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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합도 이론 논쟁과 의미론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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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난 반세기 동안 진화학계에서 해 턴(Hamilton)의 포괄적합도

(inclusive fitness) 이론은 이타성의 진화에 대한 주류 이론으로 확고한 

자리를 지켜왔다. 그런데 최근 이 아성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되었다. 논

쟁의 도화선이 된 것은 이론생물학자 노왁(Nowak)과 타니타(Tanita), 그

리고 사회생물학자 윌슨(Wilson) 3명이 2010년 학술지 네이쳐(Nature)에 

게재한 논문이었다.1) 이 논문에서 이들은 포괄 적합도 이론이 몇 가지 이

론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은 제약들 때문에 포괄

적합도 이론은 일반적인 이론이 아니며 따라서 다른 이론으로 교체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연하게도 이 논문은 학계에 파란을 불러왔다. 다음 해 

같은 학술지에 137명의 포괄적합도 이론 지지자들의 이름이 실린 연판장 

같은 반박 논문이 실렸고 이들은 비판 논문의 저자들이 일반적인 이론과 

특수 사례를 혼동하고 있으며 이론적 제약은 포괄적합도 이론을 특수한 사

례에 적용할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2)

그런데 이 논란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포괄적합도 이론은 

수학적 모델링을 핵심으로 하는 정교한 이론이다. 그런데 한 쪽에서는 그 

모델이 특수한 조건이 만족될 때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반대쪽에

서는 아무 제약이 없는 일반적인 모델이라고 주장한다. 외견상 명백해 보

이는 수학적 모델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은 얼핏 보기에 납득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밝히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논쟁의 원인이 포괄적합도 이론이란 용어에 

대해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에 있다고 생각한다. 즉, 논쟁 당사자들이 포괄

적합도 이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르게 해석하고 그 때문에 하나의 수학

적 모델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의미론적 문제(semantic problem)가 해결되면 논쟁의 많은 부분이 명확

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포괄적합도 이론에 대한 

가능한 해석의 후보들을 제안하고 논쟁 참여자가 각각 포괄적합도 이론이

 1) Nowak et al. (2010).

 2) Abbot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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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 분석을 통해서 의

미론적 문제가 제거되면 포괄적합도 이론 비판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포괄적합도 이론에 대한 의미론적 혼란이 발생한 

원인을 언급 할 필요가 있다.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혼란의 내용을 분석하

기 위한 지침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 포괄적합도 이

론의 ‘복잡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론이 복잡하면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해

석할 여지가 생기고 따라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화

론 연구자들이 포괄적합도 이론을 단일하고 통합적인 이론으로 여기는 오

류를 범해왔다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논점이다. 포괄적합도 이론에 대

한 전통적 이해는 이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을 간과했고 그것이 현

재 논란의 한 축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 포괄적

합도 이론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복잡한 이론이라는 것을 

밝히고 가능한 해석들을 구별하도록 하겠다.

2. 해밀턴의 이론 도출 과정: 프라이스 방정식에서 

친족 선택론까지

해 턴이 ‘포괄적합도(inclusive fitness)’라고 이름붙인 이론은 많은 진

화론 문헌에서 해 턴 규칙이 만족될 때 이타적인 형질이 진화할 수 있다

는 주장으로 이해되어 왔다. 해 턴이 제안한 수학적 모델링의 결론은 다

음과 같은 하나의 간단한 수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R은 근친도, B는 이득, C는 비용을 의미한다.)

위 부등식은 흔히 해 턴의 규칙(Hamilton’s rule)이라고 불리며, 포괄적

합도 이론의 핵심으로 여겨져 왔다. 이때 해 턴 규칙은 ‘어떤 형질이 주는 

이득에 근친도를 곱한 것이 그 형질로 인한 비용보다 크면 그 형질이 진화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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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적 방법의 

적용

 개체의 적합도를 그 개체가 얼마나 많은 후손을 남기느냐

로 정의한다. 적합도 값은 회귀 모형(regression model)을 

이용해서 한 개체가 남기는 후손 수의 평균으로 구한다.

2) 적합도 분할

(Stripped out)

이 개체의 적합도를 두 요소로 분할(partitioning)한다.

 두 요소를 각각 직접적합도, 간접적합도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진화론 연구자들은 관행적으로 포괄적합도 이론이란 용어의 

의미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해에서는 이

론 뒤에 있는 복잡한 과정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마치 포괄적합도 이론

이 간단한 이론처럼 보인다. 그러나 통념과 다르게 포괄적합도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얻어진 것이다. 이 이론에 대한 해 턴 본인의 요약은 다음

과 같다.

“포괄적합도는 한 개체가 다 자란 후손의 생산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

나는 개체의 적합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후손의 적합도 계산은 분

할(striped out) 되었다가 나중에 특정한 방식으로 합쳐지는

(augmented) 형태가 된다. 먼저 특정한 사회적 환경에 따른 손실이나 

이득에 노출되지 않는 적합도는 그대로 두고, 개체의 사회적 환경에 

따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외시킨다. 이후에 이 양은 

개체 자신이 그 이웃의 적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손해와 이득의 크

기의 특정한 비율에 따라 합쳐진다. 문제의 이 특정한 비율은 이 개체

가 영향을 주는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수이다. 복제된 개체에는 1, 

형제에 대해서는 1/2, 삼촌사이에는 1/4, 사촌에 대해서는 1/8, …그리

고 그 관계가 무시될 정도로 작은 모든 이웃에 대해서는 0이 된다.”4)

위의 인용문에서 해 턴은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이어지는 유전자 

빈도의 변화, 즉 진화를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을 요약하고 있다. 그의 

설명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포괄적합도 값을 얻기 위해 다음의 여러 과정

을 거쳐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1> 포괄적합도를 얻기 위한 과정

 3) 예를 들어 진화론에서 중요한 문헌으로 취급되는 Dawkins (2006), 

Williams (1966) 등에서 포괄적합도 이론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된다.

