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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지각운동 수행에서

감각정보와 운동의식의 관계

류        제        광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자신의 동작을 스스로 제어하고 있다는 느낌은 인간의 의식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수의적인 동작의 수행과정에서 동작의 수행 주체는 신체의 움직

임에 관한 물리적 현상과 감각 작용을 경험하게 되며, 동작의 수행을 위한 중추운동

명령 및 감각 피드백을 통해 움직임의 방향, 손의 위치, 신체 분절 및 관절의 움직임 

등 자신의 몸에 관한 정보를 종합하여 자신의 동작이 어떻게 수행되었는가에 관한 

의식 내용을 형성한다. 인간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고유한 움직임을 스

스로의 의지대로 제어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며, 움직임의 모든 과정을 인식

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동작의 수행과 제어에 관련된 이러한 경

험은 신체활동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자원으로써 체육학의 가장 중요

한 주제인 체육적 앎의 필수조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체육의 고유한 지식인 

체육적 앎은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얻게 되는 운동감각적 경험과 동작의 수행 주체

로서의 느낌을 바탕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인지과학 및 신경과학 연구들에서 인간의 많은 움직임은 자동적 

처리 과정을 거쳐 무의식적으로 제어되며, 운동수행을 통해 가지게 되는 감각경험은 

의식적 수준에서 처리되기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인간의 지각-운동 수행과 움

직임에 관한 의식적 자각은 서로 분리된 메커니즘에 의해 처리되는 별개의 사건이라

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움직임 과정을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믿

음 역시 완전한 것일 수 없으며, 이제까지 체육분야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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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운동감각적 경험을 통한 신체 움직임 의미의 발견 가능성’ 역시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신체의 움직임에 대한 경험이 체육학 분야의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체육학 분야에서 움직임에 대한 의식적 경험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하

는지에 대한 연구는 널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체움직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체육학의 많은 연구들이 실천적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체 움직임 경험의 본

질에 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어떤 과정을 통해 신체의 움직임에 

대한 의식적 경험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각운동 과제의 수행에서 신체움직임과 움직임에 대한 의식

적 체험의 특징을 살펴보고, 움직임 의식의 내용이 운동행동의 어떤 측면에 기반하

여 구성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상 현실을 이용한 지각-운동 실험 

장치를 사용하여 피험자들에게 손의 움직임에 관한 왜곡된 시각 피드백을 제공하였

으며, 피험자들은 시각 피드백의 왜곡 정도에 따라 9가지 조건에서 목표물을 향한 

뻗기 과제를 수행하였다. 뻗기 과제의 수행에서 나타나는 신체움직임의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하여 피험자들의 손 움직임 좌표를 기록하였으며, 움직임에 관한 의식적 체

험 내용은 구두보고(실험1)와 동작보고(실험2)를 통해 측정하였다. 구두보고는 매 

시행을 마친 후 자신의 손이 움직인 방향에 대한 언어적 보고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동작재현은 매 시행을 마친 후 자신의 손 움직임을 그대로 반복하여 재현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다. 즉, 이 연구에서 의식 내용에 대한 구두보고는 동작 수행 주체의 

의식 내용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고, 동작보고는 그러한 의식 내용을 실제 동작을 통

해 재현한 것이다.

연구 결과 이러한 동작에 관한 의식 내용의 형성은 동작의 초기 국면과 후기 국면

에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작의 초기 국면에서, 피험자가 

사후에 형성한 의식 내용은 운동감각적 피드백을 통해 제공된 정보 보다는 시각적 

피드백을 통해 제공된 정보를 주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실은 구

두보고와 동작보고 결과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동작의 후기 국면에서 피

험자의 구두보고 결과는 피험자가 여전히 시각피드백을 통해 제공된 정보를 주로 활

용하여 동작에 관한 의식적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보였으나, 동작 보고 결과는 운동

감각적 피드백을 통해 제공된 정보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작의 초

기 국면과 후기 국면에서 실제 동작 수행과 그 동작에 관한 언어적 보고의 내용이 일

치하지 않는 것은 피험자들이 언어적으로 보고한 움직임에 관한 의식 내용이 실제 

동작으로부터 발생하는 운동감각적 피드백을 기반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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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낸다. 반면 동작의 후기 국면에서 피험자들이 동작으로 재현한 내용이 직전 시행

에서 실제 손의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언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으나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는 재현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또한 동작에 

관한 언어적 보고 내용이 실제 동작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왜곡된 시각 정보의 역

할이 강력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언어로 표현되지 않았으나 몸의 움직임

을 통해 재현된 신체 움직임은 시각적 왜곡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근육 및 관절 움직임의 수정 과정이 의식 내용에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동작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감각정보들은 움직임에 관한 

의식 내용을 형성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된다.

둘째, 동작 수행의 초기 국면에서 동작에 관한 의식 내용은 시각적 정보에 주로 

의존하여 형성된다.

셋째, 동작에 관한 의식 내용에는 언어적으로 표현될 수 없으나 신체 움직임을 통

해 재현될 수 있는 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주요어 : 지각운동수행, 동작에 관한 의식, 시지각, 운동감각, 의식의 구성

학   번 : 2005-3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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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인간의 움직임과 의식

인간은 생각하고, 움직이고, 느끼고, 반응하며 행동한다. 인간은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이러한 의식의 작용에 기반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의식의 작용에 힘입어 우리는 매순간 움직임으로 가득찬 공간을 점유한

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반드시 움직임을 동반하며, 움직임을 통해 그 목적이 달성된

다.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인간행동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수의

적 움직임이란 자신의 의지대로 행해지는 신체 움직임을 지칭하며,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움직임을 의도하고 시작하며 진행하고 마무리한다. 그리하여 인간은 움직임

의 모든 과정을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신분열적 상태가 아니고서 

자신의 몸이 타인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으며, 인간의 모든 의미

있는 움직임은 의식적 통제 아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Blakemore & 

Frith, 2003). 움직임과 관련하여 우리는 그 움직임의 시작에 대한 의식, 움직임의 

조절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Frith, Perry, & Lumer, 1999). 그리

고 이러한 생각, 즉 우리가 우리의 동작을 제어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은 우리의 의식

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Berti & Pia, 2006). 다시말해 우리는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언제 그 움직임을 시작하고 어떤 방

식으로 그 움직임을 일으킬 것인지 계획하고 판단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 많은 경우 착각에 불과하다. 최근에 이루어

진 많은 연구들은 인간 움직임의 많은 측면이 무의식적 수준에서 처리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Libet, 1985; Soon, Brass, Heinze, & Haynes, 2008). 이 연구들

에 따르면 인간의 움직임에 관한 의식적 접근과 통제는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

어지며 의식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매우 많은 처리과정이 존재한다. Milner와 

Goodale(2006)은 뇌손상 환자를 대상으로한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인간의 동작 시

스템의 상당부분은 의식적 경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이들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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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환자 D.F.는 물체를 알아보거나 그 사용법을 언어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물체를 실제로 다루는 운동과제는 큰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 

움직임과 의식에 대한 믿음이 착각일 수 있음을 드러내는 또 다른 예로 감각과 지

각, 그리고 의식의 관계를 생각해볼 수 있다. 나는 물을 마시기 위해 내 앞에 놓인 컵

의 위치를 파악하고 손을 움직여 그 컵을 나의 입으로 가져온다. 나는 컵을 기울여 

물을 마시고, 물컵의 무게를 감각하고 입술에 닿는 물의 온도를 느낀다. ‘나는 시원

한 물을 마시고 있다’고 하는 지금의 상태는 나의 몸을 통해, 나의 감각 기관으로부

터 전달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의식되어진다. 이처럼 인간이 의식하는 행위의 결과는 

감각을 통해 얻어진 지각을 통한 것이며, 이는 분명 의심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

진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이러한 의식의 구성에 관한 우리의 믿음

은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발생하는 감각 피드백은 

신경 전달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지연으로 인해 너무 늦게 우리의 지각

시스템에 도달하기 때문이다(Haggard & Eimer, 1999; Libet, 1985).

이러한 사례들은 의식이 인간의 행위와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지에 관

한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어쩌면 인간은 감각적인 과거속에 살고 있으며 우리가 현

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조금 전 과거에 발생한 물리적 현상이 뒤늦게 의식에 도

달하여 만들어낸 과거의 표상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2) 운동기술의 수행과 의식적 체험

스포츠 및 무용을 포함하는 다양한 신체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신체경험(body 

experience)의 본질과 구조의 규명은 체육철학분야의 주요 연구주제 중 하나이다

(김윤희, 2004). 운동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신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의 주관적 

의미가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된 주관적 의미가 체육적 앎의 자원이 되기 때문이다

(김달우 & 오정석, 1994). 신체적 경험의 발생과정에서 운동수행 중에 나타나는 운

동감각적 지각은 매우 중요한 정보로 활용 된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경우 참여자는 

자신의 신체움직임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제한되므로 신체의 각 분절에서 전달되

는 운동감각적 정보에 의존하여 자신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상황에 적합한 동작을 수

행하여야 한다. 즉, 운동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체감각과 운동감각적 정보에 집중

하고 그 느낌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체활동의 주관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Metheny(1975)는 인간의 움직임을 통해 얻어지는 운동감각적 지각이 주관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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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게 되는 과정을 운동구조(kinestruct), 운동개념(kinescept), 운동상징

(kinesymbol)의 용어로써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간 움직임의 감각적 

체험을 개념화하고자 시도하였다. 

대부분의 운동수행은 외부와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와 자기 자신에 집중 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경험은 자신의 신체를 물리적 대상으로서가 아닌 자신

의 의도와 행동에 일치된 존재로서 인식하도록 유도 할 수 있으며(Fraleigh, 1973), 

신체적 감각 속에 발현된 자아를 발견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즉, 운동을 통

한 반복적인 운동감각적 지각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체육활동 속에 담겨 있는 본질

적 의미에 다가서도록 하는 것이다. Arnold(1979)와 Metheny(1975)는 신체활동

을 직접 행하고 그로부터 얻어지는 운동 감각적 지각과 인지적 사고를 통해 체육활

동의 주관적 의미를 깨닫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신체적 인지과정은 운동수행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깨달음이며, 특히 운동감각적 지각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유일무이한 의미의 출처가 된다.

신체움직임의 가치는 체육철학분야의 전통적인 연구과제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강성민, 2001; 김달우 & 오정석, 1994; 박현우, 1988; 오

정석, 1994; 정응근, 1990; 정응근, 오정석, & 박현우, 1992).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신체움직임의 가치에 관한 철학적 탐구로서 사변적이고 문헌학적으로 이

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신체 활동과 그 가치에 관한 애매한 진술과 입증되기 어려

운 결론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구체적 경험에 대한 치밀한 분석 

없이 수행되었으며, 스포츠가 인간 존재의 본성과 구조에 관련될 수 있는 메커니즘

에 관한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시말해 신체움직임의 가치에 관한 철학

적 연구만으로는 체육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인간 움직임의 의미를 좀처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다.

신체활동의 가치에 관한 논의들이 지니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

간의 스포츠 참여에 관한 철학적 연구 이전에 인간의 신체 움직임과 그에 대한 의식

적 파악의 과정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 움직임으로부터 

의식적 경험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그 후에 스포츠 참여를 통한 신체움

직임의 가치를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신체활동이 가지는 깊은 의미가 

덮여 있는 한 체육학은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지식의 생산 분야로 밖에 한정될 수 없으

며, 그것은 결과적으로 타 학문적 접근과의 차별화가 불가능하여 체육학의 존재 이

유에 대한 의구심을 일게 할 것이다(김정명,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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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움직임의 의식적 체험에 관한 실험연구

의도된 동작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작의 많은 측면이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범위의 바깥에 머무른다. 신체의 움직임에 대한 의식적 접근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다는 이러한 사실은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이끌어낸다. 첫번째 질문은 우리의 동작

이 이루어지는 동안 발생하여 신체 움직임에 대한 관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리학적 

신호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동작이 발생되는 과정에서 의

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준과 그렇지 못한 수준의 구별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마지막 질문은 그러한 움직임에 대한 의식에 관한 사실들이 자신의 행동을 온전하게 

제어하고 있다는 의식적 경험(sense of agency)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많은 문헌들을 통해 인간은 자기 동작의 많은 측면들에 관해 명료하게 알지 못한

다는 것이 알려져있다. 예를 들어, 도약 안구 움직임이 일어나는 동안 목표지점이 다

른 위치로 이동할 경우, 피험자는 옮겨진 위치로 안구 움직임의 경로를 수정하게 되

지만  그러한 목표지점의 변화를 의식적으로 알아채지 못한다(Bridgeman, Kirch, 

& Sperling, 1981; Skavenski & Hansen, 1978). Goodale 등(1986)은 피험자

들이 목표물을 향한 뻗기 과제를 수행할 때 목표지점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연구결과 피험자들이 목표물을 향해 움직이는 손의 경로를 조절하여 

변화된 위치의 목표를 향해 정확한 뻗기 동작을 수행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

다. 이 연구에서 특이한 점은 경로의 수정이 일어날 경우에도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

하지 않았으며, 손의 경로를 수정하기 위한 2차적인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이다. 다시말해 목표지점의 이동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시각 신호를 추가적인 정

보처리 시간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며, 자극에 대한 움직임 반응을 만들어

내는 것과 그 자극에 대한 지각적 경험은 서로 분리된 메커니즘을 통해 처리된다는 

것을 나타낸다(Castiello, Paulignan, & Jeannerod, 1991).

이러한 연구들은 자신의 움직임에 대한 관찰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

는지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타인과 구분되는 자아를 가지기 위해 먼저 

자신의 동작에 관해 알고 난 후 그 동작의 원인을 올바른 근원으로 돌리게 되며, 이

때 우리는 스스로의 동작이 준비되고 실행되는 동안 발생되는 신호를 탐지할 수 있

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Libet 등(1985; 1983)은 수의적인 동작을 유발하는 의도

의 생성과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그들의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단순한 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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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움직임 동작을 수행하였으며, 언제 그 동작을 수행하고 싶다는 의도가 의식적으

로 나타났는지 보고하였다.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피험자들의 신경활동을 측정하여 

손가락 움직임과 관련되 운동준비전위(motor readiness potential)를 기록하였다. 

연구결과, 움직이고 싶다는 의도를 의식적으로 가지게 된 시점은 운동준비전위가 발

생한 시간보다 약 350ms 가량 늦은 시점으로 밝혀졌다. 연구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동작의 실행 또는 최소한 동작의 실행을 준비하는 것은 두뇌의 결정에 따라 일어나

게 되며,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피험자들은 어떠한 주관적 자각도 가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Libet, 1985). 움직임과 의식적 경험을 다룬 이 연구에서 중

요한 점은 우리의 의식적 체험이 실제 일어난 움직임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며, 움직이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경험조차 이를 선행하여 

나타나는 의식되지 않는 신경활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움직임에 관한 의식적 자각은 실제 감각 피드백에 의한 것

이라기 보다는 움직임에 관한 예측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으며, 만약 

실제로 전달된 감각 정보가 동작의 결과에 관한 예측과 차이를 보일 경우 우리는 그 

차이에 관한 명확한 의식적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Desmurget & 

Sirigu, 2009). 예를 들어, 어떤 물체를 들어 올렸을 때 그 물체가 예상보다 훨씬 가

볍다는 것을 알게되면 우리는 즉시 동작을 수정하게 되며 그 동작의 수정에 관한 명

료한 의식적 경험을 하게 된다. 하지만 만약 예측을 통해 생성된 감각정보와 실제 발

생한 감각정보의 차이가 작을 경우, 감각 예측의 내용이 그 동작에 대한 의식적 경험

을 주도하게 된다.

(4) 연구의 필요성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의식적 영역과 무의식적 영역의 조화를 통

해 구성되는 것으로 보이며, 움직임에 관한 의식적 경험은 단순한 감각 및 지각의 인

과관계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 제어 과정에서 나타나는 움직임 의도와 

중추 운동명령의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Brass & Haggard, 

2008). 다시말해 움직임의 의식은 실제 감각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명

령(motor command), 동반방출(corollary discharge), 감각예측(sensory 

prediction) 등의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Desmurget & Sirigu, 2009). 이와 관련하여 신경과학 및 인지과학 분야의 연구들

- 5 -



은 움직임 의식의 형성과정을 자유의지와 행위에 대한 책임, 자기인식 및 타인공감

의 메커니즘 등과 연결지어 살펴보고 있으며, 인간의 행위와 의식의 관계를 규명해 

나가고 있다(Carota, 2009).

이러한 연구들에서 인간의 운동행동은 의식 내용의 생성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주

제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신체의 움직임 그 자체에 대한 의식적 경험을 살펴본 연

구는 많이 수행되지 못하였다. 신체 움직임에 대한 의식적 경험을 다룬 연구로, 

Fourneret와 Jeannerod(1998)는 시각적 왜곡이 주어진 지각운동과제를 사용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스타일러스와 타블렛을 이용하

여  모니터상에 표시된 커서를 조작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시각적 왜곡은 손의 움

직임과 모니터상의 커서 움직임의 관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었는데, 예를 들

어 손이 목표지점을 향해 똑바로 움직일 경우 시각 피드백은 우측으로 10도 기울어

진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조작하였다.  피험자들은 그들의 손을 볼 수 없었으며 실험 

조건에서 제공된 시각 피드백의 왜곡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피험자들은 목표 움직

임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손을 시각적 왜곡의 반대방향으로 일관되게 움직였

으며, 매 시행이 끝난 후 자신의 손의 움직임 방향에 대하여 구두보고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피험자들은 자신의 운동수행에 대하여 매우 부정확한 의식적 보고를 수행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피험자들은 화면에 보여지는 시각 피드백이 자신들의 움직

임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였으며, 상당한 양의 왜곡이 주어졌음에도 피험자

들은 여전히 그들의 손이 좌우로 치우침 없이 목표를 향해 움직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피험자들이 자신들의 신체 움직임에 대해 의식적 수준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며, 정확한 동작을 위한 지각-운동 처리과정과 의

식적 자각은 서로 분리된 처리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연구는 수의적이고 자동적인 움직임의 수행에서 그 움직임에 대한 의식이 어

떻게 형성되는지에 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험자들이 가지는 움

직임에 대한 의식적 경험이 실제 움직임의 어떤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관한 세

부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Kannape와 Blanke(2012)는 

인간의 의식은 많은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발생하는 것이므로, 움직임 의식에 동

반되는 운동 행동의 세부적인 특성, 그리고 그 운동 행동의 특성이 움직임 의식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식 발생의 복잡한 과정을 규명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 6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움직임에 대한 의식은 인간의 행동에서 중요한 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신체 움직임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근

거로 여겨지고 있다. 신체의 움직임에 대한 경험이 체육학 분야의 중요한 주제임에

도 불구하고, 체육학 분야에서 움직임에 대한 의식적 경험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체움직임의 중요성을 강조한 많은 

연구들이 실천적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체 움직임 경험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

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어떤 과정을 통해 신체의 움직임에 대한 의식적 경험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각운동 과제의 수행에서 신체움직임과 움직임에 대한 의식적 

체험의 특징을 살펴보고, 움직임 의식의 내용이 운동행동의 어떤 측면에 기반하여 

구성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각적 왜곡이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물을 

향한 뻗기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시각적 왜곡을 극복하고 과제의 목표를 달

성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피험자들의 의식적 경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1) 지각운동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움직임 의식 내용을 살펴본다.

시각적 왜곡이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물을 향한 뻗기 과제의 수행은 시각적 피드

백 정보와 운동감각적 정보의 불일치를 유발한다. 피험자는 시각적 왜곡을 극복하기 

위하여 손의 움직임 궤적을 지속적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피험자에게 

뻗기 과제의 수행에 관한 일상적이지 않은 의식적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Fourneret 

& Jeannerod, 199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시각적 왜곡의 정도

에 따라 움직임 의식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각운동과

제의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움직임 의식 내용의 특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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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각운동수행에서 발생한 피드백 정보들이 움직임 의식 내용의 구성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본다.

목표지점을 향한 뻗기 과제의 수행은 자동적으로 수행되며, 움직임 의도 또는 움

직임 목표가 달성된 경우 피험자는 포워드 모델에서 제공된 감각예측내용을 토대로 

움직임 의식을 구성한다(Frith, 2002).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시각적 

왜곡이 주어진 뻗기 과제의 수행은 손 움직임 궤적의 수정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

한 시각적 왜곡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피험자에게 현재 진행중인 동작에서 발생하

는 실제 감각정보 관한 새로운 의식적인 자각을 제공하며(Fourneret, Paillard, 

Lamarre, Cole, & Jeannerod, 2002), 이로인해 진실된 운동 의식이 발생하게 된

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왜곡이 주어진 뻗기 과제의 수행에서 피험자들에게 제공

되는 시각적 및 운동감각적 정보들이 구두보고 및 동작보고를 통해 측정된 움직임 

의식 내용의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3. 연구가설

본 연구는 지각운동과제 수행에서 감각정보와 운동의식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

여 수행되었다. 움직임 의식의 발생에 관한 계산신경과학적 모델(Desmurget & 

Sirigu, 2009)에 따르면 수의적인 움직임 과정에 대한 의식 내용은 운동명령의 실행

에 따라 발생하게 될 감각정보에 대한 예측을 통해 구성되며, 만약 움직임의 수행이 

방해를 받아 동작의 수정이 이루어질 경우 실제 감각 피드백 정보를 활용하여 움직

임 과정에 대한 의식 내용이 구성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시각적 왜곡이 주어진 뻗기 

과제의 수행은 시각과 운동감각의 불일치 상황에서 시각적 왜곡을 극복하기 위한 지

속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동작의 수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감각 피드백 정보를 활용하여 움직임에 대한 의식 내용을 구성하게 될 것

이며,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각 피드백정보가 움직임 

의식 내용 구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Clark, 2001). 이러한 가정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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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적 왜곡이 주어진 상황에서 손의 움직임에 관한 구두보고는 시각 피드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 동작 초기 구간에서 손 움직임에 관한 구두보고는 시각 피드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 동작 후기 구간에서 손 움직임에 관한 구두보고는 시각 피드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2) 시각적 왜곡이 주어진 상황에서 손의 움직임에 관한 동작보고는 시각 피드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 동작 초기 구간에서 손 움직임에 관한 동작보고는 시각 피드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 동작 후기 구간에서 손 움직임에 관한 동작보고는 시각 피드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 의식적 운동 의도(conscious motor intention) : 수의적인 동작을 일으키고

자 하는 의식적 욕구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피험

자들이 가지게 되는 의식적인 운동의도로 정의하였다. 피험자들은 목표지점을 향

해 최대한 직선으로 손을 움직이는 과제를 수행하였으므로 실험과제에서 의식적 

운동 의도는 출발지점과 목표지점을 연결한 ‘목표 궤적을 따라 손을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 운동 명령(motor command) : 신체 분절 및 근육의 움직임을 발생시키기 위

하여 중추 신경계에서 생성된 신경신호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식적인 운동의

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버스 모델을 통해 계산된 움직임 명령으로 정의하였으며, 

실험과제 수행간 나타나는 ‘실제 손의 움직임 궤적’을 통해 표현되었다.

• 감각 예측(sensory prediction) : 운동명령이 실행되었을 경우 발생하게 될 감

각피드백 정보에 대한 예측을 말하며, 포워드 모델링을 통해 산출된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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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목표물을 향해 최대한 직선으로 손을 움직이는’ 운동명령을 실행하였을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감각 피드백 정보로 정의하였다.

• 의식적 운동 자각(conscious motor awareness) : 동작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목표지점을 향한 뻗기 동작을 수

행하는 동안 피험자들이 가지게 되는 손의 움직임에 관한 의식적 경험으로 정의하였

으며, ‘과제 수행 직후 이루어진 구두보고 및 동작보고’를 통해 의식적 운동 자각 내

용을 측정하였다.

