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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근대 과학혁명 이후 16세기부터 지속적으로 발달해 온 과학기술은 

인간의 삶과 가치관의 여러 방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철학에서는 

기술이 인간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킬 때 제기되는 문제들에 관해 다양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산업기기의 등장으로 인한 인간의 노동문제부터 

의∙공학기술 발달에 따른 트랜스휴머니즘까지, 기술의 발전은 이와 같은 

변화에 걸맞은 대안이나 정책을 마련하게끔 언제나 우리를 고민하게 

한다.  

인지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20세기 중반부터 인지과학에서는 인지를 

연구하기 위해 인간의 마음에서 지적 활동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초기 연구는 컴퓨터를 모델로 한 

표상주의 기반 제1세대 인지과학으로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에 

신경망을 모델로 한 연결주의 기반 제2세대 인지과학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과 과학적 연구 사이에는 설명적 간극(explanatory 

gap)이 생긴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제3세대 인지과학은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이론이다. 

체화된 인지 이론은 몸과 마음의 이분법적 사고로부터 벗어나서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인지과정을 신경망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뇌를 제외한 나머지 몸, 환경, 그리고 세계에서 가능한 

것으로 본다.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트랜스휴머니즘은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유한성(finitude)을 극복할 수 있으며, 그 가능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사조를 갖는 움직임이다. 미래주의자들은 

트랜스휴머니즘을 받아들여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기 위한 인공지능 

연구에 힘을 싣고, 머지 않아 인간지능을 초월하여 자가생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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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능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주장은 기계지능이 인간지능을 

모방한다는 점에서 고전적 인지주의 및 연결주의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체화된 인지에서 ‘마음을 보는 태도’와 전적으로 상이하다. 뿐만 

아니라, 트랜스휴머니즘의 사조와 달리 대다수의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초지능을 개발한 후에 인간에게 접목하는 사안에 대해 거의 논의하지 

않고, 오히려 초지능적 ‘존재’에 의해 지배된 미래 세계를 가정하고 

권리문제 혹은 통제문제에 대해서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1장에서 연구의 배경을 전개한 후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전체적인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2장에서 트랜스휴머니즘을 정의한 

후 그 사조에 따라 지능으로서 마음을 이해하는 방식을 알아보고, 

3장에서 체화된 인지 이론의 세부 이론들을 탐구하여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를 구성하는 방식을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4장에서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한 트랜스휴머니즘의 시도가 

내재하는 문제들을 비판한 후, 마지막 5장에서 비판에 관한 몇 가지 

대안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로 인간의 유한성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에서 ‘인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문제들을 인식할 수 있다. 

 

주요어:  체화된 인지, 인지과학, 마음, 트랜스휴머니즘, 지능, 인간 향상 

학  번:  2015-2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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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근대 과학혁명이 도래한 16세기 이후부터 과학기술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다양한 

방면으로 변화를 가져다 주면서, 인간의 삶과 세계의 근본적 문제를 

연구하는 철학 분야에서는 그 여파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가 있어 왔다. 

인간의 노동을 대신해주기 위한 기계 발명, 여러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 

발달, 그리고 이제는 감정적 영역에까지 미치는 영향력 등에 있어서 

과학기술은 오롯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고, 또 만들어져 오고 있다. 

또한, 신경과학(Neuroscience)의 발달로 미지의 뇌를 개척하게 되면서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의 치료방법을 개발하는데 이르러 평균수명만큼이나 

건강수명도 점차 연장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의 등장에 힘 입어 

기술 발전을 통해 인간을 향상시키려는 접근이 제안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에 대한 관심은 가히 대단하다.  

이러한 과학적 탐구가 인간의 마음을 대상으로 삼을 때, 인지과학이 

탄생하였다. 1950년대 인지혁명 이후,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은 

1980년을 전후로 학회에 모습을 드러내고 마음이라 불리는 인간의 

의식을 밝혀내기 위해 여러 방법론을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마음연구는 고대 철학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 흐름에서 

가장 오래된 특징은, 근대 철학에서 데카르트(R. Descartes)로부터 

제시된 심신 실체이원론(Mind-Body Substance Dualism)에 기반하는 

마음이다. 데카르트는 마음과 ‘몸’1)을 비교하여 각기 다른 두 실체로 

                                        
1)
 본 논문에서 Body는 모두 ‘몸’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였고, 몸의 기관이나 

이론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체 기관, 신체화 등 ‘신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몸’과 ‘신체’라는 단어의 개념적 차이는 없으나 흐름상의 편의를 

위해 두 용어를 모두 사용함을 미리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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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고, 마음을 내적(internal)이거나 추상적인 것으로 여겼다. 

당시에는 ‘뇌’가 미지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당시 여러 철학적 사유에 

따라 마음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것이라는 강한 판단이 자리잡아 있었다. 그렇게 

이분법적인 사고와 관점을 바탕으로 이어져 온 마음 연구에서 

데카르트는 심신실체에 대한 구분에 덧붙여 마음과 몸은 송과선(pineal 

gland)에서 만나게 되며 또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오늘날 

뇌과학에 의해 송과선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선이라는 것이 밝혀져 

이러한 주장은 기각되었지만, 그가 최소한 마음과 몸이 ‘두뇌’에 접점을 

두고 있다는 힌트를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기여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더욱이, 홉스(T. Hobbes)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각각 

하나의 ‘기호’(symbol)로 이해한다면 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대표적인 두 학자의 주장을 기반으로 마음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려는 접근이 시작되었다.  

그 첫 시작은 심리학 발전 초기에 분트(W. M. Wundt)와 티체너(E. B. 

Titchener)에 의해 발달한 구조주의(Structuralism) 심리학에서 주로 

사용된  ‘내성법’(introspection)이다. 분트는 인간이 스스로의 정신이나 

세계에 대해 갖는 주관적 경험을 분석할 수 있어야 비로소 심리학이 

과학적 학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화학에서 물질을 여러 

입자로 쪼갠 후 분석하는 방법을 따라 인간의 의식 역시 감각이나 감정 

등 여러 구성요소로 쪼개어 이해하고자 하였다. 구조주의에서 사용된 

내성법은 실험 참여자가 스스로 자신의 정신상태를 관찰하여 보고하면 

그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자기성찰법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이 

방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과 인간의 1인칭적 주관경험을 

알고자 하는 것으로서 뭇 실험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내성법은 

마음연구에 상당히 부합한 목적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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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내용의 결과와 진행자의 해석이 신뢰성과 객관성을 만족시키지 못해 

과학적 방법으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반기로 심리학에서 제기된 방법은 ‘행동주의’(Behaviorism) 

실험이었다. 행동주의는 심리학의 대상을 의식이 아닌 객관적 행동에 

두고 관찰 가능한 행동에만 집중하며, 마음은 보이지 않는 블랙박스라고 

간주하였다. 초기 행동주의는 왓슨(J. Watson)의 동물심리학을 중심으로 

파블로프(I. P. Pavlov)의 조건반사학과 제임스(W. James)의 기능주의 

등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행동주의의 가장 큰 요점은 행동을 통해 

‘생체의 기능’을 밝혀내기 위해 자연과학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 ‘자극’(stimuli)과 ‘반응’(reaction)의 관계 

및 반사(reflex)에 초점을 두고 조건부여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경험적인 

학습이나 교육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행동주의 실험들은 

현재까지 참조되고 있을 만큼 객관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동물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행동의 특징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주된 

실험대상이 동물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고등인지기능 및 고유 언어능력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었다. 이 점에서 언어학자 촘스키(N. 

Chomsky)는 유아의 언어습득 과정을 볼 때 분명 타고나는 보편문법이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타고난 선험적(a priori) 마음에 대해 다시 

의문을 갖는다.  

내성법이나 행동주의실험이 결과적으로 완전히 기각되어 버린 가장 큰 

원인은 마음을 별도의 한 ‘대상’(object)으로 보는 심신이원론을 그 

토대로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내성법은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을 과학적 분석 요소로 사용하려고 한 

반면, 행동주의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내적 상태에 대한 이론적 빈곤(김기현 2001)으로 인해 결국 

마음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에 실패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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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는 마음에 대한 계산적 표상 이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인지심리학(Cognitive Psychology)에 차례로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철학은 데카르트-홉스적 

방향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으며, (촘스키의 데카르트적 

형태의) 언어학이 흥미로운 과학으로서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컴퓨터 과학이 제대로 형태를 갖춘 분야로 등장하였다. 

컴퓨터 과학자들은 정신을 표상들에 작용하는 계산장치로 

보는 데카르트적 그리고 홉스적 통찰력에 자극되어,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로써 인지과학이 잉태되었던 

것이다.” (김영정 1996, 71) 

 

행동주의가 무너진 1950년대경, 컴퓨터가 개발되면서부터 연구자들은 

이진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컴퓨터를 모델로 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호로 본다면 계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홉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표상주의적 연구를 시작하였다. 또한 컴퓨터 인공망과 모습이 

매우 흡사한 뇌 신경망을 연구하여 인간의 지적 능력 및 고차 인지에 

대한 신경망 연구를 실행하였다. 초기 인지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컴퓨터라는 중심 축에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입력(input)하면 중심 축에서 고유한 언어로 계산이 된 후 모니터에 

결과가 출력(output)되는 과정이 마치 눈을 통해 세상을 보면 빛이 

들어와(input) 시신경이 정보를 뇌로 보내고 정보처리를 통해 대상들을 

볼 수 있는(output) 과정과 부합해 보였던 것이다. 인지혁명과 함께 

등장한 컴퓨터는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기 위해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주었고, 발 빠른 발전으로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고 학습하는 기계로부터 

만들어진 지능,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개발되었다. 초기에 

주로 계산을 대신 해주는 기계(automatic machines, automata)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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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는 점점 고차기능까지도 대체해줄 수 있을 만큼 막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간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기계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후부터 인공지능이 발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약 10년 남짓이라는 점은 추후에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초월적 지능을 예측하는데 있어 하나의 핵심 돌파구가 되었다.  

몸과 심리작용에 관계에 대한 심신문제(Mind-body problem)에 있어 

주된 과학적 입장은 ‘일원론’(Monism) 또는 ‘물리주의’(Materialism)에 

기초한다. 물리주의는 두뇌의 상태(mental states)가 곧 마음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두뇌에서 일어나는 일(events)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과 동일한 것으로 여긴다. 말하자면, 뉴런(neurons)들이 만들어내는 

화학적 신호와 물리적 과정들 만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마음’이라고 

생각해왔던 기능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뇌의 발견으로 과학에서 이러한 

입장이 자리잡게 된 한 편, 물리주의 및 환원주의(reductionism)를 

받아들이는 입장이 인간의 의식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점에서 

설명적 간극(explanatory gap)이 생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게 된다. 

(Levine 1983) 이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현상학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몸’ 연구를 토대로 존슨과 레이코프 등은 ‘마음의 신체화 이론’을 

제창하였다. (Johnson 1987)  

계산주의(Computationalism) 및 표상주의(Representationalism)라고 

불리는 고전적 인지주의(Classical Artificial Intelligence, Cognitivism)와 

뇌 신경망 연구라 불리는 연결주의(Connectionism)를 지나, 제3세대 

인지과학2)이라 불리는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이론’에서는 

                                        
2)
 존슨(M. Johnson)은 “Embodied Meaning and Cognitive Science” 

(1997)에서 기호(symbol)로만 마음을 설명하려는 표상주의 및 계산주의에 

반박하고자 이 ‘고전적 인지주의’ 입장을 제1세대 인지과학이라고 구분한 뒤 

‘체화된 인지’ 입장을 제2세대 인지과학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정모의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접근과 학문간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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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인지란 비단 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뿐더러, 두뇌를 제외한 나머지 

몸(body)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몸이 살고 있는 환경, 몸이 바라보고 

상호작용하는 세계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 마음은 

데카르트식 표상처럼 제한된 어떤 곳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몸을 통해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구현되는 것이므로 몸으로부터 

분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여러 논증에도 불구하고, 체화된 

인지 이론에 따를 경우 인지과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지속적으로 비판되고 있어, 아직까지 인지과학에서는 제1세대 및 

제2세대에 토대를 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제 2 절 문제 제기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인지 연구에서 급진적이라고 여겨지는 두 

대표적인 입장을 살펴보자.  

체화주의에서 ‘체화된 인지’ 이론이라는 큰 깃발 아래 여러 작은 

깃발(4E Cognition) 중, 가장 급진적 입장이라고 여겨지는 이론은 

‘확장된 인지(extended cognition)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인지과정에서 ‘도구로써’ 컴퓨터를 사용할 때 컴퓨터에서 행해지는 

작업들이 인간의 몸에서 행해지는 것과 똑같이 시뮬레이션 한다면, 

                                                                                                     
인지과학 새 패러다임과 철학의 연결이 주는 시사」(2010) 에 따라 고전적 

인지주의를 제1세대, 뇌신경망에 기초한 연결주의를 제2세대, 그리고 체화된 

인지를 제3세대로 보는 구분법을 따른다. 이 구분법에서는 연결주의가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진다는 특징이 있긴 하나, 그 구분이 세대로 불리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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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인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인지로 간주해야 한다. 이 입장은 체화된 인지 이론 지지자들에게도 

상당히 과격한 입장으로 여겨지고 있어 인지의 확장 범위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인지 연구에서 대표적인 또 다른 급진적 입장은 트랜스휴머니즘이다.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인간의 유한성(finitude)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지향하고 또 가능한 과학기술적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추진할 것에 동의한다. 이들 중,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서의 마음을 

극복하여 인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급진주의자들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인간의 지능 및 핵심고등인지기능을 

모방하여 스스로 학습할 뿐만 아니라 자가생성(autopoiesis 혹은 self-

production) 할 수 있을 만큼 발달한 초지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동향은 인간의 지능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전체 의식 

문제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추후에 발생할 수 있을만한 여러 

문제들을 미리 염려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입장은 표상주의 및 연결주의에 기반을 두고 컴퓨터 및 

인공지능을 통해 인간의 지능을 극대화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체화된 

인지 이론에서 ‘마음을 이해하는 태도’와 전적으로 상이하다. 

‘확장된 인지 이론’은 트랜스휴머니즘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과격한 

입장에 해당하지만, 인간 향상의 관점에서 차이가 난다. 전자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체험’(experience)과 ‘구체화’(embodiment)를 가장 중요한 

토대로 두고, 현상학적 지향성 및 몸의 지닌 의미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톰슨은 설명적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과 많은 것을 

공유하는 ‘생명’을 함께 이해하는 시각을 바탕으로, ‘경험’의 구조를 

현상학적으로 해설하고 또 이러한 해설에 근거하는 마음이나 생명에 

관해 과학적으로 해설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현상학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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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이나 신경과학, 생물학 등에 기초를 두고자 한다. 말하자면,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생명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전체적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트랜스휴머니즘을 볼 때, 트랜스휴머니즘적 

움직임에서 목표하는 트랜스휴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기술을 

접목한 상태에서 인지과정이 구현되어 그 기술이 잘 적응되고 활용될 수 

있게끔 체화된 인지 논의를 숙고해야 한다.  

오늘날, 트랜스휴머니즘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들은 사회 철학이나 윤리학, 그리고 미래학에 주된 

초점을 둔다. 트랜스휴머니즘에서의 비판은 크게 3가지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존재론 또는 형이상학적 수준, 2) 인식론 또는 방법론적 

수준, 그리고 3) 윤리적, 정치적, 또는 경제적 수준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존재론 또는 형이상학 수준’에서 인지과학적으로 

트랜스휴머니즘에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논의의 핵심 토대를 ‘체화된 

인지 이론’에 두고, 지금까지 트랜스휴머니즘적 접근들이 마음과 인지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살펴 본 후 그와 같은 입장이 추진될 때 초래되는 

문제점들을 비판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기술로써 인간의 인지를 

향상시키려는 접근에서 실질적으로 문제의식을 지녀야 하는 논점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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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인공지능에 기반한 인지 연구 

이번 장에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인지 연구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 입장은 인지과학의 제1세대 표상주의 및 제2세대 연결주의적 

연구들을 주된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 연구로 인해 곧 초지능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주장을 살펴보기에 

앞서, 트랜스휴머니즘의 정의와 흐름에 대해 정리할 것이다. 

 

제 1 절 트랜스휴머니즘의 정의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3)은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 인간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성질과 능력을 향상(enhancement)4)시키려는 

지적 혹은 문화적 운동이다. (Bostrom 2005) 이 동향은 인간이 지닌 

유한성(finitude)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인간의 기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 추진해야 할 

것에 동의한다. ‘트랜스휴머니즘’은 20세기 중반에 생물학자 헉슬리(J. S. 

Huxley)에 의해 처음 등장한 용어였으나, 1980년대에 미국 

미래학자들에 의해 재정의된 의미가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한편, 

                                        
3) 포스트휴먼 시대에 지금까지 지속된 인간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성격을 

지닌 움직임이다. 질병, 장애, 고통, 죽음 및 노화가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조건이라고 규정하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추진 방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급진적인 축에 해당된다. 본고에서는 초지능을 

예측하는 보스트롬이 『슈퍼인텔리전스』(Bostrom, 조성진 역, 2017) 에서 

주장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급진주의적 예측들을 비판한 후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4)

 향상(enhancement)은 강화로도 번역되고 있는 용어이나, 본 논문에서는  

‘향상’으로 일괄 번역하여 인간의 인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전체적인 느낌을 

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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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은 휴머니즘(Humanism)5)의 인간중심적 

사고들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반성으로부터 제기된 움직임으로, 그 

사고들에서 벗어나는 후기인본주의 혹은 탈-인본주의를 의미한다. 

트랜스휴머니즘이 등장한 시기가 포스트휴먼 시대에 해당한다는 점과 

인간이 자연적으로 얻은 능력보다 더욱 극대화된 능력을 갖추도록 

자신을 변형할 수 있다면 그러한 인간을 포스트휴먼으로 부른다는 

점에서 포스트휴머니즘과 트랜스휴머니즘은 동의어로 사용되거나, 

적어도 연관어로 논의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기계가 등장하면서 기계와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성찰의 결과로 인간에 대한 기존 정의와 인간성에 

관한 개념들이 점점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반성을 통해 기존에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인본주의 철학이 

주로 전제하고 있던 근대철학(특히 칸트 철학), 실존주의, 비판철학 등의 

공통적인 입장은 바로 휴머니즘, 즉 인간에 대한 협소하고 편협한 

관점이었다. 휴머니즘은 중세의 신학중심적 관점에 대한 대안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신, 초자연적인 것, 신앙 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통해 인간이 스스로를 규정하여 도입된 인간중심적 사고 및 관점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이 대안 역시 보편적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휴머니즘에 대한 반성에서 가장 먼저 문제 제기된 ‘휴머니즘의 인간’은 

1) 합리적이며, 2) 남성이며, 3) 유럽인이며, 4) 백인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포스트휴머니즘은 기존 유럽중심주의에 대한 저항, 여성 

                                        
5)

 인본주의(Humanism)는 인간의 존재를 중요시하고 인간의 능력과 성품 

그리고 인간의 현재적 소망과 행복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정신이다. 인간 

중심적 사고에 따른 인류 사회의 존엄, 가치를 중시한다. 신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신본주의, 모든 사물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는 애니미즘 및 기타 

샤머니즘, 피상적으로 관찰된 자연의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자연환원주의에 반대한다. 인본주의에 근간한 정치사상이자 사회 사상을 

뜻하기도 하며 인간주의, 휴머니즘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철학사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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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그리고 인종차별을 포함하여 인간 개념을 재조명 하려는 

움직임이다. (Braidotti 2013)  

트랜스휴머니즘에서는 ‘융합기술’(converging technologies)이라고도 

불리는 ‘NBIC기술’ 6) (Nano, Bio, Information, and Cognitive Science 

Technology)에 주목한다.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특히 두뇌중심 기술 

연구를 통한 영생을 최종적으로 희망한다. 인공지능 및 로봇 연구에서도 

1) 영생, 2) 인지기능 향상, 3) 지구탈출의 목표를 갖는다. NBIC기술 및 

냉동인간7) 기술에 대한 기대는 곧바로 핵 전쟁 등과 같은 인류멸종의 

위험, 인류 노예화, (Ford 2015) 인간성의 상실 등의 우려를 낳는다. 

