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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과 창의성 :

  책임자와 실험실 문화의 역할을 심으로†8)

홍 성 욱*․장 하 원**1)

  

과학  창의성은 새롭고 요한 과학  사실, 방법, 이론, 설명, 측정기구와 이를 낳는 

활동이다. 지 까지 창의성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학의 실험실에서  

단 의 동 연구에서 발 되는 과학  창의성에 한 이해는 부족하다. 본 논문은 우

리나라에서 표 으로 창의 인 실험실로 간주되는 서울 학교 RNA 유 체학 연구

실에 한 미시 , 경험  참여 찰과 이론  분석을 통해 실험실의 창의성을 구성하

는 요소를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창의 인 업 은 순간 인 감에 의해서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지속 인 진화의 과정을 필요로 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

한 지식과 능력을 지닌 연구자들에게 맞는 분업과 동 체계가 요하게 요구된다. 

한 이러한 구조를 활성화 하는 실험실 문화와 실험실 책임자의 리더십이 요하게 작

용함을 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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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

과학  창의성(scientific creativity)은 새롭고 요한 과학  사실, 방법, 이

론, 설명, 측정기구와 이를 낳는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Heinze et al., 

2007). 이러한 창의  연구는 축 된 지식 체계에 참신한 지식을 더하고, 기존

의 연구에 새로운 요성을 부여하거나, 아  새로운 연구 역을 개척하기도 

한다. 과학계의 최고 라고 간주되는 노벨상은 보통 가장 창의 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연구 역을 개척하는 데 공헌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창의 인 과학 연구에 큰 심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 까지 한국 과학자들의 연구가 주로 기존의 외국 연구를 바탕으로 

약간의 개선을 이루거나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식을 소화․흡수하는 추격형

(catch-up) 연구 다는 에 한 반성  성찰과 함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탈추격형(post catch-up) 연구에 한 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 탈추

격형 연구의 요체는 바로 새로운 역을 개척하는 창의 인 연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송 진, 2008). 최근 우리나라 과학정책의 많은 부분은, 최소한 

외견상으로는, 탈추격형 연구를 만들어내고 이를 장려하는 정책을 지향한다. 

과학  창의성에 해서는 20세기 반 이후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지만 지 까지 이루어진 창의성 연구가 창의 인 연구자를 육성하기 

한 교육이나 정책에 해서 가지는 함의는 무척 제한 이다. 논문의 2 에서 

자세히 보이겠지만, 과학사나 심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창의성 연구는 아인

슈타인 같은 이론 과학자나 다 처럼 혼자서 연구를 수행했던 과학자에 한 

연구가 부분이었는데, 이들의 연구는 실험실이나  단 로 이루어지는 요

즘의 과학 연구와는 그 특성이 무척 상이하다(Wuchty et al., 2007). 반면에 

이나 그룹의 창의성에 한 연구들은 기업을 모델로 한 것이거나, 과학 실

험실을 분석한 경우에도 그 실험실에서 수행되는 '실험'의 구체 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실험의 특성에 한 부분은 여기에서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실험에 한 분석은 1980년  이후 과학기술학(STS) 연구에서 나타나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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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특징  하나이다. 그런데 그 동안 실험의 과정, 실험 기구의 역할, 실

험을 둘러싼 논쟁, 실험실의 공간  특성, 실험실 문화 등에 한 수많은 연

구가 있었지만, 창의성에 심을 둔 연구는 거의 없었다. 반면에 최근 과학정

책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룹 창의성(group creativity)에 한 연구는 

보통 실험실의 책임자인 교수들을 인터뷰해서 얻은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이

러한 연구는 실험실을 구성하는 다른 구성원에 한 고려가 거의 없다는 문

제와 함께 실험실 일상의 부분을 차지하는 '실험' 과정 자체에 한 성찰이 

빠져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조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과학  창의성에 

심을 두었던 과학사나 심리학의 연구는 실험을 하는 연구 그룹에 한 

심이 없었고, 실험에 심을 둔 STS 학자는 창의성에 심이 없었으며, 그룹

이나 을 분석한 연구는 실험의 구체 인 과정에 한 고려가 없었던 것이

다. 

본 연구의 목 은 우리나라 자연과학 분야에서 표 으로 창의 인 실험

실로 간주되는 하나의 실험실을 선택해서 이에 한 미시 ․경험  참여

찰과 이론  분석을 통해 실험실의 창의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해 보 인 윤곽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 상이 되는 서울 학교의 

‘RNA 유 체학 연구실’은 연구 결과, 새로운 연구 주제의 발굴, 새로운 실험 

방법의 개발, 평등한 조직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창의 이라고 평가되는 

실험실이다. 본 연구는 미시 인 참여 찰과 실험실 구성원들에 한 인터뷰

를 바탕으로 실험실에서 창의 인 성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것인데, 

특히 실험실에서 과학  지식이 생산되는 과정을 1) 연구 주제의 선택, 2) 가

설과 모델의 설정, 3) 분업과 데이터의 생산, 4) 력과 지식의 융합, 5) 의미

의 구성이라는 다섯 가지 단계로 나 고, 이 다섯 가지 과정에 결정 으로 기

여하는 실험실의 인 ․문화 ․제도  요소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려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학 실험실의 창의성을 구성하는 독특한 요소가 무엇

인가를 찾아내고, 실험실을 더 창의 으로 만들고 운 하는 데 정책 으로 지

원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에 한 경계를 그려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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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개

20세기 반 이후에 시작된 창의성 연구는 처음에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주

도되었다. 과학사가들은 과학  창의성이라는 주제에 큰 심을 두지 않다가, 

1990년  이후에야 기존의 창의성 연구를 보완하거나 그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Schaffer, 1996; Miller, 1996; Howe, 1999; Shermer, 

2001; Pfenninger, 2001; 홍성욱, 2003; 2004).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과학사가

들은 심리학자나 교육학자들이 사용하는 과학사의 사례들이 단순화되고 심지

어는 왜곡된 것이 많다는 사실을 보 고, 창의 인 연구의 과정이 단순히 백

일몽에 잠기는 것 같은 과정이 아니라 상이한 요소들을 하나로 결합해내는 

어려운 정신노동의 과정임을 강조했다. 창의 인 연구를 하는 데 오랜 기간 

동안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일반 으로 해결될 수 없는 특정한 모

순  상황에 직면하며, 이 모순  상황을 상이한 ' 천'(resource)을 결합해서 

해결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천재의 '순간 인 감'으로 신화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과학사 연구를 통해 드러난 과학  창의성의 특성이었다(홍성욱, 

2003; 2004).

이러한 연구의 부분은 뉴턴, 다 , 아인슈타인과 같은 유명한 과학자 개

인의 창의성을 분석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요즘의 과학 연구는 부분 실험실 

단 의 그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Wuchty et al., 2007). 하나의 실험실에는 

하나의 실험 (team)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3-6명으로 구성된 실험 이 복

수로 있는 경우가 많다. 실험 은 실험을 디자인하고 이를 책임지고 수행하

는 한 명(혹은 두세 명)의 연구원1)과 이 실험을 보조하는 연구원들로 구성된

다. 실험실 책임자(leader), 혹은 교수는 이러한 실험 들을 총 으로 지휘

하고, 실험 데이터의 생산과 해석에 극 참여하며, 논문의 출 과 자 선정

을 결정하고, 경쟁 인 연구비를 수주하는 등 실험과 실험실 운 에서 요한 

1) 논문이 나오는 경우, 이 게 실험을 디자인하고 이를 책임지고 수행한 한 명(혹은 두

세 명)의 연구원이 제 1 자(first author)가 되는 것이 일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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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한다.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는 외부 실험실의 멤버가 합류하기도 하

고, 심지어 지구 반 편에 있는 연구 과도 동 연구를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Shrum et al., 2007). 과학  창의성에 한 연구가 학에서의 연구활동

이나 탈추격형 과학정책에 의미를 지니려면 실험실이라는 공간에서 진행되는 

연구 에 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2)

과학기술학(STS) 연구들은 실험실의 연구 의 동연구를 분석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실험실 연구’(laboratory studies)라고 불리는 STS의 

한 분과는 지난 25년 동안에 여러 실험실에 한 미시 인 찰을 통해서 실

험실의 특성에 한 흥미로운 분석들을 제공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우리

는 실험실에서 과학  사실이 ‘구성’되는 과정에 기기의 캘리 이션

(calibration)에 한 합의가 여한다는 (Latour and Woolgar, 1979), 실험

실의 구성원이 연구책임자-연구원-테크니션(오퍼 이터) 같은 계 인 구조

를 이루며 서로의 역할에 한 동 인 규정이 일어난다는 (Doing, 2004; 

Traweek, 1992),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이 수행하는 ‘지 분한’(messy) 연구가 

출 된 논문에 나타난 깔끔한 결과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Knorr-Cetina, 

1981; Lynch, 1985), 다른 문화와 마찬가지로 실험실에도 나름 로의 질서와 

‘제식’(ritual)이 있다는 (Gusterson, 1996; Mody, 2001) 등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STS의 ‘실험실 연구’들 에 실험실의 창의성을 분석의 

상으로 삼은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STS 학자들이 실험실 연구를 통해

서 드러내려 했던 과학의 특성과도 련이 있다. 즉, 실험실 연구를 수행한 

STS 학자들의 부분은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나 는 화나 수행하는 행

들이 보통 사람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과학의 신

화를 벗기려 했다(Doing, 2007 참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과학과 과학이 

아닌 것 사이의 공통의 요소들에 이 맞추어졌으며, 과학의 특수성을 부각

2)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과학  창의성 연구의 부분도 과학 ‘지식’에 을 맞춘 

것이었다. 강정하․최인수(2008), 박종원(2004)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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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창의성이라는 주제는 자연스럽게 이들의 심에서 멀어졌다. 놀랍

게도 그 결과, 참여 찰에 근거한 STS의 실험실 연구 에는 새로운 발견이

나 이론을 가능하게 하는 창의성을 미시 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반면에 심리학자와 경 학자 에는 이나 그룹의 창의성에 심을 두고 

연구를 수행한 경우가 있었다. 우선 이러한 연구는 리더십(leadership)에 한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 진 것이 많은데, 의 창의성은  리더의 리더십 유

형에 의존하기 때문에 에 한 이해는 리더십에 한 이해와 련되기 때

문이다. 를 들어, 다양한 이해 계를 재하는 거래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에 비되는 개념으로 제시된 변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이론은 리더십의 구성요소로 지 인 자극, 개인에 한 고려, 카

리스마, 감을 불어넣는 동기부여(motivation)의 네 요소를 강조하는데, 이러

한 요소들은 특히 창의성을 시하는 의 경우에도 매우 효과 일 수 있다

(Bass, 1985; Bass and Avolio, 1995). 감독 의 감독 스타일이 도움을 제공하

며 비통제 일 때 생산공정에 종사하는 피고용인들의 창의성이 증가함을 보

여주고 있는 연구도 있다(Oldham and Cummings, 1996).

