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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합리성과 적응적 사고*†

1)

이상하‡김명식윤석주정병훈조선희최홍수․ ․ ․ ․ ․

제한적 합리성은 전통적 합리성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정착하고 있는 학제

간 연구의 주제이다 제한적 합리성은 판단과 정보 표상의 유기적 관계를 중.

시한다 인간의 사고와 판단은 단서의 원천인 문제 공간의 환경과 인지 전략.

사이의 공조 관계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적응적 사고는 환경 맥락에 개입하.

는 인지 전략의 효과적 사용에 근거한다. ‘판단과 정보 표상의 유기적 관계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과학교육의 오개념 문제와 연관된 교수학습법,

에 제한적 합리성이 기여할 가능성을 타진한다 또한 현실세계에서의 규범의.

역할과 사용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한적 합리성에서 발견하고자 한다 마.

지막으로 제한적 합리성과 적응적 사고의 개념을 과학적 합리성에 대한 전통

적 견해들과 비교하고 제한적 합리성의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한다, .

주요어 규범 오개념 제한적 합리성 적응적 사고 현실세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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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1.
경제학자 사뮤엘슨 은 년 프랑스 소르본느(P. Samuelson) 1950 (Sorbonne)

대학 도서관에서 루이 바슐리에 의 연구논문을 발견한다(L. Bachellier) .

년 바슐리에는 유체역학의 무작위 입자운동에 판매와 구매 행동을1900

유추함으로써 이상화된 주식의 가치 결정함수를 고안했다 주식의 구매.

시점에서 그 가치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이것은 모든 투자가에게 꿈과 같,

은 일이다 사뮤엘슨은 바슐리에의 방정식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데 실.

패한다 주식시장의 변덕과 연관된 무작위 요소를 직접 양으로 다루는 것.

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상쇄시키는 방법론에 근거한 방정식을 찾아낸 사

람은 블랙 과 숄스 이다 노벨 경제학상이 수여된(F. Black) (M. Scholes) .

이들의 작업은 경제학 물리학 및 수학이 공조하는 재정공학, (Financial

의 길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Engineering) .1) 실제로는 재정의 과학화로

평가되는 것이고 과학화는 주어진 초기 조건에서 예측 결과를 추론해 내,

는 보편적인 형식 및 계산 절차의 개발로 대표된다 이러한 의미의 과학.

화는 살아 움직이는 과학의 모습이 아니라 개인주의적 관점의 전통적 합,

리성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전통적 합리성의 맥락에서 블랙과 숄스.

의 방정식은 주어진 조건에서 최적의 결과를 예측해 내는 효용 함수의

일종이다.

블랙과 숄스에 의한 재정의 과학화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반응은 열렬

했다 년. 1994 LTCM(Long-Term Capital Management 이라는 회사가)

설립되었고 대규모 투자가 몰렸다 그러나 은 년 파산한다, . LTCM 1998 .

이 사건은 이상화된 이론과 현실 사이의 괴리만을 함축하지 않는다.

파산에 대한 사뮤엘슨의 진단은 이러했다LTCM .2)

1) 이에 대한 배경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Kim, A. & Frauley,

M. (2000)

2) Samuelson, P.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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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에 매료되어 광적으로 열광하는 경향이 있다 아인슈타인은 이에“ .

대해 이렇게 경고했다 우아함은 재단사를 위해 존재한다 아름다운 방. .

정식이라고 무턱대고 믿지 말라 판단에는 항상 여지가 있기 마련이다. .”

숄스는 사람들이 방정식을 문제 해결의 분석적 도구(analytical tools)

가 아니라 마치 제의 처럼 사용한 것이 가 파산한 원인이라(ritual) LTCM

고 진단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이론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가졌다. ,

는 증거는 없다 의 파산은 전통적 합리성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 LTCM

다 개인주의 관점의 전통적 합리성은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전통적인가. ?

그것은 정말 서양 사상사를 대표할 정도로 전통적인 것인가 전통적 합?

리성의 개념과 대비되는 합리성의 대안적인 개념은 없는가 현실세계 속?

에서 통용되는 합리성의 개념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들에 답하기 위해?

이 글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첫째 먼저 제한적 합리성. ,

의 개념과 역사를 정리한다 둘째 제한적 합리성에(bounded rationality) . ,

서 판단과 환경구조의 비분리성이 함축하는 판단과 정보 표상 사이의 유

기적 관계를 살펴본다 셋째 판단과 정보 표상의 유기적 관계 모델을 과. ,

학교육에 적용하여 오개념 문제를 풀어줄 단초를 발견한다 넷째 제한적. ,

합리성의 맥락에서 실천적 문제해결을 위한 법칙 규칙 및 규범의 역할을,

살펴본다 다섯째 과학적 합리성에 대한 전통적 견해들과 제한적 합리성. ,

의 개념을 비교하고 제한적 합리성의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한다, .

제한적 합리성의 개념과 역사2.
합리성의 역사2.1.

전통적 합리성은 예증적 확실성 을 추구한다(demonstrative certainty) .

고대 그리스 기하학에 기원을 둔 예증 은 철학에서는 연(demonstration)

역적 증명과 동일시되어 왔다 예증 개념의 변천에 대한 언급 자체가 합.

리성에 접근하는 방식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준다 주어진 결론의 참을 보.

장하는 전제를 찾는 것이 원래 분석 의 의미였고 전제에서 그(analysis) ,



이 상 하86

결론을 끄집어내는 종합 이 예증으로 불렸다(synthesis) .3) 예증은 아리스

토텔레스를 거치면서 연역적 증명의 의미를 확보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 ,

레스의 예증 개념이 현대적 의미의 연역적 방법과 일치한다는 주장에 동

의하는 주석가는 없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천지와 이론지를 구분했을 때 실천지는 상황에 합

당한 개연적 판단의 일종으로서 이론적 방법론을 대표하는 예증에 속하

지 않는다 그는 학문의 위계질서를 주장하거나 실천에 대한 이론의 우위.

성을 주장한 적이 없다 그러한 주장은 근대의 산물일 뿐이다 또 그의. .

예증에서 추론 형식 곧 연역의 형식적 절차는 올바른 판단과 논증에 대,

한 충분한 합리적 기준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증을 시작하기 위.

한 첫 원리(archai 가 예증 자체에서 얻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했고 이) ,

점은 중세와 르네상스 시절의 수사학이 논리학의 일부로 기능할 수 있었

던 토대였다.4) 예증에서 합리적 추론 형식 곧 이론적 삼단논법 자체가,

논증의 합리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과 개념에

도 명백히 반영되고 있다 삼단논법의 는 이다 라는 결론이 필연적. “A C .”

참이 되려면 대전제의 주어와 소전제의 술어를 연결하는 중간항, (middle

은 가 라는 사실에 대한 원인이어야 한다 형상인 목적인 작용term) A C . , ,

인과 질료인으로 구분되는 원인의 규명은 단순히 예증의 합리적 추론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다.

예증이 연역적 증명과 동일시되면서 연역 자체가 합리적 추론의 유일,

한 기준으로 과장되기도 했다 확실성을 추구하는 합리성을 전통적이라고.

말할 때 그 전통의 뿌리는 자연과 도덕의 보편적 지식체계를 건설하려고,

했던 근대의 시대정신이다 그러한 보편적 지식체계의 건설 가능성에 대.

한 철학적 토대는 개인주의 관점에서 파악된 이성의 자율성‘ ’(autonomy

이였다 이성적 사고만으로 추론의 첫 원리를 얻을 수 있of rationality) .

다는 합리론과 경험에 이성의 비판적 능력을 개입시킴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경험론이 근대의 시대정신을 대표한다 합리론은 형이상학에서.

과학적 지식체계가 직접 도출 가능하다는 관점에 대응하며 경험론은 형,

3) Polya, G. (1973), pp. 142-143.

4) Grassi, E.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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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학과 과학적 지식체계를 구분하려는 관점에 대응한다 회의론은 과학.

적 지식체계를 얻는 데 있어서의 이성 능력에 대한 의심일 뿐 보편적 확,

실성을 추구하는 근대의 시대정신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 어떤 경우든. ,

집단적 속성은 개인의 속성에 근거해 설명 가능하다는 생각이 지배했고,

개연성은 합리적인 것의 적으로 규정되었다.

현실세계에서의 판단은 정보의 원천과 정보가 주어지는 방식에 근거한

개연성을 갖는다 가설과 결론 찾기 가설 인정 일반화 진단 및 추정에. , , ,

서 사람들의 판단은 사물 개인 및 집단이 처한 상황적 특수성과 과거 경,

험의 기억에 의존한다 확실성을 추구하는 전통적 합리성의 사유 틀은 정.

보를 정보의 원천 및 주어지는 방식과 무관한 초기 조건 혹은 입력처럼

다룰 것을 요청한다 그러한 초기 조건 및 입력에서 필연적으로 참인 결.

론 곧 출력을 얻을 수 있는 보편 형식 절차 추론 및 계산법의 개발은, ,

전통적 합리성의 이상이었다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판단에. ,

영향을 미치는 모든 특수한 상황적 요인들을 동질화하는 것이 요청된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 나올 주관적 확률 은 개인이 처한 구체적이1 1/6

고 특수한 모든 상황적 요인을 초월하여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등가확‘

률’(equi- 로 취급되었고 등가확률 개념에 근거해 확률 을probability) , 1/6

동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보편 확률 계산식이 얻어졌다 통계에서 기저비.

율 과 관계된 표본 집단의 상대성을 동질화하기 위해 정규화(base rate)

방법론이 개발되었다 이에 의해 자연 빈도수(normalization) . (natural

를 독립적인 단일 사건들과 연관된 주관적 확률로 대체시킴frequencies)

으로써 통계를 보편 확률 계산식 곧 베이즈 공식으로 표현하는 길이 열, ,

렸다 논리학에서는 연결사의 기능을 판단 내용과 분리시킴으로써 추론의.

공리화를 도모했고 사물 개인 및 집단의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하는 수, ,

사학 및 결의론 은 논리학의 적으로 몰리게 되었다(casuistry) .

철학 경제학 및 통계를 사용하는 분야에서 살아남은 전통적 합리성은,

주관적 기대 효용 의 최적화 모델 기호논리(subjective expected utility) ,

학 및 규범적 교육 방식 속에 스며있다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현대의 담.

