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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파울 카메러(Paul Kammerer, 1880-1926)는 오스트리아에서 활동

했던 파충류학자로서, 지난 90년간 ‘실패한’ 과학자로 평가받아 왔다. 카

메러는 일명 ‘산파두꺼비 실험’을 통해 획득형질의 유전을 증명하여 주목

을 받았으나 표본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자살했다. 이후 과학사에서 그는 과학적 사기의 대표사례로 언급되거나

라마르크주의의 몰락을 가져온 학자로 평가되어 왔다. 본 논문은 그러한

평가가 정당한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여, 카메러의 책 『획득형질의

유전(The Inheritance of Acquired Characteristics)』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그가 동시대의 이론들을 그의 연구에 적용한 방식에 대해 고찰하며

그의 과업을 재평가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카메러의 과학적 실패 원인이 카메러의 유

대적 혈통, 사회주의에 대한 옹호, 부주의한 성격 등 그의 개인적인 배경

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라마르크주의와 신다윈주의가 대립했던

생물학계의 정치적 싸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시각은 과학

적 실패와 과학 외의 가치를 필연적으로 연관시키며, 더 나아가 과학 외

의 가치가 과학적 가치를 훼손시킨다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그의 과학연구를 분석하며 두 가지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카메러가 라마르크주의자였다는 기존의 시각을 재고한다. 이

러한 시각은 그가 사회주의적 가치를 옹호했다는 사실과 연관하여 해석

돼왔고, 이는 카메러가 그의 정치적 가치를 과학 활동에 투영했다는 견

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카메러는 유전과 진화에 대해 단순히 라마르크

주의로 정의 할 수 없는 독특한 시각을 지니고 있던 학자였고, 카메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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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프로그램도 이론적 입장보다는 주로 실험적 방법론에 대해 동시대

학자들에게 비판받았다. 둘째, 카메러가 비록 실패한 과학자로 평가받지

만, 과학자로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만의 이론적 체계를 고민하

고 완성하려 했던 학자였다는 것이다. 카메러의 연구 프로그램은 과학

외적인 활동에서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가 동시대의 현상과 이론을 이

해하는 방식과 맞물려 전개된 결과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카메러는 라마르크주의자도, 과학 외적인 가치를 위

해 과학연구를 수단으로 사용하려 했던 사기꾼도 아니었다. 다른 과학자

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의 이론을 체계적이고 더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동시대의 과학 이론들, 사회적 사상들이 그

의 실험과 함께 자연스럽게 구성되었던 것이다.

주요어 : 파울 카메러, 획득형질의 유전, 라마르크주의, 신다윈주의,

과학적 사기

학 번 : 201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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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오스트리아의 생물학자 파울 카메러(Paul Kammerer,

1880-1926)를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카메러는 1차 세계 대전 전

후에 활동했던 파충류학자이자 유전학자로서 ‘획득형질의 유전(the

inheritance of acquired characteristics)’을 증명하는 실험으로 당시 유전

학자 및 진화생물학자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다. 카메러는 1904년 저지

대와 고지대 도롱뇽(salamander)의 생식습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주

로 세대가 긴 양서류나 파충류 종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행했다. 카메러

의 가장 유명한 실험은 일명 ‘산파 두꺼비 실험(the experiment of

midwife toad)’으로, 카메러는 이를 통해 강제적 환경을 몇 세대 간 반복

하자 산파 두꺼비 표본이 외부 자극에 의해 본래의 생식습성과 다른 형

태를 갖게 되고, 더 나아가 원래 산파두꺼비에게는 없는 교미돌기

(nuptial pad)를 획득하는 것을 보였다. 이 실험결과는 외부 환경의 자극

에 의해 획득된 형질이 유전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으로 입증했다는 의

의가 있었는데, 당시 주류 생물학의 패러다임과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

산파 두꺼비 실험을 비롯하여 카메러의 여러 실험들은 당시 생

물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1923년 카메러가 케임브리지

대학(University of Cambridge)과 린네 협회(Linnean Society) 전시회에

서 표본을 전시한 직후 『네이쳐(Nature)』에서 카메러의 표본과 실험

에 대한 공개 논쟁이 벌어졌고, 윌리엄 베이트슨(William Bateson,

1861~1926), 조셉 토마스 커닝햄(J. T. Cunningham, 1859–1935), 에른스

트 맥브라이드(E. W. Macbride(1866-1940), 먼로 폭스(H. Munro Fox,

1889-1967), 한스 프르찌브람(Hans Przibram, 1874-1944) 등 다양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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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입장을 가진 학자들이 이에 개입했다. 그러나 1926년 카메러의 표

본을 검사한 미국 자연사 박물관의 파충류 학자 글래들리 킹슬리 노블

(G. Kingsley Noble, 1894-1940)이 표본의 돌기는 진짜가 아니라 까만색

인디언 잉크라고 폭로하면서 논쟁을 일축했다. 카메러는 노블의 검사결

과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고 자신을 미워하는 누

군가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이러한 일을 벌였을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

를 스승 프르찌브람과 자신에게 연구실 설립을 제안했던 모스크바 학술

원(the Moscow Academy)에 보낸 후 자살했다.1) 이후 과학사에서 그의

실험은 ‘과학적 사기’의 주요 사례로써 다뤄졌으며, 카메러는 몰락한 라

마르크주의자(Lamarckian)로 인식되었다. 이로 인해 카메러는 유전학사

내에서 유의미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고 그의 유전 연구 역시 과학사학

자들에게 연구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라마르크주의 이론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면서 카

메러의 실험에도 새로운 평가가 시도됐다.2) 그 한 가지 배경은 유전자의

1) 카메러의 생애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조하였다. Arthur Koestler,

The Case of the M idwife Toad, (London: Hutchinson, 1971); Randy
Moore, “People and Places: Paul Kammerer: 1880-1926,” Reports of the
National Center for Science Education 31(3) (2011); Sander Gliboff, "The
Case of Paul Kammerer: Evolution and Experimentation in the Early 20th

Century." Journal of the H istory of Biology 39 (2006), pp.525-563; Sander
Gliboff, "‘Protoplasm… Is Soft Wax in Our Hands’: Paul Kammerer and

the Art of Biological Transformation." Endeavour 29(4) (2005), pp.162-167.
카메러는 그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던 1924년에 자신의 모든 실험에 대한 내

용을 담고 있는 책인 『획득형질의 유전(The Inheritance of Acquired
Characteristics)』을 발간했는데, 이 책은 학자가 아니라 대중을 위한 책이었

다. 그는 자신의 실험을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노력했고, 그의 연구 활동 내내

대안 우생학을 옹호하는 활동을 했던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2) 이블린 폭스 켈러, 『유전자의 세기는 끝났다』, 이한음 옮김 (지호 출판사,

2002); Eva Jablonka & Marion J. Lamb, "Chapter 1, The Legacy of

Dimension," Epigenetic Inheritance and Evolution: The Lamarckian
Dimens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p.1-29; Emily Singer, "A
Comeback for Lamarckian Evolution?," Technology Review, Feburary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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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이 환경에 의해 조절되는 메커니즘을 밝혀낸 후성유전학

(epigenetics)이 20세기 후반부터 부상하면서 1930년대의 근대적 종합

(modern synthesis) 이후 유지돼 온 유전자 중심적인 생물학 패러다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것에 있다. 후성유전학 연구는 DNA 메틸화와 같은

현상을 통해 유전자의 발현이 유전자 그 자체의 코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영향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유기체의

외부환경(extra-organismal environment)에 의해서 유전자가 어떻게 변

화하여 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점차 축적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최근 생물학계 내에서 “(1 유전자)-(1 표현형)”과 같은 유전자 중심

적인 시각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후성유전학이 부상하게 되었다. 주목

할 만한 것은 많은 과학자들이 후성유전학을 ‘라마르크주의의 부활’이라

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메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재조명 받았다. 발생학자인 알

렉산더 바르가스(Alexander O. Vargas)는 후성유전학의 기초 이론에 근

거하여 카메러의 주요 실험들을 재구성하면서, 후성유전학을 라마르크주

의의 부활로 보는 동시에 카메러를 후성유전학 실험을 최초로 성공한 학

자로 재평가했다.3) 바르가스의 연구에서 카메러는 의심할 여지없이 라마

르크주의자로 그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전제 가운데 카메러는 후성유전학

의 선구자로서 위치지어 졌다. 바르가스의 논문은 발간 직후 『사이언스

(2009)(http://www.technologyreview.com/biomedicine/22061/)(2013년 8월 30

일 최종접속); G. Weissmann,“The Midwife Toad and Alma Mahler:

Epigenetics or a Matter of Deception?,” The FASEB Journal 24 (2010),
pp. 2591-2595; E. Pennisi, “History of Science: The Case of the Midwife

Toad: Fraud or Epigenetics?,” Science 325 (2009), pp. 1194-1195.
3) Alexander O. Vargas, “Did Paul Kammerer Discover Epigenetic

Inheritance? A Modern Look at the Controversial Midwife Toad

Experiments,” Journal of Experimental Zoology part B Molecular and
Developmental Evolution 312 (2009), pp. 66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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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등의 학회지에 화제 뉴스 혹은 사설로 실리며 주목을 받았

는데,4) 바르가스를 비롯해 그의 논문을 언급하는 연구들 모두 카메러를

라마르크주의자라고 전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일차적으로 카메러가 라마르크주의자라는 전제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논의는 이미 몇

몇 선행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1971년 미국의 유명한 작가

아서 퀘슬러(Arthur Koestler)는 자세한 역사적 분석을 근거로 하여, 줄

곧 라마르크주의자이자 사기꾼으로 인식되어오던 카메러에 대해 재평가

를 시도했다. 퀘슬러는 베이트슨을 필두로 한 신다윈주의자

(Neo-Darwinians)들이 그들의 이론과 합치하지 않는 카메러의 실험결과

에 대해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여 학자들로 하여금 카메러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고, 카메러를 그러한 생물학의 주류에 맞서

는 용기 있는 인물로 묘사했다. 또한 퀘슬러는 카메러가 실험을 조작하

지 않았다고 확신하면서 당시 신다윈주의자들이 카메러 사후 신다윈주의

의 이론적 승리를 부각하기 위해 카메러를 라마르크주의자로 재구성했다

고 주장했다.5) 이어 과학사학자 샌더 글리보프(Sander Gliboff)는 카메러

를 다윈주의 반대자가 아니라 19세기의 진화 이론을 실험생물학적 방법

론을 통해 근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으로 해석하면서, 카메러가 에

른스트 헤켈(Ernst Haeckel)의 다윈주의를 옹호했던 학자라고 주장했

4) H. Svardal, “Can Epigenetics Solve the Case of the Midwife Toad?-A

Comment on Vargas,” Journal of Experimental Zoology part B Molecular
and Developmental Evolution 314 (2010), pp. 625-628; Pennisi, E. “History
of Science: The Case of the Midwife Toad: Fraud or Epigenetics?,”

Science 325 (2009), pp. 1194-1195; Weissmann, G. “The Midwife Toad
and Alma Mahler: Epigenetics or a Matter of Deception?,” The FASEB
Journal 24 (2010), pp. 2591-2595.

5) Arthur Koestler, The Case of the M idwife Toad, (London: Hutchinson,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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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

그러나 카메러에 대한 선행 연구자들의 이와 같은 시각은 기

존의 20세기 초엽의 생물학 이론을 구획하는 방식 속에서 카메러의 이론

적 입장을 선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 시기

에 대한 생물학사의 선행연구들은 당시의 이론을 다윈주의(Darwinism)/

라마르크주의(Lamarckism)로 구획하는 것을 전제하여 논의를 전개했다.

1930년대에 신다윈주의적 시각을 진화적 정통으로 정립한 근대적 종합이

일어난 후, 20세기 초반의 생물학에 대한 논의는 신다윈주의의 승리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되어 왔고 라마르크주의에 대한 연구 역시 신다윈주

의와 대응하는 맥락에서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이로 인해 생물학사 내

에서 카메러를 보는 시각은 신다윈주의에 반하는 라마르크주의로 단순화

하여 묘사되었다. 이를 테면, 역사학자 피터 보울러(Peter Bowler)는 카

메러를 다윈주의에 대항하는 라마르크주의자로 전제하며 라마르크주의를

이끌어간 인물 중 하나로 묘사하고 있다.7)

그러나 카메러의 이론과 실험은 라마르크주의/신다윈주의라는

이론적 구획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구획

을 통해서 카메러를 조명하는 것은 그의 이론적 체계를 단순화하고, 당

시에 격렬하게 벌어졌던 카메러의 이론과 실험에 대한 논쟁을 ‘라마르크

주의의 몰락’을 가져온 해프닝으로 귀결시키고 만다. 또한 후성유전학의

부상과 카메러에 대한 재평가는 카메러의 과학을 단순히 실패의 차원에

서만 바라볼 수 없음을 시사한다.

