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심리학, 인지과학, 뇌과학 이야기

2009.  9. 04.

- 서울 여의도 금산빌딩 406 -

이정모 (심리학과/ 인지과학협동과정)
Email: jmlee@skku.edu
Home: http://cogpsy.skku.ac.kr/
인지과학-심리학 문화공동체 넷: http://korgnet.net/

Copyrightⓒ2009, Jung-Mo Lee

한국방송작가협회 과학스토리텔링 아카데미 강연

2009. 09.07 개정판
인지 내러톨로지 부분 첨가



-2

시작하기 전에 … Elie Wiesel

내가 얻은 지식은 내 뇌 속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 지식
을 많은 사람들에게서 빚지고 있는 것이며 나는 그 지식을 가지고 무
엇인가 하여야 한다. 그들에 의해 나에게 주어진 지식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줌으로써, 다른 이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함으로써)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사의 마음으로.....

삶은 내가 태어나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나 이전에 많은 세대의 사
람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른다. 내가 읽은 책은 수 세
대의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와 딸들과 스승과 제자들에 의하여 작성
되었다.

나는 그들의 경험의, 그리고 탐구의 총합일 뿐이다. 그리고 당신도.
I am the sum total of their experiences, their quests. And so are you.

이론물리학이나, 대수나, 수 세대에 걸친 창조나 철학적 생각들 모두
가 우리 인간의 집합적 유산이며 기억이다. 우리는 같은 마스터에게
서 배우는 것이다. 

교육은 그 본질상, 사람들을, 세대들을 함께 연결시키는 것이다.

노벨상수상 작가 Elie Wiesel ; http://www.morungexpress.com/index.php?news=8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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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강연의 주요 내용

주로 할 이야기: 인지과학

강조점1: 마음-컴퓨터 메타포:
인지과학 패러다임1

대체로 이야기 안할 부분: 뇌의 일반적 탐구 결과
인지과학 패러다임2:

강조점2: 인지과학 패러다임 3
융합과학기술 : Converging Technologies
인공물과 인간 : Artifacts and HAI

Human-Artifacts Interaction

뇌를 넘어서 : Embodied Cognition

강연 후에 추가한 부분:
인지 내러톨로지



이 파일을 읽기 안내

1. 미래 과학기술의 추세 특성에 관심 있
는 분은 I부 4, 5, 6장을 읽으세요

인지과학과 미래 융합과학기술 특성에 관심
이 있는 분은 1-3 장 내용도 보세요

2. 오로지 스토리텔링, 내러티브에 관심
있는 분은 II 부만 읽어보세요



이 파일의 요점

1. 미래융합과학기술 사회의 특성
(I부: 1-3장)

인지과학과 그 응용

2. 미래 인류 문화, 인지과학의 초점의 변화
(I부: 4-6장)

인공물, 인공물과 인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

뇌를 넘어서

3. 인지 내러톨로지 (II부)
인지과학과 스토리텔링의 연결 서론



I 부

미래, 

인지과학, 

융합과학기술, 

인공물

뇌를 넘어서



1부: 미래와 인지과학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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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미래의 추세?



이 장에서는 미래의 대표적 특성을 몇 개
만 이야기함

미래의 일반적 특성은 다른 매체를 통하
여 많이 이야기 되었기에 자세한 언급은
생략함



MBC, 2007 신년특집: 미래

MBC

신년 특집: 미래

http://www.imbc.com/broad/tv/culture/dspe
cial/commingsoon/1546221_6900.html

기획 작업: 2006년 봄:

PD: 허태정; 

작가: 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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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 미래: 일반적 예측

미래 테크놀로지의 타임라인

2006-2051년

http://www.btplc.com/Innovation/News/tim
eline/index.htm

시점에 따른 가능 기술내용을 마우스로 점검 가능

미래 테크놀로지의 예

http://www.btplc.com/Innovation/Innovatio
n/index.htm

그림생략함. 위의 링크의 각 시점에 마우스를 놓
으면 그 시점의 테크놀로지가 떠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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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예측 종합

지식의 turnover가 급증, 계속적인 훈련이 요구될
것임

오늘 날의 공학기술자가 지닌 지식의 수명: 
5년 정도가 될 것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에 직업 경력을 바꾸기에
, 2차, 3차 직업(careers)이 보편적이 될 것임; 

33-39세에 지니고 있던 직종은 5년 내로 그만두
게 됨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10년마다 경력을 바꿀 것임

현재 40-50대 그 자녀들:

5-6개의 직업을 겪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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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교육과 훈련이 사회 전반적으로 증대될 것임

10년 내에, 엔지니어가 아는 지식의 90%가
컴퓨터에서 공유됨

대학 신입생이 배우는 지식의 반 이상이 그 학
생이 4학년 때쯤이면 낡은 지식이 될 것임

미래에는 한 회사 직원 25%가 새지식, 새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 계속 전
개됨

=> 회사는 신입사원의 이직 준비를 미리 해주어
야 좋은 회사가 되는 미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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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 융합과학기술

21세기에 들어서 융합 과학기술의 개념
이 대학, 학계, 과학기술계의 화두

학문간 융합의 가장 두드러진 분야

= 인지과학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의 연결의
가장 좋은 본보기, 대표적 전형

이정모-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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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 특이점(Singularity)
도래 가능성

특이점

기계(인공)지능이 인간(자연)지능을 능가하는 시
점

The Singularity

Ray Kurzweil (지음)

특이점이 온다: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 

김영사 출판 (2007)

미래 인간과 기계의 구분 곤란

merging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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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초점의 변화

1) 인간-기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미래

The Singularity (특이점) 시점의 도래 가능성

예: 

자동차 내비게이션

Hwp, Word 등의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핸드폰 조작

Matrix, AI 등의 영화에서 제시된 개념

-> 현실

* ‘Matrix Reloa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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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인간 자신을 생각한 역사

2)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그리고

인간을 넘어서

인공물로

The Age of the 2nd Enlightenment

지금 21세기 현 시점에서 ‘인간’ 존재(being)
의 개념의 수정 불가피

transhumanism의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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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계몽시대 도래

고대-> 중세 기독교 서구사회
신 중심적, 하늘 중심적; 세상사 신이 좌우

신과 인간의 차별적 구분

제1 계몽(깨달음)시대
신, 하늘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

기계적 결정론적 인과론이 세상 원리

그러나 인간과 인공물의 차별적 구분

21세기; 제2의 계몽(깨달음) 시대 도래
인간과 인공물의 구분/ 경계가 절대적 아님의 깨달음

새로운 being(존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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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모-20

미래 2020-2030 년대에 컴퓨터의 파워가 인간
의 지적 능력을 능가 가능성: 

인간지능과 기계지능을 더 이상 양분 곤란

자동차 운전시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는 일상상황에서
유추하여 본다면

기계 + 인간 => merge의 논의는 더 이상 가상적이 아닌, 
현실적인 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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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 Joel Garreau의 예측

조엘 가로 저/임지원 역

급진적 진화

지식의숲 출판 (2007
“Radical Evolution" 

부제목: ”The promise and Peril of Enhancing Our 
Minds, Our Bodies - and What It Means to Be 
Human."