론 속에 스며있는 전통적 합리성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이분법을 함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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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과 내용의 이분법 판단과 논증의 합리적 기준이 보편 형식 절차:

및 계산의 이념을 만족하기 위해서 합리적 기준은 정보의 원천 곧 환, ,

경구조 및 정보가 주어지는 방식과 무관해야 한다.

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의 이분법 형식과 내용의 이분법에 따라:

추론의 형식 규칙이 마치 사고의 규칙처럼 여겨졌고 심리적인 것을,

합리성의 영역에서 배제시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발견과 정당화 맥락의 이분법 논리적 추론이 합리성을 대표하게 되:

면서 합리성은 정당화 맥락 속에 종속된다 발견은 발견의 논리 라는, . ‘ ’

이름으로 정당화 맥락에 귀속되거나 합리성의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전통적 합리성은 개인주의 관점에서 자연과 도덕의 확실한 지식체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이성의 자율성 개념에 근거한다 사고는 추론의 보편적.

규칙을 따르는 능력이다 전통적 합리성의 이념은 집단 차원의 사회적이.

고 문화적인 기원을 무시한다 이러한 개인주의 관점의 이성은 세기에. 17

철학의 이단아로 지목된 비코 및 세기 실험심리학 탄생의 초(G. Vico) 19

석을 닦은 심리학자들 특히 분트 의 공격 목표였다 이들의, (W. Wundt) .

작업은 심리주의 가 철학에 대한 모독처럼 인식되는 분위기 속에서 세‘ ’ 20

기에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다 이 점은 프레게 의 저술에 자극. (G. Frege)

된 세기 언어철학의 흐름이 의미론에서 심리적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20

는 데 주력했다는 사실과 부합한다.

형식과 내용의 이분법은 오스트리아의 뷜러 와 그의 제자(K. Béhler)

브룬스윜 의 비판을 받았다 브룬스윜은 전통적 합리성에(E. Brunswick) .

대비된 현실세계의 합리성을 유사합리성‘ ’(quasi 으로 명명했rationality)

다 그는 판단과 환경구조를 연관시킴으로써 합리성의 생태적. (ecological)

측면을 부각시켰다 브룬스윜은 유사합리성이 이상화된 합리성을 시뮬레.

이션할 수 있지만 그 역은 불가능하다고 논했다, .5) 사이몬(H.A. Simon)

은 의사결정의 만족화 모델 에서 인간의 판단이 정보(satisficing model)

의 원천과 정보가 주어지는 방식에 의해 좌우됨을 밝혔다.6) 형식과 내용

의 이분법은 웨이슨의 선택실험 에 의해 결정적(Wason's selection test)

5) Brunswick, E. (1935).

6) Simon. H. (1982), pp.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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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타격을 받는다.7) 인간이 형식논리의 규칙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실험적 사실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인간은 형식적 오류를 범하도록 인.

지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해석 곧 전통적 합리성에 대비해 인간을 비합,

리적 동물로 규정하는 해석에 대항한 일련의 시도는 진화심리학의 정착

에 기여를 했다.

심리적인 것이 논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코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는 관점은 진화심리학의 흐름 속에 반영되어 있다 감정은 생존 및 환경.

적응의 측면에서 긍정적 인지 기능을 갖는 본능으로 파악된다 반면에 전.

통적 합리성에서 감정은 충동으로 여겨졌다 사이몬에게 영향을 끼쳤던.

조직경영학의 대부이자 록펠러 회사의 회장이었던 바나드(C. I. Barnard)

는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심리적인 것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모는 세태를

비판했다.8) 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의 이분법에 대한 비판은 실제 여

러 수학자와 과학자의 글 속에 담겨있다 특히 발견법 을 학문. (heuristic)

담론으로 정착시키려고 했던 뿌앙카레 의 제자인 하다마르(H. Poincare)

와 오스트리아 출신의 폴리야 는 발견에서 심리(J. Hadamard) (G. Polya)

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9) 철학에서 퍼스(C. 는 경쟁 가S. Peirce)

설의 평가가 아닌 단일 가설 생성과 관련하여 심리적인 것의 역할을 강

조했다.10) 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의 이분법에 대한 비판은 발견과 정

당화 맥락의 이분법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발.

견의 논리가 불가능하다는 관점은 합리적인 것에서 심리적인 것을 추방

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발견 과정에서 가설 생성은.

가설 평가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발견과 정당화,

맥락을 이분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제한적 합리성의 학제 간 연구 틀2.2.

언급된 세 가지 이분법에 대한 도전은 현대에 들어와 제한적 합리성이

7) Wason, P. C. (1966).

8) Barnard, C. I. (1938).

9) Hadamard, J. (1945), Polya, G. (1973).

10) Delaney, C. F. (1993),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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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학제 간 연구 속에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 구체화 과정은 전통적.

합리성을 대표하는 합리성의 최적화 모델 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다 합리‘ ’ .

성에 관한 최적화 모델에서 인지과정은 확률계산 효용성 그리고 최적결,

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심리학에서는 통계 추론의 도구가. 1950

년대 이후 연구실의 일상적 활동에 자리 잡게 되자 그것이 연구자들에,

의해 인지과정의 모델로 제안되었다 피셔 의 편차분석 네. (R. A. Fisher) ,

이만 피어슨 의 결정이론이 대표적이다 신고전경제학- (Neyman-Pearson) .

파 이론은 베르누이 의 기대효용 최대의 원리가 합리성을 정(J. Bernoulli)

의할 수 있다고 믿었다 마찬가지로 신베이즈주의 학파들은 베이즈 통계.

의 형식적 장치가 모든 면에서 합리적 추론을 정의한다고 주장하였다 동.

물학자들은 최적 먹이구하기 이론을 발전시켰고 인공지능 분야는 최적을,

추구하는 동물과 유사한 합리적 행위자를 설계하는 데 승부를 걸었다 다.

시 말해 그들은 환경에 대한 완벽한 표상과 계산적인 최적 행위를 위한,

광범위한 계산능력을 가진 인공적 행위자를 만들려는 이상을 추구하였다.

년대 이후 추론 판단 결정의 합리적 규범과 인간의 실제적 판단 사1970 , ,

이에 발견된 불일치가 심리학적 담론의 중요한 주제가 되면서 인간의 사,

고와 행동의 합리성에 대한 여러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전통.

적 합리성을 대표하는 합리성의 최적화 모델 을 위협했다 여기서 우리의‘ ’ .

선택지는 세 가지가 될 수 있다 그 중 한 가지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이.

본성적으로 비합리적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합리성의 전통적.

개념은 유지하되 새로운 확률이론과 논리를 모색하는 입장이다 세 번째, .

는 전통적 합리성의 개념 자체를 문제 삼고 새로운 합리성의 개념과 모,

델을 착안해 보려는 입장이다 이것은 기존의 합리적 모델이 설명의 틀로.

서 한계를 드러내었다고 보고 인간의 인지 사고 그리고 합리성의 개념, , ,

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를 시도하려는 생각이다.

위의 세 가지 선택지 중 세 번째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 제한적 합리성

의 모델이다 제한적 합리성은 최적화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 ,

개 효용성도 배제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현행 규범과 어긋날 때 현행 규.

범과 연구를 받아들이는 설명이 아니라 현행 규범에 대한 대안을 제공한

다 제한적 합리성은 규범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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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과 제도의 실제적 행동을 연구하는 일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장은 최.

적화 모델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허버트 사이몬에 의해 제안되었다 제. ‘

한적 합리성 이라는 용어를 창안한 사이몬은 가위의 유추를 사용하였는데’ ,

거기서 한 쪽 날은 실제 인간의 인지적 한계이고 다른 쪽 날은 환경의,

구조이다 제한된 시간 지식 그리고 그 밖의 자원을 가진 마음은 그러한. ,

제한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구조를 이용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러므로 제한적 합리성의 모델은 어떤 결정이 제한된 시간 지식 그. , ,

리고 자원을 가지고 내려져야 하고 불확실하고 변화하는 세계에서 내려,

져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현재 제한적 합리성은 전통적 합리성을 비판하고 현실세계에서의 합리

성을 구제하려는 일련의 시도들을 인지심리학 및 진화심리학을 바탕으로

통합하는 학제 간 연구로 규정된다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기거렌쩌. (G.

와 그의 동료들은 전통적 합리성의 최적화 모델에 반대하면Gigerenzer)

서 기존의 논리적 접근과 추론의 심리적이고 발견법적인 측면을 강조하,

는 기술적 접근과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합리성 논제를.

둘러싼 여러 종류의 이분법 즉 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 형식적인 것, ,

과 내용적인 것 이론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 발견의 맥락과 정당화의 맥, ,

락 생물학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의 이분법을 거부한다 그 대신 우리 인, .

간의 인지가 갖는 적응적 본성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요청 속.

에 기거렌쩌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발전된 제한적 합리성은 생태적이고,

영역 특수적이며 사회적이다, .

먼저 제한적 합리성은 생태적이며 영역 특수성 을(domain specificity)

갖는다 합리성은 환경 맥락에 의존한다 환경 맥락을 무시한 규범적이고. .

절대적인 합리성은 없다 판단 추론 및 행동에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적. ,

용할 때는 특정한 환경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제한적 합리성은. ,

유기체의 합리성이다 특정 환경 속의 판단 추론 및 행동은 모든 가능한. ,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유기체는 환경 조건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단서들에 바탕을 둔 발견법을 채용함으로써 선택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

한다 셋째 유기체들의 합리성에서 생태적 측면은 사회적 측면과 연관된. ,

다 유기체들은 동종의 다른 유기체들로 구성된 사회적 환경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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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하고 행위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환경에서는 모방과 속임수 알아채기.

와 같은 현상이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제한적 합리성의 생태적이고 영역 특수적이며 사회적인 측면은 유기, ,

체의 문제 해결의 발견법적 맥락에서 나타나며 문제 해결의 만족화 수준,

은 최적의 결과가 아니라 유기체의 적응과 생존과(satisfiability-level)

맞물린다 기거렌쩌와 동료들에 의해 확대된 제한적 합리성의 연구 방향.

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제한적 합리성의 기본 틀 합리성의 계기는 이상화된 지식체계가 아니:

라 문제 해결의 발견 과정과 행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마음은 진.

화 과정에서 여러 문제 상황에 반응하는 다양한 인지 전략으로 구성된

적응적 도구 상자 이다‘ ’(adaptive toolbox) .