카메러의 과학적 실패를 설명하는 선행연구들은 카메러의 유

6) Sander Gliboff, “The Case of Paul Kammerer: Evolution and

Experimentation in the Early 20th Century,” Journal of H istory of Biology
39 (2006), pp.525-563.

7) Peter Bowler, The Eclipse of Darwinism: Anti-Darwinian Evolution
Theories in the Decades Around 1900 (JHU Press, 1992), Ch. 4.



- 6 -

대적 배경, 사회주의에 대한 옹호, 부주의한 성격 등 그의 개인적인 배경

에 주목했다. 글리보프는 당시 카메러의 연구윤리행위와 동료들과의 관

계 등을 미루어 봤을 때, 그가 결과를 완전히 날조하진 않았더라도 산파

두꺼비에 잉크를 주입해서 결과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했을 개연성은 매

우 크다고 주장했다.8) 또 다른 논문에서는 카메러가 가진 유대적 혈통으

로 인해 연구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9) 또한 셰릴 로건

(Cheryl A. Logan)은 카메러가 후기에 연구했던 자신의 내분비연구 프

로그램을 그가 옹호했던 정치적 입장, 즉 오스트리아마르크스주의자의

시각(Austromarxist view)과 결합시킨 인물로 평가했다.10) 이러한 평가

는 과학자의 연구 활동 외에 과학자의 개인적 배경, 가치관, 성품 등과

과학적 실패를 필연적으로 연관시킨다. 특히 카메러의 정치적 가치관과

그의 이론을 연결시키는 것은 카메러가 과학을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

려 했다는 결론으로 귀결되어 그가 과학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던

인물이었다는 평가를 뒷받침한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평가에서 벗어나 카메러가 1923년에 발

간한 책『획득형질의 유전(The Inheritance of Acquired

Characteristics)』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이론을 세밀하게 분석함과 동시

에 그의 이론 체계가 구성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는 두 가

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카메러가 라마르크주의자였다는 기존의 시각을

재고하면서 그의 연구프로그램의 위치를 재정의한다. 둘째, 카메러의 이

8) Sander Gliboff, “Protoplasm …… is Soft Wax in Our Hands: Paul

Kammerer and the art of Biological Transformation,” Endeavour 29
(2005), pp.162-167.

9) Gliboff, “The Case of Paul Kammerer: Evolution and Experimentation in

the Early 20th Century,” pp.525-563.

10) Cheryl A. Logan, "Overheated Rats, Race, and the Double Gland: Paul

Kammerer, Endocrinology and the Problem of Somatic Induction," Journal
of H istory of Biology 40 (2007), pp.68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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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체계를 살펴보고 그가 동시대의 이론들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그의

연구에 활용하였는지 설명한다.

2절에서는 카메러가 활동했던 20세기 초반의 생물학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당시의 생물학계는 유전학의 부상과 실험연구라는 새로

운 방법론의 등장, 다양한 진화적 시각이 어우러져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이것은 카메러의 실험연구의 이론적 위치를 이해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3절과 4절은 카메러를 라마르크주의자로

보는 기존의 시각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될 것이다. 본 논문은

카메러를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우선 3절에서는 카메러의 이론에 대

해 다룬다. 여기에서는 카메러가 발간한 책과 논문 등에 대한 분석을 통

해 카메러의 이론이 기존의 구획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며 카메

러 이론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측면들을 드러낼 것이다. 4절에서는

1919년부터 1926년에 걸쳐 『네이쳐(Nature)』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

루어진 논쟁들을 분석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당시 카메러의 실험에 대

한 논쟁이 그의 이론적 입장에 대한 비판보다는 실험적 방법에 대한 비

판이 주로 이루어졌음을 설명한다. 이어 5절에서는 카메러의 실험연구가

과학 외적인 것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가 동시대의 이론을 이해하

고 자신의 이론적 체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변형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

취된 것임을 보이고자 한다.

2. 20세기 초의 유전연구와 진화 이론

1900년대 초엽의 시기는 생물학에서 유전(heredity)과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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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tion)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실험주의라는 새로운 연구방법이

등장하면서 진화에 대한 논의에 많은 영향을 미친 시기였다. 당시 진화

연구는 ‘획득형질의 유전’을 진화의 기본 원리로 여기는 ‘라마르크주의’와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 이론을 진화의 기본원리로 여기는 ‘다윈주

의’를 골자로 하여 이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었는데, 생물

학 연구들은 개별 이론에 대한 유전적 기작을 통해 진화를 일으키는 핵

심적인 요인을 밝혀내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조류는 1892년 아우구스트

바이스만(August Weismann, 1834-1914)이 생식질 연속설(germ plasm

theory)을 발표하고, 1900년에 휘호 드브리스(Hugo Marie de Vries,

1848-1935)와 카를 코렌스(Carl Erich Correns, 1964-1933)에 의해 멘델

의 법칙이 재발견되면서 확산되었다. 그 본질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많

은 생물학자들은 유전에 관여하는 고정된 유전 단위(fixed genetic unit)

를 상정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

또한 19세기 후반 많은 생물학자들은 비교해부학과 고생물학을

거부하고 유전과 관련한 실험주의 연구로 방향을 바꿨다. 유전학자들은

발생반복설과 관련한 라마르크주의적 사고를 거부했고, 다윈의 선택이론

역시 진화의 근본 원리라고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진화적 원리가 자연

선택이 아니라 대규모의 유전적 돌연변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통해 새로

운 종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유전학의 부상은 다양한 유전적

개념들과 연구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진화에 대한 논의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와 같이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의 생물학계는 유전에 대한

활발한 연구 프로그램과 획득형질의 유전, 자연선택의 개념이 버무려져

진화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스펙트럼이 형성되어 있었다.11)

11) 피터 보울러, 이완 모리스,『현대과학의 풍경 1』, 김봉국, 홍성욱 책임 번

역, 궁리(2008), pp.17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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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바이즈만이 생식질 연속설을 발표한 후, 20세기에 들어서

면서 획득형질의 유전을 기반으로 한 이론이 흔들리고 자연선택을 진화

의 근본적 원리로 보는 생물학자들이 늘어났다. 바이즈만의 생식질 연속

설은 유전에 전적으로 관여하는 생식질(germ plasm)이라는 개념을 상정

했는데, 바이즈만에 따르면 수정란의 생식질은 개체가 수정하고 난 뒤

발생기간 동안 세포내의 나머지 물질들과 분리되어 다음세대까지 변하지

않은 채로 존재하다 자손에게 전달되는 성질의 것이었다. 이것은 생식질

과 체세포질이 서로 단절되어 있음을 전제했으며, 환경이나 경험을 통해

얻은 체세포의 변화는 생식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생물이

후천적으로 획득한 형질은 유전될 수 없고 오로지 생식세포에서 일어난

변이만이 다음세대로 전달될 수 있었다. 따라서 바이즈만의 생식질 연속

설 이론을 수용하면 진화의 주된 요인으로 획득 형질의 유전은 완전히

부정되었고, 오로지 생식질 내부에서 일어난 변이만으로 진화에 대한 설

명이 가능했다. 신다윈주의는 이러한 이론적 입장을 지지하는 용어로,

1985년 조지 로매니스(George Romanes)에 의해 처음 사용되어 바이스

만과 같은 학자들을 선두로 하는 학파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12) 이들

은 다윈의 자연선택이론을 진화의 주된 원리로 채택하는 동시에 획득형

질의 유전을 완전히 거부하며, 라마르크주의 지지자들과 공약불가능한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생식질의 내부에 후대에 전달되는 고정된 유전

단위가 있고 이것이 특정한 법칙을 따른다는 멘델주의를 전제했다.13)

신다윈주의는 바이즈만의 생식질 이론과 멘델의 유전법칙을 기

반으로 드브리스와 토머스 헌트 모건(Thomas Hunt Morgan) 등에 의해

12) Stephen Jay. Gould, “The” Structure of Evolutionary Theory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p. 216.

13) Peter J. Bowler, Evolution: the H istory of an Idea (Univ of California
Press, 1989), pp.23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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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적 증거들을 마련해 가며 점점 정설로 자리 잡아 갔다. 반면 라마르

크주의는 진화에 대한 논의에서 부수적 이론이 되어 갔다. 일부 라마르

크주의자들은 개체가 특정 기관이나 부위를 많이 사용 할수록 그것이 발

달되어 유전된다는 사용 유전(use-inheritance)을 옹호했다. 이러한 입장

은 라마르크의 이론을 수용하는 동시에 진화에서 자연선택의 과정을 유

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라마르크주의자들은 진

화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전적으로 환경에 두었다. 이들은 진화의 가

장 주된 요인은 변이의 기원이며, 선택은 부수적이거나 부정적인 요인이

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변이가 개체의 목적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줄 수 있다면 라마르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획득형질의 유전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 진화에서 선택이론의 완전한 대안적 이론으로 기능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14)

방법론적으로는 실험주의적 방법론이 생물학에서 부상했다. 라마

르크주의의 전성기였던 1890년대까지만 해도 라마르크주의자들의 주장에

실험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다.15) 그러나 1900년

멘델주의의 성공 이후 생물학자들은 이론에 대한 실험적 증거를 제시하

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으며, 라마르크주의자들도 이러한 흐름

을 타고 실험적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16) 이에 따라 라마르크주의자들은

두 가지에 대한 실험적 증명을 해야 했다. 첫째는 성장과정에서 개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 한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그 적응이 유전된다는 것

이었다. 발생반복에 대한 연구를 했던 대부분의 라마르크주의자들은 유

전에 대한 연구보다는 성장에 대한 실험 연구에 집중하는 것을 택했다.

14) Ibid., pp. 243-253.
15) Peter J. Bowler, The Eclipse of Darwinism: Anti-Darwinian Evolution
Theories in the Decades around 1900 (JHU Press, 1992), pp.75-105.

16) 피터 보울러, 이완 모리스,『현대과학의 풍경 1』, pp.22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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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라마르크주의의 실험연구 대부분은 실험실 환경의 변화가 생

식적 요소의 재배열을 어떻게 촉진시키는지를 관찰하는 것에 그쳤다. 이

들의 연구는 외부자극이 개체를 어떻게든 변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했지

만, 성장과정에서의 적응이 필연적으로 유전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었

기 때문에 유전의 문제에 초점을 맞췄던 당시의 진화연구에 호응하지 못

했다.17)

라마르크주의자들의 핵심과제는 변이의 기원이 외부환경에 있다

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생식질 연속설을 타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전

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체계화 하지 못했던 라마르크주의자들은 바이즈

만의 생식질과 멘델주의 개념인 고정된 유전단위를 전제하면서 신다윈주

의적인 틀에 갇히게 되었다.18) 라마르크주의자들 중 다수는 생식질에 유

전물질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고, 논쟁의 쟁점을 생식질과 체세포질이

단절되었는지 여부에 집중했다. 여기에서 라마르크주의자들이 전제로 하

는 생식질은 체세포와 분리되어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만 빼고 바이즈

만의 생식질 개념과 유사했다. 그러나 생식질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

을 만큼 취약하다는 것과 이것이 견고하게 유전 가능한 형태의 물질로

보존되어 후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라마르크주의자들의 주장은 서로 모순

적이었다. 라마르크주의자들의 강력한 전제는 외부의 자극이 생식질에

영향을 미쳐 생식질을 구성하는 유전물질에 어떠한 변화를 생성하고 이

로 인해 일어난 변화가 유전된다는 것이었으나, 외부자극의 변화를 유전

하는 매개체가 바이즈만의 생식질이라는 전제는 진화에 대한 대안적 이

론으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했다.19)

이러한 모순적 주장은 라마르크주의 이론을 주변부 이론에 머무

17) Bowler, The eclipse of Darwinism, pp.75-105.
18) Ibid.
1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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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자극이 새로운 형질을 획득하도록 유도한다

는 설명 대신에, 무작위적인 변이를 일으켜 선택에 의해 생물이 진화한

다고 보는 것이 당시의 학자들에게는 더 합리적이었기 때문이다.20) 이러

한 설명을 위해 바이즈만은 개체가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받

아들이면서도 진화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은 자연 선택이라는 시각을 견

지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그는 당시 진화론에 대한 세부적 설

명 중 하나였던 평행유도(parallel induction) 이론을 채용했다. 이 이론은

외부자극이 체세포와 생식세포를 동시에 변화시킨다는 것을 전제하는 이

론으로, 이에 따르면 외부 요인이 우리 몸의 일부에 자극을 줄 때 그 영

향이 국소적인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를 구성하는 모든 조

직에 미치기 때문에 체세포와 생식세포가 독립적이고 직접적으로 각각

자극을 받아 평행하게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체질과 생식질 사이의

단절을 전제하는 동시에 외부자극에 대한 생식질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설명이었다.

