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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윤 선 희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근대 이후 계몽 철학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여성은 포함
되지 않았다. 남성 중심의 사회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여성과 남성은 생물학적
으로 다르다’고 주장해왔으며, 근대 과학이 이 주장에 근거를 제공해 왔다. 여성과 
남성은 선천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역할을 맡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이
처럼 계몽 철학의 맥락에서 볼 때 ‘차이’는 ‘차별’을 의미했기 때문에 페미니즘은 
오랫동안 이런 상황을 비판하며 남녀의 차이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 
학습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
은 과거의 성차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근본적인 성차가 있다는 주장
의 근거가 된 ‘과학적 사실’이 실제로는 오류가 있었거나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
은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뇌의 성차’를 근거로 남녀의 능력이나 
성향 차이를 설명하는 담론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뇌 영상 이미지가 뇌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최근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과학이 만들어내는 ‘과학적 사실’은 대중의 영역에서 큰 설득력을 갖는다. 따
라서 성차 연구의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한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은 신경과학 
분야의 성차 연구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신경과학 분야의 성차 담론들을 중심으로, 과학 담론이 형성되고 변
화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페미니즘 안의 성차 담론들
을 살펴본 후, ‘성차’를 다룬 fMRI 연구 논문과 신경과학 리뷰 논문, 뇌과학 대중
서, 그리고 뇌과학 대중서에 대한 언론 기사와 네티즌 리뷰를 분석했다. 그리고 분
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담론을 만드는 주체와 주체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담론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주체의 인식도 담론도 변화한다는 의미에서 ‘주
체와 담론의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먼저, 페미니즘 안에서의 성차 담론들을 분석한 결과,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
들이 페미니즘 담론 안에서 ‘성차 연구’를 분석했음을 알 수 있었다. 페미니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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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담론들도 다양하지만, 페미니즘 담론 안에서 ‘성차’를 인정하는 것은 민감한 문
제이며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생물학적 성차’마저 부정하기도 한다. 이런 페미니즘
의 맥락과 과거의 성차 연구들에 오류가 있었다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페미니스
트 과학기술학자들은 ‘생물학적 성차’가 있다는 과학 연구 결과를 비판적으로 받아
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신경과학 분야에서도 젠더 고정관념이 ‘성차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만드는데 반영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과학적 사실’이 다시 젠더 고
정관념을 강화한다는 ‘뉴로섹시즘(neurosexism)’ 현상에 대한 이들의 분석은 페미
니즘 담론들의 영향을 잘 보여준다.
  4장과 5장은 각각 fMRI 연구 논문들과 신경과학 리뷰 논문들을 분석함으로써, 
과학의 영역에서 여러 성차 담론들이 ‘과학적 사실’을 만들고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즉, ‘과학적 사실’을 만들고 해석하는데 젠더 고정관념
뿐만 아니라 페미니즘 담론을 포함한 여러 담론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과학의 영역에서도 연구자가 접한 담론이 연구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 영향
이 연구 결과에 반영되어 다양한 수준의 담론들을 만든다는 점, 그리고 여러 담론
들이 상호작용하며 담론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페미니즘 
담론처럼 ‘가치’에 기반을 둔 담론이 과학의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담론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일부 리뷰 논문은 페미니즘 담론과 진화론 담론의 영향을 더 직접적
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젠더 연구의 영향을 받은 리뷰 논문 두 편은 페미니
즘 담론의 영향을 받아 ‘뇌의 생물학’이 사회 경험과 분리되지 않는다고 제안했으
며, 이 리뷰 논문들이 다시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 연구에 인용되었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점은 페미니즘, 진화론, 과학기술학, 신경과학 분야에서 성차 담론
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6장과 7장은 대중의 영역에서 신경과학 연구 결과가 왜곡되고, 왜곡된 성차 담
론이 확산되고, 다시 이 담론이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남녀가 선천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뇌과학 대중서들은 신경과학 연구 결과 등을 편향되게 인용하
거나 왜곡함으로써 ‘성차 담론’을 왜곡하고 있었다. 이는 주체가 자신이 접한 여러 
담론들을 의식하지만, 자신의 ‘믿음’에 비추어 ‘과학적 사실’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
음을 의미한다. 즉, 특정 담론의 영향이 강할 경우 주체는 ‘사실’을 왜곡하여 받아
들이기도 하며, 그 결과 왜곡된 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여겨지면 왜곡된 담론도 힘을 얻는다. 언론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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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은 ‘전문가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근본적인 성차가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여기고, 대중서가 제시한 ‘왜곡된 성차 담론’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기
존 뇌과학 대중서들의 주장을 ‘과학적 근거’로 반박한 코델리아 파인의 책이 번역
되어 출판되면서 성차 담론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언론도 대중도 파인의 책
이 설득력 있다고 여겼으며, 일부 네티즌은 파인의 책에 설득당해 ‘성차’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페미니즘 담론의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동
시에 실천적인 방향으로의 담론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성차 연구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담은 페미니즘 담론이 과학의 
영역과 대중의 영역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담론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
을 보여주었다. 특히 대중의 영역에서는 ‘과학적 근거’라고 여겨지면 왜곡된 담론
도 힘을 얻는다는 점, 그리고 이 왜곡된 담론의 변화에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페미
니즘 담론 같은 특정 가치를 담은 담론이 ‘주체와 담론의 상호작용’을 통해 과학과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런 결론을 바탕으로 과학과 사회를 이해하고 변화시키는데 
‘가치’의 문제가 중요하며, 세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가
치’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제안은 ‘더 나은 세계’를 만들
기 위해 ‘책임과 윤리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최근 페미니스트 과학기술
학의 흐름에 부합하며,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기획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나는 ‘인식론과 존재론, 윤리의 문제’를 분리할 수 없다고 제안하는 바라드(2007)
의 행위적 실재론이 ‘지식, 현상, 가치의 문제’가 서로 얽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
석했다. 긍정적인 가치를 담은 지식이 긍정적인 담론을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사
람들의 인식과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분
석 결과 또한 주체의 인식, 담론, 가치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으며, ‘담론’의 변화가 
만들 수 있는 과학과 사회의 변화에서 ‘가치’의 문제가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 주요어: 과학 담론, 성차, 신경과학, 페미니즘, 담론의 변화, 가치의 문제, 주체
와 담론의 상호작용 

■ 학번: 2006-3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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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근대 이후 계몽 철학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여성’은 
포함되지 않았다. 남성 중심의 사회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여성과 남성은 생
물학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해왔으며, 근대 과학이 이 주장에 근거를 제공해 왔다. 
여성과 남성은 각각 잘하는 분야가 다르며, 이는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사회 질서가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본질적이라는 믿음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
은 보통 당대의 새로운 과학이다. 19세기에는 골상학이나 두개골학이, 20세기에는 
사회생물학과 성호르몬 연구가 여성과 남성이 다르다는 주장에 근거를 제공했다. 
골상학과 두개골학은 이미 과학 공동체가 그 실효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
고,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회생물학과 진화심리학도 일부에서 
비판받고 있다. 그렇더라도 이미 과학의 권위는 사람들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 
후이고, 한번 대중에게 미친 영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더욱이 이전의 과학적 
근거를 반박하더라도, 다시 등장한 새로운 과학은 새로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성과 남성에 대한 기존의 믿음을 세련된 방법으로 강화시킨다. 
  페미니즘은 오랫동안 이런 상황을 비판하며, ‘차이’가 타고난 것이 아니라 경험
에 의해 학습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여성을 배제했던 계몽 철학의 맥락에서 볼 
때 ‘차이’는 ‘차별’을 의미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페미니즘
은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해야 했다. 특히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페
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은 과거의 성차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남녀의 
차이가 본질적’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된 ‘과학적 사실’이 실제로는 오류가 있었거
나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이런 페미니즘의 담론은 사회
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 20세기 중후반에는 진보적인 학자들이 ‘성차가 본질적’
이라는 주장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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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최근에는 ‘남녀의 뇌가 선천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남녀의 능력이
나 성향이 다르다는 담론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신경과학이 만들어내는 ‘과학적 
사실’은 대중의 영역에서 큰 설득력을 갖는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인간의 본성, 
마음, 행동 등에 관심을 가져 왔는데, 최근에 인간의 몸에서 ‘뇌’가 하는 역할이 강
조되면서 과학자들은 인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살아있는 뇌’를 관찰하게 되었
다. 여러 새로운 뇌 영상 기술들이 ‘뇌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미지들은 인간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듯했다. 하지만 새롭게 개발된 뇌 
영상 기술들이 인간의 뇌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은 아니며, 최근
에는 여러 학자들이 뇌 영상 연구가 우리 문화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포착해 냈
다. 
  이 중 fMRI(기능성 자기공명영상,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는 오늘날 뇌 활동을 측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지만, 신경과학계 내에서도 
‘fMRI가 측정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Baars & Gage, 
2010). 또한 여러 과학기술학자들이 fMRI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과학기술학자인 홍성욱은 fMRI 뇌 영상 기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러 신경과
학 리뷰 논문들을 소개했다. fMRI가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낸다는 논
의, 연구자들이 fMRI 영상을 과도하게 해석한다는 논의 등이 이에 속한다. 전자를 
다룬 논문의 저자들은 fMRI가 “수 초 동안 뇌의 국소 영역에서 일어나는 신경 활
동을 평균화한 신호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추정에만 유용”하며, “연구자들이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후자를 다룬 논문
의 저자는 뇌 영역이 더 많은 신호를 보내면서 활성화되기도 하지만 신호를 적게 
보내거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활성화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fMRI를 통
해 뇌의 활성화된 부위를 알아내더라도, 그 부위가 왜 활성화되는지 또는 “뇌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홍성욱, 
2010b: 330-332). 
  더 나아가 죽은 연어의 뇌를 fMRI로 찍었더니 뇌의 특정 부분이 활성화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 연구 결과는 논문으로 출판되지는 않았지만 포스터 발표 후 미디
어의 관심을 받았다. 홍성욱은 이런 연구 결과가 fMRI 연구들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fMRI 영상을 얻는 과정에서 거짓 데이터나 오류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에 연구자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이야기했다(홍성욱, 2010b: 333). 



- 3 -

  인지신경과학자인 라즈는 fMRI의 단점 중 하나가 역추론(reverse inferences)이
라는 인지신경과학자들의 지적을 소개했다. 역추론은 뇌 영역의 활성화에서 특정 
심리 상태를 추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불안(anxiety)한 감정을 느끼면 편도체
의 fMRI 신호가 변화하지만, 강렬한 냄새와 성적인 이미지 자극 등도 이런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fMRI로 측정한 결과 편도체가 활성화되었다고 해서 피험자가 특
정 심리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즈는 역추론이 특정 상황에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분석에 의하면 수많은 역추론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이
야기했다. 그러나 사회인지신경과학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는 이런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역추론을 많이 사용한다(Raz, 2012). 
  게다가 누적된 연구는 특정 방향으로의 출판을 추동한다. 예를 들어, 과학 문헌
에는 ‘편도체와 평온(tranquility)’보다 ‘편도체와 불안(anxiety)’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인용되는데, 이는 “불안과 편도체 활동 사이의 연관을 조사한 30년 동안의 
연구”가 반영된 결과이며, 최근에야 연구자들은 긍정적인 감정에 대해 편도체가 어
떤 역할을 하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편도체에 국소화된 fMRI 신호 변화
가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낸다고 추론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이 라즈의 견해이다
(Raz, 2012: 267). 
  라즈는 더 나아가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신경과학자도 fMRI 이미지에 빠져들어 
뇌 영상 기술의 한계를 간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는 스캐너 안에 있는 
사람의 경험을 좁은 범위에서만 잡아낼 수 있으며, 스캐너 안에서의 피험자의 자세
에 따라 실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fMRI는 뇌의 대규모 활동만 발견할 
수 있으며, 미묘한 국소적 효과(local effects)를 일반화하려면 추측에 의존해야 한
다. 이를 두고 라즈는 “미묘한 신경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fMRI를 사용하는 것은 
물방울의 속성을 알기 위해 해류를 관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유했다. 게다가 
fMRI는 시간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뇌의 어디에서 뭔가가 일어나는지를 안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신경 활동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사용되기는 어렵
다는 한계가 있다. 라즈는 fMRI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통계 기법이 사용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MRI가 “인지 과정과 뇌의 활동 사이의 연관성
을 밝히는데” 한계를 갖는다고 평가했다(Raz, 2012: 268).
  그렇다고 해서 라즈가 fMRI 연구의 유용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대부
분의 신경과학자들이 이미지 처리를 조작하는 식으로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르지는 
않으며, fMRI 영상이 개인의 심리 상태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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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목적으로 뇌 영상을 사용하는 것이 나쁜 과학(poor science)이라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az, 2012: 270).
  이처럼 과학기술학자들은 fMRI 연구 자체가 의미 없다고 평가하지는 않았지만, 
fMRI 이미지가 뇌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준다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
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신경과학자들 역시 이 견해에 일부 동의한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신경과학자들은 fMRI 등 뇌 영상 기술을 사용하여 우리의 뇌
와 마음, 인지, 행동 등을 설명하고 있고, 사람들은 뇌 이미지를 사용한 설명을 신
뢰한다. 성차 연구도 이에 포함되며, 신경과학에서의 성차 연구 결과는 대중의 영
역으로 확산된다. 여성과 남성의 역할 구분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진 현대 사회에서
도 ‘여성성과 남성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담론은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최근에는 신경과학의 이름을 빌어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본질적이라고 주장하
는 책들이 널리 읽히고 있다. 
  따라서 성차 연구의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한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은 성차
에 대한 고정관념이 신경과학 연구 결과에 반영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과학적 사실
이 다시 성차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킨다며, 신경과학에서의 ‘뉴로섹시즘
(neurosexism)’ 현상을 비판했다. 성차에 대한 고정관념이 fMRI 연구 등 신경과학 
연구 결과에 반영된다는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의 분석은 여러 사회적 요소가 
‘과학적 사실’이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구성주의의 통찰을 잘 반영하
고 있다. 또한 이들이 지적한대로 성차에 대한 고정관념을 담은 ‘과학적 사실’이 
다시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근대 이후 ‘과학’이 갖는 권위를 고려
했을 때 새삼스럽지 않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차가 있는지 없는지, 성차의 원인이 생물학
인지 환경인지 등 신경과학에서 성차에 대한 담론이 나타나는 층위는 다양하며, 신
경과학도 페미니즘, 진화론 등 여러 요소들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렇게 여러 요소들이 ‘성차에 대한 지식’이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미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과학지식은 ‘권위’를 갖고 다시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사람
들의 고정관념과 함께 페미니즘의 통찰이 신경과학 분야의 성차 연구에 어떤 영향
을 미쳤는지, 이 성차 연구들이 대중의 영역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과
학 담론(scientific discourse)’의 성격에 대해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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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신경과학이 만드는 성차 담론에 초점을 맞춰, 과학 담
론이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페미니즘과 신경과학, 그
리고 이들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라는 영역들에서 ‘성차 담론들’이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 그리고 이 담론들이 주체의 인식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본 논문의 분석을 사례로 ‘주체와 담론의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과학과 사회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제안하려 한다.

  본 논문이 제기하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차 연구‘에 대한 페미니즘의 통찰이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특히 뉴로
섹시즘 현상에 대한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의 분석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
미가 있는가?
  둘째, 신경과학 분야, 특히 fMRI 연구에서 ‘성차’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이 연구 
결과를 만들고 해석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즉, 페미니즘이나 진화론 등 연
구자가 접한 ‘담론’이 ‘과학적 사실’을 만들고 이를 이해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
  셋째, ‘성차에 대한 과학적 사실’이 뇌과학 대중서에서 어떻게 인용되고 있는가? 
  넷째, 뇌과학 대중서가 만드는 ‘성차 담론’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확대ㆍ재생
산되고 있는가? 이 담론이 변화할 가능성은 없는가?

2. 연구 자료와 방법론

  본 논문은 페미니즘, 신경과학 분야 연구 논문 및 리뷰 논문, 뇌과학 대중서, 뇌
과학 대중서에 대한 언론과 대중의 반응을 중심으로 성차 담론들을 분석했다. 본 
논문의 주요 분석 대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나는 fMRI 연구 논문들을 분석하기 위해 <Web of Science>에서 “sex 
differences” 또는 “gender differences”라는 단어가 제목에 포함된 fMRI 논문을 
검색했다.1) 2000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의 논문 중, <주제: fMRI (and) 제목: 

1) <Web of Science> : http://webofknowledge.com/WOS (2013년 8월 26일 검색.)



- 6 -

sex differences>로 102편의 논문을, <주제: fMRI (and) 제목: gender 
differences>로 60편의 논문을 검색했다. 이 중 리뷰 논문(review papers)을 제외
한 연구 논문(original papers) 중, 대중 담론에서 흔히 얘기되는 언어 능력, 공간 
능력,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 감정 등에 대한 성차를 다룬 연구들을 중심으로 85
편의 논문들을 분석했다.2) 그리고 연구 논문에서 만드는 ‘성차에 대한 과학적 사
실’이 리뷰 논문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성차’ 문제를 다룬 (fMRI
를 포함한) 12편의 신경과학 리뷰 논문들을 분석했다. 
  다음으로, 신경과학에서 만드는 ‘성차에 대한 과학적 사실’이 대중의 영역에서 
어떻게 과장되고 왜곡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국내에 번역된 뇌 과학 대중서들과 이
에 대한 신문 기사, 그리고 네티즌들의 반응을 분석했다. 내가 분석한 뇌과학 대중
서는 다음과 같다.

- 카트린 비달, 김성희 옮김(2008), 『남자와 여자의 뇌는 같을까？』, 서울 : 황금가
지.

- 사이먼 배런코언, 김혜리ㆍ이승복 옮김(2007), 『그 남자의 뇌, 그 여자의 뇌 : 뇌
과학과 심리 실험으로 알아보는 남녀의 근본적 차이』, 서울 : 바다출판사.

- 루안 브리젠딘, 임옥희 옮김(2007), 『여자의 뇌, 여자의 발견』, 서울 : 웅진씽크
빅.

- 루안 브리젠딘, 황혜숙 옮김(2010), 『남자의 뇌, 남자의 발견 : 무엇이 남자의 심
리와 행동을 지배하는가』, 서울 : 리더스북 : 웅진씽크빅. 

- 앤 무어, 데이비드 제슬, 곽윤정 옮김(2009), 『브레인 섹스』, 서울 : 북스넛.
- 수전 핀커, 하정희 옮김(2011), 『성의 패러독스』, 원주 : 숲속여우비.
- 모나 리자 슐츠, 유혜경 옮김(2006), 『여자의 영혼은 뇌에서 길들여진다』, 서울 : 

애플트리태일즈.
- 마이클 거리언,  이지현ㆍ서소연 옮김(2012), 『남자아이의 뇌 여자아이의 뇌』, 

21세기북스.

  이에 더해 ‘왜곡된 성차 담론’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기 위해 나는 이 번역서들을 
소개한 언론 기사를 찾아서 분석했으며, 이 책들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Naver>에서 책에 대한 네티즌 리뷰를 검색해서 분석했다. 더 나아가 긍정

2) 여기에는 발표문도 소수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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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방향으로의 담론 변화의 가능성을 보기 위해, 2014년에 번역되어 출판된 코
델리아 파인의 『젠더, 만들어진 성』에 대한 언론 기사와 네티즌 리뷰를 분석했다.

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성차 담론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것이다. 2장에
서는 이러한 분석이 이론적으로 어떻게 개념화될 수 있는지 제안하고, 3장에서는 
성차 연구의 역사에 대한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의 분석을 소개한다. 4장에서
는 성차를 조사한 fMRI 연구 논문들을 분석할 것이며, 5장에서는 신경과학 성차 
연구들을 리뷰한 리뷰 논문들을 분석한다. 6장에서 ‘뇌’로 성차를 설명한 뇌과학 
대중서들을 분석한 후, 7장에서는 대중서가 만든 성차 담론들이 대중의 영역에서 
확산되는 양상을 살펴본다. 그리고 8장에서 본 논문을 요약한 후, 본 논문의 분석 
결과가 과학과 사회에 함의하는 바를 제시할 것이다.
  2장은 ‘과학기술과 사회’에 대한 과학기술학과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논의들
을 소개한 후, ‘주체와 담론의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려 한다. 주체는 담론
을 만드는 동시에 담론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성차 담론’의 역사는 주체와 담
론의 상호작용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다. 나는 담론을 만드는 주체와 주체의 인식
에 영향을 미치는 담론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주체의 인식도 담론도 변화한다는 의
미에서 ‘주체와 담론의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을 제안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개념이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기획을 확장하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할 것
이다.
  3장은 페미니즘의 맥락에서 ‘성차’에 대해 여러 담론 주체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왔는지 살펴보려 한다. 여성의 열등함을 증명한다고 여겨졌던 과거의 
‘성차 연구’들은 20세기 이후 그 오류가 밝혀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페미니스트들은 성차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지하는 과학 연구 결과를 비판
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사람들의 인식이 성차에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 결과를 강조했으며, 성차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더라도 이 결과가 
‘남녀의 능력 차이’를 의미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페미니즘의 입장은 일
부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반영되기도 했다. 또한 페미니스트들은 성
차가 있다는 연구 결과, 특히 생물학적 요소가 성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 8 -

신중한 태도를 취했으며, 과학자가 조금이라도 젠더 고정관념을 보이는 것에 비판
적이었는데, 이런 점은 문화적 맥락에서 성차 연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페미니즘
의 통찰이 페미니즘 자체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장은 fMRI 연구 논문들을 분석함으로써, 과학의 영역에서 여러 성차 담론들이 
‘과학적 사실’을 만들고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 페미니
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은 신경과학 분야에서도 ‘성차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만드는
데 젠더 고정관념이 반영되며, 이렇게 만들어진 ‘과학적 사실’이 다시 젠더 고정관
념을 강화한다는 점을 ‘뉴로섹시즘’ 개념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담론’에 초점을 맞
춰 fMRI 성차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연구 결과를 만들고 해석하는데 젠더 고정관
념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의 통찰도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과학적 사실’을 만들고 해석하는데 페미니즘 담론을 포함한 여러 담론들이 영
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는 과학의 영역에서도 연구자가 접한 담론이 연구자의 인
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 영향이 연구 결과에 반영되어 다양한 수준의 담론들을 만
든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여러 담론들이 상호작용하며 담론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5장은 신경과학 리뷰 논문들을 분석함으로써 과학의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성차 
담론들이 생물학 담론과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을 받는 방식을 살펴보려 한다. 리뷰 
논문들은 연구 논문들과 비슷한 담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부 리뷰 논문은 페미니즘 담론과 진화론 담론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도 했다. 이런 점은 페미니즘, 진화론, 과학기술학, 신경과학 분야에서 성차 담론들
이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6장은 신경과학을 근거로 남녀가 선천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뇌과학 대중서
들을 분석함으로써 고정관념의 영향으로 대중서 저자들이 ‘성차 담론’을 왜곡한다
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 첫째, 대중서는 페미니즘을 의식하면서도 페미니즘 정신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 왜곡된 지식이 양성 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
고 있었다. 둘째, 뇌 영상 연구를 비롯한 신경과학 연구 등을 편향되게 인용하거나 
왜곡함으로써, 남녀 차이에 대한 편견을 재생산하고 있었다. 셋째, 진화심리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페미니스트 진화심리학자의 연구를 편향되게 인용함으로
써, 성차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었다. 
  7장은 대중서가 왜곡한 성차 담론이 대중의 영역에서 확산되는 양상과 다시 이 
왜곡된 담론이 ‘페미니즘 담론’으로 인해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려 한다. 6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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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뇌과학 대중서들은 ‘왜곡된 성차 담론’을 만들고 있었지만, 언론과 대중은 
‘전문가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근본적인 성차가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여기고 
책의 주장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기존 뇌과학 대중서들의 주장을 ‘과
학적 근거’로 반박한 코델리아 파인의 책이 번역되어 출판되면서 성차 담론에 변화
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언론도 대중도 파인의 책이 설득력 있다고 여겼으며, 일부 
네티즌은 파인의 책에 설득당해 ‘성차’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도 했다. 이는 페미니
즘 담론의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동시에 실천적인 방향으로의 담론 변화의 가
능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8장은 본 논문을 요약한 후, 본 논문의 분석이 함의하는 바를 제시
하려 한다. 특히 ‘주체와 담론의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이 페미니즘과 과학기술학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 개념과 본 논문의 분석이 함의하는 바가 
과학과 사회를 변화시킴으로써 ‘더 나은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페미니스트 과학기
술학의 기획에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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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근대 이후 과학은 거대한 권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과학은 객관성과 합리
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냈고, 근대인들은 과학 지식을 
‘진리’로 받아들였다. 과학자들은 자연세계를 충실히 반영하는 지식을 만드는 것처
럼 보였고, 따라서 근대과학이 만들어내는 지식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담고 있다고 
인정받았다. 과학지식은 정밀한 실험이나 엄격한 이론적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설득력을 갖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 사회적 요소가 끼어들 여지는 별로 없어 보였다. 예를 들어, 라카토슈 
같은 과학철학자는 내적 과학사를 중심으로 과학사를 서술해야 하며 외적 과학사
나 사회학적인 설명은 있더라도 그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블루어, 
2000[1976]). 이처럼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과학지식에 대한 믿음은 근대 이후의 사
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다.
  20세기 이후의 과학기술학은 과학에 대한 이런 이미지를 깸으로써, 과학과 사회
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세기 초의 과학기술학자들은 ‘사회 
안에 위치한 과학’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과학과 사회 모두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 후 1970년대 이후의 과학기술학자들은 과학 지식을 만드는
데 여러 사회적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들 사회구성주의자들
은 현대 사회에서 큰 힘을 갖고 있는 ‘과학적 사실’도 사람이 만든 것이니만큼 객
관적이지 않을 수 있고 역사적으로 변해왔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과학의 권위를 
기반으로 한 현대 사회의 지적 토대를 흔들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은 과학적 사실이 물질적 요소를 통해 구성되고, 이렇게 구성된 과학
적 사실이 힘을 얻는 메커니즘을 제시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과학을 기반으로 권
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려 했다. 이처럼 과학기술학은 ‘과학적 사실’이 만들
어지고 힘을 얻는 기제를 설명해 왔으며, 이를 통해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은 이런 과학기술학의 통찰에 ‘젠더 요소’를 고려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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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과학과 사회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초기의 페미니스트 과학
기술학자들은 과학의 남성중심성을 밝히고, 과학지식을 만드는데 ‘젠더 요소’가 영
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런 논의들을 기반으로 하여 하딩(Sandra 
Harding)은 과학지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자들의 삶의 관점’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해러웨이(Donna Haraway)와 와이즈먼(Judy Wajcman)은 여
성들이 권력에 관여하려면 과학기술을 만드는데 참여해야 한다며 여성들의 ‘실천’
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는 젠더 분석을 통해 편향되지 않은 새로운 지식을 만들자
는 제안을 의미하는 쉬빈저(Londa Schiebinger)의 ‘젠더 혁신’ 개념으로 연결되었
다. 더 나아가 바라드(Karen Barad, 2011)는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이 과학기술
학의 하위분야가 아니라 ‘더 나은 세계를 만들려는 독창적인 노력’이라고 그 의미
를 확장했다. 이런 흐름은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이 과학과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 
단순히 ‘젠더 요소’를 고려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과학과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기획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장에서는 ‘주체와 담론의 상호작용’이라는 본 논문의 핵심 개념과 본 논문의 분
석이 함의하는 바가 이러한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기획을 확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려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과학기술학과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이 
과학과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왔는지 설명한 후, ‘담론’에 초점을 맞
췄을 때 과학과 사회의 변화를 더 잘 인지할 수 있다고 제안할 것이다. 
  과학기술학의 통찰을 기반으로 ‘신경과학에서의 성차 연구’를 분석하면, 여러 가
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사회구성주의의 접근으로 이 주제를 다룬다면, 우리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에 신경과학자들의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이 반
영된다는 점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주제를 분석하고 있는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뉴로섹시즘(neurosexism)’으로 규정하여 잘 보
여주고 있다. 또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으로 이 주제를 다룬다면, 신경과학자들이 
여러 뇌 영상 기술들을 통해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뇌에 성차가 있다’는 결론으
로 구성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학적 사실’이 모두에게 똑같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접한 담론에 따라 같은 ‘과학적 사실’을 다르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사
람들의 인식이 변하면서 담론이 변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담론’에 초점을 
맞춰 과학의 영역에서, 그리고 대중의 영역에서 과학적 사실이 만들어지고 받아들
여지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주체와 담론의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을 전개하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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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역사적인 맥락에서 ‘성차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성차에 대한 주체의 인식
과 성차 담론이 상호작용하며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상정하는 ‘주체’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유한한 주체’이며, 본 논문에
서 상정하는 ‘담론’은 ‘상호작용하며 변화하는 다양한 층위의 담론’이다. 이 ‘주체’ 
개념과 ‘담론’ 개념을 사용하여, 나는 담론을 만드는 주체와 주체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담론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주체의 인식도 담론도 변화한다는 의미에서 ‘주
체와 담론의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을 제안할 것이다. 그리고 ‘성차 담론의 역사’를 
‘주체와 담론의 상호작용의 역사’로 보았을 때, 신경과학이 만들어내는 성차 담론
을 우리가 더 실천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본 논문이 만들어낼 ‘성차 담론’ 또한 
완성된 후에는 하나의 담론이 되어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다고 제안할 것이다.

1. 과학기술학, 과학과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근대사회에서 과학은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았으며, 과학은 ‘사회와는 다른 그 무
엇’이라고 인식되었다. 사회가 인간의 영역이라면, 과학은 ‘자연’을 설명하는 영역, 
즉 진리를 찾는 활동이라고 인정받은 것이다. 그러나 과학도 따지고 보면 ‘인간의 
활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 활동을 사회와 동떨어진 활동으로 본다면 과학지식
과 과학 활동의 성격을 왜곡하여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학은 과학과 사
회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과학지식의 성격과 사회에 대해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 
했다. 이 절에서는 과학기술학의 논의들을 살펴봄으로써, 과학과 사회에 대한 과학
기술학의 설명들이 어떤 함의를 갖는지 제시하겠다.

1.1. 과학과 사회에 대한 초기 과학기술학 논의들

  비엔나 학파를 중심으로 한 초기 과학철학자들은 과학의 객관성과 합리성에 대
한 믿음을 바탕으로 철학하는 방식을 바꾸려고 했으며, 내적 과학사를 연구하던 초
기 과학사학자들은 사회적 요소보다는 과학의 내적 요소로 과학의 발전을 설명하
려고 했다. 이와 달리, 과학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과학기술학자들은 과학
의 발전에 사회적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었는데, 이 소절에서는 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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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is Hessen), 머튼(Robert K. Merton), 플렉(Ludwik Fleck), 쿤(Thomas S. 
Kuhn)의 논의를 중심으로, 초기 과학기술학자들이 과학과 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과학의 발전에 영향을 준 사회적 요소

  헤센은 내적 과학사가 대세이던 시기에,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뉴턴시대 부르
주아지의 경제적 이해와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과학이 사회의 영
향을 받아 발전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뉴턴 시대는 봉건 시스템이 해체되고 상업 
자본과 공업이 출현하여 발전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경제 체제가 발전하
면서 해상 운송, 광업, 탄도학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들이 사회의 관심사가 되었
다. 헤센의 주장은 이런 기술적 문제들이 부르주아지의 관심사였으며, 이를 해결하
기 위한 물리지식이 『프린키피아』에 담겨 있다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당시에는 
유물론과 관념론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홉스의 유물론은 군주제와 대립하지 않으면
서 절대주의를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르주아지는 이를 싫어했다. 따라서 부르
주아지에게는 자신들을 대변하는 철학이 필요했고, 뉴턴 철학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이 헤센의 주장이다(Hessen, 1971[1931]). 이런 주장은 『프린키피아』를 과학 내
적인 발전의 결과로 이해한 당시 주류 과학사의 흐름에 배치되는 것이었다. 헤센의 
시각에서 과학은 지배 권력의 이해를 대변하고 반영하는 도구였고, 따라서 당시의 
시대적 요구가 과학에 투영되는 것은 당연했다. 그리고 이런 그의 시각은 ‘프롤레
타리아 혁명’에 성공한 소련의 학자라는 그의 위치가 반영된 것이었다. 
  헤센이 과학의 발전을 ‘사회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만 보았다면, 머튼은 과학 
발전에 과학 내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가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먼저, 
그는 ‘17세기 영국에서 근대 과학이 발전한 데에는 청교도주의가 큰 영향을 미쳤
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머튼 명제’로 알려져 있다. 청교도주의가 과학의 정당성에 
대한 기반을 실질적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과학의 제도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청교도주의는 신의 영광을 찬미하고 인류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한 가치
로 여겼는데, 이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과학이었다. 청교도주의의 가
치 안에서 과학이 사회와 신에 대한 봉사자로 자리 잡은 것이다. 청교도주의는 과
학에 대해 경외심을 갖도록 사회구조를 재형성했고, 그 영향으로 재능 있는 사람들
이 과학을 직업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이처럼 17세기에 종교는 사회의 지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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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었으며, 과학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머튼의 주장이다. 
  머튼이 과학 발전의 주요한 요소로 청교도주의를 지목했다면, 과학이 특정한 방
향으로 발전한 이유로는 그 시대의 경제적ㆍ군사적 필요를 꼽았다. 17세기 영국에
서는 광산업과 운송업이 주요 산업으로 떠올랐는데, 이 산업들이 발전하기 위해서
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했다. 그리고 당대의 과학 연구는 이 
기술적 과제들과 연관되어 수행되었다. 예를 들어, 광산의 배수나 환기, 통풍 등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체정역학이나 수정역학이 발전했으며, 운하 건설에 
필요했기 때문에 유체역학이 발전했다. 이런 경향은 군사 기술과 관련해서도 나타
났는데, 머튼은 당시의 역학이 화기 개량이나 탄도학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었다고 
기술했다(Merton, 1970[1938]). 
  이처럼 머튼은 17세기 영국 과학이 발전한 이유를 ‘청교도주의’에서 찾고, 과학
의 발전 방향에 경제적ㆍ군사적 요구가 반영되었음을 설득력 있게 보이면서도, 과
학 내적인 요소도 과학 발전에 관련이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다. 그럼으로써 머
튼은 극단적인 내적 과학사와 외적 과학사 중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과학의 발전을 설명하려 했다. 

과학자 사회에서 과학지식이 만들어지는 방식

  헤센과 머튼이 과학과 사회와의 관계를 폭넓게 다루었다면, 플렉과 쿤은 ‘과학자 
사회’에 초점을 맞추었다. 
  플렉은 ‘사고 스타일(thought style)’을 공유하는 ‘사고 집합체(thought 
collective)’가 과학적 사실을 만든다는 점을 ‘바서만 반응’의 발견 사례를 통해 보
여주었다. 플렉에 의하면, 바서만 반응은 ‘매독혈에 의해 매독이 발생한다’는 선관
념(pre-idea)에서 고안되었고, 바서만과 그의 동료들은 실험 도중 매독혈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매독 항원(antigens)을 발견하기 위해 실험했
으나, 결국 발견하게 된 것은 매독 항체였다. 플렉은 여기서, ‘항원에서 항체로’ 인
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였는지 정확히 알려
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는 바서만 반응이 바서만 개인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자연스럽게 발견되
었음을 의미한다. 과학적 사실이 임의의 개인이 아닌, 조직화된 집단에 의해 발견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플렉은 임의의 발견을 연구할 때 ‘개인적 관점’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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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점’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플렉에 의하면 과학에서의 발견은 
집단적인 노력의 산물이며, 따라서 사회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으며, 지식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것이다
(Fleck, 1979[1935]). 
  쿤은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과학자 사회가 문제풀이를 통해 과학지식을 쌓는 것
이 정상과학 기간의 과학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정상과학 기간에는 패러다임이 과
학자들에게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방법을 주고, 어떤 문제가 중요한지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중요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확신을 제공하고, 실험과 측정
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 기간에 과학자들은 정상과학의 기반이 되는 패러다임 안에
서 ‘퍼즐풀이’에 몰두하며, 이를 통해 패러다임을 점점 정교하게 만든다. 그러나 기
존의 패러다임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즉 변칙이 등장하면 정상과학은 위기를 맞
게 되고,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다. 과학혁명 기간 동
안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전의 패러다임과 경쟁하게 되며, 혁명이 완결되는 과정은 
“과학자 공동체 내에서 미래의 과학을 수행하는 가장 적합한 길을 찾으려는 갈등
에서 빚어지는 선택의 과정”이다. 이런 표현은 다윈의 자연선택 개념을 연상시키는
데, “우리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간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과학자와 과학도들을 
점점 더 진리에 가깝게 인도하고 있다는 관념을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표현 역
시, 쿤이 과학의 진보를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 같은 것으로 본다는 점을 시사한다
(쿤, 2013[2012[1962]]: 288-291; 홍성욱, 2005). 이 때 패러다임의 ‘선택’ 과정에 
사회적인 요소가 개입할 수 있다고 본다면, 과학의 진보를 사회적인 맥락에서 설명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처럼 플렉과 쿤 모두 과학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를 ‘과학자 개인’이 아닌, ‘과
학자 사회’로 상정하고, 과학지식의 발견이나 과학의 진보를 과학자 사회 내의 활
동으로 설명했다. 이런 점에서 이 둘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쿤은 플
렉의 책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쿤 자신이 플렉의 책 영역본 서문에서 직접 
밝힌 바이기도 하다. 플렉의 사고 스타일과 쿤의 패러다임 개념 또한 비슷한데, 플
렉은 다른 사고 스타일을 지닌 사람들끼리는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로 다른 패러다임 사이에는 공약불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한 쿤의 이야기와 비슷
하다. 하지만 두 개념 사이에는 차이점도 있는데, 쿤은 과학혁명 기간에는 과학이 
누적적으로 발전하지 않고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전통과 단절을 겪게 된다고 설명
했다. 이는 사고 스타일의 변화가 새로운 사실을 만들고, 사고 스타일에 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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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실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사고 스타일들이 역사적
으로 연결된다는 플렉의 설명과 다른 점이다(Fleck, 1979[1935]; 쿤, 
2013[2012[1962]]).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헤센, 머튼, 플렉, 쿤은 ‘과학의 발전’이나 ‘과학적 사실
의 발견’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사회’에 주목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는 중요
한 차이점이 있는데, 헤센과 머튼이 과학의 발전이나 과학 발전 방향에 ‘시대의 요
구’나 ‘사회문화적인 요소’가 반영된다고 주장했다면, 플렉과 쿤은 과학적 사실이나 
과학이론의 형성에 ‘과학자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다시 헤센과 머튼
도 차이점이 있는데, 헤센이 뉴턴 과학을 ‘부르주아지의 이해’로만 설명하려 했다
면, 머튼은 17세기 영국 과학의 발전을 과학의 내적ㆍ외적 요소가 모두 작용한 결
과로 이해하려 했다. 플렉과 쿤의 논의도 완전히 같지는 않은데, 플렉은 사고 스타
일들이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쿤은 옛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
다임 사이에는 공약불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논의는 ‘과학을 사회와 분리된 그 무
엇’으로 보는 초기 과학사 및 과학철학의 흐름에서 벗어나 ‘사회 안에 위치한 과
학’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과학과 사회 모두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었
다. 이들의 논의는 결과적으로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과학’이라는 과학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를 깨고, ‘인간 활동의 결과인 과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 과학의 발전 방향에 인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논의의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의 과학기술학자들은 과학지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과학지식이 다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다. 초기 과학기술학 연구는 과학과 사회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
춤으로써, 현대의 과학기술학이 나타나게 된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1.2. 과학지식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이해, 사회구성주의

  초기 과학기술학자들이 과학의 발전 방향에 사회문화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과학적 사실이나 과학이론을 ‘과학자 사회’가 만드는 것으로 보았다면, 1970년대 
이후의 사회구성주의자들은 모든 과학지식에 사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식에 사회적 요소가 있다는 지식사회학의 주장을 ‘과학지식’으로까지 확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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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구성주의는 ‘사회학적인 접근’을 통해 과학지식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소절에서는 쿤의 ‘과학혁명’ 개념이 사회구성주의
에 줄 수 있는 함의를 살펴본 후, 블루어(David Bloor)와 섀핀(Steven Shapin) & 
섀퍼(Simon Schaffer)의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구성주의의 핵심 주장을 설명하겠
다.

과학혁명, 그리고 새로운 이론이 수용되는 이유

  과학기술학의 맥락에서 사회구성주의의 지적 토대 중 하나가 쿤의 ‘과학혁명’ 개
념이다. 1957년에 출판된 쿤의 『코페르니쿠스 혁명』에는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이
유에 대한 그의 견해가 들어 있는데, 그는 이 책에서 갈릴레오나 케플러 같은 과
학자들이 신플라톤주의나 헤르메스주의의 영향으로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받아들였
다고 주장했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중심이론에 한계를 느끼고 태양중심이론을 주
장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등속원운동을 고집했기 때문에 프톨레마이오스처럼 주전
원(epicycle)이나 이심원(eccentric circle)을 사용해야 했다. 따라서 쿤이 보기에
는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보다 더 정확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과학자들이 신플라톤주의나 헤르메스주의의 영향을 받아 미
적인 단순성과 아름다움 때문에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쿤의 주
장이었다(홍성욱, 2005). 
  쿤의 ‘과학혁명’에 대한 이런 견해는 1962년에 출판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발전된 형태로 나타난다. 쿤은 ‘전(前)정상과학→정상과학→위기→과학혁명→새로운 
정상과학’ 단계를 거쳐 과학이 발전한다고 생각했다. 정상과학 기간에 과학자들은 
정상과학의 기반이 되는 패러다임 안에서 퍼즐풀이에 몰두하며, 이를 통해 과학지
식의 범위를 확장하고 그 정확성을 높인다. 하지만 정상과학을 통해 새로운 이론이 
탄생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패러다임 안에서 풀 수 없는 문제, 즉 변칙이 등장
하면 정상과학은 위기를 맞게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다. 그리고 과학자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따르게 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바로 과학혁명이다. 여기
서 쿤은 과학자들이 ‘미적(美的)인 이유’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인다고 주장했
는데, 이 때 새 이론은 옛 이론에 비해 ‘보다 간결하고, 보다 적합하고, 보다 단순
하다’고 이야기된다. 그렇다고 해서 쿤이 문제풀이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다. 새 패러다임은 보통 다른 방식으로 다룰 수 없는 문제를 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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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보여야 하며, 이전 패러다임의 문제풀이 능력 상당 부분을 보존할 수 있어
야 한다(쿤, 2013[2012[1962]]; 홍성욱, 2005).
  이처럼 쿤은 과학자들이 ‘미적인 이유’로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대한 그의 분석은 태양중심이론을 받아들인 과학자들이 
신플라톤주의나 헤르메스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물론, 쿤이 문
제풀이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설명은 과학 이론의 
객관성과 합리성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고 과학지식에 사회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할만한 여지를 준다.

과학지식의 사회적 요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쿤의 ‘과학혁명’ 개념은 ‘과학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견해로 확장될 가능성을 갖는다. 쿤 본인은 ‘과학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개념에 비
판적이었지만, 사회구성주의자들은 ‘모든 과학지식에 항상 사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며, ‘과학지식’의 본질에 대해 다른 이미지를 제시했다. 블루어는 특히 가장 
객관적인 지식이라고 인정받는 수학 지식도 사회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수학을 포함한 모든 지식에 사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학의 사회학’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 위해 블루어가 제시한 사례 중 일부는 
수의 속성이 다르게 인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보자. 고대 그리
스인에게 수의 출발점인 1은 수가 아니었다. 수는 단위에 관한 것이었고, 16세기
까지는 단위 자체가 특별한 성격을 지닌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네덜란드 수학자 
스테빈은 1을 수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기하학과 산술의 경계를 무
너뜨리는 것이었다. 수를 단순히 세는 데만 사용하지 않고 측정하는 데에도 사용한 
것이다. 이는 더 나아가 수가 상징의 힘을 잃게 됨을 의미했다. 이 예는 고대 그리
스인과 스테빈이 수의 속성을 다르게 인식했고, 따라서 두 그룹이 다른 수학체계를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예를 보자. 2의 제곱근이 유리수가 아니라는 아리스
토텔레스의 증명이 우리에게는 2의 제곱근이 무리수임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리
스인에게는 2의 제곱근이 수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2의 제곱근은 
수가 아니라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나타내는 양이었는데, 이는 그리스 수학
에서 기하학과 대수가 분리되어 있었음을 뜻한다. 즉, 그리스인과 현대인이 생각하
는 수학의 모습이 달랐는데, 이 예 또한 수의 속성이 사회에 따라 다르게 인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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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보여준다(블루어, 2000[1976]). 
  이처럼 블루어는 ‘지식의 사회적 요소’를 강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든 예들은 얼핏 보기에는 지식의 본질 자체를 건드리기보다 지식의 외연을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이 수인지 아닌지’는 진리의 문제라기보다는 1이라는 
개념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의 문제처럼 보인다. 2의 제곱근이 무리수인지 수가 
아닌지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런 이유로 ‘과학지식 자체가 사회적으로 구성
된다’는 명제에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갖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블루어의 이야기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자. 우리는 진리를 완전히 분석할 수 있는가? 그는 이에 
비판적이며, 우리가 진리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분석할 수 있
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사회적 제도로서의 지식’이라는 것이다. 덧
붙여 그는 자신이 과학지식에 사회적 요소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과학지식은 실제로 물리세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실재와 
사회적 요소의 합성물’이라는 것이 블루어의 견해이다(블루어, 2000[1976]). 
  블루어가 제시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구성주의는 과학지식에 특권을 부
여할 이유가 없다고 제안한다.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과학지식도 결국 인간이 
만드는 것이니만큼 사회적 요소의 영향을 받고 역사적으로 변해왔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수학지식이나 물리지식도 역사적으로 변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뉴턴의 고전역학은 오랫동안 ‘진리’라고 여겨져 왔지만, 아인슈타인
의 상대성이론이 등장한 이후 진리가 아닌 ‘거시세계에서 작동하는 법칙’이 되었
다. 물론 이 예도 블루어의 관점에서는 ‘뉴턴 법칙이 처음부터 절대적 진리가 아니
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례는 우리가 현재 ‘진리’라고 믿는 과학지식
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진공펌프와 실험의 정치성

  ‘과학지식에 사회적 요소가 있다’는 사회구성주의의 주장이 과학사에 적용된 경
우도 있다. 섀핀(Steven Shapin)과 섀퍼(Simon Schaffer)는 사회구성주의의 관점
에서 보일-홉스 논쟁을 분석함으로써, 실험으로 지식을 만드는 문제가 정치의 문
제임을 보여주었다. 기존의 역사학자들은 진공펌프(air-pump) 실험으로 자연 법칙
을 밝히려 한 보일(Robert Boyle)을 ‘체계적 실험의 주요 실행자’로 평가하고, 보
일과 논쟁을 벌인 홉스(Thomas Hobbes)는 실험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평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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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섀핀과 섀퍼는 이런 시각이 균형 잡힌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보일-
홉스 논쟁을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으로 설명하려 했다(Shapin & 
Schaffer, 1985). 
  보일의 진공펌프 실험이 17세기 영국 사회에 수용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보일
이 취한 전략을 살펴보면, ‘실험이 만들어내는 사실’이 어떻게 자연지식으로 인정
받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일은, 실험 결과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는 반대했지만 ‘실험의 역할과 가치’는 인정한 리누스3)를 위해서는, 자신의 해석이 
옳음을 보여주기 위해 새로운 실험을 설계했다. 그러나 실험의 역할 자체를 부정한 
홉스는 ‘실패한 실험주의자’로 취급함으로써, 자신의 실험 프로그램을 정당화하려 
했다. 홉스는 ‘진공’이란 ‘진실로 텅 빈 공간’을 의미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진공펌프도 공기가 새지 않게 만들 수는 없었으며, 따라서 진공펌프는 진공을 만들 
수 없었다. 따라서 홉스는 진공펌프를 통해서, 즉 실험을 통해서 사실(fact)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실험이 사실을 만든다’고 인정받기를 원한 보일의 입
장과 다른 것이었다. 보일은 홉스의 문제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진공의 의미를 ‘공
기가 거의 완전히 제거된 공간’으로 다시 정의했다. 진공에 실험적인 의미를 부여
한 것이다(Shapin & Schaffer, 1985; 홍성욱, 2004). 
  또한 섀핀과 섀퍼는 보일의 실험 프로그램에 대한 홉스의 반대를 ‘왕정복고’라는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하려 했다. 왕정복고 시기 영국에서는 지식의 생산 및 논의 
과정이 사회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일은 실험을 통
해 생산된 지식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관련이 없으며, 이상적인 실험공동체가 조
화롭고 질서 있는 사회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일은 실험을 
통해 사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목격자 수를 늘리는 방법을 택했는데, 이는 성직
자와 법률가에게 지지받았다. 홉스는 이를 자연철학자와 성직자, 법률가 사이의 동
맹으로 보았고, 이러한 합의가 결국은 권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했다. 홉스의 관점에
서 보일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실험 프로그램’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였으며, 이
는 객관적이기보다는 정치성을 띤 것이었다(Shapin & Schaffer, 1985; 홍성욱, 
1999; 홍성욱, 2004).
  결국 보일-홉스 논쟁을 통해 섀핀과 섀퍼가 보여주는 것은 “지식을 만들고 방어
하는 문제가 정치의 문제”이며, “정치 질서의 문제가 늘 지식의 문제에 대한 해결

3)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인 리누스는 ‘자연은 진공을 혐오한다’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진공
주의자’인 보일의 해석에 반대했다(Shapin & Schaffer,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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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수반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홉스가 옳았다”는 말로 책을 마무리했다. 지식
도 결국 ‘인간 행위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국가와 다르지 않다. 홉스는 사회의 안
정을 바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보일의 실험 프로그램이 객관적일 수 없다는 
것을 간파했으며, 과학과 정치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이다. 결국 보일과 홉스를 대칭적으로 다루며 이들이 보여주는 것은 과학지식이 정
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Shapin & Schaffer, 1985: 21, 344).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1970년대 이후의 과학기술학자들은 과학 지식을 만드는
데 여러 사회적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과학지식은 기존에 믿었
던 것만큼 진리를 반영하거나 완전히 객관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들 사회구성
주의자들은 현대 사회에서 큰 힘을 갖고 있는 ‘과학적 사실’도 사람이 만든 것이니
만큼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고 역사적으로 변해왔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과학의 
권위를 기반으로 한 현대 사회의 지적 토대를 흔들었다고 할 수 있다. 

1.3. 과학을 기반으로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 ANT

  사회구성주의가 ‘과학지식의 객관성’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며 현대 사회의 지
적 토대를 흔들었다면,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은 
사회에서 과학이 힘을 갖는 기제,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려 했다(홍성욱, 
2010a). 초기 ANT의 개척자로는 로(John Law), 깔롱(Michel Callon), 라투르
(Bruno Latour)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로와 깔롱은 ANT를 ‘번역의 사회학’으로 
규정하고, ANT가 “권력 행사의 역학에 관한 이론”이며(로, 2010[1992]: 40), 이러
한 분석틀이 “권력관계의 구성에서 과학과 기술의 역할을 연구하는 데” 적합하다
고(깔롱, 2010[1986]: 59) 제안했다. 한편, 라투르는 자신이 ‘과학인류학
(Anthropology of Science)’의 방법론이라고 규정한 ‘실험실 연구’를 시작으로 실
험실에서 만들어지는 과학적 사실에 대해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이 소절에서는 라
투르의 논의를 중심으로 과학적 사실이 구성되는 메커니즘과 구성된 과학적 사실
이 힘을 얻는 메커니즘에 대한 ANT의 설명을 소개하겠다.

실험실에서 구성된 과학적 사실이 힘을 얻는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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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투르는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참신한 권력이 과학에서 나오며, 과학자가 힘을 
갖는 이유는 실험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라투르, 2003[1983]). 그는 
파스퇴르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실험실이 힘을 갖는 이유를 설명하려 했다. 파스
퇴르는 프랑스의 화학자이자 미생물학자로, 광견병과 탄저병 등에 대한 백신을 처
음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기존의 사회구성주의자들이 파스퇴르가 성공한 이유를 
‘사회적 요소‘로 설명했다면, 라투르는 파스퇴르의 ‘실험실’에 주목했다. 
  그렇다면, 왜 과학자들의 실험실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까? 라투르
는 파스퇴르가 백신을 통해 힘을 갖게 되는 메커니즘을 분석함으로써 이 질문에 
답하려 했다. 그는 파스퇴르가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번역’함으로써, 이를테면 
‘가축들을 탄저병으로부터 구하고 싶다면, 파스퇴르 실험실에 백신 플라스크를 주
문하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자신의 언어로 번역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실험실이 특별한 이유는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비
인간‘을 길들여 자신의 동맹을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험실은 비인간을 
인간에게 쓸모 있게 바꿔주는 곳인데, 실험실에서 비인간이 생산물(product)이 되
고, 사람들이 그것을 쓰면 과학자가 힘을 얻는다는 것이다(라투르, 2003[1983]; 홍
성욱, 1999). 
  이처럼 ‘실험실’에 주목하며, 라투르가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물질적 요소를 통
해 구성된 ‘과학적 사실’이 힘을 얻는 메커니즘이다. 즉, 그는 실험실에서 과학적 
사실이 구성되는 메커니즘, 구성된 과학적 사실이 힘을 얻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려 
했다. 
  초기에 라투르는 과학의 내부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소크 연구소에서 참여관찰
을 수행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실험실에서 과학적 사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
하려 했다. 그는 연구 집단들이 합의한 결과 TRF라는 호르몬이 발견되었으며, 그
런 의미에서 TRF가 실험실에서 구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소크 연구소와 다른 
경쟁 집단이 TRF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두 집단은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논쟁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두 집단 사이에 TRF의 
존재를 수용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것이다(Latour & 
Woolgar, 1986[1979]; 홍성욱, 1999). 이런 설명은 TRF가 ‘사회적 구성물’임을 
의미하며, ‘과학적 사실’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사회구성주의의 주장에 부합한
다. 이처럼 초기에 라투르는 과학적 사실이 ‘사회적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았으며, 
이는 라투르와 울가(Steve Woolgar)의 Laboratory Life 1979년 초판의 부제가 



- 23 -

‘과학적 사실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데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곧 라투르는 과학적 사실을 구성하는데 동원되는 실험실의 ‘물질적 요소’
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Laboratory Life 1986년 재판에서는 ‘사회적’이라는 단
어를 빼고 ‘과학적 사실의 구성’이라는 부제를 붙였다. 그리고 1987년에는 
Science in Action이라는 책에서 ‘실험실에서 구성되는 과학적 사실이 어떻게 힘
을 갖게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이것이 ANT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라투르는 과학을 ‘이미 만들어진 과학(ready made science)’과 ‘만들어지고 있
는 과학(science in the making)’으로 구분한 후, ‘만들어지고 있는 과학’에서의 
인공물이 어떻게 ‘사실‘의 지위를 얻고, 이를 통해 과학자가 어떻게 힘을 얻는지를 
보여주려 했다. 라투르에 의하면,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문헌(literature)을 만들
며, 이 문헌이 ‘사실(fact)’의 지위를 얻는 과정에서 도표, 그림, 범례, 그래프 등 
다양한 요소들이 동원된다. 이 때 과학자는 기입 장치(inscription device)에서 나
온 기입(inscription)들을 해석하고 설명하면서 기록된 대상의 ‘대변인
(spokesperson)’으로 행동하는데, 독자들은 ‘대변인과 그가 대변하는 많은 행위자
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논문의 주장을 논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Latour, 
1987). 
  라투르는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기록(inscription), 번역(translation), 의
무통과점(obligatory passage point) 등의 개념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과
학자는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번역함으로써 사실을 만드는데 그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데, 이해관계를 번역하려면 자신의 실험실을 의무통과점으로 만들 수 있어
야 한다. 한편, 기록이 축적되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록이 만들어지는데, 실험
실은 수많은 기록들이 모이고 새로운 기록이 만들어지면서 힘이 집중되는 공간이
다(Latour, 1987). 이 개념들은 ‘과학적 사실’이 힘을 얻기 위해, 과학자가 다양한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실험실과 ‘비인간 행위자’의 역할: 보일-홉스 논쟁의 재해석

  ANT는 사회구성주의가 과학의 사회적 요소를 분석하면서도 사회는 해체하지 않
는다고 비판하며,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도 분석 대상이라는 ‘일반화된 대칭성’을 
주장했다. 그리고 과학이 힘을 갖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실험실과 실험실 안의 
비인간에 주목했다. ANT의 이런 기획이 잘 드러난 사례가 ‘섀핀과 섀퍼의 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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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 논쟁 분석’에 대한 라투르의 재해석이다.
  2장 1.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섀핀과 섀퍼는 “홉스가 옳았다”며, 왕정복고 시기
의 정치상황에서 보일의 실험 프로그램의 성공이 사회적 합의의 결과였음을 보여
주었다(Shapin & Schaffer, 1985). 그러나 라투르는 “홉스가 틀렸다”고 주장했다. 
지식과 권력이 동일한 일원론적 사회를 발명한 홉스가 옳을 수는 없으며, 지식 생
산과 정치의 이분법을 발명한 보일을 설명하는 데는 더 정교한 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섀핀과 섀퍼는 보일의 과학을 다루는 방식으로 홉스의 정치를 대
하지 않았다. 과학과 사회를 대칭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사회에 특권을 부여한 것이
다. 라투르는 이들이 사회를 해체하지 못했고, 그 결과 홉스를 논박하는 보일의 주
장보다 홉스의 거시-사회적인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고 지적했
다. 물론 섀핀과 섀퍼의 표현대로 지식은 국가만큼이나 ‘인간 행위의 산물’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때문에도 보일의 정치적 발명품이 홉스의 과학사회학보다 정교하
다. 섀핀과 섀퍼는 진공펌프의 진화, 유포, 대중화를 훌륭하게 해체하면서 왜 ‘권
력’이나 ‘힘’의 진화, 유포, 대중화는 해체하지 않는가? 라투르는 이렇게 지적하며, 
역사와 사회학도 자연이나 인식론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투르, 
2009[1991]: 80-81).
  보일-홉스 논쟁을 다시 해석하며 라투르가 주목한 것은 보일의 실험실이다. 섀
핀과 섀퍼가 ‘신뢰할만한 목격자’를 통해 실험의 공신력을 높이려 한 보일의 전략
에 주목했다면, 라투르는 실험 자체의 권위에 관심을 기울였다. “보일에게 실험실
에서의 실험은 명예로운 증인의 확인되지 않은 증언보다 더 많은 권위를 갖는 것”
이었으며, “영혼은 없지만 의미를 부여받은 이들 비-인간”은 보통의 인간들보다 
훨씬 믿을만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일과 홉스의 근본적인 차이는, 홉스의 리바이
어던이 사회적 관계로만 구성되는 반면, 보일은 기계가 현상을 내부에서 창조해내
는 실험실을 발명했다는 점, 그리고 보일이 진공펌프라는 비인간 행위자를 사용했
다는 점이라는 것이 라투르의 결론이었다(라투르, 2009[1991]: 73-74). 

  이처럼 라투르는 근대 이후 과학이 권위를 갖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과학자가 
물질적 요소를 동원하여 만들어낸 ‘과학적 사실’이 힘을 갖는 메커니즘을 제시함으
로써 과학을 넘어 ‘사회’를 설명하려 했다. 특히 실험, 실험기구 등의 비인간 행위
자를 통해 과학이 힘을 갖는다는 점을 조명함으로써, 과학자가 인간 행위자뿐만 아
니라 비인간 행위자를 동원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점이 ‘과학적 사실’이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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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이유라고 제안했다(홍성욱, 2010a). 사회구성주의가 ‘과학의 객관성’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킴으로써 ‘과학의 권위’를 흔들었다면, ANT는 ‘구성된 과학적 사실’
이 힘을 얻는 메커니즘을 제시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과학을 기반으로 권력이 작
동하는 방식을 설명하려 한 셈이다. 

2.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 과학과 사회의 변화를 위한 기획

  2장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과학기술학은 ‘과학적 사실’이 만들어지고 힘을 얻는 
기제를 설명해 왔으며, 이를 통해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
었다.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은 이런 과학기술학의 통찰에 ‘젠더 요소’를 더함으로
써, 과학과 사회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과
학과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기획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페미니스트 과학
기술학이 이러한 기획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살펴본 후, 본 논문이 제안하는 ‘주체
와 담론의 상호작용’이라는 개념과 본 논문의 분석이 함의하는 바가 이러한 기획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겠다.

2.1. 과학의 남성중심성

  사회구성주의는 모든 과학지식에 사회적 요소가 있다며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
이라는 근대과학의 이미지를 수정했지만, ‘젠더 요소’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만들어진 근대과학이 과연 젠더중립적일 수 있을까? 이
런 문제의식을 갖고, 남성 중심적인 과학의 모습을 드러내려 한 것이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이다. 이 소절에서는 초기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논의들을 중심으로, 
근대과학이 기본적으로 남성적이며 과학지식이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담은 문화
적 맥락에서 나온다는 점을 보이겠다.

남성적인 근대과학

  여성과 자연은 오래 전부터 연관되어 있었다. 고대에는 자연을 ‘양육하는 어머
니’로 보았고, ‘여성적인 지구’라는 개념은 유기적인 우주관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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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에 기계론적 세계관이 부상하면서 자연은 ‘죽어있고 수동적이며 인간이 지
배하고 통제해야 하는 것’이 되었다. 머천트(Carolyn Merchant)는 이처럼 인간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지배해야 한다는 기획이 베이컨에게서 나왔다고 보았다. 그는 
자연을 ‘고문당하는 여성’으로 다루며, 자연을 심문하여 자연의 비밀을 밝히고 이
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컨의 이러한 기획은 ‘실험’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었
고, “실험을 통해 해부당하고 통제당하는 여성으로서의 자연”이라는 새로운 이미지
는 자연 자원의 착취를 정당화하였다(머천트, 2005[1980]: 293).
  자연을 굴복시키는 강력한 힘으로서의 과학, 즉 ‘권력(power)으로서의 과학’이라
는 베이컨의 은유는 근대과학의 수사학에 스며든 이미지를 제공했다. 이 은유의 핵
심 이미지가 “[자연]을 [인간(man)]에게 봉사하도록 하여 그녀를 [그의] 노예로 만
들, 정신(Mind)과 자연(Nature) 사이의 정숙하고 합법적인 결혼”이라면, 이는 결국 
‘지배’를 강조한 것이다. 이와 달리, 르네상스 연금술사들도 과학을 권력이라고 보
았지만, 이들의 은유의 핵심 이미지는 “성적 결합(coition), 즉 정신과 물질
(matter)의 결합(conjunction), 남성과 여성의 융합(merging)”이었다. 즉, 베이컨
의 은유의 이상이 ‘남성적인 초인’이라면, 연금술사의 이상은 ‘양성구유
(hermaphrodite)’였다. 베이컨이 ‘지배’를 추구했다면, 연금술사들은 ‘남녀의 협력’
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Keller, 1985: 48).
  베이컨의 기획이 기계론적 자연철학과 일치한다고 본 머천트와 달리, 켈러
(Evelyn Fox Keller)는 베이컨을 “연금술적 관점과 기계론적 관점 사이의 과도기
적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연금술사들처럼 ‘저절로 작동하는 지성’을 믿지 않
았고 사회개혁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과학의 설립자들은 뉴턴처럼 
연금술에 관심을 갖기도 했지만, 보다 참여적이고 에로틱한 연금술사의 언어를 거
부하고 베이컨 과학의 가부장적인 상(imagery)을 받아들였다. 이들이 생산적인 지
식을 베이컨처럼 ‘남성적(masculine)’이라고 묘사한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새로운 
과학의 목표는 “형이상학적인 교류가 아니라 지배이며, 정신과 물질의 결합이 아니
라 ‘자연에 대한 인간(Man)의 지배권’의 확립”이었다. 따라서 기계론적 철학자들의 
승리는 ‘자연과 여자를 조금이나마 존중할 수도 있었을 과학’이 패배했음을 보여준
다는 것이 켈러의 평가였다(Keller, 1985: 53-54).
  켈러와 달리, 쉬빈저는 18세기 후반까지 과학을 ‘여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지
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베이컨 학파만 ‘과학이 남성에게만 허용된다’는 의미에서 
과학이 남성적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보통 자연은 여성으로 인식되었고,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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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학자는 남성이었다. 따라서 다른 학파들은 “남성 과학자들이 바라는 것을 표
현하고, 여성인 자연이 감추는 비밀을 신중하게 중재한다는 의미를 담은 여성 도
상”을 과학의 상징으로 사용했다. 이 때 남성 과학자의 상대역으로 ‘여성인 과학’
을 상정하는 것은 창조를 “남성적 원리와 여성적 원리가 결합한 결과”로 보는 신
플라톤주의 세계관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했다. 신플라톤주의에서는 ‘지식’이 철학
자와 과학의 결혼으로 생긴다고 보았던 것이다(쉬빈저, 2007[1989]: 173-190).
  베이컨의 기획은 ‘남성적인 철학’을 세우려는 시도였다. 베이컨의 남성적 철학은 
여성에 대한 공격이었는데, 그가 ‘남성적’이라고 하면 칭찬이었고 ‘여성적’이라고 
하면 모욕이었다. 그는 고대의 자연철학이 여성적이라고 비난했으며, 사변적인 프
랑스 철학의 여성적인 특성을 배제하고 경험적인 영국식 철학을 세우려고 했다. 
17, 18세기의 여성 도상은 귀족층 여성을 상징했는데, “귀족층 여성이 높은 지위
와 특권을 누리던 르네상스 궁정과 17세기 프랑스 살롱에서” 신플라톤주의가 번성
했다. 프랑스의 살롱에서는 여성들도 학계에 참여했고, 이런 귀족적인 문화에서 
‘여성 도상’이 과학을 상징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베이컨이 주장한 남성적 철
학은 고대에 대한 근대의 공격이자 프랑스에 대한 영국의 공격이었다는 것이 쉬빈
저의 평가이다(쉬빈저, 2007[1989]: 190-201). 
  18세기 후반이 되면서 과학 문화에서 여성 도상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칸트는 
여성 도상과 여성 지식인을 공격하며, 과학에 ‘남성만의 영역’이 존재한다고 주장
했다. 베이컨과 데카르트, 로크, 뉴턴이 발전시킨 새로운 우주론은 ‘여성 도상이 갖
는 상징’을 버리고 자연법칙으로 우주를 설명했다. 게다가 프랑스 대혁명으로 귀족
층의 특권과 함께 귀족층 여성들이 주로 활동하던 살롱 문화가 사라지면서, 귀부인
들이 과학에서 누리던 특권도 사라졌다. 19세기가 되면 “실험실에서 흰색 가운을 
걸치고 일하는 유능한 남성 과학자”가 과학을 상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남성 과
학자는 ‘백인 남성’이었다(쉬빈저, 2007[1989]: 202-206).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은 근대과학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베이컨의 기획과 이와 연결된 기계론적 철학이 근본적으로 여성을 배제하
고 ‘남성적인 과학’의 모습을 상정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근대과학의 설립자들은 
여성을 존중하기보다 지배하는 과학의 이미지를 선택했고, 여성은 점차 과학 활동
에서 배제되었다.

과학지식에 반영된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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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과학의 이미지와 성격이 남성적이라면, 이런 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
가 생물학이다. 이를테면, 허바드(Ruth Hubbard, 1999[1990])는 지금까지 남성 
과학자들이 주로 여성 생물학을 설명해 왔으며, 그런 이유로 여성 생물학이 본질적
으로 정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생물학 지식에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이 반영되
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쉬빈저는 ‘젖가슴을 가진 동물’이라는 뜻을 지닌 포유류(mammalia)라는 용어가 
18세기의 문화적 맥락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린네의 이 용어는 자연에서의 인간
의 위치, 그리고 유럽에서의 여성의 위치에 대한 해결책이었다는 것이다. 먼저, 린
네는 인간을 ‘네발동물’에 위치시키고자 했지만, 당시 많은 박물학자들은 ‘이성적인 
인간’이 본질적으로 동물에 속한다는 개념을 거부했다. 그러자 린네는 모든 사람들
은 자신이 어머니의 젖을 먹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젖꼭지’가 강(綱)의 특
성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Schiebinger, 1993).
  더 나아가 ‘포유류(mammalia)’라는 용어는 여성을 ‘동물’과 연관시키는 유럽의 
문화적 전통과 인구 증가를 위해 여성을 어머니 역할에 묶어두려는 정치적 관심을 
반영한다는 것이 쉬빈저의 주장이다. 첫째, 젖가슴을 가진 건 암컷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젖을 빠는 동물을 의미하는 ‘락텐티아(Lactentia)’나 ‘수게니티아
(Sugentia)’가 더 보편적인 용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짐승에 더 가깝다는 관념 때문에 ‘마말리아(mammalia)’라는 용어가 선택되었다는 
것이다. 린네는 ‘마말리아’라는 용어를 도입한 책에서 ‘호모 사피엔스’라는 용어도 
함께 도입했다. 린네의 용어에서 ‘마말리아’는 젖가슴을 갖고 있는 여성의 특성을 
짐승과 연결하는 반면, ‘호모 사피엔스’는 ‘남성의 특성인 이성’을 가진 인간을 짐
승과 분리시킨다. 둘째, 18세기에는 생산 활동에 참여하려는 여성들의 욕구와 인구
를 증가시키려는 정부 정책이 갈등하게 되었는데, ‘여성의 젖가슴’은 여성이 어머
니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법칙에 부합한다는 관념을 지지하는 여성의 특성이었다
(Schiebinger, 1993). 
  마틴(Emily Martin)은 ‘난자와 정자에 대한 전형적인 설명’에 남녀에 대한 우리
의 고정관념이 반영된다는 점을, 특히 여성보다 남성이 가치 있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첫째, 과학 교과서들은 월경을 ‘생식의 실패’로 보고 난자
발생을 ‘낭비적’이라고 표현하는 반면, 남성의 막대한 정자 생산은 그렇게 표현하
지 않는다. 둘째, 보통 난자는 ‘여성적으로,’ 정자는 ‘남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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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된다. 셋째, 난자와 정자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연구들 역시 ‘정형화된 젠더 이미지’를 다른 형태로 반복해 서술한다. 예를 
들어, 존스홉킨스대학의 한 생물물리학 실험실은 연구 결과, 기존의 가정과 달리 
정자의 추진력이 매우 약한 반면 난자가 일종의 올가미를 놓아 정자를 강하게 붙
들어 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들은 1985년에 출판한 논문에서 여전히 
정자를 능동적으로 서술했는데, 기존의 교과서들과의 차이는 정자의 능동성을 약하
게 표현했다는 것뿐이었다. 이들은 1987년에야 난자에게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
하기 시작했다(Martin, 1991). 
  이 사례들은 과학지식이 만들어지는데 문화적 기획이 작용한다는 점, 그리고 사
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연구 결과를 설명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런 점은 본 논문의 3장에서 다룰 ‘성차 연구’에 대한 페미니스트 과학기술
학의 논의들에서 더 분명해진다. 그리고 이 논의들은 주체가 ‘담론의 영향’을 받아 
‘과학적 사실’을 만들고 이해한다고 제안한 본 논문의 2장 2.5절 내용과 연결된다.

2.2. 과학지식의 객관성을 위한 제안들

  지금까지 근대과학이 남성 중심적이며 과학지식을 만드는데 ‘젠더 요소’가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과학을 보는 것이 어
떤 의미가 있는가? 과학과 과학에 대한 기존의 이해가 남성 중심적이었다면, 페미
니즘은 ‘젠더 충성심’에서 자유로운 과학을 보여줄 수 있는가? 전통적인 담론에 여
성들을 추가하여 여성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페미니스트 논
의에 유색인 여성들을 추가하는 것도 비슷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하딩, 
2009[1991]). 따라서 피(Elizabeth Fee)는 우리가 페미니스트 과학에 대한 상상을 
시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페미니즘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하딩, 
2002[1986]: 180). 
  하딩은 피의 제안이 옳다고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회를 만들 때까
지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지식을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유보할 필요는 없다
고 지적했다(하딩, 2002[1986]). “결국, 누구라도 새로운 영역에 들어갈 때는 어딘
가에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하딩, 2009[1991]: 288). 이처럼 새로운 이론이나 
사상이 완전히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비판적이고 창조적으로 
대체하거나 계승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면, 하딩의 지적은 옳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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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맥락에서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은 ‘과학지식의 객관성’을 위한 여러 개념
들을 제안했는데, 이 소절에서는 하딩과 해러웨이의 논의를 중심으로 ‘보다 객관적
인 과학지식’을 만들기 위한 이들의 제안을 살펴보겠다.

페미니스트 인식론, ‘여성’과 ‘여성들’에 대한 논의 사이에서

  근대과학이 남성 중심적인 기획의 산물임을 보여준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은 이
후 여성의 관점에서 과학을 ‘재발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게 되었다(하딩, 
2002[1986]). 이를 위한 초기의 세 입장이 페미니스트 경험론, 페미니스트 입장론, 
그리고 페미니스트 포스트모더니즘이다. 
  페미니스트 경험론은 ‘나쁜 과학’을 문제 삼으며, ‘전통적인 과학 연구 방법론의 
규범’을 엄격하게 지킴으로써 성차별주의와 남성 중심주의 같은 편견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경험론이 ‘여성이 남성보다 왜곡되지 않은 지
식을 생산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한다면, 페미니스트 입장론은 그 근거를 ‘여
성의 억압된 지위’에서 찾았다. “남성의 지배적인 지위가 편파적이고 왜곡된 이해
를 낳는데 반해, 여성들의 억압된 지위는 더 완전하고 덜 왜곡된 이해의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의 억압된 지위’에 주목한 입장론은 ‘한 사회집단
으로서의 여성’과 ‘한 사회집단으로서의 남성’을 가정하며, 여성의 관점을 ‘하나의 
입장’으로 상정한다(하딩, 2002[1986]: 34-36). 
  그러나 여성의 경험이 계급, 인종, 문화에 따라 다른데, ‘하나의 페미니스트 입
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초기에 입장론의 관점을 보여주었던 플랙스(Jane 
Flax)는 나중에는 “남성의 입장보다 더 진실한 하나의 페미니즘적 입장”이라는 개
념에 문제가 있으며, 어떠한 페미니즘적 관점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누구도 ‘여
성’을 대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하딩, 2002[1986]: 199). 해러웨이 역시 
정체성이란 사회적ㆍ역사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젠더, 인종, 계급이 본질
적인 통합성을 갖는다는 믿음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여성을 자연스럽
게 결속시키는 여성적인 것은 없다(Haraway, 1991[1985]). 더 나아가 해러웨이는 
“페미니즘 관점의 영원한 부분성(partiality)을 인식함으로써 열린 새로운 가능성들
을 탐구하면 왜 안 되는지”를 질문했다. 이처럼 여성들의 ‘차이’에 주목하여, ‘분열
된 정체성’을 강조한 것이 페미니스트 포스트모더니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페미니즘 주장들은 분열된 정체성들 사이의 ‘연대’에 근거할 때 더 설득력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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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딩, 2002[1986]: 251). 
  그러나 하딩은 페미니스트 포스트모더니즘의 논리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페미니
스트의 이해가 부분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전의 (남성의) 이해’보다는 진실하
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성차별주의적이고 인종 차별주의적이고 계급 차별주의
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사회적 기획들과 과학 사이의 깊은 동맹 앞에서 ‘현실에 대한 
하나의 진정한 페미니즘의 이야기’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포기할 필요가 있는가?
(하딩, 2002[1986]: 39). 이처럼 하딩은 페미니스트 포스트모더니즘의 통찰을 수용
하면서도 페미니스트 입장론의 관점이 여전히 유용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하딩의 
견해는 이후 ‘강한 객관성’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했다.

상황적 지식, 페미니스트 객관성을 위한 제안

  ‘단일한 여성 집단’을 상정하는 대신 ‘여성들 사이의 차이’에 주목하며, 해러웨이
는 과학지식의 객관성에 대해 다른 설명을 제안했다. 기존의 페미니스트들은 객관
성의 문제를 다룰 때, 급진적 사회구성주의와 페미니스트 경험론이라는 극단적인 
두 입장을 선택적으로 사용해왔다. 해러웨이는 상대주의적인 함의를 가진 급진적 
사회구성주의와 ‘객관성의 합법적인 의미’를 계속 주장하는 페미니스트 경험론이 
모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후, ‘페미니스트 객관성’은 ‘체화된 객관성(embodied 
objectivity)’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페미니즘에서의 과학 문제를 ‘위치에 
따른 합리성으로서의 객관성(objectivity as positioned rationality)’에 대한 것이
라고 규정했다(Haraway, 1991[1988]).
  해러웨이가 추구하는 페미니스트 객관성은 곧 ‘상황적 지식들(situated 
knowledges)’을 의미하는데, 이는 부분적이고 위치에 기반하며 체화된 지식들이
다. 해러웨이는 부분적인 관점만이 객관적인 시각(vision)을 약속하며, ‘분열되고 
모순된 주체’의 ‘비판적 위치짓기(positioning)’가 객관성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젠
더, 인종, 국가, 계급 범주에서 개인이 모두 특권적이거나 모두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지배자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비판적 위치짓기’가 
객관성을 만든다는 것이다(Haraway, 1991[1988]). 예를 들어, ‘백인 남성’이 자신
의 정체성을 ‘유색인 남성’과 ‘백인 여성’, ‘유색인 여성’ 등의 정체성과의 관련성 
안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는 다른 인종과 젠더의 문제에 관심을 갖
고 자신의 편견을 성찰할 수 있으며 변형적인 대화에 참여할 가능성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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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보, 2013).
  이런 의미에서 ‘상황적 지식들’은 인식론에서는 ‘공유된 대화’로, 정치에서는 ‘연
대’로 불리는 연결망의 가능성을 유지하는 부분적이고 비판적인 지식이다. 이 때 
우리는 부분성 자체가 아닌 ‘상황적 지식이 만드는 연결성과 예기치 못한 개방성’
을 추구하는데, “더 넓은 시각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특정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해러웨이는 이처럼 ‘지식 체계와 보는 방식(way of seeing)’을 변형시키려는 희망
이 객관성의 실천이라고 보았다(Haraway, 1991[1988]: 196). 그리고 조주현(2014)
은 이처럼 해러웨이가 제시하는 페미니스트 객관성을 ‘상황적 지식들의 연결 네트
워크’라고 규정했다.
  이런 맥락에서 정연보는 ‘상황적 지식들’의 ‘부분성(partiality)’을 ‘대화와 연대를 
강조하는 부분성’이라고 이해했다. 그리고 ‘부분적 지식들의 연결성과 변화가능성’
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해러웨이의 논의가 “어떻게 이러한 연결을 만들어갈 것
인가”에 관한 논의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정연보, 2013: 72). 정연보의 
이러한 제안은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논의들이 ‘실천’의 문제로 확장되어야 한
다는 의미이며, 이는 ‘실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최근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경향에 부합한다.
  부분적 지식들은 대화를 통해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정연보는 ‘분열된 주체들’
이 서로의 차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대화를 통해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기 위
해 루고네스(Maria Lugones)의 “‘세계’-여행(‘world’-traveling)”이라는 개념을 소
개했다. 먼저, 루고네스는 ‘백인 남성’이 오만한 인식자라는 프라이(Marily Frye)의 
논의를 확장하여, “인종적, 문화적 특권을 가진 여성들도 다른 여성들을 오만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하는 “오만한 
인식(arrogant perception)”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자와 동일시하려는 노력’을 
의미하는 프라이의 “사랑의 인식(loving perception)” 개념을 발전시켜 “‘세계’-여
행” 개념을 제안했다. 이는 다른 이들의 입장을 그들의 위치와 맥락에서 상상하려
는 노력을 의미한다. 이 때 타자의 입장에 있는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
이 “다른 ‘세계’를 이동하며 다면적이고 유연한 정체성을 갖게 되곤 하지만,” 주류 
질서에 속한 이들은 의식적으로 이러한 연습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연보는 
루고네스의 “‘세계’-여행” 개념을 “타자의 위치에서 타자의 시각 상상하기”라고 규
정했다(정연보, 2013: 72-74). 해러웨이의 ‘상황적 지식들’ 개념을 실천적으로 확
장하기 위해 정연보가 소개한 루고네스의 “‘세계’-여행” 개념은 하딩의 ‘강한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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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개념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강한 객관성, 타자들의 삶에서 생각하기

  해러웨이가 페미니스트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상황적 지식들의 연대’를 페
미니스트 객관성으로 규정했다면, 하딩은 페미니스트 입장론을 정교화하여 기존 객
관주의의 ‘약한 객관성’ 개념과 대조되는 ‘강한 객관성(strong objectivity)’ 개념을 
주창했다. 이 때 기존의 입장론이 ‘덜 편파적이고 덜 왜곡된 지식’을 생산하는데 
‘여성들의 삶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포스트모더니즘
의 통찰을 수용한 하딩은 유색인종, 노동계급, 레즈비언 등 ‘타자의 삶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과학은 보통 ‘가치중립적이고 공정한 연구’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역사적인 
사례들을 보면 연구 과정에서 정치적 가치와 이해관계를 제거함으로써 연구의 객
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하딩은 전통적인 
객관성 개념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페미니스트 입장론은 ‘여성들의 억압된 지위’가 
‘덜 왜곡된 지식’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여성들의 삶에 근거한 연구’에
서 더 큰 객관성이 나온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여기서 하딩의 ‘강한 객관성’ 개
념이 나온다. 하딩은 “여성들의 삶의 관점에서 생각을 시작하는 것”이 ‘지배집단 
내 남성들의 삶의 관점’에서는 자연스러워 보이는 가설과 실천을 ‘설명이 필요한 
낯선 것’으로 만듦으로써,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했다(하딩, 
2009[1991]: 228). 
  하지만 제3세계 출신 여성들에게 페미니즘은 ‘서구 중심성’을 의미할 뿐이다. 하
딩은 ‘서구 백인 경제적 기득권층인 이성애자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평가를 인정해
야 하며, 모든 연구와 학문이 ‘제3세계 출신 여성들의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더 나아가 노동계급 여성들, 레즈비언들의 삶의 관점에서도 배울 수 있어
야 하며,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타자’로 재창조했을 때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제3세계 출신 여성들이 제공한 분석은 그들 자신
뿐 아니라, 유럽계 미국인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할 수 있다. 하딩은 유럽
계 미국인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나
와 다른 백인들과 유색인종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하
딩, 2009[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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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타자의 삶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해서 특권층이 ‘덜 왜곡된 지식’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하딩은 자신이 ‘제3세계 출신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인종적 위치에 책임을 지려는 백인”일 수는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
이 단순히 흑인의 말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반인종차별주의자로서 스스로의 목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찬가지로, 남성들도 페미니스트 분석의 
도움을 받아 자신들을 ‘남성 집단의 구성원’으로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들 역시 ‘남성으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강한 객관
성은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지배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권층이 ‘덜 왜곡된 지식’을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닌 
셈이다(하딩, 2009[1991]: 407). 하딩의 이런 수정된 입장론은 한편으로는 ‘서구 
백인 여성’으로서 페미니즘 내에서의 특권층에 해당하는 자신의 위치에 대한 성찰
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지배층인 남성의 힘을 보탬으로써 페미니즘
의 정치력을 더 키우기 위한 고민의 흔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은 과학지식의 남성중심성을 
드러내고, 보다 객관적인 과학지식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개념들을 제안했다. 이 개
념들은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이라고 여겨지는 ‘근대과학’이 실은 왜곡되어 있으
며,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위치 짓거나 타자의 삶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과학의 객관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렇다면 
남성이 중심이 된 ‘근대과학의 객관성’의 기원은 무엇일까?
  해러웨이는 근대적인 의미의 ‘객관성’의 기원을 보일의 진공펌프 실험에 참석한 
‘겸손한 목격자(Modest Witness)’에서 찾았다. 자기-비가시성(self-invisibility)을 
가진 겸손한 목격자는 어떤 대상을 설명할 때 자기 이야기를 보태지 않으면서 합
법적으로 말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사실(the facts)을 확립할 권력’을 부여받았다
는 것이다.4) 그러나 기술공과 여성은 ‘겸손한 목격자’라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질 
수 없었다. 섀핀에 의하면, 보일은 하인들을 대신해 말하며 “그들의 노동을 자신의 
진리로 변형시켰고,” 여성을 배제하기 위해 밤늦게 실험을 수행하기도 했다.5) 기술

4) 해러웨이는 ‘겸손한 목격자’라는 용어를 섀핀과 섀퍼(1985)에게서 가져왔다고 밝히고 있
다. 보일의 진공펌프 실험과 겸손한 목격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Steven Shapin and Simon Schaffer(1985), Leviathan and the Air-Pump: 
Hobbes, Boyle, and the Experimental Life, Princeton University Press. 

