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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의 인지적 침투와 관찰의 이론적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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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각의 모듈성과 인지적 침투가능성을 둘러싼 근래의 논의들을 바탕

으로 관찰의 이론적재성 논제를 명료화하고 그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먼저 나

는 관찰의 이론적재성의 배경이 된 지각 심리학의 “뉴룩 운동”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제안된 지각의 모듈성과 인지적 침투불가능성 논제를 설

명한다. 인지적 침투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여러 시도를 포

괄할 수 있는 결과주의적 정의를 채택하고, 그럼으로써 지각의 인지적 침투와 

지각적 관찰의 이론적재성의 연결을 명료화한다. 끝으로, 나는 과학자들의 관

찰 경험이 이론에 따라 달라지는 지각적 관찰의 이론적재성이 실제로 발생하

는 방식을 보이고, 그 경우 지각의 인지적 침투의 진정한 사례가 됨을 주장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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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글

과학철학의 역사적 전회를 이끌었던 토머스 쿤(T. S. Kuhn)과 노우드 

핸슨(N. Hanson)이 당대 지각심리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영향은 관찰 진술과 시각 경험이 배경 

믿음과 이론에 의해 좌우된다는 소위 “관찰의 이론적재성(theory- 
ladenness of observation)” 논제에서 잘 드러난다.1) 이 논제는 과학 이

론이 중립적 관찰 자료에 의해 시험되고 정당화될 수 있다는 토대주의

를 반대하는 데 사용되었고, 쿤은 이를 활용해 경쟁하는 패러다임들을 

평가하는 중립적인 토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패러다임들은 서로 

공약불가능하다는 논쟁적인 주장까지 나아갔다.(Kuhn 1962) 이론적재

성이나 공약불가능성을 둘러싼 과학철학의 많은 논의들은 주로 용어의 

의미와 지시에 대한 언어철학적 논의에 기초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

대 지각심리학의 실험 결과와 이론들이 철학적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

었다면, 관찰의 이론적재성과 그와 관련된 공약불가능성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각심리학의 성취들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의 

목표는 이중적이다. 한편으로, 나는 근래 상당한 발전을 이룬 지각심리

학에 대한 철학적 성찰들, 특히 지각의 인지적 침투를 둘러싼 논의들

을 바탕으로 관찰의 이론적재성 논제를 재검토하고, 다른 한편으로 인

지적 침투 논의를 과학적 실천의 영역까지 확장하여, 관찰 경험의 이

론적재성이 인지적 침투가 발생하는 중요한 한 방식임을 보일 것이다. 
먼저, 2절에서는 관찰의 이론적재성 논제가 제안되는 데 영향을 끼

친 지각 심리학의 “뉴룩” 운동(New Look movement)을 간략히 살펴

본 후, 3절에서는 그에 대한 대응으로 제안된 지각 모듈성과 인지적 

침투불가능성 논제를 검토한다. 4절에서는 인지적 침투를 결과주의적 

관점에서 정의하고, 이를 통해 지각의 인지적 침투와 지각적 관찰의 

이론적재성의 관계를 명료화한다. 5절에서 지각적 관찰의 이론적재성

 1) 여기에서 이론적재성 논제는 관찰 진술의 의미론에 관한 주장과 지각 경험

의 심리학에 관한 주장을 포괄하고 있음에 주의하라. 이에 대한 구분과 명

료화는 5절에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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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주될 수 없는 이론의 영향을 살펴본 후, 6절에서는 과학적 실

천에서 관찰 경험의 이론적재성이 발생할 수 있는 방식들을 논의할 것

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지적 침투와 이론적재성 각각에 대해서 뿐 

아니라 둘이 맺는 관계에 관해서도 더 선명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2. 지각 심리학의 “뉴룩” 운동과 그 인식론적 함축

핸슨은 형태심리학(Gestalt Psychology)의 연구와 비트겐슈타인의 영향

으로 이미 당시 유행했던 애매한 그림 지각의 현상학에 주로 의존했

다.(Hanson 1958) 네커 큐브(Necker Cube)나 오리-토끼 그림, 돌고래

와 나체 연인 그림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쿤은 제롬 브루너로 

대표되는 뉴룩 심리학(New Look Psychology of Perception)의 경험적 

연구들을 적극 활용했다. 과학혁명의 구조 6장에서 쿤(Kuhn 1962)
은 새로운 현상이 등장하는 모든 발견에서 관찰적 과정과 개념적 과정

이 동시에 일어나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현상의 발견은 단번에 일

어나지 않음을 강조한다. 쿤에 따르면, 과학적 발견은 기존 패러다임으

로 잘 동화되지 않는 현상, 즉 변칙사례를 인식함으로써 시작되지만, 
단번에 새로운 발견에 도달할 수는 없다. 변칙사례가 일단 인지되면 

과학자들은 이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변칙적인 것이 예상되는 것이 

되도록 패러다임이 조정되면 발견 과정이 완료된다. 이 과정은 이론을 

단순히 조정하는 것 이상을 요구하며 자연을 새로운 방식으로 개념화

할 것을 요구한다. 요컨대, 발견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에서 시

작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개념적 재조직화와 더불

어 완료된다. 쿤은 심리학자 브루너와 포스트만의 카드 실험을 인용하

면서, 과학적 발견의 이러한 특징이 지각 과정 자체의 본성에도 내장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Bruner and Postman 1949) 
쿤이 인용했던 카드 게임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브루너와 포스트만

은 실험참여자들에게 짧은 시간동안 카드들을 제시하고 카드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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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에 속하는지 판단하도록 했다. 카드 중에는 빨간색의 “스페이드 

6”과 같이 변칙적인 카드가 섞여 있었다. 실험참여자 가운데 다수는 

빨간 “스페이드 6”을 “하트 6”라고 보고했다. 브루너와 포스트만은 이

러한 결과를 두고, 빨간 카드는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와 관계없이 하

트나 다이아몬드로 보였고, 이는 “불일치하는 외양을 볼 수 없게 만드

는 조직화 원리” 때문이라고 해석했다.(Bruner and Postman 1949, 
222)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expectation)가 그들이 시각적으로 경

험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문제의 카드가 

사람들에게 경험된 것은 좋은 조건에서 “하트 6”을 보았을 때의 경험

과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은 일련의 실험들을 통해 브루너 등의 뉴룩 

심리학자들은 “모든 지각 경험은 필연적으로 범주화 과정의 최종 산

물”이고, 지각은 “유기체가 단서들로부터 범주 동일성으로 추론하는 

범주화 과정의 하나”이며, “가치와 필요가 시각 체계의 가장 아래 수

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세계를 지각하는 방식을 결정”한다고 주장했

다.(Bruner and Goodman 1947) 지각 과정에 대한 브루너의 해석에서 

영향을 받은 쿤은 과학자가 채택한 이론이나 패러다임이 그의 지각 경

험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그가 옳다면 상이한 패러다임 하에서 연구하

는 과학자들은 서로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

대 철학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던 공약불가능성 논제의 한 측면이

다.(Kuhn 1962, 특히 10장) 
지각 모듈성과 인지적 침투불가능성에 대한 포더(J. Fodor)와 필리

신(Z. Pylyshyn)의 옹호는 한동안 유행하던 뉴룩 심리학과 그것이 지

닌 인식론적 함축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해될 수 있다. 언어학자이자 

인지과학자인 노암 촘스키(Chomsky 1980)는 언어 능력(language 
faculty)의 선천성을 주장하면서 정신 모듈(mental module)의 개념을 

도입했지만, 모듈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를 시작한 사람은 철학자이자 

인지과학자인 제리 포더였다. 마음의 모듈성(The Modularity of Mind)
(Fodor 1983)에서 그는 모듈성의 개념을 더욱 엄 하게 규정하고 입

력 체계와 언어 체계의 모듈성을 옹호했다. 마음의 모듈성에 관한 포

더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인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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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architecture)와 관련해 모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관련

된 개념 규정의 문제이고, 둘째는 입력 체계가 모듈적이라는 소위 지

각 모듈성 논제이며, 셋째는 중앙 인지 체계가 모듈적이지 않다는 주

장이다. 이 글의 문제의식과 직접 관련된 것은 이 가운데 두 번째 주

장, 즉 지각 모듈성 논제와 그것의 인식론적 함축이다. 

