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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인지와 비확장적 마음

1)

천  득
†‡

본 논문은 “분산된 마음 없는 분산된 인지”라는 기어리(R. Giere)의 입장을 

비판하며 “마음의 분산 없이는 인지의 분산도 없다”고 주장하는 이영의(2008)

의 논문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인지체계의 경계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어리(Giere, 2002)의 기준과 클락과 차머스의 기준(Clark and Chalmers, 

1998)을 비교함으로써 기어리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한다. 둘째, 기어리에 가

해진 세 가지 비판이 “분산된 마음 없는 분산된 인지”를 논박하지 못함을 보

인다. 셋째, 동일한 것으로 전제되고 있는 분산된 인지와 확장된 인지가 구별

될 필요가 있음을 보인다. 넷째, 기어리와 반대자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전제 

- 인식적 행위능력에 대한 통합적 관점 -를 드러내, 마음이냐 인지냐의 논의

를 더 세 한 차원의 논의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요어】과학적 인지, 분산된 인지, 분산된 마음, 확장된 인지, 확장된 마

음, 이영의, 기어리

1. 들어가기

근래 몇몇 철학자들은 과학적 인지가 분산된 인지(distributed 

cognition)로서 가장 잘 이해된다고 주장한다(Giere 2002, 200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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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rr-Cetina 1999; Magnus 2007; Nersessian 2005, 2008; Brown 

forthcoming). 이런 입장을 ‘과학적 실천에 대한 분산된 인지 접근(the 

Distributed Cognition Approach to Scientific Practices)’이라 부를 수 

있다. 이 접근에 따르면, 과학적 활동은 개별과학자의 두뇌 속 추론과정

만을 들여다봄으로써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기구 및 인공물, 과

학자들 간의 협업 및 그를 위한 사회적 구조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적절

히 설명될 수 있다. 기어리(Ronald Giere)는 그런 접근을 취하는 대표적

인 철학자이면서도, 분산된 인지가 인식적 행위능력(epistemic agency)

의 분산 내지 확장을 함축한다는 생각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위치

를 점한다(Giere 2006; 2007). 분산된 인지 뿐 아니라 체화된 인지

(embodied cognition), 확장된 인지(extended cognition), 상황화된 인

지(situated cognition), 집단 지향성(collective intentionality) 등이 활

발히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기어리의 주장은 여러 입장들의 간의 미묘한 

차이들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환기한다. 이 분야에 대한 국내 철학계의 

반응이 더딘 상황에서 이영의(2008)의 논문을 여러 모로 반갑다.1) 특히, 

확장된 인지와 분산된 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철학적 논의를 전개하고 앞

으로 뒤따라야 할 논의들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관련된 논의를 촉

발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 글은 ‘분산된 마음 없는 분산된 인지’를 옹호하려는 기어리의 논변

을 논박하고자 하는 이영의(2008, 이하 DCM)의 비판을 재검토한다. 

DCM이 기어리의 비일관적 태도를 지적했던 것과는 달리, 나는 그의 입

장이 정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이고, ‘분산된 마음 없는 분산된 인

지’의 가능성에 대한 DCM의 비판이 결정적이지 않음을 주장한다. 또한 

DCM은 분산된 인지와 확장된 인지를 동일시하는 그릇된 전제에서 출발

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끝으로, 기어리와 반대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전제를 드러내, 그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영의(2008), ｢분산된 인지와 마음｣, 철학연구 36집, 3～30쪽(이하 DCM

으로 줄여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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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체계의 경계 문제

분산된 인지의 옹호자라면 인지의 경계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마음이 

두뇌나 몸 밖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그 경계가 어디인지 설정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DCM은 기어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검토하

고, 그것이 클락과 차머스가 제시한 확장된 인지의 입장과 근본적으로 동

일하다고 주장한다(12-13쪽). 기어리의 입장을 명료화하기 위해, 이 부분

을 좀 더 상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기어리는 인지의 담지자를 결정하기 위해 두 가지 요소를 구별한다. 인

지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요소들은 과학적으로 유관한 방식으로 인

지체계의 결과물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체계의 특징들이고, 다른 

요소들은 인지체계가 결과물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특징들

이다. 예컨대, 전기와 같은 것은 두 번째 요소에 속하며, 이는 특정한 출

력값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어리의 구분에 따르면, 첫 

번째 종류의 것들만이 인지체계의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인지의 분산은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상대적으로 분명한 경계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것이 인지체계의 결과물의 세부적 특징

(specific quality)에 기여하는 경우, 그것은 인지체계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DCM은 이러한 기어리의 기준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전기는 인지의 담지자가 될 수 없지만 나의 논문이 전송되는 동안 전압

이 불규칙하게 변형되어 논문의 일부가 변형된 경우” - 예를 들어, ‘문장’

이라는 단어가 느닷없이 ‘문자’로 바뀌었다고 하자 - 는 논문이 컴퓨터에

서 변형된 경우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DCM에 따르면, 기어리의 

기준은 두 경우를 구별하지 못하며, 클락과 차머스의 기준을 도입함으로

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기어리는 아마도 “구문론적이고 의

미론적” 기준들을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유사한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

으로 추측한다. 

