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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 사진, 그리고 감추어진 방법†

1)t성성 한 아*

  

그동안 시각 이미지 연구들은 풍부한 세부 사항을 담은 사진으로부터 특정한 과

학자의 주장을 담은 다이어그램까지 이어지는 시각적 연쇄(visual chain)에 주목

해왔다. 이 때 시각적 연쇄의 양 끝에 위치한 사진과 다이어그램은 서로 다른 종

류의, 다른 성격을 지닌 시각 이미지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 글에서 소개할 현미

경 사진은 제작 과정에서 불필요한 세부 사항이 제거되고, 특정한 정보를 담은 

다이어그램과 같은 성격을 띠게 된다. 사례로 다룬 현미경 사진은 풍부한 세부 

사항을 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 여겨지는 시각적 연쇄의 사진에 대입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현미경 사진이 사진으로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

은 무엇일까? 이 글은 국내의 한 실험실이 겪었던 현미경 사진의 변화를 추적한

다. 후발 그룹인 실험실이 경험한 현미경 사진 향상은 선도 그룹과의 직접 접촉

을 통해 전달받은 표본 제작법 때문이었다. 표본 제작법은 암묵지로서 논문에서 

상당 부분 감추어지며, 이 때문에 현미경 사진은 자신에게 특정한 의미를 부여했

던 탄생 배경으로부터 분리되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사례로 다룬 현

미경 사진이 다이어그램과 같은 성격을 지니며 동시에 사진으로서 객관성을 유지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표본 제작법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글은 표본 제작법에 

주목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강조되지 못했던 현미경 사진의 새로운 측면을 드러내

고 있다.   

【주제어】시각 이미지, 사진, 현미경 사진, 다이어그램, 표본 제작법, 암묵지,

시각적 연쇄

†이 글은 2010년 2학기 서울대학교에 개설되었던 <과학기술과 사회 주제 연구> 수
업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조언을 해주신 홍성욱 교수님과 유
익한 토론을 해준 동료들, 특별히 논의를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신 임종태 교
수님, 백영경 교수님, 전찬미 학형, 장하원 학형, 김연화 학형, 현재환 학형에게 감
사드린다.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이 글에 
사용된 사진은 논문에 사용되지 않은 원 데이터(raw data)임을 밝힌다. 사용을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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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과학자들은 과학 활동에서 사진, 그림(Drawing), 다이어그램, 지도, 그래프, 

표 등 다양한 종류의 시각 이미지들을 사용한다. 이러한 시각 이미지들은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만을 보기 좋게 담는 것을 넘어 과학 활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Rudwick, 1976; Lynch, 1985; Latour, 1986; 

Pang, 1997). 그 중에서도 기계적 생산의 전형이라 일컬어지는 사진은 그 어떤 

시각 이미지보다 관찰자의 주관적 해석을 배제한 채, 있는 그대로의 자연 

현상을 반영한 객관적 기록물이라 여겨졌다(Lynch, 1991: 213). 저명한 사회 

생물학자인 윌슨(E. B. Wilson)도 사진을 편견이 배제된, 대상의 완전한 재

현이라 보았다(Maienschein, 1991: 299). Myers(1988)는 사진이 객관적인 

사실의 기록이라 여겨지는 이유를 현실과 연결될 수 있는 풍부한 세부 사항

을 담고 있다는 특성에서 찾았다(Myers, 1988: 239). Lynch(1991) 역시 

사진이 연구자들이 주목한 특정 대상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

며, 과학 활동에서 이러한 사진의 특성이 다루어지는 방식에 주목했다. 그는 

현미경 사진이 연구자가 원하는 대상과 관련성이 낮은 과도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음에도 명확한 대상을 지시한다고 여겨질 수 있었던 이유가 다이어

그램의 사용 때문이라 주장했다. 다이어그램은 과학자가 원하는 특정한 정

보만을 담기 위해, 관련 없는 세부 사항을 지우는 과정을 포함한 일련의 작

업을 거쳐 생산된 시각 이미지를 의미하는데, Lynch는 과도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는 사진이 특정 대상을 지시하고 있는 다이어그램과 짝지어짐으로써 

그 의미가 명확해지는 것이라 보았다(Lynch, 1991).

사진과 다이어그램은 시각 이미지 연구에서 중요한 두 축을 차지해왔다. 

Abraham(2003)은 과학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각 이미지의 흐름인 “시

각적 연쇄(visual chain)”에 주목한 연구가 구체적인 시각 이미지로부터 추

상적인 시각 이미지로의 변화만을 가시화해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기서 

시각적 연쇄는 구체적 세부 사항을 나타내는 사진과 과학자의 주장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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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화되고 단순화된 다이어그램을 양 끝으로 한다. 이는 Myers의 분석에

서 잘 나타난다. Myers(1988)는 윌슨의 저서에 실린 시각 이미지들을 분석

하면서 사진, 그림, 다이어그램 등을 하나의 가로축에 배열했다. 가로축의 

왼쪽 끝에는 사진이, 반대편 끝에는 다이어그램이 배치되었다(Myers, 1988: 

238). Maienschein(1991)의 시각적 연쇄에서도 시작과 끝에는 각각 사진과 

다이어그램이 있었다. Maienschein은 윌슨이 이론에 대한 확신이 높아짐에 

따라 사진보다는 특정한 정보를 담은 다이어그램을 더 많이 사용했다고 주

장하며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반영한 사진에서 특정한 의미를 띠는 다이어

그램으로의 시각적 연쇄가 나타났음을 보였다. 과학 활동의 시각적 연쇄에 

주목하지 않았지만, Lynch(1991)도 사진과 다이어그램이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시각 이미지라는 구분을 바탕에 두고 논의를 시작했다. 이렇게 시각 

이미지 연구에서 사진과 다이어그램은 ‘다른 성격’을 지닌 ‘다른 종류’의 시

각 이미지로 여겨졌다.

이 글은 시각적 연쇄의 한쪽 끝을 차지한 사진, 그 중에서도 현미경 사진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논의는 국내의 한 실험실인 서울대학교 농업생명

과학대학 곰팡이독소학(Mycotoxicology)실험실이 겪은 현미경 사진의 변화를 

추적하며 전개될 것이다. 이후 논문은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현미경 사진 

제작법에 관한 지식이 누구에게서 어떻게 전달되었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지식의 성격은 어떠했으며, 그 지식이 가져온 연구 활동의 

변화는 무엇이었는지 서술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미경 사진 제작을 위한 

표본 제작법이 상당히 중요했음이 드러날 것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표본 제작법으로 생산한 사진들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사진들이 특정한 정보

를 담은 다이어그램과 같은 특성을 지님을 보일 것인데, 이러한 필자의 분

석은 구체적인 사진과 추상적인 다이어그램을 ‘다른 종류’의 시각 이미지로 

취급했던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될 수 있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절은 사례로 다룬 실험실이 현미경 사진 제작

법을 전달받아야 했던 상황 설명으로부터 시작한다. 이후 전달 받은 지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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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Collins의 "암묵지(tacit knowledge)" 개념(Collins, 1999; 2001)을 

통해 분석할 것이다. 3절에서는 새로운 제작법의 도입으로 향상된 현미경 

사진이 실험실에 가져온 변화를 다룰 것이다. 이에 주목하는 과정에서 현미

경 사진의 표본 제작 단계에 나타난 변화가 현미경 사진의 효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4절에서는 사례로 다룬 현미경 사진

의 ‘향상’이 의미하는 바를 고찰함으로써, 새로운 표본 제작법으로 생산된 

사진이 기존의 과학적 시각화에 대한 연구가 보였던 사진의 특성과 다르다

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더 나아가 표본 제작법이 논문에 명시적으로 기록

되지 않고 암묵지로 남아있는 현상이 사진의 이와 같은 특성과 관련이 있음

을 주장할 것이다.  