실험적 측면 발견 과정에 동원되는 다양한 인지 전략들 실례로 만: ,

족화 모델 범주의 단순화 모델 및 단서 추정법 등을 실험적으로 찾고,

규명한다.

설명적 측면 실험적 방법론에서 찾아진 인지 전략들의 효과성과 적:

응성을 진화론 인지심리학 및 진화심리학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

철학적 측면 제한적 합리성이 전통적 합리성과 구분되는 특징들을:

찾고 이 특징들에 함축된 철학적 의미를 규명한다 아울러 제한적 합리, .

성이 현실세계의 합리성을 대표할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를 따진다.

적응적 사고2.3.

제한적 합리성의 모델은 제한된 조사범위 지식 시간의 제약 조건 아, ,

래서 훌륭하게 기능하는 단순한 단계적 발견법의 인지 전략들로 구성된

다 발견법의 인지 전략들로 구성된 레파토리는 하나의 종 이 진. (species)

화의 어떤 시점에서 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적응적 도구상자 라고, ‘ ’

부른다 적응적 도구상자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그. . ,

것은 일반적 목적의 의사결정 알고리듬이라기보다는 발견법의 인지 전략

들의 다발을 가리킨다 둘째 이 발견법의 인지 전략들은 일관성이 있고. , ,

정합적이며 빠르고 단순하며 계산적으로 쉽다 셋째 이 전략들은 과거, , , . ,

이건 현재이건 물리적이건 사회적이건 특정한 환경에 적응한다 이러한, , .

발견법의 전략들에 근거해 유기체는 자연적 환경에서 정보의 구조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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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함으로써 빠르고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판단한다.

만족화 모델 단서추정법 등 발견 과정에 동원되는 다양한 인지 전략들,

에 대한 실험적 연구는 현실세계의 적응적 사고 가‘ ’(adaptive thinking)

갖는 제한적 합리성의 요인들을 드러내 준다 첫째 지식과 계산능력의. ,

제한성은 문제 해결에서 반드시 불리한 것이 아니다 특정 환경 구조에.

적응된 발견법의 인지 전략은 계산을 단순화시키는 미덕을 갖는다 최적.

화 모델에 의하면 우리는 환경에 대한 완벽한 표상을 필요로 하고 거대,

한 계산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분석을 끝낼 수 없다 반면에 문제.

해결에서 불필요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단순한 발견법은 빠르고 간결

하면서도 정확한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단순한 발견법은 환경에서. ,

의 규칙성 실례로 야구공을 잡을 때 일반적으로 유지되는 응시각도와 같,

은 것을 이용할 수 있다 바람 속도 등의 변수를 무시한 채 야구공의 응. ,

시각도만을 주목함으로써 우리는 쉽게 야구공을 잡는다 셋째 여러 환경. ,

구조와 맞물린 발견법의 단순한 인지 전략들의 다양한 조합 가능성은 최

적화 계산 없이도 복잡한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해준다 시간이 부족하고. ,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며 부분적인 무지의 조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세계에서 적응적 도구상자로서의 우리의 마음이 내리는 결정 선택,

그리고 판단은 모두 적응적 사고의 결과다.

제한적 합리성의 학제 간 연구 틀 속에서 적응적 사고는 판단에 동원

되는 인지 전략과 문제의 맥락 혹은 환경 사이의 적합성과 관련된다 따.

라서 적응적 사고는 맥락 의존성을 무시한 신비한 창의력을 전제하지 않

는다 효과적인 문제 해결은 적절한 문제 표상 방식과 공조할 수 있는 적.

응적 인지 전략들이 개입함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에 판단과 정보의 유기,

적 관계가 성립한다 적응적 사고의 증진은 신비한 통찰력이 아니라 맥락.

에 맞는 문제 해결의 적응도와 연관된 인지 전략의 효과적 사용에 근거

한다 이제 판단과 정보 표상의 유기적 관계 모델 을 제안하고 과학교육. ‘ ’ ,

의 오개념 문제와 연관된 교수학습법과 현실세계의 규범의 사용에서 제

한적 합리성의 기여 가능성을 타진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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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합리성 판단과 정보 표상의 유기적 관계3. ,
판단과 정보 표상3.1.

전통적 합리성에 대항하여 나온 여러 합리성의 개념은 동질적이지 않

다 브룬스윜의 유사합리성은 판단에 동원되는 직관 혹은 상식을 규명하.

는 데 목적을 둔다 사이몬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마음을 일종의 정보처리.

기관으로 본다면 기거렌쩌와 동료들에 의해 개선된 제한적 합리성의 학,

제 간 연구에서는 마음은 적응 기관에 유추된다 이들 모두에게 공통된.

것은 판단이 정보의 원천과 정보가 주어지는 방식에 무관하지 않다는 점

이다 이 점은 판단과 정보 표상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살.

펴봄으로써 명확해진다.

미국의 모 여성 가 집안에 유방암 환자가 많다는 사실에 겁을 먹고A

미리 양쪽 유방을 절제한 사건이 있었다 과연 이 여성의 결정은 현명.

한 처사였는가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자 양쪽 유방을 절제한? . “

여성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은 로 감소합니다80% .”

의사의 말에 담긴 는 의학에서 사용되는80% RRR(relative risk

비율 소위 상대 위험 감소율 이다 이 통계치는 치명적 약점reduction) , ‘ ’ .

을 갖고 있다 해당 지시 대상 영역 을 숨기고 있다 는 양쪽 유방을. ‘ ’ . A

자르면 암으로 사망하지 않을 확률이 라고 믿는다 그런데 이 믿음은80% .

착각이다 상대 위험 감소율을 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조사 지시 대상 영역 실례로 유전적으로 유방암에 걸릴 위험성이(1) ,

많은 대 여성 집단이 정해져야 한다50 .

그 집단에서 실제 유방암에 걸린 사람은 의 비율로 나타났다(2) 5% .

그 집단에서 유방 제거술을 받아도 유방암에 걸릴 비율은 였다(3) 1% .

에서 를 빼면 가 나온다(4) 5% 1% , 4% .

유방 제거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방암(5) (4%/5%) ×1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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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릴 비율을 기준으로 유방을 제거한 상태에서 유방암에 걸릴 상대적

위험 감소율을 끄집어 낸 것이다.

의사가 이렇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아주머니의 걱정은 잘 이해합니다 유전적으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을“ .

가진 사람들이 명이라고 합시다 명에서 실제 암에 걸리는 사람100 . 100

은 통계적으로 볼 때 약 명 정도가 됩니다 명 모두가 사전에 유5 . 100

방 제거술을 받는 경우에도 명 정도가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1 .”

처음 방식의 설명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차이가

있다 는 단일 사건의 확률로서 정보의 원천을 숨기고 있다 절차. 80% . (5)

의 결론만 함축할 뿐 실제 절차 는 라는 숫자에 은폐된다, (1)-(4) 80% .

위의 보기에서 의사의 말 속에서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명 중의 몇100

명이라는 식의 빈도수 가 주어졌고 유방 제거술을 받지 않은(frequency) ,

경우와 받는 경우의 상대적 비교가 명확히 나타나있다 이 경우는 절차.

에 함축된 실험 조사의 대상 집단 곧 정보의 원천에 대한 암시를(1)-(3) ,

포함하고 있다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환자의 반응은 매우 다르게. ,

나타난다 실험적으로 인간의 인지체계는 정보의 원천을 숨기는 단일 사.

건 확률보다는 빈도수에 민감하다는 것이 밝혀졌다.11) 수와 기하학적 표

상은 인간이 환경 구조의 패턴을 단순화하여 저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여.

기에는 종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이 차이가 종의 생존율 및 생식적 적합,

성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각 종의 인지체계는 환경구조 속에서.

살아나가게끔 변이와 선택을 통해 구축된 것이다 차이 비교에 수적 기억.

이 사용되는 경우 단일 사건은 큰 의미가 없다(numerical memory) , .

제한적 합리성의 측면에서의 분석3.2.

전통적 합리성의 개념은 주어진 것으로부터의 추론 혹은 계산‘ ’

이며 정보의 양만 문제가 된(inference or calculation from the given) ,

11) Gigerenzer, G. & Edwards, A.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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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가 흘러온 원천 정보의 사용과 연관된 문제의 공간 그리고 행위. ,

자에게 주어지는 정보 및 계산 순서는 무시된다 위험 감소율이 단일 사.

건에 대한 확률 로 주어진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것은 무엇에 대해80% . ,

그리고 어떤 계산 방식에서 인가에 대한 정보를 무시한다 전통적 합80% .

리성 개념은 현실세계에서 실제 기능하는 인간의 합리성이 아니다 반면.

에 대상 영역에 관한 정보를 함축한 빈도수로 문제가 표상되는 경우는

다르다 이러 이러한 특징을 가진 몇 명 중에 몇 이라는 표현 방식은 판. ‘ ’

단에 필요한 정보의 원천으로서 대상 영역을 암시한다 판단에 개입하는.

인지 능력과 문제와 연관된 대상 영역의 구조 사이의 공조 가능성이 깨,

어진 상황에서 인간은 오류를 범하기 쉽다 이 점에서 현실세계의 합리성.

은 영역 특수성 을 갖는다(domain specificity) .12) 피아제 가 생(J. Piaget)

각했던 것처럼 인간의 인지 능력은 규칙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에 근거하

지 않는다 추론 계산 및 지식 습득은 동일한 방식이 아니라 문제의 내. ,

용에 따라 다양하게 작용한다 판단은 주어진 입력 혹은 초기 조건에 형.

식 추론 절차 및 계산법을 적용한 결과가 아니다 개개의 인지 능력의 효.

과성은 그 능력과 관계된 알고리듬의 구조뿐만 아니라 주어진 문제의 내

용에 의해 좌우된다.

단일 사건의 확률보다는 인간의 인지체계가 빈도수에 예민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이 그냥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정보 제공의 원천과?

정보가 주어지는 방식에 민감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민감한 경우.

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인간 종 보존을 위한 평균 적응도를 높인다 정.

보 제공의 환경 및 정보가 주어지는 방식과 무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

실세계의 합리성은 생태적 이다 의사가 공포에 떨며 양쪽 유(ecological) .

방을 제거하려는 여성을 설득하는 경우 의사는 각종 정보를 사망률보다,

는 감소율 혹은 치료율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좋다 인간의 사고와 행.

12) 이러한 영역 특수성은 다방면에서 연구되었다 언어 습득과 다른 기예의.

