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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대해 ] 

이 논문은 윌리엄 해밀턴의 두 번째(혹은 세 번째)의 중요한 논문으로, 조지 윌리엄즈의 

1957년 논문을 수학적으로 엄밀히 정식화했다.  윌리엄즈의 1957년 논문에서는 엄밀한 

수학적 취급이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을 실제 인간 개체군의 자료와 비교하여 설득력을 

보강한 것은 바로 이 논문이다. 

이 논문의 의미에 대해서는 윌리엄즈가 1997년에 쓴 ‘주둥치의 발광(The pony fish’s 

glow)’에서 이렇게 묘사한다.  “이 [피터 메다워의] 이론에 대한 고도의 수학적 계산식은 

해밀턴이 이 논문에서 개발하였다.  해밀턴은 선택의 효과가 생존률과 생식값의 곱에 

비례함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밝혔다.  또한 그는 어떤 집단에서든지 영원한 젊음은 

불안정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생식력만이 노화의 진화를 

회피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중요성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해밀턴은 뒤에 자신의 논문집 ‘Narrow roads of gene land’에서, 노화의 본질을 ‘Live now, 

pay later’라 간결하게 묘사했다.  정말 핵심을 잘 잡았다고 평하지 않을 수 없다. 

 
일러두기 ]  

1. 참고 문헌 표기는 원문에 괄호로 되어 있으나, 독자의 편의를 위해 각주로 바꾸었음 

2. 각주 중 ‘1’ 스타일은 漁夫가 첨가했으며, 저자 자신의 원주는 본문 내에 표시. 

3. 번역하면서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漁夫가 첨가한 것은 ‘[반대로]’ 같은 스타일로 표시 

4. 한글에서 이 색 부분은 원문의 이탤릭체 부분임 

5. 각주와 미주에 추가 설명들을 첨가했는데, 번역자는 이 설명이 맞다고 보장할 수 없다.  

혹시 잘못된 설명이 있는 경우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다. 

6. Pdf 전환 과정에서 수식 등이 일부 깨지는 수가 있다.  감안하시기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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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용어 번역 } 

 

허구성   artificiality 

특성    characteristic 

동시대 비교 (집단), 대조군 cohort 

근친도 계수   coefficient of relationship 

새각류   cladocera 

강장 동물   coelenterate 

군락    c0lony 

퇴화적   deleterious 

인구 통계학   demography 

기대값(평균)   expectation 

다산성   fecundity 

번식 잠재력   fertility 

적합도   fitness 

사망력   force of mortality 

분율    fraction 

세대    generation 

유전자형   genotype 

함의    implication 

포괄 적합도   inclusive fitness 

유아 사망률   infant mortality 

첨도(尖度)   kurtosis 

수유    lactation 

생명표   life-table 

맬더스   Malthus, Thomas Robert(1766~1834) 

폐경    menopause 

모형    model 

사망률   motality 

자연 선택   natural selection 

개시    onset 

유기체   organism 

매개 변수   parameter 

부모 양육   parental care 

단성 생식의   parthenogenetic 

개체군   population 

번식 후기   post-reproductive life-span 

[번식적] 계열   progeny 

(성적) 성숙   puberty 

친족 관계   relationship 

복사본   rep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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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    reproduction 

번식가   reproductive value 

일정    schedule 

[자연] 선택   selection 

노화    senescence 

왜도(歪度)   skewness 

계열    strain 

감수성   susceptibility 

생존가   survivorship 

특질    trait 

활력    v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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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선택에 의한 노화의 형성 
(The Moulding of Senescence by Natural Selection) 

 
윌리엄 D. 해밀턴(William D. Hamilton) 

임페리얼 칼리지 필드 스테이션, 실우드 파크, 서닝힐, 버크셔, 영국 

(Imperial College Field Station, Silwood Park, Sunning hill, Berks., England) 

 

1965년 10월 16일 접수 

 

특정 연령에 나타나는(age-specific) 작은 효과 몇이 사망률(mortality)에 영향을 줄 때, 적합도(fitness)에 

주는 결과를 수학적으로 공식화한다.  더 일찍 나타날 때, 이런 형태의 효과는 항상 더 크거나 최소 비슷한 

결과를 낳는다.  사망률이 일정한 모형에 대한 기준으로, 이 함의(implication)를 어떤 상상 가능한 

유기체(organism)도 피할 수 없음을 보인다.  즉 노화가 진화의 피할 수 없는 결과라는 이론의 기초를 세운다. 

이 단순한 이론은 특히 유아 사망률(infant mortality)이 높은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피셔(Fisher)의 

“번식가(reproductive value)”가 - 이 문제에서 잘못된 의견을 만드는 형태다 - 이 상황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을 보인다.  유아 사망률은 한 유아가 일찍 죽어서 가까운 친척의 탄생 또는 생존을 더 늘릴 법할 때 

진화할지 모른다.  비슷하게, 번식 후기(post-reproductive life-spans)는 늙은 동물이 더 젊은 친척에게 계속 

이익이라면 진화할 수 있다. 

이 모형은 높은 번식 잠재력(fertility)이, 결과적으로 생기는 추가적 사망률이 미성숙기에 제한되지 

않는다면, 빠른 노화 속도의 진화를 만드는 가장 큰 요소가 될 것임을 보인다.  번식 일정이 조정되는 결과에 

대한 몇 가지 더 일반적인 분석도 적는다. 

개체 수(populations)가 계속 변동하는 종에 대하여 모형을 적용[할 방법]을 간단히 논의한다.  그런 종들과 

별개로, 개체 수가 일반적으로 안정적이라 가정할 수 있다고 논하고, 이 경우 자손 수의 평균값에 대한 

결과라는 항으로 적합도(fitness)에 대한 결과를 측정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논의하는 모든 연령 함수(age-function)는 1906년경 타이완 인의 수명 표에서 유도한 그래프로 설명했고, 

계산 방법도 보였다. 

 

1. Introduction 
 
사람에서 네 가지 가상적 유전자들을 고려하자.  모두 여성에서 1 , 그리고 제한된 연령에서만 

다음 방식으로 발현된다고 가정하자: 각각 어떤 치명적 질환에 대해 완전하게 면역을 주는데, 단 

인생의 특정 연도에서만 작용한다.  이 중 하나는 한 살, 하나는 15세, 하나는 30세, 마지막 것은 

45세라면, 이 유전자들의 상대적 선택 이득(relative selective advantage)은 무엇인가? 

더 간단하게 보기 위해, 부모의 자식 양육(parental care)을 무시하며 폐경(menopause)이 항상 

45세 이전에 나타난다고 가정하면, 위 네 번째 유전자는 다른 세 개가 모두 어떤 이득을 주는 

반면에 의미가 없음이 당장 명백하다.  또한 세 번째 것은 둘째보다는 덜하다는 것이 꽤 

명백하다.2  그러나 얼마나?  둘째가 성숙(puberty) 연령에서 발현하기 때문에 이익이 최대일까?  

                                           
1 뒤를 보면 알겠지만, 다음 세대를 직접 만드는 개체가 여성이기 때문이다. 
2 45세에서는 폐경 이후니, 자식을 더 낳을 수 없다.  따라서 그 유전자가 후대로 전파되지 못한다.  그리

고 30세에서 45세가 되는 사이 개체들 중 일부가 죽기 때문에, 셋째는 둘째보다는 이득이 감소한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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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가 둘째보다 덜할까? 

진화의 노화 이론에서, 이런 종류의 질문이 갖는 중요성이 이따금씩 인식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 제시할 답의 대부분은 윌리엄즈(Williams; 1957)의 이론과 일치한다.  아마 명백하진 

않더라도 너무 간단해서, 더 일찍 인식되었다는 증거가 거의 없음을 알게 된 것이 놀랍다.  몇 

저자들은 마지막 두 질문에 대해 실제 긍정적으로 답했는데, 하나는 부정확하고 하나는 틀렸다. 

이 문제에 대해 윌리엄즈의 논의마저도 이전의 혼란스런 생각들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다.  

즉 그는 자신의 이론이 메다워(Medawar; 1952, 1955)의 시각과 부합한다고 간주했다.  그러나 

메다워는 1952년의 강의에서, 우리가 [현재] 맞다고 믿는 이론의 개략적 모형을 전개했지만, 

미성숙 시기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의견에 대해 일시적으로 

집착하기도 했다.  이는 피셔(Fisher; 1930, p.29)가 쓴 “아마도 인간의 사망률(death rate)이 

일반적으로 번식가 곡선(curve)의 역수를 그린다는 점에는… 중요성이 없지는 않고…”란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기 때문 같다.  이 논문의 그림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의 사망력(force of 

mortality; Fig. 2(a)) 곡선은 생식적으로 성숙할 때 또는 약간 전에 최소값을 보이는데, 반면 

번식가 곡선은(Fig. 3) 그 조금 뒤에 최대치에 달한다.  피셔는 우리에서 멀거나 약간 더 가까운 

반-인간(semi-human) 조상에 대해서 상당히 가능성 있듯이, 당시엔 결혼을 더 일찍 했을 것이며 

번식가[곡선]의 극대점이 더 빨랐으리라 논했다.  사실 이는 조상의 원시적 조건에서 두 전환점을 

성숙 연령에 가까이 접근시킨다는 점에서 꽤 그럴듯해 보인다.  따라서, 퇴화적(deleterious) 

효과들에 대해 그들을 늦추는 대신 이 연령의 선택이 더 일찍 일어나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같은, 개시 연령(age-of-onset)을 바꾸는 요소들에 대해 [이에 대한] 선택이 역전된다는 메다워의 

아이디어가 명백히 나왔다. 

우리는 피셔가 위 문장에서 주의를 끈 데 대한 대응이 사실 대체로 매우 당연하며(trivial) 

그들이 피셔가 암묵적으로, 메다워가 명시적으로 가정한 생각이 맥락 내에서 근거 없음을 명백히 

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인간의 성숙 전 사망률의 특이한(peculiar) 형태를 고려하면 그 가설이 

매력적임을 인정해야 하고, 우리는 생물-경제학적(bio-economic) 기반에서 그 논리와 비슷한 것이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이유를 보일 것이다(Section 9(B)).   

이 논문은 적합도에 한 유전자가 작용하는 연령이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평가하는 문제에 

대한 상당히 일반적인 접근법을 개략적으로 묘사한다.  적합도에 미치는 모든 효과를 사망률과 

번식 잠재력의 일정(schedule) 내에서 나타나는 성분들로 나눠 별개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 문제에는 개체 자신의 적합성에 대해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사망률에 미치는 가설적인 

효과란 항에서 논의를 전개할 것이며, 역시 이 측면에 대부분의 논의를 제한할 것이다.  다른 

하나인 번식 잠재력은 기초적인 관심 대상이나, [이 논문의] 거의 끝 부분에서야(section 9(c)) 

여기 미치는 효과가 - 최소한 수학적으로는 - 같은 [방식의] 수학적 접근으로 다루기 용이함을 

보일 것이다: 가장 단순한 결과(implication)들은 여기서는 오히려 명백한 반면, 더 구체적인 

결과들은 생물학적으로 의심스럽다는 것도 동시에 볼 것이다. 

 
2. 적합도와 사망률의 측정 
  
“겹치지 않는(non-overlapping)” 세대를 보이는 한 유기체에서, 다윈 적합도(Darwinian 

                                                                                                                                                
지 윌리엄즈(George Williams)의 유명한 1957년 논문('Pleiotropy, Natural Selection, and the Evolution of 
Senescence', Evolution, Dec. 1957, 11, 398~411; 번역 http://fischer.egloos.com/4574323)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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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ness)의 명백한 측정 잣대는 출생 때 센 자손의 평균값이다.  만약 그 유기체가 자손을 

돌본다면, 이 정의의 목적상 “출생”은 그 자손이 독립하는 연령에 일어난다고 봐야 한다.  부모 

양육의 다른 유형들이 동시에 개입하거나 자손들끼리 번식하는 바로 그 시기까지 계속 

양육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어려운 점이 생길 수 있지만, 그 개념이 본질적으로 직접적이다.  

[자손 수] 평균값의 로그(log)가 몇 목적에 대해 이점이 있는 적합도를 재는 동등한 척도이다. 

