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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지난 백 년 동안 과학철학자들이 제시한 과학이론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를 꼽
을 수 있다. 하나는 구문론적 관점(the syntactic view)이고, 다른 하나는 의미론적 관
점(the semantic view)이다. 논리경험주의자들에 의해 제시된 구문론적 관점에서 과학
이론은 보편적인 공리들의 체계이다. 이와 달리, 수피즈(P. Suppes)와 반프라센(Bas
van Fraassen)과 같은 의미론적 관점 옹호자들은 과학이론을 모형(model)들의 집합으
로 보았다. 그런데 컬프(S. Culp)와 키처(P. Kitcher)는 이들 두 관점 모두 현대 분자 생
물학(contemporary molecular biology) 분야의 이론 구조와 변동을 이해하는 데 한계
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Culp and Kitcher 1989) 그들에 따르면, 두 관점에서 각각
이론을 재구성하는 방식은 실제 생물학자들이 이론화하는 과정과 크게 관련이 없다. 또
한, 구문론적 관점과 의미론적 관점 모두 진화론이나 일부 고전 유전법칙과 같이 이론적
으로 중요하다고 볼 만한 소수의 원리나 법칙에 국한되어 분석한 나머지, 실험실에서 실
제로 사용되는 각종 실험 장치나 측정 도구들의 작동 원리나 다양한 이론적 가정들의
중요성을 간과했던 문제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 나는 과학이론에 대한 기존의 두 관점을 비판한 컬프와 키처의 입장을
출발점으로 하여 현대 분자 생물학 분야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구문론적 관
점과 달리, 다양한 생물학적 현상을 분자 수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이 분야의 과학자들
은 고도로 추상적인 몇몇 원리들을 공리화하여 이 공리들로부터 연역적으로 이론을 도
출하지 않는다. 또한 의미론자들이 집합론이나 상태 공간과 같은 수학적인 방법으로 재
구성된 모형들의 집합으로 과학이론을 보았던 것과 달리, 이 분야의 표준적인 교과서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모형들은 수학적이지도 않다. 이런 점에서 컬프와 키처의 비판은 어
느 정도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구문론적 관점에 비해 의미론적 관점은 여전히 현대 분자 생물학의 이론에
대해 고찰할 때 선호할 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이 분야의 과학자들은 보통 생물체
내부의 수많은 존재자들의 구조를 밝히고 그것들의 고유한 기능과 상호작용에 대해서
연구한다. 이 때 다양한 실험 도구나 측정 장치가 사용된다. 그런데 집합론을 통해 의미
론적 관점을 체계화시킨 수피즈(P. Suppes)는 실험 장치, 측정, 그리고 몇몇 중요한 실
험 가정들을 이미 과학이론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철학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그렇기 때
문에 컬프와 키처의 생각처럼 의미론적 관점에서 과학의 실행적 측면이 완전히 무시되
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구문론적 관점과 대조적으로 의미론적 관점에서 과학이론이 모형이라는 유형의
집합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은 현대 분자 생물학에서 산출되는 이론적 성과들의 유형과도
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생물체의 분자 수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많은

i

연구 성과들은 일반적으로 비수학적인 도식이나 다이어그램, 그리고 물리적 모형과 같은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부터 비수학적인 모형 개념을 제시해온 과
학철학자 기어리(R. Giere)는 컬프와 키처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의미론적 관점을 옹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는 모형 기반 과학이론(model-based scientific
theories)을 체계화 시킴으로써 과학의 실행적인 측면을 위계적인 모형들 사이의 관계로
분석한 수피즈의 입장을 계승하였다. 그의 위계적인 모형 체계는 실험과 측정을 통해서
세계의 특정 체계를 표상하는 모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보여준다.
나는 과학이론에 대한 기어리의 기본적인 입장을 살펴본 후, 그의 생각을 토대로 현
대 분자 생물학에서의 이론에 관한 다음의 세 가지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현대 분자 생
물학 분야의 과학자들은 어떻게 과학이론을 구성하는가? 과학이론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잠정적인 가설과 모형이 어떤 방식으로 시험되는가? 이 분야의 과학자들이 연구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속의 현상을 설명하는 각각의 상황 속에서 어떤 이론들이 사용되고 그
이론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이 논의를 위해 나는 1989년 RNA가 효소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과 셀프 스플
라이싱 메커니즘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체크(T. Cech)의 연구를 집중
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그의 연구 사례 분석을 통해, 현대 분자 생물학의 연구진들은
생물체 내부에서 특정 현상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방법론적 전제를 바탕으
로 자료로부터 그 메커니즘에 대한 모형을 구성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현대 분자 생물학 분야의 이론들의 본성이 무엇이며 획기적인 생물
학적 발견이 어떻게 가능하였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
다. 그리고 최근 과학철학 내부에서 활발하게 논쟁 중인 메커니스틱 설명을 기어리의 수
정된 의미론적 관점과 연결시킬 여지를 제공해 준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핵심어 : 과학이론에 대한 의미론적 관점, 모형, 메커니즘, 이론 시험, 기어리, 체크
학 번 : 2009-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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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이 논문에서 나는 컬프(S. Culp)와 키처(P. Kitcher)가 1989년에 발표한 「현대 분
자 생물학에서의 이론 구조와 변동(Theory Structure and Theory Change in
Contemporary Molecular Biology)」을 재검토함으로써 현대 분자 생물학에서의 이론
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현대 분자 생물학은 DNA나 RNA와 같은 핵산
(nucleic acid)이나 이들과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각종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자 수준의 생물학을 가리킨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분자 생물학
(molecular biology), 생화학(biochemistry), 그리고 단백체학(proteomics) 등이 있다.1)
컬프와 키처는 과학이론에 대한 기존의 과학철학적 접근, 즉 구문론적 관점2)(the
syntactic view)과 의미론적 관점(the semantic view)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과학적 실
행’(scientific practice)을 강조하였다. 그들이 과학이론에 대한 두 관점을 비판한 이유
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과학철학자들이 이론을 재구성하는 방
식이 실제 생물학자들의 활동과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생물학자들은 구문
론적 관점에서 이론화하는 방식처럼 실험실에서 소수의 원리나 법칙으로부터 연역적으
로 어떤 귀결들을 도출하고 공리화하지는 않는다. 또한, 분자 수준에서 생물체의 구조를
밝히고 그것들의 기능을 모형화(modeling)하는 연구 활동들은 의미론적 관점에서 하디와인버그의

평형

방정식(Hardy-Weinberg

equilibrium

equation)을

상태

공간

(state-space)적인 구조로 모형화 하는 방식처럼 진행되지도 않는다.
컬프와 키처가 과학이론에 관한 두 관점을 비판한 또 다른 이유는 두 관점들 모두
고도로 추상적인 이론에 치중한 나머지, 생물학의 실험 및 측정 활동에서 중요한 몇 가
지 측면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다윈(C. Darwin)의 진화론이나 멘델(G. Mendel)의
유전법칙과 같은 일부 이론을 철학적으로 분석할 때에는 두 관점들이 유용하게 적용될
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자 수준의 생물학 연구가 진화론과 멘델의 유전법칙 없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현대 분자 생물학의 연구자들 대부분은 고도로 추상적이
고 일반화된 소수의 이론으로부터 새로운 이론을 유도하지도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갖
가지 실험 장치들, 암묵적으로 합의된 수많은 이론적 가정들, 실험 자료를 판단하는 다
1) 컬프와 키처는 분자 생물학과 생화학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두 분야를 ‘현대 분자 생물학’
의 범주에 포함시켜 논의하였다. 나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그들의 관점을 선택하고자 했다.
다만, 이 분야는 서로 구분되어 논의되기도 하는데, 그런 관점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과학철학자
로는 다든(L. Darden)이 있다. 그녀는 이 두 분야의 상호작용이 유전 메커니즘을 밝히는데 어떤
기여를 했는지 분석한 바 있다.(Darden 1977) 나는 본 논문에서 분자 생물학과 생화학 분야에
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 때 어떤 이론들이 사용되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다든과 나의 논의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 두 분야를 엄격하게 구분하지는 않았다.
2) 과학이론에 대한 논리경험주의자들의 입장은 구문론적 관점 외에도 ‘표준적 관점’ 혹은 ‘수용된
관점’(the received view)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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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시험 기준들을 복합적으로 동원하여 새로운 이론을 탄생시킨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과학철학자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분석했던 진화론이나 멘델의 유전법칙은 생물
학 전체의 이론들을 대표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컬프와 키처는
과학 ‘이론’에 관한 기존의 철학적 논의로는 현대 분자 생물학의 이론 구조와 변동을 설
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컬프와 키처는 구문론적 관점과 의미론적 관점에 대한 어떤 대안을 내놓았
는가? 그들은 기존의 두 관점이 간과한 것처럼 보이는 과학 활동의 다면적인
(multi-dimensional) 측면들에 주목하고 ‘과학적 실행’이라는 용어를 제안했다. 그들이
제안한 ‘과학적 실행’은 쿤(T. Kuhn)의 ‘정상과학’(normal science) 개념을 바탕으로 한
다.(Culp and Kitcher 1989, 461) 쿤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각자가 골몰하는 몇몇 수수
께끼(puzzle)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수수께끼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
학자들은 개념적, 이론적, 도구적, 그리고 방법론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쿤
은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 간의 네트워크를 정상과학이라고 불렀다.(Kuhn 1996, 42) 쿤
이 제시한 정상과학의 네 가지 범주를 바탕으로 컬프와 키처는 과학적 실행을 여섯 가
지로 세분화했다.3)(Culp and Kitcher 1989, 463) 그리고 그들은 현대 분자 생물학의
이론 구조를 질문들의 위계적 수형도(hierarchically tree-like structure of questions)
로 제시했다. 그 구조에 따르면, ‘왜 어떤 현상 P가 나타났는지’와 같은 모호한 질문은
어떻게 유전자가 복제되는지, 어떻게 유전자가 편집되고 분리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
수분열이 일어나는지와 같은 질문들로 세분화될 수 있다. 그리고 구체화된 질문들은 대
다수의 생물학자들이 수용할 만한 진술들로 대답된다. 컬프와 키처는 이렇게 위계적인
질문들에 답하는 방식으로 현대 분자 생물학의 이론들이 체계적으로 구조화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그들은 생화학 분야에서 RNA의 효소적 기능이 발견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이론의 변동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사례를 통해, 그들은 연구
질문들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추론 규칙이나 방법론적 지침과 같은 해결책이 실제 여
러 실험들과 측정을 통해 새로운 해결책으로 변동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1980년대까지 과학이론에 대해 논의했던 많은 과학철학자들은 분자 수준에서 연구
가 진행되는 생물학에서의 이론과 활동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쿤의 관점을 통해 이 분야의 이론 구조와 변동을 분석하려고 했던 컬프와 키처의 시도
는 상당히 신선했고 주목할 만하다. 그들의 지적대로, 과학이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3) 컬프와 키처가 제시한 과학적 실행의 여섯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언어(language), 수용된
진술(a set of accepted statements), 연구 질문(a set of questions), 추론 규칙(patterns of
reasoning), 방법론적 지침(methodological directives), 그리고 실험 기술(experimental
technologies). 이 여섯 가지 요소를 쿤의 정상과학과 관련지어 본다면, 언어는 개념적 요소에,
연구 질문과 수용된 진술은 이론적 요소에, 실험 기술은 도구적 요소에, 그리고 추론 규칙과 방
법론적 지침은 방법론적 요소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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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는 것은 과학이론의 본성을 이해할 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물론 진화론이나
멘델의 유전법칙과 같이 보편적인 원리처럼 보이는 생물학의 몇몇 핵심 이론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불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과학이론이 어떻게 세
계를 예측하고 설명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험적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는지를 깊이 고
려하지 않고는 그 이론들의 본성을 제대로 규명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과학
이론 자체의 어떤 구조를 밝히는 작업만큼, 실제 과학 활동 속에서 그 이론이 어떻게 세
계와 관련 맺는지 주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또, 컬프와 키처는 실험 장치나 이론
평가 방법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구문론적 관점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
서 이 관점의 한계를 분명히 언급하기도 했다.(Culp and Kitcher 1989, 476~477) 이
런 이유 때문에, 실제 과학자들의 활동을 토대로 현대 분자 생물학의 이론 구조와 변동
을 논의해야 한다는 컬프와 키처의 입장만큼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하지만, 구문론적 관점에 대한 비판만큼 의미론적 관점에 대한 컬프와 키처의 비판도
과연 타당했는지는 다소 의문스럽다. 내가 보기에 과학이론에 대한 기존의 두 관점 중에
서 그들의 비판의 화살은 주로 구문론적 관점을 향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의미론적 관
점에 대한 그들의 비판은 상대적으로 정교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 부분
은 2장에서 자세히 논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나는 과학이론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구문론적 관점에서 의미론적 관점으로 어떻게 전환되었는지를 먼저 간략하게 살펴볼 것
이다. 그런 다음, 의미론적 관점에 대한 컬프와 키처의 문제 제기를 세 가지 정도로 정
리한 후 하나씩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며, 과학적 실행을 중시하는 컬프와 키처의
입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의미론적 관점을 완전히 거부할 필요가 굳이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것이다. 특히, 대표적인 의미론자 중 한 명인 기어리(R. Giere)의 모형 기반
과학이론(model-based scientific theories)에 주목한다면, 그들의 입장이 오히려 의미
론적 관점으로 포섭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기어리는 수학적인 구조로 모형을 재구성하기를 거부하면서 세계 속의 특정 부분을
표상하는 모형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는 수피즈의 위계적인 모형 체계를 받아
들임으로써 표상적 모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나는 기어리의 이와 같
은 입장을 바탕으로 현대 분자 생물학에서의 이론을 분석하고, 이를 위해 3장부터 5장
까지 각 장마다 한 가지씩의 물음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 물음은 현대 분자 생물학에서 세계를 표상하는 모형이 과연 어떤 과정을 통
해 구성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물음과 관련하여 나는 모형이 무엇으로부터 유도되는지
에 주목할 것이다. 대부분의 과학철학자들은 물리학의 뉴턴 방정식이나 맥스웰 방정식,
생물학의 진화론과 같이 고도로 추상적인 특정 원리들을 중심으로 과학이론에 관한 논
의를 진행해왔다. 또한 그들은 이 원리들이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실험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해 주로 관심을 기울였었다. 하지만 분자 생물학이나 생화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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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성과들을 보면, 모형이 법칙적 원리들로부터 유도되기보다는 실험 및 측정 장
치로부터 산출된 자료로부터 유도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생
명체의 생존과 직결된 몇몇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메커니즘이 생물체 내부에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나는 3장에서 생화학자 체
크(T. Cech)가 셀프 스플라이싱 메커니즘과 RNA의 효소적 기능을 발견한 사례를 중심
으로 어떻게 메커니즘에 대한 모형이 구성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두 번째 질문, 즉 자료로부터 유도된 표상적 모형이 어떻게 시험되는가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된 강제 조화 진동 모형은 그 모
형으로부터 도출가능한 해를 만족하는 측정값이 획득되었을 때 성공적으로 시험을 통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법칙적 원리들로부터 하나의 표상적 모형이 유도되면 그 모
형의 해는 세계 속의 특정 부분이 어떤 물리적 상태에 있을지에 대한 예측 범위를 제공
한다. 하지만 현대 분자 생물학의 연구진들은 특정 생물학적 현상을 산출하는 메커니즘
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연구에 착수한다. 그들은 단지 반복적으로 관찰되
는 어떤 현상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이 생명체 내부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연구를
시작할 뿐이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의존할 수 있는 것이라곤 실험 및 측정 장치로부터
산출된 자료들이 전부이다. 이 자료들로부터 메커니즘을 표상하는 모형이 구성될 때, 자
료들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그리고 그것들이 과연 생물체 내부의 구조와 기능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시험 과제들이다. 나는 체크가
연구 과정에서 어떤 인식론적 문제들을 해결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이론 시험에 대해 살
펴볼 것이다.
5장에서는 현대 분자 생물학에서 사용되는 이론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각종
실험 및 측정을 통해 구성된 표상적 모형이 과학이론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라
는 마지막 질문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특히, 나는 세계의 특정 체계를 표상하는 모형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이 모형과 세계를 중간에서 매개하는 다양한 도구 이론과 해석 이론
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그리고 메커니즘을 표상하는 모형이 그 메커니즘으
로부터 산출된 생물학적 현상을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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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미론적 관점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2.1. 구문론적 관점에서 의미론적 관점으로
과학이론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하여 20세기 초반의 논리경험주의자들은 분석
철학적 담론을 이용하여 과학이론의 본성을 밝히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당시 프레게
(F. Frege)와 러셀(B. Russell), 그리고 비트겐슈타인(L. Wittgenstein)에 의해서 발전한
논리학은 수학적인 물리이론을 보편명제로 전환시켜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였
다. 카르납(R. Carnap)과 헴펠(C. Hempel), 네이글(E. Nagel) 등의 논리경험주의자들은
명제로 형식화된 보편진술이 경험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순수
하게 형식적인 보편진술과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관찰진술을 구분했고, 이 두 진술을 논
리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대응규칙을 정의하였다. 이처럼 이론적-관찰적 이분법을
바탕으로 과학이론을 언어적 진술들로 분석하고자 했던 논리경험주의자들의 관점을 구
문론적 관점4)이라고 부른다.
구문론적

관점에서

과학이론은

공리체계인

계산규칙(calculus)과

대응규칙

(correspondence rule)의 연언으로 규정된다.(Carnap 1956, 38~75) 우선 과학이론의
형식적 측면의 하나인 공리체계는 관찰적 계산규칙과 이론적 계산규칙으로 구분된다. 관
찰 문장들은 관찰적 계산규칙을 기술하며 직접적으로 관찰 가능한 물리량에 의해서 의
미가 부여된다. 반면에 이론적 계산 규칙에는 직접적으로 관찰 가능한 해석이 주어지지
않으며 단지 부분적으로 해석된 제한적인 의미만 제공된다. 이론적-관찰적 이분법이 계
산규칙에 적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대응규칙도 이론적 대응규칙과 관찰적 대응규칙으로
양분된다. 직접적인 관찰에 의해 의미가 부여된 관찰적 대응규칙과 달리, 이론적 용어나
이론적 계산 규칙은 관찰적 용어와 연결되지 않으면 결코 세계 속의 대상과 관련을 맺
기 어렵다. 이 때, 이론적 용어는 관찰적 용어와 부분적인 해석 관계를 맺음으로써 간접

4) 구문론적 관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Suppe 1977, 50~52) (a) 이론은 일차술어언어
‘  ’에 의거하여 공식화된다. 그리고 ‘ ’에 의해 정의된 계산규칙 ‘  ’가 존재한다. (b) 언어 ‘  ’은
관찰언어(observation language) ‘  ’와 이론언어 ‘  ’로 구분되며, 계산규칙 ‘  ’도 관찰언어에
관한 계산규칙 ‘  ’와 이론언어에 관한 계산규칙 ‘  ’로 구분된다. 언어 ‘  ’의 비논리적 용어들
혹은 원초상수들도 관찰용어(observation term) ‘  ’와 이론용어(theoretical term) ‘  ’의 두
부류로 구분된다. 여기서 관찰언어는 어떤 양화사(qualifier)나 양상성(modality) 그리고 이론용
어도 포함하지 않고 관찰용어만을 포함하며, 계산규칙 ‘  ’를 따른다. 이론언어는 관찰용어를 포
함하지 않으며 계산규칙 ‘  ’를 따른다. (c)이론용어들과 이를 포함하는 이론 문장들에 대한 부
분적 해석은 이론적 가설들 ‘ ’와 대응규칙 ‘ ’에 의해 제공된다. 여기서 이론적 가설들은 오직
이론용어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대응규칙은 유한한 수의 규칙들의 집합으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규칙은 이론용어와 관찰용어를 적어도 하나씩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  ’는 관찰용어나 이론용
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어떤 비논리적 용어도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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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의미가 획득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
구문론적 관점은 과학이론을 철학적으로 처음 체계화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의
를 갖는다. 하지만 20세기 중반 무렵부터 점차 구문론적 관점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애친스타인(P. Achinstein)과 맥스웰(G. Maxwell)은 구문론적 관점의 이론적
-관찰적 이분법 전제와 관련하여 이론적인 대상과 구별되는 관찰적인 대상이 별도로 존
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Achinstein 1968; Maxwell 1962; Putnam 1975)
특히 애친스타인은 과학이론의 경험적 근거를 지탱하는 논리경험주의자들의 ‘직접 관찰
가능성’ 기준이 실제 과학 활동에서는 맥락 의존적이거나 존재론적으로 임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5) 또한 핸슨(N. Hanson)은 관찰행위가 순수하게 관찰기관에만 의존
하지 않으며 관찰자의 배경지식과 관념에 영향을 받는다는 관찰의 이론 적재성
(theory-ladenness of observation)을 주장하였다.(Hanson 1958, 13~53) 구문론적 관
점의 이론적-관찰적 이분법 전제가 그 당시까지 철학 내부에서 꽤 오래된 상식인 것처
럼 수용되어 왔던 게 사실이지만, 과학철학자들은 그 이분법적 상식이 매우 허술하다는
점을 공격하면서 구문론적 관점을 비판하였다.
구문론적 관점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이론과 현상을 연결시키는 대응규칙에 있었다. 구
문론적 관점에서 대응규칙은 이론에 경험적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서 논리경험주의자들
은 대응규칙을 관찰적인 진술들로 정의함으로써 과학이론에 경험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 때 정의는 일반적으로 필요충분조건을 통해 제시된다. 하지만 성향적 용어
(dispositional term)의 경우,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의를 정립시키기 어렵다는 문제
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물에 용해될 수 있다”는 술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x는 물에 용해될 수 있다 iff x를 물에 넣을 때마다 x는 용해된다.’ 이 정
의를 기호로 표현하면 ‘  ≡  ⊃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  ’는 ‘s는 물에
서 용해될 수 있다’를, ‘  ’는 ‘x를 t라는 시각에 물에 넣는다’를, ‘  ’는 ‘x가 t라는 시

5) 애친스타인(1965)에 따르면 관찰가능성이란 개념은, 카르납이 제시한 것과 같은 의미, 즉 간단
한 도구들을 포함하는 약간의 관찰들의 도움만으로 관찰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
의 의도, 배경지식, 준비된 도구들의 종류와 그 조작정도, 그리고 ‘징후’(symptom)를 통한 관찰
(가령 기포상자에서 궤적탐사를 통해 전자의 존재를 관찰하는 실험)등에 의존하는 맥락의존적인
개념이다. 즉 대상이 갖는 특성들 가운데 어느 측면이 관찰가능한가는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관찰가능성이 여타 다른 요소들과의 대조에 의해서도 상대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령 바이러스는 X선보다는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될 때 관찰가능성이 높아
지며, 구름상자 내에서 전자는 중성자에 비해 관찰가능성이 훨씬 높다. 결국 관찰가능성(마찬가
지로 관찰 불가능성)은 관찰이 행해지는 특수한 ‘맥락’과 상대적인 ‘비교’에 의존해서 그 정도가
달라진다. 맥스웰(1962)은 관찰가능성과 관찰불가능성의 구분이 세계의 존재 그 자체에 의존하
기 보다는 우리 기술발전 수준에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의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관찰가능성/관찰불가능성 구분 자체가 존재론적 관점에서 커다란 중요성
을 갖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이중원(1997). 「과학이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새로운 접근을 위
한 시론」, p.13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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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 용해된다’를 각각 나타낸다. 이 정의는 물 속에 집어 넣은 적이 없는 대상에 대해
서 우변의 전건인 ‘  ’가 거짓인 상황에서도 우변의 전체 ‘  ⊃   ’가 참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물 속에 집어 넣은 적도 없는 물체가 용해될 수 있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셈이다. 결국 이렇게 부분적으로 정의된 성향적 용어의 대응
규칙이 우리의 직관에 위배된다는 결론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카르납은 환원문장(reduction sentence)을 제시하여 위의 문제를 해결하
려고 시도했다. 그는 앞의 정의를 ‘  ⊃   ≡   ’, 즉 ‘한 물체를 물에 넣으면, 그것
이 용해 가능한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그 물체는 용해될 수 있다’는 환원문장으
로 전환하면 성향적 용어의 모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구문론적 관점에서 이론적
용어와 관찰적 용어를 연결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6)(Carnap 1953, 52~53) 그러나 대
응규칙을 논리적인 명제적 진술로 정의함으로써 과학이론이 구체적인 현상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논리경험주의자들의 믿음은 실제 과학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과학자들의 활동
과 거리가 멀었다. 과학 활동에서는 논리경험주의자들이 제시하는 논리적 정의 외에도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적 의미가 획득되고 있었다. 예컨대 과학자들은 언어적인 진
술들, 실험적 장치, 측정, 동등화 정의(coordinative definition), 다양한 인과적 관계 등
의 방법을 통해 이론과 현상을 서로 연결시키곤 한다.(Suppe 2000, S102~S108) 이렇
게 실제 과학 활동에서 이론과 현상이 연결되는 절차가 ‘오직’ 언어적인 정의로만 가능
한 것은 아니며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연결된다는 문제 제기는 과학이론을 명제적인 공
리들과 언어적 대응규칙으로 정의하고자 했던 논리경험주의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비트겐슈타인의 형식적 분석에 깊은 영감을 얻은 논리경험주의자들의 시도는 실제 과학
활동과 너무 거리가 멀다는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다.
지금까지 대략 살펴본 구문론적 관점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찰
적-이론적 구분은 성공적으로 유지되기 힘들다. 둘째, 언어적 진술로 정의된 대응규칙은
이론과 경험적 현상 사이를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과학이론을 명제적 진술들
로 전환할 경우, 실제 과학 활동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구문론
적 관점의 문제점에 대해서 과학철학자들은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과학이론에 대한 의미론적 관점 옹호자(의미론자)들은 구문론적 관점의 핵심적인 전
제 중 하나인 이론-관찰의 이분법 자체를 거부한다. 그리고 언어적으로 정의된 대응규
칙 말고 수학적인 모형이 이론과 세계를 연결시킨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미 ‘모형’은 실
제 과학 활동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다. 그래서 일단 의미론적 관점
은구문론적 관점이 봉착한 문제점들과 정면으로 부딪치지는 않아 보인다.
그럼 본격적으로 의미론적 관점을 살펴보자. 이 관점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과학철학
자는 수피즈(P. Suppes)이다. 그는 타르스키(A. Tarski)의 의미론적 진리이론(semantic
6) 이와 비슷한 내용에 관한 논의는 브라운(Brown 1977/1987, 57~62)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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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of truth)과 수리 논리학의 집합론(set theory)을 이용하여 과학이론을 형식화시
키고자 했다. 타르스키는 이론의 모든 공리들을 만족하는 어떤 가능 현실화(a possible
realization)를 그 이론의 모형이라고 정의했다.(Tarski 1953, 11) 여기서 이론과 모형
은 서로 엄격하게 구분된다. 이론은 원초적인 용어(primitive notion)들과 그것들의 공리
(axiom)들로 이루어져 있고, 모형은 이 공리체계에 관한 타당한 해석으로서 이론이 참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다시 말하면, 공리에 대한 어떤 타당한 해석 ‘I’
가 있을 때, 그 해석 ‘I’가 공리들을 만족(I satisfies S)할 경우, 이론은 해석 ‘I’에서 참
(S is true in I)이며, 그 해석 ‘I’는 이론의 모형(I is a model of S)이 된다. 의미론적
관점 하에서 과학이론은 공리들로 이루어진 이론을 세계 속의 특정 사례로 해석한 모형
들의 집합이다.
수피즈는 타르스키가 제시한 모형 개념이 어떤 왜곡도 없이 경험과학의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pes 1960, 289; 2002, 21) 그가 주로 타르스
키의 모형 개념을 적용시킨 경험과학은 고전역학이다.(Mckinsey, Sugar, and Suppes
1953; Mckinsey and Suppes 1953; Suppes 1957, 12장; Suppe 1967) 고전역학의
입자의 체계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원초적 용어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입자에 관
한 집합 ‘  ’, 측정된 경과 시간 ‘  ’, 입자와 시간 간격 집합에 대해 데카르트 좌표계에
서 정의된 위치 함수 ‘  ’, 그리고 입자와 시간 간격과 위치 함수에 의해 데카르트 좌표
계에서 정의된 질량 함수 ‘  ’, 마지막으로 힘 ‘  ’. 그리고 고전역학의 입자 체계는 다음
과 같은 세 가지 운동학적 공리들과 네 가지 동역학적 공리들을 포함한다.(Suppes
1957, 194)
<운동학적 공리들>
공리 1. ‘  ’의 집합은 유한(finite)하며 꽉 채워져(non-empty) 있다.
공리 2. ‘  ’의 집합은 실수들의 간격이다.
공리 3. 입자들의 집합 ‘  ’에 속한 하나의 ‘  ’에 대해서 ‘  ’는 ‘  ’에 대
해서 두 번 미분 가능하다.
<동역학적 공리들>
공리 4. 입자들의 집합 ‘  ’에 속한 하나의 ‘  ’에 대해서 ‘   ’은 양의
실수이다.
공리 5. 입자들의 집합 ‘  ’에 속한 하나의 ‘  ’와 시간 간격 ‘  ’의 일부인
‘  ’에 대해서, 다음의 등식이 성립 한다:  = 
공리 6. 입자들의 집합 ‘  ’에 속한 하나의 ‘  ’와 시간 간격 ‘  ’의 일부인
‘  ’에 대해서, 다음의 등식이 성립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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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 7. 입자들의 집합 ‘  ’에 속한 하나의 ‘  ’와 시간 간격 ‘  ’의 일부인
‘  ’에 대해서, 다음의 등식이 성립 한다:
      

  

위 일곱 가지 공리들이 만족될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             
와 같은 모형 체계는 입자 역학 체계로 정의된다. 그리고 이렇게 원시적 공리체계를 해
석한 모형은 현실 속의 특정 물리적 체계와 관련된 대상들을 지시(refer)하는 방식으로
세계 속의 현상과 대응된다.(Suppes 1960, 291) 예컨대, 이 공리체계에 대한 모형을 우
주 속의 물리적 체계 중 하나인 태양계에서 해석한다고 가정해보자. 일단, 태양계를 구
성하는 수성, 금성 등의 행성과 태양은 각각 입자들의 집합인 ‘  ’의 원소가 된다.(  ,  )
그리고 그 천제들의 질량값은 ‘  ’의 집합을 구성한다. 나머지 시간 ‘  ’가 일 년(1yr)일
때의 위치 함수 ‘  ’, 그리고 힘 ‘  ’의 집합 역시 지시됨으로써 태양계에 관한 물리적 모
형 ‘  ’은 ‘           ’으로 예화(instantiate)될 수 있다.7)
수피즈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또 다른 과학철학자인 베쓰(E. Beth)도
모형 개념을 통해 과학이론을 분석하고자 했다.(Beth 1960) 그러나 베쓰는 수피즈처럼
타르스키의 이론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다. 이론을 원초적 용어들과 공리들의
집합으로 보았던 수피즈와는 달리, 베쓰는 물리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수학적 상태 공간
개념을 바탕으로 과학이론을 형식화하고자 했다.8) 베쓰의 관점을 바탕으로 과학이론을
체계적으로 정식화시키고자 했던 과학철학자는 반프라센이다.(van Fraassen 1970,
327; 1980, 64~67; 1989, 222~225) 그는 과학이론을 수학적으로 구조화 된 상태 공
간적 모형들의 집합으로 간주했다.
그렇다면 과학이론은 어떻게 상태 공간적으로 구조화되는가? 반프라센은 추상적인
이론으로부터 유도된 모형과 경험적 하부구조 모형을 구분한다. 그리고 이론으로부터 유
도된 모형은 반해석된(semi-interpreted) 형식언어 ‘  ’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van Fraassen 1969, 161~162; 1970, 328~337)9)

7)

수피즈는 타르스키 식의 모형 개념을 과학이론에 적용함으로써 물리적인 ‘이론’과 물리적인
‘세계’를 적절하게 연결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Suppes 2002, 22) 그가 생각하는 과학철학자의
중요한 과업은 바로 모형 개념을 사용하여 이미 실제 과학 분야에서 잘 확립된 과학이론들을
회귀적으로 공리화(recursively axomatization)하는 것이다.(Suppes 1954, 243~244) 이런 점
에서 비추어 볼 때, 수피즈는 과학이론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타르스키의 이론을 매우 충실하게
적용시킨 대표적인 의미론자 중 한 명임이 분명하다.
8) 예컨대, 고전역학에서 단조화 진동자(simple harmonic oscillator)의 상태는 위치와 운동량으
로 구성된 공간에서 타원 궤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만일 이 공간에 시간에 관한 성분을 추가한
다면, 궤적은 시간축 방향으로 나선형 모양으로 표현된다.(Giere 1988, 68~74) 이렇게 물리학
에서 흔히 사용되는 수학적 구조들을 베쓰는 모형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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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식언어 ‘  ’을 구성하는 ‘  ’는 기초문장(elementary statement)이다. 기초문장
‘  ’는 과학자가 실험과정을 통해 실제로 측정 가능한 물리적 크기(measurable physical
magnitude)에 대한 문장들이다. 그리고 ‘  ’는 상태 공간을 말하는데, 수학적 대상계의
가능한 모든 상태들이 표현되는 수학적 기술 공간이다. ‘   ’는 이 수학적 상태 ‘  ’와
실제 측정 가능한 물리적 크기를 진술한 기초문장 ‘  ’를 연결하는 해석함수(interpreted
function) 또는 만족함수(satisfied function)이다. 이 때 ‘  ’는 기초문장 ‘  ’의 특정한
집합론적 구조를 가리킨다. 예컨대 “물리적 크기 ‘  ’이 특정 시간 ‘  ’에서 ‘ ’값을 갖는
다”와 같은 기초문장 ‘  ’가 있다고 하자. 이 문장을 명제적으로 분석하여 구조적 형식
으로 표현하면 ‘    ’로 표현될 수 있다. 만일 이 문장이 모든 시간에 대해서 성
립한다면, 시간항 ‘ ’를 삭제하여 ‘    ’라고 단순화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기초문
장의 구조 안의 물리적 크기 ‘  ’을 갖는 대상이 고전역학의 점 입자라고 가정하면, 이
입자의 상태는 ‘             ’라는 상태 공간 ‘  ’로 표현된다. 만일 ‘    ’
이라는 기초문장의 집합이 상태 공간 ‘  ’의 영역에서 ‘    ’라는 사상관계(mapping)가
성립할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 기초문장 ‘  ’가 참이 된다. 그리고 이 때 상태 공
간 ‘  ’가 ‘   ’에 의해서 표상(represent)되었다고 말한다. 위치와 운동량으로 상태
공간이 정의된 물리적 크기 ‘  ’을 갖는 입자가 만일 ‘  ’ 성분으로 ‘ ’을 갖게 된다면,
만족함수 ‘    ’는 ‘  ’과 그 입자의 운동량  -성분이 서로 같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
고 ‘     ’을 만족할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 만족 함수 ‘    ’가 기초문장
‘  ’를 만족한다고 말한다. 형식언어 ‘  ’에 물리적 크기를 측정할만한 대상에 관한 기초
문장 ‘  ’와 그 대상에 관한 상태 공간 ‘  ’를 서로 연결하는 ‘    ’의 사상관계가 존재
할 때, 이 세 요소들은 하나의 집합론적 구조로 정형화된다.
그 다음, 수학적으로 구조화된 추상적인 모형은 어떻게 세계 속의 현상과 관계를 맺
는가? 반프라센은 경험적 적합성(empirical adequacy) 개념을 수학적인 모형과 현상 사
이의 관계에 적용한다. 그는 과학의 목적이 경험적으로 적합한 과학이론을 제공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van Fraassen 1980, 12) 과학이론이 경험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은 곧
과학이론이 현상을 구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현상은 직접 관찰가능하지 않다. 그
러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현상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모형
9) 이 때 ‘반해석된’이라는 말은 기초문장들이 상태 공간 영역 ‘  ’로 사상됨으로써 부분적으로 해
석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 때 부분적 해석은 구문론적 관점에서 카르납이 대응규칙의 하나로
언급한 ‘부분해석’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카르납의 ‘부분해석’은 이론용어의 의미가 관찰용
어의 의미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정의되며, 이론용어 자체가 경험적 의미를 획득할 수 없다는 것
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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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용된 측정 결과나 수치들과 동일하면서 경험적으로 관찰 가능한 경험하부구조
(empirical substructure)가 드러난다면, 그 때 현상을 구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van
Fraassen 1980, 64) 경험하부구조는 관찰 가능한 대상이나 사건들에 대한 정량적인 자
료들이 구조화 된 집합이다. 그리고 이 경험하부구조가 실제로 측정된 구체적인 자료들
의 집합구조에 박혀(embedded) 있는 현상구조(phenomenological structure)와 일대일
대응관계에 있을 때 비로소 이론적 모형이 현상을 구제하게 된다.
이 론
      
하부구조

경험하부구조

동형성

현상구조
      

      ′ 

그림 1. 반프라센이 제안한 모형과 세계 사이의 구조적 사상 관계(Suarez 2005, 39)

그림 1에서 기초문장 ‘  ’와 상태 공간 ‘  ’를 영역 ‘  ’로 합치고, ‘  ’와 ‘  ’사이를
연결하는 상태함수 ‘   ’를 영역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중체(tuples) ‘   ’로 간
소화하면 이론은 ‘         ’로 표현된다.10) 반프라센은 이론을 모형들의 집합이라
고 말했기 때문에 그림 1의         은 이론의 부분집합인 상태 공간 모형에 해
당한다. 그리고 이 수학구조는 동형적(isomorphic)인 경험하부구조인       ′  
을 포함한다. 경험하부구조 ‘  ’의 영역 ‘  ’는 수학구조의 영역 ‘  ’의 부분집합(  ⊆  )
이며, ‘  ’의  중체 관계 ‘  ′ ’ 가 ‘  ’의  중체 관계 ‘  ’의 부분집합(  ′  ⊆   )인
경우, 상태 공간 모형 ‘  ’과 경험하부구조 ‘  ’는 동형적이다(  ≥  ). 수학적 구조인 이
론 ‘  ’의 영역과 관계는 경험하부구조 ‘  ’의 영역과 관계보다 많더라도 제한적으로 동
형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왜냐하면, ‘  ’는 ‘  ’으로부터 도출된 정량적 수치들의 집합
10) ‘       ’은 논의를 위해서 반프라센이 처음 제시한 ‘     ’을 변형한 것이다. 뒤
모형의 ‘  ’는 세계 속의 특정 대상에 관한 체계이며, ‘ ’는 상태 공간 ‘  ’ 안에서 ‘  ’로 위치를 할
당하는 함수이다. 이 모형과 형식언어 ‘  ’사이에는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기초진술 ‘  ’는
‘      ’에서 참이다 ‘iff   ∈   ’. 이 표현을 보면, 형식언어 ‘  ’에서 측정 가능한
물리적 크기를 지닌 대상에 관한 기초문장이 세계 속의 구체적인 대상 ‘  ’에 관한 모형이 제시될 경
우 참이라고 인정된다. 그리고 그 때 세계의 대상  에 관한 모형에 대해 ‘’는 형식언어 ‘  ’의 만
족함수의 원소로서 동형성 관계가 성립해야만 한다. 이렇게 형식언어 ‘  ’의 구조와 세계 속의 특정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모형은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van Fraassen 1969, 161~162; 1970,
32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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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  ’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의 성분들이 ‘  ’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험하부구조와 현상구조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런 여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경험
하부구조 ‘  ’와 현상구조 ‘  ’는 각각의 영역과 관계의 성분들이 서로 일대일 대응관계
가 성립해야 하며, 동형적이어야 한다. 두 구조가 동형적이기 위해서는 두 구조의 영역
과 관계를 일대일 대응 시키는 함수 ‘    →  ’가 정의될 필요가 있다.11) 그리고 ‘  ’가
‘   ⋯   ∈ ,  ′   ⋯   ’이고 ‘  ’가 ‘   ⋯   ∈      ⋯   ’로 표현될 때,
함수 ‘  ’에 의해서 현상구조 ‘  ’의 관계가 ‘     ⋯    ’을 만족하고 경험하부구조
‘  ’의 관계가 ‘  ′      ⋯      ’를 동시에 만족할 때 두 구조는 동형적이다. 결국,
상태 공간모형의 부분집합인 경험하부구조가 현상구조와 동형적일 경우, 모형의 구조 안
에서 현상구조가 박혀있으며, 결국 모형이 현상을 구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타르스키의 영향을 받은 의미론자들은 공통적으로 모형을 수학적인 구조로 재구성하
였다. 즉, 모형 체계(model system)는 세계 속의 특정 체계를 표상하는 수학적인 구조
이다. 특히 반프라센은 세계 속의 특정 현상도 수학적으로 구조화시키기도 했는데, 모형
체계에 의해서 표상되는 대상은 표적 체계(target system)가 된다. 수학적으로 구조화된
모형과 현상, 그리고 모형들 사이의 관계는 의미론적 관점에서 ‘표상’이라는 용어로 형
식화 된다. 이 때 표상관계는 두 체계 사이의 구조적 사상관계(structural mapping
relation)로 설정되고, 이 표상 관계가 성립할 때 그 모형은 참(truth)으로 인정받는다.
정리하면, 수피즈와 반프라센의 접근 방식은 모형을 어떤 수학적 방법으로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차이가 있었다. 수피즈는 공리들의 집합인 이론과 그에 대한 해석
인 모형을 엄밀하게 구분하고 집합론을 통해 과학이론을 분석했다. 반면에 베쓰나 반프
라센은 수학적 상태 공간을 바탕으로 모형을 구조화시켰다. 하지만 두 과학철학자가 서
로 다른 수학적 방법론으로 과학이론을 분석했다고 해도, 과학이론을 수학적인 구조로
보았던 것만큼은 동일하다. ‘과학철학은 메타수학이 아니라 수학을 이용해야 한다’는 수
피즈(Suppes 1954, 244~246)의 주장에 대해서 반프라센도 크게 의견을 달리하진 않았
다.(van Fraassen 1980, 64~67) 구문론적 관점에서 과학이론이 ‘언어적’으로 분석되었
다면, 의미론적 관점에서 과학이론은 ‘수학적’으로 분석된 셈이다.

