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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와연주자

지휘자의 역할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교향악단의 복잡성을 인정해야

한다. 뇌의 교향악단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커다란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술(skill), 역량(competence), 그리고 지식(knowledge)이 우

리의 내부세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신피질이 뇌 교향악단의 가장 숙

련된 연주자들을 포함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과학자들은 뇌, 특히 가장 진보된 부분인 피질의 복잡성과 기능적

다양성에 오랫동안 호기심을 가져왔다. 우리는 대부분 대학의 교과서

나 고서점의 선반에서 낡은 골상학(phrenological) 지도를 본 적이 있

다. 오늘날 이것들은 대부분 이상한 치료(bizarre quackery)로 간주되

어 사라졌다. 그러나 이것들은 19세기 초의 최고기술수준(state-of-the

art)의 뇌에 관한 이해를 반 하고 있는데, 이 당시 골상학(phrenol-

ogy)의 아버지인 프란츠 조셉 골(Franz Joseph Gall)이 향력 있는

작품을 출판했다.1 골상학자들은 두개골 표면의 융기를 보았으며, 이

융기를 개인적 정신능력과 성격의 특징과 연관시켰다. 이러한 관련성

중, 그들은 뇌의 특정 부위에 특정 정신적 속성을 부여하여 정교한 지

도를 만들었다.

오늘날의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골상학지도는 잘못된 시작을 보여

주었다. 화학에 대한 연금술사의 관계와 같이, 골상학자는 신경과학

의 초창기 역사에 해당하기보다는, 그 선사시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것은 피질을 뚜렷한 부분들의 총체(앙상블)로 간주하여, 다시 말해

서 단일 악기가 아닌 교향악단으로 간주하여, 연주자를 확인하려는

첫 시도 다. 그리고 골상학자들의 잘못된 시작은 모든 분야의 연구

에 원래부터 있는 근본적 문제를 강조하 는데, 상식적 언어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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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commonsense language of description)과 과학적 언어에 의한

분석(scientific language of analysis)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모두 어떠한 인지 기술(읽기, 쓰기, 계산하기), 특성(용기,

지혜, 무모함), 그리고 태도(애착, 멸시, 망설임)의 향하에 있다. 첫

눈에 이러한 단어 자체가 자명하게 보이며, 사람들은 마음의 이러한

각 특성이 뇌에서 뚜렷한 위치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

다. 그림 5.1의 골상학지도가 설명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생각이 한

세기 반 이전까지도 유력했다.

과학자들은 평소 인간의 언어가 정신적 특성과 행동을 표현하는 방

식이 그들의 뇌에서 떠오르는 방식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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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  골의골상학지도
출처：Higher Cortical Functions in Man, Second Edition, by A. R. Luria. Copyright ⓒ 1979 by
Consultants Bureau Enterprises, Inc. and Basic Books, Inc. Reprinted by permission of Basic
Books, a member of Perseus Books, L.L.C.



알게 되었다. 현재 우리는 여전히 피질을 기능적으로 뚜렷이 구분되

는 많은 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뚜

렷한 기능을 기술하게 위해서 사용하는 과학적 언어가 상당히 변했

다. 그림 5.1과 5.2만 비교해 봐도 알 수 있다. 첫 번째 뇌 지도는 19세

기 초에 골이 그린 것이다. 두 번째 뇌 지도는 유명한 신경학자인 클

라이스트(Kleist)가 20세기 초에 그린 것이다.2 현재와는 다르지만, 두

번째 지도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신경조직의 원리에 훨씬

더 가깝다.

뇌에 관한 이해의 변화가 이 두 지도에 나타나 있다. 이들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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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  클라이스트이후의피질기능국지화
출처：Higher Cortical Functions in Man, Second Edition, by A. R. Luria. Copyright ⓒ 1979 by
Consultants Bureau Enterprises, Inc. and Basic Books, Inc. Reprinted by permission of Basic
Books, a member of Perseus Books, L.L.C.



차이가 지식의 성장 이상의 차이를 보여 준다. 이것은 약 한 세기에

걸쳐 완성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 준다. 지식의 각 분야에서 그

역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식적 언어와 과학적 언어 사이에는

심오한 차이가 존재한다. 일상 언어는 세계를 테이블, 의자, 돌멩이,

강, 꽃, 나무 등의 용어로 설명한다. 고대 과학의 선구자 던 초기 신

앙시스템은 모든 일상적인 대상에 대하여 별도의 신성(神性)을 가정

함으로써 이 세계를 설명하려 하 다.

이와 대조적으로, 과학 언어는 세계를 단순한 관찰을 통해서는 명

백하지 않을 수도 있는 단위로 설명한다. 물리학적 언어는 세계를 원

자와 원자 구성요소의 입자로 설명한다. 화학의 과학적 언어는 분자

용어로 설명한다. 오늘날의 뇌 과학은 멘델레예프 시대의 무기화학

수준에 있으며, 여기에서 그 조직의 원리를 발견하고 적절한 과학적

언어를 도출한다. 이 분야는 매우 유동적이다. 골의 지도에서 클라이

스트의 지도로의 변천이 이 과정을 반 하고 있다. 욕심, 존경 또는

자존심 같은 골상학의 특징이 즉각적인 상식을 만들 수는 있지만 뇌

의 뚜렷한 구조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그 특징은 무엇인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악기가 뒤얽

혀 배열된 곳에서 만들어 내는 복합적인 음악을 들으면서, 악기가 무

엇이고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 각각의 악기가 총체적인 음향효과

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알아내려 한다고 가정해 보자. 여러분은 큰

소리의 음악과 조용한 음악, 감미로운 음악과 귀청을 찢는 음악을 듣

게 되겠지만, 이러한 평범한 묘사(소리)가 어떻게 교향악단에서 실제

로 들리는 음악과 일치할 수 있는가? 신경과학자들은 제한되고 부정

확한 도구를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속담에서 코끼리를 손으로

만져서 이해하려던 것 같은 눈먼 지식의 한 부분과 약간 비슷하다).

제5장_교향악단의앞줄：피질 57



인지의 실제‘교향악단’은 종종 보통의 용어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정말로 클라이스트의 지도에서의‘촉각 인지’같은 것을 우리의 일상

적인 느낌, 생각, 활동에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는가?

구조와 기능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의 탐구작업에

뚜렷한 모양의 뇌 형태를 이용하면 다소 도움이 된다. 피질은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고, 각 반구는 네 개의 뇌엽－후두엽, 두정엽, 측

두엽, 그리고 전두엽－으로 이루어진다. 전통적으로 후두엽은 시각

정보, 측두엽은 청각정보, 그리고 두정엽은 촉각정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좌반구는 언어와 관계되며, 우반구는 공간처리

와 관계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지난 2, 30년 동안 이러한

확고한 믿음 중 많은 부분이 새로운 발견과 이론의 도전을 받았다.

새로움과일상성그리고대뇌반구

하나의 반구(통상 좌반구)가 다른 반구보다 언어와 더 접하게 관련

된 것으로 여러 해 동안 알려져 왔다.

폴 피에르 브로카(Paul Pierre Broca)3와 칼 베르니케(Carl Wernicke)4

는 19세기 후반에 좌반구의 한 부분의 병소가 언어 기능을 결정적으

로 방해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좌반구에 뇌졸중이 있은 후에는 통상

실어증(aphasia)이 나타나지만 우반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언어가 좌반구와 관련된다는 기본적 사실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언어와의 접한 연관성이 좌반구의 중심적인 속성인지 아니면 특수

한 경우인지, 뇌 조직의 더욱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

한 반구는 언어 기능으로, 다른 반구는 공간처리 기능으로 특징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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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하는 시도마다 확실한 결론을 얻을 수 없었다. 언어는 적어도 좁은

범위의 정의로는 사람의 독특한 속성이기 때문에, 언어에 기초한 이

분법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것이 동물에서는

반구의 특수화(specialization)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사람이 아닌 종의 반구 특수화에 관한 연구가 별로 없다는 것은, 이것

이 신경과학자에게는 아직도 우세한 가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구 특수화가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있다는 가정은, 적어도

특성에 어느 정도의 진화적 연속성이 있다는 추측 때문에 직관에 어

긋난다. 많은 경우에 진화의 단절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모든 과학적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기본 가설은 연속성이다. 여러 해 전에 나의 아

버지가 이러한 것을 지적했는데, 아버지는 엔지니어라는 직업을 가지

고 있었고 심리학 지식은 없었지만(따라서 편견이 없었다), 폭넓은 문

화, 엄격한 논리적 정신, 그리고 상식을 가지고 있었다.

반구 특수화가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있다는 가정은 구조와 기능 사

이의 관련성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믿음과도 관련된다. 두 대뇌반

구는 서로 좌우대칭(mirror image)이 아니다. 우측 전두엽이 좌측 전

두엽에 비해서 넓고 돌출되어 있다. 좌측 후두엽은 우측 후두엽에 비

해서 넓고 돌출되어 있다. 이러한 이중 비대칭을 하버드의 유명한 신

경해부학자 P. 야코블레프(P. Yakovlev)가 발견한 이후, Yakovlevian

torque라 부른다.5 우반구의 전두엽피질은 좌반구보다 두껍다.6 그러

나 사람의 화석에 Yakovlevian torque가 이미 존재하며, 대형 유인원

에서 많은 반구 비대칭이 존재한다.7 쥐의 경우, 피질 두께의 성별 차

이와 반구 비대칭성이 존재한다.8 측두엽 구조 내부의 측두면(planum

temporale)이 사람의 경우 우반구보다 좌반구에서 크다.9 통상 이러한

비대칭은 언어와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의 연구에서, 실비안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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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vian fissure)과 특정 측두면에서 통상 언어와 관련되는 측두엽의

구조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오랑우탄, 고릴라10 그리고 침팬지11에서

도 비대칭인 것으로 드러났다.

