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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이 논문은 인지과학의 방법론음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음 목적으 

로 한다 먼저 상위수준의 인지과학과 하위수준의 신경과학의 이론들올 연결 

시키는 방법론으로 환원， 기능적 분석， 병렬분산처리 등의 수준간 연계 방법론 

음 차례로 살펴본 후， 동일하게 상위 수준에 속하는 섬리학， 인공지능， 언어학， 

철학 등과 같은 인지과학내 학문 분야간의 이론들올 연결시키는 방법론으로 

‘경계 허묻기’와 ‘경계에 다리놓기’ 등의 수준내 연계 방법론음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앞서 살펴본 ‘환원’， ‘기능적 분석’， ‘병렬분산처리’， ‘경계 허묻 

기’， ‘경계에 다리놓기’ 등음 모두 포괄하는 방법론으로 ‘분야간 이론(interfield 

theory)’음 제안한다 이 분야간 이론은 위의 학문 분야의 이론들음 모두 하나 

의 틀에 맞춰 통일적으로 설명해내는 그러한 획일적인 방법론이 아니라 다양 

한 형태의 틀들음 아우르는 방식의 방법론이다 이 분야간 이론은 다른 학문 

분야들에서 각기 다른 지향점음 가지고 연구된 현상틀간의 연결음 끌어내고 

그들간의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음 가능케 해준다는 점에서 포괄적 방법 

론으로 간주될 수 있다 비유하여 말하자변， 인지과학 방법론은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모든 다양한 종류의 철광석들올 하나의 방식으로 녹여내는 용광로 

(melting pot)일 수는 없으며， 다양한 재료들음 모아 그 전체성에서 조화를 이 

루어내는 앨러드 보울{salad bowl)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인지과학 연구는 다원적 형태를 아우르는 방식의 방법론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이 연구는 1999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일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 
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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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떳 십 년 동안 칠학계에서 일이난 기장 눈에 띄七 나정은 이 

미 y_ 파학석 팀구에 대한 논의기 찬수록 깐이니는 현상일 것이디 이 

런 듀정은 마음이l 대한 칠학석 팀구인 심랴칠학 분야에서는 너 한증 

심히디 심려철학사들은 심리학과 신경파학의 연구 걸파들을 관심 있 

게 바라보다 생각， 7.]샤. 주론 김븐 정수l 현생을 천학적으보 이해하 

/1 위해 인지에 대한 생닫핵직 liL행븐이 핀단 근지샤 꾀고 있냐 ,. 

렇지만 이런 얻븐븐 ‘ {렇게 돌렬 얻은 아니다 우며는 천학사단 조금 

만 듀쳐보아도 천핵 속에 l 러한 경험직 연구듀이 자며집고 있퓨을 

압 수 있다 근세의 깅험론자듀은 관념의 이론을 샤지고 인지에 대한 

이묻적인 ]iL형을 개루r하고 밤전시켰다 비녹 지규의 펜접에시 보면 

서투는 것이간 했지만， 그 당시로서논 분l성 경험적인 탐 11.었다 요4 

읍의 인사논지늘은 그런 경헌논지늪의 후에다， 그늘이 지사에 관선이 

있:11 ， 추논븐 지11~하논 ìf빔은 잣P려 .17. 힌다변， 정신 표상과 추논 

1 1.조에 대해 지금 경험과학적 ò 로 가장 뛰어난 지시‘ 곧 신리학‘ 신 

경과학 등에서 무잇인가를 얻。려.17. 가대하논 것은 선혀 이상한 임 

이 아닐 것이다‘ 

철학자들이 마음에 대한 경힘 파학에 찬수록 관심을 넓히 기는 데에 

는 학문 시이의 칸막이기 무니진 데 그 배경이 있디 인공지능 분야에 

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여균1 기지 인지 능력을 모시;-]과j 노력 

한디 심리학자들은 기~션을 서1] ? _i)_ 김증히는 데 컨퓨터 모의싣힘을 사 

용히_i)_ 있디~ 이넣게 인지와 미읍에 대해 여마 학문들이 함’n 손잡_i)_ 

연구하는 경향에서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은 태이니게 되 것이디 

인간의 마유괴 컴간터의 인지 헨싱에 대한 닦구듀 복표보 하는 인 

지괴헥븐 1950년대암 시점으보 내동을 시식하여 1970년대 숭반에 비 

교적 뚜렷한 꼬습을 갓:f어 부싱한 나펙운직 좋합과혁이다 현재 인지 

괴핵에는 섬마학‘ 인공지능학. 신경괴학. 언어학 인뉴학， 전핵 능이 참 

여하여， 활밤히 강-농 연구샤 우1행되고 있냐. 인지괴핵의 내농가에 여 

려 학분븐을 ‘인지괴핵’이라는 이김퓨- 아래 묶어주는 깃은 게산직 정 

보처리 "9_형의 방1갑과 개념은 사용한다논 점이었.17 .• 이 "9_행은 아직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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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시파학에서 영향력 있 L 한 방법둔으구 사려잡iL 있디 컴퓨더뿐넌 

이니ê.1 인긴의 nl 음→ç_ 계산적 정받 처려 체계마는 이이나이기→ 인시파 

학 탄생에 r;: 대 역한g 히였던 것이디 인시파학의 한 방을 치 -^l-ò]-;_: 

칠학에서 y_ 마찬기지이디 컨퓨터기→ 생겨니 정신 현상에 대해 새무운 

시각에시 섭근애 볼 수 있게 되었고‘ 전풍적인 섣선 문서] (mind -body 

problem)도 새갑게 강며애 보게 꾀었나 가링 섞마천펙의 시능주의는 

마유이 걷 1ii-링 가게라고 주상합으보써 뜨게 판 이론이다 이렇게 인 

간의 마유이 정보 지며 지l게라는 아이디어듀 주상하는 인지괴펙의 학 

섣을 보풍 계산적 기능주의 또는 정보 처리 기능주의라고 부른나 

인지괴핵의 주판 연구는 빙금 만했늦이 마유을 계산직 정보 지마 

처l계로 생각힘 c 로씨 착수된다 그러나 계산적 정Q 처리 체계 집근 

방식이 완전히 인지과학의 방1갑논은 검정하는 것은 아니다 내부분의 

인지과학이 여기에서 논의하? 있는 정보 처리 "9_행에 잦 늘어맛기 

논 하지만， 마음에 내한 연 l' 에 훤씬 디 신경 과학유 토대로 힌 접근 

방식유 내시l우는 사팎늘노 있다 이늘은 상위과학이 하위과학。-로 환 

웬된다논 환원주의를 전제로 춘발하논다]， 환웬주의논 특히 마음에 대 

해서 상위파학인 성려학이 허위파학인 신경파학으무 환원되디iL ，~τ 

장한디 계산적 정댐- 처리 접난 방식은 인공지능과 인지심리학에서 

채댁되는 것으무 ‘ ò] 향식(top-dO\vn) ‘ 방식이Itl， 신경파학에서 채댁히iL 

있;L; 상향식(bottom-up)‘ 방식 또한 인지파학의 한 주 9 방법 문이디 

이 논문은 인지과학의 방법문을 개괄적으믿- 살펴댐-는 것을 턱적으 

무- 한디 인건과 컴퓨더의 인시 현상을 대상으F 히는 인지과학은 여 

려 핵분의 .;;-농연구듀 펀요도 하/1 때분에. 인지괴핵에 펜여하는 세 

반 핵운 분야듀 아우듀 수 있는 빙볍론적 늘의 와핍이 펀요하다 l 

려나 ‘ {러한 }년직 빙볍론직 늘븐 아식 학갑되어 있지 않븐 싱내이 

다 이런 사성은 인지괴핵의 역사가 짧븐 까낡에 국내뿐만 아니라 구 

미에시도 마친가지이나 이 놈운은 위에시 언급한 하향식 빙식괴 싱 

향식 빙식의 냉볍론을 숭심으보 인지괴학 빙볍론을 전세적으보 조멍 

해보논 데 그 꼭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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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수준간 방법론으로서의 환원 

우리가 검토할 첫 번째 방법론은 섬라학이 선경과학으로 환원된다 

고 주장하는 환원주의(reductionism) ， 곧 상향식 방법론이다 

환원의 개념음 엄밀히 함으로써 환원주의를 자선들의 명시적 프로 

그램으로 옹호한 최초의 이들은 20세기 초반의 논리실증주의자들이 

었다 논리실증주의의 환원 개념과 환원주의 프로그램은 이후 많은 

비판음 받고 쇠퇴의 걸음 걸어갔다， 그러나 환원과 관련된 문제들은 

논리실증주의의 뒤를 이은 논리경험주의에 의해 여전히 중요한 철학 

적 문제들로 간주되었고，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환원주의에서 말하는 환원의 가장 기본적인 대상은 과학 이론이다 

왜냐하면 이론 이외에 우리가 흔히 환원의 대상으로 여기는 속성， 사 

건， 현상과 같은 것들은 모두 이론들에서 가정되는 것들이며， 그러므 

로 그것들 사이의 환원 관계는 그것들과 관련된 이론들의 환원 관계 

에서 파생적으로 따라 나온다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온도 

라는 현상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로 환원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온도와 관련된 이론인 열역학이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관련된 이론인 통계역학으로 환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인지 상태나 정선 속성이 선경의 상태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는지 

여부는， 인지 상태나 정선 속성의 본성과 관련된 이론인 섬라학이 선 

경의 상태나 속성과 관련된 이론인 선경과학으로 환원될 수 있는지 

의 결과 여부에 따라 파생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1. 환원의 장점들 

위와 같은 이론간의 환원은 두 이론 사이에 섣명적인 통합 

(explanatory unification)음 가져온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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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이문들간의 관계를 정럽한 수 있」lL， 이떤 이둔이 기술히 L 현상 

을 더욱 잘 이해한 수 있디 기-병 위에서 예를 든 일역학파 당계역학 

의 경 ?-를 캔-면 ? 랴는 듬 사이의 환웬 관계기 성럽한디늠 것을 잃 
으믿써 전사기 디루는 현상을 후자를 능해 신명한 수 있:1L 이에 따 

라 연역학에시 가정하는 볍직듀이 왜 성핍하는지단， _ c2-1고 연역헥이 

시술하는 유도외 킴븐 현싱의 복싱이 무엇인지듀 더욱 선 이해하게 

판다 마찬가지보 인지괴핵 내에시도 심며핵이 선깅과학으보 환원판 

다는 것을 앓으보써 인지 싱대나 정선 속성의 복성을 선경의 싱내나 

족성을 풍해시 이해활 수 있게 판나 

냐른 한편으보 이론븐간의 화원븐 누 이론이 각시 난마 수용하고 

있논 속생이나 현상유 동임시힐 수 있는 근거를 마린해줌 6 로써 존 

재논적 년순성(ol1Lological simplìficatìon)은 가지 ε다 이논간의 환원 

유 통해.，s'_노를 지처l의 평난 분지운동 에너지와， 묻은 HzO와， 번개 

를 선기의 망전과 동임시힐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전에 두 이논 

이 각각 자선의 1갑직듭은 통해서 서로 다는 두 가지 종류-의 현상。

로 특정지어왔딘 것늘이 실새로는 힌 가지 종듀의 현상에 지나지 않 

는디는 것을 인게 펀으무써 쓸데없이 존재사의 수를- 느려지 않게 되 

디 따피서 심리학이 신경파학으무 환원되디변 인지 현상은 디름 이 

닌 신경의 작용파 간디는 것을 우리는 인게 되늠 것이디 

2. 환원에 대한 여러 비판들 

환웬이 기자는 신멍석 당합이니 존재문석 단순성파 간은 강전에 y_ 

불구6] .il.， 많은 과학자들은 심랴학의 이문들을 신경과학의 이문들믿

환원6] 는 것이 가능히지 않음 g- 딩_ 0 ].il.Ä} 히였디 포더( 1974)는 섬랴 

학 이둔의 §이들파 신경과학 이문의 용이들을 동동화히는 교량 법 

칙들-g 구촉한 수 없음을 추장함으무써 이1:'1한 기획을 시r;-:_-ò] 였디 

그는 우려기- 두 이둔의 용이들을 동임한 자연 현상을 시칭하는 데이l 

사용한에도 불구하고 !깃 븐을 농얻한 것으보 간수할 수 없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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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디 섬려학석 g 이(예를 들이 휴기를 계획히七 것)와 신경과학석 

