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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理學에 있어서의 意識의 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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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理學은 돈‘1←意識의 科學o로 출말했으나 美國에서는 進化論， 實證主義 및 操作主義

등의 영향으로 觀察과 測定이 가능한 行動의 科學으로 변모되었다. 이 行動科學의 時代는

1920年代에 비롯되어 近 半世紀間에 걸쳐 지속되었으나 1970年代 이후 認쩌理論이 行動主

義흘 누루고 心理學의 主流로 등장함에 따라 意識도 마침내 “復權”의 빛을 보게 되었다.

認知理論은 統-되어 있지는 않￡나 λ‘間의 精神機能， 즉 意識을 心理學의 昭究對象으로

택하는 점에 있어서는 共通的이다. 그러나 1879年 (1) 에 科學的 心理學이 발족할 해 부터 意

識의 性質을 두고 심각한 見解差가 있어왔다. W. Wundt(1832rv1920)는 經驗論的 立場에

서 意識을 感覺， 心像 및 感情 등의 原子的 흉흉素들로 구성되는 靜的인 內容으로 여겼으나

F. Brentano(1838rv1917)는 意識은 팀立的이 아니 라 항상 -定한 對象을 志向하는 能動的

인 活動이 라고 맞섰다. Brentano의 志向的 意識은 現象學을 거 쳐 Gestalt心理學의 反原子論

的이며 反機械論的인 直接經驗으로서의 意識으로 이어졌다. 한펀 美國의 機能主義는 意識

을 受動的인 構造가 아니라 能動的인 適應機能이란 角度에서 파악하려고 했다.

새로 復權된 意識의 경우에도 그 意味는 統一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컴퓨터模型을 사

용하는 情報處理理論에서는 意識을 知覺， 記↑意 및 問題解決 등 이른바 高等精神機能에 한

정하고 있으나 現象學의 영향을 받은 理論에서는 意識을 主觀的 經驗의 總體로 규정한다.

대부분의 實驗心理學者들은 意識의 本質을 묻는 것은 形而上學的이기 때문에 科學A로서의

心理學과는 無關하다는 이유로 班究方法에 치중하고 있으나 f다究對象의 性質이 모호한 상

태에서 效果的인 昭究方法이 나올 수 있을는지 의심스렵다.

西洋心理學의 意識(精神)은 처음부터 身體(物質)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意識이

復權되면 心身關係의 問題도 다시금 등장하게 된다. “意識에 대하여 새로운 關心을 갖게된

결과로 心身問題에 대한 論文들이 대량으로 발표되었다. 發表者들은 모두가 새로운 頁歡을

하였다고 믿고 있지만 실지로는 이 問題에 대한 古典的 提案들 중의 어느 하나를 지지하고

있었을 따름이다. 만일 精神領域이 物質領域과 同等한 地位를 차지하게 된다면 데카르트的

(l) 이 해 에 科學的 心理學의 아버지 라고 불리우는 Wundt가 Leipzig大學에 최 초의 心理實驗室을 開

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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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元論이 再出現하는 새로운 問題가 말생하게 된다" (Hilgard， 1980: 15).

本鎬에서는 心身問題에 대한 “古典的 提案들”과 그 후의 “變種들”을 아울러 검토하여 意

識의 科學으로 再出發하는 心理學의 基本方向을 모색하기로 한다.

II. 二 元論

近代的인 心身二元論은 Rene Descartes(1596rv1650)에 서 비롯되었다. 그의 有名한 말， “나

는 思堆한다. 그러므로 나는 存훈한다" (Cogito ergo sum)는 바로 心身二元論의 標語이기도

하다. 이 思堆實體 (les cogitans)는 延長實體 (les extensa)인 身體(物質)와 獨立的드로 存在

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냐는 그 本質이 思堆로 이루어지며 그것이 存在하기 위해서 空間을 필요로 하지않고 어

떤 物質에도 의좀하지 않는 하나의 實體라는 結論에 도달하었다. 따라서 이 “나”， 즉 그것부로 인하

여 나가 나일 수 있는 精神은 身體와 전적우로 다르다. 精神은 身體보다 더 알치 가 쉬 우며 , 身體가

없어 도 그대 로 存在한다(Descartes， 1968: 54).

Descartes가 이 처 렴 精神과 物質로서의 身體를 완전하게 分離시킨 것은 科學華命의 基盤

을 다지기위해서였다. 西洋의 近代科學응 아리스토텔레스의 常識的인 自然哲學을 전복하고

數學的 原理를 새로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華命的이었다. 近代科學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Ga1ileo Ga1ilei(1564rv 1642)는 自然이라는 위대한 책은 三角形， 圓 및 기타의 幾何學的 圖

形들을 사용하는 數學的 言語로 씌여져있기 때문에 數學을 모르면 自然이라는 책을 전연

理解할 수 없다고 斷言한 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냐는 外部의 物體들이 크기， 形狀， 數， 그라고 빠르거나 느린 連動 이외에 맛， 내음새 및 소리 등

을 소유하고·있다고믿지를 않는다. 만약 귀와 혀와 코플 제거하면 形狀， 數 및 運動은 그대로 남지

만 내읍새， 맛 및 소리는 남지않을 것이다(Burtt， 1932: 88).

크기， 形狀， 數 및 빠르거나 느린 運動은 모두가 數學的으로 表示할 수가 있:며， 따라

서 測定이 기능한 性質이다. 비유적우로 말하떤 數學的 그물에 결리는 上記의 第 l 性質만

을 취하고 내음새， 맛 및 소리 등과 같이 數學的 그물에 걸려지 않는 第 2 性質은 버리겠다

는 것이 近代科學의 立場이었다. 不幸하게도 이러한 方法論的 立場은 形而上學的 도구마로

變質되어 第 l 性質만이 客觀的 實;훈이고 第 2 性質은 主觀的 副塵物 내지는 幻覺오로 여겨

지는 사태가 얼어나게 되었다. 결국 A間의 主觀은 實在의 世界에서 追放된 것이다.

Descartes는 數學에 의해서만 科學의 統一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第

1 性質과 第 2 뾰質의 구별을 당연한 것￡로 여겼다. “우리의 五感을 통해서는 外部物體들

의 形狀， 크기 및 運動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Descartes， 1950: 271).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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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artes는 第 2 性質을 Galileo처 렴 實在하지 않는 것드로 취급할 수는 없었다. 그의 出發

點인 思、堆 (2)는 바로 第 2 性質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우로 Descartes는思堆實體를

認定하였으나 延長實體와는 分離시켜 心身二元論을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지l 自然科

學은 精神은 哲學에 떠맡기고 數學的 處理가 가능한 勳質에만 專念할 수 있게 되었다.

