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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에서 인과성과 우연성의 통합적 설명:
역사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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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생물학적 진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시진화의 인과성과 거시진화의 

우연성의 복합 양상을 분석한다. 고생물학적 거시진화를 다루는 굴드의 역사적 

우연성 개념을 인과 의존적 우연성 개념과 연계시킨 비티John Beatty의 논제

를 도입하여, 그 둘 사이의 열역학적 연결 가능성을 논증한다. 이를 위하여 진

화론에서 논의가능한 우연성에 대한 기존 개념들을 폭넓게 제시하고, 그들 사

이의 연관성을 찾아낸다. 그리고 역사적 우연성과 인과의존성이 진화를 설명하

기 위한 상보적 범주를 주장한다. 이는 비티의 병열적 상보를 발전시킨 통합적 

상보 개념이다. 여기서 필자는 ‘역사적 제한’ 개념을 제시한다. 

진화과정이 단순히 확률적 무작위성 우연이 아니며 동시에 논리적 필연성 범

주에 속하지도 않는 역사적 제한의 소산물임을 해명한다. 역사적 제한은 연속

성의 인과의존적 적응 진화와 불연속성 우연범주의 제한 진화 사이의 연결고리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역사적 제한은 굴드의 역사적 우연 개념, 물리적 

제한 개념 그리고 선택진화의 인과성을 통합하는 개념이다. 미시진화의 인과성 

메커니즘과 거시진화의 우연성 양상이 하나의 역사적 제한이라는 존재론적 스

펙트럼 안에서 통합적으로 설명가능하다는 철학적 주장을 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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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화생물학의 고유성

1.1 논문의 방향

생물학적 진화 과정에서 인과관계가 어떻게 작용되는 지에 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물리적 인과관계가 생물학적 진화과정에 그대로 적

용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생명진화가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물리적 인과관계가 아니며 동시에 무작위 확률도 

아니라면, 그러한 생명진화의 자연사적 절차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를 해명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제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시적 진화의 

측면에서 진화과정은 우연적이다. 반면 미시적 진화의 측면에서 진화과정

은 선택적 지향의 인과성을 갖는다. 논문의 논증 절차는 우선 미시진화가 

인과적이라는 사실을 논거한다. 그리고 거시진화는 우연성에 의존함을 사

례를 들어 설명한다. 물론 이는 무작위적 우연성이 아니라 자연사적 우연

성이다. 그리고 두 측면 즉 미시진화의 연속적 계통학의 설명구조와 거시

진화의 불연속적 계통학의 설명구조를 서로 통합하여 하나의 진화 절차 설

명구조로 논증하려 한다.

인과적 복잡성이 가장 두드러진 분야가 진화생물학이다. 그 중에서 시간

적 인과성에 의해 생명의 계보를 체계화하려는 분야인 계통학은 더욱 복잡

하다. 연속적 계통학 안에서는 생명의 계보를 인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그러나 지질학적 시간대를 가로지르는 불연속적 계통학에서 생명의 계보를 

인과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계통 안에서 인과관계가 존재

한다는 것은 이미 DNA 연구를 통해 확실해졌지만, 그 인과의 정 한 추

적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본 연구는 연속의 계통학적 접근방식과 불연

속의 계통학적 접근방식을 하나의 스펙트럼을 갖는 사유구조로 파악하려 

한다. 결국 진화종합설의 입장과 굴드의 입장을 서로 대립적이고 배중적인 

관계로 보는 기존의 시선에서 벗어나 두 입장을 상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하며, 나아가 그 상보성은 하나의 준거 안에서 설명될 수 있다

는 점을 시도한다.

이런 상보적 입장은 이미 비티John Beatty에게서 주장된 바 있다. 비티

의 상보성 주장은 지나치게 굴드의 역사적 우연성 개념에 의존되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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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판단한다. 필자는 굴드의 우연성 개념을 새롭게 재구성한 비티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진화역사의 구체적인 논거를 통해 역사성과 인과성이 

만나는 지점을 찾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역사성과 우연성의 상보성을 모

색했던 비티의 논의로부터 더 나아가 필자는 역사성과 인과성을 하나의 개

념적 스펙트럼 안에서 설명하려 한다. 비티의 논증에는 설명을 위한 이중

적 준거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상보성 논리가 그러하듯이 미시진화와 거시

진화를 설명하는 이중의 준거가 그냥 존치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양

가의 존치를 허용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이유를 질문하며, 그 질문의 답으

로서 미시진화와 거시진화에 관통하는 하나의 기준인 <제한> 개념을 제시

한다. 상보성에 서로 통하는 하나의 제한 개념을 필자는 ‘역사적 제한’이라

고 부른다.

1.2 기초개념1: 물리과학의 가역성

물리법칙은 물리세계가 가역적reversible임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가역

적이라고 하는 뜻은 (1) 임의 시간에 측정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며, (2) 

법칙적 수학식에 대입하는 시간값은 그것이 과거이건 현재이건 미래이건 

관계없이 질적으로 동일한 수학적 변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값을 정해주면 그것의 속도값을 결정할 수 있다. 

물론 그 역도 가능하다. 이를 물리학에서는 결정론적 방정식이라고 정의한

다. 이러한 결정론적 방정식이 귀납적 추론을 통하여 성립되는 인과법칙을 

가설연역적 법칙hypothetical deductive law이라고 한다. 

가설연역법칙은 자연계의 복합현상으로부터 연역과 귀납의 통로를 통하

여 도출된다. 먼저 자연현상에 대하여 누적된 관찰을 통하여 가설을 설정

한다. 이 가설이 다른 현상이나 물리적 상태들에도 적용되는지를 확인한다. 

혹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미래결과를 예측할 수도 있다. 이렇

게 다른 사태에 대한 적용이나 예측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장 적

절하다고 여겨지는 경험적 테스트를 기획한다. 테스트를 통하여 예측이 맞

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검증을 거친다. 여기서 검증이란 가설에 대한 귀납

적 지지의 정도를 확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정된 가설이 검증을 통과

하면 이를 법칙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낸 법칙을 가설연역 법

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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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연역적 방법에서 말하는 검증은 현재의 시간이 기준이다. 미래의 물

리 상태를 예측하거나 과거를 재현할 경우에도 미래나 과거의 시간을 마치 

현재의 시간처럼 다룬다. 과거 시점이나 미래 시점을 현재 시점과 동일한 

변수처럼 결정론적 방정식에 대입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결정론적 방정식

에서 보는 시간은 항상 현재적 의미를 갖는다(Brooks etc. 1988, 190; 

time invariant). 이를 시간의 가역성이라고 한다. 특히 모든 운동식을 결

정론적 방정식으로 환원하려는 고전적 의미의 물리과학에서는 시간의 가역

성이 항상 전제된다.

1.3 기초개념2: 생물학의 독자성

진화생물학 이론은 지질학적 시간규모scale of geological time에서 장

구한 진화시간을 다루므로 실제로 실증적 검증의 문을 통과하기 어렵다. 

