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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신경과학적 치료술은 환자들뿐만 아니라 정상인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는 실제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뇌 조영술 덕에
가능했던 뇌와 신경 경로에 대한 지식의 증대를 바탕으로 한
신경과학의 비약적 발전 때문이다. 과거에 환자에게만 효과를 보이던
약물이 최근에는 정상인에게서도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신경과학에 관한 윤리적 관점에서의 고찰이 요구된다.
이 논문에서는, 신경과학적 향상 약물과 관련하여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과학적 사실에 관해
살펴본다. 신경 과학적 수단들을 통한 향상이 논의되는 뇌의 기능들을
자율 기능, 정서 기능, 인지 능력으로 나눠 정리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약물을 통한 신경과학적 뇌 기능 향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들을 검토해 볼 것이다. 안전성, 사회적 강제적, 분배적
정의 등이 주로 논의되는 문제들이다. 그 내용을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신경과학적 뇌 기능 향상이
인간성과 인간의 가치에 대한 전통적 인식 및 가치관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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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세기 후반이 생명과학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신경과학의 시대
일 것이라는 예측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그만큼 신경과
학의 발전이 눈에 띈다는 말이다. 특히 뇌에 관한 연구는 과거와 비
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전되고 있다. 뇌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다시 말해 뇌의 활동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뇌 조영
술때문이다. 이 기술 덕분에 뇌의 구조와 기능, 신경의 메커니즘에
대해 과학자들은 이해를 크게 증진시킬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뇌에 대한 다양한 치료술이 등장하였다. 약물 치료의 발전은 말할
것도 없으며, 뇌에 대한 외과적 처치와 신경자극술이 새로운 장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명공학의 발전과 더불어 기대되는 신경
이식술,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기술 등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20세기 후반 생명공학의 부상과 더불어 그에 관한 윤리적

논의가 급부상한 것을 알고 있다. 생명공학이 인간과 인간 사회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쩌면 신경과학
은 생명과학 이상으로 인간과 인간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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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모른다. 인간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뇌이며, 뇌는 우리의
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우리의 정신과도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뇌에 인간이 과학적 수
단을 동원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길을 오늘날의 신경과학이 열어
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그 개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상
황에서 신경과학에 대한 윤리적 검토는 생략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2. 뇌의 신경과학적 향상 기술들
우리 뇌의 기능을 신경과학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은 신경과학적
치료술에서 확장된 것이다. 현재, 치료술에서 확장되어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으며, 장차 확장돼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도
있다. 물론 아직은 실험 단계인 시술도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
경과학적 치료 수단들은 뇌 기능 향상의 기술로 확장될 수 있는 잠
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먼저, 신경과학적 치료 수단들부터 살펴보려고 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신경과학적 치료 수단들은 사용되었으며, 현재 여러 수
단들이 임상에서 치료술로 널리 쓰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약리학적 수단이다. 알츠하이머 환자나 간질 환자, 혹은 우울증 환
자에게 약물 치료는 효과적인 치료 수단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뇌를 외과적으로 처치하는 방법도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정신외
과술(psychosurgery)이다. 이 용어는 포르투갈의 신경학자 에가스

모니츠(Egas Moniz)가 만들어냈다. 모니츠는 감정, 기억, 인성 등을

생성한다고 생각된 뇌 회로에 발생한 기능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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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수술법을 창안했다. 그는 뇌의 전두엽을 외과적으로 일부 파손
시키는 방식이 중증 정신병적 질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믿었다. 기능장애를 나타내는 뇌의 부분을 제거하면 뇌 회로의 경로
가 바뀔 것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시술은 눈썹 위쪽에서 두개골
을 절개하고 전두엽의 백질 속으로 알코올을 주입하는 것으로 시작
한다. 그런 다음 뇌엽 절제용 메스를 이용해 전두엽의 백질을 직경
1센티미터 정도의 크기로 절단해낸다. 모니츠는 이 수술과 관련해

성공적인 일화를 남겼으며, 1949년에는 뇌엽 절제술의 치료적 가치
가 인정되어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였다. 신경외과술의 열광적 지지

