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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크레이그 벤터는 과학자이자 생명공학 기업가로서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

인공 생명체 합성 등 모두가 주목할 만한 연구들을 연이어 성공시키며 대중

에게 널리 알려졌으나, 그를 다룬 학술적 연구는 매우 부족했으며 특히 그

의 과학 활동은 과학의 상업화에 대한 부정적이고 단편적인 상징으로만 여

겨져 왔다. 본 논문은 과학자들이 현대 과학의 상업화 지형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행위자라는 과학기술학의 연구들에 기초하여, 크레이그 벤터가 사용

한 수사들을 분석하면서 그가 과학과 기업의 두 영역 사이에서의 이중적인

경계 작업을 통해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위치 지어가며 생명과학의

상업화 지형을 만들어 나간 능동적인 인물이었음을 보이고자 했다.

벤터는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기업의 자본을 지원 받고 셀

레라라는 기업을 설립했으며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과 다른 유전체 분석

방식을 사용하여 그들과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그는 상업적인 연구 환경의

장점과 기업가적인 면모를 부각시킬 수 있는 수사들을 활용하여 공공 컨소

시엄 연구자들과의 경계 작업을 수행했다. 먼저 그는 “속도”라는 수사를 통

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인간의 유전체를 분석하여 프로젝트의 달성 시간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을 느리

고 지루하며 낡은 방식을 사용하는 중세 시대의 “수도사”로 비유하였다. 또

그는 “헨리 포드”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헨리 포드의 경영 방식의 특징이

었던 “자동화”, “공장식 환경” 등의 수사를 내세워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에

혁신을 가져왔다는 점을 드러내었으며, 생명공학 기업가로서 비전을 선전하

고 이를 사업 모델로 제시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수사 전략

을 사용했다. 그는 이렇게 기업의 가치를 드러내는 수사들을 통해 공공 컨

소시엄 연구자들로부터 자신을 성공적으로 차별화할 수 있었으며, 기업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다.

동시에 그는 기업가들과도 경계를 지으며 금전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탐

욕스러운 기업가가 아닌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순수 과학자로서의 모습을 드



- ii -

러내고자 했다. 생명공학 기업은 기본적으로 과학 기반의 비즈니스이기 때

문에 과학적인 성과가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좌우한다. 따라서 과학자 사회

에서 동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과학자 사회의 보상 체계를 따라야 했

다. 벤터는 이를 위해 과학자만의 특징인 이해관계 초월, 공유주의와 같은

규범을 수사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순수 과학자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사용했다. 그는 “독립 비영리 연구소”, 특허를 반대했다는 수사들을 통해 이

해관계 초월 규범을, 무차별적인 특허를 종용하는 경영진들의 압력 속에 공

유주의의 규범을 지키는 순수 과학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처럼 본 논문은 크레이그 벤터가 사용한 수사들과 그의 이중적인 경계

작업을 통해 그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자 했으며, 벤터를 포함

한 현대 과학자들의 과학 활동에 일반적인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했다. 벤

터의 경계 작업은 과학자들이 상업화를 비롯한 현대의 과학 지형을 적극적

으로 만들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자들의 설득 작업, 즉 과학

활동에서 수사학적인 측면이 효과적으로 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요어 : 크레이그 벤터, 과학의 상업화, 기업가[형] 과학자, 경계 작업,

과학수사학, 규범 구조

학 번 : 2014-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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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모든 과학자가 흰 가운을 입고 실험실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에서 사

업, 규제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과학지식과 그에 대한 응용이 필요한 폭넓

고 다양한 일들이 존재한다. … [그 중] ‘기업가 과학자(entrepreneur

scientist)’는 혁신을 만들어 낸다. 이들은 과학지식을 이용하여 사업뿐만 아

니라 공공 영역과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 혁신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을 찾아

낸다. 이들은 과학 지식과 과학에 대한 신뢰를 인력 관리, 기업가로서의 수완

과 사업 및 재무에 대한 이해들과 혼합하여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에 있던 회사를 성장시키는 능력을 발휘한다.

영국의 과학 위원회(Science Council)는 오늘날 존재하는 과학자의 유형을

열 가지로 제시하면서 그 중 하나로 ‘기업가 과학자’를 꼽았다.1) 이들이 정

의하고 있는 ‘기업가 과학자’는 스스로 기업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며, 과학지

식을 이용하여 혁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과학

자들은 1970년대 이후 대학이 상업화되면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베트남 전

쟁으로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연구 예산을 삭감하자 미국의 연구 대학들은

새로운 지원자를 찾게 되었고, 기업이 그 간극을 채우면서 대학과 기업의

1) 영국의 과학 위원회가 소개한 10가지 유형의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과학지식을 바탕으

로 기업이나 학계의 R&D나 마케팅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즈니스 과학자(business

scientist), 대중 매체 등에서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커뮤니케이터 과학

자(communicator scientist), 과학지식을 사회에서 쓸 수 있는 무언가로 발전시키는 개발

자 과학자(developer scientist), 본문에서 소개한 기업가 과학자(entrepreneur scientist),

누구도 가지 않은 영역에 뛰어들어 과학 지식을 발견하는 탐험가 과학자(explorer

scientist), 알려지지 않은 깊은 부분의 데이터와 지식들을 탐구하는 연구자 과학자

(investigator scientist), 정부나 의회, 비정부기구 등에서 일하며 정책적인 의사 결정에 참

여하는 정책 과학자(policy scientist), 과학 연구 과정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

하고 규제하는 규제기관 과학자(regulator scientist), 보건 분야, 법의학, 식품 과학 등 다

양한 분야에서 과학적인 서비스를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자 과학자(service provider

scientist), 과학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 과학자(teacher scientist).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영국 과학 위원회 웹사이트의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라.

http://sciencecouncil.org/about-us/10-types-of-scientist/ (2016. 5. 8.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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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긴밀해지기 시작했다. 또한 1980년 연방 정부의 지원으로 진행된 대

학의 연구도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베이돌 법안(The Bayh-Dole Act of

1980)이 통과되면서 대학 스스로 연구 결과를 직접 상업화할 수 있는 제도

적 환경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연구가 갖는 상업적인 가치

를 알게 된 학계의 과학자들은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거나 기업에 자

문을 해주며, 특허를 출원하는 등 상업적인 방향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직접 벤처 기업을 설립하기 시작했는데,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DNA 재조합 기술의 특허를 기반으로 제넨텍(Genentech)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허버트 보이어(Herbert W. Boyer)가 그 대표적인 첫 주자였

다.2) 제넨텍의 성공은 많은 과학자들을 생명공학 산업에 뛰어들게 하였고,

이들을 생명공학 기업가(biotech entrepreneur)로 변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Etzkowitz, 1998; Shapin, 2008; Lam, 2010).3)

과학이 상업화 되고 과학자들이 기업가로 변모하기 시작하면서 연구자들

은 이에 따른 새로운 과학 지식 생산의 환경을 연구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

가 과학자 사회의 규범구조와 조직 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박희제, 2006). 1930년대 과학사회학자 로버트 K. 머튼

(Robert K. Merton)은 과학자 사회의 규범 구조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는데,

그는 과학자들이 도덕적 합의를 통해 보편주의(universalism), 공유주의

(communalism), 이해관계 초월(disinterestedness), 조직화된 회의주의

2) 제넨텍은 1976년 허버트 보이어와 벤처투자자였던 로버트 스완슨(Robert Swanson)이 설

립한 생명공학 회사로, 보이어가 발명한 DNA 재조합 기술을 기반으로 인슐린과 인간의

성장 호르몬을 대량 생산하여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제넨텍은 생명 과학의 상업적 가

능성을 보여준 최초의 기업이었으며, 이후 수많은 생명공학 기업들이 제넨텍을 모델로 하

여 등장했다. 제넨텍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Hughes(2011)을 참고하라.

3) 이러한 과학자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하나의 단어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영국의 과학 위원회에서는 이들을 기업가 과학자

(entrepreneur scientist)로, 섀핀은 과학적 기업가(scientific entrepreneur)로, 에츠코위츠와

램은 기업가형 과학자(entrepreneurial scientist)로 부르고 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상업적인 활동을 하며 직접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학자들을 지칭한다.

이 글에서는 특히 생명공학 분야의 과학자이자 기업가인 크레이그 벤터를 다루고 있으므

로 ‘생명공학 기업가’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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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d skepticism) 등의 규범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범들이 과

학자 사회의 구조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주장했다(Merton, 1973). 그

러나 머튼이 제시한 규범들은 실제로 과학자들의 행동을 강제하거나 제약하

지 않으며, 특히 기업의 연구소에 있는 과학자들의 경우 머튼의 규범과는

다른 규범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후의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Barnes and Dolby, 1970; Krohn, 1972; 헤스, 2004). 존 자이먼(John

Ziman)은 기업에서의 과학 규범은 독점적(proprietary), 국지적(local), 권위

적(authoritarian), 상업적(commercial), 그리고 전문적(expert)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머튼의 규범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Ziman, 2000).4) 연구자들

은 과학이 상업화되면서 기업 연구소의 규범들과 머튼이 제시한 학계의 규

범들이 서로 융합되어 과학자 사회의 규범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들의 논의는 주로 기업의 가치가 전통적인 규범들을 대체할 것이며 이를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결과라고 보는 입장과, 비밀주의, 이해상충, 학문적 자

유와 자치의 침해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는 입장의 두 가

지 이분 구도로 한정되어 있었다(Etzkowitz, 1998; Etzkowitz &

Leydesdorff, 2000; Krimsky, 2003). 이러한 논의 속에서 과학자들은 규범

구조의 변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매우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존재로 그려

져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자들은 규범 구조의 변화를 단순한 대체의 과정으로

보지 않고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인 과정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스

펙트럼으로 볼 것을 강조한다. 앨리스 램(Alice Lam)은 인터뷰와 설문조사

를 통해 과학자들이 과학의 상업화에 대해 보인 반응과 태도를 조사하고 이

를 바탕으로 과학자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면서, 실제 과학자

들은 머튼의 전통적 규범만을 따르거나 상업적 가치만을 따르는 양 극단의

4) 기업 과학은 특허를 위한 독점 지식을 생산하고, 국지적이고 전문적인 문제를 다루며, 실

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는 권위 아래에서 운영되며 문제 해결능력이

우수한 전문가에 의해 수행된다(Zima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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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보다는, 두 가지가 섞인 잡종(hybrid)이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주장했

다. 그는 이러한 잡종 유형들은 전통적인 가치를 따르지만 기업과 새로운

연구 실행을 시도해 볼 준비가 되어 있는 ‘전통주의자에 가까운 잡종’과, 상

업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공유주의와 같은 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 ‘기업가에 가까운 잡종’ 유형으로 생각해볼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도 일반화 된다기보다는 유동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했

다. 램은 기업가형 과학자들을 다양한 유형이 섞인 이질적인 존재들로 파악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Lam, 2010).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은 현대 과학의 상업화 지형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행위자’로서 과학자의 능동적인 역할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Jones, 2009; Lam, 2010). 즉 규범 구조의 변화는 상업화 되어가는 연구 환

경에 반응하여 과학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역할을 전략적으로 해석한 ‘경

계 작업(boundary work)’의 결과라는 것이다. 경계 작업은 과학자와 과학자

사회의 관계, 대중과의 소통, 연구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얻기 위한 설득과

수사의 작업으로, 과학자들은 상업화의 흐름 속에서 머튼이 제시한 규범이

나 기업의 가치를 그대로 따른다기보다, 이러한 적극적인 경계 작업을 통해

과학과 기업 사이의 경계를 절충하여 자신들의 역할을 새롭게 확장하거나

지켜나가고 있다(Gieryn, 1983; 1990; Lam, 2010).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사에 기초해 생명공학 기업가이자 과학자인 크레이

그 벤터(J. Craig Venter)에 대해 다룬다. 크레이그 벤터는 PCR을 발명한

케리 멀리스(Kary Mullis), DNA 재조합 기술을 개발한 보이어 등과 함께

생명공학 기업가의 아이콘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버펄

로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연구하는 생화학자로

과학자의 커리어를 시작한 그는, 국립 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으로 자리를 옮긴 후 DNA의 유전 부호를 연구하는 분자 생물학으로 전향

했다. 1990년대 초부터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 유전체의

염기 서열을 분석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겨났고, 이는 곧 인간 유전체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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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Human Genome Project)라는 거대 생물학 연구로 발전했다.5) 벤터

또한 이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는데, 그는 공공 연구비를 지원받는 것이 여의

치 않게 되자 사기업의 지원을 받는 과감한 전략을 취했으며, 셀레라

(Celera)라는 생명공학 기업을 설립하여 직접 유전체학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은 ‘민간 대 공공의 싸움’의 구도로 가열화되며 대중과 언론의 주목

을 받게 되었다. 이들의 경쟁과 갈등은 2000년 6월 26일 백악관에서 프로젝

트의 총 책임자였던 프랜시스 콜린스(Francis S. Collins)와 민간 기업의 대

표인 벤터가 인간 유전체 서열의 초안을 공동으로 발표하게 되면서 종결되

는 양상을 보였다(벤터, 2009).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가 끝난 후, 벤터는 성공한 기업가이자 과학자로서

각종 잡지와 과학 뉴스의 표지 모델을 장식했다. 『비즈니스 위크(Business

Week)』는 벤터를 2001년 ‘최고 경영자 25명’에 선정했고, 2004년에는 ‘위대

한 혁신가’로 지목했으며, 2010년 『타임(Time)』은 ‘올해의 인물’로 벤터를

지명했다(Businessweek, 2001; 2004; Time, 2000). 벤터는 이후 합성 생물학

연구에 뛰어들어 자신의 이름을 딴 ‘J. 크레이그 벤터 연구소’ 에서 인공 바

이러스와 합성 세포를 만드는 등 인공 생명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그의 연구진은 2003년 생물학적으로 활성이 있는 파이(phi)-X174라는 바이

러스를, 2008년에는 미코플라스마 라보라토리움(Mycoplasma laboratorium)

이라는 박테리아를 합성하였는데, 이 연구는 2008년 『타임』에서 ‘올해의

10대 과학 연구 성과’로 뽑히면서 다시 한 번 대중적인 주목을 받았다

(Time, 2008). 크레이그 벤터의 인공 생명체 프로젝트는 현재도 진행 중에

있으며, 가장 최근인 2016년 3월에는 생명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유전자

473개만으로 구성된 인공 생명체 ‘JCVI-syn3.0’을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는

발표가 보도되었다(동아일보, 2016).

이렇게 대중적으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레이그 벤터에 대한 학술적

5)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역사를 다룬 문헌으로는 쿡 디간(1994), Davies(2001),

Shreeve(2004)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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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주로 합성생물학 분야나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라는 역사적인 사건의

등장인물로서만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과학의 상업화 지형 속에서 벤터

의 과학 활동에 대한 연구는 그의 개인적인 성격과 함께 부정적이거나 단편

적으로 묘사되는 것에 그쳤다(Balmer & Herreman, 2009; Hellsten &

Nerlich, 2011).6) 그와 경쟁하던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 중 한 명인 존 설스

턴(John Sulston)은 벤터를 두고 “학자가 아니고 사업가”라고 표현하면서

과학자로서의 연구 활동 보다 그가 보여준 상업적인 활동들을 더 강조하였

으며, 과학의 상업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당시의 기자들 또한 벤터를 ‘나

쁜 악당(bad boy)’, ‘독불장군(maverick)’, ‘돈에 눈이 먼 악마’ 등으로 표현

했다(설스턴·페리, 2004; Time, 1999; 2000; New Yorker, 2000; Fortune,

2004). 과학의 상업화 지형을 다룬 연구들에서도 벤터는 생명과학의 상업화

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로 등장해 왔다(순데르 라잔, 2012). 빠르게 상업화

되어 가고 있는 생명과학의 연구 지형에서 벤터는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

과 영리와 비영리의 대결 구도를 이루며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라는 ‘경주’로

주목 받은 인물로만 위치 지어져 왔던 것이다. 벤터에 대한 이러한 평가들

은 그를 둘러싼 당시의 사회적·역사적 맥락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로

서술되어 왔다.

반면 스티븐 섀핀(Steven Shapin)과 필립 미로스키(Philp Mirowski)는 각

자가 그려 내는 과학의 상업화 지형 속에 벤터를 위치시켜 그에 대한 새로

운 이해를 시도했다. 섀핀은 현대 과학이 상업화·고도화 되면서 매우 복잡

해지고, 불확실해졌으며 예측하기 어려워졌는데, 특히 학문 과학(academic

science)에서보다 기업 과학(entrepreneurial science)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더욱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기업과학에서는 과학기술이 어떻게 발전

6) Balmer & Herreman(2009)은 합성 생물학과 벤터에 대한 비유가 신문 기사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이것이 합성생물학과 합성생물학이 함의하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

중의 이해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살폈다. Hellsten & Nerlich(2011) 또한 2008년부터 2010

년까지의 언론 보도를 추적하며 합성 생물학의 중심적인 비유와 이들의 연관성을 탐구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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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지, 그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 경쟁자들 속에서 어떻

게 우위를 점할 것인지, 기업을 조직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것인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혼돈

(chaos)이나 위급(urgency)의 상황을 잘 대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카리스

마적인 권위”를 지닌 과학자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카리

스마”를 지닌 현대의 과학자들 중 하나로 크레이그 벤터를 꼽았다(Shapin,

2008).

