특정 사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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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새 예는 무엇이 있나? 적용

*.........은 ..........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적용

*................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언/가설설정

*.................의 함의는 무엇인가? 분석/추론

*.........의 장단점은? 분석/추론

*.........은 무엇에 유사한가? 유추, 은유의 파악 및 생성

*.........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전지식의 활성화(가동)

*.........은 .........에 어떤 영향을 줄까? 관계성(인과성)의 가동

*.........은 우리가 이전에 배운 것과 어떻게 연결되나? 사전지식의 가동

*왜 .........인지를 설명하라 분석

*어떻게 .........인지를 설명하라 분석

*.........의 의미는 무엇인가? 분석

*왜 .........이 중요한가? 의의의 분석

*.........와 .........의 차이는 무엇인가? 비교-대비

*........와 .........는 어떻게 유사한가? 비교-대비

*.........는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실제 세계에의 적용

*.........에 대한 반론은 무엇인가? 반론

*.........의 최선은 무엇이며 왜 그런가? 증거의 제시와 평가

*......... 문제의 가능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아이디어의 종합

*.........와 .........를 .........점에서 비교하라 비교-대비

*무엇이 .........를 일으켰는가? 그리고 왜? 관계성(인과성)의 분석

*.........에 동의하는가, 반대하는가? 증거의 제시와 평가

그런 동의/비동의를 지지할 증거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다른 관점 취하기

생각하리라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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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조직화 사용>

-주어진 글/말의 내용 구조에 주의하게 함

-선형적 배열 : 내용의 의미적 순서에 따라 선형적으로 배열함

*예: 신체 소화기관 및 기능

-위계 배열: 범주관계의 위계 중심 배열

-넷워크: 여러 종류의 관계성을 명료화하여 그림으로 연결 제시

(관계성 종류: 부분/ 유형(예)/ 인과(선후)/ 유추/ 특성/ 증거)

- 사고/이해 오류는 개념들 사이의 연결이 부적절할 대에 생김

* 이러한 넷워크 연결 기법 사용자가 성적 높음

-관계성의 파악, 규정, 명칭주기, 도표화 -> 하위권 학생에게 도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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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렬: 세로/가로로 다른 변수를 놓고 선택지를 열거한 후 체크함

-> 정보들 사이에 비교 쉽고, 유사, 차이점, 상대적 중요성 쉽게 파악함

-flow charts: 일련의 행위를 연결, 앞의 행위 선택이 뒤의 행위에 조건적 영향줌

=> 문제가 명료하고 논리적이며 계열적 지시들이 포함된 경우 도움됨.

_. 결정의 본질과 단계의 계열에 대해 명료한 생각을 지니게 함

4.2. 보편적 지침과 원리

-성적 불량자의 특징:

-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못함

- 정보를 의미 있는 형태로 , 그리고 후에 기억에서 꺼내기 쉬운 형태로 습득한

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름. 이해, 학습, 앎에 대한 개념 부족: 복잡한 정보에는 여러

개념들이 상호작용하며 연관되어 있음을 모름, 개념들이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이해하여

야 함도 모르고,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는 의문을 던지고 설명하고, 추론하고 토론해야함

도 모르고, 이해를 위하여는 자신의 이해과정을 끊임없이 모니터해야 함도 모름.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도 이해-사고 기술 훈련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음

- 이해 기술이란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적 인지기술

- 이러한 기술은 앉은자리에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을 하여야

함.

- 이러한 인지기술은 언어산출 -작문과 말하기에도 그대로 적용됨(역순으로)

5. 틀의 적용

<1단계>. 목표가 무엇인가?: 이 장에서의 목표는 언어의사소통 상황에서 이해의 증진.

-> 언어자극에 대한 정확한 의미 표상 형성. 후에 기억에서 쉽게 인출할 수 있는 형태

로 저장

<2단계>. 알려진 바가 무엇인가? ->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하여 있는가? 상대방이 의도적

으로 오도하려 하는 상황인가, 곧 시험 볼 내용을 학습하여야 하는가, 정보가 특히 복잡

한가, 배경지식이 충분한가, 언어정보의 구조는 어떠하고, 왜 그것을 이해하여야 하는가,

어떤 도표적 이해표상이 도움이 될 것인가 등에 대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3단계>.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사고기술을 적용할 것인가? -> 상황에 따라 다른 기술

적용해야함

- 정서적 언어, 범주적 명칭붙이기, 호칭하기, 모호성, 애매성, 어원에 근거한 주장 등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이를 파악하고 대처하기

- 정의, 구상화, 완곡어법, 관공성어투 등의 사용을 탐지하는 능력의 개발하기

-유도적 질문, 부정어법에 의해서 잘못된 해석틀을 적용하게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유추를 적절히 사용하기 (유사성의 본질과 그것과 결론과의 관련성 살피기 등)

-언어이해의 기술로써 질문하기, 설명하기 등을 사용하기

-도표 조직화기법을 선택, 사용하기(선형법, 위계법, 넷웤법, 행렬법, 흐름도)

<4단계>. 주어진 언어정보를 책을 덮거나, 녹음기를 꺼놓고라도 자신의 말로 바꾸어 진

술할 수 있는가? 자신이 그 언어정보를 이해함에 있어서 상대방에 의하여 오도되거나 했

을 가능성을 조직적으로 고려, 대처했는가? 왜 그런 언어정보가 주어졋는가를 이해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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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이유에 대하여 만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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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이해의 상호작용 모델

부록: < 이해의 원리가 주는 시사점: 좋은 글, 깊은 이해, 및 이해를

잘하는 사람 >

이해의 원리와 지금까지 축적된 이해에 관한 인지심리학적 연구결과들은 좋은 글의

구조와 깊은 이해의 본질, 이해를 잘 하는 사람의 특성에 대해 몇 개의 시사점을 제시

한다.

좋은 글이란 효율적 처리와 깊이 있는 처리를 가능하게 하며 최적의 인지적 긴장을

유지하며 새로운 지식구조의 생성을 시발시킬 수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글의 시

작에서는 가능한 한 쉽게 적절한 상위 수준의 스키마를 동원할 수 있도록 스키마 인출

단서가 효율적으로 제시되며, 글의 중간에서는 단순한 동화(assimilation) 처리와 통합적

재구성과 상위 추상수준 지식구조의 탐색과 생성을 적절히 조합하여, 주의 배분과 심적

자원의 활용의 요구수준이 최적의 인지적 긴장을 유지하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할 것이

다. 이는 기존 스키마에 의해 글을 쉽게 통합하거나 쉽게 예언할 수 있는 형태도 아니

고, 기존 스키마를 활용하지 못한다거나 지나치게 복잡한 재구성이나 급격한 재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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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형태도 아니며, 그러한 재구성을 통해서도 부합시킬 수 없는 상위 추상수준

의 내용구조도 아니다. 계속해서 보다 많은 정보와 새로운 지식구조를 동원하여 보다

상위 수준의 추상화(종합)를 가능하게 하는, 그러면서도 하위 수준의 지식구조 내용들을

모두 명세화시키는 그러한 구조이어야 할 것이다. 글의 끝에서는 이해의 처리 결과로

더 이상 처리할 것이 없는 폐쇄된 지식구조의 표상 형성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

위 수준, 동일수준, 하위 수준으로의 다양한 함의적 정보를 내포한 구조, 더 깊이 처리

하고 새로운 지식구조의 추가적 탐색과 형성의 필요성을 내재한 표상구조를 결과시키는

글로 이루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보다 깊은 이해란, 첫째, 보다 높은 추상수준에서 응집적 표상을 형성하는 것일

것이다. 둘째, 어느 수준에서건 잘 통합된 응집성 있는 표상의 형성이며, 세째, 이해의

결과로 생성된 표상이 다른 상위 수준의 지식구조의 재구성 또는 생성을 가능하게 한다

거나, 동일 또는 하위 수준에서의 재구성이나 새로운 구조의 산출을 잠재적으로 가능하

게 한다거나, 즉 새로운 지식구조의 탐색과 통합에의 목표를 생성하게 하는 개방적 구

조의 표상구조를 형성하는 것일 것이다. 네째, 위와 연관하여 다양한 수준과 양식의 해

석을 함의하는 표상의 형성이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결과된 표상의 각 수준의 내용이

보다 풍부하며 잘 세분화된 하위 지식구조로 연결된 표상의 형성이어야 할 것이다. 여

섯째, 이러한 이해과정을 통해서 보다 좋은 처리절차 책략들을 산출하는 이해일 것이다.

끝으로 이 모든 특성은 개인의 일화적 경험내용과 구체적으로 잘 연결되며 적절성을 지

니는 이해처리일 것이다.

이해를 잘 하는 사람의 특성은 서술적 지식특성과 절차적 지식특성으로 나누어 다음

과 같이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은, 첫째, 일반지식과 영역특수적 지식들이 많고, 이들이 체계적인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위계적으로 잘 조직화되어 있고(higher levels of abstraction

and inclusiveness), 잘 조직화된 스키마의 수는 많지만 스키마의 중복된 수는 적어야

하며(versatility), 경험에 의해 쉽게 재구성되거나 세련화될 수 있는 개방적 구조로 구성

되어 있고, 개인적 일화적 경험과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개인적 적절성(personal

relevence)이 쉽게 찾아질 수 있는 지식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절차지식 면에서는,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맥락과 처리수준에 보다 적절

한 지식을 효율적으로 탐색하고 활성화하는 처리책략을 지니고 있어야 하겠다. 또한 결

여정보 채워넣기 책략, 상위 수준 스키마 형성 책략, 각종 추론을 시작하고 방향지으며

정교화하고 종결하는 추론 책략 등이 효율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응집성 형성이나 처리수준간의 이행과 관련된 언어적 신호의 파악 및 활용 책략이 좋으

며, 갈등되는 지식구조들의 해결 책략이 발달해 있어야 하겠다. 모든 입력정보에 대하여

동등하게 처리하지 않고, 중요성 정도에 따라 그 차이를 식별하는 절차지식과, 보다 중

요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더 상세히 처리하고 기타내용은 보통 처리를 하는 책략이

발달해 있으며, 인과적 관계구조와 개방적 구조로 표상을 구성하는 책략이 발달해 있어

야 할 것이다.

처리절차의 관리라는 초인지과정의 면에서는, 이해를 잘 하는 사람은, 첫째, 기억관

리 프로그램이 좋아야 할 것이다. 또한 상황맥락에 따라 어떤 이해처리의 목표나 기준

을 정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지식이 발달해 있고, 이 기준을 상황과 처리수준에 따라 융

통성 있게 변화시킬 것이다. 항상 자신의 이해(앎) 수준을 모니터하려 하며, 현재의 이

해 정도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체계적 노력을 유지시키고, 자신의 활

성화된 스키마와 자극 내용 사이에 부합되지 않거나 상치되는 수준과 그 부합되지 않는

유형 및 범위를 계속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전개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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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인지 활동의 현실성 여부를 계속 점검하며, 여러 다른 수준과 유형의 처리과정

들을 병행하여 유지하고, 상황에 따라 처리수준들간에 이행하거나, 억제, 강조하거나 조

정하는 절차지식도 발달해 있고, 이들 각종 절차지식과 책략들 자체를 평가하고 수정하

며 세련화하는 한 수준 위의 처리절차 지식 또한 발달해 있을 것이다.

결론짓자면, 다양한 지식구조가 체계적으로 잘 조직화되어 있고, 각종의 새로운 지식

구조를 추구하고 생성하고 재구성하는 절차지식과, 절차지식의 관리절차지식, 새로운 그

리고 더 효율적인 절차지식 등 절차지식이 잘 발달해 있는 사람이 이해를 잘 할 수 있

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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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 연역적 추리: 연역적으로 타당한 결론 도출하기

1. 논리적과 심리적

< 실용주의와 논리학>

논리학: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규칙을 명료히 진술하는 철학분야

- 일상 생활에서의 사고의 심리적 과정은 논리학의 형식적 규칙을 일반적으로 따르지

않음. 사람들은 논리규칙이 아닌 다른 규칙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흔히 사람들은 논리규칙을 다라서 추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결론에 이르르거나

논리규칙을 사용 안하고 틀린 이유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답에 도달함

<예>

- 마음에 떠 있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집안일을 많아하고 집안일을 문제가 항상 우리 마음에 떠 있으니까

집안일을 이야기한 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 - 중요하지 않다.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면 몰라도. 그런데 가정일은 그렇지 않다.

=> -중요하다.

사람들은 가슴에 얹혀있는 짐을 털어놔야 한다.

이 사람들은 주어진 정보에 의해서 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첨가하는

오류를 범한다. 주어진 내용 자체를 변화시키고 personal logic을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른 유형의 추리를 사용

하며, 다라서 우리가 논리적이냐의 여부는 상황, 문제에 따라 달라진다.

실용적pragmatic이란 실제적이란 의미이고 어떤 객관적 추상적 규칙에 따르기보다는

상황에 적합한 신념, 지식을 첨가하여서 추리하고 행위를 취한다는 의미이다.

<귀납추리와 연역추리>

- 귀납은 낱개 사례에서 보편화하며, 불확실성을 지닌다.

그러나 연역추리에서는 참이라고 믿거나, 참인 전제에서 출발하며 확실한 참 또는 거

짓인 결론을 도출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실생활의 인간의 추리에서 별로 도움되는

구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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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형적 배열

A > B, B > C, C > B? A > B, C > B,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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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not이 들어갔을 때 -> 더 어려움, 부정이 두개 >>

<원리>

1. 선형비교는 비교하는 형용사, 부사가 동일한 단어일 때에 더 쉽다(* shorter).

2. 첫 명제의 둘째 논항이 둘째 명제의 첫 논항일 때에 더 쉽다.

3. 부정은 문제를 더 어렵게 한다.

4. 인접 항목 사이의 비교가 먼 항목 사이의 비교보다 어렵다

*초등생과 중학생 비교 대 초등생과 노인 비교

5. 선형비교 해결을 위하여는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좋다.

6. marked 형용사(의미를 제한하는 비교 용어: 나쁘다)가 unmarked형용사(일반적이고

중립적인: 좋다) 형용사보다 비교가 어렵다.

* 이유 = 나쁘다 = 좋다(1단계) X 부정적 처리= 2단계

<의사소통지침> : 명료한 의사소통을 위하여는 선형비교할 때에

일치적(공통적) 용어를 사용하고, 둘째 논항을 다음의 첫 논항으로 하고, 부정법과 표

시형용사를 피하라

<참과 타당성의 혼동>

-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과 자신이 믿는 것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에

잘못 추리할 수 있다. belief bias.

- 정서적 문제가 들어갈 때에도 추리의 오류가 생긴다.

3. If, Then 진술

- 조건적 관계 추리: 조건적 논리, 명제적 논리

- 조건 추리와 나무 그림

[IF A THEN B]에서

출발-> A ->B

->NOT A -> B

->NOT B

<가능 결론들>

“ A이면 B이다”

<1>-> A이다 -> 고로 B이다 : 결론명제가 affirming the antecedent

<2>-> B가아니다 -> 고로 A가 아니다: 결론 명제가 denying the consequent

<3>-> B이다 -> 고로 A이다: 결론 명제가 affirming the consequent (오류)

/남자이면 사람이다/ 사람이다/남자이다/

오류인 이유 : 불법적 전환: A->B = B->A이라고 잘못 생각

<4>-> A가 아니다 -> 고로 B가 아니다.: denying the antecedent (오류)

/남자가 아니다/ -> /고로 사람이 아니다/

*-광고 선전에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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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장수촌의 노인들은 장수한다: A

이들은 메치니코프 요구르트를 먹는다: B

우리도 메치니코프 요구르트를 먹는다: B

고로 우리도 장수한다: A -> (오류) 인과적 관계가 아님

<일상에서의 if-then 사고>

1. 청소년은 성관계를 하지 않아야 한다.

피임정보를 주지 않으면 성관계를 안 할 것이다.

-><4> 오류

<부정법>

부정법 추론은 어렵고, 이에 대한 의미전달의 오류도 생긴다.

이중 부정법의 문제

<확인편향: confirmation bias> : 아래 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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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내용은 교재에서 설명된 이외의 자료를 다른 곳에서 도입하여 편집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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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적 추리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규칙을 제

시하는 조건 전제가 주어진 후에, 결론 명제가 주어지면 이 결론 명제의 논리적 타당성

을 추리하는 사고 형태이다. 이러한 조건적 추리에서 사람들이 형식논리 규칙에 따라 추

리하지 않고, 조건절(if-)을 쌍조건절(if and only if-)로 간주하는 등의 여러 유형의 오류

적 추리를 함이 인지심리학의 연구 결과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긍정논법은 아

주 정확하게 추리하며, 부정논법은 제대로 추리하지 못한다. 반면에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론이 없는 전건 부정추리와 후건 긍정추리에 대해서는 오류를 자주 범한다. 전건 부정

추리에서는 후건부정을 타당한 결론으로 받아들이는 전건부정의 오류(fallacy of

negating the antecedent)를, 그리고 후건 긍정추리에서는 전건긍정을 타당한 결론으로

받아들이는 후건긍정의 오류(fallacy of affirming the consequent)를 범하는 경향이 많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구 사례는 긍정적 확인 편향에 의한 추리를 단적으로 보여준

Wason의 선택과제(selection task) 실험 예이다(Wason, 1966, 1968). 이 실험에서 피험자

는 4개의 카드를 받고, 다음과 같은 조건문장을 평가한다.

‘카드의 한 쪽 면에 모음이 있으면 다른 면에는 짝수가 있다.’

                    
  E         K          4            7  
                    

논리적 구분: P not P Q not Q

정답 : 첫 카드 : E(즉 P) : If P -> Q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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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카드 : 7(즉 not Q) : If Not Q -> not P 확인가능

이 실험에서 피험자는 E, K, 4, 7 의 기호가 각각 쓰여져 있는 카드를 받고, 다음과 같

은 조건문장을 평가한다. ‘카드의 한 쪽 면에 모음이 있으면 다른 면에는 짝수가 있다.’

피험자가 해야 할 것은 카드를 뒤집었을 때 조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두 장의 카드가 무엇인지 선택하는 것이다. 이 실험 결과, 피험자 128명

중 59명(46%)은 P와 Q를 선택하고, 42명은 P를 선택했다. 128명중 5명(4%)의 피험자들

만이 정답인 P와 not-Q카드를 선택하였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추리 오류를 범한 것이

다. 이 실험에서, 거의 모든 피험자는 E 카드를 뒤집는다. 그러나 부정논법을 검증할 수

있는 7 카드는 거의 뒤집지 않는다. 즉, 사람들은 조건 문장에서 긍정논법을 자주 사용

하는 반면에, 부정논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또한 조건문장의 진위(眞僞)

판단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4 카드를 자주 뒤집는다.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경

향을 후건긍정의 오류(affirming the consequent)라고 한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은 위의 과제를 보다 구체적인 일상생활과 관련있는 형태의 문제로

재구성하여 제시하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이다(도경수, 이정모, 1999).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정논법 추리를 잘못하지만, 조건명제의 내용이 친숙한 경우에는 부정논법도

잘 수행한다. 이를 내용효과 (content effect)라 하는데, 위의 문제를 '우체국 상황의 문제

로 구성하여 실험참가자들에게 친숙한 우편규칙인 “봉투 뒷면을 봉하면 앞면에 50리라

우표를 붙여야 한다”는 조건명제를 주고 뒷면이 봉해진 봉투, 뒷면이 열려진 봉투, 50리

라 우표를 붙인 봉투, 40리라 우표를 붙인 봉투를 제시하였을 때에는 긍정논법과 부정논

법에 해당하는 봉한 봉투(전건긍정)와 40리라 우표 봉투(후건부정)를 24명중 22명이 정확

히 응답하였다. 이는 위의 카드 문제와 문제의 성질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현실의

구체적 맥락으로 제시됨에 따라 정확 반응율이 높아진 것이다(Johnson-Laird, Legrenzi,

& Legrenzi, 1972).

이러한 인지심리학 실험 결과는 두 가지 설명을 제시한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사람

들은 부정적 내용보다는 긍정적 내용의 명제들을 더 선호하며 잘 처리한다는 것이다. 사

람들은 어떤 명제나 규칙을 반증하기 보다는 규칙을 확인하는 쪽으로 사고가 편향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긍정적 정보처리가 더 쉽다는 것이다. 피험자들은 다른 면에 Q(즉,

짝수)가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P-카드를 뒤집었고 P(즉, 모음)가 다른 면에 있는지를 보

기 위하여, Q-카드를 뒤집었다. 만약 사람들이 규칙을 반증하기를 원했다면, 뒷면에

not-Q(즉, 자음)가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P-카드를, 뒷면에 P (즉, 모음)가 있는지를 보

기 위하여 not-Q를 뒤집었을 것이다.

둘째는 사람들은 추리할 때에 주어진 문제가 구체적 일상 경험의 사례이고, 이에

대해 과거의 구체적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기억에서 인출하여 이를 근거로 추리를

한다는 것이다. 특수한 구체적-규칙에 대하여 반증예를 과거에 경험했다면 이 반증 사

례에 대한 사전 경험의 이용 가능성에 따라 추리의 정확성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사

람들은 '7원의 우표가 없는 봉해진 편지'의 경우 이에 대한 과거의 구체적 경험이 단서

가 되어 반증적 사례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뒤집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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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들은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유사한 사전 경험을 사용할 수도 있다

.

[귀납추리의 특성]

귀납 추리를 통하여 우리는 지식을 확장하고 불확실한 상황의 파악과 그에 대처 방안

을 탐색하게 된다. 귀납추리는 우리의 실제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추리이다. 사람들이 흔

히 사용하는 귀납추리의 유형으로는 인과적 귀납추리, 범주적 귀납추리, 유추적 추리, 가

설검증, 일상적 추리 등이 있다고 하겠다. 인과적 추리는 사건의 변수간의 인과관계에 대

한 추리이며, 범주적 추리는 새로 경험하는 예가 어떤 범주(이미 알고 있는)에 속하는가

에 대한 추리이다. 유추적 추리는 두 대상에 대한 관계를 제 3의 대상에 적용하는 추리

이며, 가설검증은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한 어떤 가설적 규칙을 생성하여 이것이 맞는가

를 확인하는 추리이다. 이외에 일상적 추리가 있다.

인과적 추리에서 사람들은 연역적 추리에서와 마찬가지로 확인편향의 경향이 강하며,

상관관계 증거만으로도 인과적 관계를 확정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사례 수의 크기를 별

로 참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범주적 추리에서는 객관적 근거보다는 전제와 결론 사이

의 범주적 유사성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유추 추리의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관계

성에 대한 지식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어떠한 맥락에서 추론하느냐에 따라, 유추 관계를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추리의 성공 확률이 가변적임이 드러났다. 가설검증 추리 연구에

서는 사람들이 모든 대안을 다 고려하지 않고 확인편향에 따라 추리한다는 것이 드러났

다. 예를 들어 2-4-6 계열에서 다음에 올 수들이 무엇이냐를 물은 경우에 모든 가능성,

특히 반례의 경우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결론짓는다는 것이 드러났다. 일상적 추리에서

는 문제상황이 형식논리적 추리 상황과는 다르다는 점들(개인적 관련성, 대안이 여럿일

수 있음, 확고한 고정된 해결절차가 없음 등)의 영향에 의해 추리가 편향되는 것임이 드

러났다.

귀납적 추리는 본질적으로 판단과 결정의 기본 정보처리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귀

납추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는 판단과 결정의 논의(4절)를 통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하기로 한다.

[추리 과정의 일반적 특성]

연역적 추리와 귀납적 추리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특성, 특히 형식논리 규칙을 지키지

않는 특성들에 관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추리문제의 진술 양식의 문제>. 추리 문제가 어떻게 제시되었는가에 따라 피험자들

은 이해 또는 추론 과정에서 편향과 오류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진술된 명제

들보다는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장을 더 어려워하였고, ‘all' 'none', 'every'의 양화사가

있는 경우보다 ’some'의 양화사가 있는 경우 더 어려워했으며, 연접적(and) 정보보다 이

접적(or) 정보를 처리하기 더 어려워하며, 부정적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여 추리하지 못하

였고, 제시 순서대로 추리하는 경우를 더 쉬워하였다. 또한 한 전제와 결론의 정보가 일

관성이 있는가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오류를 범하였다. 즉 전제에 'all'이 있으면 결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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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이 있는 결론이 맞다고 추리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제의 의미 부호화 및 해석의 오류>. 사람들은 전제의 부호화 및 해석에서 오류를

보였다. ‘모든 A는 B이다’를 ‘모든 B는 A이다’로 잘못 해석한다든지, ‘어떤(some)'이라는

개념을 ’모든(all)'의 개념으로 왜곡하는 부호화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또한 ‘If A,

then B’를 ‘If B, then A’로 잘못 부호화하는 전환(conversion)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해석의 오류는 전제들에서 주어진 정보와 장기기억에서 인출된 정보간의 변별에

실패하는 오류라고 할 수 있으며,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언어처리과정의 자연적 현상이

다. 따라서 피험자들에게 이러한 오류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훈련을 시켜도 여전히

나타났다.

후건긍정의 오류는 사람들이 조건문을 쌍조건절(biconditionals)로 잘못 생각한다는 것

을 보여준다. A는 B를 함의하기 때문에, B는 A를 함의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사

람들은 이러한 것이 참이 아니라는 것과 B는 not-A의 결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

지 못한다. 이는 확인편향(confirmatoty bias)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제의 망각에서 오는 오류>. 주어진 추리 문제의 명제들을 정확히 해석, 표상하려

시도했으나, 그 과정에서 전제를 망각하고 전제와 다른 명제를 가지고 추론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기 실패 오류>. 전제를 해석할 경우에 그 전제가 지니는 모든

가능 사례를 다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대전제와 소전제에서 'some'의 개

념이 사용되었을 경우(예: 'Some A's are B's. Some B's are C's)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일부만 고려하여 결론짓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2-4-6 계열 가설 검증

경우,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고려 않고 쉽게 떠오르는 것에 근거하여 결론짓는 경우가

그 예이다.

<신념에 의한 오류>. 개인이 지니고 있는 신념, 태도가 삼단 논리 명제를 부호화하는

과정에 영향주어서, 신념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의 부호화를 가져오고 따라서 전

환이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기도 한다. 전제와 결론 각각이 신념이 개입 가능한 경우의

실험 예들을 살펴보자(Revlin, Leirer, Yopp, & Yopp, 1980).

실험예 1) : 전제가 신념이 개입 가능한 경우의 실험에서, 다음 두 전제를 주었을 때

에;

1) 뉴톤에 사는 어떤 흑인도 해변지역에 사는 사람은 없다.

2) 뉴톤에 사는 모든 흑인은 사회보장 보조금 수령자이다.

흑인에 대해 부정적인 신념을 지닌 살람들은 명제2를 ‘모든 흑인이 사회보장 보조금

수령자이다’로 전환하여 수용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이 제시되면,

3) 뉴톤의 어느 사회보장금 수령자도 해변지역에 사는 사람은 없다.

결론이 맞다고 반응한다. Revlin 등에 의하면 약 80%의 피험자들이 신념으로 인해 명

제를 잘못 전환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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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예 2) : 결론이 신념의 개입이 가능한 경우의 실험에서 다음 두 전제와 결론을 주

었을 때에, 자신의 신념(경험적으로 맞는 믿음)과 논리적으로 정확한 결론이 일치되는 경

우(Logically Agree)와 상치되는 경우(Logically Conflict)에 사람들은 다른 결론을 옳다고

하였다(Revlin & Leirer, 1978).

1) 어느 미국 상원의원도 하렘 클럽의 회원이 아니다.

2) 아라비아의 왕족들의 어떤 사람들은 하렘 클럽의 회원이다 .


결1) 아라비아 왕족의 어느누구도 (미국)주지사가 아니다.

결2) 아라비아 왕족의 어떤 사람은 주지사가 아니다

* 결론1)은 경험적으로는 참이나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고

* 결론2)는 경험적으로는 참이며 논리적으로도 맞다.

실험 결과, ‘신념-논리 일치’ 조건의 사람들은 결론1을 83% 정확히 반응한 반면, ‘신

념-논리 상치’ 조건의 사람들은 결론2를 67%만 정확히 반응하였다. 신념이 결론 추리에

영향줌을 보이는 결과이다.

<전제의 내용에 의한 오류: 믿음직성 오류>. 인간이 형식논리규칙에만 따라 논리적 추

리를 한다면 주어진 명제의 각 항목의 의미내용에 관계없이 타당한 추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인지심리학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은 형식이외에 내용에 크게 영향받는다.

같은 과제라도 명제의 제시가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냐에 따라 추론이 달라지며, 논리적

타당성 그 자체에 의해 판단하기보다는 언급된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자기 자신의 관련

경험적 사실의 내용에 의거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참이냐의 여부가, 주어진 명제의 논

리적 타당성의 여부를 떠나서 논리적 추리의 타당성을 결정한다. 즉, 논리적 과제를 경험

적 과제로 잘못 받아들이는 것이다. 명제 자체의 의미만이 아닌 부가적인 의미를 동원

하고 명제들이 제시하는 내용과 관련된 상황모델을 형성하여 그것에 근거하여 추리를 한

다는 것이(따라서 오류도 범하게 된다는 것이) 드러났다(Johnson-Laird, 1983;

Johnson-Laird & Byrne, 1991)). 논리적 타당성 중심의 사고보다는 개인이 지니고 있던

지식에 근거한 비논리적 사고가 인간 사고의 특징의 하나임을 보이는 실험 예를 중심으

로 생각해보자.

[믿을만함 대 논리적 타당성: 어느 것이 더 일차적인가?]

Evans, Barston 및 Pollard(1983)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통해 논리적 타당성보다는 그

럴싸함 또는 믿을만함(believability)이 삼단논법적 형태의 추리에서 판단의 일차적 기

준일 가능성을 보였다. 그들은 신념편향(belief bias)이라는 현상을 연구하였다. 이 현상은

사람들이 삼단논법 추리에서 논리적 분석을 통한 논리적 규칙의 적용에 의한 추리를 하

기보다는 자신들의 일반지식, 즉 신념에 기초하여 명제들을 평가한다는 현상이다. 즉 결

론 명제에 대하여, 그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그 결론이 자신의

신념에 일치하면 옳다고 받아들이고 배치되면 틀리다고 기각한다는 것이다.

쉬운 예를 들어보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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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쉽게 결론이 타당하다고 정확히 반응하나, 다음의

모든 사람은 도덕적이다.

히틀러는 사람이다.

고로 히틀러는 도덕적이다.

이 경우에는 논리 형식상 즉각적으로 타당하다고 하여야 하나, 사람들은 틀리다고 하

거나, 맞다고 대답하여도 시간을 오래 걸려 대답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어떤 대학교수는 지성인이다.

어떤 지성인은 진보주의자이다.

고로 어떤 대학교수는 진보주의자이다.

라는 예를 제시하였을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론이 타당하다고 반응을 할 것이

다. 그러나 똑같은 형식의 내용을 적용한 다른 내용의 경우의 예를 보자.

어떤 남자는 교사다.

어떤 교사는 여자다.

고로 어떤 남자는 여자다.

라는 예를 제시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론이 틀렸다고 할 것이다. 똑같은 논리형

식을 지녔기에 두 경우 모두 결론이 틀렸다고 같은 답을 추리해야 하나, 우리는 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비추어봐서 그럴싸하기에, 후자는 그럴싸하지 않기에 전혀 반

대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논리적 형식만 같다면 동일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논리주의, 합리론적 입장에 맞지 않는 사례이다.

Evans 등은 피험자들에게 여러 개의 삼단논법 추리 문제를 제시하여 이 문제를 실험

하였다. 각 추리의 결론 명제는 1)논리적 추리 규칙상 타당한 경우와 타당하지 않은 경

우의 두 조건과, 동시에 2)그 명제가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여 볼 때 그럴싸한가(믿을만한

내용인가) 아닌가의 특성들이 들어가도록 조작하였다. 그들은 논리형식에서 타당과 부당

의 두 개의 논리 형태를 사용하였다.

이 논리 형식과 예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론 2) 타당하지 않은 결론

No A are B. No A are B.

Some C are B. Some C are B.

Therefore, some C are not A. Therefore some A are not C.

예) No addictive things are inexp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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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cigarettes are inexpensive.

Therefore some cigarettes are not addictive.

(논리적으로는 타당하나(valid), 믿을 만 하지 못한(unbelievable) 경우)

No addictive things are inexpensive.

Some cigarettes are inexpensive.

Therefore, some addictive things are not cigarettes.

(논리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으나(invalid), 믿을 만 한(believable) 경우)

명제들을 위와 같은 형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약 80 단어의 이야기 또는 서술문에 두

전제 명제를 삽입하여 제시하고 나서 결론 명제를 주며 이 결론 명제가 맞는가를 판단하

게 하였다. 그들은 1차 실험에서 피험자들이 논리적 타당성보다는 믿을만한가를 중심으

로 판단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1) 명제들을 이야기 속에 삽입시켜

제시했기 때문에 명제 자체에 대한 식별이 불분명하여, 2) 타당한 결론의 명제 형식은

모두 C-A이었고 부당한 결론의 명제 형식은 모두 A-C인 '논리형식' 효과 때문에 획득

되었을 가능성 등이 있다. 이러한 대안적 해석 가능성들을 해결하도록 조건들을 변화하

여 2차 실험을 실시하였더니 이 가능성은 모두 부정되었고, 따라서 1차 실험의 결과와

결론이 타당함을 보여주었다. 1차 실험에서 획득된 반응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결론 명제를 타당한 결론이라고 반응한 백분율 >


믿을만한 경우 믿을만하지 못한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론 조건 89 56

논리적으로 부당한 결론 조건 71 10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이 실험의 결과는 인간이 이러한 유형의 삼단논법적 연역적 추리를 할 때에 다음과 같

이 추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1.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부당한 것보다 타당한 결론을 더 받아들인다. 그러나

2. 사람들은 믿을만하지 못한 결론보다 믿을만한 결론을 더 받아들인다.

3. 논리와 신념이 상호작용하여 피험자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즉, 신념 편향의 효과

가 논리적으로 부당한 삼단추론 명제에서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Evans(1989) 등은 다음과 같은 '선택적 훑어보기'라는 2단

계 이론을 제시하였다. 피험자들은;

1) 일차적으로 결론의 믿을 만함(believability)을 평가하고

2a) 믿을 만 하면 삼단논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

2b) 믿을 만 하지 못하면 그제야 삼단논법의 논리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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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적 전통 대 스피노자적 전통]. 사람들은 믿을만 하면 그대로 수용하고, 믿을

만하지 않은 결론들의 내용만 선택적으로 그 논리적 구조를 세밀히 점검한다는 이론이

다. 이러한 사고 전략을 Gilbert(1991)는 Spinoza절차라고 명명하였다. 데까르트를 비롯한

합리주의 전통에서는 인간의 사고가 본유적으로 논리적이며, 항상 주어진 정보(진술)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그 타당성을 확인한 후에 수용한다고 본 것에 반하여, Spinoza는 인

간의 이해와 논리적 사고는 분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인간은 주어진 내용 자체를 일단

수긍하고 수용하고, 이후에 특정한 여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그 내용의 반증 가능성 여부

를 되묻게 된다는 입장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Spinoza적 절차는 Evans 등(1983)이 피험

자들의 추리 과정 중에 생각한 것들에 대한 프로토콜을 분석한 결과에 의해 재확인, 지

지되었다. 프로토콜 분석에 의하면 신념편향을 크게 보인 사람들은 결론만을 더 생각하

였고, 전제들을 언급한 사람들은 신념편향을 잘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신념편향은 전제

보다 결론과 관련된 추리에서 나타난다. 또한 Pollard(1990)에 의하면 명제들의 논리적

복잡성 정도(전반적 오류율)를 증가시켜도 그에 따라 신념편향 효과가 증가되지는 않았

다. 즉 논리적 복잡성과 신념편향은 상관이 없다. 이는 신념편향이 논리적 점검 以前에

일어나는 것임을 시사한다. Oakhill과 Johnson-Laird (1985) 등도 다음과 같은 2단계에

의해 피험자들이 연역적 추리를 한다고 보았다. 1단계에서 먼저 전제들(주어진 결론이

도출되게 하는)에 부합되는 심성모델을 형성하여 이 모델에 비추어 보아서 결론이 믿을

만 하면 다음 2단계를 생략하고 결론을 수용한다. 만일 믿을만하지 않으면 전제들에 부

합되지만 결론에 부합되지 않는 다른 심성모델을 형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반증예가 있는

가를 탐색, 점검한다는 것이다.

신념편향에 대한 이러한 연구들은 사람들이 비합리적 추리를 하며, 논리적 사고는 상

황과 관련된 개인적 신념의 평가보다 이차적임을 밝히는 것이다. 피험자들에게 제시된

전제와 결론의 정보에만 근거하여 추론하고 전제에서 논리적으로 필연적으로 따를 수 있

는 결론만 지지하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논리를 생각해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결론의 그럴싸함(믿을만함) 여부를 무시하지 못하고 피험자들은 비합리적 추리를 하

는 것이다. 이러한 추리는 우리가 형식논리적 타당성보다는 경험적 지식에 바탕하여 추

리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화와 경험이 추리 과정에 주는 영향]

형식논리적 타당성보다는 경험에 바탕하여 추리하는 단적인 예를 문화인류학적 연구에

서 살펴보자(Cole & Scribner, 1974). 이 예는, 어떤 종족들은 논리적 추리 능력은 지니고

있지만, 문화사회적 환경으로 인하여 서구식 합리적 사고와는 전혀 다른 사고를 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예1>:

E(실험자) : 모든 Kpelle 남자들은 농부이다.

Smith씨는 농사짓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Kpelle족 사람인가?

S(피험자) : 나는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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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 대답할 수 없다.

E : 진술된 내용만을 생각해보자.

S : 그를 개인적으로 안다면(if), (then)질문에 대답할 수

있지만, 그를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

이 예에서 보듯이 Kpelle족 사람들은 논리적 사고(if-then)를 할 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경험적 문제’가 아닌 ‘논리적 과제’로 생각하지 못 한다. 다른 예를 보

자.

<예2>:

실험자: 한 거미가 축제에 갔다. 음식을 먹으려면 다음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한다. 질문은:

거미와 검은 사슴은 항상 식사를 같이 한다.

지금 거미가 식사를 하고 있다.

검은 사슴도 식사를 하고 있냐?

원주민 : 그들은 숲 속에 있었나?

실험자 : 그렇다.

원주민 :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냐?

실험자 : 사슴은 항상 식사를 같이 한다.

지금 거미가 식사를 하고 있다. 검은 사슴도 식사를 하는가?

원주민: 허지만 나는 그곳에 없었어.

내가 어떻게 그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

실험자: 대답을 할 수 없을까? 네가 그곳에 없었더라도 대답을

할 수 있잖아. (질문의 반복.)

원주민: 오, 오, 검은 사슴이 식사를 하고 있어.

실험자: 검은 사슴이 식사를 하고 있다는 네 이유는 무엇이지?

원주민: 검은 사슴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숲의 나뭇잎들을 먹지.

그리고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먹지.

이 연구 결과들은 문화적 요인이 사고 양식을 지배하는 극단의 예를 보인 것이다. 저

개발국가 사람들은 감각인상에 의존하여, 경험에 의하여 증거를 평가하게 훈련되어 있다.

그들이 서구적 논리적 추리 능력은 갖고 있으나, 일상의 추리 상황에서는 이러한 논리적

추리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 관찰 경험에 바탕하여 명제의 참 여부를 추리

하려 하는 것이다. 자신의 문화사회적 경험에 바탕하여, 그리고 믿음직성에 근거하여 명

제의 타당성을 추리하는 것이다. 형식논리에 바탕한 추리가 보편적 참이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추리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연구결과의 의의는, 삼단논법 추론을 비롯한 연역적

추리나, 귀납적 추리과정들이 모두 오류가능성이 크며, 논리적 규칙을 올바로 적용한 합

리적 사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논리적 규칙을 적용한 논리적, 합리적 사고

가 대부분이고 비합리적 사고가 예외인 것이 아니라, 그 역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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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 과정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설명]

그러면 형식논리규칙이라는 규준을 벗어나서 추리하는 이러한 인간 인지 특성은 이론

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인지심리학자들은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

하였다. 이러한 이론들을 편의상 다음과 같이 묶어 볼 수 있을 것이다(Sternberg, 1996;

Galotti, 1999; ).

1. 요소(componential)접근:- Sternberg(1977, 1986)와 그의 동료들은 유추 추리를 비

롯한 추리 과정에 대하여 요소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추리 과정은

몇 개의 정보처리과정 요소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추 추리(A-B; C-?)에

서 이러한 요소과정들로, 부호화(encoding)과정, 관계추론(A-B관계)과정, 대조과정(A->

C), 관계성 적용과정들을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과정에는 그 과정의 진행을 결정하는 모

수치들이(예: 그 과정 활용 확률, 과정 수행에 드는 시간, 과정 수행 난이도 등) 있어서

추리의 수행을 결정한다고 본다. 보다 상위 수준에서는 위의 과정요소들을 포함하고 있

는 수행요소(performance components)와, 과제 수행을 계획하고 모니터하는 상위수행요

소(metacomponents), 그리고 정보를 선택적으로 부호화하며, 부호화한 정보들을 선택적

으로 조합하고 비교하는 지식획득요소(knowledge acquisition components)의 세 과정요

소가 있다고 본다. 이 세 요소들의 작용이 각각 적절히 이루어지느냐 않느냐에 의해 추

리의 정확성과 오류가 결정된다고 본다. 대부분의 오류가 일반 수행요소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추리 문제의 부호화, 해석, 모든 가능 대안 고려 등에서 발

생하는 오류는 지식획득요소과정의 문제점으로, 다른 문제는 자신의 인지과정을 모니터

하는 상위수행요소과정의 문제점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Sternberg의

설명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인지체계는 합리적 원리에 의해 작업을 수행하여 나가지만,

체계 자체의, 생득적 또는 과제환경적 요인에 의해, 오류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라고 하겠

다. 단, 그는 추리라는 인지과정이나 문제해결, 의사결정 등이 동등한 심적 활동이라고

본 것이다.

2. 심적논리(mental logic) 접근:- 규칙/휴리스틱스 접근(rules/heuristics approach)이

라고도 불리는 이 접근은 인간의 추리과정이 사용하는 논리와 형식논리학에서 제시하는

논리의 규칙이 같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이 입장에서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합리적이며,

추리에서 오류를 범하는 것은 단지, 추리과제를 잘못 이해했거나, 잘못 표상한 탓일 뿐이

라고 본다.

이 입장은 다시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추리과제의 내용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보편적 추상적 심적 논리규칙이 있다는 입장

(abstract-rules theories)의 Braine 등(Braine, 1978, 1990; Rips, 1995)의 접근이다. 다른

하나는 심성논리규칙에 의해 인간이 추리한다 는 것은 옳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보

편적 추상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별로, 영역별로, 맥락 별로 달리 적용되는 다른

덩이의 심성논리규칙이 있다는 입장(domain-specific pragmatic reasoning schemata)의

Cheng 등(Cheng & Holyoak, 1985; Nisbett & Olver, 1986; Cosmides, 1989)의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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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 Braine 등에 의하면. 추리에서의 오류는, 논리적 규칙은 제대로 적용했는데

명제를 표상, 부호화하는 이해과정에서 잘못 되었거나(이해오류), 수많은 추론 규칙들을

연결하여 통합하는 전략이 부적절할 때(휴리스틱 부적절성 오류), 주의의 결함, 작업 기

억에 유관 정보 유지 실패 시(처리과정 오류)에 발생한다.

그런데 이 입장은 지지하는 경험적 증거가 일부 제시되었기는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심성논리 규칙을 한 한 개라도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는 점과, 이해과정

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명세화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동일한 논리규칙 형식을

지닌 추리문제이지만 추상적 형태로 제시한 경우와 구체적 형태로 제시한 경우의 차이라

든가, 다른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비논리적 합리성의 현상들)이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허용과 의무 도식: permission & obligation schemata>>

후자의 Cheng 등의 이론은 추리가 상황 특수적 스키마 규칙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Cheng 등에 의하면, 상황에서의 추리는 특정 부류의 상황에 민감한 도식적 규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도식은 화용적(pragmatic) 추리 도식으로서, 허용도식

(permission schema), 의무도식(obligation schema) 등이 있고, 이러한 도식규칙은 그 범

주의 상황들에 모두 적용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허용도식규칙의 경우, ‘어떤 행위를 하

려면 어떤 사전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등의 규칙이다. 예를 들어, 대학 입학 허가를

얻기 위하여, 사람들은 특정한 시험 결과를 달성해야한다는 사전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추리는 상황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이 먼저 일어나고 다음에 그에 적절한 도식이 적용

되어 추리가 일어난다고 본다.

허용도식의 규칙들을 보면;

규칙1. If A is taken, then P must be satisfied.

규칙2. If A is not taken, then P need not be satisfied

(but may be).

규칙3. If P is satisfied, then A may be taken

(but need not be).

규칙4. If P is not satisfied, then A may not be taken.

허용규칙: 예방주사를 맞았으면 -> 입국할 수 있다.

의무규칙: 돈을 지불하면 -> 물건을 양도할 것이다.

추리의 문제가 이러한 허용과 의무 규칙의 형태로 제시되면 사람들은 추리를 잘 한다.

이러한 허용도식의 규칙들 중 규칙 1과 4는 논리의 긍정식과 부정식에 각각 유사하

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의 규칙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규칙 2와 3은 전형적인 연역적 논

리 규칙이 아니며 후의 논항 관계가 명료한 의존관계를 지니지 않은 규칙이다. 사람들

은 '허용' 상황들에 대하여 이러한 도식적 규칙들을 지니고 있다가 이 규칙들의 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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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허용상황에 대한 추리를 하는 것이며 논리학의 전형적 논리규

칙에는 명세화되지 않은 규칙2와 3과 같은 것이 실제적 상황에서의 오류를 막아준다는

것이다.

친숙한 경우에는 이러한 도식적 규칙들을 적용하여 잘 추리를 하나,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도식이 적용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논리학의 전형적 형식논리규칙만을

적용하여 추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Wason의 글자 카드 예에서와 같이 부정식

논리를 적용할 줄을 몰라서 추리의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추리상의 오류를

범하는 이유를 두 원인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만약 상황들이 쉽

게 위와 같은 실용적 도식들에 대응되지 않는다면 오류가 발생할 것이며, 그리고 ⓑ 이

도식의 규칙들이 일반 논리학의 논리 규칙들을 항상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다음 4항에서 설명할 Cosmides(1989)의 사회계약(social contract) 알고리즘에 의

해 추리가 일어난다는 설명도 허용도식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추리에서 오류가 발생

하는 것은 상황을 이러한 도식에 대응시킬 수 없거나, 맞지 않는 도식을 상황단서가 가

동시켰거나, 도식을 활용하였지만 그 도식에서 추론을 할 수 있는 규칙이 없거나(그런

경우 다른 전략 사용하여), 추론규칙 적용과정 에서 오류가 발생되었을 때에 일어난다고

본다. 그러나 경험이 많은 구체적인 실생활 상황들에서는 상황의 내용이 적절한 추리도

식규칙을 작동시킨다고 본다.

이 영역특수적 규칙 이론도, 비록 의미내용 의존적, 맥락적 추리 현상에 대한 설명은

주지만,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있으며, 또 이론 자체의 세부 부분들이 명세화되지 못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3. 심성모형(mental models)접근:- 심성모형이론은 규칙이론이 강조한 통사적 측면

이 아니라, 의미적 측면이 추리에서 중요함을 강조한 입장의 이론이며, 추리와 다른 사고

과정, 나아가서는 언어이해도 동일한 원리에 의해 지배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의 대표

자인 Johnson-Laird(1983; 1999)는 사람들이 추상적 형식논리적 규칙에 의해서나, 영역특

수적 도식이나 규칙에 의해 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성모형에 의해 추리를 한다고

본다. 심성모형이란 심적 표상으로서, 표상의 대상인 상황(실제적, 가설적, 가상적)과 구

조적으로 대응되는 구조를 지니는 그러한 표상인 것이다(예를 들어 고속도로 교차로 표

시판은 교차로에 대한 우리의 심성모형을 그대로 구현한 예이다). 심성모델은 추리과제

의 전제의 의미와, 추리자 자신의 일반적인 지식에 기초해서 의미적 처리를 통해 형성된

다. 즉, 일차적으로 이러한 의미처리의 이해과정을 통해 전제들에 대한 모형들을 형성하

고, 2차적으로 모델들을 조합하고 간결한 형태로 기술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3차적으로

도출된 결론에 어긋나는 모형이 있는가, 반례가 있는가를 탐색하여 그 결론의 타당성을

확인한다는 것이다(Johnson-Laird & Byrne, 1990). 심성모형 형성과 검증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물에 대한 공간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전제가 주어졌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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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자 왼쪽에 컵이 있다.

컵의 왼쪽에 공이 있다.

이에 대하여 사람들은 공간적 관계가 유지된 이해표상을 다음과 같이 형성할 것이다. 이

것이 심성모형이다.

컵 주전자 (심성모형1)

공 컵 (심성모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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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컵 주전자 (심성모형3)

Johnson-Laird 등은 연역적 추론 명제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심성모형이 형성된다고 본

다.

이러한 심성모형 이론은 심성모형의 수가 적을 수록 추리가 쉬우며, 체계적 오류는 전

제에 대한 시초 모형의 특성에서 비롯되며, 지식이 추리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또한 추

리에서의 오류는 주로 다음의 원인에 의해 발생된다고 본다. 첫째는 전제 명제에 맞는

적절한 모형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일어난다. 특히 잡음 정보가 있을 때에 이럴 가

능성이 높다. 둘째는 형성된 모형들의 의의와 함축을 다 고려하지 못하는데서 온다. 셋째

는 충분히 많은 수의 모형을 탐색하여 구성하기 실패함에서 온다. Johson-Laird 등은 여

러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자신의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규칙이론보

다 더 많은 유형의 자료를, 특히 삼단추론과, 모든 대안을 고려하지 못하는 추리 오류와

지식 효과를 잘 설명해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심성모형이라는 것이 무엇으

로 구성되는지, 매 상황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떤 정보요소가 포함되고 어떤 것이 제

외되는지의 개념적 측면에서, 그리고 심성모형 이론가들이 제시하는 경험적 증거가 결정

적 증거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4. 적응적(adaptive), 진화론적(evolutionary) 접근:- 인간 추리에서 드러나는 위와

같은 특성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적응적 또는 진화론적 접근이다(Anderson, 1990; 1991;

Arkes, 1991; Cosmides, 1989, Bjorklund & Green, 1992). 이 입장에는 이미 위의 심성규

칙적 접근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여 언급한 Cosmides의 진화사회적 입장, J.

R. Anderson의 합리적 분석 접근, D. D. Cummins의 진화론적 입장, Oaksford와 Chater

의 입장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입장에 의하면 추리의 능력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결과를 성공적으로 예측하는 적응적 목적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일상 생활 장

면에서 미래 예측을 최대화 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모든 관련 지식을 활용하는 것인데,

추리에 관한 실험 장면에서 주어진 명제들 이외의 사전 지식이 동원 된 것이 준 영향이,

명제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에 국한하여 추리하는 논리적 추리와는 어긋나기 때문에 인간

추리가 논리적 규칙을 어긴 것으로 지각될 뿐이지, 인간 추리 자체는 가정 정확한 예측

을 얻기 위하여 주어진 명제이건 그 이외의 정보이건, 모든 지식을 활용하여 추리한다는

점에서 적응적이라는 입장이다.

D. D. Cummins(1995)에 의하면 이렇게 도입되는 세상 지식은 논리에는 문제가 있

을지 모르나, 적응적 분석에는 적절한 것이며, 피험자들은 정확 예언을 위해 전제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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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도입한 것일 뿐인 것이다. Oaksford와 Chater(1994)에 의하면 피험자들은 논리

문제에 내포된 부정식의 상황을 들쳐보는 것보다는 일상적 후건 긍정(confirming the

consequent)의 증거를 살펴보는 것이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믿기 때문에 전제 이

외의 정보를 활용한 것이다. 현실의 실제 세상지식에 바탕한 적응적 추리는 부정식

(modus tollens: not q) 증거의 확인, 즉 반증 정보의 확인보다는 긍정정보의 확인에 있

기에 그러한 일상의 추리 절차를 실험 상황에서도 적용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적응적 입장은 다시 사회적 측면을 강조한 입장과, 확률적 측면을 강조한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상세한 설명을 하겠다.

이상에서 고찰한 추리과정 설명 이론들은 형식적 통사적 논리적 측면을 강조한 이론

과, 이와 반대로 의미적, 내용적 측면을 강조한 이론들, 그리고 추리가 다른 사고와는 독

립적인 고유한 원리를 지닌다고 보는 입장과, 다른 인지과정과 공통적인 특징을 지닌다

는 입장 등으로 다시 나뉘어 질 수 있으며, 또한 보다 낮은 분석단위 중심의 추리를 잘

설명하는 이론과, 보다 큰 분석단위 중심의 추리를 잘 설명하는 이론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현재에는 어떤 한 이론이 옳고 다른 이론이 틀리다는 결정적인 경험적 증거가 없

는 채, 여러 이론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론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는 14

장에서 하기로 한다.

<if, and only if>

A이면 B이다 를 대로는 A이어야만 B이다의 의미로 말하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A-B와 only ifA ->B 이다의 차이에 주의하여야 한다.

<연계조건추리>

2개 이상의 if->then이 있는 경우

<법 장면에서의 if-then>

범인 판단의 경우가 이러한 추리의 경우이며, 우리는 후건 긍정이나, 전건부정의 오류

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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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합적 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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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삼단논법 추리

<삼단추리>.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사람들이 연역추리에서 어떠한 오류를

보이는가를 관찰한 연구에서 사람들은 일관적으로 오류를 보임이 확인되었다. 이병화

(1999)는 표 11.1과 같은 범주적 연역 추리 과제의 두 명제들을 피험자들에게 제시하고,

결론 명제가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하여 네/아니오로 대답하게 한 결과, 표

11.2와 표 11.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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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제시된 연역 추리 조건별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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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제 \ 결론 명제 MP<전건긍정> DA(전건부정) AC(후건긍정) MT(후건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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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갑이면 을이다. 갑이다 갑이 아니다 을이다 을이 아니다

만약 갑이면 을이 아니다 갑이다 갑이 아니다 을이 아니다 을이다

만약 갑이 아니면 을이다 갑이 아니다 갑이다 을이다 을이 아니다

만약 갑이 아니면 을이 아니다 갑이 아니다 갑이다 을이 아니다 을이다

만약 갑이거나 을이면 병이다 갑이다 갑이 아니다 병이다 병이 아니다

만약 갑이고 을이면 병이다 갑이다 갑이 아니다 병이다 병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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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2>. 단순 3단 연역 추리 과제에서 한국대학생들이

결론 명제를 옳다고 반응한 빈도와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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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건긍정 전건부정 후건긍정 후건부정

MP(정확반응) DA(오류반응) AC(오류반응) MT(정확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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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 N % N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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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 17 (100 %) 11 (64.7%) 15 (88.2%) 14 (82.4%)

P-notQ 17 (100 %) 10 (58.9%) 13 (76.5%) 14 (82.4%)

notP-Q 17 (100 %) 13 (76.5%) 12 (70.6%) 14 (82.4%)

notP-notQ16 (94.1%) 13 (76.5%) 12 (70.6%) 12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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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67(98.5%) 47(69.1%) 52(76.5%) 5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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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 관찰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전건부정(denial of

the antecedent) 및 후건긍정(affirmation of the consequence) 조건에서 70% 이상의 피

험자들이 일관적으로 오류를 범한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피험자들이 옳은 답을 하였을

때에, 전건긍정 추리는 아주 정확답 비율이 높으나, 후건부정은 그에 비해서 정확율이 낮

다는 것이다. 셋째는 이러한 오류가 단순조건(p->q)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안조건(p or q)

과 부가조건(p and q)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명제들을 위와 같이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제시하지 않고, 구체적 예를 기술하는 명제를 사용하여 추가 실험한 경

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얻어졌다. 이 연구 결과는 이미 국외에서 얻어진 추리에 대한 인

지심리학적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사람들은 형식논리 규칙에 대한 지식

이 있더라도, 이 규칙을 조직적으로 적용하여 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유형의

오류를 체계적으로 상당히 보인다는 것이다.

선형적 연역추리(예: a>b, b>c, => a>c)를 포함하는 연역 추리 연구 전반의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은 한 전제와 결론의 정보가 일관성이 있는가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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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범하며, 전제들에서 주어진 정보와 장기기억에서 인출되어 주어진 정보간의 구별의

실패함에서 오는 오류를 많이 범한다. 예를 들어 ‘어떤(some)'이라는 개념을 ’모든(all)'의

개념으로 왜곡하는 부호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또한 전제들의 잘못된 전환

(conversion)에서 오는 오류도 많이 범한다. (A->B)를 (B->A)로 잘못 전환시켜 둘이 동

등하다고 생각하고 추리하는 것이다. 이 때 개인의 신념이나 태도가 개입되고, 이들과 일

치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전제들의 망각에서 오는 오류도 범한다.

주어진 추리 문제의 명제들을 정확히 해석, 표상하려 시도했으나, 그 과정에서 전제를 망

각하고 전제와 다른 명제를 가지고 추론하는 경향이 있다. 이외에도 연접적(and) 정보보

다 이접적(or) 정보를 처리하기 더 어려워하며, 부정적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여 추리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긍정적 확인 방향으로 편향이 되어 있다.

<삼단추리에서 타당성을 결정하는 언어 규칙>

distributed; 한 개념(항목)에 관한 진술이 그 범주의 모든 사례에 적용될 경우.

1. 결론이 부정이면, 전제중 하나는 부정된다. 그 역도 성립한다.

2. 중간항은 어느 한 전제에서 distributed이어야 한다.

3. 결론항에서 distributed인 항목은 한 전제에서 distributed이어햐 한다.

4. 두 전제가 모두 특정정이면 타당한 결론은 없다.

5. 한 전제가 특정적이면, 결론도 특정적이다.

6. 적어도 한 전제는 긍정적이어야 한다.

[추리과정 특성: 종합]

추리의 연구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가설에 관한 추리에서는 후건긍정, 전

건긍정의 오류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며, 같은 과제라도 명제의 제시가 구체적이냐 추상

적이냐에 따라 추론이 달라지며, 모든 경우에 보편적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에 민감한 규칙들 또는 도식들을 적용하는 실용적 추리원리가 적용되며, 전제 명제나 결

론 명제의 이해의 오류, 주의나 작업기억의 제한성에 따른 오류가 나타나 전통적 관점에

서 생각했던 단순하고 기계적이며 자동적인 논리 추리가 아님이 드러났다(Eysenck &

Keane, 1990; Baron, 1994).

삼단논법 추리에서도 명제 자체의 의미만이 아닌 부가적인 의미를 동원하고 명제들이

제시하는 내용과 관련된 상황모델을 형성하여 그것에 근거하여 추리를 한다는 것이(따라

서 오류도 범하게 된다는 것이) 드러났다(Johnson-Laird, 1983; Johnson-Laird & Byrne,

1991)). 비록 추상적 규칙을 계산적으로 적용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심적 모델 자체

가 상황의존적, 이해의존적, 과거지식과 초점지식(주의의 前景에 떠오른 지식) 의존적이

라는 점에서, 인지자의 지식과 심적 상태, 그리고 정보처리 체계의 제한적 특성에 구애받

지 않은 채 순수한 명시적 명제 자체의 의미에 근거한 연역적 추리를 찾기 곤란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Evans, 1989; Evans, Newstead, & Byrne, 1993).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인간이 심리실험실이나 논리학 강의실에서 언어적 명제로 주어진

내용에 대하여 추리하는 것, 그리고 일상 상황에서 상황의 내용 중에서 특정 내용들을

선택하고 이를 명제화하고 명제화한 내용에 대하여 추리하는 것이 전통적 관점이 상정했

던 그러한 순수한 오염되지 않고 자동적인 규칙적 과정은 아님을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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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단추리에서 타당성을 결정하는 언어 규칙>

한 개념(항목)에 관한 진술이 그 범주의 모든 사례에 적용될 경우.

1. 결론이 부정이면, 전제중 하나는 부정된다. 그 역도 성립한다.

2. 중간항은 어느 한 전제에서 distributed이어야 한다.

3. 결론항에서 distributed인 항목은 한 전제에서 distributed이어야 한다.

4. 두 전제가 모두 특정정이면 타당한 결론은 없다.

5. 한 전제가 특정적이면, 결론도 특정적이다.

6. 적어도 한 전제는 긍정적이어야 한다.

<일상에서의 삼단추리>

이상의 삼단추리에 대한 논의가 책 속에서만이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숨겨져 있다.

<생략된 양화사>

-[예]

나는 완벽하지 않아.

훌륭한 대통령도 완벽하지 않았어.

고로 나는 훌륭한 대통령이 될꺼야.

-> 둘째 문장에서 some의 의미를 all의 의미로 확대하여 추론하는 오류

<삼단논법에서 태도 바꾸기>

삼단논법에서 흔히 첫 전제는 신념 명제, 둘째는 신념명제에 대한 평가 또는 반응 명

제, 결론은 태도 명제가 된다. 그러나 오류가 있을 수 있음.

*[예]

국방예산증액은 전쟁을 방지한다.

전쟁을 방지하는 것은 좋다.

국방예산의 증액은 좋다.

<삼단추리의 흔한 오류>

*. 부적법한 전환: All A are B => All B are A

Some A are not B => Some B are not A

<이접: disjunctions>

이 경우, 더 어려워 함:

[예]

철수는 잘생겼거나 유명하지 않다.

김은 유명하다.

김은 잘생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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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률적 추리

우리는 결론이 참일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결론 내용이 확률이 높을 때에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논리적 타당성 때문이 아니고)

if A then B

B is true

therefore, A is more probable

형태로 추론함. 결론이 참이냐의 논리적 타당성을 넘어서서, 이런 방식으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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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일상생활에서의 추리

일상생활에서 삼단 추리가 의도적으로 오도하기 위한 형태로 사용됨

*[예]

- America, love it or leave it. (Vietnam 참전자)

반전 운동은 미국에 대한 애국심이 없다는 식으로 몰기

- 일상생활에서의 삼단 추리에는 도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됨 =>

160쪽

- 재판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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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틀의 적용

1. 목표는: 연역추론의 목표는 우리가 참이라고 믿는 주어진 전제 하에서 결론이 논리

적으로 타당한가를 결정하기 - 추리 기술 사용하여

2. 알려진 바: 전제가 무엇인가 먼저 결정; 양화사가 생략되었거나, 결론이 진술 안되었

을 수 있음, if, then의 의미가 if, and only if의 의미로 사용되는가의 판단, 양화사가 암

묵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 지를 판단; 선형관계가 있는가 판단; 전제가 참이라고 믿을 수

잇는가 판단

3. 목표를 위해 어떤 사고기술을 사용할 것인가:

-연역추리와 귀납추리 식별

-전제와 결론을 파악

-추리에서 양화사 사용(some, all, a)

-범주적 삼단추리는 그림을 사용하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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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적 삼단추리는 언어적 규칙 사용하여 해결

-참과 타당성의 차이 이해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삼단논법이 사용되었을 경우를 알아채기

-선형삼단추리를 해결하기 위해 선형 그림 사용

-표지된 형용사(기본 형용사 + 한 단계 처리) 사용여부 확인

-보다 명료한 의사소통을 위해 선형순서 원리를 사용

-if, then 진술문에서는 추리 (그림 사용)

- 결론확인 오류와 선행긍정 오류를 회피

- either/or 경우 원그림 사용하여 추리하기

-일상의 맥락에서 양화사가 생략된 추리에 주의

4. 목표에 도달하였는가?: 원그림을 사용한 추리와 논리규칙 적용한 추리가 동일 결과

도출하는가? 모든 가능한 조합을 다 고려하였는가? 결론의 과연 의의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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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 논변의 분석

이 장의 내용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이미 고등학교 시절에 배우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다시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요약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들은 생략한 채 비교적 새

로운 내용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열거한다.

1. 논변의 해부

논변의 논항이란 = 진술 + 결론 의 구조를 지님

결론의 지지를 제공하는 진술을 이유, 또는 전제라고 함

전제나 이유는 독자/청자를 설득하기 위한 것

결론은 사실 또는 거짓

논변 = 이유 제공

적어도 한 진술과 한 결론이 있어야 논변이 됨

일상의 언어에서는 논변이 불완전하여, 진술 또는 결론이이 제시되지 않았거나

이를 추론해야 한다.

*-다른 어떤 컴퓨터보다 현주 컴퓨터를 더 많은 사람이 샀다.

- 결론이 없는 진술문 같지만 독자는 이유, 결론을 다 추론함

< 전제>

-글/ 말 중의 어느 위치에서도 나올 수 있음

- 전제 표지(indicators/markers)가 대개 있음

<예>: ...때문에/ ...만일/ . 등 :

<결론>

전제에 의하여 지지되거나 옹호되는 관점 또는 신념의 진술

-논변 분석 시에는 결론부터 하는 것이 좋음

-결론 표지가 있음: - therefore, thus, as a result 등

< 전제, 결론 이외의 추가 요소들>

ㄱ. 가정: 증명이나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진술 (흔히 진술조차 안되어 있음)

- 위의 현주컴퓨터 예에서 숨겨진 가정은, 많은 사람이 사면 좋은 것이다, 믿을만하

다는 가정임 - > 이는 정당화 안된 상태. 제대로 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정당환 논리,

이유, 근거가 주어져야 함

- 중심 주장을 구성하기 위하여 전개되는 논변을 subarguments라 함

<예> 173..

ㄴ. 한정구(qualifiers); 결론에 어떤 제약을 가하는 내용. 단어라기보다는 문장, 구.

- 결론이 지지되는 조건을 규정함

ㄷ. 반론 - 특정 결론을 부정하는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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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변 구조의 도표화

- 논변 구성요소; 전제, 결론, 가정, 한정사(구), 반론

- 문제 : 내용 중 이들의 관계 이해의 문제

- 이를 위해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좋음 : 나무 구조: -> 175쪽

-> 수렴적 구조

- 연쇄구조: 한 결론이 다른 논지의 전제가 되는 구조

< 논변 도표화 지침 >

- 논변을 분석하여 중심 골조만 추출;

-> 이렇게 하여 요소들을 명료화하고, 논지의 틀에 맞춤으로써, 논변의 질, 힘을

고려할 수 있게 됨.

-> 객관적일 수 없는 내용과 관련한 논변에 대해 우리가

논리적 취약성(logical vulnerability)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물론 한 진술을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 있음

- 한 진술이 중심논지의 부분이냐, 하위논지의 부분이냐를 결정하는 문제

- 논변을 한 개 이상으로 그릴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따로 살펴보아야 함

< 글쓰기와 말하기에서 논변구조를 사용하기 >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을 진술하기 에 앞서 다음을 생각해보아야 함

1. 결론은 무엇인가? 내가 주장하고픈 것 무엇인가? 결론부분이 있어야 논변이 성립한다.

2. 결론을 지지해주는 이유/근거는 무엇인가

3. 어떤 가정을 나는 하고 있는가? 그런 가정은 타당한 가정인가? 그것을 명시적으로 진

술해야 하나?

4. 결론이 참이 아닐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한정구가 필요한가?

5. 반론은 무엇일까? 내 결론을 왜 독자나 청자가 믿지 않을 수 있을까?

6. 무엇이 빠져 있는가? 내가 제시한 이유에서 다른 결론이 가능한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가? 다른 반론은, 다른 가정은?

3. 논변의 힘의 평가

논변의 힘, 질, 강도는 흔히 세 개의 준거에 의해 평가된다

1. 전제의 수용가능성, 일관성

2. 전제와 결론의 관계: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는가? 전제에서 결론이 도출되는가?

3. 보이지 않는 부분: 무엇이 빠져있는가?

<수용가능한, 일관성 있는 전제>

-수용가능함: 전제가 참이거나 우리가 참이라고 상당히 믿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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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의 진술, 자신의 경험, 상식적 지식

- 단 흑백적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님

- 일관성: 여러 전제가 하나의 결론을 지지할 때에 그 전제들 간에 모순이 없어야 함

- 이러한 수용가능성, 일관성의 문제 결정에 있어서 의견, 증거 제시 전문가가 신뢰할 만

한 사람인가를 결정해야 함

<신뢰성>

정보의 원천의 문제임;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문해야함

1. 그 전문가는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인가?

2. 그 전문가는 이 문제에서 이익이 개입되지 않는 제3자인가?

3. 그 전문가의 자격증거는 무엇인가?

4. 그 전문가는 특수한, 그리고 직접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는가?

5. 그 전문가의 분석방법은 무엇인가?

- 우리가 광고나 신문기사, 공적 진술을 접할 때에는 이러한 질문을 자문하여야 한다.

- 2명 이상의 전문가가 상반 의견을 제시할 대에는 그들의 자격증거에 의존하여 판단.

그리고 어떤 사실에 대하여 이견인가, 아니면 해석에서 이견인가,

특히 어떤 점에서 이견인가를 살펴보아야 함.

- 가치 문제와 관련하여는 이러한 판단이 더 어려움. 전문가의 지식이 불완전하고

문제가 애매, 포괄적이고, 해석적 판단 중심이기에..

< 결론을 지지하는 전제>

전제가 결론에 유관한가, relevance를 생각하여야 함; 적절성, 유관성을 결정하는 것은 쉬

운 일이 아님

- 비유: 전제: 책상의 다리 결론: 책상 윗판 ; (그림 5.1)

- 전제가 수용 가능하다면 결론이 참이 되는가, 참일 가능성이 극히 높은가를 자문하여

야함 <재판 예>

- 단순히 관련있다가 아니라 그 관련 정도가 강하여야 함 - adequate grounds

(그림 참조). -> 개별 전제의 지지 강도 + 여러 전제들의 지지

<예> 정치가의 사생활

<빠져있는 요소들>

광고, 정치적 선전, 주장들에 빠져있거나 왜곡된 부분들이 있음

이런 경우 각각을 별개로 고려하여야함

가장 좋은 대안은 그 주장, 선전의 반대편 입장에서 생각하기

- 특정 함의적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 전제의 내용들이 결론과 무관한 것 아닌가?

- 빠진 정보를 고려하여 생각한다면 어떤 주장이 나올까?

- 내용 중 나에게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부가적 분석

< 논리적으로 온전한sound 논변 >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1. 전제가 수용가능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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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제가 결론에 관련있고 충분한 지지를 해주어야

3. 빠진 요소들을 고려해보았는데, 결론과 일관성이 있어야

-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정도의 문제임 (185쪽 예)

- 이 기준 충족 못하면 그 논변은 온전한 것이 아님

- 결론의 참 여부, 수용가능성과 논변의 논리적 온전성은 다른 것임

< 논변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1. 먼저 진술을 듣거나 읽고 그것이 논변을 지니고 있는가를 판단.

- 최소 한 전제, 한 결론이 있는가?

2. 요소들, 즉 전제, 결론, 가정, 한정구, 반론 등의 요소를 그것이 명시적으로 진술되었던

안되었던 파악하기

3. 전제가 수용가능한가, 일관성이 있나를 판단.

- 모든 전제가 수용불가능하면 생각을 그만둠. 전제들의 일부가 수용불가하면 그것들을

제거하고 다른 전제들을 가지고 생각함. 모순 전제들이 있을 경우 그중 일부를 제거해도

좋을지를 결정.

4. 논변을 도표화함: 각 전제의 지지강도를 결정; 지지정도를 - 지지안함/취약/중간/강함

의 하나로 평정함. 지지 전제 수를 살핌. 약한 전제들도 많으면 강한 지지가 됨. 연쇄구

조에서는 하나의 취약 전제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

5. 반론, 가정, 한정구, 생략전제 들의 강도를 판단. 그것들이 명시적 전제들이 제시한 지

지를 파괴하는가를 판단.

6. 논변 전체의 논리적 온전성을 판단 : 불온전/ 온전/ 중간/ ; 중간이라면 그 정도는?

<예> 186-187 분석 / 188 그림

<추리하기와 합리화하기> : Nickerson의 구분

합리화하기: - 자기가 선호하는 결론에 호의적인 정보에 주의함

- 선택적 정보 수집, 반론은 내가 선호하는 결론과 반대이기에 취약하다고 평정,

- 빠진 정보를 채워 넣을 때에 이러한 편향에 의해 영향 받음

이러한 합리화는 자신이 하고 있는지를 자각 못함. 고로 주의 요함

critical thinker :- 복잡한 논변을 분석하는데 시간, 노력 투자함

확인편향 - 지지 사례에 더 비중을 둠

- 같은 내용을 읽고도 서로 자기편 지지 증거라고 해석함

- 일반인, 과학자 모두 같은 오류 범함

이를 막는 방법:

- 결론과 반론을 지지하는 이유들을 각각 열거하고,

각 이유들에 대하여 그 증거 강도, 타당성, 힘을 평가하라

< 논변을 평가하는 틀>

1. 결론을 명료히 진술하였고, 필요한 용어들을 정의하였는가?

2. 포함시킨 재료들이 결론에 유관한 것인가?

3. 논지가 온전한가? 전제는 결론에 대한 좋은 지지를 제공하는가?

4. 전문가의 신용성을 고려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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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변은 잘 조직화되었으며, 여러 문제들을 별개로 다루고 있는가?

6. 대안이나 반론을 공정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7. 글의 문법이나 작문 스타일이 적절하고 명료한가?

4. 설득과 선전

설득과 선전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거나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선전이란:- 상징이나 개인심리를 조작하여 집단적 암시, 영향을 주는 것을 지칭한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타인에게 영향을 주려는 경우들이 많았다

* 예: 나치 - 거짓을 제시하고 그를 지지하는 증거 제시, 시각적 이미지 활용

*-유태인 - 쥐

모택동- 학살

5. 이유의 심리

우리는 비록 약하고 틀리긴 하지만 이유를 가지고 생각한다.

<실험> 줄 새치기하기

/부탁 => 60% 들어줌 세 쪽인데 복사를 먼저 할 수 있을까요?

/ 부탁 + 이유 => 94% 들어줌 : 급하고, 세 쪽인데 복사가능?

/ 부탁 + 겉치례 이유/ => 93% : 세 쪽인데, 꼭 복사하여야 하는데 복사가능?

이 경우에 겉치례 이유만에도 사람들은 넘어간다. 취할 행위와 관련된 이유가 아닌

또, 이유가 없는데도, 취약한 이유인데도 사람들은 들어줌

무관련, irrelevant 이유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도 함

*- 광고 :.... 사우나... 좋다...

허위-오류: 설득을 위하여 사용된 온전하지 못한 추리 기법

- 온전한 사고를 위한 기준 한 개 이상 위배

(전제=수용불가/ 전제-결론 무관련/ 전문가 신뢰성 결여/ 주요 정보 결여)

6. 21개의 흔한 오류들

1. 연합 효과: 시공간적으로 인접하여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그 속성을 귀속시킴

guilt by association:- 히틀러가 민주당 지지

virtue by association:- 아인슈타인이 민주당 지지, 아인슈타인 팔촌조카

2. 인신공격: 주장 자체가 아니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을 통해 주장을 격하하려함.

*-상대성 이론은 틀렸다. 왜냐하면 유태인이 제기한 이론이니까 (나치당)

- 연합에 의해 공박하려는 논리

- 이러한 경우 그런 논변의 목적, 적절성, 타당성을 생각할 것이지, 인신공격에 의해 판

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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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정심에 호소

*- 우리 회사는 2위에 있기에 더 열심히 노력한다. 지하철 내 호소

4. 인기에 호소, 추천testimonials: ‘모든 사람이 이것을 지지한다, 이것을 산다’ 형태의 논

변.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면, 그것은 옳은 것이다 식의 논변. 집단 소속감, 동일시 이용.

testimonials:- 유명한 사람이 이것을 산다, 한다, 지원한다.

-문제점: 이것은 추리의 오류 양화사의 확대해석의 오류임.

- 집단소속감 이용 연합원리 이용

- 더구나 그 유명한 사람이 해당 문제/대상과 관련 없는 분야의 사람일 경우 문제임

*- 문성근의 컴퓨터 광고

-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무런 외적인 동기 없이(그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다거나..)

순수하게 그 주장을 지지할 때만 수용 가능

5. 틀린 이분법: 대부분의 대상, 일들은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는 중간 영역, 회색 영역

이 있는데 이를 단선적으로 이분법화하는 논변의 문제

6. 프라이드와 속물근성에 호소 : 칭찬, 아양 이용

7. 카드 쌓기와 정보 억압- 반대편 입장 지지 정보를 생략하기

-자동차, 컴퓨터 선전(상대방과 비교)

8. 순환논리추리 - 결론을 전제에

9. 무관련 이유 제시 : nonsequitur

10. 미끄런 비탈(교활한 속임수), 연속성 오류:- 실제는 별개의 것을 연속선상에 있는 것

으로 오도함: *북한에게 ..양보하면, 모든 것에 양보하게 될 것이야.

- 하나의 연속선 차원에 적용되는 것이 타 연속선 차원에 적용된다는 보장 없음

11. 허수아비 논리: 반대 논변의 취약한 형태를 제시하고 이를 공격, 무너뜨림

12. 부분-전체: 전체에 차인 것이 부분에 참이다, 또는 그 역.

*- 포항공대학생은 지능이 높다 - 지능 낮은 학생 있음

*- 보수적 유학과 학생 -> 성대학생은 보수적이다

13. 무지에 호소:- 듣는 사람의 무식을 활용하여 주장(증거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 양쪽 논변 어느 것 주장에도 다 써먹을 수 있음

14. 취약한, 부적절한 유추:- 새로운 것의 이해에 아는 것 적용 (관련성 취약)

15. 권위에 호소: 부적절한 권위일 경우; *-문성근의 컴퓨터 선전

16. 불완전한 비교: 더 좋다, 더 안전하다: 무엇보다, 얼마나, 어떤 점에서, 누가 비교?

17.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것 오류: 보고 안된 가정폭력 수가 많기에 우리는 ... 해야한다.

18. 잘못된 원인: 상관 관계를 인과관계로, 우연적 공동발생을 인과관계로.

19. 깎아 내리기: - 상대편 입장을 비하하여 그를 지지하는 것 자체가 바보, 비애국적...

20. 전통에의 호소: 과거에 해온 바가 최상이다

21. 거짓이라고 뒤집어씌우기: - ...가 이야기하는 것은 몽땅 거짓말

7. 의견, 이성적 판단, 사실의 구분

의견, 견해:- 단순한 선호 주장. 이유 없음

이성적 판단- 선호 주장 + 이유

사실: 검증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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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변 분석 시에 이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실상 견해가 전제로 쓰이기 때문에 구

별이 쉽지 않다. 사실이란 얻기 힘들고 (*신문기사? 1단기사, 4단기사를 누가 정하는가?)

- 매스컴은 뜨는 내용만 제시

- 가상현실의 문제도 있음

- 글의 진술자들이 내용 진술 순서, 중요성, 제시 어구, 포함된 사건내용, 생략된 내용,

주는 정보 양을 결정,

- 정보의 질을 독자적 제 3자가(직접 지식 획득, 신용도 있고) 평가하여야함

- 사실인지 의견인지 애매한 경우에:- 모호한 평가 용어를 점검하고(빠르다, 더 좋다..)

이러한 평가적 용어가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이 주장을 지지하는 검증의 유형이 무엇인

지를 자문하여야 함

8. 시각적 논변

일상에서 TV 등 수많은 이미지 경험. 시각이미지 효과는? -큼 (담배 광고)

- 강력한 영향 그림 5.3

9. 신념을 어떻게 바꿀까?

- 상대방의 신념, 의견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대비할 것

1. 제시하는 정보의 원천을 신빙할 만한 원천을 제시 (전문가 활용)

2. 반론을 예상하여 그를 제기하고, 반론의 반예를 제시

3. 편향적인 것처럼 보이지 말 것 (특히 청중이 반대편 성향이면)

- 한정구를 사용하고 반론을 고려할 것

4. 직설적일 것: 결론을 명료히 제시하여, 청중이 잘못 해석하거나 지지 증거를 못 보는

경우를 피할 것

5. 토론을 조장하고, 대중적 관여를 유도할 것: 청중이 스스로 이유를 생성하고, 그것이

자신들이 제시한 이유나 증거로 생각하게 함 (보이콧트 운동 시)

6. 결론과 그 결론을 지지하는 이유를 여러 번 반복할 것

7. 결론을 지지하는 여러 이유를 가능한 한 많이 제시할 것

8. 메시지는 이해하기 쉬어야 할 것

9. 21개의 허위-오류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불완전한 논리의 잘못 사용은 말하는

사람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역효과에 주의할 것

10. 주장을 강하게 먹혀들고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 시각적 이미지 사용할 것

10. 틀의 적용

<논변 분석>

1. 목표가 무엇인가?: 자신을 설득하려는 논변의 분석. 일상의 광고 등

2. 무엇이 알려져 있는가?: 진술이 하나의 논변인가? 전제, 결론, 기본요소들

- 논변의 질적 힘 평가: 자신이 말할 경우 전제-> 결론 이유 제시

3. 어떤 사고 기술이 목표 달성하게 하나? 계열적으로 ‘test of goodness' 적용.

- 전제는 얼마나 수용가능? 결론 지지 증거는 얼마나? 어떤 요소가 얼마나 빠져

있는가? 온전하지 못한 논리가 왜 그런가 탐색, 21오류에 대한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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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전략>

- 논변 파악

- 논변구조의 도표화

- 전제의 수용가능성 평가

- 정보원천의 신빙성 조사

-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는 방식의 일관성, 유관성, 적절성, 평가

- 대안적 관점에서 생략된 요소들을 고려하기

- 논변의 전반적 논리강도 평가

- 논변 중에 개재된 21개의 오류들을 파악, 규정, 설명하기

- 의견, 이성적 판단, 사실 사이의 차이 파악하기

- 시각이미지 효과의 이해

- 자신의 논변의 논리적 힘 판단하기

4. 목표에 달성했는가?

- 반대 입장에서 논변을 재구성하여 보았는가? 논변의 전반적 힘을 평가할 수 있는가?

온전한 결론에 도달했는가? 지지 전제를 평가하는 방식의 재평가 등을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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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 가설검증으로서의 사고

* 이 장에서는 가설검증으로서의 사고라는 제목 하에 일상에서의 보통 사람들의 사고와

과학적 연구에서의 가설검증적 사고와의 연결점을 논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가설검증의 이해

우리의 일상적 사고는 과학에서의 가설검증 방법에 유사하다.

가설검증이란 세상에 대하여 진실을 발견하는 방법이며, 이는 가설을 형성과 그 가설을

입증, 반증하는 체계적 관찰을 하는 것이다.

<설명, 예언, 통제> : * 별도 보조자료 화일을 참고 할 것

보통 사람들은 직관적 과학자라고 할 수 있다.

가설검증의 목표는 세상의 어떤 부분에 대한 정확한 예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가설검증과정은 과학자들의 경우나 일반인의 경우나 같다.

<귀납법과 연역법>

귀납법;- 사건의 관찰 -> 가설 형성 -> 가설 검증

연역법: - 보편에서 특수로

실생활에서는 이 두 방법이 분리되지 않고 그저 가설검증의 단계들일뿐. 사이클

<조작적 정의>

관찰하려는 개념을 어떻게 알아채고 또 측정하는가의 문제, 모호성의 회피

* 성공, 월급이 많다. 등의 경우 . 관찰 가능한 조작의 적용 형태로 정의

<독립변인, 종속변인 (변수)>

변인: 측정 가능한 특성

독립변인 : 통제되고 조작된 것: *- 마신 커피의 양

종속변인; 독립변인 조작에 의해 달라지는 것. : *- 잠이 안 오는 지속시간

<민감성의 측정>

측정이 독립변인 효과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감해야 한다

<모집단, 표본>

모집단:- 알고자 하는 집단 전체

표본: - 모집단의 일부

<편향 표본 불편향 표본>

불편향 표본(대표적 표본)을 하면 관찰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음

*- 대선 투표자 표본의 문제

오염- *지능이 높은자 효과와 고학력 효과가 복합될 때 오염

편의적 표본- 피험자

<표본 크기> 표본내 참여자, 피험자, 피조사자 수 : 클 수록 좋음

*예- 초능력

<변이성>; 집단 내 사례들이 동일한 특성을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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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 골초인데 100살 살았다/ 각종 건강식품 효능/ 한약 효능/

- 사람들의 사고 오류1: 적은 수 법칙 - 많은 사례 증거보다도 적은 한 두 사례의 특성

에 더 비중을 둠 -> 지방색, 피부색, 국민성 편견의 원인

- 사람들의 사고 오류2: 내가 속하지 않은 타 집단의 사람들의 특성은 변이성이 적고

동질적이라고 생각함 -> 편견, 고정편견

2. 원인의 결정

*어릴 때에 소홀히 다룬 아이는 커서 문제아가 되나?

-문제의 원인을 결정하기 위하여 무슨 정보가 필요한가?

<변인의 격리와 통제>

- 실제로 임의대로 사람들을 조작할 수 없다

- 통제하여 조작할 수 있으면 인과관계 도출 가능

<실험 설계의 3단계>

1. 연구 대상이 될 상이한 집단들 형성

- 집단 형성에서 편파된 집단 형성의 문제를 막기 위하여 피험자의 무선 배정

2. 실험적 처치의 적용

- 위약(PLACEBO): nondrug 제시; 참여자의 기대나 믿음, 지식 효과 제거

3. 평가; 측정을 하고/ 집단간 차이를 비교하고/ 유의하게 차이나면/ 결론지음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는 집단이 실험 처치를 받기 전에는 동질적이어야 함

<격리와 통제 원리 사용>

Piaget의 Bending Rods 예: 막대의 유연성 결정 요인은?

막대; (놋쇠, 구리, 철) (굵고, 가늘고) (길고, 짧고)

- 격리(고립), 통제의 원리 사용하여 탐색

<예기적, 소추적 연구>

-소추적: 암환자가(결과) 과거에 스트레스를 받아서(원인) 그런가: 사후 탐색

-예기적; 스트레스 상황자(원인) 파악 이후 암 발생(결과) 확인

= 일반인은 대개 소추적 사고를 진행함

<상관과 인과>

*- 어린이들은 체중이 증가하면 지능도 증가한다.

? 그러면 체중만 증가하면 되나? <- 체중 증가와 공변 변인 = 나이 증가

*- 머리가 좋은 부모의 아이들은 머리가 좋다, 고로 지능은 유전이다.

- 상관은 있지만 인과관계는 알 수 없음

*- 운동과 체중감소 (부적 상관); 그러나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인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체계적인 실험 설계를 해야

< 착각적 상관>

실제로는 상관이 없는 데 상관있다고 믿는 것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 블론드인 사람들은 더 재미있다.

*- 뚱뚱한 사람은 더 많이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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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대로 생각하고, 믿는 바가 보인다. -> 고정관념

<타당성>

측정하려는 바를 측정하는 정도: *-지능측정에 발가락 길이 측정?

*- 자동차 광고, 컴퓨터 광고: 과연 중요한 지표 측정?

<수렴적 타당성>

여러 다른 측정치들이 동일한 결론으로 수렴될 때 그 측정치들은 수렴적 타당성을 지님.

*- 카리스마 검사

- 일상 생활에서도 이러한 식으로 사람들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함

- 수렴적논변(5장)과 같은 맥락

<착각적 타당성>

어떤 결론에 대한 과신 현상

*- 임상심리학자나 의사에게 이미 진단이 내린 후에, 환자에 대한 정보를 더 줄수록

심리학자나 의사는 더 확신을 지니게 됨 -> 그러나 이는 확인 편향임

<- 이 이유1: 인간 기억의 한계임 -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나머지는 망각

이유2: 반증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거나 실패함

- 신입사원 면접고사 효과에 대한 판단(면접위원)

*- 천생연분이야! -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음

-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거나 찾지 않거나

*- 로샤하 검사가 타당성이 없는데도 믿지 않음

*- 프로이트 이론이 맞지 않는데도 반증 증거를 찾지 않음

<신뢰성>

측정하려는 것을 계속 일관성 있게 측정하기 (* 엿가락)

- 실생활에서 우리는 신뢰성이 결여된 측정 -결정을 함

3. 오류에 대한 생각

나의 결정

맞다고 결론 틀리다고 결론

오류의 유형 진실: 가설이 맞음 *

틀림 ____________ _____*_______

*-예: 속임수

*- 정력제

*- 구전/소문 치료

- 경험이 이러한 문제 개선 도움

4. 자가충족적 예언

우리가 예상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향

*-쥐 실험 예: 가짜 정보

- 우리의 신념, 확신이 정보, 환경조건, 행동, 해석을 선택하는데 방향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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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double-blind 절차: 실험자도 피험자도 각 피험자가 어느 집단에

배당되는지 모름

- 보약

4. 초자연적 현상

각종 초자연적 현상 설명의 문제점:

- 단일 사례인 경우 많음 : 사례수 적음

- 소추적 관점임(사후 설명)

- 착각적 상관

- 자가충족적 예언

- 확률 이해/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 다른 인지적 편향들

- 여러 지지하는 일화는 있지만 긍정적 증거는 없음

‘일화는 과학을 만들지 못한다’

5. 직관적 과학자로서 사고하기

타인의 과학적 연구를 평가할 때, 자신의 주장을 진술할 때 마음 속에 생각하여야 할 것

-1. 표본의 특성이 무엇인가? 충분히 큰가, 편향이 없나?

-2. 변인들이 조작적으로 정의되었는가? 용어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3. 측정은 민감하고, 타당하고, 신뢰할 만 하였나? 결론을 지지하기 위한 적절한 비교가

이루어졌나?

-4. 가외변인은 통제되었다? 결과에 대한 다른 그럴사한 설명은?

-5. 관찰에서 그 결론이 나올 수 있는가?

-6. 인과적 논지를 지지하기 위하여 상관이 사용되지는 않았나?

-7. 반증되는 증거가 고려되었는가?

-8. 실험자의 기대가 결과를 어떻게 편향시켰는가?

타인의 주장, 가설을 평가할 때에 이러한 질문을 던질 것

6. 틀을 적용하기

1. 목표가 무엇인가? :- 가설을 세우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찰할 때에 이 책에서 제

시한 인지기술을 사용할 것. 적용 예: 대인관계에서, 물리적 현상에 대하여, 처리 효과,

소비자 연구할 때

2. 무엇이 알려져 있나?:- 직관적 과학자처럼 가설 검증 관련 사고를 할 때에;

- 가설의 본질 고려, 관찰하는 방법 고려, 각종 오류 유형의 심각성 고려, 변인의 조작

화, 결론내리기 위해 어느 정도나 확신을 할 수 있어야 하나를 결정, 사례 배정의 무선성

확인

3.어떤 사고 기술을 사용할까?

- 피험자 추출: 불편향, 충분한 수 , 측정의 정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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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적 정의의 필요성 인식

- 인과적 주장을 하기 위해 변인들을 격리, 통제해야함을 이해

- 일반화를 할 때에, 적절한 표본크기와 불편표집 확인

- 두 변인 사이의 관계를 +, -, 무관, 의 어느 하나로 기술할 수 있어야

- 상관 추리의 한계 이해

- 결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렴적 타당화 추구

- 통제 집단의 필요성의 이해와 점검

- 대부분의 변산성 추정에 편향이 들어감에 유의

- 각종 오류 별로 상대적 위험도 고려

- 자가충족적 예언이 어떻게 일상적 관찰과 실험결과에 영향줄 수 있는가 파악

- 언제 인과적 주장을 할 수 있고, 없는가를 알기

* 이러한 기술은 자신의 사고의 평가, 타인의 사고의 평가에 사용

4. 목표에 도달하였는가?:- 불확실성을 감소 시켰는가? 가설검증 기술 덕분에 어떤 행위

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가? 결정의 정확성은?