뇌 생화학도 비대칭이다.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dopamine)이 좌

반구에서 다소 우세하며, 신경전달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norepi-

nephrine)은 우반구에서 다소 우세하다. 신경호르몬 에스트로겐 수용

체는 좌반구보다 우반구에 더 많다.13 이와 같은 생화학적 차이가 사

람이 아닌 몇 종에서 이미 존재한다.14 태아 원숭이의 전두엽에서 안

드로겐 수용체의 농도가 수컷에서는 비대칭이지만 암컷에서는 대칭

이다.15

따라서 두 반구가 몇 동물 종에서는 구조적 및 생화학적으로 모두

다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두 반구의 기능이 동물에 따라서도 다르

다고 추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다. 그러나 동물의 경우에는 언

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좁은 범위의 정의에 의하지 않

는다면 언어로 차이를 구분할 수는 없다. 두 반구의 기능적 차이를 알

아내기 위해서 더 근본적인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

다. 이상적으로 보면, 언어와 좌반구 사이의 관련성을 부인하지는 않

겠지만 일부 특별한 경우로 받아들여진다.

내가 대뇌반구에 접근하고자 한 것은 30년 전 모스크바에서 다. 모

스크바대학교의 학생으로서, 나는 많은 시간을 루리아의 연구실이 있

는 부르덴코 신경외과연구소(Bourdenko Institute of Neurosurgery)에

서 보냈다. 나는 몇 명의 소아신경외과 의사와 친해지게 되었고, 병원

식당의 맛없는 음식 너머로 그들이 가끔 의학적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한 이야기가 특히 난해하게 들렸다. 그들은 아주 어린아

이에서는 우반구 손상이 치명적이지만, 좌반구 손상은 덜 치명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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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했다. 공식적 연구는 아니었으나 그들은 설명이 필요한 가설적 상

황을 제시했고 나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다.

이것은 성인의 뇌에서 일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것과 정반대 다.

성인의 경우, 좌반구를 지배대뇌반구(dominant hemisphere)라고 부

르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특히 중요하다는 가정에 의한 것이다. 신경

외과의사들은 언어능력에 대한 악 향을 우려해서 좌반구를 수술하

기를 꺼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면에, 우반구는 더 희생시켜도 된다

고 추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오래된 문헌에서는 우반구를‘비우세

반구(minor hemisphere)’라고 불 다. 신경외과의사들은 통상 우반

구를 수술할 때 더 편안해하며, 좌반구에는 시행하지 않으나 우반구

의 경우에는 전기충격요법(electroconvulsive therapy：ECT)을 종종

사용한다.

좌반구가 언어에 전념하고, 따라서 언어가 완전히 발전할 때까지

‘휴지기’상태에 있다는 것이 가능한가? 소아의 경우, 좌반구의 손상

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우반구

의 손상 시 나타나는 특히 위중한 부작용을 설명할 수는 없다. 또한

나의 신경외과 친구들은 좌반구의 손상이 통상 언어와 관련이 없는

부위에 향을 준다 하더라도 소아의 경우에는 매우 미약(benign)하

다고 말했다.

발달함에 따라 기능의 광범위한 전이는 두 반구 사이에서, 즉 우측

에서 좌측으로 일어나고 이러한 전이가 언어의 획득에 국한되지 않는

것 같았다. 여기에서 두 대뇌반구의 차이가 신정보 인지(cognitive

novelty)와 일상정보 인지(cognitive routine)의 차이가 아닌가 하고 생

각하게 되었다. 우반구가 새로운 정보의 처리에 특히 능숙하고 좌반

구는 일상화된 익숙한 정보의 처리에 특히 익숙하다는 것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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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74년 내가 미국으로 이주했을 때 나는 이 생각을‘수입’했다.

1981년 나의 친구 루이스 코스타(Louis Costa)와 나는 이론적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는 처음으로 우반구를 신정보 인지와 관련시키고 좌반

구를 일상정보 인지와 관련시킨 것이었다.16

노벨상 수상자인 심리학자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은 학습이

모든 것을 쉽게 인식하는(easy-to-recognize) 패턴의 축적을 수반한다

고 믿는다.17 좌반구가 이러한 패턴의 저장소가 되는 것이 가능할까?

새로움(novelty)과 익숙함(familiarity)은 정신생활에서 학습능력이

있는 모든 피조물을 정의하는 특성이다. 단순한 본능적 행동에서, 자

극을 주면 즉각적으로‘익숙’하게 되고‘익숙함’의 정도는 자극에 대

한 노출로 변하지 않는다. 생물체의 반응은 처음부터 잘 형성되며 평

생 동안 동일하게 남는다. 여기에서 가정은 자극반응을 조절하는 신

경조직이 경험에 의해서 변성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가 단순반사(simple reflex)에서 나타난다. 코를 간지럽히면 자동적

으로 별 생각 없이 는다. 이러한 반응은 학습의 결과가 아니며 평생

동안 변하지 않게 된다.

사람을 비롯한 고등동물의 뇌는 강력한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다.

본능적 행동과는 달리 정의에 의하면 학습은 변한다. 생물체는 대처

하기 위한 효과적인 반응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 부딪히게 된

다. 시간을 두고 유사한 상황에 계속해서 노출됨으로써 적절한 반응

전략이 나타나게 된다.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시간의 길이나 노출의

횟수는 천양지차로 다르다. 이 과정이 어떤 때는 한 번의 노출로 압축

된다(소위 아하! 반응). 그러나 항상 변화는 효과적인 행동의 결여로

부터 나온다. 이 과정을‘학습’이라 부르고, 위급상황의(또는 배운)

행동을‘학습 행동(learned behavior)’이라 부른다. 모든 배우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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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기단계에서는 생물체가‘새로움’을 대면하게 되며, 학습과정의

마지막 단계를‘일상화(routinization)’또는‘익숙함(familiarity)’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새로움에서 일상화로 변하는 것이 우리 내부 세계의

일반적인 순환과정(universal cycle)이다. 이것이 다양한 시간척도

(time scale)에 펼쳐지는 우리 정신과정의 리듬이다.

진화를 통해서 본능적 행동에 비해 학습과 학습행동이 증가한다.

두 반구의 구조적 및 화학적 차이가 학습을 향상시키려는 진화의 압

력에 의해 구동되었다는 것이 가능한가? 다른 말로 하자면 분리되어

있지만 상호 연결된 새로움과 일상성의 시스템 차이가 학습을 촉진하

는 것이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한 실험적 답변을 위해서는 두 타입의 생명체의 학습

능력을 비교해야 한다. 두 반구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복잡성이 같은 생명체를 비교해야 한다. 반구의 이중성은

진보된 종의 공통된 속성이기 때문에 실험을 실행할 수 없을 것이다.

최고의 연구자라면 학습능력과 반구 분화의 진화에 따른 성장곡선을

그려 평행한지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곡선’을

그린다는 것은 임의의 가정에 기초한 불확실한 계획이다.

그렇지만 과학의 발전이 실험과 경험적인 방법에 한정되는 것은 아

니다. 비록 과학의 주된 방법이기는 하나 실험적 방법은 본질적으로

제한이 있다. 이것이 대부분의 발전된 학문이 그 이론적 힘을 가지는

이유이다. 이론은 진실의 일부 측면의 단순화된 모델이며, 이것은 통

상 형식적(formal)이고 때로는 수학적인 언어로 구성된다. 직접적인

실험 대신 어느 모델의 일부 특성을 감소시켜 형식적(formally)으로

또는 계산적(computationally)으로 실험할 수 있다. 강력한 컴퓨터의

출현으로 단일 계산적 접근에서 연역적이고 실험적인 방법을 결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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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가능해졌다. 알지 못하는 대상의 모델이 컴퓨터 프로그램 형

태로 생성되고, 행동을 시뮬레이션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실제로 실행시킨다. 이러한 방법으로 모델을 이용하여 실험이 설계될

수 있으며, 모델의 동적 특성을 거기서의 실제 행동을 연구함으로써

실험할 수 있다. 인지신경과학의 모든 새로운 발전 중 컴퓨터를 사용

하는 방법의 출현은 특히 전도유망하다.

그들 중 특히 흥미로운 것은 형식적(formal)인 신경망(neural net)이

다. 비교적 단순한 단위로 된 커다란 앙상블을 구성하면, 신경망이 뇌

와 매우 유사해진다. 이것이 자신의 행동에 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

다면, 자신의 환경(‘입력’)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고 저장할 수 있다.

말하자면 실제로 배운다.

신경망을 모형화하여 실제 뇌에서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용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신경망 모형화의 선구자 중 한 명인 스티

븐 그로스버그(Stephen Grossberg)는 하나는 새로움 입력을 취급하고

다른 것은 일상성 입력을 취급하도록 시스템을 나누었을 때, 컴퓨터

작업의 효율이 실제로 증가되는 것을 발견했다.18 다른 컴퓨터 작업

이론에서도 새로운 상황에서의 탐험 행동과 안정된 상황에서의 일상

성 인지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있음을 알아냈다. 이러한 이론들이 이

들 두 과정을 두 대뇌반구와 명시적으로 이어 주지는 않지만, 진화에

서 이러한 분화의 출현이 뇌의 계산적 이점을 부여했을 수도 있다는

추가적인 주장을 제시했다.

