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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업의 모형기반 이해와 

방법론적 다원주의*†

1)

이 상 욱
‡

과학자들은 통합적 설명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과학연구가 이루어지

는 표준적인 상황에 작용하는 여러 인식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고려할 때 

이런 경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성

분업에 대한 진화인류학의 경쟁적인 설명모형들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과학

연구의 일반적 경향이 방법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과학연구를 통해 성취하는 것은 뉴턴의 중력 이론이 시사하는 

극단적으로 포괄적이고 엄밀하게 타당한 보편이론기반 이해가 아니다. 그보다

는 주어진 현상에 대한 우리의 파악과 인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향

상시키면서도 여전히 현상을 완벽하게 ‘포괄하지는’ 않는 모형기반 이해이다. 
필자는 또한 방법론적 다원주의가 성공적일 수 있는 존재론적 조건을 제시함

으로써 과학연구에서 모형기반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성실한 과학자가 자신

의 직업적 양심을 훼손하지 않고 추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

다고 주장한다.

【주요어】통합적 설명, 성분업, 진화인류학, 보편이론기반 이해, 모형기반 

이해, 방법론적 다원주의

* 수완료: 2010.12.03 / 심사완료  게재확정: 2010.12.13 / 수정완성본 

수: 2010.12.19

† 이 논문의 기 형태는 2009년 11월 21일 연세 학교에서 개최된 한국과학

철학회-한국여성철학회 2009 연합학술 회에서 발표되었다. 토론을 맡아주

신 남숙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여러 모로 부족한 논문의 심사를 맡아주신 

네 분의 심사 원께 감사드린다. 네 분의 지 이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어 모두 하게 수용하기에는 필자 역량의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재원(교육인 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

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6-A00378).

‡ 한양  철학과



이 상 욱174

1. 과학연구 방법론과 과학적 형이상학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주제를 통합 인 방식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려

는 경향이 있다. 모든 개별 상을 각기 다른 이론틀로 설명하려는 과학자

가 있다면 동료 과학자들에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동료들이 보기에 그 과학자는 지 으로 ‘게으른’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

다.1) 설명이 요구되는 개별 상들을 가로지르는 보편  특징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각기 다른 근거에서 개별 상들의 인과 메커니즘이나 존재론  

근거를 해명한다는 것은 제멋 로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

어 보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과학 연구를 하는 것은 무 ‘쉬워’ 보일 

수 있다.

다양한 상에 한 통합  설명에 한 다수 과학자들의 (그리고 일

부 과학철학자들의) 선호를 고려할 때, 뉴턴의 역학  설명이야말로 바람

직한 과학  설명의 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20세기에 들어와 양자역

학이나 상 성 이론에 의해 뉴턴 역학의 엄 한 타당성이 훼손되기는 했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체의 모든 질량을 가진 상에 해 보

편 으로 성립하는 경험법칙을 제안했다는 에서 뉴턴은 통합 으로 세

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과학자에게 확실한 지향 을 제시했다. 과학철

학자들이 여러 상을 ‘포 하는(covering)' 설명모형을 이야기할 때 뉴

턴 역학이 표 인 사례로 언 되는 것도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상을 단순한 경험법칙으로 ‘포 ’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달성되리라 가정하는 것은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에 해, 결코 자

명하지 않은 특정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만약 세상의 개별자들이 어떠

한 법칙  연 성도 없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면 (그래서 를 들어, 내 정

원의 사과나무에서 열리는 사과와 내 이웃의 사과나무에서 열리는 사과 

사이에 겉보기 모습을 제외하고는 실제 인과 메커니즘의 수 에서는 공

유하는 특징이 없다면) 보편  설명을 추구하는 과학자들의 노력은 실패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2)

 1) 이와 유사한 반응의 가능성을 오래  필자에게 지 해  John Worrall에

게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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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극단 인 가상 세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만약 세상이 과학자

들이 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존재론 으로 ‘다채롭다’면 어도 과학자

들이 개별 상을 통합 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세계

가 존재하는 다채로움의 정도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

다. 존재론 으로 다채로운 세계에서도 여 히 통합  방법론을 사용하여 

과학연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경우 다채롭지 않은 세계에서 연구하는 

과학자에 비해 통합  방법론이 성공 이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연구자로서의 삶은 더 고달 게 느껴질 것이다. 

이처럼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은 세계를 설명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일

정한 제한을 가한다. 혹은 역으로 세계를 과학 으로 설명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성공하는 양상을 잘 살펴보면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에 한 단서

를 찾을 수도 있다. 과학  형이상학과 과학  설명의 인식론 그리고 과

학 연구방법론이 만나는 지 이 여기에 있다.3)

물론 일 이 흄이 지 했듯이, 세계가 존재론 으로 다채로운지 아니면 

일부 이론물리학자들이 기 하듯4) 간단한 방정식 몇 개로 완벽하게 묘사

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지의 여부를 우리가 통합  방법론을 사용할 

때 얼마나 성공 인지를 경험 으로 기록함으로써 별할 수는 없다. 그

러한 별이 가능하려면 여 히 세계가 과거, 재, 미래에 걸쳐 존재론

으로 일정하다는 가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 으로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을 탐색할 

수 있음이 과학  설명의 제라는 을 상기할 때, 특정 방법론의 상

 성공은 이후 연구를 통해 수정가능한 존재론  함축을 가질 수 있다. 

를 들어, 특정 연구 주제에 해 통합  방법론이 여태까지 성공 이지 

못했다면, 미래 연구를 통해 해당 주제가 통합 으로 설명될 수 있는 가

능성을 인정하는 한, 그 주제가 존재론 으로 ‘다채롭기에’ 비통합  혹은 

 2) Armstrong (1983)

 3) 여기서 말하는 과학  형이상학은 우리가 세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획득

한 경험  증거가 존재론 으로 의미 있는 정보라고 제한다는 에서 

월  형이상학과 구별된다. 