그룹의 창의성에 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개인의 창의성과 그룹의 

창의성이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의존 인 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요한 은 그룹의 창의성이 개개인들의 창의성의 합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

떤 리더십이 발휘되며, 어떤 보상체계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룹의 창의성은 개

개인들의 창의성의 단순 합을 훨씬 뛰어 넘을 수도 있고, 거기에 못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룹의 창의성을 연구한 우드맨 등도 그룹의 창의성이 원래 개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물론 개개인에게 향을 미치는 그룹의 특성(

를 들어, 커뮤니 이션, 리더십의 유형, 그룹의 구성․크기․ 략 등), 그리고 

그룹을 둘러싼 더 큰 조직 , 환경  향에 의존한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Woodman et al., 1993).  다른 연구도 그룹의 창의성이 커뮤니 이션의 효

율성이나 빈도, 작업 과정에 한 운 , 피드백의 제공, 갈등 리, 구심성

(centrality), 다양성 등에 의해서 고양됨을 드러냈다(Ebadi and Utter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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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Tagger, 2002). 거꾸로 개인의 창의성 역시 그룹의 창의성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데, 환경이 개인의 창의성에 미치는 향을 오랫동안 연구한 경 학자 

애머빌은 최근에 개인의 창의성이 에 의한 격려, 자율성, 충분한 재원, 약간

의 한 압력 등에 의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Amabile et al., 1996).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그룹-조직의 창의성이 피드백 회로로 연결된 매우 

복잡한 시스템임을 보여주지만, 기업에서 생산활동이나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을 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험실에 한 본 연구와 련해서는 그 

한계 한 분명하다. 주로 개발연구를 담당하는 기업의 과 창의 인 기  

연구가 이루어지는 학 실험실의 차이는 명백하다. 자는 잘 정의된 문제를 

잘 확립된 알고리듬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문제 해결 략과 연구 환경의 상호작용이 훨씬 더 복잡하고 비 측 이며, 

심지어 연구의 발  방향조차 미리 측하기 힘든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매우 창의 인 연구들은 연구자 자신도 상하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찾아지

고, 역시 처음에는 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 과정에서 

새로운 결과를 낳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부분의 실험 과정은 과학철학 교

과서에 등장하는 논리 인 과정을 따르지 않는다(Rheinberger, 1997; Dunbar, 

1997).

과학정책의 에서 창의성에 심을 가진 연구 통도 오랫동안 존재했

다. 1960년 에 펠즈와 앤드류스는 미국의 17개의 연구기 과 실험실의 연구 

환경을 조사했고, 이 연구의 후속 연구로 앤드류스는 1970년 에 유네스코의 

의뢰를 받아  세계의 1200개의 연구소를 정량  방법을 사용해서 비교분석

했다(Pelz and Andrews, 1966; Andrews, 1979). 최근에 홀링스워쓰는 20세기 

생물학에서 요한 업 을 남긴 연구소와 학 128개를 분석하여 창의 인 

연구 결과를 낳는 데 유리한 환경 인 요소를 추출해내어 제시했다

(Hollingsworth, 2002; 2004). 그의 연구는 연구소 구성의 다양성, 개개인 연구

자의 깊이있는 문지식, 조직  차원에서 용이한 인력의 이동가능성, 실험

의 작은 규모, 통과 명망있는 학과나 조직, 유능한 인력의 수 , 리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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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인 참여가 좋은 연구를 하는 데 기여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통에서 

하인제는 최근 나노 과학과 바이오 제노믹스 분야에서 최고의 창의 인 성과

를 내고 있는  세계 20개의 연구 의 업 을 정량 인 방법과 책임자 인터

뷰를 통해 분석한 뒤에 이러한 연구 의 특성으로 작은 규모, 보완 이고 다

양한 기술  숙련에의 근성, 연구 재원의 안정성, 실험실 외부의 지식과 재

원에의 근성, 소통을 용이하게 하는 리더십 등을 꼽았다(Heinze et al., 

2007; 2009).

그 지만 과학정책 인 목표를 가지고 수행된 연구들과 과학학 인 심에

서 기인한 본 연구는 연구의 방법론과 에서 차이를 지닌다. 본 연구는 하

나의 실험실에 을 맞추는 신에 3개월에 걸친 참여 찰과 실험실 구성

원 원에 한 인터뷰를 수행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가 1980년  이후 

STS에서 집 으로 논의된 ‘과학  실행’(scientific practice)에 한 분석과 

창의성을 결합시키는 것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즉, 홀링스워쓰나 하인제 같은 

연구자들의 연구는 실험을 포함한 지식 생산 과정에 한 분석을 연구 책임

자에 한 인터뷰와 출 된 논문의 내용에 의존하는데 그치고 있지만, 여기서 

문제는 복잡하고, 성공과 실패가 섞여있고, 굴 된 실험 과정이 인터뷰나 출

된 논문을 통해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 상이 된 RNA 

유 체학 연구실에서 연구 주제가 선택된 시 에서 논문이 어질 때까지의 

시간은 보통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실험은 연구자의 숙련과 암묵지(tacit 

knowledge)를 많이 필요로 하며, 원하는 결과를 내지 않는 경우가 부분이

기 때문에 가설이나 모델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곧바로 그 가설이나 모델

이 폐기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실험 과정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주목했던 요소는 실험실의 책임자, 

즉 교수의 역할과 실험실이라는 소그룹의 문화  특성이다. 학 실험실의 경

우에 교수의 역할이 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연구 상인 RNA 유 체학 연구실에서도 책임자인 김빛내리 교수는 연구 주

제의 결정, 데이터의 평가와 해석, 논문의 작성, 연구비 로포  작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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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네트워크 유지, 다양한 실험실 미 의 주재 등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요한 일들을 처리하고 담당한다. 그 지만 책임자의 역할은 이 게 에 보

이는 일에서 끝나지 않는데, 이보다 훨씬 더 요한 역할은 상치 못한 문제 

해결의 모범을 보이고, 최고 수 의 연구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공유하도

록 독려하며, 이를 해서 실험실의 문화를 경쟁 이며 동시에 상호 조 인 

것으로 만들고, 공정성을 유지하고 수평 인 소통을 규범화하는 것이다. 책임

자의 이 같은 역할은 우리가 주목한 두 번째 요소인 조직의 문화와 자연스럽

게 연결된다. 개인의 연구 활동은 다른 구성원들과 이루는 사회  시스템 속

에서 이루어지며(김왕동, 2008; Woodman et al., 1993), 따라서 개인의 능력의 

합에 덧붙여서 의 소통, 행동 양식, 갈등해소 략, 공유된 규범 같은 조직 

문화가 조직의 창의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사실상 실험 의 성과를 극

화할 수 있는 효율 인 실험실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실험실의 

창의성이 심화되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3. 연구 상  방법론

(1) 서울 학교 RNA 유 체학 연구실3)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창의 인 실험실  하나라고 평가되는 

서울 학교 생명과학부 김빛내리 교수의 RNA 유 체학 연구실을 분석의 

상으로 선정했다.4) RNA 유 체학 연구실의 구성원은 2010년 재 18인으로, 

3) 이 연구실은 RNA 유 체학 연구실, RNA 생물학 연구실, RNA biology lab, 

microRNA 연구단, microRNA research center, 서울  김빛내리 교수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여기서는 본 연구 당시(2009년) 학교에서 공식 으로 사용하던 명

칭인 ‘RNA 유 체학 연구실’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최근에는 연구실 이름이 

‘RNA 생물학 연구실’로 바 었다.

4) 김빛내리 교수는 Thomson Reuters의 조사에서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분자 생

물학  유 학 분야에서 가장 향력 있는 논문의 자 13 에 올랐으며, 출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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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내리 교수를 비롯하여 연구 교수 1인, 박사후연구원 5인, 박사과정생 7인, 

석사과정생 2인, 테크니션 1인, 사무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5) 교수와 사무

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하나의 실험실에서 함께 생활하는데, 개인별 책상

과 실험 공간은 정해져 있다. 이 실험실 외에 방사성동 원소(Radio Isotope) 

실험실, 세포 배양실(cell culture room), 암실, 온실(cold room), 휴게실 등

이 마련되어 있고, 고가의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공동기기실과 리, 쥐 등

을 키우는 공간은 다른 연구실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실험실의 책임자인 김빛내리 교수는 서울 학교 미생물학과에서 학부와 석

사과정을 마친 후 1998년 국의 옥스퍼드 학에서 바이러스 연구로 박사학

를 받았다. 이후 펜실베니아 학교, 하워드휴즈의학연구소(Howard Hughes 

Medical Institute)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령 RNA(messenger 

RNA)와 단백질에 해 연구했고, 2001년에 귀국해서 모교인 서울 학교에서 

연구교수로 근무하면서 새로운 주제를 찾던  단백질을 합성하지 않는 비암

호화(non-coding) RNA의 일종인 마이크로 RNA(microRNA, 이하 miRNA)6)

에 심을 갖게 되었다. 당시에는 miRNA의 요성이 인식되지 않아 연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생성 기작부터 기능까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김교수

는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  miRNA의 생성 과정을 밝히는 것이 가장 요하

다고 보고 연구를 시작했다.

