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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순영 교수님, 그리고 충실한 심사와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다양한 건설적 논의

점을 상기시켜주고, 명확성과 정확성을 높여 준 익명의 심사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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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비교문화연구소

  정신장애에 관한 진화 연구는 다른 의학 연구에 비해 어렵다. 정신장애는 신체 질병에 비해 근연원인

(proximate causation)이 불명확하고, 다양한 요인이 관여하며,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기 어렵고,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난점에도 불구하고 우선 환원 모델을 이용하여 정신장애에 관

한 진화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데이터를 실증해나가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생태학적 접근 방법을 진화정신의학 연구에 적용할 때 필요한 몇 가지 개념 정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인간의 정신병리를 진화적으로 탐구할 때 적합한 설명의 수준, 연구 대상의 범위를 논의

하고, 행동과 기능, 역기능의 개념 정의, 연구 대상으로서 적절한 선택의 층위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주제어 : 진화정신의학, 정신장애, 연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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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정신장애에 대한 연구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이는 정신의학이 다른 의학의 분야와 달리 개념

적 다양성(conceptual pluralism)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H. Park, 2014). 하지만 진화정신의학에 

대한 보편적인 연구 방법론은 아직 제대로 제안된 바 없다. 정신장애에 관한 진화적 연구는 다

른 의학의 영역과 달리 관찰에 근거한 실증 연구가 어렵다. 사실 진화정신의학이라는 학문에 대

한 정의도 명확하지 않은 수준이다. 기존에 몇몇 연구 방법론이 제안된 바 있으나, 아직은 유력

한 방법이 없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H. Park & Pak, 2015). 

지금까지 정신장애에 대한 접근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고전적인 의미의 

역동정신의학에서는 장애의 근접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다만 개인의 유아기 경험까지를 

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Slavin & Kriegman, 1992). 융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화 개

념을 도입했는데, 모든 인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선험적인 무의식을 집단 무의식으로 지칭

하면서 정상 및 이상 행동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C. Park & Kang, 2018a; Stevens & Price, 

1996). 둘째, 생물정신의학에서는 병인-환경-숙주의 세 요인으로 질병의 원인을 보는 자연주의 모

델을 사용하여 정신장애에 접근하려고 하였다(C. Park & Kang, 2018a). 이러한 접근은 다양한 정

신장애의 환경 요인이나 사회문화 요인 등을 탐색하고(환경), 중추신경계의 이상 발달, 신경전달

물질의 과소, 세포내 신호전달기전의 이상, 감염이나 스트레스 요인 등을 규명하며(병인), 개체의 

감수성이나 취약성, 회복탄력성 등의 내적 요인을 밝히는 성과가 있었다(숙주). 셋째, 인지정신의

학에서는 행동심리학과 인지심리학의 기반 하에 인간의 행동과 사고, 감정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장애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였다(Beck, 2011). 이러한 접근은 뇌과학과 인지과학의 발달에 기반하

여 인지 왜곡과 부적응 행동을 조절하는 인지행동치료로 이어졌다(Field, Beeson, & Jones, 2015).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접근 방법은 왜 낮은 적합도와 관련된 정신장애가 높은 빈도로 오랫

동안 지속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Keller & Miller, 2006; van Dongen & Boomsma, 2013). 또한 역동

정신의학은 신경증의 이해에, 생물정신의학은 정신증의 이해에, 인지정신의학은 우울증이나 불

안증의 이해에 큰 기여를 하였지만, 다양한 병리 상태를 포괄하는 통합 패러다임은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H. Park, 2014). 아마도 진화적 접근은 이러한 개념상의 다양성을 통합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제시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R. M. Nesse, 2005). 

정신장애의 진화적 접근 방법을 개략적으로 나누면 크게 고신경학, 비교심리학 및 동물행동

학, 민족지 연구, 진화심리학, 문화-유전자 공진화 연구, 분자신경유전학 등을 들 수 있다(H. Park 

& Pak, 2015). 이는 서로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각각 독특한 학문 배경에 기반하며, 중

점적인 연구 대상이나 목표, 방법이 상이하다. 

특히 비교 연구, 즉 비교 심리학이나 행동생태학, 비교 인류학 연구는 유용한 진화 연구 방법 

중 하나다(Clutton-Brock & Harvey, 1979; Gould & Lewontin, 1979). 행동 양상의 다양성은 대형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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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뿐 아니라, 다양한 동물에서도 폭넓게 관찰된다. 또한 다양한 문화, 인종 조건에 따른 비교 

연구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행동 양상에 관여하는 다른 외부 요인을 제거하기 

어렵고,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역기능적 행동 양상에 대해서는 제한점이 많다

(H. Park & Pak, 2015).