 4) Hamilton (1964),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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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적합도

  환경의 손해나 이득과 관계없는 요소. 개체 자신의 적합도.

- 간접적합도

  사회적 환경으로 여겨질 수 있는 요소. 개체가 상호작용

하는 집단 내의 다른 개체들의 적합도. 

3) 적합도 합산

(Augmentation)

이웃의 이득과 손해에 영향을 준 양(간접적합도)에 이웃과

의 관계의 계수(해 턴 규칙에서 R의 값)를 곱한 후 직접적

합도와 합한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해 턴 규칙이 얻어진

다.

4) 계보적 근친도

(Genealogical 

Relatedness)

 이웃과의 관계 계수를 구한다. 여기서 해 턴은 계수 값

(R)을 계보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계수의 값

은 관심 개체와 다른 개체 사이의 유전자가 일치할 확률을 

통해서 구한다. 

<표 1>이 앞의 인용문에 등장하는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표 1>이 보

여주는 것처럼 포괄적합도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이론적 과정을 거쳐야 한

다. 먼저 해 턴은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고 적합도 분할과 합산의 결과로 

집단의 진화 방향을 결정하는 하나의 식을 얻었다. 그 식이 바로 해 턴 

규칙이다. 그리고 이 규칙의 계수R에 계보적으로 구한 근친도 값을 대입하

면 포괄적합도에 대한 도출이 마무리된다.

위에 보인 것처럼 실제로 포괄적합도 이론을 통해 진화 과정을 모델링하

기 위해서는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각의 

단계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한 연구자가 적합도 합산 

과정을 거쳐서 해 턴 규칙을 얻었다고 하자. 그런데 다음 단계에서 그가 

해 턴 규칙의 계수R을 반드시 계보적 방법으로 구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

다. 그는 다른 방법으로 구한 R값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위에 보

인 각각의 단계는 서로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포괄적합도 이론은 몇 단계의 구분된 인과적 과정을 기술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는 특정 단계가 포괄적합도 

이론에 필수적인 단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의 단계들 중에서 어디까지를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연구자는 포괄적합도 이론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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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처럼 논쟁의 당사자가 용어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면 논

쟁은 해결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특정 단계 A가 포괄적합도 이론의 

단지 부수적인 장치라고 생각하는 연구자에게 그 단계 A에 대한 비판은 

올바른 비판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단계 A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

제일 뿐이며 결코 포괄적합도 이론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는 용어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이 

문제를 포괄적합도 이론에 대한 ‘의미론적 문제’라고 부르도록 하자. 이 문

제가 최근 포괄적합도 이론을 놓고 벌어진 논쟁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표 1>에 나타낸 도출 과정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 방식을 ‘해석’이라

고 부르도록 하자. 각각의 해석은 어느 과정이 필수적인지에 대해서 다르

게 판단한다. 앞서 보인 것처럼 4가지 과정이 존재하므로 4가지 해석이 가

능하다(4가지인 이유는 과정에 순서가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해석을 다음 

<표 2>와 같이 구별할 수 있다.

<표 2> 포괄적합도 이론의 가능한 해석들.

1) 친족선택론

<표1>의 네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포괄적합도 

이론은 친족선택론과 동의어가 된다. 근친도는 계보적으

로 결정된다.

2) 해 턴규칙

해 턴규칙과 같거나 동등한 형식의 수학적 모델을 도출

할 수 있으면 포괄적합도 이론이다. 이때 근친도는 반드

시 계보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없다.

3) 개체선택론

개체의 적합도를 직접적합도와 간접적합도로 구별하고 

모델링하면 포괄적합도 이론이다. 이때 반드시 해 턴 규

칙이 도출될 필요는 없다.

4) 프라이스 방정식
회귀분석(프라이스 방정식)을 사용해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개체의 적합도를 기술하면 포괄적합도 이론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위의 해석들이 해 턴이 제안한 포괄적합도 도출 과

정과 반대 방향으로 대응된다는 것이다. 위의 해석들은 위로 갈수록 더 많

은 단계를 포함하며 아래로 갈수록 더 적은 단계를 포함하도록 정의되었다. 

해석들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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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포괄적합도의 도출과정과 해석 사이의 관계: 화살표는 각각의 

해석에 추가된 이론적 과정을 나타낸다. 더 많은 과정이 추가될수록 더 많

은 가정과 제약이 추가되어 이론의 적용범위가 좁아진다. 따라서 친족선

택론이 적용범위가 가장 좁고 프라이스 방정식이 적용범위가 가장 넓다.