습득에서 나타나는 영역 특수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Bates, E.,

한 개인에 국한해서 다양한 인지 능Bretherton, I. & Snyder, L. (1988).

력들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고정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서는 다음을 보라. Baron-Cohen, 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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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생존의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에 대해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사고와 행위가 사회의 가치적 상징체계에 무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세계의 합리성은 사회적 이다 합리성의 영역, (social) .

특수적 생태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이 인간의 사고와 행위를 제한한다, .

판단과 정보 표상의 유기적 관계 모델3.3.

제한적 합리성이 문제 해결의 발견법 맥락에서 이해될 때 판단과 정보

표상은 유기적 관계를 맺는다 실험자 혹은 피험자의 지위 여부와 상관없.

이 합당한 판단은 효과적인 정보 표상에 좌우된다 발견법을 이론 통계, . ,

학 등 분석적 도구 와 연장 및 실험 장치와 같은 물리적(analytical tools)

도구 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규정할 때(physical tools)

판단과 정보 표상의 유기적 관계 모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도식< 1>

물리적 도구들

분석적 도구들

생태적 제한 조건들

사회적 제한 조건들

단서들

영역 특수성을

갖는 인지 전략들

적응적 도구 상자

문제해결의 열망 수준

결과물

문제 공간

역사적 표류



이 상 하98

도식 에서 단서에 근거한 판단은 여러 요인의 유기적 관계에 의한< 1>

문제 공간을 형성한다 문제 해결은 열망 혹은 만족 수준에 따라 결정되.

는데 문제 해결에 합당한 판단은 적절한 단서 추출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는다 적절한 단서의 자질은 적응적 도구 상자의 인지 전략 혹은 능력.

및 정보 표상에 좌우된다 유방암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적응적 도구 상. ,

자의 여러 인지 진략은 영역 특수성을 갖는다 직관적 통계 처리는 단일.

사건의 확률보다는 빈도수에 민감하다 이러한 통계 처리 판단의 합당성.

은 단서 추출을 위한 정보 표상을 빈도수로 디자인할 것을 우리에게 요

청한다 적응적 도구 상자의 다양한 전략들은 생태적이고 사회적인 제한.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단서 포착에 필요한 정보의 원천과 정보가 주어지.

는 방식이 정보 표상의 디자인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동일한 내용을 사망.

률보다는 위험 감소율에 근거해 구성해야 효과적이라는 사회적 제한 조

건도 생태적 제한 조건과 함께 정보 표상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또 적응.

적 도구 상자의 전략들은 발견법의 분석적 도구와 물리적 도구에 의해

제한된다 유방암 사례와 달리 큰 수를 다룰 때 연산 법칙의 활용은 합당.

한 판단에 도움이 된다 그러한 법칙은 적응적 도구 상자의 인지 전략과.

함께 판단에 개입하는 분석적 도구에 속한다.

판단과 정보 표상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문제 해결이 열망 혹은 만족

수준에 다다르면 결과물이 얻어진다 그렇지 않은 경우 문제 해결의 과, .

정은 단서와 연관된 초기 상태로 되먹임 을 한다 결과물은 열(feedback) .

망 수준과 관계된 목적에 따라 공학적 도구에서 방정식에 이르기까지 다

양하다 결과물은 문제 해결의 발견법적 틀 속에 새로 유입되거나 과거의.

것을 대체하기도 한다 분석적 도구 및 물리적 도구의 사용법에는 변화가.

수반되며 문제 공간의 배경 지식도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도구 사용, .

법의 복잡성은 배경 지식의 복잡성을 함축하며 새로운 역사적인 정보들,

이 생태적 사회적 제한 조건에 유입된다 이러한 문제 공간의 역사적 표, .

류 속에서 적응적 도구 상자의 인지 전략들만으로는 설(historical drift)

명할 수 없는 복잡한 발견의 결과물들이 얻어진다.

판단과 정보 표상의 유기적 관계가 함축하는 미덕은 무엇인가 전통적?

합리성의 방식대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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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적으로 규명되었다 그 결과 인간의 인지체계는 오류를 범하게끔 되. ,

어있다는 인지 편향 이론이 득세하기도 했다 인지 편향 이론은 전통적.

합리성의 대안이 아니라 반발이다 비합리성을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

판단과 정보 표상의 유기적 관계에 따르면 실험상의 오류는 새롭게 해석,

된다 많은 오류는 문제 공간에서 판단과 정보 표상의 유기적 관계가 깨.

진 실험 설계 때문이다 제대로 된 정보 표상은 그러한 유기적 관계를 충.

족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유기적 관계 속에서 문제 해결의 능력이,

커진다 문제 해결능력의 증가는 정보의 원천으로서 환경과 인지 전략의.

공조를 요구하기 때문에 적응적 사고는 내적인 관점에서의 계산능력 혹,

은 로 환원되지 않는다 적응적 사고는 문제의 환경 혹은 상황에 합당IQ .

한 인지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응적 사고를 자극하는 교수학,

습법에서 정보 표상의 설계는 중요한 주제로 떠오른다.

오개념 문제를 둘러싼 교수학습법과 제한적 합리성4.
판단과 정보 표상의 유기적 관계를 함축하는 제한적 합리성은 과학교

육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오래 전부터 오개념의 문제는 현장 과?

학교육자들에게 골칫거리였다 물리학에 등장하는 많은 개념은 일상경험.

의 그것과 다르다 특히 생존을 위해 개인들에게 체득된 힘 개념을 완전.

히 객체화된 물리학의 이론적 힘 개념으로 대체시키는 것은 지금까지 성

공적이지 못했다 일상적 힘 개념은 일의 원천 혹은 에너지 개념을 함축.

하는데 이러한 개념은 생활방식 속에서 체득된 것이다 반면에 고전역학, .

의 힘 개념은 밀고 잡아당기는 현상 속에서 물체의 상관관계 에 국한된‘ ’

것이다 인간은 일을 할 때 신체적 변화를 느끼며 이러한 느낌은 힘을. , “

쓴다 와 같은 표현으로 기술된다 일상적 힘의 개념은 개인이 자발적으.” .

로 외부에 발산하는 활력과 같은 개념이다 물체의 운동 변화와 연관된.

고전역학의 힘 개념은 활력과는 거리가 멀다 더욱이 고전역학의 이론적.

힘 개념은 마찰 등의 현실적 제약을 제거한 상태에서 얻어진 추상적 개

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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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물리교육은 고전역학의 힘 개념과 마찰하는 일상적 힘 및 운동

개념의 수정을 가져오지 못했는데 이 결과는 가르치는 사람 및 가르치는,

방법과 무관하게 얻어졌다.13) 학생들의 일상적 힘 개념이 과학적 힘 개념

으로 쉽게 대체되지 않는 현상은 오개념의 문제 라고 규정된다 일상적‘ ’ .

힘 개념을 오개념으로 분류할 때 과학적인 것과 대비되는 일상적인 것은,

오류가 된다 여기에는 일상적인 것보다 과학적인 것이 우월하다는 관점.

이 깔려있다 왜 일상적인 것은 오류이고 과학적인 것은 오류가 아닌가. , ?

이 물음에 대해 과학방법론의 객관성을 운운하는 것은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없다 과학적인 것에 대한 그 어떤 규정도 모든 평가에서 과학적인 것.

이 우월하다는 메타기준 을 논리적으로 함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

제한적 합리성의 맥락에서 과학교육의 오개념 문제는 다른 양상을 띤다.

이론적 개념을 기준으로 일상적 개념을 오개념이라고 규정할만한 합리적

인 근거는 없다 일상적 개념은 생활환경의 여러 제한 조건들과 밀접하게.

공조하는 집단적 삶의 기저 이기 때문에 그것에 수정을 가하려는(basis) ,

그 어떤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 대신 판단.

과 정보 표상의 유기적 관계에 근거하여 새로운 교수학습법의 설계를 모

색해야 한다 그러한 설계는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생활환경의 여러 제한 조건이 제거되거나 이상화된 정보 표상 속에(i)

서 과학의 분석적 도구인 이론적 개념들이 작동하는 방식을 명백히 보

여주어야 한다.

과 달리 실제 일상경험의 제약조건들 실례로 땅바닥의 마찰과(ii) (i) ,

같은 것들을 포함한 정보 표상 속에서 대다수가 공유하는 일상적 힘

개념이 표출되도록 해야 한다.

과 의 교차 비교를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고전역학의 힘(iii) (i) (ii)

개념에 대한 이론적 성립 조건들이 무엇인지 숙지하게 해야 한다 그.

들의 일상적 힘 개념을 오류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과 의 교차. (i) (ii)

비교는 문제의 맥락에 맞게 힘 개념을 전환하는 일종의 개념적 전환‘

장치 가 된다’ .

과학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을 맥락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도

13) Halloun, I. & Hestenes, D.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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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학생들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교수학습법의 설계만이 반세기 이상 지

속된 오개념 문제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제한적 합리성에서.

는 일상적 힘 개념이 오개념으로 파악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개념,

문제를 상황 인식에 따른 개념의 적응적 전환 의 문제로 규정할 수 있다‘ ’ .

실험 방법론4.1.

판단과 정보 표상이 유기적 관계를 가지며 일상적 힘 개념과 고전역학,

의 힘 개념이 사용되는 상황이 다르다면 개념의 적응적 전환의 교수학습,

법 설계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상황을 나타내는 정보 표상을 필요로 한다.

문제 해결의 효과를 적응으로 간주한다면 일상적 힘 개념은 그것이 적절,

히 사용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정보 표상에서 높은 적응도를 나타낼 것이

다 일상적 힘 개념과 관련된 그러한 정보 표상을.  (Ordinal 라고 하자) .

고전역학의 힘 개념과 관련된 정보 표상을  (Theoretical 라고 하자) . 
와 T가 각각 적절한 설문들로 구성된 경우를 상정하자.  의 설문들이

일상적 힘 개념의 상황 인식과 맞물린 정보들을 암시하는 표상이라면,

T의 설문들은 과학적 힘 개념의 상황 인식과 맞물린 정보들을 암시한

다 다음 도표는 일상적 힘 개념과 고전역학의 이론적 힘 개념에서 발견.

되는 차이에 대한 연구 결과이다.