(이경민 2017) 그러나 수많은 걱정에도 불구하고, 트랜스휴머니즘의 

기본 사조는 미래를 위해 기술을 기반으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진보적인 무언가를 당장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인 사회정치적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진화과정 중, 호모사피엔스(Homo Sapience)에서부터 직립보행이 

가능해지고 굉장히 발달된 인지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또 세대를 거치는 

                                        
6)

 미국 국립과학재단에서 발표된 M. C. Roco와 W. S. Bainbridge의 

Converging Technologies for Improving Human Performance, (M. C. Roco 

& W. S. Bainbridge 2003) 에서 주목하는 융합기술이다. 이는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에 국한되었던 융합기술이 나노기술, 생명공학 

기술, 인지과학적 기술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7)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 환자나 노령으로 인한 사망을 목전에 

둔 사람들을 살아 있는 채로 액화질소 속에 얼려 생체시간을 멈추게 해 

세포를 노화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할 수 있는 기술 방식이다. 이처럼 보관된 

냉동인간(cryonics)을 의학이 더 발달되었을 미래에 소생시킨 후, 병을 

치료하거나 아주 급진적으로는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목적을 갖는다. 현재 

예기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다른 신체기관보다 뇌의 기능 특히 기억이 

손상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을 지의 여부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2045년경에 냉동인간에서 최초로 소생한 인간이 출현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우재명, 「생명과학기술과 인간의 정체성」 (Biotechnology and Human 

Identity),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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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꾸준히 추상적으로 사고하고 계산하며 다른 사람에게 의사를 

전달해 오면서 방대한 정보를 문화적으로 축적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인간은 지구상의 그 어떤 생명체보다 뛰어난 존재가 된 것이다. 

(Bostrom 2014, 18) 휴머니즘, 포스트휴먼, 트랜스휴먼 등의 개념에서 

언급되는 인간은 모두 호모 사피엔스인 인류를 지칭한다.  

보스트롬(N. Bostrom)은 <표1>에서 인간의 3가지 주요 능력 중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능력에서 현재의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를 

초월할 경우, 이를 포스트 휴먼으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 (Bostrom 

2005; 신상규 2014 재인용) 

 

표1. 인간의 3가지 주요 능력 (보스트롬 2005; 신상규 2014 재인용) 

 

건강수명 
정신적이고 물리적으로 온전하고 건강하며, 생산적 

상태가 능동적으로 유지되는 능력 

인지기능 

기억, 추론, 그리고 주의력과 같은 일반지능 및 

음악, 해학, 성적인 문학, 서사, 영성 등을 이해하는 

특수능력 

공감능력 
삶을 즐길 수 있으며 생활 속에서 겪는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맞은 정서로 반응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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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트롬의 이러한 제안은 근대 휴머니즘에서 벗어나기 위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포스트휴먼’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오히려 워윅(K. 

Warwick)이 지지하는 트랜스휴머니즘과 더욱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워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이는 단지 

시간과 장소의 조건에 따르는 우연적 운명일 뿐이다. 나는 우리가 

그것을 바꿀 힘이 있다고 믿는다”. 즉, 트랜스휴머니스트는 과학에서의 

의∙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을 변화시키고 초월할 수 

있도록 지향하며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대에 와서 갑작스레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근대철학 이전까지 사람들은 

주로 신 중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가치관을 형성했으며, 신을 완전한 

존재로 묘사하며 닮고 싶은 대상으로 여겼다. 신처럼 오래 살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 넘고자 했던 오래된 욕망과 기술이 계몽주의적 신념 위에서 

결합되어 마침내 드러난 것이다. (Warwick 2002)  

 

“그 어떤 똑똑한 인간의 지적 활동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춘 기계를 ‘울트라 지능형(ultra-intelligent) 기계’라 

부르자. 바로 이런 기계를 고안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지적 

활동에 속한 것이므로, 울트라 지능형 기계는 사람이 만든 

것보다 더 뛰어난 기계를 고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계속되면 결국 ‘지능 대확산’에 이를 것은 당연하고, 인간의 

지적 수준은 저 멀리 뒤처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최초의 울트라 지능형 기계를 만들기만 하면 되고 나머지 

발전은 인간의 손을 떠나 울트라 지능형 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물론 이것은 그 기계가 인간의 통제를 받을 

만큼 얌전하다는 가정하에서일 것이다.” (Good 1965; 조성진 

2017 재인용) 

 



14 

 

1998년 막스 모어(M. More)는 모로우(T. O. Morrow)와 함께 저널 

『엑스트로피』 (Extropy: The Journal of Transhumanist Thought) 를 

창간한 후, 엑스트로피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들은 무한팽창, 

자기변형, 역동적 낙관주의, 지능기술, 자발적 질서라는 다섯 가지의 

원칙을 제시하고, 웹을 통해 담론을 활발히 진행하며,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그 결과 휴머니즘을 넘어 인간과 

인간 종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이념적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입장은 

인간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휴머니즘과 많은 부분이 

겹치지만, 인간의 삶의 본성이나 잠재력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기대한다는 점에서 휴머니즘과 구분된다. (Hughes 2004) 한편, 같은 

해에 보스트롬과 피어스(D. Pearce)를 중심으로 유럽 학자들은 

세계트랜스휴머니스트 협회(the World Transhumanist Association 

(WTA) 혹은 Humanity+(plus), Inc.)를 설립하여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불가피하게 초래할 위험들을 인정하고 공공정책을 통한 조율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다루기 시작하였다.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크게 모어를 

중심으로 한 휴머니티 플러스 중심의 흐름과 보스트롬을 중심으로 한 

IEET(Institute for Ethics and Emerging Technologies) 흐름으로 

구분한다. 두 흐름 모두 계몽적 휴머니즘을 계승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가치관이 겹치지만, 전자는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며 공적인 개입 대신 자유 시장을 

통해 여러 가능한 문제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반면 후자는 기술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나 향상기술을 사용한 사회복지 증진에 보다 

초점을 둔다는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 

커즈와일(R. Kurzweil)은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 인간의 지능적인 

영역에서 트랜스휴먼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술적 특이점’ 

(technological singularity, TS)이 2040년에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보스트롬은 『슈퍼인텔리전스: 경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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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Superintelligence- Paths, Dangers, Strategies) (Bostrom, 

조성진 역, 2017)에서 ‘특이점’이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 개념들로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게 사용되어왔고 이 용어로 인해 ‘기술 유토피아적’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한다. 그는 오히려 특이점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지능 대확산’(intelligence explosion)을 설명하며 다른 

무엇보다 기계가 초지능(superintelligence)을 지닐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전 세계 GDP 장기 변화 추이를 

참고해 볼 때 농업 혁명 및 산업 혁명에 비견할 만한 급격한 발전 

양상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몇 주 만에 

세계경제규모를 2배 이상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뇌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지성체(知性體)가 필요하다. (Bostrom 2014) 

 

 

제 2 절 트랜스휴머니즘에서 지능으로서의 인지 

 

인지과학에서는 마음을 1) 의식(consciousness), 2) 지향성(intentionality), 

그리고 3) 지능(intelligence)으로 크게 구분한다. 초기 인지과학자들은 

인지혁명 이전에 있었던 내성법 및 행동주의의 실패에서부터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한 상태였으므로 의식과 지향성을 잠시 보류하고, 마음을 

‘문제해결’(problem solving)로 이해하는 지능 연구에 집중한다. 따라서 

제1세대 인지과학에서는 고전적 인지주의(표상주의 및 계산주의)를 

중심으로, 제2세대 인지과학에서는 연결주의(신경망 이론)를 중심으로 

인간의 지능을 밝혀내기 위해 계산기계를 비교대상으로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흐름과 유사하게도 트랜스휴머니즘 역시 다른 

기술보다는 인공지능에 의한 포스트휴먼에 가장 먼저 집중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트랜스휴머니즘에서 인간지능을 능가하고 인간 역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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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능을 뛰어넘어 초지능을 향해갈 수 있는 경로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오늘날 인간의 일반지능을 기준으로 한다면, 기계는 인간보다 훨씬 

열등한 상태에 있다. (Bostrom 2014) 지금까지의 지능은 일정 분야로 

제한된 부분에서만 압도적인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능체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급진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기계는 초지능에 이를 것이다. 특히 보스트롬은 초지능을 사실상 전체 

관심 영역에서 인간의 인지 능력을 초과하는 지능이라고 잠정적으로 

정의하며, 감각질(qualia)8)에 대한 시사나 구체적인 구현 방법 등에 대한 

언급을 잠시 제쳐두고 초지능에 대한 인과적 선행사건(antecedent) 및 

그에 따른 결과에만 초점을 둔다.  

 

<표2-1> 게임 분야의 인공지능 (Bostrom 2014) 

 

게임 분야 게임 실력 상세 설명 

체커 인간초월 

1952년 개발된 아서 새뮤엘의 체커 

프로그램, 1955 머신러닝으로 성능이 

향상되어 프로그래머를 뛰어넘음 

백가몬 인간초월 

1979년 개발된 한스 베를리너의 BKG 

프로그램, 시간차 학습으로 자신과의 대국 

연습을 통해 세계 챔피언을 이김 

                                        
8)
 감각질은 ‘질’(quality) 을 의미하는 라틴어 “quale”의 복수형이며, 1929년 

철학자 루이스(C. I. Lewis)에 의해 정의된 의미가 현재까지 쓰이고 있다. 

그에 따르면, 감각질은 곧바로 직감되고, 주어지며(given), 순수하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어떤 오류의 가능성도 갖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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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러 

TCS(SF게임) 
인간초월 

1981년 개발된 더글러스 레나트의 

프로그램이 미국 챔피언십에서 2년 연속 

우승, 경험적 방식 및 발견적 학습법 사용 

오셀로 인간초월 
1997년 개발된 로지스텔로 프로그램이 

세계챔피언 다케시 무라카미를 6번 승리 

체스 인간초월 
1997년 딥 블루 프로그램이 세계 체스 

챔피언 게리 카스파로프를 이김 

십자말풀이 전문가급 
1999년 프로버브 프로그램이 일반인보다 

뛰어난 실력을 보여줌  

스크래블 인간초월 2002년 당시 이미 최고 실력자를 이김 

브릿지 인간과 동급 2005년 최소 실력의 참가자와 동등해짐 

제퍼디! 인간초월 
2010년 IBM의 왓슨이 제퍼디! 퀴즈 쇼 

챔피언 켄 제닝스와 브래드 러터를 이김 

포커 다양한 수준 
텍사스 홀덤 포커 게임에서 2등 및 

우승함 

프리첼 인간초월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해 진화된 프리첼 

게임의 상위 등극자들을 이김 

바둑 아마추어급 
2012년 Zen시리즈들의 속기에서 6단에 

다다랐으며, 해마다 실력이 향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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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트롬에 따르면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고 있다. 인간의 지능 중 상식과 자연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표2-1>에서 언급된 인공지능처럼 만일 성인 

인간만큼이나 자연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다면, 

이미 그 인공지능은 인간이 해낼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수행할 수 있거나 

아니면 거의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진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닐손(N. J. 

Nilsson)은 위험을 덜기 위해 약한 인공지능(weak A.I., 인간의 사고 

능력을 보조하는 용도)에만 관심이 몰리는 것을 비판한다. 민스키(M. 

Minsky), 매카시(J. McCarthy), 그리고 윈스턴(P. Winston) 등 

급진주의적 선구자들 역시 이 비판에 동의하며 강한 인공지능(strong 

A.I., 인간수준 기계지능) 연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Nilsson 

2009) 한 동안 약한 인공지능에 집중한 연구로 인해 하위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어왔고 그것이 토대가 되어 다시 수준 높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뉜다. 어떠한 형태를 띌 

때 강한 인공지능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지와 언제쯤 

가능할지에 대해 다양한 예측들과 믿음들이 있어왔다. 인공지능에 대해 

잘못된 예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거나 언제까지나 절대로 현실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최근 암스트롱과 소탈라는 이러한 동향에 대해서 “그 발달 

경로가 워낙 다양하므로 인공지능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Armstrong & Sotala 2012)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여론조사를 통해 인간수준 기계지능(Human-

level machine intelligence, HLMI)이 개발될 시기를 <표2-2>와 같이 

정리하였다. 응답자들은 개발 후에도 인간의 과학적 활동이 강하게 

저해되지 않은 채 계속된다는 것을 가정하며 개발 시기를 예측하도록 

요청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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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기계의 인간수준 지능 획득 시기에 대한 다양한 예측9)      

(Bostrom 2014) 

 

 

 

인공지능을 예측하는 의견은 굉장히 범위가 넓다. 몇몇 사람들은 

인간수준 기계지능이 개발될 시점을 2020년에서 2040년으로 매우 

빠르며 좁게 보기도 하고, 아예 개발되지 못하거나, 혹은 아주 먼 

미래에나 가능에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닐손은 10퍼센트, 

                                        
9)

 보스트롬 뮐러(V. C. Müller)가 2014년에 발표한 “Future Progres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 Survey of Expert Opinion”에서 소개된 설문조사 

결과이다. 응답자들은 학회 회원들이며, 이 학회들은 각각 PT-

AI(Philosophy and Theory of A.I.),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EETN(Hellenic Artificial Intelligence Society, Greek Associa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TOP100(The 100 Top authors in artificial 

intelligence by citation in all years according to Microsoft Academic 

Search in May 2013), 그리고 Combined으로 나열되었다.  

 10퍼센트 50퍼센트 90퍼센트 

PT-AI 2023 2048 2080 

AGI 2022 2040 2065 

EETN 2020 2050 2093 

TOP100 2024 2050 2070 

Combined 2022 2040 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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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퍼센트, 90퍼센트의 확률이 각각 2030, 2050, 2100년에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특히 AGI의 경우 10퍼센트를 획득하는 시기는 다른 

항목과 유사하지만, 90퍼센트의 완성도를 획득하는 시기는 최소 5년에서 

28년이나 빠르다고 예측하여 가장 급진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보스트롬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아주 먼 시점에서 HLMI가 개발될 

것이라는 견해의 평균 확률이 너무 낮다고 말하며 두 가지 질문을 

추가한다. (Bostrom 2006) 

하나는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춘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후 그 

인공지능이 초지능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전문가들이 응답한 도약시간은 다음 <표2-3>과 같다.  

 

표2-3. HLMI 획득 후 초지능까지 걸릴 시간 (Bostrom 2014) 

 

 HLMI 개발 후 2년 내 HLMI 개발 후 30년 내 

TOP100 5퍼센트 50퍼센트 

Combined 10퍼센트 75퍼센트 

 

 

다른 하나는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인간수준 기계지능을 개발하는 

것이 인류에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영향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은 <그림1>과 같다. <표2-3>에서 

응답한 TOP100과 Combined 전문가들이 역시 조사에 참여하였고, 

0에서 50까지의 응답 비율과 매우 긍정적 영향(5)부터 매우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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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1)까지 5점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결과는 순기능에 치우친 긍정적 

영향(4)에 대한 응답이 TOP100과 Combined가 각각 47과 38로 가장 

높았고, 매우 부정적 영향(1)에 대한 응답은 각각 4와 9로 가장 낮았다. 

 

 

그림1. HLMI의 전반적인 장기영향 (Bostrom 2014) 

 

보스트롬은 인간수준 기계지능이 초지능으로 도약하기까지 걸릴 

시간을 설문조사 결과보다 짧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미칠 

영향들 역시 더 극단적일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며 순기능과 역기능이 

조화롭게 균형된 결과보다는 아주 긍정적이거나 아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클 것이라 말한다. 앞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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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생각에 인공지능의 발달이 가져올 영향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인류에게 편리함을 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인류를 멸망시킬 만큼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대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예측들은 

인공지능의 끊임없는 발달로 마침내 초지능이 가능해진다면, 

트랜스휴머니즘의 사조에 기초를 둔 접근들이 인간에게도 직접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능력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향상이나 강화를 목표로 인간을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려고 한다는 점에서 트랜스휴머니즘이 지향하는 

미래의 모습은 다수의 지지자들과 혹은 비판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주제에 걸쳐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후쿠야마(F. Fukuyama)는 『휴먼 퓨처』(Our Posthuman Future: 

Consequences of the Biotechnology Revolution) (Fukuyama 2002) 

에서 ‘트랜스휴머니즘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는 논평을 통해 

이러한 움직임을 비판한다. 샌델(M. Sandel) 역시 인간을 나머지 다른 

종들과 달리 ‘존엄하다’고 구분하며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과학기술 

연구가 과연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적한다. 그는 선물로 

주어진(gift-giving) 고귀한 삶이 질병치료가 아닌 다른 목적들에 의해 

종을 개량시키려고 하거나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을 모두 

과한 욕심과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러한 시도들로 

인하여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고군분투한 노력들과 공동체로서 

지니는 연대의식이 전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염려한다. 그가 보기에 

인간의 삶에서 ‘우연성’이 갖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Sandel 2009) 반면, 환경문제 연구자 베일리(R. Bailey)는 

트랜스휴머니즘이 “인류의 가장 대담하고 용감할 뿐만 아니라 기발하고 

이상적인 열망”이라고 주장한다. (Baile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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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휴머니즘의 인간형을 탈피하고자 하는 포스트휴머니즘 및 

트랜스휴머니즘에서는 의·공학기술의 발전이 초지능 기계와 초지능 

휴먼이 모두 생존하려는 사회가 오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을 통한 인간의 변형(transformation)10)이나 향상이 개개인의 

자유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결정권을 주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개인과 공권 사이의 권리문제를 시작으로 자율성, 윤리적 

문제, 법률적 문제(체계), 규율 등 다각적 기준들을 대안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제 3 절 인공지능을 통한 지능 초월적 인지향상 

 

초지능으로 향하게 하는 경로들에는 인공지능 실현 외에도 인간의 

생물학적 뇌를 스캔 하여 모방하는 전뇌 에뮬레이션(Whole Brain 

Emulation, WBE), 생물학적 인지 능력 향상,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Brain-Computer Interfaces, BCI), 그리고 네트워크와 조직(networks 

and organizations) 등이 있다. 여러 가지 경로를 위해 요구되는 자세한 

내용을 <표2-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2-4>에 나열된 다양한 경로들 

중,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인공지능’과 ‘전뇌 에뮬레이션’에 대해 가장 

많이 논의한다.  

초지능으로 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근본적인 조건은 인공 

일반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을 실현하는 것이다. 인공 

일반지능 시스템은 학습, 불확실성과 확률적 정보 처리 능력, 개념의 

                                        
10)

 인간의 변형(transformation)은 곧 트랜스휴먼이 되는 것으로, 인간강화 

입장에서 트랜스휴머니즘의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보스트롬이 제안한 

‘포스트휴먼으로 분류해야 하는 3가지 조건’ (건강수명, 인지기능, 공감능력) 

(Bostrom 2005; 신상규 2014 재인용) 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변형된 

인간’(transformed human)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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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 및 논리적 응용 등을 갖추도록 요구된다. 구식인공지능(GOFAI, 

Good Old-Fashioned Artificial Intelligence) 시스템이 발달된 후, 

튜링(A. M. Turing)은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Turing 

1950) 에서 ‘어린이 기계’(child machine)를 소개한다. 여기에서 기계가 

스스로 인간 수준의 지능에 닿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현재는 성인 인간의 지능이 인공지능의 기준이 되지만, 튜링의 

저서에서는 복잡한 사고를 처음부터 개발하려고 애쓰지 않고 어린이 

기계를 만든다면 개발 후에 적절한 교육을 통해 어른의 지능을 얻도록 

학습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이 주장은 무작위적인 시도를 통해 어린이 

기계에서도 돌연변이가 생겨날 수 있을 거라는 확률이 추후 속도 

향상이나 약점을 개선하여 강화시키는 것에 힌트가 된다는 것을 시사해 

인간의 발생과정과 유사한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무작위적인 진화 

과정을 통해 인류가 존재하게 된 것처럼 인간 프로그래머가 설계한 

유전학적 프로그램에서 같은 방식을 사용한다면 무작위적 진화와 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Moravec 1998) 즉, 진화를 통해 지능이 

만들어졌으므로 인간이 주도하는 공학을 통해서도 지능이 가능하리라는 

것이다. (Chalmer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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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 초지능으로 향하는 여러 경로들 (Bostrom 2014) 

 

초지능 경로 필요역량 및 세부사항 

인공지능 유전학적 프로그램에 의한 실현 

전뇌 에뮬레이션 

(업로딩) 

1) 스캐닝: 전처리/고정, 물리적 조작, 이미지화 

2) 전이: 신경시스템 소프트웨어 모델, 

이미지처리 및 해석  

3) 시뮬레이션: 저장대역폭 CPU, 유사 몸/환경  

생물학적 인지 능력 

향상 

생물학적 뇌 기능 향상과 교육 및 훈련을 통한 

강화, 생의학적 보조제 투여 및 유전자 조작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이식 형태의 BCI를 통해 인간의 기억, 빠르고 

정확한 계산능력, 높은 대역의 정보전달 등을 

이용하는 혼성(hybrid) 시스템  

네트워크와 조직 

한 인간의 정신을 다른 인간의 정신과 

연결하거나 다양한 인공물 및 프로그램과 

연결시켜 집단(collective) 초지능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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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대 인지과학의 연결주의의 주를 이룬 인간의 두뇌 연구는 

