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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나간 모듈 바로잡기*†

1)

최 훈‡

포더는 감각과 언어 처리를 담당하는 지각 과정은 모듈적이지만 추론이나,

의사 결정 같은 상위 인지 과정을 담당하는 ‘중앙 체계’는 모듈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의 인지 심리학의 연구 성과는 중앙 인지.

과정도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는 대량 모듈성 논제를 주장한다 장대익 박사.

는 인지 심리학뿐만 아니라 발생 생물학의 풍부한 증거들이 이 논제를 지지

해 준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런 증거들에 맞게끔 정통적인 모듈성 기준을 수.

정하여 ‘정도를 갖는 모듈성’이라는 수정된 마음 모듈성 기준을 제시한다 그.

러나 진화 발생학에는 대량 모듈성 논제와 반대되는 증거들도 많다 또 그가.

제시한 증거들도 사실은 포더의 주장과 양립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장대익의 결론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

들다.

주요어 모듈성 대량 모듈성 논제 자연 선택 장대익 포더, , , ,【 】

* 접수완료 심사 및 수정완료: 2005. 11. 15. / : 2000. 11. 30.

이 논문은 장대익 에 대한 논평을 확장한 것이다 장대익 박사와 토(2005b) .†

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삼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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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1.
지난 몇 십년간 모듈 은 선천성과 함께 마음에 대한 논의에서(module)

중요한 주제이다 촘스키 는 언어 능력이 선천적임을 주장하면서 선. (1980)

천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지시하기 위해 정신 모듈 개념을 도입했다 포더.

는 그 표현을 빌려서 감각과 언어 처리를 담당하는 지각 과정이(1983)

모듈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Perceptual Modularity Thesis, PMT).

그는 추론이나 의사 결정 같은 상위 인지 과정을 담당하는 중앙 체계 는‘ ’

모듈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전체론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마음의.

구조에 대한 포더의 견해는 콰인의 전체적인 인식론을 떠올리게 한다 콰.

인 에 따르면 믿음의 체계에서 주변부에 있는 믿음들은 경험과 직(1953)

접 부딪치고 수정이 상대적으로 쉽다 반면에 중심부에 가까운 믿음일수.

록 그것을 수정하려면 다른 많은 믿음들이 함께 수정되어야 한다 정확하.

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콰인의 믿음의 체계에서 주변부의 믿음들은 모듈,

로 되어 있고 중심부의 믿음은 비모듈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최근의 인지 심리학의 연구 성과는 포더의 주장과 달리 대량 모

듈성 논제 를 지지한다고 알려져(Massive Modularity Thesis, MMT)

있다 곧 사냥과 채집을 한(Tooby & Cosmides 1992; Sperber 1994).

선조들에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정보 처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

선택은 지각 과정뿐만 아니라 중앙 인지 과정에도 특별한 목적의 정보

처리 기관인 모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장대익 박사는 장대익 에서 와 의 논쟁에서(2005a; 2005b) PMT MMT

인지 심리학뿐만 아니라 발생 생물학의 풍부한 증거들이 를 지지해MMT

준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런 증거들에 맞게끔 정통적인 의 모듈성. MMT

기준을 수정하여 수정된 마음 모듈성 기준 을 제시한다 나는 그의 주장‘ ’ .

들이 진화 발생학의 연구 성과가 마음에 대한 연구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과 논쟁을 판정할 수 있는 새로운, PMT-MMT

증거들을 제시해 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

의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장대익은. M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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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수정된 모듈성 기준을 옹호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진화 발생학의 증

거들에 의존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따라서 그의 증거들에 무언가 문제가.

보인다면 그의 논변도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인지 심리학에는.

뿐만 아니라 를 지지한다고 여겨지는 사례들도 적지 않다 또MMT PMT .

그가 를 지지한다고 제시한 증거들도 사실은 와 양립가능한MMT PMT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장대익의 결.

론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포더는 자신이 처음으로 정식화한 마음 모듈성 이론이 진화 심리학자

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를 정신 나간 모MMT ‘

듈성 이라고 부른다 쪽 나는’(modularity gone mad)” (Fodor 1987: 27 ).

장대익의 비판을 통해 정신 나간 모듈성을 바로잡아 온전하게 만들려고

한다.

