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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삶에 한 고찰은 누구에게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인간의 삶에 

한 고찰은 자연스레 살아있음, 생명이라는 현상에 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생명을 이루는 물리적 기반에 한 탐구로 이어진다. 과학에서

는 모든 현상의 실체로서 물질을 상정하며, 물질의 구성원과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모든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른바 물리주의를 전제한다. 결국 

모든 현상은 물질의 현상이라는 관점에서 과학은 상에 따라 보통의 물질

이 일으키는 현상을 다루는 물리과학, 생명을 다루는 생명과학, 그리고 가

장 표적인 생명체라 할 수 있는 인간이 모여 이루어진 사회를 다루는 사

회과학으로 나뉘어 개별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학문의 연구가 진행

됨에 따라 학문적 계층 구분이 주어진 현상에 한 근원적 이해와 합리적 

해석을 어렵게 한다는 자각이 얻어졌다. 특히 물질, 생명, 사회, 그리고 정

신이라는 계층 사이에 서로 겹쳐진 관계에 한 고찰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학문적 통합이 시도

되어 왔다(장회익 2009).

일반적으로 물질의 구성원은 원자나 분자로서, 곧 많은 수의 원자나 분

자들로 이루어진 응집물질이 물리과학의 전형적인 상이다. 한편 생명을 

지닌 인간 따위의 생명체는 많은 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시 사회

는 많은 수의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다. 결국 물질이나 생명, 사회 모두 많

은 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통적으로 물리주의의 전제에서 물

질기반의 세계를 탐구해 온 물리과학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상이 나타내

는 현상은 그 상을 이루는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에 기인한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이로부터 물질, 생명, 사회 현상을 하나의 틀로 아울러 해석하는 통

합과학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당연히 보편지식 체계를 구축

하려는 시도로서 이론과학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최무영 2008). 

표적인 이론과학인 물리학에서 이러한 시도는 근래에 주목을 받게 된 

복잡계(complex system)에 한 연구에서 두드러진다. 많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상을 뭇알갱이계(many-particle system)라 부르며, 복잡계란 

복잡성(complexity)을 지닌 뭇알갱이계를 뜻한다. 복잡성을 엄 하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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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어려운데 체로 많은 요소들의 집합, 곧 많은 구성원으로 이루어 

진 계에서 구성원 사이의 비선형 상호작용을 통해서 커다란 변이성이 나타

나는 경우를 가리킨다(최무영·박형규 2007). 일반적으로 뭇알갱이계에서 

구성원 사이의 협동현상에 따라 스스로 짜임을 비롯한 계 전체의 집단성질

이 나타나는데 이는 구성원 하나하나의 성질과는 관계없이 새롭게 생겨난

다는 점에서 떠오름(emergence)이라 부르며, 이러한 현상을 다루는 방법

이 통계역학이다. 이렇듯 다양한 계에서 개개의 구성원에서 볼 수 없는 커

다란 변이가능성을 지닌 집단성질이 떠오르는 현상을 주로 통계역학적 방

법을 써서 설명하려는 이론체계를 복잡계 물리 또는 복잡성 과학이라고 이

름붙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메타과학적 인식의 바탕에서 복잡계 물리의 성격을 검토

한 후, 생명을 복잡계 물리의 관점에서 고찰하여 새로운 차원의 이해를 추

구하려 한다. 먼저, 물리학의 입장에서 복잡계로서의 물질, 생명, 사회를 해

석하려는 이론의 논리구조를 살피고, 특히 정보의 본원적 중요성에 주목하

여 정보교류 동역학(information exchange dynamics)(Choi et al. 2005)

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인 복잡계라 할 수 있는 생체계가 보여주

는 생명현상에 접근하여 생명에 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해본다. 

2. 복잡계와 정보교류 동역학

이론과학은 이론, 곧 보편지식 체계를 추구한다(장회익 1990). 그런데 

보편지식은 비교적 쉽고 간단한 현상을 토 로 체계를 구축하였으므로 복

잡한 현상의 경우에도 이론과학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

지만 20세기 후반부터 떠오름을 다루는 통계역학과 혼돈을 다루는 비선형

동역학 방법이 정립되면서(Gleick 1987; Peitgen et al. 1992) 복잡한 현

상들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성립된 복

잡계 물리는 통계역학과 비선형동역학의 방법을 이용하여 복잡한 물질현상

과 생명현상, 그리고 사회현상의 떠오름을 이해하려 시도한다.1) 이 절에서

는 복잡성과 복잡계의 의미를 살펴보고 정보교류 동역학에 해 간단히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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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려 한다. 

2.1. 복잡성과 복잡계

복잡성이란 일반적으로 커다란 변이가능성을 뜻한다. 체로 질서정연하

게 정돈된 상태와 완전히 무질서한 상태는 간단하게 기술할 수 있어서 변

이가능성이 적으며, 복잡하지 않다. 따라서 복잡성은 질서정연하지도, 완전

히 무질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질서와 무질서의 

사이에서 표적인 특성으로 고비성(criticality)을 들 수 있다. 이는 공간

에서 구조적 형태나 시간에서 변화를 기술하는 특성길이나 특성시간이 존

재하지 않는 이른바 눈금불변성(scale invariance)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

우에 상관관계는 거리나 시간에 따라 수적으로 감소하는 멱함수 형태를 

보인다.2) 상관관계가 거리나 시간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지 않고 멀리 또는 

오래 미치므로 서로 멀리 떨어진 구성원끼리도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작은 국소적 변화가 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계는 

커다란 변이가능성을 보이게 된다.