3. 지각의 모듈성과 인지적 침투불가능성

지각 모듈성 논제를 해명하려면 우선 모듈성의 개념부터 이해해야 한

다. 포더는 어떤 체계가 모듈인지에 대한 단일한 정의나 필요충분조건

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모듈적 체계들이 가지는 전형적인 특성들의 

집합을 제시함으로써 모듈성(modularity)을 규정하였다. 그가 제시하는 

특성들의 목록은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각 특성이 모듈이 되기 위해 

필요조건이라든지, 모든 특성을 만족하는 경우 반드시 모듈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함축하지 않는다. 그러나 목록에 포함된 특성 중 대부

분을 만족하는 경우 그리고 더 많은 부분을 만족할수록 모듈로 간주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포더는 입력체계가 그가 제시한 아홉 

가지의 특성을 모두 가진다는 점에서 모듈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특

성의 “대부분”을 갖는 심리체계가 있다면 그 체계 역시 모듈성을 가질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포더가 제시한 특성 목록은 다음과 같다. 모듈적인 체계는 영역특수

적이고, 강제적으로 작동하며, 자신만의 고유한 변환기를 가지고, 신속

하게 작동하고, 정보적으로 봉되어 있고, 얄팍한 출력을 산출하고, 
고정된 신경구조와 관련되어 있고, 특징적인 손상 유형을 가지며, 그 

체계의 발생 과정이 독특한 속도와 연쇄를 가진다.(Fodor 1983) 입력 

체계는 이러한 특성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모듈적이다.2) 그

 2) 예컨대, 시각 체계는 시각 정보만을 수용하기 때문에 영역특수적이고, 일
단 시각 자극이 주어지면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시각 체계는 자신의 변환

기인 망막을 통해 빛 정보를 받아 처리하고, 문제해결과 같은 일반적인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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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포더의 이러한 기준은 지각 체계가 모듈적이라는 자신의 주장에 

맞추어져 설정된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일부 기준은 중앙부의 

인지 과정에 모듈성을 적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것으

로 보이기도 한다. 예컨대, 모듈의 출력이 얄팍해야 한다거나 고유한 

변환기를 가져야 한다거나 강제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조건은 인간의 

고등한 사고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포더가 제안한 아홉 가지 

기준을 동등한 무게로 다루기보다는 그 가운데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통상, 영역특수성(domain-specificity)과 정보적 

봉(informational encapsulation)이 모듈적 체계의 가장 중요한 두 특

성으로 폭넓게 인정되며, 다른 특성들은 이러한 특성들로부터 파생되

거나 부차적인 특성들로 간주한다. 예컨대 작동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입력의 영역이 제한되어 있고 처리 시 다른 영역으로부터 오는 정보와 

무관하게 체계 내부의 정보만으로 작동한다는 사실로부터 설명될 수 

있고, 고유의 변환기를 가진다는 것은 입력 영역의 제한과 접히 연

관되어 있다. 포더 자신도 입력 체계의 정보 봉을 모듈성의 가장 중

요한 특성으로 간주한다.(Fodor 1983, 71)
포더가 지각 체계의 모듈성을 옹호하는 동기는 자신의 책을 요약하

고 해설한 논문(Fodor 1985)에서 잘 드러난다. 인간의 인지구조에 대

한 철학적 탐구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포더는 분명히 뉴룩 심

리학과 관련된 연구들이 가진 상대주의적 함축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미 종신 보장을 받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모듈에 관해 신경을 쓰

는가?”라는 물음에, 포더는 인지가 지각에 스며들어 있다는 바로 그 

생각이 여러 분야에 퍼져있는 “상대주의적 전체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인류학에서는 우리가 가진 가치가 우리 문화에 

의해 결정된다는 생각, 사회학에서는 우리의 인식적 결정이, 심지어 과

론 과정보다 신속하며, 다른 모듈이나 중앙인지체계에서 들어오는 정보의 

개입 없이 내적인 정보만을 이용하여 처리하다. 또한, 시각 체계의 출력은 

믿음과 같은 인지적 상태가 아니고 얕은 출력이고, 두뇌에는 시각과 관련

된 고정된 신경 회로가 존재하고, 특정한 신경 손상은 특정한 시각 능력의 

손상과 관련되며, 시각 체계는 그 발달과정도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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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믿음도 계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생각, 언어학에서는 우리의 형이

상학이 문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생각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러나 무엇보다 지각의 인지 침투는 누군가의 관찰이 그가 가진 이론에 

의해 광범위하게 결정된다는 과학철학의 논제와 연결됨을 그 첫 번째 

사례로 들고 있다. 책이 출간된 바로 이듬해 바로 관찰의 과학철학에 

관한 그의 논문이 출판된 것은 단지 우연이 아니다.(Fodor 1984) 지각

에 인지가 스며들어 있다면 관찰에도 이론이 스며들어 있고, 그렇다면 

과학 이론에 대한 이성적 비판은 불가능하다. 포더가 볼 때, 이러한 상

대주의는 잘못되었으며, 이러한 오류는 인간 본성의 고정된 구조를 간

과한 탓이다. 포더 자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마음의 구조가 영역특수적

이고 정보 봉된 모듈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

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이 가소적인 것도 아니

다.”(Fodor 1985, 5)
포더는 지각 체계의 모듈성을 옹호하면서 뉴룩 심리학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Fodor 1983; 1984; 1985) 브루너 등의 실험연구

가 흥미로운 결과들을 산출했음을 인정하지만, 포더는 그것이 지각 체

계가 모듈적임을 부정하지 않고 지각이 인지에 의해서 침투됨을 보여

주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필리신도 지각과 인지를 연속적인 것으로 

보는 브루너 등의 해석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Pylyshyn 1999) 
실험 결과들은 지각 과정은 단순한 반사 과정과 달리 유연하고 추론적

인 성격이 있음을 보여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는 것과 믿는 것 사이

에 경계가 없다거나 지각 자체가 범주화를 포함한다는 주장은 정당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포더의 해석에 따르면, 지각의 인지적 침투를 

옹호자들은 사람들은 지각적 통합 과정에서 배경지식이 활용되는 모든 

경우에 인지적 침투가 발생한다고 본다. 지각 과정은 근접 자극뿐 아

니라 이전의 경험이나 타고난 기질 등에서 오는 배경 정보도 활용하는 

추론적으로 정교한 과정이므로, 지각은 인지적으로 침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 있고 또 흥미로운지는 “인지적 

침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달려있다.(Fodor 1985, 3) 인지적 

침투란 근접 자극에서 주어지지 않은 어떤 정보가 지각 과정에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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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유기체가 알고 있는 임의의 지식이나 

유기체의 인지적 과정에 접근가능한 임의의 정보가 지각적 추론의 전

제로써 실제로 사용된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다. 포더는 후자와 같은 

더 강한 주장은 지각이 추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도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강한 형태의 인지 침투에 반대하는 포더의 추론은 다음과 같다. 우

리는 인지와 지각의 관계에 관해 세 가지 종류의 가능성을 상상해볼 

수 있다. 첫째는 아무런 배경 정보가 지각 과정에 가용하지 않은 것이

고, 둘째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정보가 지각 과정에 가용한 것이고, 
셋째는 우리가 아는 모든 정보가 지각 과정에 가용한 것이다. 포더는 

이 가운데 두 번째가 옳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데, 그 근거를 시

각적 착각에서 찾는다.3) 예컨대, 뮐러-라이어 착시(Müller-Lyer 
illusion)를 생각해보라. 꺽쇠의 방향을 달리하는 화살표들은 서로 다른 

길이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시각적 경험은 우리가 그들의 

길이가 동일하다고 믿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은 지

각 경험에 침투하지 못한다. 

