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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와일더 펜필드는 캐나다의 신경외과의로 1920년대부터 60년까지 뇌

전증의 치료를 통해서 두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그가 수행

한 두뇌 국소화 연구로 잘 알려져 있고 기존 과학사 연구 또한 펜필드가

초기에 수행한 연구와 그가 가진 철학관을 가능하게 해준 1950년대의

의학적 맥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분석은 펜필드가 그 이전

유럽에서 발전한 의학적 전통과 어떻게 연결되고 1950년대 미국 의학계

에서 받아들여졌던 전체론적인 사고관에 대해 알려주지만, 그가 가진 독

특한 두뇌관과 그의 연구 사이의 연결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에 본 논문은 이전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한 1945년 이후의 펜필드

의 연구를 분석하면서 펜필드가 그 이전 피질 중심의 신경과학 연구를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제안한 기능적 해석에 대해서 분석한다. 펜필드는

뇌과학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한 헐링스 잭슨의 관점과 당시 뇌지도

를 작성하는 지배적인 방식이었던 세포구축학적인 입장을 비판하면서 뇌

가 수행하는 기능 그 자체와 뇌의 중심부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

장의 배경에는 당시 새롭게 개발된 뇌파검사를 통한 뇌전증의 연구가 있

었다.

펜필드는 뇌파검사를 사용하여 1930-40년대에 뇌전증 환자들을

치료하고 연구한 끝에 인간의 뇌와 의식이 별개의 존재라는 결론을 내린

다. 펜필드의 1945년 이후 연구에 대한 분석은 펜필드가 피질 중심의

국소화 연구를 넘어 어떻게 그의 독특한 두뇌관과 이원론적 철학관을 발

전시켰는지 보여주며 그 이면에서 구체적으로 그의 과학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준다. 특히 펜필드는 자신이 ‘해석피질’이라고 망명

한 부위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피질의 세포구조의

차이가 아니라 피질과 두뇌중심부의 연결의 차이에 있다고 보았다. 이는

당시의 의학적인 맥락과는 다르게 피질보다 뇌의 중심부를 강조하는 것

으로 이후 그가 주장한 통합적 두뇌관에서 피질과 두뇌 중심부의 연결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그가 뇌전증 연구과정에서 이중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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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consciousness)이라고 부르는 현상은 그가 두뇌와 정신이 분

리되어 있다는 두뇌관을 가지는데 핵심적인 증거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측두엽을 연구하면서 밝힌 현상들을 통해서 뇌를

컴퓨터에, 의식을 프로그래머에 비유하여 어떻게 뇌에서 다양한 기능들

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뇌-의식이 맺는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펜필

드의 두뇌관의 이면에는 이러한 과학적인 연구가 있었다. 본 논문은 이

러한 논의를 통해서 와일더 펜필드의 뇌과학 연구, 특히 뇌전증에 대한

임상적, 실험적 개입과 연구가 어떻게 그가 지녔던 독특한 뇌-의식 관

계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는지 분석한다.

주요어 : 와일더 펜필드, 뇌전증, 뇌파검사, 의학사, 신경과학사, 측두엽

학   번 : 2017-29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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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캐나다의 신경외과의사인 와일더 펜필드(Wilder Penfield, 1891 -

1976)는 뇌전증(epilepsy; 간질)에 대한 임상연구로 널리 알려진 인물

이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나 1913년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한 후, 옥

스퍼드 대학교 생리학부에 입학해 찰스 셰링턴(Sir Charles Scott 

Sherrington, 1857-1952) 지도 하에 의학 공부를 하였다.1) 그는 영국

에서 뇌세포학을 배웠으며 이후 미국으로 돌아와 존스 홉킨스 의과 대학

교에서 수학하였다. 졸업 후 펜필드는 스페인에서 피오 델 리오 오르테

가(Pio del Rio Hortega, 1882-1945)와 조직학을 공동 연구하고 독일

에서 오트프리트 푀르스터(Otfrid Foerster, 1873-1941)의 밑에서 뇌

수술 방법을 배웠다. 미국으로 돌아온 펜필드는 1928년에 캐나다로 옮

겨가 1934년에 맥길 대학교 산하 몬트리올 신경학 연구소(Montreal 

Neurology Institute)의 설립에 참여하고 초대 소장을 지냈다.2) 몬트리

올 신경학 연구소에서 펜필드는 뇌전증의 겪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뇌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3)

펜필드가 새로운 방식의 뇌 연구를 개척한 배경에는 뇌전증에 대한

그의 외과적 치료 경험이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간질로 더 잘 알려진

뇌전증은 많게는 인구의 1퍼센트가 겪는 질병으로 두뇌 피질 신경 세포

의 과흥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기 방출로 인해 발생하는 발작이다. 발

작 자체는 전해질 불균형이나 알코올 금단현상 혹은 일부 퇴행성 질병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펜필드가 주로 다룬 국소 뇌

전증(focal epilepsy) 발작은 피질의 문제로 주기적으로 발작이 일어난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펜필드가 주로 치료한 국소 뇌전증 발작은 두

뇌피질의 외상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

뇌전증으로 두뇌의 기능을 연구하려는 시도는 19세기 후반부터 이

루어져 왔다. 과학사학자 캐시 기어(Cathy Gere)는 비정상적인 뇌에서

발생하는 뇌전증이 어떻게 단순한 질병을 넘어서 정상적인 뇌를 탐구하

                                           
1) Wilder Penfield. No Man Alone: A Neurosurgeon’s Life (Toronto: Little, Brown and Company, 

1977)는 펜필드의 자전서로 펜필드 사후에 발간되었다. 다른 펜필드의 전기로는 Jef-
ferson Louis. Something Hidden: A Biography of Wilder Penfield (Halifax: Goodread Biographies, 
1983)가 있다.

2) Penfield. No Man Alone, 펜필드의 성장 및 교육의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의 1-3장을

참조.
3) 이우주, 『이우주 의학사전』 (군자출판사, 2012).



- 2 -

는 과학적 분석의 초점으로 변화하였는지를 다루었다. 기어에 따르면

19세기말 20세기초 의사들은 뇌전증이 뇌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문제를 우리의 몸이 해결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했다. 즉, 뇌전증

환자의 뇌는 두뇌 피질의 전기 방출에 의해서 발작을 겪지만 동시에 발

작을 통해서 두뇌 피질은 안정화(stabilized)된다는 것이다.
4) 기어는 이

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의사들만이 아니라 두뇌 과학(cerebral subject)

과 관련된 다양한 분과의 학자들이 뇌전증을 통해서 뇌를 이해하게 되었

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어의 주장은 뇌전증에 대한 연구가 뇌에 대한

연구로 직결된다고 주장한 영국의 신경학자인 존 헐링스 잭슨(John 

Hughlings Jackson, 1835 – 1911)이 “[뇌전증은] 질병에 의한 뇌에

대한 실험이다.”라고 평가한 데서 잘 드러난다.
5)

이러한 맥락에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신경과학자들과 뇌의사

들은 뇌전증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뇌에 전기 자극을 가하는 것이 뇌전증

과 유사하며 따라서 뇌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단서가 된다는 것을 발견

하였다. 19세기 후반에 에두아르트 힉칙(Eduard Hitzig, 1838 - 1907)

과 구스타브 프리치(Gustav Theodor Fritsch, 1938 – 1927)는 개의

두뇌 피질에 전기 자극을 가하면 실험 대상의 근육이 수축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6) 데이비드 페리어(David Ferrier, 1843 - 1928)는 비슷한

실험을 개와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동물을 대상으로 한 인위적

인 실험들이 인간들이 겪는 뇌전증 발작과 유사하다는 것을 보였다.
7)

로

버트 바트홀로(Robert Bartholow, 1831 - 1904)는 뇌종양으로 인해서

두개골이 침식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개두술 없이 두뇌 피질에 전기 자극

을 가함으로써 페리어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이후 페도르 크라우스

8)
(Feodor Krause, 1857 - 1937) 와 하비 쿠싱(Harvy Cushing, 1869 

- 1939)에 의해서 국소마취제와 개두술을 사용한 수술법이 발전되었

                                           
4) Cathy Gere, ‘‘Nature’s Experiment: Epilepsy, Localization of Brain Function and the Emergence of 

the Cerebral Subject,’’ in Francisco Ortega and Fernando Vidal, eds., Neurocultures: Glimpses in-

to an Expanding Universe (Frankfurt: Peter Lang, 2011), pp. 237-238.
5) Taylor J. Holmes, G., and F. M. R. Walshe, Selected Writings of John Hughlings Jackson (London: 

Hodder & Stoughton, 1931) pp.37. (원문 강조)
6) Emmanouil Magiorkinis, Aristidis Diamantis, Kalliopi Sidiropoulou, and Christos Panteliadis, 

“Highights in the history of epilepsy: the last 200 years,” Epilepsy Research and Treatment 2014 

(2014), Article ID582039, https://doi.org/10.1155/2014/582039, pp.2, retrieved 2018/10/22.
7) Gere, op. cit., pp.240
8) Ibid., p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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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펜필드의 호문큘러스(좌 감각 우 운동). 이

모형들은 펜필드의 이론에 기반해서 재생산된

것이다. 출처: 런던 자연사 박물관 홈페이지

다.
9)

펜필드의 연구방법은 기술적으로 뇌에 개입할 수 있는 임상적 기술

의 발전을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뇌과학의 발달에 따

라 수술에 의한 뇌전증 치료는 역사적으로 크게 3가지 단계를 거쳐서

변모해왔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뇌전증의 치료를 위해서 병변을 눈으로

혹은 전기적인 자극을 통해서 확인하고 제거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

는 뇌파검사(electroencephalography; EEG)를 통해 병변을 확인한 후

수술하는 방법의 발달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현대적인 방법은

MRI 등의 브레인 이미징 기술을 사용한 수술 기법의 발전이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서술에서 펜필드가 발달시킨 몬트리올 프로시저는 첫 번째

단계의 완성과 두 번째 단계의 토대라 볼 수 있다.
10)

몬트리올 프로시저

는 인간의 의식을 유지시키면서 뇌에 전기 자극을 가하고 그에 따른 환

자의 반응을 관찰하여 전기 자극을 가한 위치의 뇌가 수행하는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다. 펜필드의 수술법은 1940년대 이후로 직접적으로 전기

자극을 가하기 전에 뇌파검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뇌전증의 근원을 찾

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펜필드의 연구를 19세기말 20세기초 두뇌 과학의 변천 맥락에서 다

룬 과학사학자 카트자 건터(Katja Guenther)는 펜필드의 연구를 크게

3개의 시기로 나누고 있으며, 

특히 그의 중기 연구를 중심

으로 뇌전증을 통해 두뇌 국

소화 연구의 진화과정을 추

적한다. 첫번째 시기는 1928

년에 펜필드가 푀르스터와

협업을 하기 이전이고, 이 당

시의 펜필드는 조직학에 관

심을 가졌다. 두 번째 시기는

1929년부터 1945년 2차 세

계대전 종전까지이며 이 시

기에 펜필드는 운동 기능과

감각 기능의 국소화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시기는

                                           
9) Magiorkinis, op cit., pp.4.
10) Lady Diana Ladino, Syed Rizvi and José Francisco Téllez-Zenteno. “The Montreal Procedure: The 

legacy of the great Wilder Penfield,” Epilepsy & Behavior, 2018, Vol 83, p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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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이후이며 이 시기에 펜필드는 적극적으로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

과학적인 탐구를 하려고 노력하였다. 건터는 2번째 시기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11 ) 건터는 두 번째 시기에 펜필드의 국소화 연구에서 사용된

뇌지도가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펜필드가 점점 더 환자들을 치료

하기 위해 뇌지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뇌를 연구하기 위해서 뇌지도

를 사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분석한다.12)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펜필드

의 피질 호문큘러스 또한 이 시기에 생산된 것이다 (그림 1).13)

본 논문은 펜필드의 뇌전증 연구가 1930년대 두뇌 국소화 연구의

맥락에서 시작되었지만, 1950년대에 들어 그가 점차 두뇌의 기능들을

엄격하게 국소화 시킬 수 있다는 환원주의적 사고를 넘어 보다 통합적이

고 기능적인 두뇌관을 발전시켰음을 보일 것이다. 기어는 뇌전증의 역사

를 다루면서 펜필드가 수행한 연구 중에 가장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가 측두엽에서 인간의 상위 기능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라 지

적하고 있다.14) 이에 본 논문은 펜필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인간의 상위

기능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떻게 국소화를 넘어 기

능적인 두뇌관을 발전시켰음을 보일 것이다. 펜필드는 1945년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부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지와 사고 능력을 포함한

상위 기능(higher function)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펜필드의 초기

