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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 과학과 자유 의지 논쟁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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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국 교수는 “자유와 책임에 대한 인식: 신경과학과 하이에크”에서 하이에

크의 주장을 빌려 신경 과학에 근거한 신경 결정론에 따르면 자유 의지의 과학

적 근거는 부정되고 그에 따라 자유와 책임을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러한 ‘지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신경 결정론에 좌우되지 않는 새로운 ‘행

동의 자유’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나는 이 논문에서 그가 이해하는 결정론 및 

자유 의지 개념이 상당 부분 오해에서 비롯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주요어】자유 의지, 신경 과학, 민경국, 하이에크, 신경 결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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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개념인 자유 의지는 인간과 다

른 동물을 구분해 주는 특성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부분의 철학적 

주제들이 그렇듯이, 인간이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 자유 의지도 끊

임없이 철학적인 반성의 주제가 되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사전 조건과 자

연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정론도 자유 의지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주장인데, 인간의 의지도 그 ‘세상의 모든 일’에 포함된다면 

인간의 자유 의지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는 그런 결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결

정론은 인간의 의지에는 적용되지 않고 자유 의지는 여전히 성립한다는 입

장도 있으며, 자유 의지를 살리기 위해 결정론이 거짓임을 주장하는 입장

도 있는 등 결정론과 자유의지를 둘러싼 논쟁은 철학에서 중요한 한 장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 의지와 결정론을 둘러싼 논쟁에 뚜렷한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칸트는 외부 세계의 존재에 한 회의론에 관해 철학에서 마땅한 

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철학의 스캔들이라고 불 는데, 설은 이에 

빗 어 자유 의지 문제에서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철학의 스캔들이

라고 말한다.1) 자유 의지 논쟁이 철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철학계에서는 다른 주제들에 비해 이 주제는 그리 활발하게 논의되는 

편은 아니다.2) 이런 계제에 과학철학 에 민경국 교수(이하 민 교수)의 

“자유와 책임에 한 인식: 신경과학과 하이에크”가 실린 것은 의미가 있

다. 특히 이 논문은 신경 과학과 자유 의지 논쟁을 연결했다는 점에서 더

욱 의미가 있다. 가설의 성격을 갖는 결정론은 상식에 의해서도 지지되지

만 과학의 발달로 그 진리성을 보장받는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그동안 

원인을 알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의 원인이 밝혀져 가고 그 결과도 정확히 

 1) Searle (2007), p. 37.

 2) 자유 의지 논쟁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권수현 (2007, 2008a, 2008b), 김명

석 (2004), 김효명 (2008), 이명숙 (2005), 오용득 (2009), 최용철 (2000), 홍

지호 (2004), 홍지호 (2007)를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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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3) 현 에 리벳(Benjamin Libet)이나 웨그너

(Daniel Wegner) 등에 의해 수행된 신경 과학 실험들은 결정론이 참임을 

보여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의지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4) 그런데 민 교수에 따르면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하이에

크(F. A. Hayek)는 그런 실험들보다 앞서 신경 과학에 근거하여 자유 의

지 문제를 다룬 선구적인 업적을 내놓았다. 하이에크는 두뇌 이론서인 감

각적 질서 (1952)나 자유의 헌법 (1960)에서 신경 과학에 근거한 신경 

결정론에 따르면 자유 의지의 과학적 근거는 부정되고 그에 따라 자유와 

책임을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러한 ‘지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

해 신경 결정론에 좌우되지 않는 새로운 ‘행동의 자유’를 안으로 제시한

다.

철학이 과학의 한 장으로 체되어야 한다는 자연주의까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과학의 연구 성과가 철학의 문제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끼친 것

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철학의 문제들은 그 것 자체로 조심

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필자는 경제학자인 민 

교수의 논문이 하이에크가 자유 의지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소개

하고 신경 과학의 연구 성과가 자유 의지 논쟁에 어떤 식으로 이바지하는

지 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철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 의지 논쟁의 기본 개념들과 관계가 제 로 

반영되지 않고 일부 오해되고 있는 점이 있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이 토론 

논문에서는 그 점들을 지적함으로써 과학의 연구 성과가 철학의 논쟁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

자유 의지와 결정론을 둘러싼 논쟁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3) 최훈 (2010), p. 32 참조.