5) 보일의 실험에서 여성과 기술공의 배제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St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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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물리적으로는 존재했지만 ‘실험적 삶의 방식(experimental way of life)’에
서 인식론적으로는 비가시적이었다면, 여성은 물리적으로도 인식론적으로도 비가시
적이었던 셈이다(Haraway, 1997: 26). 이처럼 근대과학이 객관성을 확보하는 과정
에서 애초에 여성이 배제되어 있었다는 점은, 과학지식의 객관성 문제에서 ‘젠더’
를 고려해야 하며 여성이 과학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
다.

2.3. 젠더와 권력, 그리고 실천의 문제

  이전의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이 ‘젠더’ 요소로 과학기술을 분석했다면, 최근에
는 이런 논의들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의 실천’ 문제에 주목한 페미니스트 과학기술
학자들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여성의 참여’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며, 과학기술
이 권력(power)의 새로운 원천인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실천이 여성의 현실을 개선
할 가능성을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테크노페미니즘, 여성의 기술과학 실천이 갖는 가능성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은 기술과학 네트워크에서 여성이 배제되고 있지만, 
새로운 기술과학이 여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이런 논의들은 
여성의 참여가 기술과학의 발전 방향을 바꿈으로써 여성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먼저, 기존의 페미니즘은 기술이 본질적으로 가부장적인 것이며, 여성은 ‘기술의 
수동적인 희생자’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술은 사회적
으로 형성되지만 “여성을 배제한 남성에 의해서 형성된다.” 와이즈먼은 이런 접근
이 ‘여성의 행위’에 관심을 덜 기울이도록 하고 “젠더 평등을 위해 기술이 재설계
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새로운 기술 변화의 시대’에도 
남성이 여전히 과학기술을 지배하고 있는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여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구성하는 기술시스템을 만들고 

Shapin(1994), A Social History of Truth: Civility and Science in 
Seventeenth-Century England,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인용문은 Shapin(1994) 406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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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는 핵심 업무에서 늘 과소 대표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이러한 과소 대표
성은 당연히 우리 자신의 삶에 아마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다(와이즈먼, 2009[2004]: 52-54; 윤선희, 2011).
  1970년대 이후 기술결정론을 비판하며 나타난 과학기술학은 기술과 사회와의 관
계를 다루었지만, 젠더 문제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과학기술학자들은 기술 설계
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집단이나 네트워크를 연구했지만, 이 네트워크에서 ‘여성’이 
배제된다는 점은 간과했다(와이즈먼, 2009[2004]; 윤선희, 2011). 즉, 구성주의 과
학기술학에서 설명하는 행위자, 즉 “네트워크를 만들고, 전략을 따르고, 합의에 도
달하는” 행위자는 ‘남성(man)’이었다(Berg & Lie, 1995: 343). 그러나 ‘어떤 집단
의 배제’는 기술의 발전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의 구축 과정을 
제대로 묘사하려면 ‘배제의 효과들’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페미니스트들
은 영향력 있는 기술과학 분야에 여성이 없다는 사실이 ‘젠더 권력 관계의 주요 
특징’이라고 지적해왔다(와이즈먼, 2009[2004]; 윤선희, 2011).
  그러나 새로운 기술과학은 여성에게 영향을 준다. 이를테면, 해러웨이는 통신기
술과 생명공학기술이 여성을 위한 새로운 사회관계를 구현하고 강화한다고 생각했
다(Haraway, 1991[1985]). 이런 견해는 여성의 사회관계를 긍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과학기술 실천에 여성이 참여해야 한다는 제안으로 연결될 수 있다.
  와이즈먼의 ‘테크노페미니즘’은 이런 제안을 구체화한 개념이다. 해러웨이가 인
종, 계급, 젠더 범주는 “기술과학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학의 
실천 속에서 구성된다”고 강조했다면, 와이즈먼은 더 나아가 ‘젠더와 기술과학이 
상호구성된다’고 제안하며, 이런 인식이 페미니즘의 실천에 참신한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삶은 모든 측면에서 사회기술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다. 여성이 기술에서 과소 대표된다는 점이 ‘세계가 만들어지는 방식’에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더 많은 여성들이 과학기술의 핵심 분야에서 활동해야 한다. 따라서 
‘평등한 기회’를 추구했던 자유주의페미니즘의 의제는 아직 유효하다. 테크노페미
니즘은 이처럼 ‘여성이 기술 생산의 핵심에 있지 않으면 권력에 관여하기 어렵다’
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와이즈먼, 2009[2004]: 136, 171, 177; 윤선희, 2011).
  따라서 테크노페미니즘은 남성성과 기술을 동일시하는 문화를 재정립하기 위해 
“여성과 남성의 구체적인 사회기술적 실천”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테
면, 기술 설계 과정에서 남성의 주도적인 위치가 ‘기술 혁신의 방향과 내용’에 영
향을 미치며, 이 때 여성은 단순히 기술에 반응하는 존재로 상정된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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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설계한 ‘영리한 주택’은 철저히 ‘남성적인 비전의 집’으로, 가사노동에는 관
심이 없고 오락 지향적이다(와이즈먼, 2009[2004]: 177).
  또한 테크노페미니즘은 “젠더 불평등과 다른 형태의 불평등이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이동전화는 한 사람이 사회기술적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위
치에 따라 다르게 경험되는 기술 인공물이다. 즉, 서구의 젊은 여성에게 이동전화
는 “자신의 신체를 자유롭게 확장하는 도구”이지만, 이동전화 생산에 사용되는 ‘콜
탄’이 채취되는 중앙아프리카의 여성들은 콜탄 가격에 따라 강간과 매춘이라는 특
별한 상황에 몰리기도 한다. 이처럼 여성들이 기술과학을 경험하는 방식은 다르며, 
페미니즘의 목소리 또한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들’은 “우리가 살
고 있는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위계적 구분에 대해서는 공통의 
우려를 표명한다.” 그리고 테크노페미니즘은 “우리만이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이해한다(와이즈먼, 2009[2004]: 186-188, 194-196). 이런 와이즈먼의 
주장은 여성의 참여와 페미니즘적인 실천이 여성을 위한 기술과학을 만들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이 스스로를 위해 기술과학 실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기술과학의 민주화를 위한 실천

  와이즈먼이 ‘여성 스스로를 위해’ 여성이 기술 생산의 핵심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 해러웨이는 기술과학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실천’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러웨이의 이런 제안이 잘 드러나는 사례가 온코
마우스TM에 대한 그의 견해이다. 온코마우스TM는 유방암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유방암을 유발하는 DNA 조각을 이식한 생쥐이다. 그런데 이 온코마우스TM는 누구
를 위해 살고 죽는가? 이런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 누가 이익을 얻었는가(Cui 
bono)? 해러웨이는 유방암 발병률은 양쪽 모두 약간씩 증가했지만, 흑인여성들의 
유방암 사망률은 21% 증가한 반면 백인여성들의 유방암 사망률은 그대로라는 
1980-1991년의 미국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이런 질문을 던졌다. 여기서 해러웨이
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술과학의 실천’ 문제이다. 그가 보기에 미국은 특히 ‘기술
과학에서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데 뒤쳐져 있는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비판
적인 과학정책이 필요하다. 해러웨이는 ‘상아탑 안에서의 순수한 연구’가 몰역사적
인 연구나 이데올로기적인 연구보다 나쁘다고 지적하며, 우리에게는 “민주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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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학을 건설하기 위한 현장에서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Haraway, 
1997: 95).
  이런 맥락에서 해러웨이는 덴마크의 합의회의, 생물학자로서 자신의 연구에 책임
을 지는 크라우치(Martha Crouch) 교수의 모습을 ‘기술과학의 실천 사례’로 소개
했다. 1992년 덴마크의 합의회의에서, 시민들은 유전자가 이식된 동물을 암 치료
를 위해 개발하는 것은 윤리적이지만 이를 애완용으로 개발하는 것은 비윤리적이
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는 덴마크 법률제정에 영향을 미쳤다. 해러웨이는 이 ‘합
의회의에 구현된 가정’이 자신의 ‘상황적 지식들’이 의미하는 바의 일부라고 평가
했다. 한편, 크라우치 교수는 여러 농업 연구 회사들을 위한 컨설턴트이자 환경운
동가이다. 그는 자신의 컨설팅으로 인해, 중앙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전통 생활방
식을 버리고 농업공장에서 매우 낮은 임금으로 일하게 되었으며, 소규모 생산자들
이 폐업하고, 기름야자나무가 산림의 다양한 나무들을 대체하게 되었다고 판단했
다. 그는 이런 일이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분자생물학과 산업의 통합’에서 전형적
인 경우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자신 같은 과학자들이 순수과학의 세계에서 얻는 즐
거움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해러웨이는 크라우치의 이런 문제의식이 하딩의 ‘강한 
객관성’의 실천이라고 평가했다(Haraway, 1997).6) 이 사례들은 개인 과학자 및 
시민들의 실천이 기술과학의 발전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한 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캠벨(Nancy D. Campbell)은 기술과학을 해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지 않은 과학(undone science)’과 ‘공정 과학(fair 
science)’ 개념을 소개했다. ‘수행되지 않은 과학’이라는 개념은 과학기술학에서 재
구성주의자(reconstructivist)의 의제이다. 이들 재구성주의자들은 사회적 불평등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학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학이 수행되지 않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기술과학을 민
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R&D 기반시설을 재구조화하자고 제안한다. 캠벨은 이들
의 ‘수행되지 않은 과학’이라는 개념이 페미니스트에게도 유용하지만, 이들은 젠더 

6) 해러웨이는 크라우치 교수의 사례를 소개하기 전에, 『유전기술의 진보』(1989)라는 고등학
교 교과서의 공동저자 중 한 명인 여성과학자 모드 힌치(Maud Hinchee)의 사례를 소개
했다. ‘자연이 유전공학 기술자’라는 내용 등을 담은 이 교과서를 공동집필한 힌치는 
1997년 당시 몬산토에서 일하고 있었다. 여기서 해러웨이는 자신이 크라우치 교수의 입
장에 더 가깝기는 하지만, 힌치의 입장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자신이 이 두 
입장 사이의 어딘가에 있다고 설명했다(Haraway,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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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이 기술과학 기반시설의 보이지 않는 요소로 작동한다는 점을 간과한다고 
지적했다(Campbell, 2009). 
  재구성주의자의 의제에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개념들을 연결한 것이 ‘공정 과
학’ 개념이다. 캠벨은 공정한 과학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의 어떤 측면이 누
구에게 핵심적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권력 불균형’이 “연구 설계
와 지식 생산, 그리고 그 결과를 잘못 알리거나 왜곡하는 방식으로” 과학의 실행 
문화를 구조화한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정책입안자들의 계급, 인종, 젠더 조합이 
기술과학의 실행과 결과물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정 과학을 위해서는 “여성과 
유색인이 성취한 정치적 입장과 비판적 관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캠벨은 과학
자들이 “자신들의 연구가 사회적으로 위치 지어짐을” 인식해야 한다며, 해러웨이의 
‘상황적 지식들’과 하딩의 ‘강한 객관성’ 개념을 차용한 ‘상황적 전문지식(situated 
expertise)’ 개념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민영화와 규제완화 등이 사회
적 재생산을 지속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 과학’이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연구가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집단의 특정한 입장”에 기
반을 두었다면, 이제는 사회적 특권과 시장에서 기술과학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
이다(Campbell, 2009: 13-17). 이는 기술과학을 민주화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보다 
실천적으로 과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한 참여와 실천
이 기술과학을 바꾸고 그 결과 사회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은 과학지식과 세계를 만들기 위한 참여, 그리고 젠더 혁신

  이처럼 해러웨이와 캠벨이 ‘기술과학의 민주화를 위한 실천’을 제안했다면, 로즈
(Joseph Rouse)와 쉬빈저는 더 나은 과학지식과 세계를 만들기 위해 여성이 과학
지식을 만드는데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로즈는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논의들이 우리가 과학지식을 만드는데 참
여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제안했다. 로즈가 제시한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페미니즘 학자들은 ‘지식(knowing)’을 ‘상황적이고 상
호적인 것’으로 상정한다. 둘째,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은 과학지식이 우연적이고 
가변적임을 보이기보다는 “변화를 필요로 하고 그 필요에 반응하는 것”임을 보여
주려 한다. 셋째, 페미니스트들은 과학을 재구성하면서 ‘객관성의 이상과 규범’을 
부활시키는데, ‘페미니스트 객관성’을 재구성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부분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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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비판과 대안적 실천에 열려있음, 연구자의 행동과 위치(position)에 대한 책
임(responsibility), 그리고 그러한 행동과 위치짓기(positioning) 효과에 대한 설명
책임(accountability)”과 연결된다. 넷째,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에서 성찰성은 ‘정
치적 차원’을 포함하며, 부분성과 상황성을 드러낸다.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공
유된 환경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없
다는 의미이다.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이런 특징들은 ‘전체(totality)로서의 과학
지식’이 아니라, “인식아(knowers)와 세계(world known)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이
해되는 특별한 과학적 실천”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로즈는 우리가 
‘더 나은 지식과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사는 세계의 과학지식을 만
드는데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ouse, 2004). 
  여성의 ‘참여’와 ‘실천’에 대한 강조는 쉬빈저의 ‘젠더 혁신’ 개념에서 더 분명하
게 나타난다. 쉬빈저는 ‘젠더 편견이 제거되면’ 지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여성이 과학 분야와 공학 분야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쉬빈저는 젠더분
석이 엄밀하고 창의적으로 적용되고 여성이 완전한 파트너가 되면 인간의 지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이는 과학계에 여성인력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
의 근거가 될 수 있다(쉬빈저, 2010[2008]: 15-18; 윤선희, 2011).
  지금까지 ‘젠더 분석’이 과학을 변화시킨 여러 사례들이 있다. 예를 들어 리처드
슨(Sarah S. Richardson)은 1990년대에 Y염색체의 역할을 강조한 ‘마스터 유전
자’ 모델이 ‘다원적인 성 결정 모델’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이 중요
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젠더 분석’이 과학 분야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사례처럼, 생명과학이나 의료과학, 생물학은 젠더 분석
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렇다면 물리학이나 화학은 어떨까? 천체물리학자인 
유리(C. Megan Urry)는 “광자는 젠더를 갖지 않는다.”고 표현하며, 물리학 지식
에는 젠더 편견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물리학이나 화학에 젠더 요소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가설일 뿐이라는 것이 쉬빈저의 견해이다. 그는 아직은 물리
학과 화학 분야에서 젠더 분석을 적용하여 연구하는 연구자가 대단히 적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쉬빈저, 2010[2008]: 44, 
270; 윤선희, 2011).
  한편, 유리는 물리학 지식에는 젠더 편견이 없지만, 물리학계의 문화는 젠더화되
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과학계에서 여성이 겪는 부당한 
대우들을 밝힌 후, 더 많은 여성이 과학계에서 활동할 수 있으려면 문화가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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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이를 위해 동료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쉬
빈저는 과학계에 더 많은 여성을 참여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을 소개하
며, 이러한 실천들을 확대하기 위한 제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쉬빈저는 과학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여성이 이 분야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한 셈이다(쉬빈저, 2010[2008]; 윤선희, 2011). 이런 쉬
빈저의 기획은 과학자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여성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과학기술학회, 한국여성학회 등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4.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기획,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의미 확
장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과학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젠더 문제를 주요하게 고
려해야 하며, 여성의 참여와 페미니즘적인 실천이 과학지식과 기술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결국 과학기술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참여와 실천이 사회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 페미니즘과 주류 과학기술학의 통찰을 수용하고 그 한계를 비판해가며, 페미
니스트 과학기술학의 연구 성과는 점점 풍성해졌다. 그리고 이제는 사회를 변혁하
기 위해 과학기술 안에서의 ‘실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페미니스트 과학기술
학의 이런 기획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으로 확장될 수 있는데, 이 
소절에서는 바라드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런 점을 살펴보겠다. 
  닐스 보어(Niels Bohr)의 표현에 의하면, 양자 물리학은 서구 인식론의 토대를 
흔들었다. 과학 혁명 이후 서구에서는 뉴턴 물리학과 과학적 방법론, 데카르트의 
이분법이 ‘근대’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다. 그런데 양자 물리학이 고전적 인과율
을 부정함으로써 관찰자와 관찰 대상, 관찰 행위를 엄격하게 구분했던 고전 물리학
의 틀을 깼다는 것이다. 양자의 세계에서는 관찰행위가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다. 따라서 양자 역학에서는 ‘외부의 관찰자’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으며, 어떤 현
상을 설명하는 ‘나’는 현상 밖의 ‘객관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현상의 일부’이다. 이
런 맥락에서 보어는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려는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했으며, ‘측
정’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이런 자신의 견해를 정교하게 제시했다(Barad, 2007). 
  보어에 의하면, 측정은 ‘자연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만남이며, 양자 물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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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식을 구성할 때 측정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적 틀을 제시한
다. “측정 과정의 개념적/물리적 차원이 서로 얽혀 있다”는 통찰이 보어의 인식 
틀의 핵심인데, 그는 고전 물리학에서는 대상(object)과 장치(apparatus) 간의 상
호작용이 무시되거나 상쇄될 수 있지만, “양자물리학에서는 그러한 상호작용이 현
상(phenomenon)의 분리불가능한 일부를 형성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어에게 
‘장치’는 ‘수동적인 관찰 도구(observing instruments)’가 아니라, ‘현상의 일부’이
다. 이처럼 장치에서 대상을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은 우리가 ‘인과율을 폐기하고 물
리적 현실에 대한 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 보어의 생각이었
다(Barad, 2007: 196-199).
  이 때 ‘측정된 속성’은 ‘현상’을 의미하며, 현상은 물질적-담론적 실천의 내재적-
상호작용(intra-actions)이다.7) 파동-입자 역설의 예를 들어 보어의 인식틀을 살펴
보자. 어떤 실험 환경에서 빛은 입자의 성질을 드러내며, 양립 불가능한 다른 실험 
환경에서 빛은 파동의 성질을 드러낸다. 고전적인 실재론에서는 이런 상황이 역설
적이지만, 보어는 ‘파동’과 ‘입자’를 ‘독립적인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상호 배타적
인 상이한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이 역설을 해결했다. 바라드
는 이런 보어의 인식론적 틀이 “방법(method), 측정, 기술(description), 해석, 인
식론, 존재론”이 분리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제안했다(Barad, 2007: 120-121).8)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려는 자연의 일부’라는 보어의 통찰은 ‘우
리가 지식을 만드는 행위가 우리가 설명하려는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
하면, 우리가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그의 주장으로 연결된다. 바라
드는 보어의 이러한 통찰을 ‘행위적 실재론’으로 확장했다. 바라드에 의하면, 현상
의 일부인 내가 현상 안에서 내재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현상을 설명하게 된다
(Barad, 2007). 이 개념은 인식론과 존재론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며, 양자 물리학이 
함의하는 인식론적 틀을 기반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 때 ‘현상
을 설명하는 내가 현상 안에서 현상과 내재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바라드의 개념
은 ‘내가 만드는 지식이 세상과 상호작용한다’는 생각으로 확장될 수 있다. 즉, 내
가 만드는 지식이 세상을 만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7) 이는 바라드가 보어의 인식틀을 읽는 방식이다. 바라드는 이분법을 담고 있는 ‘상호작용
(interaction)’이라는 용어 대신 ‘내재적-상호작용(intra-a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
데, 이는 관찰 대상과 관찰의 행위주체(agencies)를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
해서이다. 

8) 보어의 인식틀을 기반으로 행위적 실재론을 전개한 논문으로는 바라드(2009)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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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내가 만드는 지식이 세상과 상호작용한다면, 지식을 만드는데 있어서 ‘윤
리의 문제’도 중요해진다. 따라서 바라드는 존재론과 인식론 못지않게 윤리학의 문
제도 중요하게 다루며, 존재론과 인식론, 윤리학이 분리 가능하지 않다고 제안했
다. 즉, “윤리적 관심에서 벗어나 과학이 세계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윤리적 관심사는 과학실천(the practice 
of science)의 중요한 부분이며, 책임(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의 문제
는 과학적 실천(scientific practice)의 핵심이다(Barad, 2007: 37). 예를 들어, 생
체모방기술(biomimetics) 같은 기술과학은 놀라울 정도로 획기적인 전망을 보여주
지만, 동시에 헤아리기 힘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기술과학의 이러한 특성은 과
학적 실천의 문제에서 책임과 윤리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Barad, 
2007).
  바라드는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이지만, 그의 행위적 실재론은 여성이나 젠더 
문제를 다루기보다 ‘지식, 현상, 가치의 문제’를 다룬다고 볼 수 있다. 바라드는 페
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이 “어떻게 과학이 보다 책임감 있고 공정하게 실행될 수 있
는지”를 질문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하며, 2007년 출판된 자신의 책이 ‘더 
나은 세계, 함께 번영하며, 서로 싸우고 폄하하기보다 우리의 생각(ideas)과 새로
운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세계를 만들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오랜 페미니스트 과
학기술학 전통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바라드는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이 
과학기술학의 하위분야가 아니라 ‘더 나은 세계를 만들려는 독창적인 노력’이라고 
그 의미를 확장했다(Barad, 2011: 450). 이런 흐름은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이 과
학과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 단순히 ‘젠더 요소’를 고려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과학과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기획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5. 주체와 담론의 상호작용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과학기술학은 ‘과학적 사실’이 만들어지고 힘을 얻는 
기제를 설명함으로써, 과학의 권위를 기반으로 한 현대 사회의 지적 토대를 흔드는 
동시에 과학을 기반으로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려 했다. 그리고 페미니스
트 과학기술학은 이런 과학기술학의 통찰에 ‘젠더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과학과 
사회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의 남성중심성을 밝힌 이들의 
초기 논의들은 과학지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의 기반이 되었으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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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들은 다시 여성들이 권력에 관여하려면 과학기술을 만드는데 참여해야 한다는 
제안으로 연결되었다. 더 나아가 바라드는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이 ‘더 나은 세계
를 만들려는 독창적인 노력’이라고 그 의미를 확장했는데, 이런 흐름은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이 과학과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기획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는 ‘주체와 담론의 상호작용’이라는 본 논문의 핵심 개념과 본 논문의 분석이 
함의하는 바가 이러한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기획을 확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
다고 제안하려 한다. 이를 위해 이 소절에서는 담론을 만드는 주체와 주체의 인식
에 영향을 미치는 담론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주체의 인식도 담론도 변화한다는 의
미에서 ‘주체와 담론의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을 제안할 것이다. 본 논문이 상정하
는 주체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유한한 주체’이고, 본 논문이 상정하는 담론은 ‘상호
작용하며 변화하는 다양한 층위의 담론’이다. 이 주체 개념과 담론 개념을 사용하
여,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기반으로 ‘주체와 담론의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이 함의
하는 바를 제안하겠다.

주체의 유한성과 담론의 영향

  본 논문이 상정한 ‘유한한 주체’라는 개념은 인간이 지식을 만들고 이해하는데 
‘선입견’이 작용함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블루어의 사회구성주의와 가다머의 철학
적 해석학을 중심으로, 유한한 주체인 인간이 자신이 접한 담론의 영향을 받아 지
식을 만들고 이해한다는 점을 보여주겠다. 
  먼저, 블루어는 선행하는 믿음이 지식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
안했다. 예를 들어 원시부족이 닭에게 약초를 먹여 신의 뜻을 알아보려 했다고 하
자. 닭이 죽으면 부족민은 신이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닭이 독약을 먹었다고 말한다. 믿음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경험에 대해 다르
게 반응하는 것이다. 블루어는 이런 예가 ‘지식의 사회적 요소’를 분명하게 보여준
다고 이야기했다(블루어, 2000[1976]).
  2장 1.2절에서 설명했듯이, ‘지식에 사회적 요소가 있다’는 지식사회학의 주장은 
‘과학지식’으로까지 확장되어, ‘사회구성주의’라는 과학기술학의 한 흐름을 만들어
냈다. 더 나아가 2장 2.1절에서 설명했듯이, 사회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은 페미니스
트 과학기술학자들은 과학지식이 만들어지는데 문화적 기획이 작용하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이 연구 결과를 설명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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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다. 블루어를 비롯한 사회구성주의자들의 이런 통찰은 주체가 ‘사회적 요
소’의 일종인 담론의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이 주체가 ‘지식’을 만들고 설명하는데 
반영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가다머는 인간의 ‘선입견’을 이해의 기본 조건으로 상정했다. 그는 ‘선
이해’가 텍스트 이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하이데거의 통찰을 받아들여 
‘선입견’이 ‘이해’의 조건이라는 주장을 전개했다. 선입견은 원래 “어떤 사물의 의
미를 규정하는 모든 요소들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기 전까지 내리는 판단”을 의미했
지만, 계몽주의에 이르러 부정적인 의미로 부각되었다. 계몽주의는 역사적 전통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했는데, 이는 역사적 전통을 ‘선입견 없이’ 이성적으로 이해
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체의 선입견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다머는 
선입견을 극복해야 한다는 계몽주의의 요구 자체가 또 하나의 선입견이었다고 지
적하며, 이러한 선입견을 바로잡을 때 ‘인간존재와 역사의식의 유한성’에 대해 올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가다머, 2012[1960]: 144). 
  비슷한 맥락에서 가다머는 ‘전통’의 영향력을 이야기했다. 우리는 다른 생각이 
선입견을 자극할 때만 선입견을 자각할 수 있으며, ‘전통과의 만남’으로 그러한 자
극이 가능해진다. 또한 해석자는 자신의 선입견을 버림으로써 객관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입견이 온전히 제 역할을 하도록 할 때 타자가 주장하는 
진리를 경험할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의 역사성’을 함께 사유하는 것이 진정한 역
사적 사고이다. “선입견은 우리 자신이 속해 있는 현재의 지평을 형성한다.” 우리 
자신의 근원인 전통을 이해해야 선입견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지평은 과거 없이는 형성될 수 없다(가다머, 2012[1960]: 192). 

  현재와 무관하게 추구해야 할 역사적 지평이 존재할 수 없듯이 현재의 지평 역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해라는 것은 서로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이한 지평들의 상호융합 과정이다(가다머, 2012[1960]: 192).

 

전통이 존속하는 한 이러한 상호융합은 부단히 진행되며, 이 때 ‘지평융합’이라는 
말이 성립된다. 이는 올바른 이해에 도달하려면 역사적인 과거의 개념들을 “우리 
자신의 개념적 이해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가다
머, 2012[1960]: 291-292). 
  가다머의 이런 견해는 ‘완전한 이해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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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다음과 같은 서술은 그런 면을 잘 드러내준다.

  영향사적 성찰은 결코 완결될 수 없다. 이러한 완결 불가능성은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속해 있는 역사적 존재의 본질에 연유한다. 역사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자기인식이 결코 종결될 수 없음을 뜻한다(가다머, 2012[1960]: 

186).

즉, 가다머는 해석자의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가다머의 
이러한 통찰은 주체가 담론의 형태로 나타나는 선입견의 영향을 받아 텍스트를 이
해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는 주체가 담론의 영향을 받아 지식을 이해한다는 주장
으로 확장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블루어와 가다머의 논의를 확장하여 연구자가 접한 담론들이 ‘과학적 
사실’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접한 담론에 따라 ‘과학적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달라지고, 그 결과 ‘과학적 사실’이 만들어내는 담론이 달라
진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주체의 가능성과 담론의 변화

  ‘유한한 주체’인 인간은 지식을 만들고 이해하는 데 담론의 영향을 받지만, 담론
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주체의 인식과 담론이 변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이론을 중심으로 유한한 주체인 인간이 대화를 통해 자신의 주관성
을 극복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으며, 이처럼 담론들이 상호작용한 결과 주체의 인
식도 담론도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겠다.
  인간 주체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계몽주의 철학은 포스트모더
니즘 철학자들에 의해 비판받았다.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이들의 통찰은 본 논문에
도 반영되어, 앞에서 나는 주체가 지식을 만들고 이해하는데 담론의 영향을 받는다
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합리성’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인가?
  하버마스는 합리성 자체를 부정하는 대신, ‘의사소통 합리성’을 제안했다. 그의 
의사소통 행위이론은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가진 주체들’이 ‘토의(diskursiv)’
를 통해 주관적이었던 자신의 견해를 극복하고 상호주관적으로 인정된 합의에 이
를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 때 의사소통적으로 이룩된 합의는 최종적으로 ‘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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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의사소통 실천에 ‘합리성’이 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하버마스, 2006). 다음은 주체의 합리성과 근거에 대한 하버마스의 견해를 잘 보
여준다.

  우리는 합리성을 언어 및 행위 능력이 있는 주체의 성격으로 이해한다. 그것은 좋
은 근거를 바탕으로 태도를 취하는 데에서 표현된다. 이것은 합리적 표현이 객관적 
판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최소한 암묵적으로라도 타당성 주장과 
결부된 – 혹은 비판가능한 타당성 주장과 내적 연관을 갖는 - 모든 상징적 표현에 
해당되는 것이다. 논란이 되는 타당성 주장을 명시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까다로운 형식의 의사소통이, 다시 말해 논증의 전제들을 충족시키는 의사소통이 요
청된다(하버마스, 2006: 64).

즉, 하버마스는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가진 주체들이 ‘좋은 근거’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며 합리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본 논문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유한한 주체’를 상정하며, 이 때 ‘행동하는 주체’ 
개념은 하버마스가 상정한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가진 주체’를 의미한다. 나는 
하버마스의 이 개념을 ‘주체의 가능성’으로 해석하려 한다. 인간 주체는 유한하지
만, 다른 주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합리성’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이론은 주체들이 대화를 통해 상호작용하면서 자
신의 주관성을 극복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제안한다. 나는 이 이론이 담론들
이 상호작용한 결과 주체의 인식도 담론도 변한다는 점을 의미할 수 있다고 제안
할 것이다. 그리고 ‘근거’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하버마스의 설명 또한 ‘근
거’가 주체의 인식과 담론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의미할 수 있다고 제안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하버마스의 논의를 수정하여 ‘과학적 근거’가 주체의 인식과 담론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설득력 있어 보이는 과학적 근거’를 갖춘 담론이 다른 
담론들과 상호작용할 때, 주체의 인식도 담론도 변화하게 된다. 본 논문의 분석은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어나기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함
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의 성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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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주체와 담론의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을 ‘주체와 유한성’과 ‘주체의 가
능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하면, 이 개념은 담론을 만드는 주체와 주
체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담론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주체의 인식도 담론도 변화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바라드와 가다머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 개념이 연
구자의 성찰적인 태도를 요구한다고 제안할 것이다.
  2장 2.4절에서 설명했듯이, 양자역학에서는 관찰행위가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
치며, 이런 맥락에서 ‘외부의 관찰자’라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내가 설명
하려는 세계 밖의 객관적인 관찰자로서가 아니라, 그 세계의 일부이고 그 세계에 
속한 내가 그 안에서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어는 ‘우리는 우리
가 이해하려는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보어의 통찰은 ‘우리가 
지식을 만드는 행위가 우리가 설명하려는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가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그의 주장으로 연결되었다(Barad, 
2007).
  보어의 이러한 통찰을 기반으로, 바라드는 ‘행위적 실재론’을 정교화했다. 바라드
에 의하면 현상의 일부인 내가 현상 안에서 내재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현상을 설명
하게 된다. 이처럼 ‘현상을 설명하는 내가 현상 안에서 현상과 내재적으로 상호작
용한다’는 바라드의 ‘행위적 실재론’은 ‘내가 만드는 지식이 세상과 상호작용하며, 
세상을 만들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면 ‘여러 담론으로 구성된 세계의 일부’인 내가 이 담론들과 상호작용하며 
세상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담론’을 만들게 되고, 이 담론이 다시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나의 연구’에 대한 성찰로 연결
할 수 있다. 
  첫째, 나 역시 ‘유한성과 가능성을 가진 주체’로서 내가 접한 담론들과 상호작용
하며 새로운 담론을 만들게 되지만, 이 담론이 ‘완전한 이해’에 바탕을 둔 것이라
고 확언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이해’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가다머의 다음 서술을 보자.

텍스트 자체가 내 생각과는 다른 의미를 드러내고 텍스트의 객관적 진실이 나의 
선입견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선입견을 갖고 있
다는 사실 자체를 자각하고 있어야만 한다(가다머, 2012: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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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리는 선입견을 극복하기 위해 또는 텍스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음을 인지해야 하는 것이다. 가다머의 이러한 통찰은 어떤 현상이
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내는 담론이 기존 담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동시에, 우리가 이를 인지하고 더 나은 이해를 위해 노력해
야 함을, 그러면서도 우리의 이해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
을 의미한다.
  둘째, 내가 만드는 담론이 불완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론은 다
시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2장 2.4절에서 언급했듯이, 바라드의 행위적 실
재론은 ‘지식, 현상, 가치의 문제’가 서로 얽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더 
나은 이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동시에, 내가 만드는 담론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
시킬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가치’의 문제가 주체의 인식과 담론의 변화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어나려면 어떤 가치
를 추구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3. 소결: 성차 담론 분석이 갖는 함의

  이 장에서 나는 담론을 만드는 주체와 주체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담론이 서
로 상호작용하며 주체의 인식도 담론도 변화한다는 의미에서 ‘주체와 담론의 상호
작용’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본 논문은 이 개념을 토대로 역사적인 맥락에서 ‘성
차 담론’을 분석한다. 나는 ‘성차 담론의 역사’를 ‘주체와 담론의 상호작용의 역사’
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인지할 수 있다고 제안할 것이다.
  첫째, 페미니즘 안에서의 성차 담론이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나왔는지 이해함으
로써, 성차 연구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이 ‘담론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긍정
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자연철학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얘기해왔고, 근대 이후에도 과학은 여성과 남성이 다르기 때
문에 양성이 다른 역할을 맡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얘기해 왔다. 19세기에는 두개
골학, 20세기에는 사회생물학과 성호르몬 연구가 이런 주장에 근거를 제공해 왔으
며, 이런 주장들 중 상당수는 이후에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은 fMRI 등 뇌 영상 연구가 다시 '성차'를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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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을 고려한 여러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성차에 대한 신경과학 연구에 비판적이
었다. 본 논문은 3장과 4장에서 이런 페미니즘의 담론이 과학의 영역에서도 성차 
담론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둘째, 신경과학이 만들어내는 성차 담론을 우리가 더 다층적으로, 그리고 실천적
으로 이해할 수 있다. 페미니즘은 차별을 피하기 위해 차이를 부정해왔지만, 역사
적으로 변하지 않는 개념은 없다. 같은 용어라도 시대의 흐름, 사회문화적인 영향 
등에 따라 그 의미와 지시하는 바가 달라진다. 과거의 ‘차이’ 개념이 ‘차별’을 의미
했다면, 이제는 ‘차이’와 ‘차별’을 분리해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신경과학은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조심스럽고, ‘차이’를 
‘차별’과 연결시키려는 시도에는 반대한다. 동시에 남녀의 차이를 진화의 결과로 
설명하는 이론 역시 성차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진화론은 조사된 
성차가 자연스러우며 선천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점
들은 성차에 대한 ‘담론’, 이 담론의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이 담론을 이야기하는 
‘주체’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성차 담론’을 만들어내고, 이 담론들이 사람들
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4장과 5장에서는 신경과학 
논문들을, 6장과 7장에서는 뇌과학 대중서와 이에 대한 언론 및 대중의 반응을 분
석함으로써, 과학의 영역과 대중의 영역에서 ‘주체와 담론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양상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페미니즘의 긍정적인 영향’과 연결하여 실천
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제안할 것이다.
  셋째, 본 논문이 만들어낼 ‘성차 담론’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주체와 담론의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이 제안하듯이, 주체는 담론을 만드는 동시에 담론의 영향을 
받는다. 여러 담론들이 연구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연구자는 자신이 접한 담
론들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바라본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은 또 다른 담론이 되어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주체와 담론이 상호
작용하며, 담론도 주체의 인식도 변화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역사적인 
맥락에서 성차 담론들을 분석한 ‘나의 연구’ 또한 완성된 후에는 하나의 담론이 되
어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다. 

  나는 본 논문이 제안하는 ‘주체와 담론의 상호작용’이라는 개념과 본 논문의 분
석 결과가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기획을 확장하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려 한다. 과학기술학이 과학과 사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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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은 과학과 사회를 설명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변
화시키려는 기획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페
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기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본 논문의 3장-7장에서, 나는 과학의 영역과 대중의 영역에서 주체와 담론이 상
호작용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페미니즘 담론’이 성차 담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 이는 과학과 사회를 이해하고 변
화시키는데 ‘가치’의 문제가 중요하며, 따라서 세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
기 위해 우리가 ‘가치’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나는 결론인 8장
에서 본 논문의 이러한 결론이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책임과 윤리의 문제’
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최근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흐름에 부합하며, 본 논문
의 분석 결과가 이러한 기획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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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성차 연구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었다.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는 그 이유를 여성의 신체적 약점에서 찾았다. 임신, 출산 기간 동안 
여자에게는 남자의 도움이 필요했고 더구나 여자는 남자보다 체력이 약했다는 것
이다. 인류 태초부터 생물학적 특권을 지닌 남성은 ‘지배적 주체’가 될 수 있었고, 
문자가 발명될 무렵에는 이미 부권제가 확립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을 제정
하는 남자들이 여자에게 예속적 지위를 준 것은 당연했다. 남자들은 여자의 종속적
인 신분이 자연스럽고 인류에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열등한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철학과 신학이, 근대에는 생물학과 실험 
심리학 등이 이런 주장에 근거를 제공해 왔다(보부아르, 2009[1949]). 
  현대에는 더 이상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대신 여성이 
남성과 다르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차이’에 대한 담론 이면에서, 사회는 좀 
더 가치 있다고 인정받는 것에는 남성성을, 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에는 여성
성을 부여해 왔다. 표면적으로는 여성이 열등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결국은 사
회적으로 불리한 여성의 위치를 정당화하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현대 과학은 불평
등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해 오기도 했다. 따라서 페미니즘은 이러한 관념들에 
대해 오랜 기간에 걸쳐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이를 통해 여성이 억압받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다. 특히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은 과거의 성
차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런 관념들을 지지한다고 여겨졌던 ‘과학
적 근거’들이 실제로는 오류가 있었거나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
주었다. 
  3장에서는 이런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성차’에 대해 여
러 담론 주체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왔는지를 살펴본 후, 성차 연구에 
대한 페미니즘의 통찰이 갖는 함의를 생각해 보려 한다. 과거에 정치적 상황에 따
라 여성이 열등함을 보여주는 해부학 지식이 만들어졌다면, 20세기에는 사회생물
학과 성호르몬 연구 같은 생물결정론이 ‘선천적인 생물학적 차이’ 때문에 남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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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논리를 지지하는 역할을 했다. 그
러나 여성의 열등함을 증명하는 해부학 지식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틀렸음이 입
증되었고, 생물결정론에 입각한 과학 담론들 역시 객관적이지는 않다는 것이 페미
니스트들의 지적이다.
  이렇듯 성차 연구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면, 남녀의 차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지하는 ‘과학적 증거들’ 또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페미니스트들은 
사람들의 인식이 성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강조했으며, 성차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더라도 이 결과가 ‘남녀의 능력 차이’를 의미한다고는 생각하
지 않았다. 이런 페미니즘의 입장은 일부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반영
되기도 했다. 또한 페미니스트들은 성차가 있다는 연구 결과, 특히 생물학적 요소
가 성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으며, 과학자가 조금이라
도 젠더 고정관념을 보이는 것에 비판적이었는데, 이는 페미니즘의 통찰을 수용하
면서도 과학 연구 전통 안에서 연구 결과를 받아들인 일부 과학자의 태도와 다른 
것이었다. 이런 점은 문화적 맥락에서 성차 연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페미니즘의 
통찰이 페미니즘 자체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 페미니즘 안에서의 성차 담론

  기존의 남성 중심 사회는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상정하고 여성에게 열등
한 지위를 부여했다. 따라서 초기의 페미니즘은 여성들이 받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고, 이를 위해 여성이 ‘선천적으로 남성보다 열등하지 않다’고 주장해야 했
다. 이는 ‘여성과 남성이 같다’는 것을 보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이런 노력은 
‘생물학적 성차’를 완전히 부정하려는 기획으로 이어져, 1990년대 이후의 일부 페
미니스트들은 ‘섹스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절에서는 ‘성
차’가 있다는 주장에 비판적인 페미니즘의 담론, 더 나아가 ‘생물학적 성차’ 자체를 
부정하는 페미니즘의 담론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살펴보려 한다. 이 작업은 3
절에서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이 ‘페미니즘 담론’ 안에서 ‘성차 연구’를 분석했
다는 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1. 성차에 대한 페미니즘의 논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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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미니즘 내에서는 “여성들이 남성과 똑같아지기 위해 투쟁해야 하는가, 아니면 
남성들과 차이가 있다고 인정해야 하는가에 관한 논쟁”이 있는데, 이를 ‘평등-차이 
논쟁’이라 한다(프리드먼, 2002[2001]: 29).9) ‘평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다르지 않음을 보이려 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쪽에서는 여성성의 가치를 
재평가하려 한다. 이 소절에서는 이 두 입장이 ‘성차’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상이해 보이는 이 두 입장이 ‘성차’ 문제를 다루면서 모순되
지 않을 수 있음을 보이려 한다. 

여성과 남성은 같다

  오랫동안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었다. 20세기 초까지, 사회에서의 모든 권
리와 의무, 책임은 남성에게 있었고, 여성은 재산권도, 투표권도 없이 가정에 매여 
있었다. 따라서 초기의 여성해방론자들이 ‘여성의 권리’를 요구하는데 관심을 보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약자의 ‘권리 요구’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사
회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논거를 들어, ‘남성보다 열등한 여성이 현재의 지위에 
머무르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논리를 폈고, 초기의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이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과 남성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해야 했다. 
  이러한 여성의 상황에 대해 고찰하고 해결책을 고민한 초기 인물로는 18세기의 
울스턴크래프트(Marry Wollstonecraft)와 19세기의 밀(John Stuart Mill)을 들 수 
있다. 울스턴크래프트는 1789년 혁명 후 프랑스 의회에 제출된 ‘공화국의 모든 소
년’에게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는 탈레랑의 교육 법안에 대한 반론으로 『여권의 옹
호』라는 책을 썼다(손영미, 2008). 그는 이 책에서 여성이 감정적인 이유는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똑같은 교육을 받았을 때 남녀의 차이는 거의 없
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이성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던 시기였기에 울스턴크래프트 
역시 그 시대의 가치를 인정한 상태에서 여성도 교육을 받으면 남성처럼 이성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울스턴크래프트, 2008[1792]: 61, 291). 
  존 스튜어트 밀은 ‘인간에게 충분한 자유를 주는 것이 개인이나 사회에 대해 바
람직하다’는 견해를 담은 자신의 『자유론』(1859)의 기본 사상을 토대로  『여성의 

9) 여기서는 평등-차이 논쟁 자체를 다루지는 않는다. 이 논쟁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프리
드먼(2002[2001]) 29-56쪽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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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을 썼다. 이 책에서 그는 남성과 여성의 정신적 차이는 “교육과 환경의 차이
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하며, “남녀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
다”는 생각이 근거가 없음을 보였다. 그는 남성의 뇌가 더 크기 때문에 남성이 여
성보다 정신 능력이 우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간 뇌의 크기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별로 없다”는 당대 해부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해 반박했다. 또한 남녀의 정
신 능력이 다르다는 주장은 ‘가설’에 불과하다고 치부했다. 이런 남녀 차이에 대한 
그의 견해는 여성의 자유를 인정했을 때, 즉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줄 때 인류
가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남성도 여성도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의 주
장의 근거가 되었다(밀, 2006[1869]: 109, 127).
  울스턴크래프트와 밀의 시대에 ‘차이’는 보통 ‘여성의 열등함’을 의미했기 때문
에, 이들은 이처럼 남녀의 차이가 타고난 것이 아니며 주어진 환경이 같다면 여성
도 남성과 같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여성도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남
성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초기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남녀의 차이를 부정했는데, 이러한 페미니즘의 주장에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한 책
이 보부아르의 『제2의 성』(1949)이다. 이 책의 2부 1편의 첫 문장인 “여자는 태어
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여성성’
이 여성의 본성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여성과 남성 사이에 본질적
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인용하는 문장이 되었다. 
  보부아르는 자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자신을 규정하려면 ‘나
는 여자다’라고 선언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보통 남자는 인류 전체를 가리키
지만, 여자는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부아르는 여성에 대해 성찰하기 시작했
고, 여자란 ‘남자가 규정짓는 존재’라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다. 남자가 ‘주체’이고 
‘절대’라면, 여자는 ‘타자’이다. 사회에서 좋은 위치에 있고 권력을 가진 남자들은 
어려서부터의 교육을 통해 전통적인 권위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는 
남자가 만들어왔으며, 남자들은 여러 지배적인 학문을 통해 열등한 여성이 남성에
게 종속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인류에 유익하다고 주장해왔다(보부아르, 
2009[1949]).
  그런데 정말 여자는 열등한 운명을 타고난 것일까? 이에 답하기 위해 보부아르
는 생물학과 정신분석학, 유물사관을 살펴보았다. 그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여자가 
타자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중 생물학을 살펴보자. 생물학적
으로 여자와 남자가 다른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여자는 남자보다 평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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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작고 가벼우며, 골격도 더 약하고, 골반은 임신과 분만의 기능에 적응하여 더 
넓다.” 여성은 신체적 조건이 남성과 다르며, 이는 여성이 처한 상황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보부아르는 이런 생물학적 조건이 “여자에게 
주어진 불변의 숙명”이라는 생각은 거부했다. “인간은 자연의 종이 아니라 역사적
인 관념이다.” 여자가 신체적으로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약함’이 의미가 있으
려면 적당한 사회의 관습과 가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폭력을 금하는 풍습이 있
는 곳’에서는 힘이 센 사람이 지배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생물학으로는 여성이 
타자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으며, ‘사회’로 인간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보부아르
의 생각이었다(보부아르, 2009[1949]: 59-62).
  한편, 보부아르의 설명에서 보았듯이 초기 페미니스트들이 남녀의 모든 차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인정한 보부아르처럼, 울스턴크래프트
와 밀도 일부 남녀의 차이는 인정했다. 예를 들어, 울스턴크래프트는 남자들이 신
체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여자보다 더 높은 덕을 쌓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남성이 여성보다 어느 정도 힘이 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자
체가 하나의 고귀한 특권”이라고도 이야기했다. 하지만 동시에 ‘육체적인 힘’이 
“남자의 우월성을 형성하는 유일하게 확실한 근거”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남성이 우월한 유일한 근거는 ‘육체적인 힘’ 뿐이며, 이를 제외
하면 남녀가 다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울스턴크래프트, 2008[1792]: 36, 66, 
84). 밀도 여성이 남성보다 직관이 뛰어나고 통찰력 있다는 견해가 경험적으로 타
당한 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밀은 신체상의 차이를 제외하면 남녀의 차이에 
대한 주장들이 가설에 불과하다고 보았는데, 그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대해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고, “앞으로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질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다. 또한 여성의 본성에 관한 고정관념들은 ‘경험적 일반화’에 지나지 않으
며, “지금 보이는 남녀 사이의 정신적 차이 중 어느 부분이 자연적인 것이고 또 
인위적인 것인지 알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밀, 2006[1869]: 129-133). 
  이처럼 울스턴크래프트와 밀, 보부아르는 남녀의 ‘정신적 차이’는 인정하지 않았
지만 ‘신체적 차이’는 인정했다. 하지만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신체적 차이도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로(Marian Lowe)는 몸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가 우리 몸을 ‘여성적인 몸’ 또는 ‘남성적인 
몸’으로 보고, 서로 “다른 건강기준과 미의 기준에 어울리게 우리 몸을 형성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여자와 남자는 자신의 신체 능력에 대한 기대치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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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데, 여성이 힘쓰는 일을 못한다는 가정은 실제로 힘의 차이를 만들며, 여성의 스
포츠 참여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식으로 사회적 역할을 재강화한다는 것이
다. 또한 로는 근육의 차이나 키의 차이도 문화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는
데, 이를테면 키는 유전적인 요소를 갖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환경에서 양육되
면 평균 키가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이민자 2세대는 이민자 1세대보다 평
균적으로 키가 크다. 음식, 질병, 스트레스, 신체 활동량 등 “유전 이외의 많은 요
소들이” 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키에서의 성차는 또한 문화마다 다양한데, 
이는 이 차이가 적어도 일부는 환경 요소들 때문임을 의미한다는 것이 로의 생각
이었다(Lowe, 1983: 42, 47).
  대부분의 특성에서 여성과 남성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로 역시 
“생식과 직접 관련되는 해부학적ㆍ생리학적 차이”가 있음은 인정했다(Lowe, 1983: 
43). 그러나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차이도 인정하지 않으며, 섹스와 젠더가 구
성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앞에서도 보였듯이, 보부아르는 남녀가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 차이가 의미가 있으려면 그에 맞는 사회적 제
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했다. 즉 보부아르의 주장대로라면, 남녀의 ‘생
물학적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되, 차이가 의미 없는 사회를 만들면 되는 것이
다. 그러나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보부아르의 선
언은 남녀가 같다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는 면
이 있다. 이런 점을 다루기 전에 ‘차이’를 인정하며 ‘여성성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자 하는 페미니스트들을 살펴보자.

다르지만 평등하다: 여성적 가치의 인정

  남성과 다른 경험을 해온 여성은 그 경험 때문에 남성보다 열등한가? 남성적인 
가치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남성과 동등해지기 위해 여성은 그 가치를 배워야 하
는가? 여성성의 긍정적인 의미를 인정하는 페미니스트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
다. 이들은 보통 여성의 역할이라고 간주되는 ‘보살핌’의 가치에 주목하여, 여성적
인 가치가 남성적인 가치만큼 의미 있거나 남성적인 가치보다 더 의미 있을 수 있
음을 보여주었다. 길리건(Carol Gilligan), 노딩스(Nel Noddings), 러딕(Sara 
Ruddick), 헬드(Virginia Held) 등이 그러한 페미니스트들이며, 이 중 특히 길리건
은 『다른 목소리로』(1982)에서 여성의 ‘보살핌의 윤리’가 남성의 ‘정의의 윤리’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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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런 주장은 페미니즘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대한 오래된 논의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자칫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는가? 길리건과 노딩스, 러딕의 논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본 후, 이런 
점들을 가늠해 보도록 하자.
  길리건의 문제 의식은 기존의 심리 이론으로 여성의 발달을 설명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기존의 심리학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독립’을 아동기와 청년기의 성
장으로 간주했는데, 남성과 달리 여성은 청년기에 ‘애착’과 ‘친밀한 관계’를 중요하
게 생각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기존의 심리학자들은 ‘여성의 발달이 열등하다’
고 평가했다. 이를테면, 길리건의 스승이었던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에 따르면 
여성들이 도덕적으로 미성숙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콜버그는 20년 이상 84명
의 남자 아이들을 관찰한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어린 아이가 도덕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기까지 여섯 단계의 발달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의 척도에 
따르면 여성의 도덕 판단은 6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선(goodness)’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즐겁게 해주는 것”으로 보는 3단계에 머물렀다. 따라서 자칫 
여성이 도덕적으로 미성숙해 보일 수 있었지만, 길리건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 
길리건은 이러한 도덕 발달관이 ‘남성들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나왔다고 지적하
며, “여성들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여성들의 삶으로부터 발달 이론을 구성해 
나간다면” 이와 다른 도덕 발달관이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길리건, 
1997[1982]: 66, 68).
  여성의 도덕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 길리건은 ‘대학생 연구’와 ‘임신 중절 결정 
연구’, 그리고 ‘권리와 책임 연구’, 세 가지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 여성의 도덕 발
달이 남성의 도덕 발달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길리건의 설명에 의하면, 
청년기에서 성인기로 접어들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 ‘자기 성실성’과 ‘보살핌’ 사이
에서 갈등을 겪게 되고, 성인 초기에 이 둘이 연결된다는 점을 깨닫게 되지만, 이
를 경험하는 과정은 다르다. 도덕 문제를 ‘권리의 관점’에서 보던 남성은 친밀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보살핌의 관점’에서 보던 여성은 독립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이들이 도달하는 도덕적 수준은 같지만, 도달하는 과정이 다른 것이다. 그러
나 그 동안 남성 학자들은 여성의 경험을 간과했으며, 그 결과 여성이 도덕적으로 
남성보다 미성숙하다고 결론 내리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의 경험을 고려할 때 우리
가 인간의 발달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던 길리건의 연구는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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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인간으로 보던 기존의 사고에 대한 도전이었던 셈이다. 이렇게 길리건은 여성
에게는 ‘보살핌의 윤리’가 있으며, 이 윤리가 남성의 ‘정의의 윤리’만큼 가치 있음
을 보여주었다(길리건, 1997[1982]). 
  마찬가지로 노딩스도 여성적인 보살핌의 윤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했다. 여성은 보통 자신의 행동을 보편적 원칙으로 설명하기보다 감정이나 인상 등
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기 때문에, 자주 도덕의 영역에서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여겨
졌다. 또한 “많은 여성은 도덕적 문제에 원칙이나 추론이나 판단의 문제로 접근하
지 않는다.” 법과 원칙을 통한 접근법은 어머니의 접근법이 아니라 아버지의 접근
법이다. 우리의 윤리학은 대체로 ‘아버지의 언어’, 즉 원칙과 명제, 정당화나 공정
성, 정의의 용어로 논의되어 왔으며, 어머니의 목소리인 인간의 보살핌, 보살피고 
보살핌 받은 기억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인류의 절반이 ‘돌봄’으로 도덕 
문제에 접근한다면, 이런 양식으로 도덕성을 연구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이 노딩스의 생각이었다. “그러한 연구는 윤리학을 넘어서 교육에 중요한 함의를 
가질”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도덕 교육 자체가 빈곤해질 것이다(노딩스, 
2009[1984]: 42). 
  러딕 역시 “정의와 보살핌이 평등하게 지배하는 영역”을 이상적인 도덕적 영역
으로 보았다. 그는 특히 ‘보살핌’이 작동하는 영역인 ‘모성적 사유(maternal 
thinking)’가 전쟁을 비판하고 평화를 요구하는 관점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어머니도 때로는 군국주의자일 수 있으며 전쟁을 지지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러딕은 모성적 사유가 “평화 정치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모성(the maternal)은 ‘여성다움(the 
womanly)’과 개념적으로,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모성적 사유를 밝히
는 것은 “여성의 앎의 방식”을 밝히는 것임을 의미한다. 물론 남성도 어머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실제로 어머니가 되는 사람은 여성이며, 대
부분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도 여성들이 어머니였다. 러딕은 어머니가 본질적으
로 평화적이지는 않지만, 모성적 관행이 평화 정치학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여성이 중심이 되는 ‘어머니 역할’의 가치를 강조하였다(러딕, 2002[1989]: 53, 
94).
  한편, 러딕은 특별히 여성만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이
들의 요구에 응답하고자 하고, 이를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남녀
를 불구하고 누구나 어머니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여성이 대부분 어머니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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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왔지만, 어머니인 남성들도 늘 있어 왔다. 남자이지만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여자이지만 어머니 되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10) 이런 의미에서 
러딕은 “여성도 남성도 어머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ㆍ사회적 
여건 속에서 어머니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러딕은 전쟁은 ‘남성적’인 
것으로, 평화는 ‘여성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남성들이 그렇게 호전적인 것도, 여성
들이 반드시 평화로운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러딕, 2002[1989]: 111). 이런 점은 
러딕이 ‘여성’을 중심으로 한 ‘모성적 사유’를 강조하면서도 남녀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데 조심스러웠으며, 여기에는 복잡성이 있음을 인지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노딩스 또한 ‘여성적’이라는 단어가 “여성의 어떤 본질적인 특질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경험의 어떤 양상을 가리켰다”고 이야기했다. 노딩스는 자신의 견해가 ‘고
전적인 의미에서’ 여성적인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그의 생각에 ‘보살핌 위에 세워
진 윤리’는 본질적으로 여성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도덕 문제에 대한 여성적인 접
근법을 발견하기 위해 ‘보살핌’을 검토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남성이 ‘보살
핌의 윤리’를 공유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윤리가 남성의 경험
에서 발생하듯이 보살핌의 윤리는 여성의 경험에서 발생하지만, 남성도 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남성이 ‘보살핌’에 참여하고 싶다면 “아동기에 시작되는 
경험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노딩스의 생각이었다(노딩스, 2009[1984]: ⅹⅴ-
ⅹⅵ ).
  길리건 역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이야기하지만, 이 차이가 본질적인지에 대
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그는 젠더 차이가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것인지, 사회적
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묻는 것에 비판적이며, 자신은 이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길리건은 여성과 남성의 사고방식이 다른 이유로 생물학적 차이
와 사회문화적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언급했을 뿐이다. 그는 오히
려 이런 문제보다는 여성이 남성과 다르다는 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심을 가
졌는데, “성취보다 보살핌에 더 비중을 두고, 경쟁적인 성공에 대해 갈등을 느끼
는” 여성이 삶의 중반기에 감정적으로 상처받기 쉽다는 점은 ‘여성 발달’보다는 
‘사회’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다(길리건, 1997[1982]: 299).11)

10) 그렇다고 해서 러딕이 여성과 남성이 구분되는 지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
다. 러딕은 출산과 어머니 역할을 구분했으며, 어머니 역할은 남녀 모두 할 수 있지만 
‘출산’은 여성의 활동이라고 생각했다.

11) 길리건은 처음에는 도덕 발달의 측면에서 어느 한 성이 우월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길리건의 이런 입장은 이후 바뀌게 된다. 통(Rosemarie Putnam Tong)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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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차이’를 인정하고 여성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페미니스트들도 여성과 남
성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들은 여성의 경험
에 바탕을 둔 ‘보살핌’의 윤리가 남성의 경험에 바탕을 둔 ‘정의’의 윤리만큼 가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을 뿐이다. 또한 이들은 남녀 모두가 ‘보살핌’의 윤리와 
‘정의’의 윤리를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점은 남녀의 차이가 아닌 ‘개
인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러딕의 주장처럼, 남자 내
부에 차이가 있고 남자가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여자 내부에 차이가 있고 
여자도 전쟁을 지지할 수 있다면, 이는 ‘남녀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
기 보다는 ‘경험’과 상황이 개개인을 다르게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평등’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와 ‘차이’를 주장하는 페미
니스트가 양립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었다. 평등 페미니스트들은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출산 등 일부 생물학적 차이는 인정
했으며, 차이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보살핌 윤리가 남성의 정의의 윤리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보이면서도 이 차이가 본질적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의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마저 부정하며, ‘섹스
가 구성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과학기술학의 담론과 상호작용하며 
‘성차’에 대한 페미니즘 담론의 한 축을 이뤘다. 다음 소절에서는 이런 점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겠다.

1.2. 섹스가 구성된다? 페미니즘과 과학기술학의 상호작용

  20세기 후반, 페미니즘과 과학은 ‘섹스’와 ‘젠더’를 구별했다. 특히 페미니즘은 
생물학적인 섹스와 문화적인 젠더를 구분함으로써, 남자와 여자가 재생산 기능이 
다른 몸을 갖더라도 능력의 차이는 없다고 주장하려 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질을 
갖고 남성이 남근을 갖는 것은 섹스의 차이(sex difference)이다. 그러나 소년이 
소녀보다 수학을 더 잘 하는 것은 ‘젠더 차이(gender difference)’이며, 이는 바뀔 
수 있다. 이처럼 페미니스트들은 젠더는 문제 삼았지만, 섹스(physical sex)가 실
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섹스’는 정말 고정되어 있으며, 

에 길리건이 “이상적인 도덕적 사상가는 결국 정의의 윤리보다 보살핌의 윤리를 선호하
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암시했다고 이야기했다(통, 2010[2008]: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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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지 않는 특성인가? 이 소절에서는 섹스가 구성된다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담
론12)이 나온 맥락과 이 담론의 생물학적 근거를 살펴보고,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논의가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논의와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보이겠다.

문화적으로 구성된 섹스와 젠더: 주디스 버틀러

  기존의 남성 중심 사회는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가 여성의 ‘생물학적인’ 특성 때
문이라고 설명해왔다. 여성은 여성적인 특질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여성의 역
할’에 머무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초기의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논리에 문제
를 제기하며, 이른바 ‘여성성’은 여성이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면서 학습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성의 선천적인 특성, 즉 생물학적인 특성을 ‘섹
스’로, 환경에 의해 습득하게 되는 후천적인 특성을 ‘젠더’로 정의하고, 이렇게 섹
스와 젠더를 분리함으로써 여성이 기존의 역할에서 벗어나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
을 열고자 하였다. 여성을 여성의 역할에 머무르게 하는 ‘여성성’이 생물학적인 본
질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습득된 것이라면, 교육과 환경을 바꿈으로써 여성이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섹스’와 ‘젠더’의 구분은 명
확한 것인가? 
  버틀러(Judith Butler)는 보부아르를 인용하며 “섹스는 그 정의상, 지금까지 줄
곧 젠더였다”고 주장했다(버틀러, 2008[1999]: 99). 다음을 보자.

한편, 시몬 드 보부아르는 『제 2의 성』에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지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보부아르에게 젠더는 ‘구성된’ 것이지만 그녀의 공식에
는 어떤 행위주체(agent), 즉 어쨌든 젠더를 걸치거나 전유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다른 젠더도 걸칠 수 있는 코기토(cogito)가 암시되어 있다. 보부아르의 설명이 암시
하는 것처럼 젠더는 변하기 쉽고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가? 이럴 경우 ‘구성’은 
선택의 양상으로 단순화될 수 있는가? 보부아르는 여성으로 ‘만들어진다’고 분명히 

12)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생물학적 성차에 대한 본질론적 시각을 부정한다’고 볼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버틀러의 논의를 중심으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담론을 서술했는데, 
이는 버틀러를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속한다고 보는 로즈마리 통(2010)의 분류를 따른 
것이다. 이 소절에서 다루는 그로츠의 경우 ‘육체 페미니즘’에 속한다고 분류되고 있으
나, 이 소절에서는 ‘섹스가 구성된다’는 버틀러의 논의가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논의
와 상호작용하는 면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이를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담론’이라고 상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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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으나 여성은 언제나 여성으로 만들어지는 문화적 강제 상황 아래에 있다. 그리고 
분명히 이 강제는 ‘섹스’에서 온 것이 아니다. 그녀의 설명 어디에도 여성으로 만들
어진 ‘사람’이 반드시 여자라는 확언은 없다. 보부아르의 주장대로 “몸이 하나의 상
황”이라면 언제나 이미(always already) 문화적 의미로 해석되지 않은 몸에 기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섹스는 담론 이전의 해부학적 사실성으로 볼 수 
없다. 사실, 섹스는 그 정의상, 지금까지 줄곧 젠더였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버틀
러, 2008[1999]: 99).

즉, 버틀러는 여성이 “언제나 여성으로 만들어지는 문화적 강제 상황 아래에” 있지
만, 이 강제가 ‘섹스’에서 온 것은 아니라고 보부아르를 해석한 것이다. 
  반면, 배은경은 보부아르가 “여성의 ‘본질’로서의 생물학적 측면”이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었다고 해석하며, “어떤 여자도 자신의 성을 무시하고 자기를 주장하려
고 하면 반드시 자기기만에 빠지고 만다.”는 보부아르의 말을 인용했다(배은경, 
2012: 297-298). 배은경의 지적처럼,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보부아르의 말은 ‘섹스’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보
다는 여자도 남자처럼 ‘초월을 향해 나아가는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사회가 ‘내재’
에 머무르도록 만든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원인은 출산 등 생물학적인 
차이 때문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 남자도 내재에 머무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하
지만 보부아르는 자신이 ‘여자’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을 비롯한 여자들
을 ‘내재’에 머무르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정확히 지적하였다.
  그러나 버틀러는 여러 담론들을 동원하여 섹스도 젠더처럼 문화적으로 구성되었
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버틀러가 동원한 담론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성에 
대한 과학적 기반을 만든다’는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의 연구도 포함된다. 더 
나아가 버틀러는 기존의 섹스/젠더 개념이 담론적인 구성물이라고 주장했다. 이 
구성물은 생물학 연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버틀러는 이를 보여주기 위해 
‘고환 결정인자(testis-determining factor, TDF) 연구’에 대한 파우스토-스털링
(Anne Fausto-Sterling)의 분석을 소개했다(버틀러, 2008[1999]). 
  페이지(David C. Page)와 동료들은 남자의 성을 결정하는 DNA 연쇄가 있어서, 
이 DNA 연쇄가 위치를 바꾸면 XX인 남성과 XY인 여성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
다. 이들의 연구는 언뜻 “XX 여성과 XY 남성의 범주에 딱 들어맞지 않는” 사람들
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어 보였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 DNA 연쇄가 여성의 염색체에도 있다는 점이었다. 페이지는 이에 대해, 중요한 



- 64 -

것은 이 DNA 연쇄가 남성에게는 능동적이고 여성에게는 수동적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가설로 남아 있으며, 파우스토-스털링에 따르면 이들
은 자신들의 연구 대상자들이 재생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
했다. 이들이 연구한 XX 남성은 무정자증으로 모두 불임이었고, XY 여성의 난소
에는 생식 세포가 없었다. 결국 페이지는 재생산 기능과는 상관없이 외부 성기를 
기준으로 남녀를 나눈 셈인데, 그렇다면 애초에 지배 유전자에 대한 실험 연구는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 버틀러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지가 ‘지배 유
전자’에 집중했다는 사실은 ‘여성성’이 남성성의 현존이나 부재, 또는 수동성의 현
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결국 젠더의 이분법적 관계와 관련된 문
화적 가정들이 연구의 틀을 정하고 그 중심이 된 셈이다. 이처럼 생의학 연구에서
는 “젠더화된 의미들이 가설의 틀이 되고”, 섹스는 젠더가 갖는 문화적 의미에 선
행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생물학의 언어가 생물학이 서술하려는 대상의 ‘문화적 집
적 작용’을 재생산하고 있는 셈인데, 이런 점 또한 생물학적인 섹스와 문화적인 젠
더의 구별이 쉽지 않은 일임을 보여준다(버틀러, 2008[1999]: 284-292). 
  이런 점들을 보여주며 버틀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
는 젠더에 대한 지식이 사실은 “실제에 대한 선제적이고 폭력적인 경계선”으로 작
동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지식은 게이와 레즈비언을 비롯한 소수자에게 억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 페미니즘 주체로서 ‘여성’이 아닌 ‘여성들’을 이야기하며, 버틀러
는 ‘단일한 여성 집단’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들을 간과한 채 섣부르게 ‘연합
의 정치학’을 형성하려 하면, 그 과정에서 레즈비언이나 흑인 여성 같은 비주류 여
성이 소외될 수 있다. 버틀러는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섹스/젠더 구분을 해체함
으로써 섹스와 젠더에 대해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 했다. 그리고 그 근거 중 하나
로 ‘생물학’을 예로 들었으며, 이는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 파우스토-스털링의 
분석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버틀러, 2008[1999]: 67). 

문화적으로 각인된 몸, 몸에 각인된 성차: 엘리자베스 그로츠

  더 나아가 그로츠(Elizabeth Grosz)는 ‘몸’에 대해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 했다. 
그로츠에 의하면, 페미니즘과 주류 철학은 ‘몸’을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이며 문화 
이전의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몸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으며, ‘자연과학’ 특히 ‘생물학’과 ‘의학’이 다루는 대상이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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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과학 자체도 과학자들이 지닌 ‘일상적인 가설과 믿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
며,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학이 ‘몸’을 제대로 이해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로츠의 지적이다. 이는 의학과 생물학이 몸을 잘못 분석해왔다는 의미가 아니다. 
몸은 흔히 생각하듯 “무역사적이고 전(前)문화적이며 자연적인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인 압력으로 인해 각인ㆍ구분ㆍ표시되는 것”이며, “자연 자체의 사회적 구
성의 산물이자 직접적인 효과”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의학이나 생물학의 방법론과 
가설들 역시 ‘연구대상인 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그로츠의 주장이다. 이런 상
황에서 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인문학 뿐 아니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에도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그로츠는 ‘몸’을 분석의 중심에 놓고, 여러 남성 이론
가들의 분석을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마음’과 ‘몸’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려 
했다. 예를 들어, 그는 잘린 팔이나 다리에서 고통을 느끼는 현상인 ‘환상사지’가 
고정되어 있는 수동적인 생물학적 몸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실은 ‘유연하고 유동적
인 것’이었음을 입증해 준다고 생각했다(그로츠, 2001[1994]: 39). 
  이론적인 접근을 통해 몸을 설명하고 나서, 그로츠는 이를 바탕으로 몸에서의 
성차(sexual difference) 문제를 다루었다. 그는 ‘남성과 여성이 차이가 있다’고 인
정했지만, 이 차이가 완전히 문화적으로 각인되는 것도, 순수하게 생물학적인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성차는 분명히 생물학적인 차원을 포함하지만, 생물학 자체가 
역사적이며 변화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그로츠, 2001[1994]). 그렇다면, 그로츠의 
이런 설명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전혜은은 그로츠의 주장이 의미하는 바가 
‘성차’는 불변일지라도, ‘차이’의 내용은 시대와 역사, 문화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다. 그렇게 되면 그로츠가 이야기하는 ‘성차의 유동성’이
라는 것도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름 안의 내용들이 사회적 의미화 체계에 열려
있으며 따라서 변화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전혜은, 2010: 139-140). 
  전혜은의 해석에 따르면 우리는 그로츠의 논의에서 여러 실천적인 함의를 이끌
어낼 수 있다. 성차가 있더라도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면, 우리는 ‘여성의 가능
성’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로츠 자신도 성차 문제가 우
리 시대에 본질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며, 여성의 몸이 가부장적인 이해관계에 부
합하도록 특정한 방식으로 각인되었다면 이를 ‘재각인’함으로써 지금까지 ‘남성의 
속성’으로 인정되었던 것들을 ‘여성의 속성’으로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
다. 그로츠는 ‘몸’을 재조명함으로써 ‘성차’ 문제를 새롭게 해석했으며, 결과적으로 
근대 철학에서 몸, 자연과 연결되어 있었던 ‘여성’을 재조명한 셈이다(그로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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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994]).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담론 안에서의 과학기술학 

  이처럼 버틀러는 여러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수용하고, 그 
중 특히 파우스토-스털링의 논의에 일부 의존하여 ‘섹스가 구성된다’고 주장했고, 
그로츠는 환상사지의 예를 들어 몸이 유동적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들의 논
의는 다시 ‘섹스의 구성성’을 이야기하는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에 영향을 미쳤다. 
섹스가 구성된다는 주장은 보통 의학적으로 비정상(abnormal)인 상태의 몸을 근
거로 논의된다. 특히 간성(intersex)과 성전환(transsexual)이 주요한 사례가 되는
데, 지금부터는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섹스가 구성된다’
는 주장을 살펴보겠다.
  먼저, 히르샤우어(Stefan Hirschauer)와 몰(Annemarie Mol)은 구성주의의 입
장에서 ‘섹스’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 했다. 예를 들어 보자. 해부학은 페니스와 질
이라는 신체의 차이로 남녀를 나눌 수 있고, 유전학과 조직학은 XX, XY 두 염색
체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내분비학은 두 종류의 호르몬이 있다고 말하며, 정신 의
학은 섹스가 ‘자기동일성(self-identity)’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런 실천들 사이에
서 몇 가지 관계가 나타나는데, 페니스를 갖고 있는 개인이 내분비학적으로는 여성
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해부학적으로 여성이라도 Y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면 올림
픽 게임에서 여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Hirschauer & Mol, 1995).
  성전환자, 즉 성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의 치료 궤적에서도 복잡한 관계가 나
타난다. 해부학적인 남성이 정신의학적으로 자신을 여성으로 느끼면, 호르몬 약을 
통해 내분비학적으로 성을 바꾼 후, 수술로 마무리한다. 그렇지 않고 정신의학적으
로 자신의 성을 규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각 개인에게 법률이 다르
게 적용되기도 한다. 페니스를 가진 개인은 독일에서 법적인 여성이 될 수 없지만, 
네덜란드에서는 페니스에서 정액을 만들지 못하면 여성으로 인정해 주기도 한다. 
결국 해부학과 내분비학, 법률과 염색체 결정이 서로 연결되기도 하고 이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도 한다. 섹스(sexes)는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Hirschauer & Mol, 1995).
  따라서 히르샤우어와 몰은 “섹스는 주어지더라도, 젠더는 구성된다”는 주장에 비
판적이었다. 1950년대가 되면 섹스-젠더 구분은 더 이상 필연적이지 않으며,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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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이 섹스(sexes)를 확립해주지 않는다. 우리는 섹스를 독립 변수로 볼 수 없으며, 
대신 “섹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종류의 작업이 섹스를 안정화시키는지”, 
“섹스를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
었다. 자웅동체의 예는 시간에 따라 섹스 범주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대 
그리스에서 자웅동체는 양성을 모두 가진 사람을 의미했다. 그러나 해부학이 성
(sex)을 개념적으로 양극화시킨 18세기 이후, 자웅동체로 불렸을 사람이 남성이나 
여성, 또는 ‘양성 사이의 사람’이라는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법
도 바뀌게 되었는데, 유럽에서는 태어날 때 성을 결정할 수 없으면 18세에 재판소
에서 자신의 성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예들은 개인이 “한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이동할 수 있고, 범주들이 바뀔 수도” 있지만, “어떤 범주에 속하는 
것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Hirschauer & Mol, 1995: 
375-377).
  다음으로 파우스토-스털링(2000)은 ‘변하지 않는 섹스’라는 개념이 페미니즘의 
기획에 저항하는 논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섹스 자체도 구성된다고 주장
했다. 그는 섹스와 섹슈얼리티가 구성되었고, 성호르몬 개념이 양성 모델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임으로써, 페미니즘에 새로운 가능성을 주고자 했다. 
  스페인 허들 선수 파티뇨(Maria Patiño)의 사례를 보자. 파티뇨는 여자 선수였
지만, 검사 결과 Y염색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IOC 규정에 따라 선수 자격을 
박탈당했다. 그러나 이후 의사들은 ‘남성 호르몬 둔감성(androgen insensitivity)’
을 가지고 태어난 파티뇨가 테스토스테론에 반응하지 않았으며, 사춘기에 고환에서 
분비된 에스트로겐이 파티뇨의 몸을 여성으로 발달시켰다고 진단했다. 파우스토-스
털링이 이 사례를 소개하며 환기하고자 하는 바는 남성과 여성으로 ‘성(sex)’을 구
분하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결정(social 
decision)’이라는 것이다(Fausto-Sterling, 2000).
  두 가지 성만 있다는 생각은 유럽과 미국의 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있고 법 체계
는 양성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이러한 ‘양성 체계(two-sex system)의 규
범’에 부합하지 않는 몸이 있다. 바로 (자웅동체를 포함한) 간성이 그런 경우인데, 
파티뇨의 경우도 이런 사례 중 하나이다. 과거에는 간성이 문화적으로 인정되었지
만, 오늘날 의사들은 수술을 통해 이런 아기들을 남자 아이나 여자 아이로 만든다. 
그러면서 이들은 환자의 부모에게 그들이 아기에게 할당한 젠더가 “임의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이고 환자 몸에 고유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의사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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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논의를 보면, 이런 설명을 할 때 그들이 논리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한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의사들조차도 ‘양성 아기’의 성을 결정할 때 ‘자연’에만 호소
하지는 않는 것이다(Fausto-Sterling, 2000: 64).
  파우스토-스털링은 의사들이 태아기 치료를 통해 이런 아기들의 몸을 바꾸는 조
치가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현재의 체계(system)를 고르는 셈이라고 
이해했다. 따라서 젠더 체계가 바뀌면 우리는 자연을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런 맥락에서 파우스토-스털링은 남성, 여성, ‘진짜 자웅동
체(herms)’, ‘남성적 자웅동체(merms)’, ‘여성적 자웅동체(ferms)’로 이루어진 다
섯 가지 성 체계(five-sex system)를 제안하며, 아기들의 생식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파우스토-스털링의 관점이 함의하는 바는 “자연
이 우리에게 양성 이상을 제공한다면, 이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현재의 개념이 
문화적 장치(conceit)임을 의미”한다는 것이었다(Fausto-Sterling, 2000: 31).
  이처럼 파우스토-스털링은 ‘섹스와 성호르몬에 대한 과학 지식’과 ‘양성 체계라
는 사회의 믿음 체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 두 요소가 우리의 몸과 섹슈
얼리티를 구성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그는 특히 간성의 사례
를 자세히 분석했는데, 이 사례는 ‘젠더뿐만 아니라 섹스도 구성된다’는 포스트모
던 페미니즘의 주장을 지지하는 강력한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섹스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라면, 파우스토-스털링이 기대한 대로 기존
의 양성 체계에 녹아있는 모든 고정관념을 폐기하고 ‘여성의 가능성’에 대해 새로
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은 성전환 사례나 간성 사례를 분석하여, 섹스
가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구성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이들의 논의는 버틀러
와 그로츠의 영향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페미니즘 운동가인 체이스(Cheryl 
Chase)는 간성 사례를 보았을 때 몸이 남/녀 이분법에 쉽게 들어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며 문화적으로 구성된 젠더 차이를 물질화하고 자연화하는 개념인 ‘섹스’
가 사실은 ‘줄곧 젠더’였다는 버틀러의 격언을 인용했다(Chase, 2002). 우리가 이
런 분석의 결론을 받아들인다면 여성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이론적 근
거를 갖게 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분석을 ‘섹스가 구성된다’는 일반적인 주장으로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다음 소절에서는 페미니스트들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섹스가 구성된다’는 주장에 대한 내 견해를 밝히겠다.



- 69 -

1.3. 페미니즘과 성차 담론

  페미니즘은 여성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실천을 목표로 하는 학문
이면서, 동시에 여성의 시각에서 당대의 사상, 이론, 과학 연구의 성과물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보여준다. 이런 페미니즘의 기획에는 ‘성차’ 문제가 깊이 연관되
어 있으며, 이 문제는 페미니즘의 다양한 목소리 안에서 깊이 있게 분석되고 있다. 
그렇다면 ‘성차’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페미
니즘의 정신을 지키며 ‘성차’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남녀가 다르다는 주장은 남녀가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논리로 연
결된다. 그리고 대개 사회적으로 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역할을 여성이 담당해 
왔다. 따라서 페미니즘은 오랫동안 이런 관념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이
를 통해 여성이 억압받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 때 두 가지 상반되는 전략
들이 나타났다. 먼저 평등 페미니즘은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개념이 생물학적으
로 결정적이라는 생각을 부정하며,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
라고 주장한다. 여성도 적절한 환경에서 남성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으면 남성
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누
리고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여성에게 이중 부
담을 안겨줄 수 있다. 여성이 남성과 완전히 똑같다는 논리는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를 수행하는 중에도 남성과 동등하게 일해야 한다는 결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차이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존의 남
성 중심 사회와 달리 여성성이나 여성이 하는 일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려고 시
도한다. 그러나 이런 입장 역시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킴
으로써 여성을 ‘여성의 역할’에 묶어두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나는 3장 1.1절에서 이 두 가지 입장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평등 페미니즘과 차이 페미니즘이 양립 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평등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출
산 등의 생물학적 차이는 인정했으며, 차이 페미니스트들은 ‘보살핌’이라는 여성적
인 가치가 남성적인 가치만큼 의미 있음을 보이면서도 보살핌이 ‘본질적으로’ 여성
적인 가치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이 두 관점은 다르지만 모순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차이를 인정하는데 따르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페미니스트들은 평등 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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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의 논의를 확장하여 젠더뿐만 아니라 ‘섹스’도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의 중심에는 버틀러와 그로츠가 있다. 이 중 버틀러는 여
러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의 논의를 염두에 두고 섹스가 구성된다고 주장했고, 
그로츠는 환상사지의 사례가 ‘고정되어 있는 몸’이라는 가정을 반박한다고 생각했
다. 이들의 주장은 다시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의 논의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
들은 간성, 성전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섹스가 어떤 맥락에서 구성되는지
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우리의 섹스와 몸이 생물학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
로 구성된다는 주장은 여성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줄 수 있다. 이런 주장은 기존의 
양성 체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입장을 다시 살펴보면, 
‘과학’이 이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환상사지의 경
우, 잘린 팔에서 고통을 느끼는 현상을 그로츠는 ‘몸의 유동성’으로 해석했지만, 신
경 과학자들은 이를 신경 작용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간성을 양성 체계에 속하지 
않는 제3의 성으로 이해한 파우스토-스털링과 달리, 의사들은 이를 ‘장애’로 이해
한다. 물론, 간성이나 성전환을 장애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장애로 보더라도 다원화된 사회에서 ‘장애’를 꼭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13) 그러나 과학 또는 의학의 관점을 도입했을 때, 페미니즘의 주장과
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페미니즘은 지금까지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많이 변화시켜 왔으며, 최근에도 우리의 편향된 인식을 
탐지해 드러내 보임으로써 소외된 이들을 억압하는 구조를 깨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간성이나 성전환에 대한 분석도 이런 노력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이런 분석은 간성 아이들이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행복하
게 살 수 있고, 사람들이 성전환자에 대해 선입견을 갖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조
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례를 일반
화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페미니스트들이 살펴보았던 사례들

13) 예를 들어, 처음에는 남자로 규정되었다가 이후 다시 여자로 규정되어 음핵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은 ‘간성인’이었던 체이스는 자신의 사례를 소개하며 간성이 “아프거나 부끄러
운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것”임을 깨닫기까지 자신이 겪었던 힘든 과정들을 이야기했다
(Chase, 2002: 135). 이런 경험 사례를 보면, 간성을 ‘장애’로 취급하는 의료계의 시각이 
당사자에게는 의도하지 않은 폭력이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간성을 질병이나 
장애로 인정할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는 다
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간성에 대한 더 많은 사례가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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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분명히 섹스는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은 우리가 아무 문제 의식 없
이 수용해왔던 양성 체계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었다. 
그러나 우리가 양성 체계를 완전히 버리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여성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기존의 양성 체계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들을 검토하
는 작업은 중요하다. 하지만 ‘인간이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생물학적 
진술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여성의 위치를 새롭게 설정하려는 시도는 많은 사람들
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보다는 ‘여성의 생물학’을 더 깊이 있게 분석
함으로써 여성이 온전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해 보인다. 다수의 여성이 임신, 출산 등으로 남성과 다른 삶을 살 수 밖에 없
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섹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양성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도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사회 분위
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즉, 남성/여성/간성, 그리고 장애/비장애에 특별
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많은 변
화를 이끌어낸 페미니즘이 더 정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페미니즘 내에서도 변화
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페미니즘 안에서 ‘섹스가 구성된다’는 담론이 영향력
을 갖고 있으며, 이 담론은 ‘성차 연구’에 대한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의 이해
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 두 절에서는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성차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성차 연구에 대한 페미니즘의 통찰이 함의하는 바를 생각해 보겠다.