복잡계에서 이러한 복잡성은 개개 구성요소의 수준에서는 볼 수 없다가 

전체의 집단성질로서 떠오르게 된다. 복잡계를 정의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특성을 살펴보자(최무영·박형규 2007). 복잡계의 특성을 몇 가지 들면 다

 1) 복잡계로서 사회현상의 보기로서 수도권 전철에서 승객의 흐름을 분석하였

고(Goh et al. 2012), 최근에는 시학에서 복잡계적 분석이 시도되었다(최인

령·최무영 2013). 

 2) 시간과 공간에서 이러한 고비성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려는 

시도로서 스스로 짜인 고비성(self-organized criticality) 개념이 제시되었

다(Bak 1996). 이에 따르면 복잡성을 지닌 상태는 복잡계의 시간 펼침을 

기술하는 동역학의 끌개이므로, 복잡계는 처음에 임의로 주어진 상태에서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복잡성을 지닌 상태로 스스로 변화해 간다. 이러한 

착상은 모래더미의 거동을 설명하려는 모형에서 출발하였고(Bak et al. 

1987), 다양한 자연현상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었다. 특히 화석의 자료에서 

지적된 단속평형(punctuated equilibrium)(Eldredge & Gould 1972)에 관

한 동역학 모형이 스스로 짜인 고비성을 보임은 널리 알려져 있다(Bak & 

Sneppe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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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첫째, 많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뭇알갱이계이고, 그 구성원들

은 비선형 형태로 상호작용하여, 복잡성을 떠오르게 한다.3) 복잡계를 세세

히 또는 멀리 들여다보면 각 단계마다 새로운 상세함과 다양성이 존재하며 

모든 크기의 구조들이 스스로 짜여있다. 둘째, 열려있는 계이다. 닫혀 있는 

계는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평형상태에 이르게 되는 반면 복잡계는 이른바 

열린 흩어지기 구조를 지녀서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이러한 교류

를 통해 스스로 짜이고 복잡해질 수 있다. 셋째, 질서와 무질서 사이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구조를 구축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해 나가는 유동성

을 지닌다. 넷째, 기억을 지니고 변화에 적응하며 나이를 먹기도 한다. 마

지막으로 비평형상태에서 동역학적 거동이 중요하다. 복잡계는 일반적으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며 끊임없이 변화해가므로, 거시변수가 변화하지 않

는 평형상태에서는 복잡계의 특성이 제 로 나타나지 않는다.

복잡계는 커다란 변이가능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조건의 조그

만 차이로 완전히 다른 결과가 얻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 등 상

황의 변화에 따른 적응에 유연성을 보이며, 정체하지 않고 외부환경과 교

류를 통해 또 다른 가능성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이에 따라 상 계와 주

변 환경 사이에 오가는 정보에 초점을 맞춘 정보교류 동역학에서는 일반적

으로 계가 자신이 가진 정보의 양을 늘리려 한다고 상정한다(Choi et al. 

2005). 실제로 이에 따른 동역학의 시간 펼침을 분석하면, 이러한 정보교류 

과정에서 복잡성이 떠오름을 알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이는 복잡성을 지닌 

상태가 끌개로서 작용한다고 간주하는 스스로 짜인 고비성에서 정보가 핵

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이같이 복잡계에서 정보의 구실에 

중점을 두어 보편적인 이론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인 정보교류 동역학을 

살펴보기로 하자.  

2.2. 정보교류 동역학

현실 세계에서 복잡계는 매우 많은 구성원과 변수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3) 뭇알갱이계이고 비선형이라는 점에서 복잡계는 앞에서 언급한 통계역학과 

비선형동역학의 방법으로 접근함이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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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모든 요소를 포괄하여 보편지식 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따라서 실제 계의 많은 요소 중에서 기술하고자 하는 현상에 관련 

있는 합당한 요소만 포괄하는 모형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현상을 해석하

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모형의 여러 세부사항이 달라져도 일반적으로 해

석하려는 현상과 관련된 모형의 거동은 바뀌지 않는데, 이러한 이른바 보

편성(universality)은 합당한 요소만 고려해서 구축한 간단한 모형을 가지

고 복잡한 실제 계를 기술하는 방식의 타당함을 말해준다.4) 실제로 정보교

류 동역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화 모형이나 엑스와이 모형(XY 

model)에서도 간단한 이징 모형(Ising model)과 마찬가지로 고비성질을 

보인다(Choi et al. 1997, 2005; Kim et al. 2005; Kim et al. 2013). 따라

서 모형이 가지는 세부적 특성에 상관없이 주변 환경과 상계 사이의 정

보교류라는 틀로써 복잡계의 고비성을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은 정보교류 동역학이 가지는 하나의 원리, 곧 계는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

을 통하여 자신이 포함하는 정보의 양을 최 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원리로부터 원하는 결과가 이끌어진다는 사실이다.

정보교류 동역학은 당연히 통계역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현  정보이론

에서 엔트로피는 그 계에 한 정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Shannon 1948; Shannon & Weaver 1949). 이에 따라 정보

를 음(-)의 엔트로피라고 간주하면 정보가 늘어나는 현상은 통계역학에서 

열역학 둘째 법칙, 곧 ‘엔트로피 증가의 원리’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열역학 둘째 법칙에서 엔트로피 증가는 외떨어진 계에만 적

용된다. 정보교류 동역학의 경우에는 상 계가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의 양이 최 가 되는 경우를 고려하므로 외떨어진 계와는 다르다. 

