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음의 예술적 확장

명지대학교정혜윤



마음의 예술적 확장

1. 확장된 마음에 관한 가설

2. “마음이 확장된다”는 것의 의미

(1) 기능주의(동등성 원리)

(2) 통합주의

3. 마음의 정감적 확장 – 예술(음악)



확장된 마음에 관한 가설 (Hypothesis of Extended Mind)

Andy Clark and David Chalmers (1998), “The Extended Mind.”

“기질적 믿음과 같은 지속적인 심적 상태들, 그리고 복잡한 계산처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인지적 절차들은 인간의 중추적인 신경적 자원들과 외적 자원들 간의

긴밀한 결합을 통해 인간의 신체를 넘어 세계로 확장된다.”

↳ 인간의 인지는 한 개인의 마음 내부에서 환경에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정보의

표상과 처리가 아니라 인간의 신체와 두뇌, 환경으로 이루어진 통합적 단위를 바탕으로

실현되는 활동이다.



확장된 마음에 관한 가설 (Hypothesis of Extended Mind)

Extension of Extended Mind

확장된 마음 논제는 뚜렷하게 인지적인 본성을 갖는 현상들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다. 확장된 마음에 관한 논의의 지평은 기질적인 믿음이나 계산 절차 등 인간

인지의 전형으로 간주되어 온 상태나 역량을 넘어서서 정감까지 포괄하도록

확장되어야 한다.

정감의 질적인 특성의 물질적 토대 역시 확장 가능하다.

(Giovanna Colombetti & Tom Roberts (2015), “Extending the Extended Mind: The Case for 
Extended Affectivity,” Joel Krueger (2014), “Varieties of Extended Emotions,” Jan Slaby
(2014), “Emotions and the Extended Mind.”) 



체화주의 (Embodimentism)

체화된 인지 Embodied Cognition

고전적 인지주의에 반대
: 인지는 몸-뇌-환경
사이에서 창발한다.

심적 작용의 물질적
토대는 인간의
신체로 한정된다환경-내장적 인지 Embedded Cognition

확장된 인지 Extended Cognition

심적 작용의 물질적
토대는 인간의
신체를 벗어나
확장된다.

행화적 인지 Enactive Cognition

생태적 인지 Ecological Cognition

분산된 인지 Distributed Cognition

상황적 인지 Situated Cognition



“마음이 확장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1. 확장된 마음에 관한 첫 번째 논증

기능주의적 접근 - 동등성 원리 (parity principle)

If, as we confront some task, a part of the world functions as a 
process which, were it done in the head, we would have no 
hesitation in recognizing as part of the cognitive process, then that 
part of the world is (so we claim) part of the cognitive process 
(Clark and Chalmers (1998), p. 8). 

* 오토와 잉가의 사례 (기억)



“마음이 확장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2. 확장된 마음에 관한 두 번째 논증

통합주의적 접근 (coupling-constitution or integration)

(1) 소극적인 입장 – 동등성 원리의 재해석

: 동등성 원리가 요구하는 것은 내적 절차와 외적 절차 사이의 기능적 동등성이 아니라

‘내적절차’, 그리고 ‘내적절차와 외적절차의 합으로 구성된 확장된 체계’ 사이의 기능적

동등성이다. 인간의 마음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내적 절차와 외적 절차가

독립적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심적 작용이 양자가 통합된 체계를 통해 수행되는

결과를 낳는 방식으로 양자가 기능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Colombetti and Roberts 

(2015)).



(2) 적극적인 입장 – 동등성 원리의 폐기

: 마음이 확장될 때 인간과 환경은 역동적으로 쌍결합되어 단일한 혼종체계를

이룬다. 이때 인간의 신체 내적 절차와 외적 절차는 기능적인 유사성이 아니라

상보성의 관계를 갖는다. 

확장된 마음에 관한 가설이 진정으로 뜻하는 것은 “머리 안에 먼저 자리하고 있는

마음이 이후 바깥 세계로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세계 안에

체화되고 구현되어 있다는 적나라한 사실로부터 인지와 마음에 관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 인지의 적어도 어떤 절차들은 신경적 절차와 매체, 그리고 환경 매체에 대한

신체적 작용의 절차들의 혼성으로 이루어져 있다(Menary (2010), “Cognitive 

Integration and the Extended Mind,” pp. 268-269).



통합주의적 접근

통합의 조건 → 신체 내적 체계와 외적 체계 사이의 관계

1. 역동적인 쌍결합(coupling) – 밀접한 상호 인과적 관계

2. 자기 자극적인 순환고리 (self-stimulating loop) 

: 쌍결합만으로는 마음이 확장되기에 불충분하다. 쌍결합된 외부자원들은 종종 그저

인지적 절차를 추동하는 데 그칠 뿐 확장된 마음 체계의 구성성분이 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Clark (2008), p. 131)



통합주의적 접근

통합의 조건 → 신체 내적 체계와 외적 체계 사이의 관계

윌슨과 클라크의 표현에 따르면 통합된 체계의 ‘내구력’과 ‘신뢰도’ 수준 만큼, 그리고 스테렐니

에 따르면 통합된 체계가 대체 불가능할 정도로 ‘개인화’되어 나 자신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정도만큼 통합된체계는 나 자신의일부가된다.

(Wilson and Clark (2009), “How to Situate Cognition: Letting Nature Take its Course,”

Sterelny, “Minds: Extended or Scaffolded?”)