 

[그림 1] 뮐러-라이어 착시4)

 3) 사실 이 대목에서 포더는 두 가지를 섞여놓고 있다. 하나는 인지 침투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잠정적인 사례들이 진정으로 

인지 침투의 사례인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지각의 인지적 침투를 옹호하

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지각에 영향을 끼친다고 실제로 주

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비판한다면 이는 허수아비 공격이 되

기 쉽다.
4)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M%C3%BCller-Lyer_illusion#/media/File:

M%C3%BCller-Lyer_illusion.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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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포더는 관찰의 이론 중립성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쟁점은 

이렇다. 관찰자들이 받아들이는 이론이 다를지라도 관찰자들 사이에 

지각적 의견일치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심리학적 조건은 무엇인가? 인지

적 봉(cognitive encapsulation)은 이를 위해 경험적으로 필요한 조건

으로 보인다.”(Fodor 1988, 189) 뮐러-라이어 착시 사례는 단순히 우리

가 착시를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것이 끈질기다는 점을 

알려준다. 우리는 왜 그러한 착시가 발생하는지를 알게 된 후에도 그

러한 착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기에, 이는 지각의 인지적 침투불가능

성과 비가소성을 보여준다. 믿음의 내용은 지각적 착각을 교정할 수 

없다. 이로부터 포더는 지각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배경 정보는 모두 

지각 모듈에 내재하는 가정들이고, 인지 과정이나 명제 태도의 내용에 

접근하지는 않는다고 결론 내린다. 즉, 지각 모듈은 정보적으로 봉되

어 있으므로, 상위 인지에 의해 침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므로 모

든 인간은 공통의 지각 경험을 가질 수 있고, 이 경험은 이후 사람들

이 수용하는 이론들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동일한 자극이 주어졌

을 때 동일한 감각기관과 지각 상태를 가진 두 유기체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것을 관찰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이론적 믿음이 얼마

나 다르던지 간에 동일한 관찰 믿음에 도달할 것이다.”(Fodor 1984, 
24-25) 따라서 관찰은 이론적재적이지 않다. 

4. 인지적 침투를 정의하기: 결과주의적 접근

마음의 모듈성과 지각의 인지적 침투불가능성은 접한 관련을 맺는

다. 포더는 모듈성이 금지하는 방식으로 발생하는 인지의 영향을 인지

적 침투로 간주하며, 필리신은 포더의 모듈성을 이용해 침투불가능한 

시각 과정을 서술한다.(Fodor 1983, 73-83; Pylyshyn 1999; Pylyshyn 
2003) 둘의 접한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모듈성이 기본적으로 인지 

구조(cognitive architecture)에 관한 주장인 데 반해, 인지적 침투는 특

정한 지각 상태의 원인론(etiology)에 관한 주장이다. 지각의 모듈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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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각 체계가 영역특수성과 정보 봉과 같은 특성을 가지며, 따라

서 다른 지각 체계나 중앙 인지체계가 지니는 정보에 무관하게 자신의 

내적 자원만을 활용해 정보를 처리하고 출력을 산출한다는 논제이다. 
지각의 인지적 침투를 둘러싼 논쟁은 지각 경험이나 지각 상태의 내용

이 자극과 지각 체계 내부의 정보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상위 인지 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한 구분

을 염두에 두고, 인지 구조 자체보다는 관찰의 이론적재성에 관심을 

두는 우리의 논의에서는 지각의 모듈성보다는 인지적 침투가능성을 고

려할 것이다. 
지각에 배경정보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 실험 결과들이 있

고, 그것들은 포더에 불리한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 뉴룩 심리학의 고

전적인 사례뿐 아니라, 사람들의 선호나 바람과 같이 동기와 관련된 

심적 상태들이 시각 자극을 처리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심리학적 연

구들도 최근 보고되고 있다.(Balcetis and Dunning 2006) 그러나 포더

는 지각이 단순한 반사와 달리 추론적 복잡성을 가진다고 해서 인지적 

침투가 발생한다는 것이 따라 나오지는 않는다고 강조한다. 지각적 통

합의 과정에 배경정보가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지각의 인지적 

침투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착각의 지속성을 볼 때, 주체가 아는 

모든 정보가 지각적 통합에 사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정보만이 

지각적 통합에 사용된다고 보는 편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래

서 포더는 인지적 침투가 실제로 발생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Fodor 1985, 5) 포더는 스스

로 인지적 침투를 명시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세 조건을 

고려함으로써 포더가 염두에 두었을 법한 인지적 침투의 정의를 추출

해볼 수 있다. 
첫째, 배경정보는 지각 체계가 수행하는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보여야 하고, 그 배경정보는 해당 지각 모듈의 관점에서 외생적인 

것이어야 한다. 요컨대, 지각 모듈에 외생적인 정보가 지각 모듈의 계

산 과정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는 지각 모듈 내에서 발생할 수 있

는 하향식(top-down) 처리과정을 인지적 침투의 증거에서 배제하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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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가진다. 둘째, 배경정보의 효과는 지각에 미쳐야 한다. 배경정보

가 지각 과정을 준비하는 사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각이 완료

된 후 일어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인지적 침투일 수 없

다. 끝으로, 인지적으로 침투된 체계는 자극이 너무 손상되어서 정상적

인 지각 체계가 기능하지 않을 때 보조용으로만 작동하는 문제해결 메

커니즘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에서 지각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여야 

한다.
위의 세 조건을 통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시도해볼 수 있다. 이를 

“포더의 인지적 침투”(CP-F)로 부르자. 

(CP-F) 한 지각 체계는 1) 그 지각 체계에 외생적인 배경정보가 그 

체계가 수행하는 어떠한 계산에 영향을 미치고, 2) 그 영향

이 지각에 관한 것이며, 3) 그 영향이 정상적인 지각 활동 

전반에 걸쳐 나타날 때, 인지적으로 투과된다. 

