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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석
*

이 글은 2000년대 들어 한국 학계에서 시대의 유행처럼, 아니 화두

처럼 등장한 융복합적 연구, 학문의 통합, 지식의 통섭에 대한 논의 속에

서 인류학이 어떻게 자리매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필자의 짧은 소견

을 인류학자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이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우선적으로 

느낀 소감은 이러한 국내의 논의 속에서 인류학자의 목소리는 잘 들리

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한국 인류학자들은 이 주제에 대해 그

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또한 낯설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것

은 좀 이상한 현상 아닌가? 이들 논의들이 지향하는 바가 결국 총체적 

관점과 방법의 성취라고 한다면, 이는 인류학이 애당초부터 자신의 학

문적 정체성의 핵심으로 간주하였던 바가 아닌가? 모든 인류학 개론서

에 총체적 관점은 헌법처럼 기입되어 있지 않은가? 인류학자에게는 너

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일까? 사실 인류학자에게

는 이러한 논의가 새삼스런 얘기는 아니다. 지식의 통섭은 이미 인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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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학문 내부에 코드화 되어 있다. 그렇다면, ‘통섭의 시대’에 인류학

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의 오랜 경험을 풀어 놓으면 

되지 않는가? 일리가 있는 얘기이다. 인류학은 그 어떤 분과학문보다도 

이에 관한 많은 논의를 축적해 왔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 같다. 

융복합적 연구, 지식의 통섭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일 수 있으면서도,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관한 인류학 내부의 사정도 

잘 정리되어 있지 못하고, 또한 현재의 시점에서 통섭이 논의되는 맥락

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으면 인류학자의 제안이 다른 분야의 학자들

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새

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 자신이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총체

성의 관점에 대한 자기 성찰과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서 쓰여졌다.

1. 인류학의 총체성: 문화, 자연, 진화

최근의 통섭 논의의 핵심적 쟁점의 하나는, 스노우(C. Snow)가 일

찍이 지적했던 ‘두 문화’ 간의 의사소통의 부재, 즉 인문학과 자연과학

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 의미를 넓혀서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간의 경직된 경계를 어떻게 넘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바꾸어 쓸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인류학 내부에 이러한 

‘두 문화’의 괴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문화인류학자와 생물인류학

자간의 의사소통의 부재는 인류학계의 현실 아닌가? 이는 미국 인류학

계의 상황일 수 있다. 한국의 인류학계는 문화인류학자가 압도적 다수

를 차지하고 있으니, 인류학 내부의 ‘두 문화’를 언급하는 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다. 하지만, 한국 문화인류학자의 머리 속에,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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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무의식적 태도 속에 ‘두 문화’의 구별은 엄존하는 것이 아닐까? 필

자 개인에게 있어서 생물인류학은 사회학이나 경제학보다 훨씬 낯선 것

으로 남아 있고, 그것에 대해 사실상 거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솔

직한 표현이다. 한국의 몇 안 되는 생물인류학자의 한 분인 박순영

(2003: 308)은 “특히 주류 사회과학계는 평소에는 이 주제에 대해 무관

심하지만 어떤 생물학적 논의라도 인간의 사회적 삶을 설명하는 데 침

투하는 기미가 있으면 이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태세로 일치 단결하

는 듯이 보인다”라고 하였는데, 아마도 이 표현은 한국 인류학계에 대한 

불만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문화인류학자라면 인간의 사회적 삶

이 생물학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이유와 사례를 수없이 드는 데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문화인류학자와 생물인류학자 간의 대화는 

더 이상 수렴할 여지가 없는 평행선을 긋는 것으로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다. 인류학은 총체성을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인류학 개론서에 분명히 

쓰여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거의 모든 인류학자들

이 총체적 관점에 대해 별 이의가 없을 뿐 아니라, 인류학이 제공하는 

가장 소중한 지적 유산의 하나라고 가슴 속에 새기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우리는 무엇을 총체성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인류학사를 약간 되짚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주지하다시피, 20세기 근대인류학(modern anthro- 

pology)의 학문적 정향을 자리잡게 한 데에는 보아스의 복수적(plural), 

역사적, 상대주의적 문화개념과 총체성(holism)의 관점이 무엇보다 강

력한 영향을 끼쳤다(Stocking 1968: 230).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보아스가 이러한 문화개념과 총체성 관점을 제시한 맥락이다. 그래야, 

그것이 배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아스는 

당시의 사회진화론, 지리결정론, 인종주의와 구별짓고 대항하기 위하여 

새로운 문화개념을 제시하였다. 사회진화론이 근거하고 있는 인문주의

적 보편의 문화개념을 대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복수적, 역사적,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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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문화개념을 제시함으로써, 보아스는 인류학자들로 하여금 인간 

문화의 유사성과 보편성보다는 집단(부족, 종족) 문화들(cultures) 사이

의 차이에 주목하도록 이끌었다. 사회진화든, 생물진화든 진화에 대한 

논의는 근대인류학의 탐구영역에서 배제되거나 주변적인 지위로 려

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보아스가 원래 몸담고 있었던 19세기 독일의 

문화지리학은 지리적 환경이 문화적 차이를 주조해내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보아스는 문화와 자연환경 간의 관계를 인정하면

서도, 자연환경을 문화형성의 인과적 원인으로 간주하는 지리결정론에 

반기를 들고, 문화전파라는 역사적 관계와 개별 문화의 내적 통합이 각 

문화의 역사적 특수성을 규정짓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이라는 입장을 취

하였다. 물리적 환경은 근대인류학의 설명틀에서 배후지 정도의 지위로 

물러났다. 보아스 자신은 인간의 신체측정에 대한 탐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그의 의도는 인간의 심리적 능력이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

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당시의 인종주의적 해석을 무력화시키

고자 한 것이었다. 보아스의 인류학에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생물학적 

설명은 인종주의적 편견을 그 안에 감추고 있는 의심스러운 것이었다. 

단순화시켜 말한다면, 보아스의 새로운 문화개념은 진화, 자연환경, 신

체를 인류학의 논의에서 배제하거나 주변화 시켰다.  

문화개념의 이러한 맥락을 고려해야만 보아스가 제창한 총체성의 

관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말해 무엇을 포섭하고 무엇을 배제하

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아스의 총체성은 

자연환경과 신체를 제외시킨 문화의 총체성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는 자연/문화 또는 마음/몸의 이분법이라는 근대 서구

의 뿌리 깊은 관점을 이어받고 있다. 보아스에게 있어서 문화의 총체성

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그것의 비 은 ‘민족정신’(the genius of people)

이다(Stocking 1968: 214). 개별 사회집단(부족, 종족)의 문화 정체성, 

즉 그 문화를 그것답게 하고 다른 문화와 다르게 하는 본질, 개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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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존재하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요소들을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는 

원리로서 보아스는 ‘민족정신’을 제시하고 있다. 계몽주의의 보편적 이

성에 반기를 든 독일 역사주의와 낭만주의의 전통이 보아스의 ‘민족정

신’이라는 관념을 통해 새로운 문화개념과 총체성을 연관시키는 데 발

현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근대인류학의 형성에 있어서 보아스의 영향을 지나치게 강

조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의 지적 유산은 오늘날의 인류

학자에게, 특히 문화인류학자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변형과 전도(顚

倒)의 과정을 거쳐서 이어져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베네딕트의 문화유

형론, 크로버의 문화초유기체론은 보아스의 문화개념과 총체성의 관념

을 이어받아 정교화시킨 것이었으며, 적어도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미

국 문화인류학의 주류를 구축하였다.1) 1960년대 이후 문화의 개념을 

기호, 상징, 담론의 체계로 정의하는 새로운 흐름이 인류학계에 자리잡

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문화를 언어나 텍스트에 유추함으로써, 

기호학과 해석학의 관점을 문화 분석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인문학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필자는 인류학의 인문학적 

전환은 보아스의 인류학에서 이미 시작하였으며, 60년대 이후의 해석학

적 인류학, 기호학적 인류학, 상징인류학은 그러한 전환을 보다 심화시

키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기어츠는 다양하고 때로 모순되는 의미의 

결들이 겹겹이 쌓여있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화의 중층적 구조를 “두

텁게 기술”(thick description)하는 것을 인류학자의 작업으로 규정하였

지만(기어츠 1998: 20), 그가 제시한 “상징과 의미의 망”으로서의 문화

 1) 영국 사회인류학은 뒤르켐의 사회학적 방법론에 크게 의존하여 왔다. 사회적 사실을 

개인의 심리적 동기나 생물학적 요인으로 환원시킬 수 없으며, 사회를 독자적인(sui 

generis) 체계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은 미국 문화인류학의 문화 총체성의 관점과 

인식론적으로 매우 유사한 패러다임을 취하고 있다. 영국 사회인류학이 제도화된 사

회관계(사회구조)와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고, 미국 문화인류학이 세계관과 에토스와 

같은 관념적 통합원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비환원주의적 총체성

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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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떠한 질서를 그 안에 내포한 것이어야 했으며, 그런 점에서 그는 

보아스적인 문화 총체성의 관점은 유지하였다고 생각된다.   

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은 이러한 인류학의 ‘고전적 규

범’을 해체시키고자 한 것이다(로살도 2000: 66-67). 포스트모던 인류

학은 더 이상 문화를 동질적이고, 잘 통합되어 있으며, 독특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파편화되고, 이질적인 담론과 

의미체계가 혼재하고 서로 경합하고 있으며, 문화 단위의 경계가 모호

한 것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포스트모던 인류학자에게 문

화는 질서(cosmos)가 아니라 혼돈(chaos)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

환은 인류학적 문화 총체성의 관점에 심각한 회의를 제기한 것이다.

문화 총체성의 관점은 이러한 변형과 전도의 과정을 거쳐 왔지만, 

필자가 여기서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근대인류학과 포스트모던 인

류학의 문제틀에서 자연환경, 신체, 진화에 대한 논의가 배제되거나 주

변화 되어 있는 양상이 지속되어 왔다는 점이다. 문화 개념에 집중함으

로써 얻을 수 있는 분석적 효과와 통찰을 문화인류학의 역사가 뚜렷이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필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총체적 관점

이란 측면에서 볼 때 문화 총체성은 심각한 한계를 안고 있는 개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제는 인류학적 총체성이란 개념의 위상을 새

롭게 정립할 시점에 와 있으며, 그러한 노력이 ‘통섭의 시대’에 인류학

에 요구되는 바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그러한 변화의 단초를 구할 수 있는 것일

까? 필자는 그러한 단초가 인류학 내부에, 인류학의 학문적 전통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주목하는 전통은 생물인류학과 

생태인류학이다. 생물인류학이 인간의 신체와 문화의 관계를, 생태인류

학이 자연환경과 문화의 관계를 탐구해 왔으며, 양자 모두 진화의 문제

와 씨름하여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생물인류학과 생태인류학은 

인류학을 자연과학과 매개하는 접점(interface)의 위치를 점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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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적어도 인류학 내에서의 통섭의 방향은 문화인류학과 생물인

류학, 생태인류학을 접목시킴으로써 새로운 총체성의 관점을 개발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필자는 그러한 방향이 통섭의 단초를 제공한다고 

믿지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가 만만치 않다는 것

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섣부른 통섭은 문화인류학, 생물인류학, 생태

인류학이 각자 고유하게 발전시켜온 분석의 힘을 분산시키고 마는 결과

를 초래하지는 않겠는가? 서로 간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식론적, 

방법론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인류학 교육과정에서의 우선 

순위와 비중은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 글의 주제와 관련

해서 볼 때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인류학 내부에서의 통섭이 현재 국내

에서 논의되는 지식의 통섭이라는 맥락에 적절하고 새로운 대응의 방안

을 과연 제시할 수 있는가이다. 이러한 질문을 염두에 두고 윌슨의 통섭

에 대한 논쟁(2절), 최근의 과학기술 혁명과 지구환경의 위기 시대에서

의 현대인류학의 과제(3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지식의 통섭(統攝)인가, 지식의 통섭(通涉)인가? 