• 진실된 운동 의식(veridical motor awareness) : 실제로 이루어진 동작에 관

한 감각적 지식(앎)을 말하며, 진실된 운동의식은 감각예측이 실제 감각 피드백과 

현저한 차이를 보일 때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왜곡을 극복하기 위

해 손의 움직임을 수정하는 것에 관한 의식적 경험’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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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운동제어에 관한 계산론적 접근

이 장에서는 계산론적 입장에서 운동제어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제안된 원

리들을 살펴보고 그 원리들이 움직임의 계획 및 실행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

펴보았으며, 계산론적 접근으로부터 발전된 특정한 모델들이 운동제어 연구에 어떤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1) 운동제어에 관한 계산론적 접근

운동제어에 관한 계산론적 연구들은 감각 신호와 운동 명령의 관계에 근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계산론적 접근에 따르면 운동 명령이 실행되어 나타나게 되는 

감각 귀결(sensory consequence)은 환경, 근골격계 그리고 감각 수용기의 물리학

적 법칙에 의해 지배 받게 되며, 감각 신호로부터 운동 명령에 이르는 변환과정은 중

추 신경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처리과정에 의해 결정된다. 즉 인간의 움직임은 물

리학적 법칙과 중추 신경계의 처리과정을 거쳐 생겨난다는 것이다. 계산론적 접근의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중추신경계가 이러한 변환 과정을 어떻게 내적으로 표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Bays & Wolpert, 2006).

최근의 계산론적 및 실험적 접근 연구들에 의하면 중추신경계는 감각정보를 바탕

으로 운동명령을 생성하는 처리과정 뿐 아니라 운동명령의 수행에 의해 나타나게 될 

감각 귀결을 예측하는 처리과정을 내적으로 표상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Franklin & Wolpert, 2011). 운동명령의 수행에 따른 감각 귀결의 발생  과정을 

모사하는 시스템은 포워드 인터널 모델(forward internal models)로 알려져 있다. 

이 시스템은 운동 시스템의 동작과 그 동작의 귀결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루는 인과

적 관계를 모델링하는 계산적 기능을 담당한다. 이 모델의 주된 역할은 신체와 세계

의 상태를 예측하는 것이며, 예측기(predictors) 또는 포워드 모델(forward 

models)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포워드 인터널 모델과 반대의 역할을 수

행하는 시스템은 인버스 인터널 모델(inverse internal model)이다. 인버스 모델에

서는  요구되는 결과를 일으키기 위한 시스템의 동작을 추출해 내는데, 인간 움직임

의 경우 인버스 모델의 결과물은 중추 운동 명령에 해당한다. 인터널 모델이라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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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중추신경계가 감각-운동 시스템의 작동방식을 모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어로써, 중추 신경계의 기능적 차원을 의미한다(Kawato, 

1999).

인터널 모델을 적용하여 인간 움직임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나

면서, 감각-운동시스템의 작동 방식이 어떤 형태로 표상되는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

들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Bellman(1957)은 감각과 운동 시스템의 모든 차

원을 고려할 경우, 변환 과정을 표상하기 위해 필요한 중추신경계의 계산 및 저장 용

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 문제는 인간의 운동시스템

이 600개 이상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근육이 개별적으로 수축하거나 

이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볼 경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600개의 근육이 수축

과 이완을 통해 만들어 낼 수 있는 움직임 패턴의 수는 2의 600승에 달한다. 따라서 

운동시스템을 통해 실현 가능한 모든 움직임 패턴에 대한 감각 피드백을 표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중추 

신경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가 알려져 왔다(Kawato, 

1999; Kawato, Furawaka, & Suzuki, 1987; Shadmehr, 2009).

실제로 인간의 중추 신경계는 인간의 운동시스템의 모든 가능한 감각 및 운동 배

열을  고려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차원으로 단순화된 표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 단순화된 표상은 시스템의 상태(state)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움직임 시

스템의 불변 매개변수와 움직임과 관련된 물리적 법칙을 함께 고려하면, 시스템의 

상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모든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게 되며, 이 정보를 바탕으

로 시스템의 미래 상태를 예측하거나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던져진 공의 

현재 위치를 알고 그 속도와 회전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면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

로 공의 궤적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계산을 위해서 공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의 

움직임 또는 상호간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듯이 인간의 움직임 시스템도 마찬가

지로 모든 구성 요소들에 대한 개별적인 고려 없이 시스템의 상태에 대한 예측이 가

능한 것이다. 

운동 시스템의 상태(state)는 근육 집단의 활동이 구성하는 하나의 시너지

(synergy) 또는 손의 위치와 속도의 조합 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는 

움직임이 진행됨에 따라 연속적으로 빠르게 변화한다. 그러나, 어떤 변수들은 불연

속적으로 나타나거나 아주 느린 시간동안 변화하기도 한다. 예를들어, 신체 분절의 

- 12 -



질량 변화와 같은 변수는 느린 시간 동안 변화난다. 이러한 불연속적이거나 느린 시

간동안 변화하는 매개변수는 움직임의 맥락(context)이라 불린다. 적절한 운동 행

동을 생성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주어진 맥락에 맞추어 운동명령을 구성하는 과

정에 의존하여 나타난다.

계산론적 접근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운동제어 과정을 3개의 단계로 구분하고 있

다. 운동제어의 각 단계는 연속성을 가지며, 이 연속적인 감각-운동 고리를 통해 전

반적인 운동제어가 이루어진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중추신경계에 의해 운동 명령이 

형성되는데, 이때 중추신경계는 목표 과제와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여 운동명

령을 형성한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주어진 운동명령의 실행이 시스템의 상태를 어떻

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추정이 생성되며, 세번째 단계에서는 시스템의 상태 변

화에 따라 발생하게 될 감각피드백의 내용에 대한 추정이 이루어지면서 감각-운동 

연쇄가 종료된다. 이 세가지 단계는 중추신경계에 인터널 모델로서 표상되고 있으

며, 인터널 모델은 인버스 모델, 포워드 다이나믹 모델, 그리고 포워드 센서리 모델

의 하위 구성요소를 가진다(Wolpert & Ghahramani, 2000).

이와같은 인터널 모델의 작용은 계산론적 운동 제어의 중심 주제인 운동의 계획, 

운동의 제어 및 학습의 문제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 운동 과제에 따른 운동 행동

의 생성 과정, 적합한 운동 행동을 위한 운동 명령의 형성, 상태와 맥락의 추정 및 예

측, 인터널 모델의 표상과 학습 등이 대표적인 주제가 되어왔다. 최근에는 가상현실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로봇장치들의 발전에 힘입어 인간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상

호작용하고 있는 세계의 물리적 법칙을 체계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되면서 운동행동

의 계획, 제어 그리고 학습에 관한 계산론적 모델들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이 가능하

게 되었다.(Cohn, Dizio, & Lackner, 2000; Ghahramani & Wolpert, 1997; 

Gomi & Kawato, 1996; Shadmehr & Mussa-Ivaldi, 1994; Wolpert, 

Ghahramani, & Jordan, 1995)

(2) 운동과제의 확인과 운동 명령의 생성

운동과제란 움직임을 통해 성취해야 할 목표를 의미한다. 컵에 들어 있는 물을 마

시는 것과 같은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움직임 과제는 높은 단계의 추상적 수준

에서 파악된다. 반면, 운동과제의 성취는 운동 시스템이 낮은 단계의 구체적인 제어

를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운동 시스템은 공간상에서 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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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과 관절의 움직임을 만들어 내기 위한 근육의 활동 패턴의 계획 등과 같은 세

부적인 수준의 작업을 처리한다.

인간의 운동시스템은 추상적으로 파악되는 움직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

적인 운동명령을 생성하고 실행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움직임 과제는 무한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취 가능하다. 예를 들어, 물컵을 집어 올려 입으로 가져오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아주 다양한 손과 팔의 움직임을 통해 그 결과의 성취가 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움직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운동시스템은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정형화된 움직임 패턴을 사용한다. 

한 지점에 서 다른 지점으로 신체 분절이 이동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서로 다른 경로

들에 대해 특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어떤 경로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시말해, 중추신경계가 현재 가능한 움직임 방

법들 중 최선의 하나를 선택하는데에는 특정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적 제어 이론(optimal control theory)은 이러한 선택의 문제를 다루는데 상

당히 세련된 접근 방법을 제공하며, 높은 수준의 과제로부터 세부적인 수준의 운동 

프로그램으로 변환 과정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최적 제어 이론에 따르면 어

떤 움직임 또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또는 노력은 수학적 계산을 통해 정

의될 수 있으며, 가능한 움직임 중 가장 낮은 비용 또는 노력을 필요로 하는 움직임

이 선택되어 실행된다. 최근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움직임 패턴을 관찰하거나 움직임 

수행에 방해를 주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특정 과제의 

수행에 관련된 비용 함수를 추정하려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움직임의 최적 제어 모델은 손 움직임 궤적과 근육 수축 패턴의 부드러움을 최대

화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Flash & Hogan, 1985; Uno, Kawato, & Suzuki, 

1989). 이 모델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존재하지만, 부드러움이라

는 변인이 왜 중추신경계에 의해 제어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중추

신경계는 움직임의 부드러움을 측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해명되지 않

았다. 이러한 모델들은 단일 운동 시스템의 동작을 설명하는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는데, 최근 목표 지향적 눈 움직임과 팔 움직임을 통합적으

로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제안되었다 (Harris & Wolpert, 1998). 이 모델은 운동 

명령에 노이즈(noise, 잡음) 요소가 포함된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노이즈의 크기는 

운동 명령의 크기와 비례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노이즈의 존재로 인

해 동일한 운동 명령이 여러차례 반복 수행될 경우 신체의 움직임은 확률적 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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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게 된다. 이 모델에서는 움직임 과제의 특성에 의해 움직임의 가변성이 드러나

는 양상이 결정되며, 이 관계를 통해 움직임 수행의 비용이 형성된다고 제안하고 있

다. 예를 들어, 단순한 조준 움직임의 경우 움직임 과제는 최종 상태에서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되는데,  이 최종 오차는 목표물로부터의 거리를 바탕으로 하여 측

정된다.  최적 제어 전략의 목표는 이 오차의 크기 또는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최소

화 하여 동작의 정확성을 가능한 최대화 하는 것이다. 이 모델을 사용한 연구들에서 

도약 안구 움직임과 팔의 움직임 궤적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으며, 예측의 결과

는 실제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다. 최적 제어이론에 따르면 부드럽지 않은 움직임은 

큰 운동 명령을 요구하며, 운동 명령의 크기가 커질 수록 노이즈는 증가한다. 따라서 

부드러운 동작을 수행하는 것은 동작의 정확성을 높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움직

임의 본질적인 목표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움직임 가변성은 행동적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중추신경계가 단순하게 

측정할 수 있는 움직임의 비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움직임 가변성을 움직임

의 비용으로 바꾸어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목표물을 향한 조준 움직임

에서 운동 수행의 오차는 목표물과의 거리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구심성 신

경을 통해 소뇌에 전달되어 운동학습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Kitazawa, Kimura, & Yin, 1998).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비용함수

는 최적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

지만, 이러한 접근이 전혀 새로운 움직임, 이전에 경험해보지 않은 움직임의 수행에

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였다.

(3) 운동 명령의 실행과 운동 제어

운동 제어 분야의 연구들을 통해 운동 명령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는 몇 가지 모델들이 제안되어 왔다. 그중 중추 신경계에서 공간적 매개변수

를 결정함으로써 운동제어를 성취한다는 이론(Bizzi, Accornero, Chapple, & 

Hogan, 1984; Flash, 1987; Hogan, 1984)은 피드백의 작용을 중요하게 고려하

는 움직임 제어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모델에서는 근육이 지니고 있는 스

프링과 같은 속성과 반사 회로에 의존하여 움직임을 조절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공

간상에서 손의 위치는 손의 움직임과 관련된  몇몇 근육들의 집합적 활동을 통해 정

의된 안정적인 평형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이론에서는 손의 움직임은 평형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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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전에 의도된 궤적을 따라 이동시킴으로서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Flash, 1987). 

이 모델은 근육과 척수가 지니고 있는 피드백 제어기(feedback controller) 특

성을 통해 손의 위치가 의도된 궤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제어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운동 시스템이 지니고 있는 여러 특성들로 인해, 근육과 반사 회로의 작용으

로 나타나는 강성도가 매우 높지 않다면 실제 손의 위치는 의도된 궤적을 정확히 따

르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 인버스 모델이 제

안되었다. 인버스 모델이란 의도된 궤적을 따라 손이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관절의 

움직임 및 근육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필요한 운동 명령을 역으로 계산하여 추정하는 

것이다(Kawato et al., 1987). 

평형점 모델 접근과 인버스 모델 접근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공이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이기 위해 가해져야 하는 힘을 생각해보자. 인버스 모델의 경우, 움직임 방

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 필요한 가속도를 만들어 내기 위한 힘의 크기와 방

향을 결정한다. 평형점 제어 모델의 경우, 공은 스프링에 의해 평형점(통제점)에 부

착되며 통제점은 사전에 정의된 궤적을 따라 이동한다. 이때 공은 통제점의 뒤를 따

라 이동한다. 공이 원형 궤도 위에 정확히 위치하기 위해서는 스프링의 강성도가 높

아야 한다. 이 모델에서 스프링은 근육과 반사 회로를 의미하며 그 강성도가 높다는 

것은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고 반사 회로의 작용이 민감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만일 강성도가 낮아지게되면 평형점의 이동 궤적과 공의 이동 궤적은 매우 달

라지게 될 것이고, 이는 의도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

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낮은 강성도에서도 평형정 가설을 통해 팔의 움직임에 대

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으나(Gomi & Kawato, 1996), 낮은 강

성도를 가정하였을 때 평형점 제어 이론으로 운동제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매

우 복잡한 평형점 궤적의 계산을 요구하게 되며, 따라서 평형점 가설은 복잡한 움직

임을 설명하기에는 계산론적 한계를 지닌다.

운동 제어를 위한 운동 명령은 약 20만개의 알파 운동 뉴런을 통해 전달된다. 운

동제어 연구의 또 다른 연구 주제는 이러한 운동 뉴런을 통해 전달되는 운동 명령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추상적인 움직임의 목표가 운동 명령

으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척수 수준에서 진행된 한 실험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운동 제어는 몇몇 운동 기초 요소(motor primitives) 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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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기능(basis function)의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진다(Giszter, Mussa-Ivaldi, & 

Bizzi, 1993). 여기에서 말하는 운동 기초요소 또는 기초 기능이란 근육들의 집합적 

활성화 패턴을 의미한다. 이는 개별적인 근육들의 제어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이

러한 방식의 제어는 움직임 결과의 차원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다시말해 

개별적인 근육들을 따로 제어할 경우 운동 시스템은 높은 차원의 자유도를 제어해야 

하지만, 근육의 집합 단위의 활동을 제어할 경우 자유도의 수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운동제어의 기초요소를 규명하기 위해 개구리의 다리 움직임을 살펴본 연구에서 

개구리의 척수에 전기자극을 가해 움직임을 유도한 실험에서 개구리의  척수는 기초

요소의 제어를 통해 다리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험에서  기초 

요소는 외부 공간의 힘의 장(force field)에 부합하고, 서로 결합되어 복잡한 움직임

을 구성하기 위한 '문법'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의 모듈로 생각되어질 수 있다

(Mussa-Ivaldi, 1999; Tresch, Saltiel, & Bizzi, 1999). 각각의 힘의 장을 형성하

는 운동 기초 요소는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진 골짜기에 비유할 수 있는데, 계곡에 흐

르는 물은 지형의 가장 낮은 지점에 형성된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그러한 힘의 장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팔의 움직임은 평형점을 향하게 된다. 모든 골짜기들이 합쳐질 

경우 새로운 지형이 형성되며 그것이 운동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운동행동은 

운동제어의 기초요소들이 척수 수준에서 서로 결합하여 형성된 패턴을 바탕으로 나

타난다고 하는 것이다.

척수 수준에서 발현되는 이러한 운동제어의 기초요소는 운동피질의 활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동피질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쟁이 존재하는데, 특히 움직임의 어떤 변인 혹은 매개변수가 운동피질의 활동을 

통해 결정되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별적인 뉴런들의 활동

에 의해 결정되는 변수와  뉴런들의 집합적 활동에 의해 결정되는 변수에 관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에서 주로 논의되는 변수에는 움직임의 방

향, 속도, 가속도, 자세와 관절에 가해지는 힘 등이 포함된다(Georgopoulos, 

1995; Mussa-Ivaldi, 1988; Sanger, 1994). 이와 관련된 한 연구에서는 운동피질

의 활동이 근육의 집합을 조절하는 과정에 대한 모델을 제안하면서, 운동 제어에 관

한 여러 혼란스러운 관점들은 대뇌 피질 활동, 근육의 필터링 특성, 그리고 움직임 

속성에 대한 운동학적 분석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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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임에 관한 관찰 및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 피질의 뉴런들

이 움직임의 모든 속성을 표상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Todorov, 2000). 

(4) 시스템의 상태 추정과 예측

감각-운동 고리의 세 단계에 대한 정확한 모델링을 위해서 중추신경계는 시스템

의 현재 상태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에는 운동시스템의 특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몇 가지 근본

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우선, 말초 감각 수용기에서 발생한 감각 신호가 중추신경계

로 전달되는데에는 상당한 시간적 지연이 존재한다다. 또한 이 감각 신호는 상당한 

양의 잡음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추신경계는 시스템의 현재 상태에 관하여 시간적 

및 공간적으로 제한된 양의 정보만을 활용하여야 한다. 중추신경계는 정확한 운동수

행을 위해 이러한 문제점을 적절히 해결하여야 한다.

테니스 스트로크 동작을 수행하여 공을 타격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만약 수행

자가 망막에 맺힌 상의 위치 정보만을 토대로 날아가는 공의 궤적을 추정할 경우, 시

각정보의 전달 및 처리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약 100ms 정도의 지연이 발

생한다. 즉 공의 현재 위치를 직접적인 시각정보만으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공의 궤적을 계속 관찰함으로써 얻어지는 시각적 정보의 누적을 통해 어느정

도 추정이 가능하며, 이러한 추정은 공을 어떻게 타격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를 활용

하여 보다 정확해질 수 있다. 공을 타격한 방법에 관한 정보는 해당 움직임을 수행하

기 위해 실행된 운동 명령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그 운동 명령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결과에 관한 정보는 공과 라켓의 동역학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포워드 모델을 통

해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움직임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추정하기 위하여 감각 피드

백과 포워드 모델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감각 신호가 지니는 제한점을 극복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Goodwin & Sin, 1984). 감각 피드백과 포워드 

모델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전략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감각-운동 시스템에서 나타

나는 시간적 지연을 보상하고 감각 신호와 운동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잡음으로 인

한 현재 상태 추정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뇌 손상 환자에 대한 연구를 통

해 두정엽 피질(Parietal cortex)에서 현재 상태에 대한 추정에 관한 기능을 담당하

고 있음이 밝혀졌으며(Wolpert, Goodbody, & Husain, 1998), 이러한 감각 피드

백과 포워드 모델의 결합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이론적 모델이 제안되었다. 그 중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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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필터(Kalman Filter)는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모델로 알려져있

는데, 칼만필터를 이용한 감각-운동 시스템 모델은 손의 위치 추정, 자세의 추정, 머

리 움직임의 추정 등에 관한 실험적 연구를 통해 그 타당성이 증명되다(Kuo, 1995; 

Merfeld, Zupan, & Peterka, 1999; Van Beers, Sittig, & Denier Van Der 

Gon, 1999; Wolpert et al., 1995). 

칼만필터를 활용한 현재 상태에 대한 예측(prediction)은 이전 상태에 대한 추정

(estimate)에 기초하여 구성된다. 손가락의 위치를 추정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

할 경우, 이전 상태는 감각 및 운동명령의 잡음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으

며, 불확실성의 정도는 예측된 손가락의 위치가 가지는 오차의 범위로 표현될 수 있

다. 운동 명령의 생성 및 전달과 함께 원심성 신경 복사(efference copy 또는 

corollary discharge)가 전달되며 이 정보와 동역학 모델을 통해 현재 상태에 대한 

새로운 예측, 즉 예측된 현재 상태가 만들어진다. 이때 형성된 현재 상태에 대한 예

측은 이전 상태에 존재하였던 불확실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새로운 불

확실성이 추가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은 증가하게된다. 이렇게 형성된 새

로운 예측 결과는 현재 상태에 대한 추정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보다 정확하게 변경

된다. 칼만필터는 새롭게 예측된 현재 상태와 실제 감각 피드백 사이의 오차를 산출

하며, 이 정보를 활용하여 현재 상태에 대한 추정을 형성한다. 칼만필터 모델에서 이

러한 예측된 현재 상태와 실제 감각 피드백 사이의 오차는 칼만이득(Kalman gain)

이라 불리는데, 칼만필터모델은 이러한 칼만이득을 활용하여 원심성 신경 복사와 실

제 감각 정보의 상대적 가중치를 결정한며, 현재상태에 대한 예측에 수정을 가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현재 상태에 대한 추정이 완성되며 이 최

종적인 추정은 감소된 불확실성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운동제어에 계산론적 관점을 적용하면, 현재의 상태를 추정하는 것으

로부터 시스템의 미래 상태와 감각 피드백의 내용을 예측하는 것에 이르는 단계들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가능해지며, 그러한 예측은 운동제어 과정에 여러가지 잠재적

인 이득을 제공한다(Miall & Wolpert, 1996). 예를 들어, 감각 피드백이 전달되기 

이전에 현재 수행하는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각적 피드백의 내용과 신체 분절의 

움직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감각-운동 피드백 시스템의 시간적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손에 쥐고 있는 물체를 던지려고 할 때 운동 

시스템은 물체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쥐는 힘을 증가시켜야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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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시스템의 작용은 손 안의 물체가 미끄러지고 있다는 감각 피드백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없으며, 던지기 동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한 예측을 바

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감각 정보에 대한 예측은 상태의 변화에 대한 예측으로부터 유도될 수 있으며, 인

간의 감각 시스템은 이러한 예측을 활용하여 움직임으로부터 발생하는 감각의 작용

을 상쇄한기도 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작용을 통해 자신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되

는 감각의 변화를 제거하고 이는 움직이는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감각 정보의 처리

를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전기 물고기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집중적으로 

밝혀졌는데, 일련의 연구를 통해 전기 물고기의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소뇌와 유사

한 시스템에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영장류에 관한 신경생리적 

연구에서는 두정엽 피질에서 안구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망막 상의 변화에 대

한 예측 정보 갱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Bell, Han, Sugawara, & 

Grant, 1997). 인간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의 작용은 간지러움 자극에 대한 반응을 

관찰함으로서 확인될 수 있는데, 스스로 자극을 가할 경우 외부로부터 가해진 간지

러움 자극에 대한 반응에 비해 상당히 감소된 간지러움의 정도를 느끼게 된다. 이 경

우 나타나는 간지러움의 감소는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제 감각 결과와 예측된 

감각 결과의 세밀한 시공간적 정렬에 결정적으로 의존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uhamel, Colby, & Coldberg, 1992). 이와 유사하게 감각 결과에 대한 예

측은 움직임이 외부의 힘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발생

한 것인지를 구분하는데 필요한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이 메커니즘에 이상이 생긴 

환자들의 경우 자신의 신체가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망상

을 가지게 된다고 보고되었으며(Sirigu et al., 1996), 특히 좌측 두정엽 피질에 손

상을 입은 환자들은 화면을 통해 보여지는 자신의 움직임을 타인의 움직임과 구분하

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Sirigu, Daprati, Pradat-Diehl, Franck, & 

Jeannerod, 1999).

(5) 맥락의 추정 (context estimation)

서로 다른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움직임의 맥

락(context)은 불연속적으로 변화한다. 운동 시스템의 작용에 있어 상태에 관한 추

정이 필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맥락의 변화에 관한 추정 역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방법론으로 베이지안(Bayesian)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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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을 들 수 있다. 베이지안 접근은 각각의 맥락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을 추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맥락에 관한 확률은 두 개의 요인을 감안하여 나타낼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요인은 가능성(likelihood)과 선행정보(prior)이다. 특정한 맥락의 발생 가

능성은 그 맥락이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감각 피드백의 가능성으로 표현한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현재 주어진 맥락에 관한 감각 포워드 모델을 통해 움

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각 피드백에 관한 예측이 이루어진다. 예측된 감각 피드

백과 실제 감각 피드백의 불일치 정보는 맥락의 가능성(likelihood)과 역의 상관관

계를 가진다. 다시말해 예측 오차가 작으면 작을 수록 맥락의 가능성은 증가한다. 

이러한 계산은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다수의 예측 모델들을 포함하고 있는 모듈 

형식의 신경 구조체를 통해 이루어진다(Wolpert & Kawato, 1998). 각각의 모듈

들은 특정한 맥락에 맞추어져있으며 각 맥락의 상대적인 가능성을 추정한다. 선행정

보(prior)는 맥락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방식에 관한 구조화된 정보와 움직임이 

일어나기 이전에 맥락이 어떤 상태였을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 가능성

(likelihood)과 선행정보(prior)는 베이스의 규칙(Bayes' rule)을 사용하여 적절하

게 결합될 수 있다. 베이스의 규칙은 이 두개의 확률의 곱을 취하여 모든 가능한 맥

락으로 정규화하며, 각각의 맥락이 가지는 확률값을 생성한다. 