DCM의 전제는 두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갑작스럽

게 전압이 변하여 내용의 변화가 생긴 경우와 컴퓨터 내에서 변화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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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경우를 차별화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 기어리의 이론에서 전자의 

경우를 인지체계의 일부가 아니라고 배제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첫 

번째 이유는 DCM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기어리가 “구문론적이고 의

미론적인” 어떤 추가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압의 갑작스런 변화가 특정한 결과값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

어, 제시된 기준을 분명히 만족시킨다. 두 번째, 이런 추측은 체계의 설계 

의도와 관련된 그의 입장에 의해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 그에 따르면, 체

계가 설계된 의도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인지체계의 결과값의 특정한 

특징에 “실제로” 기여하는 어떤 것이든지 인지체계의 부분이 될 수 있다

(Giere 2002, 294). 그렇다면 갑작스런 전압 변동의 사고 실험에 대한 특

정한 직관에 호소하여 기어리의 기준을 비판하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 반

면, 클락과 차머스의 기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그들이 제시한 

반사실적 검사 기준을 다시 진술해보다. 

(CC) “우리가 어떤 과제에 직면했을 때, 세계의 한 부분이 만일 우리 

머리 속에서 행해졌더라면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인지 과정의 일부로 

인정했을 그러한 과정으로서 기능한다면 세계의 그 부분은 인지 과정

의 일부이다”(Clark and Chalmers 1998, 8)

이것을 우리의 사례에 적용하려면, 전압의 갑작스런 변화에 대응하는 

머리 속 과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DCM에 따르면, “전

기는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작동할 때 인지과정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경우를 상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인간의 뇌는 그런 경우 파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준 CC에 대한 이러한 방식의 적용은 타당

하지 않다.

어떻게 CC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보기 위해, 클락과 차머스가 제시한 

오토의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자. 장기기억을 상실한 오토는 보통 사람이

라면 기억하고 있을 정보들을 자신이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공책에 대신 

기록해두고, 보통 사람들이 기억을 떠올릴 때 자신의 공책을 살펴봄으로

써 적절한 방식으로 기록된 정보를 끄집어내 활용할 수 있다고 하자. 그

는 보통 사람들과 유사한 지적 삶을 영위할 것이다. CC에 따르면,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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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책은 그의 인지체계의 일부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세계 속

에서 벌어지는 일과 머리 속에서 행해지는 일의 관계이다. 오토가 공책에 

정보를 기록하고 인출하는 과정은 보통 사람들이 정보를 기억하고 끄집

어내는 과정과 기능적인 동등성을 갖는다. 그것이 물리적인 동등성이나 

유사성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머리 속에 연필로 무언가를 적어 넣는 

것을 상상할 수 없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맥락과 무관하다. 전기의 경우

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성립한다. 실제로 두뇌 속에 전압의 급격한 변동을 

가하는 것은 제시된 기준의 적절한 적용이 아니다. 관건은 세계에서 벌어

진 전압의 변화에 대응하는 머리 속 과정이 무엇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것이 주저 없이 인지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에 있다. 

불행히도, 급격한 전압 변동에 대응하는 머리 속의 과정이 무엇인지 결

정하기가 쉽지 않다. 한 가지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컴퓨터 앞에서 논문

을 작성하고 있는 동안 ‘문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뇌의 

급격한 혈류 변동이 야기한 갑작스런 두통으로 인해 그만 실수로 ‘문자’

를 떠올려 화면 컴퓨터 화면 상에 ‘문자’를 입력했을 수 있다. 이 경우, 

‘문장’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문자’를 떠올리게 된 과정이 인지과정의 일

부로 인정될 수 있다면, 전압의 갑작스런 변화는 인지과정의 일부일 것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CC의 적용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논

