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이학석사 학위논문 

 

 

과학 활동에서의 메타포와 생산성 

: 유전체편집기술 사례 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정 유 희 



과학 활동에서의 메타포와 생산성 

: 유전체편집기술 사례 연구 
 

 

지도 교수   장 대 익 

 

이 논문을 이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 년 6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정 유 희 

 

정유희의 이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 년 8 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i 

 

초   록 

 

본 논문의 목표는 과학 메타포의 특성과 역할을 모두 설명하는 가치를 

찾고 이를 기준 삼아 유전체편집기술의 메타포를 평가하는 것이다. 

메타포에 관한 비구성주의에서는 메타포를 비이성적인 언어로 여기며 

과학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성주의는 메타포 없이는 

과학을 설명조차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그들은 메타포의 사용이 그 

자체로 창조적이기 때문에 과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대표적인 

구성주의자로서 블랙은 상호작용 이론으로 메타포의 개념을 정의하고, 

메타포의 창조적인 힘을 설명하고자 했다. 그는 원관념과 매개 대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으로 인해 메타포 고유의 인지적 의의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메타포가 아닌 다른 언어로 대체하면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과학에서 메타포가 수행한 다양한 역할을 예로 

들어 이 의미의 정체를 밝히려던 구성주의의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한편 머캐머, 헤시 등은 메타포의 특별함이 유비적 사고로부터 비롯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유비가 언어 기술로 나타난 것이 메타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유비라고 했다. 그 결과 메타포의 독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비와 

차별되는 메타포의 가치를 보여야 했다. 

켈러는 생산성 개념을 제안하여 메타포의 가치를 표현하였다. 그는 

분자생물학과 발생학의 역사를 검토하여, 메타포의 기여를 전보다 폭넓게 

인정했다. 그에 따르면 메타포는 설명이나 예측적 속성을 지닐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모형으로서 과학 활동의 수단이 되었다. 연구자는 아직 지식 

체계가 불완전함에도 메타포 덕에 과학 활동을 이어 나갈 가설을 세울 수 

있었다. 이처럼 메타포가 과학에서 지식의 확장을 위해 사용될 때, 켈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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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타포를 생산적이라고 했다. 이때 과학적 생산성은 유비가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한 기능을 표현한다. 또한, 구조-사상 이론의 도움으로 본 

논문에서는 메타포, 유비, 생산성 및 반-생산성을 설명하였다. 애매성의 

원천으로부터 목표 영역으로 이루어지는 투사는 이 개념들을 가시화했다. 

본 논문에서 생산성 개념을 통한 분석의 사례로 삼은 유전체편집기술은 

과학과 사회의 두 맥락에 걸쳐 중요한 기술이다. 따라서 이 기술의 적절한 

명칭을 정하기 위해서는 두 영역의 가치가 모두 반영된 균형 잡힌 기준이 

필요하다. 지금껏 생명 윤리적 시각에서 유전체편집은 사실을 정확히 

묘사하지 않는 부적절한 메타포로 여겨졌다. 하지만 생산성 관점에서 볼 때 

유전체편집 메타포는 반-생산적인 점도 있으나, 다른 메타포에 없는 생산적 

면모를 갖는다. 이는 이 메타포의 애매성이 발현한 결과이며 유전체편집 

메타포가 만연한 이유를 설명한다. 

이를 통해 나는 메타포가 생산성으로 설명되는 독특한 가치를 지니며, 

여기서 생산성이 과학 맥락에서 메타포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적절한 기준이 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주요어: 메타포, 상호작용 이론, 생산성, 유전체편집기술, 켈러 

학  번: 2015-20493 

  



iii 

 

목   차 

 

초록 ........................................................................................................... i 
 

1. 서론 ..................................................................................................... 1 

 

2. 과학에서의 메타포 ................................................................................ 4 

2.1. 상호작용 이론 .................................................................................... 5 

2.2. 메타포의 인지적 의의 ........................................................................ 9 

2.3. 상호작용 이론 비판 ......................................................................... 14 

 2.3.1. 언어 기술로서 메타포 ........................................................... 15 

 2.3.2. 의미의 네트워크 이론 ........................................................... 18 

2.4. 결론.................................................................................................. 21 

 

3. 분자생물학적 메타포에 관한 켈러의 견해 ........................................... 26 

3.1. 과학적으로 생산적인 메타포 ......................................................... 28 

 3.1.1. 모형으로서 생산적인 메타포 ................................................. 29 

 3.1.2. 분자생물학 모형으로서 생산적인 메타포 .............................. 31 

 3.1.3. 과학적 생산성........................................................................ 32 

3.2. 생산적 메타포와 반-생산적 메타포 사례 ....................................... 34 

 3.2.1. 반-생산적 메타포: 유전자와 유전자 작용 모형 ................... 35 

 3.2.2. 생산적 메타포: 유전적 프로그램 모형 .................................. 38 

3.3. 켈러 견해의 의의와 구조-사상 이론 .............................................. 42 
 

4. 사례 연구 ........................................................................................... 50 

4.1. 유전체편집기술 사례의 함의 ......................................................... 53 

4.2. 유전체편집은 생산적 메타포인가? ................................................ 55 

 

5. 맺음말 ................................................................................................ 62 

 

 

참고문헌 ................................................................................................. 65 

Abstract ................................................................................................. 68 



- 1 - 

 

1. 서론 

 

최근 과학 분야에서는 적절한 용어의 사용이 안팎으로 요구됨에 따라 

메타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메타포에 관한 통일된 견해는 

찾기 힘들며 적절한 메타포의 기준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된 데에는 

과학에서 메타포가 모형과 더불어 오랜 기간 동안 소외됐던 탓이 크다. 특히 

정확한 언어의 사용을 강조한 논리경험주의와 논리실증주의 전통의 

그늘에서 메타포는 과학 지식을 기술하기에 부적절한 언어로 취급되었다. 

이들은 메타포를 단지 문학이나 예술 따위에 어울릴 수사법으로 여겼다. 

하지만 1950 년대 논리실증주의의 지배가 약화되면서, 1960 년대 막스 

블랙(Max Black)의 상호작용 이론과 같이 과학에서 메타포 특유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도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상호작용 이론에서 

블랙은 메타포로 기술된 문장이 다른 표현으로 대치(代置)된다면 메타포 

고유의 특성이나 의미를 잃는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에 언어학의 화용론이나 인지 심리학 분야에서도 메타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는데, 그 결과 메타포의 정체와 기능을 설명하는 

이론이 제안되었다. 더 최근에는 메타포의 중요성이 더 폭넓게 인정되어 

메타포를 연구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생겼다.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인지와 사고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기 위해, 혹은 인간 심리에 기반한 

사회학적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소통에서 사용되는 메타포를 분석하는 

여러 방법론이 개발되었다. 주로 경험 연구에 사용되는 이러한 방법론은 

연구 목적에 맞게 인간 인지의 메타포 처리 속도를 측정하거나, 또는 언론 

매체 및 피실험자의 구술에서 특정 메타포가 등장하는 빈도를 측정하여 

분석한다(Todd & Low 2010; Gentner et al. 2001). 

본 논문에서 나는 메타포를 정의하고 메타포의 속성을 밝히며, 이를 

토대로 유전체편집기술의 메타포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말인 

은유가 아니라 메타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흔히 

우리는 문학에서 처음 ‘은유’를 접하고, 은유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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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포’라고 배운다. 그리고 은유와 직유의 대비를 통해 은유의 개념을 

이해한다. 그런데 은유와 메타포 각각의 어원을 찾아보면 그 둘의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직유가 ‘같다’ 등의 비유사를 사용하고 뜻하는 

바를 직접 드러내는 데 반해, 은유는 의미가 숨어있어서 독자가 추론을 통해 

그 뜻을 찾는다. 한편 그리스어를 어원으로 두는 메타포는 ‘전환’을 뜻하는 

‘meta’와 ‘실어 나르다’라는 뜻의 ‘phora’의 합성어이다. 즉, 전자는 직유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숨겨진 의미를 추론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후자는 

의미의 이동을 강조한다(류수열 & 이지선 2015: 19-21). 내가 논하고자 

하는 대상은 이중 후자에 가깝기 때문에 은유 대신에 메타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메타포의 철학적 개념을 밝히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이론 전후로 등장한 

여러 견해를 되짚어보아야 한다. 메타포가 본질적으로 언어 기술 방식에 

불과하다면, 유전체편집 메타포의 의미에 주목할 것 없이 수사적인 면모만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해는 충분하다. 그러나 나는 메타포가 단지 문자의 

참신한 배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앤드류 오토니(Andrew 

Ortony)가 세운 임의적 분류에 따라, 구성주의(constructivist)와 

비구성주의(nonconstructivist) 중 구성주의적 입장을 지지하려는 

것이다(Ortony 1993: 2). 과학 언어가 순전히 문자(literal) 언어로 

기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비구성주의에 따르면, 메타포는 과학의 

구성요소가 아닌 수사(rhetoric)로 특성화된다. 반면 구성주의적 입장은 

메타포 언어와 문자 언어의 구분이 불가능하며 메타포 언어의 사용이 그 

자체로 창조적인 활동임을 주장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1900 년대 중반 이블린 폭스 켈러(Evelyn Fox 

Keller)는 메타포의 역할에 관해 더욱 급진적인 입장을 취했다. 켈러는 이론 

지배적이고 물리학의 사례가 주를 이루던 전통과 대조적으로, 분자생물학의 

학문적 특성을 이론과 실험의 영역이 구분되지 않으며 법칙이나 규칙에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신에 그는 이론이나 법칙이 하던 역할을 

메타포와 메타포를 이용한 서사가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즉, 그는 20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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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생물학의 사례를 통해 메타포가 과학의 실천에 직접 개입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사례 속 메타포를 통시적으로 관찰하여 비판하는 과정에서, 켈러는 

생산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메타포를 평가했다. 과학에서 메타포에 관한 

풍부한 해석을 억제하고 이를 단지 장식 수준으로 여겼던 비구성주의 

입장에 비해,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삼은 켈러의 입장은 인상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켈러와 마찬가지로 구성주의 입장을 지지하는 동시에 

그가 제안했던 생산성 개념을 메타포의 종합적 평가에 이용할 것이다. 

하지만 켈러의 설명만으로는 생산성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평가에 적용하기 

이전에 이 개념을 정식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 장에서는 블랙의 

상호작용 이론이 정의하는 메타포 개념을 살핀다. 그리고 메타포의 특성이 

기존에 설명된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다른 개념으로 

대체될 수 없는 메타포의 독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생산성 개념이 

설명해야 할 요건을 살핀다. 3 장에서는 켈러가 제안한 생산성 개념이 

무엇인지 정리한다. 그 후, 2 장에서 조사한 요건을 만족시키며 메타포의 

특성으로 인한 효과까지 설명하는 생산성 개념의 정립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4 장에서는 생산성 개념을 토대로 유전체편집 메타포를 평가 및 

분석한다. 이 결과는 과학적 맥락에서 유전체편집 메타포가 차지하는 가치를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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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에서의 메타포 

 

메타포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그 자체로 논쟁거리가 되는 주제로, 

메타포의 신비로운 역량과 그 정체에 관해 많은 학자는 의문을 품어왔다. 

17세기 무렵의 메타포는 과학 지식을 기술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언어로 

여겨졌다. 애매하고 맥락 의존적이라는 이유로 메타포적 언어의 사용은 

이성에 반하는 일탈적인 행위로 취급되었다(Hesse 1993: 49). 하지만, 

메타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이들은 과학에서 실제로 메타포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과학사에서의 사례들을 꼼꼼히 분석했다. 예컨대 1950년대 

브레이스웨이트(Richard Braithwaite), 메리 헤시(Mary Hesse), 어니스트 

휴튼(Ernest Hutten)을 비롯한 영국의 몇몇 학자들은 모형의 철학적인 

측면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모형에 관한 논의의 물꼬를 텄다. 

한편 1970-80년대에는 형식언어에서 자연언어로 철학적 관심이 

옮겨가면서 메타포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메타포가 이론을 응용하여 

설명한다는 점에서 모형과의 유사성에 주목한 과학철학자들은 특히 모형과 

메타포 각각의 인식론적 지위, 그 사이의 관계에 관해 궁금해했다. 오늘날 

메타포를 설명한느 이론에는 대표적으로 직유(simile) 이론, 상호작용 이론, 

그라이스 이론, 비인지주의 이론이 있다(Reimer & Camp 2008). 이중 

상호작용 이론은 1960년대 막스 블랙(Max Black)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는데, 메타포를 주제로 삼는 연구 대부분이 블랙의 정의를 따를 

정도로 가장 중요한 고전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이론은 메타포의 특성을 

모두 밝히기에 부족했다. 특히 그가 메타포의 창조적인 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에 비판적인 이들이 있었다. 

본 장에서는 먼저 상호작용 이론을 소개하며 메타포를 정의한다. 이어서 

이 이론을 받아들일 때 메타포의 어떤 속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이때 기존 구성주의 입장에 대한 비판도 함께 다룬다. 2.4절에서는 

과학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메타포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식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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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호작용 이론1 

 

블랙의 상호작용 이론은 메타포에 관한 ‘대체 관점(substitution 

view)’과 ‘비교 관점(comparison view)’에 대한 강한 부정을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2  이 두 관점은 메타포로 기술된 문장이 두 대상 사이의 대응 

관계나 유사한 어휘들을 이용하여 문자적으로 다르게 쓰인 문장을 통해 

대체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블랙이 보기에 메타포는 

풀어쓰기(paraphrase)로는 성취될 수 없는 독특한 가치를 지녔다. 먼저, 

메타포적 문장은 두 가지 대상으로 구성된다. 간단히 말해 원관념(tenor)인 

‘1차(primary)’ 대상과 매개(vehicle)인 ‘2차(secondary)’ 대상이다. 그리고 

여기서 2차 대상은 어떤 개별적 존재라기보다는 시스템으로서 이해된다. 3 

예컨대 ‘사회는 바다이다’라는 문장에서 1차 대상은 사회이고 2차 대상은 

바다인데, 여기서 바다는 바다라는 개별적 존재로서 보다는 1차 대상을 

해석하는 데에 사용되는 관계들의 시스템으로 여기는 게 적절하다(Black 

                                           
1 블랙의 메타포에 관한 상호작용 이론은 1962년 그의 저서인 『Metaphor』에서 제안

된 견해이다. 본 논문은 이론의 초창기 형태에 덧붙여 1993년에 발표된 「More about 

Metaphor」에 소개되는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다룰 것이다. 그는 ‘The Interaction 

View Revisited’라는 부분에서 조금 수정, 보완된 상호작용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2 블랙은 이러한 새로운 관점의 대표자로 충분히 여겨질 만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 

아이디어를 처음 암시한 선구자는 리처즈(I. A. Richards)이다. 리처즈는 ‘매개(vehicle)’

가 ‘원관념(tenor)’에 확장된 의미를 준다고 주장했다. 블랙은 이 생각을 철학적으로 발

전시켰다(Martin & Harré 1982: 90).  

3 『Metaphor』(1962)에서 블랙은 첫 번째 대상 또한 두 번째 대상과 대등한 시스템으

로 여긴다. 그러나 수정된 상호작용 이론에서는 두 번째 대상만 시스템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하다고 말한다. (“In Metaphor, I proposed that the primary subject, also, be 

taken as a system. But it seems in retrospect needlessly paradoxical, though not 

plainly mistaken, to say that Stevens was viewing society, too, as a system of social 

relationships.”) 여기서 스티븐스(Wallace Stevens)는 ‘Society is a sea’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다. (Black 1962; 199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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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27).4 

메타포적 발화는 2차 대상의 속성과 연합된 함축을 1차 대상에 

투사함으로써 작동한다. 이러한 투사는 2차 대상과 1차 대상 각각의 

시스템이 연합된 공통 지대에서 이루어진다. 결국 메타포 문장의 의미는 2차 

대상 시스템 내 여러 관계를 토대로 선택적으로 강조나 억제된 1차 대상의 

특정 면모가 모여 조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두 대상은 화자와 청자의 

마음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의 상호작용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1차 대상은 그 존재로써 청자에게 2차 대상의 몇몇 속성들을 

선택하게 한다. 다음으로, 이는 청자가 2차 대상과 1차 대상 사이에 나란한 

함축 복합체를 구축하도록 만든다. 마지막으로, 이는 또한 2차 대상에서의 

나란한 변화들을 상호적으로 유도한다(Black 1993: 28). 

예를 들어 ‘고양이는 철학자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청자는 고양이라는 

1차 대상을 통해 2차 대상인 철학자에 관한 속성 중에서 특정한 관련 

속성들을 선택적으로 떠올린다. 이때 두 대상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도 가령 독립적이다, 남의 시선에 무심하다, 사색을 즐긴다 등의 

공통적인 속성은 공통지대에서 연합된 관계를 이룬다. 이 속성들은 

독립적이지 않고 반드시 1차 대상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2차 대상의 의미 

영역 안에 새롭게 귀속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철학자의 여타 속성들, 글을 

쓴다거나 시력이 나쁘다 등의 성질들은 배제되고 공통의 특징들만 발굴된다. 

