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과학의 방법 

기능적 분석 * 

조 인 래 

1. 틀어가는 말 

인지과학은 마음에 대한 과학이다. 인지과학자들은 지각， 사고， 기 

억， 언어 이해， 학습 및 여타의 정선적 현상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 

러한 현상들에 대해 철학， 심리학， 인공지능， 언어학， 인류학， 신경과 

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공통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 분명해지면서 일종의 학제적 연구 활동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다수의 상이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하나의 통합된 연 

구 분야를 형성하고자 하는 일은 상당히 이례적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에서 비롯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역시 적지 않다 득히， 상 

이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방법상의 동질성을 결여한다는 사실은， 그들 

이 각기 제나름의 학문적 전통 속에서 연구를 해온 점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통합된 학문 분야의 형성을 위해서는 주된 장 

애물임에 틀림없다. 

이 글에서 냐는 먼저 전통적으로 기능적 분석이라 불리는 방법의 

내용과 성격을 규명한다. 이 과정에서 기능에 대한 두 대표적 견해， 

라이트(Larry Wright)류의 견해와 커밍스(Robert Cummins)류의 견 

* 이 논문의 초고를 읽고 유익한 논평올 해준 정인교 교수(고려대)께 감사드린 
다. 

** 서울대 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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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부각시키고， 그들 사이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것처럼 

상호 매타적인지를 묻는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 수준의 논구를 바 

탕으로 하여， 냐는 인지과학적 탐구 활동에서 기능적 분석의 방법이 

사용되는 방식， 의의 및 한계를 해명하고자 한다. 

2. 기능적 설명 

설명은 ‘왜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가?’라는 물음에 탑함으로써 그 

사건의 발생에 대한 이해를 산출하려는 활동으로 흔히 이해된다. 이 

러한 설명 활동의 한 유력한 형태는 주어진 사건을 야기한 원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통상 인과적 설명이라 불리는 것이다. 

“왜 성수대교는 붕괴되었는가?"는 물음에 대하여 “다리 상판 연결부 

의 용접이 불량했기 때문이다”라고 답하는 것은 성수대교의 붕괴를 

야기한 원인을 언급함으로써 붕괴 사건을 설명하려는 전형적 사례라 

고볼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설명과는 달리 어떤 행위의 목적을 언급함으로써 

그 행위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목적론 

적 설명 (teleological explanation)이라 불린 것인데， 그러한 설명의 

필요성을 주장한 대표적 인물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는 잠 알려진 

것처럼 어떤 현상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그것을 야기한 네 가지 유 

형의 ‘원인’ 또는 설명 인자들을 밝힘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네 가지 유형의 ‘원인’이란 목적인을 포함하여 질료인， 형상 

인， 그리고 능동인이다. 여기서 능동인이 우리가 통상 원인이라고 부 

르는 것에 가장 가깝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원인이라 부 

르는 것을 지목하는 것만으로 어떤 현상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이루 

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가령， 의자라는 사물에 대한 이해는 

무엇이 그것을 산출했는가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그것을 

구성하는 물질， 그것의 구조(또는 형상)， 나아가서 그것의 목적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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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능을 아악할 때 비로/，0 완진 01 나는 것이 이비스도텔셰스의 생각이 

었나고 마할 수 있나 즉， 의자애 대한 이해는 그것이 EF수애 악해 

만듣어졌나는 사싣을 이는 것마으로 충얀01 시 않으l 끼， 익자샤 냐무로 

만듣어졌나는 사싣1 인정한 넓이의 L}무판고1 :'.것을 떠만지는 인정한 

길이의 다리듣보 이투어 ';'1 +조닫 가꺼다는 사섣， 내아가시 의자가 

수행하는 기능음 암 때 옹1 전해진다는 것이다 셜맹에 대힌 이와 갇은 

견해는 비단 의자와 감은 ~l공딘어1 대해시만 야니라 등맹이와 갇은 

자연딘에 대해시노 마찬가지보 직용띤다 예튼 닫어‘ 어떠 사람이 던 

꺼 등[맹이의 포딘션 운농은 던진 사람이 같맹이에 가창1 딘리직 휘， 

즉 능동~l에 의히 셜맹만이 아니라， 등[맹이닫 f싱하는 직# 빚 그 

본성파 연계되어 있븐 곡작인) 주 자연적 위치 (natural p13ccl를 갓아 

기는 운딩에 의란 설l~ 을 필 \l_~ 하븐 것。도 간주된디 겉국， 아리 

스드텔레스에 의하년 네 가지 유형의 원인’들 중의 하나에 의 한 설 

냉은 일반적。 R 그 자제도븐 설냉의 내상에 내해 부눈적인 이해깐 

S 산출하며， \11 부류의 설냉이 합치실 때 완선란 이해를 산출한다톤 
진에서 이 설냉들은 내립적인 만계기 아니내 상호 」ι완적인 만계에 

있나 

，.랴냐."수석록적 산명을 모든 사물듣애 갱면적으로 적용하는 이이 

스도텔셰스의 진략은 니1 재석으로 퓨지1를 얀고 있는 것시닦 벼인나 

인강물이 이닌 대상듣애 와적이냐 가능의 기}년을 적용하는 것이 어 

떤 으1 '"1 를 샤시는샤 라는 불응이 재시될 수 있시 때문이나 특히 옥 

석론적 산멍의 냉면적 석집은 얀송악 인간중심수의 

(anthr이Jomorphism)듬 전제보 한 때에만 성당화권 수 있다는 지직 

음 변하기 어힘다 수l 저1보 야리스토탠래스의 핀f은작 ~l 셜맹 이돈은 

긴대의 과펙핵맹을 까으면시 심샤히 노전에 직면하게 인다 즉‘ 근대 

과학혁명의 증심새 ~l 가I-~턴 역펙읍 복직이1..1 가능 개념의 사용 없이 

같맹이1..1 운석 갇은 자연닌의 운농음 셜맹하는 것음 가능하거1 해 주 

었다 1) 그렇다면， 농일히 비복직돈직 셜맹 맹식이 생명애 빚 생닌 뀐 

11 쥐소 Sober(199,31,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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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3. 기능에 대한 분석 

3.1 렘펠의 분석 

챔펠(Carl Hempel)은 과학적 설명에 대해 체계적인 이론을 개발 

하고자 했던 현대의 대표적 철학자이다. 그의 설명 이론은 크게 서l 

가지의 모형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하나가 연역 · 법칙적 설명 모형 

(deductive-nomological model of scientific explanation) 이 다. 이 

모형에 따르면， 과학적 설명이란 득정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연역 

논증이다. 이 조건들 중의 하냐에 의하면 과학적 설명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법칙적 진술들을 포함해야 하며， 연역 법칙적 설명이란 이러 

한 법칙적 진술들을 포함하는 설명항의 진술들로부터 설명 대상인 

사건이나 사태를 기술하는 피설명항의 진술을 연역적으로 도출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수면 위의 공기 속을 통과하던 빛이 물 속으로 

진입하면서 득정한 각도로 굴절하게 되는 현상에 대한 연역 법칙적 

설명은 입사각과 굴절각 사이의 규칙적 상관 관계를 규정하는 스넬 

의 법칙과 주어진 상황에서의 득정한 입사각에 대한 진술로부터 피 

설명항을 구성하는 굴절각에 대한 진술을 연역적으로 도출하는 과정 

이다. 

설명항이 법칙적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 외에도 설명항의 

진술들이 피설명항의 진술을 연역적으로 함축해야 한다는 조건， 설명 

항에 포함된 법칙적 진술들이 피설명항의 진술을 연역적으로 도출하 

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 설명항을 구성하는 

진술들이 경험적으로 시험가능 해야 한다는 조건 등이 연역법칙적 

설명의 성립 요건들이다. 실제로， 빛의 굴절 현상에 대한 앞에서 언 

급된 설명은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설명의 사례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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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헨펠의 선멍 이록은 물이석 현상틀얘 대한 션명뿐만 이니라 여 

니의 모든 성힘피아석 산병듣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자 펴는 이론이 

나 ~ ，_엠나변 생물싹이나 사회 고l 싹틀얘서 자수 등장하는 시능석 션 

멍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냐? 

먼저 다읍과 김읍 가능 부어 진안을 생샤해 보자 

1) 적추동딘에시 심상 박동의 가능은 그 유가새 내의 형액을 순 

환시키는 것이다 

。}가시‘ 힘액 순환은 심싱 박농의 히 경과이다 가능 부여 꺼약에 

내한 눈석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파세톤 이 걸파와 심장 박딩의 디 

ε 걸파들(예를 날아) 심장 바딩 소리 1;; 치별화하븐 것이디 이를 위 

해 (1 1;; 디다음파 같이 눈서해 1ι자 

(21 척추딩물에서 심장 박딩은 연애 S 순환시키얀 효jl}를 기신디 

그리고 이를 통해 그 유기제기 적절하게 작동하는데 필수작인 

조건듣(즉1 영양의 강급고1 노페물의 재가)을 만손시키도록 한 

나 

，.런데， 헨펠(1965， 305-61얘 냐므변 (21외 간은 식으로 이해된 가 

능 진술은 어떤 션명력도 가지지 못한나 ] 이 유는， 섬장이 퓨재악 

11 능을 수팽 01 시 위해 충 즉되어야 할 조건듣。1 벙시되지 않았을 뿐 

만 야니라 유기씨의 직섣히 식농(또는 정생직 기능)에 대힌 기준닫이 

처1 시되지 않았다는네 있다 

대아으보‘ 기능에 대히 다음과 갇은 분석음 생 /r해 보자 2) 

(3) (a) 시석 t어1 ‘ S는 입성칭1 내직 및 외직 조_:n닫이 충족되는 환 

칭 c 속에시 직섣하까 기능히다 

2) HempeH19G5),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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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s는 어떤 필요 조건 n이 충 손될 때애만 c 약얘서 석전하 

게 시능한나 

(c J 특질 l샤 s 약。” 쪽지1한나면:1. 걷괴로 조건 n이 충 손될 

것이나 

(d) 그라P 보， 시석 t에， 늑씌 l는 S 속에 슨재힌다 

(3)음 있는 그대보 반아듣인다면， 그것 역시 설명띄음 가지지 봇히 

다 왜냐하면， 석멍항음 f성하는 (a), (bJ, 그리고 (cJ로부터 피 설명 

땅에 해악하는 (d)가 연역직으로 노판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석 

음 해섣하기 위해 (cJ튼 (c ’)(즉， 소낀 n은 늑감! i가 s 속에 슨재한 

때에깐 증측필 것이다)도 내제하연 수정된 눈석은 설l~ 랙을 기 "1 겠 

지깐 그릇된 선세( 주 (c’))에 의존하기 때문에 받아날여 실 수 없디 

걸국 렘갤에 의하번， ‘기능적 설l~’은 연역적 보출의 죠건을 깐즉 시 

키지 못하기 때문에 설병의 자격 3 갖추지 뭇하/1 니) 문세의 긴건을 

깐즉시키는 방식으E 수정하년 그릇된 설1성이 되븐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파학적 설냉으도서의 적합성 3 걷어하븐 경우이디 

32 네이글의 분석 

렘갤파 같은 논리경험주의자날이 주장란 파학칠학에 내란 주요 딩 

긴자인 네이날(Erncst Nag(1)은 기능 부여 신술에 내한 디음파 같은 

눈서을 하니의 해걸책 o __ ~ 거1얀한디 3) 

('1) 조직 C즘 가진 체기1 s 약에서 A의 시능。1 관성 E 약에서 S 

샤 고l 정 P에 관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진술은 나응고} 간 

은 조건듣이 성립함을 의미한나 즉1 

(aJ 조직 C듣 샤진 모든 체개는 관성 E :j~애서 고l 정 P애 관 

여한나 

,3 1 Nage]U9G1I, '10,3 



믿지과학의 방먼· 키능적 분석 1 M:깅 

(b) 조직 C를 가진 체개 S가 환경 E'가에서 A를 가지지 않는 

다면， S는 P에 관여하지 않는나-

(c) : 1라므로， 조칙 C를 샤진 S는 A를 가셔 야 한다. 

네이 갑의 해겸젝은 사수l싱 (~~ )어|시 (c)탄 (c' )으로 jι처l 힌 것과 다 

브지 않다. 그평다면‘ (c' ，)을 어떻거l 정당화한 것인가 하는 분제는 여 

진히 남아 있다. 이에 대하 네이갑의 대응책은 다읍과 걷다. 

(5) 심싱의 ‘존재가 L’-든 생황에시 혈액 순환음 위해 편수작이지는 

않필수지라노 성싱직(또는 대부분의) 싱황에시는 그렇다. 

문세~. (c’)이 침이 되븐 문세의 정상적 상젝날S 아띤거l 규정할 

것인가 어부이다 너l이날피 세안에 내해 문셋서려기- 뇌븐 사려l룹 도 

은 것은 그렇개 아렴지 않디 예를 날이‘ 인간의 한 쪽 신장은 정상 

적 상젝에서 노펴l불을 세거하븐 키능을 기→신디- 그니1 냐 그것의 존새 

가 필수적이지븐 않디 왜녀;하번 디는 쪽 신장이 그 역할을 단당할 

수 있기 때퓨이다. 