속성들 일상적 힘  이론적 힘 
경험 빈도 높다 낮다

감각 지각 가능성 높다 낮다
주체적 조절 가능성 높다 낮다

힘의 원천들 사람 다양 마찰력 중력 등( , , )

힘의 연산 분석 합성( / ) 방략 직관적 산술적, 벡터적

시간 측면 일시적 영속적

공간 측면 국소적 보편적

표< 1>

 는 일상적 힘 개념의 속성들을 명확히 보여주는 설문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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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론적 힘 개념의 속성들을 명확히 보여주는 설문들로 구성된다 실.

험 방법론 결과 및 해석에서 개념의 적응적 전환의 역할과 제한적 합리,

성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설문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문 문항,

들의 내용은 다루지 않겠다.  와  를 교차 비교하기 위한 하나의 과제

를  로 지정하자(Problem) . 는 다음과 같다.

오른쪽으로 등속 운동하는 도중에, 보기의 위치에서보기의 위치에서보기의 위치에서보기의 위치에서 물체에 작용하는작용하는작용하는작용하는

모든 힘들 합력은 선택하지 마시오모든 힘들 합력은 선택하지 마시오모든 힘들 합력은 선택하지 마시오모든 힘들 합력은 선택하지 마시오( )( )( )( )을 빠뜨리지 않고 나타낸 것은?

이러한  에 마찰 변수가 개입한 상황은 마찰 상황이 되고 빠진 상황,

은 추상화된 무마찰 상황이 된다 마찰 변수를. c라고 하면 각각의 상황,

설정을     와   라고 하자.     는  에 마찰 변수

라는 조건이 부과된 것이고,     는 에서 마찰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상황 설정이다 이제 두 실험의 방법론을 살펴보자. .

실험 방법론 마찰 상황 설정1.    에 설문들  를 배치한 것을

마찰 상황에서 일상적 힘 개념의 유기적 표상       라고 하

자 이것은 마찰 상황에서 문제. 를  의 설문들에 답하게 한 후 풀게

함으로써 조건 을 충족시킨다(i) .    에 설문들  를 배치한 것

을 마찰 상황에서 이론적 힘 개념의 유기적 표상       라고

하자 이것은 문제. 를  의 설문들을 답하게 한 후 풀게 함으로써 조

건 를 충족시킨다 학생들에게(ii) .      와       를

교차 비교하게 함으로써 표 에 명시된 일상적 힘 개념의 속성들과 이1

론적 힘 개념의 속성들 사이에 차이를 스스로 인지하게 만든다 그 다.

음 마찰 상황과 연관된 다른 실전 문제 ′ 를 학생들에게 풀어보게 함

으로써 그 인지도의 효과를 실험한다 실험 방법론 의 단계를 밟은 학. 1

생들이 ′ 의 문제 해결력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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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것으로 기대된다.

실험 방법론 무마찰 상황 설정2.    에 설문들  를 배치한 것

을 무마찰 상황에서 일상적 힘 개념의 유기적 표상       라
고 하자 이것은 무마찰 상황에서 문제. 를 O의 설문들을 답하게 한

후 풀게 함으로써 조건 을 충족시킨다(i) .    에 설문들  를
배치한 것을 무마찰 상황에서 이론적 힘 개념의 유기적 표상

      라고 하자 이것은 문제.  를  의 설문들을 답하게

한 후 풀게 함으로써 조건 를 충족시킨다 학생들에게(ii) .

      와       를 교차 비교하게 함으로써 표 에1

명시된 일상적 힘 개념의 속성들과 이론적 힘 개념의 속성들 사이의

차이를 스스로 인지하게 만든다 그 다음 무마찰 상황과 연관된 다른.

실전 문제 ′ 를 학생들에게 풀어보게 함으로써 그 인지도의 효과를

실험한다 실험 방법론 의 단계를 밟은 학생들이. 2 ′ 의 문제 해결력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교수학습법에서는 일상적 힘 개념을 오개념으로 파악함으로써

개념적 전환 이 아니라 개념적 대체 를 강조하였다 개념적 대체에서는‘ ’ ‘ ’ .

      와       의 교차 비교 및       와
      의 교차 비교를 행하지 않는다 일상적 힘 개념을 오개념.

으로 보았기 때문에 개념 대체 교수학습법은 단지 이론적 힘 개념의 속,

성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강했다.

교수학습법에서의 제한적 합리성4.2.

일상적 힘 개념이 고전역학의 이론적 힘 개념보다 많이 사용된다는 사

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생존과 밀접히 관련된 현실 문제를 푸는.

데 일상적 힘 개념의 적응도는 높다 이 점은 환경과 공조하는 여러 인지.

적 전략들이 성장 과정에서 일상적 개념들과 단단히 결합한 데서 기인한

다 그러한 결합을 끊기란 쉽지 않으며 또 끊으려고 강요하는 것도 자연. ,

스럽지 못하다 우리는 지구의 자전을 주장한 갈릴레이조차도 아침에 일.

어나 해가 동쪽에서 뜬다 라고 말하지 현재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 , “

이러이러하게 자전한다 고 말하지 않는다는 상식을 받아들여야 한다.” .

물리학은 모든 것이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경험현상을 통합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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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보편법칙을 지향하는 과학 분과로 탄생했다 그렇기에 중세만 하더.

라도 물리학은 식물학이나 동물학처럼 개별과학이 아니라 형이상학에 속

했던 학문이다 과학의 다른 분과와 달리 물리학에서는 새로운 이론이 나.

타나면 그 이론과 과거 이론 사이의 연결성 혹은 단절성을 따지는 논쟁

이 벌어진다 그 이유는 물리학의 큰 흐름이 보편적인 자연법칙을 지향하.

기 때문이다 새로운 이론의 법칙이 보편적이라면 과거의 법칙은 일단. ,

깨진 것으로 간주되기 쉽고 생물학이나 지질학과 달리 현재와 과거의 관,

계에 관한 논쟁이 자주 일어났다 물리학의 보편성 이념이 확실한 지식체.

계의 이상형으로 미화되면서 나타난 한 가지 부작용은 이론적인 것이 실

천적인 것 보다 우월하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이론의 우월성 관점을 가진.

사람은 일상적인 것을 오류로 여기거나 열등한 것으로 여긴다 그들은 학.

생들이 일상적 힘 개념을 물리 문제에 적용할 때 과잉 확신의 오류 를‘ ’

범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이론이 표상으로서 보편성을 지.

향하는 것과 실천적 맥락에서 이론이 문제 해결에 개입하는 것은 별개라

는 점이다 운동의 설명에서 뉴턴의 힘 개념이 특수한 조건 아래 보편적.

인 통합 원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 문제 해결에서 뉴턴 힘이

개입하는 방식은 다른 것이다 뉴턴의 힘 개념은 표상의 관점에서는 보편.

성을 지향하지만 발견법의 실천적 맥락에서는 문제 해결의 분석적 도구,

로 기능한다 이렇게 뉴턴 힘 개념을 문제 해결의 분석적 도구로 사용할.

때 부과되는 제한 조건들은 일상적 힘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제한 조건들과는 다르다 제한적 합리성은 문제 해결의 실천적 맥락을 중.

시한다 문제 해결과 연관된 단서의 원천들은 동질화가 불가능한 것이며. ,

따라서 보편적인 문제 해결의 규범적 척도는 없다 일상적 힘 개념은 일.

상경험에 적응된 것이다 이론적 힘 개념은 문제 해결의 맥락에서 일상적.

힘 개념과는 다른 속성을 갖는다 제한적 합리성은 현실세계의 실천과 관.

련된 것이고 제한적 합리성의 틀 속에서 일상적 힘 개념은 오개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론적 힘 개념과는 다른 영역 특수성을 갖는다. .

이와 관련하여 다음 절에서는 실천과 관련된 좋은 규범 의 의미를 검토‘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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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과 제한적 합리성5.
앞서 살펴보았듯이 마음이라는 적응적 도구상자의 인지 전략들은 영역

특수성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현실에서 적응적 도구상자의 정보 표상은.

사회적 제한 조건과 생태적 제한 조건을 아울러 고려한다 근대 이후 전.

통적 합리성의 개념에서는 이 점을 외면하고 구체적인 상황 맥락을 벗어,

나 내용과 무관한 보편적인 규범 과 원리에 기초한 판단 을 추구해 왔다‘ ’ ‘ ’ .

여기서는 보편주의적 원리주의적 사고의 한계를 추론에서의 형식적 규범,

과 윤리에서의 도덕적 규범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우선 추론의 형식적 규범부터 살펴보자 형식논리는 보편적인 규범을.

추구한다 보편적 규범은 내용과 무관 하고 내용 중립적. (content-blind) ,

이라고 여겨진다 연접 규칙 등이 이것의(content-neutral) . (conjunction)

대표적인 모델이다 하지만 규범 또는 규칙은 모든 문제에 적용되지 않. ,

으며 오로지 구체적인 특정 영역에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그것들은 구체, .

적인 상황에서 규정되고 정당화되어야 한다 내용과 무관한 규범 혹은 규.

칙은 특정한 형식체계 안에서만 적절하게 사용되며 그 범위를 넘어서는,

적절성을 상실하게 된다.14)

형식추론의 규범을 따를 때 논리적 연결사는 참 혹은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적 내용과 무관하게 기능한다 논리적 연결사에 부과되는 규.

칙 혹은 명제들의 내적 속성으로서 연결사의 작동 방식은 명제의 진리치

조건과 관련된다 각 명제가 참 혹은 거짓 중 하나의 진리치만을 갖는. ,

곧 쌍극성 을 갖는 치 형식논리를 고려하면 연접규칙은 다(bi-polarity) 2 ,

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T-P-F], [T-Q-F]) &([ -☆ P- ], [ -★ ☆ Q- ])★

[T-(P&Q)-F] [ -(☆ P&Q)- ]★

14) Gigerenzer, G. (2001),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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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규칙이 명제의 내용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 규칙의 작동 방식에 대,

한 설명에서 명제는 변수 P와 Q로 대체 가능하다 와 는 참과 거짓. T F

을 나타내며, [T-P 는 명제의 쌍극성이라는 속성을 나타낸다 연접규-F] .

칙이 명제의 내용과 무관하게 복합명제 (P&Q 형의 진리치를 결정한다는)

사실은 위의 도식에서 각각의 극성인 진리치들과의 연결선으로 표시된다.

연접규칙에서 (P&Q 형이 거짓이 되는 경우는) P와 Q가 거짓인 경우다.

이 점은 변수 P와 Q에 대입되는 실제 내용에 대해 중립적이다 진리치.