2. 성차 연구의 역사: 고대 자연철학에서 현대 신경과학까지

  과거에 자연 철학과 근대 과학이 여성의 열등함을 증명하려 했다면, 현대 과학
은 남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역할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에 근거를 제공
하고 있다. 성차 연구가 여성의 가능성을 제한해 온 셈인데,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
스트들은 ‘차이’를 만드는 과학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이 절에서는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기존의 성차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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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여성은 열등하다?

  20세기 초까지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졌고, 해부학은 이런 견해를 뒷
받침하는 역할을 했다. 해부학 지식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여성의 열등함’을 보여
주는 쪽으로 변화했는데, 이 소절에서는 ‘열등한 여성을 가정에 묶어놓기 위해’ 해
부학 지식이 만들어지고 동원되는 방식을 살펴보겠다.

여성, ‘불완전한 남성’에서 ‘남성과 다른 존재’로

  고대의 자연 철학은 남녀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았지만, 여성이 불완전
한 존재이며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갈레노스는 남녀 생식기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지만, ‘열기’가 없는 여성은 성기를 밖으로 밀어낼 수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라고 가르쳤다(쉬빈저, 2007[1991]). 라커(Thomas 
Laqueur)는 갈레노스의 이론이 남녀의 성기가 ‘하나의 해부학적 구조’를 가졌음을 
의미한다며 이를 ‘단일 성 모델(one sex model)’이라고 불렀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론이 ‘여성과 남성이 같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그보다 갈레노스의 관
점은 ‘남성’을 ‘만물의 척도’로 보는 것이었다. 이런 관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
에서도 드러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두더지의 불완전한 눈
과 다른 동물의 완전한 눈의 관계”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남성은 완전한 
존재이며 여성은 불완전한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단일 성 모델에서 
인간 몸의 표준은 ‘남성의 몸’이었으며, 여성은 ‘불완전한 남성’이었다(라커, 
2000[1990]: 63).
  18세기까지는 해부학도 단일 성 모델을 바꾸지 못했다. ‘단일한 성’에 대한 믿음
이 실제로 단일한 성을 보게 했기 때문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해부학자들은 경험론
을 토대로 관찰과 해부를 통해 인체를 설명하고자 했지만, 새로운 관찰 결과는 계
속해서 단일 성 모델을 지지하는 증거가 되었다. 이 시기 해부학자들은 공개적인 
해부를 통해, 그리고 해부도를 통해 실제로 ‘질이 음경이고 자궁이 음낭이라는 사
실’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베살리우스는 그의 책 『개요』에 남녀 생식 기관을 
거의 구별되지 않게 그려 넣었고, 『인체의 해부』에는 여성의 자궁과 질, 외음부를 
음경처럼 보이게 그려 넣었다. 라커에 의하면, 이런 그림들은 단순히 ‘관습의 결과’
나 ‘실수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보다는 그들이 공유한 ‘세계관’으로 인해 르네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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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자들이 질을 음경처럼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믿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결과 새로운 해부학 지식이 계속해서 단일 성 모델을 지지하게 된 셈이다(라커, 
2000[1990]).
  이렇게 18세기 이전까지 지배적이었던 단일 성 모델이 18세기 이후 양성 모델
(two sex model)로 대체되면서 해부학 지식도 달라졌다. 난소와 고환 같은 기관들
을 지칭하는 언어가 구분되었으며, 여성의 몸은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
러나 이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지식의 진보’가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이었다. 고
대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남녀 
몸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 여성의 열등함은 “질료인이 동력인보다 열
등하다는 선험적인 진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요
구하는 보편적인 계몽주의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여성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들이 공적 영역을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내세워야 했다
(라커, 2000[1990]: 228). 이 때 등장한 것이 ‘성적 상보성 이론’이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여성을 종속시키기 위해 계
몽주의 사상가들은 ‘성적 상보성 이론’을 주장했다. 여성은 남성과 ‘근본적으로 다
른’ 존재이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이 다른 역할을 맡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보주의자들은 여성을 ‘불완전한 남성’이라고 정의할 필요가 없었다. 대신 
이들은 서로 다른 남녀는 ‘서로를 보완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남성이 공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면, 여성은 사적이고 다정한 존재이다. 따라서 상보주의자들은 남
성은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고, 여성이 사적 영역에서 ‘어머니이자 양육자 역할’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시민권을 행사해본 적이 없었던 여성은 그
럴 능력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이런 역할 구분이 더욱 합당해 보였다. 이 때 상보
성 이론의 핵심은 여성이 어머니로서의 자유와 권한으로 남성과 평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성적 역할 분담은 고대에도, 당시 체제에도 잘 들어맞았기 
때문에 상보성 이론은 타당해 보였다. 일부 평등주의자들이 성적 상보성 이론에 이
의를 제기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적절한 의학적 근거를 찾지 못
했다(쉬빈저, 2007[1991]). 라커(2000[1990])가 지적했듯이, 18세기 이후에는 남녀
의 차이를 보는 것이 정치적으로 중요해지면서 당시 해부학자들이 ‘차이에 대한 증
거’를 찾는 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과학자들은 남성의 공적 영역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성차를 
밝히려 노력하게 되었다. 이들은 “이전에는 무시되었던 성차의 여러 측면들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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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증명해 냄으로써” 이데올로기적인 기획에 근거를 제공했다. 이 때 젠더 정
치학은 “자료의 해석뿐만 아니라 자료의 생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18세기 해부학
자들이 처음으로 ‘명백한 여성의 골격’을 그린 이후, 골격은 이제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되었다. 또한 이전에는 똑같이 그렸던 성기도 이제는 다르게 그리게 되었
는데, 예를 들어 17세기 말의 바르톨린은 여성의 질을 음경과 다르게 그렸다. 18
세기 중반이 되면 각 기관을 가리키는 언어도 달라져, 음문, 클리토리스 등의 단어
가 생기게 되었다(라커, 2000[1990]: 230).
  심지어 19세기 과학을 보면, ‘새로운 발견’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부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8세기 이후 음핵과 음경이 발생학적으
로 유사한 근원을 갖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19세기에는 태아의 “음경과 
음핵, 음순과 음낭, 난소와 고환”이 ‘같은 기원을 갖는 상동 기관’이라는 것이 알려
졌다. 이런 사실들은 단일 성 모델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었지만, 18~19세기
의 정치적 상황과 문화적 요구는 양성 모델이 설득력을 얻도록, 즉 여성과 남성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도록 했다. 여성과 남성의 몸이 어떻게 보이는가와 
이들 몸의 어떤 차이가 중요한가를 결정한 것은 ‘관찰의 정확도’가 아니라 ‘이데올
로기’였던 셈이다. 18세기 이후, 성차는 ‘정도의 문제’에서 ‘종류의 문제’가 되었고, 
남성과 여성은 위계 관계가 아닌 상반성을 지닌 존재가 되었다(라커, 2000[1990]: 
254).

지적으로 열등한 여성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가 성적 상보성 이론의 근거가 되면서, 남녀가 다른 역할
을 맡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18세기와 19세기의 해부학자들은 여
성의 ‘넓은 골반’과 ‘작은 두개골’을 강조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두개골이 작은 여
성은 지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하며, 골반이 넓
은 여성은 아이를 낳기 적합해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보
편적이었다. 이 중 여성의 두개골 크기와 지적 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논쟁을 먼저 
살펴보자.
  1860년대 영국에서 여성 권리 운동이 기존의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가운데, 이 
시기의 인류학자들은 두개골학(craniology)을 근거로 여성의 열등함을 증명하려 
했다. 두개골학은 두개골을 측정하는 기법들의 집합이었는데, 인류학자들은 두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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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기와 모양을 측정해 여성의 열등함을 해부학적으로 보여주려 했다. ‘측정’이 
과학적인 기법이라고 생각했던 당시 학자들에게 두개골학은 여성 운동을 저지하는 
훌륭한 과학이었고 20세기에 들어서기 전까지 ‘성의 위계’를 재강화하고 재생산하
는 기능을 수행했다(Fee, 1979).14)

  여성의 뇌는 남성의 뇌보다 평균적으로 더 가볍고, 여성의 두개골 역시 남성의 
두개골보다 작다. 따라서 근육의 크기에 따라 근력이 증가하는 것처럼, ‘지력’도 뇌
의 크기에 따라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여성이 남성보다 덜 지적이어야 했
다. 그러나 이 논리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코끼리의 문제’였다. ‘뇌
나 두개골의 절대적인 크기가 지능의 척도’라면 사람보다 훨씬 큰 뇌를 가지고 있
는 코끼리나 고래가 만물의 영장이어야 했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몸에 대한 뇌
의 상대적 무게’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나폴레옹의 예를 들었다. 나폴레옹의 뇌 
크기는 작지만 그의 몸무게에 비하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일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몸무게에 비해 뇌가 더 크게 측정되었다. 이제 연구자들은 뇌와 두개골을 
단순하게 측정하는 대신, ‘보다 복잡하지만 믿을만한 지표’를 찾기 시작했다. 연구
자들이 발견한 많은 증거들이 ‘여성의 두개골은 흑인이나 아이의 두개골과 비슷하
다’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듯 했다. 이후 연구들은 복잡해졌지만, 인류학자들은 결
국 ‘여성의 뇌가 더 열등하고, 이 열등성이 뇌의 크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초기의 
생각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Fee, 1979). 
  그러나 20세기가 되면서, 두개골학은 설득력을 잃었다. 런던 대학의 피어슨(Karl 
Pearson)과 그의 학생들이 새로운 통계 기법을 사용해 두개골학을 비판하기 시작
한 것이다. 이 중 피어슨의 학생이었던 리(Alice Lee)는 1901년에 출판한 논문에
서 “두개골의 크기와 지적인 능력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리
는 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남성 해부학자 35명, 여대생 30명, 남자 강사 25명의 
두개골을 측정하여, 일부 여대생이 저명한 남성 해부학자보다 더 큰 두개골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리는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이후 피어슨이 리를 지지하는 논문들
을 출판했고, 1906년 이후에는 두개골학이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여겨지게 되었
다(Fee, 1979: 430).
  19세기에는 여성의 골반이 크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런 조짐은 18세기 후반부
터 보이기 시작했는데, 당시 인기 있었던 여성 골격 그림을 살펴보면 이런 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골반 크기를 과장하지 않도록 조심한 소에머링

14) Fee(1979)의 두개골학 분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정옥(1999)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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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uel Thomas von Soemmering)의 골격 그림은 여성의 골격을 정확하게 재
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 양성의 차이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판 
받았다(라커, 2000[1990]). 반면, 여성의 골반을 지나치게 크게 그린 다르콩빌
(Marie Thiroux d’Arconville)의 골격 그림은 골반 크기를 과장했음에도 불구하
고, 혹은 과장했기 때문에 더 지지를 받았다(라커, 2000[1990]; 쉬빈저, 
2007[1991]). 19세기에는 골반도 ‘해부학적 가치를 지니는 지표’였고, 골반 크기를 
기준으로 하면 여성도 우수한 존재였지만, 이런 점이 성평등을 보장해 주지는 않았
다. 그보다 여성의 큰 골반은 ‘우수한 남자아이’의 두개골이 지나갈 통로로 인식되
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을 보완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였다(쉬빈저, 
2007[1991]). 여성의 ‘넓은 골반’이 재생산 능력과 여성의 가정에서의 역할을 상징
하게 된 셈이다. 
  여성의 재생산 능력은 여성의 다른 가능성을 제약하기도 했다. 재생산 능력을 
가진 여성은 이 능력에 대해 책임(responsibilities)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다
른 것을 추구하기 어려웠다. 19세기와 20세기 초, 과학자들은 개인의 인지 능력과 
재생산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서, 여성이 지적 자극을 받으면 재생산에 사용
될 에너지가 뇌로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Bluhm, 2012). 즉,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여성은 자신의 재생산 능력을 소모하여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므
로 영구 불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관점을 반영한 이론들은 여
성의 양육 역할이 ‘필연적으로’ 여성의 모든 사고와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여성이 
남성보다 정치적ㆍ전문적 사안에 덜 ‘합리적인’ 접근을 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Rhode, 1990). 이런 맥락에서 20세기 초까지 여성의 ‘넓은 골반’과 재생산 능력
에 대한 논의는 여성의 ‘지적 열등함’과 연결되었고, 결과적으로 여성의 사회 활동
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 시기에는 지적으로 우월한 남성이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고, 지적으로는 열등하지만 재생산 능력을 지닌 여성이 사적 영역을 담당하
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던 것이다.
  물론, 지금은 두개골학이나 여성의 골반 크기, 재생산 능력을 근거로 여성이 지
적으로 열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기 힘들어지면서 
남성 중심 사회는 여성이 열등하다고 주장하는 대신, 여성이 남성과 다르다고 주장
하기 시작했다. 선천적으로 다른 성향과 능력을 지닌 남녀가 각자 좋아하고 잘 하
는 일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생물 결정론을 기반으로 한 이 논리
는 18세기 무렵에 싹튼 ‘성적 상보성 이론’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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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인 분야에서 여성을 배제하기 위해 수용된 상보성 이론에 의학이 근거를 제
공하면서 성불평등은 ‘선천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쉬빈저, 2007[1991]). 그리고 
이런 담론은 ‘과학’의 이름으로 오늘날에도 되풀이되고 있다. 과거에 여성의 시민
권을 제한하는데 사용되었던 ‘다르지만 평등하다’라는 주장이 이제는 여성의 사회
적 역할을 제한하거나 활동을 제약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과학은 이런 주장에 끊
임없이 근거를 제공해왔다. 특히 1970년대 미국의 과학자들은 여성이 선천적으로 
집안일과 보살핌을 더 잘하고, 남성이 선천적으로 시장 경제 활동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했다(Hubbard, 1983). 이 때 페미니스트들은 생물학적 
결정론을 거부했지만, 반-페미니스트들은 사회보다는 생물학이 여성의 행동과 능력
을 제약한다고, 즉 생물학이 운명이라고 생각했다(Oudshoorn, 1994). 다음 두 소
절에서는 대표적인 생물학적 결정론인 사회 생물학과 성호르몬 연구가 ‘성차’를 설
명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겠다.

2.2. 사회생물학, 유전자가 결정하는 차이

  생물학적 결정론은 “선천적인 생물학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를 이끌어내고, 결과
적으로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이끈다고 가정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과학
적 모형을 제공한다(Lowe, 1983: 54). 그리고 사회생물학은 가장 영향력 있는 생
물 결정론 중 하나이다(허바드, 1999[1990]). 따라서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은 
사회생물학과 함께 사회생물학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다윈의 진화론을 비판했다. 
이 소절에서는 먼저 ‘성차에 대한 설명’에 초점을 맞춰 진화론과 사회생물학을 살
펴본 후, 사회생물학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을 소개하겠다. 

다윈의 진화론이 갖는 한계와 가능성

  성차에 대한 다윈의 설명에는 빅토리아 시대의 젠더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지
만, 그의 진화론은 여성에게 가능성을 열어 주기도 했다. 여기서는 그의 『인간의 
유래』(1871)에 서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런 점을 살펴보겠다. 
  먼저, 다윈은 ‘성선택(sexual selection)’이 주로 ‘외모’에 대해 작동한다고 생각
했다. 특히 원시 시대에는 ‘외모’만 기준으로 성선택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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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하지만 『인간의 유래』에 나타난 다윈의 설명에 일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같은 책에서 오랜 옛날 남자는 여자의 외모를, 여자는 남자의 외모와 능력을 
보고 선택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다른 예로, 그는 ‘암컷 선택’의 결과 수
컷이 더 열정적이어야 했다고 설명했지만, 주로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인간’의 
경우에도 남자가 더 열정적이라고 설명했다(다윈, 2006[1871]). 다윈의 설명이 이
처럼 모순적인 이유는 그의 설명에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그의 이런 고정관념은 남녀의 기질과 정신 능력 차이를 설명할 때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여자가 남자보다 부드러우며 덜 이기적이고 이는 여자의 모성 본능 
때문이라고 설명한 반면, 남자는 경쟁을 즐기며 남자의 야망은 쉽게 이기심으로 변
한다고 설명했다. 남녀의 기질에 대한 전형적인 고정관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여자가 남자보다 뛰어난 모방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능력이 ‘하등한 인종의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여자의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것
을 열등한 특징으로 취급한 것이다. 반면 그는 남자는 무슨 일을 시작하든 여자보
다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다면 “남자의 평균적인 정신 능력이 여자보다 
더 높을 것이 틀림없다고” 이야기했다(다윈, 2006[1871]: 495-496).
  다윈은 남자의 높은 정신 능력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사냥을 해야만 했던 남자
가 “성공적으로 적을 피하거나 공격하고 야생동물을 잡고 무기를 제작”하기 위해 
경쟁한 결과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는 다윈 시대의 남자에게도 해당
한다.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남자의 정신 능력이 더 발
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다윈, 2006[1871]: 496). 허바드(Ruth Hubbard)는 다윈의 
이런 서술이 “남자의 지적ㆍ육체적 자질은 여성과 사냥을 위한 경쟁을 통해서 지
속적으로 향상되어 온 반면,” 딸이 아버지의 지력을 물려받지 않을 경우, “여자의 
지적 능력은 퇴화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허바드, 1999[1990]: 134).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인 허바드는 다윈의 진화론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셈이다. 
  하지만 다윈의 이런 논리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남
자가 ‘더 높은 정신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정신 능력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남녀의 기질과 능
력 차이에 대한 다윈의 설명에는 젠더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지만, 그의 설명 중 
일부는 ‘성차’가 나타난 이유가 ‘환경’임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다윈의 진화론이 여성에게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했다는 평가가 있다.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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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사회생물학의 논리를 역사적으로 살펴본 디글러(Carl N. Degler)는 허바드와 
마찬가지로 다윈이 『인간의 유래』에서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다고 확신했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다윈
의 ‘진화’가 “여성에게 기회를 넓혀줄 수 있었고 넓혀주곤 했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19세기 후반 미국 사회생물학의 창시자인 와드(Lester Frank Ward)는 열성
적인 다윈주의자였는데, 암컷이 근본적인 성이고 수컷이 부차적인 성이라고 결론 
내렸다. 당시 페미니스트였던 갬블(Eliza Gamble)은 여성이 근본적인 성이라는 와
드의 결론을 받아들였고, 다윈이 “여성이 남성보다 결함이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잘 확립했다고 생각했다. 또 다른 예로 1909년에 커맨더(Lydia Commander)는 
일하는 것이 여성의 본성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예들은 진화론이 여성의 현
실을 개선할 이론적 근거로 이용되기도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Degler, 1990: 
33-34). 

사회생물학의 오류

  다윈의 진화론이 젠더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여성에게 가능성을 주기
도 했다면, 사회생물학은 유전자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며 이는 진화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전자 결정론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페미니스트들의 
견해이다. 여기서는 남녀의 행동 차이에 대한 사회생물학의 설명에 오류가 있다는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을 소개한 후, 유전자 결정론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을 
밝히겠다.
  사회생물학은 남성의 난혼과 여성의 정절이 ‘유전자’가 전달하는 특질이라고 이
야기한다. 여성과 남성이 다음 세대에 유전자를 최대한 많이 전달하기 위해 다른 
전략을 채택하는데, 그 결과 임신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여성은 ‘정절’을, 
그렇지 않은 남성은 ‘난혼’을 채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Hubbard, 1983). 윌슨은 
인간의 이런 성향을 동물의 성향에서 확장해 설명했다. 그는 한 번에 여러 암컷을 
수정시키거나 어느 암컷도 수정시키지 못할 수 있는 수컷들은 “공격적이고 성급하
며 변덕스럽고 무차별적일수록” 유리한 반면, 한 번에 한 마리의 수컷에 의해서만 
수정되지만 거의 모두 수정에 성공할 수는 있는 암컷들은 최고의 유전자를 가진 
수컷을 가려낼 때까지 수줍어하고 머뭇거릴수록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인간 역시 이 생물학적 원리에 충실하다고 이야기했다(윌슨, 2011[1978]: 157).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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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 논리는 가정에 문제가 있다. 남녀 모두 자신의 유전자를 최대한 많이 전
달하려는 성향을 갖는다면 강한 남자일수록 아이가 많아야 하는데, 인간 사회에서
는 더 강한 남자가 더 많은 아이를 갖지는 않기 때문이다(Hubbard, 1983). 
  사회생물학은 남성의 공격성이나 여성의 양육성도 생물학으로 설명하며, 이런 특
징들이 적응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집에 고기를 가져가야 했던 ‘사냥꾼 남성’이 여
성보다 공격적으로 진화했고, 여자가 남자보다 자녀에게 더 많이 ‘투자’하기 때문
에 선천적으로 자녀 양육에 헌신하도록 태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기성, 공격
성, 양육성 등으로 이름붙인 행동들이 생물학적으로 유전되었는지 여부를 알아낼 
방법은 없다는 것이 허바드의 지적이다(Fausto-Sterling, 1985; 허바드, 
1999[1990]).
  이처럼 남녀의 행동 차이에 대한 사회생물학의 설명은 근거가 부족하지만, 사회
생물학자들은 성차를 인간의 본성 중 하나로 보고 이를 유전자가 결정한다고 설명
했다. 그러나 유전자 결정론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
다. 사회생물학자들은 어떤 행동이 ‘모든 사회’에서 관찰된다면 이 행동이 유전자
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가정한 후, ‘비인간 영장류의 행동’에서 인간 행동이 진
화한 흔적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이런 전략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모든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행동이 아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생물학
자들은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행동에 보편적인 성차가 있고 이 차이
가 유전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둘째, 비인간 영장류의 행동에 성차가 나타
나기는 하지만, 이 차이는 같은 종 안에서도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망토 비비(hamadryas baboon)는 평지에서 공격성과 수컷 지배를 보이지
만, 숲에서는 그런 경향을 덜 보인다. 하지만 사회생물학자들은 이런 가변성
(variability)을 무시하며, 영장류의 행동에 성차가 있다고 주장했다(Lowe, 1978: 
122).
  사실 행동의 유전적 요소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사회생물학자들도 이런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는데, 예를 들어 윌슨은 이렇게 말했다(Lowe, 1978).  

  학습과는 독립적으로 서서히 일어나는 ... 행동요소 및 이들의 조합을 적어도 어느 
정도 학습에 의해 형성되는 요소들과 구분하는데 큰 기술적 문제가 있음을 경험하였
다. 이 두 가지 과정이 모두 작용할 때 자연조건에서 이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Lowe, 1978: 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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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윌슨(2011[1978])은 문화적인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생물학이 ‘핵심’이라
고 주장한다. 그리고 사회생물학은 인간의 본질(essences) 문제를 다루며, 인간 행
동과 문화의 복잡성을 무시하고 인간을 설명하려 한다. 이들은 모든 문화와 학습 
효과가 제거되면, 인간의 본질이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왜
냐하면 인간의 행동은 ‘특정 사회 맥락에서만’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Fausto-Sterling, 1985). 

사회 문제를 정당화하는 사회생물학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사회생물학은 남녀의 행동 차이가 유전자가 결정하는 인
간의 본성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이 차이
가 인간의 본성임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사회생물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사회생물학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의 문제점
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페미니스트들의 지적이다. 
  ‘여아 살해’에 대한 사회생물학의 설명을 예로 들어 보자. 윌슨은 인도 상층계급
과 중국의 ‘여아 살해’가 “최상의 번식 전략에 들어맞는 방식으로” 성비를 변화시
킨다고 설명했다. 이런 식의 ‘유아 살해’는 그 자체로는 합리적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유전된 성향’으로 보지 않고서는 이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윌슨, 
2011[1978]: 66). 그러나 이런 식의 서술은 ‘여아 살해’라는 사회 문제를 생물학적
으로 정당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사회생물학자들이 ‘강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자. 사회생물
학자들은 다른 종류의 행동을 같은 용어로 부름으로써 이를 ‘보편적인 특질’처럼 
보이게 만드는데, 이런 방식으로 강간 등 다양한 행동이 ‘공격적인 행동’으로 둔갑
하게 된다. 사실 ‘강간’이라는 단어는 일상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여자나 때로는 
다른 남자에 대하여 남자가 폭력적이고 성행위화된 주의ㆍ주장을 주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생물학자들은 이 단어를 “남성이 자신의 유전자를 주변에 흩
뿌리는 방식을 의미하는 용례”로 사용했고, 그 결과 ‘강간’의 전후 맥락과 문화적 
의미는 사라져 버렸다(허바드, 1999[1990]: 154). 더 나아가 일부 사회생물학자들

15) 실제 어려움은 윌슨이 언급한 것보다 더 크다. 인간의 경우, 신체적 특징의 성차처럼 유
전적 요소의 역할이 분명해 보이는 곳에서조차 환경의 영향이 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
구도 있다(Lowe, 1978). 인용문은 Wilson(1975), Sociobiology, p. 159를 인용한 
Lowe(1978)를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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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강간이 오랜 시간동안 진화해온 남성의 ‘재생산 전략 중 하나’라고까지 주장했
다. 예를 들어 쉴드(Lea Shields)는 남성의 재생산은 결혼과 교제(manipulative 
courtship), 강간이라는 세 가지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앞의 두 전략이 실패
하면 강간을 하게 된다고 제안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남자는 결혼 전략
이나 교제 전략에서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강간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
나 실제로는 성공한 남자도 강간을 한다. 이는 강간에 대한 사회생물학의 설명이 
설득력을 잃는 지점이다(Fausto-Sterling, 1985).
  강간의 동기를 진화적으로 설명하는 연구자들이 강간을 비판하지 않는 것은 아
니다. 그러나 이들은 강간이 진화의 산물임을 정확히 이해할 때, 사회가 이 진화적 
유산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고, 즉 강간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주
장한다. 하지만 파우스토-스털링의 관찰에 의하면, 사회생물학의 설명은 강간을 멈
추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생물학 연구들은 강간하는 남성들을 옹호
하는 과학적 근거(basis)를 제공하며, 강간범이 법원에서 형사 처벌받는 대신 약물 
처방을 받도록 했다. 사회생물학은 의도와 달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Fausto-Sterling, 1985). 

  인간의 진화에 대해 설명하는 분야는 ‘조사자 편견이 가장 많은 영역’이며, 최근
까지 조사자 대부분이 남성이었다(허바드, 1999[1990]). 따라서 사회생물학에서의 
성선택 이론이 “성차 발달, 계급, 경쟁이 인간 본성의 본질적인 측면”이라는 함의
를 갖고, 수컷만 경쟁한다고 가정한 점(Lowe, 1978: 123)이 놀랍지는 않다. 그리
고 이런 사회생물학의 관점에서 보면, 경쟁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소수 특권 집단의 남자가 그 밖의 모두를 지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
인다. 하지만 지배 서열이나 경쟁이 모든 인간 사회의 특징은 아니며, ‘다양한 사
회가 조직되는 방식’을 생물학이 결정한다고 믿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 허바드의 견
해이다(허바드, 1999[1990]: 161).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생물학은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현상을 방어하
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회생물학은 ‘인간 행동에 대한 과학이론’이 아니라 정치 
이론이라는 것이 로의 주장이다.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선천적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에 부합된 행동을 하려 할 것이다.” 여성이 본래 남성보다 순종적이라고 믿
는다면, 여성은 자기 주장을 덜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집단 차이가 생
물학적으로 결정된다고 믿는다면, 이러한 믿음이 “집단간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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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프로그램의 설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생물학은 이 믿음에 자연법의 
지위를 부여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실제로 진리(true)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진리로 믿느냐는 것이다.” 6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사회생물학자
들을 비롯한 생물결정론자들의 이론이 대중화되면서, 이들은 “우리 사회가 부분적
으로 생물학적인 요소에 의해 형성되며,”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는 우리의 자연스러
운 성향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조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Lowe, 
1978: 123-124). 

2.3. 성호르몬이 결정하는 여성성과 남성성

  생물학적 결정론의 또 다른 형태는 성호르몬이 여성성과 남성성을 결정짓는다는 
주장이다. 19세기에는 ‘호르몬’이라는 단어가 없었지만, 20세기에 호르몬 이론이 
수용되면서 과학자들은 여성성과 남성성의 본질이 ‘성호르몬’이라는 화학 물질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즉, “남성을 남성이게, 여성을 여성이게 만드는 것”이 성
호르몬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특히 성 내분비학자들은 여성성과 남성성을 전달하는 
화학 물질로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 개념을 도입했고, 이렇게 해서 ‘호르몬
으로 구성된 몸’ 개념이 성차의 생물학의 기초가 되었다(Oudshoorn, 1994: 16). 
이 소절에서는 먼저 동물 실험을 통한 초기 성호르몬 연구에 일부 연구자들의 고
정관념이 반영되는 방식을 보이고, 이들의 설명을 반박한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겠
다. 다음으로 태아기 성호르몬이 아이들의 젠더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 
그리고 뇌의 차이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행동의 차이를 만든다는 견해에 대한 페미
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의 비판을 살펴보겠다. 

동물 실험이 설명하는 성호르몬의 역할

  1910년까지의 성 내분비학자들은 고환에서는 남성 호르몬이, 난소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며, 이 호르몬들이 각각 남성성과 여성성을 전달하는 화학 물질이
라고 생각했다. 성호르몬에 대한 이런 개념은 여성과 남성을 대립되는 범주로 이해
한 빅토리아 시대 성 개념과도 어울리는 것이었는데, 성 내분비학자들은 이러한 관
념을 더 강화시켰다. 예를 들어 영국의 생리학자 히페(Walter Heape)는 “생물학이 
여성의 운명을 어머니 역할(motherhood)에 제한시킨다”고 주장했다(Oudsho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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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23). 또한 영국의 부인과 의사 벨(William Blair Bell)은 여성성이 호르몬에 
의존한다고 생각했다. 히페와 벨은 내분비물이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몸과 마음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다(Fausto-Sterling, 2000).
  더 나아가 비엔나의 내과의사 슈타인나흐(Eugen Steinach)는 ‘성호르몬 배타주
의(sex hormone antagonism)’를 주장했는데, 그는 성숙 생식샘 분비물이 여성성
을 발현시키기 위해 난소를, 남성성을 발현시키기 위해 고환을 발달시키며, 생식샘
이 ‘반대 성’의 형질을 억제한다고 생각했다. 즉, 난소에서 분비된 호르몬이 생물을 
암컷으로 성장시키고 수컷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며, 고환 분비물은 생물이 암
컷으로 발달하는 것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그는 양성을 가진 동물이 남성적인 체구
를 가짐과 동시에 수유할 수 있는 젖꼭지를 성장시킨다는 점을 발견했지만, 그의 
‘배타주의’ 아이디어를 버리지는 않았다. 그의 발견은 정소나 난소가 ‘반대 성’의 
발현을 ‘억제’한다는 주장과 모순되지는 않았지만, 이 주장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
었다. 파우스토-스털링은 이럴 경우 과학자들의 해석에 ‘비실험적인 사회적 요소’
가 일부 들어가며, 성차의 본성에 대해 사람들이 ‘이미 아는 것’과 양립 가능해 보
이는 해석이 수용된다고 지적했다(Fausto-Sterling, 2000). 
  그러나 1920년 무렵이 되자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먼저 미국의 실
험 생리학자 무어(Carl R. Moore)는 1919년부터 슈타인나흐의 여러 실험을 되풀
이해 본 후, 자신의 실험 데이터가 슈타인나흐의 호르몬 배타주의 개념을 지지하지 
않음을 발견했다(Fausto-Sterling, 2000). 예를 들어, 1921년 논문에서 무어는 정
상적인 수컷 흰쥐에게 난소를 이식했지만, 이 이식이 페니스나 고환, 정액낭, 동물
의 정신적 본성의 발달을 억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Moore, 1921a). 그는 또 
다른 논문에서 기니피그 수컷에게 난소를 이식했지만, 이 동물들이 수유 등 암컷의 
본능을 획득하면서도 수컷의 정신적 특징을 지속시켰다고 기록했다(Moore, 
1921b). 무어는 프라이스(Dorothy Price)와 함께 쓴 1932년 논문에서도 쥐 실험 
결과를 토대로 ‘슈타인나흐가 주장하는 의미에서의 성호르몬 배타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는데(Moore & Price, 1932), 파우스토-스털링은 이들이 ‘보다 
신중한 과학 전통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추측했
다. 하지만 호르몬 배타주의라는 개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파우스토-스털링의 
말대로, 과학적 사실은 한번 만들어지면, 한 분야에서 틀렸음이 입증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는 여전히 ‘사실(fact)’로 여겨질 수 있으며, 대중의 마음에는 더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다(Fausto-Sterling,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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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1년에는 펠너(Otfried Fellner)가 토끼 고환에서 여성 호르몬을 발견했고, 비
슷한 연구를 한 생화학자들이 수컷에게도 여성 호르몬이 있다고 발표하게 되었다. 
또한 1930년대에는 난소에서도 남성호르몬이 분비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Oudshoorn, 1994).16) 더 나아가 1930년대 중반이 되면, 남성호르몬이 여성의 발
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성호르몬 역시 남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
혀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 물질들은 성호르몬이라기보다는 ‘성장 호르몬’에 더 가
깝다고 볼 수 있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여전히 에스트로겐을 여성 호르몬으로, 테
스토스테론을 남성 호르몬으로 간주했다. 양성 체계에 대한 연구자들의 고정관념이 
호르몬의 이름을 ‘성 특정적으로’ 만든 것이다(Fausto-Sterling, 2000).17)

  이분법적인 성호르몬 개념을 처음 깬 것은 1934년에 존덱(Bernhard Zondek)이 
제안한 생식선 가설이다. 이 가설은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된 결과, 
수컷의 기관(organisms)에서 여성 호르몬이 나타난다고 제안했다. 생화학자들은 
이 가설을 지지했고, 1937년 이후에는, 부신선과 생식선 모두에서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생산될 수 있다고 간주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여성성과 남성성의 본
질이 생식선에만 위치해 있다는 생각도 바뀌게 되었다. 무어와 프라이스가 1932
년, 성(sex)의 개념을 ‘생식선’에서 ‘뇌’로 확장한 것이다. 이들은 ‘남성의 성적 특
성에 대한 여성호르몬의 억제 효과’를 남성 생식선에 대한 배타적인 효과라기보다
는 ‘뇌하수체에 대한 여성호르몬의 억압 효과(depressing effect)’로 이해할 수 있
다고 제안했다. 1930년대 후반에 이 가설 역시 이론으로 수용되었고, 과학자들은 
뇌가 성적 발달을 통제하는 기관 중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Oudshoorn, 
1994). 
  비교적 최근에 수행된 일부 에스트로겐 연구는 성호르몬에 대한 이분법적인 설

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학자들은 “남성과 여성이 상호 배타적인 범주라는 성의 이분
법적 개념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예를 들어 1929년 프랭크(Robert Frank)는 
남성 몸에 있는 여성호르몬이 ‘음식’에서 기원한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후에 암스테르
담 학파에 의해 비판받았다. 또한 일부 영국 생물학자들은 ‘남성의 몸에서 여성호르몬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인정하되, 이 때 여성호르몬의 생산 장소가 부신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Oudshoorn, 1994: 27).

17) 파우스토-스털링(2000: 148, 177)은 이런 상황들을 “난소와 고환의 내분비물에 젠더를 
부과하기 위한” 과학자들의 투쟁으로 보았다. “과학자들이 실험 데이터를 그들이 젠더 
차이에 대해 사실이라고 느낀 것과 조화시키려고” 애쓴 결과, 호르몬이 섹스(sex)를 획득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 오드슌(Nelly Oudshoorn, 1994: 36)은 
성호르몬이 화학적 관점에서는 촉매였지만,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성적 특성들을 통제하
는 성 특정적인 작인(agents)”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성호르몬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지
만 이름이 남게 된 것은 ‘생물학자와 생화학자의 타협의 결과’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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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지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하인즈(Melissa Hines)는 난소에서 분비된 호르
몬이 “여성적인 행동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듯하며, 행동의 여성화는 
삶의 초기에 난소나 정소 없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제안했다. 하인즈는 쥐 실험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했는데, “태어났을 때 난소가 제거된 암컷 쥐는 성체가 되었을 
때 여성적인 성 행동을 발달시켰고,” 유전적인 암컷 설치류에게 투여된 에스트로겐
은 남성 전형적인 행동을 촉진시켰다. 이는 에스트로겐이 여성호르몬이 아님을 의
미한다. 사실 어떤 호르몬도 남성호르몬이나 여성호르몬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
이 하인즈의 생각이었다. 게다가 각 호르몬의 양과 호르몬 수용체 수와 위치는 개
체마다 다르고 성마다 달랐는데, 이는 성차가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각 성마
다 개체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Hines, 2004: 52).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동물 실험이 성호르몬에 대한 이분법적인 설명을 일관되
게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들은 동물 실험을 통해 
성호르몬이 암컷과 수컷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렸으며, 일부는 동물 실
험을 근거로 성호르몬이 남성과 여성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
어, 테스토스테론이 남성을 더 공격적으로 만들고, 남성의 공간지각 능력을 향상시
킨다는 식이다. 하인즈는 이런 설명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반박했다. 첫째, 태아기 
호르몬의 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 태아기 안
드로겐 수준은 쥐와 인간의 공격성과 관계가 있다. 하지만 쥐의 양육환경이 성체의 
공격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설치류의 공격성에 미치는 테스토스테론
의 영향은 ‘사회 환경의 영향’에 비하면 작다는 것이 하인즈의 결론이었다. 둘째, 
성호르몬의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에
스트로겐이 쥐의 공간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 중, 일부는 에스트로겐이 
공간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일부는 손상시킨다고, 다른 일부는 에스트로겐이 공간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Hines, 2004). 이런 결론은 동물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태아기 호르몬과 아이들의 젠더 정체성

  동물 실험과 달리, 인간을 대상으로 ‘진짜 실험’을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호
르몬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진짜 실험을 하려면, 다른 동물 연
구처럼 고환이나 난소를 제거한 후 외부 호르몬을 주입하는 등의 처리를 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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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간성(intersex)이나 CAH(선천성부
신과형성) 환자에 대한 관찰 등을 통해 성호르몬의 영향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성호르몬이 아이의 젠더 정체성과 남성성/여성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
러나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인 조던-영(Rebecca M. Jordan-Young)에 의하면, 
이는 ‘유사 실험’이며 장애아 연구를 토대로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신중해야 한다
(Jordan-Young, 2011). 
  과학자들의 장애아 연구 결과와 이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평가를 살펴보기 전
에 먼저 비장애아의 경우 성차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보자. 태아가 수정된 후 첫 4
주까지는 유전적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5주째에 생식선(gonadal ridge)이 나타나
며, 7주까지는 외부 생식기가 아직 미분화된 상태로 성차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
러나 7주가 되면, 고환결정인자(testes determining factor, TDF)의 영향으로 생
식선이 구분되며, 생식기가 분화되기 시작한다. 어른의 몸을 갖게 되는 것은 더 복
잡한 문제이다. ‘정상적인’ 남자나 여자가 되려면 유전적 성, 생식적 성, 해부학적 
성이 일치해야 하고, 태아기의 호르몬 환경이 적절해야 하며, 출생 후에도 적절한 
호르몬 환경이 필요하다. 사춘기 전에는 소년과 소녀의 성호르몬(sex steroids) 분
비에 차이가 없지만, 사춘기 초기의 아이들이 자는 동안 뇌에서는 생식샘 자극 호
르몬 분비 호르몬(gonadotropin releasing hormone, GnRH)이 분비된다. 그리고 
고환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 분비되며, 2차 성징이 시작된다. 
이것이 이른바 ‘정상(normality)’ 패턴이다. 하지만 태아가 발달하는 동안 비정상
적인 호르몬 환경에 놓일 경우, 생식기가 모호할 수 있다. 유전적으로는 여성일지
라도 안드로겐에 노출되면 남성형의 생식기를 발달시킬 수 있으며, 유전적으로는 
남성일지라도 안드로겐 없이는 여성형의 생식기를 갖게 될 수 있다
(Jordan-Young, 2011). 
  이처럼 성호르몬은 생식기를 비롯한 몸의 성차에 영향을 미친다. 더 나아가 과
학자들은 성호르몬이 젠더 정체성과 남성성/여성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은 이런 주장에 비판적이며, 이를 반박하는 논리를 소개
하고 있다. 
  호르몬이 젠더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본적으로 남성이나 여성으로 느끼는 것이 일부 자궁 내 안드로겐 효과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 먼저 이 주장과 이를 반박하는 논리를 살펴보자. 예
를 들어, ‘John/Joan 사례’에 대한 해석이 있다. ‘John/Joan’으로 알려진 라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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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Reimer)는 어렸을 때 페니스가 손상되어 수술을 받고 소녀로 양육되었지
만, 나중에 자신을 남자로 재규정했다. 여성으로 양육된 남성이 다시 자신을 ‘남성’
으로 재규정한 셈인데, 많은 과학자들은 라이머가 태아기에 안드로겐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소녀로 적응하는데 실패했다고 해석했다. 이는 양육 등 사회적 요소보다 생
물학적 요소가 젠더 정체성을 만든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는 성의 재할당이 늦은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라이머가 소녀로 자라지 
못했다고 보다 조심스럽게 해석하기도 했다(Jordan-Young, 2011). 
  또 다른 예를 보자. 5-ARD는 안드로겐은 정상이지만 남성 생식기 발달에 필요
한 효소가 없는 증상이다. 따라서 이 증상인 남성은 여성형에 가까운 모호한 생식
기를 갖고, 테스토스테론 수준이 증가하는 사춘기에 남성적인 이차 성징을 발달시
킨다. 이 때 Imperato-McGinley 등은 “그들이 연구한 피험자가 사춘기까지 소녀
로 양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애 성향을 포함한 남성 젠더 역할을 발달시켰다
고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사춘기 호르몬의 활성화 효과가 태아기 호르몬에 의해 
뇌에 ‘계획된(organized)’ 젠더 패턴을 불러일으키며” 아동기의 젠더 사회화는 크
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류학자 Gil Herdt와 생리학자 Julian 
Davidson은 뉴기니의 5-ARD 환자들을 연구한 후, 이들이 확실히 소녀로 양육되
지도 않았으며 사춘기 후 확실히 ‘남성’이 되지도 않았다는 관찰 결과를 발표했다
(Jordan-Young, 2011: 67-68).
  조던-영이 이 예들을 소개한 이유는 성호르몬이 젠더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주장
에 대해 상반된 연구 결과와 해석이 있으므로, 우리가 생물학으로 젠더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조심해야 한다고 제안하기 위해서인 듯하다. 대신 페미니스트들은 사회
적 요소를 강조하는데, 간성 아이들의 젠더 정체성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견해를 예
로 들어 보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클리토리스 크기의 페니스’를 가진 아이와 불
완전하게 발달한 음낭/고환을 가진 아이를 여성으로 길렀지만, 사춘기 이후 남자
가 된 사례가 있다. 머니(John Money) 같은 심리학자들은 ‘사춘기에 몸이 바뀌면
서’ 아이들의 ‘젠더 정체성’도 바뀐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Roberts, 2007), 파우스
토-스털링은 아이들이 자신의 ‘특이한 생물학(unusual biologies)’의 영향을 받았
기 때문에 젠더 정체성이 바뀌었으며, 이 변화가 “남자를 여자보다 가치 있게 평가
하는 문화 안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Fausto-Sterling, 1985: 86-88). 사회적 요소가 간성 아이들의 젠더 정체성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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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미니스트들은 성호르몬이 남성성/여성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예를 들어, CAH 소녀는 ‘안드로겐의 영향’으로 다른 소녀보다 더 남
성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한편으로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
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 요소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 페미니스트들의 지
적이다. 그리고 이 환경 요소에는 아이의 젠더 정체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의 문제
와 아이의 생식력에 대해 아이와 부모에게 알려주는 문제 등이 포함된다(Matusall, 
2013). 이들이 남성화되는 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남성화될 것으로 기
대되기” 때문이며(Jordan-Young, 2011: 255), 아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자신의 아이가 ‘정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는
지도 아이의 치료에 영향을 미친다(Fine, 2011).
  안드로겐이 공격성과 연관 있을 것이라는 연구자들의 선입견이 연구 결과를 해
석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74년에 Ehrhardt & Baker는 공격
성이 “정상적인 소년과 소녀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일관된 성차 중 하나”라는 아이
디어를 수용한 상황에서, 남성화된 CAH 소녀와 그렇지 않은 자매가 ‘호전적인 행
동(fighting behavior)’ 면에서 다르지 않음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들은 공격성과 
초기 호르몬 분비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고, “호전적인 행동이 비교 문화적
으로 가장 일관된 성차 중 하나”인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초기 데
이터가 ‘조잡(quite crude)’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나중에 보다 자세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문제를 다시 분석하고자 했지만, 이러한 분석이 논문으로 출판되지는 
않았다. 조던-영은 이 사례가 CAH 소녀가 더 공격적이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음
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Jordan-Young, 2011: 211).
  이제는 과학자들도 태아기 호르몬이 남성성/여성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에 
신중하다. 예를 들어, 2005년 쌍둥이 연구를 한 Cohen-Bendahan 박사는 남자아
이와 쌍둥이인 소녀가 더 공격적임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는 2007년 조던-영과의 
인터뷰에서, 이 연구 결과를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 많은 연구
자들이 쌍둥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지만, 쌍둥이 형제자매의 성이 소년과 소녀에
게 차이를 만든다는 증거가 없음을 되풀이해 발견했다는 점을 들어 그는 이 연구 
모델이 유망하지 않다고 평가했다(Jordan-Young, 2011). 신경과학자인 하인즈 역
시 과학자들이 생식 호르몬이 인간의 인지 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지만, 사실 
이 주장을 지지하는 일관된 데이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Hines, 2004). 
  최근에는 남녀의 관심의 차이를 성호르몬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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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남성이 수학을 잘하는 이유를 ‘능력(abilities)’의 차이로 설명했지만, 최근에
는 관심의 차이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 심리학자들이 ‘능력에 젠더 차이가 
있다’는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대신 ‘관심, 동기, 취향’에 성차가 있다고 제안했
는데, 예를 들어 바우마이스터(Roy Baumeister)는 능력에서의 젠더 차이는 발견
되더라도 극히 작지만, “남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살펴
볼 때” 진짜 차이가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 차이가 ‘테
스토스테론의 역할’ 때문에 나타난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설
명에도 비판적인데, 이런 결론은 ‘유사 실험’의 결과이며, 태아기 호르몬이 남성과 
여성의 관심(interests)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조
던-영의 견해이다(Jordan-Young, 2011: 199).

호르몬이 구성하는 뇌, 뇌의 차이가 결정하는 행동의 차이

  현대에는 신경과학이 남녀의 차이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태아기 호르몬이 ‘뇌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녀의 뇌가 다르게 형성되
며, 그 결과 젠더 차이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즉 태아기의 호르몬이 뇌를 성 분
화시킨 결과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성격(personality), 욕구(desire), 기질, 인지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태아기의 초기 호르몬이 ‘성별 분업화된 성향
(sex-typed predisposition)’을 만들고, 태어난 이후에 작용하는 호르몬은 이러한 
성향을 ‘활성화’시키는데 그친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견해이다. 조던-영(2011)은 이
런 견해를 다룬 연구를 ‘뇌 구조 연구(brain organization research)’라고 이름 
붙였다.
  하지만 조던-영은 ‘뇌 구성 이론’이 방법론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는 ‘뇌과학’으로 성차를 설명하려는 시도에 비판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류 
과학은 남녀가 초기에 성호르몬에 다른 수준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다른 뇌를 가지
며, 마찬가지로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도 다른 뇌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태아
기 호르몬이 인간의 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유사 실험(quasi 
experiment)’이라는 것이 조던-영의 지적이다. 이를 제대로 실험하려면, 피실험자
를 무작위로 특정 호르몬에 노출시킨 후, 실험군과 대조군이 같은 양육 경험과 환
경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발달을 전 생애에 걸쳐 관찰해야 하는데, 인간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동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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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인간 유사 실험에서 증거를 모으게 되었는데, 조던-영은 이런 연구 방법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Jordan-Young,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과학자들은 뇌에 성차가 있으며 뇌의 차이가 행동의 차
이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보통 뇌가 행동을 결정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행
동에 성차가 있다면 뇌에도 성차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신경
과학자 하인즈는 “뇌가 모든 행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에, 행동에 성차가 있다
는 점은 뇌에 성차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며, 인간 뇌에 성차가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성차가 발견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물론 ‘뇌 크기의 성차가 지능의 
성차를 만든다’는 제안은 무시할 필요가 있지만, 성차가 존재한다는 가정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오류일 수 있다는 것이 하인즈의 생각이었다(Hines, 2004: 65). 
  페미니스트들은 신경과학자들의 이런 접근에 비판적이다. 먼저, 로저스는 뇌구조
와 뇌회로가 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행동과 경험 역시 뇌구조에 영향을 준
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ogers, 2011: 34). 조던-영 역시 동물실험
이 초기 스테로이드 호르몬 노출의 ‘영구적인 효과’가 환경의 개입으로 제거되거나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을 지적하며, 뇌가 전 생애에 걸쳐 변화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극소수의 입력(input)은 되돌릴 수 없음을 인정했는데, 
이는 페미니스트들이 환경이 인간의 본성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요소라
고 생각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Jordan-Young, 2011).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신경과학자들이 ‘뇌 결정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하
인즈 역시 뇌와 행동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해서 행동이 선천적인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경험이 뇌구조의 성차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신경에서의 성
차에는 환경적 요소가 있으며, 뇌는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가단성 있다. 어른 
뇌에서는 수상돌기가 자라고, 시냅스가 형성되며, 새 뉴런이 생겨나기도 한다. 그
리고 이 과정의 많은 부분이 성인기 호르몬에 의해, 그리고 사회 경험에 의해 바
뀐다. “또한 사회 경험은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점은 초기 호르몬 
환경이 행동의 성차를 발달시키는 과정을 설정하더라도, 이 과정이 삶의 경험을 포
함한 이후의 다른 요소들에 의해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호르몬만
큼이나 기대와 믿음이 뇌를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인즈는 또한 행동의 생물
학적 원인과 사회적ㆍ문화적 원인을 구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이는 
생물학과 환경을 분리할 수 없다는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지점이기도 하다(Hines, 2004: 2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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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은 초기 성호르몬 연구에 연
구자들의 고정관념이 반영되었음을 보이고, 태아기 성호르몬이 젠더 정체성을 만든
다는 견해, 그리고 뇌의 차이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행동의 차이를 만든다는 견해를 
비판했다. 
  성호르몬 연구는 대부분 철학에서의 이원론(dualism)과 연결되어 있으며,19) 내
분비학이나 생리학 같은 과학들은 이 이원론에 의존한다. 호르몬이 ‘성적으로 분화
된 몸’을 만든다는 주류 담론은 성차(sexual difference)에 대한 문화적 이해에 의
해 구성된 셈이다. 이처럼 성호르몬 연구는 ‘문화적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과학담론들을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 과학들은 남녀 차이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재생산한다. 호르몬이 인간과 
사회적ㆍ정치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성차’를 만드는 셈이다(Roberts, 2007). 이처럼 
사회생물학과 마찬가지로 성호르몬 연구 또한 정치적이며, 그 연구 결과가 종종 전
형적인 성 역할을 강화하기도 한다. 

3. 성차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

  과거의 성차 연구들에 오류가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연구 결과
들은 여전히 남녀의 능력과 성향에 차이가 있다는 고정관념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
고 이런 연구 결과들은 능력과 성향의 차이가 선천적이기 때문에 남녀의 이분법적
인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페미니스트
들은 이런 연구 결과에 비판적이었다. 이 절에서는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연구들에 

18) 하인즈의 이런 태도는 조던-영이 비판하는 뇌 구성 이론가들의 태도와 다르다. 조던-영
에 의하면, 오늘날의 뇌 구성 이론가들 또한 ‘생물변수’와 ‘사회변수’가 모두 성차에 영향
을 주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이들은 이 두 변수를 분리하며, 두 변수가 “서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way)을 바꿀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들은 이 ‘생물사
회적 모형(biosocial model)’에서 사회변수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Jordan-Young, 
2011: 8). 

19) 이를테면 이원론에서는 수컷과 암컷이 각각 능동성, 수동성과 연결되어 있다. 이 때 여
성성은 남성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남성 태아와 어머
니로부터의 호르몬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이다. 일부 생리학 담론은 태아의 ‘배아 발달 
환경’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 남성 태아가 어머니의 호르몬에 의해 여성화되는데 저항
해야 하기 때문에 더 투쟁적이라고 설명한다(Robert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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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의 반박을 소개하고, 신경과학자이자 임상 심리학
자인 하인즈(Melissa Hines)의 논의를 중심으로 일부 과학자가 페미니즘의 통찰을 
수용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과학 연구 전통 안에서 과학 연구 결과를 받아들인다
는 점을 보여주겠다.

3.1.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연구들에 대한 페미니즘의 해석

  성차에 대한 흔한 고정관념들이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수학을 못한다는 관념, 
남성은 공간지각능력이, 여성은 언어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관념, 남성이 더 공격적
이고 여성이 아기에게 더 관심을 갖는다는 관념 등이 그런 예이다. 아직도 이런 
고정관념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생산되고 있으며, 이 연구 결과들은 성차
를 선천적인 것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남녀가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주장에 근거를 제공해왔다. 남녀는 서로 잘 하는 분야가 다르고 좋아하는 분야도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불평등한 현실을 정당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70년대에 
소년이 소녀보다 유전적으로 수학을 잘 하며, ‘남성 수학 유전자(male math 
genes)’가 발견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수학 능력은 공학 분야의 고소득 
일자리와 관련된 능력이었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대로라면 선천적으로 수학을 못
하는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게 당연했다. 그리고 이
런 논리는 ‘차별 철폐 조치(affirmative action)’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과 연결될 
수 있었다. 여성은 고용될 때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맞는 마땅한 위치
에 있는 것이므로, 차별 철폐 조치의 시행은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다(Fausto-Sterling, 1985). 따라서 페미니스트들은 남녀의 능력이나 성향이 ‘선천
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을 반박해왔다. 
  이 소절에서는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이 ‘남녀가 선천적으로 다르다’는 주장
을 반박하기 위해 취하는 전략을 살펴보겠다. 이들은 선천적인 성차가 있다는 주장
이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람들의 인식이 남녀의 능력과 성향
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강조했다. 그리고 성차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인
정하더라도, 이 결과가 ‘남녀의 능력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먼저, 페미니스트들이 ‘성차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을 살펴보자. 과거에 
성차를 발견한 연구자들은 이를 ‘선천적인 차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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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트들은 이런 주장이 충분히 검증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여성이 수학을 
못한다는 관찰 결과에 대한 파우스토-스털링의 반박을 예로 들어 보자. 이전에 관
찰된 바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은 남녀 모두 수학을 잘 했지만, 고등학생 소녀는 소
년보다 수학점수가 낮았다. 그 이유를 파우스토-스털링은 학습 환경에서 찾았는데, 
보통 소년이 3~4개의 수학 수업을 듣는다면, 소녀는 1~2개의 수학 수업을 듣는다. 
학습량이 다르기 때문에 점수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비슷한 분량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성차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Fausto-Sterling, 1985).
  하지만 일부 연구는 비슷하게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게서도 성차가 발견되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파우스토-스털링은 수업 이외의 요소들이 결과에 영
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학이 보통 남성의 분야로 인식되며, 소녀들은 
소년들보다 수학을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부모와 교사는 소녀들
에게 수학을 공부하도록 권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교사들이 같은 교실에 있는 남
학생에게는 수학을, 여학생에게는 읽기를 더 많이 지도하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따
라서 교사들이 남학생과 여학생을 다르게 대한다는 점을 깨닫고, 여학생들이 수학
을 공부하도록 격려 받으며, 더 많은 여성이 수학을 가르친다면, 수학에서의 여성 
문제가 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파우스토-스털링의 생각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개선하고도 수학능력에서 성차가 발견된다면, 그 때 ‘선천적인 성차’
에 대해 생각해보자고 제안했다(Fausto-Sterling, 1985).
  실제로 이후의 연구들은 사람들의 인식이 수학 능력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카디누(Mara Cadinu)와 동료들의 2005년 연구를 살
펴보자. 이들은 일부 여성에게 ‘최근 연구는 남녀의 수학 점수에 차이가 있음을 보
여준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여성에게는 성차가 없다고 얘기했다. 그러자 전자가 
후자보다 수학 시험에 대해 2배 더 부정적인 사고를 보여주었고, 후자의 수학 점
수가 더 높았다. 또 다른 예로, 2008년, 심리학자 굿(Catherine Good)과 동료들은 
미적분학(calculus) 수업을 듣는 100명 이상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적분학 테스
트를 받게 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 테스트가 ‘사람들이 수학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게 만드는 요인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설명으로 여성인 자신
의 수학 능력이 전형적으로 열등하다고 느낀 고정관념 위협군(stereotype threat 
condition)에 속한 여성은 남성과 비슷한 점수를 받았지만, 추가로 그 동안의 테스
트에서 젠더 차이가 없었다는 설명을 들은 여성은 테스트를 남성보다 더 잘 수행



- 95 -

했다(Fine, 2011). 여성의 수학 능력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여성의 수학 능력에 영향
을 미친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인식은 공간 능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의 모에(Angelica Moè)의 2009년 연구를 살펴보자. 모에는 첫 번째 집단에게는 
남자가 유전적으로 여자보다 공간 능력이 뛰어나다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집단에
게는 아무 정보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 집단에게는 여자가 공간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 결과,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에서는 남자
가 공간 과제를 더 잘 수행했지만, 세 번째 집단의 여성들은 남성만큼 공간 과제
를 잘 수행했다(Fine, 2011). 이런 연구들은 사람들의 인식, 학습, 환경 등이 남녀
의 능력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을 잘 뒷받침해 준다.
  이처럼, 페미니스트들은 성차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성차가 
선천적이기보다는 환경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과학 연
구 결과는 ‘생물학적 성차’가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런 경우, 페미니스트들은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 결과를 해석했다.
  수컷의 양육 역할에 대한 파인(Cordelia Fine)의 해석을 살펴보자. 보통 사람들
은 여성이 남성보다 아기를 더 잘 돌보며, 이런 성향이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물을 관찰한 결과를 보면, 종마다 육아 행동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종의 
경우 수컷이 훌륭한 돌봄이(caretakers)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포유류 수컷은 새끼를 잘 돌볼 수 있으며, 늑대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Hines, 
2004). 다른 종들도 상황에 따라 새끼를 돌보는데, 쥐를 예로 들어 보자. “수컷 쥐
는 모성 행동을 촉발시키는 호르몬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컷 쥐는 정
상적으로는 결코 새끼를 돌보지 않는다. 그러나 새끼 쥐를 수컷 쥐와 함께 우리에 
넣으면, 며칠 후 수컷이 어미처럼 새끼를 돌보고 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상황에 따라 수컷도 새끼를 돌볼 수 있는 것이다. 파인은 이런 점이 수컷의 뇌에 
육아 회로(parenting circuits)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Fine, 2011: 88). 수
컷의 육아 행동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또한 페미니스트들은 생물학적 성차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인정하더라도, 이 결
과를 능력 차이로 연결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여성이 공간 문제를 풀 때 뇌의 
좌반구를 더 자주 사용한다는 증거가 있다. 좌반구는 언어를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
으며, 파우스토-스털링은 여성이 공간 문제를 풀 때 언어적 접근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여성의 문제풀이 전략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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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 의미한다는 것이 파우스토-스털링의 결론이었다. 즉, 남성은 공간 과제를 더 
잘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다른 수단을 사용해서 같은 결과(end)에 도달”
한다는 것이다(Fausto-Sterling, 1985: 52). 이처럼 페미니즘은 뇌의 차이를 인정
하더라도 이를 ‘능력의 차이’로 연결하려는 시도에는 반대했다. 그리고 4장에서 살
펴보겠지만, 현대의 뇌 영상 연구 역시 이런 경향을 따르고 있다.

3.2. 과학자의 페미니즘 담론 수용

  환경이 성차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성차 연구 결과를 고정관념과 다르게 
해석하는 페미니즘의 입장은 일부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반영되기도 
했다. 이 소절에서는 신경과학자 하인즈(Melissa Hines)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런 
점을 살펴보겠다.
  3장 2.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안드로겐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에는 
엄격한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가정이 
지속되고 있는데, 하인즈는 그 이유로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첫째, 안드로겐
이 인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플라시보 효과일 수 있다. 
연구 결과, 플라시보를 받았지만 자신이 테스토스테론으로 치료받는다고 생각한 남
성은 스스로 공격성이 증가한다고 느꼈는데, 이런 플라시보 효과는 안드로겐이 공
격성을 증가시킨다는 잘못된 믿음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성(sex)이 우리가 엄격
하다고 생각하는 경험적 연구(investigation)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학자든 아
니든 모두가 성과 성차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런 화제에 대한 ‘인지 체계’를 갖
는다. 그리고 이 섹스나 젠더에 대한 ‘인지 체계’로 인해 사람들은 ‘제한된 자료에 
기반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 문화에서 개인은 남자가 여자보다 테스토스테
론 수준이 높고, 보다 지배적이며, 보다 공격적인 경향이 있다는 관념(idea)이 있
는 젠더 체계를 갖는다. 이 체계 안에서는 각 요소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
차에 대한 전형적인 인지 체계를 가진 사람”은 테스토스테론을 남성, 지배, 공격성
과 연결하는 경향이 있다(Hines, 2004: 144). 하인즈는 사람들의 ‘인식’이 연구 결
과에 영향을 미쳐 남성의 공격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지속된다고 설명한 것이다.
  또한 3장 3.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동물 연구 결과는 암컷뿐만 아니라 수컷도 
새끼를 돌볼 수 있으며, 새끼 돌보기에 호르몬뿐만 아니라 경험과 환경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남자보다 아기에게 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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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갖는다는 견해가 일반적인데, 하인즈는 생리학적으로 여자가 아기에게 더 관
심을 갖는다는 일관된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먼저, 아기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은 성차가 특정 상황에 한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아기가 친척인 경우, 
또는 아기를 돌보라는 지시가 있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성차가 나타났다. ‘사회적 
맥락’도 중요한데, 같은 집단에게 비공개적으로 평가했을 때보다 공개적으로 평가
했을 때 여자는 아기에게 더 관심을 보였고 남자는 관심을 덜 보였다. 이는 남자
와 여자가 ‘집단이 인정하는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아기 
엄마와 아기 할머니가 다른 여성보다 자신과 관계없는 유아에게 더 관심을 보였고,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될 남자,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렇지 않은 남자들보다 아기 그
림에 더 관심을 보였다. 이는 “삶의 상황(life situation)의 성차가 행동의 성차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하인즈는 덧붙여 아기에 대한 관심이 사회에 
따라 다르며, 이 문화 차이가 성차만큼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임신 중 호
르몬이 인간의 육아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화, 경험, 환경에 비해 호르몬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가정된
다고 결론 내렸다(Hines, 2004: 150). 생물학적 요소가 육아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경험과 환경을 강조한 것이다. 다음 소절에서 다시 살
펴보겠지만, 이는 페미니즘의 입장에 부합한다.
  성차 연구 결과와 과학자들이 성차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방식에도 변
화가 있었다. 여성의 수학능력에 대한 연구 결과와 연구 결과의 해석을 예로 들어 
보자. 20세기 후반의 연구자들이 수학 능력에 성차가 있다는 점을 주로 보였다면, 
최근에는 차이보다 유사성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즉, 오래된 연구가 남성의 수
학적 추론 능력이 더 뛰어남을 확인해 준다면, 새로운 연구들은 남녀의 수학 추론 
능력이 비슷함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의 뇌 영상 연구는 남녀의 수학 능력이 다르
다는 증거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는다. 연구자들이 ‘차이’가 있다는 결론에 조심
스러운 셈이다. 또한 같은 결과를 놓고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예를 들어 
PET 연구 결과 수학적 추론을 하는 동안 남성만 우측두엽이 활성화되었는데, 이전
에는 이를 남성의 과제 수행 능력이 더 좋은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의 
fMRI 연구는 뇌 활성화 차이가 여성의 신경 처리 자원 사용이 더 효율적임을 보이
는 것이라고 해석한다(Wassmann, 2011).
  과학자들은 남녀의 수학 능력이 비슷하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를 ‘학습’의 영향으
로 설명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08년 Science에 실린 논문에서 Hyde 등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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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의 수학 능력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이유를 학습 행동의 변화로 설
명했다. 이제는 소녀들이 고등학교에서 미적분(calculus) 수업을 듣기 때문에 차이
가 사라졌다는 것이다(Wassmann, 2011). 아직 다수의 뇌과학 대중서들이 남녀의 
수학 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서술하지만, 최근의 이런 연구 경향은 페미니스트들이 
오랫동안 해온 이야기가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3.3. 페미니즘 담론 안에서의 페미니스트, 과학 연구 전통 안에서의 과학자

  앞 소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성차 연구를 하는 모든 과학자가 전적으로 편견을 
갖는 것만은 아니다. 또한 페미니스트들도 생물학적 요소가 성차에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물학적 요소와 환경 요소가 모두 
성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과학자와 페미니스트가 강조하는 지점
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 즉, 페미니스트들은 환경 요소를 강조한 반면, 일부 
과학자들은 페미니즘의 통찰을 수용하면서도 생물학적 요소를 인정했다. 이 때 생
물학적 요소를 인정하는 과학자의 입장에 젠더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다고 이해
한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는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먼저,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인 파우스토-스털링이 성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로서 ‘환경’을 어떤 식으로 강조하는지 보자. 언어 능력과 공간 능력에서의 성차
에 대해 모순되는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이러한 능력 차이는 크지 않더라도 때로 
존재한다. 특히 사춘기에 이러한 능력 차이가 나타나는데, ‘호르몬 변화’와 ‘사회적 
압력’ 모두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일부 과학자는 사춘기에 일어나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고 주장하며, 다른 일부는 사춘기에 적절한 역할 
행동에 순응하도록 사회적 압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고 설명
한다. 이런 점들을 살펴보며 파우스토-스털링은 ‘선천적인 생물학적 요소’가 남녀 
차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남녀의 호르몬 차이가 
성차의 원인일 수 있다는 가설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제안하며, 대신 성차
의 규모가 매우 작다는 점, 그리고 환경 요소가 공간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는 점을 강조했다(Fausto-Sterling, 1985). 파우스토-스털링은 생물학적 요소가 
성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사소하게 취급하
고 환경 요소를 강조한 것이다. 



- 99 -

  성차가 나타나는 이유로 ‘환경 요소’를 강조한 파우스토-스털링과 달리, 신경과
학자 하인즈는 생물학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가 모두 성차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
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장난감 선호 차이에 대한 하인즈의 설명을 살펴보자. 
태어난 지 12개월이 된 남자아기와 여자아기가 각각 다른 장난감을 선호하고, 이 
성차가 아동기에도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를테면 남자 아이가 자동차, 
총 같은 장난감을 고른다면, 여자 아이는 인형, 다기 같은 장난감을 선호한다는 것
이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하인즈는 두 가지 관점을 소개했
다.
  과학자들은 이 차이의 원인으로 ‘안드로겐’을 지목하고, CAH(선천성 부신 과형
성) 소녀에 대한 연구 결과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태아기에 안드로겐에 더 많이 
노출된 CAH 소녀는 다른 소녀들에 비해 더 남성적이었는데, 이는 뇌 발달에 안드
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는 것이다. 이 논리에 의하면,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가 선호하는 장난감이 다른 이유는 남자 아이에게서 분비되는 안
드로겐 때문이다. 이와 달리, 사회 학습 관점(social learning perspective)은 소
년과 소녀가 사회에서 다르게 취급되기 때문에 성차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들은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에게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하면서도 인터뷰에서는 그들이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를 똑
같이 다룬다고 대답했다. 또 “Baby X” 연구에 따르면, 어른들은 같은 아기에 대해 
아기가 남자아기라고 하면 남성적인 장난감을, 여자아기라고 하면 여성적인 장난감
을 가지고 놀게 했다. 사람들은 무의식중에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를 다르게 대하
며, 이런 점이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의 행동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Hines, 2004). 이런 설명은 호르몬 요소와 사회적 요소가 모두 장난감 선호 차이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하인즈는 CAH 소녀에 대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수용해 ‘생물학적 요소’도 성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
다.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인 조던-영은 ‘소년이 자동차를, 소녀가 인형을’ 선호한
다는 내용을 담은 알렉산더(G. M. Alexander)와 하인즈의 2002년 연구를 비판하
며, 이를 반박하기 위해 스웨덴의 Anna Servin 등의 2003년 연구를 소개했다. 
Servin 등은 남성적인 장난감, 여성적인 장난감, 중립적인 장난감을 늘어놓고 아
이들이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지 관찰했다. 그 결과 CAH 소녀가 그렇지 않은 
소녀보다 남성적인 장난감을 더 오래 가지고 놀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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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가 가장 좋아한 장난감은 ‘남성적이라고 부호화된 장난감’이었다. 이 연구 결
과는 CAH 소녀와 그렇지 않은 소녀 사이에 ‘집단 차이’가 있음은 보여주지만, 소
녀가 인형 같은 여성적인 장난감을 더 좋아한다는 가설을 증명해주지는 않는다
(Jordan-Young, 2011). CAH 소녀와 그렇지 않은 소녀 사이의 집단 차이가 호르
몬의 영향에 대한 증거일 가능성도 있지만, 조던-영은 그런 가능성에는 관심을 기
울이지 않고 이 연구 결과가 ‘소년과 소녀의 장난감 선호’에 차이가 있음을 반박한
다는 점에 주목했다.
  과학자와 페미니스트는 영장류 연구 결과도 다르게 받아들였다. 남자 장난감, 여
자 장난감에 대한 문화적 정의가 없고 장난감을 경험해보지 못한 동물이 성 전형
적인 장난감을 선호한다는 증거가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알렉산더와 하인즈의 
2002년 연구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의 연구 결과, 암컷 버빗 원숭이
(Vervet Monkey)는 인형을, 수컷 버빗 원숭이는 공과 차를 가지고 시간을 보냈는
데, 하인즈는 이 원숭이들에게 “이 장난감들에 대한 선경험이 없기 때문에” 학습이
나 문화 요소로 이 성차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한편, 수컷 버빗 원숭이는 
소년들보다 여성적인 장난감을 덜 싫어했다. 하인즈가 보기에, 이는 태아기의 호르
몬이 ‘장난감 선호에서의 성차’에 일부 영향을 미칠지라도, 이 차이가 남성이 여성
적인 장난감을 혐오하게 만드는 “사회적ㆍ문화적 메커니즘에 의해 증폭되는 경향
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하인즈는 “성별 역할이 부여된 아이의 놀이 
행동 발달”에 호르몬 요소와 사회적 요소, 문화적 요소들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Hines, 2004: 129). 그는 버빗 원숭이 연구 결과 또한 생물학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 모두 성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반면, 페미니스트들은 고정관념을 지지하지 않는 연구 결과에 주목했다. 예를 들
어,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인 파인(Cordelia Fine)과 그로시(Giordana Grossi)
는 레서스원숭이에 대한 해셋(Hassett) 등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2008년, 해셋 
등은 레서스원숭이 암컷과 수컷이 바퀴달린 장난감 및 봉제 완구와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비교한 결과, 암수 모두 바퀴가 달린 장난감에 똑같이 흥미를 갖는다는 점
을 발견했다. 또한 수컷은 봉제 완구보다 바퀴 달린 장난감을 선호한 반면, 암컷은 
어느 한쪽을 더 선호하지 않았다. 즉, 암수가 ‘남성적인’ 장난감에 똑같이 관심을 
보였고, 수컷이 ‘남성적인’ 장난감을 ‘여성적인’ 장난감보다 더 선호했다는 것인데, 
이는 수컷이 ‘남성적인’ 장난감에, 암컷이 ‘여성적인’ 장난감에 더 관심을 보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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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Grossi & Fine, 2012). 이처럼 하인즈가 버빗 원숭이 
사례를 근거로 성차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요소’가 있음을 인정했다면, 파인
과 그로시는 레서스 원숭이 사례를 강조하며 ‘장난감 선호의 성차’에 대한 고정관
념을 반박하려 했다.
  또한 조던-영은 한쪽에서는 ‘남성적’인 장난감으로 분류되는 ‘공’이 다른 쪽에서
는 ‘중립적’인 장난감으로 분류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알렉산더와 하인즈의 
2002년 연구를 비판하기도 했다(Jordan-Young, 2011). 이는 페미니스트들이 과
학자의 연구결과를 매우 예민하게 분석하고 있는 상황을 잘 보여준다.
  더 나아가 페미니스트들은 과학자들의 견해에 조금이라도 젠더 고정관념이 반영
되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심리학자이자 성과학자인 존 머
니(John Money)에 대한 조던-영의 평가가 그 예이다. 머니를 성차에 대한 고정관
념을 갖고 있는 연구자라고만 보기는 힘들지만, 조던-영은 머니의 견해를 면밀히 
살핀 후 그의 견해에 젠더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머니는 ‘John/Joan 사례’를 통해 사회적 요소만이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학자이다. 그는 그 전에는 성심리가 생후에 분화되며 유전적 요소
로 저절로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으며, 기니피그나 쥐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던-영은 머니가 이후에 “CAH 
여성이 태아기 안드로겐의 뇌 구성 효과 때문에 남성적인 섹슈얼리티를 가질지도 
모른다고” 제안했다는 점 등을 들어, ‘뇌 구성 이론’을 인간 데이터에 처음 적용한 
사람이라고 그를 평가했다. 또한 머니는 소녀로 지정되어 소녀로 양육되는 
AIS(androgen insensitivity syndrome, 안드로겐 둔감성 증후군)인 유전적 남성
이 ‘여성스러움’을 발달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조던-영은 이 결과가 ‘생후 사
회화가 젠더를 결정한다’는 이론과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머니가 이를 초기 호르몬 
효과의 증거로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머니는 이 결과를 통해, 태아기 남성화 원리
(masculinizing principle)의 실패가 “성 할당과 양육의 요구에 순응하도록 신경계
의 능력을 강화한다”고 추측한 것이다(Jordan-Young, 2011: 31-32).
  조던-영은 머니가 호르몬 효과를 ‘진짜지만 미묘하고 제한적인(real, but subtle 
and limited) 것’으로 본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언급했는데(Jordan-Young, 2011), 
이는 다음과 같은 표현에서도 드러난다.

머니는 호르몬 효과가 진짜지만 미묘하고 제한적이라고 제안하며, 그의 경력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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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인간의 성적 행동이 태아기와 신생아기에 신경호르몬
적 사건에 의해 자동적으로 예정되지 않는다”고 경고하지만, 성 할당과 양육이 태아
기에 신경계를 “준비”시키는 호르몬과 일치할 때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가장 균일하
게 발달할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즉, “남성적인” 호르몬은 남성적인 젠더를 가능하
게 하고, “여성적인” 호르몬은 여성적인 젠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Jordan-Young, 
2011: 32). 

조던-영은 머니가 호르몬 효과를 ‘제한적인 것’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호르몬 
효과를 인정한 것 자체를 비판적으로 본 것이다. 
  이처럼 조던-영은 과학자들이 성별 고정관념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는데 비판적이
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학자들이 의도적으로 성별 고정관념을 유지하는 연구결과
를 만들고 있다고 여기지는 않았다. 과학자들이 성차에 대해 부정적인 연구 결과를 
‘감추고’ 있다기보다는 바쁜 과학자들이 복잡한 연구의 흥미로운 세부사항을 놓치
거나 주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는 특히 연구 결과
가 지배적인 이론에 잘 들어맞지 않는 경우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다
(Jordan-Young, 2011). 
  조던-영의 이러한 태도는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인 그가 ‘성차의 생물학적 요
소’를 인정하는 과학자의 입장에 ‘무의식적으로’ 젠더 고정관념이 반영될 수 있다
는 페미니즘의 통찰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섹스가 구성된다’는 포
스트모던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과학자 하인즈는 
페미니즘의 통찰을 수용하면서도 페미니즘의 담론과 다른 과학 연구 결과 역시 받
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과 과학이 상호작용하면서도,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페미니즘의 담론 안에서, 과학자들은 기
본적으로 과학 연구 전통 안에서 과학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4. 소결: 성차 연구의 문화적 맥락

  지금까지 우리는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성차에 대한 과학 담론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차 연구들이 객관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만들어지면 젠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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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념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페미니스트 과학기
술학자들은 사람들의 인식이 남녀의 능력과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강조하며, ‘남녀가 선천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이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성차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인정하더라도, 이 결과가 ‘능력의 차
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페미니즘의 담론은 일부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반영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이 과학자들은 페미니스트와 다른 
방식으로 과학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기도 했는데, 이를 ‘젠더 고정관념’의 반영으
로 이해한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는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성차 연구’에 대한 분석이 함의하는 바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우리는 정치적 상황이나 문화적 기획에 따라 ‘남녀의 차이에 대한 지식’이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을 ‘불완전한 남성’으로 보던 시기에, 해부학 지
식은 남성의 몸을 ‘표준’으로 놓고 남녀의 몸이 동일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졌음을 
보여주었다. 계몽주의 시기 이후 논리적으로 여성을 배제하기 힘들어지면서, 남녀
가 다른 역할을 맡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하기 위해 해부학 지식은 남녀의 차
이를 강조하는 쪽으로 변화했다. 특히 19세기 즈음에는 지적으로 열등한 여성이 
가정에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해부학자들이 여성의 ‘넓은 골반’과 ‘작은 
두개골’을 강조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여성이 사적 영역을 담당하는 것이 당연
해 보이도록 ‘과학 지식’이 변화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문화적 기획이 ‘성차의 과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이후에도 지
속되었는데, 파우스토-스털링은 그 이유가 과학자들이 무능하거나 ‘나쁜 과학’을 
해서가 아니라, ‘관습적인 과학(conventional science)’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
다. 과학 연구들은 연구자가 속한 시대와 장소의 영향을 받으며, 기존의 성차 연구
도 남성 중심적인 사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이 편견 없는 젠더 연구를 수
행하기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성차를 분석하는 과학자들은 ‘일상 문
화의 프리즘을 통해’ 그들의 연구 결과를 들여다보고 해석하며, 우리가 사는 세계
에서는 남성이 우월하다는 인식이 한때 널리 퍼져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연구
를 수행하던 과학자들은 이런 인식에 맞추어 연구 결과를 해석했다
(Fausto-Sterling, 1985).
  예를 들어, 가변성(variability)에 대한 설명을 보자. 다윈 이전, 가변성을 ‘종의 
부채(liability)’로 간주했던 과학자들은 여성이 ‘보다 가변적인 성(variable sex)’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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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윈은 “개체들 사이에서 더 큰 가변성을 가진 집단이 더 
나은 진화의 기회를 가지며, 남성이 여성보다 그런 경향이 더 크다”고 믿었다. 이
처럼 “높은 가변성이 생물학적 결점으로 간주될 때” 가변성은 여성의 특징이 되었
고, “다윈 이후 생물학적 이점으로 간주되자,” 남성의 특징이 되었다. 전두엽과 두
정엽의 크기에 대한 또 다른 예를 보자. 신경해부학자들이 전두엽을 ‘정보
(intelligence) 저장소’라고 믿는 동안, 여자는 두정엽이, 남자는 전두엽이 발달했다
는 설명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두정엽이 지적 능력과 관련 있다는 주장이 우세하
면서, 연구자들은 여자의 전두엽이 더 크고 두정엽은 더 작다고 설명하게 되었다
(Fausto-Sterling, 1985: 17).
  둘째, ‘성차의 과학’에는 젠더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지만, 과학이 객관적이라는 
기존의 인식 때문에 이는 다시 젠더 고정관념을 지지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다윈의 진화론에는 남녀에 대한 빅토리아 시대의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지만, 사
회생물학은 이 고정관념이 ‘진화의 결과’이며 인간의 본성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생물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인 남녀의 행동 차이를 정확히 알았을 때 사회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실제로 사회생물학은 사회 문제를 생물학적으
로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사회생물학 같은 생물학적 결정론이 현상을 방어한다는 점은 새롭지 않다. 역사
적으로 사회에 변화의 조짐이 있을 때, 사회를 변하지 않게 하려는 이해관계를 가
진 사람들이 생물학적 결정론에 흥미를 보여 왔다(Lowe, 1978). 예를 들어, 허바
드는 다윈의 성선택 이론이 여성해방운동 제1의 물결이 한창일 때 나왔으며, 20세
기 후반에 성선택 이론이 부활하고 ‘부모 투자’가 비대칭적이라는 논리가 나타난 
이유도 ‘여성 해방 운동의 부활’과 관련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직업의 세계’에 들어가려 할 때, 남성 중심적 과학자들은 ‘여성이 있어야 
할 곳은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허바드, 1999[1990]). 이처럼 생
물학적 결정론은 사회 변화에 저항하며, 여론과 과학 연구, 정책, 심지어 페미니즘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Lowe, 1978). 
  성차는 ‘성차별적인 사회’에서나 흥미로운 것이다. 생물학적 차이든 심리적 차이
든, ‘권력’ 문제와 연결될 때 ‘차이’가 과학적으로 흥미로워진다. 이를테면, 현재 우
리는 머리카락 색깔과 눈동자 색깔이 다른 사람의 차이를 연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치 정권 하에서는 “눈동자 색깔과 머리카락 색깔에 대한 과학적 관심”이 흥미로
운 것이었다(허바드, 1999[1990]: 176). 게다가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성차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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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크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 차이는 대개 미
미하며, 양성은 겹치는 부분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의 차
이가 주목받으며, 유사성은 자주 무시된다는 것이 이들의 문제의식이다(Rogers, 
2011). 또한 개인은 다르지만, 그 다름이 ‘남자 대 여자’로 나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밝히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조던-영은 이런 연구에 자원을 
쏟아 붓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했다
(Jordan-Young, 2011).
  셋째, 페미니즘 담론 중 일부는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연구 결과와 영향을 
주고받고 있었다. 페미니즘 안에도 다양한 성차 담론이 있으며, 그 중 간성
(intersex) 등의 사례를 분석한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생물학
적 성차 자체를 부정하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담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
리고 이 담론은 다시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이 ‘과학 연구 결과’를 분석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는 페미니즘이 과학기술학 담론의 영향을 받았음을 의
미함과 동시에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이 페미니즘 담론 안에서 성차 연구를 
분석했음을 의미한다. 
  넷째, 우리는 페미니즘의 통찰을 수용하면서도 페미니즘 담론과 다른 연구 결과
도 받아들인 일부 과학자의 모습과 조금이라도 젠더 고정관념을 보이는 과학자의 
모습에 비판적인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일부 과학자는 
‘환경 요소’가 성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을 받으
면서도 ‘생물학적 요소’가 성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했는데,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는 이를 ‘젠더 고정관념’의 반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언급했다. 즉,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을 받은 과학자라도 과학자는 기본적으로 ‘과학 연구 전통 안
에서’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 반면,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는 ‘페
미니즘 담론 안에서’ 과학자의 연구 결과와 해석을 이해했다. 이런 점은 문화적 맥
락에서 성차 연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페미니즘의 통찰이 페미니즘 자체에도 적
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페미니즘은 성차 연구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밝혀 왔고, 이런 연구들은 여성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신경과학자들이 남녀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
를 수행하고 있고, 페미니스트들은 신경과학에서의 성차 연구가 ‘뉴로섹시즘’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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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성차를 밝히는 연구가 여성에게 위험하기만 한 
것일까?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의 진단대로, 신경과학에서의 성차 연구가 페미니즘의 
문제 제기에 무관심하며 ‘뉴로섹시즘’을 재생산하고 있는가? 4장에서는 신경과학이 
성차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며 이 이야기가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 살펴보기 위
해 fMRI 연구 논문들을 분석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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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경과학이 이야기하는 차이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과학은 오랫동안 여성과 남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역
할을 맡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주장에 근거를 제공해 왔다. 물론 이런 ‘과학적 사
실’은 계속 반박되어 왔지만, 현재는 신경과학이 이 주장에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
을 하고 있다. 따라서 페미니스트들은 신경과학 분야의 성차(性差) 연구에 비판적
이며, fMRI 등 뇌 영상 연구가 젠더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정당화시킨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파인(Cordelia Fine, 2013)은 이를 ‘뉴로섹시즘(neurosexism)’이라고 
이름 붙이고, 남녀가 다르다는 주장에 신경과학이 사용되는 상황을 비판했다. 
  사실 여러 학자들은 뇌 영상 연구의 이미지가 뇌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준다는 견해 자체에도 비판적이다. 인류학자 더밋(Joseph Dumit, 2003)은 연
구자들이 출판을 위해 ‘차이’를 보여주도록 PET 이미지를 만드는 경향이 있으며, 
이 이미지들은 이미지가 보여주는 데이터에 비해 ‘지나친 설득력’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료사회학자 조이스(Kelly Joyce, 2008)와 의료인류학자 콘(Simon 
Cohn, 2012)도 MRI 기술이 여러 사회적 요소들, 특히 경제적 요소의 영향을 받아 
발전해 왔지만, 대중들은 MRI 이미지가 ‘몸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을 
보여준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과학기술학자 홍성욱(2010b)
과 인지신경과학자 라즈(Amir Raz, 2012)는 fMRI 연구가 유용하다는 점은 인정했
지만, fMRI 기술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fMRI를 통해 뇌 활동의 
정확한 메커니즘을 알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신경과학자들도 이런 견해에 일부 
동의하는데, 예를 들어 바스(Bernard J. Baars)와 게이지(Nicole M. Gage)는 뇌 
영상 이미지가 보여주는 것은 ‘가공되지 않은 실재’가 아니라 ‘뇌 활동의 추론적 
기록’이라고 설명했다(Baars & Gage, 2010).
  위와 같은 다양한 측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경과학자들은 여전히 뇌 영상 기
술을 사용하여 우리의 뇌와 마음, 인지, 행동 등을 설명하고 있고, 사람들은 뇌 이
미지를 사용한 설명을 신뢰한다. 그리고 성차 연구도 이에 포함된다. 신경과학자들
이 뇌 영상 기술을 통해 남녀의 차이를 보여주면, 이런 연구 결과가 신뢰를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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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다. 게다가 이런 결과는 ‘성차’가 생물학적 본성이라는 대중의 믿음을 강화시
켜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은 기존의 성차 연구와 마찬가지로 신경
과학 분야에서의 성차 연구에도 비판적이었다. 파인의 ‘뉴로섹시즘’ 개념은 ‘성차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만드는데 젠더 고정관념이 반영되며, 이렇게 고정관념이 반영
된 ‘과학적 사실’이 젠더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현상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젠더 고정관념이 성차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만드는데 반영된다는 이 설명은 
사회적 요소가 ‘과학적 사실’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구성주의의 주장에 
부합하며, 사회적 요소 중에서도 특히 ‘젠더 요소’에 초점을 맞춘 페미니스트 과학
기술학자들의 통찰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과학자들이 같은 
‘과학적 사실’을 다르게 이해하기도 한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음운 
과제에서 성차를 발견한 셰이위츠(B. Shaywitz) 등의 1995년 논문을 인용한 다수
의 논문들처럼, Gur 등(2000)은 이 연구 결과를 ‘사실’로 받아들였다. 반면, 
Hirnstein 등(2013: 1917)은 샘플 크기가 작으면 우연히 유의미한 성차를 발견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하며, “Shaywitz 등(1995)이 운 좋게 의미 있는 성차를 찾았
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나는 ‘담론’에 초점을 맞춰 신경과학 분야의 성차 연구를 
분석하려 한다. 담론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 담론들이 ‘과학적 사실’을 만드는데 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과학적 사실이 다시 과학자가 접한 담론
의 영향을 받아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거나 해석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성차에 
대한 여러 담론들이 연구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자가 접한 담론에 
따라 과학적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달라지고, 그 결과 ‘과학적 사실’이 만들어내는 
담론이 달라지는 것이다.
  4장에서는 성차를 조사한 fMRI 연구 논문들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성차 연구의 
특징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성차 담론들의 상호작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분석한 후, 이 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려 한다. 특히 뉴로섹시즘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지적이 나름의 실천적인 함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
론의 영향에 초점을 맞춰 fMRI 성차 연구들을 분석하면 신경과학 분야에서 나타나
는 성차 담론의 변화를 인지할 수 있다고 제안할 것이다. 
  페미니스트들의 뉴로섹시즘에 대한 우려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신경과학자들이 만드는 ‘과학적 사실’에 젠더 고정관념이 반영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진 ‘편향된 연구 결과’가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물
론 이들은 최근의 신경과학자들이 뉴로섹시즘에 대한 페미니즘의 비판을 수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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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차 연구의 오류와 문제점을 강조하며 신경과학이 젠더 고정관념을 지속시킬 가
능성을 우려했는데, 이런 입장은 신경과학자들이 ‘덜 편향된 성차 담론’을 만들도
록 하고 여성의 현실을 개선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의미
가 있다. 
  fMRI 연구 논문들을 살펴보면, 페미니스트들의 분석 결과가 어느 정도 타당함을 
알 수 있다. fMRI 성차 연구들은 일부 일치하지 않는 선행 연구들을 소개하면서도 
대개는 ‘차이’를 예상한 가설을 세웠고, 다수의 연구가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
여주었다. 성차에 대한 고정관념이 가설에 반영되고, 고정관념을 반영한 가설이 고
정관념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MRI 성차 연구에는 
젠더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의 통찰도 일부 반영되고 있었다. fMRI 연구 
결과가 성차에 대한 고정관념을 보이더라도 이 ‘차이’가 본질적이라고 주장한 경우
는 별로 없었으며, 연구자들은 생물학만큼이나 환경도 성차의 원인일 수 있다고 제
안했다. 젠더 고정관념과 함께 페미니즘의 담론이 과학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이
는 과학의 영역에서도 여러 담론들이 연구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 영향이 
연구 결과에 반영되어 다양한 수준의 담론들을 만든다는 점을 의미하는 동시에, 여
러 담론들이 상호작용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담론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1. 뉴로섹시즘에 대한 우려

  과거에 두개골학이 뇌 크기로 여성의 열등함을 설명했다면, 현대에는 신경과학이 
남녀의 뇌 차이가 행동이나 마음, 인지 능력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하고 있
다. 현대 신경과학자들은 뇌 영상 기술을 통해 뇌구조와 기능에서 ‘근본적인 젠더 
차이’를 발견하고 있고, 이런 발견들은 ‘남녀의 뇌는 다르며, 뇌의 차이가 젠더의 
차이를 만든다’는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신경과학이 만드는 성차별을 
파인은 ‘뉴로섹시즘(neurosexism)’이라고 부르며, ‘뉴로섹시즘’이 ‘젠더에 대한 문
화적 믿음’을 반영하고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뇌 영상 연구가 과학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젠더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다(Fine, 2011; 
Fine, 2013). 이 절에서는 파인(Cordelia Fine)과 블룸(Robyn Bluhm)의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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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fMRI 성차 연구 결과에 젠더 고정관념이 반영되는 방식을 살펴보고, 이
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분석이 ‘신경과학이 만드는 과학적 사실’이 젠더 고정관념
을 강화하는 현실에 대한 반응이라고 제안할 것이다. 