2. 새로운 표본 제작법의 도입

과학 활동의 최종 결과가 논문에 실린다는 사실은 명확하나, 과학자들은 

연구 과정에서 사용되었던 모든 지식을 논문에 명시적으로 기록하지 않는

다. 과학사회학자 Collins는 다른 과학자 그룹에서 성공적인 실험 결과를 재

현하는 과정이 논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를 달성한 그룹과의 직접 만남을 

통해서야 가능했던 사례를 탐구했다. Collins는 이렇게 성공적인 결과를 위

해 필요한 지식이지만 논문에는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던 지식을 “암묵

지(tacit knowledge)"라 지칭했다(Collins, 1999; 2001). 이 절에서 소개할 

사례의 두 과학자 그룹 역시 과학 활동을 위한 지식 전달이라는 상황에 놓

여있다. 유성생식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로의 전환 과정에서 후발 그룹은 

선도 그룹과 같은 훌륭한 현미경 사진을 생산하기 위해 선도 그룹의 과학자

를 초청해 필요한 지식을 전달받아야 했다. 후발 그룹의 현미경 사진에 향

상을 가져온 새로운 표본 제작법은 암묵지의 일종으로, 선도 그룹에서 후발 

그룹으로 ‘직접 접촉’을 통해 전달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선도 그룹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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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기록 방식과 연관된 것이었다. 이 절은 이들의 관계를 검토하고, 특히 이 

글의 주요 관심인 현미경 사진 촬영을 위한 표본 제작법의 암묵지로서의 성

격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1) 선도 그룹에서 후발 그룹으로

특정 과학 분야의 연구를 막 시작한 후발 그룹이 이미 많은 노하우를 선

취하고 있는 선도 그룹으로부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일은 과학 활동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후발 그룹은 이를 위해 학생들을 직접 선도 그룹의 

실험실로 보내거나 특별히 선도 그룹의 사람들을 초청하여 지식을 전달받기

도 한다. Collins(1999)는 일찍이 “TEA 레이저” 제작 사례에서 선도 그룹

과의 직접 만남을 통한 지식 전달이 후발 그룹의 성공적 레이저 제작에 중

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사례에서 후발 그룹은 제작에 성공한 실험실이 

출판한 논문만으로는 레이저를 제작할 수 없었다. 성공은 선도 그룹 실험실

을 방문하고 전화를 통한 접촉을 여러 번 시도한 끝에야 달성될 수 있었다

(Collins, 1999: 102). 이 사례는 후발 그룹의 성공에 선도 그룹과의 직접적 

접촉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 소개할 실험실도 선도 그룹의 과학자를 직접 초청해 새로운 분야의 

연구를 위한 지식을 배우고자했던 후발 그룹이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

대학에 위치한 곰팡이독소학실험실의 연구원들은 식물에 병을 일으키는 독

소를 생산하는 자낭균 Gibberella zeae(붉은 곰팡이, 이하 G. zeae1))를 주 대상

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G. zeae는 과 보리에 이삭마름병을 일으키는 식물병 

곰팡이다. 곰팡이독소학실험실은 주로 G. zeae의 독소학 분야에 관한 연구 

논문들을 출판해왔다.2) 이런 중에, 2003년 이후부터 실험실에서는 박사급 연

1) 학명 표기 방식은 곰팡이독소학실험실 연구원들의 논문 표기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 글의 학명 표기는 모두 이 방식을 따를 것이다.

2) 곰팡이독소학실험실은 독소학 분야에서 G. zeae 연구로 상당한 성과를 인정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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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분야로서 G. zeae의 유성생식 기작과 이에 관여하는 

생식 유전자 연구가 시작되었다.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을 발표하

기도 했지만,3) 유성생식 연구는 여전히 독소학 연구에 비해 체계적인 연구

가 이루어지지 못한 분야였다.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곰팡이독

소학실험실은 곰팡이 유성생식 연구를 선도하는 그룹의 도움이 필요했다. 

2009년 9월부터 11월 초까지 곰팡이독소학실험실에 머무른 선도 그룹의 

과학자는 스탠포드 대학 명예 교수인 남부리 라주(Namboori B. Raju) 박사

였다. 라주 박사가 속한 실험실은 곰팡이 유성생식 분야의 선도 그룹으로 

유성 생식 연구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올렸던 과학자 데이비드 퍼킨스

(David D. Perkins, 1919-2007)가 속했던 실험실이기도 하다.4) 이 실험실

은 G. zeae와 같은 자낭균류에 속하는 Neurospora crassa(붉은빵곰팡이, 

이하 N. crassa)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왔다. N. crassa는 곰팡이의 유

성 생식 기작을 밝히는 데 주 연구 대상이 되었던 모델 생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생물학적 성과를 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사용되었다.5) 라주 박사는 

퍼킨스와 함께 오랫동안 일 해온 동료로, 곰팡이독소학실험실의 주임 교수

가 유성생식 연구에 필요한 유성포자 현미경 사진을 완벽하게 찍는다는 평

판을 알고 있다가 직접 초청까지 하게 된 것이다.

2009년 라주 박사가 머무르는 동안 곰팡이독소학실험실의 연구원들은 곰

팡이의 자낭 다발(asci rosette)6)을 촬영한 현미경 사진이 획기적으로 향상되

있는 실험실이다. 중요한 논문으로 Kim et al.(2005), Lee et al.(2002) 등을 들 수 
있다.

3) Lee et al.(2003) 참조; 이 논문은 G. zeae의 독특한 생식 기작을 밝힌 최초의 논문
이다.

4) 라주 박사는 퍼킨스와 많은 연구들을 함께 진행했고, 그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
의 업적을 기리는 글(Raju, 2007)을 썼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다.

5) 퍼킨스와 라주 박사가 일했던 스탠포드 대학의 이 실험실은 N. crassa 를 대상으
로 연구를 진행하여 1유전자 1효소설을 탄생시킨 곳이다. 노벨상을 받은 비들
(George Wells Beadle, 1903-1989)과 테이텀(Edward Lawrie Tatum, 1909-1975)의 
연구가 진행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6) 포자 여덟 개를 담은 방망이처럼 생긴 주머니를 자낭이라고 한다. 자낭들이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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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험을 하게 된다.7) 사진의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지식은 바로 현

미경 관찰을 위한 표본 제작법이었다. 하지만 라주 박사의 표본 제작법은 

논문에 적힌 방법만으로는 전달되기 힘든 종류의 지식이었다. 라주 박사와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직접 현미경 사진 제작법을 배운 연구원A8)는 라주 

박사가 훌륭한 현미경 사진을 찍는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논문에는 그 방

법이 한 두 문장 정도로 간단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를 따라하

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말한다.9)

라주 박사가 참여한 논문에 기록된 현미경 사진의 표본 제작법을 살펴보면, 

논문만으로 라주 박사의 표본 제작 방식을 모방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는 

연구원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

발달 중인(고정되지 않고, 염색하지 않은) 자낭각은 10% 글리세롤 방울을 

떨어뜨린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서 수정 후 3일에서 10일 사이에 12-24시간 

간격을 두고 해부되었으며, 커버 글라스 아래에서 살짝 납작하게 만든 뒤, 

녹인 치과용 왁스로 봉했다(Freitag et al., 2004). 