리적으로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려있다. 만일 갑작스런 두통으로 인한 과정

을 우리가 인지과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전압의 급격한 변동은 인지

과정의 일부가 아닐 것이다. 이 경우, CC 기준의 적용은 기어리의 기준

이 적용된 경우와 상충되는 결론에 도달한다. 반면, 만일 그 과정을 우리

가 주저없이 인지과정으로 부른다면 (아마도 어떤 병리적인 인지과정이겠

지만), 이 경우 기어리의 기준과 CC는 동일한 결론으로 향할 것이다. 그

러나 DCM의 지적처럼 전기가 인지과정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치

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일치한

다. 어느 쪽이 더 그럴듯하든지 상관없이, 이러한 결론은 DCM가 의도했

던 바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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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지는 분산되지만 마음은 분산되지 않는다는 논증

이제 본격적으로 ‘분산된 마음 없는 분산된 인지’를 옹호하는 기어리의 

논증과 이에 대한 DCM의 비판을 살펴보자. DCM에서 적절히 지적되고 

있듯이, 기어리의 기본 입장은 마음의 개념, 특히 인식적 행위능력

(epistemic agency)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시험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고차원적 해석의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의 적절성

은 그것이 어떠한 이론적 유익을 가져오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 기어리는 그런 확대 적용은 (특히 과학학에 대해) 실익이 없고, 오

히려 혼동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Giere 2007, 316). 왜냐하

면 마음이나 행위능력 등은 다른 여러 개념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

것을 확장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다른 개념들에 대해서도 수정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대적인 수정의 필요성은 제시되지 않았

다는 것이다. 반면, ‘인지’는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용어여서 그것의 확장

이 초래할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예컨대, 어떤 체계가 인식적 행위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 체계가 믿음을 갖고, 지식 주장에 대해 인식적 책

임이 있으며,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행위를 수행하고, 어떤 것에 대해 

정당한 지식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어떤 체계가 인지적

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함축하지는 않는다.2)

기어리의 허블 망원경 사례는 그러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극적 장치이다. 허블 체계는 지상의 연구소와 지표면에서 멀리 떨어진 궤

도상에 있는 인공 위성 및 허블 망원경을 포함하는 대규모 인지체계이다. 

2003년, 이 체계는 22억 광년 떨어진 아벨 1689(Abell 1689)를 중력렌즈

 2) 어떤 체계가 분산된 인지체계라는 것은 그것이 인지적 결과물을 산출하는 

체계라는 것이다(Giere 2006, 112-113). 그런데 인지적 결과물을 인지적이

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기어리의 답변이 충분히 개진되었다

고 보기 힘들다. 대신 그는 개략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인지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체계의 결과물이 인간 인지의 산물

인것처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다. 체계가 결과물을 출력하는 단계에서 실

제로 인간행위자가 존재하는 경우는 우리가 인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식이 된다. 6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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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하여 우주의 나이가 130억년임을 보여주는 사진을 얻어냈다. 만일 

허블 체계 자체를 인식 행위자로 간주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물음들이 제

기된다. 

가. 허블 체계의 마음이 22억 광년 연장되어 있는가?

나. 마음은 광속으로 작동하는가?

다. 허블 체계가 최종 결론에 대해 인식적으로 (인과적이 아니라) 책임

이 있는가?

라. 허블 체계는 130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은하계를 발견하리라 기대

했는가?

마. 허블 체계는 자신이 그것을 발견했다고 믿었는가?

기어리는 위와 같은 물음들이 그 자체로 말이 안 된다고 본다. 질문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위의 질문들은 ‘마음’이나 ‘인간 행위자’에게 적용

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를 단순한 인지체계인 허블 체계에 적용했기 때

문이다. 즉, 위 물음들은 인지체계에는 물어질 수 없고, 마음에만 물어질 

수 있는 것들이다. 물음들 자체가 범주 착오를 범하고 있다는 이런 주장

은 ‘마음’이나 ‘인식’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언어 실천 및 그것에 대한 우

리의 직관에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물음들이 기어리가 원하는 결론을 가져오는지는 따져볼 

문제이다. 특히, (가)와 (나)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 확장된 마음 이론가들

은 두 물음이 의미가 있으며 그 답은 ‘예’라고 대응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오토가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공책이 30센티미터 거리에 있다면, 마음은 

30센티미터만큼 연장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책을 더 

먼 거리까지 옮겨놓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오토의 몸은 지구에 

있지만 그의 전자식 공책은 22억 광년 거리에 있고, 둘 사이는 빛을 이용

한 통신을 통해 매개되는 경우를 상상해볼 수 있다. 이 경우, 마음이 22

억 광년 연장되어 있다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나)의 

물음에 대해서도, 모든 인지과정이 빛의 속도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인

지과정의 일부가 빛의 속도로 처리되는 것이므로, 허블 체계의 마음이 일

부는 그 작동 속도가 빛의 속도라는 주장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기어리에게 가능한 대응이 있다. 마음의 연장이나 작동 속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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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답변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그것을 인지체계의 연장이나 작동 속

