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 t 1
생물학적 접근
생물심리학은 중요한 접근이다. 생물심리학은 ‘유전, 진화, 생리학, 특히 신경생리학의 관점에서 인

간의 행동과 경험을 연구하는 분야’(Kalat, 1998, p. 1)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생물학

적 접근은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신체와 뇌의 영향을 받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

실은 우리의 많은 행동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유전적 요인의 역할로 뇌의 구조와 행동을 설명하는 생물심리학의 핵심 주제를 살펴본다.

우리에게 친숙한 스트레스의 생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스트레스의 원인과 특성에 대

해 논의한다.

정서 경험과 관련된 생리적 효과를 비롯하여 정서의 특징에 대해 논의한다.

공격성의 원인(유전적 요인의 역할 포함)과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제4장  ●  행동의 생물학적 기초

제5장  ●  스트레스

제6장  ●  정서

제7장  ●  공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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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행동이 신체와 뇌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한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생물학적 접근의 출발점이다. 또한 이 접근은 우리의 행동이 환경(예 : 친

구, 경험, 문화)과 유전(물려받은 유전적 구성요소) 중 어느 것의 영향을 더 많이 받

는지에 대한 논쟁과도 관련이 있다. 당신은 행동에 유전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고 생각하는가?

수세기 전 골상학자들은 손으로 두개골의 울퉁불퉁한 형태를 만져서 뇌 기능의 

개인차를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당신은 뇌 기능의 신

비를 밝히기 위해 어떤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골상학자는 뇌의 각 

부위마다 고유한 기능이 있다고 가정했다. 당신은 이 가정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어

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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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에서 말한 것처럼 Darwin(1859)의 진화론은 심리학에 극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행동주의자들(예 : Watson, Skinner)이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종

(예 : 쥐)을 연구한 것도 Darwin이 종들 사이의 유사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Sigmund 

Freud 역시 Darwin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본질적으로 Darwin은 인간 행동의 이해

에 생물학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심리학자들에게 보여주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하였다.

이 장은 생물학적 접근에 기초한 심리학의 최신 이론과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 최

근 Darwin의 영향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생물학적 접근이 진화심리학이

다. 또한 인간 행동에서 유전적 요인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크게 향상시킨 주

요 연구들을 상세하게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활동 중에 있는 뇌를 연구할 수 있는 정

교한 기법들 덕분에 뇌의 작동 방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진화심리학

진화심리학(evolutionary psychology)은 신체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행동도 진

화 과정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더 구체적으로, 진화적 압력이 적응

(adaptation, 생존과 번식 확률을 높이는 유전 특성)을 만들어낸다. 결과적으로 대부

분의 우리의 행동은 적응적이고 우리가 처한 환경에 적합한 행동이다. 그러나 아주 

먼 선조 시대에는 적응적 가치가 높았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은 행동도 있다. 예를 들

어, 음식이 있을 때마다 먹는 행동은 음식이 부족하고 먹을 것을 구하는 데 상당한 에

너지를 필요로 하는 환경에서는 적응적이다. 그러나 현재 서구 사회에서 이런 행동은 

행동의 생물학적 기초 4

핵심용어

진화심리학 인간의 많

은 행동이 다윈의 진화

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는 가정에 기초한 심리

학의 접근

적응 과거 우리 선조에

게 닥쳤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진화한 유전

적 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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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제1부   생물학적 접근

더 이상 적응적이지 않고 비만의 극적인 증가를 설명해주고 있다.

연구 결과

인간에게서 한 가지 분명한 적응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의 뇌 크기가 상당히 증가

하였다는 것이다. Stewart(1977)에 따르면, 700만 년 전 우리 선조의 뇌는 400cc에 불

과하였다. 호모 에렉투스에 이르러서는 1,000cc까지 증가하였고 지금은 1,350cc이다. 

이런 증가는 엄청난 적응적 가치를 지니는데 다른 어떤 종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

고하고 추론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특이하게도 비율로 보면 인간의 전두영역

(사고와 관련된 복잡한 인지기능을 담당하는)이 고릴라보다 더 크지 않다(Kaufman, 

2013). 고릴라와 비교하여 더 우수한 우리의 정신능력은 뇌 영역들 사이의 더 효율적

인 상호연결에서 나온다.