빈 우유통을 가득찬 우유통인 것으로 착각하고 들어 올리는 상황을 가정하여 맥

락에 관한 예측 모델의 작용을 살펴볼 수 있다. 우유통을 들어올리는 상황에서 비어

있는 우유통과 가득찬 우유통의 두 가지 맥락이 존재할 수 있는데, 예측 모델은 우유

통에 관한 시각적 정보를 바탕으로 '가득찬 우유통 맥락'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감각피드백의 전달은 이 예측과 실제 정보의 차이를 확인하게 하

며 이 과정을 통해 선행정보의 오류를 감지하고 이를 수정한다. 즉 맥락에 관한 예측 

모델은 실시간으로 잘못된 선행정보를 수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베이스의 규칙

은 움직임의 초기 전략이 부정확하였다고 하더라도 빠른 수정을 통해 적절한 운동제

어를 가능하게 한다. 이 예시에서는 두개의 맥락을 표상하고 있는 모듈만을 제시하

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모듈화된 구조체의 수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맥락의 수와 

일치하며 이는 수천개에 달할 수 있다. 

맥락의 추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관한 이러한 해석은 영장류를 대상으로한 최근

의 신경생리적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이 연구들에서는 중추신경계가 각각의 맥락

에 대하여 기대되는 감각 피드백을 모델링하며(Eskandar & Assad, 1999),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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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의 감각 피드백의 가능성(likelihood)을 표상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Kim & Shadlen, 1999). 맥락 추정에 관한 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몸통이 회전

하는 조건에서 뻗기 움직임을 수행할 때 속도의존-코리올리의 힘을 보상하는 방식

으로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시각 정보의 조작을 통해 자신의 몸통이 회전하고 

있는 것과 같은 착시 조건 하에서 뻗기 동작을 수행할 경우, 시각적 사전 확률에 의

존하여 목표지점에서 벗어난 뻗기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오차는 차후의 뻗

기 수행에서 감소하게되는데, 그 이유는 기대된 코리올리의 힘에 따른 감각 귀결이 

경험되지 않으므로 점차 맥락 추정과 관련된 모델을 수정하기 때문이다(Cohn et 

al., 2000).

(6) 인터널 모델과 운동 학습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따르면, 포워드 모델과 인버스 모델은 모두 감각-운동 시

스템의 특징을 포착하고 있다. 이러한 감각-운동 시스템의 특징들은 환경과 상호작

용을 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변화하기도 하며, 신체의 성장에 따라 천천히 변화하기

도 한다. 인터널 모델은 계속적인 감각-운동 시스템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

다. 환경은 인터널 모델이 감각 피드백의 예측변수를 학습할 수 있도록 적합한 훈련 

신호를 제공하고 있다. 예측된 감각 피드백과 실제 감각 피드백의 차이는 예측 모델

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에러 신호로 활동된다. 이러한 예측 학습을 담당하는 신경기

전에 대한 이해는 전기 물고기의 소뇌와 유사한 신경구조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부

분적으로 이루어졌다(Bell et al., 1997). 

운동학습을 통해 인버스 모델을 습득하는 것은 운동시스템이 해결해야 하는 어려

운 과제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적합한 훈련 신호인 운동 명령의 오차가 직접적으로 

접근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야구선수가 커브볼을 던지는데 실패하였을 경

우, 그 선수는 자신의 근육 활동을 어떻게 변경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외적 피드백을 

받지 못한다. 대신 야구선수는 감각 정보를 통한 오류 신호를 감지하게되며, 이렇게 

감각을 통해 느껴지는 오차는 운동 오차로 변환되어 인버스 모델을 훈련하는데 사용

된다. 이와같은 피드백-에러 학습 모델은 인터널 모델의 학습 문제에 관한 해답을 

제시해준다(Conditt, Gandolfo, & Mussa-Ivaldi, 1997; Kawato et al., 1987). 

내재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완전하지 않은 피드백 컨트롤러는 의도된 상태와 추

정된 상태의 차이에 기초하여 상태의 수정을 위한 운동명령을 생성한다. 다시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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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 현재 상태를 의도된 상태로 변경 시키기 위한 운동명령을 생성한다는 것이

다. 운동 명령은 피드백 콘트롤러에서 생성된 운동 명령과 적응적 인버스 모델의 출

력물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만약 피드백 콘

트롤러가 더이상 운동명령을 만들지 않는 상황에 도달했다면, 의도된 상태와 추정된 

상태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운동 수행은 오차가 없이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인버스 모델의 결과는 완벽한 운동명령을 생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에러-피드백 학습의 목적은 인버스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다. 인버스 모델은 의도

된 상태들을 연속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운동 명령을 생성한다. 내재적으로 포함되

어 있으며 낮은 이득(low gain) 특성을 지니는 피드백 컨트롤러는 의도된 상태와 추

정된 상태의 오차를 수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피드백 컨트롤러는 피드백 운동 명

령을 생성하며 이는 인버스 모델에 의해 생성된 피드포워드 운동 명령에 추가된다. 

만약 피드백 운동명령이 0이 되었다는 것은 상태 오차 역시 0이 된다. 그러므로 피

드백 운동명령은 인버스 모델의 오차의 측정값이며 인버스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한 

오류 신호로 사용된다. 이처럼 피드백 콘트롤러의 결과물은 시스템의 에러 신호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인버스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한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신경생리

적 증거에 따르면, 소뇌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학습 기전은 눈의 움직임 

조절에 기여하고 있으며, 소뇌는 눈의 동역학적 특성을 인버스 모델링하는 것으로 

보인다(Shidara, Kawano, Gomi, & Kawato, 1993).

운동 학습에 관한 연구들은 인버스 모델의 표상에 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로봇 팔 또는 회전하는 방 장치를 사용하여 임의의 힘의 장

(force field)을 생성하고 그 환경 내에서 피험자들이 뻗기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다

(Lackner & Dizio, 1994; Shadmehr & Mussa-Ivaldi, 1994). 피험자들은 반복

적으로 그러한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점차 적응하여 자연스러운 동작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널 모델 연구들은 단일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에 관하여 주로 이루어졌으나 점차 다양한 맥락에 어떻게 적응하는지에 관한 연구로 

그 주제가 확장되어가고 있다. 

다양한 맥락에 대한 학습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로 제어를 위한  모듈화된 선택 

및 인식 모델(modular selection and identification for control model, 

MOSAIC model)이 제안되었다. 이 모델에서는  여러개의 예측변수-컨트롤러 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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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고 있는데(Wolpert & Kawato, 1998),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예측 변수는 

각각의 맥락에 대한 확률을 표시하며 이러한 확률들은 각각의 맥락에 동조된 컨트롤

러의 출력물에 가중치를 주는데 사용된다. 이 시스템은 복수의 예측 변수와 컨트롤

러의 작용을 학습하며, 동시에 주어진 맥락에 적합한 컨트롤러가 무엇인지를 선택하

는 과정을 학습한다.

운동학습의 기전에 관한 우리의 이해는 한 맥락에 대한 학습이 다른 맥락에 대한 

학습에 의해 방해 받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왔다. 일반적으로 피험자가 두개의 서

로 다른 동역학적 관계에서 운동기술을 학습하거나 시각-운동 연결이 재설정(왜곡)

된 상황에서 학습할 때, 서로 다른 조건이 빠르게 연속적으로 제시될 경우 학습은 방

해받는다(Brashers-Krug, Shadmehr, & Bizzi, 1996; Gandolfo, Mussa-

Ivaldi, & Bizzi, 1996; Krakauer, Ghilardi, & Ghez, 1999). 그러나 서로 다른 

조건의 맥락이 몇 시간 정도의 충분한 간격을 두고 제시될 경우 학습의 방해는 나타

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 학습이 일정 기간의 공고화(consolidation)를 필

요로 한다는 것을 드러내며, 학습이 진행된 후 기억이 공고화되기 이전에는 새로운 

조건에서의 학습에 의해 운동 기억의 형성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

편 시각-운동 적응과 동역학적 적응은 상호간에 학습과정을 방해하지 않으며 동시

에 제시 되어도 빠른 시간안에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이 밝혀졌다(Krakauer et 

al., 1999).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상황들은 이전에 조작해본 경험이 있는 물체와 경험이 있

는 환경의 새로운 결합 등과 같은 이전에 경험했던 맥락들의 조합으로부터 파생된

다. 인간은 중추신경계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컨트롤러들이 최종적인 운동 명령에 

기여하는 정도를 조절함으로써, 무수히 많은 동작의 생성이 가능하다. 복수의 인터

널 모델은 개념적으로 운동의 기초 요소로 간주될 수 있으며, 복잡한 운동 행동을 구

성하는 빌딩 블록과 같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맥락에 대한 학

습을 마친 후에 중추신경계는 시각-운동 영역 내에서 그리고 시각운동 영역과 동역

학적 영역 안에서 발생하는 출력물들을 적절하게 조합할 수 있다(Flanagan et al., 

1999).

이상에서 살펴본 계산론적 접근은 운동제어과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중

요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다. 첫째, 인터널 모델은 상태 추정, 예측, 맥락 추정, 그

리고 제어 및 학습과 같은 과정들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 움직임 

계획, 제어, 추정에 관련된 많은 이론들은 최적화의 개념을 바탕에 깔고 있으며,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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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한 실험적 증거들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셋째,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운동 시스템은 세계에 대한 불확실성과 감각적 입력 및 운동 명령에 존

재하는 노이즈를 극복해야하며, 베이지안 접근은 그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계

산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계산론적 접근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

로 눈과 팔의 움직임, 말하기, 자세, 균형 그리고 보행과 같은 다양한 운동 시스템의 

제어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인간 운동행동에 관한 이해에 새로운 이론적 관점을 제

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움직임에 관한 의식 : 신경과학적 접근

인간이 몸을 움직일 때 그 자신의 움직임에 관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식

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왜냐하면 근육과 망막으로부터 받아들여진 말초 감

각 정보들을 활용하여 우리 자신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감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상식적 믿음에 반대되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

다. 이 연구들에서 주장하는 바는 움직이고자 하는 의식적 의도는 움직임의 실행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감각 피드백과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움직임이 실행되는 동안 우리가 가지게 되는 움직임에 관한 의식적 경험의 근원

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움직임 의식의 인지적 및 신경생리적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적 메커니즘을 고찰 하였다. 문헌 고찰을 통한 연구결과 신체 움직

임에 대한 의식적 경험은 특정한 뇌 영역 신경활동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움직임에 대한 의도와 자각은 이 영역의 활동을 통해 생성되고 관찰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의 의도는 움직임의 실행과는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 의식적인 의도와 움직임에 대한 자각에 관한 인지신경과학 연구

최근 인간의 의식 경험이 어떤 신경생리적 메커니즘의 작용으로 발생하는지에 대

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연구들은 정신물리학, 뇌영상화기법, 

해부-기능 상관관계 분석, 경두개 자기자극기법, 전기생리적 분석, 뇌에 대한 직접

적인 전기자극 기법 등의 방법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다양한 접근들을 통

해 의식적 경험의 기저를 이루는 신경구조체들의 복잡한 네트워크들이 밝혀져왔는

데, 의식적 경험에 관계된 신경 네트워크는 다음의 세 영역과 그 주변 영역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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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의식적 경험에 관계되는 뇌 영역은 후두정엽 피질(the posterior parietal 

cortex, PPC), 보조 운동 영역(the supplementary motor area, SMA), 전운동피

질(the premotor cortex, PMC) 등으로 알려져있다. Desmurget와 Sirigu(2009)

는 움직임 의도와 움직임 자각에 대한 의식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인지적 과정 및 

신경생리적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적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이론적 틀은 지금

까지 알려진 의식적 운동의도(conscious motor intention), 의식적 운동자각

(conscious motor awareness), 진실된 운동 의식(veridical motor awareness) 

등에 대한  신경생리적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의식적 운동의도란 

동작을 일으키고자 하는 의식적 욕구를, 의식적 운동자각은 동작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마지막으로 진실된 운동 의식은 실제로 이루어진 동작

에 관하여 얻게된 객관적 지식을 의미한다(Desmurget & Sirigu, 2009).

(2)  움직임 의도의 의식 경험 이전에 존재하는 사전 의도

의식적인 수준에서 경험되는 움직임 의도는 그 이전의 무의식적 처리과정을 거쳐 

나타나게 된다. 이 무의식적 처리를 통해 나타나는 사전 의도(prior intention)는 

전전두엽 및 두정엽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ggard, 

2008; Soon et al., 2008). Libet 등(1983)의 연구를 통해 보여진 것과 같이, 운동

수행의 준비를 의미하는 운동준비전위(readiness potential, RP)는 움직임의 의도

에 대한 의식적 경험보다 최소한 1초 이상 앞서 발생한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 움직

임에 대한 준비는 의도적인 동작의 수행과 관련된 넓은 범위의 신경망의 작용을 통

해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계산과정을 통해 처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Brass & 

Haggard, 2008; Haggard, 2008). 의도적인 동작의 수행과 사전 의도의 형성에 관

련된 네트워크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는 주로 자조적인 동작(self generated 

action)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후두정엽 피질(posterior parietal 

cortex), 전방 대상 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 ACC), 보조운동영역

(supplementary motor area) 그리고 배측면 전두엽 피질(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DLPFC)에 걸친 넓은 범위의 뇌 영역에서 나타나는 신경활동을 

확인하였다(Jahanshahi et al., 1995). 

이 영역들 중 배측면 전두엽 피질은 외부로부터 제시된 자극에 따라 동작을 수행

하는 조건보다 자조적인 움직임을 수행하는 조건에서 강하게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Jahanshahi et al., 1995; Thobois et al., 2007). 배측면 전두엽 피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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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에 대한 의도를 표상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두극 피질(frontopolar cortex)로

부터 전달되는 신경신호를 받아들이는데(Kringelbach, 2005), 전두극 피질에서 나

타나는 움직임 의도와 관련된 신경신호는 움직임에 대한 의도가 의식적으로 나타나

는 시점보다 약 10초 이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Soon et al., 2008). 또한 

배측면 전두엽 피질은 보조운동영역과 후두정엽 피질로 신경신호를 전달하는데, 이 

두 영역은 움직임에 대한 의식적 의도의 생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전두엽 피질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초기의 계산과정은 우리가 움직임

에 관한 의도를 의식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처음 단계를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과 더불어 기저핵(basal ganglia, BG)도 의도적이고 자조적

인 동작의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져 왔으나 이를 뒷받침

하는 증거들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기저핵의 역할에 관한 뇌영상 연구들에서 기

저핵의 신경활동은 휴식 상태와 비교할 때 자조적 움직임 조건에서 더 크게 나타나

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자조적 움직임 조건과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움직임 조건의 

비교에서는 기저핵의 신경활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관찰하지 못하였다(Jahanshahi 

et al., 1995; Thobois et al., 2007). 원숭이를 대상으로 진행된 전기생리학적 연

구들과 불활성화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에서도 기저핵은 자조적 움직임의 제어에 관

여하지 않는다고 보고되었으며, 기저핵 기능에 이상을 가지고 있는 파킨슨 병 환자

들의 운동불능(akinesia)이 자조적 움직임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외부의 자극에 의

해 유도된 움직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최근에 반박되면서

(Ballanger et al., 2006) 기저핵의 신경활동과 자조적 동작에서의 움직임 의도와 

관련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의식적인 움직임에 관한 의도

움직임에 대한 의식적 의도에 관한 연구가  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확립된 것

은  Libet 등(1983)의 연구로부터였다. 이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이 오른쪽 검지 손가

락으로 버튼을 누르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피험자들은 실험동안 화면에 제

시된 아날로그 시계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으며, 버튼을 누르고 싶은 욕구가 발생

하면 원하는 시점에 버튼을 눌렀다. 피험자들이 버튼을 누르면 화면의 시계바늘이 

정지하였는데, 이때 피험자들은 버튼을 누르고 싶은 욕구가 처음 느껴진 시점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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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시계를 기준으로 보고하였다(의도 판단, W-judgement). 연구자들은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피험자들의 뇌파를 수집하여 운동준비전위(motor readiness 

potential)를 분석하였는데, 운동준비전위란 움직임 과제를 수행하기 직전에 관찰

되는 뇌활동으로써 수행될 동작에 대한 준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연구결과 버튼을 누르고 싶은 욕구, 즉 움직임에 대한 의도가 느껴진 시점은 버

튼을 누르기 위한 움직임의 시작시간보다 약 200ms 앞서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

다. 그런데, 수행될 동작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된 뇌활동(운동준비전위)은 버튼을 누

르고 싶은 욕구가 의식적으로 나타난 시점보다 약 1초가량 앞서 나타나는 것으로 드

러났다. 다시말해 피험자가 움직이고 싶다고 느낀 시점 이전에 움직임을 위한 준비

가 무의식적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움직임에 대한 준비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면, 움직임에 대한 의도가 나타

나는 시점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Haggard와 Eimer(1999)는 Libet(1983)의 실험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한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여 운동준비전위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

서 피험자들은 오른손 또는 왼손 검지손가락을 사용하여 반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운동준비전위 외에 편측화 운동준비전위(lateralized readiness potential)를 

함께 측정하였다. 편측화 운동준비전위는 선택된 반응을 오른손으로 할 것인지 왼손

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결과 편측화 운동

준비전위는 손가락 움직임의 시작 시점보다 약 800ms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이 편측화 운동준비전위 역시 움직임 의도에 관한 의식적 경험 시점보

다 빠른 시점에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저자들은 의식적으로 경험되는 움직

임에 관한 의도는 운동준비전위와 관련된 동작에 대한 초기 준비 단계가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실제로 운동명령의 실행과 움직임 의도에 관한 의식적 판단 사이에는 

200~300ms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Haggard & Eimer, 1999; Libet et al., 

1983; Sirigu et al., 2004). 이 시간적 간격은 시각 또는 청각 자극에 대한 단순 운

동 반응에 필요한 시간과 비슷한 길이이다(Ballanger et al., 2006; Desmurget, 

Grafton, Vindras, Gréa, & Turner, 2004; Desmurget et al., 2005; Thobois 

et al., 2007). 이는 요구되는 움직임에 대한 움직임의 준비가 움직임 의도가 의식적

으로 나타난 이후에 처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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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학적 관점에서 보조 운동영역(SMA)은 편측화 운동준비전위의 주요한 근원

으로 알려져있다(Eimer, 1998; Ikeda, Luders, Burgess, & Shibasaki, 1992). 

위에서 살펴본 사실들로부터 운동 관련 영역이 움직임에 관한 의식의 생성에 결정적

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간접적인 증거

들이 알려져있다. 보조운동영역은 피험자가 운동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의

식적으로 가지게 된 시간에 주의를 기울일 경우 활성화된다(Lau, Rogers, 

Haggard, & Passingham, 2004). 또한 보조운동영역의 손상은  anarchic hand 

syndrome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Goldberg, Mayer, & 

Toglia, 1981; Scepkowski & Cronin-Golomb, 2003). Anarchic hand 

syndrome은 움직임의 의도를 담당하는 시스템과 움직임의 실행을 담당하는 시스

템의 연결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병리적 상태로, 팔을 움직이고자하는 의식적 의도 

없이 팔의 움직임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Assal, Schwartz, & Vuilleumier, 

2007).

보조운동영역이 의식적 의도와 관련된 영역이라는 보다 확실한 증거는 Fried 등

(1991)에 의해 수행된 전기 자극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다. Fried 등(1991)은 간질

환자의 대뇌 중간영역을 전기적으로 자극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보조운

동영역에 제공된 전기 자극은 동작에 대한 강제적인 욕구와 유사한 충동 내지 필요

와 같은 의식적 활동을 유발하였으며, 피험자들은 자신의 신체 움직임을 스스로 통

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피험자들은 자신의 움직임이 "일어나

려고 한다" 또는 "곧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고하였다. 연구자들이 보조운동영역에 가

해지는 전기자극의 강도를 일정 강도 이상으로 증가시켰을 때 실제 움직임이 발생하

였다. 다시말해 욕구를 발생시키는 정도의 전기 자극 강도(urge threshold)를 넘어

서는 양의 전기 자극이 가해지면 움직임에 대한 강제적인 욕구를 넘어서 실제 움직

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움직임에 대한 욕구가 나타나는 것과 실제 움직임이 나

타나는 것은 매우 근접한 위상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지며, 피험자들이 느끼는 움직

임에 대한 충동은 실제 움직임의 발생이 임박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다. 

보조운동영역에 대한 특정한 자극들은 매우 세분화된 움직임의 의도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움직이고 싶음", "왼쪽 팔꿈치를 들어

올리고 싶음", "오른쪽 전완을 내회전 시키고 싶음" 등의 움직임에 대한 의도가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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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Ball 등(1999)의 연구에서 보조운동영역은 주운동영역으로 전달되는 억제성 

신호를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움직임의 시작을 조절한다는 주장이 제안되

었다. 이러한 억제성 신호의 차단과 관련된 보조운동영역의 기능을 통해 간질병 환

자들이 보조운동영역에 전기자극을 받을 때 일어나는 움직이고 싶은 충동 경험을 설

명하는 신경학적 메커니즘을 추론할 수 있다.

(4) 움직임에 대한 의식

움직임에 대한 의식이라는 연구 주제는 매우 단순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이다. 이제까지의 신경

과학 및 인지과학 연구에서, 이 질문은 의식적 의도에 관한 연구에 비해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최근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발견들이 이루어졌다. 

현상학적 수준에서, 운동 시스템의 기본적인 기능들은 대부분 의식적 자각 없이 이

루어진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으며(Carota, 2009), 우리가 움직일 때 의식하게 되

는 신경신호들은 우리의 움직임 자체로부터 발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작이 앞으

로 전개될 양상에 대한 예측과 관련된 신경활동들로부터 유발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 움직임과 지각된 움직임이 일치하지 않도록 조작한 행동실험

을 통해 규명되었다. 실제 움직임과 지각된 움직임의 불일치는 운동시스템의 보상능

력 범위 내에서 제공되었는데, 타겟을 향한 뻗기 동작의 수정을 일으키기에는 충분

하지만 목표물에 도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정도에서 실험 

조건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실험 프로토콜에서 손의 움직임 궤적과 관절의 움직임에 

비교적 큰 수정이 가해지게 되지만, 피험자는 이러한 수정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

채지 못하며, 이러한 수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감각 피드백 정보는 의식적인 운동 의

식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그 결과 피험자는 최초에 계획한 움직임을 동일하게 수

행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Blakemore & Frith, 2003; Carota, 2009; 

Frith, Blakemore, & Wolpert, 2000). 

Fourneret와 Jeannerod(1998)의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타블렛 위에 시상면과 

수평한 선분을 긋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손의 움직임과 목표지점에 대한 시각 정보

는 타블렛 위에 설치된 거울에 반사된 모니터 화면을 통해 제공되었다. 피험자들은 

시각정보의 왜곡이 가해진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시각

정보의 왜곡은 실제 손의 움직임에 선형적인 변형이 가해진 시각 피드백을 제공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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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구현되었다. 시각 피드백은 손의 움직임 벡터를 좌측 또는 우측으로 2도에서 

10도 사이의 범위에서 변경시키는 방식으로 제공되었다. 실험과제는 화면에 제시된 

커서를 목표지점에 도착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험자들은 주어진 시각적 왜곡

의 양만큼 손의 움직임 궤적을 변경시켜야 했다. 실제 실험과정에서 피험자들은 매

우 손쉽게 시각적 왜곡을 극복하여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연구자들은 매 시행

이 끝난 후 피험자들에게 손의 움직임 방향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상당히 

많은 양의 왜곡이 가해진 조건에서조차 피험자들은 자신들의 손이 시상면과 수평하

게 움직인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다시말해, 이 연구의 피험자들은 과제 수행간 발생

한 동작의 수정에 대하여 의식적 자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으며, 실제 손의 움직임

과 시각 피드백 사이에 왜곡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아채지 못하였다. 이는 앞서 이야

기한 것과 같이 피험자들은 자신의 움직임에 대한 판단을 수행 할 때, 실시간으로 전

달되는 감각정보들 보다는 최초의 움직임 의도를 바탕으로한 움직임에 대한 예측 정

보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구심성 신경이 차단된 환자들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최근 연구들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구심성 신경이 차단된 환자들은 몸

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움직임에 대한 의

식적 자각을 가진다(Kristeva, Chakarov, Wagner, Schulte-Mönting, & Hepp-

Reymond, 2006; Lafargue, Paillard, Lamarre, & Sirigu, 2003; Sarlegna, 

Gauthier, Bourdin, Vercher, & Blouin, 2006). 이 환자들은 자신들이 정해진 

궤적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보고할 수 있었으나, 외부의 힘에 의해 자신들

의 움직임이 방해를 받을 경우 그 사실은 알아채지 못하였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증상은 질병인식불능증(anosognosia)에서도 발견되었다. 