상 계와 주변 환경을 포괄하는 전체 계를 외떨어진 계로 보면 엔트로피 

증가 원리를 따르되, 국소적으로 환경과 구분되는 상 계는 자신의 정보

량을 늘려서 엔트로피를 낮출 수 있음은 주변 환경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

기 때문에 가능하다. 따라서 정보교류 동역학은 열역학 둘째 법칙과 상충

 4) 상전이 현상에서 되틀맞춤 무리(renormalization group) 방법은 보편성의 

존재를 잘 설명해준다. 이에 한 일반적 논의로는 Cardy (1996)나 

McComb (2004) 등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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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으며, 열린 계로서 복잡계가 주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주어진 계는 어떻게 정보량을 늘리고 엔트로피를 낮은 상태로 유

지할 수 있을까? 여기서 에너지의 구실이 필요하다. 열역학 법칙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뭇알갱이계는 자신의 자유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화

해나간다. 정보이론에 따라 엔트로피를 잃어버린 정보로 해석하면 엔트로

피 와 정보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여기에서 는 상수로서 최  정보량이라 할 수 있다. 정보와 엔트로피

의 합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므로, 정보량이 최 가 되는 경우, 엔트로피

는 최소, 곧 0이 되고, 정보량이 최소이면 엔트로피는 최 값을 가진다. 따

라서 자유에너지 는 에너지 E와 정보 I 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에서 상수항 는 무시하였고, 계의 에너지가   만큼 바뀔 때 엔

트로피가   만큼 바뀌는 경우 계의 온도 는 그 역수를 략 



∆

∆
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계의 에너지 변화에 응하는 정보

량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온도가 일정한 경우에 자유에너지는 

결국 에너지와 정보의 합으로 주어져서, 예컨  열역학 둘째법칙에 따라 

자유에너지를 낮추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낮추거나 정보를 줄여야 한다. 일

반적으로 뭇알갱이계의 상태 변화는 에너지와 정보의 경쟁을 통해 진행한

다고 볼 수 있다. 주어진 계가 정보의 양을 늘리고 엔트로피를 낮은 상태

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에너지가 필요하며, 이를 외부에서 얻어야 하므

로 반드시 열린 계여야 한다. 복잡계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는 생명이 

‘살아있기’ 위해선 결국 자유에너지가 필요한데, 지구라는 생태권에서 이 

자유에너지의 근원은 바로 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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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류 동역학은 기본적으로 통계역학을 따르지만 상계와 주변 환

경과의 상호작용을 정보를 주고받는 관점으로 바라본다. 일반적으로 통계

역학에서 상계를 다룰 때 그 계의 동역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특성함수에

서 출발하며, 보통 특성함수로는 라그랑지안(Lagrangian) 또는 해 토니

안(Hamiltonian)을 사용한다. 원리적으로 해 토니안으로부터 계의 미시

상태, 곧 동역학 상태들을 얻을 수 있고 이를 거시변수의 값으로 규정되는 

거시상태, 곧 열역학 상태들과 관계를 맺는다. 주어진 계의 열역학 상태에 

응하는 동역학 상태, 곧 접근가능상태가 Ω  개 존재하고 각 동역학 상태

의 확률이 모두 같은 경우에 그 열역학 상태의 엔트로피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log

정보교류 동역학에서는 주어진 계의 기술에서 정보 또는 엔트로피를 가

장 핵심적인 실체로 보며, 주변 환경과 비교하여 정보의 양이 어느 정도인

가에 따라서 계의 동역학 상태를 기술한다. 곧 계가 어떠한 특정한 (동역

학) 상태에 있을 확률이 그 계의 정보량에 의존하며 이를 수학적인 기술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계의 상태를 x 로 표기하면, 이러한 상태에 있을 확

률 은 

∝ 
 

  ≡     

가 된다. 여기서 는 상계 주변 환경의 엔트로피 값이고 는 상계와 

주변 환경 전체의 엔트로피를 나타내는 값이다. 전체의 엔트로피가 일정하

다고 가정하면 ≡
는 상수이므로 확률은 순전히 상계의 정보량에만 

의존하게 된다. 이 상계의 확률함수  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기술

하는 으뜸방정식(master equation)은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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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는 미시상태 x에서 x’으로 전이될 확률을 의미한다. 

이 계가 평형상태에 있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이확률은 다음과 같은 세

부균형을 만족해야 한다.

′→
→′

   ′     

위의 식은 계의 상태가 정보량에 따라 변화함을 보여준다. 정보량은 주

변 환경으로부터 주고받는 정보에 따라 정해지며, 이러한 정보교류, 곧 계

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이 계의 동역학 상태의 전환에 관여한다. 특히 위

의 식에서 계의 상태는 정보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

는 복잡계를 정보를 늘리는 과정에 있는 지향적 개체로서 볼 수 있음을 뜻

한다. 위의 으뜸방정식을 분석하면 적절한 복잡계는 정보를 축적하는 과정

에 따라 세부적인 특징에 관계없이 고비성을 보인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

다. 따라서 복잡계가 가지는 특성 중 하나인 고비성이 정보의 관점에서 설

명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생명현상을 이러한 정보교류 동역학의 관점

에서 논의하려 한다.

