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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과 주의와의 비교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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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보처리 관점에서 기억과 주의와의 비교를 통하여 의식의 개념과 기능적 특

성을 탐색해 보고, 의식과 기억과 주의의 관계에 기반한 정보처리와 작업기억의 특성에 대

한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간의 심적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들

이 설명에 사용될 만큼 충분히 잘 이해되고 있는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통적

으로 이해되는 기초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은 중요하다. 기억과 주의와의 비교를 통

해 정보처리 관점에서 의식은 주변 환경과 자극에 대한 그리고 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과

정에 대해 자각하고, 필요한 행동을 결정내리고 수많은 정보들을 통합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작동시스템의 특성을 가진다. 의식은 정보의 부호화와 저장, 인출이란 특성을 가진 기억, 그

리고 정보의 선택과 분할이란 특성을 가진 주의와 개념적으로 기능적으로 구분되는 심적

구성체 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작업기억은 다양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하나의 시스템이

라기 보다는 의식과 기억과 주의가 함께 혹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정보처리의 작업장일

수 있다. 또한 의식과 기억과 주의란 심적구성체가 함께 혹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심적구

조에서 정보처리는 의식적인 처리과정과 무의식적인 처리과정의 연속선상에서 위계 병렬적

으로 일어날 수 있다.

주제어 : 의식, 기억, 주의, 작동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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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의식의 문제는 철학, 심리학, 인지과학, 신경과학에서 연구된다(Rose, 2006). 철학

은 의식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전개했지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의식

이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Overgaard, 2006). 인지혁명(Broadbent, 1958; Cherry,

1953; Chomsky, 1956; Miller, 1956)이 일어나기 전 심리학에서는 의식의 문제를 지

나치게 주관적이고 철학적인 문제로 간주해서 경험적으로 연구할 수 없는 대상으

로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ackendoff(1989), Johnson-Laird(1993)와 같은 인지

과학자들은 계산주의적 입장에서 의식의 특성을 다루고 있다. 또한 지난 수십 년

동안 신경생리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도 진지하게 의식의 신경적 기초를 찾기 시작

하였다(Crick & Koch, 2003; Merker, 2007).

그러한 결과 의식에 대한 현상적 접근(phenomenal approach of consciousness, Nagel,

1974; Rosenthal, 2002; Schier, 2009), 의식의 신경상관자(neuronal correlates of

consciousness, Crick & Koch, 2003; Koch, 2004; Frith, Perry, & Lumer, 1999; VanRullen

& Koch, 2003), 의식의 계산상관자(computational correlates of consciousness, Atkinson,

Thomas, & Cleeremans, 2000; Moura, 2006), 의식에 대한 정보처리적 접근(information

porcessing approach of consciousness, Atkinson 등, 2000; Baars, 1988, 2002; Jackendoff,

1989; Johnson-Laird, 1988, 1993)등과 같은 다양한 접근이 제시되었다. 현상적 접근

은 의식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아무리 상세하게 밝혀진다 하더라도 철학적 수수께

끼를 일으키는 의식의 질적인 주관적 특성은 궁극적으로 철학적 접근을 통해서 해

명될 수 있고 해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식의 계산상관자는 정보처리적 접근

에 기반을 두었으나, 아직 합의된 명확한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다. 의식의 계산상

관자를 찾고자 하는 이론들은 심적 과정이 계산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모형화 될 수 있는 형태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기본전제를 가지고 있

다(Moura, 2006). 의식의 신경상관자는 합해졌을 때 특정한 의식적 지각이나 경험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신경적 기제나 사건들의 최소집합을 의미한다(Koch, 2004).

또한 기능주의적 관점하에서 정보처리 이론적 틀을 사용한 경험적 의식이론들은

뇌에서 일어나는 정보처리과정을 의식과 관련지어 설명하는데 공통의 목적을 두었

다(Atkinson 등, 2000). 정보처리과정에 기반한 의식이론들은 분해 가능하지만 계산



김은숙․신현정 / 기억과 주의와의 비교를 통한 의식의 개념과 기능적 특성

- 561 -

가능하지 않은, 명료한 알고리즘적 규칙에 의해 기술할 수 없는 부분들도 인정한

다는 측면에서 인공지능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순수한 계산주의적 관점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인지모형들(Anderson, 1983; Newell, 1990)과는 다르다. 이들 의식이론들

은 자각과 자기자각 그리고 의도와 같은 의식의 특성과 관련하여 무엇이 설명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많은 이해를 제공해 준다. 하지만 보편적인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초개념 수준에서 의식을 접근하지 않음으로써, 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의식과 다른 심적 구성체들간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부분

적인 측면만을 다루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이들 의식이론들은 의식을 작업기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작업기억의 개념적, 기능적

명확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Kimberg, D'Esposito, & Farah, 1997; Woodman & Vogel,

2005).

뇌의 정보처리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기억과

주의란 심리학적 구성개념이다. 기억과 주의는 상대적으로 개념적 명확성과 방법

론적 엄밀성을 갖추어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기억과 주의에 대해

의식만큼 개념적 혼란을 갖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유사한 두 현상에서 한 현상(기

억 혹은 주의)의 특징이 비교적 명료하고, 다른 대상(의식)의 특징이 상대적으로

불분명할 때, 양자의 특성에 대한 비교는 후자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방

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의식과 관련된 과제는 컴퓨터, 뇌, 그리고 마음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이

론의 성립과 물리적 구현을 통한 검증일 수 있다. 추상적인 인간의 심적 활동을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초개념이 필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렴된 기본 개념 수준에서 심적 현상에 대한 개념화와 보편적인 심적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 될 필요가 있다.

두뇌 속에서 일어나는 정보처리는 직접 관찰될 수 없기 때문에 자극의 투입과

반응의 출현 사이에 중재된 내적과정을 추론하여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 추론과

정에서 어떤 가설적 개념이나 경험적 자료를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중요시하느

냐에 따라 이론이 달라지고 모형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모

형 속의 가설적 구조들이 설명을 위해 고안된 임의적인 것으로 실체적인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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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의식, 주의, 단기기억, 장기기억, 작업기억, 집행통제시스

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리속에 존재하는 실제 구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와 같은 구조가 있다고 가상할 때 심적 현상이 좀 더 적절하고 쉽게 설명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처리적 관점에서 기억과 주의와의 비교

를 통하여 의식의 개념과 기능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의식과 기억, 의식과 주

의, 주의와 기억을 구분하는 관점에 대한 개념적이고 경험적인 타당성을 탐색하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한 정보처리와 작업기억의 특성을 기술하였다.

기억과 주의의 측면에서 바라다 본 인지적 의식

기억과 주의와 의식의 개념

기억의 개념

일련의 처리과정으로서 기억을 고찰하면 과거 경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인

출하는 과정을 포괄하는 역동적인 정보처리기제이다(Crowder, 1976). 의식 수준과

무의식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와 관련하여 지각적 기억, 자서전적

기억, 언어적․의미적 기억, 시각적 기억, 선언적 기억, 지식, 습관, 운동기술 등 여

러가지 종류의 기억들이 제시된다. 이들 기억들은 무의식수준에서 활성화되지 않

은 상태에서 저장되어 있는 경우를 총칭하여 장기기억이라고 하며, 장기기억에 들

어있는 정보의 특성에 근거하여 명명된 기억현상들이다. 각기 부호화, 저장, 인출

에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것이다.

정보처리 접근에 근거하여 다양한 기억이론들이 제시되었다. 단기기억과 장기기

억으로 구분한 중다기억이론(multi-store theory, Atkinson & Shiffrin, 1968), 깊이처리이

론(depth of processing theory, Craik & Lockhart, 1972), 장기기억의 표상과 처리과정에

대한 활성화 확산이론(Collins & Loftus, 1975) 등이 있다. 또한 기능적 특성에 근거

하여 세분된 하위 요소를 가진 작업기억(Baddeley, 1986, 2003, 2007)이 제시되었다.

장기기억을 다양한 정보의 특성에 따라 의미기억과 일화기억(Tulving, 1972), 서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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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과 절차기억(Anderson, 1983), 외현기억과 암묵기억(Schacter, 1987), 서술기억과 비

서술 기억(Squire, 1993), 사실기억과 출처기억(Schacter, Kihlstrom, Kaszniak, & Valdiserri,

1993)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기억체계를 Schacter(2000)는 일화기억, 의미기억,

지각기억, 절차기억, 작업기억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Baddeley와 Hitch(1974)는 작업기억을 두개의 저장단위와 하나의 중앙 집행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개념화 한 후 모형을 계속 수정하였다. 세

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초기 작업기억 모형으로는 장기기억과의 상호작용을 설

명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초기 작업기억 모형에서 집행시스템이 주의

의 특성을 가진 주의시스템이라고 가정한데서 기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장기기억이 손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적수준의 수

행을 보이는 기억상실증환자의 사례를 통하여 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 환자는

정상적인 즉시기억과 음운적인 정보와 시공간적인 정보처리능력을 보여주었다

(Baddeley and Wilson, 2002). 또한 관련되지 않은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prose)을

처리하는 경우와 관련된 15개의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prose)을 처리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는 연구(Logie, Della Sala, Wynn, and Baddeley, 2000)에서 관련된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을 처리할 경우 청킹(chunking)현상이 나타났고, 이를 처리하는데 따

른 즉시기억 폭이 생겼는데, 초기 제시된 작업기억 모형으로는 이러한 현상에 대

해서 설명 해 줄 수 없었다. 또한 음운루프와 시공간 잡기장속의 정보들이 상호작

용하는 현상과 의식적인 자각현상에 대해 설명을 해 줄 수가 없었다. 이러한 쟁점

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Baddeley(2000)는 일화적 버퍼라는 구성요소를 제안하였다.

