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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s in 1900’s on cooperative population
dynamics

협력형 개체 수 동역학에 대한 1900년대 연구

Chang Jeongwook 장정욱 Shim Seong-A* 심성아

Cooperative behavior may seem contrary to the notion of natural selection and
adaptation, but is widely observed in nature, from the genetic level to the organ-
ism. The origin and persistence of cooperative behavior has long been a mystery
to scientists studying evolution and ecology. One of the important research topics
in the field of evolutionary ecology and behavioral ecology is to find out why co-
operation is maintained over time. In this paper we take a historical overview of
mathematical models representing cooperative relationships from the perspective
of mathematical biology, which studies population dynamics between interacting
biological groups, and analyze the mathematical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these cooperative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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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생물학의 면역학이나 진화생태학 분야에서는 질병의 진행이나 숙주와 기생체의 상호

진화와 같은 문제를 수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수리생물학에서 다루는 이러한 모

델들은 수학적으로 잘 짜여진 완벽한 체계를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 생물학 분야에서 중

요한 직관적인 주장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제기한다. 수리생물학이라는 학문 분야의 시

작은 1920년경 Lotka [16]와 Volterra [23]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발표된 논문에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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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ka-Volterra system’으로 일컬어지게 된 개체 수 변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18].

이러한 형태의 모델에 대한 연구로부터 개체 수 동역학(population dynamics)의 다양한

수학적 모델들이 제안되어 오고 있으며 수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진 특정 분자들의 상호작용을 서술하는 화학 기제에 대한

연구, 예를 들어,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에 침투하기 위하여 결합 단백질을 어떻게 이용하

는 지에 대한 이해 등의 결과는 중요한 진전이지만, 질병의 진행과정이나 기생체와 숙주의

상호 진화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바이러스 입자 또는

면역세포, 숙주 각각의 빈도를 조절하는 것은 그들의 개체 수이다. 이들의 생태 시스템의

서로 맞물려 순환하는 고리는 말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이런 이유로 면역학이

나 진화생물학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수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게 된다.

유전자, 바이러스 입자, 면역세포 또는 숙주 유기체와 같은 상호작용하는 자기복제 개

체들의 개체 수 밀도 조절의 되먹임 기제에 대한 수리모델을 상미분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n가지의 종 (species)이 상호작용하는 생태계를 생각하고, 정해진 측정

단위의 시각 t일 때의 i번째 종의 밀도를 pi(t)로 나타내며, P = (p1, p2, · · · , pn)이라 하

면 시간에 따른 단위 개체 수 당 개체 수 밀도의 변화는 상호작용하는 개체들의 수에 어떤

방식으로 의존한다. 즉,
d(pi)

dt
= pi fi(P ) (1)

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함수 fi(P )의 형태에 따라 상호작용의 다양한 경우를 표현하게

된다. 상 공간 (phase space) Rn
+는 식 (1)에 의하여 불변 (invariant)이며, Rn

+의 경계면

들도 마찬가지이다. 함수 fi(P )가 가장 간단하게 pi들에 대한 일차식인 경우도 실제적인

생태 집단을 묘사하는 유용한 수학적인 동역학(dynamics)을 보여준다. 그 한 예로 다음과

같은 Lotka-Volterra 방정식을 들 수 있다.

d(pi)

dt
= pi

ci +
∑
j

aijpj

 (2)

자연의 역동성은 대부분 유기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기인하고, 그러한 상호작용은 일반

적인 경우 광범위하며 간접적이고 미묘해서 체계를 모델화하기 어렵지만, 생물 종의 수를

두 개로 한정하고 그 두 종 사이의 상호작용을 단순화한 함수 관계로 나타내어 분류할 때,

포식자-먹이(predator-prey) 관계, 경쟁(competitive) 관계, 그리고 협력(cooperative) 관

계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15].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포식자-먹이

관계이다. 이는 관찰과 연구에 용이한 면이 있어,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이 많으며, 여러

가지 파생되고 변화된 모델이 있다.