그렇지만 바이즈만이 상정하는 생식질의 변화는 영구적인 성질

의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바이즈

만이 생각하는 생식질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이즈만에 따르

면 생식질은 biophor, determinants, ids, idants라는 완벽히 서열화 된 구

조를 가지고 있다. 생식질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biophor로 이것이 결

합하여 determinants를 만들고, determinants가 ids를, ids는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는 idants21)를 만들어낸다. 입자로 된 determinant는 세포의 종

20) Peter J. Bowler, The non-Darwinian Revolu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8), pp.90-104; Peter J. Bowler, The eclipse
of Darwinism: Anti-Darwinian evolution theories in the decades around
1900 (JHU Press, 1992), pp.75-105.

21) 바이즈만의 idants는 나중에 밝혀지는 염색체(chromosome)와 동일한 개념

으로 유전에 대한 정보가 집약된 물질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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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다 그 구성이 다르며, biophors로 분산되어 핵막에서 세포질로 이동

하여 핵 이외의 부분을 조절한다. 발생배아동안 체세포체(soma)의 세포

분화는 동등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각각의 세포는 서로 다른

determinants의 조합을 가지게 된다. 또한 생식세포만이 보존되는 idants

를 가지고 이것이 유지되고 보존되어 다음세대로 전달되고 세대 간의 연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외부 자극은 세포의 종류

에 관여하는 determinant와 그것을 구성하는 biophors에 변형을 일으킨

다. 자극에 의해 각각의 determinants는 서로 경쟁하여 구성되고 따라서

생식질은 그와 관련된 어떤 특성(trait)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러나 그의 생식질 이론이 상정하는 바에 따르면 determinants는 가변적

이고 일시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유전정보를 가지고 다음세대로 전달

되는 idants와는 다른 성격의 것이므로 외부 자극에 의해 획득된 형질이

유전된다고 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결국 이것이 작동하는 주된 원리는

세포 환경 내에서 경쟁에 의한 내부적 ‘선택’을 의미하며, 바이즈만은 이

러한 개념을 생식적 선택(germinal selection)이라고 불렀다. 바이즈만의

설명에 의하면 진화의 가장 강력한 원인은 자연선택이고 외부 자극은 유

전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라마르크주의적 설명은 진화 기작을

설명하는데 부수적인 요소가 되었다.22)

일부 라마르크주의자들은 이러한 바이즈만의 평행유도이론에 입

각한 설명을 받아들였다. 표면적으로 이런 설명은 체질과 생식질이 단절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획득형질의 유전을 옹호할 수 있는 것

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부 자극에 대한 변이의 유전을 상정하

22) Charlotte Weissman, "6. Germinal Selection: A Weismannian Solution to

Lamarckian Problematics,“ Snait Gissis and Eva Jablonka, eds.

Transformations of Lamarckism: from subtle fluids to molecular biology
(The MIT Press, 2011), pp.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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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도 선택의 개념으로 진화적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행유도이론을 견지한 라마르크주의적 설명은 신다윈주의적 진화에 대

한 대안적 이론이 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라마르크주의 이론은 스스로

‘비유전적 적응’ 이상의 무엇도 아닌 것으로 귀결되었다.23)

3. 카메러의 ‘획득형질의 유전’ 연구

3.1. 카메러의 생애 및 연구의 흐름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대학(University of Vienna)에서 음악과 동

물학을 전공하고 비교형태학(comparative morphology)으로 학위를 받은

카메러는 비교형태학를 연구하는 하츠크엣(Berthold Hatchek)의 지도 하

에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으나 당시 부상하던 실험생물학에 흥미를 느

껴 1902년 ‘비바리엄(Vivarium)‘이라고 불렸던 비엔나의 실험생물학연구

소(the Institute for Experimental Biology)로 옮겨와 논문을 진행했다.

카메러는 실험생물학자인 한스 프르찌브람의 조교로 일하며 최신 실험방

법을 익혔다. 1904년, 저지대와 고지대 도롱뇽(salamander)의 생식습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그는 주로 세대가 긴 양서류 종들을 대상으로 획

득형질의 유전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행했다.24)

23) Bowler, Evolution: the H istory of an Idea, pp.234-256.
24) Alan Cock, "21. The Kammerer's Affair," A. G. Cock and D. R.

Forsdyke, eds. Treasure your exceptions (Springer, 2008), pp.56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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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러의 가장 유명한 실험인 산파두꺼비 실험은 1906년에 시작

되었고, 그 결과는 ‘발생역학 회보’(Archiv für Entwicklungsmechanik)를

통해 발간되었다. 이 실험을 통해 카메러는 산파두꺼비의 생식 환경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양서류가 물에서 서

식하고 교미하며 알을 물속에 방사하고, 수컷 양서류들은 교미를 할 때

암컷을 붙들기 위해 사용하는 교미돌기(nuptial pad)를 앞발에 가지고 있

다. 이와 달리 산파두꺼비는 육지에서 서식할 뿐 아니라, 육지에서 교미

한 후 낳은 알을 수컷이 뒷다리에 지니고 다니며 보호하기 때문에, 산파

두꺼비의 수컷에는 보통 교미돌기가 없다. 그러나 카메러는 산파두꺼비

를 매우 덥고 건조한 환경에서 서식시키면 이들이 수상생활을 하고 물속

에서 교미를 하는 등 생식습성을 변화하여 적응한다고 보고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강제적 서식환경을 몇 세대 간 지속시키면 교미 돌기를

획득하고, 이것이 자손에게 유전되었다고 보고했다. 이에 더해 두꺼비들

이 획득한 돌기는 이들의 환경을 원래의 서식환경으로 되돌리고 나서도

유전된다고 설명했다. 카메러의 이 실험은 개체의 노력에 의해 획득된

형질이 유전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으로 입증했다고 해석되었고, 당시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25)

카메러는 또한 1909년에 도롱뇽을 표본으로 하는 실험을 시작했

다. 카메러는 저지대에서 서식하는 도롱뇽과의 종인 Salamandra

maculosa를 춥고 건조한 환경에서 교배하자 그 자손은 고지대에서 서식

하는 종인 Salamandra atra과 같은 환경에서 교배하게 되었고,

Salamandra atra를 표본으로 하여 반대 실험을 하자 이들은 Salamandra

25) Paul Kammerer, “Breeding Exeriments on the Inheritance of Acquired

Characters,” Nature 111 (1923) pp.637-640; Paul Kammerer, The
Inheritance of Acquired Characteristics (New York, Boni&Liveright, 1924),
pp.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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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ulosa의 환경에서 교배한다는 것을 관찰했다. 카메러는 이 실험을 좀

더 확장하여 검은색 바탕에 노란색 점박이의 외형을 가지는 Salamandra

maculosa를 검은색 배경에서 자라게 했다. 그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검

은색 배경에서 자란 어린 도롱뇽은 노란색 점박이가 점차 작아져 몇 년

후에는 거의 검은색의 모습을 가지게 반면, 노란색 배경에서 자란 도롱

뇽은 노란색 점이 점점 커져 몸의 양쪽에 대칭적인 줄무늬가 배열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특성은 몇 세대를 거듭하며 점

차 증가했다. 카메러는 이를 환경에 의한 자극으로 인해 도롱뇽의 색깔

적응 특성이 점차 중화되거나 강화되고 이것이 유전된다고 해석했다.26)

이에 더해 카메러는 도롱뇽을 잡종 교배하는 실험을 통해 획득

한 형질과 멘델의 법칙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의 실험에 따

르면, '자연적인 점박이 도롱뇽'과 '자연적인 줄무늬 도롱뇽'을 잡종교배

하면 점박이가 줄무늬에 우세하는 멘델주의 법칙을 따르지만, '자연적인

점박이 도롱뇽'과 실험실에서 환경자극을 통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줄무

늬 도롱뇽'을 잡종 교배하면 멘델의 이론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고 줄무

늬와 점박이가 함께 공존하는 중간적 특징을 갖는다고 보고했다. 카메러

의 해석에 의하면, '자연적' 형질과 '인위적' 형질은 모두 유전 가능하지

만, 오래부터 존재해온 자연적 형질만이 멘델주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이

었다. 그는 자연적 형질과 획득한 형질사이의 이러한 관계를 난소 이식

실험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그에 따르면 환경 자극에

의해 획득한 새로운 형질은 사용-유전을 통해 점진적으로 구축되어 개

체 내에 자리 잡는 특성의 것이었다.27)

26) Paul Kammerer, “Breeding Exeriments on the Inheritance of Acquired

Characters,” Nature 111 (1923) pp. 637-640; Paul Kammerer, The
Inheritance of Acquired Characteristics (New York, Boni&Liveright, 1924),
pp.79-103.

27) Kammerer, “Breeding Exeriments on the Inheritance of Ac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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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그의 실험은 예기지 않은 상황의 변화 때문에 지속되

지 못했다. 그가 실험을 진행하는 도중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전쟁

동안에 카메러는 군대에서 검열관으로 일을 해야 했다. 이 기간 동안 그

는 대중을 대상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내용의 에세이를 썼는데, 이것은 1

차 대전 후 그가 교수 임용에 계속해서 실패하는데 일조했던 것으로 보

인다.28)

카메러의 실험활동은 1920년까지 실험생물학연구소에서만 이루

어졌다. 그는 1921년 연구소를 그만둠과 동시에 연구를 중단했고 대중

강연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다.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동안 카메러의 실험

표본들은 거의 죽거나 병들었고 단 하나의 표본만이 남게 되었는데, 이

것이 1923년에 캠브리지 대학교와 린네 협회에 전시되었던 것이었다. 카

메러가 연구를 진행하던 당시에도 그의 실험에 대한 의혹이 계속 존재해

왔지만, 이 전시회를 통해 실험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

거졌다. 베이트슨과 커닝햄, 맥브라이드 등과 같은 학자들은 『네이쳐

(Nature)』지를 통해 카메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카메러는 반론을

제기했다.29)

몇 년 뒤인 1926년에 이 하나 남은 산파 두꺼비 표본을 조사한

미국 자연사 박물관의 파충류 학자 노블은 이것이 조작된 것이라고 폭로

Characters,” pp. 637-640. 카메러는 점박이 도롱뇽의 난소를 ‘자연적’인 줄무

늬를 가진 암컷으로 이식한다면 자손의 외형은 점박이이며, 반대로 ‘인위적’

줄무늬를 가진 암컷에 이식된다면 자녀는 줄무늬의 형질을 가진다고 보고했

다. 카메러는 이것이 체세포 유도를 증명하는 실험이며, 자연적 형질과 인위

적 형질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 보여준다고 확신했다. 후에 커닝햄은 카메

러의 난소이식실험이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함을 지적하며, 카메러에게 동시대

의 생물학적 이론을 소화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28) Gliboff, “Protoplasm …… is Soft Wax in Our Hands: Paul Kammerer

and the art of Biological Transformation,” pp. 162-167.

29) Arthur Koestler, The Case of the M idwife Toad, (London: Hutchinson,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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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노블은 카메러 표본의 교미돌기가 진짜 돌기가 아니라 검은색 인

디언 잉크라고 주장했고, 카메러 역시 이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카메

러는 노블이 관찰한 것이 인디언 잉크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표본

에 주입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고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

를 그에게 실험실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 소련의 공산주의자 학회와 그의

스승 프르찌브람에게 보내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30) 이후 카메러의 산

파두꺼비 사건은 과학적 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되었고, 획득형질

의 유전 이론은 카메러의 몰락과 함께 쇠퇴했다.31)

3.2. 카메러 실험의 독특성

신다윈주의적 시각이 유전 연구에서 주류가 되어가고, 라마르크

주의도 신다윈주의의 유전이론과 대치되지 않는 방향으로 점차 조정되는

움직임이 보이던 분위기에서 카메러의 이론과 실험의 독특성은 생물학자

들의 이목을 끌었다. 카메러가 자신의 실험을 통해 지지하려 했던 이론

은 체세포 유도(somatic induction)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외부의 자극

은 온도 같은 물리적 에너지(physical energy)가 생리적 힘(physiological

energy)으로 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30) Paul Kammerer, “Paul Kammerer’s Letter to the Moscow Academy,”

Science 19 (1926) pp. 493-494.
31) Sander Gliboff, "The Golden Age of Lamarckism, 1866-1926," Snait

Gissis and Eva Jablonka, eds. Transformations of Lamarckism: from
subtle fluids to molecular biology (The MIT Press, 2011), pp.45-55. 글리
보프는 라마르크주의 이론의 전성기가 카메러의 자살과 함께 끝났다고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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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 과정에서 대사(metabolism)나 혈액순환 관련 신경계와 같은 신

체의 서로 다른 조직층들이 전달매개가 되어서 외부와 내부를 연결시켰

다.32) 카메러의 체세포 유도 이론은 자극이 무작위적으로 생식질을 변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특정 체질에 따라 생식질을 변화시키기 때문

에, 생식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이는 목적적인 성격을 지니고 체질과 생

식질이 반드시 단절되지 않을 것을 전제해야 했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

은 바이즈만의 생식질 연속설과는 공약불가능한 것으로, 만약 증명할 수

만 있다면 신다윈주의적 진화에 대한 완전한 대안적 이론이 될 수 있었

다.