도를 묻는 물음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응은 자

신의 논증을 뒷받침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 아마 기어리는 자

신의 전술적 실수를 인정하고, 어떤 것은 단순한 인지체계에 대해서는 적

용되지 않고 행위능력을 갖춘 마음에만 적용되는 것인 반면, 다른 것들은 

양쪽 모두에서 적용될 수 있는 물음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할 지도 모르

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본질적인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인지체

계에 대해서는 제기되지 않고 마음에 대해서만 유의미하게 제기될 수 있

는 물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지는 분산될 수 있지만 마음은 분산될 

수 없다는 주장을 여전히 뒷받침한다. 그리고 그런 물음들이 많다는 것은, 

마음 개념을 확장했을 경우에 수정해야 하는 관련 개념들이 많다는 것이

고, 이는 마음 개념의 확장에 저항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3) 다만, 

그것이 마음이나 행위능력에 대한 우리의 언어 사용과 직관에 호소하는 

것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이론적 혹은 경험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논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음의 분산이 과학적으로 

실익이 없고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기어리가 어느정도 입

증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우

리의 언어 사용을 모두 바꾸어야 할 만큼 마음의 분산이 인지과학의 발

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부담은 일차적으로 분산된 마음의 옹

호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4) 

 3) 이것에 대한 한 가지 대응은 기능주의에 호소하는 것이다. 기능성 동일성은 

그것이 몸 안에서 수행되는지 아니면 몸 밖에서 수행되는지를 가리지 않는

다. DCM은 이런 기능주의가 기어리의 비판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DCM, 18). 이것을 다루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넘는다. 다만, 기

능주의에 호소하는 것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upert 2004, 

Sprevak 2009. 

 4) 나는 6절에서 입증 책임을 서로 미루게 되는 이러한 구도가 형성된 한 가

지 원인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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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산된 마음 없는 분산된 인지’에 대한 DCM의 비판

이제 기어리에 대한 DCM의 세 가지 비판을 검토해보자. 첫 번째 비

판은 기어리의 입장이 그 자신의 자연주의적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어리는 인간 행위능력이나 마음의 개념을 확장하는 문제가 고

차원적 해석의 문제라고 보고, 그런 확장의 실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정

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기어리는 분산된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인지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서 혼란만을 

야기할 것이며, 인간 행위의 원인으로서 마음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이 왜 ‘자연주의적’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19쪽)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연주의적이지 않은가? 

“기어리는 인간 행위자에 대한 일상적 개념은 생물학적 유기체로서의 인

간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양립 불가능한 ‘선택’과 ‘행위’라는 개념을 전제

하는 것처럼 보이며,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간 행위의 근본 

원인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어리의 주장은 

통속심리학의 주장, 즉 우리의 행동은 마음과 환경의 작용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없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15쪽)

이러한 비판은 기어리가 과학의 발전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

는다는 인상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앞으로 입증

될 수는 가능성에 대해 기어리가 눈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

히려 기어리에 대한 오해로 생각된다(Giere 2007, 316-317). 첫째, 기어

리는 과학의 발전에 회의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의 발전을 위해 

인식적 행위능력 개념의 확장을 거부하는 편이 좋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둘째, 기어리는 인지과학이나 심리학의 발전에 회의적이지 않다. 이는 인

용된 문구가 등장하는 맥락을 다시 살펴보면 확인된다. 기어리는 일상적

인 인간 행위능력 개념이 자연주의적 인간 이해와는 양립할 수 없는 선

택과 행위의 자유, 즉 자유의지와 같은 개념을 전제함을 인정하고, 그리

고 자신은 자연주의적 틀 안에서 “인간 행위의 근본적 원인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과 우리가 자유롭게 일을 일으킨다는 강력한 주관

적 느낌은 환상”이라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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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자유의지를 전제하는 일상적 행위능력 개념이 실재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유용한 이상화된 모형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

의 논의 어디에서도 심리학 연구의 미래에 대한 회의론은 찾아볼 수 없

다. 더구나 자유의지의 느낌이 환상이라는 주장은 철학자가 아니라 심리

학자인 웨그너(Daniel Wegner)에서 가장 잘 표현되어 있다면서, 경험과

학인 심리학에 호소하고 있다(Geire 2007, 각주5). 즉, 철학적 주장을 위

해 확립된 경험과학적 연구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어리는 충분히 자연

주의적인 자세를 견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어리의 주장이 자신의 

자연주의적 태도와 일관적이지 않다는 비판은 부당해 보인다.