새로움을 우반구와 연결시키고 일상성 인지를 좌반구와 연결시키

면, 뇌를 바라보는 아주 새로운 방법이 제공된다. 인지력에 있어서 반

구의 역할에 관한 전통적 이해는 정체되고 지루한 상태로 이어져 왔

다. 언어 같은 어떤 기능이 항상 좌반구에 관계되는 것으로 생각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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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결같이 변함없는 방식으로 공간처리와 같은 다른 기능은 우반

구에 관계한다고 추정했다. 신경심리학이나 행동신경학에 관한 표준

교과서에서는 기능을 구조 안에 지도처럼 고정화해 열거하며, 이것의

동적 변화를 더 고려하지 않는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는 없

다’는 오래된 헤라클레이토스 철학 신봉자의 지혜에 무슨 일이 일어

났는가? 신경생물학의 대부분의 가지를 인정한다면 자명한 진실이 여

러 해 동안 신경심리학에서 무시되었다. 더 나아가서, 전통적인 신경

심리학과 행동신경학에서는 뇌 기능의 지도화가 교육, 직업, 또는 생

활 경험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서 동일하다고 묵시적으로 가정한

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상식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다. 인물 사진사와

음악가가 얼굴을 쳐다보고 음악을 들을 때, 뇌에서 정확하게 동일한

부분이 사용된다는 것이 가능한가?

그러나 새로움과 일상화는 상관성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내일, 한 달 후, 또는 1년 후에는 일상적인 것으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두 반구 사이의 연관성은 동적이어야 하며, 어느 임무를 수행

하는 동안 인지 조절의 중심(locus)이 우반구에서 좌반구로 점차적으

로 자리 이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이에

게 새로운 것이 또 다른 이에게는 익숙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마찬

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반구 사이의 기능적 연관성이 서로 다른

사람에서는 다소 다르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보를 보낸다는 것이 문자 그대로 정보를 이송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두 반구에서 내적 표상이

상호작용하며 발달하지만 그 형성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인지

기술을 배우는 초기단계에서는 우반구에서 좀 더 빠르게 형성되지만

나중 단계에서는 좌반구로 상대적 속도가 역전된다. 두 반구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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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능적 차이는 두 반구의 신경해부학적 차이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19, 20

교육, 직업, 그리고 과거력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 새로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일상의 것(routine)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에 관한

두 반구의 기능은 동적이고, 상대적이며, 개별적이다. 결국 오래된 헤

라클레이토스 철학 신봉자의 지혜가 다른 분야의 모든 신경생물학에

적용되는 것처럼, 두 반구가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움과 일상화의 구분이 학습을 할 수 있

는 피조물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구분에 의한 반구의 차이가 이

미 사람이 아닌 종에 존재할 수도 있다. 적어도 이러한 가능성이 실험

적으로 탐구될 수 있으며, 여러 종을 관통하는 진화의 연속성이 확인

될 수 있다. 이것이 과학적 의문의 좀 더 강력한 방식이다.

과학의 역사에는 잘못된 출발이 많다. 그러나 과학은 새로운 이의

제기로 인해서 낡은 주제가 통째로 반박되는 것을 기초로 진보하지

는 않는다. 이것은 실로 어찌할 도리가 없이 순환하는 움직임이었을

것이다. 새로운 이론이나 발견이 더 일반적인 개념하에서 낡은 지식

을 하나의 특별한 경우로 포용할 때 더 건설적으로 된다. 반구 특수

화의 새로움－일상화 이론은 언어를 좌반구와 연결시키는 전통적인

개념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 그러한 이론

을 분명히 표현되는 일상화된 암호인 언어를 통해서 정보를 표현하

는 인간의 독특한 방식의 특수한 예로 포용하는 것이다.

과학에서는 가장 그럴듯하고 느낌상 끌리는 가설도 실험에 의한 검

증을 거쳐야 한다. 두 반구의 동적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대부분의 증

거가 오히려 간단한 도구에서 얻어진 것이다. 이러한 도구는 신경배

선(neural wiring)의 기본특성을 이용했다. 뇌의 주요 감각통로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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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되어 있다. 바깥세상의 좌측 반쪽에서 얻은 정보가 주로 우반구로

전달되며, 바깥세상의 우측 반쪽에서 얻은 정보는 주로 좌반구로 전

달된다. 촉각, 시각, 그리고 청각정보 일부의 경우 그렇다. 물론 정상

적 상황에서 두 반구는 뇌량(corpus callosum)과 맞교차(commissure)

라고 불리는 대형 섬유다발에 의해서 상호작용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그러나 한쪽 감각 부위로 정보를 간결하게 전달함으로써, 입력 사이

드의 반대쪽에 있는 하나의 반구에 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것은 오히려 단순한 장치로 실행이 가능하다. 이 중 하나가

순간기억측정장치(tachistoscope)인데, 이러한 원리를 활용하는 간단

한 시각적 투사장치이다. 좋든 나쁘든, 순간기억측정장치는 아마도

다른 방법에 비해서 두 반구의 작용에 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청각정보에 대해서는 두 개의 이어폰이 달린 테이프 데크로

된 이원청취장치(dichotic listening device)로 가능했다.21

이러한 방법에 의한 연구에서 많은 경우에 두 반구의 역할에 관한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개념을 재정의하고 정교화하는 것에 집중하

다. 값진 몇 개의 진전이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단순히 좌반구 기

능과 우반구 기능의 목록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

러나 어떤 발견은 예기치 않은 결론으로 이미 확립된‘진실’을 위협

했다. 음악 처리와 얼굴 인식은 주로 우반구 목록에서 우세하게 나타

났다. 얼굴인식불능증(prosopagnosia：얼굴인식 손상)과 음치증

(amusia：멜로디 인식 손상)이 전통적으로는 뇌졸중이나 기타 상태에

따른 우반구 손상의 증상으로 간주되었다. 베버(Bever) 및 치아렐로

(Chiarello)의 고전적 실험에서는 여전히 음악적 처리와 전문적 음악

지식 사이에 강한 연관성을 보 다.22 옳은 말이다. 음악적 훈련이 되

지 않은 사람은 음악을 주로 우반구로 처리한다. 그러나 훈련된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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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음악을 주로 좌반구로 처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악적 훈련

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음악을 우반구에 연결시킨다는 낡은 개념이

근거를 가지지만, 제한된 의미에서이다. 본질적, 배타적으로 음악과

반구 특수화를 연결시키는 개념은 더 이상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 대

신, 음악 훈련과 사전 음악 노출의 정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음악정보

를 처리하는 쪽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안면에서 이와 유사한 발

견이 보고된 바 있다. 전통적인 견해를 유지하자면, 잘 알지 못하는 얼

굴은 주로 우반구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낯익은 얼굴은 주로 좌반구로

처리된다. 우리는 다시 새로움－일상화 구분에 근거해서 보게 된다!

학습과정의 동적 연구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반구 특수화의 새로

움－일상화 원리가 더 확인될 수 있다. 어느 주체에게 전에 경험해 보

지 않았고 이전의 경험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전혀 새로운 임무가 주

어졌다고 가정하자. 또 이 주체가 몇 시간 또는 며칠까지라도 그 임무

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었다고 가정하자. 순간기억측정(tachistoscopic)

및 이원적(dichotic) 방법을 썼을 때, 처음에는 우반구가 좌반구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임무에 반복적

으로 노출되었을 때, 그 상황이 역전되어 좌반구가 수행능력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구의 우측에서 좌측으로의 이동이 전반적인

현상 같았으며, 비언어적 그리고 언어적 학습임무에서 똑같이 광범위

하게 나타났다.

순간기억측정 및 이원적 시험의 경우, 정보가 실제 생활에서 전달되

는 방법과 비슷한 점이 거의 없는 조건하의 자극이다. 증거가 뇌에서

직접 관찰된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어서 간접적이었다. 또한 증거가

정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순간기억측정 및 이원적 방법이 근본적

으로 반구에서 처리하는 정보를 신경해부학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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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견이 실제 생활 과정과 얼마나 비슷한가?

더 자연적인 상황에서 반구의 동적인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

했다.

뇌 행동의 관련성에 관한 동적 이론에는 동적 실험도구가 필요하

다. 기능성 뇌 상(neuroimaging)이 출현했을 때에야, 뇌 행동 관련성

의 동적 특성을 보여 주기 위한 실로 적절한 연구방법이 가능하게 되

었다. 여러 단계의 학습곡선에 대한 속사촬 이미지와, 속사촬 사

이의 오프라인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훈련에 의해 학습곡선의 동역학

연구가 가능했다.