3.3 라이트의 해법 

기능에 내한 눈석파 관련하어 렘펠이 부각사건 딜레마블 극복하얀 

한 기→지 방안이 내이닫(L<'I rry Wrigl1t)에 의해 세시되었디- 네이닫의 

해걷재은 신벙의 적깜성을 위해 헨펠이 재 λl한 조건， 특히 신벙항이 

피선벙항을 연역석으보 한측해야 한나는 조건을 기부해는 것이나. 이 

러한 해걷 망깐으] 이폭적 원전은 진화론이다. 

잊서 언균한 피}로 뉴던 역학은 물체틀의 운동을 선병허가 워해 무 

적이나 기능에 :호소해야 할 필요성을 재기하있나. : 1.이피 뉴턴 역학 

은:1.것익 희기적 성강 더문01↑， 난피}익 학문석 활동을 뷔한 전볍 역 

한음 하였다. 이런 성황에시 생명 헌싱의 섣명 역시 복직이냐 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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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_:하지 않고 이튜 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시대샤 생겨났나면， 이는 

하등 이상한 인이 아니나 실재로 19세시 줌반에 나윈은 송으1 시윈을 

선멍하는 괴정애서 신악 역할을 재기함으로써 걷고l 적으로 고l 악적 f「

물론의 위상을 강회하는데 걷정적인 시여듣 0] 있나 ，.랴냐 ]샤 한 

일은 복직이나 기능에 의흔하지 않고 종의 가워음 석멍하는 것과는 

거리가 낼었다 다윈의 친화돈에시 종의 유지내 분화는 새세가 자손 

등음 1서식하는 과성에시 무삭위직으로 악생하는 변이와 샤 새세의 

퓨헌 헝죄듬어1 대히 자연 선택의 기제튼 통해 입l어난다 섣t -...L~， 기슨 

의 장소돈에시 선이 하던 역승1 음 다윈의 진화돈에시는 자띤이 수행 

하거1 되는 증요히 빈화가 입어난다 그라 Lt， 다윈은 이 과성에시 가 

능파 같은 꽉적은적 개념 S 세 /1하기파디든 그것이 자연주의적 틀 

속에서 어띄게 유지되고 사용필 수 있톤기를 꼬여 주었다 4) 

기능에 내란 내이닫의 눈서은 이이란 신화은 S 비1 경。도 하여 니 

온 섯 Ò~_~ 갑 수 있디 띤시 그는 C어띤 특실의 기능 S 인급하는 것 

이 그 특실이 어띤게 존새하게 되었든기를 설냉한다고 말한디 S.l 주) 

내이튿톤 기능작 설냉의 내상이 어띤 기능을 가지는 사물이나 특실 

의 ~:재라는 생각을 헨펠고l 강유한나 이 점은 시능얘 1"1] 한 ~ ，_의 나 

유고} 간은 얀삭애서 잘 브랴난나 

(6) X익 시능이 F라는 진술은 나응의 (al 에 (bJ 즘 의미한나 즉1 

(a) X는 ~ ，_것이 F를 행하시 때문에 쥬지]0] 미， (b) F는 X가 

쥬지1한나는 사싣의 걷고l 이나 iì'J 

이 분석에 따브변‘ ’엽 ÷소의 기능읍 광펙성을 하는 것이다”는 주 

성이 의비하는 것읍 “엽，소는 광협싱욕 하기 애문에 슨재하며， 광합 

싱은 엽 ÷소의 슨재보부터 비핏히 것이다’ 가 인다 그러냐， 기능직 

41 참주 SObCT(lGG3) , 83 
'j) 참조 IVrighLW떠) 
GI 、Vright(973)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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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멍의 적양성얘 대한 라이드악 견해는 헨펠악 견해외 줌요한 점애 

서 나프나 헨펠은 가능적 션명 역시 나른 션명피 마 잔샤시로 ~u} 

지1 시한 조건틀을 마 즉시켜야 하는 것으로 본나 즉， 가능적 션명얘서 

도 산병항은 내산벙항을 연역 석으로 한츄해야 한냐는 것이 ]악 생 

샤이다 그라 Lf 라이브는 이러힌 요 f 소낀음 거부힌다 ’X는 F듬 

행하기 애문에 슨재히다’는 주성이 ‘X의 가능읍 F이다’는 주싱의 입 

부듬 f싱히다그7 "11 아승1. L내‘ 라이브는 셜맹땅에 의히 피섣맹향(즉‘ X 

의 ~슨재)의 띤역직 후!숙 갇은 것음 염두에 두되[ 있지 않다 유가세의 

늑죄 X튼 대싱으보 하여 “X는 F닫 행하기 [내문에 슨재히다’는 주상 

음 한 ]따 라이브가 염두에 두그T 있는 것은， 늑씌 X가 F듬 행하는 것 

이 X를 기지는 개제니 그 후손의 생존 3 위해 유리하고 띠내서 그 

개체나 후손이 자연어1 의해 산택된으E써 X를 기지얀 개체들이 생존 

하게 된 상핑이다7! 아니1 란 상굉에서 ‘ X기 F를 생한디”븐 사실이 

‘ X의 존새”를 꼬장하지 못란디 기 령， X와븐 디 ê Y보 F를 행할 수 

있다고 하자 이이란 기상작 상팽에서， Y를 기신 개제기 생존하고 번 

식할 획블은 일반작 6~;;:_ X를 기신 개제기 생존하고 번석할 획률 못 

지 않을 것이시， 따라서 X악 쥬지1는 벼장띄지 않을 것이나 이치렌 

‘ X샤 F듣 행한냐’는 사싣이 “X악 쪽재”를 야시한나는 것은 매럭 석 

인 요인듣애 의해 3_게 좌우되는 사건이나 라이드악 관점애서 볼 때 

중요한 것은， ‘ X샤 F를 행한나”는 사건과 “X악 츄지1"라는 사건 사 

이애 실재로 인고l 석 연걷이 츄지1하는가 퓨지1인 것이나 미 잔샤지로， 

11 능애 대한 라이드의 운식에서， (bJ의 수장 역시 “X악 쪽재샤 F를 

보상히다”거나 “F가 싱핍 1l" L내마다 X가 슨재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X의 슨재가 F의 싱핍음 위해 피요히 생항등이 있 

다”는 것음 의미히다 R) 

선택원 효과로시의 기능 개념음 제아하면시 라이브가 강소하는 

7) 참조 WlighL(l 97:,), 159, ](i~-4 ， N써nder(1 ，)，)1， 1 7:， -4)는 이러한 신회온겨 

， 1，며듬 명시저。로 포함하뉴 생분겨 기능에 대한 ι석음 재시한다 

8) 쥐"": Wright(1973)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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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가능에 대한 어떤 운식이 적암하여변 시능애 해당하는 효과외 

그렇지 못한 효과를 구남할 수 있는 시준을 재시할 수 있어야 한냐 

는 것이나 9) 물록，.는 ] 자신의 가능 기}넌을 채매할 경우 。1 퓨재 

는 마즉스렉게 해걷된나고 생각한나}I)) 나유악 예듣 생각해 녕사 칙 

추농딘에시 심싱 박농은 그 유기지1 내의 형액음 순환시키는 효과듬 

낳는 농시에 박동의 소리닫 내는 효과듬 낳는다 이 사이1에시 우리는 

헝액 순환음 심성 박동의 가능이라 부브지만‘ 박동의 소리닫 심상 박 

농의 기능이랴 부닉기튼 워하지 않는다 기능이라는 용어의 이러히 

선택직 사용이 정냥하다면， 가능에 대힌 작펙칭1 분석은 이러히 용법 

음 성당화해 준 수 있어야 힌 것이다 라이브의 기능 개념음 채택하 

년 이 문세는 C어띄게 해걸 가능란기? 인간의 경우) 심장 Hf동에 의해 

산출되는 현액 순헌은 영양눈의 공급파 노폐물의 세거를 위해 필 9 

하며 후자의 일들은 인간 개체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디 띠내서) 

심장은 현액 3 니내」ι내든 일 S 하기 때문에 신택되었다 반연) 심장 

바당이 깐늘어내븐 소리얀 인간의 생존 S 뷔해 필수적이지 않 6_며) 

디tl 이유E 인해 신택된 심장파 그 바당의 부수적 산물에 불파하디 

이치렌 선매된 효괴로서의 가능 기}년을 적용하면， 시능으로서악 효과 

외 부수적인 효괴 사이의 구낱이 별 무 i이 없이 。1 투어칠 수 있는 것 

치렌 벼인나 

]랴냐 선매된 효괴로서악 가능 기}넌은 ] 냐름의 문재점이 없지 

않나 '11거 1 고}기의 생물악사틀은 진회론애 대해 듣어본 석이 없는 

상황애서도 시관듣애 시능을 부여 01 았나 예를 듣어. 01 비는 진회론 

이 능성하기 휠씬 전인 17세기에 이미 심성의 가능은 힘액음 내보내 

는 것이라는 주상음 하였다 하비가 심성 박동이 심싱의 가능이라끄 

말했음 [내‘ 그는 인간이 심성음 가지는 이유에 대해시라기보다는 심 

성이 하는 일에 대해 어떠 주싱을 허 것으보 복 수 있다 이는 가능 

개념이 선택판 강과라는 의비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음욕 시사히 

m 감조 \Vrigh이 L떠1. 141-~ 

101 쥐소 Wrightí1973) , 1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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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J) 물록 시능 기}넌의 모든 정법이 동등한 시위를 가진나는 수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시능 개넌악 나른 정법틀이 쥬지1 할 경 

우， 각 용법의 난기 s>1~ ~ 1 정딩성에 대한 킴도샤 필요하나 。1 외애도 

라이드의 분식은 이상한 걷고}듣을 낳는나는 지적이 있어 왔나 예를 

듬어‘ 비만으로 연해 fF농을 하지 봇하는 어떤 남자의 경우닫 생샤해 

보자 그가 셰속 비만인 생태에 있는 것읍 운동욕 하지 봇하기 미1문 

이기노 하다 그렇지만 운동음 벙해하는 것이 111 만의 가능이라끄 말 

하는 것은 어관싱석이다 121 이러히 사에는 라이브의 소，;n닫음 만족시 

킴에노 건 f하고 가능으보 간주하기 어러운 칭우듬의 ~슨재튼 시사히 

다 그러나 라이브가 제시히 기능의 소낀닫이 작펙하지 않다는 주싱 

파 신택된 효파E서의 기능 개념이 잘뭇되었디얀 주장은 구눈필 필 

9 가 있디 ι101튿기 세시란 기능의 -;;:건들을 만즉시낌에도 불구하고 

기능으E 간주되기 야려운 사례날의 존새븐 선자의 주장을 지지하톤 

빈내 사례의 역할S 할지인칭， 후자의 주장을 위해서보 딩일한 효jl} 

를 가지는 것은 아니디 실저11~ 비띤이니 운딩 방해든 신화의 파정에 

서 신택된 특실이니 효파와는 /1 리기 멀디 따내서， 그것이 ι101닫의 

조건듣을 만손시칸나고 하브라도 선대된 효괴로서익 시능 기}넌에 대 

한 직접적인 반대 사례로 여시 어렵나}3) 

3.4 커밍스의 대안 

:141 기능에 의란 눈석 

시능적 션명 21 딘레미룹 극객하는 키맹스(RoberL Cummins! 의 망 

얀은 피선벙항의 선정이， 즉 시능을 샤진 시물21 쪽재가 산벙되어야 

한나는 생각이 같못되었나고 까하는 것이나 어떤 것이 하는 인(즉 

시능)애 의해 ，.것의 쥬지1 듣 션명할 수 있는 경우듣이 없지 않냐는 

111 참주 B • Jrsc(lG76J , 74 
]~) Hoorse (1 976). 7;:;-(-j 

1.3) Boorsd197G, 7õ-G) 지시도 이 시 g 인지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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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키맹스 역사 인정한다 그러냐~ ，_애 ll}므면， 이러한 경우는 인 

조물의 성우애 한정되 1 1"1， 유가체의 성우 사정이 나프나 14) 유시체 0 

가 어떤 구조 S를 ?함하는가는 S의 시능고l 는 무관하게 O샤 물여만 

은 ]이고 좋 O얘 특징적인 유진석 “산개 ’애 의해 걷정되 l 끼， 따라서 

f소 S의 기능음 규성하는 것이 그 f소의 ~슨재듬 섣멍해 주지는 않 

는다는 것이다 ISi 그렇다면， 우리는 왜 어떠 것이 하는 일(즉， 가능) 

보부터 그것으1 슨재듬 추돈해 내는 뱅식으로 설명음 싱쥐하균I jJ 시 

노해 왔는가9 커밍스의 진단에 따닝변‘ 이러히 시노는 셜맹과 설명으 

보의 추돈음 휴동하는 네시 비풋히다 즉， 우리는 자주 어떠 가능의 

수행으보부터 어떤 득성칭I"'{조Lf 과정으보의 추돈음 행히다 예듬 

늘어 굉합생 Ò~~부"1 엽록소의 존새 또는 굉합성이 。1루아지얀 j파정 

의 존새를 추은란디 그이니， 이이한 추은은 최신의 설냉으도의 추은 

에 해당하깐 것이지 그 자제기 설냉은 아니디 아니1 란 신닌이 옳디 

년 잘뭇된 것은 셈굉) 네이남 등이 함께 받아들였인 기 칭) 주 파학에 

서 기능 진술의 의의논 C이띤 기능을 기지깐 것。도 간주되톤 기관) 