연구에서 생산된 뇌지도에서 나타나는 모형들은 인간의 감각과 운동 기

능만을 보여주는 반면, 펜필드는 연구 후기에 들어서 단순히 신체와 뇌

의 연결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기능과 뇌의 통합적인 기

능의 수행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펜필드는 헐링스 잭슨과 이안 파블로프(Ian Pavlov, 1849-1936)

를 비롯해서 피질을 중심으로 의식과 뇌의 관계에 파악하려고 한 기존의

연구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뇌의 통합(integration)에 대해서 연구하

였다. 헐링스 잭슨은 뇌의 기능을 세가지 단계로 나누었으며 이것을 각

각 하위 기능, 중간 기능, 상위 기능으로 정의하였다. 헐링스 잭슨은 뇌

                                           
11) Katja Guenther, Loc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A Genealogy of Psychoanalysis and the Neuro 

Disciplin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5). pp.157-159.
12) Ibid., pp.167-173.
13 ) 펜필드의 뇌지도는 중심전회와 중심후회에 분포해 있는 뇌의 운동 기능과 신체

감각(촉각)에 비례해 신체의 크기를 재배치한 것이다. 즉, 촉각이 더 민감하고 더

섬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손은 상대적으로 크게 묘사되며 팔, 배과 같이 상대적으로

움직임과 감각이 제한되는 기관들은 작게 표현된다. 피질 호문큘러스 (cortical homun-

culus)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Peter Snyder and Harry Whitaker, “Neurologic Heuristics and 

Artistic Whimsy: The Cerebral Cartography Of Wilder Penfield,” Journal of the History of the 

Neurosciences 22:3 (2013) pp.277-291을 참조하라.
14) Gere, op. cit., p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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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심에서 점점 더 뇌의 외각(피질) 쪽으로 나아갈수록 더 상위 기능

을 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기능의 단계에 대한 잭슨의 주장은

뇌의 진화론적인 발전에 잘 들어맞는다. 따라서 의식을 비롯하여 인간의

지적 능력의 바탕이 되는 기관은 진화론적으로 가장 최근에 발달한 대뇌

피질이었다. 대뇌피질을 연구하는 주된 방법은 헐링스 잭슨의 견해를 바

탕으로 푀르스터를 비롯한 의사들이 발전시킨 발전한 세포구축학 이었지

만 펜필드는 1945년 이후의 연구에서 이러한 피질 중심의 내용을 비판

하고 뇌의 중심부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문은 이전의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한 1945년 이후의 펜필드의

연구를 분석하면서 펜필드가 그 이전 피질 중심의 신경과학 연구를 비판

하고 그 대안으로 제안한 기능적 해석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펜필드

는 헐링스 잭슨의 관점과 세포구축학을 비롯하여 당시 생물학적 실체인

피질 중심으로 뇌 연구를 수행하는 것에 대비되는 대안적인 관점으로 피

질의 나누는 척도로써 ‘기능’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펜필드는 뇌를

국소화하는 데 있어 기능중심의 사고를 하였으며 피질을 기능적으로 이

해하는 자신의 이론체계를 세우는데 있어서 대뇌 피질과 중심뇌계

(centrencephalic system)의 관계에 대해서 재정의를 시도하였다. 그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연구를 거듭한 끝에 인간의 뇌와 의식이 별개의

존재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펜필드의 심신이원론적인 철학관을 과학사학자 델리아 가브

루스(Delia Gavrus)는 20세기 초중반에 펜필드와는 사뭇 다른 형태의

심신이원론을 주장한 신경외과의 에클스(John Eccles, 1903-1997),

월셔(F.M.R. Walshe, 1885-1973), 셰링턴과 비교분석하고 있다. 가브

루스는 특히 이들 신경외과의들이 당시 의학에서 전체론(holism)을 강

조한 경향으로 인해 심신이원론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었다고 주장한

다.15) 물론 가브루스는 당시 전체론적 경향을 띈 의학 내에서 다양한 심

신이원론자들이 존재하였지만, 그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의학에서

전체론이 버려지면서 이 심신이원론자들의 철학적인 견해는 이후 신경외

과의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터와 가브루스는 펜필드의 연구를 다루면서 그의 후기 연구들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으며 그의 기능적 두뇌관이 전체론적인 심신이원론적

                                           
15) Delia Gavrus, ‘‘Mind over Matter: Sherrington, Penfield, Eccles, Walshe and the Dualist Move-

ment in Neuroscience,’’ in Jillian Clare Cohen and Lisa Forman, eds., MCIS Briefings, Compara-

tive Program on Health and Society Lupina Foundation Working Papers Series 2005–2006 (To-

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6), p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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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한 신경과학자와 어떻게 다르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발전

해왔는지 다루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이 보여주듯이 펜필드의 후기 연구

에 대한 더 엄밀한 분석은 펜필드가 어떻게 단순히 국소화가 아니라, 이

를 넘어 뇌가 통합적으로 기능하는지 이해하려고 시도하였는지 보여준다.

이에 필자는 펜필드가 국소화를 더 설득력 있게 전개하기 위해서 ‘기능’

위주의 국소화를 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펜필드가 피질 중심의

뇌과학의 대안으로 뇌의 중심부를 다루었는지 보여줄 것이다. 1950년대

후반 펜필드가 뇌간을 비롯하여 중심뇌계가 뇌의 기능들의 통합을 수행

한다고 주장하였고, 중심뇌계가 뇌와 의식의 교두보라고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펜필드는 국소화 연구의 목적이 단순히 특정 기능 혹은 메커니

즘이 어디에 위치하느냐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해석 메커니즘들

의 상호작용, 그리고 메커니즘과 기능이 통합적인 뇌에서 어떻게 위치

지어지고 상호작용하는지 보려고 한 것이다.

본 논문은 펜필드의 견해가 다른 신경외과의와 비교했을 때 그가 뇌

의 중심부를 중요하게 여긴 점이 당시 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다른

신경외과의들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필자는 펜필드가 국소화

연구를 넘어 심신이원론적인 철학관을 발전시킨 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이것을 분석하는 것은 두 가지 의의를 가진다. 먼저 첫 번째로 펜필드가

수행한 연구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의 분석은 이후에 펜필드가 미친 영향

을 분석가능하게 해준다. 예를 들어, 기어 등의 일부 과학사학자들은 신

경과학자들의 논의가 철학계에서 통 속의 뇌(brain in a vat) 등의 논의

가 전개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제안한다.16) 펜필드의 심신

이원론의 배경에 있는 그의 과학적인 연구들에 대한 분석은 당시 복잡한

학문적 지형과 그가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펜필드의 후기 연구에 대한 분석은 기존 환원주의적 심신일원

론(monist) 두뇌관에 초점을 맞춘 신경과학사에서는 분석하지 못했던

심신이원론적 두뇌관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연구되었는지 보여주며, 심신

이원론적인 태도를 견지한 신경과학자들의 기반으로 단순히 전체론적

(holistic)인 사회적인 배경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과학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준다.

이 논문은 세 개의 절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2절에서는 펜필드가

사용한 방법론의 설명과 더불어 펜필드가 어떻게 뇌의 국소화에 대한 기

존 연구를 비판하였고 당시 새롭게 등장한 뇌파검사를 통해서 뇌를 이해

                                           
16) Gere, op. cit., p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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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었는지 볼 것이다. 3절에서는

펜필드가 측두엽의 상위기능에 대해서 수행한 연구를 분석하면서 펜필드

가 어떻게 뇌의 기능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 피질보다 간뇌가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했는지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펜필드가 의식과 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중심으로 중심뇌계

의 역할을 어떻게 설명하였는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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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질 중심 국소화 연구의 한계와 뇌 기능의

대안적 정의

19-20세기 피질을 중심으로 두뇌의 기능을 연구하려 시도하면 발

전해왔던 신경과학은 진화론에 입각하여인간의 두뇌 피질을 측두엽과 전

두엽으로 구분하여 연구했다. 이에 의하면 진화론적으로 근래에 발달한

기관인 측두엽은 많은 생물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은 이 기관들이 동물이

수행하지 못하는 인간의 지적능력을 수행하는 데 사용 될 것이라고 여겼

다. 또한, 역으로 더더욱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동물과 인간이 공유하

는 뇌의 부위들, 대표적으로 뇌의 중심부들은 단순한 기능을 수행할 것

으로 추측되었다.

2절에서는 펜필드가 세포구축학(Cytoarchitecture)적인 연구가 어

떻게 피질을 과도하게 국소화하는지에 대해 비판하였으며 어떻게 그가

사용한 뇌파검사가 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왔는지 분석한다. 펜필드

는 뇌를 이해하는 데 있어 과도하게 세밀한 국소화를 추구하는 것을 문

제 삼았다. 그는 특히 임상수술의 과정에서 세포구축학이 주장하는 것

만큼 뇌를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은 정당화되기 힘들며 당시 일부 생리학

자들과 해부학자들이 주장한 만큼 뇌가 세밀하게 나누어질 필요가 없다

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펜필드는 세포구축학을 대체할 수 있는 해석을

제공하는데, 이는 당시 새롭게 개발된 뇌파검사를 통해서 가능해졌다.

2.1 펜필드의 기능적 해석: 세포구축학적 국소화에 대한 비판

뇌전증을 비롯해서 뇌의 국소화에 대해서 연구한 신경외과의사들은

세포구축학적인 입장에서 국소화를 추구 하였다. 20세기초 오스카 보그

트(Oskar Vogt, 1870 - 1959)와 코르비니안 브로드만(Korbinian 

Brodmann, 1868 - 1918)에 의해서 전진된 세포구축학은 두뇌 피질의

조직학(histology)적 특성에 따라서 피질의 기능을 구별할 수 있다는 관

점이다 (그림 2).17) 세포구축학적으로 두뇌 피질 각각의 부위들이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가 두뇌 피질을 이루고 있는 뇌세포들이 동

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뇌세포들의 생물학적인 차이로 인해서

기능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림 2에 나타나듯이 세

                                           
17) Wilder Penfield and Herbert Jasper, Epilepsy and the Functional Anatomy of the Human Brain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54), p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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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브로드만의 세포구축학 지도. 좌측은 대뇌 피질을 바깥에서 보았을 때, 우측은

대뇌 피질의 안쪽(좌뇌와 우뇌의 사이)에 분포한 세포들의 차이에 따른 지도이다. Pen-

field and Jasper, Epilepsy and the Functional Anatomy of the Human Brain, pp. 46

포구축학적인 관점에서는 각각의 피질들의 구조가 다르다는 점에 입각하

여 그들이 다른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19세기말과 20세기 초기에 걸쳐서 세포구축학적 연구들은 소기의 성공

을 거두었다. 특히 시각을 담당하는 피질의 연구에서 세포구축학적인 연

구는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시각을 담당하는 피질은 후두엽의 끝

부분에 위치하는데, 이 부위의 피질은 다른 곳의 피질과 비교했을 때 세

포구축학적으로 유일무이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다른 부

위의 피질에 의해서 대체될 수 없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

다.18) 또한, 운동 피질과 감각 피질 또한 뇌세포의 구조적인 차이가 잘

규명되어 있었으며, 펜필드는 초기에 이 두 영역에 대한 연구에 그 초점

을 맞추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펜필드는 1920-30년대에 세포

구축학적 관점을 가진 신경외과의사들이 수행한 연구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점차 그 한계를 드러냈다고 주장한다. 먼저 펜필드는 세포구축학

적 입장에서 연구가 진행 될수록 뇌를 나누는 구분이 과도하게 복잡해져

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시기 세포구축학에서는 뇌를 상이한

200개 이상의 구분을 가진 기관으로 파악하였으며, 심지어 살로몬 헨센

(Salomon Henschen, 1847 – 1930)과 같은 일부 신경외과의사들은 피

질 각각의 세포가 전부 다 조직학적으로 다르고 따라서 수행하는 기능

또한 다를 것이라는 극단적인 국소화를 주장하였다.19) 이렇듯 과도한 국

소화가 이루어지면서 펜필드는 세포구축학에서 나누는 피질이 특정한 역

                                           
18) Ibid., pp.47.
19) Ibid., p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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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지는 경향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과도하게 피질을 나누는 행위가 오히려 뇌에 대한 이해를 저하시킨다고

지적한다.