1.1. 젠더 고정관념이 반영된 ‘과학적 사실’

  앞서 언급했듯이, 여러 학자들은 fMRI 기술이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fMRI를 통해 뇌 활동의 정확한 메커니즘을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fMRI 
연구는 남녀 뇌의 활성화 차이를 발견함으로써 근본적인 성차가 있다는 믿음을 확
인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페미니스트들은 fMRI를 통해 ‘성차에 대한 과학적 
사실’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신경과학자들이 만드는 ‘과학적 사실’에 
젠더 고정관념이 반영된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
  fMRI 연구자들은 실제 남녀 차이가 있지만 통계적인 비교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위음성(false negatives) 결과가 나올 가능성 때문에 ROI(region of 
interest) 분석과 집단 내 분석(within-group analyses)이라는 두 가지 방법론적 
전략을 사용한다(Bluhm, 2013). 페미니스트들은 두 방법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
했는데, 이 중 ROI 분석을 먼저 살펴보자.
  ROI 분석은 전체 뇌를 분석하는 대신 일부 뇌 영역만 분석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감정을 처리할 때 남녀 뇌의 활성화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이미 감정과 관
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뇌 영역만 조사하는 식이다. 이처럼 전체 뇌를 조사하는 
대신 뇌의 일부 영역만 조사하는 연구자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도
록 더 낮은 역치(threshold)를 사용하게 된다(Bluhm, 2013). 하지만 낮은 역치를 
사용하면, 오히려 실제로는 차이가 없지만 차이가 있는 것처럼 결과가 나오는 위양
성(false positive) 오류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Fine, 2013). 더 나아가 ROI 
분석으로 성차를 발견하더라도, 뇌 활동의 차이가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없다. ROI 분석은 어떤 뇌 영역이 일부 행동에 연관되는지
는 보여주지만, 이런 연관이 어떻게 그 행동이나 행동 차이에 기여하는지는 보여주
지 못하기 때문이다(Bluhm, 2013).
  집단 내 분석은 비교하고자 하는 두 집단에 대해 따로 결과를 얻어서 각 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집단 내의 ‘가변성(variability)’
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뇌 활성화의 평균값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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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차이가 있더라도, 집단 내에 가변성이 많다면,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단 사이에 활성화 차이가 있는 뇌 
영역을 조사하려면 집단 사이의 뇌 활성화를 직접 비교해야 한다(Bluhm, 2013: 
323).
  예를 들어, 감정을 유발하는 그림에 대해 남자는 좌측 내측 전두회(left medial 
frontal gyrus)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활성화되지만 여자는 그렇지 않음을 발
견한 연구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발표한 저자들은 여자가 아닌 남자의 좌측 
내측 전두회가 유의미하게 활성화된다고 ‘옳게’ 기록했다. 그러나 이 ‘참인 진술’은 
여자보다 남자의 좌측 내측 전두회가 더 활성화된다는 주장으로 쉽게 연결된다. 블
룸은 첫 번째 진술에서 두 번째 진술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집단 내 분
석 결과 여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역치(threshold)에 살짝 못 미친 반면 남
자가 이 유의미한 수준에 간신히 도달한 경우, 남녀를 직접 비교하면 남녀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녀를 직접 비교했을 
때 좌측 내측 전두엽 피질의 활성화에 유의미한 성차는 없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집단 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남자가 인지적으로 과제를 처리하고, 여자는 감정
적으로 과제를 처리한다’고 결론 내렸다(Bluhm, 2013).
  이처럼 ROI 분석과 집단 내 분석은 통계의 속성과 관련된 한계를 갖는다. 즉, 
fMRI 연구자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차’를 보여주는 쪽으로 데이터를 처리한
다. 블룸(2013)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연구자들이 이 
두 분석 기법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 성차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
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인 역시 뇌 영상 연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론상의 오류를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위양성(false positives)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했는데, 이는 언어 처리에서의 
성차 연구에 잘 나타나는 오류이다. 실제로는 차이가 없지만 분석 결과가 차이를 
보여줄 때 일어난다. 파인은 우연성과 작은 샘플 크기, 그리고 출판 편향 때문에 
위양성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중 ‘우연성’과 ‘작은 샘플 크기’는 통계의 문제와 연결된다. 우연성의 경우를 
예로 들면, 통계적으로 볼 때 성차를 조사하는 20명의 연구자 중 한 명은 “개체군 
사이에 진짜 차이가 없을지라도” 우연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찾을 수 있
다. ‘작은 샘플 크기’ 또한 통계적 한계와 연결되는데, 보통 성차 연구는 소수의 참
가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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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Fine, 2013: 371). 이런 점은 “언어 편측화(language lateralization)에 대한 
26개의 기능적 뇌 영상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이 유의미한 성차를 발견하지 못했
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Fine, 2010: 281). 
  출판 편향(publication bias)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행동 과학에서는 
차이를 발견하는 것을 선호하는 쪽으로 출판 편향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차가 발견
되는 쪽으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Fine, 2013). 이는 연구자들이 집단 
내 분석을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한 블룸의 분석에서 더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한 
fMRI 연구자들은 불쾌한 단어 자극에 의한 뇌 활성화의 젠더 차이를 비교하기 위
해, ‘집단 내 분석’과 ‘집단의 직접 비교’ 모두를 사용했다. 샘플 크기가 작을 경우, 
두 집단을 직접 비교하면 차이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 대신 ‘집단 내 분석’을 
사용하면 이러한 ‘위음성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줄이고 유의미한 뇌 활성화 차이
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자들은 두 분석 방법을 모두 사용하고서도 ‘집
단 내 분석’에 초점을 맞춰 논문의 토론 부분(discussion section)을 작성했다. 그
리고 연구에 사용된 샘플이 작기 때문에 두 집단을 직접 비교했을 때 차이를 발견
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명시하지 않았다. 그런 가능성을 명시할 경우 논평자
(reviewer)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Bluhm, 
2013).
  데이터 해석에도 젠더 고정관념이 반영될 수 있다. 파인은 젠더 고정관념이 데
이터 해석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모호한 신경 데이터를 해석할 때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제로 관찰된 유사성’이기보다는 ‘행동에서의 성차에 대
한 가정’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블룸은 남자의 전전두엽 피질(prefrontal 
cortex)이 더 활동적임을 보여준 연구, 덜 활동적임을 보여준 연구, 비슷하게 활동
적임을 보여준 연구가 모두 이 결과들을 ‘남자가 감정 조절을 더 잘한다’는 해석으
로 연결시켰음을 보여주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감정 조절을 잘한다는 고정관념이 
서로 다른 결과들을 같은 결론으로 이끈 셈이다(Fine, 2013).

1.2. ‘과학적 사실’이 젠더 고정관념을 강화하다

  지금까지 파인과 블룸의 분석을 토대로, fMRI 연구에서 젠더 고정관념이 데이터 
분석과 해석에 반영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편향된 연구 
결과’는 다시 과학자 사회에서 재생산되고 대중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젠더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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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을 강화한다. 젠더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과학적 사실’이 다시 젠더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만들어진 ‘과학적 사실’이 과학자 사회에서 재생산되는 방식을 살펴보자. 
파인의 분석에 의하면, 한 번 ‘성차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논문으로 출판되면, 과
학 공동체는 성차가 없다는 내용보다는 있다는 내용을 더 많이 인용한다. 예를 들
어, 셰이위츠(B. Shaywitz) 등은 세 가지 언어 과제에 대한 성차를 조사한 결과, 
음운 과제에서는 성차를 발견했지만, 의미 과제와 문자 과제에서는 성차를 발견하
지 못했다. 파인은 이 연구 결과를 담은 셰이위츠 등의 1995년 논문을 인용한 75
개의 논문을 살펴본 결과, 세 논문만 의미 처리와 문자 처리에서 성차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언급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다른 여러 연구들은 음운 
처리에서 성차를 발견했다는 결과만 언급했다(Fine, 2013). 이 사례는 과학 공동체
에서 ‘성차가 없다’는 결과보다는 ‘성차가 있다’는 결과가 더 주목받고 재생산된다
는 점을 보여준다.
  게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과학 문헌들은 대중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페미니스트들
의 지적대로, 뇌 영상 연구는 현재 남녀의 정신(minds)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없지만, 기존의 고정관념에 전문가가 ‘과학적 신뢰성(credibility)’을 입히면, 젠
더에 대한 통상적인 과학적 주장이 된다. 그리고 이 ‘뉴로섹시즘’은 부모와 교사를 
포함한 관심 있는 대중을 위해 과학 책과 과학 기사로 인쇄된다. 이렇게 신경과학
의 힘을 빌린 성차별주의는 아이가 교육받는 방식을 바꾸고 있으며, 이러한 과학적 
추측을 기반으로 한 대중 소설 또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Fine, 2011). 더 나아
가 젠더 고정관념이 반영된 과학 연구 결과들은 대중의 영역에서 젠더 고정관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다시 과학자 자신에게도 영향을 준다(Bluhm, 2013). 

1.3. 페미니즘 담론 안에서의 뉴로섹시즘 개념, 그 의미와 역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페미니스트들은 fMRI 성차 연구에 젠더 고정관념이 반
영되어 ‘성차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진 ‘과학적 사실’이 
젠더 고정관념을 재생산하고 강화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렇다면 fMRI 성차 연구
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비평을 어떤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까?
  최근 신경과학계에는 변화가 있으며, 파인과 블룸도 이러한 변화를 인정한다. 현
대의 성차 연구가 공공연하게 여성 혐오적이지는 않으며, 이제 이런 연구는 남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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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업을 가져야 하고 다른 젠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거의 사용되지 않
는다(Bluhm, 2013). 또한 최근 신경과학 공동체는 페미니즘 비평의 정당성을 인정
하며, 대중의 영역에서 뉴로섹시즘이 젠더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현상에 주의를 기
울이는 추세이다. 이런 맥락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뇌에서 발견된 성차가 선천적이
거나 고정된 것이라는 대중 저자들의 잘못된 주장을 적절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성차 연구가 수행되는 다른 맥락이 있는데, 기존의 생물학 연구는 남성을 중심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지식을 만들었으며, 이런 경향을 바
로잡기 위해 남녀를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되는 측면도 있다(Fine, 2013). 따라서 
이런 맥락들을 고려하면, 최근 신경과학 분야에서의 성차 연구가 과거의 그것과는 
달라진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인은 신경과학 분야에 뉴로섹시즘이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
다. 대중의 영역에 비해 과학 공동체 안에서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이 덜하더라도, 
현재 뇌 영상 연구는 “신경학적 성차가 많고 기능적으로 의미 있으며 고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쪽으로 편향된 문헌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문헌은 대중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Fine, 2013: 399). 또한 블룸에 
의하면,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 결과가 “젠더 고정관념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하지 
않을지라도” 이들의 연구는 대중의 관점에서 젠더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
다(Bluhm, 2013: 319). 따라서 페미니스트들은 성차를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기보
다 ‘뇌의 가소성’에 주목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파인(2013)은 ‘뇌의 가
소성’에 주목하면 신경학적 차이를 ‘고정된(hardwired)’ 것으로 가정할 수 없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신경과학의 변화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성차 연구의 오류와 문제점을 강
조하며, 성차 연구가 젠더 고정관념을 지속시킬 가능성을 우려한 이들의 입장은 아
직 성차별이 남아 있고 연구자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과학 연구가 성차별을 지속시
키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는 
이런 입장이 신경과학자들이 덜 편향된 ‘성차 담론’을 만들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여성의 현실을 개선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의미 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제 시각을 달리해 보자. ‘담론의 영향’에 초점을 맞춰, 과학자들의 시각
에서 성차 연구를 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보았
듯이, 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즘 담론 안에서’ 성차 연구를 이해했으며, ‘뉴로섹시
즘’에 대한 우려 역시 이런 전통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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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트들이 우려하는 바가 과학자들의 세계에서 아무 고민 없이 일어나고 있을
까? 우리는 3장에서 일부 과학자가 페미니즘의 담론을 수용하면서도 ‘과학 연구 
전통 안에서’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최근 신경과학이 만들어내는 ‘성차 담론’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
다. 따라서 2절과 3절에서는 fMRI 성차 논문들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성차 연구의 
특징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여러 성차 담론들이 연구 결과의 해석에 반영된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2. fMRI 성차 연구의 특징

  성차를 조사하는 fMRI 연구자들은 보통 여성의 뇌와 남성의 뇌가 어떻게 다르게 
활성화되는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논문으로 출판한다. 대개는 ‘특정 과제를 수
행할 때 성차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테스트하게 되는데, 출판
된 fMRI 논문들을 살펴본 결과, 일부 성차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
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성차가 있다고 결론 내린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나는 fMRI 연구 논문들을 분석하기 위해, <Web of Science>에서 “sex 
differences” 또는 “gender differences”라는 단어가 제목에 포함된 fMRI 논문을 
검색했다. 2000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의 논문 중, <주제: fMRI (and) 제목: 
sex differences>로 102편의 논문을, <주제: fMRI (and) 제목: gender 
differences>로 60편의 논문을 검색했다. 이 중 리뷰 논문(review papers)을 제외
한 연구 논문(original papers) 중, 대중 담론에서 흔히 얘기되는 언어 능력, 공간 
능력,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 감정 등에 대한 성차를 다룬 연구들을 중심으로 85
편의 논문들을 분석했다.
  논문의 저자들은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담은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소개하며 
논문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성은 언어 능력이 더 뛰어나고 남성은 공간 능
력이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 여성이 남성보다 감정적이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이야기, 남자가 여자보다 충동적이며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이
야기, 남자가 여자보다 시각적인 성적 자극에 더 반응한다는 이야기 등이 그런 예
이다. 이런 고정관념들은 대개 fMRI를 통해 조사해야 할 ‘가설’에 반영되지만, 그
렇다고 해서 저자들이 이 고정관념들을 지지하는 선행 연구만 소개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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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절에서는 먼저 fMRI 연구자들이 모순되는 선행 연구 결과들을 어떻게 설명
하는지 살펴본 후, 이들이 성차에 대한 고정관념과 선행 연구들에 대한 설명을 바
탕으로 ‘차이’를 예상한 가설을 만들게 된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이를 통해 고정
관념을 반영한 가설이 대개는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1. 일치하지 않는 선행 연구들, 모순되는 결과에 대한 설명

  fMRI 논문들은 대개 성차에 대한 고정관념을 소개하며 논문을 시작하지만, 선행 
연구들이 모두 이 고정관념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85편의 논문 중에서 28편의 
논문 저자들은 자신들이 연구하는 과제에 대해 모순되는 결과를 보여준 선행 연구
들을 소개했다. 소개된 선행 연구들은 fMRI 연구를 비롯한 뇌 영상 연구들인 경우
가 대부분이었지만, 행동 연구나 경험 연구인 경우도 있었다. 이 소절에서는 fMRI 
성차 연구자들이 모순되는 결과의 원인을 대개 과제 유형 차이, 작은 샘플 크기, 
방법론 차이로 설명한다는 점을 보이겠다. 그리고 소수의 연구가 ‘문화’의 영향에 
관심을 갖거나 성차 연구 결과에 ‘젠더 고정관념’이 반영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을 소개하겠다.
  fMRI 연구자들은 선행 연구들이 모순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이유 중 하나로 ‘과
제 유형의 차이’를 든다. 사용되는 과제 유형이나 과제 난이도에 따라 성차가 나타
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음운 과제, 어휘 과제 등
을 사용한 연구는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난다고 기록했지만, 단어 유창성 과제, 의
미 판단 과제, 단어 생성 과제, 문장 이해 과제, 언어 추론 과제 등을 사용한 연구
는 성차를 발견하지 못했다(Irwin et al., 2006; Plante et al., 2006; Ihnen et 
al., 2009; Cheryl et al., 2009). 이는 ‘언어 편측화에서의 성차를 조사한 영상 연
구들’을 분석하여, 과제 설계에 따라 성차가 나타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 Kansaku 등(200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들은 Shaywitz 등(1995)의 
연구를 비롯한 선행 연구들을 인용하여, 피험자가 음운 과제나 구문 과제를 수행할 
때는 하전두회(inferior frontal gyrus)에서 성차가 발견되지만, 의미론적인 단어 
과제를 수행할 때는 성차가 관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Kansaku et al., 2001).
  더 나아가 자신들의 연구 결과와 일부 선행 연구가 모순된다는 점을 언급한 논
문들도 있었다. 16편의 논문이 이런 면을 보였는데, 이 논문들은 대개 자신들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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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결과와 기존 연구가 모순되는 이유를 방법론적 차이, 과제 유형 차이 등으로 
설명했다. 예를 들어, 언어 능력의 성차에 대해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사용된 
과제의 다양성(variability) 때문일 수 있다. 음운, 의미, 이해 중 무엇이 측정되었
는지, 이것이 청각으로 측정되었는지 시각으로 측정되었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Clements et al., 2006). 그 밖에 여러 논문이 사용한 과제 유형
에 따라 성차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Baxter et al., 2003; Speck et al., 2000). 
  샘플 크기도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Clements 등(2006)
은 작은 샘플 크기가 언어 과제에서의 성차에 대한 ‘다른 결과’의 원인이 될 수 있
다고 설명했다. Plante 등(2006) 역시 샘플 크기 차이가 ‘다른 결과’를 쉽게 설명
해주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샘플을 사용하면 결과가 가변적일 수 있다고 제
안했다. 
  연구자들은 분석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이야기했다. 예를 
들어, 감정 처리에서의 성차를 조사한 Lee 등(2002)은 연구 방법론의 차이 때문에 
모순된 결과들을 보이는 연구들이 보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Caseras 등
(2007: 464)도 감정에서의 성차를 다룬 기능적 뇌 영상 연구가 “연구들 사이의 방
법론적 차이와 감정의 복잡성 및 다양성” 때문에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 밖에 여러 논문들이 방법론적 차이 때문에 자신들의 연구 결과가 선
행 연구 결과와 다를 수 있다고 추측했으며(Lee et al., 2009; Koch et al., 2007; 
Baxter et al., 2003; Fine et al., 2009; Lee et al., 2002; Caseras et al., 
2007), Schienle 등(2005)도 연구 설계 때문에 이전 결과와 다른 연구 결과가 나
왔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분석 방법에 대한 논의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ROI 분석이다. 예를 들어, 
Clements 등은 데이터 분석 기법의 방법론적 차이 때문에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테면 전뇌 분석을 사용하는지, ROI 분석을 사용하는지에 따
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ROI 분석 내에서조차 유의미하게 활성화되는 복셀
(voxels)20)의 전체 수를 사용하는지 편측성 지수(laterality indices)를 사용하는지
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Clements et al., 2006). Gur 등
(2000)도 공간 과제에 대해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들을 소개하며, ROI를 사용

20) Voxel은 뇌의 삼차원 영상의 부피단위로, 일반적으로 영상에 나타나는 각각의 원소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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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다른 뇌 영역의 활성화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언어 처리에서의 성차를 조사한 fMRI 연구들을 분석한 Harrington 등
(2008) 역시 과제 유형과 분석 방법에 따라 연구 결과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였다.
  엇갈리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문화적인 요인으로 설명한 논문도 있었
다. 남녀의 수학 능력이 다른지에 대한 증거가 엇갈린다는 점을 소개한 Keller 등
에 의하면, 어떤 연구는 남자가 수학을 더 잘한다고 제안했지만, 다른 연구는 여자
가 수학을 더 잘한다고 제안했으며, 수학 능력과 성취에 젠더 차이가 있는지 여부
를 다룬 문헌들은 복잡하고 모순된다. 이들은 성취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남성이 여
성을 능가하는 경향이 있고, 성취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여성이 남성을 능가하는 경
향이 있다는 점을 소개했지만, 동시에 ‘보다 젠더 평등한 문화(gender-equal 
cultures)’에서, 그리고 수학에서의 젠더 차이(gap)가 종결된 미국에서, 여성이 남
성보다 수학을 못하지 않는다고 제안한 최근 연구들이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Keller et al., 2009).
  소수의 fMRI 연구자들은 모순되는 결과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고정관념’에 대해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McRae 등은 일부 자기보고된 경험 연구
는 여자가 정말 남자보다 더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연
구는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회고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젠더 고정관념의 영향에 
취약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회고적이고 정형화된 편견을 제거하면, 감정적인 반
응에서의 젠더 차이가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편도체 
반응에 젠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문헌은 젠더 차이에 대해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는다고 제안했다. 여자보다 남자가 더 큰 편도체 활동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일부 메타 분석 데이터는 편도체에서 감정 반응의 젠더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다(McRae et al., 2008).
  Koch 등의 서술 방식은 이와 반대이다. 이들은 포괄적인 정량적 메타 분석이 
‘감정에 반응하는 동안의 뇌 활성화 패턴’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젠더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후각 자극이 
유발하는 감정을 처리할 때 젠더 차이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들은 
이처럼 모순된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더 감정적’
이라고 간주된다며, ‘감정을 인지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에 젠더 차이가 있다는 견
해’가 그럴듯하다고 여겼다. 그리고 이는 이러한 젠더 차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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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안으로 이어졌다(Koch et al., 2007). 젠더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조심스러운 
McRae 등과 달리, Koch 등은 일반적인 젠더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메타 분
석 결과를 소개하고서도 ‘고정관념’을 반영한 가설을 세우게 된 것이다.

2.2. ‘차이’를 예상한 가설

  이처럼 성차 연구에서 모순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85
편 중 55편의 논문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는 대개 성차에 대
한 고정관념과 선행 연구들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가설
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성차’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했다고 한 논문도 있었
다. 반면, 차이에 대한 편견 없이 ‘성차(sex differences)’ 또는 ‘젠더 차이(gender 
differences)’를 조사하겠다고 한 논문은 가설을 세우지 않은 30편 중 9편 정도였
다. 이 소절에서는 ‘감정’ 관련 과제를 사용한 fMRI 논문들을 중심으로, 성차에 대
한 고정관념이 가설에 반영되는 방식을 살펴보겠다.

고정관념이 뚜렷하게 반영된 가설

  감정을 처리할 때 남녀가 다른 뇌 활성화 패턴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한 26편의 
논문 중 22편이 ‘여자가 남자보다 감정적’이라는 등의 성차에 대한 고정관념을 소
개하고, 이 고정관념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후, 이를 근거로 감정 처리
에 성차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남자가 성애물이나 지배, 계급에 민감하다는 흔한 고정관념이 가설에 그대로 드
러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Sabatinelli 등(2004)은 이전의 정신 생리학적 분
석을 통해 젠더 특정적인 반응을 유발한다고 인정받은 사진들을 사용하여, 위협적
인 동물이나 절단된 시신 같은 자극적이고 불쾌한 사진을 볼 때는 여자가, 성애물
(erotica)을 볼 때는 남자가 시각령(visual cortex)을 더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가정
했다. 또한 Aleman 등(2008)은 남자가 여자보다 사회적 지배(social dominance)
와 계급(hierarchy)에 더 민감해 보인다고 언급하며, “신경 수준에서 남자가 여자
보다 대인관계 우월성(interpersonal superiority)에 대한 생물학적 신호에 더 강
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특히 Sabatinelli 등
은 이전 연구에 기반하여 남자가 신경 수준에서 성애물에 더 반응할 것이라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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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세워 이를 확인했으며, 이 결과를 ‘성선택’ 개념과 연결했다. 
  남녀가 감정을 조절하는 방식이 다를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가설에 반영된 경우
도 있다. 예를 들어, Mak 등은 남자가 여자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더 잘 조절하고, 
감정을 조절할 때 남녀가 다른 패턴의 뉴런 활성화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
들은 여러 연구들에 기반하여, 감정을 조절하는 동안 남자는 인지 과정과 관련된 
배측면 전두엽 영역(dorsolateral prefrontal regions)을, 여자는 정서 과정과 관
련된 안와전두 영역(orbitofrontal regions)을 주로 사용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Mak et al., 2009). 또한 Domes 등은 여자가 뇌의 여러 영역에서 더 강한 감정 
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밝힌 메타 분석 결과를 소개한 후, 혐오스러운 자극
(aversive stimuli)을 받았을 때, 여자가 남자보다 강한 ‘초기 감정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들은 또한 여자가 부정적인 자극에 대한 초기 감정 반응을 
감소시킬 때, 배측면 전두엽 피질(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안와전두피질
(orbito-frontal cortex), 전대상 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 같은 감정 반
응의 인지 조절(cognitive regulation)을 보조하는 영역의 활동이 약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Domes et al., 2010). 두 논문의 저자들은 여자가 남자보다 감정적이라
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감정을 조절할 때 남자는 인지 영역을, 여자는 감정 영
역을 사용할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McClure 등은 위협(threat)을 평가할 때 뇌 활동에 젠더 차이가 있
는지 조사하기 위해 fMRI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두 가지 가설을 테스트했
다. 이들은 첫째, 여자가 남자보다 위협 자극에 더 반응한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중립적인 얼굴이나 행복한 얼굴을 볼 때보다 화난 얼굴을 보는 동안 위협 및 다른 
감정적인 신호를 보여주는 얼굴을 처리하는데 중요하다고 확인된 안와전두피질
(orbitofrontal cortex), 편도체(amygdala), 전대상 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을 여성이 남성보다 더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가정했다. 둘째, “감정적 신호
에 대한 행동 반응의 젠더 차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완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증거를 고려하여,” 이들은 “위협 신호에 대한 신경 활성화 패턴의 젠더 차
이가 청소년보다 성인에게서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가정했다(McClure et al., 
2004: 1048).
  여자가 더 감정적이라는 고정관념이 ‘행동의 차이’와 ‘뇌의 차이’에 대한 기대로 
연결된 경우도 있었다. Iordan 등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는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도, 남녀가 감정적인 혼란에 반응할 때 다른 메커니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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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감정적인 정보가 
인지에 도움이 될 때 여성의 반응이 향상된다는 기존의 증거를 바탕으로, 행동 수
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감정적인 정보의 해로운 영향에 민감할 것이라고 예상했
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의 성차가 감정적인 혼란의 해로운 영향을 반영하는 뇌 영
역과 감정적인 혼란에 대응하는 뇌 영역의 활성화 패턴 차이와 연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Iordan et al., 2013: 116).
  여자가 더 감정적이라는 고정관념은 여자가 감정과 관련된 뇌 영역을 더 사용할 
것이라는 추측으로 연결되기도 했다. “유머 처리에 대한 신경 상관성의 젠더 차이”
를 조사한 Kohn 등은 남녀의 유머 이해도의 차이를 조사한 Azim 등(2005)의 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이 유머를 처리할 때 다른 뇌 활성화 패턴을 보일 것이
라고 가정했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감정과 관련된 영역을 더 사용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들은 여자는 ‘주관적인 재미’를 느낄수록 감정 처리와 관련된 뇌 영역을 
더 활성화시키고, 남자는 자신의 감정을 더 강하게 조절하면서 주관적인 평가를 하
는 정서적인 뇌 영역은 덜 사용하고 감정 조절과 관련된 뇌 영역을 더 사용할 것
이라고 가정했다(Kohn et al., 2011).

고정관념이 덜 드러나지만 차이를 예상한 가설

  고정관념까지는 아니어도 다수의 논문들이 이전 연구 결과를 근거로 신경 수준
에서 남녀가 감정을 다르게 처리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예를 들어, Hofer 등
은 이전의 결과에 근거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인식하면 양성이 전두엽(prefrontal 
cortex)의 좌반구를 더 활성화시키고, 부정적인 감정을 인식하면 우반구를 더 활성
화시킬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인식할 때 남성은 
우편도체에서, 여성은 좌편도체에서 강화된 활동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했으며, 감
정을 인식할 때 여성이 기저핵(basal ganglia)을 더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가정했다
(Hofer et al., 2006).
  고정관념을 주의해야 한다면서 차이를 가정한 논문도 있었다. Derntl 등은 ‘자기 
보고 자료(self-report data)’에 의존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공감적일 수 있다고 
제안한 여러 연구들”이 고정관념의 영향을 받았으며, 따라서 이러한 고정관념을 피
하면서 공감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이전 뇌 영상 
연구들을 고려하여, 공감 요소의 기초가 되는 뇌 네트워크에서 남녀 사이에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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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Derntl et al., 2010: 68).
  감정 처리에서의 성차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소개
한 후 성차가 있다는 가설을 세운 논문은 4편이었다. 이 중, Caseras 등은 감정에
서의 성차를 조사한 기능적 뇌 영상 연구가 일관된 결과를 만들지는 않으며, 그 
이유는 “연구들 사이의 방법론적 차이와 감정의 복잡성 및 다양성”에 있다고 설명
했다. 긍정적인 감정 자극을 받은 남자는 여자보다 몇몇 뇌 영역을 더 활성화시키
지만, 부정적인 감정 자극을 받을 때는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혐오, 공포, 슬픔,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다른 패
턴의 성적 이형(sexual dimorphism)’을 보일 것이라는 생각이 그럴 듯하다고 여
겼으며, 이전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매우 혐오스러운 것으로 평가받는 혐오스러운 
시각 자극”을 받았을 때 남자보다 여자가 혐오와 연관된 영역에서 더 큰 활성화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했다(Caseras et al., 2007: 464-465). 부정적인 감정 자극에 
대한 모순되는 선행 연구가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가설을 세울 때는 성차가 있다는 
결과를 지지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유머로 인해 뇌가 활성화될 때의 성차를 조사한 Azim 등은 이전 연구들이 남녀
가 어떻게 다르게 유머를 감상하고 이해하는지에 대한 합의에 거의 도달하지 못했
다고 언급했으며, 유머를 감상하는 동안 남녀가 대뇌 피질의 인지 영역, 변연계 보
상 영역을 비슷하게 사용하는 등 비슷한 부분을 많이 보일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
러면서도 이들은 여성이 작업 기억(working memory)과 언어 기능(verbal 
function) 과제에서 전두엽 피질(PFC)을 더 사용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
머를 감상하는 동안 여성이 남성보다 전두엽 피질을 더 사용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Azim et al., 2005). 이들 역시 유머 이해에서의 성차에 대한 연구들이 합의에 이
르지 못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남녀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신경 활동을 보일 것
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일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차를 가정한 것이다.
  Koch 등은 감정 처리에서의 젠더 차이를 발견한 연구도 있지만 발견하지 못한 
연구도 있다는 점을 소개하며, 이런 모순된 영상 연구 결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감정적이라고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여자는 감정의 영
향을 받는 질환에 더 취약하고, 남자는 부정적인 감정을 인지적으로 더 잘 조절한
다는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이들은 썩은 효모 냄새를 맡는 동안 여자
가 남자보다 언어 작업 기억 과제를 더 빈약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리
고 fMRI로 감정 효과를 분석했을 때 여자가 감정적인 영역을 남자보다 더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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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남자는 인지 조절 프로세스와 연관된 영역을 유의미하게 활성화시킬 것이
라고 예상했다(Koch et al., 2007). 이들 역시 부정적인 감정을 유도했을 때, 여자
가 감정적인 영역을, 남자가 인지 조절과 관련된 영역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고정
관념에 가까운 결과를 기대한 것이다.
  언어 능력과 공간 능력을 다룬 논문들의 경우, 언어 과제 및 공간 과제를 수행
할 때 젠더 차이가 있다고 가정한 논문 13편 중, 모순되는 선행 연구가 있다는 점
을 소개한 논문은 8편이었다. 이 논문들은 선행 연구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과제 유형의 차이, 샘플 크기 등으로 설명한 후, 이런 과제들을 수행
하는 동안 남녀가 다른 뇌 활성화 패턴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와 달리, 언
어 능력과 공간 능력에 대한 고정관념과 이런 고정관념을 보여준 선행 연구들만을 
토대로 뇌 활동에서 성차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 논문은 4편이었다.
  한편, 고정관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논문들도 있었는데, Hirnstein 등은 여
성은 언어 능력이, 남성은 공간 능력이 더 낫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도, 편측성의 성차를 다룬 많은 연구들을 봤을 때 남성 뇌(male brain)가 더 비대
칭적이라는 증거가 대중의 믿음보다는 덜 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메타 분석
을 바탕으로, 남성이 더 비대칭적인 뇌를 보이도록 하는 ‘작은 이점(small 
advantage)’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기대는 언
어 편측성에 성차가 있지만, 이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제안으로 이어졌다
(Hirnstein et al., 2013). 

가설에 반영된 이론들의 영향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성차가 있다는 가설에는 기존의 남녀 차이에 대한 고정
관념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었다. 더 나아가 젠더 고정관념이 반영된 이론이 가설에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었고, 페미니즘 이론이 연구 설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먼저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가설을 살펴보자. 배우자 선택의 신경 기반을 조사
한 Funayama 등은 이를 진화심리학과 연결해 가설을 세웠다. 이들은 남성의 배
우자 선택에서 여성의 신체적 매력이 중요하다면, 배우자의 얼굴 선택과 관련된 뇌 
활성화가 중요해질 것이며, 이 활성화는 여성의 얼굴이 매력적인 정도를 성적인 인
센티브로 처리한다고 알려진 “편도체, 복부 선조(ventral striatum) 같은 진화적으
로 오래된 뇌 구조에서 발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여성의 배우자 선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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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육아 자원이 중요하다면, 배우자의 행동 선택과 관련된 뇌 활성화가 중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Funayama et al., 2012: 60). 다른 한편, 진화론의 관점에서 
마음을 읽는 능력은 강력한 선택적인 이점(selective advantage)을 갖는다. 그리고 
‘민간 심리학적 가정’에 따라 여자가 이런 면에서 더 우위에 있다고 여겨진다. 따
라서 Krach 등은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수행하는 동안 여자가 ‘상대의 
기분이나 생각을 예측하는 역할’과 관련된 영역인 “내측 전두엽 피질(medial 
prefrontal cortex)에서 더 강한 신호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Krach et 
al., 2009).
  다음으로 배런코언(Simon Baron-Cohen)의 ‘공감하기-체계화하기(E-S) 이론’의 
영향을 받은 가설을 살펴보자. 온라인 신뢰 형성 요인(online trust)에 신경적인 
젠더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Riedl 등은 인터넷 할인(Internet offers)에 대
해 의사 결정을 할 때 남녀가 다른 뇌 영역을 활성화시킨다는 가설을 세웠다. 이
들은 배런코언의 ‘공감하기-체계화하기 이론’이 정보를 처리하는 동안 남자가 인지
적 뇌 구조를 더 사용하고 여자가 정서적 뇌 구조를 더 사용함을 의미한다고 해석
했고,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 할인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 동안 남녀의 뇌 활성
화 패턴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Riedl et al., 2010). 배런코언이 저자로 
참여한 ‘성차와 자폐증’에 대한 한 논문은 ‘공감하기-체계화하기 이론’과 ‘극단적인 
남자 뇌(extreme male brain, EMB) 이론’을 토대로, “자폐증의 뇌 기능에 성 특
수성(sex-specificity)이 있다”는 가설을 세우기도 했다(Beacher et al., 2012). 
  마지막으로 ‘차이 페미니즘’의 주장이 연구 설계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있었다. 
Harenski 등(2008)은 도덕적인 자극을 받을 때 여자는 ‘돌봄 기반 처리
(care-based processing)’와 관련된 뇌 영역이, 남자는 ‘정의 기반 처리
(justice-based processing)’와 관련된 뇌 영역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테스트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했다. 이에 대해서는 4장 4.1절에서 자세히 다
루겠다.

2.3.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연구들

  일부 예외도 있지만, 고정관념을 반영한 가설은 대개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결과
로 이어졌다. 85편의 논문 중 5편의 논문만 ‘성차가 있다’는 결론에 부정적이었으
며, 그 중에서도 단 한 편만이 ‘젠더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머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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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문은 행동 수준에서는 성차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신경 수준에서 성차를 발견
했으며, 이 중 다수가 이 결과를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과 연결시키기도 했다. 이 
소절에서는 fMRI 연구들이 뇌 활성화 차이를 젠더 고정관념으로 연결하고, 차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해석한다는 점을 보이겠다. 그 후 ‘성차’를 다르게 해
석하는 소수의 fMRI 연구들을 소개하겠다.

젠더 고정관념으로 연결되는 뇌 활성화 차이

  많은 연구들이 남녀의 뇌 활성화 패턴에서 차이를 발견했고, 다수가 이 결과를 
젠더 고정관념을 지지하는 증거로 해석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대표적인 고정관념 중 하나가 남녀의 공간 능력에 대한 것이다. Sneider 등은 
남녀가 공간을 탐색하는 동안 다른 뇌 활동 패턴을 갖는다고 가정했고, 조사 결과 
뇌 활성화 패턴에 성차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더 나아가 이들은 외부 표지를 사
용하여 환경 정보를 학습할 때 여자가 공간 처리와 관련된 뇌 영역을 추가로 활성
화시켰다고 했는데, 이는 여자가 환경 정보에 의존해 길을 찾는다는 고정관념을 지
지해주는 결과이다(Sneider et al., 2011). 
  남자가 여자보다 충동적이고 게임에 더 잘 중독된다는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논
문들도 있다. Liu 등은 충동을 억제하는 동안 남자가 전측 대상회(anterior 
cingulate, ACC)를 활성화시키지만, 여자는 이 영역을 활성화시키지 않는다는 사
실을 발견했다. 이들은 기질적으로 충동적인 사람이 충동을 억제하는 동안 전측 대
상회를 더 활성화시킨다는 이전 연구결과를 근거로, 이 발견이 남자가 여자보다 충
동적이라는 사실과 일치한다고 이야기했다(Liu et al., 2012). 또한 Hoeft 등(2008)
은 게임을 하는 동안 남성이 여성보다 중뇌피변연 보상 회로(mesocorticolimbic 
reward circuitry)를 더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 결과가 남자가 여자
보다 비디오 게임에 더 중독되는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남녀의 감정 조절 능력에 대한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논문을 살펴보자. 
Mak 등은 감정을 조절하는 동안의 뇌 활성화 패턴을 조사한 결과, 남녀가 긍정적
ㆍ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다른 뇌 영역을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때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남자가 사용한 뇌 영역은 인지 처리와, 여자가 사용한 
뇌 영역은 정서 처리와 더 연관되어 있었다. 이들은 이 결과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남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처 전략을, 여자는 감정에 초점을 맞춘 대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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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더 사용한다는 이전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평가하며, 이는 더 많은 남성이 
인지에, 더 많은 여성이 감정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사용하는 트렌드가 있음을 보
여준다고 이야기했다(Mak et al., 2009). 연구자가 남자는 객관적ㆍ합리적이고, 여
자는 감정적이라는 고정관념을 연구를 통해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보살핌 성향에 대한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논문도 있다. De Pisapia 등은 
“부모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남녀의 뇌가 아기 울음에 다르게 반응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들은 이 차이가 여자는 아기가 배고파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자신의 
생각(mind wandering)을 방해받지만, 남자는 그렇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
다. 그리고 샘플 크기가 작아서 각 부모 집단 안에서 젠더 비교를 할 정도가 아니
라고 하면서도, 이 결과가 여성에게 ‘이계 부모의 보살핌(alloparental care) 성향’
이 있음을 가리킨다고 제안했다(De Pisapia et al., 2013: 142). 
  또한 성적인 자극에 대한 남녀의 반응을 전형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 연구들도 
있다. Sabatinelli 등(2004)은 중립적인 사진에 비해 (유쾌하거나 불쾌한) 정서적인 
사진을 볼 때 남녀 모두 시각피질을 더 활성화시키고, 성적인 사진(erotic 
pictures)을 볼 때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큰 선조 외 활동(extrastriate activity)
을 보인다는 점을 발견했다. Wehrum 등(2013: 1336)도 시각적인 성적 자극을 처
리할 때 남녀가 뇌의 여러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유사한 활성화 패턴을 보인다고 
하면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전반적으로 더 강한 활성화를” 보이며, 이는 남자의 
성적 반응(responsivity)이 더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추측했다. 이 두 논문은 남
자가 시각적인 성적 자극에 더 반응한다는 고정관념을 되풀이해 보여준 셈이다. 
  비슷하게 남녀의 배우자 선택 기준에 대한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논문도 있다. 
배우자 선택의 신경 기반을 조사한 Funayama 등(2012: 61)은 남자가 편도체에서 
얼굴 특정적 반응을 보이고, 여자는 신피질 영역 등에서 행동 특정적 반응을 보임
을 발견했고, 이 결과가 “이전에 제안된 배우자 선택 메커니즘을 신경과학적으로 
입증”해준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 역시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남자가 ‘얼굴’에 반응
하고 여자가 ‘행동’에 반응한다는 진화심리학의 고정관념을 되풀이해 보여주고 있
다. 
  연구 결과가 가설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연구 결과를 고정관념과 연결시킨 논
문도 있었다. Schienle 등은 혐오감(disgust)과 공포(fear)를 유발하는 사진을 볼 
때, 여성이 남성보다 편도체, 섬(insula), 전두엽 피질(prefrontal cortex), 방추상
회(fusiform gyrus)를 더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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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운 사진을 보는 동안에는 남녀 차이가 없었고, 인간이나 동물이 공격하는 장면
을 담은 공포스러운 사진을 보는 동안 남자가 여자보다 양측 편도체와 왼쪽 방추
상회를 더 활성화시켰다. 일부 성차를 확인했지만, 가설과 다른 결과를 얻은 것이
다. 먼저, 이들은 혐오스러운 사진을 보는 동안 남녀의 뇌 활성화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이전 뇌 영상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며, 이는 남녀의 감정 처리가 상
당히 비슷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공포스러운 사진을 보는 동안 
남성의 뇌 일부가 예상치 못하게 여성의 뇌보다 더 활성화된 점은 “공격 신호에 
대한 남자들의 더 큰 관심(attention)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Schienle et 
al., 2005: 277). 발견된 일부 성차를 ‘공격 신호’에 대한 남성의 더 큰 관심으로 
해석한 것이다.
  일부 논문들은 신경 수준에서는 성차가 발견되지만 행동 수준에서 성차가 발견
되지 않는 이유를 ‘천정 효과(ceiling effects)’로 설명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McClure 등은 얼굴의 적대감을 평가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성인 남녀가 과
제를 비슷하게 수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신경 경로를 다르게 사용한 것 같다고 이
야기했다. 이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얼굴 감정 확인 과제를 더 정확하게 수행한다
는 일관된 연구 결과들”이 있다고 소개하며, 자신들의 연구 결과가 이 결과들과 다
른 이유를 두 가지로 추측했다. 연구에 사용한 과제의 종류가 달라서 젠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감정의 극단적인 표준(prototype)’을 표현한 얼굴을 과제에 
사용했기 때문에 천정 효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McClure et al., 
2004: 1053).
  행동 수준에서 성차가 발견되지 않는 이유를 똑같이 ‘천정 효과’로 설명하더라
도, 신경 수준에서의 성차는 다르게 해석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Frings 등은 공
간 기억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수행 수준에서는 젠더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신경 수준에서는 젠더 차이를 발견했다. 여자가 좌해마를, 남자가 우해마를 더 활
성화시켰고, “여자는 남자보다 자신의 전략을 더 언어적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Frings 등은 신경 수준에서 성차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수행 수준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천정 효과’ 때문일지 모른다고 추측했다. 과제가 너무 쉬워
서 남녀 모두 과제를 잘 수행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휘 판단 과제를 수행하는 참가자들이 좌편측화된 활성화를 
보이고 기하학적 결정 과제를 수행하는 참가자들이 우편측화된 활성화를 보인다는 
Stephan 등의 2003년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자신들의 fMRI 결과가 남녀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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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차이를 의미한다고 제안했다(Frings et al., 2006: 417). 이런 결론은 공간 
과제를 수행할 때 여자가 언어적인 전략을, 남자가 공간적인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
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여자의 언어 능력과 남자의 공간 능력이라는 고정관념을 
강화한다.
  다른 예로, Ino 등은 남녀가 비슷한 수준으로 얼굴을 인식한다는 행동 연구 결
과를 도출했는데,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얼굴을 더 잘 인식한다는 이전 연구 결과
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다. 저자들은 그 이유를 연구 참여자들이 얼굴을 세 번 
추정해야 했는데, 이것이 일종의 천정 효과(near-ceiling effect)를 야기하여 남자
가 얼굴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행동 연구 결과와 달리, 
fMRI 연구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얼굴 인식과 관련된 몇몇 뇌 영역을 더 활성화
시킨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이 결과가 ‘여자가 관련 뇌 영역을 더 효율적으
로 사용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후, 이를 ‘얼굴 인식에서의 여자의 우위성
(superiority)’으로 연결했다(Ino et al., 2010). 이 경우는 여자가 얼굴을 더 잘 인
식한다는 고정관념을 지지하기 위해, 뇌 활성화의 젠더 차이를 ‘여자 뇌의 효율성’
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차이’를 강조하는 해석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fMRI 연구들은 남녀의 뇌 활성화 패턴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젠더 고정관념으로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더 나아가 fMRI 연구
자들은 ‘차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fMRI 데이터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사례들을 살펴보자.
  일부 논문들은 남녀의 뇌 활성화 패턴이 비슷한 부분이 많음을 인정하면서도 
‘차이’를 강조했다. 예를 들어, Gur 등은 남성이 공간 과제를 더 잘 수행한다는 가
설을 테스트하기 위해, 공간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남녀의 뇌 활성화 패턴을 측정
했다. 그리고 그 결과, 남성이 일부 뇌 영역의 왼쪽을 여성보다 더 활성화시킨다는 
점을 발견했다. 한편, 언어 유비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남녀는 비슷한 뇌 활성화 
패턴을 보였는데, 이들은 이 결과들을 토대로 언어 과제와 공간 과제에 대해 “남녀 
모두가 전반적으로 비슷한 활성화 패턴을 보였지만, 일부 성차는 공간 과제에 대해 
분명했다”고 주장했다(Gur et al., 2000: 167-168). 활성화 패턴의 유사성보다는 
‘차이’를 강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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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Clements 등은 fMRI 이미지를 분석하여, 공간시각적 과제와 음운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남녀가 전반적으로 비슷한 뇌 활성화 패턴을 보였지만, 두 과제 모
두에서 남녀가 추가로 활성화시킨 영역은 약간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남녀가 언어 정보와 공간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사이의 
미묘하지만 뚜렷한(subtle yet distinctive) 차이”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
은 자신들의 데이터가 언어 정보와 공간시각적 정보를 처리할 때 “남녀의 편측성 
차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공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Clements et al., 
2006: 150, 155). 이처럼 남녀에게서 비슷한 활성화 패턴을 발견하고서도 작은 차
이에 주목한 점, 차이가 미묘하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뚜렷하다고 표현한 점은 저
자들이 ‘차이’에 관심을 갖고 연구 결과를 분석했음을 보여준다.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자신들이 조사한 성
차에 의미를 부여한 경우도 있었다. 충동을 조절하는 동안의 남녀의 뇌 활성화 차
이를 조사한 Liu 등은 수많은 뇌 영역이 여자 또는 남자에게서만 유의미하게 활성
화되거나 비활성화되지만, 이런 활성화/비활성화의 성차 수준이 다중 비교 보정 
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조사한 뇌 영역들이 어떻게 남녀가 충동 조절 과제를 다르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제안했다(Liu et al., 2012).
  자신들의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고서도, 결국은 
‘성차’가 있다고 주장한 논문도 있었다. Gorbet 등은 복잡한 시각 운동성 과제
(visuomotor task)를 수행하는 동안 남녀의 피질 활동 패턴이 다를 것이라고 가
정했고, fMRI 연구 결과 이를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가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는 점을 언급했다. 첫째, 이들은 더 큰 데이터
(data sets)를 조사할 때까지는 자신들의 결과를 예비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둘째, 이들은 자신들의 결과에서 개인의 가변성(variability)이 관찰
되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즉, 성과 관련된 뇌 활동 패턴이 모두에게서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이 ‘집단 내 차이’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통계적 힘’ 때문일 수도 있지만 
‘개인의 가변성’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이들은 자신들의 데이터에서 
‘성과 관련 없는 모든 집단 차이’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
지만 이런 한계들은 논문 마지막 부분에 간단하게 언급되었으며, 이들은 이런 한계
들을 인정하면서도 결국은 성차(sex-related group differences)가 자신들의 데이
터의 원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Gorbet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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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결과, 성차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서도 ‘성차의 존재’에 의미
를 부여한 논문도 있었다. Garn 등은 객체 이름 지정(object-naming) 과제를 수
행하는 동안 남녀 뇌의 활성화 차이를 조사했다. 이들은 가장 폭넓은 통계적 역치
에서도 성차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 결과가 “객체(objects)를 인식하고 
그 이름을 검색하는 것과 관련된 시각처리 시스템과 언어처리 시스템의 측면에서 
남녀가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가 성차를 이해하는데 ‘부정적인’ 기여만 하지는 않는다며, 남녀 뇌의 활성화 
차이를 식별하기 힘들지라도 여자 뇌에서만 활성화되는 영역이 있다는 점을 밝혔
다(Garn et al., 2009: 615).
  성차를 강조하기 위해 혼성 집단(mixed-sex groups)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집단 
차이가 없었다고 서술하는 방식을 보자. Goldstein 등은 언어 작업 기억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여성이 남성보다 전두엽(prefrontal regions) 일부를 더 활성화시
킨다는 점을 보였다. 이들은 이 ‘성차’가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 혼성 집단을 
비교했는데, 그 결과 한 집단만 우측 배측면 전두엽 피질(right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을 활성화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역치를 보정하자 유의미한 집
단 차이가 없었다고 결론 내리며, 이 ‘사실’이 뇌 활성화 패턴에 성차가 있다는 자
신들의 결과가 타당함을 강조해준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이 결과가 
‘fMRI 인지 연구에서 남녀를 섞어서 연구하면 결과가 모호해지거나 편향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Goldstein et al., 2005). 

고정관념을 벗어난 해석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fMRI 연구자들은 ‘성차’가 있음을 보이는 쪽으로 데이터
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고, 뇌 활성화 차이를 젠더 고정관념과 연결시켰다. 그러
나 모든 fMRI 연구가 젠더 고정관념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성
차가 있다는 결론에 신중한 연구들도 있고, ‘뇌 활성화 차이’를 젠더 고정관념과 
다르게 해석한 경우도 있었다.
  먼저,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성차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자. 
Seurinck 등은 심적 회전 테스트를 하는 동안, 여자는 왼쪽 복부 전운동 피질(left 
ventral premotor cortex)을 더 사용하고, 남자는 설회(lingual gyrus)를 더 사용
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들은 이 결과가 여자가 모방에 더 의존하거나 더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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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비교(perceptual comparison)를 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하면
서도, 이런 관점에 대해 더 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결국은 남녀가 자기
중심적인 심적 회전(egocentric mental rotation)을 하는 동안 비슷한 전략
(motor strategy)을 사용한다고 결론 내렸다(Seurinck et al., 2004). 이들은 성차
를 발견하고서도 차이에 그다지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셈인데, 이에 대해서는 4장 
3.1절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성차’보다 ‘개인차’를 강조한 경우도 있었다. Unterrainer 등은 개인의 능력 수
준과 성(sex)이라는 두 요소가 모두 공간시각적 계획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의 뇌 
활성화 패턴을 설명할 수 있지만, “개인의 수행 수준의 영향은 명확하게 관찰가능
한 성차를 능가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이 결과가 인지신경과학 분야에서 뇌 
활성화 데이터를 고려할 때 ‘개인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제안했다(Unterrainer 
et al., 2005: 589). Butler 등(2007)도 심적 회전에서의 성차에 대한 신경해부학 
연구에서 성차가 가변적이거나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개하며, 남녀가 다르기
보다 유사하고, 성(sex) 간 가변성보다 교육 수준 같은 개인 간 가변성이 더 크다
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한 분석은 4장 3.1절에서 다루겠다.)
  성차 연구 결과들을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논의도 있었다. Ihnen 등은 “성인의 
언어 처리와 연관된 fMRI BOLD 활동에서 성차의 일반화 가능성 부족(lack)”이라
는 제목의 논문에서, 남녀 뇌가 언어를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이유를 밝히고자 했다. 첫째, ROI 분석 결과, 한 과제에서는 성차를 보인 뇌 영역
이 다른 과제에서는 성차를 보이지 않기도 했고, 남녀의 뇌 활성화의 편측화 차이
에 대한 결과가 기존 이론과 반대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점은 연구 결과들이 
‘단일한 성차 모델’로 연결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둘째, 많은 연구들이 다른 질문을 
위해 설계된 실험 패러다임으로 성차를 조사하는데, 이는 과제가 성차에 대한 가설
을 조사하는데 최적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셋째, 이들이 성차를 조사하는데 사
용된 피험자의 데이터를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차이를 분석한 결과,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는 적은 샘플로 집단 차이를 분석하면 위양성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입증하기 때문에, 성차를 발견한 연구 결과들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성을 
약화시킨다. Ihnen 등은 이런 점들이 “집단 차이가 확인되는 영역이 있다고 주장
하는 연구를 해석할 때 신중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제안했다(Ihnen et al., 2009: 
1020).
  ‘성차’에 대해 일반적인 fMRI 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보인 연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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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nstein 등은 언어 편측성(language lateralization)에 성차가 있는지 여부를 행
동 수준과 신경 수준에서 각각 조사하여, 행동 수준에서는 일부 성차가 발견되지만 
신경 수준에서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먼저, 이들은 1782
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양분 청취(dichotic listening, DL)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행동 수준에서의 성차를 조사하여, 각 연령대 별로 남녀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를 얻었다. 즉, 청소년기에는 여성이, 아동기와 성인(younger adults)기, 노년
기(older adults)에는 남성이 ‘작은 편향(small bias)’을 갖는데, 이들은 이 ‘연령 
의존적인(age-dependent) 성차’ 결과를 ‘유의미한 전반적인 성차(overall sex 
difference)가 없다’는 제안으로 연결했다.
  다음으로 이들은 104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DL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여, 
fMRI 데이터와 행동 데이터를 얻었다. 행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성차
가 있었지만, 뇌 영상 데이터는 유의미한 성차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들은 104명
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자신들의 연구가 여전히 검증력(test power)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 결과가 ‘신경 활동에서의 성차가 “만약 있다면” 작을 것 같다’는 
결론을 지지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샘플 크기가 작으면 우연히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유사한 패러다임을 사용했지만 상반되는 결과
를 얻은 Frost 등(1999)의 연구와 Shaywitz 등(1995)의 연구를 소개했다. 샘플 크
기가 100이었던 Frost 등의 연구는 유의미한 성차를 발견하지 못한 반면, 샘플 크
기가 38이었던 Shaywitz 등의 연구는 ‘운좋게’ 유의미한 성차를 발견했다는 것이
다. 
  이들은 행동 수준에서 발견된 성차가 신경 수준에서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BOLD 반응의 천정 효과나 불충분한 공간 해상도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
서도, 다른 언어 과제를 수행했을 때 성차를 발견하지 못한 대규모 뇌 영상 연구
들을 소개하며, 성차가 없다는 자신들의 연구 결과가 ‘자음-모음 양분 청취’ 과제
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제안했다. 이들의 이런 논의는 자신들의 연구 결과가 ‘언어 
편측성에 성차가 있지만, 이 성차가 fMRI 데이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연
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제안으로 이어
졌다(Hirnstein et al., 2013).
  남녀의 뇌 활성화 차이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 논문들도 있었다. 보통 뇌 영상 
연구들은 남녀의 뇌 활성화 패턴 차이를 ‘인지 전략의 차이’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
다. 그러나 일부 논문은 뇌 활성화 패턴의 성차를 ‘여자 뇌의 효율성’으로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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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Keller 등은 수학 인지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수행 수준에서는 젠
더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뇌 활성화에서 유의미한 젠더 차이를 관찰했다. 이들
은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남녀가 활성화시키는 뇌 영역이 상당히 겹친다는 점을 
밝히면서도, 뇌 반응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남녀가 다른 인지 전략을 사용함을 의미하기보다 “여자가 신경 처리 자
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Keller & Menon, 2009: 
342).
  Christova 등도 심적 회전을 하는 동안 나타난 젠더 차이를 비슷하게 설명했다. 
이들은 심적 회전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행동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젠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신경 수준에서는 젠더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들
은 공간적ㆍ종합적 전략을 사용하는 남자가 우반구에, 언어적ㆍ분석적 전략을 사용
하는 여자가 좌반구에 더 의존한다는 주장으로 이 결과를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런 해석은 ‘매우 추측적’이라고 평가했다. 대신 이들은 이 결과가 남자의 우반구 
활동이 비효율적이며, “여자의 뇌가 정보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의미한
다고 제안했다. 이 때 여자의 효율적인 정보 처리는 ‘작은 뇌 크기’를 상쇄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Christova et al., 2008: 89). 

가설과 다른 결과

  한편, fMRI 연구들이 모두 가설을 확인하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Beacher 등은 ‘공감하기-체계화하기(E-S) 이론’과 ‘극단적인 남자 뇌(EMB) 
이론’을 토대로 과제를 선정하고, 가설을 세웠다. 이들은 여자가 언어 능력이 우수
하다는 점은 여자의 소통 능력 및 공감 능력과 일치하며, 남자가 심적 회전을 더 
잘한다는 점은 체계화 능력과 연관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자신들의 가설
을 테스트하기 위해 아스퍼거 증후군 피험자를 대상으로 언어 유창성 과제(verbal 
fluency task)와 심적 회전 과제(mental rotation task)를 수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 언어 유창성 과제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심적 회전 과제에서는 
성차가 나타났다는 점을 보였다(Beacher et al., 2012). ‘E-S 이론’을 만든 배런코
언이 저자로 참여한 논문답게, 저자들이 가설을 만들고 과제를 선정하는 데는 E-S 
이론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언어 유창성 과제에서 성차를 발견하
지 못했으며, 이 경우에는 연구 결과가 고정관념을 완전히 지지하지는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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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준다.
  가설과 달리, 젠더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도출한 논문도 있었다. Schmidt 등은 
순차적인 문자 과제(N-back sequential letter task)를 수행하는 동안 남자가 여
자보다 전두부와 두정부(frontal and parietal regions)를 더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남녀 피험자는 정확성과 반응 시간 면에서 과제를 똑
같이 잘 수행했으며, 같은 뇌 영역을 같은 정도로 사용했다(Schmidt et al., 
2009).  

3. fMRI 성차 연구와 페미니즘

  4장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fMRI 성차 논문들은 일부 일치하지 않는 선행 연구
들을 소개하면서도 대개는 ‘차이’를 예상한 가설을 세웠고, 다수의 연구는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중 일부는 이렇게 확인한 ‘뇌 활성화의 젠더 
차이’를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따라서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상황을 우려하여 fMRI 연구를 포함한 뇌 영상 연구에 ‘뉴로섹시즘’이 있다고 지적
하고, ‘성차 연구’에서 뉴로섹시즘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fMRI 성차 연구에 고정관념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발견된 성차를 고정관념과 다르게 해석하기도 했고, 성
차가 있다는 결론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절에서는 fMRI 논문들이 젠
더 편향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fMRI 연구들이 젠더 고정
관념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의 통찰도 일부 반영하고 있음을 보이겠다.

3.1. fMRI 연구 결과들이 편향되어 있는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부분의 fMRI 논문들은 뇌 활성화에 ‘성차’가 있음을 발견했
고, 결국은 ‘차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가 본질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으며, 일부 연
구들은 ‘성차’를 조심스럽게 해석하기도 했다. 이 소절에서는 페미니즘의 담론을 
반영하여 연구 결과를 해석한 fMRI 논문들을 소개하겠다.



- 135 -

고정관념을 벗어난 ‘성차’ 해석

  앞에서 보여주었듯이, 다수의 연구는 남녀의 뇌 활성화 패턴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를 젠더 고정관념으로 연결시켰지만, 일부 연구는 이 차이를 ‘젠더 고정관념’
으로 설명하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먼저, 젠더 고정관념을 보이면서도,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젠더 고정관념과 연결
시키면 안 된다고 제안한 논문을 살펴보자. Wang 등은 암산 과제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보고, 수학 문제를 푸는 동안의 남녀의 뇌 활성화 패턴을 조사했다. 그
리고 데이터 분석 결과,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남성은 전두엽을 비대칭적으로 활성
화시키고 여성은 변연계를 활성화시켰음을 발견했다. 이 결과는 남녀가 심리적 스
트레스에 다르게 반응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Wang et al., 2007).
  Wang 등은 이 연구 결과가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투쟁 또는 도피
(fight-or-flight)’ 반응을 보이고 여자는 ‘돌보기와 친구되기(tend-and-befriend)’ 
반응을 보인다는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진화론
적으로 남성은 포식자 같은 스트레스 요인에 맞서야 했고, 여성은 새끼를 양육하고 
종의 생존을 극대화하는 사회 집단에 가입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반응했다. 따라서 
남자는 ‘투쟁 또는 도피’ 모델에, 여자는 ‘돌보기와 친구되기’ 모델에 일치한다는 
것이 이 이론의 내용이다. 이들은 이 이론을 ‘가능한 설명 중 하나’ 정도로 다루기
는 했지만, 논문을 요약할 때는 이 이론으로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그리
고 자신들의 연구가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psychosocial stress)에 대해 남녀가 
다른 건강 상태(health consequences)를 보이는 이유의 신경 생물학적 기반을 알
아내는데 중요한 첫 걸음일 수 있다고 자평했다(Wang et al., 2007). 진화론으로 
설명된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이 남녀의 뇌 활성화 차이에 대한 연구 결과의 해석
에 사용된 것이다.
  그러면서도 Wang 등은 ‘돌보기와 친구되기’ 모델이 자신들의 경험 데이터와 일
치하지 않는다며, 자신들의 연구 결과가 ‘감정적인 여자’와 ‘이성적인 남자’를 상정
하는 대중문화(lay culture)의 성 고정관념(sex stereotype)과 연결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서성(emotionality)의 젠더 차이가 “그 자체로 잘못 제기된 질
문”일 수 있다고도 제안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남녀의 과제 수행 
전략 차이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최근 연구들이 남녀의 수학 능력과 과학 능력이 
매우 유사하다고 제안한다는 점도 밝혔다(Wang et al., 2007: 236). 이런 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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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들이 젠더 고정관념을 지지하는 ‘진화론 담론’의 영향을 받아 스트
레스에 대한 남녀의 반응 차이를 설명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능력의 성차가 없다’
는 담론을 동원하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자신들의 연구 결과가 젠더 
고정관념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고정관념이 남녀의 뇌 활성화 차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언급한 
논문도 있었다. Derntl 등의 논문이 그런 경우인데, 이들은 감정 과제를 수행할 
때, 행동 수준에서는 젠더 차이가 없었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스스로를 더 공감적이
라고 평가했다는 점을 발견했다. 또한 이들은 남녀의 뇌 활성화 패턴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고, 이 사실이 ‘남녀의 신경 전략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해석했
다(Derntl et al., 2010). 이처럼 Derntl 등의 연구 결과는 이전의 연구 결과들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들은 남녀 뇌의 활성화 차이와 젠더 고정관념과의 관계
에 대해 이전의 연구자들과는 다른 설명을 제안했다.
  Derntl 등은 여성이 스스로를 공감적이라고 보고하는 경향이 편도체 활성화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자신들의 발견을 토대로, 젠더 고정관념(gender stereotypes)
이 ‘신경 생물학적 반응’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더 공감적일 것
으로 기대되는 여성은 자신을 이 ‘젠더 고정관념’에 따라 서술하는 경향이 있는 반
면, 남성은 자신을 감정적이라고 서술하는 것을 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향
은 공감 과제와 관련되는 편도체를 여성이 더 활성화시킨다는 사실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Derntl 등은 이 사실이 남녀의 감정 처리 능력을 평가하는데 ‘자기
-보고(self-reports)’를 사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젠더 고정
관념이 해당 뇌 영역의 활성화와 상관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Derntl et 
al., 2010).

fMRI 연구, ‘성차’의 의미를 축소하다

  4장 2.3절에서 우리는 다수의 fMRI 연구들이 ‘성차’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데이
터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여러 논문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성
차’의 의미를 축소하여 연구 결과를 해석하기도 했다.
  먼저, 차이가 작거나 유의미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논문들을 살펴보자. 
Seurinck 등은 심적 회전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남녀가 각각 다른 뇌 영역을 더 
사용한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 결과가 과제를 수행할 때 남녀가 다른 전략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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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의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이
런 관점을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첫째, 두 작은 뇌 영역을 제외하고
는 남녀가 다른 뇌 영역을 비슷하게 사용했다. 이는 성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
을 의미한다. 둘째, 개인이 젠더에 관계없이 다양한 다른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들은 이런 이유로 자기중심적인 심적 회전 과제가 ‘그다지 대단하지 않은
(modest) 성차’만을 이끌어낸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이 결론이 남녀가 심적 회
전 과제를 수행할 때 매우 비슷한 전략(motor strategy)을 사용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Seurinck et al., 2004).
  Plante 등은 205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언어 과제에서의 성차를 조사한 결과, 
성차 유무가 과제 의존적이고 연령 의존적임을 발견했다. 수행하는 과제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나이에 따라, 성차가 발견되기도 하고 발견되지 않기도 한 것이다. 
또한 성차가 발견된 경우에도 이 차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다. 이들은 자신들
의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샘플 크기가 작으면 표본 가변성(sampling 
variability)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으며, 보통 fMRI 연구에서 사용되
는 것보다 큰 샘플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자신들의 연구 결과가 “샘플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작은 성차(small sex differences)가 발견될 수 있음”을 증
명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과제 유형에 따라 성차 유무가 달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제에서 양성의 분포가 상당히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자신들이 발견한 ‘작은 성차’가 개인의 활성
화 패턴을 예측하는데 거의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말로 논문을 마
무리했다(Plante et al., 2006: 1220).
  ‘차이’보다 ‘유사성’을 강조한 논문도 있었다. Butler 등은 ‘성차’를 이해하기 위
해 심적 회전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얻은 fMRI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남녀
의 신경 활동에 차이가 있었지만, 이들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PCA)을 통해, 교육 수준 같은 요소가 뇌의 다른 활동 패턴과 연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PCA 결과가 성(sex) 사이의 가변성보다 개인 사이의 가
변성이 더 크고, “인간으로서, 남녀는 다르기보다 비슷하다는 상식적인 개념
(commonsense notion)”을 확인한다며 논문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초
록에 명시되었다(Butler et al., 2007: 398). 이들은 성차가 성에 따라 발생 정도와 
발생 과정이 다른 많은 질병과 정신질환의 맥락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 논문에서 남녀가 다르기보다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남녀가 다르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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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다는 이야기를 ‘상식적인 개념’이라고 표현한 점이 흥미롭다.
  아예 성차를 발견하지 못한 논문도 있었다. Schmidt 등은 언어 과제에 대해 행
동 수준에서도, 신경 수준에서도 성차를 발견하지 못했다. 언어 작업 기억(verbal 
working memory) 과제를 수행한 남녀는 같은 뇌 영역을 사용했고, 과제를 똑같
이 잘 수행했던 것이다. 이들은 이 결과가 젠더 차이가 있다는 이전 결과들을 지
지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더 크고 균형 있는 샘플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들은 나이, 교육 수준, 인종에 맞춰 남자 25명, 여자 
25명의 피험자를 선발했는데, 이런 이유로 ‘성차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을 것
이라고 추측한 것이다. 이들은 이 결과가 이 과제에서의 젠더 효과를 더 ‘대표’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 결과가 “많은 인지 영역에서 젠더 차이(gender 
differences)가 젠더 내 차이(intra-gender differences)보다 작다”는 Hyde(2005)
의 메타-분석 결과를 지지해준다고 평가했다(Schmidt et al., 2009: 3609).
  성차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더라도, ‘가소성’을 고려하면 성차 연구가 완전히 편
향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차이’를 ‘가소성’으로 설명한 경우도 있
었다. 예를 들어, Gleissner 등(2002)은 좌해마 절제술을 받은 여성 간질 환자가 
남성 환자보다 언어 기억 능력을 더 잃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와 반대로, 
Trenerry 등(1995)은 좌전 측두엽 절제술(left anterior temporal lobectomy) 전
후의 남녀 간질환자의 언어 기억 능력을 테스트한 결과, 수술 전에는 유의미한 성
차가 없었지만, 수술 후 여자의 능력이 더 향상되고 남자의 능력은 감소함을 발견
했다. Banks 등은 이를 ‘가소성’으로 설명했는데, Trenerry 등의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어렸기 때문에 ‘인지 능력의 가소성’이라는 이점
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Banks et al., 2012). 연구 결과의 차이, Trenerry 
등의 연구에서 발견한 성차와 여자의 향상을 가소성으로 설명한 것이다. Riedl 등
(2010)도 생물학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가 모두 신경 수준의 성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뇌 가소성’으로 인해 학습이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언급했다.

성차 연구의 임상적 함의

  다수의 논문들은 성차가 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기보다 성차 연구의 ‘임상적 함
의’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조사한 85편의 논문 중 26편의 논문이 임상적 
함의에 관심을 보였다. 예를 들어 남녀가 신경 수준에서 감정을 다르게 처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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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내린 Hofer 등(2006)은 이 조사 결과가 우울증 등 신경정신장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런 경향에는 페미니즘의 정신을 바탕으로 나
타난 ‘성인지 의학’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21)

  더 나아가 성인지 의학의 정신을 바탕으로 성차를 조사한 경우도 있었다. 
Mendrek 등은 정신분열증에 대한 대부분의 기능적 뇌 영상 연구가 주로 남성 환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차에 대한 기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fMRI 연구를 수행하여, 정신분열증을 겪는 남녀가 슬픔을 처
리할 때 반대되는 뇌 활성화 패턴을 보인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정신분열증의 병리생리학을 조사할 때 남녀 환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점”을 강조한다고 제안했다(Mendrek et al., 2011: 325).
  또한 성적 자극을 받은 남녀의 뇌 활성화 차이를 조사한 Chung 등은 이전 연구
들이 남성을 중심으로 성적 자극과 뇌 활성화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으며, ‘여
성의 선호’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성의 성적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선호하는 시청각 자극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가정했는데, 실제
로 여자는 ‘남성 위주의(male-oriented) 에로틱한 영화’에 남자와는 다르게 반응했
고, 구체적인 이야기와 감정적 자극을 포함한 에로틱한 영화에 더 반응했다. 이들
은 이런 점을 근거로 여성의 성기능장애를 진단하고 여성의 성적 흥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젠더 차이를 임상(clinical setting)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hung et al., 2013).
  하지만 성차 연구의 임상적 함의에 주목한 논문들이 젠더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일부 논문은 임상적 함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진화론이나 성 
고정관념의 영향을 함께 반영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Lee 등은 위험을 감수하는 
동안 여자가 남자보다 ‘위험 감수와 연관된 뇌 영역인 안와전두피질(orbitofrontal 
cortex, OFC), 섬(insula) 등의 일부 뇌 영역’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결과를 얻었
다. 이들은 이런 결과가 “병적인 도박 같은 부적응적인 위험 감수 행동과 관련된 
장애(disorder)”의 치료에 함의를 가질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조사 결과를 진화

21) 기존에는 의학자들이 남성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한 후, 그 결과를 여성에게 적용하
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남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여성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도 위험을 감수하고 임상 실
험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 이처럼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의학 지식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성인지 의학’이 탄생했다(리가토, 2004). ‘성차’를 부정
하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담론과 반대로 ‘성차’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성
의 건강권’을 위해 나타났다는 면에서 페미니즘의 정신이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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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연결시켰다(Lee et al., 2009: 1311). 이들이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진화론과 
연결시키는 방식은 4장 4.3절에서 설명하겠다.
  또 다른 예로, Domes 등은 감정을 조절하는 동안 남녀가 뇌를 다르게 활성화시
킨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데이터가 감정적 자극에 더 반응하고 감정
적 반응을 덜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경향이 있는 여자가 우울증에 취약할 수 있다
는 생각을 일부 지지한다고 이야기했다. 동시에 이들은 부정적인 자극에 대해 남성
이 편도체를 더 활성화시킨다는 자신들의 결과가 남성에게 더 자주 나타나는 공격
적 행동 등의 신경 기반을 이해하도록 해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Domes et al., 
2010). 이들은 이런 내용을 자신들의 연구 결과의 ‘임상적 함의’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연구자들이 fMRI 성차 연구의 임상적 함의를 고려하면서도 젠더 고정관념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3.2. 성차의 원인, 생물학인가 환경인가?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과거의 성차 연구들은 남녀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
에 다른 역할을 맡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주장에 근거를 제공해 왔다. 따라서 남녀
의 차이가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과 ‘환경’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일은 페
미니스트들에게 중요한 문제였다. fMRI 성차 연구들은 결과적으로 남녀의 ‘차이’를 
증명했지만, ‘생물학’으로만 성차를 설명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85편의 논문 중 5
편의 논문이 생물학이나 진화론을 강조하여 성차를 설명했으며, 2편의 논문이 ‘사
회’가 성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달리, 6편의 논문은 
성차를 설명하기 위해 생물학과 환경을 모두 고려했으며, 한 편의 논문은 ‘사회문
화적인 차이’가 성차의 원인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즉, 이 논문들은 생물
학적 요소와 환경 요소가 성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면서도 강조하
는 지점이 달랐는데, 이는 여러 담론들이 ‘성차가 있다는 fMRI 연구 결과’를 해석
하는데 사용되며 어떤 담론이 연구자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과
학적 사실’이 만들어내는 담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환경 담론의 의식, 생물학적 요소의 강조

  남녀의 뇌 활성화 차이의 원인으로 사회문화적인 요소보다 생물학적인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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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논문은 7편이었다. 그러나 이 논문들이 ‘사회적 요소’가 성차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담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 논문들을 살펴보자.
  먼저, 사회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생물학적인 요소로만 성차를 설명한 경우를 살
펴보자. Aleman 등은 fMRI 조사 결과, 남자는 경멸하는 표정을 보는 동안, 여자
는 혐오하는 표정을 보는 동안, 뇌를 더 활성화시킨다는 점을 발견했다. 경멸은 대
인 관계 및 계급(hierarchy)과 관련되며, 남자가 여자보다 경쟁적이고 사회적ㆍ계
급적 순위에 민감하다는 사회과학 연구들이 있다. 따라서 Aleman 등은 자신들의 
결과가 폭력과 공격성 장면에서 남자가 더 강한 신경 반응을 보인다는 이전 fMRI 
연구 결과에 상응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나이, 사회 계급, 종
교, 교육 수준, 정치적 이념, 민족성, 인종 차별, 국적, 젠더 역할 같은 인구학적 
요인과 상황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사회적 지배 점수
(social dominance score)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이 사실이 성차를 
발견한 자신들의 연구 결과가 ‘보편적인 생물학적 근거(universal biological 
basis)’를 갖는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제안했다(Aleman et al., 2008).
  환경 요소가 남녀의 뇌 기능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성호
르몬의 역할을 강조한 경우도 있었다. 작업 기억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남녀가 다
른 뇌 활성화 패턴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를 얻은 Speck 등(2000)은 이 결과가 뇌
의 기능적 구성에 젠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제안했다. 이들이 성호르몬이 이
러한 차이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서술하는 방식을 보자.

뇌 기능의 젠더 차이는 아마도, 문화 환경의 차이, 교육, 또는 초기 뇌 발달기 자
궁 내의 다른 양의 성호르몬 노출 같은 복합적인(multiple) 생물학적ㆍ환경적 요소로 
결정된다. 성호르몬이 뇌 발달의 여러 단계에서 다양한 양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리고 우반구가 좌반구보다 더 일찍 발달하기 때문에, 신경 기질에서 젠더 특정적으로 
발달하는 반구 차이 또한 이 작업 기억 과제에 대한 젠더 효과에 기여할 수 있다. 
동물 연구에서, 뇌 발달기의 성호르몬 노출은 젠더 특정적인 뇌 조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였다. 이 효과는 출생 후 뇌가 발달하는 동안 계속될 수 있다. 갓 태어난 
암컷의 에스트라디올 치료는 남성 전형적인(male-typical) 공간 학습 패턴을 만들고, 
거세된 갓 태어난 수컷 쥐는 성체기에 여성적인 공간 학습 패턴을 만든다. 이러한 
발달 차이가 특정 과제에 대한 젠더 특정적인 수행이 신경 기질의 차이의 결과임을 
증명하지는 않지만, 이 설명은 이전의 관찰과 일치하며, 환경적 요소가 유발한 전략 
차이 때문에 피질 조직(cortical organization)이 변화한다는 설명보다는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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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보인다(Speck et al., 2000: 2585).