2.2. 의미론적 관점은 정말 구문론적 관점과 닮았는가?
이제 과학이론에 대한 의미론적 관점을 비판한 컬프와 키처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자.
두 철학자는 “공리적인 이론으로부터 세계 속의 특정 대상과 관련지어 모형을 구체화
11) 두 구조 사이의 사상관계를 정의하는 작업은 표상정리(representation theorem)를 정의함으
로써 이루어진다. (Suppes 2002, 4, 57; Suppe 2000, S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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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시키는 의미론적 관점이 보편적인 법칙들로 이루어진 공리들로부터 연역
적으로 이론을 도출하는 구문론적 관점과 놀라울 정도로(remarkably) 닮았다”고 지적했
다.(Culp and Kitcher 1989, 460) 앞서 살펴본 수피즈의 접근을 다시 떠올려 보면, 그
는 타르스키의 의미론적 진리이론을 토대로 과학이론을 분석하였다. 공리들은 이론을 구
성하고, 그 공리들을 만족하는 타당한 해석 체계의 하나가 바로 모형이다. 이렇게 공리
들을 만족하는 모형은 세계에 대한 참된 해석틀(interpretive framework)이 된다. 수피
즈가 고전역학을 공리화한 후, 그 공리들을 집합론적인 모형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과학이
론을 형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론적 관점에서도 공리 체계가 비중있게 논의되었다는 것
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수피즈가 언어적 공리로부터 모형을 구성하는 방식이 구문론적 관점에서 공
리로부터 이론을 연역적으로 도출한 것과 흡사해 보일지라도, 두 관점의 차이점은 분명
하다. 우선, 수피즈는 과학이론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유형을 ‘비언어적’인 모형이라고 생
각했다.(Suppes 1960, 289) 반면에 구문론적 관점은 과학이론을 ‘언어적’ 진술들로 보
았다. 이처럼, 과학이론을 구성하는 유형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두 관점들이
서로 닮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진다.
또한, 컬프와 키처가 의미론적 관점에 의해 과학이론을 구체화시키는 방식이 구문론
적 관점에서의 그것과 흡사하다고 지적하면서 언급한 비티(J. Beatty)의 1980년 논문을
보면, 과학이론에 대한 두 관점이 서로 비슷하다고 간주했던 그들의 판단이 다소 성급했
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비티의 1980년 논문의 제목은 「진화론에 대한 구문론적
관점은 무엇이 문제인가」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의미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구문론적
관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즉, 비티는 의미론적 관점과 구문론적 관점이 철학적으
로 서로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점을 명시한 후, 전자의 관점이 후자의 관점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컬프와 키처의 생각대로 정말 두 관점이 서
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비티의 접근 방식 자체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조목조목 지적했어야 옳다. 하지만 그들은 두 관점에 대한 비티의 접근에 대해 전혀 논
의하지 않았다. 두 관점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부각시키고자 했던 비티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에 대한 컬프와 키처의 평가에 대해 충분히 불만스러워 할 법도 하다.
이 외에도 구문론적 관점과 의미론적 관점의 차이점이 명확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단서는 또 있다. 의미론적 관점에는 수피즈 외에 반프라센의 상태 공간적 접
근도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반프라센은 수피즈와 달리 상태 공간적으로 모형을
구체화시켰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미론적 관점의 상태 공간 접근에서는 공리들이 필
수적으로 전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프라센에 따르면, 과학이론은 공리를 해석한 것
이 아니며, 이상적인 상태 공간 모형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즉, 상태 공간적인 모형들
이 구성될 때 굳이 공리들이 전제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생물학 이론을 의미론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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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하려고 했던 비티 외의 많은 철학자들은 수피즈의 접근만큼 반프라센의 접근
도 매우 중시했다.(Beatty 1980b, 1987; Lloyd 1984, 1988; Thompson 1983) 다시
말하면, 의미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생물학 이론을 재구성하려고 했던 과학철학자들은 언
어적 공리를 전제하지 않은 상태 공간적 모형들로 생물학 이론을 재구성하려고 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생물학 이론은 어떻게 상태 공간적으로 재구성되는가? 의미론적 관점에서
모형은 현상을 기술하는 표상 체계이다. 만일 우리가 집단 유전학(population genetics)
의 하디-와인버그 법칙이나 멘델의 법칙을 일종의 개별 모형들로 간주한다면, 생물학
이론은 수많은 모형들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 르원틴(R. Lewontin)은 집단 유전학을
집단 내에서 유전적 변이(genetic variation)의 기원과 동역학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정
의하였다.(Lewontin 1974, 12) 집단 유전학자들은 유전자의 빈도(frequency)가 어떻게
변하고 평형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수학적 모형화를 수행한다. 하디-와인버그 법칙은 대
립유전형질 ‘  ’와 ‘  ’를 보유한 한 집단을 전제로 한다. 서로 독립적인 각각의 대립유전
형질(allele gene trait)은 멘델의 독립의 법칙에 따라 우성과 열성으로 유전된다. 그리
고 이 대립유전형질이 발현되는 빈도는 멘델의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 한 집단
내에서 두 대립유전형질이 반복적으로 유전될 경우 일정한 비율로 유지되게 되는데, 이
것을 ‘하디-와인버그 평형’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 평형은 집단 내에 돌연변이가 발생
하지 않은 이상적인 조건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세계에서는 매우 다양한 변이요소
가 존재한다. 그래서 집단 유전학자들은 유전자 부동, 자연선택, 이주 등의 변이요소를
수학적으로 표현하여 최대한 현실과 유사한 조건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12)
톰슨(P.

Thompson)과

로이드(E.

Lloyd)에

따르면,

반프라센의

형식언어

‘        ’의 집합론적 구조를 집단유전학의 하디-와인버그 방정식에도 비슷
하게 적용시킬 때, 우리는 이 법칙의 구조를 알 수 있다.(Thompson 1983, 223~224;
Lloyd 1988, 27~41) 우선 집단 내 두 대립유전형질은 이 형질들의 수학적인 상태 공간
으로 표상될 수 있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하디-와인버그 방정식은 두 개 이상의 대립유
전형질 ‘  ’와 ‘  ’을 전제하므로, ‘  ’, ‘  ’, ‘  ’에 관한 발현 빈도는 기초문장을 구
성한다. ‘  ’와 ‘  ’의 표현형적 형질은 0에서 1 사이의 범위에서 기술되며, 이 수학적
기술 공간은 상태 ‘  ’를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기초문장(  )과 상태 공간(  )을 연결시키
는 만족함수(   )만 제시된다면 우리는 이 방정식의 구조를 알 수 있게 된다. 일반적
으로 만족함수는 기초문장이 상태 공간의 특정 상태에 대응된다는 진술로 표현된다. 예
12) 만일  의 총 유전자의 개수가 주어졌다고 가정할 때, 현실 속에서 ‘  ’의 대립유전형질이
발현하는 빈도()는 ‘         ’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또 다
른 대립유전형질 ‘ ’가 발현할 빈도()는 ‘    ’으로 표현된다. ‘’와 ‘’는 각각의 대립유
전형질이 나타나는 비율을 뜻하는데, 모든 대립형질의 발현빈도의 합은 언제나 1이 된다. 결국
두 대립유전형질은 ‘      ’이라는 하디-와인버그 방정식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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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표현형적 유전형질 ‘  ’가 0.5의 빈도수로 나타난다’와 같이, 이미 수학적으로 계
산된 기초문장 ‘  ’의 발현빈도가 상태 공간 내의 특정 상태를 가리킨다는 해석이 인정
되기만 하면, 결과적으로 이 방정식의 구조는 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로이드와 톰슨은 이 방식을 생물학에 적용시킴으로써 생물학의 이론도 다양한 모형
들의 집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집단 유전학은 진화론을 전제로 한 대표적
인 생물학의 연구 분야이며, 방정식과 진화론을 결합시킨 하디-와인버그 법칙은 반프라
센의 상태 공간 접근이 잘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의
미론적 관점을 통해 생물학 이론을 분석하고자 했던 과학철학자들은 공리를 집합론적으
로 해석하는 접근 외에도 상태 공간적인 접근을 이용하여 생물학의 이론을 구조화시켰
다. 수학적으로 구조화된 모형들은 비언어적이므로, 과학이론을 언어적으로 분석한 구문
론적 관점과 분명히 대비된다. 그런 점에서 의미론적 관점이 구문론적 관점과 분석 방식
면에서 동일하다는 컬프와 키처의 비판은 그다지 유효하지 않아 보인다.

2.3. 의미론적 관점은 이론 구조를 잘 보여주는가?
생물학 이론 구조와 변동에 관하여 컬프와 키처가 지적한 구문론적 관점과 의미론적
관점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컬프와 키처는 “매우
일반적인 법칙이나 그것들의 논리적 귀결들, 혹은 모형들의 집합 외에는 아무 것도 과학
이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생물학 이론의 구조에 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Culp and Kitcher 1989, 461) 과학이론을 재구성하는 구문론적
관점의 공리화나 의미론적 관점의 모형화 모두 현대 분자 생물학의 연구자들이 실제 활
동 속에서 이론화하는 방식과 거리가 멀어 보이기 때문에 두 관점으로 재구성된 생물학
이론은 생물학 분야의 이론 구조를 해명하는 데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고 그들이 판단하
는 듯하다.
둘째, 구문론적 관점뿐 아니라 의미론적 관점을 통해 생물학 이론을 철학적으로 분석
하고자 했던 과학철학자들 대부분이 몇몇 고수준의 추상적 이론들의 분석에만 매달린
나머지, 실제 생물학자들의 활동 속에서 핵심적으로 취급되는 실험장치, 기법들, 방법론
적 지침과 같은 실행적 요소들이 무시되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두
철학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소수의 일반 법칙들로부터 연역적으로 닫힌 문장들의 집합으로 생물학의
이론을 재구성하려는 구문론적 관점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proved
especially baneful). [...] (또한) 의미론적 관점을 옹호하는 철학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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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핵심적인(big) 생물학 이론들을 재구성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
여 왔다. 하지만 구문론적 관점과 마찬가지로 의미론적 관점 역시 지난
수십 년 동안 생물학에서 연구되어 왔던 것들과 상당히 거리가 멀다. 단
지 생물학 개론서의 첫 장에 언급되는 몇몇 이론들을 재구성하는 것만으
로도 충분히 생물학의 핵심 이론을 철학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결론
짓는 것은 옳지 못하다.(Culp and Kitcher 1989, 459~460)
위 인용문에서 의미론자들에 의해서 생물학의 핵심 이론이라고 간주된 대표적인 것
들은 다윈의 자연선택 원리나 멘델의 유전법칙과 하디-와인버그 평형이론이다. 생물학
이론에 관한 철학적 분석을 통해 이론의 ‘구조’를 해명하려고 했던 많은 과학철학자들은
이들 소수의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 이론들이 논의되는 생물학의 하위 분야들
은 진화 생물학, 고전 유전학, 그리고 집단 유전학이 있다. 이 분야들이 생물학에서 별
로 중요하지 않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철학자들이 생물학 이론을
분석할 때 이들 세 분야의 이론들에 유독 집중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
데 생물학에는 이 세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가 있다. 예컨대, 세
포 생물학, 분자 유전학, 발생 생물학, 신경과학, 면역학, 생화학, 생물 물리학 등은 진화
론이나 멘델의 유전법칙 없이도 독자적인 연구가 가능한 분야들이다. 컬프와 키처는 이
전의 과학철학자들이 주로 주목하는 몇몇 분야 외의 수많은 생물학 분야들에서 논의되
는 이론과 모형들이 의미론적 관점에서는 무시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래서 그
들은 두 관점으로 포괄되지 못한 실행적 요소들을 포함하는 ‘과학적 실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두 관점과 달리 그들의 대안 속에는 이론 변동에 관한 시험 기준으로
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실험 기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선호할 만하다고 그들은
주장한다.13)
이제 구문론적 관점과 의미론적 관점에 대한 컬프와 키처의 두 번째 문제 제기에 먼
저 주목해보자. 논리경험주의자들이나 의미론적 관점 옹호자들이 주목한 진화론이나 멘
델의 유전법칙은 생물학 개론서에서 주로 맨 처음이나 일부분의 유전학 논의에서 간략
하게 언급되는 이론들이다. 컬프와 키처가 보기에, 이들의 이론이 생물학, 특히 분자 생
물학 전체를 대표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들 이론들과 전혀 무
관해 보이는 이질적인 생물학적 정보들이 생물학 개론서에 엄청날 정도로 길게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Culp and Kitcher 1989, 460) 또한 “고전역학에서의 뉴턴의 동역학 방
정식이나 전자기학의 맥스웰 방정식, 양자역학에서의 슈뢰딩거 방정식과 같은 물리학 각
13) 생물학 ‘이론 변동’과 관련하여 컬프와 키처가 이론을 시험하는 기준에 대해 언급한 것은 뒤
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2장에서는 생물학 ‘이론 구조’에 대하여 기존의 구문론적
관점과 의미론적 관점 모두 실행적 요소들을 무시했고 일부 생물학 내 이론에 국한되어 논의
되어왔다는 컬프와 키처의 비판이 과연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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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핵심적인 법칙(core law)들이 마치 현대 분자 생물학에도 있는 것처럼 기대하고
찾아보는 것은 헛수고에 불과하다”고 컬프와 키처는 말한다.(Culp and Kitcher 1989,
462) 왜냐하면, “분자 생물학에서 한 이론이 다른 이론에 비해서 좀 더 근본적이거나
이론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만한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
다.(Culp and Kitcher 1989, 463)
나는 그들의 문제의식에 상당히 공감한다. 그 이유는 생물체의 특정 대상의 구조가
생물체의 생존과 관련하여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수많은 언어적 진술들 중에
서 특정 진술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예컨대,
DNA로부터 rRNA(ribosomal RNA)가 전사되어 결국 리보솜이 형성되는 일련의 과정이
tRNA(transfer RNA)가 아미노산을 수송하는 과정보다 이론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말하
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두 과정 모두 단백질이 형성되는 절차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적인 과정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특정 이론과 진술들이 생물학 이론들 중에서 가
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생물학 분야의 활동과 이론들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생물학 이론의 구조를 해명하고자 할 때, 진화론과 일부
유전 법칙이 생물학 전체를 대표하는 이론인 것처럼 미리 전제하는 것은 출발점부터 잘
못된 것이다.

그림 2. 분자 생물학에서 질문들의 위계적 구조(Culp and Kitcher 1989, 466)

그림 2는 컬프와 키처가 제안한 현대 분자 생물학 이론의 구조이다. 이 구조는 모호
한 큰 질문들이 좀 더 자세한 질문으로 쪼개져서 세분화되는 특징을 지닌다. 그런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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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특징은 생물학의 연구방법론과도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많은 생물학자들은 겉으로
관찰되는 현상을 시작으로 좀 더 하위 수준의 구조와 그것의 기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연구 대상을 좁혀 나간다. 예컨대, 세포 안에서 어떻게 단백질이 생겨나는지 궁금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물음에 대해서 유전자가 단백질이 합성되는 데 필요한 유전정보를 부호
화하고 있다는 대답이 가능하다. 이 대답은 20세기 중반 이후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이
수용하고 있는 표준적인 지식의 하나임이 틀림없지만 충분하지는 못하다. 왜냐하면 유전
자가 단백질이 합성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단백질이 합성되는 데 또 다른
어떤 요소들이 개입되고 작용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단백질이
합성되는 하위 과정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수많은 생물학자들의 연구 성과로 인
해, 우리는 유전 정보가 전사(transcription), 번역(translation), 그리고 접힘(folding)의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DNA가 전사되는 현상은
다음과 같은 하위 세부과정으로 분해되어 자세히 기술될 수 있다: RNA 중합효소(RNA
polymerase)는 DNA에 단계적으로 이동하면서 DNA 나선을 푼다. 그 RNA 중합효소는
노출된 DNA 가닥을 주형으로 사용하여 염기들을 RNA 사슬에 결합시키고 RNA 중합효
소와 RNA 사슬이 DNA로부터 분리되면, 그 RNA 사슬은 이차 혹은 삼차 구조로 복잡
한 사슬이 형성된다.(Albert et al. 2003)
상위 수준의 현상을 좀 더 낮은 수준의 과정으로 ‘분해’(decomposition)하는 전략은
생물학 특유의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분야의 연구자들이 생명체의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그 부분의 규칙적인 어떤 현상에 관심을 기울이는가에 따라 생물학의 지식은
점차 확장되어 왔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컬프와 키처가 생물학 연구 방법의 핵심
적인 특징을 잘 포착했고 생물학 연구의 분해 전략을 생물학 이론의 구조에 적용시킴으
로써 구문론적 관점과 의미론적 관점과 구별되는 대안을 내놓은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나는 컬프와 키처의 제안이 생물학 고유의 이론 구조를 어느 정도 잘 보여주었다고 생
각한다.
하지만 생물학 이론 구조에 대한 컬프와 키처의 대안이 그럴듯해 보인다고 해도, 구
문론적 관점과 의미론적 관점을 통해 과학이론의 구조를 해명하려는 시도에 대한 그들
의 비판 자체가 타당한 것인지는 좀 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의미론자들이
생물학 전체의 이론 중에서 극히 일부분의 소수 이론에 국한하여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분자 생물학의 이론 구조를 해명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다. 컬프와 키처의 지적대로, 의미론적 관점을 생물학에 적용시킨 비티와 로이드는 의미
론적 관점을 진화론에 한정시켜 적용하고자 했다.(Beatty 1980a, 1980b; Lloyd 1986,
1987, 1988) 비록 톰슨은 1989년의 자신의 책 제목을 『생물학 이론들의 구조(The

Structure of Biological Theories)』라고 과감하게 붙이긴 했지만, 그 책이 출간되기
전에 그가 발표한 네 편의 논문을 보면, 톰슨 역시 의미론적 관점을 진화론에 국한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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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했던 점이 확실하다.(Thompson 1983, 1986, 1987, 1988) 적어도 내가 아는 범
위 내에서, 이 세 과학철학자들은 의미론적 관점을 진화론에 적용하면서 자신들이 생물
학 ‘전체’의 이론 구조를 해명하였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논리경험주의자
들이 생물학 이론 중에서 진화론을 중심으로 논의했던 범위 안에서 구문론적 관점의 한
계를 지적하고 의미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진화론을 생물학 이론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
고자 했을 뿐이다.14) 그들이 진화론이나 고전적인 일부 유전법칙에 한정하여 생물학의
이론을 논의했다고 해도, 그들의 접근이 적어도 ‘진화론’의 구조를 꽤 그럴듯하게 보여
주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즉, 진화 생물학 분야의 이론
구조를 해명할 때는 의미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비티, 로이드, 톰슨의 접근을 선호할
만하고, 현대 분자 생물학의 이론 구조에 관해서는 컬프와 키처의 접근이 선호할 만하다
고 볼 수 없냐는 말이다. 만일 진화론이나 고전적인 유전법칙이 현대 분자 생물학과 꽤
구분 가능한 연구 분야라면, 이론 구조가 서로 별개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사라
진 것은 아니다.15)
과연 컬프와 키처의 접근은 현대 분자 생물학뿐 아니라 진화론에도 잘 적용되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컬프와 키처도 분명하게 자신들의 견해가 진화론까지 포괄할 수 있다
고 말한 바 없다. 따라서 컬프와 키처가 제시한 질문들의 위계적 수형도가 현대 분자 생
물학의 이론 구조만큼은 잘 드러냈을지 몰라도, 진화론과 같은 일부 추상적인 생물학 이
론에도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의미론자들이 진화론이
나 고전 유전법칙 외의 분야의 생물학 이론의 구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해서
의미론적 관점 그 자체가 이론의 구조를 밝히는 데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컬프와
키처의 1989년 논문이 발표될 당시까지 의미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현대 분자 생물학의
이론 구조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면, 이 관점이 과연 진화 생물학 외의 분자 생물학 이론
의 구조까지 해명할 수 있는지 좀 더 따져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시도가 있은 이
후에, 분자 생물학 이론 구조를 밝히는데 의미론적 관점이 한계가 있다고 비판해도 늦지

14) 스마트(J. Smart)는 뉴턴의 운동방정식이나 맥스웰 방정식과 같은 보편 법칙처럼 보이는 이론
이 없기 때문에 과학이론이라고 불릴 만한 것은 없으며, 따라서 구문론적 관점을 생물학에 적
용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Smart 1963, 53~55) 스마트와 비슷하게, 포퍼(K.
Popper)는 생물학에서의 이론적 설명은 단지 생물들의 ‘역사적 이야기’(historical narrative)에
불과하다고 말했다.(Popper 1979, 167~270) 그러나 비티와 로이드 등은 스마트와 포퍼처럼
굳이 법칙을 과학이론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구문론적 관점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법칙 대신에
모형을 이론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의미론적 관점을 채택함으로써 생물학에 이론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15) 물론, 생물학 내의 하위 분야들이 서로 다른 이론 구조를 지닌다는 식의 판단이 과연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나 역시 이런 관점이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
다. 왜냐하면 모든 과학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생물학에 국한하여 이론 구조를 논의했는
데, 생물학 내 각각의 하위 분야들 사이에서도 서로 상이한 이론 구조를 보인다면, 과연 이런
식의 논의 자체가 얼마나 필요한지 의문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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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이다. 따라서 의미론자들이 진화론이나 일부 유전법칙을 중심으로 생물학 이론을
분석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론적 관점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16)
그렇다면, 진화론이나 멘델의 유전법칙의 구조를 해명하는 데 적용된 의미론적 관점
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즉, 진화론이나 일부 고전적인 유전법칙의 상태 공간적 재구
성은 정말 이들 이론들의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는가?
이 물음에 답할 때, 컬프와 키처가 의미론적 관점을 비판했던 첫 번째 이유, 즉 의미
론자들이 생물학 이론을 재구성하여 구조화시키는 방식으로는 결코 분자 생물학의 구조
를 파악할 수 없다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컬프와 키처는 의미론자들이 과학이론
을 재구성하는 방식이 실제 생물학자들의 이론화 과정과 큰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
하였다. 의미론자들은 하디-와인버그 평형이론을 집합론적 모형이나 상태 공간적 모형
으로 재구성하여 생물학 이론의 구조를 해명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런 수학적 재구성이
실제 생물학 연구실에서의 이론화 과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인다면, 집합적 혹은 상
태 공간적 모형들의 ‘구조’가 ‘생물학’ 이론들의 고유한 구조라고 인정하는 것 역시 어려
워 질 수 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한가?
앞서 잠시 언급했던 하디-와인버그 이론을 통해 살펴보자. 의미론자들은 진화 생물
학의 이론의 구조를 해명한다고 할 때, 모형을        의 형태로 구조화하는 데에
대부분 동의한다. 여기서 ‘  ’는 특정 요소들이 존재하는 영역을 의미하고 ‘  ’은 영역
내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가리킨다. 영역 ‘  ’에는 표현형적 대립유전형질들을 가리키는
‘  ’, ‘  ’, ‘  ’가 포함된다.(        ) 그리고 관계 ‘  ’에는 이 형질들이
세계 속의 특정 상태에 대한 만족함수 ‘   ’가 포함된다. 결국 이 평형이론은
‘              ’의 구조를 갖는다.17)
위 물음에 대해서 나의 대답부터 말하자면, 과학철학자들이 제시한 하디-와인버그
평형이론의 상태 공간적 구조는 ‘수학적 형식체계’를 갖춘 이 이론의 기술 방식에서 비
롯된 것이지 결코 이 평형이론이 ‘생물학’에 속하기 때문에 나타난 귀결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디-와인버그 이론은 수학적으로 기술 가능했기 때문에 이 이론들이 반프라센
16) 의미론자들이 진화론이나 멘델 유전법칙에 치중하여 생물학 이론을 재구성하려고 했다는 점
자체가 컬프와 키처가 의미론적 관점을 비판한 직접적인 이유가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그들
이 보기에 좀 더 근본적인 의미론적 관점의 한계는 이 관점에서 분자 생물학의 실행적 요소가
별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후자가 의미론적 관점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지라도 의미론적 관점은 컬프와 키처의 생각처럼 실행적 요소와 무관하지 않다. 이 논의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17) 과학이론을 세계 속에 존재하는 대상들과 그것들의 고유한 속성이나 관계들로 재구성하는 방식
은 비티, 톰슨, 그리고 로이드 외에도 의미론적 관점을 옹호하는 대부분의 철학자들의 논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과학이론을 수학적으로 구조화된 모형들로 보고, 이것들이 세계를 표
상하는 체계로 간주하는 문디(B. Mundy)나 수피즈, 수피, 프렌치(S. French), 래디먼(J.
Ladyman), 다 코스타(N. C. A. Da Costa) 등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과학이론을 모형화한다.
(Suppes 2002; Suppe 1989; Da Costa and French 1990, 2003; French and Ladyma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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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태 공간 접근에 의해 구조적으로 분석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이론들을 철학적으
로 재구성한    모형의 구조는 물리학이나 화학 등의 다른 과학 분야와 구별되는
생물학 고유의 이론적 특징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아마도 수학적으로 표현 가능한 다른
과학 분야의 많은 이론들은 영역과 관계로 이뤄진 수학적 모형화가 가능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반프라센은 하디-와인버그 이론에 대한 모형의 구조와 비슷한 방법으로 양자역
학의 슈뢰딩거 방정식을 ‘                   ’와 같이 구조화하기
도 하였다.18)(van Fraassen 1970, 330)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의미론적 관점을
통해 ‘생물학’의 이론의 구조를 파악하려고 했었던 과학철학자들의 원래 시도는 결과적
으로 수많은 생물학 이론 중에서 소수의 ‘수학적인’ 이론의 구조를 파악한 것에 불과하
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주로 살펴보았던 의미론적 관점에 대한 컬프와 키처의 비판은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의미론적 관점에서 과학이론을 재구성하는 방식은 실제 과학자들
이 과학이론을 구성하는 방식과 큰 관련이 없다. 둘째, 의미론자들은 진화론이나 일부
고전 유전법칙에 국한되어 생물학 이론의 구조를 드러내려고 했으나, 이들 이론들이 다
른 생물학 이론들보다 좀 더 이론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생물
학 전체를 대표하지도 못한다. 만일 컬프와 키처의 비판 근거가 두 번째 이유에 의한 것
이라면, 그들의 비판은 의미론적 관점에 그다지 치명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의미론자
들은 진화론이나 멘델의 법칙이 생물학 전체를 대표하거나 이들이 이론적으로 다른 것
들보다 중요하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의미론자들이 관심을
가진 생물학은 진화 생물학이었고, 컬프와 키처가 관심을 가진 생물학은 현대 분자 생물
학이었다고 구분해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이론이 구성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면, 의미론적 관점에서의 생물학
이론 ‘구조’는 생물학 자체와 별로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 불가피해 보인다. 의미론적 관
점에 따라 모형화된 하디-와인버그 이론의 구조는 반프라센에 의해 구조화된 양자역학
의 이론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진화 생물학의 이론 구조와 양자 역
학의 이론 구조가 동일하다는 이상한 결론이 뒤따르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의 원인
은 과학이론을 재구성하는 의미론자들의 철학적 방법론에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현대
분자 생물학에 국한시켜 ‘이론 구조’를 논의해볼 경우, 컬프와 키처가 제시한 구조는 실
제 분자 생물학에서 연구 방법론과 매우 관련이 깊다. 따라서 과학이론을 수학적인 형태
로 재구조화하려는 의미론적 관점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생물학 이론의 구조를 해명했다
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컬프와 키처의 주장이 꽤 설득력 있어 보인다. 적어도 생
물학 이론 구조를 집합론이나 상태 공간으로 해명하려는 의미론자들의 시도 자체는 그
다지 현대 분자 생물학 연구 활동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8) 이 모형은 ‘물리적 크기가  이며 시간  에서 어떤 값  을 갖는’ 특정 물체  에 대한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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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의미론적 관점은 과학적 실행과 무관한가?
컬프와 키처에 따르면, 의미론적 관점을 옹호했던 과학철학자들은 논리경험주의자들
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고수준의 생물학 이론들의 분석에만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실
제 생물학 실험실에서의 활동에서 흔히 적용되는 실험 장치나 각종 방법론에 관한 철학
적 논의를 상대적으로 무시하였다. 그들이 보기에, 생물학의 활동에서 추상적인 이론들
만큼 매우 중요해 보이는 것은 실험 기술이나 다양한 작업 가설들과 같은 요소들이다.
이런 요소들의 중요성에 주목한 컬프와 키처는 실제 생물학 분야에서 과학자들이 말하
고 기록하고 실행하는 다층적인 측면을 ‘과학적 실행’이라는 용어를 통해 파악하고자 했
다. 특히 키처는 과학적 실행을 여섯 가지 요소들로 세분하였다.(Kitcher 1983, 163;
1984, 352~354; Culp and Kitcher 1989, 461) 과학자들이 해당 분야에서 흔히 사용
하는 언어가 그 첫 번째이다.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미 수용하고 있는 언어적
진술들의 집합이 있고, 그들이 실험실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몰두하고 있는 질문들, 그
질문들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여러 추론 양식들, 서로 경쟁하는 해결책들을 면밀히 살
펴보고 제안된 실험들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방법론적 전략들, 마지막으로 실험적 기술들
이 있다.
컬프와 키처가 열거한 실행의 요소들을 살펴보면, 일부 추상적인 이론에만 집착했던
논리경험주의자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요소들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의미론적 관점을 옹호하는 과학철학자들에게도 그들의 비판이 유효한가?
의미론적 관점에서 모형과 모형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였는지 살펴본다면, 이
물음에 대해 답할 수 있다. 수피즈는 공리를 정의함으로써 이론을 먼저 구성한 다음, 그
공리들에 대한 집합론적 구조를 지닌 모형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현상에 적용시키고자
했다.(Suppes 1962, 253-261) 그런데 이론 내 공리들을 만족하는 하나의 해석인 모형
이 직접적으로 세계 속의 현상에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그 중간에 이론을 만족하는 모
형과 동형적인 많은 모형들이 놓여 있다. 그림 3을 보면, 공리들의 집합 ‘  ’를 만족하
면서 가장 추상적인 하나의 구조인 ‘    ’가 예화적 모형(instantial model)으로 제시되
어 있다. 그리고 이 추상적인 모형보다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면서 구조적으로 동형성 관
계를 맺고 있는 또 다른 모형 ‘    ’, ‘    ’, ‘  ’이 각각 그 밑에 존재할 수 있다. 그
런 식으로 동형적인 모형을 계속 구성하면 비로소 모형 ‘  ’이 현상과 연결된다. 수피즈
는 이와 같은 모형들 사이의 위계적인 체계를 제안함으로써 이론이 경험적으로 시험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pes 1954, 1958, 1960,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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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집합론적 모형과 세계와의 관계
(Kaiser 1991, 125)

그림 4. 모형과 현상의 위계적 관계
(Suppes 1962, 259)