섀핀과 다르게 미로스키는 벤터를 과학의 상업화가 가져온, ‘빠르고 더러

운(quick and dirty)’ ‘적시 생산 과학(just-in-time science)’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현대 과학의 상업화가 과학의 질(quality)을 심

각하게 떨어뜨리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적시생산 과학, 쓰레기 과학(junk

science), 특허의 질적 저하(patent degradation)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

았다. 상업화된 과학은 새로운 과학 발견들을 가능한 한 빨리 세상에 나오

도록 종용하고, 일정, 예산, 계약 관계 때문에 ‘빠르고 더러운’ 기술들이 강

요되면서 품질이 떨어지는 연구 결과가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

는 적시생산 과학의 사례로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에서 크레이그 벤터의 셀

레라와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 사이의 경주를 꼽으면서 특히 셀레라가 적

시 생산 과학의 위험성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벤터가 혁신

적이거나 무언가를 새롭게 발명한 인물이 아니고, 실제로 인간 유전체 프로

젝트에서 보여준 결과들도 형편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인간 유전체를 해독하

는 과정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미로스키는 그럼에도

벤터가 ‘고루한’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을 넘어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에 급

진적인 개선을 한 인물로 대중적인 명성을 얻게 된 이유는, 인간 유전체 프

로젝트에서 적시 생산 과학이라는 새로운 체제(regime)가 작동됐기 때문이

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벤터는 사기업의 지원을 받으면서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를 ‘경주’라는 덫에 가두었고, 이에 위협을 느낀 공공 컨소시엄 연

구자들을 효과적으로 해당 ‘경주’에 참여하도록 만들었다. 경쟁으로 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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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는 적시 생산 과학이 되어, 결과적으로 연구의 품질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것이다(Mirowski, 2011: 289-294).

섀핀과 미로스키는 앞서 소개한 단편적인 연구들처럼 아무런 맥락적인 이

해 없이 벤터를 과학 상업화의 상징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들도 벤터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각자가 파악한 현대 과학의 지형 속에서 특정한

사례로 언급한 정도에 불과했다. 또 벤터는 그만의 독특한 카리스마나 리더

쉽을 강조하기 보다는, 섀핀도 지적했듯이 “자신의 상업적인 활동과 과학자

로서의 이타적인 미덕이 양립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변호”하는 모습을 더

부각하여 드러내었다(Shapin, 2008: 225). 벤터는 자서전을 통해 상업적인

활동과 성공을 드러내면서도 순수 과학자로서의 모습을 강조하는 양가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예를 들어 그는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기업의 지원 덕분에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보다 경쟁, 효율성, 자본 등

에서 훨씬 더 우위를 보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상업적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기업의 경영자와의 관계에서는 공유주의, 이해관계 초월 등 과학의

전통적인 가치들을 지키는 과학자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는 섀핀이 주장

했던 것처럼 벤터라는 인물을 개인의 특별한 성격이나 능력에 치중하여 바

라볼 수만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벤터에 대한 미로스키의 평가 또한 그의 역할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또

단순화시켜서 서술했다는 한계를 보인다. 미로스키가 보여주었듯이 실제로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에서 그가 사용했던 연구 방식에 대해서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평가들이 존재한다.7)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터가

7) 벤터는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에서 단계적으로 유전체 지도를 작성하여 유전체를 해독하

는 방식을 사용했던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과 달리 슈퍼컴퓨터를 사용한 알고리즘 프로

그램으로 무작위로 DNA를 분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이 방법에 대해서는 본론의 3.1절

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벤터는 이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박테리아나

초파리 같은 유전체의 크기가 인간보다 작은 생물체를 대상으로 먼저 실험을 수행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은 인간과 같은 포유동물의 DNA는 반복 서열이 매우 많기 때문에

지도를 작성하지 않고서는 반복 서열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현

재는 기술이 발전하여 굳이 지도를 작성하지 않고 벤터가 사용한 방식만으로도 문제없이

유전체를 해독할 수 있지만,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 당시에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 연



- 9 -

해당 프로젝트의 중요한 행위자 중 하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며,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가 수행될 동안 그가 출판한 수많은 논문들을 살

펴보면 벤터가 프로젝트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또한 동의하

기 어렵다. 미로스키는 벤터를 마치 실패한 과학자처럼 묘사하였지만, 그는

많은 논란과 부정적인 평가 속에서도 현재도 계속해서 대중의 이목을 끌고

수많은 후원자들로부터 연구 기금을 지원 받으며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

다. 결국 벤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벤터의 성공과 실패, 혹은 벤터

가 사용한 방식과 그의 과학 활동에 대한 옳고 그름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

을 넘어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수사나 담론을 설득과 전략의 기술로 보고 이를 탐

구해 온 과학수사학의 관점은 벤터를 새롭게 이해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과학수사학 연구자들은 과학자들의 실험논문과 같은 전형적인 과학 텍스트

부터 실험실 바깥에서의 실행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과학의 수사학적 측면을

분석하면서, 과학 활동이 다른 학문과 다르지 않은 설득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Prelli, 1989; Gross, 1990; Taylor, 1994; Ceccarelli, 2001; 2013;

오철우, 2006; Condit et al., 2012).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벤터가 사용한

수사를 살펴본다면, 이전 연구자들과 다르게 벤터의 시선에서 그의 설득 작

업을 파악해봄으로써 그를 다르게 해석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과학수사학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벤터를 학계(academia)와 기

업(business)의 두 영역에서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위치 지어가면

서 생명과학의 상업화 지형을 만들어 나갔던 능동적인 인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특히 벤터가 보여주는 양가적인 태도에 주목하여, 그가 과학자 사회의

구자들의 지적이었다. 양 측이 사용한 방식이 양립할 수 없는(incompatible) 것이었는지,

혹은 상보적(complementary)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공공 컨

소시엄 진영 측에서도 벤터의 방식을 일부 선택하여 염기 서열을 해독했고, 벤터 또한 심

각한 반복 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의 공개된 데이터를 사용

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미로스키는 이와 같은 벤터의 방식이 완전히 엉터리였다고

지적하면서 그가 사실상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에 아무 것도 기여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

다(Bostanci, 2004; Mirowski, 2011; Lesk, 2015: 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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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규범과 상업적 가치들을 함께 활용하여 경계 작업을 펼쳐 나간 인

물이었음을 주장할 것이다. 주로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가 수행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여, 벤터가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과 기업의 경영자들 사이에

서 자신의 연구 영역을 확대하거나 보호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벤터의 자서전, 대중서, 언론과의 인터뷰 자료 등을

바탕으로 그가 사용한 수사들을 분석한다. 과학자들은 경계 작업을 위해 다

양한 수사들을 활용하며, 이 과정에서 규범과 가치들 또한 수사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과학자들이 사용한 수사나 담론을 분석하는 것은

그들의 경계 작업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본 논문은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를 다룬 문헌들

을 참고하여 수사만을 보았을 경우 놓칠 수 있는 실행의 측면을 함께 보고

자 했다. 이처럼 벤터와 그의 수사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함께 보는 작업

은, 그의 경계 작업을 더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절에서는 논문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머

튼이 제시한 과학자 사회의 규범 구조와 기어린의 경계 작업, 과학의 상업

화에 따른 규범 구조의 변화에 대한 논의, 과학자들의 수사에 대한 연구 등

과학기술학의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론 3, 4절에서는 크

레이그 벤터가 사용한 수사를 통해 그의 경계 작업을 살펴본다. 3절에서는

크레이그 벤터가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

들과 자신을 어떻게 차별화하고자 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는 상업적 가치

를 옹호하고 기업가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수사들을 사용하며 기업의 영역으

로 연구 경계를 넓히는 경계 작업을 벌였다. 동시에 벤터는 상업적인 환경

에서 기업가에 맞서 싸우는 순수 과학자로서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기업가들

과도 경계를 짓고자 했는데, 4절을 통해 그가 과학의 핵심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 작업에 어떠한 수사들을 활용하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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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머튼의 규범 구조와 기어린의 경계 작업

1970년대 구조 기능주의적 사회학자들은 사회가 종교, 정부 같이 특정한

제도의 시각으로 분석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면서, 각각의 제도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제도가 잘 작동

될 때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저명한 구조 기능주의적

사회학자였던 로버트 머튼은 이러한 관점에서 과학을 하나의 통일된 사회제

도로 보면서 과학이 다른 어떤 학문보다 빠르고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

던 이유를 과학의 독특한 사회 구조에서 찾고자 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

구조의 핵심을 과학의 에토스(ethos), 즉 적절하게 과학을 수행하도록 하는

행동의 규범들로 보았다(Merton, 1973).

머튼이 제시한 과학자 사회의 규범은 과학적인 업적이 인종, 성, 국적, 소

속기관의 명성과 같은 과학자 개인의 속성과는 무관하게 기존에 확립된 객

관적인 기준들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보편주의, 과학적 발견은 과학자

개인이 아닌 과학자 공동체의 집단적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과학자 사회

전체에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공유주의, 과학을 연구할 때 어떠한 사적이고

사회적인 동기도 배제해야 한다는 이해관계의 초월, 새로운 개념이 확실한

지식으로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로 엄격하게 검증

해야 한다는 조직화된 회의주의의 네 가지이다. 이후 후속 연구들을 통해

독창성, 겸양, 합리성 및 개인주의 등이 추가되었다(Merton, 1973).

머튼은 비록 이 규범들이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도덕적 합의를 통해

과학자 사회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과학자들의 행동과 언술에서 충분

히 추론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학자 사회의 규범들은 “법규, 금지, 선

호 및 허용 등의 형태로 표현되고, 제도적 가치들에 의해서 정당화되며” 나

아가 “훈계와 모범의 형태로 전승되고 제재에 의해서 보강되며 과학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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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다양하게 내면화”됨으로써 과학 지식을 효과적으로 생산하도록 돕는

장치인 것이다(Merton, 1973).

또한 머튼은 이러한 규범이 과학자 사회의 독특한 보상 체계를 통해 유지

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과학자 사회에서의 보상은 동료들의 ‘인정’이다.

가장 큰 보상은 과학적 발견에 그것을 발견한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

는 것으로 다윈의 진화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플랑크 상수, 핼리 혜성

등이 그 예이다. 또 다른 보상의 형태는 노벨상과 같은 영예로운 포상이나

왕립 학회와 같은 명성 있는 아카데미의 회원 자격 부여, 후세 과학사학자

들에 의한 역사적인 인정 등이며, 가장 일상적인 형태의 보상은 한 사람의

연구 결과를 다른 사람이 인용함으로써 해당 연구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

이다. 뛰어난 과학적 업적을 낸 과학자일수록 동료들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아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머튼은 이와 같은 과학자

사회의 보상이 과학자들의 활동 가치를 강화시키고 그들의 연구에 동기 부

여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의 연구는 이후의 학자들에 의해 뒷받침 되었는데,

예를 들어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학술지나 학회에 발표함으로써 자

유롭게 공유해야 동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공유주의 규범의 반영

이고, 저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평가하는 논문 심사제도는 보편주의

와 이해관계의 초월 규범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머튼은 이처럼 과학자

사회에는 여러 규범들이 존재하며, 규범 구조가 작동하는 데에는 과학자 사

회의 보상체계 같은 독특한 제도적 특징들이 큰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Merton, 1973; 김환석 외, 2010).

그러나 과학자 사회에는 머튼이 주장한 네 가지 규범들뿐만 아니라 이들

과 상충되는 다양한 규범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미트로프는

아폴로 달 탐사 프로젝트에 관해 연구하는 과학자들과 인터뷰한 결과를 바

탕으로, 과학자 사회에는 머튼의 규범에 정확히 반대되는 반규범

(counter-norm)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학자들이 실제로 중

립성을 유지하지 않고 특정 이론에 대해 과도한 집착이나 편견을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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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덕택에 적극적으로 논쟁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밝혔다. 또 과학자들은

‘공유주의’의 반규범인 ‘비밀주의’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연구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 없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고, ‘보편주의’ 역시 과학자

개인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 ‘배타주의’에 의해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설명했

다. 미트로프는 이처럼 머튼의 각 규범에 대한 반대의 입장에서 반규범의

긍정적인 가치를 밝혀냈다(Mitroff, 1974).

이러한 반규범의 존재는 규범이 실제로 과학자들의 행위를 제약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학자들은 규범과 반규범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해가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규범은 그것

이 어떻게 작용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이용되는가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

야 한다. 과학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비판하고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머튼의

규범들을 비롯한 여러 규범들을 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이다(시스몬도, 2013:

49).

경계 작업(boundary work)에 대한 연구는 규범들을 자원으로 보는 한 가

지 접근법이다. 사람들은 권위를 만들거나 유지해야 할 때 상대방과 자신에

대한 경계를 그리려 시도한다. 과학에서의 경계 작업은 주로 과학과 비과학

사이의 경계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 과학자, 과학 방법, 과학 지식에 대한 특

성을 선택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주로 수사적이고 담론적인 형태를 띤

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과학과 기술의 경계를 짓기 위해 과학의 순수성

을 기술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강조한 반면, 과학과 종교의 경계를 짓기 위

해서는 과학의 응용, 유용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과학자들은 각각의 경계에

서 과학만의 특징을 선별하여 경계를 그려 나가기 때문에 경계 작업은 항상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 과정에서 과학은 보편적인 것이 아닌 지역적이고 우

연적인 것, 구성되는 것이 된다. 여기서 머튼이 제시한 규범들은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수사적 자원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Gieryn, 1983; 1999).

이러한 경계 작업은, 정통과학과 비정통, 주류와 주변부, 이미 확립된 과

학과 혁명적인 과학 사이의 경쟁적인 권위 사이에서 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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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하고자 하는 배제(expulsion), 종교, 정치학, 윤리, 상식, 민간 지식 등

으로 과학의 전선(frontier)을 넓히고자 하는 확장(expansion), 외부의 압력

으로부터 과학의 권위와 전문성을 지켜내는 자치권 보호(protection of

autonomy)의 형태 등으로 나타난다. 기어린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과학

자들이 때마다 자신들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계를 확립, 감시하

고 권위와 자율성을 성공적으로 획득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

러한 경계 작업이 광범위한 적용성을 갖는 개념이므로, 비단 과학과 비과학

의 경계 짓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과학 내부의 분과나 이론적 방향

의 구획을 짓고자 할 때도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Gieryn,

1983; 1999).

이처럼 머튼으로부터 시작된 과학자 사회의 규범 구조에 대한 논의는 반

규범, 경계 작업 등 여러 비판적인 연구들로 발전해 오면서 과학자와 과학

자 사회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이 되어 주었다. 이들의 논의는 과학기술

학 연구가 스트롱 프로그램, 사회 구성주의, 행위자 연결망 이론과 같이 과

학지식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과학의 상업화와 관련하여 과학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의

변화와 과학자 사회의 규범 구조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다시금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현대 과학의 상업화와 그에 따른 과학자 사회

의 규범 구조의 변화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2.2 과학의 상업화와 과학자 사회의 규범 구조의 변화에

대한 선행 연구

최근 과학의 상업화와 관련하여 과학자 사회의 규범 구조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대학은 기업으로부터 점점 더 많은 연구 개발 기금

을 지원받고 있고, 그에 따라 산학협력이라는 목표 아래에서 대학과 기업

간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으며, 기업의 영향력은 직·간접적으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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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의 실험실에서의 실행에까지 확대되고 있다(Kleinman, 1998). 이처

럼 과학 지식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특히 대학 소속 과학자들

의 규범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연구자들은 ‘제2양

식(Mode 2)’, ‘탈 아카데미 과학(post-academic science)’, ‘과학의 상업화’,

‘기업가적 대학’ 등의 개념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대학

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규범구조와 조직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

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Gibbons et al., 1994; Etzkowitz & Leydesdorff,

2000). 상업화라는 새로운 가치가 대학의 모든 학문 분야에 침투하고, 기업

의 규범과 대학의 전통적인 규범이 섞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자 사회의 규

범 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존 자이먼은 기업의 과학과 학문적 과학이 뒤섞이는 현대 과학의 상황을

‘탈 아카데미 과학’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현재 두 과학이 서로 융합됨으로

써 순수한 형태였던 과학이 잡종화 되어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과학자들은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월요일, 수요일, 그

리고 금요일에는 전통적인 학문적 규칙에 따라 공공 지식을 생산하고, 화요

일과 목요일에는 상업적 규약에 따라 사적인 지식을 생산하는 데 고용된다”

고 표현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상업적인 에토스가 대학에 스며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새로운 에토스는 기존의 규범과 충돌하지 않고 양립

가능한 것으로 수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이먼은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게 되면서 이해관계의 초월의 규범은 사라졌지만, 그만큼

공유주의, 보편주의, 회의주의와 같은 다른 규범들의 효율적인 작동에 더 의

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규범 구조의 변화가 자연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축적하고자 하는 과학 본연의 목표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Ziman,

2000). 자이먼 이외의 다른 학자들도 규범 구조의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

로 보고 있으며, 학문적 과학의 규범들은 궁극적으로 기업가적 과학의 새로

운 논리로 대체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Etzkowitz, 1998; Etzkowitz &

Leydesdorff,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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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규범 구조의 변화를 결코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크림스키는 대학에서 작동하고 있는 상업화의 에토스가 적

절하고 바람직한 가치의 전환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학문의 정직

성(integrity)도 보호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 크나큰 문제

가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과학의 상업화로 인해 비밀주의가 공개주의를 대

체했고, 지식의 사유화가 공유주의의 가치를 밀어내었으며, 공공의 관심이

집중되는 연구 영역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해 상충을 증대시켰

다고 주장한다. 대학의 과학자들을 지원한 기업은 연구자들에게 2, 3개월 또

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연구에 대한 정보를 비밀에 부쳐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밀주의는 과학자 공동체 내에서의 교류와 의사소통을 방

해하고 결과적으로 과학의 발전을 해롭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 그는 이해관

계의 초월 규범이 상실되면서 과학자들이 상업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선별

된 분야에서만 지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연구 편향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공익은 크지만 상업적 이익은 적은 연구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우려가 있

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물학적 해충 억제에 비해 화학 살충제 사용에 기초

한 연구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암의 환경 요인에 대한 연구에

비해 세포와 유전에 기초한 암 연구에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쏟아지고 있음

을 사례로 들면서 실제로 생물학의 특정 분야에서 이미 이런 현상이 일어나

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크림스키는 상업화에 의한 규범 구

조의 변화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Krimsky, 2003).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은 학문 과학과 기업 과학이 규범, 성격, 목표 등

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기초 과학을 대변하는 머

튼의 전통적인 규범이 기업가 정신의 상업적 규범에 의해 대체된다거나, 상

업적 규범이 학문의 정직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분 구도로만 과학자 사회

의 규범 구조의 변화를 설명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과학자 또한 변

화하는 환경에 놓여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존재로 상정하였다.