카메러는 자신의 산파두꺼비 실험과 도롱뇽의 색깔변화 실험이

체세포 유도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파두꺼비 표본이 교미돌기

를 획득한 것을 관찰했고, 이에 더해 도룡뇽을 표본으로 한 색깔적응 실

험을 통해 환경에 의한 자극이 도롱뇽의 색깔 적응 특성을 점차 중화시

키거나 강화시키고, 그것이 유전되는 것을 관찰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카메러의 실험은 카메러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에드윈 바우어(Erwin Baur)는 카메러의 실험이 변

형(modification)33)의 결과이며, 격세유전(artavism)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고 보았다.34) 격세유전에서 전제하는 바에 따르면 획득된 형질은 생식질

안에 어떤 독립적인 형질로 남아 자손이 그 조상과 같은 환경에서 성장

하면 몇 세대 정도만 지속해서 발현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라지는 성질의

32) Kammerer, The Inheritance of Acquired Characteristics, pp.38-42.
33) Kammerer, The Inheritance of Acquired Characteristics, pp.43-45. 돌연변
이와 대조적으로, 변형은 유전가능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한 두세대에만 물

려줄 수 있다. 유전학에 대한 바우어의 텍스트북은 카메러 표본의 수상돌기

가 곧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특징이 지속되자, 그 책의 가장 최신판

은 변형의 정의를 바꾸었는데, 이전에 주장했던 것보다 기한을 좀 더 오래

지속시키는 것이라고 바꾸어 주장했다.

34) Ibid.,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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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따라서 이 이론에 의하면 카메러의 표본이 가진 돌기는 환경

에 의해 새롭게 획득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의 조상 세대 때부터 이미 가

지고 있던 유전자가 숨어 있다가 환경적 자극에 의해 일시적으로 드러났

다고 해석될 수 있었다. 이렇게 된다면 카메러의 표본이 보였던 변화는

외부로부터 새롭게 획득한 것이 아니며, 영구적인 성격의 유전자가 아니

었고, 따라서 이를 통해서 획득형질의 유전을 증명했다고 할 수 없는 것

이었다.

카메러는 그의 책 획득형질의 유전(The Inheritance of Acquired

Characteristics)의 ‘생물학 부분(biological part)’ 전반에 걸쳐서 자신의

실험이 변형에 의한 격세유전으로 해석되는 것에 강력히 반발했다. 카메

러는 자신의 실험이 격세유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환경 자극

을 받은 그의 표본들을 교배시켰다. 그는 만약 손자 세대에 외부 자극을

없애면, 그로 인해 다시 생식세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변화가 사

라지리라고 예상하고 실험을 설계했다. 카메러는 폐쇄된 공간에 물웅덩

이를 놓고 온도를 매우 덥고 건조하게 조정하여 산파두꺼비들이 땅이 아

닌 물에서 교미를 하고 알을 물속에 방사하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이 방

사된 알들과 본래의 환경에서 교미하여 수컷의 뒷다리에서 발생 시기를

보낸 알들의 크기와 발생정도를 비교한 후, 방사된 알들이 물속에서 교

미하는 개구리과의 그것들과 비슷하다고 보고했다.35) 이어 카메러는 부

화에 성공한 알들을 같은 환경에서 교배하는 것을 반복했다. 이 알들 중

일부가 부화하는데 성공했고 카메러는 이들을 표본으로 하여 이들의 환

경을 원래의 산파두꺼비의 교미환경으로 되돌려 관찰했다. 표본들은 땅

에서 교미하여 알을 수컷의 뒷다리에 지니고 다니는 원래의 교미습성으

로 돌아가지 않고 물에서 교미한 후 물에 방사하는 습성을 지속했다. 이

35) Ibid.,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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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카메러는 표본을 본래의 서식환경으로 돌렸을 때, 즉 환경에의

자극을 없앴을 때조차 표본이 변화한 생식습성을 유지하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자신의 실험결과를 격세유전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

다.36)

카메러의 실험의 또 다른 특이한 지점은 그의 실험이 획득형질

의 유전을 증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환경 자극에 의해 획

득된 형질이 멘델의 법칙에 따라 유전된다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카메러

의 설명에 따르면 '자연적인 점박이 도롱뇽'과 '자연적인 줄무늬 도롱

뇽'을 잡종교배하면 점박이가 줄무늬에 우세하는 멘델의 법칙을 따르지

만, '자연적인 점박이 도롱뇽'과 실험실에서 환경자극을 통해 만들어진 '

인위적인 줄무늬 도롱뇽'을 잡종 교배하면 멘델주의적 특성이 들어나지

않고 줄무늬와 점박이가 함께 공존하는 중간적 특징이 드러났다. 카메러

의 해석에 의하면, 이런 현상은 '자연적' 형질과 '인위적' 형질은 모두

유전가능하지만 오래부터 존재해온 자연적 형질만이 멘델주의 법칙을 따

르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었다. 그에 따르면 환경 자극에 의해 획득한 새

로운 형질은 사용-유전을 통해 점진적으로 구축되어 개체 내에 자리 잡

는 특성이었다. 그는 산파두꺼비를 표본으로 한 상호교잡 실험에서도 비

슷한 결과를 보고했는데, 새로운 환경에 놓여 진 표본들이 방사한 알들

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적응에 안정화하는 단계를 거친다고 설명했다.37)

이를 통해 볼 때, 역사학자 글리보프가 카메러를 다윈의 반대파

가 아니라 당시 부상했던 실험생물학적 방법론을 통해 다윈주의와 유전

학과 염색체 이론의 융합을 꾀했던 근대적인 학자라고 평가한 것은 적절

한 것처럼 보인다.38) 그러나 동시에 그는 카메러가 획득형질의 유전을

36) Ibid., p.62.
37) Ibid., p.60.
38) Sander Gliboff, "The Case of Paul Kammerer: Evolu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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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헤켈식의 다윈주의를 옹호했던 학자였다고 평가하는데, 카메러

가 그의 저작에서 자연선택에 대해 계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

기 때문에 자연선택을 진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간주했던 헤켈식의

다윈주의적 입장과는 부합하다는 주장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카메러는 라마르크주의자들이 가졌던 문제의식을 공유하

는 동시에, 획득형질의 유전과 멘델주의를 연결시키고자 노력했다. 이 지

점에서 주목해야 할 카메러 이론의 또 다른 특이한 지점은 그가 드브리

스의 돌연변이 이론(mutation theory)의 변이개념을 적극적으로 지지했

다는 점이다.39) 그러나 드브리스의 변이 개념은 점진적인 적응적 변화로

인해 종이 생겨난다는 것이 정설로 여겼던 다윈주의나 라마르크주의의

진화적 시각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카메러의 지지는 모

순적으로 보여진다. 드브리스의 돌연변이 이론에 따르면 진화는 돌연변

이로 인해 도약적으로 일어나는 성격의 것이었기 때문이다.40)

종합하면 카메러의 이론적 시각은 당시의 생물학 지식으로 설명

하기에는 진화에 대해 매우 모순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획득형질의

유전을 옹호하는 동시에 견고한 유전물질을 가정하는 멘델주의를 수용했

으며, 동시에 신다윈주의나 라마르크주의가 진화를 바라보는 시각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성질의 이론인 돌연변이설을 동시에 주장했던 것이

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나는 카메러의 이론적 입장이 다윈주의

/라마르크주의라는 구획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음을 보였다. 다음

절에서는 카메러의 실험이 라마르크주의를 증명하기 위해 실행되었고 라

마르크주의의 반대파들에 의해서 비난받았다는 기존의 통념을 벗고 카메

Experimentation in the Early 20th Century," pp.525-563.

39) Kammerer, The Inheritance of Acquired Characteristics, pp.253-260.
40) Bowler, Evolution: the H istory of an Idea, pp.25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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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의 과학 활동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목

적으로 카메러와 동시대 학자들의 논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카메러의 실험이 특정 이론적 입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로 실험을

실행하는 측면에서 비판받았음을 보일 것이다.

4. 카메러의 실험에 대한 논쟁

4.1. 『네이쳐(Nature)』를 통한 공개 논쟁

카메러의 산파두꺼비 실험은 1906년 '개구리종(Hyla arborea)과

두꺼비종(Alytes osteticacans)에서 생식활동에 대한 실험적 변화

(experimentell veränderung der fortpflanzungstätigkeit bei

geburtshelferkröte und laubfrosch)‘라는 제목으로 『발생 역학 아카이브

(Archiv für Entwicklungsmechanik)』라는 독일의 실험생물학 학회지에

처음으로 게재되었다. 이후 카메러는 1909년, 1913년, 1919년에 세 차례

에 걸쳐 산파두꺼비를 잡종 교배한 추가 실험을 같은 학술지에 게재했

다. 카메러는 세대가 긴 도롱뇽과 양서류를 가지고 실험했기 때문에 실

험은 동시에 진행되었고 각 주제와 관련된 논문들은 어느 정도 공백을

가지고 보고됐다. 카메러는 약 20년의 기간 동안 도롱뇽의 서식환경 교

환 실험, 도롱뇽의 색깔 변화 및 잡종교배 실험, 산파두꺼비의 교미 서식

적응 실험과 잡종교배 실험, 특정 환경에서 눈먼동굴도롱뇽붙이(blind

cave olms)가 시력을 획득하는 실험, 우렁쉥이(sea squirts)의 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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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hon)을 절단한 후 더 길고 쳐진 수관을 획득한 실험 등을 동시다발

적으로 진행하고 보고했다.

카메러의 실험활동이 영어로 처음 보고된 것은 1923년 『네이쳐

(Nature)』를 통해서였다. 그러나 영어 논문에 의해 카메러에 대한 본격

적인 논쟁이 처음으로 촉발된 것은 아니었다. 카메러는 독일어 논문만을

게재하던 시기에도 에르윈 바우어(Erwin Baur)나 프랑즈 메구사(Franz

Megusar)와 같은 오스트리아의 생물학자들에게 비판받았다. 바우어는

유전학 저널 「평론잡지(Zeitschrift)」의 편집장이었고, 카메러가 해당

저널에 게재한 도룡뇽 색깔관련 논문에서 사진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카메러와 마찰을 빚었다. 또한 바우어는 카메러의 실험 결과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적 변형을 생산해 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산파두꺼비 실

험의 결과를 유전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메구사는

프르쯔브람의 밑에서 조수로 함께 일했던 동료였고, 당시 눈먼동굴도롱

뇽붙이를 표본으로 하여 카메러와 비슷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메구

사는 자신의 실험 결과가 카메러의 것과 다르게 나타났고, 카메러가 출

판한 것과 실제로 실험실 환경을 유지한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의심하

며 카메러의 실험 결과가 거짓이라고 비난했다.41)

카메러에 대한 이런 초기 비난은 카메러의 표본의 돌기가 곧 사

라질 것으로 예상했던 바우어가 돌기가 지속되는 것을 보고 변형에 대한

정의를 바꾸면서 주장의 신뢰성을 잃어갔다. 메구사의 경우 스승인 프르

찌브람이 카메러의 실험결과를 옹호하고 학자들에게 사적인 자리에서 메

구사에 대해 비난하면서 더 이상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고, 이후 카메러

에 대한 의혹들은 일시적으로 잠잠해졌다.42) 그러나 그에 대한 의혹이

41) Sander Gliboff, “Protoplasm …… is Soft Wax in Our Hands: Paul

Kammerer and the art of Biological Transformation," pp. 164-165.