 4) Libet (1985), Wegn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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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정론은 옳은가?

(2) 결정론이 옳다고 할 때 자유 의지는 부정되는가?

(3) 자유 의지가 부정된다고 할 때 칭찬이나 비난을 못하는가?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세상에 한 형이상학적인 가설인 결정론이 과연 

옳은가이다. 이 질문의 답은 과학자에게 맡겨져 있다. 과학의 발달로 결

정론이 참이라는 증거가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정론의 참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은 쉽게 해결되

지 않는다. 따라서 결정론이 참인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참이라고 가정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다. 결정론이 

참이라고 한다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 의심되지 않고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해 주는 특성이라고 여겨지는 자유 의지가 부정된다고 생각된다. 결정

론이 주장하는 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원인이 있다면 우리의 행동은 

그 원인에 의해 결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식의 선택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

문이다. 결국 결정론은 자유 의지와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

나 그 둘은 양립 가능하다는 주장 또한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무엇인가의 

원인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의해 강제되었다는 것과 전혀 

다른 뜻이므로 결정론이 옳다고 해서 다른 식의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

었다’는 것은 얼마든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 의지와 결정론

을 둘러싼 철학적 논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결정론과 자유 의지

에 한 양립 가능론과 양립 불가능론 사이의 논쟁이다. 앞에서 철학의 스

캔들이라고 부른 것도 무엇보다도 이 논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런데 양립 가능론이 옳든 양립 불가능론이 옳든 그것은 철학자들만의 

형이상학적 논쟁에 불과하다고 치부할 수 있다. 자유 의지 논쟁이 현실적

인 의미를 갖는 까닭은 자유 의지가 부정된다고 할 때 생기는 결과 때문이

다. 우리의 행위에 해 칭찬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이유는 그 행위가 자

유 의지에 의해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강압이나 중독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또는 아무 판단 없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칭찬하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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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나오게 된다. 자유 의

지가 부정된다고 하면 칭찬이나 비난을 못 하는 것 아닌가? 자유 의지가 

없으면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면 자유 의지가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칭찬이나 비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3

이 질문들을 중심으로 민 교수의 논문을 살펴보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보자. 결정론은 위에서 말했듯이 세상의 모든 일은 사전 조건과 자연 법칙

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민 교수는 ‘자연 법칙’ 중 신경 과학에서 연

구된 자연 법칙에 주목하므로 그가 관심을 보이는 결정론은 신경 결정론이

다. 곧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모든 자연 현상과 똑같이 물리화학적 

인과 관계의 법칙성을 따르는 신경 과정의 결과 이외에는 그 어떤 결과도 

아니다.”5)는 주장이다. 

그런데 결정론은 자유 의지 논쟁과 관련해서 쉽게 오해되는 이론이다. 

결정론에 한 가장 흔한 오해는 그 것이 강제와 동의어라거나 또는 운명

론―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다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과 같은 이

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정론이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원인이 강제와 동의어로 간주될 수는 없다(이것은 양립 가

능론자의 주장이기도 하다). 또 결정론은 원인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진

다고 주장하므로 원인이 어떻든 결과는 똑같다고 주장하는 운명론과도 다

르다.6) 이러한 오해는 자주 지적되고 있고 민 교수의 논문에서도 그런 오

해는 찾을 수 없다. 

그런 오해만큼은 아니지만 결정론과 오해되는 또 다른 이론은 물리주의 

또는 기계론이다. 결정론이 옳으면 우리 모두는 물리적인 것으로 설명 가

능하다거나 시계나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기계에 불과할 것이라고 

 5) 민경국 (2012), p. 102. 민 교수는 이런 신경 결정론을 주장하는 학자로 하

이에크 외에 프린츠, 싱거, 그린 등의 뇌 과학자를 거론한다(Ibid., p. 98).

