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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빛과 그늘*18)
황희숙(대진대)
【주제분류】과학철학, 심리철학
【주제어】공감, 보노보, 거울뉴런, 모방능력, 유사성 조건, 편향
【요약문】최근 우리사회 여러 분야에서 공감에 대한 논의가 만개하고 있지만, 공감
의 생물학적 근거나 발생의 조건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고 있지 못하다. 공감의 결
핍, 필요성, 계도를 둘러싼 논의에 앞서서, 과연 우리가 보상과 무관히 이타적 행위
를 할 수 있는 즉 공감능력을 지닌 존재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야 한다는 문제의
식에서 이 글은 출발하며, 인간의 공감능력의 생물학적 뿌리를 진화론, 심리학, 신
경과학의 증거들을 검토함으로써 확인하고자 했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 특히 그의
어떤 결여상태나 고통을 같이 느끼는 대리적 정서반응이다. 드 발(F. de Waal)의
연구는 보노보와 진화적 유연관계를 갖는 인간의 공감능력을 동시에 규명해준다는
의의가 있다. 또 다양한 문화권의 어린 유아들이 보여주는 자발적 도움행위, 뇌영
상 실험으로 드러나는 거울뉴런의 존재, 불과 생후 몇 주된 영아들이 보여주는 모
방능력은 공감의 작동을 설명하는 근거들이다. 우리가 타인의 상황을 관찰하면서
동시에 그의 감정에 공감하고, 직접적 또는 매개된 연상에 의해 그와 ‘같거나 유사
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다른 존재의 감정을 읽고 이해하고
모방하는 일종의 자동적 복제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자동적 기작의 존
재는 공감의 발현을 위한 신체 채널이 인간에게 있음을 확인해줄 생물학적 근거가
된다. 하지만 인간은 진화의 역사에서 선택과 적응을 거쳤고, 개체의 생물학적 번
영을 위한 필요에 따라 같은 종에 대한 살인을 저질러온 존재며, 비인간적 훈육과
제도적 장치에 의해 공감능력을 억제 당해온 존재이기도 하다. 자연스러운 공감의
발동을 막는 것들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려면 먼저, 공감의 발생을 위한 충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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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15년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의 <세션 6: 전문학회 참여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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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해 그리고 그 조건과 연관된 공감의 한계에 대해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 중 유사성 조건은 공감의 발생을 입증하는 조건이나, 유사한 감정의
재연이 제한 없이(상관없는 타인에게 두루 충족되거나)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공
감의 어두운 측면, 한계의 단초가 됨을 주장한다. 공감과 감정이입을 위해서 필요
한 다른 개체와의 동일시, 친근함, 유사관계의 인식은 공감의 편협성, 편향을 드러
낸다. 그러므로 공감에 대한 무차별적 상찬 보다는, 공감의 편향을 인정하고 유사
성이라는 관계의 울타리를 넘어 공감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감이라는
자연적 본능의 싹을 타인의 삶의 맥락에 대한 지적인 이해와 결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감의 확장을 위한 심리 훈련과 공공교육이 잘 이뤄진다면, ‘공감’은 감
정에 기반한 도덕성 주장을 위한 개념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 ‘공감’ 논의의 배경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충분히 알고 있지 못
하다. 현대과학 특히 진화론과 심리학이 인간과 동물에 대해 많은 것을 알
려주고 있지만, 인간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그것이 우리의 본성인지 아닌지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역사를 돌아보면 잔혹함과 사악함이 인간종의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 특성인 듯도 하다. 홀로코스트와 르완다의 인종청소는 대
표적인 제노사이드(genocide)다. 이 외에도 수많은 대량학살 사례들이 있으
며, 동일 민족(종족) 내에서도 종교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학살이 일어났
다.1) 인간의 비인간적인 잔학무도함이, 특정한 어떤 점에서 자신들과 ‘다
른’ 타인에 대한 ‘살해’ 행위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컨
대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해 일베 회원들이
가한 모독 언행은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기본적 가치를 훼손하는 점에서
야만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사태를 대면했던 우리로서는 과연 우리가
‘도덕적 동물’인지 자문하게 된다.
왜 우리는 자신의 가족, 종족, 자기 문화권의 외부에 있는 타인들 또는
1)

나치는 유대인뿐 아니라 폴란드인과 집시도 학살했다. 일본군의 양민(중국인,
조선인) 학살, 보스니아와 코소보 사태에서 벌어진 대량학살, 르완다에서의 인
종청소 등도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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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정치적 견해나 가치관이 다른 타인을 이해하거나 돕기 어려운가?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설명하면 물론 간단하다. 예컨대 일부 진화
생물학자들2)처럼 도덕적 본성을 부인할 수 있겠다. 또 심리학자들의 실험
중 밀그램(S. Milgram)의 실험, 짐바르도(P. Zimbardo)에 의해 스탠포드 대학
에서 이루어진 죄수실험을 보면, 우리가 권위에 복종하기 쉬운 것을 넘어서
자발적으로 가학행위를 하는 심리성향마저 가질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이
실험들은 전쟁 중 자행된 포로학대 행위를 비롯해 우리가 자발적으로 악을
행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일어난 까닭을 설명해준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인간이 저지른 사건들을 들어 우리를 그저 ‘난폭한
원숭이’로 보는 시각이 올바른 것일까? 우리는 다른 인간의 고통을 공감
(empathy)하지 않는 즉, ‘같이 느끼지(feel with)’ 못하는 존재일까? 얼마 전
한 신문은 일본 동물학자들의 실험을 보도했다.3) 이 실험에서 쥐는 초콜렛
과 같은 먹이를 자기 방에 넣어줘도, 다른 쪽 옆방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
리고 있는 동료 쥐를 구조하기 위해 그 방의 문을 여는 행동을 더 먼저 했
다. 이는 앞서 2011년에 있었던 메이슨(P. Mason)을 비롯한 시카고 대학 연
구팀의 쥐 실험 즉 플라스틱 관에 갇힌 동료 쥐를 빗장을 풀어 구출하는
실험에 대해 제기되었던 반론에 대해 보완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4)
2)