각 해석의 정확한 의미와 논쟁에서 사용된 사례는 다음 절에서 논의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왜 해석의 구별이 포괄적합도 논쟁과 연관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서론에서 언급된 것처럼 논쟁의 핵심 쟁점

이 포괄적합도 이론의 ‘일반성’이기 때문이다. 노왁 등이 제기한 비판의 골

자는 포괄적합도 이론이 여러 가지 제약을 가진 제한적 이론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포괄적합도를 옹호하는 연구자들의 반론은 그것이 제약이 없는 일

반적 이론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제안된 4가지 해석은 일반성의 정도

에서 차이가 있다. 즉, <그림 1>에서 보인 것처럼 더 많은 과정을 포함한 

해석일수록 포괄적합도 이론은 더 제한적인 이론이 된다. 그 이유는 각 단

계를 거치면서 특정한 제약이나 가정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의 문제가 이 논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더 나아가 우리는 논쟁의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포괄적합도 개념을 전략적으로 사용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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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능한 해석들

앞 절에서 포괄적합도 이론이 4가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을 보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화론 문헌에서 관행적으로 앞 절의 분석에

서 드러난 차이는 무시되어 왔다. 그 때문에 논쟁 당사자들이 포괄적합도 

이론이라는 용어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의미론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이 절에서는 비판자들의 문제 제기와 옹호자들의 

반론이 각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 절에

서 사용되는 해석의 구별은 실제 논쟁 상에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논쟁의 참여자들은 아래의 해석들을 모두 포괄적합도 이론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뭉뚱그려서 사용한다. 심지어 한 편의 논문 내에서도 동일한 용어

로 다른 해석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것이 이들의 잘못은 아니다. 

원인은 전통적으로 ‘포괄적합도 이론’이란 용어가 그렇게 사용되어 왔다는

데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이 관행이 유지되었다고 해도 적어

도 현재 불거진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상세한 의미 구별이 요구된

다.

이를 위해 이 절에서는 해석들을 구별하고 이를 통해서 의미론적 혼란을 

해소하면 논쟁의 상당 부분이 명확히 정리된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또한 

이 분석을 통해 최근 제기된 비판이 어느 부분에서 성공적이며 동시에 한

계를 가지고 있는지 드러날 것이다.

ㄱ. 친족선택론

포괄적합도 이론은 초기에 친족 관계에 대한 이론으로 알려졌다. 그 이

유는 메이나드 스미스가 해 턴의 이론에 ‘친족선택론(kin selection)’이라

는 이름을 붙였고 많은 동료들이 그의 책을 통해 포괄적합도 이론을 접했

기 때문이다. 앞 절에서 분석한 대로, 포괄적합도 이론을 친족선택론으로 

 5) 여기서는 추가되는 전제와 가정이 이론의 일반성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는 

3절에서 상세히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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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면 모든 과정이 이론에 포함되게 된다.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해석

했을 경우에만 포괄적합도 이론은 친족선택론과 동일한 개념이 된다. 여러 

논쟁 참여자들이 이 해석을 지지한다.6) 그러나 이 해석은 해 턴 규칙의 

근친도R에 친족관계를 통해서 얻은 값을 대입하므로(예: 형제일 경우 

R=0.5, 사촌일 경우 R=0.25) 포괄적합도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이 친

족 집단으로 한정된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현대 사회의 인간은 친족

이 아닌 많은 사람과 빈번하게 상호교류하며 심지어 수렵채집 사회에서도 

비친족 구성원과의 빈번한 교류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 따라서 친족선택

론으로 해석된 포괄적합도 이론은 인간의 진화를 연구하기에 적절하지 않

은 이론이다. 그렇다면 이 해석을 받아들일 경우, 포괄적합도 이론이 친족 

집단이라는 특수한 구조의 집단에만 적용가능한 제한적인 이론이라는 노왁 

등의 비판은 타당하다.

더욱이 포괄적합도 이론을 제안한 해 턴 본인도 후일 이 해석을 거부했

다. 그는 1964년에는 포괄적합도가 친족선택과 유사한 개념인 것처럼 설명

했지만 1975년 논문에서는 포괄적합도 개념은 친족선택보다 더 넓은 개념

이라고 말한다. 

“친족관계(kinship)는 유전자형 사이의 양의 회귀를 얻기 위한 한 방

편이다…포괄적합도 개념은 ‘친족선택’ 보다 일반적이다.”7)

여기서 “유전자형 사이의 양의 회귀”라는 말이 근친도R을 의미한다. 따

라서 그의 말은 친족관계가 근친도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뜻이

다. 더불어 해 턴 자신이 친족관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근친도를 표현

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이론적으로 친족관계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진

화 매커니즘도 가능하다.8)

 6) 예를 들어, Bourke (2014), Gintis (2013).

 7) Hamilton (1975), p. 337.

