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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유의지의 존재에 대한 논쟁은 철학에서는 물론 법적 판단에서 책임론과 관련되

어 법학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주로 개념적 분석이나 당위성 등을 전제로 

한 사변적 논의였다.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한 신경과학적 연구가 진행되면서 논쟁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Libet, Gleason, Wright, & Pearl (1983)

의 연구는 그 중요한 시발점이다. 이 연구자들은 뇌활동과 의식적 의도간의 관련성

을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행동은 물론 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식적 의

도도 그에 선행하는 무의식적 뇌 활동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 본 고에서는 

Libet 등의 연구를 간략히 살펴본 후,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을 절차상의 

문제와 Libet 등의 가정에서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Libet 등의 연구 결

과를 포함하여 신경과학적 발견을 법조계에서 수용하는 방식에 대한 몇 가지 제안

을 하였다. 

주제어: Libet, 리벳, 자유의지, 신경과학, 형법, 의도

  * 이 논문은 2010년도 SNU Brain Fusion Program(신경과학과 법 연구) 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 연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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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간의 행동이나 사고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을 기계에 비유하

는 예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다. 행동주의자들은 자극과 반응 간의 연결을 전화회

선을 전화교환수가 수동식으로 연결하는 과정에 비유하였고, 초기의 인지 심리학

자들은 뇌를 컴퓨터의 하드웨어에, 생각은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던 것 등은 그 좋은 예이다.1) 보다 최근에는 인간의 인지 과정을 자연

계에 적응하기 위한 베이즈적 추론 기계(Bayesian inference machine)2)로 보는 연구

자들도 있다.3) 이 같은 비유를 통해 얻어진 지식은 실제로 실용적인 장면에서 성

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감각 기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인공 

각막이나 인공 와우각, 인공 관절, 혹은 사고 등으로 팔다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인공 의수족기 등은 인간의 기능을 기계적으로 이해한 결과에 기반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기계론적 접근의 이 같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인간

을 기계로 보는 이론은 그리 환영받지 않았다. 인간 기계론의 시조라 할 수 있는 

프랑스의 철학자 Descartes4)는 자신의 이런 생각을 사후에 발표하도록 하였고, 

프랑스의 의사였던 La Mettrie5)가 인간의 동기를 태엽에 비유하는 주장을 펼치는 

글을 쓴 후 도피생활을 하다 생을 마감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의 기계 

발달 상황을 고려할 때, 이 프랑스 의사의 시도가 동 시대의 유럽 사람들을 진노

하게 했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다. 약 100년 후에 Darwin이 진

화론을 통해 인간과, 어쩌면 기계보다 훨씬 더 정교한, 동물의 연속성을 주장한 

1) Thagard, P., Mind : Introduction to Cognitive Science, Cambridge: MIT Press (2005).
2) 베이즈 추론(Bayesian inference)은 조건부 확률의 정의, P(H|D) = P(H&D)/P(D)로부터 수

학자인 베이즈가 발견한 규칙인 P(H|D) = P(H)*P(D|H)/P(D)를 이용하여,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었을 때 가설이 맞을 사후 확률(posteriori probability)을 그 증거가 발견되기 전

까지의 증거가 주어졌을 때 가설이 맞을 확률인 사전확률(prior probability)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3) Charter, N. & Oaksford, M., The probabilistic mind,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4) 데카르트(1596-1650)는 근대철학자의 아버지로 불리우며, 정신은 사고하는 것만으로, 

다시 말하면 신체 없이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심신의 실재적 구별도 확정된다고 

하였다. 이리하여 물체가 서로 독립된 실체로 세워지고 이 물심이 원론에 의해 기계론

적 자연관의 입장의 기초가 마련된다고 하였다.
5) 라메트리(1709-1751)는 계몽시대의 대표적 유물론자로 <인간기계론>에서 모든 정신작

용의 근원인 감각이란 물질적인 기능이며, 이것이 뇌에 물질적 작용을 미치게 하여 의

식의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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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개했던 것을 생각해보라. 침팬지와 같은 영장류가 아

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기계가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감히 인간을 그들에 비유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끌어내리는 그야말로 불쾌한 생각으로, 즉각적인 거부감을 

불러 일으켜왔다. 이와 같은 거부감을 찾아보는 것은 오늘날에도 어렵지 않다.

인간의 지적인 노력의 산물들이 축적되면서, 예를 들어 언어의 경우 인간과 다른 

동물 간에 큰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영역에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 경우에 따라서는 기계와 공통점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6)7) 사랑이나 이

타적 행동은 물론 추상적 사고과정에도 진화적 원리가 적용된다는 연구 결과들은 

그 좋은 예이다.8) 이러한 맥락에서 Libet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9)10)는 자유의지마

저도, 마치 증기기관차에서 나오는 기적 소리처럼, 뇌활동의 부산현상(epiphenomenon) 

내지는 허구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엄청난 시사점 때문에 Libet 등의 

연구가 발표된 이래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간에 다각적인 논의를 촉발시켰

다.11)12)13) 이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신경과학

에서의 발견, 특히 뇌영상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얻어진 자료들이 법정 판결에서 

증거자료로 제시되는 사례가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은 이런 자료들이 증

거로 채택되는 일은 흔치 않지만, 신경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을 고려하면 법조계에

서도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준비가 필요한 것만은 

틀림이 없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일군의 신경과학자들과 철학자, 그리고 판사를 

비롯한 법조인들이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출판하였다.14) 이와 같은 시

 6) Diamond, J., The Third Chimpanzee: The Evolution and Future of the Human Animal, 

New York: Harper Collins (1991).

 7) Pinker, S., How the mind works, New York: Norton (1997).

 8) Cosmides, L. & Tooby, J., “Beyond intuition and instinct blindness: Toward an evolu-

tionarily rigorous cognitive science,” Cognition 50 (1994), pp.41-77.

 9) Libet, B., Gleason, C. A., Wright, E. W., & Peral, d. K., “Time of conscious intention 

to act in relation to onset of cerebral activity(readiness-potential): The unconscious initiation 

of a freely voluntary act,” Brain 106 (1983), pp.623-642.
10) Libet, Benjamin, “Unconcious Cerebral Initiative and the Role of Conscious Will in 

Voluntary Action,” Behavioural and Brain Sciences 8 (1985), pp.529-566.
11) Libet (주10).
12) Pockett, Susan, W. Banks, & S. Gallagher, eds., “Does Consciousness Cause Behaviour?,” 

Cambridge, Mass.: MIT Press (2006).
13) Sinnott-Armstrong, W. & Lynn Nadel, Conscious will and responsibil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14) Gazzaniga, M. S. & J. S. Rakoff. J. S., “A judge’s guide to neuroscience: A con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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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법 적용에 있어 최신 과학적 발견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참작하여 보다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자칫 서로 대립될 수 있는 과학과 

법학간의 조율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Libet 등의 연구와 이에 대한 후속 연구 결과를 신경

과학과 심리학에서의 발견을 중심 절차상의 문제와 가정에서의 문제로 나누어 정

리하고자 한다. Libet 등의 연구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그의 연구가 자유의지를 부

정하는 연구자들에 의해 가장 많이 인용되기 때문이다.15)16) 그런데 그의 연구를 

비판하는 연구들은 산발적으로 발표되고 또 상대적으로 많이 인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유의지에 대한 Libet 등의 발견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는 경

주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논의의 출발점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2. 의식과 행동에 대한 Libet의 연구

Libet과 그의 동료들은 의식적 의도와 뇌 활동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들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은 Brain 지에 실린 

Libet, Gleason, Wright 그리고 Pearl17)이다. 이 논문의 출발점은 Kornhuber와 

Deecke18)가 두피에 여러 개의 전극을 붙여서 그 전기적 활동을 기록하는 뇌전도 

(electroencephalography: EEG)19) 기법으로 얻은 준비전위(readiness-potential)20)이다 

introduc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bara (2010).
15) Bargh, J. A., “Free will is unnatural,” In J. Bear, J. Kaufman & R. Baumeister (Eds.), 

Are we free? Psychology and free will, Oxfo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2008), 

pp.128-154. 
16) Roediger, H., M. Goode, & F. Zaromb, “Free Will and the Control of Action,” In J. 