일화적 버퍼는 다양한 일화들을 통합하기 위하여 정보들을 결속하는 제한된 용량

의 저장장치로서 주의의 특성을 갖고 있는 집행통제시스템에 의해 통제되며, 의식

적인 자각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다양한 정보들을 부호화 할 수 있

음으로 해서 일화적 버퍼는 서로 다른 시스템들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해주며, 의식

적인 자각현상에 접근함으로서 결속현상과 정보에 대한 인출이 있을 수 있게 한다

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기억에 대한 여러 이론적 모형은 기본적으로 정보처리 조망틀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Lachman, Lachman, & Butterfield, 1979). 정보처리 조망틀은 기억체

계에는 여러 하위 기억체계가 있으며, 처리과정에는 부호화, 저장, 인출과 같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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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들이 있다고 가정한다. 어떤 기억이든 상정된 것은 이 세 가지 단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기억은 정보를 부호화하고 저장하며 인출하는 정보처리과정으로서,

우리가 현재와 과거의 경험에 대해 그 정보와 지식을 계속 유지하고, 그것을 현재

에 되살려 필요한 작업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다(Tulving, 2000;

Tulving & Craik, 2000).

주의의 개념

주의는 어떤 일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다른 일들을 미루어 두는 것으로

(James, 1950; Taylor, 2005), 감각과 저장된 기억, 그리고 다른 인지적 과정들을 통해

이용 가능한 엄청난 양의 정보로부터 제한된 양의 정보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주는 수단이다(Duncan, 1999; Motter, 1999; Posner & Fernandez-Duque, 1999;

Revonsuo, 2010). 우리가 제한된 인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관심의 대상이

되는 자극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고 두드러진 정보를 기억하는 것은 주의

때문이다(Posner & Boies, 1971).

주의에 대해 수행 되어온 수많은 연구들은 설명하고자 하는 주의 현상을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따라 여과처리장치(Treisman, 1969, 1988), 스포트라이트(Johnson,

1987; Sweetser, 1990), 줌 렌즈(Henderson, 1991) 등과 같은 은유를 사용한다. 여과처

리장치체계로서 주의는 하나의 자원이 아니라 정보가 흐르는 여과라는 하나의 구

조로서 설명된다. 여과처리장치로서 주의를 설명하는 경우에는 여과 처리 뒤 주의

가 분할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정하지 않는다. 이후 시각적 주의와 정향과제가 주

의연구의 중요한 패러다임이 되면서 선택적 주의가 정보처리를 억제하는 것이 아

니라 증진 시킬 수 있다는 관점이 제기되었다(Fernandez-Duque & Johnson, 1999).

시각적 주의는 스포트라이트에 비유되는 경우가 많다. 스포트라이트 비유는 시

각계가 시계의 한 지점에 주의를 집중한다는 사실을 뜻한다. 스포트라이트 비유로

서 주의는 집행시스템에 의해 통제되는 것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집행시스템과 주

의는 구분된다. 또한 주의는 자각시스템과도 구분된다. 즉, 스포트라이트는 스포트

라이트를 통제하는 대행자(agent)의 일부분도 아니고, 스포트라이트가 밝게 비추는

것을 직접 보는 사람이 가진 시각시스템의 일부분도 아니라는 것이다(Fernandez-

Duque & Johnso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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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트라이트 비유는 정보처리를 보다 용이하게 해 주는 주의의 증진 측면을 부

각시켰고, 오로지 한 번에 하나의 지점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개념화되기

때문에 동시에 두 지점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겼다(Posner,

1980, 1994). 대상 기반 주의 그리고 공간 기반 주의와 관련하여 주의의 초점 개수

가 하나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입장과 여러 개의 초점주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가 있다. 주의의 초점이 여러 개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의의 분할을 가정해야

만 한다(Kramer & Hahn, 1995). 분할주의와 관련한 주의의 변화율 모형에서는 시각

적 탐지에서 방해자극의 수가 증가하면 방해자극들에 배분되는 주의의 양은 줄어

들게 된다고 주장한다(Henderson, 1991). 그러나 주의 저하의 주된 요인은 방해자극

이 아니라 정보처리의 부하라고 제안되기도 한다(Lavie, 1995). 신호탐지와 선택적

주의에서 주의시스템은 여러 세부특징들이 동시에 제시되는 상황에서 둘 혹은 그

이상의 구별된 과제들을 동시에 수행해야만 한다. 또한 사람들에게는 감각양상에

따라 조절되는 고정된 주의 자원이 있으며 이를 과제의 요구에 따라 배정한다고

보았다(Kahneman, 1973).

최근에 fMRI와 PET 같은 뇌 영상 기법들은 주의에 대한 은유적 틀을 재형성하

고 있다. 외부의 시각장에 주의가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는 뇌 영역에 배분되

어 특정 뇌 영역을 밝혀주는 ‘쉐딩라이트(shedding light)’로서 비유되어지며, 이 경

우 공간기반 주의에 상응한다. 또한 주의에 대한 시각적 은유(vision metaphor)는 안

구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주의를 설명하는 주의의 사전운동이론(pre-motor theory of

attention)에 토대가 된 비유이다. 즉, 시각적 은유에서 눈동자의 중심와는 대상에

주의를 기울여 초점을 맞추지만, 빠른 사카드 안구운동에 의해서 주의가 이동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 이론에서는 주의를 시각시스템의 창발적인 속성으로 개념화

하였고, 또렷한 시각을 제공하는 중심와와 주의의 초점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사카드 안구운동과 주의의 이동은 외인성 주의 단서에 의해 자동적

으로 촉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나의 중심와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는

분할 될 수가 없다고 본다(Sheliga, Riggio, & Rizzolati, 1994).

이처럼 주의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들은 주의에 대해 수많은 은유를 도입하여 설

명하였다. 제시된 많은 이론들과 모형들은 서로 다른 유형의 주의현상을 설명하고

있지만, 주의는 선택적 주의와 분할주의 그리고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억압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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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진이란 두 가지 관점으로 수렴된다고 볼 수 있겠다.

의식의 개념

오늘날 많은 심리학자들에게 있어 의식은 자신과 환경에 대한 주관적 자각과 그

러한 자각상태를 자각하는 자기자각(self-awareness)상태를 뜻한다(신현정, 1999; 이정

모, 2001; Farthing, 1992; Flanagan, 1992; Johnson-Laird, 1993). 그러나 정보처리 관점

에서 의식은 보다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제한된 처리용량의 내용물이라거나(Posner

& Boies, 1971), 혹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목적을 달성할지를 결정내리는 도구

이거나(Shallice, 1972), 행동을 지배하는 심적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처리의 특

별한 양상이라고 설명된다(Mandler, 1975). 의식은 정신적 활동과정(James, 1950)으로,

사고유형 또는 세상을 보는 방식이며, 개인이 일정한 순간에 각성하는 모든 정보

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도 언급된다(Schacter, 1989). 혹은 의식은 현재의 구체적인

일화에서부터 과거의 일화와 미래에 대한 투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자료원에서

나온 정보들을 통합할 수 있는 수단이다(Baddeley, 1992).

현상적 의식이란 측면에서 의식은 주관적인 경험이거나 현상에 대한 질적인 느

낌을 의미하거나 혹은 자신의 이러한 경험이나 느낌에 대해 숙고하는 반성적인 특

성과 자각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식은 이러한 현상적이고 주관적인 의

미와는 다르게 인간이 어떻게 환경 자극을 처리하여 정보를 추출, 저장, 활용하는

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정보처리 접근방식에 기반을 두고 설명될 수 있다.

정보처리관점에서 언급되고 있는 의식에 대한 개념은 우리 자신과 환경에 대한

자각기능과 더불어 결정을 내리고, 의지적인 행동을 주도해 나가는 작동시스템 혹

은 집행시스템의 특성을 가지며, 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목표에 도달하고자 할 때

필요한 행동을 선택하는 최종결정자이며, 결정을 내리고 의지적인 행동을 주도해

나가는 작동시스템의 특성을 가진다(Johnson-Laird, 199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

보처리 관점에서의 의식을 인지적 의식(cognitive consciousness)이라 부르기로 한다.