UCLA 의과대학의 의학·기술·사회 연구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그레고리 스턱은

“새로운 미개척지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자신 있
게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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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적 진화’책의 내용 중 발췌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의 기술은 바깥 세계를 겨냥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바꾸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리의 기술을 바로 우리 자신의
내부로 돌리는 전면적 절차를 밟고 있다.”

“이제 기술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억, 우리의 신체대사, 우리
의 성격, 우리의 자손과 결합하기 시작했고, 

어쩌면 우리의 영혼과도 결합할지 모른다. 진지하고 중요한 인
물들이 새로운 종류의 조작된 진화라고 부를 정도로 인간을 크
게 변화시키는 작업을 개시했다. 그 작업은 바로 우리 자신을 겨
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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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 영국 내각수반 실
전략기획 위원회 의 생각: 2008

Foresight 프로그램

run by the Government Office of Science:

Adviser and sponsored by a Minister.

프로젝트는 부처 간 연결로 진행됨

영국 내각수반(PM) SU  lunchtime seminar

2007년 10월 11일 세미나 주제

Mental Capital and Wellbeing

이정모-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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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Foresight 전략위원회 예측
미래 사회의 10대 과제/영역

1. Mental Capital and Mental Wellbeing

2. Sustainable Energy Management and the Built 
Environment

3. Infectious Diseases

4. Intelligent Infrastructure 

5. Tackling Obesities

6. Brain Science Addiction and Drugs

7. Cognitive Systems 

8. Flood and Coastal Defence

9. Cyber Trust and Crime Prevention

10. Exploiting the Electromagnetic Spectrum

이정모-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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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모-25

<1-F>. 미국 국립공학학술원, 2008에
제시한 미래 공학의 14개 대 도전

위원회 위원: (2006- 2008. 2.)
유전과학의 개척자 Craig Venter,

미래과학자 (특이점이 온다의 저자) Ray Kurzweil, 

Google의 창업자 Larry Page 등

그들이 최종 제안한 미래의 공학적 대 도전 4주제
1. sustainability, (인류 생존, 존속) : 

태양열 활동, 지구온난화대책 등

2. health - 생명의학적 연구

3. reducing vulnerability, 
사이버공간 더 안전하게 만들기, 핵 테러 방지

4. joy of living. :
인간자신에 대한 지식과 기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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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 삼성경제연구소(2008. 3.)

삼성경제연구소는 2008. 3월 5일자로 CEO Information 시
리즈의 새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SERI.org]; CEO 인포메이션
제 644 호, 2008.03.05 [제 644호]

임영모 이안재 고유상 조용권 이원희 이성호

“국가 주도해야 할 6大 미래기술 “
http://www.seri.org/db/dbReptV.html?submenu=&d_menu=&s_men
u=0202&g_menu=02&pubkey=db20080305001

지능형 인프라
바이오 제약, 
청정에너지, 
군사용 로봇, 
나노소재,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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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 Trans-humanism

Nick Bostrom

경제학자 -> 옥스프드대 철학교수

테크놀로지의 발전 인간 + 기계

포스트 휴맨

greatly expanded abilities as to merit the label 
"posthuman”

현재 인간의 최대 능력 + 2 표준편차



인간(버전 2.0)

Human v2.0 - 48:02 - Nov 5, 2007 
동영상 자료: 생략

http://www.youtube.com/watch?v=l1PW3oIK
1jU

http://video.google.com/videoplay?docid=21
60815834239891699

‘인간이 과연 무엇인가 (WHAT it is to be 
HUMAN)’ 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가까운 미래
의 어느 시점에서 급변된다고 과학자들은 믿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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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 The Cognitive Age의 도래

뉴욕타임즈 지 칼럼 기사

The Cognitive Age
By DAVID BROOKS

Published: May 2, 2008

- 미래 과학기술 사회의 특성을 단순히 Globalization 
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잘못이다, 

The Cognitive Age의 도래

http://blog.naver.com/metapsy/4005064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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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gnitive Age

이정모-30

Globalization 이란 ?

‘역사적 내러티브’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가들에게는 사용하기에 편한 틀

실상은 이러한 세계화가 세계 변화의 핵심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It's just not the central force driving 
economic change.

‘globalization‘:- 세계적 경제적 변화 설명하
는 데에 맞는 설명틀이 아니다. 



-31

그보다는 skill revolution

그 배경 원리 = 인지

Cognitive Age 의 도래를 이해할 때에

사회, 문화, 과학기술 성장과 번영의 참 원천

(the real source of prosperity)을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globalization 패러다임 틀을 넘어서서 세계적
변화의 참 핵심을 이해할 때가 지금이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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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 미래 집단 지식 현상

CI; Collective Intelligence

DKR
Dynamic Knowledge Repository

Knowledge Garden: 지식 정원 개념 제안
웹을 통하여

지식(= 유기물)의 씨앗 심기

지식을 컴뮤니티 사람들이 함께 키우기/ 지식의 진화

지식 거두기

지식정원이 지식 중심의 커뮤티티 형성과 나눔을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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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종합

이러한 미래지향적, 통합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인지과학 기술이
핵심적 축으로 위치함

{인지과학}

- the integrative, innovative, multi-faced,

unifying and versatile mediator & 
incuba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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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과학이 뭐길래?

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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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모-35

2 장

인지과학 ???



참고자료

인지과학에 대한 서론 안내 파일 링크:

다음 링크에 있는 파일을 찾아보세요

짧은 안내글:

http://korcogsci.blogspot.com/2007/02/jmlees
kku.html 

긴 안내글: 
http://blog.naver.com/metapsy/40029620785 



EBS 2006. 12. 3.