강박충동장애(OCD) 환자들은 되풀이되는 침투적 사고(강박)와 반복적인 행동(충

동)이 특징이다. 신기한 것은 강박충동장애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씻기 충동을 

가지고 있고 하루에 수십 번씩 손을 씻는다. 이에 대한 그럴 듯한 설명이 많은 우리 

선조들이 비위생적 환경 때문에 사망하였고 따라서 인간은 잠재적 감염에 매우 민감

하도록 진화하였다는 것이다. Szechtman와 Woody(2004)는 인간에게는 감염을 탐지

하는 안전 동기 체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체계는 감염 경계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켜지고 어렵게 꺼지는’ 특징이 있다. 강박충동장애 환

자들은 건강한 사람들보다 이 체계를 끄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진화론적 접근을 지지하는 증거들은 다른 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진

화론적 접근은 비이기적 또는 이타적 행동을 설명할 수 있고(제14장), 데이트와 배우

자 선택 전략에서 남녀 차이도 설명해준다(제16장).

평가

 진화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보다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에서 다른 심리학자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진화심리학자들의 통찰 덕분에 우리는 많은 현상들(예 : 강박충동장애 환자의 손 씻기, 이

타적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진화심리학은 종 내 구성원들 사이의 개인차보다 대부분의 구성원들에게서 발견되는 적응

을 더 잘 설명한다(Confer et al., 2010).

 모든 인간 행동이 적응과 개인 유전자의 영속으로 설명되지 않는다(예 : 동성애,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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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대 환경

인간은 여러모로 서로 다르다.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말랐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뚱뚱하다. 또 지능이 높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지만 지능이 낮고 동기도 낮은 

사람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행동의 개인차는 두 가지 때문이다: 유전(자연)과 환경(양

육). 즉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유는 그들이 물려받은 것에서의 차이 때문이거나 그들

이 경험한 것에서의 차이 때문이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행동에서 개인차는 유전과 환

경 둘 다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자연－양육 논쟁은 유전과 환경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것으로 이 책의 여러 곳에

서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공격성(제7장), 지능(제17장), 그리고 성격(제18장)의 개

인차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쌍생아 연구

자연－양육 논쟁을 다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쌍생아 연구이다. 일란성 쌍생아

(monozygotic twins)는 동일한 수정란 또는 난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유전자의 100%를 

공유한다. 이란성 쌍생아(dizygotic twins)는 2개의 서로 다른 수정란 또는 난자에서 나

오기 때문에 유전자의 평균 50%를 공유한다. 

만일 어떤 행동이나 특성(예 : 지능)에서 개인차가 유전적 요인에 달려있다면, 일란

성 쌍생아는 이란성 쌍생아보다 그 행동이나 특성에서 더 비슷해야 한다. 반대로 만

일 환경적 요인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 이란성 쌍생아와 비교하여 일란성 쌍생아

가 더 비슷하지 않을 것이다.

연구 증거들은 많은 특성과 행동에서 개인차를 만들어내는데 유전과 환경 둘 다 중

요하다고 가리키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개인차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의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Verhulst와 Hatemi(2013)는 두 종

류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쌍생아 연구를 수행했다: (1) 사회 이념(예 : 낙태와 이혼

에 대한 태도)과 (2) 종교적 태도(예 : 안식일 준수와 진화론에 대한 태도). 두 태도에 

대한 일란성 쌍생아의 관점이 이란성 쌍생아보다 훨씬 더 비슷해서 이런 태도에서 개

핵심용어

일란성 쌍생아 하나의 

수정란이 분열되어 유

전자의 100%를 공유하

는 쌍생아

이란성 쌍생아 2개의 

난자가 2개의 정자와 

거의 동시에 수정되어 

유전자의 50%를 공유

하는 쌍생아

 우리 선조가 처했던 환경적 압력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이 없고, 따라서 많은 진화적 설명

들이 추측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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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차가 많은 부분 유전적 요인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인 오해