4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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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카메러의 실험에 대한 공개적인 논쟁의 시작은 1919년 베이트슨

에 의해서 비롯됐다.43) 베이트슨은 자신의 논문에서 그가 카메러의 표본

을 보고 싶어 했지만 카메러가 표본을 보여주길 꺼려하며 여러 번 그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불평했고, 카메러가 출판한 논문들의 사진들 속에서

두꺼비의 돌기 위치가 불명확해 확인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후 4년이 지난 1923년에 카메러 실험에 대해서 격렬한 논쟁이

불붙었다. 이 해 카메러는 자신이 실행했던 일부 교배실험에 대해 설명

하며 획득형질의 유전으로 귀결하는 내용의 논문을 ‘획득형질의 유전에

대한 교배 실험(Breeding Experiments on the Inheritance of Acquired

Characters)’이라는 제목으로 『네이쳐(Nature)』에 게재했다. 이 논문에

서 그는 약 25년간 양서류(amphibia)와 파충류(reptiles)를 가지고 교배적

응(breeding-adaptations)와 색깔적응(colour-adaptations) 실험을 실시한

것을 보고하면서, 자신의 실험 결과들이 격세유전이 아니라 체세포 유도

의 증거이며, 더 나아가 외부환경에 의해 획득한 형질이 오래되면 안정

화되어 종적특성이 되고 멘델의 법칙을 따른다고 주장했다.44) 이 논문이

출간된 직후 카메러는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단 하나 남은 두꺼비 표본에

대한 전시회를 했고 이어 린네 협회(Linnean Society)의 초청을 받아 역

시 같은 전시회를 진행했다.

카메러에 대한 학자들의 비판이 수면 위로 올라왔던 것은 전시

회 직후였는데, 특히 베이트슨과 커닝햄이 많은 비판을 제기했다. 베이트

슨은 세 차례에 걸쳐 카메러에 대한 비판을 네이쳐에 게재했다. 베이트

43) William Bateson, "Dr. Kammerer's Testimony to the Inheritance of

Acquired Characteristics," Nature 103 (1919), pp.344-345.
44) Kammerer, “Breeding Exeriments on the Inheritance of Acquired

Characters,” p.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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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은 카메러가 1909년부터 1919년까지 출판한 논문들에 있는 사진이 모

호하여 세부적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이것을 과

학적 근거가 모호한 심령사진(spiritphotographs)에 비유했다. 또한 베이

트슨은 카메러의 실험에 대해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조작 의혹을 제기했

다. 베이트슨에 따르면, 카메러는 1920년 처음으로 돌기를 가진 수컷을

생산해 냈고, 3년 동안 이와 같이 많은 변형된 수컷들을 생산해냈다고

보고했지만, 출판된 것은 그 중 하나의 표본을 찍은 사진 한 장뿐이었고

이 사진마저도 두꺼비의 돌기위치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919년의 카메러의 도해(diagram)가 10년 전의 도해를 자세히 진술한 것

에 그쳤다고 주장했다.45)

베이트슨은 린네 협회의 전시회에서 카메러가 전시한 하나 남은

표본을 관찰한 후에 카메러의 실험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다. 베이트슨

은 카메러가 논문에 게재했던 도식에 따르면 초기 표본이었던 1909년 논

문의 돌기는 예측된 그 자리, 즉 원래 돌기를 가진 파충류가 보통 보이

는 돌기의 자리에 존재했지만 F4와 F5가 교미시기에 접어들었을 때의

돌기는 앞발의 엄지부분에서 앞발의 안쪽까지 널리 퍼져있는 모습을 보

였으나 그가 린네 협회의 전시회에서 확인한 카메러의 표본은 그가 예상

했던 돌기의 모습과 양상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맨눈으로 봤을 때

어두운 표시가 앞발 엄지나 앞발 위쪽과 앞발의 관절(wrist)까지 확장돼

있는 모습을, 현미경으로 돌기라고 표시돼 있던 부분을 관찰할 때는 돌

기(papillary)가 있는 가시모양(thorny)의 구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가

현미경으로 관찰해도 가시모양의 구조는 관찰할 수 없었고 진짜 돌기에

서 보이는 선명한 점박이나 줄무늬 모양도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오른

45) William Bateson, “Dr. Kammerer's Alytes," Nature 111 (1923),

pp.738-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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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는 아무런 특별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왼쪽 앞발의 바닥부분을

가로질러 넓은 범위의 어두운 표시가 있을 뿐이었다. 베이트슨이 가장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표본 전시에서 돌기라고 표시되었던 곳의 위

치였다. 돌기가 위치하는 부분은 암컷과 접촉하는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

이다. 돌기는 앞발가락의 뒤쪽(back)이나 측면(radial)에 위치하거나 일반

적인 개구리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앞발의 안쪽부분이나 엄지(thumb) 주

위에 위치해야 했다. 그러나 카메러의 표본은 앞발의 바닥부분(the

palms of hands)을 나타내고 있었고, 이것은 베이트슨이 보기에 일반적

이라고 볼 수 없었다.46)

카메러는 1919년의 베이트슨의 질문에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

았다. 그는 1923의 비판에 와서야 비로소 공개적인 대응을 했는데, 이 논

문에서 카메러는 베이트슨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편견 때문에 오해가 생

겼다고 주장했다. 먼저 베이트슨이 지적한 다이어그램의 사용에 대해 카

메러는 베이트슨이 언급한 논문이 원본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자신의 다

른 논문들을 더 볼 것을 제안했다. 또한 카메러는 표본의 돌기에 대한

베이트슨에 비판에 “편견 없는(unprejudiced) 관찰자들이 전시회에서 관

찰하고 자연적이라고 인식한 것을 베이트슨은 돌기가 자연적인 것이 아

니라고 의심을 했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베이트슨

이 했던 표본에 대한 지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일부러

표본의 바닥면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지지대에 고정하기 위해

조이는 과정에서 앞발의 뒷부분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며, 둘째, 돌기가

앞발 뒷면까지 확장해 있었으나 베이트슨이 미처 보지 못했으므로 돌기

46) William Bateson, “Dr. Kammerer's Alytes," Nature 111 (1923),

pp.738-739; “Dr. Kammerer's Alytes," Nature 111 (1923), p.878; "The
Inheritance of Acquired Characters in Alytes," Nature 112 (1923), p.391;
"Experiments on Alytes and Ciona," Nature 112 (1923), p.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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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잘못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며, 셋째, 오른손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베이트슨의 관찰 역시 사실이 아니고, 넷째, 돌기가 가시모양의 구조 없

이 널리 퍼져있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는 “돌기의 구

조를 맨눈으로도 볼 수 있도록 돌기의 가장자리(the edge of the pad)

사진을 찍으려고 했으나 안타깝게도 바닥 쪽 사진이 찍혔다”고 하면서,

“영국 동료(English colleagues)들은 오스트리아(Austria)에서 만족스러울

만한 사진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를 것이다"라고 어려움을 토

로했다. 또한 베이트슨이 비판했던 현미경에 전시된 돌기는 자신의 표본

의 돌기 조직과 상응하는(homologous) 다른 무미류 종류에서 취한 것이

라고 하면서, 진짜 표본의 돌기 조직은 아니라고 밝혔다. 끝으로 카메러

는 “전시회에 있던 수십 명의 학자들이 내 [표본의] 돌기를 봤고 [그것

이 진짜라고] 확신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해명은 자신의 실험결과가 조

작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었다.47)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산파두꺼비 표본에 대한 베이

트슨의 비판 이후, 카메러가 행했던 다른 실험들에 대한 비판도 수면위

로 올라왔다. 커닝햄은 체세포 유도가 생식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기술하면서도, 카메러의 실험적 증거는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커닝햄 역시 세 차례에 걸쳐 카메러를 비판했는데, 그의 주된 비판은 카

메러가 실험에 대한 충분한 세부사항을 기술하지 않았고 대조군과 정확

한 비교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카메러의 도롱뇽 난소 이식실험은 카메

러가 체세포 유도를 확신하게 되었다고 보고한 실험인데, 이에 대해 커

닝햄은 도롱뇽의 난소는 복막에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서 이

식실험을 하려면 대정맥을 절단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카메러의 실험

47) Kammerer, "Breeding Experiments on the Inheritance of Acquired

Charaters," pp.23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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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실이 아니거나 많은 세부사항을 생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메러

는 그의 논문에서 도롱뇽의 구조를 설명할 때 난소와 체강이 장간막이라

는 얇은 막(membrane)에 의해 이어져있다고 설명했는데, 커닝햄은 양서

류는 닫힌 난소(enclosed ovary)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닫힌

난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동물에 대해 어떻게 난소이식을 진행할 수 있

었는지에 대한 세부조건들을 요구했다.48) 커닝햄은 “카메러가 지식의 범

위, 증거의 완전성, 근거의 유효성의 적절한 개념들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49)

카메러는 커닝햄의 비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커닝햄에 대한 비판은 카메러 대신 맥브라이드(E. W. Macbride)에 이루

어졌다. 맥브라이드는 라마르크주의자이자 우생학을 옹호했던 학자로, 카

메러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대화했다고 설명하며 카메러를 대변했다.

맥브라이드는 커닝햄이 난소의 표본을 잘못 이해했다고 지적하며 커닝햄

에게 카메러의 또 다른 저작들을 읽으라고 대응했다. 이에 대해 커닝햄

은 맥브라이드가 설명한 난소는 적절한 묘사라고 간주할 수 없고 카메러

의 다른 저작들을 읽었음에도 자신의 비판은 변함이 없으며 맥브라이드

가 학자들의 다른 의견마다 답장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일

갈했다. 맥브라이드는 커닝햄 뿐만 아니라 카메러에 대한 모든 비판에

대해 편파적일 정도로 카메러를 옹호하는 글을 개제했으나, 맥브라이드

가 과학적 논박으로 옹호했다고 보기는 힘들다.50) 또 다른 예로, 카메러

48) J. T. Cunningham, "Breeding Experiments on the Inheritance of Acquired

Characters," Nature 111 (1923), p.702; "Dr. Kammerer's Lecture to the
Linnean Society,“ Nature 112 (1923), p.133; "Experiments on Ciona
intestinalis," Nature 112, pp.864-865.

49) Cunningham, "Dr. Kammerer's Lecture to the Linnean Society,“ p.133.

50) 맥브라이드는 진보적 진화가 느린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적합하지 않은 환

경에서는 생식질의 퇴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일부 인종들의 영

구적인 열등함을 지지하고, 그런 인종들의 교배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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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미경의 돌기가 진짜가 아님을 베이트슨에게 해명한 직후에도, 맥브

라이드는 ‘자신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카메러가 진짜 표본 대신 사용한

Rana temporaria의 돌기는 자신이 카메러의 표본에서 관찰한 기본적인

구조가 같다’고 증언하며 카메러를 옹호했다.51)

카메러의 실험과 표본에 대한 논란 가운데 1926년 미국 자연사

박물관의 파충류 학자 노블이 카메러의 표본을 검사했고 표본의 돌기는

진짜 돌기가 아니라 까만색 인디언 잉크라는 것이 드러났다. 노블은 검

시를 하기 몇 년 전 영국협회의 연차 총회(the Annual Meating of the

british Association)에서 카메러 표본의 돌기의 샘(glands)이 그의 지식

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비판했으나 이것을 『네이쳐(Nature)』보고한 것

은 아니었으므로 당시 학자들에게 주목을 받진 못하였다. 이후 1926년에

노블은 비엔나의 비버리움을 방문하여 카메러와 프르찌브람의 허가를 얻

어 산파두꺼비를 검시했다.52) 노블은 카메러의 표본의 두 번째 발가락의

바닥부분에서 돌기를 제거했고, 검은 덩어리(mass of black)의 위치가

진피(dermal)에 붙어있는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노블은 현

미경 관찰을 통해 이것이 양서류의 멜라닌과 다른 색상임을 밝혀냈고 이

어 화학반응을 통해 인디언 잉크라는 것을 증명했다.53) 카메러와 프르찌

그의 매우 보수적인 정치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다. 보울러는 과학 이론과

사회적 시각 사이에 내적 연관성이 없음을 맥브라이드의 예를 통해 보였다.

Peter J. Bowler, "E. W. Macbride's Lamarckian Eugenic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Social Construction of Scientific Knowledge," Annals
of Science 41 (1984), pp.245-260. 맥브라이드의 시각은 당시의 학자들에게도

비판받은 바 있다. Arthur Keith, "Embryology and Use-Inheritance,"

Nature 112 (1923), pp.360-361.
51) E. W. Macbride, "The Inheritance of Acquired Characters," Nature 103
(1919), pp.225-226; "Dr. Kammerer's Experiments," Nature 111 (1923),
pp.841-842; "Dr. Kammerer's Alytes," Nature 112 (1923), p.98;

"Embryology and Use-Inheritance," Nature 112 (1923), pp.359-360;

“Experiments on ciona intestinalis,” pp.759-760.