즉, 이들은 생물학적 요소와 환경 요소가 뇌 기능의 성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성호르몬의 역할’을 강조한 셈이다.
  비슷하게, 환경 요소를 인정하면서도 생물학적 요소를 강조한 논문을 살펴보자. 
Piefke 등은 개인의 과거를 평가할 때, 남녀가 행동 수준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
았지만, 신경 수준에서는 다른 뇌 활성화 패턴을 보인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들은 
“자서전적 기억의 발달이 유전적ㆍ신경생물학적ㆍ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
다”는 Davis(1999)의 논의와 “뇌 가소성과 신경생리학적 요소 및 환경 요소 사이
의 지속적인 발달 상호작용”이 남녀 중추 신경계의 기능적 구조(organization) 사
이의 ‘유전적으로 결정된 차이’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Buss(2003)의 논의를 
소개하며, ‘신경 생물학’이 젠더 특정적인 뇌 기능 패턴을 결정한다고 제안했다
(Piefke et al., 2005: 321). 다음 인용문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를 보
여준다.

환경 요소도 뉴런 구조(neuronal structure)와 기능적 뇌 발달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는 하지만, 사회 환경이 개인의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으
로 결정된 뇌 구조 및 기능의 남녀 차이도 수행 수준에 반영될 것이다. 따라서 행동 
연관성(behavioral correlate) 없이 감정 기억 및 언어 처리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양성이 다른 신경 반응을 보인다는 뇌 영상 증거는, 이 젠더 특정적인 신경 메커니
즘이 (사회적이기보다는) 일종의 신경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인간 뇌의 성적으로 이
형인 기능적 구성(sexually dimorphic functional organization)에 의존할 수 있다
고 제안한다(Piefke et al., 2005: 321).

이들의 이런 제안은 그들의 연구 결과가 남녀의 다른 인지 스타일을 반영하며, 이
는 뇌 기능의 젠더 차이가 사회적으로 결정되기보다 신경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Piefke et al., 2005).
  진화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논문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Funayama 등은 
두 장의 사진 중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동안 남성이 얼굴, 여성이 행동에 따라 
뇌를 활성화시킨다는 결과를 토대로 ‘배우자 선택 메커니즘’이 입증되었다고 주장
했다. 이들은 남녀 피험자가 다른 인구학적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수용하더라도, 이 가능성이 결과에 ‘실질적인 효과’를 갖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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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신 이들은 진화심리학자 버스(David Buss)를 인용해, 남
녀가 배우자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는 ‘성적 이형태성’이 폭넓은 문화에서 수립된 
강력한 성향이라고 평가했다(Funayama et al., 2012). 남녀의 차이를 문화의 영
향으로 보는 대신, 진화의 결과로 본 것이다. 
  생물학적 요소로 성차를 설명하면서도 이를 ‘부분적’이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었
다. Killgore 등은 얼굴 감정을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동안 남성이 더 편측화된 편
도체 활성화를 보여준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특히 두려운 얼굴보다 행복한 얼굴
을 인식할 때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들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가 ‘남녀가 긍정적인 
감정을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양성이 다
른 방식으로 사회적ㆍ감정적 행동을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이는 “성차가 감정(affect)에 대한 기능적 뇌 영상 연
구에서 중요한 요소(critical factor)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자신
들의 연구 결과에 대해 이런 논의들을 한 후, 이들은 자신들의 발견이 “남녀가 사
회적ㆍ감정적 정보를 해석하고 이에 반응하는 방식의 차이 일부가, 적어도 부분적
으로는 사회적으로 결정되기보다 신경 생물학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성적으로 다
른 대뇌 변연계 반응성(limbic responsiveness) 패턴 때문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논문을 마무리했다(Killgore et al., 2001: 2547).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신경 생물
학적으로’ 성차가 결정될 수 있다는 표현은 사회적으로 성차가 결정될 수 있는 가
능성을 포함한다. 이는 Killgore 등이 생물학적 요소로 뇌의 차이를 설명하면서도 
사회적 요소에 대한 논의들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접적으로 ‘생물학’이 성차의 원인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사회’가 성차를 만
드는 것 같지는 않다고 해석한 논문들도 있었다. Marchewka 등은 개인 정보를 
속이는 동안, 활성화된 뇌 영역에는 유의미한 성차가 없었지만, 남자가 여자보다 
왼쪽 중전두회(left middle frontal gyrus)에서 더 높은 BOLD 신호를 보인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들은 ‘젠더 정체성 목록(Gender Identity Inventory)’이 전통적
인 젠더 역할에 잘 맞는 정도를 측정한다고 가정하고, 이 목록에 나타난 남성성/
여성성에 대한 주관적인 점수와 남녀의 뇌 활성화 차이의 관계를 조사하여, 둘 사
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들은 이 결과를 ‘남녀의 차별적 사회화
(differential socialization)가 남녀의 뇌 활성화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
다’는 제안으로 연결한 후, 자신들의 연구가 ‘신상 정보를 조작하는데 관여하는 신
경 프로세스에서의 젠더 차이’가 사회화와 무관할 것이라는 점을 보였다고 결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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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다(Marchewka et al., 2012). 
  또한 Semrud-Clikeman 등은 심적 회전 과제를 수행할 때 학문 프로그램
(academic program)이 아니라 젠더에 따라 뇌 활성화 차이가 생긴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즉, 과제를 수행할 때 여자가 남자보다 뇌 영역 일부를 덜 활성화시켰지
만, 과학 교육을 받은 여성과 교양 교육을 받은 여성 사이에는 유의미한 집단 차
이가 발견되지 않았다(Semrud-Clikeman et al., 2012). 저자들이 직접 경험이나 
학습이 성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이 결과는 성차가 경
험이나 학습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생물학적 요소의 인정, 생물학과 환경의 상호작용

  이처럼 일부 논문들은 ‘환경 담론’을 의식하면서도 ‘생물학적 요소’가 남녀의 뇌 
활성화 차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강조했다. 반면 다른 7편의 논문들은 ‘성차’
를 설명하기 위해 생물학적 요소와 환경 요소를 모두 고려했다.
  먼저, 생물학적 요소로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설명하면서도, 사회문화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 경우를 살펴보자. 4장 3.1절에서 설명했듯이, Lee 등은 
위험을 감수하는 동안 여자가 일부 뇌 영역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점을 발견했고, 
이를 진화론으로 설명한 후, 이 현상이 유전학적인 기반(genetic basis)을 가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연구에 참여한 남녀 집단의 사회적ㆍ문화적 
배경이 달랐다는 점을 연구의 한계로 인정했는데, 이들은 이 요소들이 뇌 활성화만
큼이나 위험 감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점들을 고려
해서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Lee et al., 2009).
  성차의 원인으로 생물학적 요소와 사회문화적 요소를 모두 언급한 논문들도 있
다. Wehrum 등은 시각적인 성적 자극을 처리할 때 남자가 일부 뇌 영역을 더 활
성화시킨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들은 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남자가 시각적인 
성적 자극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으며, 그 이유로 생물학적 요
소와 사회문화적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이 가정된다고 소개했다. 이 때 생물
학적 요소의 증거는 대부분 동물 연구에서 오며, 이 연구들은 성적인 행동 및 성
적인 자극 처리와 연관된 뇌 영역에 구조적·기능적 성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성적 자극과 연관된 심리적ㆍ생리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인 
요소로는 젠더 역할 기대, 성적 태도, 성적 활동과 연관된 남녀의 상대적 비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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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들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언급한 후, Wehrum 등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가 
남자의 성적 반응이 더 강하다는 점을 반영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Wehrum et 
al., 2013). 이들은 남자가 성적으로 더 반응한다는 고정관념을 되풀이하면서도, 그 
전에 생물학적인 요소와 사회문화적인 요소가 이런 성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이야기한 셈이다.
  Tomasi 등은 성호르몬이 인지 능력의 성차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서도 ‘사회문
화적인 차이’가 성차의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들은 소음을 들으며 시
각적 주의 과제를 수행할 때 남자가 여자보다 뇌를 더 활성화시킨다는 점을 발견
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discussion)하면서 먼저, ‘남녀가 다
른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다른 뇌 발달(differential brain 
development)이나 성호르몬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서 
이들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한 후, 논의 마지막에 “여기서 기
록된 행동적ㆍ기능적 성차의 기원은 부분적으로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Tomasi et al., 2008: 1014).
  Riedl 등은 배런코언의 ‘공감하기-체계화하기(E-S) 이론’의 영향을 받아 ‘생물학
적 요소’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설계하고 결과를 해석하면서도, 마지막에 사회적 
요소가 성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들은 인터넷 할인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 동안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뇌 영역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을 발견
했고, 이 결과가 ‘E-S 이론’을 확인해준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은 fMRI 조사로 이
런 점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할인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 남녀는 다른 뇌 영
역을 활성화시킨다’는 가설을 세웠는데, 이런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수행한 근거는 
‘생물학적 요소’가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점이었다
(Riedl et al., 2010). 이들이 가설을 세우기 전에 서술한 내용은 이런 점을 잘 보
여준다.

모든 인간의 행동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특히 뇌와 관련된 생물학적 요소로 결
정되기 때문에, 행동 수준에서의 이러한 젠더 차이들은 생물학적 수준에서의 차이와 
연관되어야 한다. 게다가 최근의 뇌 연구는 뇌 해부학과 뇌 기능에 대한 주목할 만
한 젠더 차이를 밝혔다(Riedl et al., 2010: 402).

‘부분적’이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생물학적 요소가 젠더 차이를 만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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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아가 이들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가 “특정 뇌 영역의 활성화 증가가 남녀의 
신뢰성 평가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는 뇌 활성화와 행동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증거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가 “신뢰 상황에서의 IT 관
련 행동의 젠더 차이가 신경생물학과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개인마다 다른 
모든 인간 행동이 부분적으로 유전적이며, 뇌의 측정가능한 측면과 상관관계가 있
다”는 개념, “모든 수준의 신경계에 성 영향(sex influences)이 있음이 분명하다”
는 개념을 확증한다고 평가했다(Riedl et al., 2010: 419-420).
  그러면서도 Riedl 등은 논문을 마무리하며 ‘남녀가 신경 수준에서 왜 다른지’라
는 질문에 대해 두 가지 가능한 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편으로는, 유전자와 호르몬 같은 생물학적 요소가 이 젠더 차이의 원인일 가능
성이 있다. ... 다른 한편으로는, 학습 과정이 뇌 가소성을 통해 뇌 발달에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아동기와 성인기로부터의 사회화와 경험이 뇌 활성화 차이의 결정 요인
(determinants)일 가능성이 있다(Riedl et al., 2010: 420).

이들은 운전 햇수에 따라 택시 운전사의 해마 크기가 달라짐을 발견한 연구 결과
를 소개하며, 학습과 경험이 성인의 뇌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리고 생물학적 요소와 사회화 요소가 모두 신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추측했다
(Riedl et al., 2010).
  마지막으로, ‘생물학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이 보이는 논문들을 살펴보
자. 먼저, Lighthall 등은 스트레스를 받은 남녀가 보상과 관련된 결정을 하는 동
안 다른 뇌 활성화 패턴을 보인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들은 이 결과가 ‘젠더와 스
트레스의 상호작용에 대한 신경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이 상호작
용이 존재하는 이유를 다루기 위해서는 “사회 환경, 유전학(genetics), 성호르몬, 
발달(development)의 개인적 효과와 이 효과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논문을 마무리했다(Lighthall et al., 2012: 484). 
  Chung 등은 성적 자극에 대해 남녀가 다른 뇌 활성화 패턴을 보이며, 남자는 
physical type video clip을, 여자는 mood type video clip을 더 선호한다는 연
구 결과를 얻었다. 이들은 이 연구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교육, 문화적 배경, 사회
관계, 개인의 성적 취향 등 많은 요소들(contributing factors)이 성적 취향
(sexual preference)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이런 선호
(preference) 차이가 선천적인(innate) 것인지 획득되는(acquired) 것인지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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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지 않으며, 이 젠더 차이가 “사회적·생물학적 영향의 결합물(combined 
product)”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Chung et al., 2013). 이 연구는 남녀의 성적 선
호에 대한 고정관념을 확인해주면서도, 차이의 원인을 생물학적인 요소로 설명하는 
대신 ‘사회적인 요소와 생물학적인 요소가 결합한 결과’로 설명한 셈이다.
  이처럼 논문들이 성차를 설명하기 위해 남녀가 처한 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하
거나 생물학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언급한다는 점은, 기존의 생물학 담론들과 함께 
페미니즘 담론들이 논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페미니즘, 과학에 영향을 미치다

  4장 3절에서 보여주었듯이 연구자들은 fMRI 성차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젠더 
고정관념과 함께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즉, 페미니즘을 비롯한 여
러 요소들이 연구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신경과학 분야에서 만들
어지는 성차 담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요소들은 다양하게 상호작용하며 연
구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과학적 사실’이 다양한 수준의 담론들을 만들어
내도록 했는데, 이 절에서는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에 초점을 맞춰 이런 점을 분
석해 보겠다. 

4.1. 논문에 보이는 페미니즘의 영향

  fMRI 성차 논문들을 살펴보면 페미니즘의 영향이 드러나지만, 논문에서 직접적
인 페미니즘의 영향이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 소절에서는 fMRI 논문에 직
접 드러나는 페미니즘 요소를 중심으로, 페미니즘이 fMRI 연구자들의 인식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가늠해 보겠다.
  fMRI 성차 논문을 검색하면서 눈에 띄었던 점 하나는 ‘젠더 차이(gender 
differences)’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Web of Science>에서 검
색한 162편의 논문 중, ‘sex differences’라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한 논문은 102
편, ‘gender differences’라는 표현을 사용한 논문은 60편이었다. 상당수의 논문
이 ‘젠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젠더’라는 표현을 사용한 논문의 저자들이 젠더 개념의 의미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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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한 것 같지는 않았다. ‘sex differences’라는 용어와 ‘gender differences’라
는 용어는 딱히 구분되지 않고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과학자들
이 ‘섹스’와 ‘젠더’가 갖는 사회학적인 의미에 대해 크게 민감한 것 같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Marchewka 등(2012)은 거짓말을 하는 남녀의 신경 반응 차이를 조사
한 후, 신상 정보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동안 이에 관여하는 ‘신경 프로세스의 젠
더 차이’가 ‘사회화’와 무관하다고 결론 내렸다. ‘사회적인 성’을 의미하는 ‘젠더’라
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젠더 차이’가 사회화와 무관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물
론 일부 연구자는 ‘젠더’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를 선호해서 이 용어를 사용했을 가
능성도 있다. 하지만 fMRI 논문들에서 이런 가능성을 찾지는 못했다.
  비슷하게, ‘젠더’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배런코언의 ‘공감하기-체계화하기
(E-S) 이론’을 결과 해석에 사용한 논문도 있었다. Riedl 등(2010: 397)은 “온라인 
신뢰 형성 요인(online trust)이 특정 뇌 영역의 활동 변화와 관련 있음을” 보이는 
과정에서, 신뢰성을 부호화하는 뇌 영역이 남녀에게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발
견하고, 이 결과가 ‘E-S 이론’을 확인해 준다고 제안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이 논문 마지막에 ‘사회적 요소’도 젠더 차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하기
는 했지만, 논문 전반에 걸쳐 ‘E-S 이론’과 ‘생물학적 요소’에 초점을 맞춘 점을 
보면 이들 역시 ‘젠더’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한 것 같지 않다.
  유일하게 ‘섹스’와 ‘젠더’의 차이를 언급한 논문 역시 이런 경향을 보여준다. Qiu 
등은 “감정 및 인지를 위한 뇌 네트워크에 대한 침술 효과”의 젠더 차이를 조사한 
논문에서, 섹스와 젠더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했다. 섹스가 생물학적 용어라면, 젠
더는 사회적 용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일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연구
(research studies)에서 섹스와 젠더는 인간 피험자에게 동일(identical)하다고 간
주했다(Qiu et al., 2010: 56). 이들은 섹스와 젠더가 구분되는 단어임을 알면서도 
이 둘을 구분해서 쓰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논문에는 두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들은 남녀 뇌가 많은 측면에서 비슷하지만 다른 면도 있다며, ‘환경 
자극’에 따라 ‘다른(sex different)’ 신경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서술했다(Qiu 
et al., 2010). 이들은 이처럼 남녀 뇌가 ‘환경’의 영향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gender’라는 표현 대신 ‘sex’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했다.
  ‘성차’가 있다는 가설을 세우는데 ‘차이 페미니즘’을 활용한 경우도 있었다. 성차
가 없다고 주장하는 ‘평등 페미니즘’과 달리, ‘차이 페미니즘’은 성차를 인정한다. 
길리건 등이 이에 속하는데, Harenski 등은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세우는데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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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건의 이론을 적용했다. 남녀가 ‘다른 도덕적 목소리’로 이야기한다는 길리건의 
주장의 증거는 행동 연구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Harenski 등은 행
동을 ‘모든 신경 활동의 결과 합(sum result)’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뇌 영
상 기술을 통해 ‘도덕적 추론에서의 젠더 차이’에 대해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
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들은 도덕적 사진을 보는 동안, 여자는 돌봄-기반 도덕적 
딜레마에 반응하는 후대상(posterior cingulate) 활동이, 남자는 정의-기반 딜레마
에 반응하는 상후장골극 상방 측두 열구(posterior superior temporal sulcus) 
활동이 도덕적인 평가 척도(moral severity ratings)를 더 긍정적으로 조절할 것
이라고 가정했다(Harenski et al., 2008). 실제 행동 수준에서는 젠더 차이가 나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의 논의를 빌어 도덕적 민감성의 기초가 되는 신
경 메커니즘에 ‘젠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연구 
설계에서 ‘남녀 차이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지 여부를 다루지 않겠다’는 길리건
(1997[1982])의 언급은 간과되었다.

4.2. 페미니즘 성차 담론의 파편들

  이처럼 fMRI 연구자들은 ‘젠더’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이 용어가 의미하는 
바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남녀의 뇌 활성화 차이’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를 설계
하는데 ‘차이 페미니즘’의 주장을 자의적으로 차용하기도 했다. 이런 점들은 fMRI 
연구들이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를 깊이 있게 이해한 상태에서 받아들인 
것이 아님을 의미할 수 있다. 그보다는 페미니즘의 주장들이 사회를 변화시켰고, 
변화한 사회에서 수용된 페미니즘 담론의 파편들이 fMRI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페미니즘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
회 분위기에서, 과학자들 사이에 페미니즘을 의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이겠다.
  2005년, 하버드 대학의 로렌스 서머스(Lawrence Summers) 총장은 이공계 분
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여성이 드문 이유가 ‘성차’ 때문이라고 주장하여 많은 비
난을 받았다. 분포의 양극단에 남자가 더 많기 때문에 최정상에 위치한 인재도 남
자가 더 많을 것이라는 그의 이야기는 ‘여성이 선천적으로 남성보다 이 분야에 필
요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고, 그는 결국 2006년에 총장직
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사회화와 성차별도 여성이 이공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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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 드문 이유라는 그의 이어지는 발언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핀커, 2011; 비
달, 2008).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서의 페미니즘의 영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서머스 총
장이 총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그를 옹호하는 발언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이 
사건 자체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차별적일 수 있는 발언을 했을 때 책
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본질적인 성차’가 있다는 주장
은 여성이 남성보다 선천적으로 열등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기 때문에, 
페미니즘은 ‘생물학적 성차’가 있다는 주장을 거부해왔다. 이런 페미니즘의 태도는 
사회과학에 영향을 미쳐, ‘성차’의 원인을 사회문화적인 영향으로 설명하는 것이 
1960년대 이후 사회과학 연구의 흐름이었다. 
  이런 분위기는 과학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를테면 비정상적인 호르몬 환
경을 경험한 개인에 대한 초기 연구는 개인의 젠더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유전적인 
요소와 호르몬 요소보다 사회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결론 내리기도 했다(Hines, 
2004). 예를 들어,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머니(John Money)는 의료진의 실수로 
페니스가 손상된 아이를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자 아이로 키우도록 부모에게 조언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그가 부모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된 데에는 ‘양육’으로 
성 정체성을 바꿀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는 ‘사회적 요
소’가 아이의 성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태어날 때는 성별
이 구분되지 않다가 성장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에 의해 남성과 여성이 구분
되기 시작한다.”는 그의 말은 이런 그의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무어ㆍ제슬, 
2009; 33). 더 나아가 머니는 ‘John/Joan’ 사례로 알려진 이 아이의 사례를 근거
로, “사회적 요소만이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Jordan-Young, 2011: 30).22)

  이처럼 ‘양육’의 역할에 대한 담론은 ‘성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쳐
왔다. 남녀 차이를 설명한 뇌과학 대중서들을 보면 이런 면이 잘 드러난다. 이 대
중서들은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1960년대 이후에는 남
녀 차이를 사회문화적인 요소로 설명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핀커
(2011)는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의 영향을 받아 여자도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22) Money는 ‘John/Joan’ 사례의 주인공인 라이머가 페니스를 잃고 성전환 수술을 한 후 
‘성공적으로’ 여자 아이로 양육되었다고 평가했지만, 이후 연구들은 라이머가 성 정체성
에 혼란을 느끼고 결국 다시 남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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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1960년대의 시대정신과 페미
니즘이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에 대한 강한 믿음을 심어주었다고 이야기했다. 
브리젠딘(2007: 276)이 소개한 ‘강제적 유니섹스’란 단어도 이런 경향을 잘 보여주
는데, “성차를 언급하는 것조차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의미를 담은 이 단어
는 1970년대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여대생들에게 유행했었다. 배런코언(2007: 36) 
또한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남녀의 심리 차이가 없으며, 있더라도 이는 근본
적인 것이 아니라 “각 성에 작용하는 서로 다른 문화적 힘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시기에는 과학 연구 결과도 페미니즘의 영향력을 축소시키지 못했다. 브리젠
딘에 의하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미 “동물의 암컷 뇌와 수컷 뇌가 자궁에
서부터 다르게 발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사나 과학
자들은 인간 남녀의 차이가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기보다는 문화적으로 ‘만
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 여자아이가 남
자아이처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브리젠딘, 2007: 33). 무어ㆍ제슬
(2009)도 최근까지 행동의 성차가 사회화 과정으로 설명되었으며, 최근 몇 십 년 
동안 남녀 차이에 대한 과학 연구는 발전했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런 차이를 부인해
왔다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뇌과학 대중서 저자들은 1960년대 이후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던 사
회 분위기를 보여주지만, 이런 분위기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이런 분위
기 때문에 ‘성차’에 대한 정당한 과학 연구 결과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주장
하며,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이를 인정했을 때 남녀 모두에게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중서들은 성차가 있다는 주장에 비판적인 페
미니즘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담론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재생산되었지만, 이런 담론들을 만들고 유포하는 사람들도 페미니즘의 주장
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대중서 저자들은 페미니즘을 의
식하면서도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결국은 젠더 고정관념을 재생산했는데, 6장
에서 이를 자세히 분석하겠다.
  한편, fMRI 논문들에서 ‘젠더’라는 표현 외에 직접적인 페미니즘의 영향이 발견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지만, 한 fMRI 성차 논문의 다음 표현은 ‘경험’으로 성차
를 설명하려 했던 페미니즘의 영향이 성차 연구에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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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사회적 인지 및 행동 발달에서의 젠더 차이에 대한 연구는 어른과 동
료에 의한 사회화 같은 환경 경험이 평생에 걸쳐 어떻게 특징적인(distinctive) 남녀
의 인지 패턴과 행동 패턴에 직접 연결되는지를 조사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젠더 차
이의 발달에 경험적 요소와 생물학적 요소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시사하는 보
다 통합적인 이론적 모델들이 통용되게 되었다. 이러한 모델들의 부상으로, 뇌 기능
의 발달 변화가 사회적 인지 및 행동의 젠더 차이가 나타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인식이 증가하였다(McClure et al., 2004: 1047).

이제는 성차 연구들이 생물학적 요소와 경험적 요소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만, 과
거에는 ‘경험’으로만 젠더 차이를 설명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4.3. 고정관념을 담은 이론들의 영향, 페미니즘 담론과의 상호작용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페미니즘 담론이 사회에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fMRI 
성차 연구에도 페미니즘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페미니즘 이외에 고정
관념을 담은 다른 이론들도 성차 담론에 영향을 미친다. 이 소절에서는 진화론이나 
공감하기-체계화하기 이론이 ‘fMRI 성차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살펴보고, 고정관념을 담은 이론이 페미니즘 담론과 함께 논문에 사용되는 
방식을 살펴보겠다.
  먼저, 진화론으로 연구 결과를 설명한 논문들을 살펴보자. 4장 2.3절에서 언급했
듯이, Sabatinelli 등은 유쾌하거나 불쾌한 정서적인 사진을 볼 때 남녀 모두 시각
피질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점을 발견했다. 남녀는 성애물, 위협(viewer-directed 
threat), 극심한 부상 같은 사진을 볼 때 가장 강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들은 “남
녀가 이런 비슷한(comparable)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이 생존과 관련된 자극을 처
리하는데 있어서의 공통적인 최우선 순위(high-priority)를 반영할 수 있다”고 추
측했다. 더 나아가 성적인 사진을 볼 때 남자가 여자보다 더 큰 신호 변화를 보였
는데, 이들은 성애물에 대한 남자의 강한 반응이 “아마도 생물학에 기반한
(biologically based) 시각 처리 편향을 의미”하며, 이 편향이 건강하고 젊은 배우
자를 선택하도록 최적화된 “진화된 종의 생존 메커니즘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Sabatinelli et al., 2004: 1111). 정서적인 사진에 대한 남녀의 비슷한 강한 반응
을 ‘자연 선택’으로, 성애물에 대한 남자의 더 강한 반응을 ‘성선택’으로 설명하려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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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tinelli 등(2004)의 연구 결과가 다른 논문에서 인용되는 방식을 살펴보자. 
Schienle 등은 혐오스러운 사진을 보는 동안에는 남녀 뇌에 활성화 차이가 없지
만, 공포스런 사진을 보는 동안에는 활성화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들은 이 연
구 결과가 감정 처리에서의 성차가 특정한 자극에 한정될 수 있다는 점을 처음 암
시해준다고 제안하며, 성애물을 보는 동안 남녀가 다른 반응을 보였지만 혐오스러
운 장면이나 중립적인 장면을 보는 동안에는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는 Sabatinelli 
등(2004)의 연구 결과도 이 가설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들은 자신들의 
가설을 지지하는 이 연구 결과가 “남성이 성애물을 볼 때 시각피질(visual cortex)
을 더 사용한다는 사실이 성선택(sexual selection)을 위한 생물학 기반의 젠더-특
정적인 시각 메커니즘을 반영한다”고 해석되었다는 점을 언급했다(Schienle et 
al., 2005: 280). 이들은 Sabatinelli 등(2004)의 연구 결과에서 ‘젠더 유사성’에 대
한 설명은 생략하고 ‘젠더 차이’에 대한 설명만 언급한 셈이다.
  ‘공감하기-체계화하기(E-S) 이론’이 논문에 영향을 준 경우도 있었다. Riedl 등
은 배런코언의 ‘E-S 이론’을 바탕으로 인터넷 할인(Internet offers)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때 남녀가 다른 뇌 활성화 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들
은 fMRI 조사 결과 “여자가 인터넷 할인을 보다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반면 남자는 
보다 인지적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발견했고, 이 결과가 “신뢰성 평가 과제에서 공
감하기-체계화하기 이론을 확인해준다”고 결론 내렸다(Riedl et al., 2010: 420).
  이들은 언뜻 가설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도 ‘E-S 이론’으로 설명하려 
했다. 등쪽 전대상피질(dorsal ACC)은 인지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으로, 체계자에
게서 주로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인터넷 할인에 대한 의사결정
을 하는 동안 남자는 등쪽 전대상피질을, 여자는 감정 정보를 처리하는 배쪽 전대
상피질(ventral ACC)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남성뿐
만 아니라 여성도 등쪽 전대상피질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들은 남자의 등쪽 전대상피질 활성화의 클러스터 크기(cluster 
size)가 여자보다 훨씬 크며, 이는 남자가 정서적인 방식보다는 인지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함을 의미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이 결과가 ‘E-S 이론’과 모순되지 않
는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다(Riedl et al., 2010). 이론에 대한 믿음이 연구 결
과를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한편, 진화론과 페미니즘의 영향이 함께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 Lee 등의 연구
가 그런 사례이다. 4장 3.1절에서 설명했듯이, 이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동안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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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험 감수와 연관된 일부 뇌 영역’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점을 발견했고, 이 연
구 결과가 임상적 함의를 갖는다고 언급하면서도 이를 진화론과 연결시켰다. 먼저, 
이들은 ‘여성이 위험 감수와 연관된 뇌 영역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점’이 여성이 위
험을 더 경계하고 고려한다는 점을 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가 ‘여자가 모호한 상황에 민감하다는 점’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 민감성이 
여자를 위험 회피형(risk averse)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진화에 대한 연구
들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남성은 위험을 감수하도록 여성은 위험을 회피하도
록 진화했다고 설명하며, 이런 설명은 다윈(1871)의 성선택 이론과 일치한다. 따라
서 Lee 등은 이런 식으로 신경 메커니즘이 진화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자가 위험 
감수와 연관된 뇌 영역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이 유전학적인 기반(genetic 
basis)을 가질 수 있다고 추측했다(Lee et al., 2009). 이처럼, Lee 등은 연구 결
과를 설명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데 진화론과 성인지 의학을 모두 사용했다.
  또 다른 예로, Vrticka 등은 재미있는 영상(funny clip)을 보는 동안에는 소녀가 
뇌 영역 일부를 더 활성화시키고, 긍정적인 영상(positive clips)을 보는 동안에는 
소년이 뇌 영역의 다른 일부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들은 아이들이 유
머를 감상하는 동안 관찰되는 이러한 성차가 “소녀들이 유머스러운 정보를 본질적
으로 더 핵심적인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소녀들이 
보상과 자극에 더 민감함을 의미한다. 이들은 이러한 성차의 ‘유전적-생물학적 요
소들’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이 ‘다윈의 성선택 이론’과 연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동안 여성은 남성의 유머를 평가하게 되는데, 뇌 영상 데이터에 
의하면 여자 뇌의 보상회로가 유머에 더 반응하기 때문에 남자보다 여자가 유머 
처리의 도움으로 배우자를 더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들은 환경 요소의 영향도 인정하며, 유전적 요소와 환경 요소의 상호작용이 관찰된 
성차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가 소년
보다 소녀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우울증, 약물 남용 및 의존 등과 연관된 중독
에 대한 임상적 함의를 갖는다고 제안했다(Vrticka et al., 2013: 299). 이처럼 ‘진
화론’으로 연구 결과를 설명하는 논문 안에 성인지 의학의 논의를 비롯한 페미니즘 
담론이 함께 담겨있는 점을 보면, 여러 이론적 논의들이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사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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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과학적 사실’이 만들어내는 담론들

  지금까지 우리는 ‘담론의 영향’에 초점을 맞춰 fMRI 성차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젠더 고정관념이 fMRI가 만드는 ‘과학적 사실’에 반영되고 있었다. 성차에 
대한 고정관념이 fMRI 연구 설계에 반영되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고정관념을 반영
한 가설은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성차를 조사
하는 신경과학자들이 만드는 ‘과학적 사실’에 젠더 고정관념이 반영된다는 페미니
스트들의 지적이 타당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성차’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논문도 일부 있었다. 이는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신경과학 성차 연구
가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젠더 요소를 포함한 여러 사회적 요소
가 ‘과학적 사실’을 구성한다는 사회구성주의의 통찰이 포괄하는 내용일 것이다. 
  둘째, 젠더 고정관념과 함께 페미니즘의 담론이 fMRI가 만드는 ‘성차에 대한 과
학적 사실’을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fMRI 연구자들이 성차가 있음을 
보여주는 쪽으로 데이터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 차이가 본질적이라고 주
장한 경우는 별로 없었다. 연구자들은 생물학만큼이나 환경도 성차의 원인일 수 있
다고 제안했으며, 그러면서도 강조하는 지점이 달랐다. 이는 과학의 영역에서도 여
러 담론들이 다양한 수준으로 연구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 영향이 연구 결
과에 반영되어 다양한 수준의 담론들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담론의 영향’에 초점을 맞춰 fMRI 성차 논문들을 분석한 본 논문은 페미니즘과 
과학기술학 분야에 새로운 통찰을 줄 수 있다. 
  먼저, 뉴로섹시즘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우려를 ‘페미니즘 담론 안에서’ 성차 
연구를 이해한 페미니스트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파인과 블룸
은 fMRI 연구 과정에서 과학자들이 젠더 고정관념의 영향을 받아 ‘성차가 있음’을 
보여주는 쪽으로 데이터를 다루고 해석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는 ‘성차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만드는데 젠더 고정관념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 기존 페미
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의 전략과 비슷하다. 과학의 영역에서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젠더 고정관념’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페미니즘의 영역에서 페미니스
트들 역시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을 받아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을 이
해한 것이다. 이처럼 주체는 자신이 접한 담론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점은 ‘신경과학 데이터가 남녀의 정신과 행동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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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제공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파인 및 블룸과 다른 전략을 사용한 호
프만(Ginger Hoffman)의 연구를 살펴보면 더 분명해진다. 호프만은 철학에서 ‘다
양한 방식으로 정신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의미하는 ‘multiple realization(MR)’ 
개념을 도입하여, 남녀가 같은 유형의 정신 상태에 대해 다른 뇌 영역을 활성화시
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런 후, 남녀가 같은 수준으로 연산 과제를 수행하는 동
안 뇌 활성화 패턴에 차이가 있었다는 Keller 등(2009)의 fMRI 연구 결과를 MR의 
증거로 제시했다. 호프만의 논리에 따르면, 뇌에 성차가 없다면 신경과학 데이터가 
성차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반대로 뇌에 성차가 있다면, MR 개념을 
도입해서 신경과학 데이터가 ‘근본적인 젠더 차이’의 증거를 제공한다는 주장을 약
화시킬 수 있다. 이때 ‘남녀의 뇌 활성화 차이’를 보여준 신경과학 연구에 대한 호
프만의 입장은 다른 페미니스트들의 입장과 다르다. 호프만은 남녀의 뇌가 다르게 
발달하기 때문에 뇌 구조가 다르고, 따라서 같은 정신 상태에 대해 다른 뇌 영역
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입장은 ‘생물학적인 성차’를 인정하는
데 조심스러운 다른 페미니스트들의 태도와 다른 것이다(Hoffman, 2012). 호프만
은 신경과학과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런 그의 지적 배경이 그가 다른 
페미니스트들과 다른 방식으로 fMRI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미친 것 같
다. 이 사례는 학자가 자신이 접한 담론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과학적 사실’의 성격에 대해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사회구성주
의는 ‘과학적 사실’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에 여러 사회적 
요소가 개입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변해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정치적 상
황에 따라 ‘남녀에 대한 해부학 지식’이 변화했다는 점을 보여준 3장 내용과 fMRI 
연구자들이 ‘성차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만드는 과정에 젠더 고정관념이 주로 반
영된다는 4장의 분석은 이러한 사회구성주의의 통찰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는 4
장에서 젠더 고정관념과 함께 페미니즘을 포함한 여러 사회적 요소가 담론의 형태
로 ‘과학적 사실’이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나의 분석은 과학의 영역에서, 담론의 영향에 따라 과학적 사실이 의
미하는 바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과학적 사실’이 만들어내는 담론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성차에 대한 여러 담론들이 연구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연구자가 접한 담론에 따라 과학적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달라지고, 그 결과 
‘과학적 사실’이 만들어내는 담론이 달라지는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페미니즘 담
론의 영향으로 변화한 사회에서 과학자들이 자연스럽게 페미니즘을 의식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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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과학적 사실’이 만들어내는 담론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담론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 담론들이 ‘과학적 사실’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과학적 사실이 다시 과학자가 접한 담론의 영향을 받아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거나 해석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과학의 영역에서 여
러 담론들이 상호작용하며 담론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페미니
즘 담론처럼 ‘가치’에 기반을 둔 담론이 과학의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담
론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3장에서 우리는 과거의 성차 연구들이 여성의 불리한 위치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뉴로섹시즘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우려는 이러한 ‘성차 
연구의 역사적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페미니즘의 담론 안에서’ 성차 연
구를 이해하는 대신 ‘담론의 영향’에 초점을 맞춰 성차 연구를 이해하면, 페미니즘
을 비롯한 여러 담론이 연구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성차에 대한 과
학적 사실’이 다양한 수준의 담론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5장에서는 성
차에 대한 신경과학 리뷰 논문들을 분석함으로써, 여러 담론들이 과학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리뷰 논문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며 연구자들의 지적 
배경에 따라 ‘성차’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경향이 강화됨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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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신경과학 분야에서 만들어지는 성차 담론들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담론들이 fMRI 연구가 만들어내는 ‘성차에 대한 과
학적 사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더 나아가 이 ‘과학적 사실’이 이해되는 방식
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대부분의 fMRI 연구들은 성차가 있음을 보이는 쪽으로 
데이터를 해석하고, 남녀의 뇌 활성화 차이를 젠더 고정관념을 지지하는 증거로 이
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들은 성차가 있다는 결론에 신
중하거나, 뇌 활성화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이를 젠더 고정관념과 다르게 해석하기
도 했다. 또한 생물학적 요소와 환경 요소가 모두 성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논문들은 이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다른 수준으로 이
해했다. 이런 점들은 젠더 고정관념과 페미니즘 담론을 비롯한 여러 담론들이 과학
의 영역에서 다양한 수준의 ‘성차 담론’을 만들어 낸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런 경향은 리뷰 논문(review papers)에서 더 강화된다. 연구 논문이 직접 연
구를 수행하여 얻은 데이터를 해석한다면, 리뷰 논문은 출판된 논문들을 토대로 특
정 주제의 연구 현황의 경향성을 개괄하고 학술적 의미를 부여한다. 따라서 리뷰 
논문의 저자들은 해당 주제를 더 폭넓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결과를 보여
주는 논문들을 토대로 주제를 설명하기 때문에 저자가 주제를 이해하는 방식이 논
문의 결론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리뷰 논문이라는 과학 글쓰기 장르는 저
자가 접한 담론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5장에서는 12편의 리뷰 논문을 중심으로, 신경과학 분야에서 만들어지는 성차 
담론들이 생물학 담론과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을 받는 방식을 살펴보려 한다. 페미
니즘의 영향을 받은 저자들은 모순되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차이’보다 ‘유사성’
을 강조했고, 경험과 학습이 뇌의 성차를 만든다고 제안하기 위해 ‘뇌의 가소성’ 
개념을 소개했다. 반면, 다른 저자들은 모순되는 연구 결과가 나온 이유를 설명하
며 ‘성차’가 있다고 주장했고, 경험이 뇌의 성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인정하면
서도 남녀 뇌가 생물학적으로 다르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뇌의 차
이를 진화론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대부분의 리뷰 논문들이 성차 연구의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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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함의를 언급했는데, 이런 점들은 성차를 조사한 fMRI 연구 논문들을 분석한 결
과와 비슷하다. 
  그러나 일부 리뷰 논문에서는 페미니즘 담론과 진화론 담론의 영향이 더 직접적
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진화 신경안드로겐(ENA) 이론을 제안한 논문은 유전학과 
신경내분비학, 진화론을 결합해 ‘보편적인 성차’를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려 했다. 이 
논문의 저자는 학습이 성차를 만드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행
동의 성차가 바뀔 수 있다는 파우스토-스털링(1985)을 비판하며 ‘생물학적인 힘’이 
성차의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젠더 연구의 영향을 받은 두 편의 리뷰 
논문은 ‘섹스’와 ‘젠더’가 얽혀 있다고 주장한 파우스토-스털링(2000)을 인용하며 
사회 경험이 ‘뇌의 생물학’과 분리되지 않는다고 제안했다. 또한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을 받은 이 두 편의 논문은 다시 ‘뇌 영상 연구가 젠더 본질주의를 강화한다’
는 주장을 담은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 연구에 인용되기도 했다. 이런 점은 페미니
즘, 진화론, 과학기술학, 신경과학 분야에서 성차 담론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1. 지적 배경에 따라 다른 ‘차이’에 대한 해석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페미니즘의 논의를 깊이 있게 이해한 경우가 없
었던 fMRI 연구 논문들과 달리, 리뷰 논문들 중 두 편은 직접적으로 ‘젠더 연구’의 
영향을 보여주었다. Kaiser 등(2009)의 논문과 Schinzel(2011)의 논문이 그것들인
데, 이 논문들은 fMRI 연구가 ‘성차’를 증명해줄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 회의적이
었다. 더 나아가 젠더 연구의 영향을 받은 논문과 그렇지 않은 논문들은 각각 모
순되는 결과들에 대해 다른 의미를 부여했으며, 뇌에서의 성차가 있는지 여부에 대
해서도 다른 결론을 내렸다. 

1.1. 뇌 영상 기술의 한계와 fMRI 성차 연구의 오류

  ‘젠더 연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2편의 논문은 뇌 영상 기술로 성차를 조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오류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들의 논의는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을 
포함한 과학기술학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들은 특히 실험 세팅(experi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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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s)이 성차를 강화시킨다고 주장했는데, fMRI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자.
  의료 영상 기술들은 유일(unique)하지도, 재현 가능(reproducible)하지도, 믿을
만(reliable)하지도 않다. 첫째, 의료 영상 기술은 보통 객관적이라고 여겨지지만, 
사실 이 기술은 젠더-중립적이지 않다. 수학자, 물리학자, 컴퓨터 공학자, 의사, 기
술자들이 초학제적으로 협력하여 의료 영상 기구를 만들고, 이 장치(apparatus)에
는 이들의 문화와 젠더화된 지식 및 기술이 담기지만, 사람들은 의료 이미지들
(medical images)이 복잡한 물리적-기술적 과정을 거쳐 구성된다는 점을 쉽게 간
과한다. 둘째, 뇌와 뇌 이미지 매핑은 인과 관계(causal relationship)가 아니다. 
개인이 신호 검출기에 노출되는 순간마다 입력 데이터(input data)가 달라지고, 뇌
는 유연(plastic)하여 모든 움직임, 사고(thought), 입력되는 감각에 따라 변한다. 
심장 박동이나 숨쉬기 같은 움직임과 여러 잡음(noise)이 오류를 만들 수 있기 때
문에, 이미지는 실제 몸(real body)에 없는 것을 보여주거나 몸에 있는 것을 보여
주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뇌와 뇌 이미지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간
과하면, 과학적·의학적 오류, 특히 해석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Schinzel, 2011).
  이처럼 뇌 이미지들이 뇌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보여준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
런 이미지들은 정상/비정상, 남/여 같은 이분법을 만든다. 그리고 지금의 사회는 
fMRI 영상 등을 통해 유사성보다 차이를 증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적은 샘
플로 조사된 현재의 fMRI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질적인 성차’가 있다고 가정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Schinzel의 주장이다. 작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fMRI 연구 결과는 가변적인 반면, 더 큰 집단에서는 가변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Schinzel, 2011). 비슷하게, Kaiser 등도 언어 처리에서의 성차를 조사한 fMRI 
연구에서 ‘섹스/젠더’ 변수를 처리하는 방식이 불가피하게 유사성보다는 차이를 발
견하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fMRI 연구는 수행 수준에서 발견되지 않은 뇌의 
차이를 찾기 위해 설계된다. 다음으로, 초기 fMRI 연구들은 남녀를 직접 대조하는 
대신 남녀를 따로 분석하여 다른 이미지들을 만들어 냈는데, 이 이미지들을 근거로 
남녀의 뇌 활성화 패턴이 유의미하게 다르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미지들
은 힘(illustrative power)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미지’는 ‘차이에 대한 가
정’을 이끌어낸다(Kaiser et al., 2009). 
  뇌 영상 기술에서 보통 사용되는 차감법(subtracting method)도 문제가 있다. 
보통 뇌 활성화 차이를 찾기 위해, 휴지기 뇌 활성화 이미지를 과제 수행중인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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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서 빼는 식의 차감법이 사용된다. 그러나 휴지기에 활동하는 뇌 영역이 과
제를 수행할 때도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차감법으로 활성화 차이를 찾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Schinzel, 2011). 또한 통계적 역치(statistical threshold)를 어떻
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뇌 활성화의 편측화(lateralisation)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데, 이 역시 성차에 대한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Kaiser et al., 2009; 
Schinzel, 2011). 
  이렇듯 뇌 이미지는 실제 뇌를 보여주지 않으며, 보통 fMRI 연구는 작은 샘플 
크기, 분석 기법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fMRI 이미지를 근거로 한 ‘뇌에 성차가 
있다 결론’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1.2. 모순되는 결과에 대한 해석

  fMRI 연구 논문들처럼, 리뷰 논문들도 성차에 대해 모순되는 결과들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5편의 논문이 모순되는 결과들을 소개했는데, 이 중 젠더 연구자가 
포함된 Kaiser 등(2009)의 논문만 모순된 결과를 토대로 ‘성차의 증거가 모호하다’
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나머지 논문들은 모순되는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들이 모순된 결과를 만든 이유를 설명하려 했고 ‘성차’에 관심을 보였다. Kaiser 
등(2009)의 논문을 제외한 4편의 논문이 모순되는 연구 결과들을 설명하는 방식은 
4장 2.1절에서 분석한 연구 논문들이 모순되는 결과를 해석하는 방식과 비슷하며, 
이들은 결국 ‘성차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Kaiser 등(2009)은 성차 연구 
결과들이 모순된다는 점을 들어 ‘성차가 있다는 생각이 선입견’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논문들은 감정 처리에서의 성차를 조사한 뇌 영상 연구들이 모순되는 결과
를 보인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감정을 처리할 때 남녀의 뇌 활성화 패턴이 다르
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연구 결과들이 다르게 나온 이유를 설명하려 했다.
  예를 들어, Whittle 등은 감정 처리의 성차와 관련된 네 가지 주장을 조사한 뇌 
영상 연구들을 리뷰하며, 세 주장에 대해 ‘엇갈리는 결과’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
서도 결국은 여성이 남성보다 감정적이라고 서술했다. 이들이 ‘남성이 감정조절을 
더 잘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살펴보자. 이들은 감정 조절의 신경 상관
성의 성차를 조사한 3개의 뇌 영상 연구를 분석했는데, 이 중 McRae 등(2008)은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down-regulate)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남성의 편도체 
활성화가 여성보다 감소함을 발견했다. 반면 Domes 등(2010)은 비슷한 과제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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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동안 남성이 여성보다 전두엽을 더 크게 활성화시킴을 발견했다. 이 때 남
녀의 편도체 활성화에는 차이가 없었다. Whittle 등은 이 두 연구에서 각 연구 참
여자가 받은 ‘조절 지시(regulation instruction)’가 달랐다는 점이 연구 결과의 차
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조절 지시를 받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할 때 여성은 감정 처리와 관련된 뇌 영역을, 남성은 인지 처리와 관련된 뇌 
영역을 더 사용했다고 제안한 Mak 등(2009)의 연구를 소개했다. 그 후 Whittle 등
은 ‘남성이 여성보다 감정조절을 효율적으로 한다’고 제안하는 뇌 영상 연구 결과
들을 기반으로, ‘몇몇 뇌 영상 연구가 감정조절 과정의 신경 상관성의 성차를 지지
한다’고 결론 내렸다(Whittle et al., 2011).
  다른 예로, Kret & Gelder는 감정 처리에서의 성차에 대한 뇌 영상 연구들이 
모순되는 결과를 보이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했다. 먼저, 이들은 감정을 처리할 
때 남녀가 다른 활성화 패턴을 보인다고 알려진 뇌 영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뇌 영역만 조사하기보다는 뇌 영역들 사이의 연결성을 보거나 뇌 전체를 분석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이들은 작은 샘플 크기와 과제 종류 
역시 다양한 결과가 나오는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Kret & Gelder, 2012). 이
런 설명은 4장 2.1절에서 살펴본, 모순되는 결과들이 나오는 이유에 대한 fMRI 논
문들의 설명 방식과 비슷하다. 
  이와 달리 Kaiser 등은 모순되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에 성차가 
있다는 생각이 신경과학을 지배해왔다고 지적하며, 이를 ‘선입견’이라고 표현했다. 
이들은 먼저 뇌의 해부학적 성차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모순된다는 점을 밝혔다. 
예를 들어, 한 연구는 뇌량의 판상근에 성차가 없음을 보였지만, 다른 연구들은 같
은 기법을 사용하고도 성차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은 ‘방법’이 다르기 때
문에 모순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다른 논문들의 설명과 배치된다. 이들은 또한 여러 
fMRI 연구들이 남녀 뇌의 차이나 유사성을 증명했다는 점도 밝혔으며, 특히 언어 
처리 능력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연구 결과들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통 fMRI
를 이용한 신경과학 연구들은 상당수가 여성과 남성이 언어를 다르게 처리한다고 
이야기한다. Kaiser 등은 1995년부터 최근까지 ‘언어 처리에서의 성차’를 직접 다
룬 19개의 연구를 분석했는데, 그 중 12개의 연구가 성차를 인정한 반면 5개의 연
구가 차이가 없다고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밖에 ‘성(sex/gender)’를 
주요 요소로 직접 다루지 않은 연구들은 성차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점을 보여
주며, Kaiser 등은 ‘뇌에 성차가 있다는 일반적인 주장과 달리, 경험적 결과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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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다’는 점을 ‘초록’에 실어 이를 강조했다(Kaiser et al., 2009). 젠더 연구자가 
논문 저자에 포함된 경우, 모순되는 결과들이 함의하는 바를 다른 논문의 저자들과 
다르게 해석한 것이다.

1.3. 성차가 있다 vs. 성차가 없다

  일부 신경과학 연구들은 뇌의 성차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지만, 많은 연
구들이 성차를 인정한다. 그리고 이 연구들을 분석한 리뷰 논문들 역시 성차가 있
음을 인정하는 편이다. 이 때 리뷰 논문의 저자들이 성차를 인정하는 정도는 지적 
배경에 따라 달랐다. 즉, 젠더 연구의 영향을 받은 논문 두 편은 ‘성차’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도 이 ‘차이’가 실제보다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한 
반면, 다른 논문들은 신경과학에서 성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차를 고려해야 한다

  다수의 리뷰 논문들은 남녀의 뇌에 차이가 있으며, 신경과학 연구에서 성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논문들에 나타나는 성차 담론들은 다소 차이
가 있었다. 일부는 뇌의 성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다른 논문들은 
뇌의 성차를 인정하면서도 인지 능력의 차이는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거나, 신경적 
성차가 행동 차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등, 성차를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논문들마다 다소 다른 담론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Lenroot & Giedd는 뇌에 성차가 있다는 점을 보이면서도 인지 능력의 성차는 
사소한 것으로 취급했다. 이들에 의하면, 지금까지 여러 연구들이 남성의 뇌가 여
성의 뇌보다 9-12% 정도 더 크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주목할 점은 아이들의 경우
에도 남자 아이가 여자 아이보다 뇌가 크다는 것이다. 이런 연구들은 남성이 여성
보다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에 비례하여 뇌도 더 크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남녀의 
뇌 크기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은 사춘기 소년과 
소녀의 뇌는 백질, 편도체, 해마의 발달 측면에서 다르고, 같은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다른 뇌 영역이 활성화되며, 각각 뇌가 발달하는 시기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남녀의 뇌가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면서도, 이들은 남녀의 인지 능력의 차이
는 그다지 대단하지 않다고 제안했다(Lenroot & Giedd 2010; 윤선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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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ttle 등은 경험적 증거가 엇갈린다면서도, 기능적 뇌 영상 연구에서 감정 처
리에서의 성차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남녀의 뇌기능을 직접 비교한 연
구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감정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즉, 이
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감정적인 자극에 더 민감하며, 감정을 
더 강렬하게 경험하는 반면, 남성은 여성보다 감정 조절을 더 잘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들은 성적으로 자극하는 두 연인의 이미지를 볼 때 남성이 여성보다 일
부 뇌 영역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을 소개했는데, 이런 설명들은 성차에 
대한 고정관념을 되풀이해주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감정을 처리하는 동안 남녀의 
뇌 활동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들이 ‘감정에 대한 뇌 영상 연구’를 수행할 때 성차
를 무시되면 안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제안했다(Whittle et al., 2011; 윤선희, 
2012).
  Kret & Gelder 역시 감정 신경과학(affective neuroscience)에서 성차가 무시
되면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은 모순되는 결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남자보다 감정적이라는 식으로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방식(stereotype-consistent 
way)’으로 결과가 기록된다고 하면서도, 남녀가 감정 표현에 따라 뇌 네트워크를 
다르게 사용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이 사실이 ‘감정 처리의 신경 상관성’을 
설명하기 위해 피험자의 성(sex)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들은 뇌 구조 연구와 뇌 기능 연구를 결합하면 BOLD 반응과 성차 문제에 대해 통
찰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하며, 이런 맥락에서 ‘신경적 성차’가 행동이나 감정처리
의 차이를 만드는 대신 예방할 수 있다는 De Vries(2004)의 지적이 흥미로울 수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Kret & Gelder, 2012). 
  Cahill도 신경과학 연구가 ‘성(sex)’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성차에 
대한 다섯 가지 오해’를 소개하며 논문을 시작했다. 즉, “성 영향(sex influences)
이 작고 믿을 만하지 않다”는 오해, “몇몇 극단적인 경우가 양 성간의 평균 차이의 
원인”이라는 오해, “한 성 내의 차이가 양성간의 차이보다 훨씬 크다”는 오해, 모
든 성차를 성호르몬의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오해, 행동에 성차가 없다면 행
동의 기초가 되는 신경 기질들(neural substrates)이 양성에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다는 것이다. Cahill의 이런 설명은 성차에 대한 고정관념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뇌의 성차를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면서도, 성차 연구에 임상적 
함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성차를 조사하면 질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다양한 뇌 장애(brain disorder)를 이해하려면 성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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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논의들은 “모든 신경계 수준에서 성 영향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며, 
이를 무시하면 신경과학 분야의 진보(progress)가 지연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
어졌다(Cahill, 2006).
  Gong 등 역시 젠더에 따라 뇌 연결성(brain connectivity)이 다르기 때문에 실
험을 설계하거나 결과를 해석할 때 젠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뇌 
영상 연구들은 “젠더가 뇌 연결성의 차이를 만든다는 개념을 지지하는 증거”를 보
여주지만, 실제로 뇌 연결성 연구에서는 ‘젠더’가 도외시되어 왔다. Gong 등은 젠
더 요소에 대한 전통적인 오해 때문에 이런 연구에서 ‘젠더’가 간과되었다는 
Cahill(2006)의 논의를 인용하며, “뇌 연결성/네트워크에 대한 실험을 설계하거나 
결과를 해석할 때 젠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Gong et al., 2011: 14). 신
경과학 연구에서 ‘섹스(sex)’를 고려해야 한다는 Cahill(2006)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도, ‘젠더(gender)’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 흥미롭다. 이런 점은 연구자들이 성차 
담론을 만들 때 다양한 담론들을 동원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담론들이 섞이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남녀 사이에 유사성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성차를 강조한 논문도 있다. 
Ellis는 대부분의 성차가 상당히 작다는 Hyde(2005)의 ‘젠더 유사성’ 가설을 소개
하며, 이를 ‘진화 신경 안드로겐(ENA) 이론’으로 설명했다. “유전자가 성차를 만드
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양성이 유전자의 99% 이상을 공유하기 때문에,” 대부
분의 특성에서 남녀가 매우 다르기는 어렵다. Y염색체만 ‘차이’에 영향을 주기 때
문에, 남녀가 공유한 99%의 유전자에 의해 남녀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다. 즉, 성선택을 포함한 자연선택압이 아무리 강해도, 성차의 정도는 유전적으로 
제한된다. 그렇다고 해서 Ellis가 성차를 사소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다. 그는 오히
려 ‘편견’이라고 할 수 있는 젠더 고정관념을 보여주었다. 그는 학습의 역할을 인
정하면서도, 가장 평등한 사회에서조차 성차가 바뀌거나 남녀가 완전히 동등해질 
수 없으며, 문화의 영향이 능력의 성차를 없앨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주장은 ‘보편적인 성차’가 있다는 주장으로 연결되었다(Ellis, 2011: 560). 그 밖
에 Ngun 등(2011)은 남녀가 생물학적 차이뿐만 아니라, 심리적ㆍ행동적 차이도 
있다고 이야기했으며, Cosgrove 등(2007)도 건강한 남녀의 뇌가 많은 면에서 비
슷할지라도,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제안했다. 

성차가 강조되는 방식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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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들과 달리, 앞에서 살펴본 Kaiser 등(2009)과 Schinzel(2011)은 성차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성차가 있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논문에 성차가 기록되고 성차 연구 결과가 인용된다고 지적했다.
  먼저, 조사된 성차가 논문에 기록되는 방식을 살펴보자. 1999년에 Harasty 등은 
부검을 통해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 있는 성차를 조사했는데, 조사한 9개의 영역 
중 전측 상측두회(anterior superior temporal gyrus)에서 성차를 발견할 수 있
었다. Kaiser 등은 이 단 한 곳에서의 ‘아주 작은 차이’가 논문의 초록에 실리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방식으로 ‘사소한 차이’가 출판
된 논문에는 ‘중요한 차이’로 기록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차이는 데이터베이스
에서 ‘성차’로 발견된다(Kaiser et al., 2009; 윤선희, 2012).
  다음으로, 성차 연구 결과가 인용되는 방식을 살펴보자. 1995년에 Shaywitz 등
은 남성 19명, 여성 19명을 대상으로 음운, 문자, 의미 과제를 수행한 결과, 의미
와 문자를 인식하는 과제에서는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음운 인식 과제에
서 19명의 남성은 모두 브로카 영역 왼쪽이 활성화되었고, 11명의 여성은 양쪽이, 
8명의 여성은 왼쪽이 활성화되었다. Shaywitz 등은 이를 ‘성차’의 증거로 간주했
고, 이 음운 과제 결과를 근거로, ‘언어’를 인식할 때 여성이 양쪽 뇌를, 남성이 왼
쪽 뇌를 활성화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들의 연구 결과는 세 과제 중 
한 과제에 대해서만 차이가 발견되었다는 언급 없이 ‘성차’의 증거로 인용되었다. 
그러나 음운 과제 결과를 ‘차이’의 증거로 보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라는 것이 
Schinzel의 지적이다. 또한 Kaiser 등은 이 사례가 보여주듯이, ‘sex/gender 
differences’ 같은 항목의 제도화로 인해 차이보다 유사성을 보여주는 결과라도 
‘성 유사성’을 찾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Kaiser et al., 
2009; Schinzel, 2011; 윤선희, 2012).
  하지만 결국 Kaiser 등(2009)과 Schinzel(2011)이 보여주는 것도 성차는 일부 
존재한다는 점이다. 위의 사례들 중 Harasty 등의 연구는 적어도 뇌의 한 영역에
는 성차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Shaywitz 등의 연구 역시 세 과제 중 한 과제
에 대해서는 ‘지나친 일반화’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성차가 발견되었음을 보여준 셈
이다. 이처럼 일부 뇌 영역에서는 성차가 나타나고, 다른 뇌 영역에서는 성차가 나
타나지 않는다. 또한 여러 과제 중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성차가 발견되고, 다른 
과제에 대해서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 때 ‘연구자의 인식’이 어느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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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할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윤선희, 2012).

2. 생물학 담론의 영향

  성차를 인정한 여러 논문들은 남녀 뇌가 ‘생물학적으로’ 다르다고 제안했으며, 
남녀 차이를 진화의 결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논문들 중에는 극단적으로 
사회생물학이 주장하는 고정관념을 되풀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부 논문은 환경
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도 했다. 이 절에서는 진화론을 비롯한 생물학 담
론들이 리뷰 논문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다.

2.1. 생물학적으로 다른 뇌, 유전자와 성호르몬의 역할

  남녀 뇌의 차이를 유전자와 성호르몬으로 설명한 논문들이 있다(Bao & Swaab, 
2010; Ngun et al., 2011; Kret & Gelder, 2012; Jazin & Cahill, 2010). 이 논
문들은 남녀 뇌가 생물학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보이면서도, 사회 환경이 뇌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수준으로 설명했다. 
  먼저, 환경보다 ‘생물학’을 강조한 논문들을 살펴보자. Bao & Swaab은 뇌, 행
동, 신경정신장애의 성차를 설명하며, John/Joan 사례를 비롯한 여러 간성
(intersex) 사례와 쌍둥이 연구 등을 근거로, ‘사회적 환경’이 아니라 유전자와 성
호르몬이 젠더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젠더 정
체성이나 인지에서의 성차가 ‘발달 초기’에 우리 뇌에 프로그램된다고 보았고, 이
런 뇌의 성차가 태어날 때부터의 행동 차이를 설명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Bao 
& Swaab, 2010). Ngun 등은 남녀의 차이 일부가 환경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남녀 사이에는 ‘생물학’에 뿌리를 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요소만으로는 남녀 사이의 모든 차이, 특히 생물학적 차이를 설
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들 역시 남녀 차이를 만드는 생물학적 요소가 생식호르
몬과 유전자라고 제안했다(Ngun et al., 2011).
  성호르몬과 유전자가 뇌의 성차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면서도, 환경의 영향을 
좀 더 인정하는 논문도 있다. Kret & Gelder는 ‘비교적 문화적 편견이 없는’ 경우
에도 남자가 여자보다 폭력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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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위협(threat)에 민감할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이들은 생식 호르몬
이 일부 성차는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며, 성염색체와 뇌 구조가 성차에 영향을 미
친다는 점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뇌의 성적 분화에서 유전학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McCarthy & Arnold(2011)의 논의를 소개했다. 그리고 이 관점
이 ‘호르몬, 유전자, 환경이 독립적으로 뇌의 성차를 야기하도록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포함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인식은 ‘환경, 호르몬, 유전자, 뇌의 
구조적 차이와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남녀의 뇌 활성화 패턴 차이에 미치는 영
향’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초록에 명시한 점에서도 드러난다(Kret & Gelder, 
2012).
  한편, 진화론으로 유전자가 뇌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 논문도 있다. Jazin & 
Cahill은 최근의 진화론 연구가 유전자의 ‘성 편향된 발현(sex-biased 
expression)’이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가 진화하는 동안 보존되었음을 보여주며, 이 
결과는 유전자가 뇌의 성 편향(bias)에 관련됨을 의미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뇌
에 유전적으로 조절되는 성차가 있으며, 이 성차가 신경 활동과 뇌 네트워크 활동
의 차이를 만들고, 결국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Jazin & 
Cahill, 2010)

2.2. 뇌의 성차, 진화의 결과

  뇌의 성차를 진화의 결과로 설명한 논문들 역시 경험과 환경의 영향을 간과하지
는 않았으며(Whittle et al., 2011; Kret & Gelder, 2012), 환경 요소를 덜 고려하
더라도 연구의 사회적 함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웠다(Lenroot & Giedd, 2010).
  Whittle 등은 감정을 처리하는 남녀 뇌의 활성화 차이를 연구한 논문들을 분석
하며, 먼저 이 분석 결과를 진화론과 연결시켰다. 그리고 이를 위해 Vigil(2009)의 
논의를 소개했다. Vigil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신경적으로(neurally)’ 더 예민
한 감정은 순종적이거나 대인관계적인 것으로 묘사된다. 남성은 이런 감정을 조절
하기 위해 더 쉽게 뇌 영역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지배 신호나 계급 문제와 관련
된 자극에는 민감할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은 진화 이론들과 일치하는데, 예를 들어 
사회관계 이론(social-relational theory)은 남성과 여성의 심리가 각각 지배적인 
감정적 행동과 순종적인 감정적 행동을 나타내기 위해 발전했다고 제안한다. 즉, 
친족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했고 집단 간 자주 충돌을 일으켰던 남성과,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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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위험 가능성에 더 민감해야 했고 비친족과 유대를 형
성해야 했던 여성이 각각 진화적으로 적응한 결과, 남성은 자원 공급 능력과 타자
를 해치는 능력과 연관된 ‘지배적인 감정적 행동’을 보이게 되고 여성은 신뢰성과 
연관된 ‘순종적인 감정적 행동’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Whittle 등이 
‘진화’의 영향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이들은 이어서 ‘경험’의 중요성을 언급했는
데, 이는 5장 3.3절에서 다시 설명하겠다(Whittle et al., 2011; 윤선희, 2012).
  Kret & Gelder(2012)은 여성이 남성보다 표현적이며 감정을 더 잘 인지하지만, 
위협적인 신호에는 남성이 더 크게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가 ‘진화의 영향’을 반영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이들은 ‘문화’가 남녀의 행동 차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인정하지만, 이들이 문화나 환경의 영향을 설명하는 방식은 Whittle 등
(2011)과 다소 다르다. Kert & Gelder는 진화가 문화적인 기대를 형성한다고 생각
했는데, 이런 해석에 대한 이들의 설명을 살펴보자.
  이들은 먼저 ‘문화의 영향’이 특정 기대에 맞게 행동하도록 남녀를 사회화할 것
이라고 추정했다. 이를테면 문화적인 기대 때문에 소녀들은 소년들보다 분노를 덜 
표현하지만, 남자의 분노와 공격성은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공
격적인 소년이 사회적으로 유능해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다른 예로, 여성의 미
소는 성적인 매력을 증가시켰지만, 남성의 미소는 그렇지 않았다. Kret & Gelder
는 감정의 성차가 ‘초기 인류가 보여주는 사회 구조에 대한 적응’이라는 
Vigil(2008)의 제안을 소개하며, 이런 문화적 기대가 ‘진화’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남자는 태어난 집단에 머무르고 여자는 자신의 집단을 떠나 이주하
여 자손을 돌보던 초기 사회구조에서, 보육에 책임이 있었던 여자에게는 자신과 자
손에게 이익이 되도록 위협에 반응하는 ‘선택압(selection pressure)’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진화의 과정에서’ 여자에게는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소통하며 사회적 유대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했고, 남자에게는 경쟁자의 위협 신
호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Kret & Gelder, 2012).
  이들은 또한 ‘생물학적으로’ 남녀가 위협에 다르게 반응하지만, ‘환경’이 이러한 
반응 패턴을 강화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남자가 공격성을 보이는 것은 사회
적으로 수용 가능하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이런 상황은 “남녀가 젠
더 전형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남자가 생물학
적으로 더 공격적이다’ 같은 이야기가 사회에서 잘못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하기도 했는데, 이런 점은 이들이 ‘진화론’으로 성차를 설명하면서도 ‘사회생물학’



- 170 -

의 잘못된 적용에는 비판적임을 보여준다(Kret & Gelder, 2012: 1217).
  Lenroot & Giedd도 진화의 힘(evolutionary forces)이 남녀의 차이를 만든다
고 제안했다. 상이한 진화의 힘이 인간 남녀의 뇌와 행동에 평균 차이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은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 암컷이 전형적으로 사회적 신
호와 스트레스에 민감한 이유가 ‘새끼를 낳고 돌볼 책임을 갖도록 하는 사회적 역
할에 대한 적응’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사회가 차이를 만든다
는 의미를 담고 있는 ‘gender differences’ 대신 ‘sex differences’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춘기 소년, 소녀들의 뇌가 ‘생물학적으로’ 달라진다고 제안하려 했
다. 그러면서도 여러 요소들이 아이들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언급했는
데, 예를 들어 이들은 아이들이 젠더 기대치에 따라 다른 스트레스를 받는 등 많
은 요소들의 영향으로 사춘기 여자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보다 우울증이 더 높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이들은 뇌 영상 연구 결과를 남녀 개인의 ‘능력 차이’로 
연결시키려는 시도에 비판적이었으며, 이 결과를 단지 남녀 뇌가 다른 프로세스로 
발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서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은 연구자들이 
성차 연구 결과의 사회적인 함의를 다룰 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Lenroot & Giedd 2010; 윤선희, 2012).
  그 밖에 Cahill(2006)은 성선택 개념으로 뇌의 성차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제안을 
소개했으며, Bao & Swaab(2010)도 뇌의 성차가 행동의 차이를 반영한다며 놀이 
형태(playing behavior)의 성차가 진화에서 기원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2.3. 편견을 지지하는데 사용된 진화론, ENA 이론

  성차를 설명하기 위해, 유전학과 신경내분비학을 포함하도록 진화론을 확장한 
‘진화 신경 안드로겐 이론(evolutionary neuroandrogenic theory, ENA 이론)’을 
제안한 논문도 있었다(Ellis, 2011). 이 논문은 성차가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성차가 
함의하는 바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해석한 다른 리뷰 논문들과 달리, 고정관념을 
반복해 보여준다.
  Ellis는 먼저 남녀의 행동 차이가 원시시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므로 바
뀔 수 있다는 파우스토-스털링(1992[1985])의 주장에 대해, 여러 문화에서 변하지 
않는 성차가 있다며 이를 반박했다. 그는 다음으로 ‘모든 사회가 문화적으로 남성
의 경쟁이나 여성의 양육 같은 특정 성차를 촉진시킨다’는 Eagly & Wood(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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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이 다른 성차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Ellis는 진화론이 
몇 가지 보편적인 성차를 예측하도록 하는 견고한 발판이지만, 진화론은 성차를 실
제로 만들었을 ‘유전적 과정’이나 ‘신경내분비적 과정’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지적했
다. 위의 세 이론을 비판한 후, Ellis는 ‘65개의 보편적인 성차’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ENA 이론’으로 설명하려 했다(Ellis, 2011).
  먼저, ENA 이론은 여성의 경우, 식량 자원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 남성을 선호하
도록 하는 유전자가 다른 기준으로 배우자를 고르도록 하는 유전자보다 많아졌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그 결과, 여성의 배우자 편향(mating biases)에 순응하
는 남성의 유전자가 증가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다음으로, ENA 이론은 여성이 
기본형(default sex)이며, Y염색체로 인해 남성에게서 많이 생산되는 안드로겐이 
남성의 성향을 촉진시킨다고 제안한다. 안드로겐으로 인해, 남성은 언어로 추론하
는 경향이 덜하고, 더 경쟁적이며 타인을 괴롭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ENA 이
론은 이런 남성의 행동 패턴이 자원을 습득하고 보유할 수 있게 하며, 이런 남성
이 배우자로서 더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남성에게서 이런 행동이 진화했다고 설명
한다.
  ENA 이론은 학습의 역할을 인정하지만, “어떤 보편적인 성차도 완전히 학습의 
결과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보편적인 성차는 유전적-진화론적인 원인과 신경내
분비적인 원인을 가지며, 문화를 기반으로 한 학습은 “이 생물학적 힘(forces)을 
완전히 억제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Ellis는 ENA 이
론이 인지와 행동에서의 ‘종을 초월한(pan-species) 성차’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
라고 기대했다. 그리고 확인된 ‘보편적인 성차’들이 생물학적 영향이 거의 또는 전
혀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사회 학습 이론들’의 기반을 약화시킨다고 평
가했다(Ellis, 2011: 555).
  이처럼 Ellis는 ENA 이론으로 보편적인 성차를 설명하며, ‘진화론’에 많이 의지
했다. 그러나 성차에 대한 그의 진화론적 해석은 시대착오적이다. 예를 들어, 그는 
남자가 무기를 더 많이 가지고 다니고, 더 많은 남자가 강간을 한다는 점을 ‘보편
적인 성차’로 상정하고, 이를 진화론으로 설명했다. 남자가 무기를 더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은 남자의 ‘경쟁력’과 ‘패권 다툼(dominance-striving)’ 경향을 반영하
며, 남자가 성 충동이 더 강하고 더 많은 섹스 파트너를 원하는데 강간이 성욕을 
만족시키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Ellis는 남성은 ‘남성적인 장
난감’을, 여성은 ‘인형과 동물인형’을 더 많이 가지고 논다는 점을 보편적인 성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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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며, 이 특징이 “여성이 주된 양육자(primary care-giver)로서 재생산 역할
을 수행하도록 자연선택 되었다”는 진화론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는 여성이 자신의 몸무게를 더 줄이고 싶어한다는 점도 진화론으로 설명했는데, 남
성이 배우자 선택 기준으로 외모에 더 집착한 결과 여성이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되
었다는 것이다. Ellis는 남자가 여자의 모래시계 몸매를 좋아하는 이유가 배우자의 
외모에서 임신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려하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했다(Ellis, 
2011: 557). 이런 설명들은 이전부터 페미니스트들이 편견이라고 지적해왔던 것들
이다. 애초에 ‘65개의 보편적인 성차’가 있다는 주장부터 페미니스트들이 ‘젠더 고
정관념’이라고 비판할 만한 것들인데, 이는 대부분의 리뷰 논문들이 성차를 조심스
럽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3.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

  리뷰 논문 중 두 편은 젠더 연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고, 그렇지 
않은 논문들도 부분적으로 페미니즘의 영향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었다. 이 절에서
는 리뷰 논문들에 보이는 페미니즘의 영향을 살펴보겠다.

3.1. 서로 얽혀 있는 ‘섹스(sex)’와 ‘젠더(gender)’

  젠더 연구의 영향을 받은 리뷰 논문 두 편은 저자 중에 젠더 연구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Kaiser 등과 함께 논문을 쓴 Sigrid Schmitz는 컴퓨터 공학과 자연 과학 
분야에서 젠더 연구를 하는 학자이고, 다른 논문을 쓴 Britta Schinzel 역시 컴퓨
터 공학과 사회 연구 분야에서 젠더 연구를 하는 학자이다. 이 두 논문의 특징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성차를 연구한 뇌 영상 기술의 한계를 지적했다는 점, 모순
되는 결과들을 ‘성차의 증거가 모호하다’는 결론으로 연결했다는 점, 그리고 뇌에 
차이보다 유사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섹스와 젠더를 
구분하지 않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을 보여주었는데, 이 영향이 논문
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Kaiser 등은 버틀러의 1990년 논의와 파우스토-스털링의 2000년 논의를 언급하
며, 젠더 연구(gender studies)가 ‘섹스’와 ‘젠더’가 얽혀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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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이 ‘뇌 구조 및 기능 차이의 생물학적 요소가 사회 경
험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이런 점을 설명하기 위해 ‘뉴
런의 가소성(plasticity)’ 개념에 주목했는데, 가소성으로 인해 유아기와 사춘기의 
‘경험’이 뇌를 발달시키며 노화할 때까지 뇌와 뇌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가소성 개념이 남녀 뇌의 ‘사회생물학적 뒤얽힘’을 의미한다고 생
각했고,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 ‘성’을 이야기할 때 ‘섹스/젠더(sex/gender)’라
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들 논문의 마지막 문단은 이런 점을 잘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언어 처리 사례에 대해, 여성에게는 잠재적인 양측성(potential 
bilaterality)이, 남성에게는 편측성(laterality)이 나타나는 것이, 염색체 중심의 구조
적 차이라기보다는 언어 사회화의 체화된 결과라고 주장될 수 있다. 다른 말로, 뇌에
서의 성차 자체는 순수한 물질적 차원(material dimension)의 증거가 아니라, 학습
되고 사회적 맥락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젠더화된 행동을 반영한다. 한번 뇌에 포함되
면, 젠더 차이는 우리 뇌 생물학의 일부가 된다. 이것이 젠더가 뇌가 되는(come 
into) 방식이고, 언어 처리의 맥락에서 섹스나 젠더보다 섹스/젠더라는 단어를 사용
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이다(Kaiser et al., 2009: 57). (굵은 글씨는 필자 강조이며, 
저자들이 파우스토-스털링을 인용한 부분임.)

저자들은 파우스토-스털링을 인용하며 위의 주장을 펼쳤고, 이들의 이런 생각은 
논문 제목을 포함하여 논문 전체에서 ‘섹스/젠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다(Kaiser et al., 2009).
  파우스토-스털링의 영향은 Schinzel(2011)의 논문에도 나타난다. Schinzel은 
fMRI 이미지가 성차의 증거로 잘못 사용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다양한 
분야들이 fMRI 이미지의 속성을 오해한 채 이 이미지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
다. 획득한 이미지가 “안정적이고 변하지 않으며 우연적이지 않다는 믿음”도 이런 
오해에 포함되는데, 뇌는 유연(plastic)하고 환경에 의해 바뀌기 때문에 뇌 이미지
들을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뇌 이미지가 ‘성차’를 
보여주더라도, 행동과 경험이 이 차이의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런 
점들을 지적하며, Schinzel은 “한번 뇌에 포함되면, 젠더 차이가 우리 뇌 생물학의 
일부가 된다”는 파우스토-스털링(2000)의 말을 인용했다. Schinzel은 또한 ‘성’을 
표현할 때 ‘섹스/젠더(sex/gender)’ 또는 ‘젠더와 섹스(gender and sex)’라는 용
어를 주로 사용했는데, 이 역시 논문 전체에서 ‘섹스/젠더’라는 용어를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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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er 등(2009)과 비슷한 점이다(Schinzel, 2011: 176-177).

3.2. ‘차이’보다 큰 ‘유사성’

  5장 1.3절에서 다루었듯이, 리뷰 논문들을 보면 ‘일부’일지라도 성차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젠더 연구를 직접 다룬 두 편의 논문은 ‘차이’보다는 
‘유사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출판 편향(publication bias)’ 때문에 유
사성보다 차이가 강조된다고 지적했다.
  먼저, 연구 영역에서 일어나는 출판 편향에 대한 지적을 살펴보자. Kaiser 등은 
출판 편향으로 인해 ‘성차’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보여주지 않는 데이터보다 더 자
주 출판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언어 처리에서 성차가 없음을 입증하는 많은 연구
들이 저널에 실릴 기회를 얻지 못할 가능성을 강조한 Binder 등(2000)의 논의를 
소개하며, ‘성 유사성을 입증한 미출판된 결과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aiser et al., 2009). 출판 편향에 대한 지적은 ‘진화론’으로 성차를 설명한 Kret 
& Gelder의 논문에도 나타난다. 이들은 감정 처리에서의 성차에 대한 연구들이 출
판 편향에 시달릴 수 있으며, 긍정적인 결과가 더 쉽게 출판된다고 지적했다(Kret 
& Gelder, 2012).
  Schinzel은 과학의 영역뿐만 아니라 대중 매체에서도 ‘출판 편향’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지나친 일반화’로 ‘성차’가 있다고 결론 내린 Shyawitz 등
(1995)의 연구는 이후 여러 곳에서, 특히 대중 매체에서 ‘성차의 과학적 증거’로 
잘못 인용되었다. 그러나 후에 더 많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언어 과제에서의 성차를 
조사한 Frost 등(1999)은 유의미한 성차가 없음을 보였지만, 이 “과학적으로 타당
하고 더 나은 연구는 결코 대중 매체에서 인용되지 않았다.” 이후 언어 과제에서의 
성차를 기록한 수많은 연구들이 출판되었는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연구보다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특히 성차를 기록한 연구가 논평자(reviewer)에게 
더 흥미롭고 출판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 같다”는 것이 Schinzel의 추측이었다
(Schinzel, 2011: 174-175).
  더 나아가 Kaiser 등은 “뇌에서의 성차가 사실로 여겨질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논문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전통적인 과학 패러다임
(historical scientific paradigms) 때문에 차이에 대한 진술을 유사성에 대한 진
술보다 적절하다고 받아들이는 지식 생산 환경(knowledge production settin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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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변수”로 ‘성차’를 보아야 하며, fMRI 조사로 남녀 뇌가 다르다고 결정할 때 
패러다임적ㆍ방법론적ㆍ통계적 이슈들이 출판 이슈만큼 깊이 얽혀 있다고 주장했
다(Kaiser et al., 2009: 56).

