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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표의 목적은 찰스 다윈(Charles Robert Darwin)의 진화론(evolutionary theory)이 생물

학과 사회과학 사이에 공명하는 지점이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근대적 세계관의 전환 이

후 자연과 사회가 분할되었고, 사회과학도 근대철학 일반에 따라 인간 중심적 사유를 시도

해왔다. 포스트모더니즘과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는 담론에 의해 외부세계가 구

성된다는 방식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신유물론(new materialism)은 인간중심적 이

분법을 극복하려 시도하였지만, 행위자들을 평평한 관계망에 위치를 부여함으로써 합의의 

지점과 실천의 지향점을 확보하는 점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다윈의 진화론이 제시하는 속성, 예컨대 목적론을 지양하고, 본질주의를 배격하며, 우연성

을 강조하는 속성들은 자연과 사회, 그리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연결하는 실마리로 해석

할 수 있다. 진화론의 사회학적 해석은 로이 바스카(Roy Bhaskar)의 비판적 실재론을 분석

틀로 사용하고자 한다. 비판적 실재론은 존재론을 옹호하여 과학적 지식을 해체하지 않으면

서도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영역도 포기하지 않는다. 즉, 인식론적 상대주의(epistemological 

relativism)와 존재론적 실재론(ontological realism)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현대 인류가 목도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같은 쟁점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으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없다. 기후변화는 1990년대 이후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학기술이

나 경제적인 면으로 환원되어 대응하려하고 있다. 여전한 자연에 대한 도구적 접근, 그리고 

기후변화를 관리 가능한 범위 내로 한정지으려는 일련의 시도들은 근대적 이분법의 성격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세계에 대해 인식하기 위해서는 실증주의적 설명이나 

인간의 담론으로 환원시키는 설명에 안주할 수 없다. 생태주의자들의 통찰처럼 인간 또한 

자연적 존재로서 자연과 분리되어 사회 혹은 문화에서만 안전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는 입장에서, 기후변화의 대응이 여전히 이분법적 세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



1) 연구의 배경

(1) 자연과 인간의 분리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분할

철학의 지평에서 근대적인 세계관의 탄생으로 자주 언급되는 배경 중 하나인 17세기 과학

혁명은 과학을 중시하였고, 그것에 바탕을 둔 자연관을 탄생시켰다. 즉 과학혁명의 요체는 

일상적인 언어에 기초를 두었던 자연학이 형식적인 언어에 기초를 둔 수리자연학으로 변화

한 사건이다. 데카르트의 형이상학에서 자연적 사물은 타성을 자신의 본성으로 삼는 기하학

적 대상으로 해석되었고, 외부에 의한 강제력과 기계와 같은 법칙에 의해 운동하는 어떤 것

이 되었다. “자연은 이제 의미, 생명, 자발성, 내면성을 모두 잃어버린 타성적인 물질의 영

역에 불과”(김상환, 2018)하게 되었다. 이제 인간의 통제 안에 타성적 존재로 정초된 자연

은 지식의 재료이자, 도구가 되었으며 법칙을 만들고 예측할 수 있는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원론이 되었다(Dickens, 2000:48).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는 근대적 세계관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분할에도 영향을 미쳤

다. 법칙정립적인 자연과학과 개성기술적인 사회과학의 간극은 점차 벌어졌다. 서구 19세기 

후반부터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사이 지적 분업이 확대되고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생물학과 

사회학의 분리가 수행되었다(Benton, 1991:9). 초기 사회학은 학문으로서의 역할의 정당성을 

논증하기 위해 자연적인 현상과 개인의 심리적인 현상과는 다른 ‘사회적인 것(the social)’

의 실재와 개성을 내세웠고, ‘사회학주의’를 선택하는 전략을 채택했다(서영표, 2016:150). 

‘사회’ 또는 ‘문화’는 인간 사이의 관계의 구성이라는 전제 아래 사회과학의 연구대상

인 ‘사회적인 것(the social)’에는 모든 비인간 사물이 마치 외부 세계인 것처럼 배제되어 

있었다(김환석, 2018:83).

