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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의 목표는 신경과학의 성공에 대한 환원주의와 비환원주의 간 논쟁을 

살펴보고 이것이 복수실현의 문제에 어떤 함의를 줄 수 있는지 고찰하는 것이다.

  환원주의에서는 신경과학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상향식 연구법으로서 

심리학적 연구법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베크텔과 

먼데일은 신경과학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복수실현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이들은 복수실현의 문제가 중대했다면 신경과학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실제로 신경과학의 수행방법과 그 성과들을 

검토하여 신경과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이고 심리적 기능은 

복수실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복수실현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심리 상태를 구분하는 기준에 비해 뇌 상태를 구분하는 

기준이 더 조밀하고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비환원주의에서는 (1) 신경과학과  심리학의 방법론적 자율성을 주장하며 

신경과학에서의 경험적 연구가 철학적 개념에 대해서 아무런 함의를 줄 수 없으며, 

또한 (2) 실제로 복수실현의 경험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대하여 나는 각각의 논증을 재반박함으로써 베크텔과 먼데일의 논증을 보완하고 

신경과학이 마음의 작동에 대해 어떻게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지 보이는 한편 

복수실현의 문제는 실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로 학문 간 자율성 논증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나는 신경과학이 

심리학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마음에 대해 연구해 왔으며  인지기능과 

뇌구조의 대응관계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을 보였다. 아이자와 등의  

비환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신경과학자들은 실제로 심리학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해부학적 지도를 해석한다. 이들은 단지 물리적 뇌활성 

반응에 따라 뇌를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기능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부학적 구조와 심리적 기능을 서로 대응시킨다. 또한 이들은 전추론과 역추론의 

방식으로 심신 대응관계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출할 수 있었다. 한편 신경과학의 

연구 결과는 심리학에 발견법적인 통찰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심리학적 연구 

방식에서 드러나지 않는 인지 기능의 차이가 신경과학적 연구 방식에서는 



드러나기도 한다. 이를 볼 때 심리학과 신경과학은 분리되기 어렵고, 상보적인 

방식으로 마음의 작동에 대해 해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나는 복수실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어떤 현상이 복수실현의 사례인지 검증하기 위해 샤피로가 제안한 기준을 

도입하였다. 피그도어 등의 비환원주의자들은 하나의 인지 기능에 여러 뇌 영역이 

대응되는 중첩 현상이 신경계에서 나타나는 복수실현의 경험적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첩 현상은 단지 복수실현인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진정한 

의미의 복수실현은 아니다. 중첩된 뇌 영역은 서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능을 수행하는 목적, 활동, 전략을 비교해보면 두 영역에서 수행되는 

인지 기능은 서로 같은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첩 현상은 진정한 

복수실현의 사례로 볼 수 없다.

  위의 논증을 통해 나는 신경과학이 심신 대응관계를 규명하는 경험적 접근법이 

될 수 있으며, 여기서 복수실현의 문제는 중대하지 않거나 실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주요어: 신경과학, 복수실현의 문제, 심리학의 자율성, 심신 유형동일론, 중첩성

학  번: 2011-2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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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신경과학(neuroscience)은 뇌를 포함한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발달을 다루는 

학문 분야이다. 뇌에서는 감각기관을 통해 수용된 정보를 처리해 행동으로 

출력하는 일이 일어난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정보가 뇌 속에 

담겨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경과학자들은 뇌의 각 부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를 처리하고 전달하는지 연구해왔다. 신경과학의 범위는 

세포수준에서 시냅스에서의 신경전달물질(neurotransmitter)의 활성을 연구하는 

미시적 단계에서부터 대뇌피질(cerebral cortex)이나 소뇌 등 각 기관의 기능을 

규명하고 지각과 기억과 같은 복잡한 신경메커니즘을 밝히는 단계까지 넓은 분야를 

포괄한다(Bickle 2009; Friston et al. 2010; Roskies 2010A). 여기서 우리는 

신경과학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접근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경과학은 인간의 지각 반응이나 행동을 통해 마음을 이해하는 심리학적 접근법과 

달리 마음을 실현시키는 물질적 기반을 규명함으로써 마음의 속성을 연구한다. 

다시 말해 심리학을 마음에 대한 하향식(top-down) 접근법으로, 신경과학을 

상향식(bottom-up) 접근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김영정 2002). 이런 점에서 볼 

때, 신경과학은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과 결합하여 심리학의 하향식 

접근방식을 보완하는 새로운 경험적 탐구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기지기도 한다. 

  물적 속성을 바탕으로 정신 상태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유효한가에 대해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다. 인간의 마음이 물적 속성들로 설명될 수 있다면 이것은 곧 마음이 

신체로 환원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반환원주의(anti-reductionism)에서는 마음이 물리적 존재자들과 어떻게도 

관계되지 않는다는 이원론적 입장에서 심신 환원을 반대한다(강진호 1996). 

이들은 마음이 물질적 기반에 의존한다는 물리주의도 거부한다. 반면 물리주의는 

수용하지만 마음이 신체로 환원된다는 것은 거부하는 

비환원주의(non-reductionism)도 있다(강진호 1996; McCauley 2006; Shapiro 

& Polger 2012). 일단 비환원주의자들은 마음이 뇌의 물리적 구조와 동일하며, 

신경과학이 그 물리적 구조를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들은 마음의 구조와 물리적 구조의 각 속성들은 다른 수준에서 발견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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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규칙성을 가지므로 상위 수준의 속성을 하위 수준의 속성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고 본다. 이들은 특정 정신 상태를 야기할 수 있는 물리적 상태의 속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한다는 점에서 심신환원을 거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환원주의자들은 정신 상태가 물리적 존재자들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심신 유형 동일성 논제(mind-body type identity thesis)에 

따라 어떤 물리 종이 그것과 대응되는 정신 종을 실현시키는 속성을 가진다면 물리 

종과 정신 종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McCauley 2006; Levin & Aharon 2011; 

Weiskopf 2011; Shapiro & Polger 2012). 예를 들어 ‘고통(pain)’이라는 

정신 종이 C-신경섬유의 활성이라는 물리 종과 유형-동일하다면, C-섬유의 

활성은 그것이 고통을 실현시키는 속성을 가진다(Putnam 1967; Fodor 1974). 

따라서 어떤 유기체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유기체는 또한 C-섬유에서의 활성을 

가진다. 반대로 어떤 유기체가 고통을 겪고 있지 않다면 그 유기체는 

C-섬유에서의 활성을 가지지 않는다. 

  심신 유형 동일성 논제와 대비했을 때, 비환원주의자들의 입장은 개별자 동일성 

논제(mind-brain token identity thesis)로 볼 수 있다(Levin & Aharon 2011; 

Weiskopf 2011; Shapiro & Polger 2012). 비환원주의에서 고통은 바로 그 순간 

그 고통을 야기하는 기저의 신경학적 상태와 동일하다. 그러나 이들은 고통을 

실현시키는 바로 그러한 신경학적 상태의 속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한다.  

  한편 심신 환원주의는 퍼트넘(H. Putnam)이 제기한 복수실현의 문제에 의해 큰 

타격을 받았다. 복수실현논제(multiple realization thesis)는 하나의 정신 상태가 

여러 물리적 상태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Putnam 1967). 만일 하나의 

정신 유형에 여러 개의 물리 유형이 대응될 수 있다면 두 유형 간에 동일성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퍼트넘은 복수실현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정신적 속성은 

물리적 속성들로 환원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퍼트남의 논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떤 심리상태 P가 있다고 할 때, P를 가질 수 있는 생물체에는 인간 

외에도 여러 종류의 생물종들이 있다. 즉 심리상태는 복수실현 된다.

(2) 만일 P를 가지는 생물체가 여러 종류 있다면, P를 실현시키는 단 하나의 

물리적 상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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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일 P가 서로 다른 생물체에서 서로 다른 물리상태에 의해 실현된다면, 

P는 어떠한 특정 물리상태와도 동일할 수 없다.

(결론) 어떠한 심리상태도 특정 물리상태와 동일하지 않다.

  개, 고양이, 문어, 원숭이, 그리고 인간은 모두 고통을 느낄 수 있지만 이들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도록 만드는 신경구조는 제각기 다르다. 심지어 같은 인간들 

사이에서도 뇌의 구조가 약간씩 다른 것을 고려하면 고통 상태를 실현시키는 

물리적 상태가 인간마다 다르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Putnam 1967). 이처럼 정신 

유형이 여러 물리상태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면 유형동일성 논제는 실패한다. 

왜냐하면 정신 유형의 각 개별자가 발생할 때, 반드시 그 정신 유형과 대응되는 

물리 유형에서 개별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Fodor 1974). 

  이처럼 복수실현논제는 환원주의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켰다. 비환원주의자들은 

복수실현논제를 통해 환원주의에 대해 반박하였다. 복수실현 문제로 인해 적어도 

심리학을 신경과학으로 환원하는 이론간 환원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루이스(D, Lewis)와 김재권은 심리학을 국소적 구조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으로 

환원시키는 영역특이적(domain-specific) 환원을 통해 복수실현 문제에 방어할 수 

있었다(Lewis 1969; 1972; Kim 1988; 1993). 영역특이적 환원에 따르면 

교량원리(bridge principle)도 국소적 영역에서 보장될 수 있다,

  한편 베크텔(W. Bechtel)과 먼데일(J. Mundale)은 실제 과학자들의 

수행으로부터 유형동일론에 대한 근거를 얻는다(Bechtel & Mundale 1999). 

그들은 신경과학의 성공이 복수실현 문제에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논증했다(이하 

B&M 논증이라고 한다). B&M 논증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제1) 만약 심리적 기능이 복수실현 된다면, 신경과학은 성공하지 못한다.

   (전제2) 실제로 신경과학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결론)   따라서 심리적 기능은 복수실현 되지 않는다.

  B&M 논증에 따르면 신경과학에서는 주로 원숭이나 토끼 등 포유류를 대상으로 

실험해왔고 그 결과는 종종 인간의 뇌를 해석하는데 성공적으로 이용되었다. 



- 4 -

이처럼 서로 다른 종간에 비교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들 종 사이 

신경메커니즘에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음을 보증하는 것이다. 만일 복수실현의 

문제가 그렇게 중대하다면, 원숭이의 뇌를 연구하는 것은 인간의 뇌 연구에 아무런 

함의를 주지 못했을 것이다. 베크텔과 먼데일은 신경과학이 인지과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배경을 분석하였다. 또한 그들은 복수실현의 

문제는 단지 인식론적인 오류로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논증했다.

  신경과학자들은 적어도 심리적 기능과 뇌활성 영역을 체계적으로 대응시킬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으며, 바로 그 대응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그들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Friston et al. 2010; Roskies 2010B; Sternberg 2011). 그런데 만일 

복수실현이 자연계에 만연한 현상이거나 비환원주의자들이 강조하는 만큼 중대한 

문제였다면 신경과학자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Bechtel & 

Mundale 1999). 따라서 비환원주의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복수실현이 실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경과학이 정신 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

  비환원주의에서는 신경과학의 성공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다. 신경과학은 

신경계의 해부학적 구조와 그 생리적 기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히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비환원주의자는 신경과학의 범위를 오직 물리적 

영역으로 제한하고, 하위 수준의 물리적 메커니즘이 상위 수준의 인지 기능에 

대해서 무언가 함축하는 바가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부정한다(Gillett 2003; 

Aizawa 2009; Levin & Aharon 2011; Weiskopf 2011). 예컨대 아이자와(K. 

Aizawa)와 질레트(C. Gillett)는 비환원주의의 입장에서 정신상태와 신경상태의 

이원론을 유지하면서 신경과학과 심리학을 방법론적으로 구분하고 하위 수준의 

이론이 상위 수준의 이론에 대해 어떠한 함의도 가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Gillett 

2003; Aizawa 2009; 2013).

  한편, 비환원주의자들은 신경계의 작동 과정 중에 이미 복수실현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피그도어(C. Figdor)는 뇌 기능의 중첩(degeneracy) 

현상이 바로 복수실현의 사례라고 주장하였다(Figdor 2010). 여기서 뇌 기능의 

중첩 현상은 여러 신경회로가 동일한 기능을 구현하는 현상을 의미한다(Noppeney 

et al. 2004). 만일 중첩 현상이 복수실현의 한 사례가 된다면 복수실현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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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는 신경과학이 성공할 수 없다는 B&M 논증의 전제를 비판해볼 수 

있다(Figdor 2010). 신경과학자들은 중첩 현상을 신경 과학의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Edelman & Gally 2001; Noppeney et al. 

2004). 만약 중첩 현상이 진정으로 뇌기능의 복수실현을 의미한다면 이는 

환원주의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베크텔과 먼데일의 논증을 옹호하며 비환원주의자들의 반박을 

물리칠 수 있는 논거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신경과학의 성공이 

의미하는 바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비환원주의자들은 신경과학의 범위를 

신경계의 물리적 구조로 축소시킴으로써 신경과학의 성과도 오직 신경계의 물리적 

수준을 해명하는데 그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나는 신경과학이 신경계의 

구조뿐만 아니라 마음과 인지기능도 포괄할 수 있는 학문이며 심신 대응관계를 

설명하는 경험적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중첩 현상에 

대해서, 나는 복수실현의 경험적 근거가 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중첩 현상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처럼 비환원주의의 주요한 두 가지 

주장을 반박함으로써 베크텔과 먼데일의 논증의 건전함을 증명하고 심리적 기능은 

복수실현 되지 않음을 보일 수 있다. 

  먼저 2장에서는 베크텔과 먼데일의 논증을 중심으로 그들이 신경과학의 성공을 

어떻게 해석했으며 또한 복수실현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인식적 오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3장과 4장에서는 B&M 논증에 대한 비환원주의자들의 반박 

논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3장에서는 복수실현의 문제와 

신경과학의 성공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아이자와의 논증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아이자와는 신경과학과 심리학이 방법론적으로 서로 독립되어 있는 자율적 

학문이므로, 신경과학은 심신 대응관계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는 여기서 심리학과 신경과학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학문으로서 

방법론적으로 분리되지 않으며, 또한 신경과학은 특정 인지 기능에 대응되는 신경 

모듈을 식별할 수 있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4장에서는 

중첩과 같은 다대일(many-to-one) 대응관계가 복수실현의 한 사례가 된다고 

주장한 피그도어의 논증에 대해 반박하고자 한다. 여기서 나는 샤피로의 논증에 

따라 진정한 복수실현의 사례가 무엇인지 고찰해보고 중첩은 진정한 복수실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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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5장에서는 선행 논증을 옹호하기 위해 실제 

경험적 사례를 분석한다. 여기서는 공감 능력에 대한 신경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이 

연구가 심리학 이론에 기여할 수 있는지 고찰하고 또한 공감 능력의 두 가지 

중첩된 시스템들을 복수실현의 사례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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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경과학의 성공과 복수실현 논제

  베크텔과 먼데일은 1999년 논문에서 신경과학의 성과들로부터 복수실현의 

문제가 실재하지 않음을 논증하였다(Bechtel et al. 1999). 그들의 논증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제1) 만약 심리적 기능이 복수실현 된다면, 신경과학은 성공하지 못한다.

   (전제2) 실제로 신경과학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결론)   따라서 심리적 기능은 복수실현 되지 않는다. 

