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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를 통한 재현의 경쟁과 공존

: 신경과학의 얼굴 인식 메커니즘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장 하 원*

과학적 활동에서 시각화(visualization)는 새로운 현상을 재현(representation)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다. 특정한 시각화 방식이 믿을만한 재현으로 구성되는 과정은 관련 기

구와 실행에 대한 행위자들의 협상과 체화를 수반하는 사회-기술적 과정이며, 이로부

터 생산된 시각적 재현은 해당 분과의 사실주의와 인식적 가치에 의해 정당성을 획득

한다. 이 논문에서는 얼굴 인식 메커니즘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제시하는 두 과학

자 그룹이 논문에 제시하고 있는 시각적 이미지들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특정한 시

각화 방식을 구성하여 자신들의 연구 가설을 재현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두 그룹은 동

일한 fMRI 기술을 사용했지만, 서로 다른 fMRI 실험 패러다임과 시각적 자극을 사용

함으로써 상이한 이론을 뒷받침 하는 시각적 증거를 만들어냈다. 이 때, fMRI 자극으

로 활용된 시각적 이미지는 해당 과학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현상에 개입하고 자신의

연구 가설을 실험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도구이자, 다른 과학자들과 소통하고 설득함

으로써 연구자가 제시하는 해석의 설득력을 높이는 수단이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실

험 패러다임 속에서 생산된 시각적 증거들은 뇌영상과 이론적 모델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 재현물로, 이러한 시각적 재현의 연쇄가 이루는 정합성에 기초해서 얼굴 인식 메

커니즘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에 과학적 가치가 부여되었다. 본 논문의 사례와 같이,

같은 현상에 대한 상이한 재현이 공존하는 현상은 이러한 재현이 과학자 사회 내부의

맥락에 철저히 의존해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드러내며, 이는 과학적 지식의 가치와 한

계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1)

【주제어】시각화, 재현, 신경과학, fMRI 자극, 실험 패러다임

†이 글은 2010년 2학기 과학기술과 사회 주제 연구 수업에서 쓴 논문을 발전시킨

것이다. 수업부터 논문까지 열심히 지도, 격려해주신 홍성욱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

리며, 함께 수강한 동료들의 조언에도 감사드린다. 또한 논문의 주장을 명료히 하

기 위해 꼭 필요한 논평을 해주신 심사위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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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인간의 뇌에 얼굴들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해서 인식하고 처리하는 특

별한 모듈(module)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얼굴을 비롯한 모든 사물들이 일반

적인 메커니즘 하에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인지심리학을 비롯해서 신경심리

학, 신경생리학 등 다양한 분과에서 논쟁이 있어왔다. 1990년대에는 양전자 단

층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기능성 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등 인간의 정신 과정(mental process)과

연관된 신경학적 기반을 가시화 할 수 있는 뇌영상 기술이 발전하면서, 얼굴

인식 과정에 대한 연구자들도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여 얼굴에 대한 시각적 정

보 처리에 관여하는 뇌 영역을 찾기 시작했다. 이 글은 fMRI 기술을 활용하여

얼굴 인식 과정에 대한 상이한 주장을 제시해 온 대표적인 두 과학 그룹인

Nancy Kanwisher 그룹과 Isabel Gauthier 그룹의 논쟁을 소재로 삼는다. 이들

은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한 것으로 만드는가? 이들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이 과정에서 이미지는 어떻

게 만들어지며,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는 과

정을 통해 과학적 실행에서 시각화를 통한 재현이 갖는 역할과 의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그동안 과학기술학 분야에서 과학에서의 시각화(visualization)와 재현

(representation)에 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여기서 ‘시각화’를 비

가시적이었던 것을 가시적인 것으로 형상화(figuration)한다는 의미로 두고, 이

를 이용해 과학적 설명이나 주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실재(reality)가 입증

(demonstration)된다고 보면(Cambrosio et al., 2005), 시각화는 재현을 위한 특

정한 방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현상의 재현은 이를 기록하는 도구

의 창조를 수반하는데, 기록을 통해 대상은 관찰 가능한 실재이자 이동과 변

형, 중첩이 가능한 형태로 구성된다(Latour and Woolgar, 1979; Latour, 1986;

Callon, 2002). 기록의 일종으로서무수히많은종류의 시각적 이미지와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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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해당 사회와 분과의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져왔다

(Rudwick, 1976; Lubar, 1995; Draaisma and Rijcke, 2001). 이 과정에서 어떤

시각화 방식이 보이지 않았던 대상에 대한 믿을만한 재현을 생산해낼 수 있는

가의 문제, 즉 시각화 회귀(visualization regress)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행위자들 사이에서 시각화 방법과 기구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새로운 현상을

나타내는 이미지의 바람직한 모습이 공유됨으로써 해결된다(Ruivenkamp and

Rip, 2010). 또한, 특정한 시각화 방식은 사람과 기구, 이미지 등의 인공물들의

사이에 걸쳐 분산되어 루틴(routine)으로 체화되는데, 이렇게 전형적인 기법으

로 자동화된 방식은 암묵적 규칙으로 작용하면서 과학자들의 활동에 수행성

(performativity)과 객관성(objectivity)을 부여한다(Callon, 2002; D'Adderio,

2008). 이처럼 특정한 시각화를 통한 재현은 관련된 기법과 도구에 대한 협상

과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사회-기술적 과정(socio-technological process)을 통해

정당화 된다(Ruivenkamp and Rip, 2010). 따라서 시각적 재현은 해당 사회의

시각 문화와 과학 분과의 인식적 가치(epistemic virtue) 및 사실주의 양식을

반영한다고 불 수 있다(Lynch, 1991; Sargent, 1996; Kaiser, 2000; Daston and

Galison, 2007).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기반으로 하여, 얼굴 인식의 메커니즘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제시하는 두 과학자 그룹이 그들의 논문에서 사용하

고 있는 ‘중간 재현물’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어떻게 특정한 시각화와 재현

의 방식을 구성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지금

까지 신경과학과 관련한 논의를 해 온 STS 학자들은 주로 최종 재현물로서

‘매력적인 뇌영상’이 갖는 권력에 문제의식을 두고 연구해왔다(Dumit, 1999;

Beaulieu, 2002; Joyce, 2005; 2008, 홍성욱․장대익, 2010). 이들 대부분이 최종

적으로 생산된 뇌영상이 갖는 특징으로 인해 법정, 병원 등의 공간에서 효력

을 갖게 된다는 점은 충분히 논했지만, 뇌영상이 과학자 사회 내부에서 과학

적 주장을 보이는 것으로 정당화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얼굴 인식 메커니즘과 같이 신경과학 분야에서 입증하고자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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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실재하는 대상의 존재 자체가 아닌 현상에 대한 해석이다. 뇌과학 분야

내에서 특정 부위의 활성을 나타내는 뇌영상은 실재를 그대로 재현하는 사진

이 아니라, 특수하게 설계된 실험 조건 하에서 생산된 데이터들이 여러 단계

의 처리를 거쳐 만들어진 기록물로 인식된다. 이것이 특정한 과학적 주장을

재현하는 것으로 이어지기까지 일련의 시각적 재현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

으며, 이 재현물들이 맺는 관계가 주로 논문에서 발표되고 검토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신뢰도가 결정된다.

이렇게 뇌과학 분야에서 과학자들이 자신의 설명의 타당성을 보이기 위해

서는 최종적인 뇌영상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시각화 기법을 통해 생산된

시각적 증거들을 제시하며 관련 과학자들과 일반 대중들이 ‘보는’ 방식을 특

정한 전문적 시각(professional vision)으로 이끈다(Lynch, 1985; Goodwin,

1994). 이러한 중간 재현물 중 이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fMRI를

활용한 연구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인지 과정을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fMRI 자극(stimuli)과 이것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이다. fMRI 자극은 주로 이

미지나 글자, 소리로 주어지는데, 피험자에게서 재현하고자 하는 인지 과정을

가장 잘 유발할 수 있는 적절한 자극을 만들어내는 작업은 뇌과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fMRI 자극은 단순히 피험자에게 특정한

인지 과정을 발생시키는 역할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 개인이 품고

있는 생각을 가시화 하는 도구이며, 이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논문

을 통해 이동하면서 다른 과학자들의 시각과 생각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끈다.

본 논문에서는 방추상 얼굴 영역(fusiform face area, FFA)에 대해 연구하

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fMRI 자극으로 사용되는 이미지들이 시각화 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추적해 볼 것이다. 논문의 2장에서는

Kanwisher 등이 얼굴 모듈 가설(face module hypothesis)이라는 전통적인 관

점 속에서 새로운 기술인 fMRI를 통해 방추상 얼굴 영역을 가시화 하는 과정

을 소개할 것이다. 3장과 4장은 이러한 입장과는 달리 방추상 얼굴 영역이 사

실상 시각적 전문성(visual expertise)이 획득된 대상을 볼 때 활성화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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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해당 사회와 분과의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져왔다

(Rudwick, 1976; Lubar, 1995; Draaisma and Rijcke, 2001). 이 과정에서 어떤

시각화 방식이 보이지 않았던 대상에 대한 믿을만한 재현을 생산해낼 수 있는

가의 문제, 즉 시각화 회귀(visualization regress)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행위자들 사이에서 시각화 방법과 기구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새로운 현상을

나타내는 이미지의 바람직한 모습이 공유됨으로써 해결된다(Ruivenkamp and

Rip, 2010). 또한, 특정한 시각화 방식은 사람과 기구, 이미지 등의 인공물들의

사이에 걸쳐 분산되어 루틴(routine)으로 체화되는데, 이렇게 전형적인 기법으

로 자동화된 방식은 암묵적 규칙으로 작용하면서 과학자들의 활동에 수행성

(performativity)과 객관성(objectivity)을 부여한다(Callon, 2002; D'Adderio,

2008). 이처럼 특정한 시각화를 통한 재현은 관련된 기법과 도구에 대한 협상

과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사회-기술적 과정(socio-technological process)을 통해

정당화 된다(Ruivenkamp and Rip, 2010). 따라서 시각적 재현은 해당 사회의

시각 문화와 과학 분과의 인식적 가치(epistemic virtue) 및 사실주의 양식을

반영한다고 불 수 있다(Lynch, 1991; Sargent, 1996; Kaiser, 2000; Daston and

Galison, 2007).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기반으로 하여, 얼굴 인식의 메커니즘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제시하는 두 과학자 그룹이 그들의 논문에서 사용하

고 있는 ‘중간 재현물’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어떻게 특정한 시각화와 재현

의 방식을 구성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지금

까지 신경과학과 관련한 논의를 해 온 STS 학자들은 주로 최종 재현물로서

‘매력적인 뇌영상’이 갖는 권력에 문제의식을 두고 연구해왔다(Dumit, 1999;

Beaulieu, 2002; Joyce, 2005; 2008, 홍성욱․장대익, 2010). 이들 대부분이 최종

적으로 생산된 뇌영상이 갖는 특징으로 인해 법정, 병원 등의 공간에서 효력

을 갖게 된다는 점은 충분히 논했지만, 뇌영상이 과학자 사회 내부에서 과학

적 주장을 보이는 것으로 정당화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얼굴 인식 메커니즘과 같이 신경과학 분야에서 입증하고자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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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하는 것으로 이어지기까지 일련의 시각적 재현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

으며, 이 재현물들이 맺는 관계가 주로 논문에서 발표되고 검토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신뢰도가 결정된다.