이렇게 두 대상 사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서 영역 이동을 통한 새로운 

                                           
4 블랙은 관계들의 시스템(a system of relationships)을 함축 복합체(implicative 

complex)라고 하는데, 이는 수정된 이론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이다. 요컨대 메타포 

문장을 제작하는 사람은 2차 대상의 함축 복합체 구성원과 동형인 문장을 적용하는 방

식으로 1차 대상의 특징을 선택, 강조, 억제 및 구성한다(Black 1993: 28). 가령 위의 

예문에서 2차 대상이었던 바다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함축 복합체를 구성할 수 있다. 

(s1) 바다는 광활하다; (s2) 그 넓은 공간은 다양한 생물로 구성된다; (s3) 생물들은 생

존을 위해 치열하게 상호작용한다; 이때 이를 1차 대상인 사회에 투사하면 사회를 중심

으로 새로운 함축 복합체가 만들어진다. (S1) 사회는 광대하다; (S2)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S3) 사회구성원들은 끊임없이 경쟁하며 다른 이들과 상호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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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생성된다는 것이 블랙의 해석이었다. ‘고양이는 철학자처럼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달리, ‘고양이는 철학자다’라는 메타포를 사용하여 

화자는 이 메타포가 발화되는 상황 특유의 분위기와 암시, 관점들을 

청자에게 전달한다. 

블랙은 함축 복합체의 구성요소들, 즉 두 대상의 속성 중 공통지대에서 

상응하는 성질에 대해서 확고하고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가령 앞선 예시에서 면밀히 따지자면 고양이는 야생에서도 독립생활이 

가능하지만, 인간인 철학자는 집단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독립적일 뿐이므로 

공통 성질에 조금 다른 면이 있다. 대부분의 메타포 표현에서 이러한 속성의 

일대일 비교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블랙은 이처럼 속성 간 완전한 

일대일 대응을 어렵게 하는 애매성(ambiguity)이 메타포의 암시적인 특성이 

낳은 필수 부산물이라고 강조했다.5 

이처럼 메타포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두 대상을 연결해야 하며, 이 

연결이라는 형식이 상호작용 이론에 따른 넓은 의미에서의 메타포를 정의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좁은 의미에서 

메타포는 단지 일상적인 수사법적 의미의 메타포를 뜻한다. 한편, 블랙처럼 

메타포를 정의할 때 메타포의 외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위의 

예시에서는 1차 대상과 2차 대상이 명시되어 대응 관계를 이루지만 모든 

메타포 문장이 반드시 메타포의 대상들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철학자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 사색을 즐긴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하자. 이 문장에서 고양이라는 1차 대상은 생략되었지만 그럼에도 이 

문장은 메타포 문장이다. 1차 대상이 아닌 2차 대상이 생략된 문장도 메타포 

문장일 수 있다. ‘고양이는 연구실로 출근했다’ 같은 문장은 메타포의 2차 

대상이 생략된 경우이다. 또한, 메타포 관계는 함축적으로 포함되기만 

                                           
5 통상적으로는 단어 ‘Ambiguity’를 ‘애매모호함’이라고 번역하지만 한국분석철학회에서

는 ‘애매함’을 공식적인 번역 용어로 채택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도 이에 따라 ‘애매

함’을 사용한다. 다른 말로는 ‘다의성’에 가까운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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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문장 형식이 아닌 단어만으로도 메타포라고 할 수 있다. 4장에서 

분석할 ‘유전체편집기술’이라는 단어가 그 예이다. 결과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메타포는 문장뿐만 아니라 단어, 구 등의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학에서 메타포가 사용될 때 상호작용 견해에서 주목할 만한 

메타포의 기능은 무엇일까? 이 이론은 함축 복합체와 같은 여러 하위 

개념으로 메타포의 구성과 작동 메커니즘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을 종합하자면, 궁극적으로 블랙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 한 

가지였다. 바로 메타포만의 독특한 창조적인 힘, 혹은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메타포가 강한 인지적 기능(strong cognitive function) 혹은 

인지적 내용(cognitive content)을 가진다는 주장을 통해 드러냈다. 그에 

따르면 메타포는 두 대상 사이에서 유사성을 창조해 낸다. 이때 이 유사성은 

기존에 두 대상 안에서 존재하던 것을 단지 형식화 하는 게 아니다. 비록 

메타포 문장을 만들 때 이미 두 대상 간 최소한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그는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블랙은 메타포를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유사성이 이전의 약한 닮음 관계와는 아예 다른 차원의 

존재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직유(simile)나 비교의 방식이 결코 

메타포로 호환 혹은 환원될 수 없다는 점을 그는 재차 강조했다. 블랙은 

이러한 관계를 이렇게 묘사했다: ‘파란 안경을 통해 풍경을 보는 것은, 

풍경과 다른 무언가를 비교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다.’6  (Black 1993: 30-

35)7 

                                           
6 “Looking at a scene through blue spectacles is different from comparing that scene 

with something else.” (Black 1993: 30) 

7 하지만 이러한 메타포의 창조적인 기능을 정당화하는 그의 논증은 강력하고 급진적인 

주장과는 대조적으로 우회적으로 전개된다. 그가 택한 해결책은 메타포가 가져오는 인

지적 내용의 존재론적 위상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블랙은 ‘인지되기 이전에 X는 

존재하는가?(Did X exist before it was perceived?)’라는 질문을 던진다. X의 예시로는 

아직 관찰되지 않은 달의 뒷면, 서구 세계가 발전하기 이전의 파산이라는 개념, 에베레

스트 산에 오르기 이전의 정상에서의 경치와 같이, 이전에는 추상적일 뿐이었지만 나중

에 실제로 인지되는 사례들이다(Black 1993: 36-37). 그러나 이 논증은 새로운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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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유전체편집 메타포를 분석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다면, 유전체편집 

메타포에도 메타포의 창조적인 기능으로 인해 만들어진 새로운 유사성 혹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새로운 의미, 새로운 관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다. 블랙의 상호작용 이론은 예문과 

그림 도식을 통해 이론을 구체화하고자 했지만, 결국 메타포로 인해 

만들어진 새로움에 관한 그의 설명은 제안 정도에 그치고 말아 

버린다(Black 1993: 38). 

 

2.2. 메타포의 인지적 의의 

 

메타포의 창조적 힘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블랙의 상호작용 이론을 받아들였다. 8  그리고 각각이 다양한 근거를 들어 

메타포의 창조성을 주장하였다. 예컨대 조지 밀러(George A. Miller)는 

메타포가 직유(simile)와는 달리 직설적이지 않고 독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고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더욱 흥미롭다고 말했다(Miller 1993: 374-375). 

이들은 주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메타포 덕에 생기는 새로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려 했으며 이에 대한 반대론자들과 논쟁을 벌였다. 

주로 구성주의자로서 메타포를 창조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적용한 

전략은, 메타포가 고유한 인지적 내용, 혹은 인식론적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 보이는 것이었다. 블랙은 이것을 ‘인지적 의의(cognitive 

significance)’, ‘인지적 내용(cognitive content)’라고 말했다. 내가 보기에 

                                           

내용의 존재론적 지위를 암시적으로 보이는 데 제한될 뿐 아니라 두 시스템들 간의 상

호작용이라는 기본 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8 로티(Richard Rorty)는 예외이다. 로티는 메타포의 인지적 의의(cognitive significance)

나 ‘메타포적 의미’ 개념을 부정한다. 하지만 그는 메타포가 과학에서 유용하며 청자에

게 어떤 생각을 가져다주는 힘(force)이 있다고 주장한다(Haack 1987: 180; Rorty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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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시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되는 속성인데, 이 특징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에 엄밀하게 분리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앞으로 전개될 논의의 편의를 

위해 임시적인 구분을 짓고자 한다. 

메타포의 첫 번째 특징은 새로운 관점을 창출해내는 능력이다. 내가 볼 

때 여기서 관점이라는 말은 블랙의 유사성 개념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블랙의 견해에 따르면, 메타포는 두 영역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상 사이의 

관계에 변화를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만들어 낸다. 

그가 말한 것처럼 이 과정은 일부 창조적이면서도 일부 발견적이다. 나는 

이것을 앞으로 소개할 두 번째 특성과 비교했을 때, 메타포의 설명적인 

속성과 관계된다고 생각한다. 메타포는 두 대상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부여하여 독자로 하여금 대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독자의 이해는 더욱 풍부해진다. 

두 번째 특성은 메타포의 애매성이며 이는 예측적인 속성과 관계된다. 

블랙은 애매성이 메타포의 암시적 특성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아직 정당화되지 않은 두 대상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은 대상의 성격을 

탐구하는 데에 후보군이 된다. 그리고 어떨 때는 예견되지 않았던 유사성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대상들의 의미 또한 변하게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구성주의자들은 이처럼 설명적 속성과 예측적 속성이 메타포 고유한 

특성이라고 주장했으나,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두 가지 면모가 반드시 

메타포로서가 아니더라도 보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먼저, 메타포만의 창조적인 기능이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 과학적 이해의 

발전에서 메타포의 역할을 탐구한 리처드 보이드(Richard Boyd)는 

메타포의 이론 구성적(theory constitutive) 역할을 강조했다. 이론 구성적 

메타포를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그는 이론 비-구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부 메타포가 과학에서 해석적(exegetical)이고 교육적(pedagogical)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가령 상대성 이론에서 ‘웜홀’ 개념, 혹은 

공간적으로 국재된 전자를 일컬을 때 ‘전자구름’을 언급한다거나, 원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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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계의 미니어처’로 표현하는 것 등은 메타포적이지 않은 형식화된 

이론을 설명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이 메타포는 이론 생산에 필수적이지는 

않으며, 단지 이론을 따라가고 설명한다. 보이드는 이런 메타포들을 

문학적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이 메타포들은 보통 연구 프로젝트 밖의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들은 기존 이론들을 새롭게 구상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므로 ‘개념적으로 끝이 열려 있다(open-ended)’하지만 

새로운 이론을 떠올리게(conjure up)하지는 않는다. 보이드가 더 흥미를 

느끼고 주목했던 것은 이론적으로 열려 있는 비-구성적 메타포가 아닌, 

이론 구성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메타포들이다. 

비-구성적 메타포와 달리 그의 핵심 개념인 이론 구성적 메타포는 

연구자가 새로운 방식을 탐구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했다. 보이드는 사람의 

마음처럼 행동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예시를 든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인지와 기계의 계산이 어떤 측면에서 유사한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 메타포를 통해 마음과 기계 간의 연합이 유발되었으므로 

‘마음으로서 컴퓨터’의 메타포가 과학적으로 불명확(inexplicit)하더라도 

강력한 메타포라고 보이드는 평가했다. 연구자들은 연구 초기에 컴퓨터의 

계산 과정과 사람 인지 사이의 유사성과 이를 연결고리 삼아 맺은 관계를 

비교하며 탐구할 수 있게 되었다. 메타포가 연구 동기를 촉발한 것이다. 

그는 이론 구성적 메타포를 ‘귀납적으로 끝이 열려(open-endedness)’있고 

불명확(inexplicitness)한 것으로 보는데, 마음으로서의 컴퓨터 메타포 

경우처럼 연구자는 특정 메타포를 통해 이론의 기원뿐만 아니라 새롭게 

밝혀진 측면 또한 귀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덧붙여, 이론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메타포는 늘 끝이 열려 있으며 이에 의존하기 때문에, 메타포의 

성공 여부가 비교 관계나 비슷한 성질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 부담이 

덜하다는 특징은 메타포적 어휘의 장점이 된다. 보이드에 따르면 앞서 

‘마음으로서 컴퓨터’ 예시와 같이 메타포 사용자는 대상 간 유사성이나 

유비와 관련된 측면을 정확히 짚어낼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열려 

있는 특성 때문에 메타포가 언제까지나 완전한 설명에 도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불명확성에 동반된 발견적(heuristic)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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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는 것이라고 말했다(Boyd 1993). 

보이드가 메타포가 가진 애매함의 열려 있는 특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의 

유용함을 부각했다면, 제논 필리신(Zenon W. Pylyshyn)은 더 나아가, 

이러한 메타포의 막연함(imprecision)이 단지 장점일 뿐 아니라 이론 

생산적 메타포에서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9  그는 먼저 과학 추론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비교했다. 그가 보기에 전통적인 과학적 추론, 

그리고 모형으로서 메타포를 이용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전자는 속성이나 

매개 변수들을 정의한 후에 실험적 결과를 예측하는 식의 상향식 

기법이었다. 반면 후자에서는 하향식 추론이 이루어지고 이때 사람들은 

정확한 공약의 목록을 작성하는 데에 지연되었다. 필리신은 연구 대상의 

많은 기본적인 속성 중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면모를 기존에 존재하는 

것에 도입한다는 보이드의 통찰에 동의하면서도, 과학이 작동하는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이 속성이 완전히 도표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필리신은 보이드가 제안하는 이러한 메타포의 구분은 주관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메타포 용어에서 더 탐구되어야 할 점으로 

여러 막연함의 질적인 차이를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메타포의 막연함, 

애매함에 의해 지시가 제한되는 정도와 방식, 그리고 연구자가 더 나아가 

탐구를 수행할 수 있게 돕는 정도에 따라 그 질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보이드의 이론 구성적이고 귀납적으로 열려 있는 메타포와, 

문자적으로 교육적이며 개념적으로 열려 있는 메타포의 구분을 장 

피아제(Jean Piaget)의 지적 발달 이론을 적용하여 재해석했다. 이론을 

구성하지 않는 문학적 메타포는 개인의 지적 시스템, 즉 스키마타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동화(assimiliation) 과정을 필요로 

한다. 반면 이론 구성적 메타포는 조절(accommodation)을 필요로 하여 

스키마타 자체가 새로운 정보에 반응하여 변화하게 된다고 그는 

                                           
9 원문의 ‘imprecision’은 ‘틀림’보다는 ‘부정확, 비정밀, 막연함’의 의미이다. 앞서 

‘implicit’을 ‘불명확’이라고 옮겼기 때문에 ‘imprecision’은 ‘막연함’이라고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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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다(Pylyshyn 1993)10. 

정리하자면, 보이드와 필리신은 메타포의 설명적인 특성을 이론 비-

구성적인 메타포의 사용과 연관 지었다. 이론을 따르며 설명하는 데에 

사용되는 문학적 메타포는 개념적으로 열려 있어 과학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데에 적절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블랙이 말한 설명으로서 ‘새로운 관점을 제안하는 역할’은 그다지 큰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론 구성적 메타포는 필수적으로 

애매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이론의 등장 과정에서 다른 언어 

장치로는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을 기술하는 데에 쓰였다. 이 메타포는 

사용되는 과정에서도 불명확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필리신에 따르면 

과학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애매함은 연구자들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스키마타를 요구하는 새로운 탐구를 시작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한편 연구 초기에서의 역할을 강조한 보이드와 필리신의 견해에 대해 

토머스 쿤(Thomas S. Kuhn)은 문제를 제기했다. 쿤이 보기에 과학자는 

모형 혹은 메타포의 어떤 점에 유사성이 적용되는지, 혹은 적용되지 않는지 

알기 위해 끊임없이 이론과 모형을 정제했다. 보이드가 말하듯 연구 

초기에만 메타포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메타포의 

사용이 연구자들에게 수많은 질문을 촉발한다는 것이다.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태양계 모형에 만족하지 못했을 때 과학자들이 역학과 전자기학 

이론에서 새로운 메타포를 빌려 온 것이 그 예였다. 쿤은 메타포가 이론 

생산적일지라도, 이는 연구자들에게 메타포의 어떤 면이 적절하고 어떤 면이 

그렇지 않은지 평가하도록 질문들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타포의 

교육적이거나 발견적인 면모 외에 다른 역할들, 가령 블랙의 상호작용 

견해에 따른 유사성-창조(similarity-creating) 과정 같은 것을 인정하고 

                                           
10 단어 ‘Accommodation’은 우리말로 의역했을 때 ‘순응’에 가깝다. 그러나 한국심리학

회에서 ‘조절’을 공식 번역 용어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도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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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Kuhn 1993)11. 

 

2.3. 상호작용 이론 비판 

 

지금까지의 논의를 돌이켜볼 때, 블랙을 비롯한 여러 학자는 상호작용 

이론을 기반으로 메타포의 창조적 기능을 많은 사례를 들어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메타포의 특별함이 구성되는 과정과 특성의 정체 관해서는 

블랙의 이론 이상으로 합의된 결론을 얻기 어려웠다. 단지 그들은 메타포의 

창조적 기능이 그것의 고유한 인지적 의의 혹은 인지상의 변화로 인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이 지점이 바로 그들의 약점이 되었다. 메타포의 

언어철학적 담론에서 상호작용 이론의 대척점에 있는 대표적인 입장은 

도널드 데이빗슨(Donald Davidson)을 비롯한 비-인지주의자였다.12 그들은 

블랙이 메타포의 독특한 기능에 대해 단순 효과가 아닌 의미로서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타포가 특유의 인지적 내용을 가지거나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낸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은 메타포가 단지 언어 기술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절에서는 먼저 피터 머캐머(Peter Machamer)를 비롯한 반대 

논자의 견해를 설명한다. 그 다음, 상호작용 이론이 제안하는 메타포의 

기능을 유비 개념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메리 헤시(Mary Hesse)의 

입장까지 소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메타포의 특별함이 메타포 그 

자체의 고유한 것이라기 보다는, 대상들의 나란한 배치 관계인 유비로부터 

                                           
11 이와 관련하여 쿤은 더 깊은 논의 없이, 필요성만을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데 그친다. 