* 일상생활에서 가설검증의 인지적 사고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잘못된 결정, 해석을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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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 사건 발생 가능성(확률)의 이해 사고

; (우도; likelihood)와 불확실성

* 8주 중간고사

1. 세상의 확률적 본질

- 법률 관계상황, 교통상황, 병, 성공, 주식, 사람 마주치기, 비올 확률

사고당할 확률, 보험 등 일상의 삶이 확률적임

- 확률이란 사건의 발생가능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

과학의 기초

- 확률 관련 공부는 확률 사용 능력 증진시킴

1.1. 우도(likelihood)와 불확실성

- 확률의 정의(상대적 빈도개념):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빈도/ 가능한 사건발생 수

이는 in the long run에서 어떻게 발생되느냐의 개념임

1.3. 우연의 법칙: 일정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는 것과 관련

* 보험: 보험회사와 가입자가 서로 chance법칙에 근거하여 판단

* 보험회사가 존재할 수 잇는 이유: 인간의 인지적 판단오류 때문

1.4. 신념의 정도

확률의 제2정의: 어떤 결과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확률

* 선거에 정치분석

2. 우도와 불확실성에 대한 판단에 영향주는 요인

- 사람들은 확률에 대하여 잘못 평가하는 편향이 있다.

- 발생가능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

- 전체 확률은 모르고 개인, 개별적 확률 중심으로 판단

* - 흡연: 골초가 100살

<- 그러나 개인 경험에 바탕한 확률 판단은 좋지 않은 방법임

2.1. 의미의 탐색

생활사에서 우리는 의미 패턴을 파악하려 한다. 이것이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근거 없는 신념을 지니게 한다.

*- 30명의 학생이 돌아가며 발표하기. 그런데 내가 1번일 가능성

-> 신의 섭리 대 우연

2.2. 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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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적 사건에는 불확실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에 대한 결정에 과다한 자신을 지님

*- 책 집필 완료 기일 예

*- 안정적 은행금리보다는 증권 투기 예

*- 세계 원자력 발전소 수 예 (98% 확신되는 수 범위)

근거없는 과신

*- 복권 (특히 자기가 수를 선택하게 하면)

3. 확률의 사용

*- 일기예보와 결혼식 : 하늘의 축복/저주?

*- 피임약 위험성: 사용자 입원확률 1/2000, 비사용자 입원확률- 1/20000

이러한 정보를 주어도 자기와는 관련없는 무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임

- 사용자가 심장병 발생률이 비사용자보다 10.5배이다

- 사용자는 3.5명/10만 명의 비율로 심장병 발생한다

- 비사용자는 99996.5명/10만 명이 심장병 위험 없다.

- 사용자는 .0035 확률로 심장병 걸린다.

이 네 가지가 같은 내용이지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다라 달리 반응함

<- 이러한 오류에 대한 방어는 가능한 모든 양식으로 그 확률을 적어보는 것

그림으로 표시하여보는 것

3.1. 기회(우연) 게임

<카드게임>

카드게임을 잘하는 사람은 확률규칙을 잘 알고 각 경우의 발생빈도에 대한 지식을 갖고

하는 것임. 게임에서 이긴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잃었던 경우는 기억

을 안하고 이긴 경우만 고려하여 높은 확률로 이야기하는 것임.

<룰렛>: 순수 우연에 의하지만, 도박장 주인 편으로 기울어진 비율로 구성됨

* 어떤 대학원생: 10만 번 회전 시 각 경우의 발생 빈도 기록하여 그에 의하여 베팅함

3.2. 여러 결과가 가능한 상황의 확률 계산

동전 던지기: - 나무형 갈래 그림으로 그 확률을 표현하는 것 편리

*-책의 예들 참조

*- 중고교 5선다지 15문제 - 모두다 4를 찍어도 0점을 맞을 확률 = .0352

아주 드물지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함

3.3. 연접 오류 - And Rule 적용의 오류

Tversky & Kahneman 의 실험 예

* - 린다는 31세, 외향적, 머리 좋고, 철학전공. 학생시절 인종(성) 차별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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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의에 관심, 반핵데모에도 참여함.

다음 각각이 린다를 기술하는 정도 확률을 추정하라.

ㄱ. 린다는 현재 초등교 교사

ㄴ. 린다는 서점에서 일하고 요가학원 다닌다

ㄷ. 린다는 여성운동에서 활약하고 있다.

ㄹ. 린다는 정신병원의 사회복지담당자이다

ㅁ. 린다는 여성유권자연합회의 회원이다.

ㅂ. 린다는 은행 점원이다.

ㅅ. 린다는 보험외판원이다.

ㅇ. 린다는 은행점원이며 여성운동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제 멈추고, 각 진술의 확률을 추정하라

-실험 결과 피험자들의 반응: [ㅇ을 택한 확률] > [ㅂ를 택한 확률]

: 85% 의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함

* 서울시의 성인 남자들을 조사하였다.

이들이 한번 또는 두 번의 심장 질환을 겪었을 확률은?

* 55세 이상의 남자들이면서 한번 또는 두 번의 심장질환을 겪었을 확률은?

-> 65 %의 사람들이 후자의 확률을 높다고 판단함.

3.4. 누적적 위험: Or Rule 적용

- 사람들은 반복되어 일어나는 사건의 누적적 확률에 대하여 과소 평가함

- 자동차 사고

*- 홍수 확률: 1개월 이내, 5, 10, 15 년 이내 -> 누적됨

*- 피임약 계속 사용 시 실패 확률: 누적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 사건의 1회 발생확률보다 누적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이해 못함

4. 기대치

= 계속하여 관찰하거나 행동을 취하였을 경우에 최종으로 얻을 잠재적 값

(수없이 반복하여 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득실의 종합)

= ∑ [각개 확률 X 각개의 값(가치)]

*- 한 방에 40명 있는데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 .90

<- 높은 확률 이유: 가능 조합수 = 40 X 40 X 365

- 23명이 있을 경우 확률 >.50 32명이 있을 경우: >.75

5. 주관적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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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발생에 대한 주관적 추정치

- 주관적 확률은 오류인 경우가 많은데도 우리는 많은 경우 이에 의존

5.1. 도박사의 오류

- 계속하면 딴다. 자연은/운은 스스로를 교정 한다. 이전에 안일어 났으면

이후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 야구타자

*- 아들 낳기

*- 농구 슛

앞서 두 번 계속 성공하거나 실패한 후 다음에 성공할 확률에 대해서

우연보다 높은 확률로 주관적으로 평가함

5.2. 기저확률(BASE RATE), 통계에 의해 나타난 객관적 확률의 무시

*- 영화관람 데이트 신청하고 키스까지 성공할 확률

피함자의 반응: 성공확신: 10% 성공확신 95%

-> 실제는 .095 (책 그림 참조)

<- 이는 연접 오류임

6. 확률적 결정

-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할 것인가, 직업을 무엇을 선택할까? 결정

- 고교생이 대학 지원 경우 예를 들어

합격확률: 25%, 졸업확률 70%, 자격(예: 회계사) 고시합격 90% 일 때

한 학생의 성공 가능성은 .158에 지나지 않음

- 이 학생이 수학을 잘 한다면 이 확률이 달라질까?

6.1. 예언을 하기 위하여 정보를 조합하기

*- 배우 지원 학생이 성공할 확률 4%

*- 곱슬머리이며 노래와 익살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 75%

이 학생이 성공할 확률은 ? -> 실패하는 사람의 비율을 알아야 함

*- 곱슬머리, 노래, 익살 잘하는 사람 실패율 .50 이라 할 때;

계산 : 265 쪽: 확률: .06

<- 그런데 사람들은 두 번째 특성의 확률이 높은 것 중심으로 생각하여

성공확률을 높이 생각함

/// 사람들의 오류 특성: 기저 확률이 낮을 때는 과다 추정

높을 때는 과소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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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대처> : 확률 계산 시에

1. 기저 확률을 포함한 완벽한 도표를 그릴 것 (2차 정보 포함)

2. 모든 정보/확률을 조합하여 그림에 기입

3. 각 확률을 곱하여 조합 확률 계산

4. 관심있는 사건에 대한 비율 형성

5. 답을 점검

병원 의료관련 검사에서 기저 확률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의사들은 이러한 확률

훈련을 받지 않았기에 오류가 많을 수 있음

6.2. 비 회귀적 판단

*- ㅅ대학 모든 학생들의 평균이 2.8일다. 김 군이 새로 입학하였다.

1. 졸업시 그의 평균학점이 얼마일까? -> 사람들 답 2.8

2. 1학년 첫 중간시험에서 평균 3.8이 나왔다. -> 그의 졸업시 평점이 얼마일까?

: 정답: 3.8 > x > 2.8

*- 야구 선수 박의 위와 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은?

- 루키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낸 후, 다음에는 형편없는 성적.

*- 부자간의 키의 상관

*- 예비 비행기조종사 훈련 교관 예

- 첫날 착륙을 잘 못한 학생을 호되게 야단치고, 잘한 학생을 칭찬

다음주에 보았더니 야단 맞은 학생은 잘하고 칭찬들은 학생은 못함

-> 고로 결론: 호된 야단이 효과 있다.

-> 착각임

*-비행아동 선도교육원: - 처음 들어온 아이에게 특정 방법을 썼더니

행동이 달라졌다. -> 결론: 고로 그 방법이 효과 있다. <- 착각

- 이 모두 다 평균으로의 회귀 현상을 보임. regression toward the mean

<- 무선 배정 후 실험하는 형태의 논리를 따라서 확인하여야 함

7. 모험

- 일상에서, 암, 기형아출산, 뇌종양, 설명할 수 없는 죽음, 다른 병들이 많다.

큰 송전탑 옆에 사는 사람들의 송전선, 농약 등의 위험 가능성은?

- 사건의 발생빈도가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러한 판단을 잘 못한다.

*- 실험:

학생들과, 여성투표자회 사람들에게 다음 사건들의 발생빈도를 판단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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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식 대 돌풍/ 지독한 독감 대 매독/ 당뇨병 대 자살/ 심장병 대 폐암/ 홍수 대 살인/

매독 대 당뇨병/ 천식 대 식중독/ 비타민 중독 대 낙뇌/ 폐병 대 자살/ 모든 사건 대 위

암/

->결과: 사람들은 두 대비 사건 사이의 발생빈도 차이가 클수록 비교적 정확히 판단했지

만,

두 사건의 상대적 발생빈도에 대하여는 오판을 함

- 화제의 뉴스거리 사건의 발생빈도는 과다 평가(항공기추락, 홍수, 살인, 돌풍, 식중독)

- 일상적으로 죽음을 일으키는 사건의 발생빈도는 과소평가(당뇨병, 천식, 심장마비, 폐

병)

-> 엽기적 사건은 우리의 위험에 대한 지각을 왜곡시킴

<- 우리가 기억에 의하여 생각하는 바가 달라짐

7.1. 위험, 모험의 평가

*- 매년 200명이 가전사고로 사망, 추락사고사 7000명

- 환경공해로 인한 사망, 새 기술 발전에 따른 인간에의 위험 가능성 등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소비자도 마찬가지; 판단 요령은

1. 과거 (역사) 자료를 점검; 알고 있는 사건, 위험과 비교

2. 그 사건의 요소별로 위험 가능성을 따로 분석하여, 결정나무 구조상에서 비교, 계산

3. 위험을 유추를 통해 추론

7.2. 위험 평가에서의 편향

- ‘애매한 심리계측적 잡탕’ 적 판단

1. 모험, 위험이 우리의 자발적 행위, 의사와 관련 있을 경우, 우리는 위험을 과소평가한

다.

-성형 수술

2. 자연위험은 인공위험보다 덜 위험한 것으로 지각; 음식물과 농약 대 방부제

3.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친 사건은 일반적 사건보다 발생가능성이 높게 지각

-항공기 추락사고, 아파트 붕괴 등의 대형참사

4. 우리가 통제 가능한 사건은 통제불가 사건보다 덜 위험하다고 지각한다.

- 자기가 운전할 때는 안전, 남이 운전하면 불안

5. 관찰불가하지만 굉장한 위험과 관련이 있을 때에, 다른 일반 사건보다 더 위험한 것으

로 지각함.

*- DNA기술, 방사능위험, AIDS, 원자로 사고 > 흡연, 교통사고, 다이나마이트, 총기사

고

- 전문가와 일반인의 사고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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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기저확률, 통계에 의존하여 판단

<- 낮은 확률 사건에 대한 오판의 원인 :- 그 발생빈도 확률에 대한 의미 해석 곤란.

- 내게 무슨 의미?

<- 이러한 사건들은 시간당 얼마의 계측치로 표현하는 것이 좋음

*- 시간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흡연자 사망자수

*-오토바이 타기 사고 가능성 = 그 시간에 75세 노인이 당할 제반 사고 가능성

이러한 편향에 대한 대처: 이러한 편향에 대한 이해

<== 기저확률에 대한 조심스런 평가를 할 것

< 앞에서 열거한 대비적 사건 비교 비율>: 책 내용 참조

???-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지?

8. 통계의 활용과 남용

- 통계, 평균, <- 편향된 표본 가능

<- 평균의 세 종류: 평균, 최빈치, 중앙치

8.1. 정확성

- 우리는 정확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수치, 통계에 impressed 가능

*- 뉴욕시 개의 분뇨가 산보, 거리를 걷는 사람들에게 주는 위험성 . 05 kg

- 표본 크기가 적을 때는 우연적 변산으로 통계치에 차이가 생길 수 있음

-? 의미 있는 차이?

8.2. 유의한 차이

반복 측정하여도 다시 나올만한 유의미한 차이인가?

- 통계적으로 검증 - 우연적, 무선적 차이인가, 아닌가의 문제

8.3. 외삽

-심리학과 전공생: 매년; 150, 175, 200, 225, 250, -다음엔?

- 가족 크기?

8.4. 통계에 미혹 당하기

- 96% fat free - misinform

버터 두 덩이를 먹는 것 = 한 컵의 쥬스 내의 버터

이나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함

- 매스컴에서 오도 함

<- 대처: 우리에게 주어진 통계를 의심하는 버릇

통계치는 정확? 어떻게 얻어졌나? 의도적으로 오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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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틀의 적용

1. 목표는? 확률적 사건에 대한 판단의 인지적 기술 적용

2. 알려진 바는 : 확률 평가가 편향된다는 것, 무엇을 찾을 가를 아는 것

3. 사고 기술:

ㄱ. 알려진 확률 사건인 경우는 기대치를 계산

ㄴ. 평균으로의 회귀가 관여된 사건이면 이를 고려하여 조정 판단

ㄷ. 연접오류를 회피하기 위하여 AND 규칙 사용

ㄹ. 누적확률 계산하기 위하여, OR 규칙 사용

ㅁ. 도박사의 오류는 회피

ㅂ. 예측을 할 때에 기저확률(객관적 통계 확률) 사용

ㅅ. 확률적 상황에서 결정나무구조 그림 사용

ㅇ. 확률적 사건의 누적적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 평가 조정

ㅈ.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 이해

ㅊ. 불확실 상황에서 과신 회피

ㅋ. 외삽의 한계 이해

ㅌ.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하여 확률판단 사용

ㅍ. 역사적 자료, 부분요소 관련 위험, 미지사건에 대한 유추 등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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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 . 인간 인지의 한계성과 불확실성 하의 판단과 휴리스틱스

1. 인간 인간 인지의 한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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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정모 (2001). 인지심리학: 형성사, 개념적 기초, 조망. 아카넷. 대우학술총서 511.

내용 중의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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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mon(183)은 인간의 이성이란 완벽한 이성이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의 이성이라고 보았다. 인간은 세상의 모든 가능한 복잡성이 다 제시된 그러

한 세상, 상황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비어있는; mostly empty> - 즉 사물간의

관계가 서로 약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이성은 어떤

시점에서 특정 목표와 특정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그러한 제한된 이성이며, 상황적 제약

과 인간 자신의 인지적 능력의 제약성 위에서 이루어지는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이성이

라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제한된 정보처리 능력과 제한된 시간 내에서, 여러 삶의 목적에

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정보처리로서의 사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가능

한 선택이나 결과를, 모든 가능한 논리 집합이나 논리 규칙의 적용을, 가능한 전 범위에

걸쳐 동시에 정보처리하여, 논리적 합리성을 지키며, 환경 자극 정보를 자신의 이익에 맞

게 maximizing, optimizing 추론하고 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보다는 합리성,

논리성, 규준적 최적성을 상실하고서라도, 제약(constraints) 내에서의 개인의 적응이

satisficing(만족성 + 충분성)의 적절한 수준이라면 그러한 사고, 그러한 행위를 택하는

것이다. 제한된 시간, 제한된 지식, 제한된 계산능력이라는 제약조건 하에서 heuristic적

인지적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이 인간 이성, 인지의 특성이다.

1. 인간 인지 능력의 한계

인간은 추리하는 데에 있어서 기억의 한계, 주의의 한계, 지식의 한계, 태도적 한계,

기타 외적 한계 등의 여러 측면의 한계를 지닌다고 한다. 인간의 효과적, 효율적 추리에

의 제약을 가하는 내적, 외적 한계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한계가 있다.

<1>. 내적 한계

<1.1>. 자연적 한계.

인간의 추리 능력이 놀랄만하지만, 정보처리적으로 몇 가지 주요 한계가 있다.

ㄱ. 기억의 한계 - 저장된 지식을 필요할 때, 기억에 저장된 정보를 모두 접근(access)

하여 인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내용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인지적 능력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번(한 시점)에 가동, 활동시키는 지식과 다음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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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시키는 지식은 동일하지 않다. 그 결과,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도 시점이 달라짐에 따

라 서로 다른 지식을 활용하여 사고하게 되며, 그 판단, 추리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즉, 한 개인 내의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든 것이다.

ㄴ. 注意의 한계 - 인간은 일시에 주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용량에 한계가 있다. 현 상

황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알고 있고, 기억해 낼 수 있더라도, 그들을 동시에 모두 고려

하여 처리할 수 없다. 일부만 낱개로 주의하여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계열적으로 차례로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정보들을 통일된 전체로서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의 계열로 생각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억과 주의 능력

의 한계로 인하여, 사람들은 주어진 정보와 배경 맥락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못하

며, 맥락적, 선입적 편향(bias)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1.2>. 지식의 한계.

인간이 어떤 상황과 관련하여 판단, 추리, 결정, 문제해결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에

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지식들이 있다. 그런데 개인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지식이 불충

분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

식들이 방해적 효과를 가져오는 문제도 있다.

ㄱ. 주제지식: 해당 상황, 문제에 대한 지식

ㄴ. 절차지식: - 논리규칙 절차에 대한 지식

ㄷ. 自己지식 - 추리자로서의 자기자신의 정보처리 특성 상의 장단점 관련 지식

<1.3>. 태도적 제약.

태도적, 동기적 상태가 추리에 영향 줄 수 있다. 자신이나 타인이 특정 입장을 취하는

이유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무관심하거나 하여 사고를 잘못할 수 있다. 또한

복잡한 문제들은 상당한 노력을 들여 추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알고도 그

러한 노력을 하기를 회피하거나, 충분한 정보수집을 회피하는 태도를 지닌다든지, 결정

력, 단호성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조급히 한 쪽 편을 든다던지, 충분히 생각하거나, 정보

를 수집하여 자신을 스스로 준비시키거나, 교육하지 않고도 결정한다든지, 노력할 시간

적, 능력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기존에 외부에서 주어진 바의 설명을 그대로 수용한다든

지, 특정 이익에 관여되어서 편향되어 있으면서도 자신은 편견이 없다고, 즉 불편견적이

라고 믿는다든지, 서로 객관적이며 합리적이라고 하면서도, 상대방의 관점 또는 다른 관

점의 정보에 대해 무감각하다든지 하는 태도적 제약 내지는 한계 때문에 타당한,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없다고 본다.

<2>. 외적 한계

이러한 인간 내적 한계 이외에도 인간은 여러 가지 외적 한계를 지닌다. 시간, 공간적

으로 충분히 자료를 탐색, 접근, 획득할 수 없는 제한성을 지니며, 이외에 언어적, 문화

적, 사회적 제약 등도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없게 하는 제약 조건으로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본질적인 한게로 인하여 인간의 사고는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게 되며 제한적

특성을 지니게 된다.

2. 인간 사고의 일반적 특징

<요약>: 인간의 추리가 논리학자나 철학자들이 생각하듯이 논리적 규칙에 의한 형식

명제 논리형태로 진행되기보다는 구체적 사례에 대한 지식이나 논리 주제에 대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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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model 또는 이해 틀이 추리의 정확성과 오류를 결정한다. 판단과 결정과정에 대

한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판단과 결정에 수많은 오류가 있는데, 이는 합리적 규칙의 조

합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논리학이나 고전적 경제학의 규준이론(normative

theory)이 부적합하며, 그보다는 인간 나름대로 자신의 지식, 동기 등에 의해 편향이 개

입되며, 합리적 규칙이 아닌 여러 유형의 편법(heuristics)이 사용됨이 밝혀졌다

(Kahneman, Slovic, & Tversky, 1983).

2.1. 인간 연역적 추리의 주요 특성

1. 사람들은 부정적 내용보다는 긍정적 내용의 명제들을 더 선호하며 잘 처리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명제나 규칙을 반증하기 보다는 규칙을 확인하는 쪽으로 사고가

편향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긍정적 정보처리가 더 쉽다.

2. 사람들은 추리할 때에 주어진 문제가 구체적 일상 경험의 사례이고, 이에 대해

과거의 구체적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기억에서 인출하여 이를 근거로 추리를 한다는

것이다. 특수한 구체적-규칙에 대하여 반증예를 과거에 경험했다면 이 반증 사례에 대

한 사전 경험의 이용 가능성에 따라 추리의 정확성이 달라진다.

2.2. 인간 귀납추리의 특성

인과적(causal) 추리에서 사람들은 연역적 추리에서와 마찬가지로 확증(확인)편향

(confirmation bias)의 경향이 강하며, 상관관계 증거만으로도 인과적 관계를 확정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사례 수의 크기를 별로 참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범주(catergory) 추

리에서는 객관적 근거보다는 전제와 결론 사이의 범주적 유사성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유추(analogy) 추리에서는 관계성에 대한 지식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어떠한 맥락

에서 추론하느냐에 따라, 유추 관계를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추리의 성공 확률이 가변적

임이 드러났다. 가설검증(hypothesis testing) 추리에서는 사람들이 모든 대안을 다 고려

하지 않고 확증편향에 따라 추리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동일한 문제도 문제 제시 양식에

따라 다른 식으로 사고하며, 부정적 내용 사고가 힘들며, believability 중심의

confirmation bias가 강하다.

2.3. 인간 논리적 추리 과정의 두드러진 특성: believability의 우선성

사람들은 논리적 추리에서 논리적 분석을 통한 논리 규칙의 적용에 의한 추리를 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일반지식, 즉 신념에 기초하여 명제들을 평가한다. 즉 결론 명제에 대하

여, 그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그 결론이 자신의 신념에 일치하면

옳다고 받아들이고 배치되면 틀리다고 기각한다는 것이다.

< 실험에서 결론 명제를 타당한 결론이라고 반응한 백분율 >


믿을만한 경우 믿을만하지 못한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론 조건 89 56

논리적으로 부당한 결론 조건 71 10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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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부당한 것보다 타당한 결론을 더 받아들인다. 그러나

2. 사람들은 믿을만하지 못한 결론보다 믿을만한 결론을 더 받아들인다.

3. 논리와 신념이 상호작용하여 피험자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즉, 신념 편향사람들

은 논리적(연역적) 추리 상황에서,

1) 일차적으로 결론의 믿을 만함(believability)을 우선 평가하고

2a) 결론이 믿을 만 하면 삼단논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

2b) 믿을 만하지 못하면 그제야 삼단논법의 논리를 점검한다.

이러한 사고 전략을 Spinoza적 절차라고 한다. 인간은 Descartes적 사고자가 아니라

Spinoza적 사고자인 것이다.

논리적 규칙을 올바로 적용한 합리적 사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논리적

규칙을 적용한 논리적, 합리적 사고가 대부분이고 비합리적 사고가 예외인 것이 아니라,

그 역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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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불확실성 하에서의 판단과 휴리스틱스

(의사)결정의 인지과정 특성

3.1. 판단: 서론

인간의 인지 체계는 많은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주의의 용량이나, 장기기억의 용량이

나 작업기억의 용량,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유형,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

다는 상황적 제약 등에서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면

서도 순간순간에 입력되는 수많은 자극 정보를 적절히 파악하고 처리하여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 제약 내에서의 이러한 처리는 완벽성과 정확성을 지킬 수가 없고, 따라서

완벽한, 최적의(complete, maximally optimal) 결정이 아니라, 결국 차선의 판단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즉, 인간은 주어진 상황의 제한성과 자신의 인지 능력의 제한성 하에서

자신에게 현재로 어느 정도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형태의 결정을 해야 한다. 또 빠

른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이따금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허용해야 한다. 이러한 처리는

완벽한 규칙적(앨고리즘적) 처리라기보다는 편법적(휴리스틱스) 처리에 해당한다

(Kahneman, Slovic & Tversky, 1983). 생득적-내적 한계성, 외재적 제약성을 지니고 앨

고리즘이 아닌 휴리스틱스를 사용하기에 인간의 사고는 여러 유형의 오류를 보인다. 인

간의 판단과 결정에서의 오류 유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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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는

- 다음 책의 1장 요약

<원저>: Kahneman, D, Slovic, P, & Tverskty, A. (1982). Judgment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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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v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카네만, 슬로빅, 트발스키 (편저). 이영애 (역). [불확실성 하에서의 판단: 추단법 편향]

아카넷, 대우학술총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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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불확실성 하에서의 판단 : 휴리스틱스과 편향

수많은 결정들은 선거의 결과라든가, 피고의 유죄 여부, 현금의 미래 가치 등과 같이

불확실한 사건들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믿음들은 '나는.....하게

생각 한다', '.....인 것 같다', '.....는 아닌것 같다', 등등의 문장으로 표현된다. 때로는 불확

실한 사건에 대한 믿음이 숫자 형태를 띠며 가능성이나 주관적 확률로 표시된다. 무엇이

그러한 믿음을 결정하는가? 불확실한 사건의 확률이나 불확실한 양의 가치 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본 논문은 확률 평가와 가치 예측 등의 복잡한 일들을 좀 더 간단히 판단하게 해주는

몇몇의 추단법(휴리스틱스; 어림법) 원리에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일반적

으로 이러한 추단법(어림법)들은 매우 유용하지만 때때로 심각하고 체계적인 오류를 가

져온다.

확률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거리나 크기와 같은 물리량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러한 판단들은 타당성이 제한된 자료들을 근거로 하는데, 자료들은 추

단법(어림법)의 규칙에 의해 처리된다. 예를 들어 물체의 외견상 거리는 부분적으로 물체

의 선명도에 의해 결정된다. 물체가 뚜렷이 보일수록 거리는 더 가까워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규칙은 어떤 상황에서든 멀리 있는 물체가 가까이 있는 물체보다 덜 뚜렷이 보이

기 때문에 약간의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규칙에 의존하면 거리 측정 시에 체계적

인 오차를 가져오게 된다. 구체적으로 말해 , 잘 안보이면 물체의 외양이 희미하기 때문

에 거리는 종종 과대평가 된다. 반대로 잘 보이면 물체가 선명하기 때문에 거리가 과소

평가 된다. 그래서 선명도를 거리의 지표라고 믿으면 일반적인 편향(biases)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 편향들은 확률을 직관적으로 평가할 때에도 발견된다. 본 논문은 확률 평가와

가치 예측에 원용되는 세 가지 추단법(어림법)을 설명한다. 이러한 추단법(어림법)이 가

져오는 편향들을 열거하고, 관찰의 결과가 갖는 적용과 이론적 함축을 논의한다.

1. 대표성(Representativeness)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많은 확률적 질문들은 다음 유형들 중 하나에 속한다: 대상 A

가 B 종류에 속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사건 A가 과정 B로부터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과정 B가 사건 A를 파생시킬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그러한 질문에 대답할 때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대표성의 추단법(어림법)에 의지한다. 대표성에 의한 추단법(어림

법)이란 A가 B를 대표하는 정도, 즉 A가 B를 닮은 정도에 의해 확률이 평가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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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예를 들어 A가 B를 높게 대표할 때 A가 B로부터 나올 확률도 높게 평가된다.

반대로 A가 B를 닮지 않으면 A가 B로부터 파생될 확률은 낮게 평가된다. 대표성에 의

한 판단의 일례로 앞집 사람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설명되는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보자

" 스티브는 매우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타며 언제나 도움을 주지만 사람들이나 세상사

에 대한 관심은 없다. 온화하고 깔끔한 사람이기에 질서와 짜임새를 필요로 하고 세심

함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다 " 일련의 가능성들(예컨대 농부, 판매사원, 비행기 조종사,

사서, 물리학자) 가운데 스티브가 특정 직업에 종사할 확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직업으로부터 낮은 직업까지 어떻게 순서를 매길 수 있는가?

대표성 추단법(어림법)의 경우, 예를 들어 스티브가 사서일 확률은 그가 사서의 전형을

대표하거나 사서의 전형과 유사한 정도에 의해 평가된다. 실제로 이런 유형의 문제에

대한 연구는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확률과 유사성에 의해 직업을 배열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Kahneman & Tversky,1973,4). 확률 판단에 대한 이런 접근은 심각한

오류를 가져오는데, 유사성과 대표성이 확률 판단에 작용하는 수많은 요소들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의 사전확률에 대한 무감각>

대표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확률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요소 중의 하나

는 결과의 사전 확률, 혹은 결과의 기저율(객관적 통계 확률: base-rate)에 대한 빈도이

다. 예컨대 스티브의 경우, 모집단 내에, 사서보다 농부가 많다는 사실이 스티브가 농부

라기보다는 사서라는 적절한 확률 판단에 도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저확률의 빈도를

고려하는 것은 스티브가 사서와 농부의 전형과 같다는 사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

므로 대표성에 의해 확률을 평가하면 사전 확률은 무시된다. 이 가설은 사전 확률이 조

작된 한 실험에서 검증되었다 (Kahneman & Tversky,1973,4).

피험자들에게 공학자와 법률가로 구성된 100명의 전문직업 종사자 가운데 무작위로 선

출된 몇 명의 성격 묘사가 간단히 제시되었다. 피험자들은 각각의 묘사에 대해 그것이

법률가라기보다 공학자에 속할 확률을 평가하라고 요구받았다. 한 실험 조건에서 피험자

들은 성격 묘사가 이루어진 그룹이 70명의 공학자와 30명의 법률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다. 다른 조건에서는 30명의 공학자와 70명의 법률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다. 대

부분이 공학자인 첫 번 째 조건이 대다수가 법률가인 두 번 째 조건 보다 법률가 아닌

공학자로 판단할 확률이 더 높아야만 했다. 구체적으로 말해 베이즈(Bayes)의 규칙을 원

용하면 확률이 각각의 묘사에 대해 (.7/.3) 이거나 5.44로 제시될 수 있다.

하지만 피험자들은 베이즈의 규칙을 크게 위반하고 두 조건의 확률을 똑같이 평가했

다. 확실히 피험자들은 특정 묘사가 법률가라기보다 공학자일 확률을 그 묘사가 두개

의 전형(stereotypes)을 대표했는가의 정도에 의해 평가했고, 범주(categories)의 사전

확률은 거의 무시했다.

다른 정보가 없을 때는 피험자들이 사전 확률을 옳게 사용했다. 성격 묘사가 없을 경

우, 두개의 기저확률 조건에서 미지의 인물이 공학자일 확률을 각각 .7과 .3으로 평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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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묘사가 도입되면 비록 그 묘사가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

전확률이 눈에 띄게 무시되었다. 다음의 묘사에 대한 반응이 그 현상을 나타낸다.

[ Dick은 서른 살이다. 결혼을 했고 자식은 없다. 아주 능력 있고 동기도 강하기 때

문에 자기 분야에서 크게 성공할 가망이 있다. 그는 동료들로부터 크게 사랑받는다.]

위 묘사는 Dick이 공학자인지 법률가인지에 대한 질문과 무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이

었다. 그러므로 마치 아무런 묘사가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Dick이 공학도일 확률은 전체

집단에서 공학도가 차지하는 비율과 같아야 한다. 하지만 피험자들은 전체집단에서 공학

자의 비율이 .7이나 .3 중 어느 것이라고 말하든 간에 Dick이 공학자일 확률을 .5라고 판

단했다. 사람들은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와 가치 없는 증거를 받았을 때 명백하게 다르

게 반응한다 (Kahneman & Tversky,1973,4).

<표본의 크기에 대한 무감각>

특정의 모집단에서 표출된 표본으로부터 어떤 결과를 얻을 확률을 평가하기 위해 사

람들은 전형적으로 대표성 추단법(어림법)에 의존한다. 예를 들면 무작위로 선정된 남자

열 명의 평균신장 이 6피드(180 cm)일 것이라는 표본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그 결과가

해당 모수치(parameter, 즉 전체 남자의 평균 신장)와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루어진

다. 표본통계(sample statistic)가 전체 모수치(population parameter)와 유사하다고 하는

것이 표본의 크기에 좌우되지 는 않는다. 그러므로 확률이 대표성에 의해 평가되면, 평가

된 표본의 확률은 궁극적으로 표본의 크기와 무관하다. 실제로 피험자들은 크기가 다양

한 표본의 평균 신장에 대한 분산을 평가했을 때 동일한 분산을 내보였다. 예를 들어 6

피드 이상의 평균 신장을 얻을 확률의 값은 1000 명, 100 명, 10 명의 남자 표본에 대해

동일하게 부여되었다 (Kahneman & Tversky, 1972b,3). 게다가 표본의 크기가 문제를 만

드는 과정에서 강조되었지만 피험자들은 그것의 역할을 헤아리지 못하였다. 다음의 질문

을 생각해 보자.

어떤 도시는 두개의 병원에 의해 편의가 제공되고 있다. 큰 병원에는 하루 45명의 아

이가, 작은 병원에는 하루 15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있다. 알다시피 모든 아이의 50%는

사내아이다. 하지만 정확한 비율은 하루하루 다르다. 때로는 50% 이상, 때로는 50% 이하

일 것이다. 일년동안 각 병원은 태어난 아이의 60% 이상이 사내인 날들을 기록했다. 당

신이 색각하기 에 어느 병원이 그러한 날들이 더 많은가?

큰 병원 (21)

작은 병원 (21)

엇비슷함 (즉, 서로 5% 이내) (53)

괄호 안의 값은 그 대답을 선택한 대학생의 수이다.

대부분의 피험자들은 60% 이상의 사내아이를 얻을 확률은 큰 병원과 작은 병원이 동

일하다고 평가하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들이 동일한 통계에 의해 설명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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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모 집단을 똑같이 대표한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반대로 표집 이론 (sampling

theory)에 의하면 60% 이상이 사내아이로 기대되는 날들의 수는 큰 병원보다 작은 병원

이 훨씬 많다. 왜냐하면 큰 표본은 50%로부터 덜 벗어나는 듯하기 때문이다. 확실히 통

계학의 기본 논조는 사람이 지닌 직관의 레파토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본의 크기에 대한 유사한 무감각은 사후 확률 판단, 즉 여타의 모집단 외의 한 모

집단 에서 그 표본이 추출될 확률 판단의 연구에서도 제시되었다. 다음의 예를 생각해

보자.

2/3는 한 색깔이고 1/3은 다른 색깔의 공이 들어 있는 항아리를 상상해 보자. 어떤 사

람이 5개의 공을 꺼냈는데 4개는 붉은 색이고 1개는 흰 색이었다. 다른 사람은 20개의

공을 꺼냈는데 12개가 붉은 색이고 8개는 흰 색이었다. 어떤 사람이 더 항아리에 1/3의

붉은 공과 2/3의 흰 공이 아닌 2/3의 붉은 공과 1/3의 흰 공이 들어 있다고 확신하겠는

가? 각 개인은 얼마큼의 가능성을 부여해야 하는가?

동일한 사전 확률을 가정한다면 이 문제의 올바른 사후 확률은 4:1 표본이 8 대 1이

고 12:8 표본이 16 대 1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항아리의 공이 거의 붉을 것이라는

가설을 첫째 표본이 더 강하게 지지한다고 느끼는데, 붉은 공의 비율은 둘째 표본보다

첫째 표본이 더 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직관적 판단은 표본의 비율에 지배당하고 본

질적으로 표본의 크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데, 표본의 크기는 정확한 사후 확률을 결정

할 때 핵심적 역할을 한다 (Kahneman & Tversky, 1972b). 게다가 사후 확률의 직관적

판단은 정확한 값보다 극단 성이 훨씬 적다. 증거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이런 유형의 문

제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어 왔다 (W.Edwards, 1968, 25; Slovic & Lichtenstein,1971).

그것은 보수성(conservatism)이라고 불리어져 왔다.

<우연에 대한 오해>

사람들은 우연한(random) 과정에 의해 생긴 사건들의 순서는 비록 그 순서가 짧더라

도 과정의 본질적 특성을 표현한다고 생각한다.

동전을 던져 앞면(heads)이나 뒷면(tails)이 나오는 예를 생각해 볼 때 우연하게 보이

지 않는 H-H-H-T-T-T의 순서와 정상적인 동전이 아님을 나타내는 H-H-H-H-T-H의

순서보다는 H-T-H-T-T-H의 순서를 더 그럴 듯하게 생각한다 (Kahneman &

Tversky,1972b,3).

그래서 사람들은 과정의 본질적 특성이 크게는 전체의 과정 속에, 작게는 과정의 각

부분 속에 대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대 표되는 순서는 기대되는

우연에서 체계적으로 벗어난다. 즉, 그것은 너무 많은 엇갈림(alternations)과 너무 적은

시행횟수(runs)를 포한한다. 부분 대표성의 믿음에서 나오는 또다른 결과는 잘 알려진

도박사의 오류(Gambler's Error)이다.

이를테면 계속 해서 룰렛 바퀴 위에 붉은 것이 나온 것을 관찰하면 다음에는 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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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올 것이라고 사람들은 잘못 믿게 된다.

왜냐하면 검정이 나오는 것은 다시 빨강이 나오는 것보다 더 대표적인 순서를 가져온

다고 믿기 때 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연은 자율 교정(한 방향에서의 벗어남은 균형

을 회복하기 위해 반대 방향에서의 벗어남을 가져옴)이라고 여겨진다. 사실, 벗어남은 우

연의 과정이 진행될수록 '교정(correct)'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효력이 약해질 뿐이다.

우연에 대한 오해가 순진한 피험자에게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경험있는 조사심리학

자들 의 통계 기관에 대한 연구 (Kahneman & Tversky,1971,2)는 소위 "작은 수의 법칙

(law of small numbers)"에 대한 우유부단한 믿음을 밝히고 있다. 그것에 의하면 작은

표본이라고 해도 그 표본이 나온 모집단을 크게 대표한다는 것이다. 조사자들의 응답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표본 결과에 의해 모집단에 대한 타당한 가설이 대표될 것이라는 -

표본의 크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음 - 기대를 반영했다. 결과적으로 조사자들은 작은 표

본의 결과를 너무 신뢰했고 그런 결과의 반복가능성을 크게 과대평가했다. 실제의 조사

행동 시에는 이런 편향이 부적절한 크기의 표본 선정과 연구 결과의 과장된 해석을 초래

한다.

<예측가능성에 대한 무감각>

사람들은 때때로 주식의 미래 가치, 상품의 수요, 풋볼 경기의 결과 등에 대한 수치예

측을 부탁받는다. 그러한 예측은 종종 대표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한 회사 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회사의 미래 이익을 따져보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해보자. 만약 그 설명이 호의적이면 높은 이익이 설명을 가장 대표한

다고 여길 것이다. 그리고 설명이 평범하다면 보통의 성과가 가장 대표적일 것이다.

설명이 호의적인가의 정도는 설명의 신뢰성이나 설명의 정확한 미래 예측 정도에 영향

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설명의 호의성에 의해서만 예측을 한다면 그 예측은 증거의

신뢰성과 기대되는 예측의 정확성에 무감각해 진다.

이런 유의 판단은 양극성(extremeness)과 예측 범위가 예측가능성에 의해 통제 당하

는 규범적(normative) 통계 이론을 침해한다. 예측가능성이 0이면 모든 경우에 같은 예

측이 이루어 져야 한다. 예컨대 회사의 설명이 이익과 관계된 어떤 정보도 주지 않으면

모든 회사에 대해 같은 값 (평균 이익과 같이)이 예상되어야 한다. 물론 예측가능성이 완

벽하다면 예상되는 값은 실제의 값과 부합되고 예측의 범위는 성과의 범위와 동일할 것

이다.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을수록 예상되는 값의 범위도 넓어진다.

수치예측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직관적 예측이 이런 규칙을 침해하고 피험자들은 예

측가능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음을 증명해 왔다 (Kahneman & Tversky,1973,4).

이들 중 한 연구 에서 피험자들에게 수많은 문장이 제시되었는데 각 문장은 특정 과제

수업 동안에 교생이 하는 행위를 묘사하고 있었다. 몇몇 피험자들은 문장 안에 묘사된

수업의 질을 지정된 모 집단과 관계있는 퍼센트 수치로 평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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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들에게는 과제 수업 5년 이후의 교생의 위치를 역시 퍼센트 수치로 평가할 것이

요구되었다.

두 조건에서 이루어진 판단의 결과는 동일하였다. 즉, 동떨어진 기준의 예측(5년 이후

선생의 성공)은 예측이 토대로 하고 있는 정보의 평가(과제 수업의 질)와 같았다. 이러한

예측을 하는 학생들은 5 년 전에 한번 한 수업을 토대로 해서 수업 능력을 예측할 가능

성은 제한되어 있음을 확실 하게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측은 평가와

마찬가지로 극단적이었다.

<타당성에 대한 환상>

지금까지 보아 왔듯이 사람들은 종종 입력(예컨대 인물 묘사)을 가장 대표하는 결과

(예컨대 직업)를 선택함으로서 예측을 한다. 예측에 대한 신뢰성은 주로 대표성의 정도

(즉, 입력과 선택된 결과 사이의 조화가 갖는 성질)에 달려 있고 예측의 정확성을 제한하

는 요 인들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족하고 믿음성 없고 낡은 묘사

라 할 지 라도 주어진 인물 묘사가 사서의 전형을 닮으면 그 사람이 사서라는 예측을 크

게 신뢰한다. 예상된 결과와 입력정보의 좋은 적합성(good fit)에 의해 만들어 지는 부

당한 신념은 타당성 에 대한 환상이라고 불리어질 수 있다. 판단하는 사람이 예측의 정

확성을 제한하는 요인 을 알고 있어도 이 환상은 지속된다. 선별 면접을 하는 심리학자

들은 그것이 많은 오류를 갖고 있다는 문헌들을 방대하게 알아도 종종 그들의 예측을 크

게 신뢰한다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부적합성이 되풀이 되어 설명되어도 선별에 의한

임상면접을 계속 신뢰한다는 것은 이 효과의 강도를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입력 형태의 내적 일관성은 입력을 근거로 한 예측의 신뢰를 결정하는 주요 결정인자

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첫해에 A와 C가 많은 성적을 가진 학생의 마지막 학년 평균 평점

예측보다 첫해의 성적이 모두 B인 학생의 마지막 평균 평점 예측을 더 신뢰한다.

높은 일관성을 가진 형태는 입력 변수들이 크게 중복되거나 상호관계를 가질 때 가장

빈번하게 관찰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중복성이 있는 입력변수를 토대로 한 예측을 크

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타당성이 주장된 입력변수들이 주어졌을 때, 다수의

그와 같은 독립변수를 근거로 만들어진 예측은 그 변수들이 중복되거나 상관관계를 가질

때보다 서로 독립적일 때 더 큰 정확성을 가질 수 있음을 상관관계 통계학의 기본 결과

가 역설하고 있다. 그래서 입력들 간의 중복성은 신뢰성을 높이더라도 정확성을 감소시

키고 사람들은 종 종 얼토당토않을 것 같은 예측을 신뢰한다 (Kahneman &

Tversky,1973,4).

<회귀성에 대한 오해>

동일한 두 가지 형태(version)의 능력검사를 받고 있는 아이들로 이루어진 큰 집단을

생각해 보자. 만약 어떤 사람이 그중 한 형태에서 제일 잘했던 아이 10명을 선택한다면

대 개 두 번 째 형태에서의 그들의 성과는 다소 실망스러움을 발견할 것이다. 반대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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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형태에서 가장 못했던 아이들 중 10명을 선택할 때 다른 형태에서는 그들이 평균적으

로 약간 낫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좀 더 일반적으로 동일한 분산을 가진 X, Y 두 변수를 생각해 보자. 만약 평균 X 점

수가 X의 평균에서 k만큼 벗어난 사람들을 선정하면 그들의 평균 Y 점수는 대개 Y의

평균에서 k보다는 적게 벗어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찰은 100년 도 더 전에 Galton에 의

해 처음으로 증명된 중심으로의 회귀(regression toward the mean) 라고 알려진 일반 현

상을 나타낸다.

아버지와 아들의 신장 비교, 남편과 아내의 지능 비교, 잇단 시험에서의 개인의 성적

비교, 등등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람들은 중심으로의 회귀 경우를 많이 접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런 현상에 대한 올바른 직관을 계발하지 않는다. 첫째, 회귀가 일

어 날 수밖에 없는 많은 맥락 속의 회귀를 예상하지 않는다. 둘째, 회귀가 일어나는 것을

알 면 그것에 대한 사이비 인과적 설명을 만들어 낸다 (Kahneman & Tversky,1973,4).

우리는 회귀 현상이 잘 잊혀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상된

결과는 입력을 최대한 대표해야 하고 따라서 결과변수의 값은 입력변수의 값과 마찬가지

로 극단적 이어야 한다는 믿음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회귀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다음의 관찰결과에서 보듯이 위험한 결과를 지닐

수 있다 (Kahneman & Tversky,1973,4).

비행기 훈련의 토론에서 경험있는 교관은 아주 부드러운 착륙에 대해 칭찬하면 다음에

는 더 서툴게 착륙하는 반면, 거친, 서툰 착륙에 대해 심하게 꾸짖으면 다음번에 대개 좋

아진다는 것을 주목했다.교관들은 널리 인정된 심리학의 신조와는 반대로, 언어적 제재가

학습에 이로운 반면 언어적 보상은 해롭다고 결론지었다.

이 런 결론은 중심에로의 회귀가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 반복 조사한 다른 사례에서와

같이 훈련자의 첫 번째 시도에 대해 교관이 반응하지 않더라도 나쁜 성과 뒤에는 대개

좋아지고 뛰어난 성과 뒤에는 보통 나빠진다. 교관들은 좋은 착륙 후에는 훈련자들을 칭

찬했고 나쁜 착륙 후에는 꾸짖었기 때문에, 제재가 보상보다 효과적이라는 잘못되고도

잠재적으로는 해로운 결론에 도달했다.

그래서 회귀의 효과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재의 효과는 과대평가하고 보상의 효과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훈련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 안에서 성과가 좋을 때는 전형적

으로 보상이 주어지고 성과가 나쁠 때는 전형적으로 제재가 주어진다. 그러므로 단지 회

귀에 의해서만 행동은 제재 이후에 가장 개선되는 듯 하고, 보상 이후에 가장 악화되는

듯하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단지 우연에 의해서만, 남을 제재한 댓가로 매우 자주 보

상받고 상을 주는 댓가로 아주 자주 벌을 받는 그런 상태에 있다. 사실 상과 벌의 결과

를 결정할 때 회귀의 역할이 쉽게 잊혀진다는 것은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목을

벗어난 듯하다.

2. 가용성(Availability)

사람들은 사례나 사건이 머리에 쉽게 떠오르는 정도에 의해 어떤 종류의 빈도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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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확률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아는 사람들 중 심장마비를 겪은 사람을 생각해 냄으로서 중년인 남자의 심

장마비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한다. 이와 유사하게, 주어진 모험사업의 실패확률은 그것이

겪을 수 있는 여러 난국들을 고려함으로서 평가된다.

이러한 추단법(어림법)적 판단은 가용성(availability)이라고 불린다. 대단위 종류의 사

건들은 빈도가 작은 사건들 보다 더 낫고 보다 빠르게 떠올려 지기 때문에 가용성은 빈

도나 확률을 평가하는 유용한 단서이다. 그렇지만 가용성은 빈도와 확률 이외의 요소들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가용성에 의지하면 예상할 수 있는 편향을 가져오는데, 그

중 몇몇은 아래에서 설명된다.

<사건의 회상가능성 때문에 생기는 편향>

어떤 종류(class)의 크기가 가용성에 의해 평가될 때 사건들의 회상이 쉽게 되는 종류

는 동일한 빈도를 가지면서 사건들의 회상이 덜 되는 종류보다 더 많아 보인다. 이런 효

과를 초보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에서

피험자들은 유명한 남자와 여자의 인물이 적힌 목록을 듣고 그 목록 안에 여자보다 남

자의 이름이 더 많은가를 평가하라는 부탁을 받았다. 다양한 목록이 다양한 집단의 피험

자에게 제시되었다. 어떤 목록 안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비교적 유명하였고 다른 일람표

안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비교적 유명하였다.

목록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피험자들은 더 유명한 인물을 담은 종류(여기서는 성:sex)

를 더 많은 것이라고 잘못 판단했다 (Tversky & Kahneman,1973,11).

친숙성(familiarity) 이외에 현저성(salience) 같은 요소들이 사건의 회상가능성에 영향

을 미친다. 예를 들어 집이 불타는 것을 보는 것이 그런 사건의 주관적 확률에 끼치는

영향은 지방 신문의 화재기사가 주는 영향보다 더 클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 발생한 사

건들은 이전에 발생한 것들보다 비교적 쓸모있는 듯하다. 길가에 전복된 차를 볼 때 교

통사고의 주관적 확률이 순간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은 흔히 있는 경험이다.

<탐색 집합(search set)의 효과성 때문에 생기는 편향>

어떤 사람이 영어 문장에서 무작위로 3 글자 이상의 단어 하나를 뽑는다고 생각해 보

자. 그 단어가 r로 시작될 것 같은가,아니면 세 번 째 글자가 r이 될 것인가? 사람들은 r

로 시작하는 단어(road)와 세 번째에 r이 나오는 단어(car)를 떠올린 후 두 형태 중 어느

것이 머리에 쉽게 떠오르는가 하는 상대적 빈도를 평가함으로서 이 문제에 접근한다.

세 번째보다는 첫 번 째 글자에 의한 단어 탐색이 훨씬 쉽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주어진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그 자음이 세 번째에 나오는 단어들 보다 더 많다고

판단한다. 그들은 r이나 k와 같은 자음에 대하여 한결같이 그렇게 하는데 r이나 k는 첫

번째보다 세 번째 위치의 빈도가 더 잦다 (Tversky & Kahneman,19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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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과업은 상이한 탐색군을 이끌어 낸다. 예를 들어 문어체 영어에 나타나는 추

상적 단어들(예: 사고, 사랑)과 구체적 단어들(예: 고물)의 빈도를 평가해 보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자.이 질문에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방법은 그 단어가 나타나는 맥락

을 탐색하는 것이다. 문과 같은 구체적 단어가 나타나는 맥락 보다는 연애 소설 속의 사

랑이 나타나는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단어들의 빈도가 나타나는 맥락의

가용성에 의해 평가된다면 구체적 단어가 추상적 단어 보다 더 많은 것으로 평가될 것이

다. 이런 편향은 객관적 빈도는 같지만 구체적 단어보다 추상적 단어의 빈도가 더 높이

평가됨을 보여 주는 최근의 연구에서 관찰되었다 (Galbraith & Underwood,1973). 추상적

단어는 또한 구체적 단어 보다 훨씬 더 다양한 맥락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상상력에 의한 편향>

사람들은 때때로 기억에 저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어진 규칙에 의해서 생각해 낼 수

있는 사건들의 종류에 대한 빈도를 평가해야 한다.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수

많은 사건들을 생각해 놓고 관련된 사건들이 쉽게 구성될 수 있는가에 의해 빈도나 확률

을 평가한다. 하지만 사건 구성에 대한 용이성이 언제나 실제 빈도를 반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런 유의 평가는 편향을 가져오기 쉽다.

실례로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데 그 10명이 k명(2 <= k <= 10)의 위원회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자. k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얼마나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는가? 이

문제의 올바른 해답은 k = 5에 대해 최대한 252까지 나올 수 있는 이항계수 ( )에 의해

주어진다. 확실히 k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수는 (10-k)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수와 같

은데, k명으로 이루어진 어떤 위원회든지 (10-k)명의 비성원으로 된 하나의 특수 집단을

정의해 주기 때문이다.

계산하지 않고 이 질문에 답하는 하나의 방법은 머리 속으로 k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를 만들어 보고 그것이 용이하게 머리에 떠오르는 정도에 의해 그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다. 적은 수로 구성된 위원회(예,2)가 많은 수로 구성된 위원회(예,8)보다 더 많이 이용될

수 있다. 위원회 구성의 가장 간단한 도식(scheme)은 집단을 몇몇 군으로 분할하는 일이

다. 사람들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잘라진 2개의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반면 2명

으로 구성되어 잘라진 5개의 위원회는 쉽게 만들 수 있음을 곧 생각해 낸다. 그러므로

빈도가 상상력이나 구성의 가용성에 의해 평가되면 종(bell) 모양의 옳은 함수와는 반대

로 소수 위원회가 다수 위원회 보다 많아 보인다. 실제로 아무 것도 모르는 피험자들이

다양한 크기의 각 위원회 숫자를 헤아려 보라고 부탁받았을 때 그들의 평가는 위원회의

숫자에 한결같이 감소하는 함수였다 (Tversky & Kahneman,1973,11). 이를테면 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중위수(median) 평정은 20인 반면 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중위수 평

정은 70이었다(두 경우에 옳은 대답은 45이다).

상상력은 실생활의 확률 평가 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컨대 모험적 탐험에 개재

된 위험성은 그 탐험이 대처할 수 없는 제약조건들을 상상해 봄으로서 평가된다. 만약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많이 떠오르면 어려움의 상상에 대한 용이성이 실제의 가능성을

반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도 탐험은 아주 위험해 보인다. 반대로 몇몇 가능한 위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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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내기 어렵거나 단순히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의 착수에 개재된 위험성은 크

게 과소평가 될 것이다.

<허위 상관관계>

채프먼과 채프먼(Chapman and Chapman)은 두개의 사건이 동시에 나타날 빈도를 평

가할 때 나타나는 흥미있는 편향을 설명했다(1969).

그들은 순진한 평가자들에게 수많은 가공의 정신병자와 관계된 정보들을 제시했다. 각

환자에 대한 자료는 임상 진단과 환자에 의해 그려진 인물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

가자들은 후에 과대망상증이나 의심증 같은 각 진단들이 묘한 눈과 같은 그림의 여러 특

징을 수반할 빈도를 평가했다.

피험자들은 의심증과 기묘한 눈의 경우와 같은 자연적 연상의 동시 발생 빈도를 현저

하게 과대평가했다. 이러한 판단은 허위 상관관계라고 이름 붙여졌다. 제시되었던 자료를

잘못 평가하는 과정에서 순진한 피험자들은 인물 그리기 테스트의 해석과 관련시켜 근거

는 없지만 매우 비슷한 임상지식을 "재발견" 했다. 허위 상관관계의 효과는 이를 반증하

는 자료가 제시되어도 계속 나타났다. 증상과 진단의 상관관계가 실제로 부정적이었을

때에도 지속되었고, 실제로 존재하는 관계를 평가자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였다.

가용성은 허위 상관관계를 자연스럽게 설명해 준다. 두 사건의 동시 발생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하는 판단은 그들 간의 연상력의 강도에 근거를 둘 수 있다. 연상이 강

하면 사건들이 자주 짝지어진다고 결론을 내리기 쉽다. 그래서 강하게 연상되는 것들은

동시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평가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런 견해에 의하면 의심증

과 독특한 눈 그림 간의 허위 상관관계는 의심증이 신체의 다른 부분보다는 눈과 더 쉽

게 연상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평생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대단위 종류의 사건들이 빈도가 적은 종류의 사건보다 일

반적으로 더 훌륭하고 신속하게 회상됨을 배웠다. 즉, 있을 수 있는 사건들은 그렇지 못

한 사건들보다 상상하기 쉽고, 사건들의 동시 발생이 빈번할 때 그것들의 연상매듭은 강

화된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회상, 구성, 혹은 연상 등의 정신작용이 수행되는 용이성에

의해 어떠한 종류의 크기나 사건의 확률, 혹은 동시 발생의 빈도 등의 평가를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다(가용성 추단법(어림법)). 하지만 앞의 예들에서 증명되었듯이 이상의 가

치있는 평가 절차는 체계적인 오차를 초래한다.

3. 치수조정과 닻내림(정박)(Adjustment and Anchoring)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마지막 대답이 나오도록 치수가 조정된 초기의 값으로부터 평

가를 시작한다. 초기의 값이나 출발점은 문제의 형성에 의해 제시될 수도 있고 부분적인

계산의 결과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나 치수조정은 아주 불완전하다 (Slovic &

Lichtenstein,1971). 즉, 다양한 출발점은 다양한 평가를 가져오는데, 평가는 초기 값을 향

해 기울어져 있다. 이런 현상을 닻 내림이라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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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충분한 치수조정>

닻 내림 효과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피험자들은 비율로 표현된 다양한 양들을 평가해 보라는 부탁을 받았다(예, UN에 가입

된 아프리카 나라들의 비율). 각각의 분량에 대해 0에서 100까지의 수치는 피험자들이

앞에 놓인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림으로서 결정되었다. 피험자들은 우선 그 수치가 분량

의 가치보다 높거나 낮은 지를 지적한 후, 주어진 수치로부터 위나 아래로 움직임으로서

분량의 가치를 평가하라고 지시받았다.

각각의 분량에 대하여 서로 다른 집단은 상이한 수치를 부여받았고 이러한 임의의 수

치가 평가에 뚜렷한 효과를 보였다. 예를 들어 출발점으로 10과 65를 받았던 집단은 UN

에 가입된 아프리카 나라들의 비율에 대한 중위 평정을 각각 25와 45로 하였다. 정확성

에 대한 보상이 닻 내림 효과를 감소시키지는 않았다.

닻 내림은 출발점이 피험자에게 주어졌을 때뿐만 아니라 피험자가 약간은 불확실한

계산 결과를 근거로 평가를 할 때에도 발생한다. 직관적인 수치 계산의 연구가 이런 효

과를 증명해 준다.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두 집단이 5초 이내에 칠판에 적힌 수식을 계산했다. 한 집

단은 8 7 6 5 4 3 2 1 의 결과를 계산한 반면 다른 집단은 1 2 3 4 5 6 7 8 의 결과를

계산했다. 재빨리 그런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몇 단계의 계산을 거치고 외삽이

나 수치조정에 의하여 결과를 계산할 것이다.

수치조정은 전형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는 과소평가를 가져올 수 밖에 없

다. 게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루어지는 첫 번째 몇 단계의 곱셈 결과는 수치가 점

차 높아질 때보다는 낮아질 때 더 크기 때문에 첫째 식이 둘째 식보다 더 크게 평가되어

야 한다. 두개의 예상은 증명되었다.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의 중위수 평정은 512인 반면

낮아지는 경우의 중위수 평정은 2250이었다. 실제의 해답은 40320이다.

<연결사건과 분리사건의 평가에 나타나는 편향>

바-힐렐(Bar-Hillel)의 최근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두개의 사건 중 하나에 내기할 기회를 제공받았다(1973). 다음 세 가지 형

태의 사건이 이용되었다 : 1) 50%의 붉은 공기돌과 50%의 흰 공기돌이 담긴 자루에서

붉은 공기돌을 꺼내는 단순사건 2) 대신 90%의 붉은 공기돌과 10%의 흰 공기돌이 담긴

자루에서 붉은 공기돌을 7번 연속 꺼내는 연속사건 3) 대신 10%의 붉은 공기돌과 90%

의 흰 공기돌이 담긴 자루에서 7번 연속 시행 중 적어도 한번은 붉은 공기돌을 꺼내는

분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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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험에서 대부분의 피험자들은 확률이 0.5인 단순사건보다는 확률이 0.48인 연결사

건에 내기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피험자들은 또한 0.52의 확률을 갖는 분리사건보다 단

순사건에 내기하는 것을 더 선호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피험자들은 두개를 비교하여

가능성이 적은 곳에 승부를 걸었다. 도박의 선택과 확률판단의 연구는 사람들이 연결사

건의 확률을 과대평가하고(Cohen,Chesnick,& Haran,1972,24), 분리사건의 확률은 과소평

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편향은 이의 없이 닻 내림 효과라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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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 (의사) 결정: Decis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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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의사결정‘이라는 한국식 번역어는 인지심리학적, 인지과학적 입장에 의하면 맞지

않은 번역어이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자유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의 결정이 사실은 의식 이하 수준에서, 자기도 모르게 (많은 경우에 자동적으

로) 일어나는 암묵적 인지 (implicit cognition)의 과정을 통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모든 결정에, 내용을 의식하여 결정하는 듯한 의미의 ‘의사결정’이라고 국내

경영학, 정치학 등 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번역어 용법은 사실은 틀린 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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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변에서

<중요한 일>

*- 암 발생 가능세포 발견

: 대수술? 아니면 그냥 지나기?

*- 치과:

그대로 놔두면 .......일 수도 있음. 지금 처리?

*- 결혼 후보자, 직업 선택, 취업 대 진학, 주식 투자

<사소한 일>

*- 오늘 점심, 극장가지, 버스 라인 선택, 오늘 입고 나갈 옷,

이 모든 것에 우리의 사고의 판단 오류가, 함정이 개입되어 있음

1. 좋은 결정하기

- 최대의 수동적 대응: 결정 안 하기

결정하기의 틀

결정하기의 다원(multiple)과정적 모형

<그림 8.1 참조>

결정은 능동적 과정. 그리고 책임을 지게 됨

좋은 결정자 - > 이들 많은 결정은 현재 주어진 정보위에서 하는 것

그러한 정보들은 흔히 확률적인 것이 그 특성임

먼저 결정을 하여야할 필요성의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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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대 아르바이트?

다음 결정해야 할 문제에 대한 명료한 정의

*- 주부: 가사, 아이돌보기 대 취업

-> 타협 가능

좋은결정의 기준? -. 문제를 제거하거나 줄이는 가능성이 있거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좋은 방법: 문제 상황을 재정의하여 더 많은 선택지를 가능케 하는 것

*- Star Trek: 진퇴양난의 경우

상황구성의 변화는 다른 해결을 이끌음

2. 기술적(記述的; descriptive) 대 처방적 과정

해야하는 당위와 현실의 차이

사고에서의 탐색 - 대안 생성 시에, 좋은 결정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시

사고에서의 추론 - 판단 유형과 관련, 정보가 활용되는 양식과 관련

대안 생성은 기억에 의존

기억은 사고 전반에 영향 줌

인지적 노력의 양을 줄이려는 경향

전문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도 자주 틀림

전문가도 보통 사람과 마찬 가지의 결정 오류 일으킴

오류fallacy : 사고 과정에서의 잘못, 오류

*- 간호원, 의사: 100명 환자 정보; 증상 X일때에 병일 가능성을 판단하라?

판단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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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있음 병 없음 합계

--증상 ---- ------- ------- --------

증상 있음 37% 33% 70%

증상 없음 17% 1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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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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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과 증상 사이에는 상관이 있다고 결론 내림

그러나 33, 17의 조건은 무시

// 일상적으로 중요한 반 정도의 정보를 우리는 무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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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결정의 함정들, 실수들

3.1. 반증 증거 탐색의 실패

*- 수 시리즈; 2, 4, 6 의 예. 다음 숫자는 ?

-> 모든 사람의 대답은 confirmation bias 형태로 반응함

<- 그러나, 그보다는 disconfirming the consequent로 반응했어야

자신의 가설을 반증하는 예를 제시했어야 함

*- 검사: 증인의 죄를 확인하는 확인 편향 중심

변호사: 반증 중심

배심원: 확인편향 경향 큼

*- 주머니에 들어가는 컴퓨터 개발하려 한다-> 여기에 투자하면 떼부자!

권유가 왔을 때

=> 인류 사회에 횡행하는 수많은 준 사기 사건들

<- 이 경우에 대처: 입증 증거 확인, 반증 증거 확인

*- 병원: 환자; ‘온 몸이 막 힘들고, 아파요, 머리도 아프고요. ...’

-> 가능한 병 이름 수백 개나 됨.

<- 의사 진단? -> 확인 편향이 대 부분

*- 이러한 편향은 전문가들에게도: 의사 , 항공과학자, 통계학자

<= 이러한 경우의 대처 전략은/

-> 믿고 싶은, 선택하고 싶은 결정에 [반대]되는 증거 찾기.

3.2. 과신

- 자신이 좋은 결정을 한다고 믿음

-소위 고위 정치가, 결혼 적령기 남녀, 사기 당하는 사람

3.3. 加用성(availability) 편의법(heuristics)

*heuristics; 한국의 번역어들: 어림법, 발견법, 편의법, 추단법, 주먹구구식 법

알고리즘: 반드시 문제 해결하는 사고 방법

- 적절한 알고리즘의 사용은 인지적 경제성(cognitive economy)를 가져다 주지만

부적절한 알고리즘 사용은 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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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당뇨병으로 죽는 자 대 살인사건으로 죽는 자

*- 중년층 주부가 난소제거 수술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

*-자기 아이가 앨러지인 의사가 다른 아동 환자 진찰 시의 문제

*- 고정관념, 편견은 이러한 가용성 중심 처리의 문제

--------- Availability Heristics 에 대하여 이 책 이외에서 추가 한 내용들

----------

 

  - 빈도가 높은 범주에 대한 편견. 사건을 쉽게 기억 또는 떠올릴 수 있는 정도에 따라 그 대상

의 빈도나 확률을 판단.

   예1) 주변에 사업실패 사례 있으면, 실제 유망한 업종인데도 시도 안함.

   예2) 서울사람은 다 XX도 사람이야 <- 자기 집근처나 친구의 경우 중심 판단.

① 범예의 인출 가능성에 기인한 편향

   예1) 남녀 저명인사 반반씩 있는 혼합목록 읽게 한 후, 남녀 중 어느 쪽이 더 많은가? 유명한 

사람이 더 많은 쪽으로 대답.(친숙성, 최신성, 현저성)

② 집합의 탐색효율성에 기인한 편향

   예1) r로 시작하는 영어단어수와 r자가 3번째 글자인 영어 단어 수; 어느 것이 더 많나? 

A : 전자 眞답 : 후자.

∵ 전자는 기억 내에서 탐색 용이.

③ 상상에 의한 편향

  - 예들을 쉽게 상상(생성)가능한 경우 빈도를 높게 평가.

   예) 10명으로 위원회 구성 : 2명으로 구성할 수 있는 위원회 수?

                              8명으로 ″        ″

      답 : 2->70        정답 ->45

           8->20             ->45

   예) 새 Project(탐험, 창업)에 대한 토의

      <-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어려움 有 -> ‘위험하다’로 판단

      <-                      ″    無 -> ‘O.K’로 판단

④ 착시적 상관

한 사건이 의미적으로 다른 하나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함께 발생할 가능성 높여 평가.

<조정과 정박(Adjusting & Anchoring)>

   시초값이 다름에 따라 다른 추정, 시초값 조정하여 -> 최종답.

① 불충분한 조정

      예1) UN내의 아프리카 국가 수는? ⓐ 다음 수 보다 큰가, 적은가ⓑ 정확한 수

          는 ? a. 20 -> 답 ⓐ크다. ⓑ25

               b. 65 -> 답 ⓐ적다. ⓑ45

      예2) 다음의 숫자의 계산의 답을 5초 이내 빨리 말하라(대상 : 고교생)

           a. 8×7×6×5×4×3×2×1 = ?    답. 2250 정답

           b. 1×2×3×4×5×6×7×8 = ?    답. 512 40320

② conjunctive, disjunctive사건들 평가의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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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junctive 사건의 확률은 과대평가.

   disjunctive  ″     ″    과소평가.

   예) 낙관론 : project 등은 그 요소 사건들이 conjunctive인데 이들을 과대평

                가하여 성공가능성 높이 평가.

       비관론 : 재해, 핵발전 등은 disjunctive인데 실제 위험률을 과소평가.

③ 주관적 확률 분포의 평가에서의 편향.

   예1) 오늘의 주식 매매량의 참값이 자신이 최고 값으로 추정한 값보다 적을

        확률이 90%, 참값이 최소 값으로 추정한 값보다 클 확률이 10%추정.

        결과 : 과다추정 : 실제보다 좁은 conjunctive class추정.

* 라. 종합결론.

   - 이상의 효과는 동기적(소망, 상벌)효과가 아니다.

   - 초보자나 통계전문가, 과학자도 동일한 오류 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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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대표성(representativeness) 편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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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재 이외의 자료임

- 동전 던져서 나올 확률중 다음 어느 것의 확륙이 더 큰가?

<= HTHTTH, HTHTHT, HHHTTT

Q : 겸손하고 수줍어하고 정리하기 좋아하고... 하는 사람이 농부, 사서직원일 가능성;

어느 것이 더 큰가?

A : 정답; 농부, 사람들의 답 경향; 사서직원

-> 각 집단의 전체 집합(population) 크기를 고려 않고 유사성에 의해 판단한다.

->

① 결과의 事前확률 또는 기저(base)확률에 대한 둔감.

② 표집크기에 대한 둔감.

예 : Q : 大병원( 1일 출산아 45명). 小병원(15명). 1년 중 남아가

60%이상 출산한 날이 어느 병원에 더 많을까?

사람들의 대답 : 대 ≥소 정답 => 대 <소

③ 기회에 대한 그릇된 관념

예1 : 딸 셋 나은 다음에는 아들 나올 확률이 더 높다고 믿음.

실제 : 독립적 사건이기에 50%, 50%

Gambler fallacy : 잃고 난 후 딴다.

진리 : 자연의 법칙은, chance란 스스로 교정하지는 않는다(단기간에).

예2 : 자동차 구입 시, 객관적 소비자 보고서를 두 달 동안 연구하여 자료를 모아서 A를 구입

하기로 결정하고도, 한 친구의 말을 듣고는 B를 사기로 마음을 바꿈

믿음. -> 소표집의 대표성 과대 평가.

④ 예언가능성의 무시 - 어떤 상황에 대해 기술이 주어질 때 예언의 정확성 증거의 신빙성보다는

호의적으로 기술했느냐에 치중.

⑤ 타당성의 착각 - 주어진 정보의 신뢰성, 내적 일관성, 충분성에 상관없이 그 정보와 기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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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합성에 의해 판단.

예1 : 결혼 : 미남/미녀 선택 -> 배우자의 성격적/지적 능력과는 관련 적음

예2 : 신입사원채용 : 면접결과에 의존 -> 면접의 경험적 타당성이 부정되고 있는데도.

예3 : 학생1 - (성적이 모두 B); 학생2 - (A, C 등이 뒤섞임):

누구의 졸업 시 성적 더 예측 가능?

眞답: 학생2. 답: 학생1(∵ 정보의 중복)

통계적으로는 정보의 중복은 예측에 별로 도움주지 않음.

⑥ 회귀에 대한 오해

자연법칙 : 평균으로의 회귀.

Galton: 천재집안 -> 세대를 거치며 바보가 나타남; 반면, 바보집안 -> 천재

예1) 어린이가 시험에서 잘한 집단은 그에서도 잘할 것이라는 틀린 추론

예2)조종사 훈련자가생도의 착륙을 칭찬 -> 다음날 형편없는 착륙.

   ″ 꾸짖음 -> 다음날 잘된 착륙

∴칭찬보다 꾸짖음의 효과가 있다고 결론.

그러나 이는 잘못임<- 단지 Galton식의 자연회귀현상이지 꾸짖음의 효과 아님.

-> 현상 발생 가능성과 원인에 대하여 과다, 과소 추정.

예1) 동화 : 은혜를 해로 갚은 사람 < 동물 :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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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소망적 사고 (Pollyanna 현상)

- 어떤 사건이나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그 반대 사건이나, 사건이 실제 일어나는

가능성보다도 더 높다고 믿는다.

*- 복권, 상점행운권,

- 지나치게 당첨, 가능성을 높이 생각함

*- 낙관적 전망을 하는 정치인의 당선 가능성 높음

*- 지진, 홍수, 태풍, 자연재해 <= 낙관적 사고

4.5. 올가미에 빠지기

*- 두 사람 중 누구에게 $1을 주겠는데, 더 많이 경매가를 제시하는 사람에게 준다.

-> 1.05까지 제시?

- 이미 시간, 노력, 돈을 투자한 경우, 그 sunk cost가 억울하여 계속 그 나뿐 상황에 머

물러 있으려 함.

*- 중고차, 약혼, 전화자동응답, 인터넷 서치(???), 형편없는 영화, 맛없는 음식

- fallacy of entrapment 임

<- 대안: 확인편향을 버리고 부정법 사용해야

확인편향: 현재 것을 버리고 더나갈 때에 입는 사전투자의 손해

부정법적 사고: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안 할 때의 이중 손해 (-현재-다른 것)

*- 교통 막힐 때

---------------- 책 이외의 내용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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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획에 집착하는 나쁜 이유들>: 편파

A. SUNK - COST effects

- 이미 투여한 것이 너무 많기에 목표 변화를 주저.

- 과거에 투여한 것이 잘못되었다 생각하면 과거의 것을 무시하고 action을 취해야 

하나 action을 취하지 않는다.

- 즉 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의해 결정

- 이미 투자한 양 자체가 추가 투자할 것을 정당화한다고 생각.

   예> Vietnam전쟁,

     예>>  새 비행기 생산

   새 비행기 생산에 이미 900만 달라가 투입되었으나 결과는 나쁨

   그런데 추가로 100만을 투자하려함

--   설명: 9백만 손해 봤으면 추가 100만 손해를 그 절대적 가치(100만 손해)에 따

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추가 손실의 양(100/900)으로 보다 과소 평가.

- 이미 당한 손실에 integrated됨. 고로 추가 100만을 투여하여 쓸모없는상품을 만듬.

             (V(새 비행기)효용성 > V($9백만) - V($100만)

   예> 5천원 짜리 음악회 티켙을 구입, 후에

    3천원 짜리 컨서트,       ″

   구입하고 보니 같은 날에만 갈 수 있다. 어디로 갈것인가?

             - 5천원짜리로 결정

             - why? 이유 <- 돈을 덜 낭비한다고 생각함.

              그러나 실제는 8천원 소모는 마찬가지이다

   예> 극장에 가기로 하고 자기 표를 샀다. 3.000원

   친구가 가겠다고 전화해서 다시 암표를 샀다.       5.000원

   친구가 못온다고 한다.

- 극장을 혼자 들어갈때 어떤 표를 내고 들어갈가?

             선택 반응: -> 후자

   예> 목이 컬컬하여 맥주를 사왔다. 1.000원

   친구가 급히 온다하여 맥주를 다시 근처에서 1500원을 주고 산다.

   그런데 친구가 못온다고 다시 연락이 왔다.

   어떤 것을 먹어치울것인가 -> 후자 (20%의 사람들이 선택)

                       이유:    ∵ intergration 효과

 B. Escalation of commitment

예> 가령 학생이 부사장이라 하자.

     회사에 두 분야중 한 분야에 1억 투자하도록 요청받음.

  자신     -> 학생이 한 분야를 선택

  결정     -> 자신이 선택한 분야가 성적이 좋다. 
                                  나쁘다. 
    추가 2억불을 두 분야중 어디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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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경우: 자기 분야에 0.9을 배정하겠다  
  나쁜 경우: 자기 분야에 1.3억을 추가 투자하겠다

  * 1차 투자 결과가 나뿐 경우에 오히려 더 투자하겠다고 반응함 *

 ㅇ 
1차 투자를 다른 사람이 했다. 

  타인 2차 투자에서 2억을 분배하라. 
  결정   결과 - 1차에서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를 낸 경우 각각

에 같은 액수인  평균 8천만씩 배정하겠다고 응답함.

∴ 자기 결정일수록 더 투자.

∴ 그러한 경우의 사람에게는 그 결정이 실제는 그 사람의 결정이 아닌 문제에 지나

지 안는다를 설득하기 힘듬.

C. Endowment effect

- A를 이미 자기가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보통때면 A보다 더 선호했을 B를 취득

하기 위해 A를 버리지 못하는 경우.

- 골동품 우표 $5 -> 그런데 누가 그것을 $100을 내고 사겠다고 한다.

              보통때면 그 우표를 자기가 다시 살려면 $35조차도 안내고 살것이면서

도 안 판다.

- 이유 : 조망이론 -> loss에 대한 주관적 가치가 gain에 대한 주관적 가치보다 크기

에

- 주어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의 손실 가치가 실제보다는 더 커보인다.

- 신통치 않다고 생각해서 헤어지려던 애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도 모를 가능성

이 생기니까 다시 접근하는 경우.

- 이런 경우가 정책(방침) 결정에 작용하기에 새 정책(방침) 실시가 어렵다. 구 정책

(방침)의 이득을 잃어버린다는 손실감이 새정책에서 올 이득보다 더 크게 부각되기에 

옛 정책을 고수함.

   sunk - cost
   commitment  모두가 옛 정책(방침, 계획)의 loss에 대한 과대 평가와

                |  새 선택의 이득에 대한 과소 평가로 인해 일어남.

                |  (정보처리의 문제)

   endowment 

   이는 illusion이고, 현재 행동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의 변이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함에서 옴. 확실성 효과때문에 모험의 회피를 하는데 이는 착각이고 계획의 변화 

특히 goal의 변화가 개입된 경우에는, 자신이 他人으로 대치되는 것으로(self의 상실. 

partial death) 비춰지며  fear of loss 정서가 더욱 크게 개입되어 더 큰 집착효과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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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심리적 반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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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 효과

- 선택 자유의 제한에서 오는 저항

*- you must .... -> 반발 -> 잘못된 결정

4.8. 좋아하기

어떤 선택을 좋아하게 하는 데에 주는 요인들

4.8.1 상호성

-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 세계 최고 세일즈맨: 매달 고객에게 ‘I like you' 메시지 편지

*- 백화점, 수퍼, 교문앞에서의 free sample

*- 정치: free gift

4.8.2. 단순 노출 효과

*- 투표시 친근한 이름 선택

*- 웹

*- 세뇌

4.8.3. 정서 상태

- 우리의 무드가 우리의 결정에 영향 줌

*-실험: 면접관에게 좋은 뉴스 줌: -> 피면접자를 긍정적으로 평가

찬물에 손 담그고있어 -> 나쁜 평가 줌

4.8.4. 무심

- 무심히 결정하는 일 많음

*- 중요하지 않음 물건 사기

*- 판매원 카드 점검

<- 의식적으로 자각해야

-> 의식적 자각은 건강에 좋음

5. 결과의 평가

Murphy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일상.

일상의 불확실성을 무시할 수 없음

*-자동차구입-결정 원리 적용하여 개선가능

5.1. 바람직하고 안한 결과들의 평가

-결정의 결과의 평가는 맥락 의존적

(우산 안 가져감: 시장가기, 약혼식)

*- 하숙 결정

*- 진주만 습격

- 이들은 각 결정에 다른 위험/모험을 적절히 평가하지 못한 예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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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망적 사고의 예임

<biased discounting> - 어떤 행위와 관련하여 극단의 위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위

험을, 또는 그 확률에 대한 지각된 위험, 확률을

할인 또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6. 측면별 제거

어떤 결정 대상이 지니는 여러 가지 측면

속성들을 하나씩 점검하여 그 차원에서

제거하며 결정하는 방법

*- 컴퓨터 구입, 대학 선택, 결혼배우자 선택, 자동차 선택, 정치적 선택

- 그러나 문제는 후반 단계에 가서, 어떤 측면의 사소한 차이가 결정을 좌우할 수 있음

7. 작업용지 만들기

- 결정 작업용지를 만들어 사용하면 결정을 최적화할 수 있음.

- 다양한 가능성을 적절히 판단, 결정할 수 있음.

ᄀ. framing the decision - 경정할 문제의

인식과 문제의 규정 (장기적 관점 중요)

ᄂ. 대안들의 생성 (가로축)

ᄃ. 고려할 측면들 열거. (세로 칼럼)

ᄅ. 대안의 비중 부여하기- 5점 척도(중요성)

ᄆ. 최종 결정의 계산

1. 전반적 평가 - 각 고려측면들에

동등 비중 준 후, 대안별 전체 합 계산

2. 차원적 비교 - 각 대안별로 몇 개의

고려차원(속성)에서 1위를 하였는가를

계산하여 가장 많은 1위를 지닌 대안을 선택

3. 2/3 ideal rule - ideal한 선택지가 각 고려차원에서 받는 비중에 척도값 최고를 곱

하여 이상적 경우의 전반적 평가값을 구한 후, 이 값의 2/3 값 이상이 되면, good

enough라고 평가하고, 이를 취함. 이는 satisficing의 방법이고, 이는 언제 결정을 끝낼

지 모를 정도로 어려울 때에 사용되는 방법.

7.2. 결정에서의 딜레마.

- 두 대안이 점수가 같다든지, 하나는 전반적 평가에서 1위이고, 다른 하나는 차원적 비

교에서 1위일 때 딜레마가 생김. 이때는 타협안을 사용하던가 추가 분석함

- 결정작업지를 사용하여 결정한 사람들이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느끼는 바:

- 실험연구에 의하면 결정작업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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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후에

스트레스, 불안을 덜 느끼고, 더 행복해 함

- 다른 학생의 결정과정 사례를 본 사람도 마찬가지

///////// DECISION MAKING을 잘 하려면?: 결정의 인지과정: 책 외에서의 예 //////////

예를 들어 '졸업 후에 무엇을 할까?'라는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하자. 먼저 가로와 세로 칸과 줄이 쳐 있는 작업지를 만든다.

그런 후의

첫째 단계는 문제를 규정하는 단계이다. 문제에 대한 명료한 진술을 형성하는 단계이다.

'성공적 경력을 쌓기 위해서 졸업 후에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로 재 진술하

는 것이다. 이는 결정의 목표가 단기 목표가 아닌 장기적 목표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대안들을 생성하는 단계이다. 가능한 대안들을 하나씩 작업지의 세로 칸에

적어 본다. 예를 들어, 대기업 구매 담당 직원을 하는 것, 국민학교 교사, 대학원에 입학

하는 것, 고시 시험 준비하는 것, 해외 여행하며 쉬는 것 등을 대안으로 적어 볼 수 있

다. 그런데 이 대안들은 모두 서로 배타적이 아니다. 특히 해외 여행의 경우가 그렇다.

따라서 해외 여행의 대안은 제거하고, 예를 들어 '가업을 계승한다'는 대안으로 대체한

다.

셋째 단계는 고려해야 할 측면 또는 속성들을 가로 줄 칸에 열거하는 단계이다. 자신의

결정이 가져 올 효과들, 기대 등을 생각하여 이를 열거한다. 이러한 생각을 하다 보면,

새로운 대안이나 고려점들이 생각나게 된다. 본 사례에서는 고려할 점으로, 사회적 기여,

수입, 부모의 의견, 친구 의견, 직장의 흥미성, 사회적 지위, 취직의 계속된 안정성, 휴가

와 자유 시간, 성공 가능성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려점들과 대안들에 대하여 다

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한다.

넷째 단계는 이러한 고려할 점들에 대한 주관적 비중을 적어 보는 것이다. 각 고려점에

대하여 주관적 비중을 수치로 매겨 보는 것이다.

다섯째 단계는 대안별로 비중을 부여해 보는 것이다. 각종 고려할 점들을 각 대안이 얼

마나 충족시키는가를 (+0, (-), (0) 등의 값들을 사용하여 대안별로 배정해 본다. 물론 이

를 위해 추가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

여섯째 단계는 결정을 계산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

다. 한 방법은 각 고려점의 비중과 선택지의 충족 점수를 곱하여 세로로(대안 별로) 합계

를 내는 방법이다. 다른 한 방법은 차원별 비교 방법으로, 각 고려 차원별로 보아 최고점

대안에 (+)를 주고 나머지는 (0)를 준 후에, 각 대안들이 몇 개의 (+)를 땄는가에 따라

결정하는 방법이다. 마지막 방법은 이상적 대안 방법으로, 이상적 경우를 하나의 대안으

로 더 만들어서, 이 이상적 대안에 각 고려점별로 최상의 접수를 주어 그 합을 구하고,

이 합에 2/3를 곱하여 理想的 75% 점수를 구하고, 이 점수에 가장 가까운 대안을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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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이다. 이 세 개의 방법의 결과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면 좋다. 그러나 그것

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추가로 대안들을 더 찾아야 한다. 일곱째 단계는 사후 처리

단계이다. 즉 어떤 대안을 결정한 후에, 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

키는 것이다.

///////////////////////////////////////////////////////////////////////

8. 결정 후 커멘트와 평가

- 결정이 끝나면, 다음 단계는 그 결정을 수행할 구체적 계획 세우기, 그 결정에 commit

하기

- 그러나 평가 결과 큰 변화가 있으면, 다시 전 과정을 되풀이하여야함

8.1. 인지부조화

- 자신의 신념, 태도, 행위들 사이에, 또는 이들과 상황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났을 때에,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신념, 태도를 특정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

*- 신 포도(sour grapes), 자신이 선택 안한 남(여)자를 평가 절하,: 선물, 상품, 직업

- 단, 억지로 강요된 경우는 인지부조화가 일어나지 않음

8.2. 예견과 뒷북치기hindsight

- 결정 결과,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였을 겨우, 마치 그럴 줄 다 알았다고 하는 식의 평

가.

- 그러나 이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하면 못하거나 틀림

- 사례들 : 각종 사고들, 역사적 사건들, 우리나라 언론들 (?? 지능지수의 문제??)

*- 정치적 결정들

- 언론들은 현저한, 고통스런, 가능성이 낮은 결과를 가지고, 결정 당시의 사용할 수 있

었던 정보나 결정에 대한 오해를 유발시킨다.

-그런 뒷북치기는 - 사후는 신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사후예언을 할 수 있음.

-> 이는 우리의 기억을 왜곡시킴

<= 이보다는 retrospect review를 써야함

9. 틀의 적용

1. 목표는: 가능한 대안들 중에 최선의 대안 선택

2. 알려진 바는: 결정을 좌우하는 요인들, 작업지(work sheets) 사용의 효용성

- 생각하지 않았던 대안들 고려하여, 대안 결정 이전에 정보 수집과 평가를 해야

3. 사고기술:

- 반증자료를 찾지 않고 확인 자료만 찾으려는 것의 위험성

- 긍정, 부정 결과가 가능하면 양면을 다 고려해야 함



- 102 -

<사고기술>

- 대안을 열거하고, 찬반을 다 고려하기

-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 있도록 문제를 다른 식으로 생각하기(frame)

- 반증 증거 자료 탐색의 필요성 인식 및, 의도적 탐색

- 쉽게 기억해 내거나 활용할 수 있는 자료나, 무선과정을 대표하는 듯한 정보가 영향을

줄 수 있음의 이해

- 인간은 대안선택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임을 이해

- 함정에 바탕한 논지의 파악과, 그러한 것의 댓가가 높음의 이유 이해

- 좋아함이 대안 평가에 영향 줄 수 있음에 대한 유의

- 상호성과 친숙성에 바탕하여 대안의 긍정적 평정을 하는 것을 평가함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작업지를 준비

- 결정의 질과 그 결과의 구별을 이해하기

- 반작용, 분노 등의 정서 상태가 대안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

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기

- 뒷북치기 분석이란 편향적이고, 제한된 가치밖에 없음을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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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 문제 해결 기술

서론 문제 예: 밤중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펑크난 경우 문제 해결

어떻게 하나?: 교재 참조

1. 문제의 해부

예: 공항에 시간 내에 도착하기 위한 길 선택

이러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 모델 필요

모델은 : as if 진술이론적 모델: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조직화하고,

새로운 방도를 가르쳐 줌

Newell & Simon(1972) - 모든 문제는 동일 구조와 부분으로 구성

문제 공간에서, 시초상태에서 목표상태로 해결 길을 찾아가는 것.

- 여기에 부가적 정보, 탐색 규칙, 제한들이 주어짐

- 부가적 정보는 명시적, 암묵적일 수 있음

Polya(62)-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곤란함에서 벗어나는 방도를 아는 것, 장애를 넘어가

고,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목표를 획득하는 것.

- 곤란한 점이란 목표에 도달하는 길이 뚜렷하지 않음

- 해결은 가능한 길의 수를 줄이는 것, 막다른 골목에 도달 않는 것.

-지식이 이런 것을 도움

- 문제해결, 결정하기, 창의성은 서로 중복된 과정임

2. 문제해결 단계

Wallas(1926): 문제해결의 단계

1. 준비, 친숙화 단계 - 문제의 본질, 바라는 바 목표, 주어진 바 등의 이해

- 문제의 표상

2. 산출단계 - 문제공간을 규정하고, 해결 길을 산출

3. 판단, 평가 - 최선의 선책을 하기 위해 해결 길을 평가

4. 부화 시기 - 해결 길을 발견 못할 때 중단하고, 기다림

2.1. 부화incubation

* Poincare의 예

- 피로 회복, 새 관점 가능하게 함

-Simon: 선택적 망각의 기제; 작업기억에 몰려 있는 부적절한 내용의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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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통찰

* Koehler - 침팬지의 문제해결 / 무선적 행동 후 갑작스런 해결

* 시험, 통계-수학문제, 법학 개념

- 통찰이 된 후, 집중적 작업 노력 기간

2..3. 끈기

Levine(94)- intimate engagement

- 어떤 문제에 대하여 involved & concentrated, 관여-집중적으로 일하려는 자

발성

- 문제해결 실패의 주원인: 너무 성급히 문제공간 탐색을 종결함

*의사: 신출내기: 그럴싸한 대안이 생각나자마자 탐색 종결

노련한의사: 가능한 원인 발견 후에도 계속 탐색 /학생

성공적 문제해결자: 더 많은 대안, 가능성을 고려, 문제해결 길 탐색을 더 오래함

3. 잘-, 잘못- 정의된 문제들

ㄱ. 수학문제 - 목표가 잘 정의됨

ㄴ. 봄의 느낌 시 쓰기 - 목표 불확실, 잘 정의 안됨

*공부잘하는 방법 찾기, 읽기쉬운 교과서 쓰기, 등록금 저축하기, 더 좋은 쥐잡기틀 만

들기, 핵경쟁을 줄이는 방법, 매력적 신입생 데이트하기,, 환경 개선하기

- 목표를 명료화하여야 함, 문제를 재개념화하여

- 최선의 방책은 여러 목표를 객관적으로 정의하여 여러 해결 길을 생각할 수 있게 함.