3. 생명: 복잡계와 정보의 관점

생명현상을 보이는 생체계는 앞에서 제시한 복잡계의 다섯 가지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따라서 생체계는 궁극적인 복잡계라고 볼 수 있다. 다른 

복잡계와 마찬가지로 생체계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분자들은 간단한 물리

법칙을 따르지만 이들이 많이 모여서 구성한 유기체의 거동은 매우 복잡하

다. 다시 말해 생명 현상은 그 본질이 생체계를 이루는 개개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의 특별한 짜임으로부터 떠오른다. 이같이 생명현상

을 생체계의 구성원 사이의 협동에 의해 떠오르는 것으로 간주하면, 이를 

통하여 생명현상에 한 본질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자연현상에 한 

보편적 이론체계를 만드는 물리학을 기반으로 현상론적인 설명에 의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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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생명현상의 이론적 기초를 세운다는 측면에서 복잡계로서의 생명에 

한 연구는 한층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체로 ‘간단한’ 복잡계 현상은 해석할 수 있

게 되었다. 그러나 각 경우에 따른 개개 복잡계 현상의 해석을 넘어서 일

반적인 복잡계에 한 보편지식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별로 없었다. 

다양한 복잡계에 한 보편적 이론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서 제시된 정

보교류 동역학은 기본적으로 상계와 환경 사이의 정보교류에 초점을 맞

춘다. 복잡계에서 많은 구성원이 상호작용하여 떠오르는 집단성질은 계의 

거시상태로 나타내지는데 정보교류 동역학에서 거시상태는 그 정보와 함께 

변화하게 된다. 여기서는 먼저 궁극적인 복잡계라 할 수 있는 생체계를 복

잡계의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정보교류 동역학의 

관점에서 복잡계 현상으로서의 생명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살펴

보자. 

3.1. 물리학과 생물학 

물리학과 생물학은 매우 다르고 사실상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 왔

다. 전통적으로 생물학은 생명현상의 특이성을 전제하고 현상론으로서 생

명현상이 어떠하다는 기술을 주로 해왔고, 물리학이 전제하는 보편성은 생

명과 관계없는 간단한 현상에만 성립하고 따라서 보편지식 체계로서 복잡

한 생명현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 왔다.

한편 20세기에 들어서서 생물학은 분자의 수준에서 생명현상을 탐구하

는 분자생물학이 주류를 이루었다. 분자생물학은 물리학과 마찬가지로 현

상의 실체로서 물질을 상정하기 때문에 물리과학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

다. 생체분자의 특성을 파악해서 생명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므로 이른바 환

원론적 관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생체분자 자체로서는 생명이 

가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은 엄 한 의미에서 

생명현상을 다룬다고 보기 어렵다. 

20세기 후반에 복잡계를 다루는 이론적 방법이 정립되고 비교적 간단한 

복잡계를 이해하게 되어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생명현상도 보편지식 체계

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복잡계 물리의 관점을 따라서 생명현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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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을 생체계를 이루는 생체분자와 같은 개개의 요소가 아니고 그 생체분

자들의 짜임새로부터 찾으려는 시도를 생물물리라고 부를 수 있다(Nelson 

2008). 이러한 관점에서 생명은 생체계를 구성하는 구성원 사이의 협동현

상으로 떠오른 집단성질이며 궁극적으로 복잡성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생명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환원론적 관점에 따른 분자 수

준의 고찰보다 전체론적인 관점에서 집단성질을 살펴보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5) 

3.2. 복잡계로서의 생명

생명현상을 복잡계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경우에 생체계 구성요소들의 

다양성과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의 자연선택을 통하여 합당한 기능을 가지

도록 추려졌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생체물리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체분자의 차원에서 흰자질

(단백질)과 디엔에이(DNA)를 들 수 있다. 흰자질의 구조를 다루는 흰자질 

접기는 최적화 문제로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디엔에이의 정

보저장과 상전이에 관련된 문제 역시 흥미로운 주제인데, 이는 통계역학의 

방법을 통해서 다양하게 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분자들이 모여 이루는 세

포에서 세포막의 성질이나 이온채널, 막전위의 거동 등도 널리 연구되는 

주제이고, 많은 수의 세포가 모여 형성하는 염통이나 두뇌와 같은 기관 역

시 복잡계로서 중요한 주제이다. 이보다 크게 보아서 개체와 집단, 그리고 

군집의 차원으로 올라가면 먹이사슬 관계에 있어서 개체 수 변화를 비선형

동역학 방법으로 분석하며, 생태계의 진화에서 나타나는 종의 변화가 보이

는 복잡성도 다루고 있다. 

생명이란 생체분자에서 시작해서 지구라는 생태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과 차원에서 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론의 관점에서 접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복잡계로서 생명현상을 고찰하는 것은 가장 

 5) 현상을 일으키는 물적 존재로서 구성요소를 상정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에 

따른 협동으로서 집단성질이 새롭게 떠오른다는 복잡계 물리의 설명 방식

은 약한 전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환원론과 전체론에 한 일반적 논의

로는 고인석 (2000), 고인석 (2005), 장회익 (2007) 등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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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하고 필연적인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생물학은 일반적으

로 생명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별적 수준에서 한정된 생명현상의 특

이성을 찾아내고 분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반해 복잡계로서

의 생명을 이해하려는 시도에서는 다양한 수준을 하나의 틀로 이해하고 해

석할 수 있는 방식, 곧 보편지식 체계로서 이론을 정립하려 한다. 