윌슨의 통섭: 지식의 대통합(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

은 2005년도에 번역된 이후 국내에서 통섭에 대한 활발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2) 번역자인 최재천은 ‘consilience’를 통섭(統攝: 큰 줄기를 잡

다)이라고 번역함으로써, 윌슨이 책 제목에 원용했던 휴얼의 ‘consilience’ 

(사전적 의미에서 ‘jumping together’)의 의미를 변형시켰는데, 윌슨의 

책이 의도하는 바가 “사물에 널리 통하는 원리로 학문의 큰 줄기를 잡고

 2) 윌슨의 사회생물학(1992)과 인간 본성에 대하여(2000),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1992) 등 사회생물학과 진화심리학 분야의 저서가 90년대 이후 번역되어 대중적 인

기를 얻으면서 국내 학계에 사회생물학 논쟁이 촉발되었다(이병훈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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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섭(統攝)이란 번역어를 채택했다고 번역자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윌슨 2005: 10-13). 최재천 자신은 윌슨이 주장하

는 환원주의적 통섭에 회의적이며, 자신의 입장을 호상적 통섭

(interactive consilience)이라고 하였는데(최재천 2011: 21), 필자는 “사

물에 널리 통한다는” 뜻으로서의 통섭(通涉)을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

과학의 지식 통합의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3)

윌슨의 사회생물학적 통섭이 유전자 결정론 또는 생물학적 환원주

의에 빠져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그동안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에(김

환석 2011; 심광현 2009; 김동광 2011; 이남인 2011) 여기서는 그러한 

논지의 비판을 덧붙이기보다는 국내 인류학자에 의한 윌슨의 사회생물

학적 통섭에 대한 비판(김광억 1994; 이문웅 2010; 이정덕 2011)을 검

토하고 그것을 재비판하고자 한다. 재비판의 의도는 윌슨의 통섭 이론

을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문화인류학자의 비판에 깔려 있다고 여

겨지는 자연/문화의 이원론적 전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이다. 

윌슨의 사회생물학적 통섭에 대한 세 명의 인류학자의 비판은 기본

적으로 동일한 전제를 공유하고 있지만, 그 강조점에 있어서, 그리고 

사회생물학과 문화의 관계에 대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논지를 먼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김광억(1994)의 논문은 

통섭이 번역되기 이전에 나온 것으로, 윌슨의 사회생물학(1992)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통섭에 대해 이후에 제기된 비판

의 논조를 선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에 의하면, 윌슨의 “조야한 사

회생물학”은 문화 이론으로 부적합하다(김광억 1994: 12). 사회생물학

은 생물학적 성향과 사회문화적 성향을 동종 이형으로 취급한다는 점에

서 조야하다. “…동물들 사이에 힘센 것이 군림하는 것을 인간 사회에서 

 3) 휴얼은 ‘consilience’의 의미를 “서로 다른 현상들로부터 도출되는 귀납들이 서로 일

치하거나 정연한 일관성을 보이는 상태”라고 하였는데(윌슨 2005: 10), 통섭(通涉)이 

이러한 의미에 더 잘 부합하는 번역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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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지위·계급 등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 동물의 교미와 인간의 혼인

을 동일시하는 것, 새의 지저귐을 예술로, 그리고 동물의 자기 과시 형태

를 인간의 카니발로 보는 것 등이다”(14). 여기에서 “동물 왕국의 생물

학적 모델이 원주민[인간: 필자 첨가]의 자신에 대한 모델로 전용되고 

있다”(25). 사회생물학은 문화이론으로 부적절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 

다윈 진화론의 적자생존설이 사회에 적용되어 식민 제국주의를 정당화

하는 사회진화론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낳았듯이, 윌슨의 사회생물학은 

적자생존의 원리를 유전자 수준에까지 적용시켜 ‘유전자 자본주의’의 

발상을 낳게 하였다(21).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자연의 가장 내 한 

곳에서까지 적용된다고 주장함으로써, 현실의 사회적 질서를 자연화시

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문화적 존재이며, 다른 동물과 달리 상징과 의미의 

분류체계와 표현방식을 매개로 해서 자연을 인식하고, 사회적 관계를 

구성한다(11). “…갠지스 강은…역겨움을 느끼게 하는 탁류에 지나지 

않지만…늙고 병든 몸을 몇 번씩 담그는 인도인에게 그 강은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신성하고 깨끗한 것이다. 이 강은 생의 모든 더러움과 

죄를 씻고 영원의 순수한 세계로 가는 길이다”(10). 친족은 핏줄에 대한 

사회문화적 정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지, 생물학적 핏줄에 의해 정해

지는 것은 아니다. “부계 사회에서 자기가 낳은 딸은 다른 씨족에게 출

가시킴으로써 남이 되지만, 시집 온 며느리나 입양한 아이(즉, 유전자에 

있어서 전혀 남이다)는 자기가 낳은 자식인 양(즉, 문화적으로는 자기

편) 다루는 것이다”(20-21). 부계율, 모계율, 선계율, 양계율 등의 다양

한 친족제도가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것은 “유전자에 대한 과학적 계산

법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며, 유전자에게 최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19). 따라서 사회생물학적 설명은 문화이론으

로 부적절하며, 문화현상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다.

이문웅(2010)의 논문은 화이트의 문화결정론—“문화의 변화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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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을 해명하는 데에는 인간의 생물학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문화과정 그 자체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방법론적인 

결정론’으로 받아들여 윌슨의 사회생물학을 비판한다(이문웅 2010: 

114). 그는 인간 본성이 분명히 생물학적인 기초, 즉 유전자에 기초하고 

있지만, 그런 본성의 범위를 넘어서서 나타나는 문화의 다양성을 유전

자로 설명할 길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문화의 다양성과 변화는 유기

체 외적인 것이며, 따라서 문화는 ‘초유기체적’(superorganic)인 성격을 

갖는다(123). 인류의 진화 과정이 부분적으로는 환경에 대한 생물학적

인 적응을 수반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크게 ‘문화’라는 적응 수단을 

동원하는 것에 의존하였으며, 지난 수세기안에 과학기술의 발달로 눈부

신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경험해 왔다. “‘인간은 그래도 다른 동물과는 

다른 초월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우리가 벗어나야 할 [사회생물학자들

이 주장하듯이, 필자 첨가] ‘인간중심주의적인 환상’이란 말인가? 그렇

다면 나는 그런 ‘환상’을 달게 받아들이겠다”(124).

이문웅은 윌슨이 조야한 ‘유전자 결정론’이라는 혐의를 벗어나기 위

해 제안한 ‘후성규칙’(epigenetic rules)—문화의 진화를 한 쪽으로 편향

시켜 유전자와 문화를 연결해 주는 정신 발달의 유전적 규칙성(윌슨 

2005: 291)—이나, 진화심리학의 ‘진화된 심리 기제’—특정한 적응문제

에 대해 영역특이적이며 내용의존적으로 특화된 정보처리 기제(의사결

정 규칙 또는 연산규칙)로 인간에게 내재된 심리 기제(박순영 2003: 

317-321)—는 문화 일반을 설명하는 데에는 유용할지언정, 개별문화나 

문화적 다양성을 설명할 길이 없는 “스위스제 다목적 칼”과 같은 궁색

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이문웅 2010: 127-130). 윌슨의 통섭론

은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만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문화인류학의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인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으며, 

“문화의 변동성, 다양성에 특히 주목하는 문화인류학에서 인간의 본성

이나 유전적 요인에 호소해서는 문화현상의 이해를 위해 얻을 것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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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없다”(137). 사회생물학은 “사람과 동물을 똑같이 봄으로써” “인간

만이 ‘문화적으로 행동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인간 존재의 특이성을 

간과하고 있다(138). 

이정덕(2011)의 논문은 바슐라르, 알튀세, 푸코가 제안한 ‘문제틀’ 

(problematique)이란 개념을 활용하여 사회생물학과 문화연구(인류학) 

사이에 인식론, 존재론, 방법론에 있어서 근본적인 단절이 있음을 지적

한다. 현실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개념화하며, 어떤 의미와 설명을 부여

하는가 하는 것은 문제틀에 의존하는데, 윌슨의 사회생물학과 인류학은 

문화현상의 설명에 대해 서로 화해할 수 없는 문제틀을 지니고 있다(이

정덕 2011: 110-111). 그는 사회생물학의 문제틀로 문화에 접근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배제, 치환, 잘못된 환원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133-137). 사회생물학은 “문화를 설명한다면서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본능과 가까운 일부 행동(성, 음식, 번식, 공격성 등)에만 집

중”하며, “다양한 집단에게 다르게 나타나는 의미체계(언어의 차이, 종

교의 차이, 의미의 차이 등)는 설명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133). 사회생

물학의 문제틀에서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거나 배제한 문화의 다양성과 

차이가 문화연구(인류학)에서는 인간 집단의 이해를 위해서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된다(134). 사회생물학에서 관심을 갖는 몇 가지 본능에 가

까운 행동이 문화를 대표하는 것처럼 치환되며, 사회생물학은 문화 일

반을 설명했다고 주장하지만, 문화연구에서는 본능에 가까운 행동은 오

히려 비문화적인 부분으로 간주된다(134). 사회생물학은 인간 종의 고

유한 특성으로서 문화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유전자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하면서 결국은 그 설명이 유전자로 환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136). 이정덕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유전적 처방 없이 고안되고 전달되는 정교

한 적응’ 체계[즉 문화체계, 필자 첨가]의 이해가 매우 필수적이라고 생

각”하며, “유전적 처방을 벗어난 정교한 문화체계를 다시 유전자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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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환원”이라고 비판한다(136-137).