인간행동생태학(Human Behavioural Ecology, HBE)은 인간의 행동에 관한 진화적 접근법 중 하나

다. 인류학 분야에서 나폴레옹 샤농이나 윌리엄 아이언즈 등에 의해서 소규모로 시작된 학문 영

역으로 연구 방법의 상당부분은 동물행동생태학에 빚지고 있다(Cartwright, 2016; Chagnon & Irons, 

1979). 기본적으로 다윈주의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화심리학이나 공진화 이론과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인지주의 접근을 취하는 진화심리학이나 상호작용주의 접근을 취하는 공진화 이

론과 달리 행동주의 접근을 취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Cartwright, 2016). 또한 진화정신

의학은 유전 변이와 관련된 개체의 형질 차이에 주목하고 횡문화적 보편성을 보이는 상태에 주

목한다는 점에서 행동생태학적 접근이 유망한 방법론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일반적인 진화생태학 연구의 원칙은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것의 결과를 탐구하는 모델을 구축

하는 것이다(Starfield & Bleloch, 1986). 문제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직화하며, 데이

터를 이해하고 검증하며, 이를 통해 현상을 예측하는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다. 좋은 모델을 위

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첫째 실질성(realism), 둘째 일반성(generality), 셋째 정

확성(precision)이다. 이 조건을 모두 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

다. 정신장애의 진화 모델을 위해서는 특히 일반성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폭넓은 적용 가능

성을 보장받는 길이다(Levins, 1966). 정신장애의 진화에 대한 현재의 지식으로는 높은 수준의 실

질성이나 정확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행동에 대한 진화적 설명을 위해서는 구성 환원주의(constructive reductionism)에 입각한 단

순하고 환원 모델의 구축 및 행동 변이의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Levins, 1966). 단

순한 모델을 구축하여 모델 내 변수 간의 관계 정도 및 형태, 방향성에 대한 가설을 생산하는 

것이다. 정신장애와 관련된 진화 데이터는 아직 애매하고, 문제 해결도 부분적인 수준에 머무르

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답을 얻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Smith & Winterhalder, 1992). 모델이 정립

된 후에는 실제 현상에 적용하면서 실질성을 추구하고, 이후 변수를 다듬으면서 정확성을 높여

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인간행동생태학을 비롯한 다윈인류학, 진화심리학, 공진화 이론 등의 차별성을 논하는 

것은 본 논문의 주된 관심이 아니다. 정신장애의 진화적 접근에는 다양한 방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생태학적 모델에 한정하여 진화정신의학 연구를 시도할 때 

필요한 몇가지 개념 정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진화정신의학 접근에 적합한 설명 수준

에 대해 논의하고, 둘째 주된 연구 대상의 범위를 관찰 가능성과 가변성, 복잡성의 차원에서 다

룰 것이다. 셋째 행동과 기능, 역기능에 대한 개념 정의를 내리고, 끝으로 진화의학 연구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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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선택의 층위 문제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설명의 수준

기존의 정신의학 연구는 주로 근연 원인에 대한 설명에 집중되어 있다. 발병 기전이나 발생 

및 발달 과정에서 정신병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다양한 신체 질환은 이

러한 방법으로 비교적 잘 설명된다. 그러나 정신장애의 근연 원인에 대한 연구는, 연구 결과의 

방대함과 다양한 방향에서의 접근 및 방대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관된 패러다

임이 없으며, 심지어 용어의 정의나 장애의 본질에 대한 정립도 부족한 상황이다(Randolph M 

Nesse, 2009).

정신질환은 그 분류 자체가 자연적(naturalistic) 범주가 아니라 규범적(normative) 범주로 되어 있

기 때문에 진단의 범주에 따른 근연 원인의 탐구가 쉽지 않다(Kingma, 2013). 현대 정신의학의 

도구적 진단체계인 DSM-5는 규범적인 기준에 따라 정의된다. DSM-5에 따르면 정신질환은 첫째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정신적 기능부전, 둘째 의미있는 고통이나 활동상의 장애 등으로 정의된

다. 그러나 이미 예견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된 반응 혹은 정치, 종교, 성 등 일탈 행동 및 일차

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갈등으로 인해 일어나며 임상적인 정신적 기능부전에 의한 것이 아닌 경