3.3. 정보교류의 관점에서 본 생명현상

생명현상과 관련하여 널리 알려진 “생명이란 네겐트로피(negentropy)6)

를 먹고 사는 존재”(Schrödinger 1944)라는 명제에서 엔트로피를 앞에서 

언급했듯이 잃어버린 정보로 해석하면 네겐트로피는 바로 정보에 해당한

다. 이 명제는 원래 생명의 본성으로서 물질 사를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논의하듯이 물질 사도 본질적으로 정보의 흐름과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명제는 복잡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생

명의 본질을 기술하는 데에 결국 정보가 핵심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실제로 생명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자유에너지, 곧 에너지와 정보를 주변

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위와 교류하는 정보에 초점을 맞추어 

복잡계에 관한 보편적인 이론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바로 정보교류 동

역학이다. 따라서 정보가 핵심 요소인 복잡계로서 생체계를 정보교류 동역

학의 입장에서 고찰하려는 시도는 자연스럽고 생명의 본질에 한 새로운 

이해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보기로서 시간과 공간에서 가장 큰 눈금의 

생명현상인 진화를 기술하는 정보교류 동역학을 부록에 수록하였다. 

생명현상에서의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유전

을 통해 물려받은 생물학적 정보, 곧 상속정보이다. 이는 세 를 걸쳐 전달

되는 정보로 볼 수 있으며 진화과정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안정

적으로 복제되는 정보이다. 둘째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은 

획득정보이다. 이는 개체 삶의 역사로서 저장되어 있는 정보로 해석할 수 

있다. 상속정보와 획득정보, 그리고 환경 전체의 정보는 서로 교류하여 영

 6) 네겐트로피는 앞에서 논의한 음(-)의 엔트로피(negative entropy)의 줄임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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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개체가 지니고 있는 정보가 생물학적 정보와 획득

한 정보의 합으로 주어진다면 정보교류 동역학에서 상 계는 자신이 지니

고 있는 정보의 양을 늘리려는 지향적 개체이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

경의 정보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과정”에 놓인다.7) 

이제 생명현상의 주요 특성을 정보와 관련하여 살펴보자. 

1) 잘 짜인 구조

모든 생명체는 잘 짜여 있다. 이는 생명의 구조 자체가 정보를 최 화하

는 과정을 통해 이미 짜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개체의 구조는 생성단계

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 를 걸쳐 전해지는 생물학적 정보에 

크게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이미 여러 세 에 걸

쳐 쌓인 생물학적 정보가 안정되게 전달된 상태란 구조에 관한 정보의 양

이 매우 많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실재로 가장 기본 수준에서 생명체라 

할 수 있는 세포를 보아도 놀라울 정도로 잘 짜여 있고, 따라서 계의 생물

학적 정보가 아주 많은 상태임이 명백하다. 이러한 짜임은 비단 구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능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계의 구성요소들이 모여 이

룬 조직의 정보가 최 인 상태에서 구성요소들의 자율성은 그리 크지는 않

다고 할 수 있다. 구성요소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전체 계, 곧 메타체계를 

위해 어느 정도 종속된 상태인 셈이며 그러한 체계의 구성요소가 최 의 

자율성을 가지고자 하면 그 체계는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

기서 ‘잘’ 짜여있음이 완벽한 질서를 뜻하지는 않는다. 앞에서 언급하였듯

이 적절한 변이가 더해져서 질서와 무질서의 사이에서 복잡성을 띄고 있으

므로 정보의 양이 매우 많다는 뜻에서 ‘잘’ 짜인 구조이다. 이러한 복잡성

의 구조는 질서정연한 구조와 달리 생명이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개체 삶의 경험을 통해 얻어진 정보가 구조에 영향을 

줄 여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잘 짜인 계로서의 생명은 구성요소가 전체 계의 정보의 양을 최

 7) 여기서 낱생명인 개체와 보생명으로서 나머지 환경을 합해서 온생명을 이

룬다고 할 수 있으며(장회익 1990), 개체와 환경 사이의 정보교류는 온생명

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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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구성요소는 너무 크지도 작

지도 않은 적절한 자율성을 지니며 전체 계를 위해 일하고, 전체 계는 구

성요소들을 포함하여 조직이 살아 있을 수 있도록 항상성을 유지한다. 예

컨  세포 수준에서 보면 세포막 따위를 통한 에너지/정보의 교류는 전체 

계가 복잡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물질 사 

생명현상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인 물질 사는 생명체가 주변 환경에서 

받아들인 에너지/정보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 지구 생태권의 모든 생명체

는 해로부터 자유에너지, 곧 에너지와 정보를 받는다(장회익 2009). 예를 

들어 식물의 경우, 해로부터 받은 자유에너지를 이용해서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고, 동물은 이러한 식물을 먹어서 물질 사를 수행한다. 개체에 주어

진 에너지는 개체를 이루는 하위 유기체 단위인 세포에 전달이 되고 각 세

포는 화학반응을 통하여 살아있음을 유지한다. 따라서 전체 생체계에서 물

질 사는 결국 정보의 흐름으로서 환경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생물학 정보

에 알맞게 처리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로부터 생명현상에서 정

보교류와 처리의 중요성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널리 알려진 보기로서 바이

러스를 살펴보자. 유전, 번식, 적응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정보의 전달과 수

