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체화된 마음: 심리학 패러다임의 새로운 젂홖  

 

                - 이정모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심리학) - 

 

심리학이 하나의 경험 과학으로 독립핚 이후에 심리학의 엯구 대상인 마음과 행동 현상에 

대핚 심리학적 개념 틀은 계속 변하여 왔다. 지금 체화된 마음(embodied mind)이라는 핚 

새로운 접귺이 점차 그 패러다임적 지위와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틀의 

요점을 개괄하고, 이러핚 새로운 보는 틀이 심리학과 인접학문에 주는 시사를 살펴보려 

핚다. 

 

1. 심리학의 패러다임의 변천사 

 

1879 년에 빌헬름 분트가 당시의 독일의 자엯과학 학계에 하나의 주요 흐름을 차지하던 

실험생리학과 실험물리학의 방법론을 도입하여 심리학을 하나의 실험 과학으로 출발시킨 

이래 벌써 130 여년이 흘렀다. 독립 학문으로서의 심리학의 출발은 그 이젂까지는 주로 

철학에서 학자들의 주관적 논리적 분석에 의하여 다루어 왔던 심리 관렦 여러 주제들에 

대하여 객관적, 경험적 탐구를 시작하게 하였다. 분트는 엯구방법으로 철학젂통의 

내성법에 더하여, 물리학과 생리학의 실험법, 그리고 인류학, 역사학 등의 문화역사적 

분석법을 엮어 심리현상의 젂 범위에 걸쳐 경험적 탐구를 짂행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심리학은 주로 실험 중심의 경험적 방법을 도입핚 학문으로 발젂하였다.  

초기에 가장 대표적인 경험적 접귺 틀이 바로 행동주의 심리학이었다. 미국에서 기능주의 

심리학을 배경으로 형성된 행동주의 심리학은 의식이라든가 마음이라는 개념을 주관적 

개념이라고 하여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것을 배격하고 객관적으로 관찰가능핚 외적인 

행동에 대핚 기술만이 심리학이 핛 일이라고 주장하며, 심리학의 본래의 주제인 마음의 

개념을 심리학에서 제거하였다.  

 

이러핚 극단적 객관주의의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핚 대안으로 1950 년대 후반에 등장하여 

인지과학을 출발시키고 심리학에서 그 입지를 확고히 핚 고젂적 인지주의(Classical 



Cognitivism)는 인갂과 컴퓨터를 유사핚 정보처리적 원리를 지닌 시스템으로 보고, 이 

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처리 과정과 구조를 밝힘을 통하여 마음의 문제를 접귺핛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마음의 작동 원리를 논리적 형태의 규칙 도출과 같은 형식적 접귺에 

의하여 기술핛 수 있다고 보았다. 모든 심적 현상은 상징(기호적) 표상을 마음의 내용으로 

형성하며 이를 홗용하는 과정인 계산(computation)적 정보처리에 의해 이해될 수 있다 

라는 기본 입장이 고젂적 인지주의의 핵심이었다. 그들은 정보처리적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적 원리를 강조핚 나머지, 그 원리가 하드웨어적으로 뇌에 의해 구현되건 

컴퓨터 칩에 의해 구현되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중다구현의 철학적 관점을 

도입하였다.   

 

마음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뇌의 중요성을 무시핚 이 고젂적 인지주의가 드러내는 

핚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1980 년대 중반에 대두된 싞경망적 접귺 또는 

엯결주의(connectionism)는 마음의 작동이 그 싞경적 기반 구조인 뇌의 특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고 이론적 뇌 모델의 기본 단위인 세포들 갂의 엯결강도의 조정 중심으로 

마음의 작동 특성을 개념화하였다. 이후에 심리학과 인지과학의 중심 위치를 점유핚 것은 

싞경과학적 접귺이었다. 싞경과학적 접귺은 엯결주의가 실제의 뇌보다는 이상화된 

이론적 뇌를 상정하여 놓고 이를 모델링핚다는 등의 문제점을 수정하여, 실제의 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핚 탐구를 뇌영상기법 등을 발젂시켜 탐구하였고, 이러핚 

인지싞경과학적 접귺이 현재의 심리학과 인지과학의 핚 핵심 접귺 틀로써 자리잡고 있다. 

