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접근과 학문간 융합
－인지과학 새 패러다임과 철학의 연결이 주는 시사－

이 정 모

【주제분류】심리철학
【주요어】심리철학, 외재주의, 연장된 마음, 존재론, 인지과학, 체화된 인지,
김영정
【요약문】인지과학의 형성 배경, 주요 특성 및 변천 역사를 개관하고, 철학
이 인지과학과 연결되어 인지과학의 패러다임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
‘체화된 인지’ 또는 ‘확장된 마음’ 패러다임의 일반적 특징, 이 틀의 문제
점에 대한 논의, 이 틀의 변화가 학문 간 융합에 주는 시사를 논의하였다.
인지과학의 새로운 접근으로서의 체화된 인지 접근이 마음에 대한 어떠한
개념적 재구성을 가져오며, 이는 인문학과 인지과학의 내러티브적 접근과
어떻게 연결되며,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예술 등 주변 학문들
과의 융합, 수렴에, 그리고 철학에 어떠한 시사를 지니는가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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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세기의 인지과학: 마음에 대한
철학적 탐구의 이어받기
1. 인지과학 탄생 이전
인간 마음의 본질과, 그 마음이 작용하는 여러 측면에 대한 탐구는
고대 이래 철학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철학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이 주제에 대한 개념들을 명료화하고 여러 논리적 분석을 통해 다양
한 문제 제기와 좋은 이론을 가다듬어 경험적 관찰과 직관적 관찰,
논리적 분석을 조합하여 좋은 이론들을 제시하였다.
16세기 및 17세기의 유럽의 과학혁명 이후에 그동안에 진행되어온
여러 주제에 대한 학문적 탐구가 모학문인 철학으로부터 각기 독립하
여 여러 과학 분야를 형성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 받은 19세기의
학자들 중에는 마음의 문제까지도 직관적 논리적 분석을 넘어서 객관
적 실험 중심의 경험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탐구할 수 있는 가능성
을 모색하려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당시 유럽에 널리 퍼져 있던,
특히 독일의 물리학과 생리학을 중심으로 독일 학계에 팽배하여 있
던, 실험 중심의 경험적 접근을 도입하여 철학에서 다루어 온 심적
현상 주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려 하였다. 그 결과로 그들은
철학의 전통적 심리철학적 주제의 일부에, 실험물리학과 실험생리학
적 방법론을 연결하여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경험과학적 학문
으로서 출발시켰다. 심리철학 영역의 한 부분이 철학의 하위 영역으
로부터 독립하여 하나의 경험과학으로써 탄생한 것이다. 1870년대에
심리학을 독립된 경험과학으로서 출발시킨 분트(Wilhelm Wundt)는
이러한 경험적 방법론 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심리학에 ‘실험생리적
심리학’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분트 이후의 30여 년 동안의 심리학은 마음의 주관적 체험
으로써의 의식의 분석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한 나머지, 의식 내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보고를 분석하는 방법의 체계화에 중점을 두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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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랜 동안 철학의 전통에서 내려 온 직관적 내성법을 과학적 심
리학의 방법론으로 가다듬어 체계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였다. 이에
따라 자연히 심리학의 탐구 주제는 의식경험, 그리고 주 연구방법은
내성법이라는 구조주의(구성주의) 심리학의 틀이 전개되었다.
그런데 20세기 초에 이르러 왓슨(J. B. Watson)1) 등의 일단의 심리학
자들은 이러한 접근이 실증주의적 객관적 과학의 틀에서 벗어난 것이라
고 생각하여 경험주의적 행동주의 심리학의 틀을 출발시켰다. 철학의 논
리실증주의에 강하게 영향 받은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객관적으로 관
찰 가능한 것만 심리학의 연구 주제이지, 객관적으로 관찰 불가능한 것
은 과학적 심리학의 연구 주제가 못 된다고 보았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마음, 의식, 인지, 심적 능력 등의 심성적(정신적; mental)2) 개념들을 심
리학에서 배척하고 오로지 객관적 관찰이 가능한 행동만을 심리학의 주
제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조건형성(conditioning) 과정으로 동물과 인
간 행동을 기술하려는 입장 그 핵심인 이 행동주의적 패러다임이 심리
학과 주변 사회과학 분야들을 1950년대 중반까지 지배하였다. 심지어는
인간 언어와 사고 영역까지 행동의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언어행동을 조건형성과정에 의하여 설명하려는 스키너(B. F. Skinner)의
시도가 그 대표적 예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심리학이 객관적 경험과학이 되려는 나머지
방법론적 객관성을 강조하고 심리학의 본래적 탐구 주제인 심적 현상
의 대부분을 아주 빈약하게 개념화하거나 마음 개념을 심리학에서 축
1) Watson, J. B., “Psychology as the Behaviorist Views It”, Psychological
Review, 20, 1913, 158-177.
2) ‘정신’이라는 용어는 현대 과학적 심리학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다.
흔히 영어로 ‘mental’, 또는 ‘mind’라는 개념을 번역하여 사용할 때에 국
내에서 ‘정신’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과학적 심리학에서
는 맥락에 따라 ‘마음’, ‘심적 현상’, ‘심리’, ‘심리현상’, ‘심성적’이라는 표현
을 더 선호한다. 김영정(1996) 교수도 “‘마음’이란 용어를 감성적, 정서적
영역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히 감성이나
정서가 주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맥락이 아닌 한, ‘마음’과 ‘정신’을 혼
용하여도 무방할 것이다(13쪽).”라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의사소통의 목
적 편의 맥락에 따라 ‘마음’과 ‘정신’이라는 단어를 혼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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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편향된 행동주의 심리
학 접근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마음’의 본질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
구성하여 경험과학적 연구 주제로 회복하며 새로운 접근 틀을 도입하
여, 철학적 전통에서 오랫동안 다루어온 심리철학적 주제를 새로운
개념적 틀에서 접근하게 하여 준 발상의 전환이 1950년대 후반에 북
미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그러한 사건이 바로 20세기의 과학혁명이라
일컬어지는 인지혁명(Cognitive Revolution)이었다.
195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하여 이루어진 인지혁명을 통하여, 과학
계는 인간 자신과, 동물, 컴퓨터, 인간문화체계 등에 대해 새로운 방식
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틀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인지적 패러다임
의 이론적 틀이 바로 정보처리적 접근의 고전적 인지주의(Cognitivism)
이었고,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며 그 기초이론과, 응용적 구현의 근거
를 탐구하는 학자들의 아이디어의 역동적인 교류와 수렴적 상호작용의
상승적 지적 소용돌이로부터 자연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생겨난
학문체계가 바로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이라는 다학문적, 학제적,
학문이다.3)
인지과학의 탄생 과정에서의 여러 학문의 수렴 과정은 다음과 같
이 김영정(1996) 교수의 글에서 잘 요약되고 있다:
“행동주의는 마음에 대한 계산적 표상 이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인지심리학에 차례로 자리를 내어 주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철학은 데
카르트－홉스적 방향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으며. (촘스키의 데카르트
적 형태의) 언어학이 흥미로운 과학으로서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컴퓨
터 과학이 제대로 형태를 갖춘 분야로 등장하였다. 정신을 표상들에
작용하는 계산장치로 보는 데카르트－홉스적 통찰력에 자극되어, 컴퓨
터과학자들은 인공 지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인지과학이 잉태
되었던 것이다(71쪽).”4)
3) 인지과학의 형성 배경 일반 및 인지과학의 철학사적 배경, 인지과학의 요
체에 대하여는 김영정(1996)의 2장과 3장 내용 참조
4) 철학이 인지과학 형성에 도움을 준 측면은 두 가지로 생각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개념적 측면으로 철학에서 심리철학을 중심으로 하여 마음
의 작용의 본질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분석을 계속하여 오면서 후에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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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주의, 인지과학의 특성과 의의
[인지주의, 인지과학의 특성]
인류 과학사에서 1950년대는 하나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기였다. 물
질과 에너지 중심의 기존 뉴턴 과학관에서부터 추상수준을 한 단계 도약
하여 물질을 넘어선 정신을 정보와, 정보처리, 계산, 표상(representation)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개념화함으로써 과학의 지평과 수준을 넓히고
인류에게 디지털 삶의 시대를 열어 준 개념적 전환기였다. 하나의 과학적
혁명이 이루어지는 시기였다.
1950년대 후반에 등장한 인지주의 패러다임은 ‘마음’과 ‘컴퓨터’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추상적 원리를 구현하는 정보처리 체계(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IPS)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인지과학은 인간과
동물의 마음에서 그리고 컴퓨터에서 각종 정보처리가 어떻게 일어나
며, 그러한 정보처리를 통해서 마음 또는 지(知: 지능; intelligence; 인
간의 자연지능이든, 컴퓨터의 인공지능이든, 동물의 지능이든)가 어떻
게 가능하게 되고 구현되는가를 탐구하며, 그러한 탐구를 통해 마음과
각종 지(知)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종합과학이다.
그런데 인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지(知)란 ‘마음의 작용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지과학을 좀 더 넓게 정의한다면 ‘마음의