이렇게 뇌과학 분야에서 과학자들이 자신의 설명의 타당성을 보이기 위해

서는 최종적인 뇌영상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시각화 기법을 통해 생산된

시각적 증거들을 제시하며 관련 과학자들과 일반 대중들이 ‘보는’ 방식을 특

정한 전문적 시각(professional vision)으로 이끈다(Lynch, 1985; Goodwin,

1994). 이러한 중간 재현물 중 이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fMRI를

활용한 연구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인지 과정을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fMRI 자극(stimuli)과 이것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이다. fMRI 자극은 주로 이

미지나 글자, 소리로 주어지는데, 피험자에게서 재현하고자 하는 인지 과정을

가장 잘 유발할 수 있는 적절한 자극을 만들어내는 작업은 뇌과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fMRI 자극은 단순히 피험자에게 특정한

인지 과정을 발생시키는 역할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 개인이 품고

있는 생각을 가시화 하는 도구이며, 이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논문

을 통해 이동하면서 다른 과학자들의 시각과 생각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끈다.

본 논문에서는 방추상 얼굴 영역(fusiform face area, FFA)에 대해 연구하

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fMRI 자극으로 사용되는 이미지들이 시각화 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추적해 볼 것이다. 논문의 2장에서는

Kanwisher 등이 얼굴 모듈 가설(face module hypothesis)이라는 전통적인 관

점 속에서 새로운 기술인 fMRI를 통해 방추상 얼굴 영역을 가시화 하는 과정

을 소개할 것이다. 3장과 4장은 이러한 입장과는 달리 방추상 얼굴 영역이 사

실상 시각적 전문성(visual expertise)이 획득된 대상을 볼 때 활성화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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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라는 해석을 제기한 Gauthier가 출판한 논문의 일부를 시간 순서대로 살

펴보면서, Kanwisher 등과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리블(greeble)’이라는 인공물을 만들어 실험하고 해석을 도출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5장에서는 두 그룹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논의해보고, 서로 다른 입장이 공존할 수 있는 이유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6장에서는 뇌과학에서 재현이 갖는 의미와 한계에 대해 고찰해 볼

것이다.

2. 새로운 재현의 등장: 얼굴 인식 영역의 시각화

얼굴 인식 과정은 두뇌가 대상을 재인(recognition)1)할 수 있게 하는 신경

학적 기반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는 주제이다. 정상인의 시

각계가 얼굴을 처리하고 재인하는 과정은 여러 단계로 나뉠 수 있는데, 얼굴

로부터 얻어지는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 이를 통해 나이, 성별, 표정,

매력도 등과 같은 상세한 정보를 이끌어내는 과정,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 및

그와 연관된 과거의 경험과 같은 의미 있는 내용을 회상해내는 과정 등이 포

함될 수 있다. 얼굴의 부분적인 정보들을 통해 얼굴을 얼굴로 인식하는 것,

또는 이로부터 그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거나 표정을 읽는 등의 과정은 인간

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것이며, 이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관점과 방법을 통해 얼굴 인식 과정에 대해 연구해왔다.

뇌영상 기술이 도입되어얼굴인식을담당하는 영역이 가시적으로표시되기

이전에도 이미 수많은 연구들이 뇌의 특정 영역이 얼굴 재인을 위해 조직화되

1) 재인(recognition)이란 기억 활동의 한 형태로, 개인이 현재 대하고 있는 인물, 사

물, 현상, 정보 등을 과거에 보았거나 접촉했던 경험이 있음을 기억해 내고, 이를

통해 어떤 자극을 의미가 있는 특정 범주로 위치시키는 인지 과정을 말한다(브루

스 골드스테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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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고 주장해왔다. 분리뇌증후군 환자 및 우반구 손상 환자에 대한 연구,

정상인의 분할 시야 연구 등에 의해 이미 우반구, 그 중에서도 후측 영역이 얼

굴 재인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왔다. 또한, 신경생리학 분

야에서 원숭이의 하측두피질 세포들을 관찰한 결과들은 이 영역의 세포들이

고도로 특화된 시각정보를 처리하도록 맞추어져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얼굴에

만 반응하도록 특화된 세포(face-selective cell)라는 점을 밝혔으며, 더 나아가

이 세포들 각각이 특정 측면의 얼굴이나 특정인의 얼굴에 반응하도록 만들어

져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여기에 더해, 얼굴인식불능증(prosopagnosi

a)2)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이들이 다른 사물들을 판단하는 데는 문

제가 없었지만얼굴을 분별하는 과제에서만 어려움을 보이는 결과들이 축적되

면서 얼굴을 처리하는 뇌 영역이 따로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마리 배니

치, 2008).

이렇게 인간의 뇌에 얼굴이라는 특정한 대상의 범주를 처리하기 위한 영역

이 존재한다는 얼굴 모듈 가설에 기반하여, 1990년대에는 뇌영상 기술인 PET

과 fMRI를 활용해서 정상인이 얼굴을 인식할 때 활성화 된 뇌 영역의 이미지

가 생산되기 시작했다(Sergent et al., 1992; Kanwisher et al., 1997). 이들의

연구에서 활성화 되는 것으로 관찰된 뇌 영역은 측두엽(temporal lobe)의 방

추상회(fusiform gyrus) 영역이었고, 이곳이 얼굴 인식을 처리하는 모듈로 간

주되면서 방추상 얼굴 영역(fusiform face area, FFA)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

다. 이 중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구들 중 하나는 Kanwisher 등이 fMRI를 활

용하여 얼굴 인식 영역을 가시화 하여 발표한 논문이다(Kanwisher et al.,

1997).3) 앞서 설명했듯이, Kanwisher 이전에도 얼굴과 다른 사물들의 재인이

2) 얼굴인식불능증(얼굴맹, 안면실인증)은 시각적 대상을 재인하는 능력이 손상된 시

각 실인증(visual agnosia)의 일종으로, 시각 감각 양상의 다른 대상들은 정확히

재인함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재인하거나 구별하지는 못하는 장애이다. 얼굴인식불

능증 환자들은 얼굴 이외의 다른 대상들의 재인은 물론 얼굴을 얼굴로 재인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특정 얼굴이 어떤 개인에게 속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능력은 상

실되어 있다(마리 배니치, 2008).

3) Kanwisher et al.(1997)은 2010년 12월 16일 현재 구글 검색 엔진을 기준으로 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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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라는 해석을 제기한 Gauthier가 출판한 논문의 일부를 시간 순서대로 살

펴보면서, Kanwisher 등과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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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기반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는 주제이다. 정상인의 시

각계가 얼굴을 처리하고 재인하는 과정은 여러 단계로 나뉠 수 있는데, 얼굴

로부터 얻어지는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 이를 통해 나이, 성별, 표정,

매력도 등과 같은 상세한 정보를 이끌어내는 과정,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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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어떤 자극을 의미가 있는 특정 범주로 위치시키는 인지 과정을 말한다(브루

스 골드스테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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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고 주장해왔다. 분리뇌증후군 환자 및 우반구 손상 환자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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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증 환자들은 얼굴 이외의 다른 대상들의 재인은 물론 얼굴을 얼굴로 재인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특정 얼굴이 어떤 개인에게 속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능력은 상

실되어 있다(마리 배니치, 2008).

3) Kanwisher et al.(1997)은 2010년 12월 16일 현재 구글 검색 엔진을 기준으로 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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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다른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주장은 인지심리학, 신경생리학 등의 분

야에서 충분히 제시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Kanwisher 등이 해결해야

했던 질문은 정상인이 얼굴과 다른 일반적인 사물들을 인식할 때 활성화 되

는 뇌의 영역이 구분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얼굴을 인식하는 과정에서만

‘선택적으로(selectively)’ 관여하는 뇌 영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가시적으로 표시해서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들은 기존

의 뇌영상 연구들에 존재하는 해석의 다양성과 모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

굴 인식(face perception)’이 ‘얼굴을 얼굴이라고 간파하는 것부터 얼굴로부터

개인의 정체성, 시선, 기색, 성별 등에 관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얼굴 인식을 위해 특수화(specialized) 되어 있는 일

부 피질 영역을 밝혀내기 위해 fMRI를 활용한 복합적인 실험을 설계했다

(Kanwisher et al., 1997: 4302).

fMRI를 활용한 실험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fMRI

자극의 종류와 쌍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사용되는

BOLD(blood oxygen level dependent)라는 특별한 fMRI 기법의 경우, 신경

활동의 변화에 따라 두뇌의 혈류 및 산소 농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전제로,

혈중 산소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정도로부터 뇌의 특정 영역이 활성화

된 영상을 얻어낸다. 이 때 감지되는 신호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

면서 발생하는 상대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뇌과학자가 특정한 기능에 관여하

는 두뇌 영역을 선택적으로 알아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과제조건과 통제조건

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실제로 관심이 있는 과제뿐 아니라, 이 과제

를 수행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부차적인 효과들을 효과적으로 상쇄해버릴 수

있는 기저선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구성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fMRI 실험 패러다임(experimental paradigm)4)은 활성기

회 인용되었다.