실증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1980~90년대 주요한 사회과학 패러다임이었던 사회구성주

의(social constructivism)는 근대적 지식 패러다임을 극복하려 했다. 사회구성주의자들은 과

학 이론을 비롯해 객관적인 것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매킨타이어, 

2019[2018]:172-173),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한 것들이 권력관계와 사회적 조건에 의해 구성된

다는 설명을 통해 단 하나의 검증된 진실을 거부했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는 그대로 받

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통해 정답이 아닌 각각의 이야기에 집중하였으므로 그들의 관심사는 

인간의 언어와 의미, 그리고 담론과 문화였다(이진우, 2016). 하지만 사회적으로 구성된 영역

의 강조는 자연적 조건의 설명을 조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권력 관

계에 내재된 관계를 부각시켜 억압적 현실을 비판함으로써, 작은 목소리들을 표면 위로 끌

어올린 점에서 사상계에 미친 공은 명백하다. 그렇지만 각자의‘이야기’에 보다 집중한다

면 ‘객관적인 진실’을 과소평가하는 논지로 수렴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

이 상대주의(relativism)로 이행하는 과정에 철학적 원리를 제공하는 자양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현실을 변화시키는 여전히 실재하는 

점까지 부정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실천의 좌표를 설정하는 데에는 약점”(서영표, 

2022:109)을 갖는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2) 생물학과 사회학의 분할

사회과학은 생물학의 설명을 도입하려는 관점에서 점점 멀어진다(Dickens, 2000:58). 생물

학과 사회과학의 간극이 벌어진 이유는 자연과 사회의 분리와 연관이 있다. 사회진화론

(Social Darwinism)은 다윈의 진화론을 왜곡하여 정치적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여 차별을 정

당화했다. 또한 분자생물학의 발흥은 분자 수준에서 생명체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환원주의적 유물론의 태도를 보였고, 사회학은 생물학의 기본 방향에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

게 되었다(Benton, 1991:15). 즉, 생물학의 설명을 끌어들이는 것이 생물학적 환원주의에 암

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며, 생물학의 강조가 보수주의의 왜곡된 쓰임으로 인한 역사적 폐해

를 목도한 바에 따라 생물학을 멀리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생물학적 지식은 나치의 대

량학살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가부장적 질서와 같은 억압적 사회질서를 정당화하는 데 이

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반동적 해석에 맞선 사회과학으로부터의 대응은 그 스스로를 생물학

으로부터 멀리하는 하는 것이었다(서영표, 2009:327-328). 

그렇지만 생물학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간의 정신적 활동과 문화적 전통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을까? 영국 사회학자 테드 벤튼(Ted Benton, 1942~)은 비환원론적 자연주의

(non-reductionist naturalism)라는 입장을 통해 자연적 한계와 인간사회의 문화적 차이를 동

시에 설명하려고 시도했다(Benton, 1991:23). 자연적 실재에 대한 강조를 유지하면서도 인간 

사회의 독특한 면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벤튼의 문제의식을 해소하

려는 이론적 전략은 생물학을 다시 검토하여 사회과학과 생물학의 대립을 해소시키는 것이

다. 인간본성과 인간의 사회적 역량의 생물학적 토대를 인정하면서도, 생물학적 특징이 선

택에 의해 만들어진 적응으로 간주되는 한 선택을 하는 환경은 최소한 부분적으로 사회적 

맥락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논쟁적인 지점이다. 영국의 철학자 케이트 소퍼(Kate 

Soper, 1943~)는 자연의 실재성의 인정에 대해 무엇이 ‘타고난’자연이며, 무엇이 사회적으

로 구성된 것인가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제시한다. 또한 자연적 실재성의 

강조가 또다시 사회의 해방적 관심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어디까지가 인간이 구성해 낸 자연이고, 어디까지가 ‘본래의’자연인지도 명확하게 

구분할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soper, 2000). 그렇지만 이런 논쟁에 내포된 바는, 인간의 자연

적 한계와 조건에 대한 고찰이 사회과학 영역에서 필요함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발표의 목적은 이분법 비판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왜곡된 다윈을 사회학적으로 해석함으

로써, 그의 논의가 생물학과 사회과학 두 영역에 걸쳐져 공명하는 지점이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배경에서 근대적 세계관의 전환으로부터 이어진 자연과 사회의 분리는 자연