과학의 주제가 될 여러 마음 관련 주제들에 대한 지적 관심을 유지하고 개
념적 정교화를 해왔으며 데카르트의 철학 전통이 인지과학의 핵심 개념인
심적 표상 개념의 바탕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다. 다른 측면은 방법론적
측면이다. 인지과학이 배태된 형성 배경과 역사를 살펴보면 인지과학은 20
세기 초의 논리실증주의 철학, 기호논리학, 당시의 이론적 수학 등의 형식
적(formal) 전통에서 출발하였다. 이 전통은 T. Hobbs 이래로 철학 등에서
형성된 형식적 접근(formal approach)의 전통이다(김영정, 1996, 61-70쪽).
주관적 의미를 개입시키기보다는, 기호를 사용하고 형식적(정형적)으로 기
술(記述)하여 그러한 주관적 해석의 가능성을 넘어서려는 접근이다. 이러한
엄밀한 형식주의적 분석과 기술의 전통을 이어 받아 고전적 인지과학이 계
산과 형식적 기술을 강조하며 출발한 것이다. 바로 그렇기에, 그리고 이에
튜링(A. Turing)의 ‘기계로서의 마음(mind as machine)’의 개념이 연결된
틀로 출발한 인지과학이었기에, 인공지능의 탐구가 초기 인지과학에서 핵
심적 학문 영역의 위치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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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the science of mind)’이 된다.5) 그리고 컴퓨터란 인간이 만들어
낸 인공물의 한 종류이기에, 인지과학은; 1) 마음(Mind), 2) 뇌(Brain),
3) 이 둘에 대한 모형이며 또한 인간이 마음이 만들어낸 각종 인공물
의 정수인 컴퓨터(Computer) 그리고 4) 인간 마음과 몸의 확장의 부
분들이요 대상인 기타 인공물(Artifacts)(언어, 문화체제 등의 개념적
인공물과, 각종 기계 등의 물질적 인공물 포함)의 넷 각각에서, 그리
고 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정보적, 인지적(지식 형성 및 사용적) 활
동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지과학을 규정짓는 주요 특성들이 있다. 인지과학의 학문
적 핵심 특성들을 선별적으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전적 인지과학은 마음, 컴퓨터와, 두뇌라는 세 가지가 같은
종류의 정보처리 원리가 구현된 정보처리체계(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IPS)라고 본다.
둘째, 마음의 과정은 정보의 처리, 변환이라는 계산적 관점
(computationalism)이다.
셋째, 마음의 내용은 지향적(intentional) 대상의 표상으로 이루어진
다는 표상주의이다(representationalism).
넷째, 마음은 뇌의 신경적 상태에 기초한다는 신경과학적 기반의
강조이다.6)
5) 해외 대학들이나 기관의 사이트에서 내린 ‘인지과학의 정의’에 관하여는
이정모(2010)의 부록2, 200-203쪽 참조.
6) 초기의 고전적 인지주의의 인지과학이 지니고 있던 특징의 하나는 인지과
학에서의 뇌의 중요성에 대한 홀대이다. 초기의 인지과학은 당시의 철학적
관점의 하나인 기능주의 철학의 ‘다중구현가능성(복수실현가능성: multiple
realizability)’ 개념을 도입하였었다. 이 입장은 쉽게 말하자면 정보처리체계
에서는 ‘정보처리’라는 기능적(소프트적) 정보처리 원리가 중요하지 그 원리
가 구현된 하드웨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보처리 원리가 구현
되는(realization) 하드웨어는 여러 가지(multiple)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이다. 정보처리 원리가 구현된 하드웨어가 인간의 뇌세포와 같은 생물적 하
드웨어가 되었건, 아니면 인공지능시스템이 구현된 전자 칩이 되었건 간에,
그 하드웨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정보처리 원리의 소프트적 원리
특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철학적 입장에 바탕을 둠에 따라서
초기의 고전적 인지과학에서는 뇌에 대한 탐구 없이도 순수 정보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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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마음의 탐구는 여러 학문들의 수렴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다학문적 수렴(융합)적접근의 강조이다.
[인지주의, 인지과학의 의의]
인지주의는 ‘정보’와7) ‘정보사회’라는 개념을 인류 문화에 새로운
중심 개념으로 부각시키고, 인간의 마음, 뇌, 컴퓨터를 연결하는 틀
중심으로 세상을 보게 하였다. 마음의 개념을 심리학에서 배제하고
행동만 관찰하여 온 과거의 심리학적 사조인 행동주의 심리학의 입장
을 넘어서, 마음의 문제를 정보처리적 보는 틀에서 이론화하며 형식
적(formal) 기술(descriptions)을 중심으로 접근한 것이 인지과학이다.
인지주의의 의의를 노벨상 수상 신경심리학자 스페리(R. Sperry) 교
수의 말을 빌려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인지주의 과학혁명의 영향 결과로 일어난 기본적 변화란 수준간
인과적 결정론에 대한 상이한 패러다임의 출현이라는 것이다. 모든 것
이 전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결정된다는 전통적 (물리학의) 가정 대신
에, 우리는 역방향적 하향적 결정론을 전제하는 것이다. 전통적 상향
적 입장과 인지주의의 하향적 입장이 조합된 ‘이중 방향’, ‘이중 결정’
모형은 과학으로 하여금 인간 자신과 자연의 질서 전체를 지각하고,
설명하고, 이해하는 전혀 새로운 양식을－(진정한 Kuhn적 세계관 패
러다임의 전이로서의)－부여하였다. … 이전에 양자역학에 돌렸던 세
계관적 의의의 대부분이 이 새로운 거시적－심리적 패러다임에서는
창발적 하향적 제어에 의해 무가치하게 된다. 우리는 더 이상 현실의
궁극적 본질을 최소의 물리적 요소에서 찾으려하지도 않으며, … 그
결과로, … 과학이 상징하던 바, 과학이 지지해오던 바, 과학의 신조와
특성을 마음과 인공지능에서 이해 가능하다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7) 하나의 기호(상징)가 ‘정보(information)’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는 그것의
기호적,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인지체(cognizer)가 있어야 한다: 인간이
나 동물과 같은 자연적 지능을 지닌 존재나 인공지능 시스템 같은 인공
적 지능을 지닌 시스템이 있어서 기호를 그것이 지칭하는 의미와 맺어
주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정보’라는 개념은 인지과학에서 중심에 놓여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인지과학에서 정보라는 개념은 초기 정보이론에서
정의된 ‘불확실 상황에서의 대안 수’라는 양적 개념이라고 하기보다는 ‘의
미의 단위’라는 질적 개념에 더 가까운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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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들이 급진적으로 수정되는 것이다”8)

3. 인지과학과 학문 간 연결, 수렴, 융합9)
인지과학의 탄생은 인류 문화에 새 학문이 그저 하나의 새 과학
분야로 추가된 것을 넘어서, 인간관, 컴퓨터를 비롯한 인공물에 대한
관점, 세계관에 있어서 하나의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큰 사건이었
다. 마음과 컴퓨터를 동류의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본다는 생각은 인
류 역사에서 하나의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 그로 인하여 인류문화에
서 새로운 시대인 디지털 시대, 디지털 문화가 열리고 인간 마음 및
인공적 지능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이다. 바로 이러하기에 과학철
학자, 과학사학자들은 인지주의, 인지주의의 출현을 하나의 과학적 혁
명이라고 보는 것이다.
여러 학문들이 수렴되어 다학문적 과학으로 출발한 인지과학을 이
루어 낸 학문들에는 인지과학 초기에는 핵심적 학문 분야로 인공지
능, (인지)심리학, 철학, 언어학 등이 있었다. 후에 1980년대에 (인지)
신경과학이 이 핵심학문에 추가되었다. 21세기 현 시점에서 인지과학
과 관련있는 분야들을 포함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인지과학 관련학
문은 <그림 1>과 같다.

8) Sperry, R. W. (1995). “The future of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50, 505-506.
9) ‘융합’이라는 용어가 국내에서는 “‘수렴’ + 알파”의 통합적 의미로 이미 널
리 통용되고 있기에 이 글의 이하에서는 국내에서 이러한 국내 통용 관
행에 따라 ‘융합’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학문과 관련지어 엄밀한 의
미에서 볼 때 그 본래의 의미는 ‘창조적 수렴’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융합
개념이 지칭하는 바에 대한 논의는 계간지 뺷철학과 현실뺸2010년 봄호(84
호)에 실린 다음의 글들을 참조하여 볼 수 있다.: 이중원. ｢학문 융합－철
학에선 어떻게 볼 것인가｣(44∼55쪽); 이정모. ｢인지과학 관점에서 본 학
문의 융합｣(56∼67쪽); 고인석. ｢기술의 융합, 학문의 융합｣,(68∼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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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1세기 초 현 시점에서 본 인지과학 관련 학문