우에는 진단에서 제외된다(APA, 2013). 간단히 말해서 기능의 부전이나 고통, 장애는 사회 가치 

체계에 따라 그 기준이 변하게 된다(Fulford, 2014). 이는 임상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차

원에서 당연한 일이지만, 진화적인 근연 원인의 탐구에는 큰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 

정신장애에 대한 앞으로 고인류학, 비교영장류학 지식이 축적되고, 정신유전학 이해 수준이 

높아지면 궁극 원인 중 계통 발생(phylogeny)에 대한 진화적 설명(evolutionary explanation)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수준으로는 호미닌 중추신경계의 계통 발생학 정보의 빈약함, 

그리고 특정 정신 모듈과 고정신경구조물 간의 연관성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인해서 진화 연구

에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McGuire & Troisi, 1998; H. Park & Pak, 2015). 여기서 모듈(module)이란 

인지적 활동을 위해 진화해온 정신적 구조물을 말하는데, 환경으로부터 입력 정보를 가공하여 

받아들이는 독립된 영역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Fodor, 1983). 다른 진화의학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근연 원인에 대한 설명이 전제되지 않으면, 해당 형질의 계통 발생학적 접근도 대단히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정신병리에 대한 일차적인 진화적 설명의 수준은 적응 기능에 관한 궁극 원인의 탐구라고 할 

수 있다. 진화적 적응 환경 내에서 진화된 심리 기전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특

히 진화생태학적 분석은 가설 연역법(hypothetico-deductive method, HD)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데, 

특정한 환경 조건에서 자연선택의 과정에 대한 원인 설명을 탐구하는 방법이다(Fretwell,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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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awar, 1982). 주로 집단의 크기, 형태, 식량 취득의 전략, 공간 조직화, 성 할당, 짝짓기 체계, 

생애사 양상, 종간 공진화 등의 연구에 사용된다(Krebs & Davies, 2009). 

진화생태학 최적 모델(optimization model)은 흔히 행위자(agent), 통화(currency), 제한 요인

(constraints), 전략 집합(strategic set)으로 구성된다. 최적 모델이라는 이름 때문에 흔히 행위자가 

개체의 이익을 최적화한다는 오해를 받지만, 최적 모델은 최적치의 기준 혹은 제한 요인으로 동

물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통화는 기본적으로 번식 성공률이지만, 다른 통

화를 고안할 수도 있다. 제한 요인은 개체의 내적 제한 요인이나 생태 환경 혹은 인구 집단 내 

전략 행위자의 빈도와 같은 외부 제한 요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최적 모델은 행동의 보편성을 강조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데, 각 개체

는 최적 모델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데, 이는 개체가 자신이나 환경에 대한 모든 변수

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태학적으로 물리적, 생물학적, 유전학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한 최적 적응은 불가능하다(Lynch & Walsh, 1998). 즉 최적 모델은 정량 검증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Frank, 1998), 다양한 행동 전략이 공존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행동 양상, 특히 역기능적

인 행동 증후군으로서 정신 장애의 적응 기능을 확인하는 유용한 방법이자 적합한 설명의 수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대상의 범위

진화정신의학 연구에서 봉착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연구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것

이다. 전통적인 능력 심리학(faculty psychology)에 의하면 마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인지

(cognition), 정동(affect), 의지(volition)이다. 그러나 이는 서로 구분되기 어려우며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C. Park & Kang, 2018b). 복잡다단한 정신 현상을 모두 진화로 설명하려

는 시도는 무의미할 뿐 아니라 큰 성과를 거두기도 어렵다. 심리 현상을 진화로 설명하기가 쉽

지 않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관찰 가능성(observability)의 문제, 둘

째 가소성(plasticity)의 문제, 셋째 복잡성(complexity)의 문제다. 

찰 가능성

심리 현상의 상당 부분은 관찰이 불가능하다. 내적인 의도나 정서, 동기 등의 상당 부분은 간

접적인 방식으로 유추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진화정신의학 연구를 위해서는 내적인 심리 경험

보다는, 반복되고 일관된 외적 행동 양상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내적 인지와 사고, 정

서, 심지어는 무의식 등이 외현화되는 언어나 감정 표현, 대인관계 등의 양상과 서로 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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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하며 상호 작용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꿈은 객관적인 도구로 그 존재를 증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정신 형질

이다. 낮 동안의 행동은 꿈의 내용이나 형식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꿈의 내용에 의해서 개체의 

행동이 좌우되기도 한다(Freud, 1900). 뿐만 아니라 내적인 번민이나 표현되지 않는 내적 정서도 

분명 존재하는 형질이다. 내적 우울이나 표현하지 않는 분노도 인지와 정서, 의지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관찰 가능성은 행동 증후군을 진화적으로 연구하는데 큰 장애물이다. 그러나 린스카이와 헬

러의 주장에 의하면(Heller & Milinski, 1979), 행동 연구를 수행하는데 주관적인 내적 상태를 고려

할 필요는 없다. 어떤 의미에서 내적 경험은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가깝다는 것이다. 물

론 내적인 심리 상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간의 정신에 대한 진화의학의 

수준을 감안하면 관찰할 수 없는 심리 현상은 우선적인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기 어려울 것이다. 