수피즈 외에도 또 다른 의미론자인 수피(F. Suppe)는 수피즈의 모형간 위계적 구조
를 계승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모형들 사이의 관계를 정식화시킨다.(Suppe 1989,
118~151) 그림 4와 같이, 공리들의 집합인 이론에 대한 어떤 모형이 있을 때, 그 아래
에는 실험 모형, 자료 모형, 실험 장치 모형이 각각 차례로 정렬된다. 이론을 해석한 모
형 아래에 위치하는 실험 모형(model of experiment)은 이론을 실험적으로 어떻게 시
험할지에 대한 모형이다. 즉, 실험 모형은 공리를 해석한 모형을 만족하는 특정 실험 결
과를 선택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말한다. 예컨대,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 궤도로 운동
하는 물체를 기술하고 싶다면, 이론에 대한 모형 내의 어떤 물리량을 통해 그 운동을 기
술할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한 물리량 외의 어떤 물리량을 일정하게 고정해
야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이처럼 측정할 변수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실험 모형이 구성
된다.
실험 장치 모형(model of experimental design)은 현상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공되지 않은 자료(raw data)를 산출한다. 이 산출된 결과는 실험에 경계조건들
(boundary conditions)을 추가하여 얻어진다. 일반적으로 실험 장치들을 실제 활동에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잡음(noise), 상의 일그러짐, 마찰열의 발생과 같은 요소들은
‘Ceteris paribus 조건’이 추가됨으로써 전체 모형들의 체계에서 배제된다. 이렇게 다양
한 도구에 의해서 얻은 가공되지 않은 자료를 구조적으로 형식화시키고 이상화하는 과
정을 거치면 자료 모형(model of data)이 얻어진다. 자료 모형은 가공되지 않은 자료를
좀 더 표준적인 형태로 구조화된 결과들의 집합이다. 이론을 해석한 모형과 실험 모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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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예측된 값을 현상으로부터 산출된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모형이 필수적
이다. 실험 모형으로부터 예측된 값의 구조와 표준적으로 형식화된 자료 모형이 동형적
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그 이론은 참으로 인정받게 된다. 수피즈가 제안한
모형들 사이의 체계에서 이론을 경험적으로 시험하는 과정은 위계적이다. 그리고 이론이
참이기 위해서는 각 모형들 사이의 관계가 동형적이어야 한다. 요약하면, 공리적 이론을
예화시킨 모형과 실험 모형의 구조가 실험 장치에 의해 산출된 자료를 정규화시킨 자료
모형의 구조와 서로 동형적일 때, 이론의 경험적 시험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다.19)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표적인 의미론자인 수피즈와 수피가 실험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실험 모형과 각종 실험 장치 등에 관한 이론적 분석을 나름대로 시도했
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공리들을 예화 시킨 모형과 현상이 구조적 동형
성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추상적인 이론이 어떻게 경험적 의미를 획득하는
지도 보여주고자 노력했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의미론적 관점을 옹호했던 과학
철학자들은 매우 복잡한 과학 실행의 실험과 측정 활동을 철학적인 방식으로 논의하려
고 애썼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수피즈와 수피가 생물학이 아닌 물리학을 중
심으로 과학의 실행적 요소들을 분석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생물학을 의미론적 관
점으로 분석한 일부 과학철학자들은 수피즈나 수피만큼 실행적 요소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컬프와 키처처럼 의미론적 관점 전체가 과학적 실행과 전
혀 무관하고 오직 고도로 추상적인 일부 이론에 집착한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Culp and Kitcher 1989, 460) 아직 의미론자들이 생물학의 실행적 요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뿐이지 의미론적 관점 자체가 그 부분을 소홀하게 취급하려고 했었
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미론자들이 상위의 추상적인 이론이나 법칙에 대한
분석에만 매달린 것처럼 간주하는 컬프와 키처의 지적은 지나치다.
이제 의미론적 관점에 대한 컬프와 키처의 비판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
자. 두 철학자의 문제 제기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의미론적 관점도 구문론
적 관점처럼 공리들을 상세화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둘째, 의미론적 관점을 통해 생물학
의 이론 구조를 밝히려는 비티, 로이드, 톰슨 등의 시도는 진화론이나 유전학의 소수 이
론에만 국한되어 진행된 나머지, 그 외 생물학 분야에서의 활동과 이론적 측면은 무시됐
다. 셋째, 의미론적 관점을 통해 생물학의 이론 구조를 규명하는 시도는 실제 생물학 활
동과 큰 관련이 없다.
19) 이런 수피즈의 전략은 논리경험주의자들이 대응규칙을 언어적으로 ‘정의’내림으로써 이론 내
각각의 문장들과 현상들을 연결시키려고 했던 전략과 대조된다. 논리경험주의자들은 이론을 구
성하는 문장들의 경험적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서 관찰적 용어와 이론적 용어를 결합한 쌍조건
문을 정의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정의가 구체적인 과학 활동을 고려할 경우, 대응
규칙은 하나 이상의 진술로 정의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하나의 실험 과정에는 매우 복잡한 절
차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문론적 관점은 실제 과학 활동과 크게 관련이 없다는 비
판에 부딪히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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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나는 의미론적 관점을 집합론적 접근과 상태 공간적 접
근으로 상세화 한 후, 두 접근 모두 비언어적인 모형을 과학이론으로 보았으므로 구문론
적 관점과 대비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비록 수피즈의 집합론적 접근에서 공리화가 중
요하게 부각되기는 했지만, 상당수의 과학철학자들이 상태 공간적인 모형으로 진화론이
나 일부 유전법칙을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구문론적 관점과 의미론적 관점의 방법론은
서로 분명히 구별될 수 있다.
로이드와 톰슨, 비티 등이 의미론적 관점을 진화론이나 고전적 유전 법칙에 한정하여
적용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두 번째 문제 제기는 의미론적 관점을 무너뜨리는 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 보인다. 또한 의미론자들이 이들 소수의 추상적 생물학 이론에 매
몰되어 실행적인 요소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 같다는 컬프와 키처의 비판 역시
수피즈와 수피 등의 논의에 주목해 볼 때, 그다지 정확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의미론적
관점을 체계화시킨 수피즈는 앞장서서 실험과 측정의 과정을 이 관점 내에서 포섭하고
철학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미론적 관점 내부에서 과학의 실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나도 컬프와 키처의 비판에 동의한다. 의미론
적 관점에서 생물학의 이론 구조를 해명하려는 시도는 생물학과 무관하며 수학적으로
기술 가능한 거의 대부분의 이론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컬프와 키처가 질문의 위계적
구조로 생물학 이론의 구조를 제안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른 과학 분야와 차별
화되는 생물학 고유의 방법론적 특징을 잘 반영하였다고 생각한다.
키처와 컬프는 과학이론에 대한 기존의 방식 대신에 쿤의 정상과학 개념에 기대어
‘과학적 실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나는 비록 의미론적 관점이
생물학 이론의 구조를 해명하는 데에 실패했다 해도 여전히 과학이론에 대한 중요한 통
찰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의 비판은 의미론적 관점 자체를 거부하기 보다
는 모형을 중심으로 이론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현대 분자 생물학의 실행적 측면을 중시
한다면 충분히 대응가능하다. 나는 의미론적 관점을 옹호하면서 과학적 실행 측면을 중
시했던 기어리의 모형 기반의 과학이론에 주목함으로써 그의 관점이 컬프와 키처의 비
판을 피하면서도 그들의 제안을 포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2.5. 기어리의 수정된 의미론적 관점
수피즈와 반프라센을 중심으로 살펴본 의미론적 관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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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이론은 모형들의 집합이다.
(2) 모형은 수학적 구조이다.
(3) 모형 체계는 세계 속의 표적 체계와 구조적인 사상관계에 놓임으로써
그것을 표상한다.
(4) 모형들 사이의 관계 역시 구조적인 사상관계이다.
(5) 과학 활동에서 흔히 사용되는 측정과 실험에 대한 이론들은 위계적으로
정렬된다.
현대 분자 생물학의 이론 구조에 대해서 나는 컬프와 키처의 비판과 대안을 긍정적
으로 평가하였다. 즉, 모형을 수학적인 구조로 간주함으로써 현대 분자 생물학의 이론을
재구성할 필요가 굳이 없다. 이 절에서는 모형을 수학적인 구조로 재구성하지 않으면서
의미론적 관점의 장점을 부각시킬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디-와인버그 방정식처럼 수학이 생물학적 활동에서 중요한 이론적 도구로 사용되
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모형화된 방정식들은 집합론이나 상태 공
간으로 재구성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생물체 내부의 분자 수준의 존재자 구조를
규명하고 그 기능을 분석하는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은 수학적인 형태를 띠지 않는다. 그
림 5와 같은 다이어그램은 생물학 내 비수학적 모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크릭은 1970
년에 「분자 생물학의 센트럴 도그마(Central Dogma of Molecular Biology)」라는 논
문에서 유전정보가 DNA로부터 RNA로 전달되어 결국 단백질이 합성된다는 일련의 과
정을 도식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Crick 1970) 그 이후에 크릭의 제안은 현대 분자 생
물학 연구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분자 생물학자들이 이 과정에서 어
떤 존재자들이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연구해왔다.
이 다이어그램은 단백질 합성 과정에 관해 1960년대 전후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
던 수많은 연구 성과들의 핵심을 잘 보여준다. 물론 이 다이어그램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존재자들을 영역 ‘  ’로 묶고 그것들의 속성을 관계 ‘  ’에 포함시키면 하디-와인버그
평형이론을 의미론적 관점에 따라 모형화한 것처럼 변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재구성된 모형이 그림 5의 다이어그램만큼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에 관한 정보
를 잘 제공할지는 의심스럽다. 그리고 생물학 내의 일부 방정식들이 실제 과학 활동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반드시 집합이나 상태
공간으로 재구성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모형을 굳이 수학적인 방식으로 재구
성할 필요 없이, 과학 활동 내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모형들 자체를 과학이론의 한 요소
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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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단백질 합성에 관한 다이어그램(Darden 2006, 365)

과학이론을 비수학적인 모형들의 집합이라고 한다면, 그 모형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기어리는 수학적 구조 대신 ‘지도’를 통해 모형을 설명하였다.(Giere
1999b, 44~47; 2006, 72~78) 그 역시 집합론적으로 구조화된 수피즈의 모형 개념이
경험과학의 실제 활동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모형이라고 비판했다.(Giere 1999b,
42~44) 그는 해석되지 않는 공리들을 예화한 모형 개념을 거부했지만 모형이 세계를
표상하는 추상적인 도구라는 점은 인정했다. 과학 활동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모형들이
세계의 특정 부분을 드러내는 데 유용하다는 점만큼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렇게 과학이론을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기어리처럼 모형을 이해할 경우, ‘모형’은
굉장히 이질적이면서 다양한 대상들을 포괄하는 용어로 탈바꿈된다. 그렇다면 과학이론
은 어떤 점에서 지도와 유사한가?
세계 지도를 보면, 그 위에는 도시의 경계, 해안선의 모양, 국가 간의 경계, 대륙들
사이의 상대적 위치 등이 실제 세계와 매우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처럼 지도는 그
세계의 중요한 몇몇 특징들을 상당히 잘 드러낸다.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세계와 매우
동떨어져 있다. 예를 들면, 메르카토르 도법(Mercator projection)이 적용된 세계 지도
는 구형의 지구가 원통형으로 조정되어 그려졌다. 이 도법으로 그려진 세계지도는 항해
도로 널리 사용되지만 이 지도 위의 임의의 두 점 사이의 직선거리는 실제 최단거리인
측지선(geodesic)이 아니다. 또한, 적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점점 지도 속의 거리와 면
적의 왜곡이 심해지는데, 위도 60°에서의 거리는 실제의 2배, 80°에서는 5.8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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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런 점들 때문에 지도는 몇몇 특징들이 세계와 유사하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세
계 그 자체와 결코 같지 않다.
이와 마찬가지로 앞서 제시된 그림5의 다이어그램도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에 대한
일종의 지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그림에 나타난 핵(nucleus), 인(nucleolus), 리보솜,
tRNA 등의 요소의 모양과 크기는 실제의 것과 전혀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핵 속의
DNA로부터 rRNA가 복제되고, 다시 리보솜으로 전환된다는 일련의 과정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 tRNA 하나에 아미노산 한 종류와 안티코돈 세 개가 결합함으로써 그것이
폴리펩티드 결합에 관여한다는 것도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처럼 이 센트럴 도그
마 다이어그램에서의 존재자들은 실제 대상과 똑같지 않더라도 그것들 사이의 핵심적인
구조적 관계와 기능들은 세포 속의 현상과 대단히 흡사하다. 그래서 모형과 세계 사이의
관계는 구조적 동형성보다 유사성(similarity)으로 정립될 수 있다.
지도가 세계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이유는 지도가 세계의 모든 측면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지도에는 세계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길 수 없다. 이런 점에
서 지도는 부분적(partial)인 특성을 지닌다. 앞의 다이어그램도 마찬가지다. 그림 5의
다이어그램은 세포 내에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형성되는 핵심적인 과정을 잘
나타내지만, DNA가 RNA로 전사되는 세부과정이나 편집(editing) 과정은 과감하게 생략
되어 있다.20) 그래서 생물학의 모형도 부분적이다.
그런데 지도가 세계에 대해 제한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이유는 그 지도를 작성하는
사람의 목적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세계지도는 그것을 제작하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 세
계 속의 특정 정보만을 표현한다. 예컨대, 세계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원유의 이동에 관
한 지도는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몇몇 산유국이 특히 강조될 것이다. 또, 세계전도
에서 각 나라의 수도는 흔히 빨간색 이중 원(◎)으로 표현된다. 이 표시는 서울시의 모
든 것을 표상하지 못하며, 또 그럴 필요도 없다. 세계 전도가 각 나라 수도의 크기와 모
양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에 이 표시는 그 나라의
수도의 명칭과 대략적인 위치만큼은 분명히 전달한다. 그림 5의 다이어그램도 마찬가지
다.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모든 생물학적 존재자들은 결코 실제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
다. DNA나 RNA와 같은 핵산들의 구조는 과학자의 목적에 따라 골격모양, 리본모양, 철
사모양, 공간채움모양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리보솜도 그림에 그려진 것처럼
단순한 둥근 원형이 아니며, 리본 모양으로 표현하면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보인다.(그
림 9를 보라) 그림 5의 다이어그램은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요
소들이 어떻게 서로 관련 맺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자 할 때 효과적일 것이다.
지도와 과학 속의 모형 사이의 비유에 대해서 정리해보자.21) 모형을 구성하는 과학
20) DNA로부터 RNA로 전사되는 과정은 대단히 복잡하다. 나는 전사체가 편집되는 과정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서 리보솜 RNA가 스플라이싱(splicing)되는 메커니즘을 3장에서 자
세히 언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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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세계 속의 무엇을 표상할지 결정하고 표적 체계의 어떤 측면을 어느 정도로 드러
낼지도 선택한다. 그림 5의 표적 체계는 실제 세포 내부에서 아미노산이 형성되는 일련
의 흐름일 것이다. 이 표적 체계를 표상하기 위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구성 가능한 그림 5와 같은 모형 체계는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단백질이 만
들어지는지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지도가 세계의 몇몇 측면에 대해 표상하
는 데 성공한 것처럼, 과학 활동 내에서 모형도 물리적 세계에 대해 제한적이지만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을 표상한다. 기어리는 세계 속의 특정 체계를 표상하는 모형을
표상적 모형(representational model)이라고 부른다.(Giere 1999b, 44)
의미론적 관점에서 모형을 수학적인 구조로 보았을 때, 그 모형은 언어 외적인 대상
이었다. 하지만 모든 과학 분야에서의 모형은 수학적 구조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 특히
현대 분자 생물학 분야의 교과서에 제시된 수많은 모형들은 더욱 그렇다. 앞서 살펴본
센트럴 도그마에 대한 다이어그램 외에 삼차원 시뮬레이션, DNA의 물리적 모형 등이
바로 그 예이다. 이런 비수학적인 모형들은 집합론이나 상태 공간으로 재구성되기 어렵
다. 설사 수학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 공간적인 모형이 원래의 모
형보다 표적 체계를 월등히 잘 표상한다고 보기 힘들다. 과학 활동에서 언급되는 대부분
의 모형들은 세계 속의 특정 구조나 존재자를 표상하는 일종의 인식적 산물들이다. 지도
제작자가 자신의 관심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지도를 만들어서 세계를 표상하려는 것처
럼 과학자도 각자의 목적에 따라 모형을 가지고 세계를 표상한다. 이처럼 세계를 표상하
는 모형은 세계와 동일하기보다는 유사할 뿐이며, 따라서 세계의 일부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하지만 그 모형의 일부분 속에는 과학자의 관심사가 깊이 반영된 유의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모형에는 연구자의 의도적 판단이 깊이 개입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모형을 수학적으로 재구성하지 않고 세계 속의 특정 체
계를 표상하는 표상 체계로만 이해할 때 현대 분자 생물학의 수많은 설명 방식은 과학

21) 한편 대표적인 의미론자였던 반프라센도 최근에는 지도의 예를 들면서 과학 활동 내에서 모
형들이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van Fraassen
2010, 75~88) 그는 지도의 핵심적인 특성으로 지표성(indexicality)을 꼽는다. 하나의 지도는
그 지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된다. 예를 들면, 서울의 지하철 내
부에 있는 노선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적지가 지금 위치로부터 몇 정거장이 남았는지
알려주는 대상으로 취급될 것이다. 현재 지하철이 지나고 있는 역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매순간
지도가 각각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정보는 달라진다. 또한 처음 서울을 방문한 일본인에게는
그 노선도가 서울시 전체의 도시의 모습과 핵심적인 관광지 사이의 대략적인 위치 관계를 나
타내는 것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심지어 덧셈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동은 그 노선도를
통해 특정 역 사이의 정거장 개수를 세면서 공부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동일한 대상일지라도
사용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가 생기게 된다. 반프라센은 과학에서 사용되는 모
형들도 이와 비슷하게 어떤 관점을 갖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경험적 의
미의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지표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특징 때문에 반프라센은 모형에 대한
관점주의적(perspectival)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van Fraassen 2008, 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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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으로 편입될 수 있다. 그런데 기어리는 특이하게도 모형 외에 언어적인 가설 혹은
일반화를 과학이론의 한 유형으로 인정한다.(Giere 1979, 25; 1988) 그에 따르면, 모형
은 세계의 한 표적 체계를 표상하지만 모형 그 자체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말할 수 없다.
대신에 그 모형이 세계 속의 특정 체계에 적합한지 여부는 모형에 대한 언어적 진술에
의해서 판단된다. 그 모형이 현상과 몇몇 측면에서 매우 높은 정도로 유사하다면 그 모
형에 대한 가설은 참일 것이며, 그 반대일 경우, 가설은 거짓이 된다. 참으로 수용된 가
설은 그 모형이 세계를 성공적으로 표상했다는 점을 잘 보여주며, 결국 가설은 잠정적인
예측에서 믿을 만한 언어적 진술로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반면에, 반프라센은 모형과 세계를 각각 상태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그것들 사이의 구
조적 동형성 관계를 보임으로써 그 모형의 참을 얘기한다.(van Fraassen 1970, 1980)
하지만 기어리는 모형과 현상을 수학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거부한다. 대신에 그는 모
형을 지도에 비유했다. 그리고 참 개념과 결부되는 것은 모형이 아니라 언어적 진술이라
고 보았다. 모형은 현상과 유사성 관계에 있으며, 그 모형에 대한 언어적 진술이 세계에
대한 참된 표현이 된다. 반프라센은 모형의 수학적 구조화를 통해 과학이론의 진리성을
확보하려 했던 반면, 기어리는 언어적 가설을 과학이론의 한 축으로 인정함으로써 모형
이 참에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앞서 나는 굳이 과학의 모든 모형이 수학적인
구조로 재구성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언급한 바 있다. 생물학의 모형이 수학적인 구조로
바뀔 필요가 없거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 동형성 혹은 부분 동형성 관계로 그 모
형의 참됨을 보이는 것도 어려워진다. 하지만 과학이론을 구성하는 모형이 세계에 대한
매우 참에 가까운 지식이라는 직관은 쉽게 포기하긴 어렵다.
나는 과학이론을 모형들의 집합으로 보았던 수피즈나 수피와 달리 비수학적인 모형
외에 언어적 진술을 과학이론의 한 축으로 포함시킨 기어리의 견해가 좀 더 매력적이라
고 생각한다. 모형은 언어적으로 기술될 수 있으며, 그 진술들은 하나 이상일 것이다.
즉, 하나의 모형은 하나 이상의 언어적 진술을 내포한다. 예컨대, 그림 5의 센트럴 도그
마는 DNA로부터 mRNA(messenger RNA)가 합성되는 과정, DNA로부터 rRNA가 합성
되어 리보솜으로 전환되는 과정, 그리고 mRNA를 주형으로 하여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
정 등 다양한 세부 진술들이 가능하다. 이런 언어적 진술들은 모형 못지않게 자연 현상
을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학부생 이상이 사용하는 분자 생물학 교
과서를 보더라도, 그림 5와 같은 그림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언어적 설명도 함
께 제공되고 있다. 학생들은 모형과 언어 진술들을 동시에 읽으면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이해한다.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 단백질 합성 과정은 모형만을 통해 파악
가능한 것이 아니며, 그 모형에 대한 하나 이상의 진술들을 통해 이해된다. 그러므로 과
학이론을 말할 때, 모형뿐 아니라 언어적 진술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런
점에서 과학이론을 모형과 가설들의 집합으로 보았던 기어리의 견해는 수피즈나 반프라

30

센의 의미론적 관점보다 좀 더 선호할 만하다.
기어리의 관점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수피즈의 위계적 모형 체계를 계승했다
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피즈는 실험 모형, 자료 모형, 실험 장치 모형을
위계적으로 정렬시켰다. 모형들 간의 위계성에서 추상적인 이론이 현상과 직접적으로 연
결되지 않으며, 그 사이를 여러 모형들이 매개한다. 기어리는 이론 내 공리를 예화시켜
서 모형을 수학적으로 구성하려고 했던 수피즈의 접근 방식을 거부했다. 하지만 그는 상
위의 원리들로부터 정의된 하나의 모형이 직접적으로 현상이나 자료와 비교되지 않으며
그 사이에 여러 실험 모형과 자료 모형이 매개된다는 수피즈의 주장만큼은 받아들였
다.(Giere 1999b, 54~55) 이럼 점을 미루어 볼 때, 기어리도 다양한 실험과 측정, 자료
해석 등의 과정이 실제 실험실에서 수행될 때 수많은 모형들이 관여하고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과학적 실행이 의미론적 관점 내에서 분석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즉, 컬프와 키처는 의미론자들이 실험 기술이나
방법론적 지침들을 간과했다고 비판했지만, 수피즈의 여러 모형들의 위계적 체계를 계승
한 기어리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
는 것이다.
앞서 나는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표상하는 그림 5와 같은 다이어그램이 현대 분
자 생물학의 핵심 이론 중 하나로 인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렇게 세계
를 표상하는 모형이 구성되는 데 사용되는 법칙적 원리들 외에 실험실에서 흔히 사용되
는 측정 장치 모형, 실험 모형들과 그것들의 언어적 진술들도 과학이론의 하나로 인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특정 연구 분야에서 사용되어왔던 이 전의 실험 방법이나 측정 장치
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거나 새로운 연구 성과를 산출하는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졌을 경
우, 그러한 성과들은 매우 뛰어난 과학적인 업적으로 인정받아 왔기 때문이다. 예컨대,
X-선 분광기는 1913년에 브래그(L. Bragg)에 의해 처음 고안되었는데, 이 장치의 개발
로 다이아몬드나 각종 광물의 결정 구조는 물론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기법은 현대 분자 생물학 분야의 각종 효소 단백질의 삼차원 구조와 그
기능들을 분석할 때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과학 활동 전반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이 장치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브래그 법칙(Bragg's law)은 충분히 과학이론으로 인
정받을 만하며, 이 법칙을 제안한 브래그 부자(父子)는 1915년에 이미 공동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기어리 식의 의미론적 관점을 받아들이면, 두 가지 과학 활동 상황에서 사용되는 과
학이론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하나는 세계를 표상하는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각종 연
구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다. 현대 분자 생물학 활동에서 해결해야 하는 연구문제라면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생물학적 현상을 발생 시키는 생물체 내부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
업을 꼽을 수 있다. 앞서 그림 5와 관련하여 언급한 바와 같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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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합성되지 않으면 모든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만큼 단백질이 어떻게 합성되는
지 알아내는 것은 생물학적 연구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간주될 만하다. 그런데 그 연
구 작업들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일단 매우 다양한 세포 내부의 존재자들이 그 과정에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또한, 그 존재자들을 하나하나 분리하여 구조를 분석하는 과
정 역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어떤 대상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관여하는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과정에 개입할 것으로 추측되는 존재자
들을 선별하고 그것들의 분자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은 암흑 속에서 더듬거리면서 세계
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 이런 작업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다양한 실험
및 측정 장치와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뒷받침하는 이론들 덕분이다. 따라서 현대
분자 생물학의 연구에서 어떤 이론들이 사용되는지 파악하고자 할 때, 연구문제를 해결
하는 과정에서 동원된 주요 실험 및 측정 장치들을 선별하고 그것들의 이론적 배경에
주목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실험 및 측정 장치들을 통해 수많은 자료들을 산출하고 그것들을 통계적으로
처리하거나 분석함으로써 많은 생물학자들은 세계의 특정 체계를 표상하는 모형을 완성
한다. 그런데 그림 5와 같은 다이어그램은 생물체 내부에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 그
자체가 아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단백질의 구성요소인 아미노산이 세포 내 어떤 존재자
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합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상 체계일
뿐이다. 따라서 그림 5와 같은 표상 체계는 세계 그 자체와 동일시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다이어그램이 성공적으로 단백질 합성 과정을 표상했다면, 이 표상 체계는 아미노산
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생성되었는지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즉, 세계 속의 특정
표적 체계를 성공적으로 표상하는 모형은 그 표적 체계로부터 산출되는 규칙적인 생물
학적 현상을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은 다
양한 생물학 하위 분야의 교과서에 수록된다. 교과서에 수록된 수많은 모형들과 그에 대
한 언어적 진술들은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이 인정하는 과학적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처럼 복잡한 세계 속의 특정 현상들을 설명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표상적 모형
은 당연히 과학이론의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어리의 견해를 바탕
으로 수정된 의미론적 관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과학이론은 모형들과 그 모형에 대한 언어적 진술들의 집합이다.
(2)′ 모형은 세계 속의 특정 체계를 표상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수학적인
체계이다.
(3)′ 과학자는 각자의 목적에 따라 세계의 특정 현상에 대한 표적 체계를
설정한 후, 그 체계를 표상하는 모형을 구성한다.
(4)′ 과학자는 표상적 모형을 자료 모형과 비교함으로써 그 모형이 세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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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표상하였는지 판단한다.
(5)′ 과학 활동에서 흔히 사용되는 실험 및 측정 장치에 대한 모형이나 각
종 해석 이론들은 위계적으로 정렬된다.
이제 이 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자. 맨 처음 나는 과학이론에 대한 의미론적
관점에 대한 컬프와 키처의 비판을 재검토한 후, 기어리의 수정된 의미론적 관점을 제시
함으로써 과학이론에 대한 기존의 철학적 분석과 컬프와 키처의 과학적 실행이 서로 결
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보았다. 특히 모형을 비수학적인 표상 체계로 간주하고 과
학 활동의 다양한 실험 및 측정 장치 모형들을 과학이론 안에 포함시키는 기어리의 관
점은 컬프와 키처의 비판을 포섭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볼 만하다. 그리고 나는 기어리
에 의해 제시된 의미론적 관점을 현대 분자 생물학의 핵심적인 연구 성과로 손꼽히는
센트럴 도그마에 적용시킴으로써 그의 관점이 이 분야의 이론을 이해하는 데 충분히 적
용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보여주고자 했다.
다음 장부터는 기어리의 관점을 바탕으로 현대 분자 생물학에서의 이론에 대해 본격
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생물학적 현상에 관한 생물체 내부의 구조와 기능을 표상
하는 모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부터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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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 분자 생물학에서 이론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3.1. 모형화하는 두 가지 방식
세계의 특정 현상과 관련된 생물체 내부 체계를 표상하는 모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추상적인 모형과 세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
보는 과정에 해당한다. 의미론적 관점에서 표상적 모형과 자료는 실험 및 측정 장치에
대한 모형이나 자료 모형에 의해 매개된다. 그리고 이런 모형들이 사용됨으로써 현대 분
자 생물학에서 이론과 세계가 서로 연결되는 장소가 바로 실험실이다. 그러나 다양한 생
물학의 분야의 실험실에서 서로 다른 목적과 현상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일
일이 열거하는 것은 그다지 흥미롭지 않다. 그러나 그 활동들 가운데 세계에 대한 이론
이 어떻게 적용되고 또한 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형적인 특징을 뽑아내는 것은 꽤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나는 이 장에서 현대 분자 생물학에서의 모형화 과정을 살펴
보고, 이 모형화 과정을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와 관련지어 봄으로써 생물학적 현상을 야
기하는 표적 체계에 관한 모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3.1.1. 원리로부터 유도되는 모형화
컬프와 키처의 지적대로, 논리경험주의자들뿐 아니라 몇몇 의미론자들은 고도로 추
상적인 법칙적 원리들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 전반의 이론체계를 이해하고자 했었다. 이
런 경향은 이론 물리학을 중심으로 철학적 분석을 시도했던 논리경험주의자들의 이론
편향적 과학철학의 흐름과 깊은 관련이 있다. 많은 과학철학자들은 최상위 법칙들로부터
어떻게 모형이 정교화되며 그 모형이 세계를 어떤 방식으로 표상하는지에 대해 주로 관
심을 기울였다. 이런 흐름 속에서 자주 언급되는 과학이론은 고전역학의 뉴턴의 운동방
정식, 양자역학의 슈뢰딩거 방정식, 전자기학에서의 맥스웰 방정식,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대표적이다.(Cartwright 1983, 1999; van Fraassen 1980, 1989, 2008;
Suppe 1989; Giere 1988, 1999, 2006; Suppes 1954, 1960; Bailer-Jones 2009;
Frigg 2009) 하지만 이런 경향은 물리학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생물학 이
론에 대한 분석에서도 이론 편향적인 경향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의미론적 관점으로
진화론과 몇몇 생물학 이론을 분석했던 비티, 로이드, 톰슨 등과 같은 과학철학자들은
자연선택의 원리를 유전학에서 어떻게 모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최근에 와이즈버그와 반프라센은 포식자-먹이 모형을 특성화하는 볼테라 원리(Volterra
principle)에 주목한 바 있다.(Weisberg 2007; Weisberg and Reisman 2008; 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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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assen 2008) 이처럼 많은 과학철학자들은 고도로 추상적인 법칙적 원리들을 중심으
로 과학이론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들 원리들로부터 어떻게 자연 세계에 좀 더 가까운
구체적인 모형이 도출되는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나는 법칙적 원리들로부터 세계의 특정 체계를 표상하는 모형을 도출하는 과정을 ‘원
리로부터 유도되는 모형화’(principle-driven modeling)라고 부르겠다.22) 이 모형화에서
세계를 표상하는 모형은 법칙적 원리들이 좀 더 구체화됨으로써 구성된다. 예컨대, 고전
역학에서 물체의 운동 상태는 뉴턴의 제 2 운동 방정식 ‘ 
   ’로부터 출발한다.23)
보존계에서 선형적인 복원력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물체계(physical system)에 이 방정
식을 적용할 경우, 좌변은 ‘     ’로 대체되어 ‘     ’로 특성화된다. 그리고 다
시 이 방정식에 저항력 ‘    ’와 외부의 추진력(external driving force) ‘ cos ’가
작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물체계는 그림 7과 같이 강제 조화 진동자 방정식으로 해
석된다. 이 방정식은 선형복원력, 저항력, 그리고 외부 추진력이 고려된 물체계를 표상
하는 모형이다. 이 표상적 모형으로부터 계산 가능한 예측값은 세계 속에 존재하는 물체
계의 상태값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24) 물리학자들은 강제 조화 진동자 방정식으로부
터 도출된 예측값이 얼마나 정확한지 판단하기 위해 여러 측정 장치를 사용한다. 최근에
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모형화 과정에서 고려했던 매개 변수들을 조작하여 측정값을 산
출하고 있다. 이렇게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얻어진 측정값 자료들은 통계적으로 처리되
는 과정을 거친 후, 이론적 예측값과 비교된다. 세계를 표상하는 모형과 비교되는 측정
값들의 집합이 바로 자료 모형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형화는 그림 6과 같이 간략하게
위계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22) 여기서 주의할 것은 법칙적 원리로부터 유도되는 모형화 과정이 오직 물리학만의 독특한 특
징은 아니라는 점이다. 생물학의 자연 선택 원리와 볼테라 원리 등도 이 모형화 과정에 해당되
는 것이다. 나는 물리학을 중심으로 과학이론을 분석해왔던 과학철학자들의 전통을 지적하면서
모형화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고전역학의 사례를 거론한 것일 뿐, 결코 이 모형화의 과정이
곧 물리학의 모형화 과정이라고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23) 뉴턴의 제 2 법칙은 보존계(conservative system)에서 일반적으로 직선운동(rectilinear
motion), 조화운동(harmonic motion), 궤도운동(orbital motion) 중에서 하나의 운동으로 구체
화된다. 만일 직선운동일 때는 힘(force)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상황(    )인데, 자유낙하운동
(free fall motion)과 경사운동(incline motion)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조화운동일 때는 선
형복원력(linear restoring force,    )이 작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진자운동
(pendulum motion)과 용수철운동(spring motion)이 속한다. 또한 궤도운동에는 원운동
(circular motion)과 타원운동(elliptical motion)이 있으며 이 운동에는 역 제곱의 힘(inverse
square force, F=k/   )이 작용한다.(Giere 1999a, 110)
24) 강제 조화 진동 모형은 3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질 것이다. 이 모형으로 부터 도출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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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법칙적 원리로부터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

그림 7. 뉴턴의 제 2 법칙으로부터 유도
된 강제 조화 진동자 방정식

그림 6은 최근 기어리가 제시한 것25)을 수정한 것이다. 그는 모형에 기반한 과학이
론의 위계적 구조를 제안하였는데, 이 위계적 구조의 최상위에는 추상적인 이론들 혹은
법칙적 원리들이 위치하고 하위에는 자연세계가 위치한다. 기어리에 따르면, 원리들은
현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둘은 모형들에 의해서 매개된다. 이러한
관점은 수피즈, 수피와 같은 의미론자들 외에도 다수의 과학철학자들로부터 지지받고 있
25) 기어리는 가장 추상적이면서 표상적 모형을 특성화하는 것을 2006년의 『Scientific
Perspectivism』에서는 원리(principle)라고 불렀고, 2010년의 논문에서는 원리적 모형
(principled model)이라고 불렀다.(Giere 2006, 61; 2010, 270) 그는 과학이론을 모형에 기반
하여 정식화시키고자 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후자의 용어를 선택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기어리는 왜 ‘원리’라는 용어를 ‘원리적 모형’으로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한 이유를 밝힌
적이 없다. 단지 그는 ‘이론’이라는 용어가 이미 지나치게 다양한 맥락에서 다른 방식으로 사용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론을 ‘원리’라고 부르자고 제안했을 뿐이다. 본 논문에서 나는 ‘원리적 모
형’이라는 용어 대신에 ‘원리’라는 용어를 선택하겠다. 또한 기어리는 자료 모형과 실험 모형을
같은 수준으로 묶어서 실험-자료 모형(models of experiments and data)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는 세계, 실험, 그리고 자료 세 가지를 같은 수준으로 묶었다. 그런데 기어리는 이 두 수준의
묶음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왜 이것들끼리 서로 같은 수준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한 바가 없다. 추측컨대, 그는 이론화(theorizing) 과정에서 과학이론들이 대략적으로 사용
되는 흐름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는 세계와 자료를 구분하고 그 중간에 실험 모
형과 측정 모형을 배치시켰다. 자료는 실험 장치나 측정 장치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도구가 세계와 상호작용한 결과이므로, 세계와 자료는 존재론적으로 결코 동일하지 않기 때
문이다. 자료가 산출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잡음과 실험적 오류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
서 자료 속에는 세계 그 자체 외에도 측정 및 실험 장치와의 상호작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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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uppes 1962; Suppe 1989, van Fraassen 1980, 2008; Cartwright 1999;
Morgan and Morrison 1999)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반프라센과 카트라이트(N. Cartwright)가 ‘이론’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한 반면, 기어리는 ‘원리’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는 사실이다.(van
Fraassen 2008; Cartwright 1999; Giere 2006) 세 철학자 모두 고전역학의 뉴턴의 세
방정식, 전자기학의 맥스웰의 네 방정식,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이론 혹은 원리에
해당된다고 언급하고 있다.(van Fraassen 2008, 309~310; Cartwright 1999, 242;
Giere 2004, 744)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의 두 철학자와 달리 기어리가 ‘이론’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 개념이 이미 광범위하게 여러 모형들을 지칭할 때 혼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어리는 특히 다윈의 자연선택이 과학 ‘이론’인지 아니면 잠정적인 ‘가
설’에 불과한지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원리’라는 새로운 용어가 필요함을
느꼈다고 언급한 바 있다.(Giere 2004, 744~747) 그런 점에서 반프라센과 카트라이트
의 ‘이론’과 기어리의 ‘원리’는 결국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26)
비록 반프라센과 기어리는 모형을 수학적인 구조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
를 달리했지만, 이론 혹은 법칙적 원리로부터 유도된 모형이 자료 자체와 비교되지 않고
그 자료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진 또 다른 모형과 비교된다는 주장에서는 일치한다. 그림
6에서의 자료 모형은 현상으로부터 도출된 자료를 재구성한 모형이다.27) 반프라센은 이
론적 모형의 해(solution)와 측정값에 의해 재구성된 경험하부구조를 서로 비교한 후, 두
구조가 서로 동형적인지를 보임으로써 이론의 경험적 의미가 획득된다고 생각한다. 기어
리도 표상적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값과 비교될 대상으로 자료가 아닌 자료 모형을 지목
하고 있다. 모형에 대한 구조주의적 입장을 견지할 것인지에 대해선 서로 대척점에 있는
이 두 철학자는 모형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만큼은 공통적으로 표상적 모형이 자료에 관
한 ‘모형’과 비교되어 연결된다고 본다.
이런 입장은 실제 과학 활동과도 매우 깊이 관련을 맺고 있다. 자료 그 자체는 세계
에 대한 어떤 유의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자료에는 측정 장치와 세계와
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잡음이나 오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과학자는 이 오류가능
26)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반프라센, 카트라이트, 그리고 기어리가 모두 모형화를 위한 도구로
서 이론 혹은 원리를 간주했다는 점이다.(van Fraassen 2008; Suarez and Cartwright 2008;
Giere 2006) 우리가 어떤 현상을 설명한다는 것은 복잡한 현상의 중요한 일부분을 기술할 수
있는 모형을 ‘이론’으로부터 유도하는 것과 같다.(Suarez and Cartwright 2008, 65) 하지만
모형이 현상을 설명한다는 것이 곧바로 그 모형이 참이라는 것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반프라센
이나 수피즈와 달리, 카트라이트는 참을 전제로 모형을 다루지 않는다. 이론은 현상에 대한 어
떤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며 그 결과가 이론 안에 미리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연구자가 이론을 현상에 적용하고 사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구성된 모형은 이론에 대
한 도구적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Suarez and Cartwright 2008, 66)
27) 반프라센은 측정 결과인 원초적 자료를 분석하여 구성된 것을 표면 모형(surface model)이라
고 말한다.(van Fraassen 2008, 166) 표면 모형은 기어리나 수피즈의 자료 모형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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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여러 기법을 통해 보정해야 한다. 그들은 보통 자료를 해석하고 통계적으로 처리함
으로써 자료 모형으로 전환한다. 자료가 자료 모형으로 변환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세
계에 대한 그럴듯한 정보를 얻게 된다. 실제 과학 활동에서 세계에 대한 이론적 예측과
비교되는 대상이 자료 자체가 아니라 자료에 대한 해석체계라는 수피즈의 견해를 기어
리는 물론 반프라센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그림 6의 법칙적 원리로부터 유도되는 모형화에서 실험 모형과 측정 모형은 표상적
모형의 예측값을 정당화하기 위해 실험값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두 모형은
스스로 세계 속의 물체계의 상태를 설명하지 못한다. 세계 속의 표적 체계에 대한 설명
항(explanan)은 뉴턴의 제 2 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된 강제 단조화 진동자 방정식이다.
따라서 이 모형화의 과정에서 실험 모형과 측정 모형은 표상적 모형을 유도하는 데 사
용되는 법칙적 원리들보다 과학철학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다. 심지어, 세계를
고전역학적 관점을 채택하여 바라볼 때, 실험적인 측정값이 도출되는 상향식 과정은 흔
히 생략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경험적 자료를 획득하고 변환하는 과정은
원리들로부터 모형을 구체화시키는 과정보다 과학철학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취급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과학철학자들은 실험이나 측정 활동이 이루어
지는 과정보다 법칙적 원리들로부터 세계에 대한 설명항이 구체화되는 과정에 좀 더 관
심을 기울여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모형화의 과정이 반드시 고도로 추상적인 법칙적 원리들로부터 유도되는 것
은 아니다. 세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몇몇 조건들이 덧붙여져서 구체화되어야
하는 원리들 없이도 실험 및 측정값들로부터 세계의 특정 체계를 표상하는 모형이 구성
될 수 있다. 다음 절에서 법칙적 원리들로부터 유도되는 모형화와 차별화되는 또 다른
모형화를 살펴보자.