정보처리 접근에 기반하여 의식의 종류를 분류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Block, 1995; Farthing, 1992; Tulving, 1985a, 1985b; Taylor, 1999). 이들 의식의 분류

들 중 Block(1995)은 의식을 접근적 의식(access consciousness), 현상적 의식(phenomenal

consciousness), 점검적 의식(monitoring consciousness), 자아 의식(self-consciousness)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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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였다. 그의 의식 분류는 계산적인 관점에서 의식의 범위를 정하고 공식화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Atkinson et al., 2000; Moura, 2006).

Block(1995)이 구분한 의식들 중 접근적 의식은 표상적, 양적, 기능적이며, 자신이

겪은 경험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능력이다. 언어를 사용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달

성하기위해 명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다. 주변 환경을 지각하거나 혹은

와인의 맛을 느끼고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것과 같은 사적인 수준의 지각을 반영하

는 감각등록기에 부여된 모듈 수준의 의식이라고 설명된다. 따라서 접근적 의식은

처리해야 할 정보에의 접근이란 의미를 가진다. Chalmers(1996)는 의식을 현상적 의

식과 심리학적 의식으로 구분하였다. 그에 의하면 현상적 의식은 의식경험의 현상

적, 질적, 주관적 특성을 가지며 일인칭 주관적 관점에서만 접근 가능하다. 반면

에 심리학적으로 규정된 의식은 주관적인 현상적 특질을 도입하지 않고도 객관적

접근이 가능한 의식이다. 즉 심리학적 의식은 객관적 과학탐구가 가능한 의식이

라 할 수 있다. 심리학적 의식은 Block(1995)이 언급한 접근적 의식과 유사 할 수

있다.

인지적 의식은 처리해야 할 정보에의 접근이란 의미와 의식이 과학적 이해의 영

역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측면에서 Block(1995)이 구분한 접근적 의식과 Chalmers

(1996)가 제시한 심리학적 의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인지적 의식은 정보에의 접근

이란 의미뿐만 아니라, 정보처리 관점에서 자신과 환경에 대한 자각으로서, 필요한

행동을 결정 내리고 수많은 정보들을 통합하고 통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인지적 의식은 각각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뇌기능들이 결집되어 통합될 수 있

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의식이 없다면 뇌 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복잡한 과제

를 다룰 수 없다고 본다(Taylor, 2007). 따라서 인지적 의식은 기억과 주의와 마찬가

지로 뇌에서 일어나는 정보처리과정에서 자각, 통제, 통합이란 핵심적인 기능을 수

행하는 가설적 구성개념으로 정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Mandler

와 Nakamura(1987), 그리고 Marcel(1983)은 의식을 언급한 바 있으며, Revonsuo(1993)

는 이와는 다소 다른 입장에서 철학적 접근의 현상적 의식과 신경과학적 접근의

의식과는 그 개념을 차별화시키기 위한 용어로 정보처리 심리학적인 관점에서의

의식을 인지적 의식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의식과 기억과 주의는 용량제한, 언어처리와 같은 고차원적인 사고처리과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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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의식적인 자각영역에서 정보처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

고 있다(Farthing, 1992). 이러한 이유로 의식이란 흔히 기억과 주의와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은 채 혼동되었다(Baars, 1999). 인지심리학자들은 특히 작

업기억, 주의, 중앙통제처리장치 세 가지가 의식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고 본다

(Baars & Franklin, 2003; de Gardelle & Kouider, 2009; Kihlstrom 1984, 2004).

중앙통제처리장치는 인지구조의 위계에서 최상위수준에 위치해 있다. 즉, 정보처

리를 모니터링하고 계획하고 결정을 내리는 상위수준에서의 계산을 의미한다. 의

식과 관련하여 중앙통제처리장치는 융통성을 가지고 행동을 통제하는 정보처리시

스템의 가장 통합적인 요소로 간주되며(de Gardelle & Kouider, 2009), 중앙처리기

(central processor, Atkinson & Shiffrin, 1968), 중앙 집행 시스템(central executive system,

Baddeley & Hitch, 1974), 감독시스템(supervisory system, Shallice, 1993), 작동시스템

(operating system, Johnson-Laird, 1988, 1993)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로 표현된다.

중앙통제처리장치는 계산되는 처리용량이란 측면에서 처리하는 정보가 매우 제

한적이다. 따라서 정보처리의 부하를 막기 위해서 처리할 정보를 선택하는 선택기

제가 필요하다. 주의는 정보처리와 가장 관련된 정보만을 선택하고 관련 없는 정

보들은 여과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이유로 의식과 관련하여 또 다른 단순

하면서 강력한 은유로 제시되는 것이 주의에 대한 여과처리장치체계와 기억에 대

한 작업기억이다. Baddeley와 Hitch(1974)의 작업기억에서 중앙집행시스템은 구분이

되는 시공간잡기장, 음운루프와 같은 하부시스템들을 하향적으로 통제하며, 처리할

정보를 선택하는 주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언급된다. Farthing(1992)은 이

러한 작업기억의 내용물들을 의식의 내용물과 같은 것으로 언급한다(주의와 의식

그리고 작업기억과 의식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하겠

다).

의식의 기능과 구성요소

정보처리에서 무엇에 집중하는가와 그것이 어떤 기억을 촉발하는가가 합쳐져서

무엇이 의식 속에 있게 되는가가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의식과 기억과 주의는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개념들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의식과 기억과 주의는 개념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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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 관점에서 의식은 자각으로서의 의식(consciousness as awareness)과 집행통

제시스템(consciousness as an executive control system)으로서의 의식으로 구분되었다

(Farthing, 1992; Revonsuo, 2010). 자각으로서의 의식은 자신의 외부와 내부에서 일어

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자각하고 있는 주관적인 상태이다. 이러한 경우 자각하고

있다는 것은 인식 혹은 알고 있음을 가리킨다(Farthing, 1992; Shallice, 1978). 집행통

제시스템은 의식이 활동적이라는 개념과 잘 부합한다. 의식은 단순히 수동적인 감

각적 자극이나 기억의 수용자도 아니고 경험에 대한 수동적인 해설자도 아니다.

오히려 의식은 목표를 선택하고 목표와 관련된 정보를 찾고 행동을 추진시키는 역

할을 한다(Baddeley, 1992).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의 활동을 감독하고 조정하는 작동시스템의

특성을 가지는 의식은 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목표에 도달하고자 할 때 필요한 행

동을 선택하는 최종결정자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Hilgard, 1977; Johnson-Laird,

1993; Kihlstrom, 1984). 의식은 당장 우리의 목표와 상관없는 정보들을 대부분 걸러

내는 선택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언급된다. 즉, 의식은 용량이 제한된 시스템이라

는 제약하에서 그 순간의 욕구와 목표를 확장시키도록 작동한다(Mandler &

Nakamura, 1987; Marcel, 1983). 또한 의식은 우리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과거의

지식을 바탕으로 사고하고 대안을 고려하고 다양한 결과들을 상상하게끔 만든다.

복잡한 환경에서 기능을 수행하려면 행위를 계획하고, 유도하고, 체제화해야 하는

데, 의식은 이러한 행위의 유도와 감독, 전략 선택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언급

된다(Baddeley, 1992; Ornstein, 1975).

기억과 주의와의 비교를 통하여 정보처리적 관점에서 의식은 환경의 자극들과

다양한 인지적 현상에 대해 자각하면서, 수많은 자료원에서 나온 정보들을 통합하

고 통제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자각(awareness)이란 환경의

사건들과 자극들에 대한 그리고 기억, 사고, 신체적 감각 등의 인지적 현상에 대한

알고 있음이다. 통제란 명료한 지식(자각수준에 있는 지식)에 따라 자신의 심적 상

황(정보처리과정)을 점검(monitoring)하고 통제(control)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의식의

통제기능은 당장 우리의 목표와 상관이 없는 정보들을 대부분 걸러내게 한다. 이

러한 측면에서 집행통제기능은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에 내적으로 보유 되

어 있는 정보와 외적으로 제시된 정보 모두에 주의를 배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인지과학, 제21권 제4호

- 570 -

능력을 의미한다(Baddeley, 1986; Baddeley, Chincotta, & Adlam, 2001). 의식의 통합적

기능은 하나 이상의 특질들로 이루어져 있는 물체를 단일 사물로 지각하는 것으

로, 특질들을 하나로 묶어 외부세계를 하나의 단일 된 실체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의식의 특성으로 언급된다(Taylor, 2005). 모든 감각입력의 흐름이 지각적 처리

를 거쳐 더 적은 수의 인식 가능한 패턴과 항목들로 된 다음, 의식은 우리가 분석

하고 해석하고 미래 행동의 바탕이 되기를 원하는 자극을 선택적으로 저장하게끔

해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의나 기억 개념들만으로는 정신적 경험 혹은 인지과정을 충분히 잘 설