Ⅱ. 인지과학 틀의 변천 역사
그러나 고전적 인지주의 틀에는 문제점도 있었기에 인지과학의 틀
은 1980년 중반부터 틀을 수정하여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그에 따
라 ‘마음’에 대한 개념적 재구성 작업이 여러 가지로 진행되게 되었
다. 1950년대 후반에 고전적 인지주의가 출발한 이래 50 여 년이 경
과한 지금까지의 인지주의, 인지과학의 주요 변천 단계를 필자의 편
향을 가지고 요약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거쳐 왔다고 할
수 있다10).
제 1단계는 (1950년대에서 1980년대 전반까지), 과거에 심리학에서
10) 인지과학의 역사 및 개관에 관하여는 다음 서적 참조: 국내서로 이정모(2009,
2010), 국외서로는 Gardner, H., The Mind’s New Science: A history of the
cognitive revolution, New York: Basic Books, 1985; Boden, M. A., Mind as
Machine: A History of Cognitive Science, 2 vo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佐伯 胖, 뺷認知科学の方法뺸, 東京大学出版会,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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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제거하였던 행동주의의 반(反)심성주의(anti-mentalism)로부터
탈피하여, 마음을 디지털 컴퓨터 유추에 바탕을 둔 물리적 기호(상징)
체계(physical symbol system)로 개념화한 정보처리 접근의 고전적
인지주의(Classical Cognitivism)를 형성한 것이었다.
제 2단계는 <컴퓨터 은유> 중심의 이러한 고전적 정보처리 접근에
바탕을 둔 인지과학의 이론적 개념화의 한계를, <뇌 은유>의 신경망
연결주의 접근에 의하여 상징이하(subsymbolic) 체계의 계산주의를
제시하여 극복하려 한 것이었다(주로 1980년대 이래). 이 시기에 형
성된 연결주의 틀을 흔히 제2의 대안적 인지과학 관점이라고 부르기
도 한다.
제 3단계는 (주로 1990년대 및 그 이후), 연결주의 움직임의 영향
과 인지신경과학의 연구기법(주로 뇌 영상 기법)의 급격한 발전에 의
해 이루어진 뇌 기능의 중요성의 재발견을 통해, 인지과학의 마음에
대한 접근을 신경과학의 기초 위에 놓으려는 움직임이었다.11)
제 4의 단계는(1980년대 후반부터 그 영향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지
만, 21세기의 초 지금에 철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지과학과
연결된 논의를 전개하면서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한), 마음의 작용에
서 몸과 환경 맥락의 역할을 강조하는 변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입
장은 인간의 마음이 물리적, 사회적 환경 맥락에 적응하는 순간 순간
적 상호작용 신체적 행위 활동상에서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즉 문화,
역사, 사회의 맥락에 의해 구성, 결정되며 작동하는 그러한 마음, 몸
의 활동에 기초한 인지임을 강조하는 접근이다.12)
11) 학자에 따라서는 이 2단계와 3단계를 하나로 묶어서 보는 입장들도 있다. 한
예가 철학자 Thompson(Mind in life: Biology, phenomenology, and the
science of mind,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의 입장인데 그에 의하면
인지과학의 접근(변천단계라고 하기 보다는)에는 인지주의(cognitivism), 연결
주의(connectionism), 체화된 동역학주의(embodied dynamicism)의 세 접근이
있다. 이 네 단계 중 2 및 3 단계는 심리학과 인지과학에서 ‘뇌의 되찾음’으
로 명명할 수 있는 ‘아래로의 끌음(downwards pull)’(Bechtel, Abrahamsen,
& Graham, 1998) 변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1980년대 전반의 신경망 모
델을 강조하는 연결주의의 떠오름과, 뇌영상기법의 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1990년대 초에 이루어진 인지신경과학의 형성과 발전으로 대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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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가 현재 관심을 갖는 것은 인지과학의 제3의 대안적 틀로
출현한 제 4단계의 <밖으로의 끌음(outwards pull)>(Bechtel, Abrahamsen,
& Graham, 1998) 변화이다. 고전적 인지주의에 마음, 인지의 본질에 대
한 사회－문화적, 환경 맥락적 틀을 도입하여 인지과학을 전면적으로 재
구성하려는 움직임이다.
이 입장은 마음과 뇌를 별개의 실체로 개념화한 데카르트적 심신
이원론이나, 생물적 뇌가 부가하는 제약적 속성을 무시한 채 인간의
마음을 기호 조작의 정보처리체계로 개념화한 고전적 인지주의나, 그
리고 생물적 뇌의 속성이 인지와 심적 경험의 속성을 특징지으며 모
든 심적 현상은 생물적, 신경적 상태와 과정으로서 설명할 수 있다는
환원주의적 유물론의 신경과학적 접근에 대하여 비판적인 설명 틀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 새 입장에 의하면 생물적 뇌의 특성을 무시한
정보처리적 표상주의이든, 인지신경과학적 접근의 ‘뇌＝마음’의 심신
동일론적 환원주의의 관점이건 간에 마음의 본질과 특성을 충분히 설
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음을 뇌 내부의 신경적 상태만으로 환원하
는 것은 실제의 역동적인 마음과는 다른, 거리가 있는 부족한 개념화
이며, 뇌, 신체, 그리고 환경 세상이 연결된 통합체 상의 현상으로 마
음을 개념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체화된 인지’
접근으로 형성되었다.13)
12) 20세기 후반에, 인지과학과 연관지어 논의를 제기한 이러한 움직임의 대표적
인물의 한 사람은 1970년대 이래 꾸준히 고전적 인지과학의 문제점을 지적하
며 하이데거 등의 철학적 관점을 도입하려 한 미국의 철학자 H. Dreyfus 등
이었다. 프랑스의 철학자 D. Andler(유럽공동체 연구보고서, 2005,
ftp://ftp.cordis.europa.eu/pub/technology-platforms/docs/kte_cognitive.pdf)는
이 움직임을 넓은 의미의 맥락주의(contextualism)의 움직임으로 규정하였다.
13) 이러한 새 움직임들은 하나로 결집되지 못한 산만한 움직임들로 전개되어 왔
다. 이러한 움직임은 인지과학에서는 철학자 J. Searle의 인지과학 비판을 비
롯하여, 언어학자 G. Lakoff의 은유와 스키마 개념, F. Varela, E. Thompson
와 E. Rosch의 ‘인지생물학’ 및 ‘체화된 마음(embodied mind)’ 개념, R. Harré
와 Gillet 등의 ‘담화적 접근(discursive approach)’, W. Clancy 등의 ‘상황인지
(situated cognition) 접근’, L. Vygotsky의 이론틀에 기초하는 ‘매개된 행위(
mediated cognition) 접근’ 및 J. Wertsch 등의 행위적 접근 등의 사회인지적
입장을 배경으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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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체화된 인지/마음(Embodied
Cognition/Mind)’ 접근
철학적 기능주의에 바탕을 두었던 초기의 고전적 인지주의, 1980년
대의 연결주의, 신경과학적 접근들이 비록 마음 과정의 여러 특성들
을 밝혀주기는 하였지만 이들이 인간의 마음의 본질을 설명하는 틀로
는 불충분하다는 논의가 철학 내에서 기능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
과(퍼트넘, 1992) 더불어 1980년대 중반 이래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
다. 이러한 비판은 다분히 철학의 현상학 전통에 바탕을 둔 비판이었
으며 몸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움직임이었다.

1. 체화된(Embodied) 인지, 연장된(Extended) 마음
Bem & Keijzer(1996)에 따르면, 인지과학이 현재에 과거 1950년대
의 인지주의의 탄생과 떠오름 시점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전기를 맞고
있으며, 그것은 철학과 심리학, 인지과학에서의 ‘전통적인 데카르트적
존재론/인식론에 기초한 마음(Mind)’의 개념으로부터 탈피하여, 구체
적인 몸이라는 실체를 가지고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출현하는 인
간의 적응 ‘행위’로서의 ‘마음’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21세기 초인 지
금에는 ‘연장된 마음 가설(HEM: Hypothesis of Extended Mind), 또는
HEC(Hypothesis of Extended Cognition)’(Clark & Chalmers, 1998)이
라는 철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인지과학의 제 3의 대안적 접근으
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 접근은 미시적, 신경적 또는 생물적 단위 수준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연결주의와 같은 낮은 설명 수준의 접근, 그리고 그보다
한 수준 위에서 명제 중심으로 논리적 체계에 의해 설명하려는 고전
적 인지주의의 정보처리 접근이 지니는 제한점을 벗어나려 한다. 즉
환경과는 독립적으로 한 개인 마음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보의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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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이나 처리가 아니라, 환경과 괴리될 수 없이 환경－몸－뇌가 하
나의 통합적 단위를 이루는 바탕위에서 행위를 통하여 구현되는 활동
으로서의 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환경이 인간 인지의 특성, 한계를
규정, 제약하고 인간인지구조가 역으로 환경을 규정하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상호작용의 관계 속에서의 인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마음은
뇌 속에서 일어나는 신경적 상태나 과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신경적 기
능구조인 뇌, 뇌 이외의 몸, 그리고 환경의 3자가 괴리되지 않은 채
하나의 단위로 작용하는 통합체(nexus) 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중심
으로 재개념화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체화된 인지 관점은 본질적으로 데카르트적 이원론에 바탕
을 둔 존재론과 그에서 출발한 인식론으로부터 벗어나자는 탈 데카르
트적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이미 일찍이
17세기의 B. Spinoza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스피노자이
후에 몸에 대한 강조는 유럽의 현상학적 철학자들에 의하여 주로 이
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추상화된 마음의 측면이 강조되는 데카르트
의 존재론과는 달리 베르크손, 메를로－퐁티 등의 논의에서는 뇌와 독
립적으로 존재하는 심리적 속성의 가능성이 논의되고, 몸과 마음과 환
경이 하나의 단위를 이룬다. 몸이 환경의 세상과 일체가 되어 적응하
는 과정에서 몸의 행위 하나하나가 마음을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다.
체화된 인지 접근은 21세기 초엽 인지과학 내애서 현재로 아직은
통일적인 종합적 틀을 이루지 못하고 다소 산만히 여러 이름 하에서
전개되고 있지만, 고전적 인지주의에서 배제되었던 ‘몸’을 마음의 바
탕으로 되찾게 하며(embodied mind), 마음이 환경 속에 구체적으로
구현되고(embedded

mind)

구체적

환경에

상황지워진

인지로써

(situated cognition), 데카르트 류의 공간적 연장됨이 없는 마음이 아
니라 환경에 연장, 확장된 마음(extended mind)으로써 환경과 몸, 마
음이 하나의 단위로 작동하는 그러한 역동적인(dynamic), 그리고 인
간과 환경의 상호작용(interactions) 틀에서 재개념화 할 가능성을, 아
니 그래야 하는 필연성을(Bickhard, 2008)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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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심리학자인 M. Wilson15)은 ‘체화된 인지’란 상황지워진 인지,
시간 압력 하에 있는 인지, 인지적 정보처리 부담을 환경에 내려놓는
인지, 환경이 인지체계의 한 부분인 인지, 행위로서의 인지, 몸에 바
탕을 둔 인지라는 여섯 개의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보며, 가장 중요
한 것은 마음이, 인지가 몸에 근거하고(based) 있다는 것이다라는 입
장을 전개한다.
한편 Gomila와 Calvo16)에 의하면, 체화된 인지 접근에서 체화됨
(embodiment)보다는 상호작용성(interactivism)과 역동성(dynamicism)
이 더 핵심이며, 지각은 물론 고차 심적 기능도 이러한 체화적 기초
의 제약과 허용 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체화된 인지 접근의 의의를 다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행동주의심리학이 마음을 심리학에서 축출하