EBS

‘지식의 최전선’

‘미래 융합과학기술의 핵심- 인지과학’
2006년 12월 3일 저녁 8시40분-9시30분

PD: 장도훈;  

작가: 정재은
사회: 김민전 교수

대담: 이정모 (성균관대), 김성일(고려대)

http://www.ebs.co.kr/Schedule/Schedule_Lis
t.asp?category=001¶mDate=200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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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분야를 인문,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으로 분류하여 온
종래의 분류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50년이나 시대에 뒤진 학문관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개념을 물리학, 생물학, 화학,기계공학
등의 물질 중심의 과학기술만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시대에 40여년이 뒤진 과학기술관을 지니고
있는 것이 된다.”

(이정모, 1996:  인지과학: 개념적 기초)

학문, 과학기술에 대한 뒤진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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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럴까 ?

그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일어난 과학적 보는 틀
(패러다임)의 변혁의 의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떠한 변혁이 일어났는가?

인지 과학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cognitive Revolution).

Sperry 교수 사진과 split brain 그림 생략



Cognitive Revolution의 의의

노벨 의학/생리학상 수상자(1981) Sperry 교수의 말

물리학 중심의 미시적 bottom-up적 세계관을

거시적 세계관을 도입함으로써
=> 양방향적 결정론 세계관으로 대체함.

bottom-up & Top-down

다학문적(학제적) & 수렴적 과학의 전형을 보여줌



-41이정모-41
인지과학

이정모-41

일반인의 과학 상식은
이 수준에서 정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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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의 과학 패러다임 변혁
- 인지주의(Cognitivism) -

인지혁명 (Cognitive Revolution)

⇒ 과학적 패러다임의 변혁, ‘과학 혁명’
⇒ Energy 에서 Information 으로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마음 = 컴퓨터 = 두뇌:   

정보처리 시스템 (IPS) : 소프트웨어적 원리

심리적 과정 : 정보처리과정



-43이정모-43
인지과학

이정모-43

IT 의 모체는 인지과학

현재의 정보처리 기능의 컴퓨터, 인공지능 연구, 
정보/지식 중심의 디지털 사회, 인간지능과 컴
퓨터의 연결, IT 등은

인지과학이 그 기초 이론적 개념과 틀을 형성함
단, 정보통신 하드웨어가 아니라

50 여년전에 인지과학이 출발하지 않았다면, 
30 여년전에 시작된 정보과학이

탄생하기 어려웠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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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과학에서 사용하는
‘인지’의 참 의미

인지과학에서의

‘인지’라는 의미는;  넓은 의미의 ‘마음(Mind)’의 의미임

이 때의 “마음”은, 즉 ‘인지’는 = 
+ 좁은 의미의 ‘인지’ ( 이성)

+ 마음 (정서, 동기 등 포함)

+ 뇌과정

+ 동물 지능(마음),  

+ 기계적 지능

+ 사회적 마음(지능) 등을

모두 포함한 의미임 ( 착오 없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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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과학 (Cognitive Science)

ⅰ) 두뇌, 
ⅱ) 마음, 
ⅲ) 이 둘에 대한 모형이며 또한 인간의 마음
이 만들어낸 인공물의 정수인 컴퓨터,
ⅳ) (知의 확장의 부분들이요 대상인) 환경
내의 기타 인공물 (artifacts)

- 이 넷 사이의 정보적, 인지적 (지식 형성 및
사용적) 역동 관계를 다루는 학문
- [이정모의 인지과학 규정: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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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

마음

컴퓨터
인지과학

몸몸 인공물, 문화
(언어, 경제, 법..

인공물, 문화
(언어, 경제, 법..

정보처리 시스템:
마음 = 두뇌 =   
컴퓨터 (원리가)

정보처리 시스템:
마음 = 두뇌 =   
컴퓨터 (원리가)

로봇

Copyrightⓒ2006, Jung-Mo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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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과학의 핵심 및 주변학문 >

로
보
틱
스

미디어학
스포츠심리학

HCI,
BCII
BRI

인지(행동)/신경경제학

상학, 경영학(경영정보학)

Data
Mining

New Media Theory

종교학, 신학, 윤리학

인
지
인
포
마
틱
스

지식서비스

인지(행동)법학

인지디자인학

언어학이 인공지능을 대체하여 핵심학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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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인지과학의 보는 틀

1. 인간의 마음을 정보처리체계로 본다
(Physical Symbol System)

2. 컴퓨터 은유/ 메타포 사용

3. 계산주의: 
심적 과정은 정보 변환(=계산) 과정

4. 표상주의
심적 내용은 자료 = 표상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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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의 대표적 방법
심리학: 

실험법, 시뮬레이션, 자연관찰법

인공지능학: 
시뮬레이션, 언어보고분석법

신경과학: 
인지신경법(뇌영상법)

철학: 
논리적, 형식적 분석

언어학: 
형식적 분석, 자연관찰, 실험

인류학: 
민생방법, 자연관찰법



-50이정모-50
인지과학

이정모-50

마음s

인공물s뇌

인지

감각
지각

몸움직임

신경-인지
Worlds

정보-Worlds
(현실 / 가상)

생명-계산
Worlds

정서
동기

BODY

나노-Worlds

사회적-Worlds

Copyrightⓒ2005, Jung-Mo Lee

*인지과학의 세상*

(소프트: 문화체계, 언어..)

(하드; 컴퓨터,
로봇, ..)

언어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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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용인지과학의 연구 주제: 예>

인지공학(Cognitive Engineering)
Cognitive Ergonomics

Human-System Integration
HCI (Human-Computer Interactions)

Cognitive Systems
Cognitive Enhancing

Applied Cognitive Neuroscience
사회/문화 내의 집단/개인의 사회적 인지
인지생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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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과학의 공헌 <1>.

1. 주판과 같은 산술적 계산기에 지나지 않
던 컴퓨터를

디지털 지능 컴퓨터로 개념화

인간의 mind/지능을
정보처리 시스템(IPS)으로 개념화

인류사회의 digital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개념적/ 이론적 기초 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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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과학의 공헌 <2>.

2. ‘인간 이성은 합리적이다’ –> 아니다.