4) 심리학에서 (실험) 패러다임은 특정한 평가와 측정 및 관찰 방식을 의미한다.

fMRI 실험에서 패러다임은 피험자로 하여금 특정한 인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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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휴지기간이 반복되는 구조로 구성되는데, 활성기간에는 시험하고자 하

는 인지 기능에 해당하는 작업을, 휴지기간에는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앞선 활성기간 동안에 제시한 인지 기능 중 빼고자 하는 인지 기능에

해당하는 작업이 주어진다. 이 때, 관찰하고자 하는 인지 기능에 대한 작업은

주로 피험자가 작은 스크린에 제시된 영상이나 글귀 또는 헤드폰을 통해 제

공된 소리와 같은 fMRI 자극을 접하면서 간단한 판단을 내려 버튼을 누르는

등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5) 이렇게 fMRI 실험에서 피험

자의 인지 기능을 유발하기 위한 시각 또는 청각 자극을 적절히 구성하는 것

은 관찰하고자 하는 인지 기능이 수행될 때에만 선택적으로 활성화 되는 뇌

영역을 알아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fMRI 실험의 기본적인 특성에 맞춰 Kanwisher 등은 실험 패러다임

과 fMRI 자극들을 구성했다. 이들은 첫 번째로 2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이

들이 얼굴과 일반 사물들을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동안에 활성화 되는 뇌 영

역을 비교하여 얼굴을 볼 때에 더욱 활성화 되는 영역을 표시했다(<그림 1>

참조). 이 실험에서 모든 피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위인 우측

방추상회(right fusiform gyrus)가 이후의 실험들에서 더 세밀하게 관찰할 관

심영역(region of interest, ROI)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도출된 우측 방추상회

영역이 정말로 연구자들이 관찰하고자 했던 ‘얼굴 인식 영역’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했다.

록 적절한 fMRI 자극을 활용하여 일정한 시간과 횟수의 활성(activation)기간과

휴지(rest)기간이 반복되도록 구성한 fMRI 실험 방식을 말한다.

5) fMRI 실험에서는 심장 박동, 호흡, 눈 깜빡임 등과 같은 기본적인 생리적 요인들

도 이와 연관된 뇌 영역의 활성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들을 적절히 제

거해내는 프로그램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피험자의 머리나 몸의 움직임이 심하

면 이로 인한 뇌의 활성이 BOLD 효과에 의한 신호 변화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

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fMRI 실험은 일반적으로 원통형의 자장 안에 피험자가

들어가 가만히 누워있는 상태로 실험 패러다임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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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휴지기간이 반복되는 구조로 구성되는데, 활성기간에는 시험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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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이 실험에서 모든 피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위인 우측

방추상회(right fusiform gyrus)가 이후의 실험들에서 더 세밀하게 관찰할 관

심영역(region of interest, ROI)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도출된 우측 방추상회

영역이 정말로 연구자들이 관찰하고자 했던 ‘얼굴 인식 영역’인지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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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적절한 fMRI 자극을 활용하여 일정한 시간과 횟수의 활성(activation)기간과

휴지(rest)기간이 반복되도록 구성한 fMRI 실험 방식을 말한다.

5) fMRI 실험에서는 심장 박동, 호흡, 눈 깜빡임 등과 같은 기본적인 생리적 요인들

도 이와 연관된 뇌 영역의 활성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들을 적절히 제

거해내는 프로그램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피험자의 머리나 몸의 움직임이 심하

면 이로 인한 뇌의 활성이 BOLD 효과에 의한 신호 변화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

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fMRI 실험은 일반적으로 원통형의 자장 안에 피험자가

들어가 가만히 누워있는 상태로 실험 패러다임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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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Kanwisher 등에 의해 가시화된 방추상 얼굴 영역. 1a 그

림은 피험자가 얼굴을 볼 때의 뇌 활성에서 다른 사물들을

볼 때의 뇌 활성을 소거한 것으로, 표시된 영역이 방추상 얼

굴 영역이다. 1b 그림은 반대로 피험자가 얼굴을 볼 때보다

다른 사물들을 볼 때 더욱 활성화 되는 뇌 영역을 표시한 것

으로, 1a에 나타난 얼굴 영역이 단순히 사물보다 얼굴의 처

리가 전반적으로 더 힘들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을 보여준다. 뇌 영상에 더해 얼굴(F)을 볼 때와 사물(O)을

볼 때 신호(signal) 변화에 대한 그래프가 함께 제시되었다.

자료: Kanwisher et al.(1997).

<그림 1>

두 번째 실험의 목표는 얼굴을 보는 과정에서 활성화 된 피험자의 뇌 영역

이 ‘얼굴’ 때문이 아니라 얼굴 이미지와 사물 이미지라는 상이한 시각적 자극

이 갖는 차이, 또는 다양한 종류(class)에 속한 여러 사물들을 관찰하는 것과

달리 얼굴이라는 단일한 종류에 속하는 대상들을 관찰하는 과정이라는 특수

한 시각적 경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우선, 시각

적 자극의 특성 차이에 의한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일반적인 얼

굴 이미지의 짝으로 동일한 얼굴 이미지를 뒤섞어 이미지의 평균 휘도

(luminance)와 저차원적 특징들(low-level features)은 모두 동일하게 유지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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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Kanwisher 등의 두 번째 실험에 제시된 fMRI 자극의 예시와

뇌 영상 및 뇌 신호 그래프.

자료: Kanwisher et al.(1997).

얼굴이라고 인식되지는 않는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집이라는 동일한 종

류에 속한 이미지들을 제시함으로써 같은 종류에 속한 대상을 구분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효과는 소거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2> 참조).

<그림 2>

이어서 세 번째 실험은 관점(viewpoint)에 따른 효과, 머리카락 등 얼굴의

외부적(external) 특성에 따른 효과, 그리고 인간 또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일

부라는 점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를 제거해내는 것을 목표로 실험 패러다임과

fMRI 자극이 구성되었다. 피험자에게 검정색 모자로 머리카락을 가린 얼굴에

대한 반측면 관점의 사진들과 손의 사진들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함으로써,

인간이나 생물이라는 이유로 인해, 또한 머리카락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과학기술학연구 10권 2호 107-141(2010)

115

주: Kanwisher 등에 의해 가시화된 방추상 얼굴 영역. 1a 그

림은 피험자가 얼굴을 볼 때의 뇌 활성에서 다른 사물들을

볼 때의 뇌 활성을 소거한 것으로, 표시된 영역이 방추상 얼

굴 영역이다. 1b 그림은 반대로 피험자가 얼굴을 볼 때보다

다른 사물들을 볼 때 더욱 활성화 되는 뇌 영역을 표시한 것

으로, 1a에 나타난 얼굴 영역이 단순히 사물보다 얼굴의 처

리가 전반적으로 더 힘들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을 보여준다. 뇌 영상에 더해 얼굴(F)을 볼 때와 사물(O)을

볼 때 신호(signal) 변화에 대한 그래프가 함께 제시되었다.

자료: Kanwisher et al.(1997).

<그림 1>

두 번째 실험의 목표는 얼굴을 보는 과정에서 활성화 된 피험자의 뇌 영역

이 ‘얼굴’ 때문이 아니라 얼굴 이미지와 사물 이미지라는 상이한 시각적 자극

이 갖는 차이, 또는 다양한 종류(class)에 속한 여러 사물들을 관찰하는 것과

달리 얼굴이라는 단일한 종류에 속하는 대상들을 관찰하는 과정이라는 특수

한 시각적 경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우선, 시각

적 자극의 특성 차이에 의한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일반적인 얼

굴 이미지의 짝으로 동일한 얼굴 이미지를 뒤섞어 이미지의 평균 휘도

(luminance)와 저차원적 특징들(low-level features)은 모두 동일하게 유지하되

과학기술학연구 10권 2호: 107-141(2010)

116

주: Kanwisher 등의 두 번째 실험에 제시된 fMRI 자극의 예시와

뇌 영상 및 뇌 신호 그래프.

자료: Kanwisher et al.(1997).

얼굴이라고 인식되지는 않는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집이라는 동일한 종

류에 속한 이미지들을 제시함으로써 같은 종류에 속한 대상을 구분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효과는 소거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2> 참조).

<그림 2>

이어서 세 번째 실험은 관점(viewpoint)에 따른 효과, 머리카락 등 얼굴의

외부적(external) 특성에 따른 효과, 그리고 인간 또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일

부라는 점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를 제거해내는 것을 목표로 실험 패러다임과

fMRI 자극이 구성되었다. 피험자에게 검정색 모자로 머리카락을 가린 얼굴에

대한 반측면 관점의 사진들과 손의 사진들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함으로써,

인간이나 생물이라는 이유로 인해, 또한 머리카락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과학기술학연구 10권 2호 107-141(2010)

117

발생하는 뇌의 활성은 소거되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수동적으로 이미지를

바라보는 과제 뿐 아니라, 피험자들로 하여금 각 얼굴 및 손 이미지들 중 같

은 이미지를 선택하는 작업을 추가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얼굴 이미지를 볼

때 활성화 되는 영역이 단순히 얼굴을 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각적 주의

(visual attention)나 보다 하위 차원의 분류(subordinate-level classification)를

하는 과정에서 유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다양한 종류의 실험을 수행한 결과, 첫 번째 단계에서 얼굴 인식 과정에 관

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우측 방추상회 영역이 다른 모든 실험들에서도 활성

화 되는 현상을 보임에 따라, Kanwisher 등은 이 영역이 얼굴을 재인하는 과

정에만 선택적으로 관여하는 얼굴 인식 영역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에 이

연구 결과는 과학자 사회에서 활발히 인용되며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이와

유사하게 fMRI를 활용하여 얼굴 재인에 관여하는 뇌 영역이 따로 존재한다는

얼굴 모듈 가설을 뒷받침 하는 연구들이 속속 등장했다. fMRI가 갖는 시간적,

공간적 해상도는 뇌 기능의 국소적 영역을 찾는 연구에 적합했으며, 특히 이

것이 비침입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정상인의 살아있는 뇌를 대상으로 한 실

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피험자 개개인의 뇌는 똑같은 fMRI 패러다

임의 인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소적 산소 농도 데이터로 환원되었고,

이는 다시 일정한 수치 및 색상의 형태로 산출되어 뇌의 해부학적 구조 위에

겹쳐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얼굴 인식 영역에 대한 뇌영상은 얼굴 모듈 가설의 시각

적 재현의 연쇄를 공고히 함으로써 이 이론이 갖는 과학적 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 과학적 실행에서 시각화는 실제 대상의 재현, 이론적 모델의 재현, 그

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재현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과학적 판단

은 바로 이 시각적 재현들의 연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론적 모

델의 과학적 가치는 이것이 실제 대상과 직접 비교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델의 재현과 대상의 재현을 적절히 통합할 수 있는 좋은 시각적 재