 8) 해 턴 본인의 반례는 Hamilton (1975)를 참고. 여기서 해 턴은 전체 개

체군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두 집단 사이의 이주율을 통해 근친도를 계산

했다. 또 다른 예로 녹색수염효과(green beard effect)는 표현형 수준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친족관계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 효과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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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족선택론이 포괄적합도 이론의 유력한 정의로 이

해되어온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 친족선택론이 설명하는 것처럼 근친도

를 친족관계의 의미로 사용하면 연구자는 근친도 값을 얻기 위해서 단지 

집단 구성원의 친족 관계를 조사하면 충분하다. 실험실 연구와는 달리 현

장 연구는 열악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장 연구자

에게 친족선택론의 간단한 근친도 결정 방식은 매우 요긴한 것이다. 그렇

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의 모든 현장 연구에서 포괄적합도는 친족

선택론의 의미로 해석되어왔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포괄적합도 이론의 지

지자들이 내세우는 중요한 근거인 ‘경험적 성공’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9) 

현장에서 이루어진 경험 연구들은 거의 모두 친족선택론 해석을 사용한 것

이기 때문이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친족선택론은 친족 관계에만 적용가능

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포괄적합도 이론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해도 그것이 친족선택론 해석에 기반한 것이라면 경험적 성공은 포괄적합

도 이론의 일반성을 지지하는 타당한 근거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친족관계라는 특별한 집단 구조에 제한된 성공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포

괄적합도 이론의 지지자들이 제안한 경험적 성공은 적절한 근거일 수 없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보면 친족선택론으로 해석된 포괄적합도 이론

은 제약을 가진 제한적인 이론이다. 이때의 포괄적합도 이론은 친족관계라

는 특별한 집단 구조에만 적용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해석에 대한 

비판은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ㄴ. 해밀턴 규칙

그러나 포괄적합도 이론에 대한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앞 절에서 다룬 

친족선택론 해석과 달리 해 턴규칙 해석에서는 근친도를 친족관계로 해석

하는 과정이 제외된다. 따라서 이 해석은 친족 관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때의 근친도는 회귀계수R로 표현되는 유전적 연관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이 해석에 따르면 포괄적합도 이론은 ‘해 턴 규칙으로 적합도를 기술하는 

Dawkins (2006) 참고. 

 9) Abbot et al. (2012), p.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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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란 의미가 된다. 그런데 바로 이 해석이야말로 최근 불거진 비판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해석에 따라 적합도를 해 턴 규칙으로 기술하

려면 포괄적합도 이론은 반드시 해 턴 규칙과 같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학

적 형식화를 포함한 이론이어야 한다. 여기서 비판자들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해 턴 규칙을 도출하려면 반드시 여러 전제를 가정해야 된다는 점

이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협동에 의한 시너지(synergy) 효과의 사례를 

살펴보자. 예를 들어, 한 집단에 두 개체 A, B가 있고 이들이 협동 게임을 

수행한다고 하자. 이 게임에서 각 개체는 협동을 할지 배신을 할지 선택할 

수 있다. 협동을 선택한 경우 개체는 일을 하고 배신을 선택한 경우는 일

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을 마친 뒤에는 총소득을 동일하게 나눠 갖는다. 

그런데 A, B 모두가 협동할 경우에는 작업 효율이 더 높아서 각자 따로 

일할 경우 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자. 이런 경우 시너지 효

과가 있다고 한다. 이 경우 개체의 선택에 따라 얻어지는 결과를 보수 행

렬로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협력의 시너지 효과에 따른 보수 행렬: D는 협력을 통해서 얻는 

추가적인 이득이다. C는 노동의 비용, B는 노동의 소득. 

B

A
협동 배신

협동 B-C+D -C

배신 B 0

중요한 점은 시너지 게임 상황에서 개체가 얻는 이득의 크기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너지 게임 상황을 전체 집

단에 적용하면 협력이 진화할 조건은 R, B, C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

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경우 적합도 

계산 결과는 해 턴 규칙에 비해서 복잡해지게 된다. 퀠러(Queller)에 따르

면 이 경우 협력이 진화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된다.10)

10) Queller (1992), (2011). 여기서 fco가 상대방이 협력을 하는 확률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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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수식에 어떤 조작을 가해도 해 턴 규칙과 같은 형태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수식은 해 턴 규칙처럼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

하지도 않다. 반 빌렌 등의 비판자들은 위와 같은 협력 게임에서 해 턴 

규칙이 도출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이들의 증명에 따르면 해 턴 규칙

이 도출가능하려면 적합도가 가법성(additivity)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

다. 여기서 가법성이라는 용어는 두 적합도의 총합이 각각의 적합도를 합

산한 결과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행위를 통해서 A와 B

가 얻는 적합도가 각각 a와 b라고 하자. 이때 A와 B가 함께 행위를 했을 

때 얻는 적합도가 a+b라면 이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적합도는 가법적이

다.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A와 B가 각자 일했을 때 얻는 이득이 

a+b보다 더 크다.11) 따라서 위의 협동게임은 비가법적이고 이 경우 해 턴 

규칙도 도출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포괄적합도 이론의 비판자들은 해 턴 

규칙이 도출되지 않는 여러 비가법적인 사례를 발견했다.12)

그렇다면 다음으로 가법성이 진화론의 맥락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

지 고려해야 한다. 만약 대부분의 진화적 사례들이 가법적이라면 비가법성

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여기서는 협동사냥의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자. 많은 진화론자와 고인류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협동사냥이 

인류의 진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홍적세의 인류는 힘도 약

하고 변변한 무기도 가지지 못했다. 이들이 크고 강한 대형 동물을 사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집단적으로 힘을 모아서 사냥하는 것이었다.13) 협동사냥

다.
11) 위의 게임에서 A와 B가 각자 일했을 때 얻는 이득은 B-C이다. 이때 이 

게임이 가법적이려면 A와 B가 같이 일했을 때 얻는 총 소득은 2(B-C)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수행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둘이 협력했을 

경우 얻는 소득은 2(B-C+D)이다.
12) 3-person stag hunting game, multi-player one shot game 등이 있다. 