명할 수 없으므로, 의식개념이 필요할 수 있다. 정보처리에서 의식과 기억과 주의

가 함께 작동하는 현상들의 예는 많다(Grossberg, 1999). 칵테일 파티효과에서와 같

이 파티나 소란스런 식당에 있는 경우 우리가 듣기를 바라는 특정 대상(장기기억

속의 관련된 무의식적 정보)과 관련된 메시지에만 주의를 집중하고(선택적 주의),

이와 관련된 장기기억속의 관련 지식이 촉발되고 인출된다. 즉, 무관한 것으로 평

가된 모든 자극은 배경 잡음이 되어 유관한 입력에 주의를 집중하는 동안 무시된

다. 이 주의는 집행통제시스템의 특성을 가진 의식에 의해 관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의를 기울여 선택된 자극과 이로 인해 촉발되어 인출된 정보들의 상호

작용은 의식의 통제(조작)기능과 통합기능에 의해 처리된다. 또한 처리된 정보들에

기반을 두고 다음 정보처리도 연속적으로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의식1)과 기억과 주의의 관계

주의와 기억

작업기억은 제한된 용량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과제들이 수행 될 때 어떤

자극에 대한 기억이 저장되기 위해서는 경쟁하는 자극들 중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1) 본 논문에서 기억과 주의와의 비교란 측면에서 언급된 의식은 2장에서 제시된 인지적

의식을 지칭한다. 본문에서는 인지적 의식이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보단 문맥에

맞추어 ‘의식’ 혹은 ‘인지적 의식’이란 표현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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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eenivasan & Jha, 2007). 주의는 기억저장고에 무엇이 부호화되어 저장이 될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선택적 주의와 기억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Knudsen, 2007; Redick & Engle, 2006). 또한 과거 경험으로부터의 기억은 무엇에 주

의가 기울여져야 하는지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선택적 주의가 기억에 영향을 미

치는 일방향적인 관계가 아니라, 기억 역시 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 작

용 관계를 맺고 있다. 선택된 정보의 일시적 저장과 처리를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서 작업기억은 선택적 주의와 상호작용하며 개념적으로 얽혀 있고 정보처리과

정에서 공동으로 작동한다(Chun & Turk-Browne, 2007; Desimone & Duncan, 1995;

Downing, 2000). 특히 정보의 조작이 필요한 작업기억 과제로서 역행 숫자빼기과제

와 외인성 및 내인성 주의의 조작을 위한 공간단서 패러다임을 사용한 실험에서

작업기억의 조작기능이 내인성 주의와 외인성 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언급

된다(권민영, 김민식, 2004).

그러나 기억과 주의가 정보처리에서 항상 상호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

며 언제나 함께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장면에서 무엇이 기억되느냐하는 것은 그

장면을 어떻게 지각하고 이해할 것이냐에 달려있다는 측면에서 주의가 어떤 대상

을 기억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Silva, Groeger, and Bradshaw, 2006), 암묵

기억은 외현기억과는 달리 주의수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Mulligan and

Peterson, 2008). 또한 시각적 탐색과정에서 탐색된 항목이 작업기억 속에 꼭 저장되

는 것은 아니며, 지각수준에서 대상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이 경우 시각적인

탐색과제와 시각적인 작업기억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더라도 서로에게 심각한 영향

을 미치진 않는다(Woodman, Vogel, & Luck, 2001).

도식과 관련된 대상을 기억하고 인출하는데 있어 주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실험결과를 제시한 연구가 있다(Silva 등, 2006). 일반적으로 장면속의 대

상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이미 장기기억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장면과 관련된 도

식과 지각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이 통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면 속에

제시된 대상을 회상하고 재인하는 것을 연구한 수많은 실험들에서 일반적으로 제

시되는 결과들을 보면 제시된 장면과 맥락적으로 관련된 대상은 회상은 잘 되지만

재인은 잘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장면의 맥락과 관련되지 않은 대상들은 재인

률은 높지만 회상률은 낮다. 이러한 실험의 결과들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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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주의에 대한 도식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기억에 대

한 도식 효과이다. 도식 일치 대상을 더 잘 기억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도식 불일

치 대상을 더 잘 기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점이 주의에 대한 도식 효과

때문인지, 아니면 기억에 대한 도식 효과 때문인지 아직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

고 있다(Goodman, 1980).

이러한 배경에서 Silva 등(2006)은 안구운동 기록방식(eye-movement recordings)과 명

시적인 시각 지시문(explicit viewing instructions)을 사용하여 주의에 의한 정보처리와

기억에 근거한 시각적 탐색을 구분해 보고자 하였다. 참가자들은 요리하기, 책읽

기, 다림질하기, 차 마련하기(tea-making)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과 관련된 네 가지

장면을 제시받았다. 참가자들은 장면을 보고 언급해야하는 대상의 종류에 따라 도

식 일치 대상을 말하도록 지시받은 집단, 도식 불일치 대상을 말하도록 지시받은

집단, 그리고 ‘c’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대상을 말하는 세 가지 실험집단으로 구

분되었다.

이 연구 결과, 실시된 회상검사와 재인검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회상

검사에서는 세 집단에서 모두 도식 일치 대상에 대한 회상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

면에 재인검사에 있어서는 도식 일치대상과 도식 불일치 대상에 대해 세 집단간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재인은 과제지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세

집단에서 도식 일치 대상을 말하도록 요구받은 조건에서 도식 일치 대상을 재인하

는 것과 도식 불일치 대상을 말하도록 요구받은 조건에서 도식 불일치 대상을 재

인하는 것은 상당히 신뢰롭게 나타났다. 즉, 주의는 도식과 관련이 낮거나 도식이

활성화되지 못한 대상을 기억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 같다. 이에

반하여 도식과 관련된 명시적인 지식이 있는 경우에는 과제지시와는 상관없이 대

상들을 회상하거나 재인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도식과 관련된 대상을 기억

하는데 있어 주의가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알려준다.

Woodman 등(2001)은 시각적 탐색이란 맥락 하에서 이중과제와 기저선 패러다임

을 이용하여 시각적 작업기억과 시각적 탐색과제의 상호작용관계를 알아보았다.

이중과제에서 참가자들은 시각적 작업기억에서 보유해야 할 대상이 전혀 없는 조

건, 두 개의 대상을 보유하는 조건, 혹은 네 개의 대상을 보유하는 조건에서 시각

적 탐색과제를 수행하였다. 또한 이중과제, 기억단독과제, 탐색단독과제들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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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블록 단위로 제시되었다.

실험 1에서는 기억과제와 탐색과제에 서로 다른 형태의 자극들을 사용하였다.

실험 2에서는 기억과제와 탐색과제에 같은 형태의 자극을 사용하였고 절차는 실험

1과 같았다. 실험 2의 결과는 기억과제에서 정확률이 전반적으로 더 낮아졌다는

것을 제외하고, 실험 1의 결과와 거의 같았다. 기억과제와 탐색과제에 같은 자극을

사용하였음에도 시각적인 탐색과제와 시각적인 작업기억과제 사이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즉 동시에 탐색과제와 기억과제를 수행하더라도 탐색함수의 기

울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기억정확률도 처리해야 할 항목수와는 독립적이었

다. 또한 실험 1과 2의 이중과제조건에서 보여 진 기억과제수행의 조그마한 손상

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실험 3을 실시하였다. 실험 3의 결과 이중

과제에서 나타난 기억과제수행의 결함은 시각적 탐색 자체 때문에 기인한 것이 아

니라 시각적 탐색이 마스킹 효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과제 패러다임을 이용한 실험의 결과 시각적 탐색과정 자체는 기억부하에

의해 느려지지 않으며, 또한 시각적 탐색과제는 실질적으로 작업기억의 정보보유

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많은 연구자들은 탐색된 항목들이

작업기억 내에 저장된다고 주장해 왔지만, 시각적으로 대상을 알아보는 것은 그

시각적 대상이 작업기억에 부호화되는 것 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탐색된 항목이 시각적 작업기억 내에 꼭 저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들이 사물들을 파악하는 것은 아주 빠르게 일어나지만

작업기억 속에 사물표상을 부호화하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느릴 수 있다는 연구결

과(Jolicoeur & Dell'Acqua, 1998; Woodman & Luck, 1999)를 지지해 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의 뇌는 지각된 대상의 아주 조그마한 부분만을 작업기억

에 저장함으로써 상당한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의식과 기억

의식은 기억이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설명되었다(Taylor, 1999). 즉 의식을 머릿

속에 떠오르는 외현기억이라고 하고, 무의식은 밑으로 가라앉아 잠재되어 있는 암

묵기억이며, 모든 의식은 과거에 겪었던 경험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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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과거지식을 인출하는 수단으로서 기억을 의식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Tulving(1983)은 기억을 의식과 연관지어 의미 기억(noetic, knowing), 일화 기억

(autonoetic, self-knowing), 절차 기억(anoetic, not knowing)의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

다. 또한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가장 높은 차원의 의식이란 자서전적

기억(autobiographical memory)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언급된다(Piolono, 2006). 자서전적

기억은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개인사)의 연장선상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현재의 상태를 고려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생각하는 고차원적인

의식이라는 측면에서 Tulving(1983)의 일화기억과 유사한 기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억상실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암묵기억과 관련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억과 의식 사이에 해리현상이 있다. 자신을 둘러싼 순간순간 경험하는 모든 일

들에 대해서 의식하고,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으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

지만, 자신이 방금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할 수가 없거나(Schacter, 1987, 1989), 외현-

서술기억은 전혀 형성할 수 없지만, 단기기억과 점화과제로 측정되는 장기 암묵-

절차 기억은 정상인 경우도 있다(Shallice & Warrington, 1970).