인간의 도덕적 본성, 이타적 충동을 부정하고 조롱한 대표자는 헉슬리(T. H.
Huxley)다. 그는 자연이 선한 것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인간의 친
절을 위장된 행동으로 보았다. ‘도덕성’을 형편없는 인간의 본성이 담긴 단지
를 덮어놓는 판뚜껑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판뚜껑 이론(veneer theory)’은 드
발이 명명한 개념이다. 베니어는 미장 (덧)붙임을 의미하므로 ‘겉치장론’이라는
번역어가 나았을 것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어쨌든 이타성, 협동을 가식에 불과
하다고 보는 이 관점은 드 발에 의하면 생물학자인 기셀린(M. Ghiselin), 라이
트(R. Wright)도 공유한다. 이는 도덕성이 동물의 사회적 본능으로부터 발전했
다고 추론한 다윈의 입장과 완전히 다르고, 드 발의 논점과도 정반대다. F. 드

3)

4)

발, 착한 인류, 오준호 옮김, 미지북스, 2014, 58~66.
조선일보, 2015. 5. 15. 이 실험은 간사이 가쿠인 대학의 실험으로 ‘동물인지’
인터넷판 5. 12일자에 실린 실험이다.
I. Ben-Ami Bartal/J. Decety/P. Mason,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in Rats”,
Science 334, 2011, 1427. 이 실험에 대해 쥐가 단지 같이 있을 동료가 필요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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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스럽게도 일본 동물학자들의 이 실험은 그저 단순히 진기한 실험으
로 짧게 소개되었지만 우리에게 많은 상념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2014년
4월, 물에 빠진 다른 한 마리의 쥐를 구하지 않은 어떤 한 마리 쥐가 아니
라, 수백 명의 목숨이 수장되는 것을 방관한 여러 명의 동료인간들을 보았
다. 그렇다면 우리는 설치류보다도 못한 존재인가? 아니면 그들만이 예외일
까? 우리 인간은 주로 포유류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에서 보듯, 보상과
무관하게 이타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공
감하는 능력을 지닌 존재일까? 아니, 그들보다 더 협동적이고 헌신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뛰어난 존재인가? 이 점을 확인하게 해줄 어떤 생물학적,
신경과학적, 심리학적 증거들이 있을까? 나아가, 만일 인간의 공감능력을
보여주는 신체적 채널이 실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런 자
연적 성향을 잃어가고 있게 된 사태를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이 제시 가능한가?

II. 공감능력의 진화 - 보노보가 가르쳐 주는 것
인간의 신체와 마음의 진화에 대해 연구해온 학자들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었다면 인간이 살아남거나 성공적으로
번식할 수 없었으리라고 말한다. 이는 우리를 다른 유인원과 구분해주는 것
뿐 공감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메이슨과 연구팀의 실
험은, 투명한 우리에 갇힌 동료(cagemate)와 자유로운 쥐를 실험 장소에 풀어놓
았을 때, 자유로운 쥐가 닫힌 우리를 자발적으로 그리고 빨리 여는 방법을 배
운 후 동료를 풀어주며, 비어있거나 물체가 담긴 우리는 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다. 또 동료를 풀어주는 일이 두 번째 우리에 있는 초콜릿과 경
쟁 상태를 이루는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쥐들은 두 우리를 열되, 고통에 꼼지
락거리는 동료를 먼저 구하고, 초콜릿을 나눠먹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 실
험은, 쥐들이 동종의 고통에 반응해 친사회적으로(pro-socially)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공감에 의해 동기 유발된 ‘이타적’ 행위의 생물학적 뿌리를 입
증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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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리가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느끼게 해주는, 즉 영어 관용
구 ‘to put oneself into a person’s shoes’에서 보듯이 다른 이의 ‘신발’을 자
신에게 신겨보는 능력, 즉 마음읽기와 공감능력이라는 주장이다.
니콜라스 험프리(N. Humphrey)는 감정의 도서관 The Inner Eye에서 지
금으로부터 2백만 년 전 무렵에는 인간의 조상은 자신을 통제하고 주변의
동료들과 사회관계를 맺는 능력(사회적 지능), 타인의 마음을 읽는 심리적
기술을 갖추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침팬지 고릴라 같은 대형 유인원(great
ape)과 갈라진 약 6백만 년 전 이후 인간 유인원(human-ape)에게 가장 어려
운 일은 타인의 심리를 읽는 것이었고, 이에 성공을 거두면서 인간은 지금
같은 놀랄만한 ‘타고난 심리학자’로 진화하였다는 것이다.5) 만일 우리의 심
리적 솜씨가 뛰어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생물학적 번영이 없었을 것이
다. 이런 성공을 가능하게 한 것은 우리 조상이 가진 ‘내면의 눈 inner eye’
며, 이것이 자기 뇌를 들여다보고, 행위의 동기를 알려주며, 마음으로 안내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6)
하지만 더 최근의 동물연구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다른 유인원과 다르기
보다는, 일부 유인원과 특별한 공통점을 공유한다고 수정하는 것이 올바를
듯하다. 쥐뿐만 아니라 조류나 돼지 등 다른 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료의
고통에 대한 반응 실험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이
배우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이타적 행동을 하는 능력이 생물학적 본
능인가의 여부이다. 진화론적으로 우리와 ‘유연관계’가 있는 동물인 침팬지
와 같은 영장류와 인간을 비교하는 연구 중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드 발(F.
de Waal)에 의한 보노보(Bonobo) 행태연구다.7) 드 발은 도덕성의 기원에 대
5)
6)
7)