인공지능이 가능하다는 설명에 강한 설득력을 제공한다. 인간의 뇌를 

본보기로 삼아 기계지능을 만드는 것으로, ‘모방 유사도’(emulation 

similarity)에 따라 구분된다. 인공지능 경로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하고, 먼저 전뇌 에뮬레이션에 대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전뇌 에뮬레이션은 업로딩(uploading)이라고도 불리는데, 초지능으로 

가는 경로 중 가장 급진적인 방식에 해당한다. 생물학적인 뇌의 

연산구조를 관찰하고 모형화하여 지능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 

방식은 자연을 아예 표절하는 것처럼 인간의 두뇌를 완전히 복제하고자 

한다. 전뇌 에뮬레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상돌기(dendrites)와 

뉴런들로 구성된 연산모델(computational model)이 필요하고 이 수준의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주어진 기술이 여러 장의 

이미지 속에서 신경세포의 조직과 형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인식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초고해상도의 영상을 해석하고 처리할 수 

있기까지 아직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 또한 이 방식에서 아주 

세밀하고 정확한 뇌를 만드는 것보다, 먼저 뇌의 연산기능 담당 영역을 

충분히 모방하고 지적 능력이 요구되는 작업을 수행하게끔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난 후, 더 높은 단계의 에뮬레이션이 가능할 지 

측정해볼 수 있다. 완벽한 에뮬레이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통찰뿐만 아니라 실질적 기술이 요구되므로 오롯이 이론적인 인공적 

방식을 채택한 인공지능과 비교했을 때 발전 양상을 예측하기 더 좋은 

방법이다. 말하자면, 언제 목표점을 넘었는지 알 수 없는 인공지능과 

달리 명백히 더 긴 시간이 걸릴 에뮬레이션은 어느 시점에 얼만큼의 

발전을 할 지 예측이 더 쉽고 연구자들이 그 발전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이다. (Bostrom 2014; 조성진 2017 재인용)   



27 

 

경로가 다양하다는 것은 어떠한 하나의 경로가 막혀도 여전히 다른 

경로를 통해갈 수 있기 때문에 <표2-4>에서의 경로들은 언젠가는 

초지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다 준다. 그러나 

보스트롬은 경로의 다양성이 꼭 도착지도 다양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침을 놓는다. 기계지능이 아닌 방식으로 상당한 수준의 지능향상이 

달성된다고 하여 기계지능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스트롬은 뇌 기능을 부분적으로 에뮬레이션 하는 신경모방 인공지능이 

전뇌 에뮬레이션보다 앞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방식이 초지능에 가장 먼저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인공지능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갑작스러운 지능 증가를 

보일 수도 있다. 지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개체들의 폭넓은 

지능지수 분포에서 보면, 지능이 낮은 인간과 지능이 높은 

인간의 지능이 별로 대단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인간들만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이 둘의 지능이 

거의 극과 극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인간보다 더 지능이 

떨어지는 대상들을 모두 멍청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서서히 증가하여 쥐와 침팬지 수준의 지능을 

넘더라도 아직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없고 논문을 작성하지 

못한다면 그 인공지능은 여전히 멍청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서 인공지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한 달 혹은 몇 주 남짓한 매우 짧은 

시간에 마침내 지능이 낮은 인간과 지능이 높은 인간 사이의 

매우 미미한 간격을 넘게 되면 실제로 꾸준히 발달된 것이 

아니라, 마치 갑자기 도약한 것처럼 보인다.” (Yudkowsky 

2008, 326/2013; 조성진 201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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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수준의 인지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그리고 인간 수준에서 인간을 초월한 수준으로 도약하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일까?” (Bostrom 2014) 보스트롬을 포함한 급진주의자들은 

아예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 추후 향상시키는 것보다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가령, 전뇌 에뮬레이션처럼 최초로 인간의 뇌를 완벽히 

모방하는 작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캔 기술이나 이미지 해석에 

엄청난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며 그 기술이 상용될 공장 등 물리적 

자원이 요구된다. 반면, 기존에 존재하는 에뮬레이션을 향상시키는 것은 

알고리즘이나 정보 구조 등을 수정하는 소프트웨어 단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인공지능 및 기계지능 분야에서 인간수준 지능에서부터 인간을 

초월한 수준의 지능까지 발전시키기 위해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작업은 

인공지능의 구조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인간중심적 사고가 덜 반영된 지능의 척도를 인간과 그 외의 다른 

개체들을 포함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2>와 같다. 

 

 

 

그림2. 인간 포함 개체들의 폭넓은 지능지수 분포  

(Bostrom 2014) 

  

쥐↓        ↓ 지능이 낮은 인간 

               침팬지↑    ↑ 지능이 높은 인간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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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지수의 분포를 인간으로만 한정한다면 지능이 낮은 인간과 

지능이 높은 인간은 지능의 차이가 상당하지만 인간을 포함한 다른 

개체들과 함께 비교한다면 둘의 지능 차이는 척도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나타난다. 보스트롬은 이에 덧붙여 기계지능을 인간 

중에서 멍청한 사람 수준의 일반지능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멍청한 사람 

수준에서 인간 지능을 초월한 시스템으로 끌어올리는 것보다 더 어렵고 

오래 걸릴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위의 그림에 대하여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해 인지능력을 일차원적 변수로 나타냈지만 

공교롭게도 변수 문제는 트랜스휴머니즘에 따른 초지능 논의쟁점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며, 다차원 공간에서 초곡면을 매개로 하여 

인지능력을 나타내도 큰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한다. 그는 위와 

같이 지능을 단선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추후 인공지능이 

인지적인 초능력을 획득해 자율적 인지시스템으로서 실현된다면 과연 

그 정도가 얼마만큼일지 인지능력을 수치화하여 나타낸다면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보스트롬 뿐만 아니라 레그(S. Legg), 

헤르난데스-오랄로(J. Hernandez-Orallo), 히발드(B. Hibbard), 도웨(D. 

L. Dowe) 등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정보처리 체계를 가늠할 수 있는 

계측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해왔다. 그 결과 몇 가지 

중요한 전략적 과제들을 선발한 후, 얼만큼 잘 수행하는 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초능력을 가졌다고 지칭할 수 있다고 공언하였다.  

전략적 과제 및 기량들은 <표2-5>와 같이 나열된다.11)   

                                        
11)

 초지능은 NBIC 기술분야에서 필수적인 작업들, 가령 새로운 구조를 

설계하고 모형화하는 작업 등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설계 및 모형화로 

실제 실험을 대체할 수 없는 한, 초지능의 수행 강점은 필요한 실험 도구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된다. (Bostrom 2014), 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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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5. 초능력에 전략적으로 관계된 과제 및 기량 (Bostrom 2014) 

 

과제 인공지능 기술 상세 내용 

지능확대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인지능력 향상 연구, 

사회적 인식론 발달 

스스로 자기지능 강화 

전략 

세우기 

미래지향적 목표달성의 

가능성 극대분석 

미래지향적 목표 달성, 지능을 

지닌 상대의 저항 극복 

사회적 

조작 

사회 심리학적 모델화, 

조작(manipulation), 

웅변술 

인간 동의 하에 외부자원획득, 

격리된 인공지능 문제 설득, 

국가/단체의 행동방침을 유도 

해킹 
컴퓨터시스템의  

보안취약점 이용 

연산자원 차출/금융자원 절도, 

격리된 인공지능 탈옥 가능, 

기반시설 및 군사로봇의 

통제권 장악 

공학기술 

연구 

NBIC 기술 및 

발전경로 설계/모형화 

강력한 군사력/감시시스템 

창출, 자동화 공간 건설 

경제적 

생산력 

경제적 생산성을 지닌 

지적 작업 수행 기량 
자원, 영향력, 서비스 구매 



31 

 

초지능의 효율적인 힘, 자신이 선호하는 범위 안에서 결과를 달성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초지능 자체의 내부 역량만큼이나 다른 

행위자(agent)의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 ‘초지능’이라는 개념은 이와 

같은 상대적인 기준을 함축하고 있다. 보스트롬은 <표2-5>에 나열된 

여러 과제들 중 어떤 것에라도 충분할 만큼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체계라면 곧 상응하는 초능력을 지녔다고 보아야 한다고 앞서 말한 바 

있다. 예를 들어, 해킹에 뛰어난 인공지능은 다른 컴퓨터 보안 

전문가보다 해당 과제에서 필요한 기술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지능확대나 공학기술연구, 경제적 생산력 과제에서는 

초능력을 지녔다고 주장하려면, 세계 내 다른 모든 행위자의 능력을 

합친 것 이상의 초월적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 즉, 어느 한 시대에 

특정한 초능력을 가진 행위자는 기껏해야 하나일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스트롬은 초지능의 도약 속도에 

대한 물음을 강조한다. 어떤 특정 결과가 정확히 어느 시점에 일어날 

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약 속도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능력을 지닌 행위자가 결국 유일한 존재가 된다면 

그 존재는 확실한 전략적 우위를 획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존재로서의 초지능은 상당히 안정된 독점 지배 체제를 형성할 만큼의 

대단한 힘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류가 가진 무한한 

자산의 성향을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시사한 바도 있다.  

초지능이 가능한 여러 경로 중, 인공지능은 가장 도달할 확률이 

높다고 예측되는 ‘인지향상 접근’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개발 및 발전 

가능성 논의에 함께 따라오는 가장 중요한 사안은 ‘통제문제’(control 

problem)이다. 보스트롬이 말한 바와 같이, 한 시대에 특정한 초능력을 

가진 행위자가 기껏해야 하나에 불과할 것이라면 이 행위자가 지닐 

전략적 우위로 인한 권리 행사 남용의 위험성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식론적 측면에서 이해되던 약한 인공지능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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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자율성을 지닌 존재, 즉 강한 인공지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존재론적 물음은 트랜스휴머니즘의 급진적 움직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보스트롬은 초지능의 통제문제는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인공지능 관련 문제들, 가령 자율 무기의 윤리적 문제나 

실업으로 인한 위험 등과 비교하여 그 원인이 다른 곳에서 초래된다고 

지적하며, 초지능으로서의 인공지능 체계가 당위적으로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게 설계되지 않는다면 초지능의 행동들이 세계적 재앙이나 인간의 

멸종을 초래할 수 있을 만큼의 위험을 주장한다. 간혹 다른 여러 

경로보다 전뇌 에뮬레이션을 통해 기계지능에 도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반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보스트롬과 뭇 급진주의자들은 실현 및 구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주된 

연구방향을 인공지능 경로로 둔다. 따라서 기계지능 연구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경로이기 때문에 규제나 관리문제 등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주요 문제점들의 대안 및 해소방안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제 4 절 인공지능에 기반한 인지 연구의 한계 

트랜스휴머니즘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기술의 도움을 받아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자 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기계와의 긍정적인 교류 더 

나아가 공존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 

증진되느냐에 따라 오랫동안 고대해 온 유토피아(utopia)의 미래를 

맞이하게 할 수도 있고, 디스토피아24) (dystopia) 의 나락에 떨어지게 할 

                                        
24)

 이 용어는 밀(J. S. Mill)이 의회연설에서 처음 사용한 단어로 유토피아와 

반대되는 가상의 세계를 의미한다. 그는 희랍어에 어원을 가져와 나쁘다는 

뜻의 ‘dys’와 장소라는 뜻의 ‘topos’를 결합하였다. 주로 정부의 통제와 

억압을 받게 되는 사회적 모습의 세계를 그릴 때 사용된다. (Mill 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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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따라서 수행방법을 채택할 때 폭넓은 논의와 신중함이 필히 

요구된다.  

트랜스휴머니즘에서 트랜스휴먼에 이르는 것이 실현 가능한(feasible) 

가에 대한 문제는 인간의 마음과 인공적인 것을 비교하거나, 인간과 

기계(또는 로봇)의 공진화를 고려하는 것 보다 한 단계 낮은 차원에 

있다. 커즈와일이 ‘특이점’에 도달하는 순간을 예측한다는 것은 이미 

초지능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물이 

마치 생물처럼 자아생성을 해서 스스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예측을 

의미한다. 보스트롬은 이러한 측면 때문에, 특이점이라는 용어 사용을 

꺼리게 된다고 말한다. (Bostrom 2014) 그러나, 1) 보스트롬의 논의가 

시대에 부합하는 주장이라는 점, 2) 다른 급진주의자들에 비해서 

소극적이어서 설득력이 높다는 점, 그리고 3) 급격한 발전이 가져올 

여러 문제들을 염려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에도 불구하고, 

그의 논의는 인간의 마음과 인지를 편협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논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예측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급진주의자들의 예측처럼 미래에 어느 시점에 인간이 가진 제한된 능력 

중 한가지라도 초월하는 무언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불과 

몇 십 년 전만해도 불치병이라고 여겨지던 병들을 치료하는 백신이 

만들어지고, 인간의 고등 인지기능을 넘어설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단정지었음에도 인간 바둑기사를 상대로 승리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했다. 

이러한 혁신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속되던 이분법적 사고를 기계에 대입하여, 단지 컴퓨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계는 계산능력만 뛰어날 뿐 인간의 미묘한 감정체계를 알 수 

없거나 예술감각을 모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축하며 인간에게만 

절대적인 어떤 지적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의 속성을 구분 짓는 믿음은 체화된 인지 이론에서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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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지 않는다. 체화된 인지 이론에서 인간의 마음은 분화되지 않는 

것이다. 마음에 대한 전통적인 이분법적 이해,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일원론적 이해 또는 물리주의적 이해 등 체화된 인지에서는 마음이라는 

것을 어떠한 ‘한정된 틀 속에 있는(bound)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마음 자체에 대한 접근을 통해 인간의 두뇌 또는 두개골에 한정된 

것으로 파악되던 마음의 범위에서 벗어나, 오히려 가장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지향성, 동기, 본능, 그리고 욕구 등을 마음의 토대인 것으로 보고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기체가 그것만의 세상을 구성하는 과정에 

집중한다. 

반면, 미래주의적 급진주의자들은 오히려 물리주의를 바탕으로 마음을 

오직 두뇌의 특정 기능에만 국한된 것으로 전개한다. (이경민 2017) 

대표적으로 보스트롬은 2장 3절의 <그림2>에서 인간의 지능을 다른 

여러 개체들과 함께 나열하여 단선적인 도표로 묘사한다. 지능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부분적으로만 옳다. 가령, 우리가 지능 검사를 하는 것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되고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웩슬러 성인지능 검사[척도](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WAIS)는 1949년에 처음 출시되어 1974년, 1991년, 2003년, 

그리고 2014년에 개정된 검사로, 인간의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정도의 항목들을 측정한다. 본 검사에서 웩슬러(D. 

Weschler)는 지능을 “목적이 있는 행동, 합리적 사고, 그리고 환경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개인의 종합적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Weschler 

1939) 또한, 최종 결과가 높더라도 한 가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체 평균이 높은 것일 수 있고, 전체 지능이 높게 나오더라도 두뇌의 

모든 기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하고 있다.   

지능 검사의 신빙성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플린효과’(Flynn 

effect) (1987)가 있다. 플린(J. R. Flynn)은 미군 입대 지원자들의 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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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지원자들의 평균 지능이 매 10년마다 약 3점 

정도씩 증가한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한다. 그 후 그는 본격적으로 지능 

검사의 보편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가 처음 실시된 1930년대와 

2000년대를 비교해 보았다. 그의 연구를 통해 지능 검사가 인간의 지적 

능력 중, 추상적 사고, 가상적 사고, 논리적 사고만을 중심으로 측정하고 

있다는 점, 주로 학교 교육으로 인한 전두엽의 발달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라는 점, 그리고 특정 집단이 좋은 결과를 얻도록 고안되었다는 점 

등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로 인해 이 검사가 인간의 ‘보편적 지능’에 

대한 수치가 아니라는 반성이 이루어져, 플린효과는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세대의 진행에 따른 지능 증가 현상’이라고 불린다. 이에 

더불어, 세대가 지날 때마다 지능이 높게 나오는 원인으로 인터넷이나 

대중매체 등이 언급되고 있다. (Flynn 2009) 

인지신경과학자 이경민에 따르면, 플린효과에서 밝혀진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지능을 단선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보편적이지 못하다. 

트랜스휴머니스트들 중, 지능의 극대화 및 초월을 예측하고 있는 

급진주의자들 대부분이 위의 지능 검사에서처럼 인간의 지능이 지닌 

다양한 속성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측정한 하나의 수치로 인간의 전체 

지능을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반면, 지능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지닌 ‘본질적인 한계’(essential limits)를 전제한다. 

즉, 인공지능은 계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산하는 데에 이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계산할 수 없는(incomputable) 것을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계산주의 및 표상주의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analogue)인 것을 디지털(digital)로 바꾸는 

작업을 수행한다. 인공지능과 달리 인간은 무엇이 표상될 수 있고 

없는지를 미리 구분할 수 없어 불가피하다고 간주한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무한한 성질을 갖는 반면, 표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한계를 

지닌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실제 키가 168.94621331……라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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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한대를 수치화 하기 위해 반올림해서 나타내는 표상은 우리가 

처음에 알고자 한 정보를 포함하지 못한다. 즉, 존재하는 실체를 

표상화할 때는 정보의 일부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반대로 

표상을 실체화(hypostatization)할 때는 무한대의 정보가 추가되게 된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표상을 중심으로 한다’는 특성 때문에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는 것이다. 물론 인간의 표상도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표상과 가장 극명한 차이는 인간의 표상이 ‘실체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을 잃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경민 2017) 

기술이 목표로 하는 ‘유용성’(utility)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수단(means)이고, 다른 하나는 목적(ends)이다.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주로 ‘수단’이라는 유용성을 추구하는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서, 수단으로서의 기술이 무한대로 증대한다면 

‘목적’이라는 유용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과를 귀결하는 

오류가 쉽게 발생한다.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분하는 것(Searle 1992, 201)은 말하자면 인식론적 문제와 존재론적 

문제를 구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논의에서, 약한 인공지능이 

발전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해서, 강한 인공지능이 탄생한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보스트롬은 논의 

초기에서는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법을 구분하고 

있지만, 결론에서는 제일 강하고 유일한 인공지능에 의해 지배된 세상을 

예측하면서 오류에 빠진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인지를 이해하면서 표상주의 및 연결주의적 

접근법을 택하는 트랜스휴머니즘의 접근들은 인간의 인지, 특히 지능을 

한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 방식은 인간의 인지에 있어 

인식론적인 부분을 최대로 포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인지를 

구성하는 과정과 다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인간 지능을 초월한 존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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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에는 부족하다. 더 나아가, 트랜스휴머니즘의 접근들은 인간을 

대상으로 기술을 접목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체로서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들이나 인지를 구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거의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3장에서는 

‘유기체로서의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그리고 ‘그러한 인간이 지니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현상학에 토대를 두고 있는 체화주의 

관점을 알아보며, 왜 인간에게 있어 몸을 통해 구현된 인지 향상이 

본질로서 중요함을 갖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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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체화주의에 기반한 인지 연구 

이번 장에서는 체화주의에 기반한 인지 연구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체화주의는 현상학에 토대를 두고, 탈-데카르트적 움직임을 추구한다. 

따라서 체화주의의 역사에서부터 인지과학에서 논의되는 체화된 인지 

이론의 다양한 양상에 이르기까지의 연구들을 정리하여,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가 향상된다는 입장을 고찰할 것이다.  

 

제 1 절 마음의 신체화 이론 

현상학에서는 후설(E. Husserl)을 시작으로 의식의 지향성 및 경험적 

명증의 연구12)가 있어왔고, 후설의 영향을 받아 대표적으로 사르트르(J. 

–P. Sartre), 메를로-퐁티(M. Merleau-Ponty) 등이 ‘몸’(Body)의 의미에 

대해 연구해왔다. 현상학에서 마음과 몸은 둘이 아니라 한 유기적 

과정의 두 양상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의미, 언어, 그리고 사고가 

신체화된 활동차원에서 발생한다는 논제를 중심으로 한다. 이러한 

현상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마음의 신체화 이론이 제창되었다. (Lakoff & 

Johnson 1987) 존슨(M. Johnson), 바렐라(F. Varela), 레이코프(G. 

Lakoff), 톰슨(E. Thompson), 그리고 로쉬(E. Rosch)와 같은 

연구자들에 의해 마음의 신체화에 대한 논증과 증거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축적되어 왔지만, 아직까지도 신체화 연구가 지닌 의의는 충분히 

                                        
12)

 E. Husserl 『 Urteil und Erfahrung』 (Experience and Judgment) (1939), 

§4. 후설은 현상학에서의 명증에 대해 충전적으로 완전히 주어져있거나 

필증적인 통찰을 가지고 있지 않는 명증이 있으며 그러한 명증은 경험과 

흡사한 것이며, 그 자체로 보여지는 것이어서 판단보다 앞선다고 기술한다. 