윌슨의 통섭은 생물학적 환원주의 또는 유전자 결정론에 의거해 인

문학과 사회과학을 사회생물학으로 대통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139). 이정덕은 그러한 제안이 실행불가능한 기획일 뿐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박한다. 생물학적 환원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이 근거하고 있는 준거점으로 제시된 것은 문화란 물리화학적 

속성이나 생물학적 속성으로부터 유추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속성, 즉 ‘창발적 현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129). 문화의 창발적 현상

이 후성규칙이나 유전자에 의해 제약을 받고 규정된다는 윌슨의 주장은 

모순적이다.4) “왜냐하면 ‘창발적’이라는 말은 후성규칙이 방향 짓는 것

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점을 함축하기 때문이다”(129). 그는 유전자

와 문화의 관계를 유전자가 방향 짓고 있기 보다는 ‘허용’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인간의 극단적 가소성, 문화의 다양성과 창조

성을 이해하는 데 더 부합한다고 제안한다(140-141). “유전자가 어디까

지 허용하는지, 어떻게 허용하는지, 유전자의 영향이 어떻게 어느 정도

로 스며드는지 등의 문제는 계속 남아” 있으며, 이 문제는 윌슨의 지식

대통합의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식 협동의 논리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142). 

‘상징과 의미체계로서의 문화’(김광억), ‘문화초유기체설’(이문웅), 

 4) 후성규칙과 문화의 관계에 대한 윌슨의 설명을 일방적인 결정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윌슨은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에서 유전적 형질과 인간의 행

동발달의 관계를 고지대에서 해안까지 뻗어 있는 ‘비탈진 경관’에 비유하여 설명하

고 있다. “개인은 왼손잡이나 오른손잡이가 될 수 있다. 만일 그가 자신을 왼손잡이

로 예정해 놓은 유전자나 다른 초기의 생리학적 요인들을 지닌 채 출발한다면, 그 

발달 통로 쪽의 골이 더 깊이 패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압력이 전혀 없다면 

대부분 공은 왼손잡이 통로로 굴러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에게 오른손

을 쓰도록 훈련시킨다면, 공은 오른손잡이의 더 얕은 통로로 넘어갈 수 있다. 분열증

의 경관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통로들로 구성된 광범위한 망이며, 추적하기가 더 어

렵다. 이 공의 경로는 단지 통계적으로만 예측할 수 있을 뿐이다”(윌슨 2000: 97). 
통섭에서도 유전자에 기반한 후성규칙은 편향된 문화진화를 방향짓는 경향성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유전자가 특정 문화형태를 일방적으로 결정짓는다는 유전자 결정

론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윌슨 2005: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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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창발적 현상’(이정덕)은 문화에 대한 생물학적 환원주의가 성립

될 수 없는 이유로 제시되었으며, 윌슨의 사회생물학과 통섭의 제안이 

문화인류학자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근거로 제시되었다.5) 문화현상

의 독특성과 다양성에 주목함으로써 문화인류학이 자신의 학문적 정체

성을 구축하여 왔고, 괄목할만한 연구 성과를 축적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필자 자신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사회현상을 자연과학적 법칙

을 모방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사회과학의 전반적인 추세에 저항하며, 

문화인류학이 상징과 의미의 해석에 집중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새롭게 

조명해 왔다는 점은 인류학자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소중한 학문

적 유산이다(오명석 2011: 185-196).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의

를 제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세 인류학자의 논의 속에 자연/문화 또는 

마음/몸의 이원론적 인식이 깔려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문화현상은 

무엇보다 문화 내적인 관계와 체계에 의해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문화는 자연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인간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독

특한 존재로 파악하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

화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독특성을 주장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게 중세 

유럽 기독교적 전통의 “존재의 거대한 사슬(Great Chain of Being)”에

서의 인간관을 이어받아 다른 방식으로 고착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근

대 서구의 인본주의적 계몽주의의 자연/문화, 마음/몸의 이원론이 문화

인류학에 깊이 배어 있는 것은 아닌가? 다윈 진화론이 인간의 독특한 

지위를 부정하고 생물계의 일부로 위치시켰던 인식론적, 존재론적 혁명

이 거부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문화상대주의를 주장하는 인류학자도 

인간의 ‘심리적 제일성’이라는 추상적 원리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데, 

그것을 문화연구의 논외로 상정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데에는 

 5) 철학자인 이남인(2011: 97, 100)도 인간은 ‘목적 연관’ 내지 ‘동기 연관’ 속에서 살

아가는 독특한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의 삶은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학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윌슨의 통섭론은 자연과학적 환원

주의에 빠져있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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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설명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문화-자연-신체의 연

계에 대한 관심이 문화인류학자의 ‘문제틀’에서 배제되지 않았는가? 물

론, 이는 지나친 평가이고 섣부른 일반화이다. 토테미즘과 애니미즘에 

대한 고전적인 인류학 연구가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인류학자는 자연과 

신체에 대한 집단표상을 문화연구의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 왔다. 문화-

자연-신체가 연계되는 방식을 탐구해 온 것이다. 하지만, 소위 ‘원시사

회’에서의 이러한 집단표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시된 자연/문화, 마음/

몸의 근대 서구적 이원론에 대한 부정이(오명석 2010: 34), 인류학자의 

문화이론에서 그들의 분석적 도구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화/자연/

신체의 영역은 서로 구획되어야 하는 존재론적 차이와 단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경직된 경계를 가로지르는 지

식의 통섭이 필요하다는 윌슨의 주장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문제는 어

떤 방식으로 경계 넘기가 가능하느냐에 있다. 이 점에서 윌슨이 제안한 

환원주의적 통섭(統攝), 사회생물학으로 지식의 대통합을 이루어야 한

다는 방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한다. 윌슨의 통섭은 유전자 중심

의 분자생물학이 오늘날 차지하고 있는 지배적인 설명 체계로서의 지위

와 권위에 힘입어 ‘정복의 수사’를 행사함으로써 계몽의 대상이 된 인문

학자와 사회과학자에게 모욕감을 주고 설득하는 데 실패하였다(김동광 

2011: 249). 필자는 통섭의 수사학에서 자연과학자를 위한 선언문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윌슨은 현재 자연과학자들이 낭만주의와 그 현대

판인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포위되어 과학을 부정하는 “현란한 몽매주

의적” 비판에 헷갈리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윌슨 2005: 91-97), 이에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계몽주의적 전통

에 근거한 과학적 탐구를 계속해 나간다면 결국 학문적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는 격려사를 하는 것이다. “세계는 질서 정연하며 몇몇 자연법칙

들로 설명될 수 있다는 믿음”, 즉 ‘이오니아의 마법’에 대한 깊은 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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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통섭(統攝)을 위한 탐험가에게 필요한 덕목이다(윌슨 2005: 34). 

필자는 윌슨의 사회생물학에 깔려 있는 뉴턴적 자연과학관과 그것

에 기초한 지식의 통섭(統攝)에 반대한다.6) 자연에 대한 기계적 모델, 

물리 법칙에 따른 인과론에 기반한 뉴턴적 자연과학관을 문화현상에 적

용하는 방식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윌슨의 논의는 자연

과학 내부에서 20세기 이후 진척되어 온 과학적 패러다임의 혁명, 즉 

탈뉴턴적 자연과학으로의 변모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상대성 이론(아

인쉬타인), 양자 역학(플랑크, 슈뢰딩거), 불확실성 이론(하이젠베르크), 

과정 철학(화이트헤드), 체계생물학(마뚜라나, 바렐라), 인지과학, 프랙

탈 기하학(만델브로), 카오스 이론과 복잡계 과학(프리고진, 스텐저스) 

등이 고전물리학의 결정론과 환원론을 부정하고, 예측 불가능성, 총체

론(holism), 비선형적 인과론, 자기-생성하는(autopoiesis) 생명, ‘흩어

지는 구조’(dissipative structure), 창발적 속성(emergent property) 등

을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제시하였는데(카프라 1998; 

심광현 2005; 최무영 2011; 한준 2011), 윌슨은 이러한 변화에 큰 의미

를 부여하지 않으며 뉴턴적 자연과학관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

이다. 이런 점에서 윌슨의 통섭론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통섭

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탈뉴턴적 자연과학이 기계적 물리법칙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자연

계도 ‘마음’과 같은 현상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여 자연/문화, 물질/정

신의 이원론을 해체한 것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통섭을 위한 

매우 중요한 출구를 제시한 것이다. 자연계가 ‘마음’과 같은 현상을 지

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그것은 자기-생성하는 세포와 유기체(마

 6) 이남인(2011: 81)에 의하면 윌슨의 통섭을 지탱해주는 것은 물리학적 환원주의이다. 

윌슨의 이러한 입장은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 드러난다. “그러면 통섭적 세계관의 핵

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현상들-예컨대, 별의 탄생에서 사회조직의 작동에 이르

기까지-이 비록 길게 비비 꼬인 연쇄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물리 법칙들로 환원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윌슨 2005: 460, 이남인 2011: 8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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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라나와 바렐라), 가이아(Gaia)로서의 지구(러브럭), 자기-조직하는 우

주(얀치, 카우프만)라는 논의에서 제시되었듯이, 생명체를 포함한 자연

이 고전물리학이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힘과 에너지에 의해서만 작동하

는 기계가 아니라, 주변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여 차이와 유사성

을 감지하고 이에 대해 반응하며, 체계의 평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조절의 기제를 작동시키며, 때로는 그 체계를 새로운 형태로 변형

시키고 창조하는 창발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인지’ 능력은 

인간만의 고유한 자질이 아니고, 자연, 또는 적어도 생명체에 편재해 

있으며, 물질과 정신은 서로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는 이러한 

주장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통섭(通涉)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

어준다.