적합도 개념은 한 유기체가 반복하여 번식하면 그렇게 쉽게 정의할 수는 없다.  자손 수의 

평균값은 [개체 수가] 증가하는 개체군에서는 일찍 갖는 자손이 늦게 갖는 자손보다 더 중요하며 

감소하는 경우엔 거꾸로 되는데다 3 , 자연 선택 하에서 [그] 진전의 단위 구실을 할 세대 

시간(generation time)의 단일한 잣대가 없다는 반대에 봉착한다.  [개별 개체들 사이의] 적합도 

차(differentials)가 모두 작고 그 개체군이 거의 안정되어 있으면 이 반대는 거의 중요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맬더스 매개변수(Malthusian parameter)(Fisher; 1930)로 알려진 적합도 

척도(measure)가 평균값에 적절한 가중치(weighting)를 부여하여 일찍 및 늦게 낳는 자손의 

상대적 가치를 고려하는 이점이 있다. 가 연령 x까지 생존하는 출생 동시대 유형(cohort of the type)의 분율(fraction)이고 가 연령 

x에서 번식 잠재력이면, 아래 식의 한 개의 양수 근 m으로 맬더스 매개변수를 정의한다.4 

   
 = 1        (1) 

 
명백히 m은 적합도의 로그 척도고, 대응하는 승수 척도(multiplicative measure)는  = 이다.5 

이 “비중첩” 유기체의 “세대당(per generation)” 척도에 대응하는 척도를 만들려면, 세대 시간을 

T로 잡을 경우 로그와 승수 척도를 각각 mT와 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진화하는 개체군의 

모든 유형에 대해 유일하고 불변인 T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중첩 [상황]보다 현재의 경우는 이 

면에서 더 복잡하다.  최선은 어떤 편리한 시간 단위에 근거한 λ나 m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확한 멘델식 인구통계학적(Mendelian-demographic) 모형을 세울 목적으로는 아직 

미비한 점이 있겠지만, 이 연구의 제한된 목적을 위해서는 충분히 좋다. 

남은 예비 단계는 규정해야 하는 척도에 대해 사망률의 변화를 결정하는 것이다. 

연령별 사망과 인구조사 통계가 있으면, 생명표(life-table)를 보험 회계사의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다.6  첫 단계로 를 표로 만드는데, x번째 생일에 도달했지만 x+1번째 생일 전에 죽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생존율(proportion of survivors)은  = 1 − 이고 여기서 

  =  ∙  ∙  ∙ … ∙  .  (2) 
                                           
3 개체 수가 증가하는 개체군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자손 수를 늘려야 개체군 내에서 자신의 유전자 비율을 

유지할 수가 있으며(다른 유전자를 가진 다른 개체들이 늘어나니까), 감소 때는 반대가 된다. 
4 좀 더 자세한 설명은 http://www.oeaw.ac.at/vid/download/WP2005_10.pdf 를 참고.  “Lotka’s r”과 동일

함을 알 수 있다.  식 (1)은 보통 Euler-Lotka equation으로 불리는데, 유도는 
http://fischer.egloos.com/4848858을 참고.  이 링크에서 이산형(discrete form)을 보면, λ는 단위 시간마다 
전체 개체수가 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승수 척도’라고 부르는 것이다. 

5  원문에는  =  이지만,  =  이 맞다.  이래야 바로 앞에서 ‘m이 적합도의 로그 척도’라 말한 것이 
제대로 이해가 간다.   = log  아닌가.  원문 17페이지에도 dm/dλ=1/λ이라 되어 있다. 

6 인간의 중년 이후 사망률이 대략 10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것을 1825년에 처음 발견한 사람이 영국의 
보험 통계사 벤저민 곰퍼츠(Benjamin Gompertz)였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근래 연구는 2배가 되는 
시간을 대략 ‘8년’으로 보고 있다).  http://fischer.egloos.com/4288505 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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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표를 만들 때 가능한 다른 절차들도 물론 있지만, 이것이 원 자료를 사용할 때 선호되고 

이 논의에서 기준으로 삼는 데 가장 간편하기도 하다. 는 죽음에 저항하는 능력이 일정할 필요가 없는 기간 동안의 평균 사망률이다.  이제 죽음에 

대항하는 능력이란 개념의 반대를 대표하는, 순간 사망률(instantaneous death rate)을 극한을 

취하여 정의한다. 연령 x 이후의 연령 단위 시간에 적용되는  에서 주의를 옮겨, x에서 x+δx의 

구간 부분에 적용하도록 정의된  를 주목하자.  이를 이용하여 

   =    =  =  ∙    → 0⃗   −  ∙  =  (3) 
 
순간 사망률 는 보통 ‘사망력(force of mortality)’이라 부른다. 7  의 코로그(cologarithm), 즉 역수의 자연로그가 역시 이 극한과 관계가 있는데, 아래처럼; 8 

    =    =      → 0⃗   −  log    
 = −  ∙  =     (4) 

 
통상의 생명표에서 를 평가하기 위해 9 

 colog  = log  − log   (5) 

 
가 보다 나은데, 특히 다음 식  =        (6) 

 
에서 명백한 약간의 편향이 없기 때문이다.10 

 
3. 짧은 사망률(mortality) 변화의 효과 
 
실제적으로 식 (1)에서 정의한 매개변수 m를 측정하기 위해 대응하는 아래 식을 쓴다; 11 

  
 = 1        (7) 

                                           
7 (3)에서 [∆/]는 특정 연령 x에서 lx에 대해 lx가 변하는 비율이다.  따라서 −1/ × [/ ]로 쓰면, 연

령 변화에 대해 l이 감소하는 비율의 기울기가 된다.  따라서 ‘사망력(죽음의 힘)’이라고 부를 수 있다. 
8 https://en.wikipedia.org/wiki/Cologarithm.  원문에선 이 부분을 ‘부호가 바뀐 자연로그’로 적었다. 
9 조금 상술하면  = /, 즉 log  = log  − log  
10 식 (6)의 형태는 당연히 ‘원래 그래야 하는 것보다’ x+1 쪽으로 좀 편향이 있다. 
11 앞 페이지에서 적었듯이  = , 즉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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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는 한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연령  − 에서  + 까지 같은 성(same-sex)을 낳는 평균 수다. 

lx와 Fx가 정확하다고 생각하면, 각 연령 구간 (  −  ,  +  ) 에서 출생이 실제적으로 생일에 

집중되어 있다면 식 (7)이 정확히 단성 생식(parthenogenetic) 유기체의 맬더스 매개변수를 준다. 

이는 새끼 낳는 것이 엄격히 계절에 따라 규정된다면 거의 일어날 것이지만, 다른 경우에도 연령 

구간이 너무 길지 않은 한 부정확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의 생명 일정(life-

schedules)에서는 번식이 거의 계절적이 아니므로, [여기서] 문제되는 것과 별개로, 우리는 데이터, 

한 성이 번식한다는 제한과 다른 인위성들이 있는 것만큼 꽤 정확한 결과를 주는 연령 구간으로 

5년을 잡는 것을 정당화할 것이다.  

우리는 위 방정식에서 λ를 colog pa에 대해 미분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a는 그 효과가 

일어난다고 가정하는 연령이다. 12   식 (4)와 (5)에서 이는 식 (1)을  δx에 대해 미분하는 것과 

명백히 대응하며, 값으로는 이 미분은 연령 x에서 x+1 사이에 사망력이 일정하게 바뀌는 효과에 

대응할 것이다.  명백하게도, 유한한 순간 효과가  에 주는 영향은 m에 영향이 있을 수 없고, 

연속[함수] 취급에서 아주 부분적인 효과 때문에   = 를 상수로 놓은 채 의 효과를 찾고 

다음에  → 0으로 놓아서 적합도의 미소한 변화에만 도달할 수 있을 뿐이다. 전체적으로 여기서 

이산(discrete) 취급 항으로 논의하는 편이 더 쉽다; [생명] 일정의 잠재적으로 사용 가능한 

형태에서 벗어나는 것일 뿐 아니라, [논의를] 진행하기 더 쉬워야 한다.  따라서 이 방식에 

집중하고, 논의를 진행해 가면서 대응하는 더 이상적인 연속 형태를 적어 놓기만 하겠다. 

우리는 지금 식 (7)에서 나타낸 합의 각 항을  에 대해 미분하여 진행한다.  전체에서,  는  < 에 대한 항에서 한 요소일 뿐이라고 언급하면 다음이 된다 13 ; 

 −   ()
 + 1  

 = 0 

   
따라서  = 1 ∑ 1 ∑   

  =  과 
   =  이므로 14, 위에 넣어 

 

                                           
12 여러 번 강조했듯이 는 일정 이산 시간 단위의 개체 수 증가율이고, 식 (5)에서 보듯이 colog pa는 

라 볼 수 있다(또는 colog pa=-[log lx+1 - log lx]/[(x+1)-x] = Δμx ).  이 값은 이산형을 선택할 때 ‘a에서 사망

력’이라 할 수 있다.  λ는 개체군 전체 평균적인 ‘일정 시간마다 번식률(혹은 ‘적합도’)’이기 때문에, λ를 
colog pa 에 대해 미분한다는 것은 a가 변함에 따라 사망력이 변화하는데 그에 따른 적합도의 변화량, 측 
‘적합도 변화/a 변화에 의한 사망력 변화’인 기울기(slope)가 된다.  따라서, 어떤 유전자가 특정 연령 a에

서부터 효과를 나타낼 경우 이에 따라 적합도 λ가 얼마나 변하는지 보겠다는 의미다. 
13 유도는 다음처럼 된다.  d/dpa= d/dλ×dλ/dpa(chain rule).  ∑  에서 λ와 lx는 pa의 함수다.  즉 
  /[∑  ] = / ∑  ()  + ∑   ()  이고, 식 (2)에서  =  … ∙  ∙ … ∙  

이므로(물론 x-1≥a), dlx/dpa=lx/pa 이다.  위와 비교해 보라. 
14  = 에서 dm/dλ = 1/λ.  dx/x=d log x 이므로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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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 ∑ ∑                 (8) 

 
이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미분이다.  이에 대응하는 연속 형태 공식은 15 

 ∆ = − ∫ ∫                 (9) 

 
위 식에서 분자와 분모의 표현을 얻기 위해, 맬더스 매개변수를 얻으려 식 (7)을 푸는 표준 

반복 계산(iteration)(e.g. Coale, 1957)을 할 수 있다.  분자에서 a의 일련의(successive) 값들에 

대한 맬더스 매개변수의 값은,  를 놓은 맨 밑에서부터 해당 열의 값들을 합하여 얻을 수 

있다; λ값을 제대로 찾았다면 전체를 다 합하면 1이 될 것이다. 16  실제 절차를 표 1에서 7,8열에 

설명했다.  분모의 [이산]식 표현은 인구 통계 수학에서 익숙하며 W로 쓰고, 식 (9)에 나타난 

이상적인 17  양은 W로 쓴다.  이는 세대의 길이를 측정한다고 간주할 수 있는 매개변수들 중 

하나며, 새끼를 낳을 때 그 안정된 개체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출생에 대하여 어머니의 연령을 

평균한 것이다.18 

 
4. 연장된(prolonged) 사망률 변화의 효과 
 
오히려 lx 는 연령 x 까지 개개의 연속적인 연도에서 살아남을 기회로 이뤄졌다고 간주할 수 

있으므로(식 (2)),  자체는 x 연도 동안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독립적 요인들을 피할 확률들이 

누적됐다고 볼 수 있다.  연도에 상관 없이 지속하는 그러한 요소들 중에서 두서 개가 

일정하거나 거의 일정하게 남아 있지만, 틀림없이 대부분은 노화와 병행하는 습관 및 생리학의 

본질적인 변화와 함께 바뀌는 경향이 있다. 19   그러한 실제적 변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구 

목적에 빛을 비춰 주기 위해, 우리는 x > a 에서 1 보다 약간 큰 일정한 요소를 모든 에 곱해 줄 

때 m 에 미치는 영향을 찾도록 진행하겠다.  이는 같은 연령 범위에서 log  에(음수일 필요가 

있다20) 상수를 더하고, 에서 상수를 빼는 것과 동등하다.21  다른 말로,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효과는 어떤 연령에서 이후 동안 어떤 종류의 일정하게 죽을 위험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제거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x ≤ a 에서 모든 lx 는 이 효과에 의해 바뀌지 않는다.   

x > a 에서 모든 lx 는 이제 요소 를 포함한다.  따라서 k 의 정의는 22 

                                           
15 ∆는 μx와 연결되는데, 이는 colog px에 비례이므로 minus가 들어가야 한다. 
16 당연히 Euler-Lotka 식에서 나왔다. 
17 원래 이론적으로는 연속형(continuous form)이 더 적합하다는 뜻. 
18 ∫  가 ‘평균’임을 독자들은 잘 알 것이다. 
19 예를 들어, 포식자에게 잡혀 먹을 확률은 나이에 따라 크게 증가할 것이다. 
20 px < 1이니 log px 는 음수다. 
21 log kpx = log px + log k, 그리고 -colog px∝μx이므로 ‘상수를 빼는’ 것이 된다. 
22 유도 과정은 아래와 같다.  lx= lx’×kx-a라고 놓자.  그러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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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 − )
  

 
미분 d log k를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d log (…∞) 으로 쓰면 비슷한 논리에 따라 식 

(8)에 대응하는 다음 식을 얻는다. 

  log (⋯) = ∑ ( − )∑                 (10) 

 
연속형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식이 아래 (11)이다. 

 (⋯) = − ∫ ( − ) ∫                 (11) 

 
분모 부분은 앞과 똑같이 W 와 W 다.  식 (10)의 분자 부분의 값은 표준적 계산으로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다; 표 1 의 8 열에 설명한 대로 단지 다음을 주는 앞 열을 맨 밑부터 누적하여 더하면 

된다.  
  