현상학적 명증으로서의 경험은 생활세계에서 이루어지며, 추후에 대화를 통해 

상호주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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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되지 않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있어온 마음과 몸의 

이원론이 부인되는 것을 받아드리기 어려워한다. (Johnson 1987) 

인간 인지의 여러 양상, 더 나아가 모든 양상이 환경과의 ‘신체적’ 

상호작용의 특정형태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서구 철학 및 종교적 전통에 의거해 내려온 사고와 불일치하기 때문에 

신체화에 대한 개념화를 앞서 다시 정리해야 한다. 오늘날 인지과학의 

작은 깃발이 되는 인지신경과학, 현상학적 철학, 심리학 등에서는 

경험이나 의식, 사고, 의사소통 등 인간적 인지 형태들이 우리 몸 

속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뇌’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관점이 단지 뇌의 화학적 메커니즘에 모든 것을 환원하고자 

하는 편협한 사고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신체화 이론에서 몸은 그것이 

거주하고 있는 환경의 특성들과 활발히 상호작용한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둔다. 이 이론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지부터 어떠한 

정체성을 지니게 되는지 까지가 뇌, 몸,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존슨은 ‘마음의 신체화 가설’이 인간의 상식적 관점과 

대조된다고 말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하지 

않은 채 마음과 몸, 이성과 정서, 사고와 감각을 구분하여 가정하고 

행동하는 모순적인 삶을 살아 간다. 심신이원론은 철학적 종교적 전통, 

공통된 개념적 체계, 언어 등에 너무나 깊이 새겨져 있어 마치 인간 

본성에 대한 불가피한 사실처럼 보일 정도이다. 수많은 관례에서 

이원론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이 매우 철저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 자유의지가 인간의 몸과 별개로 존재하며 

몸을 통제한다는 은연의 가정 때문이다. 비교적 하등자아로 여겨지는 

욕구나 정서적 영역을 통제할 수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고등자아가 

있을 것이라는 구분은 마치 개개인이 신체적 상황자아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중핵(진정한 자아, 혹은 영혼과 같은 무언가)을 가졌다는 것을 

전제하게 한다. 이미 근대철학부터 신에 맞추어져 있던 초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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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더라도 

이미 너무나 깊이 자리 잡은 이원론적 사고를 아예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제 더 이상 뇌가 없이는 어떠한 감정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들 앞에서도 인간들의 사고가 마치 너무나 

순수하고 개념적이고 몸을 넘어선 활동이라고 믿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Johnson 1987/2012) 

근대 철학에서 데카르트는 철학에서의 자명한 공리를 얻고자 지속적인 

방법론적 회의를 통해 마침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생각하는 나’의 

명제를 정립한다. 그는 ‘명료한 생각’만으로도 마음과 몸이 완전히 

별개로 구분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는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동시에 절대적으로 어떤 다른 것도 

나의 본성이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앎으로써, 나의 

본질이 ‘나는 생각하는 존재’라는 사실에만 있다고 정확히 

추론할 수 있다. 나에게 나와 매우 밀접히 연결된 몸이 

있다는 것은 (또는 내가 확실히 그런 몸을 가질 것이라 

예상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단순히 생각하는 비확장적 존재인 한에서만 나 자신에 대한 

명확하고 변별적인 개념을 가지게 된다. 다른 한편, 나는 

몸이 단순히 확장되는 비사고적 사물인 한에서만 몸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진다. 그래서 확실히 나는 실제로 나의 몸과 

구분되고, 몸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Descartes 

1641/198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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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확장, 모양, 이동을 가진다고 생각할 때에 비로소 

몸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알 수 있다. 나는 몸이 마음의 

본질에 속하는 어떤 것을 가진다는 점을 부인한다. 반대로 

마음이 몸의 개념 속에 들어 있는 어떠한 속성이라도 

가진다는 것을 부인하지만, 마음이 의심하고 이해하고 

소망하는 완전한 사물이라고 이해한다. 이것은 마음과 몸이 

진정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Descartes 1641/1984, 86) 

 

 

데카르트와 달리, 존슨에게 있어 마음이란 곧 몸이고 몸이란 곧 

마음인 것이어서 마음과 몸은 세계의 일부로 있는 것이다. 존슨과 

레이코프는 ‘체험주의’(Experientialism)에 토대를 두고 ‘체화된 인지’ 

이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그들은 1) 마음이 본래 신체화 

되어있다는 점, 2) 인간의 사고가 거의 대부분 무의식적이라는 점, 

그리고 3) 인간의 사고는 은유적인(metaphoric) 성질을 띤다는 점을 

이론의 근거로 둔다. 즉, 마음은 신체적 경험 특히 감각운동(sensory-

motor) 경험에 의해 구성되며, 몸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은유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표상주의나 고전적 인지주의에서 언급된 

것처럼 컴퓨터의 한 소프트웨어를 여러 하드웨어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능주의의 ‘복수실현가능성 논변’(Multiple realizability 

thesis, MRT)은 마음연구에 적절한 접근법이 아니게 된다. (Johnson & 

Lakoff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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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성13)이란 모든 유형의 체험이 지니는 본질적인 

속성으로 체험이 세계 및 세계에 있는 대상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뜻하는 개념이다” (Gallagher & Zahavi 2007; 박인성 

2013 재인용) 

 

메를로-퐁티의 연구를 계승한 레더(D. Leder)는 몸이 성공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세계 사물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신체기관과 그 작용이 

희미해져 나중에는 숨을 수 밖에 없게 되는 여러 방법들을 구별하였다. 

(Leder 1990) 몸이 의식적 인식으로부터 숨는 주요방법 중 하나는 

폴라니(M. Polanyi)가 주장하는 지각의 ‘~에서부터- ~까지’(from-to) 

특징의 결과가 있다. 모든 지각 행동은 경험되는 것으로, 행동에 

지향하면서 지각하는 몸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Polanyi 1969) 

신체과정은 무언가를 보는 것 자체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는지를 의식하기 위해, 즉 세계를 끊임없이 자동으로 경험하기 위해 

숨어 버린다. 이 방법 외에도 ‘배경소실’(background disappearance)이 

있다. 이는 배경이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눈 앞에 있는 컵을 잡으려고 

할 때 컵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손가락의 어떤 신경 및 근육들이 

움직이며 눈과 함께 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Margitay 2010) 

                                        
13)

 지향성(intentionality)이란 모든 유형의 체험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으로서 “체험이 세계 및 세계에 있는 대상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 우리의 체험들은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세계나 세계에 있는 대상을 

향하고 있다. 친숙한 생활세계의 일상체험은 그 안에서 경험하는 온갖 

것들을 향해 있고, 일상을 벗어나 먼 곳으로 떠나는 여행체험은 여행지나 그 

곳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향해 있다. 이렇듯 모든 체험은 나름의 

방식으로 세계나 세계에 있는 대상을 향하는데, 이 성질이 바로 체험의 

지향성이 된다. (이남인 2014,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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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거(S. Gallagher)는 무의식적 신체과정(unconscious physiological 

processes)의 차원을 강조하며, 몸을 ‘신체상’(Body image)과 

‘신체도식’(Body schema)으로 구분한다.14) (Gallagher 2005, 24) 

신체상이란 몸과 관련된 지각, 태도, 신념의 체계로 말하자면 스스로의 

신체에 대한 느낌을 의미한다. 반면, 신체도식은 의식이나 지각적 감시 

없이 기능하는 감각운동 능력의 체계로 신체 각 부위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적 지각을 의미한다. 특히 갤러거와 자하비(D. Zahavi)는 

신체도식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보통 일상에서 살다가 어떠한 계기나 사건에 의해 

몸에 외상이나 장애가 생겨서 이상을 느끼기 전까지는 

신체도식이라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로 있는다. 

따라서 인간의 신체도식은 ‘자기 지시적 지향성’의 하부에서 

작용하고 있는 감각운동체계로 정의될 수 있다.” (Gallagher & 

Zahavi 2007; 박인성 2013 재인용) 

 

                                        
14)

 신체상(body image)과 신체도식(body schema)은 과학 분야 및 철학 분야에 

걸쳐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다. 신체상은 경험, 태도, 믿음의 체계로 구성되며 

이 체계에서 지향적인 상태들의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몸이다. 신체상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지향적 요소가 구별된다. ①자신의 몸에 대한 

주체의 지각적 경험, ②몸 일반에 대한 주체의 개념적 이해, ③그리고 자신의 

몸을 향한 주체의 정서적 태도. 신체상은 개념이나 정서적 부분들을 포함한 

수많은 문화적 요인과 대인관계에 의해 영향 받지만, 대부분 지각적 

경험에서 기원한다. 반면, 신체도식은 두 가지 국면만을 포함한다. ①지향적 

행위를 위해 자세와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조절되는 과정의 거의 자동적인 

체계, ②전반성적으로 비-대상화하는(non-objectifying) 몸-알아차림(body-

awareness). 따라서 신체도식은 지각적으로 감시하지 않아도 기능하는 

감각운동 역량과 활성화의 체계로 운동제어를 담당하고, 움직임 및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감각운동 역량과 능력, 습관 등을 수반한다. (Gallagher & 

Zahavi 2007; 박인성 2013 재인용)  



44 

 

신체화된 마음은 인지과학에서 갖는 마음에 대한 물음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 그리고 삶의 양식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 논의에서 

급진적인 이분법적 사고는 잠시 멈추어 더 이상 마음과 몸이라는 두 

속성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의 유기체(organism)로서 

정의한다. 

  

 

제 2 절 체화된 인지 이론의 양상들 

롤렌즈(M. Rowlands)는 체화주의에 토대를 둔 체화된 인지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4E cognition’(embodied, embedded, enactive, and 

extended cognition)으로 설명하며, 전체적 인지과정이 두뇌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 새로운 ‘과학으로서의’ 체화된 인지 

이론을 주장한다. (Rowlands 2010) 체화된 인지 이론은 두뇌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인지과정의 범위를 몸으로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지를 인간의 몸에서 더 나아가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 그리고 

세계로까지 넓힌다. 이 이론에서는 인지과정을 환경에 의해 이루어지는, 

말하자면 환경에 의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체화된 인지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이론은 몸으로 구현된 마음을 

연구하는 이론이다. (Johnson & Lakoff 1999) ‘체화된 인지 이론’은 

체화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이론 전체를 아우르기도 하지만, 롤렌즈의 

구분에 의하면 작은 깃발의 하나로도 설명된다. 인지과정이 체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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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embodied) 것은, 그것이 광범위한 몸의 과정과 구조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구성된다는(constituted by) 개념이다. (Rowlands 2010) 

초기 인지과학에서는 표상주의15) 및 계산주의를 토대로 인간을 지능을 

마음으로서 연구하였기 때문에, 탈-신체화적 관점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었다. 인지과학자들이 표상주의에 기초하여 마음을 바라보던 중, 간혹 

팔다리가 없는 등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어렵지 않게 사고하는 

것에 영감을 얻어 몸의 중요성을 가볍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몸(body)이 없어도 두뇌(brain)만 있다면, 더 나아가 두뇌에서 전달되는 

신호체계만 있다면 인간의 사고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흐름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가능성에 관한 대표적인 예로 철학자들 사이에서 

빈번히 논의되는 ‘통 속의 뇌(brain-in-the-vat) 사고실험’이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인지과학자들은 ‘컴퓨터’를 통 속의 뇌 

사고실험에 접목시킨다. 한 미치광이 과학자가 어떤 이의 몸에서 두뇌를 

분리한 뒤 두뇌가 이전에 수행했던 모든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는 

액체(뇌척수액)에 두뇌만 따로 보관하는 것이다. 두뇌에서 신호를 주고 

받던 뉴런을 전선에 연결하여 뇌가 인간의 몸 속에서 받던 화학적 

신호와 동일한 전자 신호를 슈퍼컴퓨터로부터 받게 된다. 이렇게 

설정되면, 통 속에 있는 뇌는 현실에서처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없으나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는 가설이 만들어진다. 이 

                                        
15)

 표상주의는 심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s)을 두뇌 상태 혹은 두뇌 

상태로 인해 실현되는 고등기능 속성으로 사물, 정보, 관념 등 두뇌가 

구체적이고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의 구조물이라고 간주하며, 표상 즉 

언어의 통사적 과정만으로도 인간의 인지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Rowlands 2010) 1세대 인지과학(고전적 인지주의)에서는 ‘기호’(symbol)가 

인지 즉 마음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인지구조를 

사고언어가설(language of thought hypothesis)과 통사로 인해 운전하는 

의미론적 엔진(syntax-driven semantic engine)이라는 이론에 토대를 두어 

기호가 앞서있고 그 다음 사고나 인지가 구성되는 것으로 인지과정을 이해한다. 

(김기현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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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핵심은 이 통 속의 뇌가 자신이 진정한 사람인지 통 속에 

보관되어 있는 뇌에 지나지 않는지 확신할 수 없고, 외부세계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도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없다. (Putnam 1981) 

퍼트넘(H. W. Putnam)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표3>과 같이 증명한다. 

 

표3. 통 속의 뇌 3단 논법에 대한 비판 (Putnam 1981) 

 

전제1. 내가 실재 세계에 대해 안다면, 나는 통 속의 뇌가 아니다. 

전제2. 나는 내가 통 속의 뇌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결론. 따라서 나는 실재 세계를 알지 못한다.  

 

특히 이 논의는 데카르트의 방법론적 회의에서 언급되는 ‘악마의 

가설’이 시대에 맞게 상향된 것으로 간주된다. 퍼트넘은 <표3>에서 

‘내가 통 속의 뇌인가?’라는 의문을 갖는 것 자체가 이미 통 속의 뇌가 

아님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즉, 정말로 통 속에 들어있는 

뇌는 신호만 받고 있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Putnam 1981)  

체화된 인지 이론주의자들은 통 속의 뇌에서의 ‘통’이 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의문을 갖는다. 여기에서 요구되는 조건들, 즉 1) 뇌가 

살아있는 상태로 잘 작동하며, 2) 모든 외생적인(epibiotic) 자극들이 

복제되고, 3) 모든 내생적인(endotrophic) 자기조직화 활동 역시 



47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시나리오가 화학적이고 

생체역학적이며 감각운동적인 몸의 속성들과 몸-세계의 감각운동적 

쌍결합(coupling)을 전제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톰슨이 

보기에 ‘통’은 이와 같은 몸의 속성과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대리-몸’(substitute-

body)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에 따르면, 의식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충분조건은 단지 뇌뿐인 것이 아니라 뇌를 포함한 몸 

전체여야만 동일한 조건에 해당될 수 있게 된다. 두뇌는 하나의 

신체기관인 것이며 그 자체로 유기체가 될 수는 없다. 유기체란 세계에 

의식적으로 접근하는 존재이다. 톰슨은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향적 

체험은 곧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세계-내-존재’(das in-der-Welt-

Sein)인 우리의 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Thompson 

2014) 

 

“설령 내가 통 속의 뇌라 할지라도, 즉 세계에서의 나의 

모든 지각들과 행위들이 환각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외적으로 

지시하는 모든 나의 지향적 상태들의 충족조건이 사실상 

충족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향적 

내용을 실로 갖는 것이니, 만일 내가 통 속의 뇌가 아니면서 

그 특정한 지향적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갖게 될 것과 정확히 

동일한 배경을 필연적으로 갖는다. 내가 어떤 특정한 일단의 

지향적 상태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내 주위의 세계에 대해 사실상 어떤 관계들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Searle 

1983,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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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의 ‘마음의 신체화 이론’에서의 견해와 같이 현상학적 몸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점은 곧 데카르트식 심신이원론(Mind-body 

dualism)을 거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화된 인지주의자들은 

통 속의 뇌가 실제로 가능하든 아니든 간에 우리의 인지적 경험이 

신체화된 뇌에 의해서 형성 또는 구성된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며 

핵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오늘날 인간은 모두 호모 사피엔스로, 다섯 

손가락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직립보행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사실은 인간 종에만 국한되는 특유한 것으로, 이러한 생물학적 

사실로 인해 지각 능력과 행위 능력에 관련한 인간의 인지적 삶 전체에 

대해 광범위한 결과를 낳게 한다. 슈트라우스(E. Straus)에 따르면 

“인간의 몸의 형태와 기능은 거의 모든 그 세부항목이 직립 자세에 

의해서, 또 이 자세를 위해서 결정된다”. 인간의 직립보행은 1) 인간의 

해부학적 구조 및 신체 골격 구조의 면에서, 2) 발달의 면에서, 3) 사물 

및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식의 면에서, 4) 다른 모든 인지기능 

형성하는 지각 능력의 면에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한 가장 큰 원인이 

된다. 그는 인간의 몸은 인간의 정신에 비해 존재론적으로 우월하다는 

주장에 찬성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유기체의 몸은 다른 몸들과 

연결되고, 또 우주의 한 부분이 된다. 그러나 정신은 오직 몸에만 

관련될 뿐, 세계나 다른 몸, 다른 정신과 직접적으로 맞닿지 않는다.” 

(Straus 1966, 138) 자작(F. E. Zajac)은 슈트라우스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몸의 움직임이란 전적으로 뇌의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육과 힘줄의 설계 및 유연도, 다른 

근육이나 관절과의 관계, 그리고 이전의 활성화되었던 기억에 의해 

재편성되는 것이다”. (Zajac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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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근된 인지 

착근된 인지(embedded cognition) 이론은 인간의 인지과정의 뿌리가 

인간이라는 주체보다 환경 및 세계에 심어져 있다고 본다.16) (Beer 

2003; Clancey 1993; Rowlands 2010; Uexküll 2001) 체화된 인지 

이론의 4가지 세부 이론들은 나름대로 상당히 강한 주장을 내포하고 

있다. 모두 인지의 범위를 몸과 환경에 두고 있다는 공통 전제를 

채택하지만, 이 전제에서 더 나아가 각각의 팽팽하고 또 급진적인 

이론을 펼친다. 착근된 인지 이론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 역시 인지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정도보다 더 강력한 

입장으로 인지과정이 아예 환경에 뿌리를 두고 자라나는 것이라고 

상정하고 있다.  

착근된 인지 이론은 클랜시에 의해 제기된 ‘상황 지어진 

인지’(situated cognition)와 함께 설명된다. (Clancy 1993) 이 이론은 

인간의 지적 활동이 오직 개인의 인지 표상(cognitive representation)에 

만이 아니라 도구나 환경이라는 단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아이에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라고 시켰을 때, 아이가 오롯이 혼자 

고민하기보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상황 지어진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인지적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곽호완 외 2008) 

 

                                        
16)

 ‘embedded’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단어인 Embedded Computer System 

(ECS)이 내장형 컴퓨터 시스템으로 통용되고 있어서 embedded cognition을 

‘내장된’ 인지라고도 번역하지만, 본고에서는 인지의 뿌리를 강조하기 위해 

「확장된 마음 이론의 쟁점들」(이영의, 2012) 에서 번역된 ‘착근된’ 인지로 

사용함을 알린다. 착근된 인지 이론은 단독 이론으로 설명되기 보다, 체화된 

인지 이론의 한 깃발인 ‘상황 지어진 인지’(situated cognition) 혹은 

역동체계이론(dynamical systems theory)과 함께 이해 되거나, 체화된 착근 

인지(embodied embedded cognition, EEC)로 개념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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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피로(L. Shapiro)는 체화된 인지 이론 중, 특히 착근된 인지 

이론에서 기존의 인지과학의 전통적 견해와 다른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Shapiro 2011)  

 

표4. 체화된 착근 인지의 특징 (Shapiro 2011) 

 

개념화  

(conceptualization) 

행위자(agent)는 세계를 이해할 때, 그가 

어떠한 몸을 가지고 있는 지에 따라서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 

대체  

(replacement) 

행위자와 세계의 상호작용이 기존의 내부 

심적 표상(internal mental representations)의 

필요성을 대체한다. 

구성 

 (constitution) 

행위자의 몸과 세계는 마음에 단지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것 이상인 것, 즉 마음의 

구성요소가 된다.  

 

 

이제 <표4>에서의 특징들이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되는지 알아보자. 

기존의 인지과학에서 채택된 ‘시각 이론’(Marr’s theory of vision 

1979)에 따르면 인간은 세상을 볼 때 자동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을 

본다. (Noë 2002) 그러나 시각 이론이 채택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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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두뇌가 매우 복잡한 정보처리 과정을 손쉽게 해내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입력된 감각정보(sensory information)는 시각적 정보를 

정확하고 독자적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미결정의 문제’(the problem of under-determination)라 불리는데, 

인지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의식적 추론’(unconscious 

inference) 방법을 도입하였다. 이 방법의 가설은 지각을 곧 인지와 

같은 것으로 놓고 기존에 있던 지식을 사용하면 입력된 감각자극이 

내재하고 있는 모호함이 해소된다는 것(knowledge-driven inferential 

processing)이다. 무의식적 추론을 통해 완성된 심적 모델은 계획을 

세우거나 행위를 취하는(acting) 기초가 된다. 이러한 추론은 곧 

사고(thinking)가 되며 감각(sensation)과 행위(action) 사이에 위치하게 

되어 고전적 샌드위치라고 불리는 감각-사고-행위 주기가 만들어 진다. 

