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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집단 선택론의 관점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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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형질집단 선택론(trait-group selection theory)의 관점 다원주의

(perspective pluralism)를 비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점 다원주의에 의

하면 친족 선택론(kin selection theory)과 형질집단 선택론은 사실의 문제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단지 관점만 다르다. 우리는 이론의 수학적 모형에 대

한 분석을 통해 이 다원주의가 친족 선택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였다. 분석 결과는 두 이론이 서로 다른 인과적 과정을 설명하

며 두 이론의 차이가 단순한 관점의 차이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관점 다원주의는 형질집단 선택론에 대해 제기된 비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이 될 수 없으며 이론이 전제하는 인과적 구조를 이론 선택의 기준으로 채택

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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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형질집단 선택론(trait-group selection theory)’의 가장 모호한 부분은 

관점 다원주의(perspective pluralism)이다. 이론의 제창자인 소버(E. 
Sober)와 윌슨(D. S. Wilson)은 수학적 동등성(mathematical 
equivalence)에 기반한 비판에 반론하기 위해 이 다원주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 다원주의는 문제를 더 풀기 어렵게 만들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관점 다원주의를 비판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

는 것이다. 그를 위해 먼저 2절에서는 형질집단 선택론과 관점 다원주

의에 대해서 설명한다. 3절에서는 친족 선택론과 형질집단 선택론의 

수학적 모형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4절에서는 3절의 분석을 토대

로 소버와 윌슨의 관점 다원주의가 이론적 오류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

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형질집단 선택론이 관점 다원주의를 버

리고 인과적 설명을 이론 선택의 기준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

이다.

2. 형질집단 선택론과 관점 다원주의

형질집단 선택론은 여러 면에서 기존의 집단 선택론과 차별화된다. 그 

중 두드러지는 특징은 집단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만을 요구하는 것이

다. 형질집단 선택론의 주창자인 소버와 윌슨은 기존 ‘집단’ 개념을 리

뷰한 후에, 더 포괄적인 집단 개념을 제안했다.

집단은 특정한 형질의 측면에서 적합도에 영향을 주고받는 개체들

의 집합이다. 반대로 집단 밖의 개체들은 영향 받지 않는다. 수학

적으로 집단은 특정 형질의 빈도로 표현된다. 적합도는 이 빈도 

함수다. 집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던지, 어떤 방식으로 경쟁하던

지 상관없이 이 조건을 만족하면 다수준 선택론(multi-level 
selection theory)을 만족하는 집단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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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제안한 새로운 집단 개념에서는 ‘특정 형질의 측면에서 적합

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형질집단 

선택론의 정의에 따르면 이 상호작용의 범위(sphere of influence)는 한

정되어 있고 그 범위에 의해서 집단이 결정된다.2) 소버와 윌슨은 이 

집단 정의를 이용해서 선택 단위 문제와 연관된 중요한 주제인 ‘이타

성의 진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Wilson & Sober 
1994; Sober & Wilson 1999). 예를 들어, 200명의 개체군에 속한 각 

개체가 다음의 보수 행렬을 따른다고 하자.

파트너의 행동
A S

개체의

행동

A 14 9
S 15 10

<표 1> 개체의 보수 행렬. 여기서 A는 이타적인 개체, S는 이기적 개

체를 의미한다. 표 안의 숫자는 두 개체의 상호작용으로 얻게 

되는 보수이다.

이 개체군 내의 이타적 개체(A)의 수와 이기적 개체(S)의 수가 

100:100으로 동일하다면 이타적 개체의 비율(p)은 0.5가 된다. <표 1>
에서 세로축을 비교해보면 <표 1>의 조건에서는 어떤 경우이든 S형질

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안의 보수를 적합도로 해석한

다면 항상 S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더 높은 적합도를 갖는다. 

변수 전체 개체군
현 세대의 개체수 200(A:100, S:100)

현 세대 A개체의 비율 0.5
다음 세대의 개체수 2400(A:1147.2, S:1252.8)
다음 세대의 A비율 0.478

<표 2> 무작위로 상호작용하는 경우의 진화적 변화. 여기서 A는 

이타적 개체, S는 이기적 개체를 의미하며, 다음 세대의 

개체수 변화는 <표1>의 보수 행렬에 따른다.

 1) Sober & Wilson (1999), p. 92.
 2) Ibid.,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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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이 개체군에서 일어나는 진화적 변화의 계산 결과이다. 다음 

세대에서 A개체의 비율이 감소(0.5→0.478)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러므로 세대가 더 지나면 A형질은 결국 개체군 내에서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A형질이 개체군 내에서 진화할 수 없다. 

그러나 소버와 윌슨은 여기에 전체 개체군이 집단으로 분할

(partition)되어 있다는 조건을 추가하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였

다.

변수 집단1 집단2
현 세대의 개체수 100 100

현 세대 A개체의 비율 0.2 0.8
집단 내 A개체의 적합도,

S개체의 적합도
A:9.96, S:11.01 A:12.98, S:14.04

다음 세대의 개체수 1080(A:198.72, S:881.28)
1320(A:1038.84, 

S:281.16)
다음 세대의 A비율 0.184 0.787
다음 세대의 전체 

개체군의 개체수
2400(A:1237.66, S:1162.44)

다음 세대의 전체 

개체군의 A비율
0.516

<표 3> 두 집단으로 구성된 개체군 구조에서의 진화적 변화

<표 3>은 집단 구조를 가진 개체군(group-structured population)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여준다. 전체 개체군(n=200)은 <표 2>와 마

찬가지로 동수의 A개체와 S개체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차이는 개체

군이 두 집단으로 나뉘어 있고 각 개체는 집단 내의 개체와 상호작용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집단1은 S개체가 80%를 차지하고 집단2는 반

대로 A개체가 80%를 차지한다. 여기서 소버와 윌슨이 주목하는 점은 

집단 내 적합도와 집단 간 적합도의 차이다. 집단을 따로 떼놓고 보면 

집단 내에서는 S개체가 늘어났다(집단1의 A 비율: 0.2→0.184, 집단2
의 A 비율: 0.8→0.787). 그 이유는 개인 간 상호작용에서 S개체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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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단 대 집단을 비교해보면 이야기

