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찌urnatof Medicineand배 Scien야

진화론과성의 역사

솜영수

쩨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산부인과학교실

Abstract

The theory of evolution and the history of sex

Young-Soo Son

Vol 한.!lo，}~o~j

Department01Obstelrics and Gynecolc엉y，Jeju NalionalUniversitySch。이。f Medicine，Jeiu. Korea

Images which have close connection 10 sex are different among various socielies and ages and sexual behaviors ChangeS
incessantly with the progress 이 the world and lhe degree 01 civilization. In the bo1tom 01 our human sexual behaviors. lhere
wauld be traces 01 ancient archaeological 에slory 01 human sexual evolul띠n and modern worldly' sexual psychodynamics
Human sexual behaviors would be made in d川erent sphere from other animals. which have mor8 complicated factors wilhin Ihe
comPOsition. Passing by lhe human histOry이 long tlme，sexual consciousness and sexual behaviors have been much changed
and sometimes gone through hell and high waler and sometimes heaven and gentle sou1herly breeze. Of 1hem all，especial1y，
1he adve미 이 successful female contraceplion and the pOlitical and social appearance 01 Feminism before and after lhe 1960's
brought about 1remendous changes and gave an epochal impact on the social sex role. Nowadays，human sex has been made
a means pursuing ac1ive and holistic pleasure besides attaining the object 01 self-preservalion irrespec1ive 01 sex. However，
strategic methodologies which have been laken by all other crealures 이 sexual reproduc1ion would 미ay an active and powerful
role in the background human mind as an unconscious drive as well. And even if sexual consciousness is much changed，
10tally fresh new sexual desire which originally have not existed would nol come into being in human mind. Rather，now lhal
social and cullural restrictions to sexual behaviors are to be altenualed lately，the ancienl strategic methodologies which were
1aken unconsciously for succ:essful sexual reproduction could have more poweπul and irresistible influence on modern sexual
behaviors. Making sure 01， victory in the reproductive mating contest would be the best way throug~ which the Ilfe and lhe
1uture of a species could be to guarantee. Actually，sex Iies in lhe middle 01 the fierce struggle for Iife existence. Obtaining a
new understanding regarding current human sexual behaviors，we should make every possi이e effort 10 amalgamale Ihe gifled
1houghts and achievements 이 Sigmund Freud and Charles Darwin and open up new academic vislas leading us 10 the true
nature of human being. (J Med 미e SCI 2009;6:16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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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성에 관련된 이미지는 사회와 시대마다 서로 다르다 성행동운

인간 문명의 받달과 합께，끊임없이 무한한 연화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인간의 성행동의 근원에는 진화풍적 역사의 고고학적 혼

적과 현세적 역동이 함께 당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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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성행동은 다콘 동물괴는 다른 차원에서 복합적인 요인

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분영한 시질이지만， 유성생식올 허는

다른 모든 생렐 종틀이 성공적인 생식올 위하여 시용하는 전략적

방법론이 인간의 투앙의 성행동에서도， 비록 그 표출양상은 다른

동불과는 매우 다르고 복-{f하지만，강력한 무의식적인 동인￡로

서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온 종설에서는 진화론의 측연에서 성의 의미와 역할 및 그 역

사적 연천올 고철해 보고자 하는데，지연의 한계로 하여 특히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성공적 생식용 목적으로 하는 성 행동

이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당륜올 펼쳐 보려고 한다.

성의 기능과역휠

생영의 특성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생영윌 지닌 지구상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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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결정과성분화

인간의 유전적인 성(XX 또는 XY)의 절정은 수정 (fe며lization)
시 이루어진다 인간의 성 발딸은 유전적인 성에서 쏠발하여.유

전자‘효르몬 둥의 다양한 결정인자애 의하여 조절되는 복합적

과정이다 성의 표현형은 유전적 성 결정에서 시작되는 성분화과

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따라서 완전한 성의 표현형움 이루기 위

해서는 개채 발생의 과정에서 적쩔한 시기에 정확한 순서에 따라

북-"J하고 다양한 분자학적 빛 형태학적 경과가 제대로 이루어 져

야 한다 남성형 표현형의 발현에 휠수적인 요소는 이와 강은 성

분화과정은 Y염색체의 짧은 팔에 암호화되어 있는 SRY 유전인

지에 의해 생성되는 고환견정인지 {testicular detennining factor，
TDF) 의 존재이다 이 고환결정인자가 미분화 생식생의 속침에

