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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론적 윤리학과 자연주의적 오류†

1)

정 상 모
‡

자연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윤리설이 공통적으로 봉착하는 문제 중 하나가 자

연주의적 오류이다. 진화론적 윤리설은 자연주의 윤리설의 최신 버전이다. 대표

적인 진화론적 윤리학자 루스(M. Ruse)는 자신이 제시하는 진화론적 윤리설에

는 자연주의적 오류 문제가 아예 없다고 주장한다. 당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률

이 유전자가 산출한 일종의 집단적 환상이며, 환상으로부터는 당위를 포함해 

무엇이든 자유롭게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윤리설은 자연주의

적 오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며, 도덕률이 유전자에 의해 마치 환상이 

아닌 것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의무의 근거 역할도 충실히 한다고 주장한다. 인

간의 도덕적 발달은 유전자에서 그 씨앗이 발원하여 진화적 이타성을 거쳐 심

리적 이타성으로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심리적 이타성과 문화와의 공진화를 통

해 비로소 도덕성이 성립한다. 이 논문은 루스의 도덕성 발생론을 분석함으로

써 자연주의적 오류에 대한 그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진화적 이

타성에서 심리적 이타성으로 나아가는 과정과 심리적 이타성에서 다시 도덕성

을 나아가는 과정을 집중 분석하여 그의 윤리설 체계 내에서 그가 말하는 도덕

성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하여 루스의 주장

과 달리 진화론적 윤리설은 아직도 자연주의적 오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논증할 것이다.

【주요어】자연주의적 오류, 진화적 이타성, 심리적 이타성,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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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근래 진화론적 윤리설과 관련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철학자는 단연 

마이클 루스(Michael Ruse)일 것이다. 그의 논의는 도덕성의 기원에 대한 

진화론적 설명이 기존 윤리설이 봉착해 온 여러 가지 문제들에 새로운 해

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거기에는 윤리학적 

문제도 있고 메타윤리학적 문제도 있다. 메타윤리학적 문제 중에서 가장 

흥미를 끄는 것이 바로 자연주의적 오류이다. 자연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윤리설이 공통적으로 봉착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자연주의적 오류이다. 

진화론적 윤리설은 자연주의적 윤리설의 최신 버전이다. 루스는 자신이 제

시하는 진화론적 윤리설은 자연주의적 오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주장

한다. 자신은 당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률을 유전자가 산출한 일종의 집단

적 환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란다. 환상으로부터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도

출할 수 있다. 당위가 도출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자연주의적 오류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실제로는 환상이지만, 유전

자가 환상이 아닌 것처럼 믿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의 도덕성은 의무의 근

거 역할도 충실히 한다. 그런 도덕성에 입각한 행동이 적응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택되고 진화되었다. 루스는 그처럼 당위(도덕성)를 존재의 한 작

동 방식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존재로부터 당위로의 추론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교묘한 방식으로 자연주의적 오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자평한

다. 

루스의 시도는 과연 성공적인가? 그것은 도덕성에 관한 그의 발생론적 

설명의 타당성에 달려 있다. 그는 인간의 도덕성이 유전자에서 발원하여 

진화적 이타성으로 진화하고, 그것에서 다시 심리적 이타성을 거쳐 문화와

의 공진화를 통해 마침내 성립했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도덕성 발달 과정

을 중심으로 자연주의적 오류에 대한 루스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

이다. 특히 진화적 이타성에서 심리적 이타성으로 나아가는 과정과 심리적 

이타성에서 다시 도덕성을 나아가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그

리하여 그의 진화론적 도덕발생론을 충실히 따르다 보면, 도리어 그가 말

하는 도덕성은 불필요 내지 불가능해진다는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이것은 

그가 자연주의적 오류를 적어도 그가 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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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할 것이다.

2. 도덕성의 발생론

윌슨과 루스를 포함해 모든 진화론적 윤리학자들은 혈연 이타성과 호혜 

이타성과 같은 진화적 이타성이 인간의 도덕성을 설명하는 데 결정적 역할

을 한다고 본다. 루스의 윤리학적 논의의 출발도 당연히 진화적 이타성이

다. 그러나 그런 이타성이 바로 인간의 도덕성을 설명할 수는 없다. 적어도 

인간에게 있어서 그 사이의 간격이 너무 넓다. 그래서 일상적 또는 심리적 

의미의 이타성을 그 중간에 둔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1)

유전자 ―①→ 진화적 이타성 ―②→ 심리적 이타성 ―③→ 도덕성

여기서 유전자는 이타적 형질의 발현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상정되는 유

전자이다. 그런 유전자가 구체적으로 발견되었다든지 확정되어 있다는 것

은 물론 아니다. 진화론적 이타성이 개체의 포괄적응도를 높이는 것(결과)

에 관련된다면, 심리적 또는 일상적 이타성은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여 타

인에게 이익을 주려는 심리 상태(동기)와 관련된다. 도덕성은 옳고 그름의 

판단에 따른 당위성과 관련된다. 루스는 마음과 문화를 포함해 인간적인 

모든 것은 물질적 기초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도덕성을 최종 산물로 하는 

과정의 출발점에 있는 물질적 기초는 바로 유전자이다. 그는 뇌과학과 생

물학의 발전 덕택에 “도덕 감정의 물질적 기초에 관한 지식으로부터 일반

적으로 받아들여진 행위의 규칙들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그것으로 존재와 당위 간의 논쟁으로부터도 완전히 해방될 것이라고 주장

한다(Ruse and Wilson 1998, 422). 