필자가 베이트슨의 이론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그가 인류학계 

내부에서 이러한 방향으로의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는 단초를 제시하였

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7) 그가 제안한 ‘마음의 생태학’(ecology of 

mind)은 윌슨이 제시한 통섭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식으로 인문학, 사

회과학, 자연과학의 통섭을 지향하고 있다. 윌슨이 정신과 문화는 궁극

적으로 물질의 현상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입장에서 지식의 통섭을 

추구하고 있다면, 베이트슨은 ‘사이버네틱 인식론’(cybernetic episte- 

mology)의 입장에서 그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지식의 통섭을 추구하

였다.8) 베이트슨에 의하면 지금까지 마음/몸의 이분법은 잘못된 방식으

로 논의되어 왔다. 정신이 신체에 대해 초월적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7) 베이트슨은 뉴기니 이아트물족의 네이븐(Naven) 의례에 대한 사회문화인류학적 연구

(베이트슨 2002)에 이어서, 정신분열증 환자와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 동물 커뮤니케이션과 학습에 대한 연구, 생물진화에 대한 연구, 지구환경 위기

에 대한 연구로 그 관심을 전환함으로써 문화인류학계에서 이방인 같은 존재가 되었

지만, 그의 연구 행로는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지식의 통섭(通涉)을 위한 인류학자

의 탐색을 체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8) 베이트슨은 1946년에 뉴욕에서 개최된 메이시 회의(Macy Conference)에 참석하여 

위너, 폰 노이만, 맥컬록 등이 제안한 사이버네틱스 이론, 정보 이론에 큰 영향을 받

았다(카프라 1998: 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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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초월성을 부정하며 신체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양자선택적 논의는 

부적절한 것이다(베이트슨 2006: 496). 정신적 특성은 신체와 무관하게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뇌, 감각기관과 같은 신체의 특정한 

부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사이버네틱 체계 전체의 앙상블 속에 내

재해 있다(490-491). 사이버네틱 체계는 정보(베이트슨에 의하면 차이)

가 연속적으로 변형되면서 순환하는 회귀적(recursive) 회로이며(490), 

차이의 감지, 처리, 반응에 의해서 끊임없이 자기 조절되는 역동적 체계

이다.9)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도끼로 나무를 쓰러트리는 작업에서, 

각각의 도끼질은 이전의 도끼질로 생긴 나무의 잘린 면의 모습에 따라 

수정되고 교정된다. “이러한 자체-교정적(즉, 정신적) 과정은 전체 시스

템, 즉 ‘나무-눈-두뇌-근육-도끼-자르는 행동-나무’에 의해 일어나며, 내

재적 마음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바로 이런 시스템이다”(493). 베이트슨

이 자체-조절적 시스템의 예로 즐겨 드는 증기기관의 ‘조절기’(governor)

는 “엔진이 실제로 움직이는 속도와 이상적인 혹은 적절한 어떤 속도 

사이의 차이에 대한 변형을 받아들이는 감각 기관이나 변환기”이며, 

“조절기의 행동은 시스템의 다른 부분의 행동에 의해 결정되며, 간접적

으로는 이전 시점의 자기 자신의 행동[또는 그것에 대한 기억, 필자 첨

가]에 의해 결정된다”(491). 그에게 마음은 사이버네틱 체계와 동의어

이다(692). 

이러한 마음의 정의는 자아를 주체로 한 인간의 의식이라는 좁은 

의미를 넘어서는 것으로, 프로이드가 마음의 개념을 무의식 과정을 포

 9) 사이버네틱 체계는 그 안에 내재된 자기-제어적 장치에 의해 조절되어 역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거나, 그것의 임계점을 넘어섰을 때는 탈주(run away)하거나 새로운 

자기-조절적 수준으로 변형되는 체계이다. 그것은 선형적 인과관계가 아닌 복잡한 순

환적 인과관계에 의해 작동한다. 사이버네틱 체계는 그 내부에 평형상태를 위협하는 

과정을 내포하는데, 대칭적 분열(symmetrical schismogenesis)과 보완적 분열(com- 

plementary schismogenesis)이라는 개념을 통해, 베이트슨은 이아트물족의 네이븐 의

례(베이트슨 2002: 322-324), 발리 인의 에토스(베이트슨 2006: 210-219), 알코올 중

독자의 병리적 심리현상(베이트슨 2006: 500-506)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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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 것으로 내부로 확장했다면, 베이트슨은 마음을 외부로 확장한 

것이다(694). 마음은 뇌 또는 피부로 둘러싸인 몸에 의해 경계 지어지지 

않는다. 길을 건너는 장님의 마음은 그의 지팡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

다. 지팡이는 길 표면의 차이들이 변형되어 전달되는 통로이며(494), 장

님을 인도하는 정보의 되먹임(feedback) 과정의 적극적인 일부이기 때

문이다. 음악가의 악기나 목공의 장비도 마찬가지로 정신적 체계의 일

부이다. “정보를 처리하거나,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한다’고 

말하는 총체적인 자기 교정-단위는 그 경계가 신체 또는 일반적으로 ‘자

아’ 혹은 ‘의식’이라고 불리는 것의 경계와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체계

이다”(495, 필자 번역 일부 수정). 정보가 이동하는 모든 통로를 포함하

는 네트워크로서의 ‘사고하는 시스템’은 흔히 의식의 주체로 간주하는 

자아와 구별된다.10) 

사이버네틱 체계는 세포 내의 DNA, 신체 내의 세포, 환경 내의 신

체와 같이 위계적 구조를 형성하여 각 단계에 부합하는 마음의 단위가 

존재하며, 가장 큰 범위의 사이버네틱 체계는 생태계(ecosystem)로 여

기에는 우리가 흔히 신이라고 지칭하는 가장 큰 ‘마음’(Mind)이 내재한

다(692). 그의 ‘마음의 생태학’은 ‘생체에너지론’적인 생태학, 즉 산호

초, 삼나무 숲, 도시를 에너지와 물질로 구성된 생태계로 파악하는 입장

과 달리, 정보처리와 커뮤니케이션의 회로로 구성되어 자기-조직하는 

‘엔트로피’적 생태계로 파악하는 입장이다(693; Harries-Jones 1995: 

235). 전자가 힘과 에너지가 지배하며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 플레로마

(pleroma)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차이와 구별이 존재하

10) 남아프리카의 야생동물 방목장에서 아카시아 나무와 영양 사이의 상호작용은 식물에 

의한 인지 작용의 사례를 보여준다. 아카시아는 초식동물로부터의 방어를 위해 잎에 

타닌산을 분비한다. 평상시에 타닌산의 수준은 영양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나, 가뭄으

로 환경이 악화되면 타닌산 분비가 강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픈 영양이 어

떤 아카시아 나무의 잎을 먹으면, 그 잎은 에틸렌을 방출하여 주위의 아카시아 나무

들에게 초식동물이 침해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며, 다른 나무들이 이를 감지하여 

타닌산의 분비를 더욱 강화한다(Harries-Jones 1995: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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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크레아투라(creatura)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며, 플레로마적 기술로

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성을 탐구한다(베이트슨 2006: 686-688).11) 

모든 생명체는 크레아투라이다. 크레아투라에 대한 탐구는 모든 생

명체들을 ‘연결하는 패턴’(the pattern which connects)을 밝히는 작업

이다(Bateson 2002: 7). “게와 가재를, 난초와 앵초를, 그리고 이들 4가

지 존재와 나를 연결하는 패턴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게, 가재, 난초, 

앵초, 당신과 나, 필자 첨가]를 한편으로는 아메바에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분열증 환자에 연결시키는 패턴은 무엇인가?”(7) 게의 해부학적 구

조는 부분들 간의 양변적 대칭성, 계통발생적 상동성, ‘계열적 상동성’ 

(serial homology)이 변조하면서 반복되는 형식적 관계를 보여준다. 모

든 생명체는 이러한 형식적 관계를 보여주는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이

러한 패턴들의 패턴, 즉 메타패턴이 ‘연결하는 패턴’이다(10). 베이트슨

이 밝히고자 하는 메타패턴은 수학적 모델보다는 미학적 감수성에 의해 

포착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결하는 패턴’에서 마음과 자연의 통일, 생

태계의 아름다움과 신성함을 찾고자 하는 것이 베이트슨이 ‘마음의 생

태학’에서, ‘사이버네틱 인식론’에서, ‘생태적 이해’에서 추구하는 궁극

적인 목적이며, 과학과 종교와 예술이 만나는 지점이다(Bateson 2002: 

197-200; Keeney 1983: 138-142; Harries-Jones 1995: 198-199).

사이버네틱 이론을 생물학에 적용한 마뚜라나와 바렐라는 모든 생

명체의 원리로 ‘자기-생성하는(autopoiesis) 체계’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세포는 주변 환경과 끊임없는 물질과 에너지의 교환(신진대사)을 

통해 세포의 구성 요소들을 만들어내고, 그 구성 요소들이 다시 세포를 

생성하는 피드백 과정을 보여준다. 즉, 세포는 자기-생성하는 단위이다. 

그런데, “세포가 어떤 분자 X를 자신의 작업과정으로 끌어들여 상호작

11) 베이트슨이 플로레마와 크레아투라라는 표현을 심리학자 융으로부터 차용해 왔는데, 

융에게 있어서 플레로마는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과 같은 모든 대조적 속성이 사

라진 영원하고 무한한 세계를 가리키며, 크레아투라는 구별을 본질적 속성으로 갖는 

시공간의 세계이다(Harries-Jones 1995: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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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한다면 이때 상호작용의 결과는 분자 X의 속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생성의 역동성 안으로 분자를 끌어들이는 세포가 분

자를 ‘바라보는’ 또는 다루는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마뚜라나 ·바렐라 

2007: 64). 인지라는 현상은 단순히 신경계의 작용이 아니고, 자기-생성

하는 생명체의 조직에 뿌리내리고 있다(43). 자기-생성 조직과 인지의 

관계는 세포 수준에서뿐 아니라, 생물의 출현 과정에서의 유기분자의 

기원에서, 생물학적 현상계 전체에서 발견된다. 자기-생성하는 체계로

서의 생명체는 인지적 체계인 것이다. 

인지적 체계는 그 자신의 유지에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의 

영역을 규정하는 조직이며, 인지의 과정은 이 영역에서의 실제적인 (귀납적인) 

행동이다. 생명체는 인지적 체계이며, 과정으로서의 삶은 인지의 과정이다. 이 

진술은 신경계를 갖거나 갖지 않는 모든 유기체에게 유효하다(Maturana 

1970: 13, Thompson 2007: 124에서 재인용).

 

러브럭은 ‘가이아(Gaia) 가설’을 제안하면서 “가이아는 지구의 생명

계, 대기권, 바다와 흙을 포함한 복합적 총체이며, 그 총체성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에게 적절한 물리적, 화학적 환경을 조성해주고자 하는 

순환적 피드백의 체계 또는 사이버네틱 체계를 구성한다”(Lovelock 

1979: 10)라고 정의하였다. 미생물을 포함한 생명체의 활동은 대기의 

구성과 온도, 바다와 흙의 화학적 구성과 피드백 과정을 통해 상호연결 

되어 있으며, 정보는 가이아의 조절 체계에 내재된 본질적인 부분이다

(44-58). 즉, 가이아는 생명계와 물리적 환경이 자기-조절적 메카니즘을 

통해 공진화하는 거대한 사이버네틱 체계인 것이다. 마뚜라나와 바렐라, 

러브럭의 사례는 사이버네틱 인식론을 생물학과 지구과학에 적용함으

로써 뉴턴적 자연과학과 구별되는 새로운 과학을 지향하는 중요한 흐름

이 현대의 자연과학계에 존재하고 있으며, 베이트슨이 추구하는 ‘마음

의 생태학’이 한 이단적인 인류학자의 공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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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준다. 과학철학자인 카프라의 평가에 의하면, 베이트슨의 “혁명

적 연구”, 즉 사이버네틱스 원리에 기초를 둔 마음의 개념은 “시스템 

현상으로서의 정신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

었으며, 정신과 육체의 데카르트적인 분리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성공적인 시도였다”(카프라 1998: 82).