52) Koestler, The Case of the M idwife Toad, pp.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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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람은 노블의 검시 결과를 인정했으나, 동시에 카메러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고 결백을 주장하며 자살했다. 카메러의 죽음과 함께 카메러

의 실험에 대한 논란이 종결되었고, 카메러의 실패는 라마르크주의 실패

의 상징으로 회자되었다.

4.2. 카메러의 실험연구에 대한 비판들

카메러의 실험에 대한 논쟁은 이론적 반대파에 의해 공격받았던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논쟁에 참여했던 학자들이 카메

러의 이론적 반대파라고 보긴 힘들다.54) 예를 들어 베이트슨과 커닝햄은

카메러의 이론적 반대파로 묘사되곤 했으나, 이들은 이론에 입각해 카메

러를 반대했던 학자들이 아니었다.

베이트슨은 대표적인 멘델주의자로 꼽히는 학자로, 1902년에 멘

델의 논문을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하여 출판했고 1905년에 유전학

(genetics)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진

화에 대해 베이트슨은 어떤 불연속적인 변이에 의해 급격하게 일어난다

는 도약진화(saltation)55)의 관점을 취하고 있었다.56) 이것은 종이 시간에

53) G. K. Noble, "Kammerer's Alytes," Nature 118 (1926), pp.209-210.
54) Koestler, op. cit; Gliboff, "The Case of Paul Kammerer: Evolution and
Experimentation in the Early 20th Century," pp.525-563. 퀘슬러는 베이트

슨, 커닝햄, 노블 등을 신다윈주의자라고 위치 짓는다. 이후에 나온 글리보프

의 논문은 카메러와 분쟁을 일으킨 사람들의 다양한 이론적 입장을 설명하면

서도 이들 대부분이 신다윈주의자와 도약진화를 옹호했는 멘델주의자라고 보

고 있다.

55) 동물문 등의 고차 분류군의 형질 대부분은 점진적으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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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서서히 변화하고, 같은 계통 내에서 변화함으로써 다른 형태를 지

닌 종으로 진화한다고 생각했던 신다윈주의의 사조와는 반대되는 개념이

었다. 또한 베이트슨은 1894년에 책 “변이연구를 위한 요소들(Materials

for the Study of Variation, 1894)"을 출간하며 다윈의 이론을 비판했다.

이러한 점으로 비추어볼 때 베이트슨을 신다윈주의자로 보는 것은 적절

하지 않아 보인다.

커닝햄 역시 카메러의 이론적 반대파라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커닝햄은 전형적인 영국의 라마르크주의자였고, 스스로도 자신을 라마르

크주의자라고 칭했다. 그는 ‘새로운 다윈주의(new darwinism)’에 대해

비판하는 글들을 썼고 바이즈만의 생식질 이론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

했다. 커닝햄은 새로운 서식지가 적응 진화로 이끄는 힘이라고 여겼고,

오히려 카메러와 마찬가지로 체세포 유도 이론을 받아들였던 학자였

다.57)

따라서 이론적 입장으로 인해 카메러가 비판을 받았다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 더 중요한 대립점은 실험에 대한 태도였다. 베이트슨과

커닝햄은 둘 다 당시 부상하던 실험방법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험연

구를 했던 학자였다. 이들이 카메러에게 가하는 비판은 이론적 측면보다

는 카메러가 실험을 행하는 차원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이었다. 베이트슨

은 1895년부터 불연속적인 변이가 정상타입(normal type)과의 교배에 의

해서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잡종교배

(hybridization) 실험을 했는데,58) 카메러의 실험은 베이트슨의 연구와 거

극히 근소한 돌연변이에 의해 도약적으로 진화했다는 가설. 고차 분류 사이

에는 중간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논거로 이러한 설이 대두하게 되었다. 이

설은 발표 당시나 현재도 일반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56) Robert Olby, "William Henry Bateson (1812–1881)," Oxford D 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Online (2013년 8월 31일 최종접속).

57) Bowler, The eclipse of Darwinism, pp.89-91.
58) Robert Olby,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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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슷한 주제였다. 커닝햄은 어류를 표본으로 하여 색깔과 시력적응

실험을 했던 실험주의자로 카메러의 이론에는 동의했지만 그의 실험적

방법에 대해서 부정했다. 베이트슨과 커닝햄의 공통점은 둘 다 엄격한

실험생물학적 방법론을 지지했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왜 베이트슨

과 커닝햄의 비판 대부분이 실험의 세부사항에 집중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베이트슨은 카메러의 실험의 과정의 논리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대신에, 실험결과를 제시하는 형태(사진, 다이어그램, 표본제시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고, 커닝햄은 실험과정의 논리, 표본을 다루는 문제, 실험의

세부사항 등에 대해 지적했다.

한편 당시 다른 학자들 중에는 카메러의 실험이 재연불가능하다

는 점을 비판한 사람도 있었다. 『네이쳐(Nature)』에서 논란이 불거지

기 전 불랭거(G. A. Boulenger)는 카메러의 산파두꺼비 실험을 시도했지

만 물속에서 방사한 알들을 부화시키는데 실패했다. 후에 불랭거는 카메

러의 실험을 통제(control)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먼로 폭

스 역시 유령멍게의 수관 절단 실험을 재연했으나 자신의 결과가 카메러

의 실험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59) 불랭거나 먼로는 실험을

재연하려고 시도하고 이것이 실패한 후에 카메러의 실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들이 처음에 실험을 재연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카메러의

실험의 논리를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석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미루어 볼 때, 실험주의 생물학이 부상하던 당시의 학

계상황 속에서 학자마다 카메러의 실험의 논리성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비판의 근거들을 종합해 보면 카메러의

실험에 대한 비판은 실험적 실행에서의 문제들에 집중되어 있었고, 라마

59) Fox,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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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크주의와 상응하는 이론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카

메러의 과학적 실패를 라마르크주의와 연결 지으려는 기존의 시각은 재

고될 필요가 있다.

5. 동시대 연구에 대한 이해와 이론에의 적용

지금까지 카메러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카메러가 사회주의적

가치에 열광했고, 소련이 그에게 실험실을 제공 하겠다고 제안했을 정도

로 그의 과학연구가 사회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도, 그의 연구내용이 사회주의와 어떠한 구체적인 연관을 가지는지에 대

해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았다. 또한 카메러의 사회주의적 가치와 그의

과학은 카메러가 가진 유대적 배경, 대중강연 등과 연결되어 그의 과학

적 사기의 필연성을 정당화 하는 근거로 다뤄졌다. 이러한 시각은 카메

러가 과학 활동 밖의 가치를 과학 활동과 연결시키려고 한 인물이었다는

해석을 낳았고, 그의 실험의 사기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를 과학자

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었다는 평가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

었다. 그러나 카메러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특히 정치적 이념과 과학연구

를 연결시키려 했던 과학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카메러

의 과학 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절에서는 카메러의 이

론을 면밀히 살펴보며 그의 과학활동이 구성되는 과정을 되짚어 볼 것이

다.

카메러가 이상적으로 여겼던 사회주의의 가장 큰 토대가 되는

가치는 교육이었다. 이것은 실제로 카메러의 과학연구와 상당히 부합했



- 35 -

다. 그는 개체가 스스로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형질을 획득하고 이것이

유전물질로 변하여 후대에 전달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따라서 교육을

강조하여 인간을 발전시켜서 이것이 후대에 전파되는 것을 강조하는 사

회상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상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이상적인 사회는

당시 위기를 겪고 있던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이었다.60)

또한 카메러는 다윈주의가 인간진보를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그에 따르면 다윈주의의 선택이론은 적자생존을 골자로

하여 전쟁으로 인한 인종정화를 옹호하는 네거티브 우생학의 발단이 되

어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 현상의 원인이 되는 것이었다. 그는 획득형질

의 유전이 무시되고 다윈주의가 옹호를 받는 이유를 과학적 정당성에서

찾기보다 당시 유럽에 만연했던 사상들과의 연관 속에서 찾았는데, 이에

대해 카메러는 획득형질의 유전이 유전에 대한 독일 과학계의 기존 견해

와 부합하지 않고 유전학자들과 반대 시각을 견지했기 때문에 배척당하

고 있다고 설명했다. 1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에 만연했던 국가주의와

인종차별주의의 이념이 획득형질의 유전과 상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61)

카메러가 다윈주의와 호응하는 이론을 반대했던 과학적 이유의

상당한 부분은 합리적이지 않았다. 예컨대, 카메러는 외부 환경에 의한

생식질의 변화가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에 프르찌

브람과 타워의 포테이토 비틀(Potato beetle) 실험62)을 행했던 것을 언급

60) Paul Kammerer, “Kultur und Rasse,” Einzeltod, Volkertod,
BiologischeUnsterblichkeit (Vienna: Anzenruber-verlagBruderSuschinsky,
1918), pp.9-10. 이 논문에서 카메러는 스스로를 사회주의자(socialist)라고 규

정하고 있다.

61) Kammerer, The Inheritance of Acquired Characteristics,, pp.13-22.
62) 포테이토 비틀의 알과 성체에 똑같은 자극을 주어 환경적 변화에 대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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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카메러는 이 실험을 통해 생식세포와 체세포가 외부 영향에 대

한 독립적인 반응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통해

체세포 유도와 평행 유도를 구별하는 것이 힘들다고 설명하면서 체세포

유도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또한 포테이토 비틀 실

험에서 포테이토 비틀의 표면이 딱딱한(rigid) 부위였다는 이유로 환경이

생식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증명하기 힘들다고 설명하

며 평행유도를 수용하지 않았다.63) 카메러는 산파두꺼비 실험이나 도롱

뇽 실험에서도 체세포 유도가 옳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직접적으로 증명

하는 것이 아니라 격세유전과 평행유도가 틀렸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체

세포 유도를 확신시키려 했다. 그러나 격세유전과 평행유도가 틀렸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체세포 유도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이라고 보긴

어려웠다.

이것에 견주어 생각했을 때, 선행연구자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카메러의 열망을 사회적 분위기와 카메러의 배경과 관련하여 설명한 것

은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카메러의 과학활동과 사회주의에의 연

결이 카메러의 배경에 의해서 갖게 된 선험적인 믿음이나 사회적 압박에

의해서만 형성됐다고 보는 것은 과학자의 연구와 그의 인생을 단편적으

로 간주하는 시각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카메러의 과학 연구를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때 주목할 필요

가 있는 것은 그의 책 『획득형질의 유전』의 ‘B. 우생학 분야’로, 『획

득형질의 유전』의 ‘A. 생물학 분야가이 획득형질의 유전을 실험으로 증

명하고 진화에서 변이의 기원이 환경이라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면, ‘B.

과 성체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관찰하는 실험. 체세포와 생식세포 사

이에 독립적인 변화를 관찰한 실험으로 그 실험 결과는 평행유도 실험을 따

랐다. 프르찌브람과 타워에 의해 이루어졌다.

63) Ibid., pp.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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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생학 분야’는 환경이 어떤 방식으로 개체에게 영향을 미쳐 진화에 이

르게 하는지 논증으로 보이려 했다. 우생학 부분은 다윈주의와 사회주의

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유전과 관련된 10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각각

의 주제는 인종이론, 미국의 멜팅팟(melting pot)64), 상호부조(mutual

aid), 농경(agriculture), 아이 입양(child adoption), 환경과 발생

(environment and development), 노화(old age), 회춘(rejuvenation), 생식

선(ductless glands), 천재(genius) 등으로, 각 주제들은 유기적으로 긴밀

한 연관을 갖진 않지만 당시 카메러가 진화에 대한 주제에서 중요하게

인식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준다.

당시 1차 세계대전 전후의 시기의 정치적 긴장 상태에서 나타났

던 우생학적 사상은 주로 네거티브 우생학이었다. 이는 인류를 유전학적

으로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결함 등 열악한 유전인자를

가진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사회운동이었다. 우생학은 19세기 말 유럽에

성행하기 시작하여 반유대주의, 백색인종주의, 제국주의, 반사회주의, 민

족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발전했고, 과학계에서는 당시 막 부상하던 유전

학과 결합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형질들을 유전자의 산물로 간주하는 경

향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모계의 유대혈통을

이어받은 카메러는 유대적 혈통으로 인해 학창시절은 물론, 연구활동에

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려진바 있다. 또한 그가 있었던 연구소 역시 유

대인 과학자만 근무하는 곳이었다.65)

당시의 사회상과 카메러의 개인적인 배경은 카메러가 다윈주의

64) 1908년에 쟁윌(lsrael Zangwill)의 극 'The Melting Pot‘에 의해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거대도시에서 서로 다른 국가, 인종, 문화를 가진 요소들이

동화되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이다.(출처: 고영복 저, 『사회학사전』, 사회문

화연구소)

65) Gliboff, “Protoplasm …is Soft Wax in Our Hands: Paul Kammerer and

the art of Biological Transformation," pp. 16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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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부하는데 일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카메러의 우생학의 가장 큰 주

제는 다윈주의에 대한 반대와 사회주의에 대한 옹호였는데, 이것은 당시

에 유행하던 네거티브 우생학이 아니라, 포지티브 우생학이라는 실천적

인 성격의 과학이론으로 귀결됐다.