  여기서 신경과학의 성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신경과학은 어떤 의미에서 성공을 거둔 것인가? 왜 복수실현이 일어나면 

신경과학은 성공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복수실현의 문제가 실재하지 않음에도 

어째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가? 본 장에서는 베크텔과 먼데일의 논증을 

분석하여 그들은 어떤 근거에서 신경과학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지, 그리고 

복수실현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에 대해 그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1. 신경과학의 성공이란?

  이 장에서는 베크텔과 먼데일의 논증에서 신경과학의 성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베크텔과 먼데일은 (1) 뇌구조의 기능적 국소화, (2) 

종간 비교 연구, (3) 마음에 대한 상향식 연구법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신경과학의 성공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1) 먼저 베크텔과 먼데일은 신경과학의 방법론이 뇌구조를 심리적 기능에 따라 

구분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음을 보였다. 이처럼 뇌영역을 심리적 기능에 따라 

구분하고 뇌(특히 대뇌피질)에서 특정 심리적 기능을 야기하는 해부학적 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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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하는 작업을 기능적 국소화(functional localization)라고 한다(Friston et al. 

2010). 기능적 국소화 작업은 국소적` 뇌영역이 특정 인지 기능의 수행에서 인과적 

역할을 한다고 전제한다. 즉, 특정 인지 기능을 수행할 때 뇌 전체가 균등하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뇌영역이 국소적으로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베크텔과 먼데일은 신경과학의 초기 연구에서부터 기능적 

국소화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보였다. 이들은 뇌 지도를 고안함으로써 뇌분류학의 

토대를 세운 브로드만(K. Brodmann)이 뇌를 분류함에 있어서 뇌의 각 영역이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고 전제하였음을 보였다(Bechtel & Mundale 1999). 

이후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에서 브로드만 뇌 지도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지만, 이 오류로 인해 브로드만의 전체 연구가 부정되었던 것은 

아니다. 과학자들은 뇌구조를 심리적 기능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는 브로드만의 

전제를 받아들이고 브로드만의 연구에서 발견된 결함들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그의 

연구를 발전시켜갔다. 결과적으로 브로드만 뇌지도는 신경과학에서 널리 

수용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베크텔과 먼데일은 이처럼 뇌를 

기능적으로 구분하려는 연구가 거부되지 않고 후대 과학자들에 의해 계승되어 

왔음을 근거로 하여 기능적 국소화 작업이 성공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베크텔과 먼데일은 기능적 국소화 작업에서 두 가지 신경과학 방법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논증하였다(Bechtel & Mundale 1999). 신경과학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방법론이란 바로 병변 연구와 뇌기능 영상 연구로, 이것들은 

뇌의 해부학적 영역과 심리적 기능을 서로 대응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이 두 가지 

방법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a. 병변 연구

  먼저 병변 연구는 특정 뇌부위의 활성을 저해하거나 또는 자극을 가했을 때 

심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에 장애가 있는지 측정하는 방법론으로서 

신경생리학(neurophysiology)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었다(Sternberg 2011; 

Machery 2012). 여기서는 심리적 기능이 복수실현 되지 않으며, 특정 

뇌영역에서의 손상은 누구에게서나 동일하게 특정 인지 기능의 장애를 야기하는 

것으로 전제된다(Bechtel & Mundale 1999). 그러나 병변 연구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 방법은 병변이 있는 특정 영역이 정상적 기능의 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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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는 것은 알려준다(Roskies 2010B; Sternberg 2011). 즉 병변 연구는 

특정 영역이 어떤 기능의 수행에서 필요조건이 된다는 것만 보여줄 뿐 

충분조건임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Bechtel & Mundale 1999; Wilkinson 

& Halligan 2004; Sternberg 2011). 병변 연구의 대안으로 뇌의 특정 부위에 

약한 전기적 자극을 가한 후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영향이 있는지 측정하는 

방법도 있다(Sternberg 2001; 2011). 이를 경두개 자기자극술(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TMS)이라고 한다. 경두개 자기자극술은 뇌의 일부 영역에 

자기장을 가하여 일시적으로 신경세포의 활성을 강화 또는 억제시키는 

기법이다(Sternberg 2001). 이런 기법을 통해 병변 연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b. 뇌기능 영상 연구

  뇌영역과 심리적 기능을 대응시키는데 더 큰 기여를 한 것은 뇌기능 영상 

연구이다. 뇌기능 영상 연구는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fMRI: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이나 양전자 방사 단층 영상(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과 같이 특정 인지 기능을 수행할 때 활성화되는 뇌영역을 

시각화하여 뇌의 구조를 드러내는 기법이다(Friston et al. 2010; Klein 2010; 

Machery 2012). 뇌의 특정 영역에서의 대사 속도 증가는 그 영역에서의 

뇌혈류량과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뇌기능 영상 연구를 통해 뇌혈류량을 

측정함으로써 인지 기능을 실행하는 중 그것이 신경 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Friston et al. 2010). 그러나 이 기법은 병변연구보다 

입증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결과의 유효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Henson 2006; Klein 2010; Machery 2012). 예를 들어 뇌기능 영상기법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영역은 정의할 수 있지만, 그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영역과 필요하지 않은 영역은 구분하지 못한다. 따라서 뇌기능 영상 연구는 

그것만으로는 해부학적 영역과 인지 기능 사이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며 

병변 연구나 심리학에서의 행동 연구와 같은 다른 증거들의 보완을 필요로 

한다(Wilkinson & Halligan 2004; Henson 2006; Kle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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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크텔과 먼데일은 이 두 가지 방법론이 뇌영역과 심리적 기능을 대응시키는 

완전한 방식은 아니지만 상호 보완을 통해 신경과학의 성공을 이끌어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방법론에서 뇌영역의 개체 간 공통성을 강조하게 되므로 

복수실현의 가능성은 극히 줄어든다고 주장한다(Bechtel & Mundale 1999). 

개인마다 뇌구조가 차이가 난다는 점은 퍼트남과 포더와 같은 비환원주의자들이 

심리적 기능이 복수실현 된다고 주장한 근거가 되었다(Putnam 1967; Fodor 

1974). 물론 뇌의 해부학적 구조는 개인마다 서로 같지 않고 약간의 변이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 과학자들의 수행에서는 이 변이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뇌 구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지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공통적 신경 메커니즘이 있다고 전제한다. 그리고 그들은 뇌 구조의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에 주목하며, 그 공통점을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주목적으로 

삼아왔다(Bechtel & Mundale 1999). 과학자들은 서로 다른 개인들의 뇌구조를 

중첩시켜 특정 인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국소적 영역들을 밝혀왔고 그 결과 

브로드만 뇌지도와 같이 개별적 뇌구조를 연구할 때 참조할 수 있는 공통적 

틀(atlas)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처럼 베크텔과 먼데일은 만일 개체 간 뇌구조의 

변이성이 매우 컸다면 이러한 뇌지도를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뇌영역의 개체 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증거가 또 있다. 뇌기능 영상 연구에서(특히 

PET에서)는 신호 대 잡음비(S/N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개체들의 뇌구조를 

스캔한 뒤 이것을 평균화하는 기법을 쓴다(Friston et al. 2010). 결과적으로 

평균화 기법은 개체 간 차이를 소거하게 된다. 그럼에도 뇌기능 영상이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은 뇌구조에 상당한 공통성이 있음을 함의하는 

것이며, 이것만 보아도 비환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뇌구조에서의 변이성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Bechtel & Mundale 1999).

  위의 논의들을 요약하면, 뇌영역을 심리적 기능에 따라 구분하기 위한 

신경과학의 방법들은 그동안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으며, 이 때 만일 

복수실현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 방법론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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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번째로 베크텔과 먼데일은 신경과학의 성공적 수행의 사례로 종 간 비교 

연구를 든다. 그들은 여기서도 (1)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종 간 비교 연구가 

역사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이며 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복수실현의 가능성이 배제됨을 논증하였다. 

  퍼트남은 사람, 원숭이, 문어, 토끼 등 여러 동물들이 상이한 뇌구조를 가짐에도 

같은 인지 기능을 실현할 수 있음을 복수실현의 사례라고 주장했다(Putnam 

1967). 그러나 베크텔과 먼데일은 퍼트남의 주장이 종 간의 차이점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하고, 실제 종 간 비교 연구는 두 종 사이의 공통점, 즉 

상동성(homology)을 더 강조한다는 것을 지적한다(Bechtel & Mundale 1999). 

구체적으로 페리에(D. Ferrier)의 연구를 보면, 그는 짧은 꼬리 원숭이나 비둘기에 

대해 행해진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도 적용하였다(Bechtel & Mundale 1999). 

물론 모든 동물이 공통적인 인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페리에는 

여러 종 사이에서 특정 반응을 규칙적으로 생성하는 영역을 기록하여 종 간 상동적 

구조를 해명하려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는 인간의 대뇌피질의 각 영역들이 

인지 기능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종 간 비교 연구는 신경생리학 분야에서 특히 활발히 이루어졌다. 

신경생리학에서는 보통 병변 연구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 방식은 인간에 대해 직접 

시행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원숭이나 토끼, 비둘기와 같은 동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 때 과학자들은 복수실현을 가설로서 기각하고 뇌 상태와 정신 상태 

사이에 복수실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Bechtel & Mundale 1999). 인지 

기능이 복수실현 된다면 서로 다른 종 사이에 뇌기능을 비교하는 연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며, 따라서 다른 포유류의 뇌를 연구하는 것은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것에 아무런 함의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종 간 비교 

연구는 빈번히 이루어졌다. 신경과학자들은 인간의 뇌기능 신경해부도를 다른 

동물들의 신경해부도와 비교 대조하여 인간 뇌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두 

종에서 인지 기능이 서로 다르게 실현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베크텔과 먼데일은 

주장한다. 

(3) 또한 베크텔과 먼데일은 신경과학의 상향식(bottom-up) 연구방식이 심리적 

기능의 이해에 유용하다는 점으로부터 복수실현이 일어나지 않음을 논증한다.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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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실현이 참이라면 신경과학은 심리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병변연구나 뇌영상 연구의 결과들은 심리학 연구에서 인지 모형에 대한 

발견법적 지침을 준다. 실제로 신경과학은 상향식 연구법으로서 인지 과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심리학에 대한 함의를 줄 수 있다. 

  이를 보이기 위해 베크텔과 먼데일은 시각 지각 과정 연구에 대한 사례를 들어 

서로 다른 심리적 과정으로 분해함에 있어서 신경과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보였다(Bechtel & Mundale 1999). 이 사례에서 베크텔과 먼데일은 인지 기능을 

이해함에 있어서 심리학과 신경과학이 상보적 역할을 함을 보인다. 즉 인지 기능에 

대한 연구는 뇌기능의 구조적 분류에 사용될 수 있으며, 반대로 뇌 분류학은 인지 

기능의 정보 처리 모형을 형성함에 있어서 발견법적 지침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종 간 시각 정보 처리 메커니즘 사이에 공통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있다는 전제에 의존하며 복수실현의 가능성을 배제한다. 

  또한 신경과학은 때때로 심리학의 행동 연구 방식으로 측정될 수 없는 심리 

기능에 대해 함축을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지과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어떤 

행위를 할 때 활성화되는 뇌영역을 관찰한 후, 특정 뇌영역에서의 활성으로부터 

인지 기능을 역추론하는 방식으로 신경과학의 성과들을 사용하기도 한다(Henson 

2005; Poldrack 2006). 역추론의 결과가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1) 

적어도 인지체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발견법적 통찰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논증을 

바탕으로 신경과학은 심리학에 발견법적 통찰을 줄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성과를 거두어왔음을 알 수 있다(Bechtel &  Mundale 1999). 

2.2. 복수실현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2.1절에서는 베크텔과 먼데일이 신경과학의 성과들을 근거로 하여 복수실현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논증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철학자들의 

직관에 복수실현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1) 3.2.2절에서 역추론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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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로 베크텔과 먼데일은 철학자들이 실제로 과학자들의 수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른 채 통속 심리학 수준의 직관에 근거하여 뇌영역이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직관적으로 인간의 뇌는 쥐의 뇌와 전혀 

다를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는 퍼트남 등의 심리철학들이 언어철학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다(Bechtel & Mundale 1999). 

전통적으로 언어 능력은 인간 고유의 것이며 인간의 뇌는 언어 능력의 발달을 위해 

다른 동물(특히 유인원)의 뇌보다 훨씬 복잡하고 특이하게 진화되어 온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쥐의 뇌는 인간의 뇌와 전혀 다를 것 같다는 

철학자들의 직관이 설명될 수 있다. 

  좀 더 중요한 지적은 뇌 상태와 심리 상태의 ‘입도(粒度: granularity)’에 대한 

것이다. 베크텔과 먼데일은 복수실현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심리 

상태와 뇌 상태의 입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Bechtel & 

Mundale 1999). 연구자들이 심리 상태와 뇌 상태를 규명할 때 서로 다른 

‘크기’의 분석틀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가루를 치는 체의 그물망의 크기가 

조밀하면 작은 입자 밖에 거르지 못하고 그물망이 성기면 큰 입자도 거를 수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크기의 그물망을 사용하면 서로 다른 입도의 가루가 걸러진다. 

베크텔과 먼데일은 심리 상태를 규명할 때는 성긴 그물망을 쓰고 뇌 상태를 구분할 

때는 세밀한 망을 쓰기 때문에 두 상태의 입도가 달라지고 따라서 어떤 심리 

상태에 복수의 물리적 상태가 대응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심리 

상태를 구분하는 기준이 뇌 상태를 구분하는 기준보다 다소 헐거워서 두 심리 종 

간의 기능적 차이가 크지 않다면 동일한 종인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만일 두 

상태를 구분하는 그물망의 크기가 동일하다면 복수실현은 덜 그럴듯하게 보일 

것이며 심리 상태와 뇌 상태 간의 일대일 대응이 보장될 것이다. 이처럼 베크텔과 

먼데일은 복수실현의 문제가 심리철학에서 중요한 논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배경에는 인식적 오류가 있음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베크텔과 먼데일은 심리 상태와 뇌 상태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그 

‘맥락’이 구체화되지 않을 때 복수실현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한다(Bechtel 

& Mundale 1999). 심리학과 신경과학에서 각각 정신 상태와 뇌 상태를 분류할 

때, 두 유형이 서로 같거나 다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것이 포함되는 맥락에서의 

같음 또는 다름이어야 한다. 즉 뇌 상태의 유형들은 그 인지 기능과 관련되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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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를 때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크텔과 먼데일이 언급한 내용만

으로는 맥락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대

해서는 샤피로의 논증을 참고할 때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진다. 샤피로에 따르면 뇌 

상태의 유형들은 심리 상태의 기능 종을 규정하는 목적, 활동, 가능성과 관련되는 

속성들에 의해 구분되어야 한다(Shapiro 2000). 즉, 심리 상태에서 기능의 차이가 

실현되는데 기여하는 속성만이 신경 상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다2). 이처럼 정신 상태와 뇌 상태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능과 관련되는 

맥락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심리 상태가 복수실현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Bechtel & Mundale 1999). 따라서 뇌 상태와 심리 상태 각각을 구분할 때 그 

기능과 관련되는 맥락을 사용함으로써 일대일 대응을 이룰 수 있다.