반면 최근의 연구들은 현대 과학의 상업화 지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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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구조의 변화 또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과학자들도 변화된 환경과

규범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내

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행위자라는 것을 보여준다.

섀핀은 과학이 상업화되고 과학적 기업가들이 등장한 현대 과학의 세계를

탐구하면서, 20세기 이후의 기술과학의 지형이 복잡하고 불확실함을 보여주

었다. 그는 기업 과학을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인류의 필요에 관련된 과학을

수행하며 질병을 치료한다는 미덕(virtue)이나, 과학의 고결함과 객관성을

왜곡하고 인류의 복지보다 물질적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악덕(vice)으로만

볼 수 없음을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현대 과학에서는 기업이나 대학 모두

과학 연구의 일상적인 장소이고 각 장소에는 미덕과 악덕이 모두 공존한다.

또 과학이 행해지는 장소도 단순히 “대학”과 “기업”이 아니라 공립대학, 사

립대학, 신생 기업, 생명공학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 등으로 세분화되어 나

눌 수 있고 각 장소에 따라 통용되는 미덕의 정도도 다르다. 이렇게 과학자

들은 그들이 속한 기관, 분야, 지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각자 다른 방식으

로 기업 과학의 세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현대 과학에서 일관되고 단일한 형

태의 미덕이나 규범은 존재하지 않고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섀핀은 이를 ‘후기 근대 사회의 규범적 불확실성

(normative uncertainties of late modernity)’이라 칭하면서, 특히 첨단 기술

산업과 생명공학 산업이 점점 더 발전하는 현대 과학에서는 이러한 규범적

인 불확실성과 조직적인 유동성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혼돈’의 상황을 관리

하고 해결할 수 있는 ‘카리스마’를 가진 과학자가 필요해지고 있다고 주장했

다(Shapin, 2008).

존스는 1970년대와 1980년대를 배경으로 섀핀이 지적한 ‘후기 근대 사회

의 규범적 불확실성’을 아이보 로이스턴(Ivor Royston)의 사례를 통해 보여

주었다. 그는 머튼의 규범과 같은 권위적인 규칙이 당시의 과학자들에게 분

명하게 합의되어 보편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모든 것이 상충되

고 복잡하며 불확실성으로 가득했던 당시의 역사적 맥락에서 생명과학이 상



- 18 -

업화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규범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

지고 제도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아이보 로이스턴은 캘리포니아 대

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이하 UCSD)

의 교수이자 하이브리테크(Hybritech)와 아이덱(Idec)이라는, 단일클론 항체

를 제조하는 두 생명공학 회사를 설립한 UCSD의 첫 번째 기업가형 과학자

였다. 존스는 로이스턴이 물질 이전 조항(Material Transfer Agreements)과

특허, 이익 상충과 연구에 대한 헌신(commitment), 역할 정체성 등, 당시로

서는 아무 것도 정해져 있지 않았던 문제들과 맞닥뜨리고 이를 해결해나가

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과학자’ 개인이 생명과학을 상업화하여 제도적 질서

를 바꾼 중요한 행위자였음을 강조했다(Jones, 2009).

램 또한 대학의 순수 학문적 가치와 기업의 상업적 가치의 단순한 일반화

를 비판하며, 대학의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 조사를 통해

실제 과학자들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그는 과학

자들이 연구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신들의 역할 정체성과 연구의 경계를 전

략적으로 해석하고 만들어가는 ‘경계 작업(boundary-work)’을 벌이고 있음

을 보여주었다. 그는 과학자들이 대학과 기업 간의 관계에 대해 보여준 반

응과 태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이들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각각 어

떻게 다양한 방식과 전략으로 경계 작업을 수행하며 자신들의 역할 정체성

을 구성해 나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는 머튼의 규범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

를 따르는 ‘전통주의자’ 유형과 상업적 규범을 따르는 ‘기업가’ 유형의 양 극

단에 놓인 과학자들이 존재하지만, 이들보다는 두 규범이 섞인 잡종의 유형

에 해당하는 과학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며, 이들도 다시 ‘전통주의자에 가

까운 잡종’과 ‘기업가에 가까운 잡종’으로 나뉘어 복잡한 다양성을 나타낸다

는 것을 보여주었다. 존스가 ‘행위자’로서의 과학자를 보여주었던 것과 마찬

가지로, 램 또한 과학자들이 단순히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과학과 기업 사이의 경계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사회적 공간을 형성

하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했다(La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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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과학자들의 수사에 대한 연구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과학자들은 때마다 자신들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여 경계 작업을 펼치면서 권위와 자율성을 획득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경계 작업은 과학자들의 수사나 담론을 통한 설득의 형태로 나타난다. 과학

자들이 사용하는 수사를 설득의 기술과 전략으로 보고, 이를 탐구하는 작업

은 1970년대 중반부터 ‘과학 수사학’이라는 계보 아래 전개되어 왔다. 과학

수사학자들은 과학이 자연을 그대로 반영한 확실하거나 객관적인 지식이 아

니며, 다른 지식이나 담론과 마찬가지로 수사학적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

고자 했다. 따라서 초기 과학 수사학의 분석 대상은 주로 뉴턴, 다윈, 아인

슈타인과 같은 저명한 과학자들의 저서, 논문, 연구 노트, 실험 보고서 등,

과학의 방법론과 객관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전형적인 과학 텍스트들에 집

중되었다(Harris, 1997: ⅺ-ⅹlⅴ; Ceccarelli, 2001: 1-9).

과학수사학의 대표적 연구자인 앨런 그로스(Alan Gross)는 과학사와 현대

과학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 과학의 문체, 논거 배열, 논거 발명 등의 수사학

적인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그는 생물학 실험 보고서와 아인슈타인의 논문

등을 통해 과학에서 유비나 은유가 어떻게 사용되며, 표와 그림 등이 어떻

게 설득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코페르니쿠스

혁명, 뉴턴의 광학이론의 성공이 수사적인 전략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라는

점을 드러내었다. 이처럼 그는 과학이 객관적인 지식으로 인정받는 과정에

서 수사학적인 요소가 개입한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과학은 근본적으로 설득

에 의존하는 강력한 수사학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과학수사

학의 연구 흐름 중에서도 매우 급진적인 것으로 꼽힌다(Gross, 1990).

급진적인 그로스와 달리, 로렌스 프렐리(Lawrence Prelli)는 좀 더 신중하

고 다원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과학의 모든 것이 수사학적이지는 않지

만 과학을 하는 것에는 필수적으로 수사학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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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현상의 경험적 증거에 대한 모호함, 구성물의 의미

에 대한 해석적 혼란과 불확실성, 만들어진 주장의 과학적 중요성을 평가할

때의 모호함, 방법론적 문제 등을 증명해야 할 특별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데, 여기서 수사학적인 요소들이 나타난다. 프렐리는 초심리학, 창조과학 논

쟁,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의 DNA 논문 등 과학사의 사례들을 통해

과학자들이 과학의 합리성을 만드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별한 토포스

(topos)들을 확인하고, 기존 수사학의 관점으로 과학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였다(Prelli, 1989).

이렇게 초기 과학수사학자들이 과학 이론이나 지식을 수사학적 분석 대상

으로 삼고 그 내부에 숨겨진 수사학적인 요소를 드러내는 연구들에 집중했

다면 이후의 연구자들은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와 담론으로 분석의 영역을

넓히고자 했다. 찰스 앨런 테일러(Charles Alan Taylor)는 과학을 단순히

실험실의 실행과 그것으로부터 나온 주장이라기보다는 문화적 실천의 복잡

한 연결망으로 바라볼 것을 주장하면서 과학수사학의 분석 대상을 확대했

다. 그는 상온 핵융합 논쟁을 사례로 하여, 실험실에서의 실행이나 논문만을

살펴본 전통적인 관점만으로는 논쟁의 궁극적인 종결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실험실 바깥에서 일어나는 수사학적인 차원에서의 실행도 반드

시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Taylor, 1994).

리아 치카렐리(Leah Ceccarelli) 또한 과학 지식의 발전이 인지적이고 사

회적인 요소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면서, 전형적인 과학 텍스트들을 넘어 “학제 간에 영감을 주는

과학의 연구들(interdisciplinary inspirational works of science)”을 분석했

다. 그는 많은 과학자들에게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준,

테오도시우스 도브잔스키(Theodosius Dobzhansky)의 『유전학과 종의 기원

(Genetics and the Origin of Species)』, 어윈 슈뢰딩거(Erwin

Schrödinger)의 『생명이란 무엇인가? 물리학자의 관점에서 본 생명현상

(What Is Life? The Physical Aspect of the Living Cell)』, 에드워드 O.



- 21 -

윌슨(Edward O. Wilson)의 『통섭: 지식의 대통합(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이라는 세 가지의 학제 간 연구의 성격을 가진 텍스트를

연구했다. 치카렐리에 따르면 이 텍스트들은 기존의 지식에 대한 여러 주장

들을 통합하고, 전형적인 과학 텍스트들과는 달리 작가로서의 성격을 더 드

러내고 있으며, 둘 이상 혹은 심지어 다수의 독자를 상정하여 그에 따른 여

러 수사적인 전략들을 사용하였다(Ceccarelli, 2001).

과학수사학의 관점은 다양한 분야의 관점과 함께 통합되어 대중의 과학

이해의 영역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앞선 연구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

학 등 수사학의 이론과 전문용어들에 기초한 분석을 수행했다면, 대중의 과

학 이해 연구자들은 은유, 서사, 장르 등의 수사학 용어를 자유롭게 사용하

면서도 수사학의 이론에는 크게 의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과학

자들이 대중을 대상으로 쓴 과학도서, 과학을 둘러싼 대중적 논쟁이나 과학

과 대중의 상호작용과 같은 다양하고 폭넓은 차원에서 어떤 수사나 수사적

전략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Condit et al., 2012).

오철우는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물리학자 조지 가모브가 저술했던 대중

서 삼부작의 분석을 통해 과학 대중화와 대중적 과학도서에 나타나는 과학

자의 설득 행위와 수사학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에 따르면 가모브는 각종

은유와 유비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쉽게 과학을 전달하고자 했으며, 그의

과학 대중서는 아직 완결되지 않은 우주론 가설을 학술논문보다 좀 더 자유

롭게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설득’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 오철

우는 이러한 가모브의 사례를 통해 과학자가 대중적 과학도서를 저술하는

활동과 과학자의 연구 활동, 즉 과학 대중화 활동과 순수 과학 활동이 명확

하게 구분할 수 있는 별개의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오철우, 2006).

치카렐리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과학자들의 대중 연설로까지 분석 대상

을 넓혀 ‘개척(frontier)’의 은유가 미국의 과학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를 탐구했다. 그는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척 신화에 대한 기원과 20세

기 과학자들의 연설에서 사용된 개척의 은유에 대한 추적을 시작으로, 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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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 O. 윌슨과 프랜시스 콜린스와 같은 현대의 과학자들 뿐 아니라 조지

W. 부시(George W. Bush)와 같은 정치인들의 과학과 관련된 연설에서 쓰

인 개척에 대한 은유를 살펴보았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과학자와 정치인들,

지식인들은 과학과 과학 교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지지를 얻기 위해 미국

인의 개척 정신에 대한 신화를 빌려와 과학에 빗대어 사용하고 있었다. 과

학은 이들에 의해 미지의 지적 영역에 먼저 깃발을 꽂는 개척 혹은 모험으

로, 과학자들은 이를 탐사하여 국가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는 근대

의 개척자로 묘사되었다(Ceccarelli, 2013).

살펴본 바와 같이, 과학수사학은 과학 논문과 같은 전형적인 과학 텍스트

에서 수사학적인 요소를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학제 간 연구의 성격을

지닌 과학 텍스트, 대중적 과학도서, 과학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분석 대상과

관점을 확장시켜 왔다. 연구자들은 과학자들이 사용한 수사와 담론을 분석

하여 과학 활동 또한 ‘설득’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과학수사학의

관점은 이렇게 과학자들의 설득 작업을 파악함으로써 과학자와 과학자 사회

혹은 대중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지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크레이그 벤터

가 그의 자서전, 대중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용한 수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그가 과학과 기업 사이에서 펼친 경계 작업의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하

고자 한다. 서론에서 기술하였듯, 그동안 크레이그 벤터는 상업화의 전형적

이고 단편적인 사례로 간주되거나 그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능력만으로 평가

되어 왔다. 그러나 과학자 사회의 규범 구조에 대한 논의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현대의 과학자들은 상업화에 따른 지식 생산의 환경의 변화 속에서

다양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질적인 존재들로 파악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

러한 연구의 흐름에 벤터를 위치 시켜, 그가 과학의 상업화 지형에서 전략

적으로 자신을 위치지어 나간 능동적인 인물임을 보일 것이다. 이를 위해

그가 사용한 수사들을 분석하는 동시에, 그러한 수사가 사용된 당시의 사회

적·역사적 맥락들도 함께 고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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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와의 경계 짓기:

생명공학 기업가로서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3.1. 기업의 자본과 힘을 바탕으로 한 빠른 “속도”

크레이그 벤터는 생명공학 기업 중 하나였던 퍼킨 엘머(Perkin Elmer)사

의 지원을 받아 1998년 셀레라 지노믹스(Celera Genomics)라는 유전체 연구

소를 설립하고, 공적 지원을 통해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과학자

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8) 그는 “소규모 팀이 2~3년 안에 정부 예산의 10

퍼센트로 인간 게놈을 전부 해독”하겠다고 공표했다(벤터, 2009: 342). 벤터

의 도전은 결국 공공 기금을 지원 받는 연구자들과 사적 기업의 지원을 받

는 벤터 사이의 경쟁으로 변형되었고, 이 경쟁의 중심에는 “속도”라는 수사

가 있었다.

1990년 정식으로 발족한 이후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는 지도 작성 기반의

계층적 산탄총 방식(map-based hierarchial shotgun)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 방식은 초파리, 효모, 선충 등의 유전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것

으로 지도 작성을 기반으로 했다. 인간의 전체 DNA를 100-200kb로 조각내

어, 이를 박테리아 인공 염색체(Bacterial Artificial Chromosome, BAC)에

삽입하여 물리적인 커다란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이 중에서 위치를 아는

부분을 제한 효소를 이용하여 다시 잘라 서열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작은 조

각으로 만든다.9) 이 조각들의 서열을 읽어 더 큰 조각(contig)을 생성하고,

8) 벤터가 등장하면서부터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는 프랜시스 콜린스를 필두로 한 공공 컨소

시엄과 벤터의 셀레라의 “공공 대 민간”의 구도가 되었다. 이러한 구도는 벤터뿐 아니라

콜린스도 마찬가지로 사용하여 자신의 진영을 “공적 서열 결정 사업”, “공공 프로젝트”라

고 칭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이들을 구분할 용도로 편의상 “공공 컨소시엄”이라 표

기하도록 하겠다.

9) 인간의 전체 유전체가 포함된 라이브러리(genomic DNA library)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전

자 재조합 기술이 이용된다. 인간의 DNA를 추출하여 제한 효소로 절단한 후, 각 조각을

클로닝 벡터(cloning vector)에 넣어 대장균과 같은 박테리아에 옮겨 증폭시키는 과정이



- 24 -

이들을 조합하여 전체 염기 서열을 알아내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Baxevanis & Ouellette, 2004).10)

<그림 1>. 지도 작성 기반의 계층적 산탄총 방식(a)과

전체 유전체 산탄총 방식(b)의 비교(Green, 2001).11)

쉽게 말해, <그림 1>의 a처럼 인간의 전체 유전체를 한 권의 책으로, 각

필요한 것이다. 클로닝 벡터로는 대부분 플라스미드를 벡터로 사용하지만,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에서는 박테리아 인공 염색체(BAC)가 사용되었다. 박테리아 인공 염색체는 거대

한 DNA 조각(150~370kb)을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유전체처럼 크기가 큰 경우에

사용하기 적합하다(Lesk, 2015: 91-92).

10) 콘티그(contig)는 contiguous sequence의 줄임말로, 염기 서열을 알고 있는 작은 조각들

을 연결시켜 만든 긴 염기서열 조각을 말한다(Lesk, 2015: 16).

11) 본문에서도 설명했듯 지도 작성 기반의 계층적 산탄총 방식(a)은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

들이 선택한 방식이며, 전체 유전체 산탄총 방식(b)은 벤터가 사용한 방식이다. 그림은 인

간의 전체 유전체를 한 권의 책으로, 책에 쓰인 글자들을 염기 서열로 비유하여 염기 서

열 분석 방법을 쉽게 나타낸 것이다. (a)는 각 페이지 별로 글자들을 읽고 조합하여 전체

책의 내용을 복원하는 방법인 반면에, (b)는 책의 전체 글자들을 무작위로 조각내고 컴퓨

터와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시 조합하는 방법이었다(Green, 2001; Lesk, 2015:

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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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들을 염기 서열로 생각해본다면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이 사용한 방식

은 특정 글자들이 어느 페이지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각 페이지

별로 정리한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글자들을 각 페이지 별로 조각내어 읽

어낸 다음, 다시 페이지 별로 글자들을 조합하여 전체 책의 내용을 복원하

는 것이다. 이 방식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고, 유전자의 위

치가 어느 염색체에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어 영역별로 직접적인 DNA 목

록을 작성할 수도 있는 장점을 갖고 있었다.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은 인

간의 모든 DNA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만이 유일하고 타당한 길이라

고 생각했다.