Descartes의 精神은 身體와 더불어 죽지않고 永生한다. 그러나 아러한 精神은 A間의 專有物이며

다른 모든 動物들과 A間의 身體는 일종의 自動機械에 지나지 않는다. 이리하여 生命現象은 사라져

버리고 自然、에는 죽은 物質만이 남게 되었다. 身體없는 精神이 되어버린 人間은 自然에서 陳外되어

오히려 그 自然을 새로운 科學의 힘으로 所有하고 支配하려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 精神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思想을 통하여 自然으로부띄 陳外되었다. 이 自然은 그 客顆性이 計算과 練制가 가능한 量

的 性質에 의해서 보장되는 事物들로 구성되는 단순한 物質의 世界이며 人間。l 物質의 利用올 위하

여 그 위 에 君臨하게 되 었다 (Barett ， 1979: 212).

Descartes의 二元論대로라면 人間은 自然을 理解하거나 利用할 수가 없다. 延長되지 않는

精神이 어떻게 延長된 物體의 運動을 쩌口覺할 수 있 o며， 그려한精神이 本有하는數學的 擺

念들을 어떻게 自然에 適用할 수 있는가? 또한 自然에서 별어져 나온 精神이 어떻게 自然속

의 物質을 이용할 수 있는가? Descartes는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神의 힘을 벌렸다.

神께서 自然을 數學的 擺念들과 -致하게끔 創造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神의 保障이 있다

손처더라도 物體의 運動을 知覺하기 위해서는 눈(身體)을 사용해야 한다. 결국 Descartes는

思堆實體와 延長實體의 完全한分離플스스로 전복하고 心身의 相互作用을인정하게 되었다.

神經의 자극￡로 腦에서 있어냐는 多樣한 運動은 腦와 빌정하게 結合된 精神에게 多樣한 영향을

미친다. 이려한 運動의 영향으로 즉각 精神에서 얼어냐는 多樣한 狀態를 五感의 知覺이라고 한다

(Ibid. 268).

그리고 精神이 원할 때는 腦에서 나오는 分泌波이 神經을 통하여 적당한 部位에 전달되

어 원하는 身體運動을 할 수도 있다. 처음에는 相互獨立的이었던 精神과 身體가 이제는 밀

접하게 결합되어 相互作用을 하게 되었:니 Descartes의 二元論에는 -實性이 없다. 이 -•

實性의 缺如는 哲學과 常識의 훌蘇에 연유한다고 불 수 있다. 새로운 科學의 哲學的 基隨

블 確立하기 위해서는 思堆寶體와 延長寶體를 완전하게 分離시킬 필요가 있었￡나 배가 고

표고， 목이 마르며， 손을 베연 아픔을 느끼는 常識으로 돌아올 때는 相표作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결국 Descartes는 精神과 物質을 不完全한 實體로 格下시켜 A

間을 統i했다. “精神과 身體는 물이 합쳐 서 이룩하는 統-된 人間과의 關係에서 볼 때는

不完全한 實體이 다" (Copleston， 1961: 123).

Descartes는 外部事物을 知覺하기 위 해서 는 感官에 의 존해 야 하지만 精神은 直觀할 수 있

(2) “思堆라는 딸은 우리 自身이 직접 意識할 수 있는 우리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뜻한다. 따

라서 理解하고， 意圖하고， 想據하는 것 뿐만 아니라 知覺하는 것도 모두 思堆에 포함된다"

(Ibid. p,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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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身體보다 精神을 더 쉽게 얄 수 있다고 했다.

師 大 論 靈 (32)

냐는 눈을 감고 꺼릎 막는 등 냐의 五感을 요두 차단하고， 요직 냐 自身과 處通하여 냐의 內我

(inner self)블 親察함ξ로써 나를 차차 더 잘 알도록 노력한 결과 나는 思堆實體라는 것을 얄게 되

었다 (Descartes， 1968: 113).

精神을 理解하기 위한 方法으로서의 이 러한 “內꿇의 觀察”은 英國의 經驗論에서도 채 택

되 었고 Wundt의 實驗心理學의 內觀法(introspection) ..Q..로 이 어 졌 다. Watson은 이 內觀法을

排ff::하여 心理學을 意識科學이 아니라 行動科學오로 변모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N. 걱i 行 論

Descartes는 心身의 相互作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만족스려운 說明을 하지

못했다. 그가 試圖한 說明에서 λ、間에게 만 있다는 이유로 松果臨을 心身의 接合點으로 지

정했으나 그 후 다른 動物에도 松果臨이 있다는 事實이 밝혀졌다. 더우기 近代科學이 集大

成됨에 따라 非物質的인 精神이 物質的인 身體와 因果的인 相互作用을 한다는 주장은 일종

의 迷信처 럼 여 겨지게 되 었다. 이 에 따라 Descartes의 추종자들은 二元論은 유지 하되 相互

作用은 폐기하는 zp:行論 (parallelism)의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

B. Spinoza(1632rv1677)의 自然은 二元的이거나 多元的이 아니라 一元的인 縣序였다. 따

라서 心身도 別個의 實體가 아니 라 同一한 自然(神)의 두가지 測面￡로 나타날 뿐이 다. “만

일 自然의 縣序는 오직 하나라면 人間精神은 한 縣序에 속하고 人間身體는 또 다른 縣序에

속한다고 할 수가 없게 된다. ‘人間은 精神과 身體로 이루어진다’와 ‘精神은 身體와 結合

되어 있다’라는 딸은 맞지만 身體는 延長屬뾰의 한 樣式￡로 간주될때의 人間이고 精神은

思堆屬性의 한 樣式흐로 간주될 때의 人間이다. 이처렴 心身은 同-한 것의 두가지 測面이

다" (Copleston， 1958: 231).

心身이 同一한 것의 두 測面이라면 相표作用의 問題는 얼어나지 않는다. 그려나 精神을

身體로， 또는 거꾸로 身體블 精神으로 還元할 수는 없기 때문에 二元論的 色彩는 남아있다.