현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다(Sargent, 1996). 피험자의 우측 방추상회 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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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을 나타내는 뇌영상은 기존의 얼굴 모듈 가설에서 제시한 뇌의 작동 방

식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시각적 재현으로서, 이를 활용한 얼굴 모듈 가설이

라는 이론의 재현은 인간의 행동 분석을 위주로 하는 실험심리학이나 원숭이

뇌에 대한 관찰을 통해 연구하던 신경생리학에서 제시해 온 재현과는 다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즉, fMRI라는 기록 도구가 만들어낸 뇌영상이 뇌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과 사람의 행동 사이를 연결 짓는 새로운 시각적 재현

물로 도입되면서 얼굴 재인 과정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새로운 재현 방식이

이 분야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3. 경쟁하는 이론의 재현: 그리블의 구성

인간의 뇌가 처리되는 정보의 내용(content)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다는 식

의 설명, 즉 뇌의 모듈성(modularity)을 강조하는 주장은 1980년대부터 제기

되어 왔고, 이에 대한 지지자들은 여러 가지 기능(function)이 다른 메커니즘

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해왔다(Fodor, 1983). 이와 대비되는 설명은 인

간의 뇌가 처리 작업의 유형(kind)에 따라서 조직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fMRI와 같은 뇌영상 기술이 등장하기 전에도 이미 다양한 정신 작용에 대해

서 서로 다른 주장들이 제시되고 여러 방식으로 증명이 되어 왔다. 본 논문에

서 분석하고 있는 Kanwisher 그룹과 Gauthier 그룹 사이의 관계도 이러한 전

통적인 논쟁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인다.6) 이 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얼굴 인

식에 대한 논쟁에서 Kanwisher 등과 상반되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는

Gauthier 등이 새로운 시각적 이미지를 구성하고 얼굴 인식 과정에 대한 자

신들의 설명을 재현하는 과정의 전반부, 즉 fMRI를 사용하지 않고 행동 관찰

6) 실제로 Kanwisher는 자신의 논문에서 얼굴 인식의 본질(nature)에 대한 최근의

논쟁이 정신의 모듈성에 대한 오래된 논쟁의 축소판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Kanwisher, 2000: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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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뇌의 활성은 소거되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수동적으로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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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미지를 선택하는 작업을 추가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얼굴 이미지를 볼

때 활성화 되는 영역이 단순히 얼굴을 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각적 주의

(visual attention)나 보다 하위 차원의 분류(subordinate-level classification)를

하는 과정에서 유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다양한 종류의 실험을 수행한 결과, 첫 번째 단계에서 얼굴 인식 과정에 관

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우측 방추상회 영역이 다른 모든 실험들에서도 활성

화 되는 현상을 보임에 따라, Kanwisher 등은 이 영역이 얼굴을 재인하는 과

정에만 선택적으로 관여하는 얼굴 인식 영역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에 이

연구 결과는 과학자 사회에서 활발히 인용되며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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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모듈 가설을 뒷받침 하는 연구들이 속속 등장했다. fMRI가 갖는 시간적,

공간적 해상도는 뇌 기능의 국소적 영역을 찾는 연구에 적합했으며, 특히 이

것이 비침입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정상인의 살아있는 뇌를 대상으로 한 실

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피험자 개개인의 뇌는 똑같은 fMRI 패러다

임의 인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소적 산소 농도 데이터로 환원되었고,

이는 다시 일정한 수치 및 색상의 형태로 산출되어 뇌의 해부학적 구조 위에

겹쳐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얼굴 인식 영역에 대한 뇌영상은 얼굴 모듈 가설의 시각

적 재현의 연쇄를 공고히 함으로써 이 이론이 갖는 과학적 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 과학적 실행에서 시각화는 실제 대상의 재현, 이론적 모델의 재현, 그

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재현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과학적 판단

은 바로 이 시각적 재현들의 연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론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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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을 나타내는 뇌영상은 기존의 얼굴 모듈 가설에서 제시한 뇌의 작동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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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도입되면서 얼굴 재인 과정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새로운 재현 방식이

이 분야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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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석하고 있는 Kanwisher 그룹과 Gauthier 그룹 사이의 관계도 이러한 전

통적인 논쟁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인다.6) 이 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얼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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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uthier 등이 새로운 시각적 이미지를 구성하고 얼굴 인식 과정에 대한 자

신들의 설명을 재현하는 과정의 전반부, 즉 fMRI를 사용하지 않고 행동 관찰

6) 실제로 Kanwisher는 자신의 논문에서 얼굴 인식의 본질(nature)에 대한 최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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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실험심리학적 방법으로 접근한 연구들을 소개할 것이다.

Kanwisher 등이 얼굴의 처리에만 관여하는 특수화된 모듈에 의한 영역 특

수적(domain-specific)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데 반해, Gauthier 등

은 얼굴 인식 영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영역은 얼굴이라는 특정 범주의 대상

자체에 내재된 특성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얼굴과 같이 단일한 종류에 속하면

서 동시에 인간이 전문성을 지닌 대상이 시각적 자극으로 주어질 때 보다 하

위(subordinate) 차원에서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재인하는 과정에서 활성화되

는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우리 모두는 그 어떤 물체보다도 얼굴을 보는 데 가

장 많은 시간을 보내온 ‘얼굴 전문가’이며, 이렇게 볼 때 얼굴 인식 모듈은 사

실상 우리가 전문가인 사물을 재인하는 과정을 처리하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Gautier et al., 1997a, 1999a). 이러한 Gauthier 등의 주장이 있기 전에도 이

미 얼굴 인식 과정을 전문성과 연관시킨 설명이 있어왔다. 1969년 인에 의해

제시된 얼굴 역전 효과(face inversion effect)7)는 우반구의 후측 영역이 얼굴

재인을 위해 조직화 되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였으나, 이후

몇몇 학자들은 이러한 역전 효과가 피험자가 전문성을 지닌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도 나타난다는 점을 밝혀 얼굴이 아닌 다른 대상의 인식도 유사한 방

식으로 처리된다고 주장하였다(Yin, 1969; Diamond and Carey, 1986).

Gauthier의 연구 중 가장 많이 회자된 연구는 4장에서 소개할 fMRI를 활용

한 연구들이지만, 이 연구들을 발표하기 이전에도 Gauthier를 비롯한 연구자들

은 얼굴 재인의 과정이 다른 사물의 재인 과정과 달라지는 이유가 얼굴이 갖

는 본질적 특성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은 꾸준히 제시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작업은 얼굴과 같은 특정 범주의 사물이 갖는 속성이

7) 얼굴 역전 효과란 사람들에게 얼굴의 상하가 역전된 이미지가 제시되면 똑바른

얼굴 이미지가 제시되었을 때보다 재인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역전 효과가 다른 사물들에 비해 얼굴에서 더 크게 나타나며, 우반구 후측 손상

환자들에 비해 정상인들에게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얼굴이 갖는

배열 속성이 얼굴의 재인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우반구 후측 영역이 얼

굴 재인에 특화되어 있다고 설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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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그리블이 처음으로 제시된 그림. 60개의 그리블 중 일부를 이

용해서 가족, 성별, 개체 차원의 범주를 보여준다.

자료: Gautier et al.(1997a).

아닌 시각적 전문성의 획득 정도에 따라서 시각적 재인의 기작이 달라진다는

자신들의 가설을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실험 도구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그리블(greeble)’이라는 새로운 시각적 이미지가 구성된다(<그림

3>, <그림 4> 참조).8) 그리블은 “포토리얼리즘적으로 만들어진 3차원적 대상

(photorealistically rendered three-dimentional object)”이며, 실제로는 선행 연

구에서 사용된 다른 사진이나 그림과 마찬가지로 2차원 이미지의 형태로 존재

한다. 60개의 그리블은 인간의 얼굴과 마찬가지로 다섯 개의 가족(family) 및

두 개의 성별(gender) 중 한 범주에 포함되고, 각 개체(individual)별로 이름이

정해져 있다(Gautier et al., 1997a: 1673-1674).

<그림 3>

8) 그리블은 Scott Yu가 Alias Sketch!라는 3차원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창조

한 시각적 이미지이다(Gautier et al., 199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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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들이지만, 이 연구들을 발표하기 이전에도 Gauthier를 비롯한 연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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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얼굴 역전 효과란 사람들에게 얼굴의 상하가 역전된 이미지가 제시되면 똑바른

얼굴 이미지가 제시되었을 때보다 재인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역전 효과가 다른 사물들에 비해 얼굴에서 더 크게 나타나며, 우반구 후측 손상

환자들에 비해 정상인들에게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얼굴이 갖는

배열 속성이 얼굴의 재인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우반구 후측 영역이 얼

굴 재인에 특화되어 있다고 설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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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그리블의 기본 모습과 교육 및 실험에서 사용

되는 그리블의 모양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그림. (a)

얼굴과 기본적인 배열 구조가 같은 그리블의 부분

별 명칭. (b) 그리블을 활용한 실험을 하기 위해 학

습에 사용되는 원래의 그리블 모양(왼쪽)과 실험에

서 제시되는 분리된 부분과 변형된 그리블(오른쪽).

자료: Gautier et al.(1997a).

<그림 4>

Gauthier 등은 자신들의 선행 연구를 포함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이미 존재

하는 사물이나 얼굴의 이미지를 시각적 자극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였던 것과

달리 그리블이라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대상을 만들게 된 이유를 논문에서 자

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들이 얼굴과 일반적인 사물을 대조적인 시각적 자극으

로 사용한 실험에 대한 문제의식은 <그림 5>가잘보여준다. 대상 재인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수히많은데, 그 중에서 이들은 선행 연구들에서 자극의

종류(stimulus-class membership), 범주를 구분하는 차원(categoriza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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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Gauthier 등의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그림. 대상의 재

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극의 종류뿐 아니

라 범주의 차원과 전문성의 정도를 고려해야 함을 주장

하고 있다.

자료: Gautier et al.(1999a).

전문성의 정도(expertise level)를 나누어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얼

굴과 일반적인 사물이 자극으로 주어지는 상황은 자극의 종류, 즉 얼굴 대 비

얼굴(non-face)의 구도일 뿐 아니라, 우리가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대상 대 그

렇지 않은 대상, 우리가 보다 하위 차원에서 범주를 구분해내는 대상 대 그렇

지않는 대상의 구도가 동시에 얽혀있다는 것이다. 따라서얼굴과 일반적인 사

물이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자극의 종류 차이 때문에 유발하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없다(Gautier et al., 1997a, 1999a).