2.3. 결론

  이 장에서는 베크텔과 먼데일의 주요 논증에 대하여 정리했다. 베크텔과 먼데일

은 (1) 인지 기능에 따라 뇌구조를 국소화하는 작업이 가능했고 (2) 서로 다른 생

물 종 사이의 뇌를 비교하는 비교연구가 가능했으며 (3) 신경과학의 성과들이 심리

학에 함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신경과학이 성공하였음을 보였다. 만

약 복수실현의 문제가 만연하게 나타났다거나 과학자들이 복수실현의 전제를 수용

했다면 신경과학은 위와 같은 성과들을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 베크텔과 먼데일은 

복수실현의 문제가 우리 직관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심리 상태와 뇌 상태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분석틀을 사

용함으로써 하나의 심리 상태에 여러 뇌 상태가 대응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

이다. 이러한 논증 과정을 통해 베크텔과 먼데일은 복수실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

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음 장부터는 비환원주의자들이 베크텔과 먼데

일의 논증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해 재반박하고 베크텔과 먼데

일의 논증을 옹호하고자 한다.

2) 샤피로는 2008년 논문에서 무엇이 복수실현의 증거가 되는지 논하면서 베크텔과 먼데일이 이 부
분에 대해 미흡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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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과 4장에서는 베크텔과 먼데일의 논증에 대한 반박으로 비환원주의에서의 두 

가지 견해를 살펴보겠다. 먼저 3장에서 살펴볼 주장은 복수실현의 문제와 신경과학

의 성공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으로, 신경과학은 심리학과 방법론적

으로 서로 독립되어 있는 자율적 학문이며, 따라서 신경과학은 심신 대응관계에 대

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4장에서 복수실현의 문

제에도 불구하고 신경과학이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는 환

원주의와 비환원주의가 각자 진정한 복수실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차가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볼 때 우리는 (1) 신경과학이 심신 대응관계에 대한 경험

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또한 (2) 진정한 복수실현의 사례가 무엇인지 그 기

준을 제시함으로써 상기 반박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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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경과학과 심리학은 서로 독립적인 이론인가

  아이자와에 따르면 베크텔과 먼데일은 학문의 영역을 혼동하고 있다(Aizawa 

2009). 이들은 신경과학의 성과가 우리 마음의 구조를 해명하는 경험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기본적 전제에서 B&M 논증을 전개한다. 그러나 아이자와가 보기에는 

이러한 기본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으며, 이 전제로부터 도출된 B&M 논증의 

전제들도 건전하지 않다. 이에 따라 아이자와는 2009년 논문에서 B&M 논증의 

[전제1]과 [전제2]를 비판하였다. 본 장에서는 아이자와의 논증을 분석하고 그에 

대해 재반박한다. 

3.1. 학문 간 독립성 논증

  아이자와는 심신 비환원주의의 입장에서 신경과학의 성공과 철학적 문제를 

구분하고, 전자는 후자에 대해 어떠한 함의도 줄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Aizawa 

2009). 여기서 아이자와는 심리학과 신경과학은 둘 다 마음의 문제를 탐구하는 

학문이지만 각 학문이 주목하는 마음의 측면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심리학은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밝히는 반면 신경과학은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밝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심리학 연구는 마음이 어떤 인지 기능들로 

구성되며 또한 어떤 상황에서 그 기능이 야기되는지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신경과학은 그러한 인지 기능에 관여하는 메커니즘의 물리적 기반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물론 아이자와도 두 연구 주제는 겹치는 부분도 있고 연구 

수행에서 서로 통찰을 줄 수도 있는 측면도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고유의 방법론을 통해 수행되는 자율적인 학문이라는 것이다. 

  만일 아이자와의 주장이 옳다면 베크텔과 먼데일의 논증에서 [전제1: 만약 

심리적 기능이 복수실현 된다면, 신경과학은 성공하지 못한다]가 반박될 수 있다. 

[전제1]은 심리학과 신경과학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함축한다. 그러나 

아이자와는 두 학문이 서로 관련된다는 가정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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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1]도 건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제 아이자와의 주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각 학문의 자율성을 보이기 위해, 첫 번째로 아이자와는 심리학과 신경과학을 

방법론적으로 분리하고 심리학은 신경과학을 수행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Aizawa 2009). 물론 신경과학자들이 상위 수준의 인지 

기능과 그 기저의 해부학적 구조를 대응시키기 위해 심리학의 용어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아이자와도 인정한다. 예를 들어 신경과학자들은 기억(memory)과 

재인(recognition), 인출(retrieval) 등의 심리적 용어들을 기능적으로 엄밀히 

구분한다(Mandler 1980). 그러나 아이자와는 신경과학자들이 심리적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들이 심리적 기능을 연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뇌영역의 분류 체계(taxonomy)는 심리적 기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응자극에 따라 활성을 보이는 영역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아이자와에 

따르면 뇌영역은 기능이 아니라 활성 반응을 일으키는 해부학적 구조로만 

정의된다. 또한 과학자들의 목표도 심리학에서 밝혀진 심리적 기능을 해부학적 

영역과 서로 대응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의 심리적 기능이 여러 물리적 

신경 회로를 통해 구현될 수 있음을 주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하여 아이자와는 신경과학자들의 수행이 심리학과 방법론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아이자와는 [전제 2: 신경과학은 성공했다]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아이자와에 따르면 신경과학과 같은 경험적 연구로는 심리적 기능의 실현에 대해 

해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Aizawa 2009; Aizawa & Gillett 2011). 이를 논증하기 

위해 아이자와는 기능적 국소화와 실현이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Aizawa 2009). 먼저 기능적 국소화는 특정 기능 F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화되어 있는 해부학적 영역 R을 밝히는 작업이다. 즉 기능적 국소화는 어떤 

심리적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밝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형동일론에 따르면 심적 속성과 물적 속성은 유형적으로 동일한 관계에 있으므로 

우리는 기능 F를 수행할 때마다 영역 R에서의 활성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신경과학자들은 기능적 국소화 작업을 통해 뇌영역을 심리적 기능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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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아이자와는 심적 속성과 물적 속성이 서로 다른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단지 뇌기능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만으로 실현을 해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Aizawa 2009). 비환원주의자들은 실현되는 속성과 실현하는 속성이 

같은 수준에서 유래되는지 혹은 다른 수준에서 유래되는지에 따라 실현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이 때 두 속성이 같은 수준에서 유래되는 수준 내 실현을 

단층적 실현(flat realization), 두 속성이 서로 다른 수준에서 유래되는 수준 간 

실현을 차원적 실현(dimensional realization)로 구분할 수 있다(Gillette 2002). 

여기서 비환원주의자들은 심적 속성과 물적 속성은 존재론적으로 구별되는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이 두 속성 간의 실현은 차원적 실현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한다(Gillett 2002)3). 질레트에 따르면 환원주의자들은 심적 속성과 물적 

속성이 같은 수준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단층적 실현만 일어난다고 

전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환원주의에 따르면 각 수준에 

속하는 속성들은 다른 수준의 속성에서 발견될 수 없는 고유한 규칙성을 가지므로 

두 수준을 일대일로 대응시킬 수 있는 교량원리가 없다. 따라서 비환원주의자들은 

하위 수준에서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작업, 즉 기능적 국소화 작업을 통해 상위 

수준의 속성을 규명하지 못한다며 유형동일론자에 반박한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환원주의와 비환원주의에서는 심적 속성과 물적 속성의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전제를 가지므로 결과적으로 기능의 ‘실현’에 대해서도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환원주의에서는 실현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인과적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심리적 기능이 경험적 연구의 대상이 

3) 질레트는 단층적 실현에 논리적 오류가 있음을 지적한다. 단층적 실현은 오직 하나의 존재론적 차
원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실현되는 속성과 실현하는 속성은 동일한 사물(object)에 포함된다
(Gillett 2002). 이러한 측면은 김재권과 슈메이커의 저술에서도 확인된다. 김재권은 수준(level)
과 순차(order)를 구분하고 1차속성과 그것에 의해 실현되는 2차속성은 같은 수준에 속한다면 그
것들은 하나의 대상이 가지는 속성이라고 논증하였다(Kim 1998: 82) 슈메이커 또한 비슷한 논증
을 전개한다: X를 예화하는 속성이 Y를 예화하는 속성을 실현한다면 오직 그 경우에 X와 Y는 같
은 개체 내에서 예화된다(Shoemaker 1999: 297) 즉 2차속성과 그것의 실현자의 속성은 같은 
대상의 속성이다. 다이아몬드의 예를 보도록 하자. 다이아몬드는 단단함 H 라는 속성을 지니고, 다
이아몬드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들은 그것의 정렬상태에 대한 속성 A와 원자간 결합상태에 대한 
속성 B를 지닌다. 여기서 다이아몬드의 H는 탄소원자의 A나 B와 같은 속성과 같지 않다. 왜냐하
면 H는 A와 B와 다른 인과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즉 H는 다이아몬드가 유리를 자를 수 있는 힘
에 기여하는 반면, A와 B는 탄소 원자가 특정 공간적 배열을 하도록 하는 힘에 기여한다. 또한 탄
소원자의 속성 A, B가 야기하는 인과적 힘은 결국 다이아몬드의 강도 H의 인과적 힘을 야기하므
로 H는 A와 B에 의해 실현되는 2차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H는 A, B와 같은 대상에
서 예화되는 속성이 아니다. 다이아몬드와 탄소원자는 서로 다른 수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
서 김재권과 슈메이커의 단층적 실현은 중대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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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비환원주의에서는 두 속성 사이의 교량원리를 밝히지 

않는 한 뇌기능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만으로 심리적 기능을 추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때, 만일 아이자와의 주장대로 기능적 

국소화와 실현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경험적 연구는 기능의 실현에 대해 아무런 

함의도 가질 수 없다면, 기능적 국소화를 바탕으로 신경과학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베크텔과 먼데일의 주장도 효력을 잃게 되고 따라서 [전제2]가 거부될 수 있다.

  아이자와는 비환원주의에 입각하여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영역을 구분함으로써 

B&M 논증의 두 전제의 건전성을 비판하였다. 그는 심적 속성과 물적 속성을 

구분함으로써 심리학과 신경과학이 방법론적으로 독립적임을 보이는 한편,  

신경과학은 심리적 기능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신경과학의 수행은 복수실현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함의도 줄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이에 대해 다음 절에서 아이자와가 신경과학의 수행 

과정을 정당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그의 주장을 반박하도록 하겠다.

3.2. 학문 간 독립성 논증에 대한 반박

  본 장에서는 3.1절에서 논의된 아이자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1) 신경과학은 

심리학과 방법론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그리고 2) 물적 속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로부터 심적 속성을 해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2.1. 신경과학과 심리학은 방법론적으로 독립적인가

  만약 아이자와의 주장대로 두 학문이 방법론적으로 구분된다면, 신경과학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아이자와는 신경과학에서 해명되는 것은 

해부학적 구조와 그 기능일 뿐이며 과학자들도 뇌영역을 물리적 활성에 따라 

구획할 뿐 인지 기능에 따라 구획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Aizawa 2009). 

그러나 단지 해부학적 영역으로만 뇌를 구획해서는 신경과학이 성공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두 학문이 방법론적으로 구분된다면 신경과학은 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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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며, 또한 실제로도 신경과학의 수행 과정에서 심리학의 

성과들이 반영되어 왔음을 보이도록 하겠다. 

  먼저 과학자들이 뇌를 그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조직화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과학자들이 특정 인지 기능에 대응되는 뇌의 국소적 영역을 밝히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일단 신경과정과 같이 인과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것을 

모듈로 분해할 수 있다(Mahon & Cantlon 2011). 모듈이란 독립적이며 구별되는 

기능을 가지는 하위 과정을 의미한다(Roskies 2010B; Sternberg 2011). 모듈 

개념 사용의 타당성은 진화학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 모듈성은 적응적 압력 

하에서 뇌의 연결망을 최적화하는 특징이기 때문이다(Friston & Price 2011). 

만일 뇌가 모듈성을 가진다면 뇌의 기능적 분리가능성(dissociability)도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신경과학자들은 모듈 개념을 사용해 기능적 국소화 작업을 

시행하며 인지과정과 신경과정을 서로 대응시킨다. 

  여기서 모듈이 국소적 영역에 연속적으로 위치한다고 전제할 필요는 없다. 

공간적으로 서로 떨어진 영역도 모듈로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활성영역의 

공간적 위치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영역들 사이의 관계다. 어떤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은 그 영역이 작동하는 맥락, 즉 다른 영역에서의 활성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경모듈은 구조적 모듈이라기보다는 관계적 모듈로 볼 수 있다(장대익 

2005). 신경 모듈이 관계적 모듈이라는 관점에서 신경모듈을 조직화하는 작업은 

영역 분리(dissociation)와 영역 통합(association)의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진다(McIntosh 2004). 영역 분리는 특정 인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활성화되는 영역을 국소화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영역 분리 작업을 기능적 국소화 

작업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기능적 국소화 작업은 어떤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되는 영역들의 전체적 관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영역 분리 작업은 

단지 그 전체 과정에 속하는 일부 요소의 해부학적 위치만을 드러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뇌영역이 작동되는 전체 맥락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영역 통합 작업이 필요하다. 영역 통합 작업은 국소화된 영역 

사이에 시간적으로 또는 인과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히고 그 인지작업의 

연산이 일어나는 전체 과정을 보이는 작업이다(McIntosh 2004). 특히 fMRI와 

같은 신경영상기법은 뇌의 전체 면적에 대해,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뇌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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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일 수 있다4)는 점에서 중요한 영역 통합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Henson 2011). 이처럼 신경과학이 성공하게 된 배경에는 영역 분리 

작업뿐만 아니라 신경모듈을 조직화하기 위한 영역 통합 작업의 기여가 컸다. 

  그렇다면 신경과학에서 모듈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가? 신경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이자와의 주장처럼 물리적인 영역에 따라 모듈을 정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옵 드 빅(H.P.Op de Beek)은 어떤 자극에 대해 특정 영역군이 

선택적으로 반응하고 그 영역의 경계에 분명한 불연속성이 있을 때 그 영역을 

모듈로 정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Op de Beek et al 2008). 

  그러나 모듈을 해부학적 영역으로만 정의하는 것에는 문제점이 있다. 

뇌활성만으로 특정 모듈이 인지 기능을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정 인지 기능을 수행할 때 어떤 영역이 물리적 활성을 보인다는 

것만으로 그 영역의 활성이 특정 인지 기능의 수행을 위한 필요조건 또는 

충분조건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인지 기능과 그것의 기반이 되는 해부학적 영역은 

서로 일대일(one-to-one)로만 대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경 과정에서 

다대일(many-to-one) 또는 일대다(one-to-many) 대응이 종종 발견된다는 

사실은 신경과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다(Noppeney et al. 2004; 

Edelman et al. 2001). 여기서 일대다 대응과 다대일 대응은 각각 뇌구조의 

중첩성(degeneracy)과 다중발현성(pluripotentiality)으로 나타난다. 이 때 

중첩성은 동일한 인지 기능이 구조적으로 상이한 신경 과정을 통해 야기될 수 있는 

다대일 대응을 의미하며5), 다중발현성은 하나의 국소적 영역이 여러 인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관여하는 일대다 대응을 의미한다. 이처럼 해부학적 영역과 그 기능 

사이에는 다대일 또는 일대다의 대응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과학자들은 

해부학적으로 영역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인지 기능에서 차이를 야기하는 뇌활성 

영역을 규정할 수 없다.

