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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글은 과학기술적 성과, 그중에서도 특히 인간의 인지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과학적 발견과 그 기술적 적용들이 법적 제재를 정당화하는 논의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필자는 인간의 판단이나 의사결정 영역에 대한 경험

과학적 설명이 늘어날수록 규범지향적 태도는 약화될 수 있다는 입장에 서서 법과 

과학의 인테페이스를 다룬다. 

  우선 인지신경과학의 일부 성과를 염두에 두면서, 존재유추와 책임주의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법적 제재의 특징들을 요약하고, 이런 특징들이 인지신경과학과 만나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검토한다. 특히 존재유추의 사고가 안고 있는 환원주의의 

위험과 인지적 법이론의 관계, 자유의지에 대한 인지신경과학적 해석의 쟁점 및 한계, 

과학주의 패러다임에 따른 개인적 책임성의 위축이 법적 제재에 초래하는 문제 등을 

분석하고, 환원적인 인식관심보다는 통합적인 인식관심 속에서 인지과학적 연구 성과를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새로운 과학적 연구로부터 법적 제재를 위한 기여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효용성을 정당성과 연결시키는 방향이 될 것이다. 그리므로 필자는 법과 과학의 상호

작용을, 학계 일각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법철학의 자연주의적 선회’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태도를 비판한다. ‘자연주의적 규범성’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제재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을 보장해주는 이론이 아주 불확실한 규범이론보다는 낫다는 정도에 

머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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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    제

이 글은 과학기술적 성과, 그중에서도 특히 인간의 인지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과학적 발견과 그 기술적 적용들이 법적 제재를 정당화하는 논의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과학기술 중에서도 특히 인간의 몸 그리고 

마음을 연구하고 또 이에 개입을 시도하는 과학기술이 늘어나고 있다. 세포조직이나 

장기, 유전자, 복제배아, 줄기세포 등 인체에서 유래하는 생명물질에 대한 관심을 

넘어, 인간의 사고, 의식, 기억, 정서, 지향, 판단과 의사결정 등 인지과정에 대한 

신경과학적 연구와 그 응용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다. 인간의 뇌에 대한 

생물학적 의학적 지식이 빠르게 축적되고, 특히 1991년 기능성자기공명영상(fMRI)

술이 개발되면서 ‘뇌 속의 마음’을 보여준다는 이 기술에 힘입어 인간의 정신상태에 

대한 신경과학적 연구가 붐을 이루고 있다. 1980, 90년대 생명공학의 위력이 DNA

라는 과학용어를 대중화시켰다면, 오늘날 뇌과학은 fMRI라는 기술을 대중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인간상을 파악하는 일을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영역이 주도해 왔다면 

이제는 경험과학이 큰 몫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인지신경과학은 제반 학문과 문화 

영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학, 경영학, 정치학, 심리학, 인류학, 문학과 

예술 등의 분야에서 기왕의 학술적 문화적 관심사나 현안들을 인지신경과학의 프리즘

에 비춰 보려는 시도들이 일종의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법학도 예외가 아니다. 인지신경과학적 연구 성과에 대한 법학의 관심은 미국과 

서유럽 법학계에서 시작하여 확산되고 있다. 일찍이 법학계에 자리 잡은 법과 경제, 

법과 행태연구 등의 연계학문적 관심이 최근에 법과 인지신경과학을 융합시키는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로 보인다. 이러한 발전 추세는 인지신경과학과 법영역이 만나는 

신경법(neurolaw)이라는 응용분야를 탄생시켰다. 최근 영미, 독일 등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신경법 분야의 주제들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이 광범위하다. 법관의 

법추론 과정에서의 인지적 편향 연구, 행위자의 자유의사를 전제한 행위론 및 책

임론에 대한 재검토, 미필적 고의와 과실에 대한 인지신경과학적 구분 시도, 기억 

연구에 기초한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및 증거법상 증언 획득 기법 개발, 인종이나 

성 혹은 고용상의 차별에 반영된 인지적 편향 연구, fMRI을 이용한 거짓말탐지의 

증거능력, 사이코패스의 형사책임, 사형의 복잡한 차원에 대한 신경 이미지 구성, 

뇌구조의 미성숙을 이유로 한 청소년에 대한 사형 비판, 상습성에 대한 신경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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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석, 범죄프로파일링에 존재하는 인지적 편향 연구, 인지신경과학에 입각한 

범죄예방 프로그램, 청소년 범죄자가 성년범죄자보다 갱생제도에 더 잘 적응함을 

보여주는 뇌영상 연구, 계약에 적용가능한 모듈(modularity)개념 구성, 착각테스트와 

상표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분석, 신경적 기반의 메타포를 이용한 선거 결과 분석, 

법에 대한 경제적 분석에 나타난 인지적 문제 분석, 거래상 비밀의 행태적 기반, 

가족법의 생물학적․인류학적 토대, 법철학에 대한 인지과학적 비판 시도, 인지과학

을 반영하는 법교육, 인지적 편향을 줄이는 입법 모델 시도 등등. 

우리 학계에서는 특히 형법학계를 중심으로 행위자의 자유의지를 부인하는 이른바 

리벳실험에 착안하여 행위론과 책임론을 재검토하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실무에서는 판사들을 중심으로, 법적 결정의 정당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법적 논증 과정에서의 인지적 편향 극복문제에 관심이 늘면서 이에 대한 연구 모임이 

생기기도 했다.1) 

법이 올바른 판단과 결정의 영역이라면,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이라는 인지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과학은 어떤 식으로든 법과 의미있게 만나는 접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접점의 의미는 법과 법적 제재의 정당화 요구에 비추어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법적 제재의 정당화는 법철학적 규범이론의 핵심에 놓이는 문제이다. 사람

들에 대해 ‘…해야 한다’고 권위적으로 선언하는 법제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잘 정비된 법제도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판단과 의사결정이라는 인간의 인지과정에 대해 나름대로 설명해

주는 인지신경과학은 법적 판단과 의사결정의 정당성 확보 요청에 어떤 의미를 던

지는가? 누군가가 합리적으로 행위했는지 법의 이름으로 따지어, 사회적 비난을 

가하고,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자유에 제약을 가하는 공권력을 발동하고, 사회

성원들이 법적 제재를 받아들이는 이 모든 일들의 의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뇌연구를 포함하여 인지신경과학 연구 성과들은 법제도를 더 낫게 만드는데 어떻게 

기여하는가? 달리 표현하여 이러한 연구들은 법이라는 제재시스템을 인간본성과 

조건에 더 알맞게 만드는데 어떻게 보탬이 되는가?

1) 신경법과 관련된 우리 법학계와 실무 동향에 대해서는 박은정/장하원, “신경과학과 법을 
둘러싼 논쟁”, 법과 사회, 제41권, 2011, 285면 이하와 303면 참조.



510   �서울대학교 法學� 제54권 제3호 (2013. 9.)

II. 법적 제재의 전통적 토대

인간의 내면세계를 향한 과학의 관심과 그 기술적 적용가능성이 커질수록, 다시 

말해서 인간의 판단이나 의사결정 영역에 대한 경험과학적 설명이 늘어날수록 규범

지향적 태도는 약화될 수 있다. 국가를 지금처럼 최대의 힘을 가진 국가로 만든 

정치이념인 ‘법의 지배’는 규범적 낙관주의의 산물이다. 법적 제재를 행사하는 

권한을 국가가 가짐으로써, 즉 일체를 국가의 법률로 정함으로써 자의를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는 이 ‘법의 지배’이념에는 권력의 전횡이 초래한 

‘정치적 허무주의’에 대응하는 ‘규범적 낙관주의’가 깔려 있다. 규범적 낙관주의는 

자유로운 사람들 즉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아는 인간

들이 이성적으로 기획하여 합의하는 규율을 정하면, 인간의 활동 영역이 좀 더 

합리적이 된다는 믿음이다. 

규범지향적 태도는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고 스스로 책임지는 존재라는 전제로

부터 나온다. 그런데 인간의 몸과 마음에 대한 경험적/기계론적/기능적/결정론적/

모듈적 설명방식을 확장시키는 과학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이 규범낙관

주의를 약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인간의 성향이나 인지능력 내지 무능력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가 늘면서,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처방에서 행위자의 자유와 

책임능력에 기초한 규범적 모델이외에 결과지향적 모델이나 의료 모델이 거론되고, 

사회적 접근방식보다는 개별화된 접근방식이 주목되는 추세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과학기술집약적인 사회환경은 근대법 이래 오늘날의 법에 이르는 

계몽적이고 해방적인 믿음인 규범낙관주의를 흔들고 있다. 

필자가 법과 과학의 금세기적 새로운 상호작용 속에서 법적 제재의 전통적인 

토대가 흔들리는 조짐을 본다고 하여, 과학의 발전과 함께 지금의 법과 제재시스

템이 전면적으로 붕괴되거나 혁명적인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법은 사회의 다른 제도들과 비교해 볼 때도—재판제도, 성문법

전, 법조전문직, 수형시설, 법학교육 방법 등—본질적인 변화 없이 지속되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미리 말해 두지만, 필자는 인지신경과학의 연구성

과로 일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새로운 인간상이 대두하거나 새로운 법적 

제재방식이 대두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인간의 

내면을 파고드는 과학이 우리의 규범 지향적 태도에 의미심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

다고 본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법철학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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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 앞으로 몇 편의 글을 연속적으로 쓰고자 한다. 