단기기억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환자들이 정보를 장기기억으로 여전히 전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은 장기기억으로의 정보전달이 단기기억을 통해서만 일어나

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기억하기의 실패는 기억과정의 세 가지 국면

인 부호화, 저장, 그리고 인출 과정 중 어디에선가 잘못됨으로써 초래된다. 기억상

실증 환자들은 기억은 손상되지만 지각능력, 인지능력, 지능이나 행동에 있어선 별

문제가 없다. 그들은 체스를 둘 수도 있으며, 게임도 할 수 있고 복잡한 수업도 이

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억력 테스트에서는 제대로 된 수행을 보이지 않는다(Baars

& Gage, 2007).

의식은 명시적 문제해결 능력에서와 마찬가지로 작업기억의 입력과 산출, 의지

적 작동 모두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Baddeley, 1992; Baars, 1997; Newell

& Simon, 1972). 작업기억은 음운고리와 시공간잡기장이라는 하위체계에 일시적으

로 저장된 정보가 중앙집행장치를 통해 처리되는 과정을 일컫는 용어로 개념화 되

었다(Baddeley, 1986; Baddeley, 1992; Baddeley & Hitech, 1974). 이후 Baddeley(2000,

2003)는 일화적 버퍼(episodic buffer)라는 하부구성요소를 추가하였다.

일화적 버퍼는 하부시스템에 의해서 미처 다루어지지 못한 음운적, 시각적,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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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정보와 의미적, 음악적 정보들이 단기적으로 저장되는 장소로서, 정보를 단일

한 일화적 표상 속에 묶는 것으로 가정된다. 또한 작업기억과 장기기억이 구분되

는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일화적 버퍼는 작업기억의 하부시스템과 장기기억간의 상

호작용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된다(Baddeley,

2000, 2003). 따라서 작업기억은 문제해결, 결정내리기, 추진하기 등 다양한 인지적

인 통제처리활동을 수행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명된다(Baddeley, 1986, 2003;

Baddeley & Hitch, 1974).

의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작업기억과 관련된다. 의식을 자각이라고 정의를 내린

다면 지금 현재 의식하고 있는 내용은 작업기억 속에서 처리되고 있는 내용물과

같다. 작동시스템으로서 의식을 정의내리면 의식은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개시하

는 최종정보처리시스템과 같은 면을 지닌다(Farthing, 1992). 인지아키텍쳐 모형

(ACT-R, Anderson, 1983; EPIC, Meyer & Kieras, 1997)에서 작업기억의 핵심적인 역할

은 상위수준의 정보처리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언급된다. 상위수준의 정

보처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최신 정보로 갱신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

시스템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처리에서 중요한 관건은 정보들이

어떻게 새롭게 갱신이 되고, 처리가 되며 조작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작업기억의 이러한 집행기능에 대한 이론적 정의와 경험적 증거가 명확

하지 않다(Kimberg, D'Esposito, & Farah, 1997). 더욱이 집행통제시스템은 주의의 특

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가정되며(Baddeley & Hitch, 1974; Baddeley, 2003; Norman &

Shallice, 1986), 작업기억의 기초적인 통제처리과정인 정보의 통합(consolidation)과 유

지(maintenance) 사이의 관계는 명확하게 설명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Woodman &

Vogel, 2005). 즉, 정보를 부호화하고 유지하는 과정이 제한된 용량의 같은 기제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대조적으로 구분된 기제들이 정보의 통합과 유지과정을 별개

로 관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작업장에서 정보의 통합과 정보의 유지가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정보를 통제하고 정보를 보유하는 과정들은 독립적인가?

란 물음이 제기된다.

Woodman과 Vogel(2005)은 차폐 변화 탐색 패러다임(masked change-detection paradigm)

을 이용하여 작업기억 내에서 정보를 조작하고 통합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

인 기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기저선 통합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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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유지 통합이란 두 조건하에서의 변화 탐색 정확률을 비교하였다. 이 실험패러

다임은 정향 차폐 변화탐색과제와 모양 차폐 변화탐색과제란 두 가지 종류의 과제

로 구분되었다. 기저선 조건에서의 통합률과 정보의 유지라는 보유조건에서의 통

합률을 비교하였다. 보유조건에서 실험참가자들은 테스트가 끝날 때까지 제시된

자극 모두를 기억할 필요가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 자극간 간격에는 상관없이 차폐자극으로 제시된 정보들은 보다

적게 저장되었다. 그러나 시각적 작업기억의 통합 효율성은 동시에 일어나는 정보

의 유지에 의해 영향 받지 않았다. 변화탐색수행에서 자극간 간격과 관련시켜 살

펴본 함수의 기울기들이 기저선 조건과 정보보유 조건에서 같다는 사실이 일관적

으로 발견되었다. 정보의 통합과 정보의 유지는 비록 제한된 용량에서 작동하지만,

본질적으로 독립적인 처리과정일 수 있다. 즉 정보의 통합과 유지를 통제하는 과

정은 다른 기제들에 의해 수행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연 반응 과제와 fMRI를 활용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작업기억에서 정보가 유지

되는 신경적 토대와 집행적 처리과정이라 불리는 조작과정들이 일어나는 신경적

토대는 서로 다르다(D'Esposito, Postle, Ballard, & Lease, 1999). 이 연구에서 실험참가

자들은 주어진 다섯 개의 글자들을 보고 정보를 보유하거나 조작하도록 하는 지시

를 받았다. 지연기간 동안 정보를 보유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모두 배외측 전전두

피질(dorsolateral PFC)과 복외측 전전두피질(ventralateral PFC) 영역 모두에서 활성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정보를 조작하도록 실험 처치한 경우에 배외측 전전두피질 부분

에 보다 많은 활성화가 나타났다.

집행적 기능은 기억기능과는 구분이 되는 독립적인 기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뒷

받침해 주는 증거는 전전두엽에 손상을 입은 뇌손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를 실시한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Kimberg 등, 1997).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에서 전전두엽에 손상을 입은 뇌손상환자들은 모양이나 색깔과 같

은 분류기준에 따라 카드를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할 경우 그들은 분류기준이

바뀌더라도 이전에 따랐던 분류기준을 그대로 지키면서 카드를 분류하려는 보속현

상(phenomenon of preseveration)을 보였다. 즉,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 사이에 강한 해리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행동을 통제하는 인

지적인 통제능력인 집행통제기능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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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선택된 정보를 의식적으로 처리하고 저장하는 작업기억과 결정을 내리고 행

동을 개시하는 집행통제시스템은 독립적인 기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지지해 준다.

작업기억이 정보처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심적 구성요소로 간주되지

만, 정보처리 심리학에서 작업기억의 특성과 관련하여 어떤 합의가 있는 것은 아

니다(Shah & Miyake, 1999). 정보의 부호화와 저장과 인출이란 특성을 가진 기억 그

리고 자각과 통제와 통합이란 특성을 가진 의식은 구분이 되는 심리적 구성체일

수 있다. 또한 작업기억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들은 작업기억을 저장이 이루어지

는 양상기반 단기기억 저장소(modality-based short-term store)와 작업이 수행되는 비

양상적인 처리센터(modality-free processing center)로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

고 있다(Baddeley, 2006; Dehn, 2008; Shah & Miyake, 1999).

의식과 주의

심리학자들은 한때 주의가 의식과 같은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감각 정보와

기억된 정보 그리고 인지정보에 대한 집중적인 주의과정 중 어떤 것들은 우리의

의식적 자각 없이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의식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지

는 않는다(Taylor, 2007). 특히 맹시현상(blindsight, Weiskrants, 1986, 1998; Stoerig &

Cowey, 1989), 양안경쟁(binocular rivalry, Leopold & Logothetis, 1996), 변화맹(change

blindness, Simons, 2000a, 2000b)과 부주의맹(inattentional blindness, Mack & Rock, 1998),

주의깜박임(attentional blink, Raymond, Shapiro & Arnell, 1992)은 주의와 의식의 자각

이 서로 다른 기능과 다른 신경기제를 가지고 있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현상이

란 사실을 지지해 주는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변화맹과 부주의맹 연구결과에 의

하면, 우리는 흔히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나 실제로 우리

는 외부 세계에 대해 매우 제한된 표상만을 한다(Howe, Evans, Pedersini, Horowitz,

Wolfe, & Cohen, 2009; O'Regan & Noe, 2001). 관찰자들이 정보처리가 일어나는 시점

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에 대해서만 의식적인 자각을 할 수 있다는 이런 현상

은 주의깜박임 실험에서도 나타났다(Raymond, Shapiro & Arnell, 1992).