시간 변수 t에 대하여 먹이 종과 포식자 종의 서식 지역 내의 개체 수 평균밀도를 함수

p1(t), p2(t)라 하고, 두 종의 상호작용 관계를 나타내는 반응함수를 f1(p1, p2), f2(p1,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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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두어, 두 함수 p1(t)와 p2(t)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다음 형태의 식으로 나타낸 것을

Kolmogorov 모델이라고 부른다([4, 9]).
∂(p1)

∂t
= p1 f1(p1, p2) for t ∈ (0,∞),

∂(p2)

∂t
= p2 f2(p1, p2) for t ∈ (0,∞),

p1(0) ≥ 0, p2(0) ≥ 0

(3)

이러한 Kolmogorov 모델의 형태로 포식자-먹이 관계를 표현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f1)

∂(p2)
<

0, ∂(f2)

∂(p1)
> 0인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f1)

∂(p2)
< 0의 의미는 위의 모델 (3)

에서 첫 번째 식의 포식자 종 개체 수 밀도 p2가 증가함에 따라 함수 f1의 값이 감소하여

그 결과로 먹이 종 개체 수 밀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비율
∂(p1)

∂t
가 감소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f2)

∂(p1)
> 0의 의미는 위의 모델 (3)의 두 번째 식의 먹이 종 개체 수 밀도

p1이 증가함에 따라 함수 f2의 값이 증가하여 그 결과로 포식자 종 개체 수 밀도가 따라

변하는 비율
∂(p2)

∂t
가 증가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Kolmogorov 모델 (3)의 형태로 경쟁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은
∂(f1)

∂(p2)
< 0, ∂(f2)

∂(p1)
< 0인 조건을 부여하고, 협력 관계에 대해서

는
∂(f1)

∂(p2)
> 0, ∂(f2)

∂(p1)
> 0으로 조건을 부여한다.

Lotka-Volterra 모델 (1)을 2개 종에 대하여 나타낸 것은 Kolmogorov 모델의 한 형태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Kolmogorov 모델 형태로 분류되는 것들 외에도, 개체 수 동역학

분야에서 종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묘사하는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그

중 협력관계를 나타내는 수학적 모델에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협력적 행동은 자연선택과 적응이라는 개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유전자

수준에서 유기체에 이르기까지 자연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된다. 협력적 행동의 유래와 지

속성은 오랜 동안 진화와 생태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수수께끼로 여겨져 왔다. 시간이

흘러도 협력이 유지되는 이유를 찾고자 하는 것이 생태학 분야의 중요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이다. 한편으로, 수학적 또는 실험적 연구로 한 종의 집단 안에서든, 또는 여러 집단

사이에서든 생태학자들은 종종 협력과 상호 혜택 요소를 추가하면 집단 개체 수의 평형이

무너지는 것을 발견했다. May [17]는 특히 협력이 절대적인 경우에 이러한 현상을 “상호

후원의 흥청거림 (orgy of mutual benefaction)”으로 표현했다. 그에 비해서 음의 밀도

의존성, 비선형적인 혜택 함수와 줄어드는 보상, 포식자, 주기적 의존성 등은 상호적 상관

관계에 평형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현재까지 몇 개의 종 집단 간의 협력에

대해서 관찰되고 연구되었고, 종 집단 내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

으며 앞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협력 관계를 나타내는 수학적 모델에 대하여 먼저 역사적인 개관을 2절에서 살펴보고,

3절에서 이러한 협력 관계 모델의 수학적 특성과 의미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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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 관계를 나타내는 수학적 모델에 대한 역사적인 개관

