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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학, 새로운 ‘인종’과학, 
그리고 과학학의 대응†

1)

 재 환
*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가 종결된 이후, 과거 사회적 구성물로 이해되던 인종 

범주가 과학적으로 유용하다는 주장과 함께 인종 차이에 대한 유전체학 연구들

이 급증했다. 이 새로운 인종과학은 과학에 대한 철학적, 역사적, 사회학적 연

구를 꾀하는 과학학에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왔다. 이 글은 과학철학과 과학기

술학을 중심으로 인종 관련 유전체학 연구들이 야기한 문제들에 대한 과학학의 

대응을 검토한다. 과학철학자들은 생물학적 인종 개념의 구제와 실재론 논쟁과 

같은 작업에 몰두한 반면, 과학기술학자들은 인종 차이에 대한 유전체학 연구

를 순수한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대신 그러한 과학연구가 일어나게 된 배

경과 그러한 ‘인종’과학의 효과를 검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글은 현재 

과학학의 여러 연구들이 이처럼 각자 다른 분석틀을 활용하여 독자적인 대응을 

해나가고 있지만, 이들 여러 분석틀을 사용한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다면, 과학에 대한 철학적 연구와 역사-사회학적 연구 양측이 유전체학에서 나

타난 인종 개념에 관한 발전적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할 것이다. 이를 위

해 이 글은 과학기술학의 경험연구가 과학철학의 실재론 논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과 과학철학의 인종 범주 분류 체계가 다양한 과학 활동들에서 인종 

범주가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는 페미니즘 과학학 영역에서 

이뤄진 과학철학과 과학기술학의 생산적 협업이 다른 주제에 관해서도 일어날 

 †이 글의 초고를 검토해주신 이두갑, 홍성욱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김준수, 

성한아, 유상운, 원주영, 장하원, 정원교 학형은 논문 작성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중요한 논평을 해주신 심사위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

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sisyphus.g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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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타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요어】유전체학, 인종, 인종과학, 과학학

1. 서론

과학사학자 스테판(Nancy Lay Stepan)은 2001년 인간 유전체 프로젝

트(Human Genome Project)의 초안 완성과 함께 인종이 과학계의 첨예

한 문젯거리로 부상했다고 지적한다. 우선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결과 

인간 유전자 염기서열이 99.9% 동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 측에서는 

이를 두고 이 프로젝트가 인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해

석했다. 하지만 다른 한 측에서는 그 0.01%의 차이가 인간 집단 간 용모, 

건강 및 여타 다양한 생물학적 차이들을 가져온다고 지적하며, ‘인종’을 포

함한 유전체학 연구들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이해했다(Stepan 2003). “인

종이 구시대의 유물(passé)이 되었다”고 말한 슈워츠(Robert Schwartz)

가 전자의 견해를 대변한다면(Schwartz 2001), 인종 및 기타 집단 간 유

전체학적 차이를 고려한 진단과 약물 개발을 모색하는 약물유전체학

(pharmacogenomics)이 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가 과학계에 불러일으킨 인종 연구에 대한 논란은 

과학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사회학적, 인류학적 분석을 꾀하는 과학학

(science studies) 연구자들에게도 새로운 난제로 떠올랐다. 상당수의 과학

자들이 인종에 대한 유전체학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인종 차를 진지하

게 고민하는 약물유전체학과 같은 과학 분야가 등장하면서, 지난 세기말까

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양측이 전반적으로 동의하던 ‘인종은 과학적 개념

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합의에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과학학

계는 이 새로운 인종과학(racial science)1)을 20세기 초중반에 만개한 우

 1) 인종과학(racial science)은 많은 역사학, 사회학 연구들에서 분과별 구별을 

넘어 인종과 관련된 과학 연구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

어이다. 과학에서의 인종의 역사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인 Race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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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학의 부활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인종 개념을 사회적 편견의 산물이 아

니라 과학적 실재로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학 연구에서 ‘인종’이라는 

범주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답해야 할 상황에 부딪혔다.

이 글은 이렇게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 이후 등장한 인종 관련 유전체학 

연구들에 대한 과학학의 대응을 검토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과학학의 여러 연구들이 철학적, 역사적, 인류학적 분석틀을 활용하여 독자

적인 대응을 해나가고 있지만, 이들 여러 분석틀을 사용한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철학적 연구와 역사적 연구 양측이 유전체학에서 

나타난 인종 개념에 관한 발전적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먼저 과학에서의 인종 개념의 

이해와 사용의 역사를 개괄한다. 다음으로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 이후 인

종 관련 유전체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과학학의 제 분야, 

그 중에서 과학철학과 과학기술학 분야의 학자들이 이러한 연구를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과학철학 분야에서는 인종 범주의 실재

론 문제와 인종 범주를 과학 연구에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둘러

싼 논쟁이 이뤄졌으며, 과학기술학 분야에서는 인종 개념이 여러 과학 영

역에서 사용되는 역사적 맥락과 사회문화적 영향을 탐구하는 연구들이 수

행되었음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독자적으로 전개된 새로운 인종과

학에 대한 연구들의 규합을 통해 보다 적절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가능

성을 모색한다. 이를 위한 사례로 과학기술학의 경험연구가 과학철학의 실

재론 논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과 과학철학의 인종 범주 분류 체계가 

다양한 과학 활동들에서 인종 범주가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상황을 

더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한다.

History of Race in Science의 용례를 들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Beaton (2007) 참고. 해당 용법에 대한 다른 연구들의 사례를 보기 위해서

는 Weiss-Wenndt and Yeomans (2014)이나 Teslow (20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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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에서의 인종 개념의 문제: 간략한 역사

(1) 과학적 인종주의에서 생물학적 인종 개념의 부정으로

1795년 블루멘바흐(Johann Friedrich Blumenbach)에 의해 최초의 인

종 분류법이 제안된 이래, 인종 차이는 인간 생물학 연구의 중요한 주제였

다. 19세기 동안 코카서스인, 몽골로이드 등이 각자 다른 인간 종 유형이며 

특정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인종주의의 전제 속에서 체질인류

학자들은 각 인종의 생물학적, 정신적, 문화적 차이들을 증명하는 형질들을 

발견하려는 일에 몰두했다. 이러한 인종주의에 기초한 과학적 연구는 특정 

유전형질을 가진 집단의 생식을 장려하거나 저해하는 개량을 통해 인간 종

을 향상시키려는 우생학과 만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Stepan 1982). 나치 

독일의 인종위생(Rassenhygiene)은 이 같은 과학적 인종주의(scientific 

racism)의 귀결을 보여주었는데, 나치는 아리아인종의 보호를 위해 퇴락을 

야기하는 열등한 유대인종에 대한 학살을 자행했다(Procter 1988). 

1950년과 1951년 두 번에 걸쳐서 과학적 인종주의가 야기한 인종학살에 

대한 반성으로 유네스코 선언문이 제창되었다. 이 선언문은 “모든 인간들

은 같은 종인 호모 사피엔스”이며, 현재의 “과학적 증거들은 유전적 차이

들이 다른 집단 간 문화나 문화적 성취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주요 요

소라는 주장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UNESCO 1951), 이는 일

반적으로 과학이 인종을 생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피쇼 (2009)가 지적하듯 2차 세계 대전 이후로도 과학계 내에서 

인종 개념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었다. 신다윈주의 종합(neo-Darwinian 

synthesis)을 수용한 일부 생물학자들과 체질인류학자들은 이미 1930- 

1940 년대에 과학적 인종주의에 조응하는 우생학적이고 유형론적인 인종 

개념과 결별한 채 인종의 생물학적 실재 여부에 대한 논쟁을 벌여왔으며, 

이러한 논쟁이 2차 대전 이후에도 이어졌다.2) 신다윈주의 종합론자 가운데 

 2) 신다윈주의종합은 자연선택과 멘델주의 유전학을 통한 다윈주의 진화론의 근

대적 종합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Smocorvitis (199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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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어(Ernest Mayr)와 같은 이들은 종(species) 개념을 지리적 격리로 

인한 생식적 격리(reproductive isolation)의 결과로 이해했고(Mayr 

1942), 이러한 정의 하에서 인종을 아종(subspecies)으로 보았다. 또 다른 

다윈주의 종합론자이자 저명한 집단 유전학자인 도브잔스키(Theodosius 

Dobzhansky) 역시 인종을 “생식군집(reproductive community)” 혹은 

“멘델집단(Mendelian population)”으로 정의했다.3) 1962년에는 체질인류

학자 리빙스톤(Frank Livingstone)이 연속변이(cline)만 존재할 뿐 인종

과 같은 격리된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인종이 실재하지 않음을 주장하

고 이에 대해 도브잔스키가 논박하는 실재론 논쟁이 전개되었다

(Livingstone 1962, Dobzhansky 1962).4) 한편 유명한 체질인류학자 몬

태규(Ashley Montague)는 “인종 개념은 우리 시대의 플로지스톤과 같은 

존재”라며 인종이라는 용어를 과학에서 제거하려는 노력에 일생을 바쳤

다5).

1970-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부 생물학자들은 인간의 경우 아종의 

존재를 이야기하기 어려우며, 그러므로 생물학적 인종이란 실재하지 않는

다고 힘주어 말하기 시작했다. 르원틴(Richard Lewontin)은 집단 내의 개

체 간 유전적 변이(genetic variation)가 집단 간 유전적 변이보다 크다는 

연구 결과(집단 내 개체 간: 85%, 집단 간: 15%)를 바탕으로 인종 범주가 

생물학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단언했다(Lewontin 

1972, Lewontin et al. 1984). 굴드(Steven Jay Gould)는 아종이 상당히 

자의적인 단위로 이에 기초한 인종 개념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며 다변량

분석에 기초해 지리적 변이의 객관적인 분포도를 작성하는 일에 만족해야 

한다고 충고했다6). 

 3) 한국의 일부 생물학자들이 population을 ‘개체군’으로 번역하자고 주장하지

만, 이 글은 한국생물과학협회가 2005년 출간한 생물학용어집 의 용례를 

따라 ‘집단’으로 번역한다. 