과정 ①에 관해서는 적잖은 증거들이 축적되었다. 진화 생물학이 이미 

몇 몇 중요한 인과적 메커니즘을 확인했다. 혈연 이타성과 호혜 이타성은 

물론 순수(집단) 이타성의 인과적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이론들이 속속 제

시되었다. 자기-희생적 행위들이 친족들에게로 향했을 때 그들을 통해 희

 1) 도덕성 발생의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김성한(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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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적 행위를 규정하는 유전자들이 선택될 수 있다. 성공적인 상호 협동은 

협동에 참가한 성원들 각자에게 더 높은 적응도를 제공함으로써 협동적 형

질이 선택되고 진화한다. 자기-희생적 행위들이 집단 내 유사한 행동 성향

을 가진 성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하고, 집단이 주기적으로 새롭게 

재구성되는 과정을 겪을 때, 순수(집단) 이타성도 진화할 수 있다(Sober 

1998; Singer 1981). 동물은 물론 인간의 경우에서도 이들 종류의 이타성

과 관련되는 행동 방식은 비교적 잘 밝혀졌기 때문에 과정 ①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다. 물론 그것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아직까지

는 단지 이타적 행동 양식이 유전적 소인을 가지며 자연에 의해 선택되었

다는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과정 ②부터는 논의가 복잡해진다. 진화적 이타성은 무의식적으

로 발휘될 수도 있고 의식적으로 발휘될 수도 있다. 동들의 경우 주로 본

능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발휘된다. 그러나 인간에 있어서는 의도적이

고 의식적으로 발휘된다.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이타성 모두 유전자

에서 유래하는 행동 성향으로 본질적인 유사성이 있다.2) 이를테면 동물도 

인간도 행동할 때마다 기대되는 유전적 보상을 미리 계산하고 실행하는 것

은 아니다. 그렇다면 최종 단계에서 동물의 이타성과 인간의 이타성 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동물의 이타성은 단지 어떤 행동 경향에 대한 기계적 선

호 또는 단순한 정서적 선호(고등 동물의 경우)의 형태로 발휘되지만, 인간

의 그것은 도덕감(moral sense)의 형태로, 즉 “옳고 그름이 개인적 욕망을 

넘어선 것으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생물학 밖에 있다고 간주하는 느낌

(정서)의 형태”로 발휘된다는 점이다(Ruse and Wilson 1986, 425). 그렇

다면 왜 인간에게는 그처럼 본능이 아닌 도덕감의 형태로 행동 성향이 진

화되었는가? 루스의 답은 이렇다. 유전자에 속아서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사심 없는 객관적 도덕성이 인류에게 부과되어 있다고 생각하게끔 작

동하는 것이 본능이나 단순한 정서적 선호를 따라 작동하는 것보다 적응적

으로 더 낫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루스의 논증을 따라가 보자(425-6).

협력 또는 이타적 행동을 통해 최선의 적응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는 

 2)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까닭은 그들을 돕는 것이 ‘옳기’ 때문이고, 그

들이 동일한 정도로 호혜성을 발휘하도록 내적으로 강제되어 있기 때문이

다.”(Ruse and Wilson 1986, 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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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두 가지가 있다.

A: 매 행위 때 마다 최선의 협력 수준을 계산해 내는 만능 인지 체계

를 갖는 것 

→ 유전적으로 결정된 완벽한 뇌 필요

B: 만능은 아니지만 일정한 양의 정보를 재빠르고 쉽게 포착하고, 많

은 행동 통로 중에서 소수의 선택지를 향해 재빠르고 유도된 학습 

체계를 갖는 것

→ 적당한 뇌와 후성규칙 필요

A의 경우 뇌는 그때그때 이상적인 협력의 도덕 코드들을 계산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에 미리 각인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뇌는 백지 상태로 

출발하고, 도덕 코드들은 그 역사적 과정을 알 수 없는 과거 어느 때에 고

안된 역사적 우연일 것이다. 이 경우 도덕성은 유전적 기원을 갖지 않고 

전적으로 문화적 산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인간의 진화는 이 길을 택하지 

않았다. 그처럼 엄청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뇌를 유지한다는 것은 적응

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비용대비 효과의 차원에서 볼 때 인간

의 선택은 B일 수밖에 없다. 매 순간 불완전한 자기-중심적 계산을 따르는 

것보다 유전자가 제공하는 어림셈법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도덕 코드를 

준수하는 것이 훨씬 더 적응적이다. 

B와 같이 작동하려면, 인간의 뇌는 백지 상태가 아니고 일정한 편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편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후성규칙

(epigenetic rules)이다.3) 그것은 “진화 생물학에 뿌리를 둔 채 우리의 생

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제약들”(430)이자, “개체로 하여금 하나 또

는 소수의 행동 방식을 채용하는 경향을 갖도록 하는, 유전적 근거를 가진 

발달 과정들”(426)이다. 후성규칙 덕택에 인간은 도덕감(moral feeling)에 

따라 작동하는 이타적 행동 성향을 갖게 되었고, 문화적 발달 속에서 그것

은 마침내 도덕성으로 진화했다. 인간은 X가 옳기 때문이 X를 해야 한다

는 방식의 행동 성향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행동 성향을 정당화 또

 3) 윌슨과 럼스덴이 처음으로 사용한 말(Lumsden & Wilson 1981)로, “문화

의 진화를 한쪽으로 편향시켜 유전자와 문화를 연결해 주는 정신 발달의 

유전적 규칙성”이라고도 했다(Wilson 1998,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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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합법화하기 위해 인간은 보편적이고, 규정적이고, 비주관적인 도덕 법칙

에 따르는 삶에 도달했다. 그러나 그런 도덕 법칙도 궁극적으로는 후성규

칙을 거쳐 유전자에서 유래하는 것이기에 객관적 실재가 아니고 “집단적 

환상”(collective illusion)에 불과하다(Ruse 1993, 151). 이런 방식으로 인

간의 행위는 각자의 직접적 필요(욕구)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전

적 최고 이익에 봉사하는 행위로 고양되었다. 

