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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연장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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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앤디 클락과 데이빗 찰머스가 1998년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 “The
Extended Mind”는 ‘연장된 마음’이라는 키워드를 철학의 주제로 부상시켰다. 그런
데 이를 중심으로 형성된 인지 연구 프로그램에 대해 프레드 애덤스와 켄 아이자
와는 일련의 공동 작업(2001, 2005, 2008, 2009, 2010)을 통해 일관되게 비판을 전
개했다. 특히 두 사람은 앞의 두 저자가 제시했던 ‘동등성 원리’의 관점에 근거하
여 전개된 마음 경계 확장의 논의를 ‘결합-구성 오류’라는 굴레를 씌워 비판한다.
애덤스와 아이자와의 비판은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두개골외부주의의 근간
을 공격하는 것인 동시에 ‘연장된 마음’이라는 프로젝트의 토대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검토의 가치가 있다. 당사자인 클락을 비롯한 여러 논자도 애덤스-아이자와
의 이런 비판에 맞서 대응하면서 논쟁이 전개되었다. 이 논문에서 필자의 목표는
두 진영 간의 논쟁을 고찰하여 거기서 상이한 방식의 개념 적용 등으로 인한 일종
의 말다툼에 해당하는 부분과 알짜 논쟁에 해당하는 몫을 구별하고, 알짜 부분에
대해 가능한 만큼의 판정을 내리는 것이다. 필자는 이 논쟁의 무게중심이 “이 사람
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투의 대립에 있다고 보며, 이처럼 일종의 프로그
램 선전전에 해당하는 양편의 대립은 상당 부분 상식적인 절충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논쟁에는 표현 방식과 강조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절충 가
능한 대립 이외에 어느 한편의 결함으로 지적할 만한 요소도 있고, 나아가 향후 인
지 연구의 철학적 기반에 관한 어떤 불가피한 선택의 요구도 함축되어 있다.

투고일: 10월 26일, 심사완료일: 11월 21일, 게재확정일: 11월 28일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 일반교수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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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앤디 클락과 데이빗 찰머스가 함께 발표한 논문 “The Extended
Mind”는 ‘연장된 마음’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철학의 주제어로 부상시켰고
일련의 새로운 논의를 촉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1) 그런데 이에 대
해 프레드 애덤스와 켄 아이자와는 역시 공동으로 작업한 몇 편의 글(2001,
2005, 2008, 2009, 2010)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판을 전개했다. 애덤스-아이자
와의 비판은 최근 여러 논자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이른바 ‘두개골외부주
의’(extracranialism) 혹은 ‘두개골너머주의’(transcranialism)의 근간을 공격하면
서

“인지

과정은

뇌

안에!”라고

말하는

보수적인

‘두개골내부주

의’(intracranialism)를 옹호하는 것인 동시에 일반적으로 두개골외부주의나
두개골너머주의와 연계되고 있는 ‘연장된 마음’ 프로젝트 전반의 토대에 대
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검토의 가치가 있다.2)
이 논문에서 필자의 목표는 두 진영 간의 논쟁을 고찰하여 거기서 상이
한 방식의 개념 적용 등으로 인한 일종의 말다툼에 해당하는 부분과 알짜
논쟁에 해당하는 몫을 구별하고, 알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만큼의 판
1)

‘Extended mind’를 필자는 ‘연장된 마음’으로 옮긴다.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
를 함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나는 마음이 연장(extension, extendedness)의
성격을 지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이 그것의 자리로 여겨져 온 인간
의 머리나 몸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펼쳐져 있다는 것이다. ‘확장된 마음’이라
는 표현은 후자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지만 전자는 그러지 못하는데, 전자 없
이는 후자의 의미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extended mind’의 우리

2)

말 표현으로 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 논쟁은 직접, 간접으로 국내외의 여러 학자들의 논문에서 검토되었다. 독자
들은 우선 신상규(2011a, 2011b, 2011c)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연장
된 마음’에 관한 철학적 논의로 윤보석(2008, 2011), 이영의(2008, 2011), 이기흥
(2009), 천현득(2011), 그리고 Menary(2010)에 실린 여러 편의 글을 참고하라.
Robbins&Aydede(2009a)에
실린
Robbins&Aydede(2009b),
Clancey(2009),
Gallagher(2009)는 연장된 인지, 체현된 인지(embodied mind), 상황 속의 인지
(situated mind) 등 서로 연관된 주제들에 관한 폭넓은 개관을 제공한다는 점에
서 유용하다. Clark(2011) 전체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의 짧은 서문
(“Introduction: BRAINBOUND Versus EXTENDED”)만 읽어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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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은 연장된 마음에 대한 앞으로의 토론
과 연구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를 가늠하게 하는 의미를 지닐
것이다. 필자는 이 논쟁의 무게중심이 “이 사람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투의 대립에 있다고 보며, 이처럼 일종의 프로그램 선전전(propaganda)
에 해당하는 양편의 대립은 상당 부분 상식적인 절충을 통해 해소될 수 있
다고 본다. 그러나 이 논쟁에는 표현 방식과 강조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절
충 가능한 대립 이외에도 어느 한편의 결함으로 지적할 만한 요소도 있고,
나아가 향후 인지 연구의 철학적 기반에 관한 어떤 불가피한 선택의 요구
도 함축되어 있다.

Ⅰ. ‘연장된 마음’이라는 개념
두 진영 간의 논쟁을 고찰하기 전에 먼저 문제 상황의 개략을 살펴보도
록 하자. 토론의 지형은 ‘연장된 마음’이라는 개념을 둘러싸고 형성되고 있
다. 첫 번째 물음은 이것이다: ‘연장된 마음’이라니,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연장되어 있다는 말인가? 연장된 마음에 대한 작금의 논의를 이해하고 나
아가 평가하려면 먼저 ‘연장된 마음’이라는 이 핵심 개념부터 곱씹어볼 필
요가 있다. 먼저, 우리는 이것이 그 자체로 마음에 대한 중요한 철학적 통
찰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도발적인 표현임을 알아차린다. 데카르트의 ‘마음’
곧 res cogitans는 연장을 지니지 않았고, 그것은 데카르트가 꿰뚫어본 마음의
중요한 형이상학적 특성이기도 했다.
이로부터 제기되는 첫 번째 물음은 ‘연장된 마음’이라는 논제에서 ‘무엇’
이 연장되어 있는가이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마음’ 혹은 ‘정신’인가? 데
카르트의 ‘res cogitans’ 개념을 수용한다면 그것은 정신일 수 없다. 반복하지
만, 정신은 연장을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최소)물리주의의 관점
을 채택하여 데카르트가 상정했던 순수한 사유실체 같은 것은 인정할 수