인간은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한 이성적 존재
이다’ 라는 통념을

실험과 경험적 결과에 의하여 무너뜨림

실용적, 제한적 합리성

행동경제학, 인지경제학, 행동법학 탄생

여러 사회과학 분야의 개념적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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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AHNEMAN
Professor of Psychology, Princeton University

2002년도 Nobel  경제학상 수상

미국 프린스턴 대 심리학과 (인지심리학) 교수

이성의 제한적 합리성을
심리학적 실험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입증한
인지심리학자

노벨경제학상: 심리학적 연구에서의 통찰을
경제과학에 통합한 공적, 특히
불확실성 상황 하에서의
인간 판단과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심리학자
카네만교수
의 노벨상
수상 사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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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과학의 공헌 <3>.

3. 마음-뇌-컴퓨터 (MBC): 

Mind-Brain-Computer의

연결 주제를 과학의 새 frontiers로 삼게 함

신경망 이론(연결주의)

뇌영상기법

인지신경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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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과학의 공헌 <4>.

5, 학제적 학문의 전형

융합(수렴)의 전형 보임,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의

Convergence (수렴, 융합)의

전형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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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1세기 융합과학기술의 4대 핵심축

미국 NSF의 미래과학기술 틀

NBIC Converging Technologies

N: 나노

B: 바이오

I: 인포(정보)기술

C: Cogno(인지과학) 기술

인지과학의 공헌 <5>.

<미래 NBIC 융합과학기술 틀 >

*미래 과학기술의 궁극적 목표는: Improving Human Performace*

나노과학기술

인지과학기술

생명과학기술

정보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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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과학의 공헌 <6>.

4. 마음 개념의 확장 시도

현재 진행 중인 이론작업

‘뇌를 넘어선’ 마음

Embodied Mind/ Cognition 접근

뇌-몸-환경: 통합적 entity

철학: 하이데거, 멜로퐁티의 현상학적 관점 부활

인지과학의 제3의 패러다임 shift
인문, 사회과학, 공학, 문화 일반에 중요한 시

사와 영향을 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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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과학기술과 인지과학



참고자료

융합과학기술과 인지과학: 서론 안내글
융합과학기술 개발과 인지과학. 
Science & Technology Focus, 제32호, 1-11.(KISTEP;주간과학기술
동향, 심층분석.

(http://www.stin.or.kr/weekly_trends.jsp/; 250번) 
인지과학, 미래 융합과학기술 사회 전개

이정모(2008). 미래 융합과학기술의 전개 및 학문간 수렴
에서의 인지과학의 역할. 제도와 경제, 2008, 2, 2, 37-67.

http://blog.naver.com/metapsy/40055982292의 첨부pdf
파일 (588K) 

인지과학과 미래 정책제안:
이정모, 김미라, 이남석(2007). 미래융합과학기술 사회에
서의 인지과학의 역할. 미래사회연구포럼총서 07-04. 정
보통신정책연구원. 경성문화사.

제 5장 정책적 지침 (194-20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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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과학기술의 방향

과학기술의 르네상스

수렴적 융합적 과학기술 접근의 필연성

과학기술 분야들이

Not:

Fragmented (조각나고)

Disconnected (연결이 안되고)

Demarcated (서로 경계 울타리가 쳐지고)

Solo-playing (독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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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그것이 아니라

Convergent (수렴되고)

Inter-disciplinary (학제적이고)

Holistic (통합적, 전체적으로 접근하고)

+ social, human  factors considered

(사회적, 인간적 요인이 고려되고) 

Integrated goals 추구

예:  NSF 보고서의 Figure C.7. 그림

Sensory modalities and related discip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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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융합)과학기술 틀의 대 전제:

자연은 하나의 통일체이다.

The Nature: =
The dynamic who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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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자체에
물리

화학

생물

수학

인지과학 등등이 분할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제한된 인지능력을 지닌 인간이 자연을 탐구하
기 위하여, 물리, 화학, 생물 들로 나누었을 뿐, 
자연 자체는 분할되지 않은 하나의 전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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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 미국 과학재단의
NBIC 융합(수렴)테크놀로지틀

제일 먼저 미래 융합과학기술 틀을 내어 놓은
미국의 예를 살펴보자

미국

2002년에 도출한

미래 수렴(융합)과학기술틀

NBIC Converging Technology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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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과학재단 NSF의

미래과학기술 예측진단

*앞으로 10-20년 동안 나아가야 할
미래 과학 기술의 방향과 목표는?

“NBIC Converging 
Technologies”

for Improving 
Human Performance.

NSFNSF보고서보고서: : http://http://www.wtec.org/ConvergingTechnologieswww.wtec.org/Converging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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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NBIC 융합과학기 틀 >

*미래 과학기술의 궁극적 목표는: Improving Human Performace*

나노과학기술

인지과학기술

생명과학기술

정보과학기술

1. 미국 NSF가 제시한 NBIC수렴(융합)과학기술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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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

NBIC 융합과학기술 틀이 나노과학자들이 주축
이 되어 만들어 낸 틀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융합과학기술 추진의 궁극적 목표가
'획기적인 물질, 기계의 발명'이나 '인간의 장수'가 아
니라, 

인간 개개인이 각자의 일상생활에서, 학교, 일터
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Improving Human Performance 기술의 개발
에 있다 영국의 Mental Capital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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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 유럽공동체의 CTEKS 융합과학기술

European Converging Technologies
- Shaping the Future of European Societies

by   Alfred Nordmann, Rapporteur

- September, 2004 보고서-

Foresighting the New Technology Wave
보고서 링크:
http://europa.eu.int/comm/research/conferences/200
4/ntw/pdf/final_report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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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onverging Technologies 개념 정립

물질중심의 영역의 수렴 융합의
Technologies 인지과학기술 도입하여

mind 까지 융합과학기술 개념 확장

유럽
여기에 과학기술의 개발, 응용, 확산의 사회

과학 측면을 도입하여

사회과학 기술 (Social Science Tech) 까지
융합과학기술 개념 확장 + 환경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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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21세기 IBM 아이디어맨들의 미래 예측

미래 사회는 NBCST 수렴기술시대

Nano- Bio- Cogno-Socio-Techno

인지과학이 미래 NBCST  2-5 
Convergence 틀의 한 핵심 축

지금은 분화되어 접근하는 이들
complex adaptive systems

실상은 co-evolution 해왔고, 미래에도 할 것임

미래에는 이들이
integrated, unified information systems (UIS)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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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리더들(Spohrer 등)의 관점:
세상의 구성:  2-5 converging systems