위 설명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자낭각을 ‘해부’하는 단계이다. 해부를 한 

뒤에야 나머지 단계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 설명은 자낭각이 

서 그림 5 같은 자낭 다발(asci rosette)을 형성한다. 원래 자낭 다발은 검은색의 
동그란 자낭각 안에 들어있다. G. zeae의 유성생식 기작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연
구하는 데 있어 자낭의 형태를 관찰하는 일은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일 중 하나다. 

7) 라주 박사는 현미경 사진의 해석, 현미경 기계를 다루는 법 등의 노하우를 전달
하고, 이후 G. zeae에 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주었
다. 하지만 이는 이 글의 주된 관심을 벗어나므로 다루지 않는다.

8) 연구원A 서면 인터뷰(2011. 8. 25); 연구원A는 라주 박사 방문 시 그에게 새로
운 표본 제작법을 직접 배운 바 있다. 이 글의 인터뷰는 모두 연구원 A와 이루어
졌는데 이는 라주 박사 방문 시 공동 연구에 참여했던 이가 연구원A였고, 이 과
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라주 박사와 함께 보내며 그의 표본 제작법을 배웠던 이
도 연구원A였기 때문이다. 3절의 사례들도 모두 연구원A가 직접 관여했던 연구들
이다.

9) 연구원A 서면 인터뷰(201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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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되었다는 것 이상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공하지 않는다. 어떤 도구를 사

용하여 어떻게 약 200-300㎛ 정도의 작은 자낭각을 해부할 수 있는지에 대

해 위 설명이 제공하는 정보는 없다.10) 생략된 정보는 라주 박사와의 직접 만

남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었다. 

모든 과정이 논문에 명시적으로 실리지 않았다는 점은 라주 박사의 표본 

제작법을 암묵지로서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Collins는 명시

되지 않은, 혹은 될 수 없는 지식을 암묵지라 칭하고 이를 통해 과학 지식의 

성격을 이해하고자했다(Collins, 1999; 2001; 2009). 후발 그룹이 가장 손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인 논문에 모든 과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서 라주 박사의 표본 제작법은 일종의 암묵지라 볼 수 있다. 다음 소절에서

는 기존 표본 제작법과 새로운 표본 제작법을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 이 과

정에서 라주 박사의 논문에서 생략되었던 표본 제작법의 세부 사항들이 드

러날 것이다.

2) 새로운 표본 제작법

지식전달의 문제와 암묵지가 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한 Collins 

(2009)는 명시화 가능 정도에 따라 암묵지를 세 종류로 나누었다. 가장 명시

하기 쉬운 “관계적 암묵지(relational tacit knowledge),” 명시 가능성이 중간 

정도에 속하는 “신체적 암묵지(somatic tacit knowledge),” 가장 명시하기 어

려운 “집합적 암묵지(collective tacit knowledge)”가 그것이다. 라주 박사의 

표본 제작법은 이 세 종류의 암묵지 중에서 가장 전달이 쉬운 편인 관계적 

암묵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11) 관계적 암묵지는 지식을 지닌 사람과의 

10) G. zeae의 자낭각 크기는 약 200-300㎛이다. 200㎛는 사람이 맨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의 최소 크기다(Albert et al., 2004: 10). 그 안에 들어있는 자낭 포자는 
더 작기 때문에 현미경을 통해서만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11) 관계적 암묵지는 지식이 만들어진 성격, 혹은 지식이 위치한 장소 때문에 암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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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접촉으로 명시가 가능하다. 장기간의 노력을 통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적 암묵지는 ‘명시될 수 없는’ 지식이기보다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지식인 것이다. 라주 박사의 표본 제작법도 일정 기간의 접촉을 

통해 충분히 전달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관계적 암묵지라 부를 수 있다. 이 

절은 기존 표본 제작법과 새로운 표본 제작법을 세세하게 살펴보는 과정에

서 관계적 암묵지인 라주 박사의 표본 제작법을 조명하고자 한다.

현미경 관찰은 연구 대상을 직접 제물대 위에 올려놓는 것만으로는 불가

능하다. 연구자는 연구 대상을 관찰할 수 있도록 먼저 슬라이드 글라스를 

제작해야 한다. 라주 박사의 새로운 표본 제작법은 G. zeae의 자낭 다발을 

관찰하기 위한 슬라이드 글라스 제작 과정에 필요한 지식이다. 새로운 표본 

제작법 도입 전, 곰팡이독소학실험실 연구원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슬라이드 

글라스를 제작해왔다. 하지만 새로운 표본 제작법을 도입하기 전 슬라이드 

글라스 제작 과정은 도입 후의 제작 과정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둘은 걸

리는 시간부터 달랐는데, 새로운 표본 제작법이 약 17분이 걸리는 작업이라

면 이전 슬라이드 글라스 제작 과정은 약 2분 내외의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었던 것이다.12) 그림 1은 새로운 방법 도입 전 슬라이드 글라스 제작

의 한 순간을 담고 있다. 그림 1의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페트리디쉬는 곰

팡이 균주를 기르는 배지를 거꾸로 놓은 것이다. 먼저 실험자는 배지에서 

검은 색의 동그란 자낭각 몇 개를 이쑤시개를 사용해 채취한다. 미리 물을 

몇 방울 떨어뜨려 놓은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채취한 자낭각을 올려놓고 슬

라이드 글라스보다 작고 얇은 커버 글라스로 표본을 덮는다. 그림 1은 커버 

적으로 존재할 뿐, 충분히 명시가 가능한 ‘약한’ 암묵지를 지칭한다. 신체적 암묵
지는 자전거 타기와 같이 신체적 숙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암묵지다. 마지막
으로 집합적 암묵지는 개인이 사회화 과정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지식으로, 

특정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매너, 행동 규범, 상황 대처 방법 등을 포함한다. 

콜린스는 집합적 암묵지를 가장 명시하기 어려운 ‘강한’ 암묵지라 지칭했다
(Collins, 2009). 이 글은 라주 박사의 표본 제작법을 설명하기 위한 자원으로 관
계적 암묵지에만 관심을 둔다.