우선 이 글에서는 인지신경과학의 일부 성과를 염두에 두고 전통적인 규범적 제재의 

특징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고, 이런 특징들이 인지신경과학적 연구성과에 노출되

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형사제재를 포함한 법적 제재

시스템이 의미있는 방향수정을 하게 되는지 혹은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새로운 과학적 연구로부터 제재시스템에 대한 기여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효용성을 정당성과 연결시키는 방향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과 과학의 상호작

용을 학계 일각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법의 자연화’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기보다는 

‘법의 인간화’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남는 과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법적 제재의 전통적인 토대는 방법상으로는 존재유추였다. 법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지적 탐구, 즉 법이란 무엇이며 왜 법에 따라야 하는가의 물음은 인간존재의 

본성, 성향, 조건 혹은 능력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통해 추구되어 왔다. 모든 법사고의 

밑바탕에는 인간존재의 본성을 규명하고 이로부터 법의 본성을 정초 짓고자 하는 

존재유추의 사고가 깔려 있다. 인간에게 일정한 성향이나 본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적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면서 모든 

법이론과 제도는 탄생했다. 그러고 보면 법철학의 역사도, 자연법론이든, 법실증

주의든, 법현실주의든, ‘법이란 무엇인가’의 물음을 ‘인간이란 무엇인가’의 물음으로 

환원시켜 법적 제재의 의미와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온 역사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존재유추가 법적 제재의 방법론상의 토대라면 책임주의는 실질적인 토대를 이룬다. 

법이라는 제재시스템이 상정해온 인간은 자유롭고 스스로 책임지는 인격으로서의 

인간이다. 책임주의는 법적 제재의 인간학적 기초를 이룬다. 막상 형사처벌을 받고 

수감된 처지가 된 누군가는 ‘법 뒤’에서는 스스로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선택해본 

적도 없고 무책임하게 산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법 앞’에 선 그는 외부의 

힘에 의해 타율적으로 결정되거나 대상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주체적 존재로 간주

되어야 했다. 법 앞의 인간은 그 능력과 성향에 대한 규범적 가정 하에 놓인 인간인 

것이다: 인간은 자유롭다, 인간은 자기 결정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인간은 

존엄하다 등등…

누가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것은 행위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



512   �서울대학교 法學� 제54권 제3호 (2013. 9.)

하는 규범체계에 근거한 도덕 판단을 뜻한다. 즉 이 평가 구조 속에서 책임있는 

행위와 책임이 줄어드는 행위의 구분도 가능해진다. 예컨대 의식적/의도적 행위와 

수동적/반사적 행위 혹은 질병으로 인한 행위를 구분하는 것은 평가체계상 전자가 

후자보다 더 무겁기 때문이다. 이처럼 책임은 규범지향적 평가 구조로부터 나온다. 

인간이 자유롭고 책임지는 존재라 함은 관찰을 통해 입증되거나 반박될 수 있는 

성격의 지식으로 간주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 인간이 책임지는 존재이기 위해 

자유의지를 가진다 함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래서 다른 것들과 인과연쇄로 

연결된 것으로 나타나는 경험적 현상적 지식 영역에 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과 관계된, 칸트(Kant)식으로 표현하면, 실천이성에 기초한 선험적 

본체적 지식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 여겨져 왔다. 칸트에 따르면 우리는 경험상

으로는 법과 불법을 구분할 수 없다.2)  

III. 인지신경과학으로부터의 도전

존재유추의 사고에는 예나 지금이나 환원주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예컨대 전통적인 자연법론에 주로 제기되는 비판도 이 환원주의와 관련되어 있다. 

즉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저마다 자기가 이해하는 인간본성을 먼저 상정해 놓고, 

이것을 인간존재의 본성으로부터 이끌어낸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식이라는 것

이다. 

그러나 인간을 인간답게, 그래서 법을 법답게 만드는 요소는 다양하기 마련이다. 

예컨대 생물학적/심리적/사회적/정치적/이성적/철학적/종교적 등등의 다양한 법형성 

요소들 중에서 어느 하나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순간 법이론은 환원주의의 

위험에 빠지게 된다. 즉 여러 법형성 요소들 중에서 저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느 한 가지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여 그것을 법을 법답게 만드는 유일하고 

객관적인 요소라고 내세우게 된다. 존재유추의 사고에 기반하여 단순화되고 모형화

된 지식상이 만들어 질 때, 즉 여러 다양한 요소들을 어느 한가지만으로 환원시킬 

때, 그래서 그것을 유일한 법다움(인간다움)으로 내세울 때, 결과적으로 법다움

(인간다움)은 상실된다. 예컨대 존재유추의 방식으로 ‘생물학적’ 유추에만 우월한 

2) 이와 관련하여 라이너 차칙, “‘살인을 했다면 그는 죽어야 한다’ – 칸트와 형법”, 손미숙 
역, 법철학연구, 제14권 제3호, 2011, 21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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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부여하기로 하면, 이를 사회관계에도 적용시키려 하게 되어(‘사회적 다윈주의’) 

이를 바탕으로 예컨대 단종법과 같은 주장을 들고 나오게 된다. 존재유추의 방식이 

환원주의의 위험에 노출될 때 ‘법 없는 법이론’ ‘인간 없는 법이론’이 탄생한다. 인간

경험을 생물학화하는 환원주의는 최근 과학지식과 기술의 권위에 실려 부활하고 

있다: ‘뇌가 말한다.’ 

다른 한편으로, 앞서 지적한 대로 책임주의는 자유로운 개인격을 전제로 한 법

원리이다.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역사에서 유책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지 않은 

사회는 없었다. 그러면서도 막상 유책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으며 그래서 그 구분을 위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오늘날 개인의 책임에 기초한 규범적 책임관은 다양한 도전에 처해 있다. ‘위험

사회’의 경고는 진작부터 ‘위험책임’, ‘예방적 책임’ 개념을 등장시켜 개인적 책임

성을 상대화 시키고, 과학기술이 생태 및 미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인류의 책임’,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자연물에 대한 책임’도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책임의 영역과, 주체 그리고 대상이 확대되면서 유책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를 구분하는 일은 점점 더 모호하게 되고, 책임은 규범지향적 사고로부터 멀어

지고 있다. 책임개념이 규범지향성과의 연관을 잃게 되면, 그래서 기능적이거나 

결과지향적 모델로 유도된다면, 개인의 책임능력을 따진다는 고유한 책임개념은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책임개념의 상대화라는 이런 시대 정신적 

분위기는, 일군의 인지신경과학자들이 자유의지와 책임개념을 실험실로 끌어들이기 

시작하면서 알게 모르게 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법철학에서 존재유추와 책임주의는 전통적으로 법이 상정하는 인간상을 설명해

주는 동시에 제재를 정당화해주는 논거의 핵심을 이루어 왔다. 이제 일군의 인지

신경과학자들이 뇌스캔으로 ‘마음 읽기’를 시도하고, 행위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한다는 사실을 반박하는 ‘증명’을 해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적 책임에 근거한 

제재 모델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 ‘과학적’ 주장들의 최종적인 

관심사는 어디로 향해 있는 것일까? 그리고 법철학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마음 읽기’와 환원적 인식관심

인간 인지의 신경학적 기반을 찾는 연구는 특정 행동과 뇌질환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에서 시작하여, 예컨대 공격성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 징표의 뇌상관자를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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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연구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fMRI를 통한 ‘마음 읽기’로 

기억의 의도적 왜곡을 감지하거나 피해자의 기억력을 복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그런가 하면 뇌스캔을 통해 거짓말을 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측정

함으로써 ‘거짓말하는 뇌’ 영상자료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한다.3) 

지금까지 써오고 있는 전통적인 거짓말탐지기는 폴리그래프(polygraph)이다. 이는 

거짓말을 할 때 심리상태의 변동이 혈압, 맥박, 호흡 등 일정한 생리반응을 일으키

는데 이런 반응들을 기록하는 기계로서 이것은 거짓말을 직접 측정하는 기계가 

아니라,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측정 

방식을 활용한 것이다. 그러다가 뇌의 전기적 활동에 대한 연구 성과로 fMRI가 등장

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거짓말을 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직접 측정하려는 

시도가 대두된 것이다. 폴리그래프든 fMRI를 이용한 거짓말탐지 증거이든 이들 

자료들은 증거적인 신뢰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4)

가. fMRI의 기본원리

fMRI의 원리는 뇌의 특정부분이 특정 인지기능을 주도적으로 발생시킨다는 것

3) 피고나 증인이 거짓말 혹은 참말을 하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fMRI 뇌영상이 법원에 

처음 제출된 것은 2009년 미국에서였다. 그러나 신뢰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받

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뇌영상은 주로 뇌의 질병이나 정신이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연쇄강간살인범 같은 사이코패스의 비인간적인 범죄가 그의 비정

상적인 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이라는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김길태 사건에서 fMRI 검사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측두엽뇌전증 진단에는 뇌영상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김길태는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범죄를 부인하다가 EEG를 이용한 거짓말탐지기가 동원되자 범행일부 자백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길태에 대한 1차 정신 감정에서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2차 

감정에서는 측두엽뇌전증과 망상장애로 나왔다(김길태 자신이 범죄행위의 상당부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차 결과와 2차 결과가 다르게 나오자, 검찰의 

재감정 요청으로 실시된 3차에서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로만 진단되었다. 서울대 의대 

신경과 이상건 교수는 김길태 사건과 관련하여 측두엽뇌전증을 앓는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듯한 언론 보도 태도에 항의하는 것에 기고문을 쓰기도 했다. 뇌전증은 
간질의 새 이름으로서 뇌의 전기흐름의 일시 오류로 수 초 혹은 수 분간 의식손상, 단순 
동작 반복, 순간적 난폭 행동 등이 가능하나, 김길태처럼 복합적인 행동을 동반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물론 측두엽뇌전증 환자들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범죄를 저지를 수는 
있겠지만 –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서울신문 2011. 1. 24. “열린세상”).

4) 자세히는 홍성욱, “기능성자기공명영상(fMRI)을 이용한 거짓말 탐지 증거의 정확도와 

법적 시사점”, 서울 학교 法學, 제52권 제3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9), 51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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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예컨대 공포를 느낄 때 뇌가 특히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으며, 

다른 부분보다 더 활성화된 이 뇌 부위에 몰린 피에 함유된 산소량을 측정하여, 

혈류와 상관있는 물리적 크기로 표현하여 혈류와 신경활동의 상호 관련성을 추정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경활동과 정신활동의 연관을 추정한다는 것이다. 이때 각 

개인들의 뇌스캔에서 얻은 데이터들을 기준이 되는 뇌상태에 맞추는 표준화, ‘노이즈’ 

최소화 등의 작업과정이 따르고 이를 위해 여러 프로그램과 통계 기법들이 동원된다. 