<그림 5>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요인들을 인식한 이들은 얼굴 재인 과정에만 특

수하게 나타나는 행동 패턴이라는 현상에 다른 관점으로 개입하고 그 원인을

밝히는 시험을 하기 위해, 얼굴인식 과정의 특성을 추출해내고 이를 기반으로

얼굴 재인 작업과 대응하는 통제 작업을 구성해낸다. 이들에 따르면, 우선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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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은 비슷한 특징들이 비슷한 배열로조직되어 있으며, 얼굴의 재인은 가장 하

위 차원인 개체 특수적(exemplar-specific) 차원, 즉 각 개인을 구분해내는 수준

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더해, 인간은 얼굴들을 구별해내는 어려운 작업에 매우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다(Gautier et al., 1997a). 이때, ‘전문성(expertise)’은 경

험에 의해서 증가하는 단순한 연습 효과를 넘어서, 일반적인 차원의 인식(얼굴

이라는 범주에 대한 인식)과 보다 하위 차원의 인식(특정 개인에게 속하는 얼

굴이라는 인식)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특성을 다 담아내

는 동시에 얼굴은 아닌 시각적 자극인 그리블을 만들고, 피험자에게 그리블을

구분해내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을 통해 “전문가들이 실험실 안에서 창조”될 수

있었고, 이로부터 이들은 “얼굴 재인,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는 시각적 전문성

(visual expertise)에 대한 연구를 위한 도구(tool)”를 갖게 되었다(Gautier et

al., 1997a: 1674). 즉, 이들은 그리블이라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

상물을 만들어내고 이를 이용해 피험자를 교육시키는 과정을 통해, 시각적 전

문성의 획득 과정을 가시화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블을 이용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피험자들이 그리블에 대한 교육을 받

고 전문성을 획득하는 과정에 걸쳐서 반응 시간 및 정확도에서 일어나는 변

화와 이에 대한 해석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블이 제시된 첫 논문인

“Becoming a "Greeble" Expert: Exploring Mechanisms for Face Recognition”

에서는 32명의 피험자 중 절반에게 30개의 그리블을 사용해 그리블 구분 방

식을 학습시킨 후, 그리블의 일부분(isolated part)이나 변형된 배열의 그리블

(transformed configuration)을 시각적 자극으로 제시하면서 그리블 초보자와

그리블 전문가의 행동 변화를 관찰했다(<그림 4> 참조). 그리블을 구분해내는

교육을 받은 그리블 전문가는 교육을 받지 않은 그리블 초보자에 비해 학습

된 모양의 그리블을 재인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고 정확도가 높은 경향

을 보였다. 또한, 그리블 전문가는 그리블 초보자보다 배열을 변형한 그리블

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높은 정확도를 보인 반면, 그리블의 일부만 떼어낸 부

위에 대해서는 초보자와 마찬가지로 잘 재인해내지 못했다. 이는 그리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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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그리블을 재인하는 과정이 일부 부위에 대한 판단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배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는 증거이

며, 이로부터 연구자들은 ‘얼굴이 아닌’ 그리블에 대해서도 이에 친숙한 사람

들은 그들이 보통의 얼굴을 재인할 때와 동일한 메커니즘이 일어난다고 해석

하였다. 즉, 얼굴 특수적인 메커니즘이 얼굴이 아닌 다른 대상에 대해서도 발

생한다는 점을 보인 것이다(Gauthier et al., 1997).

여기에 이어 1998년 논문인 “Training 'Greeble' Experts: A Framework for

Studying Expert Object Recognition Process”에서는 보다 강도 높은 훈련과

다양한 시험 방식을 적용한 연구 결과, 지금까지 얼굴 특수적 효과라고 추측

되었던 여러 가지 행동 패턴이 그리블 전문가에게서도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앞서 발표한 논문과 특히 차별되는 점은 논문의 말미에서 이들이 일

반 사람들에게 그리블을 교육하는 과정을 WHOA(Widrow-Hoff Object

Associator)라는 모델에 그대로 적용해서 그리블 재인에 대한 전문성을 획득

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해보았다는 점이다. WHOA는 그리블의 종류는 물론

개체를 구분해낼 수 있었고, 그리블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학습하지 않은 새

로운 그리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획득하였다

(Gauthier et al., 1998). 한정된 수의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보

다 일반화(generalization)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러한 실험 결과가 모델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일치함을 보임으로써 Gauthier 등은 전문적,

개체 차원의 재인과 초보적, 종류 차원의 재인이 같은 인지 시스템을 통해 수

행될 것이라는 자신들의 추측의 설득력을 높이고자 했다.

정리하자면, Gauthier 등은 얼굴 재인 과정이라는 동일한 현상에 대해 얼

굴 모듈 가설과는 다른 가설을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리블은 이

러한 가설을 시험하는 도구이자 논문을 통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의사소통

의 도구로서 다른 과학자들을 설득하는 시각적 재현물이었다. 그리블은 얼굴

과 일반적인 공간적 배열을 공유하면서도 얼굴은 아니며, 동시에 일반 사물과

달리 피험자 모두에게 전혀 새로운 대상으로서 실험실 안에서 전문성을 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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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블을 이용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피험자들이 그리블에 대한 교육을 받

고 전문성을 획득하는 과정에 걸쳐서 반응 시간 및 정확도에서 일어나는 변

화와 이에 대한 해석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블이 제시된 첫 논문인

“Becoming a "Greeble" Expert: Exploring Mechanisms for Face Recognition”

에서는 32명의 피험자 중 절반에게 30개의 그리블을 사용해 그리블 구분 방

식을 학습시킨 후, 그리블의 일부분(isolated part)이나 변형된 배열의 그리블

(transformed configuration)을 시각적 자극으로 제시하면서 그리블 초보자와

그리블 전문가의 행동 변화를 관찰했다(<그림 4> 참조). 그리블을 구분해내는

교육을 받은 그리블 전문가는 교육을 받지 않은 그리블 초보자에 비해 학습

된 모양의 그리블을 재인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고 정확도가 높은 경향

을 보였다. 또한, 그리블 전문가는 그리블 초보자보다 배열을 변형한 그리블

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높은 정확도를 보인 반면, 그리블의 일부만 떼어낸 부

위에 대해서는 초보자와 마찬가지로 잘 재인해내지 못했다. 이는 그리블 전문

과학기술학연구 10권 2호: 107-141(2010)

124

가가 그리블을 재인하는 과정이 일부 부위에 대한 판단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배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는 증거이

며, 이로부터 연구자들은 ‘얼굴이 아닌’ 그리블에 대해서도 이에 친숙한 사람

들은 그들이 보통의 얼굴을 재인할 때와 동일한 메커니즘이 일어난다고 해석

하였다. 즉, 얼굴 특수적인 메커니즘이 얼굴이 아닌 다른 대상에 대해서도 발

생한다는 점을 보인 것이다(Gauthier et al., 1997).

여기에 이어 1998년 논문인 “Training 'Greeble' Experts: A Framework for

Studying Expert Object Recognition Process”에서는 보다 강도 높은 훈련과

다양한 시험 방식을 적용한 연구 결과, 지금까지 얼굴 특수적 효과라고 추측

되었던 여러 가지 행동 패턴이 그리블 전문가에게서도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앞서 발표한 논문과 특히 차별되는 점은 논문의 말미에서 이들이 일

반 사람들에게 그리블을 교육하는 과정을 WHOA(Widrow-Hoff Object

Associator)라는 모델에 그대로 적용해서 그리블 재인에 대한 전문성을 획득

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해보았다는 점이다. WHOA는 그리블의 종류는 물론

개체를 구분해낼 수 있었고, 그리블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학습하지 않은 새

로운 그리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획득하였다

(Gauthier et al., 1998). 한정된 수의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보

다 일반화(generalization)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러한 실험 결과가 모델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일치함을 보임으로써 Gauthier 등은 전문적,

개체 차원의 재인과 초보적, 종류 차원의 재인이 같은 인지 시스템을 통해 수

행될 것이라는 자신들의 추측의 설득력을 높이고자 했다.

정리하자면, Gauthier 등은 얼굴 재인 과정이라는 동일한 현상에 대해 얼

굴 모듈 가설과는 다른 가설을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리블은 이

러한 가설을 시험하는 도구이자 논문을 통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의사소통

의 도구로서 다른 과학자들을 설득하는 시각적 재현물이었다. 그리블은 얼굴

과 일반적인 공간적 배열을 공유하면서도 얼굴은 아니며, 동시에 일반 사물과

달리 피험자 모두에게 전혀 새로운 대상으로서 실험실 안에서 전문성을 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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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조절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로써 그리블은 얼굴과 일

반 사물이 갖는 종류의 차이만큼, 시각적 전문성 유·무의 차이를 가시적인 것

으로 만들어냈다. 또한, 그리블을 이용하여 실험실이라는 통제된 조건 속에서

그리블 초보자와 그리블 전문가를 길러냄으로써, 이들이 보이는 행동의 차이

는 다시금 시각적 전문성의 정도 차이로 가시화 되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리블이 기존의 시각적 자극과 다른 특성을 통해 상이한 이론을 재현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을 제외한 다른 기본적인 특징은

동일하게 만들어져야 했다. 즉, 그리블은 얼굴 및 일반 사물의 이미지와 동일

하게 2차 평면적 형태이면서 3차원의 부피체를 상상할 수 있는 모습으로 구

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각적 자극과 함께 비교되고 전문성을 제외한 요소들

이 소거됨으로써 효과적인 실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다. 이렇게 그리블은

얼굴 모듈 가설과는 다른 방식으로 현상을 분류하고 개입하는 방식이었고, 이

를 통해 시각적 전문성의 차이가 가시적이고 실험 가능한 것으로 변화함으로

써 얼굴 인식 메커니즘에 대한 Gauthier 등의 설명이 입증될 수 있었다.