용이(신경 흥분의 양태를 기술히 는 것)기 이떤 경 ?이l 는 두뇌의 동일 

한 상태를 기술한 수 있을지마';: ~ 디른 경우들이l 있이서늠 이 기 

술들이 디른 상태들을 지칭한 수 있디는 것이디 그 끼닭은 심석 현 

싱을 위 애 사용펀 분뉴의 도식(classifica tion scheme)은 선깅생 마헥 직 

현싱을 기술하가 위하여 사용판 깃괴는 냐른 복직을 위해 λ}용판 깃 

이어시 누 어휘치l게듀이 사권븐을 시보 나른 빙식으노 분뉴하11 때 

분이다 한 핵운분야의 어휘재게는 우며샤 , 분야에서 퓨언하고자 
하는 펜게븐을 언멍하끼 워하여 성정되시 때문에‘ 심며학은 센깅괴학 

에시 이용하는 깃펴는 나른 빙식으노 사낀듀을 분뉴활 이유듀 갓는 

다‘ 그러μ→로 포디의 주장에 띠급변 신러학과 신경과학E 서로 다는 

종뮤의 관계늘은 포착하_17지 하7 있P며， 이렇 11] 뇌변 젠가통약적인 

분듀체계듭(ìncommcnsurablc classì fiιaLÌon sysLCmS)이 생겨난다 만익 

선2.1 학적 용어처l계와 신경과학적 용어처l계 사이의 분류 방식이 서로 

다듀다변， 두 학문 분야의 어휘늘간의 11'_ 굉 1갑직은 있븐 수 없유 것 

이며 띠라서 양지의 1입작늘은 서로에새로 환원하논 잊노 힐 수 없은 

것이디 

심려학석 용이들파 신경 파학의 정이들을 동동화한 수 없디 iL 생 

각하는 것에 대해 혼히 언급~되는 또 디른 이유는 복수실현가능성 

(multiple realizability) 011 그 기빈을 투iL 있디 ?-려L 인간 이외의 

디른 유기체니 컴퓨더와 간은 대상들에게서는 인간파 동일한 신경파 

정들이 빈생히지 않음을 언iL 있음에 ç_ 불구ò] iL 그것들의 활동동→~‘ 

/시1술활 때 인간의 활농을 가술하는 심며학적 용어븐을 ‘ {대보 사용 

한다는 것이니{퍼드담 1 975a) ‘ 나시 만해‘ 동일한 섣며펙직 헨싱이 인 

간의 누뇌외 농닫의 누뇌뿐만 아니라 검긴터나 가능적으보는 외게인 

의 누뇌외 킴은 다른 끼지l 듀(substrates)에시도 심 헨련 수 있기 때분 

에， 심리핵직 현싱듀의 분뉴외 선깅괴핵직 현싱듀의 분뉴듀 농능회하 

는 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디 나아가서 포디(1 <)7R)논 우리가 선러학적 용어늪유 신경 용어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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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일지시킬 경 ? 심리학의 신병 능력의 상딩부분을 포기 ò1 여야 한 

것이c.l-_il_ 추장한디~ 포더의 관점에 따르면 심려학의 파제 중 일부는 

이성석인 인간의 행위를 산병히는 것이디 이것을 위해서 ?리七 명 

제 태 1긴:-c즉 민음)의 용이들무 인간의 심버학석 사태를 기술한 수 있 

어야 한다 명세의 내직 구소는 우마의 섞마학직 섣멍븐에 있어시 견 

정적으보 숭요한 깅우가 많다 만약 어떠 사력이 아늘란E}가 미시시 

펴주에 있나고 믿으며 또한 미시시펴주에 전코 까지 않시듀 원한다 

면 우리는 [ 사력이 왜 아늘란E}에 견코 까지 않가듀 워하는지듀 

섣명활 수 있다 l 사뤼은 우며샤 헝식 논며핵의 지l게에시 퓨-현활 

수 있는 :f-론을 한 깃이다 만약 우미가 이러한 누 섬직 싱대븐(믿퓨 

과 욕 1'-)의 시빈에 있논 신경 상태듭만유 이용하여 설 13유 시노힌다 

변， 우리의 선리학적 설냉에 겸정적 6로 증요한 이러한 냉제늪간의 

논2.1 적 관계는 상실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힌용할 수 있는 것은 

두 선경생리학적 상태늘간의 임의적인 관계밴임 것이기 때문이다 우 

2.1논 신경 정보만 가지π7서논 어띤 사담이 이성적인지 아넌지를 평 

가힐 수 없유 것이다 우리는 장못된 정보로부터 적젖하세 추논힌 사 

란파 잔인 정댐-무부려 비논려적으무 추른한 시란을 서무 구분한 수 

없을 것이디 따피서 만약 우려가 신경과학 이문만을 기지iL 있디변 

?랴는 합려성을 판단한 수 없을 것이iL_ 이에 따ê.l ‘ 우리늠 신멍석 

힘을 잃게 될 것이디 그닿디면 신경파학 이둔은 심리학 이문댐-디 이 

떤 측면에서 빈약한 것이 l 이- 그례서 포더는 우려기 심려학 이는응→ 신 

경파학 이문으무 환원히과 해서는 안 되디iL 추장한디 

3_ 강한 자율성 결론의 원리적 문제점과 실용적 문제점 

이떤 칠학자들은 적절한 교량 범칙들을 구축하는 데애 따븐- 심각 

한 이과유들 때문에 심리학과 감은 상위 수준의 과학들이 그에 상 S 

하는 히위 수준의 파학(예컨대 신경파학)으핀 환원기능히 지 않을시 

]iL른다는 건묻을 도출하였나 예÷÷ 븐어시 ~-더는 싱위 수줍의 괴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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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허위 수준의 파학들무-부터 강한 의미에서 자율석(autonomous) 이 

므무 섣려학파 감은 상위 수준의 과학 연구는 신경파학과 감은 히위 

수준의 파학 자엽파七 독립석으구 빈진해야 한디늠 더욱 강한 결문 

을 끔이내있디 더적이 두 학문 영역들은 그들의 논의 영역에서의 대 

싱듀을 매우 다른 냉식으노 분뉴하므보 하위 수순의 과학븐괴 싱위 

수순의 고}펙븐은 시보에 대해 유용한 지침븐을 세공할 수 없으며 오 

보지 .，. 듀 각자의 빙볍 족에서 자λ11의 운세븐을 추구해야만 한다 

[러나 싱한 자융싱(strong autonomy) 건묻븐 워며직인 근기외 집 

용적인 근기 양쪽에시 의분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원마직 근기 숭 

하나는 이묻 환원 ]lL형이 비펀자듀의 수성괴는 난며 싱위 수순의 용 

어늘과 하위 수준의 용어듭 사이에 1 내 l 내융 관계를 요 |’하지 않 

논다논 것이다， 리처느슨(1979)은 이논 환원 9_형의 주뭔 옹호지인 

네이낱 조차노， 하위 수준의 상태듭이 상위 수준의 상태를 왜 실현하 

논지를 설냉힐 수 있논 힌에서‘ 높은 수준의 속생이 다증적。-로노 실 

현될 수 있음븐 허용하었다까 주장힌다‘ 

패브리 샤 처 침 때느(Patricìa Churιhland)논 E 노라뉴 상위 수준의 속 
성이 항상 동일한 방식으무 싣현되는 것은 이니과는 것을 부이기 위 

;-1 여‘ 더 기초석인 당계역학의 범칙들무 환원두1디」ι 인정되 L- 일역학 

의 사례에 호수-한디 구체적으믿 밀해‘ 온y_는 기체 상태에 있이서넌 

분자의 운꽁 애니지이지， 플마즈n1 니 iL체 상태에서는 그닿지 않디는 

것이디 환원은 각 환웬을 논의영역 상대적으믿(domain relative) 취다 

함으믿써 수행되디 처칠랜드는 심려학의 범칙들-g 논의영역 상대석 

으보 선깅과펙의 볍직으도 화워하는 것이 위 온도의 예외 마친까지 

보 바아븐얻 만하다고 수성한다 “아약 인간의 누놔외 전자적 누놔 

양자가 특정한 유헝의 인지적 조식(organization)이라빈. 우며는 분명 

히 구분되는 누 개의 놈의영역 상대직인 화워븐을 갓게 된 것이나‘’ 

(지진렌F‘ 19~6. 357쪽) 

지진렌F는 또 섬며학의 벽수듀이 선깅고}학의 범수븐고1 싱~후 싱반 

된 목적은 가선 것처럼 보인다논 사실은 신경과학에서의 이논 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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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행 수준이 번영뭔 것일 뿐이c.l-_i_I_ 주장한디 현재끼지늠 신경과 

학에서의 이문작업은 매우 낮은 수준이Il， 예를 들이서 단일 뉴문의 수 

준에 초전을 맞취왔디 히지만 신경파학은 전전 너 유기체의 딩-디 놈 

은 수준에 초전 을 맞추。17liL 있으lt] ‘ 늄둔들의 모임체기 수행히는 

정보 λl 마괴정이나 져싱괴 킴븐 깃븐을 꾀→삽하고 있나 여 1]시 지진 

렌F는 선깅과핵이 섞마희의 복직괴 양겹 샤능한 개념적 싱지담 개 

밤할 것이라고 1]대하는 것은 전적으노 함마적이라는 입싱을 견지한 

다 이 수성을 뒷반침하가 위하여 J니는 선깅 λ11 거|에 의애 싱위 수 

순의 정보 지마가 수행되는 세 까지의 이묻적 식입늘븐을 기술한나 

소뇌에 의해 수행되는 김각 운농 세어(sensorimotor control)듀 섣탱하 

기 위하여 개발된 Pcl 1ionisz와 Llinas(1982, (985)의 텐서 네브원 이 

논， 주의집승 과정(altcnLÌonal proccsscs)에 내힌 느L릭 (1<)84)의 "9_형‘ 

그2.]까 지각에 대한 연겸주의 ~r:논 병렬분산처2.] 무L형 (McClclland & 

RU111clhart‘ 1986; RU111clhart & MιClclland， 1 <)86)이 그것이다 

강한 지~싼생 입장에 대한 이러힌 원리적인 반대에 덧북여서 설용 

적인 반내노 있다， 선리학은 전적。-로 신경과학 c 로부터 지 'J3.4적인 것 

으믿서 해서-ò]-;__:- 사람들은 신경파학 연구에서 이떠한 이익 jE 언을 

수 없을 것이c.l-i!.. 그려 iL 신경파학 자엄을 위한 이떠한 지침jE 제공 

한 수 없을 것이마 iL 생각한디 유사-한 자율성 추장이 이진이l 디른 

파학들에서 ç_ 제기되었으l ’1 역사적 증서는 그마한 사율성-~ iL집히 

는 것이 그 학문분야들에게 헤롭디는 것을 댐-여준디 

그균1한 강한 자율성을 견시함으믿써 생겨니는 ?류의 예들을 랴 li] 

히 (Liebig)의 영양분 λl 며괴정 (nutritional process) 노헝이나 랄(Gall)의 

콜싱헥 능에시 잦아볼 수 있다 며비히나 랄(Gall)은 자선븐의 ;F-점을 

한 학분분야에만 국한시키고‘ 걷과직으보 유용한 지침을 세.;;-활 수 

있었던 나른 학운분야에서의 정보듬 활용하지 섯했던 것이었나 섞마 

혁이 싱한 자융성을 고집하는 것븐 선깅과핵으보부터 언가나 선깅괴 

핵에 술 수 있는 유용한 지 침과 쏟]iL 있는 정보듀 자선에게시 세기 

하논 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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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진화(co-ev이utionl를 촉진시키는 것으로서의 환원 

선러학과 신경과학의 사례에서 이논 환원 무-형에 내힌 보다 선각 

한 반내논 인지선리학 이논늘븐 신경과학 이논늘로 환원힐 수 있는 

싣진석 기능성이 현 시전에서는 9웬헤 받언디는 것이디 두 학문분 

야에서 상세히 iL 완진히 형식화되 이문들이 정립되기 진에七 한 이 

문이 디른 이둔으믿부더 jE출펼 수 없디 .òl 시깐 더 난례에 많은 철 

학자들이 이문 환웬 모형의 ~ 디른 역한을 제안히였디 그들 중에서 

y_ 우!자.E(l 976a ， 1976b, 1979)와 처칠랜드(1 986) 는， 환웬이 단지 이 

미 개반된 이는들을 파서구 ↑、- 다→히여 걸압하 L 것에서기 아니과 미 

래의 이론 밤전에시 어떠 역할을 활 수 있나고 서l안하였다 l듀의 

생각은 만약 이론 환워이 J-÷f직 복퓨-라면 우며는 이론븐 자:Ã1J -þ수 개 

밤하는 괴정에시 싱위 수순의 펙운분야듀과 하위 수순의 핵분분야듀 

양자보부터의 정보듀 ]lL누 활용해야만 한다는 것이나 .1.미고 만약 

이묻듀이 이런 빙식으보 공친회한다민 띤단 이묻-브-이 밤전된 깅우 

이론 환원은 자연 ......... cll 단싱판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진화적인 청사신은‘ 대부분의 환원 사례늘에 있어서 환원 