가 달라진다. 집단2에는 A가 많이 소속되어 있고 A끼리 만났을 때 얻

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집단2의 개체 수는 집단1보다 더 많이 늘어난

다. 이 대목에서 집단 내 개체들의 적합도 평균을 집단의 적합도로 정

의하면 집단2(A가 많은 집단)의 적합도가 집단1(S가 많은 집단)의 적

합도 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집단 간 비교에서는 A형

질이 더 유리하다. 이제, 집단 내 변화와 집단 간 변화를 합산하면 진

화적 변화의 총량을 얻을 수 있다. 처음 전체 개체군에서 A와 S의 비

율은 동일했다. 그러나 집단 구조의 효과 덕분에 A의 비율이 전체 개

체군에서 증가했다(<표 3>의 전체 개체군에서 A의 비율: 0.5→0.516). 
따라서 시간이 더 흐르면 전체 개체군에서 A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소버와 윌슨은 이 결과를 다수준 선택의 사례로 해석한다. 집
단 내 선택과 집단 간 선택을 구별하면 A는 집단 내 선택에서는 불리

하지만 집단 간 선택에서는 유리하다. 그렇다면 A형질이 진화할 수 있

는 조건을 도출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집단 간 선택압이 집단 내 선택

압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집단 내의 선택 과정과 집단 간의 선택 과정

을 구별하므로, 이 모형은 다수준 선택 이론이다. 결과적으로 소버와 

윌슨은 다른 조건 없이 집단 구조를 가정하는 것만으로 이타성의 진화

를 설명할 수 있음을 보였다.3) 
소버와 윌슨은 이 모형에 형질집단 선택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우

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이론의 집단의 개념이다. 형질집단 선택론은 

전통적인 집단의 기준들을 배제한다. 가령, 전통적으로 시공간적인 인

접성과 기능적 통합성 등은 집단의 특성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소버

와 윌슨은 그 조건은 집단과 무관하다고 말한다.4) 또한 집단은 고정된 

경계를 가질 필요도 없다.5) 더 나아가 형질집단은 복제자가 아니라 운

반자(vehicle)이다.6) 형질집단 선택론의 이와 같은 주장들은 기존 집단 

 3) Ibid., pp. 101-14.
 4) Ibid., p. 93.
 5) Ibid., p. 94.
 6) Ibid.,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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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론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도킨스는 진화적 변

화의 대상을 복제자(replicator)와 운반자(vehicle)로 구분하고 집단이 

복제자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집단 선택론을 공격했다. 그런데 소

버와 윌슨은 아예 집단이 운반자라고 인정함으로써 이 비판을 피해간

다.7) 또한 집단이 내부로부터의 반란에 의해 무너지기 쉽다는 문제점

(Boyd & Richerson 1988)에 대해서도 형질집단 선택론은 비슷한 방식

으로 대응한다. 이들은 이렇게 정의된 ‘집단’은 장기적으로 존속할 필

요가 없다고 말한다.8)

우리는 집단을 이 대안 이론으로 개념화함으로써, 저주받은 ‘집단

이라는 단어(G-word)’를 언급하지 않고서도 다수준 선택론이 가정

하는 방식에 따라 집단 내부적으로 중립이거나 손해임에도 불구하

고 전체 집단에 이득을 주는 형질이 진화 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9)

“새로운” 다수준 선택론과 “오래된” 다수준 선택론은 거의 관계가 

없다.10)

위 인용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소버와 윌슨의 새로운 집단 선택론은 

의도적으로 기존의 집단 선택론과 거리를 둔다. 이들의 전략은 형이상

학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질집단 선택론은 집

단의 상세를 명시하지 않고 집단을 추상적으로 정의한다. 앞서 보인 

것처럼 형질집단 선택론에서 집단의 적합도는 단지 집단에 속한 개체

들의 적합도를 평균한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전통적인 집단 선택론이 

집단의 적합도를 집단 자체의 재생산 결과로 본 것과 다른 의미가 있

다(Okasha 2008). 
그런데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다. ‘형질집단’ 

개념 덕분에 소버와 윌슨의 이론은 기존에 제기된 집단 선택론에 대한 

비판을 피해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전략은 집단이란 용어의 의미를 모

 7) Ibid., p. 87.
 8) Ibid., p. 97.
 9) Wilson & Sober (2002), p. 718, 저자가 강조함.
10) Wilson & Wilson (2007), p.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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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게 만드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소버와 윌슨은 다양한 집단의 

예를 들고 있는데, 집단은 단지 일회적으로 유지되는 집단(예: 나뭇잎

에 올라탄 두 마리의 귀뚜라미 사례)부터 친족집단으로 해석되어야 하

는 집단(예: 뇌 감염충 사례)까지 다양한 종류의 집단을 포괄한다

(Sober & Wilson 1999). 형질집단 선택론에서 ‘적합도의 영향권

(sphere of influence)’이 집단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형질집단 선택론의 시각에서 이 사례들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

다. 형질집단 선택론에서는 적합도의 측면에서 구분된 집단 외에는 다

른 집단의 기준을 찾기 어렵다.11) 그런데 문제는 빈도 의존 선택

(frequency-depended selection) 개념을 이용하면 유일한 기준인 ‘적합

도의 영향권’도 친족 선택론 모형으로 기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 이런 맥락에서 스티렐니(K. Sterelny)도 형질집단 선택론이 너무 

자율적(liberal)이어서 집단과 집단 아닌 것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든다

고 지적했다.12) 구분이 모호해지면 집단과 단지 진화에 영향을 주는 

환경을 구별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집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도 집

단으로 규정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형질집단 선택론의 포괄적인 집단 개념 때문에 수

학적 동등성(mathematical equivalence)에 기반한 반론에 이론이 취약

해진다는 것이다. 수학적 동등성 논제는 친족 선택론과 형질집단 선택

론 사이에 이론적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 논증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Dugatkin & Reeve 1994; Kerr & Godfrey-Smith 2002).

전제 1. 두 이론의 수학적 모형은 상호 번역가능하다.
전제 2. 두 이론은 진화적 변화의 측면에 있어 동일한 결과

를 내놓는다.
결론 3. 따라서 두 이론은 동등하다.