구긴 또는 i파정의 존새를 설l~하는데 있다튼 가정이었디 

，.펑나면， 무엇이 시능석 산병의 대상이어야 하는가9 키밍스(197:5， 

:Y1J얘 악하면1 어떤 것이 하는 얀얘 악해 우 이샤 산명하기 L} 션명할 

수 있는 것은 :1.것을 ?함하는 개의 행동이나 。1 랴한 견해는 가능고} 

성행(c\isposilion) 사이의 관기1에 대한 논의에서 나1뭇한나 어떤 개 s 

약애서 어떤 구조 x의 시능이 F를 팽펴는 것이라면:1. x는 s 약。” 

서 F를 행할 수 있어야 한나 이치렌 시능을 부여하는 진술은 성행 

음 부。}하는 친숙음 힘숙후1다 즉‘ s 속에시 x의 가능이 F튼 행하는 

것이라변‘ 그 x는 S 속에시 F튼 행하는 싱향음 가지야 히다 다른 

후1띤‘ 어떠 대생 a어1 게 싱향 d듬 부여하는 것은 그 a의 행동이 어떠 

볍직직 규직싱음 드러낸다y- 주생하는 것이다 그러끄 이 성향작 규 

직싱은 어떤 종유의 대싱에 늑수히 규직싱이며 그러히 종듀의 대생 

]4) 감조 CUlllmins( 1 97;)) 펴 & 퍼 

1:5 1 쥐소 Cummins(1975) , õ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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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 대한 어떤 특수한 사실듣애 의해 성립 0] 는 것이나 따라서， 성행 

의 부여는 션명을 요구한나 16) 

，.런데 성행얘 rl]한 산병은 ~ ，_것이 사려1회되는 방식애 대한 산병을 

요구한나 애냐하면1 어떤 성헝이 사례회되는 망식을 이해할 때 1 우이 

는 그것의 규직직 만헌을 이해한 수 있는 입싱에 능이기 띠1문이다 예 

듬 닫어， 닌어에 늑는 싱향은 어떤 종유의 분자직 f소보시 사에화원다 

그러1.+ 단순하지 않은 성향에 대히 섭l맹읍 일단 그것을 다른 성향등 

보 분석하는 섣자튼 거 석 ，，1요가 있다 그것이 사예화되는 멍 식음 바 

보 셜맹하기가 여의지 않기 [내문이다 여기시 커밍스(1975， 63)의 처1 

얀대보 싱향 대↑1 역량(capacities)에 대해 놈의히다변‘ 맹금 언듭원 

눈서적 절치븐 디 자연스립게 이해필 수 있디 예를 들이， 계산기의 

계산 능랙은 그섯을 구생하얀 부품날의 」ι디 닌순란 정lι처리 능랙들 

에 F내를 두고 있디 띠내서) 계산기의 특정란 계산 능택은 부품들의 

갖가지 정lι처리 능택들 벚 그 죠직화도 눈서필 수 있디 커밍스 

(197:), 써)에 따르년 이이한 눈석작 집곤은 유기제의 생불학적 역랭 

S 설 1영하븐대 사용필 수 있디 주) 유기제의 생물학적 역링은 그 유 

1] 체를 구성하는 /]관듣의 갖샤시 역량듣 맞 :1. 조직회애 의해 션명 

가능하나는 것이 : ，_의 생각이냐 ]이고 이랴한 생각을 마탕으로 키밍 

스(1975 ， 6c!l는 어떤 특질 X익 시능 F즘 나유고l 간이 운석한나 즉1 

(7) 어떤 체개 s가 어떤 행위 G즘 행할 역량을 가진나는 사실。” 

대한 분식 적 션명 A외 상관하여， (i) 어떤 특질 x가 s 약애서 

F듬 행 ?1 수 있으며 (iil A가 부분작으보는 S 속에시 x가 F닫 

행하는 역량에 의해 G튼 행하는 s의 역량음 작석하고 작쉽!하 

까 설명 ?1 때에 그리되 그덩 때에만 s 속에시 x의 기능은 F듬 

행하는 것이다 

그렌너1 ‘ 이러히 분석작 섭l맹의 의의는 후111 김지 않다 커밍스(1975， 

lGI 쥐소 Cummins(1975) , 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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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는 분식적 션명악 의의듣 헤이이는데 시집될 수 있는 서1 샤시 가 

준을 재사한나 첫째1 운식적 산멍의 으1 악는 남식 01 는 역량듣이 얀식 

되는 역량여나 단순01 변 할수록 R나 툼째1 운식 01 는 역량듣고l 얀식 

되는 역량틀의 「「행상 차。](difference in Lype) 샤 등수록 분식적 션 

명의 의의 역시 크다 셋깨， 주어진 새겨1듬 f싱하는 요소닫의 조직 

화가 복집한수 ÷ 판련띤 분석작 셜명의 의의가 크다 。}가시 서1 꺼깨 

기순은 것 1서애 또는 두 꺼깨 기준과 싱판 판겨1가 있다 두 부큐의 

역량등 사이에 슨재하는 피[노화 및 유형의 자이가 날수 1) 그 자이듬 

머1우기 위해 더 복잡힌 조직화가 요f떤 것이기 띠1문이다 

3.4.2 기능적 눈석의 유형 

기능에 의란 역링의 눈서은 란 가지 형매~，간 이루어지븐 것이 아 

니디 호그랜드(.Io11n 113ugc1 8nd)얀 형태적(l11orp11ologic8 1) 눈서파 

체계적 (systcl11 8ticl 눈서을 구눈한디 17) 이이란 구눈의 필요성은 눈 

서하톤 기능날 사이의 상호작용이 기능적 눈서의 설냉택을 걸칭하톤 

대 충요란 역할 S 하븐 경우날파 그떤지 않은 경우들이 존새한디톤 

데서 나1돗한나 구체석인 사례틀을 생각해부사 '11저 광섬유듣의 웅 

치로 만듣어진 코트의 한 쪽 곡으로부터 나른 쪽 곡으로 어떤 。1 '"1 
지가 진송되는 경우에 대해 션명을 한나고 하사 여시서 산벙 대상은 

광섬 유듣의 웅지샤 시닌 。1 '"1 시 진송 능랙이나 ]이고 션멍은 누 가 

지 시본적 사싣을 토대로 하여 。1 튜r 어질 것이나 01 냐는 수어진 코트 

의 구성 요강:듣(즉， 광섬 유틀)이 어떤 특정한 구조(즉， 서로 팽행하나 

는 난소)튼 가진다는 사섣이다 다른 하냐는 문제의 난소튼 형싱하는 

f싱 요소등(즉， 광심유등)이 샤샤 득성칭1 역량(즉‘ 서1지 않거1 빛을 

전송하는 능띄)음 가꺼다는 사심이다 나아가시， 섭맹은 문제의 역량 

음 가지는 요소등이 언닙인 바의 난소튼 가식으보씨 헝싱되는 L〔든 

"11 겨1는 섣멍 대성에 해냥하는 역량음 가친다는 주상음 포휘"fíl 것이 

다 후그랜드는 이라힌 유헝의 섭명음 형애작 분석이랴 부른다 다른 

171 쥐소 Haugebndl19781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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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동차 엔진이 작통해는 망식을 산병하는 경우를 생각해 봐자. 

이 경우 선벙은， 어떤 쳐1 개블 구성하는 요소틀이 행성하는 구조 맛 

그들이 가진 역량에 덧붙여， 구성 요섣뜰이 조직석으로 상호 작용하 

는 양식을 포피}로 하여 이투L어질 것이나. 즉， 자동차 엔진의 차를 유 

씌이는 역량은 엔친음 f싱하는 부품등이 그둡 L.}듭의 갓가지 역량 

과 그듣 사이의 득성한 →f소듣 tl~팅으로 하여 처l셰작으로 상호 식용 

하는 데시 비핏하는 것으로 섬명된 수 있다. 따라시‘ 이는 호그헨드 

가 처l셰작 섣멍이라 부낮는 것으1 히 예가 쉰다. 그런네 ~1]겨lEi이 7] 

능직 요소듣에 해당하는 더 식은 처l셰둡보 →f싱된 뿐만 아니라 후자 

의 강}부 l1] 겨lEi 역시 그보다 더 식은 }I] 셰듣로 f성되는， 속 처l 겨l 내 

의 체계날의 계층이 성렴하r- 일이 자주 일어난디 이렬 경우， 계승 

적 질서의 각 수준에서 체계적 설냉이 요구되기도 하븐데， 이를 호그 

랜느(1978， 2;")1) 븐 체계적 흰원(syst.cm8tic rcduction)이껴 부돈디 

그리고 제계 내 계층적 질서객 기장 낮은 수준에서야 체계적 설냉파 

얀 디는 캉:류의 설 l 딩， 선형적으쿄 형태적 설l딩이 등장한디쓴 것이 그 

의 생각이디-

팽 l꺼적 션명피 체개석 선벙 의 구문에 덧붙여 ， 카덩스(1983， 32)는 

해 석 적/서 술석 구 날(interpreLiv’ e/descripti ve disLincLiün)을 지l 깐한다. 

이 후자의 구단은 시능석 딘삭의 과정에서 입랙과 출력틀을 단순히 

서술õ]-기R다 해석하는 망식으보 분식해는 /]능틀(êU1éuyúng 

funcLÌüns)을 규정하게 되는 상황이l서 생겨난나. 호]렌드(1978， 262) 

에 l(t프변， 잊서 언큼된 체개석 환원익 고}정은 tl나의 “동인한‘’ 해석 

하에시 수행원다‘ 그런.데 이 처l 셰적 화워이 가싱 닷은 수순에 。] -~

면‘ 7]존의 해석욕 그만두지 않:π시는 더 이상 섭l명이 꺼행된 수 없 

거l 펀다. 그<:'.]고 7] 존의 해석음 그만눈 뒤에 이푸어지는 샘명은 사건l 

호}에 의히 섣명(explanation by înstrmtiation)의 형태듣 띠 거l 떤다‘ 

컴퓨터의 정우듣 생샤해 보자. 꺾퓨터는 우리가 성보 저<:'.] 처l 셰 

이l1[ormation processing system)라 부닉는 것으} 전형작 <;>1 겸우이다. 

그리고 정.!2 처리 제계:.'1.:..서의 컨퓨1:.:1 기- 지니쓴 어야 기→지 역굉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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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구성하는 여려 하부 요소틀의 역량뜰 빗 : ，.뜰 시이의 조직 

회에 의해 션명될 수 있다. 나이-가서， 각 하-부 요소의 역량뜯애 대한 

선벙은 :1. 승1-부 요소를 구성하는 또 다븐 tl부 요￡뜰익 역량뜰 벚 

:1. 조칙회에 의해 가능하다. 이려한 점이1서 컴퓨터의 체개 니l 적 해부 

요소둡은 그 자세 성보 차려 처l셰에 해당하다. 그런데 이러하 분석의 

과정음 꺼껴， 우려는 “연섭 거l이브‘’와 감은 대싱→틀로 구성되는 수준 

에 이낙거l 원다. 이 연성 거l이브는 호그댄드가 “단순후| 의노직 검은 

싱 자(sîmple întentional black box) ‘’라 박 닝-는 것 에 해 L샤한다. 여 기 
시 단순하다는 것은 기존의 해석음 유지하면시 주어친 λ11 겨l의 역량 

음 그 하부 요소둡의 역량과 그 소씌화에 의해 섭명한 수 있는 그러 

한 하부 R소날이 존새하치 않얀디끈 의미이디- 띠내서 문세의 체계 

r- 정.!l. 처려 체계R서객 지워도 상실한디 그이번， 연접 거l이튿와 

같은 대상의 역링은 아떤가l 설 1성할 것인기까 기-능한 방안은 그것의 

역굉 -S 선기 회흐 빛 그 쿠성 ‘g소날에 띄해 설냉하r 것이디 그ι1 

나 이비한 형티l의 설 l딩은 기존피 해서을 포키할 때 기능하며， 사례화 

에 꾀한 설냉에 해당하r- 것이디 불관‘ 연칩 개이튿의 겸우‘ 그것은 

물비적 시려1회라피 마할 수 있다 페냐하면 사례화 선벙에 등장하는 

구성 요소들이 불피적 용 어ii ii현되 /1 때문이 나 : ，.이피 이 시례회 

신벙은 가츄익 해삭을 철회한 샤오데 이튜’-어진나는 점에서 키밍스가 

서술적 산병←해식석 신명고1 대비되는 익 111 애서→이라 부프는 것이l 해 

딩한다피 -볼 수 있다 

시금까지 논의된 기능적 날삭의 유형들이 모든 가능한 경우뜯을 

포섭한 것이라고 주싱하지는 않겠다‘ 그러내， 이러히 분듀는 기능직 

분석의 넓은 겸우듣에 대해 그 생격윷 이해하는데 노움이 된 뿐만 

아니라‘ 새로푼 싱황에시 요f되는 가능직 분석의 형때날 /션텍하거나 

고얀하는데 얀내자 역렌-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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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 대안 사이의 관계 : 상호 배타적인가? 