4. 서로 다른 재현의 경쟁: 전문성 영역의 시각화

Gauthier를 중심으로 한 연구 그룹은 얼굴과 일반 사물을 재인할 때의 행동

차이가 시각적 전문성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얼굴이라는 범주

의 특성을 원인으로 두는 얼굴 모듈 가설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3

장에서 설명했듯이 이들의 주장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이

유명해지게 된 데에는 그리블이라는 이상한 물체를 만들어서 연구에 사용했다

는 신선함에 더해 이를 통해 그들의 주장의 설득력이 높아졌다는 점이 중요했

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블이 처음 활용된 1997년, 1998년의 연구

들보다 과학자 사회의 이목을 더욱 끈 것은 이후 1999년과 2000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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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에 실린 fMRI를 활용한 연구들이다.9) 그 이유는 그리블을 이용한 초창

기 연구들이 그리블에 대한 전문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피험자들이 보인 행

동을 분석함으로써 시각적 재인의 메커니즘을 설명한 데 비해, 후속 연구들은

그리블을 fMRI 자극으로 활용하면서 사람들이 얼굴, 그리블, 일반 사물 등을

재인할 때에 실제로 활성화 되는 뇌의 영역을 뇌영상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이

들의 주장을 더 분명하게 재현하는 효과를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당시의

시각적 재인 연구의 재현 문화 속에서 Gauthier 그룹에게 가장 중요한 작업은

그리블을 활용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각적 전문성을 지닌 대상을

재인할 때 실제로 활성화되는 뇌 영역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블은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진 시각적 자극이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fMRI 자극을 만들어

그리블 전문가와 초보자를 비교해보는 연구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즉,

그리블을 fMRI 자극이 맞게 변형하여 다른 요소들은 소거한채시각적 전문성

이 미치는 영향만을 실험할 수 있도록 실험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일은 일상적

이고 자동화된 fMRI 실험 방식 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Gauthier 등의 연구 중 가장 많이 인용된 1999년 논문이 바로 그리블을 중

심으로 시각적 재인 과정에서 활성화 되는 뇌의 영역을 fMRI를 통해 관찰한

연구이다(Gauthier et al., 1999). 이 논문이 연구 문제와 실험 방법 및 실험 결

과에 대한 해석을 구성해가는 과정에는 Kanwisher 등의 선행 연구와 자신들

의 선행 연구가 상당 부분 겹쳐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이들의

fMRI 연구에서 관심 영역으로 지정한 부분은 앞서 발표된 Kanwisher 등의 연

구에 따라(Kanwisher et al., 1997) 방추상 얼굴 영역이 지정되었고, fMRI 자극

으로써 시각적 이미지를 쌍으로 구성하여 실험하고자 하는 인지 과정을 제외

9) 2010년 12월 16일 현재 구글 검색 엔진을 기준으로 그리블을 활용한 행동 연구인

Gauthier et al.(1997), Gauthier et al.(1998)은 각각 347회, 190회 인용되었고, fMRI

를 통해 그리블 및 시각적 전문성에 대한 뇌 활성화 영역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Gauthier et al.(1999), Gauthier et al.(2000)은 각각 637회, 539회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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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얼굴 인식 메커니즘에 대한 Gauthier 등의 설명이 입증될 수 있었다.

4. 서로 다른 재현의 경쟁: 전문성 영역의 시각화

Gauthier를 중심으로 한 연구 그룹은 얼굴과 일반 사물을 재인할 때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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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설명했듯이 이들의 주장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이

유명해지게 된 데에는 그리블이라는 이상한 물체를 만들어서 연구에 사용했다

는 신선함에 더해 이를 통해 그들의 주장의 설득력이 높아졌다는 점이 중요했

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블이 처음 활용된 1997년, 1998년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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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머지 효과는 소거될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방추상얼굴영역이 사실상 ‘얼

굴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 이들은 1997년, 1998년의 행동 연구

들에서 사용된 시각적 자극들과 유사한 이미지들을 fMRI 자극으로 사용하여

뇌영상을 관찰하였다. 즉, Kanwisher 등의 실험에서 fMRI 자극은 얼굴이라는

대상을 재인하는 인지 과정만 남기도록 구성되었는데 비해, Gauthier 등의 실

험에서는 시각적 전문성에 차이에 따라 인지 과정이 달리 나타나도록 구성되

었다.

먼저, 가족 및 개체 차원에서 다른 종류에 속하는 그리블들을 활용하여 그

리블 구분 방법을 훈련시켜 그리블 전문가를 길러낸 뒤, fMRI 실험에서 피험

자로 하여금 연속적으로 제시되는 얼굴 이미지 및 그리블 이미지를 관찰하면

서 직전에 제시된 이미지와 동일한 개체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그

림 6> 참조). <그림 7>은 이들이 얼굴 이미지와 그리블 이미지를 fMRI 자극

으로 사용하여 피험자들을 시험하는 동안에 좌·우 방추상 영역의 변화를 보

여주는 그래프이다. 이들에 따르면, 방추상 영역 중에서도 우측 중앙 부분, 즉

Kanwisher 등이 제시한 영역과 일치하는 부분에서 실험 세션이 진행됨에 따

라 얼굴과 그리블을 인식할 때의 활성화의 정도 차이가 줄어들었다(<그림 7>

의 d 참조). 즉, 이 그래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획득되는 그리블에 대한 전

문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며, 이렇게 그리블에 대한 시각적 전문성이 증가하

자 얼굴과 그리블을 재인할 때 활성화 되는 정도의 차이가 줄어든 것을 그래

프 상에 시각화 한 것이다. 이러한 시각적 전문성의 획득 과정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는 이들의 선행 연구에서 종종 반응시간과 정확도의 변화로

보여주던 것인데, 이 연구에서는 fMRI 뇌영상에서의 t 값의 변화도, 즉 뇌 활

성도의 상대적인 변화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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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그리블을 활용한 fMRI 자극의 구성. (a) 가족 및 개체 차원에서

다른 그리블의 예시. 이러한 그리블을 활용하여 그리블을 구분하는

훈련을 시켜 그리블 전문가를 길러낸다. (b) fMRI 패러다임의 예시.

피험자는 연속적으로 제시되는 얼굴 이미지와 그리블 이미지를 관찰

하면서 직전에 제시된 이미지와 동일한 개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자료: Gauthier et al.(1999).

주: 그리블(검정색 막대)과 얼굴(흰색 막대)을 재인할 때 방추상 영역의 부위별 t 값

의 변화 그래프. (a) 좌측 앞 방추상회 (b) 우측 앞 방추상회 (c) 좌측 중앙 방추상회

(d) 우측 중앙 방추상회. 우측 중앙 방추상회에서 그리블과 얼굴을 재인할 때 활성화

의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얼굴 인식에 관여한다고 알려진 우측

중앙 방추상회 부분이 얼굴이 아닌 그리블에 대해서도 시각적 전문성이 획득되는 만

큼 활성화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료: Gauthier et al.(1999).

<그림 6>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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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99년 논문에서 이러한 그래프보다 더 중요한 이미지는 그리블 전

문가와 그리블 초보자가 대상을 재인해내는 작업을 진행할 때 활성화 되는

뇌 영역을 나타낸 영상이다. 이것이 Kanwisher 등이 제시한 뇌영상과 대응

관계를 이루면서 두 그룹의 주장이 본격적인 논쟁 구도를 이루어갔다고 볼

수 있다. 그림 8이 바로 그것인데, 왼편에 제시된 그리블 초보자 3명의 뇌영

상에서는 얼굴을 볼 때 활성화 되는 뇌 영역이 그리블을 볼 때는 활성화 되

지 않은 데 반해, 오른편에 제시된 그리블 전문가 3명의 뇌영상에서는 얼굴을

볼 때 활성화 되는 뇌 영역이 그리블을 볼 때도 활성화 되는 현상을 보여주

고 있다. 연구자들은 각 피험자가 얼굴을 볼 때에 활성화 되는 영역을 흰 사

각형으로 강조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연구자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블과 얼굴

의 처리에 관여하는 영역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였다. 이러한 뇌영

상은 얼굴이 아닌 그리블이라는 새로운 대상에 대해서도 일단 이를 구분해내

는 전문성이 획득되면 얼굴 인식 영역으로 알려진 중간 방추상회 영역이 활

성화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얼굴 영역이 사실상 얼굴 영역이 아니라 전

문성이 획득된 대상에 대한 하위 차원의 구분에 관여하는 영역임을 뒷받침하

는 것이다(<그림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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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피험자별 얼굴 및 그리블을 볼 때의 뇌영상. 그리블 초보자는 얼굴을

볼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 그리블을 볼 때 활성화되지 않지만(왼쪽), 그리

블 전문가는 얼굴을 볼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 그리블을 볼 때 활성화된

다.

자료: Gauthier et al.(1999).

<그림 8>

바로 뒤이어 2000년에 발표한 후속 연구에서는 그리블 세계로부터 다시 현

실 세계의 차원으로 내려와 그리블 전문가가 아닌 자동차 전문가와 조류 전

문가의 뇌를 관찰하고 있다(Gauthier et al., 2000).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 얼

굴 재인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행동 효과를 전문성과 연관 지어 설명하는 연

구자들이 있어왔고, 이들이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이 주로 개 심사위원,

자동차 전문가 등이었다. Gauthier 등도 이러한 연구들과 문제와 답을 공유하

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시도한 것은 당

연하다.10) 이들이 제시하는 데이터에 따르면, 조류 전문가는 다양한 종류의

10) 사실 Gauthier를 중심으로 몇몇 연구자들이 그리블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대상을 시각적 자극으로 이용하여 fMRI 뇌영상을 관찰한 연구도 있지만,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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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피험자별 얼굴 및 그리블을 볼 때의 뇌영상. 그리블 초보자는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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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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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이미지를 볼 때, 자동차 전문가는 다양한 모델의 자동차 이미지를 볼 때

보통 사람에 비해 방추상 얼굴 영역이 더욱 활성화 된다. 이 연구에서 fMRI

자극으로 활용된 시각적 이미지는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

의 사물, 다양한 모델의 자동차, 다양한 종의 새, 다양한 사람의 얼굴에 대한

이미지로, 자동차와 새는 얼굴과 마찬가지로 같은 범주에 속하는 대상들 간의

구분을 유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fMRI 자극에 대해 각자 전문성이

있는 분야의 대상을 볼 때에만 얼굴을 볼 때와 같은 영역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은 얼굴 인식 영역으로 알려진 우측 방추상회 영역이 사실은 시각적 전문

성을 획득한 개체들에 대한 하위 차원의 구분을 수행할 때 동원되는 부분임

을 주장할 수 있었다.