과학과 사회과학, 본 발표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생물학과 사회학의 반목이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다윈의 진화론은 귀속된 자연적 조건을 강조하여 이분법적 분할에 기여한 

이론이라는 통념과 비판과 달리, 자연과 사회 두 영역의 교집합을 갖는다. 따라서 사회과학 

영역에서 진화론을 다시 소환하여 다윈의 주장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그것

이 자연과학 영역만이 아닌 인문적·철학적 함의가 무엇이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또한 다윈

의 진화론으로부터 파생된 사회생물학은 자연과 사회의 이원론의 반목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3) 연구의 필요성

왜 이런 검토가 필요한가? 자연의 실재를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는 시도를 

위해 생물학을 검토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인간의 사회적 구성

능력, 즉 인식능력이 실재와 독립적일 수 없지만, 자연의 독립적 존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생태적 쇠락을 포함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

다(서영표, 2009:326). 인류가 목도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어떠한가?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재

난인가, 인공적인 재난인가? 기후변화는 자연과학의 영역인가, 사회과학의 영역인가? 자연과 

사회의 구분에서 주조된 설명방식은 명확한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설명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고찰은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자명하며 심지어 진부하게 들린다. 하지만 사

회과학의 개인의 ‘귀속’된 특성보다 ‘달성’된 특징을 중시하는 지배적인 전통에서 양자

의 대립, 이를테면 신체와 정신, 자연과 문화의 대립을 전제로 둔 사유는 지적 대응을 어렵

게 만든다(Benton, 1991:2).

여전히 이원론적 사고의 세례를 받은 지도자들은 자연 혹은 사회로 환원하는 의식의 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발표자의 해석이다. 멀리 가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다. 기후위기가 

과학기술적 영역으로 진입하는 온실가스 문제로 축소된다. 온실가스 문제는 자연과학에서 

기후위기를 증명하는 근거를 제시하며 기후위기가 중요한 담론으로 인식되었지만, 보다 근

본적인 원인을 논의하는 장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기후위기의 담론이 경제학으로 넘어

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지평에서 논의되자 소비주의적 생산방식이 외면하는 자연적 한계

와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고찰은 현실적이지 못한 대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김상

현, 2020; 서영표, 2022). 과학기술에 부여된 믿음과 경제적으로 반응하는 오염배출비용의 문

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일부분이어야 한다. 어쩌면 자연에 대한 도구적 접근방법의 



잔재가 남았다는 신호가 아닐까? 일부 인과관계인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한다면 자연은 그에 

응당 반응하여 더 이상 변화를 멈출 것이라는 기대가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자연은 

여전히 인간 중심적으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금전적 수치로 관리할 수 있어야만 하는 존

재라는 의미가 아닌가?

본 장에서는 진화론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공명지점이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에 

앞서 생물학의 분과 중 하나인 사회생물학 논쟁이 여전히 자연과 사회, 이원론의 논쟁을 보

여주고 있는 사례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생물학 내부에서 이원론적 태도를 극복하려

는 시도가 있었음을 제시할 것이다.

1) 진화론의 후예와 이분법적 쟁점

(1) 사회생물학과 논쟁

진화론을 세련되게 해석한 사회생물학은 1970년대 생물학적 환원주의, 유전자 결정론, 학

문 간의 위계와 같은 쟁점을 두고 논쟁했다. 1940년대 다윈의 이론이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

고, 1970년대까지 다윈의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윌리엄 해밀턴(William 

Donald Bill Hamilton, 1936~2000)의 포괄적합도(inclusive fitness)이 지지를 받으면서 유전자 

중심의 사고는 사회생물학의 진화심리학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사회생물학은 진화적 관

점에서 필연적으로 유전자를 자주 언급함에 따라 비평가들은 사회생물학과 유전자의 관련성

에 주목했다(올콕, 2014[2001]: 69). 또한 초기 사회생물학의 연구는 인간의 사회적 표현들을 

모두 적응의 산물이라고 주장한  점에서 생물학적 환원론으로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었

다(요크·클라크, 2016[2011]:169).