변화맹은 복잡한 자연장면을 관찰자들에게 제시한 후 이 장면에서 야기된 변화

들을 탐지하는 능력을 측정함으로써 밝혀졌다. 실험참가자가 여러 항목들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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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장면을 본 뒤 일정한 공백 기간이 있은 후 원래 보았던 장면 속의 항목들이

위치나 색깔, 특성들이 변화된 체 제시가 될 때 그 변화된 항목을 알아보지 못하

는 것이다(Simons, 2000a). 부주맹은 실험참가자들의 주의가 특정한 과제에 맞춰져

있는 가운데 기대치 않은 자극이 주어질 때 일어난다. 실험참가자들은 이러한 자

극에 대해 후에 질문을 받으면 종종 구두보고를 할 수 없다(Mack and Rock, 1998).

이러한 현상은 주의가 없을 경우 관찰자들은 대상을 재인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자각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지지해 주는 증거이다. 즉, 주의에 초점을 맞춘 과제

에서 관련 없는 항목들은 의식적으로 자각되지 않는다(Howe 등, 2009). 변화맹과

부주맹 연구결과들로 봤을 때 우리는 흔히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고 생각하나 실제로 우리는 외부세계에 대해 매우 제한된 표상만을 한다(O'Regan

and Noe, 2001).

관찰자들이 정보처리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에 대해서만 의

식적인 자각을 할 수 있다는 이런 현상은 주의깜박임 실험(Raymond, Shapiro and

Arnell, 1992)에서도 나타난다. 주의깜박임 실험에서 관찰자들은 ‘E’라든지 ‘X’와 같

은 특정한 목표자극을 찾는다. 이 경우 관찰자들은 이 단일글자들이 어디에나 제

시되어도 주어진 단일 글자에 대해 쉽게 보고를 한다. 그러나 두 개의 목표자극이

200ms에서 500ms 시간간격을 두고 제시가 되면, 두 번째 자극에 대해선 보고를 제

대로 못하는 것 같다. 또한 이것은 첫 번째 자극이 두 번째 주어진 자극을 지각적

으로 차폐하기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J W E B P X L’이란 글자들이

제시되고 관찰자들이 E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면 쉽게 X를 탐지할 수 있지만, 관

찰자들이 E를 보고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쉽게 X를 탐지할 수 없었다. 즉, 첫 번

째 목표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게 됨으로서 두 번째 자극에 대해서는 구두보고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의식적 자각은 주의가 없어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Li와 그의 동료들이

실시한 실험에서(Li, VanRuellen, Koch, & Perona, 2002, 2005) 관찰자들은 시각장의

한 영역에 주의를 기울이며 시각적 탐색과제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시각장의 다른

영역에 짧게 제시된 자극(예: 동물들)을 모니터링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실험참가자들은 선택적 주의가 없는 상황에서도 시각장의 다른 영역에 제

시된 자극(예: 동물들)을 잘 탐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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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반론으로 실시한 Evans와 Treisman(200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의가 기울어지지 않은 장면속의 대상을 자각하는 것과 주의가 기울어진

장면속의 대상을 자각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주의가 없는 자각수준에서 장면을

분류하거나(산인지 바다인지) 혹은 그 장면 속에 동물이 있거나 없거나를 보고할

수 있지만, 그 주어진 장면 속에 어떤 동물이 있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동물과 사람

을 함께 제시한 장면에서 주의가 없다면 두 개 이상의 속성들을 결합해야하는 지

각을 형성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볼 때 초점주의가 없

어도 우리는 시각적 자극을 자각 할 수 있지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대상이 가진

다양한 속성들을 결합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보다 완전한 자각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각 없이 주의를 기울이거나 대상을 선택하고 결속할 수 있는가? 란

물음이 제기된다. 일차시각피질에 손상을 입은 맹시환자들은 자각하지 못하는 시

각장 속에 있는 사물들이 무엇인지를 추측해 보도록 요구를 하면, 우연수준 이상

에서 정확하게 보고를 할 수 있다. 또한 공간적으로 자각하지 못하는 시각장에 단

서를 제시하면, 그들은 그 시각장에 제시된 목표자극에 대해 아주 빠른 속도로 변

별을 한다. 이 증거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자극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주의가 자각현상을 꼭 동반하진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로 언급된다.

맹시현상은 의식적인 자각 영역 밖에서도 사물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

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수준의 정보들도 의식적인 자각범위 밖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견해를 지지해 주는 것으로 인용된다(Stoerig & Cowey, 1989; Weiskrants,

1986, 1998).

Lamme(2003)은 선택적 주의와 의식적 자각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정보처리에서 선

택적 주의와 의식적 자각이 작동하는 모형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의 (a), (b), (c)에서처럼 주의가 무엇을 의식하고 의식하지 않을 지를 결정

하고 또한 무엇을 보고할 수 있는지를 결정내리는 모형에서는 주의와 의식이 명확

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림 1(d)에서 입력 자극의 의식적인 처리와 무의식

적인 처리를 구분하고, 주의의 선택적인 기능을 독립적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주의는 자극이 의식적인 상태에 놓일 수 있는지 어떤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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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의식(자각)과 주의의 관련성

니라, 자극에 대한 구두보고가 가능한지를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주의는 항목들이

작업기억 속에 저장되어 나중에 구두로 보고할 수 있는지를 결정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다. 많은 입력 자극들을 의식(자각)하지만 주의가 없다면 이러한 의식적인 경

험들을 구두로 보고할 수 없고 쉽게 잊어버린다. 이러한 모형은 짧고 손상되기 쉬

우며 쉽게 구두로 보고할 수 없는 시각적 경험들과 그와는 대조적으로 안정적이면

서 구두로 보고할 수 있는 경험이 구분된다는 사실을 제시해 준다.

Koch와 Tsuchiya(2007)는 선택적 주의와 의식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어 의식은

실질적으로 주의와는 다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한다. 그들에 따르면 의식

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지각이나 행동은 하향식 주의과정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러한

주의과정이 의식을 불러일으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처리방식들로 분류될

수 있다. 즉, 주의와 의식 과정이 함께 있는 현상, 주의만 있는 현상, 주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의식적인 자각만이 있는 현상, 그리고 의식과 주의가 모두 없는 현

상이다. 이러한 분류에 근거하여 Koch와 Tsuchiya(2007)는 주의와 의식은 꼭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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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날 필요가 없으며, 명확하게 다른 실험기법을 조작함으로써 측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주의 현상에 대한 스포트라이트 비유에 의하면 주의는 집행통제시

스템과 자각시스템과 구분된다. 집중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정보가 처리되는데, 주의의 스포트라이트 영역 안에 있는 자극은 쉽게 탐지가

되지만 밖에 있는 자극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Crick, 1995; Fernandez-Duque와

Johnson, 1999; Palmer, 1990; Posner, 1980).

이러한 연구결과들로부터 주의와 의식은 같은 개념이 아니며 똑같은 특성을 가

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의와 의식은 다른 뇌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

으로 보고된다. 뇌 영상 기법을 통해 살펴봤을 때 주의는 단일 세포 수준, 다층으

로 된 통합세포수준, 다층모듈수준의 뇌의 모든 수준에서 관찰된다. 다양한 주의

활동이 뇌의 넓은 부분에 걸쳐 일어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통제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Taylor, 2005).

논의 1: 의식과 기억과 주의의 독립적인 관계

의식, 기억, 주의는 개념과 기능에 있어 서로 얽혀 있어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란 쉽지 않다. 의식, 기억, 주의는 개념과 기능에 있어 서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정보처리의 제약이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일상적인 정보처리의

경우에 제한된 시간 내에서 특정 정보처리를 완료해야 한다는 제약을 지니고 있다

(Baddeley, 1986). 인간의 주의용량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인간의 기억도 한계가 있으

며, 기존 지식의 영향이 크다(Knudsen, 2007; Woltz and Was, 2006). 또한 연산, 유추

등의 인지작용과 더불어 제한된 용량의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억의

한 체계로서 작업기억은 제한된 용량을 가지고 있다(Baddeley, 1986). 이러한 이유로

작업기억은 주의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접근되기도 하며(Baddeley, 1986; Norman &

Shallice, 1986), 때로는 의식의 자리로 설명되기도 한다(Baars, 1988). 그러나 그림 2

에서 제시된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의식, 기억, 주의현상은 정보처리에서 독립적으

로 작동할 수 있으며 개념과 기능에서 구분이 될 수 있다.