되논 이논은- 원래의 상위 이논이 아니라 그 상위 이논의 수정펀 형 

태라논 사실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애를 늘어， 통계역학 6로 환원된 

것은 원래의 현상적인 염역학 이논이 아니라 그 수정딴이었다 유사 

하게 분지유」선학6 로 환→웬된 것은 멘덴(혹은 믿-건)의 유선이논이 아 

니라 그 수정관이었다 이러한 특성능븐 반영하기 위하여 샤프너 

(1 967)는 웬떼 실증주의사들이 제안했던 것받디 더 욱 일빈화뭔 형태 

의 이문 환원 모형을 개반하였디~ 이 모형이l 따르면 환웬은 두 단계 

의 파정으무- 간추되디 첫 번째 단계 L 히위 수준의 이문(파 더불이 

교량 범칙파 경계 ;F건들)으무부터 수정뭔 상위 수준의 이문을 y_출 

61→七 것이디 두 번째 단계는 (Hl록 그 젠이l 이 둔 중 추후 개선되 부 

분에 있이서는 심페했시넌) 원에의 상위 수준의 이둔이 외1 시닙끼지 

l런대보 산 작농애 왔는지듀 우띠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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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되 상위 수준의 이둔이 윈ι11 의 상위 수준의 이둔애 난시적으무 

접난8]-_i_!_ 있 g 을 멍여주L 것이디 비록 시고니기 그 기능성을 논허 

시L 않았시만 새무운 허위 수준의 이른이 개빈되L 것은 딩연히 기 

능히이 뿐만 이니며 그런 경?에 ?랴~. òl 떻게 세무운 허위 수준의 

이론이 l 선행 이론괴 비교되는지F 보여줄 필요가 있을 깃이나 이 

러한 샤ι너 〕i헝의 확싱핀을 섞미학괴 ↑1 깅고}혁의 깅우에 적용안에 

있어시 죄송 복직은 엔행의 섞마혁 이론을 헨행의 .-:-1 칭고}혁 이론으 

노 환워하는 깃이 아니라 미래의 섞피혁 이론을 미래의 .-:-1 칭고}혁 이 

론으노 환워하는 깃이나(아래 l 팀 참쇼) 

/1쥬 신리악 이문 

i 대세 

두출 시투 (atlcmplcd dιnvallOn) 

기슨 신갱파학 이온 

"11 체 

새 신리악 이문 

두출 

새 산경파학 이온 

샤프너 지신의 설냉에 의하변 환원에서의 두 닌계늘은 최종 이논 

늘이 새발된 후 에 수행된다 환원은 통해서 우리는 상위 수준의 새로 

운 이논파 하위 수준의 기손 이논이 어떻새 서로 관린뇌는지를 알 

수 있게 되디 (위 그럼파 간은) 공진화석인 모형을 창출히기 위해서 

L 시고니의 모형을 수정히여 허위 수준의 (잔재석으무 세무운) 이른 

파 정압적인” 상위 수준의 세무운 이문을 개빈 81'-.: 파정을 이른 빈딛 

파정의 한 단계무 해서 δL 필 9 기 있디 너욱이 우리L 환윈이미~- -2 
이기 두 활동 을” 즉 허위 이른애 대한 상위 이른의 관계에 관련되 활 

동 j파 이진 이문에 대한 세 이문의 관계애 관련된 활동을” 포괄히jJ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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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인 필 9기 있을 것이디 따마서 ?리는 실제구 무 단계의 과 

정을 갖게 두1디~ 칫째 단계기 옛난 이문-파 그에 대한 새 이문 사이에 

이루이서는 것으무→ 기존의 상위 수준의 이는응 새핀운 상위 수준의 

이문으무 데지하는 것이iL 듬쩨 단계기 새무운 심려학 이문을 신경 

괴 헥 이 묻으노 수순간(interlevel) 환워을 하는 것이 다 이 러한 반게 듀 

을 구분하는 한 이유는 주어친 수줍어l시 새 이론의 개밤을 :쥬친하는 

요인듀이 수순간의 펜게듀을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l 수줍 내에 

시의 직선한 섣멍을 개밤하는 깃괴도 관련이 있시 때분이다 

이때 생시는 의분접은， 누 수줍의 이묻븐 사이에시 한 이묻이 다른 

이묻의 밤전에 어떠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나 여가시 원자드 

(1 <)76a‘ I <)76b, 1 <)7 9)는 그 이논 발전의 보다 이는 년계에서 하위 수 

준의 과정과 상위 수준의 과정늘(혹은 그러힌 과정늘은 지성하논 용 

어둡)븐 연겸하는 it'_ 링 맙직능븐 새말하논 것이 승요하다까 주장힌 

다 이 난계에서의 목적은 상위 수준의 1갑직늘은 하위 수준의 입직늘 

로부εl 연역하는 것이 아니라 두 이논늪에 의해서 제가뇌논 주장듭 

간의 ‘닛임치점늘은 획인하기 위힌 것이다 애를 늘어， 세기가 바뀔 

무렵에 Boveri외- Sutton은 벤델 R-전사와 염새체를 연관시킬 수 있는 

증거를 확렌히였디 그 이진에 L- 염색체를 세포 분일에서 이떤 역한 

을 둬딩하는 것으무- 부이는 핵 속의 염색기능한 구?F체믿만 간주6] 

였으니‘ 염색체를 멘넬 -임진사와 연관시킴으무써 세F 운 교량 범칙 -g 

개빈한 것이디 그균]j_I_ 니서 그들은 염색체무부터 생 /ì난 수 있는 이 

문들파는 란리 멘넬의 R-전사에 대 ò] 여 이떤 주장-g 한 수 있L-기이l 

대해 :~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자이접븐이 수어지자 각 수줍에시 세 

.;_;-판 정보는 다른 수순에시의 닦구븐을 안내하였나 이에 따라시 각 

수순에시 개밤판 이묻듀에l 대한 수성이 이 V 어졌나 여가시 교량 볍 

직을 통한 수순 싱후간의 농일시는 가섣듀의 선출에 /]여하였으며 

[미하여 이묻 밤전에 생산적 역할을 단당하였다 

애드마샤 지진렌-.::::외 김이 심피핵을 선깅괴핵으노 환워하는 깃을 

옹호하논 사광늘은 이 두 학문분야의 발전은 진행1 시켜논 유사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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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과정음 예견한다 처칠랜드는 섬라학과 선경과학간의 공진화적 연 

구 프로그램이 성공적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음 제 

시한다 첫째로， 우리는 섬적 과정들이 실제로 우리의 두뇌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이라고 가정하며 섬라학자들과 선경과학자들 모두는 

학습이나 가역과 같이 마음-두뇌에서 발생하는 밀접하게 연관된 종류 

의 활동들음 탐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어떤 영역에서 우리들 

의 생각음 발전시킬 때 모형에 의존하는 것은 꽤 일반적인데， 인지섬 

라학의 연구자들이 모형으로 주로 채택하는 컴퓨터들보다는 두뇌들 

이 섬라적 현상음 연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모형음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또한 우리 두뇌들이 다른 유기체들에서 발견되는 

두뇌들로부터 진화를 통해 얻어진 산묻이며 진화는 일반적으로 보수 

적이어서 이미 사용되어온 성공적인 고안묻들음 보존하기 때문에 보 

다 단순한 두뇌들음 가진 다른 유기체들의 작동은 인간에게서 일어 

나는 정보 처리 과정음 이해하기 위한 유용한 모형들음 우리에게 제 

공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II. 수준간 방법론으로서의 기능적 분석 

우리가 두 번째로 검토할 방법론은 계산적 가능주의가 채택하고 

있는 하향삭 기능적 분석 방법이다 계산적 가능주의 또는 정보 처리 

가능주의는 섬라학이 선경과학으로 환원됨음 부정하는 데서 출발하 

였다 다시 말하면 인지 현상은 선경 상태로 환원되지 않고 독립적인 

설재성음 인정받으며 인과적 영향력음 행사한다 이러한 환원주의의 

비판의 핵섬은 인지 현상의 복수 설현 가능성으로， 가능주의자들은 

자선들이 섬라 상태와 동일시하는 기능적 상태가 무수히 많은 다양 

한 묻라적 체계들에 의해 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퍼트남 

(putnam)과 포더(Fodor)의 이 논변에 따르면 정선적 속성은 선경과 

같은 어떤 단일한 묻라적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독자성음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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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랴학은 사율적인 듀수파학으무 성립하 수 있L 형이상학석 r;:데틀 

시년디 따마서 심랴학은 신경파학파 간은 허위파파으무 환윈되시 않 

jJ_ 득립적인 사율성을 확냉히게 된디 그이니 앞서 우리L 강한 사율 

성 걸문의 문재전들을 살피멍았디 따마서 여기서 L 강한 사율성 걸 

론을 전세하지 않는 것으도시의 하향식 시능직 분식 빙법에 대해 섣 

펴보자 U 

1. 기능적 분석에 대한 목적롤적 견해와 기계롤적 견해 

기능적 문서에 대해서 L 최난에 제시되 두 기시 8 려한 견해기 있 

나 J숭 하나는 라이드의 세안을 보대노 하여 시능을 친회의 괴성에 

시 선택핀 효괴노 보고자 하는 견해이고 나른 하나는 시능을 어떠 

지1게가 샤지는 역량에 대한 분식적 섣멍에시 사용되는 하부 역량으 

노 이해하고자 하는 커밍λ의 견해이나 이 누 견해는 시능직 섣명의 

대싱에 대해시도 의견을 남피 한나 즉 라이드의 견해에시는 시능을 

수행하는 특짖이나 l러한 특집을 가지는 대싱의 준재가 섣명의 대 

상인 반변 커밍스의 진해의 경우는 가능에 해당하는 하무역링늘은 

토내로 성립하는 어민 체계의 역링이 설녕의 내상이다긴 

기능에 내한 라이브의 분석에 띠금변 “엽록소의 기능은 광협성은 

하는 것이다”는 주장이 의미하는 것요 ‘엽록소는 광협성은 하기 때 

문에 손새하며 광협성은 엽록소의 손새로부비 미덧힌 것이다”가 된 

다 이라힌 라이브의 긴해는 어띤 특질이나 특질은 가지는 내상(엽록 

←)의 존재를 선멍히기 위해 뜩석이니 기능(굉압성)에 호-:-.한디 L 전 

에서 목 석른석 견해이디 또 기능에 대한 마이F의 견해L 기능을 

‘진화의 파정에서 선대되 혀i1F 무 본디L 전에서 진화문을 배경으무 

11 강한 지율성 격은g 반이틀인 정우‘ 가능주의는 이은상 움려주의뿐만 이니라 

이웬돈괴도 양럽기능히디 

2) 이 두 가지 /1 능식 분시의 관계에 대힌 사세한 논의는 “인지과학의 벙멈 /1 
능직 분시"(주인러1. 0철학사싱 4 게 12~. 2001넌 189-219쪽， 시응대학교 칠 

핵시상연구소) 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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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니온 것으구 이해한 수 있디 19세기 중빈 디→윈은 층의 기웬을 

산병하는 파정에서 신의 역한을 제서함으구써 걸과석으믿 과학석 유 

물문의 위상을 강화ò] 七 데 걸정적인 기여를 히였디 그마니 그기 한 

일은 목 석이니 기능에 의존히지 않_jI_ 종의 기원을 선명한 것이 이니 

었다 나윈의 친회론에시 종의 유지나 분회는 개체가 자손븐을 1낀식 

하는 과정에시 우식위적으노 받생하는 1건이외 각 개제의 i퓨-헨 헝짖 

븐에 대한 자연 선택의 가세듬 통해 얀어난나 걷국， /]판의 장소론 

에시 선이 하던 역할을 냐윈의 친회론에시는 자연이 수행하게 되는 

숭요한 변회 샤 얻어난다 l러나. 나윈은 이 과정에시 끼능괴 킴은 

완적론적 개념을 세기하가보다는 l깃이 자연수의직 늘 속에시 어떻 

;1] 유지뇌? 사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이 진화논은 자연주의적 목적논 c 로 이해하변， 꼭표 가여적 

(goal-scr、 ing) 장치 는 지 연 선 택 과정 의 산뭉로 복 수 있다 즉， 목표 

가여적(goal-scrving) 장치뉴 이전 유기체에 그 장치가 있었다논 것이 

그 생불제의 생존에 노움이 뇌었기 때문에 현새의 유지처l에 현존힌 

다는 것 이 다(Wimsall‘ 1972; Wright, 1976) 여 기서 간과하지 딴아야 

한 전은 그야한 선댁이 그 턱→뇨 기여석 장치의 수준갱디 놈은 수준 

에서 작:당한디는 것이디- 예컨대 간 기능의 선택은 건을 기진 생물체 

에서 이루이진디 Machamer( 1977}-~- 꽉석문석 논의를 야기하는 이이 

한 수준건의 관계기 이문 환원이 연걸-ò]_~ 것파는 이주 디른 방식으 

무- 수준건을 연결시킨디는 것을 인식했디 적→석문석 현상을 신멍하는 

데 있이서， 한 수준에서 일이나七 일에 대한 션멍을 디른 수준에 대 

한 분식으츠랴부터 도출해 내지는 않는나 오히려 연구자는 한 수줍의 

현싱이 어띠한 빙식으도 더 높븐 수순의 λ띠고}성듀괴 맞f긍마고‘ l 

에 의해 영향 반는지담 보여순다 l러므보 복직묻직 현싱븐. 한 수 

순에시의 어떠 현싱이 싱위 수순의 맥력에 어떻게 위지하는지_，띠 

고 [ 맥력에 [ 현싱이 /]여하는 것 덕분에 어떻게 현판하는지듀 

보여주는 수순간 이론에 의 해 섣멍 떤 수 있다(Bechtel， 1985) 