려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리뷰 논문을 Nature등에 수차례 게재한 바 있다. 한 

여성과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릴 만큼 권 가 있는 ‘2008 로 알-유네스코 여성과학

자 상’을 수상하 다. 국내에서도 2004년의 ‘마이크로젠 신진과학자 상’을 시작으로 

‘2007 과학기술부 올해의 여성과학자 상’, ‘2007 과학기술부 은 과학자 상’, 2009년 

호암상 등을 수상했다. 이러한 사실들 김빛내리 교수와 RNA 유 체학 연구실의 성

과가 국내는 물론 세계 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 다. 

5) RNA 유 체학 연구실 홈페이지(http://www.narrykim.org) 참조. 실험실의 인원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데, 정식으로 입학하는 학생들 외에도 장기 연구원, 단기 방문 

연구원, 실험을 배우는 학부생 등으로 구성된다. 필자  한 명이 실험실에서 참여

찰을 하던 2009년 2월에는 교수를 포함하여 총 17인이었고, 2009년 7월과 8월 에

는 단기 방문 연구원과 학부생들이 머물면서 총인원이 21인으로 늘어난 도 있었

다.

6) microRNA는 22개 이하의 뉴클 오티드(nucleotide)로 이루어진 단일나선 RNA 

(single stranded RNA)로, miRNA, miR 등으로 축약해서 표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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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NA의 생성 과정에 해 김빛내리 교수와 그녀의 기 연구 이 세운 가

설은 miRNA가 miRNA 유 자(gene)로부터 성숙(mature) miRNA7)가 되기까

지 핵 내와 핵 외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잘려져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측 하에 진행한 실험에 의해 만들어진 모델은 핵 내에서 miRNA 유 자가 

미지의 합효소(polymerase)에 의해 사(transcription)가 일어나 70개 이상의 

뉴클 오티드로 이루어진 primary miRNA(이하 pri-miRNA)로 만들어지고, 

pri-miRNA는 미지의 물질에 의해 70개 이하의 뉴클 오티드로 이루어진 헤어

핀(hairpin) 모양의 precursor miRNA(이하 pre-miRNA)로 잘리고, pre-miRNA

는 미지의 물질에 의해 핵 밖으로 나온 뒤 세포질에서 Dicer에 의해 22개 이하

의 뉴클 오티드로 이루어진 성숙 miRNA로 잘린다는 것이다(Lee et al., 2002)

(그림 1 참조).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 은 pri-miRNA가 pre-miRNA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Drosha라는 물질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 냈고, 이 결과가 

세계 인 학술지인 Nature에 실리면서 이 모델이 세계 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Lee et al., 2003). 

이후 연구 의 작업은 miRNA가 생성되는 단계에 각각 작용하는 물질들과 

상세 기작을 밝히는 데 집 되었다. 결과 으로 연구 은 miRNA 유 자로부

터 pri-miRNA가 생성되는 과정(Lee et al., 2004; Kim and Kim, 2007), 

pri-miRNA가 pre-miRNA로 잘리는 크로핑(cropping) 과정(Han et al., 2004; 

Han et al., 2006; Yeom et al., 2006; Han et al., 2009), pre-miRNA가 성숙 

miRNA로 잘리는 다이싱(dicing) 과정(Lee et al., 2006) 등 각각의 단계에서 

작용하는 특정한 단백질과 이를 돕는 물질, 그리고 이 물질들이 특정 도메인

(domain)을 인지하고 자르는 기작을 밝혔고, 몇몇 핵심 물질들의 특성을 세

부 으로 연구했다. 이러한 miRNA의 생성 기작에 한 연구 결과들이 Cell, 

Nature, EMBO 등 세계 인 에 발표되면서 김빛내리 교수와 연구 은 

miRNA 연구를 주도하는 실험실로 발돋움 하 다.

7) 일반 으로 miRNA라고 하면, pri-miRNA, pre-miRNA 등의 구체들을 거쳐 완

히 만들어진 성숙 miRNA를 의미한다.



과학기술학연구 10권 1호: 27-71(2010)

38

<그림 1>8)

자료: Lee et al., 2002 

생성 기작에 한 연구는 miRNA의 생성량이 조 (regulation)되는 과정에 

한 연구를 낳기도 했다. miRNA가 생성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연

구의 일환으로 Lin28이라는 물질의 역할을 탐색하던  이것이 특정한 

miRNA가 생겨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miRNA의 양을 조 하는 데 여한

다는 것을 밝 내면서, miRNA의 조  과정에 한 연구가  하나의 큰 연

구 흐름으로 형성되었다. 연구 은 RNA에 결합하는 단백질의 일종인 Lin28

이라는 물질이 let-7 pre-miRNA의 한 쪽 끝부분에 유리딘(uridine)을 붙이는 

8) microRNA 생성 과정에 한 모델. 이 그림은 연구 이 처음 만들어낸 모델로, 핵 

내에서 miRNA 유 자로부터 생성된 pri-miRNA가 pre-miRNA로 잘리고(STEP1), 

이 pre-miRNA가 핵 밖으로 나와 세포질에서 Dicer에 의해 성숙 miRNA로 만들어진

다고(STEP2)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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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딘화(uridylation)를 진시켜 긴 유리딘 꼬리를 갖는 up-miRNA가 형성

되고, 이것은 보통의 pre-miRNA처럼 다이싱을 거쳐 성숙 miRNA로 만들어

지지 못한 채 분해(degradation)되어 없어진다는 을 발견하 다(Heo et al., 

2008)(그림 2 참조). 후속 연구에서는 Lin28과 TUT4라는 효소 물질이 함께 작

용하여 miRNA의 생성을 억제하는 기작이 상세히 밝 졌다(Heo et al., 2009).

이 게 miRNA의 생성 과정과 이로부터 생된 연구들이 연구 의 심 

주제 지만, 한 편에는 miRNA의 기능(function) 연구가  하나의 흐름을 이

루고 있다. 연구 은 주로 암 세포의 발 과 련된 유 자의 작용에 있어서 

miRNA의 기능에 해 연구해왔으며(Park et al., 2009; Kim et al., 2009), 최

근에는 리와 사람의 세포에서 모두 찰되는 특정 miRNA의 기능을 찾

아 발표한 바 있다(Hyun et al., 2009).

(2) 연구 방법론

오랜 시간에 걸친 실험을 통해 나오는 실험실의 성과는 어느 한 개인에 의

해서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실험실의 창

의성을 이해하기 해서는 창의 인 성과가 나오기까지 구성원들의 행 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찰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구성원의 행 에 향을 

미치는 실험실의 문화를 읽어야 한다. 문화는 한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 신념, 규범, 지식과 기술의 총체로서 구성원들의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인도하거나 이에 제약을 가하며(김인수, 1999; Schein, 2004), 구성원

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공유된 의미체계로서의 문화를 학습하고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변형시킨다(Spradley,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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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자료: Heo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의 문화를 해석해내기 해서 참여 찰과 심층 인터

뷰와 같은 문화기술지(ethnography)의 질  방법론을 사용했다.10) 기어츠가 

9) microRNA의 성숙과 조  과정에 한 모델. 이 그림은 연구 이 let-7 miRNA의 양

이 조 되는 경로를 발견한 뒤 만들어낸 모델로, miRNA의 생성 과정 모델(그림의 

왼쪽 기)에 Lin28과 TUTase의 작용으로 유리딘이 붙은 up-miRNA가 분해되는 경

로(그림의 오른쪽 기)가 새롭게 더해졌다. 참고로 <그림 2>에서 이탤릭체는 본 논

문의 이해를 돕기 해 자가 추가한 것이다. 

10) 자  한 명인 장하원은 2009년 2월, 7-8월의 3개월 동안 실험실에서 간단한 실험 

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험의 과정과 구성원들의 화를 찰․기록했다. 이 기

간 동안 자들은 매주 1-2차례의 미 을 통해 참여 찰의 결과에 해서 토론했

고, 이 게 악된 실험실 문화의 특성을 인터뷰를 한 기  자료로 활용했다. 인

터뷰는 김빛내리 교수(2회)를 포함해서 실험실  구성원에 해 2009년 3월 25일

부터 9월 11일까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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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 기술(thick description)’이라고 칭한 문화기술지 연구는 상  찰을 

넘어서 변에 깔린 문화를 해석해내는 것을 의미한다(Geertz, 1973). 문화의 

발견은 단순한 찰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속함으로

써 그들의 과 방식을 깨닫는 것이다. 참여 찰은 구성원들과 하고 친

숙한 계를 유지하고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인공물과 지식, 행동 등을 실험실의 맥락 속에서 찰함으로써 실험실의 문화

를 해석해낼 수 있는 방법이다. 한, 실험의 주기가 참여 찰을 수행한 3개

월을 넘고, 실험실의 문화가 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는 에서, 본 연구

에는 참여 찰의 상이 되는 시공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했으

며(Marcus, 1995; Hine, 2007), 자들은 이를 해서 구성원들이 기억하는 실

험실 역사에 한 구술과 출 된 논문 같은 자료를 활용했다.

4. 실험의 단계별 특성과 실험실의 창의성

연구 주제가 선택되고 이것이 논문으로 완성되는 과정은 2년이 넘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여기에는 실험실 책임자인 교수와 연구원들의 다양한 사고와 

행 가 포함된다. 실험에는 이를 지지하는 가설과 모델이 반 되어 있고, 실

험을 하는 연구자의 숙련과 암묵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비 작업과 인 , 물질  자원이 투입된다. 한 부분의 실험은 원하는 결

과로 이어지지 않고, 이 과정에서 가설과 모델의 수정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는 실험실의 독특한 문제 해결 방식과 이를 뒷받침하는 실험실의 문화가 

향을 미친다. 이 게 볼 때, 실험실의 창의성은 실험실이 생산해 낸 새롭고 

가치 있는 과학  지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험실 책임자와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의 행동 양식과 공유된 규범 같은 조직 문화

의 창의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  지식이 만들어지

는 실행의 과정을 1) 연구 주제의 선택, 2) 가설과 모델의 설정, 3) 분업과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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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의 생산, 4) 력과 지식의 융합, 5) 의미의 구성이라는 다섯 단계로 보고, 

이 ‘과학  실행’의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행 에 향을 미치는 실험실 책임

자의 역할과 실험실의 문화를 분석하 다.