- 목표를 최소한 4가지로 정의

- well/ill defined 문제는 경계가 애매, 중복됨

4, 문제 계획과 표상

문제해결 계획은 단계적 절차를 위한 구조 제공

-목표를 최소한 4가지로 진술하는 것은 계획적 접근의 하나

-transcontextual plans - 어느 문제 맥락에서도 적용 가능

*예 <범죄의 두려움을 해결>

*목표1: 범죄를 줄이기

*목표2: 정직한 시민에게 삶을 더 안전하게 하여주기

*목표3: 범죄자를 줄이기

*목표4: 사람들이 인식을 바꾸어서 범죄를 무서워하지 않게 하기

*목표5: 강력범죄를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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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ful approach:

1. 문제가 있음을 인식

2. 문제의 표상 구성 (시초 상태, 목표 상태 포함)

3. 가능한 해결책의 생성 및 평가

4.가능한 해결책의 선택

5. 해결책이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해결책 시행

Bransford & Stein(93)

I: Identify the problem

D: Define and represent the problem

E: Explore possible strategies

A: Act on the strategies

L: Look back and evaluate the effects of the activities

Covington 등 : The Productive Thinking Program

- 문제해결 계획하기 습관 기르기

- 표상을 잘하기 - 모든 유관정보 포함, 주어진 정보(규칙, 제한) 등의 관계 표상

- 다원적 표상체계 사용: 언어, 그림 등

- 기억 참조, 접근, 가동시킴

예

< 문제의 좋은 표상하는 방법>

1. 써보기

2. 그림 그리기

3. 위계 나무 그리기

4. 행렬 사용하기

5. 모델 조작하기

최선의 표상 선택하기

-> 문제 유형에 따라 다른 표상 방법 사용하기

5. 문제해결 전략

5.1. 수단-목표 분석: Means-Ends Analysis

문제를 하위문제들, 하위목표들로 분석하여, 그 하위문제들 중에서 먼저 달성하여야 할

것 또는 달성하기 쉬운 것을 먼저 정하고 그 하위목표와 현재 상태 사이의 차이를 파악

하고 이 차이를 줄이는 조처operations를 취하고, 그런 다음에 다른 하위문제로 넘어가

고 하여 결국 목표까지 도달하는 방법

5.2. Working Back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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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목표 분석이 전진적 전략이라면 이는 역진전전략임

- 시초 상태에서 출발하여 나가는 길의 수보다, 목표에서 역으로 돌아오는 길의 수가 적

을 경우에 이 방법 사용하는 것이 적절

- 가능하면 전진적 전략과 역진전 전략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음

5.3. 단순화

- 문제의 복잡한 부분을 제거하여 단순화하면 문제해결이 쉬워짐

5.4. 일반화와 특수화

- 문제를 보다 더 큰 범주의 문제들 중의 하나로 생각하여 문제 해결

- 문제를 그러한 범주의 특별 경우로 취급하여 문제 해결

5.5. 무선적 탐색과 시행착오

-가능한 해결 대안 수가 적은 경우에는 이러한 전략 사용 가능

*- 예 알파벳 3자 조합하여 단어 해독

5.6. 규칙

-문제의 요소들이 시리즈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내재된 규칙을 파악함

- 반복되는 기호들의 수를 세어서 -> 암호 해독 , 외계인 신호

5.7. 힌트

- 문제해결을 잘하는 사람은 추가 정보를 추구하고 힌트를 탐색함

- 추가 정보 제공 시, 문제해결 도움

- 단 그 정보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됨을 알아채야 함

- 예: hot-cold/ 두 줄 연결

5.8. 반분법

- 문제의 대안들이 선형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관계일 때에

*- 연령 알아 맞추기

5.10. Brainstorming

Osborn (1963). - 집단적 문제해결 방법

-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대안을 생성

- 가정은 그렇게 하면, 그 중 하나는 좋은 대안일 것이라는 가정

- 생성되는 아이디어에 대한 중간 비판, 판단 없이 계속 생성한 후 판단, 선택

- 때로는 아이디어들을 조합, 가다듬음

* 감자튀김 포장

5.11. 모순

어떤 경우에는 문제해결이 모순적 속성의 조화에 있음

- 피자 포장, 토마토 수확

- 타협 없이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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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문제의 재진술

- 문제가 ill-defined 경우는 문제를 재진술하여 문제 해결

5.13. 유추, 은유

- 문제해결의 상당부분은 유추나 은유에서 옴

- 유사성을 중심으로 추론하는 것임

Gordon(1961). -Synetic - 무관요소들의 결합

1. 개인적 유추:- 자신을 현상의 일부로 생각하는 유추 : *나는 입자이다

- 갈등 상황의 문제 해결에 도움됨

2. 직접유추 - 다른 영역의 문제와 직접 비교

* 전화 발명 문제: 귀의 뼈 -> 전화기의 쇠판

3. 상징적 유추 - 시각적 심사와 사용

4. 환상 유추 - 환상적 경우를 생각하여 문제 해결

5.14. 전문가에게 상의

<결론> 최선의 전략 선택

- 최선의 전략이란 문제의 본질에 따라 다름.

가능하면 전략들을 조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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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해결 전략 사용 가이드라인>

1. ill-defined 문제에 대하여는 문제 또는 목표를 여러 다른 방식으로 재 진술하기

2. 가능한 해결 대안이 적으면 시행착오적 접근도 가능

3. 문제가 복잡하면, 단순화, 수단-목표분석, 일반화-특수화 전략 적용하기

4. 목표에서 역으로 나오는 대안 수가 적을 경우는 역진전 전략 사용

5. 추가정보를 수집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힌트를 찾고, 전문가에게 상의

6. 동등한 가능성의 대안들이 정렬되어 있다면, 반분법 사용

7. 가능한 해결대안 수가 적다면, 브레인스토밍하여 대안들 생성

8. 디자인과 공학의 문제의 경우 모순적 해결안일 가능성에 유의

9. 많은 경우에 유추, 은유 사용이 좋고 전문가 상의하는 것이 좋으나

시각 심상화 한다던지 의도적으로 유사해결안을 찾던지 해야

10. 이러한 것은 가이드라인에 지나지 않고 최선의 방책은 많은 문제를 해결해보는 것.

6. 문제해결의 문제점

1. 기능적 고착functional fixedness과 마음 갖춤새mental st

- 주어진 정보, 재료의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하여 이전의 사용방식에 생각이 고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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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게끔 미리 방향지워진 것

*- 두 근 문제, 양초 상자 문제 , 9개 점 문제

2. 오도적, 부적절한 정보

* 버스 운전수 이름

- 오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목표상태를 명료히 하고, 단순화하는 것도 도움됨

- 모호한 문제는 흔히 너무 많은 정보가 있고, 너무 많은 해결안이 있기때문

3. 세계관 제약

- 자신이 사는 문화, 사회의 관점, 사고관습 때문에 문제 해결 잘 안됨

-> 국제적 교육, 여행

4. 기계화

- 앞서 문제를 풀던 방식이 기계적으로 적용되어 문제해결 장애 일으킴

- 대안: 가끔 자신의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되돌아보기

7. 틀의 적용

1. 목표는 무엇인가?- 목표를 명료화하고 대안적 목표들을 다 고려하여 문제해결을 적절

히 하는 사고 기술 습득

2. 알려진 바는? - 알려진 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문제해결에 도움된다.

3. 어떤 사고 기술 사용? - 앞서 제시함. 이 장을 배우고 나서 습득되었어야 할 사고 기

술

- 문제해결 전략을 계획하고 모니터하기

- 문제 자체가 잘, 잘못 규정된 문제인가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해결계획을 조정

- 해결 보조책으로 각종 도형 등 사용

- 문제의 질적 표상 생각하여 냄

- 문제해결에 적절한 전략 선택

- 13개 전략을 모두 사용할 줄 알기

- 기능적 고착의 문제를 알고 회피하기

- 적절, 부적절한 정보를 구별하기

- 세상관점이 문제해결에 어떻게 영향주는가를 알기

4. 목표에 도달하였나? - 문제해결의 질적 평가 ; 해결했나? 좋은 해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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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창의성: 서론

1. 창의성

창의성은 인류가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인간정신

의 생동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일상의 일들이 기계화되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정신의 영역에서조차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보다도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사고(계산)할 수 있게된 현대 기술사회에서 아마도 창의성

은 지적 영역에서 인간지능을 인공지능과 차별화시켜줄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인

지도 모른다.

1.1 창의성의 정의

창의성의 정의와 관련하여, 창의적 수행, 창의적인 사람, 그리고 창의적 잠재

력간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 수행’은 신기하고 적절한 작품을 산

출하는 능력(ability)을 의미한다. 창의적 수행은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예, 그림)

아니든(예, 아이디어)간에 관찰가능한 산출물에 의해 표지된다. ‘창의적인 사람’

은 창의적 작품을 산출하는 사람이다. 전형적으로 사람들은 창의적인 생각을 가

진 사람을 창의적이라고 부른다. ‘창의적 잠재력’은 창의적인 작품과 관련된 앞

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이며 직접 관찰될 수 없는 능력(capacity)이다. 창의

적 잠재력은 개인의 과거 창의적 수행 기록을 미래로 외삽시킴으로써 또는 창

의성에 요구되는 인지적, 성격-동기적, 환경적 성분을 측정함으로써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나 전문 영역에서나 창의성의 개념

은 여전히 명료하게 세분되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인정하면서

여기서는 창의성 개념을 그 중심 특징과 주변 특징 그리고 사회적 합의라는 측

면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1.1.1 중심 특징

창의성은 신기하고 적절한 작품을 산출하는 능력이다(Barron, 1988; Jackson

& Messick, 1967; MacKinnon, 1962; Ochse, 1990). 신기한 산출물은 독창적이

고 예측하지 못한 것이다. 그것은 개인과 다른 사람들이 이미 산출한 작품과는

달라야 한다. 또한 신기한 산출물은 논리적 단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보는 이를

놀라게 하는 것이다. Perkins(1981)에 의하면 창의적 산출물은 신기하고 목적 달

성에 있어서 성공적인 것이다. 그러나 신기함(novelty)이란 상대적 개념이다. 아

이들은 종종 자신들의 생각을 그것이 이미 자신들의 문화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신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산출물이 신기할 수 있는 정도 또한 다

르다. 어떤 신기한 산출물은 이전의 작품과 약간의 편차를 보이는 반면에 또 다

른 산출물은 커다란 비약을 포함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창의성은 이전의 작품

과 큰 차이를 지녀야 한다. 그러나 산출물의 지각된 신기함은 보는 이의 사전

경험에 의존적이다(Boden, 1992). 예를 들어 어떤 산출물은 만든 사람에게는 신

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이것이 재발명의 경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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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때로 어떤 산출물은 산출자와 그 산출물을 본 제한된 사람들에게는 신기하

지만, 넓은 사회 속 어딘가 다른 곳에 이미 존재해있는 것일 수 있다. 결국 산

출물은 개인 수준, 지역 수준, 그리고 사회와 세계 수준에서 신기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세번째 수준의 신기함이 창의적인 작품의 가장 바람직한 특징이다

(Young, 1985).

신기함과 유사한 관점에서 Torrance, Tan, Allman(1970)는 독창성

(originality)을 창의력의 핵심으로 제안했다. 창의력은 ‘아이디어 ’를 갖는 것, 무

엇보다도 독특한 생각을 갖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Bruner(1962)가 지적하였

듯이 진정한 창의성은 종종 그 자체가 기습효과로서 작용한다. 창의성은 드물어

야 하고 예상 외이어야 한다. 창의성은 기대에서 벗어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무엇이든 새 것, 비인습적인 것, 뜻밖의 것이 모두 창의성은 아니다.

Heinelt(1974)에 의하면 창의성은 사이비 창의성, 유사 창의성, 그리고 진정한

창의성로 구분될 수 있다. 사이비 창의성(pseudo-creativity)은 무질서한 태도와

고집, 그리고 창의성 징후(예, 신속성, 언어유창성)들을 포함한다. 의사 창의성

(quasi-creativity)은 진정한 창의성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

아이들의 상상력과 청소년의 백일몽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렇다고 진정한 창

의력 속에 상상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진정한 창의성

에서 요구되는 상상력은 현실성에 대한 ‘정확한’ 상상력이다. 종종 창의성 그

자체보다 Kneller(1965)가 말한 이른바 ‘창의성 징후’가 창의성으로 오인될 수

있다. 창의성이 단순히 인습을 벗어나는 데에 그리고 맹목적인 불일치에서 생겨

난다는 생각은 틀린 것이다. 비인습적인 것은 창의적 과정의 한 부수 현상일 뿐

이지 지속적인 구성성분은 아니다. 오직 올바른 방식의 독창성만이 실제로 창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1.1.2 주변 특징

‘신기함’(novelty)이나 적절성 ’(appropiateness)과 같은 창의성의 중심 특징 이

외에 질(quality), 중요성(importance), 그리고 산출 역사(production history)와

같은 창의성의 주변 특징들이 있다. 이러한 주변 특징들이 산출물의 기본적 창

의성을 고양시키거나 혹은 감소시킬 수 있다. 높은 ‘질 ’의 산출물은 고도의 창의

적 기술수준을 보여주는 측면이다. 높은 질의 산출물은 잘 실행된다. 만약 어떤

신기하고 적절한 개념이 기술적으로 완전히 날 수 있는(full-fledged) 산출물로

바뀌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작품의 신기함과 적절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감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작품은 덜 창의적인 것으로 보여질 것이다(Bailin, 1988). 산

출물의 ‘중요성’은 창의성의 판단을 고양시키거나 감소시켜준다. 창의적 산출물

은 특별하지만 제한된 욕구를 만족시켜 준다. 예를 들어 누군가 헛경보를 방지

해주는 새로운 자동차용 경보체계를 만들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태양 에너지를

집적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파워 자동차에 이용하였다고 하자. 여기서 에너지 집

적 아이디어가 보다 중요한 욕구를 성취시켜 주었으므로 보다 창의적인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산출물의 중요성이란 그것이 넓은 적용 범위를 지니며 산출자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더 나아간 생각에로 이끄는 정도이다(Besemer &

Treffinger, 1981). 만약 어떤 산출물이 더 나아간 아이디어가 생성될 수 있는

기반으로 기여한다면, 그러한 초기 산출물의 지각된 창의성은 고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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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창의성은 종종 유용한 결과를 초래하며 공적인 가치를 갖게 된다. 이러

한 측면을 Kneller(1965)는 ‘중요성’의 문제로 Bruner(1962)는 ‘효과성 ’의 문제로

접근했다. Sternberg(1988a)도 창의성은 가치있는 어떤 것을 생산하는 것을 포

함한다고 보았다. 중요성과 효과성은 어떤 산출물이 보다 창의적인 것인지를 판

단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작품의 ‘산출 역사’ 또한 창의성의 궁극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Boden, 1992; Brogden & Sprecher, 1964). 예를 들어 어

떤 신기하고 적절한 산출물이 순전히 우연에 의해서 또는 처방된 규칙대로 따

른 결과 생겨났다고 한다면 , 그 산출물의 지각된 창의성은 감소될 것이다

(Amabile, 1983; Johnson-Laird, 1988; Weisberg, 1993). 반대로 어떤 작품을 위

해 한 산출자가 열심히 일해야만 했고 그 마지막 산출물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

침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산출물의 창의성은 고양될 것이다.

1.1.3 사회적 합의

창의성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 합의를 포함한다(Amabile, 1983). 심사자 개인,

심사원단, 나아가 전체 사회가 어떤 사람이나 산출물이 다른 사람이나 산출물에

비해 더 창의적인지를 평가하고 결정할 수 있다. 창의성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다. 창의성 판단은 유행의 변화처럼 청중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Csikszentmihalyi, 1988b). 동일한 산출물(또는 사람)이 한 집단(예, 일상인)에

의해서는 매우 창의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다른 집단(예, 전문가)에 의해서는

평균 내지는 그 이하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상위성이 초래되는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새로운 산출물을 비교해야하는 판단자들이 다른 배경 경험

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아동의 그림에 대한 판단의 경우 수많

은 학생들을 다루어본 미술 교사와 자신의 아이들만 보살펴온 부모는 새로운

산출물에 접하여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배경에 따른 평가에서의 차이는 판

단자가 다른 세대이거나 다른 문화로부터 왔을 때 더욱 분명해진다. 둘째 , 판

단자에 따라 창의성을 판단할 때 신기함, 적절성 등의 여러 기준에 대해 다른

비중을 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판단자는 암묵적으로 신기함에는 70%,

적절성에는 30%의 비중을 둘 수 있다. 물론 그 역도 가능하다. 각 기준에 주어

지는 비중에서의 차이는 작품의 영역에 따라서도 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엔

지니어들은 예술가들에 비해 적절성 기준에 더 비중을 둘 수 있다(Finke et al.,

1992).

2. 창의성의 근원

창의성의 개념 자체가 비확정적이듯이 문화와 시대,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

창의성의 근원(resource)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상존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각

입장들의 세부 주장들을 검토하기보다 이론적 접근 방식에 따라 신비적 접근,

정신역동적 접근, 인지적 접근, 사회적 접근, 그리고 이들을 수렴한 종합적 접근

으로 대별해서 개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1 신비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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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적 접근에서는 창의성을 신성한 중재에 의존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즉

창의적인 사람은 신성한 존재가 영감을 가지고 채워주는 빈 용기로 간주된다.

창의적 개인은 단지 영감받은 생각들을 퍼내서 ‘천상의 ’ 산출물을 형성하게 된

다. 예를 들면 시인은 뮤즈가 명하는 것을 시로 쓰면 된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

람들은 여전히 창의성의 초자연적인 원천을 옹호하지만, 전통적으로 심리학에서

는 자연적, 인간중심적, 환경중심적인 설명을 구하고자 한다.

2.2 정신역동적 접근

정신역동적 접근에서는 창의성을 의식적 현실과 무의식적 욕구간의 긴장으로

부터 나온다고 본다. 프로이드(1908, 1959)는 작가들과 예술가들은 그들의 무의

식적 소망을 공적으로 수용가능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 창의적 작품

을 산출한다고 제안했다. Kris(1952)는 적응적 퇴행과 정교화의 개념을 가지고

정신분석적 접근을 발전시켰다. 적응적 퇴행, 즉 일차 과정은 의식에서 조절되

지않은 사고의 침입이다. 조절되지 않은 사고는 적극적인 문제해결 동안에 일어

날 수도 있지만 종종 수면 , 백일몽 , 환상, 약물 상태, 정신병 등에서 일어난다.

정교화, 즉 이차 과정은 현실지향적이고, 자아통제적인 사고를 통한 일차 과정

자료의 재작업과 변환을 가르킨다. Kubie(1958)는 전의식적 사고가 느슨하고 애

매하지만 해석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의식이 창의성의 진정한 원천임을 강조했다.

프로이드와는 달리 Kubie는 무의식적 갈등은 고착으로 이끌기 때문에 창의성에

실제로 부적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2.3 인지적 접근

인지적 접근에서는 창의적 작업의 기초로서 사고능력과 지식에 초점을 둔다.

다수의 연구자들이 인지적 관점에서 각기 독특한 주장을 제안해왔다. Binet 등

은 지능 연구의 부분으로서 상상적 기술(imaginational skill)을 탐색했고(Binet

& Henri, 1896; Brown, 1988), Guilford(1956, 1977)는 창의성이 정신능력의 확

산적 사고 측면에 포함됨을 제안했다. 이들 외에도 다수의 인지이론가들에 의해

창의성과 관련된 다양한 범위의 능력들이 강조되었다. 그 예들로는 지각과정

(Schachtel, 1976; Smith & Carlsson, 1990), 문제정의 기술(Getzles &

Csikszentmihalyi, 1976), 통찰 기술(Finke et al., 1992), 귀납 기술(Holland,

Holyoak, Nisbett, & Thagard, 1986; Langley, Simon, Bradshaw, & Zytkow,

1987) 등이 있다. 또한 유추, 비범한 연합, 확산적 지식요소의 결합 등에 초점을

둔 창의성 연구들도 있다(Boden, 1992; Finke et al., 1992; Koestler, 1964;

Mednick, 1962; Ochse, 1990; Rothenberg, 1979; Spearman, 1931). 연합이론가들

도 창의성과 관련하여 연합의 자원으로 우연이나 半무선적 과정의 역할을 강조

했다(Boden, 1992; Campbell, 1960; Findlay & Lumsden, 1988; Simonton,

1988a). 이와같은 우연(chance)의 역할이 소개되면서 창의성 연구에서 아이디어

평가 기술이나 지식기저(knowledge base)의 연합촉진 속성이 강조되었다. 이러

한 속성에는 지식의 양이나 개인지식의 조직화가 포함된다(Boden, 1992;

Mednick, 1962; Simonton, 1988a). 최근의 인지적 접근은 창의성 연구를 위해

실험실 연구(Finke et al., 1992), 컴퓨터 시뮬레이션(Boden, 1992;, Langley et

al., 1987), 사례연구(Wallace & Gruber, 1989; Weber & Perkin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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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sberg, 1993)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마침내 연구자들은 창의성의

생물학적 기저까지 인지접근의 틀 속에서 탐색하게 되었다(Katz, 1983;

Martindale, Hines, Mitchell, & Covello, 1984; Prntky, 1989).

2.4 사회-심리적 접근

사회-심리적 전통의 연구는 성격, 동기,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 변인들을

창의성의 원천으로 본다. 성격 특성이 창의적인 사람들을 특징지워준다는 다수

의 연구들이 있다. 상관 연구들을 통해 파악된 창의성과 관련된 성격 특성들로

는 판단의 독립성, 자신감 , 복잡성에 대한 매혹 , 심미적 정향성, 모험성 등이 포

함된다(Barron & Harrington, 1981). Maslow(1968)에 의하면 창의성은 자아실

현 상태의 특성이기도 하다. Rogers(1954)도 창의성을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으로 보았다. 창의성을 위한 동기가 강조되면서, 내적동기(Amabile, 1983;

Crutchfield, 1962; Golann, 1962)와 성취욕구(McClelland, Atkinsion, Clark, &

Lowell, 1953)의 적절성이 제안되었다. 또한 걸출한 창의성은 문화적 다양성, 전

쟁, 역할 모델의 가용성, 자원의 가용성(예, 재정적 지원), 그리고 특정 영역에서

의 경쟁자의 수와 같은 사회-환경적 변인과 상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Simonton, 1984, 1988c). 비교문화적 연구(Lubart, 1990)와 인류학적 사례연구

(Maduro, 1976; Silver, 1981)를 통해서 창의성의 표현에서의 문화적 다양성 또

한 입증되었다. 마침내 환경적 접근틀로 사람들이 어떻게 창의성을 평가하는가

에 대해서까지 연구하게 되었다(Amabile, 1983; Lubart & Sternberg, in press;

Rossman & Gollob, 1975).

2.5 종합적 접근

최근에는 창의성의 자원과 관련하여 특정한 접근 방식이 주장되기보다 다양

한 입장이 합류되는 추세이다.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창의성이 일어나려면 다수

의 성분들이 수렴되어져야함을 가정하고 있다. Amabile(1983)는 창의성을 내적

동기, 영역에 적절한 지식과 능력, 그리고 창의성에 적절한 기술의 결과로 보았

다. 그가 제안한 창의성에 적절한 기술은 1)문제해결 동안 복잡성에 대처하고

자신의 심적 갖춤새(mental set)를 깨뜨리는 것이 포함되는 인지 양식, 2)신기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기 위한 逆직관적(counterintuitive) 접근하기와 같은 발견법

(heuristics)의 지식, 3)집중적인 노력, 문제를 제쳐두는 능력, 그리고 고도의 에

너지로 특징지워지는 작업 스타일 등이다.

Amabile과는 달리 Gruber와 그의 동료들은 뛰어난 창의적인 사람들의 사례

연구에 근거하여 발달적 진화체계 접근(developmental evolving-system

approach)을 제안했다(Gruber, 1974, 1981, 1989; Gruber & Davis, 1988). 이 접

근에서는 개인의 지식, 목적, 그리고 감정(affect)이 시간에 걸쳐 성장하며, 변산

을 증폭시켜, 창의적 산출로 이끌어진다고 본다. 이들은 다윈의 관점과 유사하

게 ‘지식’ 체계에서의 발달적 변화를 가정한다. 여기서 ‘목적’이란 그 자체도 발

달하며 개인의 행동을 인도하는 일련의 상호관련된 목표를 말한다. ‘감정’ 또는

무드 체계는 수행되는 기획에 걸쳐 기쁨과 좌절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Csikszentmihalyi(1988b)는 Gruber 등과는 다른 방식의 체계 접근(system

approach)을 제안했다. 그는 개인, 場, 그리고 영역의 역할에 초점을 두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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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individual)은 한 영역에서 정보를 끌어내어 인지과정, 성격특성, 동기를 통해

그것을 변환시키거나 확장시킨다. 영역을 통제하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 구

성되는 場(field)은 개인들에 의해서 생산된 새로운 아디디어를 평가하고 선택한

다. ‘영역 ’(domain), 즉 문화적으로 정의된 상징 체계는 창의적 산출물을 다른

개인과 미래 세대에게 보존시키고 전달한다. Csikszentmihalyi는 이러한 세가지

체계가 결합하여 창의성이라는 현상을 산출한다고 보았다. 한편 Gardner(1993)

는 사례연구를 통해 창의적 기획의 발달이 체계내의 변칙(anomaly)(예, 경쟁적

인 비평가들간의 긴장)이나 개인, 場, 영역간에 적절한 비동시성(예, 비범한 개

인적 재능)에 기인된다고 주장했다.

흥미로운 종합적 관점 가운데 하나로 투자 접근(investment approach)을 들

수 있다. Sternberg와 Lubart(1991b, 1992)는 투자이론에서 사람들이 창의적 기

획에 투자하는 인지적, 의욕적, 그리고 환경적 자원으로 ‘지능’, ‘지식’, ‘사고 양

식’, ‘성격’, ‘동기’, 그리고 ‘환경’ 등 6가지 자원을 제안했다. 이 6가지 자원들은

창의성 영역 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기획(project)을 시발시키고 결실을 가

져오는 것인데 , 창의성의 영역에서 이들 자원이 결합되는 방식을 ‘투자 ’라는 독

특한 은유로 설명할 수 있다. 투자이론에 따르면 창의적 사업에 대한 개인의

‘투자’를 위해 인지적 자원은 환경적 자원과 함께 작용한다. 창의적인 작업의 경

우 ‘영역의 선택’, ‘기획’, 그리고 기획을 위한 ‘아이디어 ’에서 기본적인 투자전략

인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전략이 포함된다. 싸게 산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았

거나 최소한 약간은 인기가 없는 그러나 성장 잠재력은 지닌 아이디어를 추구

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전략으로 기획을 위한 일차 아이디어와 기획을 발전시

키는데 필요한 이차 아이디어를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나 싸게 산다는 것은 근

본적으로 창의적 수행에서의 위험부담(risk taking)과 연결될 수 있다. 비싸게

판다는 것은 어떤 아이디어나 생산품이 가치있게 되고 유의미한 대가를 산출할

때 물건을 내놓고 새로운 기획으로 옮겨가는 것을 포함한다. 증권 투자와 비슷

하게,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성급하게 내놓거나 혹은 아이디어가 평범하거나 쓸

모없어질 때까지 붙들고 있는다면 창의성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 비싸게 판다는

것은 개별 기획에서의 창의적 성공 뿐 아니라 창의적 직업에도 매우 중요한 것

이다.

투자 이론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는 주제에 덧붙여 창의성의 판단 측면에

도 초점을 두어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경제적인 가치와 마찬

가지로 창의성의 평가에도 ‘사회적 합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어떤 증권이 투자

자들이 집단적으로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기 때문에 비싸듯이, 어떤 생산물이 창

의적인 것으로 평가되려면 적합한 판단자 집단이 그 점에 동의해야 한다

(Amabile, 1982). 둘째 , 창의성에 대한 평가는 ‘관찰가능한 산출물’(observable

products)에 집중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재정 투자의 평가에서는 수행(손익)의

측정이 눈에 보인다. 만약 좋은 아이디어는 가졌으나 증권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잠재적 투자자가 있다면 그를 성공적인 증권 투자자라고 볼 수 없다. 창의성도

이와 유사하여, 창의적 잠재력과 창의적 수행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이 점

에서 투자이론은 분명한 형태로 드러나는 창의성, 즉 창의적 수행에 초점을 둔

다(Albert, 1983). 셋째 , 재정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창의적 수행에서도 위험과

이익의 연속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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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창의성의 근원에 대한 종합적 접근방식은 이름 그대로 창의성과 관련되

는 가능한 다양한 자원들을 집합적으로 동원하여 설명고자 한다는 점에서 설명

범위는 넓으나 그에 따른 이론적 약점을 갖게 된다.

2.3 창의적 과정

창의적 과정은 창의적 산물로 이끄는 일련의 사고와 행위 계열을 가르킨다.

창의적 과정에 대한 이론들을 통해 창의적 과정이 일상적인 문제해결 과정과

어떻게 다른지를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다음에 고전적인 창의적 과정 모델을 간략히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고, 구체적인 현상은 후반부에서 다시 다루고자 한다.

2.3.1 이론적 접근의 유형들

창의적 과정에 대한 이론들을 접근방식에 따라 유형별로 묶어보면 다음과 같

다.

유형 I : 일상적 문제해결과 창의적 문제해결간의 밀접한 연결성이 있다는데

초점을 두는 관점이다. 유형 I에 속하는 이론들은 일상적이든 창의적이든 모든

문제해결 과정에는 기본적 단계가 포함된다고 가정한다. 즉 문제해결자는 문제

해결의 목표를 정의하고, 적절한 정보에 접근하고, 그러한 정보로부터 해결을

세우고, 제안된 해결을 평가하고 세련화시켜야 한다.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의

특징이라면 이들 기본단계들을 평균보다 더 효과적으로 처리한다는 점에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사전 지식을 현재의 문제와 연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순하고, 일상적인 연결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창의적인 사람들은 복잡하고, 신

기한 연결을 찾는다. 잠정적인 解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창의적인 문제해결자는

일반 문제해결자보다 더 발전되고 포괄적인 기준을 갖는다. 이러한 방식의 설명

은 결국 창의적 문제해결은 일상적 문제해결과 기본적 단계에서는 동일하지만,

각 단계가 수행되는 질(quality)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유형 II : 유형 I과 마찬가지로 유형 II에 속하는 이론들에서도 창의적 문제

해결과 일상적 문제해결에 모두 동일한 기본 활동이 포함된다고 가정한다. 창의

적 문제해결과 일반적인 문제해결 간의 차이라면 각 단계에 투여한 시간의 양

이나 활동이 수행된 횟수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을 문제의 정의 단계를 중

심으로 검토해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문제들은 처음에는 잘 정의되

어있지 않아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좋은 해결의 특징이 무엇인지가 불분명

하다. 창의적 문제해결시에는 일상적 문제해결에서보다 문제 정의에 더 많은 시

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매우 독창적인 그림을 그리는 학생들

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그림의 구성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으로

밝혀졌다(Getzels & Csikszentmihalyi, 1976). 실제 작업 과정에 있어서도 창의

적인 사람들은 대상을 조작하고 탐색하는 것과 같은 활동에 더 빈번히 관여한

다. 예를 들어 일상인들은 문제해결시에 유추를 한두번 사용하지만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에는 여러번의 유추 사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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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III : 유형 III에 속하는 이론들은 문제해결 활동의 특수한 계열

(sequence)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창의적 문제해결이 이루어지려면 개인 자신

의 생각에 대한 평가와 같은 기술은 특정한 시점에서 일어나서 문제해결의 특

정한 기간 동안에 집중되어져야만 한다(Lubart, 1994). 만약 이같은 평가가 부적

절한 시기에 일어난다면 문제해결은 덜 창의적이게 될 것이다. Osborn(1953)과

Parnes(1962) 등은 문제해결의 처음 단계에서는 비제약적인 사고에 몰입했다가

몇가지 생각들이 축적된 후에 평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제안했다. 이들의 관

점에서 보면 시간적으로 이른 평가는 아이디어의 생성을 크게 제약할 수 있으

므로 주제에 대한 혁신적 사고를 오히려 질식시켜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

나 이런 주장에 비판적인 이론가들은 오히려 초기 평가가 사람들로 하여금 처

음부터 최소로 수용가능한 해결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가장 좋다

는 점을 들어, 다른 시간 계열에 대한 이론적 가설을 논박한다.

유형 IV : 유형 IV에 속하는 이론들은 창의적 과정과 일상적인 문제해결 과

정간의 차이를 극대화시켜 보는 입장이다. 여기서는 창의적 과정이란 일상적 문

제해결에서는 없는 ‘특수한’ 활동이나 처리 단계를 포함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Koestler(1964)는 重연합(bisociation)이 창의적 과정의 고유한 한 부분임을 주장

했다. 이러한 특수한 활동과 관련하여 Rothenberg(1979)는 정반대적인 사고의

동시적 통합인 양면적 사고(jaunsian thinking)를 제안했다. 또한 창의적 과정에

포함되는 특수한 활동으로 확산적 사고가 주장되기도 한다. 한편 정신분석 이론

가들에 의하면 앞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일차과정 자료에로의 퇴행이 창의적 과

정의 중심 특징일 수 있다.

2.3.2 창의적 과정 모델

Wallas(1926)의 4단계 창의적 과정 모델에 의하면 창의적 문제해결은 준비,

부화, 해득, 검증의 단계를 포함한다. 첫번째 준비(preparation) 단계는 문제의

형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초기 시도로, 여러 각도에서 문제를 조사하는 시기이

다. 준비는 문제의 일차적 분석, 정보와 자료의 수집, 그리고 과제에 대한 초기

의 의식적 작업으로 구성된다. 또한 준비에는 특정 과제에 당면하기 이전의 일

반 교육을 통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도 포함된다. 준비 단계가 진전된 후에 부화

가 시작된다. 두번째의 부화(incubation) 단계는 직접적으로 의식되지 못하는 가

운데 준비 단계에서의 정보들이 연결되고 재구성되어 나가는 단계이다. 이는 마

치 겉으로는 모르지만 병아리가 알 속에서 성숙해가는 것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과정이다. 부화 단계에서 무의식적 진전이 일어나고 가능한 해결이 출현한다.

부화에는 의식적 작업과 유사한 적극적 처리, 느리고 자동적인 기억 활성화의

확산, 표면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수동적 망각이나 문제에 대한 사전 시도, 그리

고 문제 요소들간의 연합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Hadamard(1945)는 부화가 개

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가지고 문제에 직면하게 하는 휴식시간의 의미 그

이상임을 강조했다. 세번째 해득(illumination) 단계는 준비와 부화의 단계를 거

쳐 문제해결을 위한 개념이 떠오르거나 해답을 줄 수 있는 행운의 발상이 떠오

르는 단계이다. 해득은 유망한 아이디어가 갑자기 의식적으로 가용되는 순간에

일어난다. 비유적으로 해득은 번개불치듯 다가온다고 기술될 수 있다.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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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의식적인 심미적 감성을 만족시켜주거나 안정된 인지적 패턴으로 응집되

면서 의식화된다(Campbell, 1960; Poincare, 1921; Simonton, 1988a). 이때의 ‘아!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을 흔히 ‘아하 현상’(aha phenomenon)이라고 한다. 그리

고 나서 창의적 생각은 평가되어져야만 한다. 창의적 과정의 마지막은 검증

(verification) 단계로, 해득 과정에서의 발견에 대한 희열감에 뒤이어 아이디어

의 타당성이 검증된다. 즉 검증 단계는 창의적 사고 과정의 마무리 단계로서,

적합성의 검증을 위해 창의적 산출물이 검토된다. 부화 단계와 해득 단계에서

확산적 사고 과정이 요구된다면 , 준비 단계와 검증 단계에서는 주로 수렴적 사

고 유형이 작용한다. 검증 단계에서 한 생각이 실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

면, 부화 단계로 되돌아가거나 심지어는 준비 단계로까지 되돌아가야 할 것이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창의적 산출물은 마침내 공적인 것으로 형식화된다.

2.4 창의성의 특징적 현상들

창의성이란 매우 포괄적인 용어로서 명확하게 정의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

로 심리학자들은 창의성 개념으로부터 가능한 상식적인 의미를 배제하고 보다

객관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창의성을 ‘개방적 사고’(Osborn, 1955; Bartlett,

1959), ‘확산적 사고 ’(Guilford, 1966), ‘측면적 사고’(De Bono, 1971), 그리고 사치

적 사고(Kahl, 1979)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또한 창의성이라는 생동적인 정신 기능을 특정한 개념으로 제한하게 된다는 점

에서 비창의적일 수도 있다. 여기서는 창의적 사고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적

현상들을 중심으로 창의성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2.4.1 ‘먼 연합’

연합주의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자극과 반응의 연합으로 본다. 이들은 하나의

대상을 그와 연합된 반응의 위계를 갖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위계의 한 예

가 그림 3에 있다.

그림 3. 벽돌에 대한 위계 (#324)

벽을 쌓는데 사용된다

벽 돌 현관계단으로 사용된다

책꽂이 만드는데 사용된다.

이 구조는 하나의 대상으로부터 확산되는 연합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확산

적 위계(divergent hierachy)라고 불리운다(Berlyne, 1965). 위계상에서 낮은 반

응일수록 반응으로서는 덜 명료하고, 덜 가용적이다. 반응의 가용성은 그것이

위계상의 높은 위치에서 사용된 빈도수와 관련된다. 따라서 문제를 풀고자 할

때 제기되는 어려움의 하나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반응이 대상의 연합 위계상에

서 낮은 경우이다. 예를 들어 책꽂이를 만들려는데 벽돌만 있는 경우, 만약 벽

돌을 책꽂이를 만들 수 있는 가능한 대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면 문제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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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가능한 한가지 방법을 놓치는 셈이 된다.

Mednick(1962)은 연합이론에 기초해서 창의력 이론을 제안했다. 그에 의하면

창의적인 사람들은 평면적 위계(flat hierachy)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일반인

들은 어떤 대상에 대한 아주 명백한 사용만을 보게 되는데 비해 창의적 사람들

은 비범한 사용까지를 볼 수 있다. 즉 일반인들이 특정 대상에 대해 이전에 경

험했던 방식으로 반응하는데 반해 창의적 사람들은 일상적인 경험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관점으로 반응할 수 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일상인들에게는 서로

관계가 없이 멀리 멀리 떨어져 보이는 것을 연합시킬 수 있는 특별한 자질이

있어서 먼 연합(remote association)이 가능하다. 따라서 창의적인 사람들은 기

능적 고착(functional fixednes)에서 멀리 있다. 반응의 위계 측면에서 볼 때 기

능적 고착이란 위계 상에 상위에 있는 반응에만 묶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독창성과 반대되는 특징으로, 기능적 고착은 종종 문제해결에서의 무능

력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즉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반응을 하는 대신에 기존

의 친숙한 방식으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우 문제해결이 어렵게 된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분명하게 비관련된 생각들에서 신기한 연결을 볼 수 있다.

Mednick(1967)은 창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주어진 단어자

극에 대해 더 많은 반응(연합)을 산출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RAT(Remote

Association Test)를 제작하였다. 그에 의하면 RAT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보다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RAT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창의적 직업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RAT가 확산적 사고보다는 언어 능력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거나

(Clopley, 1966) RAT점수가 ‘먼 연합'의 능력과 상관이 없다는(Perkins, 1981)

지적들을 받고 있다. Bowers 등(1990)에 의하면 창의적 사고에서 중요한 것은

직관(intuition)이다. 직관이란 추리과정의 중개없이 마음에 의한 대상의 즉각적

인 이해로 정의된다. 그것은 인식 밖에서 일어나는 빠르고 자동적인 과정이다.

직관은 창의적 과정의 발견 단계에서 유용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Bowers,

Regehr, Balthazard, & Parker, 1990). 종종 창의적 문제해결의 초기 접근을 인

도하는 예감이 바로 이러한 종류의 과정에 기인될 수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

직관이란 최종解에 도달하는 것과 관련되기 보다는 초기 가능성을 생성하는 것

과 관련된 직관이다. 직관이 제공한 예감으로부터 보다 합리적인 과정이 선택될

수 있다. 결국 창의적 사고에서의 먼 연합의 역할은 Mednick의 주장보다는 불

분명할 수 있다.

2.4.2 重연합

Koestler(1964)는 창의성을 위한 기제의 하나로 重연합(bisociation)을 제안했

다. 인간사고의 대부분은 일상적이며, 단순한 연합을 포함한다. 물론 일반적 연

합을 사용하는 능력은 인간 사고와 행동에 안정성과 조직화를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창의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습관적인

사고 방식을 깨뜨릴 필요가 있다. 창의성에서 종종 요구되는 바는 이전에 간과

되었던 실제로 유용한 연결이다. 이전에는 관련되지 않았던 생각들이 어쩐지 연

결된 것으로 보여지는 과정을 Koestler는 重연합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예로

인쇄기를 발명한 Gutenberg의 경우를 들 수 있다. 15세기에도 글자가 새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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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조각에다 잉크를 묻혀 인쇄하는 방법은 이미 있었으나 인쇄의 질이 보잘

것 없었고 나무조각에다 전체 책을 새기는 것을 상상하는 것도 불가능했었다고

한다. 그 당시에 Gutenberg는 인쇄(printing) 방법을 알고 있었다. 또한 밀납에

다 금속 형태를 찍는 절차인 봉인(seal)에도 친숙해 있었기 때문에 낱개의 글자

가 인장의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낱자 인장들이

종위 위에서 부드럽게 눌려지는 방식은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Gutenberg는

포도 수확에 참가했다가 압축기에서 포도즙이 흘러나오는 것을 주시하고서 압

축(press)의 힘을 알게 되었다. 즉 그는 문제를 충분히 생각해서 포도 압축기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지점까지 이르르게 된 것이다. Gutenberg는 글자 인장을 압

축기 위에 적절하게 배열함으로써 자신이 원했던 질높은 인쇄를 가능하게 해주

는 융통성있는 기구, 즉 인쇄기(printing press)를 만들 수 있었다. ‘printing'과

'press'라는 두 단어는 요즈음의 우리에게는 익숙하게 연합되어진 단어이지만,

그당시 Gutenberg에게는 重연합에 속한다. 사실상 현재는 일상적이고 친숙한

대다수의 대상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연결되기 전까지는 관련없는 생각들이었던

경우가 허다하다. 초기의 컴퓨터를 생각한다면 personal computer도 그런 예에

속한다.

17세기에 누군가에 의해서 조수가 달의 인력에 기인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

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을 전해 들은 Galileo는 마치 농담에 대해서처럼

그 이야기에 대해 웃어버렸다고 한다. Galileo가 앞서의 이야기에 대해 웃었다는

사실은 창의적 사고에 대한 일말의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다. 창의적 사고란 종

종 사람들로부터 우스운 것으로 취급당하기 쉽다. 아마도 유모어와 창의성 간에

는 어떤 연결이 있을지도 모른다. 명백히 확산적인 두 가지 생각들이 갑자기 연

결되었을 때 , 그 결과가 처음에는 놀라울 수 있다. 농담 반응과 창의적 반응간

에는 실제로 유사성이 있는 것 같다. 이 점에서 Koestler는 농담에 대한 ‘ha,

ha' 반응과 이해에 수반되는 'aha' 반응간에는 심리적 유사성이 있음을 제안했

다.

2.4.3 선택자-통합자 기제

행동에서의 개인차는 두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나는 생득적 요인

이나 학습요인에 기인된 차이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

표집에서의 차이일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행동목록

(behavioral repertoire)를 갖고 있다. 이런 행동목록의 요소들은 비교적 생득적

인 것도 있고 학습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행동목록의 요소들은 유기체가 선

택할 수 있는 대안적 행동들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유기체의 과제는 행동목록으

로부터 적절한 행동을 선택해서, 직면한 상황에 대한 적합한 반응을 구성할 수

있는 행동패턴으로 통합하는 일이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의 선택자

(selector)이자 또한 자신의 경험의 조직자(organizer)이다. Maier(1970)의 견해에

따르면 창의적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지어주는 것이 바로 행동목록

들 가운데 특정 행동 요소들을 선택하여 통합하는 방식이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행동목록의 요소들들 서로 고립시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적

합하도록 신기한 방법으로 요소들을 재결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듯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이 행동을 선택하고 통합할 때 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정도가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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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의 한 지표일 수 있다.

Hargreaves, Stoll, Farnworth, 및 Morgan(1981)은 선택과 통합 과정의 한

측면을 조사해 볼 수 있는 실험을 했다. 소년, 소녀 피험자들에게 전형적으로

남성 혹은 여성의 운동으로 간주되는 게임 목록을 주고 그들이 좋아하는 게임

을 선택하게 했다. 피험자들이 선택한 게임에 따라 남성적 게임이면 남성성 점

수(M)로, 여성적 게임(F)이면 여성성 점수로 평가했다. 그리고 피험자들 모두에

게 사고의 융통성을 측정하는 대안사용 검사(Alternate Use test)를 실시했다.

그 결과 소년들이 남성적 게임에 소녀들이 여성적 게임에 더 많이 택했으며, 대

안사용 검사 점수에서 남녀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남성성, 여성성 점수와

대안사용 검사 점수간에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피험자의 남성성, 여성성 점수의 총합(sum)이 아닌 남성성, 여성성 점수

를 곱한 값(product)을 근거로 흥미로운 분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

의 예는 총합(12)은 같으나 각 남성성, 여성성 범주의 점수상으로는 차이있는

피험자들의 자료이다(표 2).

표 2. 대안사용 검사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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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F Sum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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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1 10 2 12 20

아동 2 2 10 12 20

아동 3 6 6 12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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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자료에서 남성성, 여성성 점수를 곱한 값이 가장 높은(36) 아동 3의 경

우는 전형적인 남성적, 여성적 게임에서 동일한 갯수(각 6개)의 게임을 선택한

경우이다. 즉 범주 선택에서 남성적, 여성적 범주에 따른 차이가 없다. 이러한

범주들간의 상호작용이 창의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종류의 역할만 한

다는 것은 특정 상황에 적합한 사용을 선택할 수 있는 대안 행동의 종류를 제

한하게 된다. 이는 남성적, 여성적 활동 모두를 택할 수 있다는 것이 정신 과정

의 융통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함축한다. 이 점은 전형적인 창의성 연구에서

도 강조되어온 바이다.

2.4.4 문제발견

창의성과 독창적 사고에 관심을 갖는 심리학자들은 문제발견에 특히 흥미를

갖는다. Mackworth(1965)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문제해결(problem solving)과

문제발견(problem finding)을 구분지었다. 즉 문제해결은 기존의 프로그램들이나

심적 규칙들간의 선택인 반면에, 문제발견은 기존의 프로그램과 기대되는 앞으

로의 프로그램간의 선택에 기초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를 탐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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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성공적인 문제해결이 잘정의된 문제의 해결로 귀착된다면 , 문제발견은

잘정의되지않은 문제로부터의 질문의 생성으로 귀착된다. Getzel(1975)은 문제발

견은 문제가 이미 충분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사치처럼 사람들에게

내려쳐진다는 것을 관찰했다. 문제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문제해결의 질이 종종

문제를 형성하는 방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되어 아인슈타인의 표현

을 인용할 수 있다.

문제의 형성은 종종 문제의 해결보다 더 필요불가결하다. 문제해결은 단순히

수학적 문제거나

실험기술의 문제일 수 있다. 새로운 질문과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하고 기존

의 질문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는 것은 창의적인 상상력을 요구하며 과학에서의 실제적 진전을

이루게 한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발견은 세가지 측면 , 즉 문제를 형성하고, 방법을 고안하

고, 解를 제공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세가지 측면이 모두 생성될 때까지는 일어

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발견은 과학 분야 뿐 아니라 예술, 사업 등 모든 영역

에서 창의적인 사람들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2.4.5 우연-형태 이론chance-configuration theory

Campbell(1960)은 지식습득의 과정에 다윈의 진화이론을 적용했다. 그는 진

화 과정의 핵심적 측면 가운데 하나인 맹목변이를 강조했다. 맹목변이(blind

variation)란 어떤 대안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미리 알지 못한 채로

대안들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맹목변이의 예로는 순수한 시행 착오를 들 수 있

다. 어떤 형태의 맹목변이는 유기체로 하여금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게하

는 것을 포함하는 반면에 또다른 형태의 맹목변이는 유기체로 하여금 움직이지

않고도 환경으로부터 단지 정보를 집어낼(pick up)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유

형의 맹목변이의 예로 반향을 통한 위치파악(ecolocation)의 예를 들 수 있다.

박쥐의 경우 환경에 있는 대상에 소리를 울려보내 돌아오는 반향음을 단서로

대상의 위치를 파악한다고 한다. 사람들(맹인)도 이러한 반향음을 통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ecolocation에 대한 Campbell의 요점은 그것이 맹목적 과정이라

는 점이다. 여기서 발사되는 소리는 어떤 특정한 방향에로 발해지는 것이 아니

다. 반향음으로 위치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모든 방향이 탐색될 수 있도록 동일

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어느 방향이 맞는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은 환경으로

부터의 피드백이다. 환경은 정확한 행위에 대한 선택 기준(selection criterion)을

제공해준다. 이러한 맹목변이가 없다면 우리는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도

없고,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도 없을 것이다.

창의적 사고는 Campbell에 따르면 상징수준에서의 맹목변이를 포함한다. 사

람들은 적절한 행위를 위한 선택 기준 뿐 아니라 다양한 행위 대안들을 상상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문제가 요구하는 해결의 종류에 대한 매우 명료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요구에 적합한 생각이 일어날 때까지 생각을 변화시킬 수도 있

다. 이러한 변이는 대답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고 어떤 생각도 가능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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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맹목적이다. 이러한 과정이 생성하는 생각들에 어떤 제

한이 없다. 물론 생성된 대부분의 생각들이 가치가 없거나 있더라도 적을 수 있

다. 그러나 대안들을 생성하는 과정이 적중을 가져올 수 있다. 창의적 사고의

핵심 기제가 바로 이러한 우연적 발견, 즉 구하지 않았던 가치있는 것을 발견하

는 능력(serendipity)이다. 선택 기준에 맞는 것으로 밝혀진 대안은 그것이 어떻

게 일어났든 간에 유사한 맥락에서 앞으로도 사용되기 위해 보존된다. 따라서

오늘의 성공적인 개혁이 미래에는 전통이 된다.

Wallas(1926)는 창의적 사고 과정에 분리된 단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으나

중요한 것은 단계(stage)가 아니라 절차(procedure)이다. Wallas의 입장은 후속

연구들에서 지지되지 못하고 있다(Vinacke, 1974). 대안의 생성을 위해서 반드시

무의식적인 작업 기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시인과 화가들에게서 부화의 단계

가 보고되었지만(Patrick, 1935, 1937), 이 기간동안 행해진 작업이 무의식적이었

는지는 불분명하다. 오히려 절차가 있어 사고자로 하여금 가능성들을 신중하게

변화시킬 수 있게 해준다(Crovitz, 1970). 중요한 것은 맹목변이를 어떻게 성취

하느냐가 아니라 맹목변이가 일어나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Simonton(1988)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 명제를 제안했다.

1. 창의적 문제해결은 변이(variation)의 과정을 요구한다. 이러한 변이는 심

적 요소들의 우연 순열(chance permutation)이다. 순열은 생각이나 개념

과 같은 인지단위의 다른 조합이다.

2. 변이는 일련의 기준에 근거해서 선택된다(selceted).

3. 기준에 맞는 변이는 보존된다(retained).

Simonton에 의하면 사람들은 안정되고, 잘 조직화되고, 내포적인 심적 구조

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어떤 심적요소들의 조합은 다른 것들보다 더 안정되고

좋게 조직화되는데, 이것이 형태(configuration)이다. 어떤 형태는 특정한 문제

상황의 요구에 맞게 된다. 문제 상황에 따라 요구는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기

준은 관례적이다. 예를 들어 최소한 소설은 문법이 맞아야 하고, 교향곡은 음악

기준에 맞아야 한다. Simonton은 창의적 사고에서의 생산성(productivity)이 우

연 순열 과정에 의해 분포되는 방식을 제안했다. 즉 생산적 사람들은 더 많은

심적 요소를 가용할 수 있다. 더 많은 심적 요소가 가용될수록 요소들간의 더

많은 결합이 가능해진다. 심적 요소들의 수가 증가할수록 이들 요소들의 순열

수는 더 빠른 비율로 증가한다. 많은 심적 요소들을 갖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일반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요소들의 순열을 생성할

수 있다.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유용한 ‘형태’를 생성해낼 수 있다. 결국 우연

-형태이론에서 볼 때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창의적 잠재력(creative potential)

이라는 위대성을 갖게 된다.

2.5 관련 문제들

창의성과 관려된 수많은 흥미로운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론

적으로나 일상의 경험에서나 창의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주제들로, 창의성

과 지능 그리고 창의성과 문제해결의 관련성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덧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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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창의성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핵심 문제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겠다.

2.5.1 창의성과 지능

사람들은 흔히 천재성을 지적 능력의 우수성 뿐 아니라 창의적 재능을 포함

한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천재들은 IQ 뿐 아니라 창의성 점

수도 높은 것인가? 나아가 창의적인 사람들은 지능이 높은 것인가? 이러한 질

문들과 관련하여 창의적인 사람의 지능을 스탠포드-비네 지능검사로 측정해 본

결과, 상당한 변산은 있었으나 창의성과 지능간에 상관이 있음이 밝혀졌다

(Terman & Oden, 1947). 그러나 이러한 결과와 상충되게도 Talylor와

Holland(1962)에 의하면 창의성과 지능간의 상관은 +.2에서 +.4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지능과 창의성간의 관련성에 대하여 어떤 설명

이 가능한 것인가? 이들간의 관련성을 현실 상황에서의 학업성취 문제를 중심

으로 검토해보기로 하자. 상식적으로 지능도 높고 창의성도 높은 집단이 지능은

높지만 창의성이 낮은 집단보다 우수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

능은 낮지만 창의성이 높은 집단이 지능도 낮고 창의성도 낮은 집단보다 우수

할 것이다.

연구 결과 실제로 지능과 창의성이 모두 높은 집단은 평균 69.6%의 능력을

나타냈고, 지능은 높지만 창의성이 낮은 집단은 63.5%의 능력을, 지능은 낮지만

창의성이 높은 집단은 56.6%의 능력을, 그리고 지능과 창의성 모두 낮은 집단은

51.9%의 능력을 보였다(Cropley, 1967a). 이러한 결과는 지능만 높은 집단은 지

능이 낮은 집단보다는 우수했지만 지능도 높고 창의성도 높은 집단보다는 능력

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지능은 낮지만 창의성은 높은 집단은 지능도

낮고 창의성도 낮은 집단보다는 우수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가의 차원에서 볼

때 지능은 높으나 창의성이 낮은 집단은 학업성취도가 기대 이하라고 판단될

것이다. 왜냐하면 두 집단이 지능은 동일함에도 지능만 높은 집단이 지능도 높

고 창의성도 높은 집단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로 지능은 낮으나 창의성이 높은 집단은 동일한 지능 수준임에도 창의성까지

낮은 집단보다는 높은 성취를 보이기 때문에 학업성취에 있어서 기대 이상인

것으로 평가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학업성취 평가가 창의성 차원

이 간과된 채 지능검사에서 중시되는 지적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래된 오해에 불가하다. 사실상 성취 면에서 기대 이상으로 판단된 집단은 창

의성이 있음에도 그들의 정신 능력이 과소평가 된 것이고, 기대 이하로 판단된

집단은 창의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정신 능력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매우 창의적인 사람들이 종종 중간 정도 내지는 하위 수준

으로 잘못 판단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우릴 필요가

있다.

한편 Cave(1970가 중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와 창의성 검사를 실시

하여 요인분석해 본 결과에서도 창의성 검사에서 상위 20%에 속하는 학생들의

3분의 1은 지능검사에서도 상위 20%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중요한

결과는 창의성 점수가 매우 높은 학생들의 경우 높은 학업성취를 나타냈으며,

특히 창의성을 성취 기준으로 강조하거나 특수 능력을 비교했을 때 창의성이

높은 집단은 지능이 매우 높은 집단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마찬가지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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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IQ로 보아서는 높은 학업성취를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의성이 높은 집단이 확산적 사고를 기초로 높은 성취

가 가능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즉 창의성이란 지능과 관계가 있으면서 동시

에 그 자체의 독특한 요인, 즉 C 요인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능과 창의성간의 관계성을 ‘지능의 경계선’을 기초로 검토해 볼 수

있다. Torrance(1962c)에 의하면 대략 IQ 120을 경계로 하여 IQ 120 이하인 경

우는 지능과 창의성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으나 IQ가 120 이상이 되면 지능과

창의성간의 상관이 매우 낮아진다고 한다. 예를 들어 지능지수가 120 이상이 되

면 창의성은 지능과 관계없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쳐 창의적 사고가 학업성적

을 크게 향상시킨다. 이는 지능과 창의성간의 관계적 특성이 지능의 수준에 따

라 상이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 이러한 견해의 기저에는 지능의 경계선의 하위

수준에서는 수렴적 사고가 확산적 사고를 한정하지만, 그 상위 수준에서는 수

렴적 사고와 독립적인 확산적 사고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

는 바꾸어 말하면 창의성의 기초로서 지능의 중요성이 간과 될 수 없지만 높은

창의성이 반드시 높은 지능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실제로 과학

분야 뿐 아니라 예술 분야에서도 두드러지게 창의적인 사람들의 경우 IQ 120

이하인 경우가 드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이 모두 천재는 아니

었다.

Bruner(1962)에 의하면 기존의 지능검사에서 강조되고 있는 수렴적 사고는

창의성 검사에서 강조되고 있는 확산적 사고를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된다. 모든

창의적인 문제해결은 그 문제와 관련된 영역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을 전제로

한다. 확산적 사고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 전제로서 주어진 자료들 간의

논리적 관계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기존의 사고틀을 확장시키고 인지구

조를 재구성하는 확산적 사고능력이 수렴적 사고로부터 나오는 셈이다.

Gordon(1961)도 창의성의 전제로서 기초 자료에 대한 지식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통찰’의 순간이 이유없이 주어지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통찰 역

시 관련 영역에서의 기초적인 지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물론 창의

적 사고과정에서 통찰적인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순간조차 대부분 오

랜 과정을 통한 정점인 셈이다. Pribram(1964)도 창의적인 사고는 우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하는 지식의 확산으로 표현된다고 보았다. 즉 창의성

은 기존의 지능으로부터 생산되는 것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지능의 경계 수준을

일단 넘어서면 창의적 능력은 지능과 독립적으로 기능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

면 한 개인이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수렴적인 사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면 확산적 사고는 수렴적 사고라는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효과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결국 확산적 사고가 수렴적 사고와 기능적으로 서로 다르면

서도 깊은 관계에 있듯이 창의성도 지능과 구분되면서도 상호 깊은 관련을 갖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확산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결코 수렴적으로 사고

하는 사람들보다 정신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창의성이 결코 지능보다

낮게 평가되어야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럼데도 불구하고 창의성의 가치는 종

종 소홀히 취급되어지기 쉽다. 그러나 창의성과 지능은 지적 창의력, 창의적 지

력이라는 상호보완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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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창의성과 문제해결

창의성은 문제해결 기술의 중요한 일면이다. 문제해결 과정에는 관련 전문

지식 만큼이나 창의성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 특성이론가들은 창의성을 개인이

갖고있는 일련의 특성으로 보는 반면에 상당수 심리학자들은 창의성을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본다. Piaget(1971)는 창의성을 사고의 한 단계에서

부터 다른 단계로 변화되면서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통찰(sudden insight)로 보

았다. 즉 창의성은 이전에 아무런 관계가 없던 요소들을 일련의 법칙을 통해서

새로운 수준의 평형(equilibrium) 상태로 유지시켜나가는 것과 관련된다. Piaget

에 의하면 창의성이란 일반 지적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의 하나로, 통

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통찰의 중요성은 형태주의자들에 의해 일찌기 제안

된 바이다. 많은 형태주의의 문제들은 부분들간의 올바른 관계를 찾기 위한 대

상의 새로운 배열을 요구한다. 따라서 문제해결자는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검토

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함으로써 올바른 문제해결에 도달하게 된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구조적 재조직화(sturctural reorganiztion)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창의성이 문제해결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잘 알려진 Kohler의 문제해

결 실험에서 지적되었듯이 올바른 조직화의 발견은 대개 순간적인 통찰에 의하

여 일어난다. 분리된 것으로 보여지던 문제의 요소들을 하나의 총체적 형태로

구조화함으로써 어느 순간 문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갑작스러움이야말로

창의적 문제해결의 한 특징이 아니겠는가? 창의성이란 문제해결의 측면에서 볼

때 결국 과거의 재생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생산적

사고(productive thinking)를 의미한다.

문제해결에서의 창의적 사고 과정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전개한 예

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Wertheimer, 1945, 1959). 우선 아인슈타인은 문제해결

을 위해 표상을 구성하고 그 표상을 검증해 나갔다고 한다. 그 역시 다른 전문

가들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계속했다는 것이다. 일반

적으로 전문가들은 중복되는 지식을 갖고, 정보들이 낱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 상호연결되어 있는 표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아인슈타인은 격렬하

고 집중적인 문제해결 행동과 해결통로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들은 일시적으로

포기하는 행동을 번갈아 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경우 무엇을 해야하

는지를 알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기본적으로 열심

히 집중을 하면 핵심적인 특징에 주의를 기우리게 되는 반면에 주변적 특징들

에는 주의가 분산되지 않게된다(Easterbrook, 1959; Kahneman, 1973). 가장 분

명하고 명확한 통로를 따라갈 때 문제해결 행동은 빨라지고 효율적이 된다. 창

의성은 부분적으로 새로운 통로의 발견이므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와의

투쟁 뿐 아니라 안정을 찾는 기간이 필요하다. 결국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은 단

순히 물리학에 대한 전문적 지식 뿐 아니라 강력한 집중적 사고력과 유연한 창

의성을 조화시킬 수 있었던 능력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창의적 사고를 다른 사고 과정과 구분지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앞

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신기함이란 창의적 문제해결을 다른 일상적 문제해결과

구분지어주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신기함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

다. Perkins(1981)는 신기한 무언가를 하려는 ‘노력 ’이야말로 평범한 지능과 창의

적인 천재성을 구분짓는 주요 특질이라고 보았다. 창의성에서 요구되는 신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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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일반적으로 신기한 목표의 추구를 포함하고 있다. 목표의 탐색은 창의성에

결정적인 것이다. 목표 탐색의 결과가 성공적인 창의적 산출물로 나타나게 된

다. 이와 관련하여 Osborn(1953)은 그의 적극적 개방사고(actively open-minded

thinking) 이론에서 창의적 문제해결의 성공에 결정적인 것으로, 가능성 탐색에

서의 철저함, 목표 탐색에서의 철저함, 그리고 충분한 자기비판(self-criticism)과

개정(revision)을 제안했다. 그에 의하면 창의성에서의 주요 장애 가운데 하나가

가능성을 불충분하게 탐색하는 것과 관련된다. 아이디어 생성 국면에서 지나치

게 자기비판적이라면 가능한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지 못하게 될 것이

다. 그러나 Perkins(1981)에 의하면 전문가에 의해서 좋은(창의적인) 시로 평정

받은 피험자들이 詩作 과정에서 더 많은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단어 선택시에 한 두개 대안만을 고려했음에도 특정 상황에

처하여 보다 빠르고 적절하게 단어를 생각해낼 수 있었다. 성공적인 시인들은

자신이 찾고있는 단어에 대해 보다 복잡하고 특별한 지시를 주는 것으로 밝혀

졌다. 즉 이들은 단어 탐색시에 단순한 기준을 충족시켜주는 많은 수의 가능한

단어들을 찾기보다는 가외적 풍부성을 사용하여 상황에서 요구되는 제약 그 이

상을 충족시켜주는 적절한 단어를 생각해냈다. 이러한 결과는 창의적 문제해결

에서 가능성 탐색의 역할이 Osborn이 주장했던 것보다는 불분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목표에 대한 탐색은 창의적 문제해결에서 매우 중요하다. Getzles와

Csikszentmihalyi(1976)에 의하면 예술학교 학생들에게 정물화를 그리게 한 실

험에서, 전문가에 의해 높게 평정받은 피험자들이 작업 시작 전에 정물 대상을

연구하고 조작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작

업을 하는 동안에도 보다 빈번히 대상을 재배열하고 변화시켰다. 이러한 행동들

은 목표탐색에 해당되는 것으로, ‘문제해결’이 아닌 일종의 ‘문제발견’이라고 볼

수 있다. Perkins(1981)가 지적했듯이 어떤 창의적 활동에도 좁혀들어가는 과정

이 포함된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거나 아니면 아주 일반적인 생각들

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좁혀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매우 특별한 창의적인 산출

물로 이어지게 된다. 작업이 진전되어 나감에 따라 더 많은 제약들이 출현한다.

이러한 목표에의 제약들의 탐색 또한 창의적 성취에서 중요한 것의 하나이다.

자기비판과 개정의 측면과 관련하여 Getzles와 Csikszentmihalyi(1976)는 작

업이 끝난 후 피험자들에게 작업 과정에서 전체 그림의 특성을 파괴하지 않고

서 그림에 있는 어떤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를 물어본 결

과, 보다 성공적인 피험자들이 여기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경향성이 높게 나

타났다. 성공적인 창의적 예술가들은 작업을 끊임없는 개정의 과정으로 인식하

는 것 같다. 이들은 자기비판적이어서, 자신이 행한 것, 새로운 목표, 결점의 증

거에 대해 계속적으로 대안적 가능성을 찾는다. 그리고 그런 증거가 발견되면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거기에 반응한다. 목표에 대한 탐색과 증거에 대한 자기

비판적 탐색은 창의성의 결정적 부분인 셈이다.

2.5.3 창의성의 핵심 이슈들

창의성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간에 창의성 연구의 핵심 문제에 대한 반응에

서는 물론 무엇을 창의성 연구의 핵심 문제로 보느냐에 있어서도 그 입장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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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할 수 있다. 이에 관해 Sternberg가 정리한 내용이 다음에 제시되어 있다(표

3). 여기서는 창의성 연구와 관련된 8가지의 주제가 소개되었는데, 각 주제별로

대립적인 두가지 입장을 비교한 다음에 종합적 관점을 제안하였다.

표 3. 창의성의 핵심 문제들(Sternberg, 198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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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1: 창의성 연구의 방법

관점 I : 창의적으로 생산적인 개인들을 직접 연구.

관점 II : 창의적 개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의성 검사를 사용.

종 합 : 각 방법에 기초한 기존의 연구를 개관하고, 모델이 창의적 행동를 설명하는

방식을 조사.

주제 2: 통찰의 역할

관점 I : 창의성은 통찰(보통은 초기 통찰을 정교화시킴)에 의존한다.

관점 II : 짧은 통찰의 순간은 창의적 과정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종 합 : 통찰의 순간이 창의성에서 작지만 필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의됨.

주제 3: 우연의 역할 VS 주의깊은 계획

관점 I : 창의적 산물은 창의적 생각을 생성하거나 선택하는 단계에서 나오는 무선적

변이의 산물이다.

관점 II : 창의적 과정은 기존 지식에서의 틈에 대한 적극적 탐색, 문제발견, 그리고 창

의적 영역이나 특수한 노력 영역에서의 기존 한계나 제한을 돌파하려는 의식

적인 시도를 포함한다.

종 합 : 창의적 과정은 현상에 대한 설명을 찾지 못했거나 새로운 생각을 기존 지식

에 통합시키지 못했던 이전의 실패로부터 시발되거나 또는 혼돈을 감소시켜

자기조직화를 하려는 일반적 욕구로부터 시발되는 것일 수 있다.

주제 4: 창의적 과정의 영역 특수성 VS 일반성

관점 I : 창의적 과정은 영역을 넘어서서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관점 II : 특수한 창의적 과정이 특수한 영역에 적용된다.

종 합 : 창의성이 영역특수적이라고 제안한 사람들조차 어떤 특징들은 영역을 넘어설

수 있음에 동의한다. 유사하게 영역일반성을 주장한 사람들도 창의적 과정의

어떤 측면은 특정 영역에서 두드러질 수 있음에 동의한다.

주제 5: 창의적 개인의 영역특수성

관점 I : 영역특수적 창의성의 근거를 창의적 개인이 특정한 정보 유형이나 조작 양식

에 선천적인 민감성을 가졌거나 독특한 지능의 결합을 지니고 있다는데 둠.

관점 II : 영역특수적 창의성의 근거를 창의적 개인이 특정한 영역에서 높게 훈련된

기술을 갖고 있거나, 특정한 영역에서 창의성이 육성되는 환경을 갖었거나,

특수 영역에서 특별한 창의적 능력을 발달시킨 비생득적인 이유를 갖고 있다



- 128 -

는데 둠.

종 합 : 창의적 개인은 제한된 영역내에서 창의적이며, 특정 영역내에서의 창의적

생산성도 새로운 아이디어 산출의 기초로서 기존의 지식을 사용해야만 한다

는 점에 일반적으로 동의한다. 적어도 어떤 지식은 창의적인 사람이 신기한

아이디어를 파악하고 영역지식에서의 틈을 찾아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창의

성을 크게 촉진시킨다. 지식습득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天性인지 育性

인지 혹은 그 모두인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다.

주제 6: 고유, 독특 VS 특별한 것이 아님

관점 I : 창의성은 역사상 드물게 어떤 특별하고 독특한 개인에게서만 나타난다. 창

의적이라고 간주되므로 창의성은 고유한 것임에 틀림없다.

관점 II : 창의성은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창의적 과정은 훈련되고 완벽하게 될 수 있

다. 개인이나 개인의 고유한 랙락에서의 어떤 특별한 것도 없다. 창의적이라

고 간주되는 창의성은 분명 신기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다른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반드시 고유한 것은 아니다.

종 합 : 창의적 산물은 비범하고 독특하지만 반드시 고유한 것은 아니다. 창의적 개인

은 독특한 특징과 심적 과정을 나타내는데, 창의성은 적절한 내적 인지능력,

성격, 동기적 기질, 가정과 흥미 영역과 광범위한 문화를 포함하는 환경 영향

이 합쳐져진데서 나온다.

주제 7: 무의식의 역할

관점 I : 창의성은 무의식과 半의식에 의존하며, 무의식적 요소들을 의식적 인식으로

가져오는 것에 의존한다.

관점 II : 무의식의 역할은 창의성 논의에 부적절하다.

종 합 : 무의식적 과정과 무의식적 요소들이 창의성에 중요하지만 창의적 사고과정

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주제 8: 창의성의 신경심리학

관점 I : 창의적 사고과정 동안 좌반구보다 우반구가 더 중요하다.

관점 II : 꿈꾸는 동안에 양반구가 동일하게 관여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적어도 자유

롭고 느슨하게 구조화된 심적 과정 동안 좌반구도 우반구와 마찬가지로 중

요한 것으로 보인다.

종 합 : 각 반구는 약간 다르게 정보를 처리하는 것 같다. 그러나 양반구 모두 사고

와 창의적 사고의 다른 측면에 중요하다. 언어적, 비언어적 과정, 논리수학

적, 시공간적인 과정 모두가 창의적 사고에 필수적이다. 창의적 통찰에서 아

마도 더 중요한 신경심리적 요인은 피질의 각성 수준일 수 있다(부화기간

동안에 피질의 각성이 통찰을 촉진시킬 수 있다). 창의성에 더 중요한 위치

는 풍부한 활동이 일어나는 양반구의 전두엽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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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맺는말

개인 자신의 정신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냄으로써 현

실에 적응해내는 일은 무한경쟁 상황에 처하게 된 현대인에게 있어서 이제는

성공을 위해서가 아닌 생존 그 자체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활동이 되고 있다. 이

를 위해 현대인은 매순간 순간마다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해석하고, 이전에

이미 습득한 개념에 동화시켜 저장하고, 필요시에 인출하고, 다시 저장한다.

이러한 일련의 정보처리 과정에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다양한 전략을 동원

하여 외부 세계를 조절하기도 하고 또한 스스로를 환경의 요구에 맞추어 조절

해 나가기도 한다. 이 모든 인간적 활동 집행의 핵심에 지능이 위치해 있다고

볼 때, 인간지능의 실체를 밝히고 그 현실적 기능을 검토하는 것은 이 시대 심

리학자들이 담당해야할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전통적으로

지능의 연구는 학구적 지능에 그 초점이 두어져 왔었다.

그러나 다양성이 존중되고 학구와 비학구간의 경계조차가 무의미해진 포스트

모던적 시대 조건에 처하여, 더 이상 인간지능이 편협한 의미의 지적 기술로 제

한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인간의 이성 자체가 과거에 믿어왔듯이 맥락독립적

인 논리적 합리성이기 보다는 제한된 인지용량의 한계 내에서 현실맥락에서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실용적 합리성(pragmatice rationality)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능의 연구 영역에 있어서도 실용적 지능(practical intelligence)의 측면이

검토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本고에서는 지능에 관한 고전적

접근으로부터 최근의 정보처리적 접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의

비교함으로써 정의사회적 능력요인들의 지능에로의 도입을 통한 지능개념의 확

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과거에 강조되어온 유형의 지능이 지금까지의 인간 적응에 도움이 되어왔다

고 해서 동일한 유형의 지적 능력이 반드시 미래 상황에서도 적절한 것일 수

없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지능검사들은 창의적인 확산적 사고보다는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수렴적 사고를, 새로운 문제의 발견보다는 정확한 대답을 찾는 문제해

결적 사고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왔다. 시간제한이 있는 이러한 검사에서 점수와

연결되지 않는 사고란 일종의 사치로 취급될 뿐이다. 그렇다고 가능한 대안들을

고려하는 사고 과정이 결코 비지능적이거나 비논리적인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이

러한 사고 과정에서 도출되는 결과들이 비합리적이거나 무의미한 것도 아니다

(Kahl, 1979). 지금까지는 확산적 사고, 창의적 사고가 수렴적 사고, 분석적 사고

에 비해 소홀히 취급되는 경향이 높았지만 아마도 앞으로는 일상생활에서는 물

론 학문 세계에서조차 창의적인 확산적 사고가 전형적인 지능검사에서 강조되

어온 사고 유형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시될 전망이 높다. 민첩성, 융통성,

독창성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며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또 다른 유

형의 사고, 즉 확산적 사고나 생산적 사고의 측면은 창의성의 문제로 직결된다.

그러나 창의성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창의성이 무엇인지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창의성에 관한 여러 이론적 입장들에서 각기 그 장

점을 취해 창의성의 다양한 측면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창의성의 문

제를 다른 지적 영역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접근해나감으로써 오히려 창의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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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을 보다 명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창의성 연구는 다른 정신

활동과의 기능적 관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창의성 본래의 생동

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다른 정신 활동과 차별화되는 창의성 고유의 독특

한 특성을 밝혀낼 수 있다.

本고에서 창의성과 지능 그리고 창의성과 문제해결에 대한 관련성을 검토해

본 결과 창의성은 지능과는 구분되는 그 자체로 고유한 정신 활동이지만 동시

에 창의성은 지능과 불가분하게 상호의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의성 발휘

를 위해서는 일정한 지능적 기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그렇다고 지능이 높

은 것이 반드시 창의성을 보장해주지는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창의성은

창의적 문제해결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일상적인 문제해결 과정에도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능과 창의성에 대한 연구 영역이 보다 풍부한 이론적

확장을 꾀하기 위해서는 서로 배타적인 입장을 넘어서서 창의적인 지력, 지능적

인 창의력에로의 체계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플라톤은 인간의 지적 능력이야말로 인간의 생명 현상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적’이란 형용사의 수식 대상이 컴퓨터가 아닌 인간생

명인 한, 지능은 이제 제한된 이상적인 규칙을 따르는 경직된 의미에서 벗어나

환경에 대한 생동하는 인간적 적응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져야 할 것이

다. 그 하나의 대안으로 인지중심의 現 지능의 개념틀 안에서 설명의 범위와 수

준을 다각화, 세련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또 하

나의 대안으로 지능 개념 자체의 질적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

우선 Sterngerg도 제안하였듯이 창의적 측면의 지능에로의 도입이 적극 확대

되어져야 한다. 이로써 인간 知 특유의 융통성과 다양성과 생동감을 지능에 부

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정서적 지능의 존재적 가치를 되살려냄으로서 인

지적 지능의 한계에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서가 배제된 인지가 진정한

知로서 기능할 수 없고, 결코 인지가 정서보다 우월한 것도 아니다. 인간지능에

다 본래의 인간성(humanity)의 의미를 되찾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오히려 전

형적으로 인지 영역으로 제한되어왔던 지능의 영역에 정서 요인을 도입함으로

써 높아질 수 있다.

여기서 ‘나무’의 비유를 통해 지능 개념의 진정한 의미를 검토해 보기로 한

다. 뿌리깊은 나무는 땅만 내려다 보지 않는다. 늘 하늘을 꿈꾸며 태양을 향해

뻗쳐나간다. 그러면서 바람과 눈과 비를 벗삼으며, 온갖 새들이 지저귀며 그 위

에 깃들일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또한 자신의 힘과 아름다움과 그리고 열매까

지도 함께 나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무는 더욱 뿌리깊은 나무로 성장해나

가게 된다. 진정한 知의 모습이 바로 이렇지 아니한가? 나무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태양을 향하게 하는 힘이 창의성이고, 환경맥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줄 뿐 아니라 다시 받으며 맥라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정서의 역할이다. 이렇

듯 창의성과 정서성과 더불어 더욱 뿌리깊은 나무로 성장해나가는 것이 지능의

진정한 모습일 수 있다.

창의성과 정서성은 지능과 분리된, 지능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단순한 보조

자원(resource)이 아니다. 그것들은 지능과 분리될 수 없는 知 자체의 특성일 수

밖에 없다. 창의성이 매말라버린 지능이 참된 知로 기능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

로 정서가 배제된 인지가 결코 인간다운 知라고 볼 수도 없다. 적응이라는 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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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인간성 상실된채 제한된 틀에 맞는 강요된 지식을 생산해내는 것이 지능

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 인간지능이 기계의 지능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창의적

인 지능’ 그리고 ‘정서화된 지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의 전회야말로 미래의 자

연지능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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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 창의성 : 총론

가. 창의성의 정의

1. 협의의 창의성 -용도 중심: many, varied, unusual

2. 광의의 정의 - 행동, 심적 과정 강조

: new(novelty), usefulness :

- unusual, appropriate & useful -valuable, quality, important

3. 과정으로서의 창의성

a. - combination, connection, association: anlaogical thinking

b. -Rhodes(1961): person, processes, products, context(environments)

4. Torrance (1995):

연구용 정의: 과정 강조:

- 어려움, 문제, 지식상의 괴리, 바져있는 요소들의 인식

- 이에 대하여 추측, 가설 형성

- 이에 대하여 가설 검증

- 수정, 재검증

- 커뮤니케이션

예술적 정의 - 유용성 강조

생존적 정의 - 삶의 장면

나. 창의성의 유형과 수준

1. 심리적 창의성: P: Psychological - 개인적 신기성 중심

역사적 창의성: H: Historical - 공공적 신기성 중심

improbable vs impossible creativity

2. Taylor(59)

- expressive c

- productive c

- inventive c

- innovative c

- emergentive c

3. 창의성의 구성 요인

◆ 민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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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환경에 관해 민감한 관심을 보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탐색 영역을 넓히는 능력

◆유창성

주어진 자극에 대해서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

◆융통성

주어진 문제에 대해 한가지 방법에 집착하지 않고 다양한 접근 방법을 취할 수 있는

능력

◆독창성

문제에 대해 통상적인 것에서 탈피하여 독특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는 사고

능력

◆정교성

다듬어지지 않은 기존의 아이디어를 보다 치밀한 것으로 발전시키는 능력

◆ 자발성 : 문제 상황에서 아이디어를 자발적으로 산출하려는 성향이나 태도

◆ 독자성 :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구애받지

않으려는 성향이나 태도

◆ 호기심 : 항상 생동감 있게 주변의 사물에 대해 의문을 갖고 끊임없이 질문을

제기하려는 성향

◆ 집착성 :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성향

◆ 정직성 : 자신이 관찰한 것과 생각한 것을 꾸밈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 변화에 대한 개방성 : 세상은 변화하고 있으며 내 자신이 이러한 변화에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자발적인 태도

4.. 창의성에 대한 판단 기준(홀만 R.J. Hallmann)

(1) 연관성의 기준(Criterion of Connectedness)

창의성은 여러 가지 활동의 조합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기존의 것을 서로 연관시켜 새로운 연관성을 만드는 것이다.

(2) 독창성의 기준(Criterion of Originality)

결과는 참신한 것이어야 하며 예상하지 못했던 것, 유일한 것이어야 하고 놀랄만한

것이어야 한다.

(3) 탈합리성의 기준(Criterion of Non-rationality)

때로는 무의식적인, 직관적인, 우발적인 그리고 무모한 듯한 정열에 의존하는 것이기도

하다.

(4) 자아실현의 기준(Criterion of Self-actualization)

성취감의 형성을 뜻하는 것으로 ,긴장과 정력을 조직하고 성장을 추구하며, 강한 동기를

가진 변화의 과정을 의미한다.

(5) 개방성의 기준(Criterion of Openness)

개방성은 감수성, 자아긍정성, 자발성, 그리고 관용성 등의 특성을 가진다.

경직성, 자기방어성, 독선성, 배타성, 그리고 패쇄성 등은 창의성의 가능성을위축기키므로

창의성이 높은 사람은 사물과 온갖 종류의 문제, 그리고 무의식적 충동에까지 비교적

민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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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창의성의 연구 접근

     - 심리측정적(psychometric)

     - 실험적(experimental)

     - 전기적(biographical)

     - 역사측정적(historiometric)

     - 생물측정적(biometric)

           심리적(개인적) 창의성

     Guilford(측)      Weisberg(인)
     Schank(인)      Sternberg(인)
     Torrance(측)      Amabile(성)
     Simon(인)      Baron(성)

Johnson-Laird(인)

Simonton(통,인)
Perkins(통,인)

    시간    Gruber(인)
        사회적

심리적 역사적

Gardner(통,인)  Csikszentmihalyi(통)

역사적 창의성

(註) 괄호 안은 각 연구자들의 주 접근방법

측:심리측정   인:인지적   성:성격 및 동기적   통: 통합적

Boden
(인)

.역사측정적 접근 - 주로 특출성(eminence) 중심으로 연구

                   - 자기 보고 측정치가 아닌 역사적 문헌을 통하여 자료수집

                   - 창의적 산출 동안에 적용되는 설득(persuasion)에 대한 경험적 

연구

.생물적 접근 - 창의적인 사람에 대한 유전학적, 신경생물학적 접근이 필요

.전기적 접근 -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뛰어난 창의자들에 대한 사례 연구를 하므로,

.Gardner(1988a, 1993a) : 전기적 접근 + 역사측정적 접근 = 새로운 기법 모형화

                          이 방법은 실제적으로 전기적 접근과 구별하기 힘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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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리측정적 접근

20c 초반 Binet와 Terman에 의해서 인간의 지능이 조작적으로 정의되고 측정되기 시작

한 이후에, Guilford는(1950, 1956, 1986) 창의성을 창의적 성취를 이루기 위한 정신적 능

력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창의적 사고에는 확산적 사고능력이 필요하고 유창성ㆍ 융통성

ㆍ독창성ㆍ정교성 등이 이 확산적 사고능력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런 Guilford 의 생각

은 Torrance(1987)등 심리 측정 전문가들에게 전달되어, 현재 창의력 측정 변별도구의

이론적 근간을 이루고 있다

-Guilford 등 , 측정 중심: divergent production 중심

◆ 창의성 연구에 적용된 심리측정적 방법의 네 가지 구체적 영역

   ① 창의적 사고과정

   ② 창의적 성격과 행동간의 상관

   ③ 창의적 산물의 특성

   ④ 창의성을 길러주는 환경적 특성

▪ 창의적 사고과정을 수량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확산적 사고 검사(이하, DT검사) 

사용

▪ DT검사 : 구체적 자극에 대한 몇가지 반응을 산출하도록 함

            (하나의 정답을 요하는 표준화된 능력 검사와는 대조적)

            유창성(fluency, ideational fluency, ideation) 강조

      ex) ▪ Guilford(1967b)의 SOI 검사집

              - semantic units(잠을 잘 필요가 없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나열하기) 

              - figural classes(숫자 세트에 대해서 가능한 많은 분류법 찾아내기)

              - figural units(원과 같은 단순한 모향으로 가능한 많이 정교화 시키기)

          ▪ Torrance(1966)의 TTCT(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DT검사)

              -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측정

          ▪ Wallach와 Kogan(1965)의 검사집

              - SOI 검사와 유사하나 시간제한이 없다는 것이 특징

          ▪ Getzels와 Jackson(1962)의 검사집

              - SOI 검사와 유사(벽돌, 연필, 이쑤시게 등의 다른 용도를 모두 

나열하도록 함)

▪ 지금까지 DT검사는 처음 나왔을 때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그 만큼 활발히 

연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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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는 상당히 높으나 예언타당도와 변별타당도에는 논란이 많다.

▪ DT검사의 전통적 채점방식에 대한 대안들이 필요.

      ( → 전통적인 빈도표에 의해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채점)

    ⇒ 대안들 : 합산점수, 가중치 부여된 유창성 점수, 퍼센트 점수, 

                개별반응이 아닌 응답 전체에 근거한 채점 등등...

▪ DT검사의 측정 딜레마 : 유창성이 독창성 점수에 대해서 오염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 DT검사가 전체 창의적 사고과정에 대한 측정을 거의 점유하고 있지만, 아이디어의 

생성은 

   창의적 사고과정의 한 측면일 뿐이므로, DT만 두드러진 것은 문제해결에 있어서 

창의성의 

   통합적 역할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 Runco(1991)는 창의적 사고과정에 대한 평가적 요소를 강조

▪ 확산적 산출보다는 문제 확인(problem identification)과 평가적 사고(evaluative 

thinking)     같은 창의적 문제해결의 다른 측면들을 포함하는 심리측정적 연구가 필요

▪ 통찰력과 창의성간의 관계도 연구될 필요가 있다.

▪ 통찰 측면에 대한 연구설계 시에는 기존의 통찰문제들에 피험자들이 노출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창의적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된 성격특성을 밝혀냄.

   Davis(1992) : 창의적인 사람의 성격특성 연구 - 창의성에 대한 인식, 독창성, 

독립성, 

                위험 감수, 개인적 에너지, 호기심, 유머감각, 복잡성과 신기성에 

끌림, 

                예술적 감각, 개방성, 사생활에 대한 요구, 고양된 지각. 

▪ 창의적 산출과 관련되는 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창의적인 사람의 과거 행동을 연구

   (→ Alpha Biological Inventory, Creative Behavior Inventory 같은 자기-보고 목록 

사용)

▪ 행동 체크리스트와 자전적 목록들이 널리 사용되는 이유

   ① 자기-보고된 성취와 활동들은 창의적 산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류의 산출물은 직접 관찰․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격특성 내에서 

논의됨)

   ② 뛰어난 사람들의 역사적 성취와는 달리 최근 활동과 행동에 대해서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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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보고 척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ex. 아주 어린아이들), 

    부모나 교사 등 가까운 사람에 의한 평정을 사용하지만 그 타당성에 많은 논란이 

있다.

태도. 

▪ Basadur와 Hausdorf(1996) : 기업혁신과 관련하여 창의성에 대한 태도 측정의 

중요성을 기술

▪ 창의적 태도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널리 퍼지지는 않았지만, 비즈니스에서 태도 개입을 

평가할     목적으로 그리고 혁신이나 개조에 미리 처치된 사람들을 확인할 목적으로 

태도 측정을 확장시     키려는 상당한 노력이 있다. 

암묵적 이론. 

 

▪ 암묵적 이론 : 보통사람들이 어떤 구성개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념

▪ Runco, Johnson, Bear(1993)는 교사와 부모의 암묵적 창의성 정의들이 창의적인 

아이들을 

기술하기 위해 두 집단에 의해 사용된 활동적인, 모험적인, 예술적인, 호기심 많은, 

열정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같은 특성들과 유사하다는 증거를 제시. 교사들은 

사회적 특성들(cheerful,     friendly, easy-going)을, 부모들은 개인내 

특성들(self-confident, resourceful,               industrious)을 나열.

▪ 창의성, 지혜, 지능에 대한 암묵적 이론들을 포함하는 연구에서, Sternberg (1990)는 

창의성     에 대한 정의가 개방성, 통합과 지성, 심미적 취향과 상상력, 의사결정 

기술과 융통성, 총명함, 성취와 인정에 대한 욕구, 호기심, 그리고 직관으로 

특징지어진다는 것을 발견. 이런        특징들은 지능이나 지혜의 정의와는 상당히 

다르다.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들은 집단간      차이를 갖는 명시적 이론들과 잘 

맞고, 다른 구성개념들에 대한 암묵적 이론들과는 잘 변별됨

▪ MacKinnon(1978) - 창의성 연구의 실제적 기반이 되는 출발점은 창의적 산물 

분석이다.

▪ Runco(1989a)    - 창의적 산물 분석은 확산적 사고 검사와 성인 평정 척도의 일관성 

없는 

                     심리측정적 질에 의해 야기된 측정의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다.

▪ 창의적 산물의 중요성은 타당도를 입증하기 위한 외적 준거의 필요성에 의해 

드러났다. 

▪ 산출물 분석은 간단한 평정척도로부터 개념적으로 복잡한 합의적 평가기법까지 

해당된다. 

▪ 창의적 산물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평가 방법은 외부 판단자들의 평정을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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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 ▪ Creative Product Semantic Scale(Besemer & O'Quin, 1993)

         - 평정자들이 신기성(novelty), 문제해결, 정교화와 종합성을 판단하도록 함

      ▪ Student Product Assessment Form(Reis & Renzulli, 1991)

         - 9가지 산출물 특성에 대한 평정을 제공

      ▪ Westberg(1991)는 학생 발명품을 평가하는 도구를 고안 

    ⇒ 이런 각각의 도구들은 타당도 문제는 남아있다 하더라도, 신뢰도는 입증됐다. 

◆ 전문가 평정은 두 가지로 구분

  

   ① 위의 평정도구들 같은 평정 범주를 가진 판단자들을 이용

      → 창의적 산출물을 평정하는데 있어서 판단자들을 위한 지침을 제공 

   ② 전문가들에게 부가적인 지침 없이 산출물의 창의성을 평정하도록 함

      Amabile : Consensual Assessment Technique(CAT) 개발

      → “산출물이나 반응은 적절한 관찰자들이 창의적이라고 동의하는 정도만큼 

창의적이다”

         창의성에 대한 무정형의 정의를 이용함으로써, 준거 문제를 피하고 개인차를 

논의하지           않게 하며, 창의적 과정에 대한 환경적 영향 조사 

 ⇒ 전문가 평정의 문제점 : 자신의 산출물을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다른 사람      들의 창의적 산물을 평가하는 능력을 반드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님(Runco & Chand,1994).

▪ 창의성이 발휘되는 맥락에 대한 연구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최근에 학문적 주목을 

끌었다. 

▪ Amabile(1983, 1996)의 창의성에 대한 사회 심리학적 연구는 Sternberg & Lubart의    

          investment theory, Rubenson과 Runco(1992)의 psychoeconomic theory, 

Kasof(1995)의           attributional perspective, 그리고 Amabile(1988)의 

조직에서의 혁신경영과 관련된 연구와 같은 창의성에 대한 다른 “시스템적” 접근을 

위한 문을 열었다. 

▪ 시스템적 접근들의 공통적인 특징 - 창의성이 발휘되는 환경을 강조

▪ 맥락적 요인의 측정이 창의적 성취를 증진시키는 환경의 설계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 Amabile과 동료들은 창의성을 자극하거나 저해하는 풍토 조건(예를 들면, 상사의 

격려, 작업     할당과 선택의 자유, 충분한 자원, 작업 부하량의 중압감, 조직적 

장애)에 대한 작업자들의      지각과 관련된 작업환경목록을 개발하고 있다.