 4) Weinberg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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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  방법론을 통한 연구가 보다 성공 일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미래 연구를 통해 언젠가는 통합  설명이 제시될 수도 

있기에 이런 추론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 은 동일한 논리  이유에서 그

런 통합  설명이 반드시 가능하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을 간과

하고 있다.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에 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을 우리가 

세계를 설명하는 방법론의 상  성공에서 찾는 한, 그리고 이러한 탐색

이 오류가능하다는 을 인정하는 한, 재까지 이루어진 연구에 비추어 

해당 연구 주제의 ‘다채로움’에 해 추론하는 것은 타당하다.5)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과 그것을 연구하는 방법론 사이의 계에 한 

이러한 연 성에 해 부분의 과학자들은 별다른 심을 보이지 않는

다. 과학자들은 세계가 우리의 과학이론에 의해 어렵지만, 여 히 이해 

가능했다는 에만 주목하고 지속 으로 보편 이거나 포 인 과학이론

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상을 묶어내려고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게으른’ 과학자가 되지 않기 해 특정 인과 메커니

즘을 동원한 설명틀로 되도록 많은 경험  사실을 아우르려는 노력을 계

속할 것이다.

필자는 통합  설명을 추구하려는 과학자들의 이러한 경향은 과학연구

가 이루어지는 표 인 상황에 작용하는 여러 인식 , 사회 , 문화  

요인을 고려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상이라는 데 공감한다. 하지

만 그러한 표  과학연구의 방법론  행이 철학 으로, 특히 인식론

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필자는 이후 성분업에 한 진화인류학의 몇 가지 경쟁 인 설명모형

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과학연구를 통해 성취하는 것은 뉴턴의 력 

이론이 시하는 포 이고 엄 하게 타당한 보편이론기반 이해로 보기 

어렵다는 을 설명한다. 과학연구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얻는 것은, 

주어진 상에 한 우리의 이해와 인과 으로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면서도 여 히 상을 완벽하게 ‘덮어주지는’ 않는 모형기반

(model-based) 이해이다. 이에 더해 과학연구에서 모형기반 이해를 추구

 5) 이와 유사한 논의는 세계를 발견하는 우리의 인식  ‘지도’가 세계와 맺는 

계에 한 키처(Kitcher (2001), pp.55-62)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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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성실한 과학자가 자신의 직업  양심을 훼손하지 않고서도 추

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행 가 될 수 있음을 방법론  다원주의가 성공

으로 작동하는 바람직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논증하겠다.

이를 해 성분업(Sexual Division of Labor)에 한 진화인류학의 

논의를 3 에서 살펴본다. 필자가 성분업을 논의주제로 택한 이유는 성분

업에 한 과학  연구 과정이 방법론  다원주의가 성공 으로 작동하

는 모습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 논문에서 고찰하는 성분업에 

한 연구는 진화  시각에서 이루어진 것에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로 성분업은 수많은 비진화론  에서도 연구되고 있다.6) 이런 을 

고려할 때 성분업이 학술 으로 연구되는 방식은 필자가 이 논문에서 다

룬 것보다 훨씬 더 방법론 으로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7)

그 에 2 에서는 성분업과 같은 사회 상을 생물학  기반으로 이해

하려는 이론작업이 보여주는 일반 인 연구방법론  특징에 해 비

으로 고찰한다. 4 에서는 3 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모형기반이

해가 왜 우리가 과학연구를 통해 추구할 만한 것인지를 논증한다.

2. 사회생물학적 접근의 과학 연구방법론

사람의 사회  행동을 생물학 으로 이해하려는 시도, 특히 사회생물학

 연구는 매우 논쟁 이다.8) 이 분야 연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슨의 

사회생물학이 그토록 사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이 의아하게 여겨

질 수 있다. 생물체임이 분명한 인간을 생물학 으로 다루겠다는 시도가 

왜 특별히 논란의 상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가능

하다. 하지만 사회생물학에 한 비 자들의 견지에서 보자면, 생물학  

존재만이 아닌 인간을 오직 생물학만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제

하는 것이 사회생물학의 근본 인 문제이다. 결국 논쟁의 배후에는 사람

 6) 를 들어, Gullickson 2002, Leacock and Safa 1988 참조.

 7) 이 을 언 할 필요성을 지 해  익명의 심사 원께 감사한다.

 8) Laland and Brown (2002),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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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 , 특히 사회 , 문화  행 를 어떻게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에 한 방법론  입장 차이가 있다. 핵심은 인간의 행 와 같은 복잡한 

측면을 갖는 주제에 한 연구에서 특정 연구방법론이 독  권 를 가

질 수 있는지에 한 의견 차이인 것이다.9)

물론 학술 으로는 보다 덜 요하지만 매체에서는 보다 부각되는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의 은 개 심층 인 연구방법론과 련되기 

보다는 비교  단순한 용어상의 혼동인 경우가 많다. 특정 어휘가 문 

연구 분야 내에서 갖는 학술  의미와 비 문가들이 이해하는 일상  의

미가 혼동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의사소통의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필자

가 보기에 이러한 용어상의 문제조차 결국에는 그러한 용어상의 혼동을 

부추기는 과학 연구방법론 상의 잘못된 행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여 히 과학 연구방법론이다.

구체 인 를 살펴보자. 언젠가 필자는 국내 일간지 온라인 사이트에

서 펭귄이 매춘을 한다는 사실을 국의 한 과학자가 발견했다는 기사를 

읽었다.10) 이 기사에서 매춘이라는 단어는 이 용어가 통상 으로 이해되

는 방식과 다르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을 신호하는 작은따옴표도 달려

있지 않았다. 기사내용은 사회생물학  논의에서 쉽게 발견되는 설명 방

식을 따르고 있었다. 암컷 펭귄이 둥지를 짓기에 합한 반듯한 돌을 자

신에게 가져다주는 (남편이 아닌) 수컷 펭귄에게 교미를 허락한다는 내용

이었다. 펭귄의 이 행 를 해당 연구자는 ‘매춘’이라고 지칭했다. 인간 사

회의 매춘의 핵심을 물질 /  이득과 성  이득의 교환으로 악하

고 이를 펭귄에게 용한 것이다.11)

 9) 사회생물학 논쟁의 주요 논 은 Segerstråle (2000) 참조.
10)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0111501012726045001
11) 이 내용에 한 국 언론의 보도는, http://news.bbc.co.uk/2/hi/asia-pacif

ic/60302.stm 참조. 이 외국기사에는 국내 기사에는 언 되지 않은 요한 

단서조항들이 언 되어 있다. 를 들어 ‘매춘’ 행 를 하는 펭귄의 숫자는 

체 암컷 펭귄  소수에 불과하고 ‘매춘’ 행 는 짝짓기 시기에만 나타나

며 실제로 가로 얻는 돌의 수도 한 두 개에 지나지 않아 반드시 돌을 

가로 교미 행 가 진행된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수행

한 학자들조차 펭귄에게는 ‘매춘’을 포함하는 다양한 성선택의 메커니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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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일한 내용은 보다 문 인 방식으로 달리 기술될 수도 있다. 