지각의 모듈성2.
나 는 주로 실험 심리학의 행동적인 현상을 모듈의 표준으PMT MMT

로 삼지만 모듈은 원래 컴퓨터 과학자들이 하나의 과정을 독립적으로 이,

해될 수 있는 단위로 나누었을 때 그 단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자주 사용

하는 낱말이다 모듈은 다른 작업으로부터 정보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곧 정보적으로 캡슐화되어 있는 구성 요소의 뜻으로 쓰이( encapsulated)

고 있다 모듈 개념을 인지 심리학에 적용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마.

의 시각 연구를 꼽는다 그는 인간의 시각 체계가 모두(David Marr) . 11

종류의 모듈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미지로부터 다,

양한 표면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모듈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된 곳은 포더의 마음의 모듈성 이다 그. 
는 마음이 지각들과 언어 능력을 포함하는 특수화된 입출력 체계들로 구

성되어 있으며 이 입출력 체계가 모듈적 구조를 띤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모듈이 갖추어야 할 가지 특성을 제시한다 인지 심리학자들은 이 특성9 .

들중에서 선천적이다 영역특수적이다 정보적으로캡슐화되어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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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화되어 있다 정도를 모듈의 정의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모듈이 영‘ ’ .

역 특수적이라는 것은 마음을 범용 컴퓨터(general-purpose computer)

로 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모듈은 그 자신이 입력으로 취할 수 있는.

내용에 제한이 있다 곧 시각계는 시각 입력에만 청각계는 청각 입력에. ,

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적으로 캡슐화되어 있다는 뜻은.

모듈이 인지의 나머지 부분들로부터 격리되거나 밀봉되어 있으며 그 내

적 작동이 다른 곳에 접근할 수 없다는 뜻이다.1)

포더는 중앙 인지 과정은 이와 같은 모듈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가 중앙 인지 과정의 비모듈성을 주장하는 까닭은 사고의 유.

연성 때문이다 폐쇄된 모듈들로는 모듈들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사고의 유연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를 옹호하는 장대익은 지각의 모듈성은 당연히 받아들인다 실제MMT .

로 그의 논문에는 지각의 모듈성을 의심하는 대목은 없다 그러나. MMT

는 말할 것도 없고 마저도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여지는 주장은 아PMT

니다 가령 처칠랜드 는 지각 상태 정보의 캡슐화 자체에 이의를 제. (1989)

기한다 세포 염색 기술의 발달은 망막에서 시작하여 고차적인 정보 처리.

장치로 이어지는 경로와 그 반대 방향의 경로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이런 신경 생리학적 증거를 제시하여 우리의 시각 처리 장치가 고차적인

정보 처리 장치들로부터 폐쇄된 것이 아니고 영향을 받는다고 곧 가소적,

이라고 주장한다 또 포더가 캡슐화의 예로 들고 장대익도 인용(plastic) .

하는 장대익 쪽 장대익 쪽 뮐러 라이어 도형의( 2005a: 208 ; 2005b: 298 ) -

착시를 다르게 해석한다 포더는 이 예에서 두 선의 길이가 사실은 똑같.

다는 것을 안 다음에도 착시가 교정되지 않는 것은 나의 지식과 경험이

1) 장대익도 지적하지만 장대익 쪽 쪽 마음의 영역 특( 2005a: 224 ; 2005b: 309 ),

수성은 흔히 스위스 군용칼에 비유한다 스위스 군용칼에는 칼뿐만 아니라.

병따개 드라이버 심지어 작은 톱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고유한 기능을 담, ,

당하고 있는 독립된 도구들이 여럿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덜 고정적인 모.

듈을 주장하는 장대익은 이 비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다,

른 이유에서 적절한 비유인 것 같지 않다 스위스 군용칼에 든 도구들은.

고유한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으로 곧 범용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

이다 칼은 펜의 역할도 하고 드라이버는 귀후비개의 역할도 하지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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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시각 입력계가 내 뇌에 배경 지식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

을 말해준다고 본다 쪽 그러나 처칠랜드는 이것이 반대(Fodor 1983: 66 ).

되는 정보에 의해 쉽고 빠르게 수정되지는 않지만 오랜 기간의 훈련과,

교육에 의해서 침투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단순히 믿음만‘ ’(penetrable) .