3.1.2. 자료로부터 유도되는 모형화
원리로부터 유도되는 모형화에서 자료는 세계에 대한 잠재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그
러나 세계를 표상하는 모형이 구성될 때 자료 자체가 기여하는 것은 거의 없다. 대신에
표상적 모형을 정의하는 이론 혹은 원리들이 이 모형화 과정에서 자료보다 훨씬 더 결
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실험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수많은 과학자들은 몇몇 법
칙적 원리들로부터 모형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활동하지 않는다.
즉, 많은 과학철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인 모형화 과정이 곧 과학 활동의 전부인 것은 아
니라는 말이다. 법칙적 원리로부터 유도되는 모형화와 분명히 구별되는 동시에 현상을
성공적으로 표상하기 위한 모형화에서 자료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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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활동 안에는 매우 흔하다. 우리는 이렇게 자연세계와 측정 장치와의 상호작용으로
산출된 결과로부터 표상적 모형이 유도되는 과정을 ‘자료로부터 유도되는 모형
화’(data-driven modeling)라고 부를 수 있다.
자료로부터 유도되는 모형화 과정을 처음으로 주목한 과학철학자는 카트라이트이
다.(Cartwright 1999) 그녀는 법칙적 이론으로부터 구성된 해석적 모형(interpretive
model)과 분명히 구분되는 현상에 대한 모형(models of phenomena)이 있다고 주장했
다. 이 현상적 모형은 세계 속의 특정 체계를 직접적으로 표상하는 모형으로서, 해석적
모형과 달리 이론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연구자는 세계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태(affair)를
표상하기 위해서 이 모형을 사용한다. 현상에 대한 모형의 예로 카트라이트는 전자기학
의 초전도 현상 중 마이스너 효과(Meissner effect)28)에 대한 런던형제의 모형
  
 ’을 제시했다.(Suarez and Cartwright 2008)
(Londons model) ‘   ∇ 

기어리는 카트라이트의 이 사례 분석에 주목하면서 표상적 모형을 구성하는 또 다른
경로가 있음을 인정했다.(Giere 2010, 272) 하지만 기어리 스스로 이 모형화를 통해 어
떤 모형이 구성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최근 그는 그림 6에서
법칙적 원리로부터 특수 조건이 추가되어 표상적 모형이 구성되는 하향식 과정을 생략
하고 자연세계에 대한 경험적 자료로부터 유도되는 상향식 과정의 위계적 모형화를 제
안했을 뿐이다.(Giere 2010, 273) 나는 기어리의 제안을 현대 분자 생물학에서의 모형
화 과정에 적용하고 자료로부터 유도되는 모형화 과정을 생물학의 분야까지 확장 시키
고자 한다.29)
28) 1933년 마이스너(W. Meissner)와 오쉔펠트(R. Ochsenfeld)는 초전도체가 상전이 임계 온도
 안에 놓였
(phase-transition critical temperature,  ) 이상의 온도에서 약한 외부 자기장 
다가 온도를  이하로 낮추었을 때 전기저항이 0으로 바뀌는 일반적인 초전도현상 이 아닌
특이한 자기장 효과를 발견했다. 전도체(conductor)는 약한 자기장 안에서 임계 온도 이하로
온도가 낮아지면 초전도체(superconductor)가 되며 이 물체를 반자성체(diamagnet)라고도 부
른다. 만일 완전도체(perfect conductor)를 초전도체로 만들었다면 이 물체를 완전반자성체
(perfect diamagnet)이라고 부른다. 초전도체에서 전기저항은 0이기 때문에 외부의 자기장에
의해 형성된 유도전류는 도체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 유도전류가 형성되는 이유는 렌츠
의 법칙 때문이다. 반자성체의 내부를 순환하는 유도전류에 의해 형성되는 자기장은 외부의 자
기장의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작용하게 되고 결국 외부의 자기장을 반자성체가 배척하여 외부
의 자기장이 반자성체 내부에는 투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29) 앞서 나는 고전역학의 예를 들면서 법칙적 원리로부터 유도되는 모형화 과정을 선보였지만,
그 과정에 오직 물리학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생물학에도 적용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는 이 논문에서 현대 분자 생물학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에 대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부터 유도되는 모형화가 이 분야의 연구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는
것뿐이지, 이 모형화 과정이 ‘오직’ 생물학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
는 이 모형화를 처음 언급한 카트라이트를 거론하면서 전자기학에서도 이 모형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두 가지 모형화의 구분은 물리학과 생물학을 서로 구분하기 위
해서가 아니다. 단지 과학 활동에서 어떤 이론들이 개입되고 세계에 대한 추상적인 이론이 어
떻게 구성되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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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은 생물체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존재자를 찾고 그것들의 기능
에 대해서 연구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주목하는 특정 생물체 내부에 어떤 존재자
들이 있는지 제일 먼저 파악하곤 한다. 예컨대, 많은 세포 생물학자들은 1950년 전후로
여러 현미경을 이용하여 세포 내의 다양한 존재자들을 확인하였다.(Albert et al. 2003)
예컨대, 광학 현미경(light microscope)을 이용하면, 세포 중앙에 위치한 둥글고 커다란
핵, 세포의 경계를 나타내는 원형질막(plasma membrane), 그리고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혼합된 세포질(cytoplasm)이 관찰된다. 하지만 이 현미경을 이용하여 0.2㎛ (1
㎛ =   m) 전후의 세포 내 소기관(organelle)들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
다. 그래서 200㎚ (1㎚ =   m) 전후에 해당하는 세포 내 존재자들은 전자 현미경
(electron microscope)을 통해 관찰될 수 있다. 특히 투사 전자 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을 이용하면, 핵과 원형질막뿐 아니라, 세포질 내의 미토콘드리아
(mitochondria),

소포체(endoplasmic

reticulum),

리소솜(lysosome),

골지체(Golgi

apparatus) 등의 소기관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현미경을 통해 세포 내 여러 존재자들을 밝히고 난 다음엔 그것들 각각의 세
부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소기관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그것들
의 고유 기능을 전혀 알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 소기관들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20㎚에서 0.2㎚ 사이에 이르는 분자 수준의 세부 구조를 연구
해야 한다. 그런데 분자 수준의 구조는 전자 현미경만을 이용해서는 세밀하게 연구하기
어려우므로, 소기관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삼차구조와 같은 미세한 구조는 X-선 결정학
(X-ray crystallography)을 이용하여 파악된다.
세포 내 특정 소기관의 정밀 구조까지 파악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소기관이 과연 생
명체의 유지와 번식을 위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알아볼 차례이다. 소기관들의 생물
학적 기능을 파악할 때는 다양한 화학 지식이 동원된다. 예컨대, 세포막은 주로 인지질
(phospholipid)로 이루어져 있는데, 친수성(親水性)의 머리 부분과 두 개의 소수성(疏水
性)의 지방산 꼬리가 인지질을 구성한다. 물로 이루어진 세포 내외의 환경 속에서 친수
성의 머리는 물에 접한다. 반면 소수성의 꼬리들이 서로 맞물려 닿음으로써 샌드위치 모
양의 두 층의 인지질 세포막이 형성된다. 인지질 머리가 친수성인 이유는 머리 맨 끝에
있는 부분의 화학적 상태가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극성은 원자의 전하가 불균일하
게 분포한 경우를 가리키는데, 극성을 띠는 인지질 머리는 또 다른 극성인 물과 쉽게 수
소결합하여 반응한다. 반면에 인지질 꼬리를 구성하는 2-메틸프로판(methyl propane)의
원자들은 전하를 거의 띠지 않는 비극성이기 때문에 물에 전혀 녹지 않는다. 이처럼 인
지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화학적 특성은 막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세포
내외의 물질 이동이 가능한지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다.
정리하면, 생물체 내부의 존재자들을 관찰하고 그 존재자들의 세부 구조를 밝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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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것들의 생물학적 기능을 화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추론하는 과정은 대부분의 생물
학에서 흔히 나타나는 활동 방식이며, 이 때 다양한 실험 장치와 기법이 동원된다. 생물
학자들은 이 실험 기술들의 배경이론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그들은 실험
과 측정을 통해 획득된 자료를 변환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기초적인 화학 지식을 반드
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생물체 내부의 특정 존재자의 고유 기능을 파악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세포 내의 여러 소기관과 세포막의 구조와 기능들은 단일한 소수의 법칙적
원리들로부터 유도되지 않았다. 소기관들의 구조는 서로 이질적이기 때문에, 각각의 세
부 구조를 밝히고 기능을 추론하는 데 적용된 화학적 지식도 역시 서로 다르다. 실험과
측정 자료로부터 출발하여 각종 과학 지식을 통해 분석 및 해석하는 생물학의 활동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나 자연선택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물체계의 현상과 좀 더 가까워
지도록 모형을 구성하는 활동 방식과는 분명히 차별화 된다.
특히, 생물체 내 존재자의 분자 구조와 기능을 분자 수준에서 밝히고자 하는 현대 분
자 생물학 연구는 더더욱 특정 법칙적 원리들을 전제한 후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는 현
대 분자 생물학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 중 하나인 단백체학의 사례를 통해 자료로부터
유도되는 모형화의 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단백질은 생물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만큼, 그것의 분자적 구조를 밝히고 기능을 이해하는 것은 현재
생물학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연구주제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도 많은 생물학자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단백질의 구조를 규명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분
야 연구 활동을 이해하는 것은 수많은 생물학자들의 대표적인 활동을 이해하는 것과 크
게 다르지 않다.
단백질은 약 100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중축합되어 생긴 고분자이다. 아미노산은 핵
산을 구성하는 염기인 아데닌(adenine, A), 시토신(cytosine, C), 구아닌(Guanine, G),
그리고 티민(thymine, T) 혹은 우라실(uracil, U) 중에서 3염기가 배열되어 하나의 단위
로 지정된다.30) 펩티드 결합된 아미노산 서열은 다시 아미노산기의 수소와 카르복시기
의 산소 사이의 수소 결합에 의해 알파헬릭스(    ) 구조와 베타시트(    ) 구
조와 같은 이차구조(secondary structure)의 단백질을 형성한다.31) 그리고 다시 알파헬
릭스와 베타시트의 곁사슬끼리 소수성 결합(hydrophobic bond)되어 접힘 현상이 나타
나면 복합적인 삼차구조(tertiary structure)가 형성된다. 특정 단백질의 고유기능을 분
30) 예를 들면, GCT(U)는 알라닌(alanine)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DNA가 전사되어 생기는 mRNA
의 염기배열에 기초하여 리보솜 상에서 단백질로 번역된다.(Nobuyoshi 2002/2009)
31) 알파헬릭스 구조는 사슬이 3.6잔기로 1회전하고 회전당 0.54nm을 이동하는, 오른쪽으로 말린
나선이다. 펩티드 사슬이 나선의 위아래에서 수소결합을 하여 전체 구조를 안정화시킨다. 베타
시트 구조는 펩티드 사슬이 평행 또는 역 평행하여 마주보며 수소결합을 형성하고 전체 구조
를 안정화시킨다. 이 두 가지 규칙적 구조는 단백질이 일정한 입체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
인 요소이며, 열에 의해서 단백질이 변성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구조가 파괴되어 단백질의 고유
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Nobuyoshi 2002/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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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기 위해서는 삼차 이상의 단백질 구조를 분리 및 정제한 후 결정으로 만들어야 한
다. 현재 단백질의 구조를 알아보는 대표적인 방법은 X-선 결정학과 핵자기 공명
(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X-선 결정 구조 해석
방법에 집중한다면, 일반적으로 그 연구는 (a)세포를 분쇄하기, (b)세포 내 소기관을 분
리하기, (c)소기관에서 단백질을 분리 및 정제하기, (d)단백질을 결정화하기, 그리고 (e)
단백질 결정을 X-선으로 분석하기의 절차로 진행된다.
세포 내 소기관들 중 어떤 대상에 속한 단백질의 기능을 파악할지를 정했다면 우선
세포벽을 부수고 기관들을 서로 분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포 분쇄 방법은 네 가지 정도가 있다.(Albert et al. 2003, 160) 초음파로 세포를 파
괴하는 방법, 순한 세정제를 사용하여 원형질막에 구멍을 만들어 세포를 흩트리는 방법,
세포를 높은 압력 하에서 작은 구멍으로 집어넣어 통과시키는 방법, 그리고 두꺼운 유리
용기 벽면과 잘 맞는 회전봉 사이에 세포를 두고 문지르는 방법 등이 있다. 조직세포나
동물세포의 경우에는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손쉽게 파쇄 되지만 박테리아, 효모, 곰팡이,
균류, 그리고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세포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효소나 강한 염기처리가
필요하다. 식물세포는 특히 두꺼운 세포벽을 갖고 있으므로 액체 질소 등을 이용하여 급
속하게 냉각시킨 후 세포벽을 갈아서 파괴하는 방법이 보통 사용된다. 이들 방법에 의해
분쇄되는 과정에서 소기관들은 균질액 또는 추출물로 이루어진 용액 상태로 남아 있는
데, 단백질 구조를 X-선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소기관들의 고유한 막 구조와 성질
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한다.
균질액에 뒤섞여 있는 세포 내 다양한 소기관들 중에서 연구자가 선택한 특정 단백
질을 결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백질 분자가 존재하는 소기관들을 다른 소기관 분자
들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세포 내 소기관들은 서로 다른 크기와 밀도를 갖고 있
다. 이런 차이점을 이용하여 소기관들을 분리하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원심분리
법(centrifuge method)이다. 원심분리는 균질액을 여러 부분으로 구분할 목적으로 사용
된다. 보통 실험실에서는 균질액을 원심분리기의 시험관에 넣고 서로 다른 속도로 회전
시켜서 크기와 밀도 차이에 의해 소기관들을 분리시킨다. 세포 내에서 가장 크기가 큰
핵이나 세포골격들은 제일 먼저 가라앉고 그보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미토콘드리아,
리소좀, 리보솜 등은 그 위에 부유한다. 그리고 다시 회전 속도를 다르게 적용해서 각
기관들을 추출할 수도 있다. 원심분리를 할 때 빠르게 회전시킬 경우 비슷한 크기나 밀
도를 갖는 소기관들끼리 간혹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의 농도가 증가하며 연
속적인 농도구배를 가지는 용액을 시험관에 넣어 준다. 이 때 사용되는 용액의 종류와
양은 사용되는 세포의 종류와 상태, 결정할 단백질의 속한 소기관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다음으로 결정화시킬 단백질을 세포 소기관에서 추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단백질

42

은 크기, 형태, 전하, 소수성, 그리고 다른 분자와의 친화력 등 매우 다양한 성질을 가지
고 있다. 또한 단백질은 매우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하는 단백질 분자를
다른 분자들과 분리하는 작업은 대단히 어렵다. 높은 비율로 존재하는 단백질이 세포 내
에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낮은 비율로 존재하는 단백질을 결정화하고자 한다면 쉽게
단백질 분자를 분리할 수 없다. 또한 극한의 pH 범위에 존재하는 단백질이나 세포막에
존재하는 막 단백질은 다른 물질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된 시약에 의해 그 단백질
고유의 구조가 파괴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세포 내에 해당 단백질이 차지
하는 비율, pH, 온도, 단백질의 분포 등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자는 어떤
완충제를 사용할지, 어떤 pH에서 분리 및 정제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지난 백 년간 이
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보인 다양한 기술들이 단백질 구조를 결정하기 위한 여러 분리
방법과 정제방법으로 소개되어 있다. 그 중에서 현재 과학 활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크로마토그래피32)(chromatography)이고 다른 하나는 전기영동기
법33)(electrophoresis)이다. 크로마토그래피와 전기영동 두 방법 모두 여러 줄(band)이
나 점(spot)이 나타난 자료 사진을 산출하는 데, 이들 각각의 줄과 점은 특정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다.

32) 크로마토그래피는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다. 우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칼럼 크로
마토그래피(column chromatography)이다. 이 방법은 액체상과 고체상 사이에서 물질을 분리
하는 방법이다. 원통형의 유리관 또는 금속관에 용매제를 채우고 분리할 혼합물을 칼럼 안에
흘려서 용매제에 대한 상호작용의 차이에 따라 각 성분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고체상과
액체상 사이의 흡착은 정전기적 인력, 수소결합 등 다양한 물리화학적 원인에 의해 일어난다.
칼럼 크로마토그래피 중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들로는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 흡착 크로마토
그래피, 겔 여과 크로마토그래피,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가 있다.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는
정전기적인 힘에 의해 이온 교환수지 입자에 이온 또는 전기적인 전하를 띠는 화합물이 흡착
되는 것을 이용한다. 흡착 크로마토그래피는 주로 약한 반데르발스힘(van der Waals forces)
과 입체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알루미나와 실리카겔 같은 고체 입자 위에 용질 분자가 흡착되
는 성질을 이용한다. 겔 여과 크로마토그래피는 투석과 마찬가지로 분자를 크기에 따라 분획하
는 방법으로 가교가 형성된 덱스트란 겔(dextran gel), 폴리아크릴라미드 겔(polyacrylamide
gel) 또는 아가로스 겔(agarose gel) 등을 작은 입자 상태로 가공하여 용매제로 사용하며, 친
화성 크로마토그래피는 단백질이 어떤 특정한 물질과 강한 친화력에 의해 선택적으로 결합하
는 성질을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는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액체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분배의 차이에 따라 서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한쪽 액체가 미세한 고체의 표면에 강
하게 흡착되는 반면 다른 액체는 고체 입자들 사이의 틈을 통해 흘러가며 서로 분리되는 과정
이 나타난다.(Alerts et al. 2003, 162)
33) 단백질 분자의 전하를 이용한 분리 및 분석방법으로, 단백질 분자의 전하량, 분자의 크기에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점을 이용하여 이들 분자를 전기장을 띠고 있는 매질에서 이동시
켜 분리함으로써 순도나 성질을 분석하고 분리하는 데 사용된다. 전기영동기법은 일차원
SDS-PAGE과 이차원 단백질 전기영동기(2-DE)가 사용된다. SDS-PAGE는 비슷한 분자량을
가진 서로 다른 단백질을 분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2-DE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여 단
백질이 가진 고유의 등전위점(pI)에 따라 일차적으로 분리를 한 후 연속적으로 분자량에 따라
다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43

다음 단계는 이렇게 얻은 단백질의 숫자와 분자량 정보를 바탕으로 저차원으로 분리
된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결정하는 것이다.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결정하기 위
해서는 먼저 선택된 단백질 분해효소를 이용하여 작은 펩티드 조각으로 분해해야 한다.
예를 들면, 트립신 단백질분해효소는 리신(Lysine)이나 아르기닌(Arginine) 아미노산의
C-말단 부위를 절단시키는데, 만일 어떤 단백질이 전체 아미노산 서열에 9개의 리신과
7개의 아르기닌을 포함하고 있다면 트립신 분해의 결과 17개의 펩티드가 생성된다. 이
와 같이 정제된 단백질 용액으로부터 얻어낸 단백질 결정은 약 0.2~0.3mm의 크기여야
만 X-선 산란을 통해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Albert et al. 2003, 129)
단백질 용액으로부터 결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원하는 단백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서 과학자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이 때도 일정한 실험규칙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백질마다 개별적인 프로토콜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단백질 결정을
얻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현적(hanging drop, 懸滴)과 마이크로배치
(microbatch) 결정화 방법이 있다.(강린우 2007, 37~38) 현적 결정화 방법을 이용할
때는 단백질 용액과 저장고 용액을 덮개 유리 위에 일대일 비율로 섞어 하나의 방울로
만든다. 그리고 덮개 유리를 저장고 위에 거꾸로 고정시켜 놓는다. 그런 다음, 물이 덮
개 유리의 방울로부터 저장고 용액 방향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하면, 물이 증발함에 따라
방울 내 단백질 용액 농도가 증가하고 결국 결정이 생성된다. 이 방법은 단백질을 결정
할 때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저장고 내에서 500㎕ 이상의 용액을 채워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마이크로배치 결정법은 사용되는 시약의 양이 현
적방법 때의 500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이 결정법은 물의 증발 속도가 빨라서 실험의 결과를 단기간 내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이 방법의 핵심은 기름 아래에서 결정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물의 증발이 가
능한 기름을 단백질 용액과 저장고 용액의 일대일 혼합 결정화 방울 위에 부어 결정을
성장시킨다.34)
마지막 단백질의 구조를 분석하는 단계는 그림 8과 같이 X-선으로 단백질 결정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자료로서의 단백질 결정이 얻어지면, 이 결정에 투사된 X-선이 단
백질 내의 원자와 충돌하여 산란된다. 산란된 X-선은 서로 상쇄되어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는데, X-선의 이러한 굴절 양상은 전자탐지장치로 수집된다. 이 때 나타
나는 점들의 위치와 강도는 단백질의 각 원자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탐지된

34) 단백질 결정을 도출하는 과정은 매우 어려운 만큼 상당히 중요한 학문적 성과로 평가되기도
한다. 특히 세포막에 분포하는 막 단백질은 정제부터 결정에 이르는 과정이 다른 단백질에 비
해 대단히 어려운 기술이 요구된다. 2003년 노벨상을 수상한 매키넌(R. MacKinnon)은 칼륨이
온이 세포막을 통과되면서 나트륨 이온이 어떤 방식으로 차단되는지에 대한 단백질 메커니즘
을 규명하였으며, 그가 사용한 단백질 결정 방법은 이후 막 단백질 구조 분석을 하는 중요한
지침으로 사용되고 있다.(Mackinno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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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D

탐지기

(Charge-Coupled Device detector)에 기록된다.(Myers 2008, 174~181) 이렇게 획득
된 CCD 탐지기 기록에는 에돌이 무늬가 이차원적으로 분포하며 그림 8의 (C)와 같은
회절 양상을 보인다. 이 기록 자료는 단백질 결정을 X-선 결정학을 통해 분석한 일종의
자료 모형에 해당한다.

그림 8. 단백질 결정을 X-선으로 분석하는 과정(Albert et al. 2003, 131)

X-선에 의해서 획득한 자료 모형은 단백질 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가지지 않
는다. 전자의 밀도와 X-선의 산란 각도에 대한 에돌이 무늬는 그저 검은 점으로 분포할
뿐이다. 이 때 결정학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단백질 결합 방식과 구조적 특성을 바탕으
로 검은 점을 해석하고 컴퓨터에 갖춰진 위상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백질 삼차구
조를 파악한다. 그리고 그들은 단백질을 분자구조모형으로 표상할지 아니면 알파 헬릭스
와 베타 시트의 복합구조인 리본모형으로 표상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자료 모형
이 컴퓨터 그래픽과 푸리에 변환에 의해 다시 삼차구조로 재구성되면 단백질의 입체 구
조를 표상하는 모형을 얻어낼 수 있다.
위 다섯 가지 단백질 결정화 단계를 거치면 그림 9와 같은 리본모형의 단백질 삼차
구조를 얻을 수 있다. 그림 9는 세포 내 소기관 중에 하나인 리보솜35)의 구조를 표상하
는 시각적 모형이다. 이 삼차구조는 어떤 법칙적 원리들을 전제하고 연역적으로 도출된
모형이 아니다. 또한 뉴턴 방정식과 같은 수학적인 방정식을 풀어서 도출한 해의 집합도
아니다.
35) 리보솜은 50개 이상의 리보솜 단백질과 약간의 rRNA로 이뤄진 복합체이다.(Alberts et al.
2003.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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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단백질을 번역하는 리보솜의 삼차구조 (Noller 2001)

대신에 이 구조는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쳐 도출된 삼차원의 입체 구조이다. 이 구조
는 다양한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구형의 공간채움모형, 리본모형, 혹은 골격모형으로 형
상화되기도 한다. 눈으로 직접 관찰 할 수 없는 리보솜의 구조는 복잡한 절차와 수많은
도구 및 장치들을 통해 시각화되어 매우 그럴듯하게 세계 속의 실제 리보솜 구조를 표
상한다. 이 모형 안에 ‘A’, ‘P’, ‘E’로 표시된 부분은 아미노산을 운반하는 tRNA가 위치
할 부위(site)를 가리킨다.36) 물론 실제 생물체의 리보솜이 이런 색깔과 리본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 리본 모양의 삼차구조는 미
시적인 리보솜의 모양을 매우 유사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외형적으로 리
보솜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
런 점에서 단백질 구조에 대한 그림 9는 세포 속의 리보솜을 훌륭하게 표상하는 모형이
라고 간주되기 충분하다.

36) 리보솜은 mRNA에 대한 하나의 결합 자리와 tRNA에 대한 3개의 결합자리를 가지고 있
다.(Albert et al. 2003, 251) mRNA가 결합하는 자리는 작은 리보솜 소단위체가 있으며(그림
9의 (B)) 그 후면에는 큰 소단위체가 있다(그림 9의 (C)). 큰 소단위체에 tRNA와 결합하는 세
자리는 각각 아미노아실-tRNA(aminoacyl tRNA, ‘A’), 펩티딜- tRNA(peptidyl tRNA ‘P’), 그
리고 출구-tRNA(exit-tRNA, ‘E’)이다. 새로운 아미노아실 tRNA 분자는 리보솜의 비어있는 A
자리에서 mRNA와 결합한다. 새로운 아미노아실 tRNA가 결합하기 이전에 P 자리에 있던
tRNA로부터 아미노산끼리의 펩티드 결합이 완료되면, 새로운 아미노아실 tRNA는 P 자리로
이동한다. P 자리에서 유전 암호(genetic code)는 번역이 이루어지는데, 이 때 tRNA에 의해서
수송된 특정 아미노산은 이미 생성된 아미노산 사슬을 연장시킨다. 그런 다음 tRNA는 E 자리
로 이동한다. 이 때 비어있는 A 자리에 다시 새로운 아미노아실 tRNA가 유입되고, E 자리에
있던 tRNA는 리보솜 밖으로 방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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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자료로부터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

그림 11. 단백질 삼차구조에 관한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

그림 10은 자료로부터 모형화하는 과정이다. 이 그림에는 법칙적 원리들에 특정 조
건을 부과하여 물체계에 가까운 모형을 구성하는 그림 6의 하향식 과정이 생략되어 있
다. 대신에 실험과 측정 결과로부터 산출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료 모형
이 도출되고, 그것을 다시 화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해석함으로써 드디어 특정 생물학적
구조에 관한 모형이 구성된다. 이런 모형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표상 대상의 고유 기능
이 무엇인지도 파악될 수 있다.
그림 11은 지금까지 살펴본 단백질의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을 자료로부터 유도되는
모형화 과정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표상할 표적 체계인 세포 내 단백질은 세포 분쇄법,
원심분리법, 크로마토그래프나 전기영동법, 그리고 두 가지 결정화 방법의 일련의 과정
을 거쳐서 산출된 결정 자료들을 기초로 파악된다. 이 결정 자료들은 X-선 결정학을 통
해서 회절 양상으로 변환된 다음, 결국 단백질에 대한 표상적 모형으로 탈바꿈된다. 단
백질 구조에 대한 결정 자료를 산출하는 (a)부터 (d)까지의 실험 및 측정 장치들은 각각
고유의 이론을 바탕으로 작동된다. 예컨대, 원심분리기는 반지름과 각속도 제곱에 비례
하면서 구심력과 방향이 반대인 원심력 ‘     ’ 물리학 이론에 의존한다. 그리고
크로마토그래피는 시료들 간의 이동 속도의 차이에 관한 화학적 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세포 분쇄 방법을 적용할 때는 세포 내 소기관들의 구조적 차이와 세포벽의 세
기 등에 대한 생물학적 이론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원심력 이론, 시료 간의 이동 속도에
대한 화학적 지식, 그리고 세포 내 소기관과 세포벽의 구조에 관한 생물학적 지식들은
각각의 실험 장치와 기법들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과학이론들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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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들은 방정식이나 시각적 도식, 혹은 사진 등과 같은 모형들로 구체화될 수 있다. 그
리고 이 모형들에 대한 언어적 진술 역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처럼, 그림 9와 같은 리
보솜의 구조를 표상하는 모형을 획득하는 데 사용되는 실험 장치와 기법들은 각각의 이
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 배경이론들은 실험 모형 혹은 측정 모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단백질 구조를 연구하는 실험에서 세포의 분쇄, 단백질 분리 및 정제, 결정화,
결정분석 등의 단계들을 거칠 때에는 어떤 단백질을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실험도구가 사용되며 그 순서도 일정하지 않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연구자는 단백질 구
조와 생화학 지식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실험 도구를 선택하고 장치를 배치하며 어떤
방식으로 단백질 결정을 만들지도 선택한다. 실험 장치를 설계하고 배열하는 연구자는
각 장치와 장비들에 관한 이론적 배경 지식을 갖고 있다. 이 배경 지식은 연구 대상을
표상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연구자는 각 실험 과정에서 도출된 자료를 통계적으
로 분석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른 형태로 변환시킨다. 이 과정을 보면, 연구자가
단백질 구조를 표상하는 과정에서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생화학이나 생물학 분야에 대한 연구자의 지적 수준은 과
학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서도 매우 핵심적인 필요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나는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는 연구 과정을 토대로 현대 분자 생물학 분야
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도로 추상적인 몇몇 이론들에 편향된 대부분
의 과학철학자들이 주목했던 법칙적 원리들로부터 도출된 모형화 과정과 분명히 구별되
는 또 다른 모형화 과정이 현대 분자 생물학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과정은 각종 실험 장치와 기술들에 의해서 산출된 자료로부터 유도되는 모형
화이다. 이 모형화에서 적용된 각종 장치들과 기술들은 서로 다른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연구자는 특정 생물체 내부의 구조와 기능, 더 나아가 규칙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세계 속의 특정 체계에 관한 표상적 모형을 세우고자 할 때 각각의 실험 장치
와 기술들의 이론적 근거를 필수적으로 습득하고 있어야만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성공적으로 세계를 표상하는 모형을 획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과학 및 공
학 분야의 대학 교육은 해당 분야의 대표적인 장치와 실험기술을 익숙하게 다루고 그것
들의 이론적 배경을 충분히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 특히
생물학의 대부분 분야들은 실험과 측정을 통해 생물체의 현상들을 연구하는 만큼, 이 분
야의 연구자들이 추상적인 진화론과 같은 법칙적 원리들보다 자료를 산출하는 실험 장
치와 기술들에 관한 이론들을 좀 더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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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료로부터 메커니즘을 모형화하기
앞에서 나는 현대 분자 생물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표상적 모형을 법칙적 원리들로부
터 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료들로부터 유도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 특징은 이 분
야 연구자들이 직면한 연구문제를 해결할 때 이론을 사용하는 전형적으로 상황과 맞닿
아 있다. 생물체 특정 존재자의 구조를 밝히고 그 존재자의 생물학적 기능을 이해하는
것은 수많은 생물학자들이 직면한 공통적인 숙제이다.
그런데 생물체 내부의 특정 존재자의 구조와 그것의 기능을 규명할 때 그 존재자가
주변의 또 다른 존재자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세포 내의 소기관들과 각종 존재자들은 각자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핵에 존재하는 DNA가 mRNA로 전사되는 과정
에서 RNA 중합효소는 DNA에 있는 특정 유전자 부호에 의해 개시 및 종결 위치를 지
정받는다. 이렇게 전사된 mRNA 위에 있는 세 개의 핵산이 하나의 코돈을 구성하며,
tRNA는 tRNA 합성효소에 의해서 아미노산과 결합하여 그것을 mRNA로 운반한다. 세
포 내 조면 소포체에는 rDNA로부터 생성된 리보솜이 붙어 있는데, 그곳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아미노산이 합성된다. 이와 같이 단백질이 합성되는 센트럴 도그마 과정에서
매우 많은 생물학적 존재자들이 관여한다. 그리고 단백질 합성이라는 세포 내 핵심 현상
은 수많은 존재자들의 고유한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분자 생물학에서 특정 존재자의 구조와 기능을 밝혀내는 작업은 그 존
재자가 존재하는 환경 속에서 다른 존재자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작업
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수많은 자료들로부터 파악된 리보솜의 삼차구조로 만으로는
그것의 생물학적 기능을 곧바로 알아내기 어려우며, 아미노산, tRNA, mRNA와 같은 또
다른 세포 내 존재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능을 살펴봐야만 한다. 생물체 내부 환경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존재자들 간의 상호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어떤 규칙적인 생물학
적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현대 분자 생물학에서 흔히 나타나는 특징
이다. 이와 같은 현대 분자 생물학의 연구의 특징은 메커니즘(mechanism)이라는 용어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현대 분자 생물학의 과학자들은 규칙적인 생물학적 현상을 유발시키는 하부체계가
바로 메커니즘이라고 가정한다. 이런 가정은 17~18세기의 기계론적 철학(mechanical
philosophy)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사조는 과학 혁명기에 데카르트(R.
Descartes), 보일(R. Boyle), 가상디(P. Gassendi)와 같은 자연 철학자들로부터 발전되
어왔다. 이 사조에 대해 간략하게 말하자면, 기계(machine)와 같은 특정 구조가 세계 속
에 이미 존재하며 그 구조 속 구성요소들이 상호작용함으로써 규칙적인 어떤 현상이 반
복적으로 발생했다는 믿음을 말한다. 즉, 분자 수준의 대상을 연구하는 생물학자들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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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같은 메커니즘이 이미 세계 속에 존재하는 실체계(real system)라고 믿는다. 생명
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구조가 실재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꽤 자연스럽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일련의 과정 외에도 생물체 내부의 기계와 같은 실체계가 존재한다
는 판단에서 비롯된 생물학 지식들은 이미 많이 발견된 상태이다. 당류와 지방이 분해된
아세틸 CoA를 다시 이산화탄소로 산화시켜 ‘NADH’37)를 합성하는 구연산 회로(citric
acid cycle)나 체세포와 생식세포가 각각 분열하는 과정 등이 대표적인 생물체 내부의
메커니즘이다. 현재 생물체 내부의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많은 생물학자들은 이런 기계론
적 사고를 어느 정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최근의 과학철학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과연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현대 분자 생물학에서의 이론화 과
정을 이해하는 데 왜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메커니즘이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철학적 작업을 실시
하는 메커니스트(mechanist)들은 이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머캐머(P. Machamer), 다든(L. Darden), 크래버(C. Craver)
“메커니즘은 존재자들과 활동들로 조직된 것이다. 존재자들과 활동들은
개시 조건(set-up condition)으로부터 종결 조건(termination condition)
까지 규칙적인 변화들을 산출한다.”(Machamer, Darden, and Craver(이
하 MDC) 2000, 3)
(2) 글레넌(S. Glennan)
“어떤 행위(behavior)에 대한 메커니즘은 수많은 부분들의 상호작용에 의
해 그 행위를 산출한다. 그 부분들 사이의 상호작용들은 직접적이고, 불변
하며, 변화와 관련된 일반화들에 의해 특징지어진다.”(Glennan 2002,
S344)
(3) 벡텔(W. Bechtel)과 아브라함슨(A. Abrahamsen)
“메커니즘은

구성

성분(component

part)들,

구성

작용(component

operation)들, 그리고 그것들의 조직에 의해 한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구
조이다. 메커니즘으로부터 그렇게 조성된 기능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현
상들을 책임진다.”(Bechtel and Abrahamson 2005, 423)

37) NADH는 세포 내에 존재하는 활성운반체 분자의 일종으로, 전자와 수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 활성운반체는 NAD(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라는 전자 전달자가 환원되어
형성된 것이다. NADH 외에 중요한 활성운반체 중에는 인을 전달하는 ‘ATP’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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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정의들은 다소 상이한 용어들로 메커니즘을 특징지었다. 나는 이 세 가지 정
의들로부터 메커니즘의 공통적인 핵심 특징들을 추려보고자 한다. 첫째로, 생물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세계 속의 생물학적 대상은 두 가지 수준으로 구분되는데, 상위 수준은
관찰 가능한 현상들이며 하위 수준이 바로 메커니즘이다.