(1) 연구 주제의 선택

과학이나 술 분야 모두에서 창의 인 작업에 한 단은 동료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런 의미에서 창의성은 사회 이며, 분야 의존

(domain-dependent)인 개념이다(Csikszentmihalyi, 1996). 따라서 창의 인 업

을 내기 해서는 련 분야에서 무엇이 새롭고 의미 있는 문제인지를 

단하는 능력이 요하게 된다. 그 지만 모든 요한 문제를 풀려고 덤벼들 

수 없는 것 한 분명하며, 연구자에게는 자신이 해결하기를 원하는 문제의 

범 를 어느 정도 정하고 정의하는 것이 요해진다. STS 학자인 후지무라는 

이러한 범 를 정하는 요소들을 실험, 실험실, 사회 세계의 세 층 로 나 고, 

이 세 층 들이 잘 조정(alignment)될 때 해당 문제의 ‘수행가능성’(doability)

이 생겨난다고 보았다(Fujimura, 1987). 그러나 문제의 수행가능성만을 생각

하다 보면 새로운 역을 개척하는 연구 신을 이룰 수 없다. 창의 인 연구

은 수행가능성의 기 을 높게 잡고, 연구의 일부는 결과가 나오기 힘들지만 

보상이 큰 연구에 할당한다.

RNA 유 체학 연구실을 책임지는 김빛내리 교수는 miRNA라는 새로운 

연구주제를 선 했는데, 이는 단순한 행운이나 우연의 결과는 아니었다. 그녀

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우는 연구”를 선호하며, 학원생들에게도 “교과서

에 실릴 수 있는” 요한 연구를 하라고 독려할 정도로 새롭고 요한 (즉 창

의성을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 주제에 한 집착이 강하다. 그녀는 자

신이 박사후연구원(post-doc) 시기에 수행한 령 RNA 결합 단백질(mRNA 

binding protein)에 한 연구는 지도교수가 정해  경계를 벗어나기 힘들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울 수 있는 연구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다. 2001년에 

귀국해서 서울 학교의 BK 연구교수로 있으면서 “나름 로의 역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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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요하다는 을 깨닫고, 자신이 가진 테크닉과 배경지식을 기반으

로 하되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분야를 찾아 나섰다. 그러던 , 김교수

는 miRNA가 사람의 몸에도 존재한다는 논문을 읽고 흥미를 느껴 2001년부

터 본격 으로 이에 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11) 당시에는 비암호화

(non-coding) RNA인 miRNA의 요성이 인식되지 않았고 이를 연구하는 사

람도 많지 않았으며 miRNA의 기 인 생성 메커니즘도 밝 지지 않은 상

태 다. ‘수많은 생명체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가 거의 없는 miRNA가 

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질문은 김교수의 새 연구가 시작된 지 이 되

었다.12)

이 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 교과서에 실릴 수 있는 연구 주제를 택해

야 한다는 생각은 RNA 유 체학 연구실의 구성원들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 

‘ 험도’가 높지만 보상도 큰 주제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은 RNA 유 체학 

연구실을 특징짓는 문화  가장 두드러진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이런 주제

를 선택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 주제의 선택은 연구자

의 기반 지식, 연구 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제한되고 변화된다. 생물학 분야는 

거의 부분의 연구 주제가 실험을 통해 입증되기 때문에 실험 재료와 도구, 

인력과 같은 자원이 연구의 시작 을 결정하는 데 많은 향을 미친다.

당시에 p53 stability가 매우 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J 

교수님 방에 p53 activity를 측정할 수 있는 reporter gene의 plasmid가 있어

서 그것을 받게 되었다. … 그 reporter를 받은 김에, 그리고 cervical cancer에

서 p53 stability도 궁 했고, miRNA를 넣으면 그 reporter activity가 어떻게 

변할까 궁 해서, 선생님께 부탁해서 cell line을 구입해서 한 20개 정도 모아

서 다 실험을 했다.13)

11) 김빛내리 교수 인터뷰(2009년 8월 21일).

12) BRIC이 만난 사람들: 서울 학교 생명과학부 김빛내리 교수 인터뷰 (2006년 7월 3

일)(http://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interview&id=158&itv_flag=1 

참조)

13) 박사후과정 2년차 연구원 인터뷰(2009년 6월 26일). 본 논문에서 인용한 인터뷰 자

료는 당시 연구원이 사용한 문 용어와 내용은 그 로 유지하면서 가독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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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주제들 에 실험실 세 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고르다보니까 Lin28과 

련된 연구를 하게 되었다. 처음 시작할 때는 Lin28이 Drosha process와 연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Drosha와 련된 연구는 우리 실험실이 경

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다.14)

이 게 실험 재료, 실험실 통, 실험 방법  기구, 보유 기술의 존재 여부

가 실험실에서 수행할 작업을 결정하는 데 큰 향을 미치는데, 실험실에서 

논문들이 나오고 기술과 데이터가 축 되면서 보류되어 있던 문제가 다시 풀

어야 할 요한 문제로 떠오르기도 한다. 

일정한 연구가 되면 그 문제가 풀어질 시 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느 시

에 어느 문제가 풀릴 수 있는지를 잘 알아야 연구를 잘 할 수 있다. ... 어떤 

문제들은 무척 오랜 질문으로 남아있는데, 계속 그 쪽으로 아이디어가 없다거

나, 구체 으로 연구가 끝까지 쌓이지 않으면 풀리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 랩

에서도, 다른 랩에서도 연구들이 차 쌓인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풀어질 시

기가 어느 시기에 딱 오는 것 같다. ... 작년에 비슷한 유형의 단백질에 한 

논문이 다른 랩에서 나오고, 애세이(assay) 방법도 하나 나오면서 [이런 문제

가 풀릴 시 이 온 것이다].15)

이 게 연구 주제의 선택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연구 주제는 주제를 

찾는 시 에 실험실에서 근 가능한 재료, 장비, 인력, 데이터에 의존하며, 

이는 자기 실험실에서의 선행 연구는 물론, 다른 실험실에서의 연구 상황에 

의해서 그때그때 결정된다. 문제는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의 연구비가 

분명한 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구체 인 과정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김왕동, 2008). 김빛내리 교수는 이 과 련해서 좋은 조건을 확보했는데, 

처음에 귀국해서 연구교수를 할 때는 외부의 연구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

기 해 문장만 조  다듬은 것이다.

14) 석박통합과정 5년차 연구원 인터뷰(2009년 7월 30일).

15) 석박통합과정 6년차 연구원 인터뷰(2009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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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BK 연구비와 선배 교수들의 지원을 받았고, 이를 이용해서 상 으로 

자유롭게 1~2명의 학원생들과 함께 miRNA의 생성 기작에 해서 동실

험을 할 수 있었다. 2004년에 서울 학교 생명과학부의 교수가 되었을 때에는 

miRNA의 생성과 련된 논문들이 세계 으로 유명한 학술지에 수록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개별 연구비를 수혜하다가 2006년에 당시 과학기술부의 창의

연구사업단에 선정되어 상 으로 안정 이고 많은 액수의 연구비를 지원받

았다. 창의사업단의 연구비는 실험실에서 수행하는 연구들의 큰 주제를 정하

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원래의 주제와 차이가 있더라도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비의 이러한 특성은 연구

원이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보완하는 외  기제

로 작동하고 있다.

(2) 가설과 모델의 설정

김빛내리 교수와 RNA 유 체학 연구실이 기에 이룬 성과는 주로 

miRNA의 생성 기작을 밝히는 데 집 되었다. 기 연구 결과들은 모두 하나

의 모델과 가설을 기반으로 하여 나온 것들인데, 이 게 모델과 가설은 과학

자들에게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으로써 이들의 실행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

다.

우리 실험실에서 진행한 miRNA 연구는 그야말로 hypothesis부터 시작되었

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과의 미  자리에서 miRNA의 생성 과정에 한 모

델을 세우고 그것을 증명하기 한 실험을 디자인했다.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

까 생각했던 로 데이터가 나왔다.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 ... 모델과 함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런 새로운 assay 

방법을 내놓는 것도 요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 그 다음에 한 일은 (모델에

서 제시하는 첫 번째 단계에 작용하는) 단백질을 분리해서 증명한 것이다. 이

것은 Nature에 실렸고, 지 까지 우리 랩에서 impact가 가장 큰 논문이다. 이 

논문 이후에는 우리가 제시한 모델이 miRNA 분야의 도그마가 되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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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김교수가 miRNA 연구를 시작할 당시에는 세포질에서 헤어핀 모양

의 pre-miRNA가 다이싱(dicing) 과정을 거쳐 성숙 miRNA로 만들어진다고 알

려져 있었다. 김교수는 이 pre-miRNA가 더 큰 RNA가 단되어 순차 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추측을 바탕으로, 길다란 miRNA 유 자에서 pri-miRNA

가 생성되고, 이것이 미지의 물질에 의해 pre-miRNA로 잘리는 과정이 핵 내

에서 먼  일어나고, 이 pre-miRNA가 핵 밖으로 나와 성숙 miRNA로 잘리는 

과정을 거친다는 모델을 세운 것이다. 창기에 세워진 모델을 바탕으로 연구

이 가장 먼  집 한 부분은 핵 내에서 pri-miRNA가 pre-miRNA로 만들어

지는 단계에 작용하는 물질을 밝히는 연구 다. 이를 해 가설을 세우는 과정

에서 기존에 알려져 있는 사실들과의 유비(analogy)가 요한 역할을 했다. 핵 

외에서 pre-miRNA가 Dicer 단백질의 작용을 통해 성숙 miRNA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핵 내에서 pri-miRNA로부터 pre-miRNA

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존재할 것이라는 유비

 추론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비  가설을 기반으로 몇 가지 가능한 후보 

물질들을 선정하여 실험한 결과, 연구 은 Drosha라는 물질이 이 과정에 작용

한다는 것을 밝히게 되었다. 곧이어 Drosha와 상호작용하는 DGCR8이라는 물

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도 리에서 mi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Dicer를 도와주는 R2D2, LOQ 등의 단백질과의 유비가 했다. 