 6) 최훈 (2010), pp. 36-37, p. 49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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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견해가 있다. 민 교수의 논문도 그 중 하나이다. 그는 신경 결정

론을 소개한 다음에 그것을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면 인간에게는 물리적인 

것 이외의 그 어떤 특질이나 실체(substance)의 존재가 없다는 것이다. 이

는 인간 정신의 존재론적 범주를 부정하는 주장이다.”7)라고 말한다. 그리

고 구체적으로 하이에크의 이론이 신경 결정론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주장하기 위해 이렇게 설명한다. “[하이에크]는 신경 질서와 정신 질서의 

동형성을 말한다. 그에게 정신 과정은 신경 질서의 물리화학적 과정 이외

의 그 어느 것도 아니다. 인간 행동도 그 같은 신경 과정의 산물이다.”8) 결

정론이 성립하면 ‘신경 질서’와 같은 물리적인 것, 기계적인 것 이외의 것

을 모두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정론이 성립한다고 꼭 물리주의나 기계론이 성립하는 것은 아

니다. 홍지호에 따르면 결정론은 과거 사건과 자연 법칙에 의해 현재의 모

든 사건이 필연적으로 함축된다는 통시적 차원의 가설인 데 비해, 물리주

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리적인 것이라는 존재론적 입장이자 모든 것은 

물리적인 것으로 환원되거나 설명될 수 있다는 인식론적 입장이자 공시적 

차원의 가설으로서 서로 차이가 있다.9) 또 기계론이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정교한 로봇과 달리, 우리 인간은 결정론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것을 넘어선 의식이나 느낌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

다.10) 우리 인간의 행동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된 것이라는 것을 받아

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이 자동적으로 또는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거꾸로 기계론이 성립한다고 해서 꼭 결정론

이 성립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나미아스(Eddy D. Nahmias) 등이 예로 

든 것처럼 가령 양자 역학은 결정론이 성립하지 않는 반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양자적인 기계론이 적용된다.11)

신경 과정이 우리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신경 결정론은 충분히 주

 7) 민경국 (2012), p. 102.

 8) Ibid., p. 106.

 9) 홍지호 (2007), p. 109.
10) Kane (2005), p. 21 참조.
11) Nahmias et als. (2007), p. 2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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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할 수 있고, 앞서 말한 리벳의 실험도 그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문제는 신경 결정론을 주장하는 것과 물리주의나 기계론을 주장하

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리벳의 실험에 한 어떤 해석도 물리주

의나 기계론을 도출하지는 않는다. 민 교수의 논문은 한편에서는 신경 결

정론을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에게는 물리적인 것 이외의 그 

어떤 특질이나 실체(substance)의 존재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데, 

결정론을 물리주의 또는 기계론과 동일시하는 것은 결정론에 한 오해이

다. 이 오해는 결정론에 한 이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의지에 

한 이해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

4

양립 가능론과 양립 불가능론의 논쟁에서 어느 한 쪽을 지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결정론으로부터는 자유 의지가 부정되므로 결정론과 자유 의

지는 양립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상

당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민 교수는 그런 근거 없이 결정론은 

당연하게 자유 의지를 부정하는 것처럼 주장한다. 논문이 시작할 때부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보면 결정론을 그렇게 이해하는 듯하다.

(…) 결정론은 자유 의지의 근거를 부정하고 그래서 책임 원칙도 인정

하지 않는다. 결정론은 자유와 책임의 부정을 이끈다는 이 믿음은 반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래서 보편적인 믿음인 것처럼 보인다.(민

경국 2012, p. 98, 필자의 강조)

양립 불가능론자들만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편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는 신경 결정론에 해서도 똑같은 시각을 보인다. “자유 의

지, 의식적인 자아, 사령탑 등의 개념은 모든 자연 현상처럼 인간도 물리화

학적인 인과적 결정성에 예속되어 있다는 신경 과학의 인식과는 전혀 양립

할 수 없다.”12)고 단언한다. 그는 여기서도 신경 결정론과 자유 의지의 양

립 불가능성을 보편적인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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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행동 결과에 한 책임 원칙과 관련된 전통적인 생각은 책임 원칙은 자

유 의지를 전제하고 반면에 결정론은 자유 의지의 근거와 그리고 책임 원

칙을 부정한다.”13)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러하다. 양립 불가능론은 어떤 

논거에 의해 주장될 수 있는 이론이기는 하지만, ‘보편적인 믿음’이나 ‘전통

적인 생각’인 것은 전혀 아니다.14)

민 교수에서 질문 (1)과 (2)는 긴 히 연결되어 있다. 앞서 말했듯이 결

정론에 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론이 성립하면 당연히 

자유 의지가 부정된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결정론

을 물리주의나 기계론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론적 세계

관에서는 자유 의지가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위에서도 인용

했지만, 신경 과학에 한 다음과 같은 민 교수의 이해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유 의지, 의식적인 자아, 사령탑[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두

뇌의 신경 과정을 조종 통제할 수 있는 의지력] 등의 개념은 모두 자

연 현상처럼 인간도 물리화학적인 인과적 결정성에 예속되어 있다는 

신경 과학의 인식과는 전혀 양립할 수 없다.(Ibid., p. 103)

그리고 민 교수가 인용하는 하이에크의 다음과 같은 주장도 그것을 단적

으로 보여 준다.

