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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識的인 水準에서 觀察해 보더라도 人間을 包含하는 모든 生物은 動物이건 植物이건 間

‘에 그들의 生存을 위해서는 그 주위의 環境에서 食料와 「에너지」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모 

든 自然諸科學과 生命諸科學 및 人文 • 社會諸科學의 分野에서는 初創期부터 環境에 대한 關

心이 至大하였다. 

環境에 대 한 學究的 關心은 여 러 學問의 初創期부터 事物을 說明하는 方便으로 나타나서 

심 지 어 는 環境決定論까지 覆頭되 었지 만 最近에 各分野에 서 人間과 環境의 關係에 대 한 關心

이 새로이 高簡되고 再評價되고 있는 것은 學究的 關心에서 뿐만 아니라 人間의 生存問題

와 直結되는 實際的안 關心에서도 그것이 重훨뾰을 갖기 때문이다. 1972年 6月에 「스웨덴」 

의 「스톡홀릎」에 서 開健되 었떤 「유엔」 人間環境會議(FOUNEX Committee and SCOPE 

W orking Party 1973)와 이에 對備해서 우리 나라에서 열렸떤 人間環境 「세미나J(中央日報 • 

* 서울大學校 文理大 敎授

** I Á.間과 環境에 關한 세 미 나」에 參與하여 이 論文의 草橋에 많은 論評파 重要한 問題點들을 示浚
해 준 A類學者 姜信杓(題南大)， 植勳學者 李敏載(서 울大)， 植劇生態學者 吳桂七(西江大)， 社會學
者 全炳桂(延世大)， 動勳學者 崔基哲(서 울大)- 敎授님 들과 A類學 現地調훌次 韓國에 나와 있는 
Charles Goldberg (콜럼 비 아大)에 게 感謝하며 ‘ 生態學의 우리 말 專門用語를 統一하는데 助言해 준 
植勳生態學者 嚴圭白博士에게 고마운 뜻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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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放送 1972)도 그러한 關心에서 나온 것임에 틀렴 없다. 

/κ類學은 λ、間과 文化를 돼究하는 學問이므로 人間의 生物學的 測面과 社會文化的 測面을

다 같이 主要 船究對象으로 하며 環境과 人間 내 지 環境과 文化에 대 한 昭究언 人間生態學

또는 生態A類學을 한 핍究分野로 發展시켜 왔다. 이런 點에서 生態人類學은 生物諸科學과 

社會諸科學 사이 에 橋梁의 沒뽑U을 하는 여 러 가지 漸念과 方法을 提供하고 있으며 그 沒劃은 

마치 生化學이 自然諸科學과 生物諸科學 사이에 多方面의 橋梁的 彼劃을 하는 것과 비슷하 

다. 

生態人類學에서는 自然環境 뿐 아니라 人寫的 環境도 매우 重훨視된다. 처음에는 A間이 

自然環境에 全的으로 依存하면서 自然의 支配를 받아 왔지 만 自然環境에 대 한 適應의 「례 카 

니즘J~로 人間의 身體的 進化가 일어나고 文化를 創造， 發展시킴에 따라 점차로 自然環境

을 變形시켜 왔으며 自然環境을 어느 程度 統制하기 까지에 이르렀다. 自然環境에 依한 支

配와 그것의 變形 및 統制의 現象은 人間의 進化와 文化發展의 通時的 展開過程에서만 나타 

났을 뿐 아니 라 共時的으로도 全世界의 現代社會에 共存하는 現象이 다. 다만 人間이 自然環

境에 依해서 支配블 받거나 그것을 統制하는 程度가 時間과 空間에 따라 다른 것은 人間이 

人寫的 環境을 얼마나 創造하고 그것에 依存하는가 하는 程度의 差異가 있기 때문이며 그 

差異는 人間의 文化와 社會組織， 技術， 經濟 및 政治形態 등에 그대로 反映된다. 

2. 人類學과 關聯된 環境 및 生態學의 諸擺줍、 

入間과 環境 및 文化의 關係를 昭究하는 生態人類學의 理論과 方法을 理解하기 위해서는 

環境， 生態學과 生態系， 文化生態學등의 用語가 어떻게 使用되며 그것들이 一般的으로意味 

하는 것과 持珠한 意味를 갖는 경우를 區別하고 人類學의 一部로서의 生態A類學과 關聯된 

몇가치 基本構念들을 明白히 規定하고 나갈 必要가 있을 것 같다. 