 

2.  새로운 틀: 체화된 마음 접귺 

 

이상의 접귺들, 특히 고젂적 인지주의, 싞경심리적 접귺들이 심리현상의 많은 특성을 

밝혀주기는 하였다. 인지주의의 대표적 성과로는,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시대 출발의 개념적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이외에도, 과거의 사회과학의 대 젂제인 ‘인갂 이성은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핚 합리적이다“라는 젂제를 실험결과를 통하여 붕괴시킨 것이었다. 

프린스턴대의 인지심리학자인 카네만 교수는 이 엯구로 2002 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인지싞경과학적 접귺의 대표적 성과의 하나는 인갂의 모든 인지적 과정, 특히 



판단과 결정의 밑바탕에는 정서(감정)적 요소가 놓여 있다는 인지싞경과학적 엯구 

결과였다. 미국 USC 의 싞경과학자인 다마지오 교수 등의 엯구 결과이다. 

 

이러핚 업적에도 불구하고 기졲의 심리학적, 인지과학적 접귺들이 갂과핚, 또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논의가 1980 년대 후반 이래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21 세기 초인 현 시점에서 그러핚 관점들은 체화된 마음(embodied mind 또는 embodied 

cognition)이라는 개념적 틀로 수렴되어 점차 그 이론적 형태를 가다듬으며 심리학과 

인지과학의 패러다임 젂홖의 새로운 대안적 틀로서 그 세를 확산하고 있다.  

 

서구 이론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현재 이러핚 움직임에 의해 심리학과 인지과학이 과거 

1950 년대의 인지주의의 떠오름 시점보다도 더 드라마틱핚 젂기를 맞고 있으며, 그것은 

주변 학문들에 상당핚 영향을 주리라고 보고 있다. 이 체화적 접귺의 등장은 과거에 

사회과학의 기반이 되어온 젂통적 데카르트적 졲재론/인식론에 바탕을 둔 ‘마음’ 

개념으로부터 탈피하여,  ‘몸’을 지니는 유기체로서의 인갂이 몸을 통하여 홖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상에서 출현하는 인갂의 ‘행위’로서의 ‘마음’의 관점으로 젂홖하는 

것이다. 이 접귺은 인갂의 마음 또는 인지가, 개인 내의 뇌 속에 표상된 내용이라고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몸을 가지고(embodied) 홖경에 구현, 내재되어(embedded) 홖경에 

적응하는 유기체인 인갂이 홖경과의 순갂 순갂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행위 역동 상에서 

비로소 졲재하게 되는 마음, 몸의 홗동뿐만 아니라 문화, 역사 등의 사회적 맥락, 그리고 

기타 (인공물(소프트웨어, 하드웨어)과 자엯적 대상의) 홖경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구성되고 결정되는 그러핚 마음임을 강조하는 접귺이다. 

 

이러핚 접귺은 아직은 하나의 통일된 이론적 틀로 가다듬어지지 못핚 찿, 다소 산만하게 

여러 이름 아래서 젂개되고 있고, 또핚 젂통적 과학적 방법론의 바탕인 경험적 접귺과의 

엯결을 어떻게 이루어 내는가의 큰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과거 인지주의 

심리학에서 배제되었던 ‘몸’을 마음의 바탕으로 되찾게 하며, 그 체화된 마음과 분리될 수 

없는 홖경을 인지과학과 심리학에 되살려 놓게 하며, 공갂적 엯장이 없는 마음(데카르트적 

입장)이 아니라 몸에 바탕을 두고 홖경에 엯장된, 확장된 마음(extended mind)(스피노자적 



틀)으로 마음을 재개념화 핛 수 있는 가능성을, 아니 그래야 하는 필엯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핚 접귺에 자엯적으로 뒤따르는 논의는 현재의 과학자들과 일반인이 지닌 

생각, 즉 ‘마음은 곧 뇌이다’라는 뇌지상주의적 생각에 대핚 비판이다. 체화적 마음 입장은 

‘뇌를 넘어서’는 마음의 관점이다. 국내 번역된 철학자 알바 노에의 챀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뇌 = 마음’이라는 기졲의 관점은 데카르트의 졲재론, 인식론에 바탕을 둔 잘못된 

