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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셨습니까?
부산대학교 철학과 학과장과 大同哲學會 회장을 맡고 있는 손영삼입니
다. 大同哲學會 2012년도 춘계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학술대회가 개최되는 이 건물 인문관은 부산대학교의 상징이며, 이 장
소 시습관은 부산대학교 인문대학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大同哲學會와 부
산대학교 철학과가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더 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년 6월 13일 부산대학교 본부동에서 창립 총회와 학술대회를 개최
했던 大同哲學會가 14년차를 마감하는 오늘은 부산대학교 철학과와 저에
게 아주 뜻 깊은 날입니다. 그 동안 학회 사무국을 부산대학교 철학과에
서 운영하였으며, 15년차가 시작되는 올해 6월 1일부터 학회 사무국은 오
늘 정기총회에서 선출될 차기 회장의 소속 대학교로 옮겨가게 될 예정입
니다. 부산대학교 철학과는 大同哲學會를 위해 그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998

오늘 개최되는 학술대회는 “진화론은 목적론이 아니다 ― 사회생물학
비판”을 주제로 훌륭하신 연구자들께서 발표와 논평, 그리고 종합토론에
서 그 동안 연구하신 성과를 보여주시는 자리입니다. 의학, 인류학, 자연
과학, 경제학, 정치학, 철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자들께서 참여하시
는 이 학술대회에서 기대되는 바는 말이나 글로만 유령처럼 떠도는 통섭
적 또는 융합적 학문활동에 대한 명쾌한 해명과 학이시습의 즐거움입니
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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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년에는 유난히도 찰스 다윈 또는 진화와 관련된 행사가 많았다. 다
윈의 탄생 200년, 그리고 진화론의 고전인 종의 기원이 출판된 지 150년
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무려 11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가 열려 수십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잡지사들은 특집을 일반
출판사들은 단행본을 기획출판해내고 있다. 다윈의 조국인 영국 케임브
리지에서는 1주일동안이나 다윈 페스티발이 열려서 전 세계의 저명한 진
화학자들이 모여 깊이 있는 학술토론은 물론 대중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갖기도 했다.
하지만 150년의 세월과 수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정작 진화가 무엇인
지 물었을 때 일치된 답변을 듣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한국교육학술정
보원(KERIS)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진화’를 입력하면 음
운의 진화, 가전제품의 진화, 정권의 진화, 자동차 산업의 진화, 헌법의 진
화 등 수많은 논문이 검색되지만 이 중 다윈이 말한 생물학적 의미의 진
화를 논한 것은 오히려 무척 드물다. 진화의 개념과 적용대상조차 진화하
고 있는 것이다.
진화를 의도적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학술논문이나 대중서적을
막론하고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을 자연‘도태’로 옮겨 진화를 열등한
형질을 제거하는 자연의 폭군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생각은
공생과 상부상조 등 동물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에는 눈을 감고
오직 약육강식(弱肉强食)만이 생명의 법칙인양 여기거나 이것을 인간사회
에 적용해 우승열패(優勝劣敗)의 신화를 유포했던 제국주의 시기의 이데
올로기가 투영된 것이다.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임시방편들의 집합인 진화를 우수한 형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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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의학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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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들이 축적되어가는 진보로 여기는 태도는 더욱 뿌리가 깊다. 많은 진화
학자가 진화는 진보가 아니라고 선언했고 심지어 리처드 도킨스는 진화
를 눈이 먼 시계공이 시계의 부품을 만지는 것에 비유하기까지 했지만,
진보의 신화가 쉽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진보의 신화가 자라는 토양
은 인간이 모든 진화의 정점이라는 뿌리 깊은 인간중심주의와 인간의 역
사를 직선적 발전으로 보는 역사적 진보주의다.
이러한 사유 양식은 엉거주춤한 유인원에서부터 서서히 직립의 상태에
이르는 과정을 진화로 설명한 생물학 교과서의 그림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인간의 신체는 유인원에서 진화해 왔지만 직립의 자세와 뛰어난 두뇌의
능력으로 인해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는 스토리가 담겨있는 그림이다. 물
론 이 그림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진화의 한 단면일 뿐 진화 전체의 이야
기일 수는 없다.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 그려지는 생물 종의 계통수에도
적지 않은 속임수가 내장되어 있다. 이 그림에는 진화를 직선적이고 진보
적인 과정으로 보이도록 하기위해 많은 곁가지들이 은폐되어 있다.
진화는 발전도 진보도 그렇다고 퇴보도 아니다. 진화는 주어진 환경 속
에서 발생한 변이들 중에서 생존과 생식에 유리한 것들이 ‘선택’되어 후
세에 전달되는 자연적 현상일 뿐 신이나 자연의 의지와는 무관하다. 부케
티츠의 말처럼 생명은 성공한 ‘실수’들의 연속이고 진화의 원료는 유전의
‘오류’다. 그래서 저명한 진화학자 도브잔스키는 진화를 의도하거나 예상
하지도 않지만 그 결과가 창조적일 수 있는 유일한 과정이라고 한다. 의
지의 실현과 정확성이 아닌 실수와 오류가 생명과 진화에는 더 본질적이
며 더구나 그것이 창조적일 수 있다는 말인데,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근대정신의 수호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며, 우리가 아직도
진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1)

이제 진화를 직선적 진보로 이해하는 생물학자는 거의 없지만 아직도
실수와 오류를 생명의 본질로 받아들이기를 버거워하는 사람은 많다. 결
국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우리가 체세포의 핵을 이식해서 만든 배
1)

프란츠 M. 부케티츠, 진화는 진화한다, 이은희 옮김, 도솔, 2007,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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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줄기세포에 그렇게 열광했던 이유 중 하나도 생명의 직선적 진보에 대
한 막연한 믿음이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뛰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
줄기세포배양성공 기념우표의 그림은 생명에 대한 우리의 무지와 오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이런 사유 양식은 진화를 직선적 진
보로 여기는 잘못된 이해와도 무관하지 않다.
지난 150년간 지속된 진화에 관한 연구와 논쟁 속에도 실수와 오류는
많은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우승열패(優勝劣敗)와 직선적 진보의 신화
다. 이 글은 진화 담론의 전개과정에 있었던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생
명과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 특히 잘못된 이해의 역사를 다룬다. 생명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진화를 이해하는 방식 역시 진화 중이다.
2. 진화론의 진화

우리가 지금 진화(evolution)라고 부르는 생명 현상이 그 이름을 얻기
전에도 우리 조상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
다. 모든 생명의 뿌리가 하나라거나 생물 종이 변이를 통해 다른 종으로
변해간다는 생각 자체는 별로 새로울 것이 없었던 것이다. 동아시아인들
은 예로부터 변화만이 변치 않는 만물의 이치임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
고 변화의 세계관에 입각해 살아왔다. 찰스 다윈 이전에도 그의 할아버지
에라스무스 다윈이나 프랑스의 라마르크 같은 이는 이미 생명의 진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진화에서 찰스 다윈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진화의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주도면밀한 관찰에 근거한 과학적 ‘증거’들을 제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제안하는 진화의 메커니즘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생
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의 자식을 낳는
다. 둘째, 그 자식들은 다양한 형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셋째, 자식들 중
주어진 환경에 적합한 형질을 가진 개체만이 살아남아 후손을 남긴다. 넷
째, 살아남은 개체의 형질은 다시 후손에 전해진다. 이것을 자연선택이라
하는데 변이-선택-유전으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 전체가 ‘적응’이다.
가. 과학과 종교

진화를 둘러싼 논쟁의 첫 번째는 자연선택의 원리와 기독교 교리의 어
긋남에서 비롯되었다. 자연선택에는 창조주로서 신이 관여할 여지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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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없고 이것을 받아들일 경우 기독교는 존립의 근거조차 잃어버릴 것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학대학 출신이기도 한 다윈은 이 논란을 교묘히
피해갔고 기독교로서도 별 승산이 없어 보이는 싸움에서 상처를 입기보
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태어난 지 150년밖에
안 되는 진화론은 2천년 넘게 지속된 유일신에 근거한 기독교의 환경에
적응하지 않을 수 없었고, 유일신이라는 환경 역시 무신론에 근거한 진화
의 개념을 일부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진화는 태어나
자마자 험난한 지적 환경에의 적응을 시작하는데, 그 적응은 필연적으로
환경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었다. 이제 일부 근본주의자를 제외하면 진
화의 사실 자체를 거부하는 현대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나. 자연선택과 획득형질의 유전

진화를 둘러싼 첫 번째 논쟁이 과학과 종교 사이의 문제라면, 생애 기
간 중 획득한 형질이 후손에 유전되는지에 관한 두 번째 논쟁은 지극히
과학적이다. 하지만 현대 과학철학이 주장하듯이 순수한 과학적 논쟁은
없다. 획득형질의 유전은 그 진위를 과학으로 규명해야 할 ‘사실’이지만
그 진위는 다분히 이념적으로 해석되고 이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획득형질의 유전을 통해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라마르크의 용불용설(用
不用說)과 무작위적인 변이와 선택을 진화의 법칙으로 제시한 다윈의 자
연선택설은 전혀 궁합이 맞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다윈은 범생설
(pangenesis)이라는 형질의 유전이론으로 그 둘의 화해를 모색한다. 이 이
론에 따르면 형질의 유전은 온 몸의 체세포에 분포해 있는 소아체(小芽體,
gemmule)라는 물질에 의한다. 이 소아체는 수정이 이루어지기 전 생식세
포에 모이고 배우자의 소아체와 혼합되어 후손의 형질을 결정한다. 이 구
도에서는 형질을 결정하는 최소단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감이 섞이듯
유전물질의 혼합비율에 따라 형질의 강약이 조절된다. 특정 신체기관의
계속된 사용은 이 소아체의 분포를 변화시키고 결국 생식세포에도 영향
을 주어 변화된 형질의 유전을 가능케 한다. 여기서 변이의 분배방식은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다. 자연선택의 구도가 전형적인 디지털 방식인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방식이다.
20세기 들어 멘델의 형질분리의 법칙이 재발견되고 초파리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연구가 유행하면서 범생설은 폐기될 운명에 처한다. 이렇게 라
마르크주의에 대한 다윈주의의 적응은 일단 실패로 끝난다. 1930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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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수학적 계산을 바탕으로 하는 집단유전학과 실험적 유전학 연구
의 성과가 종합되면서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에 의한 점진적 진화라는 다
윈의 메커니즘이 현대 과학의 옷을 입고 재탄생하는 신종합설이 등장한
다. 이제 획득형질의 유전이나 정해진 방향을 향해 가는 정향진화
(orthogenesis)는 없다. 진화는 무작위적 변이와 선택에 의한 확률적
(stochastic) 과정일 뿐이다. 라마르크의 잔재를 털어낸 다윈의 진화론은
20세기 과학의 환경에 거의 완벽하게 적응해 살아남았다.
그러나 진화가 시대에 적응하면서 스스로 변해가는 유연한 이론이 아
닌 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냉혹한 억압의 도구로 돌변하기도
한다. 19세기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우생학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열등한 형질을 제거하여 인류의 진화방향을 조절해
야 한다는 생물학적 결정론의 정치사회적 변용이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정신병자, 기형아, 동성애자 등을 부적응자로 분류하여 결혼
을 금지시키고 심지어 거세까지 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 유대인 전
체를 부적응자로 분류해 집단학살한 나치 독일의 만행은 하나의 학설에
불과했던 진화론과 우생학이 정치적 흉기로 돌변한 극단적 사례다.
신종합설에 의해 폐기된 획득형질의 유전이라는 학설을 정치적 선전도
구로 활용한 사례도 있다. 1930년대에 집단농장 체제를 완성한 스탈린 치
하 소련의 농업은 수확량 감소로 위기를 맞는다. 소련은 이 위기를 극복
할 방안을 과학이 아닌 이데올로기에서 찾는다. 과학적 배경이 빈약했던
뤼셍코는 유전학을 통한 품종개량을 주장하는 학자들을 숙청하고 대중선
전과 동원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여 권력의 호응을 얻는다. 정성을 들여 잘
키운 작물의 형질이 대로 이어진다는 그의 이론은 이후 30여 년간 실제적
성과도 없이 농업의 공식 이념이었지만 1964년 조용히 폐기된다. 자연이
아닌 인위적 권력에 의해 선택된 이론은 결코 현실에 적응할 수 없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다.
논쟁의 양 진영에서 발생한 두 가지 사례는 이론의 적합성보다는 이론
의 이념화에 따른 오용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어쨌든 진화에 대한 두 번
째 논쟁에서는 유전학과의 신종합설로 무장한 자연선택설이 획득형질의
유전이라는 옛 이론에 압승을 거두는 형국이다. 1950년대에 이르면 DNA
라는 유전물질의 이중나선 구조와 그로부터 합성된 단백질이 형질을 결
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21세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그 DNA 분자
를 구성하는 염기서열이 모두 밝혀지면서 생명의 본성이 DNA에 기록되
어 있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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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육을 통한 본성

그러나 유전자의 임의적 변이와 적응도에 따른 특정 변이의 선택이라
는 구도와 획득형질의 유전이라는 두 구도가 그렇게 명확히 양분되지는
않는다는 진화이론의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면서 논쟁의 구도가 좀 더 복
잡해졌다. 생명의 본성이 DNA에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본성의 발현
은 양육의 조건에 의해 조정된다는 ‘양육을 통한 본성’ 이론이다. 비유적
으로 말하면 유전자의 집합인 ‘게놈은 신체를 건설하는 청사진이 아니라,
신체를 익혀내는 요리법’ 이다. 아무리 훌륭한 요리법이라도 그것을 만들
재료와 요리사가 없다면 그림의 떡이다. 유전자가 형질을 발현시키는 프
로그램인 것은 맞지만 그 프로그램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은 환경을
비롯한 양육의 조건이다. 더구나 하나의 유전자에 의해 작동되는 프로그
램은 극히 적고 대부분은 여러 유전자 사이의 복잡한 관계들로 구성된다.
유전자는 형질을 ‘결정’하지 않는다. “유전자는 과거의 세계에 관한 사실
들을 수집해서 자연선택을 통해 그 정보를 미래의 좋은 설계에 통합시키
는 정보체계의 부품” 일 뿐이다.
이제 진화의 진정한 동력이 무엇인지가 다시 애매해졌다. 유전자의 변
이와 선택이 진화의 요리법이기는 하지만 그 요리법은 재료와 요리사의
솜씨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산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명
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이외의 요소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었고 새로
운 이론도 나왔다. 먼저 DNA에서 RNA를 거쳐 단백질을 생산함으로써
형질이 결정된다는 단순구도가 무너졌다. 생명의 물질들은 톱니바퀴가
아니다. 생명의 과정에는 수많은 스위치와 그 스위치를 조절하는 유전자
이외의 요소가 개입할 수 있다. 르원틴은 유전자-유기체환경-외부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구도를 3중 나선이라 불렀고, 야블론카와 램은 진화를 유
전자, 후성규칙(epigenesis), 행동, 상징이라는 네 가지 차원의 상호작용에
서 일어나는 복합적 과정으로 파악한다. 진화를 생명의 발생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연결 지어 설명하는 이른바 이보디보 도 유전자의 변이
와 선택이 더 이상 진화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는 자각에 근거한 것이
2)

3)

4)

5)

6)

매트 리들리 본성과 양육 김한영 옮김 김영사
매트 리들리 앞의 책 쪽
리처드 르원틴 중나선 김병수 옮김 잉걸

쪽

2)
, 
,
,
, 2004, 60 .
3)
,
, 274 .
4)
, 3
,
,
, 2001.
5) Eva Jablonka and Marion J. Lamb, Evolution in Four Dimensions: Genetic, Epigenetic,
Behavioral, and Symbolic Variations in the History of Life, MIT Press, 2006.
6)
B.
, 
:
,
, 2005.

션 캐럴 이보디보 생명의 블랙박스를 열다 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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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연선택(다윈주의)은 획득형질의 유전(라마르크주의)과의 경쟁에서
이겨 살아남았지만, 후성규칙-환경-양육의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여 유전
학 시대에 적응한 신라마르크주의의 재도전을 받아야 하는 국면에 접어
든 것이다.
라. 선택의 단위와 이기적 유전자

신라마르크주의가 다윈의 자연선택에 도전하고 있기는 해도 진화생물
학의 주류 자리까지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 어쩌면 그 도전은 찻잔속의
미풍에 그칠 수도 있다. 후성규칙과 양육이 중요한 변수이긴 해도 결국은
다양한 변이중에서 생존과 생식에 유리한 것이 선택되어 후손에 퍼진다
는 기본구도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
이다. 무엇의 변이가 선택되고 그런 선택의 이익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며
진화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통적 다윈주의에서 선택의 혜택을 누리는 것
은 당연히 ‘개체’다. 개체의 생존과 생식에 유리한 ‘형질’이 선택된다. 선택
의 주체는 개체이고 대상은 형질이다. 그리고 그 형질을 결정하는 것이
유전자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개체가 속한 생물 종이 진화한다. 유전자형질-개체-종의 직선적 구도다.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개는 주인의 귀여움을 받아 오래 생존하고
많은 후손을 남긴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대부분의 개가 온순한 형질을
갖게 된다. 개는 이렇게 늑대와의 공통조상에서 진화해 왔다. 그런데 ‘온
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형질’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따라 이 논의는 엄
청나게 복잡해진다. 온순하다는 형질을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
인가? 그 형질을 구성하는 단위는 무엇인가? 온순성을 규정하는 유전자
가 있을 수 있는가?
신종합설 이후 모든 형질의 구성단위가 유전자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
는 사람은 거의 없다. 유전자가 모이면 형질이 되고 그 형질의 집합이 개
체이며 개체들의 총체가 종이다. 개체와 종의 최소 단위는 유전자며 따라
서 자연선택의 단위도 유전자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선택된 유전자가 때
로는 개체의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자신을 증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
다. 유전자에게는 개체나 종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어떤 필연성도 없다.
유전자는 자신을 이롭게 하려는 어떤 의도도 가질 수 없지만 자연법칙에
따르다 보면 결과적으로 자신을 가장 많이 복제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전자는 필연적으로 이기적이다. 나의 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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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과 행동 그리고 감정과 본능조차도 내 속의 유전자가 가장 많이 복제
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이제 우리 몸은 유전자가 자신을 증식하고 운반
하는 매개물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유전자는 선택의 단위일 뿐 아니라
몸과 마음의 주인이다. 이 이론의 주장자들은 ‘이기적’, ‘주인’, ‘조정’ 등의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런 말들은 단지
비유일 뿐임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격렬한 논쟁과 함께 많은 오해를 낳
기도 했다.
하버드의 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가 반격에 나섰다. 그는 모든 형질
의 원인을 유전자로 환원하는 사유양식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유전자가
형질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생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유전자는
형질 결정의 한 요소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유전자가 아무리 이
기적 폭군이라도 유전자에 의한 생리적 독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조선의
전제군주라도 신하들과 백성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결코 뜻을 펴지 못했
다는 역사적 사실을 비유적으로 연상할 수 있다. 왕은 선왕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국가의 유전자지만 백성의 노동과 신하의 보좌라는 양육조건
없이는 어떤 정책을 펴거나 통치를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 논의는 자
연스럽게 위에서 살펴본 양육을 통한 본성 논의로 이어졌다. 또한 모든
형질을 진화과정의 적응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비판하고 상당히 많은 형
질들이 적응과 무관하게 생리적 제한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한다. 점진
적 진화라는 다윈의 구도를 비판하고 진화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일어난다는 단속평형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기적 유전자 논쟁은 오랜 기간 격렬하게 지속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
이다. 이 이론은 지극히 단순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복되지
않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유전자가 이기적이고 몸과 마음이 유
전자의 지배를 받는다는 설정 자체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결국 그로 인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고 칭송하는 이타적 행위를 훨씬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전자가 이기적인 것은 자연적 현상
이며 인간의 이타적 행동은 도덕적 규범이다. 전통적으로 이 두 영역은
8)

9)

7)
8)
9)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홍영남 옮김, 을유문화사, 2006.
최종덕, ｢적응과 제한의 상보성｣, 과학철학 5권 2호, 2002, pp. 105-130.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2006년 태평양 남쪽의 고립된 팔라우 섬에서 키가 1미터도 안 되는 수
십 개의 인간 유골을 발견했다. 연구결과 이들은 갑자기 변화된 환경으로 인해 아주 짧은 기
간 동안 몸 크기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화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것은 단속평형설을 지지하
는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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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현상으로부터 도덕적 당위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자연주의 오류
의 장벽으로 갈라져 있었지만, 유전자를 단위로 하는 사유로 인해 그 둘
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찾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기적으로 행동
하는 유전자를 통해 이타적 가치가 실현된다는 역설적 설명을 만나게 되
었다. 이기적 유전자의 조정을 받는 인간은 당연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는 식의 단순논리는 자연주의의 오류일뿐더러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
우리는 이제 자연주의와 도덕주의의 오류를 넘어 ‘이기적 유전자의 이타
적 사회’ 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이다. 물론 모든 생각과 행
동을 이기적-이타적 행위로 양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
가 필요할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대안적 설명들과의 경쟁을 통해 변화되
는 지적 환경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10)

마. 소결

다윈의 진화론은 생물 종의 변화에 관한 이론이지만 동시에 인간에 대
한 전통적 이해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기도 했다. 이 이론은 다양
한 논쟁과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통해 여러 가지 변종을 만들면서 진화
하고 있는데, 그 고비마다 인간의 본성과 가치에 대한 철학적 사유의 변
화가 요구되었다. 우선 인간이 신의 피조물이라는 종교적 신념이 무너졌
고 무작위적 변이와 적응도에 따른 선택이라는 구도는 생명의 목적과 지
향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유전학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신 종합과
유전물질의 발견 이후에는 획득형질의 유전이라는 라마르크의 이론이 완
전히 폐기되는 듯 하더니, 유전의 메커니즘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는 다시금 후천적 환경과 행동이 선천적 유전에
되먹여지는 라마르크적 구도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본성(선천)과 양육(후천)이 생각처럼 그렇게 뚜렷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
라는 ‘양육을 통한 본성’론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인간의 운명이 유전
자에 기록되어있다는 유전자 결정론과 인간은 빈 서판으로 태어나 환경
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환경결정론은 이렇게 서로를 포용하면서 제3의 이
론으로 진화한다. 진화가 무엇의 이익에 봉사하는지에 대한 선택의 단위
를 둘러싼 논쟁은 개념적 혼란을 거듭한 끝에 유전자는 자연법칙에 따라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지만 개체들의 행동은 얼마든지 이타적일
수 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된다.
10)

매트 리들리, 이타적 유전자, 신좌섭 옮김, 사이언스북스,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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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화의 정치학

생명의 진화에서 개체간의 목숨을 건 투쟁이 자연선택의 원료이듯이
진화론의 진화 과정에서도 대립되는 이론의 경쟁은 무척 중요했다. 자연
선택에서 적자의 선택은 부적자의 도태를 의미한 반면 이론의 선택 과정
에서는 적자가 부적자의 장점을 흡수하여 통합하는 평화로운 방식을 취
한다. 그러나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방식은 그렇게 평화롭지 않았다.
이 이론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키는 만큼 과도한 해석과
왜곡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ㆍ정치적ㆍ문화적 폐해를 낳기도 했다.
과학은 자연현상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지적 통찰을 통해 발전하지만
언제나 확증되지 않은 가설로부터 출발한다. 그 가설이 실험과 관찰을 통
해 검증되었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새로운 사실을 통해 반증될 수 있어야
한다. 아직 진화라는 과학적 추론을 반증할 만한 증거는 거의 없지만 새
로운 과학적 발견을 통해 수정될 여지는 있다. 진화이론이 생명현상을 이
해하는 무척 중요한 통찰을 주기는 하지만 이로써 생명을 완벽히 이해했
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현상에 대해서도 완벽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론을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가.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과 우생학

그러나 산업혁명을 성공시키고 세계 경영에 나섰던 19세기 유럽과 미
국의 자산계급은 자신들의 성공과 약소국에 대한 침탈을 합리화할 논리
가 필요했고, 적자생존이라는 진화의 원리는 정확히 그들이 원하던 것이
었다. 자신들은 성공할 만하니까 성공한 것이고 열등한 아프리카와 아시
아를 지배할 자격이 있음을 주장하는데 이처럼 좋은 논리는 없었다. 어쩌
면 그들이 생물진화의 논리를 차용한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다윈의 진화
론이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다. 우리가 당연히 다윈의 것
으로 여기는 ‘진화(evolution)’와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이라는 용
어도 사회진화론의 창시자인 스펜서가 쓴 것을 다윈이 차용한 것이다.
다윈 자신이 밝히고 있듯이 자연선택의 아이디어는, “식량은 산술급수
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므로 자연대로라
면 과잉인구로 인한 식량부족은 피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빈곤과 죄악
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맬서스의 인구론(1789)에서 힌트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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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이다. 허버트 스펜서는 종의 기원이 발간되기 8년 전인 1851년 사
회 정역학 Social Statics에서 이미 적자생존에 입각한 진화의 원리를 설
명하고 있다. 이보다 훨씬 앞선 1776년 아담 스미스는 그의 국부론에
서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질
서가 부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들 사상을 시기적으로 배열해 보
면, ‘보이지 않는 손’의 질서라는 자유방임의 원리(1776), 생존경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인식(1789), 그 중 가장 잘 적응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는 적자생존의 법칙(1851), 그 결과 진화가 일어난다는 자연선택의 원리
(1859)의 순이다. 다윈의 진화론은 5년간의 항해를 포함한 엄청난 인내와
관찰이 이루어낸 과학적 성과지만 또한 시대의 산물이기도 했다. 한편으
로는 시대의 산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9세기 유럽의 시대정신을 이
끈 선구이기도 하다. 그의 진화론으로 인해 적자생존이라는 이데올로기
가 과학이라는 권위의 옷을 입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유방임이라는 시대의 이데올로기와 과학의 만남은 그다지 합
리적이지도 필연적이지도 않았다. 다윈의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는 원리
상 결코 직선적 진보일 수 없지만, 대부분의 다윈주의자들은 인간의 진화
가 하나의 직선적 경로를 따른다는 라마르크주의자들과 한 배를 탔다. 그
경로의 끝은 당연히 백인이고 그들을 거기까지 이끈 동력은 혹독한 기후
의 도전에 활기차게 적응한 조상들의 생존능력이다. 따라서 백인은 적자
이고 유색인은 부적자다. 적자가 선택되고 부적자가 도태되는 자연법칙
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위적 개입이 사라져야 한다. 생존경쟁을 약
화시키는 공중보건이나 복지제도는 부적자를 양산하여 인간사회의 진보
를 막는 악습이다. 인종적으로도 발전한 자본주의에 적응하지 못한 인종
은 도태되어야 할 운명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는데 있어
어떤 죄의식도 필요 없다.
이러한 생각이 발전하면 생물학적･사회적 부적응자의 도태를 돕는 우
생학이 된다. 다윈의 사촌인 프란시스 골턴이 1883년 창안한 우생학
(eugenics)은 적자의 생식을 장려하고 부적자의 생식을 억제해서 전체 인
구의 적응도를 높이자는 일종의 인종개량법이다. 극빈자, 알코올중독자,
정신병자, 장애인, 범죄인, 실업자, 동성연애자, 심지어는 간질환자도 부적
응자로 분류되어 자연선택이 아닌 인위적 선택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영
11)

11) Edward J. Larson, Evolution: The Remarkable History of a Scientific Theory, The
Modern Library, 2004, p.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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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는 이것을 강제하는 어떤 입법도 성공하지 못했다. 또한 이러한 인
위적 선택의 원리를 인종에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우
생학의 원리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곳은 미국과 독일이었다. 수십
만이 강제 불임수술을 받았고 수백만이 가스실에서 죽었다. 우리는 그것
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무의미하고 도덕적으로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잘
안다.
2차 대전이 끝나자 사회진화론과 우생학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나
치 독일의 만행 때문만은 아니다. 이념에 눈이 멀어 보이지 않던 그 주장
에 부합하지 않는 과학적 증거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우리의 본성이 유전
자에 있기보다는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인류학적 연구들, 그리
고 유전을 근거로 인간 행동을 설명하기에는 그 과정이 너무도 복잡하고
우리가 아는 것도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문이다.
오늘날 사회진화론과 우생학은 조롱거리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때는
거의 대부분의 저명한 학자와 정치가들이 소리 높여 외치던 과학이자 최
선의 정책이었다는 사실을 잊지는 말아야 한다. 과학과 이데올로기의 거
리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역사적 증거이며 미래과학의 반면교사이기 때
문이다.
나. 동아시아의 사회진화론 수용

이 이론이 동아시아에 전파되고 수용 또는 변용되는 과정은 각국이 처
한 상황에 따라 더욱 복잡하고 미묘하다. 일본에서는 메이지의 이데올로
그였던 가토 히로유키가 국가주의 색채가 강한 독일의 사회진화론을 받
아들여 전파시킨다. 가토는 한 때 루소의 천부인권설을 신봉했으나 사
회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이전 주장을 공개적으로 폐기처분한다.
자유주의에서 국가주의로의 극적인 변신이며, 자연선택의 단위를 개인에
서 국가로 슬쩍 바꾼 것이다.
이는 스펜서의 사회진화론과도 크게 다른 것이다. 스펜서는 시민이 국
가에 복속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경쟁력 있는 부르주아 계급 밑에 복
속시키려 했지만, 가토는 그 방향을 역전시킨다. 그에게 국가는 일차적으
로 충성의 대상이자 근대화, ‘국민 만들기’의 주된 견인차였다. “집단의
12)

13)

양일모, ｢동아시아의 사회진화론 재고: 중국과 한국의 ‘진화’ 개념의 형성｣, 한국학연구
17집, 2007, 90쪽.
13) 박노자, 우승열패의 신화: 사회진화론과 한국민족주의 담론의 역사, 한겨레신문사, 2005,
12)

한국의 사회생물학, 그 적응과 선택

13

생존을 위해 우매한 대중이 민권에 대한 망상을 버리고 천황과 화족(華
族)에게 절대적으로 복속해야 한다는 가토의 외침은 유럽의 우파적 사회
진화론에 비해서도 상당히 극우적인 것” 이었다. 이 사상은 일본에 망명
중이던 량치차오를 통해 중국과 한국에도 소개된다.
한편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영국의 사회진화론
이 번역 소개되고 일본을 통해 수입된 국가주의적 진화론이 논쟁에 가세
하는 모양새다. 일본에서는 이볼루션(evolution)을 진화(進化)로 옮긴 반면
중국의 옌푸는 이를 천연(天演)으로 옮기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여기서
연(演)은 드러남이나 전개를 뜻하며 천연이라 함은 자연의 펼쳐짐 또는
드러남으로 원어(evolution)의 본래 뜻에도 가깝고 전통사상의 어감도 살
린 창조적 번역어다. 그는 진화라는 말도 함께 쓰지만 이때는 인종의 교
화 혹은 사회의 발전이라는 뜻으로 자연선택의 결과만을 일컫는 지금의
진화와는 다르다. 옌푸의 진화는 인종, 사회, 국가가 천연으로 인해 바람
직한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중국의 ‘천연’은 일
본의 ‘진화’와의 경쟁에서 패하고 결국은 ‘진화’가 선택되어 오늘에 이른
다. 무척 이질적인 사상이지만 이것을 중국의 문화전통 위에서 이해하려
는 번역의 정신이 패배하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 강자의 논리를 거부할
수 없었던 사회상황에서의 선택이다.
옌푸는 적자생존의 자연법칙을 곧바로 인간사회에 적용하는 스펜서보
다는 자연과 인위를 구분하여 윤리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헉슬리의 진화
와 윤리를 번역의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번역과 해설에서는 오히려 헉
슬리를 비판하고 스펜서를 옹호함으로써 인간도 자연의 법칙에 복종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제 전통적 의미의 인륜(人倫)은 설 자리를 잃고, 중국의
전근대는 적자생존, 우승열패의 신화가 지배하는 근대에 폭력적으로 적
응해 간다.
사회진화론이 조선에 유입된 것은 대체로 일본에 망명 중인 량치차오
를 통해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08년에는 가토 히로유키의 저작들이
번역되기도 했는데, 량치차오가 주로 가토의 영향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번역을 통해 천황제에 대한 찬양 등의
내용이 일부 수정되기는 했지만 국가주의적 우승열패의 구도에는 변함
14)

15)

16)

14)
15)
16)

74쪽.
박노자, 위의 책, 76쪽.
양일모, ｢중국의 근대성 문제와 천연론(天演論)｣, 중국학보 53집, 2006, 408쪽.
김도형, ｢가토 히로유키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번역양상에 관한 일고찰｣, 대동문화연구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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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었고, 이 책이 번역 출판된 지 2년 만에 대한제국은 우승열패의 법
칙에 따라 생존경쟁의 장에서 사라진다.
20세기 초 동아시아의 역사는 결과적으로 가토의 구도가 실현되는 모
양새를 취한다. 중국은 서구 열강의 먹이가 되고 조선은 일본에 합병되었
다. 패배감에 사로잡힌 식민지 지식인이 힘의 논리를 신봉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그렇게 우리는 우승열패와 승자독식의 구도
를 내면화했고 스스로를 부적자로 규정해 왔다. 우생학이 사이비 과학으
로 낙인찍혀 사라지고도 20년 가까이 지난 1964년에도(통과되지는 않았지
만) 국회에서는 국민우생법이 발의되었고, 우리 모자보건법은 아직도 대
통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
우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도록 되어있다. 생물학적으로 전혀 근
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인종의 우열에 관한 뿌리 깊은 편견도 아직은
우리의 현실이다.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에 대한 근거 없는 우월감은
우리가 겪었던 인종적 열등감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사회진화론과 우생
학의 그림자는 그만큼 짙고도 길다.
17)

다. 사회생물학

사회진화론은 적자생존의 생명규칙을 인간의 역사로 확장해 우승열패
로 일반화한 것이고 우생학은 그것을 인간의 생명에 적용한 극단적 사례
다. 1970년대에 탄생한 윌슨의 사회생물학(sociobiology)은 인간의 복잡한
사회적 행동을 생존에 유리하여 선택된 유전적 형질로 환원하여 설명한
다. 이성간의 사랑이나 이타적 행위 등 인간의 행동과 감정을 결정하는
정보가 모두 유전자에 기록되어 있으며 오로지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진화했을 뿐, 그것 자체가 초월적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사
회생물학의 중심원리에 따르면 거의 모든 특질은 이를 통제하는 유전자
를 퍼뜨리기 위해 자연 선택된 ‘장치들’이다.” 이 이론은 우생학과 같은
극단적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인간사회의 도덕과 규범을 생존이
라는 생물학적 가치에 종속시키고 사회학과 정치학 등 사회과학이 결국
은 생물학의 한 분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
18)

17)
18)

집, 2007.
신영전, ｢식민지 조선에서 우생운동의 전개와 성격｣, 의사학, 15권 2호, 2006.
하워드 L. 케이, 현대생물학의 사회적 의미, 생물학의 역사와 철학 연구모임 옮김, 뿌리와
이파리, 2008, 1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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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켰다.
그 논쟁은 기본적으로 생물학 이론에 관한 과학논쟁이지만 좌우 이념
의 대결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모든 자연현상을 유전자들이 자신을 경쟁
적으로 복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부산물로 보는 이 이론은 일견
우파 자유주의 이념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인간의 사회적 행위가 자
연선택의 산물이라면 사회과정에 대한 인위적 개입을 불필요하거나 오히
려 해로운 것으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논쟁의 양상은 그런 쪽으
로 흘러갔다. 사회생물학의 주요 비판자들이 대개 좌파로 분류되는 지식
인인 것도 사실이고 그들의 비판이 주로 사회생물학의 정치적 오용가능
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생물학이 인간의 본성을 자
연선택에 의해 진화된 가변성이 적은 것으로 보는 반면 비판자들은 유전
자 이외 양육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도 좌우의 분류를 그럴듯한 것으로
보이게 한다. 사회생물학이 경쟁과 투쟁을 강조하고 비판자들이 차별, 편
견, 억압 등 사회적 구조의 폐해를 강조하는 것도 그렇다. 하지만 유명한
생명윤리학자 피터 싱어는 이러한 통념을 넘어 오히려 좌파가 수용한 진
화론의 모습을 그린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 진화는 좌우를 막론하고 자
신의 이념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지하려고 할 만큼 자연과 사회에 대한
매력적 설명방식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러나 사회생물학과 그 비판을 좌우의 구도에서만 보는 것은 좀 더
중요한 쟁점을 놓치는 것일 수 있다. 모든 생명현상을 유전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도킨스도 유전자의 독재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독재에 대한 인간의 저항을 부추긴다. 윌슨의 사회생물학도 자
유주의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는 해도 계획사회의 필요성과 필연성에 대
한 신념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에서 현 체제의 옹호와는 거리가 있다.
그는 현대 사회가 근본적으로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면서 인류의 미
래를 걱정한다. 그 걱정의 근거는 생물학적 기반과 문화적 기반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데 있고 해법은 생물학을 기준으로 그 부조화를 해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물학적 토대를 훨씬 앞질러버린 문화를 본래 상태로 되
돌리려 한다. 결국 사회생물학은 일반적 예상과는 반대로 일종의 목적론
적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생명 현상을 자연선택을 통한 환경에의 적응
이라는 구도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한편, 그것을 사회로 확장해 자연법칙
19)

20)