하나의 종 안에서 개체들 사이의 협력이나 두 개 이상의 종 사이의 협력은 자연에서 흔

히 관찰되지만, 다윈의 진화론 이래 진화 생태학과 행동 생태학의 의문으로 이어져왔다

([3, 6, 21]). 다윈이 ‘종의 기원’ [7]에서 자연선택설을 주장하면서도 진(眞)사회성 곤충의

특성인 자기희생적 행동이 이 이론에 들어맞지 않는 난제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8]. 1950

년대까지 이어진 협력 관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대부분 경험적 자료를 쌓아가는 것이

었고, 협력의 진화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1964년에 이르러 해밀턴

[11]이 포괄적 적응도 (inclusive fitness) 모델을 제시하여 친족 관계 선택의 이타성의 진

화에 대한 수학적 이론을 발표하여 이후의 진화생태학 연구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

었다([6, 21]). 현재까지의 연구는 협력의 결과를 유도하는 진화론적 경로의 모형으로 크게

네 가지 즉, 상호 호혜 (reciprocity), 부차적 상호 이익 (byproduct mutualism), 집단 선

택(group selection), 그리고 친족 선택적 협력(kin-selected cooperation)등이 제시되고

있다.

협력적 진화의 역사는 분자 네트워크로부터 시작하여 단일 유기체와 같이 조밀하게 짜

여진 사회로 이어진다. 벌 군집이나 불개미 집단은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의 특이하게 높

은 협력의 정도는 사회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 사이의 가까운 친척 관계에 기인한다. 한

유전자가 자신의 딸 유전자를 돕는 것은 자신의 복제본을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 벌 군집

안에서의 가까운 친척 관계는 그 안에서 아주 소수만이 번식능력을 가지는 것이 원인이다.

이러한 유형의 협력 관계는 친족이론(kinship theory)으로 설명된다. 번식률 면에서 기증

자가 c의 비용을 치르고 수증자가 b의 혜택을 받게 되는 이타적 행동은 기증자와 수증자

사이의 관계성이 비용 대 혜택 비율 c/b을 초과하는 경우에 선택적인 이익을 가져온다.

인간 사회에서는 협력에 있어서 친족관계는 아주 작은 영향을 끼치며, 유전적 요인보다는

경제적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장 단순한 기제는 직접적인 호혜 관계로서 b > c인 조건 하에서 도움이 바로 되돌아

온다면 남을 도와주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제는 도움을 되돌려주지 않는 기생(무임

승차)을 유발하게 된다. 게임 이론에 이러한 면을 명료하게 잡아내는 모델이 있다. 죄수의

딜레마는 2인 대칭 게임으로서 협력과 배반 중에서 선택하는 시행을 한다. 이때 보상 행렬

A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 =

협력 배반[ ]
b− c −c 협력

c 0 배반

협력자는 b > c인 조건 하에서는 c의 비용을 치르고 b의 혜택을 받는다. 반면, 배반자

또는 무임승차자는 혜택을 베풀기를 거절한다. 따라서 두 협력자 사이의 시행에서는 둘 다

효과적인 게임값 b − c를 얻는다. 만일 협력자가 배반자와 시행을 하게 되면 배반자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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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혜택을 얻고, 협력자는 혜택은 없이 비용 c만 치르게 되어 −c의 보상을 얻게 된다. 두

배반자 사이의 시행에서는 서로 혜택도 없고 비용도 없다. 그러므로 이기적인 개체는 상

대가 협력자이든 배반자이든 상관없이 배반하는 것이 항상 이익이다. 이러한 상태는 게임

이론의 Nash equilibrium이 된다. 여기에서 딜레마는 모두가 배반자가 되어 0의 보상을

받게 되어, 모두 협력했을 때 모두가 얻는 b− c의 보상보다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전략 게임으로 바라보는 대신, 보상 행렬에 의하여 결정되는

번식 적응도를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개체 수 동역학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배반자가