Baer, J. Kaufman, & R. Baumeister, (Eds.), Are We Free? Psychology and Free Wil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17) Libet, B., Gleason, C. A., Wright, E. W., & Pearl, d. K. (주9)재인용.
18) Kornhuber, H. & Deecke, L., “Hirnpotentialanderungen bei Willkurbewegungenund passiven 

Bewegungen des Menschen: Bereitschaftspotential undreafferentePotentiale. Pfugers Arch,” 

Gesamte Physiol Menschen Tiere 284 (1965), pp.1-17.
19) 사람 또는 동물의 대뇌에 일어나는 전위변동,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일어나는 뇌 전류

를 두피 상에서 유도하여 기록한 전기기록도이다.
20) 준비전위는 Readiness-potential (RP) 혹은 Bereitschaftspotential (BP)라고 불리우며, 자발

적 움직임 전의 뇌의 운동피질 활동을 측정한 값이다. 1964년 Hans-Helmut Kornhun-

ber and Lüder Deecke에 의해서 처음 기록되고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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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t 등에서 재인용). EEG는 대개 자발적인 뇌파의 변화를 기록하지만, 준비전위

는 피험자가 손가락을 움직이는 반응을 정해진 시간 내에 하되 하고 싶을 때 하도

록 한 상황에서 관찰된다. 준비전위가 관찰되는 영역은 운동을 담당하는 피질이 

있는 두정엽인데, 손가락을 움직이도록 손가락 근육이 수축되기 시작하는 시점으

로부터 대략 1초 전에 나타난다. Libet 등21)은 뇌의 사전 준비 활동이 근육 수축 

반응에 선행한다는 발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뇌의 사전 준비 활동 시점과 반

응을 하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한 시점(이후부터는 이 시점을 영어의 Will에서 따

온 W로 표시하기로 함) 간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들은 자발적 반응을 원하는 때 하도록 하는 동시에, 반응을 의식적으로 의도한 

시점을 측정하기 위한 특별한 시계판을 사용하였다. 이 시계판에서는 시계의 초침

처럼 눈금이 새겨진 원의 안쪽을 따라 밝은 광점이 2.56초 만에 한 바퀴씩 돈다. 

피험자의 과제는 자신이 반응하고 싶을 때 반응을 하는 동시에, 언제 반응하고 싶

은 마음이 들었는지를 시계판 위를 움직이는 광점의 위치를 통해, 예를 들어 25초 

혹은 50초 방향 등으로, 보고하는 것이었다. 

6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각각 40회 이상의 시행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Kornhuber와 Deecke22)에서처럼 정해진 시간 내에 손가

락을 움직이도록 했을 때 그 반응에 선행하여 관찰되는 뇌 활동인 준비전위는 실

제 반응에 약 1초 앞서 나타난다(그림 1에서의 RP1). 통상 이 준비전위는 다음에 

소개되는 또 다른 형태의 준비전위2와 구분하기 위해 준비전위1로 불린다. 둘째로, 

위에서 소개된 시계로 언제 의도를 했는지 반응하도록 했을 때 나타나는 뇌 활동

인 준비전위2는 실제 반응에 약 550msec 앞서 나타난다(그림 1에서의 RP2). 셋째, 

피험자들이 시계판을 이용하여 보고한 W는 실제 반응보다 200 msec 앞서 나타난

다. 다시 말해, 피험자들의 의도는, 실제 반응에 약 200ms 앞서지만 준비전위2보다 

350ms 이후이다. 

Libet 등은 이 결과를, 우리의 행동은 물론 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식적 의도

도 그에 선행하는 무의식적 뇌 활동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Libet 

등은 또한 인간은 무의식적 뇌활동에 선행하여 의식적으로 행동을 시작하게 할 수

는 없지만, 의도와 행동 사이의 시간인 행동 전 200ms에서 100ms 사이동안에는 

손가락을 움직이려는 의도를 거부할(veto) 수 있다고 하였다. Libet23)은 거부에 대

21) Libet (주9).
22) Kornhuber, H. & Deecke, L. (주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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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거를 두 가지 제시하였다. 그 중 하나는 피험자들이 일부 시행에서 그렇게 

했다는 내성 보고였다. 다른 증거는 손가락 근육에서의 전기적 신호 즉 M(이후부

터는 이 시점을 영어의 Movement에서 따온 M으로 표시하기로 함)이 나타나지 않

았을 때, 먼저 W가 일어나고 이를 취소하는 결정, 곧 거부가 확인될 때 가능하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Libet 등24)의 한 실험에서 피험자들은 제한된 시간 내에 반응

을 하도록 한 다음 그 제한된 시간의 대략 100ms에서 200ms 전에 반응의도를 거

부하라는 지시를 주었다. Libet은 이 결과를 M이 일어났을 때와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거부가 일어났을 때는, 거부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 비해, 150ms에서 250ms 

사이에 뇌파가 더 평평하거나 방향이 뒤바뀐다고 보고하였다.25) 이 결과는 피험자

가 이처럼 짧은 시간 동안에도 실험자가 시키는 대로 반응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

서 놀랍고 또한 의심스럽다. 실제로 Libet 등의 연구에 대한 후속 연구에서 이 부

분을 실험적으로 재검증하려는 시도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ibet은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의 의식적 의지는 준비전위2가 활성화된 후 350ms에

서 400ms 동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는 하지만, 준비전위2에서 관찰된 것처럼, 

뇌 활동으로부터 무의식적으로 시작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1> Libet 등의 연구에 기반한 주요 사건의 발생시점과 지속시간(Libet, 2011,

그림 1.3을 변형시킴).

23) Libet (주10).
24) Libet (주9).
25) Libet (주10), 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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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Libet 등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제들을 중심

으로 이들의 연구를 재검토해보고자 한다. 이 재검토에서는 가능한 한 Libet의 연

구와 직접 관련된 경험적 연구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들을 크게 절차상의 문제와 

Libet 연구에서의 가정의 타당성 문제로 구분하는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검토에 이어, Libet 등의 실험에서 언급되는 ‘의도’(intention)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

었는지를 신경과학적 심리학적 모형에서 찾아보았다. 이를 근거로 Libet 실험에 기

초하여 자유의지의 존재여부에 대한 논쟁이 과연 타당한지의 여부를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련된 법적, 책임론적 관점에 대한 논쟁을 정리하

고자 한다.26)27)

3. Libet의 연구에 대한 비판

3.1. 절차상의 문제: 수렴적 조작의 실패와 W보고의 문제점

인지 심리학에서는, 관찰 가능한 행동에 국한한 주제를 다루었던 행동주의와는 

달리, 인간의 내적인 과정을 상정하여 행동을 설명한다. 그렇지만 내적 과정의 상

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렴적 조작(converging operation)

이라는 방법을 도입하였다28). 이 방법은 하나의 내적 과정 혹은 구인(construct)을 

하나의 실험 혹은 조작으로 정의하는 대신 여러 다른 조작에 의해 수렴되도록 정

의하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전형적인 실험 연구에서는, 같은 내적 과정을 확인

하기 위해 다른 절차나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일련의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 지시문을 바꾸거

나 실험 참가 집단을 다르게 하거나 하는 등의 체계적 반복 검증을 수행한다. 예

를 들면, 사람마다 다른 사람의 접근을 허용하는 개인 공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수렴적으로 타당화 되는지를 살펴보려면 다음과 같다.29) 개념을 확인하기 위한 한 

26) Haggard, P., “Conscious intention and motor cognition,” Consciousness and Cognition 9 

(2005), pp.290-295.
27) Pockett, Susan, W. Banks, & S. Gallagher, eds., “Does Consciousness Cause Behaviour?,” 

Cambridge, Mass.: MIT Press (2006).
28) Garner, W. R., Hake, H. W., & Eriksen, C. W., “Operationalism and the concept of percep-

tion,” Psychological Review 63 (1956), pp.149-159.
29) 이하의 연구는 남종호 (2006)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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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수감자를 폭력적 수감자와 비폭력적인 수감자로 나눈 다음 각 집단의 수감

자를 대상으로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갈 때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멈추도록 

하는 지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비폭력적인 수감자들보다 폭력적인 수감자들이 

30 센티미터 이상 더 먼 지점에서 다른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멈추도록 함을 발견

하였다. 같은 개인 공간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또 다른 연구에서, Barefoot, Hoople, 

그리고 McClay30)는 실험자가 수도꼭지로 부터 얼마나 가까이 앉아서 책을 읽는 

지를 조작한 다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물을 마시는 지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실험자가 수도에 가까울수록, 물을 마시는 사람의 수가 현격히 줄어듦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모두 개인 공간이라는 개념을 

상정했을 때 결과를 잘 설명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그 개념의 타당성이 높아진다. 