베이트슨의 사이버네틱 인식론은 미국 문화인류학의 문화총체론이

나 문화초유기체설과 다르며, 포스트모던 인류학의 문화이론과도 중요

한 차이를 보인다. 문화총체론은 개별 문화가 독특한 민족정신, 에토스, 

세계관에 의해 통합된 체계로 보았으나, 베이트슨의 시스템 이론은 어

떤 특정한 요소에 그러한 지배적인 위치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하며, 정

보(차이)가 회로를 순환하면서 끊임없이 변형되고 조절되는 역동적 체

계 전체의 앙상블적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사이버네틱 체계는 단지 인

간 문화의 독특한 속성이 아니고, 자연생태계와 인공물에도 존재할 뿐 

아니라, 나무를 도끼로 자르는 작업에서 예시하였듯이, 인간-도구-자연

이 회귀적 인과관계로 연계되어 있는 정보의 회로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문화초유기체설과 기본적으로 상이한 인식론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포

스트모던 인류학이 구조와 질서를 해체하고 문화의 카오스적인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것에 반해, 베이트슨은 ‘연결하는 패턴’과 ‘회귀적 질

서’(recursive order)를 생태계의 존재론적 속성으로 간주한다(Harries- 

Jones 1995: 208-210). 베이트슨의 ‘마음의 생태학’은 생물학적 환원주

의나 문화론적 또는 사회학적 환원주의의 함정을 벗어나서, 대안적인 

비환원주의적 통섭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으며, 관계론적 문화이론의 가

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의 문화인류학에서 관계론적 ·과정론적 ·

맥락론적 관점은 새삼스러운 것이 전혀 아니지만, 이러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사회관계와 의미체계의 분석에 집중해 온 경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베이트슨의 제안은 인간-인공물-자연의 관계를 시스템적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였으며, 지식의 통섭을 위해 인류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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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해야 할 하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3. ‘통섭의 시대 ’와 현대인류학

한국 문화인류학의 반세기 동안의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인류학자 

글들의 모음집에서 김광억은 “2005년을 지나면서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자연과학적 지식과 아이디어가 초(탈)경계적

인 드나듦을 통하여 소위 통합적 학문을 추구하는 실험적 흐름이 나타

나기 시작하면서 인류학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우리에게

는 또 하나의 도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진단하였다(김광억 

2008: 83). 한국 인류학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한국 사회 현실에 대한 

적실성의 관점에서 검토한 황익주는 그 글의 말미에서 “최근 한국의 

학계 전반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학제적 내지 학문융합적 

연구와 교육을 진흥시킴에 있어서 인류학이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

의 문제”도 중요한 현안의 하나일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황익주 2010: 

262). 

지금까지 필자는 윌슨의 통섭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

하였지만, 그 논쟁이 현재 한국 학계에서 유행처럼 등장하고 있는 융복

합적 연구라는 새로운 학문 지평의 모색에 연관성은 있지만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생물학 

논쟁이 지식의 통섭과 관련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분명한 사실

이지만, ‘통섭의 시대’란 표현은 보다 넓은 사회경제적, 과학기술적, 역

사적 변화라는 현실적 맥락과 연관시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것

은 국내적 상황의 변화만이 아니라, 글로벌한 상황의 변화와 긴 하게 

연결되어 있다. 

1980년대 이후 디지털 혁명, 정보통신기술 혁명, 분자생물학과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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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나노 기술, 유비쿼터스 혁명과 같은 획기적인 기술혁신이 전개되

면서, ‘관-산-학’의 콘소시움 형성이 강화되고 ‘거대 과학기술’의 융복합 

연구체제로의 대대적 전환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심광현 2009: 46). 

미국에서는 과학재단이 2002년 나노(Nano), 생명과학(Bio), 정보과학

(Info), 인지과학(Cogno)을 포괄한 NBIC라는 이름의 과학진흥 정책을 

제출한 바 있고, 유럽공동체에서는 미국의 NBIC 틀에 유럽의 특성을 

가미한 ‘유럽 지식사회 건설을 위한 융합 기술’(Convergent Technology 

for European Knowledge Society, CTEKS)을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강내희 2010: 48). 한국연구재단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학문의 융복합 연구를 촉진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대거 발주시

키고 있으며, 서울대에서는 2009년도에 융합과학기술(Convergence 

Technology and Science) 대학원을 설립하였다. 융합과학기술대학원 

홈페이지의 대학원 소개문은 현재 한국의 대학과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융복합적 연구의 성격과 방향을 잘 보여준다. “지식기반 경제사회가 점

점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사회는…기초 자연과학은 물론 인문, 사회, 생명

과학, 의학, 공학 등이 학제적으로 통합된 현장 중심형 전문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산학협동 활성화를 통한…산업인력을 양

성하고, 폭넓은 학제적 지식 기반 위에 실용적 전문성과 국가의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IT(정보기술), BT(생명기술), NT(나노기술) 등의 

신생 융합기술 분야의 창의적 인력양성(을)…위해 개원하였다. 이를 위

해 현재 나노융합학과, 디지털정보융합학과, 지능형융합시스템학과, 분

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 등 4개 융합학과가 개설되었(다)”(http:// 

gscst.snu.ac.kr). 이 소개문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듯이 융복합적 연구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은 과학기술적 담론이며, 산학협력을 통해 실용적인 

신기술을 개발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국가산업발전에 기여

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다. 김세균(2011: 267-268)에 의하면 디지

털 혁명과 GNR(Genetic, Nano, Robot) 혁명으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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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명이 자본주의적으로 활용되어 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착

취․수탈을 강화하고, 생태계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한편, 대중지성사회

와 새로운 형태의 직접민주주의 출현을 가능케 하는 기술적 기반을 제

공한다는 양면적 성격을 띠고 있다.

거대 과학기술의 융복합 연구체제로의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인류학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국내 인류학자에 의한 이에 

대한 반응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구 인류학계의 움직임을 

참조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페미니스트 인류학자인 해러웨이의 ‘사이보그(cyborg) 선언

문’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등장에 의해 우리는 유기적인 산업사회로부터 

다형태적(polymorphous)인 정보 체계로 전이되는 위험한 게임 속에 살

고 있다고 진단한다(Haraway 2004[1985]: 20). “우리의 시대, 신화적 

시대인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우리 모두는 키메라(chimera), 즉 기계와 

유기체의…조립된 혼성물(hybrid)이 되었다. 한마디로, 우리는 사이보

그들이다. 사이보그는 우리의 존재론적 실체이며, 우리의 정치적 행위

도 이 사실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8). 기계와 유기체는 정보기술과 

사이버네틱 과학에 의해 조립된 혼성물이 되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사

이보그는 사이버네틱 유기체이다”(7). 현대의 전쟁도 C3I(Command- 

Control-Communication-Intelligence)에 의해 코드화된, 즉 사이버네틱 

과학과 기술에 의해 조작되는 사이보그 광란이다(8). 해러웨이가 20세

기 후반에 사이보그 세계를 출현시킨 새로운 과학기술로 특히 주목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생명공학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은 세

계를 정보의 흐름(통제된 피드백)과 연관된 코딩의 문제로 변모시켰으

며, 분자유전학은 유기체를 유전자 코딩의 문제로 변모시켜 현대 생물

학은 일종의 ‘암호해독법’이 되었다. 새로운 과학기술은 노동을 로봇과 

워드 프로세싱으로, 성을 유전공학과 생식기술로, 마음을 인공지능으로 

번역해내고 있다(23-24). 커뮤니케이션 과학과 분자생물학은 기계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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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의 구별을 완전히 흐리게 하고, 마음, 신체, 도구를 매우 친 한 관

계에 놓이게 하였다(24). “사이보그 세계는 사람들이 동물과 기계와 공

동의 친족관계에 놓이게 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적, 신체적 현실

이 체험되는 세계에 대한 것이다”(13). 베이트슨이 ‘마음’을 사이버네틱 

체계로 인식하여, 자연/문화, 마음/몸, 정신/물질의 이원론을 부정하는 

인식론적 전환을 제시하였는데, 현대의 과학기술은 그것을 존재론적으

로 실현시키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베이트슨의 사이버네틱 인식론이 

아름다움과 신성함을 발견하는 ‘마음의 생태학’을 추구한 것임에 반해

(Bateson 1991), 현대 과학에 적용된 사이버네틱 이론은 과학기술적 생

태계로서의 사이보그 세계를 창출하였다.

1980년대 이후 서구 인류학계에서 ‘과학기술인류학’이 태동하였다. 

여기에는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TS), 특히 라

투르의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Network-Theory: ANT)이 큰 영향

을 미쳤으며, 또한 의료인류학에서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로 그 관

심이 확장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의 유전자 공학을 통한 

신약품, 의료기술, 유전자 변형식품의 개발, 인간게놈프로젝트, 시험관 

생식기술, 생체복제기술 등은 국가, 산업체, 대학연구소 사이의 관-산-

학 협력체계를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구축하는 계기를 제공하

였으며, 생명윤리(bio-ethics), 생명정치(bio-politics), 생명특허권(bio- 

patent), 생물학적 시민권(bio-citizenship)이라는 새로운 도덕적, 법적, 

정치적 담론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라비노우가 제안한 ‘현대

에 대한 인류학’(anthropology of the contemporary)의 핵심적인 연구

영역은 생명기술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이다(Rabinow 2008). 라비노우

는 폴리메라아제 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에 의한 

DNA 분해기술을 최초로 개발한 미국의 세투스(Cetus)란 기업 연구소

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Rabinow 1996), 인간게놈프로젝트에 참여한 프

랑스의 CEPH(Centre d'Etude du Polymorphisme Humain) 연구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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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민족지적 연구(Rabinow 1999)를 수행하여, 연구소 내의 과학자, 

기술자, 기업가라는 주요 행위자들 간의 협력과 갈등의 상호작용에 의

해 유전공학 기술이 개발되고, 연구소 환경이 조성되는 과정을 분석하

였다. 그는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지식-권력이라는 푸코의 시각을 적용

하여 탐색하였으며, 심층면접과 연구자-정보제공자 간의 대화를 중요한 

텍스트로 제시하는 글쓰기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연구경험을 토대

로 해서 라비노우는 ‘현대에 대한 인류학’에서 그 조사대상의 성격에 

걸맞은 새로운 연구 디자인의 개발이 중요한 과제라고 제안하였다. 그

가 주축이 되어 2004년 버클리대에 개설한 연구기관인 ARC 

(Anthropology of the Contemporary Research Collaboratory)는 생명

안전(bio-security), 합성 생물학과 나노기술에 따른 사물의 재구성이라

는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디자인 개발, 교육과 실험실 운영에 

주력하고 있다(Rabinow & Marcus 2008: 119-120).