3.3. 남녀의 차이, 경험과 학습의 결과

  많은 연구자들이 성차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수용하지만, 성차가 왜 나타나는지
를 설명할 때는 보다 조심스럽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Whittle 등은 감정 처리에
서의 뇌의 성차를 연구한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를 설명할 때, 먼저 이를 진화론과 
연결시켰다. 하지만 이들은 이어서 ‘경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부모가 소녀와 소
년을 양육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해서 성차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뇌 영상 연구에서 성차가 무시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성
차가 나타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보다, 이를 정확하게 알려면 더 많은 연구
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앞으로의 연구는 성차를 설명하는데 
진화론과 경험 이론 이외에 다른 생물학적 요소나 환경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유전자와 호르몬 역시 성차에 영향을 미치며, 태아기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남녀 태아의 뇌를 다르게 발달시키는 등 환경 요소도 뇌 기능의 성차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Whittle et al., 2011; 윤선희, 2012). 이처럼 여
자가 남자보다 감정적이라는 고정관념을 인정하면서도 ‘차이’의 원인에 대해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점은 페미니즘을 비롯한 여러 학문 분야들이 
연구자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언어 영역에서의 성차를 조사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던 Kaiser 등은 뇌의 성차를 
보여주었던 연구들에 비판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차이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생물학적인 결정론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경계했다. fMRI 연구에서 성차가 발견
되더라도, 이 발견 자체는 성차가 ‘불변의 고정된 상태(condition)’인지, 행동 및 
경험의 원인이나 결과인지에 대해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fMRI 실험 세팅에 경험이 국부적 뇌 활성화(regional brain activation)에 미치는 
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다. 이들은 ‘경험’으로 뇌의 차
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 위해, 결론에서 ‘뉴런의 가소성’ 개념을 소개했다. 
이 개념은 “경험에 의해 뉴런 네트워크가 수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남녀 뇌의 
차이가 경험과 학습에 의해 나타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Kaiser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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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런의 가소성’ 개념을 고려하면, 뇌의 성차가 고정되고 불변인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의 경험에 열려 있는 것’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Kaiser et al., 2009; 윤선희, 
2012: 206). ‘뉴런의 가소성’ 개념을 통해 경험이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3.4. 성인지 의학, 그리고 담론들의 상호작용

  성차가 있다고 주장한 대부분의 리뷰 논문들은 ‘성인지 의학’의 정신을 보여주었
다. 이 논문들은 대개 성차의 생물학적 요소를 강조하며, 성차 연구가 정신질환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는 직접적으로 또
는 간접적으로 다양한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리뷰 논문들에 
나타나는 이런 양상들 역시 페미니즘과 생물학 담론을 중심으로 여러 담론들이 논
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먼저, 성차 연구의 임상적 함의를 언급한 논문들이 이를 서술하는 방식을 살펴
보자. Gong 등은 뇌 연결성의 젠더 차이에 대한 연구들을 리뷰한 후, 많은 뇌 장
애가 젠더에 따라 발생 정도와 임상적 특징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자폐증 증상을 더 많이 보이고, 남녀가 정신분열증에 대해 다른 증상을 보
인다는 것이다. 이들은 뇌 연결성에 기반한 차이로 정신질환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하며, 앞으로의 연구가 다양한 뇌 질환(brain diseases)의 젠더 차이와 
젠더 특정적인 뇌 연결 패턴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야 한다고 전망했다(Gong et 
al., 2011). Cosgrove 등도 다양한 정신 질환의 발현 등에 성차가 있음이 증명되
었다며, 뇌 기능, 뇌 형태학, 뇌 신경화학에서의 성차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경향
이 있고, “특정 유형의 신경정신질환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
다. 이들은 또한 건강한 뇌에서 성차가 발견되었다는 점이 신경정신질환 상태인 뇌
의 성차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Cosgrove et 
al., 2007: 852).
  Cahill도 뇌 기능을 이해하는데 ‘성 영향(sex influences)’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신질환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
다. 성(sex)에 따라 알츠하이머, 정신분열증, 중독 등 정신질환의 발생 빈도, 증상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병을 이해하고 치료하기 위해 ‘성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다. 이를테면 그 동안 중독에 대한 기능적 뇌 영상 연구는 남자만 연구해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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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남녀가 다른 프로세스로 약물 신호에 반응한다는 점이 밝혀졌으며, 따라서 연
구자들은 남녀에게 같은 치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다. Cahill
은 특히 성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 “다수의 뇌장애를 완전히 이해하는데 필수적”이
며, 성 영향이 무시할만하다는 가정은 과학의 진보를 지연시킨다는 점을 초록에 실
어, 뇌에 성차가 있다는 점과 성차 연구에 임상적 함의가 있다는 점을 동시에 강
조했다(Cahill, 2006). 이후에 Jazin & Cahill(2010)은 병의 진행, 병리 과정, 회복 
메커니즘에서 신경질환 및 인지능력 모델과 연관된 많은 유전자들이 성 편향(sex 
biases)을 갖는다는 동물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성염색체 보완물(sex 
chromosome complement)이 뇌에 성차가 나타나도록 체세포를 조절한다는 연구 
결과가 임상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Lenroot & Giedd도 성차의 ‘치료적 함의’에 주목했다. 뇌 발달의 성차는 ‘치료’
가 남녀에게 같은 효과를 주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들은 
아동기와 사춘기에 남녀가 어떻게 다르게 발달하는지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치료
와 교육에 도움이 될지라도, 이 차이는 ‘집단 평균(group averages)’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차가 있을지라도 남녀 사이에는 겹치는 부분도 상당
히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아이들의 뇌 차이가 인지 전략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능력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Lenroot & Giedd 
2010). 이처럼 이들은 성차의 임상적 함의에 주목하면서도 이 차이가 ‘집단 평균’
이며 능력 차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5장 2.2절에서 언급했듯이 성차를 
진화론으로 설명하거나 젠더 기대치 등 여러 요소들이 사춘기 남녀 아이들의 뇌를 
다르게 발달시킬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런 점은 Lenroot와 Giedd 같은 정신의학
자들 역시 자신들이 조사한 성차 연구 결과를 설명할 때, 여러 담론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성차의 생물학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논문들이 성차의 임상적 함의를 
다루는 방식을 살펴보자. Ngun 등은 호르몬뿐만 아니라 유전자도 남녀의 생물학
적인 차이를 만든다며, 생물학적인 성(sex)이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서 고려되어
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서론에서 생물학적 차이가 “차별이나 성
차별(sexism)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면서도, 이 차이를 잘 
이해하면 연구자와 임상의들이 중요한 이슈를 더 잘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
망했다. 우리가 성차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면서 젠더 기반 생물학 및 의학
(gender-based biology and medicine)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분야는 과학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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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각 성(sex)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Ngun 등은 남녀가 다
른 질병에 취약하고 같은 질병에 대해서도 다른 약에 효과를 보기 때문에, 성차의 
생물학적 기반을 연구하면 남녀의 건강관리(healthcare)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
라고 기대하며 이를 초록에 명시했다(Ngun et al., 2011: 227). 이처럼 성차 연구
의 임상적 함의를 강조하면서도 이 차이가 ‘성차별’로 연결되면 안 된다고 언급한 
점은, 이들 역시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Bao & Swaab도 사회 환경이 아닌 유전자와 성호르몬이 ‘젠더 정체성’에 영향
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동시에 성차 연구의 임상적 함의를 언급했다. 이들은 “뇌의 
성차가 행동의 성차와 신경정신질환의 성차의 성질(nature)을 이해하도록” 해주며, 
이런 이해를 통해 성 특정적인 치료 전략과 예방 전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Bao & Swaab, 2010: 563). 이들이 ‘젠더’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사
회 환경이 아니라 ‘생물학적 요소’가 젠더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표현한 점은, 
4장 4.1절과 4.2절에서 제안했듯이 과학자들이 무의식적으로 페미니즘 담론의 영
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는 5장 1.3절에서 소개한 Gong 등(2011)의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소결: 성차 담론들의 상호작용

  지금까지 우리는 신경과학 리뷰 논문들을 중심으로, 과학의 영역에서 성차 담론
들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논문 저자들이 지적 배경에 따라 
‘신경과학 성차 연구 결과들’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페
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저자들은 차이보다 유사성을 강조했고, 경험으로 뇌의 성차
를 설명하기 위해 ‘뇌 가소성’에 주목했다. 반면, 다른 저자들은 페미니즘의 정신을 
바탕으로 나타난 성인지의학의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성차를 강조했고, 이 차이를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려 했다. 
  더 나아가 일부 리뷰 논문에는 페미니즘과 진화론의 영향이 더 직접적으로 드러
나기도 했다. 진화론 등의 생물학을 기반으로 ENA 이론을 제안한 논문은 학습이 
성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인 파
우스토-스털링(1985)의 논의를 비판하며 ‘생물학’이 성차의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
했다. 반면 젠더 연구의 영향을 받은 두 편의 논문은 ‘섹스와 젠더가 얽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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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모던 페미니즘 담론을 인용하며 사회적 맥락으로 뇌의 생물학적 성차를 설
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른 리뷰 논문들의 경우, 연구자들은 ‘성차의 임상적 함의’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다양한 생물학 담론과 
페미니즘 담론을 동원하여 ‘성차 연구 결과들’을 이해하고 해석했으며, 이 과정에
서 담론들이 섞이기도 했다. 이런 점은 연구자들이 ‘과학적 사실’을 해석하여 담론
을 만들 때 여러 담론들이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의미할 수 있다. 이처럼 ‘성차의 
과학’에는 여러 이론들의 영향이 비슷한 방식으로, 그리고 다양한 수준으로, 혼재
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신경과학 분야에서 연구자들은 여러 분야의 담론들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수준
의 성차 담론을 만들어 내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담론이 다시 해당 분야의 담론을 
강화하기도 한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Kaiser 등(2009)과 Schinzel(2011)은 페미니
스트 과학기술학자 파우스토-스털링(2000)을 인용하여 ‘경험’이 뇌의 생물학에 영
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들의 논의는 다시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
에서 인용되었다. Meynell(2012)은 ‘뇌 영상 연구가 젠더 본질주의를 강화한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Kaiser 등(2009)과 Schinzel의 2006년 연구 결과를 인용했는
데, 이런 점은 페미니즘, 진화론, 과학기술학, 신경과학 분야에서 성차 담론들이 다
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4장과 5장에서 우리는 과학의 영역에서 연구자들이 자신이 접한 담론의 영향을 
받아 ‘과학적 사실’을 이해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수준의 성차 담론들을 만들어낸
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페미니즘 담론들의 영향으로 과학자들은 ‘성차의 원
인’과 ‘성차 연구 결과에 대한 함의’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
고 이렇게 만들어진 신경과학 성차 담론들은 다시 다른 분야의 담론에 영향을 미
치기도 했다. 이런 점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성차 담론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작용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과학의 영역에서 만들어진 성차 담론들이 대중의 영역
으로 이동하면서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6장에서는 뇌과학 대중서들을 분석함
으로써, 신경과학 연구 결과가 대중서에서 왜곡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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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대중서에서 왜곡되는 성차 담론

  성차에 대한 논문을 쓰는 과학자는 조심스럽지만, 동료 평가를 거치는 저널
(peer-reviewed journals)의 세계 밖에서 과학자와 심리학자들은 좀 더 대담해진
다는 조던-영(2011)의 이야기처럼, 연구 논문에서 조심스럽게 다뤄지는 ‘성차’에 
대한 이야기가 대중서와 언론에서는 과장되고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 신경과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파인이 지적한 뉴로섹시즘의 문제는 신경과학 연구 자체보
다는 ‘과학의 권위’에 기대어 젠더 고정관념을 되풀이하는 뇌과학 대중서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8권의 대중서 중 카트린 비달의 책을 제
외한 7권의 대중서들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뇌’로 설명하며, 이러한 남녀의 차
이가 선천적이라고 서술했다. 즉, 성차가 남녀의 본성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은 성차를 조사한 신경과학 연구 결과 자체도 
비판적으로 분석했지만, 신경과학을 근거로 남녀의 뇌의 차이가 정신의 차이를 만
들어낸다고 주장하는 뇌과학 대중서들도 비판했다. 블룸에 의하면, 브리젠딘과 슐
츠 같은 대중서 저자들은 자신이 생물학적 결정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들
의 책에는 여성이 본질적으로 양육자이며 갈등을 잘 조정한다는 메시지가 있다. 이
들은 여성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지만, 성공하기 위해 여성은 ‘그들의 석기 시
대 뇌’와 싸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런 메시지는 결국 사회 문제가 남녀
의 선천적인 차이의 결과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블룸은 이들이 편안한 일화와 과학
적 권위를 섞어 기존의 젠더 고정관념을 지지함으로써 현재 상황을 강화하고 있으
며, 이들의 주장은 결국 ‘생물학이 운명’이라는 오래된 주장의 최근 버전이라고 지
적했다(Bluhm, 2012). 블룸의 분석은 대중서 저자들이 생물학적 결정론에 비판적
인 페미니즘 담론을 의식하면서도 결국 젠더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메시지를 만든
다는 점을 보여준다. 
  6장에서는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7권의 뇌과학 대중서를 중심으로, 대중서 저자
들이 성차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방식을 살펴보겠다.23) 특히 남녀가 선천적

23) 6장에서 대중서를 직접 인용한 인용문 중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은 모두 필자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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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르다고 주장하기 위해 페미니즘과 신경과학, 그리고 진화론을 동원하는 방
식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대중서 저자들은 페미니즘을 의식하면서도, 페미니즘 정
신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남녀가 선천적으로 다르다는 ‘과학적 진실’을 받아
들였을 때 양성 평등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과학적 진실’을 
만들기 위해 뇌 영상 연구를 비롯한 신경과학 연구 등을 편향되게 인용하거나 왜
곡하고 있었고, 그 결과 남녀 차이에 대한 편견을 재생산하고 있었다. 그리고 진화
심리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페미니스트 진화심리학자의 연구를 편향되게 
인용함으로써, 남녀가 선천적으로 다르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었다. 

1. 대중서의 페미니즘 의식

  fMRI 성차 논문들이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았다면, 뇌과학 대중서들은 페미니즘
을 의식하고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페미니즘의 주장에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다. 경험이 남녀 차이를 만들며 ‘근본적인 성차가 있다’는 주
장은 사회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페미니즘의 통찰을 의식하고 일
부 수용하면서도, 남녀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이 뇌과학 
대중서들의 공통점이다. 4장 4.2절에서 보였듯이, 대중서들은 ‘정치적 올바름’을 추
구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과학이 성차의 존재를 말하기 힘들어졌다고 호소하며, 
선천적인 남녀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절에서는 대중서 저자들이 페
미니즘을 의식하면서도 결국은 남녀가 생물학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며, ‘양성 평
등’을 위해 근본적인 성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페미니즘 정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점을 보이겠다.

1.1. 페미니즘 담론의 수용: 평균적인 차이, 개인차

  대중서 저자들은 남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이 차이가 평균적인 차이이며 집단 내에 개인차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
다. 7권의 대중서를 쓴 6명의 저자 모두가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차이가 ‘평균적인’ 

하기 위해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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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 때 저자들은 각각 다른 수준으로 ‘평균적인 차이’가 
의미하는 바를 서술했다.
  먼저, 무어ㆍ제슬은 남녀 차이가 평균 차이임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평균적인 남성과 평균적인 여성에 대해 이야
기한다는 점을 언급하기는 했다. 남성이 여성보다 키가 크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
떤 여성은 어떤 남성보다 클 수 있고, 더 나아가 기술, 재능, 능력의 성차에는 키
의 성차보다 훨씬 큰 통계적 편차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어ㆍ제슬은 이처럼 
예외가 있더라도 평균적인 규칙이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적성 검사에서 
남녀의 평균 점수가 다르며, 이런 차이가 직업에서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데 크
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서 남성의 공간 지각 능력과 여성의 언어 
능력을 그 예로 들었다(무어ㆍ제슬, 2009). 이들은 성차가 ‘평균적인 차이’임을 언
급하면서도 남녀의 능력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젠더 고정관념을 보이면서도 이를 ‘평균적인 차이’로 포장하는 방식은 브
리젠딘의 서술에서도 나타난다. 브리젠딘(2007: 21)은 정서와 기억을 형성하고 유
지하는 역할을 하는 해마상융기가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크다는 점이 “평균적으
로 여자가 감정을 더 잘 표현하고, 미세한 정서적 경험을 더 잘 기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표현했다. 여성이 감정과 관련된 능력에 더 뛰어나다는 일종의 고정
관념을 ‘평균적인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와 달리, 배런코언은 ‘평균적인 차이’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며, 남녀가 
다르다는 자신의 주장이 ‘특정 개인’에게 적용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 
중에는 E형(empathizing type) 뇌, 남성 중에는 S형(systemizing type) 뇌를 가
진 사람이 더 많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주장이 모든 여성이 E형 뇌를, 모든 남성이 
S형 뇌를 가졌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자신은 단지 남녀 차이의 ‘통계적 
평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며, 성차를 조사하는 것은 사회적 영향과 생물학적 
영향이 남녀에게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지만, ‘특정 개
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성 전형화’가 옳지 않고 
해로우며, 많은 사람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평균 범위 밖에 있음을 과학은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다(배런코언, 2007). 배런코언은 남녀가 다른 뇌를 갖는다고 하면
서도, ‘성별’이 뇌 유형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은 셈이다.24)

24) 본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네티즌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배런코언의 책을 
읽은 일부 네티즌들은 ‘개인차’를 강조한 배런코언의 영향을 받아 다른 대중서를 읽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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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저자들은 ‘평균적인 차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성차를 이야기하면서도 
개개인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표현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슐츠는 여성의 뇌가 
남성의 뇌와 다르다고 하면서도, “내가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남성과 여성의 
뇌가 그만큼 다르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여자들 사이에도, 그리고 남
자들 사이에도, 뇌가 여성화되거나 남성화된 정도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변동 폭의 한 극단에 전통적인 남성 뇌가, 반대편 극단에 전통적인 여성 뇌가 있
다는 것이 슐츠의 설명이었다(슐츠, 2006: 54). 거리안 역시 뇌에 성별이 있고, ‘주
로’ 여자 아이는 여성 쪽으로, 남자 아이는 남성 쪽으로 기울지만, 어떤 남자 아이
는 여성 쪽으로, 어떤 여자 아이는 남성 쪽으로 기우는 성향을 보이기도 하며, 양
성적인 뇌를 가진 아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남자가 감정적으로 더 약
하다고 하면서도 수많은 예외가 있다는 점을 덧붙여 언급하기도 했다. 개개인의 뇌 
활동은 다양하게 일어나며, 개인의 성격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거리안, 
2012).
  비슷한 의미로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언급한 저자도 있다. 핀커는 여자가 남자
보다 감정 이입을 더 잘한다고 하면서도 모든 여자가 모든 남자보다 감정 이입을 
더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개개인은 다양하며, 집단 평균은 ‘개인’에 대해
서는 ‘거의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각각 ‘미리 설정
된’ “감정 이입의 생물학적 범위를 갖고 있으며,” 이후의 경험이 이를 조정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개인차’가 나타나는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남
녀의 감정 이입 수준을 측정해보면 두 성 간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핀커의 설명
은 양성의 ‘유사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핀커, 2011: 141).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대중서들이 성차를 설명하면서도 이를 ‘평균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개인차’나 ‘젠더 유사성’이 있음을 언급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차이
를 이야기하면서도 대개는 극단적인 주장을 피하고 예외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7장 1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런 식의 조심스러운 서술은 책의 요지를 이
야기할 때는 생략되는 경향이 있다. 

1.2. 성차가 나타나는 원인: 사회문화적 요소의 인정, 생물학적 요소의 강
조

티즌보다 ‘평균적인 성차’가 개인을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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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차이’를 이야기하며, 대중서 저자들은 양육이 성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경험과 학습만으로는 남녀 차이를 설명할 수 없
으며, ‘생물학적인 요소’가 성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중서 저자들은 사회문화적 요소를 인정하면서도 생물학적 요소를 더 중
요하게 생각했는데, 이 소절에서는 대중서 저자들이 성차의 원인을 설명하는 방식
을 살펴보겠다.

페미니즘과 반대되는 해석: 행동의 성차와 선천적인 성차의 인과관계

  배런코언은 남녀의 심리 차이가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 힘’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과거의 생각이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러 실험실의 증
거들이 “남녀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는 것이다(배런코언, 
2007: 30). 그러면서도 그는 이런 말을 덧붙인다.

물론 우리는 남녀 차이가 생물학적 요인에서만 비롯한다고 가정하는 것도 조심해
야만 한다. 그렇게 하면, 1960년대에 범한 오류, 즉 흔히 모든 남녀 차이는 사회화를 
반영한다고 가정하는 것과 반대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나는 여성과 남성의 마음
이 서로 그 기본이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싶다. 여성과 남성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면, 이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진실일 것이다(배런코언, 2007: 30-31).

즉, 남녀가 생물학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생물학적 요소만으로 성차
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이 진실’이 앞으로 
‘공정한 교육과 양육’으로 인해 양성 불평등이 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
했다(배런코언, 2007). 
  하지만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서 그가 페미니스트들이 이해한 방식으로 양육의 
역할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아들이 울지 않고 용감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하는 부
모에 대한 배런코언의 설명을 보자.

이런 태도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부모들은 아들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막
으며, 따라서 딸과는 다른 성 역할을 사회화하는 것일 수 있다. ... 그러나 다른 해석
은 여자 아이들이 자기 통제를 더 잘해서 ... 감정을 절제하라거나 충동을 억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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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주 경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그러므로 부모가 남녀 아이를 다르게 대
하는 것은 남녀의 근본적 차이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부모가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를 다르게 대하는 것은 남녀 아이의 행동 
차이를 일으키는 원인일 수도 있고 거기서 비롯된 결과일 수도 있다(배런코언, 2007 
: 179-180).

즉, 배런코언은 부모가 아이를 다르게 대하기 때문에 행동에서 성차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남녀 아이들이 원래 다르기 때문에 부모가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를 다르
게 대할 수도 있다고 서술한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무의식적인 성 차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아이가 무엇을 이
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어머니의 말하는 스타일이 달라진다는 매코비
의 지적을 소개했다(배런코언, 2007: 181). 이는 배런코언이 ‘남녀 아이들이 다른 
이유가 성차별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서술에서도 드러난다.

요컨대 문화에 따라 남녀 차이가 생긴다는 문화적 결정주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긴 하다. 분명한 예는 부모가 아들과 딸에게 서로 다르게 말하는 것에서 볼 수 있
다. ... 그러나 어떤 남녀 차이는 너무 일찍부터 나타나서 남녀 차이가 순전히 문화 
때문에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어떤 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문화에서 영향
을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 매우 애쓴다. 이런 부모들은 아들에게 인형을 사 주거나 
딸에게 장난감 트럭을 사 준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자기 성에 맞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려고 한다. 이는 단순히 또래와 대중 매체의 영향이 부모의 영향보다 강하
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중 매체나 또래 집단이 어
린아이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전인 매우 이른 시기에도 남녀 차이는 나타난다. (중
략)

남녀가 다르게 행동하게 되는 데는 문화적 요인 말고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생물학적 요인이 유일한 대안이다(배런코언, 2007 : 186). 

이처럼 배런코언은 문화가 성차를 만든다는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듯했지만, 결국 
남녀의 행동 차이의 원인으로 ‘생물학적 요소’를 강조했다.
  부모의 양육 방식에 대한 무어ㆍ제슬의 설명 역시 ‘선천적인 성차’를 전제하고 
있다. 이를테면 이들은 양육과 사회적 환경이 뇌 구조의 차이보다 성차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보통 양육의 영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엄마들이 남자 



- 186 -

아이는 거칠게 다루지만 여자 아이와는 대화를 더 나누기 때문에 남자 아기와 여
자 아기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다(무어ㆍ제슬, 2009).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엄마가 성별에 대한 선입관을 심어
주는 것이 아니라 혹시 유아의 요구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엄마들은 여자 
아기는 안아주었을 때 좋은 반응을 보이고, 남자 아기는 보다 거칠게 대했을 때 더 
좋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런 요구를 충족시키기를 원할 수도 있다. 
여자 아기가 달래는 소리와 부드러운 얼굴에 더 반응을 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엄마
들은 뇌가 선호하는 행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부응하려고 한다. 아기가 
오히려 엄마를 조종하여 자신의 선천적 요구를 충족시키게 만드는 것이다(무어ㆍ제
슬, 2009: 98).

즉, 이들은 엄마가 남자 아기와 여자 아기를 다르게 다루기 때문에 성차가 나타나
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성차가 있기 때문에 아기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
르게 대하게 된다고 해석했다. 역시 페미니즘의 설명과 반대로 인과관계를 해석한 
것이다.

본성과 양육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뇌

  브리젠딘의 경우에는 양육의 역할을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브리젠딘
(2007)은 본성과 학습이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둘 다 아이의 발달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양육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생물학을 기
본으로 두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표현에서도 드러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 시절부터 남자 아이는 여자 아이보다 여러 가지 활발한 
움직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이런 차이점들은 문화와 양육, 교육 등으로 강화되
기도 하지만, 그 최초의 출발점은 바로 뇌다(브리젠딘, 2010: 29).

문화도 성차에 영향을 미치지만, 남녀 차이의 출발점은 ‘뇌’라고 확언한 것이다.
  물론, 여기서 차이의 출발점이 ‘뇌’라는 서술이 ‘차이가 본질적’임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닐 수도 있다. 생물학이 차이를 만들지만, 생물학도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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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브리젠딘의 2007년 책과 2010년 책을 보면, 이런 개념이 일부 담겨 있다. 
브리젠딘은 처음에는 생물학적 본성이 남녀 차이를 결정하지만, 사회문화적 경험이
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뇌와 신경세포의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강화한다고 설명했
다. 유전자와 호르몬이 뇌를 만들지만, 주변 환경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뇌를 다
듬는다는 사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브리젠딘, 2007). 그리고 이후에는 뇌 
구조가 일생 동안 계속 변하며, 유아기에 여자보다 감정적이었던 남자가 사회적 압
력과 양육, 생물학적인 요소로 뇌 회로가 달라진다고 설명하기도 했다(브리젠딘, 
2010).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브리젠딘이 ‘양육’의 역할을 크게 생각한 것 같지는 
않다. 브리젠딘의 책들은 전반적으로 생물학을 강조하고 있으며, 양육의 역할은 크
게 언급되지 않았다.
  생물학을 보조하는 것으로 양육의 역할을 설정하며, 브리젠딘은 본성과 양육의 
상호작용으로 ‘여성의 본능’을 설명하려 했다. 브리젠딘(2007: 25)은 “타고난 본성
과 양육 과정의 결합을 통해” 여자의 뇌에 특정한 행동이 프로그램화되며, 이 프로
그램으로 인해 “여자들만의 고유한 생물학적 본능”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성과 양육이 ‘여자의 생물학적 본능’을 만든다고 제안한 셈인데, ‘양육’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본능’을 만드는 요소로 연결시켰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브리젠딘은 생물학만으로 모든 성차를 설명할 수 없으며, ‘본질적인 성
차’를 이해하기 위해 양육의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브리젠딘, 2010). 
브리젠딘의 이런 견해는 다음과 같은 표현에서도 나타난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뇌는 재빨리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행동 방식을 배운다(브리젠딘, 2010: 16).

그리고 이런 설명들은 생물학적인 성차를 깊이 이해할수록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
념을 제거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아빠 뇌가 헌신적이고 보살
피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은 ‘남성성’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다(브
리젠딘, 2010).25)

  하지만 결국 브리젠딘도 ‘생물학’이 남녀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열쇠라고 
생각했다. 그는 남녀의 유전자 코드는 99% 이상이 같지만, 1%의 차이가 ‘신경계

25) 하지만 ‘헌신적인 아빠 뇌’에 대한 브리젠딘의 설명에 일관성이 있지는 않았다. 그는 생
물학 연구 결과는 공격적인 수컷이 더 훌륭한 양육자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브리젠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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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포 하나하나에 영향을 미쳐’ 남녀의 ‘결정적 차이’를 만든다고 서술했다(브리
젠딘, 2007). 다음은 호르몬과 뇌가 남녀의 생물학적 운명을 다르게 만든다는 브리
젠딘의 서술이다.

성호르몬의 분비로 인해 달라진 뇌구조는 여자와 남자의 서로 다른 생물학적 운명
을 규정한다. 나아가 현실을 바라보는 렌즈에 서로 다른 색깔을 입히게 된다(브리젠
딘, 2007: 34).

여아의 유전자와 호르몬은 뇌로 하여금 사회적 관계야말로 삶의 핵심이라고 말하
게 한다(브리젠딘, 2007: 48).

여자와 구별되는 남자만의 뇌구조와 호르몬 생물학 역시 남자만의 독특한 현실을 
창조한다(브리젠딘, 2010: 10).

덧붙여 브리젠딘은 여자 아이들이 높은 수준의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이러한 성차
가 ‘타고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비인간 암컷 영장류에 대한 연구가 그 
근거를 제공해 준다고 설명했다(브리젠딘, 2007). 또한 브리젠딘(2010: 258-259)은 
남자 뇌의 생물학을 이해하면 남자의 현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며, “행동과 자
기주장, 거친 놀이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에게 새겨져 있다”고 서술하기도 했다.
  비슷하게, 슐츠도 많은 연구들이 학습을 통해 뇌가 변화한다는 점을 입증했다며, 
경험이 뇌와 뇌의 체계를 변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남자의 
뇌는 감정을 무시하도록 적응한 반면, 여자들은 감정을 잘 털어놓게 된다는 것이
다. 그는 더 나아가 변화한 현대 사회의 경험이 여성의 뇌를 변화시켰다고 진단했
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와 어머니의 자궁 내 환경이 결합하여 ‘전형적인 여
성 뇌’를 만들어내는데, 성장하면서 유전자가 사회에 맞게 변화하고 적응하게 된
다. 그 결과 현대 사회에서는 변화하는 세상에 맞게 뇌도 변화하여, 이제 ‘전통적
인 여성의 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현대의 여성은 ‘새로운 여성의 뇌’를 갖게 
되었다. 여성이 남성의 역할과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동시에 처리하는 법을 배우
면서, 여성의 뇌가 ‘물리적이고 기능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슐츠, 2006).
  이처럼 보편적인 ‘새로운 여성의 뇌’를 이야기하면서도, 슐츠는 생물학적 요소와 
경험적 요소가 여성 개개인을 다르게 만든다는 점도 언급했다. 사람마다 뇌도 다르
고, 여성 개개인이 각각 유일무이한 존재이며, 생물학적인 요소와 경험적인 요소 



- 189 -

모두가 ‘독특한 여성의 뇌’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런 그의 견해는 호르몬과 삶의 
경험이 ‘여성화된 혹은 남성화된 뇌 스타일’을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표현
이나, 독특한 여성의 뇌가 “유전자, 기질, 성격, 그리고 후천적인 삶의 경험의 산
물”이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태아기 뇌가 호르몬의 영향으로 특정한 재능
을 갖도록 발달하게 되지만, 교육, 양육, 영양 섭취, 사회적 지위, 정신적 외상 등
에 의해서도 평생 동안 발달하고 변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슐츠, 2006: 99-100, 
135).
  한편, 생물학적인 요소와 성차의 관계에 대한 슐츠의 설명에는 독특한 부분이 
있다. 보통 대중서 저자들은 생물학적인 요소가 남녀의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
명한다. 이를테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남성이 더 공격적이며, 그 결과 더 높
은 사회적 지위를 얻는다는 식이다. 그러나 슐츠는 이런 부분을 다르게 서술했다.

성취, 사회적 신분, 그리고 권력은 몸과 뇌에 흔적을 남긴다. 수컷 원숭이에 관한 
연구를 보면 사회적인 지위가 호르몬의 수치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한다. 원숭이들
이 보다 우세해지고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면, 그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올라간
다. 하지만 원숭이 사회에서 권력과 지위가 쇠퇴하고 복종하는 행동이 늘어나면, 테
스토스테론 수치가 내려간다. 열대 담수어인 시클리드는 다른 물고기가 텃세를 부리
면 부릴수록 시상하부에 있는 세포들이 테스토스테론으로 인해 더 많이 부풀어 오른
다. 당신의 사회적 지위가 변하면, 당신의 뇌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슐츠, 
2006: 72).

즉, 슐츠는 생물학이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성취가 몸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것이다. 
  이런 견해는 다음과 같은 서술에서도 나타난다.

여자들이 법 집행, 소방, 군 복무와 같은 매우 경쟁적이고 남성적인 분야에 보다 
많이 진출하면서 스트레스로 인한 테스토스테론 수치 또한 높아진다(슐츠, 2006: 
81). 

이 역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여성이 남성적인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남성적인 분야에 더 많이 진출하게 되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아진
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서술은 환경 변화와 호르몬 변화가 ‘여성 뇌의 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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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에 이어서 나타났는데, 조화되지 않는 두 서술이 연달아 
나타나는 점은 글을 쓰는 저자의 견해 역시 명확하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대중서 저자들은 어조의 차이는 있지만, 생물학이 차이를 만든다고 
하면서도 간략하게나마 양육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거리안(2012)도 
문화적 요소 때문에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의 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천부적 소질이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고, ‘뇌의 본질’이 다르다는 점이 가장 중요
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생물학적인 요소의 강조, 선천적인 남녀 차이

  이와 달리, 무어ㆍ제슬은 남녀가 생물학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책을 시작한다.

남성과 여성은 다르다. 함께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는 것만이 유일한 공통점이다.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재능이나 기술,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생물학
적으로 보았을 때 완전히 거짓말이다(무어ㆍ제슬, 2009: 13).

 

이들은 이어서 ‘뇌’가 다르기 때문에 남녀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남녀의 뇌가 “서
로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식, 가치의 우선순위, 행동에서 차
이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다시, 이런 서술은 ‘남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결론으로 이
어진다(무어ㆍ제슬, 2009: 13). 이런 표현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무어ㆍ제슬
의 『브레인 섹스』는 본 논문에서 다루는 대중서 중 가장 편향되어 있다. 
  이들은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녀가 다르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알지만, 이
를 말하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남녀가 다르다는 것은 상식이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다음 서술을 보자.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을 점유해 온 기간 전부를 놓고 보면 사실 인간은 남녀를 구
별하는 종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의 생물학적 특성은 호모 사피엔스에 속하는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른 기능을 부여했고, 우리의 진화는 그러한 남녀의 차이를 더욱 두
드러지고 정밀하게 다듬었다. 우리의 문명은 남녀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고, 우리의 
종교와 교육은 그것을 강화하고 있다(무어ㆍ제슬, 20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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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처럼 ‘생물학적인 특성’이 성차의 원인이며, 여성운동가들의 견해와 달리 
이러한 생물학적 특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음 서술을 보자.

남녀의 차이가 생물학적 특성에 기인한다는 주장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사회의 
기대에 의해 우리가 영향을 받고, 성역할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변화시킴으로써 현재 
우리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 일반적인 견해에 직격탄을 날린다. 여성 운동가
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에 불만을 가진 남성들은 대체로 우리가 성
별과 관계없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물론 남성과 여성의 뇌에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의지만으로 현재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을
까? 우리 뇌과학자들은 인간이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바꿀 수는 있으나 생물학
적 특성은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고 본다(무어ㆍ제슬, 2009: 64).

 

이들이 성차를 만드는 생물학적 특성으로 지목한 것은 호르몬이다. 호르몬이 뇌의 
성별을 결정하며, 뇌 구조의 차이는 남녀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는 이유와 
방식을 설명해 준다는 것이다(무어ㆍ제슬, 2009). 
  더 나아가 무어ㆍ제슬(2009)은 남녀가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으며, 이는 사회가 아닌 ‘타고난 특성’이 성별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
장했다. 다음 서술도 이들의 이런 생각을 보여준다.

출생할 때부터 남녀는 서로 다른 마음을 갖는다. 선천적인 뇌 구조의 차이로 남성
과 여성은 유아기부터 아동기에 걸쳐 점점 더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사회적 태도에 
의해 더욱 두드러지는 생물학적 특성은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른 가치, 야망, 행동 
등을 보이게 만든다(무어ㆍ제슬, 2009: 93).

원래 남성과 여성은 언제나 서로 다른 존재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남녀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조직된 뇌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남녀는 사고방식과 강점, 우선하는 가치 그리고 삶에 대한 접근법이 서로 다
르다. 이러한 남녀 차이는 살아가면서, 특히 청소년기에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할 때 
더 강화되고 정교해진다(무어ㆍ제슬, 2009: 166).

 

이들은 발달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아기들이 기본적인 뇌의 구조가 이미 정해진 
상태로 태어난다고 설명했다.
  무어ㆍ제슬은 남성의 뇌는 사물이나 이론을 더 잘 다루도록, 여성의 뇌는 감각 



- 192 -

자극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조직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감각 정보를 더 잘 받
아들이는 여성이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문화
가 여성의 강점을 더 강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 강점들 자체는 ‘선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출생 직후 여자 아기가 사람 얼굴에 관심을 보이고 남자 아기는 물체를 
보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또한 이들은 여성의 경우 인간관
계를 성공적으로 맺을 때, 남성의 경우 직업에서 성공할 때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
는 점을 남녀의 ‘결정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무어ㆍ제슬, 
2009). 이런 설명들 역시 남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그들의 생각을 잘 보여주
고 있다.
  이처럼, 무어ㆍ제슬(2009)은 사회화와 자기 훈련으로 본성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
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남녀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 차
이가 호르몬과 뇌의 상호작용 때문에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생물학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입장은 핀커에게서도 나타난다. 그는 이런 의문점으
로 책을 시작했다.

나는 생물학이, 정확히 말해서 운명은 아닐지라도, 성 차이에 대한 논의의 심층적
이고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서구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여자들이 일을 한다. 그러나 많은 선택권과 자유를 누리며 뛰어난 능
력과 재주를 가진 여자들이 주변의 남자들과 같은 길을 선택하는 것 같지는 않으며, 
설사 같은 길을 선택한다고 해도 그 수가 남자들만큼 많지는 않다. 장애물이 제거됐
는데도 여자들은 남자들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모든 ‘당위적 주장’을 잠
시 옆으로 밀어놓고 과학의 관점에서 성 차이를 살펴본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궁금해졌다(핀커, 2011: 12).

 

즉, 핀커는 양성 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현대 사회에서도 여성이 남성과 같은 
일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의문을 가진 것이다. 이런 의문 끝에 그가 내린 결
론은 “여자들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생물
학에서 찾았다. 핀커는 배런코언이나 기무라의 논의를 인용하며, 남녀 차이는 생물
학적으로, 특히 테스토스테론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핀커, 2011: 14).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대중서 저자들은 사회문화적인 요소가 성차를 만든다는 
페미니즘의 주장을 의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양육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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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를 페미니스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결국은 생물학이 차이를 만든다는 점을 강조했다.

1.3. 여성은 다르지만 열등하지 않다

  대중서 저자들은 성차에서 경험의 역할이나 개인차를 인정하면서도 남녀 차이가 
근본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차이’에 대한 이런 식의 서술은 페미니즘의 공격
을 받을 수 있다. 여러 대중서 저자들도 언급했듯이, 페미니즘은 오랫동안 ‘차이’에 
대한 주장이 ‘차별’을 정당화했던 상황에 문제를 제기해왔고, ‘근본적인 성차’가 있
다는 주장에 비판적이었다. 따라서 일부 대중서 저자들은 남녀의 차이가 어느 한 
성의 우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거리안은 뇌의 성차에 대한 자신의 설명이 남녀에 대해 선입견을 갖게 하거나 
남녀의 역할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각각의 아이들
은 저마다 고유한 객체이며, 남녀가 다르다는 것이 ‘한 성의 우월함이나 열등함’을 
입증하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남녀의 두뇌 발달에는 ‘각기 
다른 기술적 우월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남성이나 여성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월하다, 열등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남녀가 각기 다른 능
력에서 우월함을 보인다고 한 것이다(거리안, 2012). 비슷하게 슐츠(2006: 53)도 
전통적인 남자 뇌와 전통적인 여자 뇌에 대해 설명하며, “어떤 한 가지 뇌의 타입
이 다른 타입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를 뿐이다”라고 서술했다.
  배런코언 역시 이전에는 남녀가 다르다는 점이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열
등함을 의미한다고 가정했었다는 점을 소개하며, 이제는 성차 연구 분야에서 ‘신뢰
할 수 있는 과학자들’이  이런 잘못된 태도가 지속되지 않도록 조심한다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자신의 ‘공감하기-체계화하기(E-S) 이론’이 한 성이 다른 성보다 전
반적으로 지능이 높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배런코언, 2007). 거리안과 
배런코언의 해명 모두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차별’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페미니
즘의 입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런코언이 책을 준비한 시기는 1990년대였지만, 출판한 시기는 2003년이
다. 1990년대에는 ‘성차’ 문제가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민감한 것’이었기 때문에 
출판을 미뤄온 것이다. 그는 ‘페미니스트 여성 친구들’이 이제는 충분히 이러한 문
제를 논의할 수 있는 시기라고 설득한 후에야 책을 출판했는데, 이런 점 역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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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차 문제’를 연구하면서도 계속해서 페미니즘의 영향력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배런코언, 2007).

1.4. 양성 평등을 위한 성차 연구?: 페미니즘 정신의 자의적 해석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대중서 저자들은 페미니즘 담론을 의식하면서도 생물학
적 요소가 성차의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생물학이 차이를 만들며 남녀 
차이가 근본적이라는 주장은 페미니즘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중서 저자
들은 성차에 대한 지식이 양성 평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페
미니즘의 영향으로 성차별이 많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남녀가 여전히 다른 일
을 하고 있으며, ‘남녀의 선천적인 차이’가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인정했을 때 남녀 모두 서로에게 더 적합한 일을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양성 평등에 이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남녀의 성취 차이의 원인은 남녀의 관심 차이

  대중서 저자들은 페미니즘이 우리의 문화를 바꿨다고 인식한다. 페미니즘의 주장
에 힘입어 성차별적인 문화가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남녀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무어ㆍ제슬(2009)과 핀커(2011)는 그 
이유를 ‘남녀가 선천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26) 이들의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무어ㆍ제슬은 영국과 미국에서 성차별적인 교육은 많이 사라졌지만, 직업
의 세계에서 뛰어난 성취를 보인 여성이 드물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한다는 점, 뿌리 깊은 성차별 등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했지만, 이들이 주요하게 다룬 이유는 남성과 여성의 관심이 
다르다는 점이었다. 이를테면 대학에서 자녀가 없는 비혼 여성 교수보다 남성 교수

26) 예를 들어, 이들은 성 중립적인 환경에서 자란 키부츠의 아이들이 남자는 농사나 공장 
일을, 여자는 교육 분야의 일을 선호했다는 점을 들어, 평등한 환경에서 자란 남자 아이
와 여자 아이도 전통적인 성역할을 고수한다고 주장했다(무어ㆍ제슬, 2009; 핀커, 2011). 
하지만 이 사례를 근거로 한 이들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무어ㆍ제슬(2009)
은 ‘강력한 어떤 힘’이 남녀의 ‘타고난 뇌’ 속에 있다며, 남성들은 더러움을 못 느끼기 때
문에 청소를 못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런 설명에 대한 경험적 반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 195 -

가 더 많은 연구 실적을 냈는데, 그 이유가 남성은 ‘연구와 출간’에, 여성은 ‘교육
과 봉사’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남녀의 이런 차이가 남녀의 
‘뇌 편향’을 반영하며, 이는 ‘생애 초기’부터 남성은 사물과 힘의 세계에, 여성은 
인간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남녀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멈추고, 성차에 바탕을 두고 직업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무어ㆍ제슬, 
2009). 
  핀커(2011) 역시 페미니즘 사상이 수용되면서 차별이 많이 없어졌지만 직업에서 
‘완전한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이유가 남녀의 차이 때문이라고 판단했
다. 다음 핀커의 서술을 보자.

타고난 성 차이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과거의 폐해에 대한 핑계거리를 제공하기 때
문에 민감한 문제이다(핀커, 2011: 14).

2세대 페미니즘의 이면에 깔린 사상과 양성 평등을 위한 법률제정은 의도하지 않
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 둘이 합쳐지면서, 남녀의 모든 차이는 불공평한 관습 때문에 
만들어졌고 따라서 모든 상황이 공평해진다면 그러한 차이를 없앨 수 있으리라는 기
대가 생겨난 것이다. ... 그런데 2000년에 이르러서도 모든 직종에서 50대 50이 실
현되지 못하자 실망감이 크게 퍼졌다. ... 비록 스스로 원해서 그런 분야의 직업을 
포기한 여자들까지도 직장에서 여자 비율이 50퍼센트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이 억울
해한다. 이 수치의 이면에는 당연히 성차별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광범위
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성취수준이 높
은 여자들을 만나보고 자료들을 살펴본 결과, 나는 남녀의 관심사와 선호도가 이러한 
왜곡된 상황을 만들어낸 요인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같은 기회가 반드시 같
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핀커, 2011: 17-18).

즉, 핀커는 양성 평등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평등’이 이
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성차별 때문이기보다는 남녀의 다른 선호 때문이라고 생각
한 것이다. 사실, 남녀가 다른 선호를 보이는 이유가 문화적 요소 때문일 수도 있
지만, 핀커에게 이런 남녀의 선호 차이는 ‘근본적인 성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
되었다.
  핀커의 이런 판단은 할당제가 여성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이어진
다. 남자와 여자의 재능은 다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50대 50의 성 분할을 
주장하는 것”은 재능 있는 여자들이 원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재능 있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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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소질이 없는 분야에서 일하도록 압력을 가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핀커는 
산업공학자였다가 교사로 활동하고, 다시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한 여성
의 사례를 들어, 재능 있는 여성들이 물리학자나 공학자가 되기보다 사람들과 시간
을 보낼 수 있는 의사나 교수가 되는 것을 ‘선택’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다른 사
람과 마음을 맞추는 여성의 능력은 “아주 오랜 역사를 통해 여자들에게 내재된 성
향”이라고 주장했다(핀커, 2011: 108, 126).
  더 나아가 핀커(2011)는 ‘다른 사람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자들이 자
신보다는 타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게 된다’는 길리건의 주장을 소개하며, 지배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여자가 감정이입에 더 민감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신경과학은 감
정이입이 ‘좀 더 생물학적 충동’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핀커는 길리건
의 『다른 목소리로』를 ‘명저’라고 표현하며 이렇게 주장했지만, 길리건이 성차가 
본질적인지에 대해 입장을 유보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양성 평등을 위한 성차 연구

  이처럼 성차별이 많이 사라진 사회에서도 남녀가 다른 일을 하는 이유가 ‘근본
적인 성차’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대중서 저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차를 인정하고 
남녀가 각자 좋아하고 잘 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더 나아가 이들은 양성 평등을 위해 성차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제안
했는데, 이들의 논리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배런코언은 남녀의 능력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른 성을 억압하려
는 목적 없이도’ 성차 논의가 가능하고, 성차 문제를 다룬다고 해서 반드시 불평등
을 지속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확실한 지식을 획득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배런코언, 2007). 그는 남녀가 다르다는 자신의 주장이 
페미니즘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싶어 했는데, 다음과 같은 서술
은 그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구시대적인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여성도 똑같이 잘 할 수 있다
고 주장하였으나, 오늘날의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남성 대부분이 잘할 수 없으나 여성 
대부분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배런코언, 2007: 
38-39).



- 197 -

즉, 남녀가 잘하는 분야가 다르며, 여성이 잘하는 분야가 있다는 점에 페미니스트
들도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책 초반부에서 자신의 
‘공감하기-체계화하기(E-S) 이론’이 ‘여성의 기회 불평등’을 옹호하려는 보수주의자
들에게 사용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일부 있음을 인정했지만, 이 이론이 ‘진보적
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배런코언, 2007). 이처럼 배런코언은 책의 초반
부와 말미에 페미니즘을 의식한 여러 수식어들을 넣었지만, 결국 본문 내용은 성차
가 있으며, 문화가 아닌 생물학이 ‘근본적인’ 차이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이런 점은 
6장 2절에서 좀 더 살펴보겠다.
  다음으로 무어ㆍ제슬은 남녀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남성은 
지위와 사회적 계층에 집착하고 여성은 이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근본적
인 성차가 있다는 주장을 거부하는 것이 여성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남녀가 서
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무어ㆍ제슬, 
2009). 다음은 이런 입장을 보여주는 이들의 서술이다.

왜 여성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가치를 평가 절하하는 남성들의 가치체계를 의식적
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여성이 남성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신을 덜 행복한 여
성으로 만들려는 것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무어ㆍ제슬, 2009: 216-217).

이들은 여성이 남성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여성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일 때 더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듯하다. 물론 여성의 가치에 대한 
저평가를 수정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남성의 가치체계를 무시하면 권력에
서 멀어지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과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무어ㆍ제슬의 제안이 지나치게 단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거리안 역시 남녀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과도한 문화적 사
회화’가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며,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의 차이를 이해하면 아이
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화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남녀 아이들의 뇌가 다르기 때문에 학습 방법도 달라야 
하며, 그렇게 했을 때 더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거리안, 2012). 
  브리젠딘(2007)은 남녀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결국 여자들이 상처를 입게 된다
고 우려했다. 다음은 이런 우려를 표현한 브리젠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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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동등하다는 주장은 한편으론 여자의 현실, 즉 고통과 감수성, 질병 치료 등
에 있어서의 생물학적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 남녀가 다른 사고를 하며, 따라서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기는 과정 자체가 다름을 무시해버리는 결과를 낳으며, 또
한 생물학적인 성별 특수성과 여자 뇌의 재능을 과소평가하게 된다(브리젠딘, 2007: 
277).

이러한 서술 역시 여성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페미니즘의 정신을 담고 있으며, 
여기에는 성인지 의학의 정신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성차 연구’에 대한 브리젠
딘의 문제 의식을 살펴보면 성인지 의학의 정신을 볼 수 있다. 브리젠딘에 의하면, 
1990년대까지 생물학은 여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여자의 월경 주기를 
고려해서 데이터를 다루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 분야와 의학 분야에서
는 인간의 생리와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남자만 연구했고, 최근에야 이런 경향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브리젠딘, 2007; 브리젠딘, 2010). 이는 성인지 의학이 나
타나게 된 배경 설명에 해당한다. 이처럼 그는 여성을 위해 성차를 연구해야 한다
는 점을 밝혔고, 이는 의학 분야 성차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의미 있는 문제의식
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차이’가 본질적이라는 주장을 할 필요는 없다
는 것이 내 견해이다. 
  핀커는 성차를 인정하고 여성이 여성에게 적합한 일을 ‘선택’하도록 하는 편이 
모두에게 이롭다는 점을 좀 더 강하게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많은 경우 남녀는 
관심과 능력과 욕구가 다르다. 여자들이 남자들처럼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 생각
이 여자들에게 기회를 줄 때는 매력이 있었지만, 성차별이 줄어든 오늘날에는 그렇
지 않다. 따라서 성차를 제대로 이해하면 일부 특징의 유리한 점이 드러나고, 우리
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 
핀커의 제안이다. 남녀의 능력이 다르지만 여자들의 능력은 최근까지 별로 존중받
지 못했고, 사람들은 마음읽기 능력보다는 수학이나 과학에서의 재능을 더 주목했
다. 균형 잡힌 능력을 지닌 여성들에게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관심과 장점은 배제
한 채 수학ㆍ과학ㆍ사업 재능에만 집중하도록 조언했다. 그리고 이러한 조언은 많
은 경우 역효과를 불러왔다. 대다수의 여자들이 수입이 많은 일보다 남을 돕는 일
을 선호한다면, ‘극단적으로 남성적인 일’은 여자에게 맞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
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포스트 페미니즘 서구 민주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혜택 중 하나이다(핀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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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는 스스로 원해서 수입이 적은 직업을 선택한다. 그 때문에 임금 격차가 벌
어지기는 하지만, 이는 여성이 ‘성적 편견’의 희생자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
려 러시아 문학을 공부하고 싶은 여성이 50:50의 성비를 맞추기 위해 공학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이다. 따라서 핀커는 여성에게 선택
권이 적은 경우가 문제라고 주장했고, 여성이 선택해서 여성이 잘 할 수 있는 일
을 하면 사회에도 이롭고 여성들도 행복할 것이라고 제안했다(핀커, 2011). 다음 
서술은 이런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만일 감정이입과 언어유창성 쪽으로 기울어지는 여자들의 타고난 성향이 재능 있
는 내과의ㆍ교사ㆍ인권 변호사ㆍ편집자ㆍ보육교사를 만들어내는 데 일조한다면 그리
고 여자들이 이러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컴퓨터공학이나 소방활동 또는 여행업
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보다 많다면, 이것은 사회에도 이롭지만 그에 못지않
게 그녀들 개인의 행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핀커, 2011: 356).

아마 많은 남성들이 이 서술을 선호하겠지만, 이런 논리는 사실 여성을 가정에 묶
어놓기 위해 만들었던 18세기의 ‘상보성 이론’과 흡사하다. 
  핀커도 이런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그는 성차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여자들을 부엌으로 돌려보내려는 보수 반동 세력’에 가담하는 결과
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커는 ‘평균적인 성
차’를 더 섬세하게 이해했을 때 오히려 ‘진보’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쟁과 
성공을 추구하는 표준 독신 남성을 기준으로 근무 환경을 설계하는 대신, 여성을 
위해 출산 휴가, 융통성 있는 승진 과정, 시간제 근무 등의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때 여성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성차를 무시하면 가정에 충실하고 싶어 하
는 여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핀커의 진단이었다(핀커, 2011). 핀커의 
이런 현실 인식은 주로 가사에 책임을 지는 여성이 남성을 표준으로 하는 직장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을 잘 짚어낸 것이다. 보통 여자는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주로 담당하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
결책으로 ‘제도 개선’보다 ‘성차 인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남자들 중에서도 성공을 추구하기보다 아이를 돌보는 일에 더 매력을 느끼는 사람
들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남녀를 떠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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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대중서 저자들은 남녀 차이에 대한 ‘과학적 진실’을 알
고 이를 실천적으로 사용하면, 양성 평등에 이를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었다. 
이들은 이렇게 페미니즘을 의식하면서도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결국은 
페미니스트들이 우려하는 대로 ‘성차에 대한 편견’을 재생산하게 되는데, 다음 절
에서는 이런 점을 살펴보겠다.

2. 편견의 재생산: 뇌 영상 연구의 편향된 인용

  여러 대중서들은 뇌과학이 남녀 차이를 잘 설명해준다고 주장하며, 일부 과학자
들의 추측은 대중의 영역에서 ‘뉴로섹시즘’으로 진화하게 된다(Fine, 2011). 극히 
일부 예외는 있지만, 뇌과학 대중서는 대개 남녀의 능력, 성향, 관심 등에 대한 고
정관념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남녀 차이가 생물학적인 것이라
고 주장한다. 테스토스테론이 남자의 뇌에, 에스트로겐이 여자의 뇌에 영향을 미쳐 
남녀의 뇌가 다르게 구성되고, 그 결과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들은 PET, 
fMRI 등 최근 뇌 영상 연구 결과까지 동원해 성차에 대한 고정관념을 ‘입증’하려 
한다. 그리고 남녀의 차이가 ‘생물학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진화
의 결과’로 설명하려 한다.
  이 절에서는 뇌과학 대중서들이 뇌 영상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 양상을 중심으
로, 이들이 만드는 담론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려 한다. 나는 이 대중서들이 신경
과학 연구 결과를 편향되게 인용하거나 왜곡함으로써 젠더 고정관념을 재생산하고, 
성차를 ‘본질적인 것’으로 서술한다는 점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편향된 인용이 남
녀에 대한 고정관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여준 
후, 이런 담론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겠다.

2.1. 고정관념 1: 여성의 언어 능력

  가장 흔한 고정관념 중 하나가 여자는 남자보다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다. 특히 배런코언(2007)과 핀커(2011)는 Shaywitz 팀의 여러 fMRI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여자가 남자보다 언어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점을 보이려 했다. 이들이 
논문을 인용한 방식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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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 대학의 베넷 셰이위츠(Bennett Shaywitz)와 그 동료들은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킨 기념비적인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 연구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가 각각 
언어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브로카 영역을 비롯한 전전두엽의 특정 영역이 활성화하
는 양상에 남녀 차이가 있다. 과제는 문자로 쓴 무의미 단어 쌍이 운율이 있는지 없
는지 판단하는 것이었다. 실험 결과, 절반 정도의 여자들은 좌우 양반구의 브로카 영
역이 활성화됐으나, 남자들은 좌반구만 활성화됐다. 이런 결과가 다른 모든 연구에서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이 연구 팀에 의해 반복 검증되었다. 말소리를 단순히 듣는 
과제에서도 이들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배런코언, 2007: 115).

셰이위츠 부부는 예일대학 동료들과 함께, 읽기와 쓰기에 필수적인 언어작업 과정
–운 맞추기, 글자 인식하기, 낱말 이해하기-이 남성의 경우에는 좌반구의 바깥쪽에 
상당히 치우쳐서 수행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좌우반구 모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핀커, 2011: 67).
 

여기서 배런코언은 Shaywitz 등(1995)의 연구를 주로 소개하며, 언어 과제를 수행
하는 동안 남녀의 특정 뇌 영역이 다르게 활성화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핀
커 역시 Shaywitz 팀의 1995년 논문과 1996년 논문을 인용해, 언어 기능을 수행
하는데 남자는 좌반구를 여자는 좌우반구를 모두 사용한다고 서술했다. 하지만 이
런 설명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배런코언과 핀커는 성차가 있다고 주장한 Shaywitz 등(1995)의 연구 결과
를 단순화하거나 왜곡해서 소개했다. 5장 1절에서도 다루었지만, Shaywitz 등
(1995)은 세 가지 언어 과제 중 의미 과제와 문자 과제에서는 성차를 발견하지 못
했다. 그러나 배런코언은 이런 점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음운 과제를 수행할 때 나
타난 성차만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Shaywitz 등의 이 연구 결과는 곧바
로 여성의 언어 능력이 상당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배런코언, 2007). 심지어 핀
커(2011)는 Shaywitz 등이 세 과제 모두에서 남녀의 뇌 활성화 차이를 발견한 것
처럼 서술했다. 이는 Shaywitz 등(1995)의 연구 결과를 왜곡하는 것이다. 
  둘째, 배런코언은 성차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제대로 소개하지 않았다. 위에서 
제시한 배런코언의 서술에 인용된 논문은 네 편이며, 이 중 세 편이 Shaywitz 연
구팀이 출판한 논문이다. Shaywitz 등(1995)은 fMRI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음
운 과제를 수행한 남녀의 뇌 활성화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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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Pugh et al., 1997; Pugh et al., 1996a). 그러
나 언어 이해 과제 수행에서의 성차를 조사한 다른 연구팀은 성차가 없다는 결론
을 얻었다. Frost 등(1999) 역시 fMRI를 사용하여 남녀의 뇌 활성화 패턴을 조사
하였으나, 성차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들은 남녀가 매우 비슷하게 좌편
측화된 활성화 패턴을 보였으며, “전반적인 활성화 패턴의 집단 차이에 대한 조사
(voxel-wise tests)는 남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Frost et al., 1999: 199).
  Shaywitz 연구팀이 각각 19명의 남성과 19명의 여성(Shaywitz et al., 1995), 
12명의 남성과 13명의 여성(Pugh et al., 1996a), 13명의 남성과 18명의 여성
(Pugh et al., 1997)을 대상으로 성차를 조사한데 비해, Frost 연구팀은 50명의 
남성과 5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를 수행했다(Frost et al., 1999). 따
라서 샘플 크기로 보면, Frost 연구팀이 Shaywitz 연구팀보다 오히려 결과의 신뢰
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큰 샘플을 사용한 Frost 등(1999)의 연구는 
배런코언의 책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며, 이들의 연구 결과는 “(성차가 있다는) 이런 
결과가 다른 모든 연구에서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이라는 한 구절로 축약되었다(배
런코언, 2007: 115).
  fMRI 연구들을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여러 대중서들도 여자가 언어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서술했다. 이들은 특히 어린 시절부터 여자 아이들이 말을 더 잘 
한다는 점을 들어, 이런 차이가 선천적임을 보이려 했다. 이를테면 무어ㆍ제슬
(2009: 99-100)은 에스트로겐으로 인해 여자 아이들이 언어 과제에 일찍부터 우위
를 보이며, 여자 아이가 “말을 잘할 수 있는 뇌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을 
더 빨리 배운다고 주장했다. 거리안(2012)도 뇌 발달의 차이로 인해 여자 아이가 
언어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서술했으며, 핀커(2011) 역시 여자 아이들이 남자 아이
들보다 말을 더 잘하고 더 일찍 말하기 시작한다고 서술했다.

2.2. 고정관념 2: 남성의 공간 능력

  남성의 공간 능력 역시 흔한 고정관념 중 하나로, 여성의 언어 능력과 함께 거
론되는 경우가 많다. 다수의 대중서 저자들이 공간 능력에 성차가 있다고 주장하
며, 테스토스테론이 성차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배런코언의 설명을 살펴보자. 그는 우반구가 남자 아이들의 공간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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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고, 여자 아이들의 경우에는 좌반구와 우반구가 모두 공간 과제에 사용된다
는 Witelson(1976)의 연구를 소개한 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남자는 체계화 능력이 우반구에 더 편재해 있다. 이 모든 결과는 테스토스테론이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게슈윈드가 내놓은 주장과 맞아떨어진다(배런코언, 
2007: 210).

배런코언이 이 서술에 인용한 논문은 두 편인데, 바로 Kimura(1996)와 George 
등(1996)의 논문이다. 먼저, Kimura의 논문을 살펴보니, 초기 성호르몬 노출이 문
제를 푸는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었다. 이 부분만 보
면, 배런코언의 서술을 지지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Kimura는 이와 함께 여
성이 남성보다 ‘물건 위치 기억 과제’를 더 잘 수행했으며, 이 결과는 “남자가 모
든 공간 과제에 뛰어나다는 전통적인 관점”에 어긋난다는 점을 밝혔다(Kimura, 
1996: 259). 그러나 배런코언은 이런 연구 결과는 거론하지 않은 채, Kimura의 
논문에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인용했다. 심지어 George 등(1996)의 논문은 
감정을 경험하는 동안 뇌 활성화의 젠더 차이를 조사한 PET 연구로서, 배런코언이 
서술한 내용과 관련이 없었다.
  한편, 배런코언은 지도 읽기, 길찾기 능력 등을 ‘체계화 능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능력의 남녀 차이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지도를 볼 때, 여자는 이정표를 
더 많이 기억하고, 남자는 방향을 더 잘 이해한다는 식이다(배런코언, 2007). 이는 
지도 읽기에서의 남녀 차이에 대한 전형적인 설명으로, 이런 설명은 남녀의 공간 
능력이 다름을 의미한다.
  브리젠딘이 논문을 인용하는 방식 역시 문제가 있었다. 공간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남녀의 뇌 활성화 패턴이 다르다는 내용에 대한 브리젠딘의 서술을 보자.

독일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남녀가 3차원 형상(shape)을 심적으로 회전하는 동안 
그들의 뇌를 스캔했다. 남녀 사이에 수행 차이는 없었지만, 그들이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활성화한 뇌 회로에 유의미한 성 특정적인 차이가 있었다(Brizendin, 2006: 5).

 

브리젠딘이 이 서술에 인용했다고 밝힌 논문은 두 편이다. Bell 등(2006)의 논문과 
Jordan 등(2002)의 논문인데, 이 중 이 서술에 직접 인용된 논문은 독일 연구자인 
Jordan 등의 논문인 듯하다. 그렇다면 먼저 Jordan 등의 논문을 살펴보자.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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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연구들이 심적 회전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뇌 활성화의 성차를 발견했지만, 
이 때 남녀의 수행 수준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요소가 뇌 활성화 차이에 영
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이들은 수행 수준에 차이가 없는 
남녀의 뇌를 스캔하여 뇌 활성화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Jordan et al., 2002). 
이들의 연구 결과는 브리젠딘의 주장에 부합하지만, Bell 등(2006)의 논문 내용은 
달랐다. Bell 등(2006)의 논문은 남자가 여자보다 공간 주의 과제를 더 잘 수행했
지만, 남녀의 유의미한 뇌 활성화 차이는 없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브리젠딘
은 자신의 서술과 상반되는 내용을 담은 논문을 인용했다고 적어놓은 것이다.
  다른 여러 대중서들 역시 남성의 공간 능력이 더 우수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예
를 들어, 거리안은 우뇌가 더 발달한 남자 아이는 공간 지각 능력이 더 뛰어나다
고 서술했다. 그는 이런 차이가 선천적이라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 지리 경진 대회
의 최종 경쟁자로 남은 아이들 중 남자 아이가 여자 아이보다 45배 많았다는 리벤 
교수의 자료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다른 수많은 연구자들처럼 리벤과 그녀 동료들도 이 같은 성별차이를 문화적 요인
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남성 뇌가 가지고 있는 공간
지각능력의 우수성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리벤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분
명히 생물학적 차이는 존재합니다. 여자로서 나 자신이 이 사실을 밝혀야 할 것 같
습니다.”(거리안, 2012: 27).

여기서 거리안이 리벤 교수의 말을 인용한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그는 ‘여성 학
자’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생물학적 차이가 있다는 자신의 견해에 설득력을 주고자 
했다.
  무어ㆍ제슬(2009: 155)도 “여자 아이는 대부분 공간과 관련되는 일에 자연적으
로 불리하다”며, 이런 능력 차이가 나타나는 데 호르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서술했다. 그리고 이런 능력 차이가 ‘타고난 뇌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표현했다. 그
러나 이들이 이 차이를 선천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에는 오류가 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생후 몇 달이 지난 남자 아이는 탐험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여자 아이보
다 더 센 근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멀리 돌아다닐 수 있다고 주장했다(무어
ㆍ제슬, 2009: 99-100). 그러나 생후 몇 달 된 아이들의 근육에 성차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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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정관념 3: 남성의 수학 능력

  남자의 공간 능력과 연결되어 거론되는 능력 중 하나가 수학 능력이다. 배런코
언과 무어ㆍ제슬이 수학 능력에 성차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이들의 언급을 살
펴보자.
  먼저 배런코언은 학교에서 남자 아이의 수학 점수가 더 낮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도, 남자 아이가 “수학 문제의 답을 더 쉽게 알아내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자 아이들이 언어 전략이 필요한 수학 검사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받지만, 
언어 전략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수학 과제에서는 남자 아이보다 낮은 점수를 받
는다는 점을 들어, 여자 아이들의 높은 수학 점수가 더 나은 체계화 능력 때문이 
아님을 보여주려 했다. 그는 또한 모든 문화에서 여자 아이는 계산을 더 잘하고, 
남자 아이는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점을 들어, 이 차이가 문화
와 교육 때문에 나타난다고 보기 힘들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자 대부분이 남자라는 점이 ‘최고 수학자’가 남자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고 주장했다(배런코언, 2007: 173-177).
  무어ㆍ제슬 역시 수학 및 과학 학습 능력에 극적인 성차가 있으며, 남성이 여성
보다 이 능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더 정교하다고 서술했다. 이들은 여자 아이가 
숫자 세는 법을 먼저 배우지만, 이후에는 남자 아이가 수학적 추론 능력에서 우위
를 보인다며, “계산에서 이론으로 수학의 본질이 바뀌면” 여성의 강점이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남자 아이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존스 홉킨
스 대학의 수학 능력 검사 결과를 소개하며, 이 차이를 호르몬으로 설명했다. 남성

27) 영유아 발달 연구들을 보면 남자 아이가 근육이 더 발달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영유아 발달에 대한 주류 견해를 찾아보기 위해 관련 교재 네 권을 찾
아보았다. 2000년대 중반에는 남아와 여아의 근육 차이에 대한 설명이 교재에 있었는데, 
김나영 등(2005)은 영아기에 남아가 여아보다 근육의 신체 비율이 크다고 설명했고, 최보
가 등(2005: 128)은 “여아가 남아보다 근육의 발달이 빠르지만 여아의 근육은 남아에 비
해 근육 조직이 적고 가벼우며 짧고, 신체의 근육비율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다”고 설명
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Berk(2007[2005])은 영아기의 여아가 남아보다 근육이 약간 
더 짧고 가볍다고 하면서도, 환경과 양육 문화가 영아의 기기, 걷기 발달에 영향을 미친
다고 설명했다. 이런 설명들을 종합하면, 영아의 근육에 성차는 있지만, 여아가 남아보다 
근육이 빨리 발달하기 때문에, 남아의 근육이 더 세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한편, 보다 최근의 교재(Santrock, 2014[2010])는 남아와 여아의 근육 차이를 언급
하지 않았으며, 대신 경험과 학습이 기기와 걷기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를 설명했
다. 이런 점은 최근의 영유아 발달 연구가 ‘양육’ 요소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을 반영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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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은 시각적 공간지각 능력을 향상시키지만 여성호르몬은 이 능력을 저하시키
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수학 점수 차이가 더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무어ㆍ
제슬, 2009: 147-149). 
  이들은 이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 요소가 남녀 차이를 
만드는 것은 아님을 보이려 했다. 다음 서술을 보자.

이 연구에 참여했던 카밀라 밴보우 박사와 줄리안 스탠리 교수는 이런 현상을 남
녀 간의 사회적 차이로만 설명하는 가설은 호응을 얻지 못하고 논쟁을 가져올 뿐이
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들은 이러한 차이가 단순히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했다.

우선 그들은 학교에서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수학 교육과정을 채택하기 때문에 
남자가 추론에 강하고 여자가 단순 계산에 강하다는 주장을 조사했다. 그러나 그들은 
남녀 간의 차이가 서로 다른 교육과정을 채택하기 이전부터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
했다. 수학 교사가 남성이기 때문에 언어와 가르치는 태도가 남성적일 것이고, 이에 
따라 여자 아이들은 수학이 자신에게 맞는 과목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러나 남자들이 더 우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성취를 보이는 여자 아이들은 수학이라는 학문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이 주장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무어ㆍ제슬, 2009: 149-150).

즉, 수학 능력의 성차는 교육과정이 달라지기 전에 나타난다는 점, 수학을 선택하
는 뛰어난 여학생도 있다는 점을 들어, 사회적 요소가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수학 능력의 성차를 만드는 것은 생물학적인 
요소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어지는 다음 서술은 그런 결론을 보여준다.

분명히 사회의 편견이 타고난 강점과 약점을 강화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수학 영
재인 딸을 둔 부모들이 여성이 수학에 열등하다는 것을 딸이 받아들이도록 조건화시
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남성이 총체적인 공간 정보의 처리, 혹은 수학적 추론
에 전문화된 우뇌를 가졌기 때문에 이 강점을 활용했을 거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더욱 어렵다(무어ㆍ제슬, 2009: 150).

위 인용문과 아래 인용문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무어ㆍ제슬은 
이런 식으로 남자의 수학 능력이 더 뛰어난 것은 생물학적 요소 때문임을 보여주
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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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정관념 4: 여성의 공감 능력

  여자가 공감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도 흔한 고정관념 중 하나다. 역시 여
러 대중서 저자들이 여자의 공감 능력과 마음을 읽는 능력에 대해 설명했다. 그 
중 대표적인 저자가 배런코언이다. 배런코언은 책 후반부에서 여성이 공감하기에, 
남성이 체계화하기에 더 능하다는 점을 생물학적 근거를 들어 증명하려 했다. 먼
저, 그는 동물의 속성이 인간의 속성과 비슷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인류 중심주의’
를 조심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동물 연구 결과가 “공감하기와 체계화하기에 생물학
적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결론 내렸다(배런코언, 2007: 
189-193). 이어서 그는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이 뇌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공감 능력과 체계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여러 호르몬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하려 했다. 그리고 덧붙여 뇌와 유전자로 공감 능력과 체계화 능
력을 설명하려 했는데, 이 중 뇌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자.
  배런코언은 편도체와 상측두구(superior temporal sulcus, STS), 뇌량, 전전두
엽 영역이 공감하기와 관련 있고, 해마와 시상하부가 체계화하기와 관련 있다며, 
이 영역들에 대한 뇌 영상 연구, 동물 연구, 사후 뇌 연구 등을 소개했다. 하지만 
이 연구들 중, 남녀 차이에 대한 연구는 극히 일부였다. 특히 남녀 차이에 대한 뇌 
영상 연구는 단 한 편에 불과했다. 이는 편도체 활성화 패턴의 성차에 대한 논문
이었는데, 이 논문을 인용한 배런코언의 서술을 살펴보자.

편도체 기능에서도 남녀 차이가 나타난다. 가령 fMRI를 이용한 한 연구에서, 무서
워하는 얼굴 사진을 보여 주면, 남자 아이들의 편도체 반응성은 여자 아이들과는 좀 
다른 형태를 보인다(배런코언, 2007: 212-213).

 

배런코언은 편도체가 공감하기 기능과 관련된다고 설명한 직후 이런 서술을 하는
데, 이 인용문만을 보면 남녀의 편도체 활성화 정도가 다르다는 인상을 준다. 그리
고 이를 읽는 독자는 편도체 활성화의 성차를 자연스럽게 공감 능력의 성차와 연
결하게 된다.
  그러나 배런코언이 인용한 논문을 살펴보면, 이 논문이 여성의 더 뛰어난 공감 
능력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배런코언이 인용한 논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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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편이 감정 처리 기능이 편도체와 관련 있다는 내용이었고(Le Doux, 2000; 
Garavan et al., 2001; Fine & Blair, 2000),28) 한 편이 감정 처리의 성차를 조사
한 논문이었다(Kilgore et al., 2001). Kilgore 등은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가 자라
는 동안 감정 처리에 성차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19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
상으로 fMRI 실험을 수행했다. 이들은 피험자들이 ‘무서워하는 얼굴(faces 
expressing fear) 사진’을 보는 동안 편도체의 활성화 패턴을 조사했는데, 조사 결
과 여성은 나이가 들면서 좌편도체의 활동이 감소했다. 그러나 남성은 유의미한 연
령 관련 차이가 없었다(Kilgore et al., 2001). 즉 이 논문은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여성의 편도체 활동이 감소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배런코언은 이를 ‘남녀의 
편도체 반응 형태가 좀 달랐다’는 정도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배런코언은 ‘나이가 들면서 여성의 편도체 활동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
를 ‘남녀의 편도체 활성화가 다르다’는 내용으로 변형하여, ‘편도체가 공감하기와 
관련 있다’는 내용과 연결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신경과학 연구 결과들을 
결합해 ‘여자가 공감하기에 더 뛰어나다’는 주장으로 나아가는데, 이는 논리적 비
약이다. 그리고 이런 논리적 비약은 책 곳곳에서 발견된다. 남자가 체계화를 더 잘
한다는 주장에 대한 뇌과학의 근거도, 유전자가 성차를 만든다는 주장에 대한 설명
도 비슷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브리젠딘(2007)의 논문 인용 방식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파인(2011)에 의하면, 
브리젠딘은 신경과학 연구를 다수 인용하여 여성의 뇌가 공감에 적합하다는 견해
가 ‘과학적으로 정립된 사실’이라는 인상을 심어 준다.29)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 
파인은 여자가 더 공감을 잘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브리젠딘이 사용한 
근거를 조사했다. 다음은 여성 심리치료사가 환자와 더 라포를 잘 형성한다는 브리
젠딘의 설명이다.

새크라멘토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이뤄진 성공적인 심리치료 연구에 따르

28) 이 중 Garavan 등(2001)은 편도체가 감정을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
해 1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fMRI 실험를 수행했는데, 이는 젠더 효과를 조절하기 위해서
였다. 이들은 여자가 남자보다 감정을 더 잘 인식하고 평가한다는 이전 연구들을 인용하
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젠더 효과를 조절하기 위해 여성만을 대상으로 fMRI 실험을 수
행했다고 밝혔다. 다른 두 논문은 fMRI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편도체가 감정 처리와 
관련된 영역임을 보여주었다.

29) 번역본에는 각주가 모두 생략되어 있어, 파인의 지적만큼 브리젠딘의 책이 과학적 권위
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여러 연구 결과들을 언급하기 때문
에, 신경과학이 ‘여성 뇌’에 대한 브리젠딘의 설명을 지지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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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점에서 환자와 최고의 정서적 일체감을 갖는 치료사들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울 반사 행위는 라포(rapport)
를 형성함으로써 치료자가 피치료자의 세계와 분위기 속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는 것
과 같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좋은 반응을 얻어냈던 치료사들은 우연하게도 전부 여자
들이었다(브리젠딘, 2007: 213).

이러한 브리젠딘의 설명을 소개하며 파인은 이런 말을 덧붙인다. ‘브리젠딘은 이 
연구를 위해 전화번호부에서 선택된 치료사들이 모두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는다.’ 파인은 브리젠딘이 인용한 연구들을 추
적한 결과, 이런 식의 오류가 계속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ne, 
2011).
  파인의 조사를 좀 더 살펴보자. 브리젠딘은 Tania Singer 등(2004)의 뇌 영상 
연구를 인용해 여성의 감정 거울 반응(emotional mirroring) 능력이 뛰어나다고 
서술했는데, 사실 Singer 등은 여성의 뇌만을 스캔했으며 성차의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여자 뇌가 타인의 고통에 더 잘 공감한다고 서술
하며 브리젠딘이 인용한 연구는 Tetsuya Iidaka 등(2001)의 논문인데, 이들은 남
녀의 뇌 활성화 정도를 비교하지는 않았다. 이어서 브리젠딘은 Singer 등의 2004
년 논문과 2006년 논문을 인용하며, ‘여성은 자신의 애인에게 강한 전기 충격을 
주었을 때, 자신이 전기 충격을 받았을 때 활성화된 뇌 영역이 똑같이 활성화되었
지만, 남자들에게서는 그런 반응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서술했다. 이런 서술은 여
성이 남성보다 공감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Singer 등의 
2004년 연구는 여자만 대상으로 한 것이며, 2006년 연구에서 전기충격을 받은 대
상은 애인이 아닌 공정한 또는 불공정한 게임을 한 상대였다. 이 때 남성은 공정
한 게임을 한 상대에 대해서만 뇌 영역이 활성화되었는데, 이 연구 결과를 브리젠
딘은 왜곡한 것이다(Fine, 2011). 심지어 브리젠딘은 인지신경과학자 Lindsay 
Oberman과의 ‘개별 연락’을 근거로 “과학자들이 남성 뇌보다 여성 뇌에 더 많은 
거울 뉴런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한다”고 서술했는데(Brizendine, 2006: 118), 파
인이 확인한 결과, Oberman 박사는 브리젠딘과 의견을 나눈 적이 없었다(Fine, 
2011).
  인용한 다른 논문들을 좀 더 조사해 보자. 브리젠딘(2006)은 미시건 대학교 연구
자들의 논문을 인용하여, ‘감정 경험에 반응하기 위해, 여자는 뇌의 양쪽을, 남자는 
한쪽을 사용한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여기에 인용된 Wager 등의 논문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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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이렇게 단순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들은 ‘남녀의 뇌 활성화 
차이가 반드시 행동 차이나 심리적 차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자신들의 연구 결과는 ‘감정적 뇌’가 과거의 반구-수준 예측이 가리키는 것보다 더 
복잡함을 의미한다고 결론 내렸다(Wager et al., 2003). 
  이어서 브리젠딘(2006)은 여자들이 정서적인 사건을 남자들보다 더 잘 기억한다
며,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여자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함께 무엇을 먹었는지, 기념일에 추웠는지 비가 왔
는지를 알 것이다. 반면 남자는 그녀가 섹시해 보였는지를 제외한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다(Brizendin, 2006: 127).

 

브리젠딘은 위 서술에 Horgan 등의 2004년 논문을 인용했는데, 이들의 논문을 살
펴보니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Horgan 등은 여자가 남자보다 타인의 외모에 관한 
정보를 더 정확하게 기억하며, 그 이유가 ‘사회화 압력’ 때문일 수 있다고 추측했
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외모에 더 관심을 갖도록 장려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더 잘 기억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남녀 모두 남자의 외모보다 여자
의 외모를 더 잘 기억한다고 결론 내렸는데, 이런 내용들은 위의 서술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Horgan et al., 2004).
  이처럼 여성의 공감 능력에 대한 대중서 저자들의 설명은 근거가 부족하다. 하
지만 핀커는 이러한 공감 능력, 또는 감정이입 능력이 여성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여자들은 평균적으로 “약간의 그러나 뚜렷한 감정이입의 이점”
을 갖고 있으며, 이는 “생물학에 의해 지지되고, 환경에 의해 보조되며, 직업 이동
을 통해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이다. 핀커는 여러 성공한 여
자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기 위해 자발적으로 돈을 덜 버는 쪽을 선택한다고, 
즉 무리하게 회사 일을 하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핀커, 
2011: 131-134). 핀커는 이런 주장에 설득력을 주기 위해, 성공했지만 가정을 택
한 여성의 사례를 여럿 소개했다. 하지만 몇 명의 여성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커(2011)는 여성이 일보다 가정을 선택하는 이유가 ‘타인을 
돌보려는’ 여자의 욕구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다음 서술을 보자. 

아이리비그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5년 조사에서 여학생들 중 6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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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녀가 생기면 일을 줄이거나 아예 그만두기로 이미 결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여자들에게 타인을 돌보려는 욕구는 필요가 있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
이다(핀커, 2011: 133).

여기서 자녀가 생겼을 때 일을 줄이거나 그만두기로 결심하는 이유가 ‘돌봄’ 욕구 
때문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사회적 분위기나 환경이 아이를 부모가 직접 키우
도록, 특히 아빠보다는 엄마가 키우도록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핀커는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단순하게 ‘돌봄’ 욕구 때
문이라고 분석하였다.
  공감 능력은 감정 처리 능력과 연결된다. 역시 여러 대중서 저자들이 여자가 남
자보다 감정을 더 잘 처리한다고 서술했다. 먼저, 거리안(2012)은 여자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보다 감정을 더 잘 처리하며, 이런 차이가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무어ㆍ제슬은 남성이 사회화 때문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이
유로 감정 표현을 꺼린다고 주장했다. 남성은 여성보다 뇌에서 감정을 느끼는 영역
과 이를 말로 표현하는 영역이 더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자는 말보다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한다. 반면, 여자의 뇌는 대인 관계를 중시하며, 다른 사람을 
신경 쓰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감정적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었다(무어
ㆍ제슬, 2009). 
  슐츠(2006) 역시 여자가 남자보다 감정적이라고 표현했다. 다음 서술을 보자.

전통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뇌는 경험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강도에 따라 다르게 배
선된다. 여자들은 남자보다 감정적인 문제에 쉽게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다. 감정, 언
어, 행동을 관장하는 뇌의 영역이 남자의 뇌보다 여자의 뇌에서 더 긴밀하게 연결되
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여자들은 전통적으로 남자보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표현한다(슐츠, 2006: 166). 

즉, 슐츠는 남녀의 뇌가 다르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표현한
다고 설명하고 있다. 브리젠딘(2010)도 여자가 감정적이고 남자가 덜 감정적인 것
은 생물학적이기 때문에 바뀔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 서술을 보자. 

남자는 여자가 지나치게 감정적이라고 비난하고 여자는 남자가 충분히 감정적이지 
못하다고 비난한다. 나는 상담실에서 늘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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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상대가 진심으로 원하고 굳은 결심만 하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남자와 여자의 감정 처리를 위한 뇌 회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이다(브리젠딘, 2010: 190-191).

  더 나아가 브리젠딘은 남자 뇌와 여자 뇌의 감정 처리 방식이 다르다고 서술했
는데, 남자는 인지적 공감을 하고 여자는 감정적 공감을 하며, 이 차이가 뇌에서 
온다고 설명했다(브리젠딘, 2010). 다음 서술을 보자.

최근까지도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방법의 남녀 간 차이는 오로지 양육에 기인한
다고 여겨졌다. 그리고 분명히 부모가 우리를 양육한 방법은 우리의 기본적 생물학의 
일정 부분을 강화하거나 억압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남자 뇌와 여자 뇌의 
감정 처리 방법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브리젠딘, 2010: 192).

브리젠딘은 ‘뇌’가 감정 처리 방식에서의 남녀 차이를 만든다고 설명한 것이다. 핀
커 역시 여자가 남자보다 감정에 민감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뇌 영상 연
구 결과들을 소개했다. 핀커는 타인의 감정을 살필 때 여자가 뇌의 여러 영역을 
사용한다는 PET 연구 결과, 감정을 환기시키는 사진을 볼 때 남녀가 다른 신경연
결망을 사용한다는 fMRI 연구 결과 등을 소개하며, 남자가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
는데 미숙하다는 견해가 단순한 고정관념이 아님을 보여주려 했다(핀커, 2011).

2.5. 고정관념 5: 남성의 공격성과 경쟁 심리

  대부분의 대중서 저자들이 남녀의 차이를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으
로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테스토스테론이 공격성 같은 남성적인 특성이 발현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다음 브리젠딘의 서술은 이런 면을 잘 보여준다.

처음 8주간 모든 태아의 뇌는 여아의 뇌처럼 보인다. 여아가 자연의 기본적인 성 
설정이다. ... 8주가 지나면서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면 태아의 뇌는 확실한 남자의 
뇌가 된다.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커뮤니케이션 중추에 있는 세포들을 죽이고 
섹스와 공격 중추에 있는 세포들을 점점 더 성장시킨다. 만약 테스토스테론 대신 에
스트로겐이 분비된다면 태아의 뇌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자의 뇌로 성장
할 것이다(브리젠딘, 2007: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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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년까지 남자 아이의 뇌는 성인 남자와 똑같은 높은 수준의 테스토스테론에 
흠뻑 젖어 있다. 바로 이 호르몬이 남자 아이의 근육을 자극해 성장시키고 운동기능
을 향상시켜 거칠고 무모한 놀이를 하는 데 적합하게 만든다(브리젠딘, 2010: 33).

이처럼 브리젠딘은 남자 태아의 뇌가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고, 남자 유아의 뇌
가 테스토스테론에 ‘흠뻑 젖어 있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이 남자 아이를 
거칠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무어ㆍ제슬은 ‘남성의 선천적인 공격성’이 가장 큰 행동의 성차라며, 이 점이 역
사적으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해온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남녀의 
차이를 부인하는 연구들도 ‘공격성이 남성의 특징’이며, 이 특징을 ‘사회적 조건화’
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주장했다(무어ㆍ제슬, 2009). 그러나 성차를 
부인하는 연구들이 공격성이 선천적인 남성의 특징이라고 설명하는 것 같지는 않
다. 한편, 무어ㆍ제슬(2009)은 남성이 공격적이 되고 남을 지배하려 하는 이유가 
호르몬의 영향 때문이며, 경쟁을 하게 되면 추가로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게 되어 
더 공격적이 된다고 서술했다.
  더 나아가 핀커(2011)는 남성이 어린 시절부터 공격성을 드러내며 경쟁하려는 
욕구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다음 서술을 보자.

공격적이고 경쟁적인 남성들은 폭력적인 컴퓨터게임이나 전쟁놀이 같이 본질적으
로 남자들의 마음을 끄는 공격 성향의 문화형태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연마한다. 
이러한 활동은 남성을 공격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 남성은 이미 공격적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즐기는 것이다(핀커, 2011: 275).