검증체계의 유일한 화석연구조차도 진화의 인과이론을 다 밝혀낼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간혹 진화론의 많은 이론들이 가설의 지위로 하향 평가되기도 

한다. 진화생물학에서 고전물리학에서와 같은 가설연역적 법칙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현상을 관찰하고 가설을 세우며 확증을 시도하는 

데까지 생물학의 방법론은 물리학의 가설연역적 방법론과 동일하다. 그러

나 확증의 단계에서는 진화의 현상과 물리의 현상의 질적인 차이 때문에 

진화이론은 물리학과 다른 경험적 시험의 과정을 갖는다. 진화 현상과 물

리 현상의 질적인 차이는 시간의 가역성 여부에 있다. 고전물리학의 법칙

이 시간의 가역성을 전제로 하는 반면, 진화론의 운동성 원리는 비가역적

이다. 물론 열역학적 시스템이나 양자 세계를 설명하는 비선형 파동방정식 

등과 같이 가역적이지 않은 물리법칙이 존재하듯이 생명의 진화를 설명하

는 해명이론이 모두 비가역적이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생물학

은 기존의 고전 물리과학의 해명방식과 다른 고유성을 지니고 있다. 비가

역성은 그 고유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예를 들어 진화생물학은 

지구 탄생 이후 35억년 이래의 원시세포로 시작하는 장구한 생명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고유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재 시

점에서 정보를 수집한 검증, 증명, 귀납 등의 기존 물리과학에 사용되었던 

방법론이 진화생물학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이 점은 진화

생물학 연구의 방법론적 고유성이다(Mayr 2005, Cha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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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상수라 불려지는 물리 상수의 경우를 보면 물리과학과 진화생물학 

사이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물리과학에서는 플랑크 상수처럼 항상적 

값을 유지하는 소수의 기본상수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항상값은 언제 어디

에서나 보편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상수라고 불려진다. 물리과학에서 상

수는 한번 정확히 측정되었다면 다시 측정될 필요가 없다. 반면 진화생물

학에서 그러한 상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진화론에서 선택강도strength of 

selection, 변이율mutation rate, 이주분리정도migration rate와 같은 가

장 중요한 변수값들 조차도 상수가 아니며 상수일 수도 없다. 진화 변수값

들이 특정 장소, 특정 시점에서 정확히 측정되었다고 쳐도, 다른 환경과 다

른 개체군에 접하면 그 값은 반드시 다시 측정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진화

생물학에서 이론을 구축하는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물리과학과 다른 

관점과 노력이 필요하다. 당연한 말이기도 하지만 생물학적 변수값은 물리

학적 기본상수와 같은 법칙성이나 투사성에서 많이 미흡하다. (Brandon 

1997, 453) 이런 점에서 장구한 지질학적 시간을 다루는 진화생물학에서 

과학적 인과율의 특성은 현존 대상의 역학관계를 다루는 물리과학의 전형

적인 인과성과 다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생명과학 분야에서 인과의 필연

성 범주가 쉽게 적용되지 않는다. 생명의 자연사적 절차는 인과적으로 포

착되기 어려울 정도의 복잡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생물학의 학

문분야는 여타의 물리과학 학문분야와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에른스

트 마이어는 생물학의 학문적 고유성을 강조한다. 환원주의를 학문적 정체

성으로 갖고 있는 물리과학의 방법론으로 생물학을 다루면 안 된다는 것이

다. 그는 이를 “생물학의 독자성”The Autonomy of Biology이라고 불렀

다(Mayr 2004, 28). 

마이어가 말하는 생물학의 독자성은 다음과 같이 해명된다. 먼저 형이상

학적 실체론에 의존한 본질주의와 결정론 그리고 환원주의의 개념으로 생

물학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특히 진화생물학은 복잡성과 역사적 

특성 및 우연성의 과학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독자적이다(Mayr 2004, 27, 

32-33). 이 중에서 우연성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진화생물학 분야에서 필

연의 법칙성을 기대할 수 없다. 다윈의 <종의 기원> 출간 시부터 자연선

택 절차에서 드러나는 우연 요인 때문에 다윈의 진화론은 분석과학의 지위

를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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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미시진화와 거시진화의 구분

진화는 항상 “새롭고도 유일한” new and unique 생명현상을 지속적으

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다(Brandon and Antonovics 1996, 162). 이러한 유

일성 때문에 일정한 생명진화의 변수를 찾아내는 것이 어렵고, 미래 혹은 

다음 단계의 일반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일반화된 법칙을 

만들기도 어렵다. 유기체 종의 존속은 태양계 행성의 하나인 지구 및 태양

계 전체의 물리적 환경에 의존되어 있다. 생명종은 자연선택의 소산물이며 

동시에 지구지질의 급격한 변화를 거친 진화의 결과이다. 그리고 이 글에

서 필자는 미시진화와 거시진화를 하나의 논리적 준거로 해명하려는 시도

를 하고 있다. 

여기서 미시진화와 거시진화에 대한 규정된 설명이나 정의는 내려져 있

지 않다. 미시와 거시라는 표현의 사용은 아직 수사적인 차원에 한정되어 

있다. 필자는 계통발생과 진화의 차이를 엄격하게 구분한 헐에 따라서(헐 

1994, 157) 계통발생의 진화를 거시진화라 하고, 기존의 진화 즉 진화종합

설에서 말하는 진화를 미시진화라고 표현한다. 즉 미시진화는 표현형질이 

유전형질에 전적으로 의존적인 진화일 경우를 말한다. 반면 거시진화는 표

현형질이 유전형질 외에 발생학적 요인, 형태학적 요인에 의존되며 혹은 

유전형질과 표현형질 사이의 장벽이 있을 수도 있는 경우를 말한다. 유전

형질과 표현형질 사이에 장벽이 있다면 표현형의 형태는 외부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를 오랜 동안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표현형의 정지상태는 

진화법칙 안으로 포섭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진화종합

설에서는 거시진화가 진화 범주로 간주되지 않거나 혹은 미시진화의 법칙

으로 결국 환원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거시진화와 미시

진화를 구분하며 필자가 정의한 거시진화 역시 진화의 양상으로 설정한다. 

그렇다면 자연선택의 진화를 보통 미시진화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지

구의 급격한 변화에 의한 멸종과 탄생의 진화를 거시진화라고 말할 수 잇

다. 지질학적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연속의 진화과정을 미시진화라고 한다

면, 지질학적 기간 간에 이루어지는 급변의 진화과정을 거시진화라고 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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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시진화의 선택적 인과: 자연선택 메커니즘

미시진화는 일정하게 주어진 기후, 위도, 지형 등 지구의 다양한 환경 속

에서 변이와 적응을 거친 자연선택 과정이다. 개체군population에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어지는 연속의 유전적 변이과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크게 

봐서 자연선택, 변이, 유전적 표류나 여타의 집단유전학적 과정에 의해 유

발되며 개체 수준에서 작용되는 대립형질 변형을 수반한다. 돌연변이를 포

함한 변이는 유전자의 이상 결합에서 생긴 우연의 요소이다. 이러한 변이로

부터 개개의 개체들은 서로 다른 표현형질을 갖는다. 후손대에서 그 어느 

것도 같지 않은 “다름”이 바로 개체의 진화론적 특성이기도 하다. 자연선택

은 이러한 서로 다른 개체들의 수가 충분히 많은 개체군을 전제로 한다. 그

리고 그 중에서 후손 번식에서 상대적 최적화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

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형질들을 가진 다양한 개체들 사이에서 어느 개

체는 적응하고 어느 개체는 적응에 실패하는 자연의 인과성을 자연선택 과

정이라고 부른다. 개체들의 다름은 개체들의 다양한 변이의 결과이다. 개체

들 사이에서 선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앞서 말했듯이 우선 

번식된 개체들의 수가 많아야 한다는 점이다. 포식 위험이 높거나 증식에 

불리한 거친 환경에 처한 생명종일수록 자손의 수를 증가시키는 일이 생명

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다. 예를 들어 개구리가 5천개 내외의 

수많은 알을 낳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1,000만개 이상 알을 낳는 어류의 

종류는 생각보다 많다. 가장 많은 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진 복어과 개복치

는 약 3억 개의 알을 거의 방류 수준으로 낳는다. 따라서 대부분이 주변 포

식자에 의해 먹히더라도 성체로 살아남는 개체도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수많은 자손들은 그 어느 하나도 동일한 모습이나 형질을 가지는 것이 

없다. 동일한 유전자를 갖는 어떤 동일한 자손도 없다는 뜻이다. 이를 개체 

차이성individual differences이라고 부른다.(다윈 1859, Chap.2) 이러한 

개체차이성은 동일종 내 모든 개체들에게 적용되며, 일란성 쌍둥이 자매에

게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인간 쌍둥이 형제들의 유전자도 전적으로 동일

하지 않다. 그리고 3억 개의 알을 낳는 개복치의 알들이 전부 성체가 된다

고 가정하여도, 그 3억 개 성체들 각각의 발현형질은 그 어느 것도 같지 

않다. 유전자가 형질로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학적 차이가 유발되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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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동일한 발현결과가 없다는 뜻이다. 바로 이러한 사실로 인해 적응의 

성공과 실패가 갈려지며 (자연)선택의 대상이 선별된다. 