이런 뇌영상술은 기본적으로 실험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이것을 의사결정이라는 

실재의 인지과정으로, 즉 의사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 전달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생각 혹은 마음을 읽는다는 말은 틀린 것이며, ‘마음 읽기’라기 보다는 정확

하게는 ‘뇌신호 읽기’ 혹은 ‘뇌신호 계산’이라고 표현해야 맞을 것이다. 요컨대 심리

실험 과정에서 뇌의 시그널이 변화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 시그널도 간접적

으로 신경활동과 연관되기에 물론 해석이 요청된다. 그리고 모든 해석은 알다시피 

문화적 차원을 지닌다. 결국 상관성은 ‘개연성’을 말해줄 수 있을 뿐이다. 의료 분야

에서는 몰라도 제재 영역에서 fMRI의 성과를 과장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메타리뷰 결과들에 따르면, 예컨대 공격성을 발휘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 특별히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존재함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연구 결과들이 저마다 조금씩 

다른 뇌 영역을 지적하고 있다. 동일한 연구자가 같은 실험방법에 의존했을 때도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도 없지 않다.5) 무엇보다도 특정 환자의 관찰을 

통한 행동분석이라는 점에서 사례분석 방법은 ‘개별성’ 내지 ‘일화성’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폭력성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정상을 넘는 비정상에 해당

하는 폭력인지 구분하는 기준 설정의 문제가 여전히 임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

에도 유의해야 한다. 뢴트겐이나 CT가 질병의 중한 변화를 찾아낸다면 fMRI로는 

여러 구조들이 드러나고 여기에 기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작은 변화도 감지되는 셈

이다. 우연히 발견되는 것들을 포함하여 이 변화들이 질병 내지 비정상에 해당하

는지 아닌지는 해석상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내면의 세계에 대해 언어적 

이론주도적 서술을 해왔던 때에 비하면, fMRI와 함께 더 많은 심리적 정신적 이상

5) 2001년 fMRI 이용한 거짓말 영역 뇌위치를 드러낸 첫 논문을 발표한 S. A. Spence도 

2004년 논문에서는 안와전두피질(orbitofrontal) 영역이, 같은 해의 또 다른 논문에서는 

후전두엽(posterior frontal) 영역 등, 그리고 2005년 논문에서는 등 쪽 상전전두엽(dorsal 
superior prefrontal)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고했다. fMRI를 이용한 거짓말탐지 

연구와 관련한 메타리뷰 결과에 대해서는, 홍성욱, 52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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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거론하게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뇌영상자료를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학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6) 법정에서 

다루어진다하더라도 fMRI 자료는 다른 증거와 연계 혹은 비교하거나 참조하는 

식이어야 할 것이다. 

나. 정신활동과 뇌영상 연구

인간의 정신작용을 독립된 기능상의 모듈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고 보고 인지

과정을 뇌의 특정 부위에 대한 설명으로 환원시키는 과학적 주장은, 사고체계를 

일종의 정보처리체계로 이해했던 이른바 1세대 인지과학자들이 들고 나온 것이다. 

뇌를 정보저장 컴퓨터로 이해한 이런 입장은 인간의 인지과정을 환경과 상호작용한 

적응적 활동 결과로 파악하는 2세대 인지과학자들의 출현으로 어느 정도 수그러들

었다. 그러나 신경심리학의 기초 가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그 특징은 바로 

환원주의에 놓인다. 요컨대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파악하면 기능도 파악할 수 있고, 

또 구성요소에 대한 지식은 동시에 시스템의 속성을 설명하기도 한다고 보는 것이다. 

신경학적 상관자 내지 뇌국소화 주장은 18세기 이래로 오늘날까지 논쟁대상이 

되고 있다. 즉 해부학적으로 구분되는 뇌영역들이 ‘어떻게’ 기능적으로 특화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바는 아직 빈약하다는 것이다.7) 마음을 읽는 사람 혹은 읽으

려는 사람이 무수한 정보들 중에서 어떤 정보를 읽으려는(선택하려는)지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거리가 된다. 이때 정보들을 더 많이 다룰 수 있게 될수록 그래서 다

양한 실험 상황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될수록,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더 불분명해진다. 

이때 상관성은 더 높은 질서의 상관성이라는 의미를 지닐 뿐으로, 요컨대 저층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전에 우리는 필경 ‘인식이론’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정신활동의 주관적 부분은 이질적인 것들이 혼합을 이루고 있다.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내적 느낌과 외적 지각 등등. 이들 ‘같지 

않은’ 범주들로부터 나온 현상들을 정합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과학용어는 아직 없는 

6) 거짓말과 잘못된 기억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실제 현실과 통제된 실험의 차이에서 

오는 한계, fMRI 방법이 방해 동작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홍성욱, 
앞의 글 참조. fMRI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의사들 사이에서 신중

하게 논의되어야 하리라 본다. 
7) Uttal, The limits of localizing cognitive processes in the Brain, Cambridge: MIT Press, 

2001과 Schleim, Soziale Hirnforschung,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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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이다.8) 신경과학자들은 뇌 안의 작동과 정신활동의 주관적 부분이, 달리 표현하여 

자아의 물리적 차원과 심리적 차원, 그리고 사회적 차원이 어떻게 통합되는지 설명

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과학적 개념이 아닐뿐더러 여전히 과학이 설명해주지 못하는 

영역이다. 신체(뇌)와 정신 혹은 육체와 영혼의 상호작용 관계는 예나 지금이나 철학

자들과 과학자들에게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는 영역이다. 전통적으로 이 둘을 데카

르트처럼 두 개의 상이한 ‘실체’로 파악하든, 아니면 서로 연결된 ‘관계’로 보면서 

그 관계를 다양한 유추를 통해 설명하든, 어떻게 정신적 표현들이 그 특징과 함께 

출현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여하한 형이상학적 진술 없이 자연과학적 정신연구가 가능하려면, ‘정신적 경과에 

대한 자연 법칙성’을 찾으면 될 것이다. 사실 뇌과학자들이 수십 년 전부터 매달려 

연구한 것도 이것이다. 그래서 발견한 것은, 예컨대 뇌 손상이나 마약 등 향정신성

약물 흡입이 의식 상태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그 이상의 새로운 어떤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물리적 기술적인 언어로 인지과정을 설명하는 단계로는 

아직도 데카르트식 정신철학에 대한 완벽한 반박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경과학자들이 기술적 혹은 물리적 언어 범주를 넘어서는 개념들을 그들의 실험

실에 끌어 들여 사용하려는 순간, 그 연구 결과는 무의미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발견 혹은 증명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다. 환원주의의 문제

환원주의의 위력은 과학지식과 그 기술의 권위에 힘입어 fMRI의 수사적 힘에 

실린다: “뇌가 말한다.” 뇌영상술은 오늘날 대중들에게는 실제 이 기술이 가지는 

것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가진 것으로 비치게 만든다. 예컨대 신문기사에서 뇌

영상을 넣은 기사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지 않은 쪽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 또 가상 배심원집단을 상대로 한 실험에서, fMRI 영상을 본 배심원

들의 경우 보지 않은 실험 집단보다 유죄결정이 더 높게 나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9)

8) 예컨대 ‘자아’는 지각과 경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 자아를 
신경화학반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신경과학언어로는 적절히 서술될 수 

없는 것에 대한 대용 역할을 할 뿐인 셈이다.
9) MaCabe/Castel, “Seeing is believing: The effect of brain images on judgments of scientific 

reasoning”, Cognition 107, 2008, 343-352면과, MaCabe/Castel, “The influence of fMRI 
lie detection evidence on juror decision-making”, Behav Sci Law 29, 2011, 566-577면. 여

기서는 홍성욱, 앞의 글, 531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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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경험을 생물학화하는 환원주의는 인간에 대한 과학이론에 두려움을 불러일

으킬 수 있다. 예컨대 다윈주의 논쟁도 생물학적 요소를 사회적 관계에 끌어들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유전적․진화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든 것이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었다고도 말할 수 없다

면, 결국 인간의 진화적 성향 내지 능력과 사회적 효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통

합적 이론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사실 인간의 사고와 행위에 대한 

설명은 뇌의 상태를 조사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이루어진다. 뇌과학 연구는 

체계적․경험적 방법으로 새로운 설명방식을 다른 분야 학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

음으로써, 인간행위의 내면적 경과를 더 잘 이해하는데 다른 분야와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본성의 생물학적 진화적 속성에 대한 지식 때문에 결정론적․환원주의적 

사고를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지식들을 수용하여 사회적․문화적 

현상인 법적 현상 및 변화에 대해 좀 더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음으로써 법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내지 확장을 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환원적인’ 

인식관심보다는 ‘통합적인’ 인식관심 속에서 인지과학적 성과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런 방향에서 우리는 행위를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과학이론을 법사고에 접목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유의지를 둘러싼 문제

자유의지의 물음은 철학적 물음의 핵심 중의 하나이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믿고,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 과연 자유로이 그렇게 행하는가?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어느 정도로 자유로운가? 아니면 우리가 자유로이 사고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직관 혹은 피상적인 

느낌일 뿐이고, 실은 우리의 사고, 느낌, 행동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어떤 알려

지지 않은 요소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들을 품은 사람

들은 물론 철학자들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정신세계를 다루는 사상가, 물리 현상을 

다루는 과학자, 종교적 물음과 씨름하는 신학자, 인간 이해와 체험의 바탕에 관심을 

가진 근원적인 탐구심의 소유자들이라면 이런 질문들을 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철학적 사변적으로 논해온 자유의지 문제는 과학이 가세하면서 새로운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뇌과학을 포함하여 인지신경과학은 지금까지는 과학이 다가

갈 수 없는 영역으로서 여겨진 사람들의 판단과 의사 결정, 선택 등의 사고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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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혹은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으로 끌어 들이고 있다. 이렇게 이 

문제에 접근하는 연구자들 중 일부는, 자유의지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 자유의지에 대한 사람들의 체험은 일종의 착각이라고 

설명한다.