자였던 미국의 월터 프리먼은 1940년대와 1950년대에 미국에서 약
3500건의 전두엽 뇌엽 절제술을 시술하였다.1

다른 외과적 치료법으로 신경외과술(neurosurgery)2이 있다. 신경

외과술은 뇌 종양 제거, 뇌 동맥류 치료, 중증 간질 완화 등에 사용
된다. 간질의 경우, 새로운 약물들은 예전의 것보다 치료 효과가 좋

고 부작용도 적지만, 간질 환자의 1/3 가량은 이런 종류의 약을 사

용해도 발작 증상이 지속된다. 발작 증상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뇌 회로의 만성적인 흥분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것은 뉴런들의
기능과 구조를 변경시키게 되고, 심하면 뉴런들을 파괴할 수도 있
다. 이런 경우 신경외과적 수술이 시술된다. 대뇌 피질을 약간 절제
하거나 측두엽 전내측 부위를 제거하는 것이다.
신경 이식술은 아직은 실험 단계이지만 새로운 신경외과적 치료
1. Walter Glannon, Bioethics and the Brain, Oxford Univ. Press, 2007,
pp.129~130.
2. 월터 글래넌은 정신와과술과 신경외과술을 구분한다. 종양과 간질과 같은 신
경학적 장애에 대한 외과적 수술법을 신경외과술이라고 하고, 중증 우울증
이나 중증 강박장애와 같은 정신병적 장애에 대한 수술법을 정신외과술이라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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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각광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확장 가능성이 크다. 태아 조
직, 혹은 태아나 성체, 배아의 줄기세포를 뇌에 이식하는 시술은 정
신외과술이나 신경외과술과 달리 재생의학에 속한다. 알츠하이머 환
자의 경우를 예로 들면, 신경이식술은 태아나 배아의 줄기세포를 환
자의 해마와, 기억 및 여타 인지기능을 관장하는 대뇌 피질에 이식
함으로써 손상된 뉴런을 대체시키는 시술법이다.
신경자극술은 신경외과적 제거술에 대한 유망한 대안으로 떠오르
고 있다. 신경정신병적 질환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신경 회로를 자
극하는 것만으로 증상이 완화된다. 이로 인해 환자의 삶의 질이 극
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신경자극술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심부뇌자극술(deep-brain stimulation: DBS)이 있다. 뇌의 어

떤 부위에 전극봉을 이식하여 필요에 따라 뇌를 전기적으로 자극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DBS는 정신외과술이나 신경외과술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뇌에 외과적으로 개입한다. 그렇기 때문에 DBS는
상당히 높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뇌에 대한 개입
이

없는

신경자극술들이

있다.

전기경련요법(electroconvulsive

therapy: ECT), 경두개자기자극술(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TMS), 미주신경자극술(vagus nerve stimulation: VNS) 등은 두개골

을 절개하거나 전극봉을 뇌에 이식하지 않고도 뇌를 국소적으로 자
극할 수 있는 시술법들이다.
신경공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제공하는 가장 매력적인 치료술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computer

interface: BCI)이다. 신경보철술의 새로운 장을 열 기술인 BCI 시

스템은 되에 전기 자극이나 자기 자극을 가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
지 생각을 통해 신경 활동의 패턴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아직 실험
단계에 있으며,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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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는 정도이다. 실현 가능한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해결해
야 할 문제들이 아직 많다.
이러한 신경과학적 치료술들 가운데 약물치료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신경과학적 치료 약물들이 치료 목
적을 언어선 영역에까지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외과적 수술은 비
교적 역사가 오래되었다. 신경자극술은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이며,
BCI는 신경과학적 치료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신기술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술들은 발전 정도에 따라 치료 이상의 목적으로 확
장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약물의 확장 사
용과 관련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그 이유는 신경학적 약리 작
용을 일으키는 약물의 경우는 이미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뇌의 신경과학적 향상이라는 문제와 관련해 현재 진행형이다. 다른
기술들은 잠재력은 가지고 있을 지라도 뇌의 향상으로까지 아직 확
장돼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위에 언급한 기술들 가운데는 아직 실
현되지 않은 기술들, 실험 단계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이다.