이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전형적으로 자신들의 운동 장애의 정도에 대한 인식 및 평

가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자신들이 피곤하기 때문이라거나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

다는 등의 변명을 통해 자신들의 증상을 정당화하려 하거나, 또는 신체가 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완강하게 자신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Bisiach & Geminiani, 1991; Orfei et al., 2007). 최근에 수행된 Fotopoulou 

등(2008)의 연구에서는 질병인식불능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환자들에게 가짜 손을 사용하여 마비측 상지의 움직임에 대한 거짓 시각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세가지 조건이 사용되었는데, 첫번째는 환자들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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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측 팔을 들어올리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고, 두번째 조건에서는 환자들의 팔이 

연구자에 의해 수동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마지막 조건에서는 어

떤 설명도 제시되지 않았다. 질병인식불능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들과 대조적으

로 이 그룹의 피험자들은 상지 움직임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시각 피드백으

로 제공된 가짜 손은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움직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시각적으로 제

공되는 피드백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연구결과는 움직임 의식이 움직임으로

부터 발생되는 피드백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자 하는 의도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움직임 의도가 움직임 의식을 형성한다는 주장에 대한 또 다른 증거로, 

Desmurget 등(2009)은 대뇌 피질에 대한 직접적인 자극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두 

가지 상보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전운동영역 피질(Premotor cortex, BA 6)에 대

한 전기자극은 피험자의 입과 대측 신체 분절의 움직임을 유발하였으나, 시각적 피

드백이 없는 상황에서 피험자들은 분명하게 그러한 신체 움직임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였다. 피험자들은 연구자의 언어적 지시에 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있었

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 사실에 대한 부정은 낮은 각성 수준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

로 생각할 수 없다. 또한 피험자들은 따끔거리거나 가려운 느낌이 있다고 보고하였

는데, 이는 자극으로 인해 발생한 경험에 관해 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손

상되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이다. 반면 후두정엽피질(PPC)에 강한 전기자극이 가해

졌을 경우, 전운동영역 피질에 자극이 가해졌을 때와 반대 패턴의 반응이 관찰되었

다. 이 경우 피험자들은 전기자극으로 인해 어떠한 신체 움직임도 일어나지 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불수의적인 신체 움직임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강도의 전기자극을 통해 가상적인 신체 움직임 경험을 유발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시말해 신체 움직임에 대한 경험을 전기자극을 통해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기자극을 통해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

을 담당하는 신경망의 작용이 유발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 신경망은 포워드 

모델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포워드 모델은 운동명령의 실행으로 

인해 나타나게 될 결과들을 시뮬레이션하여 움직임에 동원된 신체 분절 또는 운동 

시스템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처리과정을 말한다(Desmurget & Grafton, 

2000, 2003; Wolpert & Flanagan, 2001). 포워드 모델은 운동명령으로 인해 발

생하는 신체 분절의 움직임을 예측한다. 이러한 예측은 감각 예측, 빠른 동작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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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상태 예측 등 기본적인 운동제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이다(Wolpert 

et al., 1995). 여러 연구를 통해 이러한 처리과정들은 움직임 의식에 관여하는 것으

로 알려져왔다(Blakemore & Frith, 2003; Carota, 2009; Sirigu et al., 2004). 

포워드 모델과 움직임 의식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가설은 움직임에 대한 모

니터링이 운동명령의 전달과 동시에 시작되며, 움직임의 종료와 동시에 중단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뇌가 움직임의 시작, 움직임의 종료, 움직임의 성취를 

지시하는 내적 신호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움직임 의식

은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에서 비롯되며 우리가 최초에 기

대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움직임 

의식에 관한 모델은 인간 피험자들이 움직임의 시작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자신들의 신체 움직임에 관한 세부적인 운동학적 정보들은 의식

적으로 지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움직임에 수정이 가해졌음에도 최초의 계획대로 움

직였을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경향을 가진다는  임상적 데이터 및 행동적 실험의 결과

들과 잘 부합한다. 

상태 예측(state estimation)의 처리과정과 posterior parietal cortex 기능의 

관계를 강하게 드러내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는데(Ogawa, Inui, & Sugio, 

2007; Pellijeff, Bonilha, Morgan, McKenzie, & Jackson, 2006; Sirigu et al., 

1996), 일련의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포워드 모델의 작용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실

시간-움직임 수정(online movement corrextion)은 후두정엽피질에 TMS 자극을 

제공할 경우 방해를 받게 된다(Desmurget et al., 1999). 두정엽에 손상을 입은 환

자의 경우 자신들의 팔 또는 발이 사라진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기도 하며(Wolpert 

et al., 1998), 자신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혹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부정확하

게 나타난다(Sirigu et al., 1999). 이러한 포워드 모델은 후두정엽 피질영역에서 생

성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으며(Ogawa et al., 2007; Pellijeff et al., 

2006; Sirigu et al., 1999; Wolpert et al., 1998), 이러한 구조들이  움직임이 시

작 또는 중단 등에 관한 정보를 운동 관련 영역에 전달하여 움직임에 대한 의식이 생

성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요약하면 움직임 의식은 움직임이 일어나는 동안 생성되는 감각 신호로부터 발생

하지 않는다. 움직임에 관한 의식은 실제 움직임이 시작되기 이전에 발생하며, 운동 

명령의 실행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신체 분절의 상태 변화에 관한 예측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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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난다. 이러한 신체분절의 상태 변화에 관한 예측은 후두정엽피질에서 이루어지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영역은 움직임에 관한 의식적 의도에 관한 느낌이 발생

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움직임의 의도와 

이 의도를 실행으로 옮겼을 때 일어나게 될 현상에 대한 예측은 우리가 움직이고 있

다는 의식적 경험을 만들어낸다. 즉, 우리가 동작을 시작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특정한 목표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손의 실제 움

직임 궤적, 속도 프로파일, 제어 방식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관한 정보

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Guigon, Baraduc, & Desmurget, 2007, 2008; 

Todorov, 2004).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할 때, 의식의 신경 생리적 메커니즘은 하위 

수준의 세부 파라메터들을 결정하여 동작을 수행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

이며, 움직임의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우리는  움직임이 최초에 계획된 방식대로 수

행되었다는 의식적 자각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5) 진실된 움직임 의식

일상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움직임에 대한 예측은 매우 높은 신뢰도를 가진다. 우

리가 손을 들어올리거나 왼쪽으로 움직일 때, 우리의 손이 아래로 내려가거나 오른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되는 경우는 없다. 움직이고자하는 의도대로 손은 움직이

며, 그 의도에 기초하여 생성된 움직임에 대한 예측은 실제 손의 움직임과 대부분 일

치한다. 만약 자신의 의도대로 신체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수행자는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은 연구를 위한 

실험적 조작[(Richter et al., 2002; Sekiyama, Miyauchi, Imaruoka, Egusa, & 

Tashiro, 2000; Stratton, 1897)을 통해 가능하거나, 뇌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다(Bisiach & Geminiani, 1991; Orfei et al., 2007).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운동 제어 시스템은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기대되는 감각 피드백과 실제 감각 피드백이 일치하도록 작동 할 수 없다

[(Desmurget & Grafton, 2000, 2003; Desmurget et al., 2005; Wolpert & 

Flanagan, 2001). 만약 기대되는 감각 피드백과 실제 감각 피드백의 불일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크게 나타날 경우, 인터널 모델을 통해 생성된 감각 피드백 예측의 타

당성을 의심하게 되며, 실제 감각 피드백을 활용한 움직임에 대한 인식이 가능해진

다. 예를 들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손을 뻗는 과제를 수행할 때 실험적 조작

을 통해 가해진 힘의 장(force field)으로 인해 손의 움직임 궤적이 방해를 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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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프리즘 등과 같은 장비를 사용하여 시각 피드백을 변화시키게 되면,  피험자들

은 즉각적으로 예측된 감각 피드백과 실제 감각 피드백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채게 

된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방해 자극들이 역치 수준 이하의 범위에서 시작하여 조금

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면 피험자들은 그러한 실험적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며, 실제 움직임과 의도된 움직임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지 않는다(Malfait & Ostry, 2004; Michel, Pisella, 

Prablanc, Rode, & Rossetti, 2007).

비록 진실된 움직임 의식(veridical motor awareness)의 신경생리적 기전에 관

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전운동피질이 실제 움직임에 

관한 의식의 형성을 담당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Berti 등 (2005)은 자기공명영

상기법을 사용하여 우측 뇌 손상으로 인한 반신마비증상에 대한 질병인식불능증 환

자들의 손상영역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전운동피질(premotor cortex, 

area 6)이 이러한 종류의 환자들에게서 가장 높은 빈도로 손상되어 있다는 것을 밝

혀냈다. Berti 등 (2005)은 기대된 감각 피드백과 실제 감각 피드백을 비교하는 역

할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손상으로 인해 질병인식불능증이 나타나는 것이며, 이러한 

기능의 손상은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팔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Berti et al., 2005; 

Berti, Spinazzola, Pia, & Rabuffetti, 2007). 전운동피질은 기대되는 감각 피드

백에 대한 계산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Christensen et al., 2007), 실제 

수행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한 풍부한 말초감각입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져있

다(Fogassi et al., 1999; Hummelsheim, Bianchetti, Wiesendanger, & 

Wiesendanger, 1988). 

환지통(phantom pain)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도 전운동피질의 이러한 역할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었다(Giraux & Sirigu, 2003). 마비 환자들의 경우 마비측 신체

분절로부터의 감각 피드백은 존재하지 않지만, 중추로부터 전달되는 운동명령은 여

전히 존재한다. 환지통은 이러한 남아있는 운동명령을 존재하지 않는 감각 피드백과 

비교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이 연구에서  전운동피질

은 환지통을 느끼는 동안 주로 활성화되었다.

그렇다면, 전운동피질에 대한 TMS자극은 왜 움직임에 대한 인식 없이 실제 사지

의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것일까? 신체 움직임으로 인한 감각 피드백은 운동의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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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신경시스템에서 운동명령으로 인한 감각 예측과 서로 비교되며 이는 운동제

어를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된다. 그런데, TMS 자극으로 인해 신체 움직임이 

발생하는 경우,  움직임 의도를 바탕으로 한 운동명령이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

반발사(corollary discharge)가 형성되지 않으며 따라서 움직임의 결과에 대한 예

측 역시 생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TMS로 인한 감각 피드백은 비교할 대상이 없으므

로 관련된 신경시스템에서 처리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피험자들은 자신의 신체 분

절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은 수동

적인 신체 분절의 움직임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다

(Desmurget et al., 2009; Klockgether, Borutta, Rapp, Spieker, & 

Dichgans, 1995).

위에서 제기한 질문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전기적 자극으로 인해 생성된 운동명

령 역시 수반발사(corollary discharge)를 생성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Crapse & Sommer, 2008). 수반발사는 감각 피드백과 비교과정을 거쳐 운동제어

에 활용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운동명령은 예측한대로의 신체 움직임을 유발하며, 

이 때 오류 신호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류에 대한 처리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전운동피질은 그 움직임이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

만, 수동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말초로부터 감각 자극이 주어지는 경우, 

예측하지 못한 감각 신호가 발생하며 이 신호는 전운동피질에 도착한다.  이렇게 전

달된 감각정보는 운동명령을 기반으로 생성된 예측에 관한 신호와 비교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추로부터 발생된 운동명령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로인한 감각 예측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두가지 정보의 불일치는 오류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으

로 생각되며, 그 결과 신체 분절의 움직임에 관한 진실된 움직임 의식을 생성하게 된

다. 

요약하면, 감각 신호에 대한 예측과 실제 감각 신호 사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불

일치가 발생할 경우 내적 피드백 회로는 이 예측과 실제 신호 사이의 관계를 처리할 

수 없게 되며, 이 때  오류 신호가 생성된다. 이 오류 신호는 운동시스템으로 하여금 

두정엽 피질에서 생성된 예측된 감각 피드백을 무시하도록 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

는 실제 움직임으로 의식적 주의가 가해진다. 그 결과 피험자는 더 이상 감각 예측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수행되는 움직임에 관한 감각 피드백을 바탕으로 동작에 대한 

의식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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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움직임 의도와 움직임 의식을 설명하는 일반적 모델

Desmurget 등(2009)은 움직임 의도와 움직임 의식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바탕

으로 움직임 의식에 관한 해부학-기능학적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들이 제안한 움직

임에 관한 의식의 발생과정을 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무의식적인 

움직임에 관한 의도가 존재한다. 이러한 의도는 사전의도(prior intention)라고 부

를수 있으며, 전전두엽에서 두정엽으로 연결되는 비교적 넓은 범위의 신경 네트워크

에서 발생된다. 이 사전의도는 운동 시스템의 불특정한 활동을 유발하며, 이는 주운

동피질 영역에서 관찰되는 운동준비전위(motor readiness potential)로 나타난다

(Eimer, 1998). 이 운동준비전위는 실제 운동반응이 나타나기 1~1.5초 전에 발생

한다(Ballanger et al., 2006; Haggard & Eimer, 1999; Sirigu et al., 2004). 

이렇게 생성된 운동준비전위는 움직임을 담당한 신체의 분절이 결정되면서 점차 

특정되는데, 이는 실제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는 시점보다 최소한 약 800ms 이전에 

나타나는 움직임준비전위의 편측화를 통해 이루어진다.(Haggard & Eimer, 

1999). 움직임에 대한 의식적 의도, 즉 움직이고 싶다는 마음은 그 후에 나타나는데, 

이 의식적 의도의 시간적 위치는 움직임 시작 250ms 이전이다(Haggard & Eimer, 

1999; Libet et al., 1983; Sirigu et al., 2004). 이 움직임에 대한 의식적 의도는 

후두정엽 영역에서 일어나는 신경활동의 증가에 대한 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

로 추측된다. 

이후 실제 움직임이 발생하기까지 남아있는 250ms동안 의식적으로 선택된 반응

에 대한 계획이 운동관련 피질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진다.  운동 명령이 준비되면, 보

조운동영역은 운동 중추(M1)에 대한 억제를 철회하여 운동명령이 실행되도록 한다

(Ball et al., 1999). 이 억제작용의 철회가 움직임에 대한 의식적 욕구를 유발하는 

것이며, 그로부터 몇 십 ms 이후에 실제 신체의 움직임이 시작된다. 

이때 운동명령의 실행 결과에 대한 예측 정보를 담고 있는 신경신호가 후두정엽 

피질 영역에서 생성되며, 이는 앞서 설명한 포워드 모델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이 

신경활동을 바탕으로 운동시스템은 움직임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

며, 그 결과들은 우리가 움직임에 대해 가지는 의식적 체험을 형성한다. 

이러한 과정과 병렬적으로, 낮은 수준의 전운동실행기능(premotor executive 

function)을 담당하는 영역에서는 움직임 결과에 대한 예측과 실제 운동감각 피드

백을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만약 어떤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오류는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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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수정된다. 오류의 크기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피험자는 오류에 관한 어떤 

의식적 경험도 가지지 않으며, 단지 최초에 가졌던 움직임에 관한 의도와 그 의도된 

움직임을 수행할 때 나타날 결과에 대한 예측만이 피험자에게 의식적으로 경험된다. 

하지만, 움직임이 자동적으로 수정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부정확해 질 경우 피험

자의 움직임에 대한 의식 내용은 실제 움직임에 대한 것으로 변환된다.

종합적으로, 움직임 의도와 움직임 의식에 관한 이 모델은 우리의 움직임 의도와 

움직임 명령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의식적으로 체험되는지에 관한  기능적, 해부학적 

관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움직임 의도와 움직임 의식에 관한 비정

상적 상태들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에일리언 핸드 신드롬(alien hand syndrome)은 움직임 의도를 의식

으로 전달하는 후두정엽피질의 해부학적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Assal et al., 2007), 자신의 손이 마치 타인의 조종을 받는 것처럼 제멋대로 

움직이는 이러한 현상은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의 실행을 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보조운동영역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Goldberg et al., 

1981; Scepkowski & Cronin-Golomb, 2003). 또 다른 예로 전운동피질의 손상

을 입은 환자들은 움직임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신체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고 보고하는데(Berti et al., 2005), 이러한 현상은 전운동영역과의 연결이 손상된 

상태의 후두정엽피질에서 발생하는 움직임 의도와 그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인한 현

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Desmurget et al., 2009). 특히 실제 움직임으로 인한 감각 

피드백과 감각 예측을 비교하는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 작용은 이러한 현상을 유발

하는 주요 원인으로 생각되어진다(Berti et al., 2005; Christensen et al., 2007). 

물론, 이러한 모델의 타당성과 일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정상인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이

러한 문제들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원숭이도 자신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숭이 또는 다른 동물들도 일정 수준의 움직임

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Searl(2000)에 따르면 의식의 진화론

적 기능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 어떤 동물은 배고

픔 또는 목마름에 대한 의식적 느낌을 가지고, 지각적 구별을 의식적으로 수행하며, 

의식적 행위를 시작하고, 동료와 적에 대한 의식적 인식을 가진다. 이 모든 것은 의

식적이고 의도적인 현상이며,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Searl(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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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식의 진화적 근원과 신경학적 기초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절에서는 의식적 의도와 움직임에 관한 의식에 대한 주관적 느낌이 후두정엽

피질, 보조운동영역 그리고 전운동영역피질을 포함하는 운동 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다는 증거들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범위의 연구 결과들에 근거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무엇에 대한 의도가 필요하며, 그 의도는 바로 우리

가 알고 있는 그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우리가 의식적으로 가지는 움직임에 대한 지

각은 움직임의 계획과 제어에 관여하는 피질 영역들의 활동으로부터 형성된다는 것

이다. 여러 연구들로부터 우리의 움직임 의식과 의식적 의도는 실제 동작이 수행되

기 이전에 운동 시스템의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신경적 계산의 결과로써 생성된다

는 것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움직임에 관한 의식경험은 추상적 정신적 처리

과정이 아니며, 신경시스템에 깊숙히 뿌리내리고 있는 물리적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수의적 움직임에 대한 의식적 경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동작들 중 많은 부분을 인식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외출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선 직후 TV의 전원을 껐는지, 현관문을 잠궜는지 등과 같이 방금 

수행한 동작에 대해 정확한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다. 자동차를 운전

하여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 우리는 우리가 운전을 어떻게 수행하였는지 등

과 같은 중간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 없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반

대로 어떤 동작을 수행할 때 그 동작의 수행에 관해 완전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들

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컴퓨터를 처음 사용하기 위해 전원을 켜는 경우, 우

리는 사용 설명서에서 지시하는 대로 조심스럽게 컴퓨터 사용을 위한 각 단계를 의

식적 노력을 기울이며 밟아 나간다. 이 장에서는 동작의 수행과 관련된 의식적 경험

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 동작이 의식적으로 경험되기위한 요인

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 동작에 관한 의식

동작의 의식 또는 동작에 관한 의식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러한 종류의 의식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 질문에 관한 첫번째 대답은, 동작에 관한 의식은 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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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을 통해 달성하려는 것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동작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동작

의 목적에 대해 아는 것은 그 동작에 관한 의식을 구성하는 내용 중 중요한 하나이

다. 하지만, 동작의 목적에 대해 안다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

지를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Woodworth(1906)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내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걷기 시작했을 때, 나의 의도는 나의 양 다

리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나의 의지는 어떤 장소를 

향하고 있다. 나는 나의 팔과 다리가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기술할 수 없다. 나는 다만, 내가 성취하고자 했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명시할 수 있을 뿐이다.”

또 다른 가능한 대답은 그 동작이 어떻게 수행되(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움직임에 관한 의식은 학습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으며, 무

언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그 수행이 향상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을 배우

는 학습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가능한 대답은 움

직임에 관한 의식은 누가 그 동작을 행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2)  자동적 동작의 목표에 대한 인식

외부의 대상을 목표로하는 대부분의 동작은 자동적으로 준비되고 실행된다. 이러

한 동작은 한번 시작되면 정확하고 빠르게 목적을 달성한다. 동작 수행 시간의 짧음

으로 인해 하향식 제어 시스템은 매우 제한적으로 관여한다. 이러한 움직임 또는 동

작에 대한 표상은 반드시 자동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물체에 

대한 정보 역시 자동적인 처리과정을 통해 활용된다. 예를 들어, 손을 뻗어 물체를 

쥐는 동작을 수행할 때 물체의 형태와 크기에 관한 정보는 물체를 쥐기 위한 손의 모

양과 손가락의 수를 결정하는데 활용되며, 물체의 표면 질감과 무게에 관한 정보는 

물체를 쥐는데 얼마만큼의 힘을 가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활용된다. 시각-운

동 표상(visuomotor representation)의 개념은 동작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물

체의 다양한 속성을 표상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시각운동 표상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그 처리과정이 암묵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동작의 유형에 따라 그 동작에 대한 의식적 접근의 가능성 정도는 변화하지만, 대부

분의 경우 물체의 조작과 관련된 동작들은 무의식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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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물체를 대상으로 하는 빠른 동작이 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설

명하기 위한 몇 가지 이론적 설명이 시도되었다. 그 중 첫번째 주장은 무의식적 처리

가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다시 두 가지 측면으

로 나누어 지는데, 하나는 목표 지향적인 움직임에 대한 표상의 유지 시간이 짧다는 

것과 관련된 측면이다. 실제로, 움직임에 대한 표상은 움직임의 지속시간 보다 길게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방금 수행한 동작에 대한 표상은 그 다음 순서의 동작에 

대한 표상으로 대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번째 측면은 의식은 느린 처리과정을 

거친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즉 움직임에 대한 표상은 유지시간이 짧기 때문에 의

식적 수준에서 처리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다. 따라서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은 오직 자동적인 처리과정을 통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Jakobson과 Goodale(1991)은 목표지점의 제시 시점과 동작의 시작 시점 간

의 간격이 길어질 수록 움직임의 정확성은 감소한다는 것을 보였다. 이는 위에서 설

명한 바와 같이 움직임에 대한 표상이 빠르게 소멸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

작의 시작이 지연될수록 동작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 역시 사라지기 때문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상 목표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과 운동 수행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처리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Bridgemen과 그 동료들(1981)은 시각

적으로 제시된 목표지점을 향한 뻗기 동작에 관한 연구에서,  만약 시각적으로 제시

된 목표지점이 그 위치를 빠르게 바꿀 경우  피험자들은 대개 목표지점의 위치가 변

화하였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을 보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목표지점의 위치 

변경은 빠른 안구 움직임(saccade eye movement) 구간에서 이루어졌는데, 빠른 

안구 움직임 동안에는 시각 정보가 일시적으로 차단되는 'saccadic suppression' 

현상으로 인해 피험자들은 목표 지점의 위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연

구에서 피험자들이 목표지점의 위치가 변화하였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아채지 못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의 움직임 궤적은 변경된 목표 지점을 향해 자동적으로 수

정되었다(Bridgemen et al., 1981). Pelison 등(1986)과 Goodale(1986) 등은 후

속 연구를 통해 피험자들이 변경된 목표지점을 향한 뻗기 동작을 어려움 없이 수행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으며, 변경된 목표지점을 향한 움직임이 동일한 움직임 시간 

동안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시말해, 변경된 목표지점을 향한 자동적인 

궤적의 수정은 추가적인 처리시간을 필요로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는 궤적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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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무의식적인 시각 신호의 처리가 매우 짧은 시간 이내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시각 자극에 대한 움직임 반응을 생성하는 것과 시각 자극

에 대한 지각 경험을 형성하는 것은 별개의 처리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

인다. 또한 목표 지점을 향한 운동반응은 빠르고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각운동 

표상의 처리과정을 통해 제어되는 것으로 보이며, 목표 지점에 대한 지각 경험의 형

성은 별도의 느린 형태의 처리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목표 지점에 

대한 지각 경험은 물체의 크기, 위치 등과 같이 움직임을 제어하는데 즉각적으로 사

용되는 정보 뿐만 아니라 움직임의 제어에 즉시 활용되지 않는 물체의 색깔 등과 같

은 정보들까지도 포함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며,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물체에 대

한 표상은 그 물체의 정체와 기능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상적인 상황에서 시각적 사건에 대한 동작 반응과 의식적 경험이 분리되어 나타나

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동작반응을 일으키

며, 그 이후에 그 사건에 대해 인식한다. 예를들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상황에서, 우

리는 전방에 나타난 갑작스런 장애물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바르게 반응하여 자동차

의 진행 궤적을 수정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반응이 종료된 이후에 장애물이 나

타났음을 의식적으로 알아챈다. 