가. 環境의 諸{則面

環境이 란 말이 넓 은 意味로 쓰일 때 는 한 生物有機體 또는 그 集團의 外部에 있으면서 어 

떤 方法으로서든지 그것에 影響을 주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흔히 環境이라고 말할 때 우리 

는 自然環境을 연상하게 되 지 만 앞에 서 본 바와 같이 社會諸科學에서 는 自然環境에 못지 않 

게 人寫的 環평， 즉 社會文化的 環앓이 重愛한 맑究의 對象이 된다. 

自然環境(natural environment)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 속에는 여러 次元의 環境이 包含되 

는 包括的 意味로 使用될 수도 있다. 例컨대 어떤 特定한 動物의 環境이라고 할 때 그環境 

이란 말 속에는 無機物의 諸要素， 즉 無生物의 物理的 環境(physical environment)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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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動物과 植物들을 包含하는 生物的 環境(biotic environment)을 다 같이 內包한다. 그리 

고 한 生物의 遺傳子는 주어진 接合子의 遺傳的 背景뿐만 아니라 그 遺傳子가 發生한 地域

의 個體群의 全體 遺傳子 「푸울」까지도 包含하는 遺傳的 環境(genetic environment)을 가진 

다 (1) 

社會文化的 環境을 단적으로 表現하는 말로서 우리는 흔히 어떤 아이의 少年犯罪가 「나쁜 

環境」에서 자라왔기 해문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다른 正常的인 아이플과本 

質的으로 다른 日光이나 降雨量， 溫度， 氣壓， 士鍵과 불의 化學成分이 있는 自然環壞에서 

자랐다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에 「나쁜 環境」이란 社會文化的 環境을 가 

리키는 것으로써 그의 家處生活 形便이나 이웃사람들 또는 數育의 機會퉁이 그로 하여금社 

會가 훨求하는 規範에 맞는 行動을 할 수 없게 했떤 처지였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따 

라서 社會文化的 環境이란 말 속에도 家處環境， 都市環境， 敎育環境， 其他 職業， 政治， 經

濟등 수 많은 社會文化的 屬性에 따르는 環境들이 內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따른次 

元에서 우리는 가장 包括的이고 據大된 一般觀念으로서의 環境 즉 「에큐메니 J (oecumene)를 

생각해 볼 수 있다. Helm(1962: 633) 이 使用한 이 包括的 環境의 觀念은 生活場所(habitat)

에 있는 自然環境과 社會文化的 環境은 물론 그 社會의 範圍를 넘어선 經驗의 世界 안에 있 

는 모든 社會文化的 資源과 集團까지도 包含한다. 이 가장 包括的인 環境의 擺念은 特히 文

化接觸을 通해서 變化가 일어나고 있는 地域社會를 隔究할 째 有用한 觀點이 될 수 있다. 

以上에서 論議펀 여러 測面의 環境들은 또 그것들을 보는 立場에 따라， 있는 그대로의 實

在하는 環境(real environment) 과 各 文化體系의 成員들에 依해서 認知되는 環境(perceived

environment)으로 區分될 수 있다 (2) 이 區分은 마치 Beals(1967 : 29-30)가 科學的 實體

(scientific reality)와 文化的 實體(cultural reality)를 區分하는 것과도 비슷하다. 同-한 環境

에 對해서도 그것에 關한 價{直觀이나 信때은 各 文化의 成員들 間에 다르게 나타나며， 環境

의 實體를 보는 見解도 文化體系의 안에서 보느냐 밖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偏見을 갖지 않은 外部觀察者로서의 熟達된 人類學者라면， 그가 어느 文化體系의 成

員이든 相關없이 다음 두가지 事實을 說明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自己가 觀察하는 文化

體系에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客觀的인 外部의 諸條件들이고， 둘째는 그 文化體系와 그것의 

(1) 生勳學에 서 는 傳統的으로 自然環境을 物理的 環境과 生쩌的 環境의 두가지 로 大別해 왔다. 이 
세마나」의 第 2 分科會議에서 本 論文이 發表되었을때 李敏載 博士와 吳桂七博士도 生勳學에서 
는 遺傳的 環境이 란 말을 쓰지 않을 뿐 아니 라 論議의 對象도 되 지 않는다고 指觸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崔基哲 博土는 遭傳的 環境을 考慮할 수 있다고 認定하였다. Erns Ernst 
Mayr(1963 : 278-79)도 傳統的￡로 잘 알려 진 두가지 環境 즉 物理的 環覆과 生物的 環境에 第