영향융 주어 고환으로의 분회틀 유도하고，그에 따라 고환에서

방출되는 남성호르몬에 의해 남성의 표현행이 결정되어 진다 외

든 생윤은 일부 VlTUS틀 제외하고는 모두 DNA를 유전정보로 이

용하여 자기복제를 실행하고 있다.DNA에는 한 생영제를 만드는

모든 유전적 정보가 플어 있고，그것은 다양한 형태로 다음 세대

로 이어진냐 생식 (reproduction)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생영의

본질은 북제라는 과정을 몽하여 세대룹 넘어서 이어지는 유전정

보라고 할 수가 있으며，생영은 유전정보가 생물의 옹올 용해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체계라고 할 수 었다”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환 때，남펴는 다른 고동동뀔의 암수와

마찬가지로 각각 자신의 생식세포(정자와 난자)블만들어 내어

다음 세대의 개체틀 만들어 내는 한 종의 구성원이다 무성생식

용 하는 생붙의 집단과는 달리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을의 집단은

유전학적으로 훤샌 더 많은 다양성올 보이며，그러한 유전적 다

양성은 환경변화에 더 장 적용해 나감 수 있는 이점을 준다 2)

생명체에 있어서 툴연변이는 그 생명체틀 다양하게 만드는 역

할볼 주로 당당생운 것으로서， 인간에게 있어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많은 짚환은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인

간에게서 득별히 볼 수 있는 예외적 다형성에 의한 거의 무한한

다양생이 오늘남 인간이 지구 환경에 가장 장 적웅하고 극꽉해

나감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은 유전학적으로도 안정이 되

고있다찌

그러나，다른 동물의 계대적 생식과는 달리，인간에게 자녀의

출산은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또한，성관계흘 흉하여 인간이 얻을 수 었는 육