신경현상에 대한 진화적 설명은 크게 세 층위로 이루어진다. 기본적으로 다윈주의 심리학은 

시스템의 설계 목적에 주목하며, 인지심리학은 시스템이 정보를 처리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

을 이해하고자 한다. 보다 낮은 층위에서 신경생리학은 이러한 정보 처리 회로가 중추신경계 내

에서 구축되는 방식을 이해하고자 한다(Marr, 1982). 물론 특정한 정신병리에 대해 이해하려면 모

든 층위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세 층위의 접근을 동시에 고려하여 역기능적 행동 양상의 궁극 원인을 규명하

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첫째 인간의 정신병리에 대한 인지정신의학 지식의 수준이 충분

하지 않고, 둘째 낮은 수준에서의 정보 처리 회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편이다. 사실 현재의 

생물정신의학은 세포간 신경전달물질의 이동과 수용체 민감성, 세포내 신호전달기전 등의 연구 

영역에서도 충분히 일관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Weir, 2012). 사실 장애의 본질에 대

한 정의조차 통일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Comer, 2010). 따라서 다양한 접근 방법 중 가능한 대

안으로 행동생태학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관찰 가능한 표현형(observable phenotype)으로서 외적인 

행동 양상(external behavioural trait)으로 연구의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

을 것이다(Lorenz, 1982). 

가변성

행동은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한다. 표현형 가소성(phenotypic plasticity) 이론에 따르면 유기체의 

형질은 환경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한다(DeWitt, Sih, & Wilson, 1998). 따라서 연구 대상이 

되는 관찰 가능한 행동 양상이란, 주변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는 행동의 전체 변화 양상 모두

를 포괄하여야 할 것이다. 

표현형 가소성은 무제한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대개 재태기 및 초기 유아기에 대부분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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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따라서 그 결과로서의 행동 양상도 제한된 범위를 가진다. 즉 성인의 행동은 상당한 수준

으로 일관성있는 양상이 유지된다고 간주할 수 있다. 여전히 개별 행동은 완전히 고정되지 않는

데, 이는 행동 양상 자체가 상태의존적인 행동 반응에 대한 상이한 역치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러한 반응의 양상 자체도 행동 형질의 속성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즉 표현형 가소성 자체도 행동의 임의적인 행동 가변성의 증거라기 보다는, 가능한 적응 행동 

전략의 하나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확정적으로 고정된 최종 결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 양상의 확률 분포 자체를 뜻한다. 진화의학에서 대상으로 삼는 

행동 증후군은, 일반적으로 성인기에 고착되어 오랜 기간동안 유지되는, 환경에 대한 가변 행동 

반응의 제반 양상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복잡성

심리 현상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진화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몇 가지 

간단한 모델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려는 생태학적 접근은 과도한 일반화라는 것이다. 앞서 말

한 대로 높은 관찰 가능성이 있으며, 상당한 수준으로 고착된 행동 양상이라고 해도, 여전히 복

잡성의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겉으로 복잡해 보이는 행동도 사실은 매우 단순한 행동 기전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Dennett, 1983; Shettleworth, 2010). 대부분의 행동은 의식된 인지 계산이 아니라, 잠재 경험 법칙

에 의해 일어난다(Cialdini & Rhoads, 2001). 즉 행동 양상은 몇몇의 생태 압력에 의해 발생하는 

특정한 적응적 표현형의 합으로 환원할 수 있다. 물론 각각의 행동은 서로 고립된 상태의 손실

과 이득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성에 의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ih, Bell, & Johnson, 2004). 

연구의 대상이 되는 행동 양상은 극도로 복잡한 환경에서 단순한 규칙을 통해 구현되는 최종 

결과물로 간주할 수 있다(Simon, 1969). 특히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란 빈도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독립 변수로서의 매개변수 환경(parametric environment)이 아니라, 인구 집단 내에서 특정 행동과 

대안 행동의 빈도에 따른 환경, 즉 의사 결정의 상호 의존성(interdependence of decision)을 가지는 

전략 환경(strategic environment)를 말한다(DeWitt et al., 1998). 