19) Peter Singer, A Darwinian Left: politics, evolution and cooperation, Yale University
Press, 2000.
20)
L.
,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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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현되는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회생물학은 생물학적
환원론이며 목적론적 자유주의 이상론이다.
이렇게 사회생물학을 좌우가 아닌 생물과 문화의 스펙트럼에서 보면
새로운 쟁점이 드러난다. 먼저 자연현상에서 인간의 가치와 규범을 이끌
어내는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인
간의 욕망과 감정까지도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여 선택된 형질이라는 진
화심리학과 그 자연법칙을 사회 규범의 기초로 삼으려는 진화윤리학은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자연현상과 가치를 혼합하고 있다. 이러한
혼합이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일 필요는 없겠지만 그 둘을 연
결시켜 줄 설명이 궁색한 것은 사실이다. 도킨스처럼 문화적 기억을 ‘밈
(meme)’이라는 단위로 환원하는 방식도 그리 만족스럽지 않다. 밈이 기억
의 최소단위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단위에서 어떻게 가치와 규범이
출현하는지를 설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몸이라는 자연의 진화와 마음이라는 문화의 진화가 완전히 독립적이라
는 주장도, 문화가 자연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또는 문화가 자연
을 길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완벽히 옳을 수는 없다. 아마도 진실은 그 셋
의 중간쯤 어딘가에 있을 것이지만, 정확한 진실을 모른 채 가치의 기준
을 세워 살아가야만 하는 것 역시 우리의 운명이다. 앞서 말했던 사회진
화론과 우생학, 그리고 소련의 뤼셍코 유전학은 생물학이 인간의 이념 또
는 욕망에 의해 오용된 대표적 사례다. 자연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을 진실
로 오해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간사회에
확대 적용해 억압의 도구로 활용했던 것이다. 사회생물학과 진화심리학
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권력과 자본에 의해 오용될 가능
성은 여전해 보인다.
둘째는 생명의 모든 형질을 적응의 결과로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
다. 자연선택이 자연을 디자인하는 강력한 동력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이 진화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나쳐 보
인다. 인간은 적응의 압력으로 엄청나게 크고 복잡한 뇌를 가지게 되었지
만 그렇게 발달된 인지와 추상능력으로 인해 이제는 생존과 생식을 넘어
서는 가치와 목적을 가지게 된 것도 사실이다. 예술과 종교 등의 상징적
행위, 대의를 위한 자기희생, 순수한 이웃사랑 등은 이런 행위와 심리적
상태를 유발하는 유전자의 이익이라는 관점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동성
애라는 오래된 습속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자연선택으로 설명하기도
거의 불가능하다. 자연선택의 원리에 따르면 이런 형질을 유발하는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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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결국 후손을 남기지 못해 이미 소멸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흔히 본다. 세계 최저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출
산율도 자연선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유일한 법칙이 아니라는 증거
다.
진화는 인간을 통해 진화의 메커니즘 자체를 진화시키고 있는지도 모
른다. 인간의 활동은 자연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자연은 인간에 되먹여진
다. 이렇게 자연을 품은 인간은 자연이기도 한 인간 자신을 통해 자연을
변화시킨다. 인간과 자연의 그리고 문화와 생명의 재귀구조다. 인간은
생명이지만 또한 문화이기도 하다. 문화는 생명을 생명은 문화를 변화시
킴으로써 둘 사이의 관계유형을 진화시킨다. 이렇게 문화와 생명의 관계
유형이 진화한다면 미래를 예측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인간은 자연과
그 작동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 오히려 더 불확실하고
복잡한 미래를 살아야만 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회생물학은 생명과
문화의 재귀적 상호작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전제하지 않는다. 단순하면 과감할 수 있지만 동시에 위험할 수도 있다.
우리가 사회생물학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이유다.
21)

4. 진화와 진보의 갈림길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무척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일반적으
로 극단적 보수주의자로 알려진 인물들이 소위 자유주의진보연합이라는
단체를 결성하면서 좌파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진보’의 탈환을 외치고 나
선 것이다. 그들은 자유주의가 진정한 진보라고 주장한다. 사회과학적으
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분명히 잘못된 용법이지만, 진보를 자신들이 옳다
고 믿는 방향으로의 변화라는 의미로 쓴다면 굳이 딴죽을 걸 필요는 없
을 것이다. 문제는 그 진보의 방향이고 추구하는 가치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한마디로 자유인데 그 자유의 주체는 개인과
기업이다. 개인과 기업이 규제 없이 경쟁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다 보면 혁
신이 있고 그 혁신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며 그 경제성장의 과실이 흘러
넘쳐 온 국민이 혜택을 보게 된다는 논리다. 자유는 필연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수반하는데 경쟁이 바로 혁신의 조건이고 경쟁의 추동력은 개인
21)

움베르또 마뚜라나, 프란시스코 바렐라, 앎의 나무: 인간 인지능력의 생물학적 뿌리, 최호
영 옮김, 갈무리, 2007; 움베르또 마뚜라나, 베른하르트 푀르크젠의 대담, 있음에서 함으로,
서창현 옮김, 갈무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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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업의 이기적 욕구다. 그 이기적 욕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행복
과 진보의 조건이다. 그들이 말하는 진보는 사실은 이기적 욕망의 극대화
인데 그 욕망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만 충족된다. 자유는 그 자체로 가
치를 지니는 것이기 보다는 경쟁을 극대화하는 방편이다. 경쟁이 끝나면
승패가 갈리고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한다. 앞서 살핀 사회진화론과 별
차이가 없는 논리다.
그들은 내면적으로 이기적 욕망과 승자독식의 논리를 숭배하지만 명시
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기는 부담스럽다. 사회진화론과 우생학의 역사적
경험도 부담이다. 사회생물학이 매력적 대안이기는 하지만 생명의 논리
를 그대로 사회에 대입하는 방식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나온 것
이 하이에크가 제창한 문명의 진화에 입각한 자생적 질서론이다. 문명의
진화는 생물학적 진화나 이성의 진화와는 구분되는 것인데, “수 천 년을
거치면서 수많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생성된 것” 이다. 이성과 본능의 중간쯤에서 문
화적 선별과정을 거쳐 생성된 자생적 질서의 전개과정이 문명의 진화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문명의 진화에 따른 자생적 질서
가 자유주의이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시원한 설명이 없다. 그것이 인간
의 본능을 더 잘 충족시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본능과 이성의 중간에
있으려 하면서 그 최종 목표를 본능에 두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은 논증 과정에서 배척했던 사회생물학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
이다. 그래서 문명의 진화에서 발생한 이타적 희생, 상호배려와 협조, 종
교와 도덕, 호혜평등의 가치를 자생적 질서에 포함시키지 않는 자가당착
에 빠진다.
그렇다면 통상 진보라 불리는 좌파는 진화의 담론을 어떻게 받아들이
는가? 그들이 추구하는 진보는 진화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
하면 좌파의 정치사상과 진화는 아무 관련 이 없다. 진화는 진보가 아니
라 임기응변이 축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생전의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다윈의 진화론에 관심을 가졌지만 다윈은 그들의 사상에 별 관심이 없었
고, 피터 싱어와 같은 유명한 철학자가 그 둘을 연결시켜보려고 고군분투
했지만 결과는 좌우의 어정쩡한 혼합이 되어버렸다. 전통적 좌파의 정치
사상을 훼손함이 없이 다윈을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2)

22)

민경국, ｢다위니즘과 하이에크의 문화적 진화론｣, 다윈탄생 200주년 기념 연합학술대회 자
료집, 2009, 1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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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의 전통적 가치는 약하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의 편에 서는 것이
다. 그런데 자연선택은 이들의 도태를 당연시한다. 따라서 진화를 자연선
택으로만 이해한다면 진화와 진보(좌파)는 궁합이 맞지 않는다. 이기적
유전자의 이타적 사회라는 매력적 논리만으로는 갈수록 심해지는 전 지
구적 규모의 불평등구조를 설명하지도 해소하지도 못한다. 진화는 진보
좌파에 어떤 직접적 도움도 주지 못한다. 진화생물학이 좌파의 정치노선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주로 사회진화론이나 사회생물학과 같이 자
유주의 정치노선이 오용해 온 사이비 과학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성공적이었다고 무조건 자신의 입지가
굳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생물학이 명시적으로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것도 아니므로 사회생물학의 과학적 약점을 공격한다고 자유주의가 타격
을 받는 것도 아니다. 진화라는 자연현상으로부터 이념이나 도덕적 규범
을 도출하는 것에도 문제는 있다. 좌우를 막론하고 진화를 이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우리는 사회진화론과 우생학이 극우의 정
치적 목적을 위해 오용된 경험도 했고 이념을 과학에 앞세워 수많은 농
민을 도탄에 빠뜨린 뤼셍코의 사례도 안다. 진화라는 자연의 법칙을 역사
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직 위험한 도박이다.
5. 진화의 미래

지금까지 진화의 이론과 정치적 굴곡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자
연선택을 중심으로 하는 다윈주의 진화생물학은 잠시 라마르크주의의 득
세에 따른 위축의 시기를 거치기도 했지만 유전학과의 결합, DNA의 구조
발견, 그리고 인간유전체계획의 완성으로 움직일 수 없는 진리로 굳어지
는 중이다.
진화의 논리는 주로 우파 자유주의 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
는데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자연선택의 메커니즘이 규제를 풀고 복지예
산을 축소하는 그들의 정책기조와 유사하기 때문이었다. 다윈 이후 적자
생존을 통한 자연선택이라는 진화 메커니즘에 대한 대항담론이 무척 약
해진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 경쟁과 선택은 자연과 사회의 피할 수 없는
법칙으로까지 여겨진다.
물론 유전자가 인간의 심리상태를 포함한 모든 형질을 결정한다는 생
물학적 결정론에 대한 반론은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이론의 많은 부분이
수정되기도 했지만, 생존경쟁을 생명의 기본구도로 보는 태도를 바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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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못했다. 사회생물학의 주창자 윌슨과 같은 대학에 재직하는 굴드, 르
원틴, 레빈 등 쟁쟁한 좌파 생물학자들의 노력 도 선택과 적응을 중심으
로 하는 진화담론의 방향을 크게 바꾸지는 못했다. 세포-유기체-외부 환
경이 유전자에 되먹임 된다는 후성유전의 아이디어도 참신하기는 하지만
아직 과학적 사실로 확증하기에는 구체적 경험 증거가 부족한 듯하다. 이
기적 유전자로 대변되는 환원적이고 기계적인 유전자 중심 접근법에 대
한 비판이 여러 방면에서 제기되었고 전일적(全一的) 다위니즘으로의 패
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학자 도 있지만 진화생물학의 주류는 여전히
환원적 기계론이다.
그러나 주류 생물학의 대표인 도킨스도 인정하듯이 “과학의 가장 중요
한 기여는 오래된 이론이나 사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하는
것” 이다. 다윈 탄생 200주년 행사의 표어도 “사물을 달리 보자(See
things differently)”였다. 20세기 물리학의 혁명을 이끈 아인슈타인도 “우리
의 사고방식이 야기한 문제는 그것을 초래한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해결
할 수 없다.”고 역설한 바 있다. 우리는 19-20세기의 진화생물학이 생명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도입하여 크게 성공을 거두었으나 직간접적으로 인
종차별, 성차별,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억압,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체계를 도입하는 데 기여했음을 알고 있다. 이제는 그런 문제들을 해
결할 새로운 사유의 양식이 필요한 때다. 환원적 방법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현상들을 바라보는 새
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에 조금씩 관심을 끌고 있는 시스템 생물학,
생태생물학, 사이버네틱스, 복잡계 이론 등에서 그런 통찰을 얻을 수 있
을지 모른다.
과학이 가치중립이라는 신화는 깨진 지 오래다. 나쁜 과학만이 객관적
사실에 가치를 뒤섞는 것은 아니다. 과학에 국경은 없을지 모르지만 과학
자가 체득한 시대의 정신과 가치는 언제나 살아있다. 과학은 가치를 적재
한(value-laden) 인간 활동이다. 사회진화론과 우생학이 정치적으로 오용
되었던 것도, 사회생물학이 신자유주의자의 관심을 끄는 것도 그 속에 그
들이 추구하는 경쟁이라는 가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23)

24)

25)

23) Richard Lewontin and Richard Levins, Biology Under the Influence: Dialectical Essays
on Ecology, Agriculture, and Health, Monthly Review Press, 2007.
24) Peter A. Corning, Holistic Darwinism: Synergy, Cybernetics and the Bioeconomics of
Evolu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25) Peter A. Corning,
, 16

앞의 책 쪽에서 재인용

한국의 사회생물학, 그 적응과 선택

21

하지만 경쟁만이 생명의 유일한 법칙일 수는 없다. 경쟁을 통한 협동이
나 협동을 통한 경쟁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경쟁과 협동은 배타적이
기보다 상보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현상과 사회를 경쟁의 구도로만
바라보는 버릇이 있다. 경쟁이 아닌 협동과 공생을 생존의 방식으로 하는
생명현상도 많지만, 경쟁의 구도에 가려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도 많다. 우리 세포에서 에너지 생산 공장의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는
독립생활을 하던 세균이 우리 몸의 세포와 이익을 주고받도록 진화한 결
과 영구적인 공생관계를 이룬 것이다. 우리의 입이나 장에 살고 있는 세
균의 대부분은 음식의 소화를 도우면서 에너지를 얻어 공생하도록 진화
한 것들이다. 이밖에도 공생과 협동의 사례는 끝없이 이어진다.
경쟁만이 진화의 유일한 메커니즘일 수는 없다. 이제 생명현상을 경쟁
과 협동의 상보 작용으로 설명할 이론적 접근이 필요한 때다. 이것은 경
쟁 일변도의 신자유주의에 찌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좌파적 가치이고 그
들에게 이용만 당했던 과학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가치는
과학적 사실이 발견되고 적용되는 과정을 제어한다. 과학은 사실과 가치
의 관계가 진화하는 양상이다. 인간을 배려하는 과학은 그것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으로부터 의미를 부여받기도 하지만 사회와 문화에 적극
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제 이기적 유전자들의 경쟁을 포함하
면서도 그것이 담고 있는 삭막한 이미지를 털어내고 사실과 가치의 새로
운 관계를 정립할 참신한 공생의 담론이 필요한 때다.
26)

26) Alfred I. Tauber, Science and the Quest for Meaning, Baylor University Pres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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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틀(problematique)

이 글에서는 윌슨의 사회생물학을 다룬다. 여러 종류의 사회생물학이
있고, 사회생물학자들마다 문화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사회생물학 중에
가장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학자 중의 하나가 윌슨이다. 그는 이론
적으로 사회생물학이 모두 인문사회과학을 통합하여야 하고 결국 사회생
물학이 발전하면 인문사회과학이 사회생물학에 흡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윌슨의 이러한 사회생물학을 비판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생물학이 인문사회과학을 통합(또는 통섭)할 수 있다는 주장을 비판
하고자 한다.
먼저 윌슨이 사회생물학이 인문사회과학을 통합할 수 있다며 사용한
‘컨실리언스(consilience)’라는 용어를 살펴보자. 이 단어는 최재천, 장대익
이 윌슨의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라는 책을 번역하면서 통
섭: 지식의 대통합(윌슨 2005)으로 번역하였다. 통섭은 흔히 사용되는 단
어가 아니다. 통섭은 모든 것을 다스린다 또는 총괄하여 관할한다라는 의
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컨실리언스’라는 단어는 동시 발생, 다른 차원
의 자료로부터 귀납되는 동일한 결론, 분과 학문의 합일이나 협동 등을
의미한다. 특히 학문체제에 이 개념을 도입한 윌슨은 과학이 사회과학이
나 인문학 등의 다른 모든 학문을 통합시킨다는 지식대통합의 의미로 사
용하고 있다. 즉 윌슨의 ‘컨실리언스’의 의미는 통섭이라는 말보다 지식대
통합이라는 말로 더 정확하게 표현된다(윌슨의 이러한 원래 의미를 환기
시키기 위해 이 글에서는 통섭이라는 말 뒤에 ‘지식대통합’을 붙여 통섭
[지식대통합]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다). 필자는 사회생물학이 인문사회과
이 글은 이정덕(2011)의 글을 조금 수정한 글이다. 계속 수정 중이어 최종본이 아니다. 발표
는 추가로 수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년도 표시 없이 쪽수만
적어 윌슨을 인용한 부분은 모두 윌슨의 통섭: 지식의 대통합(2005)에서 인용한 것이다.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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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통합한다는 주장은 허망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생물학과 문
화학(또는 문화연구) 사이에는 통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간극이 있다는 점
을 ‘문제틀’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가스통 바슐라르는 ‘문제틀(problématique)’이란 개념을 제시했고, 이는
알튀세와 푸코로 이어졌다(이광래 1989: 151쪽). 문제틀 개념은 문제의식,
문제 제시, 문제 연구방법, 해결 방식 등에 불연속성이 존재해서 서로 공
유하기 힘든 상태를 설명하는 데 많이 사용한다. 문제틀은 유전자와 행동
의 연관관계를 주 대상으로 하는 사회생물학과 의미와 상징작용을 주 대
상으로 하는 문화연구의 문제의식, 문제 제기, 연구틀, 대답 방식을 비교
할 때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문제틀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사회생물학과 문화연구의 문제틀을 비교하여 이들이 각각 어떻게 의제를
설정하고 문제를 제기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사
회생물학과 문화연구의 관점의 차이, 대답 방식, 내용의 차이를 살펴보면
서 그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알튀세의 문제틀의 개념을 글룩스만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문제틀
은 모든 의문과 그것에 연관된 것들의 제기 방식을 결정하는 특정한 개
념들 혹은 일정한 이론적 구조를 의미한다. 문제틀은 특정의 이론 개념
그리고 연구방법 등을 포괄하면서 연구대상에 내적 한계를 부여한다. 그
이유는 연구영역에 필연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대상과 현상은 배제되기
때문이다”(글룩스만 1983: 156-157쪽). 대상을 성찰하는 양태를 구조화하
는 근본적인 문제틀은 구체적이고 규정된 구조로서, 특정한 방식으로 사
고하고 질문하도록 사고의 방향을 구조화한다. 즉, 특정한 문제를 제기하
는 방식은 문제틀에 의해 주어진다. 그러나 특정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하
1)

1)

알튀세는 문제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문제틀은 “하나의 사고의 내부에 있어서 그
고유한 테마들에 대한 객관적인 내적인 준거체제를 드러낸다. […] 이 준거체계란 이 이데올
로기에 의해 주어진 대답들을 정향 짓는 질문들의 체계이다. 따라서 내적인 수준에서의 대
답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질문들에 대한 질문을 이데올로기에 대해 제기해
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틀은 그 자체가 하나의 대답이다. 자신의 고유한 내적인 질문들(문
제들)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자신의 시대에 의해 이데올로기에 제기되는 객관적 문제들에
대한 대답이다. 이데올로그(그의 문제틀)에 의해 제기된 문제들을 자신의 시대가 이데올로그
에게 제기하는 실제적 문제들에 비교할 때, 이데올로기의 순전하게 이데올로기적인 요소, 즉
이데올로기를 이데올로기로 성격 짓는 것, 이데올로기의 왜곡 자체를 명백히 하는 것이 가능
해진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은 문제틀의 내재성이 아니라, 실제적 문제
들에 대한 문제틀의 관계이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틀이 왜곡된 진술을 통해 거짓된 대답을
제공하는 실제적 문제들에 문제틀을 관련짓고 복속시키지 않고서는 한 이데올로기의 문제틀
을 명백히 할 수 없다”(알튀세 1997: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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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자는 문제틀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틀 자체의 문제점은
자각하지 못한다. 문제틀은 작동 중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무엇이 문제인지와 어떤 방식으로 문제 제기할지를 결정하고 특정 방법
론과 인식론을 통해 해답을 얻게 하는 사고의 내적 통일체인 문제틀을
드러내는 일은, 그 문제틀에서 제기된 개별 질문, 질문 방법, 답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알튀세 1997: 77-79쪽).
문제틀의 핵심은 문제를 구성하는 방식 또는 틀이다. 문제를 해결하거
나 설명하기 전에 어떤 것을 문제라고 인식하는 과정이 먼저 존재한다.
문제라고 인식하고 그것이 왜 문제이며 어떻게 연구하고 분석해야 해결
과 대답이 가능한가를 구성하면서, 이성적·감성적·과학적·이데올로기적
사고가 개입된다. 많은 경우 문제틀의 의식적·무의식적 구성 과정에서 이
미 문제 제기, 연구, 답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내재화된다. 문제틀에
문제의식이나 연구 과정의 목표, 방법, 원인, 결과 등이 어떻게 이루어져
야 한다는 인식, 이론, 가정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적인 문제 제기나 대답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를
분석하기보다 이들이 속한 문제틀의 이론적·이데올로기적 배경과 무의식
적 내재논리와 연계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문제틀을 통해 문제
와 개념의 존재뿐만 아니라 특정 문제와 개념의 부재까지도 어떻게 구성
되는지를 파악해야, 개별 문제의식·문제 제기·연구틀·대답 방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것(특히
잠재된 인식틀과 논리)에 대한 이해가 문제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이론은 경험적 현실로부터 몇 단계 떨어져 있다. 현실을 성찰하기 위해
서는 현실 그대로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개념을 통해서
관찰하고 수집하고 묘사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때 개념은 우리가 일상생
활에서 쓰는 것일 수도 있고, 이 일상적인 개념을 특정하게 규정한 것일
수도 있으며,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개념 사이
의 관계를 설정하고 규정하고 구조화하는 작업 또한 개념을 통한 현실
관찰을 통해 스스로 발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미 지니고 있는 개
념 관계와 구조에 대한 인식이나 이론틀의 가이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의미 부여 또한 마찬가지이다. 즉, 경험적 현실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어
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역시 현실이 스스로 발현하는 것이 아니다. 경험적
현실을 몇 단계 가공해야 이론이 되거나 이론에 부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실의 선택 및 가공 과정 그리고 의미 부여는 문제틀에 의존하
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성찰적 작업이 작동되며 기존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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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문제의식, 문제틀을 재해석하고 바꾸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나타난
다. 때로는 다양한 모순된 것들이 혼합된 상태로 작동하고 있을 수도 있
다.
지식이란 현실, 개념, 이론의 몇 단계 과정을 거쳐 생산되며, 이 과정에
서 문제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체로 각각의 문제틀 사이에는 인식론
적(이론적) 단절이 존재한다. 따라서 똑같은 것을 분석할 때 서로 다른 측
면만 보고 있거나, 같은 측면을 연구하더라도 다르게 분석하거나, 또는
정반대로 의미 부여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지식 생산은 문제틀의
영향하에서 이루어지므로, 해당 지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배후에서
작동하는 문제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생물학에 의한 문
화의 지식대통합이 가능한가를 점검하기 위해, 사회생물학과 문화연구의
문제틀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① 문화연구와 사회생물학은 각각 어떤 것을 문제로 인식하여 제기하고, 어떠
한 답을 원하며, 어떻게 대답하고 의미를 부여하는가?
② 사회생물학이 문화와 관련하여 문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대답하지 않는 것
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이들을 의미가 없거나 사소하다고 간주하는가?
③ 사회생물학이 문화를 어떠한 논리로 파악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통섭(지식
대통합)한다고 주장하는가? 이런 접근에 문제점은 없는가?
④ 만약 문제가 있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2. 문화연구의 문제틀
가.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는 다양한 학문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문화인류학이
문화를 연구대상으로 삼아왔고, 현대에는 문화연구(cultural studies)도 문
화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연구도 문화를 중요한 대상으로 생각하
고, 사회학에도 문화사회학이라는 분과가 있으며, 종교·미학·예술·문학·언
어를 연구하는 사람들 역시 문화를 연구하기도 한다. 경영학에서는 기업
문화를, 교육학에서는 교육문화 또는 학교문화를 연구한다. 따라서 이들
이 ‘문화’라는 말로 연구하는 대상의 큰 흐름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는 원래 文(문)과 化(화)를 따로 사용하다가, 한나라 시절에 ‘文
化’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 한나라 때 유향(劉向)은 설원(說苑)이라는
저서에서 “무력은 말을 안 듣는 놈들 때문에 생겼다. 예악으로 교화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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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면(文化不改), 그때는 베어버린다(然後加誅)”고 쓰고 있다. 예악으로
오랑캐들을 감동시켜 중국에 복종케 하는데, 그래도 안 되면 무력으로 친
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문화는 중국의 세련된 정신세계와 그 표현물로 생
각할 수 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문화는 영어 ‘culture’를 번역한 개념으
로, 1880년대 일본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왔다. 초기에는 ‘culture’가 문명으
로 번역되다가, 나중에 문화로 바뀌었다. ‘문화’라는 개념이 담는 내용도
처음에는 물질문명 전반을 가리키다가, 세련된 정신문명이란 의미로 특
화되었고, 점차 생활양식 전반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산되었
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 초부터 인류학이 문화 자체를 학술적인 대상으로 주
장하면서 점차 연구대상으로 확산되었다.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Culture’ 개념
은 영어에서 가장 난해한 두세 개의 개념 중 하나라고 말한다(Williams 1985:
87쪽). 19세기부터 인류학자들은 자신이 문화를 대상으로 연구한다고 주장했
다. 하지만 그들이 정의하는 문화 개념은 수백 개에 달한다(예컨대, Kroeber
& Kluckhohn 1952).

여기에서는 1960년대 이후 서구에서 한국으로 학문적으로 수입된 영미
권의 문화 개념을 살펴보자. 수많은 문화 개념의 큰 흐름만 정리하면 이
렇게 크게 나눌 수 있다.
①
②
③
④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어 쌓아온 모든 것.
집단의 생활양식.
집단의 관념이나 의미체계.
교양, 예술의 창조적이고 세련된 활동.

세기 유럽에서, 그리고 문화 개념이 처음 번역되어 들어왔던 시기의
동아시아에서 ①로 많이 사용했다. 가장 먼저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
이라고 주장했던 인류학은 19세기에는 ①로 많이 사용했지만, 20세기 들
어와서 ②의 뜻으로 널리 쓰였고, 1960년대 이후부터는 ③의 정의가 주도
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사회학에서는 보통 ②과 ③으로 사용되지만
점차 ③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 ④를 다루는 경우도 문화사회학으로
지칭된다. 미디어연구에서도 문화를 주로 ③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일
반인에게는 ④로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나, 학문적으로 문화 일반을
다룰 때 ④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그 예로 공연이나 예술을 다
루는 경제학이 문화경제학으로 지칭되고, 문화사나 문화철학도 대체로
뛰어난 사상과 예술을 주로 다룬다. 하여튼 이러한 문화의 개념적 변화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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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면, 현재 학문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문화 개념의 뜻은 ③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문화 개념을 주로 ③의 뜻으로 사용
하겠다.
나. 문화연구의 문제틀

문화연구의 핵심 개념으로 문화 자체의 개념, 연구방법론, 문화이론을
들 수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문화 개념이 문명, 동물과 구분되는
모든 것, 생활양식, 의미체계, 세련된 교양 등의 여러 가지로 사용된 것은
다양한 시대적 상황과 관련이 있고 또한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의식과
문제 제기를 반영한다. 19세기 유럽에서는 인간을 동물과 구분(인간은 동
물과 다른 특징, 즉 문화를 가지고 있다)하고, 서구를 비서구와 구분(서구
는 사회진화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고 문화적이고 문명적이다. 비서구는
야만적이거나 반(半)문명적이고 반(半)문화적이다)하는 이중적 개념으로
서 문화를 사용했다. 19세기에 들어 영국에 도전하는 독일이 문화를 상대
화시키기 위해 민족마다 다른 전통과 문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20세
기 초에 미국 인류학이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세계로 퍼졌
다. 그리고 이 문제의식은 점차 서구가 새로이 접하는 비서구 문화 각각
이 특수하기 때문에 이 특수한 문화들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널리 수용되었다. 하지만 20세기 세계적 통합이 가속
화되어 연구 대상이던 미개사회가 없어지면서 인류학은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과 마찬가지로 모든 복합사회를 대상으로 삼게 된다. 복합사회
를 다루면서 문화인류학은 다른 학문과 차별화하기 위해 다른 학문이 별
로 다루지 않는 의미체계/상징체계에 주목했고, 이에 따라 문화 개념도
점차 의미체계/상징체계가 더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미디어연구
나 문화사회학 역시 문화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의미체계와 상징체계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가정들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의미 생성은
가장 인간적인 활동이다. 의미체계는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을 이해
하는 데 필수적이다. 집단이 공유하는 의미체계(문화)가 있다. 이러한 의
미체계가 그 집단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문화는 집단마다 특수하기 때
문에 상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고유한 의미체계는 그 집단 특유의 행동
이나 물질문화로 표출된다. 동물은 의미체계(문화)가 없다(또는 빈약하
다). 생물학적(유전적) 측면은 문화에서 중요하지 않다. 인류는 주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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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문화를 만들어왔다.
한편 문화연구의 연구방법론에서는 집단의 표현물(텍스트, 이미지, 영
상 등)을 수집하고, 행동을 관찰하고, 인터뷰나 질문지로 진술을 확보하
여 분석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특히 집단이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
다고 생각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에서 기술(記述)적·해석적·논리적 분석 방법을 많이 사용한
다. 물론 통계 처리나 실험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류라고 볼 수 없다.
문화연구가 현재를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9세기 이후 현존하는 집단
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지만,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의 문화진화
나 변화를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특히 19세기 문화진화론), 특정한 과거
의 생활사나 생활양식 또는 사상과 예술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분석하기
도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인 틀도 여러 가지로 제시되었다. 그 예로
문화진화론, 문화전파론, 역사적 특수주의, 구조기능주의, 구조주의, 문화
유물론, 문화생태학, 문화적 마르크스주의, 문화기호학, 상징주의, 해석주
의, 후기구조주의, 해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탈식민주의 등을 들 수 있
다. 1960년대 이후의 이론적인 틀에서 문화라는 말은 대체로 의미·기호·상
징의 측면에 집중되고 있다. 핵심 논의 주제는 문화의 변화·진화·전파이
거나, 문화가 지니는 사회적 맥락, 의미체계나 상징의 내용, 구조분석, 문
화의 생태학적 맥락, 언어·기호·상징, 지식·주체의 형성과 권력 작용, 인식
론 등이다.
각각의 관점이 너무 다르지만 공통점도 있다. 첫째, 문화가 다양하다고
여긴다. 이를 지역적·민족적 차이로 볼 수도, 생태적 맥락의 차이 때문으
로 볼 수도, 진화적 과정으로 볼 수도, 혹은 주체·언어·권력의 차이로 볼
수도 있지만, 하여튼 다양하다고 보는 것은 공통적이다. 둘째, 인간은 다
른 동물과 다르다고 여긴다. 물론 문화유물론자나 문화생태학자들은 문
화를 생존 또는 적응기제로 파악하면서 인간이 다른 동물처럼 생물적 존
재라고 전제하지만, 문화가 유전자와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은 하지 않는
다. 셋째, 후대로 올수록 의미에 집중하고 사회적 차이나 구성주의적 작
동을 중시한다. 넷째, 문화가 급속하게 변할 수 있다고 본다. 다섯째, 대체
로 시간의 흐름에 관심이 적거나 단기적 시간에 관심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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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생물학의 문화 관련 문제틀
가. 사회생물학의 문제틀

에드워드 윌슨(1992)의 사회생물학은 유전자, 표현형, 행동, 개체, 사회,
집단, 적응기제, 행동의 가변성, 증폭 효과, 적응적 형질 등을 기본 개념으
로 사용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적응에 유리한 행동을 나타나게 하는 유
전자가 자연선택을 통해 살아남고, 더 많은 후손을 남겨 그 유전자가 확
산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행동은 유전자를 매개로 유전된 것이다. 윌슨
은 생물이 유전자의 임시운반자 역할을 한다고 보며, 리처드 도킨스(2010)
는 더 나아가 개별 유전자는 자기복제를 더 잘하기 위한 단위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숙주로서 개체를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성공적 복제의 주
체는 개체가 아니라 유전자이며, 개체는 유전자라는 이기적 분자들을 보
조하기 위한 로봇 매개체, 즉 생존기계일 뿐이다. 따라서 생체적 기관이
나 행동 모두가 유전자 복제를 위한 노력이 진화적 과정을 거쳐 나타난
것이다. 모두 유전자의 맹목적인 복제본능의 실현을 위한 도구일 뿐인 것
이다.
윌슨은 사회성의 진화도 생리학적 관성의 구속하에 이뤄지는 유전적
반응이라고 본다. 모든 사회적 동물의 행동은 유전자적 코드에 의해 정해
지며(윌슨은 물론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변할 수 있다는 점
은 인정한다), 자연선택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본다. 이것이 적응기제이
고, 자연선택기제이며, 진화의 과정이다. 따라서 동물의 사회적 행동은 유
전자의 성공적인 복제를 위한 적응, 자연선택, 진화의 결과물일 뿐이다
(이상원 2007).
더 나아가 사회생물학은 인간의 행동도 유전자적 선택을 통해 진화한
결과이며, 현재 인간의 행동도 그러한 압력 하에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
이 유전자 확산에 유리한 행동을 하게 하는 배후의 유전자가 확산되고,
이 유전자가 후손으로 이어지면서 더 많은 생존을 가능케 하여, 결국 세
대를 이어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인간의 유리한 (또는 적
응적) 행동은 유전자에 코드화된다. 물론 그들도 인간의 경우에는 유전적
으로 결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거나 행동의 가능한 범위만 결정된다거
나 극단적인 가소성이 있다면서 한 발 후퇴하지만, 결국 인간의 행동 역
시 궁극적으로 유전자의 불가피한 표현이라고 본다.
따라서 그들은 인간도 이러한 유전자의 작동을 매개로 분석되어야 하
는데, 무지하게도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이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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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윌슨은 사회학이 인간의 행동을 유전학적인 방법과 진화적인 관점
에서 설명하려 하지 않고, 주로 외견상의 표현형들에 대한 경험적 기제와
직관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도 적응기제와 자연선
택을 통해 유전자 안에 코드화되고 그에 따라 유전되어 행동으로 나타나
기 때문에,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결국 사회생물학
의 하위 분과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사회생
물학의 현대적 종합(지식대통합 또는 통섭)을 기다리는 생물학의 최후 갈
래라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행동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이 먼저 사회생물
학에 편입되고, 정신을 주로 다루는 인문학은 그 후에 편입되리라고 생각
한다.
이러한 관점의 핵심에는 인간 행동(문화 역시)은 다른 동물과 마찬가
지로 유전자 복제체제의 표현형일 뿐이며, 적응과 선택이라는 진화 논리
에 종속된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인 존재라고 본다. 인간의 행동도 근본적으로 복제의 핵심체계
인 유전자의 확산과 변화 과정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회생
물학자의 인간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인간 행동을 진화론적 적응기제(더
많은 유전자 복제)의 결과나 과정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한다. 이는 인간
이 가지고 있는 행동과 의미의 다양성에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는 뜻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유전자 표현형의 일부일 뿐이다. 이를 위해
그들은 번식, 공격, 성, 음식 등과 같이 보다 본능적인 영역의 행동 분석
에 집중하고 있다.
나. 사회생물학의 문화 설명

윌슨은 동물에게 나타나는 다양성을 전통의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면
서, 이를 환경에 대한 대응으로 본다. 사회생물학에서 그는 인간의 전
통이나 동물의 유전이 언어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같은 것이라고 말한
다. “환경에 대한 대응이 최고로 발달한 것이 전통이며 이것은 특수한 형
태로 창조된 행동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 전통은 특유한
질적 조합으로 이뤄져 있어 내용이 풍부해짐에 따라 그 효과가 더욱 가
속된다. […] 최고 형태의 전통은 물론 인간의 문화이다. 그러나 진정 고유
한 성질을 나타내는 언어와의 관련성을 별도로 친다면 인간의 문화와 동
물의 전통과는 정도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윌슨 1992: 218-219쪽).
윌슨은 도브잔스키를 인용해 문화는 유전자가 아니라 다른 인간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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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서, 인간의 유전자들은 완전히 새롭고 비
생물학적이고 초유기체적인 요인, 즉 문화에 인간진화의 주도권을 넘겨
주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받아들이면서도, 결국 문화는 인간의 유전자형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유전자가 문화들 간의 변이의 기초가 되는
행동적인 특성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어느 정도로
높은 유전력이 내향성-외향성 정도, 개인적 성향, 정신적-육체적 운동, 신
경증, 우세성, 우울증, 첫 번째 성행위의 나이, 주요 인지발달의 시기, 그
리고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대한 경향에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왔다. 개체군들 간의 차이에 이러한 변이가 매우 적게라도 투입되어
있다면, 이것은 곧 사회들 사이에 문화적인 차이를 만들게 유도할 것이
다. […] 인간의 행동적 특성이 환경에서 온 것이며 결코 유전적 성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증거로서 수 개의 사회에서의 행동적 특성 결여의 예
를 지적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고 주장한다(같은 책: 648-649쪽). 그리
고 나서 종교, 도덕, 예술, 언어 등등의 ‘행동’의 동물적 기원을 설명하는
데 집중한다.
윌슨은 인류가 다른 생물과 어느 정도 다르기 때문에 인류유전학이 필
요하다고 주장한다(같은 책: 649쪽). 그리고 그는 인간 언어의 발달은 진
화적으로 볼 때 진핵세포 집합체의 출현에 비견할 만한 일대 도약이라거
나(같은 책, 663쪽), 인간은 극단적인 가소성을 보여주며(같은 책: 678쪽)
문화적으로 특수한 세부 사항들은 비유전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생물
학적 체제로부터 벗어난 하나의 보조체제로서 작동한다거나, 인간에게서
진화해온 것은 여러 문화를 창출하는 엄청난 성향이라고(같은 책: 672쪽)
말한다.
또한 윌슨은 통섭에서 사회과학이 표준적으로 문화를 개인의 마음과
사회제도를 형성하는 기호와 의미의 복잡한 체계로 볼 뿐 아니라, 생물학
과 심리학의 요소로 환원될 수 없는 독립적인 현상으로서 환경과 역사적
전례들의 산물이기에 유전자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본다고 비판한다. 즉,
이는 “인간의 마음은 문화를 창조하지 않지만 그 마음 자체는 문화의 산
물이다”(윌슨 2005: 327-328쪽)라는 말과 같다고 비판한다. 문화를 연구하
는 누구도 동의하기 힘든 비판이다. 문화 연구자는 대부분 “마음은 문화
를 창조하지만 또한 문화가 마음을 구성한다”라며 상호작용을 인정하지
만, 윌슨은 이러한 상호작용에 대한 주장은 유전자의 역할을 제대로 몰라
서 나타나는 비과학적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윌슨은 문화가 뇌에서 나왔다며 다음과 같은 여러 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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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 와서 뇌는 언어와 문화에 적합하게끔 급진적으로 도약했다”(같
은 책: 199쪽). “기호를 조작함으로써 추억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생명기계
의 탁월한 업적이다. 그것이 모든 문화를 만들어냈다”(같은 책: 207쪽).
“우리가 의미라고 부르는 것은 심상(imagery)을 확장하고 감정을 개입시
키며 확산되는 흥분을 통해서 창조된 신경망들 간의 연관이다. […] 창조
성은 새로운 시나리오들을 생산하고 그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을 고르는
뇌의 능력이며 현실성과 생존가치를 결여한 시나리오들을 계속적으로 만
들어내는 것이 망상이다”(같은 책: 213쪽). 하지만 그의 말들은 선언적 주
장일 뿐 문화 분석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결국 그는 인간의 행동을 유전자와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고 인정하여 후성규칙(epigenetic rules) 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유
전자는 인지발달의 신경회로와 규칙적인 후성규칙을 만들어내고 개별 마
음은 그 규칙을 통해 자기 자신을 조직한다”(같은 책: 232쪽). “문화는 유
전적 진화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화하지만 그 속도는 일반적으로 훨씬 더
빠르다. […] 문화는 정확한 유전적 처방 없이 고안되고 전달되는 정교한
적응들을 통해 환경 변화에 바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의미에
서 인간은 다른 모든 동물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같은 책: 233쪽). 유전
자의 지나친 강조가 비판을 받자, 그는 유전자가 특정한 문화를 끌어낼
수 없으나, 유전자가 적응기제의 영향을 받아 발현된 후성규칙이 토템신
앙, 종교 등을 창조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다. 유
전자에 의한 설명이 어렵게 되자, 언어, 문화, 기호, 종교에 대한 설명이
후성규칙으로 후퇴한 것이다. 그렇지만 후성규칙은 유전자의 영향권에
속하므로 결국 유전자가 문화를 조정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후성규칙
으로 문화의 가변성과 다양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윌슨은 진화론적인 맥락에서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 때로 유전자-문화
공진화를 제시한다. 그는 유전자-문화 공진화는 자연선택의 결과로 나타
난 특수한 확장이라고 말한다. 문화는 독립된 것이 아니라 후성규칙의 강
력한 제약을 받으며, 어떤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될지를 결정하는 것
을 돕는다고 주장한다. 윌슨은 문화의 진화를 보면서 인류가 자신의 유전
적 지시에서 슬슬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환상이라고 말한다(윌
“