그림 12. 시계의 기본 구조

시계에 의한 유비를 통해 메커니즘을 이해해보자. 우리는 시침, 분침, 그리고 초침의
규칙적인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다. 시계침들의 규칙적인 운동은 생물체를 관찰할 때 겉
보기 현상(appearance)과 유사하다. 혈액이 응고하는 현상이나 절상된 상처 부위에 새
로운 살이 돋아나는 현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현상을 MDC는 ‘규칙적인 변화들’, 글
레넌은 ‘행위’, 그리고 벡텔과 아브라함슨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은 ‘현상들’라고 불렀다.
그런데 시계를 분해하기 전에 그 시계침들을 움직이게 하는 시계 내부의 체계를 확인하
기는 어렵다. 이 현상들을 야기하는 하부구조가 바로 메커니즘이다. 시계 내부의 메커니
즘은 시계침의 규칙적인 운동을 발생시킨다. 생물체의 메커니즘도 역시 겉으로 관찰되는
현상을 야기한다. 그러나 그 메커니즘은 대부분 직접 목격되지 않는다. 혈액이 응고되는
과정에서 혈액 내 다양한 성분들의 종류와 그들의 작용을 직접 목격하기는 어렵다. 새로
운 살이 돋아나는 과정에서 세포 내 어떤 요소가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는지는 외관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분자적인 수준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생화학 분야의 메커니즘은
아무리 정밀한 장치를 동원하더라도 목격할 수 없다.
둘째, 메커니즘은 두 가지 구성요소(component)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구성요소는
메커니즘의 존재자들 혹은 구성성분들이다. 두 번째 구성요소는 그 존재자들의 기능적
속성들로서, 활동들 혹은 구성작용들이다. 시계 내부에는 기본적으로 태엽(main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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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바퀴들, 앵커(anchor), 헤어스프링(hairspring), 탈진기, 그리고 세 가지 시계 침으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시계의 구성성분들은 각자 고유의 기능을 수행한다. 우선, 용
두와 태엽은 시계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 에너지는 2번, 3번, 4번 바
퀴, 탈진바퀴를 거쳐 균형바퀴에 전달된다. 탈진바퀴와 앵커는 태엽으로부터 전달된 에
너지가 한꺼번에 손실되지 않게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헤어스프링은 시계침이
규칙적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장치이다. 그래서 4번 바퀴에 의해 초침이, 2번
바퀴에 의해 분침과 시침이 규칙적으로 회전한다. 이렇게 시계 내부의 각 존재자들은 개
별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생물체 내부의 메커니즘도 이와 흡사하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세포 내부에는 세포핵,
미토콘드리아, 골지체, 소포체 등 다양한 소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다. 세포핵에서는 유전
물질이 복제되며, 미토콘드리아는 유기물질을 에너지의 한 형태인 ATP로 전환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MDC는 생물학적 유기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활동들을 다음과 같
이 네 가지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38)(MDC 2000, 14) 그 중 전기화학적 활동은 끌어당기기(attracting), 밀어내기(repelling), 결합하기(bonding), 그리고
연결 끊기(breaking)가 있으며, 에너지적인 활동으로는 화학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에너
지와 보조요인에 관한 열역학적 반응을 꼽을 수 있다.
셋째, 메커니즘의 구성요소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조직화된다.(Darden 2006) 우선
구성요소들은 공간적으로 조직화된다. 시계의 각 바퀴들은 서로 정해진 위치에 배치되
며, 바퀴들의 모양과 크기는 각각 다르다. 그런 물리적 특징들은 다른 구성성분들과의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유기체 내부의 메커니즘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성요소들이 공
간적으로 조직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구성요소들이 어디에 위치할지, 존재자들은 어떤
물리적 구조를 지니고 있는지, 존재자들은 서로 어떻게 배치될지, 구성요소들은 서로 무
엇을 연결할지, 그리고 어떻게 구획될지 등과 같은 문제에 주목하여 연구자들은 메커니
즘을 발견하려고 한다.
그 다음, 메커니즘의 구성요소들은 시간적으로 조직화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톱니바퀴들은 태엽에서 균형바퀴까지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배열된다. 그리고 각 바퀴
들은 고유의 회전 속도를 갖고 있다. 생물체의 메커니즘을 연구할 때, 과학자들은 구성
요소들이 어떤 순서로 존재하는지, 활동들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생하는지, 구성요소
들은 얼마나 지속적으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빈도로 나타나는지 등의 시간
적 측면도 함께 고려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메커니즘에 관한 정의는 현대 분자 생물학에서의 실제 연구 활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우선, 이 정의들은 생명 공학자들이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

38) 기하-기제적 활동(geometrico-mechanical activity), 전기-화학적 활동(electro-chemical
activity), 에너지적인 활동(energetic activity), 전자기적 활동(electro-magnetic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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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메커니즘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분명한 대답을 철학적으로 내놓았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정의들은 생명 공학자들이 연구하는 대상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연구 ‘방법’을 이해할 때도 매우 가치가 있다. 많은 생명 공학자들은
생명체를 일종의 기계로 간주하고 그 기계의 구조와 기능을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이 때
메커니즘에 대한 정의는 그것을 발견하려는 생물학자들의 작업가설이며 동시에 실험 방
법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한가?39)
첫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관찰 불가능한 하위 메커니즘 간의 수준 차이는 실제
로 연구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메커니즘은 직접 목격되지 않으며 그것으로부터 파생되
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현상들이 보통 관찰된다. 그래서 메커니즘을 발견하려는 연구자들
은 제일 먼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부터 관찰한다. 비유하자면, 어린아이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시계 바늘의 움직임을 보고 난 후, 왜 그 바늘들이 일정하게 움직일지 궁금해
하는 것과 비슷하다. 아이는 시계 안에 그 바늘의 규칙성을 통제하는 어떤 체계가 있다
고 믿을 것이며,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시계의 덮개를 벗기고 어떤 장치들이 어떻게 서
로 연결되어 있는지 관찰할 것이다. 생물학의 메커니즘을 발견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생
물학자들은 규칙적인 현상이 먼저 관찰되면 그 현상을 통제하는 하위 메커니즘이 존재
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런 실재론적 믿음을 전제하고서 그들은 연구에 착수한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시계를 해체한 다음 각종 장치들을 관찰하였다고 해서 시계의 작
동 원리와 그 종류들을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간주하기는 힘들다. 시계 바늘의 규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적어도 제작 설계도나 작동원리를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한다.
생물체의 메커니즘을 발견할 때도 그렇다. 연구자들은 아무런 지식 없이 메커니즘을 발
견할 수 없다. 새롭게 관찰된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 있을 법한 이전 연구들은 그 현상을
야기했다고 판단되는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
현상이 관찰된 생물체에 관한 물리화학적인 배경지식이 필수적인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시계의 통제 구조를 발견하는 것과 생명체의 메커니즘을 발견하는 것이 완전
히 동일하지는 않다. 두 작업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 시계는 인간이 만든 인공물이다.
그래서 시계에 대한 설계도를 손에 넣기만 하면 그 시계의 메커니즘을 아는 것은 매우
쉽다. 하지만 생물학자들은 생명체의 설계도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창조론을 믿더라도
39) 현대 분자 생물학의 이론 구조에 관하여 컬프와 키처가 대안으로 내놓은 그림 2를 보면, 이
두 과학철학자들도 상위 수준이 하위 수준으로 세분화되는 ‘분해’ 과정이 이 분야의 연구에 독
특한 특징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컬프와 키처는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다. 그들의 이 1989년 논문이 현대 분자 생물학 연구 활동에
대한 과학철학적 관심을 촉발시켰으며 생물학 이론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큰 가
치가 있는 것은 분명하만, 수많은 분자 생물학 연구 동향을 정확한 개념과 틀을 가지고 조명하
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나는 최근의 과학철학 내의 논의들 중에서 과학이론에 대한
기어리의 관점과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에 주목함으로써 그들의 논문이 남긴 아쉬움을 좀 더
발전적으로 극복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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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믿음을 지탱해주는 것은 창조의 설계도가 아니라 전지전능한 절대자가 실재한다는
또 다른 신념이다. 그렇다고 진화론이 생물체의 설계도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다. 진화론
은 한 생명체가 어떻게 긴 시간동안 적대적 환경 속에서 생존하였고 어떤 변화를 거듭
하였는지를 설명하지만 특정한 규칙적 현상을 야기하는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알려주
지는 못한다.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어떠한 추상적 관점도 메커니즘이 무엇인지에 대
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다. 이런 점은 메커니즘을 발견하는 과정이 이론 혹은 원리로부터
유도되는 모형화가 아닌 자료로부터 유도되는 모형화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메커니즘이 생명체 내부에 존재한다는 믿음은 규칙적으로 관찰된 특정 현상에 관한 자
료에 의존한다. 메커니즘을 발견하기에 앞서 연구자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메커
니즘으로부터 산출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현상뿐이다. 이 현상을 야기하는 메커니즘
은 아직 검은 상자(black box)와 같다.
둘째, 메커니즘은 구성성분과 구성작용의 요소들로 조직되어 있다. 이 두 가지 구성
요소들을 발견하는 것은 검은 상자와 같은 메커니즘을 좀 더 투명한 유리 상자(glass
box)로 바꿔 나가는 작은 첫걸음과 같다. 흔히 분자 수준의 메커니즘을 규명할 때 전기
영동 장치가 사용되는데, 이 장치로부터 산출된 자료들은 메커니즘 구성요소들의 실재성
에 관한 증거들이다. 이 실험적 증거들을 토대로 생명 공학자들은 메커니즘에 관여하는
구성요소들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그리고 그들은 물리화학적 배경지식과 각종 통계적 이
론들을 동원하여 메커니즘의 구성요소들을 시공간적으로 조직한 후, 메커니즘에 대한 모
형을 완성한다.
그런데 메커니즘은 한 두 개의 구성요소들로 조직된 체계가 결코 아니다. 그렇다고
몇 개 이상의 구성요소들이 포함되어야 메커니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기준 같은 것은
없다. 하지만 하나의 메커니즘 안에는 상당히 많은 구성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
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앞에서 살펴본 단백질의 화학적 삼차구조에 관한 표상적 모형을
발견하고자 하는 과정은 메커니즘의 구성요소를 확인하는 하나의 과정에 해당한다. 생물
체 내부의 메커니즘을 발견하고자 하는 생물학자들은 그 메커니즘에 관여할 것으로 생
각되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의 구성요소들을 샅샅이 조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메커
니즘을 표상하는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림 10과 같은 모형화 과정이 누적된 상태
에서 그 결과들을 종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메커니즘을 표적 체계로 설정하고 자료로
부터 그 체계를 표상하는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은 그림 1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40)
40) 일반적으로 메커니즘에 대한 구성요소들에 관한 모형은 시각적(visual)으로 제시된다. 생명공
학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시각적 표상은 이차 또는 삼차 분자 구조이다. 이렇게 인지적으로 해
석된 다차 분자 구조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예컨대,
1959년 DNA의 복제 메커니즘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한 콘버그(A. Konberg)는 어떤
효소가 이 메커니즘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었다. 하지만, 그는 DNA의 이중나
선 구조, 염기쌍들의 화학적 조성, DNA 사슬들의 역평행 방향성 등과 같은 시각적 표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DNA 중합효소의 존재를 밝혀냈다.(Kornberg 1959,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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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자료로부터 메커니즘에 대한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

지금까지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그리고 메커니즘이 현대 분자 생물학의 활동을 이해
하는 데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정리하면, 메커니즘에 대한 모형화 과정은
그 메커니즘의 구성요소들에 관한 수많은 모형화 과정들을 거쳐서 누적된 자료 모형이
나 다차원 시각적 표상을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메커니즘에 대한 모형도 소수의
법칙적인 원리들로부터 유도되지 않는다. 이 모형화에서 실험 및 측정 장치에 대한 이론
적 배경 외에 자료를 변환 및 해석하는 데 동원되는 배경 과학 지식은 메커니즘을 성공
적으로 발견하려는 연구자가 미리 습득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이론들이다. 만일 실험실
에서 활용하는 지식에 오류가 있거나 불완전하다면, 그 실험 절차가 정확하더라도 결코
메커니즘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기존에 이미 습득한 지식이 특정 실험에 잘 적용되지
않거나 그 지식을 바탕으로 예측한 값과 실험값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도 한다. 컬프와 키처는 후자의 경우가 발생한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 분자 생물학
이론의 변동에 대해서 논의했었다. 자료로부터 메커니즘에 대한 모형이 유도된다는 현대
분자 생물학의 연구 활동은 컬프와 키처가 주목했던 연구 사례인 생화학자 체크의 위대
한 두 가지 발견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준다. 그럼, 좀 더 세부적인 현
대 분자 생물학 연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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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례 연구: 생화학자 체크의 두 가지 발견
내가 주목한 사례는 셀프 스플라이싱 메커니즘(self splicing mechanism)과 효소적
RNA 기능을 발견한 공로로 1989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생화학자 체크의 연구이다.
그가 주목한 생물학적 현상은 스플라이싱 반응이다. 이 현상은 DNA로부터 mRNA로 전
사되는 과정에서 유전물질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트론(intron or intervening
sequence, 이하 IVS)이 절단(cleavage)되고 유전물질을 포함한 나머지 부분인 엑손
(exon)이 서로 접합(ligation)되는 현상이다. 이 때 절단된 IVS는 다시 고리화
(cyclization) 되었다가 다시 한 번 더 절단 현상이 일어난다. 보통 스플라이싱 현상이라
고 하면 엑손과 IVS의 쪼개짐, 엑손끼리의 재결합, 그리고 IVS의 고리화를 말한다. 그런
데 스플라이싱 현상과 같은 화학반응은 대부분의 경우 효소에 의해서 활성화된다. 1980
년대 초반에 체크는 테트라히메나(T. Tetrahymena)41)라는 진핵생물의 ‘전구체 리보솜
RNA’(precusor ribosomal RNA, 이하 pre-rRNA)가 스플라이싱 될 때 효소가 전혀 작
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는 효소의 개입 없이 pre-rRNA가 스플
라이싱 되는 메커니즘을 발견하였다. 그는 효소와 RNA의 합성어인 리보자임(ribozyme)
이라는 이름을 효소처럼 기능하는 RNA에 붙였다.
어떻게 체크가 이 두 가지를 발견하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이 사
례가 과학사적으로 왜 중요한지에 대해 잠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 리보자임의 발견은
RNA가 스스로 효소처럼 활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 그의 발견 이후, RNA는
유전정보를 전달하는 물질인 동시에 화학반응을 스스로 활성화시키는 대상으로 인정받
게 되었다. 특히 체크의 연구 결과로 인해 micro RNA, small RNA, siRNA(short
interfering RNA)와 같은 다양한 RNA의 유형이 등장한 것은 물론, 그것들의 복잡한 유
전자 발현 조절 메커니즘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체크의 연구는 단순히 테트라히메나라는
특정 진핵생물의 표본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을 발견한 것에 그 가
치가 한정되지 않으며, 현대 분자 생물학과 전반에 걸쳐 새로운 연구 영역을 촉발시켰다
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41) 체크는 다양한 생물의 DNA 중 리보솜을 만들어내는 rDNA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실험
에 적합한 대상을 골라야 했다. 그가 수많은 RNA 중에서 rDNA에 관심을 보인 이유를 추측하
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rDNA는 리보솜을 합성하는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보솜은 생물체 유지 및 번식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세포 내 소기
관이다. 따라서 리보솜의 유전 정보를 파악하고 그것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생물학적
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rDNA를 정제하기 위해서는 인이 충분
히 큰 대상을 골라야 했다. 하지만 DNA를 재조합하는 기술이 그 당시에 상당한 수준에 올라
왔었기 때문에 굳이 인의 크기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대신에 전사를 통제하는 효소 단백질
유전자와 rDNA 구조 단백질을 분리시키기 용이한 대상을 고르는 것이 중요했다. 이런 필요성
을 만족시키는 실험 대상으로 체크는 섬모 원생생물인 테트라히메나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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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자임의 발견이 갖는 또 다른 의의는 진화 생물학에서의 닭-달걀 문제를 해결했
다는 점이다. 닭-달걀 문제는 원시 바다에 있던 최초의 복제자가 단백질과 DNA 중 무
엇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DNA는 유전물질을 포함한 복제자이지만 스스로 복제하지 못
한다. 복제 메커니즘에서 단백질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만일 DNA가 최초의 복제자였
다고 가정하면, 단백질 없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DNA 이전에 단백질
이 먼저 존재했을까? 하지만 이 물음에도 쉽게 답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DNA
로부터 전사 및 번역을 거쳐 합성된 아미노산 복합체인데, DNA 없이 단백질은 합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DNA 복제 메커니즘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 단
백질의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DNA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단백질이 생기기 전에 DNA
가 있었다고 말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결론은 단백질이 DNA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전제
와 모순된다. 이처럼 유전정보를 포함하는 DNA와 효소적 기능을 하는 단백질은 함께
존재해야만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초의 복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진화 생물학 내부에서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체크의 리보자임의 발견으로 이 문제는 한 순간에 풀렸다. 최초의 복제자는
DNA도 단백질도 아니며 RNA라는 것이다. 체크의 연구가 있기 전부터 RNA는 유전정
보를 전달하는 물질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었다. 여기에 체크가 RNA의 효소적 기능을
발견한 이후, RNA의 새로운 기능이 덧붙여졌다. RNA가 유전정보 전달 기능과 효소 기
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RNA가 원시 바다의 유일한 복제자였을 것
이란 견해가 매우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이른바, ‘RNA 세계 가설’은 닭-달걀 문제의
대안으로 급부상하였다.42) 체크가 셀프 스플라이싱 메커니즘과 효소적 RNA를 발견한
것은 전(前)생물체의 존재론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었다. 이처럼 분자 생물학과 생
화학뿐 아니라 진화 생물학에서도 체크의 연구는 매우 중요한 자극을 제공했다. 따라서
그의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체크가 원래 리보자임을 규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그가 결과적으로 효소적 RNA 기능을 실험
적으로 발견하긴 했지만, 그의 연구 목적이 궁극적으로 그 발견을 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결코 효소의 새로운 기능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는 다른 생화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효소의 기능은 오직 단백질에 의해서만 수행된다고 믿었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전제로 DNA인 rDNA로부터 rRNA가 합성된 전사체의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을
어떤 단백질이 통제하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하지만 아무리 실험을 반복적으로 수행해
42) RNA 세계 가설은 현재 최초의 복제자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할 만큼 정설로 받아들여지
고 있다. 이 가설이 출현하는 데 큰 공헌을 했던 체크뿐 아니라 원시 지구의 생화학적 환경과
생명의 탄생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조이스(G. Joyce)와 오르겔(L. Orgel) 등이 공저한
『The RNA World』를 참고하면 더욱 자세한 논의를 이해할 수 있다.(Gesteland, Cech, and
Atkins et al. 2006)

57

도 원하는 효소를 발견할 수 없게 되자 체크는 중간에 연구의 목적을 수정하였다. 그리
고 연구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른 관련 지식들을 동원하여 새로운 연구 목적을
세우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체크는 테트라히메나의 인에서 리보솜이 만들어지는 데 관여
하는 pre-rRNA가 스플라이싱 되는 메커니즘을 발견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메커니즘을
통제하는 단백질이 존재할 것이라는 예상이 벗어나자, 단백질이 없이 RNA 스스로 스플
라이싱 되는 메커니즘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다. 따라서 체크의 연구는 스플라이싱 메커
니즘을 발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으며, 그 과정에서 화학반응을 통제하는 단백질을
찾으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는 결코 연구 초기에 RNA가 효소적인
기능을 할 것이라고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3.3.1. 셀프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의 발견
3.3.1.1. 현상을 확인하기

그림 14. 스플라이싱 현상에 대한 자료와 자료 모형들
[왼쪽] (A) 전자 현미경에 의해 촬영된 17S와 26S rRNA가 합성 장면. (B) 이 영상에
대한 시각화이며 (―)은 DNA를, (…)은 RNA를, IVS는 인트론을 나타낸다. [오른쪽] 테
트라히메나가 전사된 후 스플라이싱 되는 과정을 시간적인 순서대로 조직한 다이어그
램.(Cech and Rio 1979, 5053; Zaug and Cech 1980, 332)

이제 본격적으로 체크가 어떻게 셀프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을 발견하였는지 살펴보도
록 하자. 메커니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을 정확하
게 포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979년에 체크는 스플라이싱 현상이 나타나는 테트라히
메나를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Cech and Rio 1979) 테트라히메나의 핵에서 이루
어지는 전사과정은 전자 현미경을 통해 그림 14와 같이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14 왼쪽 (B)의 1~4의 순서는 스플라이싱 되는 순서를 가리킨다. 그리고 오른
쪽 (B)는 테트라히메나의 인에서 발생하는 전사의 과정을 대략적으로 표현한 다이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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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이다. 전사를 마친 후 pre-rRNA인 35S43)에서 9S에 해당하는 IVS가 먼저 스플라이
싱 되어 엑손끼리 결합된다. 그 다음 17S와 pre-26S에서의 5.8S와 26S가 엔도뉴클레
올리틱 분열(endonucleolytic cleavage)44)을 한다. 이 관찰을 바탕으로 체크는 35S가
17S, 5.8S, 그리고 26S로 분리되고 IVS 조각이 생긴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rDNA
가 rRNA로 전사된 이후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와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의
핵심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첫째, 어떤 단백질이 스플라이싱하는 과정을 통제하는가? 둘
째, 스플라이싱 된 IVS의 5' 말단과 3' 말단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서로 연결되어 고리
형태가 되는가? 셋째, IVS가 절개되고 난 후 엑손끼리는 어떻게 결합하는가?(Cech,
Zaug, and Grabowski 1981; Cech 1989) 이 중에서 체크는 먼저 첫 번째 문제에 매달
렸다. 체크가 연구할 당시 rDNA와 구별되는 DNA가 테트라히메나의 핵에 약 1만 개나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체크는 아마도 이 1만 개의 DNA 중에서 IVS의 스플라
이싱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효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이 효소가 엑손끼
리를 서로 연결시키는 과정에서도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전자 현미경만을 이용해서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자 현미경은 핵 속의 인에서 pre-rRNA가 쪼개지고 다시 재결합한 후 R-loop의 IVS
고리가 형성된다는 일련의 사건들을 개별적으로 목격하는 데 사용된다. 하지만 어떤 물
질이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에 관여하는지, 엑손과 IVS가 절단되는 스플라이싱 부위가 일
정하게 정해져 있는지, 그 부위의 염기 서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단백질이 스
플라이싱 현상에 작용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들을 현미경으로는 결코 대답할 수 없다.45)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을 조성하는 구성성분들과 구성작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
자 현미경 말고 또 다른 실험 장치가 필요하다. 체크는 살아있는 테트라히메나를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스플라이싱 현상을 포착하였다. 하지만 그 현상을 야기하는 메커니
즘을 해명할 때는 살아있는 생물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대신에 체크는 전기영동
장치를 이용하여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에 관한 실험적 증거를 수집했다. 그는 이 장치를
통해서 메커니즘의 구성요소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46)

43) ‘S’는 침강계수(sedimentation coefficient)를 의미하는 ‘Svedberg 단위’의 약자이다. 이 단위
는 원심분리기(centrifuge)의 가속도 ‘a’에 대한 침강하는 속도 ‘V’의 비율 ‘S=V/a’로 표현된다.
그리고 ‘1S’는   초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침강계수가 클수록 분자의 질량과 크기가 크다.
44) 엔도뉴클레오리틱 분열은 뉴클레오티드(nucleotide) 사이의 결합을 가수분해(hydrolysis)에
의해 분열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뉴클레오티드는 핵산과 RNA를 구성하는 단위체이다.
45) 전자 현미경만으로 생물학적 존재자의 세부 구조와 그 기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
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46) 앞서 단백질의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물체 내 분자 수준의 존재자와
그것의 기능을 탐구할 때 살아 있는 생물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
는 4장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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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 메커니즘의 구성 요소를 확인 및 조직하기
rDNA로부터 rRNA로 전사되는 대략적인 과정을 알게 된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효소에 의해서 스플라이싱이 일어나는지 실험을 통해 살펴보는 차례가 남았다. 효소는
분자 수준의 메커니즘의 화학반응을 매개하는 핵심적인 구성성분이다. 1980년대 중반까
지 모든 효소는 단백질이었다. 체크는 스플라이싱을 일으키는 효소를 찾기 위해서 전사
될 때 스플라이싱이 억제된 기질(substrate) pre-rRNA를 정제하였다.(Cech, Zaug, and
Grabowski 1981) 여기서 ‘기질’이라는 표현은 효소와 반응을 하게 되는 대상을 가리킨
다. 이 실험을 할 때 체크는 스플라이싱을 일으키는 것이 효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효
소와 앞으로 반응하게 될 기질을 가장 먼저 정제한 것이다. 그리고 이 기질과 반응하게
될 효소는 테트라히메나의 핵으로부터 추출되었다. 이 당시 테트라히메나의 DNA 염기
서열에 대한 정보는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미 알려져 있었으므로, 체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효소가 전사될 만한 부분을 선별하여 추출하였다. 그런 다음, 한 시험관에는
스플라이싱 되지 않은 기질과 핵에서 선별된 추출물을 서로 반응시켰고, 다른 시험관에
는 스플라이싱 되지 않은 기질에 염(salt)과 뉴클레오티드 성분만 넣고 배양시켜 대조군
을 만들었다. 체크가 핵에서 추출한 것 속에 스플라이싱을 통제하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
다면, 첫 번째 시험관에서는 기질과 효소가 반응하여 스플라이싱 된 IVS가 나타날 것이
고, 대조군 시험관에서는 IVS가 나타나지 않거나 매우 짧은 길이가 관찰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실험 결과는 이런 예상과 크게 빗나갔다. 첫 번째 시험관의 IVS의 길이
는 예상했던 길이와 일치했다. 그러나 대조군 시험관에서 관찰된 IVS의 길이도 첫 번째
시험관의 IVS 길이와 정확하게 동일했다. 효소가 될 만한 성분들을 오직 첫 번째 시험
관에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조군 시험관의 결과가 마치 효소에 의한 반응결과처럼
나온 것이다. 이 때 체크는 핵으로부터 추출한 성분이 틀렸거나 실험 중간에 실험자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체크는 동료인
자우그(A. Zaug)에게 다시 실험을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몇 번이나 다시 실험을
해보아도 결과는 처음과 마찬가지였다.
만일 우리가 체크가 직면한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과연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비록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실수 없이 실험을 반복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우리
는 그 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효소 기능은 단백질에 의해서만 수행된다는 암묵적인 지식을 과감하게 철회할 수 있었
을까? 그러나 체크가 기존의 상식을 거부하기란 매우 쉽지 않은 일이었다. 왜냐하면 여
태껏 단백질 없이 효소반응이 일어난다고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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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실험 사례를 통해 효소 기능은 단백질에 의해서 수행된다는 가정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체크의 이 실험이 여전히 단 하나의 변칙사례일 뿐일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
다. 이 때문에 체크는 자신이 가정한 실험의 전제들 중에서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는지 검
토하기 시작했다.(Cech 1989, 655~656) 그 결과, 체크는 rDNA로부터 pre-rRNA가 전
사가 된 후에 IVS가 스플라이싱 된 것이 아니라 전사 이전에 이미 스플라이싱 되었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즉, 전사가 된 다음 스플라이싱 과정이 진행된다
는 체크의 가정과 반대로 두 과정의 순서가 서로 바뀌어 일어난 것이라면 체크가 수행
한 실험에 의해 도출된 결과가 예상과 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이때까지 체
크는 실제로 이 실험을 수행하고 나서 효소가 없이 스플라이싱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결
코 하지 못했다고 한다.(Cech 1989, 656) 그에게 단백질 없이 효소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전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는 단백질이 효소반응에
서 필요 없다는 ‘대담한 가설’을 세우기보다는 예측에서 벗어난 실험결과를 좀 더 면밀
하게 분석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IVS의 염기서열 자체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결심했다.
IVS의 염기서열은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의 또 다른 핵심 구성성분이다. 이 IVS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 과정에 의해 나타난 결과를 서로 비교하는 방
식으로 보통 진행된다. 첫 번째 과정은 IVS의 5' 말단에 ‘P’라는 방사능 라벨을 붙이는
조작을 수행하여 나타나는 반응을 관찰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과정은 이미 확보된 테트
라히메나의 rDNA 염기서열을 바탕으로 IVS에 해당하는 부위에 어떤 염기서열이 전사
될지 알아보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미 생화학자 갈(N. Gall)에 의해서 rDNA의 염기서열
중 절단되는 IVS의 서열이 ‘5'-AAAUAGCAA’이라는 것은 보고된 상황이었다. 그래서
체크와 그의 동료 자우그는 두 번째 과정을 선택하여 자신들이 연구하는 테트라히메나
의 rDNA의 IVS 부분 염기서열이 갈의 결과와 동일한지 비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체크와 자우그가 여러 가지 효소를 사용하여 P-라벨링(P-labelling) 된 IVS를 크로마토
그래피로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5'-GAAAUAGNAA’라는

이상한

결과가

나왔

다.(Cech, Zaug and Grabowski 1981; Cech 1989) 낸시 갈에 의해서 파악된 IVS의
염기서열과는 달리, 5' 말단의 시작점에서 ‘G’라는 구아노신(guanosine) 잔여분이 차이
로 드러난 것이다. 이런 차이가 난 이유에 대해서 체크와 자우그는 갈에게 연락하여
IVS의 5' 말단 염기서열을 잘못 파악한 것은 아닌지 되물었다. 하지만 갈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 때 체크는 5' 말단에서 구아노신으로 시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심각하게 고민
하기 시작했다. 우선 처음 실험을 고안했을 때 사용한 테트라히메나의 정제액에 뉴클레
오티드 삼인산(nucleotide triphosphates)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떠올렸다. 뉴클레오티드
의 인산기에는 ATP, ADP나 GTP, GDP, GMP 등의 종류가 있다. 그런데 만일 5' 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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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견된 구아노신의 정체가 GMP와 같은 구아노신 계열의 보조인자에 의한 어떤 화
학적 반응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위치에 구아노신이 나타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체크는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의 핵심적인 구성성분인 IVS가 413개의 염기들
로 이루어졌으며, 반응이 일어날 때 구아노신이 새롭게 첨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그림 15. IVS가 pre-rRNA로부터 분리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보조인자들.
(MgCl2, (NH4)2SO4, GTP) (Cech, Zaug, and Grabowski 1981, 490)

그렇다면 스플라이싱 현상을 야기하는 메커니즘의 구성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까? 그림 15를 보면 그것들을 알 수 있다. (A)부터 (D)까지는 스플라이싱 현상이 나타
나기 위해 필요한 보조인자들에 관한 자료 모형들이다. 보조인자들은 화학반응이 일어나
도록 돕는 화학적 활동 촉진 요소들을 가리킨다. MDC가 분류한 네 가지 구성작용 중에
서 이 보조인자들은 ‘전기-화학적 활동’에 해당된다. (A)는 마그네슘이 농도에 따라 스
플라이싱 되는 파편의 길이를 나타낸다. 이 자료 모형은 전기영동 장치를 통해 산출되었
다. 이것은 다시 수학적인 그래프로 간단하게 변환될 수 있다. 가로축은 마그네슘의 농
도로, 세로축은 절단된 IVS 파편의 길이로 설정한다. (A) 자료 모형에서 대문자 ‘C’는
‘원형’ IVS(circular IVS, 이하 C-IVS)를, 대문자 ‘L’은 ‘선형’ IVS(linear IVS, 이하
L-IVS)를 가리킨다. 그것을 다시 그래프로 변환한 자료 모형 (B)에서, ‘l-l’은 C-IVS
의 길이를, ‘▴-▴’은 C-IVS의 길이를, 그리고 ‘￭-￭’은 IVS의 전체 길이를 나타낸다.
(B)로부터 체크는 마그네슘이 5~10mM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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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한 방식으로 체크는 GTP의 농도와 황산암모늄((NH4)2SO4)의 농도도 결정하였다. (C)
와 (D)도 (A)처럼 전기영동 핵산 파편 흔적으로부터 전환된 자료 모형이다. 이 모형들을
바탕으로 체크는 구아노신 계열의 성분은 1μM, 황산암모늄은 75mM이 필수적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47)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크는 스플라이싱 된 IVS의 염기서열을 정확하게 파악해냈
다. 그리고 rDNA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작
용하는 구아노신 계열의 존재자도 새롭게 발견했다. 하지만 그는 IVS와 5' 엑손을 각각
절단시키는 효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효소에 의해서 5' 엑손과 3' 엑손이 서로 재
결합하는지 알지 못했다.(Cech, Zaug, and Grabowski 1981, 491) 비록 아직 스플라이
싱을 일으키는 효소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체크는 그런 효소가 세포 내에 일단 존재한다
고 가정한 후, 구아노신 계열의 보조인자가 IVS의 절개와 고리화, 그리고 엑손끼리의 결
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생각해 보기로 했다.(Cech 1989, 656~657) 구아노
신이라는 보조인자가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에 새롭게 등장한 만큼, 이 성분의 기능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체크는 이제까지 IVS를 절개하는 효소를 찾
고자 했던 것을 잠시 멈추고, IVS가 고리화되고 엑손끼리 결합하는 과정에 주목하기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우선 GMP가 pre-rRNA의 특정 부분에 부가되어 인산기 에스테르 전이반응48)
(phosphoester transfer reaction)을 통해 반응을 일으킨다면, IVS가 pre-rRNA로부터
방출되기 시작하는 이유와 엑손끼리 결합하는 메커니즘을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런 가능성을 간파한 체크는 IVS의 5' 말단에서 구아노신이 발견된
점과 IVS가 방출될 때 구아노신 계열의 보조인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서로 우연
적인 일치인지, 아니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체크는
IVS가 스플라이싱 될 때 구아노신 계열의 보조인자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구
아노신의 수산기(hydroxyl, OH¯)가 5' 말단에 부착된다고 가정한 후 실험을 설계했다.
IVS가 pre-rRNA로부터 방출될 때 과연 GMP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
보는 실험은 매우 간단하다. 일단 P-라벨이 붙은 GMP와 라벨이 붙지 않는 pre-rRNA
를 서로 섞는다. 이 때 염화마그네슘도 함께 첨가하여 과연 IVS가 발견되는지 확인해보
47) 이 보조인자들은 IVS가 스플라이싱 되는 데 필수적인 화학적 조성들이다. 이 보조인자들의
농도 발견 이후에 이루어진 체크의 후속 연구들을 보면, 이 화학적 요소들은 테트라히메나뿐
아니라 다른 생물체의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을 확인할 때도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중요한
조건임이 드러났다.(Cech and Bass 1986, 603) 테트라히메나의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이 매우
많은 생물체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되는지 확인할 때, 이 보조인자들은 메커니즘의 일반성을 확
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건이었다.
48) 인산기 에스테르 전이반응의 대표적인 사례는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phosphodiester bond)
이다. 2개의 인산기와 수산기 사이에 이루어지는 화학 결합으로서, 핵산이나 인지질을 구성하
는 기본적인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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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된다. P-라벨이 붙은 P-GMP와 염화마그네슘이 포함된 시험관에서는 예상대로 IVS
가 발견되었다. 반면에 P-GMP는 있지만 염화마그네슘이 없는 시험관과 염화마그네슘은
있지만 P-GMP 대신 P-ATP를 넣은 시험관에서는 IVS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실험을
통해 체크는 IVS의 5' 말단에서 발견된 구아노신의 정체가 다름 아닌 GMP에 의한 것이
라고 확신하게 되었다.(Cech, Zaug, and Grabowski 1981) 이 실험을 바탕으로 체크는
IVS를 방출하고 엑손끼리 결합하는 과정에서 GMP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확신하였다.