N. 험프리, 감정의 도서관, 김은정 옮김, 이제이북스, 2003, 69.
N. 험프리, 감정의 도서관, 100.
보노보는 오늘날에는 침팬지와 같은 ‘판(pan)’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지만 침팬지와 다른 종임이 발견된 것은 미처 백년도 되지 않았다. 침팬지와
고릴라는 콩고 강 북쪽에, 보노보는 남쪽 기슭에 살았기에, 프랑스인들은 보노
보를 ‘좌안(left bank) 침팬지’로 불렀다. 유인원 중 보노보의 팔-다리 비율이 인
간조상과 가장 비슷하다고 한다. 유전자 정보에 따르면, 침팬지는 우리가 진화
하는 동안 유인원은 답보상태였으리라는 우리 생각과 달리, 우리보다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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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영장류에게서 배울 것이 많다고 주장한다. 많은 동물들이 보상이 없이도
선행을 베풀고, 우리가 도덕적이라고 부를만한 성향이 있지만, 특히 포유류
는 타자에 대한 인지와 타자의 요구에 반응하는 민감성과 관련된 공감능력
을 보여준다. 예컨대 침팬지가 우울해하는 동료를 안아주고 위로하는 사례
는 수천 건에 이른다고 한다.8)
드 발은 진화의 나무에서 6백만 년 전 인간의 가지와 분리된 것으로 알
려져 왔던 유인원 중 2백만 년 전 무렵 공통 조상에서 갈라진 침팬지와 보
노보의 차이에 주목한다. 유전자에 기초한 나무에서는 인간은 네 종의 유인
원과 독립된 가지를 갖지 않고, 더 먼저 분리된 오랑우탄, 고릴라에 이어,
그 다음 분리된다. 즉 고릴라와 오랑우탄보다 침팬지와 보노보에 우리 인간
이 서로 가깝다.9) 호모가 먼저 갈라지고 침팬지와 보노보가 갈라졌지만, 보
노보의 거주환경으로 보건데 보노보가 침팬지와 보노보와 우리 인간의 ‘공
통 조상’의 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드 발의 주장이다. 침팬지
와 보노보는 서로 협력성, 경쟁심과 같은 기질에 있어서도 아주 다르다.10)
변화해왔다. 반면, 보노보는 침팬지와 우리의 공통조상에 가까울 것이라는 것
이 그의 추론이다. 침팬지가 반개활지로 진출하고, 인간조상이 숲을 떠난 반면
보노보는 열대우림을 떠나지 않아서 원형적인 특징을 많이 보유한다는 것이다.
8)

F. 드 발, 착한 인류, 오준호 옮김, 미지북스, 2014, 2~25/27/123~4/125.
F. 드 발, 착한 인류, 18. 동물의 공감을 보여주는 사례는 영장류에 국한되지
않고, 개, 코끼리, 설치류, 조류를 막론하고 있다. 하지만 원시 포유류의 대뇌
변연계(limbic brain)를 ‘감정의 좌석’으로 보는 시각(인간 뇌가 세 개의 하부뇌
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 맥클린의 입장)에 의하면, 포유류 이외의 동물에서
감정 반응은 일반적인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cf. P. MacLean, “The Brain

in Relation to Empathy and Medical Education”, J. Nerv Ment Dis. 144, 1967,
374~382.
9) F. 드 발, 착한 인류, 95. 보노보, 침팬지와 우리 인간은 DNA 98.8 퍼센트를
공유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고작’ 95 퍼센트 공유한다는 주장도 있다.
10) 협력성 관찰 실험으로 이 점이 드러난다. 공중에 선반을 매달고, 둘이 함께
끌어당길 때에만 가까이 끌려오도록 조작된 선반위에 먹이를 올려놓으면, 보
노보들은 성적인 접촉을 하면서 놀다가 행복하게 먹이를 나눠먹는데, 침팬지
들은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F. 드 발, 착한 인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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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노보는 침팬지보다 훨씬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작은 상처를 입은 보노보
가 있으면 여러 보노보들이 그를 둘러싸고 보살펴준다. 성행태, 새끼 양육
과 자매애 등을 통해서도 인간과 유사함을 보이지만, 보노보의 뇌는 인간의
뇌와 공통점이 있다. 보노보가 공감능력이 뛰어난 것은 ‘방추상세포(Spindle
cells)’로 알려진 뉴런의 존재에서 그 실마리가 풀린다.11) 자기 인식, 공감,
유머감각, 자기 통제, 기타 여러 인간적인 특징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 이
뉴런은 인간에게만 있다고 알려져 있다가 보노보를 포함한 유인원의 뇌에
서도 발견되었다. 더구나 보노보는 상대방의 불안을 지각하는 영역인 소뇌
편도체(amygdala)나 전측뇌섬엽(anterior insula) 같은 부위가 침팬지에 비해
더 크고, 공격적인 충동을 억제하는 뇌 내 경로가 더 잘 발달되어 있다.12)
보노보의 공감하는 능력을 설명해주는 이 뇌 해부학적 특성, 신경시스템
의 존재는 영장류의 진화상 번식의 성공 이유를 보여줄 수 있다. 진화(본
성)와 도덕성을 대립하는 것으로 여기는 입장을 보노보는 반박해 준다. 하
지만 보노보가 보여주는 사회적 연대나 이타적 행동은, 진화적 유연관계에
의거해, 그들과 공통조상을 갖는 인간의 공감능력의 생물학적 공통 뿌리를
설명해줄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진화의 역사를 떠나서, 인간종 고유의
공감능력을 위한 기작의 존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게 된다.

III. 신체적 채널의 존재 – 심리학과 신경과학이 말해주는 것
도대체 우리 인간은 경쟁만을 하지 않고 왜 때때로 서로 협력하기도 하
는가에 대해 심리학자들은 관심을 가져왔다. 토마셀로(M. Tomasello)가 설계
한 여러 실험들은 유아에게서 이타심이 ‘자연적으로’ 드러나는가를 확인하
기 위한 것이었다. 그 실험들로써 그는 다양한 문화권 출신의 14개월과 18
개월이 된 유아들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타인(낯선 어른들)에게 즉각 도움을
11)

F. 드 발, 착한 인류, 123. 그런데 이 연구는 원래 J Allman 등의 업적이다.
J. Allman, et al., “Two phylogenetic specializations in the human brain”,

12)

Neuroscientist 8, 2002.
F. 드 발, 착한 인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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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을 확인해 보려했다. 그것은 타인이 떨어뜨려서 그의 손이 닿지 않
게 된 물건들을 집어주거나 수납장을 열어주는 등의 도움 및 협력 행위의
수행여부였다.13) 이 실험들에서 유아들은 도움을 명시적으로 요청받은 바
가 없었고, 노고에 대해 보상이나 칭찬을 받은 바가 없었다. 도움을 받는
데에 구두 요청뿐 아니라 도움을 청하는 미묘한 수단인 눈맞춤조차 필요하
지 않았기에,