주어진 유전자를 가진 개별의 알 각각이 성체로 자라면서 유전자 발현이 

달라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환경의 영향이다. 성체 이전 알 자체의 유전자

가 동일하다고 하여도, 다른 환경 아래에서 다른 발현이 나타난다는 뜻이

다. 염색체 내 유전자 디엔에이 배열상의 차이는 개체가 속한 환경과 무관

하게 대립유전자의 교환으로 생성된다. 다윈은 환경에 의한 변이를 인지했

고 유전에 의한 변이mutation를 추정할 수 있었다. 19세기에 살았던 찰스 

다윈이 20세기 대표적인 과학적 성과의 하나인 염색체 배열상의 차이에서 

온 유전자의 변이메커니즘을 알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한 배에서 출산한 새끼들이 그 수에 관계없이(자손수가 둘이거나 3억

이거나 관계없이) 다양한 변이체들이라는 점을 다윈은 선구자적으로 인식

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와 같은 다양한 형질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이 바로 선택진화의 선결조건이다. 양적으로 다양한 형질변이가 전제되어

야만 적응을 통한 선택이 가능하다. 개체수가 많다는 것은 개체와 개체를 

서로 구분할 수 있도록 개체 간 형질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윈의 혁명적인 발견이란 자연 생명계 안에서 이러한 사실을 찾아내었다

는데 있다. 개체간 형질의 차이가 거의 무한에 가까우며 또한 그 중에서 

적응된 형질의 차이가 세대를 이어가며 안정적으로 발현되는 개체들의 결

과를 진화변이variation라고 한다. 여기서 변이는 돌연변이와 구분하기 위

하여 진화변이라는 말로 사용될 수 있다. 

진화변이는 환경 변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한편으로 유전 변수의 관

점에서 볼 수 있다. 물론 진화를 유발하는 환경변수와 유전변수는 독립적

이지 않으며 상호 연관적이다. 환경은 진화변이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

건은 아니다. 환경에 의한 변이 외에 다른 요인의 유전변이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는 현대 분자생물학의 성과에 의해 입증된 사실이다. 찰스 다윈

은 현재 과학 수준에서 본 분자 차원의 유전자 개념을 당연히 알 수 없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윈이 모든 변이가 환경변이가 아니라는 점을 파

악한 것은 일종의 혁명적 자연인식 태도였다. “변이는 환경에 의해 기인하

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경만이 필연적으로 적응적 변이의 결과를 낳은 것

은 아니다.” (Darwin 1883, vol.2, 236) 다윈 당대에 유전에 의한 변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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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할 수 없었지만, 환경에 의한 변이로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무엇이 

있음을 다윈은 인지했다. 다윈은 환경과 변이 사이에 가로놓여진 그 인과 

관계를 설명하지 못했지만 모종의 인과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 인과성이란 물리법칙의 인과성과 다른 의미였다(Mayr 2004, 

110-111). 이는 매우 복잡하여 예측할 수 없는 선택의 과정을 뜻했다. 다

윈은 진화의 변화를 두 가지로 나눠 생각했다. 하나는 원리적으로 예측불

가능한 변화이며(“undefinite or fluctuating” variation), 다른 하나는 현

재로서는 그 인과관계가 너무 복잡하여 비록 예측하지 못하지만 원리적으

로 예측가능한 변화(“definite” variation)이다. (Darwin 1872, 5-8; 1883, 

vol.2, 260-282) 

이와 관련하여 스테렐니는 ‘실현된 적합성’과 ‘기대된 적합성’의 차이를 

매우 강조했다.(Sterelny 2003, 258)1) 기대된 적합성이란 적응진화의 이상

ideal상태에서 적합의 선후 인과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적합도의 성향이다. 

실현된 적합성이란 실제로 실현된 적합도의 성향이다. 이상적 상황에서 선

택의 예측도를 확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체의 지질학적 급변이 없으며 

동시에 진화적응의 대상이 되는 개체군이 충분하다고 여겨질 때 ‘기대된 

적합성’은 ‘실현된 적합성’에 일치될 수 있다. ‘기대된 적합성’이 예외 없이 

‘실현된 적합성’으로 될 경우, 이러한 진화는 가장 이상적인 적응주의 모델

이 될 수 있다. 리처드슨의 정의에 따르면 적응주의adaptationism란 모종

의 형질 T의 경우 자연선택 이론으로써 환경과 유전 사이에서 형질 T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적응주의는 3 가

지 개념으로 나눠 볼 수 있다.(Richardson 2003, 697) 

(i) 자연선택은 형질 T 진화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ii) 자연선택은 형질 T 진화에서“중요한 원인”이다.

(iii) 자연선택은 형질 T 진화의 “충분한 설명”이며, 형질 T는 최적합

적이다. 

갓프리 스미스는 리처드슨의 적응주의의 3가지 분류 중에서 (iii)에 가까

운 적응주의를 옹호하며, 그것을 경험적 적응주의라고 불렀다. “경험적 적

 1) “Hence  realized fitness differs from expected f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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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주의란 자연선택의 힘이 강력하고 편재적ubiquitous이며 자연 안에서 제

한이 거의 없는 진화라고 설명한다. 폭넓게 말해서 적응주의란 진화적 과

정의 소산물을 자연선택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Godfrey-Smith 336)2) (iii)의 적응주의는 진화의 연속성을 인정

한다. 그리고 이상적인 진화환경일 경우 진화의 인과성을 보장한다. 이 경

우 가장 강한 의미의 인과관계가 진화에 적용된다. 그리고 (iii)의 적응주의

만이 통상의 적응주의로 인정되고 있다. 최적합성의 결과를 낳지 않는 (i)

과 (ii)는 결국 적응주의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적응주의 대표자로 잘 알려진 굴드는 적응주의 (iii)의 설명을 

반대하지만, 설명 (i)을 인정한다. 굴드는 적응주의 (iii)의 전제인 ‘기대된 

적합성’이 예외 없이 ‘실현된 적합성’으로 된다는 것이 자연의 사실과 부합

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iii)을 반대한다. 리처드슨의 적응주의 분류에 따른

다면 굴드는 적응주의 (i)을 수용하며, 적응주의 (ii)를 부분적으로 수용하

는 것으로 필자는 추론한다.3) 그래서 필자는 (iii)을 전형적인 적응주의

adaptationism라고 부르며, (i)과 (ii)를 적응적 경향adaptive inclination

이라고 부른다.4) 잘 알려진 대로 굴드는 적응주의를 거부했다. 그러나 정

확히 말하면 적응주의에서 말하는 최적합성을 유발한 선택조건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데 있었다. 현재 형질로 진화한 적합성의 선택조건

을 함부로 규정하는 적응주의자에 대한 비판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적응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다(Beatty 2006, part Ⅱ).

적응주의에서 말하려는 최적합성을 생산한 바로 그 해당 조건이 무엇인

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그런 조건이 엄연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필자는 강조

한다. 앤토노빅스는 이런 조건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선택 제한’selective 

constraints이라고 불렀다.(Antonovics and van Tienderen 1991, 167) 

물론 앤토노빅스가 말한 선택 제한이 기존의 발생 제한에 속하는 것은 아

니지만 말이다(Amundson 1998, 94). 선택제한은 겉으로 제한이라는 개념

 2) Richardson 2003, p.697에서 재인용.

 3) 엄 한 증명의 결과는 아니다. 그러나 웨스트애버하드에 의하면 매우 신빙

적이다.(West-Eberhard 1992 16-17)

 4) 이러한 구분은 마흐너/붕에의 구분을 참조했다.(Mahner and Bunge 1997, 

160;Eight Senses of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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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시진화의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미

시차원에서 선택제한은 다음처럼 설명된다. DNA에서 mRNA로 전사될 

때 단백질 정보로 발현되지 않는(non-encoding) 인트론intron을 걸러내는 

분자 차원의 선택제한이 있다. 전문용어로 스플라이싱splicing이라고 한다. 