Nowak et al. (2010), supplement, p. 18, van Veelen (2009), van Veelen 

et al. (2012)를 참고.
13) 이에 대한 리뷰는 Stiner (200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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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더 큰 사냥감을 잡을 수 있게 된 인류는 개인적으로 흩어져서 

사냥을 할 때 보다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인류가 처했던 

상황은 시너지 효과의 사례가 된다. 협동에서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인류

는 대규모로 집단적인 협력을 하는 종으로 진화했다. 협동에 대한 일반적

인 생각은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많은 경우 협

동을 통해서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14) 그렇다면 해 턴 규

칙을 적용해서 인간의 협동 사냥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시너지 효과가 

있는 협동사냥이라는 현상은 간단한 근친도와 이득, 비용으로 설명되지 않

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괄적합도 이론을 ‘적합도를 해 턴 규칙으로 기술하는 이론’이

라고 해석한다면 협동의 진화 같은 중요한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이 해석에 따른 포괄적합도 이론은 자연계의 여러 현상을 설명

하지 못하는 제한적인 이론이다. 특히 인간과 같이 진화의 역사에서 협동

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종을 연구하는데 포괄적합도 이론은 적절한 이론

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해석에 대한 비판은 타당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ㄷ. 프라이스 방정식

지금까지 논의한 두 가지 해석은 모두 특정한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다. 그런데 포괄적합도 이론의 지지자들은 종종 포괄적합도 이론이 자연 

선택 원리 자체만큼 일반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어떤 지지자는 그것이 

어떤 전제도 없는 무전제의 이론이라고 표현한다.15) 이들의 주장을 이해하

는 방법은 포괄적합도 이론을 회귀 분석이라는 통계적 방법 혹은 프라이스 

방정식과 동치라고 보는 것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자. 무전제의 이론이란 이론적 가정을 포함하지 

14) 반대로 말하면,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없다면 굳이 복잡하게 협동을 할 이

유는 없을 것이다.
15) 예를 들면: Abbot et al. (2012), “(inclusive fitness theory) is as general 

as the genetical theory of natural selection itself” and Gardner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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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이론이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아무런 이론적 예측을 내놓지 않고 오

직 현상을 기술만하는 이론이 있다면 그 이론은 무전제의 이론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포괄적합도 이론이 중요한 방법론적 도구로 사용하는 

프라이스 방정식이 무전제의 이론이다. 그 이유는 프라이스 방정식은 동어

반복이기 때문이다.16) 진화란 궁극적으로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빈도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아무런 조작 없이 유전자의 변화를 기술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진화에 대한 무전제의 이론이다. 그러므로 포괄적합도 이론

을 ‘회귀적 방법(프라이스 방정식)을 적용해서 적합도를 기술하는 이론’이

란 의미로 해석했을 경우 포괄적합도 이론은 아무런 제약도 가지지 않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일반성을 가지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해석은 이론적 전제나 제약을 가지지 않으므로 당연히 앞 절에서 논

의된 특수한 집단구조, 가법성과 같은 비판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

제는 반대로 이 해석이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동어반복은 항

상 참이지만 대신 아무런 내용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

합도 이론의 반대자들은 이 해석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런 설명력도 가지지 

못하는 텅빈 이론이라고 비판한다.17) 이들의 비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포괄적합도 이론의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전제 없는 접근법은 회귀적 

방법이다.

2. 회귀적 방법은 상관관계만 설명할 뿐 인과적 예측을 전혀 내놓지 못

한다.

3. 인과적 예측이 가능하려면 인과적 과정과 관련된 전제가 필요하다.

4. 따라서 전제 없는 접근법은 설명력이 없다.

버치(Birch)에 따르면 위의 논증을 통해 비판자들은 이론의 일반성과 설명

력 사이에 일종의 교환관계(trade-off)가 있다는 논변을 펴고 있다.18) 이 

16) 프라이스 방정식이 동어반복인 이유는 본 논문의 supplement를 참고.
17) Allen et al. (2013).
18) Birch (2014),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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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변에 따르면 포괄적합도 이론을 일반 이론으로 해석하면 설명력이 없는 

무용한 이론이고, 설명력이 있는 이론으로 만들려면 일반성을 포기해야 한

다.

그렇다면 무전제의 이론이라는 포괄적합도 옹호자들의 반론은 오히려 

함정에 빠진 격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이론의 타당성을 판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과학 이론이 만족해야하는 최소 조건이라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포괄적합도 이론을 ‘프라이스 방정식을 사용

한 통계적 기술’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이론은 결코 틀릴 수 없

는 이론이 되며 이론 자체의 반증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런 이론을 과학

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유전자의 빈도 변

화를 단순히 기술하는 이론이라고 해서 그것이 자연현상에 대해 아무런 정

보도 주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을 중요한 과학 이론이라고 

부르긴 힘들 것이다. 

따라서 이 해석에 대해서 포괄적합도 이론이 무용하다는 비판은 유효하

다고 평가할 수 있다.