사회생물학의 정초자 에드워드 윌슨(Edward Osborne Wilson, 1929~2021)은 인간의 독특한 

특성들을 예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문화적 진화 문제로 되돌아가 보면 

우리는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진 특성들이 바로 유전적 차이로 인해 인류사회들 사이에 차이

를 나타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추측할 수 있다”(윌슨, 1993[1980]:653)는 주장을 통해, 인

간을 이해하기 위해 선천적으로 주어진 유전자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여 파악해야 한다는 입

장을 보여준다. 고생물학자 굴드는 이런 사회생물학의 연구대상과 방법을 비판하며 “유전

자의 존재에 관한 추리의 연장에 불과”(굴드, 2021[1977]:359)하다고 평가한다.

또한 윌슨이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거시적인 시각에서는 생물학의 한 분과(윌슨, 

1993[1980]:641)이 된다는 언급은 학문의 위계와 보다 근본적인 시각에 대한 실마리를 남겨



둔다. 학문 분야와 생물학의 통합은 용어 및 대상을 보다 기초적으로, 생물학으로, 궁극적

으로는 분자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자율적이라고 여겨졌던 

지적 영역을 포함하는 위계적 질서를 암시하고 있었다. 이는 생명과학과 인문과학의 통일

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물의 주요 기반이었다(Benton, 1991:14-15). 

윌슨이 1990년대 후반에 통섭이라는 개념으로 자연과학과 인문사회 지식의 대통합을 주장

할 때에도 역시 그의 의도는 크게 달라진 바 없었다. 지식의 평등한 통합이 아니라 자연과

학의 확장을 통한 여타 학문 분야의 흡수였다. 여기에는 인간을 지배하는 물리적 인과 관계

를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 자연과학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홍성욱, 2008). 이상욱(2010)은 

인간을 생물학만으로 충분히 설명하려는 근본적인 문제가 사회생물학 비판자들의 입장이며, 

“논쟁의 배후에는 사람의 행위, 특히 사회적, 문화적 행위를 어떻게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에 대한 방법론적 입장 차이가 있다. 핵심은 인간의 행위와 같은 복잡한 측면을 갖는 

주제에 대한 연구에서 특정 연구방법론이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

인 것이다.”(이상욱, 2010:177-178)

(2) 유전자 편향으로부터 다윈 구하기, 변증법 생물학

생물학 내부에서도 자연과 사회의 분리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변증법적 생물학자들

(dialectical biologists)은 진화론이 사회에 잘못 적용되는 문제와 생물학적 결정론에 대해 집

단으로 비판을 제기했다. 그들은 인간이 사회적인 동시에 생물학적 존재이며 복잡한 관계의 

집합을 통해 여러 영향으로 받기 때문에, 생물학과 문화를 연결하기 위해 변증법적 접근방

식을 제공하고, 동시에 생물학적 관계의 역동성을 부각시켰다(요크·클라크, 2016[2011]: 

162-168). 그들에게 진화란 대물림된 구조적 제한인 내재적인 것과 환경적 선택압(selective 

pressure)과 같은 외재적인 것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으로, 개체의 발생은 유전자와 환경 사이

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ibid: 105). 스티브 제이 굴드(Stephen Jay Gould, 1941~2002)는 단속

평형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을 통해 진화가 점진적으로만 진행되었다는 점을 반박

하고, 점진론이 내포하는 바가 사회 변화에 대한 부정을 암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생물학 내부에서도 진화가 곧 진보라는 등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비판한다. 그리고 생

물학적 결정론이 아닌 생물학적 ‘잠재성’의 영역을 통해 인간의 자연적 존재라는 점과 그

것이 모든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다. 사회생물학이 보다 자연적 조건을 강

조하여 유전자 결정론과 생물학적 환원주의로 비판하면서 자연과 사회의 분리를 넘어서고자 

했다.