즉, 암컷 펭귄이 자신이 비교  장기 으로 둥지를 공유하는 수컷 펭귄 

이외의 다른 수컷이 자신에게 반듯한 돌을 가져다  경우에 그 지 않

은 경우보다 그 수컷과 교미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식으로 말이다. 

필자는 ‘매춘 펭귄’에 한 학술  논문의 서술 방식은 이처럼 조심스

럽고 행태 인 내용일 것이라 상했고 그 상은 맞아 떨어졌다. 언론에

서 이 ‘매춘 펭귄’을 언 한 동물행동학자들은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의 

결론에서 “암컷 아델리 펭귄은 가끔씩 짝외(extrapair) 수컷 펭귄과 짝외 

교미를 수행한 후 둥지 재료를 얻는 것처럼 보인다.”고 서술하고 있다.12) 

이것이 얼마나 약한 결론이고 상  서술에 머물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단순히 ‘매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둥지 

재료를 얻는 행 와 짝외 교미의 시간  순서 이상을 추론하기가 어렵다

는 , 그리고 그러한 상 계조차 빈도수에 있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이 과학 술에는 분명히 드러나 있다. 

흥미로운 은 ‘매춘 펭귄’에 한  매체의 보도가 나간 지 10년 

이상이 흐른 지 에도 웹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펭귄도 매춘

을 한다.”이거나 “펭귄도 매춘을 한다는 사실로부터 섣불리 인간 사회의 

매춘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해석하려 한다.”는 비   어느 하나인 경우

가 압도 으로 많다는 것이다.13) 이는 특정 과학  주장은 원래 이 

가지고 있던 주도  견해와 정합 일수록 선택 으로 수용가능성이 높아

동시에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불행히도 매체, 특

히 국내 매체에서는 이런 요한 단서조항이 모두 생략된 채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내용은 과학의 권 를 빌어 다양한 목 을 해 확  

재생산된다. 를 들어, 나 에 쓰려고 미리 돌을 모아두는 ‘총각’ 펭귄과 

많은 돌을 모아놓은 ‘재벌아주머니’ 펭귄 이야기를 보라. (http://thinkd4ren

t.blogspot.com/2010/04/monkey.html) 필자와는 다른 각도에서 이루어진 

펭귄 ‘매춘’에 한 비  고찰은 오조 란, 홍성욱 (1999), pp.36-7 참조.
12) Hunter and Davis (1998), p.527, 강조는 필자의 것임.
13) 필자가 시험 삼아 ‘펭귄’과 ‘매춘’을 결합하여 구 검색을 해 본 결과 첫 5

페이지의 기사  80% 정도가 이 두 입장  한 쪽을 택하고 있었다. 물론 

한 번의 검색 결과가 결정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의견이 단순화

되는 경향성은 확인할 수 있다.



이 상 욱180

진다는 키처의 지 과 일치하는 결과이다.14)

필자가 해당 논문을 확인하기 에도 학술논문에서는 후자의 서술형식

이 채택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한 이유가 있다. 동물행동학의 형 인 연

구방법이나 데이터 분석양식을 고려할 때 문제가 된 펭귄의 행동에 해 

객 으로 확인가능한 것은 결국 먹이를 포함한 여러 자원 혹은 도움을 

주고받는 행 와 교미횟수 사이의 상 계가 부일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나머지 부분, 즉 암컷 펭귄이 ‘남편’이 아닌 수컷 펭귄과 바람을 피

운다거나 매춘을 한다거나 하는 서술은 모두 이런 객 으로 확인가능

한 자료를 논쟁의 여지가 많은 한 가지 방식으로 해석한 것일 수밖에 없

다.

물론 순수하게 논리 인 에서 보자면 이처럼 의인화한 해석이 결

국에는 옳은 것으로 명될 수도 있다. 즉, 인간의 외도나 매춘 행 와 

펭귄의 그에 유비되는 행  사이에 아무런 존재론  차이도 없는 세계가 

원리 으로는 상상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연구를 수행한 과학자조차도 이 

두 행 가 이런 엄격한 의미에서 동일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

직 자신이 심을 갖는 측면, 즉 자원을 주고받는 행 와 교미 행  사이

의 통계  연 성이라는 측면에서 두 행 의 유사성에 을 맞추고 있

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을 태운 국제 여객기가 엔진고장으로 추락한 끔 한 사건

과 길을 걷다가 휴지를 휴지통에 ‘추락시킨’ 일상  ‘사건’ 모두 뉴턴의 

력법칙으로 기술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동등하게 취 될 수 있다. 하지

만 그 다고 해서 이 두 사건이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종류의 사건이라

고 간주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매춘과 펭귄의 ‘매춘’이 

공유하는 구조  특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와 동시에 둘 사이에는 

요한 여러 측면에서 학술 으로나 실천 으로 수많은 차이가 있다. 게다

가 그러한 차이 각각을 문 으로 연구하는 심리학, 사회학 등의 학술 

분야가 따로 있기까지 하다. 이런 을 무시하고 복잡한 가치가 내재된 

용어를 사용하여 동물의 행동을 기술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별다른 추가

인 정당화 노력 없이 그 설명을 연장시켜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데 활

14) Kitcher (2001), pp.12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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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비 에 해 자주 제기되는 반론이 있다. ‘매춘’의 문 인 의미