이 과정에 대한 루스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돌연변이 + 선택(강력한 사회적 실존 내) → 포괄적응도를 높이는 행

동 성향(관련되는 유전자) 선택(=진화적 이타성) → 후성규칙 성립 → 

후성규칙 +귀납적 일반화 +계약적 합의와 정당화(=심리적 이타성) = 

문화적 강화 → 도덕 법칙 → 윤리적 선택(감정 +이성의 작용)

이것을 도덕성 발생 과정과 관련지으면 다음과 같다:

①: 돌연변이 +선택(강력한 사회적 실존 내) → 포괄적응도를 높이는 

행동 성향(관련되는 유전자) 선택

②: 포괄적응도를 높이는 행동 성향(관련되는 유전자) 선택 → 후성규

칙 성립 → 후성규칙 +귀납적 일반화 +계약적 합의와 정당화 = 

문화적 강화

③: 후성규칙+귀납적 일반화 +계약적 합의와 정당화 = 문화적 강화 → 

도덕 법칙 → 윤리적 선택(감정 +이성의 작용)

도덕성과 관련한 후성규칙의 사례로 루스는 형제자매 간 근친상간 금지

에 관한 도덕 법칙을 제시한다.4) 그의 설명을 도덕성 발달 과정에 적용해 

보자. 

근친 교배 → 낮은 적응도 → 근친회피적 생물학적(무의식적) 행동 성

향 → 아동예민기간(juvenile sensitive period)5)을 규정하는 후성규칙

 4) 루스와 윌슨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계약론자들의 입장이 호혜적 이타성에

서 유래하는 후성규칙의 산물에 매우 가까우며 롤스도 그 점을 인정한다고 

본다(참고 Rawls 1971, 502-3).

 5) 출생에서 대략 6살까지의 민감한 기간을 말한다. 이 또래의 아이들이 같은 

변기를 사용하는 정도로 서로 매우 가까운 관계로 지내면 청년기나 성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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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립 → 후성규칙 +귀납적 일반화 +계약적 합의와 정당화(=근친회

피적 심리 성향) = 무의식적 억제에 대한 문화적 강화 → 근친상간 터

부의 도덕 법칙 → 윤리적 선택

문화적 강화를 루스는 “문화가 생물학에 의해 주조되는 한 방식의 

예”(429)라고 한다. 이 대목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유전자 문화 공진화 

이론이다. 문화는 오직 후성규칙의 지도를 통해서 일정한 편향을 보이는 

다양성을 산출한다. 문화의 일종인 도덕성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이 순전히 문화의 산물이라는 생각에 반대한다. “도덕적 코드들은 

문화에 의해 창안되었다. 후성규칙들의 편향된 영향 하에 문화에 의해 창

안되었고, 객관성의 환상에 의해 합법화되었다.”(434) 환상으로서의 객관성

은 비록 문화의 영향을 받아 생겨났겠지만, 그것의 정당화는 오직 진화의 

산물인 뇌 신경회로망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루스의 도덕성은 마음 밖에서, 

즉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없다. 윤리적 전제들은 어디까지나 유전적 역사

의 산물인 만큼 개개 종의 특정 본성 밖에 존재할 수 없다. 이로써 도덕성

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좁은 태두리 안으로 완벽하게 갇히게 된다. 

3. 자연주의적 오류 문제의 해소

잘 알려졌듯이, ‘자연주의적 오류’는 무어(G. E. Moore)가 Principia 

Ethica에서 처음 사용한 말이다. 이는 정의할 수 없는 ‘선’(goodness)을 

정의하려는 오류 중의 하나 또는 비자연적인 특성을 갖는 ‘선’을 자연적인 

특성을 갖는 ‘선한 것들’과 동일시할 때 범하는 오류를 지칭하기 위해 그가 

제시한 용어이다. 무어가 공리주의 윤리설, 진화론적 윤리설, 그리고 형이

상학적 윤리설과 같은 주요 윤리설을 자연주의적 오류의 입장에서 비판하

고, 그 대안으로 직관주의 윤리를 제시하여 현대 윤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에 강한 성적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고 한다. 이스라엘의 키부츠에 대

한 연구 결과는 그것에 대한 증거로 흔히 제시된다(Ruse and Wilson 

1986,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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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주의적 오류의 타당성에 관해 복잡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그것으로 

무어가 내세우려 한 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다: 선악에 관한 주

장을 자연적 근거에 의거하여 정당화 하려는 모든 노력들은 실패하게 되어 

있다. 무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 주장은 일찍이 흄이 모든 도덕성 체

계(system of morality)가 ‘존재’(is)로부터 그와 전혀 다른 ‘당위’(ought)

를 도출하는 방식의 정당화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생긴 이른바 

‘존재와 당위’ 문제(‘흄의 법칙’: Hare 1963; Hudson 1970)와 연결되었

다.6) 존재와 당위 간의 관계가 자연적인 것과 비자연적인 것 간의 관계와 

같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윤리학 논의에서 “흄의 통찰

(Hume's insight)에다 무어의 라벨(Moore's label)”을 붙여 사용해 왔다

(Sober 1993, 204). ‘무어의 라벨’이란 바로 자연주의적 오류이다. 이 논문

에서도 ‘자연주의적 오류’는 존재로부터 당위를 추론하는 것 또는 당위의 

근거로 존재를 내세우는 사고방식을 지칭한다. 

도덕성은 개인적 편향이나 감정을 넘어 보편적이고 강제성이 있는 규정, 

즉 당위를 포함한다. 루스(Ruse 1998)에 따르면, 도덕성의 근거로 가능한 

곳은 객관적 자연이나 주관적 인지 능력의 두 곳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를 신, 이데아, 자연 밖의 무엇, 간주관성 등과 같은 비자연적인 것

에서 모색했던 윤리설들은 도덕성의 근거를 찾는 데 성공한 대신 그 작업

을 옆으로 미루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근거를 주관에서 찾았던 

윤리설들은 도덕성을 정서, 사고, 경향성(inclination) 등의 기능으로 간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모우티비즘이나 규범주의 등에서 보듯, 주관주의는 도

덕성에 필요한 보편성과 강제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사실적 백

묵 주장[존재]에서 도덕적 치즈 주장[당위]을 연역하려는 시도”는 “메타-

윤리학의 최대 딜레마”로 끝났다(217). 그 딜레마를 간단히 재구성 하면 

 6) “In every system of morality… I am surpriz'd to find, that instead of 

usual copulations of propositions, is, and is not, I meet no proposition 

that is not connected with an ought, or an ought not. This change is 

unperceptible … what seems altogether inconceivable, how this is 

new relation can be a deduction from others, which are entirely 

different from it.” (Hume 1978, 469) 흄의 진술만 보면 과연 존재 언명과 

당위 언명 간의 추론 가능성을 흄이 완전히 부정했는가에 대해 논란의 소

지가 없지는 않지만, 그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Hudson 19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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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을 것이다. 