스플라이싱은 암호없는 유전자를 걸러내어 암호화 정보로 발현되는 엑손

exon만 남게 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스플라이싱의 결과로서 인트론은 

다 빠지고 구조유전자 혹은 조절유전자에 해당하는 엑손1, 엑손2, 엑손3이 

남게 되었다고 치자. 최종 남게 된 구조가 엑손1-엑손2-엑손3의 조합1도 

가능할 것이고 혹은 엑손2-엑손1-엑손3의 유전자 조합2로도 가능 할 수 

있으며 혹은 엑손1-엑손3-엑손2의 조합3으로도 스플라이싱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동일한 유전자들로부터 인코딩을 제거한 엑손의 다양한 조합은 서

로 다른 유전자 특성을 갖게 된다. 즉 스플라이싱의 결과 동일한 엑손들로

만 남게 되지만 엑손조합1, 엑손조합2 그리고 엑손조합3은 서로 다른 구조

정보를 가지며 다른 유전특성을 갖게 된다(Fan 2007, part I). 여기서 서로 

다른 유전자 특성은 유전자 변이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전

자 차원에서의 선택은 디엔이 유전자로부터 유발되는 스플라이싱 메커니즘

에 제한되어 있다.5) 이런 점에서 선택제한이 발생한다.

필자는 미시차원 스플라이싱에 의한 선택제한이 앤토노빅스의 거시차원 

선택제한에 연결된다고 본다. 앤토노빅스에게서 선택이 가능한 환경이란 

유전형질이 아니라 곧 최적합화된 표현형질의 결과에서 드러난다. 필자는 

앤토노빅스가 말한 선택 환경이 곧 조합2, 조합3을 퇴거시키고 조합1을 표

현형질로 남게 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Brandon and Antonovics 

1996, 164) 미시 선택제한의 상황에서 만약 결과로 남게 된 조합2와 조합3

이 세대를 걸쳐 표현형질로 발전하지 못하게 될 경우, 조합1만이 표현형질

로 존속하게 될 것이다. 이를 진화론적으로 최적합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최적합성으로 가는 과정을 선택제한으로 재조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쨌든 선택제한 개념은 그 정의가 합의되어 있지 않지만 미시진

화와 거시진화를 연결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판단한다. 왜냐하면 적응만의 

 5) 물론 현재로서는 스플라이싱의 메커니즘을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다. 여기서 

스플라이싱에 대한 설명은 교과서 차원의 일반적인 수준이므로 별도의 출

처 미주를 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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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아닌 또 다른 진화 요인이 생명진화의 자연사를 이룬다는 명제의 

논리적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6) 

선택의 결과는 또 다른 생물학적 질서의 적합성을 이룬다는 사실을 진화

생물학자 대부분이 동의한다. 선택의 과정은 무작위적이지 않으며 일종의 적

합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비교선택의 자연적 절차를 따른다. 또한 생물학

적 질서란 표현형의 변이가 끊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로 지속적으로 유전되

는 표현형의 평형상태를 의미한다.(Brooks etc. 1988, 191)7) 유전형이 모두 

표현형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지만 표현형의 가능한 풀로서 유전형이 계통

수 안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다. 이는 연속의 미시진화를 보여주

는 연속주의 계통학을 가능하게 해준다. 연속의 미시진화란 결국 자연의 선

택과정이 어느 정도 인과적이라는 뜻을 함의한다. 강한 인과성을 강조한 데

닛은 “진화는 곧 모종의 알고리즘이다”라고 강하게 표현했지만(Dannett 

1995, 51),8) 미시진화 변이와 적응, 선택과 유전이라는 과정에서 물리과학과 

같은 매끈한 필연성의 인과관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진

화과정이 단순히 확률적 우연은 아니다. 즉 진화적 인과는 논리적 필연성 범

주와 질적으로 다르지만, 동시에 무작위성 우연도 아니라는 점이다.9) 

 6) 자연선택에 의한 변화는 일종의 기대된 적합성일 수 있지만 기대된 적합성

이 모두 실현된 적합성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대된 적합성은 

연속적 인과가 적용될 수 있지만, 실현된 적합성은 연속적 인과가 무너지고 

불연속적 진화가 개입된 결과로서 남는다.(Gould 2002, 735-738) 

 7) 존재론으로서 혹은 형이상학적 의미의 질서 개념이 아니다.

 8) 데닛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지구상의 생명은 십억 년 이

상 걸쳐서 하나의 알고리즘 과정을 통해 하나의 생명나무로부터 가지치기

하면서 발생하였다”(Dennett 1995, 51)

 9) 필연성 개념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우연성 개념은 그 폭이 넓다. 게이언에 

따르면 넓은 의미의 우연chance은 3가지 개념으로 나눠진다. 운luck과 무

작위성randomness 그리고 좁은 의미의 우연성contingency이다.(Gayon 

2005, 396) 게이언의 분류에 따른 무작위성은 수학에서 통용되는 논리적 우

연성에 해당한다. 수학적으로 경우수의 확률이 일정하게 주어지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주사위의 확률은 논리적 우연성에 해당한다. 

주사위 눈 1이 나올 확률은 1/6이며 나머지 다른 경우수 5개의 눈 각각도 

1/6의 확률을 동일하게 갖는다. 이런 수학적 확률이 바로 무작위성의 본질

이다. 진화생물학에서 다루는 우연성 개념은 당연히 무작위의 우연성 개념

이 아니다. 진화에서도 이러한 무작위성의 외형과 같은 확률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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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시진화의 과정에서 인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단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미시진화는 물

리적 시간에 의존적이며 중력법칙 및 물리적 기초조건 아래에 지배된다. 

최적화 선택의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상관적이지만 아무리 복잡하다고해도 

미세 차원에서 물리적 인과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없다. 매우 복잡한 관계

를 형성하여 원인과 결과사이의 직접적인 통로를 찾지는 못하더라도 그 내

부에 인과적 연관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미시진화 인과의 특성은 물리적 

자연법칙을 위배할 수 없는 인과작용이면서 동시에 복잡하고 상관적인 진

화론적 과정이라는 점이다. 

3. 거시진화의 역사적 우연성 : 굴드의 비가역적 진화

임의의 동일 환경에서 임의의 동일 조상인 경우를 과거로 돌아가서 생명

의 진화를 재현할 수 있다면 그 진화론적 후손의 결과는 지금의 후손들과 

어떻게 다른 지를 상상해 보자. 굴드는 이러한 상상을 아래와 같은 사고실

험으로 추론했다. 

“나는 그 실험을 ‘생명 테이프 재생하기’replaying life's tape 라고 부

른다. 되감기 버튼을 누르고 실제로 일어난 모든 일을 완전히 지웠다

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은 과거의 어떤 시대나 장소로 간다.- 

가령 버제스 혈암을 퇴적시킨 바다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다음 

테이프를 다시 재생해서 반복되는 과정들이 원본과 동일한 여부를 확

인하는 것이다. 만약 매번 테이프를 재생할 때마다 그 과정이 생물진

화의 실제 경로와 거의 흡사하다면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 매번 발생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생 실험들

이 모두 다르면서 동시에 실제 생물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있음직한 전

다윈도 몰랐던 멘델의 법칙이 바로 이러한 무작위성 확률과 비슷한 구조를 

갖는다. 왜냐하면 대립형질의 교환으로 인한 후손의 표현형질은 일정한 수

학적 산술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진화에서도 이러한 무작위성의 외형과 같

은 확률이 존재한다. 다윈도 몰랐던 멘델의 법칙이 바로 이러한 무작위성 

확률과 비슷한 구조를 갖는다. 왜냐하면 대립형질의 교환으로 인한 후손의 

표현형질은 일정한 수학적 산술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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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다른 상황의 결과를 낳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굴드 2004, 64)

주어진 생명종의 유전적 조건, 그 생명이 존속하는 환경의 조건, 그리고 

환경에 반응하는 적응적 조건이 동일한 자연선택 메커니즘이 있다고 가정

해보자.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에서는 동일한 선택의 인과관계에 의한 진화

결과만이 지구의 생명종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상적인 자

연선택의 기제가 유지되는 것은 여전히 이상적인 원론에 지나지 않는다. 