행동과 기능, 역기능

연구의 대상이 되는 행동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정신병리에 대한 진화 연구에 가장 적합한

지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이 없다. 기능과 역기능, 적응, 부적응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여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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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행동

개체의 행동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유전 차이, 생태학적 조건, 개체의 건

강 수준, 사회 관계, 성적인 상황 등이다. 행동은 여러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표현형이며, 따라

서 행동 양상은 무작위로 일어나지 않고 특정한 경향성을 보인다. 또한 계통학상 가까운 동물에

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Sih, Bell, & Johnson, 2004).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 양상을 표현하는 용어는 아주 다양하다(Whitham & Washburn, 

2017). 예를 들어 개성, 기질, 대응 양상, 행위, 행동, 성격, 행동 증후군 등이다(Bell, 2007; Dall, 

Houston, & McNamara, 2004; Dingemanse & Réale, 2005; Réale, Reader, Sol, McDougall, & Dingemanse, 

2007; Sih, Bell, Johnson, & Ziemba, 2004). 맥락에 따라 조금씩 그 의미가 다르다. 개성은 의도성을 

암시하고 있으며, 기질은 유전 경향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대응 양상은 환경 변화를 과도하

게 강조하는 편이다. 행위는 신체 움직임에 국한된 인상이며, 행동 증후군은 병리 측면을 암시

하는 단점이 있다. 성격은 기존의 성격 심리학 프레임에서 얽매인다는 단점이 있다. 

오랫동안 정신의학에서는 성격 혹은 인격의 병리는 II축 상의 문제로, 인지나 사고, 정서의 병

리는 I축 상의 문제로 보았다. 이러한 경향은 다소 개념적인 규정에 따른 것으로 성격과 인지, 

사고, 행동 등이 분명히 나뉘어지지 않으므로 최근에는 포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경향이다. 하지

만 여전히 다양한 학문 분파의 전통에 따라 여러 용어가 혼재되어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단점이 없는 용어는 없지만, 진화의 결과물로서의 행위자의 행동 경향을 행동 양상(behavioural 

pattern)으로 표현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 말하는 행동 양상이란 병리 상태로 취급되는 행동 문

제와 정상으로 간주되는 행동 양상을 모두 포괄하며, 성격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는 행동(주로 

대인 관계의 일관된 양상) 및 성격으로 간주되지 않는 행동 양상도 포함한다. 또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유전적으로 고정된 행동 경향, 신체 행위와 정신 행위(정서, 관계, 인지)를 모두 포

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행동 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능

진화적 의미에서의 적응이란 해당 형질의 전반적인 적합도에 의해 좌우된다. 즉 적합도를 향

상시키면 적응(adaptive)이라고 하고, 적합도를 감소시키면 부적응(maladaptive)이라고 한다. 물론 적

응 형질도 비용(cost)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런데 정신의학에서도 흔히 ‘부적응’ 이라는 용어로 사

용하기 때문에 진화인류학의 개념과 혼동이 발생한다. 

정신의학에서는 건강과 안전, 주관적 안녕, 사회적 상호 작용을 향상시키는 사고나 감정,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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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응(adaptive)이라고 하고, 반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피되고 건강 수준을 떨어

뜨리는 사고나 감정, 행동을 부적응(maladaptive)이라고 한다(Randolph M Nesse & Jackson, 2006). 또

한 앞서 말한 대로 개인 기능의 손상이나 고통을 유발하는 행동 혹은 정신 양상을 정신장애라

고 칭한다(Bolton, 2008).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적응과 진화적 의미의 적응은 그 개념이 상충된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형질이 번식 성공률로 측정되는 적응적 형질과 반드시 일치할 이유는 없다(Wakefield, 1992). 다

시 말해서 정신질환은 ‘해로운 것’과 ‘자연적 기능의 파괴’라는 두 요소를 포함한다는 것이다(C. 

Park & Kang, 2018a). 예를 들어 고소공포증과 같은 형질은 생물학적으로 적응적이지만, 정신적

으로는 건강하지 않은 형질이다. 그러나 자살 행동은 생물학적인 면에서 부적응적일 뿐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명백하게 부적응이다. 한편 자선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이지만, 생물학적으

로는 부적응적일 수 있다. 물론 모자 애착 등 대부분의 심리 형질은 대개 생물학적으로도 적응

적이며 사회적으로도 적응적인 것으로 간주된다(표1) (Crawford, 1998a, 1998b).