그렇다면 精神的 測面과 身體的 測面의 關係는 무엇인가 ? Spinoza의 담은 다음과 같다.

身體는 精神。l 思↑옳하도록 決定할 수 없a며 ， 精神은 身體가 運動하거나 靜l!::하도록 決定할 수 없

다 (Spinoza， 1950: 312).

Spinoza의 說明에 의하면 身體의 運動은 오직 다른 物體에 의해서만 얼어날 수 있고 精

神에 의해서는 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心身은 同一한 것의 兩測面이면서도 서로 아무러

한 關係도 없는 것이 되 어 버 렸 다. Descartes의 思堆實體와 延長實體는 Spinoza에 이 르러 罷

橫的 實體안 하냐의 神 또는 自然의 두 예I面으로 結合은 되었으냐 영원허 교차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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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行線A로 남게 되었다.

G.W. Leibniz(1646rvl716)의 경우에도 精神과 身體는 相互作用을 하지 않는다. Leibniz의

世界는 Spinoza와 달리 一元的이 아니라 無數한 모나드로 구성된다. 各個의 모나드는 서로

다른 性質을 지닌 獨自的인 實體이며 밖A로 향하는 “恩口”를 갖지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모나도도 다른 모나드들과 相互作用을 하지 않ξL벼 또한 할수도 없다. 따라서 A間의 精神

과 身體를 구성하는 모나도들 사이에도 相互作用은 없다.

나의 見解로는 精神은 身體의 法則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며， 또한 身體는 精神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精神콰←身遭곤객로 一致할 짜름이다. 精神은 덤的因에 따라 自由롭게 움직이지만 身體는

動因에 따라 機械的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우리의 精神의 自由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

다. 그 까닭은 精神은 비록 機械的ξ로만 움직 이는 身體와 一致하기는 하지만 덤的因에 따라 움직 여

서 自由롭기 때문이다. 또한 神이 創造時부터 精神의 自由를 據見하여 身體를 精神에 반드시一 致하

도록 調節하셨기 때 문이 다(Leibniz， 1956: 158).

Leibniz는 精神과 身體의 一致 또는 調和를 1秋의 어 감도 없이 서로 꼭 같은 時間을 지켜

나가는 두개의 時計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비유에 따르면 精神時計와 身體時計는 創造하

신 神의 據定調和에 의하여 永遠히 같은 時間을 지켜나가도록 決定되어있는 것이다. 이 두

개의 時計는 神이 調節(據定調和)한 바에 따라 相關되어 있을 뿐 相互作用을 하지는 않는

다. 여기에서 우리가 留念해야할 것은 神은 身體가 精神에 一致하도록 調節하였지만 精神

을 身體에 一致하도록 調節하지는 않았다는 척 이 다. 繹神유 身體의 봉사를 받는 “主A"으

로서 身體보다 優位에 았다.

모든 모나드는 獨特하지만 完全度가 높은 優性모나드와 完全度가 낮은 *性모나드로 나뉘

어 진다. 精神은 하나의 優性모나도로 이 루어지고 身體는 많은 컸性모나드들로 구성 된다. “身

體를 구성하는 줬性모나드들의 變化는 精神이 되는 優性모나드의 變化와 相關되도록 神에

의하여 調節되 었다. 따라서 完全度가 높은 精神은 身體를 支配하고 利用한다고 할 수 있다”

(Sutcliffe, 1958: 314). 모든 모나드는 外部世男의 變化를 自體內의 原理에 따라 反映하는

쩌覺을 하지만 모두가 그러한 知覺을 意識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모나드는 意識없이 混뽑L

된 知覺을 하지만 또 다른 모나드는 記憶에 의하여 좀더 뚜렷한 知覺을 할 수 있다. Leibniz

은 이 後者의 모나드블 精神(soul)이라 하여 前者와 구별하였고， 이 精神의 所有者를 動物

(animal) 이 라고 불렀다. A間精神은 이러한 精神이 아니라 判明한 知覺을 하고 記應、할 뿐만

아니 라 自己의 知覺을 意識하고 思考하며 置理를 追究하는 理性的 精神 (rational soul) 이 다.

必然的이며 永遠한 質理에 대한 知識이 우리를 단순한 動物들과 구별하고， 우리에게 理性과 科學

을 제공하며， 우리를 우리 自身과 神에 대한 知議을 가칠 수 있는 높이까치 끌어 올린다. 이것이 곧

우리가 理性的 精神， 즉 spirit라고 부르는 것이다(Leibiniz， 1956: 180).

아마도 Leibniz는 A間의 理性的 精神이 機械的 運動을 하는 身體와 相互作用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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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상조차할 수 없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는 A間精神의 性質은 身體의 性質을 통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確信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身體도 Descartes의 죽어있는 延長實體와는

다르다. 모든 모나드는 部分들이 없는 單一한 實體이며， 따라서 “延長도 없고 形狀도 없￡

며 分害U할 수도 없다" (Leibnize， 1956: 177). 즉， 모나드는 非物質的이다. t比界에 存在하

는 모든 것은 모나드로 構成되어 있￡으로 Leibnize의 自然은 Descartes의 경우처럼 죽어있

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었다.

19世紀에 들어서면서 에너지保存法則이 確立됨에 따라 心身의 相互作用은 업에 올렬 수

도 없게 되 었다. 精神物理學ξζ로 科學的 心理學의 탄생에 큰 공헌을 한 G.H. Fechner (I801

，，-， 1 887)는 뚫極的인 實在는 精神的이 며 , 人間의 意識과 腦는 이 러 한 精神的 寶體의 두 局

面드로 不可分離的으로 統-되어 있다는 m心論 (panpsychism)을 주장했다. A觀點에서는

精神的 局面만이 보이고 B觀點에 서 는 身體的 局面만이 보이 지 만 心身은 別個의 것이 아니

고 同-한 實體의 觀點差에 지 나지 않다는 것이 다.

마음은 훨正으로 內的인 觀點에는 마음￡로 냐타나지만 혈正￡로 外的인 觀點에는 物質的 狀態로

나타난다. 이 제 분명 해진 바와 같이 心身은 不可分離的으로 統一되 어 있￡나 心과 身을 同時에 볼

수는 없다. 누구나도 같은 것의 內部와 外部에 同時的으로 있을 수가 없다 (Herrnstein & Boning,

1966: 592).