갖는다고 해서 지각이 변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2)

상대적으로 고정적이라고 알려진 지각이 침투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면

개념이나 인지의 모듈성은 더 멀어진다 그래서 지각의 모듈에 대한 위와.

같은 반론은 의 지지자들에게 별 고민을 하지 않던 지각의 모듈성MMT

까지 새롭게 변호해야 하는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것이다.

지각 정보의 캡슐화가 의심받기 시작한다면 포더가 거론한 모듈의 특

성 중에서 중요한 것들로는 선천성 영역 특수성 국부성이 남는다 그러, , .

나 이 특성들 중 일부는 보여주지만 일부는 보여주지 않는 증거들은 얼

마든지 있다 가령 영어의 스펠링 규칙에 해당하는 시각 피질이 있다는.

것은 연구에 의해서 드러났다 스펠링 모듈이라는 것은 영역 특수PET .

적이고 국부적이긴 하지만 그것을 선천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한, .

편 영역 특수적이면서 선천적인 기능들이 국부적이지는 않은 곧 대뇌 피,

질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사례는 신경 생리학의 연구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선천적이고 아주 국부화되어 있지만 영역 특수적이.

아닌 체계도 있다 포스너의 세 가지 주의 시스템은 여러 가지 종류의 정.

보를 처리하는 데 쓰인다고 한다(Bates, 2001).

정도를 갖는 모듈성3.
장대익은 모듈이 포더가 말한 특성들을 모두 만족하지는 못한다는 것

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포더의 지각 모듈성 조건들을 완화하거나 수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온 그의 수정된 마음 모듈성 기준은.

2) 쪽 는 착시가 오랜 기간의 훈련에Churchland (1983): 259 267 . Chuchland～

의해 생긴 것이므로 그 수정도 오래 걸린다 거꾸로 보이는 렌즈 같은 경.

우는 착용하고 주일 정도면 새로운 지각 체계에 적응할 수 있다고 한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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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특성성이나 정보 캡슐화 조건 중 적어도 하나만 성립하면 만족된다

고 말한다 그리고 각 기준에도 정도의 문제가 개입되어서 얼마나 영역.

특수적이며 어느 정도 정보 캡슐화가 되어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대익 쪽 쪽 그의 표현에 따르( 2005a: 228-230 ; 2005b: 312-3 ).

면 포더의 지각 모듈성은 순전히 질적 개념인데 비해 수정된 모듈성 조“

건은 정도의 차이를 허락하는 양적 개념이다.”

장대익의 정도를 허락하는 마음 모듈 개념은 진화 발생학의 준독립적

모듈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장대익 장 그는 슐로서 를( 2005a: 3 ). (2004)

인용하여 유기체에서 어떤 서브 과정의 입출력 관계가 맥락 둔감성을“

보인다면 그 과정은 모듈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어느 모듈은 다른 모듈”, .

에 비해 더 높은 혹은 더 낮은 정도의 맥락 둔감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모듈성에는 정도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모듈들 간의 다양한 정도.

의 연결성도 인정한다 결국에는 모듈성은 생명체에 가소성을 선사하고. “

이 가소성은 생명 세계 전체의 다양성을 창조 하는 단계에까지 이른다 장” (

대익 쪽2005a: 61 ).3)

진화 발생학의 모듈을 마음에 응용한 정도를 갖는 모듈성 개념은 장‘ ’

대익의 논문에 기존의 를 넘어선 독창성을 주고 그것은 곧 장점이MMT

될 것이다 어쩌면 콰인의 믿음 체계가 포더보다는 장대익의 모듈성 개념.

에 더 들어맞는 것 같다 콰인식으로 말하면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갈수록.

모듈성의 정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정도성은 복어 알처럼 맛과 함께 동시에 상당한 위험을 내

포하고 있다 도대체 복어 알을 어느 정도 먹어야 맛을 느끼면서 위험하.

지는 않을까 도대체 모듈들 간에 어느 정도 약한 연결성을 허용할 것인?

가 먼저 꽤 약한 연결성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마음의 영역 일반성이?

나 가소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과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허용하는 연.

결성의 강도를 점점 늘려가다 보면 모듈이라고 부르기가 무색해진다 사.