▪ Amabile, Hill, Hennessey, Tighe(1994)의 연구결과

   ⇒ 내적 동기와 창의적 성격 그리고 창의적 산물의 준거 측정치들간에 중간정도의 

정적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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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성 측정치들과 외적 동기간에는 부적 상관 또는 유의하지 않은 상관

▪ Oldham과 Cummings(1996)는 성격특성, 환경특성, 산출물 평정의 비교

   ⇒ 구체적인 성격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작업에 의해 도전 받고 “통제하지 않는 

풍조”에서

      감독되었을 때 창의적 산출물을 낳는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 심리측정적 창의성 연구의 다양한 성질

   - Amabile(1982)과 Baer(1993b) :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확산적 사고 검사를 비판

                                   대신 전문가 평정과 합의적 평가 기법을 추천

   - Cramond(1994) : 전문가 평정이 상당한 제한점을 지닌다고 주장

                     일제히 다른 종류의 창의성 측정치들을 사용할 것을 권고

   - Davis(1992)  : 하나의 평가 유형이 다른 것보다 본질적으로 더 좋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

   - Cooper(1991) : 다양한 기법의 조합이 가장 믿을만하다고 생각

 

⇒ 결국, 심리측정적 접근들은 하나의 집단으로 쉽게 특징지어지지 않고 매우 다양하다.

▪ Taylor와 Holland(1964)-창의성의 종단연구를 위해 가장 요구되는 것은 좋은 준거를 

사용이다

▪ 준거문제는 심리측정적 창의성 연구의 발전에 주요 걸림돌이 된다 

▪ 비평가들은 변별타당도와 예언타당도는 신뢰하지만 준거타당도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     

▪  Weisberg(1993) - RAT, 직관력검사, 성격검사, DT검사 중 어느 것도 창의적 사고나 

창의적이     기 위한 능력을 측정하지 못한다고 비판

▪ 예언타당도의 부족에 대한 이유는 매우 다양

  - 어떤 연구자들은 완전히 심리측정적 방법 자체를 깎아내림

  - 다른 연구자들은 DT검사가 coaching, 검사조건, 검사실시 상의 문제에 영향받기 

쉬우며,

  - 종단연구는 일반적으로 너무 짧아 최소 7년, 심지어는 12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

  - 창의적 성취의 질이 양에 대한 선호로 간과되는 경향이 있으며, 

  - 최초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인생에 개입된 사건들(ex. 군입대)은 

ideational-thinking test       점수에만 근거해서는 성인의 창의적 성취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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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r(1994a) - DT검사에 의존하는 것을 반대하는 교육자들을 강력하게 경고

               - 가장 심각한 것은 창의성의 과제 특수적 성격이라고 주장

               - Amabile의 방법과 비슷한 대안적인 평가 기법을 사용

                 그러나, 대안적 평가와 관련된 창의성의 일반적 또는 과제 특수적 

성질에 관한                   결론은 아직 보증 받지 못하고 있음.

▪ 창의성 연구의 심리측정적 접근들에 대한 많은 비판은 사회과학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심리     측정적 방법에 대한 불만은 수량적 방법에 대한 비판이다. 추론 통계의 

틀린 해석이나 잘못된     실험설계 같은 몇몇 비평가들의 좋은 지적은 유용하지만, 

심리측정적 접근에 대해 제안된 대     안들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다. 

예를 들면, 창의적 성취에 대한 상대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는 예들을 조사하는 

연구자들은 준거문제를 피할 수 있지만, 다른 질적 문제와 일반화의 문제에 직면한다. 

따라서, 창의성 연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용 가능한 방법들의 장점과 한계점을 

이해해야 한다. 

▪ Nicholls(1983) - “Yamamoto(1965)는 창의성 연구를 장님 코끼리 만지기 속담에 

비유했으나,                 그 비유는 너무 단순하다. 실제로 다양한 진짜 코끼리들이 

있으며, 많은 경우에                 장님들도 이를 꽤 잘 구별한다. 그러나 혼동의 

주원인은 장님을 복합적인 코끼리                 로 끌고 가는 잘못 인식된 애완 

동물의 집합이다.”

▪ 심리측정적 방법을 사용하는 창의성 연구에 대한 도전은 창의성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코끼      리)과 거의 무관한 구성개념들 및 창의적 산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들(애완 동물)을 구     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창의성과 지능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종단연구에서의 예언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 창의성에 대한 포괄적인 시스템 이론들의 출현으로, 특정 영역(과정, 사람, 산물, 

맥락)         내에서의 창의성에 대한 심리측정적 분석은 이전보다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 전통적인 심        리측정 연구의 네 가지 영역들간에 상호작용적 연구가 

창의성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를 줄         것이다. 

2. 인지적 접근 (Creative cognition)

- 인지적 접근 - 창의성은 인지적 과정, 일상생활의 인지과정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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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ke - 수렴적 통찰, 발산적(divergent) 통찰

spreading activation in memory 강조

인지과학적 접근에서는 창의성은 문제해결과정이나, 메타인지과정에서 독창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있다(Boden, 1991). 이들은 BACON과 같은 컴퓨터 프

로그램을 통해서 귀납적 일반화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연산과정을 통해, 우리들이 알고

있는 Ohm이나 Boyle 의 법칙들과 같은 창의적 산물 (창의성의 정도에 관한 논의는

Schank(1995) 참고)을 스스로 생성해 냈다(Simon ,1985).

창의성의 발현에 있어서 통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9점 잇기 과

제 등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창의적 경험이 지각의 재구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

다(Weisberg, 1981).

인지과학 철학자인 Boden(1991)은 창의성의 정의에 대하여 크게 2가지의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첫째로, 창의성 발현에 있어서의 사고 과정 그 자체와 이를 가능

하게 한 성격요인들을 중요시하는 ‘심리적(개인적)’ 창의성과, 둘째로, 아무리 창의적 사

고라고 할 지라도 역사적인 평가와 검증을 거친 산물을 낳아야만 창의적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역사적’ 창의성이 바로 그것이다(최인수, 1998b).

2.1. 창의적 인지란?

Creative Cognition란 인간은 창의적 생물이라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하고, 이 창의성이

란 것이 특별한 사람만이 가지는 특성, 혹은 어떤 무의식 속에서의 처리 작용이 아니라,

일반 사람 모두가 가지는 인지라는 정신작용의 하위 개념이며, 따라서 인지의 하위 분야

로 연구해야 한다는 접근방법이다. Creative Cognition에서는 창의성의 처리과정이 과학

적으로 관찰 가능하며, 실험도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Creative cognition의 2가지 목표는

① 개념과 이론, 방법, 인지심리학의 틀을 창의적, 비창의적 생각을 산출하는 기본 인지

작용의 특성화와 엄격한 연구에 적용시킴으로써 창의성의 과학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

② 인지의 과학적 이해를 흔히 만나게 되는 산출과제를 풀어가는 인지적 과정의 실험적

관찰을 통해 일반화되도록 확장하는 것

2.2. 인간 창의성의 표준적 성질

(The Normative nature of human Creativity)

○ 과거의 생각 : 보통 창의성은 몇몇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 만의 것으로 한정되어

왔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오직 몇몇의 창의적 천재만이 순수한 창의적 생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천재들만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인지적 처리를 신속히 하는 것이라면

이는 인지 과학의 방법으로 접근 불가능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일반적 실험이

불가능, 오직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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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 인지에서의 관점 : 창의성은 표준적 인간의 인지의 필수 요소이고 연구 가능

하다. 보통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러한 증거는 많이 있다. 예술, 과학, 기술적 진보의

명백한 창의성 예를 넘어서도 매일의 생각에도 창의성은 있다.

예 1)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규칙으로도 매번 다른 언어를 산출해 내는 언어의 사용

2) 특정 경험으로부터 많은 수의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형성해 내는 것

이때는 개념이 창의성의 산물이라고 본다. 더욱이 우리의 개념은 다양한 경험으

로부터 서서히 생기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목표범주를 만

들어 낸다. 우리는 다른 관점을 적용해서 전형적인 개념구조를 수정할 수도 있

다.(Barsalou, 1987) 좀더 복잡한 개념을 위해, 비유적 언어를 산출하고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주어진 것을 넘어선 정보를 얻기 위해 개념을 쉽게 조합해 낸다.

○ 창의적 산출물의 기준 : 이런 생성적 인지과정은 일상적인 것이다. 더욱이 이런 새로

운 것들의 산출물은 창의적 산출물이 가져야 하는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한다. 즉 새로

움과 효용성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 자체가 창의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 창의성 과정에 제약, 촉진 : 창의적 산출은 이전의 경험에 의해 제한된다. 그러므로

창의적 인지의 중요한 목표는 가지고 있는 지식중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그리고 어느

부분이 새로운 상황에 적용되는지 결정하게 되는 요소와 과정을 밝히는 것이고, 그런

정보들이 창의적 기능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방식을 밝혀내는 것이다.

○ 창의성의 개인차 : 산출성(generativity)이 표준적인 인지 기능의 뛰어난 부분이라는

것에 주의하면 우리는 창의성의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논의하지 않게 된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는 창의적 산출물을 많이 만들어 낸다는 데에는 의

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창의적 인지주의는 작업기억의 용량, 저장된 인지구조의 유

연성 또는 많고 적음, 이런 과정의 강도, 고정의 조합과 특별한 과정을 쓰고 있는지

등의 많은 변수로 인해 이런 차이가 생긴다고 본다.

○ 창의적 인지의 가정 : 창의적 인지에서는 창의성이 일상적인 인지와 근본적으로 다른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며, 알 수 없는 신비한 것이라는 생각에 반대한다. 창의적

인지주의는 경험적 인지심리학에서 출발했으며, 표준적인 창의성에 대한 실험실 연구

에 중점을 두고 있다.

2.3. 휴리스틱 모델 (A Heuristic Model)

○ Geneplore Model : 초기의 창의적 인지틀은 인지기능의 Geneplore model이었다. 이는

창의성을 설명하기 보다는 기술적이고 휴리스틱 모델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중심

생각은 많은 창의적 활동들은 후보 아이디어들의 초기적 산출이라는 것으로 설명 가

능하다는 것이다.

○ Preinventive : 초기 아이디어들은 “preinventive"라 불리우며 이들은 새로운 산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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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계획을 갖는 것이 아니라 논의되는 문제를 풀기 위한 혹은 어려운 퍼즐을 풀

기 위해 시험적으로 기동되는 생각들이다. 이들은 검증되지 않은 제안이고 생각의 씨

앗정도이지만, 창의성의 중대한 태동이다. 이 geneplore모델은 특정 과제의 제약과 요

구에 따라 재구성해 나가는 탐색적 과정과 산출적 과정이 번갈아 일어난다고 본다.

Family Resemblance in Creative Cognition

○ 창의성의 정의 : 창의성을 완벽히 정의 내리려기 보다는 여기선 창의적 인지를 친족

유사성(family resemblance)의 시각으로 본다. 즉 창의성을, 여러 생산적이고 탐색적

인 과정들로 이루어진 무엇이라고 보면서 창의적 혹은 비창의적이라는 구분을 두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접근은 창의성이 평범한 처리 과정들의 그것과 연결되어 있으

며 창의적 비창의적 생각의 연속성을 가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4. 창의적 인지 접근의 예들

(Examples of the Creative Cognition Approach)

통찰 Insight

○ 통찰의 예 : 오래된 창의성의 관심인 통찰은 Schooler and Melcher(1995)에 의해 창

의적 인지의 관점으로 접근되었다. 그들은 이것이 무의식적인 과정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화학자 kekule의 예를 보면 그는 꽈리를 틀은 뱀의 꿈으로 벤젠의 분자구

조를 깨달았다고 하는 등의 것이다. Koestler(1964)는 언어에서 갑작스레 일어나는 창

의적 통찰이 의식적으로 통제되면 통찰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실험도 불가

능할 것으로 여겼다.

○ 그러나 관찰 가능한 지식의 특성에 기반을 둔 통찰적 도약의 예언 변인이 있다는 실

험이 보고되었다.(Weisberg 1995) 이는 on-line metacognitive-monitoring 기술로 가

능했다고 한다. 피험자가 문제를 풀고 있을 때 그들이 “따뜻한 느낌(해결에 접근하고

있다는)” 혹은 “찬 느낌(해결에 아직 멀었다는)”을 가지고 있는지 10초마다 보고하면

이것으로 문제에 대한 그들의 느낌이 매 순간마다 어떻게 변했는지 알려준다는 것이

다. Metcalfe의 연구에서 사람들이 비통찰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그들의 따뜻한 느낌

이 해결에 접근해갈수록 증가되었으나 통찰이 필요한 문제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느

낌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있었다. 이런 실험은 통찰의 경험적인 증거를 제

공하며 여태까지 실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무의식적인 과정을 추론하는 길을 터

주게 된 것이다.

개념 확대 Extending Concepts

○ 개념확대란? : 가장 흔한 개념의 창의적 사용은 개념적인 확대라고 하는 Ward et

al.(1997)의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이다. 예를 들어 작가나 건축가, 요리사가 친숙한 개

념 -그럴 듯 하지 않은 영웅이야기나, 단독주택, 물고기 스튜 등의 평범한 개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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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그들은 기존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다.

(단독주택이라는 개념 A에 b라는 속성, c라는 속성을 더해 A-b,c라는 새로운 주택을

만듬)

○ 개념확대의 이해 : 이런 옛것에서 새로운 것으로의 연결은 많은 발명을 가능하게 하

기도 했지만 제한하기도 했다.(A라는 속성을 빼지 못함, A라는 속성이 없으면 집이라

고 생각되지 않음) 기존의 개념이 새로운 것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속성을 가

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형태에서의 개념 확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최근 연구-외계인- : 최근 경험의 창의성 제한 :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알고 있는 개

념의 핵심속성 또는 최근 경험이 어떻게 새로운 생각을 얻어내는데 영향을 주는지 알

려고 해왔다. 이런 연구의 예로 Ward(1994)는 피험자에게 다른 행성(별)에 사는 동물

을 상상해 보라고 했다. 피험자들은 아래 그림과 같은 상상의 동물그림을 그렸으며

양팔, 다리, 감각기관등과 같은 지구상의 동물이 가진 특성을 가진 그러한 것들이었

다.

피험자들은 좀더 많이 다른 생물을 그려보라고 했지만 그리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상상해야만 될 것 같다는 기대로부터 자유스러워도 마찬가지였다. 이

런 발견은 친숙한 카테고리의 특징에 대한 지식이 친숙하지 않은 카테고리에도 적용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은 곧 개인이 알고 있는 카테고리를 조사한다면 그의 많

은 창의적 상상을 예언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 또 다른 지식 구조 영향의 연구 : 이런 지식구조에 따른 영향은 다른 개념의 영역과

다른 연령, 다른 능력의 그룹에게도 달라지지 않는다. Sifonis(1995)의 실험에서 외계

에서 온 새를 위한 식당(restaurants for a novel birdlike species of aliens)을 상상하

라고 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요구한 집단과 느긋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을 디

자인하라고 한 집단의 결과물들은 패스트푸드 점과 일반 레스토랑을 많이 닯아 있었

다. 그녀의 이러한 실험은 아이디어를 새로 생성하는 것과 아이디어의 확대적 탐색의

차이를 보여준다. 식당 디자인과제는 개념의 결합이며 식당과 새의 개념을 조합해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 초기 해석의 문제 : 많은 실험들이 개념의 새로운 조합을 위한 “초기해석”을 연구한

다. 즉 사람들은 ‘새를 위한 식당’을 닭같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식당 혹은 새모양을

한 식당이라고 초기 해석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Sifonis는 피험자에게 새를 위한 식

당이라고 요구하므로써 주어진 문제를 이해해야 하는 과정을 제거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식당의 속성을 적용하는 것을 막고 순수하게 탐색적인 과정을 실험했던 것이다.

○ 지식구조 효과의 연령차, 직업차 : 이런 지식구조 효과는 나이에도 상관없이 일어난

다. 어린아이들은 그러나 개념적 범주를 늙은 사람보다는 적게 적용한다. 직업도 상관

없는데 공상과학소설가들도 대부분 지구상에서 봄직한 생물을 만들어 낸다. 이런 작

가들의 제한적 상상은 Geneplore Model의 제약규칙을 설명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 그

들이 아주 새로운걸 상상할 수 있다고 해도 책 또는 영화를 팔아야한다는 실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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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으로 인해 아주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다.

○ 범주 특성 : Ward의 또 다른 실험에서 피험자들은 전혀 다른 외계의 생물, 깃털과 털

그리고 비늘을 각각 지닌 생물을 상상하라고 지시되었는데 깃털은 털보다는 훨씬 날

개라는 속성과 결합이 많이 되었다. 즉 범주의 한 특성이 그 범주 안의 특성전체를

활성화 한 것이다.

○ 물론 인간의 지식이 새로운 수많은 창조적 산물을 만들어 내는 밑천이 되고 항상 창

의성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개념의 중심 속성이 남아있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창의적 인지 접근은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각해 보는 것

이다.

○ 지식 구조의 긍정적 측면 : Ward(1994)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려할 때 알려진

개념에서 대표적이고 특징적인 예를 회상하고 이런 특징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는

출발점으로 가진다고 주장한다. 좀더 추상적인 표상레벨에서는 이런 속성이 덜 제한

적이 되기 때문에 추상적인 문제 특성화가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상상

속의 행성에서 생물이 살아남을 수 있는 특성을 생각해 보라고 하면 그들은 좀더 창

의적인 생물을 내어 놓는다. 사레연구 같은 전통적인 창의성에의 접근은, 창의적 인지

에 대한 연구들이 수렴하는 점을 갖고 있으며 실험실에서의 발견들이 경험적으로 확

증하게 하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창의적 심상 Creative Imagery

○ Finke의 실험 : Finke(1990)는 많은 도형중에서 무선적으로 선택된 3개의 도형들을

조합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고 실용적인 목적에 맞게 설명하라고 했다. 한 조건에서

는 도형이 주어지기 전 설명 가능한 카테고리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었고 두 번째 조

건에서는 도형이 주어지기 전 실험자가 설명 범주를 골라주었다. 세 번째 조건에서는

3개의 조합이 주어진 후에 피험자가 무언가를 만들고 난 후에 무선적으로 범주가 설

정되었다.

범주 : 가구, 개인소지품, 탈 것, 과학기구, 전자제품, 도구, 가정용품, 무기, 장난감, 게

임

○ 결과 : 결과는 피험자가 그들의 도형을 조합한 후 조건이 설명가능한 범주가 주어진

3번째 조건에서 가장 많은 창의적 발명이 나왔고 피험자가 범주를 고를 수 있는 1번

째 조건에서 가장 적게 결과물이 나왔다.

1: 설명범주 고름 - 도형주어짐 - 조합하고 설명 -> 가장 적은 창의적 발명품

2: 설명범주 주어짐 - 도형주어짐 - 조합하고 설명

3: 도형주어짐 - 설명범주 주어짐 - 조합하고 설명 -> 가장 많은 창의적 발명품

○ 결론 : 이는 preinventive 구조(설명범주)가 결정되는 동안에 생기는 창의적 설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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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즉 위에서 밑줄친 부분에 일어나는 작용, 도형을 보면서 발명품을 생각하는 것)

이 유용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 명백하게 발명은 특정 목적 또는 과제의 지식에 의해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은

preinventive 구조를 개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설명범주의 기존 지식에 의한

제한을 피해야 발명이 나오기 쉽다.

2.5. 창의성의 본질에 대해 대립되는 이론들

Resolving Controversies Regarding the Nature of Creativity

① Goal-Oriented Versus Exploratory Creativity

목표지향 VS 탐색적 창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좋은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놓

고 그것의 관련여부를 생각하는 것이 좋은가? 특정문제에 초점을 맞출 때 창의적 통

찰이 일어나는 증거가 있는가. 흥미있는 문제나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한 문제 찾기를

할 때 창의성이 증진되는가. 이런 문제들은 창의적 인지 관점에서는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한지 아닌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

창의적인 구조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에 접근했는지 아닌지, 문제가 완전히 형성되었

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진다. 창의적 인지 관점은 어떤 때에 goal-oriented된 것이

성공적이고 어떤 때에 탐색적 접근이 좋은지 구분할 수 있게 해는 것이다.

② Domain-Specific Versus Universal Creativity Skills

영역특정 VS 범창의적기술

창의성은 특정 작업이나 영역에 제한적인지 혹은 마스터할 수 있는 범(보편적) 창의

적인 기술이 있는 것인지. 이는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창의적 성과를 지배한다

는 연구결과가 답을 말해준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대다수의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창의적 기술이 습득되고 적용되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창의적 인지에서는

이 둘이 부분적으로 서로 옳다고 생각한다. 몇몇 연구들은 창의적 기술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범 창의적 기술들과 결합이 필요한 전문적 창의 영역이

존재하기도 한다.

③ Structured Versus Unstructured Creativity

구조화된 VS 구조화되지 않은 창의성

창의적 통찰은 이미 존재하는 인지적 구조와 표상으로부터 나오는가 아니면 제멋대

로 나오는 것인가. 후자의 입장에서는 자유스러움이 창의성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이

것이 틀에 박힌 패턴을 벗어나게 하고 새로운 다양성을 이끈다고 하고, 전자의 입장

에서는 창의적 발견은 고도로 구조화된 처리과정 속에서 일어난다고 본다.

창의적 인지 접근은 이것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며 design fixation과 exemp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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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on연구에서는 구조화된 활동을 강조하고 설명적 카테고리 등의 실험에서는

자유스러운 선택을 중요시한다.

3. 창의자의 성격특성 및 동기적 접근

- Amabile: 내재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 강조

외재적 동기; 창의성 저해

창의적 성취를 위해서 필요한 성격적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연구해 보는 접근방법

이다. Barron등(1981)은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검토해서 자율성, 광범위한 관심, 독립성,

개방성등 특성목록을 제시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서 Amabile과 Csikszentmihalyi 는 창

의적 성취에 있어서의 내재적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사회적 및 개인역사적 접근

systems approach: Csikszenmihalyi

4. 통합적 접근(confluent approach)

창의성의 발현을 위해서는 개인의 창의적 능력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분야나 기

존의 지식체계 등 여러 요소들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접근으로서,

Csikszentmihalyi, Perkins, Simonton등이 대표적 주창자이다. 체계모델은 바로 이 통합

적 접근으로 창의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론적 모델로서, 최근 들어 중다지능론으로 우

리에게 알려진 Gardner(1993)나 아동심리 편람(Handbook of Child Psychology)의 책임

편집자인 Damon(1998)등 창의성 연구의 대표학자들이 이미 연구를 위한 이론적 모형으

로 사용하고 있다.

4.1. 체계모델 (Systems model)

창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들이 다양하다는 것은 이미 언급되어졌다.

다양한 접근방법들은 창의성에 대한 서로 다른 정의를 낳게 되고, 이러한 정의들의 난립

은 창의성을 종합적이면서도 쉽게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현재까지 창의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창의성이란 무엇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

고, 또 분석의 단위도 개인의 창의적 능력으로 구성되어져 있었다.

이상과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Csikszentmihalyi는 ‘창의성은 어디에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을 창의성 연구의 새 관점으로 제시하면서(Csikszentmihalyi, 1988) 체계모델을 제안

하였고, 1994년 Gardner, Feldman과 함께 모델을 정교화 시켰다(Feldman,

Csikszentmihalyi & Gardner, 1994). 이 모델은 창의성의 발현에 필요한 사회 및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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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고려하면서, 이러한 많은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대안으로 점차적으

로 인정을 받아가고 있다.

창의성은 개인 능력, 특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행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

회문화적 영역(DOMAIN),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특정 조직이나 기관을 나타내는 사

회적 장(FIELD), 개인(INDIVIDUAL)의 3자의 통합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창의성이 나

타난다고 본다.

체계모델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개인의 경험및 

       유전

   개인

창의적 아이디어의 구체화된 지식과 

생성및 변형    규칙을 전달

     분야 아이디어의 평가   영역
 (영역의 사회적      및 선택 (상징체계)

       조직)

   사회      문화

그림. 창의성의 체계모델 Csikszentmihalyi(1988)에서 수정

1) 개인(Individual)

영역에서 사용되는 지식과 규칙을 가지고 새로운 규칙,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영역까지

도 창조해내는 역할을 한다.

2) 분야(Field)

영역의 유지․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산출물을 심사하는 수문장과 같은 역할

을 하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다. 이 분야의 기능은 ‘개인’에 의해 창출된 변화를 취사선택

해서 ‘영역’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3) 영역(Domain)

‘상징적 규칙이나 절차, 지식의 집합체’ 인 영역은 거시적으로는 예술ㆍ과학 등과 같은

문화영역으로부터, 그 아래에 미술ㆍ음악ㆍ수학ㆍ경영학 같은 중간 수준의 영역들로 구

성이 되고, 미시적으로는 대수학ㆍ집합론ㆍ일반회계원리ㆍ마케팅과 같은 소 영역으로 나

뉘어질 수 있다. 선발 축적된 상징 및 지식의 결과물인 영역을 통해서 새로운 학습자가

지식을 습득하며, 이들 중 창의적인 지도자가 출현하면, 영역이 더욱 확대ㆍ심화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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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상호작용

각 체계는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으며, 일 방향뿐만 아니라 서로 양방향의 영향을

줄 수 있다. 창의적 논문을 작성하는 학자는 ‘개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학자가

다른 논문에 대한 심사를 맡고 있다고 한다면 이 학자는 동시에 ‘분야’에서의 역할도 담

당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종합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체계모델은 ‘개인’, ‘분야’, ‘영역’ 이 세 가지 체계들의 유

기적 관계가 최적화되어질 때, 창의성의 발현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단순히

어떤 한 체계의 발전만으로는 ’역사적‘ 창의성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창의적 산물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좀더 큰 범주는 개인의 유전과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음악분야에서의 뛰어난 성공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음

에 대한 민감성(절대음감과 같은)은 유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야의 경우는 사회조직과 구조 같은 거시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고, 마지

막으로 영역의 경우는 그 사회의 개방성, 융통성 등과 같은 문화적 요소의 지대한 영향

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Simonton(1994): 개인의 삶의 전체적 역사가 창의성에 중요하다.

거기에 뜻하지 않은 발견(serendipity) 같은 것이 필요하다.

5. 생물적 접근- Colin Martindale

∗ 창의성이란...

: 창의성은,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수많은 특성들(예, 지능, 인내심, 전통에 얽매이지

않음, 독특한 방식으로 사고함)이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흔하지

않은 특성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그것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독창적이면서 적절하

다. 창의적인 산물은 항상 이미 존재하는 정신적인 요소들의 새로운 결합들로 구성된다.

창의적이라는 것은 이전의 결합되지 않은 정신적인 요소들 간 유추를 포함한다

(Poincaré(1913); 잘 알려져 있지만 서로 생소한 것이라고 잘못 믿고 있는 다른 요소들

간 뜻밖의 유사성을 우리에게 밝혀 주는 것).

-“나는 더 쓴 계단을 올라갔다”가 “나는 가파른 계단을 올라갔다”보다 더 창의적(시)

-탈곡기와 머리카락(과학이나 기술)

∗창의적인 영감

․Ghiselin(1952) : “순수한 의식적인 계산의 과정에 의한 산출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다”

․창작은 자동적이고 노력이 들지 않는 것(예, 많은 위대한 작가들은 그들이 청각적인

정신적 이미지들을 복사함으로써 혹은 시각적인 정신적 이미지들을 묘사함으로써 창작,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뱀에 대한 공상을 함으로써 벤젠 고리를 발견한 Kek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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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과정

① 준비 : 가까운 장래에 문제에 적절하게 사고하는 정신적 요소들에 대해 생각하거나

그 요소들을 학습하는 것, 사소한 것이 아닌 한 이러한 때에 종종 해결되지 않음

② 부화 : 문제를 옆에 떨어뜨려 두는 것

③ 조명, 영감 : 이 후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

④ 입증, 정교화 : 새로운 아이디어는 논리적으로 조사되고 최종적인 형태가 됨

1-1. 기초적인 인지 과정(primary process cognition)

․1차 과정 사고 : 정신병과 최면 같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뿐만 아니라, 꿈을 꾸고 공

상을 하는 것과 같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발견

2차 과정 사고 : 추상적, 논리적, 깨어있는 의식의 현실 지향적 사고

․창의적인 영감은 1차 과정 상태로의 회귀

창의적인 정교화는 2차 과정 상태로의 회귀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은 1차-2차 과정의 한 지점에 열중해 있음

․창의적인 사람은 1차-2차 간 교차가 더 잘 되며 1차에 더 쉽게 접근

․정신분열증과 창의성(정신 이상 검사 점수, 대상-분류 과제 수행, 단어 연상 과제)

1-2. 분산된 주의(defocused attention)

․주의 집중에서의 개인차 :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은 창의적인 사람보다 더 좁은 초점

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유추가 더 적다.

1-3. 연상적인 위계(associative hierarchies)

․연상적인 위계의 경사 : 창의적인 사람은 단어 연상 과제에서 비창의적인 사람보다

더 평평한 위계를 가진다.

․연상적인 위계에서 반응에 대한 상대적인 강도 : 연상적인 위계에서 요소들의 상대

적인 순위는 유사하지만, 창의적인 사람이 비창의적인 사람보다 꽤 꾸준한 비율로 계속

반응

1-4. 요약(summary)

․Kris, Mednick, 및 Mendelsohn의 이론들은 다소 비슷

․역전된 U자 모양 +과제 복잡성

․피질 활성화와 의식 상태 간 관계

․Kris 이론과의 연결

2-1. 유발된 피질의 각성(induced cortical activation)

․각성의 증가 → 창의성 감소

2-2. 각성 수준의 휴면기(resting level of arousal) - 별로 좋지 못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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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사람이 비창의적인 사람보다 각성의 기저선이 높다 : 불안검사, 심박률

낮다 : 요산액, 알파파

2-3. 각성 수준의 가변성(variability in level of arousal)

․창의적 → 가변성 큼

2-4. 창의적인 인지와 피질의 각성(creative cognition and cortical arousal)

․개인의 평균 피질 각성 수준이 아니라,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의 각성

․Martindale과 Hines(1975)의 AUT, RAT, 지능 검사 실험

: 독창적일 것을 요구받음 → 낮은 수준의 피질 각성 → 분산 주의 → 창의적

영감 단계 - 창의적인 사람과 비창의적인 사람 간에 창의적인 수행 동안 차이 명

백

정교화 단계 - 차이 없음

․특정 환경 하에서만 피질 활성화에서 다름

: 창의적인 과정의 영감 단계, 창의적이려고 노력할 때

2-5. 피질의 각성에 대한 자기 통제(self-control of cortical arousal)

․창의적인 사람은 각성 수준을 조절하는 능력이 큼 : 좋은 설명이 아님

․반대의 증거

2-6. 창의성, 억제 금지, 그리고 재활성화(creativity, disinhibition, and

reactivity)

․창의적인 사람들의 자기 보고 : 자신을 스트레스 비억제와 통제 부족으로 묘사

․Martindale(1989)와 Eysenck(1995) : 창의성은 비억제 증후군(인지적, 행동적)이다.

․Eysenck(1995) : 창의성과 정신 이상과의 성격 차원과의 연결

․Lombroso(1895)와 Nordau(1895) : 천재의 퇴행(degeneration) 이론

-범죄자, 정신병 환자, 천재의 하나

․Morel(1857) : 퇴행은 비억제 증후군

초기에는 환경적 요인들(식사, 기후 등)에 의해 초래되나, 이후 유전됨

이후 유전된다는 특성은 틀렸기 때문에 퇴행이론을 기각하였으나, 창의성과 정신 이상

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을 인식했다

․Lombroso(1895) : 퇴행의 속성 나열

-냉담, 도덕감의 결여, 충동 혹은 의심의 빈번함, 가장 단순한 사실에도 신비적인 해

석을 붙이는 경향, 상징의 남용 등등

․Nordau(1895) : 퇴행과는 약간 다른 속성들 제공, 정신 이상자의 속성들과 상당히 중

복

① 의지 상실

② 그 결과로 생기는, 초점 주의에 무능력함과 부적절함으로부터 적절함을 구별해내

는데 있어 무능력함

③ “공허한 공상”에의 경향 : “부적적한” 연상을 억압하는 데 있어 무능력함한 자유

연상 사고

④ 모호하고 응집되지 않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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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나친 정서성

⑥ “도덕적 정신 이상”

⑦ 환경에 적응하는 데 있어 힘이 드는 무능력

⑧ 염세주의

⑨ “자기-광”

․매우 창의적인 사람들의 자기보고는 창의적인 영감에 대한 노력 없음을 강조(자기

통제나 의지력이 아님), 자신을 더욱 창의적이게 만드는 기괴한 방법들(약물, 알콜 등)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는 자동적으로 피질 각성에서의 변화를 유도하기 때문에 자극에 대

한 자동적인 반응일 뿐 자기 통제는 아님. 다른 예; 단절(withdrawal)

2-7. 창의성, 지나친 민감함, 그리고 습관화

(creativity, oversensitivity, and habituation)

․창의적인 사람들이 단절하는 이유 : 단절이 창의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그

들이 지나치게 민감하기 때문에 정상 수준의 조명이나 소음 등은 고통스러움.

․Martindale(1977) : 창의적인 사람일수록 어떠한 전기 충격에도 더 강하게 평가

․Martindale, Anderson, Moore, 및 West(1996) : 톤에 대한 피부의 전위 반응 측정

-창의적인 사람이 덜 창의적인 사람보다 톤에 대한 피부의 전위 반응이 훨씬 더 큼.

-게다가 톤에 습관화되는 데 두 배나 더 오래 걸림(해결할 때까지 문제를 풀려고

함).

2-8. 창의성 그리고 새로운 것과 자극에 대한 욕구

(creativity and need for novelty and stimulation)

․창의성은 자극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한 선호와도 상관있음.

․창의적인 사람들이 지나치게 민감하다면 어떻게 자극을 열망할 수 있는가?

; 단절 → 피질의 각성 낮게 함 → 새로운 것을 열망하게 됨(실제 세계의 강한 자극

이 아니라 정신적인 자극을 추구함)

2-9. 창의성과 뇌 영상(creativity and brain scans)

․PET으로 GMR(글루코스 신진대사율; 지능과 부적 상관, 창의성의 한 측면이 언어적

인 유창성과도 부적 상관) 측정

․이러한 부적 상관은 시냅스의 가지치기에 기인함 : 신경의 불충분한 가지치기는 정

신 발달의 지연을 초래하고, 지나친 가지치기는 정신 이상의 결과를 낳음

: 좌우반구 활성화 차이

3-1. 이론적 해석(theoretical rationale)

․1차 과정 양식(전체적, 병행적, 통일적인)에서는 우반구가 기능, 2차 과정 양식(언어

적, 연속적, 분석적 과정)에서는 좌반구가 기능 ⇒ 창의적인 사람은 1차 과정 인지에 더

많이 접근하기 때문에 적어도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에 우반구가 더 활성화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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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의 평형이 창의성에 중요 ; 결국 같은 의미(휴면기에 보통 좌반구가 더 활성화

되어 있으므로 창의적이 활동시 우반구는 원래보다 더 활성화되고 따라서 좌우반구 평

형)

․우반구는 음악의 지각과 생산에 관계하고, 시각적인 예술품 창조에 필요한 중심은

우반구에서 통합되며, 좌반구보다 정신적인 이미지의 산출에 더 관계가 있음(분할 뇌 환

자 연구)

․오른쪽 측두엽의 특정 영역 자극시, 생생한 청각적이고 시각적인 이미지 보고

3-2. 유발된 우반구 활성화(induced right-hemisphere activation)

․최면은 우반구를 활성화시키고 최면에 걸렸을 때가 최면에 걸리지 않았을 때보다 창

의성 검사에서 더 좋은 수행을 보임. 마리화나, 음악

․왼쪽 시각 영역에 제시된 단어는 우반구에서 처리되고, 오른쪽 시각 영역에 제시된

단어는 좌반구에서 처리됨 → 왼쪽 시각 영역에 제시된 단어는 오른쪽 시각 영역에 제시

된 단어들보다 더 특이한 단어 연상을 끌어냄

․우반구 활성화는 왼쪽 눈 운동을, 놔반구 활성화는 오른쪽 눈 운동을 동반함 → 오

른쪽에 반하여 왼쪽을 볼 때 창의성 검사에서 약간 더 나은 수행을 보임

3-3. 비창의적인 일에서의 개인차(individual differences on noncreative tasks)

․좀더 창의적인 건축설계사는 좌반구 우세, 좀더 창의적인 수학자와 과학자는 우반구

우세 → 좀더 창의적인 개인들은 그들의 직업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건축설계사는 좌반구, 수학자와 과학자는 우반구) 그들의 창의성은 반대쪽 반구의 여분

의 능력으로부터 발생한다.

․Katz(1983), Uemura(1980) : 좌우반구 각각 다른 언어 자극을 들려주고 보여줌

⇒ 좌반구(오른쪽 귀, 오른쪽 시각 영역)는 언어 자극에, 우반구(왼쪽 귀, 왼쪽 시각

영역)는 복합적인 공간적 자극에 유리

-언어적이든 시각적이든 언어 자극에 대해서는 좌반구가 유리

-창의성과 공간적 자극 간 부적 상관

3-4. 창의적인 활성화 동안 반구 비대칭

(hemispheric asymmetric during creative acitvity)

․RAT에서 창의적인 사람은 비창의적인 사람보다 우반구 활성화가 컸지만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고 그러나 각 집단의 피험자가 10명으로 검증력이 낮았다.

․Martindale, Hines, Mitchell, 및 Covello(1984) : EEG 활성화에 의한 세 연구

-세 실험 모두 휴면기에서 차이 없음

-두 실험은 지필 검사로 측정 + 공상 이야기를 쓰거나 크게 말하는 과제 : 둘 다 같

은 결과(매우 창의적인 피험자는 좌반구보다 우반구 더 많이 활성화, 중간 수준의 창의

적인 피험자는 반대 방향으로의 강한 비대칭, 창의적이지 않은 피험자는 두 반구에서 같

은 정도의 활성화)

-예술학부 학생들이 소 척추를 그리는 동안과 경제학 논문을 읽는 동안(창의적이지

않은 과제에서의 비대칭 측정) EEG 측정(그림 그리는 동안 통제집단보다 좌반구보다 우

반구 더 크게 활성화, 읽기 과제 동안 통제집단보다 더욱 비대칭적임을 보여주었으나 그

리기 과제 동안은 반대 방향임 → 이는 특히 비예술가들보다 예술가들에게서 우반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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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반구 더 활성화)

․창의적인 사람들은 창의적인 과정에 있는 동안만 좌반구보다 우반구에 더 의존하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

․Eysenck(1995), Martindale(1989) : 매우 창의적인 사람들은 인지적인 억제(전두엽이

관여함)가 불충분한 경향

․Hudspith(1985) : 언어적 연상과 이미지 과제 동안 앞쪽과 뒤쪽의 EEG 활성화 측정

→ 두 과제 모두에서 창의적인 사람들의 앞쪽의 델타파 활성화 진폭 더 높음(전두엽

활성화가 더 낮음을 의미), 이미지 과제 동안 앞쪽의 알파파 활성화의 진폭 더 높음(전두

엽 활성화가 더 낮음을 의미)

․Flechsig(1896) : 정상인과 비교해서 천재의 뇌에 있어 두개골의 용량과 해부학적인

신뢰할 만한 차이 발견

․창의적인 검사 수행의 유전성에 대한 최근 연구는 모순된 결과를 산출

․Nichols(1978) : 쌍생아 연구

-확산적 사고 검사에서 평균 0.21의 유전성

-Galton과는 다르게, 창의성이 유전적이라는 증거 없음

․emergenesis : 다른 많은 특성들(예, 지능, 정신 이상, 인내심)이 모두 존재할 때만

나타나는 더 높은 순위의 특성(예, 창의성)을 의미, 이러한 특성은 유전가능성이 높지만,

가족 구성원들이 이 모든 특성을 가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유전적이라고 볼 수 없음

․Waller et al.(1993) : 일란성 쌍생아에게서는 0.54의 유전성 추정, 이란성 쌍생아에게

서는 0.00

6. 창의성 발달

David Henry Feldman

서론

▶ 창의성에 관한 연구의 최근 리뷰에서, Sternberg와 Lubart(1996)는 단일차원 즉 인지

적 과정에 초점을 두어서 다른 똑같이 중요한 특성들(동기나 문화적인 맥락)의 중요성이

무시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차원적인 접근 주장함.

▶ 이 장에서는 창의성을 다차원적으로 개념화하고, 창의적인 성취를 이러한 차원간에

상호작용과 영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념화하는 최근 추세에 따름.

▶ (최근에) 창의적인 능력에 일반적으로 있을 특성의 측정과 발달에서, 실제 세상에서

창의적인 성취의 예를 설명하고 분석하는데로 연구의 방향이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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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성에 대해서 지능과 유사한 식으로 정의하는 것, 예를 들어 유창성, 독창성과 같

은 능력들로 창의성을 정의하는 것은 발달의 개념을 시들게 함(see Guilford 19050, 1970;

Torrance, 1962),

. 심리측정적 맥락에서 발달은 현존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가르치

는 능력을 의미(Wallach, 1971, 1985).

▶ 최근에 창의성의 개념이 더 넓어졌고, 이 장에서는 더 풍부하고 넓어진 발달 개념이,

창의성 연구를 위한 다차원적인 패러다임에 필요하다는 것을 가정(Feldman, 1974 등등).

▶ Feldman은 창의적인 산물은 발달적인 shift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

developmental shift는 지식과 이해의 재조직화이고, 이것이 생산품, 아이디어, 신념과 기

술에서의 변화를 가져올수 있다고 주장(Feldman, 1974, 1988, 1989a).

▶ 창의성의 주요 단면 기술-> 이 단면들의 발달에 대해 -> 단면의 변화의 결과가 어

떻게 창의성의 이해를 돕는지 기술

1. universal and nonuniversal development

▶ 더 넓은 발달 개념이 창의성 연구에서 중요하다면 쓰여져야 하고, 최근 발달 과학의

진전으로 인해 창의성 연구에서 발달적 변화로 설명하는데 기초가 마련됨(Case &

Okamoto, 1996 등등)

▶ 역사적으로 발달 연구들은 인생에 있어서 공통의 milestone(이정표; 획기적인 변화)과

반환점을 특징지우려 했고, 이러한 공통의 그리고 보편적인 변화에 대한 가정으로 인해

창의성 연구로부터 발달 연구가 떨어져 나오게 되었다.

▶ 이런 경향성의 한 예외가 Freud의 이론이고, 이들은 창의적인 산물을 성적 공격적인

상상이 사회적으로 용인된 형태로 나온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이 이론에서 조차도,

이론의 취지는 보편론이어서, 공통의 갈등과 경험에 관심을 두었으므로, 특별한 창의적인

산물의 질이나, 창의적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 특성을 설명하거나 이해

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 동시에 창의성의 연구는 전반적인 구성개념에서부터 창의적 활동이 일어나는 특수한

영역의 연구로 자리를 옮겨감에 따라, 발달 연구도 보편적인 sequences에서부터 더 영역

특수적인 변화의 sequence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Case & Okamoto, 1996 등등).

▶ 영역은 언어, 공간, 수, 음악, 물리, 수학 같은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가정되는 상대적

으로 더 넓은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체스, 도예, 시쓰기, 컴퓨터 프로그래밍, 재단업, 외과

수술같은 덜 공통적인 성취 영역이 되기도 한다.

▶ 발달적 변화의 보편적인 과정과 창의적인 과정과의 관계를 밝히려는 발달의 틀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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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는 연구 예도 있음(Feldman, 1974 등).

-. 이러한 “nonuniversal” theory의 가정: 보편적이 아니지만, 발달적 변화나 스

케일이 큰 질적인 변화에 적절한 준거가 될 수 있는 발달적인 변화의 예가 많이 있다는

것

▶ nonuniversal theory에서 발달적 변화로 볼 수 있는 준거에 포함되는 것: 현재 인지적

인 구조의 제한을 능가하는 경향성/ 비교적 빠른 변화/ 비교적 큰 범위의 구조의 재조직

화/ 역전알 수 없게되는 경향성/ 전진적 전이 sequence에 위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

로의 이동을 설명하는 명백한 “전환 기제”/ 새로운 조망의 인식, 특별한 해석에 대한 확

신, 혹은 변화된 준거 판단 같은 emotional marker(Feldman, 1980등). 그래서 창의적인

재조직화는, nonuniversal theory에 따르면, 더 강력한 발달적인 전진 가운데 하나이다.

▶ nonuniversal theory의 발달적 이동 가운데 창의적인 진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식

의 창의적인 재조직화가 모두 같지 않다는 점을 지적-> 명석하고 혁신적인데 부터, 인간

경험의 주요 영역을 설명하는 새로운 원리의 발견까지 넓은 범위.

-. 창의적인 기여는 또한 뛰어넘을 허들의 면에서도 다양: 잘 정의된 문제 해결,

새로운 개념이나 패러다임 설정, 수행, 사회나 문화 변혁을 활성화시키는 것, 새로운 기

술이나 생산품의 창조 등

▶ 먼저 창의성의 핵심 차원을 기술

2. 창의적 발달의 차원

▶ 창의성의 vision은 문제해결, 통찰같은 인지적인 과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특

성, 가족, 교육적인 문제 같은 개인적인 특성도 포함되어야 한다.

▶ 창의성을 여러 차원을 포함해서 개념화해야 한다면, 이 차원들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요약.->

1. 인지적인 차원 2. 사회/정서적인 과정 3. 가족의 측면: 성장 시 그리고 현재

4. 교육과 준비상태: 공식적 & 비공식적 5. domain과 field의 특성

6. 사회적/문화적 맥락 7. 역사적인 면(foces, events, trends)

▶ 이런 차원들의 연구를 통합하는 것이 중요

▶ Gardner(1983/1993)가 7개의 영역에서 7명의 창의적인 사람들의 업적과 삶을 연구했

는데, 이들은 아인슈타인, 피카소, 스타빈스키, T. S. 엘리어트, 그라함, 간디. 이 연구와

최근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 기술

1) 인지적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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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rdner등: 나중에 창의적인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어릴 때 인지적으로 조숙할 필요

는 없음. 관련된 영역에서는 특별하게 인지적인 현저성을 보였지만, 지적으로 열등.

▶ 공통점: 제 나름의 영역에서 한 번 개입되면 매우 빨리 끌려들어가서 수준에 이름

▶ 많은 경우에서, 어릴 때 발달 코스가 되는 turning point 혹은 “crystallizing

experience"를 확인할 수 있었음. 어릴 때 마음이 한 목적을 향해 초점지워지고 조직화되

는 이런 결정적 순간에 대한 견해는 Feldman이 처음 썼고, 기초적인 인지적 구성요소의

통합을 참조한 것이었다.

-. 한 분야에 초심자로 들어가서 높은 숙달 수준까지 어떻게 이르는지는 창의성

발달 연구의 큰 흥미거리.

▶ Gardner의 7명의 경우는 소위 “10year rule"로 불림. - 초심자에서 숙달자까지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발견. Herbert Simon and William Chase(1973)이 처음 제안.

▶ 많은 인지 과학자들은 초심자와 전문가의 차이를 알아보고, 어떻게 그렇게 되어가는

지를 설명하려함(see Chi, Glase & Farr, 1988 등).

-. 전문성을 증가시키는데 대한 설명- 많은 진지한 수행의 시간들로 설명(see

Ericsson & Charness, 1994 등)하는데서, 더 재능에 근거한 설명(see Sternberg, 1996;

Winner, 1996)까지 다양

▶ 이해되어야 하는 영역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는 단순히 사실과 원리를 익히는

것만 관련되지는 않음. 초심자와 특별한 한 분야간에 특별한 시기동안의 관계가, 왜 어떤

사람은 영역을 전환할 필요성을 느끼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현존하는 테두리 안에서

만 작업하는지를 해명해줌(Feldman, 1988 등)

▶ mastery 발달의 결정적 시기동안에 사람과 영역간에 잘 매치되는 지 여부가 이 차이

에 중요.

- 대부분의 천재(피카소, 모짤트)는 어릴 때 둘 간의 fit이 거의 완벽-> 도전감, 만족, 탐

구심 등을 느낌(Feldman with Goldsmith, 1991).

▶ 영역을 전환하는 사람들은 mind와 domain간에 비대칭을 느낄 것이고, 이것이 현존하

는 영역이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불만족을 느끼게 할 것이다 -> Gardner의 7명에서도 이

런 증거 있음.

-. 이런 창의자와 영역간의 너무 쓸모없지도 너무 크지도 않은 “최적의 차이

(optimal discrepancy)”는 잘 설정된 발달적 변화 연구에서 하나의 원리가 됨.

2) 사회적/ 정서적 과정

▶ 심리측정적 연구들에서 개인적인 특성(quality)과 경험이 창의적인 개인의 특성

(charactericsic)이 된다는 것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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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ron(1953), MacKinnon(1962) 등- 매력적인 인물의 profile-> 더 창의적인 사람은

“높은 수준의 지능, 경험에 대한 개방성, 작은 제한으로부터의 자유, 미적 민감성, 인지적

융통성, 독립성, 높은 에너지, unquextionion commitment를 지님"(MacKinnon, 1962).

▶ 최근 연구에서는 이런 프로파일이 명확해졌고, 더 적은 이상적인 유형이 밝혀졌다

▶ Gardner의 연구에서는 7명이 모두 가까운 친구를 사귀거나 깊은 정서적인 관계를 갖

지 못했다. 친구, 연인, 부인, 남편이 중요했지만, 내적인 가치보다는 창의자의 목적에 기

여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일에 열심이었으며, 과정의 한 부분으로써 관계를 형성했고,

유지했다. 등등

3) 가족

▶ Gardner의 7명에서 가족사와 역동을 알아볼 수 있는데, 부자도 가난하지도 않았고 주

요도시에서 떨어져 살았지만, 분야의 영향을 계속받았고, 가족 분위기는 특별히 따뜻하지

는 않았지만, 어릴 때의 요구는 잘 수용되었다. 도덕적 가치를 배우고 따르도록 기대되었

으며, 가족맥락에서 관심과 요구가 필요할 때는 지지되었고 고무되었다.

▶ 표적 영역에의 개입-Bloom(1985); 다양한 영역에서 최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전형

적으로 같은 분야에 적어도 두 세대가 참여한 가족사를 지님. -자연스럽게 접근하게 하

고 고무. 갈등을 줄임.

-. 가족 체계 이론; 부모와 아이간에 상호적인 영향을 밝힘

▶ 유전력, 출생시 부모의 나이, 출생순위, 형제의 성별, 부모의 직업과 직위, 가족 자원

의 양과 종류, 종교적인 신념과 개입정도는, 재능의 방향, 훈련, 고무와 정체성에서 차이

를 만들 수 있는 가족의 많은 측면들에 속한다(Feldman & Piirto, 1994).

-. Simonton(1984 등등)- 천재- 1/4가 10살에, 2/3가 15살에, 1/2가 21살에 부모

를 잃음

▶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 어릴 때 부모를 잃는 외상이 있었음. 이런 외상은 거의 가족

생활의 일부였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 -Darwin은 따뜻한 가정에서 자람

▶ 어떤 사람은 분야에 자연적인 열정을 지니고, 다른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의 피난처로

삼는다.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작업에의 만족이 일생동안 충분한 동기가 되

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존경심을 얻으려하거나, 부모 형제에게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려하거나, 외상으로부터 피난처를 얻으려하는데, 이것들 중 하나 혹은 모두가 과정

이 진행되는 동안 영향을 미칠 것임

▶ 외상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린시절에 동기에 미치는 외상의 효과가 중요. 선택

영역에서 숙달하도록 하는 노력을 왜곡하거나 강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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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준비

▶ 보편적인 신념과는 대비되게, 더 극단적인 천재일수록, 그 분야에서 최적의 준비가 더

중요하다, 전환점에서는 더욱더.

▶ 정규교육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안좋은 영향(Einstein, Piaget)부터 정적인 영향

(Darwin)까지.

▶ 명석한 학생이 되는 것이 위대한 창의적인 업적을 내는데 꼭 필요하지는 않고, 정규

교육의 중요성은 분야와 개인에 따라 다르다(Freud, Einstein). 예술 영역에서의 수행은

과학영역에서의 수행보다 덜 중요.

▶ 영역에서의 준비는 정규수업과 구별할 수 있고, 그래서 적절한 준비상태가 중요하다

고 일반화될 수 있다. 이러한 준비가 갖추어야 할 형태는 분야마다 사람마다 다름.

▶ mentorship은 위대한 창조물의 계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준비의 한 측면이다. 특

히 과학에서, 더 경험이 많은 상급자로부터의 안내와 지지는 대부분의 중요한 기여를 남

기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예술 분야에서도 거장의 기술 계발은 항상 중요하다.

▶ 분야의 작업에서 정규적인 대부분의 훈련을 받은 다음에, 동료 소집단 내에서 독특한

형태가 꾸며지는 것이 보통이다. Gardner의 7명 모두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동료와의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이로부터 이익을 얻었다.

▶ great creativity는 선생, 지도자, 동료, 친근한 집단의 도움없이 거의 혼자 발달되어진

다는 신념은 거의 미신임.

4) Domain

▶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창의성 발달에 관해 더 관심을 기울여서 과정에 관한 개인

의 한계를 초월한 측면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지만, domain specialists에 대

해서는 그렇지 못함. 그러나, domain의 역사와 그 domain에서의 전문가의 발달 간에 관

계에 대해서는 흥미가 증가됨(Piaget등, 1983).

▶ Piaget: 수학과 물리의 역사와 어린이가 그것을 이해하는데 있어서의 자역전 전환 연

계간의 상응에 관심을 지님 ->

. domain의 원리, 주제의 영역 등을 포함하는, domain의 내용과 구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함을 발견 : . 이 연구는 domain에 대한 지식 구조에서의 전이가 domain

에 대한 이해에서의 전이에 상응함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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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eld에서의 진전에 필요한 재능, 기술, 민감성은 시간에 따라 변함. 1920～1930년대의

경제학 연구는 광범위한 historical analysis에 의해 지배되었지만, 1960년대에는 수학적

모델링과 통계 전문가에 의해 이끌어짐. 같은 시기에 물리학 분야에서의 전이가 일어났

고, Eistein의 초기에 물질에 대한 양자역학식 설명을 강조하게 만듬 -> Einstein의 미적,

정신적 민감성은 우주를 디자인하고 질서를 부여하게 함.

▶ 창의성 발달의 여러 측면 중에서, process에서 domain의 역할은 아마 가장 덜 이해된

부분(Feldman, .. 1994). Domain들은 많은 창의적인 노력에 의해 변형되기 때문에 변화하

고, domain에서의 주요 변화를 잘 살펴보면, 개인의 진전에서의 史的 전이를 비교하여

더 보편적인 변화를 알아내는데에서, 개인의 마음과 domain의 당면한 문제간에 독특한

상호작용을 연구하는데에로 연구의 초점이 변화되어 맞추어져야함.

5) Field

▶ 개인의 경정적 시기동안에 지식 field의 상태가 창의성 발달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

칠 수 있는가?

-. field는 건전하고, 돈이 벌리거나 아닐 수도 있고, rigid하거나 아닐 수도 있는

데, 이런 field 성격의 변화는, 창의성이 그 한계 내에서 얼마나 발달할지 혹은, 그 한계

가 domain에서 새로운 비젼을 조절하기 위해 얼마나 변화될 지에 영향을 줄 것임.

▶ field는 창의적 업적의 수용, 거부의 소스이고, 또한 연구의 장기적 중요성을 판단하는

소스이기도 함. 이 process들이 작동하는 기제는 매우 다양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 연

구는 아직 없고 비공식적 관찰은 많다

▶ 예) Gtzel등(1976) : 예술가와 그들의 경력 발달에 관한 오랜 기간의 연구 -> field와

접촉하고, 자신들의 작품을 내보일 장소를 찾고, 팔고, 비평가와 동료를 구하고, 다른 사

람에게 영향을 미칠 장소를 찾고, 그들 프로그램의 문하생을 모르고, 그 세계에서의 스타

일, 편견의 변화에 응용(Csikszentmihalyi, 1990)

6) 사회/문화적 영향

▶ Feldman의 “문화 유기체”-가장 극단적인 창의성 발달 목적을 위해 자원을 조직하는

process- 는 field와 관련되지만, 같지는 않음. 문화적 유기체는 그런 창의성을 요하는 조

건을 형성하고 지지하기 위해 존재.

-. 문화 유기체는 그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훈련되든 아니든, 혹은 그 분야와 공

식적으로 일치하든 아니든, 위대한 작품 산출을 지지하는 모든 것을 말함

▶ 매우 정제된 문화 유기체는 고전음악 분야에서 볼 수 있음.- 가장 가치로운 도구의

통제에서부터, 재능을 발굴하는 많은 대회들까지, 그리고 가능한 한 쉽게 초기에 근접할

수 있게 만들어진 편제(예, 이웃집 피아노 선생님, 악기 가게), 그리고 “유기체”의 바닥

수준을 지키는 그 분야의 지원자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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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유기체는 분야내에서 전도유망한 개혁을 선별하고, 뛰어남의 준거를 설정하는

것 이상이 포함된다. 분야에 비공식적인 맥락이 되는 문화 유기체는, 공식적으로 말해서

영역의 일부가 아닌 사람들을 포함하는 기능을 한다. 예) 스폰서 등은 프로 스포츠의 지

지 체계임. - 문화 유기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만 분야 그 자체가 실행되는 데에 직접

적으로 관여되지는 않음

▶ 문화 유기체는 위계적 수준, 응집성, 동의 정도, 목적의 단일성, 임무를 완수하는데의

유효성 등에서 다르다.- 문화 유기체간에 차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없는

데, 아마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 상호 관련된 기능들은 최상의 수준에서 창의성의 발달

에 매우 필요하지만, 그런 entity의 성질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은 거의 얻지 못하고 있다

(Feldman, 1994 a b)

▶ 특정한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넘어서서, 사회가 들어있는 문화와 활동

하는 사회에 대한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회학과 인류학 분야에서의 연

구들이 매우 유용할 것이다. 물론 사회는 그 활동들이 어떻게 조직되고 행해지는지에 따

라 다르고, 이런 차이가 창의성 표현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창의성의 발달이 그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 사람(예 Skinner)도 있다

▶ 실제로 사회적/문화적 실재성이 주어진 분야에서 창의성 발달의 가능성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예)특정 부류의 사람만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든지 규정한 사회, 종교들

▶ 문화는 또한 그 분야에서의 중요성과 가치를 결정해서, 창의성 발달의 가능성을 높이

거나 낮춤. 예) Iceland- chess를 매우 가치롭게 여김. 또 특정 시대에 더 가치롭게 여긴

분야도 있음 예) 르네상스시기에 건축, 그림, 조각등

▶ 사회와 문화에 대한 많은 것이 알려졌지만, 그 사회적인 맥락에서 창조적인 잠재성이

선택되고, 발달되고, 보상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모름. historiometric 연구들이 사회

적인 삶의 여러 형태가 창조적인 표현의 차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가려내기 시작

함.

7) 역사적인 영향

▶ 창의성 발달에서 우연적인 사건들은 출생 환경, 시기, 장소의 함수와 직접 관련된

process의 결정요인들이 됨. - 재능, 민감성을 많이 지닌 아이도 발휘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면 그런 재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임. 재능이 시기와 장소에 의해 제한되는 지가 중

요.

▶ 출생의 순간은, 많은 발달 과정에서의 차이를 만드는 역사적인 사건위에 이루어지는

데, 전쟁은 그 극단적인 경우이고 인생을 바꿔 놓을 수도 있음; Picasso는 3세때 지진에

의해 매우 영향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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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onton; "정치적인 분열은 창의성에 대한 단일한 최상의 예언요인. .... 창의성 발달

은 다양성에 대한 노출에 달려있는 것 같다“

▶ Simonton의 historiometirc 연구로 인해 역사의 패턴, 사회의 구조, 창의성 발달 간에

상호작용에 대한 많은 것이 알려졌지만,/ 핵심 관계가 밝혀지고, 창의적인 표현이 이루어

지는 많은 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최근에 시작된 분야임.

3. 요약과 결론

▶ 비교적 중간정도의 능력에서부터 예외적인 성취까지 창의성 연구는 방향을 바꿔왔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창의적인 사람의 생물학적인 배경과 신체적인 지지에서부터, 가능한

기여를 제한하거나 선별하는 역사적인 사건의 패턴까지, 그런 성취의 발달 코스에 관심

이 두어짐.

▶ 개인의 biology와 역사간에는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중간 영역이 있다; 예)

지적, 사적, 사회적, 정서적 특성들; 출생 순위와 성, 가족의 전통등; 특정 영역의 선택;

field; 사회적 문화적 맥락; 자연적인 사건과 환경.

-. Peter Medawar: "창의성 연구는 가장 광범위한 연구 주제 .... 여러 분야의 연

구자들의 재능의 consortium이 요구됨”

▶ 다차원적, 상호작용적, 발달적 조망을 지닌 연구가 몇몇 있음. Howard Gruber의

Darwin 연구가 그런 초기 연구.

-. Gruber는 자신의 연구를 위해 Darwin 시대와 상호작용할 필요가 있었던

changing systems를 명명하려고, 자신의 틀을 “evolving systems approach"라고 부름.

▶ Csikszentmhalyi와 Gardner는 창의적인 과정에 관해서 가장 뚜렷한 다차원적인 모델

을 제안.

. Csikszentmhalyi: 창의적인 과정이 성취되기 위해 상호작용한다고 개념화할 필요가 있

는 세 차원을 제안-개인, domain, field.

▶ Gardner의 틀은 가장 뚜렷하게 발달적이라고 볼 수 있음. 7명 연구에서 주요 연구 주

제가 “어릴 때 창의성과 어른 때의 창의성의 관계(relation between the child and the

acult creator)”였음. Csikszentmhalyi의 접근은 발달적이기보다는 상호작용적이라고 볼

수 있음. Feldman의 nonuniversal theory도 명확히 발달적이지만, 개인 사례를 분석하지

는 않았음.

▶ 거장의 작품은 항상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한계에서 나오고, 우리는 개인의 발달에

대한 정보의 파편만을 지닐 뿐.

▶ 발달의 어느 지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어떻게 나오는지는 아직도 의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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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과학에서의 연구들과 simulating 작업들이 이런 면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연구들이 통합될 때,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 의해 창의적인 업적이 성취되는지에 더 그럴

듯한 설명 가능.

▶ Piaget; novelty를 설명하는 것이 인지발달에 대한 그의 이론에서 최고의 목표라고 생

각.

▶ 그러나, Piaget는 stage의 mystery를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함.

▶ 연구의 방향이 어떻든, 창의성 연구와 발달의 연구는 풀리지 않도록 뒤엉켜있다.

< 창의성 훈련 >

가. 창의성 신장을 위한 분위기 조성

(1) 심리적으로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한다.

(2)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3) 평가의 억압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4) 창의성을 자극하는 물리적 심리적 환경을 구성한다.

(5) 창의적인 사고와 행동에 대한 보상 체제를 강화한다.

(6) 창의성 계발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도입한다.

(7) 창의성 계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갖도록 한다.

(8)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한다.

(9) 창의성 계발에 도움이 되는 경험의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한다.

(10) 무의식적 사고, 유연한 사고가 이루어지게 한다.

(11) 학생들의 환상과 꿈이 자유롭게 펼쳐지도록 한다.

(12) 해결책을 실천에 옮기는 데 필요한 용기와 자신감을 준다.

나. 창의성을 조장하는 훈련

◆ 정답이 없고 많은 양의 대답을 요구하여 어떤 교과의 학습에서도 토론이나 사고를

다양하게 하도록 하는 확산적 발문 형태이다.

◆ 학생들의 가치나 감정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학생들의 감정이나

신념을 용이하게 표현하게 한다.

◆ 발문이 학생들의 사고 수준과 실제 생활 경험에 밀착되었을 때 학생들은 보다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사고 활동의 반응을 찾을 수 있다.

◆ 발문을 교사의 사고 과정에 의해 교사의 의도대로 이끌어 가서는 안 된다. 교사는

학생들의 사고 순서에 알맞는 발문을 연구해야 한다. 자기의 주변에서 먼 공간으로,

현재에서 미래나 과거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경험에서 상상으로, 친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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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서 생소한 것으로 사고 활동을 확산시켜 나간다.

◆ 학습 과제를 분석하여 발문 시기, 발문 내용, 예상되는 학생들의 반응, 피드백 방법

등의 발문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

창의성을 확장시키는 기술Technology

Creativity is an important issue for the future of new technology systems. There are

immense opportunities for the designers of new technologies to expand the repertoire of tools

and toys that amplify the creative process. For the creative person, being able to determine

exactly how and in what way the process takes place is a matter of paramount importance.

What is required is a holistic strategy for developing the technology feeding our growing

understanding of creativity in action into the design of emerging technologies. There are two

essential components of the strategy envisaged: first, skills and expertise from key disciplines

must be deployed to generate a multiplicity of perspectives and second, special case studies

that explore the lessons to be learnt from the outstanding creativity and non-standard working

practices. By harnessing this knowledge, there are immense opportunities for the creators of

innovative technologies to expand the repertoire of tools and toys that amplify the creative

process.

One of the key features of creativity in people is the importance they give to the locus of

control.

Another factor to remember is that creative people notoriously resist rigid, formulaic approaches

and are not afraid to choose pathways that are fraught with risk and full of pitfalls.

Experimentation with concepts, materials and tools may, in the first instance lead to failure but

those failures are fertile ground for learning quickly how to move out of the conventional space

of possibilities. Such traits mean that the creative person will not be easily deflected from a

chosen route and, if it involves a hard struggle, i.e. learning a difficult technique, then so be it.

This means that creative people are not inclined to look for easy ways to do things at the

expense of achieving their creative aspirations.

A Strategy for Creativity Enhancement with Emerging Technologies

- Fundamental to the argument is an understanding of how creativity works. Often, the

initial creative process does not concentrate upon the surface qualities of the work, such as the

texture of the paint or the quality of sound from a particular instrument. Rather than start

with surface considerations, the artist, for example, may well start with fundamental

structuring considerations. This is where a significant opportunity for augmentation arises. By

using intelligent agents to generate the concrete realisations of the structure decisions the artist

can see the implications within very short intervals of time. The significant role of the agents

in the user interface is to enable the artist to think and act in terms of the structures whilst,

as a result of the agents' work, easily and quickly see the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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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성을 높이는 10 단계>>

1. Listen to music by Johann Sebastian Bach. If Bach doesn't make you more

creative, you should probably see your doctor - or your brain surgeon if you are

also troubled by headaches, hallucinations or strange urges in the middle of the night.

2. Brainstorm. If properly carried out, brainstorming can help you not only come up

with sacks full of new ideas, but can help you decide which is best.

3. Always carry a small notebook and a pen or pencil around with you. That way,

if you are struck by an idea, you can quickly note it down. Upon rereading your

notes, you may discover about 90% of your ideas are daft. Don't worry, that's

normal. What's important are the 10% that are brilliant.

4. If you're stuck for an idea, open a dictionary, randomly select a word and then

try to formulate ideas incorporating this word. You'd be surprised how well this

works. The concept is based on a simple but little known truth: freedom inhibits

creativity. There are nothing like restrictions to get you thinking.

5. Define your problem. Grab a sheet of paper, electronic notebook, computer or

whatever you use to make notes, and define your problem in detail. You'll probably

find ideas positively spewing out once you've done this.

6. If you can't think, go for a walk. A change of atmosphere is good for you and

gentle exercise helps shake up the brain cells.

7. Don't watch TV. Experiments performed by the JPB Creative Laboratory show

that watching TV causes your brain to slowly trickle out your ears and/or nose. It's

not pretty, but it happens.

8. Don't do drugs. People on drugs think they are creative. To everyone else, they

seem like people on drugs.

9. Read as much as you can about everything possible. Books exercise your brain,

provide inspiration and fill you with information that allows you to make creative

connections easily.

10. Excercise your brain. Brains, like bodies, need exercise to keep fit. If you don't

exercise your brain, it will get flabby and useless. Exercise your brain by readi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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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 talking to clever people and disagreeing with people - arguing can be a terrific

way to give your brain cells a workout. But note, arguing about politics or film

directors is good for you; bickering over who should clean the dishes i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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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 지능(Intelligence)의 인지심리 이론

1 지능의 개념

Galton(1869, 1883): 개인차: 반응시간, 감각적 민감성

Binet: - 추리력, 이해력, 판단력, 적응력

비네-시이몬 척도(Binet-Simon Scale)가 지능검사의 효시

첫째 , 지능의 적응적 특성을 강조하는 입장

둘째 , 지능을 정신능력 또는 학습능력으로 보는 입장

셋째 , 추상적 능력과 실제적 능력과의 관련 및 응용을 강조하는 입장

넷째 , 지능의 개념에 대한 종합적, 포괄적, 집합적인 접근

2. 지능 이론과 모델

2.1 심리측정적 모델

- 요인분석법(factor analysis)

- Spearman; 이요인 이론(two-factor theory)

- 일반요인과 특수요인

- Thurstone(1938):

지능이 하나의 일반적인 g 요인이 아닌

별개의 독립된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본정신능력(primary mental ability):

- 공간(spatial) 요인,

지각 (perceptual) 요인,

수(number) 요인,

언어(verbal) 요인,

단어유창성(word fluency) 요인,

기억(memory) 요인,

추리 요인(reasoning)

- Guilford(1966, 1982): 요인분석

:知의 구조(structure of the intellect, SOI) 모델

-정신능력을 120개(나중에는 150개로 확장)의 요소

- 삼차원의 틀(3-dimension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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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작(operations)의 차원:

수렴적 사고, 확산적 사고, 기억, 인지 등의 과제에서 요구되는 심적 조작.

2. 산물(products) 차원,

상관(relations), 체계(systems), 전환(transformations), 함의(implications)등

정신적 조작의 산물

3. 내용(contents)의 차원: 형태적, 상징적, 의미적, 행동적인 특정 문

제

-Cattell(1971): - 위계적 모형(hierachical model)

.유동성 지능(fluid ability): - 귀납적 추리, 유추, 계열완성검사 등에서

나타나는 추상적 능력 및 새로운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과 관련 - 유전적

. 결정성 지능(crystalized ability): - 환경적, 경험적 영향에 의해서 발

달되는 지능으로, 언어이해, 문제해결, 논리적 추리, 상식 등 어휘검사와 일반정

보검사에서의 사실과 일반지식의 축적과 관련. 현재의 문제에 대해 이전에 얻었던

문제해결 방법을 가져오는 능력

- Nickerson, Perkins, & Smith

1. 패텬을 분류하는 능력

2. 적응적으로 행동을 조정하는 능력 - learn

3. 연역적으로 추리하는 능력

4. 귀납적으로 추리하는 능력

5. 개념적 모델을 사용하고 전개시키는 능력

6. 이해하는 능력

▷ 지능에 대한 인지적 이론

Hunt- 철자-맞추기 과제를 사용했다.

- 단기기억은 지능의 언어요소와 관계

▽ 삼원지능이론의 세 부분

1. Componential intelligent behavior

이 하위이론은 세 가지 정보처리 요소를 갖고 있다.

1) 일을 하는 방법을 배우기

2) 어떤 일을 할지를 계획하고 어떻게 해낼지를 계획하기

3) 실제로 일을 하기

2. Experiential intelligent behavior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장 잘 증명이 되는 지능으로서 주어진 과제에 자동적인

수행 처리 중에 나온다. 이런 종류의 지능은 일반적인 지능검사에서는 그다지 점수가 높

게 나오지는 않는 사람들과 관계되는 것이나, 이런 이들은 창조적이며 특정 분야에서는

성공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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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xtual intelligent behavior

이것은 1)현재의 환경에의 적응

2)거의 최적의 환경을 선택하기

3) 기술이나 흥미, 가치등에 맞게 더 나은 상태로 환경을 만들고자 현재의 환경

을 변화시키기를 포함한다.

5가지 구성요소 :

metacomponent,

수행구성요소,

성취구성요소,

파지(retention) 구성요소,

전이(trasfer) 구성요소

2.2 계산적 모델

계산 모델에서는 지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아 정보처리 과정의 유형과

복잡성을 중심으로 지능을 설명하고자 한다. Hunt(1978)는 지능이 정보처리 속

도로 측정될 수 있음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언어 지능에 관심을 갖고 장기기억

속에 저장된 단어에 대한 정보를 인출하는 속도, 즉 어휘접근 속도에 초점을 두

고 지능을 연구했다. 반응시간 과제(reaction-acess task)를 사용한 연구 결과

낮은 언어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높은 언어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어휘정보

에 접근해서 해독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Sternberg(1977, 1984)는 유추 문제나 삼단논법과 같은 보다 복잡한 과

제 수행시의 정보처리 연구를 통해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지적인 정보처

리자가 되게 하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과제수행시의 반응시간과 오류비율을 성

분 분석(coponential analysis)해본 결과, 사람들은 문제해결시에 몇가지 성분적

과정, 즉 문제의 부호화(encoding), 관계의 추론(inferring), 추론된 관계의 대응

(mapping) 및 새로운 상황에 적용(applying)하는 과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이 정보처리 과정의 성분을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심적 속도만을

측정하는 방식보다 지능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능

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문제를 부호화하고 문제를 공략하기 위한 일반적 전략

을 형성하는 전체적 계획(global planning)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과제의

세부적인 것에 대한 전략 형성하고 실행하는 국지적 계획(local planning)에는

시간이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ternberg, 1981). 전체적 계획 시에 더

많은 시간이 든다는 것은 전체 전략이 정확할 가능성을 증가시켜 준다. 따라서

지적인 사람들은 문제를 계획하고 부호화할 때는 시간이 더 걸리지만 실제 과

제 수행 시에는 시간이 적게 들며, 그 결과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Simon(1976)은 복잡한 문제해결을 통해 지능을 이해하고자 하여, 장기 문제

나 논리 과제 수행시의 지적인 정보처리를 연구했다. 특히 작업기억의 한계와

지적인 사람들이 문제해결 과정들을 조직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또한 그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냈는데, 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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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이 다양한 절차를 매우 효율적으로 처리하게끔 고안될 수

있듯이 보다 지적인 인간이라면 보다 효율적으로 심적 절차들을 처리할 수 있

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술된 계산 모델들은 심리측정 모델들에 비해

인간의 지적 과정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지적 능력의

구조에 대해서는 상술해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2.3 생물적 모델

생물적 모델에서는 지능을 생리적 현상으로 본다. 따라서 행동의 산물이나

행동의 과정을 연구하기보다는 두뇌를 직접 연구함으로써 지능을 이해하고자

한다. 일찌기 지능의 생물학적 지표를 찾고자 했던 Lashley 등에 의한 초기 연

구들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끝났으나 점차 두뇌를 연구하는 도구가

세련화됨에 따라 현재 지능의 생리적 지표를 찾을 가능성이 조금씩 열리고 있

다. Matarazzo(1992)와 같은 일부 생리심리학자들은 임상적으로 유용한 지능의

심리생리적 지표를 곧 갖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생물학적 접근내에도

이론적 가정과 방법론에서 다소 차이가 나는 몇가지 구분되는 하위 접근들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두뇌의 크기나 국재화(전문화)의 측면보다는 주로 신경

전달 속도나 뇌의 활동 등을 근거로 연구된 결과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

다.

신경전달 속도: 일부 학자들은 지적인 사람들의 사고나 행동에서의 빠른 속

도가 신경흥분의 전달 속도에 기인한다고 믿고 있다. 즉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

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신체 내에서 정보가 더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에 더 빨

리 사고하고 행위한다는 것이다. 반응시간(response-time)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피험자들에게 불빛이 보이면 버튼을 누르게 한 실험에서 반응시간과 인지능력

점수 간에 약간의 부적 상관이 얻어졌다(Jensen, 1982). Jensen은 이러한 상관치

를 신경체계에서의 전달속도와 지능간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했다.

이에 대해 Longstreth(1984)는 Jensen의 방법론과 결과 해석상의 문제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사실상 반응시간 연구와 신경전달 속도에 관한 결론 간에는

간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탐사시간(inspection-time)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제시된 두 선분 가운데 어떤 것이 더 긴지를 판단하게 한 실험에서,

지능과 탐사시간 간에 상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and & Deary,

1982; Nettlebeck & Lally, 1976). 뿐 만 아니라 이러한 상관이 청각 탐사시간

측정에서도 재확인 되었다(Deary, 1988;, Raz & Willerman, 1985). 이러한 실험

결과들을 통해 비록 상관값이 다르기는 하지만, 지능과 신경전달 속도 간에 상

관이 있다는 사실 만은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두뇌에서의 신경전달 속도

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이 시도되어, 중추신경에서의 신경전달 속도와 지능간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Reed & Jensen, 1992; McGarry-Roberts,

1992). 또한 Vernon과 Mori(1992)는 팔에서의 신경전달 속도와 IQ간의 유의한

상관을 얻어냄으로써 중추신경에서 뿐 아니라 말초신경에서의 정보전달 속도도

지능과 상관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결국 지능이 신경

의 효율성에 기초하고 있음을 입증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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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 활동: 지능은 뇌파(electroencephalographic wave, EEG)나 평균유발전

압(averaged evoked potentials, AEP)을 측정치로 하여 연구될 수 있다. EEG가

계속적인 신경활동의 기록이라면 , AEP란 시각 혹은 청각 자극 제시 직후의 아

주 짧은 기간 동안의 순간적인 신경활동을 관찰하기 위한 측정치이다. 다수의

연구들에서 지능과 AEP간에 일관된 상관이 보고되고 있다(Chalke & Ertl,

1965; Ertl, 1966). 외적자극에 의해 유도된 뇌파와 IQ간에 상관이 .6(Ertl &

Schafer, 1969) 내지는 .3(Eysenck, 1973)으로 나타났다. Ertl과 Schafer(1969)에

의해서 WISC 지능검사에서 지능이 우수하게 평가된 집단과 열등하게 평가된

집단간에 AEP 파장 곡선의 유형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

히 초기 파장보다 후기 파장이 IQ와 상관이 높아 대략 .3 에서 .4의 상관을 보

였다. Hendrickson(1972)의 연구에서도 AEP 파장의 진폭(amplitude)과 IQ간의

의미있는 상관이 보고되었다. 특히 진폭과 반응잠재시간(latency) 모두 공간능력

보다는 언어능력과 더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ysenk(1981,

1992)는 뇌파장에서 중요한 것은 진폭이나 반응잠재시간이 아니라 파장의 외피

를 형성하는 선의 실제 길이와 같은 파장 형태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지수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의 Ertl과 Schafer의 자료를 근거로 Hendrickson이

분석해본 결과 형태의 복잡성 지수와 IQ간의 상관(r= .77)이 있다는 것이 입증

되었다. 한편 Schafer(1982)는 놀람 자극에 대한 큰 P300波 반응을 보이는 경향

성이 개인차 변인일 수 있음을 제안했다. 실제로 IQ와 P300波의 측정치간에 .82

의 상관이 보고되었다. 그에 따르면 지적인 사람들은 익숙한 자극에 대해 주의

자원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대된 자극에 대해서는 비지적인 사람

들에 비해 더 작은 P300波를 보인다고 한다.

신경 효율성과 관련된 수치를 지능의 측정치로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

해주는 또다른 결과가 두뇌가 글루코스(두뇌 활동에 요구되는 당분)를 신진대사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로부터 나왔다. Haier와 그의 동료들(1992)에 의하면 높

은 지능이 문제해결 동안의 감소된 글루코스 수준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즉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정보처리 시에 당분

을 덜 소모했다. 시공간적인 조작을 포함하는 비교적 복잡한 과제를 연습시켜

본 결과, 더 지적인 사람들일수록 전체적으로는 더 낮은 글루코스 대사율을 나

타냈으나 특정한 국지적인 글루코스 대사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더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대부분의 두뇌 영역에서는 낮은 글루코스 대사율을 보였

으나 현재 과제 수행에 중요한 부위로 간주되는 특정 두뇌 영역에서는 높은 수

준의 글루코스 대사율을 나타냈다. 이는 학습의 결과로 두뇌의 신진대사의 효율

성이 증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보다 지적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두뇌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발견들은 아

직 초보적이지만, 유사한 논리가 보다 복잡한 인지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흥미롭다.

생물학적 접근에서 얻어진 연구 결과들을 놓고 볼 때, 미래에는 지능을 측정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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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지능의 생리적 기초와 과정에 대한 생리학자들의 실증적 자료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두뇌에서의 현상을 전체 인간존재에 대한 고려, 인간존재의 상호작용,

전체 환경맥락에 대한 고려가 없이 고립시켜서 연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생물학적 모델은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지적 능력이 그 생물학적 근거

로서 두뇌의 생득적인 능력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해도, 지능이란 항상 환경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열려져 있다.

2.4 인류학적 모델

인류학적 모델에서는 인종적, 사회문화적 맥락이 지능을 결정하고 나아가 무

엇을 더 높은 지적 능력으로 보는지를 결정한다고 본다. 즉 지능을 유전의 산물

이기보다는 문화적 생산물로 본다. 인류학적 접근은 지능에 대한 생물학적 접근

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입장에 서있다. 이 접근에서는 전형적으로 비교문화적

연구를 통해 지능에 포함된 정신능력이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문

화에 따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지 과정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데 관심을

둔다. 다수의 연구 결과들에서 문화간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 비교적 강력하게

지지되고 있다. 미국내에 살고 있는 중국인, 유태인, 흑인, 남미인들을 조사한

결과, 각 문화집단 사이에 전혀 다른 지적 능력 패턴이 나타났다(Lesser, Fifer,

& Clark, 1965). 예를 들어 중국인은 공간 요인이 높고 언어 요인이 낮았음에

비해 유태인은 공간 요인은 낮고 언어 요인과 수 요인은 높았다. Saason &

Doris(1979)는 미국으로 이민 온 이탈리아 계 사람들의 지능지수를 근거로 지능

에서의 문화적 차이의 효과를 조사했다. 이민 일세대의 아이들의 경우 비언어적

측정치가 사용되었을 때조차 지능지수가 중하위인 87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이

러한 낮은 지능지수의 근거를 비환경적인 요인인 유전 요인으로 보았다.

Goddard(1917)은 이민 온 이태리계의 79%가 저능이며, 이러한 지적 결함은 심

지어 도덕적 타락과 연관된다고까지 주장했다. 그러나 오늘날 이태리계 이민 후

손들이 지능검사에서 평균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Ceci, 1991). 다른 이민 집단들

도 지능점수에서의 놀랄만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지적 변화야말로

지능이 통합적인 교육을 포함한 문화적 동화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

해준다.

지능 및 인지과정의 연구에서 문화에 따른 차이가 고려되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귀납추리에서 강조되는 일반화(generalization)는 문화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를 수 있다(Cole, Gay, & Sharp, 1971). 서구 문화에서는 일반화나 추상화가

개념형성의 기본적 과정으로서 그 가치가 강조되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도 반드

시 그런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그가 소속되어 있는 문화권에 따라 무엇이 지적

인 것인가에 대해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흥미로운 비교문화적 연구가 Cole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Cole,

Gay, Glick, & Sharp, 1971). 이들은 아프리카의 Kpelle族에게 일군의 단어들을

범주로 묶게하는 분류검사 과제를 실시했다. 서구 문화권에서는 전형적으로 보

다 지적인 사람들이 위계적인 분류를 하고, 비지적인 사람들이 기능적인 분류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Kpelle人들에게 5개씩 4가지 유목으로 분류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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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용어들을 제시해본 결과, 이들은 2개씩 5가지의 유목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칼은 귤을 자를수 있기 때문에 함

께 묶여져야 한다는 식이었다. 이러한 기능적 분류 방식은 서구 이론에서 볼 때

낮은 지적 발달 수준에서 보이는 반응 유형에 속하는 것이다. 실험자가 Kepelle

人에게 서구식의 4가지 범주로 묶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었으나, 그들은 현명

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마침내 실험자 가운데

한 사람이 Kpelle人에게 위계적으로 분류해보라는 요구를 직접 지시해본 결과,

이들도 위계적으로 분류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Kpelle人들은

위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는 것을 바보스러운 일로 보기 때문

에 단지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인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그런 어리석은 요구를

하는 실험자들이야말로 오히려 非지적이라고 보았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왜

Kpelle人들은 기능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보다 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가?

그 대답은 간단하다. 일상 생활에서 사람들은 정상적으로는 기능적으로 사고한

다. 단지 교육을 통해 서구인들은 검사에서 무엇이 기대되고 있는지를 학습하게

된 것이다. Kpelle人들은 이러한 서구식 교육을 받지 못했고 지능검사를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서구의 성인들이 일상 생활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방식

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다.

지능을 정의하거나 측정하고자 할 때 문화차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Serpell(1994)에 의하면 언어, 법률, 욕구, 사회적 신념 등이 결합되어 문화적으

로 적절한 지능의 개념을 형성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기존의 지능 개념은 서구

권에는 적절할지 모르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쟘비아에서는 지능의 개념으로 ‘nzelu’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nzelu'는 인지적

정향성이 높은 서구의 지능 개념과는 달리 지혜, 영리함, 책임감의 차원을 포함

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어떤 문화권의 사람들이 지적인 것에 대해 다르게 생각

하고 있다면, 다른 문화권에서 볼 때는 비지적인 행동이 오히려 지적인 행동으

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구 문화에서는 보통 재빠름이 지능과 관련되지

만, 동양 문화권에서는 종종 사물에 성급하게 돌진하는 것을 비지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Thurstone(1924)에 따르더라도 지능은 본능적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똑똑한 사람이라면 행동으로 돌진하기 보다는 먼

저 생각할 것이다. 이렇듯 사회와 문화 속에서 어떤 것이 강조되고 중요시되느

냐에 따라서 인지과정의 형성 수준이나 질적 차원에서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

다.

지능 및 인지 과정에 관한 연구의 문제점을 Goodnow(1976)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 문화권에 따라 그들 나름대로의 가설검증과 논리적 추리

가 존재함으로 특정 문화권의 지적 능력을 서구식 척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없

다. 둘째, 동일한 지능검사만 사용한다면 다른 문화권에서도 본래 지능검사에서

측정하고자 했던 요인을 비슷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Piaget의 인지과제는 지능과 상관없이 연령 수준에 따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제를 학교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중국 아동에

게 실시해본 결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중국 아동의 경우 조합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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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combinational reasioning)에서 수행이 낮게 나타났는데(Goodnow & Bethon,

1966), 이는 조합 추리가 학습 경험이 작용되는 영역이거나 중국 문화 자체가

조합 추리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 같은 인지과정을 측

정하는 과제라고 해도 과제 유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동일한 인지과

정을 측정하는 다른 과제들에 의해 문화권과 상관없이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과제의 친숙성 여부나 대상이 실제 사물인가의 여

부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넷째 , 초기 연령에서의 지적 수행능

력이 후기 연령에서의 수행을 예측한다고 보는 지능검사나 인지과제 검사의 가

정 자체가 틀린 것일 수 있다. 종종 어린 나이에서는 지적 능력에서 지체를 보

이던 아동들이 나이가 들면서 정상적이거나 우수한 수행을 나타낼 수 있다. 결

국 지능 및 인지 특성은 각각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판단되어야 하지 서구중심

적 해석은 부적절하다. 사실상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 누구에게나 문화적으로 정

당한(culture-fair) 지능검사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문화차에 초점을 두는 인류학적 모델에 대해 두 가지 핵심적 비판이

가해질 수 있다. 첫째, 환경맥락을 강조하면서도 맥락과 그 영향에 대한 정교화

된 이론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지능의 많은 부분이 맥락에 의해 지

배된다고 해도 어떤 것은 분명 개인의 머리속에서 일어난다는 점이 소홀히 취

급되고 있다. 인류학적 모델에서는 그들이 환경맥락을 강조할 때의 목소리와는

대조적으로 내적 구조나 과정에 의해서 개인의 머리속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

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2.5 체계 모델

지능에 대한 외적 모델(인류학적 모델) 뿐 아니라 내적 모델(심리측정적, 계

산적, 생리적 모델) 모두를 비판하면서, 지능을 개인의 외적, 내적 세계와 관련

시켜 다루고자하는 접근으로서 체계 모델이 대두되었다. 체계 모델에서는 지능

을 내적, 외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복잡한 체계로 설명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이론으로 Gardner의 복수지능 이론과 Sternberg의 삼상 이론을 들 수 있다.

2.5.1 복수지능 이론

Gardner의 지능 이론

Gardner(1983,1993)가 제안한 복수지능 이론에 의하면 지능은 단일한, 일원적

구조(construct)가 아니다. 그는 과거 Thurstone과 같은 이론가들이 그랬듯이 지

능을 구성하는 다수의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는 대신에 서로 비교적 독립적인 7

가지 능력으로 구분되는 지능에 대해 제안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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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Gardner(1983, 1993)의 7가지 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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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의 유형                                 반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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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적 지능           책읽기, 논문,소설,글쓰기, 발화된 단어 이해하기

논리적-수학적 지능    수학문제 풀기, 수표장 관리, 수학적 증명, 논리적 추리

공간적 지능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기, 지도 읽기, 자동차 트렁크에 

짐싸기

음악적 지능           노래부르기, 작곡하기, 악기 연주, 곡의 구조이해

신체-운동지각적 지능  춤, 야구경기, 달리기, 창던지기

대인간적 지능         다른 사람들의 행동, 동기, 정서 이해하는 등 타인들과 관계맺기

              

인간내적 지능        자신을 이해하기, 즉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이 자신을 움직이게 

하고, 어떻게 자신과 자신의 능력과 흥미에서의 주어진 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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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rdner의 이론은 지능을 반영하게끔 구조화되어 있는 몇 가지의 능력들을

상술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전통적인 심리측정적 접근과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그가 제안하고 있는 바 이들 능력들은 단일한 전체의 일부분이

아니라 각기 분리된 지능이다. 각 체계는 지적 수행을 산출하기 위해서 상호작

용할 수 있지만, 각각이 기능적으로는 분리된 체계이다. 더구나 Gardner와 다른

요인이론가들을 차별화할 수 있는 결정적 측면은 7가지 지능들을 확인해주는

증거들에 있다. 요인분석적 접근과는 달리 Gardner는 특정 종류의 지능과 관련

된 특정 두뇌영역에서의 손상으로 인한 효과, 각 지능 종류에 따른 전생애에 걸

친 발달 패턴 연구, 극단적 지능을 가진 개인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진화 역사

와 관련된 다수의 자료들로부터 얻어진 증거 등을 근거로 지능의 복수성(다원

성)을 주장한 것이다.

지능을 정의해주는 세 가지 기준에 대해 Gardner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 분리된 지능은 각기 어떤 종류의 기호(상징)체계(symbol system)를 요

구한다. 인간지능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표상할 수 있게 해주는 기호

(상징)체계 속에서 표현된다. 인간에게는 몇 가지의 다른 표상 방식이 있다. 일

반적으로 지식은 언어에 의해서 표상되지만 그림과 음악은 다른 종류의 표상

방식이나 기호체계를 갖는다. 그러나 언어, 그림 , 음악, 수학 등의 기호체계들은

모두 각기 다른 맥락에서 적응과 생존에 중요한 것들이다. Gardner는 이러한 각

기 다른 상징체계들이 분리된 지능의 표현일 가능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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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 분리된 지능은 예외적 개인들에게 존재하는 것 같다. 천재들의 존재는

Piaget식의 지능의 일반단계 이론에 의해서는 설명될 수 없다. 한 수행 수준에

서는 우수한 개인이 다른 활동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수학이나

음악에서의 천재가 역사 과목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Gardner,

1983). 이렇듯 예외적인 천재성을 특징지어주는 상징체계가 바로 각기 독립된

다른 영역에서의 유능성(competence)에 바탕을 둔 분리된 지능일 수 있다.