펜필드는 자신이 수술을 통해서 쌓은 경험을 기반으로 피질위주의

세포구축학적인 입장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비판한다. 먼저 첫 번째

로 펜필드는 피질을 제거하는 것이 세포구축학자들이 예상하던 뇌기능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펜필드는 뇌전증의 치료

를 위해서 뇌의 일부분을 절제하였는데, 만약 세포구축학적인 입장에 따

르면 상실된 부위의 기능들은 수행되지 못할 것이었다.20 ) 하지만 그는

실제 수술과정에서 펜필드는 피질의 상실이 그 부위가 담당하는 기능의

상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한정되어있다는 점을 밝혔다. 예를 들어 시각을

담당하는 피질의 제거는 시각의 상실을 불러오지만 측두엽 전체를 제거

하는 것은 인간의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당시

에 피질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하나의 뇌 반구의

피질을 거의 다 제거하는 것(Hemispherectomy)이었다.21) 그러나 이렇

게 극단적인 경우에도 환자들은 일상생활이 가능했다. 심지어 피질을 대

부분 제거하더라도 대뇌 피질과 간뇌의 연결고리가 온전하면 인간은 기

능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펜필드는 이것을 간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수술법을 만드는데 있어서 펜필드는 독일의사들이 개발한 수

술법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펜필드의 수술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푀

르스터(Otfrid Foerster, 1873-1941)는 이러한 동물에 대한 연구를 바

탕으로 뇌전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국소마취와 두뇌 피질을 절제하는 기

술을 개발하였다. 푀르스터는 독일 신경학자로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증가한 외상후 뇌전증 환자들을 치료하였다. 1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푀르스터는 주로 군인들을 치료하였고 이 경험을 통해서 뇌전증 수술법

을 발전 시킬 수 있었다.22) 펜필드는 푀르스터가 개발한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1928년에 6개월 동안 독일에서 푀르스터와 함께 일하였고 이후

캐나다로 푀르스터의 방법을 더 발전시켰다.23) 펜필드는 푀르스터와 연

구하면서 피질 병변의 조직학적 연구를 접목하여 1930년에 공동 논문을

                                           
20) Ibid., pp.842-843.
21) Ibid., pp.844.
22) Ibid.., pp.4 ; 푀르스터 또한 펜필드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여 뇌에 대한 연구를 계속

수행하려고 하였지만, 유태인이었던 그는 나치가 득세하는 독일에서 교수직을 잃고

스위스로 망명한다.
23) Ladino et al., op. cit., p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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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였다. 펜필드는 푀르스터의 방법론에 조직학(histology)적인 지식

을 더해 뇌전증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하고 더 안전하고 일반적인 수

술법을 고안하였다. 나아가, 정식으로 의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푀르

스터와는 다르게 펜필드는 더 정교한 수술을 할 수 있었다.24)

펜필드가 1938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한 몬트리올 프로시저는 뇌의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뇌전증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이다. 뇌에 가해진

외상에 의해서 발작이 발생하면 발작이 일어나기 이전에 특정한 전조

(aura)25)가 있다. 전조는 뇌전증을 겪는 환자가 발작을 겪기 전에 경험

하는 것으로 상처가 생긴 피질에서 전류가 방출되며 이는 그 피질이 담

당하는 기능을 발현시킨다. 펜필드는 전조 현상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를

뇌전증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이를 뇌전증의 근원(epileptic foci)으로 지

정하였고 이 근원을 제거하면 뇌전증이 치료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펜필드는 근원을 발견하기 위해서 국소마취제투여와 개두술을 시행한 후

환자의 의식을 유지시키면서 뇌지도에 따라서 다양한 부위의 피질에 전

기 자극을 가해서 근원을 찾은 후, 제거함으로써 뇌전증을 치료하였다.26)

이때 펜필드는 전기자극을 가할 때 마다 환자들에게 무엇을 느끼는지 질

문하였다. 이 과정에서 펜필드는 단순히 수술을 위한 부위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의 주변부에 다양한 위치들을 자극하면서 데이터를 수

집하였다.

                                           
24) 푀르스터는 1차 세계 대전에 병사들을 치료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사 자격을 얻었다.
25 ) 뇌에 입은 외상의 흉터에 의해서 발작이 일어날 때, 발작이 일어나기 전에 뇌에서

문제가 생긴 부위가 담당하는 기능이 체험된다.
26) Otfrid Foerster and Wilder Penfield, “The Structural Basis of Traumatic epilepsy and Results of 

Radical Operation,” Brain 53 (1930) pp.9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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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환자 M. B의 뇌. 전기자극을 통해서

반응이 있는 부위에 숫자 표시가 되어있다.

이처럼 펜필드는 문제부위를 찾는 과정에서

뇌전증의 근원지 주변에 대한 정보 또한 수집할

수 있었다. Penfield and Steelman, “The Treat-

ment of Focal Epilepsy by Cortical Excision”, pp. 

747

이 방법을 사용한 수술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30세 여성인 환자 M. B는  발

작을 겪을 때 마다 발작 직전

에 (1) 물체가 작아 보이고

(2) 어지러움 (3) 이명(耳鳴) 

(4) 오른쪽 손의 저림을 전조

현상을 순서대로 느꼈다. 이

경우 펜필드는 뇌에서 ‘물체가

작아 보이게’ 만드는 부위에서

전기 방출이 일어나 어지러움,

이명, 오른쪽 손의 감각을 담당

하는 영역을 거쳐서 뇌의 전체

로 확산되어 발작이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펜필드가

전기 자극을 가하면서 관찰한

결과, 이 사례에서 각각의 전조

현상을 담당하는 부위는 각각 뇌의 3, 4, 15, 1로 판명되었다. (그림 4) 

펜필드는 피질에서 과도하게 많은 전기 자극이 3에서 발생하여 4, 15, 1

을 거쳐서 뇌 전체로 퍼지는 것으로 보았으며, 문제가 되는 부위를 제거

함으로써 환자가 겪는 발작의 빈도수를 낮추었다.27) 그림 4에서 보이는

것처럼 펜필드는 전기 자극을 가하는 과정에서 비단 전조 현상을 보이는

부위만이 아니라 뇌의 다양한 부위들이 담당하는 기능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지금 널리 알려진 감각과 운동

뇌지도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펜필드는 몬트리올 프로시저를 사용해서

총 1132명의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였다.

펜필드가 실시한 국소마취를 통한 임상적 수술법(clinical method)

은 동물에 대한 실험적 방법(experimental method)에 비해서 더 많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의사인 프랜시스 월셔

(Francis Walshe, 1885 - 1973)는 이러한 새로운 임상적 방법과 실험

적 방법의 차이가 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월셔는 임

상적 방법론들과 더불어 새로운 연구 경향이 나타났다고 평가하였는데,

                                           
27) Wilder Penfield and Harry Steelman, “The Treatment of Focal Epilepsy by Cortical Excision” 

Annals of Surgery 126:5 (1947) pp.7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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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르면 실험적 방법을 사용한 이전의 연구자들은 뇌에 대한 해부학

적, 생리학적 연구를 한 반면, 임상적 방법을 사용한 연구자들은 심리생

리학적(psychophysiological)인 연구들을 수행하게 되었다.28)

두 번째로, 그리고 더 중요하게 펜필드가 강조한 점은 세포구축학이

피질이 수행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극히 일

부 예외를 제외하고 피질을 제거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능의 상실로 이어

지지 않는다. 펜필드는 특정 부위의 피질을 제거하면 다른 부위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주목하여 피질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가 피질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뇌 중심부에 있다고 주장하였

다.

뇌의 중심부에 주목한 펜필드의 주장은 당시 뇌의 이해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었다. 두뇌 피질의 중요성은 인간의 상위 기능, 혹은 지적

능력에 대한 생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강조되었다. 뇌의 상위 기

능은 19세기말 신경학의 핵심적인 인물인 존 헐링스 잭슨이 제안한 개

념이다. 잭슨은 뇌의 기능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단

계는 가장 낮은 단계로 뇌교(pons), 척수(spinal cord), 숨뇌(medulla 

oblongata)로 이루어져 있다. 이 부위들을 종합적인 기능을 담당하지 못

하며 손가락, 팔, 발가락 등 개별적인 부위들을 조정한다. 두 번째 단계

는 뇌의 감각과 운동 피질을 담당하는 부위로서 인간의 종합적인 능력

(coordinated movements and elaboration of sensations)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단계는 전전두엽(prefrontal region)과 전두엽

(frontal region)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단순한 반사궁만으로 설명

할 수 없으며 복잡한 반사궁(reflexive arc)29)의 연결들로 설명 가능한

의식의 층위(substrata)를 담당한다. 잭슨은 상위 능력에 포함되는 기능

들을 열거하지는 않지만, 대표적으로 언어 기능을 비롯해서 단순한 작업

보다 더 많은 신경의 활성화(neuronal activity)를 요구하는 기능들이라

고 정의하고 있다.30) 이처럼 헐링스 잭슨은 두뇌 전체에서 기능의 국소

화에 대해서 논의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뇌의 중심부(혹은 하부)에서 뇌

의 외피로 나아갈수록 점점 더 인간의 의식과 관계되는 상위 기능이 수

                                           
28) Francis Walshe. “Ferrier Lecture: The Contribution of Clinical Observation to Cerebral Physiology”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1954. Vol. 142, No. 

907. pp.220.
29 ) 반사가 이루어지는 경로, 예를 들어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반사적으로 손을 떼는

행위는 손끝의 수용체-감각 뉴런-감각 뉴런의 신경세포체-연합뉴론-운동뉴런-근육

순으로 정보가 전달되어서 이루어진다. 이우주, 『이우주 의학사전』 (군자출판사, 

2012).
30) Weidman, op. cit,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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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펜필드의 기능적 국소화(Functional Localiza-

tion) 1954년 펜필드의 책에 실린 그림. 뇌가 다양한

부위들이 수행하는 능력에 의해서 나뉜다. Penfield and 

Jasper, Epilepsy and the Functional Anatomy of the Hu-

man Brain, pp. 32

행된다고 주장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두엽과 측두엽은 진화론적인

최근에 발달한 부위라는 점에서 인간만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고 추측되었다. 이러한 헐링스 잭슨의 견해는 피질의 신경절의 구

조적인 차이가 뇌의 피질들이 서로 상이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

세포구축학적인 연구프로그램과 연결된다.

이에 따라 펜필드는

두뇌 기능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대안적인 프로그램

을 제안한다. 그렇다면 펜

필드는 어떠한 입장에서

뇌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

장했을까? 펜필드가 자신

의 연구를 해석하는 데 있

어서 세포구축학적인 관점

을 버린 것은 명백하다.

1950년도의 연구에서 그

는 명시적으로 자신의 발

견을 “현존하는 세포구축

학적 틀에 끼워맞추지 않

을 것이다.”라고 선언한다.31) 펜필드는 담당하는 기능에 따라서 피질이

기능적 영역으로 모자이크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32) 이러한 점에서 펜

필드는 뇌의 피질이 각기 담당하는 기능에 따라서 분류 가능하다고 보았

다. 그림 3은 기능적인 구분에 따른 뇌지도 중 하나이다.

한 가지 지적해야할 점은 이 당시 ‘기능’(function)이라는 용어의

용법에 대해서 펜필드가 취한 태도이다. 당시 의학에서 특정한 질병이

기능적(functional)이라는 것은 그 질병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뜻

했다. 특히 기능적이라는 표현은 히스테리아를 비롯해서 당시 병리학적

인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질병들을 묘사하는 데 종종 사용되었다. 

또한, 펜필드가 기능에 중점을 둔 뇌지도를 만들었다고 해서 기존에 세

포구축학적 뇌지도를 완전히 거부한 것은 아니다. 펜필드 자신이 인정하

듯이 그는 필요이상으로 뇌를 나누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능에 기반

                                           
31) Penfield and Jasper, op. cit., pp.52. “No attempt will be made to fit the limits of functional areas 

into previously described cytoarchitectonic zones”
32) Ibid., pp. 50.  “The cortex covers the surface of the two hemispheres with a mosaic of function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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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뇌지도를 만들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측두엽, 후두엽, 전두엽 등의

주요한 구분은 유용하다고 보았다.33)

결론적으로 펜필드는 1950년대부터 국소화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펜필드는 당시에 피질을 구분하

는 지배적인 척도로서 세포구축학이 사용되는 것을 비판하였으며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기능에 기반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펜필드는 과도하게 뇌를 나누는 세포구축학적인 입장이 뇌를 제대로 이

해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파악하였고 세포구축학이 과도하게 세부적으로

뇌를 나누기 이전 시기들의 연구들만을 받아들였다.

2.2 뇌파검사의 부상과 뇌기능의 이해

펜필드는 뇌파검사를 수술에 도움이 되는 기술일 뿐만 아니라 새로

운 방식에 기반한 뇌 연구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뇌파

검사를 수행하면서 펜필드는 두뇌의 전기활동에 대해서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피질과 간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2.2절에서는 먼저 펜필드가 사용한 수술법에 대해서 살

펴본 후에 뇌파검사를 사용하면서 뇌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

지 분석한다.

펜필드가 사용한 방법론은 194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

하게 된다. 1940년대 초까지 펜필드의 연구는 중심전회에 위치해 있는

운동 피질과 감각 피질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펜필드가

집중적으로 연구한 부위는 측두엽으로 옮겨갔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2

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서 증가한 심리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미 국

소화가 이루어진 중심전회를 넘어 뇌지도가 작성되지 않은 측두엽에도

임상적인 수술을 가능케한 뇌파검사의 발전이 있다.