체적정신쩍 즐거움은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봉함적 쾌락의 최고

의 단계라고 함 수 있으며，상이한 성이 갖는 다양한 득성운 재

인식과 긍정올 몽송}여상호 보완적，생산적 및 발전적인 문화와

몽합적인 인간관계틀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맥락과 미래

플 지향해 나갈 수 있도확 하는 잠재력이 인간의 성에는 무한히

당겨 있다 독립 개처l와 우 "1 정단의 일차적 안정윤 위한 계대적

재생산이 성의 기능과 역항에서 거의 전부활 차지하는 다른 동결-

의 성과 다른 점이 여기서 시작원다고 원 수 있다

생존경쟁의 중심에 성이 자리하고 있으며，생존경쟁의 목적은

한 개체가 생존하는 일 뿐만 아니라‘더욱 충요한 자손융 남기는

데 성공한다는 일올 포함하고 있다 모든 생붙은 성공적인 생식

융 워하여 감은 종의 다른 개체와 경쟁항 수밖에 없다 모든 생

부-^g식기의 형태는 임신 제7주까지는 양성에서 공풍적으로 일정

한 양식￡로 발달하다가，그 이후부터 성에 따라 특정적으로 분

화원다，그러나 외견상의 외부 생식기의 형태는 입신 12주가 지

나서야 확연히 차이원 보인다4'
이와 갇아，냥성호르몬의 존재는 태아기의 성분화에 결정적 역

할을 당당한다.또한，실험적 중거에 의하연，태아기의 성호르온

환경，즉 남성효르온에의 노출이 출생 후의 인간의 성심리적 행

동양상에 영향올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따라서 신생아는

성적으로 충성이라는 생각과 모호한 성기를 가진 신생아쉴 여자

로 키우기 위혜서는 고환제거 수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

윌 많이 잃어 가고 있다 한면，사회적인 성 역할1gender role)은
태아기의 성호르몬 환경뿐 만아니라 O.}육 시 배정된 성 및 성기

의 외관과 2차 성정의 받달 동올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인간의 성의 역사

2 성행동

인간의 뇌는 신뇌에 해당하는 대뇌피질이 고도로 발딸되어 있

어，영상적인 경우에는 사회문화적인 제어요인을 제외하더라도

호르몬분비와 같은 내분에적 특성에 거의 전적으로 지배되는 다

른 동윌의 성적 행동과는 현저하게 다르게 냐타나며，노화 둥의

원인으로 내분비기능이 쇠퇴하는 경우에도 행복추구의 성취와

용합적 인간관계의 형성의 옥적으로 지속적인 성적 관심과 성행

동을 추구한다는 특정이 있다‘그러나 앞서 언급한 "1.와 갇아

인간의 성행동은 다른 통플과는 다른 차원에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설이지만，유성생식융 ;;1는 다른

모든 생괄 종블이 성공적인 생식올 위하여 시용하::전략적 방법

론이 인간의 특유의 성행동의 이면에서도，강력한 무의식적인 풍

인으로서 함께 자리하고 있다

인간의 사고‘감쩡.행동 양상은 주위 환경과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딸리 나타날 수 있지만 수백만 년 전에 삼던 조상틀이 윤

려 준 그대로의 모숨을 공용적으로 함께 그 속에 당고 있다 다

양한 사회와 국가에서 문화적 차이가 언뭇 크게 보이기도 하지

만，인간의 본질적 모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총래 남성과

여성의 성행동의 차이는 사회적 조건화의 과정￡로 설명되어 왔

으나，최근에는 남녀에서의 성행동의 차이는 호르몬 및 그에 일

정하게 반응하도록 이미 태아기에 조작되어 있는 뇌의 구조 때문

이라는 생화학적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임신 6-7주에 태

아의 뇌는 남성 혹은 여성의 형태등 갖추기 시작한다 남성 호르

온은 성 행동옴 관장하는 시상히부의 신경 세포망의 구초룹 연형

시키는데，남성호르몬이 있는 경우에는 남성의 형태륜 갖게 되

고，남성 호르몬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의 형태륜 갖게 된다 7)

성과성행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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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 높은 비융로 중식하고자 하는 경향융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생식을 형한 생존경쟁은 월가피한 일이 된다~)

영장류시대로부터 오늘날의 현생 인류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

의 성행동의 진화과정과 경위가 어떠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최초의 인류는 득정한 상대가 없는 군혼의 상태로 지내

오다가 혈거생환이 시작된 약 25만 년 전 경부터 기촉이라는 유

대관계틀 형성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농경시대인 BC 1안년 이

후에는 남성들이 자식에 대한 소유의식과 더볼어 여성윤 여1속블

로 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하는 시대

부터 더욱 확고한 신염으로 자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역사에서 최초의 타부가 근친상간이었다는 사실과 고

대 엘부 부촉룹이 극단칙으로 근친혼과 근친상간을 회피하였다

는 시질은 많은 역사 인류학자들이 공몽적으로 갖는 생각이다.，

동원이건，식불이건 서로 다른 변종끼리 혹은 갇은 변종 내에

서는 다픈 계열의 개체 간에 교배가 이루어 질때 깅융}고，다산성

인 개체가 태어난다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틀이 자손올 영속시키

기 위하여 자가수정을 피하고 있다는 사설은 놓리운 일이다.，

성 의식과 성 행동은 그리 걷지 않은 인류의 역사틀 거치면서

많은 변화뜯 겪으며，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고‘때로는 왜곡되

고 억압되기도 하며，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그 충 가장 혁명적

이라고 명가되는 두 가지 사건은 1960년 전후에 밀어 닥친 여성

경구피잉약의 개발과 여권주의의 정치적 동장으로서，두 사건은

전풍적 성도덕 관념과 성의식의 기죠를 뿌리째 혼틀어 놓았다

그리하여 인간의 성은 이제 남녀틀 판문하고 본능적인 목적이외

에 적극적인 동합적 쾌락의 추구수단이 되었고 이러한 쾌락의

획득과 본놓적인 목적달성율 동시에 추구하는 현상이 때로는 명

백하게，때로는 은멸하게 인류문명의 받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고있는것은분명하다