그림 16. RNA 스플라이싱에 대한 잠정적인 모형
스플라이싱에 관여하는 효소가 발견되기 이전에 구성된 모형이다.
(Cech, Zaug, and Grabowski 1981, 494)

이제 IVS가 pre-rRNA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스플라이싱 되는지의 문제만 남았다. 그
래서 체크는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스플라이싱을 일으키는 효소가 존
재한다는 가정과, GMP가 스플라이싱 이후 IVS 방출과 엑손 결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점을 결합하여 그림 16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안했다.(Cech, Zaug, and
Grabowski 1981, 494) (A)에서 물결 표시로 된 부분이 바로 IVS이다. 그리고 5' 말단
과 3' 말단이 IVS와 연결된 부분에 파선으로 표시된 것은 세포 내에 어딘가에 존재할
것으로 기대되는 스플라이싱 효소이다. 스플라이싱 과정에서 이 효소는 예상대로 IVS를
5' 말단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혹은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모두 있었다. 아
무튼 이 때 구아노신을 포함하는 GMP와 마그네슘 이온을 첨가하면 구아노신은 IVS의
5' 말단에 부착하게 된다.(‘P-labelled monophosphate Guanosine(pG)’을 그림 16에서
는 ‘◊’로 표시되었음) 아직은 구아노신에 의해서 IVS와 5' 말단이 분리되는지 아니면 그
전에 정체 모를 효소에 의해서 분리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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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IVS의 5' 말단 부분에 구아노신이 부착되고 나면 인산기 에스테르 전이반응에 의해
서 수산기(hydroxyl = ◦표시)가 5' 엑손에 남는다.(B) 그 다음 5' 말단의 수산기와 3' 말
단이 이차 인산기 에스테르 반응을 통해 결합하고 이 때 IVS는 방출된다.(C) 마지막으
로 IVS의 ‘pG’와 수산기가 삼차 인산기 에스테르 반응을 통해 고리화되고 이 때 ‘pG’와
효소가 분리된다.(D) 그리고 (B)에서 엑손 결합된 pre-26S는 (D) 이후에 17S, 5.8S,
26S로 엔도뉴클레오리틱 분열된다.
이 모형이 과연 경험적으로 확실한지 보여주는 실험만 있다면 rDNA로부터 rRNA가
전사되고 스플라이싱되는 일부의 메커니즘이 밝혀지게 된다. 이미 구아노신이 스플라이
싱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스플라이싱을 일으키는
효소가 존재하는지만 보여주면 되었다. 그런데 앞서 살펴 본대로 테트라히메나 내부의
인에 포함된 어떤 DNA로부터도 스플라이싱을 통제하는 효소 단백질을 전사시키는 부분
을 추출해내지 못했다. 다양한 DNA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실험을 수행해도 나타나는
결과는 효소의 유무와 상관없이 언제나 IVS의 길이가 동일하다는 사실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체크는 드디어 자신의 생화학 상식에 위배되는 가정을 전제하고 인공
적인 실험을 수행하기로 결심했다.(Kruger, Grabowski, Zaug, Sands, Gottschling and
Cech 1982) 이때 체크는 IVS가 전사 이전에 스플라이싱 되었다고 굳이 가정하지 않았
다. 그리고 pre-rRNA가 전사된 이후 효소 단백질이 스플라이싱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
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특히 생화학 연구 전통의 암묵적 지식에 반하는 두 번째 가정을
전제함으로써 체크는 인공적으로 배양된 대장균(E. coli.)의 플라스미드에서 정말 스플라
이싱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실험은 그림 16에서의 효소를 임의로 배
제하고 수행된 인공실험이었다.49)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인공적으로 배양된 pre-rRNA에서도 실제 테트라히
메나를 가지고 수행한 실험과 마찬가지로 5' 말단에서 구아노신의 위치를 확인했으며,
절개된 IVS의 길이가 예측한 값과 똑같이 방출된 것이다! 이 놀라운 결과는 단백질이
전사반응과 효소반응에서 필수적이라는 그 때까지의 고정관념을 일순간에 날려버리는
것을 의미했다. 오직 단백질에 의해서만 효소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구아노신이
첨가된 환경이기만 하면 언제나 전사된 RNA가 스스로 스플라이싱 한다는 점을 경험적
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제 그림 16의 모형에서처럼 전통적인 관점에 사로잡혀 단백질
효소가 스플라이싱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굳이 유지될 필요가 없어
졌다. 효소반응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찾기 위해 불필요한 노력을 들이기보다는 아예 단
49) 그는 효소반응이 단백질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전통적인 지식을 위배하여 이 실험을 수행하면
서 나중에 엉뚱한 결과가 나올까 봐 노심초사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Cech 1989, 657) 특히
단백질 없이 스플라이싱과 같은 효소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는 사실이 지도 대학원생
들에게 알려지고 비웃음거리가 될까 봐 너무 걱정한 나머지 체크는 아무도 실험실에 없을 새
벽에 이 실험의 결과를 홀로 확인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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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질이 스플라이싱과 엑손 결합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버리면, 모든 과정이 깔끔
하게 설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3.3.1.3. 메커니즘에 대한 모형을 완성하기

그림 17. 완성된 셀프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에 대한 모형(Zaug, Grabowski,
and Cech 1983, 582; Cech 1987, 1533; Cech 1989, 658)

그림 17은 체크가 최종적으로 완성한 스플라이싱 반응 메커니즘에 대한 모형이다.
이 다이어그램을 언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구아노신의 수산기가 5' 말단
의 인산과 반응하여 IVS의 5' 말단 부위를 자른다. 그럼 구아노신은 IVS에 부착되고 엑
손의 5' 말단에 형성된 새로운 수산기는 3' 말단과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하여 IVS을
방출시키고 엑손끼리 연결된다. 이 때 다시 수산화된 IVS의 3' 말단 부위는 IVS의 특정
아데노신(adenosine) 바로 옆에 있는 인산기와 마지막으로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하여
원모양이 형성되고 나머지 구아노신과 수산화 된 우라실 등으로 이루어진 선형부위가
떨어져 나온다.
이 모형을 보면, GMP가 효소반응에서 가수분해를 통해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념과 달리 스플라이싱을 촉진하는 구아노신이 에너지 소모 없이 포스포디에
스테르 결합만으로 이 모든 과정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 모형은 진핵생물의 전사 및 번
역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스플라이싱이 단백질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RNA
스스로 수행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셀프 스플라이싱 반응의 발견으로 인해 RN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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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반응을 스스로 매개한다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진화 생물학 분
야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DNA나 단백질이 아니라 RNA일 것이라는 RNA 세계 모형이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그림 18. 자료로부터 셀프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에 대한 모형이 구성되는 과정

지금까지 살펴본 체크의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각종 실험 도구들에 의해 산출된 자
료로부터 최종적으로 테트라히메나 pre-rRNA에서 나타나는 스플라이싱 반응 메커니즘
을 표상하는 모형이 유도되는 과정은 그림 18과 같다. 이 메커니즘에 대한 모형은 그
메커니즘을 이루는 구성요소들에 대한 모형들을 종합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메커니즘의
구성요소에 대한 모형들은 구성성분과 구성작용에 대한 모형들이다. 이 모형들도 실험이
나 측정 장치로부터 산출된 자료를 분석한 자료 모형들을 토대로 유도된다. 구성요소들
에 대한 모형은 메커니즘 전체를 표상하지는 못하지만, 메커니즘의 핵심적인 특정 측면
들을 표상한다.
그림 17과 같은 최종적인 모형을 얻기 위해서는 구성요소들에 대한 모형들이 반드시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에 의해서 산출되는 세 가지 현상들과 깊이 관련되어야 한다. 그림
19는 엑손과 IVS가 절단되는 스플라이싱 초기 단계에 대한 모형이다. 이 모형에는
rDNA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구아노신이 스플라이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다. 그림 20은 엑손의 5' 말단의 올리고뉴클리오티드인 ‘UpCpUOH’가 어떻게 3' 말단
의 엑손과 재결합하는지에 대한 모형이다. ‘UpCpUOH’가 엑손 3' 말단의 우라실과 포스
포디에스테르 결합을 하고 나면, 구아노신이 부착된 IVS 414개의 염기쌍이 pre-rRNA
전사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 이렇게 분리된 L-IVS는 C-IVS로 고리화되는데, 이 IVS
파편의 염기서열은 그림 21의 모형과 같다. L-IVS가 C-IVS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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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절차는 그림 22의 모형에 상세히 나타나 있다. 그림 19부터 그림 22까지의 네
모형이 함께 종합되면 스플라이싱 현상을 산출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완전한 모형이 완
성된다.

그림 19. 구아노신이 결합하여 엑손과 IVS가 서로 분리되는 첫 번째 단계에 대한 모형
(Bass and Cech 1984, 825; Cech and Bass 1986, 608; Cech 1987, 236; 1989, 658)

그림 20. 5' 엑손이 결합하는 부위를 보여주는 구조 모형(Inoue, Sullivan, and Cech 1986, 425)

그림

21. C-IVS RNA 염기서열(Zaug, 그림 22. IVS가 고리화되고 다시 개방되는 반응을
Grabowski, and Cech 1983, 581)
나타내는 모형(Zaug, Kent, and Cech
1984, 557; Sullivan and Cech 1985,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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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C는 메커니즘의 불완전한 기술(description)이 좀 더 완전한 기술로 전환되는 과
정에 주목한 바 있다.(MDC 2000; Darden 2006; Craver 2007) 그들에 따르면, 메커니
즘 스케치(mechanism sketch)는 메커니즘의 구성요소들 중에서 핵심적인 몇 가지가 누
락된 불완전한 기술을 말한다. 이 불완전한 기술은 좀 더 완전한 기술을 얻기 위해서 어
떤 작업이 필요하며 무엇을 좀 더 연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획득된 메커니즘 개요(mechanism schemata)는 규칙적인 현상
을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을 가장 잘 기술하는 추상적인 개념(abstraction)을 말한다. 완성
된 메커니즘의 개요는 표준적인 교과서에 수록됨으로써 드디어 과학이론으로 인정받으
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그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게 된다.50)(Darden
2006, 282)
지금까지 살펴본 체크의 연구 사례를 되돌아보면, 메커니즘 스케치로부터 메커니즘
개요로 진행되는 과정이 메커니즘의 구성요소에 대한 모형으로부터 메커니즘에 대한 모
형으로 종합되는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림 16은 불완
전한 메커니즘 스케치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림 16은 효소라는 구성요소가 과연 스플라
이싱 반응을 매개하는가에 관한 연구 과제를 함축한다. 체크는 이 모형을 제안한 후, 도
대체 어떤 구성요소가 스플라이싱 반응을 매개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매달렸다. 그는 과
감하게 단백질 효소 없이도 스플라이싱 반응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수행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RNA가 마치 효소처럼 기능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발견으로 체
크는 그림 16을 그림 17의 모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
었다.
메커니즘 스케치인 그림 16의 표적 체계는 스플라이싱 메커니즘 그 자체이다. 이 다
이어그램은 메커니즘을 완전하게 기술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이 외에도 메커니
즘 스케치에 해당하는 모형들은 또 있다. 그림 19에서 그림 22까지의 모형들은 메커니
즘 그 자체에 대한 모형은 아니다. 즉, 그림 16과 달리 이 네 모형들의 표적 체계는 메
커니즘이 아니라 메커니즘을 이루는 구성요소들이다. 이 모형들은 전체 스플라이싱 메커
니즘을 표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완전하다. 그래서 이 네 모형들도 메커니즘 스케치
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 모형들은 메커니즘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을 잘 표
상한다. 네 모형들은 각각 IVS의 절단, 엑손끼리의 재결합, IVS의 염기서열, 그리고 IVS
의 고리화의 반응을 잘 표상한다. 메커니즘의 특정 구성 요소들의 반응을 표상하는 모형
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시공간적으로 바르게 조직화되면 메커니즘 개요가 탄생한다.
50) 다든과 크래버는 메커니즘 스케치로부터 메커니즘 개요로 발전하는 과정을 ‘How-possibly
model’에서 ‘How-plausibly model’을 거쳐, 다시 ‘How-actually model’로 발전하는 과정으로
묘사하기도 했다.(Darden 2006, 12장; Craver 2007 2장) 다든은 분자 생물학에서의 센트럴
도그마를 중심으로 이 과정을 보여주었던 반면, 크래버는 신경과학의 연구를 중심으로 보여주
었다.

69

그림 17은 메커니즘 개요로서,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려주는 최종적인
기술이다. MDC가 메커니즘 개요를 현대 분자 생물학의 이론이라고 간주한 것과 마찬가
지로 메커니즘을 표상하는 모형에도 과학이론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될 만하다.

3.3.2. 효소적 RNA 발견하기
지금까지 살펴본 체크의 연구를 과학철학적인 논의에서 처음 인용한 것은 컬프와 키
처에 의해서였다. 그들은 체크가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의 구성요소 중에서 단백질을 발견
하지 못했던 점에 주목했다. 어떤 단백질이 화학반응을 매개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생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실험에 적용하는 암묵적 가설이었으며, 체크 역시 이 가설을 이용
하여 메커니즘의 특정 구성요소를 확인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리 반복적으로 실
험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플라이싱 반응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리고 나서 체크는 RNA 파편이 효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실험적인 증거를
보임으로써 결국 RNA의 새로운 기능을 정당화했다.

3.3.2.1. 체크의 연구에 대한 컬프와 키처 해석의 문제점
그런데 컬프와 키처의 설명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들은 체크의 연구 활동에서
오직 스플라이싱을 매개하는 효소의 발견에만 주목한 나머지, 그가 스플라이싱 ‘메커니
즘’을 발견했던 과정을 간과했다. 앞서 내가 살펴본 바와 같이, 효소를 발견하는 것은
메커니즘의 구성요소를 발견하는 것의 일부분이다. 그런데 컬프와 키처는 체크의 연구를
언급할 때,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 없이 효소 발견에만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체크의
연구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체크와 그의 동료들은 수년 동안 여러 가지 실험들을 수행했는데, 과연
RNA가 효소의 모든 조건들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실증(demonstration)
하는 것이 그들의 명백한 연구 목적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스플라이싱을 통제하는 단백질이 없다는 1982년의 발견과 RNA의 파편
이 효소의 조건들을 만족한다는 1986년의 입증된 시점 사이에] 발표된
수많은 체크의 연구 성과들은 리보자임 메커니즘을 자세히 해명하는 것과
깊이 관련되며, RNA 파편이 곧 효소라는 것을 입증하는 실험을 수행하기
로 결정한 시점도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을 발견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늦
었기 때문이다.(Culp and Kitcher 1989, 474 not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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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언급을 보면, 컬프와 키처 역시 체크가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을 발견하려고 노력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그들은 효소를 찾으려고 했던 체크
의 시도가 메커니즘을 발견하려는 것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고 말았
다. 그저 체크가 스플라이싱 반응을 통제하는 단백질을 찾으려고 했다는 점에만 주목했
을 뿐이다. 그래서 체크가 1982년에 스플라이싱 효소를 발견하지 못한 이후 RNA가 곧
효소라는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RNA를 효소라고 실
험적으로 정당화했던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던 것이다.
하지만 체크의 목적이 스플라이싱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현상을 야기하는 메커
니즘을 발견하려는 것이라고 간주한다면, 왜 RNA를 효소로 정당화하는 실험이 1986년
에 수행되었는지 분명해진다. 1982년에 어떤 단백질도 스플라이싱 현상과 무관하다는
점을 눈치 챈 체크는 단백질 없이 이 현상이 유발되는 메커니즘을 구성할 필요가 있었
다. 그는 이 때부터 단백질 효소가 없다는 발견과 함께 이미 파악해 두었던 IVS의 염기
서열, 구아노신의 존재, 염화마그네슘과 황산암모늄과 같은 보조인자들을 종합하여 메커
니즘을 시공간적으로 조직해야 했다. 특히 체크는 1986년까지 IVS의 파편이 성숙한
rRNA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이후 다시 고리화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더
자세히 연구하였다. 그리고 1982년과 1986년 사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마침내 체
크는 IVS가 pre-rRNA로부터 잘려나가서 결국 엑손끼리 재결합하고 IVS 자체적으로 고
리화되는 스플라이싱 반응 메커니즘에 관한 모형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스
플라이싱 현상을 유발시키는 메커니즘에 관한 모형이 완성한 후, 드디어 체크는 RNA의
파편이 효소적인 기능을 수행하는지 시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효소적 기능을 수행하는
가를 시험하는 데 사용된 RNA의 파편도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을 발견할 때 확인된
‘L-19 IVS’(Linear minus 19 intervening sequence), 즉 L-IVS에서 19개의 핵산이 잘
려나간 새로운 IVS 파편이었다. 만일 IVS가 고리화되는 메커니즘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RNA가 효소적 기능을 하는지를 입증할 때 핵심적으로 사용되었던 RNA의 파편은 쉽게
획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체크의 연구 목적
이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의 발견이라는 것은 명확하며, 효소적 RNA의 발견은 그 후속
작업의 산물인 셈이다.

3.3.2.2. RNA가 효소임을 정당화하기
그렇다면 어떻게 RNA가 효소라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효소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 우선, 효소는 특정한 위치에서 특정한 대상과 반응을 하는 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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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효소는 기질의 반응 속도를 높이며, 반응을 마친 후에 효
소 자신은 변형되지 않고 또 다른 반응을 반복적으로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체
크가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에 대한 모형을 정교화할 당시, 효소의 기능이 오직 단백질에
의해서만 수행된다고 믿고 있던 효소학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계속 고수하면서 자신들
의 연구 활동을 전통적인 인식 틀 속에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체크의 실험결과의 취약점
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반응 속도 가속화, 기질 특이성, 그리고 반복적인 반응성
의 세 가지 효소 특성을 IVS RNA 파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
히, 테트라히메나의 pre-rRNA가 구아노신을 기질로 했을 때 효소처럼 역할을 한다는
체크의 1984년 논문이 발표되었을 무렵에 많은 효소학자들은 셀프 스플라이싱 반응이
일회적이고 계속 변화하여 반복적인 반응성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체
크의 성과를 강도 높게 비판하던 상황이었다.(Cech 1989) 이런 학계의 분위기를 감지한
체크는 자신이 제안한 셀프 스플라이싱 모형이 효소반응 모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을 보이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체크와 그의 동료 자우그는 셀프
스플라이싱 된 IVS 파편 L-19 IVS RNA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그
들은 RNA 파편 일부가 생물학적 효소처럼 반응을 유지한다는 것을 밝혀냈다.51)(Cech
1986a, 1986b)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IVS RNA가 어떻게 효소로 정당화되었는지 살펴보자. 먼저
RNA 파편이 기질 특이성을 만족하는지는 그림 23의 (A)~(D)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A)는 L-19 IVS RNA의 농도가 0에서 60으로 증가할 때에 기질 pC5가 pC7과 pC9로
늘어나거나 반대로 pC3로 줄어듦으로써 반응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B)를 보
면 L-19 IVS RNA가 d-pC5와 반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C)와 (D)를 보면, pC5는
L-19 IVS RNA가 없을 때는 전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들 자료를 통해서 L-19
IVS RNA가 5개의 피리미딘 계열 뉴클레오티드 복합체에 특이성을 보임을 파악할 수
있다.52)

51) 컬프와 키처는 RNA의 효소적 기능에 관한 실험이 1986년에 이르러 시행되었다고 보았다. 하
지만, 체크는 이미 1983년에 5' 엑손 말단과 IVS의 접합 부위에서 구아노신이 첨가되었을 때,
RNA가 효소적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었다. 이 때 IVS RNA가 효소라고 잠정적
으로 가정한 상태였지만, 이 RNA 파편이 구아노신을 기질로 했을 때 단백질과 유사한 반응
속도 보인다고 보고되었다. RNA가 효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이 한 편의 논문으로
입증된 것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이 논문이 발표된 시점으로 미루어볼 때, 스플라이싱 메커니
즘을 규명하는 기간에 체크는 벌써 RNA가 효소처럼 기능한다고 사실을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52) ‘C’는 시토신과 티민이 속하는 피리미딘(pyrimidine) 계열의 염기들을 가리킨다. ‘pC5’는 피리
미딘 계열의 염기들을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하여 ‘pCpCpCpCpC’처럼 만든 올리고뉴클레오티
드(소수의 핵산이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한 복합체)이다. 따라서 ‘pC3’은 ‘pCpCpC’의 약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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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RNA의 효소적 기질 특이성에 관한 자료 모형들
L-19 IVS RNA가 올리고뉴클레오티드 기질(oligonucleotides substrates)을 절단하고
재결합하는 촉매역할을 보여주는 자료: (A)와 (B)는 1.6μM L-19 IVS RNA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각각 10μM pC5와 10μM d-pC5를 기질로 첨가했을 때의 자료이고, (C)와
(D)는 45μM pC5 기질을 L-19 IVS RNA가 없는 시험관에 넣었을 때의 자료이며, (E)
부터 (G)는 다시 1.6 μM L-19 IVS RNA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각각 10μM pC5 (E),
50μM pC5 (F), 100μM pC5 (G)를 넣었을 때의 자료이다. 마지막으로 그래프는
(E)~(G)의 자료를 미카엘리스-멘텐 방정식으로 전환하여 기질 pC5가 1.6 μM L-19
IVS RNA와 반응한 속도를 나타내는 자료 모형이다.(Cech 1986a, 471~472)

(E), (F), (G)는 L-19 IVS RNA가 있는 시험관에 pC5를 각각 10μM, 50μM, 100μM
을 첨가하였을 때의 반응 정도를 나타낸다. 서로 다른 기질의 농도에 따른 효소의 반응
정도를 추론할 때, 생화학에서는 흔히 미카엘리스-멘텐 모형(Michaelis-Menten model)
이 사용된다.53) 이 모형을 적용하여 체크는 L-19 IVS RNA의 미카엘리스 상수 ‘ ’이
0.04mM, 대사 회전수(tunover number) ‘  ’가 1.7min   , 대사 회전수에 대한 미카엘
리스 상수의 비율(  )이  ×  (   min  )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런데 이 측
정값들은 다른 효소들로부터 이미 파악된 측정값들과 꽤 비슷했다. ‘GpA’와 같이 구아
노신 염기 잔여분과 결합하여 단일한 핵산배열을 절단하는 효소인 ‘RNase  ’의 미카
엘리스 상수값은 0.055mM이다. 그리고 ‘A3C-tRNA’라는 기질에 작용하는 ‘P RNA’라는
효소의 대사 회전수는 2.2 min   이다.(Cech and Bass 1986, 621) 이런 효소들의 수치
와 ‘L-19 IVS RNA’의 수치들을 비교했을 때, RNA의 파편이 효소처럼 기능한다고 판
단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53) 미카엘리스-멘텐 모형은 효소에 의해서 기질의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지를 파악할 때 널리 사
용되는 모형이다. 현대 분자 생물학에 어떤 이론들이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는 뒤의 논의에서 이
모형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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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1.6 μM L-19 IVS RNA의 효소적 메커니즘에 관한 모형
(Zaug and Cech 1986, 473; Cech 1986b, 4361)

마지막으로 체크는 L-19 IVS RNA가 자신의 염기 서열을 변화시키지 않고 계속 유
지하면서 기질 pC5와 계속 반응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림 24는 1.6μM의 L-19 IVS
RNA가 효소처럼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반응하는 메커니즘에 관한 모형이다. 이 모형의
(1)에는 L-19 IVS RNA가 나타나 있다. 5' 말단에 표시된 ‘  ’은 퓨린(purine) 계열의
염기인 구아닌 혹은 아데닌을 가리킨다. 이 L-19 IVS RNA에 ‘C5’를 첨가하면 수산기
를 포함한 구아노신이 하나의 피리미딘 염기를 절단시킨다.(2) 그 때 나머지 네 개의 피
리미딘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L-19 IVS RNA과 분리되고 하나의 피리미딘 염기는 구아
노신과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을 하고 있게 된다.(3) 이 때 다시 ‘C5’가 추가되면, 구아
노신에 붙어 있던 하나의 피리미딘 염기가 다시 ‘C5’와 결합하여 ‘C6’을 형성한 후 분리
되거나(4), 가수분해 되어 하나의 피리미딘 염기는 L-19 IVS RNA로부터 분리된다. 이
과정을 통해 L-19 IVS RNA는 처음의 모양을 계속 유지하면서 ‘C5’기질과 계속 반응한
다. 이 모형을 보면, L-19 IVS RNA의 분자 구조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체크는
RNA의 파편이 변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즉 효소처럼 기능한다는 것을 이 모형을 통
해 증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야 pre-rRNA에서 파생된 IVS RNA 파편은 효
소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는 점이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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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대 분자 생물학에서 이론은 어떻게 시험 되는가?
지금까지 나는 메커니즘에 대한 모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워지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메커니즘을 표상하는 모형과 그 모형에 대한 진술들이 현대 분자 생물학에서의
‘이론’으로 충분히 받아들여질 만한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체크의 사례를 통해 살
펴본 바와 같이, 메커니즘에 대한 모형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지적 활동들이 수
행되었다. 전기영동 장치로부터 산출된 분자들의 자국들 그 자체가 초기 실험 조건을 바
탕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면, 그 자국들이 과연 무엇에 대한 자료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 연구자들이 실험 조건을 바탕으로 그 분자 자국들을 서로 비교하고 분자량을 측정
하는 활동들을 수행함으로써 측정 자료들은 자료 모형으로 변환된다. 이 변환된 자료 모
형들은 메커니즘의 구성요소들의 구조와 그것들의 기능, 더 나아가 또 다른 구성요소와
의 상호작용을 표상하는 모형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다시,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핵심적
인 구성요소들과 기능에 대한 모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드디어 메커니즘에 대한
모형이 세워지게 된다.
이처럼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에 개입되는 수많은 인지적 판단들은 메커니즘에 대한
모형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표적 체계를 표상하는지를 좌우한다. 자료를 산출한 다음 그
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하거나 분석하고, 다시 자료 모형들을 바탕으로 메커니즘의 구성
요소들에 관한 모형들을 구성한 다음 최종적으로 구성요소들에 대한 모형들을 종합하여
메커니즘에 대한 모형을 완성하는 일련의 흐름에서 다양한 이론 시험의 과정이 이뤄진
다. 그렇다면, 체크가 발견한 셀프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에 대한 모형이 어떻게 표적 체
계인 메커니즘을 성공적으로 표상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 또, 이 메커니즘에 대한 모
형은 어떤 방식으로 시험되었을까? 나는 4장에서 이 물음들에 답하고자 한다.
이 물음에 본격적으로 답하기에 앞서, 이론 시험과 관련하여 컬프와 키처는 과연 어
떤 입장을 취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체크가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을 발견하면서 단
백질 효소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RNA가 스스로 효소처럼 기능한다고 결론내린
에피소드와 관련하여, 그들은 RNA의 새로운 기능을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스플라이싱 효소를 발견하지 못한 직후, 그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
다. 하나는 그 효소가 pre-rRNA에 매우 밀착했기 때문에 기존의 실험 방
법으로 그 효소를 분리해내지 못했다는 가설이며, 다른 하나는 스플라이싱
에 관여하는 효소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설이다. [...] 그런데 전자의
가능성은 당시 생물학에서 중심적인 실험방법으로 인정받은 DNA 재조합
기술에 호소하여 제거되었다. 이 기술로 인해 단백질로부터 독립적인 순수

75

한 pre-rRNA가 산출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만일 이
실험 방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면, RNA가 효소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주장보다 훨씬 더 거대한 변동(shift)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Culp
and Kitcher 1989, 471, 474)
앞의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RNA가 효소처럼 기능한다는 가설을 정당화하는 실
험적 증거는 L-19 IVS RNA가 효소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했다는 것을 밝혔던 논문들
에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그 논문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체크는 테트라히메나의
pre-rRNA가 효소처럼 기능한다고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었으며, 스스로 RNA와 효소의
합성어인 ‘리보자임’이라는 이름을 제안하기도 했다.(Kruger, Grabowski, Zaug, Sands,
Gottschling, and Cech 1982, 154) 위 인용문을 보면, RNA가 효소처럼 기능한다는 대
담한 가설이 생물학의 이론으로 인정받게 된 이유에 대한 컬프와 키처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DNA 재조합 기술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단백질 효소가 스플라이싱 메
커니즘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설을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이 가설과 경쟁
하는 또 다른 가설, 즉 단백질이 pre-rRNA와 분리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상대적으로 실
험적 확인이 불가능했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실험적으로 확인조차 불가능한 가설을 굳이
채택할 이유가 없다. 반면에, 단백질 없이 RNA 스스로 화학 반응을 할 수도 있다는 가
설은 DNA 재조합 기술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효소는 곧 단백질이라는 기존의 암묵적
지식과 이 가설은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암묵적 지식을 고수하
는 것보다는 DNA 재조합 기술로부터 새롭게 제기된 RNA의 새로운 기능을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 또한 이 기술로부터 산출된 자료를 의심하는 것보다 효소는 곧 단백질이라는
기존의 통념을 버리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선택이다. 왜냐하면 이미 DNA 재조합 기술
은 많은 생명공학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DNA 재조합 기술을 거
부하면 그 기술로부터 산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된 수많은 생물학 지식들은 의심스
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이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모든 생물학 연구들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만다. 따라서 효소는 곧 단백질이라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에 젖
어서 실험적으로 확인조차 불가능한 가설을 지지하는 것보다는 RNA 스스로 화학반응을
매개한다는 새로운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판단이었을 것이다.
특정 실험 장치나 방법이 과학자 사회 내에서 받아들여지면, 그 장치로부터 얻어진
모든 자료의 신뢰성은 어느 정도 확보된다. 특히 검은 상자와 같은 메커니즘을 발견하고
자 할 때, 연구자가 의존할 수 있는 방법은 실험밖에 없다. 그래서 DNA 재조합 기술을
거부하는 것은 생물학 연구진에게 대단히 치명적일 수 있다. DNA 재조합 기술을 대체
할 만한 새로운 실험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이 실험 방법을 거부하고 나면, 많은 생명
공학 연구는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된다. 컬프와 키처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측면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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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비중 있게 고려하여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특정 기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집단적인 믿음이 pre-rRNA의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에서 단백질이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RNA 스스로 스플라이싱 한다는 가설을
직접적으로 지지하지는 못한다. DNA 재조합 기술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는 현실
적인 판단은 그 기술을 통해 수많은 가설들을 검증하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도록 하는
원동력일 수는 있다. 하지만 모든 가설들 중에서 특정 가설을 채택할 때 언제나 그 기술
에 대한 믿음에 기댈 수는 없다. 실험 기술은 가설들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하는 통
로이지 가설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 기술 그 자체는
대립하는 두 가설들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를 시험하기 위한 잣대로 삼기에 부
적절하다.
실제로 1979년부터 1989년까지 체크가 발표한 논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메커니즘
이 작동하는 데 어떤 구성요소가 결정적으로 중요한가를 판가름하는 과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이 때 가설과 잠정적인 모형들이 다양한 기준들에 의해서 시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리보자임의 존재와 RNA의 셀프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의 발견이 ‘과
학이론’의 하나로 인정받는 동시에 표준적인 분자 유전학과 생화학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었던 이유도 철저한 이론 시험의 과정이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앞으로 자료로부
터 유도된 모형들로부터 추론 가능한 특정 가설이나 그 모형들 자체가 시험되는 과정에
서 제기될 만한 세 가지 인식적 문제들을 제기한 후, 그에 관하여 체크의 연구를 중심으
로 논의할 것이다.

4.1. 인공적인 시험관으로부터 산출된 자료는 믿을 만한가?
앞서 체크의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전기영동 장치는 현대 분자 생물학에서 매
우 흔하게 사용되는 실험도구이다. 그런데 이 장치는 현대 분자 생물학의 실험 및 측정
활동을 이해할 때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자료로부터 메커니즘을 표상하는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 장치가 정작 발견하고자 하는 메커니즘의 본성을 오히려
파괴하는 방식으로 구성성분들과 구성작용들에 관한 실험 증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예
컨대, 핵산의 염기서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파편을 세포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세포 안에는 매우 다양한 소기관들과 세포벽이 있다. 연구자가 원하는 핵산 파편을 분리
하기 위해서는 세포벽을 허물고 다른 소기관들과 핵을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원하는 핵
산 파편의 표본을 얻기 위해서 DNA나 RNA를 변성시킨 후 시험관에서 배양해야 한다.
이렇게 정제된 표본을 전기영동에 투입하여 염기 서열을 분석하고 나면, 생물체 내 분자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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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생물체 내부의 분자 수준의 존재자들에 대한 연구 분야에서는 전기영동
장치를 이용하여 메커니즘의 구성요소들을 분리 및 정제하고 시험관 내에서의 화학반응
을 살피는 실험을 수행한다. 인공적인 시험관 내에서의 실험하기(experimentation
within the test tube) 활동을 ‘in vitro’라고 부른다. 이와 대조적으로 생물체 고유의 구
조와 기능을 파괴하지 않고 인위적인 조작을 최소화하여 실험을 실시할 수도 있다. 실제
생물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직접적으로 살피는 실험하기(experimentation within
the living organism)를 ‘in vivo’라고 부른다. 분자 수준의 메커니즘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기영동 장치는 거의 대부분 ‘in vivo’가 아니라 ‘in vitro’이다.
인공적인 시험관 실험이 빈번히 수행되는 대표적인 연구 분야는 신약을 개발하는 약
제학(pharmacology)이다. 신약을 개발하는 수많은 실험도 역시 ‘in vitro’에서 수행된다.
아직 성능도 불명확한 신약을 실제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 성
능을 최종적으로 점검할 때 실험용 쥐가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실험용 쥐에 신약을 투
여하기에 앞서 신약의 반응을 시험관에서 먼저 확인한다. 이는 매번 반응을 확인할 때마
다 쥐에 투약하는 것보다 시험관에서 반복적으로 시험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신약을 개발할 때 ‘in vitro’와 ‘in vivo’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in vitro’에
서 새로 만들어진 약이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도, ‘in vivo’에서도 반드
시 그렇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험관 내 인공적인 환경 보다 훨씬 더 복잡한
세포 내부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언제나 남아있다. 생명체 내부
의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살아있는 생명체 내부가 아닌 인공적으
로 조성된 시험관의 자료로부터 밝혀진 메커니즘이 정말로 실제 생물체 내부에서 진행
되는 바로 그 메커니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온갖 변수들을 고려
하여 ‘in vitro’를 ‘in vivo’에 가깝게 구현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체크의 ‘in vitro’ 연구
가 신약개발처럼 ‘in vitro’와 ‘in vivo’의 차이로 인해 인간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그가 ‘in vitro’ 실험을 통해
밝혀낸 메커니즘이 실제 생물체 내부에서 나타난 것인지에 대한 물음만큼은 매우 중요
하다. 스트랜드(R. Strand)는 ‘in vitro’로부터 도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in vivo’를 정당
화하는 문제를 ‘in vitro-in vivo 문제’라고 불렀다.54)(Strand 1999)
이 문제는 현대 분자 생물학의 연구진들이 인공적인 실험적 자료로부터 실제 생물체
내부의 메커니즘에 대한 모형을 구성할 때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많은 생명
공학자들은 메커니즘이 규칙적인 어떤 현상을 유발하는 하부 체계이고 생물체 내부에
실재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으며 또 그 메커니즘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그렇다면 분자
54) 스트랜드에 따르면, ‘in vivo’는 생물학적으로 관심이 가는 대상이지만 실험적으로는 접근 불
가능한(inaccessible) 반면, ‘in vitro’는 생물학적으로 덜 흥미롭지만 실험적으로 접근 가능한
대상이다.(Strand 1999, 27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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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메커니즘을 발견하려고 할 때,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왜 ‘in vivo’보다 ‘in vitro’
를 선호하는 것일까? 굳이 이런 정당화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실제 생물
체를 대상으로 연구하면 안 되는가?
여기에는 그들이 생물체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불가피한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pre-rRNA에서 스플라이싱 되는 IVS는 약 400여 개의 핵산으로 구성된
염기서열이다. 이 파편의 염기서열에 관한 정보는 스플라이싱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였는
지 알아내는 데 대단히 중요한데, 실제 살아 있는 세포 내에서 이 IVS 파편은 단 6초
동안만 생존 가능하다.(Zaug and Cech 1982, 2824) 이 6초라는 시간은 IVS가 어떤 염
기들의 배열로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pre-rRNA로부터 잘려진 말단의 화학적 조성은 어
떠한지에 대해 자세히 연구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이 시간 동안 스플라이싱 현상들이
일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 현상을 야기하는 메커니즘을 찾아내
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분자 수준의 메커니즘을 발견하려고 할 때, ‘in vivo’의 증거로는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리고 대개 그 메커니즘은 ‘in vivo’가 아닌 ‘in vitro’에서
비롯된 자료를 바탕으로 발견된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정말 관심 있는 메커니즘은 ‘in
vivo’이지 ‘in vitro’가 아니다. 그렇다면 인공적인 실험적 증거가 실제 생물체에서의 메
커니즘에 관한 증거라는 주장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체크의 연구 사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자.
‘in vitro’로 실험 증거를 수집하기에 앞서 체크는 ‘in vivo’에서 IVS가 pre-rRNA로
부터 절단되어 고리화 되는 현상을 전자 현미경으로 촬영하였다. 그리고 그 때, 고리모
양으로 전환된 IVS의 핵산 개수를 대략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IVS의 평균적인 길이를
410개, 360개, 360개, 그리고 350개의 염기쌍(base pairs, bp)이라고 측정했다. 그리고
그는 이 길이들에 대한 평균을 또 구하여 대충 370개의 염기쌍이 IVS 파편에 존재하며
이 측정치는 표준편차 ±40개의 염기쌍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Cech and Rio
1979)
이 자료를 바탕으로 체크는 본격적으로 ‘in vitro’ 실험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그렇다
면 체크의 연구에서 ‘in vitro-in vivo’ 문제를 극복했다고 볼 만한 단서는 무엇인가? 테
트라히메나의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의 구성요소들을 본격적으로 확인하기에 앞서 체크는
‘in vivo’에서 촬영된 IVS의 스플라이싱 현상이 ‘in vitro’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지 확
인하였다.(Zaug and Cech 1980) 1980년에 체크가 발표한 논문의 제목은 「테트라히메
나의 핵 안에서 관찰된 리보솜 전구체 RNA의 in vitro 스플라이싱 현상」이었다. 이 논
문의 제목처럼 그들은 ‘in vivo’에서 촬영된 것처럼 ‘in vitro’에서도 스플라이싱 현상을
성공적으로 관찰하였다. 그들은 이런 성과를 논문의 첫 페이지에 자세히 소개하였다. 그
런데 여기서 ‘관찰’했다는 표현이 전자 현미경으로 ‘목격’했다는 말과 동의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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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 ‘in vivo’에서 측정된 평균적인 IVS의 길이 370±40 염기쌍 값에 근사적으로 접
근한 ‘in vitro’의 측정값이 산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크와 자우그는 시험관에서
전사된 pre-rRNA로부터 절단된 RNA의 파편의 길이가 약 0.4 kb(kilo bases), 즉 약
400여 개의 염기쌍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55)

그림 25. pre-rRNA 전사체의 ‘in vitro’ 자료 모형 (Zaug and Cech 1980, 332~335)

그림 25의 (A)가 바로 인공적인 시험관에서 얻어낸 리보솜 전구체 RNA의 전사체
(transcript) ‘in vitro’ 자료이다.56) 표준적인 전기영동 실험 조건 하에서 1번 레인부터
4번 레인까지는 각각 반응 후 5분, 10분, 30분, 그리고 60분이 지난 후의 염기쌍을 나
타낸다. 이 자료 모형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9S, 즉 400여 개의 염기쌍이 두드
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체크는 자료 (A)를 (B)와 (C)처럼 수학적으로 통계처리를