셋째 , 분리된 지능은 독특한 발달史를 갖고 있다(Gardner, 1983). 즉 전문성

이 발달되는 특징적 방식이 있다. 지능을 이런 방식으로 기술하는 것은 무엇이

특정한 상징 형태의 전문적 사용을 구성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있음을

가정하게 된다. 전문성의 발달에 대한 연구는 특수 지능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

다. 결국 마음에 대한 Gardner의 견해는 단원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단원

(modularity) 이론가들은 Gardner가 제안하는 종류의 능력들이 두뇌의 특정 단

원들로부터 고립되어 퍼져나오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지능

연구에서의 주 과제는 각 지능에 관련되는 두뇌의 영역을 고립시켜내는 것이

될 것이다. Gardner는 최소한 이들 영역의 존재에 대해서는 제안했지만 이러한

분리된 지능의 존재를 위한 실증적 증거는 쉽게 얻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

다.

2.5.2 삼상 이론

Ste rnberg의 지능이론

Sternberg는 지능이 분석적, 창의적, 그리고 실제적 능력으로 구성된다고 보

았다(그림 1). 분석적(analytic) 사고는 문제의 요소들이나 요소들 간의 관계들을

조작하는 전략(예, 비교, 분석)을 이용하여 친숙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된다. 창의적(creative) 사고는 문제와 그것의 요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사

고하게끔 요구하는 새로운 종류의 문제들(예, 발명, 디자인하기)를 해결하는 것

과 관련된다. 실제(실용)적(practical) 사고는 알고 있는 바를 일상맥락에 적용하

는 문제(예, 적용, 사용)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림 1. 지능의 삼상 이론

적용

사용

실용적 활용

분석

평가

비교 분석적 창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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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링크: http://www.abacon.com/slavin/images/t25.gif

Sternberg는 지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능과 내적 세계와의 관계, 지능과 경

험과의 관계, 그리고 지능과 외적 세계와의 관계를 검토했다. 그의 三相 이론

(triarchic theory)에 의하면 , 성분적 하위이론이 맥락적 하위이론과 양면적 하위

이론에 의해 보완된다(Sternberg, 1985a, 1988b). 성분적 하위이론(componential

subtheory)이 지능과 인간의 내적 세계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준다면, 맥락적

하위이론(contextual subtheory)은 지능을 외적 세계를 관련짓고, 양면적 하위이

론(two-facet subtheory)은 지능을 외적, 내적 세계와 관련지어준다(Sternberg,

198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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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omponential / Analytical ; 요소적. 분석적 지능:

- 추상적으로 사고하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요소로 분석하고 비교하는 능력

2. Experiential / Creative; 체험적, 창의적 지능

- 새 아이디어들을 형성하거나, 상관이 없는 듯 한 사실들, 정보들을 조합, 연결하는

능력

3. Practical / Contextual: 실용적, 맥락적 지능

- 변화하는 환경조건에 적응하며,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며 장점을 최대한을고 살리도

록 환경을 조성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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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적 하위이론: 지능은 내적 세계와 어떻게 관련되는가?에 답하기 위하여

지능에 관여하고 있는 성분적 과정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Sternberg(1982)

는 지능을 세 종류의 정보처리 성분, 즉 상위인지 성분, 수행 성분, 지식습득 성

분으로 분류했다(그림 2).

그림 2. Sternberg의 지능 이론

지 능

지식습득 성분 상위인지 성분 수

행 성분

선택적 선택적 선택적 책략 책략 책략 약호화

추론 적용

약호화 비교 결합 구성 결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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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위인지 성분(metacomponents)은 문제해결을 계획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집행 과정(executive process)들이다. 즉 상위인지 성분은 책략구성 기

제로 작용하며, 다른 두 요소들, 즉 책략선택 , 책략결합을 조정하여 목표지향적

절차를 만든다. 예를 들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이미 갖고 있는 경

우라면 문제해결 책략을 구성하기 위해 수행 성분과 상위인지 성분 만 필요하

다. 상위인지 성분이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될 수행 성분을 선택하고 그것들의

순서를 결정지만, 실제 문제를 푸는 것은 수행 성분이다.

수행 성분(performance components)은 상위인지 성분의 명령을 이행하는 하

위 수준의 과정들이다. 수행 성분은 문제해결자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문제해결

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정들이다.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수행 성분은 약호화(encoding), 추론(infering), 대응

(mapping), 적용(application)이다. 예를 들어 유추문제를 푸는 경우 첫단계에서

는 각 용어들을 약호화하고, 다음으로 용어들간의 관계를 추론하고, 나아가 대

응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마지막으로 적용을 통해 가능한 답들 가운데 하나

를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지식이 없는 경우, 지식습득

성분이 작용하게 된다. 지식습득 성분(knowledge acquisition components)은 일

차적으로 문제해결 방법을 학습하는데 사용되는 과정들이다. 지식습득 성분에는

선택적 약호화, 선택적 결합, 선택적 비교가 포함된다. 선택적 약호화(selective

encoding)란 많은 정보 가운데에서 관련이 있는 정보들을 걸러내는 과정이다.

선택적 결합(selective combination)은 정보를 의미있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과정

이다. 선택적 비교(selective comparision)는 이전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에다 새

롭게 약호화되었거나 새롭게 조합된 정보를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지식습득 성

분이 문제해결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이 정보를 상위인지 성분에

알려주면 상위인지 성분은 문제해결 책략을 구성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과 기존

의 지식을 통합한다. 이들 세가지 성분들은 정보처리 과정에서 밀접하게 상호의

존적이다.

그러나 이가운데서 특히 상위인지 성분은 지능의 발달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

(Sternberg, 1984). 상위인지 성분은 다른 성분들의 사용을 관장하며 또한 대부

분의 발달적 변화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위인지 성분을 잘 사용하지 못하

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초래될 수 있다. 첫째 , 적절한 수행 성분과 지식습득

성분을 선택하여 책략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그러한 능력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둘째 , 통

제된 문제해결 방식과 자동적 문제해결 방식을 잘 통합시키지 못한다.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러한 두 방식을 자연스럽게 조화시키지 못하면 정보처리가 저해된

다. 셋째, 경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보처리 과정을 적절하게 수정하는

데 제한적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동원하는 능력, 변화하

는 과제요구에 맞추어 새로운 책략을 구성하는 융통성, 그리고 전이 능력이 떨

어지게 된다. Sternberg는 지적습득 성분을 잘 사용하는 것이 천재성에 중요하

듯이 상위인지 성분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정신지체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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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적 하위이론: 지능은 외적 세계와는 어떻게 관련되는가? 맥락적 하위이

론에 의하면 지능의 성분들은 외적 맥락에 적용되어 다음과 같은 세가지 기능

을 담당한다. 즉 기존의 환경에 개인 자신을 적응(adapting)시키고, 보다 바람직

한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 기존의 환경을 조성(shaping)하고, 나아가 새로운

환경을 선택(selecting)한다. 대학에서의 첫출발을 예로 들어보기로 하자. 그 개

인이 당신이라면 아마도 대학 생활에 대한 규칙들을 파악하여 그 규칙들을 새

로운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교과목을 선택하고 클럽

활동을 결정하는 등 자신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환

경에 자신을 적응시키거나 환경을 자신에 적합하게 조성할 수 없다면 , 다른 환

경의 선택(예, 대학 옮기기)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Sternberg (1980)는 모든 문

화에서 동일한 성분이 지능에 기저함을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에 따

라 어떤 특정 성분이 다르게 강조될 수 있다고 보았다. Sternberg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실제 세상에서 무엇이 적절한 것인가에 의해서 지능이 정의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능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사람들이 행위하고 있고, 행

위해야만 하는 맥락에 의해서 정의되어짐을 의미한다. 동일한 지눙검사가 모든

문화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Sternberg(1984c)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측정된 지능이 개인과 지적인 것에 대한 문화적 고정관념간의 적합성의 정도와

상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한 연구에서 일련의 행동목록을 제시하고 한

피험자 집단에게는 이들 행동들이 이상적으로 지적인 사람의 특징인지를 평가

하게 했고, 다른 피험자 집단에게는 동일한 행동들이 그들자신의 특징이라고 믿

는지를 평가하게 했다. 그 결과 피험자들의 자기기술(self-description)과 지적으

로 이상적인 사람에 대한 이상적 기술(idealized description)간의 일치 정도가

표준화된 지능검사 상의 객관적 측정치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권에서 무엇이 지적인 것인가에 대한 매우 분명한 생각

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양면적 하위이론: 지능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능의 세 종류의 정보

처리 성분이 내적, 외적 세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뿐 아니라 경

험과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가 고려되어져야 한다.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 수

준을 가지고 전적으로 새로운 과제로부터 완전히 친숙한 과제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과제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다면 지능은 경험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양면적 하위이론에 의하면 지능에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것 뿐 아니라 새

로운 반응을 자동적 과정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포함되어져야 한다. 사전 경험

이 전혀 없는 새로운 과제는 자동적 절차가 개발된 과제들과는 다른 지능을 요

구한다. 즉 새로운 과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능을 요구한다. 가장 지적으로

자극적인 과제는 혼란되지 않으면서 도전적이고 요구적인 과제들일 것이다. 그

러나 과제에 친숙해질수록 의식적 노력이 거의 요구되지 않고 과제의 많은 측

면들이 자동화 된다. 친숙한 상황은 사람들로 하여금 Sternberg가 말한 소위 확

립된(entrenched) 개념을 사용하게 한다. 반면에 친숙하지 않고, 신기한 상황은

사람들을 부자연스럽게 하고, 사고하기 어려운 비확립된(nonentrenched) 개념을

사용하게 만든다. blue와 green이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보기로 하자. 그 두가지

색깔은 자연스러운 개념이다. 그런데 만약 지금 현재는 각기 blue와 green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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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00년에는 각기 green과 blue로 변할 ‘bleen’과 ‘grue’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

자. 이러한 bleen와 grue은 부자연스런 개념들로, 자연스런 개념에 대해서 보다

추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이러한 부자연스런 개념들을

추리(reasioning)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bleen이나 grue와 같은 비확립된

부자연스런 개념을 사용하여 추리하는 능력은 새로운 개념체계 내에서 추리하

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능의 중요한 측면일 수 있다. 새로운 개념에 대한

사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Sternberg가 개발한 과제를 가지고 조사해 본 결과,

이러한 유형의 과제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답하는 경향성은 귀납추리에서의 높

은 수행과 정적으로 상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설명된 삼상 이론에 근거하여 인간의 지적행동의 하위 영역들, 즉 성분

적 지적행동, 맥락적 지적행동, 그리고 경험적 지적행동을 살펴 볼 수 있다.

성분적 지적행동(componential intelligent behavior)에는 지적행동의 근간을

이루는 구조와 기제가 포함되므로, 이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

능검사 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들은 매우 분석적이며 논평을 잘한다. 그

러나 특별히 창의적이지는 않다. 맥락적 지적행동(contextual intelligent

behavior)에는 현재 환경에 대한 적응 및 개인의 기술, 흥미, 가치관에 보다 부

합되도록 현재의 환경을 조성하기, 그리고 현재 처해 있는 환경보다 좀 더 최적

에 가까운 환경을 선택하기가 포함된다.

맥락적 지적행동은 개인이나 환경 또는 이 두가지 모두를 변화시킴으로써 개

인이 환경에 보다 잘 부합되도록 해주는 측면이므로, 이러한 지능이 발달된 유

형의 사람은 그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엄숙한 회의실이든, 화려한 파티장이

든, 아니면 비참한 빈민가이든간에 세상을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양면적 하위이론에서 제안되는 경험적 지적행동(experiential intelligent

behavior)은 새로운 경험에 처하여 주어진 과제를 자동적으로 처리할 때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다. 실제 삶에서 어떤 주어진 과제나 상태에서 적절했던 행위가

그러한 행위群을 경험하는 어느 시점에서나 항상 ‘지적 ’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험적 지적행동은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경험적 지적행동 영역에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기존의 지능검사로는 최상위를 기록하지 않을지 모르지

만 상당히 창의적일 수 있다. 이러한 지적 능력의 유무는 주어진 직업 분야에서

의 성공을 잘 예측해주는 측면이기도 하다.

위의 세가지 유형의 지적행동들에서의 차이를 다음 세 명의 대학원생의 사례

로 예시할 수 있다. 이 영호는 지능지수가 높고, 시험을 보거나 분석적 사고를

하는데 대가이다. 이같은 유형은 성분적 하위이론의 표본으로, 분석적 사고에

포함된 정신요소를 잘 설명해준다. 박 철수는 평범하지만 재치가 있다. 그는 환

경을 조절하는 방법을 잘 학습한다. 그의 지능지수는 최상이 아니지만 거의 모

든 영역에서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이 경우는 맥락적 지능의 표본이다. 김 상

희는 지능지수는 최고가 아니지만 통찰에 의해서 개별적인 경험들을 통합하는

매우 창의적인 사고를 한다. 이같은 경우는 양면적 하위이론의 표본이다.

지금까지 삼상 이론에 의해 설명된 바에 따르면 사람들은 지능을 여러 다른

종류의 문제들에 적용시킬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추상적이고 학문적인 문제

에 대해서 보다 지적일 수 있지만 또다른 사람들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



- 181 -

에 대해서 더 지능적일 수 있다. 삼상 이론에서는 지적인 사람을 모든 지능의

측면에서 반드시 우수한 사람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그보다는 지적인 사람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강점을 부각시키고 약점을 보상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다시말해 지적인 사람은 약점을 가지고서도 자신을 향상시킬 수 있거

나 적어도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내는 사람이다. Sternberg의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집단이나 현상의 범위가 아주 넓다고 밝혀졌음에도 불

구하고 그의 이론은 다음의 두가지 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첫째 , 그의 이론은

예측하기보다는 요약하고 있다. 어떤 종류의 증거들이 그의 이론과 일치하지 않

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둘째 , 상위인지 성분의 역할이 불분명하다. 이 성분은 그

의 전체 이론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그 구체적 활동이 분명하게 제시

되어 있지 않다.

(스턴버그의 지는 이론은 고정된 이론이라기 보다는 계속 변하는 역동적 측

면을 보인다. 그의 지능 이론은 그가 이후에 발표한 인지유형(cognitive styles),

사랑(love) 이론의 설명에도 도입되었고, 2005년에 ‘성공적인 지능’이론에도 바탕

이론으로 사용된다.

그에 의하면(2005), 머리가 좋지만 바보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은(People who

are intelligent but foolish.) 다음의 인지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unrealistic optimism: - 자신들이 행하는, 저지르는 일의 장기적 결과, 의

의, 중요성애 대한 개념이 없다. 자신들이 영리하다, 똑똑하다고, 자신은 틀릴

수 없다고 자만심을 갖고 일을 벌리는데 그 일, 그 행동의 장기적, 궁극적 결과

를 예측 또는 파악하는 힘이 없는 것이다.

2). egocentrism: 온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의 관심, 이익, 다른 이들에게 돌아가 혜택 등에 주의할 줄 모른다. 왜냐

하면 이들은 자기중심적 삶에서 자기가 잘한다고 과거에 자기 자신에 의해)또는

부모, 아첨적 사람들에 의해 충분히) 자신의 행동이 강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3). Omniscience; 자신이 많이, 거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자신한다. 그러나

문제와 실패는 바로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하였던 것에서 ’ 생긴다. 특히 한 분

야에서 전문가이며 잘 알고 있으니, 당연히 다른 분야도 잘 안다고 생각하기 시

작함에서 그는 잘못을 범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추락을 자신이 초래하는 것이

ㅏ.

4) sense of invulnerability : 이 사람들은 자신이 유능하거나, 많은 것을 알

고 있거나, 또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행한 것에 책

임을 지어야 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get away with it). 그들

은 자신이 너무 똑똑하고 영리하기에 자신이 한 짓의 문제점을 다른 사람들이

발견할 수 없으며, 발견될 지라 하더라도 자신이 처벌 받지 않고 그 상황을 벗

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smart하다고 생각 하니까.

그러나 Sternber 교수는 이러한 사람보는 다소 어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

제로 똑똑한 사람의 특성을 Successful Intelligence 라는 주제 하에, 자신의 기

존의 삼원(삼상)이론 등을 동원하여 성공적 지능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다. 성공지능이란?:

1). 분석적, 창의적, 실용적 능력을 조합(융합), 활용하여

2) 환경에 적응하거나, 환경을 선택하거나, 환경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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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리고, 자신의 약점은 보강, 보완하여서

4). 결국은 주어진 사회문화 맥락, 제약 속에서, 자신의 목표들을 달성하는

능력

이라고 하고 있다.

다시 체계 모델로 돌아가서 체계 모델을 요약해보면 복수지능 이론과 삼상

이론 모두가 전통적인 지능이론가들과는 다른 측면을 지능에 포함시켰다는 점

에서 주목할 만 하다. 사실상 체계 모델은 심리측정적, 계산적, 생리적, 인류학

적 모델보다 광범위하다. 물론 이론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론 자체를 반박하

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좋은 이론이란 반대 증거에 의해 반증될

수 있을만큼 특수해야 함에도 체계 이론은 너무 일반적이어서 소위 ‘환경에 대

한 적응’이라는 문구하애 거의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

판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지능 연구의 추세에서 이전에는 간과되거나 이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었던 능력을 인정하고 지능을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보려는 경향

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체계 이론이야말로 지능

연구의 올바른 방향을 위한 시도 가운데 하나로, 그 속에 계산적 모델의 특수성

까지를 결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3 지능의 변화

지능의 변화는 크게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심

리측정적 입장에서 보면 양적 변화란 지능요인의 본질적 의미는 변하지 않은

채 요인의 점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질적 변화란 지

능의 특성에 재구조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요인의 수가 변하고 그것의 의미나 성

질이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IQ의 점수는 개인의 일생에 걸쳐 ㅂ

교적 많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물론 어느 시기에 측정된 IQ를 가지고

상관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해석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2세 때

측정된 IQ와 14세 때 얻어진 IQ간의 상관은 .30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14세

와 18세 사이의 IQ 상관은 .80에 달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IQ상의 변화보다는

지능의 구조적 변화에 초점을 두어, 지능의 발달이나 분화를 중심 주제로 다루

어 보고자 한다.

지능의 문제는 전통적인 개인차 관점을 넘어서서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의 측면에서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접근은 개인들을 구분짓는 지

적 특징보다는 모든 형태의 적응적 행동에 공통적인 지능의 특징에다 초점을

둔다. 이 입장의 대표자로 Piaget를 들 수 있다. Darwin이 ‘사람들이 어떻게 진

화하는가?’라는 문제에 답하고자 하였듯이 Piaget는 ‘지식이 어떻게 진화하는

가?’에 관심을 가졌다. Piaget는 기존의 지능검사에서 측정하고자 했던 지능보다

는 일반적 자질로서의 지능에 보다 관심을 두었다. 그는 지능이 어떤 특별한 상

황에 대한 실질적 반응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현실에 대해 이론적으로 이해하

게 해준다고 보았다. 즉 지능은 지각, 언어, 사고, 문제해결, 도덕성 등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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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며, 생존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삶의 즐거움에도

기본이 된다는 것이다.

구조주의자인 P iage t는 모든 생명체계에 기저에 놓인는 구조(structure)를

가정하고 있다. 구조주의는 모든 활동은 활동을 규제하는 일련의 규칙에 의해서

표현될 수 있는 형식적 구조를 가진다고 보는 입장이다(Lane, 1970). Piaget가

의미하는 바의 구조란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이해의 틀로서, 전체성

(wholeness), 변환체계(system of transformations), 자기조절(self-regulation)과

같은 공통 속성을 지닌다. 이러한 속성 각각이 지적 행동을 특징짓게 된다. 게

슈탈트 심리학에서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니라고 주장되었듯이 Piaget는 구조가

돌더미와 같은 부분들의 단순한 집합물이 아니라고 보았다. 즉 구조란 속성들

전체로서의 전체성을 지닌다. 그러나 Piaget는 그러한 구조가 나타나는 방식에

대해서는 게슈탈트 학자들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구조란

부분이나 요소가 함께 어우러질 때 단순히 창발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의 형성

을 이끄는 일련의 과정이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는 방식의 하나가 바

로 구조를 변환체계로서 이해하는 것이다. 구조는 변환을 수행하는 요소들을 포

함하고 있다. 수학의 구조를 예로 들어보기로 한다. 일상적으로 더하기라는 조

작을 통해서 1과 2는 3으로의 변환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1이나 2같은 숫자는

요소에 해당되고, 더하기(또는 빼기)와 같은 조작은 변환에 해당된다. Piaget에

의하면 수학적 구조 뿐 아니라 사회적 구조 또한 변환될 수 있는 요소를 포함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총각은 결혼이라는 조작을 통해 남편으로 변환될 수 있

다. 더하기가 수학적 변환이라면 결혼은 사회적 변환인 셈이다.

변환의 속성은 곧 구조의 중요한 속성인 자기조절적 특징으로 이끌어진다.

구조가 자기조절적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 즉 구조의 요소들은 서로 변

환될 수 있지만, 그러한 변환은 체계 자체를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을 내포한다.

요소들은 단지 구조에 속하며, 변환들은 구조의 규칙을 따르는 요소들을 산출할

뿐이다. 예를 들어 더하기 조작을 통해서 1과 2를 변환시키는 경우, 그 결과인

3은 그러한 조작이 수행된 구조의 요소이다. 완벽한 구조에서는 자기조절이 명

백하게 정의된 규칙들을 통해 이루어지며, 모든 구조의 산물이 구조에 직접적으

로 동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학 규칙을 사용해서 숫자를 조작한다면, 항상

그 결과로서 숫자를 얻을 것이다. 완벽하게 자기조절적이기 위해서는 이상적으

로는 모든 조작이 가역적(reversible)이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1에다 2를 더해

서 3이 되었다면, 다시 2를 뺄 때 1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기조

절적 구조의 획득은 이 세계의 기본적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해

준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서 대부분의 심리적 구조는 완벽하지 않다.

발달적으로 초기 구조는 대체로 내적인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비일관성이야말로 지능 발달의 추진력을 제공한다고 Piaget는 보았다. 인간

은 항상 비일관성을 제거해서 모순으로부터 자유로운 구조 속에서 살고자 하는

존재이다. 이는 지능의 구조가 불가피하게 논리학이나 수학의 형식을 보다 더

많이 갖게되는 방향에로 발달하게 됨을 함의한다. 논리학이나 수학은 자기조절

을 가능하게 해주는 명백하고 내적으로 일관된 규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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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과정에 대한 이러한 방식의 형식화 과정이 결코 완성될 수는 없겠지만

Piaget는 항상 보다 높고 완벽한 구조를 향하는데 발달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믿었다.

Piaget에 의하면 지능은 질적으로 구분되는 일련의 단계를 통해 일생동안 진

화하며, 이런 진화는 특징적인 발달기제들에 의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Piaget는 인간의 상반되는 경향성, 즉 동화와 조절이 마음의 구조를 형성하는

방식에 대해 초점을 두었다. 여기서 동화(assimilation)란 새로 입력되는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적 구조 안에서 입력 정보를 변화시켜 기존의 사고

틀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만약 정보처리 과정에서 새로운 입력 정보를

기존의 사고틀로 동화할 수 없다면 새 정보를 의미있게 해석하고 표상하는데

제한적이 될 것이다. 이에 비해 조절(acommodation)이란 새로운 경험에 맞추어

기존의 사고틀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즉 새로운 입력 정보에 대한 반응으로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

나 현실적으로 동화와 조절은 상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동화 없이 조절이 일

어날 수 없고 동화 역시 조절없이 일어날 수 없다. Piaget는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이러한 두 가지 기능적 양상들 간의 균형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일상적으

로 사람들은 평형 상태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입력 정보를 동화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처하게 되면 평형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깨어지게 된다. 이 때 개

인이 새 정보에 맞추어 기존의 지적 구조를 조절해낼 수 있다면, 보다 발전된

수준의 평형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주관적 측면을 지향하는 동

화와 개관적 측면을 지향하는 조절간의 균형을 통해 성공적 적응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렇듯 인간행동의 두 가지 기능적 양상인 ‘동화’와 ‘조절 ’을 포함하여 이

루어지는 ‘평형화’(equilibrium)이야 말로 기존의 구조과 새로운 경험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인지발달을 이끌어내는 근본 원리인 셈이다.

발달이 인지 체계와 외부 세계 사이에 보다 안정된 평형이 확립되는 것이라

는 점에서, 탈중심화는 지능 발달의 주요한 측면이 아닐 수 없다. Piaget(1969)

는 지능의 발달의 주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로 탈중심화(decentering)를 강조하

고 있다. 유아들의 경우 세계가 그들 자신의 행위와는 별개로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아중심적이다. 예를 들어 유아는 외적 사물이

영속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감각운동기 말기에 가서야 유아들은

영속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세계 속에서 그들 자신은 다만 세계의 일부로서

놓여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동의 자아중심성은 지적 수행과 직결된다.

보존실험 과제에서의 자아중심적 아동들의 실패는 그들이 탈중심화되지 못하여

문제의 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상황의 다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

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Piaget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물

리적 세계에 대한 지적 행동만을 설명하기 보다는 사회적 영역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지적 행동을 포괄한다는 점이다. 탈중심화된 아동들은 사회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뿐 아니라 상대방의 요구적 특성에 대해

서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다. 사회적 사고에서 탈중심화가 된다는 것은 개인이

자아중심적(egocentric) 관점에서가 아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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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의미한다. Feffer(1970)는 탈중심화에 대한 Piaget의 개념이 사회 인지

(social cognition)에 일반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대인간 상호작용이

상보적(reciprocal) 특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무언가를 준다는 것

은 다른 사람이 받는다는 것과 상보적이다. 즉 과학적인 문제해결 뿐 아니라 대

인간 상호작용을 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개인 각자가 탈중심화된 관점을

유지해야만 한다. 결국 Piaget의 인지발달적 관점은 지능을 단순히 인지 능력으

로서 국한시키지 않고 일생에 걸쳐 진행되는 환경 전반에 걸친 유기체의 적극

적인 적응 현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지능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3.2 지능의 분화

-(헌트 자료 보충요함)

4. 지능의 확장 : 정서적 지능

전통적으로 지능이 인지적 영역에 강조를 두어왔다면, 과연 지능은 정서와는

독립된, 정서보다 우월한, 그리고 정서와는 화해할 수 없는 독립된 신성한 영역

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이다. 더나아가 여기서는 지능이 정서적일 수

있는 가능성 내지는 정서가 지적일 수 있는 가능성까지를 검토해봄으로써 기존

의 편협한 지능의 벽을 넘어서고자 한다.

4.1 인간적 지능

과거의 지능 이론가들 가운데도 ‘지능’을 ‘정서 ’와 대립된 용어로 보기보다는

정서를 지능의 영역내로 가져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1920년대에 이

미 Thorndike는 일종의 정서적 지능인 사회적 지능(social intelligence)이 IQ의

한 측면임을 제안했었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지능이란 타인을 이해하고 인간관

계에서 현명하게 행동하는 능력이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이르러 사회적 지능은

쓸모없는 개념으로 취급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인간적 지능’(personal

intelligence)의 개념은 계속해서 간과되지 않고 사용되어 왔다. 사람들에게 지적

인 사람들에 대해 기술해보라고 요구한 실험에서, 사람들이 실제적인 인간 기술

(person skill)을 지적인 사람의 주요한 특성들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Sternberg, 1985).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결과 Sternberg는 Thorndike의 결론으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게 된다. 즉 사회적 지능은 학구적 능력과는 구분되는 사람들로 하여

금 실제 삶 속에서 잘 지내게 하는 것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사실상 삶의 현장

에서 가치로운 실제적 지능이 바로 이러한 종류의 민감성이 아니겠는가? 최근

에 이러한 결론에 동의하는 학자들(Sternberg, Gardner, Salovey 등)이 점차 증

가하고 있다. 학구적 지능(academic intelligence)은 실제로 삶의 변화성이 가져

오는 혼란(또는 기회)에 대한 별다른 준비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 실생

활에서 IQ는 거의 같은 자질과 학력과 기회를 가진 사람들 간의 상이한 운명을

거의 설명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40년대 하바드大 출신들을 중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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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추적 조사한 결과, 대학 시절에 최고 수준의 IQ 집단이 하위 IQ

집단에 비해 자신들의 분야에서의 지위, 생산성, 그리고 봉급 면에 있어서 특별

히 더 성공이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들은 삶의 만족이나 친구, 가

족, 그리고 낭만적 관계들에서 가장 행복한 것도 아니었다. 이렇듯 높은 IQ가

반드시 삶에서의 부와 명예와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함에도 우리 시대의 교육이

나 문화가 정서적 지능을 무시한 채 학구적 지능에 고착되어 있다는 것은 아이

러니가 아닐 수 없다.

Gardner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그 개인의 재능에 가장 적합하고, 그

신 만족하고 유능할 수 있는 영역을 향해서 개인의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는 ‘Frames of Mind'(1983)에서 IQ 중심적 견해를 비판하

고, 지능의 개념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생의 성공에 결정적인 것은

단일한 종류의 지능이 아니라 광범위한 지적 능력이다. 전술되었듯이 복수 모

델(multiple model)에는 대표적인 학구적 지능인 언어능력과 논리수학적 능력

뿐 아니라 유명한 예술가나 건축가에서 보여지는 공간 능력, Magic Jonhnson의

신체적 유연성과 우아함에서 나타나는 운동지각적 능력, Mozart에게서 나타나

는 음악적 능력, 그리고 인간적 지능이 포함된다. 인간적 지능에는 두 가지 측

면이 포함되는데, Rogers같은 심리치료가나 Martin Luther King같은 세계적 지

도자에게서 보여지는 대인간(interpersonal) 기술과 Freud의 명석한 통찰이나 개

인이 자신의 삶에 조응하는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내적 만족에서 드러나는 심리

내적(intrapsychic) 또는 인간내적(intrapersonal) 능력이다.

대인간 지능은 다시 집단의 조직화, 문제 협상, 인간적 연결, 그리고 사회적

분석과 같은 4가지 능력으로 분류된다(Gardner, 1993). ’집단을 조직화하기‘는 지

도자의 필수적 기술로, 집단구성원의 노력을 시발시키고 협응시키는 것이 포함

된다. ’문제를 협상하기‘는 중개자의 재능으로, 타오르는 갈등을 막거나 해결하

는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거래나 논쟁에서 우수하다. ’인간적

연결‘은 공감과 관계짓기의 재능으로, 만남으로 들어가기 쉽고, 사람들의 감정과

관심을 인식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관계의 기술이다.

‘사회적 분석 ’(social analysis)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 동기, 관심을 탐지하고

그것들에 대한 통찰을 갖는 능력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지식은 친밀감과 친화감(rapport)으로 이끌어주게 된다. 이렇듯 지능이 12가지

종류의 하위 영역을 구분되는 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단순한 세분화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인지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어오던 정의, 사회적 능력들이

지능의 중요한 구성성분으로 인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의 기분, 기질, 동기, 그리고 욕구를 식별해서 적절하

게 반응하는 ‘대인간 능력’과 자기지식의 핵심이 되는 능력, 즉 개인 자신의 감

정에 접근하여 현명한 행동으로 이끌게끔 감정들을 변별해서 정렬하는 ‘개인내

적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정서적 측면의 지능에로의 들어옴은 지능이 현실적으로 설명하고 예

측해줄 수 있는 영역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실제로 스텐포드-비

네 지능검사에서 나온 IQ점수와 Gardner식 지능 측정으로 얻어진 점수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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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본 결과, 두 검사 점수들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Gardner

& Krechevsky, 1993). 또한 높은 IQ집단 내에서도 지능의 하위 영역에 따라 강

점이 분산되어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지능 검사가 개인의 실제적인 성공적 수

행을 예측해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한가닥의 의문을 풀어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적 지능’에의 강조는 검사개발자들에 현명한 돌파구가 될 수 있

다. 그러나 Gardner의 복수지능 모델 조차도 여전히 광범위한 정서적 능력보다

는 감정에 대한 사고나 상위인지에 더 많은 강조를 두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4.2 정서적 지능 이론

정서적 생활도 수학이나 읽기와 마찬가지로 높거나 낮은 정서적 기술을 가지

고 처리될 수 있으며, 정서적 기술 또한 일련의 독특한 유능성을 요구한다. 정

서적 기술의 측면에서 한 개인이 얼마나 숙련되었는가가 동일한 지능 수준임에

도 한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하고 다른 사람은 실패하는 이유를 이해하는데 결

정적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두고 Salovey와 Mayer(1990)은 정서적

지능(emotional intelligence) 이론을 제안했다. 정서적 지능이란 개인의 운명에

막대하게 중요할 수 있는 일련의 정서적 특성(trait)들 또는 특징(character)들로

구성된다. 정서적 적성이야말로 사람들이 원 지능(raw intelligence)을 포함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다른 기술들을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주는 상

위능력(meta-ability)이다. Salovey는 지능의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여 Gardner의

인간적 지능을 다음과 같은 5 개의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1) 개인의 정서를 알기

자기인식은 정서적 지능의 핵심이다. 순간순간 그 자신의 감정을 모니터하는

능력은 심리적 통찰과 자기 이해에 결정적이다.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알아차리

는 못하는 무능력이야말로 사람들을 종종 비참하게 만든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

확신적인 사람들은 인생의 좋은 항해자로, 결혼으로부터 직업 선택에 이르기까

지의 인간사 결정에 있어서 자신이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확실한 감

각을 갖는다.

2) 정서를 조절하기

적절하게 감정을 다루는 것은 자기인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능력이다. 자

신을 위로하고, 불 안, 우울, 당혹을 털어버리는 능력이 빈약한 사람들은 이런

능력에 우수한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으로 부터 재빨리 벗어나가는 동안에도 계

속해서 비탄의 감정과 전쟁을 치루면서 살게 된다.

3) 자신을 동기화시키기

목표 속에서 정서를 정렬하는 것은 주의집중, 자기-동기화, 통제, 그리고 창

의성에 필수적이다. 모든 종류의 성취에는 만족의 지연, 충동의 억제와 같은 정

서적 자기조절이 기저에 놓여 있다. 개인이 ‘흐름’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종류의 뛰어난 수행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기술을 갖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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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떤 일을 맡던 간에 매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4)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기

정서적 자기인식에 기초한 또 다른 능력인 공감은 인간기술의 기본이다. 공

감은 이타주의에 불을 붙여주는 측면이다. 정서적으로 귀머거리인 것의 사회적

대가는 실로 크다. 공감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바

가 드러나는 미묘한 사회적 신호에 보다 협응적이다. 이러한 점이 그들로 하여

금 보육전문가, 교사, 경영자 등의 직업에서 성공적일 수 있도록 해준다.

5) 관계를 다루기

관계의 기술(art)은 타인의 정서를 다루는 기술이다. 사회적 유능성에는 특수

한 기술, 즉 인기, 리더쉽, 그리고 대인간 효율성을 단단히 묶을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술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부드럽게 상호작용

해야 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영역에서도 잘 해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종종

사회적 스타가 되기 쉽다.

물론 위의 각 영역에서 개인에 따른 능력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정서적 기

술에서의 부족은 올바른 노력으로 교정되고 향상될 수 있다(Goleman, 1995). 다

시 말해 인지적 지능이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듯이 정서적 지능 또

한 환경적 노력에 의해 변화가능하다.

4.3 정서적 지능과 IQ

인간의 지능은 知와 정서적 예민함이 뒤섞여진 것이다. IQ와 정서적 지능은

상반된 능력이기보다는 별개의 것이다. 일상인들의 고정관념과는 달리 현실에서

는 소위 높은 IQ에 낮은 정서적 지능을 가진 사람이나 반대로 낮은 IQ에 높은

정서적 지능을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오히려 IQ와 정서적 지능의

일부 측면간에는 약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직 IQ 검사와 같은 수준

으로 정서적 지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가 개발되어 있지 않지만, 근래에 정서

적 지능을 구성하고 있는 각 성분들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IQ와 정서적 지능간의 관계를 비교해볼 수 있는 이론적 ‘순수 유형’이

Block(1995)에 의해 제안되었다. 그는 두 종류의 극단적인 순수 유형 , 즉 IQ가

높은 사람과 정서적 적성이 높은 사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상술하고 있다.

高-IQ 순수 유형은 대개 마음의 영역에서는 지적이고 숙련되었으나 인간적

세계에서는 비숙련된 희화화된 인물들이다. 이 유형의 프로파일은 남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高-IQ 남성은 광범위한 지적 관심과 능력으로 전형화될 수

있다. 이들은 야심적이고 생산적이고, 예측가능하고 완고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

한 관심에는 마음쓰지 않는다. 또한 이들은 비판적이고 짐짓 겸손하고, 괴팍하

고 억제적이고, 性이나 감각적 경험에는 불편해하고, 비표현적이고 초연하고, 정

서적으로 순하고 냉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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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정서적 지능이 높은 남성들은 사회적으로 균형잡혀 있고, 사교적이고

명랑하고, 두려움이나 걱정스런 반추에 빠져들지 않는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 일에 개입하고, 책임을 지고, 윤리적 견해를 갖는데에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 유형에 속하는 남성들은 관계에 있어서 동감적이고 양육적이다.

이들의 정서 생활은 풍부하면서도 적절하다. 이들은 자기자신, 타인, 그리고 그

들이 살고있는 사회적 세계에 대해 모두 편안한 사람들이다.

지적 자신감이 기대되는 전적으로 高-IQ인 여성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

는데 유창하고, 지적 문제에 가치를 두고, 광범위한 지적, 심미적 관심을 갖는

다. 이들은 또한 내성적이고 불안, 반추, 죄책감에 빠지기 쉽고, 자신의 분노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주저한다.

반면에 정서적으로 지적인, 즉 정서적 지능이 높은 여성들은 주장적이고, 자

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경향이 높

다. 정서적으로 지적인 남성들처럼 이들도 사교적이고, 집단적이고, 자신의 감정

을 적절하게 표현한다. 또한 이들은 스트레스에 잘 적응한다. 이들의 사회적 균

형은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과 쉽게 사귀게 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여

성들은 자신들에게 편안하며, 쾌활하고, 자발적이고, 감각적 경험에 개방되어 있

다. 전적으로 高-IQ인 여성들과는 달리 이들은 거의 불안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며 반추에 질 빠져들지 않는다.

Block(1995)이 제시하고 있는 위의 초상화는 한 측면만 강조된 극단적인 모

습들이다.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정도로 IQ와 정서적 지능이 섞여있는 것이 일상

인들의 모습이다. 정서적 지능에 대한 이론들은 실제 사람들이 인지적, 정서적

지능을 뒤섞여 갖고 있는만큼의 정도로 정서적 요소를 지능의 개념에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마도 정서적 지능에 대한 강조야말로 전적으

로 인지적인 지능의 관점보다 훨씬 더 완전한 인간성으로 인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능검사에 열어줄지도 모른다.

실제로 정서적으로 숙련된 사람들은 정서에 냉담한 인지人보다도 자신의 감

정을 더 잘 알고 조절하며,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효과적으로 읽고 처리할 수

있다. 이들이야말로 현실적으로 성공을 좌우하는 일련의 암묵적인 규칙을 파악

해냄으로써 친밀한 관계이든 조직화된 정치판이든 간에 인생의 다양한 영역에

서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정서적 지능人은 또한 잘 발달된

정서적 기술을 갖추고 있어서, 생산성을 길러주는 마음의 습관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보다 만족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 만약 어떤 개인이 자신의 정서적

삶에 대한 통제할 수 없다면, 그가 비록 높은 IQ를 가졌을지라도 종종 초점화된

작업과 명료한 사고 능력을 방해하는 내적 전쟁을 끊임없이 치루어야 할지도

모른다.

결국 인간성(humanity)이란 측면에서 보면 제한된 지능 개념에 기초한 지능

검사 자체가 일종의 폭력일 수 있다. 비록 표준화된 척도 개발에는 취약점이 있

지만, 정서적 능력에 관심을 두는 지능 이론가들의 노력은 단일하고 불변하는

요인으로서의 IQ의 편협한 표준 개념을 넘어서서 미래지향적 지능 개념에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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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그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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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 정서와 인지

Ⅰ. 초기 이론

Wundt(1873-1874)의 삼원이론

Darwin(1872)의 진화론 - 정신생태학적(psychoevolutionary) 이론

-Izard, Plutchik

James(1884)이론

Lange(1885: James-Lange 이론

- 인지-각성 이론(Schachter & Singer; Mandler)

- 귀인 이론(Weiner, 1986)

Cannon(1927) - 시상 이론(thalamic theory)

Bard(1950)- Cannon-Bard 이론

Watson(1929)- 행동주의 정서이론

전체적으로 볼 때, Wundt 이후 이러한 초기의 이론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정서를 어떤 다른 체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하나의 독립적인 체계

로 본다. 둘째, 정서를 기본적인 것과 복합적인 것으로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수의적 근육 활동과

정서의 표현적 측면은 정서를 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다음 절에서부터는 위의 초기 이론들을 배경으로 하여, 정서를 생리적, 인지적 입장에 따라 접

근한 다양한 이론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렇게 정서에 대한 연구들을 모아 개관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정서 연구의 흐름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생리적 접근

초기 이론 중에서 James-Lange나 Cannon-Bard 등 이후, 정서가 어떻게 발생하고 처리되는가

하는 측면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실제 생리적, 신체적 반응이나 표현 등을 통해서 정서 유

발 조건이나 그 기제를 찾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접근에는 크게 흥분 전이 이론

(excitation transfer theory), 안면 피드백 이론(facial feedback theory), 그리고 혈관, 근육 이론

(vascular, muscles theory) 등이 있다.

1. 흥분 전이 이론

Zillmann(1971, 1983)에 의하면, 각성이란 자율 신경계의 정서적 활성화로서 자동적이면서도 한

편으로는 학습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놀람 반응은 무조건적이고, 비행기 여행에서의 공

포는 조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각성의 비학습적이면서도 학습적인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정서가 다음의 3가지 독립적인 구성요소에 의존한다고 주장하였다. 첫번째로는 성향적

(dispositional) 구성요소로서 비학습적으로 혹은 학습에 의한 골격의 운동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흥분적(excitatory) 구성요소로서 비학습적이거나 학습에 의한 각성 반응을 통

해 유기체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경험적(experiential) 측면으로, 이는 사람의 후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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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조절할 수 있도록 상황에 대한 해석과 초기 반응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이론의 핵심은, 교감 신경계의 활동은 갑작스럽게 중단되지 않고, 각성이라는 것은 불특정적

이고 느리게 소멸한다는데 있다. 또한 사람들은 보통 교감 신경계의 활동을 하나 이상의 원인으로

정확히 귀인하는데 실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 상황으로부터 남겨진 각성은 새로운 상황에서

후속된 각성과 합쳐져서 후속 상황의 정서적 경험과 반응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Dutton과 Aron(1974)은 흥분이 전이되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들은 무시무시하게 매달

려 있는 다리를 건너가게 한 남자 피험자와 견고한 나무로 지어진 다리를 건너가게 한 남자 피험

자에게 한 젊은 여성에 대한 애매한 사진을 제시하였다. 이때 전자의 사람들이 후자의 사람들에

비해 그 여성에 대해서 좀더 성적인 내용으로 이야기하였다. 즉, 무서운 다리를 건널 때의 공포로

인해 발생된 각성이, 이후 성적인 매력도를 느낄 수 있도록 전이되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공포와 성적인 매력은 동일한 방향에서 기능할 수 있는 정서들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와 유사

하게 Barclay와 Haber(1965)도, 화가 났을 때 성적인 이야기에 노출되면 성적 각성이 좀더 증가하

는 것을 보였다. 또한 거꾸로 먼저 성적인 각성을 얻었을 때, 공격성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Zillmann, 1971).

게다가 단순한 물리적 각성이 분노를 증가시킨다는 증거도 있다. Zillmann, Katsher 및

Milavsky(1972) 등에 의하면, 단지 운동을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서 각성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서 좀더 공격적이거나 화를 내게 된다고 한다. 즉, 단순히 흥분이 특정한 제공처에서 다른 제공처

로 전이되고 후속되는 정서적 반응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결국 흥분 전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극에 대한 완전한 의식없이 정서 유발적 자극에 의

해 정서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각성되는 것으로 보인다(Niedenthal & Cantor, 1986). 즉,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각성되었음을 느끼지 못하고 단지 물리적인 측정 지표로만 얻을 수 있게 되는 경우에

도 각성이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후에 살펴 볼 Schachter와 Singer(1962) 등

의 인지-각성 이론이 각성에 대한 인지적 해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위의 흥분 전이 이론과는 차

이가 있다. 즉, 인지-각성 이론에서는, 증가하는 생리적 각성에 대한 지각이 정서적 경험을 일으키

도록 선행된다고 강조하였지만, 흥분 전이 이론에서는 남아 있던 흥분에 대한 의식이 덜한 상태일

때 전이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자에 비해 의식적인 처리과정을 덜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2. 안면 피드백 이론

정서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환경적인 정의와는 달리, 표현되는 행동에 관한 전통적인 입장에서

는 표정과 같은 표현 유형이 특정 정서 상태를 반영하고 발생시킨다는 주장을 한다. 이러한 주장

을 하는데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정서적 표현의 보편성(Ekman, 1984)이

전제되어 있고, 안면 표정이 정서를 표현한다는 Darwin(1872)의 주장에 기초를 두고 있다(이에 대

해 정서적 안면 표정이 범문화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Izard(1994), Ekman(1994) 등의

입장과 이와는 달리 보편성을 주장하는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Russell(1994, 1995)의 입장

이 최근 논쟁 중에 있다). 이에 따라 Ekman(1984)은 표정의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마치 언어에서 음운적, 구문적, 의미적 요소 등으로 분석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안면 운동

을 기본 정서에 따라 분류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또한 정서적 표현은 다양한 신호체계를 가지

고 제한된 지속시간 동안 일정한 정서적 경험을 반영하는데, 이는 완전히 억제될 수도 있으며 다

른 사람을 통해 모사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Laird(1974)는 표현 행동이

정서적 경험의 질을 매개한다고 하여, 안면 표정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인지적 과정이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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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서로서 작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안면 표정은 내장 반응과는 다른 독자적인 요인으로 연구

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표현 반응으로부터의 피드백이 주관적 정서를 야기시킨다는 설명은 안면 표정과 같은

반응을 통해 주로 입증되었다. 즉, 안면 피드백 이론이란 안면 근육으로부터의 피드백이 정서적 경

험의 제공처라는 가설로, 다양한 안면 근육 특징이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Tomkins(1970, 1984)는, 정서적 사건은 직접 내부의 어떤 근육 상태의 변화를 유발시키고, 얼굴로

부터 온 피드백에 따라서만 느낌에 대해 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하여, 정서가 주로 안면 반응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신경생리적 증거를 찾아 보면, 안면 근육은 초기 이론에서

부터 정서에 대해 중심적 기능을 한다고 알려진 뇌의 시상하부 부위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감각

신경을 가지고 있다(Gellhorn, 1964). 안면 표정은 생리적인 반응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Winton,

Putnam 및 Krauss(1984) 등은, 안면 표정에서 내장의 반응, 심박률, 피부 전도성 등이 정서의 기

본적 차원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실험을 통해 피드백이 주관적 느낌을 형성한다는 것을 보이는데 사용되는 안면 표현 반응을 조

작하는데에는, 안면 근육을 직접 조작하는 방법과 표정을 표현하거나 억제하라는 지시문이나 표정

을 강화시킬 수 있는 미리 준비된 효과음과 같은 맥락적 단서를 사용한 간접적 조작 방법이 있다.

Laird(1974)는 안면 근육을 직접 조작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는 피험자들로 하여금 두가지

조건에서 아이들의 놀이 사진을 평정하도록 하였는데, 한 조건에서는 찡그리게 하고, 다른 조건에

서는 웃게 하였다. 이때 전자의 경우는 좀더 공격적으로, 반면 후자의 경우는 좀더 긍정적인 방향

으로 평정 반응을 보였다. 또한, Strack, Martin 및 Stepper(1988) 등도 피험자들에게 입술을 사용

하지 않고 치아로 펜을 물고 있도록 하여 웃음을 유도하였다. 이때, 만화에 대해 재미 정도를 평정

하게 했을 때, 얼굴 표정으로 웃음을 짓도록 한 경우가 좀더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즉, 특정

한 안면 표정을 짓도록 한 것이 그 표정과 관련된 정서 쪽으로 편향된 평정을 보이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안면 표정을 짓게 하여 정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반복 검증이 안된다

는 등의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Buck, 1980; Ellsworth & Tourangeau, 1981). 또한, 얼굴 표정에서

의 피드백 효과가 인지적으로 매개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 Laird(1974)는, 정서

에 대한 얼굴 표정의 피드백 효과는 태도에 대한 자기-귀인(self-attribution)에서와 같은 인지적

매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그러한 효과는 인지적 매개없이 직접 얻어지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Tomkins, 1962). 마지막으로는, 실험자의 요구 특성을 배제하지 못했다는 점, 즉 피험

자들이 표정에 대한 정서적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을 바꿀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직접 표정을 조작하는 경우의 인위성이나 요구 특성 등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지시나 표정을

바꿀 수 있는 맥락 단서를 통한 간접적 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있다. Lanzetta와 Kleck(1970)는 피

험자들에게 다양한 강도의 전기 충격을 주었다. 이때 전기 충격의 강도를 표정으로 나타내라고 한

경우와 가능한한 충격의 강도를 알 수 없도록 정서적 표현을 감추라고 지시한 경우 사이를 비교하

였다. 그 결과, 지시는 조건 간 표현에서 강한 차이를 보였다. 즉, 표정을 감추라고 한 경우에서보

다는 표현하라는 경우가 전기 충격에 대해 더 특징적이고 분화된 안면 표정을 발생시킨 느낌을 보

였다. 또한, 표현 지시에서는 자율 반응이 증가한 반면, 감춤 지시에서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안면 반응 조작이 정서적 반응을 변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은 제한적으로만 나타난다든가 그 효과도 미약하다는 등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면 피드백 가설은 다른 비언어적 통로로부터의 피드백에 대한 증거와 함

께(Kellerman, Lewis, & Laird, 1989), 정서가 어떻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분화되는지에 관하여 가

능한 생리적 입장에서의 해결책을 제공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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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관, 근육 이론

안면 피드백 이론과는 조금 다르게 정서의 분화에 대한 비인지적 접근을 취하는 대표적인 경우

로, 혈관 이론과 근육 이론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정서에 대한 혈관 이론이란 Zajonc(1985)에 의

한 것으로, 안면 근육의 활동이 뇌로 가고 혈류를 조절하는데, 이러한 조절 기능이 주관적인 정서

적 경험을 가져온다고 한다. 그리고 Zajonc, Murphy 및 Inglehart(1989) 등에 의하면, 얼굴 근육은

비강까지의 공기 흐름을 바꾸고 혈류의 특정한 측면에 변화를 주면서 대뇌 피질 혈류의 온도를 변

화시킨다고 한다. 따라서 이렇게 변화된 뇌의 온도가 정서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가져온다는 것인

데, 이런 주장에는 현재 많은 논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적 매개에 강하게 의존하는 많

은 다른 이론들과는 달리 비인지적인 측면, 즉 혈류로써 정서를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정서에 대한 근육 이론은 신체가 정서에 대한 운동을 기억한다는 것으로 단지 얼굴만이

아니라 전체 신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안면 피드백 이론과는 다르다. 즉, 신체의 운동 반응이 정

서와 인지를 표상하는데, 운동의 ‘기억’은 직접 비인지적으로 작용하는 정서를 표상한다고 한다. 현

재 운동 기억의 인지적이거나 비인지적(정서적) 특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Zajonc & Markus, 1984; Zajonc, Pietromonaco, & Bargh, 1982).

위의 두가지 생리학적 접근을 통한 정서 이론들은, 정서에 대해 지나치게 인지적 접근을 하는

설명들에 반대하는 독자적인 입장으로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들의 기본적인 주장

이 잘못되었다는 비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험적 증거를 찾고자 하는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Ⅲ. 동기(motive), 각성(arousal) 이론과 정신생태학적 관점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전통적인 입장에서처럼 분해할 수 없는 정서를 강조하지만,

유발 조건으로서 다양한 심리적 처리과정의 우선성을 중요시하는 접근들이 있다. 우선 고전적인

설명으로 Leeper(1948, 1963)는, 정서가 행동의 질서를 파괴하는(disorganizing) 쪽으로 영향을 미

친다는 기존의 생각에 반대 입장을 취했다. 그 대신 정서가 행동을 조직화하는 감지자(monitor)로

서 모든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따라서 정서를 동기적 설명틀 안에서 살펴 보아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또한, Leeper(1970)는, 정서가 대안 중에서 선택을 하거나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하는 등의

목표-지향성(goal-directedness)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각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으며, 유기체에

게 정보를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인지적이기도 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정서

란, 동기와 크게 다르지 않고, 생리적 동기로부터 정서적 동기에 이르는 동기적 처리과정의 연속선

상에 있는 것이다.

신경생리적 증거를 찾지는 않지만, 정서에 대한 생리적 기반으로서 각성에 의존하여 동기와 함

께 설명한 입장이 있다. Young(1961)은 정서 자체를 설명했다기 보다는 각성과 함께 정서적 처리

과정(affective process)이라는 것을 언급하였다. 정서적 처리과정이란, 극단적으로 정적인 것에서부

터 극단적으로 부적인 것에 이르는 쾌락적 연속선상(hedonic continuum)에 따라 확산되는 것이라

고 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감각적 처리과정과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그것의 본질적인 역할은 행

동 조절에 영향을 주는 동기적인 측면에 있다. 그는 정서적 처리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8가지의

원칙을 주장하였다. 첫째, 자극은 감각적 결과 뿐만 아니라 정서적 결과도 가져온다. 둘째,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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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성은 유기체로 하여금 자극으로 접근이나 회피하도록 한다. 세째, 정서적 처리과정은 동기를 유

도한다. 네째, 가장 최근의 동기의 강도는 이전의 정서적 각성의 지속기간, 강도, 빈도 등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 다섯째, 정서적 처리과정은 무엇이 학습되고 학습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

한다. 여섯째, 정서적 처리과정은 조건화될 수 있다. 일곱째, 정서적 처리과정은 선택에 영향을 줌

으로써 조절의 기능을 한다. 마지막으로, 신경생리적 행동 유형 자체는 정적 정서적 각성을 최대화

하고, 부적 정서적 각성은 최소화하는 조직화 방법을 따른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서 볼 때, 정서적

처리과정은 그 자체가 각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연속체에 배열되어 있으면서 동기와 연관되어

행동을 수반하기도 하고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정서적 각성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정서를 각성과 동일시하여 말하므로써 다양한 형태의 정서를 설명하는데

에는 어려움이 있다.

신경생리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평가와 동기를 고려함으로써, 인지적, 정보처리적 이론으로 발전

시킨 사람이 있다. Pribram(1970)에게 있어서 정서는 하나의 계획(plan)으로서 유기체가 불평형 상

태에 있을 때 조정의 기능을 하는 신경 프로그램이다. 그는 감각 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세계와 주

관적인 세계 간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고 했는데, 유기체가 객관적인 세계를 구성할 수 있는 증

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주관적인 세계에 의존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즉, 보고, 듣고, 냄새 맡

고, 맛보는 등의 좋은 증거가 없다면 이를 ‘느껴야’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감지자로서의 느낌

(feelings as monitiors)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주관적 느낌을 지지할 수 있는, 경험적으로

신경생리적 입장에 근거한 주장으로 발전시켰다.

앞서 Darwin(1872)의 영향을 받아 정신생태학적 접근을 사용한 Plutchik(1962, 1970, 1984)는,

정서란 인지적 평가, 주관적 변화, 생리적 각성 등을 포함한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것으로 간주하였

다. 이때, 사람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정서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관적 변화란 정서를

위한 충분조건이지만 필요조건은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정서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리적

변화는 운동 등을 통해서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생리적 변화는 정서 발생에 필요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정서에 대한 2 단계 모형을 주장하였다. 첫단계는 생물학적

으로 고정된 일차적 정서의 유발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 상황의 인지적, 지각적 과정에 의한 복잡

한 정서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서는 의도나 가능한 행동에 대한 정보를 주고, 긴급사태에

직면했을 때 생존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인지와 진화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정서는 잠재적인 이익과 해로움에 대한 인지적 평가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건에 대한 적응

적인 반응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정신생태학적 접근으로, Izard(1971, 1990)는 동기, 성격 등과 함께 설명하면서 안면 표

정의 중요성을 언급하여 생리적인 측면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그에게 있어서 정서는 동기 체

계이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성격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동기

체계를 유발시키는 생득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정서들은 각각 개별적인(discrete) 것으

로 안면이나 신체적 활동으로부터의 피드백에서 온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하나의 정서에는 다

음과 같은 세가지 수준이 있다고 한다. 첫번째로, 기본적인 정서에는 생득적, 전기화학적, 혹은 신

경활동 수준이 있다. 두번째로, 정서적 활동은 특정한 안면-자세 형태를 수반하는데 이는 한 개인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처리과정에 대한 자각이나

의식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뇌의 연합령에 피드백이 있어야만 한다. 이에 따르

면, 정상적으로는 인지와 독립적으로 정서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이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정서와 인지 간 일정한 상호작용이 있지만, 정서적 처리과정은 어떠한 인지적 처리과정과도 독립

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우선 정서가 단지 생리적 각성의 한 측면이 아니라, 동기적 기능을 하는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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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와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체계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또한 미분화된 각성과

는 달리 개별적인 정서가 있고, 그에 따라 각각 정서적 표현이 있다는 점은 공통된 주장이다. 이런

점에서 개별적인 정서를 이해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인지의 작용을 설명하는 인지적 접근과도 관

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Ⅳ. 인지적 접근 1 : 인지-각성(cognition-arousal)과 평가(appraisal)

정서의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한 연구자들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인지가 정서의

생리적, 행동적 측면에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면서 각성과 함께 설명하는 연구가 있다. 또한 인지와

주관적 경험에 대한 통합을 이루어 보려는 시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서와

인지 사이의 관련성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주축을 이루고 연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지적 접근을 크게 인지-각성과 평가, 그리고 인지적 구조와 기능적 측면으로 나누

어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편의상 구분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분류틀은 아니며, 또한 한쪽에서 언급

된 연구자가 다른 쪽과는 완전히 별도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도 없다.

1. 인지-각성 이론

정서 상태가, 생리적 각성과 그런 각성의 원인에 관한 인지,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에서의 산물

이라는 주장은 Schachter와 Singer(1962)의 고전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들에 의하면,

각성이란 불특정하게 지각되기 때문에, 이는 정서 상태의 강도를 결정할 뿐이고, 따라서 해석이나

명명과 같은 인지적 작용을 통해 그 상태의 질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즉, 확산된 생리적

각성이 인지적 해석을 하도록 하여 정서 상태를 얻게 된다는 것으로, 정서가 인지적 활동에 의해

매개된다고 하는 주장이다.

Schachter와 Singer(1962)는 약물로 유도된 각성과 그 각성이 정서적으로 관련된 맥락적 단서

에 의해 유발된 반응이라는 잘못된 정보(인지)를 주었을 때에 대해 실험하였다. 그들은, 피험자들

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1과 2에게는 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흥분되도록 하는 에피네프린

(epinephrine)을 주사하였고, 나머지 집단 3은 통제 집단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 집단 1에게는 약물

의 진정한 효과를 알려 주었고, 집단 2에게는 약물 효과와는 반대되는 거짓 정보를 알려 주었다.

이후 실험 보조자가 어떤 행동을 취해 보였는데, 여기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었다. 첫번째 유형은

종이를 찢는다든가 물건을 발로 찬다든가 하는 식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행동을 하였고, 두번째 유

형은 종이로 무언가를 접는다든가 하면서 행복해 하는 행동을 보였다. 이때, 집단 1의 피험자들은

어떤 유형의 보조자가 있었든 상관없이, 자신들이 각성되었음을 정확히 알고 이를 약물에 의한 것

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반하여 집단 2의 피험자들은 자신들의 각성된 상태를 보조자가 취한 행동

에 따라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분노 보조자가 있던 경우에는 현재 얻어진 각성을 분노라고,

행복 보조자의 경우에서는 행복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약물 주사 후 각성의 원인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주게 되면, 그때의 적절한 맥락 단서에 따라 정서적 경험을 해석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위 실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세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생리적으로 각성되었으나 그

각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할 수 없다면, 인지적 처리 방식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특정

정서가 명명되고 반응을 하게 된다. 즉, 어떤 한 상태는 개인적인 의미에서나 상황에 의존하여 여

러 방식으로 명명될 수 있다. 둘째, 생리적으로 각성되었고 이에 대해 완전한 설명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해석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대안적인 인지적 설명으로서 명명하려고도 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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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세째, 동일한 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면, 생리적 각성 상태의 경험에 따라서 정서를 기술하

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생리적 각성과 인지적 해석은 정서 상태 유발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들은 이렇게 정서가 각성과 인지에 의존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결론에 따르면 각성과 인지 사이에 독립성이 있을 때에만 얻어질 수 있는 결과라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의 실험결과는 정서적 경험에 인지적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 준 강력한 증거로서 지난 20여

년간 특히 사회 심리학의 주된 입장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는 이 이론을 부분적으로

만 지지해 주는 결과를 얻었다(Reisenzein, 1983; Schachter & Wheeler, 1962). 또한 몇몇의 연구

들은 이 이론을 지지하는데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각성은 불특정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부적 정서를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Marshall & Zimbardo, 1979;

Maslach, 1979). 이에 대해 Schachter와 Singer(1979)는, 피험자들이 약물로 유도된 각성과 맥락

단서에 노출되는 것 사이가 불분명하거나 동시적으로 두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인지적

해석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반박 역시 상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줄 뿐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살펴 보았던 생리적 접근 중, Zillmann(1983)의 흥분 전이 이론이나 Schachter와

Singer(1979)의 인지-각성 이론은 모두, 각성이 정서의 강도만을 결정해 주는 불특정적인 것이라

고 하였다. 그러나 각 정서에 대해 자율적으로 특성화(autonomic specificity)된 각성 유형이 있다

는 주장도 있다. Weerts와 Roberts(1976)는, 공포와 분노에서 모두 심박률과 심장 수축 혈압이 동

등하게 증가하였으나, 공포보다 분노일 때 심장 이완 혈압이 더 증가한다는 것을 밝혔고, 또한 특

정 약물은 분노보다 불안에서 좀더 순환계의 일관성을 보이게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Ekman,

Levenson 및 Friesen(1983) 등도 정적, 부적 정서에서 뿐만 아니라 부적 정서들 간에서도 서로 구

분되는 자율 신경계 형태가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이들의 결과를 통해서 보면, 각성이라는 것을

획일화된 형태로 간주하여 단지 정서의 강도만을 결정해 주는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Schachter와 Singer(1962)의 이론에 의하면, 우선 실질적인 내수용기의 생리적 각성이 정

서적 경험을 일으키는데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신경계에서 활성화의 실질적인 변화와는 독립

적으로 각성되었다는 신념이 있을 경우, 정서적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Valins(1966)에 의하면, 피험자들에게 몇명의 여성 사진을 제시하고 그중 특정 사진에서 거짓으로

빠르게 뛰고 있는 심박동을 피드백하였더니, 성적 매력도를 평정하는데 있어서 그 사진에 해당되

는 여성에게 가장 높은 평정치를 보였다. 이는 실제적인 생리적 변화없이, 내적 상태에 대한 거짓

의 피드백이 다양한 정서적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고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신체적 변화와 정서적 행동 사이의 관련성을 연구할 때 변화에 대한 피험자의 지각에 기인

한 어떠한 결과도 변화 자체에 근거한 결과와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chachter와 Singer(1962)의 이론과 유사하게 정서에 대한 각성을 설명한 다른 주장이 있다. 이

는 Mandler(1975, 1982, 1990)에 의한 것으로, 그는 각성과 인지적 해석 사이의 상호작용을 세부적

으로 설명하였다. 즉, 정서란 전형적으로 예상(expectation)과 우연사건(eventuality) 사이의 불일치

(discrepancy)에 의한 각성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정서는 각성, 인지적 해석, 그리고

의식 등의 3가지가 통합된 것라고 한다. 여기서 각성이란, 교감 신경계에서의 미분화된, 불특정적

인 지각 활동이라는 점에서 Schachter와 Singer(1962)의 주장과 같다. 그리고 인지적 해석이란, 평

가 이상의 것으로 정신 구조, 사건에 대한 생득적 반응, 자기-지각(self-perception)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정서적 경험과 정서적 행동은 이들, 즉 자동적인 각성과 인지적 해

석 사이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각성은 내장 반응과 정서의 강도를 결정하

고, 인지적 해석은 정서의 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러 경험에서 범주화(categorization)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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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해 준다. 한편, 정서적 경험은 의식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이로부터의 결과물은 언어적인 형태

등의 반응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때 정서에서의 표현적 운동(expressive movement)이란, 재해석

에 의해 조정되는 자율적인 인지적 반응을 발생시킨다. 그는, 각성에 대한 기원을 지각적이거나 인

지적인 불일치와 현재 진행 중의 행위에 대한 방해, 차단(interruption)에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불일치나 방해 받은 행위의 복잡성은 각성의 양에 상응하고, 이때의 각성은 정서의 강도를 결정한

다고 한다. 또한, 각성은 인지적 해석도 바꿀 수 있는데, 방해로 인해 붕괴된 스키마와 해석의 유

형에 따라 정적 혹은 부적인 정서를 얻게 된다고 한다. 즉, 행위의 방해가 뜻하지 않게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해석되면 정적 정서가, 반면에 자신이 하고자 했던 특정 목적을 달성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해석되면 부적 정서가 생긴다고 한다. 이러한 처리과정은 연속적인 피드백

으로서, 즉 환경 자극에 대해 인지적 해석을 하고, 각성을 지각하면 정서적 경험을 얻게 되는데,

경험에 대한 지각을 평가함으로써 원래의 인지적 해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Mandler(1975, 1982, 1990)는 정서에서 의식과 정신 활동을 맞물려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렇게 그가 정서적 경험에서 의식을 강조하였다는 것은, 정신생

태학적 관점과 함께 생각해 볼 때 흥미로운 측면을 제공해 준다. 즉, 의식이 각성과 인지 모두를

포함하는 기본적 처리과정으로부터 발전되어 정서적 경험이 의식 안에서 얻어진다는 주장을 통해

서 보면, 동물도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이에 따라 정서도), 사람에게서도 의식 발달 이전에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정신생태학적 입장과는 다른 견해를 보이게 된다.

2. 평가 이론

정서의 평가 이론이란, 정서와 인지 사이의 연결에 관한 것이지만 세부적인 정보처리과정보다

는 주로 상황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평가란 본질적으로 정서에

서 자극과 반응 사이를 중개하는 인지, 즉 환경 상황에 어떤 의미를 주는 가설적 구성체

(hypothetical construct)라고 볼 수 있다.

Arnold(1950, 1960a, b, 1970)는 현상학, 인지 및 생리적 접근을 결합하여 설명하였는데, 정서와

행위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처리과정에 대한 생리적 매개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

해서는 인지적 분석이 필요하고 이것에 의하여 정서에 대한 뇌의 기능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의 정서에 대한 인지적 분석은 상당히 평가를 구성하는 것에 의존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사람들은 행동 경향성을 일으킬 수 있는 기본적인 지각을 형성하였을 때, 즉시적이고

자동적인 평가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때 다른 조건이 간섭하지 않는 한, ‘좋은(good)’ 것에 대해서

는 접근 행동을, ‘나쁜(bad)’ 것에 대해서는 회피 행동을, 그리고 ‘무관심(indifferent)’에 대해서는

무시 행동을 하도록 한다. 즉, 평가란 지각을 보완하고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어떤 것을 지각하게 되면, 이는 이전 경험과 연관되어 있는 정서의 기억을 불러 일으키고

이러한 과거 경험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다시 말하여 정서적 기억은 과거 경험에 담겨 있으며, 따

라서 이러한 정서적 기억들은 현재의 판단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평가와 관련된 또 다른 측면은

사람의 상상을 통해 나온다는 것으로, 특정한 상황과 그에 관련된 정서적 기억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를 추측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나중에 좋은 일이 일어날지 나쁜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있

는데, 평가란 곧 기억과 예상에 의존되어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다양한 가

능성을 지닌 행동의 계획을 마련하게 되고 그중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전반

적으로 복잡해 보이는 평가의 처리과정은 거의 즉시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는 생리적 측면에서 많은 검증과 예측을 만들어 내었으나, 인지적 평가라는 것으로부터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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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설명해 주는 바가 없고, 또한 지나치게 이론적이라는 비판도 받

고 있다.

평가 이론들 중에서 좀더 개인적, 동기적인 의미에 촛점을 맞춘 것이 있다(Lazarus, Averill, &

Opton, 1970; Lazarus & Smith, 1988). 이런 입장에서의 평가란, 개인의 목적, 환경의 현실성에 대

한 신념 등과 관련된 인지적 처리과정이다. Lazarus(1966) 및 Lazarus 등(1970)은 기본적으로 정서

에 있어서 인지적 요소를 중요시한다. 즉, 다양한 정서적 반응은 평가라는 인지에 의존해 있고, 신

체 내부의 생리적 반응 역시 인지 자체로부터 나온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지에는 환경 요인으로서

상황적 조건과, 과거 경험과 생물학적인 유전 요인으로 이루어진 개개인의 심리적 구조인 성향적

조건이 있다. 사람들은 특정 자극을 찾고, 반응하며, 주의를 기울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

한 성향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이루어낸다고 한다. 자극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정서적 반응을 유

발하고, 자극 자체는 항상 변화하므로 끊임없이 이에 대처하면서 인지가 변하는 만큼 정서적 반응

도 변화하게 된다. 여기서 Lazarus(1966)는, 평가에는 ‘친절한(benign)’과 ‘위협적인(threatening)’ 등

의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적 정서는 전자의 평가로부터 나온다고 하였다. 그리고 후자의

평가는 위협과 비위협에 관한 일차적 평가 이후 이차적 평가에서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다음

의 2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직접적 행위로서 위협이나 해로움 등을 다루는데, 이때 긴급함

이 정서의 중요한 부분이다. 다른 하나는 재평가(reappraisal)로서 직접적 행위를 수반하지는 않는

오직 인지적 측면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모든 입력 정보에 대

해 평가와 재평가를 하고 이에 따라 정서적 반응을 산출하게 된다.

Lazarus(1966) 등은, 정서에 인지적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볼 때 Schachter와 Singer(1962)

에 동의한다. 그렇지만 인지적 명명이 적용되는 생리적 각성 상태가 단일하다는 점에서는 입장의

차이를 보이며, Schachter와 Singer(1962)가 단지 인지적 활동이 정서를 명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

는 것처럼 주장하였다는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Scherer(1984)에게 있어서, 정서란 인지적 평가, 생리적 각성, 운동 표현, 동기적 경향성,

그리고 주관적 느낌 등을 수반하는 역동적인(dynamic) 처리과정이다. 즉, 정서란 사람과 환경 사

이에서 환경에 대한 개인적인 관련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행위에 대처할 수 있

는 준비(readiness)를 도와주고 결과로 나타난 상태와 의사소통(communiation)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정서는 인지적 평가를 통해서 행동의 적응성을 융통성있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정서가 행

동 이전에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이전의 인지없이는 정서도 없

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정서에 대한 운동 반응, 정보처리, 지각, 동기, 생리적 반응 등을 강조하지만, 결

정적으로 인지의 역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때의 인지는 명시적인 혹은 표현이 되지 않는

암시적인 형태의 평가인데, 이러한 평가 과정이 지각과 같이 즉시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통

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정서적 경험이라는 용어 대신 정서를 매개한다고 볼 수 있는 인지적 기

제를 고려함으로써 인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모두 평가라는 작용으로서 정서를

설명할 뿐 구체적으로 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러한 인지적 접근들을 통해 Leventhal(1982, 1984)은 정서에 대한 정보처리적 모형을 제안하

였다. 그는 우선, Schachter와 Singer(1962)에 대해 각성이 특정한 정서 상태에 언제, 어떻게 기여

하는지에 관해서는 말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한편으로는 해석이나 평가 뿐만이 아니라 예상,

예측이 정서 상태에 대한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정서적 반응에 대한 해석

체계, 주관적 정서의 질에서 오는 피드백인 표현 체계, 행동 체계, 그리고 생리적 반응 체계 등의

4가지 체계를 통합하였다. 정서와 관련된 처리과정에는 세가지 위계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

로 지각적, 표현 운동으로 단순히 정적, 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 피드백을 가리킨다. 두번째로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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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황, 경험, 반응 등이 기록되어 있는 지각적 기억이 활성화된다. 마지막으로는 정서적 경험과

수의적인 행동을 처리할 수 있는 개념적, 추상적 기억이 구성된다. 즉, 정서란 단일의 지각적 피드

백과 관련되어 있고, 지각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경험과 좀더 조직화를 필요로 하는 체계와 연관

되어 있는 것으로 의미체계의 총체적인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서를 지각과 사고에 관

련된 기억되어 있는 내적 상태에 관한 정보로 간주하여 특정 행위, 새로운 목적, 그리고 계획할 수

있는 자각 등에 대한 능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정서에 대한 여러 인지적 접근들을 살펴 보았다. 이들은 초기 이론 이후 계속해서 정

서가 다른 정신적 작용과는 독립적인 하나의 체계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으며, 다른 체계들과 상호

작용한다는 측면에서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단지 이들은 정서와 인지의 연관에 좀더 촛점을 맞

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석이나 평가 등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정서와 인지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언급하기 어려우며, 이는 아직까지도 좀더 해결을 요하는 문제라

여겨진다. 다음에서는 인지적 해석이나 평가 이상으로 구조적인 접근을 하는 입장들과 인지적 접

근 안에서 정서의 기능을 고려하는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Ⅴ. 인지적 접근 2 : 인지적 구조와 기능적 측면

정서에 대한 인지적 접근에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각성이나 평가 뿐만이 아니라, 좀더 안

정적인 세상 지식에 촛점을 맞추어 지식 구조의 성공적인 적용을 강조한 것이 있다. 즉, 스키마나

획득된 결과에 대한 해석, 목표 조정 등의 인지적 구조와 정서 사이의 폭넓은 상호 역할에 관심을

두는 입장으로, 각성이나 행위의 방해, 평가에 관한 언급은 거의 없다. 이는 좀더 포괄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는 입장으로 대인간 지각이나 사회적 상황과 함께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우선, 스키마와 정서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다. Fiske(1982)는, 정서란 정서가 실려 있는

(affect-laden) 스키마의 성공적인 적용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였다(schema-triggered affect). 즉,

이전 경험에 근거한 스키마가 적절하게 적용되면 즉시적으로 정서적인 표찰(tag)로서 사용되어 적

합한 정서적 경험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위의 스키마를 강조한 이론과는 달리, 한 사람의 기존에 얻은 결과(outcome)에 관한 인지가 많

은 일반적인 정서적 경험을 하는데 기초를 제공해 준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Weiner(1985, 1986)를 중심으로 한 귀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는 성공과 실패를 이해하는데

사용되는 기본 차원인 통제 소재(locus), 안정성(stability), 통제 가능성(controllability) 등을 가지

고, 특정 사건에서 결과에 대한 예상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 정서도 유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특정 정서는 특정한 인과적 귀인으로부터 얻어진다는 것이다(Benesh & Weiner, 1982; Weiner,

1982, 1985). 예를 들어, 자부심(pride)은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 가능한, 그리고 그 일이 어려웠지

만 성공적이었다고 귀인되는 긍정적인 결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동정심(pity)은 통제 불가능한

외적 요인에 귀인되는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분노(anger)는 다른 사람이 예상되는 도움 행동에 따

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 통제 가능한 외적 요인에 귀인되는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얻어진

다. 따라서 통제 소재와 통제 가능성 요인이 정서의 질을 결정하고, 안정성 요인은 정서를 확대시

키든가 약화시키든가 하는 식으로 크기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이론은 귀인으로 사람의 동

기적인 측면을 설명하면서 정서와 행동으로 연결되는 모형(attribution-emotion-action)을 설정하였

다(Weiner, 1986).

위와 동일하게 사건의 결과와 함께 정서를 설명하는데에는 또 다른 입장이 있다. Weiner(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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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의 귀인 이론에서는 이미 획득된 결과에 촛점을 맞춘 반면, Kahneman과 Miller(1986)는 과거

에 발생할 수 있었던(그러나 발생하지는 않은) 결과에 관한 인지에 촛점을 맞추어 정서를 연구하

였다. 이는 우선 Kahneman과 Tversky(1982)의 규준 이론(norm theory)에 그 근거를 둔다. 이에

의하면,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 그런 결과가 얻어지지 않았을 때를 상

상하게 된다고 한다. 이때 대안적인 결과가 쉽게 상상되면 실제의 결과가 우연히 얻어진 요행수처

럼 여겨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대안이 지금과는 달리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려울 때는

현재의 결과가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 후자보다는 전자의 경우에서 좀더 강

한 정서가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이를 통해서 보면, 일상적인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 들이고,

한편으로는 예외적인 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 정서를 유발하게 되는지를 살펴 볼 수가 있다. 즉, 이

상적인(abnormal) 사건은 쉽게 대안적인 결과를 상상하게 하는데, 이는 대안이 되는 시나리오

(scenario)를 구성하거나 기억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가능한 대안이 많을 경우 실제 사건은 강한

놀라움과 같이 강한 정서를 일으키게 된다. 이는 실제 판단이나 문제 해결 등에서 적용되고 있는

규준 이론을 바탕으로 한 설명이라는 점에서는 발견법적인(heuristic) 입장이 설득력있게 받아 들

여지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일상적인 사건에서의) 정서를 설명하는데에는

부족한 감이 있으며, 놀라움을 수반하는 사건에 지나치게 치중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한편, 목표와 관련하여 정서의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주장들도 있다. Simon(1967, 1982)은,

정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중요한 목적에 각성하도록 하면서 인지를 통제,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즉, 정서란 차단, 가로채기(interrupt)와 각성을 포함하는 경계 신호(alarm signal)이고, 사

람으로 하여금 한가지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전환시켜서 중요성이 증가하는 한 다른 목적을 추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정서의 가로채기 효과는 사람의 반응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목

표를 바꾸게 하는, 다양한 목표의 중요성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Carver와

Scheier(1990)는, 정서적 피드백은 사람들로 하여금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의 정도를 감지하고 조

절하도록 되어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Oatley와 Johnson-Laird(1987)는, 사람들은 다양한 목

표를 가지고 있는데, 정서가 그 많은 목표 사이의 조화 방법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즉, 정서는 중

요한 목표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의 발생을 신호하는데, 목적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행동의 준비

성(갖춤성)에 적절한 변화를 일으키며(Frijda, 1986), 사건과 그 가능한 결과에 관한 의식적인 정보

를 주고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Oatley, 1992). 따라서 정서는 사건의 지각된 성공 가능성

에 따라 상대적인 목표의 우선 순위의 변화와 우선성 유지에 관한 내적 의사소통과, 사람들 사이

조화로운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외적 의사소통의 기능을 한다. 예를 들면, 행복이란 내적, 외적

하위 목표가 성취되도록 그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의사소통하는 것이고, 슬픔이란 주된 중

요 계획의 실패에 대해 의사소통하여 포기하고 다른 대안을 탐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목표

와 관련된 정서에 관한 주장들은 좀더 유연하게 우선성이 있는 상위 목표를 위한 정서의 가로채기

기능을 주로 설명하고 있다.

Ⅵ. 정서와 인지: 정서 선행론과 인지 수반론

이상의 정서에 대한 여러 인지적 접근들을 살펴 본 바와 같이, 정서와 인지 사이를 말하고자

할 때, 과연 그 두가지가 서로 독립적인지, 또는 어떤 처리과정이 선행하고 상호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지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Zajonc(1980, 1984)는, 정서와 인지가 서로 독립

적이고, 인지는 정서에 선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서가 인지에 선행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즉,

정서적 처리과정과 인지적 처리과정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병렬적으로 작용하는데, 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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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에 비해 좀더 기본적인 수준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8가지 특

징을 주장하였다. 첫째, 정서적 반응은 일차적이다. 어떠한 판단이든 정서적 평가(evaluation)가 이

루어져야 하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계산보다는 선호에 기초를 둔다. 둘째, 정서는 기본적이다. 평가

는 모든 지각과 의미에 대해 주요한 보편적인 요인이므로, 평가없이 대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

능하다. 세째, 정서적 반응은 피할 수 없다. 네째, 정서적 반응은 되돌이킬 수 없지만, 인지적 판단

은 그렇지 않다. 즉, 정서는 인지보다 취약하지(vulnerable) 않다. 다섯째, 인지적 판단은 대상 고유

의 특성에 의존하는 반면, 정서적 판단은 대상에 대한 자기 자신의 반응을 기술하는 것이다. 여섯

째, 다양한 정서적 반응은 언어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일곱째, 정서적 반응은 인지에 의존해

있지 않다. 한 자극을 변별해 내는데 사용되는 특징들은 그 자극을 좋아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떄

사용하는 특징들과는 동일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반응은 지식 내용으로부터 분리되어 있

다. 한번 보았던 어떤 사람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는 기억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이전에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를 세부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할 때가 많다.

특히 위의 일곱째, 여덟째 특징들에 대해, 정서적 측면들이 서로 관련되어 보이는 다양한 인지

적 측면들과 독립적이라는 증거를 찾아 볼 수 있다. Anderson과 Hubert(1963)에 의하면, 사람에

대한 인상은 처음 만났을 때 즉시 생기는 것으로, 평가적 인상(정서)은 세부 사항에 대한 기억(인

지)과는 독립적이고, 따라서 정서적 반응도 직접적이며 비인지적이라고 하였다. 즉, 정서적 내용과

인지적 내용이 서로 달리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Schmidt-Atzert(1988)는, 깜짝 놀람이나

동공 팽창 등과 같은 정서적 반응은 자극에 대한 식별이나 판단에 의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정서가 인지에 독립적이라는 점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주장은,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초기 중립적인 자극을 좋아하는 경

향이 증가한다는 단순 노출 효과(mere exposure effect)를 통해서도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

나 Mandler, Nakamura 및 Shebo Van Zandt(1987) 등은, 짧게 반복된 노출이 관련 스키마를 활성

화시키고, 이에 따라 자극에 관련된 다른 특징에 대한 판단의 영향을 받게 되어 나타나는 결과라

는 주장으로, 단순 노출 효과가 비인지적 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편, Zajonc(1980, 1984)의 정서 선행론에 대해 Lazarus(1982, 1984)는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그에 의하면, 평가(appraisal)로서 정의되는 인지는 정서에 대한 필요 조건으로, 완결된 최종적인

처리과정이 아니라 환경 자극을 지각하는 매우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그는 Zajonc(1980,

1984)가 사람을 의미의 정보 제공처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자로서만 간주

하였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모든 정서 상태에는 인지적 평가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Zajonc(1984)는, Lazarus(1982) 식의 인지적 평가라는 것이 지각과 인지 사이의 구분을 모호하게

할 뿐이라고 하면서 반박하였다. 한편, Zajonc(1980, 1984)는 인지가 의식적이라고 하였는데(위의

세번째 특징과 관련하여), Branscomb(1988)에 의하면 의식적으로 접근 가능한 비절차적인 지식으

로부터 정서가 유발될 수 있다고 하여, Lazarus(1982, 1984)의 인지 수반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쟁은 ‘평가’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올 수 있다(Leventhal &

Scherer, 1987). Zajonc(1980, 1984)는 선호와 같은 빠른 처리가 정서적 평가로서 비인지적인 특성

을 가지고 있다고 한 반면, Lazarus(1982, 1984)는 최종적인 판단이 아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인

지적 평가에 의해 정서가 얻어진다고 하였다. 즉, 궁극적으로 볼 때 이들은 동일한 측면을 가지고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에 대해 Kiesler(1982)는 정서와 인지의 관련성을 개념화시키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을 포함하는 분야가 서로 겹치고, 명확하게 분리시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정서적 측면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하면서, 정서적

반응에 인지적 내용이 없을 수도 있지만, 좀더 복잡한 정서적 반응일수록 인지적 내용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정서와 인지가 부분적으로 독립적인 체계라고 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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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Averill(1990)에 의하면, 인지라는 것을 두가지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의식적인

지적인 지식 획득(intellective knowledge acquisition)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과 관련된 모든 정신

적 활동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Zajonc(1980, 1984)는 전자의 입장에 따라 인지를 바라보고 이

에 독립적인 정서를 주장한 것이고, 반면 Lazarus(1982, 1984)는 후자의 입장에 의해 정서가 인지

적 과정에 포함되는 하나의 처리과정으로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Ⅶ. 맺는말

지금까지 정서에 관한 심리학에서의 초기 이론들과, 그들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여

러 이론들을 크게 생리적 접근과 인지적 입장에 따라 살펴 보았다. 특히 정서 연구에 있어서

James(1884)는 내성법(introspection)을 사용하는 구성주의의 입장에 반대하고, 과학적인 설명으로

처리과정을 규명하고자 했던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서에 대한 생리적 증거들은

말초적 기제와 중추적 기제 모두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자율 신경계를 통한 말초적 입장에서 많

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정서에 대한 모든 생리적 반응 유형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근의 관점은 중추적인 매개가 좀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중추적

기제 입장에서 정서를 진화적으로 볼 때 주로 변연계(limbic system)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지

만, 이것의 주된 기능과 활동 기제 역시 아직까지도 명확히 밝혀졌다고는 볼 수 없다. 이처럼 생리

적 수준에서 정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에는, 환원주의(reductionism) 식의 접근에서 오는 한계와

정서가 생리적 근거로 쉽게 해석될 수 없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반하여 정서에 대한 인지적 접근은, 당시 연구의 중심 분야를 바꾼 획기적인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초기 Schachter와 Singer(1962) 식의 인지와 각성, 특히 인지적 명명 과정의 가설적인 상

호작용을 언급한 것은, 이후 인지적인 접근이 보편적으로 자리잡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정서의 인

지적 측면을 강조한 연구자들은 다양한 관점에 따라 연구를 진행시켜 나갔다. 그 중에는 내적, 외

적 단서가 정서 상태를 어떻게 식별해 내고 명명해 내는지에 관해 촛점을 맞춘 것이 있고, 평가

(인지)가 생리적, 행동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연구들은 초기 평가와

정서적 의미에 관한 생각을 수용하고 좀더 포괄적인 시각에서 확대시키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서에 관한 다양한 입장에 대해 Strongman(1987)은 다음과 같이 종합하였다. 첫째, 정서란 지

각 등과 같은 여러가지 심리적 체계와는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한편으로는 상호 연결되

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독특한 체계이다. 둘째, 정서는 생활에 질을 부여해 주는, 즉 세계에 대

한 의미를 제공해 준다. 세째, 정서는 의식적 자각없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때에는 의미와 질적인

측면에는 덜 관련되어 있고 자동적 반사와 유사하다. 물론 이러한 수준에서 정서적 기억이나 정서

적 스키마 등이 부가되어 개인에게 후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정서가 자동적으로 표

현되어 사람이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반응하는데 대한 중요한 사회적

신호로서 작용할 수 있다. 네째, 정서의 표현적 측면은 결정적이다. 즉, 자극을 감지하고, 자극에

반응하며, 반응을 조절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신호로서 뿐만 아니라 표현으로부터의 피드백이 정서

적 경험 발생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표현이 정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정서에 반드시 필수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섯째, 생리적 각성 역시 정서에 상당히 중요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생리적 각성없이 정서가 발생한다고 할 때에는 정서적 기억에 의해

매개되는 순수한 인지적 활동에 따라 유발된다. 하지만 정서의 표현적 측면과 생리적 각성은 반응

유형을 제공하는데 이는 사회적인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이

론들을 살펴보면, 인지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정서를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즉,



- 204 -

인지는 정서에 중심적인 측면을 설명해 준다. 또한, 정서 역시 인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서적 반응과 경험은 기억 등과 같은 인지에 영향을 주고 어떤 경우에는 인지의 유형을 결

정해 주기도 한다.

최근 인지 심리학 분야에서 인지와 정서 사이 관련성에 대해 많은 연구들은 다음의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정서의 초인지적(meta-cognitive) 기능으로 개별적인 정서가 정보처리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접근이다(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서에서 이흥철의

정서의 계산주의 모형을 참조). 둘째, 평가 이론을 바탕으로하여 발전된 것으로 정서의 차원이나

범주에 관해 알아 보고자 하는 기본 정서(basic emotion)에 관한 연구들이다(Ekman, 1992;

Johnson-Laird & Oatley, 1992; Stein & Oatley, 1992). 특히 이는 몇가지 평가 기준에 따른 정서

의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에 관한 연구로까지 발전되고 있다(Dyer, 1987; Pfeifer, 1988;

Scherer, 1993). 마지막으로는, 특정 정서상태에 해당하는 언어적 재료를 제공하여 이것이 어떻게

표상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글(text)을 제시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정

서적 정보를 추론해 내고 표상하는지에 관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de Vega, León, & Díaz,

1996; Gernsbacher, Goldsmith, & Robertson, 1992; Gernsbacher & Robertson, 1992; 장윤희,

1995).

특히, 정서와 인지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 관심은 1980년대 이후 인지심리학 뿐

만 아니라 전반적인 심리학에서 이론적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Kiesler, 1982). 이에 따라 오

늘날, 인지를 언급하지 않고 정서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을 것이다. 현재의 관점은, 인지적 설명틀

안에서 정서를 다루고, 다양한 입장에서 정서를 바라보며, 인지와 주관적 경험에 대한 통합을 제공

해 줄 수 있는 이론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정서와 인지 사이 관련성의 본질을 규명하고

자, 현재 정서에 대한 기능적 접근을 마련하고, 정서가 인지 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가 이루

어 지고 있다(이흥철, 1992, 1994). 특히 이흥철(1994)에 의하면, 정서에 대한 표상 체계에 대해 기

존의 의미망 모형(Bower, 1981)에서는 제한점이 있고, 따라서 그는 각 정서의 고유한 기능을 설명

할 수 있는 마음갖춤새 모형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에 따라 정서적 정보가 내포적 의미 구조속

에 표상된다는 주장(Mandler, 1982)은, 정서적 의미가 상황에 대한 평가와 관련될 수 있으며 글 이

해에서 대형 구조로 통합적으로 발생된다는 결과(장윤희, 1995)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정서는 사회 심리학 쪽에서 안면 표정이나 대인간 지각 등에서 인지적 해석과 함께 연구

되고 있으며, 이렇게 인간 관계에 관련된 정서적 측면의 특성을 밝히는 시도들은 일상생활 수준에

까지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정서 장애에 대한 치료의 목적으로 인지적 입장의 연구는 응

용되고 있는데, 특히 우울이나 불안 등에서의 장애는 인지적 처리과정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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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인지과학인가? : 과학적 패러다임의 변혁

21세기인 현시점에서 아직도 학문 분야를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으로 분류해 온 종래

의 분류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40여 년이나 시대에 뒤진 학

문관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을 물리학, 생물학, 화학, 기계공학, 재료공

학 등의 물질 중심의 과학기술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30여 년이나 뒤진 과학

관을 지니고 있는 것이며, 최신 과학기술을 아는 사람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왜 그럴까 ? 그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일어난 과학적 패러다임의 변혁의 의의를 그가 인식하

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떠한 변혁이 일어났으며 어떠한 새로운 과학적 패러다임이

형성되었고 그것이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가?

20세기 후반에 과학계에 인지혁명(cognitive revolution)이 일어났다. 종래의 인간관, 물질관,

기계관, 학문관, 과학기술관을 대폭 수정하게 하는 새로운 관점인 인지 패러다임이 형성된 것

이다. 20세기 후반에 ‘정보’라는 개념 자체를 인류에게 제시하고, ‘정보사회’라는 개념을 가능하

게 하고, 인간의 마음, 뇌, 컴퓨터를 연결하는 개념적 틀 중심으로 세상을 보게 한 과학적 혁명

이 바로 ‘인지혁명’이다.