두 번째 비판은 인지가 분산되기 위해서는 마음도 분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기리의 입장이 인지에 의식이나 의도가 불필요해 보인다

는 그릇된 관찰에 근거해 있다는 것이다. 기어리에 따르면, 인지의 분산

을 위해서는 인지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인지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즉, 인지체계의 결과물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변형을 가할 수 있

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변형 과정에서 나의 마음이 개입할 여지가 전

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피상적인 

관찰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나의 인지가 노트북에 분산될 수 있기 위해서

는 우선 내가 노트북에 나의 인지적 활동의 결과물을 저장하겠다고 의도

하고 결정해야 하며, 그러한 결정에 따라서 노트북에 결과물을 저장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요한 점은 그러한 절차들은 나의 의

식적인 행동의 개입이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21-22쪽) 

이 같은 지적으로 토대로, DCM는 인지가 분산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의 의식이 개입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떤 

대목에서 기어리의 주장을 논박하는지 분명치 않다. 기어리의 입장은 인

간들과 인공물들에 분산된 전체로서의 인지체계는 의식과 같은 인간 행

위능력의 요소들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를 논박하기 위해서

는 전체로서의 분산된 인지체계가 의도, 믿음, 기대, 인식적 책임과 같은 

것을 가진다는 것을 논증해야 한다. 그러나 위의 논의의 결론은 “나의” 

의식적인 개입이 인지의 분산에 선행한다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분산된 

인지체계가 구성되어 작동하려면 그 체계 자체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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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오히려, 나의 의식적 개입에 대한 주장은 기

어리의 입장과 일관적이다.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인간 구성원

만이 의도적이며 진정한 인식적 행위자라는 것이 그의 주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5) 

세 번째 비판은 기어리가 인지에 대한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

이다. DCM는 인지를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자연적이고 의식적 인

지(a), 자연적이고 무의식적 인지(b), 인공적이고 의식적 인지(c), 인공적

이고 무의식적인 인지(d). 그런데, “인지는 분산될 수 있지만 마음은 분산

될 수 없다는 기어리의 입장은 애초부터 유형 (b)와 (d)를 인지의 영역에

서 제외한다. 그 결과 인지가 분산될 수 있는 영역은 오직 유형 (c)만이 

남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기어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23쪽) 왜

냐하면 분산된 인지의 전형적 예는 컴퓨터인데, 컴퓨터가 유형 (c)의 인

지를 갖는다는 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DCM에 따르면, 이런 결론은 기어리가 분산성을 인지에만 귀속하고 

마음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어리에 

대한 진정한 비판을 제기하지 않는다. 인지의 사분법이 타당하더라도, 분

류법은 적절한 조건 하에서만 타당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분산된 인지체

계는 그 출발선 상에서 사분법의 구분을 뛰어넘는다. 우선, 분산된 인지

체계는 대개 자연적인 것도 인공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혼종 체계이다. 

분산된 인지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조율된 행동과 정보의 공유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집합적 인지

(collective cognition)와 여러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분산된 인지체계

는 사람 뿐 아니라 도구와 인공물을 인지체계의 일부로 포함할 뿐 아니

라 사람의 뇌나 컴퓨터에 국소화되지 않는 외적 표상을 포함한다는 점에

서 집합적 인지와 구별된다(Giere 2007, 314; 2002, 287). 다시 말해, 분

 5) 한 가지 가능한 대안은 노트북이 인지체계의 일부가 아니라 단지 도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마음의 분산 없이는 인지의 

분산도 없다”는 주장과 일관된다. 불행히도, 이것이 DCM의 의도에 부합하

지는 않는다. DCM의 의도는 마음의 분산을 제한함으로써 인지의 분산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지의 분산을 인정함으로서 마음의 분산을 

허용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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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된 인지체계는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을 넘어서 자연-인공의 혼종 

체계이다. 그러므로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의 구분을 전제로 한 분류

법은 분산된 인지의 특징을 포착하지 못한다. 

또 다른 차원은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의 구분이다. 기어리는 의

식을 분산된 체계에 적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반면, 노어 세티나는 

CERN 연구를 통해 확장된 실험 자체가 “집합적 의식”을 가진 것으로 

표현한다(Knorr-Cetina 1999). 역설적이게도, 노어 세티나는 분산된 체

계가 의식적이라고 주장해 무의식적 인지의 가능성을 제한한 반면, 기어

리는 분산된 인지체계의 인간 구성원만이 의식적이고 전체로서의 인지체

계는 의식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서 오히려 무의식적 인지의 실재

성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기어리가 무의식적 인지의 가능성을 애초에 

배제했다고 보아야 할 근거는 없다. 그러므로 기어리가 인지에 대한 근본

적 오해로 인해 괴상한 결론에 이르렀다는 비판은, 오히려 이미 기존의 

구분을 뛰어넘는 시도로서 분산된 인지 이론을 제안하고 있는 그에게는 

부당한 비판으로 보인다. 