55) 1981년에 발표된 논문 「리보솜 RNA의 IVS가 정제된 테트라히메나 핵 안에서 원형의 RNA
로 전환되다」에서도 체크는 ‘in vivo' 뿐만 아니라 ‘in vitro’에서도 IVS가 고리화 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Grabowski, Zaug, and Cech 1981)
56) (A)부터 (C) 모두는 존재론적으로 ‘자료 모형’에 해당한다. 그런데 (A)에서 가로축와 세로축에
표시된 표시들이 제거된 방사능 사진 자체는 ‘자료’이다. 그리고 (C)에서 B는 자료이지만, B를
표지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처리가 된 그래프 (C) 전체는 ‘자료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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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함으로써 0.4 kb의 존재를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57) 이처럼 ‘in vivo’에
서 측정된 대략적인 측정값 범위 안에 ‘in vitro’의 측정값이 속할 경우, 인공적인 실험
결과가 실제 생물체 내부에서 일어난 현상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
게 된다. 다시 말하면, ‘in vivo’ 측정값과 ‘in vitro’의 측정값의 일치여부는 ‘in vitro-in
vivo’ 문제를 극복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4.2. 메커니즘은 정말 존재하는가?
만일 ‘in vitro’에서 도출된 자료가 실제 ‘in vivo’라고 정당화될 수 있더라도, 그 자
료 자체의 신뢰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특정 현상이 생명체 내에서 규칙적으로 관찰되
었을 때, 연구자들은 그 현상을 유발하는 검은 상자와 같은 메커니즘 내의 구성성분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흔히 분자 수준의 메커니즘을 밝히려고 할 때, 생화학자들
은 RNA의 염기서열을 분석하며, 이를 위해 그들은 전기영동 장치를 이용하곤 한다. 이
장치는 수십 년 동안 생명 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 가장 폭넓게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전기영동 장치가 생명 공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그 장
치 결과가 무조건 믿을 만한가? 설사 그 장치가 신뢰할 만하더라도 자료가 산출되는 데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장치로부터 산출된 결
과가 정말 그 메커니즘의 구성요소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자료로부터
모형화할 때 그 자료가 실제 메커니즘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자료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구성요소가 관찰되었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가?
이와 같은 물음들은 검은 상자와 같은 메커니즘을 자료에 의존하여 모형화할 때 충
분히 제기될 수 있는 연구문제들이다. 이 문제는 특정 실험 장치나 기술이 과학자 사회
내에서 이미 수용되었더라도 그 실험이나 측정 장치로부터 산출되는 자료를 그대로 신
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자료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그
모형이 실제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표상했는지의 문제와 직결된다. 만일 자료가 생명체
내의 메커니즘의 구성요소들을 정확하게 표상했다면, 그 자료로부터 유도된 모형은 수용
할 만한 생물학적 이론의 하나로 인정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런 이유로, 자료의 신
뢰성은 이론 시험의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나는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두 가지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하나는 자료의 정
밀도(precision)이고 다른 하나는 정확도(accuracy)이다. 실험생화학자 보이어(Rodney
57) 그림 25의 (A)로부터 (B)와 (C)로 전환되는 것을 보면, 그림 10에서 내가 제시했던 것처럼
자료가 통계적으로 처리되고 자료 모형으로 변환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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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er)는 두 개념을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정밀도는 실험값(experimental value)을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그 값에
동의할 만한 어떤 통계적 범위를 말한다. 정확도는 실험값과 참값(true
value) 사이의 차이로서 정의된다. 하지만 참값은 좀처럼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도는 실험값과 이미 수용된 참값 사이의 차이로서 정의될 수
있다. 실제 실험 상황에서 정확성은 없지만 정밀한 실험 측정은 있을 수
있다.(Boyer 2000, 19)
우선, 체크의 실험에서 정확도는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자. 보이어가
지적한대로, 측정된 실험값이 과연 정확한지를 시험할 참값은 현실적으로 거의 구하기
어렵다. 체크가 그림 25의 (A)와 같은 테트라히메나 pre-rRNA 전사체의 염기쌍 길이를
조사했을 때, 그 실험값이 실제 테트라히메나의 해당 전사체의 염기쌍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테트라히메나로부터 똑같은 부분의 전사체 염기쌍 길이가
얼마인지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체크가 이 실험을 하기 전까지 테트라히메나
의 전사체의 염기쌍이 몇 개이며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알려진 바가 전혀 없었다. 기
껏해야 테트라히메나와 비슷한 종류의 피그멘토사(pigmentosa)라는 생물종의 염기서열
이 파악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보이어의 말대로, 테트라히메나 전사체의 염기쌍에 대한
그림 25의 자료가 정확한지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참값 대신에 이미 수용된 참값
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테트라히메나 IVS의 염기쌍의 개수에 대한 이미 수용된 참값은 과연 무엇
인가? 분자 생물학이나 생화학에서 이 값에 해당되는 것이 정말 있기는 한 걸까? 흥미
롭게도 생명 공학자들은 염기쌍의 길이를 판단할 때 공통적인 표준적 기준을 사용한다.
그들은 이것들을 보통 ‘표지’(marker)라고 부른다. 다시 그림 25로 돌아 가보자. (A)에
왼쪽에는 26S, 23S, 17S, 9S, 그리고 5.8S라는 수치가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수치
들은 전기영동 장치에서 처음 자료를 산출할 때부터 기입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체크가
(A)의 방사능 사진을 얻은 다음 표시해 넣은 것들이다. 그가 이 수치들을 기입할 때 기
준으로 참고한 것들이 바로 표지들이다. 26S라고 적힌 부분을 보면 5번 레인의 검은 자
국과 일치한다. 이 5번 레인의 자국이 바로 표준적인 조건에서 전기영동 장치를 작동시
켰을 때의 26S의 rRNA 표지이다. 이와 비슷하게 6번 레인은 17S rRNA의 표지이고, 9
번 레인은 23S와 16S의 rRNA의 표지이다.
그런데 그림 25의 (A)에서 가장 중요한 염기쌍은 다름 아닌 9S였다. 앞서 살펴보았
듯이, 이 부분의 염기쌍이 과연 0.4kb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in vitro-in vivo’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도 직결될 만큼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었다. 이 측정값의 정확성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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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체크는 좀 더 정밀한 표지를 이용하였다. 그림 25의 (C)에서 그래프 왼쪽의
알파벳 ‘B’는 ‘in vitro’에서 체크가 확인한 그림 25 (A)의 1~4번 레인의 pre-rRNA 전
사체 자국과 동일한 것이다. 이 9S에 해당되는 자국은 그림 25 그래프 (C)의 A라고 적
힌 흰 색 표지와 비교된 다음, 이 부분의 염기쌍에 대한 자료 모형으로 탈바꿈된다.58)
그림을 보면, 9S에 해당되는 부분은 410으로 체크된 부분보다 약간 밑에 위치해 있다.
이를 바탕으로 9S가 약 400여 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었다.
‘표지’는 실제 과학 활동 속에서는 이미 널리 사용되는 기준으로서, 과학자들에게 수용
된 참값이다. 체크는 이 표지와 측정값을 비교함으로써 실제 메커니즘 내의 특정 염기서
열의 정확도를 확보하였다.
그렇다면 정밀도는 어떻게 확인되는가? 정밀도는 정확도처럼 굳이 어떤 기준에 근거
해서 평가할 필요가 없다. 반복해서 측정을 해도 특정 실험값이 일정한 편차 범위 내에
서 도출되기만 하면 정밀도는 확보된다. 하지만 정밀도의 의미가 정확도에 비해서 상대
적으로 간단해 보일지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존의 모든 배경지식을
동원하더라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실험값이 나왔을 경우, 그 값이 실험 장치
로부터 제대로 산출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체크가 IVS의 염기서열을 분석했을 때 구아노신을 발견했던 경우가 바로 정밀도의
문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갈에 의해서 이미 분석된 rDNA에는 없었던 구아노신이
IVS RNA에서 발견되었을 때 체크는 무척 당혹스러워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
크는 자우그로 하여금 다시 실험을 해보라고 지시했고, 자우그가 수없이 반복하여 실험
을 해보아도 rDNA에 없었던 구아노신이 rRNA에서 발견되었다. 체크는 이런 이상한 결
과로부터 구아노신이 rDNA로부터 전사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는 구아노
신이 시험관 내부의 화학적 환경으로부터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추론했다. 이 판단
을 토대로 마침내 체크는 구아노신의 합성물 중 하나인 GMP가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에
서 에너지가 없이 화학반응을 매개하는 보조인자라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구아노신은
RNA가 효소적 기능을 담당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에서도 기질의 일종으로 사용되기도 했
을 정도로 체크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구성성분이다. 그만큼 반복적인 측정에 의해 확
보된 자료의 정밀도는 무시하기 힘든 시험 기준이다.
그런데 구아노신이 정밀한 측정에 의해서 그 존재가 드러났다고 해도, 그 존재가 과
연 정확한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구아노신의
발견은 정밀도뿐 아니라 정확도까지 만족해야만 그 실재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림 26을 보면, 구아노신의 실재성에 대한 자료가 어떻게 정확도 기준을 만족하는지
알 수 있다. ‘T1’, ‘OH¯’, ‘U2’, 그리고 ‘Phy M’은 각각 제한 효소의 종류를 가리킨다.

58) 9S의 염기쌍 길이를 파악할 때 사용된 표지는 ‘φX 174 RFII DNA의 Hae Ⅲ’절단 파편이었
다.(Zaug and Cech 1980,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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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제한 효소들은 핵산끼리의 사슬을 분해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ENZ’은 아무
런 제한 효소가 작용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 각각의 제한 효소에 의해서 절단된 핵
산들의 서열 자국들은 다른 효소에 의해서 절단된 자국과 서로 비교된다. 그림 26의
(B)를 보면 몇몇 제한 효소에 의해서 새롭게 절단된 ‘N’이라는 핵산이 등장했다. 이 새
로운 핵산은 곧 구아노신으로 판명되었으며, 결국 체크는 이 작업을 통해서 IVS의 5' 말
단의 염기서열을 그림 26의 (C)와 같이 파악할 수 있었다. 이처럼 rDNA로부터 전혀 예
상하지 못했던 구아노신이 실제 rRNA에서는 존재했다는 근거가 여러 제한 효소에 의해
서 분해된 rRNA의 염기 자국을 비교함으로써 정확하게 입증될 수 있었다.59)

그림 26. 테트라히메나 pre-rRNA의 IVS 염기서열
(A) 5' IVS 끝부분에 라벨링(labeling)하여 정제한 IVS. (B) RNA의 세부 염기서열.
(맨 마지막의 ‘N’은 구아노신라고 그 해에 판명되었음) (C) pre-rRNA의 IVS 염기
서열을 rDNA의 IVS 부분과 비교.(화살표는 엑손과 IVS가 처음 절단되는 부위를 나
타냄) (Cech, Zaug, and Grabowski 1982, 494; Zaug and Cech 1982, 2827;
Kruger, Grabowski, Zaug, Sands, Gottschling and Cech 1982, 151; Zaug,
Grabowski, and Cech 1983, 580)

59) 이 자료가 실린 논문에는 ‘N’이 구아노신이라는 추측은 했지만,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태였
다.(Zaug and Cech 1982) 하지만 같은 해에 체크는 또 다른 논문에서 이 ‘N’이 곧 구아노신
이라는 사실을 확인해면서 그림 19의 (B)와 동일한 자료를 다시 수록하였다.(Kruger,
Grabowski, Zaug, Sands, Gottschling and Cech 1982; Zaug, Grabowski, and Cech 1983;
Zaug, Kent, Cech 1985, 6216; Inoue, Sullivan, and Cech 1986, 150) 본 논문에서는 자료
의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이전의 자료를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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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정 개체 속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일반화되는가?
4.3.1. 이차적 분자구조의 상동성
체크가 발견한 스플라이싱 반응 메커니즘에 대한 모형은 테트라히메나라는 진핵 생
물에서 발견한 것이다. 그런데 체크는 테트라히메나에서 포착된 스플라이싱 현상이 ‘모
든’ 생명체에서 나타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현상을 야기하는 메커니즘이 모
든 생명체에 존재하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체크와 비슷하게 현대 분자 생물학의 연구
자들 대부분은 대개 특수한 하나의 개체를 선택하여 그 대상의 메커니즘과 현상에 집중
한다. 만일 특정 종(species)에서 하나의 메커니즘이 발견되었고 그 메커니즘이 그 종에
서만 나타나는 것이라면, 이 발견은 다른 연구자들에게 주목받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의
메커니즘이 종의 구분을 넘어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계였을 때, 비로소 그 메커니
즘에 대한 연구에 매우 높은 가치가 부여될 수 있다. 이처럼 특정 생물체에서 발견된 하
나의 메커니즘이 모든 생물체에서도 발견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업은 현대 분자
생물학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일부 종에서 발견된 메커니즘이 모든 생명체에
서 나타나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그 메커니즘을 거의 모든 생명체에서의 메커니즘
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체크의 연구 사례를 보면, 셀프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에 대한 모형이 일반성을 획득하
는 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차적 분자 구조의 상동성
(homology)이다. 셀프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에 대한 모형이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물에
서도 나타난다면, 스스로 염기서열을 절단하는 RNA의 역할은 보편적인 기능으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그런데 우연히도 체크가 셀프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을 처음 제안했던 무렵에 이 메커
니즘에 대한 모형이 테트라히메나 외의 생물체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실험결과가 발
표되었다. 미첼(Michel et al., 1982), 워링(Waring et al., 1982), 부크와 라즈반더리
(Bruke and RajBhandary 1982)는 테트라히메나에서 발견된 IVS의 염기서열과 비슷한
염기서열을 효모균 미토콘드리아(yeast mitochondria)에서 발견하였다. 특히 미첼은 그
림 27과 같이 IVS가 접히는 이차구조를 밝혀냈는데, 미토콘드리아 pre-mRNA IVS의
이차구조인 (a)와 테트라히메나의 pre-rRNA IVS의 이차구조 (b)에서 ‘A’, ‘B’, ‘9R’,
‘9R'’의 염기쌍과 ‘9L’, ‘2’의 염기 서열이 서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전구체 RNA로부터 절단되는 IVS의 특정 염기서열이 테트라히메나 말고 미토콘드리아
에서도 발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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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pre-RNA IVS의 이차구조
(a) 미토콘드리아 pre-mRNA에서의 인트론(IVS) 이차구조. (b) 테트라히메나 계열
pre-rRNA에서의 인트론 이차구조. (Cech and Bass 1986, 614~615)

그러나 IVS의 특정 부분이 우연적으로 일치했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몇몇의 염기서열이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 두 생물체에서 모두 셀프 스플
라이싱 메커니즘이 나타난다는 것을 곧바로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왜 이차적 분
자 구조의 상동성은 셀프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의 일반성을 지지하는 근거가 되는가?
이 물음은 테트라히메나 IVS와 미토콘드리아 IVS 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특정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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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열이 스플라이싱 현상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1986년에 체크와 그의 동료들이 발표한 논문 「테트라히메나의 pre-rRNA의
셀프 스플라이싱 현상에 대해 ‘9L’과 ‘2’의 보존 서열 요소가 하는 역할」을 보면, 이 두
부분에 돌연변이를 가하여 다른 염기로 대체했을 때, 스플라이싱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
다는 실험 증거가 제시되어 있다. IVS 내의 수많은 염기들 중에서 이 두 부분의 염기의
변화가 스플라이싱 현상에 영향을 주었다는 말은 그만큼 이 부분이 스플라이싱 메커니
즘에서 중요한 화학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미토콘드리아와 테트라히메
나가 공유하는 염기서열 부분들은 RNA가 촉매작용을 할 때 활성 부위(active site)를
조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Cech 1988) 이처럼
두 생물체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보존되는 특정 염기서열은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이 제대
로 작동하면서 효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테트라히메나와 미토콘드리아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특정 IVS 염기서열이 규
칙적인 스플라이싱 현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해도, 그 사실이 왜 셀프 스플라이싱 메
커니즘에 대한 모형의 일반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가? 단지 테트라히메나와 미토콘드
리아라는 두 생물 사이에서 공통적인 염기서열이 발견된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어
떤 근거로 이 모형이 거의 ‘모든’ 생물체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이 의문들은 테트라히메나와 미토콘드리아가 속한 계통을 비교해보면 쉽게 풀린다.
일단, 테트라히메나는 진핵생물(eukaryotes)이다. 이와 달리, 효모균 미토콘드리아는 공
생적 원핵생물(symbiotic prokaryotes)이다. 진핵생물과 원핵생물은 이미 수십억 년 전
에 계통상 구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생물은 서로 유전적 표현과 구조가 상당히 다
르다. 그런데 진화적으로 매우 거리가 먼 두 생물체 내부에서 공통적인 IVS RNA 염기
서열이 존재하며 그것이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 실험 결과는 더 이상 셀프 스플라이싱 모형이 테트라히메나에서만 발견되는 특수
한 모형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매우 다른 원핵생물과 미토콘드리아가 비슷한
IVS 서열을 공유한다는 것은 이 모형이 거의 모든 생명체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암
시한다. 또한 테트라히메나의 rRNA와 균류 미토콘드리아의 IVS가 유전 메커니즘에서
비슷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이 하나의 뿌리로부터 기원했
다는 것을 함축하기도 한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두 생물에서 그림 27의 이차
구조보다 좀 더 정확한 IVS의 염기서열이 밝혀졌으며, 결국 테트라히메나에서 발견된
셀프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은 모든 생물체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실체계로 인정받게
되었다. (Garriga, Gian, Lambowitz, Alan, Inoue, Tan, Cech 1986; Burke, Irvine,
Kaneko, Kerker, Oettagen, Tierney, Williamson, Zaug and Cech 1986; Kim and
Cech 1987; Cech 1988) 그리고 테트라히메나와 비슷한 구조와 기능을 수행하는 I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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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러 생물체에서 추가적으로 발견되었으며, 이 IVS RNA들은 ‘그룹 1 인트론’으로 명
명되었다.

4.3.2. 화학적 반응의 유사성
IVS 내부의 핵심적인 동형적 염기서열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외에도 그룹 Ⅰ 인트론
을 공유하는 생물체들은 또 다른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화학적 반응의
유사성(similarity)이다. 미토콘드리아와 테트라히메나가 셀프 스플라이싱 하기 위해서는
마그네슘 이온과 구아노신 계열의 뉴클레오티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그네슘과 구아노
신은 엑손의 5' 말단과 IVS가 최초로 에스테르 전이반응을 수행할 때 꼭 필요한 보조인
자들이다.(Bass and Cech 1984; Zaug, Kent, and Cech 1985, 6217; Been and
Cech 1985; Cech and Bass 1986, 608; Cech 1987, 1534~1535) 이 두 가지 보조인
자들은 셀프 스플라이싱이 일어나는 데 화학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아노신은 IVS RNA가 효소로서 셀프 스플라이싱 현상을 일으키
는 데 필요한 기질이 된다. 이 때 마그네슘 이온은 구아노신의 수산기가 엑손의 5' 말단
에 위치한 우라실과 IVS의 5' 말단 아데닌 사이의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을 분리시킬
때 인원자(phosphorus)의 친전자성(electrophilicity)을 강화시킴으로써 결국 IVS를 5'
엑손 말단으로부터 분리되도록 돕는다.
하지만 마그네슘 이온이나 황산암모늄과 같은 보조인자들이 동일하다고 해서 셀프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이 일반적이라고 단정 짓기 곤란하다. 이 보조인자들이 오직 셀프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에서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수많은 화학 반응에서
도 이 보조인자들은 중요한 화학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요소들이다. 따라서 이 메커니즘
이 모든 생물체의 RNA에서 일반적인 사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림 28은 이런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만한 근거이다.(Cech 1986, 208; 1987,
1537; 1989, 666; Cech and Bass 1986, 606) 셀프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의 가장 큰
화학적 특징은 단백질 효소 없이 RNA 스스로 효소처럼 반응한다는 점이다. 이런 반응
들은 모두 에스테르 전이반응(transesterification reaction)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룹 Ⅰ
에 속하는 인트론 외에 또 다른 그룹 2의 인트론에서도 이 반응이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밝혀졌다.(Peebles et al. 1986; van der Veen 1986; Cech 1986) 하지만, 이 반
응에서 나타나는 그룹 Ⅰ과 Ⅱ의 인트론의 차이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룹 Ⅰ에
서는 구아노신이 효소반응의 기질 역할을 하지만, 그룹 Ⅱ에서는 다른 뉴클레오티드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그룹 Ⅱ의 인트론 내부의 아데닌의 수산기가 시토신과 구아닌 사이
의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을 공격함으로써 반응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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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주요 pre-RNA에서 나타나는 스플라이싱 반응
(Cech 1986, 208; Cech and Bass 1986, 6069)

비록 그룹 Ⅰ과 Ⅱ의 IVS에서 나타나는 초기 에스테르 전이반응의 시작 방법이 다를
지라도, 그 이후의 반응 양상은 매우 흡사하다. 그룹 Ⅰ과 그룹 Ⅱ의 인트론, 그리고 핵
의 mRNA는 공통적으로 두 번의 에스테르 전이 반응과 IVS의 고리화를 위한 추가적인
에스테르 전이 반응을 거치게 된다. 체크가 테트라히메나의 rRNA의 전구체를 중심으로
발견한 이 반응의 메커니즘은 진화적으로 매우 먼 미토콘드리아의 mRNA는 물론 tRNA
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단백질의 도움 없이 거의 대부분의
‘RNA’는 스스로 효소처럼 화학반응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수많은 RNA
중에서 리보솜을 형성하는 유전 정보 전달 물질이었던 rRNA의 메커니즘이 또 다른
RNA의 화학반응에서도 매우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그만큼 체크의 연구 결과가
많은 RNA의 기능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제 정리해보자. 내가 보기에 체크는 메커니즘을 표상하는 모형이 생물학 이론의 하
나로 인정받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첫째는 ‘in vitro-in vivo
문제’로서, 인공적인 시험관 내에서 산출된 자료가 실제 생명체에 대한 자료라고 어떻게
정당화할지에 대한 문제이다. 둘째는 ‘자료의 신뢰성 문제’로서, 검은 상자와 같은 메커
니즘에 대한 구성요소들을 파악하는 데 기초적인 증거가 되는 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시
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 때 핵심적인 시험 기준으로 정확도와 정밀도를 꼽
을 수 있다. 마지막은 ‘모형의 일반화 문제’로서, 특수한 한 개체에서 발견된 메커니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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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모든 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지를 보여줘야 하는 문제이다. 여기에 한 가
지 문제를 덧붙이자면, ‘자료 분석의 타당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료로부터 모형화
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인지적 해석과 개입이 불가피하므로, 시공간적으로 조직화된 메
커니즘에 대한 모형이 얼마나 타당하게 구성될 수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해석 이론과 화학적 지식이 타당했다면 어느 정도 해
결될 수 있다.60) 이러한 네 가지 문제들은 자료로부터 모형화 된 메커니즘의 표상 체계
가 생물학 이론의 하나로 수용되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이론 시험 문제들이며,
그 중에서 정확도와 정밀도는 현대 분자 생물학의 활동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인식적
기준(epistemic criterion)이라고 볼 수 있다.

60) 이 ‘자료 분석’에 대한 문제는 현대 분자 생물학의 이론에 대한 논의와 많이 겹치기 때문에
자세하게 논의하진 않았다. 하지만 자료로부터 모형화 하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인 것만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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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대 분자 생물학에는 어떤 이론들이 있는가?
앞서 나는 현대 분자 생물학 연구에 포함되는 주요 사례 및 성과로서 몇 가지를 언
급하였다.61) 지금까지 자세히 논의한 바와 같이, 분자 수준의 생물학적 존재자에 대해
연구하는 현대 분자 생물학의 센트럴 도그마 모형이나 셀프 스플라이싱 모형과 같은 메
커니즘에 대한 모형들은 소수의 법칙적 원리들로부터 유도되지 않았다. 대신에 각종 실
험 및 측정 장치들과 실제 생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산출된 자료를 연구자들이 각종
해석 기법을 적용하거나 화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분석함으로써 메커니즘의 구성요소들
에 대한 자료 모형이 유도되었다. 그리고 이런 모형화들이 누적되어 다시 연구자에 의해
종합된 이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메커니즘에 대한 모형이 발견될 수 있었다. 이제 현대
분자 생물학에서는 어떤 이론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이다.

5.1. 모형화 과정에서 쓸모 있는 이론
앞의 두 장에서 나는 리보솜과 같은 세포 내 특정 존재자의 구조에 대한 시각적 표
상이나 셀프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을 표상하는 모형이 어떻게 구성되고 시험되는지에 대
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자료로부터 모형화하는 과정은 과학 활동의 대표적인 두 가지
상황 중에서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표상되는 표적 체계가 메커니즘이라
고 전제될 경우, 현대 분자 생물학의 연구진들은 그 메커니즘이 생물체 내부에 존재하며
규칙적인 생물학적 현상을 발생시켰다고 믿는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할 경우, 메커니즘
의 수많은 구성요소들을 규명하는 작업은 그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핵심적인 연구
문제로 떠오른다. 체크의 경우에서는 어떤 구성요소들이 그 메커니즘에 존재하며, 그 구
성요소들은 다른 구성요소들과 어떻게 시공간적 관계를 맺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메커
니즘에 대한 모형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만한 네 가지 문제들이 그가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들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보통 수많은 실험과 측정들로부터 산출된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
에서 등장한다. 그러므로 이 장치와 도구들의 이론들을 얼마나 정확하고 자세히 이해하
였는가는 그 메커니즘에 대한 모형을 성공적으로 획득하고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
정적으로 중요하다. 이 장치와 도구들은 각각 고유의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다. 그렇다
면, 현대 분자 생물학의 모형화 과정에서는 어떤 이론들이 쓸모 있게 적용되는가?
61) 그것들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DNA로부터 합성되는
소위 분자 생물학의 센트럴 도그마 모형(2.6의 그림 5), 현미경을 이용하여 세포 내 소기관들
의 구조와 기능을 파악하는 과정, 리보솜과 같은 단백질 복합체의 삼차구조를 연구하는 단백체
학 연구 과정(3.1.2), 그리고 체크가 rRNA의 셀프 스플라이싱 반응 메커니즘(그림 17)과 RNA
파편의 효소적 기능의 발견.(그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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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현대 분자 생물학에서 자료를 산출할 때 쓸모 있는 실험 및 측정 도구 이론들 (Boyer 2000)

현대 분자 생물학 실험실에서는 표 1의 세 가지 실험 및 측정 도구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우선, 전자 현미경은 체크가 처음에 연구 대상인 테트라히메나 세포 내
부의 인 안에서 어떻게 rDNA로부터 rRNA가 전사되는지를 촬영할 때 사용되었다. 전자
현미경은 투과 전자 현미경(TEM)과 주사 전자 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이 있다. 그 중에서 투과 전자 현미경은 시료에 투과된 전자선으로부터 회절 된 양
상을 분석하는데 보통 사용된다.
식 (1)은 투과 전자 현미경이 작동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드 브로이(de Broglie)의 물
질파 방정식(material wave equation)이다. 이 방정식은 물체의 운동량과 파장 사이의
반비례 관계를 보여준다. 전자의 운동량은 전자의 운동에너지로부터 계산할 수 있으며,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그 전자에 가해진 전압을 측정하면 알 수 있다.(     ) 따
라서 한 전자의 운동량 ‘ 
  ’을 드브로이 물질파 방정식에 대입하면, 전자의 파장
(  )과 전압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전자의 가속 전압이 높을수록 전자의 파장은 짧
아지며, 파장이 짧을수록 전자 현미경의 분해능은 향상된다. 예컨대, 가속 전압이
100kV이면 파장은 0.0037㎚ 정도이고 200kV이면 0.00251㎚가 되기 때문에, 가속 전
압이 높을수록 가까이에 위치한 두 물체를 구별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또한 가속
전압이 높아지면 전자는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므로, 전자의 투과력은 더 높아진다. 두
꺼운 시료를 관찰할 때는 전자의 투과 능력이 높아야 하는데, 가속 전압을 높여주면 그
것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금속과 같이 두꺼운 무기질료 물질은 보통 200kV에서 300kV
의 가속전압이 필요하만 보통의 생체물질이나 고분자는 200kV 이하의 가속전압이면 충
분하다.62)
62) 위 식에서 ‘  ’는 플랑크 상수(Planck constant, 약  ×  J․s), ‘  ’는 전하의 정지 질
량, ‘  ’는 가속된 전하의 에너지, 그리고 ‘ ’는 빛의 속도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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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원심 분리기 작동에 토대가 되는 이론인 원심력 방정식 역시 물리학의 이론
중 하나이다. 식 (2)에 제시된 것처럼 원심력의 세기를 나타내는 ‘  ’는 침전하는 입자
의 질량 ‘ ’과 회전 각속도 ‘  ’의 제곱, 그리고 회전 반경 ‘ ’의 곱과 같다.(Boyer
2000, 189~190)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생물학 실험에서 중력 가속도를 고려했을 때
의 상대적인 원심력(relative centrifugal force, RCF)은 식 (3)처럼 구할 수 있다. 연구
자는 식 (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각속도 ‘  ’를 조절함으로써 원심력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원심력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시료 내의 물질들 간의 상대적 밀도차를
이용하여 원하는 물질을 분리해 낼 수 있다. 연구대상의 생화학적 구조들 사이의 상대적
밀도 차이는 각 물질들의 질량 외에 점도(viscosity)나 크기에 큰 영향을 받는데, 일반적
으로 크기와 점도가 비교적 작은 물질은 위로 뜨고, 큰 물질들은 침전된다. 예컨대 분별
원심분리(differential centrifugation)를 이용하여 세포의 구성성분을 분획할 경우, 가장
먼저 침전되는 것은 세포 내에서 가장 밀도가 큰 핵이다. 그 다음 각속도를 계속 높여주
면, 미토콘드리아, 리소솜, 소포체, 리보솜 순으로 밀도가 큰 소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침
전된다.
세 번째로 살펴볼 실험 장치는 전기영동이다. 이 장치는 전기장 속에서 하전 입자가
어떻게 운동하는지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작동된다.(Boyer 2000, 111) 전하를 띠는
분자는 식 (4)를 따른다. ‘  ’는 분자의 속도, ‘  ’는 단위 길이에 대한 전기장의 세기,
‘ ’는 분자의 알짜 전하량, 그리고 ‘  ’는 분자의 크기와 질량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마찰
계수이다. 그런데 분자의 이동성(mobility, )은 일정한 전기장(  )에서 그 분자의 속도
(  )에 의존(    )하므로, 분자의 속도에 관한 식 (4)를 이동성에 관한 식 (5)로 변환
할 경우, 일정한 전기장 속에서 분자의 움직임은 마찰계수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에 비례
한다.(    ) 일반적으로 특정 분자의 전하량은 쉽게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분자의 이동성은 크기와 질량에 따른 마찰계수에 의존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실험 및 측
정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생물학자들은 특정 전기장 하에서 일정한 전하
량을 갖는 분자들이 보이는 이동성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측정 자료를
시험한다. 즉, 새로운 자료로부터 분자의 크기는 이미 잘 알려진 비슷한 전하량과 크기
를 갖는 분자량에 관한 이동성 자료와 비교됨으로써 파악된다. 이미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런 표준적인 기준을 현대 분자 생물학에서는 ‘표지’라고 부른다.
현대 분자 생물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세 가지 실험 및 측정 장치들의 이론들은 기어
리가 제시했던 두 가지 과학이론의 유형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위의 (1)에서 (5)까지의
방정식들은 지금까지 각 실험 및 측정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어적으로 기술했듯이,
각각 다음과 같은 언어적 진술들로 구체화될 수 있다: (1) 전압이 클수록 파장의 길이는
짧아진다. 파장의 길이가 짧아지면 전자의 투과력은 높아진다. 투과력이 높은 전자를 이
용한 현미경은 높은 분해능을 갖는다; (2) 윈심력은 각속도의 제곱, 반경, 질량에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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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 일정한 중력 가속도에서 상대적 원심력의 크기는 각속도의 제곱과 반경에 비
례 하며, 질량이 큰 물질은 낮은 속도에서 먼저 가라앉는다. 회전 속도를 높일수록 질량
이 작은 물질을 분획할 수 있다; (4) 하전입자인 분자 하나의 속도는 질량과 크기에 반
비례하고 전하량과 전기장의 크기에 비례한다. (5) 일정한 전기장 속에서 이미 전하량이
알려진 분자의 이동성은 그 분자의 크기에 반비례하며 결국 분자의 크기가 클수록 이동
성은 낮다. 이와 같이, 하나의 수학적인 모형은 하나 이상의 언어적 진술로 구체화될 수
있다. 이렇게 구체화된 진술들은 모형이 실제로 실험실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하고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 즉, 실험 및 측정 장치의 적절한 사용과 자료에 대한 분석에는
모형 그 자체 보다는 그 모형에 대한 언어적 진술들이 보통 언급된다.

(6) sin  

회절 양상 분석


정규 분포

미카엘리스-멘텐 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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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8)  




  


 








(9)    , (10)    ×   
   
 

max
max

표 2. 현대 분자 생물학에서 자료를 변환 및 분석할 때 쓸모 있는 해석 이론들 (Boyer 2000)

실험 및 측정 장치로부터 산출된 자료들은 모두 자료 모형으로 변환되어야 한다. 자
료 그 자체는 세계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대신에 자료를 산출했던 장
치들에 관한 이론들을 이용하거나 별도의 해석 이론을 사용함으로써 연구자들은 그 자
료를 세계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 모형으로 바꾸어야 한다.
투과 전자 현미경이나 X-선 결정학의 회절 양상을 분석할 때 흔히 사용되는 이론은
식 (6)이다. 이 식은 브래그 법칙이라고 불린다. 여기서 ‘’는 결정의 격자 간격, ‘ ’는
입사각의 크기, ‘’는 전자선의 파장, ‘’은 전자를 방출하는 물질의 고유 상수를 가리킨
다. 앞의 실험 및 측정 장치에 대한 모형과 마찬가지로, 이 수학적 모형도 언어적 진술
로 구체화될 수 있다. 즉, 입사각과 반사각의 같을 때, 입사각과 파장을 알면 어떤 분자
결정의 면과 면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거리를 통해 전자가 결정 때문
에 얼마나 회절(diffraction)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고 결국 그 분자 결정의 구조를 이해
할 수 있다.
또 다른 자료 변환 모형은 정규 분포(normal distribution) 혹은 가우스 분포
(Gaussian distribution)이다. 이 통계 법칙은 똑같은 실험을 여러 번 실시했을 때 그 실
험 결과 값들이 어느 정도로 정밀한지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식 (7)은 평균을 구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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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이고 식 (8)은 표준편차를 구하는 식이다. 실제로 체크가 발표했던 연구 논문들을
보면, 한 가지 실험을 여러 번 시도한 후, 그 실험값들이 정규분포 안에서 얼마나 정확
했으며 어떤 값이 믿을 만한지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Grabowski, Zaug, and Cech
1981, 474; Cech, Zaug, and Grabowski 1981, 492)
생물학적 현상들은 효소들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효소의 구조와
기능을 파악하는 것은 현대 분자 생물학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생물체 내부에서 효소는
기질과 결합하여 효소-기질 복합체(ES)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 복합체는 다시 효소(E)
와 생성물(P)로 해리된다.(E+S↔ES→E+P) 일반적으로 효소의 반응성을 검토할 때, 생
화학자들은 흔히 여러 가지 기질의 농도를 시험관에 각각 넣은 뒤 하나의 효소가 반응
하는 속도를 비교한다. 이 때 사용되는 방정식이 바로 미카엘리스-멘텐 모형이다. 그림
23에 제시된 그래프에서, 기질의 농도(μM)는 가로축에 나타나며 각 기질의 농도에서의
반응 속도(μM/min)는 세로축에 나타난다. 이 때의 반응 속도()는 식 (9)로 구할 수 있
다. 이 방정식에 삽입된 미카엘리스 상수(  )는 효소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는데 필요한
기질의 농도이다. 이 농도는 반응 속도()가 최대 반응 속도( max )의 절반일 때의 기질
농도이다. 그리고 [S]는 기질의 농도를 가리킨다.
그러나 식 (9)를 이용한 그래프를 그리면 반응속도가 포화되는 점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최대 반응 속도를 직접 구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보통 식 (10)을 이용하여 반응 속도의 역수( , min/  )를 세로축에, 기
질의 농도 역수(  ,    )를 가로축에 놓은 ‘이중 역수 그래프’(double-reciprocal
plot)를 그린다.(Bass and Cech 1984; Zaug and Cech 1986, 473; Zaug, Been and
Cech 1986, 432; Zaug, Grosshans, and Cech 1988, 8928) 이 그래프에서 y절편은
‘ max ’를, x절편은 ‘  ’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효소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데 필
요한 기질 농도를 나타내는 미카엘리스 상수( )와 최대 반응 속도( max )를 손쉽게 구
할 수 있다.63)
자료를 자료 모형으로 변환하는 데 적용되는 해석 이론은 위의 세 가지 모형들 말고
도 또 있다. 특히 체크의 연구 사례를 보면, 자료에서 자료 모형이 도출되고 많은 자료
모형들로부터 표상적 모형이 도출될 때 이미 과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진 화학적 지식들이
적용되었다. 앞서 나는 그림 17의 다이어그램을 설명하면서 RNA 사슬이 포스포디에스
테르 결합으로 구성되었으며, 셀프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은 이 결합이 풀리거나 다시 결
합되는 일련의 과정임을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가 타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기초적인 화학적 지식을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오류 없이 적용해야 한다.