와 일상 읜 의미를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행동학 으로 ‘매춘’은 

암컷이 정기 으로 교미하는 짝 이외의 수컷과 먹을 것이나 보호 등 생

존에 도움을 주는 자원을 얻으면서 교미하는 행 를 의미하는데, 이를 일

상 인 의미로 잘못 해석하여 학술  본질에서 벗어난 비 을 제기한다

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비 의 논리 자체에는 동의한다. 학술용어의 특징은 그것

이 완 히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일상  용어와 연속성을 갖는 것일 경우

조차 여 히 특정한 학술  목 을 달성하기 해 정련된 문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학술용어의 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구

태여 일상 인 의미로 읽은 다음 이러 러한 문제가 많다고 비 하는 것

은 ‘오독’했다는 역비 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사회생물학 연구의 핵심  방법론이 동물의 행동과 인간의 행동 

사이의 유사성에 주목하여 이러한 유사성을 비용-이익 분석으로 설명하

려는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용-이득 측면에만 주목하여, 인간과 

동물 모두에 용가능한 문  개념으로 일상  개념의 요한 측면을 

담아내려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정당한 연구방법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

서 ‘이기 ’ 유 자는 의도와 욕구를 가지고 지향성을 발휘하는 의식  

존재로서의 인간이 이기 인 의미로 이기 이지는 않지만, 유 자의 진화 

과정을 사후 으로 기술할 때 ‘마치’ 이기 으로 자신의 이익(이 경우는 

자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 자를 더 많이 퍼뜨리는 것으로 ‘정의’된)을 

최 한 실 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기 ’이다. 

이런 기술이 가능하고 유용할 수 있는 근거는, 데넷이 지 했듯 우리가 

세계에 해 물리  태도만이 아니라 설계  태도와 필요하다면 지향  

태도도 취할 수 있다는 데 있다.15)

문  용어와 일상  용어 사이의 의도된 차이를 존 해야 한다는 일

반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여 히 몇 가지 을 지 하고 싶다. 첫째 

문  용어와 일상  용어의 의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맥락에

15) Dennett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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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강조하지 않은 채 오해를 방조하거나 어떤 경

우에는 은 하게 부추기는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문 인 사회생

물학 연구결과를 일반인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그들이 핵심 개념의 

정확한 의미를 오해하여 잘못된 추론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일

은 여 히 요하고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만약 사회생물학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문 용어의 의미를 다른 

분야 학자나 일반인이 존 해  것을 기 한다면, 다른 분야의 문 용

어에 해서도 동일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를 들어, 사회생물학의 비

자들은 사회생물학 논의가 이를 주장하는 학자들에게 ‘권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때 ‘권력’은 특정한 개인  사회집단이 다른 개인

이나 사회집단의 생각이나 행동에 향을 미치는 상으로 정의되는 사

회과학의 문용어이다. 이를 정치인, 특히 부패한 정치인들이 휘두르는 

권력을 연상시키는, 일상 인 의미로 오해하여 진지한 과학연구를 정치행

로 깎아내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서 지 한 동일한 원칙에 따라 정당

화될 수 없는 태도이다.16) 실은 과학자의 연구행 는 이와 같은 문 인 

의미에서 ‘정치 ’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 논 은 보다 미묘하고 논쟁 이다. 도킨스는 ‘이기 ’ 유 자에 

한 기 비 에 답하면서 유 자의 이기성이 인간의 이기성과 완

히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 다고 완 히 비유 인 것도 아니라고 주장

한다.17) 이 주장은 인간의 자기의식 인 이기  행 나 유 자의 결과기

술  이기  행  모두 결국 진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는 공통

을 가지고 있으므로 큰 틀에서는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

온다. 데넷은 자신의 여러 서에서 이런 생각을 철학 으로 보다 체계

으로 발 시킨 바 있다.18)

16) 최근 시안 지면을 통해 진행된 ‘지식권력으로서의 다 ’에 한 논쟁은 

이 맥락에서 흥미롭다. 

http://pressian.com/books/article.asp?article_num=50100826190308,  

http://www.pressian.com/books/article.asp?article_num=5010090216114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01015150941
17)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상욱 (2010) 참조.
18) Dennett (199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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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의식이나 지향성과 같은 마음의 속성이 물질로 완 하게 환

원될 수 있는지를 다루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도킨스와 데

넷의 주장이 매우 논쟁 이며 철학계에서는 진 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만을 지 하겠다. 이 논문에서 필자의 주된 심은 이러한 생각이 방법

론 으로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에 한 것이다.

일상 인 의미로 해석될 때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 략’ 

같은 개념을 인간과 동물에게 공통 으로 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떤 

근거에 기반을 둘까? 필자는 이 생각이 동물에 해 과학이 객 으로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일단 상호주 으로 찰가능한 행태(behavior)

이고, 다음으로 실험 으로 탐색가능한 유 학  사실이나 뇌신경생리학

 사실 뿐이라는 동물행동학의 연구방법론에 근거한다고 생각한다.19) 여

기에 진화 과정을 집단유 학 으로 모형화할 때 일반화한 비용-이익 분

석이 결과기술 으로 모든 생물 상을 정확하게 기술한다는 진화생물학

의 연구방법론이 더해지면,20) 인간과 동물 행동을 동일 모형으로 설명하

려는 시도가 더 이상 이상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이게 된다.

인간 행태에 한 사회생물학  근이 갖는 이 두 연구방법론  특징, 

즉 외부 으로 찰가능한 행태의 사후기술  특징에 주목하고 그러한 

특징이 진화하게 된 이유를 오직 일반화된 비용-이익 분석을 통해 설명

하려는 노력은 분명히 특정한 패러다임에 입각한 연구방법론으로서 추구

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21)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자연 상  사회

상이 개 매우 복잡하다는 을 고려할 때, 몇 가지 이해하기 쉬운 단

순한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최 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환원주의  태도

가 방법론 으로 제한  타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연구방법론이 인간 행태의 모든 측면을 하게 수용할 수 있을지

19) 를 들어, 가장 리 사용되는 동물행동학 교과서  하나인 Alcock 

(2005)의 내용은 정확히 이런 설명 양식을 따라 구성되어 있다.
20) 를 들어, 역시 리 읽히는 진화론 교과서  하나인 Futuyma (2003)에 

등장하는 형 인 설명 방식을 살펴보라.
21) 이런 입장을 취하면서 인간 행동에 한 진화  설명을 개 한 책으로 

Cartwright (2008)가 있다. 이 책은 책 말미에 이러한 연구방법론의 유용성

과 험성을 함께 소개하는 조심스러움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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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리 가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 인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

야 할 문제이다. 다음 에서 성분업에 한 진화인류학  연구를 살펴

으로써 우리는 인간 행태에 한 환원주의 , 포  설명에 해 이러한 

검증을 시도해 보겠다.