가. 리벳 실험의 경우

뇌연구의 역사는 인간의 의식, 자아, 마음을 포함하여 정신적인 것이라고 불리는 

것을 점차 유물화시켜온 역사라고 보는 시각이 맞을 것이다. 데카르트는 당대 자

연과학 지식에 비추어 정신과 몸(뇌)의 관계를 이원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둘이 모두 

기계적 물리적 법칙 하에 놓인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오늘날 뇌과학자들이 

‘몸 없이는 마음도 없다’고 말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최근의 자유의지 논의에서 빠짐

없이 등장하는 리벳 실험도 이런 선상에 놓인다고 볼 수 있다. 

벤자민 리벳(Benjamin Libet)이 행한 실험에서 실험대상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순간에 손가락 혹은 손목을 움직여달라는 지시와 함께, 그 임의의 순간이 언제였

는지를 특수하게 장치된 시계의 초점위치를 확인해주는 식으로 실험자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 실험을 통해 리벳은, 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신경생리적 경과

와 사람들의 의식적인 결정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 간격을 측정해 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자발적 의사결정(volitional decision: D)보다 소위 준비전위(readiness potential: 

RP)가 선행하므로, 행위는 의식적 결정이 아니라 뇌파의 물리적 사건에 의해 정해

진다는 결론을 내린다.10) 인간의 복잡한 정신현상을 손가락을 까닥하는 반응행동에 

비추어 측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실험적 발상 자체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사람

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실험 결과는 연구자들 사이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관련 학계를 넘어 리벳의 실험 결과를 법이나 경제 등 사회제도에 대입시키고자 

시도한 글들도 나왔다. 

인간의 의사결정이 과연 자발적인 행위인지 여부를 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밝

히겠다는 리벳의 생각은, 의사결정과 같은 정신활동을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신경생리적 조건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와 함께 우리가 통상 정신적인 

활동으로 여겨온 작용들을 뇌의 신경생리적 작용에 ‘부수하는’ 현상 혹은 뇌의 작용

으로 ‘환원하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10) Benjamin Libet, “Haben wir einen freien Willen?” in: Christian Geyer (Hg.), Hirnforschung 

und Willensfreiheit. Zur Deutung der neuesten Experimente, Suhrkamp, 2004, 26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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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벳의 실험은 실험 방법과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11) 우선 

시간적 간격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대립적 견해가 크다. 현 단계에서는 신경

과정이 과연 의사과정에 선행 혹은 후행하는지 아니면 병행하는지 여부가 분명히 

판정된 것도 아니라고 봐야 한다는 견해도 유력하다. 뇌의 신경과정과 의사과정 

사이의 초 이하의 단위에서의 시간적 간격을 측정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때로는 수 초 동안 걸리기도 하지만, 수 시간, 수 년에 걸쳐 일어나기도 하는 우리 

삶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을 떠올릴 때, 이 과학적 측정치에 대한 과도한 관심에는 

‘범주상의 오류’ 문제를 넘는 이상의 문제 차원이 있지 않은가 한다. 

리벳 실험과 그와 유사한 실험들이 밝혀낸 것은 의식적인 의사결정이 무의식적 

뇌 과정의 도움에 의해 준비되고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이 실험결과는 인간

행동의 물리적 인과적 결정성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다시 힘을 실어주는 촉진제가 

되었다. 리벳실험을 인용하면서 물리적인 특질이나 자연적 경과를 초월하는 정신

과정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유물론자들 그리고 뇌근본주의를 주장하는 과학자들, 

철학자들, 사회과학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게 된 것이다. 

독일의 행동생물학자 로트(Gerhard Roth)는 물리주의의 방향에서 자유의지 논의에 

가담하는 대표적인 학자 중의 한 명이다. 그는 의식있는 자아에 의해 조종된 자의가 

의사를 행동으로 변화시킨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인간의 행동이나 느낌, 의사결정

과 같은 사고 과정은 신경생리적 인과연쇄에 따르는 네트워크로 엮여 있다고 설명

한다. 즉 시상하부와 뇌줄기를 따라 순차적으로 연쇄작용하면서 우리가 의식 속에서 

소망하거나 의도, 계획할 때 이것들과 결합된 감정 작용을 일으키고, 이 과정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도록 하면서 이것이 대뇌피질의 활성화로 이

어지고, 이것이 운동성 피질의 활성화로 이어지면 척수를 거쳐 자유로운 동작이 

개시된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소망하거나 의도할 때 무의식적으로 일어

나는 감정적인 경험기억이 결정을 하게 만들며, 이때 우리가 받은 모든 영향과 

경험을 저장하는 영역으로 변연계를 지목한다. 변연계가 인간이 태생적 유전적으로 

영향받은 상태와 행동양식의 중심을 형성하며, “유전적으로 조건지어진 소질의 범위 

11) 이에 대해서는 박주용/고민조, “자유의지에 대한 Libet의 연구와 후속 연구들-신경과학

적 발견이 형법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울 학교 法學, 제52권 제3호(2011. 9), 
477면 이하; Stephen J. Morse, “New Neuroscience, Old Problems”, in: B. Garland (ed.), 
Neuroscience and the Law. Brain, Mind, and the Scales of Justice, New York, 2004, 
169면 이하; 이기홍, “리벳실험의 대안적 해석 – 리벳 이후의 뇌 과학적 발견들과 자유

의지”, 大同哲學, 제49집(2009. 12), 347면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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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좋은/성공적인/즐거운/나쁜/실패한/고통스러운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까지 저장”12)한다. 로트에 따르면 변연계에서 

이루어지는 최종적 의사결정은 우리가 이를 의식적으로 감지하고 행위수행 의사를 

가지기 1〜2초 동안에 이루어진다. 이에 따르자면 자유의식은 신경에 의해 조정된 

현실일 뿐이게 된다. 이런 생각에서 그는 자유의지를 전제로 한 개인의 책임 개념도 

거부하며, 이런 책임 개념을 토대로 한 법체계의 재조정이 요구된다고까지 말한다.13)

로트와 같은 입장은 뇌과학자 볼프 징어(Wolf Singer)에 의해서도 공유되고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막스프랑크 뇌연구소 소장이기도 한 그는, 우리가 일상에서 

스스로를 자유로운 존재로 느끼는 체험은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허구라고 

결론짓는다. 인간행동은 신경네트워크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행위한 

이외에 달리 행위 할 수 없는 존재이며, 따라서 우리가 행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가정도 유지될 수 없다고 본다.14) 심리학자 프린츠(Wolfgang Prinz)도 리벳 

실험 결과를 수용하면서, 행위나 의사결정은 무의식적인 조립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이 

나타난 후에 개인적 결정과정의 결론으로 해석될 뿐이라고 본다. 이를테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15)

나. 뇌는 자동적, 정신은 해석적

최근 뇌과학은 결정이나 선택, 행동의 바탕이 되는 뇌메카니즘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다양한 연구성과를 내놓고 있다. 신경시스템이 어떻게 환경을 인지하는지, 

뇌형성에서 태생적 유전적 요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속속 밝혀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변화가 뇌의 변화와 깊은 상관관계에 놓인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체험이 미래의 행위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는 점도 뇌연구의 중요한 성과에 

12) Roth, “Willensfreiheit, Verantwortlichkeit und Verhaltensautonomie des Menschen aus Sicht 
der Hirnforschung”, in: Festschrift für Schroeder, 2003, 52면. 

13) 그러면서도 로트는 책임개념을 포기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개인적 책임을 추궁하

지는 않더라도 사회규범 위반에 대한 처벌과, 범죄자가 개선가능할 경우 개선을 위한 

처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Roth, Fühlen, Denken, Handeln, 2003, Frankfurt/M, 
536면 이하.  

14) 그는 뇌과학적 연구 영역을 넘어 자유에 대해 논하면서 자유를 ‘문화적 구성물’에 해당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Wolf Singer, Ein neues Menschenbild? Gesprach über Hirnforschung, 
Suhrkamp, 2006, 13면.

15) Prinz, “Freiheit oder Wissenschaft?”, in: M. v. Cranach/C. Foppa (Hrg.), Freiheit des 

Entscheidens und Handelns, 1996, 8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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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다. 로트나 징어, 프린츠 등이 뇌에 대한 메커니즘적 이해를 그대로 자유의지 

논의에 적용시켜 자유의지의 과학적 근거를 부인한다면, 이런 물리주의의 입장을 

벗어나 뇌과학적 발견 성과와 자유의지의 관계를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다. 

뇌메카니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면 인간의 사고나 행동에 대한 이해도 증진될 

것이다. 결정이나 선택, 행위의 바탕이 되는 뇌메카니즘에 대한 이해는 단지 선행

하는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범위를 넓혀줄 뿐이다. 리벳 등의 실험 결과를 인정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장 자유의지를 부정 혹은 긍정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아무리 중요한 인체부위라 할지라도 뇌라는 국부 영역에 초점을 

맞춘 과학실험 결과를 곧장 철학적․제도적 이슈에 대입시켜 변화를 주도하는 지식

으로 여기는 것은 나이브한 발상인 것이다. 물론 뇌과학을 포함하여 과학의 발전도 

다른 발전과 함께 우리 인간의 인식과 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자유와 

도덕적 책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뇌과학의 진보와 자유의지 및 도덕적 책임 판단 문제를 현명하게 분리

시키는 뇌과학자들도 있다. 예컨대 가자니가는 일찍이 자신이 행한 실험이나16), 

동료들의 원숭이 실험 등을 통해17) 리벳과 비슷한 결과를 확인한다. 그는 뇌의 우측 

하두정소엽에서의 뉴런 활동 관찰을 통해, 행위수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의식하기 이전에 이미 무의식적인 뇌과정에서 진화적으로 영향 받고 축적된 정보의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18) 의식적인 의사결정은 무의식적인 뇌과정에 

의해 준비되고 또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실험결과들은 일정한 자극이 

있을 경우 그 뇌영역과 행동의 상관성을 밝히는 데이터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행위의 원인을 뇌기능적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통해 행위수

행자의 의지의 자유나 책임 차원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뇌는 ‘자동적으로’ 작동하지만 정신은 ‘해석적’인 대상이기 때문이다.19) 

가자니가는 이 점에서 뇌과학적 접근이 자유의지 문제에 직접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자유의지나 도덕적 책임의 문제는 과학의 

16) M. S. Gazzaniga/J. E. LeDoux, The Integrated Mind, New York, 1978. 이 실험들은 다음 
번역서에도 나온다. 마이클 S. 가자니가, 윤리  뇌, 김효은 옮김, 바다출판사, 2005, 
131면 이하.