1. Natural Systems
Physical systems;

물리학, 천체물리학 나노기술 등
Living systems

생물학, 화학, 동물생태학, 발생학 등

Cognitive Systems
인지과학, 심리학, 신경생리학, 아동발달과학 등

2. Human-Made systems
Social systems

사회학, 동물생태학, 언어학, 경제학, 정치학, 조직행
동학

Technology systems
테크놀로지디자인과학, HCI, 인간공학, 바이오닉스



이러한 틀의 의의

자연계를 물리계, 생물계, 인지계의 3개 시스
템으로 3분

인지시스템이 자연과학의 영역임을 천명

종래 한국 대학, 학계 등의 학문, 과학분류 체
계가 전면적으로 재구성되어야함

사회기술의 중요성 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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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리더들이 보는
인류 진화 관련 과학기술개발의 특성

1단계: (과거) 
The key insight of the pioneers was understanding that 
the first stage of human evolution was about nourishing 
(and protecting) the body in a natural environment,
몸, 물질 중심

2단계: (현재)
but now the 2nd stage of human evolution is about 

nourishing the mind in an information-rich human-made 
environment.
마음 중심

이 주장의 출처: 
J. C. Spohrer & D. C. Engelbart (2004). Converging 

technologies for enhancing human performance: 
Science and business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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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모-75

<3-D>. 미국 국립연구소의 변화

미국 국립연구소 NL의 발 빠른 변모2. 
미국의 [핵무기/에너지 등을 연구를 하던] 
국립연구소들이

인지과학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데; 

미국 Department of Energy 소속
국립연구소들에서의 인지과학기술 프로젝트

예: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SNL)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PN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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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E>. 4 Key Principles of NBIC

1. Material unity at the nano-scale

2. NBIC transforming tools

3. Hierachical systems

4. Improvement of huma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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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terial unity at the nano-scale

- 모든 과학에 기본이 되는 물질의 조합 단위들은
나노 수준에서 비롯

- 유기체, 무기체 구조의 공통적인 원리 파악

- 새 물질, 새 생명공학제품, 기계 생산

- 뉴런, 컴퓨터, 인간신진대사-교통시스템과 같은
복합체계 이해, 제어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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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BIC transforming tools

Nano, Bio, Info, Cognitive-based 기술

이전에는 연결이 안되었던 분야 사이의
interfaces에서 혁신적 진보가 이루어짐

과학기구, 분석도구, 새로운 물질시스템 창조

통합적 노력, enterprise

ex): fMRI 와 Nano기술 연결된 non-invasive

brain-monitoring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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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ierachical systems

- NBIC 영역의 연구와 함께
- 시스템 접근, 

- 수학, 

- computation 

- 등의 연구 분야와 연결됨으로 인하여

- 처음으로 자연계와 인지를 함께
복잡계(complex systems)의 연속선에서

위계체계 (hierachical systems) 

차원에서 이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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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mprovement of human performance

지금이지금이 인류인류 기술기술//공학공학 역사에서역사에서
unique moment 이다.

이 시점에서 인간의 performance 향상의

전환점이 시작된 것이다.

- 인간의 신체, 뇌, 인지, 감정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인간-기계 직접적 상호작용 도구의
발전으로 인하여

- 인간의 심적(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는 다 영역 기술의 종합적, 통합적, 융합적 수렴 시점에 도달
했다. => 개인 및 집단 performance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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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이러한 수렴적 진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이전과 같은 과학기술 추진 방식으로는, 가만히, 자동적
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적극적, 협동적, 수렴적 노력을 통하여 미래 과학기술을
예측, 기획하고 틀을 재구성 하여야 함.

개념화, Ideation 초기 부터 적극적으로 수렴, 융합 작
업이 이루어져야 함 한국: 아님

르네상스적 접근, 
- 수렴적, 융합적 과학기술관, 자연관; 

자연과 인간, 문화의 일체성, 동일 원리임을 인식하여, 

이에 맞게 과학기술 틀, 추진전략을 변화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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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is the time for 

the  2nd Renaissance !!

for : sciences, technologies, and

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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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생물적 지능의 한계를, 확장된 인지(Augmented Cognition)
NBIC 기술을 통해 미래 컴퓨터 파워 수준에 근접 향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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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모-84

서울대
창립
기념

심포지엄;

김광웅 교수

2006.
10. 13

미래대학의
핵심

미래의 학문의 중심이 되는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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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 인지과학에 의한 인문학의 변화

1. 철학의 변화

6.1.1. 인지과학이 가져온 철학의 변화

6.1.2. 과학 일반에서의 철학의 역할

6.1.3. 인지과학적 탐구를 인도하는 철학의 역
할

2. 인지문학: 인지과학 + 문학

3. 인지미학: 인지과학 + 미학

4. 인지종교학; 인지신학, 신경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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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 인지과학에 의한 사회과학의
변화

1. 인지과학 경제학

신고전경제학의 문제점

5.2. 행동경제학

5.3. 인지경제학, 신경경제학

4. 인지과학 법학

행동법학 법인지과학

5. 인지과학 기타 사회과학

정치학, 행정학, 매스커뮤니케이션, 경영학

인지인류학, 인지사회학, 지식서비스학 ...



<3-H>. 인지과학에 의한 예술의 변화

예술인지과학

인지미학

시각예술인지과학

New media theory

인지음악학, 

기타:

New media theory

인지과학 + 공연 예술

인지과학 + 건축학

인지과학 + 디자인



<3-J>.공학/기술과 인지과학의 연결

융합과학기술의 미래 추세 예측

인지과학과 다른 분야 연결측면에서 정리한다면…

IT-CogT 의 연결

BT-CogT

NT-CogT

IT-BT-CogT

IT-BT-NT-CogT

CogT-IT-BT-사회과학기술 의 연결

인지과학과미래-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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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변화하는 인지과학: 1
- 인공물과 인간(Mind)의 연결-

미래 인지과학의 개념적 재구성 작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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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모-90

인간인간 (Mind)(Mind)의의 진화진화 역사역사

인간의 마음 뇌와 공진화

사회-문화(인공물이 핵심)와 공진화

&

* 인공물과 공진화
1. 언어와 공진화

2. 컴퓨터와 공진화

3. 사이버 세계와 공진화

4. 인공지능시스템, 로봇과 공진화

5. 사회 문화적 인공물과 공진화

6. 미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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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문화의 진화
인지적 되돌이고리의 작동 결과

인공물 인간-인공물의

인지적/행위적 상호작용
evolvedevolved 인공물인공물

externalizing

internalizing

eternaleternal CognitiveCognitive loopsloops

뇌/마음뇌뇌//마음마음

인공물인공물인공물

Copyrightⓒ2005, Jung-Mo Lee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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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모-92

인간의인간의 생물학적생물학적 신체적신체적 진화는진화는
이미이미 거의거의 정지됨정지됨. . 