2) 진화론의 공명 지점들

그렇다면 다윈으로 다시 돌아와, 진화론이 보여주는 공명지점은 무엇일까? 다윈은 변화가 



반드시 진보나 방향을 수반한다는 가정을 하지 않았다. 그에게 미래는 열려 있고 변화의 방

향은 우발적이다. 따라서 진보, 방향, 목적론에 대한 개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지 않는다

(Dickens, 2000:32). 발표자는 해당 지점에 주목하여, 사회학이 생물학에 대한 거리두기를 비

판하고 다윈의 진화론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다. 따라서 고정되고 본질적인 세계관에 의해 

도출되는 보수주의가 아닌 열려있는 세계와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세계관을 내포하고 있

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진화의 방향이 없음, 무목적

다윈의 진화론이 동시대 전문가들에게 가장 고난을 준 문제는 종이 변화한다는 사실도, 

인간의 기원이 유인원이라는 사실보다도 특정한 목적을 향해 진화한다는 목적론의 부정이었

다(쿤, 1999[1962]:290). 다윈의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에 따르면 진화는 아무런 목적이 

없으며, 어떤 방향을 지향하지 않는다(굴드, 2021[1977]:9-10). 다윈은 진화는 우연적 속성의 

변이와 무계획적인 자연선택에 의한 우연한 결과물로, 점진적으로 긴 시간동안 누적되며 진

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란 철저하게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자연은 동물 육종가가 아니며, 예정된 목적이 생물의 역사를 규제하지 않는다(최재천, 

2012b:69). 다윈이 잘 기술했듯이, “자연선택이 필연적으로 절대적인 완벽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정된 능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한, 절대적인 완벽성은 

찾아볼 수가 없다”(다윈, 2021[1859]: 296-297). 그러므로 진화란 진보(progress)가 아닌 변화

(change)로 이해해야 한다.“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진보를 향한 내재적인 경향 같은 것은 없

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네(1874년 다윈의 서신. 굴드, 2013[1996]에서 재인용).”

(2) 진화가 가능한 조건, 반본질주의

자연선택을 위해 반드시 선행적으로 필요한 동력은 변이(variation)이다. 변이는 철학적으

로 본질주의(essentialism)를 배격하는 방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장대익, 

2018:213). 자연세계가 뚜렷한 경계를 갖고 고유한 본질적인 속성에 의해 구분된다는 생각은 

생명이 진화한다는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신 변이라는 특수하고 우연적 사건이 

보다 더 확고한 현실로서 가치를 부여받는다(굴드, 2013[1996]:62-67). 생명체라는 것은 무언

가 달라지는 것이다. 종 분화가 일어나려면 개체군이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이질적이어야 

하지만, 본질주의처럼 뚜렷한 고유의 속성이 있다면 종 분화는 일어날 수 없다. 

생물학에서 진화는 종이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변화를 거쳐 새로운 종으로 분화하는 대진

화(macro-evolution)와, 시간에 따라 개체군 유전자 빈도가 변화하고 세대를 거듭하여 개체

의 행태, 생리, 행동 등에 변화가 일어나는 소진화(micro-evolution)가 있다. 소진화는 계속 



일어나 개체의 유전자군은 계속 변화하므로 대진화를 진화의 전부로 생각하여 진화가 멈췄

다는 견해는 성립하지 않는다(최재천, 2012:30-31).  이런 관점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종들이 

본질적인 특성을 통해 불변하는 명확한 차이를 바탕으로 주조된 생명체의 위계적인 위치는 

진화론에서 그 경계가 흐려진다. 변이는 “더 이상 중심으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중심 

그 자체(장대익, 2009:7).”이고, 완벽함의 모방인 자연세계에서 이데아라는 본질이 더 위대

한 가치였던 플라톤의 세계관에 기여하지 않는다(굴드, 2013[1996]:62-67).

(3) 변이의 속성에 내재된 우연성

자연선택의 조건인 변이(variation)은 우연성의 영역이다. 국지적인 환경에 유리한 변이는 

보존되고 유해한 변이가 배제되는 자연선택의 과정이 가능한 이유는 변이의 속성 때문이다. 

변이와 자연선택은 서로 독립적이면서 국지적으로 마주치는 확률과정(stochastic process)이

고, 단지 개별 개체들 사이의 상대적 관계만을 규정하기 때문에 환경과 유기체 사이의 모든 

관계가 동시에 일관된 법칙으로 존재할 수 없다. 기존 과학적 체계가 차이들을 고정해서 환

원이 가능한 하나의 종을 구축했다면, 다윈은 유동하는 차이를 그대로 관측하고 결과를 측

정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따라서 자연선택과 변이는 인과성을 분기시키는 불확정성의 원

리에 가깝다(노승미, 2020:222, 233).