2)

2)

인간의 인지와 행동의 발생 과정에서 특정한 편향성이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후성규칙
이라고 부른다. 윌슨에 따르면 유전자와 적응기제가 후성규칙이 특정한 방향(편향성)으로 발
현하도록 한다고 한다. 그리고 개체에서 이러한 성향이 발현되어 특정한 인지와 행동이 나
타나고, 이에 기초해 특정한 문화패턴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

36

정

덕

슨 2005: 296쪽). 이에 비해 유전자-문화 공진화를 주장하는 리처슨과 보
이드는 문화란 유전자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전자를 변형시키
기도 한다고 설명한다(리처슨과 보이드 2009). 즉, 이들은 유전자와 문화
가 상호영향을 주는 동등한 것으로 보고, 윌슨보다 훨씬 능동적인 가치를
문화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윌슨은 결국 문화진화를 유전자진화에
종속된 것으로 본다.
윌슨 역시 인류가 문화 때문에 다른 생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하
는데, 그렇다면 그는 문화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그는 대략 10억
년마다 최초의 생명 탄생, 진핵세포 탄생, 다세포동물 탄생, 인간 탄생이
일어났다고 보고, 인간 탄생은 이렇게 여러 번에 걸친 생명체의 급속한
변화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즉, 이전의 도약과 비슷한 현상이
인간에게도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인간만의 특성인 문화에 다른 생명체
와 구분되는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문화를 독특하다고 말
하면서도, 문화에 다른 생물을 넘어서는(즉, 유전자를 넘어서는) 의미를
부여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그는 언어를 통한 의미 생성이나 그
의미 자체에 대해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 언어도 동물들의 의사소통의 하
나로 보고, 그 진화 과정이 어떠했는지만을 다룰 뿐이다. 의례와 종교를
인간의 중요한 문화적 특징으로 설명하지만, 이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
미의 다양성은 논의하지 않고 행동적 결과만을 논하면서, 결국 종교도 다
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다윈적 적응기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윌슨
1992: 674쪽). 예를 들면 종교가 신자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는 식이다(같은 책: 676쪽). 그렇다면 현대에 들어와 종교적 믿
음이 약화되는 것도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인가? 생존 가능성의
변화보다 문화의 변화가 더 빠르고 다양하다는 사실을 그는 제대로 고려
하고 있지 않다.
다. 문제틀의 비교

지금까지 살펴본 문화연구와 사회생물학의 문제틀을 단순화하여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로 본 사회생물학의 허상

표 사회생물학과 문화연구의 문제틀 비교

37

( 1)

구 분
핵심 개념
핵심
연구 대상
핵심
문제 의식
적용성

사회생물학
유전자, 행동, 자연선택,
적응기제, 유전자 번식
유전자의 행동에의 영향, 행동의
적응기제, 결과적 유전자 복제기
계
행동과 유전자 번식과의 관계
유전자 번식에 도움이 되는가?
보편성, 통일성
과학적, 법칙 정립적, 절대적
방법론
유전자 중심론
문화의
인간 이해에서 핵심이 아님
중요성
유전자나 후성규칙에 종속적
행동의 결과가 중요
행동
유전자 번식에 기여해야 중요성
을 지님
절대적 중요성
유전자
유전자 번식에 유리한 행동이
유전자 선택으로 나타남
인간의
동물의 하나일 뿐 다만 어느 정
의미
도 독특한 동물
수십억 년의 진화 고려
관심
현존 동물의 행동과 결과
시기와 대상 대개
에 관심
능동적
유전자
변인
개체의
부정(유전자의 외피일 뿐)
주체성
인간도 수동적(적응적) 존재
문화는 창발적이지만 결국 유전
창발성
자적 현상이다
접근에 의한 사회생
지식대통합 물리과학적
물학 중심의 인문사회과학 통합

문화연구
문화, 의미체계, 다양성
집단이 공유하는 의미체계와 구
조, 의미의 구성 과정
타집단의 의미의 분석과 이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특수성(특정 집단의 특성), 다양
성
해석적, 기술적, 상대적
개체적인 접근과 사회적 접근의
혼용
인간 이해에 절대적임
유전자에 관심 없음
행동 자체보다 행동에 담겨져
있는 의미에 관심
별 관련 없음
문화는 유전자와 별도로 작동
(잠재적 가정)
다른 동물과 절대적으로 다른
존재
길어야 5천 년 전까지에 집중
대체로 현존하는 집단에 관심
개체
개체의 주체성 강조
능동성 인정
문화는 창발적이며 유전자로 설
명할 수 없다
문화의 독특한 성격 때문 통합
불가능
단지 협조나 학제적 연구만 가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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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생물학의 잘못된 주장들
가. 잘못된 윌슨의 통섭(지식대통합)

사실 윌슨 스스로도 통섭(지식대통합)이 가능한지는 아직 추정에 불과
하다고 말하고 있다. “과학을 넘어서서 학문의 큰 가지들을 가로지르는
통섭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아직 과학이 아니다. […] 그렇다면 그 세계
관을 지지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자연과학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공
해왔다는 사실밖에는 없다. 즉 그런 성공으로부터 추정할 수 있을 뿐이
다”(윌슨 2005: 40쪽). 하지만 그는 이러한 ‘추정’으로부터 획기적인 주장을
끌어낸다. “인간의 역사 과정을 물리적 역사 과정에서 (그것이 별의 역사
든 아니면 생물의 역사든) 분리할 만한 근본적인 차이는 인간의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다”(같은 책: 43쪽).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물리법칙으로
환원될 수 있다”(같은 책: 460쪽). 따라서 그는 자연과학이 인문사회과학
을 성공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며 “인간 종의 고유한 특성인 문화가 자연
과학과 인과적인 설명으로 연결될 때에만 온전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주
장한다(같은 책: 460쪽).
인문사회과학이 물리법칙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지식의
대통합은 물리학이 아니라 사회생물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시된
다. 사회학은 인류학에 포섭되고(사회학은 인류의 한 측면을 다루니까),
인류학은 영장류학에 포섭되고(인류는 영장류이니까), 영장류학은 사회생
물학에 포섭된다고(영장류는 사회적 생물이니까) 설명하는 것이다(같은
책: 333쪽). 반면에 사회생물학은 생물학에 포섭되고 생물학은 물리학에
포섭되어, 물리학으로 지식대통합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
다. 결국 윌슨의 통섭(지식대통합)은 인문사회과학이 물리법칙으로 환원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물리학에 대통합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물학에 대통합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는 것이다.
그는 생물학에 물리과학을 적용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물리학이 전통적으로 다뤄왔던 수준보다 상위의 수준에서 종합을 이루
겠다는 시도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렵다. 개체와 종과 같은 존재자들은
전자와 원자와는 달리 엄청나게 다양하다. […] 현재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잠재적 복잡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같은 책: 166쪽). “기본 원소와 기
본 과정만으로 예측이 불가능하며 초기 알고리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복잡한 현상들, 다시 말해 창발적 현상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같은 책:

문화로 본 사회생물학의 허상

39

쪽 물리학과 화학으로 세포의 모든 특성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있지
만 세포가 너무 복잡해 힘들며, 따라서 물리과학의 설명만으로 부족하다
고 한다(같은 책: 136쪽). 하지만 “언젠가는 심원하고 강력한 복잡성 원리
들이 무수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틀림없이 도출될 것이다. 그 원리들은 다
양한 수준의 조직들을 관통하여 가장 복잡한 체계에까지 이르는 알고리
듬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 그때가 되면 우리는 생물학에 관해 참
된 이론을 갖게 될 것이다”(같은 책: 180쪽)라고 확언한다. 오랜 후에는 사
회생물학을 물리과학에 통합할 수 있겠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아직 어렵
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인간 뇌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문화보다 훨씬) 복잡하다
고 말하면서도 사회생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뇌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우주 내의 그 어떤 사물보다 복잡하다”(같은
책: 185쪽). “인간의 사고 과정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통해 몸과 분자의 운
동을 기술하는 물리법칙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같은 책: 222쪽). “우주
에 존재하는 가장 복합한 체계는 생물이며 모든 생물 현상들 중에서 가
장 복잡한 체계가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만일 뇌와 마음이 기본적으
로 생물학적 현상이라는 게 증명된다면 생물학은 물리학에서 인문학에
이르는 모든 학문 분과들의 정합성을 확보해주는 본질적으로 중요하고
독특한 학문의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같은 책: 158-159쪽). 따라서
사회학자나 인류학자들에게 “인간의 체계 중에 알려진 모든 것들은 수많
은 고도의 사회성 곤충과 척추동물이 보여주는 특성들의 아주 작은 부분
집합에 불과하”기 때문에 1억년 단위의 발산진화 를 추적해보라고 권하
고 있다(같은 책: 333쪽). 인류학자와 사회학자들이 사회생물학적 기제를
알고 행동과 문화를 이에 맞추어 설명할 수 있어야 인간의 사회행동을
과학적으로 이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뇌에 대한 이해를 필
요로 한다. 인간의 뇌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는 100년보다 더 걸릴지도 모
를 일이다. 윌슨도 인정하듯 100년이 지나도 인공지능을 만들지 못할 것
이다(같은 책: 222쪽). 그는 사회생물학과 물리과학은 차이가 너무 커서
통합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인간 뇌에 대한 이해도 아주 오래 걸리겠
지만(즉, 차이가 너무 크지만) 사회생물학에 통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윌슨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물리법칙으로 환원될
167 ).

3)

3)

여기서 발산진화란 어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나타나는
진화의 거대한 흐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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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왜 인류학과 사회학은 사회생물학에 통합되어
야 하는데, 사회생물학은 물리학에 통합되면 안 되는가? 진정한 학문의
대통합을 추구한다면 통합의 출발점이 물리학이 되어야 한다. 물질에서
부터 복잡한 생명체가 출현하고 다시 인간이 출현하는 모든 과정을 설명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생명체는 설명하기 너무 어렵고 뇌는 상대적
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주장은 사회생물학이나 뇌과학의 발달 가능성과
적용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물리학과 화학
으로 세포의 모든 특성을 설명하려는 것보다 인간 뇌의 모든 특성을 설
명하는 것이 더 어렵고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생명체 현상을 물리과학으로 설명하는 것이 결국 뇌를 설명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윌슨은 사회과학이 사회생물학에의 환원에
실패했기 때문에(그는 사회과학과 인문학이 사회생물학에 학문적 장벽을
치고 저항하고 있으며, 사회생물학에 기초한 통합연구에 미온적이라고
말한다) 과학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회과학은 “사회에서 마음과 뇌로
이어지는 여러 수준들을 관통하는 인과적 설명망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런 실패로 인해 사회과학은 진정한 과학이론의 본질을 결여하고 있
다”(같은 책: 329쪽). 사회생물학적 수준의 인과적 설명망을 성취하지 못
하면 과학이론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생물
학은 진정한 과학인가? 사회생물학이 물질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여러
수준들을 관통하는 인과적 설명망을 제대로 만들어냈나? 이를 못했다면
사회생물학도 ‘진정한 과학이론의 본질’을 결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과학이나 사회생물학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자에게 뇌의 전달물질을 연구하여 사회행동이나
문화와 연계하라거나 사회생물학자에게 물리학을 연구하여 물질 수준의
토대에서 동물 행동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물론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진화의 수준이 변하면 속성의 변화 또는 새로운 성질의 출현
(창발성)도 나타나기 때문에, 하위 수준에 대한 연구가 상위 수준에 대한
설명을 보장할 수도 없다. 예를 들어 모든 뇌신경 전달물질을 이해했다고
뇌의 이해가 완수되는 것은 아니다. 바이러스의 물질 수준의 작동 논리를
다 이해했다고 생명체의 행동의 이해가 완수되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는
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다. 분해된 요소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윌슨도 물론 이를 알고 있다. “과학자들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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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체계들을 분해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요소와 힘을 알고 있다고 생
각한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과제는 그것들을 적어도 전체 체계의 중심 속
성들을 반영하는 수학적 모델로 재조립하는 것이다. 이런 탐구에서 성공
의 기준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좀 더 특수한 수준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
는 창발적 현상들을 예측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같은 책: 165쪽). 이것
이 이루어져야 물리학에 의한 생물현상의 설명, 사회생물학에 의한 문화
현상의 설명이 가능하다.
나. 윌슨의 인간에 대한 억측성 발언

나는 인간(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에게서 다른 동물과 다른 차원의
새로운 속성(고도의 언어와 의미작용)이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
간 유전자가 뇌의 광범위한 활동을 허용하고 있고 문화에서 창발적 현상
이 나타나기 때문에, 유전자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차원이 문화에서 나타
난다고 생각한다. 최재천은 “창발성은 사실 매우 비겁한 개념이다. 현재
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비겁하게 뭉뚱그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창발성도 언젠가 반드시 설명되어야 할 개념이라고 생각한
다”(같은 책 “옮긴이 서문”: 17쪽)고 주장한다. 하지만 윌슨도 인정하듯이
창발성(새로운 속성)은 존재한다. 물론 당연히 이러한 ‘새로운 속성’이 왜
어떻게 나타났고 어떤 기능을 하는가는 설명되어야 한다. 관련 연구가 진
전될 때까지는 현상만 알고 그 메커니즘은 아직 모를 수도 있다. 따라서
창발성이 비겁한 개념이라는 말은 황당한 주장이다. 아직 설명을 못한다
고 하여 바로 창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비겁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이다.
문화적 창발성과 관련하여 윌슨은 유전자나 후성규칙이 문화를 방향
짓는다(편향)고 한다. 창발적이라고 하더라도 후성규칙이 그 방향을 결정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모순적이다. 왜냐하면 ‘창발
적’이라는 말은 후성규칙이 방향 짓는 것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점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창발적인 것에는 후성규칙에 의해 방향이 정해지는
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유
전자 논리나 후성규칙 논리로 종교를 믿는 것을 설명했다고 치자. 이는
4)

4)

종교가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다는 윌슨의 주장(2000, 8장)은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연구는 종교를 믿는 것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
단에서 어떤 종교, 어떤 신, 어떤 의례, 어떤 의미가 왜 어떻게 나타나고 행하는가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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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설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왜 이 집단은 하필이면
기독교를 믿고, 저 집단은 이슬람을 믿는지, 또 다른 집단은 불교를 믿고,
또는 조상이나 샤마니즘을 믿고, 또 다른 사람은 왜 신을 없다고 하는지
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 집단은 인사를 하기 위해 절을 하고 왜 저 집단
은 인사를 하기 위해 손을 흔들거나 악수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또
는 이 집단은 영어를 사용하고 저 집단은 중국어를 사용하고 또 다른 집
단은 한국어를 사용하는지 유전자나 후성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이 없다.
즉,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문화적 다양성이나 시간을 통해 나타나
는 급격한 (때로는 느리겠지만 유전자 변화보다는 빠르다) 문화 변화는
인간 유전자나 후성규칙이 문화(의미체계)를 방향 짓는다는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게 만든다. 인간 유전자나 후성규칙의 변화보다 더 빠르게 변
하고 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유전자가 아닌 다른 차원의 논
리가 작동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유전자나 후성규칙을 넘어서는 창
발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문화적 다양성과 변화를 설
명할 수 있다. 유전자나 후성규칙은 보편성을 설명하려는 틀이지 개별 집
단의 특수성을 설명하려는 틀도 아니고 문화의 변화를 설명하려는 틀도
아니다.
유전자가 뇌를 만들고 신경구조를 만들었지만 이러한 구조는 보편성과
지속성이 그 특징이다. 이러한 보편성과 지속성으로는 문화에서 나타나
는 다양성과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 뇌의 어떤 부분에서 창발성이 계속
작동하면서 이제까지와 다른 문화요소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양성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난다. 유전자가 뇌의 기능을 발전시키면서 인간에
이르러 결국 이러한 창발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진화를 거치면서 인
간의 유전자가 창발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창발성의
다양한 발현이 가능하도록 열려있다고 보는 것이 유전자가 결정하거나
또는 유전자가 방향짓는다고 보는 것보다 합당한 설명으로 보인다.
문화에 대한 사회생물학적 설명들은 문화(의미체계나 내용의 다양성)
보다는 남녀 유혹, 음식 섭취, 권력 거리 등 본능에 가까운 인류의 보편적
인 행동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문화라기보다는 본능에 가까
운 행동이다. 사회생물학의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설명은 제시하지 못하
5)

5)

윌슨은 이에 대한 답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사회생물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에 주목하는 학자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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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따라서 사회생물학은 문화(다양한 의미체계)에 대한 설명은 제
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인류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성향을 설명하
면서 이를 마치 문화를 설명한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다시 반복하자면, “준비된 학습의 알고리듬을 두뇌 속에 프로그램하기
위해서는 유전적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변화를 위해서는 수천수만 년의
긴 기간이 흘러야 한다”(같은 책: 157쪽). 이 말에 따르면 수천 년이 지나
지 않은 기간의 문화 변화는 유전적 변화와 관련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생물학은 지난 100년간 또는 10년간 한국에서 나타난 문화 변
화나 내용들, 또는 작년과 올해 사이에 달라진 문화를 유전자적으로 설명
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윌슨도 언급한 인간의 ‘극단적 가소성’, ‘창발성’ 등
의 부분으로, 유전자로 설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유전자
가 진화하면서 창발적으로 작동하는 열려있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유전자
의 결정을 벗어나고 있다. 즉, 유전자가 결정하지 않고 별도의 논리가 작
동하는 창발적인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문화의 논리와 관련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렇게 ‘열림’의 개념으로 본다면, 인류학이나 사회학이
인간의 행동을 유전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식의 통섭(지식대
통합) 주장은 그야말로 억측에 불과하다.
하지만 윌슨의 문제틀은 생물의 모든 것은 유전자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고에 기반하여 생물의 모든 것을 어떻게든 유전자와 연결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견강부회하여 어떻게든 유전자와 연결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윌슨은 인간에 대한 억측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
다. 리처드 르원틴(2001, 5장)이 언급한 윌슨의 억측성 발언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인간은 터무니없을 만큼 쉽게 동화된다. 더구나 그들은 동
화를 추구하기까지 한다.” “인간은 알려고 하기보다는 믿으려 한다.” “인
간이란 자신의 혈통을 예민하게 인식하고, 음모를 꾸미는 데 천부적인 재
능을 가진 존재이다.”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의 일부는 인간들의 집단
간 반응이 문명이 억지로 떠밀어 넣은 세력권 관계를 확장시키기에는 아
직도 지나치게 거칠고, 원시적이라는 점이다.” “가장 두드러진 인간의 특
성은 부족 간 전쟁과 집단 학살을 통해 발생한 사회적 진화의 국면에서
발현되었다.” “인간의 보편적인 사회적 특성들 중에는 남성의 여성에 대
한 공격적인 지배체계가 존재한다.” “인간사회의 구성원들은 때때로 곤충
의 방식으로 긴밀하게 협동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자주 그들은 자신들
의 역할 부문에 배정되어 있는 제한된 자원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인다.
이러한 역할 행위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업가는 비대칭적으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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몫을 차지하지만 그보다 덜 성공적인 행위자는 훨씬 불리한 위치에 놓이
게 된다.”
이러한 주장들은 물론, 이러한 행동이 유전적 성향 때문에 나타난다는
주장 또한 억측이다. 과학자의 주장이라고 보기 힘든 발언들이다. 실제
사회에서는 위와 같은 일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하다(이와
다른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니까). 또한 윌슨의 억측성 발언은 인간 행
동을 개체의 유전자 차원에서만 설명하며, 그것이 사회에 존재하는 문화
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은 철저히 무시한다. 다시 말하면 그
가 말하는 사회생물학에 의한 통섭(지식대통합)은, 문화는 유전자가 일방
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창조한다는 사실과 개인이 집단적
사회·문화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정 문화를 이해하는
데 개체의 유전자보다 사회적으로 구성된 문화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윌슨은 유전자-문화 공진화를 도입하지만 계속
유전자 위주로 설명한다). 즉, 유전적 성향의 중요성에 대한 일방적 믿음
에 의존하는 것이다(그것도 스스로 인정하듯이 이는 비과학적 믿음 혹은
추측이다).
다. 사회과학과 문화연구에 대한 왜곡

장대익(2011: 73쪽)은 ‘표준사회과학모델(the Standard Social Science Model,
SSSM)'을 통해 사회과학을 비판하고 있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SSSM은 다
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① 인간은 생물학의 법칙에서 벗어나 있다. 즉 생물학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
른 모든 종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지만, 인간만은 예외라고 생각한다.
②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생물학적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인
간의 해부학적 특징에 대한 생물학적 설명은 받아들인다. 즉, 인간의 정신
은 예외라고 생각한다.
③ 인간은 백지상태로 태어난다. 다른 동물들은 타고난 본성이 있지만, 인간에
게는 그런 것이 없다.
④ 인간의 행동은 거의 전적으로 환경, 문화, 그리고 사회화의 산물이다. 인간
은 백지상태로 태어나므로, 그 백지 에 환경, 문화, 사회가 무엇을
에 라서 인의 마음과 행동이 라 다.

냐 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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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진

써넣느

장대익(2011: 73-74쪽)은 이를 인간의 행동을 사회와 문화로만 설명하려
는 ‘환경환원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더 나아가 마가렛 미드가 <사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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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청소년>에서 사모아에서는 미국과 전혀 다르게 소녀가 소년을 따라다
닌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미드가 인터뷰한 사모아 소녀들이 거짓말을 했
기 때문에 나타난 왜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결국 사모아의 짝짓기
도 다른 곳과 유사하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이 문화인
류학이 어떤 전제 위에 세워졌는지를 잘 보여주며, 현대 문화인류학의 전
제도 대동소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두 가지 점에서 나에게는 아주 황당했다. 첫째, 정
말로 위와 같은 표준사회과학모델이 있다고 믿는 것과, 둘째, 마가렛 미
드의 사건이 문화인류학의 전제를 잘 보여준다고 믿는 것이 황당하였다.
사회생물학자로서 장대익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회과학이나 문화인류
학은 내가 알고 있는 사회과학이나 문화인류학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인간이 생물학의 법칙을 벗어나 있다고 주장하는 사회과학자들이 누군
인지 모르겠다. 나는 인간이 태어나서 늙고 죽고, 밥을 먹어야 하고, 근육
이나 두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회과학자나 인문
학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생물학적 성장과정이나 에너지 공급이나 생물
학적인 근육과 두뇌에 그냥 관심이 없는 것이다. 성장이나 두뇌가 주대상
인 심리학자는 생물학적 측면에 관심이 많겠지만 대부분의 정치학자나
철학자가 자신들의 주제가 생물학적인 측면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생물학에 관심이 없는 것이다. 또한 인간에게는 생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이 있으며 그것이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의 주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표준사회과학이 “인간은 생물학의 법칙
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본다는 주장은 사회과학을 크게 왜곡하는 것이다.
또한 나는 생물학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종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회과학자를 본 적이 없다. 보통 사회과학자들은 인
간이 문화를 가지고 있고 창발성이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 다른 생물
과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한
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지 생물학이 다른 모든 종의 행동을 설명
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하지는 않는다.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생물학적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왜곡되어 있다. 생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뜻이지 생물적
존재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다. 또한 생물학의 개념들
을 고려하지 않아도 마음과 행동을 연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생물학적
원칙이 어느 정도까지 적용되는지 모르지만 특별히 생물학적 이론을 도
입하지 않아도 많은 부분의 마음과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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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 이론이나 원칙에 관심이 없는 것이지 “생
물학적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정신
은 다른 동물의 정신과 다르다라는 점은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고 생
각한다. 하지만 대체로 본성이나 본능적인 부분에서 일정한 유사성이 있
을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인간에게 본성이 없고 백지상태로 태어난다는 주장은 사회과학에서도
소수파에 속하는 생각이 아닐까? 인간이 어느 정도의 본성을 가지고 있
다는 점을 오히려 사회과학의 다수파가 믿고 있지 않을까? 문제는 본성
으로 사회나 문화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대체로 인간에게
는 본성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작동하는 부분이 본성보다
인간의 역사, 사회동학, 문화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라마
다 집단마다 서로 다른 역사나 문화가 나타나는데 이는 생물학적인 것으
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류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사회동학(예를 들어 상층모방)이나 문화(예를 들어 근친상간금기)가 있다
면 당연히 그 배후에 생물학적인 측면이 있을지 질문하는 경우가 사회과
학에서 일반적이다. 백지상태라는 말을 장대익은 크게 왜곡하고 있다. 백
지상태라는 말은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예를 들어 한국어나 단군신앙)
은 태어난 다음에 배운 것이라는(또는 창조한 것이든지) 뜻이지, 보편적
인 특성(예를 들어 단 것 선호)까지 백지상태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인
류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사회과학자에게도 생물학적 배후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말 모든 것을 백지상태에서 배우는 것이
라고 주장하는 사회과학자는 없다.
“인간의 행동은 거의 전적으로 환경, 문화, 그리고 사회화의 산물이다”
라는 주장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인간집단에게서 나타
나는 다양성과 특수성은 당연히 “환경, 문화, 그리고 사회화”을 그 배경으
로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인간사회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것을 “거의 전적으로 환경, 문화, 그리고 사회화의 산물이다”라
고 주장하는 사회과학자들은 별로 없다.
더욱 한심한 것은 마가렛 미드의 전제들이 문화인류학이 어떤 전제 위
에 세워졌는지를 잘 보여주며, 현대 문화인류학의 전제도 대동소이하다
는 주장이다. 마가렛 미드는 수많은 문화인류학 학파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녀가 주장하는 것은 문화가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주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녀관계나 gender가 각 사회마다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문화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주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인류학에서도 문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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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학파나 문화생태학 학파는 미드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포스트모던 학자들은 미드와 같은 주장을 하나의 서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인류학의 해석학파나 맑시스트 학파는 미드에 전혀 관심
이 없다. 미드의 전제가 문화인류학의 전제이며 현재도 그렇다는 것은 전
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주장이다.
윌슨이나 장대익이나 너무 보편적인 측면에 집중하여서 그런지 인간이
나 문화를 너무 단순하게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표준사회과학모
델(SSSM)은 사회과학자들이 전혀 표준으로 생각하지 않는 내용들을 그
것도 심각하게 왜곡하여 표준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아마 사회생물학
자들이 일반적으로 인간이나 문화를 너무 단순화하고 보편화시키는 경향
을 가지고 있지나 않는지 의심이 간다. 사회과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은
보편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보다는 다양성과 특수성에 더 관심
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사회적 현상이나 문화현상이 있으면 먼저 이러한
다양성과 특수성의 발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하고 이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수행한다. 이러한 다양한 사
례와 특수한 사례들을 조사하고 연구를 축적하다가 이들을 관통하는 보
편성이 드러나면 그때서야 생물학적 배후를 의심하고 점검하기 시작한
다. 이들을 관통하는 보편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해당 지역,
해당 집단, 또는 해당 사회나 문화에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는
생물학적 배경보다도 각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간
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 사회에서 사회관계를 매개로 해당 요소의
창발적인 발생, 학습, 확산이 이루어지며 이는 그 사회의 독특한 역사나
사회적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이해에 유전자를 넘어선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결국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도입하게 된 것이 아예 문화를 유전자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문화의 전달의 단위 또는 모방의 단위”인 밈(meme)을
도입하여 유전자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전자나 밈이 다 같이
수명(longevity), 산출력(fecundity), 복제충실도(copying-fidelity)이라는 복제
자의 3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장대익 2011:87-89쪽). 이는 근본적으
로 유전자는 스스로 작동하고 스스로 진화하는 실체이지만, 문화단위인
밈은 스스로 작동하는 힘을 전혀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간주체가 만들고
폐기하는 대상물에 불과하다는 차이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문
화의 다양성을 유전자로 설명하기가 어렵자, 이를 어떻게든 유전자로 설
명하려다가 지나치게 나가 비현실적인 이론을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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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생물학 문제틀의 문제점
가. 배제

사회생물학은 자기들에게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중요하다고 간
주하고, 나머지는 의미 없거나 사소한 것으로 다루거나 아예 배제한다.
사회생물학이 인간을 동물의 하나로 다루는 반면에, 문화연구는 다른 동
물과 구분되는 인간적인 특징(특히 문화)을 가장 중요시 한다. 이 과정에
서의 쟁점은 문화이다. 사회생물학은 문화를 어떻게든 유전자 트랙에 집
어넣으려 하지만 문화연구는 그 부분에 관심이 없다. 이 과정에서 사회생
물학은 문화를 설명한다면서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본능과 가까
운 일부 행동(성, 음식, 번식, 공격성 등)에만 집중한다. 즉, 문화의 핵심인
다양한 집단에게 다르게 나타나는 다양한 의미체계(예를 들어 언어의 차
이, 종교의 차이, 의미의 차이 등)는 설명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예를 들
어, 문화연구에서는 이 집단에서는 어떤 종교를 믿는지, 저 집단에서 믿
는 종교의 내용은 어떻게 다른지에 관심을 갖는다. 또는 영어에서 ‘러브
(love)’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한국에서 ‘사랑’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
인지에도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사회생물학은 언어나 종교가 어떻게 유
전자적 기초로부터 기원했는가만 설명하고, 왜 차이가 나타나는지는 전
혀 설명하지 않는다. 문화라고 보기 어려운 극히 단순하고 보편적인 성향
에 관심을 기울이지, 실제적인 각각의 언어나 종교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
이다.
그 이유는 사회생물학으로 실제적인 각각의 언어와 종교의 내용을 설
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실제적인 언어와 종교에 대한 분석을
유전자적 성향과 연결하여 통합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인류학자
나 사회학자에게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비판한다. 그러나 유전자나 후
성규칙이 각 나라의 국민들에게 중국어, 한국어, 영어를 쓰도록 하거나,
기독교나 불교나 힌두교를 믿도록 방향 지을 수는 없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창발성의 발현과 작동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하위 수준의 작동 과정(사회생물학)으로
상위 수준(문화)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억측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
한 과정에서 문화를 자신들이 설명할 수 있는 일부 본능에 가까운 행동
으로 왜곡하고, 문화에서의 나머지 부분들은 의미 없거나 사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제한다. 하지만 문화연구에서는 바로 이것들을 인간집단을
이해하는 데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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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치환

이는 배제의 오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자기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사소하고 의미 없는 것으로 배제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 의미
있다고 간주하는 부분을 마치 전체인 것처럼 다룬다는 뜻이다. 즉, 몇 가
지 본능에 가까운 행동들을 문화를 대표하는 것처럼 설명한다. 문화연구
에서는 본능에 가까운 행동은 오히려 비문화적인 부분으로 간주된다. 문
화의 핵심은 오히려 각각의 사회에 독특한 상징, 언어, 종교에 있다고 생
각한다. 그렇지만 사회생물학에서는 문화 일부(자신들이 보았을 때 대답
가능한 것)로 문화 전체(또는 핵심)를 치환함으로써 마치 문화 모두를 설
명하는 양 과장한다. 게다가 이를 아주 특정한 유전자적 방식으로 설명하
면서, 마치 문화 일반을 사회생물학으로 설명했다고 혹은 그러한 가능성
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사회생물학의 문화에 대한 설명력을 과
장하고, 설명 안 되는 부분까지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이문웅은 이렇게 말한다. “진화심리학자 밀러와
가나자와(2008, 60-61쪽)에 의하면 진화심리학은 인간의 문화를 다루는 사
회과학자들이 문화의 다양성에 관심을 두는 것을 심히 못마땅하게 생각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
면 모든 문화적인 차이는 단지 피상적일 뿐이고, 깊이 파고들어 가장 근
본적인 수준에서 보면 모든 인간 문화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
다.”(이문웅 2009) 즉, 진화심리학도 부분(인간 본능의 유사성)으로 전체
(유사성과 다양성)를 치환하는 동일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
다. 잘못된 환원

나는 환원적인 설명도 근거가 충분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유전자와 후성규칙으로 문화를 설명하려는 것은 근거가 충분하
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보여주는 정도보다 문화는 훨씬 다양하고,
그것들이 변하기도 전에 문화는 수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성과 변화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생물학은
이러한 근거를 제공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극단적인 가소성, 발현의 다양성, 편향, 밈 등의 용어를 아무리 도입해
도 문화의 다양성과 변화성은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오히려 자신들의
시각에 대한 비판이 많자, 그럴듯한 단어를 도입해 마치 인간의 독특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이를 다시 유전자 논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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꿰맞추고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한 듯하다.
그는 한편에서는 문화가 유전자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인 성격을 지
닌다고 설명한다. “비록 유전자들이 그들의 주도권을 거의 빼앗겼다 하더
라도”(윌슨 1992: 648쪽)라고 하거나, “문화는 정확한 유전적 처방 없이 고
안되고 전달되는 정교한 적응을 통해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
도록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다른 모든 동물들과 근본적으로 다르
다”(윌슨 2005: 233쪽)라고 말한다. 또한 더 나아가 “인간의 사고 과정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통해 몸과 분자의 운동을 기술하는 물리법칙의 방식
을 따르지 않는다”(같은 책: 222쪽)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결국 그는 “인간이 물리적 인과관계에 따른 사건들로 인해
행동하는 존재”이며 “인간의 역사 과정을 물리적 역사 과정에서 (그것이
별의 역사든 아니면 생물의 역사든) 분리할 만한 근본적인 차이는 인간
의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다”(같은 책: 43쪽)고 주장한다. 즉, 모든 것은 궁
극적으로 “물리법칙들로 환원될 수 있다”(같은 책: 460쪽)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통섭 세계관의 요점은 인간 종의 고유한 특성인 문화가 자연과
학과 인과적인 설명으로 연결될 때에만 온전한 의미를 갖는다”(같은 책:
460쪽)면서 결국 유전자를 벗어날 수 없음을 누누이 설명한다. 아무리 그
럴듯한 설명으로 인간의 독특성을 묘사해도, 결국은 유전자로 환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회생물학은 이렇게 유전자로 환원시켜야 할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또는 윌슨이 말한 바와 같
이, 문화가 인간에게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유전자들이 그들의 주도
권을” 상실했고 “정확한 유전적 처방 없이 고안되고 전달되는 정교한 적
응을 통해” 지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윌슨은 립서비스로 이야기
했겠지만, 나는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유전적 처방 없이 고
안되고 전달되는 정교한 적응”체계의 이해가 매우 필수적이라고 생각한
다. 유전적 처방을 벗어난 정교한 문화체계를 다시 유전자로 설명하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환원이다. 윌슨은 유전자는 문화를 족쇄로 묶어둔다고
이야기했다(윌슨 2002). 하지만 이를 받아들여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는 족쇄에 묶여 있지만, 묶여 있는 개[문화]는 크고 똑똑
하며 독립적이다. 어디로 향하게 되는지, 누가 누구를 이끄는지는 구분하
6)

6)

나는 적응이라는 단어가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인간은 자연
에 대해 적응이라기보다 정복에 가까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적응과 정복은 뉘앙스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문화로 본 사회생물학의 허상