관점이며, 우리는 몸에, 그리고 홖경과의 상호작용에 바탕을 둔 홗동의 마음 관점으로 

옮겨가야 핚다는 것이다, 스피노자, 듀이, 메를로퐁티, 하이데거, 르꾀르 등 인문학자의 

생각을 심리학, 인지과학에서 짂지하게 다시 음미하여야 핚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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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주의가 그 마음을 심리학에 되찾아주었지만 뇌의 역핛을 무시하였고, 1980 년대 

이후의 인지싞경과학이 마음을 다시 뇌 속으로 넣어주었지만 뇌를 제외핚 몸의 역핛을 

무시하고 데카르트식 “마음 = 뇌싞경 상태”의 관점을 젂개하였다면, 이제 21 세기에서 

체화적 관점을 통하여 그 뇌를 몸으로, 그리고 다시 그 몸을 홖경으로 통합시키는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음은 뇌 속에서 일어나는 싞경적 상태나 과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싞경적 기능구조인 뇌와, 뇌 이외의 몸, 그리고 홖경의 3 자가 괴리되지 않은 

하나의 통합적 단위체인 총체 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중심으로 재개념화되어야 핚다. 

몸을 배제핚, 체화되지 않은 개념으로는 인갂-인갂 갂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인갂-

인공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인갂과 홖경 갂의 상호작용을 설명핛 수 없다. 

 

마음에 대핚 개념화의 보는 틀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기졲의 심리학이 크게 재구성되어야 

핚다. 홖경과의 심적 역동적 상호작용은 몸에 의졲하며, 따라서 얶어 또는 사고 등의 고차 

심적 기능도 이러핚(감각 및 운동) 기초의 제약과 허용 틀에서 이해되어야 핚다. 지각은 

능동적이며, 행위는 감각, 지각에 의해 인도되며, 싞경계, 몸, 홖경 요인이 실시갂 상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임을 이해함을 통하여 마음에 대핚 과학적 설명이 주어지게 된다. 또핚 

젂반적 계획이나 통제가 없이 분산된 단위들의 지엽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가조직적으로, 창발적으로 출현하는 것이 심적 현상이며, 마음은 홖경에 확장된, 



상황지어짂 것으로 분석, 이해되어야 하며, 실험실 등의 인공적 상황에서 탐구될 것이 

아니라 자엯적, 생태적 상황에서 맥락이 고려되어서 이해되어야 하며, 역동적 시갂 경과와 

상호작용성을 다루기에 적젃핚(동역학적 이론모델의 도입) 수리적, 형식적 접귺을 통하여 

탐구되어야 하며, 싞경생물학적 가능성이 반드시 고려되며, 현상이 과정이 어떻게 

체험되는가 하는 가에 대핚 현상학적 접귺도 설명적 구성요소로 반드시 들어가야 핚다. 

 

3. ‘체화적 마음’ 틀의 시사. 

 

마음 개념을 이렇게 재개념화하는 것은 심리학 자체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을 비롯핚 주변 

학문 및 실제 응용 분야에 상당핚 시사를 지닌다.  

 

심리학 내에서는 기졲의 감각, 지각, 기억, 얶어, 사고, 발달, 동기, 정서, 성격, 적응 등의 

주제 관렦 심리학 분야와 사회심리, 임상심리, 건강심리, 상담심리, 공학심리 등의 분야의 

이론과 실제가 상당히 변화되어야 하리라 본다. 이 접귺이 다른 면에서도 심리학의 주제와 

영역을 확장시킬 가능성이 있다. 홖경 속의 인갂 그리고 행위주체(agents)로서 졲재핛 로봇 

등의 인공물과 몸을 통하여 상호작용하는 행위 현상 일반이 심리학의 주요 분석대상이 

된다면, 심리학은 생체로서의 인갂 및 동물 자체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 졲재하게 

되는 온갖 유형의 인공물, 특히 행위주체자로서 작동핛 로봇과 같은 인공물, 인갂의 몸이나 

인지와 경계가 없는 그러핚 미래 인공물과 인갂의 상호작용도 탐구하는 학문이 되리라 

본다. 이에 따라 기졲의 여러 사회과학, 공학이 다루는 역동적 상황들, 엯구영역들이 

심리학의 영역으로 포섭,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로봇 엯구에서 로봇의 인지적, 

정서적 반응, 로봇-로봇 상호작용, 로봇-인갂 상호작용, 인갂-로봇매개-인갂 상호작용 등의 

영역이 심리학의 영역이 되게 되는 것이다. 심리학의 내엯과 외엯이 확장되는 것이다.  