우연성의 지점은 생물학의 창발적 속성을 고려하는 지점과도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다. 

마이어(Ernst Walter Mayr, 1904~2005)는 생물학은 체계를 속성들의 조직화로 간주하여 더 

낮은 것들의 속성들로 환원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원자에서 분자

로, 세포소 기관으로, 세포로, 조직으로, 기관으로, 개체가 되는 과정에 존재하는 창발의 빈

도와 예측할 수 없는 속성의 출현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물학은 존재론적

으로 환원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법칙에 근거를 둔 학문이 될 수 없다(마이어, 

2005[2005]: 108-111). 

“이론적 환원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생물학적 용어들과 개념들의 번역 불가능성

뿐 아니라 생물학적 일반화들이 물리학이나 화학의 법칙과 거의 연결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한 가지 특별한 어려움은 복잡한 생물학적 체계들과 관련된 법칙이 희소

하다는 데 있다(마이어, 2005[2005]:111).”

3) 공명지점의 해석

진화론을 통해 검토한 무목적성, 반본질주의, 우연성과 같은 속성들은 사회적 변화와 다

양성에 대한 포용의 세계를 지지할 수 있다. 진화는 특정한 목적을 전제로 두지 않는다. 이

는 가치 일원론적 관념에 빠지지 않는 것은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지지한다. 반본질주의는 



어떠한 고정된 본질로만 생명체를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는 곧 유동성에 대한 긍정

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들의 오류화가 아닌, 본질 그 자체를 해체하는 

과정이다. 또한 우연성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상을 알려준다. 편향적인 미래에 대한 상상으

로 얼마나 많은 것을 예외이자 잘못된 것으로 치부해왔는가? 그러므로 다윈의 진화론은 고

정된 세계관이 아닌 차이들이 유동하면서 우연적인 속성들을 배제하지 않는 세계관을 통해 

다채로운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실재의 층화와 지식

다윈의 진화론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공명지점임을 확인했다면, 좀 더 구체적인 이론

틀로 해석하고자 한다. 자연적 조건을 긍정하면서도 사회적 변화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

는 두 영역을 포괄하고자 했던 로이 바스카의 비판적 실재론이 분석틀이 된다. 비판적 실재

론의 핵심 논자로 불리는 로이 바스카(Ram Roy Bhaskar, 1944~2014)는 존재론(ontology), 즉 

실재하는 세계에 관한 논의의 부재가 과학에 대한 객관성, 협약성과 같은 논쟁의 원인으로 

기인했다고 진단한다(바스카, 2021[2017]:40-41). 비판적 실재론은 비판적 자연주의(critical 

naturalism)과 초월적 실재론(transcendental realism)의 합성어이다. 이 중 비판적 자연주의는 

과학의 협약적인 성격에 대해 동의하며 실증주의와 경험주의적 연구로 자연과 사회를 설명

하려는 시도에 비판적이다. 하지만 자연과 사회를 탐구하는 방법론은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려고 한다. 따라서 실험과 이론이 모두 인간의 생산물이며 그런 의미에서 둘 모두 

‘주관적’이지만, 이것과 독립되어 있는 객관적 실재 자체가 세계에 존재한다는 견해를 바

탕으로 실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집중한다(이기홍, 2019:147). 초월적 실재론은 초

월적 실재론은 자연적 구조이든, 사회적 구조이든 인식과 해석으로부터 독립적이라는 것. 

실재는 초월적이지만 언제나 인식과 해석의 대상이며, 그 인식과 해석은 실재에 반작용함으

로서 그것을 변화킨다는 것이다(서영표, 2022: 114)

인간이 경험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가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실재들’이 존재하고, 실재

들이 자체의 고유한 성질에 따라 운동한 결과로 ‘사건’을 산출함을 논증하기 위해, 존재

를 세 영역인 실재적(real) 영역, 현실적(actual) 영역, 경험적(empirical) 영역으로 구분한다. 