다시 말해 사용된 수렴조작이 다양할수록 그 개념의 타당성을 높여준다. 

<그림 2> Libet 등의 연구에서 사용 된 오실로스코프 시계

(Libet, 2011, 그림 1.2를 인용함).

Libet 등의 실험에 대한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진 수렴적 조작 가운데 하나는 손

30) Barefoot, J. C., Hoople, H., & McClay, D., “Avoidance of an act which would violate 

personal space,” Psychonomic Science 23 (1972), pp.2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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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을 움직이려는 결정을 내린 시점을 보고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계였다. 다른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Libet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원판 시계 대신, 숫자가 나

오는 디지털시계처럼 다른 시계를 사용할 경우,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이유

가 없다. 그런데 실제로 시계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진다! Banks와 Pockett31)은 

Libet 등과 같은 시계를 사용하였을 때는 M이 버튼을 누른 시간보다 더 빨리 나타

난 반면, 디지털시계를 이용한 실험 결과에서는 M이 버튼을 누른 시간 후 60ms 

후에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더욱이 디지털시계의 숫자가 무선적으로 변하는 시계

를 사용했을 경우, 버튼을 누른 다음 20ms 이후에나 M을 보고함을 발견하였다. 

세 개의 시계 각각에 대한 M값과 반응단추를 누르는데 걸리는 반응 시간간의 사

후비교(post-hoc comparisons)에서 Libet의 시계와 디지털시계의 경우 유의미한 차

이를 나타냈지만, 무작위 시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 없었다. 이 결과는 시계종류는 

다른 지각적 속성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Libet 시계에 측정된 W에 기

반하여 손가락 움직임의 시간을 추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시계 문제의 배후에는 의식적 자각의 기제에 대한 해묵은 심리학적 

논쟁이 깔려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내성보고32)를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이다. 

Libet 등은 원판 시계를 이용하여 W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가정을 의심할 충분한 증거를 쉽게 찾을 수 있다.33)34) Nibett

과 Wilson은 인간은 사고 과정에 대한 질문에 대답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대

답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얻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함을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대학생에게 “너는 어느 고등학교 다녔니?”라고 물으면 대개 금방 답을 할 수 

있지만, “너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냈니?”라고 물으면 대개는 “잘 모르겠다, 그냥 

기억이 났어.”라는 모호한 대답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또한 피험자들이 자신의 인

지과정을 보고할 때에는 실제 내성에 근거하기 보다는 이전의 경험이나 지식을 활

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Nisbett과 Wilson의 발견은, Libet 등의 연구에 

참여했던 피험자들이 자신의 의도 시점을 실제로 경험에 근거하여 보고한 것이 아닐 

31) Banks, W. P. & Pockett, S., Benjamin Libet’s work on the neuroscience of free will, In 

M. Velmans & S. Schinder (Eds.), Malden, MA: Blackwell (2007).
32) 내성 보고는 통제된 조건에서 피험자에게 자신의 심적 과정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게 

하여 얻은 자료이다.
33) Nisbett, R. E. & Wilson, T. D. “Telling more than we can know: Verbal reports on  

mental precesses,” Psychological Review 84 (1977), pp.231-59.
34) Lyons, W., The disappearance of introspection, Cambridge: MIT Press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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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 대신 움직임이 발생한 후에 그 움직임에 이르도록 

하는 일련의 사건들의 관계에 대한 그럴듯한 추론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을 수 있다.35) 

실제로 이런 가능성은 지각적 경험에 대한 의식적 보고에서 다양하게 관찰된다.36)37) 

Libet 등의 결과도 재구성 과정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Banks와 

Isham38)에 의해 이루어졌다.

Banks와 Isham은 Libet 등의 절차에 따라 피험자들로 하여금 누르고 싶을 때 단

추를 누르도록 하면서 언제 누르고 싶었는지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들의 실험에

서 새롭게 도입된 절차는 피험자들이 반응을 했을 때, 반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음을 알리는 피드백을 ‘삑’하는 소리로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이 피드백 소

리가, 근전도(electromyography, EMG)39)로 측정된 실제 반응을 기준으로 했을 때, 

5, 20, 40, 60 ms의 다양한 시간 간격을 두고 나중에 제시되도록 하였다. 피드백 

소리는 W가 일어난 다음의 일이기 때문에 W 추정 시간에 영향을 줄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피드백 소리의 지연 시간에 비례하여 W가 일어났다

고 보고된 시간이 더 빨라짐을 발견하였다. 더욱이 회귀분석 결과 W보고 시간은 

피드백 소리에 ms당 -0.77의 비율로 선형적으로 반비례하였다. 이 결과는 내성이 

불확실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로, W가 행동에 수반되는 일련의 사건들로부

터 추론된 것임을 보여준다. 

한편, Lau, Rogers, 그리고 Passingham40)은 경두개자기자극(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TMS)41)을 사용하여 W 추정이 얼마나 신뢰로운 지를 알아보는 연구를 

35) Eagleman, D. M., “The where and when of intention,” Science, 303 (2004), pp.1144-1146.
36) Gazzaniga, M. S., Eliassen, J. C., Nisenson, L., Wessinger, C. M., & Baynes, K. B.,  

“Collaboration between the hemispheres of a collosotomy patient-Emerging right hemishpere 

speech and the left brain interpreter,” Brain 119 (1996), pp.1255-1262.
37) Nijhawan, R., “Visual decomposition of color through motion extrapolation,” Nature 386 

(1997), pp.66-69.
38) Banks, W. P. & Isham, E. A., “We infer rather than perceive the moment we decide to 

act,” Psychological Science 20 (2009), pp.17-21.
39) 근전도(Electromyography, EMG)는 동작 움직임시 눈에 보이지 않는 근육의 움직임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근전도 장비는 동작 움직임시 근육에서 발생되는 전기신호를 측

정하는 것이다.
40) Lau, H. C., Rogers, R. D., & Passingham, R. E., “Manipulating the experienced onset of 

intention after action execution,”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19 (2007), pp.81-90.
41) 경두개자기자극(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TMS)은 두뇌의 뉴런을 자극하는 비

침습적 방법이다. 자기장을 이용하여 뇌의 특정부위에 전기적 변화를 일으키는 장치

이다. 이 장치는 현재 연구 단계 수준을 넘어서서 임상장면에 적용되고 있는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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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Lau 등은 Libet 등의 연구 절차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되, 실제 움직임

이 시작되자마자 TMS로 preSMA (presupplementary motor area)42) 영역에 자극을 

가하였다. 이 경우 W는 이미 발생한 과거이므로, TMS 자극에 의해 W가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실제로 M과 동시에 혹은 200ms 후에 TMS가 가해지면, 

W보고 시간은 각각 9ms, 그리고 16ms 앞당겨졌는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였다. 이 결과는 Banks와 Isham43)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도에 대한 주

관적 경험이 실제 반응 전에 결정된다는 통념과는 다르게 반응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는 점에서 일치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Matsuhashi와 Hallett44)은 움직임에 대한 생각(T)을 측정하는 실

험을 수행하였다. 피험자들은 불규칙한 간격으로 소리가 제시되는 가운데 자신이 

원할 때 반응을 하도록 하였다. 피험자들은 만약 반응을 하려고 생각한 다음 소리

가 제시되면 반응을 거부(veto)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이 실험이 기발한 점은, 의도

를 기억하면서 반응을 해야 하는 Libet 등의 실험 절차와 비교했을 때, 소리를 이

용하여 T시점의 선후만을 파악하게 하여 내성으로 인한 주의 분산을 최소화하였

다는 것이다. 실제 실험에서 모든 소리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제시되

었다. 어떤 소리는 T 전에 제시되었고, 다른 소리는 움직임 직전에 제시되었다. 따

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피험자가 사실상 반응거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두 

제시 조건의 차이로부터 움직임이 언제 거부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움직임

에 대한 생각 T는 움직임보다 1.42초 앞서 발생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시간은, 

통념과 마찬가지로, T가 관찰된 뇌 활동 이전에 일어났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실험적 발견을 요약하자면, 사용된 시계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특히 원판시계의 경우 두 과제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주의간섭이 일어나 W 추정