였고, 고전적 인지주의가 그 마음을 인지과학에 되찾아주었지만 뇌의
14) 최근에 철학 내에서 이러한 탈 데카르트적 관점의 움직임이 점차 세를 얻
고 있는 것 같다. 이 접근의 대표적 인물인 Clark(2008)와 Chalmers(Clark
& Chalmers, 1998)의 논의 외에도, 마음은 뇌 안에 있거나 개인 안에 있
는 것이 아니라, 뇌를 넘어서, 개인을 넘어서 있다는 R. A. Wilson(2004),
마음은 뇌 자체도, 기계 속의 도깨비도 아니다라는 주제로 강하게 ‘마음
＝뇌’ 관점을 비판한 T. Rockwell(2005), 뇌 속의 마음이 아니라 몸과 괴
리되지 않으며 세상과 괴리되지 않은 마음으로, 인지로 재개념화하여야 한
다는 M. Wheeler(2005), 몸 이미지가 아닌 몸 스키마의 개념을 사용하여
이이 마음을 어떻게 조형하는가’ 하는 주제를 다룬 S. Gallergher(2005),
지각도 사고도 감각－운동적 신체적 행위에 바탕하고 있다는 철학자 알
바 노에(2009) 등의 주장 등이 있으며(이정모, 2007), R. Menary(2010)가
편집한 책에서 체화된 인지, 확장된 마음 관점을 옹호한 R. Wilson, J.
Sutton, R. Menary, M. Wheeler, M. Rowlands의 논의가 있다. 국내에서
는 정대현(뺷심성내용의 신체성뺸. 서울: 아카넷, 2001), 이영의(｢체화된 마
음과 마음의 병｣, 뺷철학탐구뺸 23집, 2008, 5-37.), 윤보석(뺷컴퓨터와 마음:
물리 세계에서의 마음의 위상뺸, 서울: 아카넷, 2009, (4장 1절) 등이 관련
논의를 전개하였다.
15) Wilson, M., “Six views of embodied cognition”, Psychonomic Bulletin
and Review 9(4), 2002, 625-636.
16) Gomila, A. & Calvo, P., “Directions for an embodied cognitive science:
Toward an integrated approach”. In P, Calvo & A. Gomila (Eds.),
Handbook of cognitive science: An embodied approach, Amsterdam:
Elsevier, 2008, (pp. 1-25) 중 1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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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무시하였고, 인지신경심리학이 마음을 다시 뇌 속으로 넣어주
었지만 환경(맥락)의 역할을 무시하였다면, 이제 제3의 대안적 관점인
‘체화된 인지’ 접근을 통하여 그 뇌를 몸으로, 그리고 다시 그 몸을

환경으로 통합시키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17)

2. 체화된 마음과 인공물
체화된 인지 접근에 따라, 마음을 단순히 뇌 속에서 일어나는 신경
적 과정의 결과로써, 그리고 알고리즘적 또는 확률적 정태적인 계산
적 정보처리로써 개념화하지 않고, 몸과 괴리되지 않은 마음이 몸을
통하여 환경에 공간적 확장, 연장의 특성을 지닌 역동적인 활동에 존
재하는 것으로 개념화 한다면, 21세기의 현 시점에서는 더하여 생각
하여야 할 다른 면이 있다. 곧 인간 마음과 각종 인공물의 공진화 역
사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고려이다.
인류 진화의 역사를 되살펴 본다면 인간의 진화는 순수한 인간 신
체적 진화, 마음의 진화의 역사라고 하기보다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
공물과 인간의 마음, 그리고 몸이 공진화해 온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이 인공물을 만들고 활용한다는 일방향적 활동에 의하여 인간의
진화가 이루어졌기보다는, 이와 함께 인공물이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활동을 확장시키고 또 제약하기도 하는 쌍방향적 상호작용 과정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18)
또한 테크놀로지의 가속적 발달에 근거한 미래예측에서, 가까운 미
래에 인공물의 정수인 컴퓨터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넘어서고 기계와
인간의 경계가 애매하여지는 특이점(The Singularity)이 2030년경에
도래할 수 있다는 레이 커즈와일(2007) 등의 논의를 고려하여, 신체
17) ‘체화된 인지’에 대한 소개 글: 이정모(｢마음의 체화적(embodied) 접근:
심리학 패러다임의 제6의 변혁｣, 뺷한국실험심리학회 2008년 겨울 제43차
학술대회 논문집뺸, 2008, 143-152.); 짧은 소개 글: 한국연구재단의 사회과
학 웹진의 글 http://110.45.139.211:8080/sub/content_view.jsp?I_idx=6&B_
idx= 2&M_idx=100#
18) 이정모⋅이재호⋅이건효(2004); 이정모(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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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그리고 심리적 측면에서 인공물과 인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미
래 시점을 생각한다면, 마음에 대한 개념화와 탐구에서 인간 마음과
역사적으로 공진화해온 또 앞으로도 그럴 인공물과의 상호작용 측면
을 도외시할 수 없다.19)
인간 마음과 인공물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고 인간과 인공물과의
상호작용 활동 특성을 중심으로 인간의 존재론적 재구성의 필요성이
절실하여지는 미래 시점에서, 인간의 마음, 몸, 활동, 환경 인공물 사
이의 관계성을 묻는 철학의 ‘체화된 인지’ 틀은 미래 학문과 테크놀
로지의 개념적 재구성에 중요한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리라 본다.

3. ‘체화된 인지’ 접근의 문제점
그런데 체화적 인지 접근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이를 편의
상 과학적 패러다임 측면과 개념적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적 패러다임 측면에서는 역동적이고 다면적인 (그리고
다분히 현상학적 접근이 적용되어야 할) 인간(몸)－환경의 상호작용
측면을 어떻게 경험과학적 탐구의 면면으로 객관화하는가가 큰 과제
로 남을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인지주의 접근이 성공한 설명적 측면
보다 더 좋고 체계적인 기술과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과제도 남
는다.

19) 과거의 [인간－인공물] 상호작용 연구는 전통적인 데카르트적 인식론에 기
초한 이론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다. 마음은 환경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
고, 독자적인 표상을 지닌다는 데카르트적 입장에 기초하여, 표상화된 개별
지식의 전달과 이를 표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서의 인지적 활동과 인간－
인공물 상호작용을 개념화했던 전통적 인지공학적 관점은 역동적인 인간－
인공물 상호작용, 특히 연속적 시간 궤적 상에서의 역동적 심리적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하였다. 전통적인 관점은 환경과 마음의 상호작용의
본질에 대한 부족한 내지는 잘못된 개념화에 기초함으로써 인공물 사용성
(usability)의 빈약으로 인해 인공물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였다. 상호작
용적 활동성, 심적 활동의 상황의존성, 맥락의존성, 사회문화요인에 의한
결정성 등이 인공물의 디자인과 활용이론에서 소홀이 되었다. 인간과 인공
물간의 변증법적 통합성 측면을 파악하지도, 살리지도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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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측면에서는 철학자 Adams & Aizawa (2008, 2010) 등이 제
기하는 이론적 비판의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도 있다. Adams
& Aizawa 등은 체화된 인지적 접근의 몇 가지 기본 가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비판의 핵심적 주제는 국내에서 장대익20) 등에
의해 정리되어 제시되어 있다. 이들 비판에 의하면 ‘체화된 인지’ 또
는 ‘연장된 마음’ 이론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체화된
인지 접근은 등가성 원리와 결합 논변을 제기하지만 이 두 측면은 다
음과 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1. 등가성 원리: Clark & Chalmers(1998) 등의 연장된 마음 가설
(또는 체화된 인지 접근)에서는 외적 환경의 인공물이 인지시스템의
부분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하지만, 환경 요인은 마음에 영향을 줄
지는 모르나, 환경이 뇌와 동등한 등가의 인지시스템이 될 수는 없다.
환경의 영향은 오로지 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2. 결합 논변: 체화된 인지 접근은, 뇌, 몸, 환경이 하나의 결합된
체계를 이룬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 의하면, 환경의
물질적 대상은 뇌와 하나의 결합체를 이룰 수 없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연장된 마음(체화된 인지) 진영의 반론도 만만
하지 않다. 그들에 의하면21) 이러한 비판들이 ‘체화된 인지’ 또는 ‘연
장된 마음’ 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다. 체화된 인지 입장에
대한 비판들은 잘못 형성된 표상 개념이론에 기초하거나, 표상의 본질,