63) 앞서 언급했듯이, 미카엘리스 상수는 최대 속도의 절반으로 작용하는 때의 기질의 농도이다.
(   m ax ) 보통 낮은 미카엘리스 상수를 가지는 기질은 효소에 강하게 결합하고, 높은 상
수값을 갖는 기질은 약하게 결합하는 경향을 보인다.(Alberts et al. 2003,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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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체크가 자료를 해석할 때 적용한 화학지식들
(A) RNA의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www.bio.miami.edu) (B) 에테르(ester)의 분자 구
조. (C) 포스포에스테르(phosphoester)의 분자 구조. (D) 포스포에스테르 전환 반응
(phosphoester transfer reaction or transesterification reaction)에 대한 도식(Cech
1987, 1533)

그림 29에 제시된 네 가지 다이어그램들은 셀프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이 시공간적으
로 조직될 때 사용된 이론적 배경지식들이다. (A)와 같은 RNA의 포스포디에스테르 결
합은 (C)와 같은 두 개의 포스포에스테르 분자들의 결합이다. 그런데 포스포에스테르 분
자는 (B)와 같은 에스테르 분자의 탄소가 인산기로 바뀐 분자이다. 이와 같은 포스포에
스테르 분자가 수산화기(OH¯)의 또 다른 분자와 결합했을 때, (D)와 같은 화학반응을
거친 후 새로운 수산화기 분자를 방출시킨다. RNA의 핵산끼리의 결합 방식, 에스테르나
포스포에스테르 분자의 구조, 그리고 포스포에스테르 전환 반응에 관한 도식은 체크가
셀프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을 발견하기 전부터 이미 현대 분자 생물학의 모든 연구자들
에게 받아들여진 지식들이었다. 셀프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에서 RNA 사슬의 분해 및 재
결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이 네 가지 배경지식이 그 현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필
수적이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식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생화학
교과서에 수록된 그림 17과 같은 다이어그램을 상당히 정확하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
다.(Nelson and Cox 2008, 1036~1037, 1048) 결국, 현대 분자 생물학 분야와 깊이
연관된 핵심적인 화학지식을 갖추면서 연구 활동이나 교육 활동에서 그것을 제대로 적
용한다면, 메커니즘의 구성요소들을 타당하게 조직하거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 열리게 되는 셈이다.64)
64) 현대 분자 생물학 관련 대학 교재들을 훑어보면,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이 기본적으로 학생들
이 갖추어야 할 화학지식들이 맨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화학 결합, 분자 구조, 단백
질의 기본 구조 등 생물학의 분자적 연구를 위한 여러 지식들이 수많은 모형과 그 모형에 대
한 언어적인 진술들로 제시되어 있다. 그림 29에 제시된 화학 지식은 그 중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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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의 네 가지 다이어그램들은 모두 도식적인 유형들이다. 그리고 이 모형들은
각각 하나 이상의 언어적 진술들을 포함한다. 특히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을 나타내는
모형 (A)를 바탕으로 많은 언어적 유형의 설명이 가능하다: 하나의 핵산 안에 있는 수산
기의 3' 탄소에 (C)와 같은 인이 결합 한다; 이 때 물이 방출되는 가수분해(hydrolysis)
가 일어난다; 결국 3' 탄소와 5' 탄소는 서로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모형은 많은 정보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반면에 그 모형에 대한 언어적 진
술들은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모형은 핵산들의 화학적 결합 구조를 표상하
는 체계이고 그 모형에 대한 진술들은 그 모형의 참과 거짓에 대한 판단을 가능케 한다.
모형 (A)는 실제 염기사슬의 구조와 상당히 유사하고 핵산끼리의 연결 관계를 잘 보여
준다고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형에 대한 위의 진술들이 참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과학이론을 모형과 그에 대한 언어적 진술의 이원적 유형으
로 간주하면 집합론이나 상태 공간과 같이 수학적으로 구조화된 모형으로 간주할 때와
는 달리 생물학 활동에서 사용된 이론들 대부분을 포괄할 수 있다.
현대 분자 생물학에서는 실험 및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자료를 산출함으로써 연구가
시작된다. 생물체 내부의 대상과 상호작용하는 장치들은 각자 고유의 배경이론을 바탕으
로 한다. 이 배경이론들은 실험 및 측정 장치가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이면서 동시
에 그 장치들에 의해 산출된 자료를 해석하는 도구 이론(instrumental theory)이기도 하
다. 또한 자료로부터 자료 모형으로 변환할 때 각종 통계 모형이나 화학적 지식들이 동
원된다. 가우스 분포 공식이나 미카엘리스-멘텐 모형, 포스포디에스테르 분자 구조 모형
과 같은 것들은 자료를 분석하는 데 쓸모 있는 해석 이론(interpretative theory)들이다.
만일 메커니즘이 표상할 표적 체계라고 할 때, 도구 이론과 해석 이론으로부터 획득된
수많은 자료 모형들은 그 메커니즘의 구성요소들을 개별적으로 표상하는 체계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자료로부터 구성된 메커니즘에 대한 모형은 그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존재
자들의 구조와 그것들의 활동들을 각각 표상하는 자료 모형들이 종합적으로 조직화됨으
로써 비로소 탄생하게 된다.65)
표 1에서의 도구 이론과 표 2와 그림 29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던 해석 이론들은
서로 이질적인 분야의 이론들이다. 그래서 이 이론들은 생물학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들은 생물학의 활동에서 무시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이론들이다. 비록 각각의 이론적 배경은 서로 상이하더라도 이 이론들 모두 메커
니즘에 대한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그 생물학적 구조와 기능을 규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
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생물학자들은 이런 실험 도구나 측정 장치들을 직접 발명하기
65) 이상원(2009)은 실험 철학(philosophy of experiments)을 중심으로 이론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데, 그 역시 도구 이론과 해석 이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두 이론을 통틀어
중간 이론(intermediate theory)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중간 이론은 자료로부터 모형화 과정에
서 세계와 표상적 모형 사이를 연결하는 이론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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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이론은 생물학의 모형화 활동을
이해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5.2. 생물학적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3.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크가 연구 초기에 무엇에 대해서 연구할 것인지를 정
할 때, 그가 제일 먼저 규칙적으로 관찰되는 스플라이싱 현상을 파악했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이 스플라이싱 현상, 즉 IVS와 엑손의 절단, 엑손끼리의 재결합, 그
리고 IVS의 고리화 현상들은 뉴클레오티드의 화학적 결합과 분해와 반응으로부터 발생
한다. DNA로부터 복제된 RNA 전사체가 편집되는 과정에서 유전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IVS가 어떤 이유 때문에 절단되고 고리화 되는지에 대한 물음은 체크가 설명해야할 중
요한 과제였다. 즉, 스플라이싱 현상은 체크에게 있어서 피설명항이다. 문제는 이 생물
학적 현상을 무엇으로 설명할지이다.
이 물음은 과학적인 설명에 대한 논의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헴펠과 오펜하임은
1948년의 논문 「설명에 대한 논리적 연구」에서 과학적 설명의 하나로 연역-법칙적
설명(deductive-nomological explanation, DN 설명)을 제안한 바 있다. DN 설명에 따
르면, 과학적 설명은 보편적인 법칙적 진술들과 부가적인 조건들로부터 연역적인 귀결들
을 이끌어내는 논증(argument)이다. 이 때 설명항은 보편적인 자연법칙에 관한 진술들
이다. 이 자연법칙들로부터 피설명항 현상에 대한 관찰 진술이 논리적으로 도출할 때 설
명은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연법칙은 현상을 논리적으로 함축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
고 이와 같은 DN 설명은 언어적 진술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런데 체크의 연구 활동과 성과들은 DN 설명과 크게 연관이 없어 보인다. DN 설명
에서 설명항은 법칙들과 몇몇 조건들이 부과됨으로써 만들어지는데, 설명항이 구성되는
과정이 법칙적 원리로부터 유도되는 이론화 과정과 매우 닮았다. 보편적인 자연 법칙을
중심으로 과학이론에 대해 논의해 왔던 과학철학자들의 이론 편향적인 성향이 과학적인
설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체크는 세
포 내부에서 관찰된 스플라이싱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정한 몇몇 보편 법칙으로부
터 설명항을 구성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이 현상이 수많은 세포 내 존재자들의 고유
기능과 그것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부터 파생되었으며 이 현상을 발생시키는 실체계가
바로 메커니즘이라고 전제하였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경험 자료로부터 그 메커니즘을
표상하는 모형을 세우려고 노력했다.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미루어 볼 때, 헴펠의 DN
설명은 현대 분자 생물학에서 설명항이 구성되는 방식과 잘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의 DN 설명은 현대 분자 생물학에서 무엇이 생물학적 현상을 설명하는지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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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다.
그렇다면 모형화 과정에서 사용된 물리․화학 법칙은 스플라이싱 현상을 설명하는가?
자료로부터 모형화 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도구 이론과 해석 이론들이 세계를 표상하
는 모형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이론들도 규
칙적인 생물학적 현상을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아무리 표 1의 식 (4), 식 (5)와 같은
전기영동장치에 대한 모형이나 표 2의 미카엘리스-멘텐 모형, 그리고 원심 분리기의 배
경이론인 원심력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들을 오류 없이 사용한다고 해도, 왜 스플라이싱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존재자들이 그 현상을 일으키는 하부 구조를 구성하며
어떻게 그것들이 상호작용 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그 이론들로부터 얻어내는 것은 불
가능하다. 또한, 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하거나 분석할 때 유용한 화학 이론들도 직접적
으로 스플라이싱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 이론들은 단지 현상에 대한 모형을 세우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험적 자료를 변환한 후 메커니즘의 일부 구성요소를 발견하는 데 사
용되었을 뿐이다.
현대 분자 생물학의 실제 연구 과정과 헴펠의 DN 모형이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인다
는 것과는 별개로, DN 설명의 문제점들은 이미 과학철학계 내부에서 제기되어왔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비판이 바로 설명의 비대칭성 문제이다. 헴펠의 DN 설명에서 어떤
사건의 예측하는 것은 곧 그 사건을 설명하는 것과 대칭적이다. 즉 자연 법칙과 특정 조
건을 통해 피설명항을 연역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피설명항은 설명되는 동시에 예측 가
능해진다. 하지만 헴펠의 DN 설명을 따르더라도 설명과 예측이 언제나 대칭적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평면에 수직인 막대가 대낮에 세워져 있을 때, 그 막대의 길이와 태양
의 고도로부터 몇 가지 자연 법칙을 이용하여 그림자의 길이를 예측하면서 동시에 설명
할 수 있다. 그러나 헴펠의 설명 형식에 따라 그림자의 길이와 태양의 고도로부터 동일
한 자연 법칙을 이용하여 막대의 길이를 예측할 수 있지만, 막대의 길이가 그림자의 길
이에 의해 설명된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림자의 길이가 막대의 높이를 인과적으
로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새먼(W. Salmon)은 어떻게 그 사건
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cause)이 해명될 때 비로소 제대로 설명이 이루어진 것이라
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세계 속의 현상을 야기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것이야
말로 그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Salmon 1984, 268)
얼핏 보기에 규칙적인 현상의 원인인 메커니즘이 과학적 설명에서 중요하다는 새먼
의 주장은 현대 분자 생물학에서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체크가 전자 현미경을 이용하여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스플라
이싱 현상을 먼저 관찰하고 그 현상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을 발견하려고 했던 점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그 현상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새먼의 입장을 지지해 주는
듯하다. 하지만 무엇이 현상을 설명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관하여 아쉽게도 그의 인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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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스틱 설명(causal-mechanistic explanation) 역시 충분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
다. 왜 그런가?
새먼은 헴펠의 DN 설명을 추론적인 논증의 하나로 보고 그것을 설명의 인식적 개념
(epistemic conception)으로 간주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과성에 바탕을 둔 자신의 메
커니스틱 설명을 설명의 존재적 개념(ontic conception)으로 분류했다. 새먼(Salmon
1984, 132)에 따르면, 설명항은 세계 속에 존재하는 메커니즘 그 자체이다. 이 메커니
즘은 인과적 과정, 인과적 상호작용, 그리고 인과적 법칙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과정’은 시공간 내에서 특정 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존재자를 가리킨다. 그 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일들 사이의 연결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인과적 과정’이다. ‘인과
적 상호작용’은 물리적 세계에 의해서 드러나는 양식(pattern)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구조나 구조의 변화를 산출한다. 인과적 과정과 인과적 작용 두 가지를 지배하는 것이
‘인과적 법칙’인데, 이것은 인과적 상호작용의 전개와 인과적 상호작용으로부터 비롯된
변화를 특성화하는 규칙성을 제공한다. 이 세 가지 인과적 요소들로부터 구성된 메커니
즘에 의해서 세계는 작동하게 된다. 우리가 어떤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서는 그 현상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고 새먼은 주
장한다.
새먼 뿐 아니라 다른 메커니스트들도 세계 속에 존재하는 실체계인 메커니즘이 현상
을 설명한다고 본다. 글레넌은 메커니즘이 세계 속에서 발생하는 규칙성의 많은 부분들
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크래버 또한 설명항은 메커니즘이라고 말한 바 있
다.(Glennan 2002, S348; Craver 2007, 139) 규칙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 생물체 내
부에 존재하는 메커니즘에 의해 유발되었다는 판단은 그다지 거부할 이유가 없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미 그 현상을 발생시키는 무언가가 세계 속에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
것을 발견하려고 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현상에 대한 설명항이 메커니즘이라고 인
정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메커니즘은 스스로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이 물음은 일단 상당히 이상하게 들린다.
왜냐하면 세계 안에 존재하는 메커니즘은 우리에게 특정 현상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었
다는 ‘설명’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명은 인간의 판단과 사고의 과정으로부터
독립적인 무언가가 다른 무엇을 기술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무엇인가를 기술하는 것 자
체가 이미 추론 과정이다. 즉, 설명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관찰된 규칙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설명항으로 놓을 것인지 결정한
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설명항은 존재론적으로 세계 속에 있는 실체계인 메커니즘 자
체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 인지적으로 세워진 무언가이다.
새먼의 메커니스틱 설명에 대한 존재적 개념이 설명의 본성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
제점은 벡텔에 의해서 이미 제기된 바 있다.(Bechtel and Abrahamse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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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425) 그는 규칙적인 현상과 인과적 관계를 맺고 있는 메커니즘이 설명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새먼의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설명이 존재적이라기보다는 인식적 활동이라는
점을 힘주어 강조한다. 그리고 그는 존재적 메커니스틱 설명보다 인식적 메커니스틱 설
명이 좀 더 선택할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과학자가 어떤 메커니즘을 발견하
고 그 메커니즘이 현상을 설명한다고 생각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이미 그 메커니즘은 작
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메커니즘의 존재 여부는 설명이 이루어지는 것과
전혀 무관하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메커니즘 자체가 설명을 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메커니스틱 설명의 인식적 개념을 지지할 만한 좀 더 그럴 듯한 이유는 또 있다. 좋
은 설명은 세계 속의 현상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
나 모든 설명이 언제나 정확할 수 없다. 메커니스틱 설명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어떤 메
커니스틱 설명이 부정확(incorrect)했다고 가정해보자. 존재적 메커니스틱 설명을 받아
들일 경우, 이 설명의 실패는 그 메커니즘의 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66) 설명이 실패
한 이유는 그 현상들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이 애초에 없었거나, 설명에 사용된 메커니즘
이 그 현상을 유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설명항 사건은 이미 관찰되었는데 그
현상을 일으킨 메커니즘이 없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설명에 사용된 메커니
즘이 그 현상을 야기하지 않았다면, 설명항이었던 메커니즘 말고 미지의 다른 메커니즘
이 작동했거나 혹은 그 메커니즘의 특정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만
일 전자의 이유라면, 설명하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존재적 메커니스틱 설명은 성립하기 어렵다. 그리고 후자처럼 설명항으로서의 메커니즘
안에 어떤 오류가 있어서 설명이 부정확했다면, 이는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인식적 오류에
서 비롯된 것이지 메커니즘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메커니즘에 오류가 있
었다면 규칙적인 현상이 애초에 관찰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존재적 메커
니스틱 설명은 거부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존재적 메커니스틱 설명을 거부하면 곧바로 인식적 개념을 받아들여야 하
는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인식적 메커니스틱 설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려
면, 존재적 개념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동시에 인식적 개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
가 있어야 한다. 나는 체크의 연구 활동을 보면 메커니스틱 설명의 인식적 개념을 충분
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체크가 스플라이싱 현상을 야기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표상을 세울 때, 매우 다양한 인식적 활동을 수행하였다. 그림 25에서 보았듯이,
전기영동 장치로부터 산출된 줄무늬 방사능 사진을 표지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해당 줄
무늬의 핵산의 양을 측정하는 활동은 대표적인 인식적 활동 중 하나이다. 그리고 그림
66) 부정확한 설명의 가능성을 통해 메커니스틱 설명의 존재적 개념을 비판한 과학철학자는 벡텔
과 그의 제자 라이트였다.(Wright and Bechtel 2007, 31~79) 여기에서 논의하는 내용은 존재
적 메커니스틱 설명에 대한 그들의 문제 제기를 좀 더 발전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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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에서처럼 방사능 자료를 이차원 그래프로 변환하여 통계적으로 해석하거나 그림 23
에서처럼 미카엘리스-멘텐 모형을 이용하여 기질의 농도에 대한 효소의 반응 속도를 계
산하는 활동 역시 인식적인 활동이다. 또한 그림 27과 같이 자료 모형으로부터 메커니
즘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표상하는 이차 분자 구조도 각종 화학 결합 법칙이 동원된 인
식적 산물이다. 이처럼 메커니즘에 대한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은 연구자의 인식적 활동
없이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
메커니스틱 설명의 인식적 개념을 받아들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in vivo-in
vitro’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새먼은 현상을 야기하는 실체계인 메커니즘을 드러냄
(exhibit)으로써 인과적-메커니스틱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 메커니즘을
드러내는 과정 자체가 인식적인 개입 없이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현대 분자 생물학의
과학자들은 실제 메커니즘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보다는 그 메커니즘의 본성을 파괴한
인공적인 실험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플라이싱 현상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발생했다가 사라진다. 따라서 이 현상의 실제 메커니즘을 관찰하려면,
같은 실험을 매우 많이 반복해야 하며, 그 실험 횟수만큼 테트라히메나로 부터 인을 추
출해야 한다. 하지만 단백체학의 연구 활동에서 살펴보았듯이, 세포 내 특정 소기관을
추출하는 것 자체가 긴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이
러한 연구 외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 메커니즘에 의해서 발생한 현상을 매번 확인하고
그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외에도, 분자 수준의 메커니즘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거나 그것
의 여러 활동들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실험 방법론이 아직 현대 분자 생물학 활동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이다. 체크의 연구 사례를 돌이켜보면, 4.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메커니즘의 구성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해 ‘in vitro’에서 도출된 실험 증
거를 바탕으로 ‘in vivo’를 정당화하였다. 그는 스플라이싱 현상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서 파악된 IVS의 대략적인 길이가 ‘in vitro’에서 도출된 IVS의 길이와 오차 범위 내에
서 일치한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인공적인 ‘in vitro’가 실제 ‘in vivo’에 대한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정당화할 수 있었다. 만일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의
복잡한 인과적 사슬과 상호작용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는 장치나 방법이 있다면 굳이
이런 ‘in vivo-in vitro’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현대 분자
생물학의 연구진들은 그런 방법론을 갖추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 ‘in vivo-in vitro’
의 문제를 언젠가는 완전히 해소해야 할 치명적인 난점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대안을 모
색하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그들은 이 문제를 실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할 당
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메커니
즘 그 자체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단지 인공적인 방법에
의존하여 메커니즘의 구성요소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의 상호작용이나 활동들로부터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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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인식적인 접근조차 불가
능한 메커니즘이 설명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in
vitro’를 ‘in vivo’로 정당화하는 문제는 존재적이라기보다는 인식적인 문제임이 틀림없
다.
따라서 우리는 메커니즘을 세계 속의 실체계로 인정하고 그 메커니즘으로부터 산출
된 규칙적인 현상을 피설명항으로 간주했을 때, 설명항은 메커니즘 그 자체가 될 수 없
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인식적인 메커니스틱 설명에서 스플라이싱 현상과 같
은 피설명항을 설명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세계 속에 존재하는 메커니즘을 성공적으로 표상하는 ‘모형’이 설명항이라고 생
각한다. 체크의 연구 사례처럼 실험 및 측정 장치가 오류 없이 자료를 산출하고 그 자료
를 올바르게 해석한 자료 모형으로부터 유도된 하나의 모형이 성공적으로 메커니즘을
표상했다면, 그리고 그 표상적 모형에 대한 모든 언어적 진술들이 참이라고 인정받았다
면, 그 모형이 메커니즘으로부터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한다고 말할 수 있다. 헴펠의 과
학적 설명에서처럼 설명항이 반드시 언어적인 유형에 국한될 이유는 없다. 또한 어느 누
구도 모형이 현대 분자 생물학에서 설명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 짓기도 어려
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생물학 교과서에서는 언어적 표현만큼 다양한 도식과
다이어그램, 심지어 시뮬레이션들을 통해 생물체 내부의 현상을 자세히 안내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실험 및 측정 장치를 사용하고 수많은 인식적 해석 활동이 수
행되는 모형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산출된 그림 17과 같은 모형은 그 모형이 표상
하는 메커니즘으로부터 야기되었던 피설명항 현상들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 분자 생물학에서의 연구진들은 세계 속에 존재하는 메커니즘과 그 메커니즘에
대한 모형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림 17과 같은 다이어그램
은 체크의 여러 논문에서 아래와 같이 불려졌다.
(1) The splicing reaction mechanism (Abelson 1982, 400)
(2) Self-splicing of the Tetrahymena pre-rRNA and cyclization of
the excised IVS by consecutive transesterification reactions
(Cech 1987, 1533; 1989, 658)
(3) Mechanism of splicing of wild-type RNA (Price and Cech 1988,
1440)
(4) Model for self-splicing of mitochondrial pre-mRNA containing a
group Ⅱ IVS (Cech 1987, 1537)
(5) Phosphoester transfer model for pre-rRNA splicing and IVS
cyclization (Zaug, Grabowski, and Cech 1983,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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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he single active site model for self-splicing and other
self-processing reactions mediated by the Tetrahymena IVS
RNA (Cech and Bass 1986, 606)
(7) Models of local structures required for the reactions mediated
by the Tetrahymena IVS RNA (Inoue, Sullivan and Cech 1986,
160) (강조는 추가되었음)
위의 일곱 가지 이름을 보면, 그림 17의 다이어그램이 가리키는 세계 속의 대상이
모두 스플라이싱 반응 메커니즘이라는 점은 분명히 드러난다. 그런데 (1)~(3)에서는 모
형이라는 용어 없이 단지 스플라이싱 반응 혹은 스플라이싱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언급
된 반면, 나머지에서는 모두 모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처럼 체크는 메커니즘과
메커니즘에 대한 모형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일단 존재론적으로 이 다이어그
램들은 실제 세포 속에 존재하는 실체계가 아니라 종이 위에 그려진 인식적 산물이다.
체크가 메커니즘을 발견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그림 17과 같은 다이어그램은 수많은 인
지적 판단과 조작에 의해 산출된 결과이지 메커니즘 그 자체가 아니다. 또한 이 다이어
그램은 실제 메커니즘의 본성을 파괴한 후 인공적인 시험관으로부터 얻어진 자료로부터
구성된 것이다.
이 외에도, 무엇이 규칙적인 생물학적 현상을 설명하느냐에 대한 물음과 관련하여 표
적 체계와 표상 체계를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 만일 이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세계 속
에 존재하는 메커니즘이 스스로 설명한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온다. 부정확한 설명의 경
우에서도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규칙적인 현상을 유발하지도 못하는 메커니즘
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메커니즘 자체를 부정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히고 만다.
하지만 메커니즘에 대한 모형이 현상을 설명한다고 말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다. 설명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거나
연구자의 해석이나 통계적 처리가 부정확했기 때문이지, 메커니즘의 존재 자체와는 아무
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모든 모형 체계는 ‘표적 체계에 대한 모형’(a model for a target system)이
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 그림 17의 다이어그램의 정확한 이름은 ‘스플라이싱 반응 메
커니즘에 대한 모형’(a model for splicing reaction mechanism)이다. 이 때 표적 체계
는 규칙적인 피설명항 현상을 산출하는 실체계이다. 그리고 피실명항 현상은 그것을 산
출하는 표적 체계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 체계를 표상하는 모형 체계에
의해서 설명된다.
메커니즘에 대한 완성된 모형인 그림 17과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IVS의 고리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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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그림 22의 다이어그램은 생화학 교과서에도 거의 그대로 수록되고 있다.67)
(Nelson and Cox 2008, 1036, 1048) 교과서는 교육 활동에서 학생들에게 해당 분야
의 전문적인 지식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핵심적인 통로이다. 생화학 교과서에는 각종
분자 수준의 각종 생물학적 현상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 현상들은 다양한 다이어그램이
나 이차 혹은 삼차구조의 모형들을 통해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이 모형들 주변에는 반
드시 그 모형에 대한 언어적 진술들이 달려 있다. 이 진술들은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이
해를 돕는다. 학생들은 모형과 그 모형에 대한 세부 진술들을 토대로 RNA가 스스로 스
플라이싱 되는 과정을 이해한다. 이와 같은 교육 활동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중요한 과학 활동 중에 하나임이 분명하다.
이 교육 활동이야말로 셀프 스플라이싱 메커니즘에 대한 모형이 세계에 대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쓸모가 있는지 잘 보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화학 교과서에 실
린 그림 17과 그림 22의 모형과 주석들은 실제 세포 내의 여러 RNA 대사 과정 중에서
RNA의 셀프 스플라이싱 되는 현상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시 말
하면, 피설명항은 전자 현미경을 이용하여 처음 관찰된 현상들, 즉 테트라히메나의
pre-rRNA의 엑손과 IVS가 쪼개진 다음, 엑손끼리 재결합하고, 완전히 분리된 IVS가 고
리화 되는 그 현상들이 해당되며, 설명항은 그 현상들을 발생시켰다고 여겨지는 하위 수
준의 분자적 메커니즘을 표상하는 그림 17의 모형과 그것의 주석들인 셈이다.

67) 메커니즘의 구성요소의 구조나 그것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표상하는 모형인 그림 19부터 그림
22의 다이어그램들은 모두 모형이라는 용어로 불렸다. 특히, 그림 19의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이 불렸다: A model for the nucleoside binding site on the pre-rRNA(Bass and Cech
1984, 825) ; Model for the guanosine binding site in the Tetrahymena IVS RNA(Cech
and Bass 1986, 608) ; Model for the initial step of pre-rRNA self-splicing in volving
nucleophilic attack by the 3'-hydroxyl group of guanosine on the phosphorus atom at
the 5' splice site(Cech 1987, 236; 1989, 658). 또한, 그림 22의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이
불렸다: Model for the IVS RNA cyclization and reopening reactions (Zaug, Kent and
Cech 1984, 577) ; Model for the IVS RNA cyclization and hydrolysis reactions (Inoue
and Cech 1985, 6212) (강조는 추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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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가며
본 논문에서 나는 컬프와 키처의 논문 「현대 분자 생물학에서의 이론 구조와 변
동」의 핵심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현대 분자 생물학에서의 이론에 관하여 중심
적으로 논의하고자 했다. 우선 2장에서 나는 과학이론에 관한 구문론적 관점과 의미론
적 관점을 비판한 컬프와 키처의 주장을 재검토하였다. 그들은 두 관점 모두 고도의 추
상적인 몇몇 이론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실험 도구나 장비,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 등의 이론 외적인 요소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들은 과학철학자
들이 이론을 재구성하는 수학적인 방법이 실제 생물학자들이 이론화하는 과정과 크게
관련이 없다고 덧붙여 비판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들의 주장은 구문론적 관점에는 어느 정도 잘 들어맞지만 의
미론적 관점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 그들은 구문론적 관점과 의미론적 관점 모
두 이론을 공리화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과학이론은 구문론적 관
점에서 언어적인 진술인 반면, 의미론적 관점에서는 비언어적인 모형이다. 그리고 컬프
와 키처는 기어리도 수학적인 방식으로 공리화 했다고 문제 삼았는데, 이는 기어리의 관
점을 지나치게 오해한 것이다. 기어리는 과학이론을 수피즈나 반프라센처럼 수학적인 구
조로 정형화하는 것을 거부했다. 또한 그는 다양한 모형이 과학 활동 속에서 어떻게 사
용되고 어떻게 세계와 연결되는지를 표상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컬프와 키처는 의미론적 관점도 고도로 추상적인 이론 외적인 요소를 간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수피즈는 실험 모형, 자료 모형, 측정 장치 모형과 같이 이론
외적인 요소처럼 보이는 실제 과학 활동들을 의미론적 관점 틀 안에서 분석하려고 노력
했다. 이런 수피즈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기어리도 통계적 분석,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과 같은 실험활동에 주목했으며 이런 실행적 측면을 모형 개
념으로 포섭하려고 노력해왔다. 비록 이들이 생물학의 실행적인 측면을 본격적으로 분석
하지는 않았지만, 의미론적 관점 자체가 실험적 활동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비판은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있다.
과학이론에 관한 기존의 철학적 논의에 대한 컬프와 키처의 비판에 대해서, 나는 의
미론적 관점을 기어리의 방식으로 재해석할 때 여전히 ‘이론’ 자체에 대한 의미론적 관
점은 수용 가능하며, 컬프와 키처가 제안했던 ‘과학적 실행’이라는 용어의 본질적인 의
미―과학 활동의 다면성―도 이 관점 안에 포섭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그가 제안한 의미론적 관점은 현대 분자 생물학의 이론을 살펴볼 때 상당히 선호할 만
한 철학적 토대가 되기 충분하다. 기어리의 모형 기반 과학이론은 모형이 구성되는 과정
과 과학 활동에서 모형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들을 파악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철학적
토대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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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 나는 현대 분자 생물학에서의 이론은 어떤 연구 대상에 관한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주로 실험을 통해 생물체 내부의 구
조와 기능을 연구하는 분자 생물학, 생화학, 신경과학, 단백질체학 등의 생명공학 분야
의 연구 활동의 특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하나는 이들 분야의 연구자들이 공통적
으로 생물체 내부의 메커니즘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분야 연구 활동들은 고도로 추상적인 소수의 원리로부터 모형을 유도하지 않으며, 실험
도구와 장치로부터 도출된 자료를 해석하고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다. 즉, 메커니
즘을 발견하는 과정은 극소수의 법칙적 원리로부터 하향식으로 모형을 정교화하는 방식
이 아니며, 자료로부터 상향식으로 모형이 조직화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생물학 활동
의 두 가지 특징은 1980년대 중반에 셀프 스플라이싱 메커니즘과 효소적 RNA를 발견
한 체크의 연구와도 잘 들어맞는다. 이와 같은 사례 분석을 통해 나는 화학반응을 촉매
하는 효소를 찾는 활동으로만 체크의 연구를 한정지었던 컬프와 키처의 분석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여주었다. 또한 기어리가 제안했던 두 가지 이론화의 과정 중 자료로부터
유도되는 모형화 과정은 현대 분자 생물학의 연구 활동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컬프와 키처는 RNA가 효소처럼 기능한다는 혁신적 가설을 생물학의 이론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그 가설을 뒷받침하는 실험적 증거를 산출했던 실험방법
이 과학자 사회 내부에서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인 것처럼 말하였다. 하지만, 실제 생
물학에서의 이론 시험은 실험 장치에 관한 합의에 그렇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4
장에서 나는 체크가 메커니즘의 구성요소들을 표상하는 모형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험하였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체크는 전자 현미경으로 스플라이싱 현상을 관찰한 이
후, 실험 및 측정 장치로부터 산출된 자료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하였는데, 그 과정
에서 그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론 시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그 현상을
설명하는 다이어그램을 구성하였다. 나는 표상하고자 하는 메커니즘의 구성요소를 인공
적인 시험관에서 분석하는 현대 분자 생물학의 실험 방법의 신뢰성 문제로서 ‘in
vitro-in vivo’의 문제를 강조하였으며, 이 외에도, 자료의 정확성과 정밀성 문제, 그리
고 특정 개체에 한정된 메커니즘이 일반화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각각 살펴보았다.
마지막 5장에서는 현대 분자 생물학에서 사용되는 이론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
는데, 이를 위해 나는 이론이 사용되는 두 가지 상황을 구분하였다. 체크를 비롯한 많은
생물학자들이 메커니즘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보았을 때, 그 메커니즘의 구성요
소들을 파악하는 것은 그들의 핵심적인 연구 과제이다. 이 연구 과제를 해결하는 상황에
서는 두 가지 정도의 이론이 쓸모가 있다. 하나는 실험이나 측정 장치를 제대로 작동시
키기 위한 도구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경험적인 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할 때
적용되는 해석 이론이다. 이들 이론들은 생물학 연구 활동에서 실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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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지만 생물체 내부의 현상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한다. 현상을 설명하는 상황
에서는 그 현상을 유발시키는 메커니즘을 표상하는 모형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무엇이
피설명항 현상을 설명하는가에 대한 물음과 관련하여 부정확한 설명의 가능성과 실제
생물체 내부의 접근 불가능성에 주목한다면, 헴펠의 DN 모형과 새먼의 메커니스틱 설명
은 현대 분자 생물학의 설명 활동과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실체계인 메커니
즘 자체는 설명항으로 부적합하며, 그 메커니즘을 표상하는 모형이 설명항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최근 십 년간 활발히 진행 중인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와
과학이론에 대한 논의를 서로 연결시켜 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상당수의 과학철학자들은 뉴턴 운동 방정식이나 맥스웰 방정식, 상대성 이론, 그리고
자연선택 원리와 같이 고도로 추상적인 법칙적 원리들을 중심으로 과학이론에 대해서
논의해왔다. 그러나 현대 분자 생물학에서의 활동을 보면, 과학철학자들의 이런 경향과
큰 관련이 없다. 그리고 현대 분자 생물학에서의 이론은 자연 법칙이나 소수의 원리가
아닌 메커니즘을 표상하는 모형들과 그 모형들의 언어적 진술들이다. 아직 현대 분자 생
물학 분야의 이론 구조와 이론화 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볼
때, 처음으로 이 분야의 연구 활동과 이론에 대해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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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ories in Contemporary Molecular 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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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College of Natur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two

different

perspectives

of

scientific

theories

have

led

in

philosophy of science since the twentieth century: the syntactic view and the
semantic view. In the syntactic view suggested by logical empiricists,
scientific theories are universal axioms and logical consequences of them.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advocated by Patrick Suppes and Bas van
Fraassen, proposes that scientific theories are non-linguistic models rather
than propositions. In 1989, Sylvia Culp and Philip Kitcher criticized both the
views by introducing their arguments that these views were not able to
sufficiently

illuminate

theory

structure

and

theory

change

in

the

contemporary molecular biology. They pointed out several defects within
both the views. They maintained that many researchers in the field theorize
about molecular phenomena neither by making axiomatic sentences nor by
reconstructing set-theoretical or state-space models at all. In addition, Culp
and Kitcher argued that both the views seemed to overlook the significance
of scientific practice in which many researchers measure experimental values
or employ plenty of diverse technologies. My thesis begins with reviewing
Culp and Kitcher's critical appraisals of both the views, and then discuss
theories in contemporary molecular biology.
While reviewing, some validity can be found in Culp and Kitcher's
criticism of both the views. For example, as they pointed out, many
molecular

biologists

and

biochemists

never

axiomatize

highly

abstract

principles nor reconstruct mathematical models. In particular, most of the
models

in

contemporary

molecular

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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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not

mathematical,

but

pictorial or schematic. Therefore, theorizing methods of both the views are
remote from practical activities in contemporary molecular biology.
However, there is still an argument to be made for regarding the
semantic view rather than the syntactic view as an acceptable stance, when
it comes to the context of philosophically reviewing scientific theories. This
is clearly seen when considering theories of biological researches, focusing on
molecular structures of organisms and their functions. In general, molecular
biologists and biochemists study biological structures and the functions of
particular

organisms

at

their

molecular

level.

Diverse

experimental

instruments and devices are employed in each of these procedures. Contrary
to Culp and Kitcher's critiques, Suppes has already analyzed theories of
measurement and experimental design on the basis of set theory. Therefore,
Culp and Kitcher's scrutiny was inaccurate in asserting that practical aspects
are entirely neglected in the semantic view. In addition, countless outcomes
of researches in this field are generally demonstrated by non-mathematical
types such as diagrams, diverse schema, and physical models to name a
few. These representations can be all considered to be ‘models’, according to
the approach of the semantic view.
Ronald Giere, who has proposed non-mathematical concept of models
since the 1980s, has worked supporting the semantic view. Giere followed
Suppes's approach in which theories of measurements and experiments could
be analyzed in hierarchical models system. In his work, he even explored
the use of ‘model-based scientific theories.’ His hierarchical models system
shows

clearly

how

a

representational

model

is

constructed

through

measurements and experiments. My thesis focuses on Giere's basic ideas
about scientific theories. Followed by this overview, theories in contemporary
molecular biology will be discussed on the basis of his ideas.
From chapter three to five, three questions are answered. The first one is
addressing how researchers theorize about biological structures and functions
of organisms. The second question examines how hypotheses or provisional
models are tested in theorizing procedures. In order to answer the first two
questions, I will scrutinize actual research carried out by Cech, a biochemist
who

was

awarded

the

1989

Nobel

Prize

in

Chemistry

for

his

two

discoveries: the RNA's enzymatic function and the self-splicing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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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is case study, I can grasp two facts that many molecular
biologists and biochemists presuppose that a mechanism leads to occur
regular and robust phenomena, and that a model which represents the
mechanism is driven from empirical data not highly lawful principles.
Finally, the third question is asking what kinds of theories are made, taken
and used in actual laboratory.
This thesis is attempting to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ories in contemporary molecular biology and how innovative biological
discoveries can be exposed. Also, it is expected to provide us with a clue
for resolving the debate over mechanistic expla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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