94

철학논집(제31집)

없다는 입장을 취해보자. 마음은 오로지 물리적 토대에 수반함으로써, 혹
은 물리적으로 실현됨으로써만 현실에서 작동하는 ‘어떤 것’이 된다. 이 경
우에도 역시 ‘마음 그 자체’는 연장을 지니는 어떤 것일 수 없다. 결국 마음
그 자체는 연장되거나 확장될 수 없다. 그렇다면 ‘연장된 마음’에 관한 이
야기에서 연장을 지닌 그것, 그리고 오토의 경우에서처럼 적절한 조건 하
에서 그 외연을 더욱 확장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1998년 논문에서 클락과
찰머스는 예컨대 “나의 인지적 상태는 어떤 식으로든 인터넷 저편에까지
펼쳐져 있는가?”라든가 “만일 그렇다면, 마음은 세계 속으로 연장되어 있
다.” 식으로 말하면서 이 물음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비껴간다.
“무엇이 연장되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일관성 있게 제시될 수 있을
하나의 대답은 ‘마음의 자리’(locus of mind)다. 이 표현은 일종의 비유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더 해명될 필요가 있다. ‘locus’는 점적(點的) 장소로 이해
될 수도 있지만, 이 ‘자리’는 우리가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할 때의 ‘자리’로
서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진 공간이다. ‘마음이 차지하는 자리’란 무슨 뜻
인가? 그것은 달리 말하자면 심적 현상의 수반 기저, 즉 심적 속성들을 실
현하고 심적 사건들을 발생시키는 물리적 기반이다. 이와 같은 수반 기저
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때, ‘마음의 자리’는 당연히 물리적 부피를 지니게
된다. 그런데 이처럼 ‘마음의 자리’를 마음 현상의 ‘물리적 기반’ 같은 것으
로 새기게 되면 “마음의 자리는 연장을 지닌다.”는 주장은 사실상 반론의
여지가 없는 사소한 진술이 되고 만다. 그것은 천사의 마음이나 귀신의 마
음 같은 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 한 누구든 수용할 ‘물리적
실현(physical realization of mind)의 논제’에 필함된 주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마음의 자리’가 점유하는 공간의 범위는 어떻게 규
정되는가? 바로 이 물음이 ‘연장된 마음’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논쟁의 핵심
적인 테마이고, 그것이 두개골 안쪽에 국한된다고 보는 입장(intracranialism)
과 마음의 자리는 그것보다 훨씬 크고 두개골은 의미 있는 경계일 수 없다
고 보는 입장(extracranialism)이 대립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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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의 물리적 기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아직 불충분하지만, 인지 작
용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그것과 대응되는 뇌의 물리적 영역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장기 기억을 관장하는 영역과 단기 기억을 관장하는 영역, 논리
적인 문장을 구성하여 발화하려 할 때 작동하는 영역과 어떤 이야기에 정
서적으로 반응할 때 작동하는 영역 등은 서로 다르다. 이럴 때에도 상이한
종류의 인지적 사건들―예컨대 M1, M2라고 하자―의 수반 토대를 그냥
‘뇌 (전체)’라고 뭉뚱그려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M1과 M2를 각각
실현하는 데 특수한 방식의 활성화를 통해 기여하는 뇌의 부분이 상이한
것이 일반적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두 심적 속성 또는 심적 상태의
물리적 기반을 이에 해당하는 뇌의 국소적 영역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의미하다.3) 이런 관점에서 M1와 M2에 상응하는 ‘마음의 자
리’는 각각 그 인지적 사건이나 상태를 실현하는 필요충분조건적 바탕으로
서의 물리적 사건 혹은 상태로 규정될 수 있다.4)

Ⅱ. ‘동등성 원리’ 대 ‘결합-구성 오류’
십 몇 년 사이에 고전이 된 논문 “The Extended Mind”에서 두 저자는 논
문에 등장하는 오토의 경우와 그와 함께 거론되는 잉가의 경우 사이에 본
질적인 차이가 없음을 주장한다. 이 주장의 핵심 근거는 이른바 ‘동등성 원
리’(Parity Principle)라고 불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다.
3)

4)

Ross&Ladyman(2010)에서 저자들은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 ‘물리적 대상이
공간을 점유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따져 묻는다.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와는 별도의 문제지만, 일리 있고 흥미로운 문제제기이다.
‘마음의 자리’라는 개념이 지시할 만한 또 다른 의미는 마음이 지배하는 영역
의 범위다. 심적 상태 혹은 사건을 실현하는 물리적 기반의 경계와 심적 상태
나 사건에 의해 (결과적으로) 지배되는 물리적 영역의 경계는 일반적으로 다
르다. 이 논문은 전자의 의미에서 마음의 경계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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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어떤 과제를 해결하는 동안 [외부]세계의 어떤 부분이 하나의 과정
으로 작동한 경우, 만일 이 과정이 머릿속에서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우리
가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인지 과정의 일부분으로 인정했을 것이라면, 세
계의 그 부분은 이 인지 과정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한다.)5)

미술관 MoMA에서 열리는 전시회 이야기를 들은 오토는 잉가와 마찬가
지로 맨하튼의 53번가를 향해 걸어간다. 그는 MoMA의 위치에 대한 기록을
자신의 노트에서 찾아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 과정, 즉 해당 정보를
찾아내서 행동을 결정하는 데 활용하는 일이 ‘머릿속에서 일어났다고 가정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오토가 MoMA의 위치를 생각[혹은 기억]해냈다고”
말할 것이다. 위의 원리에 따르자면, 우리는 “오토가 MoMA의 위치를 기억
해냈다.”고 인정하게 된다.6)
이런 관계는 1998년 논문에 등장하는 오토 같은 알츠하이머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갖은 크기의 자동차들이 엉켜있는 상황에서 내 차
를 탈출시키는 퍼즐 게임 ‘러시아워’(RushHour)7)를 해본 사람이라면 게임판
위에서 자동차 모양의 말들을 손으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가면서 상황을
5)