앞 절에서 우리는 기능적 분석에 대해 비교적 최근에 저l시된 두 

가지 유력한 견해를 살펴보았다. 그중 하냐는 라이트의 제안을 토대 

로 하여 기능을 진화의 과정에서 선택된 효과(selected effect)로 보 

고자 하는 견해이고， 다른 하냐는 어떤 체계가 가지는 역량에 대한 

분석적 설명에서 사용되는 하부 역량으로 기능을 이해하고자 하는 

커밍스의 견해가 그것이다 이 두 견해는 무엇을 기능으로 간주할 것 

인가에 대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기능적 설명의 대상에 대해 서로 

의견을 달리한다. 

먼저 무엇을 기능으로 간주할 것인가에 관한 두 견해의 차이에 대 

해 생각해 보자. 어떤 유기체가 지닌 득질이 한 부류의 환경에서는 

자신이 속한 생물종의 유지에 기여하지만 다른 부류의 환경에서는 

그렇지 못하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비둘기의 비 

행 능력이 변화된 환경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 그 종의 유지에 더 이 

상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하자. 커밍스에 따르 

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비둘기의 비행 능력을 그 날개 

의 기능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된 효과로서의 기능 개념을 

채택할 경우， 변화된 환경에서 비둘기의 비행 능력은 더 이상 그 날 

개의 기능이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18) 다른 한편， 언어 

의 사용은 인간으로 하여금 생존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유 

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사용 행 

18) 참조: Cummins(1975) , 60 이와 같은 커밍스식의 차별화는， 어떤 특질의 성 
질이 현시점에서도 그 특질음 가지는 생묻종의 선택적 우위를 산출할 때에 

만 문제의 성질은 기능에 해당한다는 방식으로 선택된 효과로서의 기능 개 

념음 이해할 때 성립한다 그러나 선택된 효과로서의 기능 개념이 반드시 그 

런 방식으로 이해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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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인간의 언어 휘득 능력얘 악해 가능해진 것이나 ]리므로 진회 

의 관점얘서 볼 때， 인간의 언어 획득 능력은 선매된 효고l 에 해당하 

l 끼， 따라서 라이드 빚 :1. 동조자듣은 인간의 언어 휘득 능랙을 가능 

으로 간수할 것이나 그러나 키밍스샤 이랴한 견해얘 동조할시는 j츠 

명치 않다 만약 인간의 언어 획늑 능녁이 인간의 다른 능팍에 대칭1 

분석직 석멍에시 하부 능띄으로 사용판다면， 전자의 능녁읍 커밍스의 

입상에시노 기능으로 간주권 것이다 이라힌 가능싱음 인성힌다 하드 

라노 이와 김은 소듭이 무후1 정 만복권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어〕二 

단겨1에시는 그라힌 소듭이 더 이생 가능하지 많은 인간의 능띄등에 

변→닛히거1 펀 것이다 띤의생‘ 인간의 언어 획늑1 능막이 그라칭1 능녁 

들 충의 하q 내고 하자 이이한 가정 S 재택할 경우) 인간의 인야 획 

특 능랙은 커밍스의 임장에서 실 때 기능 0_도 간주필 수 없디 물은 

인간의 인이 획득 능택은 어이 하무 역랭들의 복합작 작용에 해당한 

디 띠내서‘ 인간의 인야 획득 능택은 만런된 하무 역링들 벚 그들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해 눈석작 설냉이 기능란 내상이 된디 그러고 

이 눈서적 설냉에서 사용되븐 하부 역링들은 커밍스기 기능。 E 간 

수할 대상듣이나 라이드적 관점。II서도 이 01 부 역량틀을 끼능으로 

간수할 여시는 열려 있나 인간의 언어 휘득 능력이 선매된 효과。II 

해당한나면， 그러한 능랙을 산출하는 하부 역량듣 역시 선매된 효과 

로 올 여시샤 있시 t매퓨。1 나 물론， 이 하부 역량듣은 언어 휘득 능 

랙이 선매되는 고1 정애서 부나 간접적으로 선대된냐고 마해야 할 것 

이나 19) 01 치렌， 무엇을 시능으로 간수할 것인샤라는 물유고l 관던하 

여‘ 문제의 두 견해보부터 비풋하는 입 변은 f새직 작용 사이1 등음 통 

해 본 띠1 성당히 증복권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시보 넙빈을 닫리하는 

1m 실질거인 논의는 이보다 휠씬 넉잡하게 이루이짙 것이다 가영 인간의 언이 
외득 능력이] 기여하뉴 이띤 하부 역량(예등 닐이， 기억 능력)은 그것이 언이 

획다 o 역에 시이하는 깃겐 q 띈씬 식적직언 이유무 진화의 과정에시 선택 

뀐 경우에 해당한냐고 하사 이렌 경우， 문제의 하η 역양이 언어 획끼 능역 

의 산층에 /1 01 힘으루써 선택되는 이유는，_l깃이 선택디는 식적식인 이유와 

비교히여 1 파생적이고 부수적인 것에 멸꾀할 수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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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들도 없시 않을 것이 1 1:1 이러한 의견 불인치는 누 견해샤 게넘석 

으로 상이할 뿐만 이니라 실질적으호 차이가 있유을 시시한다. 

Ll이가서， 3.3과 3. '1.l에서 자세하게 논의된 것치닦 이 누 견해는 

기능적 신병의 데상애 t:1]해서도 의견을 딛야 한다. 즉， 라이드석 견 

해에시는‘ 기능닫 행하는 늑전이q 그러히 늑전음 가지는 대싱의 ‘존 

재가 성명의 대생이다‘ 까면‘ 커냉스작 꺼해의 정우， 71 능에 해당하늠 

하부역량둡음 보대보 생집하는 어떠 새겨l의 역량이 성명의 대싱이다‘ 

암에시 이u1 앤닙한 것처럼‘ 커냉 ;쓰어f 따닉면， 기능필수 수행하는 늑전 

이l-t 대성의 존재픈 섣명의 대성으보 섬는 것은 섭명과 최션의 셀명 

으로의 추본-음 판봉하더1시 비핏하는 그강현 접근 벙-직이다. 

띠내서 이 투 견해쓴 일간 상호 내럼적인 관계에 있은 것처럼 .11. 

인디- 측， 두 건해 충 하q기- 옳디년 니머지 견해븐 옳을 수 없쓴 것 

처럼 .11.인디 설저Il~ :<:t. 건해의 주장자 빛 지지자날은 자신날의 건해 

기- 그이한 내 립적 관계에 있은 것으흐 이해하였디 예를 날어， 커빙 

스(197:"))논 선택펀 효파E서파 키능 개념에 대해 매우 적내적이디 

그얀 신화파 파정에서 선택펀 효파~서꾀 기능 개념이 생불학에서 

기능 언어가 사용되는 많은 경우틀을 또회한나는 점을 인정한다 그 

러나 이러한 장점이l도 불구하고， 키맹스애 tC}프변， 이 가능 캐넌은 

우비를 “선각하게 ~?도승1-비 생울학 '-1]에서도 :1. 석용가능성이 극히 

지l한띄어 있다."(1975， 59) 석용가능성이 극히 지l한되어 있다는 비판 

과 관띤해여 키밍스는， 어떤 유기체가 지닌 특철이 한 부취익 환경에 

서는 자신이 속한 생울종의 유지에 시여하지만 다른 부듀 의 환경에 

시는 그렇지 봇하거나 오히"'，1 해가 되는 성황욕 생각한다‘ 암에시 연 

김’-히 비둡기의 겸우가 그 사례이다. 따라시 기능작 분석은 친화본·작 

고리와는 별노보 친행된 수 있으며 그평게 되어야 히다는 것이 커냉 

스의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가능 개념의 사용필수 성 L상화하는 것은 

어떠 간과듣이 샘명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샘명의 양식이라는 섞 

어f 시‘ 션텍원 효과에 초섞음 만추는 섭근 방식은 우리듣 오노힌다. 

띠내서‘ 기능에 내한 눈석은 신화 파쟁에서피 선택파얀 무관하거l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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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 ê셔질 필요가 있으H↑ ~ f_떻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카덩스의 생각이다. 

그랴나， 기능에 대한 문지l의 누 견해가 진정으로 디}법적이 H↑ 배녀 

적인지는 의심스셉다. 멘자， 어떤 개체샤 시닌 역량이 진회의 괴정에 

서 선택된 효고}라는 주잔고] ~I.러한 역량은 ~I. 개체가 시년 다픔 하

부 역량둡이 상호 식용한 결과에 해당히다는 주성은 ilH타작이라기보 

다는 싱호 보온1-작언 관겨l에 있는 것처럼 보언다. 커밍스에 따브면‘ 

개ll]가 어떠 역량욕 가친다는 사식은 인과식 판점에시는 “유진직 섭 

겨l‘’와 킴은 하부 fjE에 의해 섭명되어야 한 것이다. 그의 주싱 은 박 

분직으로는 맞다. 개 ι1] 가 지년 늑섣둡은 하박 수순의 닌-전작 7]초에 

의존하기 띠l분이다‘ 그팽지만‘ 그 개 }I] 의 후손갈이 분처l의 늑섣욕 겨l 

속 치널 경우， 신화둔적 설l딩이 현새E서븐 최선인 것처럼 .!..J_인디

;주‘ 문세의 특질을 지닌 개처l날이 경쟁적 우위릅 진하기 때문에， 그 

특질은 번식 파정에서 계속 .!1_존된디븐 것이디- 이 ι1한 전화관적 설 

1성이 년순히 중복적이거니 불필요한 설lB __ O_~ Q기 아려운 것은‘ 개 
처l 기- 지년 이띤 특실에 우리기- 관심윤 기-지거| 되 r- 것은 일반적‘o_~ 

그 개처l기 속한 꽁의 구성원날이 지속적 o_~ 문세의 특질을 기질 때 

이기 때퓨이마 L-}이가서 이른바 “난데석 종함‘’ 이후 자연선택에 익 

한 진화불석 신병고] 11] 시적인 유전인자뜯애 의한 유전학적 신명은 

더 이상 배더적이 이 Li라 상호 봐싼석인 관개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 

다. 

심재로 기능에 피}한 앞으1 누 견해는 배더적이라기브나는 상호 검

완적인 성격이 강하다 꺼저 개체가 시닌 어떤 역향을 진회 괴정이l 

시 션텍펀 효과로 보는 관섞은 커냉스 식의 분석작 섭l명이 7]나는 

분처l 샘음 보옥l→해 순다‘ 즉‘ 커밍스의 분석직 샘명은 어떤 늑성 시섞 

어f시 그 I'H ll]가 분저|의 역량음 지년다는 사선욕 섭l명해 주는 역한윷 

하는 까면， 그 개씨의 후손듬이 분저|의 역량음 셰속 지나는 사섣음 

제대로 샘명해 주지 봇히다‘ 라이브 식의 기능직 섭명에시 증요후l 역 

한음 하는 것은 바로 후자의 사집에 대히 친화톤·직 이해이다. 뿐만 

아니시‘ 커밍스의 기능 개념은 디소 방넨한 적용을 허용하얀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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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예를 들어， 인간의 서l포 조직은 경우에 따라 종양을 형성하 

기도 한다.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DNA 매열에서의 변형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종양의 형성을 변형된 

DNA 매열의 “기능”에 의해 설명하는 것은， 키처 (Philip Kitcher 
1993, 272)의 지적처럼， 기능 개념의 부적절한 적용으로 보인다 커밍 

스의 기능 개념이 드러내는 이와 같은 문제점은 “선택된 효과”의 기 

준을 채택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한편， 개체 

가 지닌 어떤 득질에 대해 라이트 식의 기능적 설명이 시도되는 경 

우를 생각해 보자. 많은 경우， 그것이 진화의 과정에서 선택된 효과 

에 해당하는 지는 일견 분명치 않을 것이다. 커밍스 식의 분석적 접 

근은 이 점을 규명하는데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만약 문제의 득 

질이 지닌 어떤 역량이 진화의 과정에서 경쟁적 우위를 제공하는 그 

개체의 어떤 역량에 기여하는 하부 역량들 중의 하나인 것으로 밝혀 

진다면， 전자의 득질 역시 보다 간접적인 의미에서 선택된 효과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의 하부 역량들을 바탕으 

로 성립하는 어떤 역량이 진화의 과정에서 선택된다 함은 전자의 하 

부 역량들 역시 선택됨을 함축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의 논의가 옳다면， 기능에 대한 두 대표적 견해는 양립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능이라는 용어가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규정되고 사용 

되는 것 역시 이해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5. 기능적 분석의 적용 : 인지과학의 경우 

지금까지 다소 일반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기능적 분석에 대한 논 

의가 인지과학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밝히고 그 의의 

를 평가하는 것이 이 절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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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정보 처리 체계로서의 마음 