51

기 어렵다. 따라서 유전자와 문화를 항상 공생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낫다. […] 유전자는 자기 스스로 빠르게 환경에 적응할 수
없다. 문화적인 변이도 몸과 뇌 없이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
다. 유전자와 문화는 이처럼 서로 긴밀하게 엮여 있지만 서로 다른 방향
으로 이끄는 진화적인 힘 아래에 있다”(리처슨과 보이드 2009: 356쪽)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공격성, 부족주의, 외국
인 혐오증, 세력권, 종교, 이타주의 등을 유전자 위주로 설명하는 것의 한
계는 명백하다(로즈 외, 2009).
라. 사회생물학에 독단적 특권 부여

앞서 이야기한 지식대통합에 대해 다시 요약해보자. 윌슨은 사회생물
학에 터무니없는 독단적 특권을 부여하면서, 사회과학과 인문학이 사회
생물학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문제점은 두 가지이
다.
하나는 왜 사회생물학으로 통합해야 하는가이다. 윌슨에 따르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물리법칙으로 환원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모든 것
을 물리과학으로 통합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즉, 도킨스의 눈
먼 시계공(2004)처럼 일관되게 생명체를 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
는 쪽이 훨씬 논리적이다. 그러나 윌슨은 앞으로 오랫동안 물리과학으로
생명체를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사회생물학에 특권을 부여한다.
둘째는 창발성에 대한 문제이다. 윌슨은 “복잡성의 측면에서 생물학은
물리학에 비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며 예술은 생물학에 비
해 또 그만큼 복잡하다”라고 말한다. 물리학과 화학으로 세포의 모든 특
성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있지만 세포가 너무 복잡해 힘들다. 따라서 물리
과학의 설명만으로 부족하다(윌슨 2005: 136쪽). 이처럼 그는 한쪽에서는
이전 차원과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창발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발언하다
가, 궁극적으로는 창발성을 부정한다. 전체를 관통하는 주장은 인간을 사
회생물학이나 생물학으로 환원할 수 있고, 결국 물리법칙으로까지 환원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관성을 가지려면 지식대통합의 기반
은 사회생물학이 아니라 물리과학이 되어야 한다. 만약 창발성을 인정한
다면 물리학과 생물학을 분리하고, 나아가 생물학과 인간을 분리하는 것
이 타당하다. 즉, 논리적으로 물리과학에 의한 대통합을 주장하던지, 아니
면 각각의 영역에서 창발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독자성이 있다고 주장하

이

52

정

덕

는 편이 더 일관성이 있다.
마. 통섭이라는 말의 함정

실제 대부분의 연구 계획서나 논문이나 책에서 사용하는 통섭은 하나
로 통합된 지식을 지향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학문과의 공통성이나 협
력 가능성을 찾아보자는 정도로 사용된다. 즉, 한국에서는 통섭이 특정
주제에 대한 다학문적 연구·협동·교류·만남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며, 지식대통합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심지어 윌슨의
통섭: 지식의 대통합을 번역한 최재천이 주일우와 함께 펴낸 지식의
통섭(2008)의 부제도 “학문의 경계를 넘는다”이며, 그 안의 글들도 대부
분 학문의 소통합이나 학제적 협동 또는 학문 간의 만남을 다루고 있다.
즉, 최재천이나 주일우도 사회생물학에 의한 지식대통합에 대하여 스스
로도 확신을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다.
통섭이 지식대통합보다 다학문적 협동연구 도는 학제적 연구로 사용되
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나는 통섭이라는 말에 ‘지식대통합’이
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했다. 그것이 원래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일단 ‘통
섭(consilience)’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윌슨이 이를 통해 주장한
내용, 즉 사회생물학이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대통합해야 한다는 것을 승
인한 것이 된다. 통섭이라는 용어는 처음부터 그러한 개념으로 유행했고,
지금도 원래의 뜻이 진하게 배어 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학문의 소통
합, 학제적 협동, 학문의 만남을 가리킨다고 하더라도, 통섭 개념의 아우
라는 사회생물학에 의한 지식대통합에 주어지게 된다. 실제 지식대통합
을 인정하지 않거나 지식대통합의 뜻임을 모르고 통섭 개념을 사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도, 통섭의 유행은 사회생물학에 의한 지식대통합이
라는 관점에 아우라를 제공하는 정치적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6. 대안: 열림의 관점

지식대통합의 가능성은 결국 윌슨이 말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극단
적인 가소성”과 “창발성”이, 또는 “유전자들이 그들의 주도권을” 상실하
고 “정확한 유전적 처방 없이 고안되고 전달되는 정교한” 체계가 유전자
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것이 모두 물리법칙에 종속
된다면, 언젠가는 물리학에 의해 통합되리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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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물질이 생명으로 될 때 물질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논리
가 나타난다면, 물리학에 의한 통섭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출
현할 때 유전자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논리가 나타난다면, 사
회생물학에 의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통합은 허망한 주장이 될 것이다.
윌슨도 말하고 있고 나도 동의하듯이, 인간에게는 “극단적인 가소성”,
“창발성”, 또는 “유전자들이 그들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정확한 유전적
처방 없이 고안되고 전달되는 정교한” 체계가 나타난다. 뇌에 대한 충분
한 이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이 유전자에 의한 것이라고 제시하는 것
은 추론이나 억측일 뿐이다. 그러나 윌슨은 그러한 극단적 가소성이나 창
발성이 결국 유전자에 의해 방향이 정해진다고 별다른 근거도 없이 주장
한다. 그는 결국 유전자로 돌아간다.
나는 윌슨의 이러한 주장이 근거가 박약하다고 생각한다. 르원틴은 DNA
독트린(2001)에서 우발성의 역할이 크다, 유전자의 효과가 (환경 또는 문화
와) 상호의존적이다, 표현형의 발현 범위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유전자·환
경·개체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유전자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 등의 주
장을 통해 유전자 결정론의 한계를 지적한다. 특히 인간을 연구할 때는
유전자만으로 이상의 문제들이 있다. 인간에게는 유전자나 후성규칙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성과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행동
보다 의미의 다양성과 변화가 더 극단적이다. 이는 유전자적 입장이 아닌
다른 입장에서 인간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인간의 가소성은, 유전자가 결정하고 있다기보다는 ‘열려서’ 다양한 가능
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에 더 부합된다.
유전자는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이고 따라서 인간이 유전자
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문화(의미체계)의 극단적 다양성과 변화성을 유
전자로만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유전자가 인간존재의 근본적인 토대
라고 하더라도 진화가 다양하고 창조적인 뇌의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화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설명할 수 없다. 즉, 유
전자가 인간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작동하도록 허용하여, 뇌를 통해 그
7)

7)

처음 글에서 나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유전자가 토대가 되고 그 위에서 문화가 다양한 가능
성을 구체화하기 때문에 ‘허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렇지만 ‘허용’이라는 단어는 유
전자가 의지를 가지고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또한 이는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는 함의가 생길 수도 있어, ‘허용’이라는 단어를 포기하고 ‘열림’이라는 단어로 바꿨다. 유전
자가 신경구조와 행동의 기본토대를 형성하고 이 위에서 두뇌의 다양한 창발성이 작동하기
때문에 다양한 창발성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창발성이 문화
형성과 그 변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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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창조성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물론 유전자가 방향
짓는 부분도 있지만, 핵심은 열린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동물과 다
른 인간적인 특징(고도의 두뇌작용)을 나타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으며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는 현재 뇌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예단하기 힘들다. 하지만 현생인류의 뇌 진화가 현재처럼 창
조적이고 다양한 언어, 종교, 의미, 상징의 출현을 가져왔고, 이러한 창조
적 활동을 가능케 한 기제가 개방된 영역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보는 것
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러한 열림의 개념을 사용하면, 인간에 대한 유전자적 설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금방 드러난다. 유전자로는 허용된 외적 한계만 설명할 수
있을 뿐, 열린 영역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 불가능하기 때문
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유전자 아닌 다른 차원의 작동과 논리로 설명
해야 한다. 이러한 작동과 논리를 유전자 논리에 통합하거나 환원시키겠
다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이 된다. 왜냐하면 유전자 논리로부터 벗
어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전자 논리로부터 벗어난 영역을 사회생물
학과 별도로 연구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런 영역이 유전자로부터 격리되
어 있지는 않다. 유전자가 어디까지 열려있는지, 어떻게 열려있는지, 유전
자의 영향이 어떻게 어느 정도 스며드는지 등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전자로 얼마나 격리되어 있는지도 아직 불명확하다. 더
구나 새로운 차원의 논리(문화·사회)가 유전자를 만들고 바꾸는(유전자
적응이나 조작) 능력까지 가졌다면, 상호작용을 필히 검토해야 한다. 서
로 연계성과 상호작용이 존재하더라도, 차원이 다른 부분 역시 존재하므
로 하나 논리(또는 과학)에 통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학문 간에 협
동할 필요는 있지만, 서로의 작동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은 불가능하
다. 따라서 지식대통합의 논리는 거부되고 지식 협동의 논리가 인정된다.
또한 열림의 개념은 유전자를 능동적 주체로 설정하는 것에 문제를 제
8)

8)

이는 소프트웨어(유전자에 의해 발현된 신경구조)와 유비해서 설명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가
발달할수록 더 다양한 콘텐츠(문화) 작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콘텐츠는 소프트웨어의 영
향과 제약을 받지만 소프트웨어가 결정할 수는 없다. 동일 소프트웨어에서도 다양한 콘텐
츠(즉, 다양한 창발성과 그의 집적으로서의 문화)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소프트웨어가 콘텐
츠를 결정하기보다 콘텐츠의 다양한 가능성에 ‘열려’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어느
정도까지 또는 얼마나 높은 차원까지 열려있는가는 소프트웨어의 수준에 달려 있다. 소프
트웨어와 콘텐츠가 다른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어서 소프트웨어로 콘텐츠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콘텐츠가 소프트웨어를 떠나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존재는
의존하지만 내용은 상당히 자유롭다. 존재를 가능하게 하지만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열려있다’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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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다. 왜냐하면 인간에서 극단적 가소성이 작동하고 열린 영역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창조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체는 유전자가 아니라 개체
(또는 뇌나 전두엽과 측두엽일까? )이기 때문이다. 즉, 개체의 능동적이
고 창조적인 활동이 나타나며, 그 열린 부분에서의 작동과 선택은 유전자
가 아니라 개체가 능동적으로 수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 인간
이라는 개체를 유전자의 외피나 복제기계로 한정할 수 없게 된다. 뇌를
매개로 한 개체의 능동적인 창조나 선택과 결정은 유전자를 넘어서는 주
체를 매우 중요한 것으로 만든다. 때로는 또는 빈번하게 유전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심지어 유전자에 해로운 것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
다. 유전자에게 해로운 기제가 학습을 통해 확산될 수도 있고, 개체가 유
전자를 복제시키거나 변형시킬 수도 있다. 개나 소 혹은 인간을 복제할
수도 있고, 여러 유전자를 삽입하고 바꾸어 새로운 종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하지만 대체로 개체가 유전자 보존과 번식에 유리한 선택을 하고,
이와 관련된 문화가 더 널리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유전자로만 생
존해나가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신속하게 생존·번식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열린 기제를 가지지 않은 개체나 집단에 비해 여
러 상황에 맞추어 빠르게 변화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동
시에 스스로 변화시킨 행동, 의미, 사회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또 다시 스
스로 변하는 가속적 체계가 작동될 수 있다.
열림의 관점은 창조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문화의 다양성과 급속한 변
화를 설명해줄 수 있다. 또한 개체가 유전자와 모순적인 활동을 하는 것
(예를 들어 자살)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동시에 유전자 번식과
관련 있다고 추론되어온 행동들이 개체의 능동적인 선택과 어떻게 관련
되는지, 어디까지가 유전자가 허용한 범위인지 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
한다. 즉, 행동이 유전자만이 아니라, 개인의 창조성과 학습된 문화에 의
해서도 영향받을 가능성을 열어놓게 된다. 의미의 다양성도 개체의 능동
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열림의 관점은 개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창조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문화를 모방하고 학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창조보다 모방과
학습이 더 쉽기 때문에, 개체가 집단으로 존재한다면 이웃의 모방과 학습
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 문제는 동시에 개체를 넘어선 집단의
9)

9)

월터 프리먼(2007, 6장)은 인간의 전두엽과 측두엽이 커지면서 자의식이 가능해졌다고 설명
한다. 그리고 동물의 뇌에는 이것이 없으며, 따라서 동물의 행동에 자의식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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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를 설명하는 길을 열어준다. 왜냐하면 유전자는 개체로 유전되지만,
문화는 개인이 창조하더라도 모방과 학습을 통해 집단을 매개로 전승되
고 축적되기 때문이다. 이는 집단의 범위, 작동 논리, 조직 구성 등이 유
전자를 떠나서 문화를 매개로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5천 년간
인간 집단이 유래가 없는 정도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고, 빠르게 변화했
으며, 동물에게서 볼 수 없는 행정기구, 군대, 정당, 종교기관, 기업, 학교
라는 분업적 전문조직으로 발달시켰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설
명이 유전자적 설명보다 합리적이다. 즉, 유전자로 인간의 역사나 정치
나 문화나 사회를 설명하는 것보다, 유전자가 진화하여 열어놓은 창발성
의 영역 그래서 유전자의 토대 위에서 유전자와 다른 논리로 작동하게
된 인간의 창발성과 집단동학으로 문화의 빠른 창조, 축적, 변화, 다양성
을 설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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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 들어가며

사회생물학은 인간의 사회적 행동, 혹은 문화를 생물학적으로 설명하
고자 하는 이론이다. 사회생물학이 인간의 심리와 사회적 행동, 문화의
여러 요소들을 설명하면서 그 아래에 사회학과 인문학의 여러 내용들을
포괄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 이론은 인간과 세계, 문화에 대해 새로
운 형식의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유발된 논쟁은 역으로
우리가 인간과 세계, 그리고 사회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들 전체를 근본
적으로 되돌아보게 만든다.
사실 동아시아 전근대시대의 과학사를 연구하는 본인으로서는 사회생
물학과 문화이론을 둘러싼 세밀한 논쟁을 비평하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전통시대의 동아시아 과학사, 혹은 전통시
대의 사상사를 전공하는 연구자로서 전통적 자연철학의 입장에서 아주
거칠게 입론한 이야기를 전개해보고자 한다.
본문에서 필자는 인간의 본질과 문화의 본질 등에 대해 사회생물학 담
론이 취하는 입장과 전통과학, 혹은 전통적 자연철학이 취하는 입장을 나
름대로 구성하면서 비교, 비판해보고자 한다.
물론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전통과학’, 혹은 ‘전통적 자연철학’이란 도
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 또한 쉽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엄밀히 말해 전통과학, 혹은 전통 자연철학은 단일
한 특성을 가진 균질한 이론체계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비균질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이론의 집합체라고 말할 수 있다. 게다가 전통과학은 분야
에 따라 상당히 다원적인 내용과 형식으로 존재한다. 다만 전통과학을 규
정짓는, 혹은 고대로부터 전통말기까지 시대를 흐르는 공통의 특성이 있
을 것인데, 예를 들어, 기의 개념이라든지 주역의 이론 등이 그것이다.
*

충북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60

박

권

수

비록 이러한 공통적인 특성이나 이론이 있기는 하지만, 본론에서 서술
되는 전통과학, 혹은 전통 자연철학이란 말은 논평발표자 개인이 생각하
는 전통과학이자 전통 자연철학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물론
필자로서는 본인이 끌어들이는 전통적 이론이 나름대로 대표성이나 일반
성을 지닌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인간의 본질이나 인간의 조건, 문화의 본질에 대해서 사회
생물학과 전통 자연철학에서 어떠한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비교하고
자 한다. 이후 19세기 후반 이후에 전개된 사회진화론 담론과 전통적인
화이론 담론의 차이와 공통점을 논의해보고 한다. 이를 통해 사회생물학,
사회진화론 담론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해볼 것이다.
2. 인간의 조건: 진화론

對氣

철학과 이기론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은 유인원에서 진화하여 탄생하였다. 동아프리카
지구대의 지질학적 격변과 이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숲속의 나
무 위에 살던 유인원들에게는 가혹한 생존조건이 새롭게 부여되었다. 즉
열대 우림이라고 하는 ‘에덴의 동산’에서 내려와 맹수들이 달려드는 사바
나 초원 지대 속에서 사냥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식으로 생존 환경이
변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새로운 생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유
인원들 중에서 차츰 직립 보행을 하고 뇌의 용량이 크고 도구를 사용하
며, 언어를 사용하여 사회조직을 이룬 인류의 조상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진화론에 의거하여 제출되는 이와 같은 인류의 탄생과정에 대한 이론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의 생물학적 기원과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물학적 조건의 차원에서 보면, 인간과 유인원은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으며, 생존을 위해 약육강식의 그라운드에서 경쟁을 하는 동
물의 일종일 뿐이다.
동아시아의 전통사회에서 진화의 개념, 즉 종의 변화라는 개념은 애초
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게다가 ‘종의 진화, 혹은 변화’라는 개념 이전에 우
선 ‘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전통시대에도 인간과
개가 서로 근본적으로 다름 존재임을, 심지어 서로 교미하여 새끼를 낳을
수는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대 생물학의 ‘종’과 같
은 개념이 존재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 인간과 인간 아닌 존재, 인간과 동물
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모든 존재를 기(氣)의 개념을 토대로 설명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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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전통 자연철학에서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 인간과 동물의 차
이도 또한 기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우선 이 기는 맑고 가벼운 부분이 있
고 흐리고 탁하며 무거우며 치우친 부분이 있다. 이 기의 맑고 가벼운 부
분과 흐리고 무거운 부분이 나누어져서 크게 하늘과 땅, 인간과 사물이
생성되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인간은 동물에 비해 기의 맑고 가벼운 부분
이 모여서 형성된 존재이다.
애초 기가 나누어질 때에 가장 맑고 가벼운 부분은 하늘(天)이 되었고,
가장 무겁고 탁한 부분은 땅(地)이 되었다. 그리고 인간과 동물, 식물, 광
물의 순으로 기의 맑고 탁함, 가벼움과 무거움의 정도가 차이가 난다. 동
물들 중에서도 부여받은 기가 어떠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느냐에 따라 그
종류를 달리한다. 이처럼 인간과 인간 이외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기로 구
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지만, 그 기의 속성의 차이에서부터 존재
의 차이가 비롯된다는 것이다.
기의 청탁과 경중의 차이는 인간 사이에서도 존재한다. 즉 보다 맑고
청아한 기운을 타고 태어난 사람은 그 성정과 정신이 맑아 학문과 도덕
에 밝다. 이에 비해 탁하고 어두운 기운을 타고 태어난 사람은 성정과 정
신이 맑지 못해, 학문과 도덕을 추구하기 보다는 이익(利)을 추구하고 사
심을 가진다. 이 차이가 바로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가져온다. 물론 군자
로서의 최고의 정점은 바로 성인(聖人)이 자리 잡고 있다.
전통시대 자연철학의 전형을 구축한 주희의 말에 따르면, 소인은 이익
만을 밝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부여받은 기 속에는 원래 거칠고 상하
고 악하고 흐린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에 성인은 맑고 균형 잡히고
정영(精英)한 기를 부여받았다. 기의 청탁과 경중의 차이는 한 인간의 내
부에서도 달라진다. 즉 기의 가장 맑고 가벼운 부분이 마음과 정신을 만
들며, 흐리고 무거운 부분은 몸을 만든다는 것이다.
비록 기의 청탁과 경중으로 군자와 소인을 구분한다고 해서 이 둘 사
이의 구분이 칼로 양단하여 나누어지듯 분리되어서 별도로 존재하는 것
은 아니다. 오히려 이 둘은 같은 기로 구성되어 있기에 본질적으로는 동
질성을 갖는다. 즉 인간과 인간 아닌 존재, 군자와 소인, 나아가 성인과
소인은 비록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기로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
르지 않다. 그 결과 소인은 군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셈이다. 이는 정신(혹은 마음)과 육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정
신과 육체는 별개로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의 기 덩어리의 인간으로서 종
합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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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의 청탁조박(淸濁糟粕)과 경중을 가지고서 인간과 ‘인간 아닌
존재’를 구분할 뿐 이 둘 모두는 근본적으로 기라고 하는 공통의 재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고 해서, 이 두 존재들 사이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즉 예를 들어 인간과 사자가 모두 기로 이루어져 있지
만 이 기의 변환에 의해 인간이 사자가 되고 사자가 인간이 될 수는 없다
는 것이다. 인간은 기로써 이루어져 있기에 인간 아닌 존재들, 즉 사물들
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
에 의해 인간의 경계가 사라지거나 무화되어 버려서 사물이 되는 일은
없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기가 흩어져 존재가 사라
져 버리는’ 죽음에 다름이 아니다. 인간과 인간 아닌 존재,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기라고 하는 공통의 재질로 이루어져있다는 생각은 결과적으로
인간을 기(氣)로써 사물과 항상 소통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다.
한편, 인간과 인간 아닌 존재, 혹은 인간과 동물, 식물 등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다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것이 바로 본성(本性)과
리(理)의 개념이다. 사실 리의 개념은 단지 인간과 인간 아닌 존재의 차이
를 설명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존재의 조건’에 해
당하는 개념이다. 나아가 이 리는 천지의 존재원리이자 운행원리이기도
하다. 애초 ‘무늬’나 ‘결’을 뜻하는 ‘리’라는 단어가 기와 대비되어 본성을
설명하기 위한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송대 이후이
다. 주희에 따르면, “이 리가 있은 후에야 이 기가 있다”. 또한 “이 기가
없으면 이 리 또한 걸려 있을 곳이 없다.” 그리고 이 리가 인간을 비롯한
존재들에 깃들어 있는 것이 바로 ‘본성’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으로서
의 본성이 있고, 동물은 동물로서, 식물은 식물로서의 본성이 있는 셈이
다. 주희에 따르면 애초에 부여받은 기의 차이는 곧 리의 차이에 의한 것
이다. 조선 후기에 일어났던 인물성동이논쟁(人物性同異論爭)도 결국 인간
과 인간 아닌 존재에게 부여된 기와 리의 미묘한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인
가 하는 부분과 관련이 된 것이다.
인간과 인간 아닌 존재에 대한 기철학 이론과 이기론(理氣論)은 인간이
라는 존재의 시간적 기원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아니다. 그보다는 인간
과 인간 아닌 존재의 차이를 어떻게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혹은 물질적
으로가 아닌) 설명해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이론
이다. 특히 송대 신유학의 발전으로 이기론이 확립된 이후부터는 이들 이
론은 ‘인간이 인간답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인간
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목적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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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즉 이기론을 토대로 사단칠정(四端七情)의 문제나 본연지성(本
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의 문제를 끊임없이 논구했던 이유는 인간
마음(심성)의 미묘한 국면을 설명해 내어서 욕망과 도덕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실천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인간의 기원과 조건에 대해 진화론이 내놓는 설명과 전통적인 기철학,
이기론의 설명을 비교해보면, 전자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동물과 같은 생
존기계, 혹은 생존과 증식을 위한 욕망의 존재로서만 규정하도록 만든다
면, 후자는 인간을 애초부터 ‘욕망과 도덕의 종합체’, 혹은 ‘물질과 정신의
종합체’로 규정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후자의 설명을
위해 전통시대의 학자들이 기의 청탁 경박의 차이와 리의 미묘한 국면들
에 관한 문제들을 끊임없이 논구한 모습은 도덕과 윤리, 혹은 문화의 근
거를 ‘물질적인 차원’에서부터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의 소산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인간의 마음에서 욕망과 도덕을 분리하지 않고자 하
였으며, 몸과 마음을, 그리고 마음의 문제와 사물의 문제를 별개로 분리
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3. 문화(문명)의 기원: 사회생물학

對

주역

사회생물학의 제3부에서 윌슨은 인간을 비롯한 동물들이 군체를 이
루고 사회성을 띄는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하급 동물에서부터 인간에 이
르기까지 하나씩 설명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즉 그는 사회생물학의 이론
을 ‘군체성 무척추동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성 곤충(개미나 벌), 냉혈
무척추 동물(어류 떼), 조류, 포유류, 유제류와 코끼리, 식육류, 인간을 제
외한 영장류, 인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밟으며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때 그는 각각의 동물들의 군집성, 혹은 사회성을 설
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생물학적 관찰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인
간의 사회성과 문화를 설명하는 장의 제목을 ‘인간: 사회생물학에서 사회
학까지’라고 적으면서 사회생물학을 통해 사회학의 이론을 포괄할 수 있
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윌슨에 이어 도킨스에 의해서 인간의 사회적 행동
과 문화는 유전자가 자기 무한복제를 위해 작동시키는 일종의 기제(?)이
거나 기억되는(밈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에 의해 전승되는) 무엇이라고 설
명된다.
인간의 사회적 활동이나 문화적 행위를 동물의 집단행동과 같은 차원
으로 놓는 것은 앞서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의 차이를 본질적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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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그 결과 앞서 발표자가 지적한 바와 같
이 사회생물학은 문화를 설명하면서 주로 본능에 해당되는 행동, 즉 성,
음식, 번식, 공격성 등과 관련되는 행동에만 집중한다. 여기에 비해 문화
의 본격적 국면이나 핵심에 해당하는 언어의 차이, 종교의 차이, 의미의
차이 등은 설명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못한다. 애초 인간
문화의 기원을 동물의 군집성과 같은 차원에서 설명하다보니, 문화의 의
미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즉 사회생물학에 따르면 문화의 기원은 인간의
생존욕망과 번식욕망의 연장선상에서 출발한 것으로 규정된다.
그렇다면 문화, 혹은 문명의 기원에 대해서 동아시아 전통철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할까? 동아시아 전통시대의 유학자들 사이에서 문화, 혹은 인
문(人文)의 기원에 대해 가장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진 설명은 주역(周易)
의 ｢계사전(繫辭傳)｣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문명의 모든
출발은 포희씨(복희씨)가 천지(天地)의 상(象)을 관찰하여 팔괘(八卦)를 그
은 데에서부터 시작한다.
옛날 포희씨 천 왕노릇 때 위
늘
象 찰 였
래 땅
法 찰 였 새 금
늬 땅 땅함
살펴 까
몸 취 였 멀
취 였
처
팔괘 八卦
神明 덕
였
情狀
류
었
포희씨 새끼줄 꼬
냥
잡
르쳤 니 개 괘 離 괘 취
포희씨 죽 뒤 농씨
깎 보습
휘 쟁
었 니 개익益 괘
취
후략

가 하의
을 할 에, 로는 하 에서 상( )을 관 하
고, 아 로는 에서 법( )을 관 하 다. 들과 수들의 무 와 의 마
을
서, 가 이로는 에서 하 고 리는 사물에서 하 다. 이에 음으
로
(
)를 지어서 신명(
)의 을 통하 으며, 만물의 정상(
)을 분
할 수 있 다.
는
을 아서 그물을 만들고, 그물로 사 하고 고기 이 하는 법
을가
으 , 대 이 ( ) 에서 한 것이다.
가 고난
신
가 나무를 아
을 만들고 나무를 어서 기를 만들 으 , 대
( )
에서 한 것이다. (
)12)

신농씨가 익(益)괘의 상(象)을 보고서 보습과 쟁기를 만든 이후에도, 여
러 성인들이 계속 나타나서 팔괘의 상을 보고서 인문(人文, 즉 문화)의 기
초를 마련하는 과정은 계속된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장제도를 만들어 교역을 하게 만듬 ― 서합(噬嗑) 괘
복식제도를 만듬 ― 건(乾)과 곤(坤) 괘
나무를 자르고 깎아서 배를 만들고 노를 만듬 ― 환(渙) 괘
소나 말을 길러서 짐을 운반하게 함 ― 수(隨) 괘
문을 이중으로 만들고 딱딱이를 쳐서 도적을 경계함 ― 예(豫)
周易, ｢繫辭下｣ 2절, “古者包犧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觀鳥獸之文與
地之宜, 近取諸身, 遠取諸物, 於是始作八卦,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 作結繩而爲罔罟, 以
佃以漁, 蓋取諸離. 包犧氏沒, 神農氏作, 斲木爲耜, 揉木爲耒, 耒耨之利, 以敎天下, 蓋取諸益.”

12) 

문화로 본 사회생물학의 허상
잘 절굿공
돌
살 듬 규睽
옥
바람 비 비함
덤
복
자
능

절
괘
壯
듬
함 쾌夬

65

탈곡 함 ― 소과(小過)
괘
過괘
괘

나무를 라
이를 만들고 로 구를 만들어
하게
활을 만들고 화 을 만 ― ( )
가 을 만들어
과 를대
― 대장(大 )
관을 만들고 무 을 만들고 상 을 만 ― 대과(大 )
문 를 만들어 의사소통을 가 하게
― ( )

포희씨나 신농씨, 황제 등의 성인들이 문명의 기초를 일구었다는 ｢계
사전｣의 이야기는 일종의 신화나 영웅서사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니,
이들 인물들이 실존했다고 믿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필자가 주목
하는 점은 애초 문명의 기원이 인간이 천지 자연의 상(象), 즉 형상을 관
찰하고 사물을 살펴서 이로부터 팔괘(八卦)라고 하는 기호(상징)체계를
만들었으며, 이 1차적인 추상 작업, 혹은 상징 작업의 결과물을 토대로 보
다 정교한 기호(상징) 체계인 64괘의 체계를 만들었고, 다시 이를 가지고
바로 인문(人文)의 기원인 여러 기술과 제도를 유추해내었다고 하는 내용
이다.
｢계사전｣의 이 내용을 도식화해서 정리하면 문명(문화)의 여러 이기들
은 “사물에 대한 이해와 관찰 --> 기호(상징)체계의 구성 --> 문명의 기
술과 제도의 재도출”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졌다. 그러므로 인간의 문명이
갖추어지는 과정은 궁극적으로 천지와 사물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외적인
존재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그리고 사물을 이해하기 위한 기호(상징)
의 체계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일차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문명(문화)의 기원에 대한 주역 ｢계사전｣의 내용은, 사회생물학적 이
론과 비교하건대,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 혹은 문화의 본질이 단순히
인간 내면의 생존욕구나 번식욕구의 실현에 있다고 볼 수 없음을 말한다.
즉 문화, 특히 고급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본능에 따른 군집 활동
이나 생존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메타적으로 인간
이 사물을 어떻게 파악하고 관계하는가 하는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다. 기호(상징)의 체계는 인간이 사물을 파악하고 사물과 관계를 맺는 일
종의 ‘통로’나 ‘매개체’라고 할 수 있는데, ｢계사전｣의 내용은 이와 같은
문명(문화)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을 담고 있는 것이다.
4. 사회진화론

對

화이론

인간의 조건과 문화의 기원(본질)에 대해서 전통적 자연철학은 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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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학의 이론에 비해 보다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설명을 제출한다. 이를
통해서 전통적 자연철학이 2천년 이상 동아시아 사회에서 지속되고 또한
정교화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시간을 돌려 19세기 후반 이후 서세동정의 상황에서 사회진화론
의 관점과 전통적 화이론(華夷論)의 관점이 충돌하는 모습을 살펴보자. 이
를 통해 인간은 무엇이고, 문명(문화)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점에 대해 동
서양의 서로 다른 견해가 극적으로 충돌하고 어긋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 초반 서양의 패권주의적 팽창을 목도한 조선의 유학자 이항로
(李恒老, 1792-1868)는 전통적인 화이론의 관점에서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
고자 하였다. 즉, 그에게 서양은 분명 중화(中華)의 도(道), 혹은 요순(堯舜)
의 도(道)를 위협하는 이적(夷狄), 즉 오랑캐 세력의 하나로 인식되었던 것
이다. 이항로는 아편전쟁이라고 불리는 제1차 중영전쟁에 대해 알고 있었
고, 홍수전에 의한 태평천국의 난에 대한 소식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만년에는 병인양요로 강화도가 무너지고 나라가 뒤끓는 상황을 목도하였
다. 이처럼 서세동점의 상황이 뚜렷해지고 이로 인해 동아시아 사회가 혼
란에 빠져들어갈수록 이항로는 전통적인 화이론적 관점을 더욱더 강조하
면서 소위 ‘중화의 도’를 회복할 것을 주장한다.
중화(中華)를 존숭하고 이적(夷狄)을 물리쳐야 함은 천지(天地)가 다할 때까지
변하지 않을 대 원칙이다.
13)

그에 따르면, “서양을 천지(天地)의 대세로 말하자면 서쪽 극의 살벌한
숙살(肅殺)의 기운”이 발하는 곳이다. 중국을 비롯한 동양이 양(陽)의 기
운, 혹은 동방의 따뜻한 기운을 받아 인문(人文), 즉 문명의 중심이 되는
곳이라면, 서양은 음(陰)의 기운, 혹은 서방의 서늘한 기운을 받아 여전히
비문명, 즉 오랑캐의 상태에 남아 있는 곳이다. 따라서 “동방의 바야흐로
떠오르는 기운을 타고난 사람은 대개 성명(性命)의 선(善)에 상달(上達)하
고, 서방(西方)의 장차 저물어가는 기운을 타고난 사람은 대개 형기(形氣)
의 사사로움에 하달(下達)하게 된다.” 이처럼 이항로에게 있어 동방=중
화와 서방=이적의 관계는 선과 악, 문명과 야만의 관계로 인식되는 것이
14)

13)
14)

이항로, 華西集, “尊中華, 攘夷狄, 窮天地之大經.”
이항로, 華西集, “西洋以天地大勢言之, 則西極肅殺之偏氣. (중략) 稟西方將夕之氣者, 多下
達形氣之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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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그는 중화가 퇴색하고 이적이 승리하는 ‘변칙적
상황’이 천지의 기운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였다.
중
군 천
스
변
천
氣數
스림 또 러
반 변

요 오랑캐
쇠 변

군 천
스
때
왕

하의 인 이 하를 다 리는 것은 정상이 ,
의 인 이 하를 다
리는 것은 칙이다. 지의 기수(
)가 성 의 동이 있기 문에 제 의 다
도 한 이 한 정상과 대의 통이 있는 것이다.15)

전통시대를 통하여 인간을 포함한 세계의 거시적 변화의 양상을 설명
하는 이론으로서 기수론(氣數論)을 소개하는 일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
고, 여기서는 이항로가 서세동점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비판하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논리로서 동원한 일종의 운명론, 혹은 결정론적 이
론이라고 설명하고 넘어가자.
흥미로운 사실은 사회진화론으로 무장한 서구(그리고 일본)가 중국과
일본 및 아시아 제국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취한 논리가 ‘자신들 서구(일
본)가 문명화되고 개화된 데 비해 침략을 당한 중국과 조선, 동남아시아
제국은 야만과 미개의 상태로 남아있다’고 규정하였다는 점이다.(필자가
보기에도 앞선 발표자의 말처럼 사회진화론이 생물진화의 논리를 차용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윈의 진화론이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
각된다.) 19세기 후반 이후의 사회진화론은 전통적 화이론과 마찬가지로
문명/야만의 이론구도를 채택하면서, 각각 자신들이 문명국(중화)이고 상
대국이 미개국이거나 야만국이라고 파악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후 국제정세가 동아시아 제국에게 독립마저도 요원해지는 상황
으로 변화하기에 이르렀을 때에는 조선의 개화파와 같은 동아시아의 지
식인들은 전통적인 화이론의 관점에서 벗어나고 서구의 사회진화론을 수
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조선의 경우에 소위 ‘위정척사파’들은 20세기
초가 되었음에도 전통적인 화이론의 관점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였다.
이항로가 위의 글들을 쓰고 난 뒤 20-30여년이 지나 19세기 말에 이르
면 서세동점의 기세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이 대세가 되었으며, 특히 조
선의 상황은 서양과 일본의 침략으로 나라가 국권이 위태로운 지경에까
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말세적 상황에 대해 당시의 유학자들은 자신들
이항로, 華西集, “中夏之君治天下 常也, 蠻夷之君治天下 變也. 天地氣數有盛衰之變, 故帝
王之統亦有此正反之變.”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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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배 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기수론적(氣數論的) 논리를 새롭게 변형
시켜서 시세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였다. 이항로의 제자이기도 한 유인석
(柳麟錫, 1842-1915)이 당대의 시세를 ‘서국(西國)이 갑자기 솟아오르는 운
세’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규정하는 논의는 그 일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일종의 체념적 고백에도 불구하고 유인석은 당시 서구 제국
주의 문명의 군사주의적 본성을 야만적인 것으로 규정하며 비판하는 일
을 포기하지 않았다.
16)

천 가지 기교가 극에 이르도록 하는 것
치스러운 옷, 웅장한 집, 강한 병사 등의

그들이 말하는 문명은 백가지 기술과
으로, 그
적 의도는 있는 음식, 사
을 도모하는 것에 과하다.17)

일

궁극

불

맛

강국
먼저 병
움 얻었 니
래 유래 었던
두 렇 니또
땅
오늘날
병 쓰
니 중국 선 치
보 써야겠 써
야겠
보
실
야
치 루 보
중략 오늘날
병 강
함
또
함 궁
더
데 더
못 까 심
병 얻 래 람 죽 숫자
잘
람
헤 린
헤 릴
천
육시키
갖
우
같
람
람 죽 일 더 힘쓰 좋 니 애 못함
같
르렀 ! 중략 찌
란
!