Fechner는 이 점을 비유적￡로 說明하기 위해서 圓의 例를 들었다. 우리가 圖의 內部에

있을 때는 오목面만이 보이고 外部에 있을 때는 볼록面만이 보이지만 圓은 오직 하나일 따

름이다. 그러나 우리는 同時에 오목面과 볼록面을 다 볼수는 없다. 두가지의 다른 觀點을

취해야 한다는 뜻에서 Fechner의 m心論은 二元論的이었으며 이에 따라 그는 感覺(精神)과

物理的 刺載이 不可分離的으로 結合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精神物理學的 實驗

에 몰두했다. 그의 目的은 m心論을 科學的 實驗을 통하여 “證明” 함￡로써 당시의 唯物論

을 打破하는데 있었으나 오히려 人間精神도 實驗하고 測定할 수 있다는 영뚱한 誤解를 助

長하고 말았다.

Fechner의 m心論은 Spinoza의 思想과 흡사하다. 後者는 人間뿐만 아니 라 存훈하는 모든

것은 精神과 勳質의 두 測面을 갖고 있으며 그 根源은 神뾰的안 實體라는 m神論(pantheism)

을 주장했으나 Fechner도 역시 萬物에는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意識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다만 Spinoza는 心身의 相互作用을 否認하는데 역첨을 두었으나 Fechner는 心身의 不

可分離的인 關係를 實證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차이가 있다.

科學的 心理學의 아버 지 라고 불리우는 Wundt 역 시 心身平行論의 支持者었다. 그는 經驗

(意識)을 內的 經驗과 外的經驗A로 구별하였으나 이러한 구별은 觀點의 差異에서 비롯되

는 것이고 두가지 종류의 經驗이 있다는 것을 돗하지않는 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外的 經驗과 內的經驗이라는表現은 서로 다른 對象이 아니라 單-한 經驗을 科學的2-로 다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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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서로 다른 觀點을 뜻한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觀點을 갖게되는 까닭은 모든 其體的 經驗은 우

리에게 提示되는 內容과 그 內容의 把握이라는 두가지 훨因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이다. 이 두 훨因中

의 첫째는 續驗되는 容觀이고 둘째는 經驗하는 主顆이다 自然科學은 主觀과 獨立되어 있다고 간

주되는 經驗되는 容觀을 E좌究하지 만 心理學은 ±觀과의 관계에 서 經驗의 全體內容을 %究한다

Herrnstein & Boring, 1966: 595-6).

Wundt는 經驗의 全體內容을 크게 感覺과 感情무로 구분하였고 “感覺에는 感官둘의 生理

的 作用이 平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感情에는 호흡과 맥박의 변동이 生理的드로 .zp:行한

다 (Caprella， 1967: 83)고 믿었다. Fechner와 Wundt는 다같이 形而上學的으로는 一元論者

었으나 顆點왼 差異과는 이유로 認識論的으로는 二元論으로 돌아가 心身의 平行을 주장

했다.

Gestalt心理學은 Wundt의 元素主義(elementarism) 와 連合主義(associationism) 를 맹 렬하게

비판하였지만 心身의 關係에 있어서는 內容은 다르지만 平行論의 테두리안에 머물렀다.

W. K6hler (1887r-v1967) 에 의하면 우리의 心理的 構造에는 어느 때나 그것과 同形的인 生

理的 構造가 l對 l的￡로 對應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Gestalt心理學의 「급]形論 (isomorphism)

이다.

。1 節次는 우리의 經驗과 그 바탕이 되는 生理過程은 同-한 構造를 갖고 있다는 同形論의 原理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짜라 우리는 視覺場의 어떤 物體가 다른 것들과 分離되.어 知覺될 때는 이러한

經驗에 對應하는 腦過程도 주위의 다른 過程들과 相對的￡로 分離되어 있다고 想定한다 (Kohler，

1947: 201) .

美國의 機能主義 역 시 Wundt의 連合主義에 반대 하여 意識을 適應過程에서 수행하는 기

능이라는 角度에서 파악하려고 했다. 그러나 心身關係에 대한 立場은 뚜렷하지가 않다. 시

키고大學에서 Dewey와 함께 機能主義의 틀을 잡은 l.R. Angell (1869"'-'1949은 “精神生活에

수반하는 生理的 過程”이란 平行論的인 表現을 사용한 다음 곧 이어 “精神的 過程을 生理

的 過理으로 번역하고 또한 그 週의 번역도 할 수 있다" (Ibid， 506)라고 表現하여 心身

相互作用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精神이 環境에 適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것은 唯物論者가 아난 사람은 누구나도 熟知하고 있다고 하여 다음에 검토할 附隨現

象論(epiphenomenalism)에 同調하지 않는다는 점만은 분명하게 밝혔다.

IV. 附隨現象論

附隨現흉論도 身體와 다른 精神을 인정하는 二元論의 立場을 택하지만 精神은 身體的 原

因의 結果라고 본다. 그러나 精神은 身體에게 아무러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이처럼 附隨

現象論은 心身의 相互作用이 아니라 心에 대한 身의 一方的 作用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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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m2 m3 精神
• • •

→ b1 → bz → b3 → 腦

그림 1. 附隨現象論의 圖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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唯物論에 속한다. 위의 그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살표는 腦에서 精神으로 향하고 있을

뿐 역우로는 향하지않고 있다. 精神은 物質에 의하여 一方的￡로 決定되는 것이다. 그리고

精神間에도 전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經驗은 斷片化되고 만다.

附隨現象論의 代表者로는 T.H. Huxley (1825 '"'-' 1895) 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意識

이 身體(物質)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시인했￡나 이 連結을 -方的인 것￡로

보았다.

짐승들의 意識은 身體的 作用의 附隨物로서만 身體와 連結되어 있ξ며 ， 증기기관차에서 나요는 기

적소리가 기관차에 아무러한 영향을 옷 마치듯이 意識은 身體에 대하여 완전하게 우력하다(Passmore，

1968: 39).

“짐승들의 意識”이라고 해서 人間은 例外라고 속단해서는 안된다. 進化論의 열렬한 信奉

者였던 Huxley에 게 는 A間도 매우 복장하기는 하지만 집송의 일종이었다. 따라서 A間의

意識도 腦의 “分泌物”에 지 나지 않고 物質앞에는 완전히 無力하다. 精神은 그야말로 “機械

속의 유령”이 되어버린 것이다.