Clark(2010a)에서는 “우리가 어떤 과제를 해결하는 동안 [외부]세계의 어떤 부
분이 하나의 과정으로 작동한 경우, 만일 이 과정이 머릿속에서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인지 과정의 일부분으로 인정했을
것이라면, 세계의 그 부분은 (그렇게 작동하는 동안) 이 인지 과정의 일부분
이다.”(If, as we confront some task, a part of the world functions as a process
which, were it done in the head, we would have no hesitation in recognizing as
part of a cognitive process, then that part of the world is (for that time) part of
the cognitive process.)로 표현되어, 1998년 논문과 비교할 때 필자가 밑줄을 친
괄호 부분이 수정되었다. 변경된 부분은 ‘인지 과정의 경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간 또는 작동 양상의 함수로 변화한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이것

6)

7)

은 원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새롭고 발전적인 요소다.
해당 지점에서 저자들은 “오토의 노트는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기억 체계
(biological memory)가 하는 역할을 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한다.
Clark&Chalmers(1998), p.12.
ThinkFun사가 2003년 출시한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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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늠해보지 않고서는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
실을 알 것이다. 이 게임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게임판 위의 말들을 직접
움직여보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일처럼 보인다. 윌슨(Wilson, 2004)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게임판과 자동차 모양의 말들이 러시아워 게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유의 과정에 본질적으로 ―혹은 구성적으로(constitutively)― 개입되
어 있다고 판정한다.8)
이 원리를 수용하는 진영의 관점에서 두개골외부주의-두개골너머주의를
뒷받침하는 단순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예로 제시된 곱셈 386x417의 경우를
검토해보자.9) 이런 곱셈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는 종이 위에

6 4

3 8 6
x

4 1 7
…0 2

이렇게 적고 구구단을 중얼거리면서 곱셈과 덧셈을 해나가고, 그러다보
면 어느새 종이 위에 원래 곱셈 문제의 답이 적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
용된 종이와 연필은 실질적으로 연산 과정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다.10) 데이
8)

…

“사유, 즉 문제 풀이의 인지적 부분은 [ ] 말판과의 이와 같은 상호작용을 통
해 개발되고 가능해진다.”(Wilson (2004), p.194) 윌슨의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한
Adams&Aizawa(2009)의 분석도 참조. 그러나 바둑 시합에서 기사가 수의 진행
을 실제로 바둑판 위에 돌을 놓지 않은 채 머릿속으로 상상해봄으로써 포석
을 결정하는 경우 바둑판 위의 돌들은 사유 과정에 그처럼 본질적으로 개입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두 사람의 체스 기사가 실제로 말판과 말 없이 말

9)
10)

을 움직일 위치를 서로 말로 주고받으면서 머릿속으로 한 판의 체스게임을
진행하는 경우 이런 비의존 관계는 더 분명하다.
Wilson&Clark(2009), p.61의 서술과 그림을 참조.
이 곱셈의 답이 종이 위 계산 없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는 다른
예로 386,417,507,625 곱하기 417,160,962,386,053 정도의 곱셈을 제시하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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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 찰머스가 바지주머니에서 꺼내 들고 자신에게 필요한 기억의 대부분이
거기 저장되어 있다고 말하는 스마트폰이 현재 많은 사람의 일상의 기억이
나 계획 같은 인지 작용에서 대체 불가능한 몫을 차지한다는 것도 분명해
보인다. 내 기억의 상당한 몫 아니 대부분이 내 수첩과 일기 혹은 휴대폰
과 PC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고, 만일 그것이 없어져버린다면 실제로
내 기억의 상당 부분도 소실되어 버릴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직관은 인간의 인지 작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많은 예들이 두뇌 밖의 다양한 요소들을 그 인지 과정의 물리
적 실현의 기반으로 요청하고 또 실제로 끌어들인다는 생각을 긍정한다.
뒤집어 말하자면, 이런 두뇌 바깥 세계의 연루 없이 순수하게 두개골 안쪽
에 국한되어 이루어지는 인지 과정은 상상이나 꿈처럼 차라리 드문, 특수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인간이 이렇게 외부의 자원을 인지 과정에 끌어들여
활용함으로써 진화상의 중요한 이득을 얻었다는 데닛의 해명 역시 이런 견
해의 설득력을 강화한다.11) 이와 같은 직관은 ‘연장된 마음’이라는 논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당화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정당화는, 다시 간추
려 말하자면, 우리가 다양한 인지 과정에서 두뇌 밖의 요소들을 끌어들인
다는 것, 그리고 그런 요소들이 인지 과정에 필수불가결한 요소(sine qua
non)로 연루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애덤스와 아이자와는 이처럼 상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견해를
어떤 근거에서 줄기차게 거부하는 것일까? 두 저자는 인지와 사유의 과정

다. 조금 넓은 종이가 필요하고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 이외에 근본적인 차이
11)

는 없다.
데닛(Dennett, 1996)은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 월등한 지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었던 주된 배경으로 인간이 다양한 도구와 기호를 써서 생각을 저장하
거나 처리하고, 의미를 표상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스스로의 인지적 과정
의 상당 부분을 주변 환경에 내려놓는(offloading) 습관을 지녔던 것을 꼽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 우월하다고 하기 힘든 두뇌의
물리적 용량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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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도구의 효용에 대한 데닛의 이야기를 상식적인 것이라고 기꺼이 수용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도구 활용이 인지 작용 자체를 두뇌 밖으로 “흘러나
오게”(bleed out) 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한다.12) 두 사람은 인지에 관한 두
개골외부주의 혹은 두개골너머주의의 입장을 전개하는 논자들이 이른바
‘결합과 구성을 혼동한 오류’(coupling-constitution fallacy)13)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간략히 말하자면, ‘결합’과 ‘구성’이 다른 종류의 사태임에도 불구
하고 클락과 찰머스 등 연장된 마음 진영의 논자들이 둘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양자를 혼동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결합과 구성은 다른 사태로,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인과적으로 결합되
어 있다고 해서 하나가 다른 하나의 부분이거나 둘이 함께 어떤 유의미한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
지 못하는 것이 ‘결합과 구성을 혼동하는 오류’다.]14)