그러나 15년을 예상하고 출범한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는 절반이 지난

1998년에도 미미한 성과를 내고 있었다. 해독된 유전체가 5퍼센트에 불과했

던 것이다. 목표시기를 둘러싸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벤터는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의 더딘 속도를 비판하며 그들이 선택한 계층적 산

탄총 방식이 “매우 타당”하지만, “타당한 방법이 가장 빠른 것은 아니다”라

고 주장하면서 더 빠르고 새로운 염기 서열 분석 전략을 시도하겠다고 발표

했다(벤터, 2009: 285).

그가 내세운 방법은 전체 유전체 산탄총 방식(Whole Genome Shotgun)으

로,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의 계층적 산탄총 방식과 다르게 물리적 지도를

작성하지 않고 곧바로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 방식은 벤터가

NIH에 있을 때 개발한 방법인 발현 서열 꼬리표(Expressed Sequence Tag,

이하 EST)를 전체 유전체로 확대·응용한 방법이었다.12) DNA를 무작위로

12) 벤터가 고안한 EST 방법은 실제 유전자로 발현되는 영역의 일부인 짧은 DNA 단편을

해독하는 것이다. 인간의 DNA는 유전자를 암호화하는 부위(엑손, exon)보다 아무런 의미

를 담고 있지 않은 서열(인트론, intron)이 훨씬 많기 때문에 유전자를 확인하려면 실제

유전자가 단백질로 발현되는 mRNA의 서열을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mRNA는 불안정해

서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역전사 효소를 사용하여 상보적인 DNA 서열(cDNA)을 만든

후 이 cDNA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 즉 EST 방식을 사용하면 알려지지 않은

유전자를 확인하고 유전체 내에서의 위치를 지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벤터는 이렇게

인간의 DNA를 전부 해독하기에 앞서 먼저 유전자에 해당되는 부위를 무작위로 분석하고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벤터, 2009: 185-187; Lesk, 2015: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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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크기로 조각 낸 후, 각 조각을 박테리아에 삽입하여 여러 개로 복제하

고 복제된 조각들의 중복된 부분을 알아내어 연결하는 방식으로 염기 서열

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림 1>의 b처럼 이 방법 또한 책에 비유하면, 전체

책의 내용을 무작위로 작게 조각내고 다시 조합하는 방법이었다. 벤터는 전

체 유전체 산탄총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림 맞추기 퍼즐을 해본 사람은 누구나 알 것이다. 가장자리를 맞추고 서로

들어맞는 조각을 찾아 내어 밑바닥부터 그림을 짜 맞추어 올라가면 전체 그

림이 없어도 퍼즐을 완성할 수 있다. 결국 DNA 염기서열 자체가 유전부호

의 모든 염기쌍이 정확한 순서대로 나열된 지도일테니 말이다(벤터, 2009:

292).

벤터가 고안한 전체 유전체 산탄총 방식은 지도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기 때

문에 번거로운 작업을 줄일 수 있어 ‘빠른 속도’로 곧장 염기 서열을 분석할

수 있었고, 지도 작성에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저렴’했다. 그

는 이 방식의 장점을 바탕으로,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과 자신을 경계 지

을 수 있는 전략적인 수사로 “속도”를 내세웠다. 그가 “속도”를 얼마나 강조

하고 또 홍보로서 이용했는지는 무엇보다 그가 정한 회사 이름과 슬로건을

보면 알 수 있다. ‘셀레라(Celera)’라는 회사 이름은 ‘빠르다’를 뜻하는 라틴

어 ‘celer’에서 따온 것으로 “가속하다(accelerate)도 같은 어원에서 나왔”으

며, 내건 슬로건은 “문제는 속도, 발견을 미룰 수 없다(Speed Matters,

Discovery Can’t Wait)”였다(벤터, 2009: 361; 설스턴·페리, 2004: 254).

‘더 값싸고, 더 빠른’ 벤터의 전체 유전체 산탄총 방식은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이 선택한 ‘비효율적’이며 ‘느리고 지루한 낡은 방식’과 대조될 수

있었다. 벤터는 특히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을 중세 수도원의 “수도사

(monk)”에 비유하여 이들의 느린 속도를 강조하는 전략을 즐겨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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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후원을 받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고수하고 있는 방법은 중세 암흑시

대에나 어울릴 법했다. … 이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먼 길을 느릿

느릿 걸어가고 있었다(벤터, 2009: 361).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노동 집약적이며 비용도 많이 드는 이 프로젝트에서 수

도사가 가장 먼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코스미드를 올바른 순서로 하나하나

배치하는 것이다. 생명의 책에 쓰여 있는 순서대로 말이다. 이렇게 하면 코스

미드로 만든 게놈 지도를 얻게 된다. 수도사가 이 지도 작성을 끝낸 다음에

야 고위 성직자들은 수도사에게 (한 번에 하나씩) 코스미드 분석을 시작할

수 있는 돈과 축복을 내려주었다. 염기서열을 분석하기 전에 지도를 만드는

이 중요한 단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시간이 아주 많

이 소요된다(벤터, 2009: 285). (강조: 인용자)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은 책의 편집과 제작을 위해 끊임없이 필사 작업을 수

행했는데, 양피지에 필사하는 작업은 글자를 적는다기 보다는 ‘새긴다’는 표

현이 맞을 정도로 한 쪽 한 쪽 집중을 다해 원본의 텍스트를 옮겨 적어야

하는 고된 일이었다. 한 부씩 내용을 베껴 쓰는 일이 끝나면 교정을 보면서

제목이나 주석을 달았고, 그 후 그림이나 기타 장식적인 부속물들이 추가되

어 하나의 책으로 제본이 이루어졌다(디버트, 2006: 108-114). 벤터는 이처

럼 힘들고 고된 수도사들의 노예와 같은 필사 작업(slavish copying)을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이 그들의 계층적 산탄총 방식으로 염기 서열을 분석하고

있는 과정과 동일시했다. 한 부의 필사본을 만들어 내기까지 매우 오랜 시

간이 걸렸던 중세 수도사들처럼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은 아직까지도 전체

염기 서열의 5%밖에 해독하지 못했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반면 벤터 자신은 “수도사”와 대비되는, 인쇄술을 발명한 “구텐베르크”에

비유되었다(벤터, 2009: 236). 수도사가 한 부의 필사본을 만들어내는 동안

인쇄소는 인쇄술을 이용하여 같은 책을 1,025부나 제작할 수 있었다(디버트,

2006: 133-134). 이렇게 현저하게 느린 필사본의 제작 속도, 즉 공공 컨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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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연구자들의 방식과 달리, 전체 유전체 산탄총 방식은 인쇄술과 같이 놀

랄 만한 “속도”의 우월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느리고 비효율적인”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의 방식과 “빠르고 효율적인” 자신의 방식의 대결 구도는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 내내 벤터의 진영이 내세운 프레임이었다.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은 이에 대항해 자신들의 방법은 (비록 조금 느릴

지라도) “품질 우수를 최우선으로(quality first credo)” 하며, 벤터의 방식은

“빠르지만 (품질이) 더러운(quick and dirty)” 결과를 낸다고 주장했다

(Bostanci, 2004). 이들은 벤터의 “속도”의 수사에 대항해 염기 서열 분석의

“정확도”를 그들의 수사로 내세운 것이다. 실제로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

은 지도 작성과 염기 서열 분석을 단계별로 또 영역별로 차근차근 작업했기

때문에 이들이 분석한 DNA는 염기쌍 만 개당 하나 미만의 엄격하게 통제

된 오류 빈도를 갖고 있었다. 벤터의 방법은 매우 빠르기는 하지만 인간의

염기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거대하기 때문에 아무리 슈퍼컴퓨터로 합성한

다고 하더라도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오류가 발생하기 쉬

웠다.

그러나 “속도”의 수사는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가 논의되기 시작했던 1980

년대부터 계속해서 강조되어 왔던 것으로, “최대한 빨리” 인간 유전체 전체

를 해독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시간을 줄이는” 것

이 항상 중요했다.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는 새롭거나 특별한 것이 아닌, 기

존 연구 방식을 가속화한 “속도“와 “가속도(acceleration)”가 중심인 연구로

정의될 수 있었다(Fourtun, 1998).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도” 보다는 기업의

풍부한 자본을 배경에 두고 “속도”를 내세운 벤터의 수사가 더 효과적인 결

과를 낳았다. 1999년 1월 11일 타임지에서는 벤터가 등장하고 난 후의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크레이그 벤터는 서둘러 일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게놈 지도 작성

자들은 벤터의 시간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 맹렬하고 참을성 없으며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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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고 짜증을 돋우는 크레이그 벤터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을 벤터 속도에 맞

춰 뛰게 하는 재주가 있다(Time, 1999).

순데르 라잔은 “속도”라는 수사는 단순히 수사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속도는 한 편으로는 빠른 변화를 통해

질적으로 엄청나게 연구·생산 시간을 단축시켜주며, 또 한 편으로는 정부나

공기업, 그 밖의 기업들을 움직이고 반응하게 하는 물질적이고 수사적인 지

렛대라는 것이다(순데르 라잔, 2012: 71). 크레이그 벤터의 “속도”는 단지 수

사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상업적 가치와 자본의 힘을 옹호하여 공공 컨소시

엄 연구자들과 자신을 효과적으로 차별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또 그들을

실제로 경쟁에 끌어들여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속도를 앞당기기도 하는

실천적 역할을 수행했다.

3.2. “헨리 포드”와 기업가 정신 드러내기

벤터는 “속도”, “효율성” 등 상업적 가치를 부각시킨 수사 뿐 아니라 직접

적으로 ‘헨리 포드’라는 기업가와 그의 경영 방식에 자신을 비유하며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과는 다른, 상업적인 환경에서의 연구 방식에 대한 장점

을 드러내고 차별화를 꾀하였다. 헨리 포드는 20세기 대량 생산 체제의 혁

신을 가져온 인물로, 포드주의라 불리는 그의 경영 혁신은 작업의 분할과

단순화, 기계화, 연속화를 바탕으로 하여 단순히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까지 확대되어 물건을 만들고, 소비하고, 생각하는 방식 전반에 영

향을 미쳤다. 벤터는 헨리 포드의 특징과 유사한 “자동화”, “공장식 환경”

등의 수사를 내세워 헨리 포드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공공 컨소시엄 연구

자들과 차별화된 자신만의 기업가적인 면모를 드러내고자 했다.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에서는 DNA 분석 방법뿐 아니라 DNA 염기 서열

그 자체를 읽어내는 염기 서열 결정(sequencing) 기술의 발전과 자동화 또

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13) DNA의 염기 서열을 결정할 수 있는 자동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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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의 개발은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한 속도와 고효율의 염기 서열 분석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기술들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

고 염기 서열 결정 기술은 1980년대까지도 매우 힘든 일로 남아 있었다. 고

작 몇 개의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대학원생의 박사 논문 한 편

의 내용이 될 정도였다. 빠르고 값싼 염기 서열 결정 과정과, 이를 통해 살

아 있는 모든 영역의 DNA 염기 서열 결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다.

염기 서열 결정 기술의 자동화를 이룬 개척자는 캘리포니아 공과 대학의

르로이 후드(Leroy Hood)와 마이클 헌커필러(Michael Hunkapiller)였다. 후

드는 한 가지 방사성 탐침 대신 네 가지 서로 다른 형광 색소를 쓰면 네 가

지의 서로 다른 생어(Sanger)식 염기 서열 분석 반응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14) A, G, C, T 염기 각각에 서로 다른 형광 색소로

표지를 하면 전기영동 시 레이저 광선에 색소가 활성화되어 쉽게 탐지가 가

능했고, 데이터는 컴퓨터에 저장되었다. 연구자가 일일이 A, G, C, T를 하

나씩 읽어내지 않아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했

고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질 수 있는 방법이었다. 후드는 어플라이드 바이오

시스템(Applied Biosystem, 이하 ABI)사와 손을 잡고 이를 상업화하여 상업

용 DNA 분석기(DNA sequencer)를 만들어냈다(McElheny, 2010: 20-23).

13) DNA 염기 서열 결정 기술의 발전과 자동화를 다룬 문헌으로는 Garcia-Sancho(2012)를

참고하라. 염기서열 결정 기술을 분자 생물학, 특히 재조합 DNA 기술 혁명의 일부분으로

다루어 온 이전 연구들과 달리, 가르시아-산초는 DNA 염기 서열 결정 기술의 발전이 생

물학과 컴퓨터의 수렴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관련되어 왔음을 보여주

었다.

14) 최초의 DNA 염기 서열 결정 기술은 맥삼과 길버트(Maxam and Gilbert)가 개발한 화학

적 절단법이었지만 이후 프레드릭 생어(Frederick Sanger)가 개발한 방법이 널리 쓰이게

되었다. 생어 방법의 핵심은 새로운 가닥의 DNA를 합성하는 DNA 중합 효소를 사용하여

DNA 합성 반응을 통해 염기 서열을 해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 첨가될 뉴클레오티

드 대신 반응성이 없는 다이디옥시뉴클레오시드 삼인산(ddNTP)을 첨가하여 DNA 합성

반응을 종결시키면, DNA는 길이가 서로 다른 절편들을 만들어낸다. 이를 젤 전기영동을

통해 분리한 후 표지된 방사능을 현상하면 서열을 읽어낼 수 있다. 생어의 방법은 이후

DNA 염기 서열 결정 기술의 기본적인 방법이 되었다(Lesk, 2015: 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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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 서열 결정 기술이 ‘자동화’된 순간이었다.

<그림 2>. 생어의 방식(왼쪽)과 르로이 후드 방식(오른쪽)의 비교15)

벤터는 1987년 처음 생산되기 시작한 DNA 분석기의 첫 고객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여러 번 언급하며, ‘DNA 분석기 자동화의 선구자’였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당시 NIH에 있던 그는 1987년 2월에 DNA 분석기를

구입하여 쥐의 심장에서 분리한 아드레날린 수용체 유전자 2개의 염기 서열

을 분석했고 그 결과를 『국립아카데미회보(PNAS)』에 논문으로 게재했다.

벤터는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회의에 회의를 거듭한 끝에 우리 연구실에서 이들의 염기서열 분석 방법을

15) 생어의 방식은 방사선 표지 탐침을 사용하기 때문에 필름 상에 A, G, C, T 뉴클레오티

드가 모두 검게 나타난다. 따라서 전체 염기 서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뉴클레오

티드에 대한 반응을 각각 수행해야 한다. 그 후 왼쪽 그림처럼 젤의 서로 다른 레인에 네

가지 반응들의 결과물을 전기 영동하여 아래에서부터 하나씩 읽어가며 염기 서열을 결정

한다. 르로이 후드는 생어의 방식을 개선하여 네 가지 뉴클레오티드 각각에 서로 다른 형

광 색소를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그의 방식을 사용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네 가지 반

응을 한 번으로 통합할 수 있었고 컴퓨터가 각각의 색깔의 피크를 자동으로 읽어내어 염

기 서열을 손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Lesk, 2015: 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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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시도해보기로 결론이 났다. 이제 남은 것은 11만 달러를 마련하는

일뿐이었다. 국립보건원 기초과학 부장 언스트 프리즈(Ernst Freese)는

검증되지 않은 새 기술을 도입하는 데 반대했다. 그 대신 단백질 분석기를

사라며 25만 달러를 주겠다고 했다. … 프리즈와 나는 단백질 염기서열 분석

과 DNA 염기서열 분석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언쟁을 벌였다. 결론은

나의 패배였다. 나는 며칠간 풀이 죽어 있었다. 그때 내 특별 계좌에 25만 달

러가 들어 있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국방부에서 생물무기 탐지 연구를 위해

제공한 자금이었다. 나는 프리즈에게 새 기술을 꼭 써보고 싶으니 위험을

감수하고 이 돈을 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

다(벤터, 2009: 160). (강조: 인용자)

ABI에서 들은 바로는 처음에는 아무도 우리만큼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고 한

다. 아니, 결과가 아예 나오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다. 기계를 샀던 사람들

은 대부분 실망하고 반품해버렸다. 기계 작동에 자신감이 붙은 우리는 쥐의

심장에서 분리한 수용체 유전자 2개의 염기서열을 이 기계로 분석했다. …

1987년 가을, 우리는 『국립과학아카데미 회보』에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것은 자동 DNA 염기서열 분석 방법으로 얻은 첫 데이터였다. 『네이처』에

서 관련 논문을 읽은 지 1년 만에 거둔 성과였다. 내 평생 다시는 이루지 못

할 위업이었다(벤터, 2009: 162).

이처럼 벤터는 당시의 과학자들이 프리즈처럼 새롭고 도전적인 기술에 의심

을 품었고, DNA 분석기를 구매했던 사람들조차도 생각만큼 결과가 잘 나오

지 않아 실망하고 반품해버린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자신은 “위험을 감수

하고” 기꺼이 새 기술을 받아들여 염기 서열 분석의 “자동화”에 기여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기회를 포착하여 이를 활용하

는 기업가 정신의 면모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자동화”와 벤터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상업용 DNA 분석기를

판매하던 ABI는 퍼킨 엘머라는 생명공학 기업에게 인수되었고, 벤터가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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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했던 초기의 프리즘 377 모델은 1990년대 초 DNA 분석기 시장을 지배

하고 있었다. 벤터는 바로 이 퍼킨 엘머와 함께 셀레라 지노믹스를 설립하

여 이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염기 서열 분석의 “자동화”에 있

어 중심에 있었다는 그의 수사가 과장은 아니었다.