그림 2에서 의식, 기억, 주의의 공통된 영역과 독립된 영역은 의식, 기억, 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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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의식과 기억과 주의의 관계

(■는 두 구성개념간 상호작용 ●는 두 구성개념간 독립적인 처리에 대한 연구)

함께 작동하는 경우, 둘이 작동하는 경우, 그리고 아주 특별히 고안된 것으로써 하

나만 작동하는 경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식을 유발하는 핵심적

인 구성요소로서 주의를 다룬 연구들이 있지만(Dehaene, Sergent, & Changeux, 2003;

Mack & Rock, 1998; Taylor, 2007), 의식 없는 주의 현상도 있고(Melcher, Papathomas,

& Vidnyanszky, 2005), 의미적인 수준에서 자극에 대해 의식(자각)하지 않아도 단어

처리가 일어난다는 뇌기능 분석 연구결과도 있다(Vogel, Luck, & Shapiro, 1998). 이

러한 사실은 의식이 반응을 유발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제시해

준다. 또한 역으로 시각적 주의가 시각적 자각(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데 꼭 필요한

사전조건은 아니다(Kentridge, Nijboer, & Heywood, 2008).

시각적인 탐색과제와 시각적인 작업기억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더라도 서로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Woodman 등, 2001), 일상생활의 장면지각에서 어떤

대상을 기억하고 인출하는데 있어 주의가 없어도 기억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Silva

등, 2006). 정보를 통제하고 정보를 보유하는 과정들이 혹은 정보를 유지하고 조작

하는 과정들이 독립적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있으며(D'Esposito 등,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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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man and Vogal, 2005), 마찬가지로 주의와 의식적인 자각이 함께 진행될 필요

가 없고(Evans & Treisman, 2005; Li et al., 2002, 2005), 또한 명확하게 다른 실험기법

을 조작함으로써 측정 되어질 수 있다(Koch and Tsuchiya, 2007). 전전두엽에 손상을

입은 뇌손상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위스콘신 카드분류검사의 결과에서 선택된 정보

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작업기억과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개시하는 집행통제 시스

템은 구분이 될 수 있다(Kimberg 등, 1997).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집행적 기능과 기

억기능은 구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 준다.

특히 결속현상(Binding)에 관한 설명에서 의식의 자각기능과 주의의 선택적 기능

은 구분된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보통 그 대상이

지닌 다양한 속성들을 자각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자각은 그 대상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기본적인 특성(속성)을 결합하는 것이다. 세부 특징 탐색 수행(Treisman,

1988)에서는 결속현상에 대해 선택적 주의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

되고 있다. 그러나 가상결합현상에서 주의가 없는 상황에서도 결합은 일어나고, 참

가자들이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때조차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결합 현

상은 나타난다.

예를 들어 He and Nakayama(1992)는 크기와 색과 같은 세부특징들은 주의과정

없이도 쉽게 결합될 수 있고, 통합된 세부특징들을 탐색하는 것은 개별적인 세부

특징을 탐색하는 것처럼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표적자극

으로 커다란 빨간원을 제시해서 방해자극인 작은 빨간원과 큰 파란원, 작은 파란

원들 사이에서 찾게 했을 때와 표적자극으로 빨간원을 제시하고 방해자극으로 파

란원을 제시해서 표적자극을 찾도록 했을 때를 비교해 보면 반응속도와 정확률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따라서 정보처리에서 의식과 기억과 주의가 함께 작동하는 경우도 있으며, 의식

없이 주의나 기억처리과정이 진행되거나, 주의 없이 의식이나 기억과정이 진행될

수 있으며, 기억 없이 의식이나 주의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 작업기억과 작동시스

템은 구분될 수 있으며, 의식적인 자각은 선택적 주의와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

다. 또한 주의와 기억이 항상 함께 작동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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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2: 의식과 기억과 주의의 관계에 기반한 정보처리의 특성

정보처리 심리학에서는 의식적인 처리과정과 무의식적인 처리과정으로 구분하여

기억과 주의에 대한 여러 실험패러다임을 적용하였다. 또한 다양한 심적 현상들은

의식수준과 무의식수준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Farthing(1992)은 내성법과 심리학

이론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의식수준과 무의식 수준 사이의 관계를 나타

내 보여주는 의식수준모형을 제시하였다. 그의 의식수준 모형을 기준으로 정보처

리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의식과 주의의 구분에 관한 연구(Koch &

Tsuchiya, 2007), 장기기억과 단기기억이론(Atkinson & Shiffrin, 1968; Baddeley & Hitch,

1974; Squire, 1993), 그리고 자각의 특성을 가진 의식과 선택적 특성을 가진 주의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Lamme, 2003) 결과들을 통합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은 의식과 관련하여 무엇이 설명되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

다. 이 그림에서 의식과 기억과 주의가 함께 혹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정보처리

구조는 의식적인 처리과정과 무의식적인 처리과정의 연속선상에서 서로 다른 수준

으로 조직화되고, 서로 다른 수준에서의 처리 과정들은 상호작용적이고 연속적이

다. 또한 위계적인 정보처리의 기능적 흐름은 계열적이면서도 순환적이고 병렬적

인 것 같다. Farthing(1992)은 의식수준모형에서 대각선은 정보처리해야 할 내용물이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줄어드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는 또한 의식적

인 정보처리와 무의식적인 정보처리가 연속선상에서 일어나는 위계적인 정보처리

구조를 의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문장이해라는 언어처리에는 복수의 분석이

동시에 수행되는 병렬처리가 일어난다. 언어이해의 초기단계에서 유입되는 단어나

언어정보와 관련된 모든 의미정보가 활성화 되어 인출되는데 이러한 언어접속은

병렬적인 처리과정이다. 또한 처리의 순위가 있는 위계적인 병렬처리로, 언어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하위처리과정 혹은 구성성분들이 문장이해라는 하나의

틀 속에 자리 잡는다. 즉, 언어처리에서 담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성파악, 단어

재인, 문법구조 분석, 의미표상의 구성, 추론을 다루는 개별적인 처리기들이 위계

를 이루고 있다(Jackendoff, 2007).

Farthing(1992)은 의식 수준모형에서 의식의 다양한 수준들에 따라 일차적 의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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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의식과 기억과 주의에 대한 정보처리 연구결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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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적 의식, 고차적 사고와 메타의식, 초점적 자각과 주변적 자각, 무의식(전의식)

과 같은 다양한 수준의 의식을 언급하였다. 그림 3에서 살펴보면 정보처리의 아래

수준에서 위 수준으로 서로 다른 의식들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 수준에 따라 다

른 유형의 처리과정이 일어난다. 따라서 모든 수준에서 다양한 정보처리가 일어난

다고 할 수 있다. 의식적 자각영역 밖에서 정보처리가 일어날 수 있고, 같은 수준

에 있는 의식의 내용들이 언제나 같은 수준에서 같은 처리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

니다.

또한 의식적인 처리과정과 무의식적인 처리과정은 분리된 과정으로서 언급되어

왔지만(Gazzaniga, Ivry, & Magnun, 2002; Johnson-Laird, 1988, 1993), 실제로는 하나의

연속체 일 수 있다. 무의식적 처리과정은 처리과정 그자체가 자각 되지 않을 뿐,

의식적인 처리과정과 마찬가지로 감각적인 입력 자극을 예비 처리하고, 기억으로

부터 정보를 회상하고 자동화된 행동들을 수행하면서 맹렬하게 활동한다. 의식수

준과 관련하여 Baars(1988)는 어떤 물리적인 자극들도 식역 이하의 처리과정, 의식

전 처리과정, 의식적인 처리과정을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작업기억과

관련하여 장기기억은 감각정보의 의미를 파악하며 부호화하여 다른 내용의 또는

다른 양식의 부호로 바꿀 수 있도록 지식 정보를 제공하며 각종 지식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다. 여러 가지 종류의 장기기억들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의식

적 상태에 있으며, 전의식적 상태에 놓여 있는 장기기억의 재활성화가 작업기억을

의미할 수 도 있다(Baars and Gage, 2007).

기억에 대한 여러 정보처리모형들에 의하면 우리는 기억해야 할 정보를 순간적

인 감각기억으로 기록하며, 여기에서 처리된 정보가 단기기억 혹은 작업기억으로

들어가며 단기기억에서 되뇌기를 통하여 정보를 장기기억으로 입력시켜 나중에 인

출하게 된다. 정보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각하지도 못한 채, 자동적으로 장기기억

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또한 인출하기가 매우 어려운 설단현상에서 기억속에 저장

된 특정한 전의식적 정보(내인성주의)가 비록 의식적 사고에 완전히 접근할 수는

없을지라도 제시된 단서(외인성 주의)에 의해 기억해 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러한 경우 내인성 주의와 외인성 주의가 언제나 함께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Johnson-Laird(1988)에 의하면 인간의 인지체계는 입력되는 어떤 정보를 추가 처리하

고 기억에 보존하기 위해 선택하는데, 그것은 두 가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일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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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즉 하나는 작동시스템으로부터 나오는 계획적인 결정들에 의존하는 것이

고, 다른 하나는 어떤 류의 사건들에 대한 자동적인 주의집중효과이다.