전제1: 당위의 근거는 객관적 자연에 있든지 (인간의) 주관적 인지 능

력에 있을 것이다.

전제2: 객관적 자연에 있다면,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한다.

전제3: 주관적 능력에 있다면, 주관성의 오류를 범한다.

결론: 당위의 근거는 객관에도 주관에도 있을 수 없다. 

이 딜레마를 루스는 다음과 같은 교묘한 형태의 ‘뿔 사이로 빠져나가기’

로 대응한다.

당위의 근거는 ‘진화(=자연)를 통해 주관적 능력 속에 마련된 보편적이

고, 규정적이며, 비주관적인 도덕 규칙’이라는 집단적 환상이다.

이것을 전제로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논증을 구성할 수 있다.

전제1: 진화론적 윤리설에서 당위의 근거는 ‘진화(=자연)를 통해 주관

적 능력 속에 마련된 보편적이고, 규정적이며, 비주관적인 도덕 

규칙’이라는 집단적 환상이다.

전제2: 환상에서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도출할 수 있다.

결 론: 진화론적 윤리설은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당위(도덕성)가 존재(자연)에서 연역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유

기체)의 작동 방식의 하나로 설명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루스는 진화론적 

윤리설은 도덕성의 정당화나 당위의 근거 확보와 같은 책무로부터 아예 자

유롭기 때문에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도덕성이라는 환상이 개인이 아니고 인류라는 종의 단위로 작동하기 때문

에 자신의 윤리설에는 주관주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Ruse and 

Wilson 1986; Ruse 1993; 1998).

흄과 마찬가지로 루스도, 개별 도덕적 판단은 감정과 이성의 합동 작업

이지만 도덕성 자체는 감정(feeling)이나 정서(sentiment)에서 출발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성의 역할도 특정 상황에 도덕감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인 것 또는 반성적인 것으로 본다. 도덕성이 정서 반응

의 형태를 띠는 것은 이성의 불완전한 자기-중심적 계산에 맡기는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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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성규칙의 어림셈법을 기초로 만들어진 도덕법에 순응하는 정서 반응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적응적이기 때문이다. 도덕감은 마음이 최선의 선택

을 재빨리 하기 위해 선택한 지름길인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가 행동을 선

택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 행동이 적응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

에 그렇게 한다.”는 식이 아니라, “그 행동이 옳다고 느끼는 까닭에 그렇게 

한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말이다. 호혜적 도덕성을 예로 든다면, 우리

가 호혜적 행동을 할 때, 상대에 대해 노골적인 보상 요구를 하는 방식 대

신 “나는 당신이 나를 돕기를 기대한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도운 것이 

옳았듯이, 당신이 나를 돕는 것은 옳다고 느끼기 때문이다.”는 방식으로 진

행된다(Ruse and Wilson 1986, 434). 루스는 인간의 뇌가 체스를 두도록 

설계된 컴퓨터와 같이 도덕성을 위해 “설계된”(hardwired) 구조로 진화했

다고 주장한다(Ruse 1995). 도덕적 판단도 “합리적 숙고”(rational 

deliberation)의 결과라기보다는 “자동 과정”(automatic processes)의 결

과이고, 의식적 추론 과정을 밟아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무의

식적이라고 본다(Morris 2009). 최근의 경험적 연구도 그런 입장을 지지하

는 편이다.7)

일반적으로 윤리학에서 ‘옳은 행동’이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행동’을 뜻

한다(Moore 1903 참조). 따라서 “우리가 어떤 유형의 행동이 옳다고 느끼

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유형의 행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 느끼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갖는 조

건에 관한 진화론적 설명 그 자체가 의무 내지 당위 추론의 근거가 되는 

셈이다. 그래서 루스는 “도덕적 믿음이 단지 재생산이라는 목표를 증진시

키기 위해 생겨난 적응의 산물”임이 밝히는 것으로 자연주의적 오류에 관

한 논의의 필요성은 사라진다고 주장한다(Ruse 1993, 150; 장대익 2009에

서 재인용). 

자연주의적 오류 문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진화론적 윤리설

 7) 도덕 판단에 대한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social intuitionist model)에 따

르면, 대부분의 도덕 판단은 자극에 대한 자동적인 직관적 반응의 결과라고 

한다. 추론(reasoning)은 도덕 판단이 이루어진 후에 도달한 결정에 대한 

임기응변(ad hoc)적 정당화를 구성하는 데 봉사할 따름이고(Morris 2009,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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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한 메타윤리학적 함축 중의 하나이다. 루스는 당위(도덕성)를 존재

(정서 반응)의 우연한 속성의 하나로 간주함으로써 자연주의적 오류로부터 

자유로운 당위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다음 두 절에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한다.

4. 진화적 이타성에서 심리적 이타성으로 

도덕성의 발생 과정을 다시 보자.

유전자 ―①→ 진화적 이타성 ―②→ 심리적 이타성 ―③→ 도덕성 

앞에서 말했듯이, ①에 대해서는 과학적 증거들이 비교적 충분히 제시되

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②와 ③이다. 이 절에서는 ②를 살펴보자.