이 영향을 받으며, 반응 종료를 알려주는 신호에 따라 W의 추정시간이 달라지며, 

W에 준하는 개념을 다른 방식으로 검증했을 때 그 시점이 Libet 등이 추정한 시간

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렴적으로 Libet 등이 얻은 결과에서 피험자

적으로는 우울증 환자에게 약물 치료 대신 사용된다.
42) 보조운동영역(supplementary motor area)은 전운동영역과 함께 의식적인 운동을 계획하

는 곳으로 복합적 연속운동을 계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43) Banks, W. P. & Isham, E. A., “We infer rather than perceive the moment we decide to 

act,” Psychological Science 20 (2009), pp.17-21.
44) Matsuhashi, M. & Hallet, M., “The timing of the conscious intention to move,” European 

Journal of Neurosciences 28 (2008), pp.2344-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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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보고한 W는 사용된 시계의 특성 때문이거나, 반응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여

러 단서들을 바탕으로 인지적으로 추론되었거나, 아니면 그럴 듯하게 재배열된 결

과 때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요컨대 Libet 등의 연구 절차와 해석에 심각한 문

제가 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Libet 등의 가정에 위배되는 발견들도 있다

는 것이다. 

3.2. Libet 등의 가정에 위배되는 발견: 준비전위와 반응간의 독립성

Libet 등은 손가락 움직임 이전에 이미 뇌파를 관찰하였는데, 이 뇌파를 자발적 

움직임과 관련 있는 뇌 활동으로 간주하였다. Libet 등의 연구에 대한 반복 검증은 

Trevena와 Miller45) 그리고 Soon과 그의 동료들46)에 의해 이루어졌다. Trevena와 

Miller는 EEG를 이용하여 손가락 움직임 전의 결정과 관련된 신경생리학적 기록

과 움직이지 않았을 때의 신경생리학적 기록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위 두 조건

에서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Libet 등의 연구결과에서 설명했던 뇌 

활동이 움직이기 위한 준비과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따라서 Libet 

등의 연구결과가 자발적 움직임이 무의식적으로 시작된다는 결과를 설명하기 어려

움을 시사한다. 

Libet 등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는 fMRI를 이용하여 뇌 활동을 

측정한 Soon과 동료들에 의해 얻어졌다. 이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연속적으로 변화

되는 알파벳 낱자를 보면서 자유롭게 선택한 시간에 왼쪽 손가락이나 오른쪽 손가

락을 움직여 반응하도록 하였다. Libet 등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험자들은 반응을 의

도한 시간을 차례로 제시되는 낱자 중의 하나를 지목하여 보고하였다. 그 결과 

Soon 등은 실제 움직임이 일어나기 10초 전에 피험자들의 어느 손가락을 움직일 

지를 60%정도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가 실제 움직이기까지의 간

격을 측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10

초전에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예상하는 정도가 우연수준인 50%에 비해 불과 

10% 정도 밖에는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Soon 등의 연구를 Libet 등의 연

구의 반복 검증으로 보기 어렵다. 그 보다는 오히려 Soon 등의 결과가 먼저 반복 

45) Trevena, J. & Miller, J., “Brain preparation before a voluntary action: Evidence against 

unconscious movement initiation,” Consciousness and Cognition 19 (2010), pp.447-456.
46) Soon, C. S., Brass, M., Heinze, H., & Haynes, J., “Unconscious determinants of free 

decisions in the human brain,” Nature Neuroscience 11 (2008), pp.54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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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반복 검증 문제를 일단 유보해 두더라도, Libet 등의 연구에서 가정하고 있는 움

직임 이전에 나타나는 뇌파와 실제 움직임간의 의존성은, 다른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47)48)49) Mnatsakanian과 Tarkka,50) Brunia와 van Boxtel51)

은 예상된 움직임(expected movement)과 준비전위를 포함한 다른 뇌파들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각각의 연구에서 뇌파는 SPNs (stimulus preceding negativities)52) 

혹은 CNVs (contingent negative variations)53)로 명명되었는데, 이런 이름은 그 뇌

파들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을 경우에 관찰되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움직임

을 예상하거나 기대할 경우, 준비전위와 유사한 뇌파를 관찰할 수 있었다. 움직임 

자체가 아니라 움직임을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상황에서 뇌파가 나타난다면, Libet 

등이 가정했던 것처럼 준비전위는 실제 움직임의 충분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거꾸로 실제 움직임이 일어나면 준비전위가 관찰되는지를 물을 수 있

다. 즉, 준비전위는 실제 움직임의 필요조건인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Pockett과 Purddy54)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이들은 EEG를 이용하여 자발적

으로 손가락을 움직일 경우 준비전위가 반드시 나타나는 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

과 피험자 가운데 단지 12%만이 움직임이 있었을 때 그에 앞서 준비전위가 나타

났고 나머지 피험자들에게서는 손가락이 움직여도 준비전위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결과는 준비전위2가 손가락 움직임의 필요조건이 아님을 보

여주며 따라서 Libet 등의 가정이 잘못되었음을 시사한다. 일부 피험자에게서만 준

비전위2가 관찰되었다는 것은 이 전위가 움직임 자체보다는 움직임에 대한 의식적 

47) Eagleman (주35).
48) Lau, H. C., Rogers, R. D., & Passingham, R. E. (주40).
49) Sinnott-Armstrong, W. & Lynn Nadel, “Are Voluntary Movements Initiated Preconsciously? 

The Relationshps between Readiness Potentials, Urges, and Decisions,”: In Pockett, S. & 

Purdy, S. C. (Eds.) Conscious will and responsibil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p.34-46.
50) Mnatsakanian, E. V. & Tarkka, I. M., “Task-specific expectation is revealed in scalp-recorded 

slow potentials,” Brain Topography 15(2) (2002), pp.87-94.
51) Brunia, C. H. M. & van Boxtel, G. J. M., “Anticipatory attention to verbal and non-verbal 

stimuli is reflected in a modality-specific SPN,” Experimental Brain Research 156 (2004), 

pp.31-239.
52) 예상되는 주의나 동기와 관련된 완서파(slow-wave)이다.
53) Expectancy wave라고도 불리우며, 무엇을 하고자 의도하거나 어떤 일을 예상하는 것

과 관련하여 대뇌에 출현하는 음극파(negative-wave)이다.
54) Pockett, S. & Purdy (주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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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expectation)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준비전위는 움직임에 대한 필요조건도 아니고 충분조

건도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Libet 등이 가정했던 것과는 달리, 준비전위와 

움직임 간에는 어떤 논리적인 의존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Libet 등이 가정

했던 것처럼 준비전위2가 손가락의 움직임을 결정한다는 주장은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Libet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자유의지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시사점

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감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된 논의가 철학, 

심리학, 그리고 신경과학에서 이미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후속 연구의 방

향설정을 위해, 다음 절에서는 Libet 등의 연구에서의 자유의지 즉, 손가락을 언제 

움직일 지에 대한 제한된 의미의 의도를 넘어서서, 통상 우리가 의도라고 부르는 

의지에 의한 의도와 관련된 논의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4. 의도와 행동에 대한 인지 과학적 발견들

의도(intention)와 관련된 가장 포괄적인 신경과학적 모형은 Platt과 Glimcher55)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들은 먼저 의도를 의지에 의한 의도(willed intention)와 감각 

운동 의도(sensory motor intention)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의지에 의한 의도는 

예를 들면 휴가를 시원한 곳에서 보내겠다는 결정, 오늘 저녁 친구를 만나야겠다

는 생각 등으로 비교적 일반적인 의미의 계획들을 가리킨다. 이에 반해 감각 운동 

의도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전화를 거는 것과 같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운동이 

개입된다. 운동만이 아니라 감각이 포함된 이유는 많은 경우 운동의 실행 결과가 

일종의 피드백처럼 지각되어 다음 행동을 조정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 두 

의도는 서로 복잡하게 협력하지만, 의지에 의한 의도가 더 근원적이라 할 수 있다. 

감각 운동 의지는 의지에 의한 의도에 의해 촉발되지만, 의지에 의한 의도는 또 

다른 심적 활동을 일으킬 수 있고, 만나려던 생각을 바꾸거나 할 때처럼,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후속 연구에서 이 두 의도를 담당하는 뇌 영역이 다르다는 결과가 발견되었다. 