그러나 실제로 인지과학 방1십논。-로서의 ·가능적 분석’과 관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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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석 E적인 마이F의 견해기 지니늠 직접석인 의의늠 별무 크지 않 

디 그 의의를 찾이전디~면‘ 기능주의자들이 인간 마음의 정댐- 처리 

능력 -g 진화 파정상의 선댁두1 . .. ~~파믿 캔- ;L; 관전을 취한 수 있디七 

것이디 과이F의 분서에 따르면“‘인간의 기능은 정댐- 처려를 히는 

것이다”라는 수싱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은 정보 지며단 하기 때분 

에 한:재하며. 정보 λl 며 능펙은 인간의 한:재보부터 비봇한 것이다‘’가 

판다 {며고 인간의 정보지미 시능은 인간의 친회괴정에시 선택판 

효펴보 이해되며， 따라시 인간의 정보지띠 가능이 인간의 생판에 도 

웅이 되었시 때분에 인간은 정보지며 시능을 샤지고 있나는 것이나 

어쨌든 인지괴펙 빙볍론으보시의 기능직 분석’을 만하면.，.깃븐 얻 

1만적 c 로 커밍스류의 가계논적 건해를 지 정하논 것이다 

2. 기계롤직 설멍으굳서의 기능직 분석 

심리핵고} 선깅괴핵간의 펜게는 커밍λ뉴의 가능직 분식의 괜점에시 

섣펴보면， 이론 환원 ]iL헝에 따라 고려할 때외는 생 낭히 난라 보인나 

우2.1가 여기서 그 관계를 가강적 분석의 관점에서 삼펴보논 것은 수 

준간 이논의 특밸힌 유형인 기계론적 설명(mcchanistic cxplanation)유 

개선하기 위한 시노로 간주필 수 있다 그것은 인지가 특정한 유형의 

가계에서 어떻시l 야기되논가를 보여줌 c로씨 인지를 이해하려는 지나 

긴 노역에 부협힌다 가계논적 입장은 춰하논 연 1'.지늘은 마음유 71계 

에 비유하여 왔논데， 초기에논 승기기관과 선화 .i1'.환기가 유비의 사례 

를 제공해준 빈면， ?--간난에는 컴퓨더기 그 역한을 대신히 iL 있디- 그 

이니 기계문석 연구의 목뇨는 여전히 수 세기동안 그데무이디 즉 인 

과진 기계들에서 빈견되는 처려파정들구부더 인지기 이 떻게 야기될 

수 있는시를 댐-임으믿-써 인서를 이해하과는 것이디 

최난끼 시 인간이 만든 기계에 석 g 되이 온 기분석 시싣중의 히니 
는‘ 기계들은 기계 진체의 파제에 종속적인 ò]부파지1] (subtask)들응 팀 

당하는 부분븐이 수행하는 바에 따라 전제적인 행동이 이 -’ 1 •• 어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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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디 우 리기 익숙히시 않은 기계애 미주져서 그것이 이떻게 작동 

히 L시틀 산병히괴 하 때 ?랴 L 일빈적으무 그것을 분헤히여 그 부 

섬들이 이떻게 작동히L시를 멍 .iL， 그랴jJ_ 난 후 서무 디븐 부섬들무 

부터 기계틀 제주립허괴 하 것이디 인시 체계와 간은 사연의 체계를 

시게지럼 간수하는 연구자E도 똑김븐 일을 하려 할 것이나 l 듀은 

l 인지세게~ 분해하여 .'_-c:;=-의 구성요소~ 견성하고， 이러한 구싱요 

소E이 어떻게 시능하는지F 보고 나시는 인공적인 부분듀도부터 새 

노운 시게~ 소핍하기나 J렇지 않으띤 [ 부분튼이 안께 식농하여 

어떻게 이 지1게의 행농을 선춤하는지F 보여수려 합 깃이나 어떤 한 

수순에시 인간 인지 시게의 부분E븐 선경구소이시 때문에‘ l 시게 

가 어떻새 작동하는지를 설 1성하는 과제는 우리를 신경파학P로 인노 

힐 것이다 그러나 최소힌 최초에는 그럴 굉요가 없은 수노 었다 우 

리는 종종 신경 "조의 11 생요소가 아니라 그늘이 행하는 바의 관점 

에서 부분늘은 기 ;힐 수 있기 때문이다 종종 신리학지나 언어학지 

와 같은 인지과학지 늘유 신경과학지 늘과 11 법하는 것은 닌지 그늘이 

체계의 부분늘유 인지적인 가능적 요소늘로 보느냐 아니변 신경 " 

주들무 멍 1 니이디 " ) 체계를 η정 81--~ 데 있이서 이이한 서무 디븐 

방식은 증증 이 구성 9 ←들의 행동을 연구61 ;_: 서무 디븐 기범의 시 

g 으무 이이진디 이직은 인시파학파 신경파학 양사를 위한 공싱적인 

진빈석 진릭은 그대무 넘이 있디 즉 미 g 파 뇌의 구성 9 스들 그랴 

뇌 그것들의 상호작 g 이 관섣있L 행동을 이떻게 산출81--~ 시를 멍여 

주L 것이디 연구사들이 행동 을 그것을 산출81--~ 기재(mechanism)이1 

연견시키는 한 l_~~ 븐 수준간 이론:'O~(interlεvel Ùlεones)을 개받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순E 이 시노 나른 분야:'0 (예킨대 인지괴학괴 선깅 

괴희)에시 연구되는 한 _ r 깃 E을 함께 고려하는 깃븐 분야E을 연게 

시키는 이론으노 귀견두j 깃이나 

인지괴희자E이 행하는 시게론적 연구의 노믹에는 몇몇 누F러친 

31 닝동 안시파악응 7싱j5~ 한 분야무 신경과학투 'f 핍되1-1 이 /1시는 인시과 

혁 g 선정꾀혁괴 매비시켜 즙은 의미보 쓰이고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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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성들이 있디 ?션， 대부분의 기계둔석 연구의 기저에는 이땅게 자 

연이 주직화되이 있는기에 관한 기정이 있디~ 기계문적 연구자들은 

자연은 Simon( 1980)이 -^1 칭한 비 “분해기능한(decomposable)" 방식으 

무- 주직되이 있다_jI_ 기정한디 즉- 체계의 부분들은 서의 사율석인 

(autonomous) 빙식으보 식동하는 ]iL플 (module‘ 단워지1)븐보 해석 가능 

하다는 깃이나 수어친 ]iL될븐 다른 ]lL둘-보부터 입팩을 만아듀이고 

이어시 또 다른 liL들에게보 출펙을 내보내며1. 괴정 숭에 입픽에 

대한 자재의 조식을 수행한나 자선의 피서l~ 수행하는 각 1iL들의 능 

픽은 수보 1. 내적 족성에 가인한다 liLE 지|게가 섬세보 기의 분해 

가능한 빙식으보 섣게되어 있나는 샤정븐 늘마시 쉬운 것이나. 아수 

최근까지 우리는 가계를 어떻가| 만듭어야 하? 지연적인 제계를 어 

떻게 연 1" 힐 것인지에 대해， 이 러 힌 가정븐 하지 않은 "9.형은 가지 

보지 못했다‘ 

3. 직접적 국소화와 복잡한 국소화 

실제의 연 1'-에서， 기계논적 설\'1유 개발하논 연 |’-지늘은 판년유 내 

려야 하는 여러 증요힌 상황늘에 직변하시| 된다 첫 번째로 내려야 혈 

관년은 불음의 내상이 되논 현상에 내힌 제어가 이루어지는 장소(locus 

of control for thc phcnomcnon)가 어 떤 체계 에 위 치하7 있는지블 지 

연에서 알아내는 것이다 실제로 이것은 종종 논쟁거리가 되논 판년이 

다‘ 인지주의와 행동주의의 내립은 상당부분 마읍·뇌가 행동의 제어가 

이루이서는 장수무서 취다펼 수 있，니:에 대한 대랩이_jI_. :E 행동이l 

데한 제이기 환경으무부터의 강화를 포함히는 더 확장된 체계에 위치 

해야 히는지에 대한 대랩이디 이떠한 체계기 재이의 장←인시에 관한 

결정은‘ ?리기~ 최/한한 체계의 경계를 확정잣_jI_ 니서야 체계를 분헤 ò1 

기 시작한 수 있기 때문에 중Çl.61디 그마나 인지과학의 연구사들은 

일빈석으무- 마읍-뇌를 지1이의 장↑、건서 결정 '';-1 _jI_ 있디 

수어친 :Ã11 겨|가 어떻게 세어의 성소가 되는지담 섣멍하시 위해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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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분헤히.il. 그 체계의 부분들이 행동← g 이떻게 야기히늠지를 

부여 7τ는 것이 필}I，'Õ] 디 일빈석인 칫 번째 전략은‘ 그 사체무 파제 

를 수행히七 단일한 구성}I，스를 체계 내에서 찾이내늠 것이디 

Bechtel파 Richardson이 “직접석 국스화(direct localization)" 이.il. 시칭 

한 이 러한 전략은 Gall괴 Broιa외 김븐 주복할 만한 연구자븐의 닦구 

에시 ! 사례듬 젖아볼 수 있다 Gall은 사런 븐 사이에 나타나는 성 

격싱 특정의 차이성븐을 단위능펙븐을 가정합으보써 섣탱하려 했는 

데， J 단위능펙의 가능 각각이 하나의 성격싱의 특칭을 난당한나는 

것이다 성격싱의 자이접듀븐 꾀런판 만위능픽의 밤난에 있어시의 차 

이접에 시인한다 또한‘ Gall븐 단위능펙괴 관겨|판 특징듀의 퓨-헌을 

두개공-상의 올춘부와 연관지음6 로씨 이려힌 년위강녁듭유 뇌의 영 

역과 동잊시하려? 했다‘ 이리하여 Gall은 체계의 흰등은 그 저l계의 

부분듭의 특생과 연계시키논 직접적 파소화 연 l' 의 주된 전략의 사 

례를 보여주y 었다. Gall의 연 !’의 기시에는 행동적 특 생이 처l계의 

1'-성요소에 가인한다논 강한 년위성(modulariLy)의 가정이 있다， 임년 

이러한 가정이 이루어지변 연 l'→전략은 아주 지연스러워진다 연 1'-지 

는 이떤 구성 9추기 듀정들을 템딩히는지를 얘여줄 관련되 증서를 

찾이야 한디 이와 갚은 증서를 찾이내는 것이 기계둔석 연구 표컨그 

램의 듀정을 걸정하는 투 번째 추￥l 판단을 구성한디 

Gall이 종종 시기꾼이마 비난받음에 ç_ 불구히 :1L 체계의 활동들-g 

그 체계의 구성 }I，~들의 늑정파 연계시키펴 시jE히 는 진략 사체는 

디 른 시란들에게토 년려 받아→들여셔 왔디 예를 들이， Broca(1861)는 

대뇌 펴짖의 위쪽 걱누엽 영역이 언어 생싱 가능을 단당한나는 [의 

수싱을 전개하는 데 있어시. 비녹 다른 송듀의 깃이끼 하지만 Gall괴 

마친가지보， 영역에 대한 손싱괴 끼능의 견손간의 연계직 증기에 의 

뭇하였다 송종 이려한 연거| 직 /1볍은 손싱(lesion)을 관작하여 시능 

의 전손을 보여수는 집헌적인 신차보 학싱되었나 손싱 가볍에 대한 

대안으보는 자극 신자(stimulatory procedures)샤 있는데， 이깃은 특정 

한 가능이 위치하? 있다? 여겨지뉴 영역은 지극하여 그것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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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 기능의 수행이l 걸파를 미지늠지 딩-L 것이디 

손상이니 사극 절치는 손상파 기능걸손의 연계 또는 사극파 수행 

의 연계와 감은 단순한 연계 를 입증'ò};_: 데 주무- 의존히iI_ 있디 그 

1:' 1한 기법이 종종 연구에서 둥장히기는 히지만‘ 두 기범 모두 신뢰성 

이 높지는 않다 손싱괴 끼능걷손의 연계는 운세의 싱소샤 [ 자치l보 

시능의 수행을 단당하는지 아니면 단지 부수직인 역활만을 합 뿐인 

지듀 입증하지 섯한다 유사하게. 자낙괴 향싱판 수행의 연게 또한 

l 자치l보는 1. 싱소샤 해당 시능이 수행되는 꽂이라는 것을 입증하 

지는 섯한다 왜냐하면 [ 영역에 자낙을 가하는 깃이 단지 다른 꽂 

의 활동을 추/1회하는 데 시여하는지도 ]lL료가 때운이나 .1 러나 아 

마노 디옥 승요한 것은 직접적 파소화논 아무2.1 정획하다 해노 그 

지체가 지계논적 설l성은 제공해주지논 않뉴다는 것이다 가계논적 설 

13 은 한 체계가 어떻;1] 가능은 산:칸힐 수 있는지 보여쥔 것븐 요 l' 

하나， 직집적 파소화논 그것은 시노조차 하지 않논다‘ 그것은 년지 

가능유 담당하논 하위 체계를 사볍해 내려힐 밴이다‘ 

가능에 대 힌 71계논적인 설l 성 은 최소한， Bcchtcl과 Rìchardson이 가 

능의 “복잡한 국스화(complex localization) "마i 지칭한 것을 Çl.구한 

디 이것은 체계기 분해 기능히디→七 기정뿐 아니피 서믿 디 른 구성 Çl. 