실 생물 세계에서 보이는 모듈은 처칠랜드처럼 정보의 캡슐화를 완강하

3) 장대익은 장대익 에 대한 나의 논평에 대해 모듈의 선천성 영역(2005b) ,

특수성 국부성 정보 캡슐화와 반대되는 증거들도 오히려 자신의 모듈의, ,

약한 연결성을 지지해 주는 증거라고까지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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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반대하는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약한 모듈 개념이다 아.

닌 게 아니라 인지 심리학 또는 언어학의 모듈 개념과 신경 생리학 또는

생물학의 모듈 개념은 서로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것 같다 전자에서 모듈.

은 장대익의 수정된 개념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주 고정되어 있고 독립되

어 있는 무엇의 의미로 쓰인다 한편 후자에서 모듈은 뇌가 세포나 종횡.

의 구역들로 나뉘어져 정보 처리 업무를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쓰인다 신경 생리학자들 중에서 이런 의미의 모.

듈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4) 피질 전체가 모든 기능에 관여한다는

집단 행동 이론을 주장하는 래실리 마저도 이런 생각(mass action) (1950)

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 생물학적 모듈이 마음의 모듈성 논제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외적 연결성을 갖는 그 적절한 약함을 찾는다는 것이 구상만큼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장대익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모듈은 여전히 대체로 영역 특수적 입력을 취할 수 있고 전일적인,…

다른 시스템들보다 여전히 빠르고 강제적으로 작동하고 상대적, ,… …

으로 여전히 캡슐화되어 있고 상당한 정도로 선천적이 다 장대익, [ .](…

쪽 쪽2005a: 220 ; 2005b: 307 )

그러나 정도를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비모듈성을 주장하는 사람도 똑같

이 말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말이다. .

모듈은 여전히 대체로 영역 일반적 입력을 취할 수 있고 모듈적인 다,

른 시스템들보다 여전히 빠르고 맥락 의존적이고 상대적으로 여전히, ,

가소적이고 상당한 정도로 경험적이다, .

장대익은 모듈은 생물 세계에 편재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하다“ .

간 모든 것이 모듈 이라는 공허한 주장으로 떨어지기 쉽다 장대익‘ ’ .”(

4) 장대익도 신경 생리학에서는 모듈을 이런 뜻으로 쓰고 있다 이제 마지막. “

으로 뇌에 대해 생각해 보자 대뇌 중뇌 소뇌 시상 해망 등등 인간 뇌의. , , , , ,

구조가 모듈적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은 이제 매우 상식적인 사실이 됐다.”

장대익 쪽( 2005a: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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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 나는 이런 걱정이 적어도 신경 생리2005a: 56 )

학에는 들어맞는 것 같다 마음의 모듈에 대해서도 공허한 주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정교한 모듈 개념이 필요할 것 같다.

적응 논변4.
모듈은 하드웨어로 해석될 수도 있고 알고리듬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

만 기본적으로 메커니즘의 성격이다 모듈성을 모종의 관계 장대익. ‘ ’(

쪽 쪽 로 해석하거나 과정 모듈 장대익2005a: 46 ; 2005b: 295 ) ‘ ’( 2005a: 47

쪽 쪽 의 존재를 인정하는 장대익도 그 점을 인정할 것이다; 2005b: 296 ) .

모듈이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지식 또는 지식의 체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장대익이 를 지지해 준다고 거론한 증거들은 사실 선천적이MMT

고 영역 특수적이고 정보 캡슐화된 지식의 존재를 지지해 주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되는 것들이 많다.5) 만약 그렇다면 그런 지식의 존재는 선천적

이고 영역 특수적이고 정보 캡슐화된 메커니즘의 존재는 함축하지 않는

다 선천적이고 영역 특수적이고 정보 캡슐화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영.

역 일반적인 메커니즘을 가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영역 특수적인 기하학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기하학적 속성에 대한 영역 특수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따

라 나오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 끌어쓰는 증거들은. MMT PMT

와도 양립가능하다.