2j>:行論의 마음은 비록 몹을 부릴 수는 없으나 팔을 올리고 싶은 마음에 對應하여 팔이

실지로 올라간다. 그러나 附隨現象論의 마음은 마음대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다‘

西洋의 近代科學은 自然을 數學化하기 위하여 常識을 #巨否하였다. 地動說， 慣性 및 遠隔作

用을 하는 引力 등은 모두가 常識과 거리가 멀다. 附隨現象論은 科學을 등에 얹고 몸을 마

음대로 움직얼 수 있는 常識을 거부하면서 物質까지 變質시키고 말았다. 마음은 物質의 塵

物이기 때문에 물론 物質의 한 형태이다. 이렇게 되면 緣質은 質量(에너지)과 運動 이외에

자기 가 物質이 라는 것을 담覺하는 特異한 性質을 아울러 소유하게 된다. 스스로가 物質이 라

는 것을 알고있는 物質--奇題이 일어난 셈이다. 機能主義의 선구자인 W. James(1842"-'

1910)가 附隨現象論을 배격하고 常識으로 돌아간 理由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V. 唯物論的 一元論

一元論은 觀;효論과 唯緣論의 어느 쪽알수도 있A나 여기에서는 行動主義를 염두에 두고

唯勳論만을 검토하기로 한다.

T. Hobbes (1588'"'-'1679)는 Galileo의 새로운 力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모든 現象을 物體

의 運動만으로 說明할 수 있다고 믿게 되 었다. 이 에 따라 A間의 뼈覺， 記應， 思考 및 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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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 등도 物體(3)의 運動오로 記述하려고 했다. 그 결과 思堆寶體도 延長實體의 運動속에 흡

수되 어 近代的인 唯勳論이 등장하게 되 었다.

Hobbes에 의 하면 우리의 밖에는 物體들의 運動만이 있으며 , 우리의 안에는 藏器들의 運

動만이 있을 따름이다. 外部의 勳體가 感官을 통하여 身體에 作用하면 身體의 內部， 특히

腦에서 이에 대응하는 運動이 일어나 感覺과 感情이 생긴다.

外部의 物體는 눈과 귀 를 비 롯한 身體의 다른 部分들에 多樣하게 作用하여 多樣한 現象을 盧出한

다. 모든 것의 源果은 죠感이 다(그 까닭은 全體的우로나 部分的￡로나 感覺器官들에서 비 훗되 지 않

은 精神內容은용솟카(때운이다). 그밖의 것들은 모두가 이 源청에서 파생된다 (Hobbes， 1956: 37).

이러한 感覺運動이 끄치면 그 浪助들이 남아 서로 連合됨으로써 心像과 記憶、이 形成된

다. 그러나 A間은 다른 動物과는 달리 이 心像들에 이름을 붙여서 記號로 사용한다. 즉，

A間은 言語를 사용하여 思考하며 놓쫓%홉를 가린다. Hobbes는 Galileo의 새로운 力學。1 物體

의 運動을 數學的으로 計算하는데 성공한 점에 感銘되어 精神의 運動안 推理는 言語的 計

算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했다.

質과 f탔는 事物이 아니라 言語의 屬性이다 말들을 바르게 配例하여 確즘해야만 힐이 될수있

기 때 운에 正確한 質을 원하는 사람은 사용하는 모든 말틀을 正確하게 定義해 야 한다(Ibid . ， 51).

말하자면 Hobbes는 일종의 精神力學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 精神力學이

唯物論이라는 점을 思考에서 腦의 運動오로 거슬려 올라가면서 確認할 수 있다. 思、考運動

은 言語의 計算ξL로 이루어진다. 言語는 心像에 붙여주는 이름들로 구성된다. 心像은 感覺

의 흔적이다. 感覺은 身體(腦)運動의 塵物이다. 身體는 物體이다. 따라서 思考로 대표되는

人間精神도 결국은 物體의 運動이다. 이제 思堆寶體는 사라지고 延長實體의 運動만이 存在

하는 唯物論의 世界가 出現한 것이다.

Hobbes는 因果關係도 物體의 運動오로 說明하려고 했다. 어떠한 物體도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고 다른 運動物體의 作用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運動의 原因은 接

觸하고 있는 物體의 運動이 다 靜止하고 있는 物體가 連動하고 있는 物體와 접촉하지 않

고서도 運動을 시작한다는 것은 想像조차할수 없다" (Burtt， 1932: 133). 어떠한 物體일찌

라도 自體的으로 運動을 시작할 수 없고 요직 다른 運動體(原因)의 結果로서만 運動을 “당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運動도 先行하는 運動에 의하여 전적부로 決定된다. 이처렴

Hobbes의 唯勳論은 近代科學의 특정인 機械論과 決定論을 “흉흉備”하고 있커도 하다.

延長實體의 運動이 되어버린 )、間에게는 自律이나 目的은 있을 수 없고 모든 思考와 行

寫는 外部의 原因에 의해서 決定된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Hobbes는 자기의 決定論은 自由

(3) 英語에서는 物體와 身體가 다같이 ‘body’ 라고 불리운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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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排除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自由란 事物의 本然的 運動이 방해를 받지않는

狀態를 뜻한다고 우겼다. 예컨대 높은 곳에서 낮은 곳A로 흐르는 것이 물의 本然的 運動

이며， 따라서 週流하도록 彈要되지 않고 本然的a로 흘러가는 강물은 自由블 누리고 있다

는 것이다. Hobbes는 A間의 本然的 運動으로 生存에 有利한 것들을 추구하는 欲求

(appetites) 와 生存에 不利한 것들을 회피하는 魔惡 (aversions) 만을 인정하여 人間生活에 生

物的 生存 이상의 價f直블 부여할 것을 거부하였다.

한펀 Hobbes는 모든 것을 物體의 運動으로 돌린 다음， 이번에는 運動 그 自體를 最少의

單位로 分析하여 原子論的으로 說明하려고 했다. “모든 變化는 運動이며 運動은 *1子的이

다. 運動의 繼續은 微少한 運動들의 合計로 이루어진다. 모든 變化는 運動인 까닭으로 最

少의 部分들로 還元될 수 없는 全體란 있을수가 없다. 存在하는 것은 오직 物體들의 連動

이 며 이 運動은 部分들로 分析될 수 있다. Hobbes는 Democritus와는 달리 運動의 原子論者

이다" (Grene， 1969: 10). 全體는 그것을 구성하는 部分들에 의하여 완전하게 說明될 수

있으며， 따라서 全體에는 部分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性質이 있을 수 없다는 還元

論(reductionism) 은 唯物論의 또 하나의 득징 이 다.