[그림1]. 왜 인지과학인가?

현재의 정보처리 기능의 컴퓨터, 인공지능 연구, 정보/지식 중심의 디지털 사회, 인간지능과

컴퓨터의연결, IT 등은 인지과학의 바탕이 없었더라면 기초 이론적 개념과 틀이 형성되지 못하

였을 것이다. 50 여 년 전에 인지과학이 출발하지 않았다면, 30 여 년 전에 시작된 정보과학,

IT 소프트웨어 기술이 탄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21세기의 디지털 시대의 현재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핸드폰, 컴퓨터, Hwp나 Doc의 워드프로세서, 인터넷 검색, 네비게이션 등을 구

현하는 각종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의 밑바탕 개념과 이론틀이 인지과학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인지과학이 1950년대에 생겼고, 인지과학에서 제시한 개념과

이론, 실용적 응용의 가능성 등을 기초로 하여 그 후에 정보과학과 정보테크놀로지(IT)가 체제

를 갖추어서 출발하였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단순한 숫자 처리 계산기에 지나지 않았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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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정보처리와 지능을 지닌 컴퓨터로 대 변혁을 할 수 있게 한 이론적, 개념적 틀을 제공한

것이 인지과학이다. 현재 많이 언급되고 미래 기술 사회의 핵심 테크노롤지라고 생각하는 IT의

이론적 틀과 개념, 예를 들어서 정보처리라든가, 지식표상 즉 데이타베이스 등의 개념을 제시

한 것이 인지과학이었다. 따라서 인지과학은 IT과학의 모태적 학문이다 (하드웨어 측면은 제외

하지만).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개념적, 이론적 기초 배경을 잘 모른 채, 컴퓨터과학, IT 관련 또

는 일반과학기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디지털 사회, 정보화 사회 등을 모두 논하고 있고,

IT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기초과학이론을 창출하거나 수입하지 않고

응용적 결과만 수입하고, 물질 중심의 과학기술만 과학기술로 생각하는 국내 과학기술계의 풍

토 때문이었다. 정보과학과 기술(IT)은 알지만 그 기초가 되는 인지과학은 모른다면 물리학은

알지만 수학은 모른다는 것과 같다.

195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이루어진 ‘인지혁명’을 통해 과학계는 인간 자신과, 동물, 컴퓨터,

인간문화체계 등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틀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인지

적 패러다임의 이론적 틀이 바로 정보처리적 접근의 인지주의(Cognitivism)이었고, 이를 구체

적으로 구현하며 그 기초이론과, 응용적 구현의 근거를 탐구하는 다학문적 학제적 과학이 인지

과학(Cognitive Science)이다. 인류 문화사에서 중세의 코페루니크스의 지동설의 등장과 비견될

만한 발상의 전환을 20세기 중반에 인류에게 가져다 주며 디지털 시대를 열은 것이 바로 이

인지주의이다. 이 인지주의의 핵심 생각은 인간의 마음이나 인간이 만든 계산기인 컴퓨터가 바

로 정보의 변환, 활용 등의 유사한 정보처리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정보처리체계(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라는 혁명적인 생각이었다. 영어로 컴퓨테이션(computation)이라는 용어는

산술적 ‘계산’이 아닌 ‘정보처리’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인간의 마음이나 컴퓨터가 본질적으로

계산을 하는 정보처리 시스템이라는 생각이다.

두뇌의 좌우반구 분할 연구로 의학/생리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신경심리학자 Roger

Sperry 박사는, 이러한 인지주의, 인지과학의 출현에 의한 과학혁명인 인지혁명(Cognitive

Revolution)이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과학적 사건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그

림2 참조).

“인지주의 과학혁명의 영향 결과로 일어난 기본적 변화란 수준간 인과적 결정론

에 대한 상이한 패러다임의 출현이라는 것이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결정된다는 전통적 (물리학의) 가정 대신에, 우리는 역방향적 하향적 결정론을 전제

하는 것이다. 전통적 상향적 입장과 인지주의의 하향적 입장이 조합된 ‘이중 방향’,

‘이중 결정’ 모형은 과학으로 하여금 인간 자신과 자연의 질서 전체를 지각하고, 설

명하고, 이해하는 전혀 새로운 양식을 - 진정한 Kuhn적 세계관 패러다임의 전이로

서의 - 부여하였다.

이전에 양자역학에 돌렸던 세계관적 의의의 대부분이 이 새로운 거시적-심리적

패러다임에서는 창발적 하향적 제어에 의해 무가치하게 된다. 우리는 더 이상 현실

의 궁극적 본질을 최소의 물리적 요소에서 찾으려하지도 않으며, 가장 깊은 심층적

진수에서[프로이트 식 정신분석 이론: 역자주] 찾으려하지도 않는다. 그 대신 탐색의

방향은 요소들의 패턴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지고, 차별적 시공간화, 점진적 패턴의

상위패턴으로의 복합과, 그것의 발전 전개적 본질과 복잡성에 초점 맞추어진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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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 과학이 상징하던 바, 과학이 지지해오던 바, 과학의 신조와 세계관들이

급진적으로 수정되는 것이다..(Sperry, 1995, p. 505-506).“

[그림 2]. 노벨상 신경-의학상 수상자 Sperry 교수가 본 인지과학혁명

인지과학을 통한 과학의 패러다임의 변혁이 미래 과학기술에 주는 의의의 심대함은, 21세기

미래 과학기술 추구의 새 틀의 4대 핵심 축의 하나가 인지과학이라는 데에서도 단적으로 드러

난다. 2002년의 미국 과학재단(NSF)의 미래과학기술 진단에 의하면 앞으로 추구하여야할 미래

테크놀로지의 틀이 “NBIC 융합과학기술(수렴테크놀로지: Coverging Technology)”이며, 그 융

합과학기술의 핵심축이 Nano, Bio, Info, Cogno의 4개의 과학기술이다. Cogno Technology란

인지과학기술을 지칭한다(그림3 참조).2)

미국 과학재단의 연구자들이 탐구하여 찾아낸, 앞으로 추구하여야할 미래 융합과학기술(수렴

적 테크놀로지 틀에 의하면 20세기의 전통적 관점인 물질 및 기계 중심의 하드웨어적 과학기

술 개념과 연구를 넘어서서, 인간의 뇌 및 심리적 특성, 그리고 문화적 특성이 함께 고려된 그

러한 새로운 융합과학기술이 추구되어야만 미래 과학기술 사회가 발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리고 이 NBIC 융합 테크놀로지의 궁극적 목표는 인류 개개인의 능력 발휘와 수행

(performance)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으며 바로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연결고리가

바로 Cogno 과학기술, 즉 인지과학기술이다.3)

[그림 3]. 미국과학재단이 제시한 미래 NBIC 테크놀로지의 4대 핵심축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미국 과학재단의 미래 과학기술 NBIC 틀이 나노과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낸 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미래 CT(수렴적 테크놀로지; 융합과학기술)

추진의 궁극적 목표가 '획기적인 물질, 기계의 발명'이나 '인간의 장수'가 아니라, 인간 개개인

2) 2002년에 미국과학재단(NSF)이 제시한 보고서의 문헌 이름과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Roco, M. C., & Bainbridge, W. S. (Eds.) (2002).

    [http://www.wtec.org/ConvergingTechnologies/Report/NBIC_report.pdf]

3) 융합과학기술의 특성과 인지과학의 관계에 대한 한글로 된 글은 다음을 참고: 이정모 (2003).이정모 (2008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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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한 각종의 상황에서, 각자의 일상생활에서, 학교, 일터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적으로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각종 삶과 일의 활동 퍼포만스(수행;

Performance)를 증진, 향상시키는 기술의 개발에 미래 테크놀로지의 궁극적 목표가 있다는 것

이다("Improving Human Performance"). 노벨 수상자 스페리 교수의 주장과 미국 과학재단의

NBIC 미래 과학기술 틀을 종합하여, 미시세계, 거시세계의 차원 중심으로 미래 융합과학기술

의 그림을 다시 그리면 [그림4]와 같다.

[그림 4]. 미시-거시 세계 차원 중심으로 본 미래융합과학기술의 4대 핵심축

20세기 전반기까지의 과학의 연구가 인간 밖의 대상인 물질과 생명체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면, 이제는 과학기술의 핵심 연구 대상이 바로 인간 자신이 되며, 마음이라는 높은 추상수준의

현상이 과학적 연구의 중심 주제가 되는 것이다. 인간과 동물이라는 생명체의 과정이 이루어내

는 자연 지능의 본질, 그리고 인공물인 컴퓨터의 물리적 과정이 이루어내는 인공지능의 본질과

실제적 구현, 그리고 이 두 지능 사이의 관계성이 21세기 과학의 중심 주제의 하나가 되는 것

이다.

그러면 21세기의 미래 테크놀로지의 4대 핵심 축의 하나인 Cogno과학기술의 바탕인 인지과

학이란 과연 무엇의 과학이고, 어떤 기존의 학문들이 관여되며, 어떤 방법에 의하여 연구하며,

어떤 주제를 다루며, 우리의 일상생활과 과학기술 일반에 주는 의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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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과학이란 무엇인가?

인지과학은 고정된, 정체된 학문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 지적 깨달음이 확장됨에 따라 끊임

없이 변모하는 학문이며, 여러 학문들이 계속하여 수렴되고 변화하고 있는 과학이기에, 학문에

대한 통일되거나 고정된 정의가 없다. 대학 학부 과정에 인지과학 학과가 있는 대학과, 그렇지

는 않더라도 비슷한 내용의 전공 과정을 지닌 미국의 여러 대학의 사이트에서 내린 ‘인지과학

정의’를 [표1]에서처럼 살펴보더라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의견의 일치를 보는 공통의, 통일

되고, 고정된 정의라는 것을 찾는다는 것이 인지과학에서는 잘못된 시도임을 알 수 있다. 인지

과학의 정의는 대학 간에, 학자 간에, 시대 간에 통일되어 있지 않고 역동적으로 계속 변화하

는 개념이다. 학자들의 주관적 입장에 따라, 그리고 인지과학의 발전 과정에 따라서 조금씩 달

라질 수 있다. 그러나 [표1]의 여러 기관의 인지과학 정의의 공통분모를을 찾는다면, 인지과학

은 ‘마음(Minds)에 대한 과학’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떤 것으로 보는가에서4) 이전의 심리학의 접근과는 다른, 인지과학만의

4) [마음 개념의 재정의]. 그런데 “ ‘마음의 과학’이 인지과학이라니, 마음의 과학은 원래 심리학인데..?, 인지과학은 

기존의 심리학과 무엇이 다른가?” 라고 반문할 수 있다. 여기에서 먼저 일반인들의 보통 생각하는 방향과는 달리 

명료하게 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마음’ 개념과 ‘인지’ 개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인지과학의 논의에서 ‘마음’이라는 개념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인간 ‘이성’이나 ‘감성’ 중의 이성만을 지칭하는 것

만이 아니다. 또 반대로 사람들은 흔히 “머리(이성)로 말하지 말고 가슴(마음, 감성)으로 말하라”라는 식의 표현을 잘 

사용하는 데, 이것은  잘못된 용법이다. ‘마음’이라는 개념은 인간 ‘감성’을 지칭할 때에만 쓰는 개념도 아니다. 심리학

이나 인지과학에서 사용하는 ‘마음’이라는 개념은 인간 이성과 감성을 통합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심지어는 몸의 

움직임을 파악, 관리, 제어하는 측면까지도 포함된다. 

다시 이야기하여 인지과학에서의 ‘마음’ 개념이란 이들을 모두 포괄하며, 인간에게만 있는 마음(‘the mind’라는 단

수의 마음)을 넘어서 생명을 지닌 동물의 마음(지적 능력 등), 인공지능 로봇 체계와 같은 인공물에서 구현된 또는 구

현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 간에(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현실적으로 또는 인터넷과 같은 가상현실의 중

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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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인지 개념의 재정의]. 또한 인지과학에서의 ‘인지’라는 의미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인지’란 넓은 의미의 ‘마음

(Mind)’의 의미이다. 이 경우의  ‘인지’는, 

+ 사고, 이성과 같은 좁은 의미의 ‘인지’, 

+ 정서, 동기 등의 감성적 측면, 

+ 뇌의 과정들, + 동물 지능(마음), 

+ 기계적 지능 

+ 사회적 마음(지능): 인간과 인간이 이루어내는 [자연적] 사회적 마음, 그리고 로봇과 로봇, 또는 인간과 인공지능

시스템(로봇 등)의 지능이 이루어 내는 [자연적 + 인공적] 혼합적 의미의 사회적 마음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이다. 즉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에서 언급하는 ‘인지적(Cognitive)’이란 개념의 의미

는 고전적 철학이나 일반인의 용법에서 사용되던 개념인 지정의(知, 情, 意)의 지(知)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

의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의 마음, 무의식적, 하(下)의식적 지식(예, 운동기술) 등도 포함하며, 정서, 동기, 

그리고 뇌의 작용에 의한 신경적 기반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마음’을 지칭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에, 고전적으로 일반인의 용법에서 사용되던 개념인 ‘인식’이라는 개념과는 인지과학에서의 

‘인지’개념은 당연히 차별화된다. ‘인식’이라는 개념은 비교적 수동적인 과정, 대상의 정체 파악, 좁은 의미의 지식의 

형성이라는 의미로 일반인들이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인지’라는 개념은 수동적 인식을 넘어서는 능동적 심적 활동을 

포함하며 감성적 측면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마음(minds)이라는 개념을 지칭한다. 21세기 초의 요즈음에는 ‘인지’란 

한 개인 내의 두뇌의 신경적 활동을 넘어서 뇌-몸-환경(인공물 포함)이 하나의 단위로 작동하는 포괄적 의미의 활동

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인지과학의 출현 배경] 그러면 [왜 인지과학은 ‘넓은 의미의 마음의 과학’]이라고 명명백백하게 처음부터 규정하



7사고및차의성강의-교안전체2010-09.hwp 212- 212 -

독특함이 있다. 과거에 마음의 개념을 심리학에서 배제하고 행동만 관찰하여 온 심리학적 사조

인 행동주의 심리학의 입장과 차별화하고 마음의 문제를 새로운 방식인 형식적 접근을 통하여

이론화하며 접근하려는 인지과학은 자연히 ‘마음’에 대하여 기존 심리학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

근하였다. 이러한 새 접근의 기본 입장이 ‘마음’을 정보처리체계로 보는 정보처리적 틀의 인지

주의이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인지과학은 마음과 컴퓨터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추상적 원리를 구현

하는 정보처리 체계(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IPS)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인지과학

은 인간과 동물의 마음에서 그리고 컴퓨터에서 각종 정보처리가 어떻게 일어나며, 그러한 정보

처리를 통해서 지(知: 지능; intelligence; 인간의 자연지능이건, 컴퓨터의 인공지능이건, 동물의

지능이건)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고 구현되는가를 탐구하며, 그러한 탐구를 통해 인간 및 동물

의 마음과 각종 지(知)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종합과학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표 1]. ‘인지과학’에 대한 다양한 정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rnell 대학: 마음 /뇌(MB)의 과학. 

Georgetown 대학: 마음(M)의 과학; 지식 축적, 사용과 관련

Harvard 대학: 마음, 뇌, 행동(MBB)을 탐구하는 학문

Indiana 대학: 마음의 본질과 지능시스템에 대한 탐구

Johns Hopkins 대학: 인간의 [마음과 뇌](MB)를 탐구하는 학문

Rensselaer 폴리테크 대학: 마음, 뇌, 지능(MBI)에 관한 과학적 탐구.

Northwestern 대학: 마음, 뇌(MB)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 

                   인간, 동물, 기계의 심적 기능을 탐구

고 출발하지 못하였는가?] 하는 반문이 제기 될 수 있다. 이것은 인지과학이 배태된 형성 배경과 역사를 알면 이해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인지과학은 20세기 초의 논리실증주의 철학, 기호논리학, 당시의 이론적 수학 등의 전통에서 출발

하였다. 이 전통은 수학이나 기호논리학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처럼 모든 것을 형식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다

루는 형식적 접근(formal approach)의 전통이다. 주관적 의미를 개입시키기 보다는, 기호를 사용하고 형식적(정형적)

으로 기술하여 그러한 주관적 해석의 가능성을 넘어서려는 접근이다. 초기 인지과학에서 강조한 ‘기계로서의 마음’ 개

념은 수학에서 1930년 대 이래에 '계산가능성(compuatability)‘ 논의에서 제기된 개념이다. 수학에서는 ’기계‘라는 것

이 쇠로 만든 무엇이 아니라, 입력과 출력, 그리고 그 사이의 과정을 명료하게 형식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모든 시스

템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마음을 기계로 보는 관점은 인지과학의 독특한 개념이라기 보다는 이론수학의 한 이론으로 

발전된 것이다. 바로 20세기 전반의 유명한 수학자 Allen Turing이 이러한 관점의 이론을 발전시켰고, 그에 바탕을 두

고 인간의 마음과 컴퓨터는 정보처리하는 시스템이라는 같은 원리로 보는 관점이 인지주의로 대두된 것이다. 

[행동주의 심리학과 인지과학] 1950년대에 마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지닌 과학으로 떠오르는 과정에서, 인지과학

은 기존의 심리학과는 차별화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과거 1910년대부터 심리학의 주류는 행동주의 심리학이었다. 행

동주의 심리학에서는 ‘마음’이라는 것은 관찰하거나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없고 오로지 ‘행동’만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천명하며 ‘마음’이나 ‘인지’ 개념을 과학적 심리학에서 축출하였었다. 인지주의는 이러한 행동주의 심리학의 관

점에 반발하며, ‘마음’이나 ‘인지’는 주요 과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재도입하여야 하며, 마음의 개념을 인지의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하며, 전통적 과학적 심리학의 실험실 연구법뿐만 아니라 컴퓨터시뮬레이션을 연구방법으로 사용하고, 

마음의 구조나 과정을 형식적 언어를 사용하여 기술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접근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맥락에

서 기존의 행동주의 중심의 ‘심리학’을 넘어서 형식적 접근을 강조하는 ‘마음’의 과학으로 ‘인지과학’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틀의 형성에는 심리학 혼자의 힘이나 노력보다는 수학, 철학, 싸이버네틱스, 인공지능 관련 컴퓨터과학, 

언어학 등의 분야들의 학자들의 생각이 수렴되고 융합된 것이 큰 힘이 되었다. 그러하기에 인지과학은 태생 자체가 다

학문적, 학제적, 학문간 수렴적, 학문간 융합적 과학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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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 Berkeley 대학: 중심문제는 마음(M)의 이해이고, 중심 아이디어는 마음은 컴퓨터의 

                  프로그램처럼 뇌에서 작동되는 프로그램(계산: C) 같은 것이라는 생각.

UCSD 인지과학 학과의 정의: 뇌, 행동, 계산(BBC)를 탐구하는 학문; 

Yale 대학: 마음(M)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이해하려는 학문

Stanford 대학 백과사전 정의: 마음과 지능(MI)을 탐구하는 학제적 학문

Wikipedia 백과사전 정의: 뇌(B)에서 정보가 어떻게 표상(R)되고 변환되는가를 탐구하는 학문

Ireland 기초과학연구원 인지과학학부 정의: 인지(Cog)를 연구하는 학제적 학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런데 자연지능의 한 유형인 인간 지능(intelligence)은 ‘마음’ 의 작용에서부터 비롯되는 것

이기 때문에 인지과학을 좀 더 넓게 정의한다면 ‘마음의 과학(the science of mind)’이 된다. 상

식적인 좁은 의미의 ‘마음’ 개념이 아니라(인간의 마음이라는 단수 개념이 아니라), 아메바의

마음, 동물의 마음, 인간의 마음, 컴퓨터의 인공마음에까지 이르르며 ‘행동’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의 ‘마음들’이다(그렇기에 복수 개념으로서의 ‘마음’ 개념이다.)(그림 5 참조).

그리고 컴퓨터란 인간이 만들어 낸 인공물의 한 종류이기에, 다른 종류의 인공물(각종 도구

나 다른 하드웨어와, 언어, 문화체제, 경제체제, 행정체제,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소프트웨어 인

공물 포함)까지 고려한다면, 인지과학은;

1) 마음(Mind),

2) 뇌(Brain),

3) 이 둘에 대한 모형이며 또한 인간이 마음이 만들어낸 각종 인공물의 정수인 컴퓨터

(Computer), 그리고

4) 인간 마음과 몸의 확장의 부분들이요 대상인 기타 인공물(Artifacts)(언어, 문화체제 등의

소프트 인공물과, 각종 기계 등의 하드 인공물 포함)

의 넷(M,B,C,A,) 각각에서,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5) 일어나는 정보적, 인지적(지식 형성 및 사

용적) 활동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그림 6 참조).

5) [주로 마음i와 마음들j (이것을, 뇌i와 뇌들j로 지칭할 수도 있다) 사이에서, 또는 마음(뇌)과 인

공물(컴퓨터, 로봇 포함) 사이에서, 또는 인공물i와 인공물들j 사이에서]의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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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여러 수준에서 본 마음

[그림 6]. 인지과학이 다루는 영역들

여기에는 자연히 심리학, 철학, 언어학, 신경과학, 컴퓨터과학, 인류학 등의 인문, 사회, 자연

과학, 공학의 여러 학문이 수렴되어 관여되게 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인지과학은 종래의 학문

분류를 뛰어넘는 다학문적, 학제적 융합적 학문이 된다.

일반적으로 물리학의 상대성 이론이나, 생물학의 진화론과 같이 하나의 과학은 그 연구 대상

을 보는 개념적 틀, 또는 과학적 패러다임을 지니고 있다. 인지과학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정

보처리적 인지주의라는 보는 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인지과학이 전제하는, 중요한 핵심적

인 한 생각은 인간의 ‘마음’과 ‘컴퓨터’가 (하드웨어는 다르지만) 정보처리라는 공통적인 원리를

구현하는 정보처리 시스템(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이라는 생각이다. 인간의 마음과

컴퓨터를 같은 류의 시스템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인지과학은 인간의 마음을 하나의 정보처리체계로 상정하고, 외부환경에서 들어오는 입력 자

극을 이 정보처리체계인 마음이 어떻게 처리하여 출력으로 내어 놓는 가를 탐구한다. 이러한

보는 틀에서는 인간 마음의 특성을 [입력의 특성 -> 출력의 특성]의 함수 관계로부터 추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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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

3) 정보처리적 인지과학의 보는 틀

I
인간의 마음(M)

= 정보처리체(IPS’)

= Σ[정보처리구조(S’)X정보처리과정(P’P]

인간의 마음: 정보를 해석하고 조직하며

결정하고 스스로를 점검(모니터)하는

역동적인 상징조작체계

O

려는 것이다. 마음에 대한 보는틀을 이와 같이 상정하고 나서, 정보처리체계로서의 마음의 작

용을 감각, 지각, 학습, 기억, 언어, 사고, 정서 등의 여러 과정으로 나눈 다음, 각 과정에서 어

떠한 정보처리가 일어나는가, 각 과정들은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가를 묻고, 다음으로 각 과정

에서 어떠한 정보(지식)구조, 즉 표상구조가 관련되는가를 규명하려 한다. 따라서 마음의 현상,

심리적 사건은 정보의 내용 및 정보를 처리하는 사건으로 개념화되어지는 것이다(그림 7참조).

[그림 7]. 인지주의의 정보처리적 보는 틀

마음에 작용하는 물리적 또는 심리적 조건인 자극 또는 입력을 (I)라 하고, 이 자극 또는 입

력을 받아 이에 작용하는 인간의 마음을 (M)이라 하며, 그 경험의 결과로 인간이 어떠한 형

태의 반응 또는 출력을 내어놓는 것을 (O)라 하고 함수관계를 (f)라고 한다면, 마음을 탐구하

는 인지과학자들의 과제는;

M = f (I × O)

이라는 관계를 설정하고, 마음의 내용(M)을

f (I × O) ==> M

의 관계에서 추론하자는 것이다. 실제의 연구에서는, 현실 내의 가능한 모든 I와 O를 완벽

히 표집하고 통제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에 의해 표집된(sampled) 제한된 범위

의 I'와 O'의 관계로 부터 간접적으로 마음의 특성 (M')을 추론하는 것이라고 하겠다.6)

6) 비유를 사용하여 한번 생각하여 보기로 하자. 영국비밀요원 007이 러시아의 어떤 지방의 큰 복

합단지가 군사기지인지 교육기관인지 등을 알아오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하자. 그는 그곳에 들어

갈 수가 없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멀리 밖에서 망원경을 사용하여 그 단지에 들어가고

나가는 차의 종류와 양, 하물의 종류와 양, 인원의 종류와 양, 그리고 그러한 것 들이 들고 나는

시간들을 기록함으로써 그 단지의 기능과 작동 특성을 추론할 수 있다. 그가 유능하다면 다른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특정 물품을 들여보내거나 아니면 방화를 하는 등의 사태를 유발시켜서(I),

그에 대한 그 단지의 사람들과 전체의 반응 특성을 관찰하여서(O) 그 단지의 기능을(f) 알 수

있다. 입력과 출력을 조작 또는 관찰하여 그 사이에 있는 그 단지라는 시스템의 특징(M)을 추론

하여 내는 것이다. 인지과학은 마음의 특성을 이렇게 접근하여 탐구하는 것이며,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자연과학의 여러 학문들에서도(예: 물리학이나 기상학이나)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7사고및차의성강의-교안전체2010-09.hwp 216- 216 -

인지과학은 이러한 개념적 틀을 가지고 마음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는 것이며, 기존의

전통적 행동주의적 심리학과 차별화하며, 심적 현상의 개념화, 기술, 경험적 검증에 형식적 접

근을 바탕으로 탐구를 전개한다는 의미에서(그리고 인공지능 연구 등을 포함하여 여러 학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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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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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인지과학은 ‘마음의 경험적, 형식적 탐구 과학(empirical and f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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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체로서 본다는 점에서 기존의 심리학과는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식적 기술과

탐구를 강조하다 보니, 고전적 인지주의의 인지과학에서는 형식화하기 힘든 정서나 동기 측면

보다는 비교적 형식화하기가 쉽다고 생각될 수 있는 인지 측면을 강조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각주(4)에서 언급된 것처럼, 인지과학에서의 ‘인지’란 이성이나 사고라는 좁은

의미의 인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정서, 동기,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마음’ 전체

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쓰여 온 것이다.

인지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구성한 인지주의를 구체적 학문에 적용하여 인지과학을 탄생시

킨 데는 20세기 전반의 여러 학문들의 주요 사조들이 있었다.7) 그러나 이러한 사조들이8) 하나

의 통일된 과학틀로 통합되지 못한 채, 생각의 소용돌이로 머물던 상태로부터, 1956년 MIT에

서의 정보이론 심포지엄 모임을 기회로 하나의 과학적 패러다임으로 형성되었다. 그 모임에 참

석하였던 사람들은 모두 새로운 과학적 패러다임의 떠오름에 지적인 흥분을 공감하였다. 그 패

러다임의 핵심은 인간의 마음과 컴퓨터는 정보처리 원리가 구현된 체계라는 점에서 동류의 정

보처리시스템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과학의 핵심 주제는 더 이상 에너지가 아니라 정보

(information)라는 생각이었다.9)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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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이론(theory of computation). <2>. 20세기 전반의 디지털 컴퓨터의 발달과, J. von Neuman 박

사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 ‘저장된 프로그램’ 개념의 발달. <3>. 기계의 릴레이 회로를 Boole식의

2진법 형식체계로 표현가능하다는 C. Shannon의 생각과, 정보를 양화할 수 있고 수리적으로 분

석할 수 있다는 그의 정보이론(information Theory). <4>. 두뇌는 하나의 논리기계로 간주할 수

있으며 신경세포간의 작용을 명제논리체계로 표현할 수 있다는 W. McCulloch와 W. Pitts의 인

공신경망 이론. <5>. N. Wiener의, 정보란 에너지 개념으로 환원할 수 없는 고유의 개념이라는

주장과 feedback 개념을 중심으로 한 그의 ‘인공두뇌학(cybernetics)’ 틀의 떠오름과, 시스템 이론

의 형성과 확산. <6>. 2차 대전을 전후로 한 뇌 손상자들에 대한 신경학적 연구 결과의 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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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통사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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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철학의 떠오름. <10>. 디지털 컴퓨터는 단순한 숫자조작기계라기보

다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범용 목적의 상징(기호)조작 체계 (General Purpose Symbol

Manipulation System)인 튜링기계로 간주할 수 있다는 H. Simon과 A. Newell의 생각과, 이를 구

체적으로 구현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제작 등.

8) 인지과학 형성에 영향준 이러한 사조들의 핵심적 내용에 대한 부가적 설명은 이 파일 끝의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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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중반에는 이러한 생각들과 연구결과들이 하나의 통일적 틀을 형성하지 못한 채 소용돌이로 있다가 1956

년 MIT에서 개최된 정보이론 심포지엄을 기폭제로 하여 하나의 새로운 과학적 패러다임으로 형성되었다(Gardner, 

1985; Bechtel & Graham, 1998). 

 ....... 이 심포지엄에 참여한 심리학자, 언어학자, 전기공학자, 신경과학자, 정보이론학자 등이 공통적으로 생각했고, 

깨달았던 개념은 기계와 마음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공통적인 개념틀에 의하여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오랜 역사를 

통하여 여러 학자들이 가다듬고 발전시켜온 마음-기계의 연결 시도가 구체화 가능하다는 깨달음이었다. 일반인들이 

신비하다고 생각하여온 심적 작용이란 일종의 정보 변환 및 조작이며(계산; computation), 컴퓨터 은유의 개념적 틀에 

기초하여 마음의 본질과 그 작동 특성을 접근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었다. <마음이란 본질적으로 컴퓨터와 같이 정

보처리의 문제이며, 이는 여러 상이한 학문들이 공통적으로, 협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여러 

학자들의 생각이 모아졌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바로 인지적 패러다임의 핵심적 개념, 생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바탕에서 기계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커다란 관점의 변혁, 발상의 전환을 하나의 과학적 패러다임으로 구체

화하며 그 순수이론적, 응용적 의의와 가능성을 탐구하는 새로운 종합과학으로서 자연히 샘솟듯 생겨난 것이 ‘인지과

학(cognitive science)'인 것이다. 마음과 기계의 관계성에 대한 선대들의 생각을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하나의 중요한 

자연과학적 연구 주제로 구체화하고, 그를 통하여 기계-마음의 연결을 탐구하는 마음의 과학을 자연과학의 반열에 올

려놓을 수 있다는 과학적 틀의 변혁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정모, 2009ㄱ, 142-143쪽, 일부수정)

마음과 컴퓨터를 동류의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본다는 생각은 인류 역사상에서 하나의 큰 발

상의 전환이었다. 그로 인하여 인류문화에서 새로운 시대인 디지털 시대, 디지털 문화가 열린

것이다. 마음을 정보처리적 시스템으로 보는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인

지주의(Cognitivism)이었고, 이러한 생각 하에서 인간, 동물, 컴퓨터에서의 마음과 지능의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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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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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인간관, 컴퓨터를 비롯한 인공물에 대한 관점, 세계관에 있어서 하나의 발상의 전환을 가

져오는 큰 사건이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과학철학자, 과학사학자들은 인지주의, 인지

과학의 출현을 하나의 과학적 혁명(scientific revolution)이라고 보는 것이다.

3. 인지과학의 핵심 특성

이러한 정보처리적 개념틀의 배경에서 출발한 과학혁명인 인지과학은 1950년대 이래 50여년

간을 계속 발전되고 변모하여 왔고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인지과학을 지속적으로

규정짓는 주요 특성들이 있다. 인지과학의 학문적 핵심 특성들을 선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과학은 인간을 각종 자극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의미 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저장하

고 저장된 정보를 활용하는 정보10)처리체로 본다. 마음은 이 정보처리가 이루어지는 체계이고

10) ‘정보(information)'란 무엇인가?: 정보이론에서의 ‘정보’의 개념과 인지과학(특히 인지심리

학)의 정보처리적 접근에서의 ‘정보’라는 개념 정의의 차이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정보이론가

들의 정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의 지칭으로서보다는 양적으로 표시되는 정보로서 개념화

되어 사용된다. “정보이론”은 정보의 의미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양만을 다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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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 대상 자체를 두뇌에 넣는 (presentation) 
것이 아니라 이를 다시(Re-) 상징으로 바꾸어
이것을 두뇌에 저장하고 활용

고로, ->  Re - Presentation

再 現

된 것

표상

(표상)

(표상)

1

one

3

three

< 예 >

인지적 과정은 정보처리 과정이다. 또한 마음, 컴퓨터와, 두뇌라는 세 가지가 동일한 정보처리

원리가 구현된 정보처리체계(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IPS)라고 본다. 정보처리라는 면

에서 마음과 컴퓨터는 동일한 원리를 구현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컴퓨터의 정보처리 특성에 대

한 이론에서 유추하여 인간의 심리 현상을 기술하거나 설명할 수 있고, 또 인간 정보처리 특성

에 근거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하는 컴퓨터 이론을 구성할 수 있다(Newell & Simon,

1972; Newell, 1980)는 것이 고전적 인지주의(Classical Cognitivism)의 대전제이다.

둘째, 계산적 관점(computationalism)이다(Fodor, 1975; Pylyshyn, 1984). 정보처리의 과정은

그 체계가 컴퓨터이건 인간 뇌에 바탕을 둔 마음이건 그 체계 내에 내장된 규칙에 따라 기계

적으로 진행된다. 내장된 규칙에 따라 한 정보를 다른 유의미한 정보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계산(computation)이다. 어떤 과정이 ‘계산적’이라는 의미는 산술적 의미의 계산이 아니라, 그

과정의 세부 단계 절차들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으며 형식화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effectively

or algorithmically computable) (Cutland, 1980; 이정모(1996b) 참조). 이러한 전제가 옳다면 정

보처리과정, 즉 계산과정의 세부 절차 단계들을 명확히 (적어도 어느 수준의 엄밀성을 지닌 형

태로) 규정하여 형식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 인지의 과정들을 계산과정으로 간주하

여 형식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그렇게 접근하려는 관점이 인지과학의 접근이다.

[그림 8] 표상의 본질

셋째로 표상주의이다(representationalism)(Fodor, 1975, 1981). 인지과학의 연구 대상인 마음

은 각종 정보를 획득, 저장, 인출, 변형 및 활용하는 복합적인 정보처리 체계로서 그 속에 우리

의 세계가 반영되어 있는 하나의 소우주이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세상의 물리적 대상 자체

보았고, 동등하게 일어나는 확률을 지닌 메시지들 중에서 어떤 메시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구체적으로 동등(균등) 확률을 지닌 메시지들의 선택지 개수, 즉 불확실성

(uncertainty)의 크기로서 정보를 측정하였다.

그런데 인지 현상에서는 이러한 균등 확률을 지닌 선택지의 양의 개념으로서의 정보라는

개념은 부적합하다. 거의 모든 인지 현상에서 균등 확률을 지닌 선택지들을 완벽히 파악한

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지극히 힘들다. 따라서 정확한 선택지의 양 또는 불확실성의 양으

로서의 정보의 측정은 심리학에서 무의미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까닭에, 인지과

학 일반에서의 정보의 개념은 정보이론의 양적 정보라는 개념을 부분적으로는 사용하고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메시지 의미의 개념과 연관해서 정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쉽게

풀어 이야기한다면 온갖 ‘지식의 기본 단위’로서 ‘정보(information)’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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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간 마음속에 그대로 도입하여 다루는 것이 아니다. 인간과 컴퓨터가 자극 정보를 어떠한

상징으로 기억에 저장한다는 것은 자극 자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에 대한 표상

(representation)을 저장하는 것이며11) 이는 마음과 컴퓨터 모두가 자극의 정보를 내적 상징으

로 변화시켜 기억에 보유한다는 것이다(그림 8 참조).

따라서 무엇을 안다는 것은 이들 표상간의 연관을 찾거나 새로운 관계성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앎의 과정에 대한 연구는 자극들이 어떻게 상징(기호) 표상들로 전환되

고 활용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인지과학의 핵심 연구주제는 마음이나 컴퓨터에

서의 표상의 처리과정(계산)과, 표상의 본질 및 그 구조적 특성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12)

넷째는 신경과학적 기초의 강조이다(Churchland, 1986; Gazzaniga, 1995).13)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은 본질적으로 그것이 구현되는 물리적 매체인 두뇌의 특성에 의해 그 특성과 한계가 결

정된다. 따라서 인간의 인지적 정보처리과정은 신경계 단위들 사이에서 신경생리학적으로 정보

가 교환, 처리, 저장되는 양식에 의해 그 특성이 결정된다. 또한 컴퓨터와 두뇌는, 각기 수많은

작은 정보처리 단위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의 형태와 이 단위들의 상태 변화에 의해 정보가

전달되고 저장된다는, 같은 원리를 구현한다고 할 수 있다(Churchland, 1988; Churchland &

Sejnowski, 1994).

그렇다면 두 정보처리체계, 즉 두뇌와, 컴퓨터 각각에 대한 연구는 서로의 연구에 더 좋은

설명을 도출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처리체로서의 마음에 대한 연구는 두뇌의 신경과학적

연구에 기초해야 하며, 신경과학적 연구는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연구에 많은 시사를 줄 수 있

11) 표상(表象; representation): 우리가 앎, 정보를 다룬다고 할 때, 실제 대상을 그대로 우리 머릿

속으로 가져와서 다루는 것이 아니다. 실제 대상을 우리의 뇌가 다룰 수 있는 어떤 상징이나 다

른 형태로 변환하여, 재구성, 재표현하여 다룬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루는 이러한 앎,

정보를 ‘표상(表象; representation)’이라 한다. 다시 말하여 실물 자체를 우리 머릿속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re-)-나타낸(presentation) 결과가 우리 마음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한다고 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사랑하는 사람 실물이 들어 있는 것

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심상(image)이라던가 다듬어진 생각이나 언어화 된 일화나 감정에 대

한 기억이 들어있는 것이다. 즉 실제의 대상이 아니라 다시-나타내어 추상화되어진 어떤 내용이

상징으로, 표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12) ‘representation’ 이라는 용어의 변역어에 대하여 국내 인공지능학자를 비롯한 컴퓨터과학자들은

표상이라는 용어 대신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우리말에서 컴퓨터

와 관련하여 이야기할 때는 맥락상으로, ‘표상’보다는 ‘표현’이 더 그 의미를 잘 전달하여준다고

할 수 있다.

13) 초기의 인지주의, 즉 고전적 인지주의의 인지과학이 지니고 있던 특징의 하나는 인지과학에서의

뇌의 중요성에 대한 홀대이다. 초기의 인지과학은 당시의 철학적 관점의 하나인 기능주의 철학의

‘다중구현가능성(multiple realizability)’ 개념을 도입하였었다. 이 입장은 쉽게 말하자면 정보처리

체계에서는 ‘정보처리’라는 기능적(소프트적) 정보처리 원리가 중요하지 그 원리가 구현된 하드웨

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보처리 원리가 구현되는(realization) 하드웨어는 여러 가지

(multiple)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정보처리 원리가 구현된 하드웨어가 인간의 뇌세포와

같은 생물적 하드웨어가 되었건, 아니면 인공지능시스템이 구현된 전자 칩이 되었건 간에, 그 하

드웨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정보처리 원리의 소프트적 특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철학적 입장에 바탕을 둠에 따라서 초기 고전적 인지과학에서는 뇌에 대한 탐구 없이도

순수 정보처리 과정 특성을 마음과 인공지능에서 이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입장에 대한

반발로 후에 1980년대에 [신경망적 접근의 연결주의]와 [신경과학적 접근의 인지신경과학]이 대두

되게 된다. 따라서 여기 3절에서 언급되는 인지과학의 핵심특성으로서의 ‘신경과학적 기초의 강

조’라는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인지과학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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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섯째로 다학문적 접근의 필요성이다. 인지현상과 관련된 변인들에는 신경세포의 전기 화학

적 변화라는 미시적 변인으로부터, 언어적 요인, 문화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의 거시적 변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인들이 여러 수준에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생물체로서의 인간, 정보처

리체로서의 마음, 인지, 지, 그리고 동물과 컴퓨터의 I지능(ntelligence) 등의 변인들을 모두 고

려하여 연구하려면 현상의 여러 수준 중에 어느 한 측면에서만 또는 어느 한 설명 수준에서만

연구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여러 학문들이 협동적으로 수렴된 관점에서, 다

원적 설명 수준 접근을 통해 (levels of explanation) (Craik, 1943) 인지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지과학의 핵심적 특성은 정보처리적 패러다임, 계산주의, 표상주의, 그리

고 다학문적 학제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4. 인지과학의 연구방법

인지과학은 전통적 실험실 실험법, 인지신경기법(fMRI, PET, ERP 등), 컴퓨터시뮬레이션,

현장관찰, 메타분석 등의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한다. 인지과학 실험에서(예: 분할뇌 실험,

대상인식 실험) 흔히 사용되는 독립변수에는 물리적 자극(예: 감각자극, 언어자극 등)의 특성,

또는 자극 제시양식(예: 계열적 처리 제시, 병렬적 처리 제시)과 같은 자극변수와, 개인의 정보

처리 양식, 뇌손상 부위 등과 같은 유기체 변수가 사용된다. 이러한 독립변수를 조작하여 그에

따른 (정보처리)반응 특성이 측정된다. 반응정확성, 반응시간, 반응 빈도, 비율, 난이도 성취 수

준, 시간 경과 상에서의 반응경향성의 변화 등이 측정된다.

인지과학에는 여러 학문들이 수렴되고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그 연구 방법에는 관련 여러

학문들이 지녀 온 방법들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심리학과 신경과학에서 주로 사용되던 실험실

실험법, 철학과 언어학에서 주로 사용되던 직관적 논리적 분석법과 형식적 분석 기술(記述)법,

컴퓨터과학(인공지능학)에서 주로 사용되던 컴퓨터 모의실험, 심리학과 인공지능학에서 주로

사용되던 내성보고 분석법(protocol analysis), 심리학, 인류학 등에서 사용하던 자연관찰법 및

민생방법(ethnomethodology), 담화분석법(discourse analysis) 등이 인지과학의 주 연구 방법으

로 사용된다.

물론 인지과학의 각 핵심 학문들은, 어느 한 방법만을 쓰기보다는 여러 방법을 사용하는 경

향이 있으나, 각 학문 자체의 특성에 따라 특히 선호하는 방법론을 지닌다.

심리학자들은 주로, 엄밀하게 통제된 실험실 실험에 의해 인지를 연구하거나, 자연적으로 일

어나는 행동들을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자연관찰하는 연구법을 주로 사용한다. 언어학자들은 주

로 문법적 또는 비문법적 문장들에 대한 언어 사용자의 직관을 분석하거나, 아동들의 언어 획

득 현상 또는 말실수 등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문법적 구조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을 주

로 사용한다. 인공지능학자들은 지능적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검사하여 자신의 가설을 검증하는 시뮬레이션 방법

을 주로 사용한다. 철학자들은 주로 인지과학적 이론들의 개념적 통일성(정합성; coherenc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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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좋은 인지과학적 이론들이 충족시켜야 할 보편적 제약들을

형성한다. 신경과학자들은 신경생물학적, 신경생리학적, 인지신경적 실험 등을 통해 두뇌의 정

보처리과정의 신경과학적 기초를 밝힌다.

이와 같이 분야에 따라 선호하는 연구 방법들이 있지만, 분야에 따라서는 과거에 선호하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들이 인접 분야로부터 도입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전통적으로 인문학

으로 분류되어온 철학이나 언어학에서도 실험실실험법을 사용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점차 늘고

있다. 인지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주요 방법들의 내용을 다시 묶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Lachman, Lachman, & Butterfield, 1979).

(1) 전통적 실험실 실험법과, 반응시간(reaction time)법

자연과학 일반과 심리학에서 사용해 오던 전통적 실험법이 인지과학에서도 사용된다. 인지심

리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는 전통적 실험법에 반응시간 측정법이라는 방법을 첨가하여 이

를 주요 실험기법으로 사용한다. 반응시간법은 심리적 과정들 사이의 질적 또는 양적 차이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인지심리학에서 체계화되고 세련화된 방법이다. 이 반응시간 측정

방법, 특히 선택적 반응시간(choice reaction time) 측정방법은 인지심리학의 중심 방법으로서,

‘시간이 인지이다(time is cognition)’라는 전제하에, 인지적 과제가 질적으로(특히 복잡성에서)

달라짐에 따라 정보처리시간(속도)이 달라진다고 보고, 문제상황이 조금씩 달라짐에 따라 일어

나는 반응시간의 차이에서 어떤 특정 정보처리구조 또는 작용과정이 존재하는가를, 또 그 특성

이 다른 구조나 과정과 질적으로 어떻게 다른가를 추론하는 방법이다.

(2) 인지신경(신경생리적) 방법: 뇌 기능 영상 인지신경과학 기법

신경과학과 심리학에서는 이전에는 신경섬유 절단이나, 색소 주입, 단일세포 기록법(single

neuron electrophysiology), 단순한 뇌파(EEG) 검사법에 의해 신경구조의 특성과 심리 과정 및

구조의 특성을 연결하려 했었지만, 최근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신경생리 연구 기법의 개발로 인

지과정 및 구조와 신경생물적, 신경생리적 구조와 메커니즘(기제)을 연결하는 연구방법의 급속

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인지과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인지과학자들은 다음과 같

은 자기공명영상기법,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법, 컴퓨터단층촬영법 등의 신경생리적 감지 기법

을 사용하여 뇌의 혈류, 신진대사량의 변화를 측정하며, 개선된 뇌파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제

반 인지현상과 신경계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컴퓨터단층(CAT: Computerized Axial Tomography : CT스캔법은 두개골을 180도 회전

하며 X-ray 광선을 방출하는 기계를 통하여, 뇌의 부분들에 대하여 수많은 축의 단층 회전 촬

영하고, 이를 복잡한 수리적 분석에 의해 재구성하여 최종 영상을 얻는다. 이를 통해 뇌 혈류

나, 뇌 신진대사 활동의 양을 알 수 있고, 그에 의해 알짜이머 증세, 정신분열증, 난독증 등의

이상 증상에서의 대뇌 변화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정상인의 인지구조와 과정에 대한 추론을 도

출할 수 있다.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기법: 또는 핵자기공명(NMR: Nuclear

Magnetic Resonnance)기법은 X광선을 사용하지 않고도 뇌의 전자기장서 수소원자 핵을 중심

으로 수소원자의 밀도와 주변 섬유들과의 상호작용을 탐색하여 인지과정의 추이를 연구한다.

이 기법은 뇌의 생물적 구조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전자 방출 단층 영상(PET: Positron Emission Transaxial Tomography) 기법: 이 기

법은 뇌의 구조적 측면의 변화보다는 기능적 측면의 특성을 측정한다. 이 기법은 혈관 속에 방

사선에 반응하는 물질을 주입하여, 뇌의 각 부분에서의 이 화학물질의 흡수 정도, 활용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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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고, 그 결과로 뇌의 각 부분에서의 신진대사 양에 대한 지도(metabolic maps) 영상을 획

득하여, 심적 활동에 대한 진단을 한다. 이 기법을 사용하여, 주의, 감각자극에의 반응, 의사결

정, 기억 인출 등과 관련된 인지과정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얼마 전까지도 CAT, MRI, PET 등의 기법이 해상도가 낮고, 1초에 촬영하는 영상 프레임

수가 적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나, 최근에 개발된 초고속CT는 50msec마다 완벽한 영

상을 제시하며, 최근의 ‘역동적 공간재구성(DSR: Dynamic Spatial Reconstructor)’ 기법은 3차

원적 영상도 제시해준다. 또한 MRI 기법을 개선한 fMRI 또는 echo-planar MRI(EPI) 기법은

두뇌기능에 대한 아주 빠른 속도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시해준다. 개선된 기법은 활동 중인

뇌의 부분에서의 산소 소모량을 측정하여 뇌 활동 지도(activity maps)도 제공한다.

기능성자기공명영상(fMRI: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imaging) 기법: fMRI는 MRI

를 이용하여 뇌의 기능적 활성화를 측정하는 기능적 뇌영상방법이다. fMRI는 일반 MRI와는

달리 산소의 농도차이(BOLD: blood oxygen level dependent) 신호를 반복 측정하여 뇌의 활성

화 정도를 영상화한다. 뇌의 신경 세포가 활성화되면 그 부위로의 혈류공급이 증가되어 혈류

속에 산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의 비율이 높아진다. 즉, 산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없는 헤모글로빈의 비율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 농도차이가 주변 자기장에 영향을 끼쳐 MRI

신호에 변화를 일으킨다. 이 신호를 3차원 영상으로 재구성하여 원하는 뇌 부위의 활성화 양상

을 측정할 수 있다.

fMRI는 다른 기능적 영상인 PET과는 달리 특별한 물질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어서 비침습적

이고 공간해상도도 뛰어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움직임 때문에 영상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며, 금속성 물질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시행할 수 없다. 또한 신경활동의 직접적인 측정

치가 아니라 신경활동으로 인한 이차적인 변화인 혈류를 측정한다는 간접적 측정치라는 제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이런 제한점에 불구하고 다른 어떠한 영상 기술보다 공간해상도면에서 가장

질 높은 영상을 제공하고 비침습적이어서 뇌와 인지기능의 관계를 연구할 때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는 방법이다.

기능성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는 연구에서는 주로 관심이 있는 인지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실험과제와 이와 거의 유사한 비교과제(통제조건)를 교대로 반복해서 수행하는 동안 신호를 측

정하여, 두 과제 주기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특정 인지적 처리과정에 관여하는 뇌 영역을 관

찰할 수 있다.

뇌파기법. 한편 이전부터 많이 활용되어온 다른 연구 기법의 하나가 뇌파 또는 뇌전위 측정

기법이다. 뇌파 측정 기법에는 뇌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뇌전위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과

특정 사건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 둘이 있다. 전자의 방법은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방

법인 일반 뇌파(腦電圖: EEG(electro- encephalogram)) 측정기법으로서 이는 수면과 의식의

수준 및 유형, 정서적 변화 등의 측정에 사용되고 있다. 이것이 발전된 BEAM(Brain Electrical

Activity Mapping) 기법은 뇌파의 보다 상세한 양적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뇌파 측정의 다른 한 부류는 사건 관련 전위 측정 기법으로서, 동일한 자극을 반복 제시하고

이들의 평균 전위를 획득하여 측정치를 얻는 기법이다. 이 ERPs(averaged Evoked Response

Potentials; Event Related Potentials)기법은 시간 경과상의 두뇌활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지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대체로 초기의 ERP들은 자극의 특성을, 반응지연시간이 긴

후기의 ERP들은 피험자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본다. 자극 제시 후의 정보처리 과정상에

서 개인의 주의, 기대 등의 인지적 정보처리의 미세한 차이가 이러한 ERP들을 사용하여 측정

되어진다. 뇌파기법의 최근 방법의 하나로 자리잡은 기능성근적외선기능영상(fNIR:

functional near infrared spectroscopy) 방법은 근적외선영상방법을 뇌기능 연구에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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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다. 이 방법은 근적외선을 이용하여, fMRI처럼 혈류를 측정하는데 산소와 결합한 헤모글

로빈과 산소와 결합하지 않은 헤모글로빈을 농도를 측정하여 산소소모량과 혈류증가량을 측정

한다. 이 기법은 근적외선을 감지하는 센서를 머리에 착용(머리띠형 또는 부착형)하여 센서에

서 나오는 신호를 분석한다. fMRI처럼 특정한 장비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움직임에 제약

도 없어 피험자들의 입장에서 불편감이 없이 뇌 기능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방법의 최

대의 장점이다. 또한 시간해상도도 좋으며 공간해상도도 EEG 보다는 좋다. 센서가 부착된 곳

에서만 측정치를 얻을 수 있어 정밀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특정한 뇌 부위의 기능을 확

인하거나 관심있는 영역에 대한 검증으로 사용되는 데는 좋을 것이다. 편리한 측정방식으로 인

해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될 잠재성이 크다.

(3) 컴퓨터 모의실험(simulation)과 내성보고 분석법(protocol analysis)

이론 검증을 위해 컴퓨터 모의실험 방법을 사용한다. 이에 대한 보조 방법으로 구성주의 심

리학에 의해서 사용되었으나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에 의하여 배척되었던 내성법이 내성보고

(protocol) 분석법으로 재형성되어 도입되었다. 내성보고법은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피험자 또

는 참여자의 과제 수행 과정에 대한 내성 보고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첫째로 과

제를 수행하는 사람의 정보처리과정에 대한 언어보고를 받는 방법을 정형화하여 체계화하고,

둘째로 피험자의 언어보고를 연구자가 생성한 이론적 범주화 틀에 의해 객관화시켜(흔히 컴퓨

터 프로그램으로 자동적, 객관적으로 범주화하여) 자료로 사용한다.

(4) 기타 방법

이외에 형식적 기술(記述) 방법등도 사용한다. 마음의 구조와 과정의 내용(특히 지식표상구

조)과 작용을 기술하고 설명함에 있어서 막연한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형식논리적 기술 틀에 의한다. 명제 논리를 비롯한 수리적 모형, 도식적 이론표기법, 형식문법

(언어적 문법이 아니라 심적 과정의 진행의 절차규칙구조를 의미함) 등과 같은 형식을 사용한

다.

또한 메타분석법(meta-analysis)이나 민생방법, 그리고 문학비평 및 텍스트 분석에 기초한

내용분석법 또는 담화분석법, 그리고 일반적 자연관찰법 등도 사용되고 있다. 인지적 메타분석

법은 인지에 대한 이론적 개념들이나 일련의 모형들의 이론적 구조를 종합적, 집합적으로 분석

하는 ‘이론의 이론(上位 이론)’적 분석법이다.

내용분석법 또는 담화분석법은 각종 담화(텍스트)의 내용의 세분화된 특징들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 구분하여 그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사고 양식, 기타 일반적 인지 내용을 분석

하는 방법이다. 내용분석법의 일종인 민생방법은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나 글 텍스트를 분석하

여, 사람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적 세계의 감각, 인지를 창출해 내는

가를 사회적 범주와 규칙의 생성, 사회적 사건에 대한 타협적 해석의 양식 등을 중심으로 연구

하는 인류학적, 사회학적 방법이다.

자연 관찰법은 언어학, 인류학, 심리학 등에서 인간의 인지 현상을 실험실이 아닌 자연상황

에서 실험적 통제가 없이 관찰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인지과학에서의 이러한 다양한 방법론적 특징들은 인지과학에서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

가를 결정한다.

5. 인지과학 관련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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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인지과학의 핵심학문과 주변학문

인지과학을 형성하고 있는 학문들의 관계를 핵심학문들 간의 관계와 그 학문들이 인지과학

에 어떤 주제와 방법 등을 제공하였는가를 중심으로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인지과학의 탄생

초기의 핵심 학문 분야들은 [그림 9]와 같다. 이 그림에서는 각 학문 간의 관계, 그리고 각 학

문이 기여한 연구 주제와 연구 방법 등이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핵심학문 이외에도 인지과학에 관련되어 있는 주변학문들이 인지과학의 발전함에 따

라 점점 더 확장되어 왔다. 21세기 초엽 현 시점에서 인지과학과 관련있는 주변학문 분야들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0]과 같다. 이 그림에는 인지과학 관련 모든 영역을 다 표시하지는

못하였지만, 이 그림은 앞으로 인지과학의 발전, 특히 응용인지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계속 달

라지리라 본다.

인지과학이 다루게 되는 영역들을 인지과학의 세계로 개념화하여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그림

11]과 같다.

강한 연결:

약한 연결:

[그림 9]. 인지과학의 각 핵심학문간의 관계와 각각 기여한 연구주제와 방법

[그림 10.] 21세기 초 현 시점에서 본 인지과학 관련 학문

종․ 문화 (사회)적 결정요인

진화론

형식 이론(formal theory), 내적 규칙,

전산(computational)언어학, 심적능력

두뇌․신경계 연구

뇌/이상 손상 현상

신경 구조와 과정

디지털 컴퓨터, 컴퓨터 유추,

저장된 프로그래밍 개념,

인공지능학, 프로그래밍

연구주제, 실험법, 마음,

인지, 인지공학

인식론, 심신론

과학철학, 논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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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인지과학과 관련 학문들의 연구 주제적 연관성

인지과학과 관련된 여러 학문들이 인지과학 내에서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하

는가, 그리고 인지과학과의 주제적 연관성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며, 인지과학과 관련된 주요 학

문들이 인지과학 형성에 기여한 이론, 주제, 개념, 방법들을 학문 분야별로 간략히 표로 나열하

면 [표 2]와 같다.

표에 제시된 바를, 인지과학의 핵심 학문 중심으로 요약하여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

저 철학은 인식론, 심신론, 과학철학, 논리학을 인지과학에 제공했고; 수학은 형식주의

(formalism), 계산 이론 특히 Turing기계 이론을 비롯한 자동기계(automata) 이론을 제공했고;

정보이론은 Boole식 대수 논리체계를 두뇌 과정 모형에 적용하게 하고 인공두뇌학을 발전시켰

다. 심리학은 마음과 인지라는 연구 주제와 실험적 방법을 제공했고; 컴퓨터과학은 디지털 컴

퓨터, 저장된 프로그램 개념, 컴퓨터 유추(비유), 프로그래밍 기법, 시뮬레이션 방법, 인공지능

학을 제공했다.

언어학은 형식문법론을 중심으로 한 형식 이론을 제공했고, 내적 규칙과 심적 능력

(competence)의 개념을 부상시켰으며; 인류학은 종 및 문화와 사회적 결정인의 중요성을 부각

시켰고; 사회학은 구조주의와 민생방법론을 발전시켰으며; 신경과학은 두뇌와 신경계의 구조와

과정에 대한 재개념화, 신경과학적 연구법을 제공했으며, 신경계 이상 현상과 인지와의 관계성

의 탐구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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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인지과학 관련 학문이 인지과학에 제공한 연구주제, 방법

학문 연구주제

심리학

인지심리학(Cognitive Psychology)을 중심으로 하고, 이에 발달심리학, 사회심리학, 신경생

물-신경생리심리학 등의 심리학 분야가 관련하여, 인간의 형태지각(pattern recognition), 주

의, 학습, 기억, 언어이해 및 산출, 개념적 사고, 문제해결적 사고, 추리, 판단과 결정, 창의

성과 지능, 운동행동을 비롯한 각종 행위(action)와 기술(skills) 등의 심리적 과정 등을, 실

험, 시뮬레이션, 언어보고(protocol) 분석 등을 사용하여 정보처리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컴퓨터 과학(인공지능

학 및 기타 계산적 관

점의 분야들)

기계(컴퓨터)적 시각 및 청각 대상의 지각(pattern recognition), 기계적 언어처리(이해와 산

출), 상식이나 전문가 지식의 표상, 문제해결, 기계학습 등의 정보처리와 관련하여 계산적

모델을 전통적 컴퓨터 또는 신경망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연구들을 인지과학의 틀에서 진

행한다.

언어학

언어의 문법적 구조, 언어와 인지와의 관계, 의미론, 화용론, 자연언어 처리 등 인지과정의

핵심 도구인 언어 정보처리의 문제를 논리적 분석, 실험, 시뮬레이션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함으로써 인지심리학과 인공지능학 그리고 철학의 교량적 역할을 한다.

신경과학

감각, 지각, 기억, 언어, 사고 등의 인지과정 수행과 이의 이상(異常)과 관련된 신경계의

조직과 기능, 신경적 과정들을 실험, 시뮬레이션 등의 방법으로 연구하여, 인지심리학, 인공

지능, 심리철학 등과 같은 인지과학 핵심 분야에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인지과학에 대한 이

론적, 경험적 기초를 제공한다. 신경생물학, 신경심리학, 의학심리학, 신경학, 시각과학

(Visual Sciences) 등이 관련된다.

철학

심신론을 통해 본 마음과 컴퓨터의 유추, 마음과 두뇌(물질)와의 관계, 지향성(志向性,

intentionality), 언어철학, 표상 의미의 파생, 각종 심리기능의 분화와 통일성, 인지과학의

과학철학적 기초 등의 문제를 논리적, 형식적 분석을 통해 다룸으로써 인지과학의 핵심적

기4초 개념들과 인지과학적 이론들의 가능성을 연구한다.

인류학, 사회학
인지인류학, 인지(지식)사회학 등의 분야를 통해 거시적인 측면에서 종과 사회와 문화가 인

간과 동물의 인지 양식과 표상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수학
인지과학의 수리적 모델, 수리적(계산적) 개념적 기초, 표상의 형식, network이론 등과 관

련하여 인지과학과 연결된 연구가 진행된다.

(이론)물리학

두뇌의 물리적 현상과 의식 현상을 최신 이론물리학의 틀을 적용하여 설명하고, 심신(마

음과 물질)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이론적 연구가 시도된다. 마음의 물리학(physics of mind)

이 물리학의 궁국적 개척지로 보는 입장이 있다.

기호학(Semiotics) 상징과 기호와 이들의 의미, 사용의 문제 등에서 인지과학과 관련된다.

컴뮤니케이션학 인간의 언어적, 비언어적 컴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인지과학적 연구가 진행된다.

경제학
경제 행위의 simulation modeling, 개인적, 집단적, 정책적 선택과 의사결정의 문제의 연구

에서 인지과학에 관련지워 연구가 수행된다.

상학(商學), 경영학

기업 상황에서 개인적, 집단적 판단과 의사 결정 및 선택, 정보 관리(정보의 제시 양식,

사람들 간의 정보의 분산 표상 이의 활용과정 등 포함), 인사 관리 등의 측면에서 관련된

연구가 진행된다.

도서관학
정보 구조, 정보 인출, 사용자 사이틀(interface)등의 문제에서 인지과학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된다.

교육학

독서와 이해의 교육, 수리적 그리고 과학적 사고와 수행 모델, 일반 학습 모델 형성 등의

인지 교수(cognitive instruction)방법과 관련되어 교육심리학을 중심으로 인지과학적 연구

가 진행된다. 최근에는 뇌기반 학습과학의 틀에서 많은 응용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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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정 증인의 기억과 이해의 정확성 문제, 배심원의 의사결정 문제, 배심원 선정 문제,

검사-변호사-판사의 증거 및 법조문 선택과 판단 결정의 인지과정 문제, 법정에서의 설

득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인지과정 문제, 검사-변호사-판사의 언급 내용에 대한 원고인

및 피고인의 이해와 기억의 문제 등에서 연관되어 인지과학적 연구가 진행된다.

행정학, 정치학

행정적, 정치적 체제와 구조 내에서 판단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정보의 분산,

인식(왜곡 포함), 저장, 활용 과정 등의 문제, 집단과 집단, 또는 집단(체제)과 개인간의

상호작용(인식, 태도, 신념)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인지과학적 연구와 연결된다.

광학, 음향학, 전자공학
복잡한 대상 또는 음향의 탐지와 파악과 관련하여 시가과학과 음향(청각)관련 학문들이

인지과학과 연관되어 연구가 진행된다.

음악학
음악의 지각, 음악 심리학, 연주자의 performance 모델, 컴퓨터 음악 작곡 등과 관련하

여 인지과학적 학제적 연구가 진행된다.

미학, 예술학
심미적 감각과 지각, 표현, 이의 이해의 문제와 관련하여 인지적 모델이 제시되고 이론

적, 경험적 연구가 인지과학 틀에서 진행된다.

건축학

건축은 인간의 심미적 감흥과 효율성, 편리성, 쾌적성, 유용성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본

질적으로 인간의 인지적 , 정서적, 심리신체적 속성들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인지

과학과 관련된다.

문학(이론)

인간의 삶과 각종 인지, 자아관 등이 본질적으로 넓은 의미의 이야기(narratives) 또는

텍스트(text)를 형성하고 해석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문학(비평)이론이 인간의 마음, 문

화적 활동과 과정 등에 대한 하나의 인지적 설명과 기술의 틀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인지과학과 연결된다.

의학

신경의학, 면역학, 진료의학 등의 측면에서 인지과학과 관련된다. 신경의학은 각종 신경

적 이상(異常)이 정서적, 지적, 운동적 기능의 이상과 통제(control)의 이상의 문제를 유

발한다는 점에서, 면역학은 면역학, 유전공학의 측면에서의 세포 내의 정보의 표상, 저

장, 활용이 생명-두뇌-마음에 대한 시사를 준다는 점에서, 진료의학은 진료와 치료의 대

부분이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정보가 어떻게 전달, 해석, 기억, 준수되며 신념(belief)을

지니는가에 의한다는 점 등에서 의학적 연구가 인지과학적 연구와 연결된다.

건강학, 체육학,

레크리에이션학

운동 기술의 학습과 표현, 수행의 문제, 건강에 대한 개인적 지각과 적응 대책의 선택

문제 등과 관련하여 인지과학적 연구가 진행된다.

고고학
인류의 두뇌, 마음과 지(知), 문화적 양식과 표현이 어떻게 진화, 발전해 왔는가 등과 관

련하여 인지과학적 연구와 연관된다.

과학사 및 과학철학

과학의 형성과 발달을 인간의 개인적, 사회적, 체제적인 지적 진화 및 발달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인지과학의 형성 과정과 발달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동시에 과학철학적 분

석을 통하여 종합과학으로서의 인지과학의 개념적 기초를 규명하고 그 한계성과 가능성

을 규명한다.

표에서 언급된 학문 이외에도 국내에서, 인간공학, 산업공학, 감성공학, 소프트과학, 인지공학,

뇌과학 등의 이름 아래 진행되고 있는 연구분야들도 인지과학의 개념과 이론의 응용적 적용의

분야들로서 인지과학적 연구들이 그 핵심이 되어 진행되고 있다.

한 가지 첨언할 것은 정통적인 인지과학의 입장에서는 이들 학문들이 모두 연결되고 그 연

결의 인지적 측면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 기존의 학문 분야들 중에 어떤 분

야들에서는 이러한 연관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거나 무시하고 있다 경향도 있다는 것이다. 특

히 국내에서는 아직도 일부 사회과학이나 공학 분야에서 그러한 경향성이 강하다. 과학과 세계

를 보는 관점이 인지과학에 의해 재구성되고 있지만 그 당위성이나 필요성이나 변화 경향과

미래의 학문 경계와 과학관의 재구성의 필연성을 국내 학계나 연구자들의 상당수가 아직 인식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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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과학의 세계들

[그림 11]. 인지과학의 영역 세계

6. 인지과학 내의 접근 수준과 설명

인간의 마음의 본질과, 그 마음이 작동하여 발생시키는 여러 현상은 하나의 복잡계(Complex

System)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14) 이러한 복잡계 현상은 과학적으로 단일 수준에서 접근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하기보다는 현상의 복잡성 여러 수준에서 접근하여 탐구하고 설명할 수 있

다. 그렇게 다원적 접근을 하여야 마음이라는 하나의 복잡한 현상의 설명이 어는 정도 가능하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인지과학은 그 연구 대상을 어떤 수준에서 접근하여 마음과 지능의

여러 특성을 설명하려 하는가?

인지과학은 미시적으로는 신경세포 수준을 비롯하여, 점차 수준을 올라 기면서 신경시스템

수준, 인공지능시스템 소프트웨어 수준, 개인의 심리적 및 행동 수준, 사회문화적 수준 인류학

적 수준 등의 거시적 수준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현상을 접근하여 탐구하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나 컴퓨터가 인간의 얼굴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연구하기 위하여 망막

수용기세포나 뇌의 시각 시각중추의 특성을 신경과학적 수준에서 연구할 수도 있고,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기계적 시각 과정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탐색, 접근할 수도 있

고, 얼굴 모양을 여러 형태로 조작하거나, 제시 시간 등의 방법을 조작한 인지실험실 실험을

통하여 인간이나 동물이 대상 인식에서 대상의 모양을 이루고 있는 시각적부분 특성들을 어떤

식으로 주의하며, 정보처리하고, 인식하고, 기억하며 또 활용하는가 하는 정보처리적 반응 특성

을 중심으로 연구할 수도 있고, 사회적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탐구할 수도 있다. 또

한 인간의 마음이란 구체적 신체를 통해 진화된 두뇌에서 진화사의 후기에 출현되었기에 진화

14) 컴퓨터의 마우스를 창안한 Engelbart 박사와 21세기 초에 ‘지식서비스’라는 분야를 창출한

Spohrer 박사는 모두 IBM의 아이디어 리더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2004년에 뉴욕학술원에서 발표

한 논문에서 이들은 세상 현상을 모두 복잡계 현상으로 보며 이를 다시 나누어 자연계와 인공계

로 나누고, 자연계를 다시 물리계, 생명계, 인지계(Cognitive Systems)의 셋으로 나누고 있다. 이

런 틀에 의하면 기존의 국내 학문(과학) 분류체계나 대학 학문 체계가 미래에는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12.4. 절 의 [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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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 진화심리학 수준에서 접근하여 얼굴 인식의 진화심리학적 설명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인지과학은 어떠한 주제들을 연구하는가? 인지과학의 연구 영역은 편의상, 크게 기

초연구 영역과 응용연구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기초와 응용을 이분법적

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기초 영역과 응용 영역을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을 정도로

인지과학의 응용분야와 기초이론 분야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7.1. 인지과학의 기초 연구 영역.

인지과학의 기초연구 영역으로는, 인간과 동물의 시각, 청각 등의 지각 현상, 주의, 형태 지

각, 심상(心象; imagery) 표상, 기억 구조와 과정, 지식 표상 구조, 언어 이해와 산출(말, 글

등), 문제해결적 사고, 추리, 판단 및 결정, 인간 전문가, 신념체계, 사회적 인지, 인지발달, 인지

와 정서의 관계, 인지의 문화적 기초와 차이, 인지의 신경생물적/ 신경생리적 기초, 신경망 모

형, 언어 의미론, 통사론, 화용론 등의 인지의 언어학적 기초, 표상의 본질, 심신론, 계산주의의

가능성 등의 심리철학적 문제, 기계적 영상 처리, 기계적 말 지각 및 산출, 기계적 자연언어 처

리, 기계적 학습, 기계적 문제해결, 추론기계, 전문가 체계, 로보틱스, 인공 마음 등이 있다.15)

7.2. 인지과학의 응용 연구 영역.

인지과학의 응용 연구 주제도 광범위하다. 인공지능, 일상생활 환경 일반에서의 적응 및 환경

인공물 디자인, 인지공학,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 인간공학 및 감성공학, 로보틱스, 학습

과 교육, 도덕과 윤리, 제도와 경제(행동경제학, 인지경제학, 신경경제학, 인지행정학 등), 정치

인지과학, 법적 인지, 뇌손상자 또는 정신박약자 및 노년의 인지적 관리, 과학학(Science of

sciences), 인지문학, 인지미학, 인지예술학, 응용인지사회심리 등의 분야에서, 인지과학의 응용

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지과학의 대표적 연구 업적들을 통해 주목 받는 연구 분야를 살펴보면

다과 같다.

7.3. 각광받은 인지과학 연구 분야와 주요 연구 결과

[분할뇌 연구]: 일반인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아마도 뇌의 좌우 반구의 기능의 차이에

관한 연구일 것이다. 분할뇌 연구라고 불리는 이 연구의 시작은 Sperry라는 신경심리학자와 그

의 연구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최근의 분할뇌 연구에 의하면, 좌반구는 생득적이고 고도로 특수한 언어기능(음운, 문법처

리), 논리기능을 소유한 반면, 우반구는 세상 지식의 활용에 더 초점이 주어진 처리를 하며, 경

험에 기초하여 보다 일반적인 목적(비언어적) 처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또한 좌뇌는 시

간적 관계성에 강조를 두며 단편적, 분석적으로 처리하며 세부 측면에 강조를 두어 처리하는

반면, 우반구는 공간적 관계에 특별한 강조가 주어지며 총체적으로 정보처리한다는 것이 부각

15) 상세한 내용은 이정모(209ㄱ)의 2부의 여러 장(6장. 철학과 인지과학/ 7장. 뇌와 인지/ 8장. 인공

지능: 인지과학적 접근/ 9장. 시각과 계산/ 10장 학습과 기억/ 11장. 언어와 인지/ 12장. 사고 /13

장. 정서와 인지, 마음의 진화)과 이정모 외 지음(2009). ‘ 인지심리학’ 책의 내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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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또 좌반구는 선형적으로 처리하나, 우반구는 전체모양 중심으로 처리한다던 지, 우

반구는 새로운 것(novelty)의 정보처리에, 좌반구는 친숙한 정보처리에 더 잘 반응한다던 지,

우반구가 복잡한 정보를 더 잘 통합하며, 언어처리에 있어서 언어표현의 억양과 운율에 더 민

감하고, 맥락적 처리를 더 담당한다는 등은 모두 ‘어떻게’ 처리 하느냐에서의 차이와, 하나의 심

리적 과제 수행에서 좌우반구의 상호작용, 공조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러한 좌우의 차이가 절대적이고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과제의 성질, 피험자들의 경험, 기존의

전략 등의 여러 변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이성과 감정의 분리 불가 연구]: 동물의 진화 과정에서 동기와 정서를 담당하는 부분의 뇌

가 인지를 담당하는 뇌 부분보다 먼저 진화되었으며, 동기와 정서를 담당하는 뇌가 인지 일반

을 담당하는 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견해가 점차 수용되고 있다. 미국의 신경과학자

A. Damsio 교수는 정서가 이성적 처리인 의사결정 과정의 밑바탕에 있음을 주장하는 이론과

실험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는 안와전두엽 피질이 손상된 환자와 정상인을 대상으로 실험하였

다. 정서적으로 중립적인 평온한 농가 사진 등과 정서를 유발시키는 심하게 부상당한 사람, 나

체, 심한 재난 등의 사진을 보여준 결과, 정상인은 중립적 사진과 정서적 사진에 다르게 반응

하였는데, 환자는 중립적 사진과 정서적 사진에 같은 정도의 정서적 흥분(피부전도 반응)을 보

였다. 이 결과는 안와전두엽이 인지와 관련된 정서를 담당하고 있음과, 인지적 결정을 할 때에

그 밑바탕에 정서가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Damasio 교수에 의하면 판단과 의사결정은 어떤 행위의 결과에 대한 정서적 평가에 의하여

인도된다. 즉 결정과 선택에는 대부분 정서가 개입되게 마련이고, 인간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합리적 결정을 하기보다는 제한된 시간에 빠르게 이득과 비용을 계산하여(대부분 무의식적으

로) 과거에 효율적이었다는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이것이 D. Kahneman 교수가 이야기하는 편

의법적, 간편법적 휴리스틱스적 사고의 한 예이다). 그러한 결정은 특정 선택 행위와 관련하여

신체적 반응이 나타나는 지표(예: 긴장하여 땀나는가 아니면 몸이 이완되어 있는가 등)를 참고

하여 무의식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의사결정과 선택이 이러한 신체적 지표중심으

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성적 판단에 정서적 기억이 필수적이며 밑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이다.

[시각 정보처리 연구]: 시각적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인지적, 신경적 과정을 연구한 심리학

자, 인지과학자들은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들을 내어놓았다. 터미네이터 영화를 보면 터미네이

터가 어떤 대상을 추적하려 할 때에 터미네이터의 눈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

상의 윤곽선 중심의 이미지를 몇 차례 변환시키면 포착한다. 그 영상을 보면서 영화기술자가

아니면 컴퓨터 전문가가 그런 이미지를 도출하여 영상화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영

화, 그리고 유사한 다른 영화에서 로봇이 대상을 보는 과정을 영상화 한 것은 사실은 젊은 나

이로 요절한 인지심리학자인 David Marr라는 인지과학자가 연구해낸 것을 그대로 빌려다 쓴

것에 지나지 않는다. Marr의 1980년대 초의 책(Marr, 1983)에 이미 터미네이터 시각 이미지의

단계적 변화의 기본 이론과 영상들의 기초가 계산시각 이론으로 다 제시되어 있다. 터미네이터

영화의 성공의 한 측면이 인지심리학적, 인지과학적 연구 결과에 의존한 것이다.

-그림 생략 -

[그림 12]. David Marr가 제시한 계산 시각 이론에서의 시각자극 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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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로보틱스 연구]: 인공지능은 정보처리적 패러다임 틀 안에서 형성되었기에 인

지과학의 한 영역이다. 인공지능은 초기 인지과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바인, 인간의 문제해결

적 사고를 기계인 컴퓨터에 논리적, 형식적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것을 주 관심사로 삼았다.

이외에도 인간과 같이 서양장기를 둘 수 있는 체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시각 대상을 인식하는 기계적 시각 인식 시스템, 말소리와 글자 인식

시스템, 의료진단 등 각종 전문가 시스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기타 각종 생활장면 및 교육

장면에서의 지능 프로그램들을 연구하여 내었다, 오늘날의 우리가 누리는 많은 디지털 응용 소

프트웨어는 인공지능과 인지과학의 생각들이 엮어져서 이루어진 것이다.

최근에는 로봇의 발전과 더불어 로보틱스, 인공지능, 인지과학적 생각 등이 연결된 영역들이

많이 연구되고 응용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 인간처럼 대상을 지각하며, 반응하고, 언어를 이

해하고 사고하는,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로봇이 인지로보틱스(Cognitive

Robotics)라는 주제와 연결되어 연구되고 있다.

[언어 습득 연구]: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말을 배우는 것인가,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을

가르칠 것인가, 외국어는 어떻게 학습되며 또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모국어와 제2외국어는

어떠한 간섭과 촉진효과 관계를 갖는가, 언어와 사고의 관계는 어떠한가, 동물과 인간의 언어

사용과 이해의 차이는 무엇인가, 수화는 어떻게 이해되는가, 어떻게 하면 글과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는가, 음성인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컴퓨터가 음성인식, 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

한 정보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등에 대한 기본 이론과 응용가능한 결과들이 언어학과 심

리학, 컴퓨터과학이 연결된 인지과학적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

[인간 판단과 결정의 편향성 연구]: 인간의 사고는 편향성이 심하며 오류 투성이다. 왜 그런

가? 인간은 판단과 의사결정에서 어떠한 알고리즘과 편의법(휴리스틱스)을 사용하는 것이며 컴

퓨터가 스스로 판단결정하기 위하여는 어떤 알고리즘과 휴리스틱스를 도입하여야 하는가 등이

인지과학에서 연구되었다. 선택의 결과가 이득이냐 아니면 손실로 기술되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에 대해 전혀 다른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판단과 결정의 비합

리성 특성을 연구하고, 특히 경제 상황에서의 사람들의 사고의 비합리성을 밝혀낸 업적이 인정

되어서 프린스턴 대학 인지심리학자 D. Kahneman 교수는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이러한 연구에 바탕을 두고 경제학에서는 행동경제학이라는 분야가 탄생하였다.

이외에도 수많은 인지과학 응용 연구들이 있다. 컴퓨터, 핸드폰, 리모콘, 자동차 운전석 및

비행기 조종석, 건물 등을 인간에게 가장 편리하도록 디자인 하는 인지공학적인 연구를 비롯하

여 인간의 인지, 학습능력을 최적으로 향상시켜주는 시스템 연구 등 여러 응용연구들이 인지과

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여러 유형의 문제상황들에 적용

되어 해결안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일어난 대구참사에서 그리고 이

후에 일어난 태풍이나 눈 피해에서 우리가 당한 재난의 대부분이 인재이다. 이러한 재난은 상

황 전, 상황 중, 상황 후의 사람들의 상황 지각, 의사소통, 대처 처리 등이 모두 인간 요인, 특

히 인지적 정보처리가 잘못되어서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예방하고, 처리하는 등의

과제도 실상은 인지과학의 기본원리를 응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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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미래에 부각될 응용인지과학 분야

인지과학의 응용분야 중에서 현재에 어느 정도 부각되어서 중요성을 인정을 받고 있으며 미

래에 중요성이 더 커지리라고 예상되는 분야 몇 개를 중심으로 예상되는 미래 경향을 열거하

겠다. 필자의 주관적 직관에 의하여 몇 개의 분야를 언급하기로 한다.

첫째는 인지공학이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과 인지로보틱스가 연결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응

용인지신경과학이고, 네 번째는 학습과학이고, 다섯 번째는 인지기능향상 분야이고, 여섯 번째

는 인지생태공학이고, 일곱 번째는 인지과학의 사회과학적 응용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인지공학]

인간공학, 정보공학 등을 연결하고 스마트(smart) 환경, 생명정보공학 등을 연결하고 각종

사이버 공간차원과 관련해서 적응적이고 효율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인지공학의 작업

들이 더욱 발전하리라 본다. 인공물 디자인 관련 인지디자인이라는 분야가 떠오를 것이라고 예

상할 수 있다. 인지특성이나 정서, 동기특성을 통합해서 그것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반영해

서 구현을 하는 것이다. 각종 문화생활, 작업, 학습시스템 등의 소프트웨어 디자인이나, 생활환

경, 작업환경에서 사람들이 상호작용하게 되는 하드웨어에 인간의 인지특성이 반영되게끔 디자

인하는 분야가 부각되리라 본다.

[인지컴퓨팅, 인지시스템, 인지로보틱스, 싸이버물리적시스템]

인공지능 연구에서는 요즘은 인지컴퓨팅(cognitive computing)이나 인공인지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전통적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념을 넘어서서 인지과학, 신경과학

등을 연결하여 구체적인 생물적 몸과 뇌를 지닌 지능시스템의 특성을 규명하고 구현하려는 노

력들의 대두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인공지능, 인지과학, 컴퓨터과학, 로보틱스, 신경과학이 연결되어서 로봇에 인간

의 인지발달, 정서발달 특성이 도입된 발달로봇의 개념이 도입된 그런 식의 로봇 시스템을 구

현하는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스스로 학습해서 발달하며 상위 인지적 능력을 가진 로봇을

만드는 작업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집단(로봇-사람; 로봇-로봇)의 일원

으로서 팀으로 작업하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 것도 이 분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마음이론(ToM; Theory of Mind)이 중요하여지리라 본다. 다른 사람이(로

봇이)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며, 느끼고, 생각하며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

고 예측하는가가 마음의 이론의 주제인데, 그러한 사회적 인지 능력이 반영된 로봇을 만드는

분야가 부각되리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공동체 등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지시스템(CogSys)' 연구 및 개발에

주목할 수 있다. 유럽공동체에서는 인지과학, 컴퓨터과학, 심리학, 로보틱스 등의 분야들이 수

렴, 연결되어서 '인지시스템(CogSys)' 이론연구 및 구현 연구가 학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16)

인간처럼 환경에서 지각하고, 이해하고, 사고하고, 움직일 수 있으며, 맥락-상황 특수적인 지식

을 가동시켜서 인간과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물리적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다. 현재 과

학기술 상태로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고 앞으로 수년간 그 목표를 도달하기 어렵지만

이 인지시스템의 목표 달성은 인류의 과학기술이 이루어내어야 하는 목표라고 본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가 여러 가지 인지과학적, 인지공학적, 신경과학적, 인공지능적 주제에 대한

16) 유럽의 http://www.cs.bham.ac.uk/research/projects/cosy/index.ph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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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학문적 학제적 접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인공지능, 인지과학,

심리학의 여러 하위분야에서 연구되던 영역들을 수렴하고 통합하여, 그러한 연구개발 시나리오

의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실증하여 보이는 로봇시스템의 계속된 연구의 기초를 이루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공지능, 인지과학, 로보틱스의 활발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인공지능 연구는 통합적

인공 지능을 보였다고 하기보다는 서로 연결이 안 된 낮은 수준의 능력, 벌레 수준의 지능, 능

력을 보인 것에 불과하다. 로봇이 스스로 자신을 이해한다든가 하지 못하고 기타 인지적 능력

에서 융통성이 없는 낮은 수준의 지능과 수행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인공지능/로봇 시스템이 이러한 수준에서 머물렀던 주 이유는 관련 분야의 연구들이 연결이

안 되어있었고 연구 팀들이 아주 작은, 그리고 협소하게 정의된 문제에만 - 예를 들어, 좁은

의미의 시각, 언어, 학습, 문제해결, 모바일로봇 등 - 성과를 내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었던 까

닭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관련 타 학문의 개념, 이론, 경험적 결과들을 융합적으로 이해하려하

거나 연계하지 않고 공학 자체의 개념과 틀 중심으로만 접근하려 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극복되어야 한다. 관련 학문분야들에서 제공되는 학제적 아이디어를 사용하

여, 여러 다양한 능력들을 통합적으로 조합하여, 최소한 몇 살 안 된 인간 아이와 같은 중요한

(사소하지 않은) 능력들을 지닌 그러한 아주 유능한 로봇의 틀을 탐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추상적 인공지능 시스템이 아니라 구체적 몸을 지닌(embodied; 체화된, 육화된), 통합된, 다

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지능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하여 관련 필요조건들, 아키텍쳐, 표상

(표현) 양식, 온톨로지(ontology) 유형, 추리유형, 지식유형, 기타 여러 메커니즘들에 관하여 여

러 다른 추상 수준의 (물리적 수준, 계산수준, 인지수준, 언어수준 등) 이론들을 도출하여야 한

다. 이러한 이론은 스스로 자가 수정하는 아키텍쳐(architecture)의 동역학체계의 여러 특징들과

관련된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심리학과 언어학 등의 유관 학문에서 제공

되는 경험적 결과들과 컴퓨터과학, 소프트웨어공학, 인공지능(로보틱스 포함) 분야에서 달성한

연구 결과들 위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응용인지신경과학]

응용인지신경과학은 인지신경과학의 응용, 인지신경약물학 측면의 응용, 신경공학 측면의

응용을 생각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인지신경과학의 응용에는 인지적 측면의 소프트웨어적 문

제를 먼저 생각하여 볼 수 있는데, 뇌손상을 통해 감각, 지각, 운동제어, 주의, 학습, 기억, 언어,

사고, 정서 등의 인지적 측면에서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지기능 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개발하여 실시하고, 또 진단된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인지적 기능의 재

활, 개선을 도출할 수 있는 인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 분야

는 뇌손상 없이 자연스런 노화로 인하여 인지기능이 쇠퇴한 노년층의 인지기능 진단 및 개선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분야와도 연결된다.

인지신경약학(cognitive neuropharmacology)의 영역에서는 위와 같은 뇌손상 환자, 노년, 그

리고 정상인들의 인지기능, 정서적, 동기적 기능을 보강 또는 개선할 수 있는 약물의 개발과

적용의 영역이 될 수 있다. 이 분야는 신경생물학, 약물학 등이 인지과학과 연결되어 이루어

내는 분야로 앞으로 촉망받는 분야의 하나가 되리라 본다.

다음에 응용 인지신경공학적 측면은 인지신경보철(cognitive neural prosthetics) 영역과 같이

감각 지각 운동 능력을 높여주게 하는 하드웨어적 - 생체 칩이라든지, 생체근육이라든지, 인공

근육이라든지 - 대체 및 보정 수단을 개발하고 활용하거나, 인터페이스 시키는 영역이 해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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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BCI 분야, 뇌와 로봇을 연결하는 BRI 분야들이 빠르게 발

전하고 그 분야가 차지하는 역할이 증대되리라 본다.

[학습과학]

이는 각종 학습상황, 교육상황에서 효율적 인지기술을 증진하는 기법을 개발하고 응용하는

분야이다. 학교나 산업 군사상황, 일반 회사 및 행정기관 등에서 인지적 적응학습기술 프로그

램을 개발해서 그것을 응용하는 것이다. 각종 가르치는 방법, 멘토링(mentoring) 하는 방법, 인

간이나 지능적 로봇시스템이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 등의 기술의 개발과 그것을 소프트웨

어로 구현하는 것들이 속할 수 있겠고, 판단과 의사결정의 오류 대처 인지적 기술, 수학적, 과

학적 사고 학습기술의 개발과 적용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뇌기반학

습과학 분야의 중요성과 역할이 인정되고 있다.

[인지기능향상 분야]

인지기능향상(cognitive enhancing: CE) 또는 인지기능증강(cognitive augmentation)이라는

분야가 앞으로 급속히 발전되어야 할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NBIC 융합과학기술의 응

용적 미래 목표를 생각해보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일반적 일상 삶의 각종 편리를 가져

다주는 도구의 연구 개발과 인간의 신체적 건강, 장수, 수명, 기능 증강과 관련해서 생명공학적

연구가 이뤄져야 되겠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인간의 인지적, 지능적, 심적 기능을 향상하고 증

진시키는 응용인지과학적 연구가 이뤄져야한다고 볼 수 있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 상황에 근거하여 예측한다면, 각종 일상의 장면에서 소

프트웨어적 인공물이 개개인의 인지적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적극 개발될 수도 있고, 앞으

로 신경생물과학에서 인지적 기능을 높이는 생화학물질이 발견될 수도 있고, 미래 컴퓨터 기술

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로봇, 인간이 연결되어 인간이 인공물과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인지기

능을 발휘하는 그러한 체계가 개발될 수도 있다. 미래에 각종 인지적 기술을 증진시키는 분야

가 인지적, 심리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의 개발이 중요하게 되고 그것이 인지과학의 응용의

핵심분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인지기능 향상 주제영역 중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인지적 능력 기능의

향상, 교육장면(학교나 산업)에서의 인지적 기능의 향상, 노년기의 인지적 기능의 향상, 유전적

원인이나 뇌 손상 재난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일반적 인지기능이나 사회적 인지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의 인지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그러한 분야들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

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은 인류의 물질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과, 신체적 생명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이 강조되어서 발전하여왔는데, 앞으로 미래 응용 과학기술은 그런 생명적, 물

질적 측면이 계속 발전이 되면서, 동시에 추가적으로 인간의 인지적 기능의 극대화와 심리적

삶의 질을 최적화하고 향상하는 데에 강조가 주어질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17) 미래예측 과학

자인 R. Kurzweil 박사가 예측하는 ‘특이점’의 시대가 도달할 미래, 즉 인간의 마음과 기계의

17) 컴퓨터 마우스를 최초 창안한 D.C. Engelbart 박사와 21세기에 지식서비스 분야를 창출한 J. C.

Spohrer (둘 다 IBM 소속) 박사가 2004년에 지적한 바에 의하면; 인간진화 1 단계와 관련된 과

학기술은 자연환경에서의 인간의 몸의 양육과 보호에 있었다면, 이제 2단계에서는 정보가 풍요로

운 환경에서의 마음을 육성시키는 일이 과학기술 개척자의 과제가 된다(Spohrer & Engelbar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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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이 차별되지 않고 연결될 그러한 미래를 생각해보면 ‘인지능력 향상’은 인지과학의 중요한

응용분야가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생태적 인지공학].18)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급격한 정보통신 혁명으로 미래사회가 복잡하게 되고 디지털 정보

환경이 복잡화 되면서 개개인의 인지적 적응이 어려워졌고 디지털 기술이 부족한 사람은 인지

적 공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에 대처할 새로운 응용학문이 필요한 것이다. 인지과학 원리에

기초해서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생태적 인지기술이 미래의 인류사회의 하나의 대안적 분야로

서, 인지과학의 응용분야로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물론 이는 앞에 열거한 다른 분야와

밀접히 연계되는 분야이다.