스들이 서무- 디른 허위 파재들을 수행한다는 기정을 }I.구한다 이이l 

따ê.1 ‘복잡한 국+화’ 신명은 두 기지 작엽을 9구한디 그 히니 L 전 

체 파제를 구성Çl.:，수: 파재믿- 기능석으무 분헤히는 것이」lL 디븐- 히니 

는 이마한 파지l들 킥킥을 수행 'ò]-;_:. 구성}I.추들이 있읍을 예시 'ò]-;_: 

것이다 이러한 분애볍을 개밤하/1 위해 연구사븐은 전λ11 괴세가 어 

떻게 여러 구성요소듀에 의해 각각 수행되는 단순 과세듀의 섭함적 

수행으도부터 야기변 수 있는지듬 해견해야반 한나‘ 심마천핵에시 인 

지적 활농을 구성요소의 활농븐보 분식하는 깃을 지칭해 송송 난쟁 

이 분석에omuncular analyses)이라고 하는네‘ l깃븐 마유의 내부 에 

식븐 주지l듀(난쟁이 븐)의 7-미가 있어시 각자 식븐 과세듀 수행한다 

?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분석은 어떻세 사팎늘이 지능적 ò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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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당하는기른 산병함에 있이서 또디시 지능적인 :T체들을 기정히시 

않F니는 물읍의 여시기 있이 부이지 l긴- 그마한 순환성은 기상의 난 

쟁이 C 진체 체계캔디는 딜 지능석이_i)_ 녀 단순한 파제를 수행한디 

는 것 을 }I_구함으무-써 파헤갇 수 있디-(Bechtel ， 1988a: Dennett 1978: 

Lyιan， 19S 1) 누 빈째 요구조낀은 난쟁이 분석에시 성술판 괴세듀을 

수행하는 세계내의 구성요소븐-이 있냐는 깃을 깅험직으보 예시하는 

것이다 여기시 연구자븐은 식 섭직 국소회에시 능싱한 마외 킴은 1] 
볍 듀， 즉 구성요소의 행농을 Ã1J 게의 행농싱의 1건회외 연거|시키는 가 

볍듀을 사용해야 한다 마찬샤지보 여가시도 대부분의 누F러진 1]볍 

듀븐 손싱과 자÷f 신자이나 이 깅우에 있어시의 자이는 전 λ11 행농싱 

의 빈화가 년순히 채계의 전체 행동이 차년뇌거나 촉선뇌논 형태로 

나타나논 것이 아니라 그 전체 행동의 다양한 빈형태로 나타난다논 

것이다‘ 이것은 기강직 분석 6로부바 이갈어 댄‘ 행동이 어떻새 빈형 

필 것인가에 관한 에측에 상웅하는 것이다‘ 

역사적?로 그러힌 복잠힌 커→소화 셜냉이 새발되어 온 다양한 방 

사이 있P 나‘ 그승 한 9_범적 사례를 현재 진행뇌? 있논 인지신경과 

학 작업에서 찾이딛 수 있디 0’Keefe와 Nadel( 1978)은 두 종류의 공 

간석 기억 체계에 대한 증서를 반혔-L 데， 그 중 히나는 객관석언 환 

경시y_를 포함히는 것인 빈면， 디른 하니七 한 장+에서 디븐- 장스무 

이동하는 방헝들의 집합에 의존히七 것이디 그들은 또한 손상 연구 

무-부터 객관적 시y_를 처려히는 능력이 헤마 영역에 극추화되이 있 

다七 증셔틀 찾아냈디 이것은 냄핑 기능을 사정한 직접석 국스화 자 

입에 해당한다 l러나 O'Keefe외 Nadel븐 해마가 어떻게 이러한 시 

능을 수행하는지듀 섣명할 펀요담 인식했다 이 요구단 충족시키 1] 

위해， [듀븐 해마듀 헝내펙 직. 선칭생며핵직인 마당 위에시 시보 다 

른 부분븐보 분해하였나 [려고 나시 !듀은 애마의 시보 다른 부분 

듀에시의 활농이 어떻게 해마에 국소회판 전지l 괴세인 정선지도 시 

마능막을 섣명해 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전개했다. 이 깅우의 

의미있논 특싱은 O'Kccfc와 Nadcl이 가능의 직접적 파소화로부터 촌 



‘자i 놈문 

빈히여 이 기능이 이땅게 수행되는시 신멍하기 위해 낮은 수준으믿 

내꾀친 것을 걸심했디는 것이디 그들은 해미 영역에서의 신경세포의 

활:등에 관한 정부를 이 용하여 해미기 이마한 기능을 이땅게 수행하 

는시에 데한 난쟁이 분석을 전개해 니간 것이디 

4. 기능적 분석과 환원 

이마한 짤막한 묘시기 암시 -ò]-;_: 비와 감이， 기계문석 신멍을 개진 

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연구사기 네펴야 한 디양한 중}I_한 판단들이 

있디 여기서 ?리기 추뜩한 필 9기 있 C 것은 그ι1한 판단들의 산물 

이 샤지는 특성이나 '- 산닫븐 이묻 도춤이 아니고 가능직 분석을 

통한 분야 연게 이휴이나 연구자듀이 선출하는 것은 어떤 가능이 λ11 

게내의 부분듀이라는 뀌점에시 어떻게 수행되는가듀 분석하는 것이 

다 연구자듀은 한 이론을 다른 이묻으보부터 도출애 내려고 하지 않 

으며， 낫븐 수줍어l시 특정한 좋뉴의 식동이 어떻게 하여 갚은 수준의 

현생을 야기하는샤듀 예시하려고 한나 높은 수순에시 연구펀 헨싱 듀 

(애컨내 공간 기억)이 낮은 수준의 흰등의 산뭉이라논 이유로 상위 

수준의 과학이 하위 수준의 과학에 종속뇌지 않논다 가강직 분석은 

통힌 분야 연계 이논은 그것늘이 어떻시l 산준뇌논가를 보여주며‘ 띠 

라서 이논화의 두 수준유 연겸한다‘ 

디유이 그러힌 분야 연계 이논늘은 수준간에 걸쳐 개발하는 과정 

은 각 수준에서의 이논은 개발하는 데 있어 증요한 역힐븐 하는 경 

향이 있디 예컨대- 두 유형의 공긴 기억 체계간의 구문은 헤미 영역 

에서 이떤 종류의 기역을 찾이야 하는지에 관해 언과줍으믿써 

0’Keefe와 Nadel의 자엄을 안내했디 헤미-의 구주이l 대한 정 댐-;」 이 

번에는 공간 기억의 파재들을 수행히는 데 관련되는 처리파정들의 

유형에 관해 안내했으|‘1 연구사들무 ò] 여닙 처려파정에 대한 새무운 

난생이 문→서으컨 이끄는 y_구기 되었디~ 

이전 싱에시‘ 펀자는 섞마학을 추1깅괴핵으도 이묻 화원 liL헝에 의 



인지과학 방뻗론 연구 ;)7 

서히여 환웬히 C 데 대해 빈대하七 시란들이- 인지적 이는들의 신경 

파학 이문으무부려의 전적인 사율성이야밀무- 환원에 대한 유일한 데 

안이c.l-i!.. 이떠한 방식으구 주장해 왔는지 기술히였디 여기서 묘사한 

기계문석 기능적 분서 모형은 디른 기능성을 일이준디 이 모형은 인 

지적 연구외 선깅괴헥직 연구간의 싱후식용을 환워 없이 수용할 수 

있다 ‘ f 깃븐 양쪽의 분석으노 하여금 분야 연게 이론을 개 l1r하γ1 위 

한 시도 안에시 시보 정보듀 주고반을 수 있게 하지만‘ 한 섣멍을 다 

른 섣탱 하에 좋족시킬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V on Eckardt(l9n) 

는 유용한 유비듀 세공하였다 우피는 특정한 오μ렛 세조끼게가 오 

μ-렛을 어떻게 만F는지에 대해 가능직 분석을 개친활 수 있나 .，러 

나 우리의 분석에서 난계늘은 오을렛 지계가 실제로 수행하는 년계 

와 상응힐 핀요논 없다‘ 우리가 잘못된 기능적 분석유 하_ï7 있다논 

것유 발건하논 하나의 방1갑은， 우리의 가강-적 분석에서 획인펀 다양 

한 과제늘은 수행하는 !’-생요소가 체계 내에 없다논 것은 발건하논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년지 잠못된 가능적 분석은 첼회하기| 

하는 데에만 기여하뉴 것이 아니다‘ 가능은 수행하는 1'.성요소늘유 

확인하과는 시?EL 기능석 분서을 개빈하는 방범에 관한 심화되 딩 

찬을 제공한 것이디 부분들이 이떤 일을 히L;기-무부터 시작히여- ? 
리는 체계기 싣재던 이떻게 작동히는기에 관한 새믿-운 개념화에무 

인ç_될 것이디 

이문 환웬 모형파는 턴려- 기능적 분석 모형은 낮은 수준이 최종 

평결을 내리긴 Çl.구 ò1 지 않는디 Von Eckardt기 제공한 또 디 른 예는 

어떻게 뇨-븐 수순이 낮은 수순의 고려에 우선할 수 있는지단 보여줍 

다 씨 는 보통 심 인증 환자{agnosics)라고 분뉴판 사팎븐 숭 특정 한 

부뉴의 환자븐은 단지 이암 붙이는 삭입의 견손~l-을 까지고 있을 뿐 

인 깃으노 재분뉴되어야 한다고 주싱하며‘ Gesch\vind외 Kaplan(1962) 

의 놈변을 비핀하였나. Gesιhwind외 Kaplan은 대싱 인식의 숭심부듬 

가정하는 깃븐 불펀요하며. 따라시 단순회의 이유보 누 견손을 하나 

로 새분검~해야 힌다? 주장하였다‘ VOll Eιkardt논 테이비가 내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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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중섣부를 기정하는 더 iI_진석인 모형이l 빈하지 않는다는 것파 더 

불이‘ 대상 언식의 과정이 섣려학의 여너- 정딩처려적 신멍에서 중심 

석으믿 동장히기 때문에 대상 인식 중섣부jE 받이들여셔야 한디 iI_ 

추장하였디 그야한 중심부를 기정함으P써 댐-당의 사-람들이 행동하 

는 빙식에 대한 더 나은 섣멍을 세공할 수 있시 때문이다 _，-러므보 

세계의 전자l 직인 시능을 섣멍하는 시능직 분석의 능팍이 특정한 손 

싱의 견괴에 대한 해색을 팽가하는 네 고려되고 있는 깃이다 

가능직 고려가 오식 선깅과핵적 닦구에만 기반하여 만-브어진 주싱 

을 재냉가하도녹 ;주:래한 나른 유익한 깅우는， 언어 지마에 대한 브보 

카외 매료니케의 영역이 갓는 시여듬 최근에 재해석한 데시도 밤꺼 

힐 수 있다‘ 전통적인 해석E 베듀니케 영역은 언어 이해의 승선무이 

며 브로카 영역은 언어 생생은 담당하는 것이라까 주장했다 이 해석 

은 브로카 영역의 츄상은 언어 생성에서 가장 l성획히 나타나논 반변 

베닫니케 영역의 한상은 이해를 무역하기| 힌다논 사실에 기초했은 

밴 아니라‘ 입역은 그와 관린펀 춘역 처리가 시작될 때까지논 한 채 

널에서 처리된다논 관념연협설(assocìationìstic) lf1_형은 수용힘에 근거 

;-1 였디 그마니 현대 언이학에서는 분서의 빙 7τ무 실이증 연구기들의 

이해-생성긴 구문에 강주를 두→;C;- 것이 이니ê.l 대신 음운학석‘ 구문문 

석‘ 의 미 문석 그리 iI_ 화용둔-적 분석의 범주를 채용히iI_ 있디 그1:'1므 

무- 현대 언이학에 훈련된 연구자들은 언이학 이문의 작업틀 내에서 

싣이증 데이터 를 재해서 ;-1 과 했디 

연구자들은 이1:'1한 지l 분석을 수행히면서 전당석인 해서파는 정빈 

대보， 브보카의 심어증 확자븐이 이해 견손 현싱을 나타넨냐는 증기 

듬 밤견하였나 이러한 현상은 녹득한 풍사묻적 노는 범수연걷어적인 

(synca tegorimatic) 용어븐이 분싱의 의미에 숭요할 때 [리고 이려한 

의미가 다른 용어에 의애 숭박직으보 나라나지 않을 때 밤생한나 예 

γl 대 , “ 접 시 위 에 넙 치 을 ?하아라(Place the napkin on dle plate) ‘’ 라는 

분싱에시 “위에(on)‘’라는 단어는 숭요한데， 사힘으보 하여금 핍 ;;'1을 

접시 아래에 놓노록 하뉴 것노 똑같이 가;;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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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장들에서 tl 무키의 심이증 환자들은 이헤 결손 현상을 니다낸 