3. 성분업에 대한 진화인류학적 이해

재까지도 수렵채집 생활을 하는 몇몇 부족에 한 인류학 연구를 통

해 다양한 생태학  환경에 걸쳐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종류의 일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경험 으로 축 되었다.22) 물론 이러한 

경험  연구는 성분업(sexual division of labour)이 남성은 사냥을 하고 

여성은 채집을 한다는 단순한 도식으로 정리될 수는 없다는 사실 한 

분명하게 밝 냈다. 를 들어, 필리핀의 아그타 부족 여성들은 숙련된 

사냥꾼이며 딸들은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남편으로부터 사냥기술을 습득

하며 육아와 사냥을 병행한다.23) 반면 아 리카의 쿵 부족 남성들은 높은 

나무에 올라가 꿀을 채집하는 일을 담한다.24) 그러므로 먹을 것을 얻는 

행 에 있어 수렵과 채집이라는 성  분업은 남성은 수렵, 여성은 채집의 

단순한 분리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단순하게 도식화하기 어려운 성분업의 경험  특징은 자식들의 양육에

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형 인 수렵채집 사회에서조차 남성들이 아이의 

양육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일은 그 게 드문 일이 아니다. 물론 남

성과 여성이 육아에 투여하는 노력과 지속 으로 유지하는 정도는 상당

한 차이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렵채집 사회에서조차 육아는 

결코 으로 여성의 몫이 아니라는 이 인류학 연구를 통해 밝 진 

것이다.25)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의 성분업은 보다 미묘한 수 에서 이해

22) Bird (1999)
23) Estioko-Griffin and Bion-Griffin (1981)
24) Hill (1983)
25) Stanford, Allen and Antón (2006), p.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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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축 된 인류학 연구에 따르면, 문화 으로 

다른 수렵채집 부족들 사이에 그리고 이들과 진화 으로 우리와 가까운 

장류 사이에 성분업에 있어 흥미로운 공통 과 차이 이 찰된다. 우

선 침팬지와 달리 인간은 남성과 여성이 각기 수렵하거나 채집한 것을 

혼자 섭취하지 않고 서로 나 어 먹는다. 물론 침팬지도 ‘구걸’을 통해 음

식을 나 기도 하지만 가족을 이루어 사는 인간 남성과 여성의 음식 나

기처럼 체계 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26)

한 남성과 여성 모두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수렵과 채집 모두에 참

여하지만, 두 성 사이에는 분명한 행동  차이가 찰된다. 남성과 여성 

모두 사냥을 하는 아그타 부족이나 남성과 여성 모두 고기잡이를 하는 

메르 섬 부족의 경우, 남성은 잡기 어렵고 큰 사냥감이나 물고기에 집

하는 반면 여성은 비교  작은 사냥감이나 작은 물고기나 조개류에 집

하는 경향을 보인다. 두 경우 모두에서 남성의 사냥 실 은 불확실하며, 

평균 으로 여성에 비해 은 양의 먹을거리를 가족에게 제공한다. 마찬

가지로 쿵 부족의 남성들은 주로 크게 다칠 험이 높은 나무 꼭 기에

서 특별한 먹을거리인 벌꿀을 채집하는 일을 하는 데 비해, 쿵 부족 여성

들은 보다 일상 이고, 궁극 으로는 훨씬 많은 칼로리를 가족들에게 제

공하는 채집활동에 종사한다.27)

이와 같은 성분업의 패턴이 어떤 이유로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진화론

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최근까지 가장 유력했던 설명은 남

성과 여성이 자신의 신체 , 기능  조건에 보다 합한 방식으로 일을 

나 어 할 때 자식의 생존율이 높아져 궁극 으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

게 진화 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들 설명모형은 진화인류학자들 

사이에서 동  부모 (식량)공  모형(Cooperative Parental 

Provisioning Model: CPPM)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성

분업이 ‘부모노릇’을 효율 으로 하기 해 진화 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

라 볼 수 있다.

26) Stanford (1996)
27) Hawkes et al.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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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PM은 인간이 자신들의 먹을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하여 (즉, 

가공하거나 요리해서) 섭취하며 이 과정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사용한

다는 을 부각시킨다.28) 물론 이 덕분에 수렵 채집하는 인간은 다른 동

물들에 비해 훨씬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쿵 부족

이 약 250종류의 동식물을 음식으로 섭취한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

다. 

이처럼 다양한 동식물을 섭취하기 해서는 사냥이나 채집을 해 상

당히 넓은 지역을 이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는 어린 아이를 양

육하는 과제와 당장 충돌을 일으킨다. 먼 거리를 수렵하는 과정에 어린아

이를 함께 데리고 다니는 일은 실 으로 어렵거나 험하기 때문이다. 