쌍생아 연구에 관한 세 가지 흔한 오해가 있다. 첫째, 사람들은 쌍생아 연구가 유전적 

요인에 관한 정보만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쌍생아 연구는 환경적 요인

의 중요성에 대한 추정치도 제공한다. 더 구체적으로, 쌍생아 연구는 두 가지 종류의 

환경 영향을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1. 자녀들을 서로 비슷하게 만드는 가정 내 공유 환경 영향

2. 어떤 한 개인에게 특수한 비공유 환경의 영향

성격에 관한 쌍생아 연구(제18장)를 보자. Sigmund Freud(그리고 다른 여러 학자들도)

에 따르면, 아동의 성격은 부모가 제공하는 가정환경에 의해 대부분 결정된다. 스트

레스가 많은 가정환경은 아동에게 불안한 성격을 발달시킨다. 만일 Freud가 옳다면, 

청소년과 성인의 성격은 대부분 공유 환경 영향에 의존해야 한다.

실제 사례는 어떨까? 주요 성격 요인들에서 개인차의 약 40%가 유전적 요인 때문

이고, 거의 60%가 비공유 환경 영향 때문이고, 공유 환경 영향은 극소수이다(Plomin 

& Daniels, 2011). 즉 아동의 특수 경험(예 : 친구, 학교)이 다른 어떤 환경 영향보다 

성격 발달에 극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공유 환경 영향의 또 다른 중요한 원천은 가정 

안에서 아동이 부모로부터 받는 서로 다른 양육 방식이다(Plomin & Daniels, 2011).     

둘째, 사람들은 행동에 미치는 유전과 환경의 영향이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생각한

다. 그렇지 않다. Kendler와 Baker(2007)는 스트레스 사건, 양육, 가정환경을 포함하여 

몇몇 환경 요인을 살펴보았다. 일란성 쌍생아가 이란성 쌍생아보다 이런 환경 요인들

에서 더 유사했다. 즉 유전이 환경 추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연구 결과들은 우리가 환경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구체적으로, Plomin(1990)은 개인의 유전

적인 자산이 세 가지 방식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지

능의 개인차에서 이 세 가지 방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준다:

1.   능동적 공분산 ： 유전적 능력에서 차이가 나는 아동들이 그들의 유전적 차이를 

강화하는 상황을 찾을 때 일어난다. 예를 들어 높은 지능을 타고난 아동은 낮은 

지능을 타고난 아동보다 책을 더 많이 읽고 교육 기간도 더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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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동적 공분산 : 높은 유전적 능력을 타고난 아동의 부모가 낮은 능력을 타고난 

아동의 부모보다 아동에게 더 지적인 환경을 제공할 때 일어난다.

3.   반응적 공분산 : 유전의 영향을 받은 개인의 행동이 그를 대하는 타인의 행동 방

식에 영향을 미칠 때 일어난다. 예를 들어, 성인은 유전적으로 높은 지적 능력을 

타고난 아동과 복잡한 주제에 대해 토론할 확률이 더 높다.

Plomin의 분석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사실 유전적 요인은 지능의 개인차

에 두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유전은 지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 둘째, 유전은 지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유전적 요인이 개인이 살아가

는 환경을 결정하고, 이 환경이 그의 지능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사람들은 개인차(예 : 지능)에 미치는 유전의 영향이 변화하지 않는, 고정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틀린 생각이다. 유전의 영향을 평가할 때 특정 

전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집에 따라 그 영향은 변화될 수 있다. 두 가지 사례가 

있다(제17장). 첫째, 유전적 요인이 성인기 지능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정도는 약 80%

이지만 아동기에서는 20%밖에 되지 않는다(Plomin Deary, 2014). 이것은 성인이 아동

보다 자신의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예 : 능동적 공분산).

두 번째 예시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미국 가정에서 아동의 

지능에 미치는 유전의 영향이다. Turkheimer 등(2003)은 유전적 요인이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10%)보다 낮은 가정(72%)에서 지능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데 일곱 

배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의 아동들은 대부분

의 환경 조건이 호의적이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이 지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난다.

신경계

신경계는 신체에 있는 모든 신경세포를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보겠지만, 신경계의 

여러 부위는 서로 다른 기능에 특화되어 있다. 신경계는 150〜200억 개의 뉴런(신경

세포)과 수많은 신경교(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작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신경

계는 2개의 주요 하위체계로 나뉜다.