통합주의적 접근

→ 인간과 환경이 쌍결합된 통합된 체계가 인간에게 마음의 새로운 역량을 가능하게

한다. 

신체 내적 절차와 외적 절차가 통합된 체계로부터 창발된 새로운 심적 속성은 신체

내적 자원들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확장시킴으로써 신체 내적 자원들을 보완한다. 



정감적 마음의 확장

확장된 마음 논제는 ‘지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적자원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다.

기분이나 기질, 정서 같은 정감의 영역 역시 피부를 넘어 확장될 수 있다. 인간의

정서를 지지하는 물질적 기반이 인간과 환경에 걸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Colombetti and Roberts, 2015). 

VS  

체화된 정서(embodied emotion), 상황적 정서(situated emotion)



확장된 정서 vs 상황적 정서 (≌ 확장된 마음 vs 환경-내장적 마음)

↳ 정서를 지지하는 환경은 정서의 구성성분인가? 

정서적 경험의 촉발자에 불과한가? 

환경이 마음의 작용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환경의 자원들은 결코

정서를 구성할 수 없다. 오토의 노트북은 욕구나 바람, 선호와 같은 내적 상태들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외적 단서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들을 대체할 수는 없다. 

내적 상태들은 체험적 요소를 갖기 때문이다. 동등성 원리는 정감적인 혹은

동기적인(motivational) 요인들로 결코 일반화될 수 없다(Sterenly (2010), pp. 471-472).



반박1) 동등성 원리에 대한 재해석

: 동등성 원리를 내적 절차‘와 ‘내적 절차+외적 절차로 구성된 확장된 체계‘ 사이의

기능적 동등성에 대한 요구로 이해한다면 외적 토대가 그 자체로 체험적 성격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로부터 외적 토대는 정서의 구성성분이 될 수 없다는, 즉 정서는

외부세계로 확장될 수 없다는 결론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 

반박2) 통합주의적 관점

: 통합주의에서는 확장된 마음을 지지하는 외적자원이 언제나 통합적 체계의 일부로서

고려되기에 외적 자원이 그 자체로 체험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감적 마음의 확장 - 동등성 원리의 폐기

많은 경우 우리가 성인으로서 굳이 특정한 외적 자원을 통해 정감적 경험을 하기

원하는 것은 오직 그 자원만이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정감적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성인들이 ‘느낌을 위한 도구’에 의존하는 것은 많은 경우 좀 더 풍성하고 깊이 있는,

혹은 색다른 정감적 경험을 얻기 위해서이다. 

“우리 삶의 많은 정서들은 마치 상대 없이는 출 수 없는 왈츠를 추는 것처럼 경험된다.”

(Jan Slaby (2014), “Emotions and the Extended Mind,” p. 37) 

↳ 예술품, 사회문화시설, 자연경관, 타인의 현전 등 상이한 환경적 요인들이 갖는

특수한 효과들이 정서의 확장에 기여하는 독특한 방식들이 특히 섬세하게 고려되어야

한다(Joel Krueger (2014), “Varieties of Extended Emotion”).



정감적 마음의 확장 – 예술의 사례: 음악

정감적 마음의 음악적 확장 가능성

: 인간의 몸과 음악, 그리고 소리 산출 매체가 단일한 통합적 체계를 형성하여 인간의

정감적 경험의 토대로 작용함을 보임으로써 입증될 수 있다.

1. 악기 연주 – 즉흥연주

●

(Colombetti and Roberts, 2015) 

●



1. 악기 연주

- 악기/소리의 물질적 특성

- 연주자와 악기 사이의 운동적인 통합

2. 음악 감상

* 음악지각에는 환원불가능하게 상호작용적인 차원이 있다.

* 음악지각의 청각적 측면들과 운동적 측면들은 근본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 음악적 동시화(synchronization)

- 음악적 동조(entrainment)

- 음악의 행위유도성(affordance)



2. 음악 감상

- 신경과학적 연구

: 감상자는 거울뉴런체계를 통해 음악의 청각적 특징들로부터 운동적 표상을

산출하고,                 

이 운동적 표상은 거울뉴런체계와 변연계 사이의 신경적 통로 역할을 하는

뇌섬엽을 통해

정서적 상태로 평가되어 음악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을 산출하게 된다.

(Katie Overy and Istvan Molnar-Szakacs (2009), “Being Together in Time: Musical 
Experience and the              

Mirror Neuron System,” pp. 489-504).

- 다마지오의 신체지도

: 음악의 패턴들은 음악가의 뇌에서 신체적 변화의 패턴들과 동등하게 처리된다.

음악의 패턴들은 마치 정서적 느낌의 패턴들인 것처럼 등록되어 음악가로 하여금

음악

안에서 정서를 듣게 한다. 

(Antonio Damasio (2003), Looking for Spinoza, Damasio (1994), Descartes’ Error: Emotion, Reason, 



정감적 마음의 확장 – 예술의 사례: 음악

정감적 마음의 음악적 확장

음악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정서들을 연주자나 감상자로부터 촉발하는 것이 아니다.

음악과 연주자 혹은 감상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아니라면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 새로운 정서

적 경

험이 음악과 연주자 혹은 감상자 간의 통합적 체계를 통해 비로소 창발하게 된다.

우리가 음악을 즐겨 찾는 것은 많은 경우 음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정서적 경험 때문이

다.

정서가 음악을 통해 확장된다는 주장은 오토의 믿음이 외부세계로 확장된다는 주장만큼의

설득

력은 적어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