12 데이빗슨은 ‘메타포적 의미’ 개념을 전적으로 거부한다. 비인지주의자는 메타포가 유도

할 수 있는 ‘관점(perspective)’ 이동에 주목한다.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유사성이나 어

떤 다른 것을 보게 해 준다는 것이다. 이때 이러한 이동은 비명제적이다(Reimer & 

Camp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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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한다고 본다. 

 

2.3.1. 언어 기술(description)로서 메타포 

 

피터 머캐머는 맛이나 냄새, 기억 등 모든 인지가 언어적이지 않음을 

주지시켰다. 그에게 메타포와 같은 비유는 단지 개념 및 인지가 언어로 

기술된 결과물일 뿐이었다. 사람들이 메타포의 본성을 매우 신비롭게 여기는 

것은 시에서 쓰이는 메타포 때문에 불거진 오해라고 그는 말했다. 머캐머는 

과학적 메타포가 단지 시나 일상 언어와 같은 여타 영역에서 쓰이듯이 그저 

언어가 사용되는 방식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지 묘사하고, 정보를 

주며,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즉, 메타포는 일반 어휘가 언어에서 

작용하는 방식대로 작용하거나, 혹은 작용하지 않는 방식대로 마찬가지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다양한 사용과 평가 방식을 관찰하면서 사람들이 

메타포가 상호작용 방식을 통해 어떤 특별한 의미를 수반한다고 믿는다고 

머캐머는 지적했다(Machamer 2000: 36). 

물론 과학에서 메타포는 주로 정보를 수반하거나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러나 과학이 아닌 다른 경우에도 세상의 온갖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메타포라는 언어 방식이다. 과학에서 묘사로서 메타포를 

운반하는 어휘는 비-메타포적 어휘가 사용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사용되며, 

단지 이들은 사용자가 자신의 목적에 따라 기술하는 방법의 문제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는 평범한/참신한과 같은 기준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메타포적/문자적 구분은 실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창조적이고 참신한 

묘사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반드시 메타포를 포함해야 하는게 아님을 

상기시켰다. 

머캐머는 블랙의 상호작용 이론에서 두 체계의 분류 자체는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두 체계 중 2차 체계에 위치하게 되는 술부들이 더 

표준적(standard)이거나 기초적(basic)하다고 말할 수 없었다.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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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편적인(common) 술어들은 있지만, 그들도 보통은 특정한 정보를 

수반하기 위해 특정한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예시는 와인의 아로마 휠(armoa 

wheel) 사례였다. 색상환의 유비로 만들어진 아로마 휠은 특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와인의 향과 맛을 평가하기 위해 용어를 표준화한 표이다. 아로마 

휠은 1, 2, 3단계의 용어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카테고리는 서로 겹치지 

않도록 배치된다. 이는 우리가 세계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 단지 후각적인 

속성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카테고리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냄새의 이름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들이 

모두 다 와인이 아닌 다른 존재의 냄새에서 빌려 온 것이라는 점이었다. 

예를 들면 여기에는 바나나, 효모, 장미 냄새 등이 있다. 실제로 이 스케일이 

작동하는 것은 이와 같은 3단계의 특정한 지시적 용어들 덕분인데, 

전문가들이 이 상환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한다는 점을 볼 때 상환은 

객관적이었다(Machamer 2000: 41). 

이 사례는 메타포의 보편적인 분석과도 잘 맞아떨어졌다. 메타포 

문장에서는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의 용어로 표현되거나, 한 문장 내에서 

서로 다른 체계로부터 나온 두 가지 용어들이 만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방식 말고 달리 냄새를 묘사할 방도가 있는지이다. 다른 영역의 

용어를 빌리지 않고 바나나 냄새를 묘사할 수 있을까? 머캐머가 보기에 

적어도 후각 영역에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문자적인 표현은 없었다. 

바나나 냄새는 오로지 바나나 냄새로 표현되었다. 즉, 실물 지시(ostension) 

방식으로 의미가 부여되었다. 하지만 과학적 표현은 와인 시음과는 달리 더 

정확하고 양적인 용어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실물 지시적 요구는 과학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머캐머의 주장이었다. 

머캐머가 스키마타라고 일컫는 이 모형이 어떻게 설명되는지는 각각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 그는 과학적 용어들은 실험할 때보다도 

실험실 밖에서 설명하는 과정에 사용된다고 분석했다. 실제 연구에서 

사용되는 여러 과학 표현의 예시를 통해 머캐머는 두 가지 특징을 지적했다. 

첫 번째는 이 기술들이 다양한 분야에 걸친 원칙을 포괄하며 학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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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특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의 많은 과학 연구가 뇌과학, 

약제학, 인공지능 등 다양한 학제를 한꺼번에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두 번째로 머캐머는, 과학 묘사가 동사나 형용사 같은 술어로 표현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학적 성과가 인과적 메커니즘의 용어로 설명된다고 해석하면서, 

설명 대상인 사물의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영역에서 빌려온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렇다는 이는 모두 새로운 메타포일까? 가령 

'공유결합'과 같은 메타포의 경우 이 과정을 묘사하는 유일한 용어인데, 이를 

문자적인 의미를 획득한 것으로 본다면 더 이상 메타포가 아니게 된다고 

그는 평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신선한 표현이었다가 점차 문자적 

의미를 갖추게 된 역사가 메타포의 유일한 독톡성이라고 머캐머는 말했다. 

그는 메타포적 묘사들이 학습된 것이며, 스키마타를 구성하는 기억 

시스템들을 응용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기억 

시스템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은 메타포와는 별개로 이루어졌다. 그에게 

메타포는 단지 문자적인 묘사일 뿐이었다. 모형에 대해서도 그는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모형 또한 부분적이거나 묘사적인 기술이 이루어지며, 

이것이 그 자체로 과학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Machamer 2000: 52). 요컨대, 머캐머는 메타포의 특별한 

능력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단지 문자적 기술의 방식 문제에 의존하는 

참신성 문제가 오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제이 마틴(J. Martin)과 롬 하레(Rom Harré), 그리고 베일러-

존스(Daniela Bailer-Jones)는 메타포를 모형의 파생(spin-off)으로 봤다. 

결론부터 먼저 밝히자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메타포가 아닌 유비이다. 

예컨대 전기적 에너지의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체 이미지를 사용한다면, 

이때 전기 본성의 개념에 관한 모형으로 기능하는 것은 물론 유체이다. 

그리고 만약 전류의 유동률(flow rate)과 같은 개념을 언급한다면, 이는 

유체 모형에 기반하고 이로부터 파생한 메타포적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었다. 특히 마틴과 하레는 이런 용법이 보이드가 앞서 언급한 메타포의 

이론 구성적 역할과 같이, 새로운 과학적 설명을 하는 데에서 일상 언어 



- 18 - 

 

어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들에 따르면 전류나 

전기장 같은 어휘들은 일일이(point-by-point) 비교하지 않더라도 언어에 

실제와의 유비가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이 밖의 표현할 만한 다른 

적절한 언어도 없었다. 베일러-존스는 유비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여기는 

마틴과 하레와는 달리 유비에 대해 좀더 면밀한 관심을 가졌다. 그에 따르면 

모형과 메타포는 특정한 유비들에 의존하는 기술이었다. 문장, 구, 또는 단어 

등으로 나타나는 메타포에 비해 단지 추상적인 관계 개념인 유비는 

모형이나 메타포와 같은 문자적 기술로 실현되었다(Martin & Harré 1982: 

100; Bailer-Jones 2009: 116). 

베일러-존스가 이렇게 유비를 모형과 메타포 논의의 핵심으로 두는 

것의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모형과 메타포를 유비로 환원할 수 있다는 

전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있었다. 그는 거의 모든 경우에 모형과 

메타포가 이와 관련된 유비로부터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지적인 

수준에서 과학적 모형이나 메타포를 유비로 환원할 수 없는 어떤 내용이나 

주장이 있다는 데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가 보기에 메타포는 그 

자체로 메타포일 뿐이었다(Bailer-Jones 2009: 117-121). 

 

2.3.2. 의미의 네트워크 이론 

 

만약 메타포가 언어 묘사의 문제라는 견해를 받아들이면 어떨까? 

메타포가 인지적 내용을 가지며 그 자체로 유사성을 창조해낸다는 상호작용 

이론은 모두 철회되어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메리 헤시는 급진적인 

주장을 펼쳤다. 앞서 머캐머는 메타포가 다른 언어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을 

했다. 헤시는 이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관점을 취했다. 바로 모든 언어가 

메타포적이라는 것이다(Hesse 1988: 1-3). 

헤시는 의미의 네트워크 이론을 제안하면서 블랙의 상호작용 관점을 

밑바탕으로 삼았다. 그는 설명 대상으로서 1차 대상과 설명항으로서의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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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분류를 받아들이며, 대상의 새로운 관점을 보게 하는 메타포의 특별한 

기능을 인정했다. 그러나 메타포의 지위에 관해서는 블랙과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문자 언어와 메타포적 언어 

사이의 구분을 보는 방식으로부터 시작했다. 헤시는 소위 문자 언어와 

메타포적 언어로 구분되는 이 분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실용적인 관점에서 임의로 나눌 수 있는 정도라고 받아들였다. 이때 

고려되는 사항은 화자가 이 메타포를 학습하거나 사용 혹은 정의하는 방식 

등이었다. 그는 이것의 명확한 구분이 과학에서 이론과 관찰 언어 간 

구분만큼이나 실현될 법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헤시는 모든 관찰 언어는 이론-적재적이라고 하면서, 모든 기술 

언어들이 세계의 사물과 속성들에 관한 전제된 분류, 특정 관점을 

수반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새로운 이론적 개념은 기존에 성립된 

이론 내 의미 네트워크의 점진적인 변화에 따른 결과이다. 그리고 이를 

확장하여 일상 기술 언어를 포함한 모든 언어가 메타포적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일반 용어의 사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각각이 무척 다양한 규범적 

분류를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언어가 존재할 때, 그는 

단지 문자 속성의 진술에 진리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진리-조건적 

관점을 거부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에서 메타포적 언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과학 언어의 의미 네트워크 내에서 시험이나 

검열과 같은 규범적 기준이 적용되었다. 즉, 소위 문자의 진리값은 관습적인 

사회적 네트워크 내 메타포적 진술의 결과로 결정되었다(Hesse 1988: 8). 

그는 비트겐슈타인의 ‘가족 유사성’ 개념에 전적으로 의존했는데, 

이로써 언어의 어떤 의미도 일의적이지 않게 되었다. 언어에서 한 그룹 내의 

구성원은 유사성과 차이의 관계로 인해 서로 느슨하게 묶이며 불분명하거나 

겹치는 등 임시적인 관계로서 의미를 결정했다. 또한 이 경계들은 경험과 

문화적 관습에 의해 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헤시는 메타포가 

문자에 우선할 뿐 아니라, 오히려 문자의 발생은 제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Hesse 1993: 54-57).  

이 과정에서 메타포의 인지적 지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메타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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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언어의 본질적인 형식이자, 모형과 마찬가지로 세계와 우리의 인지 

사이의 유비에 의존한다. 이때 메타포를 구성하는 유사성이나 차이인 유비는 

문자로 환원되지 않는 1차 관계이다(Hesse 1988: 6). 일반적으로 유비를 

대상과 대상 사이의 병렬적인 관계로 두는 시각에 비해, 유비를 마치 대상을 

구성하는 속성의 순서쌍으로 여기는 그의 시각은 독특하다. 가령 대상 A와 

B가 각각 a1, a2, a3와 b1, b2, b3라는 속성으로 구성된다고 하자. 여기서 

a1과 b1이라는 속성은 병렬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이 관계인 (a1, 

b1)은 더 이상 환원되지 않는 1차적인 관계라는 것이다. 헤시의 한 기준에 

따르면 유비는 유사성에 따라 부적, 중립적, 정적 유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메타포는 최소한의 공통성을 지니는 정적 유비를 기반으로 하며 모든 

의미 이동은 이러한 정적 유비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13  과학적 메타포의 

창조적인 역할은 현상에 경험적으로 적합한 정적 유비에 기반하면서도 

차이를 지니는 부적, 혹은 유사성이나 차이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중립적 

유비를 통해 새로운 예측이나 통찰이 발견되면서 수행된다(Hesse 1963: 7-

9).  

결론적으로, 헤시는 모든 언어의 속성을 메타포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문자 언어와 메타포적 언어의 구분을 거부하고 메타포의 지위를 특별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었다. 다만 메타포의 특별한 기능은 이를 구성하는 

유비들의 성격과 그에 따른 의미 이동에 의해 나타나게 되었다. 이때 유비는 

문자적으로 환원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 이론이나 비교 이론을 거부하는 

것은 블랙의 태도와 동일하게 되었다. 그는 블랙이 말하는 메타포의 인지적 

내용이라는 것을 의미 네트워크의 변화로 설명했다. 따라서 헤시의 견해는 

메타포를 언어를 초월하는 신비로운 존재가 아닌, 논리적으로 문자 언어에 

앞서는 존재로 취급함으로써 메타포의 창조적 역할을 양립 가능한 것으로 

                                           
13 헤시는 여러 기준으로 유비를 분류한다. 그 중 한 가지가 정적, 중립적, 부적 유비로 

나눈 것이다. 요컨대 정적 유비는 두 대상의 공통적인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

하며, 부적 유비는 반대로 상이한 속성들 간의 관계를 뜻한다. 중립적 유비는 정적인지 

부적인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속성 관계이다. 정적 유비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모형에서 

중립적 유비는 탐구의 대상이 된다(Hesse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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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다. 그러나 헤시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모든 언어가 메타포적이라는 

근본 전제가 인정될 때 유효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본질적으로 헤시가 

블랙의 상호작용 이론에서보다도 메타포를 넓은 의미에서 정의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즉, 그는 메타포 개념에 유사성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심리적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유비적 사고(analogical thinking)와의 관계가 

더욱 명확히 해명되어야 타당성을 얻을 수 있다. 

 

2.4. 결론 

 

메타포란 무엇인지, 그리고 특정 메타포를 어떤 이론에 입각하여 어떻게 

분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탐구해 나가는 여정에서 답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메타포의 적절성: 일반적으로 과학에서 메타포의 사용은 적절한가? 

메타포가 과학에 좋거나 나쁜가? 만약 메타포가 과학에 해롭다면 

메타포의 사용을 지양해야 하는가? 

2. 메타포의 의미와 특수성: 과학에서 메타포는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갖는가? 메타포는 그 자체로 고유한 특별함이 있는가? 이는 환원될 수 

있는가? 

3. 메타포와 유비 사이의 관계: 메타포와 유비는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 특히 메타포의 애매함과 유비는 어떻게 비교되는가? 이 

애매함은 결국 메타포의 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4. 특정 메타포의 분석과 평가: 어떻게 특정 메타포의 작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분석 방법 및 평가 기준으로서 메타포의 생산성 

개념은 무엇이며 타당한가? 구조-사상 이론은 생산성 개념을 

지지하는가? 



- 22 -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였을 때 1. 메타포의 적절성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먼저 비구성주의자는 메타포가 

수사적으로 유용하긴 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 

지향되는 과학 문장을 기술하는 데에 메타포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상호작용 이론을 지지하며 메타포를 창조적이라고 보는 

구성주의 입장에서는, 메타포가 언어와 사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이때 이들이 메타포의 인지적 의미나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을 나는 

메타포의 애매성에 기반한 설명적, 예측적인 속성으로 요약했다. 