 ≐ 중추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며, 뼈와 

그 주변을 순환하고 있는 체액으로 보호되고 있다.

신경계는 어떤 하위체계

로 이루어져 있는가?

핵심용어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

로 구성되어 있고 골격

과 뇌척수액의 보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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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초신경계(peripheral nervous system)：말초신경계는 신체의 나머지 다른 신경세

포들로 구성된다. 말초신경계는 체신경계(골격근의 수의적 운동에 관여)와 자율

신경계(심장 근육 같은 비골격근의 불수의적 운동에 관여)로 나뉜다.

말초신경계

뇌를 상세하게 다루기 전에 말초신경계를 간단히 살펴보자.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

계 밖에 있는 신경세포들을 말한다.

말초신경계는 체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뉜다. 체신경계는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

용에 관여하며, 자율신경계는 신체의 내부 환경에 관여한다. 

체신경계(somatic nervous system)의 일부는 눈, 귀, 골격근, 그리고 피부에서 오는 

신호를 중추신경계로 전달한다(위의 그림 참조). 체신경계는 또한 중추신경계에서 오

는 신호를 골격근, 피부 등으로 전달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율신경계(autonomic nervous system)는 비골격근의 움직임을 

뇌

뇌신경

척수

목신경(8쌍)

가슴신경(12쌍)

좌골

신경

허리신경

(5쌍)

엉치신경(5쌍)

꼬리신경(1쌍)

척골신경

핵심용어

말초신경계 중추신경

계를 제외한 신체의 신

경세포들로 체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뉜다.

체신경계 다리와 같은 

골격근의 수의적 운동

을 제어하는 말초신경

계의 일부

자율신경계 비골격근

의 불수의적 운동을 제

어하는 말초신경계의 

일부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뉘어

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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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한다. 자율신경계의 통제를 받는 기관들은 심장, 폐, 눈, 위장, 그리고 혈관 등의 

내장기관이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뉜다. 

교감신경계(sympathetic nervous system)는 각성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관

여한다. 교감신경계는 심박률 증가, 위장 활동 감소, 동공 확대나 팽창 그리고 기관지 

이완을 유도한다. 이런 변화는 사람들에게 도피나 싸움을 준비시킨다.

부교감신경계(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는 신체의 에너지 비축에 관여한다. 부

교감신경계 활성화에 따른 효과는 교감신경계와 정반대이다. 부교감신경계는 심박률 

감소, 위장 활동 증가, 동공 수축, 그리고 기관지 수축을 가져온다.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는 모두 중요하

다. 교감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지만 부교

감신경계가 거의 활성화되지 않는 사람은 할 일

이 많아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일 것이다.

뇌의 구조

뇌의 첫 번째 특징은 그 복잡성에 있다. 뇌의 구

조를 연구하는 것이 뇌의 여러 부위의 기능이나 

1

2

34
5

뇌

수용기

세포

효과기

세포

척수

수용기 세포들은 척수를 통해 정보를 뇌로 전달한다. 뇌는 

운동 뉴런을 통해 지시를 내린다.

1

2

34
5

뇌

수용기

세포

효과기

세포

척수

체신경계：당신이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1) 뇌의 결

정이 (2) 척수를 통해 (3)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되어 (4) 골격근에 도달하고 (5) 

근육의 수축 또는 이완을 통하여 손가락이 움직인다.

핵심용어

교감신경계 각성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예：심장박동의 증가

를 통하여) 자율신경계

의 일부

부교감신경계 각성을 

감소시키고 에너지를 

비축(예：심장박동 감

소를 통하여)하는 데 관

여하는 자율신경계의 

일부

중뇌

전
뇌

신경

척수

후
뇌

전뇌

중뇌

후뇌

척수

배아의 뇌 성숙한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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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그러나 앞으로 보겠지만, 기술의 진보로 연구자

들은 활동 중에 있는 뇌를 관찰하면서 뇌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뇌는 세 가지 주요 영역인 전뇌, 중뇌, 후뇌으로 나뉜다. 