토마셀로는 이 실험결과가 “이타적인 동기화(altruistic

motivation)가 인간의 개체발생의 이른 시기에 이미 뚜렷이 나타나며, (호프
만Hoffman 등의) 공감에 대한 연구를 보완한다”라고 말했다.14)
토마셀로와 동료의 이 실험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
다. 유아의 이런 도움행위는 문화에 의해서나 부모의 사회화 실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타인과 공감하는 자연적 성향을 드러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이 학습을 통해 배우지 않은 이런 이
타적 성향을 성장하면서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인간의 뇌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모방하고 공감하는 능력
이 있다는 사실이 뇌 연구자들에 의해 점차 밝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
면 공감의 힘을 상실한 현대인과 현대사회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보인다.15)
13)

우연을 가장해 고의로 떨어뜨린 물건들은 빨래집게, 마커, 종이공 등이었다.
이 실험들에서 보이는 유아의 행위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의 목표를
분별하는 인지적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자신에게 즉각적인 이익이
없어도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는 이타심의 가장 초기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
다. 24명의 유아들 중 18명(다른 실험에서는 22명)이 최소 한차례 이상 도움
을 주었고, 평균 6.9초 이내에 도움을 주었다. F. Warneken/M. Tomasello,
“Helping and Cooperation at 14 Months of Age”, INFANCY, 11(3), 2007, 278. 토

14)

마셀로는 2009년의 저서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M. Tomasello, Why We
Cooperate, MIT P., 2009, 6/13.
F. Warneken/M. Tomasello, “Helping and Cooperation at 14 Months of Age”,
INFANCY, 11(3), 2007, 279. 이들은 2006년에도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실
험을 해서, 18개월 유아들이 관련된 6가지 도움 임무를 수행하는 반면, 14개

15)

월 유아들은 3가지 도움만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전 세계에 굶어죽는 아이들이 얼마가 되건, 수퍼리치들은 자기 어린애가 불과
몇 달 쓰도록, 500만 달러짜리 이태리제 순금 아기침대를 구입하는 것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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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인간의 공감능력은, 뇌에서 ‘변연계(limbic system)’를 확인하고 명
명한 맥클린(P. MacLean)의 영향으로, ‘변연계 공명현상’으로 빈번히 설명되
어 왔다.16) 맥클린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시각적 낭떠러지(visual cliff)’ 실험
등으로 증거를 보여주고자 했다. 이 실험은 생후 며칠 된 영아들을 위험해
보이는 주방조리대에 올려놓고 낭떠러지처럼 보이는 투명 플라스틱이 시작
되는 지점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관찰한 것이다. 엄마가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는지, 경계의 표정을 보이는지에 따라 그 영아들의 행동은 달랐고,
이는 그들이 엄마의 감정적인 표정을 구분하고 상호공명하는 것을 보여주
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했다.17)
이처럼 공감을 변연계의 작동에 의거해 설명하는 것은 인상적이고 또 설
득력이 있어 보인다. 맥클린의 주장 즉 파충류의 뇌, 원시 포유류의 뇌(변
연계 뇌), 포유류의 뇌에 대한 삼중구조 뇌모델(triune brain model)은 감정에
대한 뇌과학적 기반을 제공했기에 새로웠고, 그만큼 대중적인 인기를 누려
왔다.18) 하지만 이 모델은 감성과 지성이라는 낭만주의적 구분을 신경해부
학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며 이 모델에 대한 비판도 많다. 우리 몸의 기관
들은 과거 파충류와 포유동물로부터 유래했지만, 그것들은 직립보행과 같은
생활양식에 적합하게 크게 수정되었다. 우리 몸에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지
만, 수정되지 않고 과거의 생물종에만 필요한 채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실제로 거의 없다. 특히 핑커(S. Pinker)는 진화의 힘들은 불변의 기초위에
층들을 쌓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 인간의 대뇌피질이 “더 오래된 변연계에
업혀있거나, 그곳에서 시작되는 정보처리의 종착역으로 기능하지는 않는다”
고 지적했다.19) 이렇게 공감에 대한 통속적인 설명의 바탕을 이루는 바, 신
망설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호화유아용품의 가격에 대한 보도: 조선일보,
16)

2015. 5. 19.
앞 주8) 참조. P. MacLean, “The Brain in Relation to Empathy and Medical

17)

Education”, J. Nerv Ment Dis. 144, 1967, 374∼382.
T. 루이스/F. 애미니/R. 래넌, 사랑을 위한 과학, 김한영 옮김, 사이언스북스,

18)

2001, 89~90.
삼중구조 뇌모델의 인기와 그 원인에 대해, 황희숙, ｢감정과 지식｣, 철학연구,
철학연구회, 제100집, 2013, 27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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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질과 변연계의 관계, 연결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비판은 감정반응과 관계되는 뇌영역을 설정하는 ‘영역주의적 가설
(locationist hypothesis)’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에 있기도 하다.20) 그렇다면 우
리는 공감의 작동 기제에 대한 다른 설명들이 필요하다.
1. 거울뉴런(mirror neuron) 실험

우리 인간의 공감에 대한 생물학적 기반으로서 제시될만한 가장 강력한
존재가 나타났다. 1992년 신경과학자인 리촐라티(G. Rizzolatti)와 동료들은
원숭이의 뇌에서 ‘특별한 뉴런’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원숭이가 직접 건과
를 집을 때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건과를 집는 모습을 관찰할 때에도 활성
화했다.21) 리촐라티는 이것을 ‘거울뉴런’이라고 명명했는데 이 신경세포는
두뇌조직의 일부며, 남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능력을 담당한다. 인간 피험자
의 뇌에 전극을 찔러 넣을 수는 없었기에 그들은 원숭이의 뇌를 통해 실험
을 했지만, 인간에게도 이것이 있다고 믿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거울뉴
런의 발견에 대해 신경과학계는 흥분했고, 이에 대한 과장된 선동과 다른
영역에의 이용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특히 핑커는, 거울뉴런
을 발견한 붉은털 원숭이가 감정이입이라곤 전무한 존재라는 것, 또 뇌영상
연구로는 공감적 관심과는 무관한 영역에서 거울뉴런이 주로 발견된다는
점을 지적했다.22)
하지만 우리는 MRI 연구를 통해 인간의 뇌에서도 유사한 신경조직이 발
견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뇌 영상 실험을 해보면, 사람이 직접 움직
일 때이든 남이 움직이는 것을 볼 때든 활성화되는 뇌부위가 있다. 다른 이
가 물건을 집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마치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 행동을
19)