4) 뇌영상 기법을 통해 신경모듈 간 상호작용에 대한 인지모형을 설계하는 예를 살펴보자. 인지과정
의 모듈 모형으로는 단계(stage) 모형과 폭포(cascade) 모형이 있다. 단계 모형에서는 선행된 모
듈에서의 작업이 완료된 이후 후행하는 모듈이 활성화되지만, 폭포 모형에서는 선행 모듈의 작업
이 완료되기 전에 후행 모듈이 활성화된다. 이것은 병변 연구나 행동 연구보다 뇌영상 기법을 통
해 잘 보여 질 수 있다. 이처럼 시간에 따른 모듈의 활성 순서를 측정함에 있어서 fMRI 연구가 유
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Colheart 2011).

5) 중첩성은 한 개인 내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여러 개인 사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해 
동일한 인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마다 서로 다른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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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fMRI를 이용해 특정 인지 기능을 수행할 때의 뇌활성 패턴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이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활성을 

보이는 뇌영역의 해부학적 구조를 지도로 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지 기능과 뇌활성 영역의 해부학적 지도가 일대일로 대응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만일 그렇다고 주장하는 과학자가 있다면 그의 연구는 

소박하고 미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신경과학자들은 이 기능은 여러 

신경 과정들로 중첩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만일 이 

기능을 수행함에 충분한 개별 모듈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뇌활성영상에서 이 인지 기능에 대응되는 여러 모듈들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인지 기능과 일대일로 대응되는 신경모듈을 찾기 

위해서는, 전체 활성 영역을 각각의 모듈로 구분하기 위한 추가실험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뇌활성영역의 해부학적 지도와 인지 

기능이 일대일로 대응된다는 주장은 매우 소박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신경과학자들은 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그들 연구에 적극 

반영하여 뇌구조를 해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예로 재인 기억(recognition 

memory)에 대해 살펴보자. 재인 기억은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판단 능력을 

의미한다(Mandler 1980). fMRI 연구에서는 시험자에게 적절한 과제를 주고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뇌활성의 변화가 나타나는 영역을 관찰할 수 있으며, 그 

영역에서의 활성은 적어도 재인 기능을 위한 충분조건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인 기억이 다른 개별적 인지 기능들로 중첩되어 있을 가능성은 없는가? 

일단 심리학에서는 재인 기억을 구성하는 인지 기능으로 회상(recognition)능력과 

낯익음 판단(familiarity) 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Trigg & Kalish 2011; 

Kalish et al. 2012). 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모형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다. 

  첫 번째 모형은 재인 기억이 회상 능력과 낯익음 판단 능력으로 중첩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재인 기억은 고유한 신경 모듈을 통해 실현되는 단일 

과정(single process)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인 기억은 회상 능력을 실현하는 

신경 모듈 또는 낯익음 판단 능력을 실현하는 신경 모듈 중 하나만 작동해도 

실현될 수 있지만 뇌활성 패턴에서는 두 신경과정이 중첩되어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모형은 재인 기억이 두 가지 인지 기능으로 구성되는 이중 

과정(dual-process)일 가능성이다. 회상 능력 모듈과 낯익음 판단 능력 모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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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 기억 기능의 하위 모듈들로서, 하나라도 작동하지 않으면 재인 기억도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재인 기억에 대한 두 모형 중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인 기억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재인 

기억과 회상 능력, 낯익음 판단 능력을 구분할 수 있는 행동 측정 실험을 먼저 

설계해야 하는 것이다. 세 가지 인지 기능이 행동적으로 구분 가능할 때, 각각에 

대한 뇌활성 영상을 얻고 그 이미지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신경과학자들은 특정 인지 기능을 국소화하는 작업에서 단지 해부학적 뇌활성 

영역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반영해 그 기능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뇌영역을 모듈로 분해하기 위해서는 단지 물리적 

활성만을 관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인지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론을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인지 기능과 신경모듈 각각에 대한 기능적 위계 서열이 

있어, 해부학적 구조에 그 기능을 대응시킬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Poldrack 2006; Henson 2005). 그러나 이것이 상향식 분석법이 하향식 

분석법보다 인식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두 

연구방식은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떤 경우 상향식 연구법은 

인지 기능의 구조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하향식 분석법에서의 

행동 측정 방식이 모든 인지 기능을 구분해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Wilkinson&Halligan 2004). 예를 들어 행동 연구에서는 변별되는 

차이를 유발하지 않는 두 가지 인지 기능이, 뇌활성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런 경우 우리는 두 인지 기능이 서로 구분되는 것일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신경과학의 수행 과정에 심리학 이론이 적극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뇌영역의 구조가 물리적 활성 반응을 일으키는 

해부학적 구조로만 정의된다는 아이자와의 주장도 건전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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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심신 대응관계는 경험적으로 추적될 수 있는가

  3.1절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비환원주의자들은 물적 속성과 심적 속성이 서로 

다른 수준에 속하므로, 물적 속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로부터 심적 속성을 규명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아이자와에 따르면 신경과학이 밝혀낸 것은 신경계의 

해부학적 구조와 그 생리적 기능일 뿐, 상위 수준의 인지적 기능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Aizawa 2009). 아이자와는 이러한 논거를 근거로 

하여 신경과학과 같은 경험적 연구는 심신 대응 관계에 대해 아무런 함의도 주지 

못하며 따라서 복수실현의 문제와 신경과학의 성공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신경과학자들은 인지 기능과 신경 모듈의 관계를 추론하기 위해 

전추론(forward inference)과 역추론(reverse inference)을 사용하였다(Henson 

2005). 여기서 전추론은 상위 수준의 이론으로부터 하위 수준에서의 해부학적 

뇌영역의 역할을 추론하는 것이며6), 반대로 역추론은 하위 수준의 이론으로부터 

과제의 수행에 특정 인지 기능이 관련됨을 추론하는 것이다7). 이러한 추론 방식은 

6) 전추론은 하향식 분석법에서 뇌활성의 패턴 차이로부터 그 영역이 특정 인지기능을 수행함을 추
론하는 과정이다. 전추론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시험기법은 감산법(subtraction method)로, 
두피에 전극을 부착시키고 과제 수행 시 걸리는 시간차를 측정하는 행동연구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Donders 1867;1969). 실험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과제, T1과 T2를 수행하게 된다. 이 때 T1
은 서로 구분되는 인지 기능 A와 B를 포함하고 있으며 T2는 A만 포함하고 B는 포함하지 않도록 
잘 설계되어 있다. 만일 T1과 T2를 수행할 때 뇌활성 패턴(R1-R2)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면 이 
차이는 인지기능 B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뇌영역(R1-R2)에서의 활성은 인지기능 B
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조건임을 추론할 수 있다. 전추론의 전제는 약한 편이다. 이 추론 과정은 같
은 심리적 기능은 서로 다른 뇌활성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만 있으면 성립될 수 있다
(Henson 2005). 따라서 심신대응관계는 반드시 일대일 대응일 필요는 없으며 일대다 대응이나 
다대일 대응일 때도 가능하다.

7) 역추론은 특정 뇌영역의 활성으로부터 인지기능을 추론하는 상향식 분석법이다. 역추론은 다음의 
추론 과정을 따른다(Poldrack 2006).
(1) 과제 T를 수행할 때 뇌의 R 영역이 특이적으로 활성화되었다.
(2) 다른 연구에서 인지기능 X가 관련될 때 R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3) 따라서 R의 활성을 통해 과제 T가 인지기능 X와 관련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역추론이 타당해지기 위해서는 영역 R이 모든 상황에서 기능 X와 관련될 때만, 그리고 
오직 그 때만 활성화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Poldrack 2006). 즉, 기능과 영역사이에 
일대일 대응이 전제될 때만 역추론은 연역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보이
고자 하는 것은 역추론의 논리적 타당성이 아니라 그것의 설명력이다. 역추론이 타당하
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하위 수준 이론이 상위 수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인지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
이 더 중요하며, 이런 의미에서 역추론은 인지 과정 기저의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사
실을 발견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즉 역추론은 귀추적 추론으로서 타당성을 가질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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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모듈론을 전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환원주의자들은 모듈론의 

가정들을 비판하며 신경과학자들이 제시하는 증거들이 모듈론을 입증하기에는 

증거력이 약하다고 비판했다(Van Orden & Paap 1997).

  비환원주의자들의 주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비환원주의자들은 

모듈론에서의 단순 삽입 전제(pure insertion assumption)를 비판하며 뇌영역을 

기능에 따라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Van orden & Paap 1997; Aizawa 

2009; Figdor 2010). 단순 삽입 전제는 각 인지 기능을 수행하는 뇌영역이 서로 

독립되어 있으며 뇌활성 신호나 반응시간에서 합법칙의 관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Sternberg 2001). 예컨대 과제 T가 여러 인지 기능 A1, A2, ..., An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과제 T를 수행하는 동안 뇌영역에서 나타나는 활성 

R은 각 인지 기능 A1, A2, ..., An에 대응되는 영역들(r1, r2, ..., rn)의 

총합(R=r1+r2+...+rn)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과제 T가 인지 기능 A1, A2, 

..., An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활성영역 R도 각각의 인지 기능 A1, A2, 

..., An에 대응되는 세부 영역들(r1, r2, ..., rn)로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뇌영상 

연구나 병변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순 삽입 전제를 바탕으로 한 감산법이 주로 

시행되어 왔다. 감산법(subtraction method)에서는 인지 기능 A와 B를 포함하는 

과제 T1과 인지 기능 B만을 포함하는 과제 T2를 시행한 후 뇌활성영역을 

비교하여 그 활성영역의 차이(R1-R2)만큼의 영역이 인지 기능 A와 선택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을 추론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모듈론에서는 

뇌영역과 인지 기능이 서로 대응될 수 있으며 또한 뇌영역을 기능적으로 전문화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반면 비환원주의에서는 뇌영역을 기능에 따라 분해할 수 없다고 전제하며 

신경과학에서의 감산법을 비판한다. 일단 단순 삽입 전제는 뇌구조의 비선형성이나 

네트워크 형태를 보았을 때 정당화되기 힘들다는 것이다(Van Orden & Paap 

1997). 그들에 따르면 모듈론자들은 뇌를 피드백(feed-back)이 없는 

피드포워드(feed-forward) 시스템으로 전제하는 오류를 범했다(Van Orden & 

Paap 1997; Roskies 2010B). 예를 들어 실험자들이 관찰하고자 하는 영역은 

기능의 수행에 따른 직접적 결과로서가 아니라, 피드백 작용에 따라 다른 영역의 

활성에 매개되어 활성화될 수 있다(Van Orden & Paap 1997; Roskies 2010B). 

또한 한 과제에 포함되는 여러 인지 기능들이 동일한 영역을 중복하여 포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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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 경우 중복되는 영역은 각 기능의 수행에서 기여하는 바가 다를 수 

있으며, 특정 인지 기능의 수행이 뇌영역의 배열을 바꾸거나 파괴하여 다른 인지 

기능의 수행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Hanson et al. 2010). 어떤 신경 과정은 특정 

정도까지는 자극을 받아도 활성을 보이지 않다가 임계점 이상의 자극에서 비로소 

활성을 나타내기도 하며, 자극의 정도에 따라 활성 경로가 달라지기도 

한다(Logothetis 2008). 

  분명, 뇌구조의 비선형성은 실험결과의 해석을 복잡하게 하고 감산법의 사용을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뇌영역과 인지 기능의 대응을 

해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신경과학자들은 감산법을 사용할 때 과제에 포함되는 인지기능들이 서로 

독립적이며 상호작용이 없도록 과제를 설계함으로써 뇌의 비선형성에서 비롯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신경과학자들은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과제에 포함된 

인지 기능들 간에 서로 교차작용이 없는지 테스트하여 단순 삽입 전제가 

만족되는지 먼저 확인한 후 감산법을 적용해야 한다. 뇌에서 일어나는 피드백 작용 

또한 감산법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단일 실험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삼각 실험(triangulation)을 통해 피드포워드에 의한 활성과 피드백에 의한 

활성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Roskies 2010B).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비환원주의자들은 단지 수준 간 대응이 설명하기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각 

수준이 원천적으로 서로 대응될 수 없음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비환원주의에서 수준 간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상위 수준과 하위 

수준 각각에서 서로 분류하는 원리가 다르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Fodor 1974; 

김영정 2002). 이들은 각 수준이 사물을 분류하는 고유한 기준을 가지므로 심적 

기능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된 분류체계를 신경생리학적 현상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두 수준은 서로 

통약불가능(incommensurable)한 분류체계이며 두 수준을 연결할 수 있는 

교량원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물을 분류하는 원리가 다르다고 해서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위의 주장에서 비환원주의자들은 모듈론의 전제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모듈론자들 또한 뇌영역이 해부학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으며 모듈 간 경계에 어느 정도의 변이성이 있으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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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한다(Shapiro & Polger 2012). 또한 모듈론자들도 심리학과 신경과학 사이에 

네이글 식의 이론 간 환원(Nagelian Reduction)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Klein 2009; Shapiro & Polger 2012). 즉 심적 속성과 물적 속성을 

일대일로 대응시켜줄 수 있는 교량 원리의 존재에 대해서는 모듈론자들 또한 

회의적인 것이다. 샤피로는 심적 속성과 물적 속성을 대응시키기 위해 교량원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Shapiro & Polger 2012). 그에 따르면 

상위 이론을 하위 이론으로 환원시키는 일반적 환원은 불가능 하지만, 국소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적 환원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루이스와 김재권의 

국소적 환원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김재권 또한 심리학을 신경과학으로 

일반적으로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특정 인지 기능을 주어진 구조의 물리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으로 국소적 환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Kim 

1993). 여기서는 일반적 환원을 가능하게 하는 교량원리 대신 국소적 환원이 

이루어지는 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구조 특이적 교량원리가 존재하게 된다. 

  그렇다면 상위 수준의 인지 기능과 하위 수준의 뇌영역은 어떻게 대응될 수 

있는가? 모듈론에서는 두 수준의 대응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가? 특정 

인지 기능에 대응될 수 있는 신경모듈을 어떻게 식별해낼 수 있는가?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모듈은 그것 하나만 단일하게 정의될 수 없고 여러 

모듈들과의 비교를 통해 정의된다는 점이다. 신경과학에서 모듈을 정의하는 과정을 

보자. 과학자들은 단순히 어떤 기능을 수행할 때 활성화되는 뇌영역을 관찰하여  

두 수준이 대응된다고 결론내리지 않는다. 두 수준이 대응되기 위해서는 그 인지 

기능에 대해 특정 영역이 다른 영역과 비교했을 때 ‘더’ 관련된다는 증거를 

추가로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 특정 모듈 R이 특정 인지 기능 X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듈과 비교하여 그 기능 X와 ‘선택적’으로 관련된다는 증거가 

있을 때, 모듈 R은 인지 기능 X와 대응된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신경과학의 수행은 한 모듈을 다른 모듈과 비교하여 특정 인지 기능에 더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예컨대 병변 연구는 특정 신경 

모듈에 손상이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인지 기능의 수행에 장애를 

보이는지 실험하여 신경 모듈과 인지 기능을 대응시킨다. 신경 모듈 R에 병변이 

있을 경우 인지 기능 X의 수행에 장애를 겪는다면 이 모듈은 다른 모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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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서 인지 기능 X와 더 관련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모듈들은 이 인지 

기능의 수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특정 모듈이 기능 X와  

선택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대개 과학자들은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영역 R의 선택성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영역 R이 아직 연구되지 않은 인지 기능과 관련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뇌영상 연구는 병변 연구에 비해 증거로서의 인식론적 

가치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Klein 2010; Machery 2012). 뇌영상 연구는 

특정 인지 기능과 관련되는 모듈을 선별해낼 수는 있지만 그 모듈이 다른 모듈에 

비해 인지 기능과 더 관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위에서 본 것처럼 뇌구조의 비선형성과 피드백 시스템 때문에 각각의 

모듈이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모듈임을 규명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스턴버그는 모듈을 식별하는 기준으로 ‘분리된 

조정가능성(separate modifiability)’을 제시했다(Sternberg 2001). 그는 신경 

모듈 A를 다른 신경 모듈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신경 모듈 A만을 독립적으로 

변화시켜 특정 인지 기능의 수행에서 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야만 하며, 바로 이 때 

신경 모듈 A가 기능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신경 모듈 

A와 B에 선별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 F와 G가 있다고 하자. 신경과학자들은 

실험 수행에서 요인 F와 요인 G를 통제할 수 있다. 이 때 모듈 A는 요인 G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지만 요인 F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반면, 모듈 B는 요인 F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지만 요인 G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 경우 신경 모듈 A는 

요인 F에 의해 독립적으로 조정가능하며 또한 신경 모듈 B는 요인 G에 의해 

독립적으로 조정가능하다. 이제 신경과학자들은 이러한 특이적 요인 F와 G를 찾고 

이를 실험 조정 요인으로 삼아 모듈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스턴버그는 이와 

같이 모듈 A와 B를 독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때 모듈 A와 B는 각각 기능적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tenberg 2001). 그는 이러한 모듈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단순삽입전제와 같은 엄격한 전제 없이도 신경모듈과 인지기능을 

대응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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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결론

  이 장에서는 아이자와의 반박을 중심으로 그의 논증을 분석하고 재반박하였다. 