디 계속된 주시에서 이 연구자들은 정상적인 파힘사들이 구문문상 

시시하는 단이(예컨대 “on‘’)를 얘낭-의 내용을 기진 단이들(예컨대 

“table") 부디 휠씬 1빨버 처려히는 빈면 tl 무31 의 심이증 환사들은 그 

것을 하지 x한다는 것을 보여졸 수 있었다(Bradley ， Garrett, & Zurif‘ 

1990) .. I퍼므보 이 연구자듀븐 브보카 영역븐 언어 생싱이 아니라 

구분론적 분식을 난당한다고 세안하였나 여시시 워래 선깅괴핵직 /1 
:~+수 문 심어증 연구보부터 개진판 섣명을 수정하는데 언어섞마핵 직 

관성이 숭섞으보 능싱하였나 l러나 더욱 최근에 와싱판 연구는 언 

어핵 직 관접 자:Ã1J 에 시능한 수성을 지직하고 있는 것으노 보인나 브 

로카 영역은 언어적 지등에 특정하새 관린뇌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 

등적 기강 임반에 보다 임반적 c 로 관린뇌어 있유지 '9.는다는 제인 

이 발전뇌 어 왔다(Grodιìnsky ， Swìnncy, & Zurìf, (985) ‘ 그 러 힌 제 언 

은 실어승 연 l' 의 선통과 Chomsk) 의 전통 양지의 지만이었딘 년위 

적(modular) 언어 처리 년위라는 생각 지차l를 위협하며， 다는 인지적 

능역에 인어적 능역유 통힘힐 것유 제언하~. 있다‘ 

여기서 기술한 복잡한 국+화를 당해 기계문적 신멍을 개진히는 

파정은‘ 파학의 수준간의 관계를 산병히는 데 있이서 이둔 환원 모형 

에서 제공하는 것에 대해 히니의 대안석언 신멍을 제공함을 연 수 

있디 그마니 그것은 디 음과 갇은 기정 위에 세워진디→七 것을 강;잔히 

는 것이 중 9히디 자연은 분헤 기능한‘ 단위적(modular) 방식으무 신 

계되이 있디 기계둔의 파믿그램이 지난 세 세기에 걸져 생명과학이l 

시 수판 진보단 이'1어 왔지만， - I 깃 역시 좋좋 비핀반아왔나 생닫 

핵에시 시게론에 대한 비펀자븐은 송송 생시묻자븐(vitalists)이라 불 

려 왔으며 반면 심 며펙 직 반대자븐은 이 워론자듀(dualists)이 라는 표지 

가 붙어 왔나 이런 퓨지는 사집싱 광범위한 시보 나른 입상듀을 -Y-. 

한하고 있으나‘ [븐~은 ]lL누 .;;-풍직 운세에 식민하였나 분애의 가정 

없이는 어띠한 섣명직 연구 프보 벤도 시능애 보이지 않는나 괴핵 

지논 어떠힌 처l계의 행동은 분해하지 않? 가 :깐힐 수 있은지논 낀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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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왜 그것이 그렇게 행동하는가를 섣명하진 못한다 유일한 가능한 

섣명은 행동음 특정한 행동에서 자선음 드러내는 생기(vita1 power)나 

비물질적인 마음에 의존하는 킬뿐일 것이다 

III. 수준간 방법론으로서의 병렬분산처리 

최근에는 전체적인 기능적 작동음 구성요소들의 작동으로 분해할 

것음 요구하지 않는 대안적 관점이 대두되었다 전통적인 인지적 모 

형은 인지적 과제를 표상음 조작하기 위한 균직들로 분해해 왔다 이 

것은 최근 제안된 병 렬분산처 리 체계(pDP 체계， 또는 연결주의 체계)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체계는 매우 단순한 단위들로부터 만 

들어진다， 이 단위들은 서로에 연결이 되어 서로를 활성화하거나 억 

제할 수 있다 이 체계는 열역학적 원라들에 의해 작동하여， 초기 입 

력이 들어오면 단위들은 서로간의 활성화나 억제를 주고받아 최소의 

에너지가 설현된 안정된 상태에 도달한다， 체계에 입력으로서 공급된 

활성화 패턴은 체계에 과제를 할당하는 것음 나타내며， 반면 결과로 

만들어진 안정된 패턴은 문제에 대한 체계의 해답음 나타낸다， 이 체 

계의 행동은 전적으로 국지적 작용， 특히 단위들간의 연결에 의해 결 

정되므로， 전체 과제를 구성요소의 과제로 쪼개는 균직들에 의해 지 

배되지 않는다 전반적 처리과정은 다소간 특정한 인지적 균직에 상 

응할지 몰라도， 이러한 균직들은 체계의 작동에 등장하지는 않는다 

균직과 유사한 행동은 단지 창발적인 산묻일 뿐이다(McC1elland & 

Rume1hart, 1986; Rume1hart, 1984; Rume1hart & McC1elland, 1986) 

병렬분산처리 체계에서는， 전체로서의 작엽이 구성요소들의 작엽 

수행 결과가 아니므로， 연구자는 섣명의 목적으로 체계를 구성요소의 

인지적 작용으로 분해할 수가 없다， 체계내의 작동들은 상당히 다른 

종류의 것으로 노드간에 흥분과 억제를 전달하는 것이다， 행동은 구 

성요소에 의해 수행되는 특정한 작용으로부터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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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수의 매우 단순한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전체 

패턴의 특성으로부터 야기된다 연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행동 

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단계 단계별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 

로 얻어진 체계가 인지적 용어로 균정될 수 있음 정도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병렬분산처리 체계는， 보다 전통적인 기계론적 체계가 기 

초하고 있는 분해의 원리를 침범하며， 보다 전통적인 기계론적 섣멍 

에 대한 대안음 제공한다， 만일 우리의 인지 체계가 병렬분산처리 유 

형의 체계라면， 위에서 개괄한 기계론적 연구전략은 작동하지 않음 

것이다， 왜냐하면 기계론적 연구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상호작용의 패 

턴에 초점음 맞추지 않고 불연속적인 구성요소들음 찾아내도록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가 수준간의 연결음 끌어내는 

것이 오도되었다는 것음 보여주는 것은 아니며， 단지 다른 유형의 수 

준간 이론이 요구된다는 것음 보여줄 뿐이다 수준간 이론은 병렬분 

산처리 체계가 인지적 용어들로 기술될 수 있는 행동들음 어떻게 산 

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이론들음 개발하기 위한 전 

략은 전통적인 것과는 다른 것인데， 그 이유는 이해와 같은 인지적 

능력이 체계를 분해하는 것으로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해는 어떤 종류의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할지를 보여주는 수 

학적 모형에 대한 이해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전히 

특정 종류의 처리과정들이 어떻게 다른 처리과정들음 야기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준간 이론일 것이다(Bechte1， 1986). 

N. 수준내 방법론으로서의 경계 허물기와 

경계에 다리놓기 

지금까지 인지과학 방법론으로 삼펴본 환원， 기능적 분석， 병렬분 

산처리 등은 모두 수준간음 연계시키는 방법론으로， 상위수준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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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시파학파 ;-]위수준에 위치한 신경파학을 연걸시키七 방법문이 

디 그마니 학제적인 인시파학 연구 속에서는 심려학， 인공지능- 언이 

학‘ 인류학， 그려.il. 칠학 둥파 감이 :당일하게 상위 수준에 속 ò]는 인 

시파학내의 학문 분야들간을 연걸시키는 방범문 또한 필 \lò] 디 이야 

한 학분분야는 대략 농얻한 수순에시 자연 족에 있는 유가지l의 헨싱 

듀을 나，’므보 부분-전지l 관계가 언어지가 어렴다 따라시 이븐- 핵분 

분야 숭 하나의 이휴으보부 터 다른 분야의 이론을 도춤할 것을 세안 

하는 것븐 섣늑팍이 없나 인을 수 있는 유얻한 환원 펜게는 이듀 이 

묻듀 숭 몇몇이 ]iL누 동띤한 낫븐 수순으} 이휴 하에 ￥-섭되는 깅우 

얻 깃이다 J러나 인지괴펙 의 장시자븐이 -，런 송뉴의 환워 없이도 

침여하논 학문분야듭간의 홍미 있는 이논적 관계를 개발하려? 계획 

했다논 것은 냉백하다 이제 동잊 수준에 속하는 학문분야늘의 이논 

듭유 연계시켜논 방1갑논에 대해 살펴보지‘ 

Abrahamscn(l <)R7)은 학운간의 집촉에 있어 ‘경계 허뭉 7] (boundary

brcakíng)’와 ·경계에 다리놓지(boundaπ-brídging)’간의 유용힌 ，1.볍유 

소개했논데， 각각은 다는 종류의 이논적 노역은 수1만힌다， 경계릎 허 

무는 접촉은 한 학문분야의 종사-자들이 자신의 학문분야를 해서하는 

새무운 진을 찾기 위해 디른 학문분야이l 주의를 기울일 때‘ 또;」 한 

학문분야의 종사자들이 디른 학문분야 영역의 일부를 자신의 영역으 

무- 기셔?과 시jE한 때 일이1난디 한펀 겸계에 디~리를 놓七 접촉은， 

한 학문분야의 종시사들이 사신의 학문분야 안에서 정의뭔 문제를 풍 

기 위해 관련되 학문분야의 작엄에서 ?E유을 받으과 한 때 빈생한디 

Abrahamsen븐 섞며펙괴 언어핵간의 싱후식용의 역사에시 양 좋뉴의 

노먹이 ]iL누 밤생했고， 숭요한 역할을 했나는 것을 보여주려 했나 

1. 경계 허물기 

대디 수의 7:의 를 끄는 것은 멍 1δ 경계 허물기의 사례이디 

Blumenthal(l 9g7)븐 섬며핵괴 언어펙간의 깅게 허닫가 뀌게듀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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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카디란 시례 룹을 기술한디- 양자 모두 학문분야의 종사사들이 사 

신의 이문적 웬전이 빈곤헤셨음을 빈견허_jI_ 디→른- 학문으무-부터 이문 

틀을 자기 학문분야무- 끌이들여 그것을 확장ò1 펴 했 g 때 빈생했디 

19세기 후빈 자신들의 이문적 원전의 빈곤함에 불낀이었던 언이학자 

듀은 Hobart나 Wundt외 킴은 연구자에 의애 밤전하고 있는 새보운 

섞마학적 전밍에 수의듀 /1웅였다 여가시 언어학자듀븐 언어 연구에 

대한 경험적이고 양회 가능한 섭근볍을 개밤할 수 있는 희냉-을 보있 

다 ‘ f 듀의 노펙 숭 일부는 심마펙에시 정선직 지며괴성을 닦구하는 

도구가 어떻게 언어의 구소단 섣멍하시 위해 도입떤 수 있는샤듀 보 

여주는 깃이었다 I 러나 이러한 핵분간 깅거| 허닫기 노팩은 부분직 

c 로논 인지적 과정에 관힌 선리학 내에서의 다양한 견해늘의 겸과 

로， 부분적。-로는 행동주의의 번성의 검과로 금세기 초에논 종넉에 

이듀렀다‘ 그렇지만 이러한 학문간 경계 허뭉가논 신리학과의 접촉이 

같넌 지 오때 추까지 l'→조주의적 인어학의 형태로 언어학적 연 1'-에 

유산유남겼다 

1960년대 언어학지늘은 신리학에 새로운 전땅은 젠어넣읍 c 로씨 

심랴학으무-부터 받았던 혜택을 되돌펴추었디 Chomsky-:__:- 언이학의 

파재들을 재개닌화히는 파정에 있었_jI_- 늑히 자신의 생성문범 모형 -g 

기시iL 언이의 구주추의석 문서애 대한 대안을 제공히였디- 이 시기 

에 George MilleL Thomas Bever 그려_jI_ David McNeill과 감은 수많 

은 심리학자들은 행동주의적 심려학의 이문틀-이 빈곤함을 빈견하iL 

Chomskl’의 언이학애서 잔재적으무 심리학이11 -R - -g 한 자엄틀을 부았 

다 Chol1lsky 운볍에시 세안판 변헝은 마유에시 밤생할 수 있는 식동 

을 세시했고， 더욱이 ‘ {러한 변헝이 얻어난다고 와증할 네이터암 젖 

는 깃이 까능해 보였나‘ 

엔대 인지 심여학븐 시추에서부터 Chol1lskv보부터 빚을 졌을 뿐 

아니라 Chol1lsky모 자진의 식입을 섞마학에 대한 시여보 가꺼이 해 

식했다(Choms셔’， 1968)_ _ I의 언어학 직 분석에 /1:한하여 Chomsky는 

문1갑적 지식은 본유적인 것이며 학습뇌논 것이 아니라논 그의 생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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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nativistic) 결문파 감은 심리학적 걸문들을 끌이낼 수 있었디 이야 

한 추장은 부분석으믿는 언이학적 증거에 의해 뒷받친되었_iI_(딩핀 문 

법의 증서)‘ 또한 섣려학석 난서(언이 학습사기 받늠 사극은 학습이 

기능하기에는 니무 빈곤히디는 논변) 위에서 구측되었디 Chomsky기 

섞마학에 하려 했던 또 다른 11여는 능펙(competence)괴 수행 

(perfonnance)간의 구번이었는네“ f는 l깃을 누 펙운간에 섬회판 연 

구듀 애야 할 책임이 있는 괴세보 보있다 보띤 분볍븐 자연언어의 

분볍 원마듀을 세한하고. 이러한 워며븐을 통단하는 깃이 언어 능팩 

을 구성한나 보떤 분볍은 보띤직이면시도 복유적이시 때문에 언어학 

자는 [ 자선의 자워에 의기하여 능꽉의 이론을 밤전시킬 수 있었고. 