(Hurley 2001) 

그러나 체화된 착근 인지 이론 주의자들은 인간이 지각하는 목적은 

심적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 내에서 취해지는 행위를 

제어하기 위해서 일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한다. 따라서 착근 인지에서는 

기존의 감각-사고-행위 주기를 ‘지각-행위’ 절차로 대체한다. (Brooks 

1999; Clark 1997; Pfeifer & Scheier 1999) 감각-사고-행위 주기에서 

행위자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 반면에 지각-행위 이론에서 

행위자는 끊임없이 세계를 탐색하며 정보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인다. 

(Nelson & MacIver 2006) 초음파를 내보낸 후 되돌아오는 

반향(ultrasonic echo)을 통해 나방 등의 먹이의 위치를 찾거나 

장애물을 피하는 박쥐를 생각해보자. 박쥐의 반향정위(echo-location)는 

탐색-접근-최종 단계로 진행되는데, 상대적으로 저주파를 내보내 

대략적으로만 위치를 탐색하다가 목표물이 감지되면 점차 고주파를 

내보내 정확한 위치를 잡아낸다. (Griffin et al, 1960) 이 때 흥미로운 

점은 나방 역시 포식자의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박쥐의 초음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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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란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 냈다는 것이다. (Zeng et al, 2011) 

이에 박쥐는 더 나아가 나방의 교란 작전을 역이용하여 위치를 

잡아내기도 하는 등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통해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 

내기도 하고 이전의 전략들을 바꾸기도 하며 능동적으로 지각한다.     

인공두뇌학자들(cyberneticists)은 행위자들이 내적으로 환경과 

결합하여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행위자들은 행위를 통해 세계를 

바꾸고, 이 변화된 세계는 행위자들이 미래에 취할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즉 피드백(feedback)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Ashby 1956; 

Wiener 1948) 박쥐의 반향정위 역시 환경과 피드백 관계에 있는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한다. 박쥐의 뇌에서 청각정보처리와 행위처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Moss & Sinha 2003) 체화된 착근 인지 

주의자들은 박쥐가 3차원의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비행하는 중에 

움직이는 물체를 감지할 뿐만 아니라 밀리 초(m/s) 단위로 물체의 위치 

변화에 반응할 수 있는 까닭이 바로 박쥐와 환경, 특히 사냥이 

이루어지는 동적인 환경(dynamic environment)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Beer 2003; Clancey 1993; Pylyshyn 

2000) 

체화된 착근 인지에서 환경은 단지 입력을 제공해주는 장소가 아니다. 

행위자가 놓여있는 상황에서의 경험은 감각(sensory)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몸의 특성 그리고 몸이 세계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에도 

의존하게 된다. (Gibson 1979) 깁슨은 생태학적 지각론(the ecological 

theory of perception) (Gibson 1966)을 제시하였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지각의 목적은 ‘행위유도성(affordance)을 산출해 내는 것’이다. 

행위유도성이란 행위자의 몸의 특성이 고유한 반응을 산출해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맥락 의존적인 반향정위를 이해하기 위해 몸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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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윅스퀼(J. v. Uexküll)은 ‘환경세계’(Umwelt)라는 용어를 만들어 

개체가 지각을 통해 세계와 관계를 맺는 고유한 방식을 나타내었다. 

(Uexküll 1934) 환경세계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계와 행위자의 

특성을 모두 기술해야 한다. 또한, 앞서 언급된 ‘피드백 관계’에서의 

피드백은 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행위자의 몸은 

경험하는 세계의 환경세계를 제한하고 세계에 반응하는 방식으로서의 

행위유도성 역시 제약하게 된다. 체화된 정도가 클수록 몸은 더 많은 

피드백을 받게 되며, 체화 정도가 크다는 것은 환경을 얼마만큼이나 

바꿀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기존 인지과학은 행위를 제어하는 

메커니즘이 내부(internal)에 있다고 가정했으나, 체화된 착근 인지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행동을 제어하는 토대가 되는 메커니즘은 

외부에서 유래하는 것이 된다. (Dawson 2014) 

위의 논의에 따르면, 인간이 바로 최고조(maximal)로 체화된 착근 

유기체(embodied embedded organisms)로 이해될 수 있다. 인간은 

세계 그 어떤 종보다 가장 환경에 적응하도록 분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체화된 존재이고, 따라서 환경과의 연결고리를 잘 활용하여 

인지과정을 확장하거나 외재화(externalization)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외부구조(external structure)를 이용해서 인지과정을 이끌어주는 

것을 교육학자 비고츠키(L. Vygotsky)의 용어를 빌려 인지 비계 혹은 

발판(scaffolding)17)이라고 한다. (Vygotsky 1932) 개인에 따라 정도의 

                                        
17)

 건축물 공사 시,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 가설물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교육학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교육용 비계(instructional 

scaffolding)란 아동이나 초보자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비교적 

문제해결이 수월한 성인이나 전문가가 도움을 제공하는 지원의 기준이나 

수준을 말한다. 특히 아동이 갖는 심리적 세상과 사회적 세상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며, 언어 따위의 기호체계를 사용하여 다른 아동, 어른, 특히 더 

유능한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을 선도하는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가령 수업에서 힌트를 주거나 암시를 주는 것도 비계를 

설정하는 일종의 예시가 될 수 있다. (Vygotsky 1978, 86) 이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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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으나, 인간은 모두 환경과 함께 이 발판을 능숙히 다룰 수 

있다. 발판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에 

알맞게 적절히 놓여져야 한다.  

체화된 착근 인지가 기존 인지과학과 차별되는 <표4>의 측면들, 즉 

개념화(conceptualization), 대체(replacement), 구성(constitution)을 

통해 알게 된 인지의 특성은 주체로서의 행위자보다 ‘행위자의 몸이 

갖는 특성’이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틀(frame)이 

되며, 표상주의의 핵심 개념인 두뇌 내부의 심적 표상을 몸과 세계와의 

상호작용이 대신할 수 있다는 새로운 방향에서 형성된 몸과 세계가 

행위자의 마음을 구성한다는 식견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3. 창출행위된 인지 

창출행위된 인지(enactive cognition) 이론에서 ‘창출행위’(enaction) 

라는 용어는 법률을 제정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행위를 

수행하거나 이행하는 것을 뜻한다. (Thompson 2007) 따라서 이 

이론에서 인지가 창출행위 되었다는 것은 인지가 유기체와 환경의 

역동적인 상호작용(dynamic interaction)을 통해 형성되어 행위로 

드러난 것이며, (Thompson 2010) 두뇌의 신경 처리과정을 통한 인지 

뿐만 아니라 유기체가 취하는 행위를 통해 능동적으로 체험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Hutchins 1996) 즉, 우리의 지각작용 

역시 단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능동적으로(actively) 탐구하는 것이다. (Noë 2004) 바렐라는 시인 

                                                                                                     
비고츠키의 근접발달영역이론(the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1932)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브루너(J. Bruner), 우드(D. Wood), 로스(G. Ross) 

등에 의해 응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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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차도(A. Machado)의 말을 빌려, 창출행위란 ‘걸으면서 길을 내는 

것’(laying down of a path in walking)이라고 기술한다. (Varela 1987, 

65)  

바렐라, 톰슨, 그리고 로쉬는 『신체화된 마음』 (The Embodied 

Mind) (1999) 에서 ‘창출행위적 접근법’이라는 용어와 이와 관련된 

창출행위 개념을 인지과학에 도입한다. 그들은 연관된 다섯 가지 

사상들을 하나의 표제로 합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첫 번째 사상은 

살아 있는 존재들은 능동적으로 그들 자체를 생성시키고 유지하는 

자율적인 행위자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 자체의 인지영역을 창출 

및 산출해낸다는 점이다. 두 번째 사상은 신경체계는 자율적인 동역학 

체계라는 점이다. 세 번째 사상은 인지는 숙련된 노하우를 상황 지어진 

신체화 행위 속에서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네 번째 사상은 인지적 

존재의 세계는 뇌에 의해 내적으로 표상된 것, 즉 사전에 특정 지어진 

외부 영역이 아니라 자율적 행위체 그리고 환경과 쌍결합하는 양식에 

의해 창출 및 산출되는 관계적 영역이라는 점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상은 경험이란 단지 부수현상적인 사안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고자 

할 때면 언제라도 중심에 있고, 또 현상학적으로 주의를 많이 기울인 

방식을 통해 탐구되어야 할 필요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Thompson 

2007) 

 

“창출행위적 접근법의 경우, 자율성은 생물학적 생명의 

근본적인 특징이고 거기에는 생명과 마음의 깊은 ‘연속성’ 

(continuity)이 있다. 현상학의 경우, 지향성은 살아지는 몸의 

근본적인 특징이다. 창출행위적 접근법과 현상학에서 의식과 

주관성(subjectivity)은 유기체, 주관적으로 살아지는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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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세계(Lifeworld, Lebenswelt)18)를 모두 포함하는 온전한 

의미로서의 ‘생명’의 자율성 그리고 지향성과 관련 지어져서 

해명되어야 한다는 명제로 수렴된다.” (Thompson 2007; 

박인성 2016 재인용) 

 

창출행위의 접근법은 현상학과 매우 깊이 수렴한다. 두 입장은 마음이 

대상을 ‘구성한다’는 견해를 공유한다. 현상학에서 ‘구성’이라는 개념은 

‘알아차린다’(bring to awareness), ‘현시한다’(present), ‘개시한다’ 

(disclose)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마음은 사물을 알아차리고, 

세계를 현시하며, 개시한다. 이 사상은 모두 의식의 지향적 활동 덕분에 

가능하다. 우리의 마음은 지향적 활동성이 개시되거나 알아차림을 향해 

가져올 수 있게 하고, 이러한 방식은 또한 사물이 그 자체의 특질을 

갖고 드러나게 한다. (Varela 1996) 톰슨은 『생명 속의 마음: 생물학, 

현상학, 심리과학』(Thompson, 박인성 역, 2016) 에서 두 입장이 ‘생명’ 

                                        
18)

 생활세계(Lebenswelt)는 후설(E. Husserl)에 의해 학문적으로 정리된 이후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또 변용된 개념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생활세계는 ‘일상생활세계’(everyday lifeworld)를 의미한다. 

일상생활세계는 인간의 의식주를 기본으로 하는 미시적이고 반복적이며 

사적인 삶의 영역을 말한다.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생활세계는 1930년대에 

현상학적 고찰 전환에 토대가 되었는데, 후설에 따르면 ‘학문의 위기는 

학문이 삶에 대한 의의를 상실한 데 있다’라는 반성을 시작으로 학문의 

시각을 규정하는 과학주의, 객관주의, 그리고 실증주의가 생활세계 즉, 모든 

개별 경험의 보편적인 기반으로 여겨지는 논리학적인 수행에 앞서서 직접 

주어져 있는 세계를 점차 은폐하고 망각되어가게 하고 있다고 비판된다. 

후설에게 생활세계는 언제나 물어질 필요도 없는 자명함 속에 미리 주어져 

있는 감각적 경험의 세계이기 때문에 일체의 과학적 지식의 의미 형성과 

존재 타당의 근원적인 지반인 것이다. 그러나 생활세계는 단순히 눈앞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일상적 세계와 초월적 세계로 모순되게 설정된 

생활세계 사이를 성찰하고, 지각하고, 해석하고, 형성하는 방법을 통해 

끊임없이 현상학적 환원을 해야 한다. 『The Crisis』(1936), 이재성 200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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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곧 살아있는 존재의 공통된 기반에서 만난다고 덧붙이며, ‘인지의 

체화된 접근은 우리의 몸이 인지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논지’ (Wilson & 

Foglia 2011) 에서 체화 논지(embodiment thesis) 혹은 인지의 체화된 

접근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지에 대해 아직 합의된 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Thompson 2007) 체화논지에 대한 해석은 몸, 인지, 그리고 

필수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Kyselo & 

Paolo 2015) 

바렐라와 톰슨, 그리고 로쉬는 ‘체화’라는 용어를 최대한 급진적으로 

사용할 때 “인지가 우리의 살아있는 몸에 구성적으로 의존한다”는 

창출행위 접근에 기반을 두고, 살아있는 몸(the living body)을 곧 

자율체계(autonomous system)로서 이해한다. (Varela et al, 1991)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몸’, 그리고 ‘자율성’(autonomy)이다. 

살아있는 몸의 근본적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자기-개별화’(self-

individuation)인데, 몸은 개별화 과정을 통해 근접해 있는 주변환경과 

자기자신을 구별할 수 있다. 즉 자기-개별화라는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자가생성 또는 오토포이에시스(autopoiesis, self-

production)하면서 자기를 유지하는 것이다. 창출행위된 인지 이론은 

이와 같이 ‘몸이 어떻게 자기-개별화하는 가’에 초점을 두며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여타 다른 체화된 인지 세부 이론과 구분될 

뿐만 아니라, 인지체계와 비-인지체계를 구분해주는 조작적인 

기준(operational criteria)을 세우는 데 이르게 된다. 여기서의 자율성은 

마투라나(H. Maturana)와 바렐라의 자가생성 이론(Maturana & Varela 

1979)에 토대를 둔다. 이 개념은 후토(D. Hutto)와 민(E. Myin)의 

『Radicalizing Enactivism』(Hutto & Myin 2013)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자가생성적 창출행위’(autopoietic enactivism)라 불린다. 바렐라에 

따르면, 자가생성은 살아있는 유기체 조직의 특별한 양상이다. 말하자면,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세계와 에너지 및 매체를 주고받는 진행 중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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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내적으로 완전히 탈 바뀌는 과정, 그리고 신진대사 과정 중에 

서로 관계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어떠한 변이에도 

그들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 동일한 조직이 끊임없이 다시 재생산되는 

그러한 양상이다. (Varela 1996)  

자율체계는 자율성을 지니며, 조작적으로 닫혀있고(operationally 

closed) 불안정하여 위태로운(precarious) 체계라고 정의된다. ‘살아있는 

세포’는 조작적으로 닫힌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Paolo & 

Thompson 2014)  

 

 

그림3. 조작적 폐포(closure)의 도해 (D. Paolo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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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에서 동그라미는 관찰된 과정을, 실선화살표는 가능조건에 

따른 과정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가운데의 검은 동그라미는 

조작적으로 닫힌 네트워크(폐포)의 일부를 이루며, 점선화살표는 조작적 

폐포 내부에서의 과정과 외부에서의 과정 사이의 가능조건 관계를 

가리킨다. 살아있는 세포가 반 투과막으로 둘러 쌓여 있다는 것은 세포 

내부에서 어떤 자가촉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가능조건이 된다. 

<그림3>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막의 공간적 구성 과정에서 대사적 반응 

과정으로 가능관계에 따른 화살표가 그려지게 된다. 주의할 점은 막에 

둘러 쌓여 있는 것이 단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세포막 역시 세포의 

대사에 따라 생성된 회복구성물(repair component)에 의존하는 하나의 

불안정한 위태로운 과정이 된다. 여기서 대사 반응에서 뻗어진 화살표가 

세포막으로 돌아오게 되는 모습, 즉 조작적으로 닫힌 회로(loop)를 

확인할 수 있다. 자율체계이기 위해 요구되는 두 번째 조건은 

불안정하여 위태로운 것이다. 이 조건은 조작적으로 닫힌 네트워크에 

의해 수립된 가능조건들의 가능관계가 없게 되면 그 네트워크에 속하는 

어떤 과정이 멈추거나 또는 효과가 줄어들게 되는 것을 말한다. 

불안정한 위태로운 과정에서 가능조건들의 구성이 얼마나 복잡하든지 

간에 조작적으로 닫힌 네트워크에서 그 안에 다른 과정에 대해 의존하고 

있던 것이 더 이상 어려워져 불가능해지면 그 과정이 반드시 멈추게 

되고 만다. 말하자면, 조작적으로 닫힌 네트워크 내의 불안정한 

위태로운 과정은 네트워크가 부재하는 순간 그 자체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성질은 긍정적이거나 실증적인 속성이 아니라 물질이 

피할 수 없는 속성이기 때문에 체계는 위태로움으로 인해 야기되는 

부정적인 영향에 끊임없이 맞서야 한다. (Paolo & Thompson 2014)  

조작적으로 닫혀있고, 또 불안전하여 위태로운 하나의 체계는 그 

스스로를 가능하게끔 하며 이로 인해 부분적으로 그 스스로의 

구성과정의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부양하고, 더욱이 이 과정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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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는 자연적으로 잔멸(decay)한다. 체계는 자신의 자연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부양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쉼 없이 에너지, 물질, 

그리고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필요로 한다. 말하자면, 우리의 몸은 

자율적 체계이므로 반드시 생화학적이거나 생리적인 과정으로서만 

구성되지 않아도 된다. (Thompson & Stapleton 2009; Paolo & 

Thompson 2014 재인용) 

창출행위된 인지 이론에서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생명과의 강한 

‘연속성’, 즉 생명은 마음을 예상하고 마음은 생명에 속해있다는 명제를 

받아들인다. (Godfrey-Smith 1996) 요나스(H. Jonas)는 『생명의 

현상』 (The Phenomenon of Life) (Jonas 1966) 에서 생명에 관해 

논의한다. 그는 내재적인 목적성을 지니고 있어 조직화된 존재이면서 

자기-조직화하는 존재이기에 자연 목적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칸트의 

유기적 자연 논의를 발달시켜 생명과 마음의 연속성이 조직적, 기능적, 

행동적일 뿐만 아니라 현상학적이라고 주장한다. 살아있는 존재는 

내재적인 목적성을 체화하게 되며, 이 목적성은 자가생성이라는 

상호보완적인 자가생성 양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톰슨은 이러한 주장에 

덧붙여, 유기체는 세계 속에서(in) 세계에 대해(toward) 존재하며 이 

유기체의 정체성은 그 살아있음의 과정 즉 세계를 동화시키고 조절하는 

과정 안에서 창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Jonas 1966) 유기체는 환경 

없이 존재할 수 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과 맺는 관계에서부터 그 

자체의 여러 속성들을 획득하기 때문에, 유기체와 환경은 ‘상호침투’ 

(interpenetration)하는 결과로 진화하게 된다.  

바렐라의 자가생성이론에서 자가생성은 정도 및 한도에 따라 

구분된다. ‘최소 자가생성’은 의미형성(sense-making)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인지과정을 위해 ‘필요조건’(necessary condition)만을 

충족하지만, 여기에 ‘적응성’(adaptivity)이나 ‘가소성’(plasticity)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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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확대시키면 인지과정에 ‘필요충분조건’(necessary sufficient 

condition)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하나의 어떤 체계가 그 체계 자체를 능동적으로 조절하고 

활동이 갖는 내적 규범에 따라 환경세계(Umwelt)를 변경할 수 있기 

위해 ‘적응성 및 가소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 본 이론을 더 한층 더 

타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창출행위된 인지에서는 

‘유기체와 환경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무엇보다 강조하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인지가 형성되고 마침내 행위로 드러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바렐라 등에 의해 제기된 자가생성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까닭은 

유기체의 개념을 단지 인간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동물, 더 나아가 

박테리아까지 포함하며, 어느 정도 종에 따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은 자신이 놓여져 있고 소통하고 있는 그들만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낸 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창출행위된 인지 이론은 다음 항에서 다루게 될 확장된 인지 

이론과 자주 비교되어 설명된다.   