(바스카, 2021[2017]:47). 세계에 존재하는 객체들은 고유한 속성과 인과적 힘의 작동에 의해 

운동하지만(실재적 영역), 다른 객체들과의 상호작용과 간섭에 의해 그 운동이 촉진되기도 

하고 저지되기도 함으로써 특정의 상태나 사건들을 발생시키게 되며(현실적 영역), 그렇게 

발생된 상태나 사건들의 일부가 인간에게 경험되는 것이다(경험적 영역)(이기홍, 2019:153). 

이처럼 자연은 다양한 영역이 중층적으로 작용하고, 표층적 영역에서 얻은 자료를 통해 자



연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경험적 사실을 발견하는 것을 넘어, 지식과 

독립된 객체와 과정이 있고, 과학자들은 이론과 실험을 통해 이를 찾아내려는 것이다(벤턴․
크레이브, 2021[2014]:212).

2)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실천의 가능성 – 두 가지 차원

존재의 층화 분석에서 경험적 영역을 넘어 사건을 발생시킨 원인을 밝히는 활동이 과학이

다. 인간의 감각을 통해 얻은 자료를 실재에 관한 진술로 환원한다고 해도 실재에 대해 말

해주는 것은 아니다. 경험은 세계에 존재하는 객체 그 자체가 아닌 실재의 운동 결과에 대

한 인간의 지각이므로, 주관적 주체인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경험을 만드는 객관적 

대상과 상호작용하여 생산하는 주관적 구성물이다. 실재가 있어도 인지적 개념화가 없이는 

인식할 수 없다(서영표, 2022:115). 바스카는 두 영역이 공존할 수 있음을 논증하기 위해 자

동적 차원(intransitive dimension)과 타동적 차원(transitive dimension)을 구별한다(바스카, 

2021[2017]: 43). 자동적 차원은 지식의 대상이 인간의 활동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인

간이 실험적 실천을 할 수 있는 조건이며 탐구자의 활동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차원이다. 타

동적 차원은 자동적 차원을 인간의 사유 속에서 재생산 또는 재구성한 ‘사유 속의 대상’

이다. 그러므로 타동적 차원은 인간의 탐구 및 사유 능력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벤턴·크레

이브, 2021[2010]). 자동적, 타동적 차원의 구분은 세계에 존재하는 그대로의 객체와, 그대로

의 객체를 대상으로 인간이 알아낸 객체를 ‘상식적으로’ 구별하여, 과학에 대한 진전된 

견해를 제공한다(이기홍, 2019:149).

인간이 만들어낸 설명과 독립되어 있는 실재가 존재한다는 논증 방식은, 모든 이론이 오

류의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인간이 해방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콜리어, 2010[1994]:37). 과학 이론들이 서로 다른 타동적 객체를 갖고 있지만, 서

로 다르지 않은, 같은 세계를 대상으로 과학을 실천한다. 왜냐하면 같은 세계, 즉 자동적 객

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양한 이론들이 서로 경쟁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동적 차원에 대해 지식을 주조하려는 실천이 없으면 과학적이라고 할 수 없다(콜

리어, 2010[1994]:85-86).

비판적 실재론이 자연적 조건, 즉 실재의 영역을 긍정하면서도 그것을 개념화하고 실재의 

층위 구분을 통해 실증적, 경험적 접근이 온전한 실재에 대한 접근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한

다. 그러면서도 실재에 대한 층위를 구분하여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알아내려는 실천마저 

해체시키지 않는다. 세계는 오직 담론으로 구성되지 않으며, 그렇다고 실증주의적이고 경험

주의적 연구방법이 전체 세계를 그대로 드러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즉 존재론적 실재론과 

인식론적 상대주의를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3) 방법론적 다원주의를 지향하며

진화론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영역을 공명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적 실재론의 이론적 

틀로 재구성한다면, 자연과학의 영역을 긍정하며 사회과학의 실천영역도 포괄하는 설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간의 생물적 조건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포섭되지 않는 

사회적 맥락의 가능성을 인지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을 유효하게 만든다.