 4) Gannett(2013)은 도브잔스키가 계속해서 인종 범주의 실재성을 옹호하려 

했지만, 동시에 인종 개념 자체에 대한 그의 관념은 시기에 따라 변화했다

고 주장한다. 

 5) Montague (1964), Andreasen (1998), p. 200에서 재인용.

 6) Gould (1977), 29장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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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와 새로운 인종과학의 출현

1990년대 말에 상황은 반전되었다.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종결이 가까

워지고, 인간 유전체 다양성 프로젝트(Human Genome Diversity 

Project)나 국내 및 국제 하플로타입 맵핑 프로젝트(International Haplo- 

type Mapping Project)들이 출범하면서 인종 범주를 사용하여 인간 다양

성을 측정하려는 과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유전학적 무리 분석

(genetic cluster analysis)을 실시해 통속적인 인종 범주와 분석 결과가 

99.9% 일치함을 보고한 Risch et al. (2002)와 같은 과학자들은 유전체학 

연구가 인종 범주의 실재를 입증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Barbujani (2005)는 대립 유전자 빈도나 유전적 변이에 대한 연구들은 인

류가 격리된 특정 인종 집단들로 나누기보다는 시간이 흐르면서 지구 전체

에 분산된 연속변이적인 유전자 확산(gene flow)을 보여준다고 논박했다. 

Bamshad et al. (2004) 은 인종 범주가 표현형적 형질에 영향을 끼치는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조상 정보 가운데 오직 일부만을 포착하므

로, 흔히 믿어지듯이 각 집단을 분명하게 구별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생물

학적 실재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Nature Genetics에서는 

2004년 유전체학과 인종을 주제로 특집호를 싣기도 했다. 이 같은 논쟁과 

더불어 <표 1＞7)과 같이 인종 차이에 대한 유전체학 연구가 급증했으며, 

유전체학과 유관 생의학 연구들 및 산업들 사이에서 ‘인종’ 간의 차이를 생

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Rose 

2007). 

 7) 유전체학 영역과 의학 영역 전체에서 인종 관련 논문의 연간 출판량이 모

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다음의 자료는 PubMed에서 다음과 같은 키워드 

검색을 통해 이루어졌다. Medicine & Race; Genomics & Genomic 

Medicine; Genomics & Medicine (2013년 9월 12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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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00 - 2012 년 사이 인종 관련, 의학 논문(좌) 

유전체학/유전체의학 논문 출판 건수(우).

이와 함께 인종이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르원틴과 굴드 등의 ‘과학적 결

론’을 논박하는 연구들이 등장했다. Edwards (2003)는 르원틴의 주장과 

달리 총 변이에서의 인종 차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계없이 특정한 인종적 

특징들이 다른 인종적 특징들과 상관관계가 높을 경우 분류학적 의미를 지

닐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저명한 진화생물학자 도킨스(Richard Dawkins) 

역시 르원틴이 그의 장점이자 약점인 정치적 신념 때문에 인종 개념이 무

의미하다는 지나치게 급진적인 결론을 도출했다고 비판했다. 도킨스는 생

식적 격리 개념과 문화적 장벽에 대한 관념을 도입해 인종을 온전히 생물

학적 개념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실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단언했다8). 

과학학의 여러 연구자들은 이렇게 새로이 등장한 인종과학을 어떻게 분

석하고 진단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사회학적 분석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학학 연구자들은 전반적으

로 굴드와 르원틴 등의 견해들을 수용하여 인종 개념이 사회적 구성물이라

는 입장을 견지했으며, 인종을 인종주의적 편견을 생산하는 문제적인 범주

로 간주했다. 인종이 과학적 연구대상이 아니라고 믿어지는 상황에서, 인종

에 대한 철학적, 사회학적 탐구는 일상적 인종 개념(ordinary concept of 

race)을 탐구하는 집단의 몫이었다(Omi and Winnant 1994, Appiah 

 8) Dawkins (2005), 2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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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Mills 1998). 그러나 새 천년을 전후해 인종 범주의 유효성을 주장

하는 과학 연구들이 등장하고, 인종 범주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유전체학 

연구들이 급증함에 따라 인종을 단순히 사회적 구성물로만 간주하기 어렵

게 되면서, 과학학자들은 이에 대한 사회적, 철학적 분석과 처방을 내려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3. 과학철학적 분석: 인종 범주에 대한 실재론적 접근

(1) 생물학적 인종 범주를 구제하기

인종 범주에 기초한 유전체학 연구가 급증하던 1990년대 후반부터 일군

의 과학철학자들은 인종 범주를 ‘구제’하려고 시도했다. 일부 철학자들은 

분류군의 기원, 유연관계, 진화경로 등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춰 분류체

계의 정립을 모색하는 계통발생학(phylogenetic systematics)에 기대어 

인종 개념을 정의하려 했다. Andreasen (1998, 2000)과 Kitcher (1999)의 

연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모두 인종 개념이 사회적 구성물로만 생

각되고 있지만 동시에 생물학적 실재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1999년에 키쳐(Philip Kitcher)는 Dawkins (2005)와 유사하게 인종을 형

태학적 차이로 구별할 것이 아니라 생식적 격리의 결과로 이해하고, 인종

을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한 인종 간 통혼(intermarriage)에 의해 변할 수 

있는 생물학적 실재이자 동시에 사회적 구성물인 것으로 보자고 제안했다. 

그에게 인종은 근친계통(inbred lineage)을 뜻했다(Kitcher 1999). 

과학철학계 내에서 지난 십여 년간 활발하게 전개된 인종 실재론 논쟁의 

포화를 열었던 것은 Andreasen(1998, 2000)으로, 그의 논변에 대한 면

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는 아종 개념으로 인종을 보려는 시도가 유의미하

며, 다만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종래 계통분

류학은 유형론적, 지리적 접근을 통해 아종을 분류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의 아종 개념으로 인종을 구제하려는 노력은 과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인종은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9)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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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만 Andreasen은 분지적(cladistic) 관점을 따를 경우 인종이 아종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계통발생학적 아종 개념을 생물종의 공

통 기원을 공유하는 번식 집단(breeding population)의 단계통군(mono- 

phyletic group)으로 정의한다. 유형론적, 지리적 접근은 모두 개별 유기체

/집단 수준에서의 ‘유사성’에 주목하여 집단을 분류하는 공통점을 보이는데, 

Andreasen은 유사성은 기준 선정의 주관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자연 분류를 유기체 사이의 계통적(genealogical) 

관계로 보는 분지적 접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분지적 아종으로서의 

인종 개념은 하나의 종 가운데 다른 집단들로부터 생식적으로 격리된 번식 

집단의 계통수(phylogenetic tree)와 관련해 종의 진화사만을 기술하므로 

객관적이다. 비록 어디서부터 단계통군으로 정의할지는 연구자가 정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규약이지만, 동시에 계통수를 통해 드러나는 진화적 분기

의 과정은 인간 분류활동과 독립적이기에 객관적인 생물학적 사실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9) 인종에 대한 유형론적 아종 개념은 같은 아종의 구성원끼리만 공유하는 본

질적인 속성들을 갖고 있는 유형(type)들로 인종을 이해하고, 인종을 자연

종(natural kinds)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개별 유기체마다 특정한 속

성들을 갖고 있다는 사고를 전제하는 것으로 진화론의 기본적 관념인 집단

적 사고(population thinking)와 배치된다. 집단적 사고는 인종과 같은 분류

학적 범주를 통해 지시되는 표현형적 차이가 전체로서의 집단(population 

as a whole) 사이에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마이어가 제시한 아종으로서

의 인종 개념은 이러한 집단적 사고에 기초하여 유형론적 인종 개념을 대

신한 것인데, 이를 Andreasen은 지리적 아종 개념이라고 말한다. 지리적 

아종 개념은 표현형 및 유전형적으로 유사한 종 내부(intra-species) 집단

에 해당되지만 지리적으로 분할되어 다른 동일한 종집단(conspecific 

population)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 군체로 정의되는데, 이러한 지리적 

아종 개념은 유형론적 아종 개념과 달리 각 아종 간의 본질적 차이를 가정

하지 않는다. 지리적 접근은 아종을 자연종이 아니라 인간의 관심사에 따라 

형성된 규약적 범주(conventional category)로 이해하기 때문에 지리적 아

종 개념으로 인종을 이해하는 관점은 종종 주관적 분류라고 공격 받았다. 

Andreasen에 따르면, 많은 지리적 아종 개념 연구들이 여러 특징의 외면적

이고 전체적인 유사성만을 기준으로 삼아 행하는 분류로 자의적이라는 비

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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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gliucci and Kaplan (2003)은 지리적, 분지적 아종 개념을 통해 인종

을 생물학적 실재로 만들려는 시도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생

태지리적 분화와 유전적 분화는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

것이 반드시 분기진화나 종분화를 함축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Andreasen (1999)이 했던 것처럼 인종을 계통발생학적인 것으로 다루지 

않아도 생물학적으로 의미 있는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생태형(ecotype) 개념에서 찾았다. 생태형은 “동일종이 

다른 환경조건에 맞춰 유전학적으로 적응하여 생겨난 형(形)”으로 하나의 

생태형에 속하는 개체는 동일종에 속하는 다른 생태형의 개체와 생식이 가

능하다. 이 개념은 유전적 분화와 생태적 적응(adaptation)의 연관을 만들

고, 분지적 단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여러 형으로 분화가능

하게 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들은 인종을 생태형으로 볼 경우 인간 집단

간의 생물학적 차이들을 체계적으로 탐구할 수 있으며, 인종주의와 같은 

사회적 편견에 기초한 통속적 인종 개념으로부터도 분리될 수 있다고 주장

했다.  