5. 분산된 인지와 확장된 인지

앞 절에서의 분석은 DCM의 비판이 ‘분산된 마음 없는 분산된 인지’라

는 입장을 설득력있게 논박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그러한 비판에는 하나

의 숨겨진 가정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분

산된 인지와 확장된 인지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가정이다.6) 특히, 

 6) DCM은 분산된 인지의 여러 가지 원천을 언급하면서, 그 중 하나로 확장된 

인지를 지목한다(8쪽). 실제로 기어리는 클락(Clark 1997)을 인용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한다(Giere 2006, 114-115). 그러나 이런 인용은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 그가 인용한 부분은 클락이 다이아그램과 같은 외적 표

상의 중요성을 “scaffolding” 개념을 통해 강조한 부분들이다. 이러한 

scaffolded cognition은 분산된 인지와 잘 어울리지만, 그것이 확장된 인지

를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클락에게서 분산된 인지의 요소와 확장된 

인지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지만, 둘이 동일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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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M이 기능주의에 호소함으로써 기어리의 비판에 대응할 수 있다고 언

급한 부분은 이를 잘 드러낸다. 왜냐하면 확장된 인지는 내적 인지와 외

적 인지 간의 기능적 동등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갑

작스런 전압의 변동 사례에서 보았듯이, 인지에 대한 그 두 가지 접근이 

필연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7)  

첫째, 분산된 인지와 확장된 인지가 인지의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이 다

르다. 분산된 인지의 기준은 주어진 인지적 과제에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성격을 띤다. 즉, 세계의 어떤 대상이 실제로 결과물에 차별적

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함으로써 인지체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반면, 확장된 인지의 기준은 우리의 직관에 호소한다. 그렇기 때

문에 기준의 적용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조건절의 전건에 해당

하는 부분, “그것이 머리 속에서 행해졌더라면”을 해석하는 것이 관건인

데, 머리 속 수행의 가능성이 모호한 채로 남아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

서의 가능성인가? 예컨대, 한 사람이 도구의 도움 없이 100자리 숫자들을 

곱하는 것은 아마도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훨씬 더 복잡한 연산

을 수행하는 것은 인간 두뇌의 물리적 한계일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그

러한 계산을 수행하는 것은 인지 과정의 일부일 것이다. 확장된 인지 이

론가라면, 그것이 ‘원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겠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예컨대, 허블 망원경 체계가 수행하

는 측정과 연산 과정을 한 사람의 머리 속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

일까? 원거리의 별을 중력렌즈로 활용하는 것에 대응하는 머리 속 과정

은 무엇인가? 혹은 이중맹검의 방법은 (정신 분열을 겪지 않고서) 한 사

람의 머리 속에서 어떻게 수행될 수 있을까? 기구를 통한 측정, 사회적 

조직화 등을 포함하는 분산된 인지를 확장된 인지와 동일시한다면, 우리

는 이러한 물음들에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니다.

 7) ‘과학적 실천에 대한 분산된 인지 접근’의 또 다른 대표적 옹호자인 낸시 

너세시안은 환경적 관점(environmental view)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분산

된 인지, 체화된 인지, 상황화된 인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확장된 인

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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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더 근본적으로, 분산된 인지 이론은 확장된 인지 이론과 그 동기

에서부터 다르다. 확장된 인지는 인간의 인지를 인간 밖으로 확장하는 것

이며, 그래서 이론가들은 개인의 내적 인지와 확장된 인지의 기능적 동등

성을 입증하려 한다. 이것이 입증되면 내적/외적 구분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인지적이게 되는가? 그

것은 확장된 인지체계가 개인이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인지적 과제를 

수행할 때이다(Clark and Chalmers 1998; Magnus 2007). 물론, 분산

된 인지체계도 때로는 비분산적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는 인지적 과제를 

수행한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분산 체계를 만드는 주된 이유는 개별 과학

자가 할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것은 비분산적 방식

으로는 사실상 수행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이다.8) 예

컨대, 허블 체계는 인간의 지적 활동을 환경으로 확장한 것이 아니라, 개

별 과학자가 할 수 없는 복잡한 과학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교하고 복잡한 분산 인지체계인 것이다. 이때, 내적 인지와 외적 인지

의 기능성 동등성은 요청되지 않는다. 기어리의 경우, 그것이 하나의 분

산된 인지체계를 이루어, 의미있는 인지적 결과물을 산출하면 된다. 따라

서 분산된 인지 이론이 확장된 인지 이론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전제로 해 가해진 DCM의 비판은 설득력을 잃는다. 