문: 서양
이 세계에서
기의 이로 을
으 만고에 무기를 사용
한이
가없
장관이며, 온 세계가 모 그 게 하
한 그것은 마
하다.
세계에서 기를 지 않는 나라가 없으 ,
과 조 이 이 로
아
는가, 지 말아
는가?
답: 정세로 아서는 로 사용해 할 것이나, 이 로 미 어 면 사용해서
는 안된다. (
)
서양이 기가 하며, 이미 그 예리 을 다하고도
예리 을 구하여
예리하게 할 수 없는 도
예리하지 할 근 한다.
그들이 기를 은 이 로 사 을 인
는 계산 하는 사 만 명을 동원
하여 아 다 해도 다 아 수 없다.
지는 만물을 생
는 마음을 고 있으며, 리 인간도 그와 은 마음이
다. 사 으로서 사 을 이는 에
고 아하 , 인 하지
이 어지
이 은 지경에 이
는가 (
) 어 장관이 말인가

물론 이러한 유인석의 비판은 스승인 이항로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화이론의 연장선상에서 아주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천지의 본성이 만
물을 생육시키는 데에 있다’는 말과 인간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죽이는
일에 몰두해서는 안된다는 비판에서 전통적 화이론의 흔적이 드러난다.
심지어 그는 국가간 경쟁과 전쟁을 방조하는 사회진화론적 관점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날카로운 비판을 표출하고 있다.
경쟁하는 것을 문명이라고 한다면, 당우삼대(唐虞三代)의 훌륭한 정치를 하던
시대는 문명이 아니고, 춘추전국(春秋戰國)의 전쟁하던 시대가 문명이라는 말인
가? 또한 ‘경쟁｣과 ’문명‘은 지극히 상반되는 말인데, 그와 같은 말이 어째서 서로
뒤섞여 함께 일컬어지는가!
18)

16)
17)

유인석, 毅菴集 ｢宇宙問答｣.
유인석, 毅菴集 ｢宇宙問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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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문명은 서로 섞일 수 없다는 유인석의 말은 비단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사회진화론 담론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말이 아니라 21세기
에 유행하고 있는 사회생물학 담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항로가 취하였던 전통적 화이론에서 중화란 물론 지역적으로 ‘중국’
을 지칭하는 것은 분명하였다. 하지만 이항로가 중국을 지칭할 때에는 당
대의 중국을 의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문명(문화)’의 최상국으로서의 중
국, 혹은 고대 이래 성인들의 문화를 품고 있는 중화로서의 중국을 염두
에 두고 지칭한 것이다. 물론 유인석에 이르러 중화란 더 이상 중국을 지
칭하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그들이 지칭하는 이적이란 지역적인 의미로
서 중국 외부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지역적 의미를 초월하여 문
명화되지 못하거나 미개한 상태, 혹은 전쟁으로서 혼란한 상태 등을 의미
하는 단어이다. 결국 그들이 취한 화이론에서 중화란 문명과 문화, 인문
과 같은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적은 반문명적 전쟁과 군사주
의를 위주로 하는 미개한 상태인 셈이다.
그러므로 19세기 후반 이후 서양의 사회진화론과 동아시아의 화이론이
공통적으로 문명/야만의 이분법을 사용하여 상대 문명을 야만으로 규정
하였지만, 그들이 취한 문명과 야만의 기준은 상반되었던 셈이다. 즉 동
아시아의 화이론의 입장에서 야만은 군사주의, 전쟁, 경쟁 등을 강조하는
것이었으며, 문명은 이에 대해 탈군사주의와 평화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었다.
마지막으로 19세기 말 이후 동아시아에서 사회진화론을 수용하는 데에
앞장 섰던 양계초의 글을 읽어보면, 그도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가
문(文)을 숭상하고 전쟁을 싫어하는 데 비해 서구와 일본의 제국주의가
무(武)를 숭상하고 전쟁을 찬양하는 것을 알았음이 드러난다.
중국 민족 일
尙武 반 중국
바 유럽 일 시
데 반 중국 시
앙 언 끝날
르 데
져왔

반
우중
일
숭
중략 일찍 읽
개 쟁 즐 움 야
바
쟁
야
중략 육강
우 중국
천 년 잘못 견

의
이 본이나 서구와 정 대가 되는 경
하나는 서구나 본이
상무적(
的)인 면에
이 문(文)을 상한다는 것이다. (
)
이
은 로는,
이나 본의 들이 대 전 의 거 을 이 기하지 않는 가
없는 , 그와 대로
의 는 전 의 고통만을 이 기한다. (
) 약
식
의재 이 제
지도 모 는 , 리
인은 수
동안
된 해를
가
다.19)

문제는 무를 숭상하는 것이 더 옳은지, 문을 숭상하는 것이 더 옳은지
18)
19)

유인석, 毅菴集 ｢宇宙問答｣.
梁啓超, [中國積弱溯源論｣, 박노자, 우승열패의 신화, 162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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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문제일 것이다. 즉 어느쪽이 더 인류의 문명에 더 긍정적이며, 그리
고 보다 더 문화적인 태도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일 것인데, 양계초는
망국에 대한 두려움에서 약육강식의 상황을 초래하는 서구의 군사주의
문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천 년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문(文)을 숭상하고 탈군사화의 길을 걸은 중국문명의 성과를 비판하고 저
버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망해가는 나라의 운명을 안타까워하며 개화
론자들이 취한 사회진화론적 관점을 토대로 이항로나 유인석 같은 유학
자들이 취한 화이론적 주장을 논파하고 논리적으로 승리할 수 없었던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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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의 ‘自化’ 개념을 통해서 본 다윈주의의 자연선택
김 경 수

*
20)

1. 서론

다윈의 진정한 위대성은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는 사실을 밝혔
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 변한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데 있다. 왜
냐하면 종이 변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2000년 이상 지속해온 ‘존재(실
체)는 불변하다’고 하는 믿음에 결정적인 강펀치를 날렸기 때문이다. 플
라톤에 따르면, 물체뿐만 아니라 생명체 모두가 영원불변의 이데아로부
터 나왔으므로 생명체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을 인갑답게 만드는 것은 형상에 있다고 보았는데, 이 형상은 영원불변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진화론에 의하면 종은 불변한 것이 아니라 끊임
없이 변화한다. 다윈의 진화론은 실체, 더 나아가 최상의 실체로 군림하
였던 신마저도 부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서양에서는 種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지가 200년도 채 안된
반면에, 동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종이 변한다고 보았다. 漢代의 문헌
인 열자와 포박자에는 생물의 진화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가
령 열자에서 “매가 새매가 되고, 새매가 뻐꾹새가 되고, 뻐꾹새는 오래
있다가 다시 매가 된다. 제비는 조개가 되고 들쥐는 메추라기가 된다. 썩
은 외는 물고기가 되고 오래 묵은 부추는 비름이 된다. 늙은 암양은 원숭
이가 되고 물고기 알은 벌레가 된다.” 고 하였다. 포박자에서도 “만약
1)

2)

3)

성균관대학교 강사.
다윈이 최초로 종이 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은 아니다. 이미 라마르크(Lamarck)가 ‘종
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하등한 것에서 고등한 것으로 진화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 서양사상사는 궁극적으로 존재론의 역사이다. 여기서 말한 존재는 ‘영원불변하다’와 ‘스스로
존재하므로 자신의 존립을 위해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경수의 서양철학 도가에게 길을 묻다(문사철, 2011)에서 상세히 논의하고
있다.
3) 列子, ｢天瑞｣, “鷂之爲鸇, 鸇之爲布穀, 布穀久復爲鷂也. 燕之爲蛤也,田鼠之爲鶉也, 朽瓜之爲
魚也, 老韭之爲莧也. 老羭之爲猨也, 魚卵之爲蟲.”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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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이 氣를 받고 태어난 것이 모두 일정하다고 한다면, 꿩이 대합이 되
고, 참새가 조개가 되고, 땅 속 벌레에 날개가 생겨나고, 올챙이가 날듯이
높이 뛰고, 水蠣가 조개로 변하고, 荇苓이 구더기로 변하고, 두더지가 메추
라기로 변하고, 썩은 풀이 개똥벌레가 되고, 악어가 호랑이로 변하고, 뱀
이 용으로 변하는 일이 왜 생겨났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 외에도 동양
의 많은 문헌들에서 생명체의 진화를 언급하고 있다.
동양에서는 種이 변화한다는 주장이 오히려 상식에 가까웠다. 혹자 중
에는 동양에서 말하는 진화론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닌 억측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진정한 의미의 진화론이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동양에서의 진화론은 대부분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째서 서양에서는 그토록 오랫동안 생명이
변한다는 사고가 없었던 반면에 동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명이 변
한다는 사고를 갖고 있었느냐에 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관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서양
은 존재중심주의였던 반면에 동양은 생성중심주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경탁은 “나는 서양철학의 주류는 존재(being)이고 동방철학의 주류는
생성(becoming)이라고 말한다. 존재는 반드시 흘러 움직이지는 않지만 생
성은 반드시 흘러 움직인다. 전자는 존재학의 철학이고 후자는 생성학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자는 순수형상적 개념을 형이상학의 대상으
로 삼는데 후자는 순수동작의 ‘상(象)’을 형이상학의 대상으로 삼는다.”
고 하였다. 서양에서는 불변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種이 변하지 않는다
고 보았던 것이며, 동양에서는 변화를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종 역시 변화한다는 사고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서양에서의 진화에 대한 관점과 동양에서의
진화에 대한 관점이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진화론에
서 언급한 생명관과 노자가 말한 생명관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대립적이
기까지 하다. 가령 진화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생명체를 기계론적․분석적․
이기적․투쟁적인 것으로 본 반면에, 노자는 생명체를 유기체적․전체적․상
호의존적․조화로 보았다. 주목할 점은 노자가 自化를 중요시하였는데 현
대생물학에서는 이 자화를 강력히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4)

5)

抱朴子, ｢論仙｣, “若謂受氣皆有一定, 則雉之爲蜃, 雀之爲蛤, 壤蟲假翼, 川蛙翻飛, 水蠣爲蛤,
荇苓爲蛆, 田鼠爲,鴽如鳥, 腐草爲熒, 鼉之爲虎, 蛇之爲龍, 皆不然乎.”
5) 한국공자학회 편, 김경탁 선생의 생성철학, 한울 아카데미, 2007, <부록:김경탁 자저>, 193
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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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化란 생명체의 주체적․능동적인 변화를 의미하는데, 현대생물학에서는
진화의 원인을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에서 찾음으로써 생명체의 주체적․능
동적인 변화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윈주의가 과학적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다윈주의자들
의 주장이 옳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현대의 학자들은 자신의 학문의 정
당성을 위해 과학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과학이라는 이름이 진
리의 정당화를 부여하는 절대적 권위가 될 수는 없다.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자화와 자연선택은 진실 여부의 차이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
라 세계관의 차이에서 생겨났다는 사실이다.
서양에서의 존재는 비록 외형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였지만 그 근본은
바뀌지 않았다. 즉 존재는 플라톤에게 있어서 이데아로, 아리스토텔레스
에게는 형상으로, 중세에서는 신으로, 근대 합리론에서는 실체로, 과학에
서는 법칙으로 바뀌지만, ‘영원불변하다’와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는 그
근본적 의미에 있어서는 여전히 같다. 다윈주의 진화론이 존재론에 커다
란 타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다윈주의 역시 여전히 존재론에 토대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다윈주의자들은 존재론적 사유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세신학에 플라톤의 잔영이 짙게 배어있듯이, 다윈주의의 진
화론에도 플라톤의 잔영이 짙게 베여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다윈주의
에서 주장하는 자연선택이 노자가 말한 自化보다 오히려 기독교에서 주
장한 ‘지적설계론’에 훨씬 가깝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날 다윈주의
자들의 주장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노자의 자화와 다윈주의의 자연선택을 비교․고찰해본다.
이를 통하여, 다윈주의-특히 오늘날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생물학가 전통적인 사유인 존재론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았으며, 그 문제점
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자화와 자연선택의 차이점

다윈은 진화론의 원인으로서 ‘자연선택’을 주장하였다. 즉 생물은 개체
마다 변이가 있는데, 자손의 과잉 생산에 의한 생존경쟁이 일어나면 이들
중에서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는 살아남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개체는
도태된다는 것이다. 그의 자연선택설은 맬서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맬
서스는 주저인 인구론에서 인구는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반면에 식량은
산술급수로 늘어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인구가 늘어나면 필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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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식량이 부족해져 생존을 위해 투쟁하게 된다고 보았다. 다윈은 맬서스
의 영향을 받아 자손이 과잉생산 되면 식량은 한정되어져 불가피하게 치
열한 생존경쟁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다윈은 진화의 원인을 환경에 두었을 뿐 유전자에 대한 생각에
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왓슨과 클릭에 의해 유전자의 분자구조가 해명되
어 유전의 원리가 선명하게 밝혀지게 되면서부터, 유전자가 진화의 중요
한 메커니즘으로 부각되었다.
오늘날 현대생물학에서는 진화의 원리를 ‘자연선택’과 유전자의 ‘돌연
변이’에서 찾고 있다. 유전자는 정확히 자기복제를 하지만 유전자 분자구
조의 변화에 의해 우연하게 돌연변이가 생겨난다. 이 돌연변이는 유전이
되어 후손에게 전달된다. 이것이 바로 진화하는 원인이다. 그러나 돌연변
이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변이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우연에 의한 것
이다. 문제는 단순히 돌연변이의 우연에 의해 생명체라는 복잡한 존재가
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여러 학자들은 돌연변이에 의해 인
간과 같이 복잡한 생명체가 될 수 있는 우연의 확률은 원숭이가 무작위
로 타자를 쳐서 우연히 셰익스피어 전집을 만들 수 있는 확률과도 같다
고 한다. 원숭이가 타자를 쳐서 셰익스피어 전집을 만드는 것은 이론적으
로나 가능할 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학자들은 돌연변
이가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하는 것은 자연선택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유
전자의 변이는 맹목적이며 우연적인 것으로서, 이것이 고도의 발달된 생
명체로 진화하는 과정은 자연선택에 의한 것이다. 다윈주의에서의 진화
의 메커니즘을 간략히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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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계의 모든 체 에는 체들 간의 이가 존재한다.
2) 어떤 이는 전한다.
3) 생명은 환경이 받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은
을 는다.
4) 주어 환경에
적 하는
의 체들이
이 아 는다.

변
진

다윈주의에서 생명체가 변한다고 보았듯이, 노자 역시 생명체가 변한
다고 보았다. 그는 무엇보다 만물의 근원인 도가 변화한다고 말하고 있
다. 이에 대하여, “大道는 둥둥 떠다니어 왼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오른쪽
으로도 갈 수 있다.” , “커다란 형상[大象]을 잡고서 천하에 가니, 가더라
도 해됨이 없다.” 고 하였다. ‘대도는 둥둥 떠다니어’란 자신을 고집함이
6)

7)

老子, 34장, “大道汎兮, 其可左右.”
老子, 35장, “執大象, 天下往, 往而不害.”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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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마치 물결(상황)따라 움직이는 배의 모습을 형용한 것이며, ‘大象’은
‘無象’과 같은 말로서 일정한 모양이 없는 도의 모습을 형용한 것이다. 이
와 같이 노자는 道란 일정한 형태가 없으며, 세계의 변화와 함께 도 역시
변화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는 도뿐만 아니라 만물 역시 운동․변화한다고 보았다. 가령
“무릇 사물은 홀로 가기도 하고 뒤따르기도 하며, 불어서 덮이기도 하고
불어서 식히기도 하며,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며, 싣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한다.” 라고 하였다.
노자는 일체 만물이 변화한다고 보았으므로 자연히 진화론적 사고로
이어졌다. 특히 그는 自化를 강조하였다. 自化에 대해 “도는 언제나 행함
이 없다. 군주가 만약 이 무위를 지킬 수만 있다면 만물은 自化할 것이
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의 化에는 ‘敎化’의 의미와 함께 ‘진화’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化와 變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變은 그 속성이 그대로인
채 외형만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化는 그 속성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묵
자에서 “化란 속성이 바뀜이다.” 라고 하였으며, <說>에서 “化란 개구리
가 메추라기가 되는 것과 같다.” 고 덧붙여 설명하였다. 묵자에서 언급
한 것처럼 화란 전혀 새로운 성질의 것으로 바뀜을 말한다. 장자 역시 “북
녘 바다에 물고기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鯤이라고 한다. 곤의 크기는 몇
천리나 되는 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化하여 새가 되었는데, 그 이름을
‘鵬’이라고 한다.” 라고 하여, 곤이라고 하는 물고기에서 붕이라고 하는
새로 바뀜을 ‘化’라고 하였다.
그런데 노자는 化가 ‘自’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여기서의 自는
‘自然’의 뜻인 동시에 ‘스스로’의 뜻이다. 그러므로 자화란 만물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변화한다는 의미이다. 노자가 스스로 변화한다고 본 이유는
만물을 생명체로 보았기 때문이다. 만물을 생명체로 보았으므로 도와 만
물의 관계는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같다. 부모가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학대할 수 없으
니, 생명의 주인은 궁극적으로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
식에게 무한한 은덕을 베풀지만 부모는 자신의 은덕을 은덕으로 여기지
8)

9)

10)

11)

12)

8)
9)
10)
11)
12)

老子, 29장, “物, 或行或隨, 或噓或吹, 或强或羸, 或載或墮.”
老子, 73장, “道常無爲. 侯王若能守之, 萬物將自化.”
墨子, ｢墨經｣(上), “化, 徵易也.”
墨經｣(說｣), “化, 若䵷爲鶉.”
莊子, ｢逍遙遊｣ “北冥有魚, 其名爲鯤. 鯤之大, 不知其幾千里也. 化而爲鳥, 其名爲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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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야 하니, 생명은 본래 제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자식의 행동 하나 하나에 대
해 시시콜콜 관여하지 않아야 하니, 생명은 본래 자신 스스로가 행동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자는 “(도가) 만물을 이루지만 스스로를
근원이 된다고 여기지 않으며, 만물을 생겨나게 하면서도 그것을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으며, 은혜를 베풀지만 자신의 공을 자랑 하지 않으
며, 공을 이루고도 거처하려 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노자는 이러한
도와 만물의 관계 방식을 ‘무위’로 보았다. 무위란 각각의 생명체가 그대
로 自生하도록 그대로 놔둘 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노자가 말한 自化는 자연에 의해 수동적으로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체가 능동적으로 환경에 적응한 것이다. 그런데 현대생물학에서는
생명체의 자화를 근본적으로 부정한다. 왜냐하면 자화를 인정한다는 것
은 라마르크의 획득형질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데, 오늘날 진화론자들은 획득형질을 부정하며 유전자의 변이는 우연한
돌연변이에 의해서라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생명체의 복잡한 진화가 단순히 우연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
진화론자들도 이 점을 인정하며 자연선택에 의해 생명체가 복잡한 구조
로 진화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자화와 자연선택 역시 다르다. 자연선택설
에서는 선택하는 주체가 자연(자연계)일 따름이며 생명체는 단지 선택되
는 대상에 불과하다. 반면에 노자는 도가 만물에 대해 ‘무위’라고 보았다.
이것은 도가 만물에 대해 관여하지 않으며, 만물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변
화한다는 의미한다.
그런데 생명이 주체적으로 변화한다고 하여 생명이 어떠한 목적성을
갖고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자는 자화를 말하였지만
목적론을 부정하고 있다. 우리가 유의할 점은 合目的性과 適合性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다. 노자가 즐겨 비유한 물을 예로 들어보자. 물은 네모
에 임하면 네모가 되고 원에 임하면 원이 된다. 그렇다고 물이 네모나 원
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네모가 되고 원이 된 것이 아니며, 단지 네
모와 원이라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네모가 되고 원이 된 것이다. 따라
서 여기에는 어떠한 목적론도 없다. 그런데 물이 네모가 되고 원이 되는
것은 외부의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능동적으로 적
응하고자 하는 물 자체의 속성에 의거한 것이다. 이처럼 노자는 생명체가
13)

老子, 2장, “萬物作焉而不爲始, 生而不有, 爲而不恃, 成而不居.”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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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목적성을 위해 진화한 것이 아니라 적합성에 의해 진화한 것이라고 보
았다.
다윈의 자연선택과 노자의 자화가 다르듯이, 자연 상태를 바라보는 관
점도 다르다. 다윈은 자연 상태를 적자생존의 세계로 보았다. ‘다윈의 불
도그’라 일컬어진 헉슬리(Thomas. H. Huxley)는 생존경쟁과 그것이 일류
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연이란 이기적인 생명체들이 벌이는 냉혹한 투쟁
의 장’이라고 주장하였다. 크로포트킨(Peter Kropotkin)은 상호부조: 진화
의 한 요소Mutual Aid:A Factor in Evolution에서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
하며, 자연계 안의 생명체들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협동한
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크로포트킨의 주장보다 헉슬리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해밀턴(W. D. Hamilton)은 유전자가 친족에 가까
울수록 이에 비례해 이타성을 발휘한다고 하는 ‘친족선택론’을 주장하며,
더 나아가 얼마나 유전적으로 가까운지에 대해 수학적으로 계산하였다.
조지 윌리엄스는 암 사자가 두세 마리씩 모여서 집단 사냥을 하는 목적
은 집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자의 공동 사냥이 혼자 사냥할 때보다 더
많은 고기가 개체에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타적으로 보
이는 행동도 알고 보면 개인의 이득을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트리버스
(R. L. Trivers)는 호혜적인 이타성이 진화한다고 보았다. 가령 흡혈박쥐는
피를 먹지 못하면 몇 일만에 죽으므로, 피를 서로 나누어줌으로써 미래에
보답을 받는다고 보았다. 이처럼 현대생물학에서는 생명체에게 있어서
이타성은 이기적인 전략에 의해 나온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노자는 자연 속에 自律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가령 “백성들
은 명령받는 것이 없어도 저절로 균등해진다.” 고 하였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법이나 윤리가 없다면 다윈주의에서 말한 것처럼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혼란스런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법이나 윤리는 사
회적 질서를 이루기 위한 제도이며 이 제도는 인간만이 갖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인간 사회는 자연계보다 더욱 질서를 이루는 사회가 되어야 한
다. 과연 실제로 그러한가? 노자는 오히려 “하늘의 도는 남음이 있는 것
을 덜어서 부족한 것에 보태어주지만, 사람의 도는 그렇지가 않다. 부족
한 것을 덜어서 남음이 있는 것을 봉양한다.” 고 하였다. 노자 당시의 사
회는 위정자들이 백성들로부터 온갖 착취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
14)

15)

老子, 32장, “民莫之令而自均.”
老子, 77장, “天之道損有餘而補不足, 人之道則不然. 損不足以奉有餘.”

14) 
15) 

김

78

경

수

으며, 그것도 모자라 남의 땅을 삼키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도발하였
다. 백성들은 위정자의 가혹한 착취에 시달렸고, 전쟁에 나가 무고하게
죽어가야만 했다. 반면에 자연계는 어떠한 법이나 윤리와 같은 제도가 없
으므로 만물에 대해 관여하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질서를 이룬다고 보았
다. 즉 ‘저절로 그러함’에 맡기면 自治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노자는 자연계야말로 평등한 질서의 세계이며 인간사회야말로 불평등
과 투쟁이 만연하는 세계라고 보았던 것이다. 토마스 헉슬리는 자연계를
투쟁의 상태로 보았지만, 노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자연계 그 자체
의 모습이 아니라 단지 인간의 탐욕스런 눈으로 본 세계에 지나지 않는
다.
이상과 같이 노자와 다윈주의는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다. 다윈주의에
서는 생명의 진화가 수동적인 자연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던 반면에
노자는 생명의 변화가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다윈
주의에서는 자연계를 투쟁의 상태로 보았던 반면에 노자는 자연계가 투
쟁의 場이 아니라 개별과 전체가 자발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유기체적인
장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진위에 의거한 차이가 아닌 세계
관에 의거한 차이에 불과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
로 하자.
3. 자화와 자연선택의 차이에 대한 배경

진화론자들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일종의 기계로 보았다. 특
히 오늘날 사회생물학에서는 유전자를 강조함으로써 유전자를 전달하는
기계로 보았다. 가령 도킨스는 “우리는 유전자라고 알려진 이기적 분자들
을 보존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프로그램 되어진 생존 기계, 즉 로봇 운반
자인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에드워드 윌슨도 “생물의 주요 기능은 결코
다른 생물을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유전자를 재생산하는 것이며,
따라서 생물은 유전자의 임시운반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고 하였다.
진화론자들이 생명체를 기계로 간주한 이유는 전통적 사유에 근거하였
기 때문이다. 생명체를 기계로 보는 전통은 이미 데카르트에서부터 있어
왔다. 데카르트는 일찍이 동물을 일종의 기계로 보았으며, 인간만이 정신
16)

17)

"
"
에드워드 윌슨 사회 생물학 이병훈 외 역 민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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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16) Richard Dawkins, Preface to first edition , The Selfish Gene,
ford University Press,
2006.
17)
, 
,
,
, 199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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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어서 기계로서의 동물과 구별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생명체
를 기계로 본 것은 데카르트가 처음이 아니며, 그 근원은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서양의 역사는 존재론의 역사였으며, 이 존재론에서는 생명체를 물체
로 환원시켰다. 우리의 의식 앞에 놓여있는 외재적 세계를 ‘대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영어에 해당하는 object는 ‘대상’인 동시에 ‘물체’라는 의미로
도 쓰인다. 이것은 곧 ‘나’라는 주체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대상은 ‘객체’인
동시에 ‘물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서양은 이 객관적 대상들이 물
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 것이다. 피타고라스․플라톤․중세의 신학․근대 뉴
턴적 세계관에서 세계가 기하학적 질서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 것
도 세계를 물체로 보았기 때문이다. 만일 세계를 거대한 생명체로 보았다
면 기하학적 질서의 체제는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역동적이
며 예측 불가능한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기하학적 질서의 체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창공으로 날아가는 새에게 중력이나 낙하의 법칙이 무
슨 필요가 있겠는가? 서양은 세계가 기하학적 질서의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으므로, 서양의 학자들은 세계를 이 기하학적 질서의 체제 속
에 갇아두기 위해 불가피하게 생명체조차 정태적인 물체로 보았다. 에른
스트 카시러도 이와 관련하여, “생명 자체는 변화하고 流動하고 있지만,
생명의 참된 가치는 그 어떠한 변화도 용납하지 않는 하나의 영원한 질
서 속에서 찾아야 할 성질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물체는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없으므로 고립적으로 존재
한다. 이것은 곧 닫힌 체계를 의미한다. 물체는 닫힌 체계이므로 외부와
의 관계를 통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 존재하므
로 절대성을 갖는다. 또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며 외부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므로 수동적이며,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성이 없으
므로 결정론적이다. 또한 개별성이 없으며 외부의 힘에 동일한 영향을 받
으므로 보편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세계의 속성은 고립적․닫힌 체계․스스
로 존재․절대성․수동적․결정론적․보편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서양에서는 세계를 물체의 세계로 보았는데, 이 물체는 수동
적인 것이다. 그런데 수동적인 것은 능동적인 것과 짝을 이룰 뿐만 아니
라 엄밀히 말해 능동적인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동적인 것을 상정하는
것이다. 이 능동적 주체의 대표적인 개념이 바로 ‘존재’이다. 존재가 이데
18)

18)

에른스트 캇시러, 인간이란 무엇인가, 서광사, 1988,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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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형상․실체․신․법칙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근본에 있어
서는 모두가 생성계를 지배하는 원리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이다. 서양
에서 생성계를 우연․무질서․비합리․개별적인 것으로 보려고 했던 이유는
필연․질서․합리성․보편성을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 진화론자들이 진화의
메커니즘을 자연선택과 돌연변이로 파악한 것 또한 객관적 사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계를 물질로 파악하려는 존재론적 전통에서 나온 것
이다.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진화론자들은 진화가 어떤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돌연변이
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 돌연변이는 결코 변화의 원인이
될 수는 있어도 진화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연한 돌연변이
에 의해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확률은 0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기 때
문이다. 진화를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연선택이다. 그런데 이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도 같다. 이 보이
지 않는 손에 의해서 기적의 산물인 생명체로 진화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역설적이게도 신의 보이지 않는 손의 또 다른 형태
에 지나지 않는다.
중세시대의 신은 자연계를 무작위로 창조한 것이 아니며 기하학적 질
서의 체계로 창조하였다. 근대 이후에는 신이 자연계 속으로 숨어버렸다.
그러므로 뉴턴적 세계관에서는 신이 곧 자연계이며, 자연계가 곧 신이다.
뉴턴은 단순히 자연계 자체의 법칙을 밝히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신이
만들어 놓은 기하학적 질서의 세계를 체계적으로 밝히고자 했던 것이
다. 다만 중세에서는 자연계 안의 만물들이 보이는 신의 손길에 의해
움직인다고 본 반면에, 근대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 신의 손길에 의해 움
직인다고 보았다. 그러나 보이는 손이든 보이지 않는 손이든 이것에 의해
지배받는 개체들에게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양자
모두 원인에 의해 지배받고 결정되는 수동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진화론자들 역시 전통적 사고에 의거해 진화의 원인을 수동적 존재로
보았다. 왜냐하면 우연한 돌연변이란 생명체 자체가 아무런 의지나 목적
도 없으며, 단지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외부의 힘에 이끌리고 결정되는 존
재들일 뿐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주장하는 이
유도 우연이라고 하는 생성계를 지배하는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존재를
19)

프린키피아 제2판 머리글을 쓴 로저 콘츠도 “가장 현명하고 탁월한 계획으로 구성된 사
물을 보고도 창조주인 신의 무한한 지혜와 전능하신 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장님이
나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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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자연선택과 돌연변이는 지배적인 위치
에 있는 존재와 피지배적 위치에 있는 생성이라는 존재론적 사유의 연장
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학계에서는 창조론이냐 진화론
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치열히 싸우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진화론
역시 창조론의 또 다른 연속에 지나지 않는다.
존재와 생성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사유와 ‘필연과 우연’이
라고 하는 사유로 나아갔다. 자연선택과 돌연변이 또한 궁극적으로 필연
과 우연에 대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자연선택이 적용되는 거시세계는 인
과론적 법칙에 의해 지배받는 필연의 세계인 반면에, 유전자가 적용되는
미시세계는 돌연변이라고 하는 우연적인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물
리학자들이 인과적 법칙에 지배를 받는 거시적인 필연의 세계와 불확실
성의 지배를 받는 미시적인 우연에 세계에 대한 관계에 대해 나름의 해
법을 제시하였듯이, 생물학자들 또한 이 이 우연과 필연의 관계에 대해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가령 자크 모노는 우연과 필연에서 미
시세계는 우연에 의해 지배받는 반면에, 거시적 세계는 필연에 의해 지배
받는다고 보았다. 아울러 우연과 필연 사이에는 어떤 하등의 필연적 관계
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물리학자인 슈뢰딩거는 생명이란 무엇
인가에서 미시적 세계를 통계의 법칙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모든
물리법칙이 통계학에 기초하고 있듯이, 유전자라는 미시세계는 우연이지
만 생명체라고 하는 거시세계는 통계학의 법칙을 따른다고 보았다.
진화론자들은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존재론에서 탈피하지 못
하였다. 가령 사회생물학자들은 기계론적 세계관과 함께 환원주의를 중
요시하였다. 환원주의에 입각한다면, 인간은 수십억 개의 세포로 구성되
어 있으며, 세포는 DNA와 그 밖의 것들의 집합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들
은 또 다시 원자들이 꿰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에
서는 환원주의가 많은 면에서 비판받고 있다. 이것을 의식한 도킨스는
“환원주의란 사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고 싶은 솔직한 욕망의 다
른 이름일 뿐이다.” 라고 하며, 환원주의를 옹호하고자 했다. 윌슨 역시
“과학에 대한 비판가들은 환원주의를 일종의 강박증이라고 여긴다. 즉 환
원주의자들은 종착점에까지 내려가야만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다는 것이
다. … 환원주의란 다른 방도로서는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복잡한
체계를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 채용한 탐구전략이다. 궁극적으로 과학자
20)

20)

리처드 도킨스, 눈먼 시계공, 과학시대 옮김, 민음사, 1997,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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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흥분시키는 것은 복잡성이지 단순성이 아니다. 환원주의는 그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한 유일의 방법이다. 환원주의 없이 복잡성을 추구하면 ‘예술’이
되지만, 환원주의로 무장하여 복잡성을 추구하면 ‘과학’이 된다.” 라고 하였
다.
과연 환원주의란 것이 단순히 알고자 하는 열망에서 나온 것인가? 동
양에서는 사물을 분석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했는데,
윌슨의 주장대로라면 동양의 학문은 모두가 예술이 된다. 그렇다면 동양
의 학문이 환원주의를 지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예술로 규정
되어야 하는가?
윌슨은 환원주의를 과학의 특징으로 보고 있지만, 환원주의는 과학의
산물이 아니라 존재론의 산물이다. 데모크리토스는 복합적인 것을 분해
하면 궁극적으로 불변의 원자(존재)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사고는 그 이후에도 일관되어왔다. 가령 플라톤은 “그런데 복합적인 것과
합성된 것은 자연히 이러한 (분해되는) 경험을 겪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만일 합성되지 않은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은
다른 것과는 달리 분해로부터 모면할 수가 있다.… 따라서 항상 동일하고
변화하지 않는 것은 합성하지 않은 것이며, 반면에 시간이 달라지면 다른
상태가 되어 결코 동일할 수 없는 것은 합성된 것일 것이다.” 라고 하였
다. 이처럼 플라톤은 합성된 것은 가변적인 것이지만 이 합성되지 않은
궁극의 요소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사고는 서양에서 보편
적 형태로 드러났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단순 실체들은 더 고귀한 존재
를 갖는다는 점에서 단순 실체들에서는 더 고귀하고 더 참된 양태로 있
다.” 라고 하여 합성 실체보다 단순 실체를 더욱 우위에 두었으며, 단순
실체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합성 실체의 본질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보았다. 라이프니츠 역시 “진리가 필연적일 경우에는 분석에 의하여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다. 곧 진리를 더욱 단순한 개념 또는 진리에로 분석
해가면 최후에는 가장 원초적인 관념이나 진리에까지 도달하게 된다.”
라고 하였다.
21)

22)

23)

24)

O

쪽

21) Edward . Wilson, Consilience, Vintage Books, New York 1998, 59 .
22) Plato, PHAED , in The Dialogues of Plato, translated by R.S. Bluck, BANTAM B KS,
89 .
23)
, 
,
,
, 1995, 23 .
24) G.W. Leibni , The Monadology and other Philosophical Writings, translated by Robert
Latta,
ford University Press, 195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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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에게 있어서 ‘분석’에 대한 맹목적 믿음 역시 이러한 존재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가령 생명체의 몸을 기관으로 분해하고,
기관을 조직으로 분해하고, 조직을 세포로 분해하고, 세포를 유기물질로
분해하고, 유기물질을 분자로 분해하고, 분자는 원자로 분해하고, 원자는
아원자로 분해한다. 최근에는 급기야 ‘끈 이론’이 등장하였다. ‘끈 이론’이
란 ‘끈’이라는 최종의 실체를 상정하여 모든 물질을 ‘끈’으로 환원시키려
는 이론으로서, 여기서의 끈은 더 이상 분할 불가능한 존재인 것이다. 그
런데 이러한 분석에 대한 하염없는 욕망은 단순히 알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복합체를 분해하면 불변의 존재(원자)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전통적 사고에 의거한 것이다.
노자의 사유는 서양의 사유와 많은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서양에서는
생명체조차 물체의 연속으로 본 반면에 노자는 만물을 모두 생명체로 보
았다. 여기서의 만물은 흙과 돌멩이와 같은 무생명체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생명체 역시 생명의 연속으로 보았다. 이처럼 서양이 생명체조
차 물체의 연장으로 본 반면에 노자는 물체조차 생명의 연장으로 보았다
는 점에서, 서양의 패러다임과 노자의 패러다임은 다를 뿐만 아니라 어느
의미에서 본다면 정반대이기까지 하다.
노자는 모든 것을 생명으로 보았으므로, 개방체제로 보았다. 즉 생명체
란 열려 있어야 하며, 변화에 따라야 생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노자가 强
剛을 비판하고 柔弱을 긍정한 이유도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적응을 중요
시하였기 때문이다. 柔弱은 활발성인 동시에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뜻한
다. 노자가 유약을 선호한 까닭은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변화에 잘 따라
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유약은 자신의 고집하는 생각이 없이 자연의
변화에 따르기에 막힘이 없으며, 막힘이 없으므로 변화에 대하여 역동적
으로 적응할 수가 있다. 반면에 剛强은 변화를 무시한 채 나의 것만을 완
강하게 고집함이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단명만
을 자초할 뿐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物이 강성하면 노쇠해지니, 그것
을 ‘도가 아닌 것’이라고 한다. 도가 아닌 것은 일찍 죽게 된다.” “剛强한
것은 온전히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한다.” “나무가 강하면 꺾인다.” “堅
强한 자는 죽음의 무리이다.” 라고 하였다.
25)

26)

28)

25)
26)
27)
28)

老子, 30장, “物壯則老, 是謂不道, 不道早已.”
老子, 42장, “强梁者, 不得其死.”
老子, 76장, “木强則折.”
老子, 76장, “堅强者死之徒.”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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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서양에서의 생명관과 노자의 생명관 사이에는 현격한 차
이점이 있다. 이러한 차점은 관점에 따른 차이에 의거한 것이므로 무엇이
더욱 타당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양자 사이에는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다. 가령 서양에서는 생명체를 물체의 연속으로 봄으로써 정태적․분석
적인 대상으로 보았다. 이것을 통해 서양의 학문은 명확성과 보편성을 얻
게 되었지만, 생명은 근본적으로 동태적인 것이며 분석될 수 없는 것이
다. 이와 관련하여 베르그송은 “물질이란 분리 가능한 조직 체제를 형성
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분리 가능한 체제는 기하학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바로 그러한 경향에 의해 우리가 물질을 정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경향에 불과하다. 물질은 극한에까지 갈 수 없으
며, 완전한 고립화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생명을 정
태적인 것으로 보고 분석을 통해 명확성에 도달하려는 방법은 생명을 이
해하는 데 있어 나름의 필요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동태적인 생명
을 이해하기 위한 궁극적 수단은 아니다.
생명체나 무생물체나 할 것 없이 모두 공통적으로 지배받는 확고한 자
연의 법칙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엔트로피 법칙’이다. 엔트로피는 ‘무질서
도’ 혹은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를 의미한다. 엔트로피 법칙에서는 “시간
의 흐름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향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시
간의 방향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혹은 사용 가능한 에너지에서 사용 불가
능한 에너지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엔트로피의 피할 수 없는
법칙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다. 가혹한 운명의 법칙인 엔트로피 법칙을 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모든 인간은 사망하며 인간이 머무는
공간인 지구도 사망하며 지구가 의존하고 있는 태양도 사망한다.
생명과 물체 사이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 그 근본적인 차이는 생명
체가 엔트로피법칙에 역행한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생명체가 엔트로피
의 법칙에서 벗어나 더욱 고도의 질서로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
까? 그것은 생명체가 열려있기 때문이다. 생명체는 외부와 고립될수록 엔
트로피의 법칙에 더욱 지배를 받는다. 더욱 정확히 말하면 생명체는 외부
와의 고립을 통해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 가령 사람은 산소
가 없다면 단 몇 분도 생명을 지속할 수 없으며,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흡
수하지 못하면 며칠도 살지 못하고 죽는다. 따라서 생명체는 자신의 생존
을 위해 항상 열려 있어야 하며, 외부와 차단된 바로 그 순간 죽게 된다.
29)