이 게 앞서 수행된 연구와의 유비를 추구하는 행 가 과학  발견을 이루

어내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은 이미 많은 과학자들의 사례를 통해 알

려져 있다. 홈즈는 생리학자 베르나르(Claude Bernard)와 크렙스(Hans A. 

Krebs), 발명가 에디슨 등 다양한 연구자들의 사례에서 유비 추론(analogous 

reasoning)의 과정이 나타남을 보여주었고(Holmes, 1986), 세시안과 모리슨

은 19세기 물리학자 맥스웰의 ‘벌집모형’ 유비가 새로운 발견을 낳는데 결정

인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다(Nercessian, 2002; Morrison, 2000). 

그러나 유비를 통해 만들어진 가설이 바로 과학  발견으로 이어지는 것은 

16) 김빛내리 교수 인터뷰(2009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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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이러한 가설을 실제로 입증해내는 과정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많은 가설들이 폐기되거나 변형된다. 연구원들은 “ 부분이 실험

이 사실 잘 안 된다”고 하면서, “어떤 실험 계획을 세워서 했을 때, 10개 에 

한 개 맞으면 성공한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이다.17)  다른 연구원도 “실험

은 항상 힘들고, 한 번도 쉬운 이 없었다”고 한다.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로 힘들고,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가 왜 나왔는지,  이

게 어떻게 흘러 갈 수 있는 건지, 체 스토리(story)가 보이지 않으면 막막하

다”는 것이다.18)

세부 인 가설이 만들어지고 시험되고 입증되거나 폐기되는 과정 속에서 

가설과 모델은 변화한다. 과학자들의 연구는 설정된 모델과 가설을 밝히는 것

을 목표로 하여 수행되지만, 처음에는 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문제가 나아

가는 경우도 많다. 측하지 못한 결과나 변칙은 분자생물학 실험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종종 직면하는 것인데, 경험이 많고 배경 지식이 풍부한 연구자일

수록 이러한 결과를 창의 으로 해석해서 새로운 발견을 이끌어 낸다

(Rheingerger, 1997; 1998; Darden and Cook, 1994; Dunbar, 1997). 같은 문제

라고 하더라도 연구자에 따라 다른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

구자의 암묵지는 창의 인 결과로 이어지는 데 향을 미친다(Polanyi, 1954; 

1966). 해당 분야에 한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서 연구자는 연구 동향을 악

하고 최신의 논문에 드러나 있지 않은 정보를 악하는 능력과 함께, 특정한 

실험 수행 방식이나 연구 방향에 한 암묵지를 갖게 되는데, 이는 연구자의 

연구 방향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Collins, 2001).

RNA 유 체학 연구실에서 세운 miRNA의 생성 과정에 한 모델은 체

으로 기 모습을 그 로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부 pre-miRNA

가 분해되는 기작을 통해 miRNA의 양이 조 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발견

하면서 이 과정이 기 모델에 추가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메커니즘은 기존의 

17) 석박통합과정 6년차 연구원 인터뷰(2009년 4월 30일).

18) 박사후과정 2년차 연구원 인터뷰(2009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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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NA의 생성 과정에 한 세부 인 가설을 입증하던  발견된 상을 해

석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사실 우리 논문이 나오기 에 Lin28에 한 3개의 논문이 나왔는데, 첫 번째 

것은 Lin28이 Drosha processing에 작용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것도 

Drosha processing에 한 것이었고, 세 번째 것은 Dicer processing에 작용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pre-miRNA에 집 해서, 여기에 uridylation이 일어

나면 mature form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 uridine이 붙은 물질이 degradation 

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uridylation이 일어난다는 은 정말 우연하게 발견

한 것이다. 처음에 포닥분이 실험을 했는데, non-specific한 밴드가 나와서 단

순히 실수라고 생각했다. 포닥과정이라 하더라도 생물학을 공하지 않았고 

당시 실험실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물학 실험에 익숙하지 

않아서 실험이 잘못되어 이상한 밴드가 나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데이터

를 보시고 선생님이 먼  miRNA가 modify 되었을 가능성에 해서 제시했

다. 당시 선생님은 miRNA가 modify 될 수도 있다는 을 염두에 두고 있었

고,  plant의 mature miRNA나 mRNA에서는 uridylation이 일어난다는 

이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 데이터를 보시는 순간에 그런 생각들

이 떠오른 것이다. 그래서 그 물질을 sequencing을 해봤더니, 정말 uridine이 

붙어있다고 나와서 uridylation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로써는 다른 

논문들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생각이었고, 특히 miRNA가 분해되는 과정에 

해서는 아직까지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상태라 더 요한 결과 던 것 같

다.19)

김빛내리 교수는 보고 자료나 랩미 에서 발표되는 데이터가 아니라 바로 

만들어진 ‘가공하지 않은 데이터’(raw data)를 검토할 때가 많으며, 이 과정에

서 연구원들이 실수라고 생각한 데이터나 비정상 인 데이터를 간과하지 않

고 해석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새로운 발견을 이룬 경우가 여럿 있었다.

19) 석박통합과정 5년차 연구원 인터뷰(2009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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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경우에는 실험을 했을 때, 실험 데이터에서 이상한 것이 보이면 그

냥 잘못 나왔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고 는 경우가 많다. 하

지만 선생님은 데이터가 이상하게 나오면 그 상에 주목해서 이유를 밝히고, 

이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실제로 논문까지 이어진 도 종종 있다. ... 

보통 pri-miRNA에서 헤어핀 구조의 아래 부분에 DGCR8이 작용해서 잘려진

다고 생각을 하고 실험을 했는데, 자꾸 이상한 치에 밴드가 존재( 상하지 

못했던 size의 miRNA가 존재)하는 것이 찰되었다. 그것을 보고 학생들은 

별로 심을 갖지 않았는데, 교수님은 그 결과를 보고 그 상이 일어나는 이

유를 찾기 해 노력했다. 교수님은 헤어핀 구조의 윗부분에서도 단이 일어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짧은 RNA 조각이 나왔다고 보았고, 실제

로 해보니까 이 가설이 맞았다. 어차피 DGCR8이 인지하는 것은 junction 부

분과 double strand 부분인데, 사실 헤어핀 구조의 아래 부분도 그 지만, 윗

부분도 생각해보면 junction과 double strand가 인지될 수 있는 것인데, 학생

들은 생각을 못했던 것이다.20)

이러한 사례에서 실험은 가설이나 모델과는 다른 결과를 내어놓기 일쑤이

며, 보통 부분의 실험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 결과는 연구자

의 미숙이나 실험 오류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원래 가설과 모델  특정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실험의 진화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을 

잘 평가하고 단하는 것은 매우 요하며, 이러한 단은 단순한 ‘ 감’에 의

해서가 아니라 같은 상에 한 다른 연구들, 비슷한 상들에 한 실험 결

과들, 유사한 상에 한 이론들에 얼마나 정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

한 가능성들을 해석의 스펙트럼에 얼마나 배열하고 있었는가에 의해서 결정

된다. 창의 인 업 은 어느 한 순간의 감을 통해 멋진 가설이나 모델이 낳

는 것만이 아니라, 연속 이고 단계 으로 부딪치는 어려운 문제들을 지속

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인 것이다.

20) 석박통합과정 6년차 연구원 인터뷰(2009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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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업과 데이터의 생산

  김빛내리 교수가 조교수가 된 2004년 이후부터 재까지 RNA 유 체학 연

구실에는 한 해에 2~3인 정도의 구성원이 지속 으로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찰할 수 있다. 우선, 실험을 담당하는 연구

원들이 다른 일로 시간을 빼앗기는 것을 최소화하기 한 조치들이 있었다. 

일례로, 기에는 한 사람이 사무원과 테크니션(technician)을 겸했지만 2008

년 이후에는 이 일을 분리해서 행정 인 일을 처리하는 사무원과 랩의 물품 

리, 실험 비 등을 담당하는 테크니션을 따로 두기 시작했다.21) 한, 2006

년부터 박사후연구원을 꾸 히 뽑아왔는데, 이들 부분은 miRNA와는 다소 

다른 분야를 공한 연구원이었다. 최근에는 물리학, 생물정보학 등 생물학이 

아닌 공의 연구원들이 들어오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컴퓨터공학과, 의과

학, 다른 실험실과의 력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실험실이 

유명해지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상이기

도 하지만, 동시에 김빛내리 교수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기도 했다. 그녀는 

“여러 분야의 배경 지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것이 좋은 연구를 

하는 데 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물리학, 생물정보학 분야의 학생들을 

뽑았다. 실제로 그 후로 최근 1~2년 동안 실험실이 많이 발 했다.”고 평가한

다.22)

  창의성을 연구한 학자들은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diversity)이 조직의 창의

성을 높이는 요소라고 평가한다(Ebadi and Utterback, 1984; Woodman et al., 

1993; Hollingsworth, 2002; Heinze, 2009). 그런데 분자생물학, 물리학, 생물정

보학 등 다양한 공을 한 연구원이 한 실험실에 모여 있는 것이 자동 으로 

창의성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요한 것은 실험실의 운 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히 분배하고 개인이 갖는 능력을 재 소에 배분함으로

21) 사무원 인터뷰(2009년 8월 3일).