그러한 결과로 오늘날 인간의 성행동운，성공적 생식이 더 이

상 근원적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그 옛날 성공적 생식을 위하

여 전략적으로 선택하였던 무의식적 및 본능적 동인에 의하여 보

다 더 강한 지배틀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고 윌 수

있다

본능의 성심리학

많은 인간의 행동이 무의식적인 습관에 따라 행혜지여 때로는

인간의 의식적인 의지외는 동떨어지께 행해지는 일도 드풍지 않다

많은 종류의 풍물틀의 암컷은 수컷으로부터 가장 좋은 유전자

를 핫으려고 노력한다 특별히 매력적이고 남성다운 수컷과 싹짓

기를 한 앙컷이 생산한 수껏 자손이 그의 주변의 다른 암컷틀에

게도 매력적인 수컷이 뭔 가농성이 높기에 이후에 보다 많은 자

손을 생산한 수 있융 것이다 수컷에게는 일반적으로 난혼과 자

식보효의 결여 경향이 보인다 한 마리의 수컷은 수많은 앙컷에

게 자손올 낳게 할 수 있다 이런 수컷의 경향에 대항히는 암컷

의 본능적무의식적 주전략으로는 강하고 매력적이고 수컷올 선

택하거나 혹은 둥지의 명안과 행복촬 우선￡로 고려하는 수컷올

선택하는 방안이 있으며，난자는 정자에 비해 상대적￡로 귀한

πle theory of evolution and the history of sex

자원이므로 한 마리의 암컷은 수컷의 경우만큼 성적 매력이 없더

라도 난자의 수정융 보장받올 수 있다 10)

사랍들은 흔히 자신을의 배우자 선택기준이 대단히 사적이고

개별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화쇠리학자틀은 이상적인 배우

자틀 향한 선호도와 갈망은 진화의 협，즉 성공적 번식윌 이푸기

위하여 그들의 유전자가 원하는 야에 따라 나타난다고 한다 즉，

남성은 번식 가치와 흉산 능력이 높은 여성을 짝으로 상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서구틀 대상으로 한 연구의 예를 등연，젊은 여

성，금발.푸른 눈동자，긴 머리카략，가는 허리，용만한 가슴 등

이 성공적인 생식융 보장해 주는 유전적 요소라고 하고 있으며，

이런 요소들이 남성올 무의식적으로 유혹하는 여성의 본능적 섹

시함의 원천이라고 한다~)

결 론

인간의 성행동은 다은 풍블과는 다른 차원에서 북함적인 요인

에 의해 이루어진다 성 의식과 성 행통은 인류의 역사등 거치면

서 많은 연화틀 겪어 왔다 특히 1960년대 전후의 성공적인 여성

피임과 여권주의의 정치사회적 용장은 특히 사회적 성 역환의 면

에서 커다란 시대적 변화플 초래하였다

인간의 성은 이제 남녀블 윌펀하고 본능적인 목적이외에 적극

적인 통합적 쾌락의 추구수단이 되었다 그러냐 다흔 동란의 계

대적 생식과는 달라 인간에게 자녀의 출산은 인간이 추구히는

특별한 행복감의 충요한 부분음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영하며，

유성생식을 하는 다른 모든 생윌 종플이 성공적인 생식융 위하여

사용용.N= 전략적 방법론이 인간의 특유의 성행동의 이연에서도

강력한 무의식적인 동인으로서 여전히 항께 자리하고 있다

성의식이 바뀌었다고 우리 속에 없던 욕망이 전혀 새흡게 생

겨냐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성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제약이 미

약해진 오늘날에는 성공적 생식이 더 이상 성의 근원적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그 옛날 성공적 생식융 위하여 전략적으로 선

택하였던 무의식적 및 본능적 동인에 의하여 보다 더 강한 지배

를 받올수 있는환경애 놓이제 되었다고원수 있다 짝짓기 경

쟁에서의 숭리는 생명과 종의 미래블 확보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성공적 생식을 위한 생종경쟁의 중심에는 성이 자리하고 있다

오늘날의 인간의 성 행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뜯 위해서는

Sigmund Fγ'eud와 α1와.les D밍win 의 성과 생영에 대한 천재적

사유휠 새롭게 융합하고，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많은 학문의

영역어서 다양하게 나타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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