이 용어는 배아의 뇌에서 그 위치를 확인해서 나온 것으로 성인의 뇌에서는 세 영역

의 상대적 위치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전뇌와 후뇌는 각각 여러 개의 독립적인 

영역으로 구분된다(Pinel, 1998).

전뇌

전뇌는 뇌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이다. 전뇌는 뇌의 가장 중요한 부위로 뇌의 맨 위와 

앞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네 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대뇌(cerebrum)：중추신경계에 있는 뉴런(신경세포)의 70%가 집중되어 있고 사

고, 언어 사용, 그리고 그 밖의 인지능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변연계(limbic system)：이 체계의 주요 부위 중 하나(편도핵)는 여러 정서에 관여

한다(제6장 참조). 또 다른 주요 부위(해마)는 학습과 기억에 중요하다.

 ≐ 시상(thalamus)：주요 기능은 더 높은 수준의 뇌 부위로 정보를 전달하는 중간 정

거장과 같은 역할이다. 또한 각성과 수면에도 관여한다.

 ≐ 시상하부(hypothalamus)：이 구조는 체온, 배고픔, 갈증과 같은 자율 기능의 제어

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성행동 및 스트레스 반응의 제어

에도 관여한다(제5장 참조).

중뇌

중뇌(midbrain)는 여러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뇌의 일부는 시각과 청각

에 관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각 과정은 전뇌에서 일어난다. 둘째, 중뇌의 

일부는 움직임 제어에 사용된다. 셋째, 중뇌는 후뇌의 일부와 함께 망상활성체계를 

이루고 있다. 망상활성체계는 수면 조절, 각성에 관여하고 심박율과 호흡률에도 부분

적으로 영향을 준다.

후뇌

진화적으로 후뇌(hindbrain)는 뇌에서 가장 오래된 구조이다. 후뇌의 구조는 ‘파충류

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파충류의 뇌 구조를 닮았다. 후뇌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

고, 각 부분은 하나 이상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핵심용어

대뇌 사고, 언어와 관

련된 전뇌의 일부

변연계 편도핵, 시상하

부, 그리고 격막으로 이

루어진 뇌체계로 정서

정보처리에 관여한다.

시상 각성과 수면에 관

여하는 전뇌의 일부

시상하부 체온, 배고

픔, 목마름, 그리고 성

행동의 제어와 관련된 

전뇌의 일부

중뇌 시각, 청각, 그리

고 운동제어에 관여하

는 뇌의 중간 부분

후뇌 ‘파충류의 뇌’라고

도 하며 호흡, 소화, 삼

키기, 섬세한 신체 균형 

및 의식의 제어에 관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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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수 : 망상활성체계의 일부로 호흡, 소화, 그리고 삼키기를 제어한다. 연

수의 손상은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뇌교：망상활성체계의 일부로 의식의 제어에 관여한다. 뇌교는 메시지를 

서로 다른 뇌 부위에 전달하는 중간 정거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소뇌：신체의 균형과 협응을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전거 타기 

또는 타자 치기처럼 ‘과학습’된 기술 정보는 소뇌에 저장된다.

대뇌피질

대뇌피질(cerebral cortex)은 대뇌의 바깥층이다. 두께는 약 2mm에 불과하지만 

지각, 사고, 그리고 언어 능력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대뇌피질은 두 가지 방

식으로 나눌 수 있다.

1.   각 반구의 대뇌피질은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이라고 불리는 4개

의 엽 또는 영역으로 나뉜다. 전두엽은 뇌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 후두

엽은 뇌의 뒤쪽에 위치한 피질을 말한다. 다른 2개의 엽으로 위쪽에 위치

하고 있는 두정엽과 그 아래에 옆쪽에 위치한 측두엽이 있다.

2. 전체 뇌는 좌반구와 우반구, 2개의 반구로 나뉜다.

기능의 국재화

대뇌피질은 엄청나게 복잡하지만 서로 다른 정보처리에 특화된 뇌 영역들을 확인하

는 것이 가능하다. 지금부터는 대뇌피질의 네 가지 엽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자.

전두엽(특히 전전두엽)은 가장 복잡한 형태의 사고와 관련된 핵심 부위이다. 전두

엽이 광범위하게 손상된 환자를 집행기능장애 증후군(dysexecutive syndrome, Baddeley, 

2007)이라고 한다. 이들은 행동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주의를 유지

하고 집중하는 데 문제를 보인다.