3. 신경과학적 수단을 통해 향상되는 뇌의 기능들
신경과학적 치료 수단을 확장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뇌에서 관장
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양한 기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치료 약
물들은 정상인이 사용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오래된 상식
이다. 하지만 인간의 뇌와 신경 기전에 대한 이해가 과거보다 크게
증진된 오늘날에 개발되고 있는 약물들은 정상인에게도 효과를 나
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약물들은 치료 이상의 목적으로 사
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뇌 기능의 향상을 목적으로 정상인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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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다. 이런 약물들을 사용하여 향상시킬 수 있는 뇌의 기능
으로 현재 주로 거론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자율 기능, 정
서 기능, 인지 기능 등이다.

1) 자율 기능
자율 기능은 잠, 식사, 성 등에 관계한다. 오늘날의 약리학은 이런
기능들에 분명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발전했다. 모다피닐

(modafinil)은 발작수면(narcolepsy)3이라고 부르는 수면장애에 대

한 치료약물로 1998년에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러한 수면 장

애는 중추신경계가 24시간 주기 리듬의 수면-각성 주기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다. 연구에 따르면, 모다피닐로 인해 교
대 근무자들이 낮 시간에 졸거나 자는 일이 줄어들었으며 운전중
졸음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가져왔다고 한다.4

모다피닐은 각성도를 증진시키는 분명한 효과가 있다. 특정한 수
면장애를 앓고 있지 않은, 정상인이 사용해도 각성도 증진효과가 있
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미국에서 전투기 및 민간 항공기 조종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륙 간 비행 실험은 이 약물의 효과를 분명히 보
여준다. 조종사들은 비행중 졸거나 잠들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불구
3. 발작적으로 수면상태에 빠지는 병. 이 병은 발작적으로 수면에 빠지는 것이
특징이며, 또 수면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향이 있어 버스나 전철에서, 강의나
회의 중에 쉽게 잠에 빠진다. 또한 별안간 근육의 긴장이 상실되고, 의식은
있으면서 땅에 쓰러지기도 하며, 특히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어도 잠자리에
서 일어나지 못하고 꼼짝 못하게 된다. 이러한 발작적인 근육이완은 몇 분
이상은 계속되지 않지만, 정동적(情動的)인 긴장, 특히 몹시 화내거나 웃었
을 때 별안간 수의근(隨意筋)의 탈력발작(脫力發作)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
게 된다. <출처: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4. Walter Glannon, “Neuroethics”, Bioethics, vol. 20, 2006,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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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정신 활동에 문제가 없었다. 시간에 쫓겨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이 약물을 찾을 가능성이 많다. 예컨대, 시험이 임박한 학생, 노
동 강도를 높이려고 하는 전문직 종사자 등이 이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정서 기능
선택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absorption

inhibitor: SSRI)는 우울증 치료제이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사용
해도 정서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몇 달 기한으로 단기간 동안 실시
한 몇 가지 연구들에 의하면, SSRI는 정상인의 감정과 성격에 영향

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SRI는 긍정적 감정은 변화시키지 않

았지만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5 피험자의 자가
보고에 따르면, 공포나 적개심 같은 부정적 감정이 줄어들었으며,
행복감이나 흥분 같은 긍정적 감정이 유지되었다.6 또한 SSRI을 복

용한 피험자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협동/경쟁 게임에서 친화적 행동
의 증가를 보였다. 이를테면, 명령조이 말이 줄어들고 제안 투의 표

현이 증가하였다. SSRI와 여타 항우울제는 정상인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유익한 효과를 낸
다.7

3) 인지 능력
5. Martha Farah, “Neuroethics: the practical and the philosophical”,
Trends in Cognitive Science, vol. 9, Jan. 2005,
6. Martha Farah, “Emerging ethical issues in neuroscience”, Nature
Neuroscience 5, 2002, 1124쪽.
7. 같은 글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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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전달물질 체계를 약리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주의력, 지각력,
기억력 등의 인지 능력에 변화를 줄 수 있다. 과거에는 나쁜 아이
정도로 생각되었던 것이 오늘날은 신경학적 기능장애로 이해되는
것이

있다.