12) 정확한 비교를 위해 각각의 과정에 대한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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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스를 덮은 뒤, 볼펜을 이용하여 그 위를 가볍게 두드리는 장면이다. 이 

과정은 단단한 자낭각을 터트려 포자가 차출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투명 

매니큐어를 사용해 커버 글라스 주변을 봉한 후, 완성한 슬라이드 글라스

를 현미경을 이용해 촬영하면 그림 3, 4와 같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 

<그림 1> 새로운 표본 제작법 적용 전, 

슬라이드 글라스 제작

<그림 2> 새로운 표본 제작법 적용 후, 

슬라이드 글라스 제작 

변화 전 슬라이드 글라스 제작 과정은 채취한 자낭각을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올려놓고 커버 글라스를 덮어 누르는 방식이 중심을 이룬다. 그 결과

로 얻은 현미경 사진에서 자낭 다발의 배치는 커버 글라스를 덮는 동안, 혹

은 볼펜으로 두드리는 동안 자낭각에서 자낭 다발이 터져 나오는 우연적 상

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림 3과 그림 4에는 그 우연적 배치가 잘 나타

난다. 그림 3에서 자낭 다발은 중심에 위치하지 않으며 자낭 각각에 초점이 

맞지 않아 전체적으로 흐릿하게 보인다. 또한 뭔가에 뜯긴 듯이 손상되어 

보이고, 배경은 초점이 맞지 않은 다른 물질들로 어지럽혀져 있다. 검은색 

자낭각에서 막 터져 나오는 자낭 다발의 모습을 담은 그림 4는 이러한 우연

적 상황을 포착한 것이다. 터져 나온 자낭 다발은 슬라이드 글라스와 커버 

글라스 사이에 가지런하게 배치되지 못하고 초점이 맞지 않는 흐릿한 사진

을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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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새로운 표본 제작법 도입 전, 

현미경 사진 1

<그림 4> 새로운 표본 제작법 도입 전, 

현미경 사진 2

기존 표본 제작법이 그림 3과 4처럼 자낭 모두에 초점이 맞지 않은 흐릿

한 사진을 생산한 것은 생산 과정에서 현미경의 심도(depth of field: 대상의 

초점이 맞는 앞뒤 간격)를 고려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미

경의 심도는 고배율일수록 더욱 얕아지는데, 이 때문에 고배율 현미경 관찰

일수록 표본을 최대한 ‘얇게’ 펴서, 같은 평면 위에 배치해야 한다.13) 자낭 

다발의 크기는 매우 작으므로, 관찰은 고배율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하지만 자낭각을 눌러 포자를 차출함으로써 슬라이드 글라스를 완

성하는 제작 방식에서는 표본을 얇게 펼 수 없고, 결국 모든 자낭에 초점이 

맞는 뚜렷한 사진을 얻기 힘들다. 

반면, 새로운 표본 제작법이 도입된 뒤에 촬영된 그림 5는 자낭 다발이 

손상되지 않은 채 사진의 중심에 위치되어 있으며 빽빽하게 배치되어있는 

각각의 자낭에 초점이 모두 맞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의 자낭 다발 사진은 

자낭 안에 생식 포자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선

명하다. 이는 그림 5의 자낭 다발이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얇고 평평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의 배경도 그림 3이나 4와 달리 깔끔

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 4와 구별되는 그림 5의 선명

13) 연구원A 인터뷰(201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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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아래에서 설명할 라주 박사의 새로운 표본 제작법을 적용한 결과다.

<그림 5> 새로운 표본 제작법 도입 후, 

현미경 사진 

그림 2는 새로운 표본 제작법을 시행하고 있는 한 순간을 포착한 것이다. 

실험자는 이쑤시개를 사용해 맨눈으로 자낭각을 채취하던 이전과 달리 광학 

현미경을 사용해 배지 위의 균주를 살펴보면서 ‘성숙한’ 자낭각을 ‘선별’한

다. 이후 긴 시간이 걸리는 해부 과정에 대비하여 쉽게 마르는 물 대신 점

도가 높은 글리세롤을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떨어뜨리고, 그 위에 채취한 

자낭각을 올려놓는다. 이제 실험자는 올려놓은 자낭각을 광학 현미경으로 

바라보면서 뾰족한 해부 도구로 해부를 실시한다. 해부 과정에서 실험자는 

자낭 다발을 슬라이드 글라스 표면 위에 최대한 ‘얇게’ 펴서 꽃모양으로 배

치하기 위해 손을 정교하게 움직인다. 글리세롤 물방울은 바늘 정도의 굵기

를 지닌 해부 침의 작은 움직임에도 크게 요동치는데, 이 때문에 초보자는 

때로 작업하던 자낭각을 시야에서 놓치기도 한다. 이 과정은 익숙해지기까

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 숙달을 요구하는 작업이다.14) 자낭각 

껍데기나 균사와 같이 관찰에 불필요한 물질들을 해부 도구로 제거하는 과

14) 연구원A 인터뷰(2010.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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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함께 진행된다. 이물질 처리가 완료되면 커버 글라스를 덮고 해부 도

구의 뒷부분으로 덮은 부분을 가볍게 두드려준다. 이후 실험자는 표본이 움

직이지 않도록 커버 글라스 주변을 봉한다. 봉은 매니큐어를 사용하던 

이전과 달리, 치과용 왁스를 사용한다. 불에 달군 치과용 왁스를 얇은 막대

기에 찍어 슬라이드 글라스와 커버 글라스 사이를 꼼꼼하게 봉한다. 

새로운 표본 제작법은 이전 방법에 비해 더 다양한 도구들이 사용되며 실

험자에게 일정 기간의 숙달을 요구하는 복잡한 작업이다. 또한 어떤 자낭각

을 선별하며 자낭 다발을 어떤 모양으로 펴야 하는지와 같은 여러 지식들을 

계속해서 적용해야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있다. 새로운 표본 제작법에서 

자낭 다발의 배치는 더 이상 우연에 기댄 것이 아니게 된다. 자낭각은 채취

되는 그 순간부터 관찰에 적합한 것으로 선택되며, 선택 후 해부된 자낭 다

발은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서 관찰하기 좋은 모습으로 배치된다. 새로운 표

본 제작 과정에서 관찰 대상은 훌륭한 현미경 사진 촬영을 위해 섬세하게 

“길들여진다(Lynch, 1985).” 

자낭다발을 길들이는 일련의 작업은 라주 박사의 실행을 직접 보고, 이를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을 직접 묻고 이를 해결하는 과

정을 통해 전달된 관계적 암묵지라 볼 수 있다. Collins는 관계적 암묵지를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새로운 표본 제작법의 경우 다섯 가

지 관계적 암묵지 중에서 지시적 지식(ostensive knowledge)과 가장 가까

운 면모를 보인다(Collins, 2001; 2009).15) 지시적 지식이란 특정한 대상, 

실행의 단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암묵지의 형태를 지니지만, 지식 전달자의 

15) Collins는 지시적 지식 외에도 엘리트 그룹 등에 의해 의도적으로 비 에 붙여
진 봉인된 지식(concealed knowledge), 조직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충분히 명시
화할 수 있으나 암묵지로 남아있는 지식(logistically demanding knowledge), 의
도하지 않았으나 A와 B가 알고자하는 것이 서로 맞지 않아 발생하는 암묵지
(mismatched saliences), 마지막으로 A와 B 모두에게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지 
않아 전달될 수 없는 인지되지 않은 지식(unrecognized knowledge)을 관계적 암
묵지의 종류로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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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시연과 지시로 비교적 쉽게 명시가 가능한 지식을 말한다(Collins, 

2009: 93). 곰팡이독소학실험실이 새로운 표본 제작법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었던 이유도 직접 방문으로 라주 박사가 새로운 표본 제작법 시연 및 

세부 과정 지시가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직접 만남으로 전달된 새로

운 표본 제작법은 후발 그룹인 곰팡이독소학실험실의 연구에 큰 영향을 미

친다. 