11) 어느 대목에서 소버와 윌슨은 ‘공통 운명(common fate)’을 언급하기도 한

다(Sober & Wilson 1999, p. 96). 그러나 이 용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

미하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12) Sterelny (1996), p.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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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제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두 이론이 동일한 현상을 단지 수학적

으로 다르게 기술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Marshall 2011; Lehmann 
et al. 2007). 그런데 사실 이 논증에서 전제 1, 2와 결론 3 사이의 논

리적 연결은 필연적이지 않다. 수학적으로 동등하다고 두 이론이 동등

하다는 결론이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Wilson 2003).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형태의 집단 선택론이라면 집단의 기능적 통

합성이나, 지리적 분포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를 통해 동등성 논제

의 결론3이 도출되지 않음을 역설할 수 있다. 그러나 형질집단 선택론

의 집단 개념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비판에 대응하기 어

려워진다. 이론적으로 집단이 단지 적합도의 영향만으로 정의된다면, 
이 이론이 규정하는 ‘집단’과 친족 선택론이 규정하는 적응적 ‘환경’의 

차이를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동등성 논제가 형질집단 

선택론에게 던지는 질문은 왜 ‘형질집단’이 단순한 개체들이 일시적 

모임이 아닌 ‘집단’이냐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전통적 집단 선택론에는 

없던 새로운 문제이다. 이전의 집단 선택론에서는 형이상학적인 지위

를 가진 집단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형질집단 선택론은 형이상학적인 부담을 지지 않기 때문에 동등성 논

제가 심각한 문제가 된다. 
더욱이, 소버와 윌슨의 대응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선택 수준 논쟁이 다만 하나의 과정을 다

르게 보는 방법과 과정 자체가 다른 경우를 혼동했기 때문이라고 말한

다.13) 따라서 이들의 논리를 따르면, 두 경우를 잘 구별하면 논쟁이 해

결될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해법인지 확인하려면, 먼저 이 구별 뒤에 

있는 ‘관점 다원주의(perspective pluralism)’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두 종류의 다원주의를 구별하고 지지한다. 첫째는 관점의 

다원주의(pluralism of perspectives)이다. 이 다원주의에 따르면 하

나의 과정이 동등하게 올바른 다른 방식으로 표상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연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what happens in nature)의 다

원주의이다. 그것의 의미는 다른 종류의 선택 과정에 자연에서 일

13) Sober & Wilson (1999), p.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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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다는 것이다.14)

편의상 첫 번째 종류의 다원주의를 관점 다원주의, 두 번째 종류를 인

과 다원주의라고 부르도록 하자. 인과 다원주의는 여러 수준에서 자연

선택 과정이 일어난다는 주장이다. 형질집단 선택론은 다수준 선택론

이므로 인과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

려운 부분은 관점 다원주의이다. 인용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관점 다원

주의는 하나의 선택 과정을 설명하는 동등하게 올바른 방법이 다수 존

재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을 이해하려면 소버와 윌슨이 사용하는 '올
바른'이란 용어의 의미를 고려해야한다. 이들은 이 용어를 특수한 맥락 

하에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시각은 진화 과정에 대한 어떤 사실도 변경하지 않는다. 단지 사

실을 다른 방법으로 바라본 것에 불과하다…(집단 선택론과 친족 

선택론은) 무엇이 진화할지 예측하는 경우에 완벽하게 양립가능하

다. 그리고 서로 쉽게 번역가능하다.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각은 이타성이 진화할 것인지에 대한 

사실적 질문의 답에 있어서 일치(converge)한다.16)

소버와 윌슨이 두 이론 모두 ‘사실의 올바른 묘사’라고 말할 때, 그들

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진화의 결과를 고려하는 맥락이다. 즉, ‘올
바른’ 다른 방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두 이론 모두 어떤 형질이 진화할 

지의 문제에 있어서 동일한 예측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소버와 윌슨은 기술하는 방식의 차이와 실제적인 차이를 구별해야 한

다고 말한다.

표상 방식(mode of presentation)의 차이는 자연에 대한 실제적인 

주장의 차이와 혼동되어서는 안된다.17)

14) Wilson & Sober (2002), p. 717, 저자가 강조함.
15) Ibid., p. 52.
16) Wilson (2008), p. 372.
17) Sober & Wilson (1999), p.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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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점 다원주의의 주장은 친족 선택론과 형질집단 선택론이 사

실의 문제(진화의 결과)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

이 다르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제 관점 다원주의가 동등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묻

도록 하자. 그러나 문제는 여기까지만 본다면 관점 다원주의의 주장은 

동등성 논제의 주장과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사실 동등성 논

제를 옹호하는 연구자들도 두 이론의 차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

니다. 다만 이들은 두 이론의 차이가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견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이론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결과의 

예측이고, 그 측면에서 두 이론이 동등하므로 이론적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동등성 논제이다. 일례로, 리브와 두갓킨은 동등성 논제를 옹호

하지만 사례 별로 더 유용한 이론이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그들

의 말에 따르면 설명의 경제성, 이론적 단순성, 가설 생성 능력의 기준

을 가지고 어떤 이론이 어느 경우에 더 적절한지 평가할 수 있다

(Dugatkin & Reeve 1994). 
그렇다면 형질집단 선택론의 입장에서 유력한 대응은 표상 방식의 

차이가 이론적으로 중요한 차이라고 답하는 것이다. 소버와 윌슨의 말

에 따르면 두 이론의 표상 방식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친족 선택론의) 평균화된 효과는…모든 요소 벡터(component 
vector)를 합산한 최종 벡터를 제공한다. 그러나 다수준 선택론의 

요점은 각 수준에서 일어나는 선택의 대상을 기반으로 진화적 변

화에 관한 요소 벡터를 검증하는 것이다.18)

이 인용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두 표상 방식은 진화 과정에 대한 설명

의 상세한 정도에 차이가 있다. 소버와 윌슨의 말에 따르면, 개체 선택

론의 표상 방식은 진화에 작용하는 여러 인과적 과정을 평균화해서 마

치 진화가 하나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기술하는 것이다. 반대로, 
형질집단 선택론의 표상 방식은 수준들을 구별해서 기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말에 따르면 형질집단 선택론이 선택 과정에 대해 더 

18) Wilson & Wilson (2007), p.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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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동등성 논제를 논박하려면 이 ‘정
보의 차이’가 이론적으로 중요한 차이임을 보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어떤 대목에서 소버와 윌슨은 그와 같은 주장을 한다.

(친족 선택론을) 거부해야 할 이유는 진화적 결과에 기여하는 분

리된 인과적 과정을 구별하는데 실패하기 때문이다…서로 다른 두 

수준의 과정에 한 개체군 내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면, 적절한 인과

적 분석은 그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평균 적합도가 높은 

형질이 진화한다는 (친족 선택론의) 요약된 서술은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결과의 기술은 원인을 특정하는데 실패한다.19)

여기서 소버와 윌슨은 표상 방식의 차이를 이유로 친족 선택론이 거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 이론은 인과적 과정을 설명하고 다른 

이론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이론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정하고, 그것을 바탕

으로 동등성 논제를 반박하면 되지 않을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인과

적 과정에 대한 설명이 과학적 설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므로 

이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소버와 윌슨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

는다.