 

4. 확장된 인지 

확장된 인지(extended cognition) 이론은 ‘확장된 마음 논지’(The 

Extended Mind Thesis, EMT) 라고도 불리며, 유사 논변들 중 주로 

클라크(A. Clark)와 차머스(D. Chalmers)에 의해 연구된 이론이 가장 

견실하고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Clark & Chalmers 1999) 확장된 

인지에서 행위자(agent)의 마음은 두개골 안에 한정되는(skull-bound) 

것도, 몸 안에 한정되는(body-bound) 것도 아니며, 오히려 행위자가 

놓여있고 살고 있는 세계로 확장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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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은 어디에서 멈추며, 또 세계의 나머지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 우리는 인지과정을 주도하는 환경의 

활동적인 역할에 토대를 두고,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외재주의(active externalism)를 추구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Clark & Chalmers 1999) 

 

우리의 인지과정(cognitive processes)이 우리 주변 환경에 있는 

것들로부터 영향 받는다는 것은 분명하고 명백한 사실이다. 확장된 인지 

이론은 인지과정과 환경적 과정이 인과적인 의존 관계(causal 

dependency relations)에 놓여 있다는 주장에서 더 나아가, 인지적 

과정이 뇌, 몸, 그리고 환경적 과정과 ‘필수구성적 의존관계’ (constitutive 

dependency relations)에 놓여 있다고 전제한다. 말하자면 이 이론에서 

인지과정은 뇌에서뿐만 아니라 나머지 몸, 그리고 세계로 인해 

‘실현되는 과정’(the realized process)이다. (Clark & Chalmers 1999; 

박인성 2013 재인용)  

클라크와 차머스(Clark & Chalmers 1999, 이하 C&C 1999)는 확장된 

인지 이론을 위한 토대로 1) 인지등가 논변(cognitive equivalence 

arguments) 및 2) 결합논변(coupling arguments)을 제시한다. 인지등가 

논변은 인지가 뇌, 몸, 그리고 세계에서의 과정들이 두뇌에서 일어나는 

과정과 매우 흡사할 때 확장된다는 입장이며, 결합논변은 신체적 혹은 

환경적 과정과 인지과정이라는 두 과정이 인과적으로 바르게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인간의 인지과정이 뇌, 몸, 그리고 세계의 과정으로 

인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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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지등가 논변 

인지등가 논변을 설명하기 위한 예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인가-오토 

사고실험’(Inga-Otto thought experiment)이다. 인가와 오토는 곧 

전시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 두 사람이다. 인가는 특별한 

질병을 앓고 있지 않는 보통 사람으로, 미술관 위치를 기억해 낸 후 

전시회장으로 향한다. 반면, 오토는 알츠하이머병 초기 단계를 앓고 

있어 유용한 정보들을 노트북 컴퓨터에 기록해 둔다. 전시회 소식을 

들은 오토는 미술관 주소를 찾을 때까지 노트북에 기록된 정보들을 

훑어본 후 전시회장으로 향한다. C&C는 인가-오토의 뇌에서(brainy) 

기반된 혹은 기록물에서(documentary) 꺼내진 정보 원천이 둘 다 

기억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이론에 따르면, 뇌와 기록물의 

차이는 정보가 피부를 거치는 지 아닌지의 여부에 불과할 뿐, 두 

정보간의 필수적 인과역학관계(essential causal dynamics relations)는 

마치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정확한 것이다. 따라서 자신들의 이론의 

견실함에 대해 누군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면 오토와 인가의 

정보 차이를 보이는 반증이 있어야만 한다고 덧붙이기 때문에 확장된 

인지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 지고 있다.  

‘인가와 오토의 정보 원천이 담고 있는 콘텐츠가 다른지’에 대해 

제기된 논쟁 중, 가장 대표적인 주장은 인가의 정보(brainy)는 이전 

콘텐츠와 독립적인 비파생콘텐츠(non-derived and original contents)를 

담고 있는 반면, 오토의 정보(documentary)는 파생콘텐츠(derived and 

unoriginal contents)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파생콘텐츠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빨간 신호등이나 전시에서의 흰 깃발과 같이 사회적 관습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있다. 과연 인지상태는 반드시 비파생콘텐츠를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이 점에 대해 데닛(D. Dennett 1986), 클라크(C 

2005; C 2010), 메나리(R. Menary 2010), 그리고 피셔(J. C. F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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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는 인지상태에서 파생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비파생콘텐츠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속성은 

인지적이기 위해서 우리의 인지상태가 필연적으로 지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콘텐츠가 지닌 속성에 반대하기 위한 또 다른 잠재요인은 인가-

오토의 경우를 인지심리학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착근된 인지 이론의 

지지자 루퍼트(R. Rupert 2004)는 인지심리학에서 보는 기억에서 크게 

두 유형인 ① 소극적 전이현상(the phenomenon of negative transfer)과 

② 생성효과(generation effect)에 주의를 기울인다.  

소극적 전이현상의 첫 단계에서 피험자들은 짝지어진 쌍, 예를 들어 

남성의 이름(A, John)과 그의 아내의 이름(B, Mary)을 본 다음, (A)에 

대해 물어보면 (B)를 응답하도록 연습한다. 다음 단계는 (A)의 쌍이 

(B)가 아닌 (C, Sue)로 전이된다. 피험자들은 비교적 중요관계에 있는 

쌍 (A)-(B)보다 크게 연관되지 않은 쌍(A)-(C)의 응답을 어려워한다. 이 

가설에 따르면, 인가는 여느 피험자와 유사한 수행능력을 보여주는 반면 

오토는 그렇지 못하다. 오토는 첫 단계에서 쌍(A)-(B)을 기록해 두고 

다음 단계에서 쌍(A)-(C)을 별도로 기재한다.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쌍(A)-(B)을 아는 것이 쌍(A)-(C)를 아는 과정에 어떤 방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피험자들 및 인가와 달리 오토에게는 소극적 전이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생성효과에서 피험자들은 두 집단으로 나뉘어 쌍(A)-(B)을 

암기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한 집단은 ‘젖소-공’과 같이 단어 

자체를 외우는 반면 다른 집단은 ‘젖소가 공을 쫓는다’와 같이 문장 

속에서 단어의 쌍을 외우게 된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대로 문장에서 

단어 쌍을 외울 때 과제 수행률이 높았고, 이 결과는 인가-오토의 

경우에 적용된다. 인가는 문장 속에서 단어 쌍을 외울 때 과제를 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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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해 낼 수 있는 반면 오토는 그렇지 않다. 오토는 노트북에 단어 

쌍을 기록해 둔 후 필요할 때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생성효과 실험의 

설정 조건에 의한 과제수행능력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위의 두 

실험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가와 오토의 정보가 중요도나 관련성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주장은 다소 과장되었거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확장된 인지 옹호자들은 반드시 강력한 입장을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시한다. 즉, 인가와 오토가 ‘어느 정도’ 동일하다고 제안하게 

되면, 인지과정의 어느 정도는 확장될 수 있게 된다.  

 

“확장된 인지는 기본적으로 기능주의(functionalism)를 

전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자유기능주의 입장을 옹호하기 

때문에 정신작용들을 만들어내는 신체적 구조에 의미를 두지 

않는 이론을 받아들인다. 기능주의의 핵심은 어떤 무엇이 

과연 ‘요구되는 기능을 하느냐’ 이다.” (Rowlands 2009) 

 

2) 결합 논변 

 

“우리가 펜과 종이를 사용하여 복잡한 곱셈 문제를 푸는 

것처럼, 이성적인 사람들은 환경에서 지원되는 도구들에 

의존하는 경향을 가진다. …… 인간 유기체는 외부개체와 

상호작용으로 이어져 있다. 따라서 그 자체로 인지체계처럼 

보이는 결합체계가 만들어진다. 이 체계 속에서 마치 우리는 

인지기능처럼 왕성한 인과 관계 하에 구성요소 전부가 행동을 

다스린다. 그래서 인간의 뇌 한 부분이 제거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외적인 구성요소를 없애면 체계의 행동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결합과정이 뇌 속에서 일어나든 



66 

 

일어나지 않든 동등한 하나의 인지과정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것이다.” (C&C 1998) 

 

C&C의 결합논변에 따라서, 만일 어떤 과정(X)이 인지과정(Y)에 

인과적 영향을 줄 경우에 전체 X-Y를 하나의 인지과정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그 전체를 

인지과정으로 간주하는 것은 결합구조 오류를 범할 수 있게 한다. 가령, 

가정 집에 있는 에어컨 냉각기 증발 과정(X)이 어떤 방 온도조절장치에 

있는 바이메탈 판을 인과적으로 변형시켰다(Y)고 해서 이 전체 X-Y를 

변형과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전체 X-Y를 냉각기 증발 

과정으로 볼 수도 없다.  

확장된 인지 이론가들은 위와 같은 결합구조 오류를 고려하여, 이론의 

가설을 “만일 인지, 몸, 그리고 환경적 과정이 인과적으로 타당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인지는 확장된다.”고 수정한다. 이 대안적 주장이 

본래의 주장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나, 인과적(causal) 

주장에서 구조적인(structural) 주장으로 나아가게 되면 소위 ‘두 가지 

난관’에 부딪힌다. 첫째, 결합 관계(인과적인 주장)가 구조적 

관계(구조적인 주장)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추가조건이 필요하고, 이 

조건들이 이론적으로 타당한 지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지워야만 한다. 

둘째, 확장된 인지 이론에 관한 예시는 첫 번째 난관의 추가조건들을 

만족시킨다고 여겨질 만한 구체적인(concrete) 것이어야만 한다. 이 두 

난관은 상호작용한다. 연구자들이 최대한 엄밀하고 타당한 조건을 

제시하려고 할수록 그 주장에 실리는 부담이 무거워지고, 또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실례를 찾기도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C&C는 다음처럼 결합논변을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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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과정(X)이 인지과정(Y)에게 ‘신뢰할만한’(reliable) 

인과적 영향을 준다면, 전체 X-Y가 인지과정이라고 ‘정당히’ 

(legitimately) 추론할 수 있다. 즉, 뇌에서 일어나는 

결합작용뿐만 아니라 환경에서의 결합작용도 신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항상 계산기를 지니고 다니면서 그 

도구에 의존적이라면, 그 사람과 계산기는 신뢰적인 결합 

관계에 있는 것이다.” (C&C 1998) 

 

이 수정된 주장에서는 우선, 인과적 연결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확장된 인지’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에어컨 냉각기 증발 과정(X)이 바이메탈 판을 변형시키는데(Y) 

신뢰할만한 인과적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전체 X-Y를 변형과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신뢰할만한 인과적 연결이 어떤 과정의 성격을 

결정하지는 못한다. 그 다음, 이 추가조건(신뢰할만한 인과)을 바탕으로 

확장된 인지의 실례를 들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복잡한 

산수계산 시, 암산을 하는 대신 펜과 종이를 사용하는 경우 전체를 모두 

확장된 인지의 실례로 볼 수는 없다. 계산할 때 언제나 펜과 종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올바른 실례가 될 수 있지만, 전체 인지과정에서 

어쩌다 가끔씩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C&C의 새로운 주장 역시 기대한 만큼 충분한 실례를 

제공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Aizawa 2014) 

이러한 반론에 C&C는 오토의 노트북을 기억으로 인정하기 위해 다음 

‘엄중한 4가지 조건’(a set of more stringent conditions)을 <표5>와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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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엄중한 4가지 조건 (C&C 1999) 

 

1항. 오토의 노트북은 그의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된다.  

2항. 노트북에서 정보를 인출하는 과정이 용이하다. 

3항. 오토는 노트북의 정보를 꺼낼 때마다 자동으로 

 배서(endorse)한다. 

4항. 노트북의 정보는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오토가 의식적으로 

 배서하여, 실제로 그 배서의 결과로 존재한다.  

  

 

위의 조건들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조건들 중에는 

‘진정한(bona fide) 기억’에 관한 예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C&C의 이론이 도토(Dotto)의 사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도토는 그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자신의 인지적 원천과의 관계가 

소원한(alien) 사람이다. 그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올바르게 출력하는 

자신의 기억을 믿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을 멀리 하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그의 기억이 사실인지 매번 확인해주기를 부탁한다. 도토의 

행동은 C&C의 조건 1항과 3항을 위반하여, 그의 기억이 물론 기억이 

있다는 것은 명백할지라도 인지과정에 포함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Aizawa 2014) 

이러한 논의에서 제시된 대표적인 예시들이 확장된 인지 이론에 여러 

이론들이 최후에 봉착하게 되는 두 가지 난관을 극복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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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결론짓기는 어렵다. 아직 클라크와 차머스의 논의를 포함한 

여러 논변들에서 내적인 인지와 몸, 그리고 환경적 과정이 인과적으로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인지가 확장된다는 실례를 제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최종적 논리에 성공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는 결합-구조(coupling-structure) 오류가 성립된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반증이 제시되지 않는 한, 클라크와 차머스의 

주장과 대표 사례들(맹인의 지팡이나 컴퓨터 테트리스 시뮬레이션21))은 

강한 설득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따라서 주체가 도구와 갖는 관계 

그리고 의존성이 인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게 된다. 

 

  

                                        
21)

 테트리스(Tetris)는 러시아의 프로그래머 파지트노프(A. Pajitnov)가 

디자인하고 프로그래밍하여 1985년에 출시된 게임이다. 네 개의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테트로미노’는 I, J, L, O, S, T, 그리고 Z 알파벳의 모양의 

블록이다. 이 블록들을 움직이고 90도 단위로 회전시켜 화면 가장 아래쪽의 

수평선을 빈틈 없이 채우는 것이다. 수평선이 채워질 때마다 그 선이 

없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빨라짐에도 불구하고 블록을 화면 가장 

위까지 가득 채워 테트로미노가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게 되면 게임이 

끝난다. (Tetris ©, 1985-2017) 우리가 컴퓨터로 테트리스 게임을 할 때를 

생각해보면, 테트로미노의 모양을 90도 단위로 회전시켜 수평선의 빈 자리에 

채워 넣을 뿐만 아니라, 다음에 나올 테트로미노를 놓을 자리도 생각해두어야 

한다. 이 때 우리는 무작위 모양으로 등장하는 테트로미노를 회전시켰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 지 머리 속으로 그려볼 수도 있지만, 직접 회전시켜서 

화면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확장된 인지 이론가들에 의하면 이러한 과정에서 

머리 속으로 직접적으로 지각을 하는 경우와 컴퓨터 화면에서 확인하면서 

테트로미노의 회전된 모양을 보고 게임을 하는 경우에 인지의 차이가 없고, 

또 컴퓨터 화면이라는 도구에 의존하고 도움을 받아 문제해결 하는 것 역시 

인지과정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70 

 

제 3 절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지 향상  

지금까지 설명된 체화주의의 4가지 체화된 인지 이론(4E cognition)은 

표상주의 및 연결주의적 연구들이 인지과정을 주로 두뇌에만 한정된 

것으로 간주하던 사고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흔히 마음으로 여겨지는 

기호, 표상, 입출력 과정, 그리고 지능이 아니라 인간의 ‘몸’이 바로 

인지과정의 구성해 나간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체화된 인지 

이론은 현상학에서 오랫동안 다루어진 몸 연구에 기초한다. 이번 

절에서는 현상학에서 세계와의 상호작용이 인지 구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우리가 상호작용을 통해 세계를 구성하게끔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현상학이 마음과 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여한 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1) 심적 인과성(mental causality)이라는 형이상학적 이론의 

형태를 띠지 않았다는 점과 2) 몸이 어떠한 방식으로 마음과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대신에 

현상학에서는 인간이 신체화를 통해 얼마만큼이나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세계 경험, 자기 스스로의 경험, 타자에 대한 경험 등이 

형성되고 또 그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Gallagher & Zahavi 2007)  

갤러거와 자하비에 따르면 마음의 신체화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현상학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몸’을 객관적인 몸(objective body)과 

살아지는 몸(lived body/ living body)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된 그들의 신체상과 신체도식의 구별과 맥락이 같다. 후설은 이 

용어들을 독일어로 전자는 Körper, 후자는 Leib라고 구별하였다. 후자의 

살아지는 몸의 경우, 메를로-퐁티에 의해 살아지는 몸(lived bod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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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몸(living body)으로 추후에 구별되므로22), 후설에게서는 

살아지는 몸(lived body)에 해당되는 ‘Leib’만이 언급된다. 이러한 

구별은 인간이 각자 두 개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존재론적 구별을 

의미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다만 우리가 몸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두 가지 방식을 해명하기 위함이다. (Husserl 1973a) 객관적인 

몸은 관찰자의 시점에 3인칭적으로 보여지는 몸에 주의를 기울이고, 

살아지는 몸은 체화된 1인칭적 관점으로 받아들여지는 몸을 파악한다. 

이러한 구별에서 흥미로운 점은 나 자신이 나의 몸을 마치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바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의 손이나 발을 보면서 

객관적인 몸처럼 느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몸은 다각적으로 

추상화되고 신경학적, 해부학적, 그리고 생리학적으로 정의된 지각된 

몸(perceived body)이다. (Gallagher & Zahavi 2007)   

후설의 의한 몸의 구별은 앞서 언급된 자하비와 갤러거의 신체 

구별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후설이 말하는 

객관적인 몸은 자하비와 갤러거의 신체상과 같은 것이며 살아지는 몸은 

신체도식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살아지는 몸과 신체도식 

모두 의식적이라고 할 수도, 무의식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현상학에서는 전반성적인 몸이라고 

지칭하는 것이다. 가령, 나의 앞에 있는 물체를 잡기 위해 손을 뻗을 때 

정확히 얼마만큼이나 손을 뻗어야 하는지 극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어림짐작하여 행위로 나타낼 수 있다. 즉, 몸이 상해를 입거나 장애가 

생기는 등 문제가 생겼을 때만 불편함을 통해 그 있음을 알 게 되는 몸, 

                                        
22)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 (1962) 98쪽에서 그의 용어인 schema 

corporel (신체도식)이 ‘신체상’(body image)으로 번역된 까닭에 몸을 두 

개념으로 구별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상당히 혼란스럽게 여겨지고 있다. 

갤러거과 자하비는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신체상을 경험, 태도, 믿음의 

체계로 구성하는 것 즉 지향적 상태들의 대상이 자기 자신의 몸인 것으로 

정의하고 암묵적인 것을 신체도식으로 정의하자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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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평상시에는 투명하게 있으며 어떠한 명시적인 알아차림 

없이도 자동으로 행해지는 과정들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살아지는 

몸이며, 또 동시에 신체도식인 것이다. 

 

“나는 나의 몸으로 외부 대상을 관찰하고, 다루고, 

살펴보며, 주변을 걸어 다니지만, 그럼에도 몸에 대해서는, 그 

몸 자체를 행위 속이나 지각 작용 속에서 관찰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몸 자체는 관찰할 수 없는 두 번째 몸을 사용해야 

알 수 있을 것이다.” (Merleau-Ponty 1962, 91; 박인성 

2013 재인용(번역 수정)) 

 

몸은 우리가 과제를 장애물 없이 잘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몸이 

지향적 목표를 향해가고 있다고 하면 그 길에서 몸 자신을 투명하게 

한다. 우리는 명시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우리의 몸의 움직임을 

살피지는 않는다. 물론 내가 걷고 있다든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다든지 정도를 형용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손 모양을 

만들어야 하는 지와 같이 아주 세밀한 정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하지는 못한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내 손은 사라졌다. 손은 도구가 

있는 복잡한 체계 속에서 그 체계를 존재하게끔 하기 위해 없어진 

것이다”. (Sartre 1956, 323)  즉, 사르트르는 살아지는 몸은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살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현전한다고 말한다.  

우리의 주의, 지향적 초점은 신체적 움직임이 아니라, 수행되어야 

하는 과제나 우리의 행위와 관련 있다고 여겨지는 세계 속의 사건들에 

주로 놓여져 있다. 대다수 행위의 부분들은 의식 역치(threshol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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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ciousness) 아래에 있는 신체도식적 과정(body schematic 

processes)에 의해 조절된다. 손이 무엇인가를 쥐려고 할 때, 그리고 

발이 걸으려고 할 때 우리의 몸은 특별한 알아차림(awareness)없이,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신체도식의 과정은 우리가 

움직임의 경우의 수 중 하나를 선택할 때 관여하는 지향적 행위의 

일부에만 해당하지만, 비록 이 과정의 세부사항들이 비의식적으로 남아 

있더라도 움직임들 그 자체는 비의식적이거나 단지 기계적이거나 

불수의적인(involuntary)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직접적이고 전반성적으로 

느껴지는 과정이다. (Merleau-Ponty 1962, 144; 박인성 2013 재인용; 

Henry 1975) 뚜쎙(B. Toussaint) 역시 우리가 몸의 중요성을 깨달을 

때는 몸이 더 이상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기능하지 않을 때라고 

분명히 지적한다.  

 

“내가 계획하고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과 몸이 지닌 

한계가 불일치할 때, 몸은 스스로를 보여준다. …… 이 

경우에 몸은 장애물로서(플라톤에 따르면 감옥으로서) 몸 

자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말하자면 몸은 내가 의도한 

바와 다른 하나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사실과 열망, 계획과 

한계 사이에 이분법(dichotomy)이 일어난다. 이 이분법은 

아마도 심신이원론을 발달시키는 현상학적 근거(basis)가 될 

지도 모른다.” (Toussaint 1976, 176) 

 

성장 과정에서 우리의 몸은 몸통에서부터 말단 쪽으로 발달한다. 

따라서 아기가 처음 온 몸을 사용해 뒤집기를 성공하게 되면, 그 뒤로 

팔다리를 움직여 물건을 잡거나 걸을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된 다음부터 비로소 손가락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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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아이가 처음 연필이나 젓가락을 사용할 때, 아주 오랜 숙달과정이 

필요하지만 한 번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거나 신경을 쓰지 않아도 몸은 자연히 의식 가장 아래로 

사라지기를 자처한다. 바로 이 때 말하자면 몸을 사용하려는 의식은 

신체화되어 있는 것이다.  