벤터가 셀레라 지노믹스를 설립할 당시, 퍼킨 엘머는 프리즘 377 모델에

이어 새로운 DNA 분석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기존의 프리즘 377 모델은

“‘자동’ DNA 분석기라고 불리기는 했지만” “진정한 자동 DNA 분석기”의

수준은 아니었다. 기계를 조작하거나 오류를 걸러내기 위해 분석기마다 세

사람씩 달라붙어야 했기 때문이다. 또 분석에 필요한 DNA 샘플을 다루는

것은 여전히 사람의 손을 필요로 했다. 이는 프리즘 377 모델이 젤(gel) 방

식을 기반으로 염기를 해독했기 때문인데, 이 방식은 DNA 조각이 크기에

따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염기 서열을 해독하는 데만 4시간이 넘게 걸렸

고, 매 실험마다 젤 판을 교체해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젤은 성

분이 균일하지 않아 데이터 품질도 떨어졌다.

새 모델인 프리즘 3700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젤 대신에 모세관

기술 방식이 채택된 모세관 분석기(capillary sequencer)였다. 이 기계에서는

인간의 머리카락과 같은 직경을 가진 각각의 모세관이 24시간 내내 작동되

어 DNA가 젤 판에서의 속도보다 두 배나 빠른 속도로 분리되었다. 젤을 교

체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었으며 반응 시약은 하루에 한 번만 교체해주면

되었기 때문에 프리즘 3700은 엄청난 인적, 시간적 자원을 절약해 주었다

(McElheny, 2010: 132-134; 벤터, 2009: 34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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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모세관 DNA 분석기의 작동 원리16)

벤터는 퍼킨 엘머와의 협력으로 이러한 DNA 분석기를 가장 먼저, 대량으

로 구입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셀레라의 새 건물에 “헨리 포드와 같은

공장식 연구 환경”을 조성했다. DNA 분석기 300대를 사들여 포드의 대량

생산 체제처럼 ‘대량 염기 서열 분석 체제’를 구축했던 것이다.

헨리 포드는 한 공장에서 여러 팀이 동시에 독립적으로 자동차를 제작하면,

팀마다 효율성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 팀의 능력에 따라 최종 결과물이 달

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수십 개의 팀이 한 라인에

늘어서 한 번에 한 대씩 자동차를 생산하는 조립 라인에서는 전문화와 표준

화가 품질을 결정했다. 셀레라에도 조립 라인의 사고방식을 도입해, 전체 공

16) 모세관 DNA 자동 분석기는 그림처럼 수많은 모세관에 형광 표지된 DNA를 넣어 분리

시킨다. 모세관의 한쪽은 (-)극이고 다른 한쪽은 (+)극이기 때문에 전류를 흘려주면 DNA

가 모세관을 따라 움직인다. 형광 표지된 DNA가 Detector Window 까지 도달하면 레이

저에 의해 형광이 발색되고 이 파장은 곧바로 광도계(photometer)에 읽혀 컴퓨터에 저장

된다. 각 염기마다 다른 형광 표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각 다른 색의 파장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림 및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웹페이지를 참고하라.

https://www.mun.ca/biology/scarr/Capillary_electrophoresis.html (2016. 5. 9.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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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뿐 아니라 (염기서열 분석 시간과 비용을 둘 다 절감할 수 있는) 전략 변

화 면에서도 점진적인 개선을 이루어야 했다(벤터, 2009: 369).

헨리 포드의 하일랜드 파크 공장은 부품 제작에 각 부서가 한 가지 일만

담당하도록 세분화된 조립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부서마다 부품 한

개만 생산하거나 한 부분만 조립하는 체제를 갖추었기 때문에, 4층짜리 공

장에서는 차체가 내려오면서 바퀴 부착, 조립, 검사 같은 공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모델 T가 제작되었다.17) 포드의 “조립 라인의 사고방식을 도입”

한 셀레라 역시 ‘DNA 염기 서열 분석’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조립 라인

처럼 4층짜리 연구소에서 연쇄적인 단계로 DNA 분석이 이루어졌다. 4층에

서 DNA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박테리아에서 인간의 DNA를 추출한 후 염

기서열 분석을 위한 작업을 마치면, 3층에 있는 DNA 분석기로 염기 서열을

읽어 내고, 대규모 컴퓨터 센터인 2동에서 슈퍼 컴퓨터가 작업을 통해 염기

서열들을 조합하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벤터, 2009: 381-384).

기본적인 조립 라인을 구축한 이후, “염기 서열 분석 시간과 비용을 둘

다 절감”하기 위해 벤터는 각 공정에서 “점진적인 개선”을 시도했다. 그는

“게놈 염기 서열 분석에서 중요한 세 가지 비용 요인은 사람, 시약, 설비”라

고 보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DNA 처리 단계를 더 많이 자동화하였다.

금속 팁을 자동으로 세척하는 피펫 로봇, 배양 접시를 옮겨주는 로봇 팔 등

단계마다 해당 공정만을 담당하는 로봇이 활용되었고, 이로 인해 시간과 비

용이 대폭 줄어들었다(벤터, 2009: 369-370). 이처럼 셀레라 지노믹스의 염

기 서열 분석 과정은 수백 대의 DNA 분석기와 PCR 기계, 로봇 등의 ‘기계’

들로 인해 포드 공장의 모습처럼 철저히 자동화, 기계화된 양상을 띠고 있

었다.

벤터는 이렇게 자신을 “헨리 포드”로, 셀레라의 연구 환경을 “헨리 포드의

공장”으로,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연구 속도를 가속화한 자신의 성과를

17) 헨리 포드와 포드주의를 다룬 문헌으로는 Meyer Ⅲ(1981), Hounshell(1984)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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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포드의 “자동차”에 비유하는 수사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주 언급했

으며, 이후 자서전에서도 계속 강조하였다.

“당신은 지금 지구에서 가장 선진적인 공장에 서 있습니다.” 벤터가 말했다.

우리는 멈춰 서서 기계의 바다를 살펴보았다. “당신은 헨리 포드의 첫 번째

조립 공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무엇을 볼 수가 없나요?

사람, 그렇죠? 이 방에 단지 세 명의 사람만이 일하고 있죠. 일 년 전이었다

면, 이 연구는 천 명에서 2천명의 과학자가 맡아야 했었을 겁니다. 이러한 기

술들 덕분에, 우리는 문자 그대로 생물학의 암흑시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

어요”(New Yorker, 2000). (강조: 인용자)

사람들은 “와, 여기 빠른 길이 있네”라고 말하는 대신, “오, 그것은 인간 유전

체의 규모에 가능한 작업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한다. 모든 사람들은 새로

운 어떤 것을 시도해보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싶어 했다. 그 반응은 이런

것이었다. “매우 좋아, 포드씨, 당신은 자동차를 발전시켰어, 그렇지만 우

리의 말과 사륜차로도 괜찮아, 고마워.”(New Yorker, 2000) (강조: 인용자)

대규모 유전체학을 출범시키기 위해 우리 팀은 게놈의 무작위 적용, ‘짝지은

끝’ 염기서열 분석 전략, 수학과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조합, 빈틈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이는 실용주의를 모두 동원했다. 무엇보다 우리

는 이 방법들을 공장식 환경에 적용했다(벤터, 2009: 296). (강조: 인용자)

벤터는 포드와 같은 “공장식 환경”을 적용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사실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에서 공장식 환경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벤터

가 아니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대규모 자동화 유전자 공장은 1990

년 프랑스에 세워진 “제네톤(Genethon)”이었다. 제네톤은 인간 행위자와 컴

퓨터, 로봇 등의 수많은 기계 장치들의 잡종적인 공간이었고 2층의 유전자

지도 프로젝트와 3층의 cDNA 지도 프로젝트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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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네톤의 많은 과학자들은 생물학의 영역에서 자동화

가 이루어지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자동화된 환경에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자들과 많은 갈등과 논쟁을 유발했다

(Kaufmann, 2004). 기계를 통한 자동화된 염기 서열 분석 방법을 새롭고 혁

신적인 기술로 강조한 벤터와 다르게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은 이를 크게

강조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숙련된 기술과 이를 통한 끈기 있는 모습

을 드러내는 데 주력했다.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연구비 관리자들은 마술 같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

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프로젝트에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기존의 기술로도 그 일을 완벽하게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젤을 거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젤을 더 잘 사용하는

방법을 꾸준히 찾아내고 있었다(설스턴·페리, 2004: 181). (강조: 인용자)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에 젤을 기본으로

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다시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효율성이 더욱 증가했고

염기 한 개당 50센트가 들던 것이 5년이 지나자 10센트로 비용이 감소했으며

반면에 주요 실험실에서 얻는 결과는 20배 증가했다(설스턴·페리, 2004: 207).

(강조: 인용자)

반면 벤터는 자동화, 헨리 포드, 공장식 환경 등의 수사를 매우 적극적으

로 사용하면서 ‘기업의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새롭

고 혁신적인’ 기술 혹은 방법들을 시도하여 성공했음을 드러내면서 공공 컨

소시엄 연구자들과 자신의 행보를 확실히 구분 짓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포드가 보여준 기업가로서의 모습은 직접적으로 새로운 발명을 했다기보다

는 자원과 숙련을 갖고 기존에 있었던 테일러주의, 컨베이어 벨트 등을 하

나의 시스템으로 새롭게 재조직함으로써 혁신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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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의 모습은 경제학자 슘페터가 주장한 기업가의 모습과 유사한데, 슘페

터는 기업가를 새로운 상품이나 품질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생산방식을 도

입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조직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형

태의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 내는 혁신가로 보았다. 벤터가 드러내고자 했던

‘기업가’로서의 모습도 이와 같다. 벤터는 다른 과학자들보다 빠르게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에 자동화된 DNA 분석기를 대량으로 도입했고, 이를 통해

대규모 염기 서열 분석 체제를 조직한 혁신적인 기업가로서의 모습을 강조

했다. 그러나 벤터는 자신을 헨리 포드에 비유하긴 했지만 본인이 직접 ‘기

업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끝까지 ‘과학자’로 자신을 위치 지었는

데, 이는 5절에서 더 설명할 것이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벤터의 수사와 실행이 헨리 포드가 자동차 생

산 방식 전체를 바꾸어 놓은 것처럼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연구 성격을

급격하게 바꾸었다는 점이다. 포드와 경쟁하기 위해서 경쟁자들이 포드주의

의 대량 생산 체제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벤터와 경쟁하기 위해 공공 컨소

시엄 연구자들은 그와 같이 염기 서열 분석의 규모를 늘려야만 했다. 비록

염기 서열 분석 방법에서는 지도 작성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방식을 고수했

지만, 이들은 벤터와 같은 속도로 데이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동일한 염

기 서열 분석기를 비슷한 숫자로 사들였다(Shreeve, 2004: 187-194). 벤터의

수사적 힘은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연구소들에게 확산되어 모두

대규모화된 염기 서열 분석 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변화를 만들어냈던 것이

다.

3.3. 미래에 대한 ‘비전’을 판매하는 사업 전략

오늘날 존재하는 생명공학 기업은 대부분 20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상당 부분 상품보다는 미래에 존재할 상품에 대한 ‘비전’을 팔아야만

한다. 따라서 이들이 주장하는 생명에 대한 문법은 항상 ‘미래 지향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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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과장 광고(hype)’ 혹은 ‘선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미래 지향

적인 진술, 약속, 혹은 기대의 마케팅은 현대 미국 자본주의의 전반을 구성

하는 특징이 되어가고 있다. 투자자들은 미래를 향하는 담론들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이에 투자하면서 그러한 담론을 현실로 만든다(Tutton, 2011; 순데

르 라잔, 2012). 벤터가 사용한 수사들 또한 이러한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데, ‘최초’에 대한 강조와 미래의 기대에 대한 약속, 그에 따른 계획을 드러

내는 것은 벤터의 수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학자들은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가치,

효과 등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많은 선전 작업을 벌였다. “완벽

한 게놈 서열이 밝혀진다면 그 가치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거대한 설

계도 안에는” “효과적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수많은 질병을 이해하는 실마리

가 들어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콜린스, 2009: 114). 인간 유전체 프로

젝트에 대한 기대 효과와 언론 홍보는 벤터가 합류하여 ‘공공 대 민간’의 대

결 구도가 이어지자 이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면서 더욱 더 치열해졌다.

특히 벤터는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과 다른 방법(EST를 통한 cDNA 분석,

유전체 지도 작성을 생략한 전체 유전체 산탄총 방식)을 사용하여 유전체를

분석하고자 했고, 민간 기업의 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투자자들에게

신뢰와 신용을 얻는 것은 기업의 영역에서 절대 중심을 차지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벤터는 자신의 방식에 대한 효과와 비전 등을 전략적으로 더욱 더

부각시켜 드러내야만 했던 것이다.

먼저 벤터는 자신의 연구 결과와 그에 대한 가치를 드라마틱하게 광고함

으로써 자신의 방식이 성공적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인정을 받고자 했다.

cDNA 클론을 연구하면 할수록 연구실은 흥분의 도가니에 휩싸여갔다. 인간

유전자 가운데 1990년 현재까지 확인되고 서열이 분석된 것은 2,000개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가운데 뇌에서 분리한 것은 10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우

리가 분석기를 돌릴 때마다 인간 유전자가 하루에 20~60개씩 새로 발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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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치는 상상을 초월했다. 몇 달 간 게놈 염기서열을 해독한 것보다 10배

나 많았으며 10년간 기존 방법으로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찾기 위해 온갖 애

를 썼을 때보다는 60배나 많았기 때문이다. 생물학의 역사가 새로 쓰이는

순간이었다(벤터, 2009: 191). (강조: 인용자)

우리는 엉뚱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으나 이제 획기적인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독립 생물체의 게놈을 해독하는 것이다(벤터, 2009:

294). (강조: 인용자)

이번 결과는 산탄총 방식으로 전체 게놈을 읽을 수 있음을 처음으로 완벽하

게 입증한 사례였다. 이로써 살아 있는 생명체의 DNA를 읽고 비교하고 이

해하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열렸다(벤터, 2009: 296). (강조: 인용자)

벤터는 전체 유전체 산탄총 방식이 옳은 방식임을 입증하기 위해 인간의 유

전체를 분석하기 전에 좀 더 단순한 생명체를 대상으로 자신의 방식을 먼저

시험해보기로 하였는데, 해당 연구가 성공하자 이처럼 “생물학의 역사가 새

로 쓰이는 순간”, “역사상 처음으로” 같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연구 성

과를 부각시킨 것이었다. 다른 과학자들도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에서 자신

들의 성과를 강조하였지만 벤터의 수사는 그보다 더 과장된 형태를 띠고 있

었다. 모든 기업 활동의 중심이 과장 광고 형태의 홍보이며, 이러한 홍보는

진실 여부보다는 신뢰를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볼 때 벤터의 수사는

그의 기업가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그는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한 효용성과 상업적 응용에 대해서도 강조

하였는데, “가장 훌륭하고 완벽”하게 인간 유전체 서열을 분석하면 과학적

발견뿐 아니라 질병 유전자를 발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치료법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벤터, 2009: 422). 예를 들어 그는 EST를 통

해 알려지지 않았던 DNA 복구 유전자를 새로 찾아내었고, 환자에게서 추출

한 복구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해당 유전자가 유전성 비용종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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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암(Hereditary Nonpolyposis Colon Cancer)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Nicolaides et al., 1994). 그는 이 결과로 “새로운 결장암 진단법을 신속히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기초과학의 발견이 곧바로 환자의 치료와 연결

될 수 있는 실용적인 성과를 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벤터, 2009: 268).

그러나 사실 벤터의 연구는 어디까지나 결장암과 DNA 복구 유전자의 관계

를 찾아낸 것뿐이지 실제 결장암 진단 시약이나 치료제 같이 손에 잡히는

물질적인 형태의 결과물을 내놓은 것은 아니었다. 이는 더 많은 시간이 필

요한 미래의 일인 것이다. 그가 보여주는 것은 현재 자신의 연구 성과에 대

한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불러낸 미래이며, 미래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는

비전이다.

벤터의 과장 광고, 비전, 미래 지향적인 수사는 그가 공공 컨소시엄 측의

대표인 프랜시스 콜린스와 함께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초안을 공동으로

발표했던 2000년 6월 26일 백악관 연설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게놈 염기서열은 과학과 의학의 새로운 출발점이며, 모든 질병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암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루에 2,000여명이

암으로 죽습니다. 이 아침에 콜린스 박사와 제가 설명한 게놈 연구와 이

정보를 매개로 후속 연구가 진행되면, 우리 생전에 암 사망률을 0으로 줄

일 수도 있습니다. 새 치료법을 개발하려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기초과학

에 투자해야합니다. 또한 생명공학업계와 제약업계에서는 이러한 발견을 신

약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벤터, 2009: 453-454). (강조: 인용자)

유전체 서열을 모두 해독하는 것, 유전자와 각종 암과의 관계를 밝혀내는

것, 이를 바탕으로 치료제를 만들고 임상시험을 거쳐 실제 환자에게 적용되

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적 간극이 존재한다. 각 단계가 막힘없이 순차

적으로 진행되어 궁극적으로 치료제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최초 연구 시점

에서 10년 이상이 걸린다(순데르 라잔, 2012: 199). 심지어 벤터의 연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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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을 발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인간 유전체 서열이 100% 분석된 시점

도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 생전에 암 사망률을 0으로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은 실현 가능하더라도 매우 먼 미래이며 혹은 아예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비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터는 이렇게 과장된 형태의 비전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유전체 연구의 필요성과 잠재성을 정부와 민간 기업에

게 알려 이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함이었다.

벤터는 여기서 더 나아가 유전체 염기 서열 분석에 대한 비전을 상업적인

계획과 연결시켜, 셀레라의 사업 모델로 삼았다. 그는 “게놈계의 윈도우 소

프트웨어”를 만들고자 했는데, 첨단 분자생물학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결

합하여 “유전체 서열을 수집하고, 포장하여 포괄적이고 쓰기 쉬운 데이터베

이스로 구성해 이에 대한 접근권을 팔 계획”이었다(New Yorker, 2000; 벤

터, 2009: 378).