Castiello 등(1991)은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일련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연

구에서 피험자들은 앞에 제시된 시각자극에 손을 뻗어 잡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피

험자들은 시각자극이 제시된 후 움직임을 시작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시각자극이 

제시된 시간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움직임의 시작 시점은 피험자들이 자극

을 식별하였다고 보고한 시점보다 약 50ms 정도 앞서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험자들은 그러나 이 시간적 차이를 알아채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손의 움직임이 

시작된 시점은 시각 자극이 제시된 것을 알아챈 시점과 일치한다고 느꼈다. 같은 연

구에서 피험자들의 손 움직임이 시작된 직후 목표 지점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조건에

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목표 지점의 이동에 따른 궤적의 변경은 150ms 

이내에 나타났으나, 대조적으로 목표 지점의 이동에 대한 피험자들의 구두 보고는 

350ms 이후에 나타났다. 피험자들이 목표 지점의 위치가 변경되었다고 느낀 시점

은 실제 목표 지점의 이동 시점보다 상당히 늦게 나타났으며, 대부분 목표 지점에 손

이 도착하기 직전에 목표 지점이 변경되었음을 알아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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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험의 중요한 발견은 시각적 사건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여러 실

험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목표지점의 위치가 변화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 조건에서 목표 자극의 확인에 대한 구두보고는 실제 움직임이 

시작된 시점과 거의 일치하거나 약간 늦은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피험자들의 실제 

행동과 그 행동에 대한 주관적 경험은 명확한 일관성을 보였다. 그러나 갑작스런 장

애물을 피하거나 동작 수행 도중 변경된 목표지점에 대한 뻗기 동작을 수행하는 것

과 같이 빠른 반응을 요구하는 조건에서 실제 행동과 주관적 경험 사이의 일관성은 

무너지며, 의식적 경험이 이루어진 시점은 실제 움직임이 이루어진 시점과 분리되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의식적 경험과 실제 움직임의 불일치에 대하여 뻗기 동작의 정보처리에 

필요한 반응시간이 개입하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만약 이러한 시간적 

지연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며 외부의 사건에 대한 우리의 지각적 경험이 체계적

으로 지연되어 나타난다면  외부의 사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동작과 동작에 대한 지각적 경험의 시간적 거리는 단순한 

정보처리의 지연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나타난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해보인다.

시각피질에 손상을 입은 환자들에 대한 연구와 맹시(blindsight) 현상에 관한 연

구들을 통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두 가지 메커니즘에 대한 심화된 논의를 이끌어

내었다(Weiskrantz, 1986). 이 환자들은 주어진 목표지점을 의식적으로 알 수 없지

만 그 목표지점에 대한 뻗기 동작은 가능한 특이한 증상을 보인다. 예를들어, 

Perenin과 Rossetti(1996)의 연구에서 보고된 환자 P.J.G는 그의 손상된 시각장에 

제시된 목표물을 향해 무의식적으로 유도된 동작을 수행할 때 손의 움직임을 정확하

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목표물이 그의 손상된 시각장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보고할 수 없었다.

이러한 운동 반응과 주관적 경험의 분리는 하나의 사건이 가지는 다양한 속성들

이 다른 속도로 처리된다는 것을 반영하며, 인식을 형성하는 처리과정의 속도가 전

체적인 결과물을 제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의식은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

며, 의식이 드러나는데에는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관점은 Libet의 Time-on 이

론에서 강조되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무의식적 사건이 의식적으로 경험되기 위해

서는 적절한 신경 활동이 일정 기간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사건의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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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험은 이러한 신경활동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Libet(1996)은 이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적절한 신경활동의 유지기간이 일정한 최소한의 역치를 넘어선다면 그 신

경활동은 어떤 정신적 기능을 매개할 수 있으며, 그 정신적 기능은 무의식적 상태

에 머물러 있게 된다. 하지만 어떤 신경활동이 최소한 500ms 이상 지속될 경우, 

그 신경활동이 매개하는  정신적 기능에 대한 주관적 의식이 발생할 수 있게 된

다.”

Castiello 등(1991)의 연구에서 목표지점의 위치 변화에 대한 피험자들의 구두

보고가 실제 물리적 변화보다 약  350ms의 시간적 지연을 나타낸 결과는 위에 이야

기한 Libet의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의식의 발생은 느리게 이루어진다. 반

면  정확한 움직임의 제어는 빠르게 이루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움직임의 제어는 의식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

다. 

실제로,  의식적으로 제어되는 목표 지향적 움직임은 느리고 부정확한 경우가 많

다. 예를 들어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운동기술을 배우는 경우 동작의 자동

적 수행은 불가능하며 느리고 부정확한 움직임이 나타난다. 의식의 형성과 관련된 

이러한 논의들은 시각적으로 제시된 물체를 대상으로 동작을 수행하는 것과 그 물체

를 인식하는 것 사이의 분리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Goodale 등 (1991)과 Milner와 

Goodale(2006)은 두 종류의 시각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시각 시스템은 동작의 수행을 위한 시각 정보를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배측 시스템(dorsal system)과 대상을 인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의식적으로 처리

하는 복측 시스템(ventral system)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은 다소 오해

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여겨진다. 실험 연구와 임상 연구를 통해 진행된 많은 논의

들에서 배측 시스템 역시 복측 시스템이 담당하는 것 만큼 의식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Jacob & Jeannerod, 2003). 앞서 언급한 Libet

의 Time-on 이론에 따르면, 배측 시스템의 기능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

럼 보이는 이유는 동작의 제어를 위한 시각 정보의 처리가 너무 빠르게 이루어져 의

식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

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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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보가 의식적으로 처리되는가 무의식적으로 처리되는가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적절한 신경활동의 기간이 유지되는가 아닌가에 의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의식적 속성과 무의식적 속성의) 두 가지 속성은 모두 … 동일한 

뇌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능일 수 있다'(Libet, 1996).

(3) 동작이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관한 인식

앞에서 언급한 내용은 동작의 목표에 대한 인식에 관한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무의식적 시각운동 조절과 움직임 목표에 대한 의식적 보고 사이의 시간적 구분을 

드러내는 실험에서와 같이 움직임의 목표에 대한 인식의 결핍을 보여주는 실험들은 

운동에 대한 인식 보다는 지각적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뻗기나 쥐기와 같은 동작들

은 자동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그 동작이 어떤 과정을 거쳐 수행되는지에 관하여 

의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움직임 의식에 대

한 연구들은 동작의 목표가 달성되는 과정에 대해 많이 다루지 않았다. 동작의 목표

에 대한 피험자의 의식적 자각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그 동작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수행되지 않았다. 실제로 그러한 질문은 연구에서 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자주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정확한 움직임 궤적을 만들기 

위해 어떤 정보에 의존하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힘이 가해져야 하는지 등에 관한 의

식적 경험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 절에서는 이처럼 일반적인 

상황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동작에 관한 표상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행되는 동작에 관한 의식적 경험은 특별하게 고안된 실험적 상황에서 잘 드러

날 수 있으며, 여러 연구들에서 피험자들의 시각적 및 운동감각적 감각 정보를 조작

하는 방식으로 움직임 의식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이 연구들에서는 피험자들의 

감각피드백 내용이 실제 동작과 일치하지 않도록 조작하였다. 그러한 상황은 동작의 

실행을 통해 발생되는 여러개의 서로 다른 신호들 간에 불일치를 유발하게 된다. 예

를 들어 하나의 운동 명령이 실행될 경우 신체 분절의 움직임에 관한 시각적 정보와 

운동감각적 정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 각각의 신호들의 내용은 동일한 

움직임에 대한 표상을 가진다. 하지만, 실험적 조작을 통해 시각 정보를 왜곡시킬 경

우 피험자들은 시각 정보와 운동감각 정보의 불일치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

에서 이루어지는 피험자들의 보고 내용을 통해 동작 수행시 의식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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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운동 혼란 상황에서 피험자들이 나타내는 행동의 특징을 살펴본 연구들은 이

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실험적 조작은 주로 광학 장비를 활용하여 이루

어졌다. 예를들어 피험자들이 프리즘 고글을 착용하고 움직임 과제를 수행할 경우, 

피험자들은 좌우 방향이 뒤바뀐 시각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만약 피험자가 오른쪽으

로 손을 이동시킬 경우 프리즘을 통해 보여지는 손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

여진다. 따라서 우측에 제시된 시각적 목표지점을 향해 손을 뻗기 위해서 피험자는 

손을 좌측으로 이동시켜야 한다(Stratton, 1897).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시각운동 

협응이 점진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는데, 피험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의 적응 과정을 통해 프리즘을 통해 보여지는 손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Held, 1961). 하지만, 매우 제한적인 연구들만이 피험

자의 주관적 체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실험적으로 제공된 혼란 상황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신체 움직임을 제어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의식적 경험에 대한 연

구는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

움직임 의식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Nielsen(1963)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후 

Fourneret와 Jeannerod(1998)는 Nielsen(1963)의 연구방법을 재구성하여 피험

자가 시각적 목표물을 향해 손을 뻗을 때 어떤 주관적 인식을 가지게 되는지를 살펴

보았다. 이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출발지점으로부터 목표지점을 향한 직선 뻗기 동작

을 수행하였다. 피험자들의 손 움직임은 타블렛과 스타일러스를 이용하여 측정되었

으며, 그 측정 결과는 실험용 시스템의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제시되었다. 피험자들

은 자신의 손을 직접 바라볼 수 없었으며, 실험을 위해 고안된 가상현실 장치를 통해 

손의 움직임에 대한 시각 피드백을 제공 받았다. 실험적 조작에 의해 피험자들에게 

제공되는 시각적 피드백은 실제 피험자의 손이 움직임 방향으로부터 최대 10도가량 

벗어난 방향으로 보여지도록 하였다. 따라서 화면에 제시되는 커서가 목표지점에 도

달하기 위해서 피험자들은 시각 피드백에 가해진 왜곡의 크기 만큼 반대 방향으로 

손을 이동시켜야 했다. 매 시행이 종료된 직후 피험자들은 방금 전 시행에서 자신의 

손이 어느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보고하였다.  연구결과 피험자들은 시각적 피드백

의 왜곡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고 일관성있게 목표 동작을 수행하였으나, 자신들의 손

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험자들

은 자신들의 손이 화면에 보여진 커서의 움직임과 일치한다고 보고하는 경향을 보였

으며, 손의 움직임에 대한 운동감각적 피드백은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시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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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들은 손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한 운동감각적 피드백 정보와 화면을 통해 제

시된 시각적 피드백 정보의 불일치를 알아채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시각적 피드백에 

더 많이 의지하여 자신들의 수행에 대한 의식적 경험을 구성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움직임에 대한 의식적 자각 없이 발생하는 지각적 인식의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피험자들은 자신들의 움직임 목표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자각하고 

있었으며, 그 목표를 움직임을 통해 성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험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그 움직임을 성취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

는 지각적 현상 경험과 움직임에 대한 현상적 경험이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이

며 별도의 과정을 통해 처리된다고 하는 Johnson과 Haggard(2005)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는 의식적 자각의 가능 여부를 적

절한 신경활동의 지속 여부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Libet(1996)의 Time-on 이론

에 따르면 단순한 역치의 문제를 드러내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Time-on 이론에 

따르면, Fourneret 등(1998)의 연구는 시각 피드백과 실제 움직임의 불일치 정도가 

최대 10도로 제한되었으므로, 자동적인 처리에 의해 충분히 보상될 수 있는 범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며 따라서 동작에 대한 의식적 경험이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신경

활동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험자들이 자신의 실제 움직임에 대한 의식적 경험

을 형성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Slachewsky 등(2001)은 Fourneret 등(1998)의 연구와 유사한 실험방법을 사

용하여 시각 피드백과 실제 움직임의 불일치 정도가 최대 40도에 이르렀을 때 피험

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왜곡의 정도가 증가

할 수록 움직임의 정확성은 감소하였으며, 약 14도 정도의 왜곡이 주어졌을 경우 피

험자들은 자신들의 손의 움직임이 시각적으로 제공되는 커서의 움직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14도 이상의 왜곡이 주어질 경우 피험자들은 자신

들의 손이 목표지점을 향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할 수 있었으며, 의식적

인 노력을 기울여 손의 움직임 궤적을 수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동작과 그 감각 귀결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에 대한 인식은 그 불일치의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Knoblich와 Kircher (2004)의 연구에서 다시 한번 확인 되었다. 이 연구에

서 피험자들은 스타일러스를 이용하여 평면 위에 원을 그리는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움직임에 대한 피드백은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었다. 화면에 제시된 시각 

피드백은 손의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었다. 통제 조건에서 커서의 움직임 속도는 피

- 47 -



험자의 손의 움직임 속도와 동일하게 유지하였으며, 실험 조건에서는 커서의 움직임 

속도를 조작하여 피험자의 실제 움직임 속도 보다 빠르거나 느리도록 하였다. 만약 

커서의 움직임 속도가 손의 움직임 속도보다 빠른 경우 원을 그리는 과제를 성공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피험자는 손의 움직임 속도를 느리게 조절하여야 했으며, 실

험 도중 화면에 제시된 커서의 속도 변화를 감지할 경우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하였

다. 연구결과 피험자들은 커서의 움직임 속도와 손의 움직임 속도의 차이가 작은 경

우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없었으며, 커서의 속도가 손의 속도보다 빠른 경우에 더 예

민하게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Knoblich와 Kircher(2004)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의 많은 움직임은 무의식적으로 처리되며, 이러한 무의식적인 움직임

의 수행은 시각운동 결합의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론지

었다. 

움직임에 대한 무의식적 조절 능력은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효과들을 감

춘다. 따라서 의식적 시스템은 제어를 위한 노력에 대해 잘 알아채지 못한다. 이러한 

결론은 Fourneret 등(1998)과 Slachewsky 등(2001)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피험자들은 무의식적으로 궤적의 오류를 수정하였으며, 왜곡의 정

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크게 나타난 경우에만 의식적으로 왜곡의 존재를 알아챌 

수 있게 되었다. 다시말해, 시각운동 불일치는 자동적 보상 시스템의 작용이 불가능

해 질 경우에만 지각적으로 드러난다.

(4) 동작에 관한 의식적 접근을 결정하는 요인들

앞서 살펴본 연구 결과들은 정상 피험자 집단에서 뻗기 또는 그리기 등과 같은 의

식적인 제어를 동반하는 움직임 과제를 수행할 때에도 자신들의 실제 움직임 방향과 

속도에 대한 정보들이 의식적으로 처리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작의 이러한 

측면들은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각 정보들간의 불일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타날 때, 또는 움직임의 목표와 그 실제 결과간의 차이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크게 

나타날 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책상 위의 컵을 집어 올리는 것과 같은 

동작을 수행한다고 할 때 우리는 부분 동작들을 적절한 순서에 따라 실행한다. 우선 

컵의 현재 위치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고 컵을 향해 손을 뻗어 손잡이를 잡는다. 만약 

컵의 손잡이가 너무 뜨겁게 느껴지는 경우, 우리는 쥐는 동작을 즉시 멈추게 되며 컵

을 다시 내려놓게 된다. 이 경우 책상 위의 컵을 집어 올리는 동작은 매우 자동적으

로 수행되는 동작이지만, 그 개별 동작이 제한됨으로 인해 그 자동적 처리과정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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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었다. 동작의 수행이 중단된 직후 우리는 왜 그 동작의 실행이 중단되었는지 파

악하게 되며 컵을 안전하게 들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동작을 시작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 오른쪽 팔꿈치에 통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환자는 팔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 그는 책상에 앉아 모니터

를 바라보고 있다. 잠시 후 오른 팔을 뻗어 컵을 집어 올리려고 한다. 컵을 들어올리

는 순간 팔꿈치의 통증이 갑작스럽게 느껴지게 되며, 그는 자신이 오른팔을 컵으로 

뻗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게 되며 그것이 통증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

다. 그는 이제부터 왼쪽 팔을 사용하여 컵을 집어올리겠다고 생각한 후 컵의 위치를 

자신의 왼쪽 테이블로 옮겨 두게된다. 

이러한 현상은 뇌손상으로 인한 동작의 제한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살펴볼 수 있

다. Brodal(1973)은 신경과학자로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뇌졸중 증상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는 넥타이를 매는 것과 같은 이전에 능숙했던 동작들을 이제 

더이상 자유롭게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뇌졸중 발병 이전에 그 동

작은 매우 빠르고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들이었다. 그러나 뇌졸중 발병 이

후 그는 그의 손가락이 어떤식으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 수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

다. Brodal의 사례에서 넥타이를 매는 동작에서 손상된 부분은 동작을 시작하는 것

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이 경우 움직임 패턴이 시작되어도 그 동작들은 이전과 같

은 속도로 실행될 수 없기 때문에 움직임이 자동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이 결핍된 것으로 보여진다.

위에 이야기한 세가지 상황에서 공통점은 광범위한 의도적 동작으로 구성된 목표 

지향적인 움직임이 그 목표를 달성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동작의 수

행 도중에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에 의해 방해를 받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위의 모든 사례들에서 동작은 자동적으로 전개되었으며 동작 주체의 의식적 영역 바

깥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나, 진행중인 동작이 방해를 받게 될 경우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준비되어야 하며 그 상황에서 동작의 주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다음

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자동적으로 수행되던 동작이 방해를 받아 그 동작에 

대해 의식적 자각을 가지게 될 경우, 그 동작의 주체는 새로운 의식적 상태로 진입하

게 된다. 이때 동작이 방해를 받게 된 그 사실은 동작의 주체에게 외부의 자극으로 

작용하게 되어 새로운 반응으로서의 동작을 생성하게 된다. 다시말해 자동적 동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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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이 방해를 받게 되어 동작의 주체가 가지게 되는 동작에 대한 의식은 외부의 자

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생성되는 새로운 동작에 대한 의식이라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움직임이 방해를 받아 동작의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의도

된 결과와 실제 결과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며, 이러한 불일치는 의식적 경험을 유

발하는 자극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 이러한 현상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나

타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뇌영상 기법을 사용하여 뇌의 신경

활동을 측정한 연구들을 통해  우측 두정엽의 제한된 피질 영역이  의도된 결과와 실

제 결과 사이의 불일치에 반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Fink et al., 1999). 이 영역의 

활동은 그러한 불일치의 정도와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반면 뇌

도(insula) 영역의 활동은 불일치의 정도와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arrer et al., 2003). 이 연구들에 따르면 두정엽 피질과 뒤쪽 뇌도 영역의 신경활

동은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동안 발생하는 중추 신호와 감각 신호의 불일치를 반영하

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Fourneret 등(1998)의 실험에서 피험자들은 목표지점

을 향해 손을 뻗기 위한 운동명령을 생성하게 되며, 그 운동명령의 실행 결과로 손의 

움직임이 발생한다. 이때 실험적으로 조작된 시각 피드백 정보는 실제 손의 움직임

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여기에서 운동명령과 시각피드백의 불일치가 발생한

다. 

동작과 관련된 신호들을 감시하는 우측 두정엽의 역할은 뇌손상환자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 영역에 손상을 입은 환자들은 자기 인식(self-

consciousness)과 움직임 의식(consciousness of action)에서 비정상적인 양상

을 보인다. 이 환자들은 공간 및 자신의 신체에 대한 편측 무시 증상을 보이며, 자신

의 마비측 사지가 정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질병실인증(anosognosia)을 나

타내기도 한다(Daprati, Sirigu, Pradat-Diehl, Franck, & Jeannerod, 2000). 

우측 두정엽의 손상으로 인한 이러한 현상은 환자들의 자신의 행동을 온전하게 제어

하고 있다는 의식적 경험(sense of agency)에 심각한 이상을 초래한다.

(5) 동작에 관한 의식은 원심성 현상인가 구심성 현상인가?

자신의 움직임에 대한 의식적 판단에는 시각적인 정보와 운동감각적 정보를 비롯

하여 여러가지 다양한 정보들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운동기술을 수행하는 상황

에서 수행자는 시각을 통해 신체 분절의 움직임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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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신체분절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 및 관절 수용기의 감각정보들을 

바탕으로 운동감각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감각적 정보 이외에도 동작 시

스템의 여러 단계에서 발생하는 중추 신호들을 통해 신체 분절의 상태에 대한 정보

의 획득이 가능하다. 신체의 움직임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은 모두 동일한 상태를 가

지지 않는다. 시각적 정보는 불확실성이 높은 근원에서 발생하며, 시각정보만으로 

외부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변화와 자신의 동작으로 인해 발생한 변화를 구별할 수 

없다. 반면, 중추 신호와 운동감각적 정보는 자신의 동작에 관한 분명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움직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신호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1

인칭적 정보로 여겨진다. 

자신의 움직임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두 가지 1인칭적 정보들이 움직임에 관

한 의식적 앎을 구성하는데 각기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관해 오랜 논쟁이 있어 

왔다. Wilhelm Wundt에 따르면 우리의 움직임에 대한 앎은 중추로부터 발생한 정

보를 기반으로 선험적(a priori)으로 형성된다. 반면 William James는 우리의 움직

임에 대한 지식은 감각 기관을 통해 발생한 귀납적(a posteriori) 정보들로부터 형

성된다고 주장하였다(Jeannerod, 1985). 많은 연구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방법론적 한계로 인해 납득할 만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

하였다.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움직임 시스템에서 운동명령의 수행에 따른 

운동감각적 정보를 억제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대안적으로, 움직이고자 시도하는 피험자의 근육 수축을 근 이완제 등을 사용하

여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근육이 무력화된 피험자가 움직임을 시도하

려고 할 때 어떤 움직임과 관련된 느낌을 가지게 된다면, 그 느낌은 자기수용감각을 

통해 발생된 감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추 운동명령으로 인해 발생된 감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근 무력화 방법을 사용한 한 연구에 따르면 근육이 무력화된 피험자

는 움직임을 시도하려고 할 때 어떤 움직임에 대한 지각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고

하고 있다. 다시말해 움직이고자 하는 노력 혹은 중추 운동명령만으로는 움직임에 

대한 감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부분적으로 근육을 무력화시킨 조건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

와 다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근육이 발휘할 수 있는 근력이 감소한 

조건에서 물체를 들어올리는 과제를 수행하였는데, 연구결과 피험자들은 정상근력 

조건에 비해 근력이 감소한 조건에서 동일한 무게에 대하여 더 무겁다고 판단한 것

으로 나타났다(McCloskey, Ebeling, & Goodwin, 1974). 이 연구에서 피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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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게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은 근력의 약화로 인해 동일한 무게를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운동명령의 생성 및 전달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Gandevia & McCloskey, 1977). 이 연구결과는 중추 운동명령이 움직임

에 대한 의식적 경험에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운동명령과 움직임에 대한 의식적 경험의 관계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증거는 감

각 신경 장애로 인해 촉각이 손실된 환자 G.L.에 관한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Cole & Paillard, 1995). G.L.은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촉각적 정보를 전혀 

감각할 수 없었으므로 신체 분절의 움직임 제어에 관한 정보는 시각적 피드백과 중

추 운동명령에 의해서만 제공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각적 정보를 실험적으로 

조작한 제한된 상태에서 이 환자의 움직임 특성을 관찰하는 것은 중추 운동명령이 

신체분절의 움직임에 관한 의식적 경험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Fourneret 등(2002) 는 환자 G.L.을 대상으로 시각적 왜곡이 주어진 조건에서 

뻗기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시각정보와 운동감

각정보의 불일치가 1~20도까지 점차 증가하는 조건을 사용하였는데, 환자 G.L.은 

정상인들과 마찬가지로 목표물을 향해 정확한 뻗기 동작을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

만, 매 시행을 마친 후 실제 손의 움직임에 대한 구두보고를 하도록 하였을 때 G.L.

은 자신의 손이 목표지점을 향해 움직였다고 일관되게 보고하였다. 또한 매 시행을 

종료한 후 G.L.은 다소간의 혼란스러움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시각정보와 운동감

각정보의 불일치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하지 못하였으며 커서의 움직임을 보상하기 

위해 사용한 움직임 전략에 대한 의식적 보고 역시 불가능하였다. 연구자들이 G.L.