상호작용하는 협력자들보다 항상 이익을 얻는다면, 배반자의 개체 수가 증가하게 되고, 장

기적으로 배반자만 남을 것이다. 이에 대한 수학적 모델로 협력자의 비율 q에 대한 미분방

정식을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모든 개체가 다른 개체들과 균일한 확률로 상호작용한다

고 하고, 보상 기댓값을 적응도 기댓값으로 간주하여,
dq

dt
= −c q(1− q) (4)

의 관계로 표현한다. c > 0이고, 협력자 수의 초기값에 독립적이므로, 이 미분방정식의 해

g(t) = (1 + Cect)−1(C는상수)는 항상 q = 0으로 향할 것이다. 즉 협력자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평형상태인 것이다. 앞서 말한 Nash equilibrium이 진화적 평형 상태로서,

협력하지 않는 것이 진화적 평형 전략이다.

그러나 미생물의 세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실제 생태학적 또는 생물학적 현상은 훨씬

복잡하고 많은 요소가 결합되어 있어 게임 이론과 같이 미생물 개체 사이의 협력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미생물 종 사이에 영양분 교환을 의미하는 교차 먹

임 (cross-feeding)은 두 가지 유력한 진화적 기원을 가진다. 하나는 종 간에 대사 노폐물

이나 부산물을 교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타적 호혜로 알려진 협력 형태이다. 두 종

사이에 이러한 교차 먹임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는 몇 가지 조건에 대하여 광범위한 연구

들이 이루어져왔다. 그 중에 적은 개체 수의 작은 집단이 공간적으로 제한된 환경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경우나 협력적인 교차 먹임의 진화가 상대 종으로부터의 교차 먹임이 이미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등을 조건으로 하여 진행된 연구들이 있다. Bull 등의 논문

[5]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넘어서 직관적이지 않은 몇 가지 동력학적인 제한을 적용하였다.

세부적으로, 협력적 교차 먹임의 혜택은 세포 밀도가 중간 정도일 때만 나타나는 것을 관

찰하였다. 낮은 밀도에서는 자원의 밀도가 너무 낮아 협력의 비용을 상쇄할 수 없고, 높은

밀도에서는 두 종이 서로 나누는 자원이 제한되어 서로 경쟁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고

려하면 자연에서 협력적 교차 먹임의 진화는 다른 형태의 협력보다 더 나타나기 힘든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는 교차 먹임의 실험적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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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은 아주 단순하게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 개체는 적응 면에서

평가하여 혜택이 비용을 능가하면 다른 개체와 연대할 것이다 [11]. 더 많은 개체가 협력

하게 되면 협력의 집합체를 구성하여 더 큰 집단 수준에서의 협력을 이끌어 낸다. 개체 수

생태학에서 이러한 현상은 ‘Allee 효과’로 모델화 되거나 또는 개별 개체의 적응도와 집단

안에서의 연대 사이의 양의 관계로 모델화된다 ([1, 2]). Allee 효과를 추가함으로써, 자주

무시되어 왔던 집단 내에서의 연대와 그들의 적응도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협력은 개별 개체가 적응 기회의 차이에 기반을 둔 연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은 개체 수 동역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협력적 행동은 특권적(facultative)

형태와 절대적인(obligate) 형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찌르레기 떼의 군집비행, 물고

기 집단 유영, 대규모 메뚜기 떼에서 볼 수 있는 특권적 협력은 이러한 협력을 하지 않는

결과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각 개체는 연대에 대하여 전적인 선택권을 가진다. 개(dogs)

과, 고래목 또는 영장류 동물, 진사회적 곤충에서 보이는 절대적 협력은 이러한 협력을 하지

않는 결과가 심각하여 참여자의 선택권이 부분적으로만 허용된다. 특권적 협력의 개체 수

동역학 모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상대적으로 절대적 협력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Halloway 등의 논문 [10]에서는 게임 이론을 적용한 행동 동역학을 이용하

여 특권적 협력에 대한 모델을 세우고 분석하였고, 일반적인 결과로 행동적인 평형상태와

개체 수 규모의 평형상태 사이의 근본적 불일치로 인해 절대적 협력을 하는 종은 완전한

안정상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였다.