위의 굴드의 사고실험을 다시 보자. 만약 6억 5천만 년 전 선캠브리아기로 

생명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서, 그때부터 진화의 시간을 다시 재생 한다

고 치자. 과거의 조건들은 그대로 재현될 수 없으며, 또한 조건이 모두 같

더라도 결과는 동일할 수 없다. 주어진 생명종의 유전적 조건, 그 생명이 

존속하는 환경의 조건, 그리고 환경에 반응하는 적응적 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될 수 없다. 지구 차원의 지질학적 변화가 개입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테이프를 아무리 여러 번 재생한다고 하여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간의 일방향적 흐름을 시간의 비가역성이라고 한다. 진화

는 전형적인 비가역성이다.

굴드의 ‘생명테이프 재생하기’ 사고실험은 거시진화에서 진화의 비가역성

과 진화의 우연성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가상사례다. 굴드는 우연성 개념

을 통해 거시진화의 반복불가능성을 설명한다(Gould 2007, 57-61). 생명진

화의 재현불가능성은 우연성의 대표적인 모습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Gayon 2005, 401). 굴드가 그의 책 <생명, 그 경이로움에 대하여>10)에서 

백악기 규조류가 멸종하지 않고 존속하게 된 거시진화의 역사를 다음과 같

이 말하고 있다. 백악기 대멸종 시기에 규조류는 극심한 영양부족 때문에 

스스로 휴면기에 들어간다. 규조류는 휴면포자가 되어 외부온도가 미치지 

못하는 바다 깊은 속으로 가라앉게 된다. 이때 때마침 공룡 대멸종을 일으

키게 된 운석 충돌로 인하여 KT 멸종기가 온다, 그러나 휴면포자로 된 규

조류는 운석충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종자 생존을 할 수 있게 된다. 포자 

형태로 깊은 바다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굴드 2004, 4장) 이는 당시 규조

류의 생존이 전적으로 우연성의 일회적 사건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한 사례이다. 규조류가 휴면기에 들어가 바다 깊이 가라앉게 된 이

10) 그의 책 <Wonderful Life> 한국어 번역서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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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와 운석 충돌로 인한 지구 대격변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11) 

생명의 탄생과 멸종의 관점에서 볼 때 진화 과정은 생명의 가지치기이며 

좁은 의미에서 계통발생의 흐름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일한 생명종은 유

일한 환경에서 형성된다는 아이디어는 브랜든의 진화론적 주요 입장이기도 

하다.(Brandon and Antonovics 1996, 166) 앞에서 이미 논의했던 “새롭

고 유일”하다는 뜻은 비가역적이라는 의미와 같은 맥락이다. 진화의 비가

역성은 진화생물학에서 강한 의미의 물리적 법칙 혹은 물리적 인과율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의 인과성을 간접적으로 함의한다. 

진화의 비가역성은 진화인과의 주요기제인 자연선택만으로 지구상의 생

명 존속 및 생명 다양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굴드의 기본주장을 뒷받침했

다. 굴드는 자연선택의 기제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적응주의 자연

선택만이 진화의 지배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보는데 반대했다. 굴드의 이런 

생각은 굴드의 독창적인 것은 아니다. 다윈 <종의 기원> 서론 맨 마지막 

줄의 다윈의 생각을 발전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자연선택이 가장 중요한 

진화의 수단이라고 보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나는 

확신한다.”12)(Darwin 1872, 서론) 자연선택이 아닌 행성충돌과 같은 무수

한 가능성의 우발적 사건에 의한 진화의 과정을 인정해야 한다. 

다윈은 자연선택이 아닌 진화의 변화, 즉 무작위적 표류 및 지질학적 변

화에 따른 멸종 등, 종의 급격한 변화들의 실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진화를 거시진화라고 불렀다. 거시진화는 지층 판구조 변화 및 행

성충돌 등 지구적 차원의 지질학적 변화를 거치면서 유발된 종의 생멸에 

관한 진화를 포함한다. 거시진화에서 지구상의 갑작스런 지질학적 대격변

으로 인하여 인과적 연속성이 갑자기 깨졌다는 점은 중요하다. 지구의 역

11) 비티보다 더 강한 인과성을 강조하는 터너는 굴드의 우연성 개념도 단순한 

확률 요소라고 간주한다. 예를 들어 규조류는 그런 척박한 환경 때문에 바

다 속으로 들어갔지만, 바로 그런 척박한 지구 환경이 당시의 지구 대격변

을 일으키게 한 거시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굴드가 강조한 우

연성 개념은 환경에 대하여 지나치게 피동적 영향력으로 진화를 간주한 결

과라고 한다. 터너의 표현대로라면 굴드는 피동적 힘에만 생각이 지나치게 

빠져있다고 했다.(Turner 2011, 77)
12) “Furthermore, I am convinced that Natural Selection has been the 

most important, but not the exclusive, means of mo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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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 대규모의 지구변화 사건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6,500만년 전 유카

탄 운석충돌에 의한 대량멸종의 계기 혹은 K-T 지층경계 유발사건이 있

으며, 6억년 이래 혹은 선캠브리아 기 이후 6건 수준의 대멸종 계기가 있

음이 확인되었다.(Ayala 2005, 98) 이러한 불연속적 계기들을 관통하는 진

화가 바로 거시진화의 중요한 특징이다. 거시진화에서는 광범위한 종의 멸

종에 따르는 불연속적 과정을 중시한다. 

불연속의 분기진화 혹은 단속평형이론에 의하면 미시진화의 누적이 거

시진화를 촉발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 반대로 거시진화의 한 단면이 미

시진화가 아니다. 형태적 변화는 연속 진화의 메커니즘인 자연선택 외의 

또 다른 진화적 요소들이 개입되어야 함을 필자의 다른 논문에서 언급했

다.13) (최종덕 2002, 114) 연속적인 진화를 뛰어넘는 지질학적인 차원에서 

거시적 진화압력이 있어야 한다. 이로부터 새로운 종의 탄생과 멸종 그리

고 형태학적 패턴patterns의 생멸이 생긴다. 이러한 진화패턴은 대부분 불

연속적 변화를 거친다. 새로운 패턴은 개체군 차원에서 종 차원에 이르는 

확대된 거시진화의 특징이다.(Ayala 2005, 106) 이러한 패턴의 발생과 변

화에서 연속적 진화의 법칙을 찾을 수 없다. 미시진화에서 나타나는 선택

의 연속적 인과성을 찾기 어렵다는 뜻이다.14) 

진화 연구의 대상은 미시진화 뿐만이 아니라 거시진화를 포함해야 한다

는 것이 굴드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러한 굴드의 생각은 많은 오해를 유

발했다. 그 오해 중의 하나는 굴드가 미시진화를 전적으로 무시했다는 것

이다. 그러나 실제로 굴드는 미시진화에 대하여 부정적이지 않았다. 다만 

미시진화 외에 거시진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이다. 다

른 말로해서 미시진화를 진화의 모든 것이라고 설명하는 태도를 비판한 것

13) 이 주장 자체가 새로운 논지는 아니다. 그러나 기존의 자연선택에 의한 진

화압력과 다른 요소의 진화압력이 서로 배중적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 관계

라는 의미에서 논지를 전개했다.
14) 물리학의 법칙성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며 귀납적 일반화의 성공도가 높은 

반면 생물학의 법칙성은 법칙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직접적 인과관계

를 찾기가 어렵다고 이미 앞서 논의했다. 비슷하게도 미시진화와 거시진화

도 그런 차이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미시진화는 상대적으로 인과성이 강

한 반면에 거시진화는 진화의 인과성이 매우 약하다. 왜냐하면 거시진화는 

급격한 외부 변화의 불연속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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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진화 불연속 진화
미시진화 거시진화

개체군의 환경적응 정도에 주목 진화 패턴 즉 종의 멸종과 생성에 주목
‘기대된 적합성’과 ‘실현된 적합성’ 

일치
‘기대된 적합성’과 ‘실현된 적합성’의 불일치

기존 진화생물학(종합진화설):

표현형질이 유전형질에 의존적인 
진화일 경우

발생생물학, 계통발생론:

표현형질이 유전형질 외에 발생학적 요인, 형
태학적 요인에 의존되며 혹은 유전형질과 표
현형질 사이의 장벽이 있을 수도 있는 경우 -
표현형의 형태는 외부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
를 오랜 동안 유지할 수 있다.