6. 보수적 전략과 급진적 전략의 공통점

근래 체화된 인지나 확장된 인지의 옹호자들은 인지 개념 자체를 재구

성하는 새로운 인지 혁명을 추구한다. 반면, 기어리의 인지 이론은 어떤 

 8) 확장된 인지의 경우에도 동일한 것을 의도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소개된 오토의 사례나 신경 임플란트의 사례를 보면, 확장된 

인지의 주된 관심은 내적 인지가 수행하는 기능을 외적 인지를 통해 동일하

게 수행하는 것에 있다. 물론 내적 인지만으로는 어려운 인지 과제를 확장

된 인지를 통해 보다 수월하게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

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적 인지만으로도 수행이 가능한 과제일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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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듯하다. 그는 “인지적인 것” 자체에 대

해서는 변혁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분산된 인지체계를 인지적

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기어리에 따르면, 한 체계가 우리가 인

지적으로 간주하는 결과물, 즉 인지적 출력값을 산출하는 체계인 경우에 

그 체계는 인지적 체계이다. 이런 관점은 분산 체계의 인지성을 개별 행

위자의 인지성에 의존하도록 만든다. 그의 주된 관심사가 분산된 인지 개

념을 통해 과학 활동을 설명하는 데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충분히 이해가능한 대목이지만, 인지적인 것의 평가를 인지적 행위자에 

귀속시키는 전략이 인지의 본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얼마나 심화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렇지만 기어리의 기여는 인지란 무엇인가라는 

인지의 본성에 대한 물음에 대해 새로운 답변을 제시하는 데 있지 않고, 

과학을 비롯한 인간의 인지적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새로운 답변을 제시하는 것에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분산된 마음 없는 분산된 인지’라는 입장이 DCM에 의해 충

분히 논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

다. 기어리의 입장이 지닌 한계는 그것이 마음과 인지의 이분법을 전제하

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만을 허용하는데, 분산

된 인지체계는 인간 행위능력을 갖는지 아니면 갖지 않든지 둘 중 하나

이다. 흥미롭게도, 기어리에 대한 비판도 동일한 이분법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다. 마음의 분산 없이는 인지의 분산도 없다는 주장은 암암리에 그

러한 이분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어리의 다소 보수적인 전략이나 

비판자들의 급진적 전략 모두가 전제하고 있는 이러한 이분법에 대한 재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식적 행위능력에 대한 통합적 관점

(the Unified Conception of Epistemic Agency)을 선제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믿음, 지식 주장에 대한 책임, 의도, 기대 등 인

간 행위능력의 구성요소들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정합적인 전체를 이

룬다. 여기서 나는 이러한 통합적 관점이 틀렸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통합적 관점은 논증되어야 할 것이지 단순히 가정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인식적 행위능력을 이루는 요소들 중 일부는 가지면서 다른 요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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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여하는 경우는 가능한가? 이것에 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이론적 경

험적 탐구가 필요할 것이다. 만일 탐구의 결과 그러한 경우가 불가능하다

는 것이 드러나면, 분산된 인지체계는 행위능력을 갖거나 아니면 갖지 않

을 것이다. 반면, 만일 행위능력의 요소 중 일부만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

면, 분산된 인지체계가 전체로서의 행위능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아니라 

각각의 구성 개념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

다. 이 분야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근래 

인식적 행위능력에 대한 보다 세 한 탐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는 통합

적 관점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예컨대, 집단 의식이

나 집단 기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집단 믿

음과 집단 지식에 대해 간략히 소개할 것인데, 이것은 보수적 전략과 급

진적 전략 모두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데 충분할 것이다.