20) 장대익, ｢뇌를 넘어서? 체화된 마음 이론에 대한 비판｣, 홍성욱⋅장대익
(엮음), 신경인문학 연구회 옮김, 뺷뇌 속의 인간, 인간 속의 뇌뺸, 바다출판
사, 2010, 339-367쪽.
21)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반론들이 다음의 글들에서 전개되고 있다: Menary, R.,
“Attacking the bounds of cognition”, Philosophical Psychology, 18(3), 2006,
329-344; Clark, A., Chemero, A. & Silberstein, M. (2008). “Defending
extended cognition”, In Love, McRae, and Sloutsky (Eds.), Proceedings
of the 30th Annual Meeting of the Cognitive Science Society, 2008/2010,
129-134; Chemero, A., Radical embodied cognitive science, Cambridge,
MA: MIT Press, 2009; 이러한 반박의 초점은 Menary(2010)의 책에서 여
러 학자들의(Clark, Hurley, Ross & Ladyman, Wilson, Sutton, Menary.
Wheeler, Rowlands 등) 논의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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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내의 대상의 역할, 외재주의나 기능주의에 대한 오해, 등가성과 지
향성 및 인지행위에 대한 좁은 개념화, 역동적 활동 개념의 중요성에
대한 미흡한 인식 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체화된 인지 옹호자들에 의
하면 외적 요소가 인지과정을 몰아가고(driving cognitive processes),
인지를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enabling mechanism)이 되며, 그리고
인지의 과정, 수단과 매체(vehicles)가 되는 것이며, 인지 과정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은 안과 밖의 위치(location)나, 뇌 대 인공물의 물질적
유사성 여부가 아니라, 바로 과정의 기능성(functionality)이다. 그들은
‘체화된 인지 접근’에 대한 비판자들이 전통적인 물질－정신, 안과 밖
이라는 이분법적 범주적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
다. 인지과정이 이루어질 때에 환경이 뇌, 몸과 하나가 되어 능동적 활
동으로 전개되는 역동적 측면을 중심으로 체화된 인지, 연장된 마음
가설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논하고 있으며, 체화된 인지 접근은 인간
존재, 마음, 몸, 환경(인공물 포함)의 역할, 표상, 지향성, 인지시스템,
인지과정, 인과성, 인간－인공물의 상호작용 등의 여러 주제에 대한 탐
구에서 전통적 개념을 벗어나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하
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이제 체화된 인지 틀에 의하여 뇌와 몸과 환경이 서로 괴리되지
않고 하나로 엮어진 통합체에서의 능동적 활동으로 재구성된 마음 개
념 틀을 도입한다면, 인공물이, 그리고 이들이 구성하는 현실공간이나
가상공간이 ‘연장, 확장된 마음’으로서, 그리고 마음의 특성을 형성,
조성하는 기능 단위 또는 공간, 대상 및 사건으로서 작용하며, 마음
과 인공물이 하나의 통합적 단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마음과 인공물의 관계를 재구성한다면, 인간 마음의 작동
특성에 대한 인지과학적, 심리학적 탐구는 물론,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각종 디지털 도구 등의 소프트웨어적, 하드웨어적 디자인 등에서의
인지과학의 응용을 비롯하여, 인간의 각종의 적응, 부적응의 이해와
이러한 변화의 각종 응용심리학적 적용 실제(practice)에서 새로운 개
넘적 틀, 좋은 접근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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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의 역동은 자연히 그동안 과리되어 왔던 인문학, 사회
과학, 자연과학, 공학, 예술 등이 인지과학의 ‘체화된 인지’ 틀 중심
으로 수렴되고 융합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실함을 제시한다.

4.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접근과 학문 간 융합
미래에는 ‘체화적 인지’ 접근이 인지과학의 “제3의” 대안적 접근으
로써 인지과학 일반에서, 그리고 인지과학기술의 응용 분야에서 무시
하지 못할 세력으로 점진적으로 자리 잡으리라고 본다. 해외 학계의
여러 경향이 이런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그 징후들이 철학이
나 전통적 인지과학 관련 이론가들에 의해서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로보틱스 등 공학의 분야, 심지어는 복잡계 이론과 관련된 물리학 분
야의 연구자들도 제기하고 있으며22), 학문 간 수렴적(융합적) 연결에
의 노력이 예술23) 등 여러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기에 이러한 ‘체화적
인지’의 패러다임적 변화는 서구에서 면면히 이어져 온 마음과 몸에
대한 이원론적 생각을 바탕부터 재구성하여야 함을, 그렇다고 뇌나
몸의 물리적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몸－마음－생명에 대한
통합적 틀로의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하는 개념적 전환
을 시사한다.24)
인간(동물 또는 로봇)의 몸과 환경이 하나로 어우러진 신체적 활동
에서 마음, 인지(동물과 로봇의 경우에는 지능)가 어떻게 발생되는가
를25) 밝히는 것을 궁국적 목표로 삼아서 이를 해결하여야 하는 체화
22) 예: Arecchi, F. T. (2007). “Physics of cognition: Complexity and creativity”,
The European Physic Journal-Special Topics 146(1), 2007, 205-216.
23) 예: Seifert, U., Kim, J. H., & Moore, A. (2008).
24) M. Sprevak(2009. “Extended Cognition and functionalism”, The Journal
of philosophy 106, 2009, 503-527)의 글에서 체화된 인지 접근의 시사를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체화된 인지(확장된 인지) 가설(HEC)은 … is
still compelling as a metaphor. It effectively spurs one’s attention to
mind- world relationships. … serves a rhetorical and heuristic purpose
for cognitive science. It draws our attention to mind-world
relationships, and it dramatizes their importance.” (p. 523)

46

특집 / 김영정 선생님 추모 특집

된 인지 틀은 2010년대 초엽인 지금에 아직은 하나의 통일된 패러다
임으로 가다듬어지지 못한 채, 여러 이름 아래서 전개되고 있다. 또
한 고전적 인지과학처럼 굳건한 경험과학적 또는 형식적(formal) 접
근의 바탕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바처럼 전통적
경험과학 틀과의 연결 문제를 해결하여 과학적 접근으로 확립되어야
하는 커다란 과제를 지니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 새 패러다임의 등장은 마치 1950년대에 당시 심리학
및 주변학문의 학계를 주름잡고 있던 행동주의에 강하게 반발하여 등
장하였던 고전적 인지주의의 출현 및 빠른 전개에 필적하는 그러한
패라다임적 전환의 추세, 철학의 내재주의를 넘어서 외재주의의 가능
성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새 학문적 추세가 되리라 본다. 우리는 이제
‘뇌가 곧 마음이다’라는 전통적 관점을 벗어나서 ‘환경과의 상호작용
에, 그리고 몸에 바탕을 둔 활동으로서의 마음’ 관점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이며, 스피노자, 베르크손, 듀이, 메를로퐁티, 하이데거, 리꾀
르 등 철학자들의 인문학적 생각을 인지과학에서 진지하게 다시 음미
하여야 하는 것이다.
마음 개념을 이렇게 재개념화하는 것은 인지과학 자체뿐만 아니라,
인문학, 사회과학, 공학을 비롯한 주변 학문 및 실제 응용 분야에 학
문적 수렴(융합)과 관련하여 상당한 미래 지향적 시사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사를 분야별로 간략히 개괄하자면 다음과 같다.
[인지과학 자체] 마음에 대한 개념화의 보는 틀이 이렇게 바뀌게 되
면 기존의 인지과학이 크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환경과 마음의 역동적
상호작용은 몸의 활동에 의존하며, 따라서 언어 또는 사고 등의 고차
심리(인지) 기능도 이러한(감각 및 운동) 기초의 제약과 허용 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26) 또 미래의 인간 상호간에, 그리고 인간이 아니지
25) … the genesis of cognition from the agentive (environment-) embodied
activities.
26) 예: Spivey (Spivey, M., (The continuity of mi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등의 심리학자들은 지각, 언어의 체화적 바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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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행위주체(agents)로서 존재할 로봇 등의 인공물과, 몸을 통하여 상
호작용하는 행위 현상 일반이 인지과학의 주요 분석 대상이 된다.
그러면 인지과학은 생체로서의 인간 및 동물뿐만 아니라 현재, 그
리고 미래에 존재하게 되는 온갖 유형의 인공물의 활동, 특히 행위주
체자(agent)로서 작동할 로봇과 같은 인공물, 또는 인간의 몸이나 인
지와 경계가 없는 그러한 미래 인공물 자체의 활동(인간, 동물, 로봇
각각의 각종 agentive activities), 그리고 그러한 인공물과 인간의 상
호작용적 활동도 탐구하는 학문이 되리라 본다.
이에 따라 많은 사회과학, 공학이 다루는 역동적 상황들이 인지과
학의 영역으로 포섭, 확장되는 것이다. 인지과학은 미래 학문체계의
재구성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학문이다. 잠자고 있지만
주변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내적으로 끓어오르고 있고 주변에의 많