작업기억은 기억 체계가 실제의 의식적, 심리적 활동의 요구들에 어떻게 부응하

느냐에 초점을 두고 발전되었으며, 인지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일시적으로 보유하

고 조작하는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접근되었다. 그러나 작업기억의 효율성과 기

억처리과정의 관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ockstroh and Schweizer, 2001).

왜냐하면 작업기억은 세 개의 저장단위와 하나의 집행통제장치를 가지고 있는 하

나의 시스템으로 개념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네 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작업기

억에서 집행통제시스템은 주의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가정되며, 일화적 버퍼는 이

러한 집행통제시스템의 통제를 받아 유입된 정보를 처리하고 의식적인 자각에 접

근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Baddeley, 2000, 2003).

이러한 가정 하에서 작업기억(Baddeley & Hitch, 1974; Baddeley, 2003)은 마치 자

각, 통제, 통합이란 특성을 가진 의식과 정보의 부호화, 저장, 인출이란 특성을 가

진 기억, 선택과 분할이란 특성을 가진 주의현상이 공동으로 작동하는 작업공간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같다. 이를 의식, 기억, 주의의 관계(그림 2)에서 살펴

본다면 의식, 기억, 주의란 세 개의 고리가 교집합을 이룬 부분이다. 즉, Baddeley

& Hitch(1974) 그리고 Baddeley(2003)의 작업기억은 의식적인 자각과 선택적 주의 그

리고 정보의 저장과 통제가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

다. 그러나 정보처리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의식과 기억과 주의가 독립적으로 작동

하는 심적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의식과 기억과 주의란 심적 구성요소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개념화되어질 필요는 없다. 의식적인 자각과 선택적인 주의는

구분되며, 작업기억의 집행기능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시되고 있으며, 작업기억의

기초적인 통제처리과정인 정보의 통합과 유지사이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가설들은

거의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심지어 정보를 유지하는 과정은 기억처리과정

으로 분류 되어질 수 있지만, 중앙 집행 장치의 활동들은 기억처리과정보단 주의

과정과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다고 제안되기도 하였다(Rockstroh and Schweizer,

2001).

또한 그림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무의식적인 처리과정이라고 해서 정보처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무의식이란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거나 혹은 움직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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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행위를 조종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과정들로 언급된다. 실

험연구에 의하면 무의식적 마음은 의식적으로 심적 활동을 수행할 때와 같은 심적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무의식적 마음은 의식적인 마음에 대해 대안적인 것은 아

닐 수 있다(Ap Dijksterhuis & Meurs, 2006). 이와 유사한 입장에서 Kihlstrom(1999,

2004)은 의식적인 자각 없이 주변 환경과 자극에 대해 반응을 하고 지각처리를 한

다는 의미로 식역하 지각(subliminal perception), 암묵적 지각(implicit perception)이란

표현을 언급하였다. 또한 상부수준과 하부수준이 존재하는 상위인지과정에서 무

의식적인 상위인지 처리과정과 암묵적인 상위인지적인 규제(implicit metacognitive

regulation)가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된다(Fernandez-Duque 등, 2000).

따라서 무의식적인 처리과정은 의식적인 처리과정의 반대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

정보처리에서 기억과 주의를 설명하는데 있어 상위인지체계로서 의식의 필요성

은 오래전부터 언급되었다. Atkinson and Shiffrin(1968)은 기억과정은 부호화, 저장,

인출이란 세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며, 이러한 기억과정은 인간의 내적구조에 의해

서 강하게 통제 운영된다고 언급함으로써 기억과 통제시스템을 구분하여 설명하였

다. 이들에 따르면 인간은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모든 자극을 그냥 받아들여 감각

기관에 등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내적구조에 의해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의 내적구조에 의해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음이 심한 공

항 대합실 같은 곳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나 자기의 비행기 안내방송

같은 것은 쉽게 듣게 된다. 또한 들은 내용 역시 그 상황이나 주위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과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것들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예이다. 이러한 통제체제는 내적 인지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언급된다.

정보처리 관점에서 의식의 주관적인 특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작동시스템으

로서 의식은 컴퓨터시스템의 중앙처리장치에 비유된다. 주관적 자각상태와 통제기

능은 동등한 개념은 아니지만 주관적 자각상태와 작동시스템의 내용물과 활동 간

에는 중요한 관련성이 있다(Johnson-Laird, 1993; Kihlstrom, 1984; Shallice, 1978). 중앙

통제처리장치로서 작동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뇌의 행위자들은 계층적인 조직화에 매우 능해서 권위 있는 결정규칙, 연산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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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계층구조로 조직화되어 있으며(Johnson-Laird, 1988; Pinker, 1997), 계획을 짜

고 실행하는 작동시스템은 필요하고, 의식은 그러한 작동시스템의 특성을 가진다.

심적구성요소로서 의식은 위계 병렬적 심적구조물에서 기억과 주의와 함께 혹은

독립적으로 다양한 수준에 걸쳐서 작동할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정보처리적 관점에서 의식과 기억과 주의의 개념적, 기능적 특성

을 비교하여, 의식과 기억, 의식과 주의, 주의와 기억을 구분하는 관점에 대한 개

념적이고 경험적인 타당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의식과 기억과 주의가 함

께 혹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위계 병렬적 정보처리구조에서 정보처리와 작업기억

의 특성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의식은 철학과 과학의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적절한 몇 마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의식은 처리과정과 현상적 인식이라는 개념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문

제와 쉬운 문제라는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명시적인 처리과정과 암묵적인

처리과정이라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접근되어 분석되었다(Koch & Tsuchiya, 2007).

많은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의식의 특성인 집행적 기능은 기억기능과는 구분될

수 있으며, 의식적인 자각은 선택적 주의와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주의는 운

전하면서 보행자를 조심하는 것과 같이 본질적으로 보다 깊은 정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선택하고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기억처리과정에서 인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출되는 정보는 이미 학습되거나 부호화된 정보와 합쳐

져야 한다. 게다가 기억을 인출하고자 하는 목표와 바라는 기억을 찾고자하는 정

신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

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점검하고 타당성을 확인하는 구성체가 필요하다.

기억은 정보를 부호화, 저장, 인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반하여 의식은 이

러한 기억과정 전반을 자각하고 통제하며 점검하여 그 타당성을 확인하는 구성체

이다. 또한 의식과 기억과 주의의 독립적인 작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작업기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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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과 기억과 주의가 함께 혹은 독립적으로 정보를 선택하고, 되뇌기하고, 조작하

는 정보처리가 일어나는 작업장으로서 개념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

서 의식수준과 무의식수준의 연속적인 정보처리가 일어나는 정보처리구조에서 의

식과 기억과 주의란 심적구성체가 함께 혹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모듈들이 정보

처리의 위계를 이루며 병렬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많은 모듈들이

정보처리 단계마다 혹은 정보처리의 다양한 수준에서 정보처리의 중심에서 작동하

느냐 아니면 주변에서 작동하느냐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정보처리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정보처리시스템의 기능을 구현하는 심적 구성요소로서 의식에 대한 이러한 접근

은 기억이나 주의와 같은 다른 종류의 인지적 처리과정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은

연구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화 된 개념화와 그에 따른 경험적

증거들이 수집되어져 보다 낮은 기초적인 수준에서 정량화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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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s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consciousness

in comparison of memory and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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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s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consciousness in comparison

of memory and atten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processing. It also provides an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hree as hypothetical constructs. Consciousness is

regarded as too ambiguous a concept to be understood and accepted as a mental construct

without the inclusion of memory and attention in any conceptualization. We need one criterion

to count satisfactorily as an explanation of consciousness in information processing. Consciousness

would be a subjective awareness of momentary experience and also have the characteristic of an

operating system performing control and consolidation in information processing. This could be

called cognitive consciousness which refers to a subjective awareness and an executive control

system, even though those are not equivalent concepts. Consciousness, memory and attention,

three mental constructs could operate dependently or independently depending on the specific

tasks conditioned in many information processing levels whose modules with three mental

constructs could operate in hierarchy. In this premise, working memory could not be a unitary

system, contrary to those of Baddeley and Hitch(1974) and Baddeley(1992, 2000), just being a

mental workplace consisting of two components: the phonological loop, and the visual-spatial

sketchpad without the episodic buffer and a central executive which are the characteristics of

consciousness. In the continuum of information processing, the conscious processes and the

unconscious processes seem not to be totally different and contrasting processes.

Keywords : consciousness, memory, attention, operating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