인공물과의인공물과의 공진화만공진화만 진행되고진행되고 있음있음

미래미래



인간 삶의 부분이 된 인공물, 그와의 상호
작용의 중요성

컴퓨터

핸드폰

인터넷

내비게이션

…



미래 인류 사회에서

지금과는 달리 (더 보다더)

인공물의 중요성

인공물과 인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부
각되고

이 상호작용을 더 좋게 하려는 기술 발달

예: 내비게이션, 핸드폰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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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인간/ 과학기술/ 학문 의 논의에서

마음의 진화역사 규명에서

마음의 작동 탐구에서

환경과의 몸을 통한 상호작용 행위로서의 마음
관점에서는

인공물의 역할 무시 못함
패러다임의 전환

융합적 접근의 필요성

뇌를 넘어선 접근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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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자연히 부각되는 주제들

몸-환경 상호작용

Bodily / Information-wise Interaction  
(science)

그런데 우리의 환경의 대부분은 인곰물
핸드폰, 내비게이션, 컴퓨터, 언어

인공물의 역할 지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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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21세기의 현 시점에서 더하여 생각하여
야 할 초점

인류진화 역사 = 인공물과의 공진화

마음 진화 역사 = 인공물과의 공진화

• 인공물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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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변화하는 인지과학2:
뇌-몸-환경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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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과학의 새로운 입장
EM (Embodied Mind) 의 요체

환경과의 심적 역동적 상호작용은
• 몸에 의존

따라서 감각운동적 측면이
• 인지의, 마음의 핵심
• 몸이 계산함 (뇌를 넘어서)

고차 심적 기능도 이러한 기초의 제약과 허용 틀에서
이해되어야

마음(지능)은 뇌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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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된 마음 관점에서의 마음이란?

마음 :

구체적인 몸을 가지고 환경에 적응하는
유기체가 환경상황과의 순간 순간적 상호
작용 행위 활동상에서 비로소 존재하게 되
는, 즉 문화, 역사, 사회의 맥락에 의해 구
성되고 결정됨



신간;  Alva Noe의 책

주제: 뇌를 넘어서
책 제목: 뇌 과학의 함정

부제:인간에 관한 가장 위험한 착각에 대하여
원제: Out Of Our Heads

부제: Why You Are Not Your Brain, 
and Other Lessons from the 
Biology of Consciousness

지은이 : 알바 노에
옮긴이: 김미선
출판사: 갤리온
년도: 2009-08-14
가격: 13,800원



‘뇌과학의 함정’ 목차

[추천사]: 현대 지성계의 새로운 움직임과 거대한 생각의
전환

[프롤로그] 과학과 철학의 교차로에서

1장. 놀라운 가설; 우리는 우리의 뇌가 아니다
2장. 생명과 의식의 연결 고리; 마음은 삶이다
3장. 뇌와 의식, 그리고 세계; 인간은 섬이 아니다
4장. 마음과 존재; 우리는 자신을 어디에서 찾는가?
5장. 습관의 생태학; 정신적 삶의 기본적 진실
6장. 창조자 뇌; 뇌 과학자들의 치명적 실수
7장. 마음의 컴퓨터 모형; 인간에 관한 위험한 착각에 대
하여
8장. 새로운 출발; 모든 것을 위해 마련된 무無

http://www.aladdin.co.kr/shop/wproduct.aspx?ISBN=890109911X



추천글 중에서

그냥 필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읽어가며 ‘나’ 자신과, 
의식, 감각, 지각, 언어, 사고 등 인간 활동 일반에 대하
여 한 번쯤 깊은 생각을 하며, 인간, 뇌 등에 관하여 자
신이 그동안 당연시하여 왔던 것들에 대하여 커다란 발
상의 전환을 아여야 하는 절실함을 호소하는 책이기도
하다.

“이 책을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방식, 일하는 방식의 차이가 크게 나리
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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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된 마음과 인공물과 인간

단순한 체화된 마음 입장에서 더 나아가기

마음을 단순히 뇌 속에서 일어나는 신경적 과
정의 결과로써, 그리고 알고리즘적 또는

계산적 정보처리로써 개념화하지 않고, 
몸과 괴리되지 않은 마음이
몸을 통하여 환경에 공간적 확장, 연장의 특
성을 지닌 역동적인 활동에 존재하는 것으로
개념화 한다면, 



고로

미래에 중요하여지는 다른 개념은

뇌를 넘어서

뇌-몸-환경이 서로 괴리되지 않은 통합체로
서 작용하는 인간 행위에서 비로소 존재하는
인간의 마음의 작용

[마음(인지/지능) 뇌속의 신경활동]이라고?
그렇지 않음 인간 마음 개념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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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종합



미래 학문에서의 인지과학의 역할

과거에
자연과학과 공학에서

수학(mathematics)이 담당하던 역할
자연과학, 공학 학문의 기초

여러 학문, 기술에 스며들어감

의 역할을 미래에 하게 됨
그것이 미국 등의 대학에서 20 여년전에
인지과학 학과를 설치한 이유



-108

미래 과학기술사회에서의
인지과학기술의 위치

<1>. 물질중심의 과학기술 개념을 넘어서기

<2>. 인간과 인공물을 이분법적으로 구별하
던 20세기의 개념적 틀의 한계를 넘어서기

<3>.  마음-뇌-몸-환경(인공물)의 연결관
계 개념적 재구성

<4>.  미래 융합과학기술의 목표
[Human performance/ 인지기능] 향상

Joy of Mind

Engineering  of/ for the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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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태환경 파괴 인지/행위 요인 규명, 
조절

<6>. 인문학, 사회과학, 테크놀로지 연결
고리 역할

융합과학기술 틀에서 인문-사회-이공계 분
야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

인간사회적 환경의 인지사회적 갈등의 역동 원
리 이해와 대책 탐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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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는? 

이제 과거에 미생물에서-> 동물로, 동물에서->
현대인으로 진화하여 온 인간의 생물학적 신체
적 진화는 이미 거의 정지되었다. 