를 전구가 켜진 상태 를 꺼진 상태 에 비유하고 진리치 사이T ( ), F ( ) ,☆ ★

의 연결선을 전선이라고 하자 위 연접규칙의 표현 방식은 인간의 명제적.

판단이 쉽게 기계적으로 구현 가능하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생각은 특히 과거 강한 인공지능 이론 에서 유행했다‘ ’(strong AI) .

그러나 연접규칙은 매우 특수한 조건에서 작동하는 것이며 그것은 사,

실상 그러한 조건 아래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추리를 추상화한 것에 지나

지 않다 더욱이 실제 인간의 판단은 명제의 내용과 결합 순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는 다의적 의미 를 갖는다‘ ’ ‘ ’(polysemy) .

즉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시간적 연속을 뜻하기도 하고 인과적 관계를 뜻,

하기도 하며 또 때로는 완전히 다른 어떤 뜻을 가지기도 한다 비가 오, . “

고 하늘에 먹구름이 꼈다 와 먹구름이 끼고 비가 왔다 라는 두 진술이, ” “ , ”

참이라고 해도 일상생활에서 그 둘에 대한 판단 방식은 다르다 전자와, .

달리 후자는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일 수 있다 현실세계에서 우리 인간은.

문장과 상황을 보고 이것의 적절한 의미를 알아차리는 데 그다지 어려움,

을 겪지 않는다.

내용과 무관한 규범 은 무규범 혹‘ ’(content-blind norms) ‘ ’(no norms)

은 좋은 규범 과 구분된다 현실세계에서 좋은 규범과 규‘ ’(good norms) .

칙은 영역 특수성 을 갖는다 주어진 문제가 어떤 영역에 속하느냐에 따‘ ’ .

라 좋은 규범과 규칙이 다르고 요구되는 합리성도 달라진다 내용과 무, . ‘

관한 규범 의 추구는 이런 영역 특수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현’

실을 무시한 것이다 반면에 무규범도 현실생활에서 규범이 지니는 역할.

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닌다.

추론의 형식적 규범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도덕규범에 대한 툴민(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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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의와 일맥상통한다 보편주의적 원리주의적 접근은 윤리학Toulmin) . ,

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도.

덕적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과 관련된 도덕원리나 도덕규칙을 말하면 문

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

실제 상황에서 규칙이나 원리적 접근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실제 도덕의 문제는 규칙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규칙의. ,

적용이 애매할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15)

하나의 실례를 들어보자 아버지는 아이의 생물교육을 위해 올챙이를.

병에 담아왔다 보편적인 생명권을 강조하는 이가 아버지의 행위를 비난.

한다면 그 역시 보편적인 복지추구권을 강조해 반론을 펼지 모른다 서, .

로가 특수한 상황적 요인들을 무시한 채 각자 보편적 권리를 강조한다면,

중재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견해의 불일치가 발생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규칙들은 그 자체로서는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양.

한 상황에서 규칙들의 선별에 대한 또 다른 상위의 규칙이 존재하지 않

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우리는 규칙과 원리들을 넘어 그것들이 설정되는 배경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규칙과 규범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다 윤리적 문제에 대.

한 합리적 추론의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문제의 실천적

해결을 지향한다면 유형적 사례에 적용 가능한 규범을 찾고 실제 문제, ,

가 발생한 상황을 그 사례와 비교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례 연.

구법은 규범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의 영역 특수성에 비추어 효과

적인 적용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다 근대 이전의 스토아 후기에서 중세를.

거쳐 르네상스로 이어진 서양윤리의 전통은 문제 해결의 실천적 정신을

담은 도덕 분류학 의 성격을 가졌다 그러한 성격은 키(moral taxonomy) .

케로 등의 저술에 남아있는 로마 제정법 세기 양심에 근거한 공동, 12-13

체 지향론 및 근대에 방만주의 로 이단시된 결의론 의(laxism) (casuistry)

전통 속에 반영되고 있다 규범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것은 확실한 지식체.

계를 추구한 근대 이후의 합리성 이념에서 나온 산물이다.

15) Jonsen, A. & Toulmin, S. (1989),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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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의 영역 특수성과 규범의 형성 과정에 작용하는 사회 문화적 압력

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윤리적 문제의 실천적 해결에서 우리에게 요구되,

는 것은 상황 맥락에 따른 규범의 효과적 적용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다.

하나의 규범이 특정 사례에 적용가능하다는 것은 유사한 상황에 그것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적용 가능성을 일종의 규범의 적.

응도로 보는 것은 제한적 합리성의 학제 간 연구 정신과 일치한다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문제의 성격에 맞게끔 규범을 사용하는 것은 실천적 문

제 해결을 위한 적응적 사고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오개념을 둘러싼 과학교육의 교수학습법과 현실세계에 규칙과

규범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제한적 합리성의 기여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근대 이후의 전통적 합리성은 확실한 지식체계의 추구 속에서 정착한 것

이고 그러한 지식체계로서 뉴턴역학과 유클리드 기하학이 추앙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합리론에서 경험론 생명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 낭만. ,

주의 자연철학의 형성은 확실한 지식체계로 여겨진 과학의 유형을 둘러

싼 논쟁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과학철학에서 논의된 합리.

성에 관한 여러 견해들과 제한적 합리성의 개념을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과학적 합리성의 재고6.
제한적 합리성과 적응적 사고의 개념은 과학적 합리성에 대한 논의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먼저 과학적 합리성에 대한 기존의 여러 개?

념들을 검토해 보고 그러한 전통적인 개념들과 제한적 합리성의 개념을,

비교해 보자 이렇게 함으로써 제한적 합리성의 개념이 과학적 합리성에.

대한 논의의 좌표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것의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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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합리성의 논의에서 제한적 합리성의 좌표6.1.

과학철학에서 합리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입장들은 논리주의 역사주의, ,

그리고 자연주의로 대별될 수 있다 논리주의란 논리가 합리적 평가 기준.

의 원천이며 이 기준은 행위의 주체로부터 독립적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

논리실증주의 반증 이론 확증 이론 및 베이즈주의 등이 이러한 입장을, ,

대표한다 이러한 논리주의적 입장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갖는다 즉 그. .

들에 있어서 과학적 합리성의 계기는 바로 과학적 추리와 논증이다 그들.

은 과학에 있어서 합리성은 이론 선택의 과정에서 가장 잘 구현되며 그,

선택은 보편적인 형식적 규칙에 따름으로써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

한 규칙과 기준을 따른다는 점에서 과학은 합리적인 활동으로 인정된다.

확증 이론 반증이론 베이즈주의 확률 이론에서 과학은 지나치게 이상, ,

화되었다 과학자들은 이상적인 인식 행위자로 여겨진다 과학자 개개인은. .

보편적인 형식적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추리와 논증을 행하는

행위자로 여겨진다 그러나 과학의 과정과 절차는 과학자들이 확증 행위.

자나 반증 행위자 혹은 확률 행위자로 기능하기에는 훨씬 더 복잡하다.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은 경험적 자료에 의해서 상당한 정도로 확증된 가

설들이 경합하는 경우이다 또한 카네만과 트버스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확률 이론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사고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상

당히 많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과학자들을 형식적 확률계산식의 구조에.

따라 사고하는 행위자로 보는 관점은 난점에 봉착하였다 나아가 과학의.

합리성은 가설을 수락하거나 선택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맥락에서 작용

한다 나는 어떤 연구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실험을 해. ?

야 하는가 나는 어떤 연구 주제를 추구해야 하는가 나는 누구와 어디? ?

서 연구해야 하는가 등은 모두 과학자들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실?

천적인 맥락들이다 그러나 논리주의에서는 과학적 합리성의 계기를 과학.

적 추리와 방법에서만 찾기 때문에 이러한 물음들에 대답할 가능성이 봉,

쇄되어 있다 만일 과학자들이 확증 반증 확률 행위자가 아니라면 그들. , ,

은 누구인가?

논리주의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합리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한

사람들은 바로 역사주의자들이다 역사주의는 과학사가 법칙과 이론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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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기 위한 평가적 기준의 원천인 동시에 증거라고 보는 입장을 말한다.

이 입장에서는 평가적 기준이 역사적 증거로부터 정제된 것이고 그 기준,

은 역사적 증거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토머스 쿤 라카토슈 파이어아벤트. , , ,

래리 로단 등이 여기 포함될 수 있다.

먼저 쿤은 과학에 있어서의 합리성의 계기가 과학자 개개인의 판단과

더불어 과학자 집단의 판단에 있음을 발견한다 쿤을 비롯한 역사주의자.

들 과학사가 과학사회학자들은 과학의 합리성이 개인적 합리성의 문제로, ,

환원되기 어렵다고 파악한다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규모의 집단적 맥락.

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과학자가 속하는 집단은 같은 실험실의 연구팀으.

로부터 유사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학 공동체 나아가 과학 공,

동체 전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과학 논문에서는 복수의 필자가 표기.

되는 일이 흔하며 더 많은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의 경향이다, .

나아가 모든 과학자들은 공유된 학회 저널 그리고 컨퍼런스를 갖는 과, ,

학 공동체의 맥락에서 활동한다 따라서 과학의 합리성은 개인뿐만 아니.

라 집단의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 쿤은 과학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는.

실천적인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쿤이 생각하는 합리성의.

모델은 실천적 합리성이다 그에 의하면 과학자 개개인과 과학자 집단의.

사고와 행위는 패러다임의 지배를 받는다 이론 선택의 기준이 될 인식적.

가치도 이 패러다임의 일부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합리적 판단의 기준 자.

체가 역사적이며 국소적이다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는 과학자들은 인식적.

목적과 실천적 목적에 따라서 판단한다 가령 가설 선택은 퍼즐풀이 능력.

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라카토슈는 과학의 합리성이 과학의 목표에 비추어서 판단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즉 그는 합리성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추리의 전.

략을 요구한다고 본다 그런데 과학에서의 추리는 때로는 실천적이다 예. .

를 들어 과학자들이 어떤 연구프로그램이 추구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실험이 수행되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따.

라서 라카토슈는 연구프로그램의 선택이 합리성이 실현되는 중요한 소재

(locus 라고 생각한다 이때 합리성의 기준이 되는 것이 연구프로그램의) .

진보성이다 과학 이론의 발달 역사에서 연구프로그램의 진보성이라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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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발견되지만 이러한 역사적 기준은 합리적인 결정에 대한 절대적 기,

준이 될 수 없다.