만일 우리가 단지 주어진 형질이 진화할 지의 여부에만 관심이 있

다면, 선택 단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여러 시각이 모

두 유용하다. 만일 다수준 선택과 연관된 문제를 다룰 경우에는 

적절한 정보가 요구되고, 하나의 시각으로 수렴된다.20)

두 (계산) 방법은 동등하게 올바르고 공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

면 두 방법은 다른 목적에 유용하기 때문이다…두 방법은 동일한 

생물학적 가정을 가지고 동일한 결과에 도달한다는 의미에서 동등

하다. 그것들은 정보의 양에 있어서 다르다.21)

19) Sober & Wilson (1999), p. 32.
20) Wilson & Wilson (2007), p. 338.
21) Wilson (2015), pp. 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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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된 서술에서 드러나는 입장은 오히려 동등성 논제에 가까운 것처

럼 보인다. 왜냐하면 두 이론은 공존할 필요성이 있으며 맥락에 따라

서 유용한 이론이 있고 말하기 때문이다.
어느 부분에서는 표상 방식의 차이가 다른 이론을 배제해야 할 이유

인 것처럼 말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두 이론이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하

기 때문에, 소버와 윌슨의 진의를 알기 어렵다. 리브(K. Reeve) 또한 

위의 이유들로 인해 소버와 윌슨이 상반되는 두 입장을 동시에 취한다

고 비판한다(Reeve 2000). 결론적으로 소버와 윌슨이 표상 방식의 차

이가 가지는 이론적 중요성을 명확히 해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점 

다원주의가 동등성 논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

다. 형질집단 선택론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대응은 인과적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론적으로 중요하고, 두 이론의 표상 방식에 이론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등성 논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

는 것이다. 그러나 소버와 윌슨은 적극적으로 동등성 논제를 반박하지 

않고, 의미가 모호한 다원주의를 내놓았다. 
우리는 이 대응 전략의 배경에 친족 선택론과 형질집단 선택론의 관

계에 대한 특정한 방식의 이해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미 보인 것처럼, 친족 선택론은 더 일반적인 이론의 특

수 사례(special case)이다…따라서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연구하려

면 특수 사례인 친족 선택론이 아니라 일반 이론인 다수준 선택론

이라는 일반 이론이 필요하다.22)

(친족 선택론을) 다수준 선택론으로 바꾸는 것은, 스포트라이트

(spotlight)를 끄고 전체 무대를 비추는 등을 켜는 것과 같다.23)

이 인용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소버와 윌슨은 형질집단 선택론이 친족 

선택론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형질집단 선택론은 더 풍부한 

설명을 제공하고 친족 선택론은 좁은 영역의 설명만을 제공하며, 또한 

22) Sober & Wilson (1999), p. 134.
23) Ibid., p.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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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선택론은 진화의 결과만을 설명하지만 형질집단 선택론은 친족 

선택론이 설명하는 결과만이 아니라 인과적 과정까지 설명한다. 따라

서 형질집단 선택론은 친족 선택론이 설명하는 것을 모두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도 설명하는 더 일반적인 이론이라

는 것이다. 이때 두 이론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소버와 윌슨의 두 이론의 관계 이해. 여기서 친족 선택론은 

진화의 결과만을 설명한다. 반면 형질집단 선택론은 결과뿐

만 아니라 인과적 과정 또한 설명한다.

<그림 1>로부터 소버와 윌슨이 두 이론이 사실의 문제에 있어서 동일

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여기서 사실의 문제

란 진화의 ‘결과’에 대한 것이므로 이 구도 하에서 결과에 대한 경험

적 예측은 두 이론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만약 친족 선

택론이 사실 관계에 있어서 오류라면 그것을 포괄하는 일반 이론인 형

질집단 선택론 또한 마찬가지의 오류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구도에서는 경험적 검증에 의해서 어느 이론이 나은지 결정할 수 

없다. 대신 친족 선택론은 인과적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지만 형질집단 

선택론은 인과적 설명을 제공하므로, 후자가 더 나은 이론이라는 인식

론적 가치 기준에 의존한 주장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림1>
처럼 이론 간 관계를 이해하는 한, 소버와 윌슨은 관점 다원주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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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성 논제와 유사한 주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실 <그림 1>의 이론 관계는 오류이다. 그것이 우리가 이 

논문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다음 절에서 우리는 수

학적 모형의 분석을 통해 그것이 오류인 이유를 보이도록 하겠다. 

3. 친족 선택론과 형질집단 선택론의 분석

이 절에서 우리는 친족 선택론과 형질집단 선택론의 실제 관계를 수학

적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두 이론 모두 수학적 모형이 이론

의 중심에 있으므로, 그것에 대한 분석이 가장 정확한 이해를 제공해 

줄 것이다. 우리는 친족 선택론과 형질집단 선택론 모두 이용하는 프

라이스 방정식에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다(Frank 1998; 2012; 
Hamilton 1964; Queller 1992; Price 1970; 1972).

<식 1> 프라이스 방정식

프라이스 방정식은 진화론의 핵심 원리인 적응 원리(적응은 자연 선택

의 산물이다)를 훌륭하게 표현한다. 적응(혹은 자연선택)의 양은 우변

의 첫 번째 항인 적합도와 형질 간의 공변항이 기술한다. 우변의 두 

번째 항은 형질과 무관한, 즉 적응이 아닌 모든 변화를 표현하는 것으

로 이해될 수 있다. 
프라이스 방정식을 이용해서 진화적 변화를 기술하는 방법을 프라

이스 접근이라고 하자. 프라이스 접근의 특징은 개체 단위로 변화를 

측정한다는 것이다. 다음 그림이 프라이스 접근의 인과적 구조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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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프라이스 접근의 인과적 구조. 여기서 원은 개체를 네모는 

개체군의 분할을 의미한다. 이 접근은 개체군을 개체 단위

로 분할하므로, 이 경우 네모 안에 개체가 하나씩 들어있다. 
또한 화살표는 개체의 진화적 변화를 의미한다.24)