그러나 카메러가 다윈주의를 거부했던 데에는 과학적 이유도 크

게 작용했다. 그 중 하나는 동시대의 다윈주의 계승자들이 다윈주의를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카메러는 “원래 다윈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종의 변화를 일으키는 두 가지 힘은 ’적응(adaptation)'과

‘선택(selection)’인데 다윈의 계승자들이 후자만을 다윈주의의 전부인 것

처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66) 카메러에 따르면, 진짜 다윈주의는 상향

발전(upward development), 즉 진보를 신조로 하는데, 이 진보는 개인

(individual)만의 발전이 아니라 그룹 전체의 발전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

다.67) 카메러는 “만약 생존을 위한 분투를 진보 원리로 여기고, 선택에

의한 제거를 생산적 도구로 여긴다면, 다윈주의는 비다윈주의

(anti-Darwinism)가 되고 역행을 원칙으로 하는 진화 이론이 된다.”고

하면서, 진화의 주된 원리로 선택이론을 강조하는 것을 부정했다.68)

또한 카메러는 순종(purity of race)끼리의 교배는 과학적으로도

종의 퇴화를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쟁과 같은 수단으로 우성

인종이 보존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 되었으며, 따라서 인종이론가(race

theorist)의 기대는 만족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우월함(superior)

과 열등함(inferior)을 신체적 차이나 정신적, 윤리적 차이로 정의하는 당

시의 인종이론가들을 비판했다. 무엇보다 인종이론은 가변적이지 않은

국가적 특징이 존재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으면서 진화를 확신하고 있

66) Kammerer, The Inheritance of Acquired Characteristics, p.261.
67) Ibid., p.263.
68) Ibid., p.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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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카메러는 이러한 태도가 자체모순적인 면을 가진다고 꼬집었

다.69) 카메러는 다윈을 잘못 계승한 선택이론이 사회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인종이론과 국가주의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입장

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인종주의자, 국가주의자들이 다윈의 후계자

를 표방하면서 전쟁을 통한 인종 정화를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카메러는 인종이론가들의 주장의 반례로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선택이론의 사회적 적용이 적절하지 않음을 보이고자 했다. 카메러는 다

윈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라 교배와 선택만을 진화의 주된 원리로 고려한

다면, 미국인들은 단순히 혼합된 종(mixed type)이 될 수 없고, 선택받은

자들(the chosen people), 예정된 종(predestined type)으로 간주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단일성이 전혀 없는 민족들이 모여서 만든 새로

운 종류의 국가였기 때문에 인종주의 이론을 적용할 수 없었을 뿐만 아

니라, 카메러가 책을 쓸 당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새로운 패권국가로

부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등하다고 볼 수 없

었기 때문이었다. 카메러가 볼 때 미국의 부상은 인종이론가들의 이론과

일치하지 않는 좋은 사례였다.70)

카메러는 인종이론의 이러한 모순을 환경이 인종적 특징에 관여

한다는 설명으로 해소하려 했다. 환경이 본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

록 원래 본성이 다를지라도 동일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윈주의의 종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미

69) Ibid., pp.266-271.
70) Ibid., pp.272-281. 여기서 혼합된 종은 단순한 혼혈 민족을 의미한다. 혼혈

은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인종주의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열등한 특성을 지니

고 선택에 의해 제거돼야 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더 잘 적응하여 다른 종

들에 비해 진보를 이룬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신다윈주의적 표현으로 선택

된 종 혹은 예정된 종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했다. 카메러가 보기에 이것은

모순적이었고,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이 인종특징에 관여하기 때

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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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들에 대한 설명을 가능케 했는데, 이들은 다윈주의에서 말하는 ‘선택

받은 종’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는, ‘스스로 발전하고 있는 종’

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카메러는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종적 분화를 수

렴 적응(convergent adaptation)이라고 정의했는데, 이것은 같은 환경에

서 자란 동물들이 환경 요구하는 만큼만 차별화 되면서 많은 유사성을

갖는 현상을 뜻한다. 이런 유사성이 유전됨은 물론이었다. 따라서 공통적

환경에서 획득한 유사성이 유전되기 때문에 비슷한 점을 갖게 되는 것이

지, 혈통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카메러는 설명했다.71)

다윈주의 선택이론에 대한 카메러의 부정은 근본적으로는 ‘적응’

과 ‘선택’에 대한 이해가 동시대의 다윈주의자들과 달랐기 때문으로 여겨

진다. 카메러는 다윈식 해석에서 ‘적응’은 창조적(creative)이고 진보적

(progressive)인 원리(principle)이고 ’선택‘은 적합하지 않은 것(unfit)으로

부터 적합한(fit) 것을 분리해 내는 여과기(sieve)와 같은 역할이라고 정

의했다.72) 또한 “오직 획득형질이 손해를 입는 한에서만 선택에 의해 제

거되는데, [이것은 환경의 영향에 따라] 일시적으로 작용한다.”고 진술했

다.73)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적응이 진화의 주된 원리가 되고 선택은 적

응을 돕는 부수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 카메러는 다윈 역시 획득형

질의 유전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오히려 적응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다윈의 적응개념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모든 생명체

를 토착종(localized varieties)으로 정의했는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했던 ’

수렴적응‘과 연결되는 개념으로 모든 종들은 근본적으로 환경적 영향에

의해서만 형질을 얻어 종으로 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함축하는 용어라

고 볼 수 있다. 카메러에 따르면 다윈주의의 선택이론이 진화의 가장 주

71) Ibid., pp.272-281.
72) Ibid., pp.253-255.
73) Ibid.,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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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원리가 된다면 종의 분화가 너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생

기기 때문에 이를 진화의 근본 원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했다.

또한 인간이 불행한 유전적 경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시각을

견지하는 신다윈주의의 입장은 구약에서 비롯된 미신과 같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는데, 카메러는 진화에서 상호간에 도움을 통해 발전하는 상호부

조(mutual aid)의 개념을 제시하며 ‘상호간의 도움을 이상으로 하는 교

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으로 유전적 재생성을 가능케 할 수 있고

이것이 진화의 기전(mechanism)이 된다는 것이었다.74) 카메러는 교육의

중요성을 젖소교배의 예를 통해 설명했는데, 카메러는 우수한 품질의 우

유를 많이 만드는 젖소들만을 골라 교배하여 우수한 젖소들만 나오게 하

는 것이 교배와 선택에 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우유를

만들도록 목적을 갖고 시키는 훈련(training)과 적용(application)이 유전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카메러는 동물을 통해 관찰한 것을 본질적으

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동물을 통해 사람의 진화를 유

추하려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했다.75) 그리고 아이의 입양의 예를 통해

해로운 환경에서 받은 것이 무엇이든 더 나은 환경으로 변화시키면 나쁜

형질을 삭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76)

카메러는 환경과 유전의 상관관계를 강조하는 자신의 이론에 대

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그 작용 기전을 상세히 기술하고 모순적인 특

징들을 해명하려고 노력했다. 이를 위해 카메러는 그의 책에서 다섯 절

을 할애하여 설득하려 노력했다. 그 중 첫 번째는 발생과정에서 환경적

영향의 정도에 대한 문제였다. 당시의 생물학자와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생식세포에서 유전자만이 아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를 가지고

74) Ibid., pp.281-286.
75) Ibid., pp.287-294.
76) Ibid., pp.29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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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지만, 카메러는 그들이 생명체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생식의 영향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다. 카메러에 따르면,

개체가 자라는 동안뿐만 아니라 발생시기에도 유전자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물론 발생 동안에의 환경의 영향은 태아가 태어난 후보

다는 적을 수밖에 없지만, 본질적으로 임신 기간에 엄마의 생체 상태와

환경에 따라 그 자극이 태아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이었다. 예컨대 범죄

를 저질러서 감옥에 있는 산모들은 감옥이라는 나쁜 환경적 영향을 태아

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유전적인 범죄성(criminality)을 억

제하려면 산모들의 형을 미루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77)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늦은 출산과 태아의 지혜 사이의 연관성

을 설명하는데 모순을 안고 있었다. 만약 카메러의 이론대로라면, 자녀를

늦게 낳을수록 더 똑똑한 아이를 낳아야 옳았다. 나이가 많을수록 부모

들은 더 많은 경험을 하여 지혜가 쌓이게 되고 그것이 고스란히 아이에

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카메러는 늦게 얻은 자손은 유전 받은

풍부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활력(vitality)을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식을 늦게 낳을 때는 더 지혜로운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

다고 설명했다. 즉, 획득형질이 유전된다는 것은 자연법칙이고 그에 따르

면 경험이 유전돼야만 하는 것이 맞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신체는 쇠약

해지기 때문에 유전적 경험의 발현이 제대로 발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덧붙여, 이것은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게 아니고 법칙이 작동했으나 환경

에 의해서 방해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법칙을 무효화시키는 반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78)

이처럼 카메러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체계를 만들어 내

77) Ibid., pp.302-305.
78) Ibid., pp.30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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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노력했다. 그는 ‘개인이 직접 체험한 경험’을 ‘유전된 경험’보다 우

위에 두며, 경험이 ‘개체를 스스로 고갈시키고 늙게 만들다’고 이론을 체

계화했다. 또한 내분비선을 유전의 책임자(executives)로 정의하고, 내분

비샘 관리를 통해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원기회복 방법을 소개하면서 독

자들에게 자신의 이론을 실제 생활의 영역에서까지 실천해 보라고 촉구

하기도 했다.79)

그러나 획득형질 유전의 세부사항에 대한 카메러의 논리체계는

과학실험을 증거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카

메러는 생식세포 내부에서 일어나는 유전적 변화가 평행유도인지 체세포

유도인지를 실험을 통해 직접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

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메러는 자신의 논리체계를 설득력 있게 뒷받침

해줄 과학이론으로 드브리스의 돌연변이 이론(mutation theory)을 제시

했다.80) 이것은 유전자는 돌연변이를 통해 변화한다는 것을 전제하며,

1901년 큰달맞이꽃의 교잡 실험을 근거로 하여 진화의 근원이 돌연변이

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드브리스는 다윈의 판제니시스(pangenesis) 개념

을 기반으로 하여 유전을 관장하는 유전물질로 판겐(pangen)이라는 최

소 단위를 상정했는데, 그의 설명에 따르면 판겐은 평소에는 안정한 상

태를 유지하지만 간혹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변형되고, 이러한 변형은

새로운 종을 출현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설명은 “외부자극에 의

해 신체 일부가 변하고 그 자극이 생식질에 도달하여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는 카메러의 주장에 존재하는 간극을 채워줄 수 있는

설명이었다.81) 따라서 카메러는 드브리스의 돌연변이 이론이 “진보 독트

린을 유지할 수 있는 단하나의 희망”이라고 보았다.82) 카메러는 눈먼동

79) Ibid., pp.317-341.
80) Ibid., pp.253-260.
81) Ibid.,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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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도롱뇽붙이의 시력실험을 통해, “환경의 영향은 눈의 퇴화를 자극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상태를 유전적으로 고정시키는 힘은 가지지 않

는다“라고 서술한 바 있었는데,83) 카메러는 자신의 이론에서 불안정한

상태인 획득형질이 유전적 물질로 고정되는 과정의 간극을 드브리스의

이론이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획득형질의 유전』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그가 에른

스트 헤켈을 계승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생물학사가인 글리보프는 카메

러가 헤켈식의 다윈주의를 옹호하려고 했던 인물로 보았는데, 정확히는

헤켈이 가지고 있던 사상의 특정 부분을 계승하려 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카메러는 본문에서 “어느 좋은 날 모든 가식들(disguises)이 추락

하고 잘못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라마르크, 괴테, 다윈의 사상으로 돌아

갈 것이다”라고 기술했는데,84) 헤켈이 라마르크, 괴테, 다윈의 사상을 통

합하려고 했던 사실은 당시에 잘 알려져 있었던 것이었다.85) 또한 카메

러는 그의 책에서 헤켈이 다윈의 자연선택을 정의한 것을 그대로 차용하

여 당시의 다윈주의자들이 정의하는 선택이론에 대한 비판을 시작했으

며, 헤켈주의에 대한 강연과 캠페인을 꾸준히 했고, 당시의 헤켈주의자들

과도 깊은 유대를 맺었다.86) 이를 통해 미루어 볼 때, 카메러에게 있어서

헤켈의 사상은 그의 이론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큰 의미를 지녔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헤켈적 사상에 근거해서 카메러가 바람직하다고 보았던 이론은

포지티브 우생학이었다. 카메러는 이것을 향상된 환경, 개인에게 특화된

82) Kammerer, The Inheritance of Acquired Characteristics, p.257.
83) Ibid., p. 241.
84) Ibid., p.19.
85) Bowler, The Eclipse of Darwinism: Anti-Darwinian Evolution Theories
in the Decades around 1900, p.28.