3. 도입, 그리고 변화

현미경 사진은 곰팡이 포자처럼 맨눈으로 볼 수 없는 대상을 연구할 때 

더욱 중요해진다. 연구자는 현미경 사진 덕분에 촬영된 대상을 맨눈으로 관

찰할 수 있으며, 현미경 관찰이 끝난 뒤에도 대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된다(Daston & Galison, 2007: 178). 이 때 현미경 사진의 질은 관찰

의 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현미경 사진의 향상은 곧 관찰의 향상을 의미한

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표본 제작법이 달성한 현미경 사진의 향상도 자낭 

다발 관찰의 향상으로 이어졌다. 현미경 사진의 향상으로 연구자들은 자신

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증거로서 현미경 사진을 활용할 수 있었으

며, 더 나아가 G. zeae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 절은 새로운 표본 제작법으로 생산된 현미경 사진이 가져온 변화를 구

체적 사례로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 소절에서 현미경 사진은 연구자 스스

로의 가설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로서 사용된다. 다음 소절에서 현미경 사

진은 이미 종결된 연구 결과를 수정하고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현미경 사진의 향상은 단순히 보기 좋은 결과를 논

문에 실을 수 있다는 것 이상으로 전체 연구 과정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

온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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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력한 설득의 도구, 현미경 사진

라주 박사가 머무는 동안 진행된 연구 중 하나는 G. zeae의 유성 생식에 

관여하는 ROA라는 이름의 유전자 연구였다. 그 연구 결과는 이후 정식 논

문으로 출간되었다.16) ROA(ROund Ascospore)는 삭제되었을 때 그림 7처

럼 둥근 모양의 돌연변이 포자를 형성하는 특징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맨 앞

에 ‘둥근(Round)’ 이라는 수식어구를 따서 이름 붙여진 유전자로, 그 이름은 

이미 라주 박사가 오기 전에 붙여진 것이다. 본 소절에서는 향상된 현미경 

사진이 연구자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가설을 사실로 바꾸고, 이 과

정에서 연구자가 스스로를 비롯하여 실험실 공동체를 설득할 수 있었던 사

례를 소개할 것이다. 질적으로 향상된 현미경 사진은 추측에 머물던 가설을 

과학적 근거를 갖춘 확실한 주장으로 만드는 힘을 지닌 것이었다.

출간된 논문은 ROA의 기능에 관한 것으로, ROA가 G. zeae의 포자 모양과 

포자 분출에 관여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ROA가 삭제된 균주에서는 포자 

형태에 이상이 관찰될 뿐 아니라 포자 분출량이 감소하고 분출 시 포자들이 

야생(정상)균주에 비해 더 멀리 날아가는 현상도 관찰된다.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근거17) 중 하나는 ROA가 삭제된 균주가 둥근 모양의 

포자를 생성한다는 것이다. 포자의 이러한 독특한 모양은 분출 시 공기저항

을 줄여 포자가 더 멀리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와 달리 정상 곰팡이에

서 관찰되는 긴 모양의 포자들은 공기저항을 많이 받아 멀리 분출되지 못한

다. 논문의 주요 근거 중 하나가 ROA가 삭제된 균주가 둥근 모양의 포자를 

생성한다는 점이었다는 사실은 현미경 사진 관찰을 통한 포자 모양 확인이 

16) Min et al.(2010).

17) 논문에서는 포자 분출 이상 현상에 대하여 포자의 모양 이외에도 비정상적인 삼
투압의 증가를 중요한 요인으로 들어 이를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래프, 

포자 분출 실험 사진 등 다른 형태의 시각적 이미지들도 사용되고 있다. Min et 

al.(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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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정에서 중요했음을 보여준다.

ROA가 이미 그 이름에 ‘둥근(Round)’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향상된 현미경 사진은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상

의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현미경 사진의 역

할은 단지 연구자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표현한 정도에 그친 것은 아니

었다. 그림 6과 7을 비교하면 이러한 점이 더 잘 드러난다. 가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은 ROA가 삭제된 균주가 얼마나 높은 ‘빈

도’로 둥근 포자를 생성하느냐를 결정하는 일이었다. 이는 현미경 사진의 질

적 향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확실한 근거를 대기 힘든 부분이었다. 둥근 

포자는 ROA가 삭제된 균주의 전체 자낭 다발에서 고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단 몇 개의 포자에서만 나타나는 이상 현상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 6과 7은 모두 ROA가 삭제된 균주를 찍은 것이다. 기존 표본 제작법을 

적용한 현미경 사진인 그림 6은 초점이 흐린 데다 관찰과는 무관한 세부 사

항들이 함께 어지럽게 뒤섞여 있기 때문에 자낭 다발만을 관찰하기 쉽지 않

고, 결국 둥근 모양의 포자가 전체 자낭 다발에서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 현

상인지 가늠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논문의 제 1저자인 연구원 A는 현미경의 

초점을 바꾸어가면서 포자의 둥근 모양이 높은 빈도로 나타남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변화 전의 관찰법으로는 연구자 스스로도 이 예상을 

‘확신’으로 연결하기 어려웠으며, 더 나아가 다른 연구원들의 확신을 이끌어

내기는 더욱 힘들었다.18)

예전에는 일부에만 초점이 맞으니까 [자낭 다발] 일부만을 볼 수 있었고 어

떤 균주들은 동그랗고 길쭉한 포자들이 ‘혼재’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동

그란 포자가 ‘자주’ 나타나는지 알 수 없었다.19) (‘’강조는 인용자)

18) 연구원A 인터뷰(2010. 11. 19).

19) 연구원A 인터뷰(201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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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새로운 표본 제작법 도입 전, 

유전자 ROA가 삭제된 돌연변이 균주

<그림 7> 새로운 표본 제작법 도입 후, 

유전자 ROA가 삭제된 돌연변이 균주 

그러나 새로운 표본 제작법을 적용한 현미경 사진은 ROA가 삭제된 균주

에서 동그란 포자가 높은 빈도로 생성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깨끗한 

배경 위에 자낭 다발만이 선명하게 드러난 그림 7은 동그란 포자의 빈도가 

높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확실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포자가 동그랗다는 것은 라주 박사님이 오시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라주 

박사님이 오시고 나서 새롭게 나온 것은 없다. [논문의] 스토리 라인은 다 

짜여 있었다. 거의 다 돼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라주 박사님이 오시기 

전에는 [현상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다. 근거 

자료를 정확히 남길 수가 없었다. 사진은 [자낭은] 다 겹쳐져 있었고 정확

히 얘는 어떻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었다. 예전에는 초점을 바꾸어가면서 봐

도 겹쳐져 있었기 때문에 거의 보기 힘들었다......아무리 내가 무언가를 안

다고 해도 내가 봤다고 말을 해도, 경험이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안 본거

나 마찬가지이다. 비과학과 과학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증거’ 아닌

가.20) (‘’강조는 인용자)

위 인터뷰에 참여한 연구원A는 이미 논문의 개요가 다 짜여 있었다고 말

20) 연구원A 인터뷰(201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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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만, 새로운 표본 제작법을 적용한 현미경 사진이 그 개요를 과학

적 주장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설사 개요가 

다 짜여 있었더라도, 선명한 현미경 사진이 동그란 포자의 빈도가 높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기 전까지 연구자의 주장은 가설에 불과했던 것이다. 연

구자는 새로운 표본 제작법으로 현미경 사진을 생산할 수 있게 된 이후에 

ROA가 삭제된 균주가 동그란 포자를 높은 빈도로 생성한다는 ‘증거’를 제

시할 수 있었다. 