바로

주의력결핍과다활동장애(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8이다. 이 장애는 학교에서든 집에서
든 과도하게 파괴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경학적으

로는 충동을 제어하고 주의력을 조절하는 뇌의 영역에 이상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행동 특성만 놓고 본다면 다양한 원인이 지적되
고 있다. 주의력은 일차적으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nor-

epinephrine)에 의해서 조절된다. 메틸페니데이트(리탈린)와 암페타

민(아데롤)은 두 호르몬 체계에 모두 영향을 미치며, ADHD에 효과
적이다.
이 약물들을 정상인에게 사용하면, 각성 상태와 반응 시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며, 문제해결이나 기획 등 고급 인지 기능의 향상
효과가 있다. 미국에서는 메틸페니데이트가 상당히 널리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 고등학생의 10%, 대

학생의 20% 정도가 리탈린과 같은 신경 자극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오늘날 사람들이 신경자극성 약물을 통해 향상을 꾀하는 또 하나
의 인지 기능은 기억이다. 기억의 저장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기억의
재생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또한 원치 않는 기억
들이 통합되는 것을 약화시키거나 예방하는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
8. 의학 용어는 대한의사협회에서 발간한 의학용어집 (2005, 4집)에 제시된
번역을 사용한다.
9. Martha Farah, “Neuroethics: the practical and the philosophical”,
Trends in Cognitive Science, vol. 9, Jan. 2005.

232 철학논집 18집

다면 이것은 또 다른 종류의 인지 능력의 향상이다. 이 기술은 현재

개발 중에 있다.10

4. 윤리적 쟁점들
뇌 기능의 신경과학적 향상은 분명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요구를
만들어낼 것이다. 신경과학의 발달은 다양한 방면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신경과학적 치료 수단뿐 아니라 향상 기술을 선보일 가능성
이 크다. 그런데 우리의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
일까? 그런 방식의 기능 향상이 인류에게, 또 인간 사회에 가져올
문제는 없을까? 현재 신경과학에 대한 윤리적 성찰의 목소리가 점
차 커져가고 있으며, 학자들은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윤리적 문제들을 검토해보고, 일반적인
관점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해 보려고 애쓸 것이다.

1) 안전성
신경과학적 향상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안전성
이다. 안전성은 몇 가지 관점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위험이 현재적인 것이냐 미래의 것이냐 하는 것이다. 현재적 위험이
란 이미 사례가 보고되어 있는 부작용들을 말한다. 미래의 위험이란
아직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발생 가능하다고 예상할 수