특히, 채집은 비교  투여된 시간과 채집된 먹을거리의 상 계가 높기

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채집할 수 있는 최 허용 시간 내에 필

요한 만큼을 얻고 주거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장 이 있다. 반면, 여러 

날에 걸쳐 사냥감을 쫓아다녀야 하는 수렵을 아이를 돌보는 일과 동시에 

성공 으로 수행하기는 매우 어렵다.29)

결국 CPPM은 아이를 돌보는 일과 다양한 먹을거리를 구하는 일, 특

히 장기간에 걸쳐 험한 사냥이나 채집활동을 하는 일 사이의 긴장 

계에 주목하면서 이 긴장 계를 해소하는 효율 인 방안으로 성분업이 

진화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여성은 아이를 돌보면서 이동속도를 조정하

고 이동  간단한 먹을거리를 조달할 수 있으며 하루 안으로 간단한 사

냥이나 채집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그에 비해 남성은 험

도 크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만약 성공했을 경우 가족들에게 별미를 

제공해  수 있는 커다란 단백질 공 원이나 특별 음식을 주로 사냥하거

나 채집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성분업에 한 CPPM의 설명은 보다 근본 으로는 도 체 왜 인간 남

성이 여성과 먹을 것을 공유하고 상황에 따라 아이를 돌보는 일에 참여

하는지에 한 진화론  수수께끼에 답으로 제안된 것이다. 일반 으로 

동물의 짝짓기 행동에 한 연구에 따르면 수컷에게는 이미 교미한 암컷

28) Wrangham (2009)
29) Hill and Kapla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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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돕는 것보다는 새로운 교미의 가능성을 찾아 떠나는 것이 진화 으로 

더 큰 이득이 된다. 이에 해 CPPM은 인간의 경우 남성이 부모노릇을 

제 로 하는 것이 자식의 생존율을 크게 높여주기 때문에 순수하게 비용

-이익  에서 보아도 여 히 남성이 여성과 음식을 나 고 가족을 

해 부모노릇을 하는 것이 진화 으로 안정화될 수 있다고 응수한다. 서

로 ‘이기 인’ 양성이 순수하게 비용-이익  에서도 동 일 수 있

음을 성분업에 한 설명을 통해 보여 다는 에서 CPPM은 분명 인간 

행동에 한 사회생물학  근의 연장성 상에 있다.

하지만 진화인류학 내에서는 성분업에 한 사회생물학  근을 견지

하면서도 CPPM에 항하는 설명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있다. 이들은 우

선 성분업에 한 CPPM의 설명이 경험 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을 

지 한다. 가장 먼  지 되는 은 남성의 사냥행동이 호혜  공생

(reciprocal mutualism)의 사례로 보기에는 충분히 효율 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만약 남성의 사냥활동이 진정으로 가족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

려는 목표를 지닌다면 왜 남성들이 아마딜로처럼 실패 확률도 높고 마주

치기도 쉽지 않은, 불확실한 사냥감을 주로 쫓아다니는지 이해하기 어려

워진다.30) 

게다가 하쟈 부족을 비롯한 여러 부족에서 큰 사냥감을 잡은 남성의 

가족이 그 사냥감에 해 특별한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게 

찰되었다.31) 불확실하고 큰 노력이 요구되는 사냥 행 를 통해 얻은 성과

조차 자신과 유 으로 연결된 가족에게 독 되는 습이 제도화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물론 흡 박쥐의 공생처럼, 유 으로 직  연

결되지 않은 부족 구성원에게 사냥으로 얻은 고기를 배분하는 것은 장래

에 호혜  되갚음을 기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32) 하지만 

일부 인류학자들은 여러 수렵채집 부족에게서 찰되는, 남성이 자신이 

잡은 사냥감의 배분에 해 보이는 짐직 ‘무 심한’ 태도에는 호혜  되

갚음만으로는 모두 설명되기 어려울 정도의 허세나 지나침이 있다고 생

30) Hawkes (1991)
31) Hawkes et al. (1997)
32) Hill and Kaplan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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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

CPPM이 성분업 상의 일부 측면을 성공 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에 주목하여, 최근에는 ‘과시하기’와 ‘정직한 신호(honest signal)’라는 

개념으로 남성의 성분업 행동을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가 부상하고 있다. 

정직한 신호란 동물이 응도를 비롯한 자신에 한 정보를 다른 개체에

게 알릴 때, 그 신호 내용에 상응하는 비용이 들기에 실제로는 가지고 있

지 않은 속성을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일 수 없는 신호를 의미한다. 

를 들어, 특별히 큰 거북을 잡을 수 있는 기술을 소지한 남성은 그런 

기술을 갖지 못하는 남성과 분명히 차별되는 신호, 즉 사냥으로 잡은 거

북을 통해 정직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그 다면 사냥의 맥락에서 정직한 신호의 기능은 무엇인가? 사회생물

학  근에서 요한 것은 결국 자신과 유 으로 연 된 자손의 숫자

와 그들의 생존가능성이다. 이런 에서 보면 자신이 잡은 사냥감에 

한 짐짓 ‘무심한’ 태도는 자신의 뛰어난 사냥 능력을 과시하는 정직한 신

호를 여성들과 동료 부족원들에게 보냄으로써, 보다 많은 성  기회와 자

신의  자손들이 동료 부족원들로부터 보다 나은 우를 받을 가능성을 

높여  수 있기에 진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성분업 

계를 공통의 자손을 한 동 작업의 결과가 아니라, 성선택 과정에서 

여성의 선택을 받기 해 노력하는 남성 사이의 경쟁과 여성과 남성이 

성  기회와 양육에 해 서로 다른 비용-이익을 갖기에 비롯되는 갈등

의 결과로 이해하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남성의 과시하기에 을 맞추는 성분업에 한 설명 역시 

사회생물학  설명 패턴에 잘 부합하는 특징을 갖는다. 실제로 ‘과시하기’ 

모형은 CPPM이 충분히 진화 생물학 이지 않다는 , 즉 성분업에 한 

CPPM의 설명이 남성의 수렵행 를 최  행동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

다는 을 비 하면서 등장했다. 그런 이유로 ‘과시하기’ 모형은 보다 철

하게 사회생물학  근을 선호하는 인류학자들에게는 더 매력 으로 

보일 수 있다.33)

33) 하지만 CPPM이 남성의 사냥을 최  행동으로 설명해내지 못한다는 사실

이 반드시 CPPM의 치명  약 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오히려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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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과시하기와 정직한 신호의 결과로 성분업이 

일어났다고 보는 생각이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인

류학자들 사이에서 성선택 주의 이 모형이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인류학자들은 일반 으로 번식성공이라는 좁은 

테두리 안에서만 인간의 성분업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34) 그들은 인간 삶