정을 추구하지만 독자적인 물질 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스스로 살아

있음을 위한 독립적인 정보 처리 과정이 없음을 뜻하며, 이러한 면에서 생

명의 근본적 속성이 부족함을 지적할 수 있다.8) 바이러스의 이러한 측면은 

정보교류 동역학의 핵심이라 할 정보의 교류와 처리 과정에서 비롯되는 생

명의 정보 지향적 특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전체 생태계에서 이러한 정보의 흐름은 앞에서 유기체가 정보를 최 화

하는 과정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열린계로서 개체, 각 생명체는 서로 정

보를 주고받으며 유기체로서의 세포에 비해 비교적 많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서 정보교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다른 측면에서 이러한 물

 8) 한편 물질 사를 확장해서 일반화한 에너지 사를 생명의 속성으로 생각하

면 바이러스도 에너지 사를 수행하므로 생명의 속성이 부족하지 않은 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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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사는 생체계 외부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면이 강하다. 생체계가 자

신의 정보 양을 늘리는 과정을 통해서 살아있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함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사용 가능한 에너지, 곧 높은 자유에너지를 사용이 불

가능한 에너지, 다시 말해서 (엔트로피가 높은, 곧 정보량이 적은) 낮은 자

유에너지로 바꾸어 버림을 의미한다. 개체 활동을 통해 외부환경의 엔트로

피를 증가시키는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엔트로피의 지속적 증가를 허용하는 

우주에서만 생명현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3) 환경에의 응답 

생명체는 환경의 변화에 응답한다. 이는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생체계가 

적응한다는 뜻으로서, 환경의 변화에 응답하지 못하면 생명은 살아 있을 

수 없다.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얻으면 계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정보에 따

라 응답한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생체계는 두 가지 형태의 정보를 지니

고 있는데, 환경과 정보교류 과정에서 환경변화에 해 생물학적 정보의 

즉각적 응답을 본능이라 하면 얻어진 정보의 응답은 학습에 따른 응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새로 얻어진 정보를 기능 혹은 구조에 축적하는 과정을 

통해 다음 변화에 더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비하는데 이는 진화의 

과정에서 적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적응의 과정은 복잡계의 특성 중

의 하나의 되먹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되먹임 과정은 생명의 항상성

과 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이것은 생명이 끊임없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나아가 생체계가 전달받은 정보를 

계의 구조 또는 기능에 축적시키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항상성이 유지될 수 

있다. 결국 정보를 최 화시키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환경 변화에 한 응

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4) 번식과 유전

생명체는 자신과 비슷한 생명체를 만들어내어 번식한다. 비슷한 생명체

란 지닌 정보가 비슷하다는 뜻이며, 이를 유전이라 부른다. 결국 번식은 세

 사이에서 정보의 전달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에서 번식은 무

성번식과 유성번식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박테리아 따위 미생물의 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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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인 무성번식은 엄마세포가 다른 개체와 교류 없이 자신과 같은 정보를 

가진 딸세포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개체가 지닌 모든 정보가 곧바로 다음 

세 로 전달되며, 정보 전달의 효율을 높임으로써 종의 지속성을 확보한다. 

한편 유성생식의 경우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반씩 정보를 전달하므

로 넓은 유전자 웅덩이를 확보할 수 있어서 환경에 한 유연성을 지닌다. 

체로 인간을 비롯하여 유성생식을 하는 생명체가 무성생식을 하는 생명

체보다 복잡성이 높고 많은 정보를 지니고 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유성

생식을 통해 넓은 유전자 웅덩이를 확보하고 많은 정보를 지녀서 복잡성 

높은 개체가 반드시 더 진화한 생명체라 할 수는 없다(Gould 1996). 정보

교류 동역학에서 정보를 늘리는 방향이란 개체에 한 언급이 아니라 전체 

생태계가 정보를 증가시키는 과정에 놓여있음을 가리킨다. 예컨  박테리

아의 경우에는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정보를 세  사이에 최 한의 효율

로 전달해왔고, 지금까지 지구에서 가장 번성하고 있다. 인간을 비롯하여 

유성생식을 하는 생명체는 박테리아의 도움을 받아서 환경의 변화에 적응

하면서 전체 생태계의 다양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화해가고 있다.

이러한 번식에서 개체가 축적한 정보는 유전 현상을 통해 다음 세 로 

전달된다. 여기서 생물학적 정보로서의 구조는 비교적 안정되게 전달되는

데 얻어진 획득정보도 세 에 걸쳐 전달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획득정보가 구조에 영향을 끼치고 결국 생물학적 정보의 일

부가 되어 전달되는 후성유전(epigenetics)은 체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다. 그런데 인간의 경우에는 획득정보의 전달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이는 언어의 발명으로서 진화 과정에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인데, 획득정보

를 생물학적 정보가 아니고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세 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Avery 2003). 획득정보가 구조 속에 축적되어 생물

학적 정보의 일부가 되는 시간 눈금, 곧 유전자의 진화 속도는 실제 환경 

변화의 속도보다 많이 느리므로 획득정보가 언어를 통해서 빠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더욱이 인쇄술을 넘어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전

달은 현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전달은 

앞으로 중요한 연구과제로 자리 매김하리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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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화