<그림 2>이 보여주는 것처럼 프라이스 접근은 진화적 변화의 양을 개

체 단위로 측정하고, 전체 변화량은 단순히 개체군에 속한 개체들의 

변화량의 합으로 계산된다. 식의 계산 결과는 단지 변화량을 나타낼 

뿐, 변화에 대한 인과적 주장을 포함하지 않는다. 프라이스 방정식은 

진화의 정의와 통계학에서 가져온 개념들을 대상 개체군에 적용한 것

에 불과하므로, 이 식은 순수하게 정의에서 도출된 일종의 동어반복

(tautology)이다(Frank 1998; Okasha 2008). 따라서 프라이스 방정식 

자체는 아무런 경험적 의미를 갖지 않으며, 단지 개체군의 진화적 변

화를 기술할 뿐이다.
프라이스 방정식에 특정한 생물학적 가정을 추가하면 친족 선택론

의 수학적 모형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그 가정의 이론적 의미에 주

목할 것이다. 친족 선택론을 처음 제안한 해밀턴의 1964년 논문은 다

음과 같은 말로 시작한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수학적으로 지지되는 자연선택 이론은 

그것을 소유하는 개인에게 평균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형질의 진화 

24) 형질의 인과적 영향은 다음 세대의 자손의 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엄밀히 

말하면 각각의 원은 한 계통(lineage)을 의미한다. 다만 이 그림은 구조를 

보이는 것이 목적이므로 개체에게 인과적 영향이 돌아오는 것으로 간략히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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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25)

이 말에서 드러나는 해밀턴의 의도는 1964년 이전까지 개체 수준에서 

설명하지 못하던 이타성의 문제를 특별한 수학 모형을 통해서 설명해

내는 것이다. 그 의도에 따라 해밀턴은 ‘어떤 개체가 유전자를 공유하

는 다른 개체를 돕는다면 그 행위로 인한 이득이 근친도(relatedness)에 

의존하여 증가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수학적으로 구현했다. 이
를 위해 해밀턴은 전체 적합도의 변화를 직접적합도(direct fitness)와 

간접적합도(indirect fitness)로 구분했다. 여기서 직접적합도는 한 개체

의 행동이나 형질이 본인에게 영향을 끼친 결과로 정해지는 적합도이

다. 반면 간접적합도는 그 개체의 행동이나 형질이 개체군 내의 다른 

개체에게 영향을 끼친 결과로 정해지는 적합도이다. 이 구분에 따라 

이타적인 행동은 직접적합도 측면에서는 손해이지만 간접적합도 측면

에서 얻는 이득이 그 손해를 초과하는 경우로 설명된다(West, El 
Mouden & Gardner 2011). 

이 아이디어를 해밀턴이 어떻게 수학적 모형으로 설계했는지 살펴

보자.26) z를 행위자의 표현형 값이라고 하고 z'를 행위자와 관계하는 

파트너들의 평균 표현형 값이라고 하자. 그러면 선형 회귀 모형을 이

용해서 행위자의 적합도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여기서 우변 두 번째 항이 직접적합도, 세 번째 항이 간접적합도에 대

한 표현이다. 이제 이 식을 프라이스 방정식 <식1>에 대입한다.

25) Hamilton (1964), p. 1, 저자가 강조함.
26) 이하의 도출은 Queller(1992)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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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변의 첫째, 넷째 항을 소거하고, 여기에 진화가 일어날 조건( >0)
을 적용하면 다음 식이 도출된다.

이제 각 항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자:

- 는 본인의 표현형 z와 파트너의 표현형 z’가 동일한 정

도: 근친도 R

- 는 z’가 고정되었을 때 z가 w에 미치는 영향: 비용 C

- 는 z가 고정되었을 때 z’가 w에 미치는 영향: 이득 B

이 해석을 적용하면 이타성이 진화할 수 있는 조건을 얻을 수 있다.

<식 2> 해밀턴 규칙

이 결과가 바로 해밀턴 규칙(Hamilton’s rule)으로 불리는 수학적 모형

이다. 이 식은 어떤 형질은 1) 근친도(R)이 높을 때, 2) 이득(B)이 클 

때, 3) 비용(C)가 작을 때 진화하기 쉽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수학

적 모형은 친족 선택론의 핵심이자, 지난 세기 말의 진화론의 발전을 

이끈 성공적인 이론이다(Abbot et al. 2011; Bourke 2011).
그런데 이 모형 설계 과정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함축은 개체가 진화

적 변화의 인과적 책임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그 인과적 구조는 친족 

선택론 모형의 분할(partition) 방식에서 드러난다. 앞서 보인 것처럼 

친족 선택론은 전체 진화적 변화를 직접적합도와 간접적합도로 분할한

다. 여기서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자(agent)는 직접적합도의 대상이 되

는 개체이고 그의 행동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합도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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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개체군 내의 다른 개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간접 적합도로 측정

된다. 이 상호작용의 구조에서 행위자는 변화의 원인이고 그와 관계하

는 사회적 파트너는 행위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수동적 대상이다. 
<그림3>에 이 인과적 구조가 묘사되어 있다. 여기서 화살표의 방향이 

나타내는 인과는 개체에서 전체 개체군으로 일방향적으로 전개된다. 
즉, 개체가 개체군에 영향을 주지만 그 역은 아니다. 그러므로 친족 선

택론은 근본적으로 개체를 중심으로 진화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Gardner, West, & Wild 2011; Taylor & Frank 1996; West, El 
Mouden, & Gardner 2011).

<그림 3> 포괄 적합도의 인과적 구조. 개체군이 한 개체와 나머지 

개체들로 분할되었다. 인과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화살표는 

개체에서 개체군으로 일방향적으로 향한다.

그런데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바는 <그림 3>의 인과적 구조는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개체 수준에서 이타성을 설명

하겠다는 설계 목적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친족 선택론은 개체의 행동이 그 자신의 번식적 성공(직접적합도)
과 그의 파트너의 번식적 성공(간접적합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

느냐를 강조한다. 그것이 바로 친족 선택론의 경험적 성공의 이유

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체가 자신의 행동을 변경함으로써 자신

의 포괄적합도를 교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27)

27) Gardner, West & Wild (2011), p.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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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은 친족 선택론자들의 인과성에 대한 이해 방식을 잘 보여준

다. 그들은 진화 과정의 인과적 원인을 개체로 본다. 친족 선택론의 이

론적 구도에서 진화적 변화를 일으키는 동인은 개체이며 이 개체의 영

향력이 본인뿐만 아니라 유전자를 공유하는 다른 개체에게 일방향적으

로 미친다. 달리 말하면 개체가 간접 적합도와 직접 적합도 모두를 지

배(control)하는 것이다. 개체가 인과성의 중심이라고 가정하지 않으면 

친족 선택론 모형의 수학적 도출은 성립되지 않는다.28)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또다른 중요한 사실은 형질집단 선택론의 

수학적 모형 또한 프라이스 접근에서 산출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이론

의 수학적 모형은 이타성의 진화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친족 선택론과 

설명 대상이 같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다.