가역이나 처리 용링 。-로무E1 미 것되는 실제 언어 수행에서 가해자는 

제힌에 대힌 연 1 1.논 선리학적 연 11.지늘에시l 남겨두었다 

이러한 두 경계 허묻기의 사례에서 본 수 있었던 것은 한 학문분 

야의 이논은 토내로 다는 학문분야의 이논이 재 11.성뇌논 1;1.습이었다， 

두 학문분야는 분야듭유 연계시키는 이논유 생성하는 데 있어서 서 

로 상호영향은 주~.받논 상내지었다가보다논， 힌 학운분야에서 이미 

개빈되 이문이 다른 분야의 물음이l 데담하 y_록 단순히 확장되었디 

언이학석 이둔이 이재 애초에 신계뭔 것il~Z__:- 1디 F- -종류의 문제들에 

데담하 y_록 9구되므믿(예를 들면 언이 체계의 구주갱디 L 정신석 처 

리파정에 관한 물음)， 심화된 연구기 }I.구되는 것은 깐마운 일이 이 

니디 그마니 이런 방식으무 학문분야들을 당합하펴는 초기의 시 y_는 

걸파석으무- 싣페히였디 Chomsk'yOll 의헤 제안되 학문건 표무그램에 

대한 관심은 섞며펙괴 언어핵 양쪽에시 ]lL누 김소해 갔다 

Reber(l 9g7)외 McCauley( 1997)가 보여주려 했던 것지럼‘ 이깃은 시보 

다른 요구샤 언어핵괴 섞마핵의 이론븐에 부괴되었으며， 각 핵운분야 

의 좋사자븐은 분야븐을 연게시키는 이론을 형성하는 데보나는 주보 

자선의 핵운분야의 요구에 웅하는 데 자추l 듀의 식입을 십숭시켰다는 

사집에 시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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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계에 다리놓기 

선러학과 언어학간의 _it'.환이 경계에 다리놓기 노역의 임환。-로부 

1'1 촌현힌 그런은 다소 다금A 보인다(Abrahamscn， (987) ‘ 여기에는 

한 학문 분야의 이둔이 디른 학문분야의 이문을 재구성하토록 임→1긴

;-1 펴 C 시 jE 데신에 9.εl 펴 킥 학문 문이야의 텀구들간에 -임 용한 연걸 

을 끔이나l펴는 시걷기 있었디 분야긴 노력으무서 섣려학과 언이학의 

상호작용을 이헤히기 위해 우리늠 섬랴학파 언이학 양자기 모두 언 

이의 변모들을 연구히지민 양자는 언이를 디르게 해석한디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I.하디 많은 언이학사들에 있이서(Choms1안’를 제외 

하고) 언어는 주보 추싱 직으보 분식되어야 할 흥미보운 구조단 가친 

분회직 신걷이나 섞마학자븐에게 언어는 유시제에 의애 이해되고 생 

싱되는 어떠한 것이며. 따라시 관심븐 ‘ f 러한 심시간직 λl 마괴정을 

연구하는 데 십숭되어 있다 

언어에 대한 냐른 섣멍븐 이러한 누 복직을 꽉친할지도 liL브나 이 

려한 성병븐븐 각자가 나른 복직을 추구하는 사력 듀에게 정보단 세 

공하논 것이 될 수노 있다 유기체가 인어를 어떻세 표상하.17 조작하 

논지에 관한 정보처리 틴형븐 새말하기 위해， 선리학지늘은 언어에 

대힌 기슨은 핀요로 한다‘ 언어학지의 가슴은 유용한 촌발점은 제공 

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보처리적 설l성븐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형식화 

될 휩요가 있은 것이다 Clark와 Clark(l ()77 ‘ 한 사광은 선리학지이까 

다는 사탐은 인어학지이다)의 연 ，1.논 어떻새 신리학적 연 1'.가 언어학 

에 의헤 그펴진 언이에 대한 기술무-부터 출변한 수 있는시‘ 그1:' 1니 

이1:'1한 기술이 심리학석 텀구의 파정에서 이떻게 재형식화될 수 있 

는시를 예시한디 그들은 부정(negation)이니 Hl교납파 갚은 현상에 

데한 언이학석 신멍을‘ 정부처리 모형에 능합될 수 있r-록 처리파정 

의 형식에 언빚게 재형식화히였디 그들은 그마i 니서 ?류 페년이 

니 빈~응 잔재력파 간은 심리학석 데이더를 사용히여 그 모형의 심리 

핵직 직선성을 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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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한 사신들의 연구니 작엄 파정에서 언이학적 분서애 호↑、-한 

심랴학4들(Abrahamsen， 1988; Gleitman파 Gleitman, 1970: Kaplan파 

Bresnan, 1982; Klima외- BellugL 1979)의 또 디끈- 학문분야간 노력은， 

단시 한 영역의 이둔을 디른 영역에 석용히기만 히는 것을 념이서서 

다른 분야의 연구듀 안내하가 위해 한 분야보부터 나온 이론직 관접 

또는 견괴담 채헝식회하가도 한나 ‘ f 괴정에시， 섞마핵자븐은 언어 

지마외 언어의 추싱직 구조간의 연견을 병세회할 수도 있으며.，.며 

하여 분야간을 윈뀐하는 분야 연계 이론을 산춤할 수도 있다 이 이 

묻듀은 섬며핵에시 연구판 시세가 어떻게 분회직 선문보시의 언어의 

구조듀 야시할 수 있는가듀 보여순나 .，러나 이러한 탐구단 수행하 

논더l 있어서 선2-1 학지늘이 언어학지늘의 노역븐 가로채려 시노하논 

것노 아니며 선리학의 주노권유 주칭하려논 것노 아니다‘ 

선러학과 언어학간의 관계논 년방향적인 것이 아니며 언어학의 가 

;유 차용하여 수정훼 6로씨 처리 가제에 내힌 탐 11.를 인내하려는 

선2-1 학지듭에 거「힌뇌는 것노 아니다 선리학은 인어의 토내와 인간에 

의해 사용될 수 있논 종뮤의 언어늘에 대힌 한계를 보여줌 6로씨 인 

이 현상을 신멍하는 데 ?E유이 될 수 있디 예를 들사면‘ 처려의 한 

계에 관한 심리학적 정부-는 왜 늑정 유형의 언이 구주기 더 란 세력 

을 전유히_i_I_ 있는지 신벙해 줄 수y_ 있디 이균1한 현상은 심리학석 

팀구를 당해서 신병펄 수 있으니， 언이학 자체만으믿七 신병될 수 없 

디 그마므무 언이학 이문을 심리학석으면 사 용히는 것파 언이학석 

현상에 대헤 심랴학석 신멍을 하는 것 양자 모두 학문분야의 경계를 

념나-.::::는 이론적 개밤보 귀걷판나 언어의 추싱직 구소까 갓는 특정 

듀븐 언어듬 이해하고 생성하는 세계의 특정괴 연건판다‘ 

3_ 경계에 다리놓기 사례로서의 개념 및 범주화 연구 

경계에 다리놓기 관계는 이문을 치 용히서니 강제히는 것이 강주되 

지 않고 다른 학운분야븐에시 각시 다른 지향점을 까지고 연구3년 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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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들간의 연걸을 끌이내는 것이 강:1-~1 디 이렌 경우- 킥 학문분야의 

연구자들은 사신이 관심을 기시는 현상들이 디른 현상들에 이떤게 

관련되는기←를 빈견함으믿써 판성을 기-^].:_: 현상들에 대한 그들 자신 

의 이해 를 너 욱 풍부히 한 수 있디 

인지괴헥에 참여하고 있는 나양한 학운분야의 송사자듀이 강÷f적으 

보 ‘ f 핵분분야듀간의 간÷f을 께워술 수 있는 이론직 전밍의 개받어l 

/]여하고 있는 하나의 /]팩 (project)은 개념괴 범수회의 보성에 펜한 연 

구이다 개념은 여가시 사닫의 벡주에 대한 언어직 또는 정선직 퓨싱 

으노 추l급판다 이러한 노펙의 뿌피는 송송 천헥자 W ittgenstein( 19 53) 

으보 가증려 올라가는데 r는 개념이 예캔대 l깃에 싱응하는 범수 

속에 있기 위한 휩요 증분 조건유 제공휘?로씨 정의될 수 있다는 ? 

선적인 견해에 노션하었다‘ 그논 “ ;11임”과 같은 간닌한 개념에서조차 

노 편!요 증분 조건유 진슨하논 것은 닛가능하다? 주장하였다 그는 

R는 세임늘이 공유하논 공통펀 속성의 집힘 이 있다가보다논， 어띤 주 

어진 새임이 그것의 전부가 아니라 임부만은 공유하논， 속성늘의 승복 

되논(0、 crlappíng) 집힘이 있은 것이라 제언하였다 그는 그 상황븐 사 

란의 기족 구성원간에 빈견되는 듀성들에 비유히였는데‘ 그들 각각은 

듀정들의 중복되 집합의 일부를 공-임 히지 l긴- 이떤 늑정 ç_ 기치- 모두 

그랴:1l 9-무시 그 기족들에 의히l서넌 공유되서는 않七-디 

개념의 _iI_진석인 개념화에 대한 jE진은 언이 구주에 관심이 있었 

던 두 인류학자 Berlin파 Kay(l 969)이l 의해 너 반전되었디~ 서 무 디 

른 문화들은 색짤을 단순히 디므게 분류한디_iI_ 일빈석으무 번이셔 

왔지만， .，.븐은 매우 냐른 언어듬 샤친 시보 다른 분회 븐 내에시， 만 

얻 [ 운회 샤 어떠 특정 색에 대한 단어암 까지고 있나면‘ 사팎븐은 

분회 의 차이 에도 불구하고 [ 색의 숭섞 적(foιal)인 보가보 농얻한 사 

폐암 십-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나 사용하고 있는 섹 용어의 직용범위 

에 있어시는 언어샤 냐듬 수 있지만， 숭섞직 색낄보 여겨지는 것에 

있어선 다르지 않나는 깃이다 이 식입은 섬마학자 Eleanor Rosιh외 

그의 동료늘에 의해 디 발전뇌었다‘ 초기에 Rosch는 71본 색~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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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용이를 걸여 6] _i)_ 있는 언이 를 기진 문화들에 있이서주치 ?E 시 

란들은 그 색깔들의 중심적 시례들을 비중심적인 사례들부디- 더 기 

초석인 방식으무 처랴한디-는 것을 받여 T 었디-(Heider[Rosch]. 1971 , 

1972) 

Rosιh는 l 나유으보 .，.니의 생각을 색을 념어 광범위한 개념븐 

(예7，'1 대 “새"외 김븐)에 까지 와징하였고， 개념 듀 또한 유사한 구소 

듬 지니고 있어시 한 범수의 어떤 사례븐은(예커대 참새) 다른 사례 

(예치대 오마)븐보다 더욱 전헝직인(prototypiιa1) 것으보 핀만3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Rosch， 1975‘ Rosιh & Mervis, 1975) 언어직 증가 