22) 김빛내리 교수 인터뷰(2009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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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효율을 극 화하는 것이다. RNA 유 체학 연구실의 경우, 가설을 세우고 

입증하는 일련의 과정은 가설을 세우는 작업, 실험을 디자인 하는 작업, 실험

을 수행해서 데이터를 생산하는 작업, 실험을 해 필요한 비 작업 등 여러 

개의 작은 작업들로 쪼개져 있으며, 각각의 작업들은 구성원의 특징과 능력에 

따라 배분된다. 이러한 작업들은 주로 교수의 단과 구성원들의 합의가 자연

스럽게 일치하는 형태로 배분된다. 교수는 시 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기

면 많은 수의 구성원들이 그 과제에 집 하도록 하는가 하면, 연구원의 특성

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혼자서 오랫동안 과제를 진행하도록 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동의 분업’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에서 산업 명 시기의 

공장의 분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한 사람에게 부과된 업무는 체 실험실의 

효율을 극 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테크니션을 로 들어보자. 실험실에 

처음 테크니션이 고용되었을 때에 그녀에게는 실험 도구의 세척  재고 

리, 실험실의 정리 등 단순 작업이 주어졌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고 테

크니션이 실험실에서 수행되는 실험에 익숙해지면서 그녀는 조  더 복잡한 

세포 배양액이나 단백질을 분리하는 젤 등의 실험 재료를 만드는 일을 배웠

고 이를 담하기 시작했다. 테크니션이 이러한 일들을 큰 문제없이 수행한 

뒤에는 그녀에게 항체 제조나 단백질 정제와 같이 좀 더 특수한 능력을 요하

는 실험 비 업무가 주어졌고, 이 까지 그녀가 했던 작업 에 비교  단순

한 업무들을 담당할 테크니션을 한 명 더 뽑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다. 이 게 

테크니션 업무의 분화는 연구원들이 실험 비와 련된 일들에서 더 완벽하

게 벗어나서 가설과 모델을 입증하기 한 실험의 설계와 실제 실험 과정에 

집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23)

  연구원들 사이에서도 분업은 존재한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분업은 한 세트

의 실험을 할 때 테스트해야 할 샘 의 양이 무 많을 경우에 이 샘 을 여

러 명이 나 어 시험하는 것이다.  연구원들의 공에 따른 분업도 명백한

23) 테크니션 인터뷰(2009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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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생물정보학을 공한 연구원은 실험에 종사하기 보다는 주로 컴퓨터를 다

루면서 많은 양의 유  정보를 처리해서 여기서 가능성이 있는 후보 물질의 

목록을 뽑아내거나, 특정 물질이 작용하는 도메인을 측하는 등, 다른 실험

을 디자인 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한다. 경험과 암묵지에 근거한, 에 잘 보

이지 않는 분업도 있다. 실험실 책임자는 요한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내고, 

박사학 에 근 한 연구원이나 박사후연구원들도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려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에 실험실에 막 들어온 학생들은 실제 실험을 하는 데 

부분의 시간을 쏟아 붓는다. 해당 분야에 한 기반 지식과 암묵지를 충분히 

습득하고 있는 교수나 연구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가설을 생각해내는 것

이 비교  쉽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생겨난다고 볼 수 있다.

  몇 년 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실험실의 구조와 도구들의 배치는 분업 

체계가 잘 운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를 들어, 테크니션에게 단백질 분리

용 젤을 만드는 작업을 맡기는 연구원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젤의 규격과 수

량, 사용 일시를 실험실 구석에 놓인 화이트보드에 도록 되어 있다. 이는 

테크니션 개인에게 그녀가 할 작업을 알리는 동시에 체 구성원들이 테크니

션에게 부과된 일의 양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업이 몰리는 일을 방지하

는 기능을 한다(그림 3 참조). 한, 여러 가지 실험실 운 에서 필요한 일, 

컨  라스미드(plasmid) 리, 실험실 안  리, 생일 티 주  등은 각 구

성원 별로 분담되어 있으며, 이는 문서화되어 공유된다. 1주일에 한 번씩 있

는 실험실 체 청소의 경우에도, 각자 맡은 구역이 나 어져 있다. 이 게 

작업의 분담이 명시 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실험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불확실성을 낮춤으로써 연구 의 수행가능성(doability)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Fujimura,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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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역할의 분담이 효율 으로 작동하는 데에는 교수의 극 인 참여와 지도 

스타일이 큰 향을 미친다. 부분의 연구원들은 교수가 연구에 가장 많이 

기여한다고 평가하며, 어떤 연구원들은 교수의 열정과 참여가 RNA 유 체학 

연구실을 다른 실험실과 구별하는 가장 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김교수는 거

의 매일 실험실에 들러 학생들에게 “잘 되가니?”, “재미있는 거 없니?”라고 

말하며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25) 필요한 경우 실험실 내, 복도, 심 식사 자

리에서 데이터에 한 토론을 이끈다. 김교수는 이러한 토론에서 “도망가면

24) Board for Technician. 연구원은 실험실의 한쪽 구석에 놓여있는 화이트보드에 자

신이 필요로 하는 젤의 규격과 수량, 사용 일시를 어놓는다. 한 이 게시 의 왼

쪽 앙에는 실험실 운 에 필요한 일들을 각 구성원 별로 분담한 결과가 힌 종

이가 붙어있다. 

25) 연구원들은 김교수가 불쑥 던지는 질문이 “구체 이다”라고 평가한다. “뭉뚱그려

서 ‘  요즘 잘 되가니’ 식의 질문이 아니고 ‘그 실험 어떻게 니’라는 식으로 물어

보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박사후과정 1년차 연구원 인터뷰, 2009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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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막 바쁘다고 하면서, 답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 하고 있을 때는 한

테만 충실하겠다”는 자세로 학생을 한다.26) 공식 인 랩 미 은 주 1회로 

다른 실험실들과 비슷하지만, 다른 실험실 출신 연구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나듯이 평균 인 토론의 빈도는 다른 실험실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효율 인 업무 분담과 교수의 극  ‘돌 형’ 지도 스타일의 결합은 RNA 유

체학 연구실의 연구 진행 속도를 빠르게 유지한다.

구성원들은 실험실이 지향하고 있는 높은 수 에 자신의 연구를 맞추기 

해, 교수의 잦은 검과 토론에 비하기 해서 체 으로 각자의 일에 

력을 다한다. 실험실 연구원들은 높은 성취욕을 가진 실험실 기 멤버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냈던 모습을 보았거나 해 들었기 때문에, ‘성공’에 

한 갈망과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이 온다’는 인식을 내면화하고 있

다. 실험실 구성원들 간에는 사 인 화가 거의 없으며, 화의 부분은 실

험에 한 토론이다.27) 교수가 화를 내거나 학생을 무섭게 하는 경우가 거

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분의 학생들이 교수가 요구하는 일정을 지키기 

해 노력한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교수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

고 평가한다.28) 이러한 분 기에서 교수는 강압 인 방법을 쓰지 않고도 자

발성을 끌어낼 수 있다. 이 게 교수와 실험실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연구원들은 각자 내면화된 동기(internal motivation)를 갖게 되었는데, 

miRNA라는 새로운 분야의 열린(open) 문제들을 푸는 과정에서 연구원들의 

내면화된 동기는 가장 극 인 형태의 창의성인 주도 인 창의성(proactive 

creativity)을 낳는 토 가 된다(Hemlin et al., 2004).

지 까지의 논의에서도 짐작할 수 있지만, RNA 유 체학 연구실의 커다란 

26) 박사후과정 3년차 연구원 인터뷰(2009년 8월 7일).

27) 박사후과정 1년차 연구원 인터뷰(2009년 4월 1일). 연구원들 사이에 사 인 계가 

거의 없다는 것은 장 일수도 있지만 단 일 수도 있다. 한 연구원은 “학생들끼리 

잘 뭉치게 되면 사 으로 많이 가까워지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다”고 평가

한다(석박통합과정 6년차 연구원 인터뷰, 2009년 4월 30일).

28) 박사후과정 4년차 연구원 인터뷰(2009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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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으로는 교수와 연구원 사이, 연구원들 사이의 계가 수평 이고 탈권

이라는 이 꼽힌다. 김교수는 실험실 운  기부터 학생들 사이에 계가 

없는 조직을 만들기 해 노력했다. 이를 해 기에 입학한 박사후연구원이 

학생들에게 존댓말을 쓰도록 요청했고, 한 모든 지시를 교수가 학생 개개인

에게 직  달함으로써 다른 실험실에서처럼 선배로부터 후배로 지시 내용

이 하달되는 식의 계  문화가 형성되는 것을 피했다. 이 게 형성된 수평

인 문화는 각자의 능력을 서로 존 하고 신뢰하는 태도를 만들어내면서, 구

성원 간 커뮤니 이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분 기를 형성했다.29) 한 박사후연구원부터 석사과정 학생까지 모든 구성

원들이 업무를 공평하게 나 는 문화를 만듦으로써, 실험실의 ‘게임의 법

칙’(rules of game)이 공정하다는 인식이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었다. 이는 

연구원들이 출 된 논문의 자자격부여(authorship) 과정과 결과는 물론, 서

로의 아이디어에 한 감사의 표시가 반 으로 매우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고 생각하는 데에서도 드러난다.30) 수평  소통과 공정한 ‘게임의 법칙’은 분

업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분업의 효과를 극 화하는 

방향으로의 융합이 가능하게 만드는데, 이는 다음 소 에서 조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4) 력과 지식의 융합

개인의 능력과 결과가 온 히 평가되고, 실험을 해서 나온 결과가 나의 발

과 직결된다는 인식은 자율성과 의욕을 높여 빠른 업무를 가능하게 할 뿐

29) 보통 다른 실험실은 “가장 높으신 분이 있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퇴근시간을 

같이 맞추는” 문화가 있는데 비해서, 이 실험실은 그러한 문화가 없다는 것이 장

이라고 답한 연구원도 있었고(석사과정 1년차 연구원 인터뷰, 2009년 7월 17일), 

실험실의 가장 큰 특성이 “사람들이 불만이 없다”는 것이라고 답한 경우도 있었다

(석박통합과정 7년차 연구원 인터뷰, 2009년 3월 25일).