Jahanshahi와 그의 동료56)는 뇌 영상법(brain imaging)과 두개골 안쪽에 있는 뇌경막 

55) Platt M. L. & Glimcher P. W., “Neural correlates of decision variables in parietal cortex,” 

Nature 400 (1999), pp.233-238.



자유의지에 대한 Libet의 연구와 후속 연구들 / 朴注勇⋅高旼照   491

표면이나 뇌경막의 안쪽으로 미세 전극을 집어넣어 뇌활동을 기록하는(subdural 

recording)기법을 사용하여, 의지적 의도의 근원 중 하나는 배측외측 전전두 피질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DLPFC)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Lau와 그의 

동료57)에 fMRI기법을 사용하였는데 pre-SMA도 의지에 의한 의도의 근원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감각운동 의도는 두정엽 후방 피질(posterior parietal cortex)에

서 담당하며,58) 세부적인 운동감각 의도는 두정엽 후방 피질의 특정 영역으로 나

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지에 의한 의도와 감각 운동 의도에 대한 이런 구분에 따르면, Libet 등이 다룬 

의도는 감각 운동의도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피험자들은 손가락 움직임을 스스로 

사전 계획하지 않았고, 다만 정해진 움직임을 언제 실행할 지만을 결정했기 때문

이다. 

그렇다면 의지에 의한 의도는 어떻게 시작될까?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구한 

연구는 없다. 다만 의지에 의한 의도가 얼마만큼 복잡한 지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

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미래 행동에 대한 계획의 구조는 세계에 대한 우리

의 일반적인 지식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의미 기억과 관련이 있다. 게다가 계획

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과 상관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로 D’Argembeau와 Van der Linden59)은 과거의 사건에 일어난 일을 자세히 기억하

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미래를 구체적으로 예상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함을 발견하

였다. 이 결과는 과거의 기억이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의

지에 의한 의도에서 기억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동기이다. 동기의 중요성

은 Bichof-Koehler60)에 의해 가설 형식으로 오래 전에 제안되었다. 이 가설에 따르

56) Jahanshahi, M., Dirnberger, G., Fuller, R., & Frith, C. D., “The role of the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in random number generation,” Neuroimage 12(6) (2000), pp.713-725.
57) Lau, H. C., Rogers, R. D., Haggard, P., & Passinham, R. E., “Attention to intention,” 

Science 303 (2004), pp.1208-1210.
58) Andersen R. A. & Buneo, C. A., “Intentional maps in posterior parietal cortex,” Annual. 

Review of Neuroscience 25 (2002), pp.189-220.
59) D’Argembeau, A. & Van der Linden, M.,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phenomenology 

of mental time travel: The effect of vivid visual imagery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Consciousness and Cognitions, 15 (2006), pp.343-350. 
60) Bischof-Kohler, D., “Zur Phylogenese menschticher Motivation [On the phylogeny of 

human motivation],” In L. H. Eckensberger & E. D. Lantermann (Eds.), Emotion und 

Reflexivitat Vienna: Urban & Schwarzenberg (1985), pp.3-47. 

   http://staff.science.uva.nl/~michiell/docs/MentalTi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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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인간이 아닌 동물은 미래의 필요와 욕구상태를 기대할 수 없지만, 인간은 현재 

동기적 상황은 물론 미래의 동기적 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억과 동기가 의지에 의한 의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통찰에도 불구

하고,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지는 물론 각 영역 내에서도 관련된 현상을 두

루 설명할 수 있는 통합된 이론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변적 수준에서이기는 하지만, Talmi와 Frith61)는 의지에 의한 의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들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다음 두 가지를 제시한다. 우선, 인간은 만약 무엇을 하려고 결정할 때, 의식적으

로 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

강 증진을 위해 운동을 하려 할 때,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등의 같은 다양한 대안들을 생각해 낼 수 있고 이

들 가운데 비용, 실현 가능성, 과거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한다. Libet 

등의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들도 일단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 가능성을 고려한 

후 실험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을 것이다. 이런 자발적인 선택 후에 실험 상황에서 

실험자의 지시에 따라 반응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들의 손가락 움직임을 자발적 

의도로 보기에는 상황의 복잡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

다. 그 보다는 과제에 대해 실험자와 피험자의 의지들이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물론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판단은 대개는 정확하지만, 예를 들어 흡연가들이 담배를 끊겠다

고 결정하면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끊으려고 시도했을 때 못 끊는 경

우에서처럼, 틀릴 때도 있다. 하지만 일단 다양한 가능성 가운데 선택권이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만큼은 자유의지의 한 근거로 충분해 보인다.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또 다른 근거는 인간의 뇌에는 기억해 낼 수 있고 또 

예견 가능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한 자아감(sense of self)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유

롭게 의지된 행동의 경험적 결정과 외부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저절로(by itself) 

발생된 행동의 느낌과는 다르다.62)63) 예를 들어, 눈을 감은 상태에서 손을 움직여 

61) Sinnott-Armstrong, W. & Lynn Nadel, “Neuroscience, Free Will, and Responsibility,” In 

Talmi, D. & Frith, C. D. (Eds.), Conscious will and responsibil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p.124-133.
62) Bargh, J. A. & Ferguson, M. J., “Beyond behaviorism: The automaticity of higher mental 

processes,” Psychological Bulletin 126 (2000), pp.925-945.
63) Carlson, R., Experienced cognition,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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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대상을 만질 때와 가만히 있는 손에 물체가 닿을 때의 느낌은 다르다. 그

런데 우리의 자아와 의식은, 우리가 주체로서 움직일 때 즉 의도를 갖고 있을 때 

더 분명하게 경험된다. 

비록 같은 자유의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Libet 등의 연구에서 다루어

진 자유의지는 Talmi와 Frith가 주장하는 자유의지와는 큰 괴리가 있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 Talmi와 Frith의 주장이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이상의 논의는 Libet 등의 연구가 자유의지라는 주제에 대한 대

해서 철학자나 심리학자들이 다루어오던 내용에 비해 매우 단순한 의미의 자유의

지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설사 후속 연구들을 통해, Libet 등의 연구

가 가진 여러 한계점들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주장하

기는 어려워 보인다. 

5. Libet 등의 연구가 형법에서의 책임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논의

형법은 범죄를 규정하고 형벌을 통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규범체계이다. 범

죄는 행동에서 시작되는데, 이 행동은 일반적으로 심적 상태인 의도(volition)에 의

해 수행되어진다고 가정된다. 형법상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한 

행위이다. 이때 구성요건에서 가장 중점적인 요소가 바로 고의(범죄의사)와 행위이

다. 이 두 요건 중 일상 언어에서는 의도가 당연히 행동에 앞선다고 본다. 따라서 

범죄로 인한 법적 책임의 전제 조건으로 의식적 의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일단 범죄가 확인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형벌을 가하게 된다. 역사적

으로 형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두 이론으로 응보형주의(應報刑主義)64)와 목

적형주의(目的刑主義)65)가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전자에서는 형벌은 잘못에 대

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제도로 보는데 반해, 후자에서는 형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범죄를 예방하는 수단으로 본다. 물론 이 두 이론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실제로 절충적으로 고려되고 있다.66)67)

64) 응보형주의는 형벌의 본질은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에 있다고 하는 후기 고전학파

의 주장을 말하며, 형법에 있어서 응보는 해악적 응보를 의미하며 속죄라고 한다(이

중백, 형법총칙론, 32면).
65) 목적형주의는 형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수단이라는 

근대학파의 주장을 말한다(이중백, 형법총칙론,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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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형법 체계에 대한 도전 중의 하나는 책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결정론

(determinism)이다. 결정론에서는 우리의 행동이 비록 우리가 선택한다고 느끼더라

도, 사실은 물리적 환경과 작용의 결과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결정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행동에는 자발성이 없어지고 따라서 책임을 묻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당화가 요구된다. 이에 대한 철학적 반론 중의 하나는 

양립가능론68)이다. 이 이론을 주장하는 이론가들 내에서도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

이가 크다. 그렇지만 그 핵심을 단순화하여 설명하자면, 우리의 행동이 인과적으로 

결정되어 있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왜 하거나 또는 왜 하지 

않는 지에 대한 이유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Libet 등의 연구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결정론에서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의도를 갖게 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이와는 달리 Libet 등의 연구

에서는 의도가 어떻게 생기든 상관없이 그것이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가를 묻는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의도는 허상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Libet 등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결정론에 대한 양립론적 반응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전술한 것처럼 양립론에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왜 하거나 

또는 왜 하지 않는 지에 대한 이유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는데, 그런 

이유가 사실은 허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만일 

우리의 의식적 의지가 사실은, 정신분열증 환자와 마찬가지로 무의식적 수준에서 

66) 김동현,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자유의지와 형사책임론의 문제”, 서울 학교 법학 

제51권 제4호 (2008), pp.269-315.
67) 이중백, 형법총칙론,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2010).
68)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은 흔히 이분법적으로 논의되어져 왔다. 자유의지를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인간을 자유롭고 동시에 자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로 묘사한다. 