따라서 논쟁의 쟁점은 2. 메타포의 의미와 특수성에서 요약하는 바와 

같이 메타포의 인지적 의미 보유 여부에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인지적 

의미란 무엇인가? 블랙이 인지적 의의, 인지적 내용 등으로 표현하는 이것은 

비-명제적이고 비-환원적인 어떤 가치를 뜻했다. 14  그리고 이 주장의 

배경에는 리처드 로티(Richard Rorty)가 말했듯 당시 언어 관련 담론에서 

‘인지적 주장’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던 분위기가 있었다. 로티는 

철학자들이 ‘인지’를 철학적 담론에서 가장 높은 찬사로 여기는 왜곡 때문에 

블랙이나 헤시가 메타포에 인지적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이는 

잘못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Rorty 1987: 284). 그는 메타포적 의미라는 

것은 없지만 과학에서 메타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다 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심지어 비인지주의자인 데이빗슨도 그의 입장을 

고려할 때 부주의한 발언으로 평가될 수는 있으나, 메타포가 대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해 준다고 말했다(Haack 1987: 184). 즉 메타포의 

인지적 의의 보유 여부 논쟁은 결국 메타포가 갖는 특성 혹은 메타포가 

수행하는 역할을 지칭하는 언어에 관한 논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메타포 언어와 문자 언어가 구분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 

                                           
14 이 정의는 블랙에게만 제한될 수 있다. 2장에서 밝혔듯 헤시나 베일러-존스 등은 인지

적 내용이 유비로 환원될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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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이스(Paul Grice)와 써얼(John Searle)을 비롯한 전통적 

화용론자(pragmatist)나 르카나티(François Recanati)와 같은 

맥락주의자(contextualist)들은 메타포적 의미를 화자 의미(speaker’s 

meaning)나 비축자적 의미(type-non-literal)로 해석했다(Reimer & 

Camp 2008: 156). 이들은 의미를 오직 의미론적 규칙을 통해 규정하는 

데이빗슨과는 달리 언어적 의미를 더욱 폭넓게 조망했기 때문이다. 15  이에 

따라, 메타포에 인지적 의미 보유 여부를 평가하는 데에 입장이 갈리는 것은 

그에 앞서 언어의 의미에 대한 태도 차이로부터 기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메타포 언어와 문자 언어가 구분될 수 없다고 말하며 메타포를 

순수히 언어적인 기법의 하나로 여기는 머캐머의 입장은, 쟁점을 언어의 

의미 문제로 환원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 애초에 메타포에 다른 

언어적 기법과 차별되는 어떤 인지적인 가치도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어떤 가치를 부여하기 이전에 상호작용 이론과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메타포의 속성은, 머캐머의 용어로 말하자면 

스키마타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화이다. 하지만 이것 또한 언어뿐 아니라 

냄새나 소리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하는 어떤 유비적 사고 과정에서도 

공유되는 부분이다. 마틴, 하레, 그리고 베일러-존스도 머캐머와 마찬가지로 

유비가 메타포라는 언어 기술 방식으로 발현될 때 특별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자 언어와 메타포적 언어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전제는 동일하나 모든 

언어를 메타포라고 보기 때문에 논증의 경로는 상이했던 헤시도 

결과적으로는 머캐머와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다. 앞 절에서 상술한 것처럼 

                                           
15 예컨대 그라이스 이론은 언어적 의사소통의 동기에서 비롯한다. 가장 잘 알려진 그라

이스 이론가인 써얼을 포함한 이 입장에서는 의사소통을 그라이스의 용어로 분석하며, 그 

과정에서 메타포가 화자의 의도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쓰인다고 말한

다. 이때 이들은 메타포가 문자적인 내용이 아닌 인지적 내용을 가진다고 본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에서 메타포의 인지적 의미는 화자의 의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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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포의 인지적 내용은 역동적인 의미 네트워크 내에서 선택적으로 

부각되어 정해진다. 이때 어떤 개념의 의미 네트워크는 메타포를 구성하는 

유비들로 형성된다. 결과적으로 헤시는 메타포의 보편성과 유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2장의 논의를 통해 다시 수립되는 쟁점은, 유비적 사고와 

메타포와의 관계, 둘째로 메타포라는 언어 형식을 취했을 때 독특한 가치를 

지니는 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유비와 메타포 간의 관계는 곧 

메타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로 재정식화 된다. 그러나 이 또한 

단순하지 않은 문제로, 로티와 헤시의 논쟁에서 학(Susan Haack)이 

비판했던 것처럼, 메타포 담론을 둘러싼 논자들은 메타포를 일관적이지 않게 

정의하고 있다. 특히 로티는 메타포를 좁은 의미에서 규정하며 

‘살아있는(living)’ 메타포만 진정한 메타포로 취급하고 ‘죽은(dead)’ 

메타포는 배제하는 등 매우 협소하게 메타포를 정의하는 반면에, 헤시의 

경우 메타포를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했다. 16  언어 현상 그 자체를 모두 

수사적인 발화로 보았기 때문이다(Haack 1987: 182). 문제는 메타포의 

의미에 대한 판단이 메타포를 정의하는 방식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데에 

있었다. 

이처럼 메타포를 정의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난해해지는 측면도 있으나, 그럼에도 여기서 얻어지는 교훈은 앞으로 

더욱 탐구해야 할 영역의 방향을 제시한다. 바로 3. 메타포와 유비 사이의 

관계에서 요약하였듯이 메타포와 유비적 사고 간의 복잡한 관계를 밝히는 

동시에 메타포가 실제로 과학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이 명확해진 후에 비로소 4. 특정 메타포의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동기를 바탕으로 볼 때 이블린 폭스 

켈러(Evelyn Fox Keller)의 분석은 기존의 논자들과 조금 다른 의의를 

                                           
16 여러 문헌에서 상대적으로 문자적 의미가 확고한 메타포는 죽은 메타포로, 신선하게 

여겨지는 메타포는 살아있는 메타포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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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켈러는 유비에 의해서가 아닌 메타포에 의해 이루어지는 과학 활동의 

면모가 있다고 강조한다. ‘메타포의 생산성’이라는 개념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이 속성은 유비 대신에 애매성으로 설명된다. 그는 사례를 통해 애매성이 

구성되는 방식, 그리고 결과적으로 애매성으로부터 생산성을 획득한 

메타포가 과학 활동에서 발휘한 효과를 통시적인 관찰을 통해 보인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나는 생산성 개념을 설명하고 정식화할 것이다. 또한 

2장에서 완전히 해명되지 못했던 메타포와 유비적 사고 간의 관계를 구조-

사상 이론을 통해 생산성과 애매성, 유비 개념으로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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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자생물학적 메타포에 관한 켈러의 견해 

 

우리는 20세기 발생학과 분자생물학의 발전을 거치며 비로소 생명을 

과학적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켈러는 이 과정에서 생물학자들이 

과학 활동을 이어나가는 데에 세 가지가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바로 모형, 

메타포 그리고 기계이다. 이 세 가지는 그 자체로 과학을 설명하는 수단이 

되거나, 새로운 통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전에 없었던 경험적 증거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메타포에 관한 켈러의 시각은 특별하다. 왜냐하면 그는 이전 

논자들보다 과학 활동에서 메타포의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 장에서 나는 메타포를 과학 언어로서 거부하거나, 혹은 

메타포의 장점은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메타포 고유의 능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입장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구성주의 입장에서 메타포를 과학에서 

분리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었다. 비록 인지적 의의를 정당화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메타포는 분명 다른 개념에 없는 

독특성을 지니는 것처럼 보였다. 

  한편 켈러에게 메타포는 단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쓸 수 있어서, 

평소에는 없어도 될 만한 도구가 아니다. 그에 따르면 몇몇 과학 활동에서 

메타포는 모형과 같이 매우 필수적이다. 어떤 연구들은 특정한 규칙이나 

법칙 없이 메타포를 중심으로 한 서사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그에게 분자생물학은 생물학이라는 분야의 특수성 덕에 그의 주장의 적절한 

예시가 된다. 적어도 발생학과 분자생물학의 지식이 한 줄기로 수렴하던 

시기에 한하여, 과학 활동은 시험-피드백이나 검증에 덜 의존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메타포가 과학 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켈러는 메타포의 생산성 개념을 강조한다. 그가 생산성 개념을 직접 

정식화한 적은 없으나 내가 보기에 메타포의 생산성이란, 용어의 모호함에 

기반하여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잠재적인 과학적 사실들을 생산해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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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다. 이 잠재적 사실들이 그럴듯하여 과학자에게 더 큰 설명적 만족감을 

줄수록 메타포는 생산적이라고 한다. 

나는 이 개념이 때로 메타포의 종합적인 평가에 적절한 기준이 된다고 

이 장에서 주장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생산성은 앞서 논자들이 언급한 

메타포의 일반적 특성보다 중립적이며 포괄적이고, 또한 특정 메타포의 

통시성까지 반영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가령 설명적 속성이나 예측적 속성은 

메타포가 과학 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때만을 전제하고 있으며, 

메타포가 때로 모형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보이지 

못한다. 이 수준의 해석에서 메타포는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과학에 큰 

지장이 없을 만한 지위에 한정된다. 하지만 켈러는 통시적 관찰을 거쳐 

메타포의 애매함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생산성 개념으로 그려내어 메타포를 

과학 활동의 중심부에 위치시킨다. 

그러나 켈러가 생산성 개념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은 것은 

이 개념의 타당성 입증을 위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약점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 먼저 나는 유전체편집과 같은 특정 메타포의 평가 기준으로 

삼으려는 목적으로 생산성 개념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복잡한 개념이기는 

해도 메타포의 복잡성을 그대로 수반할 수 있는 이 특성이 특정 메타포를 

묘사하기에 가장 사실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하고, 또 이때 유비와 메타포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겐트너 연구팀의 구조-사상 이론(structure-mapping theory)을 

도입하고자 한다. 구조-사상 이론에서 기술되는 유비와 메타포 간의 관계를 

빌려오더라도 사실 생산성 개념을 완벽하게 정당화하기에는 다소 부족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으로 구성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는 동시에 메타포와 유비, 

생산성 개념을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다. 경험적인 측면에서 구조-사상 

이론이 생산성 개념을 지지하는 데에 부분적으로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평가 기준에 대한 관점을 수립한 이후에는, 이를 토대로 이어지는 

4장에서 유전체편집기술의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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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과학적으로 생산적인 메타포 

 

많은 학자는 메타포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했다. 켈러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다. 하지만 메타포의 기능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문장 

단위의 단편적인 예시를 드는 대부분의 논자와는 달리, 켈러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현실에 더 잘 부합하는 주장을 했다. 그에 따르면 과학적 

메타포에 있어 애매성은 중요한 특징이기는 하나 이 애매한 면모가 반드시 

과학에 긍정적으로 발휘되지는 않는다. 그는 발생생물학이 분자생물학의 

등장으로 새롭게 태동하던 20세기 전후를 배경으로 하는 풍부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생산적(productive) 메타포와 반-생산적(counter-productive) 

메타포를 구분했다. 그의 주장에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이 사례들은 과학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과 과학적 지식이 수립되는 과정들을 면밀하게 

보여주며 그 과정에서 메타포가 어떻게 관여하는지 보였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 그는 대체로 모형과 메타포에 대한 헤시의 견해를 

계승했다. 모형에 관해 활발히 탐구했던 헤시와 더불어 그는 모형이 자신이 

설계된 목적에 부응하는 답변을 제공하는지의 여부를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과학적 사실을 탐구할 때 모형에 

요구되는 질문은 많은 데에 비해 대답할 능력은 제한되므로, 모형과 사실의 

전체적인 유사성보다 국한된 질문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을 더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이때 켈러는 메타포가 생산적일 경우 종종 이는 모형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자 모형과 같이 행동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모형으로서 메타포가 새로운 과학적 실천을 안내했다고 

해석했다. 한편 그 생산성이 과도할 때 메타포는 오히려 반-생산적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어떤 메타포의 반-생산적인 면이 

드러난 이후에도 연구 프로그램의 어젠다에 따라 의미 변화를 거쳐 해당 

메타포가 활발히 사용된다는 사실이었다. 반대로 다른 어떤 메타포는 연구 

프로그램의 어젠다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이 사실은 켈러와 같이 

역사적 통찰이 이루어질 때만 포착될 수 있는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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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메타포의 긍정적인 역할에만 주목하는 가치 편향적인 관점과는 

다르게 켈러는 생산성이라는 가치를 지적했다. 그러나 생산성의 의미를 

규정하기는 쉽지 않았으며 실제로 그의 논의에서 역사적 서술에 비해 

개념적 정식화는 다소 부족했다. 켈러 자신도 과학에서 '생산적'이라는 

의미의 방대함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적만으로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약했다. 따라서 나는 이 장의 말미에서 켈러가 주장하는 

과학적 생산성이란 무엇인지, 메타포와 유비를 설명하는 인지언어학의 

구조-사상 이론(structure-mapping theory)으로 정리한다. 

 

3.1.1. 모형으로서 생산적인 메타포 

 

켈러는 모형과 실재 간의 유사성의 정도는 주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유사성의 정도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은 ‘좋은(good)’ 모형인지의 

여부라고 주장했다. 켈러가 보기에 과학에서 좋은 모델이란 무엇보다도 

유용(utility)해야 했다. 모형이 실제 세계와 얼마나 닮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유사성이 생산적으로 이용되기에 충분한지가 

중요했다(Keller 2003: 46). 예컨대 20세기 초 널리 인정받았던 

리덕(Stéphane Leduc)의 삼투 생장(osmotic growth) 모형을 평가할 때도 

중요한 것은 이 모형과 생물학적 유기체의 유사성이 ‘의미 있는지’의 

여부였다.17  즉, 과학자들이 유기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유사성을 중심으로 관찰이 이루어졌는지가 관건이 

되었다. 

                                           
17 리덕은 무기물로부터 인공 유기체의 합성을 통해 생물학적 형태의 발생을 설명하려고 

했다. 자연발생설 문제를 두고, 그의 삼투 생장 모형에 기반한 인공적 유기체와 실제 유

기체 간의 유사성은 긍정적으로, 또 때로는 반대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Keller 2003: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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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켈러의 관점에서 메타포적 어휘는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때 생산적이었다. 특히 그 현상이 아직 

불투명하고 제대로 정의되지 않았으며 과학자들에 의해 단지 암중모색 

방식으로 조금씩 규명되고 있는 탐구 대상일 때 그러했다(Keller 2003: 

119). 이때 서사를 통한 과학적 설명은 메타포를 비롯한 언어의 

불명확성(imprecision)을 이용해 생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켈러에 따르면 과학자들이 원하는 바는 현상에 대해 더 정확하고 

문자적인 기술이 아니라, 설명적 만족을 제공하는 설명이었다. 항상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발생학의 사례에서 발생 중 유전자의 

역할에 관한 규칙이나 법칙들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발생 

과정들의 유전자 기반적 설명은 아직 애매한 메타포로 그 서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유전자는 서로 모순되는 특성들을 모두 함축하는 

불안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비록 유전자에는 단일한 의미나 특정한 

개념이 정립된 것이 아니었지만, 결국 유전자 메타포는 다른 실험적 체계나 

연구 프로그램들을 이끄는 꽤 긍정적인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켈러는 재차 이러한 모순된(incoherent) 개념의 생산적인 가치를 

강조했다.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기 위해서 마치 블랙박스와 같은 어휘는 

비록 불명확성과 내적 모순을 가지고 있더라도 연구를 진행해 나가는 데 

필요했다. 개념 내의 모순적인 요소들은 그 안에서 또한 상호작용 했다. 

이때 이렇게 애매하고 모순된 개념은 몇 가지 역할을 했다. 첫 번째로 

연구자가 이 용어를 통해 착수할 수 있을 만한 적절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두 번째로 임시적이더라도 그날그날 꾸려가는 연구를 

해석할 만한 설명적 프레임웍을 제공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모순을 

밝혀내는 과정 또한 과학적으로 생산적이었다. 과학자들은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정식화를 이루어 냈다(Keller 2003: 132). 

다만 유전자 작용 사례에서 나타나는 메타포의 단점은,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생산적이었다는 점이었다. 유전자 개념 내의 어느 정도의 

모순(ambi-valence)은 생산적으로 기능했지만, 이는 결국 유전자 개념 

스스로를 공격하는 셈이 되었다(Keller 2003: 134). 이를 두고 켈러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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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메타포라고 했다. 3.2절에서 DNA의 규명과 함께 유전자의 모순이 

밝혀지면서, 새롭게 밝혀진 정보들을 잘 수합하면서도 유전자 작용에 필적할 

만한 힘을 가진 새로운 언어적 구성(literal construct)이 요구되었던 사례를 

보일 것이다. 

 

3.1.2. 분자생물학 모형으로서 생산적인 메타포 

 

켈러는 메타포로서 모형이 물질적 개입(material intervention)을 하는 

도구(tools, instruments)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질 세계의 변화를 

야기하는 도구로서 메타포는 과학자들의 사고뿐 아니라 행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즉 메타포가 과학적 실천을 안내한다는 의미였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의 정당화가 필요했다. 