실용적 측면에서 과학과 사회 양측에서 인종이라는 범주가 유용할 수 있

다고 지적하며 이를 목적으로 인종을 생물학적 실재로 만들려는 연구자도 

있었다. 일례로 Morris (2011)는 의학적, 사회학적 맥락에서 인종 개념을 

보존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초의 인종맞춤약물인 아프리

카계 흑인 대상의 울혈성 심부전증 치료제 바이딜(BiDil)의 사례와 흑인과 

백인 사이의 건강 불평등을 보여주는 역학 연구 사례를 들면서, 의학에서 

인종 구별이 유용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재 생의학의 임상시험 연구들

에서 사용되고 있는 피험자 주체의 인종에 대한 자기 확인(self- 

identification)이 유전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정치적 요인에 따

른 건강 차이를 드러내 줄 수 있는 신뢰할만한 인종 분류라고 주장했다. 

Morris는 현재 흑인 미국인과 다른 집단 사이에서 유전학적, 환경적 차이

에 따른 생물학적 차이가 흑인 집단의 건강불평등 연구 등에서 잘 드러난

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사회적 편견에 기초한 통속적인 인종 개념이 가진 

의미들을 제거하긴 해야 하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종 범주가 의학적

으로 충분히 유의미함을 드러낸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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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철학자들이 인종 개념을 구제하려 시도하진 않았다. 보건정책

학자 Daar와 함께 쓴 약물유전학(pharmacogenetics)에 관한 논설에서 싱

어(Peter Singer)는 과학기술 진보에 대한 다소 순진한 태도와 함께 현재 

인간 차이에 대한 과학적 언술이 ‘인종’에서 ‘인간 유전체 변이’에 관한 것

으로 전이되고 있으며 ‘지리적 조상(geographical ancestry)’이 현재로서

는 최선의 범주이나 이후 유전체학이 인간 집단을 분류할 수 있는 좋은 용

어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Darr and Singer 2005). Root (2003)는 

Moriss (2011)와 동일한 실용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며 의학과 역학 연구를 

검토했지만, 그와는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했다. 그는 모리스와 달리 건강불

평등 등에 관한 역학(epidemiology) 연구와 의료 진료 현장에서 인종 범

주를 사용하는 것을 구별했다. 인종은 생물학적 사실은 아니지만 “기혼”이

나 “미혼”과 같은 결혼상황과 유사한 사회적 상황을 기술할 수 있는 대리

물(proxy)로, 당뇨나 심장병 위험과 같은 생물학적 조건의 위험을 평가하

는 역학 연구의 집단 변수(population variable)로 사용할 수 있다. 루트는 

그렇지만 인종을 인간의 유전형질의 대리물로서, 즉 의학적 평가의 개체 

변수(individual variable)로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의 

겸상-적혈구 빈혈증(sickle-cell anima) 관련 유전자 검사의 사례가 보여

주듯 이는 사회적 인종 편견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10) 게다가 인종 

외에 개인의 유전형질을 알려줄 다른 대리물들이 많은 상황에서 굳이 인종

을 중요한 개체 변수로 삼을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Gannett (2004)은 분지적 인종 개념을 제안한 Andreasen (1998)을 위

10) 겸형 적혈구 빈혈증 (sickle cell anaemia)은 헤모글로빈 베타 유전자의 염

기서열 변화로 적혈구가 낫모양으로 변해 적혈구를 쉽게 파괴시켜 악성 빈

혈을 일으키는 유전질환으로, 흔히 아프리카인들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게서 자주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기에 미국에서는 겸상적혈구검사

(혈색소 S 검사)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만 해당 검사를 시행했었는데, 

그 결과 해당 질병은 흑인 인종 질병으로 믿어지고 흑인들은 모두 겸상적

혈구빈혈증의 잠재적 발병자로 간주되었으며, 해당 유전적 이상을 갖고 있

는 백인들 또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인종을 

의학에서 개체 변수로 삼고 진단 검사에 대한 보건정책을 전개했을 경우의 

문제를 보여줌으로써, Root (2003)은 개체 변수로 인종 개념을 사용하는 것

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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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인종 구제의 시도들이 자신들이 준거로 사용하는 과학 분과의 연구들

을 확실한 과학적 사실로 간주하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고 비판했다. 예

를 들어 현재 미국에서의 유전자와 질병 사이의 민족적 상관관계에 대한 

유전학 연구들과 법의학에서의 인종 프로파일링은 인종 분류 도구로 미 

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센서스를 사용하는데, 이는 

인구 통계에 사용하는 상당히 자의적인 사회적 분류 체계이다. 과학 연구

들을 자신들의 인종 구제 시도에 이용하는 철학자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과학 연구들을 확고하고 순수한 과학적 사실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해당 과학 연구가 담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요

소들을 모두 지워버린다.

구제 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견해 또한 존재했다. 이러한 견해를 취하는 

철학자들은 인종 개념이 과학과 사회에 유용한지에 따라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자는 실용주의적(pragmatic) 입장을 취했다.11) 대표적인 사례가 

Kitcher (2007)인데, 그는 1999년 논문에서 제안한 인종 개념을 유지하면

서, 해당 개념의 유용성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현재까지

는 개념의 소멸을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취했다. Spencer (2012) 역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실용주의적 입장을 취

했지만, 그것을 보다 철학적으로 정련했다. 

스펜서는 생물학적 인종 범주를 구제하거나 기각하려는 연구들에 동원

되는 기준이 문제적임을 지적하고 새로운 준거 틀을 제시했다. 생물학적 

인종 범주의 구제를 둘러싼 논쟁은 “인종이 생물학의 자연종(natural 

kind)”이냐 혹은 “인종이 실제로 생물종(biological kind)”이냐를 두고 다

투는 건데, 스펜서에 따르면 논쟁의 참여자들은 여기서의 자연종과 생물종

의 의미를 각기 다르게 사용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자연종을 객관적

으로 실재하는 종(kind)으로 간주하고, 다른 이들은 과학에서 귀납적으로 

유용한 종으로 이해한다. 다른 이들은 자연종을 자연과학 연구과정에서 유

용한 대상으로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화용론적 관점에서 자연종을 

11) 이 글은 pragmatic을 맥락에 따라 실제적 사용과 실천을 검토하는 것을 강

조할 경우에는 ‘실용주의적’으로, 언어철학적 용법으로 사용할 때는 ‘화용론

적’이라고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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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한다. 생물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혹자에게 생물종은 인간의 이

해관계와 독립적이고 해당 종의 개체는 중요한 생물학적 관계들과 관련되

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이에게는 생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갖고 있는 것

이자 생물학적 사실이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스펜서는 진정한 종(genuine kind)이라는 새로운 

준거 틀을 제안한다.12) 그는 체계화된 과학 연구 프로그램 안에서 장기간

에 걸쳐 해당 프로그램의 인식론적 진보에 기여할 수 있는 분류를 진정한 

종이라고 명명하고, 이에 대한 부합 여부에 따라 실용적 의미에서 인종이 

생물학적 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자신

의 준거 틀을 바탕으로 Andreasen (1998)이 인종을 분지적 아종으로 만

들어 구제하려는 시도를 공격했는데, 그는 분지적 아종으로서의 인종 개념

은 그러한 개념이 유도된 계통발생학의 인식론적 진보에 아무런 기여를 하

지 못하기에 진정한 종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2) 생물학적 인종 실재론 논쟁

인종을 생물학적 사실로 구제하려던 시도는 인종의 실재론 논쟁으로 이

어졌다. 먼저 인종의 생물학적 실재를 주장하는 입장부터 검토해보자. 가장 

강경한 입장을 내세운 학자는 세사르디치(Neven Sesardic)로, 그는 현재 

많은 과학철학자들이 인종을 생물학적 개념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는데, 이

는 그들이 실험과학의 최신 성과들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

고 비판했다(Sesardic, 2000, 2010). 그는 2000년대 이후의 유전체학 연구

들을 동원해 인종 분류가 불완전하고 어려운 작업이긴 하지만 사회구성주

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전적으로 자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세사르

디치는 먼저 르원틴의 오류를 논박한 Edwards (2003)를 끌고 들어와 인

12) genuine kind는 스펜서가 비록 그 용법은 달리 사용하지만 철학자 넬슨 굿

맨(Nelson Goodman)에게 빌려온 용어로, 이 글에서는 김희정 (2005), p.  

96의 번역을 따른다. 김희정은 genuine kind를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투

사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다루는 것은 다른 방향을 약속 한다. 그것은 우리

에게 진정한 종과 단순히 인위적인 종을, 보다 진정한 종과 덜 진정한 종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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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간 차이가 인종 내 차이보다 적더라도 인종이 여전히 범주적으로 유의

미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2절 참고). 다음으로 그는 개체들에 대한 유

전자형 조합 분석(multilocus genotype analysis) 결과가 아시아, 아프리

카, 유럽과 같은 지리적 지역에 따른 집단 분류, 즉 아프리카인, 코카서스

인, 아시아인과 같은 전통적인 인종 범주에 상응했다는 Rosenberg et al. 

(2002)의 연구와 유전학적 무리 분석 결과가 백인, 동아시아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이라는 연구 피험자들의 인종에 대한 자기 확인과 거의 

완벽에 가깝게 일치했다는 Risch et al. (2002)의 연구를 동원했다.13) 그리

고 이러한 최신 실험과학 연구들이 비록 인종의 생물학적 실재를 결정적으

로 증명한 것은 아니지만 인종이 생물학적으로 의미 없다는 주장이 문제적

임을 드러낸다고 단언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최신 과학적 사실을 살펴

보지 않는 과학철학자들의 사회구성주의가 인종에 대한 생물학적 개념을 

“사회적으로 해체했다(socially destructed)”(Sesardic 2010).

많은 철학자들이 세사르디치의 주장에 반발했다. Taylor (2011)는 세사

르디치가 동원한 과학적 연구들에 채용된 무리 분석 기술의 해석적 유연성

에 대해 지적했다. 농업 데이터에 대한 무리 분석 경험에서 드러나듯 무리 

분석의 결과는 집단 분류(grouping)의 대상이 (복제수 변이인지 단일염기

다형성인지와 같은) 어떤 종류인지와 해당 데이터 집합에서 대변되는 각각

의 집단의 수가 어떠한 지에 따라 달라진다. 