20)
21)

22)

S. 핑커,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김한영 옮김, 도서출판 소소, 2007, 572.
신피질과 변연계는 수많은 양방향 연결로 통합된 직렬 방식으로 작용한다.
영역주의 가설에 대한 비판은, 황희숙, ｢감정과 지식｣, 276.
G. di Pellegrino/L. Fadiga/L. Forgassi/V. Gallese/G. Rizzolatti, “Understanding
motor events”, Experimental Brain Research, 92. 1992, 176~180.
S. 핑커,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97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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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거나 모방하고 있는 것처럼 전운동피질 내부에 있는 고유한 거울뉴
런들이 활성화된다. 이 능력은 인간이 다른 어떤 동물보다 월등한 것이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입시켜보는 지속적 과정”으로서, “우리가 다
른 사람의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속으로 따라 해보게 함
으로써 우리에게 선천적인 공감 능력과 이해 능력의 토대를 만들어주는 듯
보인다.”라고 에얼릭과 온스타인(P. R. Ehrlich and R. Ornstein)은 강조했으며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23)
2. 모방능력(흉내내기)

우리가 직접 접촉하는 타인에게 반응하고 그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
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선천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 공감이
발생하려면 이런 전제조건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심리학자 멜초프(A.
Meltzoff)는 우리 인간이 ‘모방적 만능선수(imitative generalists)’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실험을 했다. 그는 12일에서 21일 된 영아가 서로 다른 얼굴표정
을 모방하도록 유도될 수 있음을 알아냈다.24) 그래서 그는 영아를 ‘모방하
는 인간(Homo Imitans)’이라 명명했다.25) 멜초프의 실험이 보여준 것은, 다
른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는 능력이 우리의 뇌에 깊이 각인되어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흉내내기’ 능력이 멜초프가 고안한, 인위적인 ‘실험 상황’에서
만 발견된다면 그것은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영장류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에서 자발적인(자연적인) 사례도 대단히 많이 보고되고 있다. 드
발의 관찰에 의하면, 구부러진 손목으로 땅을 짚고 걷는 침팬지를 본 어린

24)

P. 에얼릭/R. 온스타인, 공감의 진화, 고기탁 옮김, 에이도스, 2012, 119~120.
A. N. Meltzoff/M. K. Moore, “Imitation of facial and Manual Gestures by Human

25)

Neonates”, Science, 198, 1977, 75~78.
A. N. Meltzoff, “The Human Infant as Homo Imitans, ed. T. R. Zentall/B. G.

23)

Galet, Social Learning: Psychological and Biological Perspectives, Hillsdale, 1988,
31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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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팬지들이 일렬종대로 모두 손목으로 땅을 짚고 절뚝거리며 걷는 사례가
있고, 한 암컷이 새끼를 낳는 모습을 본 다른 암컷 침팬지들 사이에 신체적
동일시가 촉발되는 것을 목격한 사례가 있다.26)
거울 뉴런의 존재와 유아에게서도 보이는 모방의 능력은 인간의 공감 발
현을 확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공감은 타인의 상황을 관찰하면서 동시
에 느끼거나, 직접적 연상 또는 매개된 연상에 의해 타인과 일치된 즉 ‘같
거나 유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공감은 타인의 감정 특히 어떤
결여상태나 고통을 대리 경험하는 대리적(vicarious) 정서반응이다. 이는 호
프먼(M. L. Hoffman)을 위시한 철학자들 사이에는 거의 합의된 내용을 이루
고 있다.27) 상호감정의 유사성을 짐작하거나 인지함에 의해서 공감이 발생
하기 때문에, 다른 존재의 감정을 ‘읽고’, 이해하고, 모방 가능한 감정능력
을 갖추어야 한다. 물론 공감의 개념을 저차원과 고차원으로 나누어, 고차
원의 공감은 관찰된 감정적 유사성에 대한 기록이나, 행동을 모방하는 능
력, 감정에 대한 단순한 지각을 넘어서는 것을 포함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
다. 거울뉴런에 의한 복제(simulation)라는 자동적인 저차원 과정은 공감 발
생에 충분치 않다고 하는 지적이 있다.28)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마음 읽기
(mindreading)’ 형태로서의 복제, 모방능력이 공감 발생의 기초가 됨은 여전
하다고 말할 수 있다.

26)
27)
28)