첫 번째로 켈러는, 낸시 카트라이트(Nancy Cartwright)나 마가렛 

모리슨(Margaret Morrison)보다 더욱 급진적으로 과학에서의 모형의 

지위에 힘을 실어주었다. 카트라이트는 모형을 ‘이해’를 위한 도구 혹은 

기구로 여기며 이들이 개념적 세계에 개입할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론의 지배가 만연한 과학의 분위기를 깨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된 

것이었다(Cartwright et al. 1995: 138). 모리슨은 모형의 주된 역할이 

표상적 기능이라고 하면서, 모형의 타당성이 개입의 맥락에서 그것의 수행 

능력으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모리슨과 모건(Mary Morgan)은 

모형을 ‘사물(things)’과 ‘이론’의 두 영역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로 여겼다. 모형을 이론을 구성하는 요소로서가 아니라, 지식 생산 

과정에서 자율적인 이론적 존재자(theoretical entities)로 여긴 

것이다(Morgan & Morrison 1999: 7). 하지만 켈러는 사물과 이론 영역이 

분리된 것이라면, 모형은 어디에 위치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그는 애초에 이러한 전통적인 분리 자체가 모형의 지위에 관한 

논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가 보기에 모형은 이론과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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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시키지 않은 다소 급진적인 실용주의(pragmatic) 관점에서 그 역량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하는 켈러의 두 번째 전제는 분자생물학 분야의 

특징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분자생물학의 과학적 실천이 특정한 실험 

절차들에 깊이 기반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매일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임시적이고 즉각적인 목표들뿐 아니라, 상업적, 그리고 의학적 기술의 발전 

측면에서도 분자생물학은 실용성이 강한 분야 중 하나였다. 그럼에도 이 

분야에서 이론이 무시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분자생물학자들은 개념적인 

이론 작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이들이 하는 이론적 활동은 이론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도 어느 한쪽에 편향된 모습을 보인다고 켈러는 

분석했다. 즉, 다른 것들과 관계되는 사실들을 집합적으로 분석하는 

의미에서의 이론보다는, 실험을 통해 밝혀내는 사실들의 모음을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법칙으로 만드는 작업에 치중한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발생 유전학의 실험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 데이터들은 그 자체로는 

무언가 주장하지 않지만, 임시적이라도 정교한 모형을 구성함으로써 의미가 

주어졌다. 

 

3.1.3. 과학적 생산성 

 

앞서 지금까지 소개한 과학적 생산성에 관한 켈러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모형이 유용하게 이용될 때 이는 과학적으로 생산적이다. 모형이 

기반하는 세계와의 유사성이 연구자들의 지적 요구를 만족시키면 이 

모형은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Keller 2003: 46). 

2. 모형으로서 메타포가 연구자들에게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특정 

현상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때 이는 과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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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이다(Keller 2003: 119). 

3. 메타포 언어의 불명확성과 애매함은 과학적 생산성을 증진시킨다. 이는 

서사를 통한 과학적 설명이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이다(Keller 2003: 

120). 

4. 메타포의 불명확성은 생산적일 수도, 반-생산적일 수도 있다. 생산적 

메타포는 문자적 의미(literal meanings)를 결여할 때이다.18 반대로 반-

생산적 메타포는 두 가지 경우이다. 하나는 문자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가 서로 명백하게 상충할 때이며, 다른 한 가지는 둘 이상의 

다양한 문자적 의미들이 구축되었을 때이다(Keller 2003: 321). 

5. 모형으로서 메타포는 물질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도구로서 과학적 

실천에 생산적으로 기능한다(Keller 2003: 132). 

 

이상 켈러의 주장을 살펴볼 때, 과학적 생산성의 개념은 메타포 담론 

내로 그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여전히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 

하지만 2장에서의 선행 연구 내용과 비교했을 때 1번은 앞서 설명했던 

메타포의 첫 번째 특성인 설명적 기능과 연관된다. 또한, 2번과 3번은 

메타포의 두 번째 특성인 예측적 속성과 이를 구성하는 애매함에 완전히 

대응된다. 따라서 켈러의 모형과 메타포에 관한 견해에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점은 4번과 5번이다. 4번에서 켈러는 메타포의 애매성이 잠재적으로 

양가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5번의 언급을 통해 그동안 메타포가 그 

역할을 충분히 평가받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반-생산적 메타포와 생산적 메타포의 사례를 

소개한다. 켈러에 따르면 생산적으로 기능하는 메타포는 특유의 애매함을 

                                           
18 여기서 ‘문자적 의미를 결여한다’는 것은 메타포가 단일한 의미가 확정된 죽은 메타포

(dead metaphor)가 아니라 살아있는 메타포(live metaphor)라는 것이다. 켈러는 전반적

인 입장을 헤시와 일치시키고 있기 때문에 메타포를 포괄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이는 것으

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문자적 의미라는 용어도 헤시의 관점을 따른다면 정확

한 개념이 아닌 임의적 분류에 의한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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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하고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모순일 때도 있는 다중 의미적 특징은 바로 

과학적 생산성의 원천이 되었다. 심지어 이 모형으로서 메타포는 과학적 

실천을 도모했다. 이와 달리 반-생산적인 경우는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는 메타포의 문자적 의미가 내재하는 의미와 명백히 충돌하는 경우였다. 

이 장에서 앞으로 설명할 ‘유전자 작용’이라는 메타포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했다. 두 번째로 둘, 혹은 그 이상의 다른 문자적 의미들이 형성될 때 

메타포는 반-생산적이었다. 메타포가 사용된 초기와는 달리 점차 모순된 

의미들을 획득하게 되었던 ‘유전자’ 개념이 여기에 대한 사례로 적절했다. 

 

3.2. 생산적 메타포와 반-생산적 메타포 사례 

 

과학적 메타포가 어느 정도 애매하고 불명확한 특성을 갖는다는 주장은 

켈러뿐만 아니라 몇몇 다른 학자들도 단편적으로나마 언급했던 바였다. 이 

주장은 메타포의 인지적 의미 보유 여부에 관해 어떤 입장을 가지든 양립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메타포가 보유하는 특성이 아닌 그 

특성이 발휘되는 효과이자 그로 인한 역할과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켈러는 메타포가 생산적으로 혹은 반-생산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를 

보이지만 여기에서 어떤 당위적인 결론을 직접 도출해내지는 않았다. 비교적 

친숙한 이 예시들을 통해 가치 중립적으로 드러나는 의외의 사실은, 어떤 

메타포가 어떤 면에서 반-생산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개념이 

폐기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유전자 메타포가 대표적인 예였다. 반대로, 

어떤 다른 메타포가 생산적으로 여겨진다고 했을 때 이것이 영속적인 

판단이 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유전자와 유전적 프로그램 메타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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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반-생산적 메타포: 유전자와 유전자 작용 모형19 

 

1900년대 초반의 유전학 연구자들은 당시 물리학이나 화학의 근본 

단위로 여겨졌던 원자 개념처럼, 유전 요소에도 비슷한 존재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923년 휴고 드 브리스(Hugo de Vries)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비록 작업용 도구에 불과할지라도, 이 개념들은 화학과 물리학에 쓰이는 

원자론의 개념들에 상응하는 실용적 가치를 지닌다.” 즉, 적어도 양자역학의 

출현 전까지는 본질적으로 안정하다고 여겨진 원자라는 단위 개념이 그 

자체가 유전 요소는 아니더라도 생물학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불변적이고 

안정적인 요소로 느껴졌던 것이다(Keller 2003: 126). 

세포 내 유전 요소의 선결정적인 측면과 자기 복제적 특성에 집중된 

당대 과학자들의 관심은, 유전자라는 가설적 실체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났다. 

켈러는 이러한 가설적 실체에 혼동된 입자성 실체로서의 유전자 개념, 그의 

말을 빌리자면 일종의 선입견이 이후 세대에도 필연적으로 전해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번 인과적 행위자(causal agent)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유전자 

메타포는 분명 초기 분자 생물학 시기에는 과학자들이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왔을 것이다.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도 유전학자들은 ‘유전자 

작용(gene ac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이는 한 마디로 ‘유전자와 

형질을 연결하는 인과 과정’을 나타내는 일종의 모형이었다. 분명한 것은, 

유전자 작용 개념이 사용되는 동안에도 여전히 유전자는 가설적 

존재자였다는 것이다. 유전자가 무엇을 하는지 물었을 때 유전자의 기능을 

표현할 만한 단어들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간극을 채우기 위해 

                                           
19 여기서 ‘유전자’는 주로 DNA가 발견되기 이전의 고전적 유전학에서 사용되던 용어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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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학자들은 ‘행위자로서 유전자’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질문했다. 켈러는 

이 시기의 유전자 개념을 두고, 세대를 거치는 재생산 과정에서 유전자는 

물질성이라는 특성으로부터 안정적인 전달 단위로서 여겨지면서도, 또 

한편으로 발생 과정에서는 잠든 체계를 깨우는 신비한 능력을 지녔다고 

생각되는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특히 작용이라는 단어와 

연합되어 사용되면서 더욱 강해졌다(Keller 2009). 

1940년대에는 1유전자-1효소설이 제안되었고 비로소 1957년에 

프랜시스 크릭(Francis Crick)이 서열 가설을 발표함으로써 유전학자들은 

염기서열에 적힌 유전자의 구조를 해독하는 데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비로소 정말 본격적으로 불릴 만한 유전자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었을 때 새롭게 관찰되는 사실들은 유전자 작용 모형에 균열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균열들은 시간이 흘러 세포 내 역학적 

복잡성을 더 잘 파악하게 될수록 더욱 부각되어 드러났다. 예컨대 물리적인 

실체라고 여겨졌던 염기 서열 상의 유전자는 막상 그 시작과 끝을 지정하고 

정의하기에 쉽지 않았다. 1959년 프랑수아 자콥(François Jacob)과 자크 

모노(Jacques Monod)는 유전자 조절 오페론 모형에서 구조 유전자와 조절 

유전자를 구별하였다. 

단백질을 암호화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여겨졌던 비-유전자 영역, 즉 인트론(intron) 영역과 주로 무작위적 반복 

서열로 나타나는 쓰레기 DNA(junk DNA)로 여겨지던 영역에서도, 

최소한으로는 물리적인 차원에서부터 정교하게는 선택적 이어 

붙이기(alternative splicing) 과정과 같은 소위 의미 있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무엇을 유전자라고 특정하는 것이 적절할지 살펴볼 때, 

전사체(transcripts)에 가해지는 광범위한 편집 과정과 여러가지 수준에서 

작동하는 조절 메커니즘 등의 발견은 분명 단지 예외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유전자 작용 담론을 불리하게 만드는 현상이었다. 

한편, 유전자 작용 담론과는 달리 유전 프로그램 모형은 개개의 

유전자보다는 유전체 전체의 기능에 집중했다. 애초에 유전자 작용 담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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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하는 의미는 유전자의 작용이나 조절이 각 형질의 형성으로 

이어진다기보다도, 수많은 유전자들의 총체적인 작용이라고 켈러는 주장했다.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하여, 발생생물학에서 다세포 생물의 수정란 분화 

현상은 가장 적합한 사례가 되었다. 그에 따르면, 애초에 1950년대에 

초파리의 침샘 염색체에서 띠가 관찰된다거나, 또 다른 종의 거대 

염색체에서 쉽게 관찰되는 다양한 구조변이들이 관찰되어 이로부터 

유전자의 물리적 실체를 예측하는 것은 다소 섣부른 추론이었다. 기능이 

서로 다른 세포들의 핵 분화는 염색체의 활성 패턴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 즉 유전자가 차등적으로 활성을 띤다는 사실 정도가 적절한 

해석이었다(Keller 2003: 149).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했던 와딩턴(C. H. Waddington)의 견해는 당시에 

즉시 주목받지는 못했다. 이 이슈는 1960년대에 자콥과 모노 등의 ‘유전적 

조절 메커니즘’ 및 유전자 활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언급하길, ‘조절인자와 작동인자의 발견은 

유전체가 일련의 청사진들뿐 아니라 단백질의 합성과 그것의 실행을 

통제하는 수단을 조화시키는 프로그램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는 유전자의 인과적 행위자로서의 지위를 의심하게 하는 

추론이었다(Keller 2003: 135). 

분자 생물학 분야에서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논문에서, 프로그램 메타포는 유전자의 행위자적 

메타포보다 더욱 유전자의 상호작용을 잘 설명했다고 켈러는 평가했다. 또한 

당시 컴퓨터 과학의 발전에 따라 이루어진 메타포의 차용 자체도 보다 

조화로운 것이었다. 자콥은 이후 유기체를 ‘유전이 규정한 프로그램의 

구현’이라고 말하였고, 뉴클레오티드 문자로 씌어진 유전 프로그램이 생물 

발생을 추진하는 근원이라고 보았다. 그는 프로그램 메타포는 물론 컴퓨터 

과학의 모형으로부터 빌려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분자 생물학은 

컴퓨터 과학 분야의 수많은 용어들을 메타포의 원천으로 삼았다(Keller 

2003: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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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생산적 메타포: 유전적 프로그램 모형 

 

자콥은 유전(heredity) 현상을 암호화된 프로그램으로 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면서 생물학에서 목적론(teleology)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해석했다. 그가 보기에 유전적 프로그램 개념에는 고전 

유전학자들이 유전자 작용 개념에 기대했던 바가 내재되어 있었다. 

생물학자들이 유전자 작용 개념을 만들면서 은연중에 유기체 발생 과정의 

궤적을 이끄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나 지능(intelligence)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며, 이런 관점에서 목적론은 공연히 말할 수는 없지만 배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었다. 20  자콥이 보기에 유전적 프로그램은 유전적 

조절에 관한 최근의 발견을 잘 포섭하면서도, 수정란으로부터 성인까지 

이어지는 목표 지향적인(goal-oriented) 과정의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개념이었다(Keller 2003: 141). 

결과적으로 켈러는 유전적 프로그램 개념이 단지 설명을 원활하게 했을 

뿐 아니라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 생산성은 애매성으로부터 

기원했다. 켈러는 유전적 프로그램 개념이 이끌어내는 애매함의 원인들을 

용어의 기원을 추적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그 첫 번째이자 가장 

본질적인 불명확성은 ‘유전적(genetic)’이라는 한정어(modifier)의 문법적 

용례가 명확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되었다. 유전적 조절, 유전적 제어, 유전적 

스위치 등 여러 어휘들에서 연합하여 수식어로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적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분명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컴퓨터 

분야의 도입이라는 특정한 역사적인 맥락과 결부되어 나타났다. 당시 

사람들은 정보 이론에서의 문자적 메세지를 디지털 형식으로 부호화한 

뉴클레오티드의 순서에 대응시켰다. 즉, 유전 정보의 디지털화된 

전형(embodiment)을 부호화된 뉴클레오티드 서열로 환원하여 이를 정보로 

취급한 것이었다. 그 결과 ‘정보’라는 동일한 어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20 자콥은 이러한 관점에서 목적론을 정부(mistress)로 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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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러하듯 DNA가 운반하는 

디지털화된 존재로서, 그리고 한편으로 전통적인 목적론적 맥락에서 정보가 

지시하는 기계의 지성 혹은 두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였다. 

애매함에 기여하는 또다른 중요한 원천은 1940년대 전시(戰時)에 

노버트 위너(Nobert Wiener)와 줄리안 비겔로(Julian Bigelow)에 의해 

제안된 자기-조향적(self-steering) 메커니즘으로 분석되었다. 목적론과 

음성 되먹임(negative feedback)을 동일시한 위너의 아이디어는 유기체와 

기계 간 유비에 힘을 실었다. 켈러에 따르면, 유기체-기계 메타포 덕에 

비로소 자기-조직적인 오토마타(self-organizing automata)의 목적인과 

사고 기계(thinking machine)의 디지털 프로그램에 암호화되어 있는 

지향성(intentionality) 간의 잠재적인 결합이 이루어졌다.21 

켈러가 여기서 주목하는 핵심적인 특징 두 가지는, 지시적 불명확성 그 

자체와 그 불명확성으로 인해 서로 다른 체계들 간에 '진동(oscillation)'이 

불러 일으켜진다는 점이었다(Keller 2003: 146). 이와 함께, 강조되는 

부분은 애매한 개념과 메타포가, 이러한 원천의 면면들이 상호 간에 

영향력을 주고받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었다. 다시 말해, 

적당한 정도의 애매함 그 자체가, 그 애매함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 

상호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이었다. 그는 

이렇게 애매함의 면면들이 서로 힘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점차 문자적인 

의미가 생겨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21 켈러에 따르면 컴퓨터 메타포의 도입만으로는 유전적 프로그램이 내포하는 의미가 충

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암호화된 명령이 그러하듯, 유전적 

프로그램에 유기체의 개체 발생 과정을 암호화하는 지시를 기대한다면 이는 단지 이를 

해독하는 것만이 과제가 된다. 그러나 유전적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래

머의 지향성이 내재하는, 즉 외부적 의지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

서는 반드시 컴퓨터의 사이버네틱스 관점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유전적 프로그램의 

경우 자체가 일반적인 오토마타의 사례로 여겨져야 한다. 여기서 오토마타란, 스스로 

조향하고 통제하며 조직화할 수 있는 기계를 말한다. 단지 사람들의 의도를 실행하거나 

사람들의 계산적 능력을 확장시키는 도구 용도의 기계 의미를 벗어난다(Keller 2003: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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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의 자기-조향적 장치와 컴퓨터가 문자적으로 동일시되기 쉬운 반면, 

유기체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켈러는 여기서 발생하는 유기체와 자기-

조향적 장치 사이의 간극을 오히려 애매성의 원천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좋은 메타포의 특징을 생각해볼 때, 좋은 메타포는 

불확실하면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의 지시체들 간 근접성을 느끼게 

하므로 이러한 혼동은 자연스럽다는 것이었다. 덧붙여, 앞서 언급한 애매한 

면면들의 유산으로 남겨진 것들을 살펴볼 때, 이러한 불명확성이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주는 단서는 다른 단어에서도 풍부하게 발견되었다. 가령 자콥 

세대나 그 이후의 생물학자의 경우, 그들은 다음과 같은 많은 개념 간에 

경계를 긋는 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겼다. 조절자와 조절되는 것, 유전적 

정보와 섀넌(Claude Shannon)이 일찍이 정보라고 일컬었던 수량(quantity), 

유기체와 컴퓨터, 디지털 프로그램과 피드백 메커니즘, 인간 지향성과 

새로운 기계에 구체화된 목적인과 같은 것이 그 예시였다(Keller 2003: 

146-147). 