결정론적 입장이 주장하는 바는 유전적 소질과 과거 경험의 축적된 개

인의 인격을 구성하며 외부 내지 물질적 영향에서 차단된 ‘자아’나 ‘나’

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Ibid., p. 107)

12) Ibid., p. 103.
13) Ibid., p. 104.
14) 물론 민 교수가 양립 가능론에 해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익

명의 심사위원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면서(Ibid., 주 10), “양립 가능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이 외부의 강제에 의하지 않는 한, 

자유 의지는 존재한다고 한다.”(Ibid., p. 113)라는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양립 가능론은 하이에크와 같은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

세한 근거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양립 가능론을 진지한 안으로 생각하

는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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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검토할 차례이다. 양립 불가능론, 곧 결

정론과 자유 의지가 양립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결정론이 옳고 자유 의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쪽과 결정론은 틀렸고 자유 의지가 성립한다

는 쪽으로 나뉠 수 있다. 전자와 같은 쪽을 강한 결정주의자(hard 

determinist)라고 부르고 후자와 같은 쪽을 자유주의자(libertarianist)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살펴본 하이에크는 강한 결정주의자인 것 같다. 신경 결

정론에서는 자유 의지의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한 결정주의자에게 끊임없이 제기되는 물음은 자유 의지 없이 어떻게 살

아가느냐는 것이다. 칭찬과 비난과 같은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자유 

의지가 필요한데, 자유 의지가 없다면 훌륭한 행위에 한 칭찬과 잘못된 

행위에 한 비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칭찬과 비난이 불가능하다

면 아무도 자신의 행위에 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불안정하고 무시

무시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일부 강한 결정주의자들은 자유 의지가 없이도 살아가는 방법을 

제안한다. 혼더리치(Ted Honderich)는 어떤 행동에 한 ‘응징’으로 비난

이나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잘못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억제’하

기 위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설명하면 자유 의지가 없이도 처벌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5) 그리고 피어붐(Derk Pereboom)은 심각한 전염병

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 주사를 맞는 것처럼 사회에 위험이 되는 범죄자

를 격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자유 의지에 의해 걸린 

것이 아닌 것처럼 그 범죄자도 자유 의지에 의해 범죄 행위를 한 것은 아

닐지라도 말이다.16) 한편 스 랜스키(Saul Smilansky)와 같은 강한 결정

주의자는 자유 의지가 환상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 환상을 계속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자유 의지가 기능하는 역할

이 크고 이미 우리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환상이라고 하더

라도 그것을 없애기보다는 계속 내버려 두는 편이 더 유용하기 때문이

15) Honderich (1993).
16) Pereboom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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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7)

그렇다면 강한 결정주의자로서 하이에크는 책임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까? 민 교수에 따르면 하이에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이에크는 (…) 자유 의지는 행동과 행동 결과에 한 책임 원칙과 

부합하는 데 반하여 결정론은 책임 원칙과 충돌한다는 논리를 ‘지적 

혼란’ 또는 ‘유령과 같은 문제’라고 비판한다. 그의 이 같은 비판을 자

유와 책임에 관한 신경 과학의 인식에 적용하면 자유 의지가 없기 때

문에 책임 원칙의 존재 근거가 없다는 신경 과학의 주장도 개념적 혼

란에서 나온 인식이라고 비판할 것이다.(민경국 2012, p. 108)