증가하고 있는 기능적 뇌 상 연구에서 기능적자기공명 상(func-

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fMRI), 양전자방출단층촬

(positron emission tomography：PET) 및 단일광자방출단층촬 (sin-

gle photon emission computerized tomography：SPELT) 같은 현대

적인 기술과 함께 이 방법이 사용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얻은 증거에

서도 우반구와 새로움, 그리고 좌반구와 일상화 사이에 접한 연관

성이 나타났다.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의 알렉스 마틴(Alex Martin) 등

은 이러한 종류의 특히 주목되는 증거를 제공했다.24 알렉스 마틴 등

은 PET를 사용하여 시험 대상이 여러 유형의 정보(의미 있는 단어와

의미 없는 단어, 실제 대상 및 의미 없는 대상)를 배우는 동안 혈류 흐

름 패턴의 변화를 연구했다. 각 형태의 정보를 두 번 제시했지만, 매

번 독특한 아이템을 제시했다. 첫 번째 제시 시에 새로운 임무인 경

우, 우측 내측두엽(mesiotemporal)의 구조가 특히 활성화되었으나,

이러한 활성화가 두 번째 노출에서는 감소되었다. 이와 반대로, 좌측

내측두엽 구조에서는 활성화의 정도가 일정했다. 이것을 그림 5.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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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주고 있다.

혈류의 정도가 신경 활성화의 정도를 반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발견

은 중요한 것이다.

마틴의 연구에서 활성화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이 네 종

류의 정보 모두에 걸쳐서,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 똑같이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우반구가 새로움과 관계되고 좌반구가 일상화와 관계되

는 것이 정보의 특성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나타난다

는 것을 의미하 다. 더 나아가서, 특정 아이템이 이어지는 두 시도에

서 반복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활성화 패턴의 변화는 특정 항목의 학

습보다는 학습의 일반적인 특성을 반 하는 것이다.

한 국 신경과학자 집단이 유사한 발견을 보고한 바 있다.25 얼굴

과 기호 모두의 경우, 익숙하지 않은 자극에의 노출이 우측 후두엽(방

추형) 활성화를 강화시켰다. 이와 반대로, 익숙함의 증가는 우측 후두

엽 활성화 감소 및 좌측 후두엽 활성화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 마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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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활성화를보 으며(a), 훈련과함께그활성화가감소했다(b).  
출처：Martin, Wiggs, and Weisberg, 1997. Reprinted by permission of Wiley-Liss, Inc. a
subsidiary of John Wiley & Son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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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새로움－친숙함 효과가 자극의 특성에 관계

없이 나타난다. 이것은 기호[사물의 정통구도(orthodox scheme)에서

는 좌반구와 연결되어야 한다]와 얼굴(정통구도에서는 우반구와 연결

되어야 한다) 모두에 대해서 나타난다.

골드 등은 PET을 이용하여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복잡한‘전두

엽’임무[지연된 반응(delayed response)과 지연된 변화(delayed alter-

nation) 조합] 과정 중 국소대뇌혈류(regional cerebral blood flow：

rCBF) 패턴의 변화를 실험했다.26 학습곡선의 초기(훈련 전) 및 후기

(훈련 후) 단계를 비교했다. 두 단계에서 전두엽 활성이 나타났으나,

초기단계가 후기단계보다 현저하게 컸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상

대적 활성의 변화 다. 초기 단계의 rCBF 활성은 우측이 좌측 부분보

다 컸다. 후기 단계에서는 이 패턴이 역전되어, 좌측의 전전두엽

rCBF 활성이 우측보다 컸다. 그다음에는 전전두엽 활성의 전반적인

감소가 뒤따랐다.

섀드머(Shadmehr)와 홀콤(Holcomb)은 피험자가 로봇 장치의 행동

을 예측하고 숙달하는 데 필요한 복잡한 운동기술을 배우는 것과 관

련된 PET rCBF를 연구했다.27 우측 전전두엽피질에서 초기 학습단계

동안 기저상태에 비해서 활동이 증가하는 것이 발견되었다(중간이마

이랑, middle frontal gyrus). 이와 반대로, 초기보다 후기 훈련단계에

서 좌측 후부두정엽피질(posterior parietal cortex), 좌측 등쪽전운동

피질(dorsal premotor cortex), 그리고 우측 앞쪽 소뇌피질(anterior

cerebellar cortex)의 상대적 활동성 증가가 나타났다.

헤일러(Haler) 등은 PET 포도당대사율(glucose metabolic rate：

GMR)과 유명한 공간퍼즐게임(테트리스)학습과의 관련성을 연구했

다.28 4∼8주 동안 매일 테트리스를 훈련한 후, 수행도는 7배 이상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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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했으나 피질 표면 부위의 GMR은 감소했다. 테트리스 수행도가 가

장 많이 개선된 피험자들은 몇몇 부위에서 훈련 후 GMR 최대 감소를

보 다.

번스(Berns), 코헨(Cohen) 및 민툰(Mintun)은 PET rCBF와 학습, 재

학습 및 규칙적용 관계시스템(문법)과의 관련성에 관해서 연구했다.29

문법 A를 먼저 소개한 후 문법 B를 소개했다. 두 문법 사이의 차이가

너무 미묘해서 피험자가 변화를 알아차릴 수 없었다. 문법 A와 문법

B를 배우는 과정에 연속된 뇌 상 속사촬 을 하 다. 문법 A를 배

우는 것은 우측 복측(ventral striatum), 좌측 전운동 및 좌측 전방대상

(anterior cingulated) 구조의 초기 활성화 후 이어지는 활성화 감소를

보 다. 이와 반대로, 우측 배외측 전전두엽과 우측 후부두정엽 부위

에서 점진적인 활성 증가가 나타났다. 문법 B의 적용 시 좌측 전운동,

좌측 전대상, 그리고 우측 복측선조체 부위에 두 번째 활성화가 나타

난 후 감소하 다.

라이클(Raichle) 등은 PET rCBF와 언어임무(시각적으로 제시되는

명사에 적절한 동사 찾기)의 상관성에 관해서 연구했다.30 명사 목록

을 소개하고(경험 없는 상태), 상당한 훈련 후, 새 목록으로 교체했다

(새로운 상태). 경험 없는 상태는 특히 전방대상(anterior cingulated),

좌측 전전두엽(left prefrontal), 좌측 측두(left temporal) 및 우측 소뇌

피질(right cerebellar cortex)의 활성화를 특징적으로 보 다. 활성이

훈련 후 거의 사라졌으며, 새로운 명사 목록을 소개하는 상태에서 일

부가 재활성되었다. 추가적인 분석에서는 무경험 및 새로운 상태에서

우측 소뇌의 활성화가 우세하게 나타났으나, 훈련 후에는 그렇지 않

았다. 이와 반대로, 훈련 후 현저한 좌측 중앙 후두엽 활성화가 나타

났으나 무경험 및 새로운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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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빙(Tulving) 등은 PET rCBF와 얼굴 인지에서 새로움과 친 성의

관련성에 관해서 연구했다.31 친 성은 전두엽 및 두정후두부(parieto-

occipital) 양쪽의 폭넓은 네트워크에서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었다. 새

로움은 측두(temporal), 두정(parietal) 및 후두(occipital) 양쪽의 폭넓

은 네트워크에서의 활성화와 관련 있었다. 또한 새로움은 분명히 비대

칭의, 좌측이 아닌 우측의 해마 및 해마이랑(parahippocampal) 구조

의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었다.

따라서 오래된‘로테크(low-tech)’인 순간기억측정(tachistoscopic)

및 이원적(dichotic) 방법과 기능적 뇌 상의 최고 기술 사이에 인상

적인 일관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대뇌 교향악단이 두 그룹의 연주

자로 나뉘는 것 같다. 중앙에서 우측에 앉은 연주자는 새로운 레퍼토

리에 기본적으로 숙달하는 데 빠르지만, 훈련을 통한 장시간 연주 시

에는 중앙에서 좌측에 앉은 연주자가 더 완벽한 수행도를 보인다. 회

사와 비슷하게 보자면 뇌에 해당하는 큰 조직이 두 개의 주요 부문으

로 구성되는 것 같다. 하나는 비교적 새로운 프로젝트를 다루는 부문

이고, 다른 하나는 진행 중인 생산라인에서 결정된 것을 시행한다. 실

제로는 각 대뇌반구가 모든 인지 과정에 관여하지만, 관여의 상대적

정도가 새로움－일상화 원리에 따라 달라진다.

인지 조절의 중심이 많은 시간척도(time scale)－실험적 학습의 실

험 시에는 수 분에서 수 시간, 언어를 포함한 복잡한 기술과 암호의

학습 시에는 수년에서 수십 년의 척도로－에 따라 우반구에서 좌반구

로 이동된다. 이러한 이동은 어느 개인의 생애를 초월하는 크기의 척

도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인간문명의 전 역사가 이미 만들어진 여러 종

류의 인지 주형(template)의 축적에 따라, 우반구에서 좌반구로 향하

는 인지 강도(cognitive emphasis)의 상대적 이동이라고 규정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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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인지 주형은 언어를 포함한 여러

문화적 방법으로 외부에 저장되며, ‘미리 만들어 둔(prefabricate)’종

류의 인지로부터 배우는 과정에서 자기의 것이 된다. 비고츠키의 문

화－역사 심리학32을 신경해부학적 용어로 번역해 보면 반드시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줄리안 제인스는 300만 년 전에 신세계를 항해

할 때 우반구에서 퍼져 나와 우리의 선조를 인도하던‘신의 목소리’

를 이용하여, ‘양원성 정신(bicameral mind)’을 번역한 저서에서 더

욱 시적이고 은유적인 맥락으로 다소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다.