近代科學의 成功 o 로 彈化된 Hobbes流의 唯物論은 약간씩 다른 모습으로 계 승되 어 19世

紀의 進化論을 거 쳐 20世紀에 는 行動主義로 표현되 었다. 意識을 상실한 行動主義의 行動은

物體의 運動처럼 外部的 原因〈彈化)에 의하여 機械的으로 決定된다. 高等動物인 j、間의 行

動은 下等動物언 비둘기의 條件反射르 還元되고， 이러한 行動은 다시금 物理 • 化學的 法則

으로 還元된다. 人間에게 目的과 自由가 있다는 것은 한낱 幻想에 지나지 않는다 (Hobbes의

心像이 物體의 運動이 남긴 幻覺이었듯이) . 行動主義의 宣言者 J.B. Watson(1878,....,1958)

은 思考를 聲帶運動과 同一한 것으로 여겼으나 이는 Hobbes의 言語的 計算과 통한다.

Hobbes는 言語는 個別的인 物體의 이름이라는 唯名論(nominalism)의 立場에서 -般語의 意

味인 觀念을 否認했A나 言語의 意、思傳達機能은 認定했다. 그러나 B.F. Skinner는 言語블

意味와 意思流通 릉과 관련시켜 說明하기를 거부하고 條件反射的언 行動의 일종으로 취급

하고 있다 (Skinner, 1957: 10). Skinner의 唯物論은 Hobbes의 것 보다 더욱 極端的이 다.

心理學은 唯物論을 克服하지않고서는 참￡로 意識을 回復할 수가 없을 것이다. 주로 컴

퓨터模型을 사용하고 있는 美國의 認知理論이 이 점을 어느 정도 “意識”하고 있는지 궁금

하다.

VI. 同 一‘論

20世紀의 唯物論的 一元論에 는 意識이 란 다름아닌 身體的 狀態 또는 過程이 라는 내 용의

同一論 (identity theory) 이 있다. 同一論의 主導者안 J.J. Smart는 뼈覺과 같은 直接經驗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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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別的 反應오로 代置하는 行動主義를 비판하면서 意識의 事實性을 인정하지만 意識은 獨

自的인 그 무엇이 아니라 腦過程 (brain process)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치과의사에게 이가 아프다고 말하거나 心理學者에게 殘像이 보인다고 말할때 우리는 의심

의 여지 없이 휩正한 “報告”를 하는 것이 다. 따라서 나는 直接經驗의 報告를 혈正한 報告로 받아드

리기로 한다. 그러나 報告되는 事件은 事實에 있어서는 腦過程이기 때문에 心身二元論의 困境에는

빠지지않을 것이다(Smart， 1963: 91) .

그러나 同一論이 처 하게 될 困境은 二元論의 경우보다 더욱 總望的이 다. 만일 意識이 腦

過쩔과 同(→하다면→腦를顧察하듯이 마음도 볼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腦手術을 하는 의

사는 환자의 腦가 있는 장소에서 마음도 同時에 觀察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마음을 본

사람은 아직까지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Leibniz가 일찍이 지적한 바와 같이 腦를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까지 據大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直接 觀察

할 수 있는 것은 腦의 作用이지 기빼하고， 슐퍼하고， 생각하는 등등의 意識이 아니다. 오

늘날에 있어서도 神經生理學者는 腦의 어느 特定部位블 자극할 수는 있으나 그 자극에 따

르는 意識의 性質은 觀察할 수 없기 때문에 本A에 게 물어야 한다.

意識은 곧 腦過程이라면 意識의 主體인 ‘나’는 무엇인가? 同一論에는 ‘냐’가 없다. 그

러나 意識은 내가 하는 것이지 나의 腦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즙樂을 감상하고 있을

때 鍵賞者는 나이지 나의 腦가 아니다. 물폰 음악을 감상하는 精神的 事件에는 어떠한 腦

事件이 相伴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精神과 腦는 나라는 한 사람속에 統合되어 있다

는 것을 의심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精神과 腦(物質)는 서로 次元이 다르기 때

운에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는 精神的 事件과 身體的 事件은 서로 獨立的이며 영성하게 連結되어있을 뿐이라고 假定할 만

한 아무러한 근거도 갖지 뭇하고 있다. 지 금까지의 모든 중거는 A間을 하나의 純-體로 간주하는

立場을 윗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냐 아 統-體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뚜렷한 두 개의 局面을

갖고있는 바 그 하나는 내가 결정을 내렬 때 생각하고 느끼는 바로서의 內的 局面이고， !요 하냐는

生理學者가 내 머리 속을 들어다 볼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연 보게될 外的 局面이다(Mackay，

1969: 484).

예컨대 어떤 사람이 失語뾰에 걸렸을 때 그 原因을 本A에게 물을 수는 없기 때문에 外

的 局面에서 說明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멀쩡한 사람이 “냐는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고

백했을 때 “천만에，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腦過程이요”라고 우긴

다면 人間의 生活世界는 막을 내리고말 것이다. 이는 마치 3X5=15라는 等式을 분펄로 칠

판위에 써놓았을 째， “3 X 5는 어째서 15가 되느냐?"라는 물음에 대하여 “칠판과 분펄 때

문이다”라고 대당하는 것과 같다. 물론 칠판과 분펄이 없으면 等式을 쓸 수가 없겠지만

3x5가 15안 까닭은 數學에서 찾아야지 칠판과 분펄에서 찾을 수는 없다. 이처럼 意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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腦過程은 결코 同-한 것이 될 수 없다.

師大論講 (32)

精神과 腦는 同一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人間의 否認할 수 없는 二元的 性質은 寶體的이 아니라

局面的이 다‘ 精神的 範購와 物質的 範購는 論理的으로 相補的이기 때 문에 둘을 잘옷 混同하면 난센

스에 빠지고 만다(Ibid . ， 492).

Smart의 同-論은 바로 이러한 난센스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VII. 結 論

西洋의 近代科學은 物質로서의 自然、을 數學的으로 새롭게 理解하려는 動機에서 출발했다.