핀커 역시 남성의 공격성을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으로 설명했으며, 태아기에 안드로
겐의 영향을 받은 CAH 소녀들이 다른 소녀들보다 경쟁적이고 공격적이며 자신만
만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는 또한 어린 남자 아이들은 ‘태생적으로’ 여
자 아이들보다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서술하기도 했다(핀커, 2011). 
  대중서 저자들은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사회적 서열’을 연결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브리젠딘은 남자 아이들에게 사회적 서열은 중요한 문제이며, 유치원 아이들
을 조사했을 때 우두머리가 되는 남자 아이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다른 아이들의 
수치보다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남자 아이가 ‘본능적으로’ 
위계질서 안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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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내렸다(브리젠딘, 2010). 무어ㆍ제슬 역시 ‘권력 추구’가 보편적인 남성의 특징
이라고 서술했다. 이들은 여성의 인간관계가 상호작용이나 교제와 관련된다면, 남
성의 인간관계는 권력이나 지배력과 관계있다고 서술했다(무어ㆍ제슬, 2009).
  거리안은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테스토스테론 기준치가 높기 때문에 더 치열
하게 경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들 개개인의 호르몬 수치가 다르다고 하면서
도,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서술을 보여준다(거리안, 2012).

남녀 아이들 사이에서도 개개인의 호르몬 수치는 다르다. 어떤 남자 아이들은 테
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아 무척 공격적이며, 사회적 야망이 크고, 남을 지배하려는 욕
구가 강하며, 신체 근육 또한 크게 발달했다. 아니면 이러한 모든 상태가 혼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 예민하고 체형과 태도가 다소 부드
러운 남자 아이들도 있다(거리안, 2012: 28-29).

즉, 거리언은 테스토스테론이 공격성, 야망, 지배욕 등과 관련 있다고 가정한 상태
에서 개인차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개개인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공격
성, 야망, 지배욕, 신체 근육 발달 정도가 정비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테스
토스테론이 이런 특성 중 일부에 무작위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도 쉽게 수긍
이 가지는 않는다.

2.6. 고정관념 6: 모성

  여성의 특징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모성’이다. 무어ㆍ제슬(2009)은 
양육에 대한 관점에서 남녀 차이가 극적으로 드러난다며, 아기를 돌보는 데 있어서 
누구도 어머니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서술을 보자.

여성과 아기가 맺게 되는 애착은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듯하고, 남성의 애착은 사
회적으로 학습하여 얻게 되는 것 같다. 어머니들은 아이의 타고난 파트너지만 아버지
는 그렇지 않다(무어ㆍ제슬, 2009: 234).

이들은 또한 여성 호르몬을 주입하면 동물의 모성 본능이 더욱 강해지며, 대부분의 
영장류에게 양육은 여성의 일이라는 점을 제시했는데(무어ㆍ제슬, 2009), 그는 아
기 돌보기가 여성의 본성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싶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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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맥락에서 무어ㆍ제슬은 아기와의 관계 형성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필수적이
며, 이런 신체적인 접촉은 여성의 특징이라고 서술한다. 다음 서술을 보자.

여성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신체적인 접촉은 아기와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필
수적이다. 아기 원숭이에게 단지 젖을 주는 2명의 대리모를 제공했다. 하나는 철사로 
만들었고 하나는 천으로 만들었다. 아기 원숭이는 억세게 보이는 철사 엄마보다 부드
러운 천 엄마를 좋아했다. 영국의 심리학자 윌슨은 젖을 주는 것보다 안아 주는 행
동이 보다 중요한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무어ㆍ제슬, 2009: 235).

이들은 아기 원숭이가 철사 엄마보다 천 엄마를 선호했다는 점을 근거로, 엄마와 
아기의 신체적인 접촉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신체적
인 접촉이 여성의 특징’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무어ㆍ제슬(2009)은 아버지의 양육은 ‘학습’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남성들
의 뇌 속에는’ 자연스럽게 신체적으로 접촉하려는 경향이 거의 없다고 서술하기도 
했다. 이런 점은 다음과 같은 표현에서도 드러난다.

부모로서 남성과 여성의 태도와 능숙함 사이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뇌 차이를 반영
함을 다시 한 번 밝혀 둔다. ... 여성은 양육에 온 신경과 감각을 보다 잘 활용하며, 
아기의 울음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구별할 수 있다. (중략)

남성들은 부모로서 어머니와 아기의 긴밀한 관계에 끼어들 수 없다는 점에 괴로울 
수도 있다. 그러나 남성들은 어머니와 아기의 이와 같은 관계가 선천적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기의 양육에 있어 보다 강력한 관계는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 
이것은 단지 사회화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무어ㆍ제슬, 2009: 
237-238).

이런 서술은 더더욱 ‘양육’을 여성의 본성으로 보이도록 한다.
  덧붙여 핀커는 이러한 여성의 양육 본성을 호르몬으로 설명했다. 그는 프로락틴
과 옥시토신이 여성의 모유 수유를 자극하고, 모유 수유하는 엄마가 행복감을 느끼
게 해준다고 설명했다(핀커, 2011). 핀커는 허디(Sarah Blaffer Hrdy)의 논의를 
빌어 옥시토신의 역할을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6장 3절에서 다루겠다.

2.7. 선천적인 성차에 대한 증거: 여아와 남아의 선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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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날 때부터 남자는 사물에, 여자는 사람에 관심을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정관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대중서 저자들도 마
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무어ㆍ제슬(2009)은 남성이 사물, 이론, 권력에 몰두하는 
반면, 여성은 사람, 도덕성, 대인관계에 더 관심을 갖는다고 이야기했고, 핀커
(2011) 역시 남자들이 무생물과 물리적인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일에 더 흥미를 
느낀다면, 여자들은 사람과 생물을 대상으로 하는 일에 더 흥미를 느낀다는 조사 
결과들을 소개했다. 
  또 다른 예로, 브리젠딘은 남자 아이가 움직이고, 물건을 움직이게 하고, 물건의 
움직임을 바라보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화의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
했다. 이런 움직임을 유발하는 동기는 ‘생물학적으로’ 남자 뇌에 새겨져 있다는 것
이다. 그는 남자 아이들이 ‘행동지향적이 되도록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생물학
적 충동’에 따라 움직이고자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태어난 지 하루 된 남
자 아기는 움직이는 모빌을, 여자아기는 사람 얼굴을 쳐다본다는 점을 들어, 이러
한 남자 아이의 성향이 ‘생물학’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고자 했다(브리젠딘, 2010).
  갓 태어난 여자 아기가 사람 얼굴에 관심을 보이고, 남자 아기가 움직이는 물체
에 관심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는 남녀의 이러한 차이가 선천적이라는 주장의 좋은 
근거가 된다. 브리젠딘 외에도 배런코언, 무어ㆍ제슬, 핀커가 이런 연구 결과를 소
개하며, 선천적인 성차를 강조했다. 예를 들어, 배런코언의 서술을 살펴보자.

케임브리지 연구에서는 생후 하루밖에 안 된 남자 아기들이 모빌(예측 가능한 운
동 법칙이 있는 체계)을 사람 얼굴(체계로 거의 구성할 수 없는 대상)보다 더 오래 
쳐다본다는 것을 알아냈다. 발달 후기에 더욱 확대되어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출생 
직후부터 있는 것이라는 미묘한 증거를 포착한 것이다. 출생 때부터 남자 아이는 사
람이 아닌 체계에 더 강하게 흥미를 보이는 데 반해, 여자 아이는 사람 얼굴에 흥미
를 더 많이 보인다. (중략)

따라서 이러한 남녀 차이는 아주 일찍부터 나타난다. 사회화와 경험을 통해 이런 
남녀 차이가 생겨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배런코언, 2007: 193-194). 

배런코언은 생후 1일 된 여아는 사람 얼굴을, 남아는 움직이는 모빌을 바라보았다
는 자신의 실험 결과를 근거로 위와 같이 서술했으며, 이에 기반하여 남녀가 각각 
체계화하기와 공감하기의 특징을 지닌다고 결론 내렸다(배런코언, 2007). 
  배런코언의 주장에 대한 페미니스트 학자 파인의 반론을 살펴보자. 파인은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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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아기들의 주의력 유지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 아기들이 모두 동일한 
자극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배런코언의 실험이 완벽하지 않았을 수 있
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잠재적인 실험자 기대 효과’가 있었을 수 있다고 주장
했는데, 이는 아기의 성별에 대한 정보가 아기를 대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는 아기의 성을 알 수 없도록 신중하게 설계된 연구에서
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서너 달 후 실시한 신생아 대상의 연구에서 성차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이 결과들이 남녀의 다른 행동 유형이 타고나는 
게 아니라 유아기 초기에 학습된 것일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Fine, 2011). 
  하지만 선천적인 성차에 대한 근거로 자주 사용되는 또 다른 연구가 있다. 바로 
아이들의 장난감 선호도에 대한 조사이다. 브리젠딘에 의하면, 아이들은 각자의 성
에 어울리는 장난감을 더 좋아한다. 이를테면 4세 무렵의 남자 아이들은 여자 아
이의 장난감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분홍색 같은 ‘여자 색깔’ 장난감도 거부했다. 
이와 달리 여자 아이는 남자 아이의 장난감도 가지고 놀았다. 이런 현상은 붉은털 
원숭이 새끼들에 대한 실험 결과에서도 나타나는데, 어린 수컷은 자동차를, 어린 
암컷은 헝겊 인형과 자동차를 가지고 놀았다. 브리젠딘은 이런 장난감 선호 현상이 
‘태아기의 뇌 발달’에 기원을 둔다고 주장하며, CAH 여자 아이가 다른 여자 아이
보다 ‘전형적인 남자 장난감’을 더 좋아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브리젠딘, 
2010). 
  3장 3절에서도 다뤘지만, 페미니스트들은 아이들이 성 전형적인 장난감을 선호
한다는 주장에 다양한 반론을 제기했다. 이 중 그로시ㆍ파인(2012)은 레서스 원숭
이 수컷이 ‘여성적인’ 장난감보다 ‘남성적인’ 장난감을 더 선호했지만 암컷은 어느 
한쪽을 선호하지 않았다는 해셋 등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장난감 선호에 성차가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려 했다. 이는 비슷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장난감 선호에 선
천적인 성차가 있음을 보여주려 한 브리젠딘의 서술과 대조를 이룬다. 한편, 브리
젠딘은 4세 무렵의 아이들에게서 성차가 나타난다고 서술한 후, 이를 결국은 태아
기 호르몬의 영향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남자 아이든 여자 아이든 4세 무렵이면 
이미 사회화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때 나타나는 성차는 문화와 환경의 
영향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자 아이들은 여자 아이의 장난감을 거부하지만, 여
자 아이들은 남자 아이의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는 점은 ‘남성적인 것이 여성적인 
것보다 우위에 있다’는 문화 전반에 깔린 무의식의 영향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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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남녀의 성적 관심

  일부 대중서 저자들은 남녀의 배우자 선택, 성적 욕구 등에서의 차이를 서술하
기도 했다. 먼저, 브리젠딘의 배우자 선택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자. 

연구자들은 남자들이 모래시계 모양의 몸매, 즉 큰 가슴과 날씬한 허리, 납작한 
배, 풍만한 엉덩이에 매력을 느끼는 현상은 전세계 모든 문화권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남자의 뇌는 이러한 몸매를 보고 상대 여자가 젊고 건강하고 아마도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브리젠딘, 2010: 104).

남자에게 있어서 짝짓기 게임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DNA와 유
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일이다. 비록 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남자 뇌의 본능적인 부분은 자신이 많은 여자와 섹스를 할수록 더 많은 자손을 남길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반면에 여자의 뇌는 남자가 자신과 아이를 잘 보호하고 삶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분별하고자 애쓴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은 여자의 교육 수준이나 재정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 
... 영장류의 짝짓기 행동 연구에서 생물학자들은 암컷들이 고기를 가져다주는 수컷
과 더 많이 섹스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브리젠딘, 2010: 114).

브리젠딘의 서술은 ‘남자는 여자의 외모에 끌리고 여자는 남자의 능력에 끌린다’는 
흔한 고정관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모든 문화권’의 남자들이 모래시계 모양
의 몸매를 가진 여자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의 인용문에서 브리젠딘은 ‘많은 여자와 섹스하고자 하는 것이 남자의 
본능’이라는 고정관념 또한 보여주고 있다. 이런 고정관념은 무어ㆍ제슬의 책에서
도 보인다. 무어ㆍ제슬(2009)은 남자가 여자와 달리 ‘가능한 한 많은 상대’와 섹스
하고 싶어한다며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미국에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자 아이는 대부분 난교를 해보고 싶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에 여자 아이는 대부분 난교에 대해 혐오스럽게 생
각하며 누드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성관계는 만족을 주지 않
는다고도 답했다.

남성은 성관계를 가질 기회가 박탈되면 쉽게 침울해지고 화를 낸다. 그러나 여성
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여성은 성행위를 통한 친밀감을 그리워하고, 남성은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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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 자체를 그리워하는 것이다(무어ㆍ제슬, 2009: 174).

이들은 여자는 친밀감을, 남자는 성행위 자체를 원하며, 남자들만 난교에 관심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영장류학자 허디(2006[1980])에 의하면, 여성도 섹
스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성적으로 적극적인 특성을 갖는다.
  대중서 저자들은 남성의 성적 욕구를 공격성과 연결해 설명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무어ㆍ제슬(2009)은 남성의 공격성과 지배욕, 성욕을 태아기와 사춘기의 테
스토스테론의 영향으로 설명하며, 이런 욕구가 뇌와 호르몬의 상호작용이 만드는 
‘남성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거리안(2012) 역시 테스토스테론이 남성의 성적 욕
구와 공격성을 자극하며, 에스트로겐이 여성의 유대를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테스
토스테론의 영향으로 남자 아이들이 여자 아이보다 폭력적이며, 성적 욕구가 강하
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이런 점을 남성의 폭력, 강간과 연결해 설명했는데, 다
음 서술을 보자.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행동을 조절하고, 남성의 뇌가 공간을 이용해서 스트
레스를 풀도록 조절하면서 남자 아이들은 갑자기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그리고 또래 
여자 아이보다 성적 욕구가 강하고 신체적으로 분노를 표출한다. 이러한 경향은 어른
이 되어서도 멈추지 않는다. ... 어떤 상황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폭력적이다.

남성의 폭력, 강간, 성적 학대를 일으키는 호르몬과 신경학적 요인들은 결코 변화
하지 않겠지만 우리의 폭력 문화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거리안, 2012: 67-68).

즉, 거리안은 폭력 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강간이나 폭력이 남성의 
생물학적 특징이라고 이야기했다.

3. 진화심리학의 무비판적인 수용

  6장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중서 저자들은 뇌 영상 연구 결과들을 편향되게 
인용함으로써 남녀 차이가 생물학적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수의 신
경과학 연구, 사회생물학 및 진화심리학 연구, 아동 발달 연구 등을 인용해 이런 
차이가 선천적임을 보여주려 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이 차이를 진화의 결과로 설
명하려고 했는데, 이 절에서는 뇌과학 대중서들이 고정관념의 근거를 보여주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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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진화론을 인용하는 방식을 살펴보겠다. 

3.1. 다윈의 진화론과 버스의 진화 심리학

  성차가 있다는 신경과학 연구 결과를 강조하는 대중서들은 이 차이를 진화론과 
연결시킨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오랜 시간에 걸친 진화의 결과’이며, 이는 남녀
의 자연스러운 본성이기 때문에, 여자는 여자의 일을, 남자는 남자의 일을 하는게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이 소절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의 근거가 되는 진화 심리학을 
살펴보려 한다. 먼저 다윈의 진화론이 인간의 본성과 성차 문제에 어떤 함의를 갖
는지 살펴본 후, 버스의 진화 심리학이 다윈의 진화론이 함의하는 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겠다.

다윈의 진화론, ‘변화가능성’의 인정

  다윈이 『인간의 유래』(1871)에서 ‘성선택’ 개념을 도입한 이유는 ‘인종간의 차이’
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는 한 집단의 남녀가 선호하는 외모가 있으면 성선택
에 의해 그 집단의 형질이 변하게 되고 그 결과 인종 차이가 나타난다고 생각했
다. 즉, 인종마다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다른데, 성선택으로 특정 외모가 선택되
면 그 형질이 남녀 모두에게 전달되면서 인종의 특징이 된다는 것이다. 이 때 성
선택 개념은 인종 차이를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연선택 개념과 함께 남녀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사용되었다.
  다윈의 설명 일부는 사회 생물학이나 진화 심리학의 논리와 비슷한 부분도 있지
만, 일부는 다른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다윈은 문명사회에서는 여자의 외모보다 
지적 매력, 부, 사회적 지위를 보고 선택하는 편이 자손을 남기는데 유리하기 때문
에 “문명사회의 남자는 여자의 지적 매력, 부, 특히 사회적 지위에 크게 매혹된다”
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오랜 옛날에 남자는 매력 있는 여자를, 여자는 매력 있고 
능력 있는 남자를 선호하는 이중 선택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다윈, 
2006[1871]: 526). 이런 설명들은 ‘남자는 여자의 육체적 매력에, 여자는 남자의 
자원에 관심을 갖는다’는 진화 심리학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다윈의 진화론에서 주목할 점은 다윈이 ‘변화 가능성’을 이야기한다는 점이다. 
다윈은 인간도, 자연도 ‘종’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성차도 본능도 변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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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보았다(다윈, 2009[1859]; 다윈, 2006[1871]). 예를 들어, 그는 원시시대 
남녀의 턱 근육에 차이가 있었지만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서 턱과 치아를 덜 쓰게 
되어 남녀의 차이가 사라졌을 것이라고 추측했다(다윈, 2006[1871]). 또한 그는 신
체적 구조의 변화처럼, 본능도 사용하면 생기고 증대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감소하
고 소멸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다윈, 2009[1859]), 이는 인간의 ‘본성’과 남녀의 
‘본질적인 차이’가 ‘진화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박하는 근거가 될 수 있
다. 

버스의 진화 심리학, 고정관념의 반복

  버스는 윌슨의 사회 생물학이 격렬한 저항에 부딪힌 이유가 진화론에 대한 몇 
가지 오해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진화론이 ‘유전자 결정론’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진화론이 ‘진정한 상호작용주의’의 틀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는데, ‘진화한 적
응’과 이를 촉발하는 ‘환경의 입력’ 없이는 인간 행동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굳은살은 ‘반복적인 피부 마찰’이라는 환경의 영향 없이는 생길 수 없
다. 따라서 ‘환경의 입력과 적응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인간이 어떤 특성을 갖
게 된다는 것이 버스의 설명이다(버스, 2012).
  또한 인간의 행동은 변할 수 있다. 우리가 ‘진화한 사회심리학적 적응’과 이를 
작동시키는 ‘사회적 입력’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면, 사회적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
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자가 남자에게 미소를 지을 때, 여자보다 
남자가 그 미소를 성적 관심으로 추측하는 경향이 더 강하며, 이는 남자가 우연한 
성적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진화한 심리 기제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기제를 알게 되면, 남자가 상대의 성적 관심을 잘못 추측하여 쓸데없는 성적 접근
을 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즉, ‘진화한 심리적 적응’과 이에 반응하는 ‘사회적 
입력’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우리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는 것이다. 버스는 행동을 바꾸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의 진화한 심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수록 변화할 수 있는 능력도 그만큼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버스, 
2012: 52). 
  버스는 이처럼 ‘환경’의 영향을 인정하는 한편, 진화심리학을 이해하면 우리 행
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진화심리학이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3장 2.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는 흔한 사회생물학과 진



- 222 -

화심리학의 논리이지만, 현실에서 진화심리학은 버스의 주장대로 사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버스는 환경의 영향을 인정하며 그의 논의를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의 진화심리학은 남녀 차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진화’의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진화심리학은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전략’의 측면에서 남녀의 특
성을 설명한다. 버스는 자신의 자손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 남녀가 취하는 행동과 
성향을 ‘적응’의 결과로 설명하고, 남녀가 각자 다른 전략을 취하며 적응한 결과 
‘남녀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 행동과 성향에서의 남녀 차이에 대
한 버스의 설명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차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고정관념이 아니
라 진화의 결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남녀의 특징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실은 문화
의 영향에 대한 고민이 거의 들어있지 않은 일방적인 설명이다. 
  첫째, 버스는 남녀의 배우자 선호 차이가 적응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배우자를 
현명하게 선택한 조상들이 생식과 생존에 유리했으며, 그 결과 현생 인류가 ‘특정 
종류의 배우자 선호’를 물려받았다는 것이다. 즉, 여자는 ‘자원을 나와 자식에게 투
자할 수 있는 남자’를 선호하고, 남자는 ‘아이를 낳을 능력이 있는 젊고 건강한 여
자’를 선호한다. 그리고 남성이 매력 있다고 여기는 여성의 외모는 ‘젊음과 건강의 
단서’ 또는 ‘생식 능력의 지표’이다. 이는 결국 남자는 여자의 육체적 매력에, 여자
는 남자의 자원에 관심이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진화심리학에 의하면, 
이런 남녀의 배우자 선호는 ‘지위가 높은 남자’가 ‘젊고 매력 있는 여자’와 결혼하
는 결과로 나타난다(버스, 2012).
  둘째, 버스는 양육과 공격성, 지위 추구에서도 남녀 차이가 나타난다고 설명했
다. 먼저, 남자의 ‘부성 불확실성’ 문제는 양육에서의 남녀 차이에 반영된다. 어머
니는 자신이 친모임을 100% 확신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
자가 남자보다 자식에게 더 많이 투자할 것이라는 것이 버스의 예상이었다. 또한 
버스는 수컷이 번식 전략으로 모험 감수를 선호하는 반면, 아이를 보살펴야 하는 
여자는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공격
적이라고 설명했다. 버스는 지위 추구에서의 남녀 차이도 남녀의 번식 성공률 차이
로 설명했다. 즉, 대부분의 여자는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번식에 성공할 수 있지
만, 남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남자들은 성적 기회를 더 많이 갖기 위해 높은 지
위를 추구한다는 것이다(버스, 2012). 그러나 이런 설명은 ‘여자의 야망이 모성의 
본성’이라는 허디(2010)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셋째, 버스는 공간 능력의 성차 역시 진화심리학으로 설명했다. 많은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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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남자는 심적 회전 과제를, 여자는 물체 위치 기억 과제를 더 잘 수행한다는 점
을 보여주며, 방향을 파악할 때 여자는 구체적인 지표를 사용하는 경향이, 남자는 
추상적인 좌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모든 결과는 남자와 여
자에게 효율적인 채집을 돕는 종류와 효율적인 사냥을 돕는 종류로 서로 약간 다
른 공간 능력이 발달했다는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이어서 “물
체 위치 기억 능력에서 나타나는 여자의 우위는 대개 그 효과와 규모가 그다지 크
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채집 가설’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는데, 이는 성차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는 아
닌 것 같다. 그보다는 여자의 일부 공간 능력이 남자보다 우수하다는 점과 여자의 
역할을 인정하는 ‘채집 가설’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버
스, 2012: 152-154).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진화심리학은 우리가 사회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남
녀 차이를 단순하게 ‘진화의 결과’로만 설명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테면 여자가 
남자의 경제적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자가 여자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중요
하게 생각한다는 점은 많은 인간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 일부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성향을 ‘진화의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그보다는 개
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인간 행동이 나
타나지만, 남성들이 공유하는 상황이 있고 여성들이 공유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남녀가 다른 성향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는 해석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즉 남녀가 
처한 다른 상황 때문에 대부분의 문화에서 남녀가 각각의 ‘성향’을 ‘학습’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녀의 상황이 달라지면 남녀의 성향도 달라질 수 있
다. 실제로 과거보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남녀의 행동과 성향이 좀 더 다양하
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담은 진화심리학의 주장은 대
중서에서 반복된다.

3.2. 고정관념 1: 남성의 체계화 능력과 여성의 공감 능력

  남녀의 공간 능력 차이를 ‘적응’의 결과로 설명하는 진화심리학의 서술 방식은 
대중서에도 나타난다. 슐츠와 거리안은 남녀의 공간 지각 능력의 차이를 진화론으
로 설명했으며, 배런코언 역시 남자가 공간 능력을 포함한 체계화하기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제안하며 이를 진화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중서 저자들은 남성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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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화 능력에 대응하는 것으로 여성의 공감 능력을 들었으며, 여성의 공감 능력이 
더 뛰어난 이유 역시 진화론으로 설명했다. 
  먼저, 슐츠는 진화의 과정에서 남녀의 공간 지각 능력이 달라졌다고 설명한다. 
다음은 호르몬이 남녀의 공간 능력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이를 진화의 
결과로 설명하는 슐츠의 서술 내용이다.

자궁 내 성 호르몬은 뇌의 공간 영역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 흥미롭게도 여자들은 
남자들과는 아주 다른 독자적인 공간 능력을 발전시킨다. 그리고 섬세하게 움직이는 
일에 훨씬 더 숙달되어 있다. 인간이 진화를 거듭하는 동안, 많은 과학자들은 각기 
다른 계절에 다양한 생태계에서 여자들이 작은 크기의 음식을 발견하고 거둬들이는 
생존 기술을 발달시켰다고 믿고 있다. 이 기술은 오늘날에도 보다 작고 분명한 영역
에서 사물을 구분하는 여자들의 독특한 공간 지각 능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반대로 
남자들은 넓은 땅에서 사냥을 하고 큰 도구를 만드는 일에 적응했으며, 이는 남자들
로 하여금 먼 거리를 겨냥하는 능력과 마음속으로 물건을 떠올리는 우수한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영향을 끼쳤다(슐츠, 2006: 77).

 

이런 설명에 덧붙여, 슐츠(2006: 78-79)는 남성의 지도 읽기, 공간 시각적 기술, 
심적 회전 기술 등이 “먼 거리를 다니며 사냥을 했던” 유목민 남성의 역할과 연계
되어 진화한 것일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거리안은 남자 아이의 뇌와 여자 아이의 뇌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남녀 
아이들의 학습 방법이 다르며, 따라서 이를 이해해야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거리안 역시 남녀의 뇌가 다른 이유를 호르몬으로 설명했고, 이를 진화
론과 연결시켰다. 즉, 1만 년 전 농경시대가 시작되면서, 남성이 사냥과 주변 보
호, 전쟁을 수행한 반면, 여성은 채집과 아이 돌보기를 맡았다. 사냥에는 공간지각
능력이 필요했고, 아이 돌보기에는 감각과 언어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현재 남녀의 
능력은 이 환경에 적응한 결과라는 것이 거리안의 설명이다(거리안, 2012). 다음 
서술을 이런 생각을 잘 보여준다.

수백만 년이 흐르는 동안 남녀의 뇌는 이러한 환경들을 만들어냈고 그 환경에 적
응해야 했다. 여성은 남성보다 언어표현을 잘해야 했고, 남성은 공격적이며 공간지각
능력이 뛰어나야 했다. 여성은 소규모 집단에서 개인 의견을 존중하고, 남성은 지도
자가 지휘하는 서열 중심 집단에 의존했다. 여성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모든 감각
을 동원해야 하고 가능한 많은 정보를 기억해야 했던 반면 남성은 주어진 하나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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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집중하거나 아이들이 있는 공동체를 보호해야 했다(거리안, 2012: 40-41).

 

이런 점들을 서술한 후, 거리안(2012: 45)은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된 인간 역사가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의 신경계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남녀의 뇌가 다르다고 주
장했다.
  배런코언은 남성 뇌와 여성 뇌에 대한 생물학적 근거를 제시한 후, 체계화 능력
과 공감 능력이 유전자에 새겨진 원인을 ‘진화론’으로 설명하려 했다. 다음 서술을 
보자.

남녀가 공감하기와 체계화하기 능력이 다른 것은 사회적, 생물학적 요인들 때문이
다. 남녀의 마음이 서로 다르게 되는 생물학적 원인을 찾아내면, 그러한 차이가 아마
도 진화의 결과일 것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된다. 즉 이런 남녀 차이의 바탕에
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는 개체가 생존, 번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주기 
때문에 선택되어 왔다는 것이다. (중략)

우리 남녀 조상들이 서로 매우 다른 위치를 차지하고, 서로 아주 다른 역할을 해 
왔다는 주장이 몇 있다. 만일 이런 주장이 맞다면, 각자에게 선택 압력이 서로 다르
게 작용했을 것이고, 인지 또한 서로 다른 유형으로 전문화하게끔 진화했을 것이다. 
자연히 한쪽 성에게는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이 다른 성에게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
다(배런코언, 2007 : 223).

 

  배런코언은 체계화를 잘하는 사람이 생존 가능성이 높고 “부를 쌓거나 사회적 
지위를 높일 기회”가 더 많으며, 공감을 잘하는 부모가 아기를 더 잘 보살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아기의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런 설명
을 체계화를 잘하는 남성과 공감을 잘하는 여성이 번식 성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는 주장과 연결시켰다. 그는 공감을 잘 못하고 체계화를 잘하면 사회에서 높은 지
위까지 급속히 올라갈 수 있는데,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자가 부인과 자식이 많다
고 제안했다. 그리고 배우자의 공동체로 이동하는 여자와 달리 태어난 집단에 머물
렀던 남자들은 인간관계에 덜 노력해도 되었고, ‘공감 능력을 갖추라는 압력’도 덜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한 그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여자는 자신을 잘 돌봐
줄 남자를 배우자감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상호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
하여 자식을 살아남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배런코언, 2007: 224-243). 그러나 
배런코언의 설명은 정합적이지 않다. 남자의 사회적 지위와 부인 및 자식의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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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어머니의 공감하기 유전자가 여자에게만 유전된다는 것도 
별로 설득력이 없다.
  6장 1.1절에서 설명했듯이, 배런코언은 모든 남자가 공감을 못한다거나 모든 여
자가 체계화를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특정 여성이 천부적인 
체계화 능력을 지니거나 특정 남성이 공감하기에 뛰어날 경우, 이들의 ‘특별한 생
물학적 조건과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남성 뇌’, ‘여성 뇌’라는 
것이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이 책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사람들 
마음에 있는 근본적인 남녀 차이를 좀 더 수용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배
런코언, 2007: 336-340).
  브리젠딘도 ‘여성의 공감 능력’을 진화론과 연결시켰다. 다음 서술을 살펴보자.

여자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상대의 얼굴 표정과 목소리에서 감정과 속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탁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관계’를 중요시하는 뇌의 프
로그램 때문이다. 여아의 뇌가 하는 일들은 주로 관계를 맺기 위한 것들과 관련이 
있다. 이는 생존을 위해 수천 년간 지니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지니고 있는 유전
적 진화 프로그램의 결과다(브리젠딘, 2007: 45-46).

많은 진화심리학자들은 타인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과 재빨리 정서적 뉘앙스
를 읽어내는 능력은 석기시대 때부터 여자들에게 부여된 것이며, 여자들의 이런 능력
이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기민하게 감지하고 피하게 해줌으로써 자
신과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해줬다고 생각해왔다. 이런 재능은 또한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아기들의 요구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여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
다(브리젠딘, 2007: 215).

여기서 브리젠딘은 여자의 공감 능력이 자신과 자녀의 생존을 위해 필요했던 오래
된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핀커 역시 여자의 감정이입 능력을 진화론으로 설명했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여자들은 자신과 친밀한 사람들의 감정과 필요를 예
측하는 데 생물학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아기가 원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고’ 그래
서 아기의 생존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갖고 있다. ... 주의 깊고 직관적인 엄마에게
서 태어난 아기는 잘 먹고 보호받으면서 오랜 기간을 살아남아 무사히 성인이 될 확
률이 높은 반면, 무관심한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배를 곯거나 약탈자에게 잡아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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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위험이 있다(핀커, 2011: 148). 

핀커(2011)는 유전자뿐만 아니라 양육 방법도 전달되며, 엄마의 양육 방법이 자손
의 유전자가 발현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핀커(2011: 150)는 이어서 “인간에게 양육과 스트레스 반응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제일 처음 이론화한” 심리학자인 셸리 테일러를 소개하며, 이를 진화론과 
연결시켰다.

스트레스를 느낄 때 자식을 돌보는 것은 확실히 좋은 진화론적 전략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돌보기’를 자극하는 생물학적인 요소들은 자연도태의 과정에서 선택을 받
을 것이다. 그런데 테일러가 밝히는 바에 따르면, 아드레날린과 여러 호르몬에 의해
서 극도의 경계심을 느낄 때 여자들은 대항하거나 회피하는 전형적인 스트레스 반응 
외에도, 본능적으로 측근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친구를 만드는’ 반응으
로 스트레스에 대응한다. 친구 만들기가 생존에 이득이 될까? 만일 여자들이 –다른 
여자의 아이를 돌봐주고 자신의 아이도 맡기는 식으로- 서로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
운다면 서로의 감정이입과 돌봄은 상처받기 쉬운 아이들을 모두 보호해줬을 것이다. 
... 다른 사람을 보살펴주지만 그 답례로 보살핌을 받지는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자들은 거짓말을 탐지해내는 능력과 마음을 읽는 기술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핀커, 2011: 151).

 

이처럼 핀커는 여자의 감정이입과 돌봄 성향뿐만 아니라 마음읽기 능력까지 진화
론으로 설명했다. 물론 이 이야기들을 ‘가설로 본 진화의 전략’이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핀커, 2011), 이런 이야기들은 감정이입 능력, 돌봄 능력 등이 진화의 역사
를 통해 여성이 습득한 ‘선천적인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 핀커(2011)는 덧붙여 여
자들이 절친한 집단의 구성원에게는 감정이입을 하고 지지를 보내지만, 다른 여자
들과는 경쟁한다고 설명하며, 이 역시 ‘진화의 훌륭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3.3. 고정관념 2: 양육, 공격성, 지위 추구

  양육과 공격성, 지위 추구의 남녀 차이가 진화의 결과라는 설명도 대중서에 나
타난다. 브리젠딘은 남자가 높은 지위를 추구하는 이유와 여자가 남편보다 여자 친
족에게 아기를 맡기는 이유를 진화론으로 설명했다. 무어ㆍ제슬 역시 남성의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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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진화의 결과로 설명했고, 핀커도 여성의 수유와 남성의 공격성을 진화로 설명
했다. 
  무어ㆍ제슬은 남성의 공격성을 ‘진화의 과정’으로 설명했다. 자원을 지키고 부족 
간 다툼을 해결하며 야영지를 방어하려면 공격성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이들은 이
러한 성향이 ‘문화적 조건’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근원’을 갖는다
고 주장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도둑질, 음주, 마약 복용, 무분별한 성행위, 싸움 
등을 피하라고” 가르치지만, 많은 남성들이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서 이들은 남성이 ‘생물학적 특성’ 때문에 여성보다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미국의 심리학자 골드버그 박사의 말을 인용했다(무어ㆍ제슬, 2009: 137). 
그러나 이런 서술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지 못한 서술로 보인다.
  하지만 무어ㆍ제슬은 계속해서 생물학적 요소를 강조했다. 다음 서술은 이런 면
을 보여준다.

남녀는 서로 다르다. 남녀가 어떤 사회에서 성장하는가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것은 
본질상 남녀의 타고난 차이를 더 강화시키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화학작
용을 통해 우리에게 각인된다(무어ㆍ제슬, 2009: 143).

 

이들은 이어서 호르몬 양에 따라 남성도 여성적인 측면을, 여성도 남성성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무어ㆍ제슬, 2009). 그러나 이런 서술은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
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보다 호르몬의 역할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핀커 역시 경쟁하려는 남성의 속성과 이에 따른 공격성을 생물학적인 영향으로 
설명했다. ‘생물학적인 영향력’이 남자들에게 공격성과 경쟁심을 부추기며, 남자들
은 전쟁놀이나 폭력적인 컴퓨터 게임 같은 ‘본질적으로’ 남성의 마음을 끄는 공격 
성향의 문화형태를 통해 능력을 연마한다는 것이다. 즉, 전쟁놀이나 폭력적인 게임
이 남성을 공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이미 공격적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즐긴다는 것이 핀커의 설명이다(핀커, 2011). 
  진화심리학자인 마고 윌슨과 마틴 댈리에 의하면, 모험의 감행은 ‘남성적 심리의 
속성’이다. 그리고 진화생물학자 트리버즈는 남자가 여자보다 모험적인 이유를 진
화의 결과로 설명했다. 다윈의 성선택 이론에 의하면, 수컷이 경쟁하고 암컷이 선
택한다. 공격적이고 덩치가 큰 수컷은 경쟁자를 제치고 암컷을 붙잡을 수 있었고, 
잘생긴 수컷과 모험적인 수컷도 암컷들의 주의를 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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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수컷들은 인기가 없어서 그들의 유전적 특질이 더 적게 퍼졌을 것이다. 핀커
는 이런 설명이 ‘남성은 기본적으로 경쟁적인 모험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음을 의
미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자식에게 많은 투자를 해야 했던 여성은 배우자를 까다
롭게 선택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자식이 생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
험에 대해서도 보수적이었을 것이다(핀커, 2011: 286-290). 
  핀커는 인간의 경우, 여자들도 경쟁하고 남자들도 선택하며, 부모가 모두 자식에
게 투자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렇다고 해서 핀커가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린 
것은 아니다. 다음 서술을 보자.

그러나 부모로서 투자는 남자들에게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여전히 남자들 사이에서
는 경쟁이 더 많고 여자들 사이에서는 선택이 더 많으며, 여자들은 자식에 대한 남
자의 투자능력을 보여주는 징후들을 매력으로 느낀다. 그래서 남자들은 좋은 유전의 
대상으로서 또는 좋은 부양자로서 여자들의 관심을 끌어당길 수 있는 요소들인 우월
함이나 아름다움 또는 친절함의 경합을 통해 공공연하게 경쟁을 벌인다(핀커, 2011: 
293).

즉, 핀커는 인간의 경우에도 여전히 남성이 경쟁하고 여성이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런 설명은 결과적으로 남자가 더 공격적이고 모험을 감
행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점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더 나아가 핀커는 남성이 여성보다 취약한 이유를 남성의 공격성과 연결해 설명
했다. 수정된 첫날부터 남성 태아는 여성 태아보다 취약하며, 모체의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공격성과 모험성을 높
이지만, 신체의 면역반응을 약화시키기도 한다(핀커, 2011). 핀커는 이처럼 남자가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이유를 진화론으로 설명했는데, 다음 서술은 이런 점을 잘 보
여준다.

진화의 역사는 여성의 체질이 더 강하게 된 최초의 토대를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
다. 자식을 낳고 먹이며 어른이 될 때까지 오래 돌볼 수 있을 만큼 튼튼한 여자들의 
자식은 끌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그래서 더 건강한 여자들이 
후손에게 자신의 유전적 특징들을 물려줬다. 반대로 남자들은 자신의 후손을 만드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오래 살아남아서 자식들을 어른이 될 때까지 키울 수 
있는지는 자신의 자식을 만들 수 있는지보다 근본적으로 덜 중요한 문제였다. ... 이
처럼 매우 위험한 모험을 감행하면서 경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 강하고 빠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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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적인 면이 번식의 성패를 갈랐고, 진화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남성의 장수나 건강
은 희생됐을 것이다(핀커, 2011: 33).

즉, 자손을 남기기 위해 남성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보다는 모험을 하는 편이 유리
했다는 것인데, 핀커(2011)는 이런 남성의 취약한 특징이 현대에도 나타난다고 이
야기했다.
  한편, 브리젠딘은 남자의 ‘계급’에 대한 관심을 진화론으로 설명했다. 다음 서술
을 보자.

우리 뇌는 수십만 년 동안 지위를 의식한 계급 사회 속에서 살아오면서 형성되었
다. 10대 소년이 전부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건 아니겠지만 위계질서의 꼭대기 쪽에, 
가능하면 밑바닥으로부터 가능하면 위쪽에 있고 싶어 한다(브리젠딘, 2010: 70).

진화생물학자들은 허세와 가식, 투쟁 등이 남성을 특별히 같은 종의 수컷 경쟁자
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달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남성 대 남성의 본능적인 경쟁
과 위계질서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투쟁은 호르몬과 뇌 회로 양쪽의 지배
를 받는다. ... 인간 남자에게도 남보다 한발 앞서고 자기 지위를 지키고자 하는 이
러한 욕구가 있다는 사실이 전세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습관이나 문화적 전통
을 넘어서는 남자 뇌의 구조적 특징이다(브리젠딘: 2010: 215).

브리젠딘은 남자가 높은 지위를 추구하는 이유를 ‘뇌의 구조적 특징’이라고 설명했
으며, 이를 수컷 경쟁의 결과라고 해석했다. 
  브리젠딘은 여성의 양육 행동, 특히 친족 여성의 양육 행동도 진화론으로 설명
하려 했다. 브리젠딘(2010: 173)은 남편이 아닌 친정엄마에게만 아기를 맡기는 여
성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 경우 이 엄마의 고대인의 뇌 회로가 “오직 여자 친족만
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라고 말해주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하
지만 이런 해석은 아버지나 다른 ‘대행 어미’들이 어머니를 대신해 아기를 돌볼 수 
있다는 허디(2010)의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다. 
  수유도 양육 행동 중 하나이며, 핀커는 수유 행위를 ‘진화’로 설명하기 위해 허
디를 인용했다. 허디에 의하면, 모유 수유 중에 옥시토신이 급격히 증대되는데, 이
는 “아기 곁에서 젖을 먹이고 싶도록 엄마를 속박하는 진화의 한 방식”이라는 것
이다. 핀커는 수유로 보상되는 옥시토신이 유도한 감정이 ‘엄마가 되는 것’에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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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희생을 중화하기 위해 진화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다. 핀커는 또한 포유류
가 처음 진화할 때 일부일처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간 아버지들이 수유하도록 진
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남자는 자기 아기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아기의 생
존을 위해 투자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자들은 혼자서 자식에게 고
열량 음식물을 먹일 수 있도록 진화됐다.” 이런 점들을 설명하며, 핀커는 허디가 
“수유와 모성애의 관계를 감정이입 진화의 근원으로서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고 평가했다(핀커, 2011: 235-240). 그러나 허디(2010)의 핵심 주장은 지위가 높은 
암컷이 새끼를 더 잘 살아남게 할 수 있었고, 암컷의 야망은 ‘모성’에서 본질적이
라는 것이다. 핀커는 허디의 이야기에서 필요한 부분만 갖다 쓴 셈이다.

3.4. 진화에 대한 대중서 저자들의 이해

  6장 3.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윈의 진화론은 변화가능성을 함의하고 있다. 그
러나 진화론을 기반으로 한 버스의 진화심리학은 생물학적 결정론에 반대하며 환
경의 영향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진화의 결과라고 설명
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중서 저자들은 진화심리학에서 고정관념을 진화의 결과로 
설명하는 부분을 차용하여 능력이나 선호에서의 남녀 차이가 본질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이 소절에서는 대중서 저자들이 진화를 이해하는 방식을 설명한 후, 성차에 
대한 이런 식의 이해가 ‘긍정적 성차별’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까지 나아간다는 점
을 보이겠다.
  슐츠(2006)는 유전자와 자궁 내 환경, 즉 생물학이 ‘전통적인 여성의 뇌’를 만들
지만, 현대 여성은 환경에 반응하여 ‘새로운 여성의 뇌’를 갖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그의 주장이 ‘환경’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그는 먼저, 남녀의 
뇌가 다른 점보다는 비슷한 점이 더 많지만, 남자와 여자를 이해하는 데 그 차이
점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저자들처럼 슐츠 역시 호르몬이 뇌의 
여성적이거나 남성적인 정도를 결정한다고 설명했으며, 이를 각각 ‘전통적인 여성 
뇌’와 ‘전통적인 남성 뇌’라고 불렀다. 그리고 전통적인 남녀의 뇌를 진화론으로 설
명했다(슐츠, 2006).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 전통적인 남성의 뇌와 여성의 뇌의 구성 방식이 이치에 
맞다. 수십만 년 전 분화된 남성의 뇌가 사냥이나 부족을 보호하는 일과 같은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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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중력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했던 반면, 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
는 전통적인 여성의 뇌는 아이를 기르고,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집으로 나르며, 가족
의 결속과 부족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는 일과 같은 보다 분화된 동시다발적인 일
에 잘 어울렸다(슐츠, 2006: 53).

이런 서술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른 저자들이 진화론을 사용한 방식과 비슷하
다. 
  이처럼 뇌의 차이가 진화의 결과라는 설명은 이 차이가 본질적이라는 주장으로 
확장될 수 있다. 무어ㆍ제슬은 200년의 산업사회가 진화사의 관점에서는 한순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인류는 오랫동안 사냥과 채집에 의존한 공동체에서 살아왔
다. 근력과 지구력이 더 세고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남성이 사냥을, 여성이 채
집을 주로 맡았다. 여성만 수유가 가능했기 때문에 수유 기간에 어머니와 아기는 
사냥을 하는 남성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즉, 수백만 년 동안 인류는 성을 구별하는 
사회에서 살아온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진화의 역사를 하루아침에 돌이킬 수는 없
다는 것이 무어ㆍ제슬의 주장이다(무어ㆍ제슬, 2009: 217-218). 이런 설명들은 흔
히 접할 수 있는 고정관념을 진화론에 끼워 맞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
게는 설득력 있게 여겨지는 것 같다.
  남녀의 차이가 진화의 결과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주장은 ‘긍정적 성차
별’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무어ㆍ제슬의 다음
과 같은 서술은 이런 점을 보여준다.

우리는 남자 아이의 본질적인 ‘남자다움’이나 여자 아이의 ‘여자다움’을 바꿀 필요
가 없다. 남자와 여자 아이 모두 성별에 따른 타고난 재능의 ‘근육’을 활용한다. 그
들은 어떤 정교한 정치나 사회 이론이 아닌, 그전에 남성이었고 여성이었던 수많은 
세대들이 가진 역사와 경험에 따라 만들어진 세상에 발을 들인다. 만일 세상이 남녀
를 구별한다면 그것은 지금의 세상을 만든, 이전에 존재했던 남성과 여성들이 남녀를 
구별하는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남녀를 구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을 다시 만
들고자 한다면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ㆍ정치적 혁명이 될 수는 있겠다. 그러나 혁명은 
뇌를 조직할 수 없다. 오로지 호르몬만 가능하다(무어ㆍ제슬, 2009: 112).

 

이런 논리는 위험한데, 아마도 약 200년 전의 노예제도와 인종차별도 비슷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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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결론 역시 위험하다. 이들은 ‘성차에 대한 연구를 멈추어야 한다’
고 주장한 파우스토-스털링 같은 학자는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며, 
미래에는 ‘과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남녀가 다르며 이를 인정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한 위틀슨 같은 학자들이 우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사회화와 자기 훈
련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호르몬에 의한 뇌의 
차이가 남녀 차이를 결정한다고 주장하며, 살인, 강간, 폭행 같은 범죄가 주로 남
자에게서, 그리고 “같은 부위가 손상된 뇌를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는 점을 근
거 중 하나로 제시하기도 했다(무어ㆍ제슬, 2009: 292-301). 그러나 호르몬으로 
인간 행동을 설명하려는 이들의 논지를 받아들이면, 이런 문제에 대해 남성 중심적
이고 보수적이며 반사회적인 결론이 도출될 위험이 있다.

4. 소결: 주체의 인식과 담론의 왜곡

  지금까지 ‘남녀의 뇌가 다르다’고 주장한 뇌과학 대중서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이 대중서 저자들은 페미니즘을 의식하면
서도 페미니즘 정신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자신들의 왜곡된 지식이 양성 평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둘째, 이들은 뇌 영상 연구를 비롯한 신
경과학 연구 등을 편향되게 인용하거나 왜곡함으로써, 남녀 차이에 대한 편견을 재
생산하고 있었다. 셋째, 이들은 진화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페미니스트 진
화심리학자의 연구를 편향되게 인용함으로써, 성차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
었다. 이 분석 결과는 과학의 영역에서 만들어진 성차 담론이 대중의 영역으로 가
면서 ‘고정관념을 반영하여’ 왜곡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주체는 자신이 접한 여러 담론들을 
의식하지만, 자신의 ‘믿음’에 비춰 담론들을 소화하고 ‘과학적 사실’을 바라보는 경
향이 있다. 즉, 특정 담론의 영향이 강할 경우 주체는 ‘사실’을 왜곡하여 받아들이
기도 하며, 그 결과 왜곡된 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인간 
주체의 유한성’과 유한한 주체에 미치는 담론의 영향을 볼 수 있다. 
  6장에서 살펴본 대중서들은 4장에서 살펴보았던 논문들에 비해 과장되어 있는 
편이지만, 인쇄되어 나온 책들은 대중의 신뢰를 받는다. 대중서의 저자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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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심리학자로서, 대중들이 권위 있다고 여길만한 이력을 지녔기 때문이다.30) 
7장에서는 대중서의 내용이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왜곡
된 성차 담론’이 우리 사회에서 확산되고 이 담론이 다시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
겠다.

30) 게다가 일부 연구들은 이런 논의들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4장에서 설명했듯이, 
배런코언은 자신의 ‘공감하기-체계화하기 이론’을 논문으로 출판했는데, 그 논문이 일부 
마케팅과 관련된 fMRI 연구에 인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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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왜곡된 성차 담론의 확산, 그리고 담론의 변화

  브리젠딘과 비달의 국내 번역서 판매량을 비교하며 “균형 잡힌 연구보다는 남녀
의 사회문화적 불평등을 신경과학적으로 정당화하는 연구들이 대중적 차원에서 훨
씬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홍성욱(2010; 321)의 이야기처럼, 언론도 
네티즌도 성차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책에 더 관심을 보인다. 예를 들어, 비달의 
책에 대한 기사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단 한 건 검색할 수 있었던 반면, 브리젠
딘의 책에 대한 기사는 뉴스 검색으로만 10건이 넘고 간접적으로 인용한 기사까지 
포함하면 수십 건에 이른다. 이는 한국 사회가 여성과 남성의 뇌에 대해 어떤 이
야기를 듣고 싶어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에 변화가 보인다. 과학의 영역과 대중
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뉴로섹시즘’의 문제를 강하게 비판한 코델리아 파인의 책이 
2014년 6월에 번역되어 출판되면서 일어난 변화이다. 2008년에 번역되어 출판된 
카트린 비달의 책과 달리, 파인의 책은 브리젠딘의 책만큼이나 언론의 조명을 받았
으며, 네티즌들이 책에 대해 관심 갖고 의견을 쓰는 정도도 비슷했다. 대중의 영역
에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페미니즘 담론이 수용되며 기존의 성차 담론에 변
화가 일어난 것이다.
  7장에서는 뇌과학 대중서들에 대한 언론 기사와 네티즌들의 반응을 분석함으로
써, 대중서에서 왜곡된 성차 담론이 대중의 영역에서 확산되는 양상과 그럼에도 불
구하고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연구 결과가 왜곡된 성차 담론을 변화시키는 양
상을 살펴보겠다.31) 이를 위해 나는 6장에서 다룬 ‘근본적인 성차가 있다’고 주장
하는 7권의 뇌과학 대중서와 2014년에 번역되어 출판된 파인의 책에 대한 기사를 
모두 검색하고, 포털 사이트 Naver에서 이 책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평가와 반응을 
검색했다. 
  6장에서 살펴본 7권의 뇌과학 대중서는 페미니즘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신경과

31) 7장에서 기사와 네티즌 리뷰를 직접 인용한 인용문 중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은 대부
분 필자가 강조하기 위해 표시한 것이다. 네티즌이 직접 강조한 경우는 인용문 옆에 표
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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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연구를 편향되게 인용하며 진화심리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왜곡된 성
차 담론’을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전문가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근본적인 
성차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인상을 준 이 7권의 대중서는 대개 언론과 대중에게 
설득력을 가졌으며, 기존에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으로 경험과 학습이 성차를 만들
어낸다고 인식하던 일부 네티즌도 뇌과학 대중서들이 제시하는 ‘과학적 근거’에 설
득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도 일부 네티즌은 ‘과학이 근본적인 성차가 
있음을 입증한다’는 뇌과학 대중서들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보았으며, 이들이 제시
하는 과학적 근거를 믿더라도 페미니즘이 주장한 ‘양육’의 역할을 여전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11년에 출판된 코델리아 파인의 책이 번역되어 2014년 한국에서 출판되면서 
성차 담론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근본적인 성차가 있다’는 기존 뇌과학 대
중서들의 주장을 ‘과학적인 근거’로 반박한 파인의 책은 기존의 뇌과학 대중서만큼
이나 설득력을 가졌으며, 언론도 대중도 파인의 책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특히 
일부 네티즌은 파인의 책에 설득당해 ‘성차’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 
이런 점은 주체의 인식과 담론이 ‘과학적 사실’을 만들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대중의 영역에서 ‘과학적 사실’이 왜곡되기도 하지만, 대중
들이 ‘과학적 근거’라고 믿으면 ‘왜곡된 담론’도 힘을 얻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한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을 받은 ‘과학적 사실’이 다시 기존의 성차 담론을 반박했
을 때 성차 담론이 변화했는데, 이는 페미니즘 담론의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동시에 실천적인 방향으로의 담론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1. 왜곡된 성차 담론의 확산

  뇌과학 대중서 저자들은 성차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과학 연구 
결과를 편향되게 인용하거나 왜곡하지만, ‘전문가가 제시하는 과학적 근거’는 대중
에게 설득력을 가진다. 이 절에서는 언론이 왜곡된 성차 담론을 재생산하고, 다수
의 대중들이 대중서가 제시하는 과학적 근거에 설득되어 왜곡된 성차 담론을 수용
한다는 점을 보여주겠다.

1.1. 언론에서 재생산되는 왜곡된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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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서 저자들은 과학의 영역에서 만들어진 성차 담론들을 왜곡하지만, 이 대중
서들을 소개하는 기사들은 고정관념이 더 강조되는 형태로 왜곡된 담론을 재생산
하고 있었다. 6장에서 분석한 7권의 뇌과학 대중서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 한 권의 
대중서가 요약되는 과정에서 그나마 비판을 피하기 위해 대중서 저자들이 의식적
으로 남겨두었던 ‘페미니즘 담론’ 등 고정관념을 지지하지 않는 언급들이 생략되는 
경향이 있었다. 결국 ‘근본적인 성차’가 있다는 고정관념만 남게 되는데, 기사에서 
소개하는 저자의 지적 배경은 이런 고정관념을 신뢰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고정관념을 지지하는 과학적 근거, 호르몬과 뇌가 만드는 ‘근본적 차이’

  7권의 뇌과학 대중서들을 소개한 대부분의 기사는 이 대중서들이 남녀 차이가 
근본적이며, 호르몬과 뇌가 이러한 차이를 만든다고 주장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배런코언(2007)의 책을 다룬 8 건의 기사들은 이 책이 태아기에 분비되는 테스토
스테론 때문에 남녀의 뇌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져, 여자는 공감하기에 적합한 뇌
가, 남자는 체계화하기에 적합한 뇌가 발달한다고 설명한다는 점을 소개했다. 이 
중 2 건의 기사는 남녀의 이러한 능력 차이가 ‘진화’의 결과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2007년 5월 30일자; 「신동아」, 2007년 7월 25일자).
  여자의 뇌를 설명한 브리젠딘(2007)의 책을 다룬 11개의 기사 역시 ‘서로 다른 
뇌 구조’ 때문에 남녀 차이가 나타난다는 브리젠딘의 주장을 소개했으며, 다수의 
기사들이 이를 기사 제목에 반영했다. 이 기사들은 책 내용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시 보여주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일부 기사들은 
“언어와 청각에 관련된 뇌중추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11%나 많은 신경세포를 
갖고 있다”고 소개했고(「뉴시스」, 2007년 6월 19일자; 「서울신문」, 2007년 6월 22
일자; 「서울경제」, 2007년 6월 22일자), 다른 기사들은 여성의 뇌가 정서와 기억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감정을 더 잘 표현하
고 정서적 경험을 더 잘 기억’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연합뉴스」, 2007년 6월 18
일자; 「뉴시스」, 2007년 6월 19일자; 「서울경제」, 2007년 6월 22일자; 「세계일
보」, 2007년 6월 23일자). 그 밖에 남성이 공격적이고 성적 충동이 강하다는 점을 
뇌 영역의 크기로 설명하거나, 여자의 양육 심리를 호르몬 작용으로 설명한 내용을 
소개한 기사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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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의 뇌를 설명한 브리젠딘(2010)의 다른 책을 다룬 7개의 기사도 남녀가 다
른 이유를 ‘뇌의 차이’나 ‘호르몬의 영향’ 같은 생물학적인 요소 때문이라고 소개하
고 있었고, 이를 ‘근본적인 차이’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이 책을 소개한 
기사들은 남자가 성적 충동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7개의 기
사 중 3개의 기사는 남성이 ‘섹스’에 관심이 많다는 고정관념을 반영한 제목을 달
았다(「한국경제」, 2010년 7월 1일자; 「매일경제」, 2010년 7월 2일자; 「세계일보」, 
2010년 7월 4일자). 또한 3개의 기사는 제목에까지 이런 내용을 반영하지는 않았
지만, 남성이 성적 호기심이 많다거나 남성 뇌에 성적 충동에 할애된 공간이 더 
많다는 내용, 또는 남성이 바람기가 있다는 내용을 기사에 포함하고 있었다(「연합
뉴스」, 2010년 6월 29일자; 「독서신문」, 2010년 6월 30일자; 「동아일보」, 2010년 
7월 3일자). 
  무어ㆍ제슬(2009)의 책을 소개한 12개의 기사들도 대개 뇌 차이가 행동의 차이
와 능력의 차이를 만들어 내며, 호르몬이 남녀의 뇌를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남녀
가 다른 것은 ‘생물학적 원리’라고 이야기한다. 기사들은 남자는 공간지각 능력이, 
여자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더 우수하다는 내용, 남자는 공격 지향적이고 여자는 
관계 지향적이라는 내용, 남자는 바람기가 있고 여자는 직관이 뛰어나다는 내용 등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흔한 고정관념을 이 책이 과학적 근거로 밝혀주고 있다고 소
개했다. 
  슐츠(2006)의 책을 소개한 기사들은 이런 경향이 덜한데, 3개의 기사 중 한 기
사만 여성의 뇌가 남성의 뇌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서술한 책 내용 일부를 언급
했다(「매일경제」, 2006년 12월 1일자). 이는 슐츠의 책 자체가 진화의 결과 전통적
인 남녀의 뇌가 다르다고 설명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현대 여성이 겪는 기분장
애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치료하는데 주안점을 두기 때문인 듯하다. 실제로 한 
기사는 이 책이 “여성의 심리질환 원인이 뇌에 있음을 보여주고 치유책을 제시”한
다고 간단하게 소개했고(「한겨레」, 2006년 11월 30일자), 나머지 한 기사는 이 책
이 여성의 뇌와 질병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으며 저자가 페미니스트 같다고 소개
하기도 했다(「이코노미21」, 2006년 12월 8일자).
  핀커(2011)의 책을 소개한 5개의 기사는 ‘생물학적인 차이’ 때문에 남녀가 다른 
직업을 선택한다는 책의 주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그 중 한 기사는 제목부터 
“성공한 여성들이 왜 일터를 떠나나?”로, 이 책이 성공한 여성들이 남성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 이유를 ‘생물학’으로 설명한다는 점을 밝혔다(「국민일보」, 2011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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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일자). 다른 두 기사는 이 책이 남녀의 ‘구조적인 성 차이’를 설명한 책이라거
나 남녀의 ‘근본 차이’를 탐구한 책이라는 점을 제목에 밝힘으로써 남녀가 다른 직
업을 선택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성차’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연합뉴스」, 
2011년 4월 29일자, 「미디어오늘」, 2011년 5월 22일자). 
  거리안(2012)의 책을 소개한 4개의 기사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선천적으로 
뇌 구조가 다르므로’ 다르게 키워야 한다는 책의 핵심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아이
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려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학습 방법을 다르
게 해야 한다는 점이 책의 요지이지만, 결국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남녀의 ‘선
천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사들은 이런 점을 잘 서술하고 
있었다.

페미니즘 담론의 생략과 왜곡

  이처럼 기사들은 ‘과학적 근거’가 근본적인 성차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대
중서들의 주장을 충실히 소개하면서도, 대중서 저자들이 비판을 피하기 위해 사용
한 페미니즘 담론은 생략하거나 이들이 왜곡한 페미니즘 담론을 소개하는 경향이 
있었다. 
  먼저, 배런코언(2007)의 책을 소개한 8개의 기사 중, 남녀의 능력 차이가 모든 
남녀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 차이’라는 점을 언급한 기사는 하나에 불
과했다(「경향신문」, 2007년 6월 1일자). 

  저자는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생물학적 차이로 결정지어진다는 이 주제가 매우 위
험한 것임을 잘 알고 있기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계적 연구결과이며 모든 남녀에
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한다. 자신도 남성이지만 여성적 
영역인 임상심리학을 연구하고 있다는 점까지 덧붙이면서(「경향신문」, 2007년 6월 1
일자). 

핀커(2011)의 책에 대한 5개의 기사 중에서도 한 기사만 마지막 단락에서 이 책이 
남녀의 통계상의 차이를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는 점을 언급했다(「미디
어오늘」, 2011년 5월 22일자). 그러면서도 이 기사는 ‘있는 차이’를 없다고 하는 
것도 폭력일 수 있다는 말로 기사를 마무리했는데, 이런 점은 기자가 ‘통계상의 차
이’에 대한 언급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음을 시사할 수 있다. 또한 거리안(20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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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대한 4개의 기사 중, ‘선천적인 차이’가 남녀의 우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기사 역시 하나에 불과했다(「브레인미디어」, 2012년 1월 
27일자). 이처럼 극소수의 기사만이 ‘차이’가 우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개인을 설명할 수 없다는 책의 언급을 소개했으며, 한 기사를 제외하고는 이 언급
조차 기사 전체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 일부 기사들은 페미니즘 담론을 의식하면서도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
한 대중서들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즉, 이 기사들은 페미니즘의 주장과 달
리 남녀는 선천적으로 다르며, 이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는 편이 여성에게 유익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에 이롭다는 대중서 저자들의 주장을 충실히 소개했다. 
  먼저, 여자의 뇌를 설명한 브리젠딘(2007)의 책을 소개한 기사들 일부를 살펴보
자.

  즉, 페미니스트 운동권에서 주장하는 남녀 성차별 타파는 여성에 대한 무지로 인
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10대 소녀들은 수학문제를 푸는 것 보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
면서 쇼핑을 하고 멋진 남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외모에 올인하는 것은 이때가 여
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으로 온 몸이 흠뻑 적셔지는 시기로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
는 것(「서울경제」, 2007년 6월 22일자).

  책은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시몬 드 보봐르의 혁
명적 선언을 배반한다. (중략)
  생물학적 결정론은 위험하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남녀의 다름을 무시한다면 
이는 또 다른 억압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책의 예처럼, 딸아이에게 인형 대신 소방차 
장난감을 안겨준다고 남자아이처럼 놀 수 있는 건 아니다. (중략) 
  “여자 뇌의 생물학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즉 인생의 단계마다 일어나는 뇌의 변화
를 이해한다면 스스로의 운명을 주체적으로 조율해나가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자들이 먼저 이 책을 잡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서울경제」, 2007년 6
월 22일자)..
 

즉, 이 기사들은 페미니즘의 주장과 달리 호르몬의 영향으로 여자는 남자와 다른 
관심을 가지며, ‘여자 뇌’를 올바로 이해하고 남녀 차이를 인정하면, 여자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브리젠딘의 제안을 소개하고 있었다.
  무어ㆍ제슬(2009)의 책을 다룬 기사들도 남녀 차이를 인정하는 편이 유익하다는 
책의 내용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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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들은 “태생적으로 분명한 남녀의 차이를 외면하게 되면 남성들의 직업은 우월
하고, 가정주부라는 직업은 하위에 속한다는 식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꿀 수가 없다.”
면서 “남녀의 차이를 확인하고, 충분히 이해해야 문화와 가치의 성숙을 이룰 수 있
다.”고 강조한다(「서울신문」, 2009년 3월 27일자).

  저자들은 "지난 30~40여년 동안 여성들은 옆에 있는 남성만큼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고 교육 받으면서 자랐다"며 "그 과정에서 여성들은 심각하면서
도 불필요한 고통과 좌절과 실망을 겪어야만 했다"고 비판한다(「한국일보」, 2009년 
3월 28일자).

책을 읽고 심기가 불편했다면 저자의 말처럼 그 불만의 대상은 과학이 아니라 그
동안 여성의 본질을 오도하고 부인한 사람들에게로 향해야 옳다. 여성은 상호보완적
인 차이를 환영하고 활용해, 남성성을 추구하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기 보다는, 자
신들만의 특수한 재능을 활용하는 일에 매진해야 하지 않을까(「북데일리」, 2009년 5
월 7일자).

이 책은 남녀 차이의 인정과 강조를 차별의 음모로 보는 시대정신에 용감히 대든 
유전학자와 기자가 심혈을 기울여 쓴 책이다. 우리의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 남녀 
간의 차이를 뇌 차이에서 출발해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이투데이」, 2009년 
4월 20일자). 

 

이런 서술들은 남녀 차이가 본질적이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비과학적 태도’라는 인상을 준다. 그리고 이 기사 내용들을 종합하면, 남녀 차이를 
충분히 이해했을 때 여성이 불필요한 좌절을 겪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더 잘 활용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문화가 성숙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핀커(2011)의 책에 대한 기사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기사들은 남녀가 다른 직업
을 선택하는 이유가 페미니즘의 주장처럼 ‘사회적 차별’ 때문이 아니라는 핀커의 
주장을 소개함으로써, 페미니즘의 주장이 설득력 없어 보이도록 했다. 다음 서술들
을 보자. 

  남녀의 근본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고정시킬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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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려가 있는데 저자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평균적인 차이에 대한 좀더 섬세한 
이해가 오히려 진보에 이를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한다(「연합뉴스」, 2011년 4월 29
일자).

이 책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분명한 통계상의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결코 절대
화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그보다는 성 차이를 이해하는 ‘중요한 한 근
거’가 되길 바란다. 여전히 성 차이는 사회 구조가 낳은 것이며 반드시 없어져야 하
는 낡은 관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있는 차이’를 없다고 하는 것도 때
로 폭력적일 수가 있다(「미디어오늘」, 2011년 5월 22일자).
 

이 서술들은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진보’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폭력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더 나아가 핀커의 분석과 주장을 ‘포스트 페미니즘’이라고 해석한 경우도 있었
다.

  재기 넘치고 사교적이며 성실했던 엘리트 여성들. 동등한 기회를 달라며 싸워온 
페미니즘 운동의 가장 큰 수혜자. 그들이 고액연봉과 권력을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리
는 데는 이유가 있는 듯했다. 

저자는 생물학을 의심했다. 여성은 혹 선천적으로 다른 걸 원하도록 태어난 게 아
닐까. 모든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졌을 때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선택을 하는가. 남녀
가 다른 선택을 한다면, 그건 차별의 결과인가. 페미니즘은 ‘그렇다’고 믿어왔지만, 
저자는 ‘아니다’라고 말한다. (중략)

거꾸로 저자는 남녀가 가고 있는 각기 다른 길이 차별의 결과가 아니라 여성운동
이 이룬 눈부신 성과라고 말했다. 1,2세대 페미니즘이 기회의 평등을 만들어냈다면, 
포스트 페미니즘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자율적 여성을 만들어냈다(「국민일보」, 
2011년 5월 5일자).

이런 표현 역시 여성이 남성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은 ‘선천적인 성차’ 때문이며, 
기존의 페미니즘은 여성이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없도록 강제한다는 인상을 준다.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기사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저자의 지적 권위 강조, 그리고 책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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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기사들은 남녀는 생물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재능이나 관심에 ‘근본적인 
성차’가 있다는 대중서들의 주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페미니
즘 담론을 생략함으로써 ‘왜곡된 성차 담론’을 재생산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이 
기사들은 대중서 저자의 지적 배경을 선택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왜곡된 성차 담론’
에 지적인 권위를 부여했다.
  배런코언(2007)의 책에 대한 8개의 기사 중 5개의 기사가 배런코언을 케임브리
지대 심리학 교수, 실험심리학 교수 또는 실험심리학자라고 소개했고, 핀커(2011)
의 책을 소개한 5개의 기사 중 4개의 기사는 핀커를 발달심리학자 또는 임상심리
학자로 소개했다. 또한 다수의 기사들이 브리젠딘을 신경정신분석학자, 캘리포니아
대 신경정신과 의사, 신경의학자, 캘리포니아대 교수 등으로 소개했으며, 한 기사
는 하버드 의대 등을 졸업한 브리젠딘의 지적 이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하버드대 의대와 캘리포니아 대학(UC Berkeley)에서 의학과 신경생물학을 전공한 
루안 브리젠딘 박사는 1970년대 초창기부터 여자의 뇌가 남자의 뇌와 다르다는 것에 
관심을 두고 평생 연구과제로 삼았다(「서울경제」, 2007년 6월 22일자).

심지어 한 기사는 브리젠딘을 ‘하버드대 신경정신과 교수’로 소개하기도 했는데
(「국민일보」, 2010년 7월 1일자), 브리젠딘이 과거에 하버드대 교수진으로 있었던 
적은 있지만 이것이 현재 이력은 아니었다.
  더 나아가 『브레인 섹스』를 소개한 기사들은 공동집필한 두 저자 중 ‘유전학자’
인 앤 무어를 주로 소개했다. 9개의 기사가 앤 무어를 소개했는데, 이 중 언론인인 
데이비드 제슬을 함께 소개한 기사는 3개에 불과했으며, 그 중 한 기사는 제슬이 
언론인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 9개의 기사는 앤 무어를 유전학자, 세계적인 유
전학 전문가, 옥스퍼드대 유전학 박사 등으로 소개했다. 특히 한 기사는 앤 무어가 
‘뇌의 구조적ㆍ기능적 성차’를 밝힌 연구로 영국왕립학회상을 수상했다는 점을 소
개하기도 했다(「해럴드경제」, 2010년 4월 1일자). 이처럼 대중서를 소개한 기사들
은 저자들의 지적인 권위를 효과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근본적인 성차’가 있다는 주
장이 과학적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이런 점들은 기사들이 책 내용에 대체로 호의적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 책들
에 대한 일부 기사들의 호의적인 평가는 이런 견해를 지지해준다.
  먼저, 배런코언(2007)의 책에 대한 평가와 감상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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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그 남자의 뇌, 그 여자의 뇌’처럼 뇌과학이나 심리학 분야, 이에 기초
를 둔 조직이론 등에 관한 책을 즐겨 읽는 편이다. 그러나 재미있으니 읽어보라고 
아무리 권해도 남편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대신 카메라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들락거
리거나 언젠가 꼭 사겠다고 다짐하며 ‘요트’ 화보집 들여다보기를 더 좋아한다. 막 
학교에서 돌아온 딸은 “엄마, 우리 반에서 말로 나를 당할 사람이 없어”라고 자랑한
다. 남자의 뇌, 여자의 뇌, 공감하기와 체계화하기를 실감하는 순간이다(「신동아」, 
2007년 7월 25일자).

알아도 본능을 거스르기가 쉽지는 않지만, 연인과 부부들에게는 존 그레이의 ‘화성
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후 훌륭한 교과서가 될 듯하다(「해럴드경제」, 
2010년 4월 5일자).

이런 서술은 남녀 차이에 대한 배런코언의 설명이 설득력 있다는 인상을 주며, 이
를 이해하면 남녀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제안으로 연결된다.
  브리젠딘의 책들에 대한 소개와 평가도 호의적이다. 여자의 뇌에 대한 브리젠딘
(2007)의 책이 미국에서 ‘워싱턴포스트 베스트 논픽션’에 선정되었다는 사실의 소
개(「연합뉴스」, 2007년 6월 18일자; 「브레인월드 미디어」, 2011년 2월 8일자)나 
이 책이 여성 자신의 참모습을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
(「뉴시스」, 2007년 6월 19일자), 이 책이 여성의 심리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평가(「국민일보」, 2007년 6월 22일자), 이 책이 여성의 ‘다름’을 
친절하게 알려준다는 평가(「세계일보」, 2007년 6월 23일자), 이 책이 남녀 차이에 
대한 ‘상식’을 보여준다는 언급(「주간한국」, 2007년 7월 3일자)이 그런 경향을 보
여준다. 또한 남자의 뇌에 대한 브리젠딘(2010)의 책이 “차이의 원인을 좀 더 명쾌
하게 제시”한다는 평가(「연합뉴스」, 2010년 6월 29일자)도 있었고, 생물학적인 근
거로 남녀가 다르다는 이야기의 신빙성을 높였다는 평가(「매일경제」, 2010년 7월 
2일자)도 있었다. 
  그 밖에 한 기사는 거리안(2012)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에 맞춰 교육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린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아시아경제」, 2012년 2월 16일자). 

1.2. 왜곡된 성차 담론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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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1.1절에서 소개한 기사들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네티즌은 대중서가 왜곡한 
성차 담론을 ‘과학적 진실’이라 여기고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일부 네티
즌은 대중서 저자들의 지적인 이력을 신뢰한 결과 책의 주장을 더 긍정적으로 받
아들이기도 했다. 더 나아가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경험과 학습이 성차를 만든다고 
인식했던 일부 네티즌이 책이 제시하는 ‘과학적 근거’에 설득당해 남녀의 뇌가 다
르다는 점을 인정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과학적 진실’이 된 고정관념

  성차에 대한 고정관념을 담은 뇌과학 대중서들을 리뷰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원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거나 페미니즘 담론을 접했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
은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들은 대개 자신이 읽은 책이 ‘남녀가 근본적으로 다르
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잘 보여주었다고 인식했다. 즉, 이들은 호르몬이 남녀의 뇌
를 다르게 만들고, 그 결과 남녀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뇌과학 대중서의 주장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남녀에 대
한 편견을 확신하게 된 셈이다. 예를 들어, 일부 네티즌이 근본적인 남녀의 차이를 
설명한 대중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언급했는데, 이들은 자신
이 읽은 뇌과학 대중서가 이 차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해준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한 
네티즌은 7권의 대중서 중 가장 고정관념이 심하다고 볼 수 있는 『브레인 섹스』를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 위해 신중하게 과학적 접근을 하고” 있는 책으로 인
식하기도 했다.32) 
  이처럼 고정관념이 ‘과학적 진실’이 되면서 남녀의 능력은 생물학적으로 다르다
고 여겨지게 되었다. 『브레인 섹스』를 리뷰한 네티즌들이 많이 인용한 책 내용 중 
일부를 보자.

  남성과 여성은 다르다. 함께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는 것만이 유일한 공통점이다.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재능이나 기술,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생물학
적으로 보았을 때 완전히 거짓말이다(무어ㆍ제슬, 2009: 13).

무어ㆍ제슬(2009)은 위의 서술로 책을 시작하는데, 이런 표현은 남녀의 재능이 다

32) http://blog.naver.com/peruser/140178301511 (201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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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다는 점이 생물학적인 사실이라는 인상을 준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이를테면 여
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가 남녀의 뇌구조 차이 때문이라는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
게 한다.33) 더 나아가 이런 인식은 남녀의 뇌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편이 세상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으로 연결되
는데, 이는 페미니스트들이 비판했던 계몽주의 시대의 ‘성적 상보성 이론’을 뇌과
학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페미니즘을 의식하면서도 책 내용이 객관적이라고 인식하고 수긍한 경우도 있었
다. 한 네티즌은 책의 요지가 성차별로 받아들여질까 걱정하는 저자를 안쓰러워하
며, 페미니스트들이 책 내용에 과민반응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그리고 자신도 여성
이지만 배런코언(2007)의 책 내용이 “공감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라
며, 남녀가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이는 이유가 뇌 때문이라는 근거로 제시된 자료와 
실험 결과들이 객관적이라고 평가했다.34)

저자의 지적 권위에 대한 신뢰

  뇌과학 대중서를 소개한 기사들과 마찬가지로, 일부 네티즌에게 저자의 지적 이
력은 저자가 제시하는 ‘과학적 근거’에 신뢰성을 더해주었다. 예를 들어, 일부 네티
즌은 캠브리지대 심리학 교수인 배런코언이 뇌과학과 심리실험 결과 등의 과학적 
증거로 남녀 차이를 설명한다고 서술했다. 브리젠딘 역시 심리학자, 의사이자 정신
분석학자, 신경정신과 의사, 신경생물학을 전공한 호르몬 전문가, 샌프란시스코 대
학 교수 등 다양한 직함으로 소개되었고, 하버드대 신경정신과 교수로 소개된 경우
도 있었는데, 이런 직함은 저자가 과학적으로 권위 있는 전문가라는 인상을 준다. 
실제로 한 네티즌은 브리젠딘을 ‘뇌과학의 권위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다음은 
브리젠딘의 『남자의 뇌, 남자의 발견』(2010)에 대한 그의 평가이다.

  저자가 여성의 시각에서 편파적으로 쓰지 않았을까 우려를 했는데 뇌과학의 권위
자답게 객관적으로 잘 썼다.35)

33) http://book.interpark.com/blog/tnwjd666/2519292 (2012.01.05.) 
34) 

http://book.naver.com/bookdb/review_view.nhn?bid=2920894&review.seq=100514
2 (2007.06.28.)

35) http://blog.naver.com/joyshin/60115573187 (201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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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네티즌은 ‘뇌과학의 권위자’인 브리젠딘이 남자의 뇌에 대해 객관적으로 잘 설
명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무어ㆍ제슬(2009)의 책을 리뷰한 네티즌 일부도 저자들의 지적 이력을 소개했으
며, 이들은 저자의 지적 권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중 두 네티즌은 유전
학 박사인 앤 무어만 소개했는데, 이들은 무어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유전학을 전공
했다는 점이나 ‘심리학자가 아닌 유전공학 박사’라는 점을 내세움으로써 그가 과학
의 권위자라는 인상을 주었다. 10여명의 네티즌은 유전학자인 앤 무어와 저널리스
트인 데이비드 제슬을 함께 소개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무어뿐만 아니라 제슬의 
지적 권위를 강조하기도 했다. 6명의 네티즌은 데이비드 제슬이 옥스퍼드 대학에
서 생물학을 전공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그가 단순한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과학
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저자의 지적 이력이 책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는 경우도 있었다. 다음
은 루안 브리젠딘의 『여자의 뇌, 여자의 발견』(2007)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네티
즌의 글이다.

  저자는 하버드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예일대에서 석사를 받았다. 캘리포니아 대
학 신경정신과 의사이자 여자의 뇌를 연구하는 임상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했다. 그녀
의 이력만으로 여자의 뇌에 대한 내 궁금증의 일부는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채워준다.36)

즉, 브리젠딘의 지적인 이력에 대한 신뢰가 이 책이 ‘여자의 뇌’에 대한 지식을 알
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도록 한 것이다.

‘과학적 근거’와 대중의 인식 변화

  이처럼 뇌과학 대중서들은 ‘남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고정관념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보여주었는데, 이 대중서들을 본 일부 독자들은 성차에 대한 견해를 
바꾸기도 했다. 이들은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으로 남녀의 차이는 경험과 학습이 만
들어낸다고 생각했었지만, 뇌과학 대중서에서 전문가가 보여주는 ‘과학적 근거’에 

36) http://blog.naver.com/icansack3/220324297912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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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당한 것이다. 
  한 네티즌은 사회문화적인 영향으로 남녀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달라졌다고 
생각했었으나, 여자의 뇌에 대한 브리젠딘(2007)의 책을 읽은 후 남녀가 생물학적
으로 다르게 태어났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는 저자와 책
이 갖는 과학적 권위가 영향을 미쳤는데 다음 인용문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남녀가 평등하다는 페미니스트들의 발언도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에 바탕한 것이지 '과학적 진실'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의사이자 정신분
석학자이기도 한 그녀는 30년 동안의 임상경험을 통해, 그러니까 이론이 아닌 실제 
그것도 MRI 같은 첨단기자재를 통해 얻어진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는 원래 뇌구조가 다르고 그에 따른 호르몬 분비도 차이
가 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이한 특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37)

이 네티즌은 글 제목에서부터 “남자와 여자는 애당초 다르다!”라고 선언했으며, 이 
책이 여자를 이해하기 위한 유용한 지침서라며 남자들에게 강력히 추천했다.
  브리젠딘(2007)의 책을 읽은 다른 네티즌은 부모님의 기대와 달리 남자답지 못
했던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성 역할’과 ‘성 인식’이 사회적으로 형성된다고 생각했으
나, 책을 읽은 후 호르몬과 유전자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다.38) 그
렇다고 해서 이들이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전에는 사회적인 요소가 성차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면, 책을 읽은 후에는 
생물학적인 요소가 더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다.
  무어ㆍ제슬(2009)의 책을 읽은 한 네티즌은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이분법적 
편견을 싫어한다고 밝히면서도 남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책의 주장을 수용했다. 
책의 과학적 권위를 신뢰했기 때문인데 다음 인용문을 보자.

  하지만 분명 여자와 남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생물학적으로도 물론 다르고, 능력
이나 성향이 발현되는 분야가 다르다. 후천적으로 ‘~~답게’ 길러지기도 하고, 능력을 

37) http://blog.naver.com/toispr/130045749666 (2009.04.09.) 
38) http://milkrevenant.tistory.com/104 (201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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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시킬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성이 남성을 그리고 남성이 여성을 뛰어넘지 못
하는 분야가 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책은 좀더 과학적인 분석방법으로 접
근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뇌’이다. 내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좀더 해부학적으
로 근본적인 차이점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봐오던 여성성과 남성성의 외부적
인 차이를 읊는 다른 책들과는 달랐다. 또한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후천적인 
사회적 영향은 거의 미미하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부여된 남성성과 여성
성은 엄마의 자궁속에서부터 이미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뇌자체가 성에 따
라 다르게 발현된다는 것이다.39) (굵은 글씨와 밑줄 친 부분은 네티즌이 직접 강조
함.)

이어서 이 여성은 호르몬이 여성성과 남성성의 원인이 된다는 내용을 소개하며, 
‘여자답지 못한’ 자신의 성향을 ‘호르몬의 영향’ 때문일지 모른다고 해석하기도 했
다.
  무어ㆍ제슬(2009)의 책을 읽은 다른 네티즌도 저자들의 지적 권위와 이들이 제
시한 생물학적인 근거에 설득당해 인식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네티즌은 
앤 무어를 저명한 유전학자로, 데이비드 제슬을 생물학을 전공한 뇌 전문 칼럼니스
트로 소개한 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이들은 다양한 연구 논문들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뇌가 생성되는 과정부터 유아기, 
사춘기 시기에 나타나는 남녀 뇌의 변화와 그에 따른 차이들과 선천적인 장애 등을 
요목조목 설명한다. 게다가 사회학자들의 남녀 불평등에 관한 사회론은 생물학적 근
거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근거가 빈약해서 틀리다는 주장까지...  그래서 '남녀는 평
등하다'는 나의 고집(어쩌면 이마저도 편견일 지도 모른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씩 꺾여나가는 듯 했다.40)

 

이 경우 역시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을 때 개인의 인식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준
다.
  역시 이전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아이가 길러진다고 생각했던 한 네티
즌은 무어ㆍ제슬(2009)의 책 내용 일부를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도 책에 설득당하
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이 여성은 책에서 언급한 남녀의 공간인지능력 
차이 등을 남편과 자신의 차이로 투영해서 받아들이기도 했으며, 책을 통해 자신이 

39) http://blog.naver.com/venus0411/90070841994 (2009.10.06.)
40) http://cafe.naver.com/readbook/566106 (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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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다.41) 이들의 책을 읽은 다른 
네티즌은 새로운 고정관념을 갖게 되기도 했다. 이 네티즌은 “남녀 차이가 사회화
의 결과가 아니라 생태적인 법칙”이라는 전반적인 책 내용을 당연하게 여겼으며, 
사회화의 결과 남자가 잘 울지 않는다는 기존의 생각을 바꿔 호르몬과 뇌의 영향 
때문에 남자가 잘 울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42)

2. 대중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담론들의 상호작용

  7장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언론과 다수의 네티즌들은 ‘남녀가 근본적으로 다르
다’는 주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는 뇌과학 대중서들의 주장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었다. 심지어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으로 사회적인 요소가 남녀를 다르게 만든다
고 생각했던 네티즌도 책을 읽은 후 남녀가 생물학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게 되었
다. 대중서가 왜곡한 성차 담론이 대중의 영역에서 확산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일부 네티즌은 뇌과학 대중서의 주장을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 
절에서는 이들이 책의 논지를 받아들이는데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을 받거나 책의 
논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하며, 다양한 맥락에서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수
용한다는 점을 보여주겠다. 