의 여러 요소들, 를 들어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는 일이나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동함으로써 생존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정서 , 문화  연결망을 구축하는 일과 같은 사회 이거나 

문화 인 요소가 어떻게 성분업의 등장에 기여했는지도 요하게 함께 

고려한다.35)

과시하기에 기 한 성분업 설명에 해 비 인 인류학자들의 지 은 

우선 사냥을 통한 남성의 먹을거리 제공 방식이 먹을거리 제공이라는 목

표달성에 있어 최 이 아니라는 사실이 곧 그들 행동의 목 이 자식들에

게 먹을거리를 제공해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을 함축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 만약 사냥의 목 이 다원 이고 그  요한 목  하나가 자식에 

한 먹을거리 제공이라면, 사냥 행동을 자식에 한 먹을거리 제공에 한

정하여 비용-이익 으로 분석할 때 최  행동이 아닌 것으로 나타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생물학  설명은 흔히 특정한 목 을 달성하기 한 행동 양식을 

몇 가지로 구별한 후 이  가장 효율 인 행 가 장기 으로 볼 때 진

화 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암묵 인 방법론  가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실은 CPPM에 미처 모형화되지 못한 인과 메커니즘을 연구자들이 발견할 

수 있게 해 다는 에서 CPPM이 성분업에 한 인류학  연구에서 일

종의 발견법(heuristics)  기능을 수행한다는 을 시사한다고 볼 수도 있

기 때문이다. Laland and Brown (2002), pp.145-8.
34) 물론 이 평가는 인류학자로 구를 지칭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생

물 인류학자와 문화 인류학자 사이의 오랜 긴장 계는 잘 알려져 있다. 하

지만 필자는 생물 인류학에 체 으로 호의 인 인류학자까지 포함해도 

여 히 ‘과시하기’ 모형이  우 를 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

각한다. 
35) Stanford, Allen and Antón (2006), pp.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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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성분업의 경우 만약 성분업의 ‘유일한’ 목 이 자식들에게 먹을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가정하면, 남성의 사냥  채집 행 가 이 목

을 달성하는 데 반드시 최 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 지 못

하므로 성분업에 한 CPPM은 옳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역설 이지만 CPPM을 비 자의 시각으로만 읽

은 결과이다. CPPM이 성분업 상의 모든 측면을 남김없이 자식들에 

한 먹을거리 제공 기능만으로 환원하여 설명한다는 가정 하에서만 올바

른 비 인 것이다. 물론 과학연구는 종종 이런 가정에 입각하여 진행되지

만 성분업을 포함한 부분의 문화 상은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 이다. 그러므로 CPPM이 인간의 성분업의 요한 측면을 포착하고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여 히 그것이 성분업에 해 유일하고도 인 

설명이 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름 속에서 물체의 낙하 패턴은 물체에 작용하는 유일한 힘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라 제할 때 얻어지는 규칙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이 뉴턴의 력이 물체에 작용한다는 을 

부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자식돌보기가 성분업의 유일

한 원인이라는 제 하에 나타나야만 하는 행동과 실에서의 남성의 성

분업 행동이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로부터 자식돌보기에 한 고려가 성

분업에서 별다른 인과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

다. 성분업과 같이 비교  잘 규정된 행동에서조차 인간의 행동은 매우 

복잡한 인과 계의 연결망 안에 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분업과 련된 복잡한 인과 계의 한 측으로 생태학  측면이 있다. 

인간 성분업의 생태학  측면이란, 다양한 먹을거리를 섭취하고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생활하는 인간은 자신 주변의 생태학  특징을 충분히 이

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련된다.

를 들어, 추운 지역에 사는 수렵채집 부족들은 일반 인 성분업 패턴

과 달리 남성이 거의 으로 가족들이 섭취하는 칼로리를 제공한다. 이 

때 여성은 남성이 수렵이나 채집해 온 재료를 먹을 수 있는 형태로 가공

하고,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물이나 땔감을 확보하는 일을 한다. 한 경

우에 따라서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아  집을 짓는 기술을 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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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성분업 상은 수렵과 채집 사이의 당한 비율이 

모든 문화에 보편 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 성분업의 양상 

자체가 생태  조건이라는 다른 인과  요인에 의해 질 으로 다른 모습

을 보여  수 있기 때문이다.

성분업은 한 단순히 먹을거리를 얻는 방식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생태

학  환경에서 생존을 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유

지하는 일, 생존에 필수 인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과정 체를 포함

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를 들어, 오스트 일리아 사막에 사는 부족의 

남성들이 오랜 시간 자신이 사는 지역을 돌아다니는 것은 단지 사냥감을 

찾기 해서가 아니라, 가뭄에도 잘 마르지 않는 샘처럼 생존에 필수 인 

자원의 분포를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하기 해서이다. 이런 행 들은 분명히 가족을 포함한 개인의 생존

에 필수 인 것이지만 과시하기나 먹을거리 공 에 기 한 단순한 성분

업 모형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 들이다. 결국 인간의 성분업 상을 그

것의 생물학  특징에만 한정하여 고찰하더라도, CPPM과 ‘과시하기’ 모

형 모두 포  설명을 제공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

다.

4. 모형기반이해와 방법론적 다원주의

앞 에서 우리는 경험  사실로 확인되는 성분업이 여러 층 에 걸쳐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며 다양한 생태  조건에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CPPM이나 ‘과시하기’ 모형이 가정하는 인과 작용을 포함하여 여러 인과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성분업의 체 모습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해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특정 모형으로 이해된 

성분업의 여러 측면들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지 않고 연결될 수 있도록 

정합성의 조건을 따져보는 일이다.36)

36) Cf. 고인석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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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방정식 몇 개로 온 우주를 설명하려는 야심찬 기획에 비교할 

때 서로 상충하는 모형들을 조정하여 성분업과 같은 복잡한 상에 한 

통합  이해를 얻으려는 노력은 라하고 왜소해 보일 수 있다. 게다가 

처음에는 큰 꿈을 좇다가 할 수없이 도달하게 되는 지 이라면 모르겠지

만, 처음부터 방법론  한계를 인정하고 특정 인과 계에 집 한 모형에 

제한된 이해를 목표로 하는 것은 ‘게으른’ 과학연구로 비춰질 수도 있다.