진화론의 개체주의 전통과 인간 과학의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개체 

수준 기능주의의 사례이다. 이 배경에 반발하는 이 책의 일차적인 

메시지는 집단 또한 기능적 단위일 수 있고 개체는 종종 유기체가 

아니라 기관(organ)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29)

여기서 드러나는 제안자들의 의도는 집단 또한 선택의 단위일 수 있다

는 것이다. 이 의도에 따라 소버와 윌슨은 ‘이타적인 형질은 집단 내 

선택의 손해를 집단 간 선택의 이득이 초과할 때, 진화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30) 이 아이디어의 핵심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

적 변화를 집단 내 선택의 결과와 집단 간 선택의 결과로 구분해서 기

술하는 것이다. 여기서 집단 내 선택은 개체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화

로 이해되고 집단 간 선택은 집단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이해된

다. 전체 변화는 두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합이다. 이제 이 아이디

어를 수학적 모형으로 구성해보자. 전체 개체군이 k개의 집단으로 구

성되어 있다고 하자. 그리고 집단의 형질 Zk를 집단 내 개체들의 형질

28) 이에 관해서 전진권과 장대익 (2015) 참고.
29) Sober & Wilson (1999), p. 10.
30) Ibid., pp. 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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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Zjk의 평균, 집단 적합도 Wk를 집단 내 개체들의 적합도Wjk의 평균

으로 정의하자. 그러면 프라이스 방정식을 이용하여 k집단의 i번째 개

체의 공변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31)

이 식의 좌변은 개체군 전체의 형질-적합도 공변을 의미한다. 앞서 프

라이스 방정식을 설명할 때처럼 이 공변은 자연선택의 작용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집단 간 선택의 결과를 나타

내고 두 번째 항은 집단 내 선택의 결과를 표현한다. 이때 이 식이 성

립하려면 집단이 적합도의 측면에서 독립적이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집단 내의 경쟁은 집단에 속한 개체들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집단 간의 

경쟁은 집단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경우 위 식은 프라이스 방정식의 올

바른 도출이다. 각 집단에 대해 집단 내 개체의 형질-적합도의 공변을 

구하고 그것의 평균을 구하면 집단의 형질-적합도 공변을 구할 수 있

다. 자연선택 이외의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위 식은 

진화적 변화의 전체 양( )을 표현한다. 편의상 위 식의 아래 첨자를 

떼어내면 다음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진화가 일어날 조건( >0)를 적용하면 다음 식이 얻어진다.

<식 3> 형질집단선택론 모형

소버와 윌슨은 이 수학적 모형을 프라이스 방정식으로부터 도출한 형

31) 이하의 도출은 Okasha(2008, pp. 63-66)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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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집단 선택론의 수학적 표현이라고 말한다.32) 여기서 첫 번째 항이 

집단 간 선택의 결과를, 두 번째 항은 집단 내 선택의 결과를 기술한

다. 예를 들어 집단 내의 모든 개체가 동일한 집단(clonal group)을 가

정해보자. 이 경우 변이가 없으므로 집단 내 선택은 일어나지 않는다. 
개체의 변이가 없으므로 집단 내의 공변은 0이고 따라서 위 식의 집단 

내 선택을 나타내는 두 번째 항은 0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한다면 선택이 일어날 것이고 첫 번째 항 은 0이 아닌 

값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이 식은 집단 내 선택은 존재하지 않고 집

단 간 선택만 존재하는 경우를 잘 설명한다. 같은 논리로 집단 간 차

이가 없는 경우에는 첫 번째 항이 0이 되고 두 번째 항만 남게 된다. 
이 식은 집단 간 선택이 일어나지 않고 집단 내 선택만 일어나는 경우

도 잘 설명한다. 따라서 이 식은 형질집단 선택론이 설명하는 인과적 

과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33)

<그림 4> 형질집단 선택론의 인과적 구조. 원은 개체를 두 사각형은 

집단을 의미한다. 화살표는 각 수준에서 일어나는 자연선택

의 과정을 의미한다.

32) Ibid., p. 73.
33) 특수한 경우에 이 모형이 반직관적인 결과를 내놓는다는 것을 언급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논의에 문

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소버와 윌슨 또한 그에 동의한다(Ibid., p. 
343, 각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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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이 형질집단 선택론의 인과적 구조를 표현하고 있다. 이 모형

의 전제는 전체 개체군이 집단들로 분할(partition)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전제가 만족되면 형질집단 선택론 

모형을 이용하여 이타성의 진화를 설명할 수 있다. 이 인과 구조의 선

택은 집단 수준에서 이타성을 설명한다는 이론 제안의 목적에 따른 자

연스러운 귀결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친족 선택론과 형질집단 선택론의 수학적 모형의 

구조를 분석했다. 이를 다음 <그림 5>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림 5> 친족 선택론과 형질집단 선택론의 관계 

<그림 5>는 두 이론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재구성이다. 요점은 친족 

선택론과 형질집단 선택론의 수학적 모형이 프라이스 방정식에 특정한 

개체군 분할 방식을 적용하면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론들의 분

할 방식은 진화적 변화의 인과적 과정에 대한 이론의 제창자들의 주장

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분할 방식은 특정한 인과적 과정의 설명

이란 의미가 있다(Okasha & Martens 2016; Okasha 2015; Marshall 
2015). 다음 절에서 이 분석 결과가 소버와 윌슨의 관점 다원주의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형질집단 선택론의 관점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 23

4. 관점 다원주의의 문제점

지금까지 우리는 두 이론의 수학적 모형의 관계를 분석했다. 이제 소

버와 윌슨의 시각과 우리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도록 하자. 중요한 차

이는 소버와 윌슨의 인식인 <그림 1>은 형질집단 선택론이 친족 선택

론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반면, <그림 5>는 두 이론을 하나의 

수학적 모형에서 다른 전제를 가지고 도출된 동등한 이론들로 본다는 

것이다. 이 절에서 우리는 왜 소버와 윌슨이 <그림 1>의 잘못된 이해

로 나갔으며, 그로 인해 관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

었는지 보일 것이다.
앞 절에서 보인 것처럼 두 수학적 모형 모두 특정한 방식으로 전체 

개체군을 분할한다. 형질집단 선택론은 개체군을 집단 단위로 분할하

고 친족 선택론은 관심 개체와 나머지 개체들로 분할한다. 여기서 소

버와 윌슨이 분할 방식에서 인과적 의미를 도출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형질집단 선택론은 먼저 개체군을 집단들로 분할해야 하고, 그것