진화생물학에서 이타성 개념은 매우 혼란스럽게 사용되어 왔다.8) 원래 

심리적 또는 윤리적 용어였던 것을 진화론의 전문용어로 바꾸면서 적절한 

새 용어를 찾거나 만드는 대신 그 의미만 진화론적으로 바꾸었을 뿐 아니

라, 바꾸는 작업 역시 불완전했기 때문이다. 진화와 도덕을 연결하려는 사

회생물학에서 그런 혼란은 특히 심하다(Sober 1993, ch. 7; 정상모 2008 

참조). 그런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필자(정상모 2008)는 ‘재생산의 간접

성’(indirectness of reproduc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순수하게 진화론적 

의미만 갖는 이타성의 정의를 제시한 적이 있다. 예컨대 혈연 이타성은 

‘(직접적으로 자신을 재생산하려는 형질 대신) 혈연관계에 있는 타 개체들

 8) 진화적 이타성과 심리적 이타성의 이타성 비교(Sober 1988, Rosenberg 

1992, 정상모 2008 참조): 

진화적 이타성 심리적 이타성

정의 행위자 적응도 감소, 수혜자 적응도 증가 행위자에게 손해, 수혜자에게 이익

대상 모든 유기체들 인간을 포함한 고등동물

동기 형질 또는 유전자
- 본질적으로 재생산적

마음(의도, 경향성, 욕구)
- 본질적으로 심리적

척도 행동의 적응도 기여값 행위자의 심리적 상태

행동의 
결과

행위자 적응도 감소 행위자 포괄적응도 
증가

행위자 이익 감소

수혜자 적응도 증가 수혜자 이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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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을 재생산하는 형질에 의해 발현되는 표현형(또는 

행동 성향)’으로, 호혜 이타성은 ‘동일한 형질을 가진 상대를 통한 간접재생

산을 대가로만 직접재생산이 가능한 형질에 의해 발현되는 표현형’으로, 순

수 또는 집단 이타성은 ‘집단 내 다른 개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을 

재생산하는 형질에 의해 발현되는 표현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진화적으로 

이기성과 이타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재생산의 직ㆍ간접성뿐이기 때문에 

‘진화적 이타성’과 ‘일상적인 이타성’은 그 의미에 있어서 직접적인 대응 관

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진화적 이타성과 일상적 이타성 간에는 단순히 의미적 혼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양자 간에는 심각한 논리적 괴리가 존재한다. 이 점은 진화적 이타

성에서 심리적 이타성으로의 발달에 중요한 함축을 갖는다. 소버와 윌슨

(1998, 202-205; Lahti 2003)은 이에 관해 탁월한 논증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의 논증을 간략히 요약해 보자(정상모 2009 참조). 

진화적 이타성과 심리적 이타성 간의 관계 파악을 위해 각 관점에서 인

간의 이기적 행동과 이타적 행동을 구분하면, 다음 네 가지 조합이 성립한

다.

① 심리적으로 그리고 진화적으로 이기적인 행동

② 심리적으로 그리고 진화적으로 이타적인 행동

③ 심리적으로 이기적이지만 진화적으로 이타적인 행동

④ 심리적으로 이타적이지만 진화적으로 이기적인 행동

①이나 ②에 해당 하는 예는 쉽게 떠올릴 수 있고, 그런 예들은 진화적 

이타성과 심리적 이타성 간에 일대일 대응관계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뒷받

침한다. 그러나 만약 ③이나 ④에 해당하는 표준적 사례들이 있다면, 양자 

간에 일대일 대응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집단 내 모든 

이들의 복지를 위해 항상 최소한의 음식만 취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

리고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것이 자신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

자. 그의 행동이 자신의 직접재생산 효율은 낮추고 집단 내 타 개체들을 

통한 간접재생산 효율을 그 이상으로 높인다면, 그것은 진화적으로 이타적

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이기적이다. 이는 ③의 표준적인 예이다. 자녀들의 복

지를 위해 헌신하는 부모의 행동은 자신 외에 누군가에 대한 순수한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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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이타적인 심리적 욕구의 산물론 간주한다. 그런데 만약 그 부

모가 그렇지 않은 다른 부모들에 비해 더 높은 직접재생산 효율을 보인다

면, 그것은 진화적으로 이기적이다. 이는 ④의 표준적인 예이다.

소버와 윌슨의 결론은 이렇다. “한 동기가 진화적으로 이기적 또는 이타

적 행동을 산출했다는 사실이 그 동기가 심리적으로 이기적인지 이타적인

지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또한 한 행동이 주어진 한 심리적 

동기에 의해 산출되었다는 사실은 그 행동이 왜 진화했는가 하는 물음을 

해결해 주지도 않는다.”(205)

진화적 이타성과 심리적 이타성의 이질성은 또 다른 방식으로도 드러난

다(정상모 2008). ③과 같은 행동은 해당 행동을 통해 얻는 포괄적응도가 

개체적응도를 능가한다든가 집단 내 선택압 손실분을 집단 간 선택압 이익

분이 초과할 경우에만 성립한다. 또 ④와 같은 행동은 행위자의 적응도를 

비교 대상의 그것 이상으로 높일 수 있어야 성립한다. 그처럼 ③과 ④와 

같은 행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집단 내에 또는 집단 간에 성립하는 상황

이나 조건으로, 이들은 심리와 무관하다. 

이런 점들을 무시하고 진화적 이타성에서 심리적 이타성으로의 발달 과

정을 단선적으로 바라본다면, 그 과정에 대한 올바른 사실을 드러낼 수 없

는 것은 물론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라티(Lahti 2003)도 이타성 

논의에서 루스가 이기성과 이타성을 ‘자기-챙기기’(self-regard)와 ‘타인-

챙기기’(other-regard)9)와 같이 층위를 달리하면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행동과 관련지음으로써 행동의 결과(진화적 차원)와 심리적 상태(심리적 

차원)를 뒤섞는 범주적 오류를 종종 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진화적 이타성 ―②→ 심리적 이타성’

에 대한 루스의 입장이 힘을 얻을 방법은 분명하다. 이 과정의 발달 메커

니즘이 밝혀지고, 충분한 증거들이 축적되어야 한다. 특히 혈연 이타성, 호

혜 이타성, 그리고 순수 이타성 등이 어떻게 심리적 이타성과 연결되는가

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심리적 단계에서 어떤 후성

규칙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진 바가 거의 없다. 어떻게 “유

전자가 뇌 속에 인지 발달의 신경회로를 만들고” 또 어떻게 “그 속에 인간

 9) 소버(1998)의 ‘자기-지향적’(self-direct)과 ‘타자-지향적’(other-direct) 구분

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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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특유한 종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새겨 어림법”(Wilson 2005: 232; 

Ruse 1998: 221-3)을 만들 수 있는지가 웬만큼 알려지기 전에는 이 단계

는 물론 도덕성으로 나아가는 다음 단계로의 발달에 관해서도 할 말이 별

로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희망은 있다. 라티(Lahti 2003)는 진화론적 이타성을 “(행위 

하는 사람의 의도와 그것이 재생산 성공에 미칠 영향을 모르는 관찰자가) 

언뜻 보기(prima facie)에 행위자에게 적응도 손실을 초래하고 다른 개체

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듯 보이는 사회적 행동”(641)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

한다. ‘언뜻 보기에’ 그렇다는 말은 과학적 조사를 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

도 있음을 함축한다. 그것을 그는 “겉보기(ostensible) 이타성”이라고 한다. 