F. 드 발, 착한 인류, 208.
M. 호프만, 공감과 도덕발달, 박재주/박균열 옮김, 철학과 현실사, 2011.
기본적이고 자동적인 공감적 반응에 더해, 다른 무엇 즉 ‘재연적 re-enactive’
공감이 필요하다는 이론이 있다. 이는 스튀버의 주장이다. K. R. Stueber,
Rediscovering Empathy: Agency, Folk-Psychology and the Human Sciences, MIT
P., 2006. 갤러거는 이를 바탕으로, 로봇에 이런 의미의 고차원적, 재연적 공
감을 넣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S. Gallagher, “Once More
without Feeling: Artificial Empathy”,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 세션 2-2 <인공지
능기술의 문화적 파장>, 발표논문집, 2016. 5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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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공감 구현의 조건들과 공감의 한계
인간에 대한 심리학, 신경과학 연구와 또 침팬지와 보노보를 비롯한 영
장류에 대한 연구들은 인간이 영장류와 유사한 또 그들을 넘어서는 사회적
능력을 갖춘 존재임을 말해준다. 인간은 모방과 공감 및 감정유추 능력을
지닌 남다른 존재라는 주장은 아마 더 많은 첨단 뇌과학 연구들에 대해 계
속 확증되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과학적 발견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세계의 현상들은 이와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은가? 이에 대
해 상반되는 시각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인간은, 진화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버스(D. Buss)가 주장하였듯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한때나마 ‘살인 판타지’를 품고 살인을 계획해 봤음을
자인하는 그런 존재인지도 모른다.29) 이것이 비록 짝짓기와 자손번식에 있
어서의 성공과 관련된 것이었다 할지라도 누구나 ‘이웃집 살인마’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오싹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험프리가 말하였듯이, 나와 우
리를 망각하게 하고 적을 인간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군대의 군인 훈련법
에 의해 비인간적인 살상이 저질러져왔을 뿐 아니라 국가와 교회 같은 기
구, 인간의 의식을 억압하는 비인간적 제도적 장치에 의해 인간의 의식이
억압되어짐에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30)
하지만 험프리의 주장, 또 이런 주장을 지지해주는 밀그램과 짐바르도의
심리실험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의한 살해의 역사 특히 전투의 역사를 면밀
히 살펴보면 우리 인간은 같은 인간종을 살해하기를 망설여왔음을 보여주
는 반대의 증거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살인의 심리학 On Killing을 저술
한 그로스먼(D. Grossman)은 전쟁에서 적군을 사살하길 거부한 수많은 사례
들을 제시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군 소총수들 중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만이 적군에게 총을 쐈을 것이라는 면접연구 결과가 있다. 남북전
쟁이 벌어진 전쟁터에서는 많은 장약들이 격발되지 않은 채 장전되어 있는
수동식 소총들이 발견되었다. 게티즈버그 전투가 벌어진 전쟁터에서 27,574

29)
30)

D. 버스, 이웃집 살인마, 홍승효 옮김, 사이언스북스, 2006.
N. 험프리, 감정의 도서관, 20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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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소총이 수거되었는데 거의 90퍼센트가 여전히 장전되어 있는 상태였
다. 다중 장전된 소총들 중 가운데 6천정은 총열에 세 번에서 열 번까지 장
전되어 있었다.31) 만일 필사적으로 모든 병사들이 총을 쏘려 했다면, 사상
한 병사들 다수가 장전이 안 된 빈 소총을 가지고 죽었을 것이다. 이를 통
해 그로스먼은 대부분의 병사들이 적군을 죽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을 추론해 낸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공감이 어떻게 인류 진화의 역사에서 발
생했고, 어떤 신체적 기작을 통해 작동하며, 또 어떻게 억눌리고 소멸되기
도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공감의 자연스런 발동을 막는 것들,
어떤 제도나 억압, 사회적 질병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더욱 그
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를 위해 먼저 공감의 발생 조건에 대해 먼저 살펴
보고, 그 발생조건과 관련한 한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공감이 구현되기 위한 충분조건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네 가지로 제시된
다. 먼저 타인의 감정에 대한 단순한 인지와 달리 공감은 타인의 감정상태
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감을 위해서 어떤 감정상태에 있어야 한
다는 정동조건(affectivity condition)이다. 또 공감을 일으킨 사람과 공감을 느
끼는 사람 상호간의 감정상태에 있어서 유사성조건(interpersonal similarity
condition)이 있다. 또 공감은 관찰, 상상에 의한, 대리적 경험이라는 대리경
험조건(vicarious experience condition)이 있다. 마지막으로 공감을 할 경우,
그것이 은연중 전염되어 가진 감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정서상태의 원천
임을 당사자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귀속조건(ascription condition)이
있다.32) 여기서 정동조건과 귀속조건은 공감의 정체나 본질과 관계되며 별
31)
32)

D. 그로스먼, 살인의 심리학, 이동훈 옮김, 플래닛, 2011, 37/62~63.
공감발생에 다른 조건 즉 배려조건(caring condition)을 덧붙이는 학자가

de

Vignemont 와 Jacob이다. F. de Vignemont, and T. Singer, “The Empathic Brain:
How, When and Why?”,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0, 2006, 435, P. Jacob,
“The Direct Perception Model of Empathy: A Critique”, Review of Philosophy
and Psychology 2(3), 2011, 521/523~524. 갤러거는 이것이 타인의 감정 발생의
‘맥락’에 대한 고려라고 본다. S. Gallagher, “Once More without Feeling:
Artificial Empathy”,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 세션2-2 <인공지능기술의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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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 공감이 대리적 감정경험임은 호프
만 등의 연구에서도 모두 합의되고 있다. 공감의 한계와 관련해서 논의해야
할 것은 유사성관계의 인식문제다.
우선, 공감이 신체에서 신체로 전이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들을 살
펴보자. 의사가 어떤 부인의 팔에 주사바늘을 찌르면, 그걸 보는 남편의 뇌
의 고통 중추에 불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그의 뇌가 자기 팔에 바늘이 꽂힌
것처럼 반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지인 또는 낯선 타인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침팬지에게 다른 침팬지가 하품하는 영상을 틀
어주면, 침팬지들 사이에 전염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인간의 경
우도 하품 전염성이 강한 사람은 공감을 잘 하고, 자폐아처럼 공감 능력에
결함이 있을 경우, 하품은 잘 전염되지 않는다. 침팬지의 하품 전염은 영상
속의 침팬지가 자기가 아는 침팬지의 경우일 때만 일어나고, 낯선 침팬지의
영상은 효과가 없었다. 이는 하품 전염이 일어나기 위해 다른 개체와의 동
일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 ‘친근함’이 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
여주는 실험이었다.33)
스탠포드 대학의 Virtual Human Interaction Lab에서 제공하는 실험도 인간
의 심리적 편향을 보여준다. 힐러리와 빌 클린턴의 사진들 왼쪽에 각각 한
명의 여성과 남성인 일반시민인 어떤 특정인의 사진이 있다고 상상해 보자.
한 여성의 사진 오른쪽에 힐러리 사진이 있고 세 번째에 그녀와 힐러리를
각각 35%와 65% 섞은 합성사진을 놓는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봐서는 알
아보기 힘든 수준의 디지털 조작과 합성에 의한 사진이다. 실험에서 여성들
에게 어떤 힐러리 사진이 마음에 드는지 선택하게 하면, 이들은 자신의 모
습 중 일부가 합성된 사진을 선택한다.34) 우리가 우리와 비슷하게 생긴 사
람을 좋아하며, 누군가를 우리와 좀 더 닮아 보이게 만들어 놓으면 그를 더
좋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실험은 공감의 한계에 대한 논의에 있
어 매우 중요한 발견이다.
그렇다면 위의 유사성의 조건은 공감의 발생을 입증하는 조건이나, 유사