먼저 정부와 학자들은 2차 세계 대전 도중 그리고 그 이후에 심리

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신경과학을 비롯하여 두뇌학을 담당

한 학자들은 자신들의 학문이 심리학이 가지지 못한 생물학적 기반을 사

용하여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 정부는 심리학에 기반하여 다양한 전략을 세웠으며 전투에 적합한

                                           
33 ) 나아가 펜필드의 기능적 관점은 철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주의 용어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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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을 분류해냈다.34) 펜필드 또한 전쟁에서 과학이 차지하는 중요성

에 대해서 강조한 다음에 뇌과학 또한 그 당시 전쟁에서 필요한 심리학

적 기술들을 연구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5) 그가 1943년 발

표한 글36)에서 펜필드는 뇌과학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외상후 스

트레스 장애의 치료, 외상후 뇌전증의 치료을 비롯하여 각종 뇌 관련 질

환들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서 병사들의 정신적 건강을 유지시키는 것

과 군인들의 업무적합도 평가하는 것까지 신경과학적으로 접근하여야한

다고 주장하였으며, 현재 심리학에서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는 것

에 불만을 표시하였다.37)

펜필드는 이 주장을 펼치면서 캐나다가 더 적극적으로 영국과 협력

하여 신경외과의들이 전쟁터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군과 의사들의 협력이 과학적 진보

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38) 그리고 그는 이 과정에서 신경외

과학이 단순히 인간 뇌의 생물학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인간의 심리적인 기능에 대한 연구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

하였다.

더 중요한 것은 뇌파검사 (electroephalography; EEG)의 발전과

뇌파검사가 당시 뇌의 미개척지였던 측두엽의 연구에 미친 영향이다. 이

는 특히 뇌전증이라는 질병을 통해 가능했는데,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펜필드가 뇌파검사를 접하게 된 것은 하버트 재스

퍼(Herbert Jasper, 1906-1999)를 통해서이다. 재스퍼는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1920년대 후반 새롭게 개발된 기술인 뇌파검사를 통해서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39) 재스퍼는 펜필드

가 기관장을 맡고 있던 몬트리올 신경 연구소에 취직하게 되었고 펜필드

와 재스퍼는 뇌파검사를 통해서 발작의 중심부(epileptic foci)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뇌전증 환자들이 국소 발작을 겪을 때 발작

의 중심부에서 전기가 발산되는데, 뇌파검사는 전기가 발산되는 부위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두술 없이도 어느 정도 발작의 근원

                                           
34) Ellen Herman, The Romance of American Psychology: Political Culture in the Age of Experts (Ir-

vin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3 장.
35) Wilder Penfield and Cone William, “Special Hospital in Time of War,” AMA Archive of Neurology 

and Psychology 50:2 (1943), pp.193-196.
36) Wilder Penfield, “Some problems of the wartime neurology,” Archives of Neurology and Psychia-

try 47 (1942), pp. 839.
37) Ibid., pp. 840-841.
38) Ibid., pp. 840-841.
39) William Feindel, The Wounded Brain Healed: The Golden Age of the Montreal Neurological Insti-

tute (Ontario: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16), pp.1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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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뇌파검사를 이용해서 뇌전증의 근원을 찾는 다이어그램. 

뇌파검사는 수술 전, 중, 후에 이루어졌다. 이 그림에서 간간히

뇌파의 고저차이가 크게 기록되는 것은 뇌전증에 의한 발작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Penfield and Jasper, Epilepsy and the Func-

tional Anatomy of the Human Brain, pp. 216

이 있는 곳을 구분할 수 있었다.40)

뇌파검사를 이용하면 뇌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방출을 감지할 수 있

으며 이를 통해서

뇌전증의 근원을

어느 정도 특정 지

을 수 있다. (그림

5) 41 ) 뇌파검사는

측두엽을 비롯해

그때까지 잘 연구

되지 않은 피질에

서 발생하는 발작

을 감지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였다.

잘 연구되어 있는

운동기능이 전조현상으로 나타난다면, 펜필드는 뇌지도를 사용하여 발작

의 진원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펜필드가 1930년대에 주로

연구한 중심회랑 전후(운동 피질과 감각 피질이 분포)에서 발생하는 발

작을 치료할 때는 전조 현상과 선행 연구들을 통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발작의 근원을 찾을 수 있었다.

중심회랑에 비해서 덜 연구된 측두엽은 진화론적으로 최근에 발달한

부위라는 점에서 많은 뇌의사와 신경과학자들이 인간의 심리와 관련된

상위 기능들을 수행하는 기관일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하지만 당시에 측

두엽이 수행하는 기능의 국소화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중심회랑이 담당하는 운동기능은 잘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환자가 발작을 겪기 전에 왼쪽 팔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전조 현상을 겪는다면 펜필드는 아마 뇌파검사 없이 운동 피질의 뇌지도

(brain-map)에 따라서 발작의 근원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40) Wilder Penfield and Herman Flanigin, “Surgical Therapy of Temporal Lobe Seizures,” AMA Ar-

chive of Neurology and Psychology 64:4 (1950), pp.491-492.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필드에게

병변을 찾기 위한 결정적인 기술은 직접적인 전기 자극이었다. 초창기 뇌파검사

기술은 정확성이 떨어졌으며 펜필드 또한 뇌파검사를 통해 피질의 병변이 확인

가능하더라도 직접 전기자극을 가해서 병변을 찾는 것을 선호하였다. 1949-50년의

기록에서 전기자극을 통해서 병변을 찾은 경우와 찾지 못한 경우의 수술 성공률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63프로 대 47프로) 1950년대 이후에 펜필드는 전기자극을

통해서 병변을 찾지 못하는 경우 수술을 포기하기도 하였다 (약 20프로의 경우).
41) Penfield and Jasper, Epilepsy and the Functional Anatomy of the Human Brain, p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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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떤 환자가 발작을 겪기 전에 사물이 실재보다 더 크거나 작게 왜

곡되어 보인다고 말한다면 뇌의 어느 부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

뇌파검사 이전에 측두엽의 병변을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었다. 운

동과 감각 피질에서 발생하는 발작과는 달리 측두엽에서 발생하는 심리

적 전조 현상에 대해서 환자가 구체적으로 구술해주더라도 문제가 발생

한 피질을 찾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뇌파검사가 개발되기 이

전에 측두엽에서 발생하는 발작들은 각기 다른 원인을 가지는 것으로 인

식되었으며 개두술 후 외관상의 문제가 나타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면

수술을 통한 치료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뇌파검사가 사용되기 시

작한 후에서야 측두엽에서 발생하는 발작에 대한 연구와 치료가 본격적

으로 이루어졌다.

나아가 뇌파검사는 뇌의 다양한 기능들을 분류할 수 있는 하나의 척

도로서 사용되었다. 세포구축학에서 신경절의 구조적인 차이가 기능의

차이를 불러 온다고 본 것처럼, 펜필드와 재스퍼를 비롯하여 뇌파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신경외과의들은 뇌파검사에서 나타나는 전기 신호의

차이가 다른 기능들이 수행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졌다.42) 즉 펜

필드는 뇌파검사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통해서 뇌의 국소화가 이루어져

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국소화는 그가 뇌를 주요한 부위들로 나누어

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잘 맞아떨어졌다.

그리고 뇌파검사는 다양한 기능들이 수행되는 생물학적인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펜필드는 이러한 기능들의 생물학적인 기반을 무엇으

로 보았을까? 즉, 펜필드가 뇌세포의 조직학적인 차이가 기능의 차이를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았다면, 그가 분류한 피질들이 서로 구분되

고 또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분류과정에서 펜

필드는 단순히 피질만이 아니라 피질과 간뇌(diencenphalic) 사이의 연

결고리 (corticodiencephalic connection)가 기능의 작용에 필요하다고

보았다.43) 특히 간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상(thalamus)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펜필드는 대뇌피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기능들이 시상에

서 사상(projection)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한다.44)

펜필드는 자신이 개발한 몬트리올 프로시저를 통해서 펜필드는 환자

들의 의식을 유지시키면서 피질에 전기 자극을 가하고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펜필드의 방법론은 1940년대에 들어서 변화를 맞이하게

                                           
42) Ibid., pp.189.
43) Penfield and Jasper., pp.151.
44) Penfield and Jasper., pp.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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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뇌파검사는 펜필드에게 인간의 상위 기능을 연구할 수 있는 방

법을 마련해주었다. 특히 뇌파검사는 연구가 어려웠던 측두엽에 대한 연

구를 수행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뇌파검사는 다양한 기능들이 수행

될 때와 뇌전증 발작이 일어날 때 환자들의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 활동

을 감지함하는 도구로써 사용되었다. 3절에서는 펜필드가 측두엽을 연구

하면서 어떻게 피질과 간뇌의 관계를 규명하였는지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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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뇌 중심의 뇌과학: 상위기능에 대한 새로운

접근

펜필드의 측두엽 연구의 초점은 그의 기억(memory)과 해석

(interpretation)에 대한 연구이다. 1958년 이후 펜필드는 두뇌의 중심

부를 강조하여 기능의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단순히 피질이 담당하는

기능만이 아니라 피질과 간뇌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펜필드

는 측두엽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관찰하였고 펜필드는 뇌의 통합을 이륙

할 수 있는 메커니즘들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펜필드의 초기 연구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 펜필드가 적극적으로 사용하

는 ‘해석피질(interpretive cortex)’은 통합적인 뇌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다. 

펜필드는 뇌전증 환자들에 대한 뇌파검사를 통해서 이 현상들을 연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 현상들이 인간의 의식과 뇌의 관계에 대해서 설

명해 준다고 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3절에서는 펜필드가 측두엽을 연

구하면서 주목한 3가지 현상들을 분석한다. 이 3가지 현상은 각각 기억

의 메커니즘, 해석의 메커니즘, 무의식적 자동성이다.45) 이 3가지 현상

들은 펜필드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거나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되었지만

방법론적인 한계로 인해서 구체적인 실험 연구는 이루어지기 힘들었다.

3.1. 간뇌와 피질의 상호작용을 통한 기억 형성

세포구축학적인 입장에 반대한 펜필드는 측두엽 내에서 기능들을 분

류를 하기보다 측두엽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공통적인 메커니즘을

가진다고 보았다. 세포구축학적인 입장에서 측두엽을 국소화하는 것은

측두엽 내에서 피질을 조직학적 차이에 따라 분류하고 나아가 조직학적

으로 다른 피질 부위들이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펜필드는 뇌전증 환자들에 대한 뇌파검사를 토대로 측두엽이 언어 능력,

기억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통적인 메커니즘을

사용한다고 보았다. 측두엽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기능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펜필드는 측두엽이 두 가지 메커니즘을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메커니즘들은 각각 기억의 메커니즘(mechanism of memory; 

                                           
45) Sean Mullan and Wilder Penfield, “Illusions of Comparative Interpretation and Emotion,” AMA 

Archive of Neurology and Psychiatry 81:3 (1958),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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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sm of recall) 과 해석 메커니즘(interpretive mechanism) 46)

이다.

과학사학자 앨리슨 윈터(Alison Winter)는 펜필드의 기억에 대한

연구를 20세기 미국에서 기억에 대한 이해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에

서 해석하고 있다. 윈터에 따르면 펜필드는 기억이 뇌에 완전무결하게

저장된다고 보았으며 윈터는 이러한 펜필드의 주장을 20세기 미국의 기

억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는 과정의 일부로 분석한다.47 ) 여기서 윈터는

펜필드가 기억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지만 그의 이론에서

기억의 형성과 사용에 관여하는 해석의 메커니즘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

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분석하고 있지 않으며 펜필드가 주장한 피질-

뇌중심부 관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 필자는 여기서 해석의 메커니즘

이 기억의 메커니즘 에 관여하는 방법과 더불어 이 두 현상이 어떻게 펜

필드에게 간뇌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는지 분석하고자 한

다. 펜필드는 인간의 기억이 주변 환경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

니라 의식이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정보와 그것에 대한 평가를 같이 저장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공포에 대한 기억을 되살릴 때는 공포를

느꼈던 대상과 공포를 느낀 그 감정 자체를 저장하게 된다.