실제 생활에서 그 이상으로 정 한 개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발견법

적으로 중요한 개념이라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행동생태학적 

증거들은 자연에 있는 모든 겉보기 이타성의 전형적인 사례들이 다른 대안

들에 비해 더 적응적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는 사실이다(Hamilton 1964; 

Kempenaers and Sheldon 1996; Payne 1998: Lahti 2003에서 재인용) 

이 결론을 심리적 이타성에 원용한다면, 심리적 이타성의 전형적 사례들도 

다른 대안들에 비해 더 적응적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언젠가 그렇다고 판

명된다면, 진화적 이타성과 심리적 이타성 간의 경험적 일치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루스가 논의하는 진화적 이타

성에서 심리적 이타성으로의 발달 과정도 좀 더 생산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혈연 이타성, 호혜 이타성을 비롯해 집단 수준에서 진행되는 

순수 이타성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밝혀진 주요한 이타성의 작용 메커니

즘과 이론적 발전이 특정 환경에서 행동 성향에 관해 검증 가능한 예측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그럴 가능성에 긍정적이다. 

5. 도덕성은 왜? 

루스의 도덕성 발생 계보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심리적 이타성 ―③→ 

도덕성’이다. 이 단계가 성공적일 때 비로소 루스의 진화론적 윤리설은 기

본적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두 요소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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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우선 각 단계에서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구분 해 보자. 

심리성 단계: 하고 싶다고 느끼거나 생각함(호불호의 감정에 따름)

도덕성 단계: 해야 한다고 느끼거나 생각함(옳고 그름의 판단에 따름)

도덕성 단계에서 마음이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려면 하려면, 도덕성이 보

편성, 규정성, 비주관성이라는 속성을 가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덕

성을 객관적으로 참―우리들 자신 외부에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있

는 뭔가의 기능―이라고 간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Ruse 1998, 268). 그

러나 도덕성은 궁극적으로 유전자가 만든 집단적 환상일 뿐이다. 환상을 

실제인 것으로 믿는 것이 단순한 심리적 정서 반응보다 더 적응적이기 때

문에 환상을 환상 아닌 것으로 감지하도록 진화한 것이다. 

도덕성에 관한 이런 입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덕성 발생에 관한 그

의 견해가 도덕성 자체를 불필요하게 만들어 버리는 자기부정성에 있다

(Lahti 2003). 루스에 따르면, 인간은 진화적 이타성을 실현하는 근인적 메

커니즘으로 심리적 이타성을 성공적으로 진화시켰다. 그 결과 우리는 유전

자에 의해 보편적으로 협동적 또는 이타적 행동 성향을 갖게끔 동기화 되

어 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협동적 또는 이타적 행위를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그런 심리적 성향 위에 따로 도덕률의 강요를 부과

할 필요가 왜 있겠는가? 그것은 도리어 행동 메커니즘을 불필요하게 더 복

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효율성을 가장 중시하는 진화적 적응에서 복잡성은 

금물이다. 결론적으로 루스의 진화론적 윤리설에서는 행동 체계의 경제성

의 측면에서 도덕성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루스는 도덕성 존재를 정당화하

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루스로서는 이렇게 반론할 것이다. 이타성은 호불호적 정서 반응이 아니

라 옳고 그름 또는 의무감을 특징으로 하는 도덕감(moral sense)적 정서 

반응의 형식으로 작동할 때 더 적응적이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

이 되물을 수 있다. 양자 간의 적응력 차이의 원인은 무엇이며, 호불호적 

정서 반응에서 어떻게 그리고 왜 일반적으로 그와는 대립적으로 작동하는 

도덕감적 정서 반응이 유독 인간에게만 진화하게 되었는가? 과연 우리는 

남을 돕는 것이 옳으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느껴서, 즉 의무감에서 이타적

으로 행동하는가? 아니면 단지 남을 돕는 것이 좋아서, 즉 호감에서 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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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행동하는가? 루스도 칸트(Kant 1788)처럼 오직 의무감에서 또는 

보편적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한 행동만이 도덕적이라고 보는 듯한데, 

그렇다면 단지 좋아서, 즉 보편적인 정서적 성향을 좆아서 행한 이타적 행

위들―인간 행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함―은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는 말인

가? 이런 의문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을 제공하지 않는 한, 루스의 입장

은 견지되기 어렵다.

사람들의 실제 경험이나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도덕성의 존재에 도

리어 부정적이다. 일상에서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할 때 대부분은 그저 마

음이 시켜서, 즉 정서적 편향에 따라서 그런 행위를 한다. 도덕적 갈등 상

황을 제외하고는 무슨 보편적이고 규정적이고 초월적인 명령의 요구에 응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도덕적 갈등 상황도 마음의 정서적 

편향들 간에 불일치 때문에 발생한다. 또 그런 갈등 해소에는 도덕률보다

는 상식이나 과학 법칙들을 더 많이 활용한다. 뱃슨 연구팀의 사회심리학

적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도덕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충실보다는 

공감적(sympathetic) 느낌이 이타성의 동기로 작동한다(Batson et al. 

1995; Batson and Moran 1999). 자선기부도 대부분 연민, 공감, 연대감과 

같은 정서가 그 동기였다고 한다(Ray 1998; Ribar and Wilhelm 2002). 