2.1. 대중의 인식에 미치는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

  소수의 네티즌은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접한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이들은 양육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했으며, 한 네
티즌은 브리젠딘(2007)의 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과학적 근거에 대한 신뢰, 양육 역할의 인정

  네 명의 네티즌은 자신이 읽은 책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자신이 접한 페미니
즘 담론의 영향으로 ‘양육’의 역할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뇌과학 대중

41) http://cafe.naver.com/bookishman/184904 (2009.04.26.)
42) http://blog.naver.com/corealism01/90177727177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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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제시한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면서도 양육이 성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먼저 무어ㆍ제슬(2009)의 책에 대한 두 네티즌의 리뷰를 살펴보자. ‘그리미’라는 
네티즌은 이들의 책을 소개하기 전에 남녀가 다르지만 환경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략) 하지만 성인 남자
들 사이의 여자가 더 여성화되는 것, 사회적 기대에 의해 남자아이들이 더 남성화되
는 것 역시 극명하다. 환경과 유전의 영향은 반반씩이라는 것이 정설이다.43)

 

이 네티즌은 책의 주장을 수용하면서도 이를 나름대로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공격적인 남성에게도 여성성이 필요하고 여성도 진취성
이나 문제 해결력 같은 남성의 강점을 배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쪼코봉봉’이라는 네티즌은 사회수업시간에 학습이 남녀의 차이를 만든다고 배웠
지만, 이후 ‘EBS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남녀의 사고방식 차이를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네티즌은 호르몬이 남녀 차이를 만든다는 무어ㆍ제
슬(2009)의 주장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학습과 환경’이 남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이는 책을 소개하기 전에 쓴 다음 
내용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일단 이 책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영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1. 성을 결정하는 것이 사회적 학습, 가정적 환경 이외에도 '호르몬' 이 작용하는 바
가 크다는 것
2. 어떤 논리적/학술적 발표에 있어 사회적인 의식이나 정치적인 면이 크게 작용한
다는 것44)

즉 이 네티즌은 학습과 환경이 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호르몬의 영향도 크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이는 ‘뇌(호르몬)-사회적 경험-가정환경’
이 인격이나 사고를 형성한다고 앞으로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표현에서도 드
러난다.

43) http://cafe.naver.com/bookishman/184784 (2009.04.26.)
44) http://blog.naver.com/unbearable_/50103439702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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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의 뇌’를 설명한 브리젠딘(2010)의 책에 대한 한 네티즌의 글에서는 페미니
즘의 주장에 반발하면서도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을 받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빠
소’라는 네티즌은 페미니즘이 사회에 눈에 띄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90년대에 
여성학 수업을 들었고, 그 수업에서 남녀가 각자 잘하는 분야에서 더 대우받는게 
당연하다고 말했다가 담당 교수에게 비판받은 기억이 있었다. 당시 여성학 교수는 
‘교육’이 남녀의 차이를 만든다고 가르쳤는데, 이 네티즌은 그 수업 이후 자신의 
가치관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브리젠딘의 『남자의 뇌, 남자의 발견』(2010)
을 읽고 반대로 여성학 교수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발견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네티즌이 쓴 글 본문만 보면, ‘아빠소’가 브리젠딘의 책을 읽은 후 남녀가 생물학
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댓글을 보면 다른 양상을 볼 수 
있다. 다음 ‘아빠소’의 댓글들을 보자.

  호르몬의 영향은 전체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건 개개인의 개성
이겠죠. 남자들이 호르몬의 영향으로 활동적이고 전투적인 성향을 띠지만 그안에서도 
얼마든지 더 전투적인 사람이 있고, 섬세한 사람이 있듯이요..

  호르몬의 영향은 다소 본능적인 동물적 측면이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본능적
인 성향 이외에도 후천적인 교육과 관습이 성장과정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겠죠. 저책
은 본능적인 호르몬의 역할을 남자의 성장과정에 맞춰 설명해준 책이라고 봐야죠.45)

즉, ‘아빠소’는 브리젠딘의 책 내용을 지지하면서도 사람에게 호르몬뿐만 아니라 
교육이 영향을 주기도 하며, 개개인의 개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한 여성은 ‘아빠소’의 글을 비판적으로 읽기도 했다.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책 내용도 그냥그냥 말은 되지만,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것에 눈을 돌린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되는군요. 저도 어렸을땐 공격적
이고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커가면서 힘이 약하니까 할수없이 싹싹하고 
부드럽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 남자랑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이따위로 
안살겠지요.46)

이 여성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글쓴이보다 여성학 교수의 설명이 더 타당하다고 

45) http://blog.naver.com/fromtome/120111968024 (2010.07.26.)
46) http://blog.naver.com/fromtome/120111968024 (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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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 것이다. 이처럼 책에 대한 리뷰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댓글마다 다르기도 했
다.
  거리언(2012)의 책에 대한 한 네티즌의 글에 달린 댓글들에서는 경험에 따른 인
식의 차이를 볼 수도 있었다. ‘캔디파파’라는 네티즌은 거리언의 『남자아이의 뇌, 
여자아이의 뇌』(2012)에 나온 ‘남녀의 차이 비교표’를 보여주며, 이 표가 남자아이
와 여자아이의 성장과정을 뇌의 차이로 보여준다고 호평했다. 그리고 이 표를 통해 
내 아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의 놀이방법이 여자아이들
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 후 이 표를 제시했는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다르게 
논다는 글 내용에 대한 댓글들의 반응을 살펴보자.

wood toy 2013.08.21 09:23      
  제 딸아이는 나무칼로 찌르고 투석기에 탁구공 장착해서 아빠 사냥하러 다니는데 
큰아이가 남자냐 여자에 따라 많이 틀려지는거 같습니다. ^^

즐토 2013.08.21 14:00  
  저희 아들들은 한번도 가르쳐준 적 없는데, 소꿉놀이 아주 좋아해요. 음식 만들고, 
서빙하고, 돈계산하고.. 아이들에게 역할놀이가 좋다고 해서, 여러 소꿉놀이 세트도 
선물해줬는데, 아직도 잘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남자 세상은 이제 가는 거군요. ㅋ
ㅋ 이러다 남자는 하등하다는 차별도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네요.47)

물론, 다수의 댓글들은 자신의 경험 등을 토대로 ‘캔디파파’의 글에 동의하는 내용
이었지만, 이 댓글들은 ‘캔디파파’의 경험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한 댓글 내용에 따라 ‘캔디파파’의 답글 내용이 달라지기도 했다.

민준이아빠 2013.08.21 10:51  
  예전에 친구네랑 장난감 박물관 갔을 때 민준이는 기차놀이 로봇 장난감 가지고 
놀 때 친구 아이는 딸이라서 그런지 인형을 가지고 놀다 청소기 장난감으로 청소를 
하더라구요. 둘이서 떨어지지는 않고 옆에서 같이 노는거 같으면서 따로 놀아요. 친
구가 이 모습을 보더니 보통 부부의 전형적인 주말모습이네 하네요 ㅎㅎ
남자아이들이랑 여자아이들이랑 노는게 조금은 틀려요.

캔디파파 2013.08.21. 13:15

47) http://candymountain.co.kr/60198435903 (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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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남자아이들은 넓은 장소를 차지하며 노는데 여자아이들은 좁은 장소에서 
모여서 놀기를 좋아합니다. 남자아이들을 어른들이 통제하기 힘드는 이유가 다 있지
요. ^^48)

여기서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다르게 논다는 ‘민준이아빠’의 글에 ‘캔디파파’가 
호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캐롤 2013.08.21. 13:10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다르게 행동하는건 타고나는거 반, 환경 반인 것 같습니다. 
저희딸 어린이집 같은반엔 남자아이가 훨씬 많아서 다같이 남자아이들 놀이라 생각
되는.. 칼싸움, 총싸움.. 같은거 하며 논다하더라구요.. 집에서도 그렇게 놀다가 핑크
색이나.. 예쁜거 찾기도 하고.. 그러네요~^^

캔디파파 2013.08.21 13:47  
  맞아요. 뇌의 차이점은 환경 반 유전 반이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뇌의 차이점을 잘 
파악하고 관찰하면 훨씬 육아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불량아빠 2013.08.21 15:54  
  아이들 관찰을 잘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근데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애요.. 형제라던지.. 부모의 영향이던지.. 여튼 남자와 여자가 어릴때부터 다르
게 행동하는건 참 신기해요^^

캔디파파 2013.08.22 02:00  
  모든 남자아이들이 다 똑같은 성향을 가질 수는 없겠지요. 환경에 따라 일반적인 
특성과 다른 특성을 가진 남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저의 아들 재연이두 남아이지만 
여아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가진 부분도 있습니다.49)

이 댓글들에서는 반대로 ‘캔디파파’가 유전과 환경의 뇌의 차이를 만든다며 환경의 
영향을 인정하고 있고, 환경에 따라 개인이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
고 있다. 그리고 다른 댓글에 대한 답글에서는 선진국 사례를 들어, 남녀가 육아를 
분담하는 편이 아이들의 성장에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48) http://candymountain.co.kr/60198435903 (2013.08.21.)
49) http://candymountain.co.kr/60198435903 (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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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일부 네티즌은 뇌과학 대중서가 언급한 페미니즘 담론을 간과하지 않고 
짚어내기도 했다. 예를 들어, 브리젠딘은 생물학이 결정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양
육’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으며, ‘여자의 뇌’를 설명한 책에서는 성인지의
학의 관점에서 ‘여자의 뇌’를 연구하게 된 맥락을 설명했다. 남녀의 뇌가 생물학적
으로 다르다는 브리젠딘의 주장에 동의한 일부 네티즌은 페미니즘을 의식한 브리
젠딘의 이 서술을 함께 언급하기도 했다.

잘못된 과학에 대한 비판

  한 네티즌은 브리젠딘의 『여자의 뇌, 여자의 발견』(2007)을 비판적으로 소개하기
도 했다. 이 글은 제목부터 ‘잘못된 성(性) 과학’이다. ‘정오즈’라는 네티즌은 먼저 
브리젠딘의 책과 브리젠딘을 소개한 후, 이런 류의 성과학에 대한 학자들의 비판을 
소개했다. 그리고 성차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했다.

  일부 급진적 문화결정론자들을 제외하고 생물학적 성차가 존재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적지만, 양성간 차이의 선천적인 요인에 얼마나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미 과학의 영역을 일정부분 벗어난 성 정치학의 문제이기도 하다.50)

이처럼 ‘정오즈’는 성차 문제가 과학의 영역을 넘어 성 정치학의 문제라고 인식했
으며, 이어서 과학계 내부에서도 성차가 본성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 상당히 있
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입장의 책들이 번역되고 있어서 결정
론적 시각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네티즌은 이 책을 페미니스트가 번역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
며, 브리젠딘처럼 ‘여성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이 여성에게 이롭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다음 인용문을 보자.

  그런 면에서 [여자의 뇌, 여자의 발견]을 번역한 사람이 페미니스트 이론지 [여/성
이론]의 주간인 임옥희씨라는 것은 난감함을 느끼게 한다. 페미니즘 진영의 일각에서 
종종 '여성에게는 남자가 못가진 여성만의 특화된 장점이 있다'는 주장에 고무되어 
여성만의 고유한 역할론을 주장하는 [여자의 뇌~]같은 책들에 동감하는 경우가 많은
데, 결론부터 말해 망하는 짓이다. [여성의 뇌~]같은 책들에서 주장하는 '여성의 정서

50) http://ozuyasujirou.tistory.com/30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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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우월성'이란 사실 육아와 가사노동, 남성에 대한 (육체적)위로 등에서 여성이 '우
월'한 능력을 지녔다는 얘기고, 조선시대 여성들도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우월'하다
고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외로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이런 종류의 '여성 찬미'
에 고무되어 자기도 모르게 전향하곤 하지만.51)

즉, ‘정오즈’는 ‘여성의 정서적 우월성’이 결국은 여자가 육아와 가사노동 등을 잘
한다는 의미라는 점을 간파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네티즌은 댓글에서 결정론적 시각이나 생물학적 환원주의의 문제
를 지적하기도 했는데, 다음 댓글을 보자.

  그렇지요. 다만 저는 그 오해의 상당부분이 오해받고 있다고 억울해하는 학자들 
자신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연애]의 저자인 제프리 밀러만 해도 
"내 주장은 생물학 환원주의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밝혀낸 성차에 관
한 '사실'들을 사회과학에서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생물학적 원리가 사회
과학적 실천의 장에서도 적용되길 바라는 욕구를 드러내죠. 제가 보기에 이런 쪽의 
생물학자들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비교적 온건하다는 사람들조차 정치적 실천 또는 
화용론에 대한 문제의식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단지 '유전자가 다 결정하진 않아. 
그러니 결정론 아님'이라고 한두문장 사족을 달아놓는다고 그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건 아니죠.52)

이처럼 이 네티즌은 생물학적 환원주의로 읽힐만한 주장들이 ‘결정론’이 아니라는 
식으로 비판을 피해가는 방식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2.2. 책의 논지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

  일부 네티즌은 페미니즘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책의 논지에 비판적으로 접근하기
도 했다. 브리젠딘의 두 책과 무어ㆍ제슬의 책, 그리고 핀커의 책에 대한 글 일부
가 비판적으로 책을 읽었는데, 이 소절에서는 이 리뷰들을 살펴보겠다.
  ‘여자의 뇌’에 대한 브리젠딘(2007)의 책을 읽은 세 네티즌은 흥미롭게 책을 읽
고 책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과도한 일반화’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중 
‘카르페디엠’이라는 네티즌은 호르몬으로 여자의 심리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명쾌

51) http://ozuyasujirou.tistory.com/30 (2012.02.27.) 
52) http://ozuyasujirou.tistory.com/30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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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하면서도, 이런 설명에서 조금 억지도 보이며 호르몬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53) 또한 네티즌 ‘즐거운토끼’는 여자의 뇌에 대한 브리젠
딘의 설명이 본인의 경험과 일치한다고 하면서도 남녀를 일반화하는 것에 비판적
인 모습을 보였다. 다음 인용문을 보자.

저렇게 여자는~ 남자는~ 이렇게 단정짓는 건 참 위험한 일반화인 것 같다. 사람이 
얼마나 다른데.. 
제일 조심스러운건..
저런 성차의 특성을 윤리적 관념에 꾸겨넣으려고 하지좀 말았으면.. -_-54)

즉, 이 네티즌은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며, 남녀를 일반화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
각했다.
  ‘남자의 뇌’에 대한 브리젠딘(2010)의 책을 읽은 다섯 네티즌도 책 내용에 기본
적으로 동의했지만, 책의 주장과 다른 내용들을 언급했다. 먼저, 네티즌 ‘돈많은거
지’는 브리젠딘의 주장을 충실히 리뷰하면서도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로 
글을 시작했다.

  ‘인간’의 심리와 행동은 영원히 완벽하게 해석될리 없다. 적어도 인류 전체의 공통
되는 부분 위에서 다양성이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55)

이어서 이 네티즌은 인간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다양하다는 점을 언급한 후, 브리젠
딘이 “남자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과 호르몬이라는 두 가지 과학적인 요소”로 남자
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책에서 제시한 과학적 근거를 미심쩍어하거나 책의 주장과 다른 결론을 내린 경
우도 있었다. ‘바샤르’라는 네티즌은 책 내용에 공감하면서도 책이 제시하는 과학
적 근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이런 면을 보
여주는 ‘바샤르’의 글 일부이다.

  물론 이 책에 나와있는 그 남자들의 뇌 속에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는 그 시스템이
나 호르몬 등이 정말 과연 사실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나름 검증받고 출판한 책일테

53) http://joopid.blog.me/40118649351 (2010.11.30.)
54) http://blog.naver.com/black_ekaco/20117356478 (2010.11.21.)
55) http://blog.naver.com/arthys/220591583266 (2016.01.08.) 



- 258 -

니 조금은 믿어봅니다.56)

또한 네티즌 ‘보헤’는 브리젠딘의 책이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읽어볼만한 책이라고 
하면서도, 호르몬으로 감정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호르몬으로 이해하기보단 마음으로 이해하는 게 먼저이다.”라는 한줄 평으로 글을 
마무리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드러냈다.57)

  책의 주장에 비판적인 사람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글들도 있었다. 네티즌 ‘아
리둘리’의 글을 보면, 이 책을 ‘호르몬 환원주의’로 읽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부 말로는 호르몬 환원주의라는데 이 책 읽었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
잖아요. 참고하는 거지. 4장까지 읽었는데 제 작은아이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형보다 
더 남자아이다운 성격인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 책 보니 그냥 보통 남자아이들 수
준이네요. 차분하고 꼼꼼하고 남의 말 귀담아 듣는 큰애랑 지내가 작은애랑 놀려는 
힘들었거든요.58)

즉, ‘아리둘리’는 자신의 형부보다 책을 긍정적으로 읽으면서도 자신의 작은아들을 
이해하는데 ‘참고’하는 정도로 책을 이해했다.
  또한 네티즌 ‘블루베티’는 책에 설득당해 ‘남자와 여자의 뇌가 확연하게 다르며, 
이를 인정하면 남녀의 인생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일반론’
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 때 한 네티즌은 ‘블루베티’의 
글을 보고 책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다음 댓글을 
보자.

딴사람 2010.07.22. 04:37 
아... 호르몬분비에 관한.. 그럼 뭐 대단히 새로운 데이터가 있는 책은 아니구나. 
그런거 개인차가 커서 이런책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좀 있는데.. 그리고 그 
호르몬의 영향이 인간행동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서도 이렇게 일반화시키기엔 좀... 
(중략)
전 반댈세.. (중략)

56) http://blog.naver.com/zidane812/110102632163 (2011.02.09.)
57) http://blog.naver.com/bohe15/100109416221 (2010.07.19.)
58) http://cafe.naver.com/slowlyhappily/4379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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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요..
이미 있는 사회적인 통념과 지식을 어떤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짜깁기해서 작가의 
임의대로 재미있는 해석을 덧붙인 흥미서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네요. 거기다 그 
방향이 성적인 스테레오타입을 오히려 ‘어쩔수 없어’라고 말할거리를 주는 거 보면. 
(중략)
내용은 상당히 팔릴만한 내용으로 남자용 여자용으로 만들고 기획자가 시장분석을 
하고 기획하고 그럴듯하지만 일반인이 혹할만한 말을 해 줄수 있는 말빨(은 좋지만 
사실은 신용할 수 없는) 과학자를 섭외한 기획서적이라는 대에 한표.59)

즉, 이 댓글 작성자는 호르몬 분비가 미치는 영향이 개인차가 커서 일반화시키기에
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밝히며, 이 책이 성적 스테레오 타입을 강화하는 ‘과학자를 
섭외한 기획서적’이라고 평가했다. 
  무어ㆍ제슬(2009)의 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글들이 좀 더 많았다. 먼저, 세 명
의 네티즌은 책의 과학적 근거는 인정했지만, 책 내용에는 비판적이었다. ‘블루’라
는 네티즌은 남녀 차이가 호르몬의 작용에 의한 뇌의 차이에서 시작된다는 책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이러한 과학적 진술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세상의 남녀 문제
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책의 주장이 ‘인간을 해석하는데 불쾌하
게 느껴지는 결정론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하며, 저자들이 제공한 자료가 ‘정확한 
인과관계’를 반영하는 것인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60)

  ‘TOSAM’이라는 네티즌도 책이 제시한 ‘과학적 근거’는 수용했지만, 이 책의 내
용을 얼마나 수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졌다.

  근데 그 어조라던가 논리는 어째 좀 찜찜하다.
  특정 활동시 반응이 활발해지는 뇌 영역을 추적함으로써 인간의 뇌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명확해 졌고, 기술들이 발전해서 뇌에 대한 신비가 밝혀지고 있
다는 점에서 근거가 뚜렷하긴 한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내용을 얼마나 
받아들여야 좋은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인간의 뇌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의 가능성과 한계까지 
밝혀낼 수 있을까.61) 

59) http://blog.naver.com/gonckey/150090432665 (2010.07.21.)
60) http://blog.naver.com/drheaven1/30067851961 (2009.04.23.) 
61) http://blog.naver.com/h30905/40088109420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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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네티즌은 글 마무리에서 책에 제시한 연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이 연구 
결과들이 인간의 가능성을 남자와 여자라는 굴레 속에 제한시키는 과오”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 책은 “자신의 신념과 사고를 가지고 읽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 나아가 ‘kkm04222’라는 네티즌은 이 책의 위험성을 잘 포착해내고 있다. 이 
네티즌은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경험적 현상을 설명할 때 사회문화적 요소를 고
려하지 않고 비약할 때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리뷰를 시작했다. 그는 이 책이 
성차별적인 의도를 갖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과학적 사실’이 권력관계에 의해 
배열된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예를 들어 이 책을 오독한 사람은 여성은 월경증후군 
때문에 일을 망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일을 맡기면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음 인용문은 이 네티즌의 우려를 잘 보여준다.

  물론 위와 같은 주장들은 이 책을 오독한 것이다. 저자는 매우 관대하여 여성들의 
능력들을 고유한 능력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실이 먹히
기에는 성차별적 인식이 너무 지대한 것이 현대 사회의 구조적 문제다. 따라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충분히 오독을 할 수 있다. 오독을 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적 상
황에 처해 있다. 그것으로 이 책은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읽는 사람이 처해진 구조를 
고려한다면, 이 책은 저자가 의도했건 안했건 간에 결국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이냐고? '여성들이여! 애나봐라!'62)

 

이 네티즌은 이어서 뇌과학이 사회학자들의 설명방식을 반박한다고 하면서도, 페미
니스트들이 ‘모든 생물학적 차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이 책을 읽고 페미니스
트들에게 냉소를 던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다른 세 명의 네티즌은 책이 제시하는 ‘과학적 근거’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이에 
관심을 덜 갖고 이 책을 비판적으로 읽었다. 네티즌 ‘에이안’은 이 책이 남녀의 차
이를 뇌 구조의 차이를 통해 ‘과학적으로’ 알아보려고 한 점을 흥미로워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내성적이면 여자, 공격적이면 남자라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구분이 정
확한 척도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63) 네티즌 ‘조민지’ 역시 남녀의 차이에 대
한 일부 설명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겠다’고 하면서도, 이 책이 남녀의 차이가 ‘호
르몬의 영향으로 인한 선천적인 차이’라고 말하는 ‘조금은 위험한 책’이라고 평가

62) 
http://book.naver.com/bookdb/review_view.nhn?bid=6001102&review.seq=361254
6 (2012.01.05.)

63) http://blog.naver.com/aria1983/140088918425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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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나누는 것 자체가 너무 이분화된 건 아닐까...”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하며, 정말 남녀가 다른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64) 
  네티즌 ‘금횽’은 책이 ‘평균적인 남자와 여자’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책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어느 영역에서는 남자가 뛰어나고 어느 영역에서는 
여자가 뛰어나다고” 거듭 말하고 있다며, 이런 주장이 남녀의 능력의 가능성을 가
두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책이 ‘과학적인 실험방법’으로 
연구한 결과를 근거로 하기는 하지만, 무리수를 던지는 부분도 있다며, ‘남녀의 성
공에 관한 인식’을 다룬 부분을 그 예로 들었다. 

  “남자 아이는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할까’를 궁금히 여기는데 비해, 여자 아이는 
‘어떤 사람이 내 남편이 될까’에 관심이 많다. 사회적 조건화는 남녀의 차이를 분명
히 강화하지만, 이 차이를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교정의 일환으로 여자 아이들에게 리더십 수업을 실시했는데 사회적 책임이
나 수용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지 않은 한 그들의 리더십에 대한 열망은 강해지지 않
았다.” 
  시대가 점점 변하면서 현대 사회에서는 여자도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할까’를 고
민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자는 무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렇게 
단정적이고 편향된 결과를 내는 것일까 의심된다. 또한 ‘리더십 수업’을 실시하는 것
이 어떻게 사회적 교정의 일환인가……? 형식적인 리더십 이론에 관한 수업을 똑같
이 남자 아이들에게 실시해도 리더십의 열망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 
남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같은 실험을 한 결과도 같이 덧붙였으면 좀 더 신뢰가 드는 
결론일 것이다. 65)

 

이 네티즌은 책 내용이 ‘과학적 방법’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저자들
이 제시한 근거를 비판적으로 바라본 것이다.
  책의 논리에 비판적이면서도 책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경우도 있었다. 네
티즌 ‘철수’는 ‘남녀가 생물학적으로 다르다’는 책의 주장이 과학적이라는 점은 인
정했지만, 이것이 ‘절대불변의 진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특히 성공하
는 남성이 많은 이유가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남성 위주의 사회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완전히 배제하고” 남성호르몬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책에 비판적이면서도 이 네티즌은 이 책에서 긍정적인 

64) http://jomal86.tistory.com/72 (2009.08.16.)
65) http://blog.naver.com/khy0042/90106850418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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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도출해내는데, 다음 인용문을 보자.

  과학이 무수한 발전을 이루어도 남녀 간의 차이를 완벽하게 설명해내는 사람은 절
대로 없을 것이고, 남자와 여자는 영원히 서로에 대해 오해를 하고 그것으로 화내고 
다투고 살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주장한 것처럼 남녀 간의 차이가 사회가 만들어낸 
차이일 수도 있고, 이 책이 주장하는 것처럼 호르몬이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다. 하
지만 중요한 것은 그 차이의 원인이 아니라, 그것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한 노력
이다.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남녀 간의 차이가 호르몬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이 차이를 조금이나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원인을 분석해보고, 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자가 궁극적
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라 하겠다.66)

이 네티즌은 무어ㆍ제슬의 책을 통해 차이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남녀의 차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여긴 듯하다.
  이와 달리, 책의 내용은 수용하지만 책과 다른 결론을 내린 네티즌도 있었다. 네
티즌 ‘초연한뜬구름’은 ‘남자와 여자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책의 주장을 받아들이
면 서로간의 반목을 줄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현대인은 남녀의 기본 특성을 
넘어서는 특성을 발현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본성이나 개성, 성격, 성향
을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67) 네티즌 ‘파란하루키’도 책의 주장은 수
용하면서도 이 주장이 일반화되면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글에 
대한 댓글 중 하나는 책의 내용을 통해 점점 ‘여성성이 가치있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다고 이해하기도 했는데, ‘파란하루키’도 이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68)

  한편, 책이 제시한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네티즌 ‘버찌’는 
호르몬이 남녀의 뇌 차이를 만든다는 주장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지”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연구가 진행될수록 인간의 두뇌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겠지만, “이런 과학적 연구가 우생학, 인종우월주의, 여성과 소수자의 
차별을 정당화하는데 이용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글을 마무리했다.69) 네티즌 
‘고향바다’는 책 내용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성과학’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지

66) http://blog.naver.com/sh0o0o/120096770021 (2009.12.11.)
67) http://book.interpark.com/blog/seerless/2190490 (2011.06.10.)
68) http://blog.yes24.com/blog/blogMain.aspx?blogid=odie42&artSeqNo=2685504 

(2010.10.18.)
69) http://blog.naver.com/unknownpark/90065129919 (200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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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기도 했다. ‘고향바다’는 ‘과학 연구에 정치적인 영향이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며, ‘중립적이려고 노력’했다는 무어ㆍ제슬의 글에서 불편한 점이 발견된다고 지적
했다. 이 네티즌은 특히 ‘여성의 뇌와 가사일’을 연결하는 부분에서 연구나 조사의 
사례 선정이 객관적이었을지 의문이 든다며, 여성 연구자들의 검증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70) ‘고향바다’는 비슷한 시기에 쓴 또 다른 글에서 뇌과학이 아직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71)

  마지막으로, 핀커(2011)의 책에 대한 리뷰는 많지 않았는데, 그 중 키부츠에 대
한 조사결과는 흥미롭지만 이 책이 방법론에서 과학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글이 
있었다.72)

2.3. 다양한 맥락에서 수용되는 고정관념

  이처럼 일부 네티즌은 ‘성차에 대한 고정관념’을 뇌과학으로 설명한 대중서를 비
판적으로 읽기도 했고 대중서들의 설명을 수용하면서도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을 
받고 있기도 했다. 더 나아가 뇌과학 대중서의 내용들은 다양한 맥락에서 수용되기
도 했는데, 이 소절에서는 독자들이 책 내용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기도 하
며, 여러 담론들의 영향을 받아 책을 이해하기도 한다는 점을 보이겠다.
  다수의 네티즌이 나 자신과 주변인을 이해하기 위해 뇌과학 대중서들을 읽거나, 
책을 읽은 후 나와 주변인들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빠를 이해하기 
위해, 남자친구를 이해하기 위해, 또는 아들을 이해하기 위해 ‘남자의 뇌’에 대한 
브리젠딘(2010)의 책을 읽었다고 밝히기도 하고, ‘여자의 뇌’에 대한 브리젠딘
(2007)의 책을 읽고 갱년기의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마
찬가지로 다른 대중서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많았으며, 이들은 책을 읽고 
스스로 남자와 여자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특히 일부 네티즌은 ‘양육’에 대한 설명에 관심을 보였는데, 네티즌 ‘목계’는 ‘여
자의 뇌’에 대한 브리젠딘(2007)의 책을 읽고 아기 양육 문제를 여성에게 유리하게 

70) http://blog.naver.com/winwinter/66170529 (2009.04.29.) 다만, 네티즌 ‘고향바다’
의 글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는데, 이 네티즌은 책의 저자들이 ‘남성 과학자’라고 알고 있
었고, 그래서 ‘여성 연구자’의 검증을 기대한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책의 저자들은 여
성 과학자와 남성 저널리스트이다.

71) http://winwinter.blog.me/66028993 (2009.04.26.)
72) http://centrue01.blog.me/150141870003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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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기도 했다. 다음 언급을 보자.

+ 직장맘들이여 걱정 ㄴㄴ 불충분한 양육은 다른 가족을 통해서, 이웃집 이모를 통
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아기 걱정 ㄴㄴ73)

이 네티즌은 브리젠딘의 설명이 직장 여성의 양육 책임을 나누는 근거가 될 수 있
다고 인식한 것이다.
  또한 ‘남자의 뇌’에 대한 브리젠딘(2010)의 책을 통해 ‘아빠의 양육 역할’을 생각
해보는 경우도 있었다. 네티즌 ‘슈퍼우먼’은 이 책에서 ‘아빠’의 역할에 대한 설명
을 유심히 보고, ‘아빠들을 믿고 가끔 외출을 하면 남편도 아이돌보기에 익숙해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74) 네티즌 ‘byminigun’과 ‘블루베티’도 남자가 ‘아빠’가 되면
서 부성애를 갖게 되는 부분을 흥미롭게 받아들였다.75) 네티즌 ‘페이비안’은 아이
가 생긴 후 세상이 달라보였던 자신의 ‘아빠로서의 경험’을 상기하며, 남자가 아빠
가 되면서 뇌가 달라진다는 내용을 이해하기도 했다.76) 더 나아가 이 책을 근거로 
‘부부가 함께 하는 육아 부담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경우도 있었다. 네티즌 
‘cyrus’는 이 책을 읽고 ‘부부가 함께 육아를 부담하는 편이 아이의 성장에 좋다’
는 결론을 내렸고, 다수의 댓글들이 ‘cyrus’의 결론에 동의했다. 그리고 그 중 한 
댓글은 ‘cyrus’의 글에서 “출산과 양육이 뇌를 변화시킨다”는 내용을 토대로 ‘모
성’을 재해석하고 ‘엄마를 아이돌보미로 생각하는 편견’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이야
기하기도 했다.77)

  뇌의 차이를 ‘교육’의 문제로 연결한 경우도 있었다. 네티즌 ‘햄’은 ‘남자의 뇌’에 
대한 브리젠딘(2010)의 책을 읽고, 남녀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책 내용을 받아들
여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이해했다. 그는 “고정된 상태로 굳어진 생각을 바꾸려
면 어릴때부터 꾸준히 교육을 해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양
육’의 중요성을 언급했다.78) 또한 ‘남자아이와 여자아의 뇌 구조가 다르므로 학습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거리언(2012)의 주장도 네티즌들에게 설득력을 가졌다.

73) http://blog.naver.com/blaze1122/30152047497 (2012.11.21.) 
74) http://blog.naver.com/kyi2825/80114079671 (2010.08.24.)
75) http://blog.naver.com/byminigun/140111244861 (2010.07.22.)
    http://blog.naver.com/gonckey/150090432665 (2010.07.21.)
76) http://fabianist.tistory.com/617 (2010.08.13.)
77) http://cafe.naver.com/penguinclassics/2829 (2010.10.26.)
78) http://blog.naver.com/poky77/220473150215 (201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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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네티즌은 대중서에서 이야기하는 ‘성차’를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먼저, 배런코언(2007)의 책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자. 네티즌 ‘노는중’
은 남성의 체계화 능력과 여성의 공감 능력에 대한 배런코언의 설명에 동의하면서
도 “각 성별의 특징이 양육에 의해서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그리
고 현대 사회에서 남성들이 공감능력을 학습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여성들은 체계
화 능력을 습득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여성의 성취가 늘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79) 또한 책 내용을 ‘차이 페미니즘’ 담론과 연결시킨 경우도 있었는데, 네티
즌 ‘windfl99’는 배런코언의 책이 캐롤 길리건의 『다른 목소리로』라는 책을 떠오르
게 한다며, 이 책을 통해 남녀의 특성을 위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것으로 
보게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80) 
  ‘여자의 뇌’에 대한 브리젠딘(2007)의 책을 읽고 다양한 성차 담론에 관심을 갖
게 된 경우도 있었다. 네티즌 ‘Nuance’는 ‘생물학적 성차’라는 주제가 아직 과학
계에서 논란이 있는 주제이며, 브리젠딘의 책에 대한 비판도 많다는 것을 알지만, 
자신은 ‘유의미한 성차’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
의 주장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 책의 장점이 “성차에 대
한 다양한 견해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인 듯하다고 생각했다.81)

  『브레인 섹스』를 읽은 일부 네티즌은 페미니즘 담론을 의식하며 책의 내용을 받
아들였는데, 먼저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으로 책의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혼란을 겪
는 경우가 있었다. 네티즌 ‘바람조각’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남녀의 뇌 구조가 다르
기 때문에 남녀가 다르다는 주장의 ‘과학적 증거’가 너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면
서도, 그 동안 받아온 교육과 다른 내용에 불편함을 느꼈다. 또한 이 네티즌은 스
스로 자신의 성향이 ‘여성과 남성의 경계 지점’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책이 
제공하는 진단 테스트를 해본 결과 ‘극단적인 여성의 뇌’로 나오자, 자신이 받은 
‘교육’이 자신의 ‘여성성’을 가두어둔 것일지도 모른다고 해석하기도 했다.82) 또한 
네티즌 ‘Bahniesta’는 페미니즘에 공감한다면서도, 책의 주장대로 ‘차이’를 인정했
을 때 오히려 점점 공통점을 찾아가게 되면서 남녀평등을 이룰 수 있다고 제안하
기도 했다.83) 또 다른 네티즌 ‘zeno’는 페미니즘의 주장과 다르다는 점 때문에 이 

79) http://blog.naver.com/zse4321qa/220089758887 (2014.08.12.)
80) http://blog.naver.com/windfl99/80086906995 (2008.01.07.)
81) http://blog.naver.com/nuanceyou/220578715595 (2015.12.25.)
82) http://ironsky00.blog.me/150089337027 (2010.07.03.) 
83) http://bahnsville.tistory.com/258 (200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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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흥미를 느끼기도 했다.84)

  한편, 『브레인 섹스』를 출판한 출판사 ‘북스넛’은 2015년에 책의 재판매를 앞두
고 공식블로그에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사실, 이 책은 페미니즘의 관점에
서 보았을 때 남성중심적인 편향이 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책에 대한 리뷰를 읽
은 네티즌들은 오히려 이 책이 ‘여성의 우월성’을 서술한 것으로 이해했다. 이 책
이 ‘남성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리뷰를 쓴 결과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된 듯한데, 이런 네티즌들의 반응에 ‘북스넛’ 측에서는 책을 읽어보면 반대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는 한편, 환경도 기질을 바꿀 수 있다는 한 
네티즌의 지적에 동의하기도 했다.85) 

3. 왜곡된 담론을 반박하는 과학적 근거와 담론의 변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일부 네티즌은 다양한 맥락에서 뇌과학 대중서들이 만드
는 성차 담론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언론과 다수의 대중은 뇌과학 대중서들이 제
시하는 ‘과학적 근거’가 ‘근본적인 성차’를 입증해준다고 믿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
나 2014년, 이들 대중서 저자들이 ‘증거’라고 제시한 연구 결과들의 과학적 오류를 
밝힌 코델리아 파인(2011)의 책이 번역되어 출판되면서 성차 담론에 변화가 일어
나기 시작했다. 파인의 책은 4장 1절에서 다룬 뉴로섹시즘에 대한 비판을 담은 책
이다. 이 절에서는 파인의 책 『젠더, 만들어진 성』(2014)에 대한 언론과 대중의 반
응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을 받은 ‘과학적 근거’가 왜곡된 담론을 변화
시키는 양상을 보여주겠다.

3.1. 언론의 영역에서 일어난 성차 담론의 변화

  언론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한 카트린 비달(2008)의 책과 달리, 코델리아 파인
(2014)의 책은 성차에 대한 고정관념을 담은 기존의 뇌과학 대중서만큼이나 언론
의 주목을 받았다. 책이 출판된 2014년에는 15개의 기사가, 그리고 2015년에는 2
개의 기사가 이 책을 다뤘다. 이 기사들은 남녀의 뇌가 선천적으로 다르다는 주장

84) http://zenovelist.tistory.com/855 (2009.03.28.)
85) http://blog.naver.com/booksnut01/220557183724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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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박한 파인의 논지를 충실히 전달하는 한편, 파인을 주로 ‘신경과학자’로 소개
함으로써 파인의 책에 신뢰성을 더해주었다.

남녀의 뇌 차이, 연구자의 시선과 사회ㆍ문화적 편견이 반영된 결과물

  2014년의 기사들은 뉴로섹시즘을 경계해야 한다는 파인의 주장을 충실히 전달하
고 있다. 다수의 기사들은 파인이 책이 ‘여성은 감성적이고 세심하며 남성은 이성
적이고 분석적’이라거나 ‘남성의 뇌는 세계를, 여성의 뇌는 사람을 이해한다’는 인
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남녀의 뇌가 태생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과 
뇌과학 대중서들을 비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런 주장은 연구자의 시선이 반영
되고 사회ㆍ문화적 편견이 낳은 결과이며, 이 주장을 입증할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수의 기사들은 파인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례들을 소개했는데, 이 중 6개의 
기사는 ‘남자아이는 파란색, 여자아이는 분홍색’이라는 구분이 20세기 중반에야 자
리 잡았다는 점을 그 예로 제시했다. 그 중 한 기사를 살펴보자.

  하지만 이 분홍, 파랑의 성 구분이 자리 잡은 것은 20세기 중반에 지나지 않는다. 
한때 분홍색은 '확고하고 더 강하며, 열의와 용기'를 상징하는 빨강에 가까운 색상이
기 때문에 남자아이에게 선호됐다. '보다 예민하고 얌전하며, 믿음과 지속성의 상징'
인 파랑은 여자아이의 것이었다(「뉴시스」, 2014년 7월 4일자).

즉, 이 기사는 이전에는 오히려 분홍색이 남자아이, 파란색이 여자아이에게 선호되
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 다른 기사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 사례를 소개했다. 
또 다른 기사는 성전환자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여성에서 남성이 된 성전환자의 사례는 그 편견을 확연히 드러낸다. 미국 스탠퍼
드대 신경생물학 교수는 여성일 때 낸 논문을 ‘남성으로서’ 세미나에서 발표한 뒤 다
른 교수에게 “여동생보다 훨씬 잘했다”는 말을 들었다. 변호사 수전은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회사를 그만뒀다. 그러나 토머스가 된 후 같은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
은 것은 물론 “정말 기분 좋은 친구”라는 평가까지 받았다(「서울신문」, 2014년 7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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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같은 능력을 가진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더 인정받는다는 점을 잘 보
여준다.
  “과학의 이름으로 치장한 성차별”이라는 기사는 파인의 뉴로섹시즘 개념을 소개
하기 전에 테스토스테론 담론이 근거가 없다는 멜리사 하인스의 연구 결과를 소개
하기도 했다. 

  그러나 태아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체계화 능력, 심적 회전 능력, 
수학·과학 능력이 좋고 타인의 심리를 읽는 능력은 떨어진다는 설득력 있는 연관성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테스토스테론 담론을 촉발시켰던 제니퍼 코넬란의 신생아 
연구는 큰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물학자 멜리사 하인스는 성 차이를 성호
르몬으로 설명하려는 일련의 연구들을 모두 검토한 뒤 그런 추측을 뒷받침하는 일관
성 있는 자료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우스꽝스럽게도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통해 성차
를 설명하려는 후속 실험들에서는 그 수치가 높으면 좋은 심적 회전 능력, 나쁜 심
적 회전 능력, 동일한 심적 회전 능력이 있다는 ‘다채로운’ 결론이 나온 것이다(「한
겨레」, 2014년 7월 6일자).

이 기사는 이어서 파인의 책이 ‘신경과학에서 성차에 대한 가설이 발견되었다가 어
떻게 설득력이 없어 폐기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폐기된 가설이 대중의 영
역에서 사실로 여겨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뇌과학’의 이름
으로 대중저술가가 쓰는 글이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파인의 지적을 덧붙
였다(「한겨레」, 2014년 7월 6일자).
  한편, 5개의 기사는 ‘사람들이 남녀의 뇌가 선천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이유
는, 사회에 퍼져 있는 성적 불평등을 불공평한 사회보다는 남성과 여성의 타고난 
차이 탓으로 돌리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파인의 설명을 소개하기
도 했다. 그리고 그 중 한 기사는 다음과 같은 파인의 말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저자는 "우리의 마음, 사회, 뉴로섹시즘이 차이를 만들어 낸다. 이 모든 것들이 성
을 엮어낸다. 하지만 그 연결 정도는 단단하지 않고 부드럽다. 유연하고, 펴 늘릴 수 
있고,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한다면 계속해서 얽힌 매듭을 풀어
나갈 수 있다"고 마무리했다(「국제신문」, 2014년 7월 4일자).

이는 ‘성차에 대한 믿음이 성차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바꿀 수 있다는 파인의 믿음
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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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육아 참여에 대한 근거

  2015년의 기사들은 ‘아빠의 육아’ 문제를 배경으로 파인의 책을 소개했다. 이는 
남성의 육아 참여가 점점 당연시되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듯하다.
  먼저, 한 기사는 ‘뇌의 차이가 엄마와 아빠의 차이를 만든다’고 설명한 책을 소
개하며, 이런 논의는 아이에 대한 아빠의 무관심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후 파인의 책이 뉴로섹시즘 현상을 비판하는 지점을 소개했다. 

  심리학자인 코델리아 파인은 『젠더, 만들어진 성』에서 뇌과학이 섹시즘을 부추기
는 현상을 비판하며 몇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여성의 뇌와 남자의 뇌가 다르다고 
결론 내린 연구 중 상당수에서 방법론적 결함이 발견된다. 둘째, 뇌 구조와 심리적 
기능 사이의 상관성은 모호하며 이러한 모호함 덕분에 ‘남자=이성’, ‘여성=감성’이라
는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쉽다. 셋째, 인간의 뇌는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탁월하기에 신화로 채색된 진화심리학적 설명 - 인간의 뇌는 수렵
채집 시대에 형성되었으며 당시 분업 체계에 적응하느라 남자의 뇌와 여성의 뇌는 
다르게 진화했다 - 은 한계가 많다(「채널 예스」, 2015년 10월 30일).86)

그리고 “남자의 뇌가 수학에 유리하다는 가설을 정설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성의 
성취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소개하며, 이를 아빠의 육아 문제에 빗대어 설명했
다. 즉, 이 사실은 아빠의 뇌가 감정 노동에 부적합하다는 가설이 널리 인정되면 
아빠는 아기를 더 못 보게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결론으로 글을 마무리했다(「채널 예스」, 
2015년 10월 30일).
  다른 기사는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의 육아휴직’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
하며 파인의 논의를 다뤘다. 남녀가 생물학적으로 다르다는 믿음의 과학적 근거에 
허점이 많다는 파인의 지적을 소개하며, 이 기사 역시 ‘인식이 수학 성취도에 미치
는 영향’을 그 예로 들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사를 마무리했다.

  저자의 주장이 옳다면 사회에 존재하는 남녀의 차이는 사회문화적 결과물이라는 
결론이 가능하다. 저자는 “사회가 천천히 변하듯 남성과 여성의 자아, 능력 등도 변

86) http://ch.yes24.com/Article/View/2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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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라고 말한다. 남성이 등하교 도우미를 하고 육아휴직을 내는 것 같은 작은 변화
가 점차 사회를 남녀 구분 없는 모습으로 바꿀 것이라는 게 저자의 믿음이다. 우리
는 어떤지, 여전히 ‘남녀 차이는 본질적’이란 믿음에 사로잡힌 건 아닌지 돌아볼 필
요가 있다(「동아일보」, 2015년 11월 23일).87)

즉, 이 기자는 남성의 육아휴직 같은 작은 변화가 사회를 바꿀 것이라는 파인의 
믿음을 소개하며 ‘남녀 차이가 본질적’이라는 믿음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기사
를 마무리하는데, “‘남녀의 사고방식 차이’는 과학상식이 아닌 사회문화적 결과물”
이라는 기사 제목은 이러한 기자의 생각을 반영한다(「동아일보」, 2015년 11월 23
일).

저자의 지적 권위 강조

  기존의 뇌과학 대중서 저자들에 대한 소개와 마찬가지로, 언론은 파인의 지적 
권위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파인 스스로는 자신을 ‘심리학자’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해외 언론에서도 The Times만이 파인을 ‘인지신경과학자’라고 소개하였
다. 그러나 국내 언론에서 저자인 파인을 소개한 대부분의 기사들은 파인을 심리학
자나 신경과학자라고 소개했는데, 이 중 ‘심리학자이자 신경과학자’, 또는 ‘신경과
학자’로 소개한 기사는 6개였고, ‘심리학자’로만 소개한 기사는 3개뿐이었다. 심리
학자보다는 신경과학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인 듯하다.

3.2. 대중의 인식과 성차 담론의 변화

  파인이 제시한 ‘과학적 근거’는 언론뿐만 아니라 대중의 인식도 변화시켰다. 이 
소절에서는 대중의 영역에서 파인의 주장이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며, 그 중 일
부는 파인의 주장에 설득당해 성차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도 했다는 점을 보여주겠
다.
  네티즌들은 남녀의 뇌가 다르다는 근거가 없다는 파인의 주장에 호의적이었다. 
한 네티즌은 파인이 ‘남녀의 뇌가 선천적으로 다르다’는 뇌과학 대중서들의 주장을 
반박했다고 소개했으며,88) 다른 네티즌 ‘치자꽃근처’는 테스토스테론이 뇌에 영향

87) http://news.donga.com/3/all/20151123/74966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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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다는 연구가 기술적 문제가 있다는 파인의 분석을 소개하기도 했다.89) 
  네티즌 ‘드미트리’는 남녀 뇌 차이에 대한 연구에 방법론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다음 인용문을 보자.

  이런 설명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 우선 뇌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연구
에서 실험 과정이나 분석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많다. 표본이 너무 적다거나, 순환론
적 해석을 저질른다든지, 무엇보다 아직 인간이 뇌의 각 영역과 호르몬에 관해 아는 
바가 그리 많지 않다.90)

즉, ‘드미트리’는 아직은 남녀의 뇌가 다르다는 주장을 과학이 설명해주지 못한다
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네티즌 ‘라이제’는 어려서 애교가 많고 감정 표현이 풍부했던 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남자는 이래야 돼.” 같은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던 경험을 소개
하며 마이클 거리언의 『남자아이 심리백과』를 비판했다. 그리고 ‘엄마의 입장’에서 
파인이 책을 쓴 동기를 바라보며, 남녀 뇌가 다르다는 근거가 되는 연구들이 틀렸
다는 파인의 주장을 소개했다.

  코델리아 파인도 엄마가 되고 나서 이런 책들, 그러니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뇌 구조부터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남자아이 심리백과>를 지은 마이클 거리언의 책
들도 포함하여- 책들을 읽고 나와 같은 황당함을 느낀 것 같다. 파인은 심리학자였
기 때문에 나처럼 다른 엄마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데 끝나지 않고 책을 썼다. 그들
이 내세운 근거(를 어떻게 찾아냈는지 놀라울 뿐이다)가 되는 실제 연구들을 찾아봤
더니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다 뻥이더라는 거다.91)

‘라이제’는 이어서 뉴로섹시즘이 ‘성에 대한 문화적 믿음을 반영하고 이에 과학적 
권위를 부여한 성차별’이라는 파인의 주장을 소개하며, 남녀의 능력 차이에 대한 
주장들은 모두 틀렸다고 이야기했다. 
  남녀의 뇌가 선천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파인의 주장을 

88) http://egloos.zum.com/sakota/v/4354944 (2014.07.03.)
89) http://book.interpark.com/blog/anuloma01/3960785 (2015.03.19.)
90) http://blog.yes24.com/blog/blogMain.aspx?blogid=lugali&artSeqNo=8286578 

(2015.11.14)
91) http://blog.naver.com/coldchair/220425179275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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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면, 사회적 요소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한 네티즌은 다음과 같은 한 문장
으로 파인의 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사회의 인식과 부모의 교육이 자녀의 성 개념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92)

사회의 인식과 교육의 중요성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다.
  네티즌 ‘문화 잡식가’는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읽고 불쾌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파인의 책을 환영했다. 이 네티즌은 그레이의 책
이 고정관념을 고착화시켰다고 비판하며 파인의 책을 호평했는데, 다음 서술은 파
인의 책에 대한 그의 견해를 잘 보여준다.

  코델리아 파인의 <젠더, 만들어진 성>은 내가 분개한 뉴로섹시즘에 대해 시원하게 
비판해 주며, 인간의 젠더 관념이 부모의 양육방식과 사회적 인습에 따라 지대한 영
향을 받는다고 말한다. 너무나도 다양한 사례와 실험 연구들이 삽입되어 있어서, 일
면 학계 논문같아도 지루할 틈이 없다. 페미니스트가 아니더라도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읽고 찜찜함을 느낀 사람이나, 분홍이와 파랑이로 양분되는 성 
표지에 조금이라도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만족할 만한 독서 체험이 될 것이
다.93)

‘문화 잡식가’는 자신의 견해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준 파인에 책에 만족한 것이다.
  네티즌 ‘zzing0623’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후 ‘여자 대우를 받을수록 더 
여성스러워지는 경험’을 한 성전환자의 이야기를 소개한 파인의 글로 리뷰를 시작
하며, 파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 내용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다음 서술은 
이런 점을 잘 보여준다.

  남녀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다르게 태어나는 것 말고는 남녀의 능력 차이, 예를 
들면 언어나 공감 능력 vs 수리력과 공간지각력, 논리적 사고력 뭐 이런 성차가 나
타나는 것은 우리의 문화 저변에 깊숙이 깔려서 우리가 눈치채기조차 힘들지만 사회

92) 
http://book.naver.com/bookdb/review_view.nhn?bid=7795006&review.seq=581369
4

93) http://blog.naver.com/seemescore/220229839921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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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 있고 무의식적,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 성차이에 대한 고정된 관념 영향이 크
다는 것이다.94)

이 네티즌은 ‘남녀의 능력 차이가 나타나는 데에는 고정관념의 영향이 크다’는 것
이 책의 요지라고 본 것이다.
  이처럼 남녀의 능력 차이는 선천적인 뇌 차이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 때문
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고정관념을 담은 뇌과학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두 네티즌이 이런 점을 지적했는데, 먼저 ‘드미트리’의 지적을 보자. 

  사실 뇌과학이 말하는 여성의 뇌와 남자의 뇌를 받아들이자면, 남자는 공적 영역
에서 일해야 하고 여성은 사적 영역에서 출산과 육아만 담당해야겠지. 이런 모습은 
역사상 한 차례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 여성은 출산과 육아만이 아니라 노동에서 제
외된 적이 없었고, 남자 역시 사적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사정이 이런
데, 왜 여성의 뇌와 남자의 뇌 차이를 극대화시킬까. 의도했든 안 했든, 현재의 뇌과
학은 남자가 의사결정에서 주도권을 지닌 가부장제를 공고히 하는 데 봉사하고 있
다.95)

즉, ‘드미트리’는 뇌과학이 가부장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이어서 남녀의 능력이 다르다는 식의 연구 결과가 여성에게 열패감을 준다는 저자
의 주장을 소개하고, ‘뇌 차이’를 근거로 여성이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로 내몰
리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남녀 차별’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드러냈다.
  네티즌 ‘라이제’는 ‘노골적인 과거의 차별보다 무의적인 현대의 차별이 훨씬 위
험할 수 있다’는 파인의 말을 소개하며, ‘뉴로섹시즘 현상을 진단하고 오류와 한계
를 짚어낸’ 점에서 파인의 책이 가치 있다고 평가했다. ‘라이제’는 또한 뉴로섹시즘
에 대해 설명하면서 굴드의 『인간에 대한 오해』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자신의 리
뷰에 대한 댓글에 답한 다음 답글은 굴드와 파인의 주장에 동조하는 그의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진화심리학이나 신경과학, 유전자론 등은 한끗 차이로 우월주의나 결정론적 환원주
의에 빠지게 되더라구요. 그러한 해석들이 차별을 정당화해주는 과학적 명분을 제공

94) http://blog.naver.com/zzing0623/220562855586 (2015.12.09.) 
95) http://blog.yes24.com/blog/blogMain.aspx?blogid=lugali&artSeqNo=8286578 

(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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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게 굴드와 파인의 주장이고 깊이 동조하는 바입니
다.96)

이처럼 ‘라이제’는 뇌과학이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사회ㆍ문화적 요소’가 남녀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
각했던 네티즌이 고정관념을 담은 뇌과학 대중서를 읽고 생각이 바뀐 것처럼, 반대
로 선천적인 뇌 차이가 남녀의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했던 네티즌이 파인의 책을 
읽고 생각이 바뀌기도 했다. 네티즌 ‘설단풍’이 그 예인데, 이 네티즌이 쓴 다음 글
을 보자.

  어쨌거나 저자의 주장은 알겠다. 그런데 그 주장이 나의 기존 관념과 다르다는 것
이 쇼킹한 거다. 남녀의 차이는 뇌차이가 아니다라는 것. 남녀의 행동 차이는 태생적
인 뇌 차이가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압력이 차이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기존의 관
념을 반박하며 전개되는 저자의 주장은 납득된다. 인간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단초를 
이 책은 나에게 전해주었다.97)

이처럼 파인이 제시하는 근거들은 성차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바꾸기도 했다.

4. 소결: ‘과학적 근거’에 대한 신뢰, 그리고 주체의 인식과 담론의 
변화

  지금까지 우리는 6장에서 분석한 ‘고정관념을 담은 7권의 뇌과학 대중서’와 이 
대중서들의 주장을 반박한 코델리아 파인의 책에 대한 언론 기사와 네티즌들의 리
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왜곡된 과학 담론이 대중의 영역에서 확산되는 양상과 
이 담론이 변화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6장에서 살펴본 7권의 뇌과학 대중서는 페미니즘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신경과
학 연구를 편향되게 인용하며 진화심리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왜곡된 성
차 담론’을 만들고 있었다. 이 대중서 저자들은 자신들의 지적 권위를 토대로 ‘남

96) http://blog.naver.com/coldchair/220425179275 (2015.07.20.)
97) http://lukeme.blog.me/220438572002 (201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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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의 뇌가 선천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남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과학이 입
증해주는 것처럼 서술한다. 하지만 이들이 제시하는 과학적 근거가 편향되거나 왜
곡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언론과 대중은 이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으로 사회문화적인 요소가 남녀의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했던 일부 네
티즌도 뇌과학 대중서들이 제시하는 ‘과학적 근거’에 설득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
다. 이런 점은 주체의 인식과 담론이 ‘과학적 사실’을 만들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대중의 영역에서 ‘과학적 사실’이 왜곡되기도 하지만, 
대중들이 ‘과학적 근거’라고 믿으면 ‘왜곡된 담론’도 힘을 얻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2014년에 이 대중서들이 보여주는 뉴로섹시즘 현상을 비판한 코델리아 
파인의 책(2011)이 번역되어 출판되면서 성차 담론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기존 뇌과학 대중서들의 오류를 과학적으로 반박한 파인의 책은 기존의 뇌과학 대
중서만큼이나 설득력을 가졌으며, 언론의 영역과 대중의 영역에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일부 네티즌은 파인의 주장에 설득당해 ‘성차’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이기
도 했다. 이처럼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을 받은 ‘과학적 사실’이 다시 기존의 성차 
담론을 반박했을 때 ‘성차 담론’이 변화했는데, 이는 페미니즘 담론의 긍정적인 영
향을 보여주는 동시에 실천적인 방향으로의 담론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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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결론

1. 논문의 요약과 정리

  본 논문은 신경과학에서의 성차 담론에 초점을 맞춰, 과학 담론이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역사적인 맥락에서 성차 담론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주체가 담론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주체와 담론이 상호작용하면서 
주체의 인식도 담론도 변화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와 그 결
과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페미니즘 안에서의 성차 담론들을 분석한 결과,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
들이 페미니즘 담론 안에서 ‘성차 연구’를 분석했음을 알 수 있었다. 페미니즘은 
‘차이’가 ‘차별’을 정당화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남녀가 다르다’는 주장을 반
박해 왔다. 페미니즘 안에도 다양한 성차 담론이 있지만, 페미니즘 담론 안에서 
‘성차’를 인정하는 것은 민감한 문제이며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생물학적 성차’마저 
부정하기도 한다. 이런 페미니즘의 맥락과 여성의 열등함을 증명했던 과거의 성차 
연구들에 오류가 있었다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은 ‘생
물학적 성차’가 있다는 과학 연구 결과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신경과학 분야에서도 ‘성차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만드는데 젠더 고정관념이 
반영되며, 이렇게 만들어진 ‘과학적 사실’이 다시 젠더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는 ‘뉴
로섹시즘’ 현상에 대한 이들의 분석은 페미니즘 담론들의 영향을 잘 보여준다.
  둘째, fMRI 연구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과학의 영역에서 여러 성차 담론들이 
‘과학적 사실’을 만들고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과학적 사실’을 만들고 해석하는 데 젠더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페미니즘 담론을 
포함한 여러 담론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과학의 영역에서 연구자가 접한 
담론이 연구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 영향이 연구 결과에 반영되어 다양한 
수준의 담론들을 만든다는 점, 그리고 여러 담론들이 상호작용하며 담론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페미니즘 담론처럼 ‘가치’에 기반을 둔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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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과학의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담론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셋째, 학자들이 자신이 주로 접하는 담론의 영향을 받아 성차 연구 결과를 받아
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장과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페미
니즘 담론 안에서 성차 연구를 이해한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의 태도는 과학 
연구 전통 안에서 성차 연구 결과를 받아들인 과학자들의 태도와 달랐다. 더 나아
가 비슷하게 뉴로섹시즘 현상을 비판하는 입장에 있는 학자라도 학자의 지적 배경
에 따라 ‘신경과학이 만든 과학적 사실’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랐는데, 이는 학자의 
지적 배경, 즉 학자가 접한 담론이 ‘과학적 사실’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넷째, 여러 학문 분야들의 성차 담론이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3장
에서 간성(intersex) 등의 사례를 분석한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의 연구 결과
가 ‘생물학적 성차’ 자체를 부정하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담론에 영향을 미치
고, 다시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이 ‘과학 연구 결과’를 분석하는데 이 담론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는 페미니즘이 과학기술학 담론의 영향을 받
았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이 페미니즘 담론 안에서 성차 
연구를 분석했음을 의미한다. 5장에서는 과학의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성차 담론들
이 생물학 담론과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을 받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이 중 젠더 
연구의 영향을 받은 리뷰 논문 두 편이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을 받아 ‘뇌의 생물
학’이 사회 경험과 분리되지 않는다고 제안했으며, 이 리뷰 논문들이 다시 페미니
스트 과학기술학 연구에 인용되었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점은 페미니즘, 진
화론, 과학기술학, 신경과학 분야에서 성차 담론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한
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섯째, 뇌과학을 근거로 남녀가 선천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뇌과학 대중서들
을 분석함으로써, 고정관념의 영향으로 대중서 저자들이 ‘성차 담론’을 왜곡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는 주체가 자신이 접한 여러 담론들을 의식하지만, 자신의 ‘믿
음’에 비추어 ‘과학적 사실’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특정 담론의 
영향이 강할 경우 주체는 ‘사실’을 왜곡하여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 결과 왜곡된 
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섯째, 젠더 고정관념을 담은 뇌과학 대중서에 대한 언론과 네티즌의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여겨지면 왜곡된 담론도 힘을 얻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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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었다. 뇌과학 대중서들은 ‘왜곡된 성차 담론’을 만들고 있었지만, 언론과 
대중은 ‘전문가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근본적인 성차가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여기고 책의 주장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부 네티즌은 여전히 자신이 받은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왜곡된 담론이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믿는 순간 대중의 인식이 바뀌면서 왜곡된 성차 담론이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일곱째, 2014년에 번역된 코델리아 파인(2011)의 책에 대한 언론과 네티즌의 반
응을 분석함으로써,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담론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파인은 페미니즘 담론 안에서 ‘성
차 연구’를 분석하여 신경과학이 만들어내는 뉴로섹시즘 문제를 실증적으로 짚어냈
다. 언론도 대중도 파인의 책이 설득력 있다고 여겼으며, 일부 네티즌은 파인의 책
에 설득당해 ‘성차’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도 했다. 이는 페미니즘 담론의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동시에 실천적인 방향으로의 담론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2. 주체와 담론의 상호작용, 담론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

  본 논문은 담론을 만드는 주체와 주체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담론이 서로 상
호작용하며 주체의 인식도 담론도 변화한다는 의미에서 ‘주체와 담론의 상호작용’
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이 개념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맥락에서 신경과학 분야의 
성차 담론을 분석했다. 나는 이 개념과 본 논문의 분석 결과가 페미니즘과 과학기
술학에 새로운 통찰을 줄 수 있으며, 그 결과 과학과 사회를 보다 실천적으로 이
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고 제안하려 한다.

2.1. 페미니즘의 긍정적인 영향과 담론의 변화, 그리고 ‘본성과 양육의 상
호작용’

  본 논문은 페미니스트들의 성차 연구에 대한 비판이 ‘담론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보였다. ‘과학이 만든 차이’가 ‘차별’을 정당화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담은 ‘페미니즘 성차 담론’은 사회뿐만 아니라 과학의 영역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으로 세상은 변화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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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페미니즘이 과학 분야의 성차 담론을 실천적으로 수용할 
때, 페미니즘은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여기서 ‘본성과 양육의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려 한다. 이 개념은 
‘생물학이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의 논의를 ‘경
험이 뇌를 다르게 발달시킨다’는 신경과학의 연구 결과와 연결한 것이다. 
  먼저, ‘생물학이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논의를 살펴
보자. 예를 들어, 하딩(Harding, 1997)은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현실에
서 경험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지적했으며, 허바드(1994[1990]: 175) 역시 젠더로 
이분화된 사회에서 “생물학적으로 여자나 남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해당 개인이 
처하게 될 환경이 다른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남녀의 공격성’을 조사한 연구들에 대한 파우스토-스털링의 분석은 이런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그는 ‘남자가 여자보다 공격적이라는 점은 보고되었지만, 
이 차이가 생물학적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제안하기 위해 인류학자들의 연구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이들의 연구가 ‘자료가 있는 모든 인간 사회에서 남자가 여자
보다 공격적이라는 주장’을 명확하게 증명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
의 조사에 의하면, 1966~1973년 사이에 출판된 연구들은 8개의 다른 문화에서 아
이들의 공격성에 성차가 있음을 확인했지만, “각 문화에서 소년과 소녀가 다르게 
자랐기 때문에” 이 차이가 생물학적인 차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다. 예를 들어, 
케냐의 한 공동체를 연구한 엠버(Carol Ember)는 “소년과 소녀에게 부과된 다른 
역할이 공격적인 행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했다.” 따라서 파우스토-스
털링은 “소년과 소녀가 다른 생식기를 가졌다”는 점이 핵심적인 생물학적 사실이
며, 이 생물학적 차이 때문에 어른들이 아이들과 다르게 상호작용한다고 지적했다
(Fausto-Sterling, 1985: 152). 이런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논의를 수용하면, 
경험이 차이를 만들지만 젠더 정형화된 사회에서는 경험 자체가 생물학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최근 신경과학은 ‘인간의 뇌’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바스와 
게이지의 신경과학 교재(2010)를 중심으로 신경과학자들이 인간의 뇌를 어떻게 이
해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자. 
  뇌는 가소성을 갖는다. 즉, 뇌는 완성된 상태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손
상되거나 새로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에 적응하고 재조직된다. 예를 들어 태어날 
때부터 청각에 이상이 있는 아이들도 와우관을 이식받으면 점차 정상적인 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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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 된다. 또 다른 예로, 음악가들은 오랫동안 음악훈련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런 훈련이 ‘청각피질이 조정되는 방식’을 바꾼다. 학습 받은, 즉 고도로 훈련받은 
음악가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종류의 뇌를 갖는 것이다. 언어 역시 학습의 영향
을 받는다. 언어는 인간의 독특한 능력이며 인간은 언어를 배우도록 ‘생물학적으
로’ 준비되어 있지만, ‘경험’이 다른 변수들을 만든다. 따라서 인간의 언어에는 생
물학적인 면과 경험이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언어를 비롯하여 
청각과 관련된 능력들은 학습과 경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Baars & Gage, 
2010).
  이런 이야기들은 본성/양육 논쟁과도 연결된다. 인간의 뇌는 태어날 때부터 특
정 기능을 하도록 생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는가, 아니면 태아 때부터의 경험이 뇌
에 영향을 미치는가? 
  먼저, 출생 전 경험이 태아 뇌의 ‘발생’에 중요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긍정
적이든 부정적이든 태아의 경험은 출생 후의 인지 능력과 사회적인 발달에 장기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엄마의 알콜 중독으로 부정적인 경
험을 한 태아는 출생 후 인지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태아가 들을 수 
있고 음도 구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임신후반기의 태아가 엄마의 목소리를 알
아볼 수 있으며 33~37주의 태아는 음악 템포의 변화를 구분할 수 있다는 연구 결
과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신생아가 이미 태아기에 인간의 언어를 경험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태아의 경험’이 인간의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신생아의 능력이 유전적인 것인지 경
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답을 내릴 수 없으며, 이러한 본성/
양육 논쟁과 관련된 연구들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Baars & Gage, 2010).
  다음으로 유아기 경험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자. 유아들이 모국어에는 
없는 음성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유아들은 ‘r’
과 ‘l’ 발음을 구분하지만, 생후 10개월이 되면 이런 능력이 사라지는데, 이는 유아
의 언어 지식을 형성하는데 경험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의미한다. 비슷하게 
다수 학자들은 얼굴처리 능력도 ‘학습과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
어, Pascalis 등(2002)은 유아를 대상으로 얼굴 인식 실험을 한 결과, 생후 6개월 
된 아기들은 원숭이 얼굴도 구분하는 반면, 9개월 된 아기들은 사람 얼굴만 구분
할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98) 이런 연구들은 유아들이 우리 생각보다 

98) 그러나 태어난 지 10분밖에 안 된 아기가 뒤죽박죽인 패턴보다 얼굴에 가까운 패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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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세상에 대해 많이 알고 이해하고 있으며, 경험이 인간 뇌가 발달하는데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바스와 게이지는 ‘유전자와 환경’ 모두가 인간 
발생에 영향을 미치며, 태아기부터 일어나는 유전자와 환경(또는 경험) 사이의 상
호작용은 매우 복잡하다고 이야기했다(Baars & Gage, 2010).
  다른 종들에 비해 사람은 성장하여 독립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 
덕분에 사람의 뇌는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면서 뇌를 발달시킬 수 있다. 신생아의 뇌는 성인의 뇌와 비슷한 수준의 뉴
런을 이미 갖추고 있지만, 태어난 이후에도 계속 변화한다. 뇌의 용량은 어른이 됐
을 때 4배 증가하며, 아이가 자랄수록 뉴런의 수상돌기의 복잡성은 증가한다. 아이
가 태어날 즈음에 시냅스 형성이 시작되고, 태어난 후 2년 동안은 백질이 급격히 
증가한다. 어른이 될 때까지 인간의 뇌는 역동적인 방식으로 변화하며, 현재 발달
인지신경학자들은 ‘이러한 뇌 변화가 인지과정 발달에 반영되는 방식’을 조사하고 
있다. 신경과학자들은 본성(유전적 성향)과 양육(경험의 역할)이 서로 어떻게 연결
되며 상호작용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성차(gender difference) 
연구도 앞으로 수행될만한 연구 분야 중 하나라는 것이 바스와 게이지의 생각이다
(Baars & Gage, 2010).
  이처럼 페미니즘과 신경과학은 생물학과 경험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
여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경과학도 본성과 양육의 상호작용을 밝히려 하고 있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실, ‘본성과 양육의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은 일부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이미 
제안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페미니스트 진화심리학자 허디(2010: 283)는 인간에
게서 ‘본성(nature)’과 ‘양육(nurture)’은 완전히 분리될 수 없으며, 양육 같은 복
합적인 행동은 “유전적으로 미리 결정되어 있지도 않고 환경으로부터 생산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경과학 분야에서의 ‘뇌의 가소성’ 개념은 본성과 양육이 상호작용하는 좋은 예
이다. 따라서 Matusall(2013)이나 Fine(2011) 같은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은 
‘뇌의 가소성’에 주목했다. 특히 Fine은 유전자와 뇌, 환경이 서로 얽혀 지속적으
로 상호작용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개인의 발달 가능성이 환경의 영향만 받는 것은 
아니고 유전자가 ‘뇌에 제약을 가한다’고 설명하며, 생물학을 ‘가능성’으로 봐야 한

쫓아간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Goren et al., 1975), 유아 인지를 선천적인 것으로 보는 
학자들은 이런 연구 결과를 선호한다(Baars & Gag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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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신경생리학자 루스 블레이어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소개했다(Fine, 2011).

우리는 생물학을 잠재성, 가능성으로 봐야지, 고정된 존재로 봐서는 안 된다. 생물
학 자체는 사회적 영향을 받고, 그에 따라 정의된다. 생물학은 우리의 심리와 환경, 
우리 행동과의 상호 작용 및 반응에 따라 변하고 발달한다. 생물학은 가능성을 정의
하지만 결정한다고는 할 수 없다. 절대 무관하지 않지만 결정적이지도 않다(파인, 
2014: 257-258).

 

블레이어의 이런 언급은 파인의 생각을 지지해주고 있다. 우리의 경험이 유전자 발
현을 변화시켜 뇌를 바꾼다며 파인은 ‘문화와 정신이 서로를 만들어 간다’고 주장
했는데, 이런 주장은 사회 변화에 따라 남녀 차이가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Fine, 2011).
  최근 신경과학과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논의들은 생물학과 환경이 상호작용
하며 뇌를 변화시킨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단지 ‘생물학’과 ‘환경’이 각각 뇌의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물학과 환경이라는 두 요소가 서로 얽혀 
있으며 분리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임을 이해
한다면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 없을 수 있다. ‘본성과 양육의 상호작용’이라
는 개념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성차’를 밝히는 연구에 의미를 부여하
는 대신 ‘우리의 경험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2. 주체와 담론의 상호작용, 그리고 ‘가치’의 문제

  나는 본 논문이 제안하는 ‘주체와 담론의 상호작용’이라는 개념과 본 논문의 분
석 결과가 과학과 사회를 변화시킴으로써 ‘더 나은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페미니
스트 과학기술학의 확장된 기획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려 한다. 
  지금까지 과학기술학은 ‘과학적 사실’이 만들어지고 힘을 얻는 기제를 설명해 왔
으며, 이를 통해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1970년대 이후 
사회구성주의자들은 ‘과학적 사실’도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고 역사적으로 변해왔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과학의 권위’를 기반으로 한 
현대 사회의 지적 토대를 흔들었다. 더 나아가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은 물질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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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통해 구성된 ‘과학적 사실’이 힘을 얻는 메커니즘을 제시함으로써, 현대 사회
에서 과학을 기반으로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려 했다.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은 이런 과학기술학의 통찰을 실천적으로 수용하고 ‘젠더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과학과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기획으로 진화하고 있다. 초기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이 과학지식을 만드는데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이 영향을 미
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면, 이후에는 이런 논의들을 기반으로 ‘과학지식의 객관성’
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개념들을 제안했다. 더 나아가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은 
‘인식’의 문제를 다루는데서 그치지 않고, 실천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는 
여성들이 권력에 관여하려면 과학기술을 만드는데 참여해야 한다는 제안, 젠더 분
석을 통해 편향되지 않은 과학지식을 만들자는 제안으로 이어졌다. 페미니스트 과
학기술학이 ‘과학기술’을 변화시킴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기획으로 진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점은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이 ‘더 나은 세계를 만들려는 독창
적인 노력’이라는 바라드의 의미 규정에서도 드러난다. 
  본 논문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성차 담론들’을 분석함으로써 ‘주체와 담론의 상
호작용’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과학적 사실’이 만들어지고 해석되고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보여주었다. 이 개념과 본 논문의 분석 결
과가 함의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은 ‘인간 주체의 유한성과 담론의 영향’을 보여준다. 성차를 조사한 
fMRI 논문들과 신경과학 리뷰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연구자가 접한 담론들이 ‘과
학적 사실’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과학적 사
실이 다시 연구자가 접한 담론의 영향을 받아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거나 해석되고 
있었다. 이는 과학의 영역에서도 담론의 영향에 따라 과학적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과학적 사실’이 만들어내는 담론이 달라진다는 점을 의미한
다. 더 나아가 뇌과학 대중서들을 분석한 결과, ‘주체의 선입견’에 따라 ‘사실’ 자
체도 다르게 인식되고 있었다. 즉, 특정 담론들이 주체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주체는 자신이 영향 받는 담론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여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대중의 영역에서 대중들이 이를 ‘과학적 근거’라고 믿으면 이렇게 왜곡된 
성차 담론도 힘을 얻었다.
  둘째, 본 논문은 ‘인간 주체의 가능성과 담론의 변화’를 보여준다. 본 논문은 유
한한 주체가 담론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주체의 인식과 담
론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분석 결과, 개개인은 ‘과학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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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담론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페미니즘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과학의 영역에서도 대중의 영역에서도 성차에 대한 인식과 성차 담론
에 변화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의 변화에는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을 받
은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점은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과학적 사실’이 사회적 요소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다는 사회구성주의의 통
찰을 확인해주는 동시에, 성차에 대한 과학지식을 만드는데 페미니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페미니즘 담론 같은 특정 가치를 담
은 담론이 ‘주체와 담론의 상호작용’을 통해 과학과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
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본 논문은 과학과 사회를 이해하고 변화시키는데 ‘가치’의 문제가 중요하
며, 세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가치’의 문제에 관심을 기
울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본 논문은 과학의 영역과 대중의 영역에서 주체와 담론이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페미니즘 담론’이 성차 담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특히 대중의 영역에서는 왜곡된 담론도 ‘과학
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여겨지면 설득력을 얻었으며, 이런 왜곡된 담론을 변화시
킨 것은 결국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과학적 근거’였다. 과학지식은 
구성되는 면이 있고 주체의 인식에 따라 다양한 담론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담론이 ‘과학적 근거’를 갖는다고 여겨지면 사회에서 권위를 갖게 
된다. 이는 결국 ‘사실’의 문제만큼 ‘가치’의 문제도 중요하며, 때로는 사실의 문제
보다 가치의 문제가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이러한 결론은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책임과 윤리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최근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흐름에 부합하며,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기획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바라드(2007)의 행위적 실재론은 
‘인식론과 존재론, 그리고 윤리의 문제’를 분리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이는 ‘지식
(knowing)’과 ‘존재(being)’의 본질에서 ‘가치(values)’가 중요하다는 주장으로 이
어진다. 나는 바라드의 주장이 ‘지식, 현상, 가치의 문제’가 서로 얽혀 있음을 의미
한다고 제안할 것이다. 긍정적인 가치를 담은 지식이 긍정적인 담론을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인식과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또한 주체의 인식, 담론, 가치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으며, ‘담
론’의 변화가 만들 수 있는 과학과 사회의 변화에서 ‘가치’의 문제가 중요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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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본 논문이 제시한 ‘주체와 담론의 상호작용’이라는 개념과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나의 연구’에 대한 성찰로 연결할 수 있다. 나는 최대한 ‘성차’ 문제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나의 이해도 결국 내가 접한 담론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
다. 내 이해가 불완전할 수 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든 
‘새로운 담론’이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세상에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본 논문을 작성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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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haping and Changes of Scientific Discourses:
Focusing on the Discourses on Sex/Gender Differences 

in Neuroscience

YOON, Sun Hee
Program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a spirit of the enlightenment, all humans, except women, were equal. 
The argument that ‘women and men are biologically different’ helped 
justify androcentric society. Modern science supported this claim by 
providing the evidences, that it is natural that women and men take on 
different roles because of innate sex differences. In the context of the 
enlightenment, ‘differences’ might lead to ‘discrimination.’ So feminists 
have long argued that sex differences are not innate but acquired 
through experience. Feminist STS of the late 20th century, in particular, 
revealed the absurdity of ‘scientific facts’ considered as evidences of 
innate sex differences, by critically analyzing previous studies of 
sex/gender differences. Recently, however, there are discourses that 
sex/gender differences of the brain lead to sex/gender differences in 
abilities and preferences. Even though some recent studies have shown 
that neuroimages are not ‘objective facts’ of brain activity, these 
‘scientific facts’ have been appealing to the public. Considering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sex/gender differences studies, therefore, 
feminist STS scholars are critically analyzing that kind of studies in 
neuro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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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dissertation examined the shaping and changes of scientific 
discourses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discourses on sex/gender 
differences in neuroscience. First, I show various discourses on 
sex/gender differences in feminism. Second, I analyze original scientific 
papers using fMRI, review papers in neuroscience, popular books 
covering neuroscience, news articles introducing the books, and netizen 
reviews about the books, which all ranged over the topic of sex/gender 
differences. For the effective interpretation of the analysis, I propose the 
notion of ‘interaction of subjects and discourses’ which implies that 
cognition of subjects and discourses can be changed by interacting with 
each other: the subject creates discourse and discourse influences the 
cognition of the subject. 
  An analysis of feminist discourses shows that they have been rather 
reluctant to accept the existence of sex/gender differences. Some even 
deny the biological differences. Considering this feminist context and the 
historical context about the errors of previous sex/gender differences 
studies, feminist STS scholars tend to critically analyze the results of 
biological sex differences. That kind of influence of feminist discourses 
also appear in their analysis of "neurosexism," which implies that gender 
stereotypes influence ‘scientific facts about sex/gender differences’ even 
in neuroscience and that ‘the scientific facts’ reinforce the gender 
stereotypes.
  Chapter 4 and 5, by analyzing original papers using fMRI and review 
papers in neuroscience, shows that various discourses on sex/gender 
differences influence the production and interpretation of ‘scientific 
facts’ in neuroscience. That is, ‘scientific facts’ are made and interpreted 
through the influence of various discourses including gender stereotypes 
and feminist discourses. This implies that discourses influence cognition 
of researchers, that these effects are reflected the results and make 
different levels of discourses, and that discourse can be changed by 
interacting with various discourses even in the realm of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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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this implies that discourses based on ‘value’ such as feminist 
discourses can lead to positive change of discourses.
  Furthermore, some review papers show direct effects of feminist 
discourses or evolutionary discourse. Two review papers affected by 
gender studies, especially, suggested that ‘cerebral biology’ cannot be 
separated from social experience, and these papers were cited in 
feminist STS studies. This implies various interactions between 
discourses on sex/gender differences in the realms of feminism, the 
theory of evolution, STS, and neuroscience.
  Chapter 6 and 7 shows the distortion of the results in neuroscience, 
the spread of the distorted discourses, and the change of the discourses 
on sex/gender differences. Popular books, arguing men and women are 
innately different, make ‘distorted discourses’ by citing biased or by 
distorting neuroscience studies on sex/gender differences. This implies 
that subjects are aware of various discourses but tend to comprehend 
‘scientific facts’ in the light of their faith. That is, subjects sometimes 
distort ‘the facts’ under the influence of specific discourses, so make 
distorted discourses.
  However, distorted discourses also acquire power when the public 
believe that the discourses have ‘scientific evidences.’ The media and the 
public tended to trust ‘the distorted discourses,’ i.e. the existence of 
innate sex differences, which are considered to be proven ‘by scientific 
evidences, by experts.’ But the discourses have changed since the 
publication of Cordelia Fine’s translated book, which refutes the claims 
of previous popular books. The media and the public considered that the 
book is convincing. Some netizens changed their cognition of 
‘sex/gender differences’ because of the book. This shows positive 
influence of feminist discourses and the possibility of change of 
discourses in a practical sense.
  This dissertation shows that discourses can change in a positive way 
both in the realm of public and science, by feminist discourses taki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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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stance about sex/gender differences. In the realm of the public, 
especially, distorted discourses have also acquired power when the public 
believes that the discourses have ‘scientific evidences,’ and ‘new 
scientific evidences’ effected by feminist discourses had an important 
role in the change of the discourses. This implies that science and 
society can change in a positive direction by the discourse containing a 
specific value such as feminist discourses through ‘interaction of 
subjects and discourses.’
  This dissertation, based on this conclusion, suggests that the matter of 
‘value’ is important to know and to change science and society, and that 
we must pay attention to the matter of ‘value’ for positive change of the 
world. This suggestion corresponds with the recent project of feminist 
STS which concentrates on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and ‘ethical 
consideration’ for making a better world. And the analysis of this 
dissertation can be a basis of the project. ‘Agential realism’ of 
Barad(2007) suggests a fundamental inseparability of ‘epistemology, 
ontology, and ethical consideration.’ I suggest that this notion implies an 
inseparability of ‘knowing, phenomenon, and value.’ Knowledge 
containing positive value can make positive discourses, and 
consequentially change people’s cognitions and society in a positive way. 
The conclusion of this dissertation also suggests that cognition of 
subject, discourse, and value cannot be separated, and that the matter 
of ‘value’ can be important for the changes of science and society made 
by changes of ‘discourses.’

■ key words: scientific discourses, sex/gender differences, neuroscience, 
feminism, changes of discourses, the matter of value, interaction of 
subjects and discourses

■ student number: 2006-3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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