ㄹ. 개체선택론

지금까지의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너무 일반적이거나 너무 제약이 

많은 해석으로는 포괄적합도 이론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해석은 지금까지 살펴본 해석들의 중간 정

도에 위치한다.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해 턴이 제안한 과정에는 적합도 분할(striped 

out) 단계가 있다. 그런데 포괄적합도 이론은 적합도를 특별한 방식으로 

분할한다. 분할된 두 요소는 각기 직접적합도와 간접적합도로 불린다. 직접

적합도는 개체의 행동이 그 자신의 자손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며 

간접적합도는 그 개체의 행동이 집단 내 다른 개체의 자손의 생산에 주는 

영향에 근친도를 곱한 것을 의미한다. 이때 포괄적합도는 두 적합도의 합

으로 정의된다. 이 절에서 다룰 해석은 포괄적합도 이론을 ‘특정한 분할 방

식을 사용해서 적합도를 계산하는 이론’으로 이해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직접적합도와 간접적합도로 나누는 방식이 포괄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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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다수의 진화론 연구자들이 이 방식을 

지지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펜(Grafen)에 따르면 진화의 근본 원칙은 적합

도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는 피셔의 ‘자연선택의 근본 정리(fundamental 

theorem of natural selection)’에 따라 적합도는 항상 증가하며 그 결과 

적합도는 항상 극대화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진화과정 중에 있는 개체는 

적합도를 최대화하려는 행위자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그는 포괄적합도 

이론이 이에 대한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준다고 주장한다.19) 이 장

점을 가드너(Gardner)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친족선택론은 개체의 행동이 그 자신의 번식적 성공(직접적합도)과 그

의 파트너의 번식적 성공(간접적합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강

조한다. 그것이 바로 친족선택론의 경험적 성공의 이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체가 행동을 변경함으로써 자신의 포괄적합도를 교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자연선택은 생명체로 하여금 자신의 포괄적합도를 극

대화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이게 한다.”(Gardner et al. 2011, p. 

1049.)

위의 인용문에서 가드너는 친족선택이라고 쓰고 있지만, 사실 그가 지칭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직접적합도와 간접적합도의 분할로 해석될 수 있는 

포괄적합도이다.20) 한 개체가 자신의 번식적 성공을 위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다. 그의 말은 한 유기체의 인과적 효력을 포괄적합도 

이론이 가장 잘 설명하며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합도 이론이 설명적 유리함

을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각에 따르면 포괄적합도 이론에서 직접

적합도와 간접적합도의 관계는 동등하지 않으며 중요한 역할(행위자의 역

할)은 직접적합도가 담당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해석에 개체선택

19) Grafen (2006), (2009).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포괄적합도 이론은 진화

의 과정에 있는 개체가 적합도를 최대화하려는 것 ‘처럼(as if)’ 보이는 이

유를 설명해준다고 주장한다. 그래펜은 자신의 접근 방식을 ‘형식적 다윈주

의 프로젝트(formal darwinism project)’라고 부르며 적합도 극대화를 공리

로 삼아 다윈주의를 공리체계로 재구성하려고 시도한다.
20) 이 또한 용어가 혼란스럽게 사용된 사례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은 용어사용의 혼란을 해결하는 것이다.



포괄적합도 이론 논쟁과 의미론적 문제 119

론이란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다.21) 개체선택론 해석에 따르면 포괄적합도 

이론은 진화 과정에서 개체가 중요한 행위자의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함축

하는 이론이 된다.

그런데 이 절에서 다루고 있는 개체선택론 해석에는 분할 방식 외에는 

별다른 이론적 전제가 없다. 따라서 개체선택론 해석을 비판하려면 바로 

그 분할 방식을 비판해야만 할 것이다.22) 그러면 비판자들이 개체선택론을 

비판하는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자. 2010년 논문에서 노왁 등은 포괄적합도 

이론과 그들이 표준 자연선택 이론(standard natural selection theory)라

고 부르는 모형을 대비시켰다. 표준 자연선택 이론의 내용은 다음 5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진사회성의 진화를 설명한다.

1) 집단(group)의 형성

2) 집단을 위한 전적응(pre-adaptation) 발생

3) 집단을 유지시키기 위한 적응이 나타남.

4) 집단 내 개체간의 상호작용 때문에 발생한 적응이 출현.

5) 집단 간 경쟁 때문에 군집(colony)이나 사회의 구조가 진화.

여기서 노왁 등은 자신의 모델이 다수준선택(multi-level selection)임을 

숨기지 않는다.23) 이들이 제안한 모델은 개체선택론과 다른 개체군 분할 

방식을 사용한다. 비판자들은 대안 모델을 제안한 뒤에 포괄적합도 이론에

는 앞의 절에서 다룬 제약들이 적용되는 반면, 자신들이 제안한 모델(다른 

분할 방식을 사용하는 모델)에는 그 제약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대안 모형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비판의 성립여부는 앞서 제기된 포괄적합도 이론의 제약들이 

개체선택론 해석에 적용되느냐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검토

21) 동일한 의미로 소버와 윌슨은 포괄적합도 이론이 근본적으로 개체선택론이

라고 말한다. Sober and Wilson (1998) 참고.
22) 물론 회귀적 방법의 사용을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비판은 진화론의 

영역을 벗어난, 통계학의 논의가 될 것이다.
23) Nowak et al. (2010), supplement part C 참고. 이들의 분할 방식은 전형

적인 다수준선택론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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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자. 먼저 ㄷ절에서 다룬 과도한 일반성의 문제에서 시작하자. 과

도한 일반성의 문제는 포괄적합도 이론을 너무 일반적인 이론으로 정의하

면 설명력이 없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체선택론 해석에는 그런 문제

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해석이 “개체가 진화에서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한다”는 주장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인과

적 분할(causal partition)이란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자. 앞서 살펴본 것처

럼 포괄적합도 이론은 프라이스 방정식을 중요한 도구로 사용한다. 그런데 

프라이스 방정식은 관심의 대상인 집단을 임의의 하부 집단으로 분할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 말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 개체군을 연구자가 원하는 어

떤 방식으로든 분할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적합도 분할을 인

과적 분할로 이해하면 집단을 나누는 방식에는 이론적 주장이 포함된다. 