정신의학 견지에서 본 건강(psychiatric health)

건강함 건강하지 않음

생물학 견지에서 본 적응 

(biological adaptation)

적응 모자 애착 고소공포증

부적응 자선 자살

<표 1> 생물학 견지에서 본 응과 정신의학 견지에서 본 건강

따라서 진화정신의학 연구에서 언급되는 적응은 진화적 의미에서의 생물학적 적응을 뜻하며,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사회적 바람직함을 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장애(disability)는 사회적, 직업적, 학업적 기능 장애를 의미하며, 진화적인 적응 여부는 따지지 않

는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진화정신의학 연구의 대상에 되는 행동 양상에 관해서는 

부적응 대신 역기능(dysfunction)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역기능이란 ‘본래 의도한 것과 반대로 작용하는 기능’으로 정의된

다. 또한 마리암-웹스터 영어사전에 의하면, 역기능은 ‘손상 혹은 비정상적인 기능(impaired or 

abnormal functioning)’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어근, 기능(function)의 뜻은 ‘사람이나 

사물이 특별히 알맞게 작동하거나 사용되는 행동 혹은 사물이 존재하는 목적에 들어맞는 행동’

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본래의 기능이라는 것은 다양한 진화적 시공간에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

어 DSM-5 상의 우울 장애는 사회적, 직업적, 학업적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임상적 증후군이다

(APA, 2013). 분명 역기능이다. 반면에 과도하게 낙천적인 행동 양상은 사회적, 직업적, 학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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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Bank, Ewing, Ferrer-Admettla, Foll, & Jensen, 2014). 일반

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취급하며 이에 관한 임상적 증후군도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진화정

신의학의 견지에서는 역기능으로 간주할 수 있다. 우울 장애도 진화적 의미에서는 적응일 수 있

고, 낙천적인 행동 양상도 진화적으로는 적응이 아닐 수 있지만, 모두 역기능적 행동 양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개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편리할 것이다. 

이런 면을 감안하면 역기능적 형질(dysfunctional trait)이란 진화적 의미에서의 부적응적 형질이

나 정신의학 차원(사회적 및 의학적 차원)의 부적응적 정신 병리(장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진

화정신의학의 관심(evolutionary psychiatric interest) 대상이 되는 모든 행동 상의 양상(behavioural 

pattern)을 포괄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Fabrega, 2012).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역기능  행동 양상

구체적으로 역기능적 행동 양상(dysfunctional behavioural pattern)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1. 역기능적 행동 양상은 진화정신의학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제반 행동 양상을 포괄한다. 이는 

진화적 시공간 및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적응적일 수도 있고, 부적응적일 수도 있다. 

2. 역기능적 행동 양상은 전형적으로 나타나며 단순한 노이즈가 아니다. 표현된 상태가 다양

할 수는 있지만, 무작위적이거나 임의적일 수 없다. 

3. 최종적인 행동 양상은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여러 행동 전략 중 단 하나만 발현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4. 각각 질적으로 구분되는 독립적 하위 단위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방어 활성화 행동은 

우울과 불안이라는 독립적 하위 단위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서로 독립된 적응적 

목적에서 파생된 다른 표현형이지만 같이 동반되어 나타나거나 그 양상이 비슷하여 쉽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 독립된 행동 양상이다. 

5. 비교적 장시간 지속된다. 일시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단일한 적응 행동이 아니라, 비교

적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며 종종 개체의 생애 동안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양상이다. 

선택의 층위

역기능성이란 최소한 특정한 시공간 내에서 개체 차원에서 관찰되는 번식 혹은 생존 상의 불

이익을 가정한 것이다. 적합도의 이익과 손해를 전부 가감한 순(純) 적합도 상의 역기능성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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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기는 어렵다. 실제로 이러한 순 적합도(total net fitness)는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 종, 집단, 개체, 유전자 등 각 층위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질 수 있으며, 생애사 차원에서 어

느 수준까지 포괄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리 나타날 수 있다(Alexander & Borgia, 1978). 