Gauthier 그룹의 연구 결과는 현재 여러 인지 신경과학 교과서에 ‘전문 지식

가설’ 내지는 전문성에 의해 자동화되는 ‘변화 가능한 방추상 영역’으로 소개

되면서, 전통적으로 좀 더 강력하게 지지되어 온 관점인 얼굴 모듈 가설에 대

한 대안적 설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마리 배니치, 2008; 버나드 바스 · 니

콜 게이지, 2010). 이렇게 이들이 Kanwisher 등과는 다른 설명을 제시하고 설

득력을 얻는 과정은 그리블이라는 새로운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얼굴 인식 메

커니즘이라는 현상에 시각적 전문성이라는 다른 기준을 통해 개입하여 해석을

구성하는 과정뿐 아니라, 이러한 해석을 입증하는 시각적 증거를 구성하여 다

른 과학자들에게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리블 전문가와 초보자의 행동

패턴에 더해, 그리블을 fMRI 자극으로 활용해서 뇌영상 데이터를 만들어냄으

로써 Kanwisher 등의 연구와 대칭적인 시각적 재현들의 연쇄가 구성되었다.

이렇게 재현의 경쟁 속에서 두 그룹이 내놓은 최종적인 뇌영상은 동일한 영역

이 활성화된 이미지였지만, 이에 대해 두 그룹은 각자의 실험패러다임속에서

생산된 서로 다른 시각적 증거들과 서로 다른 전문적 시각을 제시하면서 얼굴

재인 메커니즘에 대한 상이한 이론을 주장했다.

실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것이 아니라 물체의 카테고리의 차원을 달리

한 시각적 자극을 제시하여 실험을 진행했다(Gauthier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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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끝나지 않은 경쟁: 서로 다른 이론의 공존

Kanwisher 그룹과 Gauthier 그룹이 제시한 이론들은 어느 한 쪽의 승리로

귀결되지 않았다. 이들은 그 후로도 여러 저널에 상반된 주장을 개제하며 계

속 논쟁을 벌였다(Kanwisher, 2000; Tarr and Gauthier, 2000; Grill-Spector et

al., 2004; Gauthier et al., 2004). 이 과정에서 Kanwisher는 그리블이 갖는 물

리적 속성이 근본적으로 얼굴과 유사하기 때문에 방추상 얼굴 영역이 활성화

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얼굴 영역’은 얼굴과 유사한 대상을 처리하는 데에도

동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Kanwisher, 2000). 이에 대해, Gauthier 그룹은 얼

굴인식불능증을 앓고 있는 환자도 그리블에 대한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블이 얼굴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였

다(Tarr and Gauthier, 2000; Grill-Spector et al., 2004). 이렇게 얼굴 재인 메

커니즘에 대한 시각화 회귀가 종결되지 않고 재현의 경쟁이 계속되는 상황은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으며, 시간이 더 경과하면 어느 한 편의 이론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어 얼굴과 대상을 인식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통일된 설명으

로 제시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논쟁 속에서도 이 두 그

룹의 상이한 설명이 Nature를 비롯한 권위 있는 저널에 나란히 실리는 등 과

학자 사회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일한 현

상에 대해 서로 다른 뇌과학적 지식을 주장하는 두 이론이 공존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그룹의 재현 방식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

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두 그룹이 내놓은 시각화와 재현의 방식은 당시의 기술적, 사회적 맥

락 속에서 상호 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사회-기술적 시각화 과정이며

(Ruivenkamp and Rip, 2010), 이로 인해 재현의 구도가 일정한 방향으로 구

성되었다. 이는 fMRI 기술이 효과적인 시각적 증거를 산출할 수 있는 유용한

기록 도구로 인정을 받고, Kanwisher 그룹을 비롯한 얼굴 재인에 대한 연구

자들이 뇌영상 기술을 사용한 연구를 내놓기 시작하면서 Gauthier 그룹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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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방법이 실험심리학적 행동 실험에서 fMRI를 활용한 실험으로 변화된 점이

잘 보여준다. fMRI 기술과 시각화 도구를 사용해서 피험자들의 인지 활동을

뇌영상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환원하여 기록하는 연구 방식은 신경과학 및

얼굴 재인 메커니즘의 연구를 위한 전형적인 방식으로 굳어짐으로써 이를 활

용한 과학적 실행에 수행성과 객관성이 부여된 것이다.

다음으로, 이렇게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fMRI 기술을 활용한 두 그룹의 과

학적 활동에서 시각적 자극 이미지는 뒤섞인 요인들 속에서 연구자가 추측하

는 원인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소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중간

재현물은 연구자가 실제 현상에 개입하는 방식을 표현하는 동시에 연구 가설

을 실험과 입증이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냄으로써, 현상에 대한 새로운 재현

방식과 이를 통해 새롭게 재현된 현상이 함께 구성되었다(Latour, 1986;

Lubar, 1995; Callon, 2002). Kanwisher 그룹과 Gauthier 그룹은 얼굴 재인 과

정에만 특수하게 발생하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 및 특정 뇌 영역의 활성이라

는 현상을 서로 다른 기준을 통해 분류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 패러

다임은 다른 형태의 fMRI 자극의 쌍으로서 구성되었다. 또한, Gauthier 등은

자신의 주장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리블이라는 새로운 시각적 자극을

고안해냈는데, 이렇게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시각적 자극을 접하는 실험

이 수행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시각적 재인 과정은 실험실의 맥락에서 특

정한 기준 하에 분해되고 연구 가설을 입증하는 새로운 현상으로 재현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소거가 새로운 실험과 새로운 재현, 그

리고 새로운 현상을 창조해내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두

그룹이 상이한 연구 가설을 시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서로 다른 시각적 자

극의 쌍은 서로 다른 요소를 실험 가능한 대상으로 구성하였고, 각 실험 패러

다임 속에서 산출된 데이터들은 각 그룹의 연구 가설을 입증하는 시각적 증

거로 활용됨으로써 서로 다른 현상을 재현해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소거 방식에 기초한 실험을 통해 얻어지는 과학적 주

장의 정당성은 각 연구자의 연구 내에 존재하는 실험 패러다임에서 생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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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재현들과 이에 대한 해석 사이의 정합성으로부터 기인한다. 어떤 현상

을 관찰 가능하게 만들고 재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각화 회귀를

해결해야 하며, 이는 재현의 성공을 판별할 기준에 대한 관련된 실행 집단끼

리의 합의와 안정화를 필요로 한다(Ruivenkamp and Rip, 2010). 물론 앞서

설명했듯이 특정 시각화 기법이 일상화, 객관화됨으로써 굳어진 재현의 방식

이 시각화 회귀 문제를 일부 해결해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뇌의 기능과 같이 물리적인 실체를 가정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서 유사

한 시각화 기법을 사용해서 제시된 서로 다른 두 이론에 대해서도 과학자 사

회 내부에서는 일정한 정도의 신뢰를 부여한다. 이 때, 시각화 회귀가 끝나는

지점은 각 이론이 택한 실험 패러다임 하에 생산된 시각적 증거들과 이에 대

한 이론적 모델인 해석 사이의 정합성이라는 또 다른 가치에 의존한다. 즉,

과학적 주장이 갖는 정당성은 실재와 이론 사이의 비교가 아니라, 실재에 대

한 재현과 이론에 대한 재현을 연결하는 다양한 중간 재현물이 이루는 정합

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결정되며, 이것이 과학에서의 사실주의(realism in

science)라고 볼 수 있다(Sargent, 1996).

따라서 일반적으로 과학자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과학적 주장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시각화를 통한 재현의 진위 여부라기보다는 실재와 이론에 대한

시각화와 재현이 얼마나잘이루어져있으며, 이러한 재현물들이얼마나잘연

결되어 있는가 여부에 의존한다. 이렇게 좋은 시각화(good visualization)를 통

한 좋은 재현(good representation)을 제시하는 것을 가장 합리적이라고 평가

하는 것은 뇌과학 분야의 기록 문화에서 특히 강하게 작용하는 사실주의의 양

식이라고 볼 수 있다. 값비싼 fMRI, PET 등의 뇌영상 기구들의 사용료와 실험

방법상의 난점 때문에 이를 이용한 뇌 연구는 주로 20명 내외의 정상적인 성

인이나 소수의 뇌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피험자가 수행하는 작업

역시 매우 제한된 형태의 인공적인 자극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이렇

게 매우 국소적으로 구성된 특수한 환경 속에서 도출된 결과를 가장 잘 해석

해내기 위해 연구자들은 ‘얼굴 인식’, ‘전문성’, ‘그리블의 특성’ 등의 의미를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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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방법이 실험심리학적 행동 실험에서 fMRI를 활용한 실험으로 변화된 점이

잘 보여준다. fMRI 기술과 시각화 도구를 사용해서 피험자들의 인지 활동을

뇌영상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환원하여 기록하는 연구 방식은 신경과학 및

얼굴 재인 메커니즘의 연구를 위한 전형적인 방식으로 굳어짐으로써 이를 활

용한 과학적 실행에 수행성과 객관성이 부여된 것이다.

다음으로, 이렇게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fMRI 기술을 활용한 두 그룹의 과

학적 활동에서 시각적 자극 이미지는 뒤섞인 요인들 속에서 연구자가 추측하

는 원인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소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중간

재현물은 연구자가 실제 현상에 개입하는 방식을 표현하는 동시에 연구 가설

을 실험과 입증이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냄으로써, 현상에 대한 새로운 재현

방식과 이를 통해 새롭게 재현된 현상이 함께 구성되었다(Latour, 1986;

Lubar, 1995; Callon, 2002). Kanwisher 그룹과 Gauthier 그룹은 얼굴 재인 과

정에만 특수하게 발생하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 및 특정 뇌 영역의 활성이라

는 현상을 서로 다른 기준을 통해 분류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 패러

다임은 다른 형태의 fMRI 자극의 쌍으로서 구성되었다. 또한, Gauthier 등은

자신의 주장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리블이라는 새로운 시각적 자극을

고안해냈는데, 이렇게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시각적 자극을 접하는 실험

이 수행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시각적 재인 과정은 실험실의 맥락에서 특

정한 기준 하에 분해되고 연구 가설을 입증하는 새로운 현상으로 재현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소거가 새로운 실험과 새로운 재현, 그

리고 새로운 현상을 창조해내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두

그룹이 상이한 연구 가설을 시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서로 다른 시각적 자

극의 쌍은 서로 다른 요소를 실험 가능한 대상으로 구성하였고, 각 실험 패러

다임 속에서 산출된 데이터들은 각 그룹의 연구 가설을 입증하는 시각적 증

거로 활용됨으로써 서로 다른 현상을 재현해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소거 방식에 기초한 실험을 통해 얻어지는 과학적 주