10. Martha Farah, “Neuroethics: the practical and the philosophical”,
Trends in Cognitive Science, vol. 9, Jan. 2005.

인간 뇌의 신경과학적 향상은 윤리적으로 잘못인가 233

있는 위험이다. 또 하나의 관점은 단기적인 위험이냐 장기적인 위험
이냐 하는 것이다. 단기적 위험이나 짧은 시간 안에 위험의 발생 여
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장기적 위험이란 위험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한 경우이다. 때에 따라서는 수
십 년에서 수 세대까지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현재적 위험이나 단기적 위험으로부터는 약물의 복용자를 비교적
어렵지 않게 보호할 수 있다. 문제는 미래적 위험과 장기적 위험이
다. 이런 종류의 위험은 현재는 이론적이다. 기존의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아직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가능한 위험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연구자들은 모다피닐이 암페타민이나 코
카인 유의 자극제와 달리 과민반응이나 중독 증상을 발생시키지 않
는다고 믿고 있다. 모다피닐은 깨어 있는 상태를 제어하는 도파민
경로를 목표로 하고 해마가 수면을 촉진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둔 선택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수면이 우
리 뇌의 가소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담당하는 중대한 역할을 비춰
볼 때 연구자들의 저런 믿음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약리적 수단을 통한 수면의 제한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거나 손상
에 대해 보이는 신체의 조절반응을 실현하는 뇌의 능력에 장애를
불러올 수 있다. 정기적으로 수면을 박탈당한 사람에게는 비만이나
당료 같은 대사 장애는 물론 고혈압의 위험도 더 커진다. 또한 최근
의 연구들은 새로 획득한 기억들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수면이 중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11 이로 미루어 볼 때, 수
면에 관한 인위적 개입이 뇌의 정보처리 기능에 장애를 불러올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1 Walter Glannon, "Neuroethics", Bioethics, vol. 20, 2006,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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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경과학적 향상을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
는 것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버릴 수 없을 것이다. 이 감정의 원천
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약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갖고
있다. 아플 때 우리는 약을 찾는다. 아픈 사람을 보면 약을 권하며,
아픈데도 약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꾸짖을 것이다. 그럼,
아플 때 우리가 찾은 약은 절대적으로 안전한가? 그렇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의약품의 사용설명서에 빠지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는 부작용에 대한 경고이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모든
의약품이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사
람들은 의약품의 경우와 달리 향상 약물에 대해서 유독 불편한 감
정을 나타내는 것일까?
신경윤리학자들은 관용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치료 목적일 때보다 향상 목적일 때 덜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처치 수단이 선택적일 경우에 위험에 대한 관용도가 가장
낮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위험의 주체가 문제된다. 누구의 위
험인가? 만일 개인의 위험이라면 우리는 향상 약물의 사용의 개인
의 선택의 자유의 영역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의약품의 경우
에 부작용의 가능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되는 현저한 이
득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듯이, 향상 약물의 경우에도 부작용의 위험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기대되는 현저한
이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인간 행동에는 이득과 손실이
따르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득과 손실을 고려하여 행동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득과 손실에 대한 가중치는 개인마다 다르게 설정되며, 그
지점에서도 개인적 자유가 인정된다.12

12.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행동을 윤리적으로 나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인간 사회에서는 신경과학적 향상 약물에 잠재한 위험보다 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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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인간 사회에서는 자기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을
높이 평가해 왔다. 자기 향상을 위해 안전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일차적이며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누군가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자기 향상의 목적을 위해 그런 종류의
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우리가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까?
약물에 의한 능력의 향상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나타내는 또 다
른 이유는 아마도 인간 지식의 한계에 대한 믿음에 있을 것이다. 신
경과학적 뇌 기능 향상 약물은 미용 수술과 같은 여타의 선택적 처
치법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인 뇌에 인간이
개입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는 뇌와 신경 작용에 대해 과거와 비교
할 수 없을 정도의 지식의 진보를 이루었지만, 사실 모르는 것이 아
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더 넓게는 자연의 신비에 대해, 진화의 거
대한 메커니즘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완전
히 알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자연의 아주 복잡한
시스템 가운데 하나인 뇌에 개입하는 처치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예

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을 크게 한다는 것이다.13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실수로 인한 피해는
공포스러울 것일지도 모른다. 이른바 “숨겨진 비용의 가능성”14이 있

을 수 있다.
숨겨진 비용이 개인이 지불해야 할 것인지 사회가 지불해야 할
고 현재적일 지 모르는 위험이 내재한 행위를 인정해 왔다. 대부분의 모험
적 활동들이 이에 속할 것이다.
13. Martha J. Farah, “Neuroethics: the practical and the philosophical”,
Trends in Cognitive Science, vol. 9, Jan. 2005.
14. Judy Illes, Martha J. Farah, and Robert Cook-Deegan, et. al.,
"Neurocognitive Enhancement: what can we do and what should we
do?", Nature Reviews Neuroscience, vol.5, Ma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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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지도 문제일 수 있다. 그 비용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인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신경과학적 향상 기술의 확산 결과는

‘인류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한다. 이런 걱정의 원천 역

시 인간 지식의 한계에 대한 믿음에 있다. 인류에 대한 해가 물질적
인 것인지 정신적인 것인지가 문제일 것이다. 그 해가 물질적인 것
이라면,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신경의학적 향상 약물이 사회에 어떤
해를 끼칠지는 분명하지 않다.15