은 변화의 잠재 가능성을 내포한 휴화산’과 같은 학문이다. 문제는
그러한 확장의 필요가 강하게 부각될 미래 시점에서도 인지과학이 전
통적 인지과학의 틀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변혁을 필
요로 할까 하는 것이다.
[인문학] 체화된 인지 개념틀을 제공한 학문인 철학이 존재론과 인
식론의 전개에서 데카르트적 틀에 대한 대안적 틀 형성에서 보다 수
용적이고 많은 정교화 작업을 하며 인지과학의 ‘체화된 인지’ 접근의
이론적 기초를 계속 가다듬어 주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로부터 모든 학문의 모체이었으며 모든 학문의 개념적 기초를
계속 분석하며 재조명하여 인도하여 온 철학이 이 새로운 마음 개념
의 정립을 더 정교화하며, 이 틀에 따라 여러 학문들이 어떻게 재구
성되어야 하고 수렴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개념적 틀 변화의 기초를
계속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과거에 학문 영역의 출발과 분화나
수렴 등의 역사적 흐름의 특성을 규명하여 온 과학사(특히 과학의 본
질, 수렴, 융합과 관련된 과학사적 탐구)적 탐구가 연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경험적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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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에 언어의 메타포적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개념적 융합
관련 이론을 전개하여온 인지언어학 분야도 수렴되어야 한다. 인간
언어의 바탕이 몸의 감각 운동적 활동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기존
의 촘스키적 언어학 중심의 접근을 수정하고 인지언어학의 비중이 더
커져야 하리라 본다. 내러티브의 문제와 관련하여 체화된 인지 틀이
인문학의 변화에 주는 시사는 다음 절에서 다시 논하기로 한다.
[사회과학] 경제학, 법학, 정치학, 매스커뮤니케이션학, 교육학, 사
회복지학, 인류학 등에서 이러한 체화된 마음 측면이 고려된 인간행
동－사회 현상의 이해 및 이론틀의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
적 또는 사회적 집단의 인지나 행동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실제 응
용장면에서 보다 효율적 실용적인 접근 틀이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미 경제학에서 인지과학을 연결하여 행동경제학, 인지경제학, 신
경경제학 등의 분야가 창출되었고, 법의 영역에서 법인지과학 영역이
새로 열리고 있다.27) 이러한 새 영역에서 체화된 인지 접근은 경제현
상이나 법 현상에 대하여 몸과 환경이 연결되어, 사고하고, 활동하는
인간의 측면을 고려한 더 좋은 설명이나 기술(記述)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인지정치학, 스포츠 교육, 광고－마케팅, 언어치료 등의
관련 분야도 마찬가지의 시도가 가능하다.
[예술] 인간의 예술적 퍼포먼스와 관련하여 기존의 실제 예술적 퍼
포만스의 수행과 그에 대한 교육에서는 이미 이러한 체화적 마음의
입장이 도입되어 실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반면 예술이론 구성
측면에서는 실제 예술적 퍼포만스와 다소 거리가 있는 이론이 전개되
어 왔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족함이 이 새 틀의 도입으로 보완
되어야 하리라 본다. 특히 디지털 문화의 빠른 확산과 더불어 새로운
미디어 예술(new media arts) 영역에서 기억의 내용과, 환경에 몸으로
27) 인지과학이 사회과학을 변모시켜서 행동(인지)경제학, 법인지과학 등의 영
역을 열고 있는 것에 관한 설명은 이정모(2010)의 부록 1의 9절(제도와 경
제)과 8절(법적 인지) 참조하고. 특히 법인지과학 영역의 열림에 대하여는
http://skku.academia.edu/documents/0078/0219/CogSci-of-law-jmlee.pdf
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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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된 인간 활동과, 미디어의 상호작용에 의한 예술 활동을 이해, 설
명하기 위하여는 체화된 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리라 본다(Seifert, Kim,
& Moore, 2008). 또한 체화된 마음의 내러티브적 측면, 즉 마음의 작
동 기본 원리가 몸의 활동에 바탕을 둔 내러티브 구성이 중심이라는
서사(인지내러톨로지) 학자들의 주장을 고려한다면 기존 문학이론 분
야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공학] 인공지능, 로보틱스 분야가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
을 것으로 생각되며28), 학문적, 실용적 연구 틀이 상당히 변화되어야
하리라 본다. 핸드폰, 내비게이션, 태블릿 PC 등의 현재 다양하게 쏟아
져 나오는 디지털 도구 등의 디자인 산업은 각종 도구(인공물)와 인간
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데 그 상호작용의 핵심이 몸을 사용한 감각－
운동 중심의 인간의 활동에 있다면 기존의 디지털 기계/도구 공산품
및 사용 환경 디자인(공학 포함)의 틀이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29)
[자연과학] 먼저 뇌연구 결과의 의의에 대하여 과장된 맹신 또는
과다 강조(overemphasis)를 부추키어 온 뇌지상주의적 오해가 수정되
어야 한다. 뇌연구의 제한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뇌 연구가 앞으로도
과학에서, 인간 삶에서 계속 중요한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과학적 설명의 한계를 인정하고30) 뇌 지상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마음은 곧 뇌이다’라는 명제에 대하여 그동안 심리철학 영역에서 비
28) 그렇다고 하여, A. Sloman(“Some Requirements for Human-like Robots:
Why The Recent Over-emphasis on Embodiment has Held up Progress,”
in B. Sendhoff et al. (Eds.), Creating Brain-Like Intelligence. SpringerVerlag, 2009.)의 논의처럼, 몸의 형태에 의한 계산만을 강조하는 좁은 의미
의 체화된 인지 접근을 추구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29) 인지과학의 공학적 테크놀로지에의 수렴(융합)에 관한 설명은 이정모
(2010) 10장 및 부록1의 1절에서 6절까지 참조.
30) Owen D. Jones 등의 Vanderbilt 대학교 법대 연구팀들이 만들어 낸 [법
률가를 위한 뇌영상 자료 활용 지침]의 후반부에서는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563612) 뇌영상 자료
에 대한 맹신의 위험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뇌과학 연구 결과 활용에
서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점들을 잘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에 필자의 의
견이 추가된 한글 판은 다음 링크 자료의 슬라이드 321-349 참조;
http://skku.academia.edu/JungMoLee/Talks#d2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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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적 논의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이론적 바탕, 이유를 이해해야 한
다. 그리고 기존의 뇌지상주의적 접근에 대한 대안적인 이론 틀이기
도 한 체화된 인지 틀의 의의를 이해하여야 한다.31) 이와 함께 의식
현상의 신경과학적 기초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리고 환경에 체화된
인지로서의 심적 현상과 연관되어서 이론으로 제시되는 물리학의 동
역학체계 이론, 복잡계 이론 등의 인지현상에 대한 이론적, 설명적
가능성과 의의에 대하여 상당한 고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론물리
학과 인지과학의 수렴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미래의 과학계는 심
각하게 주목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인지과학의 ‘체화된 마음’ 관
점은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공학, 자연과학을 연결하는 융합(창조적
수렴)적인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공학 학
자들이 다른 곳에서 암중모색하듯 융합적 주제를 찾아 애쓰며 연목구
어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Ⅳ. ‘내러티브적 인지’ 접근: 인지과학과
인문학의 연결
인지과학에서 체화된 인지 틀을 고려하자면 자연히 한 단계 더 나
아가 생각하여야 하는 측면이 있다. 바로 내러티브적 접근의 의의이

31) 마음을 뇌의 신경적 상태로 모두 환원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뇌지상주의
적 관점에 대한 비판은 알바 노에의 책(2009)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게 논
의 되고 있지만, 이미 다른 국내 논의들이 제시 되었었다. 김영정 교수는
(김영정, 뺷심리철학과 인지과학뺸, 1996, 52-58쪽) 환원주의적 유물론적 입
장의 심신동일론에 대하여, 1. 내성에 의한 논변, 2. 시간－공간상의 공존
문제에 의한 논변, 3. 범주 오류에 의한 논변, 4. 잘못된 유비 추리에 의한
논변, 5. 내성적으로 파악 가능한 성질에 의거한 논변 들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다. 심리학 영역에서는 도경수 등이(도경수⋅박창호⋅김성일, (｢
인지에 관한 뇌 연구의 개괄적 고찰, 평가, 및 전망｣, 뺷한국심리학회지: 실
험 및 인지뺸 제14권 제4호, 2002, 321-343.) 비판적 분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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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공학을 인지과학을 매개로 하여 수
렴, 융합,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근거를 제시하는 주제 영역이다.
인지과학이 지난 50년 동안에 주로 고전적 인지주의(계산주의) 틀
중심으로 발전됨에 따라 그동안 소홀이 되고 발전이 별로 두드러지지
못하였던 인지과학의 영역이, 바로 인간의 마음(인지)과 이야기(서사)
적32) 접근을 연결하는 영역, 즉 인문학과 인지과학, 나아가서는 공학
을 연결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분야는 형식화하기 힘들고
객관적 경험적 접근이 어렵다고 간주되어서 주류 인지과학의 흐름에
서는 그동안 배제되어 온 영역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 영역이 지니는
의의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있고 또 그 변화가 인지과학
전체 패러다임의 변화에, 학문간 수렴, 융합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앞으로 그 영향이 점진적으로 증가되리라 본다.
이러한 변화 추세는, 컴퓨터에 유추하여 형식화하고 계산적으로 접
근하여야 하는 추상적 원리의, 그리고 환경과 괴리된 정보처리적 시
스템으로서의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환경에 구체적인 개체의 몸을
통해 구현되며 환경과 하나의 단위로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몸에 바탕
한 ‘활동’으로서의 마음 개념을 강조한 ‘체화된 인지’ 접근의 개념적
틀을 바탕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지문학과 인지과학 일반 분야에서 현재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
다고 볼 수 있는 Mark Turner(196)는 ‘인지과학의 중심 주제가 사실
상 문학적 마음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야기가 마음의 기본 원리이
다’33)라고 하였으며, 인지과학과 문학을 연결하며, 내러티브적 인지과
32) ‘내러티브’와 ‘이야기’는 엄밀히 개념적 정의를 한다면 차이가 있다. Abott
(Abott, H. P.,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Narrative (2nd Ed.),
2002, pp. 16-17에 의하면 내러티브는 그 나름대로의 특정 시간적, 질서적
구조를 지닌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이야기는 상당히 제한적 시간, 질서
구조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논지의 전달 편의상,
이야기와 내러티브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학술적 접근 체계
로 이야기할 때에는 내러티브라고 표현하는 관행을 따른다.
33) Turner(1996)의 서문 중에서: “The central issues for cognitive science
are in fact the issue of the literary mind.’, ‘Story is a basic principle
of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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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이라는 하나의 대안적 인지과학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내러티브적 입장은 D. Dennet34), D. Lloyd35) 같은 철학자
들의 논의에서도 지지되고 있다.36) 인간의 마음의 기본 원리가 이야기
적 원리, 즉 내러티브적 원리라는 것이다. D. Lloyd(1989)는 “인간의
심적 원리로 세 가지를 들었다. 그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는 구현
(implementation) 수준의 신경망적 연결주의 원리가 작용하고, 상위 심
적 수준에서는 일차적으로 이야기 원리(psychonarratology principle)가
작용하고, 그 위 수준에서는 필요에 의해서만 합리적 이성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논한 바 있다.
그러면 그 이야기의 원리, 내러티브는 어디에서 오는가, 무엇에 기
초하여 생성되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체화적 인지’ 관점 옹호 철학
자인 R. Menary는37) Dennett 등이 주장하듯이 내러티브가 자아를 중
심으로 구성된 추상적 표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의 몸이 내러
티브 전단계에서(pre-narrative) 환경과 지각적 그리고 행위적으로 상
호작용하여 이루어내는 몸의 경험, 즉 체화된 일련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서 내러티브가 생겨난다고 본다. 어떤 내러티브이든 간에 체화된
자아(embodied self)의 체험이 그에 선행되는 것이다. 내러티브가 경
험을 조형하는 것이 아니라 체화된 경험이 내러티브를 조형한다고 본
다. 체화된 자아(embodied self)의 무의식적, 의식적 (몸 활동에 기반
한) 경험에서 체화된 인지가 가능하여지고 그로부터 내러티브가 생성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지과학에서 체화된 인지 접근을 중심으로
인간의 마음과 심적 경험에 대한 이론과 개념을 구성하는 작업은 곧