본 논문은 선택의 층위에 관한 오랜 논쟁을 다시 언급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정신장애를 연구할 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선택의 층위에 대해서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 

유 자 수

유전자는 행동 양상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 중의 하나다. 유전자 수준에서 행동의 양상과 

기능을 모두 환원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인간 행동 연구에 유전자 수

준의 접근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행동 양상에 작용하는 유전자의 수가 너

무 많을 뿐 아니라, 각 유전자가 서로 협력 혹은 갈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종종 이

를 유전자 의회 개념(parliament of the genes)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특정 유전자가 행동을 

해당 유전자의 이익을 위해 왜곡할 경우, 다른 유전자도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것이다(Leigh Jr, 

1991; Michod, 1996). 게다가 다면발현을 통해서 동일한 유전자가 다른 생애 시점이나 상황에 따

라 여러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복잡한 행동은 다양한 유전자의 발현이 중첩된 최종 결과인

데, 여러 유전자가 관여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창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행동은 다양한 유전자에 의해 지시되는 복잡한 적응 결과다. 따라서 여러 유전자는 서로의 경

쟁을 막고 타협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을 것이다. 즉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형질에서 단일 유전자 

수준의 접근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아마 단일한 유전자에 의한 일부 형질에서만 유

전자 연구가 큰 예측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Smith & Winterhalder, 1992). 대부분의 정신장애가 

원인 유전자가 밝혀져 있지 않으며, 다양한 유전자의 복합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다요인성

(multifactorial traits)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연구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유전자를 통

해서 인간의 정신이나 행동을 해석하는 것은 아직 요원한 일이다(H. Park & Pak, 2015).

집단 수

일찍이 윈-에드워드(Wynne-Edward)는 집단 수준의 선택을 제안한 바 있다(Wynne-Edwards, 

1986). 비록 초기 주장은 기각되었지만, 여전히 특별한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론적으

로는 집단 선택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립된 번식 개체군(deme) 간의 관계를 특정한 형

질을 가진 집단으로 상정하여 접근하는 방식을 이른바 구조화된 개체군 혹은 형질 집단 접근

(structured-deme or trait group approach)하는데, 이러한 개체군이 차별적으로 번성한다면 집단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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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응적 선택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Harpending & Rogers, 1987; Rogers, 1990; Uyenoyama & 

Feldman, 1980). 

그러나 설령 집단 수준의 선택이 가능하다고 해도 자연의 세계에서는 드물게 일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선택력이 약하기 때문에 진화의 중요한 추동 요인으로 고려하기 어렵다(Maynard Smith, 

1976; Williams, 1966 / 2008). 현실적으로 포괄적합도 수준의 선택적 강도를 뛰어넘는 집단 선택

이 자주 일어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Gardner & Grafen, 2009). 게다가 보다 어려운 문제는 설사 

집단 수준의 선택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를 검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인

간의 행동 양상이 집단 수준의 선택에 의해서 빈번하게 결정되었다면, 다양한 집단의 행동 양상

은 서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집단 간 변이가 집단 내 개체 간의 변이보다 더 두드러

진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McCrae & Costa Jr, 1997; Tooby & Cosmides, 1990). 

물론 횡문화적 접근은 기존에 수집된 방대한 비교문화인류학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횡문화적 정신장애 연구는 정신장애의 진화적 원인보다는, 사회

적 맥락에 따른 낙인이나 정신보건서비스 이용의 차이에서 오는 누락의 결과를 확대 해석할 위

험성을 가지고 있다.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한 진화정신의학 연구가 가능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유전적 고립성이다. 둘째, 정신병리의 진단 보편성이다. 셋째, 충분한 인구를 가

진 집단이어야 한다. 넷째, 최소한의 정신건강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야 한다(H. Park & Pak, 

2015). 현재로는 집단 수준의 선택에 초점을 둔 진화정신의학 연구가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체 수

개체 수준의 접근은 각각의 개인을 선택의 단위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다. 종종 방법론적 개체

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 MI)라고 하는데, 이는 개별 행위자 기반의 미시적 토대에 기초하

여 개인적인 행동 혹은 내적 믿음의 집합을 통해 전체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이다(Elster, 1982; 

Homans, 1967; Roemer, 1982). 여기서 행위(action)란 개별 행위자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행위를 

모두 포괄하며, 규칙이나 관습과 같은 집단의 속성(properties of groups)은 일차적 고려 대상이 아

니다. 행위자는 자신의 적합도를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개체(individual-as-maximizing agent, 

IMA)로 간주한다(Grafen, 1999). 