과학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과학의 본성을 파악하려는 점에서는 역

사주의에 속하지만 이들과는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과학철학자로

파이어아벤트를 들 수 있다 그는 과학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론의 증식이.

라고 생각한다 이론의 증식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사용될 수 있다 따. .

라서 그가 보기에 과학의 합리성을 어떤 방법론적 규칙에서 찾으려는 시

도는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이론의 증식을 위해서는 방법론적 규칙이 조.

직적으로 위반되는 경우를 허용해야 한다 따라서 전통적 합리성의 개념.

으로 본다면 과학은 합리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로단은 과, .

학자의 행위를 철저히 도구적 합리성의 맥락에서 평가한다 그에 따르면.

과학적 합리성의 논의는 과학이 성취하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과학의 목적에 비추어서 어떤 가설의 선택이 수단으로서의 효용성.

을 갖는가를 문제 삼아야 한다 따라서 로단이 생각하는 합리성의 기준은.

바로 국소적일 수밖에 없는 문제 해결 능력이다.

이러한 역사주의자들이 갖는 공통점은 먼저 그들이 과학의 합리성의

계기를 과학자들의 판단과 행위 양식에서 발견하려고 한다는 점에 있다.

그들은 과학사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과학 발달의 구조 및 이론 선택에

대한 역사적이고 국소적인 기준을 찾고자 한다 역사주의자들은 정당화의, .

맥락과 발견의 맥락 사이의 이분법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제한적 합리성

의 정신과 양립 가능하지만 그들은 과학의 발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법,

을 다루지 않았다.

인지적 측면에서 과학의 발견 과정 및 발견법은 거시적 차원에서의 과

학자 집단의 행동 양식이나 미시적 차원에서의 과학자 개인의 선호 방식

에 종속되지 않는다 인지적 차원에서 과학의 발견법에 대한 연구 없이.

과학 발달의 역사적 구조 및 이론 선택의 국소적 기준을 강조하는 것은

실제 과학자 집단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 두 개의 갈등하는 패러다임의.

공시적 결합 실례로 유전학과 다윈 진화론의 결합에 의해 그 기초가 닦,

인 진화생물학의 경우 여러 생물학자나 생물학사가들은 진화생물학이 패,

러다임 전환이라는 역사적 구조에 따라 발전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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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6) 년대 프랑스 분자생물학의 부활의 역사가 라카토슈 식의 연구1960

프로그램의 진보 과정을 따랐는지도 의심스럽다.17) 그 역사는 마치 대세

에 속하지 않은 퇴보된 연구프로그램의 돌출 현상처럼 비춰지기 때문이

다 현재 과학의 분과 다양성에 비추어 파이어아벤트의 입장은 그럴듯하.

게 보이지만 각 분과의 역사에서 정착된 고유한 발견 방식조차 거부하는,

태도는 유보되어야 한다 실제 과학의 다양한 분과 역사를 구성하는 사례.

들 속에 담긴 발견 과정 및 발견법에 대한 접근 없이는 역사주의의 여러

입장들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과학철학에서 제한적 합리성에 대한 조명은 년대 이후 자연주의1980

계열의 기리 에 의해 이뤄졌다 과학철학에서 자연주의는 과학철(R. Giere) .

학에 인지과학의 성과와 진화론적 관점을 도입하려는 입장이라고 집약할

수 있다 자연주의적 과학철학이 직면하는 일반적인 물음은 어떻게 우리.

와 같은 자연적 조건을 가진 피조물이 세계의 구조에 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일이다 합리성의 문제에 대한 접근도.

이러한 입장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기리는 과학자들의.

판단과 행위가 일상인들의 행위와 판단 나아가 여타의 유기체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전제한다 그들 모든 행위자들은 만족화를 추구하려는 주.

체들이다 과학 활동에 있어서 과학자들도 이론 선택에 있어서 만족화를.

추구하는 행위자들이다 따라서 가설 선택의 기준은 곧 만족도이다. .

기리가 과학적 발견법에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도입한 제,

한적 합리성은 너무 협소하다 그것은 현재 개선된 제한적 합리성의 학제.

간 연구가 아니라 집단적 의사결정 이론에서 최적화 모델을 대체하기 위

해 개발된 사이몬의 만족화 모델이다 더욱이 기리에게 만족화 전략은 발.

견법적 측면 이외에 지나치게 이론의 지위 및 선택 관점에 치중되어 있

다 이러한 점 때문에 그는 과학철학의 합리성 논쟁에서 문제 해결의 발.

견법적 맥락의 중요성을 부각시키지 못했다 전통적 합리성의 대안이 극.

단적 상대주의가 아니라면 진화심리학 등 다른 분과와의 결합을 통해 개,

선된 현재의 제한적 합리성은 발견법의 역사와 관련해 과학철학에서 재

16) 마이어E. (1998), p. 165.

17) 미셸 모랑쥬 장(200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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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제한적 합리성의 옹호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연주의적 관점을 채택

한다 그렇다면 그들이 종래의 자연주의자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기거. ?

렌쩌 등이 과학철학적 관심에서 합리성을 논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

학철학의 문제에 그와 동료들의 제한적 합리성 개념을 정확히 일치시키

는 데는 상당한 난점이 따를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그들의 관점을 과학.

적 합리성의 문제에 적용시켜 봄으로써 그의 입장을 과학철학의 문제로

확대할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거렌쩌과 그의 동료들은 우리의 마음

을 적응적 도구상자라고 생각한다 적응적 도구상자를 가진 환경내의 유.

기체로서의 과학자들의 판단과 행위는 끊임없는 문제 해결의 과정 속에

서 이해되어야 한다 적응적 도구상자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발견법적 인.

지 전략의 다발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적응적 도구상자를 가진 환경.

내의 유기체로서 과학자들의 판단과 행위는 어떤 의미에서 합리적인가?

이 물음에 대한 기거렌쩌와 그의 동료들의 접근법은 무엇보다도 생물학

적이다 즉 심성의 진화적인 측면이 통합되어 있다 둘째 그 결과 사회적. . ,

국면에 초점을 맞춘다 인간이라는 종은 사회적 삶 속에서 나아가 우리. ,

가 살아가는 생태적 적소 에서 적응하는 데 소용되는(ecological niche)

심적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각과 인지는 세계를 알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지각과 인지는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서 행동.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한마디로 말해 제한적 합리성의 옹호자들에 의하면 과학자들의 판단과,

행위는 제한적인 합리성을 가진다 그들이 보기에 환경 내의 유기체로서.

의 과학자 혹은 과학자 집단은 환경의 구조와 가장 잘 대응하는 판단과

정보 표상을 가진 가설을 선택한다 따라서 그 기준은 영역 특수적이고. ,

생태적이며 사회적이다 보편적인 합리성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 . .

기서는 다만 적응적 도구상자라는 합리성의 기능적 전략들이 있을 뿐이

다 이러한 합리성의 기제는 발견의 과정과 정당화 과정에서 모두 작용한.

다 오히려 여기서는 그러한 구분이 의미를 잃고 정당화는 문제 해결의. ,

발견법적 맥락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해야 옳다 어떤 행위가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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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대한 평가는 선택된 도구가 갖는 적응도에 의해 평가된다 생태적. ,

사회적 인지적 제약 조건이 주어져 있는 현실세계에서 적응적 도구상자,

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이 내리는 결정 선택 그리고 판단, ,

은 모두 적응적 사고의 결과이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선택의 과제를.

안고 있는 환경의 구조에 들어맞는 단순 질박한 발견법- (simple and

을 채용함으로써 가설을 선택하거나 과학적인 문제를 풀frugal heuristic)

어갈 수 있다.

과학의 합리적 이미지에 대한 압도적인 인정은 근대 이후의 과학 특히,

물리학의 위대한 성공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특권적인.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공평무사하게 적용하는 집단이 있다고 가정하는,

이외에 오늘날의 과학의 성공을 어떻게 달리 설명할 수 있겠는가 과학?

의 우월한 성취 과학적 지식의 성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방법과,

과학적 집단에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었다.18)

이제 제한적 합리성의 개념은 이러한 과학의 성취와 지식의 성장이 적응

적 사고의 결과임을 말해준다 그것은 우리가 특별한 능력으로서의 이성.

을 가지고 규범적이고 형식적인 규칙을 따른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

려 적응적 도구상자인 마음을 가지고 환경에 대한 적응도가 가장 높은

판단과 정보 표상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이다.

제한적 합리성의 가능성과 한계6.2.

제한적 합리성 개념을 과학적 합리성 논쟁에 끌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

전통적 합리성을 고수하는 사람은 이렇게 반박할 것이다 제한된 시간과.

정보에 근거한 현실세계의 합리성을 가지고 과학적 발견과 같은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기는 힘들며 불확실성 속의 판단은 확실성을 추구하는 전,

통적 합리성에 의해 보충되어야 한다 이러한 반박에는 두 가지 잘못이.

숨어있다 첫째 잘못은 문제 해결의 결과가 필연적 확실성을 지향한다는.

것이 인정된다 해도 실제 그 결과를 산출한 문제 해결의 과정 자체가 그,

렇다는 경험적 증거는 없다 전통적 합리성에 잠재한 합리적 능력 곧 단. ,

18) Newton-Smith, W. H. (1982), p. 2.



제한적 합리성과 적응적 사고 115

수의 이성 이념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발견법이 경험적으로 연구될 수 없

었던 시대의 산물이다 둘째 잘못은 제한적 합리성을 전통적 합리성의 개.

인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발견의 역사적 축적.

을 무시한 채 제한적 합리성의 틀에서 뉴턴역학을 끄집어내어 보라는 강

요로 이어진다 하지만 과연 애매하기 짝이 없는 이성에 의해 뉴턴역학이.

도출되었는가 이 물음에 대한 긍정은 단지 시대적 맥락에서 주어진 신?

념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단수의 이성이 그러한 역할을 하였다는 주장.

을 뒷받침할만한 경험적 증거는 없다.

전통적 합리성과 달리 제한적 합리성은 영역 특수성 생태적 그리고 사,

회적 측면 때문에 집단적 문제 해결의 과정 혹은 역사와 잘 양립한다 다.

시 말해 제한적 합리성은 집단적 합리성 을 배제, (collective rationality)

하지 않는다 갈릴레이와 뉴턴이 발견의 결과를 보편적 지식체계로 이상.