이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Descartes는 心身二元論을 통하여 數學이 適用될 수 없

는 精神을 自然科學에서 除外하였다. 뒤이어 Leibviz는 心身의 相互作用을 부인함으로써 精

神을 自然으로부터 다시금 分離시켰다. 그 후 I. Kant (1724r-.' 1804)는 다음의 세가지 理由

를 들어 마음의 自然、科學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첫째， 精神現象에는 時間의 次元밖에 없기 때문에 數學을 適用할 수가 없다.

둘째， 精神의 諸顆素는 마음대로 分離하고 結合할 수 없기 때문에 化學과 같은 寶驗科學이 될 수

도없다.

세째， 다른 사람올 觀察하는 行寫 그 自體가 그 사람을 變化시킨t:j-(Kant， 1968: 20-21).

그러 나 19世紀에 들어서 면서 科學을 萬能視하는 寶證主義가 만연하고 進化論에 의 하여

人間이 自然現象에 포함됨에 따라 意識의 自然科學이 成立할 수 있다는 誤解가 싹트게 되

었다. 이리하여 1879年에 는 드디어 實驗心理學이 출현하게 되지만 “自然을 精神과는 전연

다흔 것으로 分離하고서는 精神科學을 精密하게 만든다는 구살로 自然科學을 모방하는 不

合理" (Schutz， 1978: 132) 때문에 意、識은 결국 증발하고 말았다. 우리는 自然科學을 모방

하는 不合理 때푼에 意識이 사라지는 모숨을 條件反射의 아버지 인 I. Pavlov (l849r-.' 1 936)의

고민을 통해 똑똑히 볼 수 있다.

嚴密한 科學的 觀點에 의하면 主觀的 狀態 〔意識〕를 陽究한다는 立場의 心理學은 전연 希望이 없

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 主觀的 狀態는 1次的 現實이며 우리의 日常生活의 킬잡이가 되고 A間社

會가 進步하는 條件이 된다. 그러나 主觀的 狀態에 따라 生活한다는 것과 그 에카니즘을 科學的￡로

分析한다는 것은 서로 別個의 問題이다 오랜 생각과 고민끝에 나는 이른바 精神的 刺軟대신 外

部的 現象들과 그 關係만을 다푸는 客觀的이며 外部的인 觀察者와 實驗者로서의 純햄한 生理學者가

되겠다고 캘섬했다(Fox， 1972: 24),

Pavlov는 科學的 分析을 위하여 日常生活의 l次的 現實이라고 스스로가 시인하는 意識을

버렀다. 그의 뒤를 이어 Watson은 心理學에서 意識을 배제하는 行動主義를 선언했지만 자

신의 意識만은 버릴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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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動主옳는 心理學的인 훨、味로서의 意識을 배제할 수 있다. 이러한 立場에 의하면 “意、識狀態”를

별도로 관찰한다는 것은 物理學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心理學者의 경우에도 필요없다. 우리는 이

것을 意識의 非反省的이며 素朴한 使用A로의 復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뜻에 있어서의 意識은

모든 科學者들이 사용하는 道具라고 할 수 있다(Watson， 1913: 158).

行動主義는 결국 意識이 意識을 否認하는 하나의 커다란 난센스었다. 心理學은 이제 “日

常生活의 1次的 現實”로 되돌아와 古典力學을 모방하는 不合理에서 벗 어 나야만 참다운 意

識科學으로 再出發할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再出發을 위하여 心理學者들이 科學中의 科學

이라고 하여 模做의}對象으로 잠아온 物理學에서 어떠한 얼이 일어났는지블 살펴보면 도움

이될 것이다.

觀察者는 -連외 觀察過程의 마지 막 連結點이 되 며 어 떠한 原子的 物質의 性質도 觀察者와 顆察對

象의 相효作用을 통해서만 理解될 수 있다. 自然을 客觀的ξL로 記述한다는 古典的 理想은 이제는 그

쫓當性을 장실하였다. 原子의 水準에서는 Descrates가 했던 것 처럼 나와 自然， 그리고 顆察者와 觀

察對象을 分離시킬 수가 없다. 原子物理學에 있어서는 우리 自身을 理解하지 않고서는 自然을 결코

理解할 수 없다(Capra， 1984: 57).

主觀과 獨立된 客觀的 뻐識을 추구해 야 한다는 “古典的 理想”이 人間에게 까지 據大된

결과로 Hobbes 이후 附隨現象論， 同-論 및 行動主義 등￡로 이어지는 唯物論(4)이 출현하

게 되었다. 그러나 現代物理學은 主觀과 客觀을 兩分하는 이러한 理想은 잘못된 것이었고

“우리 自身"(主觀)을 理解하지 않고서는 自然을 결코 理解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

다. 心理學은 우리 自身을 새롭게 理解하기 위하여 잘옷펀 理想의 塵物이었던 唯物論的 理

論과 方法을 우선 청 산해 야 한다. 美國의 認용口理論에 서 커 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情報

處理理論은 컴퓨터模擬를 통하여 A間의 때覺， 記憶 및 問題解決 등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는 碼裝된 唯物論일 수도 있다. 컴퓨터模擬를 하는 까닭은 지금까지 A間만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컴퓨터블 이용하여 解決하는데 성공하면 A間도 컴퓨터처럼 問題를 解決한

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이다. 情報處理理論은 意識과 컴퓨터의 同-論이라고 할수 있지만 따

지고 보면 語不成說이다.

해변의 백사장위에 바람과 파도의 힘ξ로 어떠한 무늬가 새겨졌을 경우 우리는 그 무늬를 세벌하

게 分析하여 프로그램을 作成한 다음 컴유터를 이용하여 꼭 같은 무늬를 새걸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리고 나서 바람과 파도는 당초부터 그러한 우늬를 재기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語不成說이 다(Gunderson， 1971: 92).

컴퓨터로 問題解決을 할 때 사용된 ;프로그램은 A間이 作成한 것이고 컴퓨터는 이 프로

그램의 “指示”에 따라 가동했을 따름이다. 情報處理理論은 결국 A間은 A間처 렴 問題를

解決한다는 同義語反復을 하고있는 셈이다.

(4) 이 唯物論은 近代科學의 특징 인 原予論， 機械論 및 決定論을 “暴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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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佳物論과 誤別하고 意識의 科學￡로 再出發하는 心理學은 “우리 自身”의 이해를 위하여

다음의 몇가지 事實들을 再確認해 야할 것 이 다.