86) Gliboff, “The Case of Paul Kammerer: Evolution and Experimentation in

the Early 20th Century,” pp.5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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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훈련을 본질로 하여, 인종주의적 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다윈주의의 선택원리를 네거티브로, 환경적 유전을 받아들이는 자

신의 이론을 포지티브로 대조하면서, “만약 인종주의자들이 원하는 대로

전쟁을 통해 [열등한 형질을 가진 개체를] 삭제하여 진화에 도달하려면,

인종은 새로운 형질을 획득할 수 없으므로 해로운 요소를 제거하는 선에

서만 발전이 가능”할 뿐인데, 이것은 진보하며 진화해 온 인간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식인들 사이에

만연한 획득형질의 유전에 대한 편견을 극복해야만 하고, 이후 생산적이

고 더 나은 다음세대를 만드는 우생학의 방법론이 우리 눈앞에 열릴 것

이다”라고 설명했다. 카메러의 포지티브 우생학은 무엇보다도 ‘훈련

(training)’과 '적용(applic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고 설계하는 성격의 것이었다. 그의 우생학은 자연

선택에 의해 부적합한 것을 제거하고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부적합한 것을 향상시키도록 개인의 노력을 독려

했다.

다윈, 드브리스, 헤켈에 대한 카메러의 채용을 어떻게 평가해야

만 할 것인가? 카메러는 다윈, 드브리스, 헤켈에게서 자신의 입장이나 주

장과 합치되는 부분만을 주목하고 이를 가지고 온 경향을 보인다. 다윈

의 이론과 관련해서 카메러는 자연선택을 통해서는 진보적 진화가 일어

날 수 없다고 해석했지만, 다윈의 저작을 살펴보면 그가 기본적으로 ‘선

택’의 원리를 골자로 하여 변화한 환경에 적합한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 그 적합한 유전자를 다음세대에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진보적

진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윈은 “만일 어떤 생

물에게 유익한 변이가 일어났다면 이와 같은 형질을 가진 개체는 틀림없

이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보존되는 가장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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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전의 강력한 원리에 의해 그것들은 같은 형질을 가진 자손을

낳는 경향을 나타낼 것이다. 이와 같은 보존의 원리를 나는 ‘자연 선택’

이라고 불렀다. 이 자연선택에 의해 어느 생물이건 유기적 및 무기적 생

활조건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개량하고,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체제의

진보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다.”87) 라고 설명하면서 자연선

택을 진보로 이끄는 진화의 근본 원리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카메러는 다윈이 획득형질의 유전을 인정했다고 간주했는데, 다

윈은 제한된 의미에서 용불용이 유전된다는 정도만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둘 사이의 간극이 발생한다. 획득형질의 유전에 대한 다윈의 견해는 환

경에 의해 개체가 신체의 어떤 부위를 많이 쓰거나 적게 쓰느냐에 따라

일어나는 발달 혹은 퇴화의 정도가 유전이 되고 같은 환경이 세대 간 반

복되면 이러한 용불용작용이 축적되어 특수한 구조에 이른다는 것으로,

개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환경으로부터 어떤 형질을 획득

하다는 의미는 아니었다.88) 그러나 카메러는 다윈의 적응에서 변이의 기

원이 ‘환경’이며, 이렇게 이루어진 변이가 유전가능하다는 것만을 강조하

여 받아들였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한 이후 많은 학자들이 목

적을 가지고 외부로부터 형질을 획득한다는 이해가 잘못되었다고 계속해

서 지적해왔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다윈의 진화개념에 대한 카메러의

이해가 다윈의 사상을 충분히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드브리스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경향을 볼 수 있다. 카메러는 자

신의 교배실험에서 획득형질이 장기간의 안정화하는 과정을 거쳐 멘델의

법칙을 따른다고 기술한 바 있다. 그는 이 안정화하는 과정에서의 간극

이 드브리스의 돌연변이 개념을 통해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이

87) 찰스 다윈, 『종의 기원』, 홍성표 옮김, 홍신문화사 (2009), pp.125-126.

88) Kammerer, The Inheritance of Acquired Characteristics, pp.13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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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카메러의 돌연변이는 드브리스의 돌연변이와는 달리 매우 목적

적인 의미, 즉 환경적 자극에 의해 체세포가 형질을 획득하면 그것이 생

식세포의 유전 물질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체세포가 획득한 형질을 안정화하는 기능을 한다는 의미를 담게 되었다.

카메러가 드브리스의 돌연변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그러

한 해석이 그가 원하는 진보적 진화, 즉 “적응(adaptation)”에 부합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카메러는 모든 타고난 것이나 유전된 형질은 과거에

환경으로부터 획득한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오로지 외부 환경으로부터

유기체가 ‘주체적으로’ 특성을 획득해야 만이 종적진보와 사회적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카메러의 이론적 맥락에서

드브리스의 이론은 획득된 형질이 안정화되어 유전되는 과정을 정합적으

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었고, 따라서 카메러는 그가 다윈의 ‘적응’을

해석했던 것처럼 드브리스의 이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였던 것

이다.

이러한 특성은 헤켈의 경우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헤켈은 카메러

처럼 와이즈만의 이론에 반대했던 사람이었다. 또 그는 환경에 의한 변

이와 적응을 옹호했고, 다윈의 본래 이론에서 획득형질의 유전을 중요하

게 받아들였으며, 진화에서 개체의 변이가 아닌 집단적 진화를 옹호했다

는 점에서 카메러의 이론과 통하는 점이 많았다. 그러나 카메러가 헤켈

에 근거해서 제시한 포지티브 우생학이 과연 헤켈의 이론과 합치하는지

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카메러가 궁극적으로 가장 경계했던 과학적 인

종주의는 독일의 헤켈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19세기 말, 독일은 제

국주의 경쟁에서 뒤쳐져 있었고, 좌우파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었

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처럼 개인주의적 생존경쟁에 입각하여 다윈주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집단주의적 생존경쟁에 입각하여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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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윈주의자이자 민족주의자였던 헤켈은 이러한 시각의 사회다윈주의를

대중화했고, 그의 진화이론을 기초로 제국주의적 침략과 인종주의적 편

견을 합리화했다. 헤켈에게 중요한 것은 독일 민족의 우월성과 생물학적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었고, 헤켈은 이것이 다른 민족의 제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89) 따라서 헤켈의 우생학적 사고

는 카메러가 비판했던 네거티브 우생학에 오히려 더 흡사했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보여주듯이, 카메러의 과학 연구는 다윈주의

에 대한 반대, 사회주의의 옹호, 포지티브 우생학이라는 대안 이론의 제

창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카메러는 동시대의 여러 과학이론들을 선별적

으로 선택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변형해서 적용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는 카메러가 동시대의 과학이론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도 볼 수 있

었다. 그렇지만 비록 카메러가 자신의 이론에 유리한 방향으로 동시대의

과학이론들을 적용하고 모순적으로 해석했다 하더라도, 과학자로서 유전

기작에 대한 고민, 과학이론이 사회에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는 고민과 함께 나름대로의 체계적이고 정합적인 이론을 고안하려고 노

력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카메러가 자신의 과학 외적인 활동을 옹호

하기 위해 과학연구를 수단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거꾸로 자신의 과

학 이론의 발전을 위해 외적인 요소를 자의적으로 끌어들인 것도 아님을

보여준다. 다른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의 이론을 체계적이고

더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동시대의 과학 이론

들, 사회적 사상들이 자연스럽게 과학의 한 요소로서 들어와서 그의 오

랜 실험과 함께 섞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89) 김호연, 『우생학, 유전학 정치의 역사-영국, 미국, 독일을 중심으로』, 아침

이슬(2009), pp.23-37, 195-207, 25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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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지금까지 카메러의 연구활동을 다루면서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

자 하였다. 첫째, 카메러는 유전과 진화에 대해 단순히 라마르크주의나

다윈주의로 정의할 수 없는 독특한 시각을 지니고 있던 학자였고, 둘째,

카메러가 비록 실패한 과학자로 평가받지만, 그는 과학자로서 뚜렷한 정

체성을 가지고 이론적 체계를 고민하고 완성하려고 했던 학자였다는 것

이다.

이것은 라마르크주의 이론과 카메러의 사회주의에 대한 옹호를

연관시켜 과학 외적인 요인에서 실패를 찾았던 기존의 관점을 거부하고,

한 과학자의 이론체계가 과학적 연구와 과학자 개인의 가치관이 어우러

져 구성되는 총체적인 성격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카메러의

연구 프로그램은 과학 외적인 활동에서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가 동시

대의 이론을 이해하는 방식과 맞물려 전개된 결과물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비록 카메러가 동시대의 이론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거나 잘못 이해

하여 자신의 이론에 적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본 연구가 보여주는 것

은 그가 실험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 하려고 했던 목표, 과학자들의 논

쟁을 통해 그가 자신의 시대의 과학자들이 공유했던 사고와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본 연구자는 ‘과학적 실패’에 대한 재고를 제안하며 끝맺으

려 한다. 카메러의 실험결과는 많은 의문을 남긴 채 지금까지 재연되지

못했지만, 그의 과학적 아이디어는 후성유전학이라는 새로운 지적 배경

에서 재발견이 시도되고 있다. 이것은 정합적인 과학의 진보에 반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과학적 실패’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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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적인 성격의 것임을 시사한다. 이 논문에서는 카메러의 논문과 『획득

형질의 유전』이라는 책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그의 이론과 실험, 정치

적 사상을 연결해보려 했으며, 그의 “실패”를 당시의 맥락 속에서 파악

해 보려고 했다. 이를 통해 과학적 정론이 채택되는 과정은 당시의 이론

적, 시대적, 사회적 배경이 총체적으로 혼합되는 가운데 진행된다고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른 실패한 과학에 대해서도 비슷한 형태의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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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interpretation of the Failed

Science

The Case of Paul Kammerer's Midwife Toad

Experiment

Seonmi Ji

Program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ustrian herpetologist Paul Kammerer(1880-1926) has been

known as a ‘failed’ scientist for the past 90 years. Kammerer had

become famous for proving the inheritance of acquired characteristics

through the so-called “midwife toad experiment.” However, his

midwife toad specimen was disclosed as fabricated and thereafter, he

committed suicide pleading his innocence. Since then, this incident

has been referred to as a typical example of scientific frau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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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biology. And he also has been regarded as a scientist who

led to the fall of the Lamarckian theory of evolution. In this thesis, I

analyze his book The Inheritance of Acquired Characteristics and try

to find out whether these statements on Kammerer are appropriate or

not. While I explore the way how Kammerer applied his

contemporary theories to his own, I analyze the cause of his failure

and try to make a critical reappraisal on Kammerer.

Previous studies sought the cause of his failure from his

personal background such as his Jewish ancestry, socialistic attitude,

and careless characteristics, or viewed his failure as derived from the

political conflicts between Neo-Darwinism and Lamarckism of his

time. These perspectives inevitably correlate his scientific failure with

his socio-political values, and reflect the idea that socio-political

values damage the scientific value.

In this thesis, I argue on two points. First, I reconsider the

premise that Kammerer was a Lamarckian. This premise was

interpreted in the relationships with his socialistic attitude, and

supported the idea that he projected his political value onto his

scientific activities. I argue that Kammerer had distinctive

perspectives on heredity and evolution, which cannot simply be

defined as Larmarckism. His hereditary and evolutionary ideas were

inconsistent with both Neo-Darwinism and Lamarckism. His research

program was criticized by contemporary scientists not by his

theoretical stance but by his experimental processes. Second, I argue

that even though his scientific work has been regarded as bei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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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 he was a scholar who had his own identity as a scientist and

tried to complete his own theoretical system. His research program

was a holistic work that reflected his way of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phenomena and theories, which cannot simply be said

to be resulting from his socio-political activities.

In conclusion, I argue that Kammerer was neither a

Lamarckian nor a charlatan who misused science for his individual

virtues.

keywords : Paul Kammerer, Inheritance of Acquired

Characteristics, Lamarckism, Neo-Darwinism, Scientific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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