화하여 이성을 강조했더라도 그 발견의 실제 역사는 집단적 차원에서 제,

한적 합리성이 기능한 방식과 유사하다 전통적 합리성의 이념인 보편적.

형식 절차 혹은 계산법은 주어진 것으로부터의 추론이다 정보가 주어지.

는 방식 및 정보의 원천과 무관하게 그러한 절차와 계산법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황의 동질화가 요구된다 발견법의 맥락에서 이러한 요구는.

사실 적응적 도구 상자의 범주 단순화의 전략 을 따른 것이다‘ ’ .19) 이 점은

관성법칙 발견의 역사 속에서 잘 드러난다 원소의 목적인을 따지는 아. 4

리스토텔레스의 사고방식 자체가 관성법칙의 발견에 장애물이었다는 사실

은 잘 알려져 있다 코페르니쿠스를 거쳐 갈릴레이에 이르러 동질적 우주.

의 이상이 확립되었고 이렇게 이상화된 우주에(homogeneous cosmos) ,

서 인과 범주는 작용인 에 국한된다 다루야 할 범주의(efficient cause) .

수를 줄여나가는 인지 전략이 개인이 아닌 집단 차원의 역사 속에서 작

동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한적 합리성의 가능성과 함께 한계가 드러난다 제.

한적 합리성이 현실세계의 합리성을 대표한다고 할 때 양자가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영역은 판단과 정보 표상의 유기적 관계다 또한 과학적 발.

견의 집단적이고 역사적인 과정에 대한 제한적 합리성의 적용 가능성을

19) Berretty, P. M., Todd, P. M. & Martignon, 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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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질 때 제한적 합리성이 현실세계의 합리성에서 나타나는 집단적 측면,

과 양립 가능하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그 양립 가능성은 어디까. ,

지나 논리적 의미에서만 인정된다 실제 발견 과정의 집단적 역사적 측. ,

면이 제한적 합리성의 학제 간 연구에서 구체화된 적은 없다 제한적 합.

리성의 세 측면 곧 영역 특수적 생태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을 상기할, ,

때 제한적 합리성의 개념이 정말 과학적 발견 과정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보 자원 및 시간의 제한 속에서 문제 풀기 과정에 개입하는 인지,

전략들이 환경 맥락의 구조와 공조할 때 문제 해결력이 높다는 것은 큰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 문제 해결의 과정이 영역 특수적이라는 것도 마.

찬가지다 문제되는 것은 제한적 합리성의 사회적 측면이다 제한적 합리. .

성의 사회적 측면은 집단의 역사적 문화적 구조가 우리의 생활양식을 제,

한하는 방식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 제한적 합리성의 사회적 측면은 효.

과적인 문제 풀기에 동원된 인지 전략의 적응도를 설명할 때 고려되는

사회적 요인들이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모방이 발견과 학습의 효과적.

인 전략이라는 주장에서 모방의 표본 대상과 관련된 사회적 요인을 고려,

하는 것과 그것의 생성은 다른 것이다 갈릴레이의 관성 발견에 범주의.

단순화 전략이 집단의 역사적 차원에서 작용했다고 할 때 제한적 합리성,

의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그 전략의 성공 정도를 가늠하는 것일 뿐이다.

실제 발견의 역사적 과정 자체는 제한적 합리성에 대한 학제 간 연구의

대상이 아니었다.

제한적 합리성에서 발견된 인지 전략들만을 가지고 갈릴레이의 발견을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제한적 합리성이 정말 현실세계의 합리성.

을 충분히 대표할 자질을 갖는다고 가정한다면 투사체의 타원운동에 대,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발견 과정에 동원된 인지 전략이 갈릴레이의 그것과

완전히 다를 수가 없다 갈릴레이의 발견에 동원된 추상화 방법에서 범주.

의 단순화 전략을 찾고 발견의 집단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에서 그가 기댄,

단서가 줄어든 실제 원인을 찾는 일을 제한적 합리성 연구에서 기대하기

는 힘들다 그러한 원인은 발견법의 인지적 차원에만 종속될 수 없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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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인지심리학의 분과로서 제한적 합리성 연구자들은 집단의 역사적

차원을 별개의 문제로 취급할 것이다 그러나 과학적 발견 과정의 충분한.

서술은 그 차원을 무시할 수 없다 발견의 역사에 대한 어떤 보편적 구조.

가 있는가 없는가는 또 다른 문제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이런 것이, .

다 즉 집단의 역사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이 실.

제 우리의 사고와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은 제한적 합리성에서 집중적으

로 조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한적 합리성의 연구가 밝힌 것은 단지.

문제 해결에 동원된 인지 전략의 적응도 평가에 사회적 요인 등이 고려

되어야 한다는 정도다.

어떤 합리성 개념이 정말 현실세계의 합리성을 대표할 충분한 자질을

갖는다면 그것은 현실세계의 다양한 생활양식의 생성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종교적 생활양식과 달리 과학적 생활양식은 재확인 및. ,

재현 가능한 측정량과 가설의 연결성이라는 조건에 제한을 받는다 과학.

적 생활양식이 어떻게 정착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묻는 것은 우매

하다 그러한 물음에는 결정적인 대답이 있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과학. .

자 집단의 사고와 행위가 재확인 및 재현 가능한 측정량과 가설의 연결

성이라는 조건에 의해 실제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한은 정보 및.

자원의 제한도 아니다 또 그것은 문제 해결에서 성공적인 인지 전략의.

적응도 설명에 동원되는 사회적 요인과 같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과학적.

발견의 과정 속에 담긴 합리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제한적 합리성의 연

구 틀 속에서 충분히 성공적일 수 있다고 낙관하기는 힘들다 문제 해결.

에 개입하는 인지 전략의 적응도를 따지는 맥락의 범위를 벗어나 생태적, ,

사회적 그리고 역사적 측면에서 실제 우리의 사고와 행위를 제한하는 여,

러 방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한적 합리성의 학제 간 연구는 판단과 정보 표상의 유기적 관계와

관련해 현실세계의 합리성이 기능하는 방식의 한 측면을 밝혔다 이 점만.

으로도 우리는 과거의 전통적 합리성으로 다시 귀환할 수 없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렵듯이 현실세계의 합리성을 규명하는 작,

업은 진행형의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 제한적 합리성 개념이 현실세계.

의 합리성을 충분히 대표한다고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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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그것은 현실세계의 실천적 문제 해결의 맥락에서 인간 능력이 기능하

는 방식에 관심을 환기시킨 긍정적 연구 프로젝트로 평가받아야 한다 앞.

서 서술한 제한적 합리성에 대한 한계가 옳다면 합리성에 대한 좀더 포,

괄적인 연구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과학의 발견에는 인지 전략의 적응도.

측정에 개입하는 수준 이상의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이 분명히 존재

한다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과학철학이 나가야 할 하나의 연구 방향을.

얻게 된다 기존의 역사주의적 입장에 인지적 차원의 과학적 발견법 연구.

를 투사시키거나 역으로 과학적 발견법 연구에 역사주의적 입장을 투사,

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 과학철학의 역사주의적 입장과 발견법적 맥.

락의 제한적 합리성을 결합시켜 보는 하나의 시도가 될 것이다.

남은 중요한 숙제는 여러 문제 해결 방식이 어떻게 과학적 발견의 과

정에 개입하는가를 실제 역사적 사례 분석을 통해 추적하는 것이다 이러.

한 추적 작업이 쌓일 때 현실세계의 합리성이 어떻게 분석적 도구 및 물

리적 도구의 사용과 결합하여 새로운 발견으로 귀결되는지를 해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발견법적 맥락에서 분석적 도구인.

이론이 재현 가능한 측정량과의 연결성에 제한된 과학적 생활양식 속에

서 갖는 지위가 어떤 것인지 또 제한적 합리성의 개념을 통해서 과학적,

작업에 접근하는 것이 과학적 실재론을 포함한 기존 과학철학의 담론에

무엇을 함의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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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ed Rationality and Adaptive Thinking

Sang Ha Lee, Myung-Sik Kim, Suk-Joo Yoon,

Byung-Hoon Jeong, Seon-Hee Jo, Hong-Soo Choe

Ever since the Enlightenment period, judgment, information

representation, and actions were believed to be rational in the

sense that they ar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universal rules

and principles. It has been a belief that the standard rules that

support the rationality of human judgment, reasoning, and decision

-making can be restored to the principles of deductive logic or to

algorithmic and probabilistic law. Such classical rationality is

based on the idea of autonomy of reason that a certain system of

knowledge can be established from individualistic viewpoint. The

idea of classical rationality ignores the social and cultural origin

on a mass level. However, since the 1970s, many inconsistencies

have been observed between the rational norm of inference,

judgment, decision and the real judgment of human. Especially,

the study of cognitive science raised questions about the

rationality of human reasoning and actions, by reporting many

reasoning errors that failed to follow the logical rules. In these

situations, G. Gigerenzer and his colleagues suggest the bounded

rationality model.

It is an effort to question the very idea of traditional rationality

itself, and to figure out a new paradigm or model for rationality.

They first reject many kinds of dichotomy that is, the division–
of what is logical and psychological, formal and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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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etical and practical, context of discovery and context of

justification, biological and cultural which serves as the―

foundation for classical rationality. After the elimination of

dichotomy, they pay attention to the adaptive nature that is

possessed by our human recognition. According to their study,

human reasoning and actions are the result of adaptive thinking.

Also, the rationality in the real world is ecological, bounded,

social, and heuristic. Currently, bounded rationality is the topic for

interdisciplinary study that is being established by the reflection

of traditional rationality.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examine the idea of bounded

rationality, and to diagnose its potentials and limitations. For this

purpose, the discussion in this essay shall develop as follows.

First, we will define the idea and history of bounded rationality.

Second, we will investigate the organistic relational model of

judgment and information representation that the inseparability of

judgment and ecological structure implies in bounded rationality.

Here, a recognition model will be given based on the organistic

relational model. Third, we will discover the clue to solve the

problem of misconception by applying the organistic relational

model of judgment and information representation to scientific

education. Fourth, we will discuss the role of law, rule and norm

that are applied to practical problem solving in coherence to

bounded rationality. Finally, we will compare the traditional

arguments of scientific rationality and the idea of bounded

rationality, and indicate the limitations of bounded rationality.

[Key Words][Key Words][Key Words][Key Words] adaptive thinking, bounded rationality, heuristic,

human reasoning, judgment, misconception, norm,

information represen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