 
분모의 형태처럼, 분자 부분도 이제 모멘트(moment)의 형태지만 함수  의 아래 면적이 

1 인데 그 중 일부분만 사용하며 원점(x=0) 대신 절편(abscissa) a 의 부분적 면적에 대한 

모멘트라는 점이 다르다.  a 가 0 이면 미분의 수치는 1 이다.  따라서  

  ≅ −(⋯) 

 
이는 일생 동안 사망률을 0.01 만큼 줄이는 돌연변이는 선택적 이점을 대략 0.01 줄 것임을 

의미한다. 23   이 사실은 전혀 새롭지 않다; 맬더스 매개변수 또는 증가 속도를 출생과 사망의 

차이 항으로 넣은 안정 개체군 이론에서 똑같이 나타난다.  b 가 개체당 출생률이고 d 가 사망률 

이면, 연령적으로 안정된 분포를 보이는 개체군에서 자연 증가율은 

 

r = b – d             (Lotka, 1924, p.111) 

 

                                                                                                                                                
     

  = 0 +    
  =  ( − ) 

 = 1  ( − )
  

 
   원문 18페이지의 결과 식에서 λ의 지수에 (x-a)가 들어 있는데, 잘못이다.  그냥 곱이어야 한다. 
23 증가율 λ=1.01이란 얘기.  = 이므로,  =   = ln 1.01 ≅ 0.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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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물론, 증가율에 영향을 줘서 사망률을 바꾸면 b 와 d 에 영향을 미쳐서 안정 연령 

분포를 바꾼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이 설명들은 단지 근사적이다. 

[이 유전자의] 사망률 효과가 연령 b 에서 끝나면 

 (⋯) = − ∫ ( − ) + ( − ) ∫                 (12) 

 
이 식은 24  b→∞이면 식 (9)가 되고, b→a 이면 0 으로 수렴한다.  ∆(⋯) 를 ∆ 와 비슷하게 

정의하면, 다음의 관계식을 얻는다.25  (⋯) = 1 −  ∆(⋯) 

 
따라서 식 (12)가 맞다면 아래를 얻는다. 

 ∆(⋯) = − ∫ ( − ) ( − ) − ∫               (13) 

 
여기서 우변의 왼편 항은 b→a 이면 0 으로 수렴하므로, 전체는 식 (11)이 된다. 26 

 
5. 개시 연령(age-of-onset)을 수정하는 요소의 효과 

                                           
24 유도 과정은 아래와 같다.   =  …  …  … 며,  … 까지만 ‘개선 factor’로 k가 곱

해져 있다.  즉 x≤a에서는 k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a<x<b 에서는 kx-a 가 곱해지며, b≤x에서는 kb-a 만 곱

해 주면 된다.  따라서  = (는 위처럼 의 범위에 따라 달라짐). 
    ′

 =  ′
 +  ′

 +  ′
 = 1 

∴   ′
  =    ()′

  + 0 +   ′
  +   ′

  = 0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위 이산형(discrete form)의 형태를 볼 때, 원문의 식 (12)에서는 분자의 앞 항의 적분 상한이 무한대로 

돼 있는데 b가 맞으며, 전체에 minus 부호가 있어야 한다. 
25 다시 언급하면, (⋯)는 연령 a에서 b까지 일정 이익을 가정하고 얻었으며, ∆(⋯)는 a 이후 나타난다

는 일반적 가정으로 얻었다.  당연히 이 둘은 같지 않다.  유도해 보려면, 식 (12)에서  → 의 경우를 자

세히 관찰하면 된다.   =  +  로 놓고  → 0 을 검토하면 된다.  그러면 식 (12)는, 식 (9)를 참고해 
 (,) ≅ −   ∙  +  ∫  ≅ −  ∫   = − ( − ) ∫ = ( − ) ∆ .   ∴  (⋯) = 1 −   ∆(⋯) 
26 원문에는 우변 두 항 앞에 붙은 minus가 빠졌는데, 식 (11)이 되려면 당연히 minus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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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906 년경 타이완 거주 중국 여성의 사망률(mortality)과 번식 잠재력(fertility)의 연령 함수 
 

1 2 3 4 5 6 7 8 9 10 

연령 생존률 
(survivorship) 

번식 잠재력(fertility) 
지수 

증가에 
따른 비중 
(weights 
for exp. 
Growth) 

비중을 
고려한  

순 번식률 
(weighted 

net 
reprod.) 

  

안정 
연령 
분포 

(stable 
age 

distri.) 

기본 
번식가 
(basic 
reprod. 
Value) 총(gross) 순(net) 

x 
lx Fx lx Fx  g0(x) g1(x) g2(x)   /  

Barclay  보간  4 × 5  Σ 7↑   
 보간 Tuan 2 × 3   Σ 6↑  2 + 5 7 ÷ 9 

0 1.0000 
0.7300   1.00000 

0.95852  1.00000 
1.00000 

5.60479 1.00000 
0.69972 

1.00000 
1.42914 

1 0.6498 
0.6100   0.91876 

0.88065  1.00000 
4.60479 

0.54790 1.82515 
2 0.5945 

0.5810   0.84412 
0.80910  1.00000 

3.60479 
0.47029 2.12635 

3 0.5680 
0.5520 0.25600 

0.03246 
0.14122 

0.77554 
0.74337 

0.02518 
0.97482 

2.60479 
0.41008 2.37715 

4 0.5353 
0.5151 0.80235 

0.29987 
0.41325 

0.71253 
0.68298 

0.21366 
0.76116 

1.62997 
0.35177 2.16380 

5 0.4948 
0.4731 0.82955 

0.42876 
0.39246 

0.65465 
0.62749 

0.28068 
0.48048 

0.86881 
0.29687 1.61849 

6 0.4514 
0.4287 0.75690 

0.35621 
0.32452 

0.60146 
0.57651 

0.21426 
0.26623 

0.38833 
0.24718 1.07707 

7 0.4061 
0.3838 0.64001 

0.29088 
0.24564 

0.55260 
0.52968 

0.16074 
0.10549 

0.12210 
0.20329 0.51891 

8 0.3615 
0.3404 0.27713 

0.17568 
0.09433 

0.50770 
0.48664 

0.08919 
0.01630 

0.01661 
0.16565 0.09840 

9 0.3193 
0.2973 0.02500 

0.03428 
0.00743 

0.46646 
0.44711 

0.01599 
0.00031 

0.00031 
0.13293 0.00232 

10 0.2753 
0.2519  0.00073 

 
0.42856 
0.41078 

0.00031   0.10347  

11 0.2285 
0.2052   0.39374 

0.37741    0.07744  

12 0.1819 
0.1581   0.36176 

0.34675    0.05484  

13 0.1344 
0.1118   0.33237 

0.31858    0.03562  

14 0.0892 
0.0697   0.30536 

0.29270    0.02040  

15 0.0502 
0.0367   0.28056 

0.26892    0.00987  

16 0.0232 
0.0167   0.25776 

0.24707    0.00414  

17 0.0103 
0.0067   0.23682 

0.22700    0.00152  

18 0.0031 
   0.21758 

      

총계 
 

  1.61887  1.00000     
 3.58694 1.61885   5.60479    

 
이탤릭체는 기본 데이터(basic data) 또는 원래(a priori) 알려진 값이다.  연령은 5 년 단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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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적분을 통해 다음을 알 수 있다.27 

   
  

 =  ( − )
                (14) 

 
여기서 아래와 같은 표기를 선택하면 

 () =                                          (15) () =  ∞

                               (16) () =  ( − )∞

                (17) 

 
이 셋 사이의 관계는 28 () = −() = (()) 

 
식 (9)와 (11)에서 나타나는 연령 함수가 한 함수의 연속적 부정 적분이란 사실은, 우리가 

지시해 온 대로, 대응하는 이산 연령 함수를 얻을 수 있는 누적 방법에 암시되어 있다.  이 

함수들에 대한 대응하는 [이산] 표현은 29 

 () =                                          (18) () =  
/                               (19) 

() = ( − )
                     (20) 

                                           
27 부분 적분 공식은 ∫ ′ =  − ∫ ′이다. () =  , () = ∫ 로 놓도록 하자.  중적분 안의 

적분을 v로 놓고, 아래처럼 1을 u’로 놓으면 
   

  
 =  1 ∙ [(∞) − ()]

 = [(∞) − ()]| +   ()
  = −[(∞) − ()] +   ()

 = −   ()
 +   ()

 =  ( − )
  

 
  우변 첫 항에 무한대를 넣을 때 lim→ [(∞) − ()]는 0이 된다고 가정했다. 이는 에서 를 뺀 

두 항이 x가 충분히 크면 모두 0으로 수렴하고, 란 지수 항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타당하다.  그리

고 x를 충분히 크게 잡으면 를 무조건 0으로 잡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28 D는 미분 연산자다.  이를 유도하자. 바로 위 주를 감안하면 당연하긴 한데, () =  ( − )

 ,  () =   ( − )
 = −  

 = −().   
  같은 방식으로  () = −(). 
29 원문에는 g를 글씨체를 달리해 놓았는데, MS word의 수식에서 그렇게 되지 않아 여기서는 bold체로 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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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는 대응하는 ()의 값을 알려 줄 것이다.  식 (19)로 표시한 누적 값은 식 (20)의 
누적 값이 (0), (1)…을 주는 데 비해, 맨 위에서부터   , (1 )… 등의 열을 줄 것이다.  

표 1 에서 해 놓았듯이, 이는 표에서 숫자들을 반 행(half-row)만큼 위에 써 놓아 편리하게 보일 

수 있다. (0) = W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며, W 의 어림값을 준다.   

연령에 대한 미분 값으로서, ()와 ()는 우리가 논의해 온 두 종류의 사망률 변화의 작용 

연령(age of action)과 개시 연령(age of onset)의 변화가 각각 적합도에 주는 효과를 측정한다고 

명백히 간주할 수 있다.   

개시 연령을 개선하는 유전자가 나타나는 것은 그럴듯한 유전적 가설이다.  계속 자라고 

반복적으로 번식하는 동물들에서, 최소한 그 효과가 변경된다고 가정할 수 있는 유전자만큼은 

타당해 보일 것이다.  물론 사실, 말하자면 특정 면역의 개시 연령을 앞으로 당기는 유전자는 

논의하고 있는 제한된 기간에 대해 같은 면역을 직접 주는 유전자와 동일하다. 

작용 연령을 변화시키는 유전자가 나타나는 것은 좀 덜 그럴듯하다.  이는 부분적으로 그들이 

바꾼다고 가정하는 효과들을 구상화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와 번식 일정의 관계에서, 

[현재의] 논의 대상에 적절한 효과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번식 시기 내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들만이 이런 종류의 진화적 개선에 대한 적절한 주제일 것이다.30 

 
6. 번식값의 간접적 관계 

아래의 값들은  
  and  1  

   
 

각각 연령 0 과 a 에서 선택한 개체들에, 연령 a 이후에 나타나는 출산의 평균값이다.31 

아래 두 식의 값은  = () =  ∞

                   (21)  =   ∞

                               (22) 

 
특정한 방식으로 가중치를 준 것을 빼면, 그 값에 명백히 유사하다.  앞에서 말했듯이, 먼 미래의 

개체 수에 기여하는 정도라는 시점에서, 출산 시기가 이르거나 늦은 데 따라 변화하는 개체 

수에는 그 가치가 달라지므로 가중치를 두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  대략, 그 각각은 연령 0 과 

a 에서 기준이 되는 – [그 시점에] 출생이 일어나 개체수가 추가되는 - 개체군의 크기에 

상대적으로 반비례한다.  단, 이 말이 정확하게 맞으려면 개체군의 연령적 분포가 안정하고 

따라서 지수적으로 성장해야만 한다.32 

                                           
30 앞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보듯이 둘 사이에 별 차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개시 연령만 변경시킨다

고 가정해도 이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며, 수학적 취급은 쭉 이 방향으로 설명해 오고 
있다. 

31 당연히 l0=1.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출산 수는 lx와 fx를 곱해서 나온다. 
32 기본 가정이 Euler-Lotka 식임을 상기하자.  기반은 ‘시간에 대해 안정적인 개체군의 연령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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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결과들 모두는, 가중치가 있는 수식에서 그것을 빼 보았을 때 알 수 있듯이, 자손의 

평균치에 대한 사망률 변화의 효과에 대한 더 단순한 문장으로 마찬가지로 환원시킬 수 있다.  

그러나, 넓은 범위의 경우에서 이 가중치들을 실제 정당하게 무시할 수 있다 해도, 이 논문에서는 

일반성을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는 윌리엄즈(1957)가 ‘번식 확률(reproductive probability)’이라 말한 것을 더 정확하게 

측정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불행히도, 이 단순한 말을 더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간결한 

어구를 찾기란 불가능해 보이지만, ‘연령 a 이상의 평균 번식(expected reproduction beyond age 

a)’이 최소한 더 확실하다. 