쪽

29) Henri Bergson, L'évolution créatice, PUF, 200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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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생명체는 개방을 통해 자신을 지속시키려는 속성을 가지
고 있다. 외부에 개방되어 있으므로 열린 체계이며, 외부와의 관계를 통
해서만 존속할 수 있으므로 개방적이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
계를 통해 존재하므로 상대적이며,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되므로 주체
적이며,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므로 능동적이며, 자신 스스로가 체제
를 구성하므로 자기 구성적이며, 각각의 생명체들은 궁극적으로 개별자
이므로 개별성을 갖는다. 따라서 생명체의 특징은 개방적․열린 체계․관계
성․상대성․능동적․자기 구성적․개별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노자가 바라
본 세계 역시 이와 같은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진화론에서 진화의 메커니즘을 자연선택으로 본 까닭은 ‘존재가 생성
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존재론적 사유에 입각한 것이며, 노자가 생명체의
自化를 중요시하였던 까닭은 생명체를 주체적이고 능동성인 것으로 파악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화는 신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고 본 신학이
나 자연선택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고 본 진화론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
에 입각한 것이다. 어느 의미에서 본다면, 신학에서 신에 의해 만물이 지
배를 받는다고 본 견해나 진화론에서 자연선택에 의해 만물이 지배를 받
는다는 견해 모두 만물을 수동적인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결과론적으
로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선택의 가장 큰 사상적 대립은
‘지적설계론’이 아니라 오히려 自化이다.
노자가 말한 생명의 변화는 더 나아가 우연도 필연도 아닌 自然인 것이
다. 서양에서는 우연과 필연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하였지만, 앞
서 언급한 것처럼 필연과 우연은 대립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필연은 생성계를 지배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 생겨난 것이
고 우연은 필연을 정당화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다. 서양에서는 필연과 우
연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하였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결말 없
는 논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우연은 주체적으로 생겨난 개념이 아니라
필연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생겨난 파생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가령 필연
을 부정하기 위해 우연을 주장하더라도, 이 우연은 궁극적으로 무질서․맹
목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또 다시 필연을 정당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노자는 생성계를 지배하는 어떠한 외재적 존재를 거부하고 만물의 自生․
自化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필연의 세계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만물이 우
30)

30)

이에 대해서는 김경수의 노자 생명사상의 현대적 담론(문사철, 2010)과 서양철학, 도가
에게 길을 묻다(문사철, 2011)에서 상세히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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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적․맹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만물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활동
한다는 점에서 우연도 아니다. 그러므로 자연은 우연과 필연의 개념과는
다른 범주에 속한다.
4. 사회생물학에서의 자연선택의 문제점

오늘날 개별학문들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영역
표시를 함으로써 확고한 경계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학문에서와 같이 엄격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촘촘히 짜인 관계의 그물망 속에 있기 때문이다. 모
든 존재는 이처럼 관계 속에 존재하므로, 학문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관
계로부터 분리되어 고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분화된 개
별학문들은 통합화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학문의 통합을 위해서는 어
떤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 과연 어느 학문이 통합에 있어서 구심적 역할
을 할 수 있는가?
생물학․사회과학․인문학은 모두 공통의 뿌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생명’
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생물학․사회과학․인문학은 ‘생명’을
키워드로 한 통합이어야 한다. 생명을 중심으로 한 통합을 시도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생명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접근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논의할 수 있는 학문 분야는 철학과 생물학이다. 이
것은 통합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학문분야는 철학과 생물학 중의 하나라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서양철학에서의 담론의 주제는 실체나 정신이
었지 생명이 아니었으므로, 베르그송과 같은 소수의 철학자들을 제외하
고는 생명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실체니 이성이니 하는 논의는 인간 고
유의 역사이지 동물의 역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생물학을 담을 수 없다.
그런데 사회생물학에서는 생명을 다루고 있다. 또한 인간의 행태를 동
물의 연속으로 봄으로써 보다 근원적으로 인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무
엇보다 주목할 점은 에드워드 윌슨이 통합이라는 의미의 ‘컨실리언스
[consilience]’를 주장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컨실리언스’를 통해 생물학을
통해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만남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런데 최재천은 ‘컨
실리언스’를 通涉이 아닌 ‘統攝’이라고 번역하였다. 通涉이 대등한 관계 속
에서의 타자와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統攝’은 하나의 주축
에 중심으로 타자를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統攝’이말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윌슨은 생물학을 중심을 다른 학문들을 통합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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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물학에서 ‘생명’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생명체 - 동물 - 인간’을
연계시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생물학이 통합의 주체로 나섰다
고 해서 필자로서는 그다지 이견이 없다. 그러나 사회생물학에서의 통섭
에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무엇보다 사회생물학자들이 생명을 물체의
연속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가령 윌슨은 생물학이 궁극적으로 물리․화학
으로 환원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인간이 물리적 인과관계에 따른 사건
들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어째서 사회과학과 인문학이 자연
과학의 통섭에서 면제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통섭이란 것은 궁극적으로 생명을 키워드로 한 통합이 아니라 물리․화학
적인 통합에 불과하다.
사회생물학에서는 생명을 다루고 있지만 정작 생명체를 일종의 물체로
보았다. 사회생물학에서 생명체를 물체로 본 이유는 물리주의에 토대하
고 있기 때문이다. 물리주의란 아무리 복잡한 유기체라도 그것을 구성성
분들로 나누어간다면 궁극적으로 물질로 나아가게 된다는 주의다. 물리
주의에서는 생명을 물리․화학적 반응으로 보았다. 윌슨도 앞으로의 정신
은 뇌의 뉴런적 구조의 부수현상으로부터 더욱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윌슨의 이러한 물리주의는 뉴턴의 고전물리학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
므로 고전물리학에서와 같이 이성의 무한한 진보를 여전히 믿고 있다. 가
령 “이성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할 것이고, 감정은 무제한으로 가능할 것
이다. 거짓과 참이 가려질 것이며 우리는 서로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같은 종의 일원이며, 생물학
적으로 유사한 두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의
주장은 뉴턴의 계승자인 라플라스가 “어떤 주어진 순간에 자연계에 주어
지는 모든 힘과 자연을 구성하는 존재들의 상대적 위치를 알고, 더 나아
가 이런 자료를 분석할 역량이 있는 그런 위대한 지성이 주어진다면, 우
주라고 하는 거대한 천체의 운동으로부터 가장 작은 원자의 운동에 이르
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의 공식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지성
에게는 아무 것도 불확실할 곳이 있을 수 없으며, 그의 눈앞에는 과거와
미래가 모두 환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 했던 것을 연상케
31)

32)

33)

O
O

쪽
쪽

31) Edward . Wilson, Consilience, 11 .
32) Edward . Wilson, Consilience, 47 .
33) P.S. Laplace, A Philosophical Essay on Probabilities, tran. F.W. Trusctt & F.L. Emory,
Dover, New York, 195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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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오늘날 물리학에서조차 라플라스의 이상을 허황된 것으로 보고 있
는데, 생명체를 다루는 생물학자로서 어째서 라플라스를 흉내 내려고 하
는지 참으로 모를 일이다.
기계론․환원주의․결정론은 진화론자들의 중심 담론이었다. 그러나 이것
은 단순히 과학의 산물이 아니며, 플라톤으로부터 내려온 존재론의 산물
이다. 또한 이러한 존재론적 사유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그 이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기계는 스스로 작동할 수 없으며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작동원리가 반
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중세에서는 신이 직접 작동한다고 보았고,
라이프니츠는 예정조화에 의해 작동한다고 보았고, 뉴턴적 패러다임에서
는 보이지 않는 손인 법칙에 의해서 작동한다고 보았고, 진화론자들은 자
연선택에 의해서 작동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과연 생명체란 것이 단지
기계에 불과한 것인가? 물론 생물학자들도 기계와 생명체의 차이점에 대
해 나름대로 일일이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로서는 비교해 열거할 가
치조차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람이 기계와 닮았다’는 말과 ‘사람이 인
형과 닮았다’는 말 사이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들조
차도 ‘사람이 인형과 닮았다’고 말할 만큼 유치하지 않다. 기계는 어디까
지나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일 따름이다. 그것도 생명체의 외형만을 아주
조잡스럽게 흉내 낸 것일 뿐이다. 현대의 최고 위대한 과학자와 기술자를
수천 명 동원하여 수십조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서 정교한 로봇을
만들었다고 치자. 이 로봇의 정교함은 시장에서 단돈 몇 십 원이면 살 수
있는 멸치의 정교함에 따라갈 수 없다.
서양에서는 어째서 생명체를 수동적인 것으로 보려고 했는가? 그 이유
는 기계란 스스로 작동할 수 없으며, 필연적인 원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
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았기 때문이다. 다윈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맬서스
역시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 강조되지 않는 한, 실제로는 무기력하고 게
으르고 노동을 싫어한다.” 고 하였다. 그 역시 인간을 외부의 작동에 의
해서만이 움직이는 일종의 기계로 보았다. 다윈의 자연선택도 바로 이러
한 영향 하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사회생물학자들은 환원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생명체는
작은 단위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인가? 개미는 페로몬을 통해 다양한 의사
34)

34) T.R. Malthus,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ed, Philip Appleman, Norton, New
York 1976,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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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한다. 그런데 윌슨은 이 페로몬이 단순히 알케인(alkane)과 테르페
노이드(terpenoid)라고 불리는 유기 화합물로 이루어진 것에 지나지 않음
을 강조하였다. 물론 페로몬이 화학적으로 조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
다고 페로몬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인 아니다. 왜냐하면 페로몬은 알케인
과 테르페노이드가 자발적으로 화합되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개미 스
스로가 화학적 성질을 이용하여 만들어 낸 창작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페로몬을 더욱 단순한 것으로 환원시켰을 경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은 단지 그것의 구성성분일 뿐이며, 그것을 만들어낸 생명의 원리에 대해
서는 전혀 알 길이 없다.
생명체뿐만 아니라 심지어 물체조차 환원될 수 없다. 가령 물을 예로
들어보자. 물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는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분자를 통해 물을 전부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물에는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이미지가 있다. 가령 섬과 육지 사이에 놓
인 바다는 ‘통로’인 동시에 가로막는 ‘장벽’이기도 하다. 여름의 바다와 겨
울의 바다에 대한 이미지는 다르다. 홍수 때 내리는 비와 가뭄에 내리는
비의 심상은 상반된다. 컵 안의 물과 바다를 동일한 물이라고 말할 수 없
다. 그런데 분자 속에서는 이러한 물의 다양한 이미지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물 분자에는 표면장력이 최대, 비열이 높고, 고체 액체 기체로 자유
자재로 변화하는 하는 등 다양한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물 분자의 특징
을 원자 속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물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물은 단순히 분자로 환원될 수 없으며,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단순히 원자로 환원될 수 없다.
물체는 물리적 언어로 서술되는 반면에, 생명체는 물리적 현상+생명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은 물질+생명+문화로 구성되어 있다. 생물학자
들의 오류는 생명체가 물질로 환원된다고 믿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생명
체를 물질로 귀결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수소와 산소 자체에서 물 분자의
모든 속성을 규명할 수 없듯이, 물체 자체에서 생명체의 모든 속성을 규
명할 수 없다. 물론 생명이 물질과 무관한 채로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
지만, 그렇다고 생명을 물질의 단순한 연속으로만 볼 수 없다. 물질과 생
명체의 차이는 생명의 유무에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인간에게는 복잡한
문화가 있다. 이 문화의 현상은 단순히 생명의 원리 그 자체에서 찾을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 역시 생명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유무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계론적 세계관은 궁극적으로 결정론적 세계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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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기계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사회생물학자들은 유전자 결정론을
강조하고 있다. 도킨스가 생명체란 궁극적으로 ‘유전자를 전달하는 기계’
로 볼 만큼 사회생물학에서는 유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유전자
를 결정론으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유전자는 맹목적으로 자기 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다. 유전자의 방대한
정보량을 종종 거대한 도서관의 장서들에 비교한다. 그런데 모든 장서들
이 무의미한 단어들로만 복제되어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유전자
의 복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전자의 정보에 대한 복제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유전자의 정보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 것일까? 다윈주의자들
은 돌연변이를 우연으로 봄으로써, 이 정보는 단지 복제할 때의 우연한
에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오늘날 생물학자들은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우연으로 보는 것을 정설로
보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진화가 우연한
돌연변이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이상하다. 생명체
는 정말로 놀라운 복잡성과 함께 정교하다. 그렇다면 생명체가 이처럼 놀
라운 정교함을 갖게 된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설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진화론자들은 자연선택 때문이
라고 말하고 있다. 다윈주의자들은 기독교를 비과학적인 것이라는 이유
로 비판하고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 자연선택이야말로 비과학적인 것을
넘어서 비상식적이다. 왜냐하면 자연선택이란 것은 ‘적자가 살아남는다’
고 하는 단 하나의 규칙만이 있을 뿐인데, 이 단 하나의 규칙에 의해 무
생물에서 그토록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했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 과연 우연한 돌연변이에 의한 미세한 차이에 의해 하나의 종 안에 있
는 기존의 개체들이 모두 멸종되고 오직 돌연변이를 획득한 하나의 개체
의 후손만이 살아남아 지구 전역에 퍼트리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시력
이 0.2인 유인원보다 시력이 0.1인 유인원이 생존경쟁에서 더욱 유리할 것
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미세하게 유리할 뿐으로, 이것에 의해 생존과
멸종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동물이 그처럼 미세한 차이
에 의해 생존이 결정될 만큼 그리 나약하고 수동적인 존재들이 아니다.
생명체는 눈에 보이는 적뿐만 아니라 박테리아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
는 적들로도 에워싸여 있다. 한순간 방심하면 생명은 그것으로 끝장이다.
35)

35)

본 논문에서는 지면 관계상 유전자 변이가 우연이 아님에 대한 이유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
다. 다만 한 가지 예를 들면, 매클린톡(Barbara McClintock)은 게놈이 외부의 스트레스 인
자에서 영향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변이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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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체는 혹독한 자연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생존하였다. 이 생존의 경험
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 속에 축척하여 후손에게 전달한
다. 따라서 유전자 속에는 수 억 년의 진화과정에서 얻어진 방대한 경험
이 담겨져 있다. 물체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반면에 생명체는 수 십
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유전자가 중요한 이유는 유전자가
A․G․T․C란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수 십 억년
의 지혜가 담겨있다는 점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생물학자들은
이 유전자를 물체의 연속으로만 보아 인과론적 결정론에 의해 지배받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우리는 생명을 동태적으로 파악하였던 노자의 사유에 대해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서양의 존재론적 생명관에서는 생명체를 기계론․환원주의․
인과론․결정론를 보았던 반면에, 노자의 생성론적 사유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철저히 거부하였다. 무엇보다 노자는 각각의 만물들은 고립적으
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그물망 속에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관계의 그물망에 의해 만물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만물들 스스로가 관
계 속에서 역동적인 그물망을 형성한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유기체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환원주의의 목적은 명확성을 얻기 위함에 있다. 그런데 노자는 규정성
을 비판하였다. 특히 노자는 생명의 다양성을 중요시하였으므로 하나의
규정된 틀로 바라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하나의 척도에 의해 만
물을 裁斷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장자에서도 “목수는 ‘나는 나무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다. 굽은 것을 만들면 그림쇠에 딱 들어맞고, 곧은 것을 만
들면 먹줄에 꼭 맞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흙이나 나무의 본성이
어찌 컴퍼스․곱자․그림쇠․먹줄 등에 들어맞기를 바라겠는가!” 라고 반문
하였다. 생명의 특징은 같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름에 있다. 같음은 오
히려 다름에 대한 특수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자와 장자는
하나의 틀로 만물을 재단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노자는 더 나아가 본능을 강조하였다. 노자가 말한 自然이란 것도 궁극
36)

37)

38)

노자 14장에서 도를 ‘道紀’라고 하였는데, 道紀에서 ‘紀’란 ‘紀綱’을 뜻한다. 즉 다수를 하
나로 묶는 주축의 의미한다. 세계는 관계의 그물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는 관계들을 연
결하는 주축(벼리)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37) 노자가 도와 만물의 관계를 ‘無爲’로 보았던 이유는 도가 만물에게 통일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들이 자발적으로 관계망을 형성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38) 莊子, ｢馬蹄｣, “匠人曰, 我善治木. 曲者中鉤, 直者應繩, 夫埴木之性, 豈欲中規矩鉤繩哉.”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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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자연본성에 따름’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은 본능을 천시하고 있
으므로, 본능대로 살라는 대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는다. 그
러나 본능을 천시하는 것은 서양 문화의 오랜 편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본능은 저급한 충동이 아니라 수 억 년의 경험이 축적
된 삶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즉 유전자는 수 억 년의 경험을 축적한 경험
의 오랜 역사가 담겨져 있으며, 이 유전자가 외현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본능이다. 그렇다면 본능 또한 기계적․맹목적․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무한
한 삶의 지혜인 것이다. 노자가 문화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비판하고 자연
본성을 강조한 까닭도 본능의 지혜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자는
서양에서 이성의 산물로 간주했던 법․언어․배움․지식․윤리규범․기술․총명함
보다도 오히려 본능의 지혜를 더욱 신뢰했던 것이다.
5. 결론

진화론은 분명히 많은 면에서 서양사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케 하였다.
무엇보다 진화론적 사유는 種이 불변하다고 하는 전통적 존재론에 치명
타를 입히기에 충분하였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생성을 적극 수용하기
보다 오히려 존재론의 외피를 입었다. 그 단적인 예로 진화론자들이 기계
론․인과론․자연선택․환원주의를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진화론자들은 기계
론․인과론․자연선택․환원주의가 모두 과학의 산물이라고 보았지만, 이것들
은 플라톤에서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며 과학에서 단지 이것들을 표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생물학에서는 생물학을 통해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통합을 도모하
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크게 異論을 제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인
문학이나 사회과학에서의 담론은 존재와 이성에 대한 담론이었으므로 정
작 생명이라는 단어가 빠져있었다. 그런데 사회생물학에서 생명을 논의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문제는 사회생물학자들
이 언급한 생명체에 대한 담론은 생명체 그 자체에 대한 담론이 아니라
단지 존재의 외피를 입은 물체에 대한 담론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서양의 생명관에서는 생명을 일종의 물체로 보았다. 그러므로 생명체
를 물리주의적인 것으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회과
학과 인문학 역시 물리․화학에 예속시키고 말았다. 그런데 윌슨과 같은
사회생물학자들은 한술 더 떠, 사회과학과 인문학은 물리․화학의 연속성
에 입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윌슨은 과학주의가 인문학과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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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욱 발전시킨다고 주장하였지만, 사실상 오늘날 인문학과 사회과학
의 위기는 윌슨의 주장처럼 물리․화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
니라 이와 반대로 철저히 물리․화학적이기 때문에 있다. 가령 논리실증주
의나 과학철학이 과학주의를 표방함으로써 철학을 더욱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사회생물학자들이 존재론을 표방함으로써 다윈의 위대한 발견을 더욱
심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축소시키고 말았다. 왜냐하면 진화론
의 중요한 의의는 種이 변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불변을 특징으로 하
고 있는 존재론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윈은 진화
의 메커니즘을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자연선택에 있다
고 봄으로써 존재론적으로 해석하였으며, 후대의 진화론자들은 더욱 더
존재론의 외피를 입게 되었다.
노자는 다윈과 같이 생명의 변화를 이야기했지만, 이 생명의 진화는 생
성론에 입각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존재론의 외피를 입은 진화론자들과
많은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그 단적인 차이점은 다윈주의에서 생명의 진
화를 수동적인 것으로 본 반면에 노자는 생명의 진화를 능동적으로 보았
다는 데 있다. 우리는 능동적인 생명관을 가진 노자의 사상에 대해 재평
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진화론자들은 노자의 사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단적인 예
로 진화는 우연에 의한 돌연변이에 의한 것이며, 자연계는 기본적으로 투
쟁적이며 생명체는 이기적 본성을 따라 움직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화
론자들은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 사실에 입각한 것이라고 力說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언급했듯이 전통
적인 존재론적 사유에 입각한 것이다.
자연계가 투쟁 상태가 아니라는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문제
는 이것에 대한 해석에 있다. 진화론자들의 대부분의 논의들은 생명체가
39)

40)

논리실증주의에서는 가치를 배제함으로써 철학의 대상을 논리로만 축소시켰고, 과학철학은
철학의 과학화를 강조함으로써 철학을 과학에 종속시켰다. 과학주의에 의한 폐단에 대해서
는 김경수의 서양철학, 도가에게 실을 묻다(심산, 2011) ‘6장: 과학주의’에서 상세히 논의
하고 있다.
40) 가령 코끼리들의 수가 많아지면 다윈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치열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
발적으로 산아제한을 한다는 점이다. 즉 코끼리는 55살 정도에 임신을 중단하며, 그 수가
많아져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 먹을 것을 가지고 치열히 투쟁하는 방식보다 스스로 산아를
제한하여 수를 조절한다.(로버트 어그로스․조지 스텐스우, 새로운 생물학, 오인혜․김희백
옮김, 범양출판부, 1995, 171쪽 참조.)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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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이기적인 것인가를 밝힌 것이 아니라, ‘생명체란 이기적인 존재다’
라는 전제를 미리 상정해 놓고서 이것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에 불과하
다. 가령 그들의 논의는 ‘생명체는 이기적인 존재인데, 어째서 이타성이
가능할 것일까’에 대한 논의에 불과하다.
또한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진화가 돌연변이의 우연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유전자는 수 십 억년의 경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
지 수 십 억 년의 복제의 우연한 에러의 역사만을 담고 있다. 왜냐하면
진화론자들에 의거할 경우 오직 우연적인 것일 뿐 유전자는 경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우연한 변이
는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다. 즉 존재론적 세계관에서는 물체란 주체적
으로 운동하는 것이 아닌 외부의 힘에 의해 운동한다고 보았으며, 다윈주
의의 자연선택과 돌연변이는 바로 이러한 전통 하에서 나온 것이다.

95

大 同 哲 學 會 학술대회
대

회 보 2012. 05. 04

과학주의와 사회생물학
김 동 광

*
41)

1. 들어가는 말

사회생물학은 생물학의 범위를 넘어 우리 사회와 문화 전반에 지배적
인 담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는 대
중 과학서 중에서 거의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베스
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고, 출판사들은 도킨스의 저작이 출간되기도 전
에 계약을 맺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도킨스 이외에도 수많은 사
회생물학 관련 과학서들이 꾸준히 발간되고 있어서 사회생물학에 대한
고정 독자층이 국내에도 상당 규모로 형성되어 있음을 실감하게 한다.
반드시 대중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는 않지만, 이처럼 사회생물학이
대중적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생물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사회생물학이 제공하는 높은 설명력 때문일까? 아니면 이 분야가 다루는
주제들이 유독 대중적 관심을 끌기 때문일까? 사회생물학은 근대 과학이
수립된 이래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치열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가장 대중적인 쟁점들을 부상시켰던 영역 중 하나였다. 그리고 그만큼 많
은 스타 과학자들도 탄생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라기보
다는 과학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들 사이의 긴장이 사회생물학 논쟁이
라는 틈을 통해 분출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생물학을
둘러싼 논쟁은 단지 유전자, 진화, 이타성, 컨실리언스, 통섭 등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세계관과 우주관, 그리고 생명관을 둘러싼 긴장의 표출이
며, 윌슨과 도킨스, 그리고 굴드 등은 논쟁을 통해 이처럼 충돌하는 관점
을 대변하는 전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사회생물학을 과학주의(scientism)의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사
회생물학이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설명하는 담론구조의 특성과 그 함의
를 살펴보고자 한다. 과학주의는 근대가 수립된 이래 세계를 설명하는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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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지배적인 설명체계인 이른바 과학적 세계관, 즉 뉴턴이 집대성했던 물
리주의적 세계관과 그것의 이념형인 이성중심주의, 개발주의, 진보 등을
기반으로 수립되었던 근대주의를 지키고 옹위하는 이념체계이다. 그리고
과학대중화는 이러한 지배적인 이념의 자리를 얻기 위해 설명체계들이
경합을 벌이는 실행 무대이다. 과학을 통해서만 이 세계를 이해하고 이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과학에서 발생하는 문제까
지도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인 과학주의는 항상 과학을
위협하는 비(非)과학과의 전선을 형성시켰고, 어떤 면에서는 그 속성상
항상 전선과 긴장을 필요로 했다. 그런 면에서 과학주의는 당대의 지배적
인 설명체계를 옹위하기 위해 조장하거나 형성시켜야 할 전선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부단히 그 형태와 모습을 바꾸어왔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숱한 전사, 불독, 스타 등을 탄생시켰다. 사회생물학은 가장 최근에 형성
된 과학주의의 전선이고, 윌슨과 도킨스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과학주
의자이다.
2. 과학주의: 과학-비과학의 경계짓기

과학주의의 본령 중 하나는 부단한 경계짓기(boundary demarcation)이
다. 과학사회학자 토마스 기어린은 과학과 비과학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
계 획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경계획정은 일부 지적 활동
을 비과학으로 구분짓는 사회적 경계를 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된
특성을 과학의 제도에(즉, 과학의 실행자, 과학적 방법, 축적된 지식, 가
치, 그리고 연구 조직 등에) 부여하는 것”(Gieryn, 1995). 과학은 저절로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계작업(boundary work)을 통해서만 존속할
수 있다.
얼마 전에 작고한 칼 세이건은 뛰어난 과학자이자 과학대중화론자이
며, 동시에 우리 시대의 가장 열정적인 과학주의자이기도 하다. 그는 1996
년에 발간한 저서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과학, 어둠 속의 작은 촛불
The Demon-Haunted World에서 사라진 아틀란티스 대륙에 대한 믿음,
UFO 신앙, 점성술, 심령술, 오옴 진리교, 힌두교의 초월명상 등을 “수정구
슬의 과학(science of crystal)”, 또는 사이비과학(pseudo science)으로 규정
하고, 사이비 과학의 횡행으로 인한 사태를 개탄했다. “촛불의 불꽃이 점
차 희미해진다. 초의 작은 불꽃이 떨린다. 어둠이 다가온다. 악령들이 꿈
틀거리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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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건의 과학주의는 전형적으로 과학적 사고방식과 사이비 과학적 사
고방식을 구분한다. 그에게 과학적 사고방식은 창의적이고 훈련된 사고
방식이며, 과학이 성공한 이유는 “오류 수정의 기제가 과학 자체에 마련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학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과학의 특수성
논변, 확증된 지식(certified knowledge)으로서의 과학지식이 다른 지식과
인식론적으로 차별되며 그 지식에 접근하는 방법 또한 다르다는 인식론
적 예외주의에 대한 주장이 일반적이다.
“사이비 과학은 틀린 과학과 다르다. 과학은 오류를 바탕으로 번성한
다. 과학을 오류를 하나씩 제거해나가는 방식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언제
나 틀린 결론이 있지만, 그것들은 잠정적이다. … 사이비 과학은 이와 정
반대이다. 사이비 과학의 가설들은 흔히 반증할 가망이 있는 어떠한 실험
으로도 공격할 수 없도록 정밀하게 짜여져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설을
무효화하는 것조차 원리상 불가능하다. …”
그는 종교의 신앙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신념이 과학에 대한 또다른 신
앙이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듯, 스스로 이렇게 묻는다. “이것은 과학의
제단을 숭배하는 것인가? 이것은 기존의 신앙을 다를바 없는 또 다른 임
의적인 신앙으로 대치하는 것인가? 내 생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과
학의 성공은 직접적으로 관찰된다는 것이 내가 과학을 지지하는 이유이
다. 다른 어떤 것이 과학보다 더 효과적이라면 나는 과학이 아니라 그것
을 지지할 것이다. …”
가. 과학주의의 새로운 전사로 나선 도킨스

세이건이 오랫동안 과학주의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왔지만, 도
킨스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과학주의의 전사로 활동해왔고 세이건이 세
상을 떠난 이후에는 사회생물학이라는 새로운 무기로 무장하고 최전선에
나서고 있다. 세이건의 책이 나온지 2년 후인 1998년에 발간된 무지개를
풀며Unweaving the Rainbow와 2006년 종교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해서 논
란을 일으켰던 만들어진 신God Delusion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무지개를 풀며라는 제목은 뉴턴이 무지개를 프리즘의 색으로 환원시
켜 모든 시정을 말살했다는 영국 낭만주의 시인 존 키츠의 시에서 따온
것이다. 그는 “키츠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되었으며, 나의 목적은 이와 비
슷한 관점에 유혹당하는 모든 이들을 정반대의 결론으로 인도하는 것”이
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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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종교들의 기세가 점 약해지고 있는 서양에서, 종교가 점 하
리는 주에 대한 명 하고 장대한 각을 가 과학이 아 라 가사의와 점성
술이 지하고 있다.
는 사상 과학이 가장 성 적이
20세기에 과학이
문화에
되고 리의 정도 동 에 성 해 기를
을 것이다 . . . 나는 이
이
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 있다. 점성술 은 문학 서적
다
다.
전은
술사나 리안 행세를 하는
마술사를 한
무대를 마련한다 (도
, 1998)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점성술과 천문학의 구분은 그리 간단치 않다. 흔
히 점성술사라고 일컬어진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우주와 천체
에 대한 연구와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천체역학의 혁명을 일으
킨 코페르니쿠스에서 갈릴레오, 케플러에 이르는 많은 천문학자들은 그
들의 후원자들을 위해서 별점을 봐주는 것이 중요한 임무이기도 했다. 물
리주의적 근대과학과 기계론적 세계관을 종합한 뉴턴도 광학이나 운동법
칙, 중력에 대한 논문만큼이나 많은 연금술에 대한 글을 썼고, 일부 사가
들은 그를 ‘최후의 연금술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는 신비주의가 진정한 과학이 합당하게 선사해야 할 시적 경이로움
에 대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비주의와의 경계짓기를 시도한 다음,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화려한 수사와 “나쁜 시적 과학”에 대해서
경고한다. 그 대상은 스티븐 제이 굴드이며, “상상력넘치는 그의 글은 불
행하게도 진화에 대한 미국인의 이해에 비정상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
쳤다”고 개탄한다. 반면 좋은 시적 과학은 운문으로 쓰인 과학이 아니라
경이로운 시적 감성으로부터 탄생한 과학이라는 것이다.
이런 식의 끝없는 경계설정은 그의 글쓰기의 주된 양식에 해당하며, 이
는 과학주의의 가장 강한 버전이자 동시에 가장 vulgar한 버전이기도 하
다. 그는 시인은 과학에 대해 얼마나 알았는지 여부, 그리고 과학에 대해
호의적이었는지에 따라 분류해서 좋은 시와 나쁜 시를 구분하려고 시도
했다.
만들어진 신의 머리말에서 도킨스는 과학의 원천이 되는 자연과 우
주에 대한 외경심과 종교적 신앙을 구분하려 애썼다. “과학자들과 합리주
의자들도 흔히 자연과 우주를 접할 때 신비적이라고 할만한 감정을 경험
하지만 그것은 초자연적인 믿음과 아무 관계도 없다”는 것이다. “종교없
는 과학은 불구이고, 과학없는 종교는 장님이다”라는 말을 했고, “신은 주
사위놀이를 하지 않는다” 등 신을 빗댄 많은 표현을 했던 아인슈타인의
종교와 그가 ‘집단 망상’이라고 칭한 이른바 초자연적인 종교를 구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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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도 무진 애를 썼다.
나. 인식적으로 대등한 설명체계, 신비주의

그러나 신비주의라고 뭉뚱그려서 매도되는 일련의 경향들은 오늘날 과
학주의의 권력과 위세에 눌려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과학주의와 마찬가지로 이 세계를 설명하는 설명체계이자 자
연철학이다. 즉, 인식론적으로는 대칭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계몽주의에 밀려서 패퇴했던 낭만주의 자연철학은 우리가 세계와 생명
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무수한 다른 경로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독일 낭만주의 운동에서 북방의 魔者(Magnus im Norden)라고 불리는
쾨니히스부르크 출신의 사상가 하만(Johann Georg Hamann)은 당시 이성
편중의 계몽주의에 대해서 감정과 감각의 권위를 중시했고, 자신의 사상
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잠언 형태로 발표했다. 그는 스트룸 운트
드랑 시인들 사이에서 예언가로 존경받았다. 하만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인
물이지만, 가장 급진적이고 완결된 방식으로 계몽주의에 전쟁을 선포한
인물이었다. 하만은 신화가 단순히 세계에 대한 거짓 진술이 아니고, 인
간이 감히 말로 나타낼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자연의 신비를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신비주의는 이성이나 이성적 접근방식
으로는 접근할 수 없고, 달리 표현할 수단이 없는 것들에 다가가는 경로
인 셈이다. 그에게는 세계를 남김없이 설명할 수 있다는 합리주의가 오히
려 터무니없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신비주의는 이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방식인 셈이었다. 여기에서 “환상은 단지 공상이나 자의적
유희가 아니라 이성적 사고로는 도달할 수 없는 인간과 자연의 통일성
또는 의식의 통일성을 형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식된다.
(김진수, 2001)
3. 새로운 과학주의, 사회생물학

물리주의적 세계해석이 이미 지배적인 관점으로 자리잡은 이후 과학주
의는 새로운 프런티어를 찾아 변신했고, 오늘날 사회생물학은 과학주의
의 가장 중심적인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과학주의가 세계에 대한 유일한
정통 관점으로 과학만을 인정하듯이, 사회생물학은 생명에 대한 유일한
관점으로 유전자를 중심으로 한 분자적 생명관(molecular vision of lif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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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 진화에 대한 유일한 관점으로 적응주의에 기반한 자연선택설
만을 인정하며 다른 주장을 비과학, 또는 사이비 과학으로 매도한다.
가. 유일한 ‘과학’

―

점진론과 극단화된 적응주의

다윈주의 신종합설(neo-Darwinian synthesis)의 핵심은 첫째, 진화는 두
가지 단계(원재료인 임의적 변이와 방향성을 부여하는 자연선택)로 이루
어지는 과정이고, 둘째, 진화적 변화는 일반적으로 완만하고 점진적이며,
연속적이라는 것이다. 사회생물학은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을 유일한
설명원리로 받아들이며, 다른 식의 접근방식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배적
인 원리로서의 인정을 넘어서 배타적 원리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도한 강조로 인해서 자연선택은 설계논증으로까지 그 함축을
가지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그러나 굴드는 그의 저서 판다의 엄지 17장 “진화적 변화의 단속적
본질”에서 점진론(gradualism)이 자연의 사실이 아니라 서양의 사고에서
나타난 특정 이데올로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윈은 흔히 린네가 한
것으로 알려진 “자연에는 비약이 없다(Natura non facit saltum)”라는 말을
신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찰스 라이엘의 영향을 받은 다윈은 진화가
그 누구도 살아서 관찰할 수 없이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장중하고 정연
한 과정”으로 보았다.
굴드는 자연이 제공하는 근거들은 점진론이나 격변론 어느 한쪽을 배
타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잡다한 목소리를 그것도 불명료하
게 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변화에 관한 한 유럽 군주제는 매우 우
려스러운 눈초리를 보냈고, 수많은 학자들은 군주제의 정적인 체제를 자
연법칙의 구현으로 정당화했다. 영국 시인 알렉산더 포프가 노래했듯이
“질서는 하늘의 근본원리”로 간주되었다. 군주제가 타도되고 18세기가 혁
명의 소용돌이에 휩쓸려가자 비로소 과학자들은 변화를 일탈이나 예외가
아니라 보편적인 우주 질서의 일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과학
자들은 아직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주저했고, 완만하고 질서있는 변
화라는 자유주의적 관점을 자연계에 그대로 전이했다. 많은 과학자들에
게 급격한 변화는 프랑스 혁명에서 목숨을 잃은 라부아지에를 떠올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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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명에 대한 강박, 이해에 대한 과도한 열망