첫째, 집단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물음을 둘러싸고 믿음주의자

(believer)와 수용주의자(rejectionist)가 대립하고 있다(Gilbert 1987; 

Mathiesen 2007; Wray 2001). 우리는 간혹 “생물학자들은 유전자에 생

명의 청사진이 담겨있다고 믿는다”과 같이 어떠한 집단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곤 한다. 그것은 문자적 의미에서 그런가 아니면 은유적 의미

인가, 만일 은유적 의미라면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가? 고전적인 한 가지 

입장은 집단의 믿음은 그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믿음들로 환원된다

는 것이다. 이는 흔히 합산적 관점(summative view)로 불린다.9) 이에 

따르면, 전부 혹은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가진 믿음이 바로 그 집단의 믿

음이다. 그러나 우리의 물음은 개인들의 믿음으로 환원되지 않는 집단 수

준의 믿음이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믿음주의자는 어떤 집단의 입

장이나 견해가 개별 인식자가 믿음을 갖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믿음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수용주의자는 집단의 견해는 믿음이 아니라 

수용(acceptance)로서 잘 특징지어진다고 주장한다. 둘 사이의 구분에 대

한 완전히 합의된 견해는 없지만 대체로 받아들여지는 생각에 따르면, 믿

음이 진리를 지향한다면 수용은 유용성을 지향하고, 믿음이 증거에 의해 

형성된다면 수용은 실용적 고려에 의해 형성되고, 믿음이 맥락에 둔감하

 9) 이에 대한 비판으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Gilbert 1987; Gilber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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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수용은 맥락에 의존한다. 무엇보다 수용은 자발적(voluntary)이지만 

믿음은 비자발적(involuntary)이다. 우리는 믿음 내용을 믿게 ‘되고’, 수용 

내용을 수용‘한다’. 믿음주의와 수용주의의 논쟁을 해결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훨씬 넘는다. 그러나 그러한 논쟁은 집단의 의식이나 의도를 언급

하지 않고도 집단 수준의 믿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집단이나 어떤 분산된 인지체계가 믿음을 가질 수 없더라도, 어떤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인식적 행위능력에 대한 통합적 

관점은 이러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둘째, 집단은 지식을 가지는가? 우리는 때로 “통계청은 2010년 대한민

국의 출산율을 안다”고 말한다. 이때, ‘안다’라는 술어는 인간 주체가 ‘안

다’고 할 때와 같은 의미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지를 

살피는 것은 인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켜줄 것이다. 예컨대, 몇

몇 철학자들은 개인들의 믿음으로 환원되지 않는 집단 수준의 믿음, 혹은 

분산된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도, 집단이 나름의 지식을 

가질 가능성에 전착한다(Hakli 2007). 만일 이런 가능성이 확립된다면, 

분산된 인지체계에 믿음을 부여할 수는 없지만, 지식을 부여할 수는 있게 

된다. 또한, 모든 분산된 인지체계가 지식(혹은 다른 어떤 인식적 행위능

력의 한 요소)을 갖지 않더라도, 어떤 제한된 부류의 분산된 인지체계가 

지식을 가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레이는 뒤르켐의 구분을 빌려와, 기계적 

연대(mechanical solidarity)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집단은 지식을 소유할 

수 없지만,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를 지닌 공동체는 지식을 소

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Wray 2007). 이것을 논증하는 것은 손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탐구는 분명히 지식 귀속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다. 

이 같은 탐구들은 ‘마음이 분산된다’와 ‘마음은 분산되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을 제시하는 행위능력에 대한 통합적 관점과 마음-인지 

이분법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환기한다. 어쩌면 결국에 통합적 관점을 

지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반복하지만, 그것은 

탐구와 논증의 결과여야지, 미리 전제되는 출발점이어서는 안 된다. 보다 

미세한 탐구의 가능성에 주목하지 못한 것은 기어리의 보수적 태도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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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앞서 제기된 모든 가능성들을 탐구해서 

기어리 나름의 입장을 개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또한 

이러한 한계들이 그가 자연주의적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지 못했기 때

문에 생겨난 것도 아니다. 새로운 가능성들을 탐구하는 일은 그만의 과제

가 아니라 철학자 공동체에 남겨진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탐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마음이나 행위능력의 개념이 정합적인 전체를 형성한

다는 전통적 관념에 괄호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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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Abstracts＞

Distributed Cognition and Unextended Mind

Hyundeuk Cheon

In this paper, I critically examine Rhee(2008)'s paper, where he 

criticized the Giere's veiw of “distributed cognition without 

distributed mind” and argued for “no distribution cognition 

without distributed mind”. First, I clarify Giere's view by 

comparing two criteria for something to be part of cognitive 

system, Giere's proposal and Clark and Chalmers' proposal. 

Second, I demonstrate that three criticisms against “distributed 

cognition without distributed mind” are not convincing. Third, I 

show that he conflated distributed cognition and extended 

cognition, which need to be distinguished. Finally, I point out a 

common assumption that Giere and his critics share, the 

assumption which should be re-examined for developing more 

fine-grained discussion of mind and cognition.

Key Words: scientific cognition, distributed cognition, extended 

cognition, extended mind, Young E Rhee, Ronald 

Gie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