을 프라이스 방정식에 적용해서 수학적 모형 <식 3>를 얻는다. 이 

<식 3>에 대해 이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변의) 첫 번째 항은…집단 내 선택의 척도로 기능한다. 두 번째 

항은…집단 간 선택의 척도이다…(식3)은 집단 내, 집단 간 선택이 

진화의 최종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명확히 표현한다.34)

여기서 소버와 윌슨이 형질집단 선택론이 인과적 과정을 설명한다고 

말할 때, 그들이 염두에 두는 것이 그것이 집단 내, 집단 간 선택의 영

향을 따로 기술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식 3>이 집단 선택이라는 인

과적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는 개체군을 집단 단위로 분할하고, 이 분

할된 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두 항으로 나눠서 기술하기 때문

이다. 
그런데 소버와 윌슨이 간과한 사실은 친족 선택론의 모형(해밀턴 규

34) Sober & Wilson (1999),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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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또한 마찬가지 방식으로 얻어졌다는 점이다. <식 2>로 돌아가보

자. 이 식을 도출하기 위해 해밀턴은 먼저 전체 개체군을 관심 개체와 

나머지 개체들로 분할했다. 그는 개체가 근친도에 따라서 개체군 내의 

다른 개체를 차별적으로 돕는다는 가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분

할 방식을 도입했다. 달리 말하면, 해밀턴이 이렇게 개체군을 분할한 

이유는 개체가 진화적 변화를 일으키는 인과적 행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버와 윌슨이 형질집단 선택론의 분할 방식에 인과

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마찬가지로 친족 선택론에 대해서도 인과적 의

미를 부여해야 한다.

형질집단 선택론 친족 선택론
개체군 분할 집단 vs. 집단 개체 vs. 나머지 개체
인과적 과정 집단간선택 + 집단내선택 직접적합도 + 간접적합도

<표 4> 두 이론의 인과적 설명의 구성

<표 4>는 두 이론이 인과적 의미를 갖게 되는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각각의 이론이 설명하고자 하는 인과적 과정은 다르지만 두 이론 모두 

고유의 방식으로 전체 개체군을 분할한다. 따라서 소버와 윌슨이 형질

집단 선택론이 인과적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면, 자신들의 논리에 

따라 그들은 친족 선택론 또한 인과적 의미를 가진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므로 친족 선택론이 평균화 오류를 범하고 그로 인해 인과적 과

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소버와 윌슨의 주장은 잘못된 것

이다. 이들의 오류는 프라이스 접근과 친족 선택론을 구분하지 못한데

서 기인한다. 프라이스 접근 자체는 분명 인과적 주장을 포함하지 않

으며 전체 변화를 다만 평균화 할 뿐이다. 그러나 어떤 연구자도 프라

이스 접근과 친족 선택론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우리가 보인 것처럼, 
친족 선택론은 그보다 더 많은 내용을 가진 이론이다. 그 내용에는 인

과적 설명 또한 포함된다(Marshall 2015; Birch 2016). 그리고 이 오류

로 인해 소버와 윌슨은 형질집단 선택론과 친족 선택론의 관계를 <그
림 1>의 포함 관계로 잘못 이해하고 말았다. 만약 두 이론의 관계를 



형질집단 선택론의 관점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 25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두 이론의 관계는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 <그
림 5>가 올바른 관계이다. 여기서 두 이론은 각자 다른 인과적 설명을 

제공하므로, 한 이론이 다른 이론을 포함할 수 없다. 따라서 친족 선택

론과 형질집단 선택론은 인과적 설명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이론이

다.35)

소버와 윌슨 뿐만 아니라 동등성 논제의 옹호자들도 이론 선택의 문

제를 발견법의 수준에서 다뤘다. 그러나 두 이론의 관계를 <그림 5>와 

같이 이해하면 이론 선택의 문제는 경험적 문제가 된다. 여기서 더 적

합한 이론은 개체군의 특성에 의존한다. 친족 선택론은 한 개체의 행

동이나 형질이 개체군 내의 다른 개체에게 일방향적으로 영향을 주는 

개체군을 설명하는 경우에 적절하다. 반면 형질집단 선택론은 적합도

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이 한 집단 내로 제한되는 집단들로 구성되

어 있는 경우에 적절한 이론이다. 여기서 적절하다는 말은 이론의 개

체군 구조에 대한 가정이 실제 세계를 잘 반영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에 친족 선택론이 적절하고 형질집

단 선택론이 적절한가?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주요 전환(major 
transition)이라는 개념의 도움이 필요하다. 주요 전환이란 새로운 수준

의 선택과정이 진화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 핵심은 하위 수준의 선

택이 억제되고 상위 수준에서 새로운 선택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Michod 2007; Godfrey-Smith 2009). 클라크가 제안한 “개체화 메커

니즘(individuating mechanism)”의 예를 통해서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

어지는지 살펴보자(Clarke 2016b). 예를 들어, 인간의 몸 속의 한 세포

35) 익명의 심사자는 형질집단 선택론의 인과적 구조가 친족 선택론의 인과적 

구조를 포괄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보인 것처럼 친족 

선택론은 개체의 인과적 영향력이 전체 개체군 내로 전달될 수 있는 구조

를 가지고, 형질집단 선택론은 개체의 인과적 영향력이 집단 내로 제한되

고, 또 다른 인과적 영향력인 집단이 존재하는 구조를 가지므로, 두 이론이 

전제하는 인과적 구조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한 개체군이 두 인과 구조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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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연히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세포로 변이했다고 하자. 이 변화는 

암세포 자신에게 이득이 되며, 다른 정상세포와의 경쟁을 촉발시킬 것

이다. 따라서 신체 내부의 선택압이 증가한다. 그런데 인체 속에는 암

을 억제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이 억제 메커니즘이 잘 작

동해서 암세포를 사멸시킨다면 늘어난 내부의 선택압은 다시 감소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부의 선택압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이 개체화 메

커니즘이다. 자연계에는 다양한 개체화 메커니즘이 있으며, 클라크의 

말에 따르면 개체화 메커니즘의 존재는 하위 수준의 선택압이 억제되

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유용한 지표이다. 따라서 개체화 메커니즘

이 한 집단 내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그 집단은 주요 전환

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개체화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는 개체군을 설명하는데 