30) 석박통합과정 3년차 연구원 인터뷰(2009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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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분업의 결과를 효율 으로 융합할 수 있도록 한다. 실험실 입학을 

해서는 서류 형을 통해 지 인 능력을 평가받은 뒤에 일정 기간의 실험

실 생활이 주어지며, 이 과정에서 일 처리 능력뿐 아니라 동 능력이 평가된

다. 김교수는 열악한 상황에서 미국의 우수한 학과 경쟁하려면 결국 효율

인 동 연구가 실하기 때문에 인화력 있는 성격을 갖는 것이 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다양한 배경 지식과 기술을 가진 연구원들이 선발되고, 시

지 효과를 최 화 할 수 있도록 배치된다.31) 연구원들은 주로 교수의 결정에 

따라 특정한 로젝트에서 일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면 교수

는 로젝트의 인원을 갑자기 늘리거나 새로운 을 구성하는 등 역동 인 

조직 변화를 꾀하기도 한다. 이러한 융합은 로젝트 구성의 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실험을 다 마치고 발표를 하거나 논문을 쓰는 단계에

서 일어나기도 한다. 

RNA 유 체학 연구실에서 실험이 진행되면서 그 결과를 논문으로 출 하

는 데에는 교수의 단과 결정이 인 역할을 한다. 체로 80% 정도 결

과가 나오면 교수는 실험을 담당한 연구원에게 논문의 고를 써오라고 지시

한다. 고를 쓰기 시작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하기 한 실험이 

병행되고, 논문의 작성은 교수와 연구원이 동하여 진행한다. 논문을 쓰는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며, 특히 시 하게 논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작성 

시간을 단축하기 해 교수가 고를 쓰기도 한다. 논문을 투고하는 과정에서

도 교수의 역할은 매우 요한데, 김빛내리 교수는 련 분야의 문가들에게 

화를 걸어서 결과에 한 의견을 물어보거나 외국 학회에서 만난 학술지 

편집자에게 실험 결과를 얘기하면서 투고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한다. “길게 

완성된 스토리를 만들어서”32) Nature, Science, Cell 등과 같이 향력이 큰 

에 투고를 하기 해서는 학계의 심이나 분 기를 잘 읽어내고 그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주제와 수 의 결과를 담은 이야기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31) 김빛내리 교수 인터뷰(2009년 8월 21일).

32) 석박통합과정 7년차 연구원 인터뷰(2009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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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가치를 높여서 더 좋은 에 투고하기 해서 각 그룹별로 따로 수

행된 연구 결과를 합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004년에 논문을 낸 것에서 Drosha라는 효소는 RNaseⅢ 라는 효소 그룹에 

속한 것이다. 그 그룹에 비슷하게 작용하는 Dicer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것이 

miRNA maturation의 두 번째 단계에 작용하는 효소이다. 그런데 내가 그 

Drosha에 해서 어느 부분이 요하고 어떻게 miRNA를 자르는지에 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학회에서 한 사람이 Dicer에 해서 연구한 내용을 발표

하 는데, 그것이 방법과 결론에 있어서 내 연구와 매우 유사했다. 완 히 내

가 만든 슬라이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 다. 이런 상황이 되면 내 

연구 결과의 novelty가 떨어진다. 그래서 그때 DGCR8을 찾아낸 연구 결과랑 

묶어서 논문을 냈다. 당시에 DGCR8을 찾았다는 논문들도 막 나오고 있을 때

기 때문에, 이야기의 흐름을 조  바꿔 묶어서 내는 식으로 했다.33)

의 경우는 연구를 수행하는 단계에서는 따로 논문을 내려고 했던 두 그

룹의 결과가 당시의 학계 상황에 맞춰 하나의 연구 결과로 합쳐진 경우이다. 

이와 달리, 처음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하나의 논문으로 취합할 것을 염

두에 두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Lin28에 한 실험과 기세포에 한 실험

은, 다른 성질의 실험을 한 논문으로 합칠 것을 계획하고 진행된 실험들이었

다.34) 합쳐질 연구들이 나뉘어서 수행되는 것은 실험실 내부 으로 이루어지

기도 하고, 실험실 내부에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실험실과의 

동을 통해서 이루기도 한다. 를 들어, 암과 련된 miRNA의 기능을 연

구하는 분야는 암 세포와 련된 동물 실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로 의  

실험실과의 동 연구가 이루어진다.

지 까지 학자들은 주로 그룹  그룹, 기   기 의 ‘거시 ’ 동연구

를 분석했고, 이러한 분석은 동연구가 지식과 숙련의 공유와 , 아이디

33) 석박통합과정 7년차 연구원 인터뷰(2009년 3월 25일).

34) 석박통합과정 5년차 연구원 인터뷰(2009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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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융합을 가져오면서 창의  업 을 낳는데 기여하지만, 더 많은 경비가 

필요하고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험 요소가 있다는 을 지 했다(Katz 

and Martin, 1997). 이러한 ‘거시 ’ 동연구에 비해서 실험실 내부의 동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실험실 책임자인 교수 외에 실험실 구

성원 개개인을 실험의 주체로 주목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었다. 다른 말

로 하자면, 실험실 내의 동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었고, 실

험실은 다양한 구성원의 집합체라기보다는 하나의 단 나 하나의 주체로 간

주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는 소규모 실험실에서 진행되는 연구에서

는 내부 구성원들 사이의 ‘ 력’이 차지하는 비율과 역할이 크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한 연구원은 실험실 내부의 력을 잘 이끌어 내는 것이 연구 책

임자의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평가한다.

좀 더 넓게 보면 실험실에서도 코워크(co-work)가 이루어지고 코워크해가는 

사람들 간에 정보의 교환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선생님은 그런 네크워크를 

잘 구성하시고, 잘 이끌어나가시는 능력이 있다. 그것이 굉장히 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리더십이 결여되어 있으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나가

야 하고,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나가기에는 이쪽 연구가 쉽지 않기 때문이

다. ... 요한 것은 과학자들 간의 네트워크에는 분명히 제되어야 하는 약

속이 있는데, 아이디어의 정체성(identity)이 결여되면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이

다. 내가 B라는 사람과 일을 했는데, B가 이상 인 모델과 아이디어를 제기해

줬다면, 그것을 내가 생각한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니면 안된

다는 것이다. 정체성(identity)이 있으니까. 그것이 신뢰에서도 요한 것 같

다.35)

와 같은 평가는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에 바탕한 결속력이 존재할 

때 력이 효율 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러한 신뢰를 잘 유지하는 것이 

실험실 리더십의 핵심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교수에 한 신뢰를 유지하

35) 석박통합과정 3년차 연구원 인터뷰(2009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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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요하지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만들고 이를 유지하는 것 역시 

효율 인 력을 해서는 필수 이다. 소통과 참여의 리더십, 공정하고 측 

가능한 실험실 문화는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에 기반한 력의 네트워크를 만

드는 데 기여하는 요소들인 것이다. 

(5) 의미의 구성

연구 이 이룬 성과에 한 평가는 과학자 사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과

학자 사회의 평가에는 연구 질문이나 결과가 기존의 선행 연구에 비해 얼마

나 새로운가,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가와 같은 잘 알려진 기  외에도 

다른 기 들이 개입한다. 이 다른 기   한 가지는 연구 결과가 지배 인 

념이나 선호도와 얼마나 잘 부합하는가이다. 김빛내리 교수는 기에 연구

이 세운 모델이 과학자 사회에서 ‘도그마’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에 해 설

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miRNA가 두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한 단계는 핵 안에서 다음 단계는 

핵 밖의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각각의 단계에서 작용하는 단백질이 서로 유사

한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에 미학 인 요소가 있는 것 같다. 

논문을 내기 에 학회에서 발표를 했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 과학자들

이 복잡하고 문 인 것을 선호할 것 같지만 사실 그 지 않다. 오히려 단순

하게 설명하는 것, 칭성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이 이 모델이 받아

들여지는 과정에 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36)

김교수가 제시한 모델은 과학  단순성과 칭성 등을 만족하면서, 과학자 

사회에서 선호하는 모델의 형에 들어맞았다. 결과에 한 인정은 사회 인 

합의이며, 요한 것은 연구 과 의 책임자가 이러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36) 김빛내리 교수 인터뷰(2009년 8월 21일).



과학기술학연구 10권 1호: 27-71(2010)

60

있는 요소들을 잘 인식하고 이에 맞는 결과를 산출해내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 의 업 이 인정이 되고 과학자 사회에 의해 수용되면서 연구 은 성

장한다. 그러면서 연구 의 활동은 사회 인 요구에 부합하는 작업을 만드는 

단계에서, 수행된 작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회 인 네트워크를 구성하

는 단계로 이행한다. 연구 이 제시한 모델은 물론 연구 이 새로 개발한 

in-vitro processing 방법은 miRNA 네트워크라는 과학자 사회의 확장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했다.37) In-vitro processing 방법은 연구 이 pri-miRNA가 

pre-miRNA로 잘리는 크로핑 과정에 개입하는 Drosha라는 물질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정립한 것인데,38) 이 방법은 연구 이 Drosha에 한 연구를 진행

할 때마다 깔끔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생산해내는 데 사용되면서 연구 의 

경쟁력 있는 기술이 되었다. 이 기술로 만들어진 데이터가 논문에 실리면서, 

이 데이터들이 Drosha와 크로핑 과정의 상들을 해석하는 기 이 되고, 그 

결과 in-vitro processing 방법은 일부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표 인 방법이 

되었다. 이후 유사한 연구에 뛰어든 다른 연구 들은 이 방법을 그 로 용

하기 해 RNA 유 체학 연구실을 직  방문해서 이 기술을 수 받기도 하

고, 학회에서 연구원들을 만나 이를 배우기도 하 다(cf. Collins, 1974). 이

게 기에 생산해 낸 모델, 방법론, 실험 데이터는 이후의 학자들이 따라야 

할 지침, 즉 의무통과 (obligatory passage point)으로 기능하면서 miRNA 연

구 네트워크를 확장시켰고, RNA 유 체학 연구실은 miRNA 연구 네트워크

의 ‘계산의 심’(center of calculation)이 되었다(Latour, 1987).