예를 들어 행위자는 특정한 행위를 하며, 그 행위는 행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자연선택의 논리와 일치한다. 물론 그러한 특정 행위를 행위자가 반드시 의도

하거나 인지하는 것(intentional explanation)은 아니다(Elster, 1983). 무조건 행위의 기능성을 가정

(functional explanation)하지도 않는다. 행위는 역기능적일 수도 있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행위자를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간주하지만, 반드시 필수적인 전제는 아니다. 비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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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판단을 내리거나 이타적 행동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는 자연선택에 의해 최대화되는 것은 

단지 개체의 통계적 기대값(statistical expectation)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개별 행위의 결

과가 항상 해당 개체의 높은 적합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예상되는 행위의 결과는 

진화적 적응 환경(the Environment of Evolutionary Adaptation, EEA)과 유사한 환경 내에서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게다가 다양한 제한 요인(constraints)나 트레이드오프(trade-off)에 의해서

도 영향받는다(Del Giudice, 2018). 여기서 트레이드오프란 한 형질의 이득이 다른 형질의 손해와 

관련되어 있을 때 일어나는 진화적 타협 현상을 말한다(Ellison, 2014). 

앨런 그라펜은 형질을 조절하는 가장 단순한 유전 체계를 상정하고, 별개의 대립유전자에 의

해 표현되는 별개의 전략에 대한 반수성 좌위가 있다고 가정하며 각각의 대립유전자가 자손의 

숫자에 대한 각각의 페이오프(payoff)를 가진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각각의 전략에 우연히 확률로 

충분한 변이가 일어난다고 상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Grafen, 1984). 페이오프란 각 행위자의 

동기를 표상하는 숫자를 말한다. 흔히 보상이나 이득, 효용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유전자의 

상대적인 적합도를 표상한다. 그런데 그라펜은 유전성과 표현형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성

질이나 세부 사항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사실상 불필요하며, 이를 집단의 성향으로 

환원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개체 중심의 접근은 유전형과 무관하게 진화적 안정 모

델에 적용 가능한 모든 표현형을 가정한다(phenotypic gambit). 실제로 정신병리와 관련된 행동상

의 표현형은 단일 유전자에 의해 조절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집단 수준에서 추동되는 것도 아닐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유용한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Grafen, 

1984). 

최적성 가정을 통한 접근은 예측하지 못한 제한 조건이나 게놈 지연, 트레이드 오프를 밝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집단 내 혹은 집단 간 관찰되는 행동 변이에 관한 예측을 해줄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인지적 표현형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각각을 생태 조건과 대별하여 

비교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체 수준의 접근은 유일한 방법도 아니고, 다른 층위의 접근과 상호배타적인 것도 아

니다. 다만 유전자 수준에서 열악한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 수준, 사회문화적 수준에서 수없이 

경합하고있는 개념적 다양성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충위에서의 접근보다는 실현가능한 

접근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  론

인간의 역기능적인 행동 양상, 즉 정신병리를 진화적으로 설명해보려는 시도가 계속 되고 있

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정신현상에 대한 학문 수준이 아직 전패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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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수준에 머무르며 여러 가설이 경합하고 있기 때문이며, 근연 기전에 대해서도 지식이 부족하

기 때문이다. 

현 수준에서 역기능적 행동 패턴에 관한 인간행동생태학 연구는 적응적 기전에 대한 궁극 설

명에 주목하여, 관찰 가능하며 성인기에 고착되어 오랜 기간동안 유지되는 확률적 분포로서의 

행동 양상 중에서 단순한 규칙을 통해 구현되는 최종 결과물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입각하여, 진화적 결과물로서의 행위자의 역기능적 행동 경

향, 즉 진화정신의학의 관심 대상이 되는 제반 행동 양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러한 제안은 다른 접근 방법과 본질적인 차이나 우열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근연 기전에 관

한 지식이 부족한 정신의학의 열악한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유망한 접근 방법 중 

하나를 제안하는 것이다. 다양한 접근적 시도 및 시행착오를 통해서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

는 진화정신의학 연구에 새로운 길이 제시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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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iderations about Evolutionary Ecological Study of Psychiatry

Hanson Park, MD, PhD

Departmen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Social Science, Seoul, Korea

Institute of Cross-Cultural Studies, The Centre for Social Science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Evolutionary research on mental disorders is relatively difficult compared to other medical studies. It is 

because the cause of mental disorder is unclear relative to other medical diseases, various proximate 

causations are involved. And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cause and effect and to carry out experimental 

research. Despite these methodological difficulties,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n evolutionary hypothesis on 

mental disorders based on constructive reductionism, and to demonstrate actual data on the model based 

on this hypothesis. In this paper, I will discuss some conceptual definitions needed for applying ecological 

approaches to evolutionary psychiatric research. We will first discuss the appropriate level of explanations 

and the scope of the study subjects, then discuss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behaviour and function, 

dysfunction and the appropriate level of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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