첫 번째 조건은 인지 구조에 대한 주장으로서의 모듈성 논제와 지각의 

원인론에 대한 주장으로서의 침투불가능성을 구별하지 않아서, 영향을 

미치는 외생 정보의 성격에 관해서 불명료함이 있다. 지각 체계가 모

듈적이고 그래서 정보적으로 봉되어 있으면 지각 상태는 인지적으로 

침투불가능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인지적으로 침투불가능

하지만 모듈의 조건을 위배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맥거

크 효과(McGurk effect)를 생각해보자.(McGurk and MacDonald 1976) 
이 효과는 발화 지각에서 청각과 시각이 상호작용함을 보여주는데, 더 

정확히 말해 청각 과정이 시각으로부터 일부 정보를 받아 처리함을 시

사한다. 예컨대, 시각적으로는 “가가”라고 발음하는 입 모양을 보지만, 
동시에 청각적으로는 스피커에서 “바바”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하

자. 두 정보를 모두 접한 사람들은 실제 귀를 통해 받게 되는 “바바”
가 아니라 입 모양에 대한 시각 정보의 영향으로 “가가”를 듣게 된다. 
눈을 감고 청각 정보만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다시 “바바” 소리를 듣

게 된다. 이에 대한 신경 기제가 모두 해명된 것은 아니지만, 시각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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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정보가 청각 체계의 처리 과정에 개입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옳다면 청각 체계는 정보적으로 봉되지 않았기에 모듈이 아

니다. 포더의 엄격한 지각 모듈성은 상이한 감각 양상들 사이의 상호

작용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양립불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관심

은 믿음, 욕구, 기대와 같은 인지 과정이 감각이나 지각에 영향을 미치

는지 여부이다. 
또한, 포더의 세 번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좋은 이유가 있다. 만

일 우리의 일상적인 지각 과정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하

는 것이 목표라면, 그 조건은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인지적 침

투가 실제로 발생하는지의 문제와 그것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광범위한

지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 우리의 관심은 그것이 일반적으로 혹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적어도 몇몇 경우에 인지적 침

투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만일 발생한다면 일상적 상황에서 그리고 과

학적 맥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발생하는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에 비추어 포더의 세 번째 조건은 불필요하게 엄격하다. 게다가, 자극

이 “손상”되었다는 판단에는 어떠한 전제가 숨겨져 있는 듯하다. 즉, 
객관적으로 보아 뚜렷하고 선명한 자극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하나의 

올바른 지각 경험이 존재함을 전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이것이 

지각의 인지적 투과나 관찰의 이론적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부하

려는 주장이라는 점이다. 과학적 관찰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체로 

복수의 “해석가능성”이 있고, 그중 하나가 “객관적으로 옳다”는 근거

를 (적어도 당시에는) 가질 수 없는 경우들이다. 
인지적 침투에 대한 포더의 정의에서 세 번째 조건을 탈락시키고 첫 

번째 조건을 다소 수정함으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 정의를 얻

을 수 있다. 

(CP-F*) 한 지각 체계가 인지적으로 투과되었다고 보려면, 1) 믿음, 
욕구, 기대 등 중앙 인지체계에서 유래한 배경정보가 그 체

계가 수행하는 어떠한 계산에 영향을 미치고, 2) 그 영향이 

지각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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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의는 인지적 침투가 만족해야 할 기본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

지만, 아직 너무 느슨하다. 이 정의를 만족하는 손쉬운 방법들이 존재

하기 때문이다. 사소한 의미에서, 생각은 지각 내용과 경험에 영향을 

끼친다. 예컨대, 내가 지금 모니터를 응시하다가 생각에 잠겨 잠시 눈

을 감는다면 나의 시각적 경험은 달라진다. 당신이 고개를 돌려 지금 

주목하고 있는 곳에서 왼쪽으로 1미터 떨어진 장면을 본다면, 당신의 

시각 경험은 달라진다. 인지 상태는 우리의 신체적 행동을 변화를 일

으키고 감각 기관을 움직임으로써 지각 경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혹은, 두 사람이 서 있는 곳으로 공이 날아오는 데 한 사람은 공이 동

쪽에서 날아온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공이 서쪽에서 날아온다고 믿는

다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몸을 틀고 고개를 돌릴 것이고 

따라서 상이한 시각적 경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는 진정한 

인지적 침투의 사례로 인정되지 않는다. 불행히도 위의 정의는 이를 

배제하지 못한다. 최근 다수의 철학자들은 진정한 인지적 투과의 사례

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대안적 설명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

다.(Stokes and Bergeron 2015) 언뜻 인지적 투과로 보이는 사례일지

라도 그것이 기억의 효과로 해석될 수 있거나, 공간적 주의(spatial 
attention)를 다른 곳에 집중했기 때문이거나, 경험한 내용을 지각 판단

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거나, 아니면 다른 양상의 지각에서 

영향을 받은 경우라면, 지각 경험의 인지적 투과가능성의 사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5) 
특히, 위의 정의(CP-F*)는 여전히 두 가지 점에서 모호하다. 첫째, 

영향을 받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관해 엇갈린 견해들이 존재한다. 
일부 철학자들은 하향식 영향을 받지 않는 시각 과정의 부분이 있는지

에 관심이 있다면, 다른 철학자들은 개념적 내용에 의해서 비개념적 

지각적 내용이 영향을 받는지 관심이 있고, 또 다른 이들은 의식적인 

지각 경험에 대한 영향에 주목한다. 둘째, 영향의 방식에 관해서도 복

수의 입장이 가능하다. 영향을 미치는 상위 인지 과정과 영향을 받는 

 5) 주의집중을 매개로 한 인지적 영향을 배제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나중에 논

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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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과정의 관계는 인과적이거나 의미론적일 수도 있으며, 직접적이

거나 간접적일 수도 있다. 최근 논의에서 빈번히 언급되는 세 가지 정

의들을 살펴보자. 

(CP-P) 한 체계가 인지적으로 침투가능하다면, 그것이 계산하는 기

능(function)은, 의미론적으로 정합적인 방식으로, 유기체의 

목표와 믿음에 민감하다. 즉, 그것은 주체가 아는 것에 대해 

어떠한 논리적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

다.(Pylyshyn 1999, 343) 
(CP-S) 하나의 지각적 경험 E는 (1) E가 어떤 인지적 상태 C에 인

과적으로 의존하고, (2) E와 C의 인과적 연결이 내적이고 심

적일 때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인지적으로 침투된다.(Stokes 
2013, 650)

(CP-M) 두 주체가, 혹은 한 주체가 서로 다른 시점에서, 감각 기관

에 주어진 근접 자극의 본성, 감각 기관의 상태, 그리고 주

체가 주의를 집중하는 위치가 모두 고정되었음에도, 상이한 

지각 경험을 가지고 또 그러한 경험의 차이가 그들의 인지 

체계의 차이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을 때, 지각 경험은 인지

적으로 침투가능하다.(MacPherson 2012, 28-29)

먼저, 인지적 침투에 관한 여러 정의가 경쟁할 뿐 하나의 합의된 정의

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자. 우리는 위 정의들을 세세히 검

토하는 대신, 그 특징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자. 필리신의 정의

(CP-P)는 지각 과정에 관여하는 계산에 인지의 하향식 영향이 존재하

는지에 관심을 가지며, 그 영향은 단지 인과적일 뿐 아니라 의미론적, 
논리적이어야 함을 요구한다. 그러나 소위 의미론적 준거(sematic 
criterion)에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한다.6) 기준의 내용이 모호할 뿐 

아니라 그것을 도입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선명치 않기 때문이다. 의미

 6) 필리신과 같이, 초기 시각은 인지적으로 침투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라프

토풀로스(Raftopoulos 2009; 2015)도 의미론적 기준에 호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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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관계 맺음에 관한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인지적 상태가 지각 경

험의 내용과 논리적이고 추론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으로, 이 해석 

하에서 믿음과 같은 인지 상태가 지각 경험의 내용에 대한 추론을 지

지하는 경우에만 지각 경험을 침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의미론적 준거는 곧 합리성 기준이다. 문제는 인지적 침투의 인식적인 

귀결에 관한 우리의 우려는 관찰의 이론적재성이나 증거와 믿음의 인

식적 순환 같은 것인데, 이런 우려들이 반드시 합리적 추론 관계에 관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스톡스의 정의(CP-S)는 의미론적 기준을 배