Lynch(1991)는 과학 활동의 현미경 사진이 특정 연구 대상만을 담는 것

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세부 사항들을 함께 담기 때문에 사실상 사진 안에 

담긴 어떠한 형태든 지칭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사진이 특정한 

대상을 지칭한다고 여겨질 수 있었던 이유는 과도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는 

사진이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하는 다이어그램과 짝 지어지기 때문이었다. 

라주 박사의 표본 제작법을 적용한 현미경 사진은 다이어그램과 짝지어지지 

않았지만, 분명 ‘ROA가 삭제된 균주의 생식포자’라는 구체적인 대상만을 지

시한다고 여겨진다. 이는 라주 박사의 표본 제작법으로 불필요한 주변 세부 

사항을 미리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더 이상 길쭉한 포자와 동그란 포자가 

혼재되어 보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표본 제작법은 생식 포자 다발만이 

남도록 표본을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을 포함하며, 사진이 특정한 정보만을 

담도록 했던 것이다. 이 사례의 현미경 사진은 Lynch의 주장처럼 굳이 다

이어그램과 짝지어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특정 대상만을 지시한다. 새로운 

표본 제작법에서 자낭 다발은 최대한 실험자가 원하는 대상만을 나타내도록 

세심하게 길들여진다. 이렇게 길들여진 자낭 다발만이 연구자의 주장을 뒷

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4

절에서 더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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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발견의 가능성, 현미경 사진

향상된 현미경 사진은 가설을 확실한 과학적 주장으로 만드는 증거로 기

능할 뿐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일종의 실험 도구로 기능했다. 

Sargent(1996)는 신경과학에서 사용된 시각 이미지를 살피는 과정에서 몇 

종류의 시각 이미지와 함께 염색 처리를 거친 뇌의 해부 구조를 찍은 현미

경 사진을 분석했다. 과학자들은 염색의 결과가 잘못되어 뇌 구조가 예상과 

다르게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미경 

사진을 뇌의 실제 해부학적 특성 그 자체라 여겼다. 이 절에서 다룰 사례에

서도 연구자가 향상된 현미경 사진이 재현한 대상을 자낭 다발 그 자체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 소절에서는 향상된 현미경 사진이 이미 종결된 것

으로 여겨졌던 연구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이로부터 새로운 발견을 이끌어

냈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곰팡이독소학실험실의 연구자들은 ROA뿐 아니라, G. zeae가 지닌 다른 

유전자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RGS라는 이름의 

유전자는 세포의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RGS 단백질을 암호

화한다. 이미 RGS 유전자 7개의 기능과 역할이 실험실 연구원B의 2009년 

석사학위논문에서 연구된 바 있다(Cho, 2009). RGS 연구는 라주 박사의 방

문 이후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7개의 유전자 중에서 현미경 사진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던 것은 유전자 RgsB1과 RgsC의 기능이었다. 

두 유전자 모두 ROA처럼 G. zeae의 포자 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RgsB1과 RgsC가 삭제된 균주에서는 포자 분출량이 야생균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현상이 관찰되었음

에도 2009년 석사학위논문은 RgsB1과 RgsC가 삭제된 균주의 자낭각 형성

이 야생균주와 비교해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연구원B는 해

부를 실시하지 않은 채 자낭각을 찍은 사진만을 실어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

다(Cho, 2009: 25). 그가 자낭각 내부의 포자 모습에 주목하지 않았던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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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표본 제작법을 도입하기 전의 방법으로는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없

었기 때문이었다.21) 연구원B는 현미경 관찰을 눈으로만 수행했을 뿐, 근거

로 활용하기 힘든 현미경 사진은 촬영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RgsB1과 RgsC의 기능 연구는 연구원A가 라주 박사의 표본 제작법

을 적용하면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그림 8과 9는 RgsB1이 삭제된 

균주와 야생 균주의 7일차 사진이다. 새로운 방법을 도입한 현미경 관찰은 

RgsB1이 자낭의 ‘성숙’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는데, 이는 ROA 연구

에서도 중요했던 ‘빈도’가 주 척도가 되는 특성이다. 야생 균주의 자낭 다발

은 7일차에 약 80퍼센트의 자낭 성숙도를 보인다. 이 때 자낭포자 여덟 개

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것이 성숙한 자낭이며, 밋밋한 방망이 모양을 하

고 있는 것이 미성숙한 자낭이다. 그림 9는 성숙한 자낭들이 높은 비율로 

관찰되는 데 비해, 그림 8은 성숙한 자낭들의 비율이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림 8과 그림 9는 성숙한 자낭의 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다. 정상 균주와 돌연변이 균주의 비교는 자낭들이 겹쳐있거나, 자낭 모두에 

초점을 맞출 수 없었던 이전 현미경 사진에서는 시도할 수 없었던 것이다. 

비교는 라주 박사의 표본 제작법으로 자낭 각각에 초점이 맞은 선명한 사진

을 생산하고 나서야 가능해진 것이다. 

<그림 8> RgsB1이 삭제된 균주(7일차) <그림 9> 야생 균주(7일차) 

21) 연구원A 인터뷰(201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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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sC의 경우에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길고 날씬한 야생 균주의 

포자(그림 11)와 달리 RgsC가 삭제된 균주에서 꺾인 모양의 포자들이 관찰

된다. 포자의 모양 차이도 선명한 현미경 사진이 아니고서는 발견하기 어려

우며, RgsC의 경우에도 향상된 현미경 사진이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

다. 현미경 관찰을 통해 얻은 새로운 사실들은 RGS가 삭제된 균주가 야생 

균주에 비해 포자 분출량이 상당히 떨어지는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RgsB1과 RgsC에 관한 논문은 현재 초고가 완성된 상태이다.22) 향

상된 현미경 사진이 자낭 다발을 재현한 새로운 발견의 도구로 기능하면서, 

유의미한 연구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림 10> RgsC가 삭제된 균주 <그림 11> 야생 균주

라주 박사의 표본 제작법을 적용한 현미경 사진은 ROA 연구 사례와 마

찬가지로 RgsB1과 RgsC 연구 사례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새로운 표본 제

작법 도입 이전과 이후에 현미경 사진이 곰팡이독소학실험실의 과학 활동에

서 갖는 중요성은 분명 달라졌다. Latour(1986)는 과학 활동에서 사용되는 

기입(inscription)이 여러 가지 이점을 지닌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동

가능하며, 변하지 않고, 언제든 찾아보기 쉬우며, 복사 가능하고, 서로 다른 

22) 논문은 투고 준비 중에 있다. 아직 출판되지 않았지만 초고를 인용해둔다; Park 

et al.(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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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겹침으로써 재조합이 가능하다는 등의 기입이 지닌 여러 가지 장

점들을 짚었다.23) 본 사례에서 라주 박사의 표본 제작법은 RgsB1과 RgsC의 

생식 포자를 선명하게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정상 균주의 생식 포자와 돌

연변이 생식 포자 사이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 것이었다. 이 사례는 과학 

활동의 기입, 그 중에서도 현미경 사진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서 알맞은 표본 제작법을 거쳐야함을 보여준다. 이전 표본 제작법을 사용한 