이와 같은 ‘C-C 오류’ 이야기를 앞의 사례에 연관시켜 보자. 세 자리 수
곱셈의 과정에서 종이와 연필은 곱셈을 수행하는 사람의 두뇌 안에서 이루
어지는 인지적 작용과 인과적으로 결합되고 있으며, 이 결합이 이 연산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C-C
12)
13)
14)

Adams&Aizawa(2001), p.44.
이하에서는 ‘C-C 오류’로 약칭한다.
C-C 오류에 관한 이런 서술에 다음과 같은 비판을 가할 수 있다. ‘ 가

…

… …의

[또는 를 구성하는] 부분임’은 맥락의존적 혹은 관점의존적 술어로, 이에 대
한 판단은 무엇을 정당한 혹은 적절한 전체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향악단이 한 해에 연주하는 곡들 가운데 4분의 1 쯤에만 등장해
서 연주하게 되는 악기의 연주자는 이 교향악단의 구성원인가? 만일 아니라
면, 어떤 악곡의 마지막 악장에 단 한 번 그 악기를 연주할 뿐 연주회 내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연주자는 어떤가? 연극의 3대 요소라고 일컬
어지는 희곡, 무대, 관객은 연극을 구성하는 부분들인가?) 중심 개념의 이런
맥락의존성에 관한 비판은 ‘C-C 오류’의 범주를 무화하지는 않지만 그 의의를
약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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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는 어떻게 적용될까? 그 적용은 다음과 같은 식이 될 것이다. 연필―
종이―두뇌 간의 인과적 연결이 엄연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세 자
리 수의 곱셈이라는 연산의 수행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라
해도 그로부터 종이와 연필이 이 연산 과정을 구성하는 부분들이라는 평가
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단 두 사람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만일 A와 B가 인과적으로 결합되
어 있다는 것으로부터 A, B 양자가 어떤 단일한 전체의 부분들임을 타당하
게 추론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면15), 우리는 결국 세상 만물이 모두 어떤
단일한 전체의 부분들이라고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
나 후자는 하나의 특수한 철학적 입장을 표현하는 명제는 될 수 있을지언
정 인지적 사태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기획의 관점에서는 무관하거
나 무용한 진술이고, 귀류법적 사유를 통해 인과적 결합으로부터 부분-전
체의 관계를 추론하는 일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그러나 문제는 연장된 마음의 기획이 근본적으로 “인과적 결합, 그러므
로 인지적 체계 구성!”이라는 논리적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다. 클락-찰머스는 인간의 뇌 같은 인지적 체계와 인과적으로 결합된 것
은 예외 없이 모종의 (확장된) 인지적 체계를 이루는 부분이 된다고 부담스
럽게 주장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단지 인간의 두뇌와 인과적으로 결합된
외부적 요소들을 포함하는 시스템 혹은 그런 시스템 중 적절한 조건을 충
족하는 일부가 하나의 의미 있는 인지적 작인을 구성하는 부분이 된다는
것만 논증하면 된다.
인과적 결합은 두개골의 경계를 넘어 훨씬 먼 곳까지 펼쳐진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을 (모두) 인지 과정의 일부분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16) 즉
‘인지적인 것’의 영역을 규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 즉 문제는 어디

15)
16)

여기에는 A나 B 중 한편이 문제의 ‘전체’인 경우까지 포함된다.
Fodor(2009)와 Rowlands(2009) 등은 여기에 ‘미끄러운 경사면’의 위험이 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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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떤 기준 혹은 원칙을 세워 ‘구성’(constitution [of the cognitive])의 바깥
경계를 규정할 것인가이다. 애덤스와 아이자와는 이런 기준을 세우기 위해
‘인지적인 것의 징표’(mark of the cognitive)를 찾는다. 두 저자가 말하는 이런
징표의 핵심은 그것이 “[그것 이외에] 내용을 가진, 표상적인, 혹은 지향적
인 여타 상태에 의존하지 않는다(independent on other content-bearing,
representational, or intentional states)”는 속성이다. 인지적인 것의 징표에 대한
토론은 ‘연장된 마음’을 둘러싼 논의의 핵심에 있고 이 글이 다루는 논쟁도
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17) 이 글에서는 이 ‘징표’에 대한 양편의
토론을 직접 주제로 삼지는 않겠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필자는 다음 절에
서 이 기준에 해당하는 한 가지 특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애덤스-아이자와의 비판은 그들이 논문(2010)의 서두에서 마치 클락-찰머
스를 비꼬듯이 제시한 아래와 같은 가상의 대화에도 드러난다.
- 질문: “연필은 왜 2+2=4라고 생각했지요?”
- 클락의 대답: “그 연필이 수학자와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18)
그러나 클락은 바로 이 가상 대화를 이 논문에 대한 그의 응답에 해당하
는 논문에서 인용하면서 이와 같은 비판이 오도적임을 지적한다. 이를 위
해 클락은 다음과 같은 두 번째 가상 대화를 제시한다.
- 질문: “신경섬유 V4는 왜 자극 속에 나선형 패턴이 들어있다고 생각했
지요?”
- 대답: “그것이 원숭이에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19)

17)

이에 관하여 이 글의 3절과 4절, 그리고 이번 호에 게재된 신상규, 윤보석, 이

18)

영의의 논문을 참고하라.
Adams&Aizawa(2010), p.67.
Clark(2010b), p.8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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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락의 가상 대화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클락은
이를 통해 애덤스와 아이자와가 첫 번째 가상 대화를 동등성 논제에 대한
귀류법적 비판을 구성할 ‘수용할 수 없는 결론(absurdity)’의 예로 의도한 데
대해 ―그것과 일종의 동형성을 지닌― 두 번째 가상 대화를 통해 흔쾌히
두 사람의 판단에 대한 일차적 동의를 표현한다. 한편 클락의 가상 대화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수학자가 종이 위에서 계산을 할 때 손에 쥐
고 있던 연필과 달리 신경섬유는 명실상부 원숭이의 인지 시스템 즉 뇌를
구성하는 일부분이라는 점에서다. 즉 두 번째 대화는 애덤스와 아이자와가
의도한 귀류법의 화살이 계산을 수행하는 수학자의 인지 시스템에 연루된
연필에 뿐만 아니라 원숭이의 두뇌를 구성하는 뉴런에도 꽂힐 수 있음을
암시한다. 연필이 생각한다는 주장이 엉터리인 것과 마찬가지로, V4 신경
섬유가 생각을 한다는 주장도 명백한 오류다.20) 그러나 클락이 두 번째 가
상 대화를 통해 시도하는 것은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어떤 사물이나 그것의 부분이 모종의 인지적
역할을 한다는 것과 그것이 인지의 주체(cognitive agent) 혹은 그 일부가 된
다는 것이 상이한 명제라는 사실이다. 인지 주체를 구성하는 그것의 ―군
더더기 아닌― 적절한 물리적 부분은, 비록 그 자체로 인지 작용의 주체라
는 지위를 가질 수는 없지만, 전체 인지 주체가 수행하는 특정한 인지 과
정에서 모종의 필수불가결한 몫을 감당함으로써 해당 인지 주체의 부분이
라는 지위를 얻는다. 동등성 원리가 말하는 것은 “[인지 과정에 기여한] 세
계의 그 부분은 이 인지 과정[자체]의 일부분이다.”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
이 인지 주체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가상 대화는 동등성 원리와
20)