Hochman (2013)은 사회구성주의적 입장에서 세사르디치를 논박했는데, 

그는 먼저 과학적 측면에서 세사르디치의 논의를 비판하고, 나아가 그의 

논증이 철학적으로 문제적이라고 공격했다. 우선 과학적 비판들부터 살펴

보자. 이와 관련해 호치만은 먼저 세사르디치가 어떻게 분석의 적절한 최

소단위를 결정하고 얼마나 많은 인종들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묻는

다. 그가 인용한 Rosenberg et al. (2002)는 5개 인종 구성도와 부합하는 

군들을 보고했지만, 그 각 군 내에 해당하는 하위군(subcluster)의 수가 각 

13) 인간 유전 무리 분석(human genetic clustering analysis)은 개체와 집단 

사이의 유전적 데이터의 유사성의 정도에 관한 수학적 무리 분석을 군의 

구조를 추론하고 개체들을 그들이 자기-확인한 지리적 조상과 상응하는 집

단에 할당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다(Patterson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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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마다 다르다. 이에 더해 세사르디치가 인용하지 않은 Li et al. (2008)이

나 Tishkoff et al. (2009)과 같은 무리 분석들은 그가 인용한 Rosenberg 

et al. (2002) 과 다른 결론을 도출하는데, 세사르디치는 이러한 무리 분석

들 사이의 연구결과의 불일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더불어 호치만은 인간의 

유전적 다양성과 구조는 기본적으로 연속변이 내에 있다는 것이 과학계 전

체의 합의임을 상기시킨다. 비록 유전적 군집화는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

지만, 인간의 유전구조는 지리적, 언어적 장벽에 상응하는 아주 약간의 불

연속만을 담지하고 있을 뿐 지배적으로는 연속변이적이다. 마지막으로 호

치만은 인종 개념을 유전체학 연구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회의를 표하는 

과학 연구들을 제기하면서 세사르디치가 인용하는 과학 연구의 편향성을 

지적한다. 

다음으로 그는 세사르디치의 생물학적 인종 실재론이 두 가지 철학적 주

장을 오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인종이 인간의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객관적인 과학적 재현이며, 지리적으로 정의된 인종 개념이 과학 연

구에 유용하다는 강한 인종 실재론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인종이 다양한 

생물학적 형질들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생물학적 실재의 속성을 일

부 갖고는 있다는 약한 인종 실재론 주장이다. 전자는 과학적 입증이 불가

능한 반면, 후자는 현재 과학적 증거들로 입증 가능하지만 그 인종 분류는 

세사르디치가 처음 지적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인종 개

념(대륙과 같은 지리적 차이에 따른 5인종 체계)은 아니다. 호치만은 세사

르디치가 인종의 사회구성주의적 입장들을 비판할 때는 전자의 주장을 취

하다가, 과학연구들을 동원한 결론에서는 후자의 주장을 취하는 철학적으

로 모순되는 태도를 보인다고 말한다. 게다가 후자의 입장은 기실 사회구

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14) 

생태형으로서의 인종 개념을 제안했던 Pigliucci (2013)는 생물학적 인

종의 실재성은 인정했지만, 세사르디치의 주장이 지나치게 강하다고 비판

했다. 그 역시 Hochman (2013)과 마찬가지로 세사르디치가 과학연구 가

운데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들만 선택적으로 인용하고, 심지어 인용한 

14) 호치만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세사르디치의 재논박에 대해서는 Sesardic  

(20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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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에서도 세부사항을 보기보다는 자신의 논증에 적절한 근거들만을 취

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일례로 Rosenberg et al. (2002)은 주요 군의 수가 

분석을 멈추는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서술했는데, 세사르디치는 이

러한 서술에 대해서는 전연 언급하지 않는다. 현업 생물학자이자 과학철학

자인 Pigliucci가 보기에, 생물학적 지식에 대해서는 무지한 인종에 대한 

철학적 논의도 문제지만, 반대로 세사르디치처럼 과학적 경험 증거들과 통

계적 개념을 ‘방만하게’ 사용하여 철학적으로 단순하고도 위험한 입장을 취

하는 것도 잘못이다. 

Templeton (2013) 또한 생물학적 인종의 실재성에 대해 회의를 표했다. 

그는 최근 집단 간 유전적 분화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다량으로 등장하고 

있고, 이것이 인종을 추론하는데 필요조건이긴 하나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과학 연구들이 인간 집단이 지리적 공간에 따른 유

전적 차이를 갖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인종의 

실재성을 확증하지는 않는다. 그는 진화 생물학을 이용해 인종을 정의하기 

위해 빈번히 사용되어 온 기준인 피부색과 같은 적응형질(adaptive traits)

의 문제들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한다. 적응형질은 유전적 

분화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차이를 포함한) 환경적 요소 또한 반영하고, 

한 인종과 다른 인종을 구별할 적응형질을 선택할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도 

없기 때문에 인종을 정의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 인간은 유전적 다양성을 

갖고 있지만, 그 다양성은 대부분 인종이 아니라 개체적 특수성의 차원에

서 드러날 뿐이다.

한편, 생물학적 인종 실재론 논쟁을 위해 자연종과 생물종 대신 진정한 

종이라는 새로운 준거 틀을 만들었던 스펜서는 비록 인종이 생물학적으로 

실재한다는 입장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논쟁을 종결시키려는 논변

들을 모두 논파하려 시도했다. Kaplan and Winter (2013)에 대한 그의 

공격이 좋은 예이다. Kaplan and Winter (2013)는 다양성(diversity), 분

화(differentiation), 이형접합성(heterozygosty)이라는 세 유전 변이에 대

한 분석을 통해 생물학 이론이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종” 의 실재를 증

명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생물학 이론을 통해 

인종의 실재에 관한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은 항상 인종적 차이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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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문화적 요소를 삭제하고 그것을 순수한 생물학적 사실로 구상화

(reification)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한다. 유전체 데이터들

이나 이를 해석하기 위한 수학적 집단 유전학적 방법론들은 그들의 정당성

과 분석에 이용되는 “인종적” 분류들 가운데 무엇이 더 나은 주장인지를 

가를 수 없다. 다시 말해, 생물학의 이론과 데이터는 인종에 대한 분류와 

관념들에 대해 미결정적(underdetermined)이다. 

스펜서 (2013)는 그들의 논변이 담지하고 있는 전제들이 상호 모순적이

며, 상당수의 논변이 성급한 귀류법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과학

적 이론과 데이터가 특정 주장에 미결정적이라는 것은 뒤엠(Pierre 

Duhem)이 이미 지적한 바인데, 만약 미결정적이므로 인종의 실재를 과학 

연구를 통해 증명하려는 시도가 정당하지 않다면, 과학 연구를 통해 특정 

주장의 정당성을 증명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가능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는 

비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된다. 게다가 생물학적 이론과 데이터를 통해 인종

의 실재론 여부를 탐구하려는 연구가 필연적으로 인종 개념의 구상화를 일

으킨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뤄진 상황이 그래왔기에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

는 틀린 귀류법이다. 간단히 말해 스펜서는 인종이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범주라는 주장도, 인종에 대한 ‘모든’ 생물학적 이론이 구상화의 문제를 일

으킨다는 것도, 인종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인종에 대한 ‘어떠

한’ 종류의 존재론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

다.15) 스펜서는 세사르디치와 같은 강한 생물학적 인종 실재론자의 주장 

또한 문제적이라고 보았지만, 반대로 인종 개념을 쉽사리 사회적 구성물로 

15) 이 같은 논쟁 이후 Kaplan and Winter는 실재론 논쟁에 참여하는 것을 포

기하고 생물학적 인종 실재론 논쟁들을 분석적으로 탐구하는 입장으로 선

회했다. 2014년의 논문에서 그들은 도브잔스키와 리빙스톤의 논쟁

(Dovzhansky 1962, Livingstone 1962), Lewontin et al. (1972)과 

Edwards (2003)의 논쟁, 최근 Reisch et al. (2002)의 연구까지 추적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생물-유전체적 군/인종(bio-genomic cluster/race), 

생물학적 인종(biological race), 사회적 인종(social race)이라는 세 종류의 

인종 개념이 존재하며, 생물학적 인종 개념은 기각되었으며 현재 오직 생물

-유전체적 군/인종 개념만이 과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나아가 이 개념에 대해서도 실재론이나 반실재론 입장을 취하기

보다는 규약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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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언하고 이 개념을 포기할 것을 주장하는 이들 또한 논박했다.16) 인종 개

념의 실재 유무 결정과 사용 여부는 손쉬운 철학적 결단이 아니라 그가 제

시한 기준, 진정한 종(genuine kind) 기준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이뤄져야

만 하는 것이었다. 

4. 과학기술학적 분석: 새로운 ‘인종’ 과학의 

형성과 비판

(1) 유전체학에서의 ‘인종’ 범주의 실제적 유용성과 새로운 ‘인종’ 과학

의 형성

과학철학자들이 생물학적 인종 실재론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과학

기술학자들은 인종 개념이 ‘왜, 그리고 어떻게’ 현대 과학에서 다시 등장했

는지에 대해 주목했다. 그렇기에 과학기술학자들은 흔히 과학이 생물학적 

인종 개념을 거부한 사례로 알려진 1950/1951년의 유네스코 선언문

(UNESCO Statement on Race)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일부 과학기

술학자들은 이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 집단 연구 내에서 인종적 

분류가 계속해서 이뤄져 왔다는데 주목했고, 다른 학자들은 유전체학에서 

인종 범주를 사용하도록 이끈 최근의 사회정치적, 제도적 변화와 유전체학

의 새로운 기술 및 방법론적 특성에 주목했다.