이전 부분의 분석에서, 명백히 피셔의 번식가인 가 연령 a 에서 그 특별한 효과가 두드러지는 

유전자형(genotype)의 선택 속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는 않음은 틀림없다.  다양한 이유를 통해, 

개체군의 한 부분인 1 − 가 연령 a 까지 살아남지 못하며 그들 중에는 표현되지 않는 유전형이 

있다.  따라서  가 스스로 발현될 때 사망률에 한 연령에 국한된 유전자형이 주는 효과의 

크기를 지시하지만, 그 유전자형의 자연 선택 결과를 평가할 때는 이 효과가 적합도에 주는 

영향이 그 유전자형이 ‘잘 전달되지 않을(poor penetrance)’ 가능성 때문에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는 이 가능성을 고려하며, 반면에 는 이를 무시하도록 되어 있다. 

번식가가 부모 양육과 관계가 있으므로 노화와 최소한의 간접적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논란이 

될 수 있다.  부모 양육 행동은 필히 살아 있는 개체들을 포함하며, 번식가의 비율이 이상적으로 

적응적인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데 근친도 계수(coefficient of relationship)와 똑같이 중요함은 

지금 명백하다; 이 계수가 부모의 행동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복사본을 자손이 갖게 할 기회를 

주며(Hamilton, 1964a,b), 그 비율은 그 사본의 상대적 조건 기대값을 준다.  개체가 그 포괄 

번식가를 올리도록 하는 방법으로 계속 행동하여 그 개체의 포괄 적합도(inclusive fitness)를 

최대화한다.  이는 부모 양육의 자기-희생 경향이 번식가의 경향의 역을 따라야 함을 암시한다.33 

그러나 이에 반하여, 우리의 주요 논제가 이상적 적응이 실패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것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야 하는 이유임을 기억해야 한다. 34  

윌리엄즈가 강조한 대로, 비사회적 종에서 이상적으로는 자연 선택은 장래에 더 번식할 가망이 

있는 모든 연령에서 활력(viability)을 개선한다.  그리고 그의 노화 이론이 실제 타당하기 위해 

생명 후기에 활력을 줄이고 그 전기에는 반대 작용을 하는 유전자가 존재하며 촉진된다는 가정이 

타당하다면, 확실히 물리적으로 다면 발현적이 아니고 부모 양육의 변하지 않는 양식을 낳는 

유전자의 자연 선택이 더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연령에 따라 부모가 양육에 쏟는 

강도가 아주 현저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7. 불로의(non-senescing) 유기체 모형 

번식가가 노화를 막는 경향이 있는 선택의 힘을 만들어 낸다는 발상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늙지 않는 유기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유기체는 연령에 따라 사망률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번식에 대해, 지금부터 

어떠한 노화적 쇠퇴를 보이는 것으로부터라도 번식 잠재력은 이 유기체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수적으로 증가해야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물론 어떤 실제의 유기체도 번식 잠재력이 무한히 

                                           
33 아마 자녀 수가 많으면 양육 행동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는 듯하다. 
34 윌리엄즈도 1957년 논문에서 ‘노화는 선호되지 않는 특징’이라 가정했다.  여기서 해밀턴도 명백히 그에 

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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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 수 없지만(몇 물고기의 경우, 장시간에 걸쳐 꾸준히 계속 증가하기는 한다), 이 가정은 

가능한 한 강하게 노화의 진화에 반하는 경우로 쏠려 있다. 

그런 번식적 증가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으려면, 볼복스(volvox) 같은 

유기체가 모든 세포들이 동시에 분열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 분열한 후는 

개별 세포들이 네 개로 증가했다; 이 중 하나씩이 새 군락(colony)을 이루는 씨앗으로서 떨어져 

나오는 반면 다른 셋은 다음 번의 성장을 준비하기 위해 똑같이 성장 가능한 위치를 맡도록 

가능한 한 멀리 분리한다.  이런 유기체는 자라면서 [동시에] 기하급수적 성장으로(이 경우 

성장률은 두 개의 세포에 대해 셋이다) 번식 잠재력을 늘린다.  그 개체군 동역학(population 

dynamics)은 (Cole, 1954) 엄격하게는 수열을 이용해 다뤄야 한다.  그러나 번식 잠재력을 연속적 

지수함수로 근사시켜 일반적으로 거의 맞으며 수학적으로 보기 간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생존가와 번식 잠재력이 시간에 따라 다음처럼 변한다고 가정하면 

 

연령 범위 생존가(survivorship) 번식 잠재력  <   정의되지 않음 0  ≥   () () 
 

c 는 번식 잠재력의 로그 성장률, 는 번식 개시 때의 번식 잠재력, 는 연령 α 까지 생존가며, 

μ 는 최소한 연령 α 부터 쭉 따라오는 일정한 사망력이다.  지금 논의할 내용에서는 연령 0 부터 

α 까지 사망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는 정의할 필요가 없다. 

식 (1)에서 이 경우의 기본 식은35 

   ()()
 = 1   or      ()

 = 1  
 

적분이 수렴하도록 m 을 충분히 크게 놓을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며, 따라서 이 식의 해가 

명백히 존재한다.  따라서 적분하고 정리하면36 

   =  +  −                (23) 

 
수치 계산으로 필요한 정밀도의 근사치로 실수 m 인 근을 얻어낼 수 있다. 

식 (21)과 (22)를 사용하여, 이 경우에 대해 연령 범위  ≥  에서 각각 ‘연령 a 이상의 평균 

번식’과 ‘연령 a 에서 번식가’를 나타내는 공식을 이제 적을 수 있다. 

 

                                           
35 증명은 1 = ∫   = ∫   + ∫   = 0 + ∫   ∙ () ∙ () =∫  ()() .   
  여기서 z=x-α로 놓으면 1 =    ()()

 =    ()()
 =   ()

  (Q. E. D. ) 

36 m+μ-c>0이란 얘기다.  이 경우 적분 결과는 (24)에서 적었듯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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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p[−( +  − )( − )]    (from (23))                               = exp[− ( − )]        (from (23))                    (24)   

  = ()   ()()
 .                                                  

 
  를 대체하고, 적분을 앞과 같이 계산하고 상쇄할 수 있는 것을 없애면37 

  =  +  −   () =  ()         from (23) 

 
c 가 양수면  가 증가하는 형태인 반면  는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형태임을 단번에 알 수 

있다.  이 경우에서 가 증가하는 것은 개체군에서 더 늦은 연령 부분을 조사함에 따라 이들이 

아직도 활력이 ‘새것처럼 좋을’뿐 아니라 동시에 번식력(reproductive capacity)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이며, 따라서 살아 있는 유기체인 자손 수의 기대값이 계속 증가한다는 사실을 

단순히 반영한다.  반면,  는 만약 존재한다면 감소하는 형태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기초 

방정식 (1)의 적분이 수렴하지 않고 안정 개체군 이론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시각에서, 그 식을 

만족하는 근 m 을 찾을 수 있는 경우의 범위는 충분히 넓다.[1] 

위 모형에서 가장 극단적인 경우 중 하나를 설명할 수 있다; 

사망률이 모든 연령에서 0 이며 c 가 양수인 경우다.[2]  이 경우 

   =  −   
 
이 경우에도 m 에 대해 실수며 양수인 근이 있고,  가 

감소하는 형태를 유지함을 쉽게 알 수 있다.38   

이 유기체의 환경은 개체가 생식 잠재력을 무한정 계속 

지수적으로 늘려 갈 수 있지만, 개체군이 제한 없이 계속 

증가하며 모든 개체들이 죽지 않는다고 상상해야 한다.  

충격적인 것은 이런 유토피아 같은(utopian) 조건에서조차 

선택은 주어진 유전적 변이에서 노화가 서서히 나타나도록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37  좀 이상한 점이 있는데,  =     =   exp[−( +  − )( − )] =  exp[−( − )( − ) +  ] 다.  

이게 어떻게 본문의 식과 똑같아지는지 알 수 없다.  페이지의 중간의 (23)에서 나왔다는 식도 같은 지수 
항을 지워 보면   =   가 되는데, 식 (23)은   =  +  −  이므로 정리하면   =   다. 가 어디로 없어졌는가? 

38 사망력 μ가 0이 아닌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해(解)를 검토해 보면,  −  +   > 0 이어야 m의 실수 근 
ms가 존재할 수 있다.  만약 μ=0이면 실수 근은 반드시 하나가 존재한다.  이 때  = exp[−( +  −−이므로 a나 m이 증가하면 는 계속 감소한다.  

* 원주 2 ] c 가 커지면 항상 

노화가 감소하는 데 비해, m 이 

증가하면 항상 그렇지는 않음을 

보일 것이다.  ,  이나 α 가 

증가하여 m 이 커지면, 실제 

노화는 증가한다. 

* 원주 1 ]  이 논문에서 다루는 

수학의 범위 밖의 특성을 갖는 

매우 가상적인 유기체도 쉽게 

정의할 수 있다.  그 일례는 exp()처럼 번식 잠재력이 상한 

없이 증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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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 와 같은  의 [수학적] 형태가, 이른 시기의 번식 잠재력을 

개선하며 그 대가로 늦은 시기에 같은 만큼 쇠퇴를 가져오는 어떠한 돌연변이라도 맬더스 

매개변수를 올려 놓을 것이며, 따라서 이 돌연변이 형태가 그 개체군에서 수적 우위를 서서히 

차지할 것임을 명백히 보여 준다; 그리고 사망이 어떤 시점에 나타나도록 해도 마찬가지로 그에 

저항하는 선택은 어떤 정도로 높은 연령에서 더 취약해지는 것을 대가로 낮은 연령을 선호할 

것임을 알 수 있다.39 

따라서 반복적으로 번식하는 유기체에서, 노화는 자연 선택이 작용하는 불가피한 결과라고 

예상한다. 

노화, 또는 오히려 번식 노력에 의해 [활력이] 완전히 소모되고 결과적으로 죽는 현상은,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 온 것보다 번식 일정이 더 제한적인 모든 유기체에서는 더군다나(a fortiori) 

더욱 분명함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앞의] 마지막 사례에서 극단적이고 불가능한 경우를 살펴보았다.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모형의 

조건으로 돌아가서, 사실상 영원히 [안정적으로] 가능한 단 한 가지 조건인 m=0 을 고려하자.  

식 (24)는 아래처럼 되고 

  = exp[−( − )] 
 

따라서 노화 경향은  가 가장 작아지는 경우에 가장 약해야 한다; 성숙 시점까지 생존하는 

비율이 낮고, 생식 개시 때 번식 잠재력이 낮아야 한다.  다른 말로, 미성숙 사망률(immature 

mortality)이 높고 번식을 급격하게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식 (23)에서 

  =  −   
 
따라서 번식 잠재력이 성체 사망률이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정도와 완전히 균형이 맞기만 

하다면 그 증가율은 중요하지 않겠지만, 만약 c 의 증가가 그만큼 미성숙 사망률을 높여 놓는다면 

- 아마 매우 그러할 것이다 -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40 

앞에 나온 식들은 생존과 번식 현상과 노화 속도 사이의 명확한 관련성에 대한 윌리엄즈의 

의견 중 몇 가지를 지지한다.  이렇게 말할 때, 엄격히 말해 현재의 모형을 그 [해당] 범위 

바깥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이미 노화 현상을 보이는 유기체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윌리엄즈가 사용한 논의들은 현재의 [노화 없는] 모형을  가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함수로 바꿔 

재고한다면 유사한 일반적인 근본적 결론을 얻을 것임을 보여 줄 듯하다.  따라서 윌리엄즈가 

거의 언급하지 않은 어떤 필요한 연관들을 강조하기 위해 이 모형을 사용해도, 그를 정당화할 수 

있을 듯하다. 

만약  = 0 이라면, 높은 성체 사망률이 노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윌리엄즈의 결론에 도달한다.41  

그가 이 연관성을 제시한 설명에서, 날 수 없는 새와 포유류에 비교하여 [일반적인 날 수 있는] 

                                           
39 이 문단의 내용은 윌리엄즈의 1957년 논문을 보면 직관적으로 상당히 잘 설명해 놓긴 했지만, 막상 이를 

증명하려 하면 그리 쉽지 않다.  증명은 직접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요점은 낮은 연령에서 작은 이점

을 주는 대신 높은 연령에서 상대적으로 큰 손해를 주는 돌연변이가 m이 더 큼을 보이는 것이다. 
40  =  − 기 때문에,  −  > 0인 상태에서 c가 증가하면 당연히 가 줄어들고, 이는 의 감소 속도

를 늦춰서 노화 경향을 줄인다. 
41  =  − 에서  = 0이면  = . 가 증가하면 가 증가하므로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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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과 박쥐가 사망률이 낮다는 몇 증거를 든 것은 정말 충격적이다.  그러나, 높은 성체 

사망률은 성숙기의 적응도(degree of adaptation)라기보다 보통은 높은 번식 잠재력의 결과라 보는 

편이 그럴듯하다.  박쥐는 설치류보다 훨씬 번식을 덜 한다.  유아 사망률이 특별하지 않은 42 

종들 중(e.g. section 9(B)에서 암시하듯이, 알을 분리하여 낳으며 이동이 많은 dispersive 동물), 

노화가 가장 빠르면 가장 높은 번식 잠재력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윌리엄즈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해, 번식 잠재력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더라도 (최소한 

모형에서는) 가 증가하여 완전히 균형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노화를 지연시킬 

필요는 없음을 이미 보였다; 그러나 미성숙 사망률이 증가하여 이것이 부분적으로라도 균형이 

잡히는 경우에는 그의 주장은 성립하며, 거의 그러할 것이다.  그가 언급한 연체동물, 갑각류 및 

변온 척추동물에서는 최소한 그렇게 보인다; 처음 것과 마지막 것에서 높은 ‘유아 사망률’의 

의미를 곧 언급할 것이다.  이런 수명이 긴 동물들이 그 정도로 번식 잠재력이 높은 데 대해 앞 

문단의 내용과 좀 모순이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계열(progeny)이 출생 때 상대적으로 

작아서 [자손이] 수적으로 많다면, 아마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번식 잠재력 상태만이 선택될 수 

있었을 것이다. 