메씨가 혼자 세 골을 넣은 경기가 3대0으로 끝났다고 해도 경기를 치르고 승
리하거나 패배한 것은 FC 바르셀로나 팀이지 메씨가 아니다. 메씨는 팀의 일
원으로 승리에 기여했고 자신의 방식으로 승리에 참여했지만, 메씨 혼자서는
경기에 승리하기는커녕 경기를 시작할 수조차 없다. 결국, “수학자의 연필이
덧셈 연산을 하느냐?”는 물음이나 “뉴런이 생각을 하느냐?”는 물음과 이에 대
한 찬반 토론은 이 논쟁에서 ‘언쟁’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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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하다. 그렇다면 동등성 원리를 겨냥한 애덤스-아이자와의 비판은 제대
로 허공을 향해 주먹을 날린 한방인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두 사람이 제기한 비판은 인지 주체의 외연적
한계에 대한 물음을 환기시키고, 그것은 이 지점에서 여전히 의미 있고도
까다로운 토론 주제다. 예컨대 오토의 공책이나 그의 노트북 컴퓨터는21)
‘오토’라는 이름 아래 의미 있게 포섭되는 특정한 인지 주체의 구성 부분인
가? 이 물음이 세부적 표현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자. 일단 공책과 노트북 컴퓨터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노트
북’이라 칭하기로 하자. “문제의 노트북은 (‘오토’라는 이름 아래 포섭되는)
인지 주체의 일부분인가?”라고 물을 때와 “문제의 노트북은 (‘오토’라는 이
름 아래 포섭되는) 인지 시스템의 일부분인가?”라고 물을 때 대답의 경향은
달라질 것이다. 즉 전자를 부정하면서도 후자를 긍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느낌의 차이는 후자의 ‘시스템’이 전자의 ‘주체’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것들을 포함하는 너 크고 느슨한 전체라는 관념에 기인한다. 그
러나 맥락상 그것은 오해거나 잘못된 전달이다. 여기서 후자의 ‘인지 시스
템’은 인지 주체를 그것보다 작은 일부분으로 포함하는 전체가 아니라 바
로 인지 주체와 동치로 놓을 수 있는, 그러면서 인지 주체의 내적 구조를
암시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제대로 이해된다면 위와 같은 두
가지 방식의 물음은 동일한 물음을 지시하고, ‘인지 주체’는 ‘시스템 구조를
가진 주체’ 또는 ‘주체 구실을 하는 시스템’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리하여 물음은 주체라는 지위에 합당한 시스템의 경계를 묻는 물음이 되
었다.
마음의 자리가 어디까지 펼쳐져 있는지 그 경계는 어떻게 규정되는
21)

1998년 논문에 서술된 오토의 ‘notebook’을 원래의 ‘공책’이 아닌 ‘노트북 컴퓨
터’의 의미로 읽어도 저자들의 취지는 보존될 것이다. 나아가 오토의 그 두툼
한 공책 자리에 스마트폰을 대치하더라도 자연스러운 업그레이드 버전이 될
것이다. 실제로 찰머스는 연장된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즐겨 자기 호주
머니에서 아이폰을 꺼내 들고 예시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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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2) 클락과 찰머스가 제안하는 ‘동등성 원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오토의
노트는 그 경계 안쪽에 있다. 반면 애덤스와 아이자와가 제시한 ‘C-C 오류’
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지 작용이 두개골 안쪽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라 그 바깥의 도구와 기호들을 인지 과정의 구성요소로 함께 끌어들이면
서 두개골 안팎에 모두 걸친 너른 영역에서 펼쳐진다는 두개골외부주의나
두개골너머주의의 주장은 오도적이다.23)

Ⅲ. 이 논쟁의 성격, 그리고 ‘두개골 안쪽’이 지닌
한 가지 특이성
필자는 두 진영의 대립이 객관적으로 승부를 가려야 할 ‘진실 대 오류’의
게임이라기보다 그 대부분의 무게가 표현 방식의 차이 그리고 인지라는 문
제에 접근하는 태도의 차이에 놓인 일종의 ‘프로그램 선전전’이라고 본다.
이러한 상황은 이 논쟁에 관한 앞의 고찰에서도 이미 간접적으로 드러난
다. 그러나 조금 더 명시적인 증거를 찾아보자.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할 서
술은 애덤스-아이자와의 2001년 논문에 이미 나타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논쟁을 주제로 삼았던 클락의 2010년 논문24)에서도 반대편 논쟁 당사자의
유사한 평가를 확인할 수 있다.
애덤스와 아이자와는 “우리가 보기에 [동등성의 원리에 관한 클락과 찰
머스의] 이런 주장은 두개골이 인지과학에 관한 의미 있는 이론적 경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뇌 안쪽에서 일어난다
는 것’이 [그 자체로] 인지적인 것의 징표일 수는 없다는 말이다. 우리는 이
22)

23)
24)