전자와 관련된 경험 연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Reardon (2001, 2005)

의 연구이다. 그녀는 1990년대 집단 유전학자 카발리-스포르자(Luigi 

Luca Cavalli-Sforza)가 주도했지만 실패로 끝난 인간 유전체다양성프로

젝트의 경과를 추적하면서, 생물학적 인종 개념이 과학 연구에서 소멸하지 

않았으며 사실 유네스코 선언조차도 생물학적 인종 개념을 완전히 부정하

지 않았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과학기술학 연구자들 역시 집단(popu- 

16) 이러한 이유로 그는 세사르디치의 접근을 ‘자연주의적 인종주의(natural 

racialism)’로 정의하고 이를 비판한 Hochman (2011)이 인종에 대한 자연

주의적 접근을 오도한다고 공격했다(Spenc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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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ion), 군(cluster), 조상(ancestry) 등의 다른 이름으로 생물학적 인종 

개념이 보존되어 왔음을 지적했다(Jones and Whitmarsh 2010). 비록 인

종에 대한 유형론적 관점이 집단적 관점으로 바뀌었고 인종이라는 용어 대

신 집단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과학자들이 그러한 단어를 통해 가리키고 

싶은 차이는 바로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인종적 차이’였다. 나아가 Jones 

(2011)는 1950년대에 약물유전학(pharmacogenetics) 연구의 토대를 세운 

토론토 대학의 약리학자 워너 칼로우(Werner Kalow)의 연구에서부터 이

미 인종 개념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보였다. 

이 같은 과학 내부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생의학 연구

(biomedical research)에서 인종 범주의 유용성이 부상하게 된 맥락을 강

조한 것이 바로 Epstein (2008)이다. 엡스틴은 미국 생명의료 연구 패러다

임 전환에 대한 검토를 통해 미국의 보건운동가들이 보건의료 부문의 인종

차별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소수 인종 피험자를 생의학 연구에 포함하도록 

장려하는 법과 제도들이 마련되는 상황을 검토했다. 1980년대 보건운동가

들은 미 연방 정부가 임상시험 등을 수행할 때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하는 

연구들에 예산을 부여하는 법안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그 

과정에서 1997년 임상시험 설계 시 피험자의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NIH(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권고안과 FDA의 근

대화법(the FDA Modernization Act)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법안들의 수

립 결과로 약물 임상시험에 여성과 인종 소수자를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생의학 연구들에서 인종 범주를 사용할 경우 연구비

를 지원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미국의 인구 조사에서 인종 범주를 집단 

분류 도구로 사용하거나, 건강 불평등에 대한 사회역학 연구에서 인종 범

주를 차용하는 일 등 또한 유전체학 연구자들이 인종 범주를 사용하도록 

이끌었다(Khan 2012).

엡스틴과 달리, Bliss (2012)는 과학자 집단의 사회 운동(social 

activism)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지닌 인종 범주가 출현

하게 된 배경을 탐구했다. 그녀에 따르면, 아시아계 혹은 아프리카계 미국

인 같은 인종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과학자들은 유전체학 연구 영역에서의 

백인 피험자 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게놈 정의(genome justice)’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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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소수 인종에 대한 유전체학 연구를 의제화했다. 일부 유전체학자들은 

1980년대 보건운동 활동가들이 그랬듯이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가 백인 남

성을 보편적인 인간으로 상정하고 다른 인종 간의 차이를 무시함으로써 인

류 전체가 아닌 일부 백인들에게만 이득이 되는 과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다른 인종들 간의 유전체학

적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실제로 이러

한 연구들을 전개해나갔다. 

Rose (2007)는 유전체학프로젝트 이후 생명과학에서 사용되는 인종 개

념이 20세기 초 과학적 인종주의를 지지하던 우생학의 인종 개념과 질적으

로 다르다고 단언한다. 그는 후기유전체학(post-genomics)이라는 새로운 

생명과학의 연구 스타일 자체가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정치적 합리성과 

만나면서 등장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인종’과학의 등장 배경을 

후기유전체학의 새로운 연구 스타일에서 찾는다.17) 로즈에 따르면 후기유

전체학자들은 분자 수준에서 다양한 유전체학적 변이들을 탐구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단일염기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 

phisms: SNPs)이다. 이 과학자들은 SNPs에 따른 특정한 질병 발병 위험

도의 상관관계를 탐구하며, 전장유전체연구 (Genome Wide Association 

Studies: GWAS)는 이러한 연구의 대표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GWAS는 사례 집단과 통제집단의 SNPs와 질병 발병 차이를 비교하는데, 

이는 두 집단을 구별하기 위한 집단 분류 개념을 요구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성별과 함께 인간 집단을 분류할 때 사용되는 가장 전형적인 범주 

가운데 하나인 인종이 GWAS 연구 시에 전제된다. 

El-Haj (2008) 역시 로즈의 논의에 동의한다. 그는 2000년대 등장한 새

로운 ‘인종’ 과학이 20세기 초에 팽배했던 인종과학과는 다른 실행, 다른 

사회정치적 논리를 바탕으로 다른 의미와 목적을 갖고 인종 개념이 사용되

고 있으므로 우생학적 인종 범주와는 다르다고 말한다. Bliss (2012)의 말

17) 이와 함께 그 역시 Bliss (2012)와 같이 호워드 대학(Howard University)

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과학자들이 유전체학 연구에 만연한 백인 중심주의

를 비판하고 인종간 건강 불평등에 대해 투쟁하기 위한 자원으로 인종 범

주를 채용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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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빌리자면, 이 유전체학자들은 인종 간 차이(difference)만을 이야기하지 

위계(hierarchy)를 말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그는 인간의 유전학적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후기유전체학(post-genomics)이 그 이전에 유전

체의 위치를 확인하고 기능을 탐구하는데 몰두하던 유전체학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이처럼 과학기술학자들은 인종 차에 대한 유전체학 연구가 등장하게 된 

계기를 인종적 사고를 인간 집단 연구에 계속해서 차용해오던 역사적 맥락

(Reardon 2005)과 인종 범주의 사용이 ‘유용’해지게 된 사회정치적 및 법

제도적 변화(Epstein 2008), 그리고 소수민족 유전체학자들의 과학연구에

서의 소수민족 차별 철폐 운동(Bliss 2012), 새로운 과학 연구 방법과 프로

그램의 등장(Rose 2007, El-Haj 2008)에서 찾았다. 

(2) 새로운 ‘인종’ 과학의 논쟁적인 실천들

과학기술학자들은 이렇게 유전체학이 새로운 ‘인종’ 과학으로 자리 잡게 

된 맥락을 검토했을 뿐만 아니라, 인종 범주가 사용되는 유전체학과 관련

된 과학적 실천의 현장들 또한 탐구했다. 여기에는 클리닉에서의 인종 프

로파일링, 생명과학 및 의학 교육, 법의학, 임상시험, 인간 유전체 다양성 

연구, 인간 기원 연구, 약물유전체학 연구, 바이오뱅크, 국제적, 국가적 유

전체 프로젝트 등이 진행되는 대학과 실험실 및 정책실을 아우르는 수많은 

현장들이 포함된다. 과학기술학자들은 이 현장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관찰

을 통해 사회문화적 인종 개념이 어떻게 과학 연구에 스며들게 되는지를 

연구했다.18) 

먼저 실험실에 대한 참여관찰을 수행한 연구들부터 살펴보자. 몬토야

(Michael Montoya)는 미국의 약물유전학 관련 실험실에서 제 2형 당뇨병

의 유전적 변인을 탐구하는 과학자들이 연구 집단을 선정하고 각 표본들을 

개별 집단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참여 관찰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학

자들이 피험자의 인종에 대해 연구자가 갖고 있는 사회사적 가정에 기초해 

인종을 분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일례로 아이티인에 대한 약물유전학적 

18) 이에 대한 리뷰로는 Fujimura et al. (2008)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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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아이티인들이 과거 노예무역으로 아프리카에서 아이티로 강제 이주

된 인종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보다 유전학적으로 더 순수한 집단이기 때

문에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비교하기 좋은 인종이라는 생각에서 기획되었

다. 이러한 생각은 아이티의 사회사에 대한 과학자들의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지 어떠한 생물학적 연구를 통해 얻어낸 결론이 아니었다. 이렇게 과

학자들은 연구 설계 과정에서 빈번히 특정 인종에 대한 자신의 사회적 관

념을 바탕으로 연구 대상이 되는 집단들의 인종을 분류한다. 이는 단순하

게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실험실에서 이렇게 인종에 대

한 사회적 관념을 바탕으로 한 집단 분류는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적인 용도로 이뤄지지만, “제2형 당뇨병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 미주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과 같은 특정 인종 집단에게서 

백인들보다 2.8배 더 자주 발생한다”라는 구절과 같이 실제로 그러한 인종 

범주가 존재하는 것처럼 재서술되기 때문이다(Montoya 2007). 

또 다른 약물유전학 실험실을 참여 관찰한 Fullwiley (2007)는 두 가지 

중요한 논점을 지적했다. 첫째, 과학자들은 유전적 인종 차가 존재한다고 

믿으면서도, 스스로 자신들의 인종 차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인종에 대한 일

반적인 결론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 둘째, 인종 차이에 

대한 약물유전학 연구에서 피험자들의 모집이 편의를 위해 실험실이 위치

한 특정 지역 주변에서 이뤄지고, 그에 따라 이 실험실 연구를 통해 입증

되는 유전적인 인종 차이가 미국 전체 인종 집단의 수준에선 나타나지 않

는 불균등한 현상일 수 있다. 