이에 반해 결정론을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자연법칙에 따라 어쩔 수 없

이 어떤 행동을 하는 숙명론적 존재로 본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자유의지에 대해 훨

씬 더 다양한 관점을 취한다(예, Greene & Cohen, 2004; Nichols, 2008; Clarke, 2010; 

O’conor, 2010). 이를 몇 가지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유의지에 대한 통속

적 개념이 결정론과 양립가능한가인데, 이에 대해 위에서 소개된 양립론(compatibi-

lism)은 양립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을 취한다. 그런데 양립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할 

경우 제기되는 질문은 자유의지가 원인이 없이 발생가능한가인데 이에 대해 그렇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자유론(libertarianism)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엄격한 결

정론(hard determinism)이다. 엄격한 결정론을 받아들일 때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일

상적으로 사용되거나 암묵적으로 가정되는 자유의지라는 개념은 물론 이 개념에 근거

한 법과 도덕적 관행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이다. 이에 대해 기존의 관행을 그대로 유

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보수론이고, 반대로 혁명론에서는 현재의 관행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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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뇌활동의 결과로 빗어진 사건이라면 어떻게 누군가에게 형사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위의 질문에 대한 법학자들의 입장은 단호하다. Alexander69)는 Libet 등의 피험

자들에게 제시된 단순한 행동의 선택 시점에 대한 연구는 법적 행위와 아무런 상관

이 없고 따라서 이 연구로부터 기존의 형법 체제에서 고려해야 할 새로운 것이 없

다고 본다. Sinnott-Amstrong70)은 Libet 등의 연구 결과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좀 더 호의적이지만 동시에 그 범위를 극도로 제한한다. Sinnott-Amstrong은 

Libet 등의 연구가 일반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나 결정론에 대한 실험이라고 알려

져 있지만, 실제로 Libet 등의 실험으로 이러한 개념을 설명하기는 부족하다고 단

언한다. 그 대신 그의 실험이 보여주는 것은 가해자가 수면에 준하는 상태에서 일

으킨 범죄행동처럼 인간이 인식하지 못한 행위나, 갑자기 발생한 공격에 대해 재

빨리 취한 방어적 행동과 같은 ‘최소한의 행동’(minimal action)에 대해서는 설명가

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동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Sinnott-Amstrong은, Libet 등

의 실험이 언급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참고자료로서의 가치밖에 없다고 본다. 

6. 신경과학 연구 결과가 자유의지나 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주로 Libet 등의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해왔다. Libet 등 

연구에 초점을 둔 이유는 자유의지의 문제를 실험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 중 가

장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위에서 다루어진 문제들로 인해, 아직까

지는 밝혀준 것보다는 밝혀야 할 것이 더 많은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단

지 Libet 등의 연구에 국한하지 않고 신경과학에서의 발견이 자유의지와 함께 법

적 책임에 대해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철학자인 Roskies71)는 신경과학적 발견이 자유의지나 책임에 대해 그 동안 몰랐던 

69) Sinnott-Armstrong, W. & Lynn Nadel, “Criminal and Moral Responsibility and the Libet 

Experiments,” In Larry Alexander (Eds.), Conscious will and responsibil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p.204-206.
70) Sinnott-Armstrong, W. & Lynn Nadel, “Lessons from Libet,” Walter Sinnott-Armstrong, 

(Eds.), Conscious will and responsibil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p.235-246.
71) Roskies, A., “Neuroscientific challenges to free will and responsibility,” Trend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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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녀가 이런 주장을 펼치

는 이유 중의 하나는, 철학에서는 자유의지에 대한 결정론적 관점과 비결정론적 

관점이 망라되는데 반해, 신경과학에서는 결정론적 관점을 지지하지 못하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생물의 행동 배후의 생리학적 기제를 밝히는 과정에서, 신

경과학에서는 비결정론적이거나 통계적인 과정이 자주 도입된다. 따라서 결정론을 

전제로 한 도덕적 책임에 대한 실용적 판단에 신경과학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거

의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Roskies는 신경과학이 자유의지와 관련된 논쟁에 

기여를 할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녀는 이 가능성을 Nahimas72)의 

연구 결과에서 찾는다. 그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다

고 생각하는 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실험의 한 조건에서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 그의 생각, 욕망, 그리고 계획 등에 의해 전적으로 초래된다”는 시

나리오가, 다른 조건에서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 뇌에서의 화학반응과 신경과정에 

의해 전적으로 초래된다”는 시나리오가 각각 제시되었다. 두 시나리오 모두 결정

론적 상황이었지만, 전자에서보다 심리적 상태를 신경수준으로 환원시킨 후자에서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게 평가하였다. 이 결과는 도덕적 

책임을 부정하도록 하는 것은 결정론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의식적 심

적 상태를 거치지 않고(bypass) 물리화학적 수준으로 기술되어질 때라는 점이다. 

만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유, 책임은 물론, 합리성과 같은 심적 상태를 신경과학

의 발전을 통해, 물리화학적 수준에서 기술할 수 있게 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책임에 대한 이론이 등장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신경과학과 법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여러 논의 중 Greene과 Cohen73) 그리고 

Morse74)은 공유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을 보인다. Morse는 신경과학에

서 그 어떤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합리성과 관련하여 뇌와 관련된 세

부적인 지식을 제공할 뿐, 기존의 법 이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에 반해, Greene과 Cohen은 신경과학에서의 새로운 발견이 기존의 법 이

Cognitive Sciences 10 (2006), pp.419-423.
72) Nahimas, E., “Folk fears about freedom and responsibility: Determinism vs. Reduction-

ism,” Journal of Cognition and Culture 6 (2006), pp.215-237.
73) Greene, J. & Cohen, J., “For the law, neuroscience changes nothing and everyth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in Royal Society of London 359 (2004), pp.1775-1785.
74) Morse, S. J., “New neuroscience, old problem,” In B. Garland (Ed.), Neuroscience and 

the law: brain, mind and the scales of justice, New York: Dana Press (2004), pp.15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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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가정을 약화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의지와 책임에 대한 사람들의 도덕적 

직관을 변화시킴으로써 법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orse는 법을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극히 실제적이고 평가적인 규칙과 제도의 

체계로 특징짓는데, 그 기능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인간의 

행동을 안내하고 규제하는 데 있다고 본다. 인간의 행동은 여러 차원에서 기술될 

수 있는데, 행동의 원인의 경우 물리적 수준과 의도적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 예

를 들어, 어떤 사람이 왜 쓰러졌는지에 대해 물리적 수준에서의 설명은 그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신체를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의 외부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의도적 수준에서의 설명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의도적 수준의 설명에서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욕구를 고려하면서 합리적으로 행동을 

선택하는 존재임을 전제한다. 

Morse에 따르면, 법에서 상정되는 인간은 합리적 이유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 

특징지어진다고 본다. 이와 함께 책임에 대한 법적 개념이,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의지가 아니라,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본다. 즉, 합리성이 책임의 

기준이라는 것이다. 합리성에 대한 일치된 정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합리성이 다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동에 대한 

법적 판단은 합리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합리성에 대한 강조와 함께, Morse는 다른 학문 분야에서의 발견이 기존의 법 

이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일련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연구 결과가 타당해야 한다. 둘째, 연구 결과가 특정 이론과 

잘 연관되어야 하며, 셋째, 연구 결과가 특정한 변화를 확실하게 함축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변화들로 인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다른 가치가 손상되

지 않아야 한다. Morse의 주장처럼 이 요건은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적

어도 Morse가 보기에는 신경과학과 심리학에서의 최근 발견이 이 요건을 충족시

키지 못한다. 그 이유는 이들 발견이 인간이 합리적이고 의식적 의도적 존재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 발견은 다만 특정한 상

황에서 인간의 어떤 행동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왔던 것과 다른 측면이 있음을 

보여주는 정도라는 것이다. 