먼저 이 물음의 성격을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 경계는 구체적인 맥
락에서 전개될 논의 혹은 주장의 관점에서 ‘규정’되는 것인가, 아니면 객관적
으로 ‘발견’되어야 하는 어떤 것인가?
애덤스-아이자와의 ‘C-C 오류’에 대한 Ross&Ladyman(2010)의 비판도 참고할 것.
Clark(2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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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확실하고 참된 진술이라고 본다.”25)라고 말한다. 그러나 두 저자는 여
기서 나아가 ‘인지적인 것’의 기준을 탐색하면서 ‘그것이 필연적 관계가 아
님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뇌가 실제로 인지적인 것의 자리인지’를 논
한다. 2001년 논문의 본론 마지막 절인 4절 ‘두개골너머주의의 답변’에는
두 저자의 입장이 평이하면서도 분명한 언어로 표현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두개골 너머의 인지가 살아 있는 선택지라는 데 동의한
다. 다만 우리의 생각은, 이것이 비록 재미없고 우연에 불과한 경험적 사
실의 문제일지라도, 두개골 너머나 두개골 외부의 인지는 일반적인 사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두개골 너머
의 인지가 전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구의 사용을 과격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이들과 달리 우리는 누군가 망치를 집어들 때, 전화기를 들어 통
화할 때, 노트에 필기를 할 때, 인터넷에 접속할 때, 차를 운전할 때, 세탁
기에 빨랫감을 넣을 때, 그럴 때마다 두개골 너머의 인지가 작동한다고 보
지 않는다.”26)

필자는 위와 같은 애덤스-아이자와의 진술을 클락과 찰머스가 그 자리에
서 거부하리라고 보지 않는다. 그런 거부는 원칙적으로 불합리한 처사일
것이다. 그러나 클락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한다. ‘C-C 오류’의
문제를 다룬 2010년 논문에서 클락은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체계
에서 문제의 인공물이 ‘결과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애덤스-아이자와가 제기한 ‘인지적인 것의 기준에 관한
물음’에 대해서는 “하나의 과정은 그것이 지능적 행동을 지원하는 경우 인
지적 과정이 된다.”27)고 말한다. 클락은 이런 대답이 시원치 않게 들릴는지
모르지만 “보통 신경과학자나 인지심리학자라면 아마도 이렇게 답할 것”이
라고 평한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 눈높이가 중요하다. 명시적으로 그렇게
25)
26)
27)

Adams&Aizawa(2001), p.46. 필자의 강조.
같은 곳, p.60. 필자의 강조.
“What makes a process cognitive, it seems to me, is that it supports intelligent
behavior.”(Clark(2010b),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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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지 않지만, 이 결합에서 뇌와 그것을 지원하는 인공물이 대등한 지위
를 가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클락 역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클락에게는
‘그 새로운 부분의 결과적인 역할’을 들어 그것의 지위를 강조할 만한 이유
가 있다. 그것은 인지 연구의 지평과 관련되어 있다. 클락은 ‘인지적인 것’
에 대한 철학적 사색을 통해 인지 과정에 대한 연구의 시야를 미리 제한해
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인지적 과정을 [우연적 사태에 근거하
여] 인간 주체의 신경 활동과 동일시하는 것은 연구의 초점을 부당하게 (신
경체계로) 좁히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고, 던져버려야 할 위험하고 근거
없는 배타주의다.”28)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자신의 입장을 드
러낸다.
이와 같은 양편의 서술을 다시 읽으면서 우리는 이 논쟁의 핵심이 ―특
히 ‘인지적인 것’(the cognitive)이라는 개념을 보는― 서로 다른 두 시각에서
비롯된, 그래서 굳이 맞고 틀림의 승부를 가리기가 부적절한 일종의 프로
그램 간 대립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립에는 그런 ‘입장 차이’ 이
외에도 끄집어내서 저울질해 볼 만한 요소가 있다. 이제 그것에 관해 이야
기할 차례다.
애덤스-아이자와 진영은 생물학적-생리학적 체계인 뇌만이 고유한 의미
에서 인지의 자리가 된다고 보는 데 비해 클락-찰머스 진영은 그것과 연결
되어 두뇌의 인지 과정에 영향을 주고 그 능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인
공물 역시 인지적인 것을 구성하는 당당한 부분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본
다. 오토의 공책을 이 지점에서 다시 평가해보자. 분실한다는 것이 원칙적
으로 불가능한 그의 뇌와 달리 공책은 분실할 수도 있고 갑자기 내린 비에
젖어 글씨를 도무지 알아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
는 이미 클락에 의해 고려되었고 또 응답되었다. 뇌 역시 항상 100% 신뢰
할 만한 정보 창고가 되지는 않는다는 간단하고도 일리 있는 지적이다. 심
지어 사고로 인해 기억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잃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한
28)

Clark(2010b),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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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언제라도 참고할 수 있고, 일정한 수준의 신빙성을 보장한다.’는 덕
목에 관하여 오토의 노트와 그의 생리학적 뇌 사이에 결정적인 차등을 정
당화하기는 어렵다.29)
그러나 오토의 노트는 1998년 논문에서 그것과 대비되었던 잉가의 생체
적 기억과 비교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차이를 지닌다. 클락-찰머스 진영에게
비판적일 이 지적은 ‘인지적인 것의 징표’에 관한 애덤스-아이자와의 논의
에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 필자가 논의하려는
방식으로 거론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잉가의 기억이 그것을
활용하는 주체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데 비해 오토의 노트는 ‘기호 체
계’의 매개를 통해 작용한다는 점이다. 오토의 노트는 기호들을 사용하고,
이 기호들이 노트를 활용하는 사람에게 의미를 지닌 정보나 메시지로 작용
하기 위해서는 ‘해석’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반면 잉가는 자신의 머릿속에
서 벌어지는 신경생리적 전달과 반응을 해석할 이유가 없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자.
대대로 청년기부터 알츠하이머 증세로 고생하는 오토씨 집안의 사람들
은 이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가족 공동의 ‘오토의 노트’를 운영한다. A
오토는 어느 날 춘천에서 열리는 남아메리카 회화 전시회 포스터를 보았
고, 그것에 관한 정보를 즉시 노트에 기록했다. 남아메리카 회화를 좋아하
는 A의 동생 B 오토는 늘 그렇게 하듯 웹클라우드 체계를 통해 공유되고
있는 ‘오토의 노트’를 들여다보다가 이 전시회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전시회

29)

