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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화인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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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ory of embodied cognition

• 인지는뇌-몸-세계의함수이다.
Cognition = f(brain, body, world)

• 인지는몸을가진유기체와세계의역동적관계에서창발한다.
• 反데카르트주의



체화된 인지 Embodied cognition 인지는 몸과 세계와 관계에서 창발한다.

내장된 인지 Embedded cognition 인지의 작동은 몸에 의존한다.

행화적 인지 Enactive cognition 인지는 체화된 행위이다. 현상학

확장된 인지 Extended cognition 인지는 세계로 확장된다. 기능주의

분산된 인지 Distributed cognition 인지는 세계로 분산된다.

상황적 인지 Situated cognition 인지는 상황에 의존한다.

생태적 인지 Ecological cognition 인지는 생태적 규제에 대한 반응이다. J. J. Gip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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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영역

• 심리철학, 생태심리학, 생물학… 

• embodied theory of cognition 
• embodied cognitive science
• embodied theory of art, music, culture 

• embodied philosophy of science?



2. 인지과학

1970s 기호주의
Symbolism

인지주의
Cognitivism

인지는규칙에따른계산이다.

1980s 연결주의
Connectionism 인지는신경망에서이루어진계산이다.

1990s 신경과학
Neuroscience 인지는뇌의작용이다.

1990s 체화주의
Embodimentism 인지는몸-뇌-세계의관계에서창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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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Varela etc(1991),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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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Varela, “Neurophenomenology: A methodological 
remedy for the hard problem”, (1996), p. 332.



“인지전쟁” (Cognition War)

• 인지과학, 생명과학, AI

계산주의 체화주의

내재주의 외재주의

표상주의 반표상주의



체화주의에 대한 반응

• 부정적 반응
Churchland, Block, Click & Koch 

• 소극적 수용
Goldman, Giere, Dennett

• 적극적 수용
Clark, Noë , Thompson



나의 논변

논변 반응 결과

부정적 논변 부정적 반응 PS에 좋지 않은 결과

긍정적 논변

소극적 수용

PS에 좋은 결과

적극적 수용



3. 부정적 논변

• 뇌중심주의(neurocentrism): 뇌는 심적 과정의 중심이다. 
- Crick(1994): 자아와 자유의지는 환상에 불과하다.
- Gazzaniga(1998): 심리학은 신경과학으로 대체될 것이다.
- Goldman & Vignemont(2009): 뇌는 마음의 중심이고, 전부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심성 사건이 발생하는 곳이다.“

• 체화주의: 뇌는 심적 과정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다. 
인지= f(뇌, 몸, 세계)



Francis Crick

• 놀라운가설(The astonishing hypothesis): “’You’, your joys and 
your sorrows, your memories and your ambitions, your sense of 
personal identity and free will, are in fact no more than the 
behavior of a vast assembly of nerve cells and their associated 
molecules. … ‘You’ are nothing but a pack of neurons.” (1994, p. 
3.)

• 사람들이놀라는이유: (a) 환원론적접근, (b) 의식의본성
(qualia), (c) 자유의지



신경 환원론

• 심적 과정은 신경 과정으로 환원된다.
• 심리학은 신경과학으로 환원된다.

• 환원의 문제
-실현 불가능한 목표
-실패의 역사: 통일과학, 통섭(consilience, Wilson, 1998) 
-개념적 문제: ‘이상한’ 자유(Libet), ‘환상적’ 자아(Crick)



해결 불가능한 문제

• 의식의 어려운 문제(Hard problem of consciousness): 
Chalmers(1995): 인지과학의 표준적 방법으로 설명 불가능한 문
제

• 부분·전체의 오류(Mereological problem): Bennett 
and Hacker(2003): 전체로서의 인간에게 귀속되는 심적 과정을
그 부분인 뇌에 귀속하는 오류



4. 긍정적 논변

• 체화적 인지과학(embodied cognitive science)가 성립하듯이 체
화적 과학철학(embodied philosophy of science)도 성립한다.

• 체화적 과학철학은 과학철학에 좋은 결과를 낳는다.



좋은 결과

a 영역 확장

b 새로운 주제 개발

c 미진한 부분 활성화



a. 영역 확장

• 체화적 과학철학(embodied cognitive science)

• 신경현상학(neurophenomenology): Varela(1996), Lutz(2002), 
Thompson(2006), 

• 행화적 인공지능(enactive AI): Froese & Ziemke(2009)
• 체화적 인류학(embodied anthropology): Fuchs(2021)
• 행화적 정신의학(enactive psychiatry): de Haan(2020)



b. 새로운 주제 개발

• 행화(enaction): “A living organism enacts the world it lives in.” Varela, 
Thompson, and Rosch(1991)

• 예측적 뇌(predictive brain): “predictive brains act as entry-points 
for extended minds, and embodiment and action contribute 
constitutively to knowing contact with the world.” Clark(2017)

• 통속심리학적 내러티브(folk psychological narrative): “Folk 
psychology is, in essence, a distinctive kind of narrative practice.” 
Hutto(2012). Gallagher(2020)

• 새로운 실재(Reality+): “Virtual reality is genuine reality.” 
Chalmers(2022), thechnophilosophy



c. 미진한 부분 활성화

• 사회인식론(social epistemology)
1) 소극적 수용
- Giere(2002): distributed scientific cognition
- Goldman(1987, 1999): Veritism
2) 적극적 수용
- de Jaegher & di Paolo(2007), Thompson & Staplton(2009): 
Social sense-making:

- Gallagher(2005): Primary intersubjectivity



예상되는 반박

• 체화주의는 과학철학의 전통적 주제를 다룰 수 없다.
인과, 설명, 실재론, 입증, 과학적 추론…

• 대답
1) 아직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면 체화주의적 방식으로 설명할

것이다.
2) 그 설명은 “표상주의, 계산주의, 내재주의”에 대한 비판을 기

반으로 할 것이다. ⇒ 기존과 다른 설명



5. 맺는 말

• 체화주의에 대한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과학철학자는 체화주의
의 도전, 즉 “인지는 체화된 것”이라는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
여야 한다.

• 인지가 체화된 것이라면, 과학적 인지의 체화성이 설명되어야
한다. 특히, 체화성과 객관성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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