                                           
46 ) 펜필드는 기억의 메커니즘과 해석의 메커니즘을 다양한 용어를 사용해서 묘사한다.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는 심리적 환상(psychological hallucination)과 심리적 왜곡

(psychological illusion)이다. 즉, 펜필드에 따르면 해석의 메커니즘은 심리적 왜곡이고

기억의 메커니즘은 심리적 환상에 해당한다. 이 두 용어는 펜필드가 전기 자극을 가

함으로써 유발되는 것이라는 점이나 뇌전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일종의

환상과 왜곡이다. 그러나 펜필드는 정상적인 뇌에서 이 두 메커니즘들이 수행될 때는

기억의 메커니즘과 해석의 메커니즘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7) Alison Winter, Memory: Fragments of Modern Hist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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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해석피질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림. 이 그림에서 해서피질과 언어피질은 구분되어 있지만,

후술하듯이 펜필드는 해석피질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 언어 피질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펜필드가 해석피질과 언어피질을 나누고 있는 이유는 언어피질과

해석피질이 다루는 대상, 언어 개념과 비-언어적 기억들이 다르기 때문이고 언어피질은 해석피질에

비해서 더 많이 연구되어 국소화의 경계가 비교적 잘 성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Penfield, Mystery of 

the Mind, pp.32

펜필드는 기억의 메커니즘과 해석의 메커니즘을 담당하는 피질을 잠

정적으로 ‘해석 피질’48)이라고 부르고 해석 피질이 학습을 통해서 상위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해석 피질은 기본적으로 측두엽 동일

한 부위이며 해석피질의 위치는 그림 6에서 보이는 것과 같다. 이 그림

에서 펜필드가 해석피질과 언어피질을 구별한 이유는 인간이 지배적인

반구에 언어적인 개념들을 저장하고 비지배적인 반구에 경험적인 기억들

을 저장하며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의 경계작업이 비교적 잘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나아가 펜필드는 해석피질이 펜필드는 인간의 의식이 형성되는 과정

에서 유아 상태에서 인간의 피질의 대부분은 기능이 지정되지 않은 피질

인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이 성장함에 따라서 학습을 하게 되고 학습에

따라서 해석 피질에 다양한 기능들이 부여된다고 보았다.49) 이에 펜필드

가 말하는 해석피질은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피질이다.

펜필드는 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뇌 중심부를 강조하면서 다

양한 기능들의 토대에 있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측두

엽에서는 기억, 언어 능력 등등 다양한 기능들이 수행되는 것으로 이해

되었다. 펜필드가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다루는 기억의 메커니즘과 해석

                                           
48) 펜필드의 ‘해석피질’의 물리적인 위치는 대체적으로 현재의 측두엽과 겹친다.
49) Penfield and Jasper, Epilepsy and the Functional Anatomy of the Human 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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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메커니즘은 상호보완적인 기능으로써 각각 인간의 뇌가 기억의 저장

과 회상하는 것과 현재의 상황을 인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펜필드는

이 두 메커니즘이 뇌의 상위 기능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과

정에서 현재의 환경을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해석의 메커니

즘과 이렇게 평가된 기억을 저장하고 또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하

는 기억의 메커니즘 은 상호보완적으로 인간의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펜필드는 1958년 논문에서50) 펜필드는 의식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

았는데, 그의 이러한 관점은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영향을 받은 것

이다. 제임스는 의식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였고 의식의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속성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의식은 (1) 특정한 개인의 마

음의 것으로서, (2)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3) 연속적으로 흐르고, (4) 

외부 세계의 특정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을 무시하는 선택적 지

향성을 가진다.51) 제임스는 특히 의식의 가변성, 유동성, 선택성을 역설

한다. 의식의 가변성이란 의식의 대상이 동일하게 머물 때에도 의식 자

체가 동일한 것으로서 반복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의식

의 연속성이란 의식의 흐름에는 간격, 균열, 구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

다.52) 이러한 제임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펜필드는 뇌에서 기억을 불러오

는 행위를 뇌에 저장된 의식의 흐름의 일부를 불러오는 작업으로 파악하

였다.53)

펜필드는 기억의 메커니즘과 해석의 메커니즘이 인간의 상위 기능을

이루는 근간이라고 보았으며 해석피질과 언어피질에 동일하게 사용된다

고 보았다. 즉, 펜필드는 인간이 기억의 메커니즘과 해석의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경험을 기억으로 저장하고 활용하듯이 이 두 메커니즘은 언어

를 학습하는데 있어서 동일하게 사용된다. 이에 펜필드는 측두엽에서 이

루어지는 언어, 기억, 공간지각능력이 해석의 메커니즘과 기억의 메커니

즘을 통한 학습을 통해서 가능해진다고 보았다.

펜필드는 뇌전증 환자들의 측두엽에 전기 자극이 가했을 때 환자들

이 과거의 기억을 경험하거나 현재 환경에 대해서 환각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 두 메커니즘들을 규명하였고 헐링스 잭슨을 비롯

한 다른 신경외과의들과는 색다른 해석을 하였다. 펜필드는 이러한 환각

과 기억을 시간적 차원에 따라서 구분하였다. 기억의 메커니즘은 과거에

                                           
50) Mullan and Penfield, op. cit.
51) Nadine M. Weidman, Constructing Scientific Psychology: Karl Lashley’s Mind-Brain Deb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13.
52) Ibid., pp.15.
53) Mullan and Penfield, op. cit.,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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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경험했던 것을 생생하게 떠올리는 것이고 해석의 메커니즘은 현

재의 경험이 왜곡되는 것이다. 처음 이 두 현상을 발견하였을 때 펜필드

는 두 현상을 하나의 현상으로 파악하고 잭슨이 이야기한 ‘꿈꾸는 듯 한

상태(dreamy state)’와 관련되어 있다고 추정하였다.54) 잭슨이 묘사한

‘꿈꾸는 듯 한 상태’는 운동이나 감각 기능이 아니라 심리적인 전조 현

상이다.55) 환자들과의 대화를 거쳐서 펜필드는 잭슨의 ‘꿈꾸는 듯 한 상

태’가 단순히 환자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기

억’을 불러오는 것과 현재 환경이 왜곡되어 보이는 해석의 메커니즘이라

고 주장하였다.56)

펜필드는 잭슨이 묘사한 ‘꿈꾸는 듯 한 상태’가 사실 뇌의 두 가지

기본적인 메커니즘인 해석의 메커니즘과 기억의 메커니즘이 각각 작용하

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 둘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펜필

드는 해석의 메커니즘이 인간의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억과

는 다르다고 보았다. 해석의 메커니즘은 인간이 감지하고 있는 현상을

왜곡하지만 환자들이 경험한 것은 없는 것이 나타나거나 있는 것이 사라

지는 경험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이다. 여기서 펜필드는

정상적인 뇌가 수행하는 해석의 메커니즘이 전기 자극으로 인해 인위적

으로 유발된다는 점에서 해석의 메커니즘을 심리적 환상(illusion)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즉, 특정한 사물이 실재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소리가 덜 명확하게 들리는 것과 더불어 공포, 외로움, 슬픔,

역겨움 등이 심리적 환상에 포함된다. 환상에 의한 변조(alteration)는

일상적으로 느끼는 환경과 경험에 대한 간섭이다. 예를 들어 펜필드는

인간이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해석을 제

공하는 시그널이라고 해석하였다.

펜필드는 해석의 메커니즘이 단순히 감각을 담당하는 피질과는 다르

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해석의 메커니즘이 인간의 감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측두엽을 자극하였을 때 환자들이 보인 반응은 감각피

질을 자극했을 때의 반응보다 고차원적인 것이었다. 예를 들어 청각을

                                           
54) Penfield,Mystery of the mind, pp.21.
55 ) 펜필드는 측두엽에서 관측되는 심리적 기능 혹은 해석과 관련된 기능들과 정상적인

뇌에서 기능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다. 인용된 논문에서 펜필드는

“…they[psychical states] may, in fact, constitute only clinical manifestation of such an 

attack”이라고 평가하면서 뇌전증 환자들의 측두엽에서 관측된 심리적 반응들이

정상적인 뇌에서 관찰하기 힘들다는 점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Gere, “Nature’s Experiment” pp.242.를 참조하라.
56 ) 1970년대에 들어서 펜필드의 이러한 해석들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1970년대

펜필드의 이론에 대한 비판은 Alison, op. cit., 5장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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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는 피질을 자극하면 환자들은 단조로운 음이 들린다고 표현하였지

만, 측두엽의 자극을 통해서는 말소리(voices that speak)를 체험할 수

있었다. 시각도 마찬가지로 시각 피질을 자극했을 경우 환자들은 색깔,

빛, 별, 등이 보인다고 말하였지만, 측두엽을 자극했을 때는 ‘무언가가

나에게 다가온다’와 같이 변화와 관련된 반응을 보였다.57)

펜필드는 해석의 메커니즘을 조금 더 세밀하게 국소화하고자 하였고

해석의 메커니즘에 속하는 경험들은 크게 4가지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익숙해 보이는 것(데자뷰)이고 두 번째는 시각

적 왜곡으로 보이는 것들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청각 왜곡으로 들리는 것들이 시각적 왜곡과 비

슷하게 변화하는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펜필드는 감정의 왜곡이 관찰된

다고 주장하였다. 감정의 왜곡은 공포, 외로움, 슬픔 등을 느끼는 것이

다.58)

펜필드는 기억의 메커니즘과 해석의 메커니즘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고 보았다. 전기 자극으로 인해서 이 두 메커니즘이 동시에 관찰되는 경

우는 없었지만 펜필드는 정상적인 뇌에서 이 두 메커니즘이 상호작용하

여 인간이 현재에 대한 해석을 저장하고 과거의 기억을 불러오는 메커니

즘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59) 예를 들어 펜필드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

한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기억이 자동적으로 되살아나는 메커니즘이 다

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추측하였다60):

당신이 오랫동안 만나지 않고 잊어버린 사람을 우연히

만난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은 ‘생각

하기’ 이전에 일종의 친숙함을 느낄 것이다. 이 시그널은

당신의 의식에 도달해 당신이 이전에 이 사람을 만난 적

이 있다는 것을 알릴 것이고 만약 당신이 그 사람과 이

야기를 하게 된다면 친숙함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당신은 그 사람을 기억해낼 것이다. 이 과

정에서 당신은 과거 저장되어 있던 기억의 파일에 접근

                                           
57) Mullan, op. cit., pp.20.
58 ) Ibid., 이 4가지 분류 이외에도 펜필드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감정(wanting)에

대해서도 기술하기도 하였다.
59) Wilder Penfield, “Epilepsy, Neurophysiology, and Some Brain Mechanism Related to Conscious-

ness,” in Herber Jasper et al. eds., Basic Mechanisms of Epilepsy (Toronto: Little, Brown and 

Company, 1969). pp.797.
60) Penfield, The interpretive cortex., p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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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이 파일에 접근하는 것은 완전히 무의식적으

로 이루어지면 자의적인 행동이 아니다.

해석의 메커니즘에 따라 현재의 경험이 친숙해보이는 현상은 분명

기억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뇌가 이전에 경험한 비슷한 현상을 확인한 후

에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현재의 경험은 기억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분

류되고 저장됨으로써 이후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펜필드는 인간의 언어 기능 또한 해석과 기억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특히 펜필드는 언어의 학습과정을 묘사하면서 경

험적인 기억이 저장되고 회상되는 과정과 유사하게 언어의 학습이 이루

어질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인간이 경험적인 기억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상황을 해석하여 저장하고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

재와 유사한 과거의 상황을 찾듯이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인간은

특정한 단어를 해석하여 기억하고 그 단어를 사용해야 할 때 다시 그것

을 불러오는 과정을 거친다.61)

펜필드는 그가 이중의식(double-consciousness)이라고 부르는 현

상을 통해서 물리적 뇌와 의식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전

기 자극을 통해서 기억의 메커니즘과 해석의 메커니즘이 일어나는 동안,

환자들은 완전하게 의식을 유지하고 전기자극을 통해서 자신들이 보거나

듣게 된 것이 과거에 경험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 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것이 펜필드가 가하는 자극에 의

해서 만들어 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62)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펜필

드는 환자들에게 주변환경이 이상해 보이더라도 그리고 갑자기 과거의

경험을 다시 경험 하더라도 그 현상들이 펜필드 자신이 가한 전기 자극

으로 인해서 현실 또한 인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게 된다. 펜필드에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이중의식의 상태에서 환자가 자신이 느끼고 있

는 경험과 몸의 움직임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63)

                                           
61) Wilder Penfield, “Epilepsy, Neurophysiology, and Some Brain Mechanism Related to Conscious-

ness,” in Herber Jasper et al. eds., Basic Mechanisms of Epilepsy (Toronto: Little, Brown and 

Company, 1969), pp.793. 그리고 Penfield, Mystery of the Mind pp.35. “… interpretive cortex is 

part of a mechanism that presents interpretations of present experience to consciousness. In a 

sense, it would seem that the interpretive cortex does for perception of non-verbal concepts what 

the speech cortex do for speech.”
62 ) 한가지 예외 사례는 공포를 발생시켰을 때이다. 환자들이 강한 공포를 느낄 때에는

현실과 왜곡의 차이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 Mullan, op. cit., pp.20.
63) Wilder Penfield, The Mystery of the Mind: A Critical Study of Consciousness and the Human 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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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간뇌와 피질의 연결. 펜필드는 경험적인 기억과

언어 능력을 수행하는 메커니즘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해석의 메커니즘과 기억의 메커니즘이라고 보았는데, 

각각의 피질이 공통된 메커니즘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뇌와 피질의

연결의 차이에 있다. Penfield, Wilder, “Epilepsy, 

Neurophysiology, and Some Brain Mechanism Re-

lated to Consciousness,” in Herber Jasper eds., 

Basic Mechanisms of Epilepsy (Toronto: Little, 

Brown and Company, 1969), pp.797.