2) 강제성
신경인지적 향상이 보편화되었을 때를 가정하면, 사람들은 인지
능력 향상에 대한 모종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 압력은 사
회 전반에 걸쳐서 존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약물을 이
용한 신경인지적 향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연 상태로 남아
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압력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크고 심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사고실험을 통해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다.
당신이 고용주라고 생각해보자. 좀더 집중력이 뛰어나고 기억력도
좋은, 거기다 순종적이기까지 한 직원을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 이
런 직원이 가져다줄 이득은 너무도 분명해 보인다. 학교에서는 어떨
까? 수업 시간에 졸지 않을 뿐 아니라 수업의 집중도가 높고 이해
능력도 뛰어난 학생을 선호하지 않을 교사가 있을까? 더욱이 폭력
적이거나 반항적이어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학생을 반기
는 교사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주의력결핍장애 아동에게
15. 인류에 대한 해가 정신적인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 보인다. 그 문제는
뒤에서 다루는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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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치료를 학교가 강제하여,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

다.16 미국 군대에서는 암페타민(amphetamine) 같은 약물을 군사들

에게 복용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비행기 조종사에게는 집
중력 향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권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 강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만은 않는다. 하지만
명시적인 강제가 아니라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암
묵적 강제라고 해도 그 위력(강제력)이 명시적인 것과 다르지 않다
면 같은 선상에서 취급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강제는 많은 경우 암
묵적이지만 그 위력은 명시적인 것과 다르지 않다.
더욱이 사회적 강제는 개인적 자발성과 뒤섞이는 경우가 있어 더
욱 심각하다. 학생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학
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성공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회에서 주의력 향상 약물이나 각성제를 복용하는 학생이 늘어나
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그런 약물들을
복용한다. 이 학생들의 표면적 자발성의 이면에 심층적인 면에서 사
회적 강제는 없었을까? 사회적 강제가 있었다면, 그것을 개인의 자
발성으로부터 어떻게 분리해낼 수 있을까? 사회적 강제력이 개인의
선택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런 개인의 선택은 자유로운 것
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

3) 분배적 정의
신경인지적 향상이 사회적 불평등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16. Judy Illes, Martha J. Farah, and Robert Cook-Deegan, et. al.,
“Neurocognitive Enhancement: what can we do and what should we
do?”, Nature Reviews Neuroscience, vol.5, Ma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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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현재 인간 사회에서는 많은 재화들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있는데, 신경인지적 향상 약물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불공평하게 분
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지 능력 향상 약물에 대한 접근성에 있
어서 계층별 차이가 생길 것이며, 그에 따라 계층간 차별의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접근성에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비용 장벽
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 신경인지적 향상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계층은 경쟁재의 획득에 있어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학업 성취(성적 포함), 고용, 수입, 부, 높은 삶의 질 등을 획
득하는데 있어서 다른 집단에 비해 우위를 점할 것이다. 이렇게 되
면 다른 한편으로 사회경제적 하위 계층은 교육과 고용 등에 있어
서 이미 직면하고 있는 불이익의 심화를 겪게 될 것이다.17

하지만 접근성이 불평등하다는 것이 신경 인지적 향상을 일반적
으로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불평등한 접근성은 인간
사회 전반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다. 불평등한 접근성을 이유로 개인
교습이나 미용 수술 같은 다른 종류의 능력 향상 수단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을까? 개인의 능력 향상을 위한 모든 수단이 사회 구성
원 모두에게 동등한 정도의 접근성을 허용하는 사회가 과연 있을
까? 그런 사회가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사회인가? 우리는 그런 사회

를 지향해야 하는가?18

신경윤리학자들 가운데서는 신경인지적 향상이 인간 사회에서 기
회의 평등에 기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좋은
음식이나 양질의 교육 환경을 갖춘 학교 등 사회경제적 간극을 심
17. Judy Illes, Martha J. Farah, and Robert Cook-Deegan, et. al.,
"Neurocognitive Enhancement: what can we do and what should we
do?", Nature Reviews Neuroscience, vol.5, May 2004.
18. 이 문제는 한 사회의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여기
서는 더 자세히 논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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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는데 기여하는 이런 종류의 향상과 비교할 때 신경인지적 향
상은 좀더 쉽게 평등을 분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주
장에는 접근성에 계층별 차별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역사적 경험에서 보듯이 불특정 다수를
소비자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약물은 쉽게 일반화 된다는 것이다. 그
래서 이런 약물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과
고용 기회의 평등을 가져다주고, 그로 인해 신경인지적 향상 약물은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한다.19