에게 과제 수행시의 느낌을 기술하도록 하였을 때에도 그녀는 단순히 ‘어렵다’ 또는 

‘집중을 필요로 했다’라고만 표현할 수 있었다. 반면 정상 피험자들은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자신들이 활용한 의식적인 움직임 전략을 자세히 기술할 수 있었다

(Fourneret et al., 2002). 이러한 결과는 촉각적 감각을 상실한 환자 G.L.은 손의 

움직임에 관한 의식적 경험을 시각적 피드백 정보에 주로 의존하여 형성하였다는 것

을 드러내며, 중추 운동명령은 신체분절의 움직임에 관한 의식적 경험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Lafargue 등(2003)은 환자 G.L.을 대상으로 근 수축의 실행과 근력에 대한 지각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 역시 원심성 처리과정이 움직임 의식에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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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등척성 수축 조건에서는 근육이 내

는 힘의 양이 증가하여도 신체 분절의 움직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움직임에 

대한 운동감각적 정보의 활용 가능성은 매우 제한된다. 즉, 등척성 수축 조건에서 나

타나는 피험자의 의식적 판단은 중추 운동명령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G.L.은 반복적으로 동일한 크기의 근수축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였는데, 이는 그녀가 정확한 중추 운동명령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

지만, 그녀는 자신이 어느정도의 노력을 기울여 근수축을 일으켰는지에 관한 의식적 

보고를 할 수 없었으며, 높은 수준의 근 수축이 오래 지속된 경우에도 피로감을 경험

할 수 없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G.L.은 비감각적 정보 혹은 중추 운동명령에 기인

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정보는 그녀가 자신의 움직임을 

의식적으로 감시하는데 거의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부 과제에서 

그녀는 노력에 대한 느낌이나 과제의 난이도에 대한 진술을 나타내기는 하였지만, 

G.L.이 몸의 움직임에 대해 가지게 되는 의식은 구심성 감각정보에 더 크게 의존하

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례를 두고 움직임 의식을 구성하는 재료를 중추 운

동명령과 말초 감각정보의 단순한 대립으로 설명하는 것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

다. 왜냐하면 환자 G.L.에서는 수의적인 움직임의 수행동안 일어날 수 있는 운동시

스템의 양상을 온전하게 살펴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상 조건에서는 중추 운동 명

령은 요구되는 동작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운동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

게 되는 감각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운동시스템의 작동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환자 G.L.의 경우 자신의 움직임에 의한 감각피드백이 존

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추 운동 명령과 감각 정보의 비교 과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 

정상조건과 환자 G.L.의 조건을 비교하여 볼 때, 움직임에 대한 의식적 자각은 감각

피드백 그 자체로만 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추 정보와 말초 정보를 비교하는 

처리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다시말해 정상적인 움직임에 

관한 의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중추 운동 명령으로부터 발생하는 정보와 말초 감각 

피드백 정보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 G.L.의 경우에는 신체 분절의 

움직임으로 인한 운동감각적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로인해 원심성 정보에 대한 

의식적 접근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제안한 움직임에 관한 모델을 통해 마비 환자에게서 보여지는 움직임 의

식의 부재 역시 설명이 가능하다. 마비환자의 경우 근육을 수축시키기 위해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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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운동 명령이 생성되어 전달됨에도 불구하고, 그 운동 명령에 부합하는 감각 피

드백 정보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앞서 제안한 중추 정보와 말초 감각 피드백 정보

의 비교 처리과정이 일어날 수 없다. 만약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약간의 감각 피드백

이 제공된다면 그 감각 정보는 중추 정보와 비교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로 인해 그 

두 신호 사이의 불일치 정도에 상응하는 신호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관

한 의식의 발생 메커니즘은 부분적인 마비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수용감각이 남아 있

는 환자가 몸을 움직이기 위한 노력의 양을 기술할 수 있는 것(Brodal, 1973), 그리

고 정상 피험자가 불완전하게 무력화된 팔을 사용해 물체를 들어올릴 때 더 많은 힘

을 쓰고 있다고 착각하는 현상(McCloskey et al., 1974)의 설명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동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움직임에 대한 의식에

도 적용될 수 있다. 정상적인 조건에서 자동적으로 수행되던 움직임이 방해를 받거

나 중단되었을 경우, 동작의 주체는 그 방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

게 되며 그 과정에서 움직임에 대한 의도를 자각하게 된다.

인간의 수의적인 움직임과 관련된 의식은 사후에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받아들여

진다. 동작에 관한 의식은 비교적 긴 시간에 걸친 처리과정을 통해 나타난다. 또한 

동작에 관한 의식은 동작에 앞서 존재하는 중추 운동 명령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

니며, 동작의 완료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신호에 의해 사후에 결정된다. 따라서 너무 

늦게 발생하는 동작에 관한 의식은 그 동작의 계획, 조절, 그리고 실행에 어떠한 인

과적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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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는 실험과제에 대한 경험이 없고 과제수행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정형외과적 질환 및 신경학적 질환을 앓고 있지 않으며 이전에 앓은 적이 

없는 건강한 성인으로서 총 8명이 참여하였다. 모든 피험자는 오른손잡이로서 정상 

시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험자들의 평균 연령은 만 27.1세였다. 피험자들은 실

험 시작 전 실험과제에 관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였으며, 주사용

손을 확인하기 위해 Edinburgh Handedness Inventory(Oldfield, 1971)에 응답

하였다. 최초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는 모두 10명이었으나, 실험을 마친 후 실시한 

사전 분석에서 실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응답을 수행한 2명을 제외한 8명의 피험

자에 대하여 결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실험 장비

모든 실험절차는 본 연구를 위하여 제작된 지각운동 실험장치를 사용하여 진행되

었다. 지각운동 실험장치는 시각자극 제공을 위한 19인치 모니터(해상도 

1280×1024), 아크릴 반사판(300×300mm), 손의 움직임 측정을 위한 타블렛 장

치(PTK-1240, Wacom Co. Ltd.) , 시각 자극 생성 및 반응 기록을 위한 컴퓨터 시

스템(Mac Pro, 2.4GHz 쿼드 코어 Intel Xeon, 6GB 메모리, Apple Inc.)으로 구

성된다. 피험자들은 반사판을 통해 시각자극을 제공받았으며, 모니터와 반사판의 거

리와 반사판과 타블렛 표면의 거리를 동일하게 설치하여 시각자극이 타블렛의 표면

에 위치하고 있는 것과 같은 지각적 체험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반사판은 불투명한 

소재로 제작되어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피험자들이 상지 움직임에 관한 직접적인 시

각 정보를 얻을 수 없도록 하였다. 지각운동 실험장치의 의자 높이를 조절하여 충분

한 시야가 확보되도록 하였고 상지의 움직임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

다. 실험 진행 동안 피험자들이 최대한 동일한 팔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

각운동 실험장치의 중앙에 피험자의 흉골이 위치하도록 하였다. 지각운동 실험장치

의 구성 및 실험장면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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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타블렛

반사판

가상이미지

실제이미지

디지타이저

     
그림 1. 지각운동 실험장치의 구성 및 실험장면

3. 실험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지각운동 과제의 수행에서 감각 정보와 움직임에 대한 의식적 

체험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림 2>의 절차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

였다. 의식적 체험 내용의 보고 방법에 따라 두 번의 실험이 진행되었다. 실험 1에서

는 신체 움직임에 대한 구두 보고가 사용되었으며, 실험 2에서는 신체 움직임에 대

한 동작 보고가 사용되었다.

그림 2. 실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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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험자모집 및 사전교육

실험에 참여할 피험자를 모집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원활한 자료 수집 

및 실험 진행을 위한 기초 교육을 실시하였다.

(2) 시각피드백의 왜곡을 동반한 지각운동과제 수행

실험에 사용된 지각운동과제는 시각적으로 제시되는 목표물을 향한 뻗기 과제이

다. 실험이 시작되면 피험자들은 출발지점으로 커서를 이동시켜 과제수행을 준비하

였으며, 커서가 출발지점에 도착하여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화면에 목표지점이 제시

되었다. 출발지점은 피험자의 몸통으로부터 15cm 떨어진 지점에 표시되었으며 목

표지점은 출발지점으로부터 세로방향으로 22cm 떨어진 지점에 제시하였다. 피험자

들은 손의 궤적이 최대한 직선을 그리도록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일정한 운동시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과제 수행간 손의 위치는 붉은 색 커서로 표시하여 피험

자들이 손의 위치에 관한 시각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목표지점에 도

착 후 과제 수행에 소요된 운동시간 정보를 제공하였다. 피험자들은 화면에 제시되

는 손의 움직임에 관한 시각정보와 팔의 움직임에 대한 운동감각정보를 활용하여 실

험 과제를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화면의 구성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지각운동과제 실험을 위한 화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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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운동과제 수행 간 제공되는 손의 위치에 관한 시각 피드백은 Fourneret 등

(1998)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방법을 사용하여 제공하였다. 화면을 통해 제시되는 

커서의 움직임은 실제 손의 움직임과 다르게 조작하여 제공되었는데, 손의 위치에 

대한 시각 피드백의 조작은 실제 손의 움직임 방향에 선형적인 방향 편차를 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손의 움직임이 작업 영역에서 수직 방향으로 나타

날 경우, 화면에 제시되는 커서의 움직임 방향은 오른쪽으로 10° 기울어진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그림 4). 이 때 피험자는 자신의 손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시각 피

드백이 왜곡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인지할 수 없다. 시각 피드백의 왜곡을 위해 더

해진 방향편차는 모두 9가지(- 10°, -7°, -5°, -2°, 0°, 2°, 5°, 7°,10°)로 하였으

며, 제시 순서는 랜덤하게 구성하였다. 실험 1에서 지각운동과제의 수행은 총 45회 

시행하였으며, 9가지 방향 편차 조건은 각도 조건별 5회씩 포함되도록 구성하였고, 

실험 2에서는 총 27회, 조건별 3회씩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4. 실제 손의 움직임과 왜곡된 시각 피드백의 제공 (-10° 조건)

표 1. 실험 조건별 시각 피드백의 편향 크기 및 방향

실험 조건 3 4 5 6 7 8 9 10 11

커서편향 크기 -10° -7° -5° -2° 0° 2° 5° 7° 10°

커서편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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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 움직임에 대한 주관적 의식의 측정

1) 신체 움직임에 대한 구두 보고 : 실험 1

지각 운동과제 수행시 피험자의 주관적 의식 경험 측정을 위한 첫번째 실험에서 

매 시행을 마친 후 피험자들은 의식된 손의 움직임에 대한 구두 보고를 하였다. 실험 

1은 다시 두 개의 하위 세션을 나뉘는데, 처음 세션에서는 동작 초기 구간에서 의식

된 손의 움직임에 대한 구두보고를 실시하였고 두번째 세션에서는 동작 후기 구간에

서 의식된 손의 움직임에 대한 구두보고를 실시하였다. 피험자들은 “방금전 시행에

서 당신의 고유한 인상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손이 움직인 방향은 어느쪽이었습니

까? 가장 유사한 방향의 화살표에 대한 숫자를 말하세요.”라는 실험자의 질문에 응

답하였다. 피험자들은 <그림 5>에 제시된 것과 같은 화살표를 보고, 자신의 의식 내

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향의 숫자를 구두로 보고하였으며, 피험자 구두 보고 내용

은 실험자가 키보드로 입력하였다. 화살표의 방향은 실험에 사용된 시각 피드백의 

왜곡 크기들과 동일한 각도를 표현하며, 화살표의 출발지점은 실험과제의 출발지점 

중앙과 일치하게 하였다. 예를들어 -10° 조건에서 피험자는 시각적 왜곡을 극복하

기 위하여 +10°만큼 손의 진행 방향을 조절하여야 하는데,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

하였을 경우 피험자의 손은 <그림 5>의 3번 화살표 끝에 위치하게 된다.

그림 5. 손 움직임에 관한 구두 보고를 위한 시각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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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 움직임에 대한 동작 보고 : 실험 2

지각 운동과제 수행시 피험자의 주관적 의식 경험 측정을 위한 두번째 실험에서 

매 시행을 마친 후 피험자들은 방금 전 시행에서 손의 움직임을 다시 반복하도록 하

였다. 피험자들에게 “방금전 시행에서 당신의 고유한 인상에 근거하여, 손의 움직임

을 다 시 한번 반복해 보세요.”라는 지시문이 주어졌으며, 피험자들은 직전 수행과 

동일한 손의 움직임을 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 실험 조건에서 화면의 구성

은 지각운동과제 수행과 동일하나, 커서 자극을 제거하여 손의 움직임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조건에서 피험자는 운동감각과 운동명령에 대한 기억에 의존

하여 뻗기 동작을 재현하였으며, 직전 수행에서 가지게 된 의식 내용에 따라 동작을 

수행하였다.

3) 신체 움직임에 대한 주관적 체험 조사 : 약식 인터뷰

모든 피험자를 대상으로 지각운동과제 수행에 따른 피험자의 주관적 체험을 조사

하기 위하여 약식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약식 인터뷰는 실험 도중 임의의 시점에 이

실시 되었으며, 피험자들이 연구자의 질문에 자유롭게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

다. 인터뷰에 사용된 질문은 “방금전 시행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말해주세요.” 

“손의 움직임 방향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나요?” “손의 움직임 방향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이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1) 피험자 반응 수집

본 연구의 모든 자극 제시 및 피험자 반응 수집은 지각운동 장치를 활용하여 진행

하였다. 지각운동 장치는 모니터, 거치대, 디지타이저, 타블렛, 컴퓨터로 구성되며, 

본 연구를 위하여 제작한 매트랩 프로그램을 통해 실험 과정을 통제하였다. 피험자

의 손 움직임 좌표는 타블렛과 디지타이저를 사용하여 획득하였으며, 피험자의 구두 

보고 내용 기록 및 실험 진행은 키보드를 통해 이루어졌다. 매 실험이 종료되면 실험 

조건 및 파라메터, 커서의 좌표, 손의 좌표, 그리고 구두보고 결과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이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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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의식 측정

지각운동 과제 수행 간 피험자가 가지게 되는 의식 내용은 구두보고와 동작 재현

을 통해 측정하였다. 운동의식에 관한 피험자의 구두보고 자료는 매 시행을 마친 후 

피험자가 보고한 내용을 실험자가 키보드로 입력하여 기록하였으며, 동작 재현 결과

는 피험자의 동작이 종료된 후 자동으로 저장되었다. 모든 자료는 피험자 및 실험 조

건별로 분류하여 지각운동 과제 수행 결과와 함께 저장하였으며, 이후 자료처리 및 

분석에 활용되었다.

표 2. 지각운동 과제 수행에 대한 의식 내용 관련 측정 변인

구분 측정 변인

신체움직임에 대한
구두 보고 실험

실험 조건, 왜곡 각도, 구두 보고 결과,
시각 피드백의 좌표, 과제 수행시 손의 좌표

신체움직임에 대한
동작 보고 실험

실험 조건, 왜곡 각도, 시각 피드백의 좌표, 
과제 수행시 손의 좌표, 동작 재현시 손의 좌표

(3) 자료분석

지각운동과제 수행에서 감각정보와 운동의식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1) 지각

운동과제 수행 관련 변인 분석, 2) 지각운동과제 수행에 관한 의식 내용의 구두보고, 

3) 지각운동과제 수행에 관한 의식 내용의 동작보고, 4) 움직임 의식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동작 관련 변인 탐색의 절차로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절차별 세부 수행 

내용은 다음에 제시하였다.

1) 지각운동과제 수행 관련 변인 분석

피험자들이 시각적 왜곡이 주어진 지각운동과제를 수행할 때 나타나는 동작의 특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동학적 변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피험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시각적 피드백 정보(Av)와 운동감각적 피드백 정보(Ah)의 

양을 정량화하였다. 시각적 피드백 정보의 총량은 목표궤적(Tt)과 커서 움직임 궤적

(Tv) 사이의 오차면적으로 정의하였으며, 운동감각적 피드백 정보의 총량은 목표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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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Tt)과 손 움직임 궤적(Th) 사이의 오차면적으로 정의하였다. 시각 피드백(Av)과 

운동감각적 피드백(Ah )은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Av = ∑(Ttx - Tvx) ·∆Tvy                            공식 (1)

Ah = ∑(Ttx - Thx) ·∆Thy                           공식 (2)

그림 6. 시각 피드백과 운동감각 피드백의 오차면적 산출

공식 (1)에서 Ttx는 목표 궤적의 x 좌표를 의미하며 Tvx는 시각 피드백 궤적의 x

좌표를 의미한다. ∆Tvy는 시각 피드백 궤적 y좌표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공식 (2)에

서 Thx는 손 움직임 궤적의 x좌표를 의미하며, ∆Thy는 손 움직임 궤적 y좌표의 변화

량을 의미한다. 각 궤적의 오차면적은 동작의 시작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의 구간

에서 산출하였다. 지각운동 장치의 작업 영역은 모니터의 좌측 상단을 원점으로 하

며, 가로×세로 의 크기는 1280×1024 pixel이다. 작업영역 내에서 커서를 우측으

로 이동시킬 경우 x축 좌표의 값이 증가하며, 커서를 출발지점 방향으로 이동시킬 

경우 y축 좌표의 값이 증가한다. 공식 (1)에 의해 계산된 오차면적은 작업영역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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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을 기준으로 커서의 움직임 방향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오차면적이 양

의 값을 가지는 것은 커서의 움직임이 목표궤적보다 좌측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차면적이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은 커서의 움직임이 목표궤적보다 우측으

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손 움직임 오차면적(Ah)은 커서 궤적의 오차면적 

계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커서 및 손 움직임 궤적 오차의 측정 예시를 <

그림 6>에 제시하였다.

2) 지각운동과제 수행에 관한 의식내용의 구두보고

피험자들이 지각운동과제를 수행할 때 가지게 되는 움직임 의식을 측정하기 위하

여 구두보고를 사용하였으며, 피험자의 구두응답은 실험자에 의해 기록 및 저장되었

다. 시각정보에 가해진 왜곡이 전체 피험자의 구두보고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하여 실험 조건별 구두 보고 내용을 분석하였다. 피험자들의 반응은 선행연

구에서와 유사하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으며, 그룹별로 분리하여 이후 분석을 실

시하였다(Fourneret & Jeannerod, 1998).

3) 지각운동과제 수행에 관한 의식내용의 동작보고

이 단계에서는 실험 조건별 피험자들의 동작 재현 결과를 분석하였다. 동작 재현

은 실험 2에서 이루어졌는데, 피험자들은 지각운동과제를 수행한 직후 방금전의 움

직임을 최대한 동일하게 재현하도록 요구받았다. 피험자들의 동작보고는 구두보고

로 나타나지 않은 무의식적(unconscious) 또는 의식하(subconscious)의 동작 특

성을 살펴보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를 위해 국면별 동작 재현 결과를 수행 초기와 수

행 후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동작보고 내용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커서 움직임의 

오차면적, 손 움직임의 오차면적, 그리고 재현 동작시 손 움직임의 오차면적을 산출

하여 비교하였다. 계산은 공식 (1)과 (2)를 통해 이루어졌다.

4) 움직임 의식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동작 관련 변인의 규명

지각운동과제 수행에 관한 움직임 의식이 어떤 정보에 근거하여 형성되는지를 살

펴보기 위하여, 시각 피드백의 총량 및 동작 수정의 총량을 반영하는 움직임 의식의 

발생 모델을 설계하였다. 앞선 단계에서 분석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후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구두보고 내용의 형성에 관여하는 시

각 및 운동감각 정보의 기여도를 정량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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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t = as·Vt + bs·At                                         공식 (3)

        공식 (4)

공식 (3)은 지각운동과제 수행에 관한 움직임 의식의 발생을 설명하기 위한 수학

적 모델이다. Vt는 t번째 시행에서 나타난 시각 피드백의 총량, At는 t번째 시행에서 

나타난 손 움직임의 총량을 의미한다. Rmt는 주어진 Vt,와 At 정보를 사용하여 계산

한 모델의 출력물(모델링 결과)을 의미한다. 최적화 알고리즘은 모델링을 통해 얻어

진 Rmt와 실제 구두보고 결과인 Rt의 상관계수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매개변수 as와 

bs를 찾기위해 사용되었다. 공식 (4)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산출하기 위한 공식으로 

Rmt와 Rt의 상관계수를 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5. 통계처리

실험을 통해 얻어진 모든 자료는 Matlab R2012a 소프트웨어(Mathworks, 

Inc.)를 사용하여 피험자별 및 실험조건별로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v.16 소프트웨어(SPSS, Inc.)를 사용하였다. 지각운동과제 수행 관련 변인을 

실험 조건별로 비교하고 지각운동과제 수행 관련 변인과 움직임 의식 내용의 관계 

분석을 위하여 일표본 t 검정(One-Sample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이변량 상관분석(Bivariate correlation analysis), 그리고 다중선형회

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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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결과

1. 사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지각운동과제의 수행에서 움직임에 대한 의식적 체험의 특징을 

살펴보고, 움직임 의식의 내용이 운동행동의 어떤 측면에 기반하여 구성되는지 확인

하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감각정보와 운동의식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살펴보기에 앞

서 실시한 사전 분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사전 분석은 시각적 왜곡이 주어진 상황에

서 뻗기 과제를 수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관한 전반적인 탐색을 목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실험 과정에서 드러난 피험자의 체험 진술을 토대로 운동수행 특성과 운동

의식 내용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1) 시각적 왜곡이 주어진 뻗기 과제의 수행 과정

본 연구에 사용된 시각적 왜곡은 실제 손의 움직임이 시각적으로 파악되는 움직

임과 다르게 나타나도록 설계되어있다. 따라서 일상적인 경우 당연히 일치하여야하

는 시각 피드백 정보와 운동감각 피드백 정보의 불일치가 발생하며 피험자의 운동시

스템은 손의 움직임에 관하여 서로 다른 내용을 제공하는 두 감각시스템에 의존하여 

동작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과제를 진행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

로 분석해보는 것은 감각정보의 왜곡상황에서 인간의 운동시스템이 어떠한 방식으

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지에 대한 몇가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본 연구에 사

용된 뻗기 과제는 시각적으로 제시된 목표물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이다. 피험자들은 

자신의 손을 직접 관찰할 수 없으며, 지각운동 실험장치를 통해 제공되는 간접적인 

영상을 통해 손의 움직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과제를 수행

하는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우선, 피험자는 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손의 현재 위치는 붉은색 커서

를 통해 시각적으로 제공된다. 그 후 피험자는 목표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고, 현재 자

신이 손과 목표지점의 상대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요구되는 팔의 움직임을 도출한다. 

이 요구되는 팔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운동명령이 생성되며, 잠시 후 팔의 실제 움직

임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와 거의 동시에 포워드 모델에서 도출된 감각예측정보가 

비교기로 전달된다. 일반적인 움직임 상황에서 팔의 실제 움직임이 시작되고 동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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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움직임 오류의 양은 매우 작지만, 이 연구에서는 목표 동작

을 성취하기 위한 운동명령이 완벽하게 계획되었다고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움직임 

오류가 발생된다. 이 단계에서 시각적 왜곡으로 인한 첫번째 혼란이 발생한다. 피험

자의 운동시스템은 운동명령을 정상적으로 생성하였기 때문에 피험자의 손은 목표

지점을 향해 똑바로 이동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관련된 시각적 및 운동감각적 예

측이 생성된다.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시각적으로 제공되는 손의 움직임에 관한 피

드백 정보는 포워드 모델을 통해 생성한 감각 예측과 상당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으

며, 피험자는 즉시 손의 움직임 방향을 바꾸어 커서가 목표 궤적을 그리도록 조절하

기 시작한다. 만약 주어진 시각적 왜곡의 크기가 작다면 피험자의 운동시스템은 자

동적인 처리과정을 통해 이 상황을 극복하게 될 것이며, 큰 오류 없이 동작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주어진 시각적 왜곡의 크기가 클 경우에는 피험자의 

운동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피험자는 새로운 움직임 전략을 수립하게 되며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 뻗기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그림 7>과 <표 3>은 -10° 조건을 예로 들어 실험과제 수행시 동작 특성을 분석

한 것이다. 시각적 왜곡이 주어진 뻗기 동작의 수행은 모두 세개의 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간 1은 목표지점을 향한 손의 움직임이 시작되어 시각-운동감각의 불일

치가 처음 나타난 구간이다. 이 구간에서 운동명령 및 감각예측, 그리고 운동감각 피

드백의 내용은 목표지점을 향한 정상적인 움직임(90°방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시각 

피드백은 시각적 왜곡(-10°)을 반영한 80°방향을 나타낸다. 시각적 왜곡으로 인한 

과제 수행의 오류(커서 궤적 오차)는 피험자가 동작을 수정하기 시작하는 구간 2의 

직전까지 계속 증가하게 된다. 구간 2에서는 커서 궤적의 수정을 위한 동작이 나타

나며, 궤적 수정을 위한 의식적 노력이 일어난다. 이 구간에서 피험자는 커서의 궤적 

오차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의 움직임 방향을 60°로 변경하며, 운동감각 역시 60° 방

향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시각적 왜곡 상황은 계속되므로 시각 피드백은 70° 

방향의 움직임을 나타내게 된다. 구간 3은 궤도 수정이 완료되어 커서의 궤적이 목

표 궤적과 일치하게 된 구간이다. 이 구간에서 피험자는 커서의 궤적이 90°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손의 움직임 방향을 80°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동감

각 피드백 역시 80°로 나타나게 된다. 이 조건에서 전체 구간에 걸쳐 시각 피드백과 

운동감각의 불일치, 그리고 시각 피드백과 운동명령의 불일치를 경험하게 되며, 커

서가 목표궤적을 따라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의식적 동작의 수정을 실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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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제 특성은 피험자에게 일반적인 뻗기 동작과 현저하게 다른 운동감각적 경

험을 제공하며, 피험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각적 경험과 운동감각적 경험을 바탕으

로 뻗기 동작의 수행 과정에 관한 의식 내용, 다시말해 자신의 손이 어떤 경로로 이

동하였는지에 관한 의식적 판단을 형성하게 된다.