를 옹호하는 중요한 논변인 적응 논변을 예로 들어 보자 진화MMT .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오랜 진화의 역사를 거치면서 여러 유형의 적응 문

제들에 직면했었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설계된 마음을 가진 개체,

만이 진화적으로 성공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

5) 실제로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의 추론은Carey and Spelke (1994) . “

선천적인 영역 특수적 지식의 체계에 의해 처리된다 인간은 언어 지식. ,…

물리적 대상 지식 수 지식과 같은 영역 특수적, 지식의 체계를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 글쓴이 강조 쪽.”(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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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마음이 일반 문제 해결자로서가 아니라 특정한 적응 문제들을 해“

결하기 위해 자연 선택에 의해 설계되었다 는 대목이다 장대익” . ( 2005a:

쪽 쪽 코스미디스와 투비 에게 근원이 있는 이 논223 ; 2005b: 308 ) (1994)

변에 따르면 진화가 대량의 모듈성이 있는 마음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해,

야만 하는 까닭은 모듈성 체계가 비모듈성 체계보다 더 우수하기 때문이

다 나는 적응 논변이 세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

첫째는 스티치 가 자주 지적하듯이 진화가 최선의 설계를 만들, (1990) ,

어낸다는 전제 자체가 논의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다 기본적인 추론 능력들이 선택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지.

는 모르지만 고도로 추상적인 추론이나 그런 능력의 산물들도 선택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가 알기로는 인간 지식의 산물이나.

여러 가지 인지 능력들이 자연 선택과 관련이 없는 이유들 때문에 진화

했다 인간 지식은 어느 정도 문화와 문화의 진화에 의해 형성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문화의 진화라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변이와 선택 을, ‘ ’

통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변이와 선택이 문화적 변화,

를 일으키는 유일한 유형이라고 잘라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6)

두 번째로 사기꾼 탐지 모듈 을 살펴보자(cheater detection module) .

코스미드스 에 따르면 사회적 교환 상황에서는 사기꾼을 탐지하느냐(1989)

못하느냐가 생사 번영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사기꾼을 잘 탐지해야만 하·

는 문제에 인간의 마음이 적응되었고 이것은 사기꾼 탐지 모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웨이슨 의 선택 과제 실험. (Wason) ‘ ’(selection task)

을 진화 심리학적 가설을 시험해볼 수 있도록 재설계함으로써 인간의 연

역 추론 능력의 실상에 대한 진화론적 해석을 하고 있다 장대익. (2005a:

장 도 이 내용을 길게 소개하고 있다 이면 이다 라는 조건언이8.2 ) . “P Q .”

규칙으로 주어져 있을 때 피실험자에게 양면에 의 네 가, P, P, Q, Q￢ ￢

지 정보만 쓰여 있는 카드 네 장이 주어진다 피실험자들은 그 규칙이 지.

6) 이 논의에 대해서는 최훈 을 보라 그리고 와(1997) . Kitcher (1985) Sober

도 참고하라 장대익 쪽 도 마음의 모든 측면이 적응인 것(1993) . (2005a: 176 )

은 아니라고 인정하지만 그때 예외로 드는 것은 꿈 의식 감정 예술성 종, , , , ,

교성 등뿐이고 추론 능력과 언어 능력은 여전히 적응의 산물로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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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지지 않는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 꼭 뒤집어 봐야 할 카드가 무엇인지

요구받는다 정답은 한 면에 와 가 쓰여진 카드를 뒤집어 보아 다른. P Q￢

면에 와 가 있는지를 보면 된다 그 경우에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Q P . ,￢

만 카드는 규칙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코스미드스는 사기꾼 탐지 모듈에.

대해 내용 효과 라는 증거를 제시한다 피험자들이 와 의 내용에 따라‘ ’ . P Q

수행 능력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그것은 인지가 조건언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는 피험자들이 사회 계약 을 표. ‘ ’

현하는 조건언에 대한 실험에서 가장 잘 수행하는데 이것은 사기꾼을 찾,

는 특별한 인지 모듈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실험은 사기꾼 탐지 모듈의 증거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

다.7) 선택 과제에서 내용 효과가 있다는 것은 모든 조건언이 논리적 형

식은 같은데 내용은 다르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 두 조건언.

은 논리적 형식부터 다르다.

서울에 눈이 온다면 항공편은 취소될 것이다(1) , .

네가 운전을 하려면 너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2) , .