노아의곤경과뇌의조망

지난 2, 30년 동안 반구의 특수화가 많은 문헌에서 유행하는 주제가

되어 왔다. ‘우측 뇌’와‘좌측 뇌’치료, ‘우측 뇌’와‘좌측 뇌’의 특

질(trait), 그리고‘우측 뇌’와‘좌측 뇌’의 성격(personality)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 그러나 두 반구가 다르다기보다는

공통된 점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통로 양쪽의

비슷한 위치에 앉은 연주자는 비슷한 악기를 연주한다. 반구 특수화

는 동일한 근본적 주제에 대해서 평행한 두 개의 변이(variation)를 가

진다.

이러한 주제에 의하면 후두엽은 시각에 관여하고, 측두엽은 청각

인식, 그리고 두정엽은 촉각과 체성감각(somatosensory)에 관여한다.

그러나 사람의 뇌는 국소적인 일에 몰두하는 감각장치의 집합체 이상

이다. 우리는 복합적인 형태를 인지하고, 언어를 이해하며, 수학적 관

계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과 기타 복합적인 정신기능의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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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는 무엇인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교향악단은 단순한 명확성

이 합주에서 무시되도록 하는 많은 연주자들로 구성되며, 이들의 배

열은 복합적이면서도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의자 빼앗기’게임과 거

의 같다.

신경과학자들이 과거에는 정상적인 뇌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해

하기 위해서 뇌의 병소의 향에 의존해 왔다. 가장 단순화시킨 형태

로 이러한 탐구 논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뇌의 A부위의 손상이

A인지기능을 악화시키지만 B, C, D기능은 악화시키지 않는다고 가정

하자. 이와 대조적으로, 뇌의 B부위의 손상은 B인지기능을 악화시키

지만 A, C, D기능은 악화시키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뇌의

A부위는 A인지기능을 담당하며 뇌의 B부위는 B인지기능을 담당한다

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이중분리의 원리(principle of double dissociation)라

고 한다. 이러한 유서 깊은 방법이 고전적인 신경심리학의 핵심이다.

이 방법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뇌와 인지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인식

하는 데 다른 방법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하

나 이상의 결함을 보인다. 높은 상호작용을 하는 뇌에서 한 부위의

손상이 다른 부위가 일을 하는 데 악 향을 줄 수 있다. 뇌가 손상되

면 여러 형태의 자연적 재구성(plastic; 가소성, 적응성)을 거치게 되

는데, 이때 어느 정도 정상 기능의 의사성(spurious) 모델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병소를 이용하는 방식은 뇌에 관해

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제공했으며, 뇌기능에 관한 우리의 현재 이론

이 모두 어느 정도는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한 것이다.

뇌 손상이 인지능력에 미치는 향은‘어디’라는 질문뿐 아니라,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 준다. 인지능력이 붕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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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방법을 관찰하면, 어떻게 자연이 정신기능을 특정한 인지작용

으로‘분리’해 내는지, 그리고 이러한 작용이 뇌에 어떻게 지도화되

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수년 동안, 강력한 기능적 뇌 상의 출현으로 인해서 인지신

경과학에서 작업을 하는 방식이 변화되었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방식은 양전자단층촬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단일광자

방출컴퓨터단층촬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rized tomogra-

phy), 그리고 기능적 자기공명 상(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을 포함한다. 방사성물질 방출에서부터 시작하여 국소적 자

기장 변화에 이르는 여러 물리학적 이론에 기초하여, 이러한 방법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는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피험자가 여러 인

지 임무를 행할 때 뇌의 서로 다른 부위의 생리학적 활동 양식을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저명한 미국 심리학자인 마이클 포스너(Michael

Posner)는 기능적 뇌 상의 인지신경과학에 대한 향을 망원경의 천

문학에 대한 향에 비유했다. 17세기 초에 망원경을 발명한 것이 대

우주의 직접적인 관찰을 가능하게 한 것과 같이, 20세기 말의 기능적

뇌 상의 도입으로 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정신 작업을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기능적 뇌 상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 이것은 통상 신경활동을

직접 측정하지 못한다. 그 대신, 혈류나 당대사 같은 대체 측정이나

‘표지(marker)’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지가 신경활동의 수준

을 정확하게 반 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특정한 정신작용에 대

해서 이러한 활성화의 특성이 서로 다른 것과 관련하여, 활성화의 원

천을 우리의 능력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한계성이다. 신

경과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하여 더 강력한 통계방법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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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그러나 임무의 난이도와 임무에 대한 노력 그리고 상장치(fMRI,

PET, 또는 SPECT)에 등록되는 신호의 강도 사이의 연관성과 관련하

여 하나의 문제점이 남게 된다. 임무가 익숙하고 임무에 숙달되어 있

으면 신호의 강도가 통상 떨어지게 된다.34 원칙적으로 이는 매우 자

동적이고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쉬운’임무는 검출 가능한 신호

를 만들어 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쉽고 노력이 필

요하지 않은 인지 임무는 머리 밖의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임무는 우리

의 머리 안에서 주어지며, 뇌의 병소는 이러한 임무에 계속해서 향

을 준다. 사실상 우리 정신과정의 대부분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자

동적이며, 비행기의 자동조종장치로 조종하는 것과 같다. 이와 대조

적으로, 노력이 필요하고 의식을 가지고 조절하는 인지임무는 우리

정신생활에서 매우 낮은 비율로 주어진다.

현재 얻을 수 있는 기능적 뇌 상 장치의 결과치로는 비교적‘노력

을 필요로 하는’임무의 상을 얻기에 한계가 있을 가능성과, 한편

으로는‘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자동 임무가 검출 가능한 신호를

생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실험에 사용된 것 중 상대적으로 가장

복잡한 인지 활성화 임무는 아마도 노력이 필요한 인지와 노력이 필

요하지 않은 인지로 구성된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활성화

‘모양(landscape)’은 눈에 보이지 않는 중간 협곡으로 분리된 피크를

관찰하는 데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은 여러분이 얻

는 것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 기능적 뇌 상 자료에 근거하여 인식임

무의 뇌 활성화 패턴을 추측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노아가 대홍

수 후의 메소포타미아의 전경을 예측하기 위해서 물 위로 돌출된 아

라파트 산의 정상에서 바라보는 것과 같을 수 있다. 엄격하게 정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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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임무에 있어서 신호의 강도와 난이도 사이의 관련성을 이해하면,

fMRI와 PET 인식 활성화 자료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가 뇌 상 기술의 한계성을 알고 있는 한, 또 우리가 그 판독치를 너

무 무비판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이용가능한 뇌

상 기술은 인지신경과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구이다.

새로운 과학적 방법이 소개되면 항상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동시에 이미 설정된 가정을 위태롭게 한다. 대부분의 과학적 발견이

이전에 축적된 지식을 반박하기보다는 확대시키고 다듬는다. 과학적

진보의 흐름에 있어서 단절점이 있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단

절점이 있게 되는 때에는 낡은 가정이 전혀 다른 것에 의해서 비판되

고, ‘패러다임의 이동(paradigm shift)’이 일어났다고 말하게 된다. 과

학 역사학자들은 과학적 방법의 진보와 개념의 발전 사이의 관련성에

관해서 뜨거운 논쟁을 해 왔다. 무엇이 무엇을 이끌어 내는가? 새로운

과학적 방법이 비록 혁명적일 수는 있지만, 모두 즉각적으로 개념의

패러다임 이동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좋은 소식은 최근 기능적

뇌 상에서 판독된 것이 병소 연구를 기초로 하는 이전의 지식에 의

해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나쁜 소식은 주된 개념의 발전이 아직 뒤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모듈이상

1980년대 초에 골과 그의 골상학이‘모듈성(modularity)’이라는 이름

하에 묘하게 되살아났다.35 뇌의 병소가 때로는 매우 특정하고 한정된

인지의 부족을 낳는다. 그것은 때로 특정 범주에 속하는 대상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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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향을 줄 수 있지만(예를 들면, 꽃이나 동물), 다른 범주의 이름에

는 향을 주지 않는다. 또는 이들이 특정 계열의 대상의 인식에만

향을 줄 수도 있다. 여러 해 동안 신경심리학자들은‘강한 해리(strong

dissociation)’라고 알려진 이러한 현상에 사로잡혀 왔다. 보고된 강한

해리 중 어떤 것은 불가사의한 것이었다. 한 환자가 복숭아나 오렌지

같은 것은 이름을 부를 수 없었는데 주판이나 스핑크스 같은 것은 이

름을 부르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다!

강한 해리는 드물며, 대부분의 임상의들은 일생 동안 이러한 경우

를 하나 이상 경험한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은 강한 해리가 특히

흥미롭고 인지와 관련된 뇌의 작용기전을 이해하는 데 유익한 정보

를 주는 것으로 여겼다. 신경심리학적 발견과 이론 정립은 이러한

‘흥미로운 사례’의 연구에 많이 의존하게 되었으며, 그 이론적 가치

가 신뢰할 수 있는 문헌이 되었다. 귀중하고 드문 강한 해리를 추려

내기 위해 현대의 많은 사례들이 분류되었고, 유용하지 못한 사례는

제외시켰다.

이와 같이 순환적 추적의 결과로, 피질이 매우 특이한 인지기능을

각각 담당하는 별개의 모듈로 구성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 모

듈이 뚜렷한 경계와 매우 제한적인 상호작용으로 보호 및 분리되어 있

다고 가정하 다. 매우 특수한 인지 결핍의 경우는 특정 기능만을 담

당하는 모듈(narrowly dedicated module)의 고장으로 해석하 으며,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모듈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간주하 다.