셀레라는 인간 유전체를 직접적으로 해독하는 뛰어난 염기 서열 결정 기술

능력을 가진 유일한 유전체학 회사이다. … 우리의 목표는 복잡하고, 때때로

압도적이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생물학의 정보량을 기업과 학계의 연구자들

이 더 접근하기 쉽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 생물정

보학의 툴을 사용하여 셀레라의 과학자들이 해석한 데이터는 다양한 결과물

과 서비스의 발전시키기 위한 플랫폼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는 렉시스-넥

시스(Lexis-Nexis), 블룸버그(Bloomberg), AOL과 같은 정보 회사에서 사용

되는 모델과 같은 방식으로 이러한 툴을 제공할 것이다. … 우리의 목표는

모든 주요한 생명공학 회사와 학계의 생의학 연구 기관을 우리의 구독자로

만드는 것이다(Venter, 2000).

그는 이처럼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유전자와 질병 사이의 관계

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치료약을 개발할 수 있다는 비전을 이용

하여 현실적인 사업 모델을 주장했다. 단순히 인간 유전체 염기 서열을 해

독하는 것뿐 아니라 이러한 서열이 어떠한 유전자인지, 염색체의 어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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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지를 밝히는 해석 작업을 수행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기업과 학계

연구자들에게 판매하겠다는 것이 벤터가 생각한 셀레라의 사업 전략이었

다.18) 그는 이를 “생물학의 블룸버그 통신”이라고 표현했으며 사업 모델의

캐치프레이즈로 삼아 자주 사용했다(New Yorker, 2000; 벤터, 2009: 378).

블룸버그 사는 1981년 마이클 블룸버그에 의해 창립된 24시간 경제전문 뉴

스 서비스 회사로, 이전까지 증권회사들이 수작업으로 하던 금융 분석을 직

접 수행하여 컴퓨터 시스템의 전용 단말기와 회선을 통해 전달하는 혁신적

인 방법을 선보였다. 벤터는 셀레라가 금융시장에 뉴스, 데이터, 정보를 공

급하는 블룸버그 통신처럼, 생명공학시장에 유전체 정보를 공급하고자 했던

것이다.

심지어 벤터는 셀레라가 유전체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비전에 따라 실제 치료제를 만드는 제약 회사의 기능까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2001년 남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액시스 파마슈티컬스

(Axys Pharmaceuticals)라는 제약 회사를 사들여 셀레라 다이어그노스틱스

(Celera Diagnostics)를 설립했다(Drug Discovery Online, 2001). 그는 “나는

셀레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게놈을 읽은 다음에는 이

부호를 이용해 새 진단 시약과 치료제를 발견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라

고 서술하며,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비전과 기대를 사업의 전략적인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업가적인 면모를 드러냈다(벤터, 2009: 466; Hegecoe

& Martin, 2003).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과장된 형태로 제시하고, 이를 연구와 사업의 자원으

로 활용하는 벤터의 수사 전략은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인간 유

전체 프로젝트가 끝난 후 벤터는 유전체 염기 서열을 ‘읽는’ 것을 넘어 염기

서열을 합성해 유전 정보를 ‘쓰는’ 합성생물학으로 연구 방향을 옮겼다. 그

18) 셀레라는 2000년 3월부터 벤터가 제시한 사업 모델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와 툴에 대한

웹 기반의 접근권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셀레라 데이터베이스의 구독자들은 암젠

(Amgen), 노바티스(Norvatis), 화이자(Pfizer) 등의 거대 제약 회사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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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리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것처럼 DNA를 조작할 수 있는,

“생물학적 디자인의 시대의 서막을 목격”하고 있으며, “인류는 진화의 새로

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며 합성생물학을 홍보하고

있다(Venter, 2013: 7, Wired, 2013). 그는 합성생물학이 어떻게 생명체가 작

동하는지와 같은 생물학의 기초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가능하게 할뿐 아니

라, “백신과 제약 발전에 대한 기술과 툴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바이오 연료와 바이오케미컬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깨끗한 물, 식량 자

원, 섬유, 생물 환경 정화(bioremediation) 등을 만드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합성생물학이 가져올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Wired,

2013). 그리고 이러한 비전 아래 신세틱 지노믹스(Synthetic Genomics)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최초로 인공 염색체를 합성하고, 합성 세포를 만드는 등

인공 생명체 프로젝트를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 때와

같이 사업 전략과 비전을 연결시켜 나가고 있다. 제약 회사들과 합성 세포

를 이용한 백신을 개발하고, 새로운 대안 에너지원이 될 맞춤형 미생물을

만들겠다는 것이 그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수사이다(Venter, 2013; Wired,

2013). 벤터는 이러한 비전과 수사들을 통해 합성 생물학이라는 특정 연구

분야와 관련된 연구 질문, 사회적 이익 등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투자자, 협력자, 대중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

다.19)

흥미로운 점은 그의 비전에는 합성생물학이 야기하는 생명윤리에 대한 비

판적인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합성생물학을 통해 실제 인

공적인 생명체를 만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사회적, 윤리적 문

제들을 스스로 먼저 언급했다.

나는 이 대담한 계획을 진행하기 전에 게놈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문제에 대

19) 이와 관련하여 그는 2013년 합성생물학과 인공 생명체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의 연구 성

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담은 대중서를 발간하였다. Venter(2013)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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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윤리적 검토를 요청했다. 주요 종교에서 의견을 구했으며, 검토는 18개월

이 넘게 걸렸다. 우리 방식은 과학적으로 적절했지만 수많은 우려를 낳았다.

기술의 잠재적 위험(생물 무기나 예상치 못한 환경 문제)뿐 아니라 생명의

의미 자체가 도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벤터, 2009: 499).

나쁜 의도를 지닌 이들이 강력한 기술을 써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필요하다면 우리 방법을 검열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이 문제는 결국 백악관

까지 갔다. 백악관에서는 양날의 검으로 이용될 수 있는 우리 연구를 조사하

기 위해 위원회가 결성된다면 위원회의 검토를 받을 용의가 있는지 물어왔

다. 나는 찬성했다. 우리의 인공 게놈이 아니더라도, 나는 이런 검토가 시급

하다고 생각했다(벤터, 2009: 501).

이처럼 벤터는 인공 생명체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윤리

적인 문제들에 대한 검토를 ‘사전에 먼저’ 요청했으며, 언제든 방법에 대해

검열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고 검토 제의가 왔을 때도 ‘찬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생명윤리는 유럽 연합의 생명공학기술 규제와 관련된 논쟁에서

‘정치적인 브로커’의 역할을 했고, 제약 회사들의 투자나 행동을 제약하게

하는 등 현재 생명공학 지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Hegecoe & Martin,

2003). 벤터는 바이오테러나 환경 문제 등 합성생물학에 대한 생명윤리 담

론들을 직접,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이를 논의하도록 만듦으로써, 안전하고

조정 가능하게 합성생물학을 연구할 수 있는 협상 공간을 마련하였다. 이는

또한 합성생물학이 가져올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을 더욱 구체화시켜 투자자

들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까지 벤터가 어떠한 수사들을 내세우며 공공 컨소시엄의 과학자들과

자신을 경계 짓고 차별화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는 “속도”라는 상

업적 가치를 부각시킨 수사를 통해 느리고 비효율적인 ‘수도사’ 같은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과 자신을 대비시키면서 전체 유전체 산탄총 염기서열 분

석 방식의 장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신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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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 ‘헨리 포드’에 비유하고, 그의 경영 방식의 특징이었던 ‘자동화’, ‘공장

식 환경’ 등의 수사를 내세워 기업가적인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또 그는

생명공학 회사들의 특징인, ‘미래 지향적’이고 ‘과장된’ 수사들을 활용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성공을 홍보하고 연구에 대한 비전을 사업 전략으로 활용

하기도 했다. 생명공학 벤처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가’로서, 벤터는 이렇게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과는 다른 수사들을 사용하여 그들과 차별성을 두면

서 ‘기업’의 영역으로 연구 경계를 넓혀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는 과학과 기업의 경계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상업적인 연구 환

경에서도 경계작업을 벌이며 ‘과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4절에서는 ‘순수 과학자’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벤터가 어떠한

수사를 사용하며 경계작업을 벌이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

서 규범이 과학자에게 어떻게 전략적인 수사적 자원으로 활용되는지도 함께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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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업적 환경에서 기업가와의 경계 짓기:

순수과학자로서의 역할 정체성을 지켜내기

4.1. “독립 비영리 연구소”에 대한 변호: 파스퇴르와 기초

과학

3절에서 살펴보았듯 크레이그 벤터는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과 자신을

차별화하기 위해 상업적인 환경에서의 실행과 장점을 부각하는 수사를 사용

했지만, 그의 경계 작업은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벤터는 공

공 컨소시엄 연구자들과 자신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연구 경계를 상업적인

방향으로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상업적인 연구 환경에서 기

업가들과 ‘과학자‘인 자신을 구분 짓고 자신의 연구 영역을 ‘보호’하는 경계

작업 또한 펼쳐 나갔다. 자신은 과학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연구하는 ‘과학

자’임을 내세우며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가와는 다르다는 것을 강

조하기 위해 그는 우선 자신의 상업적인 활동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여주

었다.

먼저 벤터는 공적인 연구 환경을 떠나 상업적인 연구 환경을 선택하게 된

배경을 자서전을 통해 상세히 서술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있

었음을 보이고자 했다. 1984년, 벤터는 교수로 일하고 있던 버펄로 뉴욕 주

립 대학교에서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립보건원은

미국 최고의 연구자 수백 명이 모인 “과학자의 천국”이었고, 기관 내 프로

그램이 있어 연구비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가 없었다. 벤터에게 국립보건원

의 이러한 환경은 처음에는 “연구를 추진하고 발전시키기에 더할 나위 없는

이상적인” 곳으로 비춰졌지만, 막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벤터는

국립보건원이 정부의 관료조직이 갖고 있는 “굼뜬 관료주의”를 고스란히 갖

고 있었고, 외부의 자금을 지원 받으면 “돈을 너무 밝힌다”는 이야기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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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연구비 배분을 심사하는 동료 평가 제도는 과학 발전을 위한 선의

의 경쟁이 아니라 온갖 로비, 책략이 난무하는 연구실 정치의 온상이었다고

주장했다(벤터, 2009: 145-148). 관례와 절차, 규칙에 얽매여 근본적으로 보

수적인 성격을 지닌 국립보건원의 연구 환경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펼

치기 어려운 장애 요소였기 때문에 연구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국립보건

원보다 상대적으로 더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했던 기업을 선택했다는 것이

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연구소에서 영구적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종신 재직

권, 연구자마다 자기 공간과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 등 “학계에

있을 때 마음에 들지 않던 요소들”을 모두 없애면서 과학이 더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서술했다(벤터, 2009).

또한 벤터는 앰젠, 젠맵 등의 생명공학 회사로부터 최고 경영자 자리를

제안 받았지만 이를 계속 거절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자신의

상업적 활동이 결코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점

을 강조하였다.

[버크]는 내게 국립보건원을 떠나 신생 게놈 회사로 올 생각이 있느냐고 물

었다. 나는 국립보건원에서 할 수 있는 연구를 사랑했다. … 상업적인 환경

에서는 기초과학(basic science)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알고 있었다. 나는 컨설턴트와 학술이사를 경험하면서 ‘기도하는 사마귀 증

후군(praying mantis syndrome)’을 종종 목격했다. 어떤 과학자가 연구자금

을 마련하기 위해 생명공학 기업을 창업한다. 하지만 냉정한 투자자들은 기

초과학을 그만 두고 팔리는 제품을 개발하라고 요구하고, 그는 결국 잘리거

나 좌천된다. 나는 기초과학을 계속 연구하고 싶었다. 그리고 개인 연구소

를 설립할 수 없다면 국립보건원을 떠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내 생각을

모두 털어놓자 버크는 자기 관심사는 오직 상업적 가능성뿐이라고 말했

다(벤터, 2009: 211). (강조: 인용자)

생명공학 회사 젠맵의 최고 경영자 자리를 제안 받은 것이다. 아울러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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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달러가 당근으로 제시되었다. 나로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다. 지금

까지 번 돈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았다. 이번에도 기업 환경에서는 기초

과학(pure science)을 꽃피울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제안을 고사하고

국립보건원에 남기로 했다. 이번 사례는 내가 돈보다 과학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보여준 첫 번째 시험이었다(벤터, 2009: 224). (강조: 인용

자)

이처럼 벤터는 아무리 금전적으로 높은 액수를 제안 받았더라도 자신은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이고, “상업적 가능성”만을 추구하는 기업가와

는 다르기 때문에 “돈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

신은 “자유롭게 연구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돈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벤터, 2009: 324). 그는 금전적인 성공에 대해서도 굳이 숨기지 않고 자유롭

게 드러내면서 자신이 성공한 과학자임을 보여주고자 했으나 동시에 이에

대한 정당화를 시도했다.

국립보건원을 나오자마자 좋아진 점이 하나 있었다. 국립보건원에 있을 때

클레어와 나의 수입을 합치면 14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것이 두 배로 는 것이

다. 예전에는 공동주택과 자동차 두 대, 양육비와 학자금 대출 상환, 12미터

짜리 요트를 유지하기에도 빠듯했다. 하지만 이제는 빚도 조금 갚고 비싼 집

으로 옮길 여유도 생겼다. 우리는 포토맥에서 특이하게 생긴 방 2개짜리 유

리 주택을 찾아냈다. 대지 1만 2,140평방미터에 호젓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집은 50만 달러도 나가지 않았다. 정문에서 집까지는 400미터나 됐다. 기둥 4

개가 안쪽에서 집을 떠받치고 있었다. 이 덕분에 유리벽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 침실 밖으로 내다보이는 우리만의 초원에는 사슴과 너구

리, 여우가 뛰놀았다. 우리는 성공을 맘껏 누렸다(벤터, 2009: 256).

그즈음 내게는 성공한 탓에 생긴 문제가 한 가지 있었다. 사람들이 내 개인

재산에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 <뉴욕 타임스>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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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자 일요일판 1면에 내 재산 내역이 상세히 공개되기도 했다(벤터,

2009: 263).

나를 비난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인 존 설스턴은 내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벤터는) 연구 업적에 대해 동료 과학자들에게 인정과 찬

사를 받고 싶어 했을 뿐 아니라 사업 동업자의 비밀을 보호해주고 그로 인한

혜택을 누리고 싶어 했다.” 나는 유죄를 인정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지르

게 마련인 가장 흉악한 범죄, 즉 부와 명예를 함께 누리려는 잘못을 저질렀

으니 말이다(벤터, 2009: 243).

상업적인 활동은 부를 창출하며 이는 지역 경제,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제를 돕는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개인적 이익에 대한 정당화였던 것과 다

르게, 벤터는 굳이 이런 정당화의 과정을 보여주지 않고 금전적인 성공에

대한 부분을 자유롭게 드러내고 인정하면서 성공한 과학자의 모습을 보여주

고자 했다. 그러나 동시에 벤터는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누리려고 하는 욕

망은 인간으로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과학자도 보통의 인간들

과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의 성공에 대해 변호했다. 그

는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과학의 발전과 인류를 위해 연구하는 과학

자라는 점을 더욱 더 부각하기 위해 자신이 설립한 ‘게놈 연구소(The

Institute for Genomic Research, 이하 TIGR)’가 “독립 비영리 연구소

(non-for-profit research institute)”로 설립되었다고 주장했다.

벤터가 처음으로 기업과 손을 잡기로 결정을 내렸던 것은 1992년 헬스케

어 벤처스(Healthcare Ventures)와의 계약을 통해서였다. 헬스케어 벤처스의

수장이었던 월리스 스타인버그(Wallce Steinberg)는 벤터와 앨런 월튼(Alan

G. Walton)을 공동 창업자로 하여 휴먼 지놈 사이언스(Human Genome

Science, HGS)라는 회사를 새롭게 설립하고, 이 회사를 통해 벤터의 기초과

학연구소인 TIGR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TIGR는 유전체 염기

서열에 대한 연구 결과를 HGS에 가장 먼저 제공하고, HGS는 이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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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개발 등의 상업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형태였다. 벤터는 TIGR가 “독립

비영리 연구소”이며, 기업의 자본을 받지만 “비영리적인 순수성”의 성격을

가진 곳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대학교나 정부나 기업 연구소는 귀에 익었을 테지만 ‘독립 비영리 연구

소’하면 대부분 생소하게 들릴 것이다. TIGR가 출범했을 때 사람들이 갈피

를 잡지 못한 것도 이해할 만했다. 벤처 투자 회사가 이런 일에 돈을 쓴다는

사실이 의아할 테니 말이다. 나의 상사였던 버나딘 힐리도 기자회견에서 이

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대담한 발견을 들고 (……) 미국의 시장, 민간 기업

으로 진출한다.” 10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TIGR가 생명공학 회사인 줄

아는 이들이 많다. 주식을 사겠다는 사람도 있다. 혼란을 가중시킨 것은

TIGR와 함께 설립된 휴먼지놈사이언스(HGS)였다. 이 영리회사는 연구

소에 자금을 지원하고 연구 결과를 판매했다(벤터, 2009: 242). (강조: 인용

자)

사무실과 비서, 그리고 헬스케어 벤처스 사람들을 맞이할 별도의 사무실을

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나는 반대했다. TIGR의 비영리적 순수성을 침

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HGS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사람들이 TIGR

의 목적을 혼동할 수도 있었다(벤터, 2009: 252).