일부 신경윤리학자의 주장처럼 신경인지적 향상 약물의 보편적
접근성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평등에 기여할지 의
심스럽다. 오히려 엘리트 교육이나 고소득 직업 등 경쟁재에 대한
부모의 태도의 차이가 신경인지적 향상 약물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에 관해 아이들 사이에 실체적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20

4) 인간의 가치
뇌의 신경과학적 향상이 안전성, 선택의 자유, 보편적 접근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자. 다시 말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의약
품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강제를 구
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 환경을 극복하였으며, 누구나 적은 비
용으로 손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편적 접근성을 확보하였
19 Judy Illes, Martha J. Farah, and Robert Cook-Deegan, et. al.,
"Neurocognitive Enhancement: what can we do and what should we
do?", Nature Reviews Neuroscience, vol.5, May 2004,
20 Wlater Glannon, "Neuroethics", Bioethics, vol. 20 Number 1, 2006,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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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게 되면 남는 문제가 없을까?
전통적으로 자기 향상은 칭찬할 만한 목표로 인정되어 왔다. 공
부, 신체단련, 문화 활동 등을 통한 자기 향상은 언제나 고무되었으
며, 긍정적 평가의 대상이었다. 또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혁신
은 장려할 만한 것이었다. 혁신은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의 노력을
좀더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 더 많이 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어떤가? 이것도 자기 향상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없는가? 우
리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약물은 어떤가? 이것 역시 혁신 아닌가?
공부를 통한 자기 향상과 약물을 통한 자기 향상에 의미 있는 차이
가 있는가? 여타의 종류의 혁신과 신경인지적 향상 약물의 혁신 사
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혹시 우리가 동일한 유형의 것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허용될 수 있는
향상과 허용될 수 없는 향상의 구분이 가능한가? 어떤 기준으로 그
러한 구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들과 관련해, 혁신의 경우는
또 어떤가?
한 가지 사고 실험을 시도해 보자. 축구선수 김철수는 신체적 조
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피나는 노력을 통해 최고의 축구선수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경기장에 구름처럼 몰려