서두에서 인급딴 것처럼， 인지파학의 일빈적 목표얀 마음의 펀딩‘ 

주 디양한 정신적 띤상들을 이해하븐 것이디 아니1 란 쥐표를 추구하 

는 고l 정얘서 1 끼1 유을 인풍의 정벼 시이 체기1로 받는 관점이 깐넓게 

채매되어 왔나 물휴 이러한 관점의 채대은 컴퓨터 피아， 특히 인강 

지능 봐야애서의 빈민애 악해 키나란 자극괴 영행을 반은 것이나 η) 

이러한 영행은， 김지 않은 인지괴파악 역사얘서 샤장 깐넓게 만이듣 

여온 샤청， 즉 “인간악 비유은 정벼를 반이듣이고 저장하l 끼， 추출하 

고 변형시키는 동시에 진던하는 객양 체기1이나”끼 1는 샤정애서 장 트 

러난다 ~I공 지능의 소유자로시의 쥐유터는 가싱 전형작 ~I 성보 거 

리 새셰이며， 맹금 언닙판 가성은 다시 말해 ~I 간의 마읍 역시 정보 

커리 새겨1라는 가정에 해당후1다 

여기시‘ 컴퓨터가 정보 커리 "11 겨1라는 주상의 의미듬 좀더 분명히 

한 띤요가 있다 쥐유터의 이돈직 워소어1 해냥하는 유랭 기겨1는 매우 

단순하변시노 깅딱히 성보 처리 "11 셰이다 심지어， 띤섣주의가 부흥 

하기 이전의 고선적 건해에 띠르연‘ 정」ι 처리란 튜링 기계날이 생하 

는 부류의 일들에 해당한디 띠 내서) 정!.J. 처리의 의미를 규냉하튼 

한 가지 유택한 방식은 튜링 기계의 구성파 그 작딩 방식을 살펴파 

는 것이디 민지) 튜링 기계는 二늬게 두 부눈으도 니‘딘디 하니는 무한 

히 신 것 뜨E 기정되얀 테이프이고) 디든 하니튼 그 테이프에 단기 

있톤 내용 S ?E작하톤 기계 헤드(1118chinc hC8cl)이디 선자의 테이:rr 

는 나시 인년의 간틀(cells!로 냐뉘는데， 각 간은 많이야 펴 나의 시 호 

를 빔을 수 있나 시기1 헤F 부남은 데이)':를 따라 만른쪽 또는 왼쪽 

으로 한 벤애 한 간씩 유직인 수 있는 구동 장지， 머이 부분 마로 암 

애 놓여 있는 칸 약의 시호를 읽을 수 있는 장지， 시개익 현 상매를 

등록하는 장치 맞 머이 부얀。1 수팽할 작용틀을 규정펴는 시친듣로 

~O) 감조 (서rdn에 m뼈1. 11 ,) 

211 Stillings. et 81.(1995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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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띄는 기개표(machine Uible)를 또한한다. 

이랴한 구성을 바탕으로 한 튜링 헤브의 작동 1상식은 다유피 간다. 

댄저， 3( i;:수: 1. i.'.~머가 어떤 질문을 튜굉 헤브샤 일이→볼 수 있는 기호플 

로 테이: 워야l ￥나:1.려」ι 나서， 특정한 상EH애 있는 가개의 헤드 

픈 테이프 위의 늑성후l 칸 맏에 닝'.는다‘ 그러면， 기셰는 71 셰포 속의 

지침갈음 따라 테이프의 좌우보 붐직이는더1 ， 이 과정에시 그것이 읽 

은 칸의 기호탄 다른 기호로 바꾸어 꽁기노 하다. 마힘내 “정치‘’ 지 

힘에 따라 기셰는 식동하71닫 멈추는더l ‘ 이때 테이프 위에 :/:여 있는 

기호둡이 주어친 진분에 대하 핍음 q따낸다. 

그려고 이와 감은 f성과 식농 벙-식필수 통해 〕1÷링 기겨l는 다양하 

질문날에 담할 수 있디 튜굉 키계의 계산 능랙윤 규정하얀데 이관적 

븐거쿄 사용되r- 처치 튜렁 입픈에 띠프변， “효파적 절차(dfcctivc 

proccdurc)" 내 불려질 수 있끈 보늑 파칭은 이띤 튜팽 기계에 의해 

구현될 수 있디- 디시 말해‘ 이븐 보판 계산 기-능한 것은 _il_펀척 튜 

굉 키계에 의해 계산 기-능하디븐 주장에 해당한디- 띠→내서， 고전적 

관진에서 딛 때， Q펀적 튜링 기계얀 정_il_ 처i':j에 내한 기장 장랙한 

기술을 지l감한다. 

5.2 세 가지 수준의 가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지파학의 복-표븐 마음의 작등 키세와 원 

리날 S 밝혀내고 이를 통해 디양한 정신 현상윤 설l영하븐 것이디 이 

러한 과지l의 수행에서. n].유을 정검- 치펴 체개포 껴→는 관정이 지니는 

한의는 무엇인샤? 이 울유애의 탐을 뷔한 단서로서 튜링 거개의 경 

우를 멘저 생각해 R자. 

튜렁 거게이l 데해서는 하나 이상의 기술이 가능한 것치렌 껴→인다. 

맨저:1.킷에 피}해 물피적 수준의 /]술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잊이l 

서 이 11] 논의한 것치댐， 튜링 기개의 행뷔는 몇 샤지 형 EH 의 기본적 

행위갈로 이푸어꺼다. 하냐는 테이프탄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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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냐는 데이)': 위의 시호듣을 인는 것이나 또 나른 0] 나는 데이).

위애 새로운 시호즘 시압하는 것이나 이듣 외애도 우이는 튜링 시기1 

의 나른 물이 석 성질듣올 시술할 수 있나 예를 듣어~ ，_것의 무게 1 

데이 ).-의 칸틀 사이를 유직이는데 건이는 사간 등에 대해 시술할 수 

있다께 이와 감은 딘리작 가안의 싱석읍 다른 종유의 기약음 채택했 

더라변 가능하지 않았을 예측듣음 가능하까 히다는 것이다 그러è+， 

듀텅 기겨1에 대히 딘리직 기갓은 그 나듭의 워리작 칭1 겨1닫 아되[ 았 

다 것깨‘ 어떠 유랭 기겨1에 대히 닌리직 가 ?r닫 증 극히 입변L만이 

그것으} 정보 커리 기능과 유판하다 2:1) 그랜너1， 이 소수의 닌리작 가 

약등음 식변해 내는 것은 지난힌 입이다 2'1) 날애， 어떠 유랭 기셰가 

수생하는 칭」ι 처리 기능들은 불리적으E 상이란 다수의 튜링 기계 

들에 의해서보 수생필 수 있다 소위 기능주의자R 불러얀 칠학자날 

이 애용해온 복수 실현가능성의 논변이 그것이디 

물리적 기술의 이이란 란계를 극복하기 뷔해서는 불리작 장치~서 

의 튜링 기계기 구현하븐 절치상의 원리들에 호소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J) 튜링 기계의 안전에서 살 때 절치상의 원리에 해당하얀 섯 

은 우 선 ~r.것의 시개표이나 이미 언급한 것치렌， 듀링 시개익 시개 

표는 ~r.것이 수행할 정벼 )-]이 작용을 위한 시본석 지침듣로 구성되 

어 있나 시개표는 듀링 시기1 의 물이석 구성얘 1'1] 한 어떤 언급도 ~.: 

한하지 않지마， 튜링 시개익 상내외 ~ ，_것이 읽는 시호샤 수어지면 ~ ,_ 

것이 취할 팽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한나 ~r.런데 ]댐편적 튜링 시개악 

관점애서 ]멍면， (;-1 나의 듀링 시개샤 1.것으1 시개표애 의해 수행하게 

떤 정보 커리 삭용은 그것과 다른 기겨1핀튼 가지는 유랭 가셰에 의 

해 수행떤 수 있다 따라시， 보편작 유텅 기겨1의 기겨1판튼 f성하는 

석자생 워리듣읍 개면 ]f링 기겨1의 기겨1핀튼 f싱하는 섣자싱의 원 

~~) 감조 D<l\V son (1대IK)_ ~ò 
231 참주 PylY1)l!yn(lG84i , 56. 
~4) 감조 Arhih(l띄~i_ 11-1~ 

2õ) 쥐소 ArbibU972i_ 11-12 & Dmvson(1998i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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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듣]퀴나 터 얀반석(또는 추상석)이나 싣재로 벼편적 듀링 시개 

애서는 기}벨 튜링 시기1 의 시개표를 구성펴는 지침듣이 듀링 시기1애 

게 수어지는 정문이냐 ~ ，_것이 도출해 니1는 탐고} 함깨 데이)': 위。” 

11 입된나끼G) 반면애， 벼편석 듀링 시개악 작동 윈이듣애 대한 /1 술은 

L〔든 보띤직 유팅 기겨1 듬어1 공통인 것이다 

그라변‘ 듀텅 기겨1에 대히 딘리직 기약과 석자생의 기약만으보 충 

분히가? 닌 <'1 직 가안과 더닌어， 식사작 가 ?r 역시 그 ，+듭의 히겨1듬 

지민다 예닫 닫어， 두 성수의 펙을 겨1산하는 역 ?1음 수행하는 유랭 

기겨1듬 생샤해 보자 이 듀텅 기겨1는 운만섞어1시 닌읍에 해냥하는 자 

#가 기재판 테이프와 늑정히 지침닫보 f싱되는 기겨1 판보 f싱뭔 

것이다 그리고 일런의 작업 파칭을 거치 칭지하얀 닌계에 이르렀을 

때 문세의 튜링 기계논 단에 해당하톤 자표기 기새된 테이프와 딩일 

한 지침들도 구성된 기계표R 이루어실 것이디 그런데 이 튜링 기 

계에 내란 절치상의 기술 속에튼 그섯의 구성이니 작업 파칭익 의미 

에 내란 이야기기 선혀 포함되지 않는디 이것은 튜링 기계에 의한 

정lι 처리기 순선히 형식적으E 이루아점을 밀란디 즉， 테이프 위의 

특정한 칸애 쓰여진 시호를 인고 시개표 약으1 시천얘 따라 행동을 

취할 때 듀링 시기1는 ]것이 인는 시호의 의미애 대해 묻시 않는나 

정갱 치이의 각 단기1애서 듀링 시기1 의 팽동은 :1.것이 인게 되는 시 

호의 모잉， 시기1 익 상내 ]이고 연기1된 특정한 시천얘 악해서 걷정된 

나 여시서 퓨재악 튜렁 시기1애게 수어지는 물유괴 ，.것얘 대한 담으 

로 구성되는 순서쌍듣의 칩암을 생각해 녕사 수어진 물유틀얘 rl] 하 

여 앞으1 유팅 기겨1와 농입후1 넙듬을 산짝하는 싱이창1 듀링 가셰닫이 

슨재히다 딘돈‘ 이 뉴링 기겨1듬은 그것닫의 행동음 경정하는 지침등 

음 f성하는 기겨1판가 시보 다브다는 석에시 싱이하다 경과작으보‘ 

개면 ]f링 기겨1에 대히 석자직 기안읍 일단의 싱이창1 듀링 가셰닫이 

주어꺼 닌읍닫에 대하여 왜 동입칭1 입듣음 산짝하는지듬 셜맹하지 

봇후1다 보띤직 ]f링 기겨1의 수준에시노 식사작 가안만으보는 이 문 

2GI 쥐소 Dmvsonll댄서)， 18 & 1\íinsky(1972), sec.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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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1가 해걷띄지 않는나는 것은 비쿄석 쉽게 추론할 수 있나 

。1 문지1 를 해걷히시 위해서는 전자적 시솔며나 더 추상석연 /1 술 

이 요구된나 우}얘서 든 예에서， 동얀한 불응듣애 디101 여 동얀한 탐 

듣을 산출01 는 인단의 튜링 시기1듣은 누 정수의 암을 구 01 는 개산을 

행히다는 점에시 공통직이다 문제의 유랭 기겨1등이 ‘두 성수의 합!음 

f하는 겨1산음 히다’는 가안을 편의생 겨1산직 기숙이라그T 부닝;자'27) 

겨1산직 기숙읍 정보 처리 지1 겨1보시의 유랭 기겨1가 어떠 종듀의 문제 

듬 푹끄 있는지에 대해 말해 준다 다시 말해‘ 듀텅 기겨1에 대히 겨1 

산직 기약은 그것이 행하는 셰산에 대후1 일종의 해석이다 딘리직 기 

약이è+ 섣자직 기약의 수준에시 생이후1 일단의 듀텅 기겨1듬이 농입 

한 불음들에 내해 딩일란 단들을 산출하얀 것은 보두 당일란 중류의 

계산 S 생하고 있기 때문이내븐 설1 성 3 세공하얀 일파 디불야 계산 

적 기술은 불리적 기술아니 절치적 기술에 의존하지 않얀 예측을 기 

능하게 란디 에를 들이) 이띤 튜링 기계기 두 칭수의 합을 구하톤 

계산 S 한다븐 기술은， 그 기계기 어띤 불실또 이띄게 1간날아지며 그 

것의 기계표기 이띤 지침날R 구생되톤기에 내란 칭」ι 없이) 어띤 두 

정수의 양이 무엇인가라는 물유얘 rll 해 ,. 시기1 샤 어떤 답을 산출할 

것인가애 대한 예걱을 가능개 한나 1 리냐， 듀링 시개룹 이해하/1 

위해 물이적 시술이냐 전자적 /1 술만으로 충얀히시 않은 것괴 비 잔 

가지로， 기1산석 시술 역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 가령， 누 정수 

의 암을 구하는 기1산을 펴는 튜렁 시기1듣 줌 어느 것이 샤장 효괴 석 

으로 ,. 작엽을 수행하는가 라는 물유애 탐01 시 위해서는 각 튜링 

기겨1가 문제의 겨1산음 수행하는 석자에 대히 기약과 이해가 ).fJ요하 

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보 처리 지1 겨1보시의 유랭 기겨1튼 셜맹하거 è+ 

이해하기 위해시는 서1 가지 다른 수준에시의 기약이 피요하다끄 놈 

의해 왔다 마읍 역시 일종의 성보 거리 새겨1라변‘ 그것음 셜맹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닌읍듬어1 탑해야 히다 먼저 마읍은 어떤 정보 

271 ‘페산적 기숭”이라는 n:꾀으1 사용은 M8rsU9Sël의 선도든 띠른 것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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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펴 문지l틀을 Lt투→ 11↑， 잇n : ，.렌 문제을올 해걷히'{겨피 하는샤? 둑째‘ 
어떤 단개뜯을 밟이 :1. 문지l툴을 해걷하는샤? 셋째:1.려한 정봐 치 

피가 。l 투어지는 물피적 마당은 무엇인가? 