정보교류 동역학은 단순히 개체 차원에서의 생명현상 기술을 넘어서 원

시생명이 나타난 이후 현재의 개체들이 나타날 때까지의 긴 시간에 걸친 

진화도 설명할 수 있다(Choi et al. 1997, 2005). 작은 변화의 점진적 축적

을 통한 발생의 진화 설명에 적합한 미시진화에서는 진화의 주체를 유전자

로 보고 각 유기체는 단순히 유전자를 담지하고 있는 용기로 보기도 한다

(Dawkins 1989). 이러한 관점에서 유전자는 자신의 보존에 목적을 두고 

진화하고, 자연선택은 유전자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규모 멸종이

나 종의 분화 현상 따위를 다루는 거시진화 영역에서는 자연선택은 유전자

의 단위가 아니라 유기체의 단위 혹은 유전자 표현형의 단위에서 이루어진

다고 간주하고 종 사이의 상호작용과 환경이 개체군집에 미치는 영향을 중

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진화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Gould 1996; 

Sterelny 2001).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은 단순히 시간 눈금이나 규모의 차

이로 연결되지 않아서 아직 논쟁이 계속되는데 응하는 가치관에서 커다

란 차이를 보인다.

한편 정보교류 동역학을 기반으로 한 진화 모형에 관한 연구는 정보의 

교류가 진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부록에 제시한 

이 진화 모형은 분자, 곧 유전형(genotype) 수준에서 돌연변이와 표현형

(phenotype) 수준에서 자연선택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위의 두 가지 관

점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상태함수로서 변

이율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다루는데 주어진 종이 변이를 일으킬 확률을 

전체 계의 정보 양과 관련하여 기술하되 전체 계가 지닌 정보 양을 늘리려

는 경향성을 부여하면 변이율이 시간에 따른 고비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변이율은 종이 멸종하는 사건의 발생율과 응하는데, 정보교류 

동역학의 결과는 화석 자료와 잘 일치한다. 이는 미시적인 유전자 차원의 

기술에서 시작하고 전체 계의 경향성을 부여해서 거시진화 양상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진화라는 긴 시간 단위를 가지는 생명현상에서도 

정보교류가 핵심적인 구실을 한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생명은 단순히 유전

자의 자기보존을 위한 그릇의 수준을 넘어서 다른 개체와의 상호작용을 통

하여 전체 계의 정보를 늘리고자 하는 정보 지향 객체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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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정보교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시간 눈금과 계의 크기 등의 여러 

수준에서 생명현상을 정보라는 개념을 통하여 해석할 수 있다. 복잡계가 

보여주는 구조적 계층 관계를 각 수준에서, 그리고 전체의 관점에서 정보

의 교류를 통해 이해할 수 있으며, 정보교류 동역학을 통해 알 수 있는 복

잡계로서의 생명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극 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외부와 구분이 된 계로서의 생명체가 주변 환경과 열린 구조

로서 상호작용하여 자기생성을 하는 모든 활동을 생명현상의 핵심적인 개

념으로 생각하며, 스스로 짜임이나 떠오름 현상들을 통해 복잡성이 나타난

다는 점은 존재론적 측면에서 자가생성(autopoiesis)과 비슷하다

(Maturana & Varela 1998). 그러나 부록에 논의한 진화의 정보교류 동역

학에서 보듯이 단지 맥락에서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정보교류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이론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복잡계와 정보의 관점에서 생명현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복잡

계를 다루는 이론과학적 방법과 논리체계를 검토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복잡

계는 변이가능성이 높아서 처음 조건의 조그만 차이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으므로 예측불가능성을 함축하며 따라서 결정론에 한 반성을 

제기한다. 또한 협동현상과 떠오름은 속성과 인식의 측면에서 환원론이 타

당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와 그에 따른 짜임이 중요

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곧 환원될 수 없는 간단한 상으로서 구

성요소들이 잘 짜여서 뭇알갱이계를 이루면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상호작

용에 의해 복잡성이 집단성질로서 떠올라 복잡계를 형성하며, 이는 눈금이 

다른 여러 계층에서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계층마다 스스로 짜임이나 떠

오름과 같이 환원할 수 없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 계층에서 구

성요소만의 성질로부터 뭇알갱이계의 복잡성 같은 성질을 설명할 수 없다. 

이는 존재론에서 (그리고 분석적 방법론에서) 환원은 인정하되 인식론적 

환원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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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미에서 약한 전체론적 관점의 색조를 띤 복잡계 물리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서 이전에는 설명이 불가능해 보이던 여러 복잡한 현상에 

해 합리적인 설명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통적인 자연관을 재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실제로 최근에는 물질현상뿐 아니라 종래에는 

보편지식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던 사회현상이나 생명현상에 복잡계 물리가 

어느 정도 성공적인 설명을 제시하며 현상에 한 이해를 깊게 하는데 기

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물질을 기반으로 전제하는 유물론

적 설명방식을 벗어나서 현상의 실체로서 물질보다는 정보에 주목하여 복

잡계의 본질적 설명을 시도하는 이론체계로서의 정보교류 동역학을 소개하

였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생명현상을 복잡계 현상의 전형으로서 살펴보

았고, 정보교류 동역학을 통해서 생명현상을 조명하였다. 이러한 정보교류

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체의 살아있음은 스스로의 정보 축적 과정에 그 핵

심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생명현상에 한 보편지식 체계의 구축은 아직 

요원할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복잡계에 관한 설명방식이나 해석규칙이 발전해 나가면 현재로서

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도 새로운 체계의 복잡계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

하지 않을까 기 해보게 된다. 특히 생명에 한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물질적인 구성요소로부터 비물질적인 속성도 설명할 수 있는