33)
34)

파장>, 발표논문집, 2016, 506~508.
F. 드 발, 착한 인류, 207.
P. 에얼릭/R. 온스타인, 공감의 진화, 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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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정의 재연이 아무 제한 없이, 즉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타인에게 두루
충족되거나 발생하는 일은 희박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공감의 어두운 측면, 한계의 단초가 됨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공
감을 하고 감정이입을 하려면 일단 다른 개체와의 동일시, 친근함, 유사관
계의 인식이 커다란 작용을 한다. 이를 인정하는 것이 공감을 전면 폄하하
거나 부정하는 일은 아닐 것이다. 공감은 자신과의 ‘유사성’에 기반하고, 친
근한 ‘관계성’에 의해 좌우되고, 내집단편향을 지닌 편협한 것임을 인정하
는 것은, 공감에 대한 다음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35) 공감에 대한 무
차별적 상찬 보다는, 공감의 편향을 인정하고 유사성이라는 관계의 울타리
를 넘어 공감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V. 맺음말: 공감논의의 확장 또는 변형
결국 공감능력, 그 자연적 본능의 싹이 존재한다는 것, 이것만으로는 충
분치 않다는 데 우리는 동의할 수 있다. 공감을 위한 신체 채널이 있음이
확인되더라도, 이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강한 힘이 있는가는 역
시 문제가 된다. 공감이 그저 연약한, 그리고 피상적인 진화적 결과물에 불
과하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공감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것
은 환상이다. ‘공감’이 이타적 관심 즉,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타인의 감
정을 느끼는 능력이라는 원래의 의미를 벗어나서 여러 의미를 뒤섞어 기이
한 열풍을 빚어내고 있는 현상이 우리 사회에도 있는데, 이를 비판하는 핑
커의 목소리도 들어볼 가치가 있다.36)
어쩌면 공감과 같은 감정적 반응 보다는 계산, ‘배려’와 같은 차가운, 이
성적 요소가 때로는 문제해결에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때로는 공감과 감
정이입이 그보다 더 근본적인 공정성과 상충되어, 사회의 안녕을 해칠 수도

35)

36)

호프만은 공감의 과잉발생(empathic over-arousl)과 편견(bias)을 지적했다. M.
호프만, 공감과 도덕발달, 264~289.
S. 핑커,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97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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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린츠(J. Prinz)는 공감이 친밀성에 기반하는 한, 편
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면서, 그 한계가 극복되기 없기에 ‘관심
(concern)’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것이 두려움과 분노를 더 잘 처리하고,
공감처럼 근접성과 유사성의 볼모로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이 ‘관심’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위해 수고할 때 일어나는 일종의 동
료애로서, 개인을 벗어나 단체에도 잘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37) 프린
츠의 비판도 일리가 있지만, 그의 관심 개념은 우리가 공감 개념을 잘 다듬
고 정향지울 경우 더 나은 대안이라고 할 것도 없다고 본다. 특히 공감을
지적인 이해에 바탕지어 보완할 경우, 공감은 감정에 기반한 도덕성 주장을
위한 적절한 장치나 구성개념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인간의 공감이 우리와 ‘유사한’ 가족과 친족 또 문화 또 인간종의 경계
에서 멈춰있지 말아야 함을 지각하는 것은 중요하다. 어쨌든 우리의 많은
문제들의 해결에 있어서 정서적 반응과 공감이 많은 경우 그 동기를 부여
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 공감 그 자체의 존재가치는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문제는 공감을 어떻게 올바른 방식으로 확대할 것인가이다. 남자와 여
자의 콧구멍에 옥시토신을 뿌리면 공감능력이 강화됨을 볼 수 있다는 재미
난 아니 싱거운 실험이 있다.38) 우리는 성별을 떠나, 사회적 동물이지만 고
작 150이라는 가족집단 규모(던바 Dunbar의 숫자)39)를 처리할 수 있을 뿐인
미약한 존재인 인간의 공감능력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지에 논의의 초점
을 맞춰야 할 것이다. 지금은 소집단에서 출발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과 가
족, 작은 규모의 집단에 대한 공감을 확장하여, 인류가족이라는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여러 환경위기문제 해결, 그리고 정치경제적 불균
37)

38)
39)