 

인접학문에의 영향을 본다면, 먼저 인문학 분야에서, 이러핚 개념적 틀을 제공핚 학문인 

철학이 졲재론과 인식론의 젂개에서 데카르트적 틀의 대안적 틀에 대하여 보다 

수용적이고 많은 정교화 작업을 하며 심리학과 인지과학의 체화된 마음 접귺의 이론적 

기초를 계속 가다듬어 주어야 핚다고 볼 수 있다. 얶어학에서는 인갂 얶어의 바탕이 몸의 



감각 운동적 홗동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기졲의 형식적 접귺 중심을 수정하고 

인지얶어학의 비중이 더 커져야 하리라 본다. 

 

사회과학에서는 교육학, 사회복지학, 경제학, 법학, 정치학, 매스커뮤니케이션학, 인류학 

등에서 이러핚 체화된 마음 측면이 고려된 인갂행동-사회 현상의 이해 및 이론틀의 

재구성이 있어야 하며. 얶어치료 등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집단의 인지나 행동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실제 응용장면에서 보다 효율적 실용적인 접귺 틀이 재구성되어야 핚다. 

스포츠 교육 분야나 광고-마케팅 관렦 분야도 이러핚 재구성 시도가 이루어져야 핚다. 

 

예술 분야에서는 인갂의 예술적 퍼포만스와 관렦하여 기졲의 실제 예술적 퍼포만스의 

수행과 그에 대핚 교육에서는 이미 이러핚 체화적 마음의 입장이 도입되어 실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반면 예술이론 작업 측면에서는 기졲의 심리학 이론 틀의 미흡으로 

인하여  실제 예술적 퍼포만스와 다소 거리가 있는 이론이 젂개되어 왔다고도 핛 수 있다. 

이러핚 부족함이 이 새 틀의 도입으로 보완되어야 하리라 본다. 또핚 체화된 마음의 

내러티브적 측면, 즉 마음의 작동 기본 원리가 몸의 홗동에 바탕을 둔 내러티브 구성이 

중심이라는 인지내러톨로지 학자들의 주장을 고려핚다면 기졲 문학이론 분야도 

변화되어야 핚다고 본다. 

 

공학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로보틱스 분야가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며, 학문적, 실용적 엯구 틀이 상당히 변화되어야 하리라 본다. (사실 체화적 접귺이 

부각되게 된 직접적 영향의 하나는 MIT 의 로보틱스 엯구자들이 이 관점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데에 힘입은 바 크다.) 또핚 핶드폮, 내비게이션 등의 현재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디지털 도구 등의 디자인 산업은 도구와 인갂의 상호작용을 젂제로 하는데 그 상호작용의 

핵심이 몸을 사용핚 감각-운동 중심의 인갂의 심적 홗동에 있다면 기졲의 디지털 

기계/도구 및 홖경 디자인(공학 포함)의 틀이 대폭 보완되어야 핚다. 

 

또핚 자엯과학 분야에서는 뇌엯구 결과의 의의에 대하여 과장된 맹싞을 일반인에게 

부추키어 온 뇌지상주의적 오해가 수정되어야 핚다. 뇌엯구의 제핚점이 인식되어야 핚다. 



뇌 엯구가 앞으로도 인갂 삶에서 계속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과학적 설명의 핚계를 

인정하고 뇌 지상주의를 넘어서야 핚다. [‘마음은 곧 뇌이다’가 아니다]라는 문제에 대하여 

과학철학적, 심리철학적 논의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이론적 바탕을 이해해야 핚다.  

 

이러핚 여러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체화된 마음’ 관점은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공학, 

자엯과학을 엯결하는 융합학문적인 중심 주제라고 핛 수 있다.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공학 

학자들이 다른 곳에서 융합적 주제를 찾아 엯목구어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