하이에크는 책임 문제를 자유 의지론자만이 설명할 수 있고 강한 결정론

자는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지적 혼란’ 또는 ‘유령과 같은 문제’와 같은 

용어를 써 가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런 지적 혼란에서 벗어나면 신

경 결정론―민 교수는 결정론을 강한 결정론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위에서 

지적했다―에서도 책임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지적 

혼란일까? 그것은 자유 의지는 내적 자유에 속하는 형이상학적, 주관적, 개

인적 현상인 데 반해, 자유 사회의 헌법적 가치를 위해 필요한 자유는 ‘행

동의 자유’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행

동의 자유’는 “강제, 사기, 기만 또는 행동 방해 등이 없는 상태이다. 이 같

은 자유 개념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와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사회적이다

.”18) 책임 개념은 두 사람 이상이 사는 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적, 법적 개념

인데, 신경 결정론에서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자유 의지는 사회적 책임 개

념을 말하기 위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19) 간단하게 말해서 개인적인 심리

적 차원의 자유 의지는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차원의 행동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 교수는 다음과 같이 

17) Smilansky (2000). 민 교수도 Smilansky가 아닌 다른 학자들의 주장을 인

용하여 ‘유용한 환상’으로서의 자유 의지 개념을 소개한다(민경국 2012, p. 

114).
18) 민경국 (2012), p. 110.
19) 민 교수도 밝히고 있지만 사회적 차원의 자유 개념은 가자니가 (2009), pp. 

137-138에서도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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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개인적, 심리적 차원의 개념으로서 ‘자유 의지’ 신에 사회적이고 

법적인 개념으로서 행동의 자유로 교체하는 것이 지적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20)

자유를 ‘내적인 자유’와 ‘행동의 자유’로 구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자유 

개념은 후자이므로 신경 결정론에 의해 전자가 부정된다고 해서 문제될 것

은 없다는 하이에크의 지적은 참신하다. 그러나 필자는 하이에크의 이러한 

지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자유 의지 논쟁

에서 필요한 자유 개념이 꼭 사람들 사이의 사회에서 생기는 ‘법적’ 개념이

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도 말했듯이 양립 불가능론이 단순히 

형이상학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유 의지가 

부정되었을 때 책임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자유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의 책임 개념이 실제적인 의

미가 있기 때문에 강한 결정론에서 개인적인 자유가 부정된다고 해서 걱정

할 필요가 없다는 하이에크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자유 의지 논쟁

은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윤리학 및 법철학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형이상학적 의미를 그 자체로 갖는다. 따라서 강한 결정론은 비록 

개인적인 심리적 차원에서의 형이상학적 자유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정되었을 때는 어떻게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의 상식은 그런 

형이상학적 자유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하이에크의 지적이 갖는 또 다른 문제점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형이상학

적 자유 개념이 부정된다고 할 때 그것이 사회적 차원의 책임 개념에도 영

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결정론 그리고 그것을 신경 과학적으로 입증한 신

경 결정론이 자유 의지와 양립 불가능할 때 왜 문젯거리가 되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동과 달리 적어도 스스로 선택하여 

수행한 행동에 해서는 전적으로 자유 의지에 의해서 수행했다고 생각한

다. 그런데 신경 과학이 보여 주는 연구에 따르면 그런 행동마저도 전적으

로 나의 자유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만약 가장 자유롭다고 

생각되는 개인의 차원에서의 행동마저 자유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

니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행동은 보나 마나 아닌가? 

20) 민경국 (2012),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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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제안한 행동을 내가 따라서 한다고 할 때 비록 물리적인 강압

이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세뇌, 속임수, 조작 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 나 스스로도 제어 못하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잘 제어할 수 

있겠는가? 또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회적이지 

않은 개인의 행동은 드물다. 어떤 사람이 마구 휘두른 칼에 다른 사람이 

다쳤다고 할 때, 칼을 휘두른 사람이 자신도 제어할 수 없는 충동에 의해

서 그런 일을 저질 고 그 칼을 휘두른 곳에 다른 사람이 우연히 있었을 

뿐이었다고 하면 그의 행동은 개인적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안 되는가? 개인적 차원의 자유와 사

회적 차원의 책임은 그렇게 쉽게 분리되지 않는다. 어느 철학자도 형이상

학적 자유가 도덕적 책임과 관련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민 교수는 사회적 차원의 책임 개념에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 개인적 차

원의 자유 개념을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간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가치를 부인하기까지 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자유 의지자는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거

나 비난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책임을 부여한다고 해도 아무런 영

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자유 의지자들이 사는 사회에서는 질서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 없다.(Ibid., p. 112)