에서 는 단순히 사태를 기술한 것일 뿐이지만 에서는 의무를(1) Q , (2)

부과한다 따라서 에서는 의 금지가 좀더 명확히 드러나고 그것은. (2) Q ,￢

카드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어 수행 능력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Q .￢

따라서 위 실험은 미모듈적인 마음과 양립가능하다.

셋째 여전히 문제되는 것은 특정한 적응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

선택에 의해 설계된 것이 꼭 영역 특수적인 메커니즘일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마음은 그 메커니즘은 영역 일반적 곧 비모듈적이면서 선천적. , , ,

이고 영역 특수적이고 정보 캡슐화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여러,

가지 적응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쓰일 수도 있는 것이다.8)

마음 읽기 능력 장대익 장 쪽 도 마찬가지( 2005a: 8.4 ; 2005b: 302, 311 )

7) 를 보라 의 부록에서 이미 그런 취지의 주장을Over (2002) . Fodor (2000)

하고 있다.

8) 는 메커니즘은 비모듈적이지만 지식은 모듈적인 마음의 구Samuels (1998)

조를 도서관 인지 모형 이라고 부른다‘ ’(library model of cogn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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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자폐아와 윌리엄스 증후군 환자들이 다른 실험 결과를 보이는 것은.

선택적으로 손상되는 모듈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대량ToM .

모듈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두 실험군이.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은 자폐아의 의 지식은 손상되었지만 윌리엄ToM

스 증후군 환자들의 지식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이다.

사족5.
포더가 중앙 인지 과정이 비모듈적이라고 주장하는 까닭은 사고의 유

연성 때문이라고 했다 를 받아들이는 장대익은 이 점을 해명해야. MMT

할 것 같은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든다. .

아이들과 함께 앞에 앉아 만화영화를 보라 그 즉시 모든 물리 생TV . ·

물학 법칙들이 위배되는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강아지가 말을 하고.

돼지의 몸이 갑자기 커지며 쥐가 날아다닌다 아이들은 이런 초현실의.

세계를 그 어떤 심리적 저항도 없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

다 이 사고의 유연성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왜 그들은 이. ?

런 만화 영화를 보면서 겁에 질려 도망가지 않고 낄낄대며 웃을 수 있

는가 과연 수많은 모듈들로 구성된 마음에서 이런 유연성 혹은 창조? (

성 이 출현할 수 있을까 장대익 쪽 쪽) ? ( 2005a: 231 ; 2005b: 314 )

그가 말한 마음 모듈들은 온갖 유머와 은유 그리고 상상력이 통하는,

인간 마음의 독특한 유연성 창조성 을 담아내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

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만화 영화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변신하.

는 것은 아니다 디즈니 영화를 보면 찻잔이 말을 하고 생각을 하지만 인.

간과 비슷하게 실현되도록 되어 있다 특히나 정신 현상과 같은 복잡한.

작용일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현이 그렇게 다양해지지 않도록

자연 법칙이 조정을 하는 것이다.9) 따라서 장대익이 든 예는 사고의 유

연성보다는 사고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예처럼 볼 수도 있다 우리의 상상.

9) 은 이것을 디즈니 원리 라고 부른다Block (199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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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고의 유연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장대.

익의 부담을 덜어줄지도 모르겠다.

과학의 연구 결과를 철학적인 논쟁의 증거로 삼는 일은 참 힘든 것 같

다 철학적인 논쟁이 누가 더 유리한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는 논쟁.

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때문에 보다는 라면. “ ” “ ”～ ～

이나 에도 불구하고 가 철학에서 추구되어야 할 방법론인 것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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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Abstracts

Fixing Modularity Gone Mad

Hoon Choi

Jerry Fodor has argued that so-called input systems, which are

responsible for perception and language processing, consist of

modules. But, in recent years, evolutionary psychologists defend a

massively modular conception of mental architecture which view

the mind, including those parts that subserve central processing,

as composed largely of modules that have been shaped by natural

selection. Dr. Jang supported the massive modularity thesis, and

suggested the refined criterions of modularity thesis, i.e. the

modularity with degree. I show his arguments are unsuccessful,

because the evidences he presented for his thesis are unfair and

even compatible with the alternative conception of the human

mind.

[Key Words][Key Words][Key Words][Key Words] modularity, the massive modularity thesis, natural

selection, Dayk Jang, Jerry Fod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