펜필드가 이러한 환자들의 경험을 이중의식이라고 부른 이유는 환자

들이 두 가지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펜필드가 전기적인 자극을 가

할 때 환자들은 두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경험한다. 첫 번째로 환자들은

자기자신의 현재 주의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 즉, 환자들은 수술

대 위에서 펜필드를 비롯한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하는 이야기들과 수술

실 공간 자체가 현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환자들은 전기자극을 통해서 촉발된 경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 즉,

환자들은 전기적인 자극을 통해서 과거 어머니가 과거 자신에게 이야기

했던 기억이나 사물이 크거나 작게 보이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한다. 이

과정에서 펜필드는 아무리 전기 자극을 가하더라도 이중의식 상태가 유

지된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이는 이후 그의 심신이원론적인 철학관에서

핵심적인 근거로 사용된다.

펜필드는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측두엽의 피질만으로 설

명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이는 기억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의 수용과 해

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인간이 무언가를 본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메커니즘만이 아니라 후

두엽에 위치해 있는 시각

피질과 기억 및 해석을

담당하는 측두엽이 상호

작용을 해야한다. 이 과정

에서 펜필드는 다양한 피

질들이 서로 직접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라 피질들이 중심뇌계의 일부인 간뇌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림 7)

펜필드는 피질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중의식’ 현상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pp..5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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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명하였다. 이중의식은 펜필드가 전기적인 자극을 가할 때 사람들이

그 자극의 근원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펜필드의

이론에 따르면 두뇌 피질에 직접적으로 전기 자극을 가해서 특정한 반응

을 이끌어내는 것은 자연적으로 반응이 일어날 때 간뇌를 거쳐서 두뇌

피질에 도달하는 정보를 외부에서 강제로 만들어 내는 행위였다. 여기서

이중의식 현상, 즉 특정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원천이 내부적인 것인지

아니면 외부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뜻했다.

3.2. 간뇌의 부재에서 확인되는 의식의 메커니즘

기억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펜필드는 측두엽에서 일어

나는 일부 뇌전증 발작 후에 무의식적 자동성과 관련된 내용을 연구하였

다. 뇌파검사를 통해서 새로운 기법으로 뇌전증을 연구하게 되면서 펜필

드는 의식의 메커니즘과 연결되는 무의식적 자동성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뇌파검사를 통해서 펜필드는 뇌전증 발작 후 무의식적 자

동성이 피질에서 전기 방출이 발생하여 간뇌를 비롯하여 중심뇌계에 도

달하였을 때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64)

측두엽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펜필드는 무의식적 자동성을 발견하였

는데 무의식적 자동성은 피질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지만 측두엽의

기능의 마비를 보여주기 때문에 대뇌 피질과 간뇌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

나의 단서로 인식되었다. 펜필드가 무의식적 자동성을 처음 관찰한 것은

1930년대 초반이지만, 이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한 것은 1940년

대 후반 이후이다.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하면서 펜필드는 무의식적 자동

성이 측두엽에서 발생한 뇌전증 발작으로 인해서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측두엽 피질에서 일어난 뇌전증 발작이 간뇌에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한다

는 점을 발견하였다.

자동성을 수반하는 뇌전증을 겪는 환자는 발작을 겪은 후에도 일상

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행위에는 보행,

피아노를 치는 것, 운전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를 치는 도중에 자동성을 수반하는 뇌전증을 겪을 경우, 찰나의 멈춤 뒤

에 다시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피아노를 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자신의 신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또 다른 사례로 펜필드는 다음과 같은 사

                                           
64) 펜필드의 이러한 해석은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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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제시한다65):

똑똑하고 유쾌한 한 젊은 남자가 오랜 기간 동안 발작으

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 이 남성의 발작은 종종 난폭

한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 환자는 빅토리아 병원에 입원

해 있을 당시에 수면 도중 발작을 겪었다. 이 당시의 발

작으로 인해 격한 경련이 일어났으며 환자의 입에서 거

품이 났다. 발작이 끝난 후에 환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신발을 신지 않은 채로 옷을 입은 다음, 침대 밑에서 무

언가(아마도 신발)를 찾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후

이 남성은 다른 환자의 침대로 걸어가 누우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의 행동을 저지하자

환자는 그들을 공격하였다. 이후 환자가 제정신을 차린

후에(On coming to himself) 환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원통

함을 표하였다.

무의식적 자동성은 펜필드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졌다. 먼

저 첫 번째로 펜필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러한 사례의 국소화 및

치료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느냐이다. 측두엽의 흉터로 인해서 발작을

겪는 환자들의 대다수는 이러한 자동성을 경험하였고, 펜필드는 1954년

에 실험을 통해서 무의식적 자동성이 생겨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였

다. 펜필드는 자동성을 겪는 환자들이 무반응, 혼란, 저작 운동

(masticatory movement; 무언가를 씹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겪는다고

지적한다.66) 몬트리올 프로시저 도중에 전기 자극으로 인해서 자동성이

촉발되는 경우 환자들은 펜필드가 하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

거나 대답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서 펜

필드는 자동성을 겪는 환자들의 의식이 방해(interference of con-

sciousness) 받는다고 평가하였다.67)

펜필드는 이 메커니즘을 따르는 뇌전증은 감각이나 운동 피질에서

생성되는 발작과는 다른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측두엽에 전기 자극을 가

                                           
65) Wilder Penfield and Theodore Rasmussen, The Cerebral Cortex of Man: A Clinical Study of Local-

ization of Function (New York: Macmillan, 1950), pp.434-435.
66) Ibid., pp.163.
67) Penfield and Jasper., pp.26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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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실험을 통해서 1954년 연구에서 펜필드는 자동성이 유발되는 부위

가 간뇌를 비롯한 중심뇌계라고 주장하였다.68) 그는 두 가지 경로로 인

해서 자동성이 유발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첫 번째는 중심뇌계에서 직

접 문제가 직접 생기는 것이고 더 일반적인 다른 경로는 전방 측두엽

(anterior temporal lobe)에서 발생한 전기 방출이 중심뇌계로 확산되는

것이다.69) 따라서 펜필드는 중심뇌계가 측두엽을 통해서 상위 기능을 수

행할 수 있고 측두엽에 문제가 생겨서 상위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

능해질 때 인간은 오토마톤과 같이 이미 지정된 행동만을 수행하게 된다

고 주장하였다. 즉, 무의식적 자동성을 수반하는 뇌전증은 발작이 인간

을 완전히 마비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종류의 뇌전증으로 받아들

여졌다.

펜필드가 자동성에 관심을 가지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한데, 

이 현상이 일종의 의식의 ‘부재’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운동 피질과

감각 피질으로부터 기인하는 발작의 경우에 환자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반면, 측두엽에서 발생하는 자동성을 수반하

는 발작의 경우 환자는 의식의 일부를 잃지만 수행하고 있던 행동에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펜필드는 이런 종류의 뇌전증이 의

식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펜필드는 자동성 도중

에 남아 있는 기능들을 정확하게 분류하지 않았지만 자동성을 수반하는

뇌전증 후에 항상 기억상실이 동반된다는 점으로부터 펜필드는 자동성

도중에 뇌에서 현재의 경험을 기록하는 기능이 상실되는 것으로 파악하

였다.70) 펜필드는 뇌전증 수술을 통해서 환자의 의식을 유지시킨 상태로

전기 자극을 가할 때 자신이 뇌의 조작을 통해서 환자의 의식의 메커니

즘에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의식의 일부가

상실되는 듯한 현상은 의식이 수행하는 기능과 뇌가 수행하는 기능을 구

별할 수 있는 단서가 되었다.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펜필드는 무의식적 자동성이 일어날 때

뇌의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규명하려고 하였다. 무의식

적 자동성은 전방 측두엽에서 시작되지만 뇌간이 위치해 있는 중심뇌계

에 영향을 미친다. 무의식적 자동성은 뇌의 상위 기능이자 측두엽의 기

능인 기억의 메커니즘과 해석의 메커니즘을 마비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마비가 측두엽의 마비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펜필드는 측두엽

                                           
68) Ibid., pp.515.
69) Ibid., pp.516.
70) Ibid., 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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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결된 뇌간의 부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

다.71)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유지되는 것은 무엇이고 상실되는 것은 무엇

일까? 자동기계처럼 행동하는 인간들은 자기의식(awareness)이 없으며

미적인 감각, 만족감, 사랑, 행복, 열정을 가질 수 없다. 여기서 뇌는 사

전에 프로그램 된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운전, 피아노

를 치는 것,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 등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다양

한 기능들 의식의 도움 없이 수행할 수 있다.72) 한편, 펜필드는 무의식

적 자동성의 상태에서 인간이 수행할 수 없는 기능은 의식 그 자체와 연

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펜필드는 의식이 수행할 수 있는 기

능을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행위, 의지(will), 성찰(introspection) 등의

행위는 무의식적 자동성의 상태에서 불가능하다고 보았다.73)

기억의 메커니즘, 해석의 메커니즘, 무의식적 자동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펜필드는 의식과 뇌를 구별하였고 나아가 의식과 뇌가 각각 수행

하는 기능들을 구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펜필드는 해석피질에서 기억을

저장하는 것과 현재 상황을 분석하는 것은 의식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

하지만, 의식 그 자체는 해석피질에서 이루어지는 기능들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전기자극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것인지

알 수 있다. 또한, 무의식적 자동성은 의식이 부재한 상태의 뇌가 수행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구분해 주기 때문에 보다 더 명확하게 의식과 뇌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

                                           
71) Ibid., pp.314.
72) Ibid., pp.29.
73) Penfield, Mystery of the Mind., pp.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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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뇌-의식의 통합적 이해: 대안적 뇌 국소화 연

구

3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펜필드에게 있어서 국소화가 가지는 의미와

세포구축학적인 입장에서 국소화를 이루어내는 것의 의미가 어떻게 구별

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펜필드에게 있어서 피질의 국소화는 그 피질만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펜필드는 ‘의식’이 두뇌의

점점 더 깊숙한 곳에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세포구축학에서 국소

화를 연구한다는 것은 뇌의 기능들을 전부 담당하는 두뇌 피질을 세세하

게 나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펜필드에게 있어서 두뇌 피질을 국소

화한다는 것은 그것의 메커니즘의 분석을 통해서 그 기능을 밝히는 것이

다. 펜필드의 입장에서 국소화를 연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피질이 담당하

는 기능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이 뇌간과 맺는 관계, 즉, 뇌 전

체에서 차지하는 기능을 연구하려고 한 것이다.

뇌의 통합은 펜필드가 자신의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지식들을 토대

로 뇌와 의식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과 동일하다. 펜필드가 전기자극

을 통해서 밝혀낸 뇌의 다양한 기능들은 의식 그 자체가 어떻게 유기적

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펜필드는 인간

이 추위를 느끼고 불을 피우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이 과

정에서 인간은 감각을 통해서 추위를 느끼고 사고과정을 통해서 따듯한

불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불을 피우게 된다. 국소

화 연구는 추위를 느끼는 부위, 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부위, 

몸을 움직이는 부위를 규명해줄 수는 있어도 이러한 부위들이 어떻게 상

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못한다. 

펜필드는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뇌를 컴퓨터에 비교하고 뇌의

중앙에 있는 Centrencephalic Integrating System(이하 CIS)이 입력되

는 다양한 정보들을 수취, 분석하여 몸에 명령을 내리고 동시에 이 시스

템이 뇌와 의식의 연결고리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펜필드가 CIS이라

고 부르는 부위는 중심뇌계로서 좌뇌와 우뇌의 중간에 위치해있고 양측

대뇌 반구를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리적인 실체이다.

펜필드가 1958년에 발표한 “Centrencephalic Integrating System”

에서 펜필드는 의식의 요소들인 이성, 판단, 의지, 자기의식(self-

awareness) 등이 대뇌 피질에서 발견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74) 나

                                           
74) Wilder Penfield, “Centrencephalic Integrating System,” Brain 81:2 (1958), pp. 231- 232. 