아이자와는 신경과학으로부터 심리학을 분리하여, 심리학이 방법론적으로 자율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그는 신경과학에서 뇌영역이 해부학적으로만 

구분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것은 실제 신경과학자들의 수행과 어긋난다. 실제로 

신경과학자들은 심리학 이론을 적극 받아들여 해부학적 지도를 해석하므로 

신경과학은 심리학과 방법론적으로 분리되기 어렵다. 한편 신경과학의 연구 결과는 

심리학에 발견법적인 통찰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심리학적 연구 방식에서 

드러나지 않는 인지 기능의 차이가 신경과학적 연구 방식에서는 드러나기도 한다. 

이를 볼 때 심리학과 신경과학은 상보적인 방식으로 마음의 작동에 대해 해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아이자와는 심신 대응관계는 경험적으로 규명될 수 없으므로 

신경과학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B&M 논증의 두 번째 전제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나 신경과학자들은 전추론과 역추론의 방식으로 인지 기능과 신경 모듈의 

대응관계를 추론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비환원주의자는 이 추론방식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심적 속성과 물적 속성을 연결할 수 있는 교량원리가 없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심신 대응관계를 밝히기 위해 엄격한 의미의 교량원리가 

요구되진 않으며, 특정 인지 기능과 비교적으로 더 관련되는 영역을 구분하는 

것으로 신경모듈과 인지 기능을 대응시킬 수 있다. 신경과학자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심신 대응관계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고 신경과학의 성공을 

이끌어왔다. 이처럼 신경과학을 통해 심신 대응관계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은 B&M 

논증에서도 보인 바와 같이, 복수실현의 문제가 그다지 중대하지 않음을 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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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수실현에 대한 경험적 증거

  비환원주의자들은 실제로 신경과학에서 복수실현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보임으로써 B&M 논증의 [전제1]을 부정하고 베크텔과 먼데일의 논증을 물리칠 수 

있다. 즉 베크텔과 먼데일이 전제하는 것과는 달리 신경과학에서는 실제로 

복수실현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Aizawa 2009; Figdor 2010; Levin & 

Aharon 2011). 비환원주의자들은 실제로 복수실현이 신경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며 복수실현이 체계적 대응관계가 있는 시스템에서도 성립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실제로 복수실현이 일어난다는 경험적 증거가 있다면, 이는 환원주의에 가장 

중대한 반박이 될 것이다. 중첩 현상이 그러한 경험적 사례가 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중첩이 복수실현의 경험적 증거가 된다는 비환원주의의 주장을 검토하고, 

이에 반박하기 위해 진정한 복수실현의 사례가 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4.1. 중첩(degeneracy) 현상

  복수실현의 경험적 증거로서 비환원주의자들은 인지 기능의 중첩(degeneracy) 

현상을 제시한다(Figdor 2010; Levin & Aharon 2011). 중첩은 서로 다른 

생물학적 구조가 같은 기능을 수행하거나 같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Edelman & Gally 2001; Noppeney et al. 2004). 일반적으로 

중첩현상은 유전자 시스템과 면역 시스템에서는 잘 알려진 특징으로, 분자 

수준에서부터 뇌의 신경구조까지 여러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코돈 배열이 같은 아미노산을 암호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 것을 중첩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에델만은 신경계에서도 중첩 현상이 관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Edelman & Gally 2001). 이때의 중첩은 특정 인지 기능이 

구조적으로 다른 여러 신경 모듈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Henson 

2005; Friston & Price 2011B; Levin & Ahar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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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기능의 중첩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먼저 한 개체의 신경계 

내에서 중첩현상을 볼 수 있다. 동일한 인지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한 신경모듈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복잡한 인지 기능일수록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방식이 여러 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Noppeney et al. 2004). 예를 들어 

험프리(G.W. Humphreys)는 행위 인출(action retrieval) 기능이 여러 가지 신경 

모듈에 의해 중첩되었음을 보였다(Rumiati & Humphreys 1998). 행위 인출 

기능은 우리가 어떤 사태를 접한 뒤 반응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때 우리는 

대상을 보고 장기기억에서 관련된 정보를 탐색한 후 반응하는 식으로 간접적 

방식(의미처리모듈)에 의해 그것에 대해 반응하고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우리는 특정 몇몇 대상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자마자 바로 반응하는 직접적 

방식(직접시각처리모듈)에 의해 행동반응을 보일 수 있다. 행위를 야기하기 위한 

반응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신경과학자들은 행위 인출 

반응에 서로 다른 신경 모듈이 관련되고 있으며 이 두 모듈은 행위 인출 반응을 할 

때 공동으로 활성화됨을 관찰하였다(Phillips et al. 2002). 의미처리모듈과 

직접시각처리모듈은 행위 인출 반응에 있어 중첩된 신경 모듈인 것이다.

  개체 내에서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개체 사이에서도 신경계가 중첩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같은 인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개체마다 다른 신경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다. 개체 간 중첩을 일으키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Noppeney et 

al. 2004). 먼저 선천적으로 뇌 구조에 특이성이 있거나 뇌 발달 과정에서 구조적 

병변이 생길 경우 그 개체의 뇌는 기능적 재조직화되어 정상 개체와는 다른 

신경모듈을 사용하여 인지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시각맹이나 청각맹과같이 

감각 기관에 중대한 왜곡이 있을 때도 뇌 구조가 비이상적으로 조직화됨으로써 

개체 간 중첩이 일어날 수 있다. 

  개체 간 중첩은 정상적인 뇌 발달을 마친 개체 사이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정상적인 뇌를 가진 성인이라도 서로 다른 신경 모듈을 사용해 인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보통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이라는 요인에서 기인한다. 

신경가소성은 후천적 자극이나 학습에 따라 뇌구조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특성을 의미한다. 특정 모듈을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더 발달되거나, 또는 장기 

미사용으로 인해 퇴화되는 현상이 모두 신경가소성에서 야기된다8). 특히 특정 

8) 우리의 뇌에도 여러 유형의 가소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가소성으로는 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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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부위에 병변이 생긴 경우, 그 부위에서 수행되던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현상 

또한 신경가소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Noppeney et al. 2004). 포더는 어떤 

환자가 트라우마를 겪은 후 환자의 좌뇌에서 수행하던 언어적 기능이 우뇌로 

이동한 예를 복수실현의 증거로 제시한 적 있다(Fodor 1974).

  한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복수의 신경 구조가 마련되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 구조의 효율성이 극도로 중요한 신경계에서 중첩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페니 등의 신경과학자들은 신경계의 중첩 현상도 생물의 

계통발생에서 적응적 이익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Noppeney et al. 2004). 

예를 들어 생존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뇌부위에 병변이 생기더라도 

신경가소성에 의해 다른 부위를 활용함으로써 그 기능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생물종은 중첩된 신경구조를 가짐으로써, 신경 시스템의 결함이나 

손상으로부터 강건해질 수 있다. 또한 중첩은 복잡한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복수의 

구조적 변화를 허용하고 뇌 구조의 변이성을 높인다(Noppeney et al. 2004). 

서로 다른 신경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적응적 기능을 잃지 않고도 신경 구조의 

표현형에 변이성을 부여하고 따라서 신경 구조의 진화에서 선택이 용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신경과학자들도 중첩 현상을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자들은 인지 모형을 설계할 때 단일 과제의 수행에서 여러 종류의 신경 구조가 

사용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여기서 피그도어는 중첩이 복수실현의 한 

사례라고 주장하며, 과학자들도 그들의 수행에서 복수실현이 일어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B&M 논증의 전제는 건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만일 중첩이 

복수실현의 경험적 증거가 될 수 있다면 B&M 논증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진정한 의미의 복수실현의 문제가 무엇이며 어떤 종류의 증거가 

그것의 경험적 증거로 타당하게 제시될 수 있는지 논의해보아야 한다. 따라서 

표상 가소성(cortical representational plasticity)과 시냅스 가소성(synaptic plasticity)이 있다. 
먼저 피질 표상 가소성은 주로 감각 피질이나 운동 피질 부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감각 피질이 
인접한 피질 영역과 감각 수신자에 대응해 조직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유인원의 손가락에 대응하
는 감각 피질 영역이 그런 식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유인원들이 손가락에 부상을 입어 감각 입력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피질 영역의 지형도가 피질 표상 가소성에 의해 변화하게 된다. 시냅스 
가소성은 개별 뉴런 사이의 특정 시냅스 연결이 강화 또는 약화되는 것이다. 즉, 뉴런이 동시에 활
성화되면 그 연결성이 더 강화되고, 동시에 활성화되지 않으면 저해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시냅
스 가소성은 학습이나 기억의 기저 메커니즘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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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절에서 복수실현의 경험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밝히고 

4.3절에서 중첩 현상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논의하도록 

하겠다.

4.2. 복수실현의 경험적 증거란?

  중첩이 진정한 의미의 복수실현인지 검증하기 위해 우선 복수실현의 의미를 

되짚어보자. 복수실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복수실현의 정의상 하위 수준의 두 

물리적 존재자가 유형적으로 서로 달라야 하며, 상위 수준의 기능적 속성이 

유형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이 기준만으로 복수실현을 설명하기에 충분한가? 

여기서 베크텔과 먼데일이 복수실현이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로 제시했던 세 번째 

근거를 다시 상기해보자. 2.2절에서 설명했듯이, 베크텔과 먼데일은 심리 상태와 뇌 

상태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맥락이 구체화되지 않을 때 복수실현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Bechtel & Mundale 1999). 즉 심리 유형과 신경 유형이 

서로 같거나 다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포함되는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샤피로는 여기서 말하는 ‘맥락’이 무슨 의미인지 구체화하여 베크텔과 

먼데일의 논증을 보강하였다(Shapiro 2008). 샤피로에 따르면 심리 상태에서 

기능의 차이가 실현되는데 기여하는 속성만이 신경 상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Shapiro 2000). 따라서 어떤 사례가 진정한 복수실현의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Shapiro & Polger 2012). 

복수실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1) 상위 수준의 심리적 기능 간 유형이 동일해야 한다.

(2) 하위 수준의 물리적 존재자 간 유형이 달라야 한다.

(3) 하위 수준의 물리적 존재자 간의 차이는 심리 유형과 관련되어야 한다.

(4) 하위 수준의 물리적 존재자 간의 차이는 심리 유형과 관련된 개별적 

차이보다 더 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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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과 (2)의 조건은 동일한 심리 기능이 여러 신경 구조를 통해 실현된다는 

복수실현의 정의를 정식화한 것이다. 여기에 샤피로는 (3)과 (4)의 조건을 

추가하였다. 이 조건들을 추가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샤피로에 따르면 뇌 상태의 유형들은 심리 상태의 기능 종을 규정하는 목적, 

활동, 가능성과 관련되는 속성들에 의해 구분되어야 한다(Shapiro 2000). 즉, 상위 

수준에서 기능의 차이가 실현되는데 기여하지 않는 속성은 하위 수준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하위 수준에서 나타나는 모든 차이가 복수실현의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병따개의 색상은 병따개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색상은 콜라병의 입구를 여는 기능(병따개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과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복수실현의 증거가 되지 않는 사례들을 살펴보자. 첫 번째로, 만일 하위 수준의 

존재자들이 상위 기능을 야기하기 위한 인과적 속성에서 서로 다르다면, 그에 따라 

실현되는 상위기능의 유형도 달라진다. 이는 복수실현의 정의[샤피로의 조건(1)]을 

위배하게 되므로 복수실현의 사례가 아니다. 또한 만일 하위 수준의 존재자들이 

상위 기능을 실현시키는 인과적 속성에서 차이가 없다면, 두 존재자는 같은 

유형이므로 (2)의 조건을 위배되어 복수실현의 사례가 아니게 된다. 따라서 하위 

수준의 물리적 존재자 간 차이를 만드는 그 속성은 상위 수준의 심리 유형을 

실현시키는 속성들과 관련되어야 한다. 이는 샤피로의 조건 (3)으로 명시되었다. 

또한 샤피로는 조건 (3)과 관련해, 하위 존재자 간의 차이가 얼마나 관련되어야 

하는지를 조건 (4)로 명시하였다. 여기서 샤피로는 기능적 차이를 야기하는 그 

속성이 두 물리적 존재자를 유형에서 차이가 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심리적 유형을 야기하는 메커니즘과 관련해서 두 물리적 존재자는 

개별자(token)로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물리적 유형에서의 차이는 이러한 

단순한 개별자 차이보다 더 커야한다(샤피로의 조건 [4])9). 

  따라서 복수실현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두 물리적 존재자 간 유형에서 차이를 만

드는 요인은 두 존재자의 심리적 유형이 동일하다는 것과 관련되어야 한다. 또한 

그 요인은 단지 심리적 유형에 따라 두 존재자 간 개별적 차이를 결정하는 것이 아

니라 그 심리적 유형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 조건에 부합될 때, 우리는 

9) 이 조건은  복수실현의 사례가 아닌 경우에도 우연히 만족될 여지가 있다(Polger 2009). 즉, 샤
피로의 조건은 복수실현을 만족시키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기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증거
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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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물리적 존재자가 어떤 심리적 기능에 대해 복수실현 된다고 말할 수 있다10). 다

음 장에서는 뇌구조의 중첩 현상이 위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

자.

4.3. 중첩은 복수실현의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뇌구조의 중첩현상은 샤피로의 조건을 만족하는가? 본 절에서는 샤피로의 기준에 

근거하여 뇌 구조의 중첩이 복수실현의 사례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 중첩 

현상은 4.1절에서 구분한 것과 같이 개체 내 중첩과 개체 간 중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중첩 현상을 구분하여 각각 샤피로의 기준을 만족하는지 살펴보자.