그림은 다른 뇌 기능의 국재화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첫째, 뇌의 뒤쪽 후두엽

에는 시각중추가 위치하고 있다. 후두엽의 많은 부위가 다른 어떤 감각 양상보다 시

각정보의 처리에 관여한다. 단어를 짧게 시각적으로 제시하면 이것의 의식적인 지각 

여부와 상관없이 후두엽이 활성화된다. 의식적인 지각이 일어난, 즉 광범위한 정보처

리가 일어난 정보들만이 전두엽에 유의미한 활성화를 일으킨다(Gaillard et al., 2009).

둘째, 청각중추는 측두엽에 있다. 측두엽은 말소리와 음악 같은 청각자극의 처리에 

대뇌피질의 네 가지 엽

은 무엇인가?

핵심용어

대뇌피질 대뇌의 바깥

층으로 지각, 학습, 기

억, 사고, 언어에 관여

한다.

집행기능장애 증후

군 뇌 손상(특히 전두

엽)으로 인해 복잡한 인

지기능(예 : 계획하기, 

의사결정)의 심각한 장

애를 보이는 환자

뇌교

연수

척수
소뇌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

뇌교

연수

척수
소뇌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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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한다. 의식적인 청각정보의 처리는 보통 

청각중추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전두엽의 활

성화를 포함한다.

셋째, 언어중추가 있다. 여러 뇌 영역이 언

어 정보처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하

나의 언어중추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각중추는 읽기에 관여하고 있고 청각중추는 

말소리 이해에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와 

가장 관련이 깊은 영역은 브로카(Broca) 영역

과 베르니케(Wernicke) 영역이다. 브로카 영역

은 언어 산출을, 그리고 베르니케 영역은 말소

리 이해를 담당한다.

넷째, 운동중추가 있다. 이 영역은 전두엽

에 있으며 수의적 움직임을 계획하고, 제어하

고, 실행한다. 한쪽 반구의 운동피질이 손상되면 다른 쪽 신체의 움직임에 문제가 생

긴다.

다섯째, 체감각중추가 있다. 체감각(somatosensation)은 ‘접촉, 통증, 온도 감각 그리

고 팔다리 위치 감각을 포함한 피부 또는 신체와 관련된 지각 정보처리’(Ward, 2010, 

p. 154)이다. 체감각 중추는 그 구조와 정보처리가 복잡하다. 예를 들어, 우리의 촉각

은 피부의 긴장, 떨림, 압력, 그리고 온도에 의존한다.

뇌의 활성화가 이런 특수한 중추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실제

로 다른 뇌 영역들(특히 전두엽)은 수많은 정보처리에 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언

어정보처리는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뿐만 아니라 적어도 6개의 특수 뇌 영역들

이 관여하여 일어난다(Berwick et al., 2013)

반구 특수화

지금까지 대뇌피질의 두 반구가 기능에서 매우 유사한 것처럼 설명하였다. 사실은 그

렇지 않다. 반구 편재화(hemispheric lateralisation)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두 반구가 그 

기능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각 반구의 특수화를 보여주는 여

러 증거들이 존재한다. 특정 상황에서 두 반구 중 하나가 정보처리를 책임지는 대뇌 

우세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85~90%의 사람들의 언어능력은 좌반구에 기초

하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왼손잡이이고, 80~85%는 오른손잡이다(소수는 

핵심용어

체감각 피부와 신체에

서 오는 정보에 기초한 

지각 정보처리

반구 편재화 뇌의 두 반

구가 그 기능에서 차이

가 있다는 개념

운동중추(빨강), 체감각중추(오렌지), 시각중추(파랑), 청각중추(노랑), 언어중

추(브로카 영역 : 보라, 베르니케 영역 : 초록)를 보여주는 인간의 뇌

반구 특수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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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잡이이다). 오른손잡이들의 경우 좌반구의 운동중추가 우세한데 신체의 오른쪽

은 좌반구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이다.