현상학에서의 몸 연구는 따라서 보여지고, 관찰되며, 명백히 드러나는 

인지 작용에만 치우치지 않고 토대가 되어 주는 몸, 신체 도식, 지향성, 

그리고 본능(instinct)23)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연구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해명의 한계점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세계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지를 향상시킨다는 체화된 인지 이론적 설명을 통해 그간 인간의 

의식과 과학적 연구 사이에 발생하던 설명적 간극에 다리를 놓도록 

제시해 준다.  

 

 

 

                                        
23)

 인간의 의식 구조의 가장 밑바탕에 본능이 있다는 논의는 이남인의 

「유식불교에 나타난 종자의 기원에 대한 현상학적 해명: 『유식삼십송』과 

『성유식론』을 중심으로」를 참고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유식불교에서 

‘종자’개념이 선천적인 것인지 후천적인 것인지를 현상학적 관점에 따라 논한 

후, 종자의 본성에 대해 살펴보는데 이 종자에 의해 발생되는 전5식, 제6식, 

제7식이 바로 현행적 의식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가능적 의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유형의 종자가 존재하는 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 전5식과 

제6식은 대상과 관련된 의식이므로 다양한 차원의 지평의식과 세계의식, 

근원 휠레적 의식, 본능적 지향성의 유형을 지닌 의식을 토대로 발생하며, 

제7식은 반성적 자기의식 중 선반성적 자기의식을 토대로 발생한다.” 즉, 

현상학에서의 본능은 의식의 단초로서의 ‘종자’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72집, 한국현상학회, pp. 65-9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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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기존 트랜스휴머니즘 접근에서 내재된   

문제들의 극복 방안 

이번 장에서는 표상주의 및 연결주의에 기반한 연구들에서 제기되는 

것과 유사한 문제점들을 지닌 트랜스휴머니즘의 접근을 비판하고, 

궁극적으로 조망해야 하는 부분들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제 1 절 설명적 간극 문제 

설명적 간극 논변(explanatory gap argument)은 레빈(J. Levine 

1983)에 의해 제시된 주장으로, 주관 경험(subjective experience)의 

질적 차원을 뇌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설명적 간극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 간격은 존재론적 

차이라기 보다는 인식론적 차이에 가까운 것이다. (Levine 1983) 

인지과학의 세대적 패러다임 흐름에서 제3세대 인지과학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지과학의 연구들은 주로 연결주의적 인지신경과학 

연구들이다. 인지신경과학의 방법론(여러 뇌 영상 기법, 뇌파 측정 등)의 

급격한 발전을 통해 인지과학에서의 마음 접근을 신경과학에 토대를 

두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심리학과 

인지과학에서 ‘뇌의 귀환’이라 명명할 수 있는 ‘아래로 이끔’ 

(downwards pull) 변화에 해당하며, 1980년대 전반에 신경망 모델을 

강조하던 연결주의의 부상과 1990년대 초에 뇌 영상 기법의 발전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인지신경과학의 형성 및 발전으로 대표된다. 그러나 

신경과학적 접근들이 마음의 작용 과정의 수많은 특성들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 후반부터 이 업적들이 인간 마음의 ‘본질’(本質, 

essence)을 설명해주는 틀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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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퍼트넘이 ‘통 속의 뇌’를 비판한 바와 같이 기능주의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Bechtel, Abrahamsen & Graham 1998; 이정모 

2010 재인용) 이러한 점은 본고에서 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트랜스휴머니즘의 접근들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해당된다.  

슈트라우스는 인간의 몸이 인간의 정신에 비해 존재론적으로 

우월하다는 주장에 찬성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유기체의 몸은 

다른 몸들과 연결되고, 또 우주의 한 부분이 된다. 그러나 정신은 오직 

몸에만 관련될 뿐, 세계나 다른 몸, 다른 정신과 직접적으로 맞닿지 

않는다.” (Straus 1966) 현상학에서의 주된 몸 연구는 환경과 독립적인 

한 개인의 마음 안에서 정보처리나 인지적 표상이라는 내적인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에서 벗어나, 인간이 환경 속에서 인지를 구성하고, 그 

구성된 인지가 환경을 변화시키는 상호작용의 관계를 전제로 인지를 

이해한다. 즉, 마음은 가령 뇌라는 ‘제한된 곳’에서 일어나는 

신경과정이라기 보다는, 갇혀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유기체로서의 

주체로부터 취해지는 적극적인 행위, 활동 중심으로 다시 파악되어야 

한다. 마음과 몸, 혹은 마음과 두뇌를 이분하여 각기 다른 것으로 

간주하던 데카르트적 이원론에 기초한 존재론 및 인식론에서 벗어나고자 

하던 시도는 인지과학 훨씬 이전에도 빈번히 있어왔다. 스피노자(B. 

Spinoza)에서부터 베르그송(H. Bergson)을 거쳐 메를로-퐁티에 오면서 

마침내 마음과 몸, 그리고 환경을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게 되었다. 

일체로서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몸의 모든 행위는 마음을 낱낱이 

구성해 나갔다. (이정모 2010) 체화된 인지 이론은 연결주의에서의 

‘아래로 이끔’과는 달리, ‘밖으로 이끔’(outwards pull)에 해당한다. 

(Bechtel, Abrahamsen, & Graham 1998) 이정모는 1970년대 이래 

꾸준히 고전적 인지과학이 지닌 문제점을 비판하며 다른 철학적 관점을 

도입하려 한 드레이퍼스(H. Dreyfus)와 체화된 인지 접근을 넓은 의미의 

맥락주의적인 움직임으로 규정한 엔들러(D. Andler)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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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접근은 마음과 두뇌를 별개의 실체로 개념화한 

데카르트의 심신 실체이원론이나, 생물적 뇌가 지우는 제약적 

속성을 무시한 채 인간의 마음을 한 정보처리체계로 개념화한 

고전적 인지주의나, 그리고 생물적 뇌의 속성이 인지와 심적 

경험의 속성을 특징지으며 모든 심적 현상이 생물 및 신경적 

상태와 과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환원주의적 유물론의 

신경과학 접근에 대해 비판적인 설명의 틀을 전개하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입장에 따르면, 생물적 뇌의 특성을 

간과한 정보처리적 표상주의이던 인지신경과학 접근의 

‘두뇌가 곧 마음’이라는 심신동일론적 환원주의적 관점이던 

간에 마음의 본질과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마음을 뇌 속에 일어나는 신경 상태만으로 환원하는 것은 

실제의 역동적인 마음과 다르고, 거리가 있으며, 부족한 

개념화이기 때문에 더욱이 뇌, 몸, 환경 및 세계가 연결된 

통합체 상의 현상으로 마음을 개념화해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이 체화된 인지 접근으로 형성되었다.” (이정모 2010) 

 

“행동주의심리학은 마음을 심리학에서 축출하였고, 고전적 

인지주의는 그 마음을 인지과학에 되찾아줬으나, 뇌의 역할을 

무시하였다. 인지신경심리학이 마음을 다시 뇌 속으로 넣어 

주었지만 환경의 역할을 무시하였다면, 이제 제3의 대안적 

관점인 ‘체화된 인지’ 접근을 통하여 그 뇌를 몸으로, 그리고 

다시 그 몸을 환경으로 통합시키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정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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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인간의 마음을 기호 또는 신경망에 한정한 채 단선적으로 

파악하려는 접근법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필수불가결적으로 

설명의 간극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인지과학에서는 초기부터 

전통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질문의 아닌, ‘컴퓨터’에 대한 질문이 

쇄도해왔다. (Freeman et al, 1990) 오늘날의 제3세대 인지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인지과학의 흐름 및 역사를 빈틈없이 살펴보며 다음과 같은 

허점을 지적하기에 이른다. 이정모는 더 나아가 커즈와일이 주장한 

특이점을 언급하며 인간의 마음과 인공물 사이에 경계가 사라지게 될 

날을 위해 인공물과의 상호작용도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제 2 절 인간 향상을 위한 인간의 본질 이해 

트랜스휴머니즘에서 지능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결여되어 있는 ‘인간의 

본질’ 중, 본고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1) 과정이라는 생명으로서의 

삶과 2) 유기체로서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다. 체화된 인지 이론에서 

넓은 의미에 생명에 속하는 인간(Thompson 2010)은 무언가와 

‘상호작용’하는 유기체라는 것이 핵심 전제이다. 단지 ‘나’라는 유기체가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신호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life)이라는 

과정(process)에서 몸을 통해 상호작용하면서 삶을 살고, 세계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은 직접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공간을 구성하는 것으로부터 의미를 가질 

때 비로소 마음이 구현되어 유기체로서 가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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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맥락은 후설의 발생적 현상학(genetic phenomenology)과 과정 

철학(Process Philosophy)을 참조한다.  

후설은 발생적 현상학에서 경험의 형식적이고 구성적인 구조들 자체의 

발생과 성장을 탐구하였다. 발생적 현상학에서의 인간은 단순히 

세계로부터 떨어져 있으면서 눈을 뜨고 보는 정도로 경험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고정되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 경험으로부터 주어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발생적 관점에서는 

‘시간적 발달’과 ‘주체의 개체화’를 강조한다. ‘나’는 경험에 있어서, 

축적된 경험의 결과로서 습관이나 신념, 관심 등을 지니는 구체적인 

주체이다. 이와 같은 ‘주체’는 개체적인 역사에 의해 형성되었으므로 

경험의 살아있는 신체적 주체이며 상호주관적 환경세계에 속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 (Bernet, Kern, & Marbach 1993; Thompson 2010; 박인성 

2013 재인용)  

한 편, 화이트헤드(A. N. Whitehead)는 『과정과 실재』(Process and 

Reality) (1929) 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연 전체의 유기적 

조직화의 일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유기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며, ‘자연이 곧 과정’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유기체의 철학’을 구상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것 안에서 시간성, 역사성, 변화, 움직임, 새로움(novelty)을 

근본적인 요소들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Whitehead 1929) 과정철학의 

핵심적 주장들 중, 본 논의에 있어 의의를 지니는 부분은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과정철학은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배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2)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다. 3) 과정철학은 실체(사물, object)를 부정하지 않지만, 그 

실체들이 과정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4) 실재(reality)는 

본성상 과정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과정철학 또는 과정 형이상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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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의 실재들을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입장이다. 즉, 활동이 실체보다 우선이고, 과정이 생산보다 

우선이고, 변화가 영속성보다 우선이고, 새로움이 지속성보다 우선인 

것으로 중요도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선시되는 활동, 과정, 

변화, 그리고 새로움을 통해 실재들은 실제 속에서 체계적이고 

유기적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체화를 통해 인지과정을 구성해나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과정 속에서 근본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요소들이 

갖는 중요도가 상당하다. 

그러나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급진적 경로들에 의해 만들어진 

기계지능은 아무리 인간의 지능보다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인간에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접근에서 단지 기계지능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표상주의나 연결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다. 반면, 모방하고자 하는 대상이 인간이라면 즉 

인간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과 매일의 경험까지 전부 다 모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을 의미 있게끔 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구현성’(embodiment)을 함께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몸이라는 물리적 주체이자 대상(객체)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진정한 

인지과정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초지능 논의 중, 그러한 ‘기술’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접목한다는 궁극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앞서 2장에서 정의된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유한성을 ‘기술’을 통해 극복해나가는 운동인데도 

불구하고, 기술이라는 소프트웨어로서 초지능을 가지고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초월시킨다는 논의가 부족하다. 오히려 보스트롬의 초지능 

논의에서는 인간보다 우월할 만큼 가장 똑똑한 유일존재인 ‘초지능체’, 

‘초지능적 에이전트’가 지닌 가치가 인류와 다를 시 종말이 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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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트랜스휴머니즘이 추구하는 사조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단지 기술의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똑똑한 지능적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인간의 몸이나 

체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보스트롬이 정의한 포스트휴먼의 3가지 초월 조건에서 주체가 반드시 

인간이어야 할 것이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이라고 간주된다. (Bostrom 

2005) 포스트휴먼이라는 용어는 기존에 있어온 인간의 정의에서는 

벗어나지만 아예 인간이 아닌 다른 체(體)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에 집중하기 보다 사람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인간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고찰이 

분명히 중요한데, 그 까닭은 트랜스휴머니즘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인간처럼 유한한 존재를 넘어서는 다른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을 ‘트랜스’(trans)하는 존재로 만들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보스트롬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도 몸에 대한 고찰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샌드버그(A. Sandberg)와 

보스트롬은 스캔 기술을 발달시켜 두뇌의 ‘울트라 씬’(ultra-thin)이라고 

하는 영역을 3D로 스캔 하는 방법을 고안하는데 이르렀다. 이 방법은 

“New Technique for Ultra-thin Serial Brain Section Imaging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andberg & Bostrom 2008) 에서 

소개되었고, 인간의 두뇌 구조에서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전뇌 에뮬레이션(인간 두뇌 속 

기억과 감정을 컴퓨터로 옮기는 방법론) 경로에 첫 발을 띄었다고 

평가되었다. (Sandberg & Bostrom 2008) 그러나 본고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이 연구는 한편으로 지능 향상에 있어 큰 기대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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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오직 인간의 인지 기능을 연구함에 있어 두뇌 

작용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며, 인간을 유기체로 이해할 것이 

요구된다.  

표상주의 및 연결주의에 토대를 둔 진영에서는 체화된 인지 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를 지닌 몸의 현상학에서 과연 어떻게 객관적인 관찰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고 반박한다. 

이러한 반박에 대응할만한 대표적인 예시로 신체도식을 잃어버린 ‘Ian 

Waterman’(이하 IW) (Gallagher & Cole 1995)이 있다. 그는 19세에 목 

아래의 구심로차단(deafferentation) 신경장애로 인해 거의 대부분의 

촉각, 고유수용감각, 팔다리의 공간적 위치 등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던 감각들을 잃게 되어 스스로의 몸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손을 탁자 밑에 안 보이게 두고 쥐락펴락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 보통의 사람이라면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손을 

정확히 움직여 쥘 수도 펼 수도 있지만 IW는 시각이 동반되지 않는 한 

이러한 감각적인 것들을 알지 못 하였다. 그는 이미 의료계에서 앞으로 

평생을 휠체어에 의존할 채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비극적인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또 

조절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발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그에게 요구된 프로그램은 시카고 대학교에서 진행된 ‘몸짓 연구’의 

일부로, 시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사고-언어-손 연결’(the thought-

language-hand link)에 따라 스스로 발화와 몸짓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한다. 보통 그의 발화가 느려지면 몸짓 역시 느려지기 때문에 

발화와 몸짓의 동기화가 정확히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한 결과 IW는 안 보이는 채로 발화속도 만을 각각 

0.56초와 0.76초로 조절하고 그 속도에 맞추어 은유적인 몸짓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마침내 그의 두뇌 속 조율기(pacesetter)가 

작동되었고, 신경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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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는 신체도식과 신체상이라고 구분되는 몸이 궁극적으로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지한다. 갤러거는 

인간의 몸에 대해 “살아지는 몸(lived body)은 이원론적으로 살지 

않는다. 인지생활의 전반성적 지지체계(support system)를 통해 

원활하게 기능하는 몸은 보통 때에는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않아도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행위들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몸이 오히려 

방해물처럼 여겨질 때 바로 현상학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Gallagher 

2005) 고 덧붙인다.  

이처럼 몸이 세계와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것 하나와 

다른 하나가 만나는 접점(contact point)에서 영향을 주고 받는 

인터페이스(interface)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 말하자면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것(communication)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지과정을 구성해 나간다는 

것으로 심적 표상을 대체하기 때문에 더 이상 표상주의를 전제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자면 세계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지과정을 구성하거나 살아가는 과정이 진행되지 않아서 유기체라는 

생명에게 ‘의미 없는 것들의 다발’(superfluity)이 남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술 역시 단순히 인간에게 접목된 후 아무런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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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논의의 요약 

지금까지 3세대에 거쳐 인지를 이해하는 인지과학 내에서의 관점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인간의 인지를 탐구하는 갈래들 중 체화된 

인지 이론과 트랜스휴머니즘을 자세히 알아보고 논의의 타당성 및 

논리적 오류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오늘 날 기술을 통해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인간이 오랫동안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열망해 온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사조라는 점에서, 인간에게 있어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로 인해 인간이 염려되는 부분 역시 NBIC 

기술이 개발되기 이전에도 있어왔다. 가령, 19세기 초반에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게 되거나 적어도 임금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서 비롯된 ‘러다이트(Luddite) 운동’ 역시 인간의 염려를 바탕으로 한 

투쟁이다. 이 시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찬반을 나누어 논쟁을 펼쳤고, 그 

결과를 언급하며 오늘날 인공지능이 인간을 장악할 만큼 똑똑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걱정할 만큼이 아니라고 안이하게 간주하며 첨단기술을 

외면하는 네오 러다이트(Neo-Luddite)입장도 상당히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단지 결과에 기반한 인간의 바람에 불과한 것이다. 

인지과학에서는 ‘마음’을 탐구하고자 과학적 방법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술과 인간의 관계, 공존 가능성 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막중한 임무를 가진다.  

초기 마음연구는 인지과학의 컴퓨터를 이용한 모델링을 기반으로 

정보처리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인간의 

두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산하고, 표상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간이 ‘복잡한 존재’라는 점은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설명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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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부분을 남게 하면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였다. 과학적인 연구에서 

‘객관적 관찰 가능성’은 정보처리 측면에서의 인간의 마음에 대한 

설명을 더 윤택하게 해 주지만, 마음의 다른 측면들까지 명쾌하게 

설명하는 틀로서는 부족함이 있다는 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최근 이루어지는 인지과학적 연구 및 타 학문의 

연구에서는 인간의 구현성을 강조하며 체화된 인지에 토대를 둔다. 

인지과학이 학제적인 학문이라는 특성은 한 가지 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마음’을 다양한 이론들과 방법론들을 적용하여 밝혀내고자 하는 

동향과 함께 한다.  

처음 과학이 시작된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거라 

예측되는 세계에서도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과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막대하다. 기술이 없는 삶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학기술은 

인간에게 몹시 유용한 수단이다. 이러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인간이 오랫동안 열망해 왔던 초월적인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사조를 토대로 하여 오히려 평등에 관한 문제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안해 낼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은 물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간 한정된 공간에서 정해진 수명 동안 살아가면서 욕구나 관심의 

대상이나 목표를 어느 부분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관계에서 오는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충분히 

숙고해야 할 것이다. 

트랜스휴머니즘으로 인해 인간이 지능과 수명, 감정능력, 그리고 

공간적인 한계를 초월하게 된 세상이 왔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가정에서는 인간이 더 이상 ‘몸’이라는 생물학적으로 한정된 공간 

속에만 갇혀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인간이 몸에 의해 지능을 발달시키고 

인지를 구성한다는 체화된 인지 입장에서 볼 때, 초월한 세계에서는 

인간이 그 동안 의미를 부여하던 것이 소실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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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지게 된다면, 1)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과 가치관, 2) 타인과의 

관계를 맺던 방식, 3)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 등이 모두 변천하여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될 지 아니면 더 이상 어느 하나도 필요 없게 돼버릴 

지 아직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논의를 통해 분명히 할 수 있게 된 

점은 지금의 인간이 위에서 언급된 체화된(embodied) 요소들을 통해 

마침내 인지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필자는 트랜스휴머니즘에 

기반하여 예측되는 미래의 여러 모습들 중에서, 만일 인간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되 한계만을 극복한 모습의 시나리오가 목표라면,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논의가 인간의 마음이나 인지 구현에 관한 관점을 

포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고려해야 할 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안은 크게 세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트랜스휴머니즘이 추구하는 기술개발 및 발전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만일 기술개발이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다면, 기존에 

상류층에만 집중되어 있던 기술을 상대적 빈곤층에도 똑같이 제공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기술보급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기술의 편의를 누리지 못해왔던 인류를 포함하여 상류층 및 

빈곤층 전체 인류가 대상인지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 논의로 인해 

트랜스휴머니즘에서 향상하려고 하는 ‘인간’이 누구를 지칭하는 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둘째, 트랜스휴머니즘이 추구하는 기술개발 및 발전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만일 기술개발이 인류의 혹은 전 인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이익이 무엇인지 나열할 뿐만 아니라 이익에 

따라오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확실히 언급해야 할 것이다. 이 논의로 

인해 트랜스휴머니즘적 움직임들이 그 사조에 알맞은 논리적 전개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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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트랜스휴머니즘이 추구하는 기술개발 및 발전은 ‘누가’ 그리고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가? 기술을 개발하는 단체(agency), 법률가, 

정부 등 이 논의의 관계자들 중 누가 결정권을 갖느냐 하는 점은 첫째와 

둘째 논의에 토대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을 처음 창조해 낸 이후 몇 세기 동안 인간은 그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해당 기술들을 개발하고 또 발전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며 이미 체화 

중에 있어왔다. 제1세대 및 제2세대 인지과학에서는 인간의 인지과정을 

주어진 것을 대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으로 이해해 왔지만, 제3세대 

인지과학에서는 체화를 통해 창출행위(enact)한다는 이론을 제시한다. 