특정 인과 작용만을 이론화한 모형에 기반을 두어 얻어진 과학  이해

를 과학연구의 일차  목표로 삼고, 이에 더해 이 게 얻어진 모형기반이

해들 사이의 정합성을 요구함으로써 다채로운 세계에 한 통합  이해

를 추구하는 과학연구 방법론을 방법론  다원주의(methodological 

pluralism)라고 하자. 이 게 정의된 방법론  다원주의가 ‘게으른’ 과학

연구라는 비 은 성분업을 설명하려는 진화인류학의 이론  노력에 한 

필자의 분석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 

CPPM과 ‘과시하기’ 모형은 각각 성분업에서 남성과 여성이 상호 으

로 동할 여지와 서로의 이해 계가 충돌하는 여지에 각각 집 하여 설

계되었다는 이 요하다. 그러므로 이 두 모형은 개념  구조상 서로 

양립가능하지 않다. 물론 이 두 고려사항을 한 모형 내에 모두 담아내는 

거  포  이론을 논리 으로 상정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존재하지도 않

는 그 이론 혹은 모형이 두 모형이 제공하는 설명력을 온 하게 보존하

리라는 보장은 없다. 여기서 강조할 은 두 고려사항을 한 모형이나 이

론에 담아낸다는 것이 그냥 가정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구체 으로 보

여주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이다. 이 상상된 거  포  모형이 과학 으

로 타당성을 가지려면 남성과 여성의 동과 충돌의 복잡한 인과  효과

를 동일한 이론틀 내에서 비교하고 계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분업에 한 두 모형에 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합리

인 태도는 두 모형이 가정하는 인과 메커니즘이 인간의 성분업 상에 

모두 작동하고 있으며 그것의 상  크기나 두 메커니즘 사이의 상호작

용은 생태  조건이나 문화  요인에 따라 집단마다 달라질 것이라고 

상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것이 ‘과시하기’ 모형을 반 으로 옹호하

고 있는 버드가 논문 맨 마지막에 취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다.37)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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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모형을 지지하는 학자조차도 그 모형이 성분업 상의 모든 측면을 

포 한다고 주장하기에는 경험  설득력이 약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성분업 상이 먹을거리를 구하는 일을 넘어서 생태정보 수집, 

주거기술의 습득과 달, 사회  연결망 구축과 같은 다양한 인간 삶의 

양상과 연 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수렵과 채집에 집 하는 두 

모형의 한계는 더욱 분명해진다. 결국 두 모형은 성분업의 생태 , 사회

 측면에 한  다른 모형기반 이해와 결합될 때만 성분업에 한 좀 

더 통합 인 과학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을 고려할 

때, 성분업에 해 포  이론기반 이해를 추구하지 않는 한 ‘게으른’ 과

학연구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진화인류학에서 재 수행되고 있는 과

학연구로부터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 인’ 과학자는 여 히 포 이론을 추구해야 

하는가? 이에 한 본격  논의는 이 논문의 범 를 넘어선다. 하지만 이

에 한 필자의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가 세계를 과학

으로 이해하는 형 인 방식이 (1)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상이 일

반 으로 간단하게 악하기에는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2) 여 히 인식론 , 실천  이유 때문에 간단한 모형을 동원하여 부분

으로라도 해당 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

다. 여기서 요한 은 우리가 (1)에도 불구하고 (2)를 수행한다는 이

다. 즉, 세계가 단순할 것이라고 존재론 으로 가정하는 신, 자연의 복

잡성을 인정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론 으로는 (2)의 태도를 취한다

는 것이다.

우리가 특정 상을 과학 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우리가 가진 인식론

 한계 때문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고려하여 단숨에 악하는 방식일 

수 없다. 그보다는 특정 인과 작용에 주목하여 그것이 '마치‘ 유일한 작

용인 것처럼 모형에 담아낸 후, 그런 가정 하에서 모형 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지를 살펴보고, 모형의 결과를 유비 으로 원래 복잡한 상에 

용하여 부분  이해를 얻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얻어진 모형기반 이해

37) Bird (1999),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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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후 이를 확장하거나 유비하여 다른 상에 용하는 데 특별한 유

용성을 지닌다. 단순한 모형은 일반 으로 모형 개발자가 채워 넣어야 할 

부분이 많기에, 연구자가 창의력을 발휘하여 겉보기에는 유사하지 않은 

상에서 유사성을 찾아 용할 수 있다. 즉, 모형기반 이해는 복잡한 

상을 온 히 다루지 않는 덕분에, 여러 상을 가로질러 용가능하다는 

장 을 갖는 것이다.38)

그러므로 모형기반 이해를 추구하는 것은 연구자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실은 그것이 우리가 세계를 과학 으로 이해하는, 아마도 유일하

지는 않겠지만 여 히 가장 보편 이고 효과 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필

자가 보기에 성실하고 유능한 과학자는 철학 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포 이론기반 설명을 추구하기 보다는 인식론 , 실천  장 이 많은 모

형기반 이해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38) Yi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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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Based Understanding of Sexual-Division of Labor 
and Methodological Pluralism

Sang Wook Yi

Scientists tend to seek unified explanations. The tendency is 

understandable under the standard epistemic, social, cultural 

environments of scientific research. Still I argue that the tendency 

is methodologically unjustifiable by analyzing competing models of 

sexual division of labor in evolutionary anthropology. In most 

cases, what we can achieve from scientific research is not a 

dramatically inclusive and exactly valid universal-theory-based 

understanding, perhaps exemplified by Newtonian explanation of 

gravitation. Rather we normally get a model-based understanding 

which allows us to capture the core of a phenomena and to 

causally intervene in it, while not entirely covering its every 

aspect. I also claim that pursuing model-based understanding need 

not be regarded as 'lazy' as long as some reasonable ontological 

conditions are met for the success of methodological pluralism.

[Key Words] Unified Explanations, Sexual Division of Labor, 

Universal-Theory-Based Understanding, 

Model-Based Understanding, Methodological 

Plural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