자연선택
지구적 급격변화, 단속평형이론, 지역격리 

분기론
개체진화의 적응이론들 종의 기원과 멸종에 관한 이해

이 굴드의 입장이었다. 

거시진화는 미시진화와 다른 방식의 생명이해 통로이다. 개체군 내에서 

개체 유기체는 연속적인 미시진화의 연구대상이듯이, 종은 불연속적인 거시

진화의 연구대상이라는 것이다.(Ayala 2005, 106) 결국 진화 전체를 이해

하기 위해서 미시진화를 다루는 자연선택이론과 거시진화를 다루는 계통발

생학 둘 다 필요하다. 고생물학자로서 거시진화 이론을 확장시킨 굴드는 당

연히 미시진화보다는 거시진화에 의한 생명 패턴 연구에 비중을 더 크게 두

었다. 나아가 진화적 변화의 매개체로서 개체 간 선택보다는 종 간 생멸을 

중시했다. 거시적 진화 패턴의 변화에 주목했다는 것은 개체 간 연속적 변

이보다는 종의 생성과 멸종이 불연속적으로 혹은 갑작스럽게 형성된다는 

지구역사적 관점을 중시했다는 뜻이다. 굴드는 미시진화의 연구대상 범주와 

거시진화의 연구대상 범주를 달리했다. 반복하여 말하거니와 굴드 역시 일

반적인 미시진화 영역에서는 개체 간 선택과정에서 일어나는 연속성을 부

정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굴드는 자연선택 외, 무작위적 표류 및 지질학

적 변화에 따른 멸종 등, 종의 급격한 변화들에 의한 우연성이 진화의 핵심

이라고 생각했다. 굴드는 이런 우연을 역사적 우연historical contingency

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역사적 우연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생명테이프 재생

하기’ 이야기를 만들었다. 미시진화와 거시진화는 아래 표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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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티의 자연사적 우연

굴드의 ‘생명테이프 재생하기’ 사고실험은 선택 메커니즘의 인과성보다

는 선택 아닌 다른 진화경로의 우연성을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이다. 개구

리의 알처럼 자손을 많이 생산해야만 그 중에서 살아남는 확률이 높아진다

는 사실은 다윈 진화론의 출발이다. 종의 존속을 위해 번식의 수를 늘리는 

메커니즘 자체가 자연선택의 결과이다. 동시에 번식의 수를 늘림으로써만 

자연선택의 메커니즘이 비로소 작동될 수 있다. 앞서 논의했듯이 선택의 

메커니즘은 인과-의존적이지만,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환경조건은 우연적 

요인이다. 앞 절에서 말했듯이 지구시간에 걸쳐진 환경조건의 우발적 요인

들 그리고 무작위적 요인들에 의한 우연을 역사적 우연이라고 했다. 비티

는 굴드의 역사적 우연 개념에 인과관계를 더 강조했다. 정확히 말해서 굴

드는 역사적 우연성의 비예측성unpredictability을 강조한 반면 비티는 인

과의존성causal-dependence을 좀 더 강조했다. 

물론 비티의 역사적 우연성도 기본적으로 예측불가능성의 범주에 속하

지만 복잡성 인과의 범주로 해명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점에서 비티의 

우연성 해석은 탁월하다. 진화적 결과를 원리적으로 설명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비티의 입장이다.(Beatty 2006, part I) 비티

는 적응주의 자연선택 기제 단독으로 특정 진화의 산물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강한 인과법칙의 입장을 부정했다.(Beatty 2006,)는 점에서 굴

드와 같은 계열이다. 그러나 자연사적 우연에도 나름대로의 인과적 패턴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사실적 우연성 범주는 가설연역 법칙적 인

과는 아니지만 시간에 따른 복잡성 인과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다.(Beatty 2002, part Ⅲ) 분기 혹은 분화된 종 사이에 모종의 인과관계

가 있지만 매우 복잡하고 우회적이어서 미래 결과가 어떻게 변형될 것이라

는 사실적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자연사적 우연은 무작위

적 확률과정과 전적으로 다르다. “우연성”이라는 말 자체가 전前사건에서 

후後사건으로 이르는 과정을 예측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자연사적 

우연은 시간을 배제한 채 단지 기능적 관계에 초점을 두는 물리적 우연

chance과 다르다. 그리고 논리적 우연성 혹은 수학적(통계적) 우연성과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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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선택의 진화는 역사적 과정이다. 진화는 이미 존재했던 최초의 출발

점 즉 공통 조상으로 시작하여 우연성 변이들에 의해 변화되어 가는 과정

이라는 의미에서 역사적이다.(Beatty and Desjardins 2009, 243) 그 역사

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자연의 역사이다. 좁게 말해서 종의 멸종과 탄생

이 전개되는 생명의 역사이다. 진화의 역사는 변이의 우연성과 지질학적 

변화에 따른 수동적 우연성의 연속이다. 비티가 말한 “역사적 우연”은 무

작위성 변이random variation와 진화의 반복불가능성이라는 두 양상의 소

산물이다.(Beatty, 2011) 비티는 무작위성 변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무작위 

표류random drift와의 차이를 강조했다. 무작위 변이와 무작위 표류 모두 

비예측적 영역이지만, 무작위 표류는 단순한 확률범주인 반면 무작위성 변

이는 ‘역사적 우연’ 범주라고 표현했다.(Beatty, 2011) 

인과성에 대한 비티 해석
무작위성 변이 random variation 무작위성 표류random drift

역사적 우연
historical contingency category

수학적 확률로서의 무작위성
stochastic category

거시진화의 우연성 chance

비티의 이런 구분은 변이를 해석하는 굴드의 입장을 대신한 것으로 여겨

진다.15) 굴드의 무작위 변이 개념은 역사적이다. 여기서 역사적이라는 의

미는 수학의 확률 개념인 무작위성과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다름은 

역사적 우연historical contingency과 확률적 우연stochastic의 차이와 같

다. 역사적 우연은 비록 우연의 요인이지만 불연속의 우연에 해당하는 계

통학적 관성phylogenetic inertia과16) 더불어 연속의 우연에 해당하는 선

택의 기제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타인은 그들 사이에 명쾌한 

15) 비티는 우연 변이chance variation 개념을 통하여 계통진화에서 변이와 확

률의 인과관계를 설정한다. (Beatty, 2011) 아얄라는 그런 인과는 굴드의 

계통 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했다.
16) 역사적 우연성 개념을 계통학적 관성으로 해석한 리처드슨의 설명은 발생

학과 적응주의 사이의 탁월한 연결고리를 제공했다.(Richardson 2003,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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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을 제공해 주었다. 우연성 안의 연속성의 범주인 선택 기제는 유기체

들 간 후손증식 성공도의 차이를 낳게 한 인과적 연관성을 갖는 뚜렷한 과

정인 반면, 무작위성 표류는 후손증식 성공도 여부와 무관하게 단지 수학

적 확률의 표현일 뿐이라고 했다.(Millstein 2005, 171) 진화사 전체에 걸

친 진화의 흐름을 표현한 굴드의 역사적 우연 개념은 앞서 말했듯이 진화

의 우연성과 더불어 변화와 항상성 사이의 비연속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비티는 거시진화의 우연성과 미시진화의 인과성을 상보적으로 통합가능하