미래 복잡한 디지털 환경에서 상황이 다양하게, 그리고 빠르게 변화될 것인데, 그렇게 변화

되는 것에 따라서 시간 개념, 거리개념, 자아개념, 인간관계 개념 등이 계속 변화하고 그런 상

황에서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적응하는 데에 필수적인 인지기술이 변화되는데, 시민 개개인이

이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다. 아니면 이런 불편함

이 생기지 않도록 환경의 인공물들을 효율적이고 사용하기 쉽게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하

는데 그러한 것이 생태적 인지(또는 인지생태)공학의 문제로 볼 수 있겠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미래 사회에서 개개인이 당면할 가장 절실한 과제는, 먹고 사는 문

제, 건강 유지 문제가 어느 정도 충족된다면, 인지생태학적 적응 문제일 것이다. 복잡한 디지털

가상환경, 정보적 환경에서 개개인이 효율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부적응하는 문제가 생기고,

적합한 인지기술을 각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개인적 일상의 그리고 사회

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도록 인간과 환경 간에 조화롭고 지능적이

고 효율적인 상호작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는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그

런 역할을 인지생태공학이 해줘야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인지생태공학의 분야가 출발하

고 계속 발전하는 데에 인지과학은 큰 역할을 하리라 본다.

[인지과학의 사회과학적 응용]

다음으로는 인지과학의 사회과학적 응용이다. 지금까지는 IT와 관련된 공학적 측면, BT 즉

생명과학과 관련된 공학적 측면을 얘기했는데, 인지과학의 사회과학적 응용측면도 있다. 사회

제반현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에서 설명한 공학적 인공물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다.

그러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인지과학과 관련해서 진화심리학에서 밝혀낸 이론들과 사회과

학 이론을 적용해서 사회문제의 여러 측면 특히 집단적 인지 왜곡이나(한국의 광우병 관련 오

해 상황, 2차대전전 독일의 반유태인 여론 형성 상황, 한국의 진보-보수 간의갈등 등) 인지적

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축소화시키는 것이 인지과학 응용의 사회과학적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인지과학적 이해를 통해서 종교적 갈등을 줄인다든지, 도덕․윤리의 인지과학적

이해를 통해서 관련 사회체제를 재구조화하는 시도를 한다든지, 경제라든지 법, 정치, 교육 제

18) 여기에서 말하는 생태적 인지공학의 개념은 R. Dukas 류의, 동물의 인지와 관련되고 진화적으

로 탐구되는 그러한 자연적 ‘인지생태학의 개념도, M, Friedand 류의 감각, 지각 위주의 인지생태

학의 개념도 아니고, 그보다는 Jonathan Bishop 류의 ’생태적 인지(Ecological Cognition)‘ 위주의

인지공학 개념이다. (참고: Jonathan Bishop/ Ecological Cognition: A New Dynamic for

Human-Computer Interaction:

http://www.scribd.com/doc/4680038/Ecological-Cognition-A-new-dynamic-for-humancomputer-i

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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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및 재난안전체제에서 사람들의 적응특성 등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사회 환경을 재구조화하는 등이 인지과학의 사회과학적 응용 측면이다.

8. 인지과학의 단계적 발전 역사 

8.1. 인지과학의 주요 사건 연대 표

인지과학의 발전 역사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들이 여럿 있다. 이들을 일일이 차례로 설명하기

보다는 다음과 같이 표로 만들어 [표3]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사건들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 중에서 1956년 이전의 사건에 대하여는 이정모(2009ㄱ)의 2장 3장의 내용들을 참조

하기를 바라고 생략한다. 1956년 이후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 절 8.2. [인지과학의

발전 단계] 및 9절의 [인지과학의 제도화]의 문단에서 자연히 설명되므로 [표3]에 대한 세부 설

명은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표3]. 국내 및 국외 인지과학에서의 주요 사건의 연대기1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국외의 인지과학 관련 주요 사건 연대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1936-1937 튜링기계 이론 발표

- 인지과학과 현대 디지털 컴퓨터 출발의 뿌리가 된 튜링기계이론이 Allen Turing(1935, 1937)에 의하여 1935년에 생

각되어 1936년 5월 31일에 영국 ‘런던수학학회’에 제출되고 1937년 2월에 출간되었다. 하나의 기계가 모든 계산을 다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은 오늘 날에는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1940년대 당시에는 혁명적인 생각이었다.2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1943 년에 일어난 주요 사건

1. McCulloch, Warren S., & Pitts, Walter H. (1943)가 신경세포간의 활동을 논리적 대수로, 명제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논문 발표. 뇌와 신경계가 수많은 신경세포들의 망으로 이루어졌으며, 신경세포들 하나하나가 기본적으로 활

성화되거나(ON), 안되거나(OFF) 하며, 신경 흥분을 인접 신경세포에 전달하거나 안 하는 것이 기본 활동이며, 이는 

이진법적 스위치와 같은 양상이기에 두뇌도 정보를 2진법으로 처리하는 기계로 개념화 할 수 있음을 논하여, 전기-

전자 컴퓨터의 기계적 과정이 뇌와 신경계에 대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2. Rosenblueth, Arturo; Wiener, Norbert; & Bigelow, Julian (1943)가 싸이버네틱스와 인간행동, 피드백 등의 개념을 

연결한 논문 발표.

3. Craik, Kenneth J.W. (1943)가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을 여러 수준에서 접근하여 과학적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그렇

기에 모든 현상을 미시적 물리학 이론으로 설명하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잡성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거시적 

인지수주준의 설명도 과학철학적으로 필요하고 타당하다는 시사를 줌) 논문 발표.

19) 이 표의 내용은 2008년에 만들어진 해외의 ‘인지과학 역사에서 중요한 일자들’이라는 자료

(사이트 주소: http://www.cse.buffalo.edu/~rapaport/575/F07/7keydates.html)

    의 내용을 참고하지만 이를 보완하고 한국내 인지과학 관련 사건들을 첨가하여 작성한 내용이다.

20) 튜링기계에 대한 설명은 다음 사이트 자료 참조: (http://plato.stanford.edu/entries/turing-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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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1950 년에 일어난 주요 사건

1. 튜링 테스트 개념 등장. 앨런 튜링은 ‘기계는 사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주어진 문제 해결적 사고 

상황에서 판단자가 기계(컴퓨터)의 출력과 사람의 출력을 구별할 수 없다면, 그 기계는 인간과 같은 사고를 하였다고 

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튜링테스트(Turing Test) 개념을 제시함(Turing, 195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1956년에 일어난 주요 사건

1. Dartmouth Summer Research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1956년 여름.

- J. Mcarthy 등이 기획하여 1956년 여름에 다트머스대학에서 한 달 간 열린 싸이버네틱스, 정보, 계산 등의 주제에 

관한 학회 모임. 인공지능(AI)의 개념이 처음 사용됨

- 참석자: J. McCarthy, M. Minsky, N. Rochester, C. Shannon, R. Solomonoff, O. Selfridge, T. More, A. Samuel, 

H. Simon, &  A. Newell.

http://www-formal.stanford.edu/jmc/history/dartmouth/dartmouth.html

2. MIT에서 1956년 9월 11일에 개최된 IEEE Symposium on Information Theory.

 이 학술모임에서 발표된 주요 논문은 다음과 같다 (학자: 논문명: 주요 내용)

1. Newell & Simon : "Logic Theory Machine": (계산 기계에서 사용되는 정리의 증명 제시)

2. Chomsky: "Three models of Language“: (변형생성(TG)문법에 기초한 언어 산출 모델 제시)

3. George Miller: Magic Number 7 +or - 2 (인간 기억이 정보처리적 과정임을 보임, 처리용량의 중요성 제기.

위의 두 학술모임이 인공지능은 물론, 인지과학의 출발에 획을 긋는 모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모임들에서 여러 아

이디어들이 제기, 토론되고 수렴되고 결국은 정보처리 패러다임의 인지과학이 탄생하는 기폭제의 역할을 한 것이다. 

1956년 9월 11일이  인지과학의 탄생일로 기록되고 있다.

3. Bruner, Jerome S.; Goodnow, Jacqueline J.; & Austin, George J. (1956), A Study of Thinking (New York: 

John Wiley) 출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1960년에 일어난 주요 사건

1. 하바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Jerome Bruner와 George Miller가 최초의 인지과학 연구소인 [Harvard Center for 

Cognitive Studies]를 설립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1967 년에 일어난 주요사건

1. Ulrich Neisser(1967)의 인지심리학 책 출간. 인지심리학이 심리학의 한 분야로 공식적으로 탄생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1970년대의 미국 Sloan 재단 등이 미국 내 인지과학 발전 지원

A. 1977년 이후에 미국의 사설재단인 Sloan 재단은 인지과학을 미국 과학발전의 중요한 분야로 인정하고 계획을 세워

서 다음과 같은 것을 재정적으로 크게 지원함

    1. 1977-1979: 인지과학 관련 연구 연구자들 지원((Poscdocs 지원 포함)

    2. 1978. 세계 최초  인지과학 학회 모임 개최 (지원)

    3. 1979. 미국 내 6개 대학(UCSD, MIT, 카네기멜론대, 펜실바니어대, 텍사스대, 예일대)에 각 대학별로          

6억여원 ($40만 내지 $50만)을 인지과학 학과, 또는 과정 개설, 학생 교육 등 용으로 지원

    4. 1980. 쉬카고 대학, 미쉬간대학, 스탠포드 대학, 브라운대학, 매셔추세츠대학, 코넬의대 및 록펠러대학      

(뇌손상자 연구 신경과학 강조), UC-Irvine대 등 8개 대학의 인지과학 관련 학과 또는 과정 설치, 교육,       연

구, 학회 개최 등 학술활동 지원을 위해 1979년과 비슷한 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함

   5. 1981. 다음의 각 대학별로 각각 7억여원 내지 37억여원 ($50만 내지 $2천5백만) 지원하여 인지과학 

      연구소, 센터, 인지과학 학과, 과정 설립하거나 또는 다른 학술 활동을 하게 함 (지원액 단위 백만 달러:      

MIT, $ 2.5 million/ UC Berkeley, $ 2.5/ Carnegie-Mellon, $1.0/ Stanford, $1.0/ Pennsylvania,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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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신경연구원, $0.5/ UC Irvine, $0.5/ Rochester, $0.5/ Texas,  Austin, $0.5).

  * Sloan재단은 197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간 인지과학 분야 육성을 지원함. 

B. 이후 1982년-1984년 사이에 Sloan Foundation 대신에 System Development Foundation이 $26 million을 미국 

내 인지과학 연구/교육 지원에 투자함 (특히 스탠포드의 CSLI연구소에) 

C. 1985년부터는 미국 국가기관인 과학재단(NSF)에서 [정보, 계산, 인지] 라는 주제 하에 인지과학을 재정적으로 지

원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기타 인지과학 관련 주요 사건

1976. 인지과학 학술지 “Cognitive Science" 창간

1979. 인지과학학회 “The Society of Cognitive Science" 창립

1970 년대 말. 인지신경과학분야 출발

1985. 최초의 인지과학 종합소개서 출간: Howard Gardner (1985)

1986. UCSD에 세계최초의 인지과학 학과 (학부 및 대학원) 설립

1986. PDP(연결주의) 텍스트 3권 발간: Rumelhart  등 (1986)

1994. Cognitive Neuroscience Society 창립

2002. 미국 과학재단이 NBIC Converging Technologies 라는 틀을 제시하면서 미래 수렴적 테크놀로지(한국 용어로

는 융합과학기술)의 4대 핵심 축으로서 인지과학을 포함

2006. 8. Margaret Boden  (2006). 인지과학 역사 책 출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국내의 인지과학 관련 주요 사건 연대기]21)

1982. 2. 한국심리학회 주최 제1회 연수회; 정보처리적 인지심리학 틀 국내 공식적 소개

1984. 2. 서울대 언어학연구소 주최 [전산언어학 및 인지과학] 세미나

[1986. 6. - 1987.5.] 국내 최초 인지과학 공동연구 [대우재단] 지원 학제적 연구 진행: 

주제: [인지과학의 제 문제]; 참여연구자 14인

1987. 8. 한국인지과학회 창립 (대우재단 인지과학 공동연구 참여자 중심)

1987. 12. 제1회 한국인지과학회 연차대회 개최

1988. 한국인지과학회 학술지 ‘인지과학’ 창간

1989. 제 1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학회] 개최 (한국정보과학회와 공동 주최)

1991. 한미 인지과학학술대회 개최

1995. 인지과학 협동과정 개설 (1995, 성균관대, 연세대; 1996, 부산대, 서울대)

1995. 건국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설치 (몇 년 후에 폐쇄됨)

1995. 천리안 인지과학 동호회 개설

1996. 서울대, 연세대의 인지과학 연구소 설치

1996-1999: 과학기술부 지원 소프트과학 연구 프로젝트 진행

1997. 1회 국제인지과학회(ICCS) 개최 (서울: 서울대)

2002. 한국 인지과학 학생회 출범 (Daum 넷 카페)

2001. 한국외국어대(용인캠퍼스) 언어인지과학과 개설

2006. 영남대학교 대학원 인지과학 협동과정 개설

2008. 6회 국제인지과학회(ICCS) 개최 (서울: 연세대)

2009. 교육과학기술부 WCU 프로그램 지원, 인지과학 관련 3개 대학원 학과 설립 

               (고려대, 뇌공학과;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 학과)

2009. 고려대학교 뇌 및 인지공학연구소 설립

2010. 3. 이화여자대학교 뇌인지과학과 개설

21) 내용 설명은 9.2절 참조.



7사고및차의성강의-교안전체2010-09.hwp 239- 239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2. 인지과학의 발전 단계

인지과학은 1950년대에 형성된 이래 50 여 년 간을 계속 변화하여 왔다(Boden, 2006). 인지

과학은 처음에 튜링기계를 중심으로 한 계산주의가 제기되어서 정보처리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 패러다임에서는 계산과 표상을 강조했고 컴퓨터 은유를 강조했다. 다음에 1980년대로 들어

가서 컴퓨터 은유에서 뇌 은유로 인지과학의 접근이 수정되면서 연결주의가 제시되었고, 신경

망 모델이 나왔다. 다음에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로 넘어가면서 인지과학이 뇌연구를 중

심으로 신경과학에 의존하는 경향이 점점 커져가고 인지신경과학이 형성되어 발전하였다. 1990

년대를 넘어서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인지과학의 응용이 여러 인접분야로 확산되었고, 인간의

인지가 생물학적, 사회문화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재고되어 인정되면서 마음, 인지 개념의 본

질적 재구성이 논의되고 있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인지과학이 종합적 첨단 과학으로서, 학문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확고히

자리를 잡았고, 많은 새로운 경험적 결과들, 이론과 개념들, 응용적 사례들이 축적되고 있다.

인지과학은 앞서 언급한 바처럼 고정된 틀의 정적(靜的)인 과학, 하나의 단일한 관점이 지배하

는 그러한 학문이 아니다.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지난 20여 년을 이끌어 온 인지과학의 전통

적 관점이 지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수정적인 움직임 또는 새로운 대안적

접근들이 대두하여 인지과학을 그 기초부터 재구성시키며 변모시키고 있다(Johnson &

Erneling, 1997). 이러한 움직임들을 몇 개의 단계적 범주로 묶어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8.2.1. 인지과학의 초년기1: 컴퓨터 유추와 인지과학의 급성장

인지과학은 McCorduck (1979)이 표현했듯이 기존의 대학체제를 넘어서는 ‘보이지 않는 대

학’이라 할 수 있는 과학자들 공동사회의 수많은 학술적 비공식적, 때로는 공식적, 모임들과 개

인적 상호작용이 전통적 대학이나 학과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 그룹

들과 이론적 생각들을 교환하고, 자극 받고, 다시 세련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인지과학이

란 이러한 학제적 아이디어의 교환 없이는 탄생하지 못했으리라 본다.

1956년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는 이러한 학제적 상호작용이 컴퓨터 은유를 중심으

로 전개된 시기이었다. 심리학에서, 인공지능 연구에서, 언어학에서, 철학에서, 그리고 부분적으

로 신경과학에서,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에 유추한 정보처리체계로 개념화하여 각종 모델들이

제기되었고 검증, 세련화되었다. 1967년의 U. Neisser에 의해 정식 명칭을 얻어 탄생한 ‘인지심

리학’은 기억, 주의, 지각 중심으로 컴퓨터 모델을 도입하여 인지과정과 표상구조를 발전시켰

고, 언어학은 촘스키를 축으로 하여 통사론에 기초한 형식모델 중심의 이론을 아주 빠른 속도

로 계속 수정하며 발전시켰고, 70년대 이후 통사론 중심이 아닌 의미론, 화용론을 중심으로 한

대안적 이론들이 발전되었다.

인공지능 연구는 초기의 Newell과 Simon 전통에서는 범용(general purpose) 알고리즘이나

휴리스틱스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을 시도했으나, 점차 영역특수적 지식이 도입된 접

근, 하위프로그램 (subprogram)이 강조된 접근들이 시도되고, 지식표상, 의미, 맥락, 프레임

(frame)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상위수준 지식표상구조, 대단위 지식표상구조가 강조된 연구

들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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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에서는 H. Putnam의 기능주의가 인지과학의 개념적 틀을 제공했고, 이를 바탕으로 하

여 J. Fodor가 제시한 계산주의, 표상주의 이론의 통사적 ‘사고언어’ 이론틀이 타 인지과학 분

야의 기본틀이 되었다. 이러한 이론틀은 철학자가 아닌 A. Newell과 H. Simon의 물리적 기호

(상징)체계 (Physical Symbol System) 이론이나 D. Marr의 계산이론적 설명이론 등에 의해

보강되었다.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에 들어가면서 이러한 계산주의가 H. Dreyfus, J. Searle

등에 의해 비판되었고, 비상징적, 비통사적, 맥락의미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한 철학적 입장이

대두되었다. 이 시기의 신경과학은 뇌의 미세한 과정 중심 연구 강조의 전통으로 인하여, 새로

떠오르기 시작한 인지과학의 주류와는 다소간은 거리가 있는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되었

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4]. 인지과학의 단계적 변화

8.2.2. 인지과학의 초년기2: 인지과학의 제도화

이러한 각 분야에서의 발전상은 위와 같이 학문적 경계를 두어 분류하여 기술하였기에 독

립적인 활동으로 간주되기 쉬우나, 실상은 학문간 경계가 없이 활발한 학제적 상호작용의 결과

에 의해 수렴적, 융합적으로 상승적으로 발전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

용은 자연히 상호작용의 구체적 마당의 제도화의 필요성을 부상시켰다. 그러나 전통적인 다른

개별 학문처럼 새로운 학과를 만든다는 것은 제도적 현실로나, 학문발전 가능성으로나 인지과

학 초기에는 절실성이 다소 부족하였다. 따라서 두세 개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독립적 인지과학

학과를 창설하는 대신 자연적으로(의도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인지과학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인

지과학의 연구와 교육, 그리고 학술적 모임의 마당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태동이 미국내에서는 인지과학과 관련된 학문체계와 대학에서의 연구 및 교육의 제

도상의 커다란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경우 Sloan재단 등의 선견지명이 있는

지원이었다(표 3의 [7]항 참조). 일찍이 1950년대의 정보이론 및 인지과학 관련 심포지엄들을

지원했던 슬로언재단은 1979년만 해도 MIT 등 6개 대학에 인지과학 연구센터나 과정을 설립

하는 데에 각 대학 별로 약 6 억원(40-50만 달러) 정도를 지원하였으며, 1980년에는 쉬카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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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등 다른 7개 대학의 인지과학 관련 과정설치, 연구 및 교육, 기타 학술활동을 위해 비슷

한 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 그리고 1981년에는 다시 8개 대학기관에 인지과학 관련 연구

센터, 학과,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데에만 각 대학별로 7억여원 내지 27억원 ($50만 내지 $2백5

십만)씩을 지원하였다. Sloan 재단은 미래의 정보화 사회, 지식 사회, 인간중심 사회의 기반학

문은 다름 아닌 인지과학과 그 응용적 적용임을 일찌감치 예견한 때문이었다(그림 9의 인지과

학을 구성하는 여러 학문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림은 Sloan재단의 보고서에서 처음 제시되었

었다.). 이후의 인지과학 지원은 1982년-1984년 사이에는 Sloan 재단 대신에 System

Development 재단이, 1985년 이후에는 주로 미 국립과학재단(NSF)이 맡게 되었다.

이러한 사립 재단과 국가기관의 거시적 관점에 따른 지원 하에서 미국의 상위권 대학에는

인지과학 연구센터, 인지과학 대학원 또는 학부 과정의 인지과학 학과나 과정이 설치되었고,

많은 우수한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몰려들었다. 대학에서의 인지과학의 제도화와는 별도로, 학

회 측면에서의 제도화 시도가 또한 이루어졌다. 학문 분야 간의 의사소통 및 인용의 기회를 넓

히기 위해 미국에서는 1977년에 ‘Cognitive Science’ 잡지가 개간되었고, 이어서 다른 관련 잡

지들이 출간되고, 1979년의 인지과학학술대회를 기점으로 미국 ‘인지과학회(The Cognitive

Science Society)’가 설립되었다. 유럽에서도 이러한 미국의 활발한 인지과학적 움직임의 영향

을 받아 1980년대 전반에 많은 대학과 연구소들에서 인지과학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전 유

럽적 인지과학 연구/교육 프로그램이었던 FAST 프로젝트가 이를 잘 반영한다(Imbert,

Bertelson, Kempson, Osherson, Schelle, Streitz, Thomassen, & Viviani, 1987).

8.2.3. 인지과학의 청년기 1: 뇌 속의 마음

이러한 인지과학의 학문적, 제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지과학의 고전적 인지주의(컴퓨터

메타포)접근의 기본 틀에 대한 회의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고전적 인지주의의 인지 현

상레 대한 개념화와 연구 주제의 선택 등이 통사적 계산 중심의 컴퓨터 메타포가 지니는 한계

성으로 인하여 너무 편협하게 되었다는 인식, 즉 기존의 접근의 한계성에 대한 인식이 인공지

능, 심리학, 철학 등을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불만의 시기’는 곧 돌파구를 찾는

시도들로 이어졌다. 지난 20여 년을 이끌어 온 인지과학의 전통적 관점이 지니는 문제점을 제

기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수정적 움직임 또는 새로운 대안적 접근들이 80년대 중반부터 대두하

여 인지과학을 그 기초부터 재구성시키며 변모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들 새로운 움직임들을 몇

개의 범주로 묶어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8.2.3.A. 연결주의: 연결주의 또는 신경망적 접근으로 불리는 이 접근은 전통적 컴퓨터 은

유적 (Computer Metaphor) 인지과학의 입장에 대립되는 뇌 은유적 (Brain Metaphor) 입장을

제시하였다. 마음이라는 정보처리적 시스템은 표상과 처리구조가 구분되지 않으며, 상징(기호)

체계라고 하기보다는 상징이하의 (subsymbolic) 체계이고, 정보의 병렬적 처리, 정보의 분산적

중복 저장이 그 특성이며, 튜링 식의 처리규칙이 별도로 내장되어 있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보

았다. 마음에서의 정보처리의 본질이 신경단위들의 망 (network) 형태의 연결 속에서의 상호

연결강도의 조정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연결주의는 전통적 ‘상징조작체계로서의 마음’ 관점을

대치할 수 있는 접근으로 간주되기도 하였고, 전통적 상징체계 입장이 설명하지 못하는 또는

기술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한 보다 경제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

하였다. 연결주의는 한동안 인공지능, 인지심리학, 신경과학 등에서 활발한 이론적 모델 형성

작업을 촉발시켰다(Rumelhart, McClelland, et al, 1986). 또한 이러한 연결주의 자체가 지니는

제한성, 즉 기술과 설명의 범위의 제한성도 드러났다 (이정모, 2001; 2009ㄱ의 9장 5절, 6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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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8.2.3.B. 신경과학의 떠오름과 인지신경과학의 형성: 컴퓨터 유추의 전통적 인지과학은 그

기반 철학이었던 기능주의의 입장에 따라, 인지의 신경생물적 기반인 뇌의 중요성을 무시하였

다. 이러한 경향이 1980년대에 이르러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기능주의에 대한 반론과 도전이

시작되고, 인지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의 뇌 연구의 중요성과, 인지과학과 신경과학 두 분야

의 생산적 연결 가능성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자각과 구체적 연구의 결과로, 인지과

학과 신경과학이 연결된 ‘인지신경과학 (Cognitive Neuroscience)’이 1980년대 초반에 형성되었

다(Posner, & DiGirolamo, 2000). 상위 추상수준의 마음만을 컴퓨터 유추를 통하여 탐구하던

전통적 인지과학 접근을 뇌라는 생물적 구조 중심의 환원적 접근에 의해, ‘아래로 끌어내림

(downward- pull)’ (Bechtel & Graham, 1998)을 통해 보다 좋은 설명을 탐색하려는 시도였다

(이정모, 2009ㄱ; 7장 6절 참조).

이러한 변화의 한 배경은, 신경과학이 전통적인 분자수준적 미시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뇌

의 시스템 수준적 접근의 시도가 성공적이었다는 것과, 심리학으로부터의 행동관찰기법의 도

입, 인지심리학의 이론적 개념과 모델의 신경과학에의 도입의 성공, 그러나 무엇보다도 뇌영상

화 기법의 급격한 발전과 이와 인지과학적 이론의 연결 시도의 성공 등이 있을 수 있다. 사상

관련전위(ERP)기법, PET, fMRI 등의 최근의 인지신경감지 방법의 발전은 신경과학이 단순히

뇌의 해부학적, 생물적 구조의 탐색이 아니라, 뇌의 기능적 구조를 탐색하게 하였고, 뇌의 상이

한 영역이 인지 기능 수행에 어떤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다른 정보처리를 하는가를 드러

내게 하였다.22)

22) 뇌와 마음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 신경과학, 인지신경과학, 신경심리학, 인지과학 등이

있다. 학문간 수렴과 학제적 접근의 경향의 현재 추세로는 학문간 명확한 경계선을 긋기가 어렵

게 만들고 있다. 서로 중첩되는 분야가 많으며 한 연구자 자신도 자신의 연구가 어떤 분야에 속

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기는 하지만 학문 간에 구태여 경계를 짓는다면 다음과

같은 분류를 하여 볼 수 있다:

신경과학(neuroscience): 원래는 신경계를 연구하는 생물학 분야이지만, 현재는 심리학, 컴퓨터과

학, 통계학, 물리학, 철학, 의학 등이 수렴되어 학제적 연구가 진행되는 과학으로 변모하고 있다.

신경계의 분자적, 발달적, 해부구조적, 기능적, 진화적, 계산적, 의학적 측면을 탐구한다.

인지신경과학(cognitive neuroscience): 넓은 의미의 인지, 즉 마음의 생물적, 신경적 기초를 연구

하는 분야이다. 심리적, 인지적 기능이 뇌의 신경적 구조와 과정에 의해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탐

구한다. 인지신경과학은 심리학이면서도 신경과학이며 인지과학이다. 생리심리학, 인지심리학, 신

경심리학과 중복되는데, 인지과학이론을 신경심리학의 실험적 증거와 계산적(컴퓨테이셔날) 모델

링과 연결하여 뇌를 탐구한다.

신경심리학(neuropsychology): 인간과 동물의 특정 심리적 과정과 외적 행동과 관련된 뇌 구조와

기능을 탐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이다. 동물과 인간의 뇌 손상과 관련된 연구가 주류를 차지한

다고도 볼 수 있다. 순수 학술적 연구 이외에 병원, 또는 범죄나 법 상황, 또는 제품 디자인(및

광고) 상황이나, 정서 및 인지 기능 조절 약물과 관련된 산업체 등의 임상 및 응용 장면에서의

연구가 신경심리학의 접근 주제이다. 인지심리학과 인지과학의 주류 입장인 정보처리적 관점을

도입하여 연구하기에 신경망 접근, 계산적 접근을 사용하기도 한다. 주로 정상적 동물, 인간의 신

경계와 인지 기능을 연구하는 실험신경심리학/ 심리학의 이론, 신경심리검사 등을 사용하여 환자

들의 심리적 상태가 어떠한 의학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임상신경심리학 분야/

그리고 실험신경심리학과 임상신경심리학을 연결 선상에서, 뇌손상 또는 신경적 질환을 지닌 사

람들을 탐구하여, 마음(인지기능)과 뇌의 관계를 탐구하는 인지신경심리학/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뇌영상기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뇌손상 환자들의 행동 오류를 분석하여 마음과 두뇌의 관계

를 탐구하는 사람도 있다.

인지신경의학(cognitive neuropsychiatry) : 의학의 정신의학 중에서 환자들의 심리질환(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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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C. 진화적 접근의 시도. 인지과학에서 신경과학적 접근의 재활성화와 연관되어 인

지과학의 변화를 인도하고 있는 다른 한 접근은 진화적 접근이다 (Calvin, 1990; Dennett,

1996). 진화인지적 접근은 현존하는 인간마음 과정 자체의 이해를 직접적으로 시도한다고 하기

보다는, 동물 종들의 인지과정들이 진화 역사에서 어떻게 발달하였는가를 이해함으로써 인간의

인지에 대한 이해를 간접적으로 얻고자 하는 하나의 설명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마치 이론물

리학에서 우주의 탄생과 발전의 역사를 탐구하여 물리적 세계의 본질을 이해하려 하듯이, 마음

의 진화과정을 탐구하여 인간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

에 근거하며, 행동생물학 종간 비교연구(비교인지 연구)와, 뇌 모델링과 진화 연구, 유전자알고

리즘의 창안, 진화과정의 컴퓨터시뮬레이션 연구 등이 종합된 접근이다(이정모, 2009ㄱ, 13장

10절-18절 참조).

신경과학적 접근, 진화적 접근의 부각은 인지과학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것은

인지과학의 유, 초년기에 연구주제에서 배제해왔던 ‘의식’, ‘정서’, ‘동기’ 개념의 부활이다. 인지

과학이 마음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은유적 접근을 넘어서고 이성 중심을 넘어서

서 정서(감정) 등을 연구 주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H. Dreyfus, J. Searle 등이 일찍이 지적한

바 있다. 유초년기의 인지과학이 무시하였던 주제인 ‘의식’이 주의과정 등의 인지과정에 대한

신경과학적 연구의 떠오름과 연결되어서, 그리고 마음에 대한 진화적 설명 시도의 제기와 더불

어서 이제 청년기 후반의 인지과학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논의되고 있다. 인지과학의 설명의 지

평이 넓어진 것이다. (물론, 의식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재접근에서 모든 학자들의

관점이 같은 것은 아니다.)

정서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기능주의 철학에 바탕을 둔 컴퓨터 은유 패러다임의 인지과학

에서는 정서의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거나, 아니면 기억의 의미망 내의 한 부분 과정으로 개

념화하였다. 이러한 접근에 대한 비판이 심리학이나 철학의 일각에서 있었으나, 정서의 인지과

학적 연구를 살리지는 못하였었다. 그러나 인지신경과학 연구들이 집적되면서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대뇌피질과 피질하 구조에서의 정서 기능을 탐구한 신경과학적 연구결과들은 인지

과학으로 하여금 정서를 인지과학 연구의 울안으로 적극적으로 끌어 들여 새로운 이론적 모형

들의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대표적 예: A. Damasio 등의 연구).(이정모, 2009ㄱ, 13장 1절-9절

참조). 정서에 관한 인지과학적, 신경과학적 연구가 많은 중요한 발견을 하였지만, 이러한 접근

도 상당히는 신경과학적, 생물적 기초로의 편향 위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다음 절에서 제기하는

측면의 사회-문화 환경적, 의미적 측면에서의 정서 연구가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

8.2.3.D. 인지과학의 청년기 2: 환경 속의 마음

을 연구를 통하여, 정상인의 마음과 뇌의 기능을 연구하는 분야.

인지의학 (Cognitive Medicine): 고령화와 뇌손상 등으로 인한 인지 기능 이상의 문제를 탐구하는

의학 분야이다. 심리검사, 뇌영상기법, 안구운동측정법 등을 사용하여 환자를 진단하고 주로 약물

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환자를 치료한다. 자폐증, 정신분열증, 홀몬 이상이 인지기능 이상에 주는

영향 등의 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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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중반 이래로 인지과학을 변화시키고 있는 다른 한 접근은 인간 마음의 이해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접근이다. 이 접근은 마음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신경

적, 생물적 단위 수준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하위 설명수준적 접근인 연결주의나 인지신경

과학적 접근, 그리고 상위추상 수준에서 명제 중심으로 논리적 체계에 의해 마음을 설명하려는

전통적 컴퓨터 유추적 접근이 지니는 제한점을 벗어나려 한다. 즉 인간의 마음의 본질은 환경

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뇌 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거나 뇌에 저장된 내용이 아니라,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확장, 분산되어 있으며, 환경과의 상호작용 실시간에 존재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이정모, 2001, 14장 또는 이정모, 2009ㄱ 15장 4절 참조).

마음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개념적 재구성에 따라 인지과학 연구의 분석 단위가 달라진다.

마음이 단순히 뇌 내 과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확장, 분산된 과정이라면, 인지 연구

의 기본 분석단위는 ‘뇌-몸-환경 상호작용’이 분석단위가 되어야 한다. 마음과 물리적-사회-문

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단위로서의 이해를 탐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환경이 인간

인지의 특성, 한계를 규정, 제약하고 또한 인간의 인지구조가 환경을 규정하고 변화시키는 그

러한 상호작용의 관계 속에서의 인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마음의 설명을 ‘밖으로의 끌어냄 (downwards-pull)’에 의해 그 설명 접근을 수정하려

는 시도이다. 이러한 ’밖으로의 끌음‘은 하위 추상 수준에서는 동역학체계적 접근과의 연결을

의미하고, 상위 추상수준에서는 인류학, 문화사회학, 나아가서는 화용론적 텍스트 언어학과의

연결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23) ‘제2의 인지 혁명’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

의 전통적 물리적 상징주의의 정보처리적 접근, 연결주의적 접근, 및 인지신경학적 접근과의

통합적 재구성의 시도가 앞으로 인지과학에서 진지하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8.2.3.E. 동역학체계적 접근의 떠오름

환경으로 마음이나 인지를 확장하는 것과 관련되어 또 다른 움직임을 생각할 수 있다. 그것

은 동역학적 접근 (dynamic systems approach)의 인지과학에의 도입이다 (van Gelder, 1998).

이 입장은 기존의 인지심리학 이론들이 인지상태와 시간의 관계를 소홀히 대하거나, 시간을 거

시적인 제약조건 정도로 보고 이론을 세워 온 것에 반해, 동역학체계적 접근은 인간의 마음이

하나의 복잡계(complex system)로 간주하며, 인지상태가 환경과의 상호작용 상에서 ‘실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인지과학의 본령이라고 보는 것이다. 종래의 전통적 계

산주의적 관점보다는 동역학적 수리적 모형을 사용하여 인지 현상들을 설명하려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기존의 인지 이론들이 종국적으로 이러한 비선형적, 동역학적 수리적 모형들로

23)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조들이 있었다(이정모, 2001). 인지과학 내에서 재현된

하이데거적 존재론과 인식론 논의, 언어학의 Searle 등의 언어화행(話行)론적 논의, J. Barwise)

등의 상황의미론적 논의G. Lakoff 등의 체험적 심상도식 (embodied image schema) 논의, 심리학

에서의 J. J. Gibson, U. Neisser 등의 생태심리학적 논의, 그리고 심리학, 교육학 등에서의

Vygotsky 관점의 부활, 이를 반영한 ‘상황지어진 마음(situated mind)’의 논의와 HCI연구 등에서

의 이의 도입과 구현화 시도, L. Resnick 등의 인지사회심리학적 논의, 문화심리학적 논의, 인공

지능에서의 분산표상적 연구들, 인지인류학에서의 인지 양식에 관한 논의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Lakoff 등의 ‘체험적 실재론 (experiential realism)’, F. Varela 등의 ‘신체에 구현된 마음

(embodied mind)’, 그 외에 ‘존재적 인지 (existential cognition)’, ‘분산적 인지 (distributed

cognition)’ J. Lave 등의 ‘상황지어진 인지 (situated cognition)’, R. Harré 등의 ‘담화적 마음

(discursive min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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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될 것이라고 본다.

8.3. 응용인지과학 연구

80년대 이후 인지과학 연구의 중요한 다른 한 경향은 응용적 인지과학의 연구이다. 본래

인지과학의 탄생 배경 자체가 2차대전을 전후로 현실 장면에서의 인간의 정보처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였고, 인지과학의 초창기의 체스나 게임 프로그램 등에 대한

연구와 70년대 이후의 전문가시스템 연구 등은 인지과학 연구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따

라서 인지과학 연구에서 순수이론 연구와 응용 연구를 구분하고 차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

이다. 그만큼 응용인지 연구는 인지과학연구의 기초이론과의 발전과 검증에 중요한 한 부분이

되고 있는 것이다(이정모, 2009ㄱ, 14장 참조).

그간의 각종 전문가시스템 연구나, HCI (Human Computer Interaction) 연구, 인간공학적

연구, 교육공학 연구를 포함한 인지공학적 연구들은 지능적 시스템의 개발은 물론, 각종 생활

장면에서 효율적으로 학습, 인식, 기억, 판단, 추리, 결정하는 인간 인지체계의 이론적 모형과,

각종 문화적, 문명의 이기(利器)인 인공물들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실용적 모형을 제공해 주

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간의 감성적 측면을 고려한 인공물과 정보환경의 디자인과 활용의

인지과학적 개념화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응용적 인지과학의 연구가 보다 더 발전되면, 미래에는 정보 공간,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

지적, 정보적 공간과 거리 (타인의 정서적, 인지적 안정감을 해치지 않는) 개념의 재구성과 조

정이라든가, 적시에 적절한 정보를 다량으로 빨리 훑어보고 즉각 선택, 추출하는 인지적 기술

과, 이에 부합되는 최적 환경을 디자인하는 기술, 개개인 또는 집단이 각종 정보환경에서 효

율적으로 사고하고 문제해결하는 인지적 기술 등의 인지생태공학적 응용기술이 발전되리라

본다.

8.4. 인지과학 발전 역사 종합

해외에서 인지과학이 정보처리 패러다임으로 출발한 이래 컴퓨터 유추에 바탕을 둔 인지과

학이 급성장한 것이 195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까지의 인지과학 초년기1기라고 할 수 있겠

다. 인지과학의 초년기 2기는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에 이뤄진 인지과학의 정착과 제

도화가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인지과학의 청년기 1기는 1980년대 중반에 등장한 연결주의에 의한 고전적 인지주의의 문

제점의 극복과 그에 기초한 인지과학의 세련화와 확장이었다. 인지과학의 청년기 2기는 1980년

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까지의 신경과학의 대두와 인지신경과학 분야의 정식 출범이 그 시대

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인지과학의 청년기 3기는 1980년대 후반에 시작하여 1990년대를 넘

어가면서 1990년대 중반에 의식, 정서가 문화사회적 환경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측면의 중요

성을 인정하는 관점이 확산되고, 특히 진화적인 접근에 의하여 인지과학의 설명 폭을 넓히고

주제를 확장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같은 시기에 동역학 체계적 접근이 제시되고 인지과학의

영역이 의식, 정서 등의 주제까지 확장되기 시작했다.



7사고및차의성강의-교안전체2010-09.hwp 246- 246 -

9. 인지과학의 제도화 현황

인지과학이 하나의 새로운 다학문적 종합과학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어떤 추세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학문적 연구의 깊이와 넓이가 진전되고 있는 이외에 인지과학의 확장과 관련된 대학,

학회 등에서 인지과학을 기존의 학술/교육 체제에 추가하려는 제도화 추세가 이루어져 왔다.

이것을 국외의 추세와 국내의 추세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외국에서의 인지과학의 대학 등

에서의 제도화에 관하여는 이미 8.2.2절에서 상세하게 언급한 바 있다.

9.1. 국외의 인지과학의 발전 추세

9.1.1. 대학의 인지과학 학과, 과정, 학부 설치

[대학의 학과 및 과정]. 서구의 대학에서는 인지과학과 또는 인지과학대학을 제도적으로 설

치하는 대학들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미국의 UCSD, 영국 Edinburgh대학 등과 같이 1980년대

부터 대학 학부와 대학원에 인지과학 학과가 독립적으로 설치된 대학이 있으며, 최근에는 학부

와 대학원에 ‘인지 및 뇌과학(Cognitive and Brain Science) 학과, 또는 뇌 및 인지과학(Brain

& Cognitive Science) 학과로 인지과학과 신경과학을 밀접히 연결한 학과들이 생겨나고 있다.

미국 MIT의 ’Brain and Cognitive Science‘ 학과가 그 대표적 예이다.

대학에 따라서는 인지과학 학과는 없으나 거의 학과와 마찬가지의 기능을 하는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도 상당히 있다. Harvard 대학의 학부의 MBB(Mind, Brain & Behavior) 과정과

영국 Oxford 대학 학부의 PPP(Psychology and/or with Philosophy and Physiology)과정, 미국

Brown 대학의 인지과학-언어학(Cognitive Science & Linguistics) 전공 등은 대학 학부과정에

자리잡은 대표적인 학위과정이다. Oxford의 PPP 과정은 가장 많은 학부학생들이 지원하는 과

정으로 꼽히고 있다(현재 이 프로그램의 구조의 변환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 대학의

학부 과정들은 그 대학의 대학원 인지과학 과정 또는 학과와 연계하여 실제로 많은 교수와 상

당한 재원의 확보 하에 많은 학생들이 전공을 하고 있다. 또한 학부에는 인지과학 학과나 과정

이 없지만, 대학원에는 인지과학과(또는 프로그램)가 있는 대학들이 북미와 유럽을 합하여 상

당한 수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아리조나 대학은 학과 수준을 넘어서 [마음, 뇌, 행동(MBB) 단

과대학(학부)]을 설치하였다. 이 대학의 [마음-뇌-행동] 학부에는 인지과학 과정, 신경과학과,

심리학과, 언어 및 청각과학학과가 내표되어 있다.24)

북미의 대학들은 인지과학과나 대학원 프로그램이 없으면 낙후한 대학 또는 일류가 아닌 대

학으로 취급받는 추세가 학생들, 교수들 학교당국자들, 과학원 기타 연구비 지원 단체들에 퍼

져 있기 때문에 대학당국들은 다투어 재정을 우선적으로 할당하여 우수한 인지과학자를 영입

하고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형편이다. 북미의 일류 대학들은 대부분이 학부에서 인지과학

을 전공학문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부전공학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북미, 유럽, 호주 지역만을

통틀어도 이러한 인지과학 과정을 학부 또는 대학원에 개설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학교의

수가 100여 곳에 이르고 있다([부록 2]의 해외 대학의 인지과학 과정 사이트 링크 참조).

9.1.2. 민간재단과 국가기관의 인지과학 지원과 학회의 출발.

미국의 경우, 인지과학이 태동한 이래로 사립 재단들과 정부기관과 회사 등이 인지과학의 연

구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표적

24) http://cos.arizona.edu/sci_interdisciplinary/mind_brain_behavio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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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Sloan 재단 등이 인지과학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1976년 슬로언 재단

(Sloan Foundation)지원을 받아 1977년에 “Cognitive Science"라는 인지과학의 전문 학술지가

창간되었으며 이어서 1979년에는 인지과학회가 창립되었다. 인지과학회(CSS)는 현재 세계 각

국의 1000명 이상의 정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례 학회를 세계 각국의 인지과학학회와 연결

하여 개최하고 있다.

9.1.3. 인지과학 관련 연구소 설치와 발전

최초의 인지과학 연구센터가 1960년에 Bruner 와 Miller에 의해 Harvard 대학에 설립된 이

후 카네기재단, 슬로언재단의 재정적인 지원으로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이후, 미국과 유럽의

유수 대학들과 컴퓨터회사, 전기통신회사, 연구재단들에 인지과학 연구소가 설립되어 인지과학

연구의 중심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프랑스와 같이 국가적 단위의 인지과학 연구소가 설립된 곳

도 있다([부록 3]의 해외인지과학연구소 목록 참조).

인지과학의 연구 성과들이 단순히 학문적 가치 뿐 아니라 실제 인간의 생활의 여러 장면에

직접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Bell 연구소, Xerox사의 Palo-alto 연구센터, 휴렛팩

커드 연구소 등 다수의 기업체내 인지과학 관련 연구소들이 설립되었다. 기업체, 국가와 대학

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러한 연구소들은 인지과학의 학제적인 공동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학술대회, 워크샵, 세미나 등을 활발히 개최하여 인지과학 연구들의 학

술정보를 교환의 장을 제공하며, 인지과학 이론의 실제 응용적인 측면을 살려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국가 과학원에 인지과학 연구소나 실험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유럽공동체처럼 여러

국가가 연합하여 인지과학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한다.

9.2. 국내의 인지과학의 출발과 확산

심리학, 언어학, 철학, 인공지능학 등의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던 국내학자들은

1980년대 초에 인지과학이라는 종합적 틀 내에서 학제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1986년 6월부터 서울대 조명한 교수(심리학) 등 14인은 대우재단으로부터 '인지과학의 제 문제

'라는 공동연구 지원을 받은 것이 국내 최초의 공식적 인지과학 연구모임의 출발이 되었다.

1987년에 인지과학회가 창립되었고 컴퓨터과학자, 인지심리학자, 언어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회원의 수와 연구영역 및 그 수준이 상승하여 왔다. 한국

의 인공지능학회와 HCI학회의 창립과 발전에도 인지과학회 회원들이 관여하였다. 한국인지과

학회는 매년 봄에 연차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학술지 ‘인지과학’을 기관지로 발간해 오고

있다. 90년대 후반에는 소프트과학, 감성과학, 뇌과학 등의 학제적 연구 프로젝트에 인지과학자

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협동적 연구 추세를 가져오고 있다.

국내 대학에서는 1995년부터 성균관대, 연세대에서, 1996년에 서울대에서 인지과학 프로그램

이 대학원 협동과정으로 개설되었고 부산대에서도 1996년부터 개설되었다. 또한 1996년이래 연

세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 인지과학연구소가 설립되어 다양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

로 국내의 인지과학을 제도화하는 움직임이 계속 증가하리라고 본다.

[그림 12]. 한국 내 대학의 인지과학 관련 과정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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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지과학회는 1991년에 한국과학재단과 미국과학재단의 지원 하에 서울에서 개최된 한

미인지과학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1989년 이래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

리 학술대회'를 정보과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왔으며, 1990년에는 언어학회와 연계한

SICOL(서울국제언어학회), 1994년에는 철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 등이 이루어졌다. 1997년에는

중국, 일본, 태평양연안국가의 연구자들과 더불어 국내 인지과학연구자들이 국제인지과학회

(ICCS)를 조직하고 그 첫 학술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였으며, 이 학회(ICCS)는 2차 모임을 일

본에서, 3차는 중국에서, 4차는 호주에서, 5차는 캐나다에서, 6차는 한국에서 개최되었고 7차는

중국 북경에서 2010년에 개최된다(7차 ICCS: http://www.iccs2010.org/).

한편 국내 인지과학동호회는 1995년에 천리안 인지과학 동호회가 출발하였고, 2002년에 자생

적 조직으로 출발한 ‘인지과학 학생회’는 인지과학을 전공하거나 관심을 가진 학생들과 일반인

이 모이어 온라인(http://cafe.daum.net/cogsci)과 오프라인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구와 국내에서의 인지과학의 계속적인 확산과 발전은, 이것이 단순한 시대의 학문적 조류라

는 인식을 넘어서 새로운 세기를 맞는 인류에 있어 필연적으로 직면한 문제로서의 인간의 인

지 과정에 대한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절감케 해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다.

10. 미래 융합과학기술과 인지과학

10.1. 융합과학기술: 21세기 과학기술의 새 조망

지난 20세기 말에 세계의 과학기술은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과학기술계에서는 기존의

전통적 개념의 과학기술이 단순히 빠르게 진보하거나, 추가적 새로운 발견과 발명이 이루어지

는 것을 넘어서 전통적 과학기술에 대한 접근, 국가과학기술 전략 자체의 변혁을 요구하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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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움직임이 일어났다.

앞서 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미국에서는 학계 연구자, 산업계 인

사 및 정부기관 정책연구자 등 수십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21세기의 과학기술 연구 현장에

서, 산업장면에서, 국가과학기술 정책 측면에서 무엇이 재구성되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

가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였다. 그 결과, 향후 20년 내지 30년 동안에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

학기술의 틀을 분석, 연구한 종합적 연구보고서로 제출된 것이 2002년도 6월에 발표된 미국 과

학재단(NSF)의 NBIC 융합과학기술(NBIC Converging Technologies) 틀이다.

이 틀에 의하면 우리는 현재 과학기술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중세기까지

의 문화와 과학기술의 암흑시대를 벗어나서 16세기의 르네상스가 가능하였던 큰 요인의 하나

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대표되는 바와 같이, 예술, 공학, 과학, 문화가 동일한 지적 원리와 창

조와 변혁에의 활발한 정신을 공유하였기 때문이었다. 인문학, 예술, 과학, 기술이 융합되어서

시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구체적 예술적, 과학기술적 산물을 내었던 것이다. 그러한

전통적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 및 예술을 연결하는 (미국 NIBIC 을에 의하면 미래는 테크놀

로지와 인문성(humanity)을 융합하여야 하는 것이 미래 사회의 기본 과제이다.) 융합적 접근이

지금 21세기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류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과 문화의 각 분야들이 더 이상 낱개로 쪼개지고(fragmented), 이분법적으로 경계지

어지고(demarcated), 연결이 안되고(disconnected), 어느 한 분야만 발전되어서는(solo-playing)

효율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결국은 발전에 한계가 빠르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인

식되고 있다.

19세기와 20세기 중반까지 과학기술이 인류문화에서 그 자리를 확립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물질의 구조 및 메커니즘이나, 인간의 뇌 및 인지 기능의 구조와 과정에 대한 충분한 연구결과

와 이론이 없었기에 이 분야들이 서로 독립된 것으로서 개념화되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의

각 분야가 서로 독립적으로 각 분야의 영역을 개념화하고, 이론화하고, 설명하고, 응용 구현하

여 왔다. 그러하기에 과거 과학기술 연구와 교육의 표어는 ‘분할하여 정복하기(Devide &

Conquer)’였다. 그러하기에 중, 고, 대학교에서는 물리, 화학, 생물 드으로 자연 현상을 분할하

여 교육하고 연구하여 왔다.

그러나 그러한 틀이 20세기 후반을 거치는 동안 변화하게 되었다. 그동안에 이루어진 물리과

학에서의 물질의 미세 단위에 대한 연구 결과, 생명과학의 연구결과, 정보과학의 연구 결과, 인

간 뇌와 마음에 대한 연구 결과, 그리고 각종 공학의 연구결과가 집적되고 수렴적 연결이 진행

되면서, 더 이상 종전처럼 자연 현상을 쪼개어진 부분 중심으로 접근하여서는 현상에 대한 과

학적 설명을 충분히 도출해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기술적 응용의 한계에 빠르게 봉착하거나,

아주 비효율적 작업에 그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나노 수준의 물질에서부터 가장 복잡한 물질인 인간두뇌와 고차 인지현상에 이

르기까지 자연현상에 대한 포괄적 이해에 기초하여 두고 과학기술의 틀을 다시 짜서 추구하여

야 하는 새로운 변혁의 문턱에 이른 것이다. 나노 수준의 물리학적 연구와 뇌 수준의 신경생물

학적, 인지과학적 연구가 상호 괴리되지 않고, 서로 밀접히 연결될 수 있음에 대한 그리고 그

것이 과학기술 자체와 인간사회복지에 가져올 영향이 막급함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더 이

상 분화되거나 괴리된 ‘자연(nature)’ 개념이나 과학기술이 아니라, 자연의 통일성, 과학의 통일

성에 바탕을 둔 효율적 과학기술이 추구되어야 함이 부각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500여 페이지에 달하는 NSF 보고서(Roco, & Bainbridge, 2002)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선진 국가가 추구하여야할 미래 지향적 과학기술이 NBIC 융학과학기술(수렴

테크놀로지; Coverging Technology)이며, 그 융합과학의 4대 핵심 축의 하나가 인지과학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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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그림 3 참조).

그리고 이러한 융합과학기술의 추구는 과거의 과학기술처럼 분산된 산발적 목표를 지닌 추

구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 개개인이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또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

는 인간 능력 친화적인 지능적(intelligent)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인류 테크놀로지의 궁극적이고

종합적 목표이어야 하고 그를 향해 수렴되어야함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과거의 전통적 과학관의 관점인 물질 및 기계 중심의 하드웨어적 과학기술 개념과 연

구를 넘어서서, 인간의 뇌 및 심리적 특성, 그리고 문화사회적인 특성 등의 인문학적인 또는

물질적 측면을 넘어서는 소프트한 측면이 함께 고려된 그러한 융합과학기술이 추구되어야만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바로 그런 연유에서 미국 과

학재단의 융합과학기술 개발의 지향 목표는 ‘인간의 수행 증진을 위한 융합과학기술

(Converging Technologies for Improving Human Performance)’이라는 통합적 목표로 제시되

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 목표의 부각은 21세기 현재에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

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0.2. 인지과학기술과 융합과학기술25)의 연결

인지과학은 학문의 본래적 특성상 인지과학의 구성학문인 심리학, 신경과학, 인공지능, 로보틱

스, 언어학 등의 계속된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심리학이건, 신경과학이건, 인공지능이건,

로보틱스이건 인지과학과 연계되지 않은 미래 발전을 생각하기 힘들다.

여기에서는 인지과학이 미래 테크놀로지와 관련되어서 어떠한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앞서 설명한 미국의 NBIC 융합과학기술의 4대 핵심축을 중심으로 하여, IT(정보과학기술),

BT(생명과학기술), NT(나노과학기술) 별로, 인지과학기술(CogT)과의 연결을 간략하게 기술하

기로 한다.

10.2.1. IT-CogT의 연결

해외에서의 IT-CogT의 연결은 현재 상당히 발전된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디지털 기술의 추세가 좀 더 높은 수준의 지능화 시스템 탐구와 상위 수준의 인지기능을

구현하는 것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의 핵심 주제인 자연지능 및 인공지능 모두

인지과학과 아주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지식 사회의 전개가 고도화되면서 IT가 발전할수록 인

지과학과의 연결도 그만큼 강해지고 넓어져왔고, 또 미래에도 그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 본다.

미래에는 컴퓨터 계산력의 증가에 비례하는 인공지능 개발 가속화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하는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 환경에서의 인지특성 활용이 확산될 것이다. 또한 그저 주

어진 기술적 기능을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인간화된 형태의 서비스 사용 및 구현에 초

점화가 되며, 이에 따라 각종 디지털 도구의 사용성(usability)이 향상, 발전하게 되고, 감성 공

학 기술과의 연결도 발전할 것이다. 이 외에도 학교 또는 산업의 교육/학습 장면에의 IT-CogT

연결 시스템, 도구 개발 및 적용의 확산되어 인지교수법(Cognitive Instruction), 멀티미디어학

습, e-learning 등이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망보조(computer-net-aided)의 형태로 일상

생활장면에서의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적응 인지기술의 향상이 이뤄지며, 인지기능향상(CET;

25) 국내 용어로는 ‘융합과학기술’이지만, 해외 영문 용어로는 ‘수렴적 테크놀로지: Converging

Technologies’이다. ‘융합’이라는 용어의 국내 사용 혼동의 문제에 대하여는 계간지 ‘철학과 현실’

2010년, 봄호, 43-53쪽, 에 게재된 이정모의 글,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본 학문의 융합’을 참고하

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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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Enhancing Technologies)의 발전이 이뤄질 것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변화하면서 [인간-AI-robot] 간의 연결 연구에의 초점화가 이

뤄지고, 그에 따라 로보틱스 연구개발에서의 인지과학의 영향이 점증하며, 인간 감각-지각-운

동 기술의 로봇에의 의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

져 점진적으로 IT-CogT-BT의 연결 정도가 강화되고 확장 되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10.2.2. BT-CogT의 연결

생명과학기술과 인지과학기술의 연결은 각종 인지기능 향상과 관련된 신경약물학의 발전이

일차적인 중심이(특히 물질과학 중심의 낙후된 과학관을 지닌 한국에서) 되리라 본다. 구체적

으로는 기억약(memory drugs 또는 cognitive drugs)과 같은 인지기능 향상 약물 개발이 빠르

게 발전될 전망이다. 이 분야가 바로 인지기능향상(CE)의 미래연구영역 분야에서 파급 효과가

크지만 동시에 윤리적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중요한 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동기,

정서 연구 활용이 두드러질 것이며, 보다 간편하게 측정되는 신경생리적 지표[뇌파(EEG), 피부

전기반응(GSR), 근전도(EMG)]와 fMRI, fNIR(근적외선영상) 등의 인지경영상 연구 결과가 활

발하게 응용될 전망이다. 또한 신경회로망 연구의 활용으로 각종 감성제품, 인공지능 제품의

개발이 이뤄질 것이다.

10.2.3. NT-CogT의 연결

이는 직접적인 연결보다는 BT, IT를 통한 연결 기술 발전으로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는 분야

이다. 가장 영향력을 줄 것은 BT와의 연결을 통한 뇌기능 진단 및 활용화 기법의 발전이다.

예를 들어 적외선을 사용한 인지영상기법, Cogno-scope(청진기가 아닌 인지진단기) 등의 발전

이 가능하다. 또한 신경보철 인공물 기능을 고수준화하는 데에 이 NT-CogT 연결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연결은 'BT-NT-IT-CogT'의 연결로 이어져 나노바이오지능컴퓨터와

같은 혁신적인 성과물을 내놓게 될 것이다.

10.2.4. IT-BT-CogT의 연결

현재까지의 신경과학, 인지신경과학의 발달을 바탕으로 가장 빠르고 획기적 발달이 이뤄지고

있으며 미래에도 빠르게 발전할 분야이다. 신경과학-심리학-컴퓨터과학(공학)의 연결의 확장되

어 BT-IT-CogT 3자 연결에 의한 발전이 가속화되고, 뇌영상기법과 컴퓨터 모델링 기법이 빠

르게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BCI (Brain-Computer Interface) 기술과 BRI

(Brain-Robot Interface) 기술이 발전하고 신경보철 -컴퓨터 연결 기술 개발이 발전할 것이다.

이런 발전은 로보틱스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 분야는 NBIC 융합과학기술의 목표와도 직결되는 인지기능향상 기술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영역이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인간의 인지기능 향상 주제 영역으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의 여러 인지적 적응력 향상, 또는 각종 일 장면에서 노동자, 기술

자, 직원의 일반적인 인지적 적응 기능 향상 및 증강 측면; 학교나 산업장면에서의 교육받는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의 인지적 기능의 향상 및 증강 측면; 유전적 원인, 뇌손상, 재난 등의 각

종 원인으로 인하여 일반 인지기능이나 사회인지기능 등의 심적 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

들의 인지적, 사회적 기능을 증강, 개선, 향상 시키는 측면 등이 있다.

이외에도 IT-BT-CogT의 연결로 뇌 손상자, 신체심리 기능 이상자의 인지신경적 적응 기

법 연구가 발전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술들의 발전이 기대된다.

1) 시청각, 촉각, 운동감각 등 이상의 신경보철 기술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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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뇌 손상에 의한 주의, 기억, 언어, 사고 등의 인지 기능 이상자에 대한 (소프트)인지 적응

(재활) 기술 발전

이 외에도 인지컴퓨팅(cognitive computing)이나 인지시스템 연구, 인지로보틱스 등의 발전

을 기대할 수 있다. AI 틀을 대체하는 인지컴퓨팅의 개념 하에서는 로보틱스가 IT-BT-CogT

의 연결 연구가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로보틱스 관련 여러 연구와 개발도 더불어 발전하

게 될 것이다: 인지로보틱스, 발달로보틱스, 인간-로봇상호작용, 사회적로보틱스, 정서적 로보틱

스, 자아의식적 로보틱스 등.

10.2.5. NT-IT-CogT의 연결

최근에 싸이버물리시스템(CPS: Cyber Physical System)에 대한 연구 관심이 상당히 급증하는

것 같다. 컴퓨터 또는 로봇들이 각기 독립된 개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싸이버 시스템과 물리

적 시스템이 결합하여 정보처리(계산)하는 통합적 시스템, 언제 어디서나의 (ubiquitous) 상태

에서, 각개의 물리적 시스템이 모든 정보를 독자적으로 내장하지 않고 웹상에 분산 저장하며,

웹을 통하여 연결된 다른 물리적 여러 시스템과 함께 작용하는 미래 지향적 시스템인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물리적 구축은 전통적인 하드웨어적 IT, NT 등의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겠

지만, 결국은 소프트웨어적 효율적 연결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인간이 이러한 복잡한 시

스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문제가 발생하리라 본다. 그러한 것과 연관하여 복잡한 것을 이해

하고 다룰 수 있는 인지적 능력 및 기술의 탐구 및 이에 부합된 방향으로의 싸이버물리시스템

의 디자인이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리라 본다. 싸이버물리시스템과 인간의 상호작용

(Human-CPS Interaction)의 최적화의 문제가 HCI의 연구 주제의 확장의 한 분야로 부각될 수

있다.

10.2.6. NT-BT-IT-CogT의 연결

이 네 영역의 연결은 이론적 발전 측면에서,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 이 네 영역을 연결하여 기존의 인간의 인지기능이나 지능시스템 등에 대하여 새

로운 접근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그 한 예로 인간 및 기계의 인지학습 및 기억을 다루는 ‘분

자적 진화 구조로서의 하이퍼네트워크 시스템’ 접근을 들 수 있다. 이 이론틀에서는 인간의 융

통적인 학습, 기억, 지능 과정의 특징이, 과거와 현재의 경험적 일관성-연결성을 지니며, 지엽

적(local) 정보 표상과 일반적-전역적(global) 정보 표상이 하나의 시스템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낱개의 개념들의 단위요소들이 조합되어 다양하고 융통적인 복합구조를 창출하여

낸다는 점을 포착하고 이러한 학습, 기억의 역동적 창출을 화학분자수준의 진화적 학습 메커니

즘에 의하여 나타낼 수 있다는 데에 착안한 이론틀이다. 이러한 이론틀은 기억, 학습 메커니즘

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틀이 지닌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외에 NT-BT-IT-CogT의 기술적 연결의 대표적 사례는 기능-근적외선(fNIR) 기법을 통

한 뇌의 인지기능 연구 방법의 활용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노기술을 활용한 fNIR

(functional Near-Infra Red) Spectroscopy는 머리띠처럼 생긴 NIR 기구를 사용하여 비침습적

(non-invasive), 즉 뇌를 손상시키거나 신경적으로 해를 주지않고, 뇌의 신진대사와 혈류를 측

정하여 주어진 자극에 대한 피험자의 인지적, 정서적 정보처리 특성을 추론하는 방법이다. 이 방

법은 미래의 인지신경과학의 주 연구/응용 기법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외에도 나노공학기술을 뇌기능

탐색의 인지신경적 방법에 도입함으로써 보다 상세한 해상도의 뇌기능 영상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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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CogT-IT-BT-사회기술(Socio-Tech)의 연결

미래에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가 물질 중심의 테크놀로지 수준보다

는 주로 사회적 테크놀로지의 발전여부와 세련화 수준, 적용되는 범위 등이 될 수 있다. 미래

에 일반 문명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면서 선진 사회와 후진 사회의 사회

적 테크놀로지의 수준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리라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에는 인지

과학기술과 사회과학의 연결에 기반을 둔 각종 사회적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국가적 과학기술

의 하나의 중요한 목표로 도입될 수 있다.26) 이것에 의해 크게 변화될 분야는 테크놀로지 자체

는 물론, 교육, 경제, 경영, 광고, 커뮤니케이션, 행정, 법, 정치, 교통, 문화관광 등으로 다양하

다.

인지과학은 인간의 마음의 본질, 마음의 여러 양상 및 작동방식, 잘못 작동되는 특성, 제어할

수 있는 목표들을 사회과학에 제시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CogT-IT-BT-사회기술]의 연결

은 학문적으로나 실용적으로 큰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CogT-IT-BT-사회기술의 연결이 추상적이어서 별 실효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과학)기술-사회과학-인지과학이 연결이 안 된 채 미래과학기술의 기획, 논

의를 하는 것은 미래 사회에 대한 그리고 점차 사회과학 기술과의 연결 비중이 증가되어가는

미래 과학기술의 특성에 대한 이해부족 내지는 무지에서 오는 것이다. 선진국은 대체로 이런

연결 단계를 넘어섰다. 특히 유럽 공동체의 경우 융합과학기술의 기본틀에 이런 요소를 충분히

넣어놓은 상태이다.

사회기술을 연결함으로써 미래 세상에서 보다 잘 적응하며, 보다 창의적이고, 보다 의사결정

을 잘 하며, 보다 협동적인(collaborative) 존재로의 삶과 그를 받쳐주는 테크놀로지 개발의 추

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인지과학이 미래 융합과학기술의 핵심에 서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접

점, 이런 연결에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0.3. 인지과학과 융합과학기술 연결의 의의 종합

인지과학의 응용의 핵심은 다시 말하자면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지능화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인지과학에서는 지능적 체계를 연구해서 이런 것을 이루어낸다. 지능이라는 것은 생

명체 지능이건 인공지능이건 간에 환경에의 효율적 적응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다. 환경은 하드

웨어적 환경물과 소프트웨어적 환경물이 있을 수 있다. 미래 과학기술로서의 인지과학은 지능

적 주체의 인간의 적응기술과 인공물을 중심으로 한 환경과의 지능적 상호작용 과정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대처기술들을 제공을 한다.

현재 인류사회를 평가를 해본다면 동물에서 진화해 온 인간의 생물학적, 신체적 진화는 이제

26) 사회적 테크놀로지라는 분야는 이제 막 떠오르는 분야로서 그 개념적 정의가 확정되어 있지 않

지만. 테크놀로지와 사회적 문화를 이분법적으로 구별하여 보는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모든

테크놀로지가 사회적 측면을 지니고 있기에 전통적 과학기술이 소기의 목표대로 사회에 영향을

주고 기여하기 위하여는 그 테크노롤지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이해와 그를 고려한 사회적 전략

(기술)이 개입되어야함을 강조한다. 특히 인터넷, 핸드폰 등의 사회적 미디어와 관련된, 또는 과

학기술(교육 포함) 정책 등과 관련되어서 하드웨어적이 아닌, 사회적 측면(사회적으로 중요한 일

에 대한 사회적 절차 형성 및 적용의 적절성, 공정성, 효율성, 올바름 등, 그리고 연령집단 등 사

회집단간의 균형되고 효율적 커뮤니케이션 도출 등의 특성)을 분석하여 그 사회에 적절한 효율적

인 [물질적 테크놀로지와 소프트한 사회적 특성의 창출, 내지 연결] 도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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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정체되었고, 앞으로는 인간의 인지적, 지적, 심리적 진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것은 인간

이 인공물과의 공진화(coevolution)를 통해서 이뤄진다고 할 수 있겠다. 21세기에 인간의 마음

은 다음의 여러 유형의 세계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ㄱ..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의 자연적 현실공간:- 이것은 예부터 있어왔던 것이다.

ㄴ. 인간이 만든 하드웨어 인공물의 정수인 컴퓨터 그리고 지능적 로봇 시스템과의 자연적이

아니라 인공적인 현실공간.

ㄷ. 기타 소프트웨어 인공물(경제 정치 교육 기술 문화체계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인공

물과 하드 인공물간의 인공적 현실공간.

ㄹ. 컴퓨터, 인터넷 등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만들어 내는 사이버 가상공간.

위에서 ㄱ, ㄴ, ㄷ 는 모두 현실공간이고 ㄹ은 사이버 가상공간인데, 미래에는 그러한 자연

적 현실공간, 인공적 현실공간, 가상공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혼합 공간’ 속에서 인간의 마

음(지능)은 인공물과 함께 빠르게 공진화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 마음은 사회문화와

함께 공진화 하며 이러한 공진화에는 인간 삶의 공간의 도처에 있는 인공물이 (인간과의 연결

의 양식 및 중요성 때문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컴퓨터가 발전됨에 따라서 우리의 적응양식도, 인지적인 양식도 달라지는 것처럼. 인공물과

공진화 할 때, 언어와 공진화하는 측면, 컴퓨터와 사이버세계와 공진화 하는 측면, 인공지능시

스템․로봇과 공진화하는 측면, 사회문화적 소프트웨어적 소프트 인공물과 공진화하는 측면 등

을 생각할 수 있다. 미래에는(현재에도 그렇지만) 인간이 신체적으로 별로 달라지지는 않는데

인지적으로 이런 인공물과 함께 계속적으로 변화하며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인간 진화의 일차적 핵심은 뇌․인지기능 활용의 진화라고 볼 수 있겠다. 물론 환경과의 상

호작용에 의한 진화이다. 현대에 이르러서 그리고 미래에서 과학기술에 의해서 계속해서 새로

운 인공물이 만들어지기에 인간과 인공물의 공진화가 현재 사회의, 그리고 미래사회의 특징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인공물과의 공진화를 통해서 인간 종 자체의 새로운 차원의 진화. 신

체적 진화가 아니라 심리적이고 인지적인 진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미국의 NBIC 융합과학기술 틀이 미래 테크놀로지의 목표로 제시한 바처럼 인지과학의 응용

이 지향하는 미래세계는, 개개인이 행위적으로, 심리적으로, 인지적으로 끊임없이 최상의 퍼포

먼스(performance)를 내게 하는, 계속 학습하고 계속 진화하게 하는, 그리고 또, 개인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해서(collective and collaborative) 학습하는 그런 공동체로, 최적으로 디

자인된 그런 사회로 인간이 진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학과 기술의 분야가 수렴되고 융합되는 융합의 역동

적인 장을 통하여, 그리고 주로 인공물(artifacts)을 지능적으로 디자인함을 통해서, 즉 소프트

인공물, 하드인공물을 잘 디자인함을 통해서, 그리고 적절한 사회적 테크놀로지의 연결에 의해

서 그것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의 핵심이 인지과학기술의 응용이라고 할 수 있겠

다.

11. 21세기 첫 10년의 인지과학의 흐름 되돌아 보기

21세기에 들어서서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진 (주로 해외에서) 인지과학의 흐름의 주요 추세

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선별적으로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줄일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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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첫째로 고전적 인지주의(Classical Cognitivism)를 통해 초기 인지과학에서 강한 영향

을 지녔던 인공지능 연구의 영향력이 점차 약하여 지고, 신경과학과 연결된 인지신경과학적 접

근이 인지과학의 여러 영역에서 널리 펼쳐지고 안착된 것이 지난 10년의 대표적 추세였다고

볼 수 있다. 즉 뇌에 대한 신경과학적 연구가 인지과학에서의 마음에 대한 연구의 기본 접근으

로써 확실히 자리잡은 것이다. 이제는 인지과학 내에서 신경적 접근에 바탕을 두지 않고는 인

지기능을 이야기하는 이론을 제기하기 힘든 것이 21세기 초의 대세이다.

본래부터 신경-계산 이론이나 모델을 강조하여온 시각 연구 분야 연구가 그러하였고, 기억,

언어, 정서 등의 분야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강하게 드러났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추세는

단지 인지과학 내에서 멈추지 않고 주변학문에 확산되어, 인문학, 사회과학의 어떤 분야 명칭

앞에 ‘neuro-’ 라는 접두어가 붙여져서 각종 ‘신경---’이라는 학문분야들이(예: 신경경제학) 새

롭게 빠르게 열려져 온 것도 그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결과로 뇌의 인지적 기능들

에 관한 여러 주제들이 이제는 과학자들은 물론 일반 대중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정도에

까지 이르렀다. 그렇지만 국내외 일반인들의 대부분은 그 주제들이 인지과학적 주제인 줄 모르

며 그저 신경과학적 주제로만 아직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나]. 둘째로, 다른 한 흐름은 (신경과과학적 연구가 아닌) 전통적 인지과학의 경험적 결과

의 연구 결과가 주는 이론적 의의가 주변학문에로 확산되어 주변학문을 변화시킨 추세라고 할

수 있다. Amos Tversky와 Daniel Kahneman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인지심리학자) 등이

(안서원, 2006)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간편법(편의법; heuristics)적 인지27)에 대하여 연구한

실험연구 결과 및 이론틀이 경제학에 도입되었고 그 결과로 그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온 신고전

주의적 경제학을 탈바꿈시키며 행동경제학, 인지경제학 등을 탄생시킨 것이, 그리고 그 과정에

서 ‘인간이 이성적, 합리적 사고를 한다’는 과거의 사회과학적 통념을 깨뜨린 것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경제학과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행동경제학 관련 책의 출

판과, 강좌, 논의들의 경향은 20년 내지 30년 전에 인지심리학을 중심으로 인지과학 내에서 이

루어진 경험적, 이론적 연구 결과가 지니는 학문적 의의의 후폭풍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셋째로, 지난 10년간 일어난 인지과학의 다른 한 흐름은 미래 융합과학기술의 4대 핵

심축으로서 인지과학 기술이 부각되고 또한 인지과학의 공학적 응용의 영역이 확대된 것이다.

위의 10절에서 언급한 바처럼, IT, BT, NT와 함께 인지과학기술(CogT)이 미래 테크놀로지 사

회를 이끌어 나아갈 4대 핵심 테크놀로지 축이라는 것은 2002년에 발표된 미국과학재단(NSF)

의 'NBIC' 틀에서 부각되었고, 그리고 이어서 발표된 유럽공동체의 미래 융합과학기술 틀인,

CTEKS(Converging Technologies for the European Knowledge Society) 틀에서도 인지과학

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또한 영국 등에서, 미래사회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중요

한 미래 10대 과제의 하나로써 ‘심적 자본(mental capital)’을 간주하는 틀이 천명됨에 따라 인

지과학의 응용적 기술이 미래 테크놀로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28)

이러한 연관에서 인지과학기술의 응용적 적용 영역이 인공지능, 인지공학은 물론, 인지인포

27) heuristics적 사고에 대하여는 이정모(2009ㄱ, 12장 10절 참조)

28) 유럽의 CTEKS 틀; http://www.ntnu.no/2020/final_report_en.pdf

  유럽의 Mental Capital & Mental welbeing 예측 프로젝트 및 보고서:
http://www.foresight.gov.uk/OurWork/ActiveProjects/Mental%20Capital/ProjectOutputs.asp

    유럽공동체가 2008년에 전망하는 융합과학기술의 미래; http://www.contecs.fraunhofer.de/
      (CONverging TEChnologies와 Social sciences & humanities에의 영향과 의의; CONTE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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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틱스(Cognitive Informatics), 인지로보틱스(Cognitive Robotics) 등으로 확산되었음에 우리는

주목하게 된다. 인지공학 연구자들은 그동안에 이루어진 인지과학적 개념, 이론, 경험적 연구결

과(특히 A. Damsio의 인지신경과학 연구에서, 이성적 판단과 결정의 밑바탕에는 반드시 정서

적 요소들이 놓여 있다는 연구 결과)들과 연결하여 인지공학의 틀을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로

인지과학의 응용적 개념화 및 적용 영역이 확장되었다(예: 감성공학, Emotional Computer 개

념, Affective Computing/ Social Robot 개념 등). 또한 인지과학의 응용적 적용 분야의 확산의

다른 한 현상으로는 인공지능 연구 대신 로봇 연구가 인지과학과 공학을 연결하는 핵심 분야

로 떠올랐으며 로보틱스가 인지과학의 이론을 검증하고 세련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틀

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넷째로, 인지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태동이다. 이는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또는 확장된 마음(공간적으로 연장된 마음; Extended Mind)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인지과학의 새 틀이다.29) 서구 학자들에 의하면, 현재 이러한 움직임에 의해 인지과학이 과거

1950년대의 인지주의의 떠오름 시점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전기를 맞고 있으며, 그것은 주변 학

문들에 상당한 영향을 주리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미래의 인지과학을 다루는 다음의

12.2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상에 열거한 새로운 접근들은 전통적 정보처리적 패러다임의 인지주의와는 다른 관점에

서 인지과학의 기초를 재구성하여야 할 필요성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도 이러한 새

접근들은 서로 경계가 확연하지도 않고 중첩된 부분이 많으며, 어느 하나가 옳다든지, 어느 하

나가 모두를 다 설명할 수 있다든지, 서로 모순된다든지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마음과 인지에 관하여, 서로 다른 점을 강조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다른 설명 수준에

서 접근하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여러 접근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인간의 인지는 어느 하나의

접근에 의해 모두 설명될 수는 없다고 본다. 현재 제시된 여러 접근 중에서 어느 한 접근이 다

른 모든 접근들을 대치할 수 있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설명 수준에서 더 좋은 설명을 줄 수 있

는 것 같다. 여러 설명적 접근들이 서로를 보완하고, 또한 새로운 접근에 자극 받아 기존의 접

근들이 문제점이 더 적은 방향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과학적 이론틀의 발전 과

정이라고 하겠고, 그러한 과정을 인지과학이 현재 거쳐 나가고 있다고 하겠다.

12. 인지과학에 미래에 대한 전망: 2010년대와 그이후

2010년대의 앞으로 10년에서 그리고 2010년대를 넘어서 2020년대에 인지과학이 어떻게 전개

될 것인가를 조망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쓴 R. Kurzweil

박사처럼 통계학이나 과학기술 관련 조사연구자 집단을 휘하에 거느리고 있어서 (단순히 직관

적 미래 예측이 아니라) 구제척인 통계적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한 통계적 추론에 근거한 예측

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이러한 한계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인지과학 관련

자료들의 탐색에 바탕을 두고 (일부분은 개인적 바램과 편향이 가입된 것이기는 하지만) 2010

년대, 2020년대에 전개될 인지과학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개의 흐름으로 예상하

29) 이정모(2008ㄴ, 2009ㄴ, 2009ㄷ) 및 아래 자료 참조

‘체화된 인지‘ 관련 글 자료 링크 모음: http://blog.naver.com/metapsy/4008722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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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1. 인지신경과학적 연구 결과의 발전과 확산.

2. 인지과학의 응용 영역과 이론의 정교화의 확산

3. 체화된 인지 접근의 확산

4. 동역학체계 접근의 부각

5. ‘내러티브적 인지’ 접근: 인지과학과 인문학의 연결

6. 다원적 설명 틀에 대한 수용 확대

위의 각 항목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아래에 제시하기로 한다.

[12.1]. 인지신경과학적 연구 결과의 발전과 확산.

모든 인지과학 연구를 ‘뇌에 대한 신경과학적 연구로 환원’시키려는 접근이나 뇌과학 연구에

의하여 모든 것이 밝혀질 수 있다는 식의 ‘뇌 연구 지상주의’적 접근의 문제점이 이미 논의된

바 있다(도경수, 김성일, 2002).30) 마음에 대한 설명을 신경적 접근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시도

와 그러한 접근이 실제로 과학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바 사이에는 현격한 설명적 간격

(explanatory gaps)이 있다는 철학적 논의가 있고 이러한 철학적 입장에서 기존의 신경과학적

접근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인지과학에서 마음의 작동과정을 밝히는 과학적 접근으로서의 신경과학적

접근은 현재 경험과학적 접근으로서 인지과학과 신경과학에 상당히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다

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과학적 패러다임의 타당성의 인정 내지 수용의 문제는 그 과

학계의 사람들이 지니는 의견의 일치에 의하여 좌우되며,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지니는 암묵적

생각의 틀도 영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객관적 실증주의적 경험과학적 과학관이 과

학계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한에서는 이 관점이 지지하는 입장인 환원주의(reductionism)를

도입하여 '신경적 환원주의를 표방하는 신경과학적 접근'으로 뇌를 탐구하여 마음의 본질을 밝

히겠다고 하는 인지신경과학의 접근 틀(연구 프로그램)이 쉽게 무너지거나 다른 과학적 틀로

쉽게 대체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신경과학적 접근에 의해 뇌를 탐구하여 인간의 마음의 특성을 밝히겠다고 하

는 현재의 신경과학적, 좁게는 인지신경과학적 접근은 향후 10여년의 과학계에서 계속 그 지배

적 위치를 점유하고, 많은 새로운 인지신경과학적 연구 결과를 산출하리라 예상된다. 그러한

여정에서, 단지 어떠어떠한 심적(인지적) 기능이 뇌의 어느 부위에서 일어난다는 식의 논의를

넘어서, 그 심적(인지적) 과정의 과정적 정보처리 특성이 어떠어떠하다, 그리고 마음의 작동 특

성에 대한 과거의 철학적, 심리학적 개념화가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가가 어느 정도 밝혀지리라

본다.31) 앞으로도 10 여년 동안, 뇌 기능에 대한 인지신경과학적 연구 결과가 일반인의 일상과

일 장면에서 다양하게 인용, 적용되며 사람들의 구체적 삶과 일의 방식 변화에 영향 주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신경과학적 접근을 통한 현상의 설명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는 다음 12.3

30) “일부 기존 뇌 연구의 문제점과 뇌 연구 지상주의식 생각의 문제점:- 인지과학은 왜 뇌 연구만

으로는 가능하지 않은가” : http://korcogsci.blogspot.com/2009/01/blog-post_17.html
31) 따라서 앞으로 10 여 년 간을 인지과학의 물음들을 탐색하며 과학자적 연구자의 경력을 구축하

고자 하는 사람은 신경과학적 방법론을 익히며 인지신경과학 접근 노선에서 연구를 계속하는 것

이 안전한(적어도 향후 10 여 년 동안 과학적 연구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거나, 이미 확보된 위

치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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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과 12.6절에서 논의된다.

[12.2]. 인지과학의 응용 영역과 이론의 정교화의 확산.

미국 과학재단이나 유럽공동체의 미래 예측위원회가 밝혔듯이 미래 사회에서는 융합(수렴)테

크놀로지가 중요하게 된다. 컴퓨터, 인터넷, 로봇, 교육체계 등의 하드 및 소프트 인공물

(artifacts)의 발전은 공학과 인지과학을 더욱 가깝게 연결시키고 보다 효율적이고 사용하기에

편한, 그러면서도 인간의 인지적 기능을 증진시키는(CE: cognitive enhancing) 그러한 도구, 인

공물을 산출하게 할 것이다. 감각적 디자인과 구조적 설계에서 예술을 포함한 여러 학문 분야

들이 인지과학의 이론과 응용적 기술을 중심으로 연결되리라 본다. 즉 인지과학의 여러 응용

분야에서 인지과학기술을 징검다리로 하여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이 공학과 수렴(융합)되리라

본다. 인지과학이 학문간 수렴(융합)의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더욱 부각되리라 본다.

미래 사회에서 응용인지과학기술의 확산에 대하여는 위의 7.4절과 11절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32) 응용인지과학기술의 적용 영역의 확산과 이론의 가다듬음이, '체화된 인지' 접근, 물리

학의 복잡계 이론과 동역학 틀, 기존의 인지공학적 접근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지인포

마틱스, 인공인지시스템(Artificial Cognitive Systems), 로보틱스, 사이버물리시스템, 인지기능

향상시스템(Cognitive skill Enhancement Systems;) 등33)의 응용인지과학 영역의 탐구가 개념

적으로, 이론적으로, 더욱 정교화된다면 인지과학기술이 공학적으로 응용되는 영역은 계속 확

대 되어 일반인의 일상적 삶에 밀접히 연결된 기술로 자리 잡으리라 생각된다.

[12.3].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접근의 확산.

이미 앞에서 [21세기 첫 10년의 인지과학의 흐름]의 넷째 경향으로 언급된 '체화적 인지

'(EC, Embodied cognition; EM, Extended Mind; EC, Enacted Cognition; SC, Situated

Cognition; SM; Sitated Mind)라는 접근이 인지과학의 “제2의” 또는 “제3의” 대안적 접근 또는

패러다임적 변화로 인지과학에서, 그리고 인지과학기술의 응용 분야에서는 2010 이후의 시대에

서 무시하지 못할 세력으로 점진적으로 자리 잡으리라고 본다(이정모, 2008ㄴ, 2009ㄴ, 2009ㄷ).

해외 학계의 여러 경향이 이런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그 징후들이 철학이나 사회과학

관련 이론가들에 의해서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로보틱스 등 공학의 분야와 복잡계 이론과

관련된 물리학 분야의 연구자들도 제기하고 있으며, 학문간 수렴적(융합적) 연결에의 노력이

여러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기에 이러한 패러다임적 변화는 무시하기 힘든 것 같다.34)

비록 2010년대 초엽인 지금에 아직은 하나의 통일된 이론적 틀로 가다듬어지지 못한 채, 다

32) 인지과학기술의 응용에 대하여는 http://blog.naver.com/metapsy/40047881318에 게시된 글의 다

음의 3개절에서 (4.3. 미래 융합과학기술의 전개와 인지과학, 4.4. 기타 인지과학의 공학적 응용

관련 미래 변화 특성, 4.5. 인지과학이 열어가는 사회과학, 인문학, 예술, 공학 계 등의 변혁) 상세

히 기술되고 있기에, 그리고 [이정모(2009ㄱ) 책의 15장 5절(융합과학기술과 인지과학의 응용 연

결, 변화 추세)에서 (695-701 쪽) 다루어져 있기에, 여기에서 부연 설명은 생략한다.

33) 인지인포마틱스: http://en.wikipedia.org/wiki/Cognitive_informatics, 인공인지시스템(Artificial

Cognitive Sysems; http://www.scitech.ac.uk/Resources/PDF/PatrickCourtney.pdf, 로보틱스, 사

이버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s(http://en.wikipedia.org/wiki/Cyber-physical_system), 

인지기능향상시스템(Cognitive skill Enhancement Systems; 

http://www.atl.lmco.com/papers/1250.pdf) 

34) 예: 체화된 인지와 로보틱스:http://www.ccc.utexas.edu/cogsci08/tut08-yu.pdf;

인지물리학: http://www.springerlink.com/content/fn9825315u7t7476/



7사고및차의성강의-교안전체2010-09.hwp 259- 259 -

소 산만하게 여러 이름 아래서 전개되고 있고, 또한 고전적 인지과학처럼 굳건한 경험과학적

또는 형식적(formal) 접근의 바탕을 지니고 있지 않기에, 이러한 전통적 경험과학 틀과의 연결

문제를 해결하여 과학적 접근으로 확립되어야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기는 하다. 그리고 국내외

의 전통적 인지심리학, 인지과학, 신경과학의 연구자들 대다수가 아직은 이러한 체화적 연구접

근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거나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 새 패러다임의 등장은 마치

1950년대에 당시 심리학 및 주변학문의 학계를 주름잡고 있던 행동주의에 강하게 반발하여 등

장하였던 고전적 인지주의(Classical Cognitivism)의 출현 및 빠른 전파에 필적하는 그러한 학

문적 추세로 미래에 자리를 잡으리라고 본다.

이 ‘체화된 인지’ 접근의 요점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체화된 인지 접근은 과거에 사회과

학의 기반이 되어온 전통적 데카르트적 존재론/인식론에 바탕을 둔 ‘마음’ 개념으로부터 탈피하

여, ‘몸’을 지니는 유기체로서의 인간이 몸을 통하여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상에서 출현하는

인간의 ‘행위’로서의 ‘마음’의 관점으로 전환하자는 생각 틀이다. 이 접근은 인간의 마음 또는

인지가, 개인 내의 뇌 속에 표상된 내용이라고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몸을 가지고(embodied)

환경에 구현, 내재되어(embedded) 환경에 적응하는 유기체인 인간이 환경과의 순간 순간적으

로 상호작용하는 행위 역동 상에서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마음, 몸의 활동뿐만 아니라 문화,

역사 등의 사회적 맥락, 그리고 기타 (인공물(소프트웨어, 하드웨어)과 자연적 대상의) 환경 요

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구성되고 결정되는 그러한 마음임을 강조하는 접근이다.

과거 인지주의에서 배제되었던 ‘몸’을 마음의 바탕으로 되찾게 하며, 그 체화된 마음과 분리

될 수 없는 환경을 인지과학과 심리학에 되살려 놓게 하며, 공간적 연장이 없는 마음(데카르트

적 입장)이 아니라 몸에 바탕을 두고 환경에 연장된, 확장된 마음(extended mind)(스피노자적

틀)으로 마음을 재개념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니 그래야 하는 필연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접근에 자연적으로 뒤따르는 논의는 현재 일부 과학자들과 일반인이 지닌 생각, 즉

‘마음은 곧 뇌이다’라는 ‘뇌’ 지상주의적 생각에 대한 대안적 관점이다. 체화적 마음 입장은 ‘뇌

를 넘어서’는 마음의 관점이다. 국내 번역된 철학자 알바 노에(2009)의 책에서 이미 지적된 바

와 같이 ‘뇌 = 마음’이라는 기존의 관점은 데카르트의 존재론, 인식론에 바탕을 둔 잘못된 관점

이며, 우리는 몸에,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바탕을 둔 활동의 마음 관점으로 옮겨가야 한

다는 것이다, 스피노자, 듀이, 메를로퐁티, 하이데거, 리꾀르 등 인문학자의 생각을 인지과학에

서 진지하게 다시 음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이정모, 2009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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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가 그 마음을 심리학에 되찾아주었지만 뇌의 역할을 무시하였고, 1980년대 이후의 인지신경

과학이 마음을 다시 뇌 속으로 넣어주었지만 뇌를 제외한 몸의 역할을 무시하고 데카르트식 “마음 = 뇌신경

상태”의 관점을 전개하였다면, 이제 21세기에서 [체화된 인지] 관점을 통하여 그 뇌를 몸으로, 그리고 다시

그 몸을 환경으로 통합시키는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음은 뇌 속에서 일어나는 신

경적 상태나 과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신경적 기능구조인 뇌와, 뇌 이외의 몸, 그리고 환경의 3

자가 괴리되지 않은 하나의 통합적 단위체인 총체 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중심으로 재개념화

되어야 한다. 몸을 배제한, 체화되지 않은 개념으로는 인간-인간 간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인

간-인공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없다.

마음에 대한 개념화의 보는 틀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기존의 인지과학이 크게 재구성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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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환경과의 심적 역동적 상호작용은 몸에 의존하며, 따라서 언어 또는 사고 등의 고차 심

적 기능도 이러한(감각 및 운동) 기초의 제약과 허용 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Fischer, &

Zwaan, in press; Glenberg, Sato, Cattaneo, Riggio, Palumbo, & Buccino, in press; Spivey,

2006).35)

지각은 능동적이며, 행위는 감각, 지각에 의해 인도되며, 신경계, 몸, 환경 요인이 실시간 상

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임을 이해함을 통하여 마음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주어지게 된다. 또한

전반적 계획이나 통제가 없이 분산된 단위들의 지엽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가조직적으로, 창

발적으로 출현하는 것이 심적 현상이며, 마음은 환경에 확장된, 상황지어진 것으로 분석, 이해

되어야 하며, 실험실 등의 인공적 상황에서 탐구될 것이 아니라 자연적, 생태적 상황에서 맥락

이 고려되어서 이해되어야 하며, 역동적 시간 경과와 상호작용성을 다루기에 적절한(동역학적

이론모델의 도입) 수리적, 형식적 접근을 통하여 탐구되어야 하며, 신경생물학적 가능성이 반드

시 고려되며, 현상이 과정이 어떻게 체험되는가 하는 가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도 설명적 구성

요소로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마음 개념을 이렇게 재개념화하는 것은 인지과학 자체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공학을 비롯한

주변 학문 및 실제 응용 분야에 상당한 시사를 지닌다. 환경 속의 인간 그리고 행위주체

(agents)로서 존재할 로봇 등의 인공물과 몸을 통하여 상호작용하는 행위 현상 일반이 심리학

과 인지과학의 주요 분석대상이 된다면, 인지과학은 생체로서의 인간 및 동물 자체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 존재하게 되는 온갖 유형의 인공물, 특히 행위주체자로서 작동할 로봇과

같은 인공물, 인간의 몸이나 인지와 경계가 없는 그러한 미래 인공물과 인간의 상호작용도 탐

구하는 학문이 되리라 본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여러 사회과학, 공학이 다루는 역동적 상황들,

연구영역들이 인지과학의 영역으로 포섭,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로봇 연구에서 로

봇의 인지적, 정서적 반응, 로봇-로봇 상호작용, 로봇-인간 상호작용, 인간-로봇매개-인간 상호

작용 등의 영역이 인지과학의 영역이 되게 되는 것이다. 인지과학의 내연과 외연이 확장되는

것이다.