이분법의 갈등을 상쇄할 수 있는 첫 걸음으로 진화론을 제시한다면, 그리고 비판적 실재

론의 틀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실천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필자는 한 가지를 더 제안하

고자 한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접목의 필요성은 기후변화라는 현실을 대응하기 위한 작

업 전초이기도 하다는 점이라고 이미 설명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는 다양한 학문분과들 사

이의 공동의 작업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으며, 그것을 체험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

영될 때에만 극복방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서영표, 2022:117). 본 문제의식을 통해 방법

론적 다원주의가 분야별 지식들이 서로 논쟁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방식으로 유효하다는 

것이다. 

윌슨이 사회생물학을 통해 존재론적 환원주의를 시도했지만 선언적인 성격에 머무르고 있

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엄밀한 학문이라 불리는 물리학에서조차 통일과학은 이루어진 적

이 없고, 과학 연구 방법상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일부로 전체를 설명하려

는 환원주의는 불가능하다(장하석, 2015:165). 현대과학에서 절대적인 지식이란 없으며 지식

을 가장 효과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방향의 지식을 추구할 수 있다(같은 책: 378). 과학 연구는 각자의 

영역에서 이론을 제시하고 검증한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분야에서 충돌하는 이론들은 

인식론적으로 유효한 결론을 얻기 위해 당연히 해소되어야 한다. 학문 간의 불일치가 협동 

연구를 통해 해소되는 것, 정합성을 지키는 한 다원주의적 과학이 생산적인 것은 논란의 여

지가 없다(이상욱, 2018). 

사회학과 생물학이 말하는 영역들은 분명히 충돌하는 지점이 있었고, 그로 인해 사회학은 

생물학에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과학 영역끼리의 검증과 달리, 발표문에서 제시한 양 진영

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며 어떤 학문이 근본인가에 대한 의식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해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발표문의 주제를 벗어난다. 다만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자연과 사회의 분리의 근대적 세계관의 기획과 맞물려 있다면, 자연과 사회 두 지점을 다윈

이 진화론이 공명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따라서 발표자는 여전히 작

동하는 이분법을 비판하고, 자연과 사회의 분리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분리를 문제로 삼



았다. 그리고 두 영역의 반목을 지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례로 진화론을 검토했다. 진

화론과 연관된 분야인 사회진화론, 우생학, 사회생물학 등은 자연과 사회의 분리에 따른 이

원론의 접근에서 도출된 논쟁이었다. 하지만 본래 진화론에 내포된 무목적성, 반본질주의, 

우연성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서로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사례로 검토할 수 있다. 사회학

은 생물학을 경계하고 있었지만, 생물학은 시간성을 도입하여 생명체를 설명하려는 역사 과

학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진화의 우연적 속성과 세포 수준에서 개체에 이르기까지 발생하

는 창발적 속성마저 환원시키진 않는다. 

이분법을 비판하고 둘의 반목을 지양하기 위한 시도는 비판적 실재론을 통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둘 모두가 지식으로서의 실천 가능성을 확인했다. 실재가 층화되어 있고, 과학적 

실천이 경험적 수준에서 얻어진 자료를 통해 실재를 알아가려는 작업이라는 것은 어떤 학문

의 위계를 가정하지 않는다. 이런 해석은 방법론적 다원주의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자연과

학 분야에서도 통일된 지식과 완결된 지식은 없으며, 한 분야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식

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지식이 문제 해결을 위해 뒷문이 아닌 합의의 장으로 들여

올 수 있는 방법으로 방법론적 다원주의는 유효할 것이다.

그리고 이원론을 지양하고 방법론적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기후변화의 원인과 대응이 

온실가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담론 내에서만 분석될 수 있는 지점을 지양한다. 비록 현

실적으로 어렵고 불가피한 것이라는 다양한 쟁점들이 포진하고 있다. 현재의 자본주의적 경

제체제가 만들어내는 소비문화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기후변화를 가속화

하고 있음에도 해당 생활방식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자연은 도

구가 인간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연적 한계를 주장하는 생태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들어와야 한다. 그렇다면 다시 인간의 자연적 한계를 지닌 ‘생명의 나무(tree of life)’의 

가지에 매달린 하나의 존재라는 점을 환기하게 한다. 그럼에도 인간의 영역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인 실천이라는 점은 여러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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