34) Dennett, D. C., Consciousness explained. Boston: Little & Brown Co.,
1991.
35) Lloyd, D., Simple minds, MIT Press, 1989.
36) 이정모(편), 뺷인지심리학의 제 문제(I): 인지과학적 연관뺸, 서울: 성원사,
285-302, 1996, ｢이성의 합리성과 인지심리학 연구의 의의｣ 중, 296-299쪽
의 5절, 6절에 제시된 내용 참조. http://cogpsy.skku.ac.kr/newdata/(연구
논문)/(학회지논문)/(인지심리학의제문제1)/(이성의합리성).pdf
37) Menary, R., “Embodied narrative”, Journal of Consciousness Studies
15(6), 2008, 63-84(75-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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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러티브의 이론과 개념을 구성하는 작업과 연결되며, 지금까지 문학
등에서 전개된 내러티브의 구성에 대한 논의는 인지과학 작업이 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인지과학과 인간 내러티브를 다루는 문학, 사회과
학, 예술의 이론적 작업이 연결되게 된다.
[인지과학과 문학, 인문학의 연결]. 마음의 본질에 대한 탐구에서
체화된 인지에 바탕을 둔 내러티브적 접근의 도입이 필연적인 것임을
인지과학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인간 마음의
결정적 산물이며 또한 인간 마음 활동의 하나인 문학을 인지과학에서
연결하여 탐구하여야 하는 것이 요청된다. 인지과학을 위하여서, 그리
고 문학을 위해서라도 문학과 인지과학이 연결, 수렴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문학의 상위범주인 인문학이 인지과학과 연결되어야 한다.
인지과학과 문학을 연결하는 연결점에서 [인문학]과 [인간 본성에 대
한 과학적 연구]가 수렴, 융합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38)
이러한 연결은 인지과학과 문학, 예술의 각 분야에서 연구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렴, 융합, 통합적 연결에 의해 가능하여진다.
인문학과 인지과학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여 인문학자와 인
지과학자들에게 인간 마음 또는 심적 활동과의 이해와, 문학/예술(이
해)의 상호 괴리 현상이 계속 지속될 수 없음의 절절한 인식이, 그러
한 인식의 변환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학문적 분위기의 떠오름과 확
산이 진행되어야 한다.
예술과 인지과학을 연결함에 있어서, “… 예술은 인간 마음의 작동을
이해하는 데에서 주변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are not marginal
for understanding the human mind.)”39)라는 자각이나 인식이 인지과
학자들에게 필요하다. 또한 문학/예술가/인문학자들은 인지과학의 중
요한 발견, 중요한 지적 발전을 무시하거나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되며,
38) “We may be seeing a coming together of the humanities and the
science of human nature.” (Pinker, S.)
http://www.edge.org/3rd_culture/pinker_blank/pinker_blank_print.html
39) Hogan, P. C., Cognitive science, literature, and the arts: a guide for
humanists, London: Taylor & Francis Books, 2003,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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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과학자들은 문학과 예술을 다루지 않거나 무시하여서는 인간 마
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내러티브를 다루는 문학을 비롯한 예술 영역들은 어떤 근
거에서 인지과학을 비롯한 학문 간의 수렴, 융합적 생각의 틀을 이루
어 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러티브적인 인문학이－인지과학을
매개로 하여－수렴적 융합적 (미래) 테크놀로지의 창출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 생각 틀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일까? 그에 대한 이론적 근
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내러티브, 문학, 예술 등이 인간에게 가능하게 하는 공통적,
공유적 개념적 바탕의 창출과 개념적 융합, 혼성(혼융: blending)의
현상에서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연관에서 내러티
브적 인지과학 접근의 추구나40), 수렴－융합적(당연히 창의적인) 사
고의 육성 및 창출에 인지과학적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이
론틀로써 인지언어학을 중심으로 제기된 ‘개념적 혼성(개념적 융합;
Conceptual Blending)’41) 의 틀이 제공하는 이론적, 응용적 가능성에
주목하게 된다.

Ⅴ. 개념적 혼성(Conceptual Blending): 인지과학과
인문학 연결의 개념적 기초
초기의 고전적 인지과학은, 주로 기억, 학습, 기호적 사고, 언어습
득 등과 같은 내적 심적 과정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환경 맥락과는