다고 하면서 이를 역사적 우연 개념으로 해명하려 했다. 이와 연관하여 비

티는 아얄라와 스테렐니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연속진화와 불

연속진화의 통합을 시도해 왔던 스테렐니는 진화의 합리적인 설명을 시도

하기 위하여 굴드의 계통발생의 불연속성 사유와 개체군 진화의 연속성 적

응이론이 상보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종의 기원과 멸종에 관한 불

연속적 진화론은 개체생명의 적합도 성공여부에 의존하는 연속적 진화론과 

매우 복잡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했다.(Sterelny 2003, 260) 또한 브랜든 

역시 비티의 진화의 자연사적 우연성 테제 전략을 적극 옹호한

다.(Brandon 1997, 445) 

우연성에 대한 비티의 구분(2002; 2006))

비예측적 우연성
unpredictability notion of 

contingency

(굴드의 우연성 개념)

상보적
⥦

인과 의존적 우연성
causal-dependence version of 

contingency

거시진화에 적용 미시진화에 적용

5. 역사적 우연의 철학적 문제점

앞서 생물과학과 물리과학의 차이를 논의했다. 생물과학은 고전물리과학

처럼 가설연역적 법칙의 지식체계로 되기 어렵다. 정확히 말한다면 생물과

학은 물리과학의 전형적인 가설연역적 법칙성을 포함하지만 다른 방식의 

자연 절차관계도 포함할 수 있다. 생물학에서 다루는 시간의 개념을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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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설명한 래이저의 표현대로라면 생명과학은 역학적 기술방식dynamic 

descriptions과 열역학적 기술방식thermodynamic descriptions을 같이 

갖고 있다. 역학적 기술방식으로 포섭되는 분야는 가설연역적 법칙이 지배

하는 결정론적 방정식의 영역이다. 반면 진화생물학 분야는 열역학적 기술

방식의 메타포를 따른다. 이 점에서 생물계는 물리계와 다르다. 래이저에 

따르면 역학적 관계는 결정론적이며 시간 가역적이며 초기조건에 대한 조

목별 지식이 요청되는 반면, 열역학적 관계는 확률적이며 시간 비가역적이

며 초기조건에 대한 선택적 서술을 필요로 한다.(Layzer 1975, 59)

실제로 진화의 비가역성 자체는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진화생

물학자 대부분이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역성의 문제를 열역학 

제2법칙으로 확산시킬 경우, 논쟁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비가역성은 

열역학 제2법칙의 핵심이다. 시간의 비가역성은 무질서도의 증가의 방향과 

같다. 시간을 거꾸로 갈 수 없다는 비가역성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

이며, 이는 시스템의 안정화를 향한 방향이기도 하다. 무질서도가 최고에 

이른 상태를 시스템의 안정 상태라고 한다. 무질서도가 최고에 이른 상태

는 질서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복잡성의 정도가 최소 혹은 

영이 되는 상태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큰 바위덩어리가 몇 십 만년 동

안의 풍화작용을 거치면서 모래알이 되었다. 25만 년 전 바위덩어리 상태1

과 지금의 모래알 상태2 사이의 열역학 제2 법칙의 관계를 보자. 상태1에

서 상태2로 진행되는 시간의 흐름은 비가역적이다. 이미 풍화된 모래알이 

그 스스로 바위덩어리로 회귀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시간을 25만 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비가역성의 의미다. 이렇게 당연

한 언급이 진화생물학의 인과관계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한편 원래 모습의 바위덩어리보다 쪼개진 모래알들이 더 안정적이다. 안

정적이라는 말은 최소 에너지로 자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평형상태를 

말한다. 하나의 큰 바위덩어리의 본 모습을 유지하려는 에너지는 모래알의 

모습을 유지하려는 에너지보다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위덩어리 상태1는 

당연히 모래알 상태2보다 불안정하다. 각설탕을 물 잔에 넣으면 최종적으

로 동일한 농도의 설탕물로 된다. 녹기 전 모양을 갖춘 상태의 각설탕이 

질서도가 높은 비평형상태이며, 설탕이 물에 골고루 녹아 퍼진 마지막 상

태는 최대의 무질서도로서 평형적 안정 상태인 것에 비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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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러한 열역학 제2법칙을 생명계에 적용시켜 보자. 앞서 생명테이

프 재생하기 사례에서도 언급했듯이 진화의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생명시스템에도 비가역성이 적용된다. 동일한 열역학 제2법칙의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을 생명계에 적용한다면 결국 모든 생명시스템은 최대의 무질

서도이자 최고의 안정 평형상태인 최후의 열역학, 즉 죽음의 상태로 방향 

지워져있다. 이 점은 생명계의 기본특징인 후손증식이라는 진화의 논리와 

모순된다. 정리해서 말한다면 첫째 생물계의 진화는 그 시간방향에서 비가

역성의 열역학 제2 법칙에 적용된다. 둘째 다른 한편으로 생명은 후손증식

을 통해서 생명계 전체 상태의 질서도는 오히려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화하

기 때문에 무질서도 증가를 표현하는 열역학 제2 법칙에 위배된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진화는 열역학 평형상태 방향에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는 점이다. 동일한 열역학 제2 법칙이 적용되는 시스템의 한계(제한)를 어

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생명진화의 법칙과 조화하기도 하고 상충되기도 하

는 한계 설정의 이중성 논리를 갖는다. 이 이중성의 논리는 다른 측면에서 

포괄성의 논리로 변신가능하다. 물리 시스템 전체는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만 생명 시스템에서는 엔트로피 감소의 측면이 있어서 이중적이라고 표현

했다. 생명 시스템에서는 열역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물리적 우주 시스템에서는 열역학 제2 법칙에 순응된다는 점이다. 반면 생

명 시스템은 예외 없이 물리 시스템 안에 속해 있으므로 생명범주는 물리

범주에 포괄된다. 이런 포괄성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생명 진화는 물리 시

스템의 역학법칙 안에서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이중성과 포괄성을 하나

의 명제로 말한다면, 진화계는 물리계의 운동법칙을 위배하지 않지만, 물리

계의 열역학적 본질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생명범주의 이중성의 논리 혹은 생명 범주의 제한성을 마이어가 말한 것

처럼 생물학의 독자성이라고 간단히 단언하면 아무 문제도 없다. 비티는 

선택이라는 미시진화의 인과성과 종 분화라는 거시진화의 우연성을 종합적

으로 다루는 것이 바로 진화생물학의 방법론적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왜 생물학의 독자성을 인정해야 하며, 왜 종합적 상보성 혹은 이중성을 그

냥 수용해야 하는지를 다시 질문하는 것은 철학의 본연이다. 이런 질문 앞

에 부딪치면서 필자는 ‘역사적 제한’17) 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거시진화와 

17) “역사적 제한”이라는 용어는 부룩스와 커밍이 표현형질의 다양성을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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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진화를 하나의 존재론적 진화계통론으로 보려 한다. 다시 말해서 인과

적 복잡성과 물리적 제한 그리고 역사적 우연의 개념을 통합적으로 “역사

적 제한”historical constraints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대치할 수 있다는 

것이 다음 절의 결론에 해당한다.

6. 역사적 제한

어류에서 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성공시키는 모종의 자연 현상을 보자. 

어류의 수정은 당연히 물속에서 이루어진다. 암컷이 물속에서 난자를 임의 

장소에 뿌리면, 그 다음에 수컷이 다가와서 뿌려 놓은 난자 위에 정자를 

다시 뿌린다. 그 물속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게 되면 수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수정방법은 물이라는 유체의 매개가 있어서 가능하다. 물론 물속에

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확률은 많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수정 성공률

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정자와 난자를 갖는 개체가 후손을 퍼트릴 성공도

가 높게 되었다. 물고기의 생명사가 흐름에 따라 정자가 많은 수컷이 선택

되었고 그런 선택이 확률적으로 유전되었다. 진화는 그렇게 되어왔다. 어류

가 양서류로 되면서 수정방법도 변화했다. 양서류도 여전히 체외수정을 하

지만 난자와 정자가 뿌려지는 장소를 매우 한정시킴으로써 수정 성공률을 

높일 수 있었다. 그 대신 알의 숫자는 어류처럼 많을 필요가 없었다. 파충

류부터 포유류에 이르러 수정방법은 체내수정으로 진화했다. 난자와 정자

를 신체의 특정기관 내부에서 직접 교환시킴으로써 수정의 성공도는 높아

진다. 그 대신 알의 수는 현격히 줄어든다. 