- 33 -

아가, 펜필드는 CIS가 대뇌 피질이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통

합(integrate)함으로써 의식의 기능(mechanisms of the mind)들이 만

들어진다고 제안하였다.75) 펜필드는 언어, 기억, 수학적 사고 등을 담당

하는 뇌의 영역이 엄격하게 국소화될 수 없으며 좌뇌와 우뇌를 연결해주

고 뇌의 피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CIS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추측한 것이다. 펜필드의 이론적 체계에서 CIS는 두가지 역할

을 수행한다. 4.1에서 다룰 첫 번째 기능은 컴퓨터로서의 뇌가 정상적으

로 작동할 수 있도록 뇌의 중심에서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4.2에서 다룰 두 번째 기능은 의식과 뇌를 이어주는 교두보로서

의 역할이다.

4.1. 두뇌 컴퓨터에서의 중심뇌계와 뇌 국소화 연구

1950년대 중반 이후 펜필드는 인간의 운동기능과 감각기능을 통합

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의식(mind)’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펜필드는 두뇌

피질에 전기적인 자극을 가하는 실험을 하면서 환자들이 특정한 감각이

나 움직임을 보이더라도 이는 의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피

실험자들이 전기적인 자극에 따라 자신들의 몸이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

관없이 움직이는 이중의식 현상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펜필드는 인

간의 몸이 오토마톤처럼 의식의 관여 없이 움직이는 자동성에 대해서 연

구하기도 하였다. 펜필드는 인간이 단순한 오토마톤 이상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 기능 그리고 감각 기능과는 별개로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이 “상위 기능”을 가

능하게 하는 기관으로써 CIS를 지정하였다.76)   펜필드는 CIS가 죄뇌와

우뇌가 이어지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으며 다양한 능력들의 통합에 관여

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이러한 펜필드의 연구는 의식의 당시 뇌의학자

들과 철학자들이 관심을 가진 의식의 물리적 기반(physical basis of the 

mind)에 대한 탐구와 맞닿아 있다.77)

CIS는 두뇌 피질이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통합해준다. 펜필드

에 따르면 두뇌 피질의 다양한 부위에서 특정한 기능들의 국소적으로 수

행되며 이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기능을 수

행하는 CIS가 필요하다. 펜필드는 두뇌 피질의 국소화가 다양한 부위들

                                           
75) Ibid., pp.233
76) Penfield, Mystery of the Mind, pp.44
77) 이와 관련된 철학적인 내용은 Jaworski, William, Philosophy of Mind: A Comprehensive In-

troduction (West Sussex: Wiley-Blackwell, 2011),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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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특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했

다. 그의 뇌지도가 보여주듯이 펜필드는 두뇌의 중앙구(Fissure of 

Rolando)에서 감각과 운동과 관련된 기능이 수행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국소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으며, 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단순히

운동 피질과 감각 피질을 넘어서 기억과 현재 상태를 해석하는데 사용되

는 피질을 규명하려고 노력하였다. 펜필드는 기억, 감각, 운동에 해당하

는 대뇌피질의 특정 부위들이 CIS를 포함한 뇌간에 의해서 제어됨으로

써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78)

펜필드의 뇌-컴퓨터 유비에서 뇌에 수행되는 다양한 기능들은 국소

적으로 이루어지고 CIS에 전달된 신호들을 바탕으로 정보의 통합적인

기능을 이루어낸다. 감각은 인풋(input)이고 운동 능력은 아웃풋(output)

이다.79) 감각 신호가 입력되면 뇌에서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결정이 내

려지고 이러한 결정은 운동 능력으로 이어진다. 감각 신호가 입력된 다

음에 프로그램 된 방식에 따라서 출력이 이루어진다. 

나아가, 펜필드는 뇌가 컴퓨터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보았

으며, 뇌에서 이루어지는 조건화의 작업은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는 것

과 비슷하다. 즉,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과 유사하

다고 주장하였다. 펜필드에 따르면 학습은 측두엽을 포함해서 그가 해석

피질이라고 부르는 기관에서 이루어지는데, 펜필드는 인간이 태어났을

때에는 해석 피질의 대부분이 기능하지 않는 피질(uncommitted cortex)

이라고 추정하였다. 펜필드에 의하면 인간이 자람에 따라서 다양한 경험

을 하게 되면서 이 기능하지 않는 피질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

다.80) 예를 들어 아기가 처음 말을 배울 때 집중해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는다면 아기는 스스로 한쪽 뇌에 언어 기능을 프로그래밍하기 시작한

다.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 과정은 태어났을 당시에는 아무런 기능을 수

행하지 않던 피질에 높은 정도의 특화된 기능을 부여하게 된다. 만약 이

러한 학습과정을 거친 사람이 나중에 이 부위에 외상을 입게 되고 그 상

처로 인해서 뇌전증 발작을 겪는다면 전조 현상으로 언어와 관련 현상이

관찰될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평생 언어를 배우지 않는다면 이 사

람은 언어를 배운 사람의 언어 피질의 같은 부위의 자극으로 언어와 관

련되지 않은 전조 현상을 보일 것이다. 

                                           
78) Penfield, Mystery of the Mind, pp.41.
79) Wilder Penfield, “Epilepsy, Neurophysiology, and Some Brain Mechanism Related to Conscious-

ness,” in Herber Jasper et al. eds., Basic Mechanisms of Epilepsy (Toronto: Little, Brown and 

Company, 1969). pp.793.
80) Ibid., pp.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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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습은 일반적인 뇌의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려준다. 예를 들어 인간이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인간은 감각 기관

을 통해서 신호를 받고 기억 메커니즘을 통해서 비슷한 상황에 대한 기

억이 있는지 확인한 후 최대한 비슷한 상황에서 이전에 자신이 느낀 감

정을 해석 피질을 통해서 느낄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친 후 CIS에서 판

단이 내려진다면 이 판단은 신체로 전송되어 인간은 위험한 상황에 대응

해 움직일 것이다. 여기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주체는 의식(mind)과 그

기능들이다. 펜필드는 뇌가 아무리 문제가 없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완벽

해도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펜필드의 이론에서 뇌와 의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의 장

치는 펜필드의 서술방법에 있다. 펜필드가 뇌를 수식하기 위해서 사용하

는 표현들은 의식의 기능(mind’s mechanism)과 컴퓨터(혹은 오토마톤)

이다. 즉, 펜필드는 뇌를 지칭할 때 직접적으로 의식(mind 혹은 con-

sciousnes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피함으로써 뇌와 의식이 분리

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펜필드는 뇌를 하나의 컴퓨터로 이해하면서 뇌의 중심부

인 CIS의 역할이 물리적인 뇌가 컴퓨터로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조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펜필드의 이러한 비유는 학습체계로 확장

되어 인간이 성장하면서 언어를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저장하는 것이 마

치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다.

펜필드는 대뇌피질, 그리고 CIS를 비롯해서 뇌간으로 이루어진 물

리적 뇌는 의식의 다양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지만 이는 기계와 비슷하게

작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81) 펜필드는 컴퓨터에 가까운 기계적인 뇌

만으로 의식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며 이러한 물리적인 뇌를

프로그래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래머가 존재하고 이 프로그래머가 곧 의

식이라고 주장한다.82) 즉, 펜필드에 의하면 물리적인 뇌는 의식의 다양

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자체로서 오토마타를 뛰어넘

어 새로운 학습은 불가능하며 뇌와는 별개로 의식이 존재할 것이라고 주

장한다.

4.2. 뇌와 의식의 교두보로서의 중심뇌계(CIS)

CIS는 펜필드의 체계 내에서 뇌를 의식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

                                           
81) Penfield, Mystery of the Mind, pp.41.
82) Ibid.,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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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측면에서 CIS는 물리적으로 중심뇌계를 지칭하기 보다는 다소

상징적인 개념에 더 가깝다. 펜필드는 후기로 갈수록 점점 더 CIS의 정

확한 물리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웠으며

자칫하면 자신의 주장이 데카르트주의적 이원론으로의 회귀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여기서 CIS가 수행하는 작업은 ‘의식’

이 아니라 뇌의 기능들을 총괄하여 뇌가 의식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교두보에 가깝다. 펜필드는 뇌와 의식을 분명하게 구분하였으

며 CIS를 통해서 뇌가 의식과 상호작용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83)

이러한 펜필드의 이론에 대해서 비판한 인물은 그 보다 더 피질 중

심적 사고를 한 F.M.R. 월셔와 칼 래슐리(Karl Lashley, 1890 – 1958)

이다. 월셔는 펜필드가 CIS로 지정한 중심뇌계가 계통발생학적

(phylogenetic)으로 오래되었으며 동물과는 다르게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의 기원이 중심뇌계에 있다고 추측하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하였다.84) 뇌에 기억이 저장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연구한 래슐리

또한 중심뇌계가 지나치게 단순하여 펜필드가 주장하는 의식의 요소들을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85)

이러한 비판에 맞서서 펜필드는 중심뇌계가 직접적으로 의식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물리적인 의식이 CIS를 통해서 뇌로부

터 동력원을 얻는다고 주장하였다. 펜필드는 인간이 의식을 잃는 것은

뇌의 스위치에 의해서 의식이 꺼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펜필드의 해석에

따르면 뇌는 의식에 동력원을 공급하고, 기억을 저장하고, 그것을 저장

하는 컴퓨터와 비슷한 기계이다.86)

  펜필드는 ‘의식’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지만 몇가지

추측적 주장들을 열거한다. 펜필드는 의식 자체는 하나의 기본적인 원소

(element)로서 뇌와 연결되어 있으며 뇌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83) Ibid., pp.43 펜필드는 CIS 가 마치 데카르트의 송과선(pineal gland) 처럼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데카르트는 송과선에 영혼이 위치하고 있다고 믿었다(Principal seat of the 

soul). 펜필드는 자신의 CIS 는 물리적인 뇌에 존재하는 영혼의 자리가 아니라고 하며

영혼이 물리적 뇌와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필드의 뇌-

의식 관계의 해석은 데카르트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데카르트와 펜필드의 철학적

비교는 Bennet, Maxwell and Peter Hacker, Philosophical Foundation of Neuroscience (West 

Sussex: Wiley-Blackwell, 2003). 참조
84)

Walshe, Francis. “Ferrier Lecture: The Contribution of Clinical Observation to Cerebral Physiolo-
gy”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142:907. (1954),
p.210.

85) Penfield, Wilder. “Memory mechanisms” AMA Archives of Neurology and Psychiatry. 67:2, (1952),
pp.188-89.

86) Penfield, Mystery of the Mind., p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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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의식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펜필드는 사람이 잠이 들었을

때에 대한 사고실험을 통해서 자신의 관점을 발전시키고 있다. 여기서

그의 주장의 핵심은 사람들이 잠이 들 때는 의식이 작동하지 않으며 잠

에서 깨어날 때 비로소 의식이 작동한다는 점이다.87) 펜필드는 심신일원

론적(monist)인 입장을 취한다면 잠에 들고 깨어나는 행위가 이루어질

때마다 의식은 재창조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펜필드는 이러한 해석은

연속적으로 존재하는(continual existence) 의식을 설명할 수 없으며 더

올바른 해석은 뇌와 의식의 관계가 다른 식으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88)

펜필드는 후기 연구에서 뇌의 중심부에 속하는 중심뇌계와 대뇌 피

질의 관계를 재정의하였다. 펜필드의 기능적인 관점에서 더 이상 피질은

유일무이하게 중요한 기관이 아니었다. 펜필드는 피질의 각각의 부위들

이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을 가능케 하는 기관이 뇌간과 특히 뇌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시상일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펜필드가 뇌의 기능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피질

의 역할이 아니라 피질과 뇌간을 연결해주는 신경절, 그리고 뇌간을 통

해서 다른 피질의 부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다. 

펜필드는 기존 연구에서 대뇌 피질의 중요성이 과대 해석되었으며 생물

학적으로 뇌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중심뇌계가 기능적으로는 상부구조를

이룬다고 표현하였다(“Anatomically Subcortical but Functionally Su-

pra-cortical”).89)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펜필드는 다양한 임상적인 증

거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펜필드가 두뇌 피질을 절제하는 수술을 수행한

것은 그가 다양한 부위의 피질들을 제거하는 것이 인간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가능하게 하였다. 펜필드는 피질의 어느 부위를 절제하더라

도 인간의 지적 능력에 치명적인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아마 그가

수행한 가장 극단적인 수술은 반구절제술(hemispherectomy)일 것이다.