따라서 켈러는, 이러한 유전적 프로그램 개념의 다양한 

불명확성이야말로 1960-70년대 분자생물학의 엄청난 생산성의 

원동력이었다고 주장했다. 유전적 프로그램 개념은 유전자 활동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당대의 쏟아지는 새로운 발생생물학적 연구 결과들을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 또한, 특정 수준에서는 초기 분자 

생물학자들이 연구 가설을 세우기 위한 틀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그 뿐 아니라, 당시 분자생물학자들의 새로운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끌었던 비유들(family of tropes)을 강화하는 데에 유전적 프로그램이라는 

용어가 큰 역할을 하였다. 조절 회로, 메신저 RNA, 유전적 암호, 번역 

메커니즘, 센트럴 도그마가 그 예시였다(Keller 2003: 147). 

실제로 유전적 프로그램 메타포가 분자생물학 실험에 모형으로 

이용되었던 예로 켈러는 에릭 데이빗슨(Eric Davidson)과 동료들의 ‘유전적 

컴퓨터(genetic computer)’ 모형 사례를 든다. 22  유전자 작동이 조절되는 

                                           
22 켈러는 1990년대 칼텍(Cal Tech)에서 이루어진 실험을 조사하고 데이빗슨과 동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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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을 연구하기 위해 그들은 Endo16의 프로모터를 유전자의 발현을 

결정하기 위한 논리 회로처럼 작동하는 유전적 컴퓨터로 상정했다. 그들은 

아주 작은 ‘컴퓨터’를 작동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DNA에 조절인자로서 

암호화되어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에 관여하는 배아 세포 내 작은 

분자들을 입력(input)으로서, 그리고 전사 수준(transcription level)을 

출력(output)으로 여겼다. 그들이 실험을 할 때 이 모형이 다른 

프로모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거라는 근거는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프로모터의 기능을 탐구하는 게 중요한 일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일반적인 법칙을 찾기에는 매우 미숙한 분야였기 때문이다(Keller 2000: 

77-78). 

이 사례를 메타포가 모형으로서 과학 활동에 물리적으로 개입하여 

생산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에 따라 모형의 외연 또한 

확장되어야 했다. 3.1.2절에서 미리 설명했듯 사실 관계를 집합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특정한 상황에서 관찰된 효과를 정교하지만 

임시적인(provisional) 모형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분자생물학에서 빈번히 

벌어지는 일이었다. 추상적 이론화(abstract theorizing) 과정을 주로 거치며 

모형을 이론의 일부로 보는 경향이 강한 이론 물리학과는 대조적으로, 

분자생물학은 실험과 이론화가 거의 분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험 데이터의 

해석과 새로운 실험의 디자인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23  또한 이 

사례에서 유전적 프로그램은 단지 사고(thinking)뿐만이 아닌 

실천(doing)을 안내하여 물리적 변화(material change)를 도모하는 

수단(tools)이나 도구(instruments)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터뷰하였다. 

23 예컨대 나비에-스토크스 운동 방정식(뉴턴유동을 하는 비압축성 유체의 운동 방적식)

의 경우와는 달리, 유전적 프로그램 모형은 어떤 구체화된 것의 동작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그려진 프로그램이 아니다. 데이빗슨 등의 분자생물학자들이 그린 논리회로, 프로그

램은 그 자체로 모형이다. 이는 물리학에서는 전형적으로 기술(description)이나 알고리

즘일 뿐이라고 여겨진다(Keller 2000: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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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켈러 견해의 의의와 구조-사상 이론 

 

결과적으로 한때는 매우 생산적이었으나 반-생산적인 메타포가 된 

전통적인 유전자 개념은 DNA의 실체와 이중나선의 구조가 밝혀지고 

뉴클레오티드 서열과 아미노산 서열의 상응 관계가 알려지면서 그 애매성을 

잃었다. 유전자가 더 이상 유전 현상(heredity)의 기본 단위나 생명 발생 

과정에서 스스로 주체성을 갖는 존재가 아니라, 현대 분자생물학에서 알려진 

대로 단지 화학 분자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에 도입된 

유전적 프로그램과 같은 컴퓨터 과학 및 사이버네틱스 메타포는 확장된 

지식에 관한 서사를 잘 구성하면서도 불안정했던 유전자 개념을 안정시키는 

데에 기여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사이버네틱스 메타포는 언제까지나 

생산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켈러는 되먹임(feedback) 메타포의 사례를 통해 사이버네틱스 메타포를 

사용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음을 보였다. 새로운 연구를 제안하는 

것보다 기존 연구 프로그램 중 일부를 강화하는 데 치중하게 된 것이다. 

요컨대, 1960년대 자콥과 모나드의 오페론 모형은 유전자 개념에서의 중앙 

집권적 제어(centralized control) 설명을 대체하는 데에 성공했지만, 반대로 

되먹임 메커니즘이 유전자 수준 담론에만 한정되도록 만들었다. mRNA의 

전사 후 과정이나 효소 매개 단백질 구성 조절 등, 후성유전학적인 다양한 

수준에서의 조절 메커니즘의 존재를 처음부터 기대하는 것은 당시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유전자 외적인 연구를 확장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그는 평가했다(Keller 2003: 170).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갈 부분은, 이처럼 켈러의 생산적 메타포와 반-

생산적 메타포가 통시적으로 변화를 거치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켈러의 견해에 한 가지 반례를 들자면, 켈러가 

말한 생산적 메타포의 예시인 유전적 프로그램과 같은 모형은 유전자 

중심주의와 유전자 결정론, 환원주의적 시각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아 

상대적으로 유전학 연구 전 영역의 균형 잡힌 성장을 저해했다.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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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외적인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가 뒤처지게 된 것이다(Rose & Rose 

2012). 

이러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켈러의 통찰은 메타포의 인지적 의미 보유를 

주장하던 기존 입장과는 차별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때, 켈러의 

과학적 생산성이라는 가치는 이 차별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왜냐하면 이전 학자들이 사용하는 표현에 비해 중립적 혹은 양면적이기 

때문이다. 켈러가 메타포가 과학적으로 생산적이었다고 말할 때, 이는 사실 

이전의 학자들이 제안했던 창조성을 구성하는 가치들, 즉 설명적 속성이나 

예측적 속성과 같이 긍정적인 특징만이 원인으로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만은 없다. 생산성이 과도했을 때, 혹은 가능한 여러 가지 방향 중 한쪽에 

편향되어 생산적일 때 이를 결론적으로 과학 활동에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과학 활동에서 메타포가 작동했던 경험은 생산적 

혹은 반-생산적이라는 켈러의 구분을 통해 더욱 풍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어휘들보다도 창조성 본연의 의미를 잃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용어가 생산성인 것이다. 

이렇듯 생산성이 다른 개념에 비해 중립적일 수 있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알기 어려운 애매성의 잠재성, 혹은 불안정성이 

이 개념에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이다. 켈러에 따르면 생산성은 반드시 

메타포의 애매성으로부터 기원한다. 따라서 애매성이 작용한 결과는 

생산적일 수도, 반-생산적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애매성의 작용은 이전 

논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설명적인 기능, 예측적인 기능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켈러가 포착한 것처럼 모형의 역할로도 발현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켈러의 생산성 개념을 기반으로 한 메타포 분석은 메타포와 

유비적 사고 간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메타포가 과학 활동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사실적,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이때 켈러가 상당 부분 헤시의 이론을 

계승하므로, 메타포와 유비적 사고의 복잡한 관계를 ‘새로운 메타포의 형성 

과정에서 비유 집단들(family of tropes)이 관여하는 꼴’로 이해할 수 있다. 

관점에 따라서는 이전 이론 중에서도 메타포가 모형의 부산물로 생겨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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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이나 하레의 주장과 부분적으로 중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켈러의 포괄적 서사(global narrative)는 배경에 관한 설명을 

부연하여 블랙이 말한 영역 이동(domain shift)과 그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혹은 헤시의 의미 네트워크 변화를 더 잘 묘사했다. 24  나아가 애매성의 

원천이 보충되고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은 그의 견해에서만 볼 

수 있는 상관관계다. 

또한, 되먹임(feedback) 용어 사례와 같이 동일한 성격의 비유 집단 

중에서도 한 메타포가 다른 메타포보다 연구 프로그램의 방향에 더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켈러의 세부적인 묘사를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점이다. 이전의 이론가들은 특정 메타포가 비유 집단 중에서도 

중심적이었다는 설명은 하지만, 비교했을 때 더 두드러져 보이는 개별적인 

특수성에 관한 관심은 놓쳐왔다. 

덧붙여, 그는 특정 메타포가 때로는 모형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모형은 개념적일 뿐 아니라 물리적이며 실제 실험에 

관여했다. 이는 메타포의 다른 어떤 역할에 비해서도 급진적인 면모이며, 

이러한 주장은 메타포의 기능을 확장하는 데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언어 

기술이 모형이 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지만, 메타포가 앞에서 언급된 

역할들과 더불어 모형이 될 수 있는 역량까지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메타포가 과학에서 독특한 존재라는 구성주의적 견해에 설득력을 더할 

것이다. 

 

한편 켈러의 견해를 평가할 때 앞서 언급되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역시 

생산성 혹은 반-생산성 개념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생산성과 반-생산성 개념이 메타포의 애매성을 어떠한 손실 

없이 운반한다는 점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점은, 아직 생산성 개념에 더욱 

                                           
24 켈러는 메타포가 어떻게 유용하게 작용하는지에 관해 여러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을 두

고 포괄적 서사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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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되고 해명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과학 활동이라는 복잡하고도 

편재적인 대상을 평가하는 용어가 갖는 한계를 고스란히 껴안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켈러에 의해 메타포의 애매성으로부터 비롯한 

생산성 개념은 마치 수수께끼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이 수수께끼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낼 것인가?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방법은 최근까지도 주류 이론으로서 발전하고 

있는 인지언어학의 구조-사상 이론을 도입하는 것이다. 심리학적 설명에 

기반한 겐트너의 구조-사상 이론은 패턴 인식이라는 인간 인지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잘 설명하면서도, 유비와 메타포의 관계 및 작동 또한 

설명하기에 용이한 이론이다(Gentner et al. 2001; Deignan 2010). 이 

이론의 용어와 도식을 이용하면 메타포와 유비 간의 관계를 구성주의적 

입장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생산성이 어떻게 메타포의 

애매함에 기반하는지도 추측 가능해진다. 

먼저 구조-사상 이론을 설명하자면, 이 접근에서 메타포 

이해(comprehension)는 크게 두 가지 필수 전제로 구성된다. 각각의 

전제는 서로 연관되며, 이 접근이 모두 포섭하여 통합하고자 했던 두 선행 

이론을 대표한다. 첫 번째 전제는 ‘정렬(alignment)’이다. 구조-사상 

이론에서 메타포는 머피(G. L. Murphy)가 주장한 대로 두 영역, 즉 

원천(base domain)과 목표(target domain) 사이에 발견된 약간의 공통성에 

기반하여 구조적 정렬(structural alignment)을 이루어 처리된다. 여기서 이 

정렬이 어느 한 쪽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평행적인 구조로 만들어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메타포는 이 두 영역의 구조적 평행론(structural 

parallelism)을 반영한다.25 

                                           
25  레이코프(G. Lakoff)는 ‘불변 가설(invariance hypothesis)’에서 목표 영역의 구조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원천 영역(source domain)의 인지적 상(cognitive topology; image-

schema)이 보존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목표 대 원천이 일대다(一對多) 혹은 그 

반대인 다대일로 설정되는 사례에서 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지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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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단계 다음에는 초기 공통성을 넘어선 추론이 이루어진다. 이를 

투사(projection)라고 한다. 추론 투사(inference projection)는 정렬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데, 더 견고하거나 친숙한 원천 영역으로부터 목표 

영역으로 진행된다. 레이코프(G. Lakoff)가 강조했던 새로운 지식이란 바로 

이러한 추론 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Gentner et al. 2001). 때로 

이론 내에서 더 복잡한 메커니즘도 모형화되기는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꼴은 이처럼 정렬과 투사로 구성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비와 메타포는 기본적으로 비슷한 인지 과정이라는 

게 겐트너를 비롯한 연구자들의 설명이다. 유비적 사상(analogical 

mapping)은 표상 사이에 구조적인 정렬(structural alignments)이 구축된 

후 이를 통한 추론이 기획되는 것이다. 유비는 관계상에서만 논의되며, 한 

마디로 패턴 인식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표상된 상황은 대상이나 

그것의 속성, 또는 대상들 간의 관계들로 구성된다(Gentner et al. 2001: 

200). 

메타포의 경우도 비슷하다. 앞서 말했듯 구조-사상 이론에서 메타포는 

초기의 관계적 공통성(relational commonalites)에 기반한 구조적인 정렬에 

의해 이루어진다(Gentner et al. 2001: 240). 다만 메타포는 유비보다 

구조적으로 다양할 수 있다. 예컨대 속성이 일치될 수도, 관계가 일치될 

수도, 혹은 둘 다일 수도 있다. 심지어 메타포에서 이러한 구조적 일관성은 

깨질 수도 있어서 관계들의 복잡한 혼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대신 유비는 

보다 제한된 병렬 관계를 의미한다. 

또한 화용론적 관점에서 겐트너는 메타포가 일반적으로 표현-

영향적(expressive-affective)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반면, 유비는 

메타포에 비해 설명-예측적 맥락에서 흔히 사용된다고 말한다. 과학에서 

메타포는 유비와 마찬가지로 때로 설명-예측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메타포가 

유비보다 더 넓게 쓰인다고 할 수 있다(Gentner et al. 2001: 240). 이 

                                           

불이다'와 '사랑은 불이다'라는 메타포에서처럼, 불은 복수의 상을 가지며 변한다. 

머피는 이 점을 지적하여 평행론, 즉 병행설을 주장한 것이다(Gentner et al. 2001: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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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은 메타포와 유비의 선후 관계를 딱히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메타포로부터 새로운 유비, 의미가 탄생할 수 있다는 블랙의 견해와도 잘 

부합하게 된다. 

 

그렇다면 구조-사상 이론에서 메타포의 생산성은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먼저 반-생산적인 메타포부터 보면 이는 메타포 내에서 복수의 

의미가 상충하는 경우이다. 가령 유전자 작용이라는 메타포 사례에서 

유전자는 ‘행위자’로서의 가설적 의미와 ‘대물림의 전달 단위로서 화학 물질’, 

즉 두 의미가 충돌하였다. 둘 이상의 문자적 의미들이 구축되었을 때도 

메타포를 반-생산적이라고 하는데, 켈러는 ‘행위자로서 유전자’와 ‘서열로서 

유전자’라는 의미들의 공존을 반-생산적이라 보았다. 이러한 반-생산성은 

초기에 제한적이고 불안정한 공통성을 기반으로 두 영역이 정렬되며 

구축되었던 사상과 구조가, 과학적 지식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끊어지거나 변형될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조-사상의 원리 중 하나인 체계성(systematicity) 원리는 

우리가 반-생산적 메타포의 사례를 더 풍부히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26 

체계성 원리란 메타포의 해석과 추론에 있어, 다양한 관계적 해석 중에서도 

더 깊고 견고하게 서로 연결된 구조를 만드는 정렬을 사람들이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Gentner et al. 2001: 200-201). 유전자 사례에서 

정렬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었던 초기 공통성으로 비롯된 사상은 그에 

따른 투사 사상과 함께 약화되었다. 핵심적인 사상에 야기된 변화로 인해 

일부 연구자들은 더 이상 사상의 확장이나 구조의 강화를 기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추가적인 사상이 불가능하지는 않았겠지만 메타포로서의 

                                           
26 겐트너 등은 유비적 사고에서 여섯 가지 원리를 제안한다. 1. 구조적 일관성(structural 

consistency), 2. 관계적 중심성(relational focus) 3. 체계성(systematicity), 4. 비본질

적 연관의 배제(no extraneous association) 5. 혼합 유비의 배제(no mixed analogies) 

6. 유비와 인과관계의 구별(analogy is not causation)이 그것이다 (신선경 2009: 144; 

Gentner et al. 1993: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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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은 어느 정도 잃었을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생산성 메타포의 경우 이는 메타포가 문자적 의미를 결여할 때, 즉 

관습적이지 않고 참신한 메타포일 때를 뜻한다. 참신한 메타포에는 목표 

영역에 투사할 만한 원천 영역의 속성, 관계, 혹은 패턴이 풍성할 것이다. 