합리성과 관련된 심리학 연구를 살펴보더라도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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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사람들이 단순한 논리 문제를 잘 풀지 못하고 확률적 판단을 잘 못하며, 자

신의 생각이 틀렸을 가능성을 점검하기보다 맞았다는 것을 확증하려는 경향이 있

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결과들이 있다.75) 하지만 논리나 확

률 모형, 혹은 합리적 가설 검증이라는 기준에 비추었을 때 불합리하게 보이는 이

런 행동들이, 우리의 실제 환경에서는 잘 들어맞는 경우가 있다는 증거도 있다.76) 

게다가 그 동안 불합리한 부분으로 치부되던 감정과 같은 심리적 기제도 그 배후

에는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77)78) 이상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항상 합리적이지 않고 똑똑한 사람이 멍청한 짓을 할 때도 있지만, 인간을 특징짓

는데 있어 합리성이 배제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Greene과 Cohen79)은, Morse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법체계가 합리적 인간을 전제

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과학에서의 발견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

이 낮다고 본다. 그렇지만 기존의 법체계가 정의에 대한 통념에 기반을 두기 때문

에 지속되어져 온 면이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만일 신경과학이 이런 통념을 바

꾸어 준다면 결국 기존의 법체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책임에 

대한 법적 개념이 합리성에 있다고 본 Morse와는 달리 Greene과 Cohen은 법적 책

임에 따른 처벌이 응보형주의에 기반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응보형주의의 배후

에는 자유의지에 대한 양립가능론 혹은 자유주의론이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이

들에 따르면, 이 양립가능론이나 자유주의론은 현대 과학에 의해 지지될 수 없다

는 것이다. 이들은, 인간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결정론적 과정을 알지 못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느끼고 이 때문에 결정론적 

흐름에서 벗어난 존재로 착각하고 있다는 Wegner80)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는 신경과학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렇지만 자유의지가 허상이라는 Wegner의 주장과는 달리, 자유의지가 실제로 

물리적인 혹은 다른 심리적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험적 연구 결과가 있다

75) Shafir, E. & LeBoeuf, R., “Rationalit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2002), pp. 

491-537.
76) McKenzie, C., “Rational models as theories - not standard - of behavior,”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7 (2003), pp.403-406.
77) Damasio, A. R., Descartes’ error: Emotion, reason, and the human brain, New York: 

Putnam (1994). 
78) Pinker (주7).
79) Greene, J. & Cohen (주71).
80) Wegner, D., The illusion of conscious will, Cambridge, MA: MIT Pres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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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죄수들에게 TV 채널 선택권을 주거나 전등을 조작할 

수 있게 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건강 문제도 줄어든다.81) 노동자들에게 과제 수

행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사기가 증가한다.82) 자유

의지를 부양함으로써 일어나는 이 같은 변화와는 반대로, 자유의지의 존재를 부정

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더 많이 한다

는 연구 결과도 있다. Vohs와 Schooler83)는, 과학자들은 자유의지가 착각이라고 믿

고 있다는 글을 읽도록 한 집단과, 의식에 관한 글을 읽도록 한 집단에게 수학문

제를 풀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이 문제를 풀 때, 원하면 부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의식에 대해 읽은 집단보다 자유의지가 없다는 글을 읽은 집단의 

피험자들이 부정행위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자유의지

가 없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를 제공하면 도덕성이나 책임 등을 상대적으로 고려하

지 않게 됨을 시사한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일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일 부정되면 자율성의 상실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어, 아마도 지

금 보다는 훨씬 더 쉽지 않은 삶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처럼 서로 상반되는 연구 결과와 주장이 여전히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그렇지만 Morse의 주장보다는 Greene

과 Cohen의 주장이 다음과 같은 면에서 더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우선 해결가

능하지 않은 자유의지의 문제가 결국은 결정론으로 판명될 것을 전제한 후 논의를 

전개한 점에서 Greene과 Cohen의 논의는 섣부른 결론에 도달할 위험이 있다. 그들

의 주장과는 달리 일군의 학자들은 신경과학적 연구가 형법에서의 책임 혹은 자유

의지와 무관하다고 본다. Gazzaniga84)는 책임은 사람들이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공적 개념으로 사회성 안에 존재한다고 보고, 따라서 어떤 사람의 행동의 책임을 

뇌로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Uttal85)도 뇌 상태와 행동 간의 연관

81) Ruback, R. B., Carr, T. S., & Hopper, C. H., “Perceived control in prison:Its relation to 

reported crowding, stress, and symptom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6 

(1986). pp.375-386.
82) Miller, K. I. & Monge, P. R., “Parcipaton, satisfaction, and productivity: Ameta-analytic 

review,”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9 (1986), pp.727-753.
83) Vohs, K. D. & Schooler, J. W., “The value of believing in free will: Encouraging a 

belief in determinism increases cheating,” Psychological Science 19 (2008), pp.49-54.
84) Gazzaniga M. S., Ethical brain, Dana Press (윤리  뇌, 김효은 역, 서울: 바다출판사), 

(2005).
85) Uttal, W., Neuroscience in the courtroom-What every lawyer should know abo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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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신경과학의 연구를 통해 더 잘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 결과로 책임에 대한 

문제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책임이 윤리적 문제와 더 깊은 관련

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책임 문제는 다루는 것은 신경과학이 아니라 법률 시스

템의 소관이라는 것이다. 

이런 비판과 함께 상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체계가 변화될 것이라는 예측은 그

와 같은 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형

법에서도, 상식이 변해서이기보다는 이론의 발달이나 현실 세계에서의 필요가 더 

큰 역할을 해 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

해 제시하는 근거가 비유인 것도 문제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가정 된 동질적인 공간과는 달리 현대 물리학에서의 공간은 휘어져 있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런데 일상적인 삶을 살 때에는 유클리드 공간의 가

정으로 충분하지만,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릴 때에는 현대 물리학에서의 가정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비유로, 결정론을 포기하는 것이 전혀 

어불성설 같지만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비유는 어디까지

나 비유이고, 왜 이 비유가 형법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지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7. 결  론

법은, 사람들의 상식이 변화되었기 때문이기보다는, 사회의 필요에 따라 지속적

으로 변화되어 왔다. 사회는 물론 제도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을 수 있게 

되면서 꾸준히 개선되어져 왔다. 하지만 자유의지, 도덕적 혹은 법적 책임과 같은 

개념이 과연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될 수 있는 지는 누구도 확언하기 어렵다. 최

근의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연구가 신속한 매체를 통해 화려하고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적어도 자유의지나 책임과 같은 주제에 대해 지금까지의 논의에

서 간과하거나 혹은 새롭게 고려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는 데 성공했다고 판단하기

는 어려워 보인다.86) 

일부 철학자들의 주장처럼 어쩌면 자유의지는 우리의 인식체계에서 포착되지 않을 

mind and the brain, Lawyer & Judges Publication and Communication Inc. (2009).
86) Aronson, J. A., “The law’s use of brain evidence,”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s 6 (2010), pp.9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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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87)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규정하는 데 있어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

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해결을 위한 모종의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한동안 잊고 있다가도 이 핵심적인 질문과 관련되어 그 

언저리를 건드리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사람들은 또 다시 이 문제에 대한 자신들

의 생각을 피력하려 할 것이다. 최근의 과학 발전의 속도를 고려하면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더 빈번해 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계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현재로서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는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는 것, 법적인 시각에서 과학적 

결과를 평가하는 훈련, 그리고 더 발전적으로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과 법적 판단

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들 각각에 대해 간략히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과학적 절차를 다시금 

복습할 필요가 있다. 과학은 “왜?”라는 질문을 체계적으로 던지고 그에 대한 그럴

듯한 대답을 찾는 합리적 절차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말은 그 내용

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 누구나에게 열려져 있어 비판이 가능한 가운데 

일관되고 누적적인 지식 체계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과학

적 절차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찾고자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

지 밝혀진 법칙들은 주로 물리 화학에서의 몇 몇 현상들에 국한되어 있다. 그보다 

훨씬 많은 현상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일반화 혹은 

추측을 포함하고 있는 이론이나 이론이 수리적 혹은 형식적으로 표현된 모형을 통

해 탐구된다. 이 탐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실험이다. 실험은 통제된 상

황에서 특정한 변인을 체계적으로 변화시켰을 때 나타나는 결과의 차이를 통해 조

작된 변인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심리학의 경우 실제 실험

에서 대부분의 변인은 통제하고, 조작되는 변인은 세 개 혹은 네 개 이상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변인들 간에 복잡한 상호작용이 관찰되면 결과를 해석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중요한 현상들과 관련된 변인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흥미 있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현상에 대한 심리

학적 연구는 찾아보기 무척 힘들다”고 한탄하였다.88) 이상의 논의를 통해 확인할 

87) McGinn, C., “Can we solve the mind-body problem?,” Mind 98 (1989), pp.349-366.
88) Neisser, U., Memory: “What are the important questions?,” In M. M. Gruneberg, P. E. 