과학주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을 남
겨두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도킨스와 세이건이 벌였던 “미신과의 전
쟁”은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의 소산이다. 과학
주의는 그동안 설명되지 않아왔던 영역들을 찾아내 하나씩 정복하려는
경향을 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생물학은 과학주의의 강
력한 무기인 셈이다.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에서 종교가 미치는 진정으
로 나쁜 영향 중 하나는 “몰이해에 만족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가르친다
는 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회생물학이 진화심리학으로 개명하고, 그동안 풀리지 않은 채
가장 큰 수수께끼로 남았던 지능과 그 창발(emergence) 과정에 대한 설명
에 나선 것은 자연스러운 행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생물학이 신조로 삼고 있는 적응주의와 점진론은 이러한 설명력에
대한 강박을 잘 보여준다. 점진론과 적응주의는 기본적으로 틈새를 허락
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생물학은 우리가 세계를 볼 수 있는 창문을 극
히 좁은 적응주의와 점진론이라는 틈새를 제외하고 막고 있는 셈이다.
반면 같은 진화생물학자인 굴드는 마찬가지로 과학주의의 특성을 나타
내기는 하지만 보다 넓은 관점을 허락한다. 타고난 과학사회학자라고 칭
할 수 있는 그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적응주의와 점진론이 쿤의 관점에서
세계와 생명을 바라보는 하나의 패러다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
했고, 사회생물학이 가정하고 있는 이해와 설명의 좁은 제한을 드러내려
고 시도했다.
굴드의 과학적 주제의 글 중에서 상당부분은 바로 이러한 단순화된 팡그
로시안 적응주의(Panglossian adaptionism)에 대한 반대이다. 그는 진화적 변
화의 원인들을 찾기 위해서 좀더 다양하고 근본적인 생물학적 과정들로 돌
아갔다. 그는 진화가 선택의 힘만큼이나 임의적(random) 결과이며, 그 특징
은 다른 특성들에 대한 선택의 물리적 부산물(physical byproduct)일수도 있
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진화적 변화의 역사적 우연성(contingency)도 강력
하게 주장했다. 한 시기에 어떤 이유로 선택될 수 있지만, 다른 시기에는 전
혀 다른 이유로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굴드의 주장은 다윈을
전복(overthrow)하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다윈의 원래 구도에 풍부함을
더해주려는 것이다.(Lewontin and Levin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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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화: 끊임없는 계몽, 그리고 계몽자로서의 자기부여

과학주의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과학과 비과학, 진정한 과학과 사이
비 과학의 경계짓기를 끊임없이 계속하면서 이 주장을 제기하는 당사자
나 집단을 과학의 편에 놓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과학을 가지는 집단
은 그렇지 않은 집단이나 대중을 무지몽매한 상태로 규정하고 “계몽
(en-lighten-ment)”, 즉 진정한 과학이라는 빛을 비추어서 깨우쳐야 하는
대상으로 삼는다.
세이건, 윌슨, 도킨스 등의 과학주의 전사들이 한결같이 과학 대중화의 사
도였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닌 셈이다. 세이건이나 도킨스는 말할 것
도 없고, 윌슨도 스스로 자신을 진정한 과학의 사도로 규정하고 스스로에게
계몽의 임무를 부여했고, 열성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했다. 통섭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1998)이라고 번역된 그의 저서는 이러한
대표적인 노력의 소산이다. 리어 세카렐리(Leah Ceccarelli)는 윌슨의 노력을
“정복의 수사(rhetoric of conquest)”라고 불렀다. 윌슨의 시도는 설득이 아니
라, 과학에 대해 무지한 인문학자와 사회과학자들에게 호통을 치고, 모욕을 주
려는 것이다(Ceccarelli, 2001). 따라서 컨실리언스는 주된 설득대상(target
audience)인 사회과학자와 인문학자를 계몽과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셈이다.
(김동광, 2011)
과학주의는 계몽과 불가분의 관련성을 가지며, 기본적으로 대중을 계
몽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대중과 과학(사회생물학), 대중과 전문가
(사회생물학자) 사이의 인식론적 간격(epistemological gap)을 인정한다. 나
아가 자연과학과 비자연과학의 간격도 주장한다는 점에서 가장 강한 의
미에서의 전문가주의라고 할 수 있다.
세이건은 미신과 사이비과학이 미국을 침몰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그 책임을 대중에게 전가한다. “미국이 우둔해진 것은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대중매체들의 실질적 내용들이 서서히 부패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
의 분명하다. 대중매체들은 30초짜리 각종 광고, 최저수준의 공통분모를
편성하고 사이비 과학과 미신을 경솔하게 조장하면서 특히 무지를 찬양
하는듯한 표현을 남발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미국에서 비디오 대
여순위 1위를 차지한 영화는 <덤 앤 더머(Dumb and Dumber)>이다. …”
여기에서 대중은 미신에 잘 속고, 이성적인 사유보다는 무분별하게 감
정에 휩쓸리기 쉬운 무지한 대중(ignorant public)이다. 그에게 <덤 앤 더
머>를 보고 웃는 대중들이 다른 자리에서는 사회와 자연에 대한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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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해될 수 없었다. 따라서 무지몽매한
대중들을 깨우치기 위해 과학 대중화가 필요하다. 그가 대중화의 이유로
꼽은 것은 바로 그러한 문제들이었다. 그는 과학의 대중화, 즉 그의 정의
에 따르면 “과학의 방법과 발견들을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도 접근할 수
있게 만들려는 노력”을 자연스러운 일로 설명한다. 즉, 과학을 사람들에
게 설명하지 않는 것은 내게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또하나의 이유에
대해 그는 이렇게 밝힌다. “나는 내 손자들 또는 증손자들 시대의 미국에
대해 불길한 예감을 갖고 있다. 그때의 미국은 서비스 및 정보의 경제시
대일 것이다. 거의 모든 핵심 제조 산업들은 다른 나라로 빠져나갔을 것
이며, 최고의 기술력은 소수의 사람들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 국민
들은 자신의 비망록을 설계하거나 권위를 갖고 그것을 식견있게 문제삼
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것이다. 그리고 비판적인 능력은 쇠퇴하여 좋
게 느껴지는 것과 진실인 것을 구분할 수 없게 되어, 수정을 꼭 부여잡고
신경질적으로 우리의 운세를 물어보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자신도 모
르는 사이에 미신과 어둠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사회생물학이 과학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과정은 논문이나 학술적
논쟁이라기보다는 주로 언론매체, 대중과학서 등의 “대중 과학(popular
science)”의 영역이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양상의 바탕에는 과학연구의 성격변화(과학의 정치화, 상업화, 셀링
사이언스[selling science]의 일상화)로 인해 대중들의 지지를 획득해야할
필요성 높아진 측면도 있다. 특히 생명공학, 나노 등 윤리, 사회, 법률적으
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영역의 경우, 대중적인 장에서 인지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각축,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대중, 또는 대중적 지지
가 획득해야 할 중요한 연구의 자원(resource)이 되고 있다. 하버마스가
이야기했던 공론장(public sphere)이 새로운 의미에서 부각되고 있는 셈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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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통섭이라 표현하든, 학제간 융복합이라 표현하든, 학제간 울타리를 허
물어야 한다는 인식은 이제 더 이상 새롭지 않다. 물론 보다 본격적인 융
합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지식을 한 층
더 깊고 넓게 하는 데 기여해왔다.
오랜 기간 분과의 테두리 내에서 발전을 해온 각 학문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당위만으로 하나의 통일된 틀을 이뤄낼 수 있는 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쉽게 공동 연구의 성과물을 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건 무리
일 것이다. 또한 그 동안 분과라는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어 온 각개각진
의 역사가 부정적인 것만도 아닐 것이다. 현 시점에서 교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각 분과가 지금까지 축적해온 지식의 성과물이 무
엇인지, 그리고 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방법론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때다.
경제학과 생물학과의 관계는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쓸 당시까지 거슬
러 올라갈 수 있다. 그 이후로 경제학과 생물학의 교류는 근대경제학의
출현과 함께 단절되었다가, 최근 다시 활발해지는 추세라 할 수 있다. 경
제학이 진화적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만큼 생물학 또한 경제학의 시장
및 최적화 모형을 기초로 이론을 구축하는 등 부분적으로 가치 있는 학
제간 교류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 동안의 경제학이 어떤 식으로 (진화) 생물학에서의 발
견을 수용해왔는지를 되돌아보면서 현 시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경제학에서의 진화 패러다임의 수용의 역사는 길지만, 각 시기마다
경제학에서 진화 패러다임을 이용함으로써 ‘무엇을’ 밝히고자 했는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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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어떤 시기에는 경제주체들의 합리성을 전제
하지 않더라도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이 도출해낸 결론과 동일한 균형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이는 데 진화 패러다임이 이용되기도 했고, 또 어떤
시기에는 특정한 환경 하에서는 최적화하는 것보다 모방하는 것이 더 ‘최
적’임을 보이는 데 진화 패러다임이 이용되곤 했다.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최적인 해 혹은 최적의 행동 패턴을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진화론이 수용되었었다. 보다 최근
에 들어서면서 경제주체들이 사회적 선호 혹은 도덕적 감정(이타성, 상호
성) 등을 갖고 있고, 또한 이러한 감정이 어떤 조건 하에서 경제적 성과
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그것의 기원 및 유래를 밝히는
데 진화 패러다임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은
한편으로는 진화 패러다임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변화하는 과정
이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 경제이론의 발전과 함께 시장, 경쟁 그리고
경제주체들을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과정이기도 했
다.
2. 교류의 시도들, 그리고 성과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쓰면서 맬더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
칼 마르크스가 자본의 I권을 다윈에게 보내 읽어줄 것을 부탁했으며, II
권을 다윈에게 헌사하려고 했다는 사실 등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다. 마
르크스는 다윈의 종의 기원이 “역사 속 계급투쟁의 자연과학적 기초”를
제공해준다고 판단했고,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장례식에서 다윈과 마르크스
를 유기체 발전의 법칙 대 인간 역사 발전의 법칙을 각각 발견한 사람으로
대비시킨 바 있다. 근대 경제학의 창시자로 간주되는 알프세드 마셜도 경
제현상을 기계적인 것이 아닌 생물학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
면서 “경제학은 광범위하게 해석된 생물학의 한 분야이다”(Marshall, 1948)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후 20세기 주류 경제학의 발전이 뉴톤
역학에 기반한 물리학적 유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면서 생물학과의 연관
은 주변적인 논의로 밀려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체증, 비이
기적 동기 등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생물학적 연구와의 연관성을 지켜
나가면서 사라지지 않은 채 진행되어 왔다.
경제학에서 진화론적 분석은 오직 간헐적으로만 그 모습을 드러내왔지
만, 다윈의 진화론이야말로 경제이론의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한 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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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었다. 베블렌(Thorstein Veblen)은 다윈주의야말로 “경향도 최종 종착
점도 없이 진행되는 눈먼 누적적 과정을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이론 체
계”이며, 따라서 다윈의 진화론이 경제 및 제도 분석에 핵심적인 이론틀
이 되어야함을 주장한 바 있다(Veblen, 1919, p. 436). 하이에크(Hayek, 1988)
는 전통적 사회에서 거대 사회로 옮아가는 과정을 진화론에 빗대서 설명
하는데, 거대한 사회는 소위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를 기초로 세
워진 사회이고, 이 자생적 질서는 전통 사회 내에서 전통사회의 규범으로
부터의 ‘창조적 이탈’로부터 시작되며, 사회적 모방이라는 기제를 통해 개
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집단들 사이로 점점 퍼져나갔다고
설명한다.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의 형성 및 확산에 대한 논의는 집단선
택을 통한 문화적 진화라고 묘사되곤 하는데, 선택의 단위가 개체인지 집
단인지의 논쟁을 접어두고 바라보면, 사회적 질서의 형성 및 확산을 진화
론의 틀로 묘사한 성공적인 예로 간주할 수 있을 듯하다. 슘페터(Joseph
Schumpeter)도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1962)를 통해서 균형
상태가 혁신을 도입한 기업가들에 의해 끊임없이 파괴되고 대체되어 가
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기술 및 산업조직 부분에서 이후 등장하게 될
진화 경제학의 전조가 되었다.
경제학과 진화생물학, 그 교류의 1단계. 1950-60년대 경제학과 생물학
의 교류는 합리적 의사결정의 결과와 자연선택에 의해 진행되는 적응이
상당한 유사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기를 거친다. 알치안(A.
Alchian)은 불확실성의 세계에서는 이윤극대화란 기업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없으며, 기업들이 양의 이윤을
위해서 행동하고 이에 성공적인 기업들만이 살아남는 적응 과정으로 경
제 시스템이 작동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새로운 유형
의 기업들이 끊임없이 출현하고(돌연변이) 경제 시스템 속에서 검증되고
선택되는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 환경에서 양의 이윤을 가능케 하는 조직
방식을 가진 기업들만이 살아남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자연선별). 그리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양의 이윤을 얻어 살아남는 데 성공한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에게 모방되면서 경제 시스템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내적 추
동력”을 갖게 된다(Alchian, 1950). 밀턴 프리드만은 자연선별이 낳는 결과
는 “마치”(as if) 개별 기업들이 이윤극대화를 하는 것과 같은 결과라고
주장하기에 이른다(Friedman, 1953). 이러한 팡글로시안적인 사고는 이후
신제도주의 경제학에서도 드러나는데, 경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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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유지되고, 그렇지 못한 제도들은 점차 소멸한다는 식의 사고는 더글
라스 노스의 제도의 진화사 연구나 올리버 윌리암슨이 비교제도 분석 연
구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North, 1981; Williamson, 1975).
이 단계에서 나타난 경제학과 진화론의 관계는 합리성 혹은 보이지 않
는 손의 대체물로서 자연선별이라는 아이디어를 경제학이 적극적으로 수
용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경제 주체의 합리성이라는 가정이 없
이도 분권화된 의사결정이 시장을 매개로 사회적으로 최적인 결과를 가
져온다는 경제학의 결론이 여전히 타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 자연선
별이라는 아이디어가 차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어진 제약 조건하에서 모든 가능한 대안들을 사전에 고려하고, 이들
중 가장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과정은 때로
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필요하고 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
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때 모든 개인들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가장 최적인 대안을 찾아서 그에 따라 행동한 결과와 자연선택
과정 하에서 오직 제한적으로만 합리적인 혹은 극단적으로 전혀 지능이
라곤 갖지 않은 존재들의 상호작용이 빚어내는 결과가 동일하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이제 경제주체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대안적 행동 방식 중에서 어떤 대안을 선택해서 어떻게 행
동할 것인가의 여부는 경제주체의 ‘머리 속’에서가 아니라 자연선택의 결
과로 결정되므로,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순간 경제학에서는 경제주체에게
부과되는 합리성의 부담을 한층 완화시켜줄 수 있게 되었다.
이 단계의 교류에서 경제학에 도입된 자연선택이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의 결과와 동일한 와 최적인 상태로 향해가는 과정으로 간주된다. 그
러한 의미에서 자연선택은 보이지 않는 손의 대체물이었고, 목적론으로
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이러한 팡글로시안적 이해 방식은 이후 본격적인
진화 경제학의 출현과 함께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 변화하는 환경하에서
는 ‘최적화’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기 힘들며, 더 나아가 최적화 행위가 장
기적으로 성공적인 전략이 되리란 보장이 없다는 지적도 있고(Goldberg,
1975; Dosi and Egidi, 1991), 과연 자연선별 메커니즘이 개체의 최적화 행
위나 효율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연구들도 등
장하기 시작했다(Ullmann-Margalit, 1978; Hodgson, 1994, 1997).
진화 경제학의 출현, 그 교류의 2 단계. 이 시기 경제학에서의 중요한
변화가 있었고, 그 때문에 경제이론에서 진화론도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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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학에서는 시장의 불완전성에 주목하기 시
작했다. 정보의 비대칭성, 거래비용의 존재 등이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분석되기 시작했고, 예외적으로 다루어지던 시장의 실
패가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러면서 기술의 진화나 제도 및 규범
의 진화를 다룰 때 누적적 변화의 불가역성, 다중균형의 상황, 그리고 경
로의존성(path dependency) 및 잠금 효과(lock-in), 빈도의존성(frequency
dependency) 등이 강조되었다(Arthur, 1990; David, 1985, Pagano, 1991). 이제
더 이상 진화적 과정은 효율적인 종착점으로 향하는 과정으로 인식되지 않았
다. 더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갖는 기업들이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선택되지
않을 수 있고, 기술은 효율성의 기준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 과정에
서 기업가의 통제권을 확립해주는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
이 등장하기 시작했다(Winter, 1975; Hodgson, 1997; Bowles and Gintis, 1988,
1993; Marglin, 1974).

사회적 선호와 도덕 감정의 기원, 교류의 3단계. 보다 최근에 들어서면
서 경제주체들이 사회적 선호 혹은 도덕점 감정(이타성, 상호성) 등을 갖
고 있고, 또한 이러한 감정이 어떤 조건 하에서 경제적 성과에 크게 영향
을 준다는 것이 확인되어 왔다(Fehr and Gachter, 2000a, 2000b). 경제주체
들은 자신의 이득만을 극대화하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의 이득까지도 고
려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존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많은 실험 연구
들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이론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했다(Guth et al., 1982;
Levine, 1998; Rabin, 1993; Bolton and Ockenfels, 2000; Charness and Rabin,
2002. Fehr and Schmidt, 1999). 경제주체들이 사회적 선호를 갖는다는 사실
은 왜 그리고 언제 중요한가의 문제와 함께, 물질적 이득의 크기를 둘러
싸고 선택이 이루어지는 진화적 과정 속에서 물질적 이득에서 희생을 수
반하는 도덕적 행동들이 어떻게 진화해오고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
가 다루어지고 있다(Sobel, 2005; Bowles, 1998). 그 과정에서 우리를 둘러
싸고 있는 전통, 관습, 사회규범 등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의 행동의 결과에 따라 전통, 관습, 사회규범 등이 형성되는 공진화 과정
이 중요하게 분석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빈모어(Kenneth
Binmore), 사뮤엘슨(Larry Samuelson), 보울스(Samuel Bowles), 긴티스
(Herbert Gintis), 그리고 영(H. Peyton Young) 등 진화적 게임이론을 통해
경제주체의 상호작용을 모형화함으로써 제도 및 규범의 발전을 설명하려
는 학자들이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진화적 게임이론이 이러한 주제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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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데 유용한 도구로 간주되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 들어오면서 자연선별을 더 이상 최적화로 향해가는 과정으
로 파악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는 유전적 전수과정 뿐 아니라
문화적 전수과정이 중첩되면서 여타 동물들의 사회에서 진행되는 진화와
는 다른 형태의 진화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시되어 왔다. 현
시점에서 경제학(폭넓게는 사회과학)에서의 진화론의 수용은 인간 사회
에서 진화가 진행되는 ‘특수한’ 방식이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논쟁을 거치
고 있는 것 같다.
3. 사회적 질서의 기초로서의 도덕적 감정의 진화

인간 사회는 동물 세계와 비교해 봤을 때 극도로 발달된 사회성에 기
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예외적이다. 인간 사회는 대규모 집단을 기
초로 움직이는데, 이 집단은 세밀한 분업을 바탕으로한 광범위한 교환 네
트워크를 기초로 형성되고 운영된다. 대부분의 동물 종에서 협동은 존재
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매우 작은 집단에 한정되어 있고, 사회적 분업
이 발달된 종은 혈연관계로 기초로 한 몇몇 종에 국한될 뿐이다. 더 나아
가 인간 사회에서 발견되는 협동은 그것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유지되
는 관계 속에서만 발견되지 않고, 일회적인 관계에서도 그리고 대규모적
인 집단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에서 예외적이다.
인간 사회에서 이러한 협동의 기초로서의 도덕적 감정 즉 이타성 및
상호성이 오랜 진화 과정에서의 선택압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존재해
온 이유를 밝히는 문제는 진화 생물학에서 뿐 아니라 경제학 및 사회과
학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간주되어 왔다. 특히 최근 들어 경제학에서 사회
적 선호를 둘러싼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경제주체가 과연 이기적 동기로
환원되지 않는 도덕적 감정을 갖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이 중요해지는
상황을 어떤 상황인지 등과 함께 도덕적 감정의 유래, 즉 진화적 기원을
밝히는 문제가 다시금 재조명을 받고 있다 (Sobel, 2005). 인간 사회에서의
협조적 성향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 특수하게 보이는 이유는 협조적 행동
이 상호작용이 반복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친족을 뛰어넘는 범위
에서도 빈번히 관찰된다는 것은 협조적 성향의 진화를 다룰 때 인간 사
회가 갖고 있는 예외적인 측면에 주목해야만 한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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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적응. 보이드과 리처슨은 유전자-문화의 공진화라는 관점에서
인간 사회만이 갖고 있는 문화적 적응(cultural adaptation)이 인간 사회에
서의 협동의 진화를 설명해준다고 주장한다(Boyd et al., 2011). 인간이 다
른 동물들에 비해 월등한 사회성을 획득하고, 타인을 향한 도덕적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은 최근 2백만년 동안에 일어난 일로서, 상대적으로 매우 빠
른 속도로 일어난 변화였다. 보이드와 리처슨은 지난 2백만년 동안 인류
사회에서 협조적 성향의 진화는 그에 수반하는 다른 변화가 없이는 불가
능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Boyd and Richerson, 2009; Richerson
and Boyd,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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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따르면,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수직적으로만 진행되는 유전적
전수과정과 달리 문화적 전수 과정은 부모 이외의 위 세대로부터 아래
세대로 사선적으로도 진행되고, 같은 세대 간에 수평적으로도 진행되기
때문에 학습/모방 대상의 풀이 훨씬 넓다. 여기에 어떤 행위적 특성을 지
닌 사람의 수가 일정한 수준을 넘으면 그 특성을 가진 사람이 학습/모방
의 대상이 될 확률이 비례적인 경우에 비해 커지는 편이된(biased) 전수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Boyd and Richerson, 1985) 문화는 각 집단간에 차
이를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빠르게 진행된다. 이렇게 증폭된 집단간의 문
화적 변이의 크기는 집단간의 경쟁을 통해 집단의 성공에 유리한 문화적
특성들이 진화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Boyd and Richerson,
2002). 진화 생물학에서 “논리적을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한” 것(Wade, 1978)으로 여겨지던 집단 선택의 가능성이 인간 사회에서의
이타성의 진화와 관련지어 다시 논의되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는 위와 같
은 문화적 전수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제도의 역할. 제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유전적/문화적 진
화의 방향을 결정한다. 제도는 한편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행동이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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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어떤 행동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친사회적
인 행동에 유리한 환경을 창출해낼 수 있다(Boyd et al., 2003; 2010). 예를
들어 이타적 행동에 대해 보상하고 무임승차 행동을 처벌하는 사회적 규
범은 그 사회에서 이타성에 작용하는 선택의 압력을 줄어줄 수 있다. 그
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규범의 발생을 설명하는 것이 과제로 대두되는데,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사회적 규범이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진화
해나가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Axelrod, 1986; Axtell et al., 2000;
Young, 1995, Binmore and Samuelson, 1994). 다른 한편으로 인류가 거쳐 온
역사 속에서 오래 자리 잡아온 평등주의적 제도의 존재는 집단 내부에서
진행되는 선택압력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Boehm, 2001). 이러한 제도의
존재 역시도 진화 과정의 산물로 설명할 수 있다. 보울스 등은 집단 간의
경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도의 존재가 한편으로는 집단 내부의 선택
압을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단 간의 변이를 유지시켜나가는 역할을
하면서, 이타적 전략과 함께 공진화하는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Bowles et
al., 2003; Bowles, 2000).

의사소통의 역할. 공공재 게임이나 공유자원채취게임을 실험한 결과를
보면 의사소통이 한 집단 내에 협조적 행동을 발생/유지시키는 데 효과
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Orbell, Dawes, and van de Kragt, 1988;Cardenas et
al., 2004; Ostrom, 1998). 이론적으로는 의사소통이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게임의 구조에서 의사소통이 효과를 갖는 이유는 (1) 실험
참가자들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자신의 이득만을 극대화하는 존재가
아니라 상대방이 협조적으로 나온다는 믿음이 있다면 자신도 상대방에게
협조적으로 행동할 용의가 있는 조건부 협조자들이기 때문이고, (2) 이
때 의사소통이 상대방이 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형성시켜주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즉 조건부 협조자, 즉 상호성을 갖는 사람들에게
는 상대방이 어떤 유형의 경기자인지를 파악해 내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데(Frank, 1987; Orbell and Dawes, 1991), 이 때문에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이
때로는 벌금 등의 금전적 유인 체계보다 협조적 행동을 유도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Cardenas et al, 2000).
보이드와 리처슨에 따르면, 우리 종은 두 가지 서로 다른(하지만 서로
밀접히 연결된) 두 개의 ‘사회적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우리의
영장류 조상들과 공유하는 오래된 본능이고 이러한 사회적 본능은 친족
선택과 상호성 가설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다. 나머지 하나가 ‘부족’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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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인데, 이로부터 유리하는 사회적 본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문화와 제도의 진화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
해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행위적 특징의 유전적 전수과정과는
추가적으로 문화적 전수과정이라는 별개의 메커니즘을 상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 과정은 유전적 전수과정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진행되는지, 혹은 인간 사회에서 상호작용은 좀 더 다른 특징을 갖고 있
는지의 여부(즉 대면적 의사소통이 갖는 중요성 등)가 그 동안 많이 논의
되던 행동에서의 ‘의식성’ 등의 문제와 더불어 중요해진다.
5. 맺으며

사회과학(특히 경제학)과 생물학의 조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Robson,
2001). “경제학에서의 분석 도구와 개념은 사회생물학에서의 그것과 놀랄
만큼 유사하다”는 허쉴라이퍼의 지적처럼(Hirshliefer, 1977, 1985) 앞으로의
교류 가능성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인간의 행위적 속성이 무엇이고, 그
것은 어떻게 진화해 왔으며, 그리고 이타성, 상호성, 공정성 등의 행위적
속성이 사회적 규범/제도를 만들어내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
는 데 있어 진화론적 접근은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좀 더 나아가 이러
한 논의가 얼마만큼이나 단지 유비를 넘어 유전적 기초 위에서 진행되어
야 하는지의 문제는 더 풀어봐야 할 문제로 보인다. 답은 문제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문제가 왜 중요한지의 맥락에 따라 다를 것이고, 그에 따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식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기 때
문이다.
참 고 문 헌

"

"

Alchian, A., 1950, Uncertainty, Evolution, and Economic Theory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58, pp. 211-221.

"

"

Arthur, B., 1990, Positive Feedbacks in the Economy , Scientific American, pp.

x

92-99.

A elrod, R., 1986,

"Evolutionary

"

approach to norms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 (4): 1095-1111.

최

114

x

정

규

"

A tell, R.L., Epstein, J.M., and Young, H.P., 2000, The Emergence of Classes

"

in a Multi-Agent Bargaining Model , CSED Working Paper No. 9.

"

Binmore, K., and Samuleson, L., 1994, An Economist's Perspective on the

"

Evolution of Norms ,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150, pp. 45-63.
Boehm, C., 2001, Hierarchy in the Forest: The Evolution of Egalitarian

Behavior, Harvard University Press.
Bolton, G., and

Ockenfels,
"

"

A., ERC: A theory of equity, reciprocity, and

competition , American Economic Review 90(1), 2000, 166-193

"

Bowles, S. and Gintis, H., 1993, The Democratic Firm: An Agency-Theoretic

"

Evaluation , in S. Bowles, H. Gintis, B. Gustafsson(eds.), Democracy

and Markets: Participation, Accountability, and Efficien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x

Bowles, S. and Gintis, H., Contested E change: Political Economy and Modern

"

Economic Theory , American Economic Review 78(2) (1988): 145-150.
[with Herbert Gintis]

"

"

Bowles, S., 2000, Economic Institutions as Ecological Niches , Behavior and

Brain Sciences 23(1), pp. 148-149.

z

"

Bowles, S., Choi, J.-K., and Hopfensit , A., 2003, The Coevolution of Individual

"

Behaviors and Social Institutions , Journal of Theoretical Biology
223(2), pp. 135-147.
Boyd, R. and Richerson, P. 2009,

"

"Culture

and the evolution of human

cooperation ,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364:
3281-3288.

Boyd, R. and Richerson, P. J., 1985, Culture and the Evolutionary Proces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Boyd, R., and Richerson, P. J., 2002, Group Beneficial Norms Can Spread

"

Rapidly in a Structured Population , Journal of Theoretical Biology 215,
pp. 287-296.

"

Boyd, R., Gintis, H., Bowles, S., and Richerson, P. J., 2003, The Evolution of

"

Altruistic Punishment ,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USA) 100: 3531–3535, 2003.

"

Boyd, R., Gintis, H. and Bowles, S., Coordinated punishment of defectors

"

sustains cooperation and can proliferate when rare , Science, 328,

경제학에서 생물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617-620, 2010

"

115

Boyd, R., Richerson, P. J., and Henrich, J., 2011, The cultural niche: Why social

"

learning is essential for human adaptation ,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USA) 108: 10918–10925, 2011

"

Cardenas, J-C, Stranlund, J., and Willis, C., 2000, Local Environmental Control

O"

and Institutional Corwding- ut , World Development 28 (10).
1719-1733.
Cardenas, J-C., Ahn, T. K., and

Ostrom,

E., 2004,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in a Common-Pool Resource Dilemma: A Field

x

"

E periment , Steffen Huck ed., Advances in Understanding Strategic

x

Behaviour: Game Theory, E periments and Bounded Rationality.

"

Charness, G., and Rabin, M., Understanding social preferences with simple

"

tests , QJE , 2002, 817-869

"

"

David, P. A., 1985, Clio and the Economics of QWERTY , American Economic

Review 75(2), pp. 332-337.

"

"

Dosi, G. and Egidi, M., 1991, Substantive and Procedural Uncertainty , Journal

of Evolutionary Economics 1(2), pp. 145-168.

"

Fehr, E. and Gachter, S., 2000a, Cooperation and Punishment in Public Goods

"

Games , American Economic Review 90(4), pp. 980-994.

"

Fehr, E. and Gachter, S., 2000b, Fairness and Retaliation: The Economics of

"

Reciprocity ,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4(3), pp. 159-181.

"

Fehr, E. and Schmidt, K.M., 1999, A theory of fairness, competition, and

"
"

cooperation ,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4: 817-868.
Frank, R.H., 1987, If homo economicus could choose his own utility function,

"

would he want one with a conscience? , American Economic Review 77
(4): 593-604.

"

"

Friedman, M., 1953, The Methodology of Positive Economics , in Essays in

Positive Economic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Goldberg, M. A., 1975, n the Inefficiency of Being Efficient , Environment
and Planning 7(8), pp. 921-939.

"O

"

z

"

x

Guth, W., Schmittberger, R., and Schwart , B, 1982, An E perimental Analysis

"

of Ultimatum Bargaining ,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vol. 3, pp. 367-388.

Hayek, F., 1988, Fatal Conceit: The Errors of Socialism, University of Chicago

최

116

정

규

Press, Chicago.

"

"

Hirshleifer, J., 1977, Economics from a biological viewpoint ,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0(1), pp. 1-52.

"The Expanding

Hirshleifer, J., 1985,

"

Domain of Economics , American

Economic Review 75(6), pp. 53-68.
Hodgson, G.M.,

"Optimization

"

and Evolution , Economics and Evolution:

Bringing Life Back into Economic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Michigan.

"Optimisation and Evolution: Winter's Critique of
Friedman Revisited",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8, pp. 413-430.
Levine, D., "Modeling altruism and spitefulness in experiments", Review of
Hodgson, G.M., 1994,

Economic Dynamics 1, 1998, 593-622.

Marglin, S.A., 1974,

"What

do bosses do? The origins and functions of

"

hierarchy in capitalist production ,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6 (2): 60-112.
Marshall, A., 1948, Principles of Economics, 8th edition, Macmillan, London.
North, D., 1991, Institutions ,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5(1), pp.

Orbell,

97-112.

"

"

"Explaining

J.M., Dawes, R.M. and van de Kragt, A.J.C., 1988,

"

Discussion Induced Cooperation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4, No. 5, pp. 811-819.

Orbell, J., and Dawes, R.M., 1991, "A Cognitive Miser Theory of Cooperators'
Advantage", American Political Socience Review 85 (2), 515-528.
Ostrom, E., 1998, "A Behavioral Approach to the Rational Choice Theory of
Collective Ac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 (1): 1-22.
Pagano, U., 1991, "Property Rights Equilibria and Institutional Stability",
Economic Notes 20(2), pp. 189-228.

"

"

Rabin, M., Incorporating fairness into game theory and economics , AER 83(5),
1993, 1281-1302.

Richerson, P.J., and Boyd, R., 2004, Not by genes alon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

Robson, A.J., 2001, The Biological Basis of Economic Behavior ,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9(1), pp. 11-33.
Schumpeter, J. 1962,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n Inquiry into

경제학에서 생물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117

Profits, Capital, Credit, Interest, and the Business Cycle,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originally published in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1911)

"

"

Sobel, J., Interdependent preferences and reciprocity , JEL, 2005, 392-436

"

x

"

Ullmann-Margalit, E., 1978, Invisible-Hand E planations , Synthese 39, pp.
263-291.

z

Veblen, T.B., 1919, The Place of Science in Modern Civili ation and

Essays, Huebsch, New York.

"

Other

"

Wade, J., 1978, A Critical Review of the Models of Group Selection , Quarterly

Review of Biology 53 (2): 101-114.
Williamson, ., 1975, Market and Hierarchies, Free Press, New York.

O

Winter, S., 1975,

"Optimization and Evolution in the Theory of the Firm", R.H.

Day and T. Groves(eds.), Adaptive Economic Models, Academic Press,
New York.
Young, P., 1995,

"Economics

"

of Conventions ,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0(2), pp. 105-122.

119

大 同 哲 學 會 학술대회
대

회 보 2012. 05. 04

합리적 선택과 진화
안 도 경

*

별지]

[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1)

121

大 同 哲 學 會 학술대회
대

회 보 2012. 05. 04

진화론에는 목적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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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화의 책,

종의

2)

기원

비어 있는 항아리에 쌀을 부우면 끝내 항아리는 쌀로 꽉 채워진다. 항
아리의 상태는 결핍에서 충족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체의
경우는 다르다. 채우면 빠져 나가고 다시 채우면 또 빠진다. 생명체는 살
아있는 한 항아리와 달리 항상 결핍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결핍상태
가 한때 채워질 수 있지만, 다시 결핍의 불완전한 순환계에 영원히 걸쳐
있다. 결핍은 그 자체로 채움의 지향성을 내포한다. 결핍은 완전한 채움
을 지향한다는 뜻이다.
결핍에서 충족으로 가는 지향성은 최종의 종착역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신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서구 사상사에서 결핍에서 완전한 충족으로
가는 험난한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 바로 플라톤 이래로 서구인이
제작한 ‘형이상학의 책’이다. 그 책 안에는 플라톤의 이데아에서 기독교의
신의 말씀까지, 아르카디아와 천년왕국에서 유토피아까지, 근대 이후 개
정판에는 보편적 과학법칙이나 절대 정신이 써져 있다. 19세기에 개정된
현대판 ‘형이상학의 책’에는 형이상학 같지 않은 형이상학이 등장하는데
이는 곧 과학기술과 자본의 권력이 추가되었다. 즉 과학기술에 대한 신념
과 자본에 대한 신념이 형이상학적 유토피아의 지위를 대신 갖기 시작했
다는 점이다. 더 나은 과학기술과 더 많은 자본이 더 풍요로운 미래를 보
장한다는 신념이었으며, 이러한 신념의 실현이 곧 진보라고 생각하게 되
었다. 과학기술과 근대 자본이 유토피아를 대신하면서 심대한 역사적 질
곡에 빠지게 되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역설적이지만 물질적 진보는
형이상학적 진보의 배경을 두고 있었다.
‘형이상학의 책’을 조금만이라도 들춰보면 결핍에서 충족으로 가는 길
이 거의 앞으로만 뻗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백 리를 간 사람과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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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간 사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충족함의 종착역에 누가 더 많이 다
다랐는지 쉽게 판정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누구든지 종착역
에는 원천적으로 결코 도달 할 수 없다는 형이상학의 비밀이 드러나고
만 것이다. 종착역에 도달 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종착역으
로 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종착지의 절대 존재가 애초부터 없
었다고 한다면 충족함의 목적점 자체도 처음부터 없었음을 뜻한다.
그런 형이상학의 절대적 지위를 처음으로 위협한 도전이 같은 빅토리
아 시대에 등장하였다. 다윈의 종의 기원이었다. 종의 기원이 말하는
진화론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1)모든 종은 동일한 선조를
갖는다는 사실과 (2)종은 절대자에 의해 불변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
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변화의 흐름은
일정하게 주어진 목적점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진화
론의 과학적 사실은 원천적으로 기존 ‘형이상학의 책’에 조금도 실릴 수
가 없었다. 새로운 자연의 책이 필요했다. 변화를 묘사한 종의 기원이 그
것이었다.
그러나 ‘변화의 책’을 여전히 형이상학의 책읽기로 읽는 사람이 많았다.
종의 기원에서 말하는 진화론을 약육강식 논리로 포장하려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이다. 소위 스펜서의 색안경으로만 진화론을 읽는 계층들을 말
한다. 그런 읽기 방식은 이름만 변화일 뿐 실제로는 옷을 갈아입은 전통
형이상학의 재현이었다. 과학기술과 자본의 읽기 방식 안으로 진화론을
가두어 놓으려는 제국주의적 수순이었다. 과학기술과 자본의 진보를 믿
는 근대 유럽인의 신념체계는 밖으로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승
화시켰지만 안으로는 빈부격차나 환경파괴 등의 인간소외를 야기했다.
이러한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변혁이 태동되기 시작했다. 자본권
력에 대한 비판으로서 등장한 새로운 사회운동은 과학기술과 자본의 진
보가 아닌 현실사회의 진보가 실질적인 진보라고 확신했다. 사회적 진보
는 곧 정신의 역사가 오늘에 재현되는 삶의 현장으로 투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적 진보를 해명하는 정신의 역사는 ‘변화의 책’에 실리게 되었다.
진화론이 제시한 생명의 역사와 함께 말이다. 과학과 사회의 서로 다른
스펙트럼이 묘하게도 ‘변화의 책’으로 같이 묶이게 되면서 진보와 진화가
만나는 통로가 열렸다. 사회변혁주의자들이 말하는 정신의 역사와 생명
의 역사가 ‘형이상학의 책’에서 탈피하여 변화의 진보론을 축조하게 되었
다. 엥겔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맑스는 “다윈의 책은 매우 중요하며, 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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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계급투쟁에 대한 자연과학적 토대를 제공해준다”라고 썼다. 우리는
‘변화의 책’, 진화론의 장에서 자유주의자들의 경쟁논리가 아닌 사회평등
주의자들의 진보논리를 선명하게 읽을 수 있다.
그런 진보 개념을 나는 <진화론적 진보>라고 말한다. 진화론적 진보는
(1)종착역 즉 목적의 설정을 부정한다. (2)권력의 도구로 전락된 목적지향
적 이데아를 거부하는데서 진화론적 진보의 가능성은 시작한다. (3)인간
의 욕망이 무한 보충될 것이라는 환상, 자본의 무한증식이 가능하다는 환
상에 기초한 진보가 아니라, 결핍을 그 자체를 인정하는 진보를 뜻한다.
(4)결핍은 부족함이 아니라는 인식이 곧 진화론적 진보의 철학적 출발이
다. (5)오히려 결핍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새롭게 채울 수 있는 여
지가 생긴다는 사실은 진화론적 진보의 중심이다. 다윈에 대한 해석이 다
양하고 너무나도 분방하지만, 통일된 한 가지 점은 다윈의 종의 기원으로
부터 실체론적 철학이 아닌 변화(다윈의 변이)의 철학을 과감하게 받아들
여 밝혔다는 것이다.
2. 사회생물학

문화와 생물학이 만나는 접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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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생물학
4. John Maynard Smith의 ESS(evolutionary stable strategy; Nash의 Nash
Equilibrium도 이 사 )의 설명도구인 evolutionary game theory에서 전
하여 경제학 이 으로 조 화한 사회적 용 리 해 이
5. 사회 리학과 적 주의 화 을 합하여 근 행하는 화 리학 경
의 사회생물학
6. 4와 5를 합하여 근 미 을
으로 행하는 행동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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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학적) 인식( )의 과정과 과를 과학적 설명 주와 연계
수 있다는
연주의 과학 학 : R. Giere
9. 제한적 합리성, 적 적 사고라는 념을 통한 합리성과 연성의 연 , G.
Gigeren er
10. 모든 학적 체 을 부정하는 구성주의에서 본 화생물학의 사회설명
주들
11. 연과 인간의 분리를 통해 성된 정지성과
성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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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사유구조: “人無十日好 花無十日紅 月滿卽虧 權不十年” 사람의 좋은
일은 10일을 넘지 못하고 붉은꽃의 아름다움도 10일을 넘지 못하는데, 달도
차면 기우니 권력이 좋다한들 10년을 넘지 못하느니라.