말하자면, 인간은 인지적으로 자기 생산하는 존재로서 체화라는 토대 

위에서 인지적인 창조성을 발휘한 결과로 기술을 만들어냈다. 이와 같은 

전거들을 고려하여, 앞으로 인지과학에서 진행해야 할 연구 방향을 

제안하며 논의의 요약을 마친다.      

 

제 2 절 향후 연구 방향 

본고의 서론 문제 제기에서 ‘트랜스휴머니즘의 비판’은 크게 세 가지, 

1) 존재론 또는 형이상학적 수준, 2) 인식론 또는 방법론적 수준, 그리고 

3) 윤리적, 정치적, 또는 경제적 수준으로 구분하여 정리되었다. 그 중, 

트랜스휴머니즘 접근의 내재된 문제점들을 존재론 또는 형이상학적 

수준에서 지적하고, 기존의 접근들을 인식론 또는 방법론적 수준에서 

비판하였다. 아직 논의되지 않은 윤리적, 정치적, 또는 경제적 수준의 

비판은 포스트휴먼 연구로 확장시킬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중요하지만 

논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향후 연구로 제시하는 바이다. 본 

비판이 3가지 수준에서 모두 다루어진다면, 체화된 인지 이론에 기반한 

트랜스휴머니즘 연구의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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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제시하는 향후 연구는 인지의 확장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 

체화된 인지 이론가들은 인간의 인지 범위인 세계가 오프라인에만 

한정되는 것을 지적하며,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인지의 구현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Smart 2012) 인터넷 도메인으로 사용되는 

WWW(World Wide Web)은 체화된 인지 이론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대상이다.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들이나 

생각하는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적 맥락(context)이 굉장히 

방대했었으나, 오늘날에는 인터넷 망으로 인해 그 접근이 훨씬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피부나 두개골 등 생물학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던 인간의 인지 측면은 이제 그 경계를 넘어 확장되는 

정보처리를 고리 형태로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기술매개정보접근의 

새로운 형태가 개개인의 인지측면에 어떤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Hutchins 2008; Smith 2008) 웹은 개인의 

인지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에까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인지의 사회적 측면에 비교적 새로운 이 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알아가야 한다. 확장된 마음 논지(EMT)에 따르면, 

두뇌를 포함한 인간의 신체에 국한되지 않는 부분(도구 사용)이 인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C&C가 제시한 ‘엄중한 4가지 조건’을 참조해야 

한다. 그러나 EMT에서 인간의 생물학적 몸에서 부족한 부분을 

대신해주는 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온라인 체화에서는 평소에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즉, 체화된 인지 

이론에서는 인지를 추상적 범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시키고 이를 

개념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몸’은 1) 인지과정이 뇌 

안에서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2) 주체가 세계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필요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었으므로, 

‘체화된’ 대상이 반드시 장기를 수반하는 물질이어야만 한다고 한정 

지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체화주의에서의 체화는 구체적인 무엇에 

해당되면서 또한 추상적인 무엇도 포함한다. 체화된 인지 이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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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과정의 범위에 환경과 세계를 포함시키는 가장 큰 이유 역시 체화된 

무엇의 적용이 개인의 관점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최근 제시되는 온라인 인지, 인터넷 망, 네트워크까지 

인간은 체화의 범위를 이미 방대할 만큼 확장시켜두었다. 따라서 

트랜스휴머니즘에서의 급진적인 접근과 연구들에서 비판된 부분들과 

체화된 인지 이론에서의 확장된 인지 이론을 함께 탐구하여 체화를 

바탕으로 인간의 인지를 향상하도록 접근한다면, 인간의 유기적인 

성격을 강조하면서도 그간 한정되어 있었던 인지의 범위들을 넓히고 또 

향상시키는 접근이 더 많은 가치와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부분을 개념화하여 이론으로서의 

설득력을 지닐 수 있게 하는 작업이다.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향후 연구는 체화된 인지 이론에 대해 가장 많이 

비판되고 있는 객관성에 관한 것이다. 인지과학에서의 연구가 계산, 

표상, 또는 신경망에만 국한되지 않되 마음의 핵심적 토대를 체화된 

인지 이론에 두기 위해서 현상학에서의 ‘태도변경’24)(이남인 2014)을 

취할 것을 제시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게 겪고 있는 

태도변경을 통해 인지 과정을 구성하는 쪽으로 이동하여 ‘구체성’에 

집중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1세대와 제2세대 인지과학에서의 연구들이 

지닌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몸의 구체성에 관한 경험 연구를 충분히 

                                        
24)

 이남인에 따르면, “후설은 ‘판단중지’(epochē, 判斷中止) 라는 개념을 토대로 

현상학적 환원에 대해 해명하지만, 현상학적 환원의 정체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판단중지’가 아니라 ‘태도변경’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남인은 1) 판단중지 용어가 독자들이 이해하기에 무척 어렵다는 

점과 2) 후설이 판단중지를 설명하며 사용하는 ‘배제’ 등의 부가적 개념들이 

자칫하면 마치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없애버리는 

파괴적 절차와 비슷한 것이라는 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남인 2014) 그는 이미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무수히 다양한 방식으로 

태도변경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현상학적 환원이 무엇인지 해명하기 위해 

훨씬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태도변경’을 사용하도록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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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해 나감으로써, 체화된 인지 이론이 의식 연구 및 마음과 몸의 관계 

연구에서 보편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여지는 데 이를 것을 기대하며, 제 

3세대 인지과학인 체화된 인지 이론을 기반으로 한 트랜스휴머니즘, 

혹은 인간 향상을 제시한다.    

 

  



91 

 

참고 문헌 

 

김기현 (1999), 「인지과학과 인공지능」, 『과학사상』 제29권, 범양사, 

pp. 93-116. 

김영정 (1996), 『심리철학과 인지과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김태희 (2017), 「인공지능의 몸」, 『철학과 현상학 연구』 73, pp. 

99-134.  한국현상학회. 

닉 보스트롬 (2017), 조성진 역, 『슈퍼인텔리전트: 경로, 위험, 전략』, 

까치. 

숀 갤러거 & 단 자하비 (2013), 박인성 역, 『현상학적 마음: 

심리철학과 인지과학 입문』, 마음학 총서1, 도서출판 b.  

신상규 (2014), 『호모사피엔스의 미래: 포스트휴먼과 트랜스휴머니즘』, 

포스트 휴먼 총서1, 아카넷. 

에반 톰슨 (2016), 박인성 역, 『생명 속의 마음: 생물학, 현상학, 

심리과학』, 마음학 총서5, 도서출판 b. 

이경민 (2017), 「뇌 발달과 지능의 진화」,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관』, 철학연구회 2017 춘계 학술대회. 

이남인 (2014), 『현상학과 질적 연구: 응용현상학의 한 지평』, 한길사.  

——— (2016), 「유식불교에 나타난 종자의 기원에 대한 현상학적 

해명: 『유식삼십송』과 『성유식론』을 중심으로」,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72집, 한국현상학회, pp. 65-91. (27 pages) 

 



92 

 

이정모 (2008), 「마음의 체화적(embodied) 접근: 심리학 패러다임의 

제6의 변혁」, 한국실험심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제43차, 

143-152. 

——— (2010),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접근과 학문간 

융합: 인지과학 새 패러다임과 철학의 연결이 주는 시사」, 

『철학사상』 제 38권, 2010.11, 27-66, 특집: 김영정 선생님 

추모 특집. 

 

Aizawa, K. (2014), “Extended cognition”, Lawrence Shapiro,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Embodied Cognition, Routledge Press. 

Armstrong, S. & Sotala, K. (2012), “How We’re Predicting AI or 

Failing to”, Machine Intelligence Research Institute. 

Ashby, W. R. (1956), An Introduction to Cybernetics, John Wiley, 

New York. 

Baum, S. D. (2011), “How long until human-level AI: Results from an 

expert assessment”, Technolog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 vol. 78, no. 1 (January), pages 185-195. 

Bailey, R. (2004), “The Most Dangerous Idea? Why striving to be 

more than human is human”, Reason Foundation, Issue 144, 

42-43. 

Bechtel, W., Abrahamsen, A., & Graham, G. (1998), “The Life of 

Cognitive Science”, A companion to cognitive science, 

Blackwell Publishers Ltd. 



93 

 

Beer, R. D. (2003), “The dynamics of active categorical perception in 

an evolved model agent”, Adaptive Behavior, Volume 11 issue: 

4, pp. 209-243. 

Bostrom, N. (2006), “How Long Before Superintelligence”, 

Linguistics and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5(1): 11-30. 

————. (2014), Superintelligence: Paths, Dangers, Strategies, The 

University of Oxford. 

Bostrom, N. & Müller, V. C. (2014), Future Progres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 Survey of Expert Opinion, Future of Humanity 

Institute. 

Braidotti, R. (2013), The Posthuman, Polity Press. 

Brooks, R. A. (1991), “Intelligence without represent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47 (1991), 139–159. 

Chalmers, D. J. (2010), “The Singularity: A Philosophical Analysis”, 

Journal of Consciousness Studies, 17, 7-65. 

Clancey, W. J. (1993), “Situated action: A neuropsychological 

interpretation response”, Cognitive Science, 17(1), 87-116. 

Clark, A. (1997), Being There: Putting Mind, Body, and World 

Together Again, The MIT Press. 

————. (1999), “An embodied cognitive science?”,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3, 345–51. 



94 

 

————. (2008), Supersizing the Mind: Embodiment, Action, and 

Cognitive Extension, Oxford University Press. 

Dawson, M. (2014), “Embedded and Situated Cognition”, The 

Routledge Handbooks of Embodied Cognition, Routledge 

Handbooks. 

Dennett, D. (1981), Brainstorms: Philosophical Essays on Mind and 

Psychology, [225], The MIT Press.  

Descartes, R. (1641), Meditations on First Philosophy (written in 

Latin text), ReadHowYouWant.com, Limited, 2006.  

————. (1984),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Descartes, Volume1,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sher, J. (2009), “Critical notice of the book The bounds of 

cognition”, by F. Adams and K. Aizawa, Journal of Mind and 

Brain, 29(4), 345–57.  

Flynn, J. (2009), “The WAIS-III and WAIS-IV: Daubert motions favor 

the certainly false over the approximately true”, Applied 

Neurology, 16, 98–104. 

Fukuyama, F (2002), Our posthuman future: Consequences of the 

biotechnology revolution.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Chicago. 

Gallagher, S. (1995), “Body Image and Body Schema in a 

Deafferented Subject”, The Journal of Mind and Behavior, 

16/4. 



95 

 

————. (2005), How the Body Shapes the Mi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Gallagher, S. & Zahavi, D. (2007), The Phenomenological Mind: An 

Introduction to Philosophy of Mind and Cognitive Science, 

Routledge. 

Gibson, J. J. (1966), The Senses Considered as Perceptual Systems, 

Boston: Houghton Mifflin. 

————. (1979),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erception, 

Boston: Houghton Mifflin. 

Good, I. J. (1965), “Speculations Concerning the First Ultra-

intelligent Machine”, Advances in Computers 6, 31-88. 

Griffin, D., Webster, F., & Michael, C. (1960), “The echolocation of 

flying insects”, Animal Behaviour, Volume 8, Issues 3–4, July–

October 1960, pp. 141-154. 

Hughes, J. (2004), Citizen Cyborg: Why Democratic Societies Must 

Respond to the Redesigned Human of the Future, Cambridge, 

Massachusetts: Westview Press. 

Hurley, S. (2001), “Perception and action: Alternative views”, 

Syntheses, 129, 3-40. 

Husserl, E. (1939), Experience and Judgment, 1973[1939], translated 

by J. S. Churchill and K. Ameriks, London: Routledge. 

————. (1973a), Zur Phänomenologie der Intersubjektivität. Texte 



96 

 

aus dem Nachlass. Erster Teil: 1905-1920, Edited by Iso Kern, 

The Hague, Netherlands: Martinus Nijhoff, 1973(Hua XIII, 

『상호주관성 I』). 

————. (1973b), Zur Phänomenologie der Intersubjektivität. Texte 

aus dem Nachlass. Erster Teil: 1921-1928, Edited by Iso Kern, 

The Hague, Netherlands: Martinus Nijhoff, 1973(Hua XIV, 

『상호주관성 II』). 

————. (1973c), Zur Phänomenologie der Intersubjektivität. Texte 

aus dem Nachlass. Erster Teil: 1929-1935, Edited by Iso Kern, 

The Hague, Netherlands: Martinus Nijhoff, 1973(Hua XV, 

『상호주관성 III』). 

Hutto, D., & Myin, E. (2013), Radicalizing Enactivism: Basic minds 

without content, Cambridge, MA: MIT Press. 

Johnson, M. (1987), The Body in the Mind: the bodily basis of 

meaning, imagination, and reas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997), “Embodied Meaning and Cognitive Science” (Chap. 

7), Language beyond Postmodernism: Saying and Thinking in 

Gendlin's Philosophy, Eugene T. Gendli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2012), The Meaning of the Body: AESTHETICS OF 

HUMAN UNDERSTANDING,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ooks. 



97 

 

Jonas, H. (1966), The Phenomenon of Life: Toward a Philosophical 

Biology, New York: Harper & Row.  

Kurzweil, R. (2005), The singularity is near: When Humans 

Transcend Biology, Penguin Books.  

Lakoff, G. & Johnson, M. (1999),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New 

York: Basic Books. 

————. (2003), Metaphors We Live B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eder, D. (1990), The absent bod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evin, J. (1983), MATERIALISM AND QUALIA: THE EXPLANATORY 

GAP, Authors, J. Levine, Close author notes, Boston 

University, Boston, Massachusetts. 

MacKay, D. M. (1962), “Theoretical models of space perception”, In: 

Aspects of the theory of artificial intelligence, ed. C. A. Muses, 

The Plenum Press, pp 83-103. 

————. (1967), “Ways of looking at perception”, In Models for the 

Perception of Speech and Visual Form, ed, W. Watthen-Dunn,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Margitay, T. (2010), Knowing and Being: Perspectives on the 

Philosophy of Michael Polanyi,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98 

 

Maturana, H., & Varela, F. (1980), Autopoiesis and cognition: The 

realization of the living, Dordrecht: D. Reidel Publishing Co. 

Merleau-Ponty, M. (1962),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1945), 

Phenomenology of Perception, translated by Colin Smith, New 

York: Humanities Press, and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Moravec, H. P. (1988), Mind Children: The Future of Robot and 

Human Intelligence, Harvard University Press. 

————. (1998), “When Will Computer Hardware Match the Human 

Brain?”, Journal of Evolution and Technology, 1998, Vol. 1. 

Morris, P. S. (1975/ 1976), Sartre’s Concept of a Person: An Analytic 

Approach,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Moss, C. F & Sinha, S. R. (2003), “Neurobiology of echolocation in 

bats”, Current Opinion in Neurobiology, 13(6):751-8. 

Nelson, M. E. & MacIver, M. A. (2006), “Sensory acquisition in active 

sensing systems”, Journal of Comparative Physiology: A 

Neuroethology, Sensory, Neural, and Behavioral Physiology, 

192(6): 573-86. 

Nilsson, N. J. (2009), The Quest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 History 

of Ideas and Achievements, Cambridge/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Noë, A. (2004), Action in perception, Cambridge MA, MIT Press. 



99 

 

Paolo, D. & Thompson, E. (2014), “The Enactive Approach”, 

Lawrence Shapiro,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Embodied 

Cognition, Routledge Press. 

Pfeifer, R. & Scheier, C. (1999), Understanding Intelligence, MIT 

CogNet from the MIT Press. 

Putnam, H. (1981), Reason, Truth, and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olanyi, M. (1969), Knowing and Being, Edited with an introduction 

by Marjorie Gren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nd (UK) 

Routledge and Kegan Paul. 

Pylyshyn, Z. W. (2000), “Situating vision in the world”,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4(5), 197-207. 

Roco, M. C. & Bainbridge, W. S. (2003), Converging Technologies for 

Improving Human Performance, Kluwer Academic Publishers 

Norwell, MA, USA. 

Rowlands, M. (1999), The Body in Mind: Understanding Cognitive 

Process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001), The Nature of Consciousne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010), The new science of the mind: From extended mind 

to embodied phenomenology, The MIT Press. 



100 

 

Sandel, M. (2009), The case against perfection: Ethics in the age of 

genetic engineer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Sartre, J. -P. (1957), Existentialism and Human Emotions, 

PHILOSOPHICAL LIBRARY. 

Searle, J. (1983), Intentionality,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mind,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Shapiro, L. (2011), Embodied Cognition, New York: Routledge. 

Straus, E. (1966), Phenomenological Psychology, Basic Book. 

Thompson, E. (2010), Mind in Life: Biology, Phenomenology, and the 

Science of Mind, Harvard University Press. 

Thompson, E., & Varela, F. (2001), “Radical embodiment: Neural 

dynamics and consciousness”,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5, 

418–25.  

Turing, A. M. (1950),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 Mind, 

New Series, Vol. 59, No. 236 (Oct., 1950), Oxford University 

Press on behalf of the Mind Association., 433-460. 

Varela, F. J. (1979), Principles of biological autonomy, New York: 

Elsevier, North Holland. 

Varela, F., Thompson, E., & Rosch, E. (1991), The Embodied Mind: 

Cognitive Science and Human Experience, Cambridge: MIT 

Press. 



101 

 

Vygotsky, L. (1978), “Interaction between Learning and 

Development” (Chap 5), In Gauvain &. Cole (Eds) Readings on 

the Development of Children, New York: Scientific, American 

Books. 

Uexküll, v. J. (2001), “An Introduction to Umwelt”, Semiotica, 134, 

1/4(2001), 107-110. 

Warwick, K. (2002), I Cyborg, London: Century. 

Weschler, D. (1939), The measurement of adult intelligence, 

Baltimore: Williams & Wilkins, 229. 

Whitehead, A. D (1929), Process and Reality: An Essay in 

Cosmology, New York: Macmillan. 

Wiener, N. (1948), Cybernetics: Or Control and Communication in the 

Animal and the Machine, New York, MIT Press. 

Wilson, M. (2002), “Six views of embodied cognition”,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California, 4, 625-636. 

Yudkowsky, E. (2013), Intelligence Explosion Microeconomics, 

Machine Intelligence Research Institute. 

Zajac, F. E. (1993), “Muscle coordination of movement: a 

perspective”, Journal of Biomechanics, Volume 26, Supplement 

1, 109-124. 



102 

 

Zeng, J., Xiang, N., Jiang, L., Jones, G., Zheng, Y., Liu, B., & Zhang, S. 

(2011), “Moth Wing Scales Slightly Increase the Absorbance of 

Bat Echolocation Calls”, PLoS ONE. 

 

  



103 

 

Abstract 

 

Embodied Cognition and 

Transhumanism  

 

 

Eunbeen, Lee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ognitive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scientific revolution, scientific technology has continuously developed 

and affected the life and Weltanschauung of human beings. The problem caused by 

innovative changes is always a hot issue in Philosophy, starting from labor issues 

to Transhumanism.  

In the 1950s, researchers started a scientific study on the mind and its processes. 

Through the history of Cognitive Science, Embodied Cognition proposes to build a 

bridge between human consciousness and Materialism. In this theory, the core 

concept is human experiences, so that the cognitive process is not only brain-bound 

but rather expanding to the whole body, environment, and world. The mind is 

something embodied in a specific body and not divided from the body. If it stays 

stationary, it would lose its essential meaning and values.   

Whereas, Transhumanism is an intellectual and cultural movement that  aims 

to overcome human’s biological finitude by NBIC technologies toward the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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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ment. In this trend, transhumanist thinkers consider diseases, aging, and 

death as needless. Especially, many futurists agreeing with Transhumanism devot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tudy and also expect superintelligence with autopoiesis 

will definitely come out in the near future. This view is obviously different from 

Embodied cognition, and moreover, the issue after applying the technology to 

human beings is hardly discussed. Instead, there are debates about control and right 

problems toward a future world dominated by the superintelligence.  

In this thesis, I would develop the core contents first. Then I will discuss 

Transhumanism based on Materialism and Embodied cognition theory based on 

Embodimentalism in chapter 2 and 3. Next, I will consider the problem brought on 

by the aims to overcome human’s finitude by scientific technologies in chapter 4. 

In conclusion, I will summarize the point of this discussion and propose some 

alternatives with a further study. This work suggests the point of an argument about 

human enhancement with cognition founded on implicit approaches of the mind 

researches in Cognitive Science.  

 

Keywords:  Embodied Cognition, Cognitive Science, Mind, Transhumanism,  

Intelligence, Human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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