J. Prinz, “Against Empathy”, The Southern Journal of Philosophy, Vol. 49, 2011,
227~231.
F. 드 발, 착한 인류, 81.
던바(R. Dunbar)는 문화인류학자로, 가족집단의 규모를 연구해서, 대부분의 인
간집단이 대략 150명 정도로 구성되며, 그 정도의 숫자를 유지할 때 사람들은
충분히 잦은 교류를 통해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강력한 연대
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P. 에얼릭/R. 온스타인, 공감의 진화,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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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소비주의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이는 공감과
배려에 기초한 공동체는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 대답하는 일이기도 하다.
하나의 답은 위에서 험프리가 말한 타인과 우리에 대한 의식과 상상력을
말살하는 군대교육과 비인간적 제도에 대해 거꾸로 가는 방향을 들 수 있
다. 이는 “공감의 뿌리(ROE)”라는 프로그램의 성공을 통해서 그 효과를 설
명할 수 있다. “공감의 뿌리”는 캐나다에서 유치원 교사였던 메리 고든(M.
Gordon)이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갓난아이를 초중등교에 초대해 아이들로
하여금 한 학년 동안 성장과정을 지켜보도록 하는 공감능력 향상 심리교육
이다.40) 10년이 지나서 캐나다 전역에서 집단 따돌림 같은 현상이 90퍼센
트나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는 보고가 있다.
또 하나의 방안은 소규모 가족집단에서 출발한 인간의 의식을 확대된 가
족을 위한 의식으로 전환할 공공교육이다. 이것은 에얼릭이 말하는 ‘인간행
동에 대한 밀레니엄 평가(MAHB)’라는 이름으로 결성된 조직에서 문화적
격차를 줄이고, 좀 더 정보화되고 공감하는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작업들을
가리킬 수 있다.41) 교육이나 문화적 변화와 같은 것이 인간의 마음, 의식,
사고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느냐고 말할
지 모른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굳어있는 것이 아니라서 단지 몇 시간의 실
험과 훈련만으로도 유연하게 변화됨을 보여주는 실험들이 있다. 게임이나
내비게이션의 사용, 과도한 인터넷 접속과 SNS의 몰입이 인간의 독서습관
이나 사고를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뇌를 변화시킨다는 것인데, 이는 카
(N. Carr)가 대표하는 주장이다.42) 그의 입장은 뇌의 유연성(plasticity)를 보
여주는 신경과학의 실험에 기반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인터넷의 부정적 영
향을 경계하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공감의 확대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공
공교육의 필요성과 더불어 그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볼 ‘근거’가 될 수 있다
고 필자는 믿는다.
공감은 보노보 같은 동물과 인간의 진화론적 유연성, ‘연속성(continuity)’
을 보여주는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인간만의 특징을 보여주기도 한다. 감
40)
41)
42)

M. 고든, 공감의 뿌리, 문희경 옮김, 샨티, 2010.
P. 에얼릭/온스타인, 공감의 진화, 237.
N. 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최지향 옮김, 청림출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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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공감능력은 먼 훗날의 ‘강한 인공지능’ 로봇에 구현될지 모르나 아
직은 그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는 그런 능력이다. 공감하는 로봇이 만들어지
기 어려운 것은, 다마지오(A. Damasio)의 팀이 규명했듯이 공감, 연민 같은
사회적인 감정이 느리게 타고난 신경처리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43) 그것은 남의 부상을 목격하는 경우처럼 물리적 고통에 대한
묘사에 우리 뇌가 빨리 반응하는 반면, 심리적 고통에 공감하는 세심한 정
신적 과정은 훨씬 천천히 활성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다. 이것은 뒤집
어 보면, 인공물이 아닌 오랜 역사를 지닌 생물로서의 인간만의 장점, 우월
성을 보여주는 실험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인간은 일생 중 제한적인 경험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행동, 신념,
경험, 감정에 있어 큰 폭의 차이를 보이기 마련이다. 타인의 행동이나 정서
반응을 보고 우리는, 우리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
가 많다. ‘다양성 문제(diversity problem)’라 불리는 이 문제는 사실은 완전
해소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경험이 아무리 방대해도, 다른 문
화, 같은 문화내의 다른 사람, 한 가족 내의 형제가 갖는 다양성 경험을 포
용하기 어렵다. 진정한 공감이 일어나려면 남들의 삶과 경험에 개방된 관
점, 그들의 삶의 맥락에서 그들의 상황에 대한 지적 이해에 기반해 공감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감의 재연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
의 인생의 스토리에 대한 이해를 하려는 지적 작업, 그리고 감정 훈련, 공
공교육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그나마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 같다.

43)

C. Marziali, “Nobler Insticts Take Time”, USC News, 2009 April 14, 200, 이것은
다음의 다마지오 팀의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M. Immordino-Yang, A.
McColl, H. Damasio and A. Damasio, “Neural Correlates of Admiration and
Compassion”, PNAS, May 12, 106:19, 2009, 8021~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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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ght and Shadow of the Empathy
Hwang Hee-Sook
(Daejin Univ.)
While we can see the flourishing discourses on empathy in our society
nowadays, there are not as many considerate discussions concerning either the
biological evidences of the notion of empathy nor the enacting conditions of it.
Before we begin worrying about the issues arising from the lack of empathy, I
contend that we need to ask whether or not we humans are indeed capable of
‘feel for’ others—empathize with them—and act on altruistic motives willingly
without any expectation for rewards. Starting from this thematic consciousness, I
try to present in this paper the basic evidences from the areas of psychology,
evolutionary theory, and neuroscience to show the biological roots for empathy.
Empathy can be defined as a set of vicarious affective reactions to other
people’s states of deficiency and pain. As F. de Waal explains, bonobos are
able to care for each other, and thus they easily cooperate with each other. The
bonobos have been shown to have distinct features in terms of their brain
anatomy that allows for empathy. Such an ability of bonobos facilitate a
simultaneous explic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human empathy that lies in
the same spectrum with that of the bonobos. In the past, psychologists such as
M. Tomasello have found from experiments that very young children indeed
display immediate and willing ‘helping behaviors’ towards others without
anyone’s forcing or directing them. Even two-week-old- and three-week-oldinfants can imitate adult’s facial expressions; imitation of facial expressions is
one of the tell-tale signs of empathy. The empathy that seems to present within
human beings from the earliest stages of life seems to stem from what brain
scientists call ‘mirror neurons’. These neurons have been discovered to facili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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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ous simulations of other’s emotions within our brains. Nevertheless,
even though we humans have innate neurological channels for empathy, our
natural ability to read minds, imitate, and simulate others’ emotions are often
suppressed by inhumanely strict disciplines and institutional regulations. In order
to promote the enactment of empathy, we need to acknowledge four sufficient
conditions of empathy as well as its limitations. I argue that the concept of
empathy must be carefully articulated and property oriented in order to
overcome its bias and its current narrowness of scope that does not dare to go
beyond simple commonalities/shared similarities. Only then, we can extend the
notion of empathy beyond its current limitations and scope to associate it with
the comprehensive, intelligent understanding of the contexts of others’ lives.
Such an expansion of the notion will provide us with a conceptual tool that
help claim morality based on emotions—especially on empathy itself.
Key words: Empathy, Bonobo, Mirror Neuron, Imitation, Similarity Condition,
Bi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