어떤 이론이 적절한지 살펴보자. 먼저 친족 선택론을 위에 언급한 암

세포 사례에 적용해보자. 이 이론은 개체의 영향력이 전체 개체군으로 

확산되는 인과적 구조를 전제한다. 그러나 암 억제 메커니즘이 작동하

는 경우라면, 무한증식하는 암세포의 형질과 그로 인한 영향력은 전체 

유기체로 확산될 수 없다. 친족 선택론은 이 경우 인과적으로 적절한 

이론이 아니다. 암 사례에서 세포의 영향력은 다른 세포로 확산되지 

않고, 반대로 다른 세포가 관여하는 암 억제 메커니즘의 영향력이 암 

세포로 전달된다. 따라서 인과 구조가 친족 선택론이 전제하는 것과 

다르다. 그렇다면 형질집단 선택론의 경우는 어떤가? 형질집단 선택론

은 두 가지 인과적 과정을 전제한다. 한 과정은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선택 과정이고 다른 과정은 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전체 

유기체를 세포들의 집단으로 보고, 세포를 개체로 보면 세포 수준의 

변화를 집단 내 선택과정, 전체 유기체 수준의 변화를 집단 간 선택과

정에 적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질집단 선택론은 암세포의 증식하려

는 형질을 집단 내 적합도를 높이는 진화적 변화로 기술하고, 암 억제 

메커니즘을 집단 간 적합도를 높이는 변화로 기술한다. 따라서 이 사

례는 두 가지의 인과적 과정이 충돌하는 것으로 설명되며, 우리는 암

억제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를 가정했으므로 형질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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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론은 집단간 선택 과정이 집단내 선택 과정을 압도하는 것으로 설

명할 것이다. 따라서 암 사례의 경우 형질집단 선택론이 인과적으로 

적절해 보인다.
그럼에도 두 이론의 관계에는 주의해야 할 측면이 있다. 방금 우리

는 친족 선택론이 암 억제 메커니즘 사례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인과적 설명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을 뿐, '결과'의 측

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친족 선택론 또한 무엇이 진화할 지에 대해서

는 형질집단 선택론과 같은 값을 내놓는다. 우리의 지적은 이 설명이 

인과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지, 진화의 결과에 있어서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앞 절에서 분석한 것처럼 두 이론 모두 프라

이스 방정식에서 도출 가능하기 때문이다. 프라이스 방정식은 전체 진

화의 변화의 결과를 통계적으로 기술할 뿐이다. 따라서 그 식에서 도

출된 두 이론의 수학적 모형 또한 당연히 프라이스 방정식이 계산한 

것과 같은 답을 내놓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의 인과적 의미나 과

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많은 혼

란을 불러온 것은, 진화 연구의 관행에서 진화적 ‘예측’이라는 용어가 

프라이스 방정식이 기술하는 것과 같은 진화 ‘결과’의 의미로 사용되

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소버는 ‘~을 위한 적응(adapt for)’과 

‘~의 적응(adapt of)’의 구별을 통해서 이 통상적인 의미의 진화의 ‘결
과’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Sober 1984). 진화의 결과는 진화적 변화

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이지 전부는 아니다. 결과 뿐만 아니라 인

과적 과정 또한 고려한다면 우리는 친족 선택론과 형질집단 선택론이 

어떤 경우에 더 적합한 이론인지 평가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관점 다원주의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친족 선택론을 잘

못 이해한데 있다. 형질집단 선택론이 인과적 설명을 포함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친족 선택론 또한 인과적 설명을 포함하므로, 두 이론

은 다른 종류의 인과적 과정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소버와 윌슨의 생

각과 달리, 형질집단 선택론은 친족 선택론의 일반 이론이 아니다. 인
과적 과정의 설명의 측면에서 본다면 친족 선택론과 형질집단 선택론

은 중요한 차이가 있고 각 이론의 인과적 내용을 경험적으로 비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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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과적 설명의 차이를 이론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관점 다원주의보다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인과적 설명

의 측면에서 이론의 적절성을 경험적으로 평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과적 과정에 대한 설명은 늘 과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온 과학적 

목표이기 때문이다(Millstein 2006; Otsuka 2016). 따라서 형질집단 선

택론에게 관점 다원주의는 필요가 없다.

5. 결론

결론적으로 우리는 관점 다원주의를 버릴 것을 제안한다. 첫째로, 그것

이 오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학적 모형의 분석을 통

해 친족 선택론과 형질집단 선택론이 다른 종류의 인과적 주장을 포함

한 이론이란 것을 보였다. 관점 다원주의는 두 이론에 대한 오해에서 

도출된 주장이다. 둘째로, 두 이론 사이의 설명적 적절성 문제가 경험

적으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관점 다원주의처럼 모호한 

입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동등성 논제에 대한 형질집단 선택론의 

효과적인 대응은 관점 다원주의가 아니라 이론 선택의 기준으로 인과

적 설명을 제안하는 것이다.
관점 다원주의가 범한 오류의 근원은 경쟁 이론을 지나치게 단순화

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그것은 친족 선택론자를 설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선택 수준의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우리는 

두 이론의 관계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동반된다면, 소버와 윌슨 또한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집단 수준 

적응의 사례로 들고 있는 유유상종과 문화 또한 개체화 메커니즘에 속

한다고 볼 수 있고(Clarke 2016a; Clarke 2016b), 소버와 윌슨도 주요 

전환이 집단 선택론과 연관되는 개념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36)

36) Wilson (2015), p. 28, Sober & Wilson (1999), p.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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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ism of the Perspective Pluralism
of Trait-Group Selection Theory

Jinkwon JunㆍDayk J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ize the perspective pluralism of 
trait-group selection theory. According to perspective pluralism, kin 
selection theory and trait-group selection theory are the same in the 
matter of facts, but they are different in the matter of perspectives. 
We have shown, through analysis of the mathematical models of the 
theory, that this pluralism is based on a misunderstanding of kin 
selection theory. The results show that the two theories explain 
different causal processes, so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theories can not be a simple difference in perspectives. Thus, 
perspective pluralism can not be an effective counter argument to the 
criticism raised on trait-group selection theory, and it is a better 
alternative to adopt the causal structure that the theory presupposes as 
the criterion of theory choice.

Keywords: trait-group selection theory, perspective pluralism, 
unit of selection, multi-level selection, mathematical 
equival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