이러한 방식으로, 서로 제한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뚜렷한 경계를

가진 분리된 수많은 모듈의 모자이크로 피질을 이해하 다. 각 모듈

은 매우 특성화된 역할을 한다. 강한 해리 탐색이 신비에 싸인 모듈을

확인하는 데 최상의 방법으로 간주되었다. 새로 보고되는 각각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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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리에 대해서 새로운 모듈을 가정으로 삼았으며, 그 목록이 늘어

갔다. 이러한 방법은 뇌의 병소로 인한 강한 해리가 지식의 주된 근거

로서의 두개골의 융기부를 대체한다는 것 외에는 절정기의 골상학과

매우 비슷했다.

모든 강한 해리의 경우에 수없이 많은 약한 해리(weak dissocia-

tion)가 있으며, 많은 기능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함께 손상되어 있

다고 느끼게 되면 이러한 접근법에 착오가 있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이와 같이 수없이 많은 사례가 대수롭지 않고 강한 해리만이 중요하

다는 우선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면, 반드시 뇌의 모듈화 모델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

사실 모듈화 이론에서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데, 왜냐하

면 수많은 특정 사실을 일반적인 원리로 단순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

으며, 따라서 과학적 이론의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대의 신앙처럼 이 이론은 단지 각각에 대해서 새로운 신을 고안해

서 그에 대한 새로운 명칭을 부여한 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든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킨 개념과 마찬가지로 이 이론은, 모든 새로

관찰된 것에 대해서 새로운 모듈을 도입함으로써, 즉각적인 설명능력

의 매력과 환상을 보여 준다.

지극히 드문 강한 해리는 개개의 인지 스타일과 배경의 특성을 반

하기 쉬우며, 뇌조직의 변함없는 원리와는 별로 관계가 없을 수 있

다. 그렇다면 드물게 나타나는 강한 해리는 해석 불가능한 통계학적

일탈밖에 되지 않는다.

다음을 생각해 보자. 나는 10대에 어를 배운 러시아 사람이다. 두

언어의 숙련도가 상황에 따라 다르며, 강한 해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

피로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병증 등으로 두 언어의 소통능력에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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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는다. 어의 경우 구체적인 어휘구사능력(예를 들면, 내가

어릴 때 접한 집안의 물건)이 매우 불확실해지지만, 추상적인 어휘구

사능력(예를 들면, 성인이 된 후에 배운 과학적 용어)은 뚜렷하게 남

아 있다. 러시아 어의 경우에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높은 수

준의 개념을 전달하려 할 때 더듬거리지만, 일상생활의 언어는 변하

지 않고 남아 있다. 어휘의 어떤 부분(예를 들면, 꽃과 물고기 이름)은

어떤 언어로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두 언어에서 똑같이 수행이 어

렵다. 내 친한 친구 중에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온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훌륭한 러시아 어 구사능력을 가진 어권 사람이었다. 그

는 두 언어에서 특성은 비슷하지만 개별적으로는 다른 같은 강도의

상황의존성 해리를 보고한다. 

우리 중 누가 뇌졸중의 불운을 겪게 된다면, 어떤 것을 시험하는지

그리고 어느 언어인지에 따라 인지신경심리학적 이론이 서로 다르게

향을 받게 것이다. 강한 해리가 우리가 가진 전혀 별개의 개인적 경

력에 따라 신경과학적 중요성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즉시

문서화되고 보고될 것이다.

두 언어 사용능력(bilingualism)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러나 다른

예외적인 인지 요인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것을 합치면 대부분의 강한 해리를 설명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모든 개개의 인지 특성은 정점(강점)과 협곡(약점)으로

이루어진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높이의 차이가 매우 극적으로 나타

날 수 있다. 물고기와 꽃 이름을 나의 모국어인 러시아 어로 거의 알

지 못하는 것이 적절한 사례이다.

광범위한 신경계 장애가 불규칙한 인지 양상에 미치는 향은 협곡

은 잠기지만 정점은 남겨 두는 홍수와 비교할 수 있다. 각각의 강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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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 사이의 차이를 등급화하면 강한 해리가 나타나는 것을 가정할

수 있으며, 신뢰하는 신경심리학자들이 인위적 오류의 바다로 쓸려

가게 될 것이다.

인지경사(Cognitive Gradients)및인지위계
(Cognitive Hierarchies)

신피질의 조직을 설명하는 데 교훈적 계략이 종종 이용된다. 이 계략

은 매우 간단하고 자기발전적이다. 이것은 신피질의 세 계층 개념에

기초한 것이다.

뇌반구의 뒤쪽 면에서, 위계의 첫 단계는 일차감각(primary sen-

sory) 돌출부위(projection area)로 되어 있다. 이 부위는‘자극에 지정

되는(stimulotopic)’형식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이는 개략적으로 피질

역(cortical field)으로 들어가는 자극역(stimulus field)의 점대점(point-

to-point) 돌출을 의미한다. 이 돌출은 연속형[또는 수학자의 방식으로

말한다면‘유사형태(homeomorphic)’]이다. 이는 자극역의 인접된 점

들이 피질 공간의 인접된 점으로 돌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

차감각의 돌출 부위에는 후두엽의 망막시각피질(retinotopic visual cor-

tex), 두정엽의 체성감각을 가진 체감각피질(somatotopic somatosen-

sory cortex), 그리고 측두엽(temporal lobe)의‘빈도에 지정되는(fre-

quencytopic)’청각피질(auditory cortex)이 포함된다. 전두엽에서 위

계의 첫 단계는 역시 체성감각인 운동피질로 나타난다. 자극공간과

일차돌출 부위 사이의 지도화가 위상적으로는 옳으나 측량적인 면에

서는 왜곡된다. 서로 다른 피질구역(cortical territory)이 상대적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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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상대적 중요도를 기초로 하여, 서로 다른 자극 부위에 할당

된다.

위계의 두 번째 단계는 더 복잡한 정보처리와 연관되는 피질부위로

되어 있다. 이 부위는 자극에 지정되는 형식으로 조직되지 않는다. 그

러나 이들 부위 각각은 여전히 특정 양식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피질

부위를 양식특이성 연합피질(modality-specific association cortex)이

라 부르는데, 일차돌출 피질부위에 인접해 있다.

마지막으로, 위계의 세 번째 단계는 뇌 진화의 최종단계에서 나타

나며 정보처리의 가장 복잡한 특성에 중추적인 피질 부분으로 보인

다. 이들은 어떠한 단일의 양식(modality, 제1차 감각형식)과도 연결

되어 있지 않다. 그 대신 이들 피질 부위의 기능은 많은 양식에서 오

는 입력내용을 통합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은 이종양식연합피질(het-

eromodal associcortex)이라 불리며, 아래측두엽피질(inferotemporal

cortex), 아래두정엽피질(inferoparietal cortex), 그리고 전전두엽피질

을 포함한다.

선입견 없이 실제 뇌병변의 향을 검사해 보면, 뇌의 모듈화 양상

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피질의 인접 부위에 손상이 있게 되

면 비슷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은 인지결여가 초래된다. 이러한 것은

신피질의 인접 부위가 유사한 인지기능을 수행한다는 것과, 하나의

인지기능에서 다른 것으로의 변화가 피질 표면의 점진적이고 계속적

인 궤도와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된 것이 피질에 분배되는

방법은 누진적(graduated)이고 연속적이지, 모듈화나 요약(encap-

sulated) 방식이 아니다. 이런 조직의 방식을 나는‘경사적(gradiental)’

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특히 이종양식연합피질(heteromodal associa-

tion cortex)에 적용된다. 아마도 양식－특이성 연합피질에는 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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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며, 가장 모듈적 성격을 가진 일차 돌출피질에 가장 덜 적용될

것이다.

인지 경사(cognitive gradient)의 개념이 처음으로 떠오른 것은 1960

년대 말이었는데, 당시 나는 신경심리학 과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당

시 다른 학생과 함께 끝없이 본질적으로 다른 수많은 신경심리학 신

드롬을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신경심리학 신드롬을 논리적이고 단순

화된 도표로 만들기 위한 독자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경사모델(gradiental model)이 이 목적에 상당히 도움이 되

었는데, 이 모델을 사용하면 신드롬을 기계적인 순서(rote)로 기억하

는 것이 아니라 삽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피질 기능조직의 경

사개념이 당시의 뇌와 뇌의 장애가 별개의 피질 기능 구역으로 이루

어졌다고 생각하는 관점보다 훨씬 강력한 개념 및 설명 도구가 된다

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중 하나로 나는 경사개념으로 특정한 뇌 병

변의 향을 경험적으로 관찰하기 전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으

며, 또한 이러한 게임을 즐겼다. 또한 신피질의 서로 다른 부위가 어

떻게 그러한 기능을 가지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나는 이러한 경사개념을 멘델레예프의 원소주기율표와 비슷한 신경

심리학의 기준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 경사이론(gradiental theory)을 처음으로 공유한 사람은 바쿠(현재

카스피 해의 독립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의 엑티바 자파로프(Ekhtibar