여기서 물에서 수정하는 방법과 물 밖에서 수정하는 방법의 차이를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체내 수정을 개선된 진화로 보는 시각이 아니라, 물

이라는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물리적으로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체내수정이라는 수정의 방법형질 패턴이 선택되었다는 관점이 그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수정방법의 진화는 물이라는 자연적 특성에 

피동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물리적 제한physical 

기 위하여 도입한 적이 있다.(Brooks etc. 1988, p.189)물론 굴드와 비티 역

시 사용했다.(비티 2006, part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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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s의 한 양태이다.18) 그리고 포유류의 수정방법은 파충류나 양서

류 그리고 어류로 이어 온 수정방법의 자연사적 흐름을 배태하고 있다. 이

러한 진화의 소산물은 계통발생적 인과의 결과이며 동시에 물리적 제한의 

결과이다. 비트는 이를 역사적 우연의 결과라고 했다. 역사적 우연이 바로 

이러한 열역학적 관계방식의 한 양상이다. 역사적 우연이 발생하면 그 역

은 진행될 수 없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진화의 과정은 근연적proximate 인

과관계로 해명되기 어렵다. 이는 앞서 래이저가 말한 열역학적 관계방식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물리적 제한은 인과적 영향력의 범주 아래에 놓여 있다. 앞서 논의했듯

이 유전적 제한을 포함하는 물리적 제한의 조건에서 선택제한이 가능하다. 

선택제한은 형태적 제한 혹은 발생학적 제한에 의해 제한되어져 있다.(최

종덕 2010, 115) 나아가 발생학적 제한은 지질학적 제한에 의해 제한되어

져 있다.19) 앞의 5절에서 논의한대로 생명 범주는 우주 범주 안에서 제한

적이다. 여기서 물리적 제한과 선택제한은 미시진화의 범주에 속한다. 발생

학적 제한과 지질학적 제한은 거시진화의 범주에 속한다. 헐이나 마이어는 

이런 두 가지 진화의 양상을 그대로 둔 채, 이러한 양상을 바로 생물학의 

고유성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비티는 단지 이러한 두 양상이 서로 상보적

이라고 말했다. 상보적이라고 하는 언명에는 설명을 위한 두 개 이상의 준

거가 필요하다. 마치 성층권에서 대기권을 뚫고 지표면으로 향하는 운석의 

18) 진화의 적응 역시 인과적 작용범주 안에 있다. 1.5톤의 무게가 나가는 코뿔

소의 앞다리가 하늘을 나는 날개로 변이되는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다. 혹

시 그런 돌연변이가 있더라도 실제 자연상태의 적응 과정에서 단연코 실패

한다. 생물학적 변이의 과정은 비예측적이기는 하지만, 지구 차원의 물리적 

동역학의 인과성 범위 안에 있다. 즉 생물학적 변이과정 역시 물리적 인과

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당연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를 물리적 제한

physical constraints이라고 부른다. 자연선택 기제의 핵심인 적응진화의 특

징은 이러한 물리적 제한을 안은 상태에서 무한가능성의 변이가 생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무한 변이’의 의미는 진화변이가 특정 목적을 지향하는 것

이 아니라는 사실을 달리 말한 것이다.
19) 가능한 모든 표현형(possible phenotypes)은 유전적 제한genetic 

constraints에서 발생적 제한developmental constraints으로 그리고 환경적 

제한environmental constraints으로 갈수록 표현형이 제한되어진다는 브룩

스의 연구성과를 참조했다.(Brooks etc. 1988, 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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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개념으로 선택적 인과성과 
역사적 우연성을 하나의 스펙트럼 

안에서 설명하는 구조 
최종덕Ⓒ 

낙하 현상(양상)에 대하여 성층권에서의 

인력(중력)법칙과 대기권 안에서의 인력

(중력)법칙이라는 두 가지의 설명준거를 

동원하여 이중적으로 설명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이러한 설명방식은 비경제적

이다. 

애먼슨은 아예 진화과정과 발생과정 

사이에 공통적인 근거가 거의 없다고 

한다. 그의 전략은 발생과정조차도 진화

과정으로 설명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인

과완성논증causal completeness 

argument을 통해서 그런 주장을 시도

했다.(Amundson 2001, 313-315) 애먼

슨은 인과라는 비역사적 메커니즘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가

능했다. 이에 반하여 필자는 미시진화의 

인과성과 거시진화의 우연성을 하나의 

설명틀 즉 ‘역사적 제한’ 개념으로 묶어

두었다. 여기서 단일한 설명틀이란 소버가 말한 “공통인과 설명”common 

cause explanation 개념과 유사하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인과”는 애먼슨

이 말하는 선택적 인과의 범주가 아니다. 어쨌든 소버의 공통인과설명 개

념은 개념설명의 경제성에서 매우 유리하다.(Sober 1993, 173) 특히 발생

생물학과 진화생물학을 하나로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매우 유용하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 제한과 선택제한 그리고 발생학적 제한과 지질학적 제한을 

단일한 설명틀인 ‘제한’으로 설명가능하다. 미시진화의 절차를 제한 개념으

로 조명하면 물리적 제한과 유전적 제한 그리고 선택제한이 보인다. 그리

고 거시진화를 제한 개념으로 다시 조명한다면 형태학적 제한과 발생학적 

제한 그리고 지질학적 제한이 보인다. 이 논리를 거꾸로 비추어 보자. 그러

면 미시진화와 거시진화는 단일한 ‘제한’이라는 조명방식으로 비춰질 수 있

다는 결론이 유도된다. 이러한 제한을 필자는 ‘역사적 제한’이라고 표현했

다. 역사적 제한 개념은 선택적 인과성과 지구사적 우연성을 하나의 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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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 안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현존하는 생명종 및 한때 존속했지만 멸종된 모든 생명종은 앞의 절에서 

논의했듯이 인과적 복잡성, 물리적 제한 그리고 역사적 우연의 통합 개념

인 “역사적 제한”의 진화 소산물이다. 역사적 제한은 인과적 유전자, 가소

성의 발생, 그리고 지질학적 환경 급변에 기인한 생명종의 멸종과 탄생 그

리고 그에 따르는 종의 변화와 선택의 적응과정을 하나의 논리구조로 보여

준다. 진화는 무한에 가까운 외부의 제한constraints들과 적응adaptation

의 소산물이다. 시조새라는 진화생물학적 종의 탄생이 지구의 ‘중력’이라는 

분명한 물리적 제한을 벗어날 수 없듯이,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하는 과

정에서 선택적응은 후손으로 이어가는 유전 전달이라는 유전적 제한을 벗

어날 수 없다. 또한 앞의 2절 미시차원 디엔에이 스플라이싱에 의한 엑손

의 구조의 변이에서 보았듯이, 적응선택은 선택제한으로 재조명될 수 있다. 

나아가 선택제한의 미시적 메커니즘인 스플라이싱의 존재론적 의미는 

mRNA의 다양한 변이가능성을 잠재우고 DNA를 계속 고정적으로 유지시

켜 나갈 수 있다는 항상성을 암시한다. 이 의미는 결국 선택제한은 형태제

한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점이다. 바로 이 연결고리는 진화의 미시와 거시

를 연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연결고리는 거시환경적 제한과 미시

환경적 제한을 하나의 스펙트럼 안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 하나의 스펙트럼을 필자는 역사적 제한이라고 불렀다. 물론 이러한 연

결고리에 대한 고생물학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점을 솔직히 밝힐 수밖에 없

다. 그러나 존재론적인 해석의 차원에서 역사적 제한이라는 하나의 스펙트

럼이 충분히 가능하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 논문에서 논증한 철학-인식론

적 제안이 진화생물학의 현장과학의 성과로 이어진다는 절대적 보장은 없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제한이라는 하나의 존재론적 스펙트럼 이론

은 일선과학의 성과로 이어가는 경험론적 논리를 충족할 수 있다고 조심스

럽게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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