우반구는 어떨까? 시각과 공간적 주의의 일부가 우반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증거들

이 늘어나고 있다(Hervé et al., 2013). 이 기능이 우반구에 위치하게 된 이유가 좌반구

가 언어와 운동제어에 너무 많이 관여함으로써 다른 기능을 위한 용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공간 편재화가 왼손잡이보다 오른손잡이에서 

더 크지 않고 따라서 위의 주장이 정확한 설명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분리뇌 환자

반구 편재화에 대한 중요하고 흥미로운 증거가 분리뇌 환자(split－brain patient)에게서 

나왔다. 대부분의 분리뇌 환자는 뇌전증 발작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두 반구를 이어주

고 있는 뇌량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다.

분리뇌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분리뇌 환자가 눈을 움직여서 환경에 대한 정보를 두 반구에 모두 도달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환자의 수행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다른 

쪽 반구는 알지 못하게 하면서 한쪽 반구에만 시각자극이 들어가도록 짧게 제시해야 

한다.

분리뇌 환자들이 2개의 의식(각 반구에 하나씩)을 가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의식만 

가진 것인지를 두고 많은 논쟁이 일어났다. Sperry(1968, p. 723)는 이들이 2개의 의식

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덜 중요한 반구(우반구)가 두 번째 독립적인 의식을 

구성하면서… 주요 반구(좌반구)에서 일어나는 더 우세한 의식의 흐름과 함께 병렬적

으로 작동한다.” 그는 좌반구를 우세 반구로 보았는데 보통 언어중추가 그곳에 위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Gazzaniga(예 : 2013)는 우세한 좌반구에 위치하는 의식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다. 이 체계는 해석자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적절한 행동반응을 산출

하려고 내적 그리고 외적 사건에 대한 설명을 찾는다”(Gazzaniga et al., 2008, p. 465). 

좌반구가 우세하게 된 주요 이유는 언어능력이 좌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Gazzaniga는 우반구에서도 많은 정보처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한다.

Gazzaniga 등의 관점을 지지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분리뇌 환자의 주관적 경험을 

증거로 들 수 있다. Colvin과 Gazzaniga(2007, p. 189)에 따르면, “뇌량 절제 수술을 받

은 후 2개의 자아 또는 2개의 의식 때문에 자신에 대한 느낌이 극적으로 변했다거나 

자신의 몸 안에 2개의 자아가 있다고 느끼는 환자는 한 명도 없었다.” Hellmann 등

분리뇌 환자는 어떤 사

람인가?

핵심용어

분리뇌 환자 뇌의 양 반

구를 이어주고 있는 뇌

량이 손상된 사람으로, 

두 반구 사이의 직접적

인 소통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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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은 분리뇌 환자(AC)가 시각자극을 볼 때 뇌 활동을 살펴보았다. 우반구에 제

시된 자극보다 좌반구에 제시된 자극에 뇌 활동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났다. 이 결과는 

AC가 우반구 자극보다 좌반구 자극에 대한 의식적 자각이 더 컸다는 것을 시사한다.

분리뇌 환자가 2개의 의식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Sperry의 관점을 지지하는 증거

는 무엇인가? 이 관점에 따르면 두 반구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Mark(1996, p. 

191)는 양쪽 반구에 언어능력을 가진 환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그녀는 

왼손에 감각이 없다고 말하였다. 내가 그러냐고 하자, 그녀는 자신은 감각이 없지 않

다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있다” “없다”를 번갈아 가면서 연발하고 나서는 절망적이 

되어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했다”

Baynes와 Gazzaniga(2000)는 쓰기는 우반구에 의해, 그리고 말하기는 좌반구에 의해 

제어되는 분리뇌 환자 VJ를 연구하였다. Baynes와 Gazzaniga(2000, p. 1362)에 따르면, 

“VJ는 자신의 오른손과 왼손의 독립적인 수행에 경악한 첫 번째 분리뇌 환자이다. 그

녀는 보이지 않는 자극에 유창하게 써내려가는 자신의 왼손에 당황하였고 그녀가 소

리 내어 읽고 철자를 말할 수 있는 단어를 쓰지 못하는 자신의 오른손에 괴로워했다.” 