 
8. 계산 사례에 대한 언급 

현실에 우리의 선험적인(a priori) 개념들을 맞추는 논의에 대한 추가적 예비 과정으로서, 어떤 

실제 사례에 대해 다양한 함수들을 보여 주는 그래프를 제시한다.  이 섹션에서 언급한 것들은 

이 그래프들과 계산 과정을 위한 데이터의 선택을 설명하고, 일반성에 대한 몇 주의를 주는 데 

필요하다.  이 논문의 주요 주제를 따라가는 데만 흥미가 있는 독자들은 이 부분을 넘어가도 

된다. 

인간은 많은 점에서 가장 좋은 데이터를 이용 가능한 종이다. 

인간 생활사(life span)의 생리학적 현상은 문명의 도래 아주 이전에, 그리고 문화적 진보가 

전체적으로 느린 기간 동안 현재 상태에 매우 가깝게 형성되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노화와 

발현된 번식 잠재력 둘 다에서 이 현상의 통계적 명확함은 잘 알려져 있듯이 현대의 문화적 진보 

때문에 매우 빨리 바뀌고 있다.  따라서 호미니드(hominid)의 계열에서 작동했던 선택의 힘을 

재구성하려 시도할 때, 가능한 한 그 경제 상황이 이전에 가까운 현재의 집단에서 시작하는 것이 

적당하다.   

불행히도 농업 전 상태나 심지어 가장 원시적인 농업 형태인 현대인들 모두 적당한 데이터는 

없다. 

대략 이전 세기의 끝 무렵에 타이완의 농사 짓는 중국인들을 위해 일본인들이 모은 데이터가 

현재의 목적을 위해 가장 좋아 보인다.  사망률의 일반적 수준은 극도로 높아서, 출생자의 반은 

26 세 이전에 죽었다.  번식 잠재력도 높아서 번식 시기를 통해 평균적으로 여성 한 명이 대략 

7 명의 아이를 낳았다.  이 번식 잠재력은 연간 1% 이상의 인구 증가를 가져오기에 충분했다.  

당시에는 현대 피임 기술의 영향은 아주 무시할 수 있었음이 틀림없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남성’과 ‘여성’을 계산할 때 사용한 기본 데이터는 다음처럼 얻었다; 

 

                                           
42 보통보다 특히 높거나 낮거나(가령 부모의 양육 등의 이유로) 하지 않다는 의미인 듯하다.  그리고 사람

이 아니더라도 편의상 '완전히 성숙하기 전의 사망률'이란 의미로 '유아 사망률'을 계속 사용하겠다.  저자

가 쓴 말도 계속 'infant mortality'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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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남성과 여성의 연령에 따른 생존가() 

 
바클레이(Barclay; 1954, p.172)에 있는 1906 년의 생명표 

 
(B) 여성의 번식률(x가 1/2, 1 1/2 등에 대한 )  

 
투안(Tuan; 1958)의 자료를 계속 사용했다.  이 표를 만들 때와 대략 같은 때에 가임기가 

집중된(centered),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지역 표본에43  근거한다.  바클레이의  와 맞춰 볼 

때, 이 번식률 값은 연간 1.7% 증가란 값을 주는데, 반면 바클레이는 전체 집단에서 1.1%로 

계산했다.  x=1, 2…에 대해 5 년 단위의 를 얻는 보간법(interpolation)은 로트카(Lotka; 1948)의 

알고리듬을 순 번식(net-reproduction) 일정에 적용해 수행했다.  계산하기 좀 귀찮으며 이 

경우에서 기본 데이터의 정확성을 볼 때 아마 불필요하게 수고스럽겠지만, 이 방법은 생일의 

절반(half-birthday)을 기준(pivot)으로 하여 이전에 쓰던 공식에서 계산한 값이 순 번식률(net-

production rate; NRR)과 증가 속도(m)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다. 

 
(C) 남성의 번식률() 

 
현재 논의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서 다음처럼 가상적 시간표를 만들었다.  1954 년 

UN 의 인구 연표(Demographic Yearbook)에서 타이완에서 1950~53 년 조사한 남성 번식률 

데이터에 기반한다.  여기는 45 세 이상 남성이 가진 자식 전부를 데이터 하나로 뭉쳐 놓았다.  

따라서 45 세 후에는 인도의 푸나 시(Poona City; Dandekar & Dandekar, 1953)에서 얻은 

데이터에서 곡선을 보충해야(graft) 했다.  대략 1980 년의 여성들에 대해 투안의 자료에서 나타난 

것과 1950~53 년의 여성 번식률을 비교하여, 대략 1.5 년 정도 번식률의 초기 상승이 늦어졌다는 

중요한 변화를 확인하는데, 아마도 전체적으로 결혼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략 같은 

연령 구간을 통해 남성에 대해 번식률 상승이 일어나도록 했다.  5 년 단위의 연령 구간 3, 4, 5… 

의 번식률은 그렇게 얻은 곡선으로 구성했다.  타당한  의 일정표와 결합해 보면, 순 번식률은 

여성과 꽤 비슷하게 나타났다.  마지막 조정 과정은 를 곱할 때인데, 이는 시행 착오(trial and 

error)로 맬더스 매개변수가 여성과 같아지도록(m=0.017) 맞추었다.  사실, '남성'과 '여성'의 [번식] 

속도(rate)가 정확히 같다 가정할 타당한 이유는 없지만(Karmel, 1948), 지금의 초보적 논의에선 

이 가정이 편리하다. 

이 방식으로 얻은 데이터를 요약하여, 가장 중요한 매개변수 몇을 다음 표에 보인다. 

 

 GRR NRR W w 

(연수 years) 

여성 3.59 1.62 28.0 28.8 

남성 4.09 1.69 30.8 31.9 

 
총 번식률(Gross reproduction rate; GRR)과 순 번식률(NRR) 외에 세대의 길이와 관계 있는 두 

                                           
43 앞에서 말한 타이완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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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도(measure)를 도시했다.  W 는 이미 정의했고 44, w 는 출산 평균 연령이다. 

  = ∑ ∑   

 
기초 데이터의 그래프는 Fig.1(a) (생존가)와 (b) (번식률, 또는 '총 번식')이다. 

Fig. 2(a)는 바클레이의 생명표에서 계산한 사망력을 보여 준다.  도시한 그래프는 5 년 단위의 

생존가에 대한 log  − log  ≅ /  값이나, [5 년 구간마다 하나씩 점으로 나타나는 것을] 

매끈하게 그리고 눈금은 1 년 단위로 나타냈다. 

타이완 여성들에 대해 () (i=0,1,2)를 얻기 위해 기초 데이터  와  를 사용한 방법을, 표 

1 에서 보였다.  Fig. 2(b)는 () [≡ ()/W]의 시간 변화를 보여 주는데, 여기서 W 의 값은 

5.6048 이다(5 년 연령 단위). 

논의 중인 타이완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은 대략 19 세였다(Tuan, 1958).  농업 시대 전의 

인간의 전형적인 값으로는 의심할 바 없이 좀 너무 늦다.  대부분의 현재 수렵채집(food-

gathering) 생활자에서 소녀들에게 그래 왔던 것과 똑같이, 구석기 시대의 결혼은 대부분의 우리 

조상이 - 최소한 더 드문 성 쪽은 - 성적 성숙 직후였을 것이다.  Fig. 1(b)에서 보인 것보다 더 

일찍 시작하는 번식 잠재력을 지닌 거의 성장하지 않는 인간 집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인적으로(intrinsically) 혹은 영양 실조나 그러한 [다른] 요인에 의해 원시적인 조건에서 번식 

잠재율이 전반적으로 실제 더 낮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유아 

사망률을 가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조정들은 어떤 경우라도 Fig. 2(b)에 표시한 선택 

힘(selective force)의 모습에서 약간의 변화만 가져올 것이다. 

표 1 은 피셔의 번식가  의 계산을 보여 주며, 표준화한 크기 요소로 그들을 곱한 것과는 

별도로 Fig. 3(a)에서 그래프로 나타낸 값을 대응하는 남성의 값과 함께 이 표에 수록했다.  

세부까지 표준화 과정을 설명하자면 현재의 주제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겠지만, 기본 원칙은 

설명할 수 있다.  모든 개개인이 안정 인구 집단에서 분포한 대로, 즉 연령과 성에 따라 이 

평균을 취했을 때, 번식가가 단위 평균(unit mean)을 갖도록 [남성과 여성에 대해 각각] , 과 ,를 고르는 것이다.45  따라서 안정한 인구 집단에서는 숫자(value)를 얻는 것은 머릿수로 보아 

전체적으로 같을 것이다; 즉, 실제, 우리의 그래프에서 취한 어떤 특정 숫자라도 해당 연령과 

성에 해당하는 "평균인" - 또는 인구 집단의 평균으로 1 로 숫자를 잡은 - 한 사람과 비교한 

것이다.  물론 과거에 번식하고 따라서 번식가가 0 인 모든 사람들도 비교에 포함된다; 즉 번식 

후 생존을 늘리면 표준화한 그래프 모양을 바꾸지 않고 그 값이 올라간다.  이는 표준화에 바람 

직하지 못해 보이지만, 노년의 생존을 개선하는 데 심지어 현재의 의학조차 얼마나 별로 

기여하지 못했는지를 고려하면 이 이유에서 크게 과장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기는 다소 먼 

얘기다. 

이 표준화는 , ∶ ,  비율이 출생시 성비의 역수가 될 것임을 알려 준다(Fischer; 1930, 

p.159 를 보라).  더 나은 정보를 얻기 위해, 남성 105 대 여성 100 의 출생 성비를 사용해 왔다.  

현재 취급하는 인간 집단에서 더 높은 비율도 정당할 것임을 암시하는 정보들이 몇 있다(Barclay, 

1954, p.159; Kang & Cho, 1962). 

                                           
44 앞의 식 (8)의 분모. W = ∑   이다.  연속형은 W. 

45 원문에는 v0 (male)과 v0 (female)로 돼 있는데, 간결하게 쓰기 위해 표기를 약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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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b)는 [인구 증가가 없는] 정적인(stationary) 집단이 되도록 번식률을 모두 같은 비율로 

낮춘 경우의 곡선이며, Fig. 3(a)는 [실제 값인] 연 1.7% 증가율에 맞춰 계산한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곡선이 교차하는 연령은 두 성의 사망률의 미분 값에 매우 크게 달려 있다.  

여기 나타난 교차 연령은, 자료가 알려진 거의 대부분의 다른 집단보다는 상당히 뒤일 것임을 

언급할 수 있다.  둘 중 어느 한 성이 번식을 시작하기 전, 곡선들은 두 성들의 상대 빈도의 역 

수를 비례적으로 따라가야 하며, 따라서 [두 성의] 수가 같아지는 연령에서 곡선이 만난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보통 그렇듯이 이 연령이 번식이 시작한 이후라면, 교차는 더 일찍 일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들이 번식을 더 빨리 시작하는 경향에 기인한다.  이는 현재 데이터에서도 

그렇다; 번식가는 대략 25 세에서 같아지나, 남성이 여성보다 거의 40 세까지 더 수가 

많다(commoner).  이는 비정상적으로 늦다.  바클리(Barclay)에 의한 비교를 볼 수 있는데, 그는 

남성이 아동기(연령 1~10)에 훨씬 더 잘 생존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최근의 연구들은 

타이완은 사망률이 높은 국가 중 이 점에서는 그리 비정상적은 아님이 밝혀졌다(Hajnal, 1965). 

이 데이터에서 [두 성의] 비중이 같은 연령이 특히 늦어 보이는 것은 1906 년의 기근으로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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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더 심하게 치른 때문으로 보이고 46, 따라서 1910 년에는 그 연령이 약 5 년 이르다. 