현미경 사진은 새로운 발견의 도구로 사용되기 힘들었다. 하지만 새로운 표

본 제작법을 적용한 현미경 사진의 효과는 이전과는 다른 것이었다. 현미경 

사진은 새로운 표본 제작법을 적용함으로써 Latour가 지적한 여러 가지 장

점을 가진, 과학 활동의 기입으로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현미경 사진의 향상, 그리고 감추어진 방법 

선도 그룹으로부터 전달받은 새로운 지식은 후발 그룹의 현미경 사진을 

‘향상’시켰다. 향상된 현미경 사진은 기존 방식으로 생산된 현미경 사진보다 

자낭 다발을 더 ‘잘’ 재현한 것이라 여겨졌다. 곰팡이독소학실험실의 연구자

들은 논문에 이전과는 다른 선명한 현미경 사진을 싣기 시작했다. 새로운 

현미경 사진이 ‘향상’된 것이라 여겨지는 이 현상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이

전의 현미경 사진과 달리 새로운 현미경 사진은 연구자의 손이 더 많이 ‘개

입’한 결과라는 사실이다. 이 절에서는 라주 박사의 표본 제작법을 도입한 

현미경 사진이 자낭 다발을 더 ‘잘’ 재현한 것으로 여겨지는 현상을 분석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현미경 사진이 특정한 정보를 나타내는 다이어

그램과 같은 특성을 지님이 드러날 것이다. 이후 현미경 사진의 ‘향상’에 중

23) 이외에도 Latour(1986)는 기입이 텍스트의 부분이 될 수 있으며, 2차원이지만 
3차원의 대상과 연속성을 지닌다는 이점을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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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역할을 했던 표본 제작법이 결국 논문에서 생략되는 현상에 주목할 것

이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현미경 사진이 특정한 의미를 담은 다이어그램

과 같은 특성을 지니며, 동시에 객관적인 사진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추론할 것이다.  

새로운 표본 제작법을 도입한 현미경 사진이 이전의 방법을 적용한 현미경 

사진보다 ‘향상’되었다고 여겨지는 현상, 즉 새로운 현미경 사진이 대상을 

더 ‘잘’ 재현한 것이라 여겨지는 이 현상에는 흥미로운 점이 존재한다. 연구

자의 손이 더 많이 ‘개입’한 새로운 현미경 사진이 손이 덜 ‘개입’한 이전의 

현미경 사진보다 자낭 다발을 더 ‘잘’ 재현했다고 여겨진다는 점이 그것이

다. 사진은 기계적으로 생산되는 대표적인 시각 이미지로서 사실을 있는 그

대로 반영한다고 여겨진다. 많은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사진이 인간은 일일

이 기억할 수 없는 풍부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찾았다(Myers, 

1988; Lynch, 1991; Danston & Galison, 2007). 이를 고려할 때, 새로운 

표본 제작법으로 생산한 현미경 사진보다 이전의 표본 제작법으로 생산한 

현미경 사진이 기존 연구자들이 지적했던 사진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듯 보인다. 그림 3과 그림 4, 그림 6은 자낭 다발과 함께 뜯겨진 포자들, 

자낭각 껍데기 등 불필요한 세부 사항을 함께 담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방

법을 도입한 곰팡이독소학실험실에서는 세 사진 모두 자낭 다발을 더 ‘잘’ 

재현한 것이라 여겨지지 않았다. 

반면 새로운 현미경 사진은 연구자가 원하는 자낭 다발만을 담고 있다. 

새로운 표본 제작법은 이전의 제작법과 달리, 연구자가 원하는 자낭 다발을 

제외한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 새로운 현미경 사진

에서 자낭 다발은 최대한 얇고 평평하게 펼쳐지며, 이 과정에서 모든 자낭과 

그 안에 있는 포자들이 가시화된다. 이렇게 생산된 현미경 사진은 마치 다

이어그램처럼 특정한 정보를 담은 시각 이미지가 된다. Lynch는 다이어그램

의 두 가지 특성을 지적한 바 있다. 하나는 그 지시적 의미와 가치가 맥락 

의존적이기 때문에 어떤 텍스트와 연결되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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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다이어그램이 연속적인 작업 과정을 거쳐 처음

부터 연구자가 원하는 기능에 따라 준비된다는 점이었다(Lynch, 1991: 

209). 새로운 현미경 사진은 여전히 사진이기에 다이어그램처럼 다른 텍스

트와 연결된다고 해서 다른 실재를 지시하는 것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희박

하다. 하지만 새로운 현미경 사진이 거친 일련의 생산 과정과 G. zeae의 자

낭 다발이라는 특정한 대상만을 담게 된 그 결과는 Lynch가 지적한 다이어

그램의 두 번째 특성에 대입된다. 새로운 현미경 사진은 이 지점에서 시각

적 연쇄의 반대편에 위치한 다이어그램의 특성을 나타낸다. 결국 이 사례에

서 새로운 방법을 적용한 현미경 사진이 더 ‘향상’된 사진이라는 것은 그 현

미경 사진이 다이어그램처럼 연구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특정한 정

보를 더 ‘잘’ 담아낸 사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연구자의 손이 더 많이 ‘개입’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현미경 사진이 더 ‘잘’ 재현된 ‘사진’으로서 그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원

동력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다루기 위해서는 향상된 현미경 사진을 싣는 

논문 기록 방식을 살펴야 한다. 라주 박사의 표본 제작법이 라주 박사가 참

여한 논문에서 생략되었다는 사실은 2절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기록 

방식은 후발 그룹의 논문과 초고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ROA를 연구

한 논문에서도 새로운 표본 제작법은 상당 부분 생략되어 있다. 

 

20퍼센트의 글리세롤을 떨어뜨린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서 자낭각을 해부한

다. 그리고 자낭을 커버 글라스 밑에 납작하게 만든다(Min, et al., 2010: 

1497). 

이러한 경향은 RGS 유전자 연구 초고도 마찬가지였다. 새로운 표본 제작

법은 한 두 줄로 간단하게 실렸다. 표본 제작의 복잡한 과정은 라주 박사의 

논문에서처럼 후발 그룹의 논문에서도 상당 부분 감추어지는 것이다. 후발 

그룹은 실린 정보만으로는 새로운 표본 제작법을 직접 수행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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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표본제작법은 선도 그룹과 후발 그룹의 직접 접촉을 통해 전달되어야 

하는 암묵지로 남게 되는 것이다. 표본 제작법이 암묵지의 영역에 남아있다는 

점은 그 방법이 표준화되어야하거나, 폭넓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영역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현미경 사진은 논문에 실려 객관적인 증거로서 

지위를 승인받아야 한다. 논문 기록 방식은 표본 제작법과 현미경 사진이 

분리 된 채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서로 다른 영역을 잘 보여준다.