자연은 해석되어진 자연이며 자연 개념은 kulturprodukt라고 하면서, 자
연과 문화를 단절시키고 나아가 문화를 자연에 앞서 우위에 배치하는 발
제자의 의도는 또 다른 선험주의 철학에 매몰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다
윈 시대의 빅토리아 사조의 큰 특징은 (1)자유와 자연선택을 스펜서 방식
(적자생존론과 약육강식론)으로 연결시키고 (2)무목적성의 진화를 목적지
향적 진보로 대체하려는 왜곡을 시도했으며 (3)플라톤의 이데아에서 유
토피아에 이르는 선험주의를 가능한 한 과학으로 설명하려 했다는 점이
다. 이러한 빅토리아 사조가 오늘날과 같은 과학절대주의 및 과학기술과
자본이 결합한 과학자본주의의 원천이다. 환원주의 과학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다. 이런 점에서 결정론과 기계론을 비판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그러나 진화과학은 실체론과 결정된 형이상학을 부정하면서 탄생된 것임
을 인지해야 한다.
과학비판은 두 줄기를 갖는다. 한 줄기는 과학기술사회가 갖는 과학기
술 자본 및 연관한 정치집단의 신흥 권력구조에 대한 비판이다, 다른 또
하나의 줄기는 과학사상 즉 과학적 세계 혹은 과학적 세계관 자체가 함
의하는 결정론과 환원주의에 대한 사상적 비판이다. 그 비판의 사조는 대
부분 과학적 세계관의 기원을 뉴턴과 데카르트에 두고 (더 나아가 플라
톤까지를) 이들의 기계론이나 이원론 혹은 실체론과 결정론을 비판하는
데 있었다.
이후 토마스 쿤에 의해 제기되어 오늘날에는 더 이상 논란이 필요 없
을 정도로 된 과학의 가치중립성이 허구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토
마스 쿤 이래 제기된 문제였지만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론의존성
(theory ladenness)의 문제를 제시한 듀엥 P. Duhem에게서 시작되었다. 과
학의 가치중립성이라는 신화가 붕괴되었다는 점만 해도 대단한 현대과학
사의 진보였다. 이러한 가치중립성의 허구가 깨지는 상황들은 문화의 중
요성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했다.
앞서 말한 생물학과 문화가 만나는 통로를 아래처럼 다시 정리할 수
있다.
론
론

gate1: 존재 적 환원주의 ―
섭이

우생학과 유전자 환원주의처럼 강한 일원론적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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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2: 설명적 환원주의 ― 전 의 생물학적 shift(drift)와 문화적 동과
이 동 한 구조를 고 있다는 구조적
이
gate3: 상적 환원주의 ― 20-30 대의 통 과학 동 은 한 물리주의가
아 지만 리학적 상을 화생물학적으로 설명가 하다는 화 리
학과 은 장들
gate4: naturali ed epistemology
gate5: 대 연 학적 관점
gate6: 동양적 연주의

형 일
현
니 심
같 입
z
현 자 철
자

등치 론
일 운 같 강
능

진 심

도킨스의 밈: 도킨스는 오판의 역사 전범인 뤼셍코 이후 사회생물학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도킨스 자신과 윌슨
을 강하게 비판한 굴드 진영의 사회생물학 논쟁을 잘 알고 있었다. 도킨
스나 윌슨이나 방식1의 생물학적 환원주의를 강하게 고수하지 않는다. 그
런 강한 생물학적 환원주의는 시대착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도킨스가 밈을 설정한 이유는 생물학적 유전자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문화의 영역을 인정하고, 또한 인정하지만 그런 영역조차도 과학의 영역
으로 포섭하려는 과학자 일반의 기본태도를 갖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밈
과 유전자가 같은 존재양식이라는 일원론적 견해가 아니라, 그 둘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구조로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견해로 받아들
여야 한다. 미묘한 차이이지만 그 차이를 놓치면 다른 결과를 생산할 수
있다.
자동차 공장에서 동일 생산라인일 경우 같은 기종의 자동차를 복제할
수 있다. 생산라인이 같을 경우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생산된 자동차는
동일한 복제품이다. 반면 복사기에서 복사된 A4용지의 문건은 복사하면
할수록 흐려지고 어떤 때는 변형되기도 한다. 복제자의 조건이 되려면 우
선 변이의 폭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런 조건이라면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복제된 자동차들은 복제자 조건이 맞을 수 없을 것이다. 문
화를 일반복제자 이론 안에 가두려면 문화의 다양성, 문화의 자기복제 가
능성, 문화간 fitness와 그 결과들, 영장류 유비연구로는 엄두도 못내는 인
간사회의 권력구조 현상 등을 총제적으로 연구하는 말 그대로 학제간 연
구가 필요하다.
3. 목적론에 정면 대비되는 진화론

목적론과 관계하여 다윈과 라마르크의 차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
윈의 진화론과 라마르크의 진화론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그 둘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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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다윈은 기존의 비과학적 진화론과 질적으로 다른
라마르크 진화론의 사유 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라마르크의 용불용
설 때문이었다. 다윈의 종의 기원 안에는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이론과 같
은 사례들이 등장한다. 다윈의 후기 저작에는 그런 라마르크 친화적 발언
들이 더 나온다. 그러나 다윈과 라마르크의 근원적인 차이는 용불용설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철학적 존재론에서 드러난다. 외연의 과학적 명제 이
면에 배선된 철학적 존재론의 지평에 놓인 다윈과 라마르크의 결정적 차
이가 중요하다. 종의 기원 ｢자연선택｣ 4장만 들춰봐도 그 확연한 차이
를 읽을 수 있다. 다윈은 라마르크 진화론의 한계가 용불용설이 아니었음
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라마르크 진화론의 한계는 라마르크가 철저한
목적론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에서 다윈은 라마르크를 수
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기린이 더 높은 데 있는 열매를 따먹으려는 노력
을 했을 것이고 이런 노력이 대를 이어 쌓여서 결국 목이 길어졌다는 이
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그럴듯한 라마르크식의 이야기들
때문에 진화이론은 왜곡되어 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오해는 진화론을
목적론으로 간주하는 데 있었다.
발전의 과학, 발전의 신앙, 발전의 사회를 정착시킨 빅토리아 시대에
탄생한 진화론은 시대를 잘못 타고나온 셈이다. 당대 발전의 역사 속에서
진화론이 말하는 생명의 진화 역시 발전이라는 등식으로 오해되곤 했다.
발전은 항상 주어진 목적을 함의한다. 당대 목적 지향 발전 개념의 다면
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플 톤 시작 형
목
독
착
목
토 스
유토피 향 목
발 개
혁 후 자연의 절대적 법칙을 향한 발전
험론 유 누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자유방임주의로
개 발
운 맞닿
운 발
빅토
자
현대의 문명적 발전

① 라 에서
하는 이상학적 적
② 기 교의 구원의 종 점을 행한 적
③ 마 모어의
아 한 적
④ 과학의 전 념으로서, 근대과학 명 이
➄ 경
적 사 의 적이며 19세기
이어가는 체적 전
➅ 사회주의 동과
은 사회 동적 전
➆
리아의 산물로서 기술과 본에 의한

종의 기원은 ①, ②, ③의 목적을 부정하며, ④와 관련하여 가설연역
적 과학 대신에 확률귀납적 과학의 모델을 제시했다. ➄와 ➅은 다윈의
진화론 해석을 달리한 스펜서와 헉슬리, 혹은 자유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사이의 차이에 대비된다.
진화론에서 목적론이란 진화의 끝이 사전에 설정되었거나 설정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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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믿음 체계를 뜻한다. 다윈 진화론의 요체는 변화의 존재론이다.
변화의 존재론은 기존 목적론이라는 형이상학적 지평선을 폐기하는 데서
비로소 가능하다. 라마르크 저서를 굳이 읽지 않더라도 종의 기원 4장
을 통해서 플라톤의 실체론을 부정하는 다윈의 철학적 존재론에 접근할
수 있다. 그 핵심은 진화의 목적점을 완전태 (towards perfection in all
organic beings)에 설정한 라마르크의 입장을 부정하는데 있다.
데닛의 종교의 자연화: 데닛은 철학자답게 엄밀한 논증을 통해 종교 현
상의 자연화를 시도한다. 오늘날 현존하는 종교들의 역사는 호모사피언
스의 역사에 비교하여 백분의 일도 안 되는 불과 2000 년 안팎의 짧은 시
간을 갖고 있다. 이런 짧은 역사의 기성 종교들이 오늘날처럼 형이상학의
배경을 갖게 되고 혹은 빠른 시간 내에 권위주의와 도덕주의로 승화하게
된 역사적 변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변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호모사피언스의 장구한 역사에 비하여 아주 짧은 기간에 형성되었기 때
문이다. 현대유전학적 연구에 의하면 대략 20만년의 기원으로 추적되는
현대 인류사가 농축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종교라는 점이다. 이는 언어
및 사회성, 권력정치와 협동성의 등장 등의 문화적 요인으로 탄생된 것이
현대 종교이다. 물론 이는 원시 종교와 연속성을 지닌다.
도킨스는 진화생물학자답게 유전자와 동등한 소위 ‘밈’이라는 복제자의
진화과정으로서 이런 역사적 변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밈의 진화는
유전자의 진화보다 복제의 속도가 매우 빨라서 2천년의 짧은 역사에서도
그 변형이 크게 일어날 수 있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데닛과 도킨스는
의견을 같이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종교라고 말한다. 더욱이 데닛
은 진화생물학적 근거와 더불어 다양한 각도의 인류학적 근거를 제시한
다는 점에서 좀 더 철학적인 냄새를 많이 풍긴다.
데닛은 진화적 분석과 철학적 해석을 종합하여 ‘종교’라는 현실의 문화
적 현상을 설명하려 시도했다. 그의 철학적/ 진화생물학적 도구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향적 자세’ 개념이다. 데닛은 도킨스가 제시한 밈의
개념을 수용하면서 그 보다 한발 더 나간다. 밈과 유전자가 다른 종류의
복제자이기는 하지만 두 종류 사이에는 모종의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하
는 것이 데닛 철학의 특징이다.
자연은 그 스스로 흘러가지만 특정 목적을 갖는 것은 아니다

데닛은 그 공통점을 지향적 자세intentional stance라고 표현했다. 데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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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향적 자세 개념은 인간만이 아닌 모든 생명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소 단위의 운동 개념을 찾아보려는 생물학적/ 철학적 시도에서 탄생되
었다. 생명계가 아닌 무생명계에도, 즉 모든 자연종에 지향적 자세 개념
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는 것은 해바라기가
해를 보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신진대사 활용율을 최대
화하게끔 적응된 것이다. 호모사피언스가 피부에서 털이 없어진 이유는
이성reason적 인간이 되는 최적화 진화의 적응결과일 뿐이지, 인간이 스
스로 털을 없애야겠다는 모종의 정신작용이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새벽녘 이파리에 붙은 작은 이슬방울은 어떤 감정이
나 의식의 현상이 아니라 단지 기온 차이에 의한 물리적인 결과일 뿐이
다. 이런 현상 모두를 하나로 꿰어서 지향적 자세라고 부른다. 앞서 말했
듯이 지향적 자세 개념을 착안하게 된 데닛의 철학적 동기는 모든 생명
체 나아가 모든 자연체에 대하여 공통분모를 찾아내고자 함에 있었다. 변
화를 추동하는 운동성이 바로 그 공통분모이며, 그것을 지향적 자세라고
본 것이다. 그러한 공통분모의 특성은 실체적인 모종의 양상을 갖기보다
는 일종의 ‘성향 혹은 경향’의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 데닛은 이런
경향이 단순한 성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향 자체가 실재적이라
고 말하고 있다.
데닛의 이러한 지향적 자세 개념이 왜 종교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개념적 도구인지를 말해야 한다. 그 답은 다음과 같다. 종교 현상
이 다른 문화 현상과 별도로 다른 최상의 지위를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
다는 점을 설명하려는 데 있다. 예를 들자면 음악을 듣는 문화체계나 언
어를 습득하는 과정체계, 건강을 지키려는 생활체계 등은 종교 체계와 동
일 수준의 지향적 체계라는 점이다. 종교 체계는 무수히 많은 인류의 문
화체계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한다. 나아가 종교 체계는 자연적인 지향
적 자세가 누적적으로 진화해 온 결과이며 앞으로도 진화할 것이라고 데
닛은 강조한다. 물론 그 진화의 방향과 그 끝을 예측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화학적인 자연법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자연법칙을 따르지만 어디로 진화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
다. 이를 데닛은 ‘부유하는 합리적 근거’free-floating rationale라고 표현했
다.
론

론 진화론

기계 , 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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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에서 호랑이와 사자를 교미시켜 Liger라는 새끼를 낳았다고 뉴
스에 나오기도 한다. 비록 자연생태는 아니지만 인공수정이 아닌 인공교
배에 의해 새로운 자손이 탄생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다윈이 정의한 생식장벽에 의한 종의 정체성을 의심해 볼 수
도 있다. 더구나 현대 유전공학의 기술은 염색체 단위에서까지 종 정체성
의 성곽을 심하게 흔들고 있다. 유전자의 염색체 배열을 바꾸거나 교체함
으로써 인류의 질병을 치료하려는 의학적 시도는 상당 부분 임상적으로
실현되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현실은 고전적인 이해방식으로만
생명의 정체성을 다루기 어려워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현실은 생명에 대한 막연한 생기론적 이해에서 벗어나 기계론적
인 접근을 통해서 생명을 환원론적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
산시키고 있다. 이런 가능성은 자칫 생명과 기계를 혼동하는 철학적 혹은
사회적 우려 및 임상적 오류를 낳게 할 것이기 때문에 생명과 기계의 차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최소한의 인류적 공감대
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는 하다. 기계성을 거부하는 흐름 중에서 인
간의 고유성을 재확인하는 낭만주의 시류에서 나타난 생기론은 그 논리
성이 취약하고 대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당위성이 큰 비중을 차지했었
다. 이때 나타난 것이 바로 진화론이었다. 당시 생기론 중의 한 흐름이었
던 Paley의 목적론적인 디자인 이론을 부정하는 진화론이 마치 기계론적
인 성향의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의 진화론은 목적
론을 부정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기계론을 수용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점
에서 필자는 그 차이를 몇몇 진화론적 특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기계론
과 진화론의 혼돈스런 상황을 정리하려고 한 것 같다.
먼저 등질성과 자연류 개념을 통해서 생명종의 분류가 기계와 다른 점
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Kripke는 rigid body 개념
을 생명현상 혹은 생명종에 적용하는 것을 꺼려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지 궁금하다.
기계론과 진화론을 혼돈스럽게 만든 이가 최근에도 있는데 그는 바로
도킨스였다. 생명 개체는 유전자 정보의 전달자이고 정보의 담지자는 오
로지 유전자 단위라는 유전자 결정론자로서의 도킨스의 초기 주장이 한
국 독자들에게 너무 심각하게 각인된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결정론과 기
계론의 혼돈과 더불어 그것과 함께 따라붙은 기계론과 진화론의 혼돈으
로 이어지게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Selfish Gene은 초기의 사유 구조를 보여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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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후 그는 Extended Phenotype(1982)에서 표현형이 유전형과 일대일
대응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과 더불어 표현형 자체도 개체가 적응하고 사
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비로소 정의된다고 말한다. 1996년 작품인
Climbing Mount Improbable에서는 한 술 더 뜬다. 책 제목만 갖고 따진다
면, “Climbing Mount”는 진화의 점진주의를 상징하며, “Improbable”는 비우
연성을 상징한다. 점진주의는 다윈이 그랬듯이 진화의 비약을 부정하는
것이고, 비우연성은 마구잡이 확률에 의한 것이 아님을 뜻한다. 그렇다고
해서 필연적 진화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적응이라는 자연선택의 기제
가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후자를 기계론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목만 볼 때 그렇
고, 책 내용에서는 인간의 눈의 구조가 완전하고 논리적인 진화결과라는
것을 예시함으로써 진화의 비우연성을 예증하고 있다. 그러나 예증이라
는 논증방법은 논증하려 하는 입장에 따라 입맛에 맞는 사례를 취합할
수 있다. 사실 인간 눈의 구조는 수많은 진화생물학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예증하기 위하여 사례로 드는 그런 경우이다. 적응주의를 비판하는 쪽에
서있는 굴드는 똑 같은 눈을 불완전한 것으로 본다. 나아가 같은 적응주
의자인 윌리엄스(George C.)는 그의 책 The Pony Fish's Glow(1997)에서 맹
점 부위가 있는 인간 눈의 구조가 꼴뚜기의 눈의 구조보다 못한 것으로
보기까지 한다. 눈을 완전하다고 보는 입장과 불완전하다고 보는 입장의
근본적인 차이는 생명기능의 목적지향성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차이
이다. 이런 점에서 도킨스는 무목적론자이다.
4. 진화론적 사유와 동양철학적 사유의 구조적 상사성 혹은 상동성

진화론적 사유구조는 서구 전통의 존재론과 상충하면서 우연이기는 하
지만 변화의 본체론을 기반으로 하는 동양철학적 사유구조와 유사한 구
조를 갖는 것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실체와 본질을 부정하고 변화와
운동을 존재의 중심으로 본다는 점에서 동양적 사유방식의 틀로 조명하
는 일은 곧 목적 없는 진보의 가능성을 탐지하는 지름길이다. 동양철학
안에서 진화론적 사유구조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살피는 일이 우선이
다.
동양철학의 사유구조를 염두에 둔 진화론적 사유구조는 다음과 같이
상세히 해명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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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 색

, 서양에서는 학의 사를 2,500여
전,
Thales 이 장하는
고대 연 학의 대부 라고 정한다. 그 나 동양 학의 사
성은 그와
한 기
전
대부
하는 것이 아 라 그 이전인 주나라와 은나
라, 하나라
기상 문
대 지거
간다. 하다 해 인 의 원이
며, 집을 음 만든 소
와 을 음
다는 수인
人 가 장
하는 상고 대의 도 과
을 이어간다. 그 므로 서양
신화의 대에서
하여 이성의 대로 접어 는 2,500여
전어
점부
게
하는
학적 존재 이 아 다. 그런 서양의 존재 은 존재 이면에 체가 있어서,
성과 정지성을 지 다는 이상학적인 존재 이다. 그 나 동양적 사 구조는 존
재 체가 상 화하는 화존재 의 양상을 이고, 이것이
한특
이다.

둘째 역 흐름 절 니 속
실
자 권
유
역
속 강 내포 춘추 국시
命
法
래 왕 시절 터 었던
시 현 야
속 보 준 또 같 시 춘추 국시
공자 맹자 자 노자
밀
속 보 준 유 묵 및
쟁 치열 듯 보였 유
겉보
르
당 속 보
후일 후
실
측
유
결
습 보 준
셋째, 철학적 우주론의 입장에서 볼 때, 진화론적 사유는 존재의 처음과 끝을
상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존재는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존
재이다. 그러므로 동양인이 바라본 존재에는 목적이 개입될 여지도 없고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기氣와 같이 진화론적 사유구조에서 나온 존재의 양상은 바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변화성과 운동성을 가지므로 주어진 현재 시점에서 존재 상
태를 정량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나 전체적인 존재의 총량은 보존된다는 자연철학
적 의미를 보여준다. 이는 동양적 사유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접근태도이다. 처
음과 끝이 없다는 말은 존재의 생성과 소멸은 절대적이 아니며 일종의 변화의 특
이점(critical point; 특정 시점)에 지나지 않는다. 생성과 소멸은 존재 양상의 변화
를 가져다주는 계기일 뿐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존재의 총량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더 쉽게 말해서 어느 하나가 소멸하는 것은 그 질과 양을 바꾸어
다른 것으로 새롭게 생성한다는 표현이다. 결국 동양의 사고 안에는 서양과 같은
그런 소멸과 생성에 해당하는 것을 찾기 어렵다. 목적 없이 원래 그렇게 스스로
저절로 존재할 뿐이다.
넷째, 진화론적 사유구조는 존재와 그 존재가 뿜어내는 양상樣相 사이에서 존
재의 계층을 따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본질과 현상을 구분하지 않으며, 앞서
말했듯이 실체와 양태의 위상을 분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존재와 인식을 연속의
, 사의
은 단 이 아 라 연 이라는 사 이다. 한 문화 의 동양
적 사 구조의 특징은 사적 연 성을 하게
한다.
전
대의 명 과
법 은 이미 하나라 은나라, 고 적 문
부 있
것을 다 재 해
한다는 생각과 행동의 연 성을 여 다. 한 은 기
전
대라 할지
라도
,
와장 ,
가 아주 접한 연 성을 여 다. 가와 가
법가 사이의 논 이
한
지만, 가와 도가 사이에는
기와 다 게
상 한 연 성을 이고 있다.
한대에 들어와서는 용적인 면에서
가와 도가가 거의 연 되는 모 을 여 다.

3)

이 내용은 김교빈․김시천 엮음, 가치청바지에 수록된 최종덕의 원고 ｢동양사상을 진화론적
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에서 발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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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며, 나아가 존재, 인식, 행 를 하나의 존재 통합성으로 간주한다. 이 의
미는
어
인다. 게 말해
. 즉 어상의 동사와 주어를 구분하
지 않는다는 이기도 하다. 동사에 이미 주어의 주체를
하고 있으며, 주어는
동사와
할 만 의미가 부여된다. 하게
한다면 동사나 용사가 없는
주어는 의미가 없다는 이다. “나는 을 는다.”, “나는 을 는다.”,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지
다” 로서의 가 있는 것이지, 동사나 용사
없는 이상학적 주체로서의 ‘나’는 종의 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한 화 적 사 구조와
은
의 념이라면 적이 어있지 않아도
적 동 을 상 을 수 있다.

형
러
실천

이렇게 진화론적 사유는 실체론적 사유 혹은 창조론적 사유와 달리 존
재의 고유성과 차별성 및 목적성을 처음부터 거부한다. 존재의 차별성이
서구 형이상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기독교 신학에서는 더 말할 나
위가 없을 정도이다. 우리는 동양인이지만 실제로는 기독교적인 의미의
신의 존재에 대하여 더 익숙해 있다. 그래서 기독교 더 넓게는 서구적 의
미의 신의 존재를 보듯이 불교나 선진유가의 신의 개념을 보곤 한다. 이
럴 경우 결정적인 오해가 발생한다. 기독교적인 의미의 신의 존재는 어떤
목적에 따라 시계를 설계하고 제작한 시계공의 위상에 유비되곤 한다. 그
래서 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세계를 설계하고 제작한 창조주 신
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입증한다. 이런 논리가 바로 서구적 의
미의 신 존재의 주요한 내용이다. 그러나 동양적 사유의 핵심은 이 세계
가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서양적 의미의 목적 개념
이 동양 안에는 원래부터 없다.
이제 목적 없는 진보가 과연 어디로부터 무엇에 의해 진보를 추동하는
운동 동력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다. 진화론적 사유를 통해 드러나
는 존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불변하고 독립적이며 정지된 그런 서구 형
이상학적인 실체론의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변화하며 서로에게 상관적
이며 항시 운동 중에 있는 그런 존재를 함의한다. 동양에서 말하는 천天
과 도道, 일一과 태극太極, 음양과 오행 등의 모든 존재양식은 바로 그러
한 모습을 지닌다. 결국 목적 없는 진보를 서구 유토피아의 관점에서 본
다면 논리적 모순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변화와 운동을 존재 안에 머금
고 있어서 외부의 진보 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역사를 추동
하는 힘이 역사 그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역시 외부의 동력을 필요로 하
지 않는다. 이런 철학적 의미의 진보 동력은 상당히 추상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목적이 없어도 가능한 구체적인 동력은 타인에 대한 배려
와 관심이다. 타인의 범위는 지구 건너에 있는 아마존 원주민부터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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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까지 포함한다. 또한 배려와 관심의 폭은 겸애적 방식이다. 이는 단
순한 정서적 희망에 그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진화생물학 과학연구의
미래 성과로 연결될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기주의 해석의
진화론이 아닌 이타적 진화론 해석의 폭이 넓어지는 진화발생학
evolutionary-developmental Biology의 연구성과는 그러한 예측적 진단을 더
더욱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 결국 목적 없는 진보의 철학적 의미가 우리
현실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더 포괄적인 설명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역사
적 평가를 후일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5. 행동경제학

진화론은 선택과 적응의 기제로 설명된다고 했다. 이러한 진화는 미시
진화에 해당한다. 지구의 지질학적 급변에 따르는 종의 분기를 다루는 계
통발생학은 적응의 기제로 전부 설명되기 어렵다. 이를 거시진화라고 부
르기도 한다. 적응의 기제는 가장 강력한 진화력의 설명도구이지만 진화
일반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일반적 적응주의와 비판적 적
응주의 사이의 차이는 선택의 수준이 개체나 유전자로 국한하는지 아니
면 집단까지를 허용하는 지의 차이와 버금간다. 개체수준과 집단수준의
차이는 생물학적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논쟁에서 그들의 차이에 버금간
다. 어쨌든 일반적 적응주의나 개체수준의 선택진화 그리고 생물학적 이
기주의 주장들이 진화론 주류 해석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류 해석 중에서
인간의 심리를 적응주의 진화론으로 해석하는 강력한 심리학 이론이 있
는데, 이를 진화심리학이라고 부른다.
또한 진화심리학과 실험적 임상에 근거한 행동주의 이론을 종합하여
경제학에 적용한 것이 바로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이다. 진화경
제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행동경제학은 기존의 합리주의 경제이론과
다르다. 합리주의 경제학은 이성적이며 이상적인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을 전제로 한다. 반면 행동경제학은 분명한 편향적 판단임에
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편향된 의사결정을 하는 인간의 모습을 인정하
고, 그런 인정 위에서 인간의 행동을 연구한다. 그런 연구는 경제적 판단
에 더 실질적인 효과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심리학자인 다니엘 카너먼은
이 행동경제학의 발달에 대한 공로로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것
도 흥미로운 일이다.
행동경제학이라는 이름이 나오기까지에는 내쉬 평형이론이 중요한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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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였다. 내시 평형(John Forbes Nash, "Non-Cooperative Games", 1951): 상
대가 어떤 행동(태도)을 취하냐에 따라 나의 행동을 선택하게 되며, 그 역
도 마찬가지다. 결국 너와 나는 비슷한 행동유형에서 상호간 행동선택을
협조적(cooperative) 으로 이끄는 이익의 평형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
상태를 한쪽에서 깨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협조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
이다. 즉 평형상태가 깨지면서 이익실현은 없어지고 쌍방 손해만이 남게
될 것이다. 기존 윤리학에서 사례로 자주 다루었던 죄수의 딜레마 게임
(Prisoner's dilemma game)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게임이론(Game
Theory)에 의하면 2인 이상이 참여하는 게임에서 서로가 내시평형을 유
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 최상의 이익이 발생하며 이런 상태를 유지
하려는 전략을 최적화된 전략 (optimal strategy) 이라고 부른다. 물론 현실
게임에서는 단일한 전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다수의 전략이
혼재되어(mixed stragegies)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려고 한다. 내가 하는 행
동에 상응하는 보수를(payoffs) 지불하는 방식은 매우 복잡하지만 평형상
태를 찾는 방식은 상대적 최적화 상태를 선택하는 적응 진화과학과 유사
하다.

행동경제학은 인간 행동 유형을 적응의 결과라고 보는 입장에서 출발
한다. 친화관계 행동, 권위행동, 사랑표현 행동유형, 도피 행동/감정, 사냥
전략 행위유형, 위협표정 혹은 생리학적 지방축적능력, 등등 인간의 수많
은 행동유형들은 호모사피언스 이전부터 누적된 생존전략의 적응결과라
고 간주한다. 그래서 그러한 행동유형들은 생존에 도움되는 이익실현을
산출한다. 문제는 인간사회가 문명화된 이후의 상황변화이다. 현대 문명
사회에서는 위에 열거한 행동유형들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합리적
이지 못한 것들이 남게되었다.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이지만 진화형질로서
존속(잔존)하는 행동형질로서의 행동유형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화심리학 나아가 행동경제학의 기본 전제이다.

진화론에는 목적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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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행동경제학은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설명력을 획득하
고 있다. 문제는 현재 인간의 행동유형을 적응결과로서의 행동형질로서
간주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데 있다. 행동형질 자체가 적응
의 결과라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특정의 행동유형이 특정의 적응결과인
행동형질에 연결된다는 어느 확신도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
에 적응의 결과를 결과론적으로 해석한 소산물, 다시 말해서 현 문명인의
입장에서 진화론적 고대인의 상황을 대입하는 역순환오류에 빠질 수 있
다. 인간 행동의 적응진화적 원형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관련 학자에 따
라 다른 설명도구를 적용하게 되는 임의의 다중 해석이 산출될 수 있다
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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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同哲學會 제14차년도 회계 결산서
2011.06.01-2012.05.31

2012.04.25

항목

수입

전기 이월
입회비 및 연회비
심사료 및 게재료
한국연구재단 발간
지원금
학술대회 지원금
이자

합 계

금액

비고

4,117,885
2,190,000
5,010,000
7,460,000
5,000,000

항목

학술지 발간비
심사비
우편료
운영비
학술대회

지 출

금액

현재

비고

7,660,000
1,305,000
1,803,680
922,100
6,447,050

9,901

23,787,786

합 계
차기 이월

18,137,830
5,64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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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同哲學會 제14차년도 회계감사 의견서(1)
1.

각 항목들 및 수입 및 지출과 관련한 계산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견 및 제안
Ÿ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재단의 지원금을 제외하고는 학회운영에 필요
한 제반의 자금은 입회비/연회비, 심사료/게재료로 구성되는 반면, 심사
비, 우편료, 운영비에 소용되는 금액은 그 액수를 훨씬 밑돌아 이로부터
차기로 이월되는 자금이 생기는 바(만약 이 현상이 이번 회기만이 아니
라 기존의 경우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 양자 간의 균형을 일정 수준에서 맞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Ÿ 연구재단 발간지원금이 7,460,000원이고 학술지 발간비로 7,660,000원이
지출되어 상대적으로 수입 대비 지출이 양호하나, 학술대회 지원금
5,000,000원(실질적으로는 회기 내 입금은 4,000,000원)에 비해 학술대회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인 6,447,050원은 상대적으로 과지출된 것 아닌가
사료됨.
Ÿ <우편료> 지출 항목은 학술지의 발송비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관련해서 학술지 발송은 학술지에 게재된 당자들에 국한하고, 그
외의 회원들에게는 PDF 형식의 논문 배포가 어떨지 고려해 볼 수 있음.
Ÿ 총무이사 현금출납부 상에서 보면, 학회 운연과 관련해서 제반의 일을
진행하고 있는 총무이사의 활동비 항목은 따로 보이지 않는데, (학회 일
을 거의 도맡아 하고 있는 회장, 연구이사, 편집이사, 총무이사의 활동비
를 고려하는 가운데) 이 항목을 신설 혹은 따로 만들어 예산을 관리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임.
2.

감사 이기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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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同哲學會 제14차년도 회계감사 의견서(2)
학회 제14차년도 회계 감사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 의견을
제출합니다.
감사 의견: 저는 학회에서 제출한 회계 감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
니다. 그 결과 대동철학회 제14차년도 회계에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하였
습니다. 총무와 편집 부분의 회계 감사 자료는 상세한 항목이 모두 빈틈
없이 잘 정리되어 있었고, 계산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학회 운영진들이
한 해 동안 알뜰하고 빈틈없이 살림을 사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운영진 여러분 모두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년 5월 일

2012

大同哲學會

감사 이 찬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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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同哲學會 제15차년도 회계 예산서
항목

수입

전기 이월
입회비 및 연회비
심사료 및 게재료
연구재단 발간지원금
학술대회 지원금
이자

합 계

2012.06.01-2013.05.31

금액 비고
5,649,956
2,000,000
8,000,000

8,000,000
6,000,000

항목

지 출

학술지 발간비
심사비
우편료
운영비
학술대회

금액 비고

9,000,000
1,300,000
2,000,000
800,000
6,000,000

10,000

29,659,956

합 계
차기 이월

19,100,000
10,55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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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同학술상 운영세칙
제1조
제2조
제3조

본 운영세칙은 大同哲學會 회칙 제24조(운영세칙)에 의거하여 大同학
술상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시상 목적) 大同학술상은 철학을 전공하는 신진학자의 연구를 장려
하고 국내 철학연구의 진흥을 위해 시상한다.
(수상 자격) 大同학술상의 수상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상 논문에 대한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大同哲學會 회원이어야
한다.
②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대학교의 정년 트랙에 포함되지 않은 자이
어야 한다.
제 4 조 (시상)
① 大同학술상은 매년 大同哲學會의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② 大同학술상 시상내역은 상패와 소정의 상금이며, 상금의 액수는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조 (심사위원회) 大同학술상의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둔다.
① 심사위원회는 大同哲學會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사위원회 회의는 매년 1월 10일 첫 회의를 개최하며, 첫 회의에
서 위원장을 호선하여 심사일정을 결정한다.
③ 회의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 조 (심사) 大同학술상 대상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직전 연도 1년 동안 大同哲學會 학술지 大同哲學에 게재된 논문
중 편집위원회의 투고논문 심사에서 해당 심사위원 3인의 ‘게재
가’ 평가를 받았으며, 투고자가 제3조의 수상 자격을 갖춘 논문을
심사의 대상으로 한다.
② 大同哲學會 총무이사는 심사대상 논문의 목록을 작성하여 심사위
원회의 매년 첫 회의에 제출한다.
③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大同哲學會 편집위원회의 투고논
문 심사규정을 준용하여 심사하고 평가한다.
제7 조 (선정) 시상대상 논문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①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상위인 2편의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매년 3
월 30일까지 시상대상 논문을 예비 선정한다.
② 예비 선정된 시상대상 논문을 大同哲學會 회원들에게 공지하여 매
년 4월 15일까지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에 심사위원회가 해당 논
문을 시상대상으로 최종 선정한다.
③ 예비 선정된 시상대상 논문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에 심사위원
회가 이의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연도의 학술상 시상 여부를 결정한다.
제8 조 총무이사는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시상대상 논문을 大同哲學會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수상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 시상식에 참
석하도록 안내한다.
제9 조 본 운영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大同哲學會 운영위원
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大同哲學會
발 행 처:
발 행 인:
편 집 인:
발 행 일:
주 소:
전 화:
인 쇄 처:
전 화:

2012년 춘계 학술대회 대회보

大同哲學會
손영삼
이상엽
2012년 5월 4일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내
051-510-2072 / 팩 스: 051-517-7101
구덕인쇄출판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156-1
051-518-0234 / 팩 스: 051-513-4498

大同哲學會 2012년 춘계 학술대회 일정
12:30-

개회
환영사
제 부 사회 정세근
한국의 사회생물학 그 적응과 선택
1

12:40-

:

진화 진보 담론의 빛과 그림자 발표 ············································ 강신익
과학철학적 근거로 본 사회생물학 논평 ······································· 이기흥
문화로 본 사회생물학의 허상 발표 ·············································· 이정덕
전통과학으로 본 사회생물학 담론 논평 ·········································· 박권수
,

:

13:00-

13:20-

13:40-

14:00-

14:50-

15:10-

15:30-

15:50-

16:20-

18:0018:30-

[

]

[

[

]

]

[

]

휴식
제 부 사회 정용수
노자의 自化 개념을 통해서 본 다윈주의의 자연선택 발표 ············ 김경수
과학주의와 사회생물학 논평 ························································ 김동광
경제학에서 생물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발표 ························· 최정규
합리적 선택과 진화 논평 ····························································· 안도경
휴식
진화론에는 목적론이 없다 종합토론 ············································· 최종덕
2

14:30-

-

:

‘

’

[

[

]

? [

[

]

[

제 차 정기총회
폐 회
1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