켈러는 생산적인 메타포에 그 생산성에 기여하는 애매성의 원천들이 많다고 

앞서 예시를 들어 설명하였다. 따라서 애매성이란 사상의 큰 증가를 기대할 

만한 다양하고 많은 원천, 원천의 체계적인 정도, 정렬의 전제 조건이 되는 

초기 공통성 사상의 강한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림1. 정렬(alignment)과 투사(projection)27 

 

                                           
27 <그림1>은 Gentner et. al (2000)의 그림11.3. 을 변형 및 응용하였다(Gentner et. al 

2000: 307). 



- 49 - 

 

그림1은 메타포의 구조-사상 이론에서 하나의 목표에 대응되는 복수의 

원천을 도식화한 것이다. 흰 점은 이미 사상된 공통요소, 그리고 검은 점은 

목표에게는 없는 원천만의 속성 및 구조이며, 화살표 선과 화살표가 향하는 

점은 후보 추론 투사(candidate inference projection) 및 그 결과를 

의미한다. 여기서 다수의 원천들은 목표가 이루는 메타포의 애매성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 애매성이 반드시 생산성으로 발현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그림1의 원천 영역3의 경우 원천 영역1이나 2와 달리 목표 영역과 

정렬하기에 공통성이 부족하고 투사하기에 체계성 또한 낮다. 

지금까지의 해석을 보면 생산성 개념은 어느 정도 구조-사상 이론으로 

환원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구조-사상 이론의 용어와 도식들로 

메타포가 생산적, 혹은 반-생산적인 경우가 설명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 이론은 생산성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며 

이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 생산성 개념은 메타포 구조의 

강도와 같은 양적 요소를 근거로 한 질적 평가를 포함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메타포를 분석하여 질적으로 평가할 때 사용할 만한 개념 혹은 

기준들은 2장에서 많은 논자들이 언급했듯이 설명적 속성과 예측적 속성 

같은 것들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 메타포들의 우열을 가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과학적 설명이나 모형에 관한 이론들로 나름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 방법이 아니라면 메타포에 관한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생산성 개념을 이용해 볼 수 있다. 오로지 강약을 말할 수 있는 유비 

개념에서 더 나아가, 애매성의 잠재성과 불안정성을 평가하는 생산성은 

메타포의 적절성을 비교, 논의할 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28  이는 과학적 

모형에 관해 유사성의 정도보다도 유용성을 더 중요시하는 켈러의 입장과 

일치한다. 

                                           
28 논리적으로 유비는 틀리거나 나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강하거나 약하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Luckhardt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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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연구: 유전체편집기술 

 

앞에서 나는 메타포가 과학 활동에서 여러모로 유익함을 보였다.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메타포는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 우리의 이해를 

돕거나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대상을 기술할 수 있게 해주며, 과학자에게 

시험 후보를 예견해주는 구실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생산성 개념 없이도 

포착할 수 있는 특성이었다. 한편 3장에서는 메타포와 이를 둘러싼 서사가 

보조 역할에 그치지 않고, 과학 활동의 중심이 된다는 켈러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생산성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이 점은 켈러 이전까지 충분히 

논의되지 않던 새로운 면모였다. 또한, 생산성 개념은 끝내 메타포의 인지적 

내용을 유비로 환원하는 데 이르렀던 구성주의 대 비구성주의의 논쟁 

구도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기도 했다. 왜냐하면 구조-사상 이론의 도움으로 

생산성 관점에서 메타포와 유비 간의 관계를 이해할 때, 메타포 특유의 

애매성으로부터 비롯한 복잡성과 그로 인한 효과를 더 잘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장에서는 생산성을 메타포의 적절성 기준으로 삼는다. 즉, 생산성 

관점에서 특정 메타포를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다. 메타포가 생산적인지 반-

생산적인지 가리다 보면 이것이 과학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식을 메타포로 설명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자. 이는 물론 메타포가 바람직하게 작동한 사례이지만, 생산성 

기준에 따르면 단지 부분적 역량에 제한된 경우이다. 수사법 이상으로 연구 

활동에서 얼마나 핵심 역할을 했는지는 직접 사례를 탐구할 때 비로소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분석의 대상은 ‘유전체편집기술(genome editing 

technology)’이다. 이 용어가 의미하는 기술로 우리는 유전체에 위치-

특이적(site-specific)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DNA 염기서열에서 원하는 

부분을 특이적으로 빼거나 다른 염기로 교체하기, 혹은 목표 부위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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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를 더하기까지 전부 가능하다. 많은 사회 이슈를 몰고 온 매우 강력하고 

새로운 기술이지만, 사실 이 기술과 더불어 관련 이슈는 전부터 예견된 

수순에 따라 등장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차곡차곡 쌓인 유전공학기술, 즉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유전자 돌연변이나 생체모형을 만드는 

기술, 유전체 해독법(sequencing) 등 수많은 기술과 관련 지식의 총체가 

바로 오늘날의 유전체편집기술이다. DNA 이중나선이 발견된 이후 과학이 

상상할 수 있는 한 최상의 경지에 근접했음을 우리는 이 기술의 탄생을 

통해 알게 된 셈이다(Doudna & Charpentier 2014).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유전체편집기술이라는 명칭을 다양한 범주와 

맥락에 따라 여러가지 용어로 대체한다. 예컨대 포괄적인 용어로서 ‘유전체 

엔지니어링’, ‘유전자/유전체 조작/수정(gene/genome 

modification/manipulation/alteration)’, 또는 특수한 맥락에 한해 ‘유전자 

치료(gene therapy)’, ‘유전체 수술(genome surgery)’, 혹은 ‘화학적 

수술(chemical surgery)’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쓰이는 효소를 강조하여 ‘프로그램 가능한 

핵산내부가수분해효소(programmable endonuclease)를 이용한 기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품고 보다 가치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자 가위(molecular 

scissors)’나 ‘유전자/유전체 가위(gene/genome scissors)’라고 지칭한다. 

심지어 ‘genome editing’이라는 가장 일반적인 메타포에서 우리말로 

‘editing’을 ‘편집’과 ‘교정(矯正)’로 번역할 수 있어, 우리에겐 선택권이 한 

가지 더 추가된다. 

왜 이처럼 다양한 용어가 존재할까?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 본 장에서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메타포로서 

‘유전체편집기술’을 분석한다. 이 용어가 메타포인 까닭은 두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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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이것이 관습적이지 않은 새로운 어휘라는 데에 있다. 물론 

‘염기서열을 편집한다’는 표현은 전부터 사용되었지만, ‘유전체편집’이라는 

단어는 드물게 쓰였다. 이 용어가 과학자 커뮤니티를 넘어 사회에서도 

보편화 된 것은 2011년 네이처지에서 유전체편집기술이 ‘올해의 기술’로 

선정된 이후이다. 앞서 2장에서 나는 논자들마다 메타포를 규정하는 폭이 

다르다고 설명했는데, 아무리 로티처럼 메타포를 협소하게 정의하더라도 

용어의 상용화 시기를 고려한다면 이 표현의 참신성은 인정돼야 할 것이다. 

유전체편집이 메타포인 두 번째 이유는 상호작용 이론에 따라 메타포를 

정의할 때, 이 명칭에서 함축된 메타포 관계와 그 대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는 유전체편집기술 중 하나인 크리스퍼 

캐스나인(CRISPR-Cas9)을 이용해 ‘크리스퍼 캐스나인은 

유전체편집기술이다’라는 문장을 쓸 수 있다. 이를 함축이 더 잘 드러나도록 

조금 바꾸어 보자. ‘크리스퍼 캐스나인은 유전체를 편집하는 기술이다’라는 

문장에서 우리는 ‘유전체는 편집의 대상이다’라는 숨겨진 메타포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메타포에서 1차 대상은 유전체, 그리고 2차 대상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편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글, 작품 따위로 보는 게 적절하다. 만약 

구조-사상이론을 적용하면 동시에 여러 원천이 2차 대상을 구성하는 

현상도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유전체편집이 메타포라는 전제에 동의한다면, 마침내 이를 

적절성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선행 연구를 간략히 

검토한 다음, 용어가 다양한 이유와 유전체편집 메타포를 생산성 관점에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어서 4.2절에서는 본 메타포의 생산성을 

평가할 것이며 마지막 절에서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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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유전체편집기술 사례 연구의 함의 

 

징크 핑거(ZFN, zinc finger nucleases), 탈렌(TALENs, Transcription 

activator-like effector nucleases)과 같은 이전 기술에 비해 월등히 

효율적인 크리스퍼 캐스나인 시스템이 개발된 후로, 곳곳에서 

유전체편집기술의 파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부기관이나 

한림원, 사기업 연구소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고 각종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과학자들이 모이는 여러 세계 학회에서 이 기술의 윤리적 화두를 중심으로 

별도의 세션이 구성되기도 했다. 이때 형성되는 사회적 여론이 도덕과 

안전성 측면에서 규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 유전체편집 메타포를 

비판하는 연구도 대부분이 이러한 생명 윤리 맥락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이 용어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기술의 명칭은 기술이 작동하는 방식과 그 효과를 정확하게 묘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메건 오키프(Meaghan O’keefe) 등에 

따르면, 유전체를 텍스트에 비유하는 메타포는 유전체편집기술이 실제로 

행하는 바를 온전히 담지 못한다. 왜냐하면 글을 편집하는 편집자의 경우 

문장 부호를 교정하거나 문법 오류를 바로잡는 등 명백히 개선 작업을 하는 

데 반해, DNA를 자르고 붙이는 유전체편집은 그 효과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치-특이적인 변화를 계획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표적이 

아닌 곳에서까지 변이가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는 탈표적(off-target)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 현상은 오키프의 입장을 뒷받침한다. 아직 우리 

과학의 수준이 탈표적을 완전히 예측하고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 따라서 유전체편집 메타포를 쓰는 순간 이 기술로 인해 

생기는 의도치 않은 위험을 경시하는 셈이 된다(O’keefe et al. 2015: 7). 

이 비판을 앞서 정리한 메타포의 속성으로 바꾸어 말하자면, 유전체편집 

메타포는 설명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메타포로부터 기대하는 설명 효과는 기술을 사용하는 의도와 목표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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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탈표적의 존재를 보태어 언급하지 않는 한 

유전체편집이라는 용어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만약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까지 메타포로부터 추측할 수 있는 요소로 여긴다면, 이 용어는 

예측적인 면에서도 부족하다. 

비록 생명을 책에 빗대는 오랜 전통이 이 기술의 명칭에 녹아 들어 

대부분 자연스럽게 ‘편집(editing)’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유전체편집 대신 다른 용어를 써야 된다고 주장했다. 유전체 

조작이나 유전자 치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유전체편집 메타포를 

자유롭게 혼용하는 것과는 달리, ‘가위’의 메타포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입장 

일부는 앞서 설명한 문제점 탓에 특별히 편집 메타포 사용을 지양한다. 

기술의 결과가 개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달하는데 가위 메타포가 

더 적합하다는 게 주된 이유이다. 그렇다면 분자 가위, 혹은 유전자/유전체 

가위 메타포는 유전체편집 메타포의 단점을 모두 극복할까? 결과적으로는 

이 기술을 표현하기에 가장 합당할까? 

앞서 유전체편집 메타포를 평가한 것처럼 가위 메타포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우열을 가리는 방법에 나는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비교 이전에 

유전체편집 메타포가 아직 충분히 평가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록 선행 연구에서 지적하는 용어의 정확성은 논의 영역을 불문하고 

일관적인 주요 가치이지만, 정확성에서의 흠결이 메타포를 기각할 만한 

설득력을 갖는지 다른 가치들과 함께 따져 보아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데 생산성 관점이 유용하다. 생산성은 메타포의 정확성에 

영향받으면서도 과학 활동에서 작용하는 메타포의 다른 기능들까지 

고려한다. 3장에서 켈러가 주장했듯이 과학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완전무결한 용어가 아닌 생산적 메타포였다. 

연구의 방법론 면에서 볼 때, 선행연구는 명백히 대중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 연구에서는 과학자, 윤리학자, 언어학자, 심리학자 등이 한 

팀을 이루어 신문과 과학 출판물에서 기술되는 문장을 다학제적으로 

분석했다(O’keefe et al. 2015).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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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습득한 일반인의 이해도를 조사하기 위해, 일반인 참여자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설명하도록 지시했다. 연구자들은 이때 사용되는 메타포와 

관련 용어들을 질적으로 분석했다(Wellcome 2017). 물론 과학이 작동하는 

데에 대중의 인식은 중요하다. 특히 유전체편집기술은 법, 도덕성에 관련된 

규범적 담론과 과학 내의 개념 체계가 동시에 모두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하는 사례이다 (Nuffield 2016). 그러나 유전체편집기술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메타포와 용어만 독립적으로 정확성을 논하는 건 

후자를 균형 있게 고려하지 않는 태도이다. 

메타포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이 이 

용어로 어떻게 과학활동을 이어가는지 봐야 한다. 다음 절에서는 생산성 

관점에서 유전체편집 메타포를 분석한다. 3장에서 정리한 생산성 개념에 

따라 애매성의 원천으로서 목표 영역으로 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2차 대상을 탐색한다. 또한 과학자가 이 메타포를 사용하여 구성하는 서사를 

살핀다. 이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반-생산적인 면모가 많다면 유전체편집 

메타포를 써야 할 명분은 더욱 약해질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어느 한 가지 

메타포를 편들지 않지만, 분석의 결과를 통해 생산성 관점에서 유전체편집 

메타포보다 더 적절한 메타포에 기대할 요소들을 찾을 수 있다. 

 

4.2. 유전체편집은 생산적 메타포인가? 

 

앞 절에서는 선행연구를 간략히 검토하며 유전체편집기술의 명칭이 

다양해진 경위와 유전체편집 메타포를 생산성 관점에서 분석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서는 직접 유전체편집 메타포의 생산 및 반-생산적인 특성과 

그 증거를 찾는다. 먼저 생산적 메타포는 풍부한 애매성의 원천을 지닌다. 

이때 중요한 것은 원천의 개수가 아닌, 원천에서 목표 영역으로 투사하는 

추론의 양이다. 원천의 체계성과 투사 전 정렬 단계에서의 두 영역 간 초기 

공통성은 여기에 영향을 준다. 즉 원천이 체계적일수록, 그리고 초기 

공통성이 깊고 견고할수록 투사는 더 쉽게 이루어진다. 만약 반-생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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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포라면 여러 상이한 의미가 상충하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지식이 점차 확장되어 원천이나 목표의 체계가 변할 경우, 여기서는 

오히려 이미 이루어졌던 투사가 중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추론으로 맺은 메타포 관계가 과학자에게 설명적 

만족감을 제공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메타포를 이용해 구성한 서사는 더 큰 

설명력을 가질수록 좋으며, 좋은 서사는 그 자체로 모형이 되거나 

과학자에게 연구가설의 틀로서 기능한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메타포의 

생산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장 처음으로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사례는 유전체편집기술이 

등장하기 이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흔히 우리가 유전체편집기술이라고 

칭하는 것은 징크 핑거, 탈렌, 크리스퍼 캐스나인 세 가지인데, 이 중 

제1세대 기술인 징크 핑거가 시기적으로 가장 이르다. 1985년 DNA 서열을 

특이적으로 인식하는 징크 핑거 모티프가 개구리 난모세포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후에도, 이 모티프를 재료 삼아 한 쌍의 맞춤형 

핵산가수분해효소를 제작하기까지는 약 10년이 더 걸렸다. 

유전체편집기술이 활발하게 응용될 분야 중 하나인 유전자 치료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이 시기는 아직 유전자 치료 실현에 필요한 지식과 연구 

가설을 쌓아 나가던 때였다. 상동 재조합(homologous recombination, 

HR)이라는 DNA 수선 메커니즘 연구의 일환으로 유전체편집기술의 

선행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표적화(genomic targeting)에 몇몇 연구진이 갓 

성공을 거두었을 무렵, 시어도어 프리드만(Theodore Friedmann)은 앞으로 

유전자 치료와 유전자 교정(gene correction)에 쓰일 이론적 전략을 

구상하였다(Friedmann 1989). 질병의 원인에 따라 유전자 

교체(replacement), 교정(correction), 증대(augmentation)의 세 가지로 

제안된 이 접근은 비록 구체적인 방법이 수반되지 못해 가설에 불과했지만, 

개념적인 측면에서 현대 유전자 치료 방법론의 조상이 되었다. 즉, 전달 

매개체나 효소 등 실제로 실험을 구현할 도구의 수준이 매우 

고전적이었음에도 제한된 지식을 통해 나름의 모형이 설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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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접근 중에서 특히 유전자 교정은 유전체편집 메타포와 관련이 

깊다. 편집 메타포가 독립적으로 쓰일 뿐 아니라 대표성을 띠게 된 것은 

빨라야 2000년대 중반이다. 그 즈음 징크 핑거의 효율성이 향상되어 사람 

세포에서도 실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술한 것처럼 교정 

메타포는 그보다 먼저 독립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유전자 교정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편집 메타포가 보조적으로 쓰였다. 이를테면 

우르노프(Fyodor Urnov)의 징크 핑거 연구를 두고 편집인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되는 식이다. “이 새로운 연구는 인간 유전체의 효율적인 편집을 

막았던 오랜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를 통해 이제 유전자 교정을 실행 가능한 

선택이 되었다.”(Urnov et al. 2005; Miller et al. 2007). 