즉, 관심의 대상인 개체군을 어떤 방식으로 분할했느냐가 진화의 인과적인 

매커니즘을 설명하는 의미를 가진다.24) 이 절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체선택

론 해석은 직접적합도와 간접적합도로 집단을 분할하는 이론으로 정의되었

다. 그러므로 그 방식을 인과적 분할이라고 이해하면 개체선택론이 사용하

는 분할 방식에는 진화 매커니즘에 대한 특정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

이다. 그리고 이 절의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주장이란 개체가 진화

의 과정에서 자신의 포괄적합도를 최대화하는 행위자라는 것이다.25) 따라

서 이 해석에 따르면 포괄적합도 이론은 특정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경험적으로 반증 가능한 이론이다. 만약 이 적합도 분할 방식을 통해서 만

들어진 모델의 예측과 자연계의 현상이 일치한다면 이 모델의 가정도 올바

른 것이 된다. 이 이론의 지지자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긴 적은 없으며 그 분할 방식에 이론적 장점이 있다. 따라서 경험적인 

24) Frank (1998), Okasha (2006). 오카샤의 분석은 다른 맥락에서 제안되었지

만 현재 논의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의 관심은 개체선택론과 집단선택

론은 수학적으로는 동등하지만 인과에 대한 설명이라는 측면에서는 동등하

지 않다는데 있다.
25) 마찬가지로 다른 분할 방식을 사용하는 이론의 경우에는 다른 주장이 포함

된다. 예를 들어 앞서 예시한 노왁 등의 대안 모형에서 사용되는 집단 내/

집단 외 분할 방식은 집단이 진화에 있어서 중요한 인과적 영향을 미친다

는 주장을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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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가진 이론이라는 측면에서 이 정의에는 지나친 일반성에 대한 비판

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ㄴ절에서 다룬 가법성 비판에 대해 살펴보자. 가드너 등은 시

너지 관계를 분석하면서 이 경우에도 포괄적합도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그 계산 결과가 앞 절에서 다룬 퀠러나 

반 빌렌이 얻은 결과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이다.26) 퀠러와 반 빌렌은 시

너지 효과의 경우 해 턴 규칙이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포괄적합도 

이론의 반례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포괄적합도 이론의 옹호자인 가드

너 등은 동일한 결과를 전혀 다르게 해석한다. 이들은 이 도출에서 직접/간

접 적합도 분할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달리 

말하면, 이들에게 해 턴 규칙의 도출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 

옹호자들은 수식이 복잡해진 것은 단지 비용과 이득의 관계가 복잡하기 때

문이며 포괄적합도 이론의 핵심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위 논증을 

통해 가드너 등은 오히려 시너지효과 사례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포괄적합도 이론이 비가법적인 사

례도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일한 결과를 놓고 논쟁

의 양측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 이유는 의미론적 문제 때문이다. 

즉, 이들은 서로 다른 해석을 적용해서 증거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절에서 다루는 개체선택론 해석으로 한정한다면, 반례로 제시된 시너지 관

계의 경우에도 직접/간접 분할 방식을 유지한 채로 잘 설명하는 것이 가능

하다. 따라서 가법성에 대한 비판은 개체선택론 해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개체선택론 해석에 대한 비판은 성공적

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론은 적어도 최근 노왁 등에 의해서 제

기된 포괄적합도 이론의 비판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포괄적합도 이론의 지지자들은 이론의 핵심은 직접/간접 적합도 분할이라

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의 비판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론

하는 연구자들도 개체선택론 해석을 사용하는 연구자들이다.27) 이들은 비

26) Gardner et al. (2011), p. 1031.
27) 예를 들어 Marshall et al. (2011), Gardner et al. (2011), Grafen (2009), 

West et al. (201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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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자들이 포괄적합도 이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특수한 사례와 일반적

인 이론을 혼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28) 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

로 포괄적합도 이론을 비판자들과 다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보인 것처럼 개체선택론 해석에 대해서는 비판자들이 제기한 제약이 적용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보기에 노왁 등의 비판은 초점이 벗어난 것으로 

보일 것이다. 이들의 시각에서 최근의 문제 제기는 이론이 핵심이 아니라 

지엽적인 문제만을 건드리는 것이다. 반대로 비판자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옹호자들의 대응은 억지스러운 사후정당화처럼 보

일 것이다. 이처럼 논쟁의 양측이 다른 해석을 사용하면 같은 주장이 반복

되고 논쟁은 겉돌고 만다. 위와 같은 혼란은 의미론적 문제가 해소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 

4. 결론: 비판자들에게 남은 과제

지금까지 포괄적합도 이론의 해석들을 구분함으로써 논쟁의 많은 부분

이 명료해질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구별한 4가지 해석 중 적어도 

3가지 해석에 대해서 최근의 비판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개체선택론 해석

에 대해 비판은 성공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분석의 결과가 의미하

는 바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 

지금까지 보인 것처럼 의미론적 문제가 논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서

로 다른 해석을 사용했기 때문에 논쟁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갈리고 동일한 증거를 다르게 해석하는 일이 벌어

졌다. 그런데 이 의미론적 혼동 때문에 손해를 보는 쪽은 노왁, 타니타, 윌

슨 등의 포괄적합도를 비판하는 진영이다. 지금까지 포괄적합도 이론은 지

배적인 이론의 위치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비판자들은 현재의 상태에 문제

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입증의 부담은 비판자들에게 있다. 