다른 논문에서 그녀는 조상 정보 표지자(ancestry informative 

markers)를 사용한 일반적인 조상 이주 경로 연구와 멕시코인과 푸에토리

코인들의 천식 질환에 관한 약물유전학적 연구에 대한 민족지적 탐구를 통

해 이 기술이 어떤 과학자들에게는 인종 대신 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

로써 인종 개념과 무관한 과학적 연구를 추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도 

하지만, 다른 과학자들에게는 의식적으로 인종 차이를 드러내는 도구로 기

능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가 참여 관찰한 약물유전학 실험실은 ‘혼

혈’ 소수민족 집단이 종래 약물유전학 실험들에서 과소대표 되었다고 믿고 

의식적으로 이들 집단들을 연구 피험자로 모집하려 노력했다. 동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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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의 과학자들은 미국의 사회문화적인 인종 범주를 채용했다. 일례로 

유럽에서는 유럽인을 디나르인, 지중해인, 알프스인, 북방 게르만인, 유대인

으로 분류하는 인종 분류체계가 존재하며 이 분류 체계의 통계적 유의미성

이 존재하지만, 이 실험실에서는 북미의 인종 관념에 맞춰 유럽인들과 유

럽계 미국인들이 모두 ‘코카서스인’이라는 범주로 분류되었다. 이처럼 과학

자들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문화적인 인종 범주를 채용

하여 집단을 분류하며,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인종 범주에 대한 가정과 정

치적 동기들이 약물유전학 연구에 기입된다(Fullwiley 2008).

한편, Fujimura and Rajagopalan (2011)는 GWAS(전장유전체연구) 

실험실에 대한 민족지적 탐구를 수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인종별 맞

춤의학의 열쇠로 부상하고 있는 GWAS가 중립적으로 표방되고 그에 따라 

GWAS 연구 결과가 생물학적 인종의 실재를 보여주는 사례로 빈번히 이

야기 되지만 기실 집단 분류의 과정에서 연구자의 지리적 집단 분류에 대

한 기준이 적용되고, 그 과정에서 종래 인종에 대한 사회적 관념이 삽입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Riphardt and Niewöhner (2007)나 

Hinterberger (2012), Nash (2013), Tallbear (2008) 등이 보여주듯 흔히 

이러한 종류의 연구에는 아일랜드인, 영국인, 미국 원주민, 퀘벡인 등과 같

은 해당 국가나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범주들이나 역사적 내러티브들이 동

원된다.

이외에도 국제 유전체학 프로젝트나 약물개발 및 임상시험 같은 실험실 

바깥의 과학 활동에서도 인종이라는 범주가 어떻게 등장하고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Reardon (2007)은 2003년에 시작된 국제 햅맵 프로젝트(International 

HapMap Project)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를 수행했다. 인간 유전체 다양성 

프로젝트가 소수민족들이 그 프로젝트를 생물해적행위(biopiracy)로 규정

하고 저항하면서 실패했던 경험을 상기하며, 햅맵 프로젝트의 진행자들은 

유전체 시료가 수집될 때 관련 집단에 대해 어떻게 명명할지와 같은 과정

에 해당 공동체의 시민참여(public consultation)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고 선언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프로젝트의 ‘민주화’에 환영했지만, 리어든은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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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들이 이 프로젝트가 집단(people)을 구성하는 힘이 있으며 그것이 다

시 통속적이고 전통적인 인종 분류로 회귀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예를 들

어 수집된 유전체 시료가 대륙, 혹은 국가 등 지역에 따른 인종 단위로 환

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료들에 ‘북경사범대학에서 수집된 샘플’ 혹은 ‘동

경에서 수집된 샘플’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이름이 붙여졌다. 그런데 햅맵 

프로젝트가 공동체(community)를 시료가 채취된 ‘집단(population)’의 대

표로서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고, 이 공동체들에게 공동체 자문 그룹(the 

Community Advisory Group)이란 이름의 집합체로서 자신들의 시료의 

사용을 감독할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이러한 노력을 무력화시킬 가능성

을 지닌다. 왜냐하면 이 시민참여 정책 논리에 따라 북경사범대학에서 샘

플 채취에 협력한 인간들이 중국의 만민을 대표할 수 있고, 그 결과 북경

사범대학 공동체 자문 그룹이 ‘중국인 집단(the Chinese population)’을 

대표하는 것이 되어 결국 ‘중국인’, ‘일본인’과 같이 특정 국가와 인종을 연

결시키는 전통적인 인종 분류가 다시금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 국

제 유전체 프로젝트들의 결과 인종 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원을 얻을 수 있

고 이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편향들이 시민 참여를 통해 조정될 수 있

다는 통상적인 믿음과 달리, 해당 프로젝트들에서 이뤄지는 특정한 집단 

분류가 전통적인 인종 분류로 쉽사리 회귀할 수 있으며, 특정 집단 분류가 

선택되는 것은 정치적인 과정으로 보다 적절한 유전체학 거버넌스를 만들

기 위해 이에 대에 주목해야함을 시사한다. 이 점은 프로젝트 초기에 인간 

유전적 변이의 대다수를 대표하는 샘플 집단을 찾기 위해 ‘다수 집단

(majority population)’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시료를 자신

들이 다수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한족 중국인으로부터만 채취하겠다는 결론

을 내린 데서도 드러난다. 

Khan (2012)은 인종의학과 임상시험에서의 연구 피험자의 인종에 대한 

자기 확인(self-identification)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흔히 인종맞춤의

학 시대를 연 것으로 평가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맞춤 울혈성 심부전 치

료제 바이딜(BiDil)의 탄생 과정을 추적하면서, 이것이 실제로 인종특화약

품으로 불리기 어려운 대상이었지만 정치적, 상업적 구조들 때문에 인종특

화의약품이란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심장의 콘(Bernard C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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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래 이 약물을 일반적인 심부전 치료제로 특허를 받았으나, 식약청의 

신약신청승인에 실패했다. 특허만료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전 임상시험들

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유효하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인종 관련 특

허를 신청하여 특허기간을 연장했고, 니트로메드(NitroMed)사는 이 특허

를 양도받았다. 니트로메드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심부전 

치료제 효능을 검토하는 무작위대조군 시험을 실시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2006년 6월 미 식약청이 이 약물을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위한 심

부전 치료제, 즉 인종특화약품으로 허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사실 다른 

인종과 아프리카 인종 사이의 효능 차이를 확인하는 임상시험이 계획되지

도 않았고, 임상시험에 참여한 피험자들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는 것이 

어떠한 생물학적 검사 없이 오직 자기 확인을 통해서만 이뤄진 것이었음을 

고려해 보면, 실제로 의학적, 과학적 요건 덕에 바이딜이 인종특화약품의 

명칭을 얻은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웠다. 결국 칸은 바이딜이라는 첫 인종

특화약품의 탄생이 제약회사의 새로운 특허 연장 전략과 ‘인종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진 약물 마케팅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진단한다.

연구 피험자의 인종에 대한 자기 확인을 의학 연구에 채택하는 문제에 

관해 조금 더 상술하는 것이 필요한데, 칸은 자기 확인이 인구 통계 데이

터 수집에는 이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의학적 연구에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종종 오도된 결과 또한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

다. 왜냐하면 특정 인종 정체성을 갖고 살아온 사회적 경험을 갖는 것과 

지리적 조상 사이의 상관관계가 필연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

가 조상이 ‘어디서’ 이주해 왔는지 와 관계없이 개인들이 자신의 인종 정체

성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자신의 조상의 계보를 따

라 인종 정체성을 따른다고 해도 ‘언제’ 이주한 조상을 따를 것인지도 문제

이다. 우리는 어떠한 단 하나의 진실 된 조상의 계보를 가질 수 없는데, 오

랜 시간 동안 인간은 끊임없이 이동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칸은 피

험자의 자기 확인을 통한 인종 분류를 의학 연구에서 채택하는 것은 문제

적이라고 보았다. 

역사적 맥락 가운데 형성된 유용성 덕분에 유전체학에 인종 범주가 자리 

잡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인종’과학은 현장에서 순탄하게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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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 유전체학자들은 해당 범주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

신들의 인종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념들을 끌고 들어오거나 이에 따른 분류

를 수행했다. 심지어 인종 개념 사용을 지양하는 연구자들이나 프로젝트 

집단들 또한 다시금 통속적인 인종 개념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인종 범주를 

채용하게 되기도 했다. 더구나 대부분의 유전체학자들이 자신들의 인종 차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한계와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를 분명한 생물학적 

실재로 간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체학의 핵심집단(core-set)의 

바깥에서 그들의 연구들은 인종 차이에 대한 생물학적 사실을 입증하는 것

으로 받아들여졌다(Collins 1981). 

이렇게 과학기술학자들은 생물학적 인종의 실재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

보하고, 대신에 어떻게 인종 범주가 과학 연구에 유용한 대상이 되어 유전

체학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탐구했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새로운 ‘인

종’과학이 작동하는 현장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인종 개념을 사용하지 않

으려는 노력 가운데에서도 인종 개념이 재도입되는 인종 회귀(race 

recursion)의 상황(Kahn 2012, Reardon 2007)이나 연구 초기에는 기술적 

통계(descriptive statistics)의 용도로 사용된 인종 범주가 이후 확고한 과

학적 실재로 간주되는 사례(Montoya 2007, Fullwiley 2008) 등을 드러냈

다. 

5. 상보적 기여 

(1) 과학기술학을 통한 과학철학의 실재론 논쟁 전개: Gannett과 

Efstathiou

사실 과학기술학의 경험 연구는 과학철학의 인종 실재론 논쟁 과정에서 

제안된 주장들의 타당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다. 일례로 

과학철학자 Morris (2011)는 피험자 자기 확인에 따른 인종 범주를 사용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유용하므로 사용 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를 인종특

화의약품 바이딜(BiDil)의 개발에서 찾았는데, 과학기술학자 Kah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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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바이딜에 관한 연구는 그의 주장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준다. 

칸은 바이딜이 인종특화의약품으로 출시 된 것이 의학적 유용성보다는 그

것을 특정 인종에 적합한 것으로 특허 받도록 이끄는 미국의 경제적, 정치

적 구조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의학적 견지에서 보자면, 사실 약물 

유용성을 판별하기 위한 무작위대조군시험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대상

으로만 이루어졌지 다른 인종 집단과 비교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아프리카계 미국인 특화 약물인지, 아니면 모든 인종 집단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약물인지는 불확실하다. 바이딜이 인종의약품인지가 불

확실하므로, 인종 자기 확인의 유용성의 근거가 무너지게 된다. 그렇기에 

Morris (2011)의 주장은 기각된다.