3 협력 관계 모델의 수학적 특성과 의미

상호작용하는 개체들 사이의 반응을 다루는 게임 이론으로서의 간접적인 상호 호혜 관계

모델은 이타적 행동의 보상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어딘가 다른 곳으로부터 돌아오는

상황을 나타낸다. 그러한 하나의 간단한 모델에서 각 참가자마다 점수를 부여한다고 생각

하여 도움을 베풀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고, 베풀지 않으면 내려간다. 참가자들은 도움을

받을 잠재적 상대의 점수가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도와준다. 이런 정해진 기준은 선택하기

나름이다. 낮은 점수의 참가자를 도와주지 않음으로써 벌주는 것은 자신의 점수를 낮추는

비용을 치르게 되지만, 배반자가 벌 받지 않으면 그들이 득세를 할 것이다. 각 참가자가

몇 번의 시행에 시혜자와 수혜자 양쪽 입장으로서 참여하는데, 단 같은 참가자를 다시 만

나지는 않는다고 가정하면, 참가자들이 서로의 점수를 충분히 잘 안다는 전제 하에 이러한

변이된 선택의 반복은 협력적으로 진화하게 된다 [19]. 때때로 집단 전체의 개체 수 안에서

배반자들이 증가하여 비차별적인 이타적(점수가 낮은 상대에게도 도움을 베푸는) 개체들의

밀도를 능가하기도 하는데, 집단이 이러한 위험에 처하게 되면 협력이 더 공고해진다. 이

현상은 세 종류의 참가자가 있는 단순한 게임으로 잘 설명된다. 전체 집단에 대하여 개체



Chang Jeongwook & Shim Seong-A 173

수 비율이 p1, p2, p3로 나타나는 세 종류의 참가자는 각각 무조건적인 이타적 개체들, 배

반자들, 차별적인 이타적(도움을 주지 않는 상대를 제외하고 도움을 주는) 개체들이다. 예

를 들어, 참가자마다 한 번은 수혜자로서 다른 한 번은 시혜자로서 두 번의 시행을 한다고

하면, 각각의 보상 r̂1, r̂2, r̂3은

r̂1 = 2(b− c− bp2)

r̂2 = 2bp1 + bp3
r̂3 = 2(b− c)− cp2 (a, b, c는 상수)

(5)

으로 주어진다. 여기에서 세 종류의 비율의 합은 전체이다. 즉 p1 + p2 + p3 = 1이다. 식

(5)에서 r1 = r̂1 = r̂2, r2 = 0, r3 = r̂3 = r̂2로 두면

r1 = −2c+ bp3
r2 = 0

r3 = 2b− 3c+ (c− 2b)p1 + (c− b)p3

(6)

r =
∑

piri = p1r1 + 0 + p3r3으로 두고 이 시행의 반복을 연속 모델에 반영하면

d(p1)

dt
= p1 (r1 − r)

d(p3)

dt
= p3 (r3 − r)

(7)

으로 나타난다. p2 = 0일 때, r1 = r2를 만족하는 해는 p1 =
b− 2c

b
, p3 =

2c

b
이다. 그리

고 p1 = 0일 때, r3 = r2를 만족하는 해는 p2 =
−b+ 2c

b− c
, p3 =

2b− 3c

b− c
이다. 여기에서

만일 차별적인 이타적 개체들이 너무 소수이면, 즉 p3 <
2b− 3c

b− c
이면 배반자들이 득세할

것이다. 그러나 p3 >
2b− 3c

b− c
인 모든 경로는 x2 = 0인 경계 모서리에서 출발하여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이타적 개체들이 점점 섞여지게 되고, 무작위적인 경향들이