요컨대 전부터 유전체편집 메타포는 교정 메타포와 함께 모형으로 

기능한 생산적 메타포였다. 사후 분석의 한계 탓에 유전체와 텍스트의 

유비를 이용하는 편집이나 교정 메타포를 배제하고도 동일한 가설을 세울 

수 있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현대 과학은 편집과 교정 

메타포로 구성된 서사로 이루어져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메타포는 지금까지도 유효한 모형일까? 

최근에 개발된 염기편집(base editing) 사례는 이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준다. 염기편집은 제3세대 유전체편집기술인 크리스퍼 캐스나인을 

응용한 기술로 DNA의 염기를 위치-특이적으로 바꾸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기존의 크리스퍼 캐스나인 시스템과 다른 점은, DNA의 뼈대를 이루는 

당-인산 골격(sugar-phosphate backbone)을 깨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제3세대 기술로서 크리스퍼 캐스나인 시스템을 포함해 기존 

유전체편집기술은 먼저 DNA의 특정 서열를 인식해 그 부위를 자른다. 

이처럼 이중 가닥 절단(double-strand break, DSB)이 발생했을 때 세포는 

이러한 손상된 DNA를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복구한다. 하나는 

상동재접합(homology-directed repair, HDR)이고 다른 한 가지는 

비상동재접합(nonhomologous end joining, NHEJ)이다. 크리스퍼 

캐스나인은 이중 비상동재접합 메커니즘을 응용해 복구 과정에서 원하는 

변이가 일어나도록 만든다. 하지만 이렇게 이중 가닥을 끊을 방법은 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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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삽입이나 절단이 발생할 확률을 높인다. 이에 반해 염기편집 기법은 

이중 가닥을 끊지 않은 상태에서 표적 부위의 특정 염기 하나를 다른 

염기로 치환한다. 염기 하나를 바꾸기 때문에 이 기술로 염기를 삽입하거나 

제거하는 일은 하지 못한다. 그러나 단일 염기의 교체만으로 증상을 없앨 수 

있는 돌연변이(point mutation) 질환을 치료하는 데에는 기존 시스템보다 

염기편집 기법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다(Gaudelli et al. 2017). 

염기편집 기법이 절단 없이 염기를 바꿀 수 있는 이유는 크리스퍼 

캐스나인 시스템에서 DNA를 자르는 역할을 하던 캐스나인 단백질을 쓰는 

대신, 비활성화된 캐스나인 단백질(dead Cas9, dCas9)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염기를 치환하는 효소를 첨가한다. 가령 APOBEC1 효소는 

사이토신(C)을 티민(T)으로 바꾸고, TadA 효소는 구아닌(G)을 

아데닌(A)로 바꾼다. 

이처럼 구성요소의 유사성을 볼 때 염기편집 기법은 크리스퍼 캐스나인 

시스템의 연장선상에 위치하는 유전체편집기술이다. 다만 징크 핑거, 탈렌, 

크리스퍼 캐스나인과 차별되는 핵심 요소는 DNA를 자르지 않고 염기를 

변환하는 점이다. 

내가 보기에 이를 가능케 한 상상력은 유전체편집 메타포를 모형으로 

둘 때 더 있음직하다.29  예를 들어 가위 메타포를 살펴보자. 유전자/유전체 

가위 메타포는 모두 분자 가위 메타포에서 파생하였다. 그리고 분자 가위 

메타포는 일반적으로 DNA를 자르는(cleave) 효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유전자/유전체/분자 가위는 DNA를 자르는 절차가 포함된 크리스퍼 

캐스나인 시스템의 명칭으로는 합당하지만, 염기편집 기법을 일컫기에는 

부적절하다. 바꾸어 말하자면, 편집 메타포는 새로운 연구 가설의 틀을 

제공하는 메타포의 역할 측면에서 가위 메타포보다 생산성이 높다. 

정리하자면, 과거의 연구 가설과 최근의 연구 동향을 검토할 때 

                                           
29 염기편집 기법을 개발한 연구팀의 데이비드 리우(David Liu) 교수는, 유전자를 편집하

는데 굳이 DNA를 절단하지 않고 바로 변환하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발상으로부터 

연구가설을 세웠다고 말했다(사이언스온 201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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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편집 메타포는 과학 활동에서 모형으로 작동하는 생산적 메타포이다. 

다른 메타포가 아닌 교정과 편집이라는 메타포가 과학자의 서사에서 꾸준히 

사용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초기에는 단지 기술의 적용 목적 외에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지식이 없었던 탓에, 염기서열과 텍스트의 유사성에 

의존한 추상적인 용어를 썼을 지 모른다. 하지만 이 애매성은 아직까지도 

과학에 생산적으로 작용해 기술의 종류가 더 풍부해지도록 돕는다. 

 

유전체편집 메타포에 반생산적인 측면은 없을까? 앞서 나는 탈표적 

효과에 관해 설명했다. 윤리 관점에서, 명백한 개선을 담보할 수 없음에도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태도가 이 메타포에 함축되었음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동일한 문제를 생산성 관점의 말로 바꾸어 

표현하고자 한다. 

유전체편집 메타포가 생산적일 때 이 메타포 관계는 먼저 생명과 책의 

유비에서 비롯했다. 그러므로 DNA 염기서열과 텍스트 사이의 유사성에 

의존해 메타포의 원천 영역으로서 텍스트 편집기(text editor)나 

워드프로세서(word processor)를 둔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목표 영역인 

‘편집’의 속성과 목표 영역 내 속성 간 구조는 다른 원천보다도 텍스트 

편집기 혹은 워드프로세서의 것으로부터 투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속성이나 구조가 일대일로 대응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초기 공통성과 

관련된 요소는 강력히 사상할 수 있어야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령 우리는 

워드프로세서로 문서를 편집할 때, 우리의 지시와는 달리 제멋대로 발생하는 

변화나 오류를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화학분자를 다루는 

유전체편집기술은 특이성을 높이도록 개선을 거듭하더라도 오류 발생률이 

0%에 도달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현재 과학 수준에서 탈표적 효과를 

줄이려는 노력은 탈표적이 일어날 만한 부위를 예측하고, 탈표적이 

일어나더라도 자연에서의 변이 발생률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문제는 치료 목적으로 기술이 사용되는 맥락에서 더 심각하다. 의도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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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유전체편집기술에서의 탈표적 효과를 사상할 만한 적당한 

속성을 우리는 워드프로세서라는 원천 영역에서 찾을 수 없다. 탈표적 

효과가 편집 효과와 맺고 있는 관계도 마찬가지로 원천 영역에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이야기를 켈러의 용어로 반복하자면, 복수의 의미가 서로 

충돌하여 반-생산적인 면모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미는 탈표적 효과처럼 의도치 않은 변화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 

워드프로세서의 맥락에서 편집이며, 다른 한 가지는 유전체편집의 맥락에서 

확률적으로 수행되는 편집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내가 보기에, 유전체편집 메타포의 반-생산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반-생산성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탈표적 효과는 유전체편집기술을 다루는 과학자들의 

주요 연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완전 차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로, 임시방편 삼아 편집 단어의 애매성에 다른 원천을 배치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항암치료’는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암세포를 죽이는 

처치를 의미한다. 하지만 항암이 충분히 특이적이지 않을 때는 정상세포도 

죽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는 유전체편집기술에서 탈표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이처럼 의료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공통요소 삼아 유전체편집기술을 의술과 나란히 정렬한다면, 정상세포의 

사멸을 탈표적 효과에 투사 가능하게 된다. 다만 추가된 원천으로 인한 

종합적인 평가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의 설명으로부터 판단할 때, 유전체편집 메타포는 다른 메타포가 

보유하지 않는 생산성과 반-생산성을 동시에 지닌다. 이처럼 반-생산적 

면모가 존재함에도 이 메타포가 만연하고 보편적인 이유는 그동안 

사용되어왔던 관성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절에서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져 온전히 평가되지 못한 유전체편집 메타포의 차별적 생산성이 

작용했음을 보였다. 반-생산적 요소는 생산성에 압도되거나,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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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성의 원천으로 보충된다. 이 시점에서 분석 결과가 한번 정해지더라도, 

유전체편집 메타포는 앞으로 과학 지식 체계와 사회 규범적 맥락을 동시에 

고려하여 꾸준히 시험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생산성은 과학 활동에서 

메타포의 역할 평가에 통찰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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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이상으로 과학 메타포의 속성과 기능을 둘러싼 견해를 소개하고 켈러의 

주장이 어떤 의의를 갖는지 평가했다. 그리고 그가 제안한 메타포의 생산성 

관점을 유전체편집기술 사례에 적용하고 확장하여 분석해 보았다. 

메타포에 관한 담론을 과학의 영역으로 한정할 때 공통분모가 되는 

이론은 블랙의 상호작용 이론이었다. 상호작용 이론은 설명 대상과 설명항의 

두 영역을 상정한 다음 이들 간의 연합 관계를 매개로 영역의 이동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설명 대상과 설명항 내의 속성들, 그리고 연합 

관계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우리는 이전에 갖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획득하게 된다. 

상호작용 이론과 메타포 구성주의의 지지자는 메타포적 언어가 문자 

언어에 비해 창조적인 힘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메타포의 

창조적인 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들은 메타포 특유의 인지적 내용을 

밝힐 책임 부담을 지어왔다. 반면 머캐머를 비롯해 메타포를 단지 언어 

기술의 문제로 보는 반대론자들은 메타포가 다른 언어와 다를 바 없으며, 

메타포를 통해 실현되는 것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참신성이라고 주장했다. 

헤시는 상호작용 이론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반대론자들이 그러하듯 

메타포적 언어와 문자적 언어의 구분을 거부했다. 대신 그는 모든 언어가 

메타포적이며 문자적 의미 이전에 메타포적 의미가 선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과학에서 관찰 언어가 이론 적재적인 것과 비슷하다. 헤시에 견해에 

따르면 메타포는 모형과 마찬가지로 유비에 의존하여 이론을 기술한다. 이때 

메타포의 창조적인 기능 또한 메타포를 구성하는 부적, 중립적, 정적 유비를 

통해 설명되었다. 여기서 유비는 환원되지 않는 1차적 관계이다. 

따라서 구성주의자로서 상호작용 이론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메타포와 유비적 사고 간의 차이를 설명해야 했다. 메타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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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포가 가진 특성을 인지적 의의가 아닌 다른 개념으로 표현하면서 

그것이 유비로 대체될 수 없음을 보여야 했다. 

유비적 사고와 차별되는 메타포의 속성이 과연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정체는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문제는 특정 메타포를 역사적 맥락에서 

관찰한 이블린 폭스 켈러를 거치며 재구성되었다. 많은 부분에서 헤시의 

관점을 공유하는 켈러는 분자생물학적 모형과 메타포들을 사례로 과학적 

실천에서 생산적으로 기능하는 메타포의 역할을 제안했다. 비록 생산적 

메타포와 반-생산적 메타포의 구분은 선행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메타포의 

역할 분석에 비해 애매하고 약한 주장이지만, 이론 지배적인 전통에 반하여 

이론과 물질적 세계 간의 경계를 허물고 과학의 실천 측면에서 새로운 

과학적 시도를 도모하는 모형으로서 메타포의 역할은 주목할 만했다. 나는 

이러한 생산성 가치를 구조-사상 이론으로 환원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4장에서는 이러한 켈러의 메타포적 접근을 유전체편집기술의 사례에 

적용했다. 유전체편집기술 메타포를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 기존 과학철학 

담론에서 제안되었던 메타포의 설명적 속성과 예측적 속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특히 유전체편집 메타포에 관해서 이 두 가지 

속성과는 다른 층위에 있는, 생산적 가치 측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전문가 사이에서 오해 없이 다른 말로 대체될 수 있으며,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받으면서도 이 메타포는 다른 용어에 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먼저, 유전체편집 메타포의 애매성을 공급하는 원천은 유전체와 

텍스트의 유비에 의존한 텍스트 편집기나 워드프로세서라고 할 수 있었다. 

유전체편집기술이 실제로 구현되기 이전, 즉 가설을 세우는 단계에서 편집 

메타포는 교정, 교체 등의 메타포와 함께 쓰이며 실험의 모형이 되었다. 

관련 지식이 부족해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확정할 수 없는 단계에서 

메타포의 애매성은 생산적으로 작용했다. 유전체편집 메타포가 모형으로서 

생산적으로 작동한 사례는 최근에도 발견되었다. DNA를 절단하지 않고 

유전체를 편집하는 염기편집 기법은 그 대표적인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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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윤리적 관점에서 이미 지적되었듯이, 탈표적 효과는 반-생산성의 

사례였다. 탈표적 현상은 이 메타포의 구조-사상 체계를 약화했다. 이는 

만약 앞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메타포 관계가 점차 더 약해질 

가능성을 암시한다. 

본 논문은 가장 실용적인 과학 분야 중 하나이며 그만큼 새로운 

메타포의 출현 빈도가 높은 분자생물학을 예로 과학적 메타포에 관해 

설명하였다. 어떤 경우 과학 메타포는 수사 표현일 뿐 아니라 과학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이 결과는 메타포를 평가하는 데 지금껏 과소평가되었던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과학 개념인 동시에 사회 윤리적 함의를 갖는 유전체편집기술은 

의사소통의 영역마다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메타포는 맥락 

의존적이며, 언어의 주체가 공유하는 지식과 경험에 따라 그 맥락이 

달라지기 때문이다(Knudsen 2005). 그러므로 적절한 메타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맥락의 차이를 고려하여 여러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산성 관점은 균형 잡힌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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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value that explains both the property 

and the role of scientific metaphor, and evaluates the metaphor of genetic 

editing technology based on the property and the role of scientific 

metaphor.  

Non-constructivist claimed that scientific metaphor is an 

irrational language and should be completely excluded from science. 

Constructivist, however, disputed that science cannot be explained 

without the scientific metaphor. Moreover, the Constructivist asserted 

that using scientific metaphors is a creative activity, therefore, scientific 

metaphors should be used i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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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lack, who considered as a constructivist, tried to define the 

concept of metaphor and show using metaphor itself is creative action by 

applying an interaction theory. He argued the interactions between tenor 

and vehicle cause the cognitive significance of the metaphor. He claimed 

that if the metaphor was replaced by another language, this cognitive 

significance would be disappeared. However, the attempt of 

constructivist which was to identify the meaning of the metaphor and 

taking various roles of metaphor in many scientific cases was not 

successful. Machamer and Hesse, on the other hand, saw that the special 

role of metaphor came from an analogical thinking. They claimed that 

analogy is crucial because it is the metaphor that analogy has appeared 

as a language skill. As a result, it was necessary to show the value of the 

metaphor to discriminate against the ubiquitous in order to claim the 

uniqueness of the metaphor. 

E. F. Keller proposed the concept of scientific productivity and 

expressed the value of the metaphor. She reviewed the history of 

molecular biology and embryology, and recognized the contributions of 

the metaphor more broadly than ever before. According to this view, the 

metaphor not only has explanatory or predictive attributes, but has also 

become a means of scientific activity as a model in itself. Researchers 

could be able to establish a hypothesis to continue science activities by 

using the metaphor, even though the knowledge system is still incomplete. 

Thus, Keller called “metaphor productive” when metaphor was used for 

the expansion of knowledge in science. At this time, scientific 

productivity expresses a unique function that analogy cannot replac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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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 with the help of structure-mapping theory, this paper describes 

metaphor, analogy, productivity and semi - productivity. The projection 

from the source of ambiguity to the target domain visualized these 

concepts. 

In this paper, genome editing technology, which is an example of 

analysis through productivity concept, is an important technology in two 

contexts of science and society. Therefore, in order to designate the 

proper name of this technology, a balanced standard that reflects the 

values of both domains is needed. So far, from a bio-ethical point of view, 

genome editing has been regarded as an inappropriate metaphor that does 

not accurately describe the facts. From a productivity standpoint, 

however, the genome editing metaphor is also semi-productive, but has 

a productive aspect that is not in the other metaphor. This is the result 

of the manifestation of this metaphor's ambiguity and explains why the 

genome editing metaphor is prevalent. 

In sum, this paper concludes that metaphor has a unique value 

that is accounted for in productivity, where productivity is an appropriate 

standard for comprehensively assessing the value of a metaphor in the 

context of science. 

 

Keywords: metaphor, Interaction theory, productivity, genome editing 

technology, Evelyn F. K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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