라비노우의 ‘과학기술인류학’은 과학지식의 사회적 구성, 즉 과학공

동체의 사회적 협상과정을 강조하는 ‘과학지식사회학’(Sociology of 

Scientific Knowledge: SSK)과 문제틀을 크게 공유하고 있는데, 특정

한 연구소나 실험실에 대한 민족지적 조사라는 인류학방법을 채용하였

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 전통적인 문화

의 개념—개별 민족집단과 지리적 공간과 연루된 문화체계—은 적용될 

수 없었다. “French DNA[라비노우의 1999년도 저서의 제목, 필자 첨

가]는 기어츠, 살린스, 레비-스트로스가 탁월하게 발전시켰던 의미에서

의 문화에 관한 것이 아니다. 또한 부르디에, 기든스, 하버마스가 심원하

게 이론화 시켰던 의미에서의 사회에 관한 것도 아니다. French DNA는 

장(場), 시대, 세계관, 보편적 주체들을 품에 안는 어떤 총체성도 형식적 

체계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Rabinow 1999: 175). 그의 작업은 새로운 

형태[기술 또는 지식, 필자 첨가]의 출현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의 

가치판단이 특정한 방식으로 변형되고 결정화되는 과정을 푸코의 ‘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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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genealogical) 방법’으로 진단하고 확인하는 것이었다(170, 175). 

라비노우가 French DNA의 후기에서 기술한 조사경험담은 ‘문화’ 개념

에 대한 연구자와 현지인 간의 이해의 간극을 잘 보여준다. CEPH 연구

소에서의 조사를 허락했던 프랑스인 코헨은 그가 쓴 책에서 라비노우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유명한 미국 인류학자이며 철학자인 폴 

라비노우는 이러한 체계[인간게놈프로젝트에 기초한 새로운 우생학을 

연구하는 CEPH, 필자 첨가]는 1789년의 혁명을 성립시켰던 국가인 프

랑스에서만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지한다. 라비노우는 그가 우리 

성공의 주요한 이유라고 간주한 ‘프랑스 정신’을 탐구하기 위하여 모든 

비용을 감수하면서 CEPH에 오려고 한 것이었다. 그는 분명코 프랑스를 

사랑하는 미국인이다”(Rabinow 1999: 168에서 재인용). 라비노우는 코

헨과의 대화에서 1789년의 혁명이나 ‘프랑스 정신’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CEPH를 연구하고자 했던 의도는 프랑스에서의 공

중위생과 과학의 역사가 보여주는 특정한 궤적과 연관되는 독특성이 있

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168-169). 양자 간에는 ‘프랑스다

움’에 대한 인식, 나아가 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라비노우는 마커스와 현대인류학의 방향에 대해 논하는 대

화에서 ‘문화’와 ‘문화적인 것’(cultural)을 구분해야 하며, 개별적인 사

회집단의 단위를 전제하는 문화총체성으로서의 ‘문화’ 개념으로 돌아가

서는 안 되지만, 기호학적 분석과 진단의 대상이 되는 요소들—수사법, 

수사학적 효과, 담론적 장르, 도식과 가정의 체계—로 구성된 지평으로

서의 ‘문화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것이 인류학의 변별성을 확보하는 중

요한 지점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포스트모던 인류학자인 마커스의 의견

에 동의하였다(Rabinow & Marcus 2008: 106-107).

‘현대에 대한 인류학’의 핵심적 연구영역으로 라비노우가 제안한 과

학기술인류학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생명기술에 

대한 연구에의 집중, 과학지식의 사회적 구성을 강조하는 과학지식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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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의 문제틀 공유, 연구소에 대한 민족지적 조사, 기호학적 의미에서

의 ‘문화적’이란 개념의 유용성 견지. 라비노우는 자연과 문화의 경계를 

허무는 생명과학과 그 경계를 지키고자 하는 생명윤리 사이의 경합하고 

접합하는 관계가 오늘날 인간(anthropos)에 대한 재규정의 지평이고, 현

대적 삶의 에토스라고 규정하며, 현대인류학은 바로 그 지평과 에토스

를 탐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Rabinow 2008: 21, 24-25). 

이에 반해 라투르는 ‘행위자-연결망 이론’에서 자연/문화, 인간/비인

간의 이분법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인식론과 방법론을 과학기술학의 이

론으로 제시한다.12) 라비노우의 분석이 과학기술의 개발에 연루된 인간

행위자들의 담론적 경합과 사회관계를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고 한다면, 라투르는 인간, 기술, 사물, 자연이 동등한 행위자로 네트워

크에 참여하고 구성하는 과정과 변화의 궤적을 추적하고 기술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삼는다. 과학기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인간들(과학자, 

동료, 후원자 등)과 비인간들(실험대상, 실험기구, 텍스트 등) 사이에 

‘이종적 연결망’(heterogenous network)이 형성되어 있음에 주목하고, 

인간과 비인간을 모두 능동적 행위자로 인식한다는 의미에서의 ‘일반화

된 대칭성’(generalized symmetry)을 연구방법의 원칙으로 삼는다

(Kim, Hwan-Suk 2011: 45). 

‘파스퇴르 혁명’—질병의 원인이 미생물인 박테리아에 있음을 처음

으로 발견하고 이들의 활동을 통제하는 백신이라는 치료약을 개발한 의

학적 혁명—에 대한 라투르의 분석은 ‘행위자-연결망 이론’에 의한 과학

기술학적 연구의 전범을 보여준다(Latour 1988). ‘파스퇴리즘’ 

(Pasteurism)의 의미는 비가시적인 미생물의 행위가 첨가됨으로써 사회

가 다른 방식으로 재조직되었다는 것, 즉 탄저균의 발견과 그것을 포함

12) 라투르가 사용하는 ‘비인간’(nonhuman)이란 개념에는 탄저병 박테리아, 가리비 조개, 

오존층과 같은 자연현상과 진공펌프, 연료전지, 대륙간 탄도탄과 같은 인공물과 과학

기술이 포함된다(라투르 200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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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새로운 네트워크의 구성에 의해 프랑스 사회는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띄게 되었다는 것에 있다(Latour 1988: 35-36). 프랑스의 공중

위생 행정, 정치, 미디어, 과학계, 병원, 산업체는 파스퇴르 혁명에 의해 

재조직되었으며, 파스퇴르와 그의 실험실은 이들 간의 기존의 연결망을 

변형시키고, 새로운 연결점들을 만들어내는, 즉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

성하는 ‘번역의 중심’에 해당하였으며(104), 라투르의 연구는 그러한 과

정과 변화의 궤적을 추적하고 기술하는 것이었다. 

“번역은 행위자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과정으로, ANT[‘행위자-연결

망 이론’]의 ‘꽃’이다”(홍성욱 2010: 25). ‘행위자-연결망 이론’에서 번

역은 한 행위자의 이해나 의도를 다른 행위자의 언어로 치환하기 위한 

프레임을 만드는 행위이다. “번역의 과정은 질서를 만드는 과정”으로, 

“한 행위자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이미 유지하던 네트워크를 끊어버리

고, 그들을 자신의 네트워크로 유혹해서 다른 요소들과 결합시키며, 이

들이 다시 떨어져 나가려는 것을 막으면서 이종적인 연결망을 하나의 

행위자처럼 보이도록 한다”(홍성욱 2010: 25). 프랑스 국립해양연구소

의 연구원들이 주도한 가리비 조개양식 기술의 도입은 가리비와 해류, 

가리비와 생브리외만의 어부가 맺고 있던 기존의 네트워크를 끊고, 가

리비, 어부, 과학자 동료들을 양식기술이 제공하는 번역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네트워크의 동맹자로 끌어들이고 길들이는 과정이었다(칼롱 

2010: 67-87).13)

‘행위자-연결망 이론’에서의 네트워크는 들뢰즈적 의미에서의 ‘리좀

13) 말리노브스키 이후의 쿨라 연구는 쿨라 연결망(keda: 길)을 새롭게 개척하거나 강화

하고, 기존의 연결망을 폐쇄하거나 약화시키는 개인 행위자들의 전략에 주목하였다. 

나아가서, 쿨라 연결망은 단지 바이구아(vaygua: 조개팔찌와 조개목걸이로 쿨라의 의

례적 가치재)의 교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얌, 돼지, 카누, 여성용 치마 등이 결혼

식과 장례식 등의 다양한 사회적 의례에서 교환되는 연결망과 맺어져 있음을 밝히고 

있다(Cambell 1983; Damon 1983). 이들 연구들에 의해 기술된 쿨라 네트워크 구성

의 양상은 ‘행위자-연결망 이론’에서 제시한 것과 유사한 점을 보이나, 사물을 네트

워크 구성의 능동적 행위자로 간주하는 관점은 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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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결망이다. 가는 실조각들이 수많은 차원으로 뻗어 나가 새로운 

연결접속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며, 네트워크의 특정한 노드 사이를 정

확한 경로를 따라 순환하는 체계를 결여하고 있다(라투르 2010: 

97-100). 그런 점에서 시스템으로서 회귀적 회로를 상정하는 사이버네

틱 네트워크 이론과는 차이가 있다. 베이트슨이 ‘연결하는 패턴’과 ‘회

귀적 질서’를 생태계의 존재론적 속성으로 간주한 것에 반해, 라투르가 

주장하는 ‘정치생태학’(political ecology)은 사이버네틱 이론으로는 설

명될 수 없는 불균형적이고 혼돈스러운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의 연결망

을 상정한다(Latour 2004: 22). 베이트슨이 ‘차이의 변형’이 네트워크의 

순환 과정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을 지적한 것에 반해, ‘행위자-연결

망 이론’에서의 번역은 그러한 ‘차이의 변형’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에 의한 네트워크의 단절, 변형, 새로운 접속을 

실천하는 행위성과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라투르에게 있어서 행위자는 

기호학적 정의로 네트워크 내에서 행동의 원천으로 인정받은 것이면 무

엇이든 될 수 있으며, 앵글로-색슨 전통에서 의지와 의도를 갖는 인간 

행위자에게 국한시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이다(라투르 2010: 

107). ‘행위자-연결망 이론’은 사회적 맥락과 자연에 기호학적 전환을 

확장시킨 ‘사물의 기호학’이다(110, 113).

라투르는 자연과 문화, 인간과 비인간을 철저하게 구분하려는 근대

적 담론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현실의 세계에서는 인간과 비인간의 결합

에 의한 혼성물(hybrid)이 더욱 증식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결코 근대

인이었던 적이 없다”라고 지적하였다(라투르 2009: 126-129). 인간-비

인간 혼성물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해러웨이의 기계와 유기체의 혼성물

로서의 사이보그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해러웨이가 커뮤니케

이션 기술과 생명공학의 발전에 의해 20세기 후반에 사이보그 세계가 

출현하게 되었다고 진단한 반면에, 라투르는 근대 이후 이미 진행되어 

온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모든 실재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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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적 실천들로부터 창발되며, 항상 복합적 성격을 갖고 불확실성과 

가변성을 지니는 다중체라는 ‘관계적 존재론’의 입장에서(김환석 2010: 

323), 생물학적 환원주의나 사회학적 환원주의는 실재를 설명하는 적절

한 이론이 될 수 없으며, 독자적인(sui generis) 실체로서의 ‘사회’라는 

개념 자체도 재조립(reassembling)되어야 한다고 라투르는 주장한다. 