17) M. I. Platt/P. W. Glimcher, “Neural correlates of decision making in parietal cortex”, in: 
Nature 400, 1999, 233면 이하.

18) 이에 대해 자세히는 M. S. Gazzaniga/M. S. Steven, 앞의 글, 58면 이하.
19) M. S. Gazzaniga/M. S. Steven, 앞의 글,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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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다. 

우리 인간이 일련의 법칙에 따르는 방식으로 행위한다는 증거가 있다고 하여 이

것이 우리가 가진 자유 관념을 훼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더 나아가 뇌메카니즘의 

이해는 일종의 기계론에 해당하며, 기계론은 결정론과는 다른 것이다. 

다.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문제 

철학사에서 자유의지 논의는 인간이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통제 밖에 놓인 어떤 

알려지지 않은 요인에 의해 미리 정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등장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 논의는 자연스럽게 다음 두 물음으로 시작한다. 첫째 물음은 

결정론이 참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결정론은 자유의지와 충돌하는가 아니면 양립

가능한가라는 물음이다.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우주론적 물리적 결정론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오늘날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양자물리학의 등장과 함께 결정적 

법칙성보다는 개연적 법칙성 내지 통계적 법칙성이 주장되면서 도그마로서의 결

정론의 대세는 수그러들었다.20) 그런 한편, 결정론이 자유의지와 충돌하는가 아니면 

양립가능한가라는 문제는 전자가 양립불가능주의, 후자가 양립가능주의라 일컬어

지면서, 결정론에 대한 과학적 진실 규명 문제와 별도로 철학적 논쟁의 한 핵심을 

이루고 있다.21) 

전통적인 자유의지 논의에서 양립불가능주의가 대세를 이루었다면, 오늘날 강세를 

보이는 쪽은 양립가능주의이다. 뇌과학에 대한 새로운 주목과 함께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 사이에 양립가능주의가 대체로 무난하게 수용되는 이유는 우선 이 입장이 

자유의지 문제 해결에 용이하고, 미래의 과학 발전에 대해서도 염려할 필요가 덜

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 입장은 일상에서의 자유에 대한 사람들의 체험과 

과학적 우주관을 결합시킬 수 있는 입장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다. 철학사에서 

근대 이래 홉스(Hobbes), 로크(Locke), 흄(Hume) 등도 대체로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양립가능성을 받아들였다. 

20) 이에 대해서는 Brigitte Falkenburg, “Was heisst es, determiniert zu sein? Grenzen der 
naturwissenschaftlicher Erklärung”, in: Dieter Sturma (Hg.), Philosophie und Neurowissenschaften, 
Suhrkamp, 2006, 7면 이하. 

21) 이에 대해 자세히는 탁희성․정재성․박은정․Thomas Hillenkamp, 뇌과학의 발 과 

형법  패러다임 환에 한 연구(1)–뇌과학과 형법의 에 한 비  고찰, 형사

정책연구원, 2012, 411면 이하(제4부 제1장 “뇌과학과 자유의지에 관한 법철학적 쟁점”) 
참조. 본 논문에서의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문제 및 책임 문제에 대한 일부 서술 내용은 
필자가 집필한 위의 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내용과 일부 중복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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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뇌과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과학자들이나 철학자

들이 양립가능론에 호감을 보이는 반면, 일반사람들이 더 선호를 보이는 입장은 

양립불가능주의로 꼽힌다. 법제도도 공식적으로는 이쪽에 서 있다. 즉 결정론을 거부

하고 자유와 이에 따른 책임을 옹호하는 쪽이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국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행위자가 불법을 거부하고 법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책임능력을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책임은 행위자가 법에 따라 행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충동을 억제하지 않고 위법하게 행위하였다는 규범적인 평가, 다시 말하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불법의 비난가능성에 책임의 본질이 있다.”22) 

그런가 하면, 여기서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양립가능성을 

부인하면서 엄격한 결정론을 지지하는 입장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이런 

저런 이유에서 여전히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고 보면 자유의지 물음을 둘러싼 

이론적 대립 상황은 사실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자유의지에 대한 철학자들의 관심과 과학자의 관심이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의 개념적 자원이나 설명 수단도 당연히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뒤

섞이게 되면 혼란이 오고 불필요한 문제들이 생김과 동시에 불필요한 오해도 생기기 

마련이다. 필자는 작금의 자유의지를 둘러싼 논의에는 이런 혼란과 오해들이 얼마간 

쌓여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변화의 동력이 첨단 과학기술에서 나오는 이 시대분위

기에서, 다소 위축된 철학자들은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과 의사결정의 영역에까지 

과학이 밀고 들어오는 데에 당황하여 성급한 방어벽을 치려고 했을 수 있다. 반면 

과학자들은 실험실의 성과를 사회에 내놓는 방식에서 다소의 과장 그리고 용어 구사

에서의 서투름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성의 결정자로서 뇌라는 국부적인 영역을 주목해온 짧지 않은 뇌과학 연구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인간의 정신과 자유의 ‘국부화 논쟁’은 나름대로 파장은 일으

켰으나 당대의 지식이나 실천에서 결정적인 변화를 주도하지는 못했다. 우리는 

22)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결정. 이런 입장은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

국가 법체계가 표방하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독일연방법원도 일찍이 1952년 판결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책임비난의 내적 근거는 인간이 자유롭고 책임있는 
존재로서 도덕적인 자기결정을 할 수 있으며, 불법을 거부하고 법을 따르는 쪽으로 

결정할 수 있고, 자신의 행위를 법률의 당위규범에 맞추어 법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점에 있다”(BGHSt, 2.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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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사고나 느낌, 행위가 우리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요소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기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한편 우리는 또 우리가 전적으로 자유로운 최종결정자로서 자신의 결정과 행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는 존재라는 생각에 대해서도 일말의 두려움을 가진다. 어쩌면 

인간은 개인으로서 운명적으로 옥죄어 오는 결정적 힘도 피하고 싶고, 그렇다고 

자유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허용되고 책임을 떠맡는 길도 피하고 싶은 존재인지도 

모른다. 새로운 뇌과학에 대한 관심과 함께 다시 부상하는 자유의지 논의는 이런 

복잡한 인간의 자기성찰에 대한 이 시대적 알리바이인지도 모르겠다.

결정론이 참인지 아닌지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기 어렵다. 일어난 사건의 결과는 

선행하는 원인을 가진다는 의미에서의 ‘방법상의 결정론’은 몰라도, 강한 도그마로

서의 결정론은 우리 직관에도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우리 경험 세계를 벗어난 

영역에서는 모든 경과는 선행하는 원인을 가진다는 견해는 이론적 기초가 약한 

추정에 불과하다. 뇌과학도 뇌메카니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지, 결정론이 참이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결정론에 

대해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나머지 이 강력한 도그마에 사로잡혀 결정론과 자유

의지의 충돌을 염려하거나 자유의지를 부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양립가능

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결정론은 왕왕 다른 개념들과 혼동되어 주장되는 측면도 

있다. 즉 첫째, 결정론을 제약, 강제, 강박 등과 혼동하는 것.23) 둘째, 인과성을 제약 

개념과 혼동하는 것. 셋째, 결정론을 ‘다른 행위자에 의한 통제’와 혼동하는 것. 

넷째, 결정론을 운명론과 혼동하는 것, 다섯째, 결정론을 기계론과 혼동하는 것. 

결국 이런 혼동을 피하면, 결정론은 생각하고 느끼고, 이런 저런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성격을 고쳐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 행위의 이 모든 복잡성과 

유연성의 스펙트럼과 화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결정론이 참이 아닐 때만 자유의지가 구제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지만, 자유의지에 대해 회의하는 사람 중에는 결정론이 참이든 

아니든 자유의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24) 이런 결론에 따르면 자유

23) 인과적 결정론은 모든 현상은 자연법칙에 따라 선행하는 원인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자연법칙이 우리를 제약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이다. 

24) 예컨대 ‘자기에서 개시하는 원인(a cause of oneself)’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Galen Strawson의 ‘기본 논증(basic argument)’이나 결정론이 참인지를 밝히려는 대신에 
결정론이 참이라면 결정론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Inwagen의 ‘결과 논증(con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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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의 문제는 결정론과는 무관한 문제가 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유의지가 망상

이라고 선언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유의지가 포기된 인간의 삶은 결국 사회를 

지탱해나갈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사회유지를 위해서는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

이라는 망상을 불러일으키고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25) 

그러나 자유의지가 망상에 불과하지만 사회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망상이라는 이

들의 주장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라. 과학적 세계관과 자유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의 행위와 의사결정에 대해 지성적 직관을 거스르지 않고 

또 인과적 설명도 허용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지와 책임에 대해 논하는 길은 가능하

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정론을 기계론 내지 환원주의와 구분하고, 자유 

개념을 ‘논리적 미결정성’이나 ‘복잡계의 창발성’ 같은 개념 수준으로까지 끌고 

가지 않아야 한다. 