인간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변화, 진화란, 
그동안 인간이 객관적 도구로서 생성하여 온
대상인 인공물과의 공진화만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몇 세대 후에는 이 인공물과 인간의 신체적, 인
지적 구별도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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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 응용 과학기술의 요체>

과거에는 물질중심으로

1. 물질적 삶의 질: 각종 기계를 포함한 문
명적 도구의 발명, 개선과

2. 인간 생명-신체적 삶의 질의 향상 중심
의과학기술 발전 역사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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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래에는

이에 더하여

그러한 물질계의 변화를 도출해 낸 인간의
뇌와 마음, 환경/인공물이 엮어져 짜내는
인간 활동/행위에 초점을 두어



113-113

융합과학기술 중심의 미래 사회
인류 과학기술의 초점이 변화됨

1단계:  20세기 중반까지
[물질/기계]: 편하게 살기

2단계: 20세기 중반(1980년대) 이후
[물질/기계 + 정보 + 생명]: 오래 건강하게 살기

3단계 21세기
[물질/기계 + 생명 + 정보 + 인지]
편하게 오래 살아서 무얼 할(하며 살)건데?

이후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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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테크놀로지

인지적/심리적 삶의 질을
/향상/최적화/효율화하는 데에

future technology의 목표와 의의, 
첨단성이 있게 된다.

새 의미의 Cognitive Engineering

Cognitive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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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과학이 지향하는 미래 사회

개개인이

행위적으로, 심리적(인지적)으로

끊임없이

최상의 performance를 내는 상태로

계속, learning, evolving 하게 하는

collaborative learning 공동체로

optimally designed society 로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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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사회의 새로운 형태의 진화:

• 테크놀러지 발전에 의한 인지, 신체 기능의 확장

• 1. 자연적 진화와, +

• 2. 과학기술의 수렴에 의한
인간 인지기능 진화-인공물 진화의

공진화 (co-evolution)

인간(마음/뇌) merge 인공물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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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종 자체의 새로운 차원의 진화

new Cognitive Ecology

인지과학의 응용의 미래

Walden  III !
(월든1- 헨리 소로우; 월든2-B.F. Skinner); 

(월든3-인지과학+ 문화기술 + IT + BT + NT가 수
렴되어서 이루어내는 세상)



한국적 상황: 
이러한 인지과학 등장과 그 의의를 제대로 읽
지 못하고 있음

그래도 괜찮을까?

No !

한국인의 생각을, 믿음을 조형하는

방송작가들의 막중한 책임 !!



-119
인지과학

II 부

인지 내러톨로지



과거에는 문학이 인지과학을 멀리하고

인지과학과 문학과 연결없이 진행됨

그러나

최근 이 두 영역이 수렴되고 있음

그 이유? 



1. 인지과학에서 밝혀진 인간 마음 작동
의 원리

인간의 마음은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마음임

마음의 능동적 구성의 기본원리는

이야기 만들기 (Narrative making)

Narrative Principle에 의해 마음이 작동됨

인간이 이야기 듣기, 말하기 좋아함

모든 사건이나 대상을 이야기 틀에 맞추어 이
해, 기억, 사고, 말함



2. 종래의 문학(비평) 이론을 지배하던 페미니즘
이나 구조주의, 후구조주의적 사고가 문학/현상
의 설명의 한계가 있음이 드러남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측면만 강조하였지

그러한 문학활동의 대상이 되는 인간의 인지적, 신
경적 측면에 대한 자연과학적 연구 결과가 지니는 시
사점을 무시함

그러나 인간은 진화역사적으로 변화/발달한 몸을
지닌 생물체 (자연 범주)



그래서, 대안 모색 ?

인지과학의 연구결과를 문학에 연결시키려는 시
도들

-계속하여 인지과학의 하나 또는 여러 분야 (인공지
능, 인지심리, 촘스키 이후의 언어학, 심리철학, 신경
과학, 진화생물학 등)와 교류하며 인지과학과 문학의
연결고리 분야를 발전시킴

-Reuven Tsur (1992): cognitive poetcs;

-Mark Turner (1991, 1996). cognitive rhetoric;

-1996. The literary mind. (Oxford U. Press)

-Ellen Spolsky (1993). cognitive instability;



인지 내러톨로지

Cognitive narratology.
사람들은 그들이 마주치는 각종 경험, 사건, 개념을
의미 있는 것으로 엮어내려는 인지적 틀 (프레임 또
는 스키마 = 조직된 지식 덩어리)을 가지고 삶을 살
아가고 또 사건을 이해, 기억, 사고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이 마주치는 예술적 산물에서
제기하는 특정 단서를 활용하여 특정 지식덩이(프레
임, 스키마)들을 가동시켜서 인지활동을 전개한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스토리의 이해와 스토리 텔링
이다.

그것이 소설이건, 시이건, 신문기사이건, 방송 드라
마이건, 교양특집이건, 뉴스이건 사람들은 자신이 동
원한 지식 프레임(스키마)을 동원하여 대상에 대하여
자기 중심의 자기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엮어가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이해한다.



이러한 이야기 하기, 이야기 이해하기, 이야
기 기억하기, 이야기 활용하여 사고하기 등은
인간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이
야기 엮기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니까

스토리텔링과 인지과학의 접한 관계



스토리텔링과 인지문학

David Herman (2003). 
Narrative Theory and the Cognitive Science. CSLI

Patrick C. Hogan (2003)
Cognitive Science, Literature and the Arts. Routledge.

Michele L. Crossley (2000).
Introducing Narrative Psychology

Self, trauma, and the construction of meaning.
Open U. Press

Gary D. Fireman, et al. (2003). 
Narrative and consciousness: Literature, Psychology, 
and the Brain.  Oxford U Press

Joseph Carroll (2004).
Literary Darwinism. Routledge



이정모 개인의 [스토리 텔링과 인지과학
연결됨]의 만남



대학원 시절의
결정적 만남의 책 (Bartlett, 1932)

Frederik C. Bartlett (1932).