이러한 ‘관계적 존재론’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 문화의 창발적 속성은 

문화 자체에 또는 인간의 유전자 자체에 본질적으로 내재한 것이 아니

라, 인간, 사물, 자연 사이의 관계적 실천에 의해서 출현하는 것이다. 

인간-비인간 혼성물의 무책임한 양산에 의해 기인한 현재의 생태적 위

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비인간을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결합하는 공생의 실험으로서 새로운 ‘정치생태학’이 필요하다(김환석 

2010: 325-326). 그것은 이산화탄소, 프리온, 가축, 폐기물과 같은 비인

간 행위자들의 목소리를 정치적 협상에 소집하고 대변하는 ‘사물의 정

치’이다(홍성욱 2010: 31-33).  

‘통섭의 시대’와 현대인류학이란 이 절의 주제와 관련해서 필자가 

살펴보고자 하는 또 다른 문제의 영역은 지구환경의 위기와 인류학의 

관계이다. 현재의 지구환경의 위기가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과 자연의 

삶에 미친 결과와 매우 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인류학의 

관심과 분리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현대의 과학기술적 위험— 

기후변화, 사막화, 에너지 위기, 줄기세포, 유전자변형 식품, 조류 인플

루엔자, 광우병, 화학 농법 등—에 대하여 전문가 지식과 시민적 지식의 

관계를 탐구하는 과학기술학적 연구가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류학이 이런 연구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하다고 생

각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문화가 개입된 생태학에 관한 관심, 즉 문화라는 

준거틀을 통해 환경과 인간의 관계구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려는 이론

적 정향”으로서의 생태인류학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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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수 1997: 1-2). 전경수는 인간중심주의가 환경문제를 야기한 주된 

원인이며, 탈인간중심주의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생태주의라고 보고, 

생태인류학이 미래에 인간을 위한 학문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예측한

다(iv). “…환경문제란 인간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것을 지적해 낼 수 

있는 핵심은 개개인마다 항상 뱃속에 담고 있는 똥에 대한 문제의식을 

되살리는 길일뿐이라는 생각이다. 그것이 뱃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사

람이 죽게 되는 설사부터 시작할 것이고, 그것이 배 밖에 나와서 일으키

는 문제가 바로 자연환경이 ‘설사’를 하는 오염과 공해다”(v). 제주도의 

전통적 변소인 ‘통시’는 사람의 똥이 돼지의 밥이 되고, 돼지의 똥으로 

만든 퇴비가 식물의 거름이 되며, 그 퇴비로 생산된 곡물과 야채를 사람

이 먹는 생태학적인 물질순환과 에너지 유동의 현상을 보여준다. 그러

한 생태학적 순환을 가져오는 통시는 저엔트로피 문화이며, 분뇨하수처

리장은 오염과 공해의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없는 고엔트로피 문

화이다(144-145). 

생태인류학은 문화생태학, 신진화주의, 인간생태학, 생태과정론, 민

속생태학, 역사생태학 등의 다양한 이론적 형태를 취하면서 변화하여 

왔지만(전경수 1997: 8-26 참조), 필자가 특히 관심을 갖는 접근방식은 

인간생태학과 역사생태학이다. 1960년대에 라파포트와 바이다 등에 의

해 제시된 인간생태학(human ecology)은 당시의 생물생태학의 개념—

적응(adaptation), 적소(niche), 환경수용력(carrying capacity), 영양소

와 에너지의 흐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인간이 포함된 생태계

를 사이버네틱 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있다(Rapapport 1984[1969]: 230, 

351, 416-417). 라파포트는 뉴기니 쳄바가 마링족에서의 인구, 돼지, 경

작지 사이의 관계를 순환적인 피드백 과정에 의해서 자기-조절되는 체

계로서의 생태계라는 틀 속에서 분석하였다(2). 대규모 돼지도살과 분

배를 수반하는 카이코(Kaiko) 의례는 돼지수와 여성 경작노동의 관계, 

단백질 섭취, 친족, 이웃, 동맹집단 간의 호혜적 선물교환, 구애, 전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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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영토의 조정, 사회적 위세의 과시, 음식금기와 사회통제, 조상신에

게의 부채와 청산이라는 복합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이거나 주

기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조절하는 ‘온도조절기’(thermostat)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라파포트는 쳄바가라는 영토는 “의례에 의해 조절되

는 생태계”라고 결론짓는다(233). 그의 이러한 분석은 비판자들로부터 

‘신기능주의’ 또는 ‘신기능주의적 생태학’이라는 명칭을 부여받고, 기능

주의 이론의 오류인 목적론적 인과론, 정태적 평형체계 모델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받았다(Friedman 1974: 459-460; Orlov 1980: 

240-241; Vayda & McCay 1975: 294-295). 필자는 라파포트의 사이버

네틱 체계이론을 기능주의의 아류라고 단순히 동일시하는 비판은 그 근

거가 취약하며, 라파포트가 이는 자신의 입장에 대한 심각한 곡해라고 

반박하는 논지에 동의한다. 그가 강조하는 자기-조절적 메카니즘은 행

위의 목적과 결과의 관계를 선형적 인과론으로 설명하는 기능주의적 논

리를 전제하고 있지 않으며(Rapapport 1984: 345-349), 그의 생태계 

모델은 변화가 없는 항상성(homeostasis)의 상태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

라, 끊임없이 발생하는 체계 내적 또는 체계 외적 ‘소란’(perturbance)에 

대한 적응 반응을 통해 역동적 평형상태를 유지하거나(414-415), 자기-

조절 기제의 심각한 장애에 의해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내포

하고 있다(423-426). 그에 의하면, 지속과 변화, 공시성과 통시성의 구

별은 생태적 적응 과정의 역학 속에 용해된다(412).

라파포트의 적응적 생태계는 오늘날의 표현을 따르면 ‘지속가능한’ 

사회자연체계이다. 그에 의하면 현대 사회는 부족 사회에 비해 생태적 

부적응의 양상을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 이유는 부족 사회의 적응

적 생태계의 특징인 국지적인 자기-조절체계의 작동이 현대 사회에서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기계 자체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산업적 신

진대사’(industrial metabolism)의 우세,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노동 분

업의 과다한 분화, 한 지역에서의 혼란이 모든 지역으로 신속하게 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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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초응집성’(hypercoherence), 소수의 금융-산업 집단으로 권력의 

과도한 집중, ‘신성성의 타락’은 자기-조절적 적응 기제를 불구로 만듦

으로써 지구 생태계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Rapapport 1984: 329, 

424-426). 현대의 환경 위기의 원인에 대한 이러한 진단에 따르면, 라파

포트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자기-조절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국지적 생

태계를 다시 활성화하는 방향에 있다고 생각된다.14) 통합의 외연적 확

대와 내면적 심화로 특징지어지는 전지구화 과정은 생태학적으로, 진화

론적으로는 위험한 생존의 게임인 것이다.        

최근의 역사생태학(historical ecology)은 인간과 지구 사이의 복잡

한 관계를 장기 시간적 차원에서 추적하고 있다(Crumley 2007: 16). 

라파포트의 연구는 국지적 생태계가 ‘민족지적 현재’에서 어떻게 작동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에 반해, 역사생태학은 공간과 시간의 다

양한 수준의 범위—공간적으로는 미시적 수준에서 전 지구적 수준, 시

간적으로는 현재의 사건에서 지질학적 시간에 걸치는 범위—를 고려하

는 ‘복수 규모의 생태학’(multi-scale ecology)을 추구한다(Crumley 

2007: 21-22).15) 또한, 라파포트의 사이버네틱 시스템이 자기-조절적 

평형과 위계적 조직화를 핵심적 개념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역

사생태학은 현대의 복잡계 과학이론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인

간과 자연의 관계를 “가장 복잡한 흩어지는 체계”(most complex 

dissipative system)로 파악한다(23).16) 체계 내의 구성 요소들 간의 관

14) 오스트롬은 기후변화의 문제를 단일한 국제기구 또는 지구 차원의 협약만으로는 해

결할 수 없으며, 가정과 지역 차원에서 소규모의 집합행동이 효과적으로 조직되고, 

이러한 노력들이 지구적 차원으로 모이는 상향식의 방법을 동시에 진행하는 다중심

적 접근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Ostrom 2009).

15) 크럼리가 핵심적 개념으로 제안하는 ‘풍경 규모’(landscape scale)란 개념은 중세 유

럽의 풍경으로부터 뉴욕시의 센트럴 파크 풍경을 포괄한다(Crumley 2007: 17). 여기

서 풍경은 물리적 환경과 인간 활동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16) ‘흩어지는 구조’란 개념은 복잡계 과학을 주도한 물리학자 프리고진이 제안한 것으

로 소용돌이에서와 같이 그 구성요소들이 계속 변화와 흐름을 진행하면서 평형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서 스스로를 유지하며, 동시에 끊임없이 복잡성이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하는 불확정성에 노정되어 있는 구조를 의미한다(카프라 1998: 238-242).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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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위계적(hierarchical)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 서로 간에 등급이 

없거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등급이 결정되는 ‘헤테라키’ 

(heterarchy)적 속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된다(24-25). 이들은 ‘헤테라키’

적 관계는 자연현상뿐 아니라 인간 사회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특성이며, 

또한 단순사회뿐 아니라 현대의 복합사회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

며, 그러한 관계에서 창발적인 자기-조직화의 메커니즘을 발견하고 있

다(26). 

생태인류학 내부에 다양한 이론적, 방법론적 정향이 존재하지만, 이

들은 개별 문화를 하나의 독자적이고 자율적 체계로 인식하는 문화총체

성의 관점을 거부하고, 인간과 자연 또는 문화와 자연의 관계를 생태계

라는 단일한 분석체계 내에서 본질적 상호의존의 관계로 파악하는 새로

운 총체성의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에서는 공통점을 보인다. 인간

생태학에서 생물생태학의 개념과 관점을, 역사생태학에서 복잡계 자연

과학의 개념과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생태인류학은 ‘두 문화’의 통합, 지식의 통섭을 위해 인류학의 학문적 

전통 내부에서 선도적인 실험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구환경의 

위기와 그것의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이 21세기의 화두로 등장한 시대

적 맥락을 고려할 때, 인류학 내에서의 생태인류학적 전통을 새롭게 조

명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17) 그동안 생태인류학은 문화인류학의 한 

하위분야로 설정되어 왔는데, 현대인류학에서 그것의 위상은 전문적 하

위분야로서가 아니라 ‘생태적 이해’라는 인류학적 인식론의 전환을 모

고진은 이러한 ‘흩어지는 구조’가 물리 현상뿐 아니라 유기체에도 적용된다고 보았

다. 