가라는 의문과도 관련되어 있는 듯하다. 따라서 물질을 상정할 필요 없이 

정보를 가지고 현상을 기술하게 된다면 생명에 한 보다 근원적 이해와 

더불어 존재론과 인식론의 통합적 사고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자연을 파악하고 해석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생명 현상 탐구의 상이면서 동시에 활동의 주체이다. 이

는 복잡계 현상의 진정한 궁극으로서, 서로 얽혀있는 생명과 삶의 의미에 

한 성찰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생명현상의 물리적 기초를 바

탕으로 하여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문화적 삶에 한 본질적인 이해를 시

도하고 새로운 사고의 규범을 추구하려는 시도는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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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생명현상의 정보교류 동역학

여기서는 다양한 계층의 생명현상 가운데에서 가장 커다란 시공간 눈금

의 현상으로서 진화에 한 정보교류 동역학을 논의하려 한다. 이를 위해

서 현  진화이론에 기반을 두어 간단한 진화동역학 모형을 제안하고 이 

모형계의 정보교류 동역학을 기술한 후에 결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화석 자료에 따르면 생태계의 진화는 일정하게 연속해서 일어나지 않고 

간헐적으로 일어나서 이른바 단속평형을 이룬다(Eldredge & Gould 

1972). 이에 따라 화석 자료는 다양한 수적 거동을 보이며 복잡성의 특

징으로서 고비성을 나타낸다. 예컨  n 개의 하위분류군(sub-taxa)을 가

진 분류군(taxon)의 수 Mn, 수명 t 인 속(genus)의 수 Mt, 크기 s 인 절

멸 사건의 수 Ms 등은 다음과 같이 멱법칙 분포를 따른다.  

∼
 

 ∼ 
 

 ∼ 
 

흥미롭게도 이 관계에서 지수는 모두 략 2로 주어진다(≈≈ ≈ ). 

마구잡이 변이와 자연선택을 핵심 기전으로 인정하는 진화이론에 따르

면 일단 유전형, 곧 분자 수준에서는 마구잡이 변이가 일어나지만 자연선

택에 의해서 표현형 수준에서 멱법칙 거동이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생태계와 환경이 서로 주고받는 영향이 진화에 핵심적 구실을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에 따라 진화동역학 모형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자. 

먼저 상호작용하는 N 가지의 서로 다른 분류군으로 이루어진 생태계를 

생각하자. 분류군 i 의 상태를 xi 로 나타내면(    ), 전체 생태계

의 상태는     ≡로 주어진다. 분류군  i 의 적합도(fitness)

를 fi(x)  라 하면 생태계의 전체 적합도는 ≡      로 주

어지고 이는 물질계에서 음(-)의 에너지에 해당한다.1) 따라서 각 구성원의 

상태 신에 전체 적합도를 거시적 기술에 적절한 전체 계의 거시변수로서 

 1) 생태계가 적합도를 높이려는 경향은 물질계에서 에너지를 낮추려는 경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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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택할 수 있다. 적합도가 F  일 때 생태계의 접근가능상태 수는 

 

     

로 쓸 수 있고, 계의 엔트로피는 적합도의 함수로서 

  log

가 된다. 이에 따라 생태계의 상태가 x일 확률은

∝     ∝   

로 주어진다.

정보교류 동역학은 생태계가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끊임없이 새

로운 상태로 진화해감을 보여준다. 위에서 구한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2.2절

에서 논의한 전이확률을 정하고 이를 써서 으뜸방정식을 풀면 적합도가 시

간에 따라 변화해가는 거동을 볼 수 있고, 또한 분류군의 수명이나 절멸 

사건의 크기 분포를 얻을 수 있다. 각 구성원의 적합도 fi(x) 를 적절하게 

택해서 이같이 정보교류 동역학을 적용하면 위에서 논의한 지수 와 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그 값은 ≈ ≈가 되어서 화석 자료와 일치하는

데 이러한 결과는 적합도의 구체적 형태와 무관하므로 이른바 보편성을 보

인다(Choi et al. 1997). 또한 변이율이 시간에 따라 요동하는 거동도 볼 

수 있는데 그 시간변화를 푸리에변환(Fourier transform)하여 일률빛띠

(power spectrum)를 진동수 f 의 함수로 살펴보면

∼  

의 꼴이 얻어진다(Choi et al. 2005). 이렇게 시간변화의 진동수 성분이 멱

함수 형태로 분포함은 시간에 따른 상관관계가 오래 유지됨을 뜻하며, 전

형적인 시간에 한 고비성을 보여준다. 특히 지수 값은 ≈로 얻어

지는데 이는 화석 자료와 잘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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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as complex system phenomena: Information exchange 
perspectives

Minsu Kim․MooYoung Choi 

To understand essential characters of life, which is regarded as 

typical complex system phenomena, we discuss general 

characteristics of complex systems based on the meta-science 

viewpoint and examine the life phenomena from the complex 

system perspectives. We first consider the logical structures of 

physics of complex systems, and introduce the information 

exchange dynamics, which attempts to provide a general theory as 

to the emergence of complexity. Life is then understood as 

cooperative phenomena emerging in biological systems, which are 

ultimate complex systems. According to such an information 

exchange viewpoint, the survival of life has its core in the 

information processing.

Key Words: life phenomena, complex system, emergence, 

information, information exchange dynam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