정껴→ )，1 비 체개효서의 η1-유은 세개에 피}한 정검-를 1판이뜯이피 저 

상하며‘ 편요에 따라 이릎 추관하고 번행시낄 뿐만 아니라 이단 lìt팅 

으로 행농하다. 우려는 마음욕 통해 이루어지는 성보 차1:'.]의 형때듣 

과 그 싱격음 성학하게 파악하7]릎 워하며， 왜 이러히 형태의 정보 

처리 활동둔이 이푸어지는7]쉰 이해하기듣 워히다‘ 많은 경우 서l셰로 

부터의 성보는 우리의 깅사기관흩 통해 관려식 선호 또는 자극의 형 

태로 주어지며， 이는 다시 마음음 통해 다양한 행때의 조F생으로 처리 

된디- 불둔 이 충 일부븐 정.!2 처리 처l 계 속에 시장되고 필요한 견우 

에 추춤되어 사용펀디 그리고 싸계R부나피 정.!2기- 표상으R 파약펀 

디고 하끈 것은 이미 앞에서 계산적 수준이마 불폈딘 수준에서 정.!2 

처리에 대한 기술이 이루아점을 밀한다 왜 이니l한 정.!2 처리기- 일어 

나얀기，'1 파학적 탐구에서 일어나논 “왜41"이븐 불음은 때때도 “이띤 

거l‘!"'내얀 불음. (ιR 이해도}고 대1감되기도 한디 그이니 여기서 세기되 

고 있는 ‘ 왜?" 절퓨은 “어떻게?‘’애 데한 물유괴는 단명 구 j간될 필요 

가 있나 물론， 이라이러한 행대의 정검， )，1ι1까 어떤 끼지l를 당해 또 

는 어떤 젤차블 많이→ 이투어시는가를 규병하는 것도 수어진 형내의 

정검- 사이를 이해허가 뷔해 필요하-다 : 1.렌애도 불구하고， 점차석 규 

벙만으로는 데탑되지 않는 질분의 부받이 었다 여시서의 “왜?‘’ 질분 

에 재데보 담허가 위해서는， 정맨 처간1 체개가 속한 환경이l 데한 고 

려가 핀요하다. 컴퓨터와 감은 인공식 정보 처려 ~I] 셰와 관련하여‘ 

주어친 “왜?‘’ 전분에 답하는 것은 거의 사소히 식〈섭이다‘ 꺾퓨터가 

이러이러하 성보 처리 황농욕 하는 이유는 입자직으로 그것욕 샘겨l 

하 사람으} 의노에시 젖필수 수 있 7] 때분이다. 그러내 인간과 감은 생 

관종과 관련하여‘ 주어친 “왜?‘’ 관읍에 답하는 것은 그평게 사소후I 

작엽이 아니다. 유펴하 추측은) s' 1 간의 겸우 화정에의 작웅과 까화 

파정에서의 선택윤 통해 이 ;:1 시 ιl한 정.!2 처려 능택을 기지개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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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마하는 것이나 ，.리냐 ~ ，_같1듯한 추득을 하는 것괴 ~ ，_것을 입증 

하는 것은 진혀 별개익 문재이나 마유익 나잉한 정벼 시이 능랙이 

인간풍의 진회 고}정에서 선대된 효고l 에 해당한을 엽증할 수 있는가? 

이는 많은 경힘고}학적 둬구를 요하는 작업인 것이나 이랴한 상황。” 

시 가능히 뱅법돈직 선택읍， 유띄후1 추측음 칭험직 가셜의 형태보 채 

택하는 것이다 그리 y- 이러히 가석의 채택이 과펙작 탐f 과성에시 

어떠 경과튼 낳는가닫 삼펴보는 것이다 일부 인지과펙자듬이 저1아하 

고 채택해 온 ’협리싱의 워랴 ’는 이러히 섭근의 일환으보 본 수 있 

다 2S) 늑히， ?1간 마음의 성보 커리 능막을 꺼화 과성싱의 선택판 효 

과보 보는 핀섞음 쥐한 칭우， 이는 이 듣의 전만변L어1시 놈의후1 바 있 

톤 기능적 눈석의 란 행매를 인지파학적 단구의 맥락에서 채택하튼 

것에 해당한디 

인간의 u}음이 아띤 응=류의 정」ι 처리 작업날을 수행하며 왜 그이 

한 능택 S 갖추게 되었븐기를 이해하는 것만 Ò~~ 인간의 u}음을 중 

눈ð] 이해했디고 말할 수 없디 인간의 u}음 S 이해하기 뷔해 이은척 
단형을 구성하는 방식 S 재택란디고 생각해 」ι자 물은 이얀 컴퓨나 

외 간은 인강석 정]댐 치이 체기1 빚 특정한 =로:1.램으1 개받을 상해 

이튜어질 수도 있을 것이나 ]이고 이톡석 모행애 해딩하는 퓨재악 

인강석 정냉 치 이 체기1 샤 연간의 끼1 유고l 미 잔가지로 우 이샤 관심을 

가지는 어떤 총듀의 정벼 )，]이를 수팽한나고 하자 이 경우， 수어진 

이론적 모형이 인간의 미 유얘 대해 우 이샤 윈 ð] 는 。1해를 재장해 준 

나고 볼 수 있는가? 튜링 시기1에 대한 논의에서 이미 언급된 것치렌 1 

농입후1 종유의 정보 거리노 여러 가지 다른 맹식으보 이푸어직 수 

있다 따라시， 어떠 이돈직 h1 헝이 ~I 간의 마음에 의해 수행되는 것 

~M) Neιt、1I(lfIM~ ， 1II~)이 합이성의 권4 이 부己뉴 섯에 따己，;:! “이띤 행위자가 

그의 행농뇨 중 하나가 그의 끼표를 딜성하게 해즐 섯。로 안다1，1. 그뉴 그 

러한 행동응 선택힐 깃이나 .. Andcrson(lGGO. 28ì、。 이러한 원리를 한츰 너 
일바화한 “후1 려싱의 일반 원리 (_Gcncral Principlc 이 Rationality) ’를 채택힌 
나 」의 엘따화푸] 휘리싱 원리에 따르면， “인시식 세계는 항싱 유 /1세의 행 

위의 적 g g 최적화히는 방식으보 시용한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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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간은 총뒤의 정냉 치비를 팽한냐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연 

간의 인지 능력애 대한 판진한 。1해를 재강해 준냐는 걷휴을 니1런 

수 없나 어떤 총추f 익 정]껴 치비가 이듀어지는샤를 확인하는 것 못지 

않게， 그러한 정냉 시이샤 어떻게 。1 투어시는샤를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는 연간의 마음 속에시 일어나는 성보 거리의 기제와 석 

자듬 밝히는 과제에 해당후1다 이러칭1 유형의 식입과 판련하。} 가능 

주의가 행히 역한음 /Jé슨해노 지è+치지 않음 것이다 형이싱펙작 업 

돈으보시의 가능주의는‘ 진 암라진 것처텀， 성↑1 직 생태가 무엇인가 

라고 묘는 대선에 그것으} 역 ?1 ， 득히 ‘김샤직 자극， 행위직 산즉， 그 

리j1_ 다른 성↑1직 싱태에 대해 그것이 가지는 인과직 판겨1 ’잉J에 의 

해 이해하고자 하븐 입장이다 예를 날아1， 우리기 고통이내고 부르튼 

정신적 상FI]들에 공동된 것은 그것들이 공유하얀 어띤 불리작 성 실 

이내기lι디튼 그것들이 공유하븐 기능이내고 생각하는 것이 형이상 

학적 기능주의자들의 입장이다 이이한 견해의 방빔은적 적용에 해당 

하톤 기능주의논 C어띤 제계의 작딩이나 그 능랙 S 설 1영하븐 파정에 

서 그 체계를 구성하븐 부눈날이 무잇。도 1간늘어져 있븐기내고 문 

는 대신얘 ~ ,_ 부얀틀아 파는 역할애 대해 묻는나 이러한 망법론적 

견해가 특히 인지심이악사듣에게 매력 석인 것으로 만이듣여진 것은 

당연하나 ~r.것은 마유의 작동얘 rll한 팀구샤 1.것으1 물정석 토대。” 

대한 팀구로부터 독랙 석으로 。1 투어시는 것을 허집 0] 는 것시닦 ]껴 있 

1] 때문이나 이 글의 진반부얘서 시능 석 분식의 누 번째 f「행으로 

나튜 었던 키맹스의 시능석 운삭은 마로 이러한 망법론적 시능수의의 

명시직 정형화에 해당히다고 복 수 있다 

맹법돈직 가능주의보시의 기능직 분석 역시 기본작으보 탕f 대생 

9l 새겨1듬 그것으} 부분등보 è+누어 이해 δ}7자 하는 섭근 뱅식이다 

그러è+ 여기시 핀심의 초점에 능여 있는 것읍 딘죄직 부분이라기보 

다는 임자직으보 기능직 부분닫이다 쥐유터의 프로그래밍은 이러히 

섭긴 맹식의 히 성헝에 해당힌다 프로그래미의 업싱에시 입자직 9l 

29) Block (197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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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은 컴퓨더가 어떤 특정한 개선 능맥을 가지게 하도록- 허가 워해 

필요한 부받석 가능뜯피 ~ 1. 조직회이나~ 1.려한 시능들이 하-드쉐어의 

수준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1이l 게 이차석인 퓨지1 

이다. π1.유의 작동을 댐-구하는 인지피학자뜯이 약해 있는 상황은 컴 

퓨터 프보그래이의 그것과는 관본- 상당히 다브다. 그둡에게 주어친 

과제는 마음이 어떤 성보 차 ?-1 능펴음 가지거l끔 만브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놈의의 단겨l에시 그듣의 과제는， 마읍이 이러이러 

하 성보 처리 능넥을 가친 것으로 학언원 싱황에시， 어떻게 그러하 

정보 처리가 이푸어지는가릎 섬멍하는 것이다‘ 이러힌 과저|의 해결음 

위해 커밍‘쓰식의 71능직 분석은 방법톤직으로 매우 유용하다. 그것은 

마음의 불실적 ~，대에 대한 염려를 일단 세치놓고 순션히 기능적 관 

진에서 접끈하쓴 것을 허용하키 때문이디 특히， 이 니l한 기능적 분서 

이 우리가 절차적 수준이내고 불폈딘 수준에서 이루어치얀 것으FE 

굉- 경우， 이 r F또 디든 주목-할 !닌한 방입둔적 특생을 기신디- 구문돈 

적 작언파 의미둔적 작언의 눈리기- 그것이디 계산적 수준의 탐구에 

서 주펀 관신사의 일부였딘 정Q피 표상적 성격은， 절치적 수준에 오 

변 인단 받ι1 가능한 고1 지l가 된다 누 정수를 더해는 개신의 성우를 

생각해 져-자 이 정봐 ，~1 이는 수틀에 관한 것이다 흔한 방법은 수뜯 

을 인단 10개의 이라u1이 숫자들 맛 섞진법을 등해 표현하는 것이나. 