반구절제술은 한쪽 반구의 대뇌피질을 거의 다 제거하는 수술법인데, 그

는 1952년에 9살 남자아이(K.E)에게 이 시술을 시행하였다. 다행히 수

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환자는 발작을 더 이상 겪지 않았다는 점

에서 펜필드는 이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K. E는 수술 이후

에도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식욕이 과도하게 증가

                                           
87) Ibid., pp.46.
88) Ibid., pp.48.
89) Penfield and Jasper., Epilepsy and the Functional Anatomy of the Human Brain., p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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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을 제외하면 지적인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90) 오히려

수술 전에 K. E는 과도한 공격성을 보여서 격리 수용되었는데 수술 이

후 태도가 많이 호전되어 가족과 함께 생활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극단적인 수술을 제외하더라도 펜필드는 환자들의 피질을 제

거하는 것이 의식 그 자체를 없애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물론, 

일부 경우에 환자들의 성격이 변화하거나 특정 기억을 잃어버리는 현상

은 존재하였으나 펜필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의 흐름은 유지되었다

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는 CIS가 의식 그 자체와는 다르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그

의 주장의 배경에는 이중의식 현상이 있다. 펜필드는 두뇌에 전기 자극

을 가하면서 인간의 의식이 두 가지 경험을 동시에 인식(awareness)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91) 즉, 펜필드는 인간이 경험하는 내용은 두

뇌의 활동에 의해서 촉발될지언정 인식 그 자체는 신경의 활동과는 독립

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펜필드는 만약 의식이 물리적인 뇌에 전적으

로 의존한다면 전기 자극을 통해서 뇌에 간섭하는 것(의식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가능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식과 뇌가 구분되어

야 한다고 본 것이다.

결론적으로 펜필드는 뇌의 기능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뇌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펜필

드는 세포구축학적인 입장에서 피질을 모든 뇌활동의 시작과 끝이 이루

어지는 지점이며 마치 올림푸스 산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비판한

다.92) 그에 따르면 해부학자들과 생리학자들은 단순히 감각적인 정보들

이 어떻게 신체로 들어와 두뇌 피질에 도달하는지 연구하고 다시 두뇌

피질에 출발한 운동 정보가 어떻게 신체에 도달하는지 연구하였다. 펜필

드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푀르스터 또한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두

뇌를 연구하였으며 신경과학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파블로프와 헐링스 잭

슨 또한 의식 그 자체의 국소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93) 피질들의

상호작용은 애매모호하게 정의되었지만 어떠한 형태이던 간에 피질들이

서로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할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뇌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펜필드는 의식 그 자체에 대한

간섭은 물리적인 뇌에 대한 간섭을 통해서 만들어 낼 수 없다고 보았다.

                                           
90) Ibid., pp.844
91) Penfield, Mystery of the Mind., pp.55
92) Wilder Penfield, “The Physiological Basis of the Mind” in Seymour M. Farber and Roger H. L. 

Wilson eds., Control of Mind: Man and Civilization (New York: McGraw-Hill, 1961), pp.9.
93) Penfield and Jasper, Epilepsy and the Functional Anatomy of the Human Brain., pp. 42.



- 39 -

의식 그 자체가 중심뇌계를 통해서 뇌 전체와 상호작용한다는 것과 중심

뇌계가 의식과 뇌를 이어주는 교두보라는 펜필드의 주장은 신경과학 분

석의 중심을 단순히 대뇌 피질이 아니라 뇌의 중심으로 돌린 것은 분명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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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지금까지 1945년 이후 펜필드의 후기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

반이 어떻게 마련되었으며 펜필드가 어떻게 뇌의 통합을 시도하였는지

살펴보았다. 펜필드는 1945년 이후에 뇌파검사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상위 기능을 연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전의 연구들과는 다르게 간뇌

를 비롯하여 중심뇌계에 속하는 부위들을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이 논문

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펜필드는 세포구축학적인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능적인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는 세포구축학적 관점에서

피질의 조직학적인 차이에 기반하여 기능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을 거부

하고 기능을 중심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피질에서 수행

되는 다양한 기능들에 기반하여 뇌를 나누어야하고 조직학이나 생물학적

으로 피질을 구분하는 것은 기능적인 틀에 들어 맞을 때에 비로소 의미

를 가진다고 보았다. 뇌파검사는 기능적 해석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다. 펜필드는 뇌파검사를 통해서 기존에 연구

가 어려웠던 측두엽을 연구할 수 있었으며 뇌파검사는 측두엽에서 발생

하는 발작의 근원을 찾는 하나의 도구이자 뇌의 기능을 연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 펜필드는 1945년 이후에 측두엽의 기능을 연구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메커

니즘을 제시하고 이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주체가 간뇌라고 주장하였다.

기억의 메커니즘과 해석의 메커니즘은 인간이 어떻게 과거를 기반으로

현재를 판단하고 현재의 정보가 어떻게 기억으로 저장되는지를 밝히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 메커니즘들을 단순히 경험적인 기억과 관련되는 것

이 아니라 언어 기능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도 활용되었

다. 나아가 이 두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펜필드가 발견한 이중의식은

이후에 펜필드가 뇌와 의식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사용

되었다. 인간의 의식의 부재를 보여주는 무의식적 자동성은 의식없이 간

뇌가 마비되었을 때 인간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밝혀주었기

때문에 간뇌의 기능과 간뇌를 제외한 피질의 기능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

었다.

마지막으로 펜필드는 상위 기능과 감각 운동 피질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뇌와 의식의 관계에 대한 자신만의 독특한 주장을 CIS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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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했다. 펜필드는 CIS가 국소화된 피질들의 기능들을 통합하는 기능

과 뇌와 의식을 연결해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펜필

드는 CIS가 두뇌 피질을 통합하는 것을 컴퓨터가 작동하는 것과 비유했

고 여기서 의식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머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두뇌 피질이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기존의 연구와 대비되게 펜필드는 대

뇌 피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간뇌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펜필드가 수술

을 수행하면서 피질을 절제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을 상실시키지 못하였

으며 펜필드는 중심뇌계가 해부학적으로 피질의 하부에 위치하지만 기능

적으로 볼 때 상위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아직까지 뇌과학의 역사서술방법론(historiography)에서 펜필드와 그

이후의 연구들을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경

과학사에서는 19세기와 20세기 초중반의 뇌과학의 발전을 서술하는 데

그치고 있는데, 이것은 과학사학자들이 펜필드의 구체적인 연구와 그가

이후 신경과학의 연구에 미친 영향을 간과했다기 보다 19세기 뇌과학사

의 내러티브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가브루스와 건

터의 서술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며 그들의 내러티브에서 펜필드는

내러티브의 끝에 속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펜필드의 후기 연구는 이

후에 1960-70년대 이후 두뇌 과학에서 전개된 논의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펜필드가 사용한 방법과 뇌의 새로운 통합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펜

필드에 대한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흥미로운 제안을 하고자 한다.

펜필드가 감각과 운동 기능을 넘어서 뇌의 다양한 상위 기능을 국소화하

고 이러한 이론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뇌가 컴퓨터처럼 작동할 수 있다

고 주장한 것은 1950년대에 전기자극을 통해서 뇌를 조작하고 나아가

인간을 조작할 수 있다는 EBS(Electronic Brain Simulation) 주장과 비

교할 수 있다.

EBS 움직임의 대표적인 인물인 호세 델가도(Jose M. R. Delgado, 

1915-2011)는 스페인 출신의 뇌의사이며 그는 펜필드의 연구를 토대

로 인간의 감정을 통제하여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델가도는 예일 대학교에서 동물의 운동 피질에 전기 자극을 가해서 동물

들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94). 이후 델가도는 인

간을 대상으로도 행동을 제어하려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펜필드의 측두

엽 연구가 발전하면 인간들의 심리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

                                           
94) John Horgan, "The Forgotten Era of Brain Chips". Scientific American 2015, pp.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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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5).

특히 델가도는 펜필드의 연구 중에서도 해석의 메커니즘과 관련된

내용들에 주목하였다. 그는 대뇌 피질에 전기 자극을 가해서 인간의 현

재 경험의 수용에 간섭할 수 있다면 역으로 이것을 이용하여 인간이 현

재를 해석하는 것을 과거의 경험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96 ). 즉, 델가도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쌓여서 과도하게 공격적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뇌에 전기 자극을 가해서 그 사람이

과거에 의존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나아가 델가도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심리 요

소(psychological element)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된다면 ‘자유’와 같

은 개념들 또한 전기 자극을 통해서 체험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97). 

로버트 히스(Robert Galbraith Heath, 1915 – 1999) 또한 뇌의

조작을 통해서 인간을 제어하고자 하였다. 히스는 미국의 정신과의사로

1950년대에 뇌에 가하는 전기 자극을 통해서 ‘동성애를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그는 동성애자인 환자 B-19의 뇌에 전극을

삽입하여 이성애 포르노그래피를 보여주며 오르가즘을 느끼도록 뇌를 자

극했으며 이후에 환자B-19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만들고 동일한

조건화를 가함으로써 동성애를 치료했다고 주장하였다98). 

인간의 정신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공포는 학계를 넘어서

일반 대중에게도 주목받았으며 펜필드는 두뇌 조작의 선구자로 여겨졌다.

1968년 발간된 필립 딕의 『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꾸는가? 』 (Do 

Androids Dream of Electric Sheep?)에서 등장하는 펜필드 기분 전환

기(Penfield Mood Organ)는 디스토피아적 사회에서 어떻게 인간의 감

정이 조작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소설에서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

은 펜필드 감정 오르간을 사용해서 그때그때 자신이 느끼고 싶은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소설의 도입부에 주인공은 펜필드 기분 전환기를 조작하

여 암울한 현실을 잊기 위해서 ‘수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희망적인 기

                                           
95) Jose M. R. Delgado, Physical Control of the Mind: Toward a Psychocivilized Society (Harper Col-

ophon Books, 1971), 9장.
96) Jose M. R. Delgado, “The Psychophysiology of Freedom,” Political Psychology 4:2 (1983), 

pp.355-357.
97) Ibid., pp. 355.
98) Christina Fradelos, “The Last Desperate Cure: Electrical Brain Stimulation and Its Controversial 

Beginnings,” PhD diss., University of Chicago, 2008. 4 장, 특히 pp.148-155 프라델로스는

여기서 펜필드를 뇌과학의 연구윤리를 강조한 사람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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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느낀다99).

와일더 펜필드는 이렇게 뇌에 전기자극을 가해서 인간을 제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일부 과학사학자들은 펜필드는 뇌에 가

하는 전기자극으로 인간을 조정하는 것에 반대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면

서 펜필드가 항상 환자의 치료를 우선시하였다는 그의 인본주의적 측면

을 근거로 들고 있다100). 

하지만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펜필드는 인본

주의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근본적으로 인간의 뇌를

자극해서 의식에 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중의

식에 대한 펜필드의 입장을 토대로 이 문제를 생각해보자. 펜필드는 두

뇌에 가하는 전기자극으로 인해 뇌에서 생겨나는 감정을 의식이 항상 감

지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펜필드가 뇌-의식의 관계를 컴퓨터-프로그

래머로 비유한 것을 감안하면 외부에서 전기자극을 통해서 뇌를 조작하

는 행위는 뇌의 원래 주인인 의식에게는 이질적으로 비칠 것이다. 즉,

펜필드에 따르면 전기 자극을 통해서 뇌에 인위적으로 감정을 심더라도

의식은 그 감정이 자의적이지 않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뇌의 중심

부를 전기로 자극해 뇌의 자동성만을 남겨놓는다면 몸과 뇌를 통제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통제되는 것은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 미리 프로그래

밍 된 방식으로만 움직이는 오토마타일 것이다.

                                           
99 ) 필립 딕, 이선주 역,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꾸는가?』 (황금가지, 2008) 펜필드

감정 오르간에 대한 서술은 1장 도입부에서 등장한다.
100) Fradelos, op. cit.,. pp.23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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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lder Penfield’s 
Research on epilepsy and the revision of mind-body dualism:

From brain localization to higher function

Kim, Kyongmin

Program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Penfield’s research on epilepsy from 

1945 to 1960s and closely examines how Penfield attempted to map 

the cerebral cortex with electroencephalography in order to show 

how Penfield’s experimental and clinical operations on the epileptic 

brain lead to his particular view on the mind-brain relationship by 

analyzing published works of Penfield. This paper will aim to show

how Penfield’s scientific work was related to his brain-mind dual-

ism.

Wilder Penfield pioneered in the field of neurosurgery during 

his career from 1920s to 1960s. He is well known for his cerebral 

mapping project of central gyrus and his ambitious attempt to map 

the temporal lobe. Electroencephalography, a technique pioneered 

by Herbert Jasper, enabled Penfield to systematically localize sei-

zures created by epilepsy in the temporal lobe. As his project pro-

gressed Penfield became convinced that the center of the brain was 

more central to the higher function of humans and that mind and 

brain was co-dependent but ultimately separated. The basis of this 

claim was established through Penfield’s work on the mechanism of 

interpretation and mechanism of memory which he viewed as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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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al to creating a function-based approach toward the brain. 

During this analysis Penfield considered ‘double consciousness’ –– a 

phenomena in which the patient is aware of the artificial electrical 

current in his/her brain –– as key to defining the cortex-

diencephalic relationship and the brain-mind relationship. 

Keywords : Wilder Penfield, Epilepsy, History of Medicine, History 

of Neuroscience, Temporal lobe

Student Number : 2017-29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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