인접학문에의 영향을 본다면, 먼저 인문학 분야에서, 이러한 개념적 틀을 제공한 학문인 철

학이 존재론과 인식론의 전개에서 데카르트적 틀의 대안적 틀에 대하여 보다 수용적이고 많은

정교화 작업을 하며 인지과학의 체화된 마음 접근의 이론적 기초를 계속 가다듬어 주어야 한

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언어학에서는 인간 언어의 바탕이 몸의 감각 운동적 활동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기존의 형식적 접근 중심을 수정하고 인지언어학의 비중이 더 커져야 하리라

본다.

사회과학에서는 교육학, 사회복지학, 경제학, 법학, 정치학, 매스커뮤니케이션학, 인류학 등에

서 이러한 체화된 마음 측면이 고려된 인간행동-사회 현상의 이해 및 이론틀의 재구성이 있어

야 하며. 언어치료 등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집단의 인지나 행동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실제

응용장면에서 보다 효율적 실용적인 접근 틀이 재구성되어야 한다. 스포츠 교육 분야나 광고-

마케팅 관련 분야도 이러한 재구성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술 분야에서는 인간의 예술적 퍼포만스와 관련하여 기존의 실제 예술적 퍼포만스의 수행

과 그에 대한 교육에서는 이미 이러한 체화적 마음의 입장이 도입되어 실시되어 왔다고 볼 수

35) Arthu Glenberg, Michael Spivey, Rolf Zwaan 등이 이 ‘체화된 인지’ 틀에서 언어, 정서 등을 설

명하는 실험 연구를 수행하는 대표적 연구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나 문헌에

서 볼 수 있다:

- http://www.nbu.bg/cogs/events/2009/m_spivey_cours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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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반면 예술이론 작업 측면에서는 기존의 심리학 이론 틀의 미흡으로 인하여 실제 예술

적 퍼포만스와 다소 거리가 있는 이론이 전개되어 왔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족함이 이

새 틀의 도입으로 보완되어야 하리라 본다. 또한 체화된 마음의 내러티브적 측면, 즉 마음의

작동 기본 원리가 몸의 활동에 바탕을 둔 내러티브 구성이 중심이라는 인지내러톨로지 학자들

의 주장을 고려한다면 기존 문학이론 분야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공학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로보틱스 분야가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

되며, 학문적, 실용적 연구 틀이 상당히 변화되어야 하리라 본다. 사실 체화적 접근이 부각되게

된 직접적 영향의 하나는 MIT의 로보틱스 연구자인 R. Brooks 교수와 같은 공학자들이 이 관

점의 중요성을 깨닫고 발상의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한36) 데에 힘입은 바 크다. 핸드폰, 내비게

이션 등의 현재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디지털 도구 등의 디자인 산업은 도구와 인간의 상호작

용을 전제로 하는데 그 상호작용의 핵심이 몸을 사용한 감각-운동 중심의 인간의 심적 활동에

있다면 기존의 디지털 기계/도구 및 환경 디자인(공학 포함)의 틀이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뇌연구 결과의 의의에 대하여 과장된 맹신을 일반인에게 부추키

어 온 뇌지상주의적 오해가 수정되어야 한다. 뇌연구의 제한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뇌 연구가

앞으로도 인간 삶에서 계속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과학적 설명의 한계를 인정하고 뇌

지상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마음은 곧 뇌이다’가 아니다]라는 문제에 대하여 과학철학적, 심리

철학적 논의가 과거에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이론적 바탕,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여러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체화된 마음’ 관점은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공학, 자연

과학을 연결하는 융합학문적인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공학 학자들

이 다른 곳에서 융합적 주제를 찾아 연목구어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나 체화된 인지 접근이 한국 내에서는 그리 빠르게 확산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한

국 내의 기존의 과학기술의 개념은 구체적 물질 위주의 과학기술 개념으로 형성되어 있고 대

부분의 한국인의 사고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구체성 위주(뇌와 같은 구체적, 물

질적 대상의 연구를 강조하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에 한국 내에서 인지과학을 수용한 역

사를 살펴보더라도 미래를 낙관하기 힘들다. 미국에서 1950년대 말에 인지과학의 틀이 형성되

었고, 1970년대에 과학 관련 기관이나 재단들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1980년대 초기에 대학

학부에서 인지과학 학과가 생겨나고, 2003년에 미국과학재단에서 인지과학기술이 4대 핵심축으

로 포함된 ‘NBIC 미래 테크놀로지’ 틀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십년이 지난 지금 2010

년대에 들어서는 문턱에서의 한국 내의 인지과학 수용 수준은 미약하다. 미국 일류 대학 학부

에서 인지과학 학과가 생긴 지 거의 30 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한국내 대학에 학부에 인지과

학 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하나도 없다는 것, 미래 융합기술을 논하면서도 아직도 IT-BT-NT

삼두마차 식의 20세기 식 생각틀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한국적 상황은 해외 인지과학의 새로

운 패러다임이 국내에 자리잡기에는(과학계와 일반인들의 생각의 틀의 전환에) 앞으로도 오랜

시일이 걸리리라는 예측을 낳게 한다.

[12.4]. 동역학체계 접근37)의 부각

인지과학의 미래 새 틀의 이론적 내용과 테크놀로지적 응용 가능성에 대한 국내 수용 과정

36) Brooks, R. (1991). “"Intelligence Without Represent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47:139-159.
37) 이 주제는 ‘체화된 인지’ 접근의 한 부분으로 다룰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독자적 절로 다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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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행이 느리더라도,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와 수용은 점차 가속화되리라 본다. 이

러한 변화에는 자연계 현상과 인공현상 모두를 복잡계(Complex Systems)의 틀에서 보며, 인지

현상을 하나의 자연계 시스템의 현상으로 간주하려는 접근이 한 주요틀이 되리라 본다. 이미

다른 발표에서도 여러번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IBM회사의 아이디어 리더들이 제시한 과학적

현상/대상의 분류 틀에 의하면, 인지체계는 물리체계, 생명체계와 함께 자연계의 3대 구성요소

체계가 된다. 이 틀을 다시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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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 IBM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2-5 복잡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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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복잡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 복잡계는 2(primary systems) - 5(secondary systems) 체계로 구성된다. 미래 

사회는 NBCST (Nano- Bio- Cogno-Socio-Techno)  수렴과학기술시대가 되며, 인지과학이 미래 NBCST 2-5 

Convergence 틀의 한 핵심 축이 된다. 이들이 지금은 분화되어 탐구되지만 이들 복잡계는 실상은 인류진화사에서 공

진화해 왔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며, 미래에는 이들이 연결된 통합된 체계(integrated, unified information systems 

UIS)으로 진화되고 연구될 것이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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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atural Systems

ㄱ. Physical systems: 물리학, 천체물리학 나노기술 등의 분야

ㄴ. Living systems: 생물학, 화학, 동물생태학, 발생학 등의 분야

ㄷ. Cognitive Systems: 인지과학, 심리학, 신경생리학, 아동발달과학 등의 분야

2. Human-Made systems

ㄹ. Social systems: 사회학, 동물생태학, 언어학, 경제학, 정치학, 조직행동학 등의 분야

ㅁ. Technology systems: 테크놀로지디자인과학, HCI, 인간공학, 바이오닉스 등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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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시스템을 복잡계 이론을 동원하여 이렇게 개념화하면, 인지과학적 접근은 자연히 이론물

리학의 개념적 작업과 연결되며, 뇌의 부위별 신경적 과정의 통합 현상이나 심리적(인지적) 현

상의 상위수준의 역동과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물리학의 동역학체계(dynamic systems)적

인 틀을 도입하게 된다. 마음을 일종 비선형체계(minds as nonlinear systems)로 보는 이러한

관점은 ‘마음’ 현상이 본질적으로 복잡함과, 최소의 미시적 세계를 다루는 학문인 물리학과 최

상의 거시적 세계를 다루는 인지과학이 미래에는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

다.39)

이미 8.2.3.절에서도 동역학체계적 접근에 대하여 간단한 소개를 하였다. 최근까지 심리학이

38) 자료출처: J. C. Spohrer & D. C. Engelbart (2004).

39) 예1: George Kampis; ‘Complexity and the Mind’의 결론 부분

http://www.jaist.ac.jp/~g-kampis/USA/Complexity_and_Mind.html

- ... complex systems in physics (meaning nonlinear systems... ) are perhaps not really complex,

after all. "Real" complexity may reside in many-dimensional nonlinear systems, and in natural

systems like minds that can build different episodes or (more precisely) mental models of

different episodes.

- ‘Complexity is a Cue to the Mind’.

(http://www.jaist.ac.jp/~g-kampis/BBS/Complexity_is_a_Cue_to_the_Min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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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지과학에서 동역학체계적 접근에 비중을 주어 연구한 분야는 주로 인지발달 영역이나 로

보틱스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동역학적 접근이 ‘체화된 인지’ 이론틀을 지원하는 면

이 있기에, 앞으로는 복잡계의 틀, 체화된 인지의 틀, 동역학체계의 틀 등이 보다 밀접한 (물론,

이들 사이에는 이론적으로 갈등되는 부면이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연결을 이루어 내며 인

지현상을 탐구, 설명하는 틀로 떠오르리라고 본다. 물리학은 자연과학의 기초학문, 인지과학은

사회과학 학문으로 분류하여 온 기존의 한국적 학문 분류 틀이 실제 연구자의 연구 활동에 맞

지 않으며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더욱 드러나리라 본다.40)

[12.5]. ‘내러티브적 인지’ 접근: 인지과학과 인문학의 연결

인지과학이 지난 50년 동안에 주로 고전적 인지주의(계산주의) 틀을 중심으로 발전됨에 따라

그동안 소홀이 되고 발전이 별로 두드러지지 못하였던 인지과학의 영역이, 인간의 마음(인지)

과 이야기(내러티브, narrative)적 접근을 연결하는 틀의, 즉 인문학과 인지과학, 공학을 연결하

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분야는 형식화하기 힘들고 객관적 경험적 접근이 어렵다고 간

주되어서 주류 인지과학의 흐름에서는 그동안 배제되어 온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

근에 이 영역이 지니는 의의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있고 또 그 변화가 인지과학

전체 패러다임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앞으로 그 영향이 점진적으로 증가되리라 본다.

인지문학과 인지과학 일반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Mark Turner 교수는41)

1996년의 책, “The Literary Mind"라는 책에서 ‘인지과학의 중심 주제가 사실상 문학적 마음의

문제이다'42) 그리고 '이야기가 마음의 기본 원리이다(‘Story is a basic principle of mind.’)'라

고 하였으며, 인지과학과 문학을 연결하며, 내러티브적 인지과학이라는 하나의 대안적 인지과

학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내러티브적 접근을 인지과학에 도입하여 실제의 인간의 마음의 작동의 원리를 밝히려는 이

러한 Turner 교수 등의 노력은 실상 1930년대 영국 심리학자였던 F. C. Bartlett 교수의 ‘마음

은 이야기 스키마에 의한 의미에의 구성적 노력’이라는 생각의 부활이며, 소프트한 인지과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하여온 인지심리학자(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인지과학의 출발에 큰 역할

을 하였던) Jerome Bruner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러티브적 입장은 철학자들의 논의에서도 지지되고 있다. 인간의 마음의 기본 원리가 이야

기적 원리, 즉 내러티브적 원리임이라는 것이다. 철학자 D. Lloyd(1989)는 "Simple Minds" 라

는 책에서 인간의 심적 원리로 세 가지를 들었다. 그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는 구현

(implementation) 수준의 신경망적 연결주의 원리가 작용하고, 상위 심적 수준에서는 일차적으

로 이야기 원리(psychonarratology principle)가 작용하고, 그 윗 수준에서는 필요에 의해서만

합리적 이성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논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이성의 일차적 패턴은 이야기 패

턴이고, 이차적 패턴이 논리다. 이성(추리)의 1차적(원래) 형태는 이야기 패턴(narrative

pattern)이다. 이야기는 인지의 기본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것은 인간이 모든 정보처리에

40) 10년, 20년 후의 인지과학 연구자로서 튼튼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연구자가 되기 위하여는

아마도 그때까지도 세력을 지니고 있을 인지신경과학적 연구 방법과, 그리고 복잡계에 대한 동역

학체계를 포함한 이론물리학적 이론 틀, 그리고 전통적 경험과학적 인지과학 연구 방법과 이론들

등에 친숙한 사람이어야 할 것 같다.

41) Mark Turner 교수 자료 사이트 : http://markturner.org/

42) 'The central issues for cognitive science are in fact the issue of the literary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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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이야기 구조에 맞게 구성하고 처리하는 기본 경향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Lloyd

는 이것을 psychonarratology라고 부르고 이러한 유형의 사고가 일차적이며 원초적인 사고 패

턴이고, 이것에서 부터 인간의 합리적 이성이 뒤늦게 진화되었다고 본다.43)

한편 D. Dennett(1991)은 내러티브 원리를 마음 이론에 도입하여 ‘여러 초벌 모형(multiple

drafts model)’이라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여러 초벌 모형’ 에서는 온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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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nnett에 의하면 인간의 의식, 마음이란, 단일적이고 통일적이며, 정적이고 단순원리적인 단일

주체(agent)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원적이고 통일되지 않고, 경쟁적이고, 역동적이

며 복잡한 여러 주체(agents) 또는 다원적 이야기들(drafts)에 의해 엮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5.1]. 인지과학과 문학의 연결

인지과학에 내러티브적 접근의 도입이 필연적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궁극적으로

는 인간 마음의 결정적 산물이며 또한 인간 마음 활동인, 문학을 인지과학에서 연결하여 탐구

하여야 하는 것이 요청될 것이다. 인지과학을 위하여서, 그리고 문학을 위해서라도 문학과 인

지과학이 연결, 수렴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문학의 상위범주인 인문학이 인지과학과 연결되

어야 한다. 인지과학과 문학을 연결하는 연결점에서 [인문학]과 [인간 본성에 대한 과학적 연

구]가 수렴-융합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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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능하여진다. 인문학과 인지과학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여 인문학자와 인지과학

자들에게 인간 마음 또는 심적 활동과의 이해와, 문학/예술(이해)의 상호 괴리 현상이 지속될

수 없음의 인식이, 그러한 인식의 변환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학문적 분위기의 떠오름이 진행

되어야 한다.

예술과 인지과학을 연결함에 있어서, “… 예술은 인간 마음의 작동을 이해하는 데에서 주변

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are not marginal for understanding the human mind.)”라는 자

각, 인식이 인지과학자들에게 필요하다. 또한 문학/예술가/인문학자들은 인지과학의 중요한 발

견, 중요한 지적 발전을 무시하거나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되며, 인지과학자들은 문학과 예술을

다루지 않거나 무시하여서는 인간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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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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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내러티브, 문학, 예슬 등이 인간에게 가능하게 하는 공통적, 공유적 개념적 바탕의 창

출과 개념적 융합, 혼성의 현상에서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연관에서 내러티

브적 인지과학 접근의 추구나, 수렴-융합적(당연히 창의적인) 사고의 육성 및 창출에 인지과학

43) Lloyd와 Dennett의 입장 논지 자료 출처: http://blog.naver.com/metapsy/40096269577 의 “6절.

마음의 내러티브 원리와 인지과학” 의 내용을 편집한 것임. (원전: 이정모, 1996).

44) 마크 터너의 말; “We may be seeing a coming together of the humanities and the science of

human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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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이론틀로써 인지언어학을 중심으로 제기된 ‘개념적 혼성(개

념적 융합); Conceptual Blending)'의 틀이 제공하는 이론적, 응용적 가능성에 주목하게 된다.

[12.5.2]. 개념적 혼성(Conceptual blending): 인지과학과 문학 연결의 이론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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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으로 전개되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컴퓨터와 가장 닮은 심적 과정임을 전제한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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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인이 개입되고(A. Damasio 등의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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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여주며 인간의 마음의 내러티브적 작용의 역동을 이해하는 개념적, 이론적 바탕 틀로 등장한

것이 ‘개념적 융합: (conceptual blending)의 이론 틀’이라고 할 수 있다(질 포코니에, 마크 터

너, 2009).

개념적 융합(혼성)이란45) 인지의 일반이론으로서, 의식수준에서라기 보다는 하의식 수준에서

작동하는 인지적 현상이다. 의식적이건, 하의식적이건 현재의 문제와 관련되는 2개 이상의 상

황(학문 분야 간이건, 테크놀로지, 산업의 영역들/ 대상들/ 사건 들/ 일상적 생활-행위 장면 등

이건)의 씨나리오적 요소들 그리고 핵심적 관계성이 혼성(blended; 결합, 융합)되는 인지적 과

정을 지칭한다. 문학 작품에서 많이 사용되는 은유, 유추, 비유 등의 이해 과정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예: ‘바다와 같은 어머니의 사랑’), 이 개념적 혼성 과정들이 인간의 인지와 행동, 특

히 일상적 사고와 언어의 도처에 산재하여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개념적 융합(혼성) 틀은 창의

성을 비롯하여 인간의 여러 인지적 현상을 설명하여 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인문학, 예

술, 인지과학을 연결하여 인간의 인지, 마음, 행동, 문화, 과학기술의 융합을 이해하는 (한국의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기업 등이 추구하는 융합적 인재 양육의) 새 틀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도 있다. 예술이 공학과 연결되어 창의적 공학적 테크놀로지의 창출의 생각의 바탕 밭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이 상황공간간의 개념적 혼성, 융합의 원리에 의한다고 볼 수 있

다.

위에서의 제시한 철학자들의 입장에 대한 개괄의 요점을 결합하고, 그동안에 진행되어온 인

지과학의 서사심리학(narrative psychology) 등의 접근을 연결하여 보고, 1930년대의 영국의

심리학자 F. C. Bartlett 교수의 주장을 연결하고, 최근의 Mark Turner(1996 등) 교수의 주장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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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건, 특정 과학 주제이

건, i-phone과 같은 인공물의 공학적 창안이나 그 이용이건, 2010년의 한국의 세종시 관련 논

쟁이건 간에 열심히 이야기(story)를 만들어 내는 것에 바탕을 두고 우리의 존재가, 서로의 존

재적 관계가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는 각자가 아침부터 밤까지(심지

어는 꿈속에서도) 열심히, 부지런히 쉬지 않고 ‘이야기’를 양산하여 내는 그러한 존재이고, [마

음 = 작은, 그러나 powerful한, ‘story, 즉 narrative 생산 공장’]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는 우리가 그 때 그 때에 우리 자신이 짜내는 이야기 판본(drarfts)(Dennett, 1991) 에 의하여

나 자신, 다른 사람, 세상의 여러 상황을 보고, 이해하고 생각하게 된다. 있는 그대로를 지각,

45)[개념적 혼성이란 무엇인가?] (위키피디아자료; http://en.wikipedia.org/wiki/Conceptual_bl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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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12.5.3]. 내러티브 관련 인지과학 추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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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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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둘째로, 종래의 문학(비평) 이론을 지배하던 내러티브인 페미니즘이나 구조주의, post 구

조주의적 사고가 문학/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음이 드러난다. 기존의 문학(비평) 이

론은 주로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측면만 강조하였지, 그러한 문학활동의 대상이 되는 인간의

인지적, 신경적 측면에 대한 자연과학적 연구 결과가 지니는 시사점을 무시하였다. 실제의 인

간은 진화역사적으로 변화/발달한 몸을 지닌 생물체 (자연 범주)인데, 과거의 문학, 적어도 문

학(비평)이론은 이러한 문학적 산물을 내어놓고, 또 이해하는 인간이 자연의 존재라는 자연 범

주 특성을 무시하여 왔다(신경적, 인지적 작동원리를 무시함). 과거의 문학비평 이론은 문학작

품, 예술 등(TV 보기, 공감 등)과 관련된 인간 마음의 [자연과학적으로 밝혀지는] 숨겨진 복잡

성 (hidden complexities)에 대하여 학문적 인식, 과학적 지향함의 수용이 없었음을(인지과학적

의미에서) 보여준다. 아니, 실제의 예술작품 생성 작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이미 오래 전

부터 있어왔던 것이나, 과거의 문학(비평)이론가들은 문학이론 구성에서 이러한 부면을 무시하

여 왔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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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체화된 인지’의 개념적 틀이 도입되고 응용인지과학적 영역이 연결된다면 인지과학의 미래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의 가능성들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1. 인지과학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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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화된 마음(embodied mind)의 전통을 살려온 철학의 

하이데거, 메를로퐁티 등의 현상학적 전통, 리꾀르 등의 문학이론 전통 등에 대한 인지과학의 긍정적 연

결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통이 과거의 실증주의적 과학적 전통에 몸담아 온 사람

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경험적 체계, 또는 형식적 접근(formal approach)의 연결 가

능성 모색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항상 주변환경의 대상 및 상황과 괴리되지 않은 채, 그들과 하나의 총체적, 통합적 단위로서 자신의 

몸의 활동을 통해, 감각운동적 상호작용(인터랙션)에 기초하여, 행위의 주체(agents)로서 삶의 의미적, 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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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하여 경계선

을 그려온 과거의 이분법적 존재론의 내러티브를 벗어나서, 즉 인간과 인공물의 경계가(이것도 일조의 내

러티브이다) 허물어지며 (R. Kurzweil의 ‘특이점이 온다.’ 및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 사조 참고),

5. 이러한 마음의 본질적인 기능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진화 역사상에서 인류가 발달시켜온 바, 즉 환

경 속에 내재된 자신의 적응적 생존을 위하여, 자신을 포함한 ‘뇌-몸-환경’의 총체적 상황적 의미를 끊임

없이 의미적으로 관계짓고 ‘예측’하는 실타래인 이야기(내러티브) 구성의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것으로 

개념화되어야 하며,

6. 이러한 맥락에서, 19세기에 심리학을 철학에서 독립시켜 하나의 과학으로 출발시킨 Wilhelm Wundt

가 생각하였던 바인 제2의 심리학(Voelkerpsychologie)적 틀 - 주관적 의식의 내용과 문화, 역사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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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심적 내용에 주는 영향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에 대한 긍정적 수용의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히 과학적 설명과 관련된 다음의 최근 사조에 대

하여, 그리고 그것이 미래 인지과학의 틀에 주는 시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지 않

으면 안 되리라고 본다.

[12.6]. 다원적 설명(Explanatory Pluralism) 틀에 대한 수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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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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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의견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46)

무엇이 과학적 설명인가에 대한 통일된 과학철학적 이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계에서는

논리실증주의에 기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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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과학계에

탄탄히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환원주의적 관점이 강하게 나타난 영역의 하나가 마음의 작동

원리를 뇌의 신경적 활동의 수준으로 환원시켜서 하나의 이론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는 신경

적환원주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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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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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 틀로서 제시된 것이 설명적 다원주의(Explanatory Pluralism)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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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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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복잡성에 따라서 분석과 설명의 수준과 목표가 단일한 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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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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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을 적용할 수 있을지 몰

라도, 상위 수준의 고차 심적(인지) 현상의 작동 특성과 그 내용적 의미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에서는 신경적 수준의 설명이 아닌 고차수준의 심리학적, 인지과학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과

학철학적 관점이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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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의가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계속 논의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이 주제와 관련된 심포지엄이

46) 심리학과 관련하여 과학적 설명에 대한 개관을 보려면, 이정모(1988ㄱ, 1988ㄴ)의 두 글 참조

(http://cogpsy.skku.ac.kr/psychology_ellipsoid/과학적물음의본질.htm

(http://cogpsy.skku.ac.kr/psychology_ellipsoid/실험의논리.htm]

47) Dale, Dietrich, & Chemero(2009). http://www.cognaction.org/rick/pdfs/papers/dale_dietrich_chemero_20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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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 철학자들의 참여로 개최된 것으로도 미루어 알 수 있다.48) 환원주의의 입장을 견지

하는 과학철학자들이 수정된 환원주의 입장을 제기하였지만 환원주의적 설명이 갖는 과학철학

적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49)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미시적 수준의 환원주의적 설명 작업이 거시적 수준에서의 상위 설명

적 작업을 반드시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1940년대의 초기 인지과학자 Kenn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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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영역

에서 연구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거시적 수준에서의 설명은 미

시적 환원주의적 설명을 넘어서 보다 좋은 설명을 제시하며 과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값있는

휴리스틱스 역할(McCauley & Bechtel, 2001)을 할 수도 있다.

[12.7]. 인지과학의 미래 대한 종합

이상에서 21세기 초입의 현 시점에서 2010년대와 그를 넘어서 미래로 번져 갈 만한 인지과

학의 패러다임적 변화 추세에 대한(필자 개인적 편견이 개입된) 전망을 [1. 인지신경과학적 연

구 결과의 발전과 확산; 2. 인지과학의 응용 영역과 이론의 정교화의 확산; 3. 체화된 인지 접

근의 확산; 4. 동역학체계 접근의 부각; 5. 내러티브적 인지 접근의 떠오름; 6. 다원적 설명 틀

에 대한 수용적 관점의 확대] 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래의 인지과학의 전개에서는 과거의 데카르트 식의 존재론을 벗어나고, 몸의 감각운동적

역할이 강조되며, 뇌와 몸과 환경의 3자가 괴리되지 않은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총체로서 작

용하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행위의 이어짐의 역동적 체계가 분석의 초점이 되어야 하고, 그저

뇌의 신경적 부위와 과정을 탐색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인간의 마음이 환경과 함께 지어 내는

각종 내러티브적 역동의 의미 중심으로 마음을 접근, 이해하며, 체화된 인지와 내러티브적 인

지의 틀 연결이 제공하는 소프트, 하드 테크놀로지적 가능성의 확산이 더욱 탐구되며 인지과학

기술의 응용적 지평을 넓혀가야 하리라 본다.

이러한 전개는 자연히 과학철학적으로는 마음의 복잡성 수준에 따라 여러 다른 설명적 접근

48) Introduction: A Symposium on Explanatory Pluralism. ; http://tap.sagepub.com/cgi/content/abstract/11/6/731

49) 1. 수정된 환원주의 모델도 하나의 단일 모델이 여러 층의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 오류를 지니고 있다. 

수준의 복잡성에 따라서 다원적 설명이론이 필요하고, 미시적 설명틀과 거시적 설명틀이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

니라 오히려 상보적으로 더 좋은, 더 충분한 설명을 줄 수 있는데도 이 양립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단

점이 있다.

2. 환원주의적 설명 입장은 주로 수준내(intra-level) 환원의 문제에 초점을 맞주고 있으며, 수준간(inter-level) 환원에 

대하여는 논리적, 경험적 근거가 박약하다. 과학적 연구 사례들을 살펴본다면 수준간의 맥락에서 제거적 환원이 적

용된다는 근거가 없다. 경험적 연구의 사례들을 살펴보아도 New Wave 환원주의의 주장인 ‘심리학이 신경과학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아무런지지 증거도 찾기 힘들다(Eronen, 2008; 2쪽)

3. 과격한 환원주의 입장의 경우에 상위수준의 행동적, 인지적 현상을 신경생물 분자 수준으로 환원시켜서 설명할 수 

있다는 식의 논지를 전개하는데, 왜 인지-분자 사이의 중간 수준들인 기능적 수준, 계산적 수준 등 등의 수준을 

건너뛰어 설명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4. 설명적 다원주의(EP)는 극단의 환원주의나 극단의 반환원주의의 단점을 넘어서는 것이며, 수준간의 연결(즉 다원적 

수준에서 접근하여 하는 여러 수준의 설명)은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5. 미시적 환원 작업이 끝나서 미시적 수준에서 설명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그리고 그러한 미시적 수준

의 설명이 더 좋을 수 있더라도), 거시적 수준에서의 개념주도적, 하향적(top-down) 설명 작업은 전자의 작업을 

더 정교화하는 또는 보완적 작업일 수 있으며, 과학발전에 필수적인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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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허용하는 설명적 다원주의의 입장을 취해야 하리라 본다. 이러한 연관에서 인지과학은 마음

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렴적, 융합적 학문으로 추구될 수밖에 없으며, 인

문학, 사회과학, 공학, 자연과학(물리학, 수학, 신경과학 등)의 수렴적, 웅합적 연결 마당으로서

의 징검다리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인지과학은 미래 과학과 기술

과 문화일반에서 계속 핵심 학문의 위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 12절에서 열거한 새로운 추세의 접근들은 고전적 정보처리적 패러다임의 인지주의와는

다른 관점에서 인지과학의 기초를 재구성하여야 할 필요성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도 이러한 새 접근들은 서로 경계가 확연하지도 않고 중첩된 부분이 많으며,

어느 하나가 옳다든지, 어느 하나가 모두를 다 설명할 수 있다든지, 서로 모순된다든지 한 것

은 아닌 것 같다. 마음과 인지에 관하여, 서로 다른 점을 강조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다

른 설명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여러 접근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인간의 인지는 어느 하나의 접근에 의해 모두 설명

될 수는 없다고 본다. 현재 제시된 여러 접근 중에서 어느 한 접근이 다른 모든 접근들을 대치

할 수 있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설명 수준에서 더 좋은 설명을 줄 수 있는 것 같다. 여러 설명

적 접근들이 서로를 보완하고, 또한 새로운 접근에 자극 받아 기존의 접근들이 문제점이 더 적

은 방향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과학적 이론틀의 발전 과정이라고 하겠고, 그러한

과정을 인지과학이 현재 거쳐 나가고 있다고 하겠다.

미래 인지과학의 기대되는 모습은 위에서 언급한 분야들이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 인지과

학의 패러다임이 설명하지 않거나 못하는 인지(심리)현상들이 대폭 줄어든 미래의 인지과학이

다. 또한 국내에서는 한국의 국민들이(과학-교육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포함) 한 세대 지난 20

세기의 과학기술관인 물질중심의 과학기술관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물리학에서 인문학에 이르

르기까지 학제적으로 융합적으로 연결하는 종합적 자연과학으로 인정하는 관점의 변화 추세가

언젠가는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국내의 학문간, 기술

간 수렴-융합에 있어서의 미래 인지과학의 구체적 기여도가 더 높아져야 하리라 본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는 인지과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학생, 연구자, 교수 등)의 계속적 자각과 노력

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13.  인지과학의 과제50)

50 여년의 역사를 지닌 인지과학이 많은 발전을 이루어 냈기는 하지만, 고정되지 않고 역동

적으로 변화하는 학제적 학문인 인지과학은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여러 가지 과제를 지닌다.

학문 내적인 과제, 학문 외적인 과제 등으로 나누어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인지과학 내적인 과제로 다음의 주제들을 해결하거나 재구성하여야 한다고 본다.

첫째로는 패러다임적 과제인데, 이론적 보는틀의 재정립 과제이다. 전통적 고전적 인지주의

의 한계성의 지적과 그에 대한 대안적 틀이 연결주의, 사회문화적 접근, 체화적 인지 접근, 동

역학체계적 접근, 진화심리학적 접근, 해석학적 접근, 생태학적 접근 등에 의하여 제기 되었다.

인간의 마음을 정보처리적 기호체계로 보는 고전적 틀이 수정 내지는 보완되어야 한다는 이의

를 이러한 접근들이 강력히 제기하여 왔다. 이러한 대안적 접근을 어디까지 수용하며 또 기존

50) 이 절의 내용은 이정모(2009ㄱ)의 15장 8절의 내용을 수정하여 옮겨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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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리적 기호체계적 접근을 어느 수준까지 수정하는가, 기존의 형식주의(formalism) 중심의

인지과학적 접근을 넘어서서 자연과학적 방법 중심으로 전개하여 온 인지과학에, 의식의 문제,

감각질 문제 등과 관련하여 대안적 접근인 현상학적-해석학적 방법을 어떻게 수용하고 통합하

는가가 가장 큰 과제라고 본다. 고전적 인지주의 틀의 인지과학의 계산주의와 표상주의를 어디

까지 적용할 수 있을 지가 다시 논의되어야 하리라 본다. 이와 관련한 수정 보완이 이루어진다

면 인지과학의 기존 연구 방식 및 관습들이 상당히 변화되어야 하리라 본다.

마음 개념의 재구성 문제. 이러한 인지과학의 개념적 기초의 재구성 과제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물음의 하나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체화된 인지’ 접근의 핵심적 주제인 ‘마음’,

‘인지’ 개념의 재구성 과제라고 생각된다.

뇌 속에 들어있는 추상적인 정보처리적 계산적인 과정으로서의 마음을 넘어서서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현실 환경에 구체적인 몸을 통하여 구현된 생체의 마음으로서, 그리고 마음의 구성

요소로서 명시적(explicit) 표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표상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암묵

적(implicit) 체계로서의 마음으로서 환경과 인간이 상호작용할 때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마음

측면에 강조점을 두기 시작하는 것이다(van de Laar & de Regt, 2008).

선험적이고 생득적이고,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그런 지식, 잘 변하지 않는 정적인

그런 지식이 생득적으로, 알고리즘 등으로 미리 내장되어서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체계로서의 마음이 아니라, ‘체화된 인지’ 접근이 주장하듯이, 뇌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지식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밖의 환경에 인공물 등에다 분산 저

장해 두는 체계가 대안적 틀로서 제시되는 것이다. 환경과의 상호작용 행위 가운데에서 매 상

황에 대한 역동적 적응반응들이 단편적 한 시점에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점에 연결이

되어서 순간순간 상황들을 인식하고 그 인식된 것들이 연결되어서 이뤄낸 그런 마음이 미래

인지과학이 밝혀내려 하는 마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런 마음은 한 사람 머릿속에만 갇혀있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 다른 사람의 마음, 그리

고 다른 컴퓨터 다른 인공물들의 인공적 인지능력에 의하여 지원을 받거나 상호작용하면서 그

들과 함께 구성하며 공유되는 것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역

사적으로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또한 사회적 역사적인 환경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러한

마음이다. 생득적 유전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특성이 있지만 환경에 적응하면서, 환경과 상

호작용하면서 환경에 있는 인공물과 함께 공진화하는 마음인 것이다.

인지과학이 발달하면서 튜링기계 관점으로부터 신경망적 접근으로 옮겨가고, 이어서 인지

신경과학처럼 뇌를 강조하는 접근 그리고 진화심리학적 접근 등의 대두, 체화적 인지 접근의

대두, 로봇 연구와 인지과학의 연결 등의 변화 추세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움직임들이 제대로

연결되어서 복잡계의 하나인 마음, 곧 인지 현상을 이해하고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마음(인지) 현상에 대해 재개념화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기게

된다. 여러 학문 분야들이 수렴되어서, 자연적 인간의 마음과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인공적 마

음을 하나로 연결해서 수렴하는 하나의 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마음이라

는 것이 곧 뇌의 신경적 활동 이상의 것으로, 뇌라는 기계 속에 갇힌 도깨비도 아니고 마음과

뇌가 동일한 것이 아니며 마음은 뇌를 넘어서서, 비신경적 몸, 그리고 환경의 이 셋을 포함한

총체적인 그러한 집합체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과정 내용으로서 재개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학자 R. Kurzweil(2005)에 의하면 2030년경에는 컴퓨터의 계산력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

하게 되는 특이점 시점이 오게 되는 데, 이 특이점 이후에는 인간의 마음과 기계의 지능이 수

렴 연계되는 미래가 열린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지적 능력을 능가하는 그런 계산력을 지닌 컴

퓨터가 나온다면 인간의 마음이 컴퓨터보다 우세하다는 개념이 깨지면서 인간의 마음과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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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지능 컴퓨터의 마음을 연결하는 새로운 입장이 제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특이점 개념이 지금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영화 매트릭스의 내용

이 허구만이 아니라 실현 가능해지는 것이다. 실제로 그 허물어짐이 얼마나 완전하게 실현될

것인가는 차치하고라도, 그 무너짐이 상당한 정도일 것이라는 것, 그 영향이 우리의 일상생활

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을 것임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동차 운전 시에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기

기 예를 보아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기구에 전적으로 의존하여서 장소를 찾아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펜을 들고 글을 쓰려면 생각이 잘 안되고 글이 잘 써지지 않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키보드에 손을 얹어 놓자마자 글이 술술 써

지기 시작하는 자신을 돌아본다든지, 몇 년 전만 하여도 일일이 기억하였던 전화번호를 이제는

핸드폰에 다 저장하여 놓고 그 번호들을 잊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면, 내 머리 속에 있어야 할

기억이, 나의 생각하는 인지능력이 내 안에 잊지 않고 저 밖에 있는 인공물에 의존하여 이루어

짐을 깨닫게 된다. 인간과 인공물의 구분이 무너지는 가능성이 무섭게 빨리 현실로 닥아 오고

있다.

인간과 인공물, 인간의 마음과 인공적(기계적) 지능 간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면 마음의 개념

이, 인간 존재의 개념이 밑뿌리부터 재구성되어야 하는 시점이 닥아 오는 것이다. 이러한 변혁

은 [신 중심에서 -> 인간 중심으로]의 17세기의 [제1의 계몽시대]의 생각틀의 변혁에 못하지

않은 생각틀의 변혁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간 존재 개념의 재구성의 도래를 [제2의

계몽(깨달음) 시대]의 도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큰 변혁, 즉 인간과 인공물(기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인간 존재 개념을 바탕부터

재정립하여야 할 이 시점에서 마음 개념을 우리는 재구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 이후의 마음 개념의 탐구는 생득적 생물적 마음과 기계적 지능이 결합된 개념으로 재구

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생물로서의 인간 마음, 컴퓨터 기계의 지능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했는데 미래에 가서는 그것을 쉽게 나누기 어려운 시점이 오게 되고 두 개를 연결

하는 관점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은 말하자면 통합적 유물론이라 볼 수 있다.

몸과 마음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왔던 관점을 떠나서, 모든 것을 뇌로 환원시키려는 일원론적

유물론이 그동안 지배해왔는데, 미래의 시점에서는 이를 넘어서서 인간의 뇌와 환경과 상호작

용하면서 작용하는 마음, 인공물의 지능과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마음을 생각한다면 통합적 유

물론과 같은 그런 관점이 제기되어 모든 것을 수렴 통합한 이론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겠다.

방법론적, 설명적 다원성 문제. 과연 마음을 정보처리체계, 계산체계, 환경 및 몸과 괴리되

지 않은 채 작동하는 체계로 볼 것인가 하는 개념적 기초의 문제에 못지않게 중요한 두 번째

과제로 제기되는 것이 마음에 대한 탐구의 방법론적, 설명적 충분성 확립의 과제이다. 인지과

학에는 연구 주제에 따라, 참여 학문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론들을 적용하여 인지 현상을 접근

하여 왔는데, 특정 연구 패러다임에의 쏠림을 지양하고 주제에 따라 다른 연구 방법론을 적용

하는 논리의 적절성, 타당성 문제,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과 그 경험적 연구결과를 연결, 통합하

는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방법론적 과제로 남는다.

이는 이미 앞서 13.6절에서 제기한 문제인데, 앞으로 가장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은 인

지 현상 일반의 연구에 있어서 전통적 자연과학적 방법론의 적용과, 그러한 자연과학적 방법의

적용으로 다루는 데에 한계가 있는 영역인 의식, 감각질 같은 주관적 인지 경험에 대한 해석학

적 접근 방법 등의 조화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

그와 함께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연구자들의 그리고 일반인의 ‘인지 현상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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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경과학적 방법 적용 지상주의식’ 통념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이러한 방법론적 쏠림의

대안책을 모색하는 과제이라고 할 수 있다.

외재적 과제. 이상의 인지과학의 내적인(intensive) 과제에 덧붙여, 인지과학의 외적

(extensive) 측면과 관련하여 다음과 과제를 생각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융합과학기술의

한 핵심 축으로서의 인지과학은 그 기초학문적 연구에서 도출된 인지원리를 응용분야에 적용

함에 있어서 형식언어(formal language)화하여 계산적 절차로서 적용할 수 있는 컴퓨터나 로봇

시스템과 같은 계산적 시스템 응용 분야가 있는가 하면, 아직은 그런 형식화가 가능하지 않거

나 그러한 형식적, 계산적 시도가 비효율적인 정서, 동기 관련 등의 영역들이 있다.

두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가, ‘마음과 인지에 대한 인지과학적 탐구의 결과

의 중요성을 인정을 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인지과학의 원리가 이 두 분야 각각에 쉽게 적용

할 수 있는 형태로 가다듬어져 있지 않거나 충분한 상태의 - 특히 절차적 지식으로 환원할 수

있는 형태의 - 지식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지과학이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는 정서와 동기를 포함한 인지과학의 순수학문적, 기초이론적 연구 결과들(이론적

개념과 경험적 연구 결과 사실들)을 어떻게 하면 용이하게 응용장면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하여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한 방도가 강구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각종 서술적 지식('knowing what'의 명시적 지식)을 형식적 접근화 할 수 있는 절차적 지식

('knowing how'의 암묵적, 비명시적 지식)으로 변환하는 것 자체도 응용 인지과학의 연구 영

역의 하나이다] 인지과학의 응용은 그 영역 범위의 확장이나 영향 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

리라 본다.

14. 종합: 인지과학의 의의와 조망

이상의 다소 긴 서론에서 인지과학의 출현, 발전, 미래 조망 등을 살펴보았다. 인지과학은 마

음, 두뇌 컴퓨터를 연결하여 인간 마음을 비롯한 지적 체계의 본질을 밝히려는 학자들의 지적

호기심에서 생각의 진화적(evolution of ideas on cognition) 과정을 거쳐 자연적으로 점진적으

로 형성되었고 다음어져 왔고, 그 이론체계와 방법론적 틀, 그리고 경험적 증거들을 기초로 하

여, 그리고 인지과학적 물음들의 본질적 중요성과 의의로 인하여 20세기, 그리고 21세기의 핵

심 과학으로 발돋움하였다.51)

과학에서 인지과학의 등장과 역동적 발전이 지니는 가장 큰 의의는 인지과학의 과학사적 의

의라고 하겠다. 인지과학은 예로부터 인류의 중요 관심 주제였던 ‘심신관계’와 ‘인식’의 문제를

정보처리적 틀 내에서 재구성하게 했다. 또한 미래의 정보사회를 구현하는 이론적 틀과 개념

적, 방법론적 도구를 제공해 주었다. 전통적인 물리학 중심의 과학관, 세계관이었던 일방향적

인과적 결정론(모든 것이 미시적인 물질 요소들의 작용에 의해 상향적으로 인과적으로 결정된

다는 관점)에서부터 양방향적 결정론(거시적(예: 심리-인지적) 요인도 하향적으로 인과적 영향

을 준다는 관점)의 가능성을 인정하게 됨에 따라, 자연 현실을 보는 세계관이 달라지게 하였다.

51) IBM의 Spohrer 박사는 서비스과학에 관한 커멘트에서, 인지과학이 물리학, 화학, 생물학, 컴퓨

터과학과 마찬가지로 현대적 세상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인지과학이

‘established sciences의 하나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참고:

http://news.zdnet.com/2424-9595_22-2103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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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이론물리학자들이 인지과학과 물리학을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도 이러한 변화의

한 모습이다.

제도적으로는 인지과학은 해외에서는 이미 기초과학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았다. 미국의 일류

대학들에는 인지과학과가 학부에 또는 대학원과정으로 개설된 지 이미 40여년의 역사를 지니

고 있다. 유명한 대학을 보면, 한 대학의 인지과학과(과정)에, 50 여명 이상의 교수, 100 여 명

에 가까운 대학원생, 30-50 여명의 학부생들이 있으며, 계속 확장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북미의 대학들은 인지과학과나 대학원 프로그램이 없으면 낙후한 대학 또는 일류가 아닌 대학

으로 취급받고 있다. 미국과학재단에서는 인지과학 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인지과학 지원 연구

비를 큰 폭으로 늘여가고 있으며, 좋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인지과학은 21세기의 다른 어떤 학문들보다도, 주변 학문들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인간, 신체, 마음, 환경, 정보 및 정보처리 활동, 과학, 세계에 대한 기존 관점들의 재구성을 초

래하고 있다. 인지과학이 출범하여 이와 같이 21세기의 핵심과학으로 자리 잡는 데는 튜링기계

이론에 기초한 고전적 계산주의의 힘이 컸다. 계산주의에 힘입어 인지과학과 언어학과 컴퓨터

과학이 연결될 수 있었고, 오늘날과 같은 폭넓은 학제적 연구가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인지과학 연구 경향을 되살펴 보면, 전통적 고전적 튜링기계 계산주의(물리적

기호체계 이론)가 더 이상 인지과학을 독점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 계산주의가 인지과학에서 중심적 위치를 내주었다는 말은 아니다. 전통적 계산주의, 정

보처리적 관점은 아직도 인지과학의 주류로 활발한 생산적인 연구를 통해 이끌어 나가고 있다.

컴퓨터 은유의 계산적 접근은 인지과학자들이 마음의 구조와 과정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를 얻

게 하였고, 다른 어떠한 이론적 접근보다도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과 기술을 도출하게 하였고,

심신관계에 대하여 행동주의적 일원론도 아니고, 신비적 이원론도 아닌 관점을 도입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계산적 가설을 세우고 이를 시뮬레이션을 하여 검증하는 좋은 방법론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계산적 접근의 결과로 우리는 마음의 과정들이 얼마나 복잡한 것인가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으며, 동시에 그 계산적, 시뮬레이션적 이론과 방법의 한계와 가능한 성과의 양면을 인식

하게 된 것이다.

한 때 전통적 계산주의를 대치할 것 같은 기세를 한 때 보였던 연결주의도 그 한계가 인식

되었고, 다소 정체 상태를 거쳐, 이제는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로서 다른 새로운 접근과의 유대

가 시도되어 혼합시스템(hybrid systems) 모형들이 제시되고 있다. 연결주의란 동역학체계적

접근의 형성을 위한 중간단계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고(van Gelder, 1997), 신경과학과의 새로

운 형태의 연계도 시도되고 있다.

연결주의를 비롯한 새로운 접근들은 본질적으로 ‘마음’의 개념, ‘인지’의 개념의 확장의 시도

들이라 볼 수 있다 (Bem & Keijzer, 1996). 전통적인 정적(靜的), 협의의 마음의 개념을 넘어서

서,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서 구체적인 몸에 구현된 마음으로서, 비표상 체계마음으로서, 많은

정보를 환경에 분산저장하여 동적(動的)으로 활용하며,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에 비로소 존재하

게 되는 마음으로서, 많은 생득적, 본유적, 정적 지식이 내장된 체계로서의 마음이 아니라, 최

소한 지식(표상)을 지니고 있지만, 환경과의 상호작용 행위 가운데서 매 상황에 대한 역동적

적응반응들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순간적 앎 (moments of knowing)의 연결들로서 많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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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는 마음으로서, 여러 다른 마음들 (multi-agents)에 의해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제약

되고 결정되는 마음, 유전자 알고리즘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역동적 마음으로서의 개념적 확

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12.3절의 ‘체화된 인지’ 접근 설명에서 언급된 바처럼 고전적 인지주의에 대

한 대안적 접근인 ‘체화된 인지’ 접근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요청되고 있다. 환경에 상황지워진

인지의 문제를 다루는 문화적 접근, 생태학적 접근, 현상학적 접근, 동역학체계적 접근, 진화론

적 접근 등이 ‘체화된 인지’ 접근으로 수렴되며 기존의 접근에 대한 보완적 접근으로서 첨가되

고 있고, 또한 연결주의와 동역학체계 접근의 접합, 또는 연결주의와 진화론적 접근의 접합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들은 인간의 마음, 인지 현상에 대한 재개념화의 필

요성과 다원적 설명이 필요성을 제기하며(van de Laar & de Regt, 2008), 인지과학의 개념적

기초에 대한 재구성을 인도하고 있다.

인지과학자들의 상당수가 종래에는 어느 한 접근에 안주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

나 이제는 점점 더 다원적 설명 수준에서 다원적 접근을 연결하거나 통합하여야 하는 외적 절

박감이 연구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아니, 인지과학 자체의 다학문적 본질이 인지과학 연구자들

로 하여금 과학을 쉬운 길을 통하여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방법론적으로도 예전과 같이 어

느 한 방법만으로 영향력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특히 신경인지과

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점증하고 있다. 비록 설명적 한계의 문제가 있지만, 인지신

경과학적 연구기법의 장래의 발전은, 기존의 인지과학이 지니고 있던 물음들과, 현상에 대한

분류체계 등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관점, 새로운 범주, 새로운 물음들을 계속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인지과학의 미래는 타학문과의 연계성의 증대와, 그 발전 속도의 빠름으로 인하여 정확히 예

측하기가 힘들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의 진행되고 있는 인지과학 연구의 전반적 흐름을 근거

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의 하나는, 이러한 새로운 접근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지과학, 인공

지능학, 신경과학, 물리학, 철학, 언어학, 수학, 인공생명학, 로보틱스, 진화생물학, 인류학, 동물

행동학 등의 연구들, 심지어는 인문학의 문학적 연구들이나 예술학의 이론이 서로 간의 경계가

없이 ‘자연적 마음’, ‘인공적 마음’의 과학적 이해와 실제적 구성을 위해 하나로 수렴되어 가며

인지과학이 21세기 과학의 한 핵심 학문이 되는 모습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랄 수 있는

인지과학의 미래의 모습이다. 노벨상 수상자 스페리 교수가 이미 지적하였듯이 인지과학은 마

음관, 인간관, 세계관, 과학관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인지과학을 아는 우리 연구자들은 이제

어느 누구건 ‘다시는 그 이전으로, 인지과학을 모르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지적 상승 소용

돌이에 사로잡힌 것이다.

이러한 인지과학의 역동적인 모양을 볼 때에, 학제적이지 않고는, 즉 다른 학문 분야와의 수

렴적 연결이 없이는(한국적 용어로는 ‘융합과학기술적 접근’ 없이는) 어느 한 학문만으로는 인

지과학을 한다는 것이 이제는 터무니없는 시도라는 생각이, 인지의 본질을 안다는 것이 초기의

계산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한 이론체계를 적용하여 이룰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그리고 인지과학이란 끊임없이 변화, 진화하는 다학문적 수렴의 역동적 학문이라는 생

각이 깊어진다. 앞으로의 갈 길이 멀음에 대한 두려움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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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전의 옛날 19세기의 심리철학이나, 행동주의 심리학이나,

20세기의 고전적 계산주의나, 초기의 연결주의와 같은 좁은 관점을 벗어나서 보다 넓은, 보다

다양한, 보다 적절한 (relevant) 종합적인 관점을 지닐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가능성과, 우리의

그 동안의 무지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가능성에,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인지과학 연구의 가능성에 고무될 수도 있다.

인류의 생물적 진화가 이제 정지되었다고 간주될 수 있는 현시점에서 이 한계를 마음과, 컴

퓨터와, 두뇌와, 몸과, 환경(문화)을, 창의적으로 조합한 인지과학적 변혁에 의해 극복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제시하려는 인지과학의 발전 가능성과 시사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미

래 과학기술의 틀인 NBIC 융합과학기술의 한 핵심축으로서 인류의 각종 작업 수행 능력을 향

상시키는 원리를 제공할 융합과학기술의 4대 핵심 축으로서의 인지과학의 미래는 전망이 밝다

고 하겠다.

“인지과학은 지금도 수많은 학문들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종합되어 끓는 소용돌이의

용광로와 같은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용광로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형성되어 나오는 산물

들은 인간의 생각과, 현실적 응용기술 문명과, 과학의 형태를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 바꾸어 놓

으리라고 예측된다.(이정모, 2009ㄱ; 책의 마지막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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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록 1 ]. 인지과학의 응용적 연구 영역: 세부 설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초 연구 영역에서 도출된 이론과 경험적 결과의 현실적 응용과 관련된 연구 주제들을 몇 개의 범주로 묶어서 기

술하자면 다음과 같다.52) 

1. 인공지능 분야

인공지능 연구에서 자연언어처리 시스템, 기계번역 시스템, 추론엔진, 문자인식 시스템, 음성인식 시스템 연구분야

들은 인지과학의 원리를 적용하여 응용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드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시각 연구에 기

초한 기계시각의 연구, 인간의 감각과 운동이 어떻게 협응하느냐를 연구해서 기계에 적용한 로보틱스, 말 인식 인공지

능, 인간의 의사결정 이론에 기초한 각종 의사결정 예측 시스템, 경영 의사결정, 행정 의사결정, 유전탐사 의사결정, 

의사의 병 진단이라든지, 복잡한 수리문제 및 물리문제 해결을 대행하는 등의 전문가 시스템, 인터넷 검색엔진 등의 

영역이 인지과학과 인공지능이 연결된 응용분야라고 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이 책의 8장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일상생활 환경 일반. 

문화사회적으로 날로 복잡해져 가는 현대 생활환경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환경에 대처해 나아가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인지과학만큼 실용적 지침을 제공해주는 학문도 보기 드물다. 인지의 기초 분야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인지

과학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내적, 외적 방법을 제공하여준다. 내적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환

경에 잘 적응 할 수 있는 인지적 전략을 학습하게 하는 것이며, 외적이란 환경 자체의 효율적 디자인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에 쉽게 또 효율적으로 적응하게 해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환경과의 상호작용하는 특성의 응용적 구현 작

업을 통해 인간의 심적 특성 본질에 대한 통찰을 얻기도 한다.

과거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쳤던 대부분의 환경 대상물들, 인공물들은 대부분이 어떤 확실한 인지적 원리에 

의하여 디자인 된 것이 아니다. 직관에 의하여, 만들기 용이함을 기준으로, 또는 시행착오에 의하여 역사적으로 조금

씩 달라져 오고 발전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공물들이 인간의 심적, 인지적, 행동적 특성과는 어긋나기 때문

에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을 겪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인간의 심적 특성, 인지의 원리가 적용

된 형태의 환경물, 인공물을 디자인하는 데에 응용인지과학의 기본 역할이 있다.

인간의 특성을 고려한 인공물 디자인의 노력은 2차대전부터 강조되어 왔고, 각종 전쟁 도구나 일상생활 도구가 인

간의 특성이 고려된 방향으로 재디자인되어 왔다. 인간공학(Human Engineering)이 적용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지

금도 계속 시도되고 있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 동안 이러한 노력은 그 초점이 변화되었

다. 이전의 인간공학적 노력은 주로 인간의 신체적, 특히 감각-운동적 특성과 관련하여 인공물, 환경을 재디자인하는 

노력이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의 움직임은 이러한 신체적 특성 고려의 측면으로부터 인간의 인지적, 정보처리적 측

면 고려로 방향 선회를 하였다. 기술 발달에 따라 각종 기계, 시스템 등 인공물이 복잡화되고, 따라서 인간이 특정 인

공물, 환경을 효율적으로 판단, 조작, 적응하기 위하여는 인간이 어떤 유형의 지식을 사용하는가, 어떤 전문적 지식이 

어떻게 습득되는가, 판단과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문제 해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의와 판단 및 수행의 오

류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는 인지적 정보처리 특성의 파악과 이에 대한 이론적 원리의 적용이 중요함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인간공학이 아닌 인지공학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인지과학과 디자인(각종 인공물 디자인) 기술이 결

합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의하여 대두된 주요 두 영역이 있다. 하나는 인지공학(cognitive engineering)이고 다른 하나는 인지

공학의 한 하위 영역으로도 볼 수 있는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연구(HCI: Human-Computer Interaction)이다.

52) 여기에서 제시되는 인지과학 응용분야의 범주화는 저자의 임의적 분류이며, 실제로는 범주 간

경계가 확실하지 않으며, 하나 이상의 범주에 중복되는 영역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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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지공학

인지공학은 응용인지과학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인간은 고도의 지능적 시스템, 즉 고도로 정보화 된 

삶, 가상환경 중심의 삶을 살고 있고, 따라서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의 지능화를 실현할 대안이 계속 필요하다. 이

를 위하여 인간의 감각, 지각, 주의, 기억, 사고, 정서 등 상위 인지과정에 대한 연구에 기초한 응용학문이 연결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런 응용인지과학 분야가 인지공학이다. 인지과학의 원리를 여러 인공물에 적용해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효율적이게 하는 공학 분야가 바로 인지공학 분야이다. 

이러한 인지공학의 떠오름은 1980년대 초에 미국의 UCSD 인지과학과에 있었던 노만(Norman, 1988, 1993, 1998) 

교수가 주도하여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다. 인간이 마주치는 삶의 공간은 흔히 각종 인공물과의 마주침의 연속이다. 

그 삶의 공간에서 인공물과 상호작용하는 사람은 그 인공물, 특히 기계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관점, 심리적 

모형이 있게 된다. 하드웨어적인 도구, 기계나, 문서작성 프로그램 같은 소프트웨어를 상대할 때에 사람은 그 대상이

나 상황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심리적 모형을 형성하여 적응한다. 그 인공물의 제작자는 흔히 공학적 원리를 중심으

로 해서 인공물을 만든다. 그런데 그런 인공물을 사람이 사용하면서 불편이 일어나는 큰 이유는 사용자의 심리적인 인

지적인 모델과 그 기계를 만들어서 내놓는 제작자, 공학자의 개념모델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 둘을 

맞게 하면 편리하고 효율적인 인공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노만의 기본 주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만은 사용자중심의 디자인(user-centered design), 사용자의 필요성이나 욕구에 기초한 디자인

을 강조했다. 심미성은 두 번째 문제고 사용하기 편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제 구조를 단순화하고, 특성 요소들을 보다 

잘 보이게 하고, 대상의 디자인 특성과 기능상의 대응을 올바르게 하고 그래서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디자인했을 때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인지공학이란 인간의 인지적 능력에 대한 모듈을 세워서 공학적으로 

응용하는 것이다. 인간 정보처리의 특성을 반영한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디자인이 강조되는 그런 분야이다. 인간의 다

중감각 정보처리에 대한 예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보 디스플레이를 모색하고, 인간에게 감정적으로 매력적인 요소들

의 수행과 만족의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디자인하고, 사용자 수행 및 감성적 만족도를 증진하는 그런 연구가 인지

공학 연구의 예이다.

 노만이 제시한 인지공학의 과제는 사용자의 인지적 모델에 관한 과학적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개념 모델

을 발견하고 그것에 맞게 제품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다. 인지공학 관련하여 감각운동영역, 추리․판단․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등 고급인지과정의 정보처리적 특성을 공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연구주제로 포함되고 있다. 점차 고급화된 

지능적 시스템을 구현하고, 고급화된 지능적 인공물을 더 효율적으로,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는 연구를 만드는 것이 

인지공학의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상현실에서의 인지공학적 연구가 증대되면서 각종 가상현실이나 유비퀴터스(ubiquitous) 시스템 등의 설계에 

인지과학적 원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한 가상현실이나 유비퀴터스 시스템 환경 등에서 기계, 도구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인간이 효율적으로, 인지적 적응할 수 있도록 도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지공학은 심리학, 인간요인(Human factors)공학, 시스템 공학,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 Human Computer 

Interaction) 분야의 교차점에 위치한 학제적 분야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다. HCI와는 달리 인지공학 연구의 초점은 단

순한 컴퓨터-인간 상호작용을 넘어서 보다 복잡한 상황, 예를 들어 핵발전기시스템과 조작자의 상호작용 상황, 상용 

항공시스템 상황 등에 있다. 물론 VCR 등 각종 멀티미디어 기기나 리모컨, 일상적 생활도구 등을 디자인하는 것도 보

다 넓은 의미의 인지공학 연구에 포함된다. 인지공학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인간이 사용하는 광범위한 인공물이고 주

요 연구개발 초점영역이 인간-컴퓨터 상호작용과 사용성 공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53)

4.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해서 작업하는 사람들의 작업을 효율화하는 그런 형태로 정보환경과 정보기술을 디자인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적용하는 분야이다. 컴퓨터과학(특히 인공지능학)과 인지심리학이 주로 연결되어서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특성을 탐구하고 이 상호작용을 효율화시키는 방안들 모색하는 응용인지과학 분야이다. 이 분야는 인지과학

을 출발시킨 뉴웰과 사이먼이 제시한 인간정보처리 모델이나 다른 인지과학자들이 제시한 인지 모델에 기초하여  정

53) 인지공학 분야에 대한 소개 글이 다음 사이트에 있다:

http://cogpsy.skku.ac.kr/cwb-bin/CrazyWWWBoard.exe?mode=read&num=2725&db=newarticle&f

val=인지공학&backdept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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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술 디자인을 발전시켰다. 워드프로세서, 웹엔진 등의 디자인이 이 예에 속한다. 최근에는 HCI의 연구에서 출발하

여,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여러 분야들이 독립적 분야로 형성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HRI(Human Robot 

Interaction), 신경과학과 인공지능학, 컴퓨터공학 등이 연결되어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BCI(Brain Computer 

Interface), 뇌와 로봇을 연결하는 BR(Brain Robot), 인지와 로봇을 연결하는 인지로보틱스(Cognitive Robotics) 등이 

주요 응용인지과학 영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MS회사의 윈도우시스템은 애플사에서 만든 매킨토시의 GUI(Graphic User Interface) 시스템 휴먼인터페이스 가이

드라인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애플사에서 처음 GUI를 만들 때 인지심리학자와 언어학자, 인류학자들이 공동

참여해서 인지과학적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만들었다. 즉 이런 GUI 등의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적용되려면 인지과학적 

기초 연구가 전제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IT로 유명한 해외회사들의 기술보고서라든지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기

구가 만들어질 때는 그 바탕에는 인지과학적 기초 연구가 들어간다. IBM이나 MS회사의 기술보고서들을 살펴보면 이 

연구들이 모두 순전한 공학적인 연구는 아니다. 인지과학, 인지공학 연구보고서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 

5. 인간공학, 감성공학

인간공학은 2차대전 전후로 해서 실험심리학의 한 분야로 출발되었는데, 주로 인간의 신체 생리적인 특성의 측정 

및 정신물리학적 측정을 활용해서 적용하는 분야이다. 감성공학은 일본을 중심으로 하여 생겨난 그리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분야이다. 인간의 정서, 감성을 정량화 한다든지 정성적․질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해서 제품이나 환경설계에 응용하

여 보다 편리하고, 안락하고, 안전하고, 인간 삶을 쾌적화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인공물을 만드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인간공학은 사용자의 사용편리성과 조작 행동상의 실수를 최소화하여 인간과 기계 연결시스템의 효율성의 최적화를 

목표로 한다. 감성공학은 앞에서 얘기한대로 인간의 정서 특성에 맞게끔 제품을 과학적으로 디자인해서 실현하는 분야

라고 볼 수 있겠다. 인간공학이라든지 감성공학이 적용되어 타자기,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핸드폰 등이 인간

공학적으로 디자인되고, 신체적 피로도 등을 줄이는 방면으로 연구가 되어 있다. 가전제품과 리모콘에 대해서도 인간

공학적인 감성공학적인 측면이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사용자 편리성 중심으로. 

그런데 과거의 인간공학이나 감성공학에는 한계가 있는데, 과거의 인간공학은 감각과 운동의 정확성, 그리고 이에 

근거한 사용성, 편리성에 초점을 두었고 감성공학은 쾌적함, 불쾌함 등의 표면적 특성 중심으로, 단순심리요소 중심으

로 추진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신체적인 특성보다도 보다 상위수준의 지능관련 환경, 말하

자면 상위 수준의 인지적 처리나 그것과 관련한 인공물 시스템과 관련해 기존에 있는 인간공학이 적절히 대치하거나 

대처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측면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앞서 설명한 인지공학과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영역이다.

6. 로보틱스.

인지과학과는 탐구 주제가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인지과학 연구와는 상당히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로보

틱스 연구가 1990년대 말부터 인지과학과 연결이 밀접하여지기 시작하였다. 로봇의 몸통 움직임 제어 중심으로 연구

되어 오던 과거의 로보틱스가 감각, 지각, 학습, 발달, 언어, 추론, 사회적 인지 및 학습, 정서 등의 고차 기계적 인지

기능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인지과학과의 연결은 필연적이 되었다. 그에 따라, 인지로보틱스, 발달로보틱스 등의 분야

가 생겨나고 인지로봇(cogbot), 사회로봇, 정서로봇 등의 개념이 생겨났다. 인지과학에서 연구된 원리를 응용하여 보

다 지능적인 로봇을 제작하는 과제가 로보틱스와 인지과학의 응용적 연결고리로 떠오른 것이다. (물론 과거의 로봇 연

구주제였던, 몸통 움직임의 제어는 그 상당 부분이 감각-운동협응 이라는 지각심리의 한 하위 영역 주제이었던 것이

고 이 주제는 로봇 연구와는 별도로 지각심리학자, 신경생물 심리학자들에 의하여 순수 이론적 탐구 측면에서 연구되

어 왔었다.)

로보틱스 연구에 인지과학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역으로 인지과학에 로보틱스 연구가 중요하기도 하다. 후자의 

이유는 앞으로 로보틱스 연구가 인지과학 이론의 검증마당을 제공한다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 인지과학 형

성 초기에는 인공지능학이 마음의 정보처리적 과정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모델과 이론이 과연 타당한가를 검증하는 마

당(test-bed)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이 검증마당의 역할의 상당부분을 인지신

경과학(뇌과학)에 내주게 되었다. 그런데 21세기를 들어서며 상황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다. 그동안 인공지능, 인지

신경과학이 차지하던 마음의 인지적, 신경적 과정의 검증마당의 위치를 로보틱스가 점차 조금씩 차지하기 시작하고 있

다. 앞으로는 인지심리학이론, 더 나아가서는 인지신경적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새로운 모델과 이론을 도출하는 

검증마당으로서의 역할을 인공지능이 점차 로보틱스 연구에 상당히 내어줄 것으로 생각된다(물론 둘을 구분하여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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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로보틱스가 단순히 인지과학 이론의 응용에 국한되지 않고, 역으로 인지과학 이론을 도출하

고 검증하는 마당으로서의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또한 인간과 로봇의 인터페이스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로보틱

스가 인지과학에서 차지할 위치가 점차 증대되리라 본다. 

7. 학습과 교육. 

교실 장면에서의 학생이나 일상생활의 일반인 및 특정 업종에서의 종사자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또한 다른 상황에서 일반화하여 적용하는가(인지학습: cognitive learning), 또 이렇게 되기 위하여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인지교수법: cognitive instruction) 하는 문제들이 인지과학의 응용적 연구의 대상이 된다. 주로 네 

가지 부면이 강조되어 연구가 이루어진다.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인지과정으로서의 학습(정보처리 전략 습득 중심의 학

습)의 중요성, 영역 특수적인 문제해결 기술 및 전문지식 습득의 중요성, 자신의 학습과정 및 인지과정을 모니터링하

고 통제 및 조절하는 상위인지(超인지; metacognitive) 과정의 중요성, 학습이란 개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기

보다는 환경 및 사회-문화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며 언어와 협동이 중요한 사회문화적 과정이라는 측면의 중

요성. 이러한 부면들을 고려하여 효율적 인지학습 전략, 교수 전략, 역동적 학습환경 디자인의 문제들이 연구되고 실

용적 응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일환으로 ‘Auto Tutor systems'54)와 같은 지능적 인지학습시스템 개발 등이 이루어

지고 있다. 

<뇌기반 학습과학>. 최근에는 학습과학(learning science)이라 명명된 분야의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10장 참조). 이

는 기존의 학습에 대한 접근을 근본적인 수준에서 재정립하여, 단순한 지식에 대한 학습 수준이 아니라, 고차 수준 학

습에 대한 인지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궁극적인 효율적 학습의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제로 인간의 

학습과정은 단순히 외현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뇌 수준에서의 메커니즘과 학습 상황에 관련된 다양한 요소

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학습 효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교육과 학

습의 실제를 뇌의 작동원리에 기초하여 디자인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뇌기반학습(brain-based learning)이라는 명칭 하

에 인지과학과 신경과학, 그리고 교육학 등을 연결하는 활발한 응용분야로 떠오르고 있다.55) 

8. 도덕과 윤리

도덕/윤리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 정의, 선악 등의 도덕적 개념, 그리고 도덕적 규칙이 인간 마음속에서 어떻게 형

성되는가, 진화적으로 어떻게 발달하였는가? 그리고 도덕적 상황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하는가, 정서가 도덕

적 사고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공감, 이타심, 자아 형성의 문제, 도덕적 발달의 문제, 성차별 등, 성별과 관련된 윤리

/도덕적 개념의 문제 등이 모두 인지의 문제이기에 인지과학은 이러한 현실적 인지의 문제를 다룬다. 인지발달심리학, 

인지사회학, 진화심리학, 인지인류학, 인지사회학, 인지종교학, 사회인지신경학, 신경신학,  철학, 윤리학 등이 이와 관

련된 학문 분야이다. 인지과학 관련 여러 학문들이 연결이 되어 도덕 윤리에 대해서 전통적인 윤리학이나 철학과는 다

른 측면에서 새로운 관점과 이해와 사회적 정책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9. 제도와 경제.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행위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되어 인간이 형성한 개념, 범주, 신념, 모델, 제도 등에 

의해 좌우된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의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고 적절한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는 

인간이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상황 이해, 해석, 의사결정, 문제해결, 협동, 질서 유지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인지적 특성을 도입하며, 제도 등의 환경변인들과 이러한 특성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지는가가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지과학과 경제학 및 다른 사회과학의 연결에 의해 이러한 현실적, 실제적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론적 

설명틀과 실용적 지침이 가능해진다. 인간이 불확실성 상황에서 추리하고 사고하는 특성을 주변학문에 적용하는 이론

틀을 제시하여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인지심리학자 카네만의 이론은 경제학에 상당한 영향을 주어 행동경

제학, 또는 행동재무학을 탄생시켰고, 인지신경과학의 연구결과는 신경경제학이라는 분야를 탄생시켰다. 행동경제학은 

유럽에서는 인지경제학이라는 분야로 발전되고 있다.

54) http://www.autotutor.org/; Graesser, Chipman, Haynes, & Olney (2005)

55) 이러한 추세의 일환으로 Harvard대학에는 마음-뇌-교육(MBE: Mind, Brain & Education) 이라

는 대학원 과정이 생겼으며, 같은 이름의 국제적 학회도 가동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5년에 한

국마음두뇌교육협회(KMBE)가 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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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경제학]:

인지경제학이 무엇인가는 전통적 주류 경제학과 대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신고전경제학(neoclassical economics)

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경제학은 경제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인간 이성의 합리성이라는 대전제를 기초로 하였다. 인

간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이 최적화 원리에 

따라 합리적 선택을 하며, 그러한 개개인의 행위가 집적되어 균형을 이룬 사회적 경제 현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합리성, 균형(balance)이 이 접근의 주요한 개념들이다. 

그런데 인지과학자들은 경제학의 이러한 대전제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기 시작하였다. 1976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

은 인지과학자 사이먼은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인간은 인지적 정보처리 능력의 

한계성을 갖고 있어서, 경제적 상황에서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만족할 만한

(satisficing) 수준의 결과를 내는 인지적 절차를 사용하는 절차적 합리성(procedural rationality)의 존재임을 지적하였

다(이정모, 2008ㄱ). 또한 2002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인지심리학자 Daniel Kaheman은 이미 13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간의 경제적 선택과 의사결정이 자신에게 돌아올 효용성을 극대화, 최적화하는 합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 원

리를 위배하더라도 실용적인 여러 간편법(heuristics)을 써서 추리, 판단, 결정하는 인지적 효율성(인지적 경제성; 

cognitive economy) 원리 추구의 존재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인지과학 영향의 결과로 지난 세기 말에 경제학 내에서 심리학, 인지과학을 연결한 새로운 접근이 행동경제

학(behavioural economics) 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하였으며, 행동경제학이 좀 더 인지과학적 틀에 근접한 형태가 인지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지경제학의 기본 주장의 상당 부분은 이미 오래전에 경제학자인 마샬(A. Marshall), 하이에크(von Hayek) 등이 

전개한 바가 있다. 최근에 그러한 논의가 부활되고 인지과학의 개념, 이론, 연구방법과 연계되어 새로운 이론틀로서 

이제 경제학에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유럽 국가에서, 특히 프랑스 이태리, 독일, 영국, 네델란드 등의 국가에서 인

지경제학 접근이 활발히 논의되고 검증되고 있다. 

인지경제학은 아직도 발전 중이어서 분야 영역의 규정이나, 중심주제, 전형적 이론틀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가 쉽지

는 않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인지경제학이란 경제행위자가(개인이건 조직이던) 다른 경제행위의 주체와 상호작용함에 

있어서 가동시키고 적용하는 인지적 과정과 적응과정을 주로 탐구하는 경제학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 여 년 동안에 경제학은 경제행위를 하는 주체인 인간의 행동 및 상호작용에서 인지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점차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주식시장에서의 경제적 행위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인지적 판단(마음이론: Theory of Mind)에 크게 의존한다.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하나의 기업이 어떤 테크놀

로지나 정보 습득 및 활용, 분배하는 것을 보면 자기 조직이 경제적 환경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며 상대방인 조직

들은 어떻게 하는가를 학습하여 판단, 결정한다고 하겠다.

보다 확실하고 안정된 세상에서의 경제행위 설명에 초점을 두었던 전통적 경제학 이론의 두 기본 가정인 전통적 합

리성 개념과 균형의 개념은 위와 같은 실제의 경제 행위를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복잡한 실제상황에서는 개인의 

경제행위가 효용성을 최적화하는 행동에 이르지 못하며, 항상 타인의 행위나 생각과 연계되어 조정되든가, 즉각적 최

적 균형에 이르지 못하고 많은 반복된 경험을 통하여 경제상황과 타인의 생각에 대한 정보가 습득, 학습되며 변화된다

든지 하는 현상을 전통적 경제학의 틀로 예측하기 어렵다. 

경제행위자는 전통적 경제학이 예측하는 것처럼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상황이 주어지자마자 알

아서 합리적으로 바로 최적 선택과 결정을 한다기보다는 여러 번의 반복된 경험을 통하여 무엇이 좋은가를 배워가며 

사회적으로 적절해 보이는 결정을 하는 것이다. 개인적 효용성 극대화라는 최종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합리적 수단으로서 개인적 경제 행위가 계산되어 이뤄지고 학습되어진다고 하기보다는 상황,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계되어 정보사회적 상호작용 망을 이루어 적응하고 그것이 집적이 되어 집단적 적절 수준에 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지경제학에서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과 결정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들과 함께, 정보를 주고받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집단의 경제적 목표를 이루어 내는 과정의 분석과 이해도 중요하게 된다. 개인보다는 여러 경제행

위자들이 서로 연계되어서 경제행위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지식으로 만들어가고 활용하는 그러한 역동

적 변화, 학습 과정이 분석의 초점이 된다. 인지경제학은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망, 지식의 공유, 전체적 균형으로 가

는 길, 적응역동, 안정성 조건들도 연구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한 인지경제학에서는 크게 두 개의 접근으로 경제현상을 이해하려 한다. 하나는 인지적, 지식

적 접근이며 다른 하나는 진화적 접근이다. 인지적 접근에서는 개인의 신념(지식)과 추리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인

간의 인지적, 정보처리적 한계성으로 인한 인간 사고의 제한적, 절차적 합리성이 경제행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탐구한다. 진화적 접근에서는 개인이건 조직이건 경제행위 주체간의 연결망과 적응과정에 초점을 두고 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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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생산적(autopoiesis)인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개인이나 조직에서 나타나는 여러 경제행위 관련 구조를 탐색한다. 

제한적이거나 복잡한 상황에서는 개인은 알고리즘적 규준적 규칙을 적용하여 경제적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시간

을 들여서 당면한 경제상황에의 적응적 규칙이나 휴리스틱스를 학습하게 된다. 그 경제적 상황이 확률적이며, 역동적

이고, 또한 계속 변화하는 진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경제행위자는 인지적, 행위적 전략을 학습하고, 정보나 상품

을 교환하며, 자신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추론하기도 하고, 그

들의 행위를 모방하기도 하며, 결정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 행위의 상당 부분이 역동적 적응의 진화적 과정

에 의하게 된다. 인지경제학의 한 주요 접근이 진화적 접근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지경제학에서는 이 두 접근이 수렴되어 경제현상을 탐구하게 된다. 이러한 탐구에서는 자연히 그러한 경제행위의 

맥락환경이 되는 제도의 역할과 기능의 문제가 부각되어 인지경제학은 제도경제학과 연결된다. 따라서 제도가 개인과 

집단의 인지적 과정을 통하여 출현하게 되는 본질과 경제상황에서의 기능을 탐색하는 인지경제학의 제3의 접근을 낳

게 된다.

인지경제학이 다루는 영역을 보면, 경제학의 이론적 기초인, 개인적 합리성, 일반균형이론, 게임이론, 경제적 학습 

등의 영역을 다루며, 주제 영역으로는 주요 4개 영역인, 신념(지식), 진화와 역동, 시장, 사회넷워크 등을 다룬다. 전자

의 영역으로는 불확실성하에서의 합리적 선택의 문제, 균형의 문제, 게임이론원리, 합리성과 경제적 추리, 확률 및 비

확률적 추론, 통계역학, 경제행위의 신경망적 인공지능 모델링, 통계역학, 실험심리학, 비단조논리적 접근, 물리학 동

역학체계 모델링 등이 있으며, 후자의 주제 영역으로는 집합적 신념(지식), 정보가치와 선택, 게임이론의 확률모델, 게

임이론의 진화적 분석, 개인과 집단 합리성의 상호작용, 실험적 시장, 사회적 상호작용과 시장, 적응과 사회적 선택, 

사회적 네트워크와 경제적 역동, 경제에서의 사회적 협동과 네트워크, 소비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효율성 등을 들 

수 있다.

인지경제학의 발달 초기에는 인지경제학은 인지과학자 사이먼의 '제한적(절차적) 합리성' 개념과 오스트리아의 경제

학자 하이에크의 '제도 진화' 개념에 크게 의존하여 왔다. 하이에크의 개념적 틀에서 여러 인지경제학 이론과 분석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초기 단계를 지나서 최근에는 인지경제학은 인지과학, 물리학 등의 다른 학문에서 이론적, 개념적, 

방법론적 틀을 도입하고 있다. 철학에서의 인식 논리 틀로부터, 인지과학의 신경망-연결주의의 시뮬레이션 틀, 그리고 

물리학의 비선형동역학체계 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념적, 방법론적 도구가 도입되어, 복잡한 경제 환경에서의 경제

행위자들인 개인적 및 조직 집단적 추리, 의사결정, 학습 등이 분석, 설명되고 있다. 

경제행위를 모델링하고 기술하는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인지경제학은 전통적인 경제학과는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

다. 전통적 경제학이 이론물리학을 닮아서 수리적 기술과 모델링을 강조한 반면에, 인지경제학은 수리적 모델링보다는 

심리학과 인지과학처럼 보다 경험적, 실험적 접근을 더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인지경제학은 실험경제학, 실험진화경

제학, 실험게임이론 등에 더 기초를 의존하고 있다. 

전통적 주류 경제학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인지경제학이 추구하는 이러한 대안적 관점의 틀을 수용한다면, 그동안 

전통적 입장 중심으로 자폐적(autistic) 학문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경제학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경제학의 변경지대 

학문으로 간주되었던 주변 학문들이 경제학에 도입되어야 한다. 

“전통적 경제학이 잘 설명하여주지 못하거나 그릇되게 설명하여 주는 현상을 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주변 학문

들의 역할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리학, 인지과학, 정치학, 사회학, 인공지능학, 물리학, 통계학, 

그리고 생물학(신경과학), 역사학, 문화과학, 생태학 등이 경제학에 연결되어서 경제학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본다. 

경제학은 보다 성숙되고 폭이 넓고 통이 큰 학문으로, 경제 현상의 설명과 예측에 있어서 실제성이나 과학철학적으로 

취약점이 없는 그러한 학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것이 미래의 경제학발전을 위하여 가야할 길이며, 그렇게 함으

로써 경제현상을 보다 더 잘 예측, 기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겪기 위하여 경제학이 취하여야할 입

장은 경제학은 더 이상 단일혈통의 학문일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 수용하고 다설명수준의 틀을 수용하는 것이다. 경

제현상은 다원적 설명수준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경제학은 학제적 학문이어야 한다. 경제학이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 

자체가 그러한 복잡계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경제학과 심리학, 경제학과 인지과학. 21세기의 현시점에서, 경제학과 인

지과학이 이제는 별거를 끝내고 수렴되고 합류하여야 할 시점이다(이정모, 2008; 부분 문구 추가 수정).” 

10. 법적 인지 (법인지과학)

법적 행위와 관련하여, 기소, 증언, 변호, 재판, 배심 등의 과정에서의 법률가들 및 당사자들의 사고나, 일반인의 법

과 관련된 사고라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인간의 기억, 이해, 추리, 문제해결, 사회적 인지 등과 관련된 인지과정이다. 

이러한 법 관련 인지 현상들이 법인지과학 영역에서 연구되고 응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적 추리에는, 사례에 바탕을 둔 추리, 규칙에 기반을 둔 추리, 개념정의에 기반한 추리, 정책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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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추리, 유추적 추리 등이 있으며, 또한 선행 사례에 대해 커다란 비중을 둔 것이 법적 추리이기도 하다. 사례에도 

실제 사례, 가상적 사례, 부정적 사례, 긍정적 사례, 전형적 사례, 극단의 사례, 예외적 사례, 해석하기 쉬운 사례, 해

석하기 어려운 사례 등이 있다. 규칙에도 여러 유형의 규칙이 있다. 관습규칙, 조례적 규칙, 교조적 규칙, 간편법적

(heuristic) 규칙 등이 있고, 법적 개념에는 논리적으로 적절히 정의할 수 없는 개념도 있다. 개념, 규칙, 교조 등은 계

속 변화, 진화한다. 법적 문제란 단 하나의 정확한 답이 있는 경우란 드물다. 법적 추리의 요점은 진리 증명이 아니라 

논쟁이다. 

과연 이렇게 복잡한 인지적, 심리적 특성을 지닌 법적 추리와 법관련 실제 행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모든 법 

관련 인지적 내용과 과정들이 어떠한 심적, 인지적 바탕에서 이루어졌으며, 실제 어떻게 적용되어 작동하고 있는가, 

가장 효율적이고 오류가 적은 법적 추리란 어떠한 인지적 과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검사, 변호인, 판사, 피의

자, 증인, 고소인, 제3자 일반인 등은 각기 어떠한 인지적 처리를 통하여 법적 개념, 규칙, 주의를 이해하며 추리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가? 법적 결정이 증거에 의존하는데, 증거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은 과연 참을 반영하는

가, 아니면 실제와는 달리 구성된 것이며, 이 구성 사실 자체도 증인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인가? 법적용에 관여되는 

사람들의 인지적 과정의 이해 없이는, 사람들의 행동을 옳은 방향으로 제약하며, 공정성, 정확성이 지켜져야 하는 법

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하겠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인지과학과 법의 접점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연구된다(예: 인지심리학/인공지능 연구의 

사례기반추리(case-based reasoning) 연구 결과의 적용; 증인기억의 진실성에 대한 인지심리학 연구의 적용).

  그런데 과거에는, 특히 한국에서는, 인간의 인지와는 괴리된 채, 법학이 연구되어 왔고, 법이 적용되어 왔다. 그동안

의 법/법학과 인간 인지 사이의 괴리 상황은 마치 경제학에서 인간의 실제 인지적 측면을 무시한 채 비현실적이고 이

상적인 경제주체로서의 인간을 상정하고 경제학 이론을 전개한 신고전경제학 전통과 유사한 점들이 있다. 그런데 위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인지과학적 접근이 도입되어 

행동경제학, 신경경제학, 인지경제학, 진화경제학, 사회경제학 등의 분야가 일어서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법

학이나 법의 적용 실제와 관련하여 인간의 인지의 중요성, 인지과학과 법학의 연결이 이제는 중요한 고려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법학도 행동경제학을 수입하여 인지과학과 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법의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 of Law)’, 즉 법인지과학 분야가 열렸다. 법과 가장 관련이 깊으면서도 최근에야 

뒤늦게 법-인지과학의 관심의 영역이 된 부분의 하나는 인지언어학적 틀에서의 법 및 법 관련 행동의 이해의 시작이

다. 국내에도 그러한 시도가 최근에 시작되었다(예: 이재호(2002)). 법이란 본질적으로 인간의 사고를 언어의 틀에 맞

추어 넣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언어적 개념의 의미에 법의 존립의 기초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인지언어학자들에 

의하면 법의 용어, 구절이란 객관적 의미가 있을 수 없고, 메타포적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법 인지과학이 인지과

학의 주요 응용분야로 발전하게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11. 뇌손상자, 정신박약자와 노년의 인지적 관리.

 이 분야에서는 정신박약자, 인지적 결함자들의 학습, 주의, 기억, 이해, 사고, 기타 인지적 전략 사용 등에서의 정

보처리 특성 문제점 파악 및 이의 개선 방안 도출 등을 연구한다. 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인지적(지각, 주의, 기

억, 언어이해, 사고) 기능의 쇠퇴의 본질의  과학적 이해와 이에 대처하는 인지적 전략 발견 및 훈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뇌 인지기능과 관련된 연구들은 뇌 이상 혹은 손상으로 인한 각종 질환 및 치매 노인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역시 이전의 연구 접근과는 달리 뇌와 인지를 연결지어 함께 연구한 긍

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12. 과학학(Science of sciences). 

과학의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 of science)은 실제로 과학자들이 어떻게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는가를 경험적 

방법 등을 동원하여 연구한다. 과학적 추리를 어떻게 하는가, 새로운 이론은 어떻게 발견하는가, 이론과 맞지 않는 데

이터는 어떻게 다루는가, 경쟁적 이론 사이에서의 선별은 어떻게 하는가, 경험적 자료와 과학적 지식은 어떻게 전파하

는가, 타인이 제공한 자료 지식은 어떻게 수용하는가, 과학 공동체는 어떻게 사회 인지적 정보처리를 하는가 등의 문

제가 인지과학, 특히 인지심리학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될 것이다.

13. 인지문학: 문학의 인지과학 

문학이란 본질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대한 것이다. 마음의 본질을 분석하고 기술한다는 것이다. 문학하는 사람들의 

문학활동이 본질적으로 인지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이론(TOM; Theory of Mind)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작가는 문



7사고및차의성강의-교안전체2010-09.hwp 286- 286 -

학작품을 통하여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일까, 자신의 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모형(심적 모형: Theory of Mind)에 바탕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상징으로, 표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한편 독자

는 자신의 기억에서 ‘이야기(narrative) 원리’ 지식과 각종 세상사 관련 지식을 동원하여서 그 상징 표상을 정보처리하

고 해석하여, 작가가 무슨 생각을 하며 그 글을 썼는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였는가 하는 작가의 마음에 대한 독자 

나름대로의 모형을 형성하여, 그 작가가 의도한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이 정서적 메커니즘과 연결되어 감흥을 갖게 된

다. 이 두 과정은 본질적으로 인지-정서적 과정이며 인지과학의 영역이다.

과거의 문학비평이론들로서 세를 얻었던 정신분석학, 마르크시즘, 포스트모더니즘, 사회구성주의, 페미니즘 등의 관

점에서 문학이론을 전개하던 입장들이 20세기 말에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문학의 내용의 전개나 예술을 자연주의에, 

진화이론에 바탕을 두어 이해하거나 인지이론에 의거하여 이해, 분석하고, 비평하고 기술하려는 그러한 입장이 세를 

얻고 있다.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이란 무엇을 위하여 생겨났는가, 문학활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개개의 문학 

작품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등의 물음들이 진화이론적 관점에서,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다. 

앞으로 이 분야가 인지과학의 응용분야로서 발전될 뿐 아니라, 이 분야가 발전되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또 다른 

인지과학의 상위 수준이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56) 인지과학적 연구가 이야기/문학 연구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할 

뿐 만 아니라, 인지과학 자체도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57) 또 이러한 방향으로 인지과학이 

확장되기 위하여는 인지과학의 초기부터 인지과학을 지배해온 형식적 (formal) 이론화와 계산적(정보처리) 접근 중심

을 넘어서서 해석학적 접근 등 다른 접근의 시도를 인지과학이 긍정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14. 인지미학, 인지예술학

유사한 논리를 미술, 음악, 건축 등의 예술의 창작과 이해에 대한 인지과학적 접근으로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

다. 최근에 제시된 하버드대학 인문학센터의 ‘인지이론과 예술’ 강좌는58) 예술, 신경과학, 인지이론이 서로를 설명하여

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문학과 예술에 대한 논의에서 문학이론, 예술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인지과학 개념과 

경험적 결과, 이론 등을 도입하여야 함을 보이고 있다. 관련 웹 자료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 할 수 있다. 

“많은 미학자들이 인지과학의 등장에 의한 ‘인지혁명’이 미술이건 문학이건 음악이건 모든 매체 영역에서 창작, 작

품의 해석과 감상을 이해하는 데에 상당한 의의를 지니고 있음에 동의한다. 마음, 지각, 정서, 상상에 대한 새로운 인

지과학 연구가 예술과 미학을 탐구하는 데에서의 여러 부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역으로 인지과학자, 

심리학자들도 예술적 창작과 예술적 경험에 대하여 진지한 학문적 관심을 지녀야 한다.”59)

포스트모던적 허무주의와 예술에 대하여 쉽게, 직관적으로 이런 저런 이론을 전개하던 이전의 방식에 대한 대안으

로 문학에 대한 인지과학적 접근이 상당한 환영을 받고 있다. 이보다는 수동적 자세로 인지과학의 의의를 인정하는 다

른 사람들도 인지과학의 과학적, 경험적 개념과 이론이 예술의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있다. 또

한 이러한 관점들은 그 역으로 예술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접근, 탐구 방식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이다. 인

지과학자들이 예술가들과 함께, 문학, 미술, 음악 등의 예술이 인간 마음의 이해 탐구에 주는 의의를 공감하고 인정하

여 이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는 것이다.

15. 종교인지과학, 인지신학 

인지과학의 발전은 종교학과 신학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국내 전통적 기독교 교회의 상황이 아니라 해외 

상황임). 종교 현상에 대한 자연과학적 연구, 경험적, 실험적 접근을 기본으로 하는 이러한 인지적 접근은 앞으로 인지

과학의 분야로서 각광을 받게 되리라고 본다. 

 신에 대하여 인과적 원인행위자(agent)로서 생각하는 심적 표상의 문제, 그러한 신의 의도, 행위, 바램 등에 대하

여 어린아이가 타인의 생각을 자기 마음속에서 표상하는 것과 같은 문제인 마음이론(theory of mind) 문제, 타인을 사

랑하는 박애의 문제, 종교라는 제도의 문제 등이 인지과학적 설명과 진화심리학적 설명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뇌와 종교 관계를 다루는 신경신학, 종교 및 정서와 뇌의 관계를 다루는 인지사회신경과학, 종교적 신념을 다루는 인

지심리학 및 인지사회심리학, 종교 개념의 진화적 근원을 다루는 진화심리학, 종교의 사회적 바탕을 다루는 사회심리

학, 인지사회학, 인지인류학, 그리고 종교와 정서의 관계를 다루는 정서심리학, 종교적 인지체험을 다루는 인지심리학

56) 관련 참고 자료: http://www2.bc.edu/~richarad/lcb/

5) Narrative Theory and the Cognitive Sciences; Edited by David Herman, (2003).

(http://www2.bc.edu/~richarad/lcb/fc/ntcs.html).

58) http://www2.bc.edu/~richarad/lcb/fea/cta.html

59) http://www.hfac.uh.edu/cogsci/keytopic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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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등이 종교인지과학에 관여된다.

이상의 15개의 분류 이외에 응용인지과학의 주제를 복합적으로 나열하면 다음 심층분석과 같이 열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인지과학의 응용 주제 분야들을 모두 포괄한 것도 아니며, 또 그 분류도 체계적인 것도 아니지만, 응용

인지과학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임시로 쉽게 분류하여 응용 주제를 열거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