여기서 섭진볍은 수뜯을 아라비아 숫자보 K상하는 특정한 방식을 

지l감해 준다 예를 뜯어 ‘ 23"은 (2*10+3)이 라는 수를 나녁-낸나 이 지l 

‘ 23‘’피 “19’‘를 더하는 개신 문지l가 주어지면， 우펴는 멋셈의 특정한 

연산 규칙둡욕 사용해 “42”라는 협윷 노판해 낸다. 이러한 셰산은 거 

의 기겨l직으보， 속 분처l의 숫자둡이 수듣 나타내는 늑성히 맹죄음 의 

직하지 않:π 단순히 연산 규칙갈의 직용흘 봉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빈다. 뉴랭 71 셰의 겸우는‘ 두 성수단 더하는 셰산 과성의 71 셰작 

싱격음 보다 명맥하게 한시히다“‘0‘’과 “l‘’이라는 두 기호만욕 사용 

하는 듀텅 기 겨l 의 겸우단 생샤해 보자. 여지시‘ 분저|의 듀t생 71 셰가 

수를 표상하븐 한 기자 기-능한 방식은， 예를 날이， “3‘’을 “ 0111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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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더니l는 것이나. 그련데 이려한 방식으로 표상된 누 정수를 더하 

는 과정이1서 튜굉 /1 개가 많는 철차는 순전히 끼게석인 것으효 이해 

될 수 았다. 즉， “0‘’괴 “1" 또는 그 /]:중들의 어떤 1칭링이 어떤 수를 

나더니l는가에 디}한 고려 없이， 튜굉 기개의 행동은 특정한 λl 점에 ~1. 

것이 읽는 7]호의 관리직 모양과 기겨l표의 7] 점(즉， 연산 규칙)에 의 

해 결정선다. 성보 처리 과성에시 f분톤즈! 식압과 의u] 본·작 식입의 

이러히 분리가능생은 컴퓨터직 성보 처리 A’형욕 봉해 인간의 마읍 

음 이해하는 섭근 벙·식이 폭넓거l 반아둔여친 주요 요인으로 이해된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행하는 것과 감은 복집히 

활봉이 매우 단순하 기셰작 활동갈필수 바팅으로 이푼어끽 수 있는 가 

능성요 얼어 놓븐 것처럼 .!1_였기 때문이디- 불관 이 ι1한 눈리가 인간 

마음의 정.!1_ 처려 파정에서 실질적 o_~ 이루어치얀치 그리고， 이루어 

신디년‘ 이느 정보 첼시하게 이루어지얀기→ 하븐 불음은 선험적으쿄 

담해질 수 없r- 것이디- 우리가 취할 수 있븐 Fll ‘보얀‘ 그ιl한 분리기

능성 -S f5내단 한 집븐윤 통해 인간의 마음이 행하쓴 것처럼 .!1_이븐 

갖기치 펀동날이 얼마니 잘 설1경쉴 수 있븐기-를 살펴.!1_얀 것이디-

키덩스식 시능석 단삭의 요체는 어떤 체개익 객→잡한 활동 능t킥을 

어떤 tl부 기능들 맛 ~ f_ 조직회에 의해 산병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삭 

은 실질석으로 어떻게 수행가능한가? 요구되는 것은 인차석으보 시능 

의 분회 (funcLional differentiaLion) 이 다. 가 능의 분화를 위 해 사 용 띄 

어온 얘우 인반석 1상법의 예로는 기능적 딘이 (functional 

dis sociaLion)를 들 수 있다. 시능석 강간1 의 1상법은， 어떤 활동의 상이 

하 측면갚이 농입히 녹집 반빈에 의해 닷리 영향욕 멘는다는 관잔보 

부터 이 생이하 측면갚이 성이하 하부 기능갈에 의해 매개띤다는 추 

정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러후| 벙볍의 사용은 인지심려펙에시 진행 

되어 온 7] 익의 기자|에 대하 탐f단 풍해 선 여l 시펀다. 장기직 기익의 

싱섣에 권해 1%0년대 전까지 입만직으로 벤아둡여친 견해는， 새즈료푼 

기익갈의 편입이 지익저성소 속에 저싱되어 있는 옛 기익둔의 지속직 

시장S 지해한디쓴 것이었디- 이와 관련하여 ， l~Fl)닌대 밀에 수행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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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단의 싣힘이1 의해， 연간악 가억 활동에서 현저 0] 게 브랴냐는 누 현 

상， 즉 수위 효괴 (llrimιlCy effecL)의 최 선 효괴 (recency effecll샤 실 

힘 약의 어떤 변인이1 의해 딛이 영행을 반는냐는 것으로 반혜졌나 예 

를 듣어， 싣힌대상사듣에게 얀연악 난마틀을 틀려준 나응 A}-?r 회상 

([ree recall)을 하도~ , 요~f-，δl는 섣험에시， 자유 회싱음 요 f하는 시 

섞음 늦추는 소삭음 히 경과， 수위 it과는 C영향을 벤지 않는 만변 호1 

• 1 강L과는 사라지는 것으보 è+타났다 이라칭1 섣함 경l과닫 바냉으보 

심리학자등은 기익 활동이 두 가지 다른 하부 기능， 즉 단기 가익 

(short-teπn 111ernory)의 가능과 생기 기익 Oong-term mernory)의 

기능의 f분음 ).fJ요보 후1다는 주상으보 è+야갔다 JOi 

그니1나 마음에 내한 커밍스식의 기능적 눈서은 해걸해야 할 문저1 

들 S 안고 있디 그충 하나븐 마음의 펀동에 내해 복수의 기능적 눈 

서이 기능할 경우) 후파 기세들 중 아느 섯이 실세도 작딩하븐 기저1 

인기를 기려내븐 문세이디 주이신 현상날을 설냉하븐 것。 R 간주되 

는 복수익 이은적 모형날이 세시되븐 섯은 파학적 단구에서 자주 일 

어나는 상굉이디 그런데 이 내목에서 우리의 만심 S Jl븐 것은， 동 

인한 입랙듣에 대해 동인한 출랙을 산출0] 는 객수의 시능적 가지1듣 

이 쪽재하는 것시닦 갱이는 상황이나 가능수의의 입장애서는， 동인 

한 입랙에 대한 동인한 출랙을 산출하는 가능적 시재틀은 동등한 시 

위를 가지는 것으로 간수될 수도 있나 그러나 인시괴팍석 둬구의 EF 

표 중 하냐는， 퓨재으1 출력듣이 어떤 전자듣 기쳐 산출되는샤를 만히 

는 것이나 나시 마해 1 인지괴팍자틀은 마유고l “강한 의미에서 동등 

히(strongly equivalent) ’ 이돈직 L〔형음 f성하고 확~l 승1 수 있기듬 

워히다 이와 판련하여 11 <,]• 1 (Zenon Pylyshyn 1981)은 서1 가지 유 

띄후1 멍아음 제시힌다 그증 하냐는 그가 “생대직 복잡싱 (relative 

cornplexity) 의 승거’라피[ 부브는 것음 황용하는 것이다 정보 커리 

지1 겨1의 핀섞어1시 복 때， 어떠 문제등은 다른 문제닫보다 해경l하기 어 

휘다 따라시， 주어진 문제닫음 해경의 난이노(또는 복잡힌 성노)에 

.30) 쥐소 Dmvsonll댄서 1 ， 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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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t라 순서를 매긴나고 하자 해걷의 난이도에 대한 「「력한 증기는 문 

지1듣을 해걷01 는데 건이는 사간얀 것이나 이러한 상황얘서 수어진 

정]껴 치이 체기1듣이 문재듣올 해걷펴는 전차샤 상이할 성우~ ，_것은 

해걷애 필요한 시간익 차이로 냐니넌 것이나 반면， 정냉 치이 체개 

등이 농입후1 석자듬 밟아 문제듣음 해섣!히다면 소요되는 시간 역시‘ 

다른 번수등의 영향이 김음 칭우， 농입한 것이다 그라P 보， “생대직 

복집싱의 증거’는 마읍에 대히 어떤 이온작 L〔형의 기능직 기저1 및 

그 성보 거리 석자가 마읍과 농일히지튼 경성하는너1 유막히 승거의 

역한음 한수 있을 것이다 

냐아가시‘ 지금까지 놈의원 커밍 쓰식의 기능직 분석 응 만복직으보 

적용 가능하디 인간의 마음이 생하븐 것。도 획안된 아띤 정lι 처리 

란딩을 어띤 하부 정파 처리 기능날파 그 깐작화를 통해 눈석하든 

작엄이 。1루아졌디고 하자 이 파정에서 등→장란 각 하부 칭」ι 처리 

기능에 내해 디 시 기능적 눈서 작업이 신행필 수 있디 기억에 내한 

연구 사례도 디시 돌아기자 닌기 기역(또톤 일치작 기어) 기능파 장 

기 기어 (~E든 。1치적 기어) 기능의 구눈은 후에 작업 기어 (working 

memory)괴 의미 시억 (semanlic men1ory')의 구얀으로 빈진하는데1 

후자의 가능듣은 각시 나른 인단의 01 부 시능틀 맞 ] 조직회얘 악 

한 것으로 간수된나 필이신 "1 재안시닦 1 시능적 분석의 반객가능성 

은 전차상으로 상이한 시능적 시재듣을 구분01 는데 유용한 망법론적 

자윈애 해당한나 필이신。1 언급하는 “중간 상내 (in lelmediaLe 

sμlles)" 의 증기31)나 “상대적 객잡성”의 증기즘 마탕으로 구분되지 

않는 이돈직 lI 형등이 기능직 분석의 어떤 단겨1에시 싱갑후1 다되[ 하 

:ll) 이섯은， 마음파 그 이온겨 딩생애서 。l 루이지는 정보 치 4의 중간 상태닐애 

관한 정보뇨로서 마읍파 강한 의미애서 농등한 이온껴 P 형옹 호「언하든 」냐 
정에서 사 g- 7)-2납한 삿。로 필ι] 신(1 HK1 ， íl7-ílíl)이 지)얀6]'는 민 다근 유형 

의 증거이나 이 증거의 활용F 마유과 이 F직 모형의 중간싱대등。1 일치하 

는시를 확인하는 빙시으루 。1구어진q 마음에서 이주어시는 정세저라의 중 

간 싱대등응 확인하는 주띤 빙법으우는 “표루두를 분사 (protocol analγsisì" 

이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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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각 。1휴석 모행을 구성 0] 는 인부 하부 시능듣얘 rl]한 추가 얀삭 

은 새로운 “줌간 상내”의 증가냐 “상대석 객잡성”의 증기를 활용 할 

수 있는 시회를 재강한나 3:-" ， 

키맹스식의 시능적 분식은 또 나른 니1 지1적인 퓨재를 안고 있는 것 

커럼 보얀다 어떠 지1 겨1가 지년 역량음 그것으} 하변L 역량듬어1 의해 

설명하는 것이 딩극직으로 만족스러운 셜맹음 제공해준 수 있는가 

하는 닌읍이 그것이다 이 딘음에 대히 힌 가지 가능히 입은 가능직 

분석의 과정음 통해 설명띄이 생겨난다그T 말하는 것이다 암에사 이 

미 연닙판 것처럼， 커냉 쓰 자선은 서1 가지 기준에 의해 기능직 분석 

의 석멍막을 핑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끄 생샤히다 칫애， 기능직 분석 

의 설냉택은 눈석하얀 역랭들이 눈서되븐 역링」ι디 닌순할수록 二l디 

둘째 눈서하븐 역링날파 눈서되는 역랭들의 유형상 치이기 른수록 

설냉의 의의 역시 二l디 셋째， 주야신 체계를 구성하븐 요소날의 간 

직화기 복상할수록 만린된 눈서적 설냉익 의의기 二l디 걸파작으E 

띤새 논의되고 있톤 기능적 눈서의 설1성택은 눈서의 횟수기 증가할 

수록 커실 가능성이 많다 왜니하년 눈석이 거듭필수록 눈서하븐 역 

량(또는 시능)듣이 점점 단순해질 샤능성이 3_ 시 때퓨이나 ]이고 

유행상의 차이 역시 얀식이 기듭되는 횟수에 비폐하지는 않더라도 

키질 샤능성이 많나 따라서 1 산명역으1 득대회 듣 지헝 0] 는 망법론적 

관점애서 볼 때， 퓨재의 가능적 운식은 허용 되는 한， 반객펴는 것이 

마란직한 것치렌 ]껴인나 

1.랴냐 이러한 방법휴석 진맹은 여진히 부수석 문재듣을 얀고 있 

다 먼저， 기능직 분석의 맹법읍 설명띄의 산F과 판련하。} 직어노 

그 프로그래 내부에시는 극복가능하지 않은 창1 겨1듣 지니고 있는 것 

커럼 보인다 왜냐하변‘ 어떤 새겨1의 역량음 그 하부 기능닫에 의해 

설명하고 후자의 하부 기능음 그것으} 하부 가능듬어1 의해 셜명하는 

과정음 밟는다 하더라노， 작종 단겨1의 석멍에시 사용되는 가능등은 

321 이갓꺼 필라신(1981. 891이 “ g • 분시 (COIlllJOIlcntÌal 3nalysis')"에 의한 중 
커라 우J그는 것 g i핍용히는 것에 해당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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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 여전히 기능들인 뿐아 이 li라 산병되시 않은 채보 념이→ 있 