선도 그룹과 후발 그룹의 논문에 나타난 현미경 사진과 이를 생산한 표본 

제작법 사이의 분리는 Latour & Woolgar의 “분리와 역전(splitting and inversion)”

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분리와 역전은 어떤 명제가 수많은 변환 과정을 거쳐 

과학적 사실이 된 후, 그 명제를 사실로 만들었던 모든 과정이 잊혀지고

(분리), 그 명제가 지칭하는 대상이 애초부터 실재했으며, 오히려 과학적 사

실의 원인으로(역전) 여겨지는 현상을 말한다(Latour & Woolgar, 1986: 

176-177). 새로운 표본 제작법은 현미경 사진을 생산하지만, 일단 현미경 사

진이 생산되고 나면 잊혀지고(분리) 현미경 사진 속의 자낭 다발이 원래 그

런 모습으로 존재했던 것처럼(역전) 여겨지는 것이다. 결국 현미경 사진은 

표본 제작법과 분리되면서 사진으로서의 객관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즉, 표본 제작법이 논문에서 상당 부분 생략된다는 점은 현미

경 사진이 다이어그램처럼 연구자의 ‘개입’을 통해 생산되었음에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현미경 사진과 분리된 채 암묵지의 영역에 남은 표본 제작법은 마치 정제

된 다이어그램을 그려나가듯, 연구자가 연구 대상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얻

은 주장을 표현하기 위해 매번 새롭게 고안될 수 있다. 암묵지의 영역에서 

라주 박사는 자신의 노하우를 담은 표본 제작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

고, 좋은 현미경 사진을 생산한 그의 제작법이 후발 그룹에 전달되었다. 하

지만 후발 그룹의 논문에서도 표본 제작법은 감추어졌다. 이 때문에 현미경 

사진은 스스로를 탄생시킨 연구자 개인과 분리되어 마치 연구 대상을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그대로 사진에 옮겨 온 것처럼 여겨질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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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감추어진 방법은 결코 현미경 사진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표본 제

작법은 논문에서 현미경 사진과 분리되기 때문에 오히려 현미경 사진과 계

속해서 연결될 수 있다. 감추어진 방법은 특정한 의미를 지니면서도 객관성

을 유지하는 현미경 사진의 이중적 특성이 공존하는 데 지속적으로 관여하

고 있다. 

 

5. 나가며

선도 그룹의 암묵지는 후발 그룹의 과학 활동을 진전시키는 주요한 계기 

중 하나이다. 곰팡이 유성생식 분야의 선도 그룹의 암묵지인 새로운 표본 

제작법은 바로 이러한 계기가 된 지식이었다. 본 논문은 이를 전달 받은 후

발 그룹이 겪은 현미경 사진의 변화로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사례로 다룬 

후발 그룹은 선도 그룹과의 직접 만남으로부터 전달 받은 라주 박사의 표본 

제작법을 적용하여 비로소 과학 활동의 기입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는 현

미경 사진을 생산할 수 있었다. 향상된 현미경 사진은 과학적 가설을 확실

한 증거를 가진 것으로 만들고, 종결된 연구를 새로운 발견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다룬 사례의 의의는 단지 선도 그룹의 암묵지가 후발 

그룹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을 살피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사례로 다룬 실

험실이 생산한 현미경 사진은 암묵지를 적용한 수작업적(manual) 과정을 거

쳐 풍부한 세부 사항이 지워지고 난 후, 더 객관적이라 여겨졌다. 이는 과학 

활동의 사진이 기계적(mechanical)으로 생산되며, 풍부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라 보았던 논의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Myers, 

1988; Lynch, 1991; Danston & Galison, 2007). 이를 분석하기 위해 필

자는 후발 그룹이 전달 받은 표본 제작법이 논문에서 생략되는 현상에 주목

했다. 선도 그룹으로부터 전달 받은 표본 제작법의 역할은 3차원 공간인 실

험실에서 뿐 아니라, 2차원 공간인 논문에서도 중요한 것이었다.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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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수작업적인 과정을 거쳐 세심하게 준비된 현미경 사진은 논문에서 그 

수작업적 과정과 분리되기 때문에 사진으로서의 객관성을 지닐 수 있다. 암

묵지인 라주 박사의 표본 제작법은 후발 그룹의 현미경 사진이 상반되어 보

이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특성들을 모두 유지하도록 하는 원동력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현미경 사진 생산 과정 중 

표본 제작법의 도입과 적용, 그 결과와 결과의 기록을 조명했다. Lynch는 

과학 활동의 사진 생산에 디지털 작업이 도입되면서 시각 이미지의 수작업

적 생산과 기계적 생산의 구분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후기 기계적(post-mechanical) 생산이라 지칭했다(Lynch, 1991: 219). 후

기 기계적 생산의 시대에는 원 데이터보다 키보드 위의 손으로 불필요한 세

부 사항을 제거한 사진이 객관적이다. 곰팡이독소학실험실도 디지털 이미지 

작업이 가능한 고성능 현미경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구원들이 사용

한 현미경은 새로운 표본 제작법 적용 전과 후 모두에서 동일했다. 어디까

지나 곰팡이독소학실험실이 경험한 현미경 사진 향상의 가장 큰 원인은 표

본 제작법 변화에 있었던 것이다. 이 사례는 현미경 사진 생산 과정에서 디

지털 작업보다 연구자의 노하우가 담긴 표본 제작법에 주목하도록 한다. 

현미경 사진 생산의 표본 제작 과정에 주목하면, 과학 활동에 현미경 사진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한 때부터 현미경 사진 생산에 있어 수작업적 생산과 

기계적 생산의 구분은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Breidbach(2002)는 19세

기 현미경 사진 기술의 도입과 함께 연구자들이 표본을 처리하는 수작업적 

과정을 구축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들은 현미경 사진 촬영을 위해 현

미경 기계를 구입해야할 뿐 아니라 수작업적 기술(technique)들을 익혀야했

다. Breidbach는 당시 연구자들이 획득해야했던 기술이 현미경 사진 기술이 

도입되기 전, 현미경 관찰 결과를 손으로 그렸던 장인(artist)들에게 요구되

었던 능력(talent)과 비견될만한 것이라 표현했다(Breidbach, 2002: 239). 

흥미롭게도 Breidbach의 표현은 새로운 표본 제작법을 시연하면서 이를 ‘장

인의 손길’이 필요한 작업이라 일컬었던 연구원A의 표현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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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photographs and the Invisible Method of 
Specimen Preparation

Sung, Han ah 

ABSTRACT
Studies in scientific visualization have disclosed a visual chain among 

many scientific visualizations, which starts from the photographs that 
have many details to diagrams that enable scientists to make specific 
claims due to their abstract characters. Located at both ends of the 
visual chain, photographs and diagrams are regarded as being different 
kinds and having different characteristics. The photographs - or 
microphotographs to be precise - that this paper discusses, however, had 
been removed of unnecessary details and were prepared with carful 
attention to illustrative functions that diagrams usually perform. Following 
microphotographic changes in a Korean laboratory, this article shows that 
the knowledge of specimen preparation was transmitted from an 
American leading group to the Korean laboratory through a direct 
contact, and that with this, the technique of taking microphotographs of 
the laboratory was much improved. The specimen preparation method is, 
however, a tacit knowledge that is invisible in both group's paper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method of specimen preparation is the driving 
force that made the microphotographs act like carefully prepared 
diagrams and acquire objectivity. 

Key terms
Visual Image, Photographs, Microphotographs, Diagram, Specimen 
Preparation, Tacit Knowledge, Visual Cha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