첫째， 우리의 意、識온 Descartes의 二元論에서 처렴 身體가 없는 思堆實體가 아니라 身體

가 있는 精神(embodied mind) 이 다. 身體는 죽어있는 物體가 아니 라 살아있는 生命體이 다.

죽은 身體는 썩는다. 우리는 身體를 이용하여 外部世界를 經驗하고 意、圖的 行댐를 수행한

다. 身體는 또한 生命의 유지와 관련된 感情과動機들의 源果이 되기도 한다.

둘째 , 우리는 말을 하는 動物이 다. 즙語와 그밖의 象徵的 手段을 사용하는 意思流通에 의

하여 우려는 서로의 마음을 開陳하여 相互主觀的인 共同世界를 구축할 수 있다. 우리 각자

는 물흔 獨特한 “냐” 이치만 “우리”와 유리될 수 없는 社會的 存在이다. 心理學외 主훨한

船究方法은 /κI的인 條件下에서의 實驗이 아니라 B常的언 生活現場에서의 意思流通과 協

力이 되어야할 것이다.

세째， 우리는 우리 自身을 對象化할 수 있다. 예컨대 어제의 일옳 反省하고 있는 요늘의

냐는 어제의 나를 對象化하고있는 것이다. 時代에 따라， 社會와 文化에 따라， 그리고 個A

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면서도 우리 모두가 一定한 自됐像과 人間像을 갖게되는 것은 스

스로흘 對象化하여 反省하는 人間固有의 性質덕분이다. “人生은 나그네킬，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흘러간 유챙가의 한 귀철은 이러한 反省이 어느 특정한 個人이나 集團

의 特權이 아니라는 첨을 여성하게 말해주고 있다. 心理學的 知識의 源果은 意思힘i、通과 癡

力을 前提로 한 우리 自身의 對象化와 反省에서 찾아야할 것이다.

네쩨， 우리의 精神力은 身體的 制約을 상당한 정도까지 克服할 수 있다. 롭團의 상태에

서 촉각만으로 言語를 習得한 헬렌 켈러나 두 팔을 앓고 비장한 결짐으로 발로 그림修業을

계속하여 美術大學에 입학한 어느 여학생과 같은 非凡한 예들이 많치만 보통사람들도 행心

과 意志로 즐커먼 담배를 끊고， 웬만한 身體的 苦痛을 참S며 ， 심지어는 自殺까지도 할 수

있다. 이 러한 까닭으로 W. James는 科學을 뱅자한 附隨現象論을 단호히 거부하고 精神力

이 있는 常識의 世界로 돌아갔던 것이다. 心理學은 自然科學의 모방에서 脫皮하여 일단 常

識의 原點으로 돌아오}서 再出發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의 思考와 行寫는 外部的 原因에 의하여 全的으로 決定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日常的으로 經驗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스스로 장래를 계획하고， 、決斷하며， 行寫를

선택할 수 있는 “餘格”를 갖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餘格의 範圍內에서 自由로울 수 있다.

만일 나의 모든 것이 어쩔 수 없이 決定되어 있다면 이 論文은 重力의 作用으로 언덕을 굴

러내리는 돌처럼 無意味하기 때문에 發表할 價植조차 없을 갯이다. 淚定論을 주장하는 行

動主義者도 이러한 정을 알고 자기만은 않定論에서 除外한다. 心理學은 自由로운 A間을

租究對象으로 삼기 때문에 價f直排除的인 科學이 될 수 없다.

이상의 다섯 가지는 물론 A間特性의 만족스러운 目錄이 훨 수는 없지만 美國의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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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學的 心理學에서 벗어나 우리의 獨自的안 心理學을 建設하는데 있어서 초그마한 鍵石의

구실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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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blem of Consciousness in Psychology

Yong-Kul Lee

Abstract

59

Following-t-he-recent decline of· behaviorism as the dominant force in American psychology,

consciousness or mind has been reinstated as a proper subject of psychological study. This

resurgence of interest in consciousness has brought withitself, perhaps inevitably, the

problem of the mind-body relationship.

Ever since Descartes separated res cogitaηs from res exteπsa， several solutions to the

problem of “how is mind related to body" have been proposed. Descartes himself modified

his initial strict dualismto allow for some interaction between mind and body(matter).

His followers, however, vehemently denied, in one form of another, any kind of mind

body interrelationship. The monadologist Leibniz did away with cartesian interactionism

by advocating a mind-body parallelism (mind and body as two separate but perfectly

synchronized clocks) , while the pantheist Spinoza conceived of mind and body as two non

interacting aspects of the same fundamental substance.

As the law of energy cQnservation gained acceptance in the early 19th century it became

more and more ludicrous for anyone to talk of causal interaction of mind and matter. Thus

Wundt founded his experimental psychology on a parallelistic base. Gestalt' psychology,

though radically differing from Wundtian associationism, adopted a version of parallelism

called isomorphism.

In the meantime, another line of thought attempted to resolve the mind-body problem

by resorting to monism, either materialistic or idealistic. The historical origin of behavi

orism can be traced back to Hobbes' materialistic monism. Rebelling against Cartesian

dualism, .Hobbes reduced mind to bodily (brain) motion which was subject to mechanism

and determinism. A 20th century version of materialistic monism, identity theory , proclaims:

‘consciousness is identical with brain process.’ No wonder thatSmart, one of the theory ’s

main protagonists, likened man to a physical robot.

A rather peculiar form of materialism , known as epiphenomenalism , holds that mind is

causally determined by brain (matter) and lacks any reciprocal influence. Thus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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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omes a mere product of matter. Through epiphenomenalism matter acquires an additional

occult property-matter knows that it is matte r! Quite understandably, William James

rejected epiphenomenalism and returned to common sense to write his ‘Principles of

Psychology ’.

American psychology, in its overeagerness to establish itself as a branch of Newtonian

science, unwittingly embraced materialism coupled ￦ith mechanism and determinism , one

of the ignominious consequences of which was behaviorism. Unless cognitive psychology,

now emerging as the new ma.in current of American psychology, parts with any form of

materialism by freeing itselffrom a rigid adherence to “scientific experimentation" (here I

ha ve in mind·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 there will be slim chance of it becoming

what it aspires to be-a science of human conscious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