이처럼 그는 공적인 연구 환경을 떠나 기업의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되었지

만, 연구의 자율성을 얻기 위해 일반 기업 연구소와는 다른 “독립 비영리

연구소”를 설립했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HGS는 단지 TIGR에 자금을

대기 위한 “서류상 회사”였고, 이것이 본래 자신의 뜻이었다는 것이다. 벤터

는 월리스 스타인버그와 HGS가 “다른 꿍꿍이속”이 있었던 것이지 자신은

상업적인 이익보다는 ‘연구가 먼저’인 ‘과학자’였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했

다. TIGR를 떠나 1998년 ABI와 함께 셀레라 지노믹스를 새로 설립했을 때

에도, 심지어 셀레라 지노믹스는 TIGR와 달리 실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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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벤터는 “과학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우선순위

로 내세웠다.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로서의 역할 정체성을 확고히 드러내기 위

해 벤터는 더 나아가 위대한 ‘과학자’인 파스퇴르의 선례를 언급하고 그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과학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집약하여 나타내고자 했

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앞선 3.2절에서 그가 헨리 포드에 자신을 비유하며

기업의 영역으로 연구 경계를 확장했음을 보였지만 직접적으로 ‘기업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과는 대조된다.

루이 파스퇴르는 과학계의 거장이었다. 그는 미생물학과 면역학에 거대한 발

자취를 남겼다. … 하지만 파스퇴르가 여타 과학자들과 다른 점은 따로 있

다. 새로운 학문을 확립하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뛰어난 연구자를 모은 다

음, 그가 원한 것은 자신의 팀이 자신의 아이디어만을 탐구할 수 있는 연

구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다. 파스퇴르연구소는 1888년 11월 14일, 민간

비영리 재단으로 발족했다.20) 광견병 백신이 성공을 거두자 일반인의 후원

이 밀려든 덕에 창립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제 파스퇴르는 광견병 백신

을 널리 보급하고 전염병 연구를 발전시키며 자신의 지식을 전파하기에 이상

적인 환경을 얻었다. … 파스퇴르는 예외적인 존재였다. 역사를 살펴보아

도 자신의 독립된 연구소를 세울 자유와 기회와 특권을 누린 과학자는 거

의 찾아볼 수 없다. 나는 유전부호를 읽겠다는 외곬 목표와 억세게 좋은

운 덕에 기회를 잡았다. ‘게놈연구소[TIGR]’ 말이다. 나의 동기는 분명하고

도 단순했다. 정부의 굼뜬 관료주의에 발목 잡히거나 학계의 속 좁은 책략에

20) 파스퇴르 연구소는 국제적인 지원에 의해 1887년 민간 비영리 재단으로 설립되었으며,

1888년 11월 14일 문을 열었다. 파스퇴르 연구소는 광견병에 대한 백신을 확대 보급하고

세균 감염 질환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며 이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초기 파스퇴르 연구소는 일반 미생물학(General Microbiology), 위생에 응용될 미생물학

(Microbiology applied to hygiene), 형태학적 미생물학(Morphological microbiology), 광견

병 백신(Rabies), 기술 미생물학(Technical microbiology)의 총 다섯 개의 연구 부서를 가

지고 있었다. 파스퇴르 연구소의 역사는

http://www.pasteur.fr/en/institut-pasteur/history/story-institut-pasteur를 참고하라.

(2016. 5. 16.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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쩔쩔매지 않고 유전의 비밀을 밝혀내고 싶었다. 이를 통해 EST 방식의 가능

성을 실현하여 유전체학을 발전시키고 싶었던 것이다(벤터, 2009: 241-242).

(강조: 인용자)

인용구가 보여주듯, 벤터는 파스퇴르에 자신을 비유하면서 TIGR 설립의

정당성을 얻고자 했다. 일반인들의 후원을 받아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탐구

할 수 있는 독립된 연구소를 설립한 파스퇴르처럼 벤터 자신도 그러한 후원

덕에 자율성을 가진 기초 과학 연구소를 갖게 된 과학자라는 점을 보이고자

했던 것이다. 그는 “연구 분야가 새로 떠올랐을 때 상업적 조직의 전략 목

표에 얽매이지 않고 기회를 잡”기 위해 TIGR를 독립 비영리 연구소로 설립

했다고 밝혔다(벤터, 2009: 282). 벤터의 언급대로 파스퇴르는 광견병 백신으

로 커다란 성공을 얻었고, 이로 인해 나폴레옹 3세 황제부터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액수에 상관없이 전 세계의 개인과 기관들로부터 2백만 프랑이

넘는 기부를 받았다. 파스퇴르 연구소는 이렇게 넘쳐나는 지원에 힘입어

1888년 11월에 세워졌다(Geison, 1995: 35; 218).

그러나 파스퇴르 연구소는 기초 연구뿐 아니라 광견병 백신을 연구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표를 함께 가진 형태로 세워진 곳이었다

(Geison, 1995: 218). 이는 실제 파스퇴르가 기초과학에 대한 이해 외에도

응용의 측면까지 고려한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질병과 미생물

의 관계를 밝히며 미생물학의 기초를 세웠을 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맥주,

와인, 우유의 부패를 방지하거나 탄저병, 콜레라, 광견병에 대한 치료와 같

은 실용적인 연구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처럼 파스퇴르는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의 성격이 혼합된 연구를 수행한 과학자였고, 파스퇴르 연구소 또한 과

학 연구와 의학적인 치료 센터의 기능이 섞인 곳이었다(Stokes, 1997).21)

21) 스토크스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바네바 부시가 제안했던 기초과학과 기술의 선형 모

델이 잘못된 이해임을 지적하면서, 과학과 기술은 역사적으로 동시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

며 발전해 왔다고 주장하며 과학과 기술의 관계를 다시 재고해 볼 것을 요구했다. 그는

과학과 기술의 상호 작용에 대한 설득력 있는 예시로 파스퇴르가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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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벤터가 주장하는 “독립 비영리 연구소”와 그가 추

구하는 “기초과학”은 글자 그대로 독립적인 자율성을 띠고 영리 활동을 목

적에 두지 않은 순수 과학 연구소의 의미를 지닌다기 보다, 실제로는 파스

퇴르의 연구와 그의 연구소처럼 혼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

다. 더구나 벤터가 연구한 유전체학 분야는 생명체 내의 유전체 서열을 해

독하여 모든 유전자들의 구조 및 기능을 밝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질병의 치

료 같은 실제 사회적 수요와 활용의 측면과 접목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유전체학과 같은 현대 생명과학은 과학 지식과 이에 대한 사용이라는 목적

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기초 과학이나 응용 연구 등의 개념으로

구분하기가 어렵다. 벤터 자신도 “중요한 것은 유전[체]학으로부터 핵심적인

통찰을 이끌어내어 최대한 빨리 임상에 적용하는 것이었다”라고 서술하면서

자신의 연구 활동이 유전체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뿐 아니라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에도 기여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의 연구가 가진 혼합적인 성격은 상업화를 옹호하는 벤터의 생각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응용을 고려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

학의 상업화 또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것이다.

내 주요 관심사는 연구였다. 하지만 HGS 또한 성공하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

랐다. 상업화를 경멸하는 과학자들도 있지만 나는 내 연구가 값어치 있는

결과를 생산하는 것이 기뻤다. 그것은 세상에도 이로운 일일테니 말이다

(벤터, 2009: 247). (강조: 인용자)

벤터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상업적으로 응용하는 일이 “값어치 있는 결

과”를 낳고, 이는 “세상에도 이로운 일”이라고 보았다. 그의 수사는 램이 보

여주었던 ‘기업가에 가까운 잡종’ 유형의 과학자들이 과학의 상업화를 정당

를 혼합한 형태의 연구를 수행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과학에서의 연구

활동을 네 가지로 분할하여 설명하면서, 특히 이용을 위한 기초 연구를 담당하는 사분면

을 “파스퇴르 사분면”이라 지칭했다(Stoke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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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논리와도 닮아 있다. 램에 따르면 이 유형의 과학자들은 과학 지식

을 실용적인 형태로 바꾸고 상업화에 참여하는 것을 과학 활동의 연장

(extension)으로 보았다. 이들은 기초 연구의 장기적인 역할은 지식의 응용

인데, 과학이 상업화되고 과학자들이 상업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기

초 연구와 지식의 응용 사이의 간극이 더 좁아지고 빨라지게 되었다고 주장

했다(Lam, 2010). “HGS와 협력해서 기초과학의 발견을 신속하게 임상에 적

용하려던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벤터의 서술은 이러한 성격을 잘 보여준다

(벤터, 2009: 319).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벤터는 그가 추구한 “기초과학”과 “독립 비영리

연구소”를 파스퇴르에 비유하여 나타내었다. 위대한 과학자 파스퇴르가 사

적인 후원에 힘입어 그만의 연구소를 설립했듯, 자신도 그의 선례를 따라

기초과학을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는 것이

다. 그러나 실제로 파스퇴르는 기초와 응용의 혼합적인 연구를 수행한 과학

자였고, 벤터의 연구 또한 문자 그대로의 “기초과학”이라기보다는 질병 치

료와 진단의 이용을 염두에 둔 실용적인 연구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그

가 과학의 상업화를 옹호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터는 ‘이해관계 초월’과 유사한 수사를 사용

하여 자신의 연구 동기는 ‘순수한 과학적 호기심’이었으며, 연구에 필요한

만큼만 돈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전적인 성공을 드러내며

자신이 성공한 과학자라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과학 활

동을 했던 것이 아니었으며, 부와 명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욕망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상업적인 행보를 변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벤터는 ‘기초과학’, ‘순수과학’ 등 과학자로서 내세울 수 있는 수사들

을 이용하고, 순수과학을 추구하는 활동의 연장선상에 상업적인 활동들을

위치시키면서 기업가들과 자신을 구분 짓고자 했다. 그는 이 경계작업을 더

드라마틱하게 보이기 위해 ‘기업가’와 ‘과학자’의 사이의 갈등을 그려냈다.

다음 절에서는 벤터가 보여준, 기업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탐욕스러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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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가’와 과학이 최우선인 ‘과학자’ 사이의 구도를 살펴볼 것이다.

4.2. 비밀주의와 특허로부터 데이터 공개와 논문 출판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

벤터는 상업적인 환경에서 흔히 맞닥뜨릴 수 있는 데이터 공개 제한, 특

허 문제, 논문 출판 연기 등의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는 ‘기업가’의 횡포에

맞선, “살아남기 위한 투쟁(battle for survival)”, “상업적인 환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투쟁”으로 이러한 상황을 그려내면서 순수 과학자로서의 가치와

연구에 대한 자치권을 지켜내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했다(벤터, 2009:

255). 그는 다른 대부분의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공유주의’의 가치가 반드

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Lam, 2010).

앞 절에서 설명했듯 TIGR는 벤터의 개인 연구소였지만 HGS의 자금을

지원 받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유전체 염기 서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넘겨

주어야 했다. HGS는 이를 통해 특허를 출원하거나 신약 개발 등의 상업적

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다. 벤터는 TIGR를 “독립 비영리 연구소”라고 주

장했지만 TIGR와 HGS는 사실 연구소/회사의 운영뿐 아니라 돈과 지적 재

산권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묶여 있는 관계였다. 따라서 TIGR가 EST를 사

용하여 유전자를 발견하고, 논문에 데이터를 공개하기 전에 HGS가 얼마나

독점권을 가지느냐가 큰 문제가 되었다. HGS는 2년간 데이터에 대한 배타

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한 반면, 벤터는 국립보건원에서 정한 기준이 6

개월이라며 맞섰다. 결국 HGS가 6개월간 치료제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유

전자를 고르고, 고른 유전자에 대해서는 발표 시기를 6개월 더 늦출 수 있

으며, 특히 인슐린이나 EPO(erythropoietin)와 같이 생명공학의 대형 히트

상품이 될 만한 유전자가 있다면 HGS에서 제품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도

록 18개월을 더 주는 방안으로 합의하게 되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

분의 유전자는 TIGR에서 원할 때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는 것이었다(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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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48-249).

그러나 HGS는 벤터의 뜻대로 TIGR에서 발견한 유전자를 모든 생명공학

회사와 제약 회사에 제공할 생각이 없었다. HGS는 비밀 협상을 통해 TIGR

가 발견하는 유전자 전부를 대상으로 한 선제 접근 정보권을 다시 거대 제

약 기업인 스미스클라인 비첨(SmithKline Beecham)사에게 팔아 넘겼다. 1

억 2500만 달러의 대형 독점 계약이었다. 이 때문에 데이터 공개를 두고 벤

터와 HGS/스미스 클라인 비첨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벤터, 2009:

255).

이제 스미스클라인 비첨과 HGS는 TIGR가 데이터를 공개할까봐 더욱 전전

긍긍했다. 우리의 … 발견이 쏟아질 때마다 긴장감은 높아만 갔다. 나는 인간

유전자 가운데 절반에 대해 18개월의 논문 발표 유예 기간을 준만큼 이번에

는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내 판단 착오였다. 염기서열을

찔끔찔끔 공개했다면 그들은 오히려 안심했을 것이다. 논문 한 편에 유전자

수천 개를 담겠다는 원대한 계획은 그들에게 악몽과 같았다. 우리 팀이 계속

EST 데이터를 분석하고 생물학과 의학에 적용하자 스미스클라인 비첨은 새

로운 협상안을 제시했다. 우리가 데이터를 발표하게 내버려 두면서도 경쟁사

가 그 데이터에 접근하지는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데이터를 논

문의 형태로 널리 공개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연구의 더 큰 목적을 이룰

수 있단 말인가? (벤터, 2009: 271) (강조: 인용자)

이처럼 벤터는 연구 결과를 논문의 형태로 출판하여 모든 과학자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이자 과학적인 가치의 핵심이라고 생각

하고 이를 지켜내는 ‘과학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냈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과학의 상징인 공유주의의 가치를 침해하고 위협하는 ‘기업가’와

이러한 외부의 압력에 대항하여 과학적인 자치권을 보호하는 ‘과학자’의 구

도를 통해 경계 짓기를 시도한 것이다. 벤터는 계속해서 자신의 목표는 “연

구 결과를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이며 HGS와 스미스클라인 비첨이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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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발표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벤터,

2009: 274, 304).

“기업가 대 과학자의 구도”는 벤터가 HGS와의 사이가 악화되어 TIGR를

떠나 다른 기업인 퍼킨 엘머와 손을 잡고 셀레라 지노믹스를 새로 설립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려졌다. 퍼킨 엘머의 경영진에 맞서 인간 유전체 프로

젝트의 데이터를 공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학자로서의 모습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벤터의 모습은 “인류를 위한 위대한 공헌(something great

for humanity)”으로 표현되었다.

화이트가 물었다. “게놈 해독과 내가 돈 버는 게 무슨 상관이지?” 나는 거기

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내 역할은 염기서열 분석을

완료하고 데이터를 발표하는 일이라고도 말했다. 그러자 HGS의 악몽을 되

살리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당신이 내 돈으로 인간 게놈을 해독하고 그

걸 공짜로 나누어주겠다면, 돈을 만들 계획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소?”(벤

터, 2009: 344) (강조: 인용자)

[화이트]는 데이터를 발표하고 염기서열을 일반에 공개한다는 절대적 조건을

받아들였으면서도 틈만 나면 딴소리를 하려 들었다. 그는 유전체학의 낡은

사업 전략인 비밀과 특허를 여전히 추종했다(벤터, 2009: 375).

그는 자신의 레퍼토리를 자꾸만 끄집어냈다. “인간 게놈 염기서열을 공짜로

나누어주면서 어떻게 셀레라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건지 다시 한 번 설명해보

게.”(벤터, 2009: 376)

나는 나 자신과 우리 팀의 정직성을 지켜내기 위해 싸웠다. 인간 게놈을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벤터, 2009: 379). (강조: 인용자)

하지만 주가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자 화이트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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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를 팔아 치우거나 간판을 내리겠다며 위협했다. … 인류를 위해 위대한

공헌을 하기로 다짐한 일은 까마득한 옛일처럼 여겨졌다(벤터, 2009: 385).

(강조: 인용자)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에서 유전체 염기 서열에 대한 “데이터 공개”는 매

우 중대한 사안이었다. 1996년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많은 연구

자들은 버뮤다에 모여 “버뮤다 원칙”이라는 안건에 합의했다. 이 안건은 염

기 서열 분석 결과를 즉시, 무료로 공개하는 공유주의의 원칙을 지키자는

것이었다.22) 버뮤다 원칙은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유산으로서 인간 유전체

에 대해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고, 당시 벤터는 이미 TIGR의

소속으로 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원칙에 찬성했다. 그의 ‘공유주

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수사에만 머물렀던 것은 아닌 듯 보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시 상업적인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염기 서열을

“즉시 공개”하지는 않았으며,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은 벤터의 이러한 행

동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의 데이터는 즉시 모두에

게 공개가 되어 벤터 또한 이용할 수 있었지만 벤터 연구진의 데이터는 공

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직성과 데이터 공개에 대한 약속을 지켜내기 위

해 경영진들과 맞서 싸웠으며 인류를 위해 공헌하기 위해 연구했다는 구도

와 수사를 거듭 강조한 것은 이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의식하고 이에 대

해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고자 했던 것이기도 했다.

데이터 공개에 대한 갈등의 중심에는 결국 유전자 염기서열의 특허 가능

성이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생명공학 기업들은 염기 서열에

대한 특허를 초기에 취득하여 해당 특허를 독점하고 이에 대한 라이센스나

판매를 통해 단기간에 상업적인 이윤을 내는 전략을 취해왔다(Pisano,

22) 버뮤다 회의에서 과학자들이 합의한 내용은 1)1kb 이상의 염기 합성 결과를 (이상적으로

는 매일) 자동 공개할 것, 2) 주석이 달린 완성된 염기 서열을 즉시 제출할 것, 3) 모든

염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 도메인에서는 사회에 대한 이익을 극대화하

기 위해 연구자와 개발자 모두를 위해 사용하도록 할 것 이었다(설스턴·페리, 2004: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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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HGS와 셀레라의 경영진 또한 마찬가지로 염기 서열에 대한 특허를

통해 수익을 얻고자 했다. 특허 출원에 대한 이들의 계획은 데이터 공개를

제한하고 논문 출판을 연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벤터와 계

속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벤터는 특허에 대해서도 기업가와 과학자,

혹은 특허 변호사와 과학자의 구도를 유지하며 자신은 특허를 원하지도, 상

업적 이익을 우선시하지도 않았다고 변호하며, 데이터 공개를 제한한 것은

기업가와 특허 변호사들이었다는 점을 드러내는데 주력했다.