자유와 자유의지에 대한 우리 경험의 핵심적인 부분을—우리 인간이 의지와 

행위의 장본인이라는 점, 미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 행위 결정에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점—망상이라고 말하는 과학은 망상이다. 자유에 대한 우리 경험의 핵심

적인 부분은 과학적 세계상과 결합할 수 있다. 다만 자유의지를 무조건적 절대의

지로 상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의지도 물리적 조건에 매이며 의지에 대해서 그 

물리적․신경적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자연스러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말이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자유의지는 어느 순간 저절로 불쑥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라, 

모든 우리 경험이 그러하듯이, 자유의지 또한 시간적인 경과의 산물이며 배후에 

놓인 그 무엇들의 결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와 의사결정 문제도 인간행위의 물리적 관점에 비추어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도덕의 문제에서도 경험과학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행동과 

argument)’. Galen Strawson, Freedom and Belief,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Peter 
van Inwagen, An Essay on Free Will,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16면. 이들에 

따르면 우주가 결정적인 세계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과학적 대안설명은 미결정의 세계 
즉 우연과 개연성의 세계가 된다. 이 미결정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혹은 저렇게 

행위한다는 것은 목적 없는 우연, 기회의 게임일 뿐이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게 
된다. 자유의지는 “변덕스러운 미결정”과 같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주가 결정적

이라고 해서 자유의지가 부인되는 것도 아니고, 우주가 비결정적이어야 자유의지가 

구제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25) Daniel M. Wegner, The Illusion of Conscious Will, Cambridge: MIT Pres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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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선택, 통제 등등의 개념을 신경기반에서 재개념화 해보는 기회를 통해 

자유의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념적 논의방식에 탈출구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개념적 의미적 정합성 충족만으로는 아무래도 불충분하며, 경험과학적 

데이터의 도움으로 인간행동규범에 연관된 과정에 대해 더 많은 통찰을 얻는다면, 

자기통제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론 구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리벳 실험을 둘러싼 공방은 자유의지 논의가 과학과 철학, 혹은 자연과학과 정신

과학의 통합 선상에서만 의미있게 전개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인간의 주관성과 

묶여 있는 실험 데이터들은 올바른 해석을 위해 철학의 힘을 필요로 한다. 사실 

인간의 정신 현상에 관심을 가진 대가들은 진작부터 통합적 관점에 서 있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문제삼은 이들은 철학자든 자연과학자든, 자기 학문영역에서도 실은 

그 기초를 파고들어간 사람들이었다. 과학 혹은 철학의 기초에 관심을 가지면서 

피상적으로는 대척관계에 놓인 것으로 여긴 타 영역의—즉 자연과학은 정신과학 

혹은 철학을, 또 정신과학은 자연과학의—심층으로 들어간 것이다. 데카르트만 

해도 당대의 자연과학에 비추어 인간 영혼의 문제를 설명하고자 하지 않았던가.  

칸트 또한 자연현상과 정신현상의 기초에 관심을 가지면서 ‘선험적 자유’의 하부

구조를 해명하고자 한 것이다.26) 오늘날 신경과학자들도 우리 시대의 인간상에 

비추어 뇌가 어떻게 정신작용을 일으키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에 대한 설명에는 수행된 행위로서의 물리적 인과적 측면과 함께 왜 

그렇게 행했는지에 대해 ‘이유를 제시하는’ 측면이 포함된다. 즉 그렇게 행위가 

수행되게 하는데 역할을 한 그 무엇에 관한 물음이 남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는 

우주적 자연적 경과의 일부로서의 행위이지만, 동시에 행위자의 기대나 믿음에서 

나오는 의도의 산물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인간이 최소한의 의미에서라

도 합리적인 존재라는 가장 기본적인 입장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서 피할 수 없는 

경험적 이성적 사실에 해당한다. 뇌과학자들도 인간성에 대한 이 기본적인 입장에 

반기를 들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제한된 합리성’ 주장이라면 몰라도, 인간

성에서 합리성 일체를 부인하는 태도는 과학적 설명의 설자리도 앗아갈 것이다.

뇌과학이 자유의지에 접근하는 방식을 둘러싼 최근의 논쟁에서 성과가 있었다면 

그것은 자연과학자들과 정신과학자들에게 ‘상호 인정 투쟁’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26) Otfried Höffe, “Der entlarvte Ruck. Was sagt Kant den Gehirnforschern?”, in: Christian 
Geyer (Hg.), Hirnforschung und Willensfreiheit. Zur Deutung der neuesten Experimente, 
Suhrkamp, 2004, 17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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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결정론이냐 자유의지냐’ 혹은 ‘양립가능주의냐 양립불가능

주의냐’ 식의 고립화 전략 대신에,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이 분리가 아닌 종합으로 

가면서 인간성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길을 가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뇌과학의 도전은 인간의 자기이해에 관한 철학이 비철학자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준다고 생각한다. 반면 자연과학의 입장에서의 인과

관계에 대한 해명이나 자유의지에 대한 반박은 철학의 진영에서 보기에는 개념적

으로 불명확하고 무엇보다도 복잡한 도덕적 제도적 개념차원을 지나치게 단순화시

킨 것으로 여겨진다. 

3. 과학주의와 행위자의 책임 문제

가. 왜 형법학의 관심이 되는가

철학적으로 자유의지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개념적 수준에서의 의미적 정합성이나 

사고의 명료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다. 자유의지 논의의 귀결이 

책임, 범죄의 처벌과 그 정당성, 강제 혹은 통제의 근거, 몸과 정신의 관계, 필연과 

우연의 문제 등등의 거대한 주제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유로이 행위할 

능력은 인격을 가진 주체의 기본 속성으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전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천적으로도 지대한 의미를 지니며, 또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 논의는 

도덕철학의 핵심을 이루어 온 것이다. 법철학에서 자유의지 논의가 중요하게 다루

어진 것도 자유의지가 책임과 연관되어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민주국가의 법체계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가치를 바탕으로 하며 행위 주체의 책임을 전제한다. 법체계는 

자의에 의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엄격하게 구분한다. 그러므로 자유의지에 

대한 법철학적 관심은 궁극적으로는 책임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책임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통상의 ‘자유’와 구별하여 특별히 ‘자유의지’에 대해 논

하기도 하는 것이다. 

자유의지에 대한 리벳류의 실험을 둘러싼 논쟁은 법영역에서는 특히 형법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대개의 논의는 행위론과 책임론을 이 연구 성과에 

비추어 재조명하면서, 사회적 유용성을 고려하는 기능적 결과지향적 제재 모델이나 

의료적 모델의 도입여부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다. 인지적 행위론을 소개하면서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의 극복을 시도하는 논의도 있다. 

롬브로조, 페리 등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뇌와 형법의 관계는 오랜 역사를 지닌다. 

인간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생물학적․신경학적 기반의 탐구에 대한 형법학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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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성은 이해할 만하다. 형법학은 인간의 행위와 의사의 내용 그리고 행위자의 

책임에 주목하는 만큼, 인간의 행위와 그 행위의 내면적 경과로서의 마음을 다루는 

과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형법학은 기본적으로 몸과 정신의 이원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행위의 결과로서의 신체적 움직임과 정신 상태를 표현하는 

마음을 구분하는 이원론을 토대로, 금지된 결과를 초래한 행위와 정신 상태들을 

구분한다. 

그러나 자유의지의 문제는 단순히 형법적 차원에서 반박 혹은 수긍될 성격의 

문제를 넘어선다. 인간은 스스로 고유한 결정에 따라 법을 준수하고 혹은 불복종

하기도 하는 존재이다. 이 자유의 측면이 부인된다면 법제도 자체의 기반이 무너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법치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건드리는 문제이며, 따라서 

형법적 차원만의 문제인 양 논의되는 작금의 분위기가 이상할 정도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신경학적 지식 자체가 자유의지나 책임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필요는 없다. 사실 그동안 이론적이고 개념적이기만 했던 책임 영역은 

과학자들에 의해 좀더 경험적/맥락적/상황적/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  

결정론을 둘러싼 문제와 자유의 문제 그리고 책임의 문제는 왕왕 과학적 물음과, 

철학적 물음, 형이상학적 물음들이 뒤엉킨 채 논의되곤 하여 더욱 혼란을 준다.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한 학문적 논의 차원을 일단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1) 인간의 모든 행위는 인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전의 

원인에 의해 결정되는가 아니면 원인 없는 원인자로서의 의지가 가능한가의 물

음은 결정론을 둘러싼 문제로서 이는 과학적 물음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물음은 

2) 인간은 언제 자신의 행위나 남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통해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되는가라는 윤리적․법적 차원의 물음과 별개로 제시될 수 있다. 또 3)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는가라는 자유의 물음은 

형이상학적 차원을 지니며 그러면서 이 물음은 과학적 물음이나 윤리적 법적 차원의 

물음에 연관되어 논의될 수 있다. 

뇌과학이 특정한 행동의 원인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과 이것이 곧 법적으로 정

당화되는가 여부는 각기 다른 차원의 고려에 속한다. 철학에서는 책임문제를 곧장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는가의 문제로 다루지만, 법은 이를 합리성의 문제로 다룬다.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 합리성 기대에 부응하면 그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여겨지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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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존재가 된다. 따라서 어떤 원인 

내지 증상이 어떤 정황에서 법이 요구하는 합리성을 감소시켰음을 밝혀야 한다. 

그러므로 결정론을 그대로 법적 책임이론으로 끌어들일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우선, 모든 행위는 미리 결정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

다는 주장을 우리는 실제로나 지적으로나 믿기 어렵다. 

나. 책임과 일인칭 관점

누군가의 말대로 과학은 너와 나를 모두 지워버리는 ‘관찰의 언어’이다. 객관적 

관찰을 위해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이론적인 것으로 대상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타인의 마음에 대한 토대’는 ‘실제적’인 것이다.27) 타인의 의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함께 영위하는 삶에 깔리는 전제에 해당한다.

우리는 통상 자유의지나 책임에 대해 논할 때 관찰자의 초연함을 가지고 논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정신이상 혹은 강박의 상황에 있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르냐”식의 관심을 가진다. 로널드 드워킨은 결정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3자가 

아닌 스스로로부터 출발하는 인식관심을 지녀야 한다고 말한다. 즉 앞의 질문방식이 

아니라, “어째서 우리들은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가”라고 물을 때 책임의 정황은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제3자가 

아닌 스스로로부터 출발할 때 결정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우리는 더 

잘 통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28) 그러고 보면 신경과학은 “삼인칭 주체(뇌)가 일인칭 

주체(나)를 대체”하는 식이다.29) 이 조건 하에서는 예컨대 정신이상자나 저능아는 

나와 다른 인과연쇄 하에 놓이는 존재로 대상화된다.