전체적으로 바클리의 데이터는, 오래 확립된 사회 경제와 관련이 있다 해도, 피셔의 성비 

이론과 화해할 수 없다고 말해야 공정하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문화적 요소, 남성 위주 

족보로 후손을 이어가는 데 대한 강조, 그로 인해 남자 아이를 차별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경향 

등이 자연적 평형에서 성비 선택에 균형을 맞춰 왔다고 볼 수도 있을 듯하다.  한 타이완 부부가 

                                           
46 남자 자손을 중시하여 여자 아이에게 먹을 것 또는 의료 지원을 덜 하는 곳은 아직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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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자 부족을 채우는 데 집중했다면 합리적으로 손자 총수를 더 많이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랬다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인간과 매우 다른 동물의 자료에 대해 번식가 곡선을 적용한 사례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갑각류 '물벼룩(Daphnia pulex)'을 Fig. 4 에 제시했다.  여기 사용한 데이터는 프랭크, 볼과 

켈리(Frank, Boll & Kelly; 1957)에 나왔다.  이 데이터는 Fig. 3(b)를 만드는 불변의 양상과 함께 

변하는 양에 대한 선험적 가정 같은 것에 기대야 할 필요 없이 개체군의 증가 속도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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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인의 실제 인구 

증가율(1.7%)에서 연령에 

따른 표준 번식가(a), 

가상적인 인구 정체 

상태에서의 표준 번식가(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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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사항들의] 일정에 주는 영향을 보여 주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체의] 

밀집(crowding)이라는 점점 더 좋지 못한 조건에 대해 표들로 구성해 놓았다는 흔치 않은 이점이 

있다.  이런 과정을 정당화하는 방식이 어떨지에 대한 몇 아이디어는 위 저자들이 묘사한 대로 

아마 기본적 일정의 모양을 비교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생명표들마저도 

아주 자연적이라고는 간주되지 않는다; 저자들은 자연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포기했으며, 

허구성(artificiality)의 그럴듯한 이유 하나를 뒤에서 언급하겠다(section 9(B)). 

이 데이터는 물벼룩의 무성 생식에 대해 언급한다.  일어난다고 가정하는 생명 일정의 형태에 

대한 선택은 주로 다른 클론 개체들 사이에, 그리고 어느 정도는 돌연변이로 달라진 한 클론의 

여러 계열들 사이에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세대당 진전은 느릴지 모르나, [두 경우에서] 그 

진전이 여전히 같은 종류여야 하고, 사실 사람과 비슷한 그러한 생명표 곡선의 유사성은 

그렇다는 얘기다. 

이 데이터는 매우 높은 증가 속도를 주는 데서부터 (GRR=64.3, 개체수 2 배 증가 소요 시간은 

2.4 일) 큰 감소 속도를 주는 데까지 (GRR=0.23, 개체수 1/2 의 소요 시간 6.1 일) 넓은 범위의 

조건을 포함한다.  우리는 다음 경우들을 설명한다; 

 
(1) 2 개체/cc. 두 번째로 가장 낮은 밀도고, 수적으로도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으나 실제 

생물체 중량(biomass)의 증가율은 가장 높다.  곡선 꼬리(tail) 쪽의 불규칙한 모습은 아마 

생물학적인 현상이 아닐 것이다(loc. cit., p.296). 

(2) 16 개체/cc.  이 밀도가 가장 적당한 개체 수 증가를 준다. 

(3) "23 개체"/cc.  개체군이 엄격히 안정된 조건의 [그래프] 곡선을 얻기 위해, 인위적 장치를 

사용했다.  밀도 수치에 대해 m 의 회귀 결과가 주목할 만치 직선인 데서, 증가율 0 이 되는 

밀도가 명백히 16~24/cc 사이에 있으며, 24 에 더 가깝다.  가중치(weights)는 이 밀도들에 

대한 NRR 값들에 곱해 줄 때 산술 평균이 1(unity)이 나오도록 하여 계산한다.  

생존가(survivorship)와 순 번식 잠재력()이, 이 가중치에 대응하는 비례로 "섞인다". 

(4) 32/cc.  채택한 중 가장 밀도가 높으며 가장 빨리 감소한다.  이 경우 안정된 연령 분포에서 

늙은 유기체들, 그리고 그들이 번식할 여지가 적고 감소하는 개체군에서 그것이 즉각 

나타나지 않는다는 두 이유에서 그들의 번식값은 낮다는 사실을 미리 고려하기 때문에, 

표준화 요소가 곡선을 전체적으로 크게 부풀리므로 일부분만 보이게 된다.  안 보이는 

부분은 맞는 연령에 따라 곡선 위쪽에 숫자를 써서 표시했다. 

 
9. 노화의 형성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자연 선택이 생명 시간표를 형성할지는 어떤 

종류의 유전적 변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윌리엄즈는 이를 강력히 강조했으며, 그의 

노화 과정이 작동하는 데 필요하다고 느낀 유전자들의 특성을 윤곽 짓고, 정확한 유형의 몇 

유전자들이 확실히 존재함을 보이고, 일반적으로 이들이 많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확실함을 

논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상상한 유전자들이 다른 연령에 나타나는 부분적 효과들을 갖고 

적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다면적이라 가정했다.  특히, 윌리엄즈는 생애 이른 시기에 좋은 

효과를, 후에 나쁜 쪽의 효과를 주는 유형의 유전자를 공리(postulation)로 가정했다.  저자는 

그러한 유전자들이 노화의 진화에서 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동의하며, 앞 부분에서 그러한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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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한 쌍으로 언급하면 편리함을 이미 발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윌리엄즈가 

다면 발현이란 말의 통상적 의미에서 그런 유전자들에 의존하도록 그의 이론을 만들어서 이론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제한해 왔다고 느낀다. 47  어떤 의미에서 작용이 특정 연령에 나타나는 모든 

                                           
47 뒤를 보면 알겠지만, 좁은 구간에서 사망력 곡선을 '낮추는', 즉 이득을 주는 유전자가 발현될 경우 결국

은 그 구간 밖에서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윌리엄즈의 논의와 비슷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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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 물벼룩(Daphnia 

pulex)의 번식가 곡선.  

유사한 배양 상태에서, 

다양한 군집 밀도에 대해. 

 

× ; 2 개체/cc 

△ ; 16 개체/cc 

● ; "23"개체/cc 

□ ; 32 개체/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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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들은, 어떤 연령들에서는 양의(positive) 효과를 유발하고 다른 연령들에서는 효과가 

없다(null)는 사실만으로도, 다면 발현적이다.  만약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이익이라면, 

다음 현상을 기대할 수 있다; 돌연 변이가 퍼질 것이고, 이는 개체군에서 수적 증가를 수반하며, 

이 증가는 생명 시간표가 놓여 있는 환경의 [그 유전자의] 밀도에 의존하는 반대 요소들이 이 

순서를 개시한 양의 효과의 특정 방식과 상관 없는 방식에서 사망률을 올리거나 번식 잠재력을 

줄이면서 바로 검사할 것이다.  개체군이 다시 안정적으로 될 때, 전체적 결과는 전체 길이에 

걸쳐 모두 번식 잠재력이 내려가고 사망률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득을 준 

효과 자체가 약간 낮아지고 모든 효과 없는 구간은 이제 약간 불이익으로 보일 것이다. 
이 과정은 사망력 곡선이 진화하는 다음 그림을 제안한다.  위에서부터 단속적으로 "야금야금 

갉아 먹히고"(nibbled), 이들은 다소간 특정 연령에 이로운 돌연변이가 개체군에 나타나 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특정 연령에 가깝게 발현하거나 상당한 길이의 구간에서 곡선을 낮추는 

것도 포함할 수 있다. 48   전체 곡선을 한 번 갉아 먹을 때마다 뒤따라 약간의 지연 후에 작게 

곡선이 올라간다.  이 지연은 [개체군의] 개체 수가 증가하는 기간에 대응한다; 이 상승은 

맬더스적 검사(check)가 작동하여 증가하는 데 대응한다.  이 '갉아 먹기'는 곡선의 왼쪽 끝에서 

가장 빠르고, 오른편으로 가면서 번식이 끝나는 연령에서 무한히 느려져서 결국 끝난다.  '갉아 

먹기'가 일어나는 속도가 빠를수록, 다른 것들이 그들을 빨리 대체할 수 있다.  즉 불규칙한 아래 

쪽 움직임이 왼편 끝에서 가장 빨리 일어나며, 이를 보충하는 일반적인 위쪽 이동은 곡선이 

오른쪽에서 정해지지 않은 만큼(indefinitely) 올라가는 상태에서 동적 평형의 한 종류를 만든다.  

번식 후에 부모 양육이나 다른 이타적 [행동의] 기여가 없다면, 곡선은 번식 종료 연령의 값으로 

대략 점근해야 한다. 

늦은 시기의 사망률 상승이 내부의 노화적 변화보다는 개체군의 개체 수 과잉 조건의 나쁜 

환경에 의한다는 시각의 함의는, 가능한 한 환경이 온화할(favorable) 때 노쇠를 여전히 관찰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잘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많은 저자들이 제안해 왔듯이 늦은 시기의 

효과가 - 노화의 내부적 변화들이 - 야생의 유기체에게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윌리엄즈의 

다면 발현 효과가 확실히 존재하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가장 강조할 만한 어떤 시각이건, 일반적 가설은   곡선의 몇 특성을 잘 설명하는데 - 예를 

들어 그 최소가 번식이 시작하는 연령 근처고 연령이 오르면서 대략 상승한다는 사실들 - 하지만 

여전히 어떤 중요한 특성을 설명하는 데는 명확히 실패한다.  우리는 다음 두 부제목[A 와 B]에서 

가장 현저한 불일치들을 고려한다.  세 번째에서는, 번식 잠재력의 형성에 대한 이론의 함의에 

대해 두서 가지 요점을 만들겠다.  네 번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분석에서 맬더스 매개변수가 

0 이 아닌 경우를 다루면 노화 양상을 해석할 때 실제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고려할 것이다. 

 
(A) 번식 종료 후(post-productive)의 수명 

 
명백히, 인간의 번식 가능 연령 후반에서 사망률이 증가하는 모습은 번식이 끝나는 연령에 

결코 점근하지 않는다; 대략의 증가는 너무 점진적이고 너무 늦다.  이는 특히 타이완 여성들에서 

나타난 곡선에서 명백한데, 부드럽지만 분명히 올라가는 사망력 곡선이 오히려 분명한 폐경 

연령을 명백히 무시하는 듯하다.  더군다나, 폐경 이후의 여성이 보통 어느 기간 동안 사회에서 

유용하고 건강한 구성원으로 남는다는 것은 상식의 문제다.  여성은 가끔 폐경 연령보다 두 배를 

                                           
48 사망력 곡선을 '낮추는' 것이므로, 이득을 주는 유전자의 발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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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다.  이론적 예측은 남성에게 훨씬 가깝게 맞는다.  그러나 다시 보면, 아버지가 될 기회를 

거의 무시할 만한 연령에서도 곡선은 충분히 빨리 상승하지 않는 듯하다. 

윌리엄즈가 언급했듯이, 이 불일치에 대한 명백한 해명은 부모 양육의 역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번식 종료 후 성인의 활력은 후손의 생존과 번식에 대해 [그의] 생존이 이로운 효과를 

준다고 돌릴 수 있다.  사실, 번식 종료 후 여성의 15 년 또는 그 비슷한 기간 상대적으로 건강한 

수명은 그 자체로 충분히 길고 남성보다 상당히 두드러져서 긴 조상 기간 동안 어머니 또는 

할머니로서 늙은 여인이 특별한 가치, 늙은 남성이 비교적으로 거의 갖지 못하는 가치가 있다고 

불가피하게 암시한다. 49  그러나 번식 후기에서 선택이 약화된다는 관점은, 이 설명에 큰 무게를 

주지 않는다; 그 효과는 비적응적이며 단지 더 젊은 연령 집단에 더 강하게 작용하는 선택이 

확립한 성적 생리학의 차이의 부산물에 불과하다는 것도 꽤 그럴듯해 보인다. 

부모 양육이 상대적으로 더 짧은 다른 포유류들에 대해 비슷한 비교를 할 수 있다면 흥미로울 

것이다.  크론(Krohn; 1955)은 폐경 후의 수명이 인간 여성보다 암컷 원숭이가 상대적으로 더 

짧을 수 있다는 작은 증거를 언급했다.  레슬리와 랜섬(Leslie & Ransom; 1940)의 야생 들쥐(vole; 

Microtus agrestis) 데이터는 번식 종료 후의 수명이 [인간보다] 짧음을 보여 준다.  

보덴하이머(Bodenheimer; 1938, p.27)의 표에 있는 출처 없는 그림들은 시궁쥐(rat; Rattus 

norvegicus)가 인간보다 번식 종료 후가 길다고 묘사하지만, 그 시궁쥐의 생명표에 대해 실제 

작업한 와이스너와 시어드(Weisner & Sheard; 1936)의 인간보다 짧다는 반대 주장이 의심 없이 더 

믿을 만 하다. 