Dzafarov) 다. 모스크바 대학교 심리학과의 2, 3년 후배인 엑티바는

나의 피보호자(protégê) 중 한 명이었다. 뛰어난 대학자이면서 수학천

재인 엑티바는 문화적 모순에 관한 연구를 했다. 서양식 철학과 문학

의 배경을 가진 가정에서 그는 창의적이고 꼼꼼한 마음을 얻었으면서

도, 동양적인 것들을 간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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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도 내가 엑티바의 대학교 입학에 관여했다. 대학원 학생들이

입학절차의 일부로 신입생을 인터뷰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학장실은

우리가 심리학과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도록 했으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지원자를 골라내도록 했다. 이러한 우려와 우리가 살았던

문화정서에서, 우리는‘정신병’을 가진 지원자를 경계하고 그들의 파

일에 몰래 매직마커(유성 사인펜의 일종－역자 주)로 표시하도록 지시

받았는데, 이는 지원자의 모스크바 대학교에 대한 꿈에 죽음의 키스

를 하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나는 어느 무더운 7월 오후에, 마네츠나야 광장의 낡은 캠퍼

스에 자리 잡은 모스크바 대학교의 에어컨이 없는 사무실에서, 책상

너머로 표현을 분명히 하지 못하는 젊은 촌놈이 하는 말을 듣느라 열

심이었다. 한편, 옆 책상에서는 내 친구 나타샤 칼리타(Natasha Kalita)

가 빼빼 마른 몸에 장난꾸러기 같은 옷을 입고 새까만 머리를 가진 남

부 사람을 인터뷰하고 있었다. 이 젊은 남자는 아직 10대로 보 는데

러시아 어를 유창하게 말했지만 코카서스의 강한 악센트가 있었다.

지루함을 풀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을 때, 그 젊

은 남부 사람은 괴델의 공식에 관해서 말하고 있었는데, 나타샤의 점

점 흐릿해져 가는 눈은 이해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 젊은이가

튜링기계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나타샤의 손이 매직마커로

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동정을 느껴 재빨리 나타샤에게 마음

을 바꾸라고 말했다. 그녀는 횡설수설하는 촌놈을 떠맡았고 내가 젊

은 남부 사람의 인터뷰를 마쳤다.

나는 격찬하는 내용을 적었으며 엑티바는 심리학과 신입생이 되었

고 아마도 그 과에서 가장 명석했을 것이다. 그때의 조우 이후, 그는

나에게 의지하 으며 나를 자기 보호자로 생각했다. 우리는 금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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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 대해서 지적 존경심이 싹텄으며, 우리의 더욱 황당한 생각과 이

론에 대해서 서로 청중이 되어 주었다.

몇 년이 지난 후, 내가 그 나라를 떠날 준비가 되었을 때, 엑티바가

고별을 고하려고 모스크바에서 리가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 우리는

내 부모님의 3층 아파트 거실에서 조용한 대화의 저녁시간을 보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리고‘조국에 대한 반역자’로서, 나는 그

아파트가 도청당한다는 것을 눈치 채서, 전화를 방에서 치워 쓸모없

게 만들었다(전화가 아파트에서 가장 흔히 도청에 사용되는 장치라고

대부분의 소비에트 국민이 생각하고 있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엑

티바는 그가 리가에서 돌아간 후 KGB에 소환되어 왜 나를 방문했는

지 답변해야 했으며, 우리의 우정 어린 대화를 KGB가 모두 알고 굉

장히 상세하게 그에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대

화를 녹음했는지 모른다. 내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밴이 그 건

물의 길 건너에 주차되어 있었으며, 도청장치를 갖추고 있었을 것이

라는 정도이다. 비록 조국의 통치자에 대해서 남아 있는 환상이 거의

없었지만, 이 사건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임을 알고 나서 나는 분노 이

상의 서 픔을 느꼈다. 나는 눈에 띄는 반체체주의자가 아니었다. 모

든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사건은 이 나라가 자기 자신의 무게에 눌려 결국 붕괴하기 전 거의 15

년 동안 알려지지 않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원이 어떻게 사용되었

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우리가 뇌에 관해서 배운 모든 것에서 현저하게 벗어나는 나의 실

용적 경사이론(homespun gradiental theory)을 내가 처음으로 누설한

사람이 바로 엑티바 다. 당시 학생들에게‘펜타곤’으로 알려진 대학

교 캠퍼스 건너 국방성 호텔의 옥상 식당에서, 모스크바의 위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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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경을 주시하며 조지왕의 붉은 포도주를 점심에 마시는 것이 유행처

럼 되어 있었다. 나는 루리아의 묵인하에 그 시기, 그곳에서는 더욱

위험한 시도 던 소비에트 군대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선택은 역설적이었다.

엑티바는 감명을 받고 이 이론을 지지했다. 그래서 나는 이 이론을

제시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날 알렉산더 로마노비치와 상의했다. 나는

항상 경사모델(gradiental model)이 루리아 자신이 연구하는 뇌－행동

관련성에서 직접적, 즉각적으로 파생한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나의 이론을 그렇게 보지 않았으며, 더욱 전통적인 지

역화이론가(localizationist)의 전제에 따라 내 이론을 근본적으로 퇴짜

놓았다. 루리아의 특성 중 하나는 과학적인 논쟁에서 개인적 관계의

손상이 없이 그에게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그들에게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절대 자극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열중에서부

터 무관심에 이르는 다양한 모습을 가져서, 이것이 이때 그의 태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 주는 것이다.

나는 경사이론(gradiental theory)에 대해 15년 후인 1986년에 저술

했는데, 당시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에서 객원교수로 1년을 보내는 특권이 주어진 때 다. 내가 인

지의‘피질경사(cortical gradient)’개념을 소개한 저널36이 1989년에

출판되고 책의 한 챕터37로 출판되었을 때, 대체적으로 무시되었었다.

모듈화의 개념이 너무 단호했고 단순하게 부각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듈화는 다시 다루어지고 대뇌피질에 관한 경사 견해(gradiental

view)가 우세한 상황이다. 내 생각으로 이러한 것은 힘든 싸움을 필요

로 하는 다른 패러다임의 이동과 마찬가지로, 인지신경과학의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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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이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뛰어난 에세이집《맹점：과학에서

의 망각과 무시》에서 올리버 색스는 뇌에 관한 우리의 견해에 일어난

최근의 변화를 20세기에서 물리학의 패러다임 이동에 비유한다. 이것

은 뉴턴의 물리학이 새로운 물리학적 역인 전기, 자기 및 중력 등으

로 대체되었을 때와 같은 것이다.

이 책에서 나중에 다루겠지만, 모듈화의 개념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다. 모듈화는 신경조직에 관한 낡은 원리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으며, 이것이 나중에 경사원리(gradiental principle)로 발전되었다.

그렇다면 뇌의 진화와 지적 진화 사이에 신비스러운 평행관계가 존재

한다. 뇌 자체의 진화와 뇌에 관한 우리의 이론의 진화가 모두 모듈로

부터 상호작용 쪽으로 패러다임 이동을 하는 특징을 가진 것이었다.

사물은사물이다

우리의 정신세계에서 두 개의 기본적 특징인 인지와 언어를 조사해

보는 것이 경사원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이다. 사물의 정신적 표

상이 코드화될 수 있는 두 방법을 생각해 보자. 첫째로, 다양한 물건

의 구분(과일, 꽃, 의복, 기구 등)이 피질에서 각각 뚜렷하고 제한된

위치에 자리 잡으면서 별도의‘모듈’로 코드화된다. 둘째로, 사물의

표상은 시각, 촉각, 청각 등 다양한 감각 구성요소에 따라 분산된다.

첫 번째 가능성은 대뇌 조직의 모듈화 원리와 일치할 것이다. 사실

상, 이 원리의 지지자들은 통상 특정한 고립된 범위에 향을 주는 인

식 또는 이름 부르기에 어려움을 가진 사례를 인용한다. 앞서 주지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그래도 존재한다.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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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대뇌 조직의 경사(gradiental) 및 연속성(continuous) 원리

와 일치할 것이다. 두 양자택일의 방법 중 어느 것이 사실과 가까운

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연상적 인식불능증(associative

agnosia)’이라 불리는 신경계장애로 가 보자.

백화점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자. 여러분은 수많은 사물로 둘러

싸여 있을 것이며, 이들은 적어도 어느 점에서는 독특할 것이다. 어느

넥타이의 개성 있는 패턴, 어느 드레스의 특이한 재단, 또는 어느 화

병의 특색 있는 모양을 이전에 보았을 가능성은 어떤가? 여러분은 이

러한 대상과 완전히 닮은 복제품을 전에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들을 넥타이, 드레스 및 화병 등 어느 익숙

한 범위의 멤버로 즉각적으로 인지한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대상은

이들이 새로운 것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즉시 익숙해지게 된다.

독특한 사례를 일반적 범주의 멤버로 확인하는 능력인 범주화 인식

(categorical perception)은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 주위의 세계를

탐색할 수 없는 기본적인 인지능력이다. 우리는 이 능력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것을 노력할 필요 없이 즉시

자동적으로 실행하게 된다. 그러나 뇌질환이 있게 되면, 기본 감각(시

각, 청각, 촉각)에 향이 없더라도, 이러한 기본적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연상적 인식불능증(associative

agnosia)이라 한다.39

우리의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은 멀티미디어와 같다. 우리는 나무

의 녹색 수관(樹冠)의 시각적 이미지를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의 소

리, 개화 시의 꽃핀 장면, 그리고 우리 손가락 아래로 느껴지는 껍질

의 거친 느낌과 함께 연상할 수 있다. 연상적 인식불능증의 경우 통상

적인 대상을 인식하는 능력이 어떻게 손상될까? 어느 대상에 대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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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표상의 여러 요소가 비슷한 운명을 맞이할까? 연상적 인식불능증

의 경우 지각의 실패가 대상에 대해서 나타날까 아니면 그 감각차원

에 대해서 나타날까?