(1) 개체 내 중첩

  특정 인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한 개체가 서로 다른 신경 모듈을 사용할 수 있

다. 이를 개체 내 중첩 현상이라고 한다. 개체 내 중첩현상에 대한 증거는 신경과학

은 물론 심리학에 의해서도 제시될 수 있다. 4.1절에서 언급한 행위 인출 기능을 

예로 들어보자. 행위 인출 기능에 대한 심리학 연구는 이 기능이 서로 다른 신경 

모듈에 의해 중첩되어 있음을 밝혔다(Rumiati & Humphreys 1998). 험프리는 실

험 대상들이 시각적 대상이 그림인지 혹은 문자인지에 따라 그 의미를 처리하는 방

식이 다르다는 것을 관찰하여, 행위 인출 기능에 적어도 두 가지 서로 다른 전략이 

사용된다고 결론 내린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시각적 대상이 그림일 때 뇌는 시

각적 자극을 직접 처리하지만, 그것이 문자일 경우에는 장기기억과 관련되는 영역

을 거쳐 간접적으로 처리한다. 두 경로는 서로 분리되는 신경모듈에 의해 수행되며 

이 결과는 PET 스캔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Phillips et al. 2002). 

  여기서 우리는 서로 다른 경로에 의해 실현되는 두 인지 기능이 유형적으로 동일

한 것인지 질문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베크텔과 먼데일이 지적한 것처럼 이 사례

가 복수실현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입도 차이 때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10) 이와 같은 조건을 바탕으로 샤피로는 (인간의) 눈과 카메라의 렌즈가 ‘본다.’는 기능에 대해 
복수실현 된다는 아이자와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었다(Shapiro & Polg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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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인지기능의 입도가 신경모듈의 입도에 비해 크다면 우리는 두 인지 기능이 서

로 다른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인 것으로 혼동하게 되는 것이다. 행위 인

출 기능의 예는 어떠한가? 인지 기능의 입도와 신경 모듈의 입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가? 행위 인출 기능에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두 가지 신경 모

듈이 관여한다. 두 신경 모듈은 일부 뇌영역을 공유하기도 있지만 시각적 대상물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고유한 활성영역을 가진다. 그 결과 각 신경 모듈은 시각적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반응하고 다른 행동 결과를 산출한다. 예를 

들어 대상물이 단어일 경우 그림을 볼 때보다 의미처리모듈에서의 활성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되고, 그 대상이 낯선 물체일 경우 직접시각처리모듈에서는 더 큰 활성을 

보인다. 이처럼 두 신경모듈이 수용할 수 있는 입력 자극에 차이가 있는 경우, 두 

모듈에 의해 구현되는 기능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신경모

듈의 입도가 인지 기능의 입도보다 더 미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제 신경모듈

과 인지기능의 입도를 같게 놓아보자. 신경모듈의 입도 기준에서 보면 두 인지기능

은 서로 다른 입력자극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샤피로의 기준 1(심리적 기능의 유형이 동일함)을 위반하며, 따라서 복수실현

의 사례가 아니다. 반대로 인지기능의 입도 기준에서 보면 두 신경모듈은 서로 구

분되지 않으므로 행위 인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유형인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이때는 샤피로의 기준 2(물리적 존재자 간의 유형이 상이함)를 위반하

므로 이 역시 복수실현의 사례가 아닌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중첩된 두 신경모듈이 서로 다른 전략을 통해 인지기능을 

실현 한다면 두 신경 모듈은 서로 다른 물리 유형이며 서로 다른 인지기능을 실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일 그렇다면 개체 내 중첩 현상은 진정한 복수실현의 

사례일 수 없다. 실제로 중첩현상의 많은 사례들이 인지 기능의 분리를 함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아주 잘 알려진 사례가 장기 기억 기능이다(Aizawa & 

Gillett 2011). 예전에는 기억이 단일한 인지 기능으로 여겨졌으나 병변 연구의 결

과 장기 기억 기능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기능으로 구분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절

차기억(procedural memory)과 서술기억(declarative memory)이 그것인데, 절차

기억은 행위나 기술, 절차에 대한 기억으로 습관에 의해 수립되며 서술되기 어려운 

반면 서술기억은 사실에 대한 지식을 표상하는 기억이며 의식적 접근이 가능하다. 

두 가지 기억 기능은 오랫동안 동일한 종류로 여겨졌다. 그러나 신경과학적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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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전거를 타는 법 등 어릴 적 습득한 기술을 기억할 때와 오래된 일화들을 상기

할 때 서로 다른 뇌영역이 각기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활성화되는 것을 관찰한 후 

두 기억은 서로 구분되는 인지 기능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첩의 많은 사례에서 이

와 같은 기능의 분리를 볼 수 있다. 

(2) 개체 간 중첩

  두 번째로 개체 간 중첩 현상을 보자. 개체 간 중첩 현상은 동일한 인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개체마다 서로 다른 신경 구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특히 신경가소성의 유명한 사례들이 증거로서 제시되곤 한다. 예컨대 샤피로는 

‘재배선(re-wired)’ 흰담비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신경가소성의 결과를 개체 간 

중첩의 사례로 제시했다(Shapiro 2004). 여기서 신경과학자들은 어린 흰담비의 뇌

에서 청각시스템에 해당하는 뉴런을 분리하여 시각시스템의 자리에 이식하였다. 이

윽고 성체가 된 흰담비는 놀랍게도 몇 가지 시각 자극을 ‘청각 피질’을 사용해 

처리하고 반응할 수 있었다. 동일한 기능이 서로 다른 신경 시스템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복수실현의 경험적 증거가 될 수 있는가?

  폴저는 이 실험이 샤피로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복수실현의 사례가 되지 

못한다고 결론 내린다(Polger 2009). 특히 이 실험은 샤피로의 조건 (3)을 만족시

키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시각 피질과 청각 피질은 물리적으로 상이

한 시스템이므로 (1)의 조건은 거의 만족한다고도 볼 수 있다11). 그러나 나머지 

조건들은 만족시키지 못한다. 조건 (2)에 대해서, 흰 담비는 몇 가지 시각 자극을 

처리하기는 하지만 시각 능력에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실험군의 시각 

기능이 정상적인 흰담비의 시각 기능과 동일한 유형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

이 필요하다. 이제 조건 (3)을 보자. 정상적인 시각 시스템과 실험군의 시각 시스

템의 차이는 심리 유형과 관련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두 시스템의 차이

는 그것이 어디에 위치하는 가일뿐이며, 시각 신경 시스템에서의 기능과는 관련이 

없다. 이 경우 심리 유형과 관련되는 속성은 신경 연결성이나 감각 수용 반응성이

며, 두 신경 시스템은 이러한 속성에서 차이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이식된 청각 시

11) 폴저는 이 사례에서는 청각 피질이 시각 피질로 "자랐"거나 단지 시각 피질이 있던 자리에 옮겨
졌을 뿐이기 때문에 만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Polg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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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은 정상적 시각 시스템에 비해 이 속성에서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조건 (3)은 

만족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조건 (4)도 만족되지 않는다. 이식된 청각 시스템은 

정상적 시각 시스템과 상당히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중첩 현상이 복수실현의 증거라는 비환원주의의 주장을 비판하기 위

해 복수실현의 경험적 증거가 되기 위한 기준을 살펴보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중

첩 현상은 단지 복수실현인 것처럼 보이는 것 뿐, 진정한 복수실현의 사례는 아니

다. 여기서 우리는 복수실현의 사례인지 검증하기 위해 샤피로의 기준을 도입하였

다. 베크텔과 먼데일 또한 복수실현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이유에 대

해 설명했는데(2.2절), 샤피로의 기준은 베크텔과 먼데일이 제시한 두 가지 이유를 

좀 더 분명한 용어를 사용해 정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쩌면 비환원주의자들

의 주장대로 복수실현의 사례가 실제로 존재할지 모른다. 그러나 하위 수준에서의 

유형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모두 복수실현의 사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진정한 복

수실현의 경험적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샤피로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오히려 신

경과학자들은 하위 수준에서의 차이를 상위 인지 기능의 분리를 함축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예컨대 심리학에서 행해지는 행동 연구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인지 기

능의 차이가 fMRI나 병변연구에서 드러나기도 한다(Wilkinson & Halligan 2004). 

이 때 과학자들은 행동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을 신경과학적 연구를 통해 재검증하

며, 만일 두 연구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면 신경과학적 연구가 행동 연구를 반

증할 수 있는지, 혹은 행동 연구의 가설이 더 세분화되어야 하는지 검토하게 된다. 

따라서 과학자들이 중첩 현상의 가능성을 전제한다는 것을 그들이 복수실현 현상을 

수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과학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경모듈과 

인지기능을 서로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것이다. 만일 진정한 의미의 복수실현이 있

다면 신경과학은 소기의 성과를 성취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복수실현에 대

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비환원주의의 몫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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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례 분석: 공감 연구

  앞 장에서 나는 신경과학의 수행 과정에서 복수실현의 가능성이 제한된다는 것을 

보이고, 또한 물리적 유형에서의 차이가 진정한 복수실현이 되기 위한 조건을 

검토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심리적 기능을 분해하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 연구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비환원주의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학문체계가 서로 독립적이라면 뇌 기능에 대한 연구는 심리적 기능 

연구에 대해 아무 지침도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심리적 기능을 연구하는 

것이 어떻게 뇌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보임으로써 

비환원주의자들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다. 한편 비환원주의자들은 특정 인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두 가지 상이한 신경 메커니즘이 관여하는 경우를 두고 

복수실현의 사례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나는 이 사례가 단지 복수실현인 

것처럼 보일 뿐 복수실현의 경험적 증거는 되지 않음을 보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감에 대한 연구를 그 사례로 삼도록 한다.

  공감(empathy)은 타인의 정서적 경험을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 공감 능력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아이젠버그(Eisenberg et al. 1991)는 공감을 타인의 감정적 상태를 이해함에서 

비롯되는 자동적인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반해 호프만(Hoffman 

2000)은 공감을 의식적으로 타인의 상태를 지각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상태보다 

타인의 상태에 더 잘 부응하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인지적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전자는 공감에서의 자동적이고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후자에서는 

의식적이고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다. 이처럼 공감 능력에 대해서 적어도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 

  실제로 공감 능력에 대한 신경 과정을 연구한 결과, 공감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경로의 신경메커니즘이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다른 개체의 감정 상태를 

지각한 후 자동적으로 같은 상태가 야기되는 경로의 신경메커니즘이 있다. 이를 

정서적 공감 메커니즘이라고 부르자. 반면 보다 의식적인 경로에 따라 공감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다른 개체의 감정 상태를 상상하여 이해하고 반응하는 

인지적 경로가 그것이다. 이 경로는 인지적 공감 메커니즘이라고 하자.



- 40 -

  두 가지 신경 메커니즘은 어떤 경로로 공감 기능과 관계되는가? 신경학적 연구는 

인지 모형을 지지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또한 이 사례는 복수실현의 

사례로 볼 수 있는가? 본 장에서는 공감에 대한 신경과학 연구가 심리학 이론에 

어떤 함의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연구에서 진정한 복수실현의 사례를 찾을 수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5.1. 심리학에 대한 함의

  서로 다른 두 가지 신경 메커니즘이 관여하는 인지 모형을 설계할 때 적어도 네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인지 기능 X에 신경 메커니즘 P1과 

P2가 관련된다고 할 때,

(모형1) 신경 메커니즘 P1과 P2는 각각 독립적인 인지 기능 X1과 X2를 

야기할 수 있는 인과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지 기능 X는 X1과 

X2의 조합으로 나타난다.

(모형2) 신경 메커니즘 P1과 P2는 독립적인 인지 기능을 야기하지 못한다. 

대신 신경 메커니즘 P1과 P2의 조합이 공동적으로 기능 X를 

야기한다.

(모형3) 신경 메커니즘 P1과 P2는 각각 독립적인 인지 기능 X1과 X2를 

야기할 수 있는 인과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P2는 중첩된 

메커니즘으로서 P1이 활성화될 때 부가적으로 활성화된다. 

(모형4) 신경 메커니즘 P1은 독립적으로 인지 기능 X1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X1과 X는 같지 않다. X는 신경 메커니즘 P1과 P2의 조합에 

의해 공동적으로 야기된다.

  [모형1]과 [모형2]에서 인지 기능 X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신경 메커니즘 P1과 

P2가 동등하게 기여하는 반면, [모형3]과 [모형4]에서는 신경 메커니즘 P1이 더 

근본적인 메커니즘이다. 또한 [모형1]과 [모형3]에서 인지 기능 X는 세부 기능의 

조합에 의한 이중 과정으로 나타나는 반면, [모형2]와 [모형4]에서는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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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 나타난다. 신경과학적 연구는 위의 네 가지 모형을 구분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가?

  뇌기능 영상 연구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영역을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영역을 필요하지 않은 영역으로부터 구분해내지는 

못한다. 예컨대 인지 기능 X와 X1, X2를 구별할 수 있는 과제를 설계하여 해당 

기능을 수행할 때 각각 영역 R, R1, R2에서의 활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하자. 

인지 기능 X를 수행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 R이 세부 기능 X1과 X2를 수행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의 합과 같다면(R=R1+R2) 이는 [모형1]과 [모형3]이 지지하며, 

같지 않다면 [모형2]와 [모형4]가 지지한다. 그러나 이 연구 만으로는 [모형1]과 

[모형3] 사이, 그리고 [모형2]와 [모형4] 사이를 구분해내지 못한다. 즉, 뇌영상 

연구는 이중과정과 단일과정은 구분할 수 있지만 세부 메커니즘이 평행하게 

활성화는지 더 근본적인 메커니즘이 있는지는 구분하지 못한다. 

  신경과학의 또 다른 접근법인 병변연구를 보자. 병변연구는 뇌영역의 손상이나 

결핍으로 인해 야기된 인지 기능의 저하로부터 그 영역이 기능 수행에서 

필요하거나 중요한 기여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일단 병변 연구는 단일 병변만 

관찰하는 것으로는 상기 모형을 구분할 수 없다. 관심 영역에 병변이 있더라도 

다른 중첩 시스템에 의해 인지기능이 유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변 

연구는 두 가지 이상의 증례에 대한 비교 연구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과학자들은 

신경 부위 P1이나 P2에 손상을 준 뒤 인지기능 X를 수행하는데 장애가 있는지 

테스트한다. 만일 P2는 그대로 둔 채 P1만 제거했을 때는 인지기능 X를 수행하지 

못하지만 P1은 그대로 두고 P2를 제거했을 때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것은 

[모형3]을 지지하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인지 기능 수행에서 P2의 기여도가 크지 

않다면 피험자는 여전히 인지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모형1]이나 

[모형4]도 옳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인지 기능을 수행하긴 하지만 수행 

능력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다. 그럼에도 [모형3]을 [모형1]이나 [모형4]로부터 

구분하기는 어렵다. 이상에서 병변연구는 특정 신경 메커니즘의 우세를 증명할 

수는 있지만 단일과정과 이중과정을 구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로부터 뇌영상 연구나 병변 연구의 단일한 연구 방법으로는 인지모형을 선별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두 가지 연구법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본 

장에서는 공감 기능에 대한 뇌영상 연구과 병변 연구를 바탕으로 공감 기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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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활성화 영역

Left anterior insula

Left OFC

Left aMCC
Right dACC

Left DMT

Right anterior insula

Right DMT

Midbrain

인지적 공감 메커니즘과 정서적 공감 메커니즘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인지 

모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뇌영상 연구 결과에서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서로 다른 경로로 

실현되는 메커니즘으로 나타난다. 판(Y. Fan)과 그의 동료들은 기존의 fMRI에 

대한 뇌영상 연구를 분석하여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실현시키는 메커니즘이 

해부학적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보였다(Fan et al. 2011). 이는 공감 기능이 두 

가지 세부 기능의 조합에 의해 일어나는 이중 과정임을 함의한다. 여기서 

[모델2]와 [모델4]는 기각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하였듯이 뇌활성 

연구만으로는 두 메커니즘이 병렬적으로 활성화되는지 또는 한 쪽이 우세하게 

활성화되는지는 구분하지 못한다. 