게 될 것이 시 때문이나. 나이가서 시능석 날석은 인종의 방법론적 딘 

떠lη1-를 야기하는 것치닦 캔-인다. 즉， 카덩스의 1상법폭석 전망데효 기 

능적 분석의 반객이 신명벽을 증가시키는 걷고}를 낳는나 하드라도， 

분석적 식〈섭이 우현1- 성 1샤복된 수는 없다. 다른 히띤‘ 기능작 분석을송 

어느 단겨l에시 믿준다면， 그러히 방법본-직 결성이 어떻게 성앙화된 

수 있는가 라는 의분이 생 핍하다. 관본.， 마음의 활동과 판련하여 워 

초직 기능둡(primîtive Iunctions) 이 존재한다면， 이는 언지과학자갈 

이 기능작 분석닫 멈관 자연스러푼 지점욕 처l공해찬 것이다‘ 그러내， 

이러하 워초작 가능틀이 존재하는가 하는 관음은 서힘직으로 핍해침 

수 없디 이 내꼭에서 이곤적 보형파 실험 겉파날 사이의 상호 작용 

을 충요시하븐 담변이 서l 시필 수 있디 측‘ 관련펀 실험 결파날이 기 

능적 눈리의 필‘g성을 시사하븐기에 띠i..'~ 눈석피 반복 여부릅 걸정 

하얀 한편‘ 수행펀 붙석에 의한 설1경랙이 미미할 겸우 분석의 번복-S 

안1뀌할 실험윤 개말할 필요성이 성럼하은 것으~Qγ- 방안-이 그것 

이디- 이세 이 ιl한 방낸돈적 세안에 띠이 기능적 분석을 일정한 횟수 

만감 기듭한 후 동잔하는 이론적 모팽이 인정한 수준익 산병력을 시 

닌 뿐만 이니라 터 이상의 강식을 요구하는 실힌 걷고}들도 츄Ãll 하-시 

않는다피 해-자. 이라한 상황에서 고}학자들은 ~I. λl 점 ;tJ}시익 분석이 

최종적으로 산출하는 하부가능뜯을 잔정적으포나π1- 윈순석 가능들로 

긴-주승1-게 펄 것이나 ~I 이피 이러한 분석 벚 ~I 결과는 철차적 수준 

에서 이투어지는 띄구의 종착역이 될 것이다. 

이려하 방법본-적 처방은 그 냐듭의 헌섣직 가치듣 지나고 있다‘ 그 

럼에노 븐→f하고， 더 이상의 분석욕 요구하는 심혁 결과갈이 존재하 

지 않는다는 부정적 이유의 자|시에시 한 김읍 더 나아가 더 이생의 

분석이 가능하지 않는다고 당헨- 긍성작 이유의 제시가 펙요하다는 

주정 또는 샘명되지 않은 기능틀에 의후| “섭l 명‘’음 홍해 샘멍이 성핍 

하다고 보기 어합꺼냐 그러한 형태의 섣명은 근본직으로 자|히원 샘 

1경택 S 지닐 수밖에 없디얀 주장 역시 무사하기 어련다 그떤디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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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지l뜰익 지l 기에 한층 더 석극석으보 데응할 수 있는 망깐은 

없는가? 이 데목에서 요구되는 것은 기능에 의한 산병이 이니라 가 

능에 데한 선멍이다. 그넥고 잊에서 언급한 마 있는 사례회에 의한 

선벙이 여기서 해결의 실η1-비를 재정-해 수는 것치려 봐인다. 가능석 

분석의 초l종 단셰에시 능싱하여 셀명하는 역한윷 담당하는 “워초즈!” 

기능둡은 더 이싱 분석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딘다는 ;섬에시 

섬명되는 않은 채로 남는데， 그렇다고 해시 더 이생의 섭명이 핀요하 

지 않은 지위듣 가지는 것은 아니다. 커냉스의 지적대로‘ il] 겨1] s 속 

에시 하박→ 요소 x의 기능이 F듣 행하는 것이라면‘ 그 X는 S 속에시 

F닫 행하는 성향윷 가지야 하y-， 이는 x의 행농이 어떠 법칙직 규직 

성을 〕스 ι1낸디고 밀하r- 것에 해당한디 띠→ι} 서， 아띤 ‘g소 x 7} 기능 

F릅 기→신디 r- 주장은 그 자처l 설 1성을 필 8_~ 한디- 그렌데 성향으쿄 

서의 기능에 대한 설l딩은 그것이 사례화되논 방식에 내한 설l영윤 9 

구한디- 왜니r하변， 어띤 성향이 사례화되r- 방석을 이해할 때， 우리얀 

그것의 규씌적 발현을 이해할 수 있은 임장에 놓이기 때문이디 그비 

니 단순하지 않은 생향에 내한 설냉은 일단 그것을 디 든 성향날~ 

분석하는 철차를 기칠 필요가 있다 :1.것이 사례화되는 망식을 마보 

선벙하기가 여의치 않끼 때문이다. 키덩스식의 기능석 감석이 요청띄 

었던 것은 이라한 이 유에서있다 “씬초석 가능”도 성헝이라는 점에서 

신벙에 대한 요구로부터 면재되어 있지 않나 으히여 이뜯은 시례회 

01• 의한 신명익 유벽한 후껴→이 다. 

시례회에 의한 신벙의 주요한 특성은， 앞에서 이 11] 언뮤된 것치렌， 

주어친 성보 처리 ~I] 겨l에 대히 기능작 분석회 과성에시 채텍떤 해석 

이 더 이성 유지된 수 없는 벙-식으보 이푸어친다는 것이다 컴퓨터에 

대히 기능직 분석회 최종 단겨l에시 노만하게 된 단순히 기능의 유넥 

하 후보둔 중의 하냐는 “연섭 거l이브(and-gate)‘’이다. 그랜데 이 연섭 

까이는에 대해 가능히 사례화 섣명은 그것으1 기능욕 진기 회로 빚 그 

→난싱 요소갈에 의해 섣명하는 것이다. 그리낀 이러히 셜명은 연업 거l 

이닫에 ;rE팔하얀 파정에서 사용되아 온 기존의 해서을 포기함으쿄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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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해진다. 세 가지 수준을 구분하는 관점에서 볼 때， 정보 처리 처l 

계에 대한 기능적 분석의 최종 단계에서 요청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 

례화에 의한 설명은 기능적 분석이 이루어지는 절차적 수준의 범위를 

념어서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보 처리 체계의 원초적 기능들에 대한 

설명은 그 기능이 어떻게 물질적으로 구현되는가에 대한 설명에 해당 

하며， 이러한 작업은 소위 “실행적 수준(implementational level)"에서 

이루어진다 33) 이 실행적 수준의 작업은 기능주의의 관점에서는 소홀 

하게 다루어진 부분이다 기능적 기저l의 물질적 구현은 다양한 방식으 

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기능이 어떤 물질에 의해 어떤 방식으 

로 구현되는가 하는 문제는 마음의 인지 활동을 이해하고자 하는 과 

학자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 그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어떤 체계 

의 역량들에 대한 설명은 궁극적으로 사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기능적 분석은 사례화에 의한 설명을 위해 필요한 준비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기능주의자의 시각은 마음에 대한 이해를 불완전한 

채로 남겨두는 결과를 낳는다. 여기서 어떤 처l 계의 완전한 이해를 위 

해서는 그것의 기능들에 대한 사례화 설명이 실행적 수준에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은 방법론적 물리주의의 한 적용이라고 볼 수 

있다. 

6. 맺는 말 

이 글에서 우리는 기능에 대한 분석의 대표적 유형 두 가지， 즉 라 

이트식의 분석과 커밍스식의 분석을 소개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볼 것을 저l 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론적 

전망이 인지과학적 탐구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으며， 

그 의의와 한겨1는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기능에 대한 라이트식의 분석과 커밍스식의 분석은 흔히 대립적인 

33) “실행적 수준”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참조: Dawson(1998),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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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누 견해는 기능01↑ 데한 누 가지 t:t륜 

질문에 담하는 것으효 볼 필요가 있다.1{1자， 기능을 선댁된 효고1 포 

갱-는 ë}이드의 견해는 부엇을 기능으효 볼 것이 Itl 왜 그러한 가능이 

츄지l하는가 라는 물유에 탐하 -ι자 해는 것으호 이해될 수 있다. 그피 

고 이 “왜?‘’라는 관음에 답하리면‘ 분처l의 기능음 가지는 ).1]겨l 자~1] 

만이 아니라 그것이 속하 환경(또는 세셰) 및 양자 사이의 관셰에 대 

하 :π1:'，]가 분가피하다 1까면， 어떠 처l셰의 역량욕 성명하는너1 7] 여하 

는 하부 역량둡음 기능으로 보는 커냉스의 견해는 주어1-1 }I] 셰가 어 

떻게 그러한 역량음 가지는가 라는 관음에 답하j1，자 하는 것으로 이 

해펀 수 있다. 그러고 이 “어떻깨?‘’라는 간음에 답하1:'，]면， 주어친 ~1] 

계의 구성 요소날 빛 그날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기- 있디 결국 

키능에 대한 내이도의 건해와 커밍스파 견해븐 투 기자 디는 실문→， 

;주 “왜?‘’내 r- 질문파 “어떤개‘/‘’내논 실문에 담하고자 하븐 시보일 

뿐낀 아니껴 키능을 세대간 이해하기 위해서븐 그 투 기-지 질문날에 

대한 단이 보EF- 필 R하디얀 전에서 상호.!1.완적이디 

디음으쿄‘ 마음에 내한 인지파학적 탐구에서 기능적 분서이 이띤 

역할을 하는샤 라는 물유피 관띤하여 우 펴는 번저 정샌→ ，~1 이 체끼로 

서의 튜-굉 기 개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서} 가시 다픔 수준 

(즉， 개산석 수준， 철차석 수준 : I꾀피 싣행적 수준)에서익 작엽이 

필요하끼 걱 수준이1서 이투어지는 가술(즉， 개선적 가술， 철차석 기 

술 맞 물이석 기술)은 각가 독자적인 역할을 텀딩한다는 엽장을 7H 
진해있다. 이랴한 망볍폭적 관점을 π1，유이1 데한 인시괴학석 띄구에 

직용하면‘ 우리는 서| 까지 전분에 넙→렌- 핀요가 있다. 칫째， 마음은 어 

떠 좋퓨의 성보 차?-] 능다1 {，_~윷 까지며 왜 그러히 능넥틀욕 까지는 

가? '냥깨‘ 마음은 어떻게 그러후| 성보 차?-] 능넥틀윷 가지는가? 또는 

마음이 행하는 정보 저리는 어떠 7] 처l 빛 석싸날 봉해 이푸어지는 

가? 셋째， 마음에시 이푸어지는 갓가지 성보 처리는 어떤 관리직 보 

대 위에시 이루어지는가? 첫 1，11째 H→읍에 대히 넙은 우려가 셰산작 

수준이마고 불렀딘 수준에서 이루어지쓴데 이 파쟁에서 인지파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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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자수 “한랴성 의 원피” 또는 : ,. 유시 원넥를 채대한다. : ，.렌데， 

이려한 접난 방식이 πl유의 정검. -~1 이 능t킥을 진회 고}정이1서 선대된 

효과로 검-는 관점과 접 ‘와펄 경우 이는 /1 능에 데한 라이드식의 분석 

이 인시고1 학석 댐→구익 백략이1서 채용띄는 것으호 볼 수 있다. 누 변 

새 딘→읍에 대한 넙-은 석치작 수판에시 이푸어지는너l， 이 과성에시 커 

밍스직의 기능직 분석이 폭넓거l 사용딘다. 즉‘ 마음의 갓까지 정보 

처리 역량은 그 하부 역량둡 빚 그 소직화에 의해 섬명펀다. 그러냐‘ 

삿자직 수순에시의 기능직 분석은 복수의 이본작 오형둡 증에시 마 

음과 강하 의미에서 농능후1 2，’-형음 가1:'，]내는 학인의 분처] (problem 

01 iclentîfication)와 기능직 분석의 딪긍11 마라고 앞에시 관렀던 분제에 

부딪히얀더l ‘ 이 문세날피 해걸-S 뷔해서븐 원초적 기능날피 불ióFi 

구현에 내한 실행적 수준에서의 해 1 딩， 측 시l 벤째 불음에 내한 담이 

二l거l 도움이 되거니 필수적인 것처럼 .!1.인디 이 ιl한 상형은 기능적 

운서이 바음꾀 인지파학적 탐구에서 충요한 방빔둔적 역할을 수행함 

에보 불구하고 그 니릉의 한계룹 기-진디얀 사실을 도;:1 낸디 디시 말 

해‘ 방빔둔적 관전에서 굉- 때， 절치적 수준에서 이루아지븐 키능에 

의한 기능의 분석은 :1. A:}체만으로는 불완전하11:1 ， 뷔로는 개산적 수 

준에서의 “딴넥석” 문삭(또는 진회폭석 해벙) : 1.펴고 이래보는 실행 

적 수준에서 이튜’-어지는 시능익 물비적 토디}애 대한 해병을 필요로 

한다. 

걷고1 적으로， n1-유에 데한 인시고1 학적 띄구에서 시능이1 피}한 라이드 

식 견해와 키덩스식 견해는 각각 나븐 수준이l서 1잔볍톡석으효 풍요 

하 역추!-흘 답당한 뿐만 아니라 싱호보와작 권겨l에 있다는 사섣욕 학 

인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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