검은콩진딧물(Aphis fabae)이 번식 종료 후의 잠재적 수명이 인간에 필적한다(G. Murdie, 

personal communication; Banks & Macaulay, 1963). 검은콩진딧물이 후손이 태어난 후 돌본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무리에서 나이 든 부모가 있을 때 어떤 이로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만하다. 50   음식 공급과 관계가 있을 수 있으며 특징적인 방식으로 발달한다.  발로우(1962)의 

데이터는 아주 자연 상태에서 얻지는 않았으나 일관성 있게 토마토진딧물(Macrosiphum 

euphorbiae)은 그렇지 않은데 비해 복숭아혹진딧물(Myzus persicae)은 번식 종료 후 기간을 

갖는다는 것을 보였다.  스틸(Mr. W. O. Steel)은 복숭아혹진딧물은 검은콩진딧물도 포함하는 

종들의 집단 중 하나로, 음식이 되는 식물에 딱 붙어 있으며 방해받더라도 잘 떠나지 않으려 

하는데, 토마토진딧물은 빨리 도망가는 반응을 보이는 집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내게 지적해 왔다.  

물을 뿌려서 진딧물이 식물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다면, 다시 생긴 군집에서 클론들이 

섞이는 경향이 있을 텐데, 번식 종료 뒤의 생애가 생긴 진화적 근거로 제안한 것이 이점이 없을 

것이다.  동시에 만약 하나가 있다면, 이 규칙의 확실한 예외로 쉽게 떨어지는 진딧물은 번식 

종료 후 수명이 없으리라는 것이다.  머디 박사는 완두수염진딧물(Acyrthosiphon pisum 51 )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상황에 내 주의를 환기시켰다.  일반적 행동에서 이 진딧물은 '붙어 있는' 

집단보다는 '도망가는' 경향이 있는데, 따라서 번식 종료 후의 수명이 부모의 이익과 관계되는 

시간이 있다는 가설에 반대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로우와 테일러(Lowe & Taylor; 1964)가 

준 정보는 이 한 종 내에 두 계열(strain)이 있고, 아마 단일 유전자의 차이가 지배할 텐데, 각각 

                                           
49 제리드 다이어몬드(Jared Diamond)는 '섹스의 진화(Why is sex fun)'에서 태평양의 레넬 섬(Rennell island)

에서 나이 든 노인이 아주 오래 전 태풍으로 식량이 모두 망가졌을 때 생존한 방법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나이 든 노인들(특히 여성들)이 부족 전체의 생존에 큰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번역판 
p.239~42) 

50 검은콩진딧물의 위키피디어 항목(https://en.wikipedia.org/wiki/Black_bean_aphid).   

51  완두수염진딧물의 위키피디어 항목(https://en.wikipedia.org/wiki/Acyrthosiphon_pisum).  원문에는 
'Acyrthosuphum pisum'이라 돼 있으나 검색해 보면 전부 -on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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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는' 행동과 '도망가는'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예상하는 경향이 매우 잘 맞는다는 

것이다.  두 계열은 대략 17 일에 번식을 끝내고, 평균 수명은 각각 27 일과 20 일이다. 

물벼룩에서는 이 논문에서 제시한 프랭크(Frank et al. 1957)의 기본적 [생명] 시간표의 모습과 

사람을 비교하면, 번식 종료 후 수명은 약간 있는 듯해도 [사람보다] 더 짧다. 

 
(B) 유아 사망률(infant mortality) 

 
그림 3 에 나타난 선택의 힘들의 시간적 변화 중 어떤 것도 젊은 그리고 번식 개시 전 

연령에서 사망률이 높은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연령에 의존하는 선택의 단순한 힘이 이른 

시점에서 나타나는 이른 퇴화적 효과를 추진한다는 생각에는 전혀 정당화가 없다.  단지 우리의 

“연장된 사망률 변화(prolonged mortality change)”가 미성숙 기간에 돌아가고, 만약 이들이 

퇴화적이면, 나중에 나타난다. 

인간의 경우 부모 양육이 필요한 경향을 가져온다고 다시 제안한다.  그러나 그러한 경향이 

타당하다 구상화할 환경 전체는, 절대로 부모 양육과 정확히 범주가 동일하지(coextensive) 않다; 

[아이를] 형제로 대체할(sibling replacement) 얼마간의 가능성 전부를 포함한다고 묘사해야 더 

좋다.  인간 부모는 [아이가] 아직 어린 동안 죽은 자손을 대체할 약간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여기 기여할 수 있는 가장 덜 미묘한 방법을 언급하면, 수유(lactation) 중의 배란 억제다.  후의 

죽음에서, 부모가 의식적이거나 이미 만들어 놓은(custom-based) 산아 제한을 하지 않더라도(가장 

원시적인 사회들에서도 당연하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형제들을 더 잘 돌보고 결과적으로 

더 잘 살아나서 더 확률적 종류로 대체가 가능하다.[3] 

명백히, 10 세보다 어린 시절에 한 자손이 유전적 비정상으로 

죽는다면 거의 완전히 대체하는 편이 더 좋은 기회고, 거기다가 

임신 초기에 죽으면 더욱 좋다. 52   즉, 발현되는 어떤 종류의 

반복되는 치명적 돌연변이를 개선하는 유전자들이 선택될 

것이다. 

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지만, 형제 대체가 유아 사망률 현상의 대부분과 같은 무엇을 

설명한다면, 명백히 그에 대해 훨씬 많은 것을 보여 줘야 한다. 

미성숙 시기에 어느 병에 걸릴 수밖에 없으며, 그 첫 감염이 단지 두 가지 가능한 결과를 

낳는다고 가정하자; 죽거나, [살아남아서] 다음 번 감염에 완전히 면역이 된다; 그리고 처음에 

감염되는 나이에 따라 [죽거나 면역되는] 확률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다음에는 형제 

대체가 어느 정도 있다 해도, 처음 감염되는 평균 연령을 앞으로 당겨 놓는 유전자가 선택될 

것인데, 그것이 한 계열의 자손들에서 더 흔하게 나타날수록 기대되는 완성된(completed) 크기가 

더 클 것이기 때문이며, 반면 동시에 그 자손들 내에서 그 유전자의 기대 빈도는 바뀌지 않는다. 

만약 [그 병에 대한] 감수성(susceptibility)을 [이른 시점으로] 당기는 것이 불이익을 포함하면 

– 예를 들어 그 감염으로 죽을 가능성이 약간 오르면 – 상황은 더 복잡하고, 그 가능성을 

어림하기 위해 수학적 계산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그 때 그 유전자의 비율이 진행되는 

대체량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더 이상 맞지 않기 때문이다; 대체량이 늘어난 사망률을 

보상하는 것 이상이 확실해도, [자연] 선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 53  이는 실질적으로 더 “이기적” 
                                           
52 임신 중 80%는 초기나 후기의 유산으로 실패하며, 대부분 매우 초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인지하지도 못

한다.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Why we get sick)', R. Nesse & G. Williams, 번역판 p.151에서. 

53 시간적으로 늦어서 대개 약간 손해고, 대체에 들어간 자원을 고려하면 반드시 이익이라고는 할 수 없다. 

* 원주 3 ] 이 또는 앞의 요소의 

효과에 대해 증거가 없음을 

시인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즉시 대체가 일어난다는 증거는 

미미하다(Newcombe,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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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질 대(versus) 더 “이타적” 특성의 문제다(Hamilton, 1964a). 

사망률 극소라 예상하는 연령에 대해 많이 말하기 전에, [이 문제를] 분석적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간에서 이 극소값을 보이는 실제 연령은 번식 일정(서론과 Comfort, 1964, p.5 를 

보라)과 어떤 방식으로 연관된 잘못된 이론이 어려움을 야기한 점(point)이다.  컴포트는 

남성에서 10~12 세라 했고, 바클리의 곡선은 타이완 인에서 남녀 모두 12~13 세임을 보인다.  

타이완 인이라도 13 세까지 대부분은 번식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아마 대부분은 불가능했다.  

지금의 시각으로 이는 어려움이 전혀 없으며, 극소점이 늦어서 놀라와 보이지만 말이다. 

인간의 유아 사망률이 형제 대체를 통해 진화해 왔다는 가설은, 인간 부모에서 그 과정을 돕는 

깊이 뿌리박힌 동기의 흔적을 보일 수 있다면 힘을 받을 것이다.  그 과정이 생물학적으로 

작동하거나 그래 왔다면, 이를 찾는 것은, 부모들이 그렇듯이, 더 튼튼해 보이는 자손을 돌보도록 

동기 부여되는 부모를 찾기보다 전혀 놀랍지 않을 것이다.  현대 사회들에서 이 효과는 교육에 

의해 매우 많이 은폐되리라 기대할 수 있으나,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다.  기형아의 출생은 실망을 

부르고 가끔 실제 어머니의 혐오(repugnance)를 유발한다.  더 원시적 사회들에서 유아 살해가 

거의 보편적이란 것에서, 옛날에는 혐오감이 유아 살해 또는 유기의 자연적 조짐일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부모의 대체 같은 종류는 부모 양육의 모든 경우에서 다 가능하지는 않다.  

그 예로, 곤충이 알을 지키는 동안 번식 종료 후라 해도 단지 일생 동안 한 번만 산란한다면 

[대체는] 불가능하다.  그 곤충이 두 번째 산란할 수 있더라도, 첫째가 사망률이 높다면 둘째가 

클 수 있거나 금방 다시 산란할 수 있는 듯하지는 않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대체 가능성이 

그런 경우 대부분에 실재하며, 부모 양육이 없는 많은 다른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는 단지 

[한 배의] 형제들 사이에 일찍 경쟁을 만드는 종류의 산란 방식이 필요할 뿐이다.  강한 형제간 

경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여 주는 두세 가지 참고 문헌은 전의 논문에서 제시했다(Hamilton, 

1964b); 어떤 복족류 연체동물의 알 및 그 보호막 내(egg-cocoons)에서 일어나는 충격적인 배아의 

동족 포식을 – 한 예로 쇠고둥(Buccinum undatum; Fretter & Graham, 1962, Ch. 16)을 - 이 사례에 

더할 수 있을 것이다.  파슨즈(Parsons; 1963)는 생쥐(mouse)에서 경쟁이 유전적으로 결함 있는 

배아 몇을 제거한다고 제안했다.  이 정도로 심하지 않은 경쟁이라면 틀림없이 매우 널리 퍼졌을 

것이다.   

한 동물 또는 식물에서 높은 다산성(fecundity)은 높은 유아 사망률을 암시한다고 자주 

가정한다.  유아 사망률이 절대적인 의미에서 높으리라 기대한다면 이치에 맞다.  그러나 우리가 

고려하는 현상으로 다음에 오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출판된 

생명표 중에 검색하면, [사망률을] 연령 0 까지 

믿을 만하게 연장한 것은 무엇이건 찾기 어려우며, 

그렇게 할 때는 수명을 연구하려는 시각으로 주의 

깊게 기른 동물들에 보통 적용한다.  그러나, 

컴포트(1964)가 거의 모든 무척추동물의 생존가 

곡선을 묘사한 것은 유아 사망률이 거의 혹은 전혀 

없는 데 비해, 그가 똑같이 포획하여 기른 

들쥐(vole)류의 곡선은 인간에서 나타나는 높은 

유아 사망률과 같은 모습을 보여 준다.[4] 

이와 비슷한 유일한 무척추동물의 곡선은 거미와 

달팽이의 것이고, 형제 경쟁이 위력을 발휘한 요소를 야기한 산란 습관, 딱 그것이다.  거의 모든 

진딧물의 생명표는 무시할 만한 유아 사망률을 보이나, 양육 조건들이 보통 매우 보호를 

* 원주 4 ] 와이스너와 셰어드(1936)는 쥐(rat)에 

대해 유아 사망률을 보여 줬으나 그 본질은 

놀랍다.  한 배 새끼의 대략 40%가 죽는데, 

명백히 어미에게 잡혀 먹힌다(kronism).  

이것이 대략 한 배에서 넷이며, 나머지는 평균 

여덟로 이 중 사망률은 단지 6%다.  즉 이 

연구의 좋은 양육 조건에서는 최소한 한 배 

새끼 사이에서 형제 대체는 일어나지 않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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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했고 위생적이다; 쇠퇴하여 분리한 개체가 일찍 죽는 것이 이 경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과 별도로, 유아 사망률의 진전에 대해 조건이 더 일반적으로 맞아 보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사망률에 대해 더 많이 안다면 흥미있을 것이다.  그에 대해 알려진 단 하나의 일관된 

추적 생명표는 발로우(1962)가 토마토진딧물에 대해 만든 것이다.  형제들 내부의 경쟁 집단에서 

예상되는 유아 사망률이 그러한 생명표에서 나타나지 않는 듯하나, 각 집단의 몇 구성원이 

위기에 몰려 천천히 죽거나, 그들이 집단에서 도망치는 먼 우발 사태와는 별개로 번식할 전망을 

최소한 완전히 잃는다는 의미에서는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상황은 강장 

동물(coelenterate)에서 물고기까지(Rose, 1960) 수생 유기체에서 꽤 널리 퍼진 듯하다.  우리가 

사용한 물벼룩의 데이터(Frank et al., 1957)는 세 가지 밀도 최고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후기 아동기(late childhood)”의 사망률을 대표하는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그 데이터가 

인공적으로 고립시킨 대조군을 참고한 사실이 부분적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양분이 일정한 

상황에서 어린 물벼룩은 그들의 식량에 대한 요구와 용량이 같은 수적 밀도와 군집 조건의 

자연적 개체군에서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쟁으로 “자라났을(grow into)” 

것이다.  어느 경우든지 로즈가 인용한 모든 상황에서 더 작은 개체들이 자기를 희생했다고 보긴 

어려운데, 이른 시점의 경쟁이 모두 형제 사이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면 이 현상은 단지 형제 

사이의 투쟁에 대한 적응일 것이고, 이에 따르면 가장 먼저 태어난 젊은 개체들이 나중에 태어난 

것들을 성공적으로 방해할 것이다. 