[그림 1] fMRI 영상분석(Fan et al. 2011)

[표1] fMRI 영상분석 결과 (Fan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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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어(R. J. R. Blair)는 병변 연구를 통해 두 메커니즘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그는 사이코패스 환자와 자폐증 환자를 대상으로 뇌기능 영상 분석을 

시행하였다(Blair 2005). 자폐증 환자들은 마음이론(Theory of Mind: ToM)과 

모방을 전담하는 부위인 내측전두엽(MFC: medial prefrontal cortex), 측두 

두정정합부(TPJ: Temporal-parietal junction)와 측두극(temporal poles) 

등에서 낮은 활성을 보이며, 타인의 감정 표현을 인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이들에게서 정서적 공감 능력이 손상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반대로 

사이코패스 환자들은 마음이론 기능을 하는 부위는 정상적이지만 슬픔이나 

두려움(또는 역겨움) 표현을 인지하는데 장애가 있다. 이것은 편도체(amygdala)에 

병변이 있거나 그 부피가 축소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서적 공감 능력이 

결핍되었음을 의미한다. 

  블레어의 연구 결과가 어떤 모형을 지지할 수 있는지 고찰해보자. 그의 연구에서 

내측전두엽 등에서의 병변은 인지적 공감 메커니즘에 결함이 있음을 의미하며 

마찬가지로 편도체의 병변은 정서적 공감 메커니즘의 결함을 의미한다. 만약 

[모형3]의 설명과 같이 한쪽 메커니즘이 더 우세하게 나타나며 다른 메커니즘은 

중첩된 메커니즘이라면 어느 한쪽에든 병변이 생기면 이 환자는 공감 기능을 

수행하는데 장애를 보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정서적 공감이 더 근본적인 

메커니즘이라면 편도체에 병변이 생길 경우 공감 기능 자체에 장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환자는 관점취하기와 같은 방식으로 공감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편도체를 포함한 정서적 공감 메커니즘은 근본적인 메커니즘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측전두엽에 병변이 있는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정전염과 같은 

정서적 공감 기능은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내측전두엽을 포함하는 인지적 

공감 메커니즘도 근본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정서적 공감 메커니즘과 인지적 

공감 메커니즘이 이중 해리(double dissociation)되었으며 공감 능력에서 동등하게 

기여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우리는 블레어의 실험이 [모형1]을 더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모형 3]의 지지자들은 덜 우세한 메커니즘에 의해 실현되는 공감 기능은 

진정한 의미에서 공감이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다. 예컨대 정서적 공감 메커니즘이 

더 근본적인 메커니즘이며 인지적 공감 메커니즘은 중첩된 메커니즘일 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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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측에서는 사이코패스 환자들이 보이는 관점취하기 등의 행위는 공감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사이코패스 환자들은 마음이론에 따라 타인의 의도나 

목적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일 뿐 우리가 ‘공감한다.’라고 말할 때의 

그 공감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이것은 고려해볼만한 반박이다. 감정적 반응 없이 

오로지 인지 작용에 의해 타인의 상황을 상상하는 것도 공감이라고 볼 수 있는가. 

반대로 인지적 공감 메커니즘을 더 근본적 메커니즘으로 여기는 측에서는 

자기인식이나 피아식별에 기반을 두지 않는 반응은 공감 행위가 아니라고 여길 

것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공감 기능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신경과학적 연구 

결과의 증거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각 모형에서 공감 기능에 대해 개념을 

달리한다고 해서 모형의 평가를 심리학 이론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완전한 심리학 이론이 존재한다면 개념의 혼동에서 오는 문제들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심리학적 접근법은 공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두 인지 모형은 서로 다른 공감에 대한 

정의로부터 출발했고 그러한 전제 차이로부터 현재와 같은 논쟁점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쟁을 해소하고 공감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환원적 

접근법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위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병변이 있는 환자가 공감기능을 양적/질적으로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정상인의 것과 비교함으로써 관점취하기로만 이루어지는 

공감이 진정한 공감 행위인지 보여줄 수 있다. 이를 반응정확성 측정이라고 한다. 

반응정확성이란 과제 수행 시 정상인의 반응과 병변환자의 반응을 양적/질적으로 

측정하여 그 값을 비교한 것이다. 반응정확성이 높으면 병변 환자의 인지 기능이 

정상인과 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인지적 공감 메커니즘에 결함이 있는 자폐증 

환자의 경우를 보자. 그가 공감 과제를 수행할 때 반응정확성이 높으면, 인지적 

공감 기능이 결손된 공감 능력도 진정한 공감 능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블레어의 병변 연구는 정서적 공감 메커니즘과 인지적 

공감 메커니즘이 해리되어 있는 이중 과정 모형을 지지하는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 이는 공감 기능이 서로 구분되는 두 인지 기능의 조합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함의한다. 아직 공감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지 않았기에 이 실험이 [모형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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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으로 반박하진 못하지만, 적어도 정서적 공감 메커니즘이 인지적 공감 

메커니즘과 부분적으로 해리되고 일부는 중첩되어있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다. 

보다 자세한 공감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 이처럼 

신경 과학 연구는 인지 모형들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심리학적 연구에도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2. 진정한 복수실현의 사례인가

  앞 절에서 공감 기능에는 정서적 공감 메커니즘과 인지적 공감 메커니즘이 서로 

중첩되어 있음을 보였다. 지각자극 모형과 반응 중심 모형은 우리가 공감 행위를 

경험하게 되는 서로 다른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두 메커니즘은 해부학적으로 

구분되는 경로를 통해 공감 기능을 실현한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물리적 

유형을 통해 동일한 인지 기능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된다. 여기서는 공감에 대한 

두 가지 메커니즘을 간략히 소개하고 각 모형에서 공감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감이 두 가지 물리적 메커니즘에 의해 

실현된다는 것이 복수실현의 경험적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고찰한다.

  먼저 공감 기능을 실현하는 두 가지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자. 두 메커니즘은 

다른 개체의 상태를 지각하고 내적으로 표상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첫 번째 

메커니즘에서는 타인의 감정을 자동적으로 표상하는 특별한 신경 메커니즘을 통해 

다른 개체의 상태를 지각하게 된다. 이를 “지각공감”이라고 부르자. 여기서는 

지각-행위 메커니즘(Perception-Action Mechanism: PAM)이 공감 행위에서 

중심적으로 작동한다(de Waal 2002 2008).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았을 때 

뇌에서는 PAM이 작동하게 되면서 관찰자의 뇌상태가 타인의 것과 동기화되고 이 

때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신경학적 재표상이 이루어진다. 블레어 등은 

거울뉴런시스템을 통해 이 과정을 해명하며, 타인의 모습을 자동적으로 표상하는 

영역인 상측두구(STS: Superior Temporal Sulcus)와 하전두회(IFG: Inferior 

Frontal Gyrus)를 공감 신경메커니즘에서 핵심 영역으로 간주한다. 

  두 번째 메커니즘에서는 다른 개체의 상태를 지각하기 위해 

관점취하기(perspective taking)나 감정이입을 통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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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지 상상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를 “반응공감”이라고 하자. 여기서는 타인의 

행동을 재표상하기 위해서는 단지 마음이론에 따라 타인의 마음을 유추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모형에서는 거울 뉴런 시스템의 역할이 축소되고 

피아구별과 감정의 조절과 같은 인지작용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감정을 

추론하는 과정은 편도체나 섬엽(Insula)과 같은 감정 관련 뇌부위의 활성화를 

추가로 필요로 하는데 반해, 거울뉴런의 작동은 단지 자동적인 감정 지각 반응에만 

국한되므로 얼굴표정으로부터 감정을 추론하는 등의 더 복잡한 감정인식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또한 디세티(J. Decety) 등은 

단지 감정을 표상하고 알게 되는 것만으로는 공감이 일어나기 불충분하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구분하고 감정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계산메커니즘이 부가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본다(Decety 2011). 이에 따라 반응 중심 모형에서는 

감정조절을 매개하는 dACC(dorsal Anterior Cingulate Cortex)와 AIC(Anterior 

Insula Cortex)를 공감에서의 중심적 부위로 여긴다.

  비환원주의자들은 두 메커니즘이 서로 구분되는 신경모듈임을 지적할 수 있다. 

지각공감에서는 하전두회나 상측두구의 거울뉴런시스템이 타인의 상태를 

표상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반면 반응공감에서는 거울뉴런시스템이 포함되지 

않으며 대신 전전두피질에서 행해지는 감정 조절 메커니즘을 공감에서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 따라서 두 메커니즘은 많은 영역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영역에서 차이가 있는, 서로 다른 신경 모듈로 볼 수 있다. 샤메이추리는 복내측 

전전두피질(ventromedial prefrontal: VM)이나 하전두회(inferior frontal gyrus: 

IFG)에 병변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뇌기능 영상 분석을 했을 때, VM에 

병변이 있는 경우 관점취하기에서, IFG에 병변이 있는 경우 감정전염에서 문제를 

보이는 것을 관찰했다(Shamay-Tsoory et al. 2009). 이런 증거들을 통해 

지각공감과 반응공감의 두 시스템은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해부학적으로 다른 

영역을 기반으로 발현함을 보일 수 있다.

  반면 두 신경모듈은 ‘공감’이라는 동일한 인지기능을 실현한다. 즉, 공감 

기능을 중첩(4.1절에의 구분에 따르면 개체 내 중첩)의 사례로 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각공감의 메커니즘에 따라 타인의 정서적 경험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응공감 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영화 속 주인공이 울 때 배우의 눈물을 보고 자동적으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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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가 되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주인공의 관점을 취하여 그가 처한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눈물 흘리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감 기능은 복수실현되는 

것인가? 이 사례는 복수실현의 경험적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뇌구조와 심리적 기능 사이의 입도 차이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신경모듈의 입도와 심리적 기능의 입도는 서로 동일한가? 일단 지각공감과 

반응공감은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해 서로 다른 경로를 이용한다. 두 공감방식 모두 

자신의 상태를 타인의 상태에 맞춰 변화시킨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타인의 상태를 

지각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전략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지각공감에서는 타인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상하여 그와 같은 상태로 

무의식적으로 동기화된다. 이 과정은 대개 자동적이고 빠르게 일어난다. 반면 

반응공감에서는 타인이 처한 상황과 배경을 인지하고 장기 기억 속에 있는 지식에 

접근하여 타인이 현재 어떤 감정 상태일지 혹은 자기 자신이 그 상황에 처하면 

어떤 감정 상태가 될 것인지 연산함으로써 타인의 상태를 표상하게 된다. 이 

과정은 보다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예를 들어보자. 어린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상황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게 되는 것은 지각공감에 

의한 반응이다. 반면 어린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지 혹은 엄마에게 

과자를 사달라고 조르면서 울고 있는지, 그 아이의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는 

아이에게 측은함을 느끼거나 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반응공감에 의한 것이다.

  이처럼 두 신경모듈이 반응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행위 결과를 나타내며, 이 

경우 신경모듈의 입도가 인지 기능의 입도보다 더 미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두 수준의 입도가 상이할 경우 샤피로의 기준 1과 2를 위반하게 되므로 

진정한 복수실현의 사례로 볼 수 없다. 이 경우에도 지각공감과 반응공감은 서로 

구별되는 인지 기능이며 유형적으로 서로 다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지각공감과 반응공감의 차이는 포유류나 유인원에서 나타나는 유사-공감 행위를 

해석하는 것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포유류나 인간이 아닌 영장류에게서 

나타나는 감정전염, 동정과 같은 행위는 지각공감의 범주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반응공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응공감은 보다 자기인식이나 피아식별과 같은 

보다 높은 수준의 인지작용을 필요로 한다. 침팬지도 타 개체의 의도나 목적을 

이해하는 정도의 낮은 수준의 ToM은 갖추고 있지만, 이들의 공감행위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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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뉴런시스템의 자동적 반응에 의존하여 실현되며 ToM과 관련된 뇌영역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처럼 지각공감과 반응공감의 범주가 같지 않다는 점도 서로 

구분되는 인지 기능이라는 점을 함축한다.

  위의 설명으로부터 판단할 때, 공감 기능은 지각공감과 반응공감의 중첩된 

시스템으로써, 복수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지각공감과 반응공감은 기능을 

실현시키는 전략과 그 목적에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능 종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례는 공감 기능이 지각공감과 반응공감이라는 서로 다른 세부 기능으로 

분리될 수 있음을 함축한다. 우리가 공감 기능을 실현할 때 중첩된 두 기능이 

공동으로 평행하게 활성화되는지, 혹은 한 기능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다른 기능은 

잠복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 분야에서 

이루어질 연구들은 공감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에 대한 인지 모형을 설계하는 

심리학적 연구 수행에 발견법적 통찰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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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지금까지 복수실현의 문제를 중심으로 신경과학의 성공에 대한 환원주의와 

비환원주의간 논쟁을 살펴보았다. 베크텔과 먼데일은 신경과학이 마음의 작동을 

설명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 비춰 복수실현의 문제는 실재하지 않거나 

있다 하더라도 중대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비환원주의에서는 

심리학의 방법론적 자율성을 주장하며 신경과학에서의 경험적 연구가 철학적 

개념에 대해서 아무런 함의를 줄 수 없으며, 또한 실제로 복수실현의 경험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대하여 나는 (1) 신경과학과 심리학은 

그 연구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마음에 대해 연구해왔음을 보였다. 

신경과학은 인지 기능과 뇌구조의 대응관계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만일 복수실현의 문제가 중대하다면 신경과학은 인지 기능과 뇌구조의 대응관계를 

규명할 수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현재와 같은 성공은 거두기 힘들었을 것이다. 

(2) 두 번째로 나는 복수실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검토하였다. 

비환원주의자들은 중첩과 같은 다대일 대응 방식이 신경계에서 나타나는 

복수실현의 예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중첩된 두 시스템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능을 수행하는 목적, 활동, 전략을 

비교해보면 두 시스템은 서로 구별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을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첩 현상은 진정한 복수실현의 사례로 볼 수 없다. 

  베크텔과 먼데일의 논증이 비환원주의 논변을 전적으로 반박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것은 아니다. 이들은 심신환원논쟁에서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던 심신 

대응관계나 교량원리를 정식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실제 과학자들의 수행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취급되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복수실현의 문제를 

인식론적으로 해소해버렸다. 따라서 B&M 논증은 그 단순함에서 오는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환원주의와 비환원주의의 전제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베크텔과 먼데일이 심신 대응관계에 대한 해석을 

미진하게 남겨둔 것에서 발생한 문제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 신경과학에서 

심신 대응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베크텔과 먼데일의 논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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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고 신경과학이 정신 상태에 대해 어떻게 설명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 

설명하는데 주력하였다.