Morris, & R. N. Skyes (Eds.), Practical aspects of Memory, London: Academic Press 

(1978),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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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사실은 과학이 가정하는 세계는 기본적으로 결정론이라는 것과, 실제 탐

구는 현상을 극도로 단순화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현재 과학에서 다루는 변인들의 수는 실제 장면에서 고려되어져야 

할 것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상황에서의 

결과를 복잡한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부분이 많다. 통제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과학에서는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좋을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단 좋은 결과가 얻어지면 연구자는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한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일반화의 정도

를 과장하는 오류를 범한다.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언젠가 이루어지기 바라는 목표

를 마치 지금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그 좋은 예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현혹된다는 것이다.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그 결과가 어떤 조건에

서 얻어졌는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과학적 탐구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위에서 언급된 또 다른 준비는 법적

인 시각에서 과학적 결과를 바라보는 훈련이다. 전술한 것처럼 과학은 결정론을 

전제로 하여 존재의 세계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혀내고자 하는데 반해, 법은 자유

의지나 윤리, 혹은 합리성에 기반 한 당위의 세계를 구축한다. Jasanoff89)가 지적한 

것처럼 과학은 올바른 사실을 밝히는 데 있지만, 법은 올바른 사실을 밝히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논쟁이나 갈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추구한다. 

게다가 과학은 올바른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결정도 유보할 수 있지만, 법에

서는 그렇지 않다. 모을 수 있는 증거는 다 모으지만 더 이상 없을 경우 이들을 바탕

으로 모종의 결론을 내려야만 한다. 이런 차이 때문에, 비록 Greene과 Cohen처럼 

이 두 세계가 결국 과학의 세계로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 연구자도 있지만, 더 많은 

연구자들은 이 두 세계가 별개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90)91)92)93) 예를 들어, Pinker

는 똑같은 52장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포커와 마이티 게임에서의 규칙이 다른 것

89) Jasanoff, S., Science at the bar, Harvard University Press, Boston: MA (박상준 역, 법

정에 선 과학. 동아시아) (1995). 
90) Simon, H, The reason in human affair, Basil Blackwell (1983).
91) Jasanoff (주84).
92) Pinker (주7).
93) Schauer, F., Neuroscience, “lie-detection, and the law,”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4 

(2010), pp.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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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과학과 윤리에서 가정되는 인간상이 다르다고 본다. 그는, 무한 직선과 완전

한 원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로부터 나온 추론이 유용하고 안정적인 것처럼 합리적

이며 다른 원인 없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행위 하는 존재는, 과학의 눈으로 보

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결론은 안정적이고 유용함을 강조한다. 

법과 과학의 차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두 영역 모두 인간의 삶 전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협력적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갈등적일 경우의 예는, 비록 본 논의에서는 그 타당성을 의심하는 자료가 제시되

었지만, Libet 등의 연구와 같이 신경과학적 연구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이다. 이 

경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자면, 앞서 언급된 Morse의 기준을 적용하여 수용 여부

를 결정할 수 있다. Morse가 제안한 기준의 핵심은 법적인 관점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Schauer는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한다. 그는, 예를 들어, 법정이나 수

사 단계에서의 거짓말 탐지를 위해 뇌영상을 사용하는 것이 현재의 상태로는 신뢰

도나 타당도 상에 문제가 있음을 많은 신경과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

한다. 그렇지만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거짓말 탐지기가 법정에서 사용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물론,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거짓말 탐지기기가 법정

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주장 모두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실험실에서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거짓말과 실제 법정에서의 자발적 거짓말 간에 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 간에 어느 정도의 상관이 있으면 증거로서 충분할 수 있다고 본다. 

거꾸로 거짓말 탐지기가 설사 과학적인 기준에 맞다하더라도 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기존의 법체계 내에서 어떤 현실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고려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요컨대 과학과 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서의 기준이 다른 영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관련 된 과학적 연구 결과를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실제 장면에서의 

사용여부는 과학적 기준 외에 법체계 내에서의 필요와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적인 시각에서 과학을 바라보아야 할 또 다른 필요성은, 한 영역의 전

문가들이 다른 영역으로 진출할 때, 이에 준비되지 않은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의미를 모르며 설득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94) Weisberg 

등은 신경과학적 용어를 사용할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좋은 설명으로 평가

함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또한 다만 전문가만이 신경과학적 용어로 인한 오도를 

94) Weisberg, D. S., Keil, F. C., Goodstein, J., Rawson, E., & Gray, J. R., “The seductive allure 

of neuroscience explanations,”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20 (2008), pp.47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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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들의 발견은 단지 신경과학 용어에 국한하지 않고, 

전문 용어를 사용했을 경우로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다른 영역의 논의

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런 전문성을 쌓기 어렵

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과 법적 판단의 합리성

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노력이다. 이 부분은 융합이 대세인 

최근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지만 그런 사회분위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과학

적 발견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는 한 분야가 아니라 서로 별개인 분야를 통합하며 

이루어진다는 증거는 많이 있다.95)96) 예를 들어, 여러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 과학

적 탐구나 기타 실제적 문제 해결을 할 경우, 집단이 이질적으로 구성될수록 좋을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에 따른 비용도 든다. 이질적으로 구성된 집단 

안에서의 상호작용을 보면 초기에는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비로소 새로운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97) 따라서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과의 공동 작업이 실질적으로 법적 판단의 합리성을 높이도

록 하려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작업에서는, 먼저 법적 

합리성을 어떻게 개념화할 지, 합리성과 자유의지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책임에 

대한 법적 개념이 과연 Morse의 주장처럼 합리성에서 비롯되는지 아니면 자유의

지에서 비롯되는 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자유의지, 책임, 합리성과 

같은 개념들을 일상 언어가 아니라 물리화학적 언어로 환원시킬 수 있는 지의 여

부도 연구 주제로 포함시킬 수 있겠다. 이외에도 더 많은 주제들이 있고 그 하나 

하나가 난제이겠지만, 직접적으로는 법적 판단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인 만큼 이들을 탐색하기 위한 새로운 각오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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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Larson, J., In search of synergy in small group performance, New York: Psycholog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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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ritical Review on Libet’s Work and 

Follow-up Studies on Free Will

- Implications of Neuroscientific Research on Criminal Law -*

Park, Jooyong**⋅Ko, Minjo***

98)

The debate on the existence of the free will is active not only in philosophical 

circles but in various other disciplines,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issue of responsibility. 

The ongoing debate have mainly focused on conceptual analysis or speculative 

discussions based on moral responsibility. Recently, however, the realm of this debate 

has greatly expanded with researchers in neuroscience joining in the discussion. 

The neurophysiological research on free will was pioneered by Libet and his 

colleagues (Libet, Gleason, Wright, & Perarl (1983)). They presented a paradigm for 

stud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rain activity and consciousness and found that what 

we call “decisions” or “intentions” are actually mental states caused by non-conscious 

neural events.  

In this paper, Libet et al.’s main claims are briefly reviewed, and arguments  

against Libet et al.’s conclusions, raised by follow-up studies, are examined. These 

arguments include critiques on methodological issues as well as assumptions taken 

by Libet. Furthermore, implications and possible applications of neurological findings 

on criminal laws are discussed.      

Keywords: Libet, free will, neurosciecne, crimial laws, intention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Brain Fusion Program 

(Neuroscience and Law) Research Grant.

 ** Professor,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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