제하는 대신 인과적 영향의 기준을 강화해, 그것을 내적이고 심적인 

것으로만 국한한다. 즉, 외적인 인과적 경로를 따라 간접적으로 작용하

는 인지적 영향은 침투의 사례로 간주되지 않는다. 맥퍼슨의 기준

(CP-M)은 대안 설명들을 배제함으로써 인지적 침투의 진정한 사례들

만을 보존한다. 동일한 감각 기관을 가진 두 사람이 동일한 자극에 노

출되고 동일한 곳에 주의를 집중했을 때, 인지 체계의 차이에 의해 설

명될 수 있는 지각 경험의 차이가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흥미롭게도, 이 정의들은 모두 위에서 언급한 사소한 경우들을 배제

하지만, 배제의 이유는 서로 다르다. 필리신의 정의는 의미론적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스톡스의 정의는 인과적 연결이 외적이라

는 이유로, 맥퍼슨의 정의는 동일한 자극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

로, 사소한 사례들을 진정한 인지적 침투의 경우로부터 배제한다. 그러

나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특히 인지적 침투인지 여부가 논란이 될법

한 경우들에 있어서, 상이한 정의들은 서로 다른 판단을 유도할 수 있

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예컨대, 오리-토끼 그림이나 브루너의 카드 

게임의 경우, 필리신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스톡스의 정의를 만

족할 수도 있다. 맥퍼슨의 정의를 만족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사람들이 

동일한 곳에 주의를 주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각에 인지가 

침투하는지 여부가 이렇듯 정의에 따라 달라진다면 마음의 구조와 그

것의 인식론적 함축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시도는 어떠한 진전도 기대

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스톡스는 인지적 침투가능

성에 대한 결과주의적 접근(consequential approach)을 제안한다.(Sto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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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 
나는 결과주의적 접근이 논의를 진전시킬 한 방식임을 받아들인다. 

연구자들이 지각에 대한 인지적 침투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탐구했던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발생한다고 보는 입장이든 아니면 그 가능성에 

반대하든지 간에, 만일 인지적 침투라는 현상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그 

귀결로 따라오는 일들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지적 침

투에 대한 본질주의적 정의를 포기하는 대신, 인지적 침투의 귀결과 

함축에 대한 공통의 관심을 기초로 삼아 문제의 현상을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스톡스(Stokes 2015, 87-90)에 따르면 가장 유관한 공통

의 관심거리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1) 경험적 관찰의 이론중립성에 

대한 도전, 2) 믿음을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 지각의 인식적 정당화 역

할에 대한 도전, 그리고 3) 모듈적인 인지 구조에 대한 도전이다. 이들

이 바로 인지적 침투 논의에서 고려해야할 귀결 혹은 결과이다. 되짚

어보면, 사소한 하향식 영향의 사례들이 사소하게 취급되는 이유는 이 

가운데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함축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주의적 접근 하에서, 지각의 인지적 침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

다. 

(CP-C) 어떤 현상은 그것이 지각과 인지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현상

이면서 동시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결과에 대해 함축을 가

질 때,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인지적 침투이다. 

이러한 결과주의적 정의에 따르면, 어떠한 지각-인지 관계가 관찰의 

이론중립성을 도전하고 이론적재성에 우호적인 함축을 가지거나, 믿음

의 인식적 정당화 역할에 도전하는 함축을 가지거나, 모듈적인 인지 

구조에 반대하는 함축을 가지는 경우, 그것은 인지적 침투의 사례가 

된다. 우리는 이제 첫 번째 귀결에 초점을 맞춘다.8)9) 이러한 결과주의

 7) 이와 유사한 정신은 Siegel(2012), Siegel(2013), Sillins(2016)에서도 발견

된다.
 8) 두 번째 결과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Stokes(2012), Macpherson(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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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의에 따라, 어떠한 지각과 인지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어떤 현상

이 관찰의 이론적재성을 함축하는 경우라면, 그것은 인지적 침투의 사

례가 된다. 이는 어떠한 형태로든 관찰의 이론적재성이 성립하기만 하

면 인지적 침투의 사례가 된다는 뜻이 아니다. 지각과 인지의 관계에 

관련된 어떠한 현상이 이론적재성으로 귀결될 수 있는 경우에만, 우리

는 그것을 인지적 침투의 사례로 인정한다. 

5. 이론적재성의 여러 형태

과학철학에서 관찰의 이론적재성에 관한 논의는 사실 적지 않다. 그러

나 이론적재성 논제의 여러 의미를 구분해보고 인지적 침투와의 관계

를 명료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관찰의 이론적재성은 강도와 수준이라

는 두 축을 따라 분류될 수 있다. 강도란 관찰의 이론적재성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적용되는지에 관계하며, 수준이란 이론이 적재되는 관찰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관계한다. 강한 형태의 이론적재성에 따

Marchi(2017)을 보라. 
 9) 한 심자자는 “결과주의에서 언급하는 “믿음을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 지각

의 인식적 정당화 역할에 대한 도전”은 그 자체 논란거리이기 때문에 그러

한 귀결을 통해 인지적 침투라는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가

중할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각 경험이 믿음을 인식

적으로 정당화하는지 여부가 현재의 쟁점이 아니다. 만일 어떤 실험 결과

들이나 현상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각이 믿음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는 논제에 도전을 제기하는지가 관건이다. 그러한 도전 여부를 판단

하여 인지적 침투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결과주의의 입장이다. 
따라서 지각의 인식적 정당화 역할에 도전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면, 그리고 다른 결과를 판단할 수 없거나 다른 결과와는 무관한 경우, 
인지적 침투의 사례인지 아닌지도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것이 문제라는 심사자의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 심사자의 지적은 인지적 

침투의 판단 여부보다 지각의 인식적 정당화 역할에 대한 도전 여부가 오

히려 더 결정하기 어렵다는 의심스러운 가정 하에서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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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모든 관찰은 이론적재적이며, 이론중립적인 관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약한 형태의 이론적재성에 따르면, 모든 경험적 관찰이 이론에 

중립적인 것은 아니며 적어도 일부 관찰은 이론적재적이다. 이때, 관찰

은 세 수준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가장 높은 수준에서 관찰은 관찰 

보고와 진술로 나타난다. 중간 수준에서 관찰이란 관찰 판단과 믿음을 

뜻하며, 가장 아래 수준에서는 관찰 경험 혹은 지각적 관찰을 의미한

다. 바탕 수준이 지각적이라면, 중간 수준은 지각 경험을 바탕으로 형

성된 판단과 믿음에 관한 것이기에 인지적이고, 상위 수준은 판단과 

믿음을 공적 언어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언어적, 의미론적이다.
강도와 수준의 차원을 함께 고려할 때, 우리는 모두 6가지 종류의 

논리적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동안 가장 많이 논의된 형태는 강

하거나 약한 형태의 의미론적 이론적재성 논제이다. “경쟁하는 이론은 

단 하나의 관찰보고도 공유하지 않는다”는 파이어아벤트의 주장은 강

한 형태의 의미론적 이론적재성에 속하며, 국소적 의미전체론으로 드

러난 쿤의 후기 입장은 약한 형태의 의미론적 이론적재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Feyerabend 1975; Kuhn 2000) 관찰 진술의 의미론적 이론적