  신경과학은 마음을 탐구하는 올바른 접근법이 될 수 있는가? 신경과학이 거둔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환원주의에서는 여전히 상향식 분석법의 유효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과학의 목적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신경과학 

등 환원적 연구의 목적은 연구 대상을 잘게 쪼개어 원래 형태도 못 알아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알려진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한 새로운 현상을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음에 대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신경과학은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설명함으로써 마음의 본성을 드러내는 

학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경과학은 심리학이나 철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마음의 

측면을 연구하고 있으며, 마음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해명하는데 나름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 51 -

참고문헌 

강진호 (1996) “비환원주의, 인과적 배제, 복수실현” 『철학논구』, Vol.24, pp. 

145-171. 

김영정 (2002) “인지과학 방법론 연구”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Vol.14, pp.35-79. 

장대익 (2005) “이보디보 관점에서 본 유전자, 선택, 그리고 마음 : 모듈론적 

접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Aizawa, K. (2009). Neuroscience and multiple realization: a reply to 

Bechtel and Mundale. Synthese, 167(3), 493-510.

Aizawa, K. (2013). Multiple realization by compensatory differences. 

European Journal for Philosophy of Science, 3(1), 69-86.

Aizawa, K. & Gillett, C. (2011). The autonomy of psychology in the age of 

neuroscience. Illari, P. M., Russo, F., & Williamson, J. (Eds.). 

Causality in the Sciences. Oxford University Press. 102-223.

Bechtel, W. (2012). Identity, reduction, and conserved mechanisms: 

perspectives from circadian rhythm research. Gozzano, S., & Hill, 

C. S. (Eds.).  New Perspectives on Type Identity: The Mental and 

the Physic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43-65.

Bechtel, W., & Mundale, J. (1999). Multiple realizability revisited: Linking 

cognitive and neural states. Philosophy of Science, 175-207.

Bickle, J. (2009). “Introduction,” Bickle, J. (Ed.). The Oxford handbook 

of philosophy and neuroscience. Oxford Handbooks Online, 3-10.

Blair, R. J. R. (2001). Neurocognitive models of aggression, the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s, and psychopathy. Journal of Neurology, 

Neurosurgery & Psychiatry, 71(6), 727-731.

               (2005), Responding to the emotions of others: Dissociating 

forms of empathy through the study of typical and psychiatric 

populations. Consciousness and Cognition, 14, 698-718.



- 52 -

Blair, J., Marsh, A. A., Finger, E., Blair, K. S., & Luo, J. (2006). 

Neuro-cognitive systems involved in morality. Philosophical 

Explorations, 9(1), 13-27.

Coltheart, M. (1999). Modularity and cognit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3(3), 115-120.

__________ (2011). Methods for modular modelling: Additive factors and 

cognitive neuropsychology. Cognitive neuropsychology, 28(3-4), 

224-240. 

Decety, J. (2011), Dissecting the Neural Mechanisms Mediating Empathy, 

Emotion Review, 3(1): 92-108.

De Waal, F. B. (2002), Empathy: Its ultimate and proximate base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 25, 1-72.

               (2008), Putting the Altruism Back into Altruism: The 

Evolution of Empath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9, 279-300.

Donders, F. C. (1868/1969). On the speed of mental processes. In W. G. 

Koster (Ed.), Attention and Performance II, (pp. 412-431). Acta 

Psychologica, 30, 276-315. (original work publishced in 1868). 

Edelman, G. M., & Gally, J. A. (2001). Degeneracy and complexity in 

biological system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98(24), 13763-13768.

Eigenberg, N., Shea, C.L., Carlo, G., & Knight, G.P. (1991). 

Empathy-related responding and cognition: A chicken and the egg 

dilemma. In W. M. Kurtines (Ed.),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 vol 2: Research (pp.63-88). Hillsdale, NJ: Erlbaum.

Fan, Y., Duncan, N.W., de Greck, M., & Northoff, G. 2011. “Is there a 

core neural network in empathy? An fMRI based quantitative 

meta-analysis,”Neuroscience and Biobehavioral Reviews, 35: 

903-911.

Figdor, C. (2010). Neuroscience and the Multiple Realization of Cognitive 

Functions. Philosophy of Science, 77(3), 419-456.



- 53 -

Fodor, J.A., (1974). Special Sciences: Or the Disunity of Science as a 

Working Hypothesis, Synthese, 28, 97–115.

_________ (1983). The Modularity of mind: an essay on faculty psychology. 

The MIT Press. 

Friston, K. J., & Price, C. J. (2011). Modules and brain mapping. Cognitive 

neuropsychology, 28(3-4), 241-250. 

Friston, K. J., Rotshtein, P., Geon, J. J., Sterzer, P., & Henson, R. N. 

(2010). “A Critique of Functional Localizers,”Hanson, S. J., & 

Bunzl, M. (Eds.). Foundational Issues of Human Brain Mapping. The 

MIT Press, 3-24.

Gillett, C. (2002). The dimensions of realization: A critique of the standard 

view. Analysis, 62(4), 316-323.

________ (2003). The metaphysics of realization, multiple realizability, and 

the special sciences. The Journal of Philosophy, 100(11), 591-603.

Gozzano, S. (2009). Levels, Orders and the Causal Status of Mental 

Properties. European Journal of Philosophy, 17(3), 347-362.

Hanson, S. J., & Glymour, C. (2010). “Discovering how brains do thins,” 

Hanson, S. J., & Bunzl, M. (Eds.). Foundational Issues of Human 

Brain Mapping. The MIT Press, 195-216. 

Henson, R. (2005). What can functional neuroimaging tell the experimental 

psychologist?. The Quarterl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Section A, 58(2), 193-233. 

__________ (2011). How to discover modules in mind and brain: The curse 

of nonlinearity, and blessing of neuroimaging. A comment on 

Sternberg (2011). Cognitive neuropsychology, 28(3-4), 209-223.

Hoffman, M.L. (2000) Empathy and justice motivation. Motivation and 

Emotion 14: 151-71.

Kalish, M. L., & Dunn, J. C. (2012). What could cognitive neuroscience tell 

us about recognition memory?.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64(1), 29-36.



- 54 -

Kim, J. (1988). Mind in a physical world: An essay on the mind-body 

problem and mental causation. MIT press.

_____  (1993). Supervenience and Mind:Selected Philosophical Essays, 

Cambridge University Press.

Klein, C. (2009). Reduction without reductionism: A defence of Nagel on 

connectability. The Philosophical Quarterly, 59(234), 39-53.

_______  (2010). Images are not the evidence in neuroimaging. The British 

Journal for the Philosophy of Science, 61(2), 265-278. 

Koski, S.E. & Sterck, E.H.M. (2010), Empathic chimpanzees: A proposal of 

the levels of emotional and cognitive processing in chimpanzee 

empathy.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7(1), 

38-66.

Levin, Y., & Aharon, I. (2011). What’s on your mind? A brain scan 

won’t tell. Review of Philosophy and Psychology, 2(4), 699-722.

Lewis, D. (1969). Review of Art, Mind, and Religion. The Journal of 

Philosophy, 66. 23–35.

_______  (1972). Psychophysical and Theoretical Identifications.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3, 249–258.

Logothetis, N. K. (2008). What we can do and what we cannot do with 

fMRI. Nature, 453(7197), 869-878.

Machery, E. (2012). Dissociations in neuropsychology and cognitive 

neuroscience. Philosophy of Science, 79(4), 490-518. 

Machery, E. (2013). In Defense of Reverse Inference. The British Journal 

for the Philosophy of Science, axs044.

Mahon, B. Z., & Cantlon, J. F. (2011). The specialization of function: 

Cognitive and neural perspectives. Cognitive neuropsychology, 

28(3-4), 147-155. 

Mandler, G. (1980). Recognizing: The judgment of previous occurrence. 

Psychological review, 87(3), 252.



- 55 -

McCauley, R. N. (2006). “Reduction: Models of Cross-Scientific Relation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Psychology-Neuroscience 

Interface,” Thagard, P. (Ed.), Philosophy of Psychology and 

Cognitive Science : Handbook of the Philosophy of Science, ed. 

North Holland, 105-158.

McIntosh, A. R. (2004). Contexts and catalysts. Neuroinformatics, 2(2), 

175-181. 

Noppeney, U., Friston, K. J., & Price, C. J. (2004). Degenerate neuronal 

systems sustaining cognitive functions. Journal of Anatomy, 205(6), 

433-442.

Op de Beeck, H. P., Haushofer, J., & Kanwisher, N. G. (2008). Interpreting 

fMRI data: maps, modules and dimensions. Nature Reviews 

Neuroscience, 9(2), 123-135.

Petersen, S. E., Fox, P. T., Posner, M. I., Mintun, M., & Raichle, M. E. 

(1988). Positron emission tomographic studies of the cortical 

anatomy of single-word processing. Nature, 331(6157), 585-589. 

Phillips, J. A., Humphreys, G. W., Noppeney, U., & Price, C. J. (2002). 

The neural substrates of action retrieval: An examination of 

semantic and visual routes to action. Visual Cognition, 9(4-5), 

662-685.

Poldrack, R. A. (2006). Can cognitive processes be inferred from 

neuroimaging data?.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0(2), 59-63. 

Polger, T. W. (2009). Evaluating the evidence for multiple realization. 

Synthese, 167(3), 457-472.

Preston, S.D., & de Waal, F.B.M. (2002), Empathy: its ultimate and 

proximate bases. Behav. Brain Sci. 25, 1-72.  

Putnam, H. (1967). “Psychological predicates,” in W.H. Capitan and D.D. 

Merrill (eds.), Art, mind, and religion,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pp. 37-48.



- 56 -

Robins, S. E., & Craver, C. F. (2009). “Biological Clocks: explaining with 

models of mechanisms,”Bickle, J. (Ed.). The Oxford handbook of 

philosophy and neuroscience. Oxford Handbooks Online, 41-67.

Roskies, A. L. (2010A). “Neuroimaging and Inferential Distance: The 

Perils of Pictures,”Hanson, S. J., & Bunzl, M. (Eds.). Foundational 

Issues of Human Brain Mapping. The MIT Press, 195-216.

__________ (2010B). Saving subtraction: A reply to Van Orden and Paap. 

The British Journal for the Philosophy of Science, 61(3), 635-665. 

Rumiati, R. I., & Humphreys, G. W. (1998). Recognition by action: 

dissociating visual and semantic routes to action in normal 

observer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Perception 

and Performance, 24(2), 631.

Trigg, J., & Kalish, M. (2011). Explaining how the mind works: On the 

relation between cognitive science and philosophy. Topics in 

Cognitive Science, 3(2), 399-424.

Shamay-Tsoory, S.G., Aharon-Peretz, J. & Perry, D. (2009), Two 

systems for empathy: a double dissociation between emotional and 

cognitive empathy in inferior frontal gyrus versus ventromedial 

prefrontal lesions. Brain, 132, 617-627.

Shapiro, L. A. (2000). Multiple realizations. The Journal of Philosophy, 

97(12), 635-654.

___________ (2008). How to test for multiple realization. Philosophy of 

Science, 75(5), 514-525.

Shapiro, L. A., & Polger, T. W. (2012). Identity, variability, and multiple 

realization in the special sciences. Gozzano, S., & Hill, C. S. (Eds.).  

New Perspectives on Type Identity: The Mental and the Physic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64-287.

Shoemaker, S., & Strawson, G. (1999). Self and body.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Supplementary Volumes, 287-332.



- 57 -

Smith, A. (2009),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도덕감정론』  

박세일ᆞ민경국 공역. 서울: 비봉출판사.

Stephan, K. E., Harrison, L. M., Kiebel, S. J., David, O., Penny, W. D., & 

Friston, K. J. (2007). Dynamic causal models of neural system 

dynamics: current state and future extensions. Journal of 

biosciences, 32(1), 129-144. 

Sternberg, S. (2001). Separate modifiability, mental modules, and the use 

of pure and composite measures to reveal them. Acta 

psychologica,106(1), 147-246.

___________ (2011). Modular processes in mind and brain. Cognitive 

neuropsychology, 28(3-4), 156-208.

Van Orden, G. C., & Paap, K. R. (1997). Functional neuroimages fail to 

discover pieces of mind in the parts of the brain. Philosophy of 

Science, S85-S94. 

Weiskopf, D. A. (2011). The functional unity of special science kinds. The 

British Journal for the Philosophy of Science, 62(2), 233-258.

Wilkinson, D., & Halligan, P. (2004). The relevance of behavioral measures 

for functional-imaging studies of cognition. Nature Reviews 

Neuroscience, 5(1), 67-73.

Woodward, J. (2008). Mental Causation and Neural Mechanisms. Hohwy, J., 

& Kallestrup, J. (Eds.). Being Reduced: New Essays on Reduction, 

Explanation, and Caus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18-262.



- 58 -

Abstract

Successes of Neuroscience and its 

implication for Multiple Realizability

Park, Sun-Jin

Program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College of Natur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Multiple realization was once taken to be a challenge to reductionist visions, 

especially within neuroscience. In the view of reductionism, neuroscience, as the 

bottom-up analysis for a mind, can supplement or replace the psychological 

method. Especially, Bechtel & Mundale made an argument opposed to 

non-reductionism based on the successes of neuroscience: if psychological states 

are multiply realized across biological species, then neuroscience - the empirical 

study of brains - will be of little use toward understanding cognition. But as 

details of fruits of the neuroscience, neuroscientists have successfully used 

understanding of the brain to decompose the cognitive function. Also, they 

showed that the initial plausibility of claims to multiple realizability rest on 

mismatching a broad-grained criterion for the psychological states with a 

fine-grained criterion for the brain states. On the other hand, non-reductionist 

argued that (1) psychology has the methodical autonomy from neuroscience, so 

that neuroscientific data cannot be applied to interpret the state of mind, and 

(2) actually, there are empirical evidences to confirm multiple realization in the 

neural state. To refute those arguments, I'll show how neuroscience can explain 

the mental state, and support Bechtel & Mundale arg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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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I make an argument against the autonomy of psychology. Unlike 

the argument of non-reductionists, neuroscientists adopted psychological studies 

to examine how brain areas are identified and gave the empirical evidence of 

the correspondence between the neural state and the mental state. For 

distinguishing areas of the brain, they use the functional hierarchy of the mental 

state which has been studied in psychology, as well as the neural activation 

signal. Also they deduced the relation between the neural state and the mental 

state from the forward-inference and the reverse-inference. Furthermore, the 

findings of neuroscience can be used as the heuristic approach to infer the novel 

function of cognition, because some cognitive functions cannot be detected by 

psychological research. For these reasons, it is difficult to argue that the 

neurosciences can be methodologically separated from psychology.

Second, the criterion of the empirical evidence for multiple realization 

should be set. I adopted Shapiro's criterion to examine which phenomena can be 

regarded as the genuine example of multiple realization. Non-reductionist argued 

that the degenerate states of neural structure be the example of multiple 

realization. The degeneracy seem to be plausible, however, it's not the genuine 

case of multiple realization. The degenerate neural structures seem to perform 

same cognitive functions, but if we consider their causally relevant properties - 

like purpose, strategy, etc. - they are not the same mental kinds by definition. 

Therefore, the degeneracy cannot be counted as the genuine instance of multiple 

realizability. 

In brief, I conclude that neuroscience can be the empirical approach to 

study the correspondence between the mental state and the neural state, and 

multiple realizability doesn't exist or, is not at least significant. 

Keywords : Neuroscience, Multiple Realization, Autonomy of psychology, 

Mind-body type identity thesis, Degeneracy.

Student Number : 2011-2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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