제3자가 아닌 나로부터 출발해서 문제를 보면, 즉 일인칭 관점에서는 결정 혹은 

선택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것은 결정의 원인에 대한 

전제와 독립된 내적 연관을 의미한다. 우리는 선택 혹은 결정을 할 때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인지 생각하고 결정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게 판단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믿을 수 없는 한, 우리는 누군가의 행위가 결정

27) 알바 노에, 뇌 과학의 함정, 김미선 역, 갤리온, 2009, 59면 이하 참조.
28) Ronald Dworkin, Justice for Hedgehogs, Belknap Press, 2011, 222면. 이하 책임과 일인칭 

화법, 능력 통제에 대한 설명 내용은 드워킨의 서술에 따랐음을 밝힌다. 
29) 데이 리스/스티븐 로즈 엮음, 새로운 뇌과학. 험성과 망, 김재영/박재홍 옮김, 한울 

아카데미, 2010,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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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에게는 이런 책임이 없다고 가정할 이유는 없다.30) 

다. 책임과 통제능력

책임은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전제한다. 이때 책임의 윤리적 기초를 

이루는 통제 관념은 ‘인과적 통제(causal control)’가 아닌 ‘능력의 통제(capacity control)’

로 파악해야 한다. 이 반대로 파악한다면 드워킨의 지적대로 윤리적 판단은 과학에 

종속되고 만다.31) 인과적 통제원리는 우리 마음 상태를 자연세계의 관점에서 바라

보는 것이다. 즉 책임을 행위자가 처한 맥락 밖에서 보는 인과적 통제원리는 과학적 

관념이다. 이때 우리는 우리가 행위의 제1원인이 아닌 한 우리는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를 위해 혹은 그를 통해 

대신한 게 아니라, 스스로 인식 내지 의욕하여 확신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발

휘할 때 통제가 가능하다고 파악하게 되면, 이 통제 원리는 ‘인격적’ 관점을 띠게 

된다. 그리고 이때 먼 인과적 설명보다는 ‘생활에서의 상호관계’에서의 결정이 중요

하게 되는 맥락이 드러난다. 이와 함께 윤리적 판단의 독립성도 인정된다.

어린아이나, 정신장애자, 사이코패스, 마약중독자 등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문제는 

과학의 패러다임인 인과적 통제 개념을 취하는가, 아니면 과학 패러다임으로부터 

독립적인 능력적 통제 개념을 취하는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설명될 것이다. 통상 

사람들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도덕적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고 어린아이나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인과적 통제 개념에 따르면 이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인과적 통제원리를 받아들인 것이 된다. 그러면서 

인과적 통제원리는 이들에게, “당신의 정상적인 상태와 어린아이나 정신병자의 상태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정상

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결정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인과고리에 따른 것인 

반면, 정상적인 경우는 의지의 행위가 인과고리를 주도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과적 

통제 개념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정상의 경우와 비정상의 경우에 대한 일반인

들의 구분이 바로 ‘인과적 경로에서의 차이’(difference in causal paths)로 설명된다는 

점이다.32)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 때 이를 인과적 경과에 있어서의 

30) Dworkin, 앞의 책, 242면. 
31) 위의 책, 227면 이하.
32) 위의 책, 2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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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드워킨도 바로 이 점에 주목한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도덕적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고 어린아이나 정신장애인 

등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만, 이때 어린아이나 정신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결정의 인과고리가 독특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린아이의 경우는 이를테면 사려가 부족

하여, 원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욕구를 억제하는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신장애자의 경우에도 질병이 그의 판단을 방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의 예외적 상태를 정당화하는 것은 인과적 원리가 아니라 능력 

원리가 된다.33) 인과적 통제 모델, 즉 다름 아닌 뇌환원주의는 도덕적으로 일탈된 

행위를 하는 극히 병리적 유형의 경우 유의미할지는 모르나, 사회적 행위를 이해

하는 데는 부적절하게 된다. 

책임을 능력통제와 연관지우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남에 대한 책임 추궁이나 판단의 

기준은 나에게 적용되는 그것과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성찰에서 출발하고 있다. 우리는 

잘못된 행위를 판단할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식의 

비성찰적 태도로는 책임문제를 다룰 수 없다. 그러고 보면 책임은 바로 ‘다른 사람의 

정신상태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는 능력이기도 하다. 보통사람들이 범죄행위자가 

그의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대신 예컨대 치료 대상으로 취급 되는데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34) 

라. ‘위험사회’와 책임

신경학적으로 범죄행위 내지 그 예후를 인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커지면, 범죄의 

고의성과 그에 따른 응징에 기초한 형사정의 관념은 쉽게 예방, 안전, 진단, 치료 

등의 요소와 손잡을 수 있게 된다.35) 소위 범죄화와 의료화의 절충 주장에 무게가 

33) 위의 책, 239면. 
34) 책임에 대한 상식적 이해와 범죄적 행위의 의학적 모델 사이의 간극에 대해서는 데이 

리스/스티븐 로즈 엮음, 앞의 책, 275면 이하 참조. 항우울제인 프로작을 복용한 환자가 
동료노동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이 총격사건의 생존자 및 유족이 프로작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건에서 환자의 주치의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공장에서의 불공평한 

대우에 따른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환자에게 프로작을 처방해 주었다고 밝혔다. 
배심원들은 자유의지를 의심하는 과학적 자료보다는 범행 의도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관점을 지닌 상식적 견해를 지지했다. 즉 인간 행위를 관찰자적 관점에서 물리적 사건

으로서 보는 대신 도덕적 자아에 호소하여 이해한 것이다. 
35) A. Moir & D. Jessel, A Mind to Crime, London: Michael Joseph,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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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게 되는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에도 흉악범죄자(특히 성범죄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 피해자에 대한 공감 정서, 위험 회피 목적의 혹은 방어진료 차원의 각

종 검사와 스크리닝 일반화, 사이코패스 등의 흉악범죄행위의 유전적 신경학적 영

향을 받아들이는 태도, 화학적 거세 허용, 과학적 증거 제시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경향, 공중보건 영역에서의 이른바 ‘생물권력’ 확장 등등의 흐름 속

에서 신경학적 기반의 데이터를 형사정의에 연결시키려는 논의가 일고 있다.36) 

신경과학적 증거(존재)가 법적 판단(당위)을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자료

들은 법이 바탕으로 삼고 있는 도덕적 직관 내지 정의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37) 예컨대 뇌스캔이 일상화되어 언제, 어디서, 어

떻게,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 설명해주고, 그래서 자유의지보다는 의사나 행위 

결정의 메커니즘적 특성이, 예컨대 통제하지 못하는 분노 자체가 더 주목받게 된

다면, 이런 분위기에서는 우리가 달리 행동할 수 있었는지 또는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지 등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서 개인들은 알게 모르게 

‘신경학적 정황의 희생자’로 여겨지게 되고, 이와 함께 ‘진정한 유책자’와 ‘신경학적 

정황의 희생자’ 사이의 구분한다는 생각은 그 초점이 흐려지게 될 수 있는 것이다.38)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오늘날 ‘위험사회’, 과학기술집약사회 흐름 속에서 

‘위험책임’, ‘예방적 책임’, ‘집단적 책임’, ‘인류의 책임’, 자연물에 대한 책임 등 

책임의 영역과 주체 및 대상을 확대시키는 담론이 우세해지면서 개인의 책임성 

요소는 그만큼 상대화되고 있다. 책임요소가 이렇게 확대되면39) 책임의 도덕적 

설득력이 떨어지고 실천적 기능에도 어려움이 야기될 것이다.40) 이 모든 정황이 

36) 이에 대해서는 박은정/장하원, 앞의 글 참조. 
37) 예컨대 Joshua Greene/Jonathan Cohen, “For the law neuroscience changes nothing and 

everything”, in: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Royal Society of London 359, 2004, 1775
면도 참조.

38) 위의 글, 1781면.
39) 이와 같이 주체와 대상의 확대에 따르는 이론적 난관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대상과의 

관계에서 보는 대신에 대상에 내재하는 고유가치로 상정하게 되면, 개인들 간의 관계 

혹은 동물 등 자연물과 인간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책임을 넘어 자연물 자체의 고유한 

존재가치에서 나오는 책임 개념이 가능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개인들의 직접적 연관

성을 벗어나 공공 자원이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도 논할 수 있게 된다. 위험사

회의 책임구조와 함께 이 점을 지적한 글로는 Windfried Hassemer의 기념논문집에도 

실린 바 있는 김영환 교수의 “Über die Verantwortungsstruktur in der Risikogesellschaft”, 
법철학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법철학회, 2011 참조.

40) 생명윤리 내지 환경윤리 담론과 함께 등장한 이러 식의 책임 논의가 책임 개념의 혼

동을 초래하고 형법적 비난의 진지함을 사라지게 하리라는 형법학자들의 우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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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지향적’ 책임구조를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41) 

우리가 ‘위험사회’에 산다는 생각을 자주 할수록 우리는 결국 우리 인간을 잠재

적인 위험 원천으로 보게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어느 학자의 지적대로, ‘위험한 

개인’은 ‘위험을 담지한 인과고리의 관계’로서만 비춰지는 게 아닐까.42) 그리고 이

러한 위험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는 침해개연성이 발생할 메커니즘에 가능한 한 

초기에 개입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개입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은 

단연 과학주의이다. 개인의 통찰가능성이나 책임능력 따위의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위험한 행위가능성을 인식케 해주는 ‘시그널 읽기’가 관건으로 부상하는 것이다. 

각종 위험들에 대한 사회의 공포가 커지고 그에 따라 자연히 ‘자유’보다 ‘안전’이 

강조되면, 위험요인에 대한 강경 투쟁 흐름 속에서 수범자들의 책임이니, 변별력이니 

하는 것들은 안전과 예방이라는 요청에 자리를 뺏기게 된다. 오늘날 개인적 책임성의 

정도를 완화시키는 인간과학은 조직범죄, ‘테러와의 전쟁’, 외국인 혐오, 지구적 재난 

등의 여파로 여러모로 안전이 강조되는 이 시대의 분위기와 묘하게도 맞물리고 있

다는 생각이 든다. 