벤터가 얽힌 가장 큰 특허 문제는 EST에 관한 것이었다.23) EST는 그가

국립보건원에 있을 때 개발한 것이었는데, 1991년 국립보건원의 기술이전국

책임자였던 리드 애들러(Reid Adler)는 벤터의 EST에 특허를 출원하고자

했다. 그러나 제임스 왓슨을 비롯한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은 EST의 특허

출원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했다. 역시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 중 한 명이었

던 존 설스턴도 특허란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발명이라

고 할 수 있으려면 세 가지 요건, 즉 새로운 것, 쓸모 있는 것, 쉽게 알아서

는 안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EST는 이 세 조건 중 어느 하

나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애들러는 EST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면

서 EST에 대한 전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EST가 포함되어 있는 유전자 전

부와 그 유전자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했는데, 설

스턴은 이를 두고 “정신 나간 짓”이라고 표현했다(설스턴·페리, 2004: 136).

설스턴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과학자들이 EST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특허 출

원에 반대했고, 국립보건원에서 추진한 이 일은 “벤터 특허”가 되어 벤터는

그의 표현대로 "연구 상업화의 상징이자 희생양이자 악당이 되어버렸다"(벤

터, 2009: 209).

그러나 벤터는 EST에 대한 특허를 추진한 것은 자신이 아닌 국립보건원

이었고, 자신은 EST에 대한 특허 출원을 계속해서 반대했다는 점을 언급했

으며 이를 거듭 강조하기까지 했다.

23) EST에 대한 설명은 각주 12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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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러는 연구실을 찾아와 특허 출원에 대한 나의 반대 입장을 누그러뜨리려

애를 썼다. 내 대답은 간단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개발한 방법

과 우리가 새로 발견한 유전자를 활용해 마음껏 연구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랐다(벤터, 2009: 200). (강조: 인용자)

나는 이번에도 특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부의 규정에 따

르면 국립보건원이 특허를 출원하지 않으면 발명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 나는 이미 공동 발명자인 마크 애덤스와 특허 처리 문제를 논의

한 적이 있었다. 우리는 특허를 원하지 않았다. 거기에서 이익을 얻을 생

각도 없었다. 우리는 이 혼란에서 빠져나오기로 결심했다. 특허에 대한 권

리와 모든 이익을 (내가 후원하고 있던) 뜻 깊은 사업에 양도하기로 한

것이다. 수혜 기관인 ‘국립보건원 어린이 쉼터’는 암으로 투병 중인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시설이다. 내 말을 들은 바머스는 놀라고 당황했

다. 그는 나를 비열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게 틀림없다(벤터, 2009: 264). (강

조: 인용자)

이처럼 그는 특허를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

며 “벤터 특허”가 된 사건을 변호했다. EST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한 것도

HGS와 스미스클라인 비첨의 압력이었다는 점도 밝혔다(벤터, 2009: 303).

벤터는 특허라는 개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특허란 국가

와 발명자 사이의 계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특허의 목적은 “정보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한편 발명자에게 상업적 개발권을 부여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술하면서 특허의 순기능을 인정했으며, 지식의 통제

를 위해서 특허가 필요하다고 보았다(벤터, 2009: 200). 그러나 그는 기업과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는 과학자들이 특허를 ‘이용해야만 하는 중요한 경제

적 자원’으로 보는 것과 달리 특허를 이익의 수단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공개되는 염기 서열마다 앞뒤 가리지 않고 특허를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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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Lam, 2010).

HGS가 그동안 출원한 수천 건의 특허, 그리고 [로버트] 밀먼이 HGS를 떠나

셀레라 특허 변호사로 출원하게 되는 수천 건의 특허에서 드러난 사실은 특

허가 특허 변호사의 배만 불려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차별적인 특허

출원은 학계에 엄청난 공분을 불러 일으켰을 뿐이다(벤터, 2009: 305). (강

조: 인용자)

HGS는 연구소에서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는 대로 자기들에게 쓸모가 있든

없든 무조건 특허를 출원했다. 이 때문에 법적인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그건

바보짓이었다(벤터, 2009: 317).

벤터는 이렇게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사람들로 HGS·셀레

라의 기업가와 특허 변호사들을 묘사하면서 자신과 분명히 구분 짓고자 했

다. 그는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공공재로 남겨 두어야 할 인간의 유전자

서열에 마구잡이로 특허를 출원한다는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의 비판에 대

해서 자신을 변호해야 했고, 비밀주의와 특허를 추종하는 기업의 경영진들

에 맞서서 공유주의와 연구의 자치권을 지켜내야 했다. 상업적인 연구 환경

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로서 맞닥뜨릴 수 있는 이러한 이중의 압력 속에서 벤

터는 연구 경계를 ‘협상’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는 염기서열이 새로운 진단 시약이나 신약 개발에 효과가 없다면 특허를

출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벤터, 2009: 379).

당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조건을 제약회사에 내놓는 것

이었다. 즉, 그들이 비밀 유지에 집착하는 걸 감안하면서도 인간 게놈 염

기서열을 세상에 공개할 수 있어야 했다. 나는 연구 팀과 함께, 첫 번째 분

석을 끝내고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시점을 예측해보았다. 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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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회사들을 데이터베이스에 가입시키기 위해, 우리 데이터가 학술지에 실리

기 전에는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연구자들에게 이미

공개된 염기서열과 일치하는 데이터는 우리 마음대로 발표할 수 있었다(벤

터, 2009: 387). (강조: 인용자)

벤터는 염기 서열이 분명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특허 출원에 찬

성할 것이며 학술지에 실리기 전까지는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절충안

을 내놓았다. 그러나 논문을 발표할 때까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그

의 주장은 염기 서열을 즉시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던 지금까지의 입장과는

모순되는 것이었다. 버뮤다 원칙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던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에게 벤터의 태도는 비판의 대상이었다. 벤터는 이

들의 비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자신을 변호했다.

프랜시스 콜린스 진영에서 정부 게놈 프로젝트가 ‘순수’하며 특허를 출원할

대상이 아니라고 내세울 수 있는 까닭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대부

분 아무런 이해나 맥락 없이 유전자은행[젠뱅크] , 즉 DNA 염기서열의

공개 저장소에 보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짚고 넘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진짜 가치 있는 건 유전부호를 분석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 부호가 무슨 뜻인지 알아내는 일이다(벤터, 2009: 376). (강조: 인용자)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은 버뮤다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읽어낸 염기 서열

을 그 즉시 바로바로 공개된 사이트에 올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

다. 그러나 벤터는 그들의 데이터가 “아무런 이해나 맥락 없이” 단순히 A,

G, C, T의 순서만이 결정된 날 것의 데이터(raw data)일 뿐이라고 주장했

다. 서열을 바로바로 공개하는 것보다 해당 염기 서열이 정확히 어떤 유전

자를 암호화하고 있으며, 어떤 인체 메커니즘이나 질병과 연관되는지 까지

모두 분석한 결과가 “진짜 가치 있는 데이터”라는 것이었다. 데이터를 즉시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벤터는 이처럼 염기 서열을 해석하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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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완료한 데이터가 쓸모 있는 데이터이며 이러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

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수사를 내세우면서 논문을 발표할 때까지는 데이

터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셀레라의 경영진은 염기서열 하나하나에 대해 모

두 특허를 출원하고 싶어 했고, 그렇게 하지 않는 벤터에게 “돈을 창밖으로

뿌리고 있다”고 불평했다(벤터, 2009: 379). 반면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벤터를 두고 학자가 아닌 “사업가”로 규정 지으며

비난했다. 벤터가 “학문적 인지도가 아니라 주식의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가라며 배척한 것이다(설스턴·페리, 2004: 238).

램이 보여주었듯, 학계의 과학자들은 완전한 ‘기업가’ 유형의 연구자들을 미

묘하게 배척하고 있다. 현대 과학은 상업화되고 있지만, 과학의 보상 시스템

이 여전히 논문 출판과 동료 인정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허나 지식

의 응용에 대한 기여 등의 상업적인 활동은 대단치 않게 생각되는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램은 ‘기업가’ 유형의 과학자들이 스스로의 선택을

매우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고, 학계로부터 배제될 것을 지속적으로 걱정하

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벤터는 과학과 기업 사이에서 자신을 적절하게 위치 짓

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는 상업적인 활동을 기존의 학문적 가치의 연장선상

에 두면서 자신의 역할 정체성은 확고하게 ‘과학자’로 규정짓는 그의 수사적

전략으로 나타났다. 그는 염기 서열이 “새로운 진단 시약이나 신약 개발”과

분명한 관련이 있다면 특허를 출원하는데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상

업적인 활동을 질병 치료와 같은 사회적 이익에 부합하는 과정으로 위치 지

은 것과 동시에 “염기 서열을 세상에 공개”하는, 공유주의의 가치를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과학자의 모습을 통해 이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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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크레이그 벤터는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와 합성 생물학 연구 등을 통해 보

여준 학문적인 성과와 생명공학 기업가로서의 상업적인 행보에 대한 대중적

인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생

명과학 상업화의 전형적이고 단편적인 사례, 과학 상업화의 부정적인 상징

으로만 여겨지거나 그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능력으로만 이해되어 왔다. 이

에 본 논문은 과학의 상업화와 이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과학자 사회에 대

한 논의 속에 크레이그 벤터를 위치 지어 그를 새롭게 이해해 보고자 했다.

벤터는 기업의 자본을 받아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를 수행한 과학자로서 공

적인 연구 기금을 지원 받아 연구하는 과학자들과, 기업의 경영진이라는 두

가지 장벽에 부딪혔고 이 둘 사이에서 자신을 적절하게 위치 지어야 했다.

이 글에서는 특히 그가 여러 수사를 활용하여 과학과 기업 사이에서 이중의

(double) 전략적인 경계 작업을 펼쳤던 능동적인 인물이라는 점을 보이고자

했다.

벤터는 먼저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과의 경계 작업을 수행했다. 그는 인

간 유전체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이 사용했던 지도 작성

기반의 계층적 산탄총 방식과는 다른 전체 유전체 산탄총 방식으로 인간 유

전체를 분석하고자 했는데, 이 방법은 당시에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새

로운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

서 그는 이 방식의 과학적인 유효성이나 권위를 획득해야만 했고, 이를 위

해 과학적인 검증뿐 아니라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이 사용하던 방식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는 점을 다양한 차원에서 드러내야 했다. 그는 공공 컨소

시엄 연구자들과 다른 자신만의 특징, 즉 상업적인 연구 환경의 장점과 기

업가적인 면모를 부각시킬 수 있는 수사들을 활용하였다. 벤터는 “속도”라

는 수사 아래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을 느리고 지루한 낡은 방식을 사용하

는 “수도사”들로 비유하였고, “헨리 포드”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헨리 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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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영 방식의 특징이었던 “자동화”, “공장식 환경” 등의 수사를 내세워 인

간 유전체 프로젝트에 혁신을 가져왔다는 점을 드러내었으며, 생명공학 기

업가로서 비전을 선전하고 이를 사업 모델로 제시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자 했다. 그는 이러한 수사들을 통해 전체 유전체 산탄총 방식의 효과

는 물론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로부터 자신을 성공적으로 차별화하고 경계

를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벤터는 기업가인 헨리 포드에 자신을 비유하면서 공공 컨소시엄

연구자들과 경계를 분명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자신을 ‘기업가’

라고 지칭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기업가들과도 경계를 짓기 위한 전략이었

다. 그의 이러한 경계 작업 이면에는 과학자 사회의 제도가 자리를 잡고 있

었다. 머튼은 과학자 사회의 독특한 보상 체계가 규범 구조를 유지하게 하

는 힘이라고 보았다.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여 모두

에게 공유하는 공유주의 규범을 지켜야만 과학자 사회의 독특한 보상인 동

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Merton, 1973). 램은 상업화 되어 가

고 있는 현대에도 과학자 사회에서의 보상 체계가 여전히 논문 출판과 동료

인정의 형태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는 상업적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더라도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Lam, 2010). 또한 피사노는 과학 기반의 비즈니스가 과학을 발전시

키고 만들어내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제적 가치의

상당 부분이 그 기반인 과학의 질(quality)에 의해 궁극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했다(Pisano, 2006). 벤터는 기존의 산업계에 있는 기업가들과 다른 과

학 기반, 생명공학 분야의 기업가였기 때문에 피사노가 보여준 것처럼 기업

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자 사회에서 과학적인 업적을 인정

받아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과학자 사회의 보상 체계를 따라야 했다. 기초

과학에 대한 강조, 순수과학자의 모습을 그려내며 기업가들과 구분을 짓고

자 했던 벤터의 경계 작업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다. 그는 금전적인 이익

만을 추구하는 기업가가 아닌,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순수과학자의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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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 위해 기업의 경영진과는 다른 자신만의 특징, 과학자가 내세울 수

있는 이해관계 초월과 공유주의 같은 머튼의 규범들을 수사적 자원으로 활

용했으며, 순수과학자의 연구 자치권이 무차별적인 특허를 종용하는 경영진

들의 압력에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그려내었다. 벤터는 이처럼 공공 컨소시

엄 연구자들과 기업의 경영진들로부터의 비판이나 압력에 대해 경계 작업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이를 통해 과학과 기업의 경계 사이에서 효과

적으로 자신을 위치 지어 나갈 수 있었다.

크레이그 벤터가 사용한 수사들을 통해 그의 이중적인 경계 작업을 보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과학수사학의 관점을 통해 크레이그 벤터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

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간의 연구나 평가들과 달리 그는 “독불장군”과 같은

개인적 성격이나 “카리스마”로 지칭되는 그만의 권위나 능력이 아닌, 보통

의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수사를 통해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포장해나간 인

물로 볼 수 있다. 과학자들은 연구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얻고 자신의 입지

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 과학자 사회뿐 아니라 대중을 설득하기 위한 수사적

전략에 능숙해지고 있는데, 벤터의 수사와 경계 작업 또한 이러한 설득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그 결과 그는 논쟁적인 평가들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지원과 이목을 받으며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벤터의 모습

은 과학 활동에서 수사학적 측면, 즉 설득의 작업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또 중요하다는 과학수사학의 관점을 지지해주며 앞으로도 과학기술학의 연

구들에서 수사학적 차원에서의 실행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 벤터의 경계 작업은 그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상업화의 물결에 휩쓸린

것이 아니라 기업과 과학의 영역에 자신을 적절하게 위치시키면서 과학 활

동과 상업적 활동을 동시에 그려나간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행위자였음을 보

여준다. 이는 과학의 상업화를 다룬 과학기술학의 최근 연구들과 그 흐름을

같이 하는 것으로, 현대 과학의 지형을 연구하는 데 있어 과학자 개인을 중

요한 행위자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 해준다. 벤터가 보여준 것처



- 68 -

럼, 과학자들은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연구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

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고, 이를 위해 끊임없

이 과학과 기업 사이에서 복잡한 경계 작업을 수행하면서 전략적으로 자신

의 역할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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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tween an ‘Entrepreneur’

and a ‘Pure Scientist’

: J. Craig Venter and His Boundary-Work

Hye Jin Oh

Program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J. Craig Venter is a scientist and a biotech entrepreneur. He is

well-known to the public for his succeeding work: The Human Genome

Project and synthetic biology. However there is a lack of academic

studies about Venter and his scientific career, which has been considered

as the negative and fragmentary symbols of ‘commercialization of

science’. This research is based on science studies which present

scientists as important actors for making modern science. By analyzing

Venter's rhetoric of his own scientific achievement, this research shows

that Venter was an active person who is building a terrain of

commercializing life science, by strategically and actively positioning

himself , through double boundary-work between the scientific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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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epreneurial world.
When Venter was the project instructor of The Human Genome

Project, he founded Celera with the business capital fund. He also

competed against the public consortium by using a different way of

genome analysis. He performed boundary work against the public

consortium by utilizing rhetorics which highlighted the advantage of

commercial research environment and the appearance of entrepreneur.

First of all, he argued that The Human Genome Project have to advance

in time through the rhetoric of “speed”. Also, he compared the public

consortium to “monks” of the Middle Ages who held on to their slow,

boring and old ways. He also identified himself with “Henry Ford” and

asserted that he would bring innovation to The Human Genome project

using the rhetoric of “automation” and “production line method”. Finally,

Venter used his rhetorical strategy that propagated his vision as a

biotech entrepreneur and shared this vision with the investors to gain

their trust. Through these rhetorics which show the values of business,

he differentiated himself from the public consortium successfully and was

able to expand his profession to the business domain.

At the same time, he drew a boundary against the executives to

express the image of a pure scientist who does basic science, and not to

be shown as a greedy entrepreneur who only pursues financial gain.

Since biotech companies were fundamentally science-based business,

scientific performance dominate the company's economic value.

Therefore, biotech entrepreneurs like Venter had to follow the reward

system of the scientific community in order to gain the recognition from

his fellow scientists. Venter used the rhetoric which are Merton's norms

such as disinterestedness, communism and strategies that appeal the

image of a pure scientist. He wanted to show the image of p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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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st to keep the norm of disinterestedness and communism through

the rhetoric of “non-profit research institute”, which was an opposition

to the patent, and the pressure of executives.

In conclusion, this thesis shows the new understanding of J. Craig

Venter through his rhetorics and double boundary work, and draws out

general implications of scientific activities to modern scientists including

Venter. His boundary work shows that many scientists make the

territory of modern science more active. Moreover, this situation shows

that what scientists persue, namely the aspect of rhetorics in scientific

activities, is very effective and important for making the territory of

modern science.

keywords : J. Craig Venter, commercialization of science,

entrepreneur scientist, boundary work, rhetoric of science, scientific

n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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