만약 자유 의지를 전제한다면 그 같은 ‘자유 의지자’는 타인들의 비난

이나 처벌, 칭찬이나 보상 등, 어떤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멋 로 

행동할 것이다. 그래서 자유 의지는 책임 부여의 근거라기보다는 책임 

면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Ibid., p. 116)

이런 목들을 보면 그는 제멋 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듯하

다.21) 그러나 제멋 로 하는 것과 자유는 분명히 다르다. 아무 원인도 없는 

비결정적인 행동은 전혀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 결정론이 성립할 때 진

정한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충분히 논란거리가 되지만, 자유 개념 자체

21) “자유의지는 (…)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기억에도 좌우되지 않고 과거의 어

떤 영향에 해서도 반응하지 않는 행동이다. 그것은 어떤 원인에 의하지도 

않는 행동이다.”라거나 “자유의지는 ‘변덕스러운 미결정성’과 같다.”(Ibid., p. 

112)라는 표현에서도 민 교수의 그런 시각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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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결정적인 무작위적 행동과 동일시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물론 

민 교수가 자유에 해 이렇게 판단하는 데는 사회적 차원의 책임 개념이 

있어야 법과 도덕이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이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고,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영향을 끼친다.

6

앞에서 자유 의지와 결정론을 둘러싼 논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

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고 말했다. 

(1) 결정론은 옳은가?

(2) 결정론이 옳다고 할 때 자유 의지는 부정되는가?

(3) 자유 의지가 부정된다고 할 때 칭찬이나 비난을 못하는가?

민 교수가 프린츠의 발언을 빌려 정리한 신경 과학자의 핵심 주장은, 우

연히도 그 질문에 해 답변이 되고 있다.

- 인간 행동은 물리화학적 인과 원리에 따르는 신경 연결망에 묶여 있

다(신경 결정론).

- 이 신경 연결망의 바깥 어느 곳에도 ‘자유 의지’가 있다는 과학적 근

거도 없다.

-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도 말할 수 없고 책임을 

말하는 것도 중단해야 한다.(Ibid., p. 99)

민 교수에 따르면 하이에크는 신경 결정론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신경 

결정론에서는 자유 의지가 부정된다. 자유 의지가 부정된다고 할 때 칭찬

이나 비난과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하이에크는 책임을 살리기 

위해 개인적 차원의 자유 의지 신에 사회적인 차원의 행동의 자유에 주

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이에크의 결정론과 자유 의지 이해는 기

존에 진행되는 자유 의지 논쟁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기존의 논쟁과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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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해도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될 수 있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민 교

수가 받아들이는 신경 결정론이나 자유 의지를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

원으로 되돌리는 것은 앞서도 말했듯이 분명히 참신한 면이 있다. 그러나 

참신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논쟁과의 차

이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개념 차이의 설명과 근거 제시가 필요하고, 그 

책임은 기존의 주장과 다른 것을 주장하는 ‘참신한’ 쪽에 있다. 아쉽게도 

민 교수의 논문에는 그런 근거 제시 과정이 부족하다.22)

22) 익명의 심사위원 중 한 명은 민 교수는 결정론을 물리주의와 오해한 것이 

아니라 “물리주의 입장에서 결정론을 언급”했고, 자유 의지 개념을 오해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유 의지 개념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

이므로, 나의 민 교수 비판은 “민 교수를 정확히 조준하지 못하였다.”고 말

한다. 지적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얼마든지 물리주

의 입장에서 결정론을 언급할 수 있으며, 기존의 자유 의지 개념을 버릴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입장과 다른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상 오해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이 논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말을 주신 홍지호 교수

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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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ing the Neuroscience-and-Free-Will-Debates

Hoon Choi

In “Understanding of Freedom and Responsibility: Neuroscience 

and F. A. von Hayek”, Professor Min Kyung-Kuk argues in light 

of Hayek that neuroscience tells that human action is determined so 

naturalistically that there is no free will. He proposes freedom of 

action as alternative of free wil which is not adequate for 

understanding of relationship among peoples. I argue that he 

misunderstands the concept of determinism and free will used in 

that paper. 

Key Words: free will, neuroscience, Min Kyung-Kuk, Hayek, 

neuro-determin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