그림 7. 실험과제 수행시 동작 특성에 따른 구간 분류

표 3. 실험과제 수행시 구간별 수행 특성 분석

감각 피드백감각 피드백

구분 특성
운동 명령 및
감각 예측

시각 운동감각

구간 1
목표지점을 향한 손의 움직임 시작

시각-운동감각 불일치 발생
90° 80° 90°

구간 2
커서 궤적의 수정을 위한 동작 수행

궤적 수정을 위한 의식적 노력
시각-운동감각 불일치 계속 발생

60° 70° 60°

구간 3
커서 궤적 수정 완료
과제의 목표 달성

시각-운동감각 불일치 계속 발생
80° 9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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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뻗기 동작에 대한 피험자들의 경험 내용

팔의 상태(위치)에 대한 최종적인 추정은 인터널 모델로부터 만들어진 추정과 감

각정보를 통해 얻게 된 추정의 통합으로 형성되며, 이 상태 추정을 근거로 하여 현재 

수행중인 동작에 대한 수정이 가해지게 된다. 움직임 의식의 형성에 관한 

Desmurget와 Sirigu(2009)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동작을 수행할 때 가지

게 되는 움직임 의식은 실제 감각정보에 기초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며, 인터널 모델

에서 형성된 감각예측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다. 만약 수행중인 동작이 외부의 방

해 등으로 인해 동작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에는 감각예측과 실제감각의 차이가 

커지게 되어 수행자는 의도된 동작을 완수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

며, 이로부터 진실된 움직임의 의식, 다시말해 실제 감각정보로부터 비롯된 움직임

의 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어진 시각적 왜곡상황에서 뻗기 과

제를 수행할 경우 피험자는 외부의 힘에 의해 방해를 받은 것에 상응하는 정도의 오

류를 느끼게 된다. 실험 중 실시한 약식 인터뷰에서 피험자들은 이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손이 왼쪽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손

을 밀어내는 것 같은 느낌으로 했어요.” (C.S.H.)

“ 맞추고 싶고, 왜 이렇게 휘지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중간쯤에서 나

의 손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확인 해보려고 했구요.” (K.D.Y.)

“ 손이 오른쪽으로 휘어져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구요. 그래서 왼쪽방향

으로 손을 보내기 위해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K.J.H.)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이 진술한 바와 같이 시각적 왜곡이 제시된 상황에서 

뻗기 과제를 수행할 경우 자신의 손이 오른쪽 또는 왼쪽(왜곡이 주어진 방향)으로 어

떤 힘에 의해 끌려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된다. 동작의 초반부에 이러한 느낌

을 가진 피험자들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팔이 시각적 

왜곡의 반대방향으로 손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피험

자들은 자신의 손이 왜곡이 주어진 방향으로 출발하여 목표지점을 향하는 곡선형태

를 그리고 있다고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피험자들의 움직임은 그 피험자들이 

의식하고 있는 것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동작의 초기에 피험자들의 움직임 궤적은 

- 68 -



왜곡이 주어진 방향으로 휘어있는 곡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목표물을 향한 직선을 

그린다. 그리고 동작의 마지막 부분에서 손은 목표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위

치에 도착하게 된다. 피험자 K.J.H.의 -10° 조건에서의 수행 결과를 <그림 8>에 제

시하였다. 그래프 하단의 출발지점(o)에서 상단의 도착지점(x)까지 목표궤적(붉은

색:1), 시각피드백의 궤적(푸른색:2), 실제 손의 움직임 궤적(초록색:3)을 표시하였

다.

(1) (2)(3)

x축 좌표 (pixel)

y축
 좌
표
 (p
ix
el
)

그림 8. 피험자 K.J.H.의 -10°조건에서 수행 결과(실험 1)
 [— : 목표궤적(1), — : 시각피드백(2), — : 실제 손 움직임(3)]

<그림 7>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피험자들의 손은 목표궤적을 중심으로 좌측에 항

상 위치하고 있으며, 과제 수행의 종료 시점에서 손의 실제 좌표는 시각 피드백의 위

치와 약 150pixel (4.4cm) 좌측으로 벗어난 곳에 위치한다. 만약 피험자들이 자신

의 손 움직임을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조건에서는 3번 방향으로 손

이 움직였다고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구결과 피험자들은 자신들의 실제 손 움

직임 방향과 반대방향인 우측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보고하는 경향을 보였다. 선행연

구에 따르면 피험자들의 이러한 보고내용의 부정확성은 시각 피드백 정보의 영향 때

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Fourneret & Jeannerod, 1998). 이 연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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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들은 자신들의 움직임 목표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자각하고 있었으며, 그 목표

를 움직임을 통해 성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험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그 움직임을 성취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적 현상 경

험과 움직임에 대한 현상적 경험이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이며 별도의 과정을 

통해 처리된다고 하는 Johnson과 Haggard(2005)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론에 도

달한다. 다시말해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이 자신들의 움직임에 관하여 부정확한 

의식 내용을 보유하게 되는 것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동작시스템과 그 움직임을 

통해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한 지각시스템이 서로 다른 정보에 의존하여 작동한다는 

것이다. 

Slachewsky 등(2001)은 Fourneret 등(1998)의 연구와 유사한 실험방법을 사

용하여 시각 피드백과 실제 움직임의 불일치 정도가 최대 40도에 이르렀을 때 피험

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왜곡의 정도가 증

가할 수록 움직임의 정확성은 감소하였으며, 약 14도 정도의 왜곡이 주어졌을 경우 

피험자들은 자신들의 손의 움직임이 시각적으로 제공되는 커서의 움직임과 일치하

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즉, 동작과 그 감각 귀결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

치에 대한 인식은 그 불일치의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10도 이내로 제한되었으며, 이는 

피험자들이 그 불일치를 의식적으로 알아챌 수 없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른다. 따라

서 피험자들은 자신들의 손 움직임이 시각적 피드백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아챌 수 없었을 것이며, 커서의 궤적이 목표궤적에서 벗어나는 원인을 자신들의 동

작에 오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게 되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과제 수행의 후반부에 자신들의 손을 지속적

으로 왜곡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노력에 

대한 의식적 자각은 커서의 궤적을 목표 궤적과 일치시키기 위한 동작에 의식적인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현상과 관련하여 

Jeannerod(2006)는 동작의 수행 도중에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동작의 수

행에 방해를 줄 경우, 동작의 주체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준비

되어야 하며 그 상황에서 동작의 주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기

울이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자동적으로 수행되던 동작이 방해를 받아 그 동작에 대

해 의식적 자각을 가지게 될 경우, 그 동작의 주체는 새로운 의식적 상태로 진입하게 

되며 이때 발생하게 되는 의식은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생성되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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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에 대한 의식이라는 것이다. 즉 정상적인 조건에서 자동적으로 수행되던 움직임

이 방해를 받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동작의 주체는 그 방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움직임에 대한 의도를 자각하게 된다. 본 연구의 

피험자들이 보고한 궤적의 수정에 관한 의식은 이러한 과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9>는 피험자 B.M.J.의 지각운동과제 수행 결과(-10° 조건) 및 동작 

재현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프 하단의 출발지점(o)에서 상단의 도착지점(x)까

지 목표궤적(붉은색:1), 시각피드백의 궤적(푸른색:2), 실제 손의 움직임 궤적(초록

색:3), 그리고 동작 재현시 손 움직임의 궤적(하늘색:4)을 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험자는 커서를 목표지점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손의 움직임 궤적을 수정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험자 B.M.J. 역시 다른 피험자들과 마찬가지로 과제 

수행의 후반부에 커서를 목표 궤적에 일치시키기 위한 의식적 노력을 보고하였으며, 

이 피험자가 과제수행을 통해 가지게 된 손의 움직임에 관한 의식 내용을 동작 재현

에서 나타난 손의 움직임 궤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1)

(2)(3)

(4)

x축 좌표 (pixel)

y축
 좌
표
 (p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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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피험자 B.M.J.의 -10°조건에서 수행 결과(실험2)

[— : 목표궤적(1), — : 시각피드백(2), — : 실제 손 움직임(3), — : 재현시 손 움직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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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들의 보고 내용 중 또 한가지 특이한 것은 모든 조건에서 피험자들은 자신

의 손이 최종적으로 목표지점에 도달하였다고 보고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에 의

하면 피험자들은 동작의 초기 구간에서 자신의 손의 움직임 방향이 시각 피드백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보고하였고, 동작의 후기 구간에서는 커서의 궤적을 목표 궤적과 

일치시키기 위해 처음 움직임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보고하였다. 즉 동작

의 초기에 한쪽 방향으로 손 움직임의 치우침이 나타나고 그 편향을 보상하기 위해 

반대방향으로 손의 움직임을 조절하였다는 것이며, 따라서 피험자들의 손 궤적에 관

한 의식 내용은 <그림 9>에 푸른색 선(2)으로 제시된 커서 움직임 궤적과 일치하거

나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그림 9>에 표시된 것

과 같이 피험자들의 동작 재현 결과(4)를 살펴보면 동작의 초기 구간에서 시각 피드

백 방향으로의 편향을 관찰할 수 있으며, 동작의 후기 구간에서 그 편향을 보상하기 

위한 반대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시점에 자신의 손이 

목표지점에 도착하였다는 피험들의 구두 보고내용과 달리 동작 재현에서 나타난 손

의 최종 위치는 직전 수행에서 손의 최종 위치를 향해 편향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현상은 뻗기 동작의 후기 구간에서 발생한 손의 움직임에 관한 운동감각적 정보

가 동작 재현에서 손의 궤적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3) 전체 피험자의 실험조건별 구두보고

전체 피험자의 실험조건별 구두보고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실험 조건은 

시각정보의 왜곡 정도를 나타내며 7번 조건은 왜곡이 없는 실제 움직임과 동일한 시

각 피드백을 제공한 조건이다. 피험자의 시야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3번은 커서가 

좌측으로 편향되게 움직이도록 조작한 조건이며, 11번은 커서가 우측으로 편향되게 

움직이도록 조작한 조건이다. <그림 10>은 실험 조건별 구두보고 결과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사각형으로 표시된 지점은 각 조건별 피 험자들의 응답에 대한 평균

값을 표시하며, 동그라미는 개별 응답의 분포를 나타낸다. 원점(0,0) 에서 시작하여 

대각선으로 그려진 선분은 이론적으로 피험자들이 응답하여야 하는 정답을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4번 조건의 경우 커서는 우측으로 7도 편향되어 움직이게 되므로 

피험자는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자신의 손을 이동시켜야 한다. 따라서 피

험자가 자신의 신체 움직임을 정확하게 지각할 수 있다면, 커서의 움직임을 보상하

기 위해 이동한 크기만큼 자신의 손이 이동하였다고 응답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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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부분의 피험자들은 자신의 손이 커서의 움직임과 동일하게 이동하였다고 인

식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실제 손이 움직임 방향을 알아챘다고 하더라도 그 움직

임의 크기를 정확하게 인식 할 수 없었다.

표 4. 전체 피험자의 실험조건별 구두보고 결과

실험조건 왜곡각도 시행수 구두보고 평균 표준편차

3 -10° 50 7.38 1.21

4 -7° 50 7.30 0.91

5 -5° 50 7.28 0.64

6 -2° 50 7.10 0.42

7 0° 50 7.00 0.61

8 2° 50 6.90 0.81

9 5° 50 6.88 1.30

10 7° 50 6.64 1.68

11 10° 50 6.28 1.83

전체평균 - 450 6.97 1.18

실험조건

구
두
보
고

그림 10. 전체 피험자의 실험조건별 구두보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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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응 유형에 따른 피험자 그룹 분류

지각운동과제 수행에 대한 피험자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반응 유형은 실제 손의 움직임 방향으로 구두 보고를 수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반응 유형은 실제 손이 움직인 방향과 반대 방향 으로 구두 보고를 수행하는 것이다. 

피험자들의 이러한 반응 유형은 본 연구와 유사한 실험 조건에서 움직임 의식을 살

펴본 선행연구에서 이미 보고된 바 있다(Fourneret & Jeannerod, 1998). 첫번째 

그룹(그룹1)은 실제 손의 움직임이 이루어진 방향으로 구두보고를 한 피험자들이며, 

두번째 그룹(그룹2)는 실제 손의 움직임이 이루어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구두보고

를 한 피험자들이다.

1) 그룹1 유형 피험자들의 조건별 구두보고

지각운동과제 수행간 발생하는 감각정보들이 피험자의 구두보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룹 1 유형 피험자들

(n=2)의 실험조건과 구두보고 내용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r(90) = .783, p = .000]. 이는 그룹 1의 피험자들의 구두보고 내용은 실제 손의 

움직임 방향을 반영한 것임을 뜻한다. 

표 5. 그룹 1 유형 피험자들의 조건별 구두보고

실험조건 왜곡각도 시행수 구두보고 평균 표준편차

3 -10° 10 5.50 0.97

4 -7° 10 6.30 1.16

5 -5° 10 6.90 0.57

6 -2° 10 7.10 0.32

7 0° 10 7.60 0.70

8 2° 10 7.80 0.92

9 5° 10 9.10 1.10

10 7° 10 9.70 0.95

11 10° 10 9.30 1.95

전체평균 - 90 7.70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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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그룹1 유형 피험자들의 조건별 구두보고

2) 그룹2 유형 피험자들의 조건별 구두보고

그룹 2 유형의 피험자들(n=8) 은 실제 손의 움직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손의 움

직임 방향을 보고한 피험자들이다. 실험조건에 따라 구두보고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

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험조건과 구두보고 내용

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360) = -.777, p = .000].

표 6. 그룹 2 유형 피험자들의 동작 초기 구간에서 조건별 구두보고

실험조건 왜곡각도 시행수 구두보고 평균 표준편차

3 -10° 40 7.85 0.70

4 -7° 40 7.55 0.64

5 -5° 40 7.38 0.63

6 -2° 40 7.10 0.44

7 0° 40 6.85 0.48

8 2° 40 6.68 0.62

9 5° 40 6.33 0.53

10 7° 40 5.88 0.56

11 10° 40 5.53 0.64

전체 - 360 6.79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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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그룹 2 유형 피험자들의 동작 초기 구간에서 조건별 구두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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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각운동과제 수행에 관한 운동의식 : 구두보고

사전 분석을 통해 얻어진, 지각운동과제 수행에서 나타나는 체험 현상에 관한 전

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운동감각과 운동의식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사

전 분석에서 실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응답을 수행한 2명을 제외한 8명의 피험자

에 대하여 결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1) 동작 초기 구간에서 의식된 손의 움직임에 대한 구두보고

동작 초기 구간에서 의식된 손의 움직임에 대한 보고 내용이 어떤 감각 정보에 근

거하여 발생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동작의 초기 구간에서 의식된 손의 

움직임에 관한 구두보고 내용은 시각정보와 운동감각정보의 총량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r2 = .591, F(2, 357) = 258.144, p = .000], 특히 시각정보

는 구두보고 내용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r2 = .576, F(1, 359) = 486.772, p = .000]. 한편 운동감각정보는 시각정보에 비

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구두보고 내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2 변화량 = .015,  F(1, 357) = 13.107, p = .000].

표 7. 동작 초기 구간에서 시각정보와 운동감각정보의 구두보고 결과에 대한 다중선형회
귀분석 결과

모형 1모형 1모형 1 모형 2모형 2모형 2

독립변인 ß t p ß t p

시각피드백 .759 22.062 .000 .723 20.523 .000

운동감각피드백 -.128 -3.620 .000

r2 .576.576.576 .591.591.591

F 486.722486.722486.722 258.144258.144258.144

df 1, 3581, 3581, 358 2, 3572, 3572, 357

p .000.000.000 .000.000.000

∆ r2 .576.576.576 .015.015.015

∆ F 486.722486.722486.722 13.10713.10713.107

df 1, 3581, 3581, 358 1, 3571, 3571, 357

p .000.000.000 .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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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동작 초기 구간에서 시각 피드백 정보 및 운동감각 정보와 구두보고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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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작 후기 구간에서 의식된 손의 움직임에 대한 구두보고

동작 후기 구간에서 피험자들의 손의 위치에 관한 구두보고 결과를 <표 8>에 제

시하였다. 이 구간에서 피험자들이 의식한 손의 위치는 뻗기 과제의 목표지점(7)과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일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비교 값(test value = 7)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 = 1.455, df = 359, p = .147].

표 8. 동작 후기 구간에서 손의 위치에 관한 구두보고

실험조건 왜곡각도 시행수 구두보고 평균 표준편차

3 -10° 40 7.33 0.66

4 -7° 40 7.18 0.59

5 -5° 40 7.15 0.43

6 -2° 40 7.05 0.45

7 0° 40 7.08 0.35

8 2° 40 7.08 0.69

9 5° 40 6.93 0.62

10 7° 40 6.93 0.62

11 10° 40 6.80 0.79

전체 - 360 7.06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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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동작 후기 구간에서 손의 위치에 관한 구두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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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후기 구간에서 의식된 손의 움직임에 대한 보고 내용이 어떤 감각 정보에 근

거하여 발생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동작의 후기 구간에서 의식된 손의 

움직임에 관한 구두보고 내용은 시각정보의 총량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r2 = .142, F(2, 359) = 29.428, p  = .000], 운동감각정보는 구두보고 내용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ß = .021,  t  = .

346, p = .730].

표 9. 동작 후기 구간에서 시각정보와 운동감각정보의 구두보고 결과에 대한 다중선형회
귀분석 결과

모형 1모형 1모형 1 모형 2모형 2모형 2

독립변인 ß t p ß t p

시각피드백 .376 7.673 .000 .389 6.271 .000

운동감각피드백 .021 .346 .730

r2 .141.141.141 .142.142.142

F 58.88158.88158.881 29.42829.42829.428

df 1, 3581, 3581, 358 2, 3572, 3572, 357

p .000.000.000 .000.000.000

∆ r2 .141.141.141 .000.000.000

∆ F 58.88158.88158.881 .119.119.119

df 1, 3581, 3581, 358 1, 3571, 3571, 357

p .000.000.000 .730.7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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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동작 후기 구간에서 시각 피드백 정보 및 운동감각 정보와 구두보고의 관계

(3) 움직임 의식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동작 관련 변인의 규명

지각운동과제 수행에 관한 움직임 의식이 어떤 정보에 근거하여 형성되는지를 살

펴보기 위하여, 시각 피드백의 총량 및 운동감각 피드백의 총량을 반영하는 움직임 

의식 발생 모델을 설계하였다. 계산결과 얻어진 피험자별 매개변수와 실제 데이터에 

대한 설명력을 <표 10>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피험자별 모든 실험 조건에서 주어

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관계수(r)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시각 피드백 기여도(as)와 운

동감각 기여도(bs)를 확인할 수 있었다. 피험자 6을 제외한 나머지 피험자들에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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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준의 설명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피험자들의 구두보고 내용이 시각피드백 

정보와 운동감각 정보의 선형적 결합을 통해 설명되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10. 움직임 의식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시각 및 운동감각 정보의 기여도

피험자
시각 피드백 기여도

(as)
운동 감각 기여도(bs) 상관계수(r)

1 0.906 -0.424 -0.855

2 0.993 -0.119 0.875

3 0.999 0.032 0.955

4 1.000 0.004 0.928

5 0.399 -0.917 -0.786

6 0.696 -0.718 0.593

7 0.990 -0.139 0.889

8 0.994 -0.111 0.953

9 0.997 -0.077 0.913

10 0.999 0.03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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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각운동과제 수행에 관한 운동의식 : 동작보고

실험 2에서 피험자들은 시각적 왜곡이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물을 향한 뻗기 과제

를 수행한 후, 방금전 시행에서 나타난 자신의 팔 움직임을 다시 반복하여 수행하였

다. 뻗기 동작을 동작 초기와 동작 후기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피험자들이 의식하

는 것과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1) 동작 초기 구간에서 의식된 손의 움직임에 대한 동작보고

지각운동과제 수행시 형성되는 움직임 의식의 내용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기 위

하여, 수행 초기 구간에서 나타난 과제수행 관련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각운동과제 수행 초기구간에서 지각운동과제 수행시 시각 피드백과 동

작 재현시 손 움직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r = .535, 

n = 216, p = .000, 그림 16]. 반면, 지각운동과제 수행시 손 움직임과 동작 재현시 손 

움직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r = -.017, n  = 216, p = .796, 그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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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수행 초기 구간에서 시각 피드백과 동작 재현시 손 움직임의 상관관계 [r = .
535, n = 216, p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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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수행 초기 구간에서 운동감각 피드백과 재현 동작시 손 움직임의 상관관계 [r = 
-.017, n = 216,  p =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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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초기 구간에서 의식된 손의 움직임에 대한 의식 내용이 어떤 감각 정보에 

근거하여 발생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동작의 초기 구간에서 손의 움직임에 관한 동

작보고 내용은 시각정보의 총량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r2 = .

287, F(2, 215) = 42.913, p  = .000], 특히 시각정보는 동작보고 내용을 결정하는데 상

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ß  = .536,  t  = 9.260, p = .000]. 

한편 운동감각정보는 동작보고 내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ß  = .005,  t  = .087, p = .931]. 수행 초기 구간에서 의식된 손의 

움직임과 시각피드백 및 운동감각피드백의 관계는 <그림 18>에 제시하였다.