이 모서리를 따라 오르내리는 고정점만으로 구성된 상태를 만든다. 그리고 변이가 일어나

배반자의 밀도 p2가 작은 상태가 유도된다. p3 >
2c

b
이면 배반자들이 많아질 수 없다. 그

리고
2b− 3c

b− c
< p3 <

2c

b
(8)

이면 배반자의 개체 수 밀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곧이어 차별적인 이타적 개체들에

의하여 제거된다. 그러한 무산된 시도는 차별적인 이타적 개체들의 밀도를 너무 높여 배반

자들이 세력을 얻을 수 없게 된다. 무작위적 변동이 식 (5)의 범위를 벗어날 때만 배반자

들이 득세할 것인데, 이는 시간이 걸리며, 배반자들의 득세가 자주 일어나면 성공에 이를

수 없다. 이런 모델은 규칙 습득, 도덕적 감정, 사회적 규범, 명성을 선택함으로써 협력이

어떻게 유도되는지를 보여준다.

한 서식지 안의 두 개 종에 대한 협력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단순한 형태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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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ka-Volterra 모델이다.
∂(p1)

∂t
= p1(a1 + c1p2) for t ∈ (0,∞),

∂(p2)

∂t
= p2(a2 + b2p1) for t ∈ (0,∞),

p1(0) ≥ 0, p2(0) ≥ 0

(9)

Shim의 논문[2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 (9)와 같은 협력 관계 Lotka-Volterra system

은
∂(p1)

∂t
> 0이고 동시에

∂(p2)

∂t
> 0이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두 종의 개체 수 밀도 p1

과 p2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 증가하여 현실적이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식 (9)의 반응함수에 종 내부의 경쟁을 상수 b1, c2로 도입하여 다음과

같은 모델을 이용할 수 있다.
∂(p1)

∂t
= p1(a1 − b1p1 + c1p2) for t ∈ (0,∞),

∂(p2)

∂t
= p2(a2 + b2p1 − c2p2) for t ∈ (0,∞),

p1(0) ≥ 0, p2(0) ≥ 0

(10)

이 모델에 대하여 b1c2 > b2c1인 조건 하에서 양이 값을 갖는 평형점

(p1, p2) =

(
a1c2 + a2c1
b1c2 − b2c1

,
a1b2 + a2b1
b1c2 − b2c1

)
이 존재하게 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조건 b2c1 < b1c2의 실제적 의미의 한 가지 해석

은 협력에 의한 도움 b2c1이 종 내부의 경쟁 b1c2보다 작을 경우를 표현하는 것이다. 모델

(9)에서 p1종과 p2종 각각의 수용한계는
a1

b1
, a2

c2
이다. 이 값들과 비교해서 p1 > a1

b1
이고

p2 > a2

c2
임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실로부터 이러한 협동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두 종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됨을 관찰할 수 있다.

미생물 종 사이에 영양분 교환을 의미하는 교차 먹임(Cross-feeding) 관계를 다음과 같

은 모델로 나타낸다[5].
∂(p1)

∂t
= p1

(
a1 + b1

p2
p1 + c1

)(
1− p1 + p2

k

)
for t ∈ (0,∞),

∂(p2)

∂t
= p2

(
a2 + b2

p1
p2 + c2

)(
1− p1 + p2

k

)
for t ∈ (0,∞),

p1(0) ≥ 0, p2(0) ≥ 0

(11)

여기에서 ai, bi, ci (i = 1, 2), k는 모두 양수이다. ai를 양수로 둠으로써, 교차 먹임이

없더라도 각각의 종 집단은 성장할 수 있으며, 교자-먹임을 보조적인 수단임을 나타낸다.