들고, 경기장에 못간 사람은 TV 앞에 자리 잡는다. 축구선수 박갑
수는 타고난 신체적 조건을 바탕으로 최고의 축구선수가 되었다. 그
의 경기가 있는 날에도 사람들은 경기장을 찾아 관람석을 가득 메
우며 경기장에 못가면 TV로라도 그의 경기 모습을 지켜보려고 애쓴
다.
사람들은 김철수와 박갑수, 두 선수의 수준 높은 경기력과 기량에
감탄해마지 않으며, 존경의 마음까지 갖는다. 사람들은 이 두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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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선수들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신경인지적 향상
약물이 평범한 선수를 이 두 선수와 같은 기량을 가진 출중한 선수
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 사람들은 그런 제안에 동
의할까?
스포츠에서는 약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왜 그럴까?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기여할 수 있는 약물이라면 허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스포츠는 일종의 오락이다. 사람들은 운동선수들에게서 수
준 높은 기량을 기대하며, 선수들이 그 기대에 부응하였을 때 열광
한다. 그런 기량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을 존경하기까
지 한다. 선수들의 수준 높은 경기력은 오락의 품질을 높여줄 수 있
다. 그런 점에서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는 약물은 허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더욱이 신경인지적 향상 약물처럼 부작용이나 중독 증상이
없는 향상 약물이 등장한다면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있을까?
사람들은 스포츠를 통해 오락적 즐거움을 누리지만 사람들이 스
포츠에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만일, 김철수 선수가,
혹은 박갑수 선수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고 가정해 보자. 사람들은 그들에게 어떤 태도
를 취할까? 대단히 불쾌한 감정을 드러낼 것이며, 더 이상 이 선수
들을 존경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두 선수의 높은 기량 역시
평가절하 될 것이다. 왜 그럴까?
스포츠에서 약물 사용을 금지하는 한 가지 이유는 공정성에 위배
되기 때문이다. 특히 경쟁적인 방식의 스포츠인 경우에 공정성의 훼
손은 분명한 것 같다. 약물을 통해 획득한 것은 자기 자신의 것, 자
기에게 고유한 것이 아니라는 가정이 바탕에 깔려 있다. 마라톤 같
은 스포츠 경기에서 남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유
이다. 이 경우 스포츠는 개인성을 가정하고 있으며, 다른 어떤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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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독립된 상황에서의 활동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정성이 문제라면 약물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보편적
접근이 가능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스포츠에서도 모든 약물을 금
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약물에
대한 선수들의 보편적 접근성을 확보하면 공정성의 문제는 없을 것
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뛰어난 운동선수의 기량에 감탄할 때, 감
탄의 대상이 무엇인지, 뛰어난 운동선수를 존경하기까지 할 때 그
선수를 존경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지 좀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
가 있다. 경쟁이 필수적이 아닌 예술적 스포츠라고 하더라도 약물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우리는 그 선수의 기량을 평가절하
가고 그 선수를 더 이상 존경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기량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추측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성취이다. 약물에 의존하여 기량을 향상시킨 경
우에는 성취가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술가의 뛰어난 작품에 감
탄하는 것도 그의 성취 때문이다.
성취된 것이 사람들에게 감탄과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략
다음의 네 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첫째, 그것은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이다. 즉 성취의 어려움이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에 도
달한 경우가 드물다. 성취의 희귀성이다. 이 점에서 운동선수의 출
중한 기량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특별한 것이라는 느낌을 준다. 셋
째,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뛰어난 운동선수가 최고의
기량을 얻기까지는 보통 사람이 감당하지 어려운 헌신적 노력과 난
관에 대한 극복의지가 있었을 것이다. 인내심, 끈기, 용기, 투지, 강
한 의지 등 사회적, 윤리적으로 미덕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뛰어난
운동선수의 성취에는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사라들은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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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성취가 그 개인 자신의 것이라는 것이다. 그 성취는 다른 어
느 누구의 것도 아닌, 성취한 자 바로 그 자신만의 것이다. 다시 말
해, 그 성취는 성취한 자가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자기 것으로 만든
보기 드문 획득물인 것이다. 사람들은 이 네 가지 가정 아래서 운동
선수의 높은 기량에 감탄하고 그를 존경한다.
그런데 만일 그 운동선수가 약물에 의한 도움을 받았다면, 이 네
가지 가정은 모두 거짓임이 판명된다. 긍렇기 때문에 그의 기량은
더 이상 감탄의 대상이 아니며 그는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인물
이 아니게 된다. 신경인지적 향상 약물의 보급은 인간 사회에서 높
이 평가되는 많은 종류의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것은 개인적
노력과 성취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 자율성, 인간 고유의 가치 등에
대해 커다란 도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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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s it ethically wrong to enhance human brain with
neuroscientific means?
Rheey, Sang-Hun(Catholic Univ. of Korea)

Advances in basic and clinical neuroscience in recent years, combined
with advances in brain imaging technologies, have provided new
possibility to expand the use of neurological medical treatment beyond
patient. Most pharmacological treatment have little or no effect on central
nervous system that are already normal. But, recently, some new
pharmacological treatments can indead make normal people 'better than
normal. Enhancement with neurological drugs are being practiced now in
several psychological domains. For instance, enhancement of vegetative
function, mood, and cognition. In this context, I think it is high time to
examine neurological clinical techniques, especially neuro-pharmacological
treatment in this paper, in terms of ethics. So called neuroethical issues
concerned on neuro-pharmacological enhancement are posed in terms of
safety, social coercion, and distributive justice. I introduce these issues
and have them under consideration critically. Especially, I point out that
neuro-pharmacological enhancement will raise serious problems in relation
to our understanding and sense on personhood and huma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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