보편적이고, 규정적이고, 비주관적인 도덕 법칙이 필요한 이유를 마음의 진

화적 설계에서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이타성을 타동물 종에게까지 확대하면, 또 다른 논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Lahti 2003). 인간 외에 혈연 이타성이나 호혜 이타성 행동 성향을 발달

시킨 많은 동물 종들이 있다. 그들의 이타성도 인간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진화윤리학자들이 인간의 도덕성의 기초를 발견한 곳도 바

로 그들 세계였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도덕성이 필요하지 않다. 왜 인간만

이 동일한 종류의 결과를 얻기 위해 그런 동물과 현격히 다른, 그리하여 

훨씬 더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져야 하는가? 인간만이 도덕성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서 동일한 메커니즘에 따라 작동한다는 진화론

의 대전제에도 위배된다. 사회생물학이 쉬 빠져드는 인간중심주의

(anthropomorphism)의 한 사례가 아닌지(Sober 1993, 197). 이들 비판이 

타당하다면, 적어도 진화론의 틀 내에서는 도덕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소버와 윌슨도 유사한 주장을 제시한다(Sober and Wilso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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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40). 루스를 비롯한 사회생물학자들은 ‘도덕성 = 이타성’이라는 등식

이 행동과 동기의 양 수준에서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다음 두 등

식이 성립한다.

도덕성 = 타인을 위해 자기-이익을 희생하도록 요구함 (행동 수준)

도덕 원리에 의해 유발됨 = 이타적 욕구에 의해 유발됨 (동기 수준)

그렇다면 만약 도덕 원리에 의해 추동되지 않고서도 이타적 욕구를 가질 

수 있다면, 이타성이 도덕성의 본질이라는 주장은 그 만큼 약화될 것이다. 

부모가 아이들의 행복만을 위해서 헌신하고파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이타

성이다. 부모들은 그런 심리적인 이타적 욕구를 어떤 도덕 체계에 의거하

지 않고서도 가질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식으로 갖는다.10) 이와 반대로 

만약 이타성 없이도 도덕성을 실천할 수 있다면, 즉 이타적 동기 없이도 

도덕 원리에 따를 수가 있다면, ‘심리적 이타성 → 도덕성’이라는 과정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의무주의적 도덕성이나 유신론적 확신에 근

거한 종교적 도덕성은 좋은 예이다. 주지하듯이 칸트는 ‘선의지’, 즉 ‘옳은 

행위를 옳다는 이유만으로 행하려는 의지’에서 행한 행위에만 도덕성의 지

위를 부여하고, 심리적 경향성에 의한 선행에 대해서는 도덕성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Kant 1788). 따라서 심리적 이타성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행위만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의 자격이 부여된다. 단지 신이 그렇게 

하도록 명하기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

가지다. 이타적 동기를 갖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나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반대로 이기적 동기로 유발된 행위가 도덕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정상모 2009 참고).

결론적으로, 진화론적 이타성은 논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인간의 생물

학적 구성에 심리적 이타성 외에 덤으로 다른 특별한 진화적 행동 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협동적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대분의 경우 이

른바 보편적 법칙의 강요 없이 대부분의 행동을 한다. 윤리적 문제와 다른 

10) 정상모(1998)는 자식에 대한 배려와 같은 상식도덕성이 보편화될 때 ‘자기-

파괴적’(self-defeating)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보편적 도덕 원리가 될 수 

없음을 논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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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문제들 간에 전혀 다른 해법이 있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리하여 

“인간은 만약 자신의 유전자에 의해 [마치 보편적 도덕률이 있는 것처럼] 

기만당한다면, 그 기능이 더 잘 작동할 것이다.”(Ruse and Wilson 1986, 

425)는 루스의 주장은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한다.

6. 한 가지 대안

사정이 이렇다면, 과연 진화론적 시각에서 도덕성이 설 자리는 없는가? 

라티(Lahti 2003)는 진화론적 틀에서 도덕성의 역할에 관해 새롭게 통찰하

기 위해 넓은 시간대로 눈을 돌려 볼 것을 제안한다. 우리의 도덕 경험은 

지금과 같은 복잡성을 모두 갖춘 채 일시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다른 인

지적 그리고 문화적 속성들과 마찬가지로 먼 조상 때부터 서서히 발생한 

것이다. 예컨대 혈연 이타성이나 친족주의(Nepotism)는 가장 오래된 수렵

채취기의 행동 성향이다(Alexander 1974, Barkow et al. 1992). 그것에 

비해 모든 현대 윤리설이 그 기초로 삼고 있는 평등주의(egalitarianism)

는 아주 최근에 성립된 행동 전략이다. 이처럼 각기 다른 시대적 기원을 

갖고 서로 다르게 작동하는 행동 성향들이 공존한다면, 도덕적 결정 시 내

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다. 예컨대 자신의 아이와 타인의 아이 중 한 아

이만을 구할 수 있을 때 누구를 구해야 하는가? 이럴 때 친족주의적 정서

와 평등주의적 정서는 내적으로 상충한다. 

아마도 루스는 평등주의를 유전자와 문화의 공진화의 산물이라고 볼 것

이다. 즉, 협동을 선호하는 유전적 근거가 작은 집단으로 된 사회에서는 친

족주의적 성향으로 진화하고, 거대한 근대적 사회에서는 평등주의적 성향

으로 진화한 결과라고. 문화적 진화론자들이라면 유전적 성향이 그처럼 짧

은 기간에 형성될 수 없기에 전형적인 평등주의는 문화적 진화의 산물이고, 

따라서 그것은 정서적 경향성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의 형태를 갖는다고 주

장할 것이다. 어느 쪽이 옳을 지는 평등주의와 같은 근대적 도덕규범이 농

경-정착 사회라는 환경에 생물학적으로 적응적이라고 판정되는가 아닌가

에 달려 있다. 적응적으로 판명되면 평등주의는 심리적 정서의 형태로 작

동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도덕률의 형태로 작동할 것이다. 도킨스가 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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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주었듯이, 그런 도덕률에 우리의 행동을 구석기 조상들의 환경에서 

현재의 사회적 환경에 맞게 업데이트 하는 기능이 주어졌을지도 모른다

(Dawkins 1976). 