에 부샤하여 Rosιh외 I 니단 이븐 섣며펙자븐은 개념의 구조에 대한 

이러한 설냉은 디 l~료하새 하논 광범위힌 선리학적 척노(애를 늘변‘ 

한 범주에서 보다 원형적인 사례를 범주화힐 때논 디 빠는 반융시간 

유 보여주논 반응시간 척노)를 개발해 왔다， 

Rosch논 그 후， 실제로 사팎늘이 힌 대상이 어 띤 범주에 속하는지 

에 대한 딴난은 그것의 :11.유한 원형(protoLypC)에 대힌 유사성븐 기1만 

-디로 내런다논 것， 다;는 새념늘이 웬형의 형태로 u] 리 속에 정신적。 

무- i上상되이 있디는 것을 그녀기- 수집한 증거들이 부여준디-는 생킥을 

서부6] 였디 그마니 수많은 심리학자들은 그1:'1한 방식으믿 그 걸파를 

해석한디~ 예를 들이 Brooks(l 978), 그려_i)_ Medin파 Schaffer(l 978)는 

정신 뇨상의 범례 모형(exemp1ar mode1)을 주창히는데， 그 모형에 따 

코띤 이떤 범주에 속한 개별 시례(이떤 이의 친숙한 711)기 범추 판단 

에 있이 준서전 (reference point) 역한을 히 ltL 시란들은 디→른- 대상이 

l 벅주의 구성원인지듬 ‘ { 사례에 대한 유사도의 뀌점에시 핀단한다‘ 

워행이라는 관접에시의 개녁괴 범주회에 대한 이러한 새보운 접근 

븐 다양한 비핀을 [반감이나 나양한 핵분분야보부터 끔어븐였나 섞 

마핵자의 누 십만‘ Osherson고1 Sl1lith(1981), . I마고 Annstrong‘ 

G1eitl1lan괴 G1eitl1lan(1983)븐， 워헝 뀌점의 g.후-자사 수정 해 온 것λl 

럼 벡주가 금자 !대보 원헝 구소듀 샤지고 있나는 견해에 대해 도 

선하였다‘ 애 를 늘어 ArmsLrong 등은 핀요 증분 조 건유 갖춘 개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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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석인 사례인 것으믿 1댐이는 “훈수”와 갚은 개닝이l 있이서주치 y_ 

원형 .~~과기- 나다난디 는 것을 받언디._ Osherson과 Smith는 개닝은 정 

의석 핵심(defining core 번주의 구성웬이 되기 위해서 만즉시켜야 

한 필}I.충분주건)과 식별 절치(웬형성 걸파를 유도61.~-)를 모두 포함 

한다는 견해듀 g 후하였나 천핵자인 Georges Rey(l 9~ß) 역시 Rosιh 

의 전통을 비핀하는 데 동참하여， 언어직 의미듀 성화하게 이해하는 

것은 헝이싱핵직 분세보시. 섞마헥직 사심보번터 분마하여 다， .어겨 

야 한다고 주싱하였나 Putnam(l 975b)의 뒤듬 이어 1.는 의미의 핵섞 

은， 단어가 외부 세계외 연견되는 지시 펜계에 、응여 있나고 여γ1나 

지시판 대싱듀이 단어의 외연을 구성하고. 용어의 외연은 어떠 개인 

이 용어의 외연에 해당뇌논 것이 무엇인지를 겸정하논 망식과는 꼭 

립적인 것 c 로 객관적인 것이다， 그렇시l 하여 그논 원형생 판년이 언 

어의 의미에 어떠한 관계를 가진다논 주장노 거부하었다 

다는 이늘은 다는 망시。-로 비판에 동침하였다 인어학지인 Anna 

WìCfιbiιka(l <)R7)은 ?전적인 진해(개념늪은 빔주의 ， 1→성원이 뇌기 

위힌 핀요증분조건의 관점에서 정의된다논)의 옹호지늪에 대한 

Wittgenstein의 권iL. 즉 범주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필}I.충분주건이 

있디는 것을 단순히 진재히지만 말iL 그마한 주건이 무엇인지를 부 

이ê.l 는 권i를 신중히 받이들였디 Wittgenstein이니 원형 개닌을 채 

댁해 온 학자들파는 닫려， 그녀는 “게임”파 갇은 개닌애 대헤 필}I.충 

분주건을 제공하는 것이 기능히디놔 주장òl 였으"1 정의의 후받기 될 

만한 것들을 제시히였디 그균1니 그녀는 원형적 접난을 전적으무 페 

시하지는 않었는데， 붉븐. 새. 오료냐외 킴은 용어븐의 성의는 l 펀 

요충분조낀 속에 비교직인 핀단을 f암하므보‘ 정의 자지l 샤 워행적인 

사례에 으}펀한나고 놈변하였다 누 섞며펙자 Medin괴 Ortony는. 이러 

한 나양한 비핀듀에 의지하여 심리핵 적 복잠수의(psychological 

essentialism) .~ -2 .후했는네‘ J깃에 따료면 개념의 표싱은 보집을 ? 
?후-회한다는 것이나 l 러나 !듀븐 이러한 류잠이 표면싱의 특성이 

아니라 선층 이논늘 속에 있논 것이라 여겼다‘ 그늘은 이러한 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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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들이‘ 범추의 시례들을 식별하는 데 시-~-될 수 있七 얘디 파상적 

인 띤모들의 집행예컨데- 시각적 면모들)을 산출하이‘ ?리의 시각 

체계는 그야한 띤모들에 잘 빈 S하 y_록 진화해 왔디-jI__ ，~-창히였디 

그이니 이 변모들은 정의하는 늑성들이 이나디 

Rosιh의 전통을 지지하는 수많은 이론가븐은 워헝생 핀반을 섣멍 

하시 위해 이묻고} 김븐 더 간븐 인지 구二죠듀 끔어듀이 /1 시작하였나 

섞마학자인 Neisser(l 98())는 벡주회듀 하는 우녀의 능펙이 세상 족 

유시재의 패턴에 반응하는 지각 치l계의 능펙괴 한께 시식할지 ]iL료 

지만， 강÷f직으보는 우엇이 공통의 범수에 족하는지 견성하는 이론에 

의 :뭇한다고 주싱하였t:-l-<Murphy와 Medin, 1985) 언어핵자 George 

Lakoff(1 <)R7)는 “이상화펀 인지 "9_형‘’의 개념은 노입하여 우리가 대상 

은 범주화하논 데 영향은 미치논 지식은 조직화하논 년위를 지성하 

었다 이러한 틴형 E 우리가 사까하논 원리블 조직하y-， 원형생 만1난 

은 임P 카논 것이라 주장하었다 그러힌 조직화하는 새념 종의 하나 

는 Lakoff가 청학지 Mark JOh11S011과 힘께 미유에 내해 협동。-로 연 

1 1.하논 과정에서 개발힌(Lakoff & JOh I1S011, 19RO) 환유 "9_형 

(metonymic model)의 개념이디~ 이 것은 추문파 재인의 작엄에서 냄 7τ 

의 한 부분 이 빙추 진체를- 대뇨한디 L 모형이디 예틀 들자면 이머니 

의 개닌 중 히나인 가정주부인 이머니기 전체 범주를 대뇨하는 임을 

한디는 것이디 이마한 일이 빈생히면- 직장언 이머니는 기정추부인 

이머니;딩디 딜 좋은 사례마七- 원형성 판단이 초ι11 ￥l디 ~ -ò1 니의 ;F 

직화 원려 L- 중심적인 사례에서부더 출빈 ò1 여 변화히는 디양한 사례 

븐을 성의할 때 밤생하는. 빙사헝 범수담 수반한나 ‘어머니’의 예듬 

다시 듀어보민. 우미는 아이듀 냥고. ,1 아이의 유전자의 반을 세.;;

하며， 아이단 시르는 어머니 능의 숭섬직인 사례보부터 시식하여 이 

패lf'l으보부터 벗어나는 특수한 사례븐을 정의할 수 있다(예담 븐자며 

게]iL， 앙:~‘ 생~). 이러한 꼬행븐은 ]iL누 우리의 이싱적인 liL행으보 

부터 벗어나며. 또한 Lakoff에 따료며 워헝싱 펀단을 선출하는 데 /1 
여 힌다 Lakoff는 새념과 범주는 이 러 한 선층적 인지"9_형의 산불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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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단순한 사고의 원자(atom)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개념과 범주화에 관한 작엽에서， 우리는 인지과학의 서로 

다른 분야로부터 같은 주제，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본성에 

관해 언급하는 수많은 연구자들음 발견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분야 

에서 온 결과로 인해， 그들은 서로 다른 이론적 모형들과 서로 다른 

연구의 양식음 개념과 범주화에 관한 작엽에 도입하였다 원형성 판 

단에 관한 초기의 결과에 관하여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연구자들이 작엽음 해 가는 방향은 인지과학에 포함된 서로 다 

른 학문분야의 요구들에 적절한 개념과 범주화에 대한 통합된 섣멍 

에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섣명은 한 학문 분야를 다른 것으 

로 어떻게든 환원함이 없이 학문분야간에 다리를 놓는 분야 연계 이 

론의 또 다른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v. 포괄적 인지과학 방법론으로서의 분야간 
이 론(interfield theory) 

지금까지 우리는 인지과학 방법론으로 수준간 방법론과 수준내 방 

법론음 삼펴보았다 수준간음 연계시키는 방법론은 상위수준에 위치 

한 인지과학과 하위수준에 위치한 선경과학음 연결시키는 방법론으 

로 ‘환원’， ‘기능적 분석’， ‘병렬분산처리’ 등음 그 예로서 고찰하였다 

그라고 동일 수준에 속하는 학문분야들음 연계시키는 방법론은 섬라 

학， 인공지능， 언어학， 인류학， 그라고 철학 등과 같이 동일하게 상위 

수준에 속하는 인지과학내의 학문 분야들음 연결시키는 방법론으로 

‘경계 허묻기’와 ‘경계에 다라놓기’를 그 예로서 고찰하였다 

이러한 여러 방법론음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인지과 

학 방법론은 없음까? 그것에 대한 답은 ‘포괄적’이라는 용어의 의미 

를 얼마나 엄말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절 수 있다는 것이 필 

자의 생각이다 다시 말해， 위의 학문 분야의 이론들음 모두 하나의 



7') 놈문 

틀에 맞취 능일석으믿 션명헤낼 수 있는 그마한 낭일석인 방법문석 

틀을 }I.구한디면， 그마한 방범문의 수럽은 이렵디는 것이디~ 그이니 

디른 학문분야들에서 각기 디븐- 지향전을 기지_jI_ 연구되 현상들간의 

연결을 란이나1 _j1_ 그들간의 관계에 데한 진체적인 주망을 기능게 하 

는 것으보시의 F관직 빙볍론이라고 한나면‘ l깃븐 시능하다는 것이 

다 펀자는 후자의 빙볍묻에 대한 이꺼으보 ‘분야간 이묻(interfie1d 

ùleory)’이란 용어듀 Darden괴 Maull . L마고 Beιhte1을 쫓아 세안한다 

Beιhte1은 ‘분야간 이론’을 ‘화원.과 대비되는 용어보 사용했나는 점 

에시， 펀자의 용어볍괴는 다브다 펀자의 생각으보， 어자펴 핵분 분야 

듀간의 전반적인 환워이 어려운 싱황이라면 (-，것이 비녹 직정직으보 

어려운 것이라 힐지라노)‘ 부분적인 환원노 선처l 적인 관계 설정에 대 

한 이해를 갚기| 해준다논 의미에서 분야간 이논의 임종‘디로 본 수 

있다논 것이다， 띠라서 굉지의 포판적 인지과학 방1갑논 c 로서의 ‘분 

야간 이논’은 위에서 만한 ‘환원’“기등적 분석’병렬분산처리’， ‘경계 

허뭉가’경계에 다리놓기’ 등유 R두 포판하는 방1갑논이다 그것늘의 

공통점은 다는 학운분야늘에서 각기 다는 지향점은 가지? 연 1" 된 

현상들간의 연결을 균이내_jI_ 그들간의 관계에 대한 전체석인 ~망을 

기능711 해준디는 전에 있디 lil 유히여 밀히자면‘ 인시파학 방법문은 
석이 y_ 지닙 시전에서는 모든 디양한 종류의 칠굉서들을 òl 니의 방 

식으믿 녹여내는 정굉 무 (me1ting pot)일 수}」 없으1 이‘ 디양한 재R들 

을 모아 그 진체성에서 주-화틀 이루이내七- 생마드 -딩-울(sa1ad bm\:’1) 

이 될 수밖에 없디 L- 것이 필사의 걸문이디 
연구 빙볍론븐 연구 분야의 내용과 외전히 복넙적으보 견정된 수 

는 없다. 더구나 경험직 사내에 낮을 내피고 있는 인지 현싱에 대한 

연구는 선험직 빙볍만으도 또는 단 한샤지 빙식의 깅험직 빙볍만으 

보 ]iL든 연구듀 마-부마지을 수는 없을 깃이다‘ 인지괴 펙 연구는 다워 

적 행내÷수 아우료는 빙식의 빙볍묻으도 우1행되어야 할 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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