Bull 등의 논문[5]에서 이 모델을 이용하여 개체 수 밀도 p1, p2의 변화를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p1, p2가 c1, c2, k에 비해서 아주 작은 경우 :
∂(p1)

∂t
= a1p1 +

(
b1
c1

)
p1p2 for t ∈ (0,∞),

∂(p2)

∂t
= a2p2 +

(
b2
c2

)
p1p2 for t ∈ (0,∞)

(12)



Chang Jeongwook & Shim Seong-A 175

다음으로, p1, p2가 c1, c2에 비교하여 크지만 p1 + p2는 k에 비하여 작은 경우 :
∂(p1)

∂t
= a1p1 + b1p2 for t ∈ (0,∞),

∂(p2)

∂t
= b2p1 + a2p2 for t ∈ (0,∞)

(13)

마지막으로 p1, p2가 c1, c2, k에 비해서 아주 큰 경우에는 모델 (11)을 직접 분석한 결과,

협력적 교차 먹임의 혜택은 세포 밀도가 중간 정도일 때만, 즉 모델 (13)에서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였다. 모델 (12)의 경우, 낮은 밀도에서는 자원의 밀도가 너무 낮아 협력의 비

용을 상쇄할 수 없고, 모델 (11)에 대하여 높은 밀도 조건을 부여하면 두 종이 서로 나누는

자원이 제한되어 서로 경쟁하게 된다.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면 자연에서

협력적 교차 먹임의 진화는 다른 형태의 협력보다 더 나타나기 힘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두 가지 종이 한 서식지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모델에서 한 종 내부의 협력

관계를 설정하여 그에 따라 변화된 양상을 얻게 되는 예를 살펴보자. 전통적인 포식자-

먹이 모델은 먹이 종의 밀도에 대한 포식자 반응 함수가 단조증가라고 설정하여, 주어진

서식 환경에서 먹이가 더 많아질수록 포식자 집단은 더 번성한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Kolmogorov 모델 (3)에서 포식자-먹이 모델에서
∂(p2)

∂(p1)
> 0인 조건으로 먹이 종 개체

수 밀도에 대한 포식자 종 개체 수 밀도의 반응 양상을 단조증가함수로 표현한다. 이러한

가정은 제한된 서식지 안에서 먹이 개체의 밀도가 증가할수록 포식자 밀도가 더 증가하게

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Shim의 논문[22]에서 이러한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예에

대한 몇 가지 연구를 소개하였다. 그 중 Rosenzweig[20]가 다루었던 포식자-먹이 관계와

기생-숙주 관계 모델은 먹이 종 개체 수 밀도가 일정 정도 이상 높아지면 포식자 종과 먹이

종의 개체 수 밀도에 대한 불균형 상태를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포식자 종이 멸종되는 균형

상태에 도달함을 보여준다. 자연에서 이러한 종류의 여러 가지 현상이 관찰된다. 먹이 종의

개체 수가 어느 정도 이상 많으면 포식자로부터 집단을 방어할 수 있게 되는 현상을 집단

방어 (group defence)라고 부른다. 그린란드 등지에 서식하는 사향소 (musk ox)가 떼를

이루어 포식자인 북극늑대 (arctic wolf)에 대응하여 방어하는 현상, 또 곤충이 거대한 무

리를 형성하는 현상, 물 속 영양분을 소비함으로써 수질을 개선시키는 미생물 종에 대하여

영양분의 밀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오히려 미생물 종의 개체 수 밀도가 낮아지는 현상 등

은 집단 방어의 실제 예이다. 이러한 현상을 표현하고자 제시된 ‘Holling type의 포식자-

먹이 모델’ (14)은 한 종 집단 내에서의 협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12, 13, 14]).
∂(p1)

∂t
= p1

(
a1 − b1p1 −

c1
1 + qp1

p2

)
for t ∈ (0,∞),

∂(p2)

∂t
= p2

(
−a2 +

b2
1 + qp1

p1

)
for t ∈ (0,∞),

p1(0) ≥ 0, p2(0) ≥ 0

(14)

이러한 Holling type의 반응 함수는 더 많은 개체가 협력하여 큰 집단 수준에서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Allee 효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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