그러나 과학기술학 연구들은 과학철학자들이 세운 인종에 관한 이론적 

모델들에 대한 단순한 경험적 자료가 되는 것을 넘어 인종 실재론 논쟁과 

관련해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할 가능성

을 품고 있다. 그리고 일부 과학철학자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오래전부터 

타진해왔다. 인종 실재론 논쟁에 얽힌 일부 과학철학자들은 과학기술학의 

경험적 연구를 눈여겨보면서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넷(Lisa Gannett)이다. 

과학기술학과 긴 하게 교류하는 과학철학자들인 롱지노(Helen Longi- 

no)와 루즈(Steven Rouse)의 영향 속에서, 가넷은 과학철학의 인종 실재

론 논쟁자들에게 새로운 논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녀는 과학기술학의 구성

주의적 접근의 이분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끌고 들어와 과학철학자들이 과

학과 사회, 가치와 사실, 생물학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과학 전문가와 비

전문가 등을 명확히 구별하고 과학연구들을 확고한 진리로 간주하여 자신

들의 철학적 논변의 전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 삼고, 과학연구들에

도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일례로 Andreasen은 

계통발생학의 연구들을 참으로 간주하고 이에 기초한 인종 개념을 구성해

내는데, 생의학과 다른 종류의 과학 영역에서 이와는 전혀 다른 인종 개념

이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계통발생학적 인종 개념만을 참으로 여길 특별한 

근거는 없다. 그녀는 과거 위와 같은 이분법들에 기대 생물학적 실재인지 

사회적 구성물인지를 두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던져져야 할 질문들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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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무시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자연종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인

종 실재론의 형이상학적 논쟁을 전개하는 대신, 경험적으로 생명과학과 생

의학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인종 개념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제안했

다. 그리고 그럴 경우 생의학에서 인종 집단별 실험 설계가 귀납적 추론으

로 이뤄지지만 이러한 추론이 통계적, 우연적, 국소적, 이해관계 연루적 기

반을 토대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그녀는 과학철학자들

이 보다 사회적으로 유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선 이렇게 경험적 탐구를 수

행하고 인종에 대한 실용주의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Gannett 

2004, 2010). 

과학철학자 엡스타시우(Sophia Efstathiou) 역시 가넷과 같이 인종 실

재론에 관한 새로운 철학적 의제를 세우기 위해 과학기술학의 경험적 연구

들을 동원했다. 그녀는 두 차원에서 과학기술학 연구를 채용했는데, 하나는 

연구 질문을 구성하기 위한 현황 진단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과학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과학기술학의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다. 그녀는 과학기술학자 Epstein (2007)과 Rose (2007)의 연구를 바탕으

로 현재 과학자들이나 과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미국 정부기관 모

두가 인종 개념을 사회적이고 정치적 구성물이라고 인지하고 있지만 동시

에 그것을 유전체학과 같은 과학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그

리고 종래 과학철학자들과 달리, 인종에 대한 과학적 연구들에 어떠한 가

치를 부여하고 이를 자신의 실재론 주장의 논거로 삼는 대신, 왜 그렇게 

과학자들이 문제 있는 통속적이고 일상적인(folk and ordinary) 인종 개념

이 유용한 과학적 연구결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며 과학연구에 사용하는

지를 물었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틀로 파운드 사이언스(found 

science)란 개념을 제시했다. 이 개념은 마르셀 뒤샹의 변기를 이용한 작

품 ‘샘물’이 보여주듯 일상적인 물체를 미적 작품으로 만드는 파운드 아트

(found art)에서 착안한 것으로, 그녀는 일상적인 개념이 과학적 실천에서 

사용가능하도록 적절한 변용(transfiguration)을 거치면 과학에서 사용가

능한 개념(founded concept)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변용은 특정 맥

락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뤄지는 것이므로 각각의 실천마다 다르며, 

그 결과 인종이라는 같은 개념이어도 각각의 실천마다 다른 종류의 변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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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진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인종 개념을 검토해보자. Hardimon (2003)은 통

속적 인종 개념의 세 가지 논리적 핵심 기준으로 (1) 관련 종의 가시적인 

물리적 특징, (2) 공통조상, (3) 구별되는 지리적 기원을 제시했다. 과학적 

실천에서 이러한 인종 개념이 사용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들이 사회학

적으로, 혹은 생물학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다시 번역되고 명시화되어야 한

다. 엡스타시우는 적절한 변용을 거친 과학에서 사용가능한 인종 개념

(founded race concept)으로 사회인종 개념(sociorace concept)과 생명인

종 개념(biorace concept)을 제시했다. 전자는 사회학적으로 의미 있는 용

어들로 통속적 인종 개념의 논리적 핵심의 기준을 재번역하고 명시화하려

는 개념이며, 후자는 생물학적으로 의미 있는 용어들로 통속적 인종 개념

의 논리적 핵심의 기준을 재번역하고 명시화하려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사회인종 개념은 (1)의 기준을 사회적 지위의 가시적 표지로, (2)와 (3)의 

기준을 구별되는 문화적, 사회사적 배경을 가진 집단으로 재번역하고, 생물

인종 개념은 (1)을 표현형, (2)를 유전적 계통, (3) 격리된 생식집단의 지리

적 기원 등으로 재번역한다. 그녀는 이러한 개념적 도구들을 가지고 피험

자들의 자기-확인에 의한 인종/민족(self-identified race/ethnicity: 

SIRE) 분류와 유전학적 조상 무리 분석결과 사이의 강한 상관관계를 드러

낸 Tang et al. (2005)의 연구에서 통속적 인종 개념이 생명인종 개념으로 

명시화되는 과정을 살폈다. 개인 피험자들의 자신의 인종 정체성에 대한 

자기 확인은 통속적 인종 개념에 해당하지만, Tang et al. (2005)의 연관 

연구(association studies)는 유전학적 무리 분석과 대응시킴으로써 SIRE 

분류를 (2) 유전적 계통이라는 생물인종 개념의 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변용시킨다. 이러한 적절한 변용을 통해 과학자들은 통속적인 인종 개념을 

생물인종 개념으로 만들고, 자신들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과학 연구에서 

사용한다(Efstathiou 2012). 

이처럼 과학기술학 연구의 경험적 자료와 과학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가넷과 엡스타시우와 같은 과학철학자들은 전통적인 인종 실재론의 논의를 

넘어 새로운 질문들을 제기했다. 이들의 작업은 과학철학자들의 연구에 과

학기술학이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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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철학을 통한 과학기술학의 맥락적 분석의 심화: Sankar 사례의 

재고

이처럼 소수의 과학철학자들은 과학기술학의 논의를 참조하고 이를 바

탕으로 과학철학계의 인종 실재론 논쟁에 유의미한 방향을 제시한 반면, 

과학기술학자들은 과학철학의 연구들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학철학자들이 새로운 인종과학에 대응해 전개한 실재론 논쟁 과정에서 

정련한 인종 범주의 분류들은 맥락적 분석을 꾀하는 과학기술학 연구가 다

종다양한 과학현장들에서 어떤 종류의 인종 개념이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을 돕는다. 

조상 정보 표지자(Ancestry Informative Markers)에 관한 과학기술학

자 Sankar (2010)의 연구를 사례로 삼아보자. 자신의 연구에서 그녀는 

2003년 유전체 분석을 이용한 인종 프로파일링을 통해 범인을 체포한 루이

지애나 연쇄살인사건의 함의를 검토했다. 여기서 사용된 기술인 조상 정보 

표지자는 Y염색체의 짧은 염기서열 반복 표지자(Y-Chromosome short 

tandem repeat)를 종래 구축해 놓은 데이터베이스의 참조집단과 비교해 

혼합(admixture) 정도를 파악하여 특정 집단의 이주 경로를 추적하는 등

의 연구를 수행할 때 사용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통해 루이지애나 경찰

은 목격자 몽타주에 의거 백인으로 추정하던 용의자를 “흑인”으로 바꾸어 

범인 데릭 토드 리(Derik Todd Lee)를 검거할 수 있었다. 상카르는 여기

서 발생하는 표현형적 형질에 대한 유전형으로의 환원에 대해 지적한다. 

조상 정보 표지자는 “인종의 유전 가능한 요소”인 “생물지리적 조상

(biogeographical ancestry)”과 유전형들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것으

로 해당 샘플과 관련해 어떠한 조상과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지를 평가

해서 나타내 준다. 그렇기에 앞서 언급한 루이지애나 연쇄살인사건과 관련

해서도 피의자의 샘플 분석 결과는 85%의 아프리카계 조상과 15%의 아메

리카 인디언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분석자와 경찰들은 이 분석 결

과를 ‘흑인’으로 정의하고 조사를 진행시켰다. 조상의 이주경로를 아는 것

과 피부색과 같은 표현형적 형질들을 아는 것은 다른 일임에도 말이다. 이

를 통해 상카르는 새로운 유전체 분석을 통한 인종 프로파일링 또한 인종

에 대한 기존 사회적 편견을 과학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들여오기 쉽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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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 

과학철학자들이 실재론 논쟁 가운데 정련한 생물학적 인종에 대한 철학

적 분석은 조상 정보 표지자가 조상 이주 연구에 사용될 때와 법의학적 증

거로 사용될 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종 범주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구

별하고, 그것이 왜 문제인지를 지적해줄 수 있다. 과학철학자 Root (2003)

는 인종 개념이 역학 연구에서 집단 변수로 이용되는 것과 병원의 임상 진

료에서 개체 변수로 사용되는 것을 구별하고 후자는 문제적이라고 지적했

다. Root의 구별과 비판을 빌려와 상카르의 사례에서도 유전체학자들은 조

상 이주 연구에서는 인종을 집단 변수로 사용한 반면 인종 프로파일링에서

는 개체 변수 혹은 개인의 유전형질의 대리물로서 사용했다고 비판 가능하

다. 