구피(guppy) 중 Lebistes 는 부모 양육이 없는데, 컴포트(1964, p.108)는 생존 곡선이 실험실 

조건에서 작은 포유류가 보이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곡선이 0 까지 가지 

않았고, 가는 한에서 특별한 유아 사망률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의 언급이 곡선의 이 부분까지 

적용할 의도였는지 의심할 수 있다.  유아 사망이 있다면, 아마 높은 밀도에 국한되고 성체가 

새끼를 잡아먹는 데 크게 기인한다(Rose, 1960).  그러나, 물고기는 일반적으로 오히려 가설에 

반대되는 듯한데, 매우 다산인 물고기의 사망률이 아주 젊은 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무리에 

있을 때만큼 성체에서 높은 것과 비슷하다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아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말이 있다(Comfort, 1964, p.154).  이 점에서 명백히, 관련 있는 물고기 

종류들이 알을 뭉쳐 낳거나 [한둘씩] 분산시켜 낳거나, 공동의 장소에 섞어 낳는 경우 유아 

사망률을 비교할 수 있으면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C) 번식 잠재력의 시간표(fertility schedule)의 형성 

 
연령에 따른 번식력 변화는 노화의 한 면이고 가장 중요하게 다뤄 왔으나, 그 과정의 이 

측면을 어떤 세부에서도 상세히 논할 의도는 없다.  번식을 위해 필요한 [자원의] 유보분을 쌓는 

유기체의 능력에 의존하므로, 최고의 환경에서도 무한히 빠를 수는 없고, 이 문제는 사망률을 

고려할 때보다 생물학적으로 더 복잡하다; 다른 말로, 어떤 유전적 효과에 대해 선택이 

작동할지의 문제가 더 엄격하다.  예를 들어 한 유전자가 해당 연령에서 잠재 번식률을 단지 

약간(element) 올리는데 그 후의 [번식]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한 유전자가 사망률을 

약간 줄이는 것이 그렇듯, 별로 가능성 있어 보이지 않는다.  여분의 번식 잠재력에 들어가는 

물질(material)은 이전의 잠재적인 번식 잠재력에서 “저축”하거나 성장 자본에서 모든 차후의 

번식 잠재력을 낮추게 하는 경향이 있도록 빼온 것을 넣어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션 3 에서 한 논의와 유사하게 연령에 특이한 번식 잠재력을 형성하는 

힘의 일정을 얻는다면, 이 문제에 대한 유용한 예비적 시각을 줄 것이다.  힘 일정은 안정된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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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의 형태로 다음 모양이 된다. 54 

  = W  

 
개체 수가 일정한 개체군에서는 우변이 /로 바뀐다. 

번식이 그 질에 영향 없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indefinitely) 증가하기 불가능함을 인정하면, 이 

일정은 왜 번식 능력이 나타나는 시점(onset) 바로 다음에 가장 큰 번식 잠재력이 놓이는지 

제안한다.  그러나 충분히 빠르게 감소하는 개체군에서는 안정된 연령 분포에 음수 왜도 

(skewness)가 나타나거나55, 또는 ‘아래로 잘린(undercut)’다.  이런 환경에서는 후손을 가능한 한 

일찍 갖는 것은 이롭지 않다; 안정된 연령 분포를 취한 모드(modal)가 되는 연령에 가장 

시간표가 잘 맞는다.  물벼룩 데이터에서는 “32/cc” 배양 결과만이 아래로 잘린 연령 분포를 

암시한다; 그러나 개체수 증가가 “8/cc” 밀도에서도 여전히 매우 빠른데도(GRR 33.2, 2qo 시간 

3.6 일) 계열 전체에서 번식 잠재력이 가장 높은 평균 연령, 가장 큰 표준편차를 준 것은 이 

결과다; 밀도가 높으면 평균 번식연령 일정이 꾸준히 감소한다.  즉 우리 예상에 실제 맞지 

않는다. 

왜도와 [분포의] 초과 첨도(leptokurtosis)를 56  같은 데이터로 어림하면 표준 편차보다 더 

일관성이 없다; 데이터는 이 매개 변수들에서 어떤 경향을 보여 주는 데도 명백히 부적합하다.  

그러나 잠재 번식률 분포의 고차 특성(higher order characteristics)들의 이론적 경향들을 고려하면, 

번식 잠재력의 양의 왜도가 [개체수] 증가 조건에서, 음의 왜도가 감소 조건에서 유리하다고 

가정하는 데 조심해야 함을 보이는 수학적 결과를 쉽게 얻는다는 것은 언급하는 편이 가치 있다.  

순(net) 번식 일정  에 대해서는 반대가 맞는데, 우리가 n 번째 누적(cumulant) 계수  으로 

기본 방정식(e.g. Lotka, 1948)의 누적 전개(expansion) 식의 m 을 미분하면 – 다른 모든 누적 

계수를 상수로 유지하고 – 아래 식을 얻는다. 57 

  = (−)! ∙ 1 

 
모든 홀수 번째 누적 계수에 대해, 이 표현식의 부호는 m 과 반대다.  즉 순 번식 일정의 양 

또는 평균 위치를 바꾸지 않고 그 [그래프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면, 양의 왜도가 

                                           
54 W = ∑   이므로, 각주 13과 똑 같은 과정으로 유도할 수 있다. 
  / = / ∙  /(chain rule).  ∑  에서 λ와 는 의 함수다.  즉 
  /[∑  ] = / ∑  ()  + ∑   () + ∑     이고, 식 (2)에서 는 와 

무관하므로 두 번째 항은 0이다.  세 번째 항은 만 변화하고 나머지 항은 불변이니 합은 a번째 항만 남

고 미분은 1이 되며, 나머지는 모두 0.  즉 식은 0 = /∑ (−)()  +   로 정리된다.  = 이므로  =  .  넣어서 정리하면 증명 완료. 

55  정규분포 곡선은 완전히 좌우 대칭인데, 왼편(평균 이하)이 더 곡선 면적이 넓으면 'negative skewness', 
반대가 'positive skewness'다. 

56 https://en.wikipedia.org/wiki/Kurtosis 참고.  '초과 첨도'는 정규분포 곡선보다 가운데가 '더 뾰족'하다는 
의미.  링크의 첨도 공식에서 값이 0보다 크면 (혹은 -3을 빼지 않고 기준을 그대로 3으로 하기도 한다) '
초과 첨도 혹은 '첨용(leptokurtic)', 0이면 (즉 완전 정규분포) 'mesokurtic', 0 이하면 과소 참도 혹은 '평용
(platykurtic)' 

57 A. Lotka의 논문은 https://projecteuclid.org/euclid.aoms/1177730244 참고.  식 (10) 이하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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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받을 개체수 감소의 시기뿐일 것이다.  우리가 양의 왜도가 [번식 곡선] 분포의 늦은 [연령 

부분의] 꼬리를 상대적으로 크게 만들고, 감소하는 개체군에서 실제 늦게 번식하면 이롭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효과들은 물론 극도로 가설적이다(hypothetical).  

번식 잠재력 일정이 똑같이 왜곡되는 자체는 단지 약간 덜 그렇겠지만, 그 효과들은 분석하기가 

더 어렵다.  만약 우리가 사망력 μ 를 일정하다고 조심스럽게 가정하면  = exp (− )  고,  를 

누적 계수 ′의 항으로 쓴 기본 방정식의 전개를 통한 비슷한 접근법이 아래 식을 준다. 

 ′ = {−( + )}! ∙ 1 

 
즉  의 음의 왜도는 심지어 m=0 일 때도 선호된다.  아마 가정한 이 종류의 왜도에 대한 

유전적 효과는 불가능할 것이다.  m=0 일 때라도 전체적으로 분포에 대해 앞으로 

당기는(bringing-forward) 경향은 58 , 물론, (25)번 방정식이 지시하는 효과와 일치한다.  양 

방향으로 왜도를 보이는 번식 잠재력 일정이 매우 흔하게 관찰된다는 사실은, 이 방향으로 

일정의 꼬리를 늘리는 것이 발달상의 이유들로 일반적으로 실제적이 아님을 의미함이 틀림없다. 

 
(D) 영원히 변동하는 개체군(permanently fluctuating populations) 

 
진딧물과 새각류(cladocera)는 59  맬더스 매개변수를 사용하는 수학적 취급의 일반성이 직접 

가치를 보일 수 있는 한 유형의 유기체의 사례들일 것이다.  어떤 개체군에서도 그들의 개체 

수는 폭넓게 변화한다.  Mr. M. J. 웨이(Way)는 어떤 진딧물 종류들은 [개체군에서] 개체 수의 

계절적 범위가 자주 1000 배 수준이다; 그러나 개체 수가 극대까지 상승하거나 뒤따라 감소하는 

것이 단순하거나 단조 감소/증가(monotonic)도 아니다.  같은 종류의 상황을 물벼룩의 실험 

개체의 연구에서도 추론해 왔다.  슬로보드킨(Slobodkin; 1954)은 개체군이 요동하는 내적 경향 

때문에 환경적으로 불변하는 평형 시간이 생기더라도 “자연에서 평형 상태에 있는 물벼룩 

[개체군]이 있다는 말은 극도로 가능성이 낮다”를 의미한다고 결론지었다.  아마도 그런 종들은 

계절적이건 다른 이유건 요동을 진화적으로 오래 겪었으며, 그들이 얼마나 불규칙적이건 간에 

좋은 시기(lush period)가 시작됐거나 식량 경쟁이 심해진 무렵임을 보이는 환경의 단서에 자신의 

생명 일정을 적절히 조정해 반응할 수 있는 개체의 클론이 [번식] 일정의 내적 형태를 불변으로 

유지한 클론에 비해 더 선택되었어야 한다. 

이런 종의 유형이 전이적인(transitory) 서식처에서 빨리 군락을 이루는 데 특히 적응했음은 

명백하다.  진딧물에선 대부분의 다른 곤충에 비해 최대의 [개체군] 성장 속도일 뿐 아니라, 즉각 

번식할 능력을 지연시킬지 모르는 보호적 적응의 모든 종류가 명백히 희생되어 왔다.  [개체 

밀도가] 높은 극단에서 나타나는 유연한 표현형의 변형은 명백히 적응적이다; 전형적으로 특별한 

이주형 또는 휴면형(dormant)이 생긴다.  같은 것은 같은 것을 낳는다는(like producing like) 

기본적 가정에 근거한 이 논문의 정량적 분석은, 다른 형태를 낳는 상태로 갑작스레 전환하는 

것까지 다루지는 못한다.  존재하는 데이터가 확증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개체 수] 팽창 

시기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점을 주는 것도 찾지 못했다.  확실히 빨리 번식하기 위해 생명 

                                           
58 곡선을 더 낮은 연령 쪽으로 밀어붙이므로, 음의 왜도(negative skewness)를 가리킨다. 

59 일반적으로 물벼룩류를 가르킨다.  https://en.wikipedia.org/wiki/Cladoc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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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을 가속시키는 것은 확실히 기대할 수 있는 하나며, 실제 일어난다; 물벼룩 데이터에서 몇 

증거가 이미 있으며, 컴포트(1964, p.19 et seq.)가 몇 가지 다른 경우를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노화가 신체 대사의 몇 누적적 효과라는 순수한 기계적(mechanistic) 이론에 대한 일반적 성장 

조건[의 줄거리]을 따라간다; 우리는 그것이 진화적 시각에도 들어맞는다는 이상은 더 말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더 철저한 생명표들이 나올 때까지, 윌리엄즈가 했듯이, 거의 모든 종에서 

자손의 단순한 기댓값이란 말에서 노화를 형성하는 선택의 힘에 대해 논의하면 꽤 적절할 것이다. 

 
이 논문에 제시한 연구는 런던 경제 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의학 연구 
위원회의 학자금(Medical Research Council Scholarship)을 받고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University College London)에서 종신직(tenure)으로 있는 동안 주로 수행했다.  저자는 
Mr. J. 하이날(Hajnal)에게 많은 유용한 논의와 조언에 대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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