재성에 따르면, 관찰은 이론중립적으로 서술될 수 없고, 관찰 용어는 

이론적 가정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 실험이나 관

측 결과를 서술하더라도, 용어의 의미는 이론적 맥락에 좌우되므로 결

과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관찰 용어의 의미론적 이론적재성

이 성립한다면, 의미론적 공약불가능성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러한 인

식론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미전체론이나 의미론적 공약불가능성의 

문제는 지각과 인지의 관계와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아서 인지적 침투

의 잠재적 후보가 될 수 없다. 인지적 침투가능성을 받아들이거나 거

부해도, 의미론적 공약불가능성은 성립할 수 있다. 달리 말해, 인지적 

침투가능성에 관한 최근 논의들은 의미론적 공약불가능성에 새로운 빛

을 던져주지 않고, 반대로 의미론적 공약불가능성은 그와는 독립적으

로 논의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많이 논의되어 왔다. 이 글의 초점은 

인지적 침투의 사례로 간주될 수 있는 지각적 차원의 이론적재성이

다.10) 나머지 부분에서 나는 약한 형태의 지각적 이론적재성, 즉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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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을 가진 과학자들은 상이한 관찰 경험을 가지는 경우가 존

재한다는 논제를 옹호할 것이다.11)

쿤은 우리의 관찰 보고나 관찰 믿음뿐 아니라 시각적 경험이 이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Kuhn 1962). “패러다임

이 변화할 때 세계도 그와 함께 변화한다”(p.111)라거나 “패러다임 변

화 이후에 세계 자체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학자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연구한다”(p.122)라는 소위 세계 변화 논제는 지각 경험의 

이론적재성 논제로 잘 이해되며, 쿤은 이를 시각적 형태 전환의 유비

를 통해 뒷받침하고자 했다.12) 과학자들의 지각 경험이 그들이 가진 

10) 한 심사자는 쿤의 패러다임 논의에서 논쟁이 되는 관찰은 “가장 높은 수준

의 관찰 보고와 진술” 혹은 “더 높은 수준에서의 판단과 믿음”으로서의 관

찰이라고 지적하면서, 관찰적 지각의 이론적재성으로 이 논문이 주장하는 

바, 즉 채움 현상과 현저성을, 논쟁의 당사자들이 얼마든지 인정할 것이라

고 논평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이 글에

서도 관찰을 세 수준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의미론적, 인지적, 지각적 차원

에서 관찰의 이론적재성을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의미론적 혹은 인지적 

이론적재성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지각적 차원의 이론적재성은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 인식의 순서(지각-믿음-보고)를 고려할 때, 만
일 이론적재성이 지각적 차원에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가장 심층적 차원의 

(혹은 급진적인 형태의) 이론적재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쿤의 많은 

비판자들은 이론적 믿음이 과학자들의 지각적 경험에 영향을 끼친다는 생

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예, Bird 2000) 
11) 과학적 실천에서 발생하는 이론적재성을 포괄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는 지각 

뿐 아니라 자료의 획득과 해석, 의사소통 등에서 발생하는 이론의 개입을 

더불어 검토해야한다는 점을 먼저 지적해두자.(Brewer and Lambert 2001) 
그럼에도 지각적 경험의 이론적 적재에서 출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

지일 것이다.
12) 세계 변화 논제에 대한 존재론적 해석을 위해서는 Hoyningen-Huene(1993)

을 참고할 수 있다. 존재론적 해석의 옹호자들이 관찰 경험의 이론적재성 

논제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들은 관찰 경험에 이론이 적재된다

는 사실을 인정할 뿐 아니라 세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그러한 경험의 차

이에 관한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존재론적 해석에 반대하는 실

재론자들도 (관찰 경험의 이론적재성이 실제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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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 관찰은 이론을 지지하거나 경쟁 이론

을 평가하는 일에서 증거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일 

이러한 의미에서 이론이 관찰에 개입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지각 경험

과 인지의 관계를 포함하는 한, 우리는 인지적 침투의 결과주의적 접

근을 따라, 지각의 인지적 침투가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지각적 관찰에 이론이 적재되는 경우를 밝히기 전에, 이론이 관찰에 

영향을 끼치지만 진정한 이론적재성의 사례로 볼 수 없는 경우를 배제

하는 일부터 시작해보자. 첫째, 새로운 패러다임과 이론의 도입으로 새

로운 기구를 제작하게 되면 과학자들에게는 새로운 탐구의 영역이 열

린다.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는 과학자들은 새로운 관찰을 하고, 새로운 

지각 경험을 가지게 되겠지만, 이는 관찰의 이론중립성에 어떠한 도전

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론적 배경이 다른 과학자들이 동일한 기구를 

사용한다면 동일한 관찰 경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

우 인지는 지각에 침투하지 않는다. 둘째, 천문학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발견 이전의 관측(pre-discovery observation)”은 매우 흥미로

운 현상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이론적재성의 사례는 아니다. 발견 이전

의 관측이란, 어떤 천체가 공식적으로 발견이 되면, 천문학자들은 새로

운 이론의 안내를 받아 기존의 관측 자료들을 들추어내서 추가적인 자

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현상을 말한다. 예컨대, 포브스(Forbes 1983)는 

천왕성이 공식적으로 발견되었다는 선언 이전에 그 천체에 관한 관측

이 22건이나 있었음을 찾아냈다. 천왕성의 발견 이전, 그러한 관측들

은 무시되거나 재해석되었다가, 발견 이후 재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해석은 공식적인 발견 이전에도 천문학자들이 

해당 천체를 관측했고 무엇인가를 보았으나 그것이 행성임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범주화에 실패한 과거 사례들이 다시금 행성의 범주

로 인지된 과정은 이론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관찰 판단과 

믿음에 관한 인지적 수준의 이론적재성일 뿐 지각 수준의 이론적재성

은 아니다. 

지만) 쿤의 세계 변화 논제가 관찰 경험의 이론적재성 논제로 독해될 수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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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각적 관찰의 이론적재성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지각적 관찰의 이론적재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이론을 가

진 두 과학자가 (혹은 이론 변화를 겪은 한 과학자가) 동일한 영역을 

관찰하면서 서로 다른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서로 다른 

이론을 가졌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를 해명하기 위

해, 이 지면에서 과학 이론의 본성을 다룰 필요는 없다.13) 다만, 한 과

학자의 다양한 활동이 그가 가진 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에 주목할 때, “이론을 가진 과학자”란 어떤 믿음과 이론적 지식이 그 

과학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사실 이상을 뜻한다. 믿을만한 정보원으

로부터 태양과 지구의 거리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었다고 해서, 혹은 

학교에서 뉴턴의 운동법칙을 방정식의 형태로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한 

과학자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 혹은 그 이론 하에서 연구한

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요소를 추가로 포함한다. 첫째, 이론을 가진 

과학자는 이론에 포함된 개념과 개념의 연결망을 습득해 이를 현상에 

적용할 수 있다. 뉴턴 이론을 가진 과학자는 그 방정식을 적절한 문제 

상황에 적용하여 물체의 운동을 서술할 수 있다. 그는 이론의 특정한 

부분이 세계의 특정한 부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안다.(Cheon and 
Machery 2016) 둘째, “이론을 가졌다”는 것은 이론적 헌신(theoretical 
commitment)으로 독해되어야 된다.14) 자신이 채택한 이론에 따라 세

계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그 이론이 

13) 과학 이론의 본성에 대한 간략한 검토를 위해 Craver(2002)를 참조할 수 

있다.
14) 이는 과학적 맥락에서 뿐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한 실험에 따르면, 실험참여자들에게 회색으로 변형된 바나나를 모니터 상

에서 제시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노란색으로 경험했다.(Hansen et al. 
2006) 그러나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을 가지게 된 것은 바나나를 오랫동안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바나나가 노란색임을 알고 또 기대했기 때문이지, 실
험 직전에 바나나가 노란색임을 명제적으로 믿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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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옳다고 믿고, 이 이론에 헌신하는 것이 차후 연구에도 바