뇌손상이 인지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에서 인식불능증의 경우

대상을 인식하는 능력이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통상 특정 감각시스템으로 한정되며 다른 데에는 향을

주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부분적 인식불능증이 확인되고 명

칭이 부여되었다는 것이다. ‘시각적 인식불능증(visual object agnosia)’

을 가진 환자는 통상적인 대상을 육안으로 인식할 수 없지만 촉각으로

즉시 인식할 수 있다. ‘입체 인식불능증(pure object astereognosia)’을

가진 환자는 동일한 대상을 촉각으로 인식할 수 없지만 시각적으로

즉시 인식할 수 있다. ‘연상적 청각 인식불능증(associative auditory

agnosia)’환자는 대상을 소리의 특성(예를 들면, 짖는 소리로 개를

인식)으로 인식할 수 없지만, 시각이나 촉각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문

제가 없다.40

그래서 인식불능증은 어떠한 것도 어느 대상에 대한 인식능력을

완전히 빼앗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빼앗는다. 각 형태의 인식

불능증에 있어서 결함이 통상 특정 감각의 modality(시각, 청각, 촉

각)에 제한되며, 이러한 경우 그 환자의 인식능력에서 해당 종류만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적 결함은 통상적으로

특정 계열의 대상(옷감이나 집안 기구 같은 항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형태의 대상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친다. 이 환자가 장

님이나 귀머거리가 되거나 마비가 되지는 않는다. 인식불능증이 특

정 감각시스템과 뚜렷하게 연결되는 경우, 감각기능 자체가 저절로

향을 받지는 않는다. 이러한 결함은 인식이 아닌 감각정보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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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결함이다.

연상적 인식불능증의 신경해부학적은 어떠한가? 손상되면 인식불

능증을 초래하는 피질 구역은 감각이 피질에 입력되는 부위에 인접해

있다. 시각적 인식불능증 구역은 후두엽의 시각피질에 인접해 있고,

연상적 청각 인식불능증 구역은 측두엽의 청각피질에 인접해 있고,

입체 인식불능증 구역은 두정엽의 체감각피질에 인접해 있다.

여기에서 어느 사물에 대한 내적 표상이 모듈 형식이 아니라는 의

견이 나오게 된다. 서로 다른 감각 구성요소가 피질의 서로 다른 부위

에서 대표되기 때문에 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부분적 표상의 지역이 해당 감각 양식의 지역에 연속적으로 있기 때

문에, 이것은 또한 경사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어느사물에대한어떤단어

단어의 의미에 대한 지식이 뇌에서 코드화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1. 단어의 의미 표상이 본래 모듈방식이다. 모든 단어의 의미는 같

이 묶여 있고 이들이 나타내는 실제 물리적 세계에 대한 대뇌의

표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2. 단어의 의미 표상이 분산되어 있다. 이는 실제 물리적 세계의 해

당 측면에 해당하는 대뇌의 표상에 접한 신경해부학적 근접성

을 가지고 분포되어 있다. 이는 다른 형태의 단어의 의미가 피질

의 서로 다른 부위에서 코드화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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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과 사건에 대한 대부분의 표현이 여러 감각형태와 관계되지만,

이 중 일부는 다른 것에 비해서 특정한 감각형태에 더 의존적이다. 사

람의 경우, 물리적 대상에 대한 마음의 표상은 주로 시각에 의존하며,

이차적으로만 다른 감각적 형태에 의존한다. 이것이‘마음의 귀’나

‘마음의 코’가 아닌 표현으로‘마음의 눈앞에 이미지를 가져온다’는

관용구에 반 되어 있다. 여러분의 친구에게 어떤 흔한 대상을 묘사

하도록 요청하여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처음에는 대상의 외관을 표

현하는 데 묘사의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야 어떻게 들리

는지, 냄새가 나는지, 느껴지는지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이와 대

조적으로, 말하는 개(상대적으로 더 후각적인 피조물)는‘마음의 코

앞에 가져온다’는 관용구를 만들어 낼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와 동

시에, 걷기, 뛰기, 때리기 등 물리적 활동에 대한 마음의 표상은 덜 시

각적이고, 더 운동 및 촉각/고유 감각의 성격을 가진다.

대상(object)은 명사로 표현되며, 아무 명사나 사용되는 것이 아니

라 구체적 명사로 표현된다. ‘의자’는 대상 단어지만‘독립’은 그렇

지 않다. 활동은 동사로, 특히 구체적 동사로 표현된다. ‘뛰다’는 활

동의 단어지만, ‘속이다(equivocate)’는 그렇지 않다. 대상 단어와 활

동 단어의 피질 표상은 무엇인가? 이들이 피질의 어느 뚜렷한 부분에

서 표현되는가 아니면 이들의 표현이 그 의미에 따라 피질의 서로 다

른 부분을 통해서 분배되는가?

환자에 대한 병소연구에서 언어의 피질 지도화가 명확하게 분배되

었음이 시사되었다. 이름 부르기의 장애는 통상 전체적이지 않고 부분

적이다. 대상단어의 상실[또는‘명사에 대한 명칭언어 상실증(anomia

for nouns)’]은 시각적 후두엽(visual occipital lobe)에 인접한 측두엽

부분의 손상으로 야기된다. 이 경우, 활동단어(action words)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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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보호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활동단어의 상실[또는‘동사에 대한

명칭언어 상실증(anomia for verbs)’]은 운동피질(motor cortex)의 바

로 앞에 있는 전두엽의 손상으로 야기된다. 이것은 대상단어의 피질

표상은 대상 자체의 피질표상과 접하게 관련되며, 활동단어의 피질

표상은 활동 자체의 피질표상과 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을 시사한

다.41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기능적 뇌 상을 사용한 최근의 실험에

서 이러한 결론이 힘을 얻게 되었다. 국립정신건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의 알렉스 마틴 등은 이러한 실험을 많이

실시했으며, 대상의 피질표상과 대상의 단어 의미 피질표상이 모두

높은 분배를 보인다고 결론지었다.42 이러한 표상의 다양한 양상이 이

러한 대상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참여하는 감각 및 운동 부위에

근접하여 저장된다. 예를 들면, 동물 이름 부르기가 좌측 후두엽 부위

를 활성화시키는 반면, 도구 이름 부르기는 오른손 움직임(right hand

movement)을 담당하는 좌측 전운동 부위를 활성화시킨다.43 이것을

그림 5.4에 나타냈다.

또한 명확하게 비모듈적이며, 분배되어 있고, 연속적인 양상의 피

질기능조직이 경사모델과 일치하여 나타난다. 단어 의미에 관한 지식

이 뇌에 분리된, 집약적 모듈로 저장되지 않는다. 단어 의미의 서로

다른 특성이 이들이 나타내는 물리적 실체의 측면과 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분배된다.

역설적으로, 모듈화 지지자가 통상 인용하는 일부 발견이 본질적으

로 피질의 경사이론과 더 부합된다. 뇌 손상 시 생명이 없는 대상의

이름을 부르는 능력보다 생물체의 이름을 부르는 능력을 잃기가 쉽

다.44 뇌에 대한 모듈화 견해를 지지하는 모든 발견내용 중, 이것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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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믿을 만하고 재현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상식은 다른 설명

을 제시한다.

우리가 접촉하게 되는 대부분의 무생물은 인공적인 것이다. 사람이

만든 대상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만든 것이며, 우리는 이것들을 사

용해서 무엇인가를 한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무생물의 내적 표상이

내안의CEO, 전두엽：인격, ADHD 그리고치매94

그림 5.4  언어의 분배된 피질표현. 대상을 상징하는 단어의 의미의 피질 표현은 높은 분포성
을가진다. 이러한표현의다양한형태가이러한대상에관한정보를획득하는데참여하는감
각및운동부위에근접하여저장된다. (a) 도구에이름을붙이는경우와비교하여, 피험자가동
물 그림에 이름을 붙일 때 혈류가 증가하는 부위, (b) 동물에 이름을 붙이는 경우와 비교하여,
피험자가도구의그림에이름을붙일때혈류가증가하는부위. 
출처：Martin, Wiggs, Ungerleider, and Haxby, 1996. Reprinted by permission from Nature,
copyright ⓒ 1996 by Macmillan Magazines Ltd.

(a) 동물

(b) 도구



추가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암시한다. 활동의 표상이 대상에 내

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특성은 생물체에 대한

내적 표상에서 결여되어 있다. 결국, 무생물에 대한 내적 표상은 더

폭넓게 분포되어 뇌의 많은 부분이 관여하게 되며, 따라서 뇌손상의

향에 덜 노출된다.

물리적 세계 자체에 대한 내적 표상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세계를

나타내는 언어에 대한 내적 표상도 분배된다. 사실상 접한 평행관

계가 존재한다. 이들은 하나가 다른 것에 붙어 짝을 이루는 것 같다.

이러한 것이 진화와 미적 감각을 만들어 낸다. (목적론적 충동을 용서

하라) 신경 청사진은 매우 인색하면서도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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