루스의 보편적이고, 규정적이고, 비주관적 가이드라인으로서의 도덕성은 

평등주의적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만약 그가 도덕성의 문

화적 진화에 찬동한다면, 앞에서 우리가 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도덕성

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화에서 도덕성의 비자연적 근거를 확보

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문화 진화론은 기존의 사회생

물학이 갖지 못한 몇몇 장점을 갖는다(Richerson & Boyd 2005). 특히 인

간 행동의 진화가 표준적인 유전자 모델보다는 집단 선택 모델에 따라 발

생하는 측면이 더 크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또 문화적 과정이 관여되면 

대물림은 개인보다 집단에 대해서 더 훨씬 더 커진다(Sober and Wilson 

1998, 150).11) 그런 점에서 진화론적 윤리학은 유전자적 대물림만 고집하

지 말고 비유전자적 대물림에까지 그 영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확장된 진화론적 견해에 입각하면, 이타성과 도덕성을 다음과 같이 연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심리적 이타성이라는 일련의 감정적 경향성은 몇 십 

만년 또는 몇 백 만년에 걸쳐서 생성되었을 것이다. 반면에 보편적이고, 규

정적이고, 비주관적인 도덕률은 농업혁명 이후의 짧은 기간에 문화적 진화

의 산물로 생성되었을 것이다.12) 그런 도덕률은 대체로 유전적 적응의 문

화적 대리인 또는 옛 심리적 성향을 현대적으로 격상시켜 주는 역할을 했

을 것이다. 대부분의 기간 동안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렸던 인류는 강

한 사탕선호 정서가 있다. 그러나 음식이 넘쳐나는 오늘날 사탕은 비적응

11) 켈리(Kelly 1985)의 누어-딩카족 연구에 의하면 전혀 다른 행동 양식을 가

진 두 집단 간에 구성원들의 대량 이주가 일어나도 각 집단의 행동 양식이 

바뀌지 않는다. 
12) 비슷하게 윌슨은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서 넷째 단계를 비비와 침판

지의 도덕성 수준으로 다섯째 단계를 홍적세의 수렵 채취인 무리 단계의 

도덕성 수준으로, 그 이후의 문명사회에서의 도덕성을 여섯째 단계 수준으

로 간주했다(Wilson 1998, 232). 그리고 여섯째 단계는 감정에 바탕을 둔 

이전 단계와 구분되는 비생물학적 단계로 간주했다. 그러나 문화의 자율성

은 어디까지나 유전자적 진화론의 틀 내에서의 자율성이다. 다소 애매한 입

장이다(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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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음식이 되었다. 현대의 도덕률은 사탕을 되도록 먹지 말라고 강요함으

로써 옛 행동 성향을 개선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현대의 대표적인 

윤리설들이 모두 평등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도덕성이 문화적 

진화론의 틀에서 더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7. 나가는 말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정리하자. 루스가 제시한 도덕성 발생론의 계보

는 다음과 같다.

유전자 ―①→ 진화적 이타성 ―②→ 심리적 이타성 ―③→ 도덕성

문제가 되는 곳은 ②와 ③이다. ②에 대해서는 아직은 매우 빈약한 증거

뿐이다. 그러나 발전하는 관련 과학의 성과를 통해 경험적 증거들은 급속

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다. 그렇다고 앞에서 지적된 논리적 한계까지 극복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넘을 수 없는 환원주의의 장벽이 존속하는 한, 심리

와 윤리의 일정한 영역은 여전히 과학의 경계 너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만큼 완전한 또는 과도한 생물학화(biologization)를 꿈꾸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13) 

③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었다. 루스는 도덕성은 유전자에서 유래하는 

신경회로망과 그것의 특별한 작동 방식인 후성규칙 속에만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그 환상은 인간에게 적응적 

효율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진화적으로는 당당한 존재 이유를 갖는다. 도덕

성은 환상이기 때문에 따로 정당화할 필요도 없다. 즉 존재에서 당위를 도

출할 필요가 없다. 단지 당위인 것처럼 집단적으로 느끼게 되어 있으면 그

만이다. 느낌이라는 존재 속에 당위가 들어 앉아 있는 형국, 또는 당위가 

존재에 기생하는 형국, 또는 당위가 존재의 한 우연적 속성으로 그 속에 

둥지를 틀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존재로부터 당위를 도출할 필요가 없

13) 예컨대 “무비판적 적응주의”(uncritical adaptationism)와 “인간중심주

의”(anthropomorphism)를 조심스럽게 피해야 한다(Sober 1993,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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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 루스의 입장이다. 

그러나 그의 이론을 따라가 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

다. 진화론적 윤리설의 틀 내에서는 도덕성은 불필요하거나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즉, 진화의 산물로서의 자연 안에서는 환상으로서의 당위마저

도 불필요하거나 성립할 수 없다. 자연주의적 오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

시한 루스의 논증을 다시 보자.

전제1: 진화론적 윤리설에서 당위의 근거는 ‘진화(=자연)를 통해 주관

적 능력 속에 마련된 보편적이고, 규정적이며, 비주관적인 도덕 

규칙’이라는 집단적 환상이다.

전제2: 환상에서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도출할 수 있다.

결 론: 진화론적 윤리설은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루스의 윤리설에는 당위가 있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전제1’은 거부된다. 

따라서 결론도 거부된다. 즉, 루스의 주장과 달리 진화론적 윤리설은 아직 

자연주의적 오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행동과 뇌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아직 초보적인 단계임을 감안하면, ‘심리적 이타성 ―③→ 도덕성’

의 과정도 언젠가 규명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으로서 그럴듯

한 대안은 도덕성의 근거를 문화에서 확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도덕성을 

심리적 경향성을 보완하는 문화적 진화의 산물로 본다면, 자연주의적 오류

를 범하지 않을 도덕성의 든든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기 때

문이다. 이에 관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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