그렇게 보면, 비판자들이 비판에 완전히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여러 포

28) Abbot et al. (2012), p. 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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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적합도 이론의 지지자들이 개체선택론 해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비판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비판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판

자들이 이 부분을 놓친 이유는 이들이 의미론적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포괄적합도 이론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

며 이들 해석을 모두 비판해야 성공적인 비판이라고 한다면 비판자들의 입

장에서는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구도를 깨고자 하는 쪽

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요구이다.

그렇다면 비판자들의 남은 과제는 개체선택론 해석의 비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개체선택론 

해석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집단을 분할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야말로 오랜 선택단위(unit of selection) 논쟁의 핵

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이미 진화론자들은 이 분할 방식의 문제를 놓고 긴 

논쟁을 벌여왔다.29) 소버와 윌슨은 새로운 집단선택론을 제안하면서 자신

의 분할 방식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집단선택론의 반대자들은 존재론

적으로 간단한 개체선택론이 더 낫다고 주장한다. 다원론자들은 두 방식은 

방법론적인 차이에 불과하며 경우에 따라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그만이

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분할 방식의 문제를 놓고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만

족스러운 동의는 아직 없다. 2010년 노왁, 타니타, 윌슨이 제기한 비판이 

포괄적합도 이론에 대한 완전한 비판이 되려면 그것은 결국 선택의 단위 

논쟁과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개체선택론 해석에 대한 

비판의 전망은 밝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문제제기로부터 적어도 우리는 이론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해석이 요구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의미론적인 혼란에

서는 말의 잔치 외에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선택의 단위 문제

를 둘러 싼 논쟁 또한 많은 부분이 그와 같은 혼란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

다. 그러므로 의미론적인 문제의 해결은 장래 진화론이 해결해야 할 중요

한 과제이다.30)

29) 이 논란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는 장대익 (2005)를 참고. 새로운 집단 선택

론은 Sober and Wilson (1999), 수학적 동등성에 대한 논의는 Ker and 

Godfrey-smith (2002)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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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프라이스 방정식은 왜 동어반복인가

프라이스 방정식의 도출 과정을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자. 먼저 n명의 

개체로 구성된 집단 P가 있다고 하자.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측정가능한 

표현형 z를 가지고 있다. 이제 를 i번째 개체가 가지는 표현형 값이라고 

하고 를 평균 표현형 값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다. 또한   를 

i번째 개체의 전체 후손의 숫자로 정의된 절대적합도라고 하면 집단 P의 

평균적합도는  

  이고 i번째 개체의 상대적합도   

  이다. 또

한 ′를 i번째 개체의 자손의 평균표현형 값이라고 하면 ∆  ′   
가 된다. 이때 ∆  의 평균은 기댓값과 같고 ∆   


∆가 된다. 

이제 집단 P의 자손으로 구성된 집단 O를 고려하자. 집단 O의 표현형 값

을  , 그 평균을 라 하고 P의 각 개체가 O의 n개의 하위 집단과 대응

한다고 하면 O의 i번째 하위 집단의 평균 표현형 값은 ′와 같다. 이를 이

용해 전체 집단 O의 평균 표현형 값  



′  를 계산할 수 있다. 우

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집단 전체의 진화의 방향 ∆이다. 이때 

∆   



′


  이므로, 이 식의 양변에 평균 적합도를 곱하

면 ∆ 

′


 이 된다. 이 식에 공분산의 정의를 적용하고 

양변을 로 나누면 다음의 프라이스 방정식이 얻어진다.

∆    ∆ 
이상으로 프라이스 방정식은 가정 없이 정의에 의존해서 도출되었다. 따

라서 프라이스 방정식은 동어반복이다.31)

30) 익명의 심사자는 이 논문이 포괄적합도 이론을 지지하는지 여부가 불분명

하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문제이다. 비록 이 논문이 비판자에

게 불리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우리의 의도는 어느 한편을 지지하는 것

이 아니라 단지 논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있다.
31) 위 도출과정은 okasha (2008)을 참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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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cent Debate on the Inclusive Fitness Theory and Its 
Semantic Problem

Jinkwon Jun, Dayk Jang

This paper deals with a debate on the inclusive fitness theory  
triggered by Nowak, Tanita, Wilson's paper in 2010. The strange feature 
of this debate is a collision of different evaluations on the just same 
mathematical model. We suggest that a semantic problem on the term, 
‘inclusive fitness’ is the major source of confusion. It comes from the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complexity of the inclusive fitness theory. 
To solve it, we classify the way of understandings of the inclusive 
fitness theory into four distinct interpretations and assess adequacies of 
each interpretations. Finally, we conclude that the recent critic is not 
complete.

Key Words: Inclusive fitness theory, Unit of selection, Kin selection, 
Hamilton's rule, Individual sele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