실험실이 ‘계산의 심’이 되면서,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스타일에도 

37) 학술정보 검색도구 Scopus에 따르면, 재(2010년 3월)까지 실험실의 첫 논문인 

miRNA의 생성 기작 모델이 실린 논문(Lee et al., 2002)은 498회, Drosha를 찾아내 

발표한 논문(Lee et al., 2003)은 868회 인용되었다. 여기에는 in-vitro processing 방

법에 한 설명과 이를 이용해서 얻은 데이터가 실려있다.

38) 이것은 김교수가 박사후연구원 시 에 사용했던 in-vitro splicing이라는 방법을 변

형하여 miRNA에 용시켜서 만들어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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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연구실 기에는 다른 경쟁 연구 에서 비슷한 실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도하게 의식해서, 독창 인 연구 결과도 다른 이 출

하기 에 학술지에 먼  투고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경우가 있었다. 즉, 

Nature, Science, Cell 같은 최고 학술지에 투고할 경우에는 심사와 논문의 수정 

과정이 길어져서 경쟁 연구 에 우선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단해서, 이보다 

한 단계 낮은 학술지에 연구 결과를 투고해서 출 했던 것이다. 그 지만 연

구실이 차 miRNA 연구의 세계 인 심이 되면서 김교수와 연구원들은 

자신들의 실험 결과에 해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경쟁 을 덜 의식하

게 되었다. 동시에 이들의 투고 스타일도 실험 결과를 가장 게재하기 힘든 

Nature, Science, Cell 같은 최고 학술지에 먼  보내서 결과를 받아보자는 방식

으로 바 었다.39) 험을 감수하는(risk-taking) 투고 스타일은 이러한 연구실

의 역사를 통해 형성된 것이며, 2010년 재 연구실의 상을 더 높이는 결과

를 낳고 있다.40)

5. 요약  결론

창의 인 업 은 순간 인 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

다 훨씬 더 복잡하고 지속 인 진화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사람들은 창의성

을 단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섬 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39) 2003년에 Drosha를 발견한 논문을 Nature에 게재한 이후, 이와 련된 연구들이 주

로 Cell과 Nature Review 등 최고 학술지에 출 되었다. 한, Lin28이 여하는 분

해 기작에 한 연구를 비롯한 최근의 연구들은 Cell, Science, Nature에 투고되는 경

향을 보 다. 이 결과, 2009년에는 Cell에 4편의 논문이 실렸다.

40) 물론 이러한 ‘ 략’이 득만 있는 것은 아니다. Nature에 투고된 한 논문은 심사 과정

이 길어졌고, 그 결과 다른 연구 에서 비슷한 논문이 나오면서 Nature와 Cell에 실

리지 못하고 Molecular Cell에 실리게 되었으며, Nature에 투고된  다른 논문은 심

사 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정해서 Science에 투고되었지만 다시 수정 요구를 받

으면서 게재가 지연되기도 했다. 다행스럽게 이 논문은 최종 으로 Cell에 게재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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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험을 하는 에 많은 아이디어들이 수정되고 심지어 폐기되는 경우

도 있기 때문에, 결국 요한 것은 처음에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과정만이 

아니라 이를 수정하고 입증하면서 의미 있는 과학  사실을 도출해내기까지

의 긴 과정이 된다. 의 과학 연구는 부분 동 연구의 형태로 이루어지

기 때문에 다양한 지식과 능력을 지닌 연구자들의 분업과 동이 체계 이고 

효율 으로 이루어질 때 더욱 가속화된다. 이를 해서는 구성원들의 특성과 

이에 맞는 분업 구조, 이를 활성화 하는 실험실 문화, 그리고 이 게 나온 결

과들을 효과 으로 통합할 수 있는 실험실 책임자의 리더십이 매우 요해진

다.

본 연구는 실험을 심으로 한 과학  실행의 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갖는 서로 다른 배경지식과 능력이 결합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microRNA 

유 체학 연구실에서 김빛내리 교수는 통찰력과 문성을 가지고 실험 과정

에 깊이 개입하고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찰하는 과정을 통해 상치 못

한 실험 결과나 변칙을 창의 으로 해석해 낼 수 있었다. 한 다양한 분야의 

배경지식과 각기 다른 문성을 지닌 연구원들과 테크니션, 사무원의 역할이 

나 어 분배되어 있었다. 이러한 분업의 효율성은 이를 뒷받침 하는 실험실 

문화에 의해 높아졌다. 수  높은 연구를 지향하는 실험실의 통 속에서 연

구원들의 몸에 체화된 강한 동기와 수평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 등이 

이 연구실의 특징 인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 게 수행된 연구들이 창의

인 논문으로 만들어지기 해서는 지식의 융합, 실험실 구성원들의 동 등이 

요구되는데, 이 과정에는 실험실 책임자의 리더십이 요한 역할을 했다. 김

빛내리 교수의 지  문성과 개인  성향, 사회  계 등은 논문의 구성 방

식을 결정하고 연구 성과가 연구자 네트워크에 확산되는 데 큰 향을 미쳤

다. 한, 교수의 실험실 운  방식은 공정성에 한 기 와 신뢰를 높임으로

써 실험실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이해 계를 조율하고 력하는 데 도움이 되

었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 정책 으로 유용한 결론이 유도될 수 있는 부분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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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연구 인력, 실험 기구 등 연구에 필요한 자원에 한 것들이다. 를 들

어, 박사를 받고 독립 인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한 유망한 은 연구자들을 

발굴해서 이들에게 지도교수 에서 수행하던 연구 주제가 아니라 완 히 새

롭고 요한 주제를 발굴하게 하면서 몇 년간 그 시험 인 연구(pilot study)

에 몰두하게 할 수 있는 연구 공간, 약간의 인력, 그리고 유동 인 연구비를 

수여하는 ‘펠로’(fellow) 제도를 만드는 것이 그  하나가 될 수 있다.41) 물론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게 새로운 연구 주제의 선택에는 험이 뒤따

른다. 지원 기 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신진 연구자들의 우열을 가르기가 쉽

지 않을뿐더러, 이들이 새로운 분야를 잡아 연구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 역시 

험이 따른다는 문제가 있다. 그 지만 결국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는 가장 

창의 인 연구는 논문의 편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분야를 열 수 있는 

주제를 선 하는 데에서 나온다. 이러한 을 고려한다면 신진학자들에게 지

원하는 체 연구비  일부를 이러한 ‘고 험 고이익’(high-risk high-return) 

성격의 연구를 감수하겠다는 야심이 있는 신진 연구자에게 할당해야 할 것이

다.

창의 인 연구를 해서 분야의 선 만큼이나, 투입된 자원이 효율 으로 

배분, 결합될 수 있게 하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 한 요하다. 이는 어느 한 

개인의 노력이나 특정한 제도에 의해 단기 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각각의 분야별 특성과  리더와 구성원의 상호 작용, 조직 외부의 환

경  요소들이 정 인 상승 작용을 이룰 때, 조직의 창의성이 극 화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찾아진 창의성의 구성 요소들은 비록 개성이 강한 하나의 

실험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추출한 것이지만, 다른 실험실에도 용이 가

능한 것들이다. 

이러한 을 고려해보면, 재 우리의 과학기술정책은 창의 인 연구를 고

무하는 것과는 반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많다. 한국의 과학기술지원정

41) 김빛내리 교수 인터뷰(2009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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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창의 인 성과를 낸 과학자들을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에 더 깊이 여

하게 하고, 여러 원회와 심사, 토론회 등에 더 자주 참여시킴으로써, 이들의 

창의성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을 꾀한다. 그런데 이는 창의 인 과학자들

을 연구 외의 다른 문제에 해서 더 고민하게 하고, 연구 외의 이유로 더 바

빠지게 만들기 십상이다. 창의 인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는 

더욱 창의 인 연구를 내놓는 것이며, 이러한 연구는 실험에서 한 발 떨어져

서 실험실을 ‘ 리’함으로써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 연구는 보여주

고 있다. 아무리 능력 있는 과학자라고 해도 연구 외의 다른 일에 쏟아야 하

는 심과 시간이 늘어나면 지식 생산 과정에 깊이 개입하고 몰두하는 시간

은 어질 수밖에 없다. 매우 독창 인 기여가 기치 않은 변칙의 해결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잘 ‘가공한’ 데이터를 랩미 에서 보

고 받는 식으로는 가장 창의 인 연구를 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수평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 연구원들의 몸에 체화된 강한 동기, 공

정한 ‘게임의 법칙’, 효율 인 역할 분담, 변칙에의 주목, 지식의 융합, 수  

높은 연구를 지향하는 실험실의 통, 실험실 책임자의 통찰력 등은 정책 으

로 창출되기 힘들다. 마치 새로운 문화의 나 습득처럼, 이러한 요인들은 

R&D 정책이나 평가 정책과 같은 과학기술정책에 의해서는 직 으로 유도

되기 힘든 것들이다. 그 지만 정책 으로 유도하기는 어려워도 사람들이 새

로운 문화를 배우고 체화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연구 주제에 해서 오랜 시간 공부하듯이, 창의 인 실험실 

환경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한 문화를 배우고 체화하려는 책임자와 연구원들

의 의식 인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러한 노력에 조 의 보탬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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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atory and Creativity
: The Role of the Leader and Laboratory Culture

Sungook Hong and Ha Won Chang

ABSTRACT
  Scientific creativity is defined as the production of novel scientific 
facts, methods, theories, explanations, and instruments, as well as the 
entire process by which these novel facts, theories, explanations and 
instruments are generated.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scientific 
creativity, but there were few studies on the scientific creativity of a 
research team collaborating in laboratory settings. This paper aims to find 
the elements that constitute the creativity of a laboratory through 
empirical participant observation and theoretical analysis of RNA Biology 
Lab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 a lab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creative laboratory in Korea. Creative accomplishments demand not 
just a sudden inspiration but also a complicated and continuous 
evolutionary process which requires a systematic division of labor and a 
corporation between researchers who have diverse knowledges and 
capabilities. Also, this paper shows that laboratory culture and leadership 
are an important factor for vitalizing the corporative structure of the 
laboratory.

Key Terms
Scientific Creativity, Group Creativity, Scientific Practice, Experiment, 
Laboratory Culture, Leadersh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