그러나 클락의 재치 있는 반론에도 불구하고 뇌와 노트 사이에 ‘연결의 안정
성’이라는 측면에서 꽤 크고 분명한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Noë(2009)는 “연결과 근접성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가 공동 작업과 공동 운
명을 이끌기 때문이다.”(124쪽, 필자의 강조)라고 말한다. 중앙신경체계(central
nervous system)와 신체 부분들 간의 연결이 시공간적으로 ‘느슨한’ 유기체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설령 생겨났다고 해도 우리가 아는 자연 환경을 전제
할 때 ‘공동 작업과 공동 운명’이라는 생존의 관건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진화의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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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갔다. 역시 남아메리카 회화에 관심이 많은 이웃 C 피에르가 우연히 B
와 함께 있다가 ‘오토의 노트’를 들여다보았지만, 이 노트의 기호 체계를
해독할 줄 모르고 B 역시 그에게 전시회 얘기를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C
는 전시회를 놓치고 말았다.
1998년 논문에 등장하는 오토가 자신의 노트를 활용할 수 있는 까닭은
그가 그 노트의 기호 체계를 해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오토의 노트
에 미술관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사람이 오토가 아닌 잉가나 영희
였다면, 오토가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지, 다시 말해 노트의 해당 페이
지가 오토에게 인지적 확장의 의미를 지닐지의 여부는 전혀 불투명하다.
<사토라레>라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무슨 생각을 하든 그 생각의
내용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귀에 들린다. 그래서 도무지 그는 남을 속일
수도 없고, 자기만의 비밀스런 생각을 할 수도 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주인공 같은 사람이 외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 그의 생각
이 해당 지역의 언어로 변환되어 들리리라는 생각은 개연성이 떨어진다.
차라리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언어로 들리리라는 주장은 일관성이 있
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침팬지나 개에게도 그의 생각이 그것들의 언어
로 들릴까? 아니라면 이유가 뭘까? 이 이야기의 요지는, 영화의 원래 설정
처럼 ‘생각이 들리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전달의 창구가 청
각이냐 다른 감각이냐 하는 문제는 본질적이지 않다. 생각은 자기 머릿속
을 떠나 다른 주체나 혹은 사물에 전달되려는 순간 기호화와 해석(encoding
and decoding)을 관장하는 특정한 번역 체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매개적 체계에 대한 이런 의존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물음을 통해 인지 주체
를 정의하는 물리적 계의 안팎도 구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기준을 적
용할 때 오토의 노트는 인지 주체의 일부분이 아니라 주체의 인지 작용을
보완하는 외부적 체계다.
클락과 찰머스를 향해 던져야 할 또 하나의 질문은 “그 연장된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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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마음인가?”하는 것이다. 마음을 개별화하는 원리(principle of
individuation of mind)가 무엇인지를 묻는 이 물음은 형이상학적 물음인 동시
에 프로그램 선택의 문제에 가깝지만, 분명히 앞에서 주제가 되었던 “연장
된 부분을 ‘인지적인 것’의 고유한 범위 안에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물음과
다른 별도의 물음이다.30) 이 물음은 연장된 마음의 프로그램이 결국 마음
을 개별화하는 경계를 없애는 방향으로 전진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
예컨대 오토의 노트에 관해서라면 “누구의 마음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예상되는 편안한 대답은 “오토의 마음!”이지만, 앞서 살펴본 오토씨 가족의
노트라면 판단은 불분명해진다.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내신 곱셈 문제
386x417을 풀라고 호명된 내 짝이 칠판에 숫자들을 늘어놓아 가면서 곱셈
을 할 때 칠판과 그 위에 만들어진 분필자국은 내 친구의 연산을 구성하는
요소인 동시에 그 과정을 눈으로 주시하며 속으로 함께 계산을 한 여러 급
우들의 것이기도 하다.
신상규(2011a)는 롤랜즈(Rowlands, 2010)가 제시한 ‘인지적인 것의 암묵적
징표 혹은 기준’이 애덤스-아이자와 비판의 요지를 수용하면서 ‘연장된 마
음’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연언으로 연결되어 충분조
건을 이룰 네 항목의 기준 가운데 이 문제와 연관된 것은 네 번째 항목이
다. “어떤 과정 P는 그것이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인지적 과정이다.
[…] 4. P는 그 표상적 상태의 주체에게 속한 과정이다.”31) 그러나 이 기준
은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물음에 답을 주지 못한다. P가 “그 표상적
상태의 주체에게 속한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내 친구
가 칠판에 분필로 숫자들을 적는 일, 혹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분필자국은
그 친구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기도 한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
다. 그러나 그것이 내 친구에게 속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 다른 강도로 그
렇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이런 경우, 희미하더라도 ‘공유 관계’를 인정할

30)
31)

고인석(2008)을 보라.
Rowlands(2010), pp.110-111. 원문의 강조. 신상규(2011a), 131쪽에 인용, 논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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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
오토씨 가족의 노트 같으면 우리는 아마도 “그 노트에 기록된 내용을 가
족 구성원들이 공유한다.”라는 판단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
때 동일한 정보 체계로서의 노트가 A 오토와 B 오토 등 여러 상이한 인지
적 체계의 부분이 된다는 것인가? 아니면 가족 중 누군가 노트에 접속하여
내용을 기입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읽어 자신의 것으로 활용할 때, 바로 그
시공간적 지점에서 노트―혹은 그것의 특정한 내용―가 해당 주체의 인지
를 구성하는 부분이 되는 것인가? 혹은, 이 노트에 필수불가결한 방식으로
의존하여 일상을 영위하는 오토네 가족 구성원들은 노트를 중심으로 하나
의 인지 체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는가? 원칙적으로 이것들은 모두 채
택 가능한 선택지다. 그러나 그것들이 모두 채택 가능한 선택지라고 해서
선택의 고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Ⅳ. 평범하지만 합당한 절충안, 그리고 다시 남는 선택
절충이 항상 가능한 것도 아니고 가능하다고 해도 항상 좋은 것은 아니
지만, 서튼(Sutton, 2010)의 서술에 함축된 일종의 절충은 현재 상황에서 채
택할 만한 평범하면서도 합당한 결론이라고 생각된다.32) 그는 연장된 마음
의 첫 번째 물결과 두 번째 물결을 구분한다. 동등성의 원리에 의존했던
첫 번째 물결(first-wave of extended mind)은 “인지적 상태와 과정은 그것과
유관한 세계의 부분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확연히 인지적인 과정
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할 때 두뇌의 경계를 넘어 (외부) 세계에까지
연장되어 있다.”고 본다. 서튼은 이런 동등성 원리의 한계를 특히 정신에