추측컨대 이런 결과는 한정된 이중 의식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분리뇌 환자의 두 반구는 많은 정보처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반

구가 자신만의 의식을 가진 것 같지는 않다. 만일 두 반구가 각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

다면 두 반구 사이에 수많은 갈등이 일어날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뇌 연구 방법

최근 몇 년간 과학기술의 놀라운 진보로 뇌 기능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개발되었다. 이것은 인지신경과학(제2장 참조)의 발달로 이어졌다. 

인지신경과학자는 사람이 인지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뇌 활동 패턴과 행동 측정치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인지심리학자처럼 행동 측정치만 고려하는 것보다 뇌활동과 행

동(예 : 과제 수행)을 모두 고려해야 인간의 인지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요 가정이다. 

뇌 활동을 연구하는 기법들은 뇌 활동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공간 해상도) 그

리고 언제 일어나는지(시간 해상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보여주는지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과 사건

관련전위(event－related potentials, ERPs), 두 가지 기법에 초점을 맞춘다. 

fMRI는 11톤 무게의 자석으로 이루어진 스캐너를 사용한다. fMRI는 적혈구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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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소 농도 수치를 이용하여 활성화된 뇌 영역을 알아낸다. 이것이 BOLD(blood 

oxygen－level－dependent contrast, 혈중 산소 의존 대비) 신호이다. 신경세포의 활동이 

증가하고 BOLD 신호가 변화하는 데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fMRI의 시간 

해상도는 약 2~3초이다. 그러나 공간 해상도는 대단히 우수하다(대략 1밀리미터). 

fMRI가 이론적 논쟁을 해결하는 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제2

장에 나와 있다. 

사건관련전위(ERPs)는 뇌 활동을 측정하는 유용한 기법 중 하나이다. 자극을 여러 

차례 제시하고, 두피 전극을 사용하여 각 시행에서 뇌 활동 기록을 얻는다. 그런 다음 

전체 시행에서 얻어진 기록들을 평균한다. 왜 이렇게 할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뇌 활동이 너무 많고, 뇌파 활동에서 자극에 대한 정보처리 효과를 탐지하기가 어렵

기 때문이다. 배경 뇌 활동에서 순수한 자극 효과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시

행이 필요하다.

ERPs는 뇌 활동의 시간 경과를 매우 정확하게 보여준다. 또한 특정 정보처리가 일

어난 시점을 수 밀리초(ms) 이내로 알려줄 수 있다. 그러나 활성화된 뇌 영역에 대해

서는 대략적인 정보밖에 제공하지 못한다.

ERPs가 읽기와 관련된 이론적 논쟁의 해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

는 사례가 있다. 일반적으로 독자는 다음에 나올 단어를 예측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런 예측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 비효율적인 정보처리로 이어지기 때문이

자기공명영상(MRI)은 심

리학에서 매우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은 

공간 해상도와 시간 해

상도 중 어느 것이 더 

우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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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론가들은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N400 

성분(자극 제시 후 400ms 후에 정점을 이루는 부적 파동)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는 

ERPs를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N400은 제시되는 자극이 독자의 기대와 일치할 때 

더 작다.

De Long 등(2005)은 독자에게 다음과 같은 문장을 제시하고 N400을 관찰하였다. 

The day was breezy so the boy went outside to fly [a kite/an airplane] in the park.

핵심 결과는 관사 a(kite 앞)보다 관사 an(비행기 앞)에서 더 큰 N400이 나타났다는 것

이다. 이런 결과는 독자가 뒤에 나올 가장 그럴듯한 명사를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다.

신경마법

인지신경과학 덕분에 인간 인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Ali 

등(2014)이 명명한 ‘신경마법(neuroenchantment)’이라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신

경마법은 뇌 활동을 평가하는 것이 심리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가

정이다. Ali 등은 신경마법의 위험성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헤어드라이기 같은 폐기

물로 만들어진 가짜 신경영상장치에 참여자를 앉게 하였다. 그런 다음 참여자에게 여

러 가지 질문(예 : 국가 이름 말하기)을 듣고 자신의 답변에 대해 생각할 것을 요구하

였다. 외관상으로 가짜 신경영상장치는 참여자의 마음을 읽고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처럼 보였다. 놀랍게도 참여자의 4분의 3이 이것이 속임수가 

아닌 진짜라고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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