람직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러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할 수 없다. 이론을 가졌다는 것은 그 이론이 옳다는 확신이 없다

면 하지 않았을 노력과 훈련에 기꺼이 참여함을 뜻한다.15)

이제 나는 서로 다른 이론에 헌신한 두 과학자가 (혹은, 이론 변화

를 전후로 한 과학자가) 서로 다른 관찰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경우들

을 제시하고, 이들이 관찰적 지각에 대한 인지적 침투의 사례임을 보

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채움(filling-in) 현상이다. 시각처리 과정이나 

언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하향식 효과로서 채움 현상은 잘 알려져 

있다. 문장에서 중간에 가려진 부분이 있을 때 청자는 존재하지 않는 

그 부분을 채워 넣어서 듣게 되는데, 이를 음소 복원 현상(phoneme 
restoration phenomenon)이라고 한다.(Samuel 1981) 예컨대, “고사리”
에서 “ ” 자리를 소음으로 대체하고 들려주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고사리”라고 듣는다. 문자를 지각할 때도 그와 유사한 현상이 발생한

다. 예컨대, 대문자 A인지 H인지 애매한 문자를 제시하면 사람들은 

그 문자가 들어가 있는 맥락에 따라서 A 혹은 H로 읽어낸다. 물론 채

움 현상의 본성과 발생 원인에 관해서는 여러 설명이 있을 수 있고, 
모든 채움 현상이 지각적 관찰의 이론적재성이나 인지적 침투의 사례

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려진 부분이나 구체적인 정보가 결여된 부분

을 채워 넣을 때, 그 정보가 상위 인지나 이론으로부터 유래했음을 보

이는 경우에만, 이론적재성의 사례가 된다. 만일 채우는 정보가 시각 

모듈이나 청각 모듈 안에 이미 있던 것이라면 이러한 사례는 이론적재

성을 지지하지 않는다. 
과학사의 한 사례는 이론에 의해서 유도된 채움 현상을 예시한다. 

근대 관측천문학의 문을 연 갈릴레이는 그의 망원경으로 목성의 위성

들을 관찰했다. 그래서 그가 토성을 처음 관측했을 때 그는 커다란 행

성인 토성 주변의 위성들을 발견하고 그림으로 그렸다. 토성에 대한 

초기 관측들을 조사한 반 헬덴(Van Helden 1974)에 따르면, 그 후 수

십 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망원경으로 토성을 관측하면서 그들이 본 것

15) 이러한 점은 이미 Churchland (1988)에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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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림으로 옮겼는데, 그것을 위성을 가진 커다란 행성으로 그려냈다. 
어느 누구도 토성이 고리를 가진 것으로 묘사하지 않았던 것이다. 행
성은 위성을 가진다는 믿음이 토성과 그 주변부를 지각하는 데 변형을 

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과학자가 고리를 본 것이 아니라 희미한 상을 보고 그것을 위

성으로 판단했다는 대안 가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르면, 
이론이 영향을 미친 것은 관찰 경험이 아니라 관찰 판단이다. 이 경우, 
천문학자들의 이론적 믿음과 기대가 지각에 침투한 것이 아니라, 희미

한 상을 개념적으로 해석하고 보고하는 데에 활용된 것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 가설은 과학자들이 망원경을 통해 관측하면서 그림을 그

렸다는 사실에 의해 기각된다. 여기서, 어떤 대상의 그림을 그리는 행

위는 지각 내용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옮긴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의 그림이 그들의 지각 경험을 신빙성 있게 반

영할 것이라는 추측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16) 첫째, 천문학자들은 

관측 대상에 대한 사실주의적 그림을 추구했다.(Winkler and van 
Helden 1992) 둘째, 그들은 망원경으로 한번 관측한 내용을 기억해서 

그림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망원경을 통해 행성을 관측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보는 상과 그림을 비교하면서 그렸다.(Van Helden 1974) 이러

한 사실들을 감안할 때, 자신이 보는 것을 그림으로 옮겼던 과학자들

에게는 그 상이 (고리가 아니라) 위성을 가진 행성으로 보였다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다. 
이 사례는 과학자들의 믿음과 기대가 그들의 관찰 경험에 영향을 끼

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천체를 관측하

는 데 사용되었던 망원경의 해상도로는 해당 천체에 대한 뚜렷한 상을 

얻을 수 없었다는 데 있다. 관측을 통해 얻은 상 자체는 고리로도 위

성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애매한 상태였고, 행성은 대체로 원형이며 

위성을 가진다는 믿음을 가진 과학자에게 그것은 위성을 가진 행성으

로 보였던 것이다. 이는 다른 사례들로 일반화될 수 있다. 새로운 관측 

16) 이 논점을 더 선명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

사위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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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가 개발되고 그 해상도의 극한에 이르기까지 그 장치를 사용할 

때, 과학자들은 다소 불분명한 상을 얻을 수 있다. 이때, 과학자들이 

가진 이론은 그 상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이론에 의

해 유도된 채움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지각적 관찰의 이론적재성이 

발생하는 한 가지 방식이며, 또한 지각 경험의 인지적 침투의 사례가 

된다. 
관찰 경험이 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두 번째 방식은 현저성

(salience)과 관련된다. 이론은 관찰하는 대상의 여러 특징들 가운데 어

떤 것을 다른 특징들보다 더 두드러져 보이게 만든다. 동일한 대상을 

바라보더라도 서로 다른 특징들이 서로 다른 관찰자에게 두드러져 보

인다면, 그들은 서로 다른 관찰 경험을 가질 수 있다. 진자에 대한 갈

릴레이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의 관찰을 생각해보자.(Kuhn 1962, 
123-124) 갈릴레이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 물리학자가 동일한 진자를 

관찰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동일한 특성들에 주목하지 않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은 진자가 지구 중심으로 향하는 운동이 제약

을 받아 흔들리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갈릴레이는 진자를 제약된 원형 

운동이라고 보았다. 진자 운동에 대한 이러한 상이한 이론적 이해는 

진자의 서로 다른 측면을 두드러지게 만든다.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

은 매달린 추의 무게, 그것이 달린 수직 높이, 그리고 정지하는 데 걸

리는 시간에 주목했지만, 반지름이나 움직인 각도, 진자가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시했다. 반면, 갈릴레이는 반지름, 각도, 그리고 흔들

리는 주기를 주목해 보았고 이를 측정했다. 서로 다른 개념틀과 믿음

들은 어떻게 주어진 대상에 주의를 줄지에 영향을 주고, 서로 다른 주

의 집중을 통해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주의를 매개로 한 하향식 영향(attention-mediated top-down effects)로 

부를 수 있다. 이 경우, 관찰 경험에는 이론이 적재되며, 이는 지각에 

대한 인지적 침투의 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17) 

17) 많은 철학자들은 주의(특히, 공간 주의 spatial attention)를 경유하는 간접

적인 영향을 진정한 인지적 침투의 사례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결과주의적 접근을 채택할 때, 그러한 경시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주의를 



지각의 인지적 침투와 관찰의 이론적재성 99

이 사례와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지각적 관찰의 이론적재성을 뒷받

침하는 것으로 간주되려면, 먼저 선택적 주의가 이론적 헌신에 의해서 

추동된 것이어야 하고, 둘째 선택적 주의 메커니즘의 영향이 단지 관

찰 판단이 아니라 관찰 경험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 상

이한 역학 이론에 헌신한 과학자들은 동일한 진자 움직임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게 되므로, 이론에 의해 추동된 주의 메커니즘이 관찰 