17) 1994년 오슬로에서 개최된 유럽사회인류학회 학술회의에서 대회조직자는 생태인류학

적 주제를 다룬 논문들이 예기치 않게 많이 제출된 것에 놀라움을 표하였다. 당시 

포스트모던적 텍스트 분석이 인류학계에서 유행이었던 상황에서, 생태인류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의외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때 발표된 생태인류학적 논문들을 편

집하여 출간된 책이 Nature and Society: Anthropological Perspective이다(Descola 

& Palsso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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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18)

4. 나가며

생명, 마음, 영혼, 유령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각기 다른 실체(entity)

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일한 실체의 여러 형태와 기능을 

묘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혼란’이 인간의 언어와 사고에 흔히 나타난

다. 타일러에 의하면, 예를 들어 생명과 마음을, 마음과 유령을 동일한 

것의 다른 형태로 간주하는 이러한 혼란은 ‘실체적 통일성’(substantial 

unity)에 대한 고대적 믿음 때문이다(Tylor 1891: 435-436). 자연의 의

인화, 인간의 물상화, 영혼과 육체의 치환은 애니미즘, 토테미즘과 같은 

원시종교의 특징이며, 시적, 신화적 상상력의 원천이다. 뒤르켕과 모스

는 과학적 분류체계와 비교하여 원시적 분류체계의 기저에 깔린 사고방

식의 특징으로 “동물, 사람, 사물이 서로 간에 완벽한 동일성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항상 인식한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Durkheim & Mauss  

1963: 6-7). 이에 반해 서구의 근대적 사고에서 자연은 물리적 법칙에 

의해 움직이는 기계와 같은 것이며, 문화/자연, 정신/물질, 마음/몸은 명

확하게 구별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필자는 윌슨의 사회생물학적 

지식의 통섭이 이러한 이원론을 뉴턴적 자연과학관에 의해 해체시키는 

방식이란 점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갖는다. 한편, 한국 문화인류학자들

에 의한 윌슨에 대한 비판이 서구의 근대적 사고의 이원론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탈뉴턴적 자연과학, 베이

트슨의 ‘마음의 생태학’,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라투르의 ‘인간-비인간 

18) 심광현은 현대의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친화적이고 생태학적인 새

로운 미적 문화의 구축이야말로 생태적 윤리를 재구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과정”이

라고 보며, 자본주의를 변화시켜 생태적 문화사회에 이르는 것이 ‘비판적 문화생태

학’의 지향점이라고 제시한다(심광현 2005: 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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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의 네트워크’, 생태인류학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이원론을 극복하

고 뉴턴적 자연과학관과는 다른 방식으로 통섭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고 생각한다. 그것은 애니미즘적, 또는 토테미즘적 사고로의 회귀를 의

미하는가? 적어도 베이트슨은 ‘마음의 생태학’과 토테미즘적 사고와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있다. “인간은 자기 주위의 자연계를 자신과 동일시

했거나 그 자연계에 감정을 이입했으며, 이 감정이입을 자신의 사회 조

직과 자신의 심리에 대한 이론의 지침으로 삼았다. 그것이 이른바 ‘토테

미즘’이다. 어떤 면에서 이는 모두 난센스였지만 오늘날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행위보다는 더 분별 있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의 자

연계는 실제로 이러한 일반적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인

간이 자신의 사회 조직 내에서 자신을 이해시키는 데 적합한 은유의 

근원이기 때문이다”(베이트슨 2006: 726-727).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레이코프는 우리의 사고과정의 대부분이 은유적이라고 주장하며, 물리

적 대상을 사람으로 의인화하고 인간의 정서와 생각을 물상화하는 존재

론적 은유가 시와 문학뿐 아니라 일상적 언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한다(레이코프 2006).19) 인간과 동물, 인간과 기계, 문화와 

자연, 마음과 몸, 정신과 물질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 자연계와 인공물에

도 ‘마음’과 같은 현상과 행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비근대적, 비

합리적, 비과학적 사고라고 낙인찍는 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인식

론적 전환의 시기에 이미 들어섰다고 생각한다.20) 인문학, 사회과학, 자

연과학의 통섭(通涉)은 이러한 인식론적 전환에 맞물려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의 대학과 정부기관이 추진하는 융복합적 연구는 생명과

19) 일상 언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은유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창발되는 인

간의 체험적 게슈탈트를 표현하는 방식이다(레이코프 2006: 363).         

20) 현대의 미생물학자인 마굴리스는 모든 생명체, 동물뿐 아니라 식물과 미생물도 생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각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생물유기체는 신

체적으로 필요한 음식, 물, 공기를 흡수할 뿐 아니라, 사실, 경험, 감각적 인상을 받

아들이고 때로 그것을 체화된 기억의 형태로 남긴다(Margulis & Sagan 199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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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공학에 기초한 과학기술담론을 그 중심에 두고 있으며, 경제적 가

치를 창출하는 신기술의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성격의 

융복합적 연구에서 인류학을 포함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참여는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할 정도로 규정될 여지가 높다. 이러한 현실적 요

구와 압력으로부터 인류학이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지식의 

통섭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여 인류학이 지향해야 할 방향

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인류학은 그 학문적 전통에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적 흐름을 내포하고 있으며, 통섭에 관한 많은 고민

과 논의를 축적하여 왔기 때문에 지식의 통섭에 대한 현재의 논의에서 

중요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문화인류학과 

생물인류학 사이에 높은 장벽이 세워졌고 서로 간의 원활한 소통이 어

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지식의 통섭에 대해 

인류학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인류학 내부에서의 통섭이 함께 가야한

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생물인류학 내부에서 최근 진화심리학,21) 

의료인류학22)의 발전은 그러한 방향으로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

21) 진화심리학의 핵심적 개념인 ‘진화된 마음 기제’는 생물유기체가 환경 적응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진화적으로 축적하고 체화시킨 정보처리기제이며, 그런 점에서 ‘적

응된 마음’(adapted mind)이다. 인간과 동물의 ‘진화된 마음 기제’는 자녀양육, 감정

교류, 배우자 선택, 공격성, 위험회피, 노력의 배정과 같은 특정한 적응의 문제에 특

별한 방식으로 반응토록 고안된 내용의존적(content-dependent)이고 영역특이적

(domain-specific)인 정보처리기제이다(Tooby & Cosmides 1992: 99). 이들은 문화인

류학의 전통적 문화분석 모델은 인간 심리의 본성을 비워 있는 블랙박스처럼, 즉 내

용독립적이고 영역일반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전제 하에서 문화의 다양성과 

차이를 설명함으로써 자연/문화, 마음/몸, 정신/물질, 인간/동물의 이원론을 극복할 수 

없었다고 비판한다. 이들에게 있어 문화의 다양성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미묘한 인간의 ‘진화된 마음 기제’가 자연환경과 인간집단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정보

를 활용하고 처리한 결과이다(24). 이러한 진화심리학적 모델이 생물인류학과 문화인

류학 사이의 오래된 장벽을 과연 무너뜨릴 수 있을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22) 셰퍼-휴즈와 록은 의료인류학이 현대 서구의학이 기초하고 있는 데카르트적 이원론

—자연/문화, 마음/몸, 자연/초자연—을 극복하고, ‘마음에 민감한 몸’(mindful body)

이라는 새로운 인식론을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Sheper-Hughes & Lock 1987: 30).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질병은 의사소통의 한 

형태—신체기관의 언어—이며, 이를 통해 자연, 사회, 문화가 동시에 발언한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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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내부의 통섭을 위해서는 인류학 바깥에서의 

학문적 변화의 동향을 적극적으로 감지할 필요가 있다. 문화인류학은 

기호학, 해석학, 맑시즘, 포스트 구조주의를 받아들여 세련된 문화이론

을 발전시킨 경험이 있는데, 지식의 통섭이라는 문제의식과 관련해서는 

탈뉴턴적 자연과학, 사이버네틱 생물학, 진화생물학, 인지과학, 생태학, 

과학기술학에 대한 이해가 인류학의 새로운 변신을 위해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인류학은 의미, 표상, 정체성의 문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연구 

지평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의미, 표상, 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 영역은 문화인류학이 지금까지 

탁월한 연구 성과를 성취한 부분이며, 인류학의 학문적 변별성을 잘 보

여준 소중한 유산이며, 풍부한 잠재력을 품고 있는 연구 소재임에 틀림

없다. 하지만, ‘사이보그 시대’에, 지구환경 위기의 시대에 인류학은 새

로운 과제에 직면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도전이 요구되

는 현실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다. 과학기술인류학과 생태인류학은 그

런 점에서 주목해야 할 연구영역이며, 인류학의 통섭적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분야이고, 단지 일시적인 학문적 유행에 그치고 말 

연구 동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1960년대에 기어츠는 문화 연구에서 

법칙정립적인 과학의 패러다임으로부터 의미의 해석으로 관점을 전환

하는 “사회적 사고의 재구성”이 인류학자들이 당면한 과제라고 제시하

였다(Geertz 1983: 19). 이제는 인류학이 ‘의미의 그물’(기어츠 1998)에

서 ‘생명의 그물’(카프라 1998)로 그 관심을 확장해야 할 시점에 와 있

는 것이 아닌가?

논문접수일: 2012년 4월 15일, 논문심사일: 2012년 5월 25일,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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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cepts>: consilience, biological reductionism, holism, cybernetic 

epistemology, Post-Newtonian natural science, ecological 

understanding, anthropology of science and technology, 

cyborg

Consilience of Knowledge and Anthropology

    Oh, Myung-Seok*23)

This paper argues for the need to rethink the meaning of holism 

in anthropological tradition in the contemporary context in which 

unity of knowledge, or consilience of knowledge has been hotly 

debated in Korean academic world. Especially, the translation of 

Wilson's Consilience triggered various responses from Korean 

scholar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o his proposal of 

unification of scientific knowledge. In this paper, I focus on Korean 

cultural anthropologists' criticisms on Wilson's biological 

reductionism which they sensed in his sociobiological framework. 

Though I agree, to some extent, with their criticisms, I rather try 

to re-criticize their arguments because it seems to me that their 

perspective maintains the western, modernist dualism which posits 

a clear distinction between nature and culture, mind and body, 

spiritual and material, human and nonhuman. This leads me to 

re-evaluate the anthropological notion of holism, which I find has 

* Professor, Departmen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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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ome identified with cultural holism that excludes nature and body 

from its theoretical model.

I propose that anthropologists need to reconfigure or expand their 

holistic approach which fully incorporates the interactions and 

interdependency between nature and culture, mind and body in 

opposition to Cartesian dualism. I review some notable theoretical 

attempts in this direction, such as Bateson's cybernetic epistemology, 

Maturana's autopoiesis in biology, Lovelock's Gaia, Haraway's 

cyborg, Latour's Actor-Network Theory, Rapapport's human 

ecology. I argue that recent Post-Newtonian scientific revolution has 

provided anthropologists with opportunity to collaborate with natural 

scientists who have distanced themselves from a Newtonian 

mechanistic model of nature. Considering that we are living in the 

age of cyborg and global ecological crisis, I stress that 

anthropologist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anthropolog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ecological anthropology to deal with 

contemporary global issues. Reconfiguration of anthropological 

holism, or consilience of knowledge among humanities, social 

sciences and natural science seems to me a matter most relevant to 

the contemporary development of academic world and global 

conditions.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