장의 정당성은 각 연구자의 연구 내에 존재하는 실험 패러다임에서 생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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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재현들과 이에 대한 해석 사이의 정합성으로부터 기인한다. 어떤 현상

을 관찰 가능하게 만들고 재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각화 회귀를

해결해야 하며, 이는 재현의 성공을 판별할 기준에 대한 관련된 실행 집단끼

리의 합의와 안정화를 필요로 한다(Ruivenkamp and Rip, 2010). 물론 앞서

설명했듯이 특정 시각화 기법이 일상화, 객관화됨으로써 굳어진 재현의 방식

이 시각화 회귀 문제를 일부 해결해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뇌의 기능과 같이 물리적인 실체를 가정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서 유사

한 시각화 기법을 사용해서 제시된 서로 다른 두 이론에 대해서도 과학자 사

회 내부에서는 일정한 정도의 신뢰를 부여한다. 이 때, 시각화 회귀가 끝나는

지점은 각 이론이 택한 실험 패러다임 하에 생산된 시각적 증거들과 이에 대

한 이론적 모델인 해석 사이의 정합성이라는 또 다른 가치에 의존한다. 즉,

과학적 주장이 갖는 정당성은 실재와 이론 사이의 비교가 아니라, 실재에 대

한 재현과 이론에 대한 재현을 연결하는 다양한 중간 재현물이 이루는 정합

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결정되며, 이것이 과학에서의 사실주의(realism in

science)라고 볼 수 있다(Sargent, 1996).

따라서 일반적으로 과학자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과학적 주장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시각화를 통한 재현의 진위 여부라기보다는 실재와 이론에 대한

시각화와 재현이 얼마나잘이루어져있으며, 이러한 재현물들이얼마나잘연

결되어 있는가 여부에 의존한다. 이렇게 좋은 시각화(good visualization)를 통

한 좋은 재현(good representation)을 제시하는 것을 가장 합리적이라고 평가

하는 것은 뇌과학 분야의 기록 문화에서 특히 강하게 작용하는 사실주의의 양

식이라고 볼 수 있다. 값비싼 fMRI, PET 등의 뇌영상 기구들의 사용료와 실험

방법상의 난점 때문에 이를 이용한 뇌 연구는 주로 20명 내외의 정상적인 성

인이나 소수의 뇌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피험자가 수행하는 작업

역시 매우 제한된 형태의 인공적인 자극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이렇

게 매우 국소적으로 구성된 특수한 환경 속에서 도출된 결과를 가장 잘 해석

해내기 위해 연구자들은 ‘얼굴 인식’, ‘전문성’, ‘그리블의 특성’ 등의 의미를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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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없이 재정의 하며 해석의 적합성을 높여간다. 이로부터 구성된 과학적 설명

의 정당성은 바로 이들 자신이 설계한 실험 패러다임 내에서 다양한 데이터로

시각화된 재현들끼리 갖는 유기적인 연결로부터 얻어진다. 이러한 좋은 재현

이 하나일 필요는 없으며, 같은 현상에 대한 상이한 해석도 같은 저널에 나란

히 실리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6. 결론: 과학적 재현의 가치와 한계

지금까지 얼굴 재인의 메커니즘에 대한 두 가지 상이한 과학적 재현이 경

쟁하고 공존하는 모습을 분석하였다. 두 그룹의 연구자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

로 뇌의 시각적 재인 과정이 나뉜다고 보고 자연 현상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이들은 뇌의 기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과학적 주

장의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적 재현물을 사용했다. Kanwisher

그룹의 fMRI 자극은 얼굴과 다른 사물들 간의 차이를 가시화하였고,

Gauthier 그룹의 그리블은 기존의 얼굴 재인과 대상 재인 사이의 관계를 재

설정 하고 이로부터 전문성이라는 새로운 차이를 가시화 하고 실험실의 맥락

에 시각적 전문성을 들여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각 그룹

의 시각적 재현물은 얼굴 재인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의 재현을 구성하는 일

부로서, 두 그룹이 각각 내놓은 과학적 주장의 정당성을 낳는 순환 고리의 일

부로 기능하였다.

본 논문은 최종적인 뇌영상과 과학적 주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용되

는 중간 재현물의 생산 과정과 역할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찰함으로써, 과학자

사회 내부의 특정한 문화 속에서 뇌과학 분야의 지식이 구성되고 권위를 획

득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여러 STS 학자들이 뇌영상이 갖는 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같은 뇌영상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다른 주장을 실

을 수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상들에 담겨있는 주장의 무게가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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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영상이라는 사실 때문에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뇌영상이 특

정한 뇌과학적 주장을 재현하는 것으로서 힘을 갖는 과정에서 과학자 사회가

아닌 일반 대중 영역의 역할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일단 뇌영상 및

이와 연관된 이론이 권위 있는 지식으로서 구성되는 첫 단계는 논문 출판 등

과학자 사회 내부의 가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제시되는 뇌과학적 주장은 실재에 대한 사실적 재현이라기보다는 사회-기술

적 시각화 과정에 만들어진 좋은 재현이며, 좋은 재현의 기준은 중립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학자 사회의 인식적 가치와 사실주의에 철

저히 의존한다.

이렇게 뇌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상이한 과학적 주장이 과학자 사회 내

부의 맥락에서 각자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은 신경과학 지식의 가치와 한계

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그간 신경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

하면서 2000년대부터는 이러한 발전과 함께 따라오는 법적,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성찰적으로 연구하는 비판적 신경과학(critical neuroscience), 신경윤리

학(neuroethics) 연구가 시작되었다(Illes, 2006; Levy, 2007; Choudhury et al.,

2009; 홍성욱․장대익, 2010). 신경과학 지식이 낳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먼저 이러한 지식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어떠한 경로를 따라

움직이며 진화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뇌영상 및 뇌과학

지식이 사실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첫 단계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지식

의 내용과 시각적 재현의 권위는 fMRI를 이용한 특정한 사회-기술적 시각화

방식과 뇌과학 분야의 가치 평가에 의해 구성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즉, 뇌영

상 및 뇌과학 지식이 사실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뇌과학자 사회 내

부의 맥락에 철저히 의존하며, 이러한 맥락과 분리될 경우 이것이 특정한 주

장을 보이는 재현으로서 갖는 정당성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과학자 사회 내부에서 만들어진 사실의 실제적 내용과 이러한 증명을 가능하

게 하는 맥락을 인식하는 것은 이후 이러한 지식이 일반 대중의 영역에서 확

산, 소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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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없이 재정의 하며 해석의 적합성을 높여간다. 이로부터 구성된 과학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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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된 재현들끼리 갖는 유기적인 연결로부터 얻어진다. 이러한 좋은 재현

이 하나일 필요는 없으며, 같은 현상에 대한 상이한 해석도 같은 저널에 나란

히 실리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6. 결론: 과학적 재현의 가치와 한계

지금까지 얼굴 재인의 메커니즘에 대한 두 가지 상이한 과학적 재현이 경

쟁하고 공존하는 모습을 분석하였다. 두 그룹의 연구자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

로 뇌의 시각적 재인 과정이 나뉜다고 보고 자연 현상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이들은 뇌의 기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과학적 주

장의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적 재현물을 사용했다. Kanwisher

그룹의 fMRI 자극은 얼굴과 다른 사물들 간의 차이를 가시화하였고,

Gauthier 그룹의 그리블은 기존의 얼굴 재인과 대상 재인 사이의 관계를 재

설정 하고 이로부터 전문성이라는 새로운 차이를 가시화 하고 실험실의 맥락

에 시각적 전문성을 들여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각 그룹

의 시각적 재현물은 얼굴 재인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의 재현을 구성하는 일

부로서, 두 그룹이 각각 내놓은 과학적 주장의 정당성을 낳는 순환 고리의 일

부로 기능하였다.

본 논문은 최종적인 뇌영상과 과학적 주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용되

는 중간 재현물의 생산 과정과 역할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찰함으로써, 과학자

사회 내부의 특정한 문화 속에서 뇌과학 분야의 지식이 구성되고 권위를 획

득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여러 STS 학자들이 뇌영상이 갖는 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같은 뇌영상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다른 주장을 실

을 수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상들에 담겨있는 주장의 무게가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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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sibility and Limit of Risk Management through Technological Fix
: A Case Study into the Platform Screen Door (PSD)

Kang, Yun Jae

ABSTRACT
   This essay aims to look into the possibility and limit of a 
technological fix with the PSD (platform screen door), which was 
proposed as the solution of subway risk problems. Subway risk problems 
may b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on-rail accidents, in-station 
accidents, platform accidents, spatial risks in underground, and risks due 
to a crime or terror―, and the platform accidents, which happens at the 
interface between the rail and the station, is the most serious and 
prominent. The PSD is considered as an effective technical means to 
prevent platform accidents. However, there remains a possibility of 
aggravating unexpected and invisible risks. When a fire breaks out in 
platforms, especially at exchange stations during the rush hour, the PSD 
can become a "wall of outcrying", since it may act as the "safety 
shutter" which killed many people in the 2003 Daegu subway disaster. 
This is why we need to look into the limit of a technological fix with 
the PSD. 

Key terms
Technological Fix, PSD(Platform Screen Door), Subway Risks, Normal 
Accidents, Platform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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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 and Coexistence of Visual Representations
: Controversies about the Mechanism of Face Recognition

in Neuroscience 

Chang, Ha Won

ABSTRACT
   Visualization techniques are transformed into reliable representations 
through socio-technological processes which include the agreement on the 
instrument and the embodiment of practices in relevant scientific 
communities. Visual representations thus produced are justified by realistic 
and epistemic virtues in science. This paper analyzes different visual 
images presented in the scientific papers of two research groups who 
argue different theories about the mechanism of face perception. These 
two scientific groups use the same fMRI technology; yet, different 
experimental paradigms and visual stimuli change their hypotheses into 
distinct testable theories, which in turn lead to different evidences to 
support their own theories. Visual evidences are intermediate 
representations which lie between fMRI brain images and scientific 
theories, and theoretical models obtain the scientific value based on the 
consistency in the chain of visual representations. This study shows that 
representations in science tend to be good representations within the 
context of scientific communities. It will provide a chance to think of 
the value and limit of the scientific knowledge.

Key terms
Visualization, Representation, Neuroscience, fMRI Stimuli, Experimental Paradig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