Remembertg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32 1995 2판



이정모의 생각이 사로잡힌
Bartlett의 책의 어귀

Mind 

Memory 의 역동

마음의 역동 메커니즘은

“Effort after meaning”

Bartlett 교수의 대표적 연구
‘유령들의 전쟁’ 이야기



Bartlett(1932)

처음 제시된 그림과 이 그림에 대한 기억이 점진적으로 변하는 양상 실험



* Bartlett's “유령의 전쟁” 이야기

바틀레 교수가 기억 실험참여자들에게 들려준 유령들의 전쟁 ("War of the Ghosts“) 이야기

One night two young men from Egulac went down to the river to hunt seals and while 
they were there it became foggy and calm. Then they heard war-cries, and they thought: 
"Maybe this is a war-party". They escaped to the shore, and hid behind a log. Now 
canoes came up, and they heard the noise of paddles, and saw one canoe coming up to 
them. There were five men in the canoe, and they said:
"What do you think? We wish to take you along. We are going up the river to make war 
on the people."
One of the young men said,"I have no arrows.""Arrows are in the canoe," they said.
"I will not go along. I might be killed. My relatives do not know where I have gone. But 
you," he said, turning to the other, "may go with them."
So one of the young men went, but the other returned home.
And the warriors went on up the river to a town on the other side of Kalama. The people 
came down to the water and they began to fight, and many were killed. But presently the 
young man heard one of the warriors say, "Quick, let us go home: that Indian has been 
hit." Now he thought: "Oh, they are ghosts." He did not feel sick, but they said he had 
been shot.
So the canoes went back to Egulac and the young man went ashore to his house and 
made a fire. And he told everybody and said: "Behold I accompanied the ghosts, and we 
went to fight. Many of our fellows were killed, and many of those who attacked us were 
killed. They said I was hit, and I did not feel sick."
He told it all, and then he became quiet. When the sun rose he fell down. Something 
black came out of his mouth. His face became contorted. The people jumped up and 
cried.
He was dead.



실험 참여자들의
앞서 제시된 이야기를 회상하는 특성

이 이야기 기억/ 회상에서

생략 Omissions

사소한 세부 내용들

중심 줄거리에 영향 안주는 세부, 주변 내용
들

규준화(normalizing) and 합리화
(rationalizing) the events in memory

지식, 스키마 적용하여 재구성하여 기억



고로,

**  인간의 기억은 복사가 아니라, 구성 과정

** 기억한다는 것은 자극을 그대로 사진 찍어
복사해 저장 창고에 넣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님.

- 사진 찍기가 아니라 스케치 구성

- 사실 그대로의 기억은 드물다

- 단서 활용 능력이 기억 결정



기억의 본질

자극에 대해 나름대로의 해석된
sketch-(1)을 구성해 넣는 것. 

후에 기억해 낸다는 것도 이 sketch를 그저
꺼내는 것이 아님

새로이 sketch(2)를 구성하여
저장된 것과 맞추어가며

재구성 해내는 것



Bartlett가 제시한 주요 개념:
스키마(도식)

스키마 (Schema)

대상, 사건, 일련의 사건, 사회적 상황 등을 표
상하는 나의 지식의 조직화된 덩이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도식을 위
주로 해서 조직화되어 있다.

생략, 규준화, 합리화, 재구성 등의 과정도
이 스키마 중심으로 일어남



이 모든 것의 논의가 사실은

인지심리학, 인지과학적 주제임
마음의 제1 작동원리 = 이야기 만들기

온갖 지식 적용하여 구성/ 사물의 이해

그런데 인간 인지적 처리 용량의 한계

이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

마음의 작동의 근본 원리가 이야기 만들기, 즉 의미있
는 스토리 텔링의 내러티브 원리임의 작용임을
Bartlett 실험과 인지과학은 보여줌

인지내러톨로지 출발



EBS : 2008. 8. 4

EBS

다큐프라임

-공부의 왕도 –

<제1부> 인지세계는 냉엄냉엄하다

작가: 박계영

http://home.ebs.co.kr/docuprime/index.jsp

동영상: http://www.1korean.com.sg/203884



EBS: 2009. 1. 29.

EBS 

'다큐프라임-원더풀사이언스' 

기억의 재구성

[인간의 기억, 믿을 수 있나]
나의 기억,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2009년 1월 29일(목) 밤9시50~10시40분

연출 : 김진혁 PD 

구성 : 곽선희 작가
보도기사: 
http://news.nate.com/view/20090128n10565



글 이해와 심미적 쾌: 지식의 추구

인간의 인지의 작동 원리의 하나는
중립적 상태 [이야기 첫 부분 입력] 갈등 부분 인
지적 균형 깨짐(disequilibrium) ⇒ 평형찾기
(Homeostasis)의 노력 ⇒ 평형 찾음(equilibration) ⇒
equilibrium 그러나…

그러나 사람은 이 평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또는 자극에 의해 그 다음을 추구하게 됨

⇒ quasi (준) 불평형 (이야기의 반전 상태)

⇒ 평형의 재조정(re-equilibration)

⇒ optimal Equilibration 

이러한 싸이클의 끊임없는되풀이 인간 마음은 이야기
짜기 베틀 인지적 쾌함 정서적 쾌함 계속 추구

다음과 같은 반전이 있으면 더 좋음



선문답과 깨달음 (대비)

Pupil : ‘
What is the one word?’

Master : ‘
What do you say?’

Pupil : 
‘What is the one word?’

Master : ‘
You make it two.’

(Humphreys, 1961)



대비, 반전 등이 인지적 쾌를 가져오고 잘 기
억되는 이유

Spreading Elaboration/ Integrative Elaboration

단순 예상에 어긋나서 인지적 노력을 들여서 정
보처리하는 것이 지적/정서적 쾌 => 기억

이유: 

effort after meaning 인지적 균형

보다 상위 수준의 통합적 정보로 기억에 저장됨
http://korcogsci.blogspot.com/2007/05/contrastive
-information-processing-in.html



인지 내러톨로지: 종합

이야기(스토리) 만들기는 인간 인지의 작동의
가장 기본 메커니즘

스토리 텔링, 이해는 인지적 쾌를 가져옴

스토리 텔링, 이해, 활용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지식 틀을 바탕으로 하여 상호 구성하는 인지적
작업임

스토리 텔링/이해/즐김은 인지적 원리에 맞추어
진행됨

스토리텔링 –인지내러톨로지 – 인지과학
접한 관계



이 발표의 요점 정리

1. 미래 과학기술의 융합적 인큐베이터
인지과학

융합과학기술의 핵심 축

2. 인지과학의 강조점의 변화
융합

인공물

뇌를 넘어서 환경에 확장된 마음

3. 인지내러톨로지
스토리 텔링과 인지과학의 접한 관련

왜? : mind = story telling machine.



[참고자료 사이트]

http://cogpsy.skku.ac.kr/

http://blog.naver.com/metaps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