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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 사회 –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사회를 이해. 19세
기 사회과학. 
 

 과학 ≠ 사회 – 과학의 논리와 사회의 논리가 다름. 전통
적 구분. 
 

 과학 < 사회 - ‘과학적’이라고 판단되는 과정 역시 사회
현상임. 에딘버러 학파 (Strong programme) 
 

 과학 = 사회 – 과학과 사회 모두를 같은 분석틀로 이해. 
번역의 사회학, 과학기술의 사회학 (Latour, Call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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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rong programme is a reaction against 'weak' sociologies of science, which restricted the application of sociology to "failed" or "false" theories, such as phrenology. Failed theories would be explained by citing the researchers' biases, such as covert political or economic interests. Sociology would be only marginally relevant to successful theories, which succeeded because they had revealed a true fact of nature. The strong programme proposed that both 'true' and 'false' scientific theories should be treated the same way. Both are caused by social factors or conditions, such as cultural context and self-interest. All human knowledge, as something that exists in the human cognition, must contain some social components in its formation process.



 Bruno Latour, Michel Callon, John Law 
 프랑스 Ecole nationale superieure des mines de 

Paris -> 영미권으로 확산 
 과학기술 분야 혁신과 지식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목
표 

 사회현상에 대한 실체적 이해가 아닌 인식론/방법론적 
접근. 인과관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현상을 
분석하는 것에 초점.  

 프라그마티즘(Pragmatism)과 연결 – 주어진 현상이 구
성되는 과정에 초점. cf) 비판의 사회학 – 사람들 비판 및 
정당화를 하는 실천적 방식에 관심. (Boltanski, 
Theve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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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 is a constructivist approach in that it avoids essentialist explanations of events or innovations (i. e. ANT explains a successful theory by understanding the combinations and interactions of elements that make it successful, rather than saying it is “true” and the others are “false”). Initially created in an attempt to understand processes of innovation and knowledge-cre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Callon, M. 1986, Éléments pour une sociologique 
de la traduction – La domestication des coquilles 
Saint-Jacques et des marins-pêcheurs dans la baie 
de Saint-Brieuc. (Power, Action and Belief : the New 
Sociology of Knowledge, in Sociological Review 
Monograph 32) 

 연구대상 : 가리비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점진적 형성과
정 – 어떻게 가리비 유충이 양식틀에 고착되어 성장할 수 
있게 할 것인가?  
 



 3가지 방법론적 원칙 
- 판단정지/불가지론 : 연구자/관찰자는 행위자들의 주장
에 대해 판단하지 않음. 

- 일반화된 대칭 (generalised symetry) : 과학기술과 사
회현상 모두를 같은 분석틀로 접근. 

- 선행분석틀 거부 : 행위자들이 ‘과학적 지식’에 이르는 과
정을 있는 그대로 추적. 
 



 문제에 관련되는 행위체(actants)를 정의 (가리비잡이 어
부들, 가리비, 연구자 집단, 초기 문제제기 그룹)  

 필수통과지점(points de passage oblige) : 행위체들 각
각이 당면한 것으로 정의된 문제들의 해법은 “가리비 유
충은 양식틀에 고착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찾아
질 수 있음. 행위체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 상호연
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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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가리비 양식을 관찰한 프랑스 연구자 3명이 문제의식을 전파.- 일본 가리비 종자와 프랑스의 종자가 다름. 프랑스 종자 (Pecten Maximus)도 일본의 경우처럼 양식틀에 고착되어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특정문제를 둘러싸고 가정된 행위체들의 정체성이 실제
로 해당 문제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지 확인.  

- 가리비 -> 양식틀 
- 어부/연구자 그룹 -> 연구논문, 컨퍼런스, 토론 



 행위체들 간의 이해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한 협상이 전개  
- 어떻게 가리비의 고착을 저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할 것
인가?  

- 어떻게 가리비의 고착을 돕는 조건을 찾을 것인가?  
- 가리비를 둘러싼 협상에서 얻어진 결과를 어떻게 연구자 
집단의 협상을 통해 ‘의미있는’ 것으로 정의할 것인가? 
 



 “가리비 유충은 양식틀에 붙는다””어민들은 양식을 통해 
가리비의 수가 증가하길 원한다”라는 명제를 제시하는 
최종 대변인은 충분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 (전체 가
리비-> 실험대상 가리비, 전체 관련 어민 -> 어민회 대
표자, 전체 연구집단 -> 토론에 참가한 연구자들 => 3
인의 연구자(최종 대변인))  

- 행위체들의 이동과 변형 – 가리비와 양식틀 (바다) -> 수
치와 그래픽 (학회), 어민 -> 투표용지 -> 대표자 -> 의
견서 (학회)  



 사회적 또는 과학적 ‘실체’는 다양한 층위의 대변인들이 
갖는 대표성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협상이 도달한 ‘결과
물’임.  

- 그러나 합의된 결과물과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대표성은 
언제나 문제제기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번역’ – 서로 상관없던 3개의 행위체 집단들이 일련의 
이동과정을 통해 3인 연구자와 그들의 연구를 거쳐 특정
한 ‘결론’으로 표현되는 과정. 성공적인 번역의 경우, 3인 
연구자는 관련 행위체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관계를 대표
할 수 있는 정당한 대변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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