IV. 과학의 연속으로서의 규범이론?

1. ‘자연주의적 선회’?

경험과학은 판단을 위해 인식적 비중이 놓이는 기준에 대한 윤곽을 그려준다. 그러

므로 철학적 문제도 자연주의적 경험적 탐구 결과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렇더

라도 철학을 실험과학으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연주의 법학’43) 도래나 법

서는 K. Bayertz, “Eine kurze Geschichte der Herkunft der Verantwortung”, in: Verantwortung, 

Prinzip oder Problem?, ders. (Hrsg.), 1995, 16면 이하와, 같은 책에 실린 W. Krawietz, 
“Theorie der Verantwortung – neu oder alt?”, 191면 이하 참조.

41) ‘규범지향적’ 책임구조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 규범을 넘어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결과지향적’ 책임구조로 전환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U. Neumann, “Zur 
Veränderung von Verantwortungsstrukturen unter den Bedingungen des wissenschaftlich- 
technischen Fortschritts”, in: Rechtstheorie, 2005, 437면 이하. 또한 김영환, 앞의 글 

175면 이하 참조.
42) Klaus Günther, “Die Naturalistische Herausforderung des Schuldstrafrecht”, in: Stephan 

Schleim/Tade Matthias Spranger/Henrik Walter (Hg.), Von der Neuroethik zum Neurorecht?, 
Vandenhoeck & Ruprecht, 2009, 23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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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에서의 ‘자연주의적 선회’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법판단의 심리화 

내지 자연화라든가 ‘과학의 연속으로서의 규범이론’의 차원까지 법철학 논의를 

끌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법철학에서의 ‘자연주의적 선회’란 개념분석이나 정당화 같은 법철학적 이론 구성을 

과학에서의 경험적 연구의 연장으로 다루는 태도를 일컫는다. 이런 입장에 서면 

철학은 경험과학 중에서 좀 더 추상적이고 성찰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이런 경향에 따르면, 이론화의 목적은 설명과 해명에 놓인다. 개념분석이론이나 

정당화이론은 법현상에 대한 사회과학적 서술이론이나 경험이론으로 대체된다

(‘방법론적 자연주의’). 그리고 과학연구에서와 같은 실험적 설명적 방식이 아닌 

것은 연구방법으로서 거부된다. 이들 진영은 인간은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서 진화생물학이나 인지신경과학과 같은 과학적 연구결과와 배치되는 규범

이론을 철학이론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결국 이런 ‘급진적 자연주의’ 버전은 

규범적 규정적 인식태도나 규범이론의 역할을 일체 부정한다. 인식론을 심리학, 

자연과학, 자연현상 탐구의 한 장으로 넘기는 이런 자연주의는 법철학이 함께할 

수 없는 접근법이다.

2. ‘효과적인 수단’과 ‘목적을 위한 열망’

그렇다면 이론과 사실의 관계에서 규범적 인식태도를 수긍하면서도 자연주의 

노선을 취하는 것은 가능한가? ‘규범적 자연주의’ 혹은 ‘자연주의적 규범성(naturalistic 

normativity)’이 가능하다면 이는 이론화의 목표를 유용한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를 

얻는 데 둘 때일 것이다. 즉 규범적 인식관심을 유용한 목적달성에 적절한 도구를 

얻는데 두고, 이때 어떤 규범적 처방이 유용한가의 문제를 경험적인 결과를 얻는 

문제로 보는 입장이다.

자연주의적 규범성은 사실과 추론의 어떤 결합이 어떤 결정을 이끌어 내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 점에서 판단을 위해 인식적 비중이 놓이는 기준에 대한 윤곽

을 그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제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측 보장이론이 아주 불확

실한 규범이론보다는 낫다는 정도의 관점이 가능한 것이다. 이때 규범의 이론적 

관심사는 ‘수행가능하며 목적달성에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제약(instrumental 

constraint)’에 관한 사항과, 인간의 ‘인지적 능력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43) Brian Leiter, Naturalizing Jurisprude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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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약(‘the ought-implies-can constraint’)에 관한 사항에 놓인다.44) 이 제약 하에서 

실제 우리의 확신을 형성하는데 유용한 처방을 얻는 것이다. 증거에 대한 확신이나, 

다투는 사실에 대해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인식과정을 뒷받침하는 규범성 등등. 

결론적으로 자연주의적 규범성을 획득한다는 의미는 법판단자에게 ‘목적을 위한 

열망’이 아니라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한다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다. 이는 물론 

특정 결정을 정당화해주는 인식관심과는—연관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다른 것

이다. 

필자는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가 인지적 목표달성에서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로 

대체될 수는 없다고 본다. 법적 제재는 정당화되어야 한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기 위한 정당성 테스트를 위해서는 역시 ‘목적을 위한 열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의 의사결정의 

내면을 들여다 보거나 뇌를 스캔하는 것에 의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사회를 

협력시스템으로 보는 다른 인식관심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그런 가운데도 효용성

으로부터 정당성이 도출되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되는데, 규범적 자연주의는 바로 

이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강점을 지닌다 할 것이다. 

V. 마치면서 

‘사회적 기원을 뇌에서도 찾는다’는 뜻은 마음/정신/의식/자유를 뇌의 부수현상

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사회이론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적 맥락 없이 

개인의식의 발로는 없다. 상이한 배경 속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여러 

종류의 질문과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생물학적 관찰이나 뇌신경과학 연구는 예컨대 

형사상의 책임 구성을 위해 확정적인 답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연구 

성과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새롭게 던지고 재구성하게 하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리학/신경과학/윤리학/인류학/경제학/철학/법학 등의 전문분야들을 단일한 근본

과학으로 환원시킬 수는 없다. 다양한 질문들을 공평하게 다루고 수렴하는 방식을 

논해야 한다. 행위나 의사결정에 관한 신경학적 기반의 지식도 다른 설명들보다 

44) Brian Leiter, “Naturalizing Jurisprudence; Three Approaches”, in: J. Shook & Kurtz (eds.), 
The Future of Naturalism, Prometheus Book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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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순위에 놓인다고 말할 수는 없다(인지적 다원주의). 윤리적 문제들은 과학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과학적 문제를 동반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행위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심리학이나 신경생물학 그리고 뇌과학을 

포함한 경험과학은 경험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사실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 즉 

인간이 특정 능력을 가지는지, 어떤 조건에서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이에 비해 철학적 물음으로서의 자유의지 문제는 어떤 행위가 자유롭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개인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가져야 하는지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바로 규범의 문제인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해서 경험과학은 이차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자유의 물음에서 어떤 능력이 중요한지 알아야만, 우리는 

어떤 경험상의 발견이 인간이 자유로이 행위 할 수 있다는 것에 반하는지 혹은 그

렇지 않은 지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경험적 연구의 기준도 규범적 개념

으로부터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될 때, 뇌과학은 인간성에 대한 철학적 

담론에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론 확장과 발전에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이런 학문통합의 방향에 서면 ‘뇌과학의 패러다임 전환적 의미’를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45) 

뇌스캔이 일상화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만약 우리의 모든 행위가—저 고대 그

리스의 비극적 영웅의 운명처럼—미리 결정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고 하여 

우리가 사는 방식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드워킨의 지적대로, 우리는 여전히 

매순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며, 선택하기 위해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이며 또 져야 할 것이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한 편으로는 ‘옳고 그름의 

기준’에 매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과의 사슬’에 매어 있는 것이다. 인간에 의해 

발명되고 다듬어진 도구인 법에 대해서도 이 말은 타당할 것이다. 그러니 세간에서 

벌이듯이, 철학과 과학 중에서 어느 쪽이 우리 인생의 굵직한 문제에 대해 답을 줄 

것인지를 두고 다툴 필요는 없다고 본다. 

투고일 2013. 8. 11     심사완료일 2013. 8. 27     게재확정일 2013. 8. 30

45) 이 표현은 Yvonne Thorhauer, “Ethische Implikationen der Hirnforschung”, in: G. Roth/K. 
J. Grün (Hg.), Das Gehirn und seine Freiheit, Göttingen, 2009, 80면. 그는 뇌과학이 

발전할수록 형이상학을 포함하여 철학에의 요구도 더 강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예견

한다. 철학자들 글 중에는 철학적 의미 분석과 경험적 발견의 관계에 대해 서술하면서 

철학과 뇌과학의 역할 분담을 제안하는 글들이 많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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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ew Coalition between Legal Sanction and Science? 

– Confronting the Challenges from Cognitive Neuroscience –

 Pak, Un Jong*

46)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the impact that scientific research, more specifically 

the scientific endeavor to understand human cognitive process, has on the discussion 

of justifying legal sanctions. With the expansion in experimental research on human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there is a tendency of diminishing normoriented 

attitude. With this in mind, I will discuss the interface between law and science in 

the current era.  

First, with a focus on some of the key results from cognitive neuroscience, the 

characteristics of classical legal sanctions and the influence that cognitive neuroscience 

has on them will be reviewed. In particular, I will discuss the foll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anger of reductionism in traditional legal thought and the 

cognitive neuroscience, the limits of the interpretations of cognitive neuroscience on 

the free will, and the problems that scientism brings on the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In summary, I suggest that results of cognitive science research should 

be viewed in an integrative point of view rather than a reductive one. 

The ideal contribution of scientific investigations for the legitimacy of legal 

sanctions should be in the direction of harmonizing the ‘utility’ and the ‘legitimacy’. 

Therefore, I am apposed to some of the academic trend such as ‘the naturalization 

of jurisprudence’ or the so called ‘naturalistic turn of legal philosophy’. ‘Naturalistic 

normativity’, if at all possible, should only be interpreted as that any theory that can 

give some predictions on sanctions is better than a perfectly uncertain normative 

theory.  

Keywords: legal sanction, cognitive neuroscience, responsibility, free will, determinism, 

naturalistic normativity

*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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