경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혹자는 영향을 받은 것은 

관찰 경험이 아니라 관찰 판단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갈릴레이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는 동일한 관찰 경험을 가졌

지만 상이한 관찰 판단에 도달했을 수도 있다. 나는 선택적 주의 메커

니즘의 작동으로 상이한 지각 경험을 가지게 될 수 있음을 보임으로

써, 이러한 대안적 가설을 기각할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토끼-오리 그림을 생각해보자. 동일한 2차원 그림

에서 우리가 토끼나 오리를 읽어내고 또 다르게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그림의 다른 부분들에 주의를 집중해서 보기 때문이다. 예
컨대, 토끼의 귀에 주목하는지 아니면 오리의 부리에 주목하는지에 따

라 동일한 자극이 다르게 경험될 수 있다. 네커 큐브의 경우도 유사한 

설명이 가능하다. 우리는 그것을 왼쪽 아랫면이 앞쪽으로 돌출된 것으

로도 오른쪽 위에 있는 면이 앞쪽으로 돌출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어느 꼭짓점에 주목하는지에 따라서 상이한 경험을 가질 수 있다. 물
론 이러한 사례들에서 선택적 주의가 이론에 의해 추동된 것은 아닐지

라도, 주의 메커니즘이 관찰 판단이 아니라 관찰 경험에 영향을 끼친

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회의론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단순한 선들과 형태들의 조합일 뿐, 과학자들의 복잡한 관

찰 경험, 특히 진자에 대한 관찰 경험과는 구별되지 않은가? 그러나 

매개로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영향이더라도, 주의 자체가 고등인지에 속하

고 그 영향이 이론적재성이나 인식적 순환과 같은 잠재적 귀결을 가진다

면, 인지적 침투의 사례에서 배제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 Machery 
(2015), Marchi (2017), Mole (2015) 등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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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점, 선, 면, 형태, 색만을 지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당
신이 달마티안 강아지의 일부를 그린 그림을 보고 있다고 하자. 처음

에 그것은 검은 점과 흰 점들이 마구잡이로 섞여있는 것처럼 보일 수

도 있다. 그러나 그림에 강아지가 그려져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면 우

리는 재빨리 달마티안을 알아차리게 되고, 우리의 시각적 경험의 내용

도 변화한다. 우리는 검고 흰 점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구조화

된 패턴으로서 달마티안 강아지를 본 것이다.18) 훈련받은 전문가가 회

화를 감상할 때 그들이 가지게 되는 지각 경험은 단지 단순한 선, 형
태, 색에 국한되지 않는다. 훈련받은 과학자가 세계를 관찰할 때 가지

는 지각 경험도 마찬가지이다. 
회의론자는 아직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가 정교한 패턴을 인

식함으로써 풍부한 지각 경험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

디까지나 정적인 패턴에 국한된다. 그렇다면 진자의 운동에 대한 지각

에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최근 축적된 연구들

에 따르면, 우리가 사물들을 지각할 때 우리는 그 사물들을 지각할 뿐 

아니라 그것들을 다루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더불어 지각한다. 깁슨

(Gibson 1979)의 용어를 빌리자면, 우리는 사물들의 여러 특징들과 함

께 사물들의 행위유도성(affordance)을 함께 지각한다. 예컨대, 우리가 

컵을 지각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물론 충분한 주의를 주고 동기

가 있다면) 손을 뻗어 손잡이를 부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afford). 
단지 사물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두뇌에서는 운동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뇌 영상 연구의 결과들은 이를 뒷받침한다.(Chao and Martin 2000; 
Proverbio et al. 2011) 우리가, 특히 지각 능력이 훈련된 경우, 단순한 

기초 단위뿐 아니라 복잡한 패턴을 지각한다는 사실과 사물들의 정적

인 패턴뿐 아니라 행위유도성을 함께 지각한다는 사실을 결합해 보면, 
갈릴레이와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자에 대한 상이한 지각 경험을 가진다

18) 지각 경험에 대한 풍부한 관점을 옹호하는 논증을 위해서 Newen(2017)을 

참조할 수 있다. 논문의 저자는 체스 전문가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체
스 전문가는 초심자는 볼 수 없는 유의미한 패턴을 지각한다는 사실을 설

득력 있게 논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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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7. 결론

근래 지각의 모듈성과 인지적 침투가능성을 둘러싼 지각의 심리학과 

철학의 논의들은 지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해 흥미로운 결과들을 

축적해가고 있다. 그러나 인지적 침투에 대한 경쟁하는 정의들은 논의

의 진전을 더디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인지적 침투의 가능한 귀결

을 공통의 관심으로 삼아 현상을 이해하려는 결과주의적 접근은 상황

을 타개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인지적 침투에 관한 결과주의적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관찰의 이론적재성 논제를 재검토하게 한다. 관
찰의 이론적재성과 그와 연관된 공약불가능성 문제는 숱하게 논의되었

지만, 주로 의미론적 차원과 존재론적 차원에서 많이 논의되었다. 이 

글에서 나는 지각적 관찰의 이론적재성이 과학적 실천에서 실제로 발

생할 수 있으며, 적어도 두 가지 방식으로, 즉 채움 현상과 현저성이라

는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형태의 이론적재성은 

인지적 침투의 진정한 사례가 된다. 
지각적 관찰에 이론이 적재된다는 것은 관찰 경험이 이론중립적일 

수 없음을 뜻한다. 서로 다른 이론에 헌신한 과학자들은 동일한 상황

에서도 때로는 다른 것을 본다. 이는 과학사의 몇몇 사례들에서 그리

고 과학적 실천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의견 충돌과 의사소통에서의 난

점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동시에 이론적재성이 발생하

는 방식에 관한 정확한 이해는 그것이 가질 수 있는 부정적 함축을 무

화하거나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첫걸음이다. 예컨대, 채움 

현상이 초래할 수 있는 인식적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관

측기구의 해상도를 높이는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상도의 극한

까지 관측기구를 사용할 때 자신의 시각적 경험이 이론에 의해서 영향

을 받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현저성의 형태로 나

타나는 이론적재성은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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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적으로는 두 가지 방향의 교정책이 가능하다. 하나는 상이한 이론

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주의 통제와 훈련을 통해 유사

한 지각 경험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풍부하고 복

잡한 지각을 통하지 않고 길이나 색과 같은 낮은 수준의 지각 경험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예컨대, 관찰이 눈금 읽기와 같이 단순

한 위치 지각으로 축소될 수 있다면, 현저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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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Penetration of Perception and 
Theory-Ladenness of Observation

The theory-ladenness of observation presented by Hanson (1958) and 
Kuhn (1962) was greatly influenced by perceptual psychology like 
Gestalt psychology and New Look psychology of perception. This 
article attempts to re-examine the theory-ladenness of observations 
based on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 modularity of perception and 
cognitive penetration. First, I introduce the “New Look movement” of 
perceptual psychology, which served as the background for the 
theory-ladenness of observation. Then, the notions of modularity and 
cognitive impenetrability are examined. After reviewing several 
attempts to define cognitive penetration, I adopt a comprehensive, 
consequentialist approach (Stokes 2015), which allow us to clarifies 
the link between the cognitive penetration of perception and the 
theoretical-ladenness of perceptual observation. Give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case where the theory-ladenness of perceptual observation 
occurs and the case where it does not, I argue that there are at least 
two kinds of genuine cases of cognitive penetration in scientific 
practices.

Keywords: theory-ladenness, cognitive penetration, attention, filling-in, 
sali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