40) David Herman(2003)이 편집한 책에서 제시된 Richard Gerrig의 “Cognitive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Narrative Experiences”, Michael Bamberg
의 “Narrative, Cognition, and Experience: Reflections on How We Make
Sense of Self and Others”, Porter Abbott의 “Unnarratable Knowledge”
세 글 참조.
41) [개념적 혼성이란 무엇인가?] (위키피디아자료;
http://en.wikipedia.org/wiki/Conceptual_bl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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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인간 내의 인지과정을 주로 다루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
이 컴퓨터와 가장 닮은 심적 과정임을 전제한 고전적 인지주의의 틀
의 영향이다. 그러나 지금의 인지과학은 점진적으로 보다 정서적(감
정적) 요인이 개입되고42), 비교적 더 창조적인 마음의 측면에도 초점
을 맞추어 가고 있다. 과거에는 문학이 인지과학을 멀리하고 인지과
학과 문학이 서로 연결이 없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 두
영역이 수렴, 융합되고 있다. 체화된 인지의 개념 틀 위에서 그러한
수렴을 가능하게 하여주며 인간의 마음의 내러티브적 작용의 역동을
이해하는 개념적, 이론적 바탕 틀로 등장한 것이 ‘개념적 혼성(혼융:
conceptual blending)의 이론 틀’이라고 할 수 있다43)
개념적 혼성(혼융)이란 인지의 일반이론으로서, 의식수준에서라기
보다는 하의식 수준에서44) 작동하는 인지적 현상이다. 의식적이든,
하의식적이든 현재의 문제와 관련되는 두 개 이상의 상황(학문 분야
간이건, 테크놀로지, 산업의 영역들/ 대상들/ 사건들/ 일상적 생활－행
위 장면 등이건)의 시나리오적 요소들 그리고 핵심적 관계성이 혼성
(혼융)되는 인지적 과정을 지칭한다. 문학 작품에서 많이 사용되는 은
유, 유추, 비유 등의 이해 과정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예: ‘바다와
같은 어머니의 사랑’), 이 개념적 혼성 과정들이 인간의 인지와 행동,
특히 일상적 사고와 언어의 도처에 산재하여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개
념적 혼성(혼융) 틀은 창의성을 비롯하여 인간의 여러 인지적 현상을
설명하여 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인문학, 예술, 인지과학을 연
결하여 인간의 인지, 마음, 행동, 문화, 과학기술의 융합을 이해하는
새 틀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도 있다. 예술이 공학과 연결되어
창의적 테크놀로지의 창출의 생각의 바탕 밭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근
거도 바로 이 상황공간 간의 개념적 혼성, 융합의 원리에 의한다고
42) 다마지오(안토니오 다마지오, 임지원 옮김, 뺷스피노자의 뇌뺸. 서울: 사이
언스북스, 2007) 등의 연구 결과.
43) 질 포코니에 & 마크 터너 (2009).
44) R. Menary(2008)의 pre-narrative적 체화적 체험의 논의도 이에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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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위에서의 제시한 Dennett45), Menary46) 등의 철학자들의 입장의 요점
을 결합하고, 그동안에 진행되어온 인지과학의 서사인지심리학(cognitive
narrative psychology)적 접근47) 등을 연결하고, 이야기 스키마를 논한
1930년대의 영국의 심리학자 Bartlett48)의 주장을 연결하고, 영문학자이
며 인지과학자인 Turner(1996)의 주장을 종합하여 정리하여 본다면, 내
러티브(이야기) 짓기란 마음의 기본적, 일차적, 근원적 작동 원리이고
내러티브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인지적 바탕이 체화된 인지에 바탕
을 둔 개념적 혼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이야기’를 양산하여
내는 그러한 존재이다. ‘마음’은 ‘작은, 그러나 강력한, 이야기 생산 공
장’이라 할 수 있다.
개념적 혼성과 내러티브에 대한 이러한 고찰에서 드러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인지과학에서 밝혀진 인간 마음 작동의 능동적
구성의 기본원리는 이야기 만들기(narrative making)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종래의 문학(비평) 이론을 지배하던 내러티브인 페미니
즘이나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적 사고가 문학/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음이 드러난다. 기존의 문학(비평) 이론은 주로 사회
적, 역사적, 문화적 측면만 강조하였지, 그러한 문학 활동의 대상이
되는 인간의 인지적, 신경적 측면에 대한 자연과학적 연구 결과가 지
니는 시사점을 무시하였다. 실제의 인간은 진화역사적으로 변화/발달
한 몸을 지닌 생물체 (즉 자연범주적 존재)인데, 과거의 문학(비평)이
론은 문학적, 예술적 산물을 내어놓고, 또 이해하는 인간이 ‘자연적
존재’라는 자연 범주 특성을 무시하여 왔다(신경적, 인지적 작동원리
를 무시함). 과거의 문학(비평) 이론은 문학작품, 예술 등(TV 보기,
45) Dennett, D. C. (1991); 앞서 언급한 책.
46) Menary, G. (2008); 앞서 언급한 논문.
47) Goncalves, O., & Machado, P., “Cognitive narrative psychology:
research foundation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5(10), 1999,
1179- 1191.
48) Bartlett, F. C., “Some Experiments on the Reproduction of Folk-Stories”,
Folk-Lore, 1920, Vol. XXXI,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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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등)과 관련된 인간 마음의 [자연과학적으로 밝혀지는] 숨겨진
복잡성 (hidden complexities)에 대하여 학문적 인식이나 과학적 지향
함의 수용이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두 분야의 지금까지의 태생적 별거 상태를 벗어나서, 인문학의 문
학 및 기타 영역들과 인지과학이 연결된다면, 그리고 이에 앞서 언급
한 ‘체화된 인지’의 개념적 틀이 도입되고 응용인지과학적 영역이 연
결된다면 인지과학의 미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의 가능성들
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1. 인지과학이 기존 고전적 인지주의의 ‘마음’ 개념과 [데카르트식
존재론]을 탈피하여,
2. ‘마음’ 대신 ‘몸’을 강조하는 [스피노자식 존재론]의 전통을 이
은 ‘체화된 마음, 체화된 인지(Embodied Mind/Cognition)’ 중심으로
전환되며, 체화된 마음의 전통을 살려온 철학의 하이데거, 베르크손,
메를로—퐁티 등의 [현상학적 전통], 철학과 문학을 연결하는 리쾨르
등의 문학이론 전통 등에 대한 인지과학의 긍정적 연결 시도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3. 환경의(맥락적) 대상 및 상황과 괴리되지 않은 채, 그들과 하나
의 총체적, 통합적 단위로서 자신의 몸의 활동을 통해, 감각운동적
상호작용(인터랙션)에 기초하여, 행위의 주체(agents)로서 삶의 의미
적, 행위 내러티브를 엮어가는 그러한 상황지워진 생명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빚어내는 활동으로서의 마음(인지)으로 마음 개념화 작업이
재구성 되고,
4. 또한 ‘인간’과 ‘인공물’을 별개의 불가침의 상이한 범주로 규정
하며 이분법적 내러티브를 적용하여 경계선을 그려온 과거의 이분법
적 존재론의 이론 틀을 벗어나서,
5. 이러한 마음의 본질적인 기능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진화 역사
상에서 인류가 발달시켜온바, 즉 환경 속에 내재된 자신의 적응적 생
존을 위하여, 자신을 포함한 ‘뇌－몸－환경’의 총체적 상황적 의미를
끊임없이 의미적으로 관계짓고 ‘예측’하는 실타래인 이야기(내러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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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의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것으로 개념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재개념화 노력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히 과학적 설
명과 관련되어서 마음, 즉 인지 현상의 다수준적, 다원적 설명 틀의
적용 필요성 그리고 그것이 미래 인지과학과 인접학문과의 연결, 수
렴에 주는 시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
라고 본다. 심적(인지)현상의 하위수준의 현상 일부는 신경과학적 환
원주의적 설명을 적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상위 수준의 고차 심적
(인지) 현상의 작동 특성과 그 내용적 의미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에서는 신경적 수준의 설명이 아닌 고차수준의 심리학적, 인지과학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 즉 다원설명 접근이 인지현상
설명에 더 적절할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Ⅵ. 학문 간 수렴, 융합에서 유의할 사항
인지과학은 학제적 과학으로써, 그리고 이론적 개념적 측면에서 융
합의 전형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테크놀로지 영역에서도 다른
응용 분야(인지인공지능시스템, 인지로보틱스, 각종 인공물의 디자인
등)와의 성공적 융합을(실제는 수렴) 이끌어내고 있으며, 최근에 인지
경제학, 인지법학, 인지종교학, 인지문학, 인지미학, 인지음악학 등의
분야를 창출시켜서, 사회과학, 인문학, 예술을 포함하는 학문간 융합
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유의할 것이 있다.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자연과학, 공학
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는 인지과학이라고 할지라도, 엄밀히 말하자면
인지과학이 다른 학문 분야들과 이루어 내는 것은 인지과학으로의 통
합적, 환원적 통섭이 아니라 다른 분야와의 개념적 수렴 내지는 개념
적 혼성(conceptual blending)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다른 분야를
환원시키거나 변질시키거나 제거하는 그러한 의미의 융합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혼성적 공간을 가능하게 하여서 새로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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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적 영역을 창출하게 하는 그러한 부류의 융합이다. 따라서 융합이
라고 하기보다는 수렴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학문간 융합을 생각 할 때에 우리는 테크놀로지 분야와 다른
일반 학문 분야를 나누어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테크놀로지라는 것이
원래 인간을(위한) 전제로 하는 시도이기에, 어떤 응용적 문제의 해결
을 목표로 여러 분야가 연결되는 ‘융합’이라는 개념이 적절할 수도 있
으나, 인문과 자연의 본질을 탐구하는 인문학, 사회과학, 기초 자연과
학의 영역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회자되고 있는 의미로서의 ‘통합적 융
합’ 개념은 적절하지 않는 개념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문학의 여러
분야 간이나 과학의 여러 분야 간, 또는 인문학(인문과학 + 사회과학)
과 과학(뇌/인지과학을 포함하는 자연과학)의 연결에서는 통합적 의미
의 융합을 추구하기 보다는 그 학문들의 연원에 대한 과학사적 재조
명을 한 후에, 수렴적 연결[부분 무시의 단일화라는 의미의 통합이 아
니고, 각 부분에 동등한(또는 그에 필적하는 적절한) 역할을 보장하는
협응적 의미의 연결의 수렴적이고 총합적 연결]을 시도하여야 하리라
본다. 따라서 학문 간 융합은 1) 테크놀로지에서의 단일화적 통합적,
수렴적 연결과 2) 테크놀로지 이외의 기초학문들에서의 협응적 연결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달리 접근하여야 하리라 본다. 후자를 구태여 융
합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49)
그리고 단일화적 통합의 융합이든, 협응적 수렴 연결이든, 그러한
지적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밑바탕에는 서로 다른 영역
의 개념적 공간을 대응시키고 정합적으로 연결하여, 이를 매개하는
혼성공간에서 새롭게 창출하는 틀을 출현시키는 창의적 인지활동이
개입된다. 따라서 융합의 문제에 대한 접근을 제대로 하자면 융합 관
련 논의에 앞서 이러한 ‘융합(수렴)의 인지적 활동의 과정적 작동 메
커니즘’을 먼저 규명하는 메타 수준의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모든 작업에는, 1) 과거로부터 모든 학문의 모체이었으며
49) 관련된 ‘융합’에 대한 필자의 최근 논의는 뺷지식의 지평뺸, 9호(2010)의 ｢학
문간 융복합 연구의 현황과 전망: 인지과학이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공
학 융합에 주는 시사｣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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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문의 개념적 기초를 계속 분석하며 재조명하여 온 철학과, 2)
이러한 수렴적 또는 융합적 활동의 본체인 인지적 활동의 (특히 체화
적 인지, 그리고 내러티브적 인지의) 본질을 탐구하여 온 인지심리학
과, 3) 최근에 ‘개념적 혼성 이론’을 통하여 사고와 의미에 대하여 새
로운 조망 틀을 제공하고 있는 인지언어학과, 4) 학문 영역의 출발과
분화나 수렴 등의 역사적 흐름의 특성을 오랫동안 규명하여 온 과학
사(특히 과학의 본질, 수렴, 융합과 관련된 과학사적 탐구)의 네 분야
의 학문적 탐구 전통들이 수렴되어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인문학,
인지과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학문 간 수렴(융합)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다.

Ⅶ. 맺는 말
인지과학의 미래는 타학문과의 연계성의 증대와, 그 발전 속도의
빠름으로 인하여 정확히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의
진행되고 있는 인지과학 연구의 전반적 흐름을 근거로 예측할 수 있
는 것의 하나는, 이러한 새로운 접근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지
과학, 철학, 언어학, 수학, 신경과학, 물리학, 인공지능학, 인공생명학,
로보틱스, 진화생물학, 인류학, 동물행동학 등의 연구들, 심지어는 인
문학의 문학적 연구들이나 예술학의 이론들이 서로 간의 경계와 울타
리를 트고 ‘자연적 마음’과 ‘인공적 마음’(활동 포함)의 과학적 이해
와 실제적 구성을 위해 하나로 수렴되어 가며, 인지과학이 21세기 과
학의 한 핵심 학문이 되는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고 바랄 수 있는 인
지과학의 미래의 모습이다. 노벨상 수상자 스페리 교수가 이미 지적
하였듯이 인지과학은 마음관, 인간관, 세계관, 과학관을 극적으로 변
화시켰다. 인지과학을 아는 우리 연구자들은 이제 어느 누구든 ‘다시
는 그 이전으로, 인지과학을 모르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지적 상
승 소용돌이에 사로잡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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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생물적 진화가 이제 정지되었다고 간주될 수 있는 현시점
에서 이 생물적 한계를 마음, 컴퓨터, 두뇌, 몸, 환경(문화) 등과 창의
적으로 조합하는 인지과학적 변혁에 의해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려는 인지과학의 발전 가능성과 시사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미래 인류문화를 특징짓는 것의 하나는 인간중심의 과학, 기술이라
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인간 활동 중심의 미래 과학, 기술의 학
문간 수렴의 기초가 되는 한 학문은 학제적 과학인 인지과학이다. 그
리고 그 인지과학과 다른 학문의 개념적 기초를 늘 분석하여, 재구성
하며, 안내하는 것은 철학적 탐구이다.
그 철학적 탐구의 기반 위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모색하며, 철학과
인지과학의 연결을 끊임없이 추구하여 나아갔던 것이 생전의 김영정
교수가 보여준 학자적 삶의 길이다. 우리는 이제 그의 길을 따라가면
될 것이다.

이정모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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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mbodied Cognition’ Paradigm in Cognitive
Science and Convergence across Disciplines

—Implications of Connecting New Approach in
Cognitive Science and Philosophy—
Lee, Jung-Mo
An overview of the emergence of and the changes in the
paradigms of cognitive science was given, with an emphasis on the
newly emerging embodied cognition (HEM; Hypothesis of the
Extended

Mind)

approach.

The

main

features,

problems

and

implications of the embodied cognition approach were discussed, with
an emphasis on its implications for philosophy and for the
convergence across different disciplines in the humanities, sciences,
and technologies. Special attention was given to the roles of artifacts
in an environment and the narrative nature of the human mind in
shaping the convergence across academic disciplines and future
technologies. It was discussed that the EC (embodied cognition or
extended cognition) approach could serve as the conceptual base that
can best account for the interactions between humans and artifacts in
future societies, and that can also enable a convergence of various
disciplines in the humanities, sciences, technologies and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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