32)

신상규(2011a, 2011b)가 지지하는 롤랜즈의 통합론적 관점도 여기 서술되는 서
튼의 관점과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 채택할 만한 일종의
상식적 견해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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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우리의 탐구 방식과 결부시켜 비판한다.
“동등성은 상이한 인지적 도구들이 저마다 우리 뇌와 행동, 정서적 삶, 그
리고 인지적 구조에 유발하는 상이한 효과들에 대해 인지인류학자, 발달심
리학자, 과학사회학자와 과학사학자들이 보이는 관심을 설명하지도 독려하
지도 못한다. [ ] 동등성 원리는 외부적 기호 체계의 고유하거나 특수한
측면들 또는 그런 기호 체계와 상호작용하는 [우리의] 특수한 방식들에 대
한 탐구를 제안하는 데 실패한다. [ ] 이런 점에서 나는 동등성 [논제] 자
체가 우리가 가졌던 학제적 연구의 꿈과 갈등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싶
다.”33)

…

…

반면 서튼이 ‘상보성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하는 두 번째 물결은
인지 과정에 개입하는 뇌 바깥 세계의 몫을 인정하지만 뇌 바깥에서 작동
하는 과정이 뇌 안쪽의 상태나 과정을 복제하거나 흉내 내는 것일 이유가
없다고 본다. “하나의 전체 시스템―그것이 오래 존속하는 것이든 잠시 존
재할 뿐이든―을 구성하는 상이한 요소들은 집단적이면서 동시에 상보적
인 방식으로 유연한 사고와 행위에 기여한다.”34)
이와 같은 상보성 혹은 통합의 관점에서 볼 때 인지에 대한 탐구는 두개
골 안쪽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작업과 동시에 뇌 바깥
세계가 인지적 내용의 생산, 처리, 보존, 변형, 전달과 공유 등 다양한 과정
에 어떻게 결합되고 두개골 안쪽과 상보적-통합적으로 작용하는지 그 구체
적이고 세부적인 그림을 파악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아마도, 필자 식으로
말하자면, 이 지점에서 논쟁의 한편은 “우리가 인지의 영역이 두개골 밖까
지 펼쳐져 있고 두개골 안팎이 인지 과정에서 ‘대등한’ 역할을 한다고 했지
언제 ‘안팎이 똑같다’고 했느냐”라 하고 다른 한편은 “우리가 두개골 안팎
의 몫이 엄연히 다르다고 한 것이지 언제 뇌 혼자 모든 걸 다 한다고 했느
냐”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인지 탐구라는 거대한 지형에서 각기 상이한
요소를 들어 강조한 것일 뿐 두 팀은 사실상 다툴 일이 없는 것인가?
33)
34)

Sutton(2010), p.200. 원문의 강조.
같은 곳,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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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생각에는 이 지점에 여전히 두 갈래 길이 펼쳐져있고, 이는 이론적
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실천과 관련해서도 함의를 지니는 묵직한 선택을
함축한다. 하나는 ‘인지적인 것’ 혹은 ‘인지 주체’의 범주에 인간과 일부 동
물을 비롯한 기존의 항목들을 인정하면서, 그것들이 주변의 도구와 물리적
관계들에 의해 보완, 확장되기도 하고 또 주체들이 서로 결합됨으로써 인
지적 기능 차원에서 하나의 포괄적 주체에 해당하는 것―집단 지성
(collective intelligence) 같은―이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보는 길이다. 한편 다
른 하나는 인지적인 것의 경계가 원칙적으로 오로지 기능적으로만 정의된
다고 보는 길이다. 전자는 보수적이지만 연장된 마음에 대한 기존 논의의
대부분을 포섭할 수 있을 만큼의 포용력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후자는 불
필요할 만큼 급진적인 것으로 보인다. 후자를 채택하는 경우 사실상 모든
‘인지적인 것’의 경계는 관점의존적, 맥락의존적 임의성을 띠게 되고, 일종
의 신범심론(neo-panpsychism)이 출현할 위험도 엿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후자가 그 자체로 무익하다고 판단할 일은 아니
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체현되고 확장되는 마음에 관한
‘새로운’ 논의의 일관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후자라고 생각된다.
나아가 가까운 미래에 개인의 일상과 사회적 실행 양면에서 공히 상당한
몫을 담당하게 될 지능형 로봇이나 지능을 지닌 공학적 시스템의 지위와
속성에 대한 철학적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첫 번째 길과 두 번째 길
은 원칙적으로 대등해 보인다.35) 그러나 두 길은 실천적 차원에서 양립 불
가능한 선택지로 대립한다. 이 지점이 여기서 살펴 본 두 팀 간의 논쟁이
도달하게 될 하나의 ‘매듭’이 아닌가 싶다.

35)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고인석(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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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and How Far, is the Mind to Be Extended?:
Clark-Chalmers vs. Adams-Aizawa Debate
Ko, Insok
(Inha Univ.)
Andy Clark and David Chalmers's seminal paper “The Extended Mind”(1998)
launched a research program that would be named after the title of the paper. But
Fred Adams and Ken Aizawa criticize this program in a series of papers and one
book, expecially by attacking the parity principle that Clark and Chalmers take to
be a basic principle of the extended mind program. According to Adams and
Aizawa, they commit a ‘coupling-constitution fallacy’. I investigate and evaluate
the debate between these two camps that also implies confrontation of
extracranialist view with intracranialist view of the mind. My analysis suggests
that substantial portion of this confrontation lies in a verbal dispute, or a
propaganda battle between two competing research programs. This kind of
confrontation could in principle be conciliated by a reasonable third position that
invokes a complementarity (or integrative) viewpoint. But I propose here one
salient argument against Clark and Chalmers. There is an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the biological cognitive system (i. e. brain) and a complementary artefact,
which means a chasm within the allegedly extended cognitive system. The latter,
but not the former, needs mediation of a proper interpretive system in order to be
a functioning part of the whole cognitive system. Intracranialist program and
extracranialist one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But we should make a choice
between the two, when we come to the questions about ontological status of
artificial intelligent beings.

Key words: extended mind, parity principle, coupling-constitution fallacy,
boundary of the cognit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