표 11. 동작 초기 구간에서 시각정보와 운동감각정보의 동작보고 결과에 대한 다중선형
회귀분석 결과

모형 1모형 1모형 1 모형 2모형 2모형 2

독립변인 ß t p ß t p

시각피드백 .536 9.287 .000 .536 9.260 .000

운동감각피드백 .005 .087 .931

r2 .287.287.287 .287.287.287

F 86.23986.23986.239 49.92349.92349.923

df 1, 2151, 2151, 215 2, 2142, 2142, 214

p .000.000.000 .000.000.000

∆ r2 .287.287.287 .000.000.000

∆ F 86.23986.23986.239 .008.008.008

df 1, 2151, 2151, 215 1, 2141, 2141, 214

p .000.000.000 .931.93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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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동작 초기 구간 시각 및 운동감각피드백과 동작재현시 손 움직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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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작 후기 구간에서 의식된 손의 움직임에 대한 동작보고

피험자들이 지각운동과제 수행시 자신의 움직임에 관해 가지게 되는 의식적 경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지각운동과제 시행 종료시 커서, 손, 그리고 재현 동작시 손

의 위치를 기록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x축 방향 좌표만을 사용하였다. <그림 

19>는 전체 피험자의 모든 시행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프의 x축은 실험조건

이며, y축은 좌우 방향 좌표이다. 녹색선(1)으로 표시된 것은 손의 최종 위치이고, 

파란색(2)으로 표시된 것은 커서의 최종 위치를 나타낸다. 동작 재현시 손의 최종 위

치를 붉은색(3)으로 표시하였다. 동작 재현시 손의 최종 도착 위치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피험자가 직전에 수행된 움직임의 어떤 측면에 의식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분석결과 피험자들의 동작 재현은 지각운동과제 수행시 손의 최종 위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 = -.615, n = 216, p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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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목표지점 도착시 커서 및 손의 위치와 동작보고의 관계

지각운동과제 수행시 형성되는 움직임 의식의 내용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기 위

하여, 수행 후기 구간에서 나타난 과제수행 관련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각운동과제 수행 후기구간에서 과제 수행시 시각 피드백과 동작 재현시 

손 움직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으며[r = .442, n  =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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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0, 그림 20], 지각운동과제 수행시 손 움직임과 동작 재현시 손 움직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r = -.171, n = 216, p = .012, 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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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수행 후기 구간에서 손 움직임과 재현 동작시 손 움직임의 상관관계 [r = .442, 
n = 216,  p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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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수행 후기 구간에서 손 움직임과 재현 동작시 손 움직임의 상관관계 [r = .171, 
n = 216,  p =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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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후기 구간에서 의식된 손의 움직임에 대한 의식 내용이 어떤 감각 정보에 

근거하여 발생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동작의 후기 구간에서 의식된 손의 

움직임에 관한 동작보고 내용은 시각정보와 운동감각 정보의 총량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r2 = .223, F(2, 214) = 30.511, p  = .000], 특히 운동감각정

보는 동작보고 내용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ß  = .591,  t  = 7.282, p  = .000]. 시각정보 또한 동작보고 내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ß = .224,  t  = 2.756, p  = .006], 그

러나 시각정보가 동작보고 내용에 기여하는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r2 

변화량 = .029, F(1, 215) = 6.432, p = .012].

표 12. 동작 후기 구간에서 시각정보와 운동감각정보의 동작보고 결과에 대한 다중선형
회귀분석 결과

모형 1모형 1모형 1 모형 2모형 2모형 2

독립변인 ß t p ß t p

시각피드백 -.171 -2.536 .012 .224 2.756 .006

운동감각피드백 .591 7.282 .000

r2 0.290.290.29 .223.223.223

F 6.4376.4376.437 30.51130.51130.511

df 1, 2151, 2151, 215 2, 2142, 2142, 214

p .012.012.012 .000.000.000

∆ r2 .029.029.029 .194.194.194

∆ F 6.4326.4326.432 53.02753.02753.027

df 1, 2151, 2151, 215 1, 2141, 2141, 214

p .012.012.012 .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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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동작 후반 구간에서 시각 피드백, 운동감각 피드백, 동작보고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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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지각운동 과제의 수행에서 신체움직임과 움직임에 대한 의식적 

체험의 특징을 살펴보고, 움직임 의식의 내용이 운동행동의 어떤 측면에 기반하여 

구성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각적 왜곡이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물을 

향한 뻗기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시각적 왜곡을 극복하고 과제의 목표를 달

성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피험자들의 의식적 경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왜곡이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물을 향한 뻗기 과제의 수행에서 나

타나는 시각적 피드백 정보와 운동감각적 정보의 불일치 현상을 이용하여 시각적 왜

곡의 정도에 따라 움직임 의식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

으로 지각운동수행에서 발생한 시각적 및 운동감각적 정보들이 구두보고 및 동작보

고를 통해 측정된 움직임 의식 내용의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1. 지각운동과제의 수행에 관한 사전 분석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시각적 왜곡이 주어진 뻗기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실험과제 수행 중 나타난 움직임에 관한 주관적 의식을 구두보고와 동작보고의 형태

로 표현하였다. 과제의 수행 과정에 대한 피험자의 주관적 체험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 진행 도중 임의의 시점에 약식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각

운동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피험자가 가지게 되는 의식 내용과 그 발생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탐색을 수행하였다.

(1) 지각운동과제의 수행과정에 대한 피험자들의 경험내용

사전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실험과제 수행 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 피험자들은 시

각적 왜곡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운동경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은 피험자가 지니는 최초의 감각예측과 실

제 시각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계속 발생

한다. 손이 목표물을 향해 움직일 것이라는 피험자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시각적으

로 제공되는 손의 움직임에 관한 피드백 정보는 상당한 양의 오차를 가지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다. 피험자는 동작 시작 후 상당히 빠른 시점에 손의 움직임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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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 커서가 목표 궤적을 그리도록 조절하기 시작하며, 대부분의 경우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한다. 이전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시각적 왜곡의 크기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 피험자는 그 차이를 알아챌 수 없다고 제시하고 있다

(Slachevsky et al., 2001). 본 연구에서도 피험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손이 시각적

으로 제공되는 커서의 움직임과 다르다는 사실, 즉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시각적 정

보와 운동감각적 정보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언어적으로 보고할 수 없었다. 이는 

본 연구에 사용된 시각적 왜곡의 크기가 10도 이내로 제한되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시각정보와 운동감각정보의 차이에 반응할 수 있는 정도의 역치에 도달

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Knoblich & Kircher, 2004). 

한편 지각운동과제의 수행과정에 대한 사전분석에서 드러난 피험자의 주관적 체

험을 살펴보면 피험자들은 ‘손이 왼쪽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느낌’ ‘치우쳐진 손을 

원래 위치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노력’등과 같은 의식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

한 의식 내용은 손의 궤적을 수정하기 위한 근육의 수축 등으로부터 발생한 운동감

각정보를 피험자들이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Proske & Gandevia, 2009). 

이러한 의식적 노력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과제 수행의 후반

부에 자신들의 손을 지속적으로 왜곡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고 보고하였다. 이 노력에 대한 의식적 자각은 커서의 궤적을 목표 궤적과 일치시키

기 위한 동작에 의식적인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

다. Jeannerod(2006)는 동작의 수행 도중에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동작

의 수행에 방해를 줄 경우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준비되어야 하

며 그 상황에서 동작의 주체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자동

적으로 수행되던 동작이 방해를 받아 그 동작에 대해 의식적 자각을 가지게 될 경우, 

그 동작의 주체는 새로운 의식적 상태로 진입하게 되며 이때 발생하게 되는 의식은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생성되는 새로운 동작에 대한 의식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의 피험자들이 보고한 궤적의 수정에 관한 의식은 이러한 과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운동의식의 언어적 표현과 신체적 표현

사전분석 결과 중 또 한가지 특이한 것은 모든 조건에서 피험자들은 자신의 손이 

최종적으로 목표지점에 도달하였다고 보고한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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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동작의 초기 구간에서 자신의 손의 움직임 방향이 시각 피드백의 방향과 일치

한다고 보고하였고, 동작의 후기 구간에서는 커서의 궤적을 목표 궤적과 일치시키기 

위해 처음 움직임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보고하였다. 즉 동작의 초기에 

한쪽 방향으로 손 움직임의 치우침이 나타나고 그 편향을 보상하기 위해 반대방향으

로 손의 움직임을 조절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험자들의 손 궤적에 관한 의식 내

용은 커서 움직임 궤적과 일치하거나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시점에 자신의 손이 목표지점에 도착하였다는 피험들의 

구두 보고내용과 달리 동작 재현에서 나타난 손의 최종 위치는 직전 수행에서 손의 

최종 위치를 향해 편향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두보고와 동작재현 결과의 불

일치 현상은 뻗기 동작의 후기 구간에서 발생한 손의 움직임에 관한 운동감각적 정

보가 동작 재현에서 손의 궤적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Gandevia & McCloskey, 1977; McCloskey, 1973).

(3) 지각운동과제 수행에 관한 운동의식의 개인차

사전 분석결과 드러난 또 다른 결과는 피험자들의 반응 유형이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그룹의 피험자들은 실제 손의 움직임 방향으로 구두보고

를 수행하였으며, 두 번째 그룹의 피험자들은 실제 손의 움직임 방향과 반대 방향으

로 구두보고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Fournerte 등(1998)은 첫 번째 

유형의 피험자들이 동작 중에 발생하는 운동감각적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

기 때문이라고 제안하였지만, 두 번째 유형의 피험자들의 반응에 관해서는 다소 유

보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제시하였다. Fourneret 등(1998)의 설명에 따르면 두번째 

유형의 피험자들은 과제수행중 나타나는 시각적 정보와 상충되는 운동감각적 정보

를 무시하고 내적으로 생성된 운동명령과 관련된 정보들에 더 많이 집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움직임과 지각된 움직임

의 불일치 현상을 이용한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운동 제어 시스템은 그

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기대되는 감각 피드백과 실제 감각 피드백이 일치하도록 작

동 할 수 없으며(Desmurget & Grafton, 2000, 2003; Desmurget et al., 2005; 

Wolpert & Flanagan, 2001), 만약 기대되는 감각 피드백과 실제 감각 피드백의 

불일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크게 나타날 경우, 비로소 실제 감각 피드백을 활용한 

움직임에 대한 인식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룹 1 유형의 피험자들이 보인 

보고 유형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룹 1 유형의 피험자들은 단순히 감각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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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의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각 신호

에 대한 예측과 실제 감각 신호 사이에 발생하는 불일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

교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진실된 움직임 의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Christensen et al., 2007). 즉 본 연구에서 그룹 2 유형의 피험자들이 보인 

반응은 이러한 움직임 의식의 발생 과정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그

룹 1 유형의 피험자들과 달리 그룹 2유형의 피험자들은 감각 예측과 실제 감각 정보

의 차이를 정밀하게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

다.

2. 지각운동과제 수행에 관한 운동의식 : 구두보고

움직임 의식의 발생 과정을 다룬 연구들에 따르면, 동작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

제 움직임에 대한 감각 피드백이 움직임의 의식 내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는 거

의 없다(Desmurget & Sirigu, 2009).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우 자동적인 운동 수행

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동작의 세부적인 특성들은 의식적인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

문이다(Carota, 2009; Pelisson et al., 1986).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각정보와 운

동감각의 불일치 상황은 피험자들에게 실제 움직임과 지각된 움직임의 불일치 경험

을 제공하였지만, 운동시스템의 자동적인 보상능력 범위 이내에서 제공되었다. 따라

서 손의 움직임 궤적과 관절의 움직임에 비교적 큰 수정이 가해지게 되지만, 피험자

는 이러한 수정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며, 이러한 수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감각 피드백 정보는 의식적인 운동 의식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볼 수 있

다(Blakemore & Frith, 2003; Frith et al., 2000).

실험 1에서 얻어진 데이터에 대한 분석결과 지각운동과제 수행의 초기구간에서 

의식된 손의 움직임은 실제 손의 움직임을 반영하지 않으며, 주로 시각 피드백에 의

해 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작 후기구간에서 손의 움직임에 대한 의식 역

시 시각정보에 의해 주로 결정되었으며, 피험자들은 자신의 손이 목표지점에 위치하

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이 과제를 수행하

는 동안 나타나는 자신의 손 움직임에 관한 감각피드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며, 움직임 의도를 성취하는 것과 주로 관계되는 시각 피드백 정보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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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es(2000)는 시각적 추측과 운동감각적 추측을 별개의 구성요소로 포함하는 

뻗기 동작에 관한 계산론적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 모델에 근거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실험에 사용된 과제는 목표지점을 향해 최대한 직

선으로 손을 이동시키는 것이므로, 동작의 초기 구간에서 피험자들이 생성하게 되는 

운동명령 역시 이러한 과제의 목표를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생성되는 

감각예측의 내용은 목표지점을 향해 직선으로 이동하는 커서와 손의 움직임이며, 피

험자들은 자신들의 손이 최초의 의도대로 움직인다고 하는 운동의식 내용을 형성한

다(Carota, 2009). 그러나 실험과제에 포함된 시각적 왜곡으로 인해 커서의 움직임

에 관한 시각 피드백 내용은 감각예측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피험자

들은 동작의 개시 직후 시각 피드백이 자신들의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

실을 확인하게 되며, 목표 궤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동명령을 수정한다. 이러한 과정

에서 피험자들은 시각적 감각 예측과 실제 시각 피드백의 불일치를 지속적으로 경험

하게 되므로 손(커서)의 움직임에 관한 진실된 시각적 움직임 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Desmurget et al., 2009). 반면 손의 움직임에 관한 운동감각적 감각 예측의 경우, 

실제 손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동감각과 항상 일치하게 되므로 피험자는 손

의 움직임에 관한 진실된 운동감각적 움직임 의식을 형성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동작 

초기 구간에서 의식된 손의 움직임에 대한 구두보고와 동작 후기 구간에서 의식된 

손의 움직임에 대한 구두보고는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서 살펴본 시

각적 감각예측과 시각 피드백의 불일치 상황은 동작의 초기부터 후기까지 지속적으

로 발생하므로 피험자들이 가지게 되는 운동의식 역시 동일한 내용을 유지하게 된

다. 다시말해, 동작의 초기 및 후기 구간에서 피험자들은 시각적 피드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진실된 움직임 의식만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진실된 시각적 움직임 의

식의 발생이 피험자들이 시각적 피드백에 의존한 운동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원인으

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Berti et al., 2005).

3. 지각운동과제 수행에 관한 운동의식 : 동작보고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과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피험자들이 자신의 움직임에 

관하여 왜곡된 의식적 경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피험자들이 자신의 손은 

곡선 궤적을 그리며 이동하였다고 보고 하였으며, 실제 손의 위치에 대한 감각까지

도 왜곡되게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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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아직 밝혀진바가 없으며, 유사한 선행연구들에서도 피험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직전의 움직임을 표상하고 있는지에 관해 직접적인 해석이나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착안하여 피험자들의 지각운동과제 수행 경험

을 동작재현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시각적으로 유도된 뻗기 동작은 동작의 초반 국면과 후반 국면에서 다른 방식의 

제어 메커니즘이 활용된다고 알려져 있다(Reichenbach, Bresciani, Peer, 

Bulthoff, & Thielscher, 2011). 움직임의 의식이 발생하는 과정에 운동제어 메커

니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Desmurget & Sirigu, 2009)을 고려할 때 동작 구

간에 따른 뻗기 동작의 제어방식 차이는 피험자들의 주관적 경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실험 2에서 피험자들은 시각적 왜곡이 주어진 상황에

서 목표물을 향한 뻗기 과제를 수행한 후, 방금전 시행에서 나타난 자신의 팔 움직임

을 다시 반복하여 수행하였다. Fourneret 등(1998)의 이전 연구에서는 동작재현과

제를 통해 피험자들이 자신의 움직임에 대해 정확하게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의 의식적 경험 내용에  손의 움직임 방향 뿐 

아니라 방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관한 요소도 포함되는 것에 착안하여 뻗기 동

작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피험자들이 의식하는 것과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수행 초기 구간에서 동작 재현시 손 움직임은 시각피드백의 영향을 많

이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구두보고를 사용한 실험 1의 결과와 일치

하는 결과이다. 반면 동작 후기 구간에서 피험자들의 운동의식 내용은 과제수행시 

손 움직임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피험자들이 이전 시행에서 손

의 움직임을 감각하고 그 동작을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결

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Anema 등(2009)은 인간의 감각 시스템에는 

신체 이미지와 신체 도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두 가지 신체 표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각의 신체 표상은 서로 독립된 메커니즘을 통해 처리된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관

련된 연구들에 따르면 신체 이미지는 의식적으로 수행되는 지각 판단에 관여하고 있

으며, 신체 도식은 무의식적으로 수행되는 감각-운동 작용에 관여한다는 것이다

(Harris, 2004; Sedda & Scarpina, 2012). 본 연구에서 드러난 동작 후기 구간에

서 의식적 보고 내용과 동작 재현 결과의 차이는 신체 분절의 위치 정보를 의식적으

로 처리하는 신체 이미지 시스템과 신체 분절의 위치를 감각-운동 작용의 차원에서 

처리하는 신체 도식 시스템이 각기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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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으며, 시각정보의 왜곡이 손의 위치에 관한 의식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신체 도식 시스템에 의한 감각-운동 정보가 동작 재현 과정에서 사용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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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결론

1. 결과 요약

(1) 뻗기 과제 수행에 관한 사전 분석

실험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의 분석에 앞서 실험과제의 수행에 관한 사전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전 분석은 실험 도중 이루어진 약식 인터뷰 내용에 대한 분석과 실험 

수행간 주관적 체험에 대한 연구자의 내성적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과제 

수행간 발생하는 손 움직임에 대한 의식적 경험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

과 피험자들은 자신들의 손이 직선을 그리지 않고 시각적 왜곡이 주어진 방향으로 

치우쳐 움직였다고 보고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실제 손의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졌

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의식적 보고를 할 수 없었다. 또한 피험자들은 자신들의 손이 

수행 초기에는 시각적 왜곡이 주어진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보고하였지만, 수행 후기

에는 그 치우침을 보상하기 위하여 시각적 왜곡이 주어진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기 위

해 노력하였다고 보고하였다.

(2) 지각운동수행의 운동학적 변인과 움직임 의식의 관련성

지각운동수행의 운동학적 변인들이 움직임 의식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

펴보기 위하여, 사전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실험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에 대한 분석 

계획을 수립하였다. 지각운동수행의 운동학적 변인은 시각 피드백의 궤적, 지각운동

수행시 손 움직임의 궤적, 움직임 의식 관련 변인은 손 움직임 방향에 관한 구두보고

와 동작 재현시 손 움직임의 궤적이다.

실험 1에 대한 분석 결과 지각운동과제 수행시 손의 움직임 방향에 관한 구두보

고는 지각운동과제 수행시 제공된 커서 움직임에 관한 시각적 피드백 정보를 바탕으

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2에 대한 분석 결과 수행 초기 지각운동과

제 수행시 손 움직임 방향에 관한 동작 재현은 수행 초기 지각운동과제 수행시 제공

된 커서 움직임에 관한 시각적 피드백 정보에 근거하여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리고, 수행 후기 지각운동과제 수행시 손의 최종적인 위치에 관한 동작 재현

은 수행 후기 지각운동과제 수행시 운동감각적 피드백 정보를 주로 활용하여 구성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98 -



2. 결론

우리는 일상적으로 자신의 움직임에 대한 의식을 가진다. 예를 들어 방금 전에 책

상 위의 컵을 들어올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경우, 우리는 그 동작이 어떤 형태로 이

루어졌는지 의식적으로 알 수 있으며, 그 움직임의 크기, 방향, 컵을 들어올리기 위

해 사용한 힘의 양, 신체 분절의 움직임 등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방금 수행한 동작

이 의식적인 노력을 많이 요구하는 과제인 경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의식은 더 명

료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컵을 들어올리는 동작에서 컵의 무게가 예상했던 것 보

다 가벼운 경우 우리는 컵을 들어올리기 위해 사용되는 힘의 크기를 즉각적으로 조

절하여 적절한 양의 힘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처럼 동작의 수행이 방해를 받거나 동

작의 형태가 변화하는 경우 우리는 움직임의 과정에 대해 더 세부적인 의식 내용을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의식은 운동수행 중 발생하는 감각정보를 바

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감각정보가 움직임에 

대한 의식 내용을 구성하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의심없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다

양한 감각정보의 측면들이 움직임에 관한 의식 내용을 형성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활

용되는지에 관해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왜곡이 주

어진 지각운동상황에서 지각운동과제의 수행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피험자에게 주어

진 시각 및 운동감각적 정보가 움직임에 관한 의식을 형성하는데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동작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감각정보들은 움직임에 관한 

의식 내용을 형성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된다.

둘째, 동작 수행의 초기 국면에서 동작에 관한 의식 내용은 시각적 정보에 주로 

의존하여 형성된다.

셋째, 동작에 관한 의식 내용에는 언어적으로 표현될 수 없으나 신체 움직임을 통

해 재현될 수 있는 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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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은 정확한 동작의 수행을 통해 움직임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 개인은 자신의 신체 움

직임에 관한 지식을 형성한다. 체육철학분야의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신체 움직임에 

관한 지식, 또는 체육적 앎이 체육학의 가장 본질적인 지식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이

러한 연구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정은 우리는 몸을 우리의 의지대로 움

직이고, 그 움직임의 결과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스포츠 및 체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모습에 잘 반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운동기술의 학습 초기에 학습자는 목표로 하는 동작을 수행하기 위

해 신체 분절의 움직임을 의식적으로 제어한다. 이때 학습자는 자신의 신체 움직임

에 대한 여러가지 감각 정보들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학습자는 일정한 형태의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며, 종종 운동 과제

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화된 운동수행이 나타나기도 한다. 우연히 나타난 최

적화된 운동수행을 목격한 지도자는 학습자에게 "지금 그 느낌"으로 계속 수행하라

고 독려한다. 그러면, 학습자는 "지금 그 느낌"에 대한 의식적 내용을 구성하고 그 느

낌을 지속적으로 가지기 위해 노력하며, 그 느낌과 다른 느낌을 가지게 되었을 경우 

그 차이를 바탕으로 다음 동작의 계획을 수정한다. 학습자가 가지게 되는 "지금 그 

느낌"은 시각, 청각, 자기수용감각 등의 감각기관으로부터 얻어진 감각정보를 바탕

으로 구성된다고 받아들여져 왔으며, 운동감각이 뛰어난 학습자는 그 느낌을 더 세

밀하게 관찰 할 수 있게되어 더 빠른 학습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져왔다.

반면 최근 인지과학 및 신경과학의 연구들은 학습자가 가지게 되는 주관적 의식 

경험이 반드시 감각기관으로부터 전달되는 실제 감각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것

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들은 스포츠 및 체육학 분야에서 의

심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러나, 인지과학 및 신경과학 분야의 연구가 인간의 움직임에 관한 의식적 앎에 관한 

의문을 해소해가고 있는 지금에도 체육학 분야에서 신체 움직임에 관한 의식적 경험

을 다룬 연구는 널리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신체 움직임에 관한 인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것이며, 의식적 수준에 도달한 신체 움직임에 관한 지식은 개

인이 수행한 몸의 움직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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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있지 않다. 신체의 움직임에 대한 깨달음, 움직임의 길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

되는 체육적 앎은 분명 몸의 움직임에 관한 의식적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움직임에 대한 의식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체육적 앎의 본질을 규

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단순한 뻗기 과제 수행시 나타나는 운동학적 변인의 일부 측면과 

움직임 의식의 관련성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접근은 실험적 통제와 분석의 용이함

을 보장하는 대신 복잡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의 움직임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어 

움직임의 의식을 충분히 탐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보다 복잡한 

움직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요구되며, 특히 신경과학적 방법론 및 계산론적 방법

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이 더 많이 이

루어진다면 체육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인 체육적 앎의 형성에 대한 진전된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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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 between Sensory 

Informations and the Consciousness 

of Action in Perceptual Motor 

Performance

Ryu, Jehkwang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 between sensory 

informations and the consciousness of action in perceptual motor 

performance. The feeling of being in control and of being the author of 

one's movements is an important aspect of bodily self-consciousness. 

During the voluntary motor performances the actor should experience  

physical phenomenon and sensory consequences about body 

movements. The consciousness of action can be constituted through the 

integration of informations from the central motor command and the 

peripheral sensory signals. Those experiences are the most important 

sources of the sense of agency and the belief of being the author of one’s 

movements.

To explore the relation between sensory informations and the 

consciousness of action in perceptual motor performance, ten heal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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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ults were recruited and were instructed to perform a visually guided 

reaching tasks. The task was to trace sagittal lines on a perceptual-motor 

experimental device. The hand was hidden by a mirror in which 

participants saw the lines projected on a computer monitor. In 

unperturbed trials the cursor seen in the mirror exactly corresponded to 

the participant’s hand. In perturbed trials a bias was introduced so that 

the cursor was deviated in one direction by experimental conditions. 

Subjects consistently compensated their hand in the opposite direction 

for producing a target trajectories. After each trial they were asked in 

which direction they thought their hand had moved. Data was processed 

and analyzed with customized computer software. 

In perturbed trials participants largely could not estimated the actual 

hand direction. In addition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verbal responses were determined by visual feedback during 

early and late phase of the reaching tasks. In a second session using the 

same experimental paradigm a motor response was asked for subjects to 

retrace their hand trajectory during each trial by drawing a line without 

visual information. Participants’ responses generally indicated a 

incorrect conscious monitoring of motor performance as well as verbal 

response. In addition the motor responses during late phase of the 

perceptual motor tasks largely reflected the kinesthetic feedback 

inform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normal subjects are not aware of 

signals generated by their own movement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ing :

First, Sensory informations which arises during performing motor 

tasks are important ingredients of consciousness of motor action.

Second, In early phase of reaching movement consciousness of action 

mostly rely on visual information.

Third, Consciousness of action include informations which can be 

presented by body movements whereas not be presented by verb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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