혹은 Kaplan and Winter (2014)의 분류법을 도입해서 법의학적 인종 

프로파일링의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다(각주 15참고). 그들은 생물학적 인

종의 실재론 논쟁사를 검토하면서 논쟁에서 사용된 인종 개념을 생물-유전

체학적 군/인종(bio-genomic cluster/race), 생물학적 인종(biological 

race), 사회적 인종(social race)으로 구별하고, 생물학적 인종은 기각되었

지만 최근 유전체학에서의 인종 범주의 유용성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생

물-유전체학적 군/인종 개념과 사회적 인종을 혼동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이용하면 상카르가 지적한 사례에서 조상 정보 표지자를 법의학적 인종 프

로파일링에 사용했을 때 전자는 생물지리적 조상이라는 생물-유전체학적 

군/인종 개념을 사용했지만 후자의 경우 사회적 인종 개념에 기초한 것이

었다고 비판가능하다. 이를 통해 단순히 기존의 인종에 대한 사회적 편견

을 과학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오인하기 쉽게 만든다고 결론짓는 것을 넘어

서, 법의학적 프로파일링의 실천에서 일어나는 개념적 혼동들을 지적하고 

이들을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분

리 가능하지 않다면 생물-유전체학적 군/인종 개념에 기초한 기술을 사회

적 인종 개념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법의학적 인종 프로파일링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물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카르의 사례에 대한 분석 도구로 Efstathiou (2012)의 분

류법 또한 고려해볼 수 있다. 그녀는 통속적 인종 개념이 특정 과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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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되려면 적절한 변용, 혹은 기준의 번역과 명시화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카르의 사례에서 조상 정보 표지자가 원래 이용되던 조상 이

주 연구는 생물지리적 조상 개념을 통해 통상적 인종 개념의 (2) 공통조상

과 (3) 구별되는 지리적 개념을 유전적 계통과 격리된 생식집단의 지리적 

기원이라는 생물인종 개념의 기준에 맞게 적절히 번역했다고 볼 수 있지만, 

(1) 관련 종의 가시적인 물리적 특징에 관해 표현형으로 적절하게 변용하

는 유관 연구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그렇기에 조상 정보 표지자를 이용해 

피부색과 같은 기준 (1)을 평가하려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법의학적 인종 프로파일링에서 조상 정보 표지자 기

술을 활용하려면 통속적 인종 개념의 기준 (1)을 생물인종 개념 기준 (1)

로 적절히 번역할 수 있는 과학 연구들을 수행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연

구들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인종 프로파일링에 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진단할 수 있다. 이처럼 과학철학

자들의 인종에 대한 분류법들은 인종과 관련해 이뤄지는 과학적 실천에 사

회적 요소들이 스며들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단순한 현황 기술을 넘어서 해

당 문제(여기서는 법의학적 인종 프로파일링에 조상 정보 표지자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과학 활동에서 인종 개념이 활용되는 양상을 탐구한 과학기술학 연구자

들은 인종이 생물학적 실재인 동시에 사회적 실재라고 결론지었고, 그렇기

에 일부 과학기술학자들은 인종을 생명사회적(biosocial)인 것이나 자연/문

화적 사실(natural/cultural fact)이라고 명명했다(Shiao et al. 2012, 

Marks 2013). 이러한 명명법은 자연과 문화, 과학과 사회의 경계의 구별

을 문제 삼고 이 두 영역을 넘나드는 혼종성(hybridity)을 강조하는 과학

기술학의 학제적 경향의 산물이며 이러한 명명이 갖는 경계의 교란효과는 

중요하다. 그렇지만 일부 이론적 경향의 과학기술학자들처럼 이렇게 인종

이 생명사회적이라고 진술한 것만으로 과학과 인종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탐구가 종결되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과학철학의 생물학적 인종 개념

의 구제 시도의 시작이 인종이 사회적 구성물임을 인정한 채 전개된 것임

을 고려하면(3-1절 참고), 인종이 생물학적 실재이자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진술은 학술적 결론이라기보다는 심화된 논의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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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물학적 실재이자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단언보다 중요한 것은 ‘인종’ 

과학의 실행의 어떤 국면에서 어떠한 측면들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인종 

범주가 의학적 효과를 가진다면 그것을 지지하는 과학적 활동의 종류와 특

성이 무엇인지를 면 하게 탐구하는 일이다. 그리고 ‘인종’ 과학이 야기하

는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진단한 뒤 이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는 작업이 필

요하다. 앞서 언급한 과학철학자들의 인종 개념의 분류들은 이러한 세 한 

탐구와 비판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

6. 결론

이 글은 유전체학과 함께 새로이 대두한 인종과학에 대한 과학학의 대응

을 검토했다.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전개와 함께 인간의 유전적 다양성

을 탐구하려는 시도들이 일어나면서 과학 영역에서 인종 범주가 유의미하

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과학철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러한 과학계의 변화

에 대응해 인종을 생물학적 실재로 구제하려는 철학적 작업들을 펼쳤으며, 

다른 이들은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종을 생물학적 실재로 보아

야 할지, 아니면 사회적 구성물로 보아야 할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더불

어 과학에서의 인종 범주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그것을 평가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은 무엇인지 등 또한 탐구했다. 즉, 과학철학자들은 

생물학적 인종 개념의 구제와 실재론 논쟁과 같은 작업에 몰두했다. 

과학기술학자들은 생물학적 인종의 실재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대신에 어떻게 2000년대 이후로 인종 범주가 과학 연구에 유용한 대상이 

되어 유전체학에 자리잡게 되었는지를 탐구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인종’과학이 현장에서 순탄하게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였다. 유전체학자들

은 해당 범주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인종에 대한 사회문

화적 관념들을 끌고 들어오거나 이에 따라 분류를 수행했다. 나아가 과학

기술학 연구자들은 이렇게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인종 차이에 

대한 유전체학 연구들이 과학자 공동체 바깥에서 인종에 대한 생물학적 사

실을 보고하는 증거로 수용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바꿔 말해, 이들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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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차이에 대한 유전체학 연구를 순수하게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

는, 그러한 과학연구가 일어나게 된 배경과 그러한 ‘인종’과학의 효과를 검

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비록 과학학이라는 커다란 우산 아래 있지만, 과학철학자들과 과학기술

학자들은 새로운 인종과학의 출현에 대한 대응이라는 동일한 문제에 직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연구를 그다지 고려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연

구를 전개해 나갔다. 그러나 과학기술학과 과학철학의 연구들은 서로의 연

구들이 보다 생산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기여할 수 있다. 과학철학의 경

우 Gannett (2004)과 Efstathiou (2012)의 사례가 보여주듯 과학기술학의 

경험적 연구들이 인종 실재론 논쟁과 관련해 논증을 판별할 수 있는 ‘증거’

로 기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종 실재론에 관한 형이상학적 논쟁을 

넘어 유관한 다른 학술적 질문의 장을 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반면 과

학기술학의 경우, Root (2003)의 집단 변수와 개체 변수의 구별이나 

Kaplan and Whither (2014)의 생물-유전체학적 군/인종 개념, 생물학적 

인종 개념, 사회적 인종 개념의 구별, 혹은 Efstathious (2012)의 사회인종

적 개념과 생체인종적 개념의 구별과 같은 과학철학의 정련된 분석 개념들

을 이용해 인종과학의 경험적 실천을 검토하고 행위자들이 인종 범주를 채

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혼동을 벌이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

러한 실천이 적절했는지를 보다 명료히 판단하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과학사와 과학철학, 그리고 과학기술학을 한 우산 아래 묶기 위해 과학

학(science studies)이라는 용어가 고안된지 이미 십 수 년이 지났지만, 과

학철학자 루즈(Steven Rouse)가 자조했듯이 각 분과들은 동일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서로의 연구를 거의 참조하지 않은 채 각기 독자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Rouse 2011). 그러나 일찍이 이상욱 (2005)이 이론적으로 지

적했듯이 과학철학과 과학기술학은 서로의 연구에 생산적으로 참여가능하

다. 기실 과학에서의 젠더라는 문제는 과학철학과 과학사, 그리고 과학기술

학의 구별이 무의미해질 만큼 긴 히 연관된 페미니즘 과학학(Feminism 

Science Studies)이란 영역을 형성해왔다. 과학철학자 하딩(Sandra 

Harding)은 과학기술학의 수많은 민족지적, 역사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입

장 인식론(standpoint epistemology)이라는 과학에 대한 규범적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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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켜왔다(Harding 1993).19) 필자는 본 연구가 페미니즘 과학학 영역

에서 이뤄진 생산적 참여가 다른 주제에 관해서도 일어날 가능성을 긍정적

으로 타진하는 하나의 작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19) 그녀는 이 입장 인식론을 젠더 문제뿐만 아니라 인종, 피식민자 등으로 확

장한 연구들을 장려하였으며, 이 과정에서도 STS 연구자들과 활발한 상보

적 교류를 꾀했다(Harding 1993, 2008). 이에 대한 그녀의 언급은 하딩 

(2009)의 한국어판 서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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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omics of Race and the Response of 
Science Studie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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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 Human Genome Project,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racial categories has been reassessed by scientists, 
especially in the field of genomics. The number of scientific studies on 
genomics and on racial differences has increased radically in recent 
years, although at one time scientists regarded the concept of race as a 
‘social construct.’ This new racial science has become a kind of 
challenge to scholars of science studies, who attempt to focus on the 
historical, philosophical, and sociological aspects of science. This paper 
examines the responses of these scholars, specifically focusing on 
philosophers of science and STS scholars, to the new challenge of the 
science of race. Philosophers of science, on the one hand, are engaged 
in the work of saving the biological concept of race and the debate 
about the biological reality of race. On the other hand, STS scholars 
have favored a contextual approach to this subject by tracing the 
socio-historical backgrounds of the emerging new racial science and 
criticizing its contested effects in practice. This paper argues that these 
scholars would better comprehend the use of racial categories in 
genomics by taking into account both philosophical studies and 
historico-sociological studies of this phenomenon in view of a synthesis 
between them. This study will be a part of a larger effort to promote 
generative collaboration between the philosophy of science and 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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