3의 適傳的 環境을 반드시 追加시켜 야 한다고 主張하였다(αιL‘，e앉nski 197π0: 49-50 參g照照g뀔、\) 
(2) 이 觀點은 「세 미 나」의 討論에 參與했던 姜信杓 博士와 CharIes Goldberg民의 論評과 示俊를 받 

아 展開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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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間에 觀察될 수 있는 相互作用 즉 生態關係이다. 그리고 한가지 더 說明할 수 있는 것 

은 그 文化體系의 成員들·에 依해서 認知되는 環境이다. 이것을 Beals는 民族生態學(ethnoe

cology) 이라고 부른다. 이 세가지는 모두 人類學者들에게 매우 重훨한 說明的 擺念들이다. 

나. 生態學과 生態系

生態學이란 말을 처음으로 지어낸 것은 獨速의 生物學者 Ernst Haeckel이며 그의 生態學

擺念은 오늘날 大部分의 學者들이 生態學이략고 생각하는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 그는 

動物學의 體系를 세 움에 있 어 構造를 맑究하는 形態學(morphology)과 機能을 없究하는 生理

學(physiology)을 크게 大別하고 形態學을 다시 解옆U學과 發生學으로 細分했으며， 生理學을 

有機體의 內部機能을 隔究하는 內部生理學과 有機體의 外部 tlt界에 對한 關係를 昭究하는 

外部生理學(outer physiology)으로 細分하였다. 外部生理學은 또 다시 生態學(ecology)과 分

布學(chorology)으로 細分되는데 이 경우 生態學이란 動物의 有機的 組織과 動物의 生活場

所 및 動物과 다른 生物-無生物의 有機-無機的 環;境 (organic and inorganic environment) 

과의 諸關係에 對한 맑究로 理解된다(Bates 1953 : 700 參照).

그 뒤 에 生態學은 個體 生物과 環境의 相互作用을 닮究하는 生態學(autecology) 및 一

定한 單位의 環境을 共有하는 여러 生物들 間의 諸關係를 陽究하는 群生態學(synecology) 의 

二個分野로 갈라졌는데 特히 後者가 요늘날 生態學 핍究의 主對象이 되고 있는 것 같다 

(Hawley 1968: 329; Wagner 1960: 123 參照) . 

이 와 같이 生態學은 하나의 댐語로서 뿔만 아니 라 하나의 學問 o 로서 確立되 어 널리 認知

되고 있지만 그 用法과 意味에 關해서는 아직도 一般的인 見解의 一致에 到達하지 못하고 

있다. 例컨대 人類學에서 使用하는 生態學의 用法은 위에서 본 生物學者들의 一般 用法과도 

다르며 社쩔學 特히 都市社會學者들이 使用하는 用法과도 다르다. 生物學에서는 主로 生物

有機體와 自然環境의 關係를 없究하고 都市한t~합學에서는 都市의 立地條件과 人寫的 地形，

集中， 分散， 탤入， 代뿔， 人口移勳 및 都市成長과 같은 한t會現象의 空間的 關係와 分布 및 

構造， 過程등을 主로 빠究하지만 人類學에서는 社짤文化的 環境을 考慮에 두고 生態條件이 

社會와 文化의 本質에 마 치 는 影響 및 ffû:會와 文化가 生態條件에 미 치 는 影響을 主로 핍究 

한다. 社會의 크기와 그 社웰가 組織되는 樣式 및 文化의 生成과 進化發展은 分明히 生態學

과 關聯이 있는 것이다. 

이 렇게 볼 때 生態學의 械念은 어 떤 特定한 學間의 굉구究主題라기 보다는 多方面에 걸친 

問題를 分析하고 理解하기 위한 觀點으로 看做하는 것이 쭉當할 것 같다. 人類學에 있어서 

生態學의 꺼짧念은 하나의 接近方法으로서 發見하~litf究手段이 나 昭究操{'F上의 道貝는 될 지 안 

정 그 自體가 目的이 나 人類學의 分科는 될 수 없다는 것이 A類學者들의 一般的인 見解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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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다(Bates 1953: 701;BeaIs & Hoijer 1971 : 114; Helm 1962: 638; Steward 1955: 142 

參照).

生態學이 A間흙究에 適用될 때 그 觀點을 우리는 人間生態學(human ecology)이라고 한 

다. 그러 나 人間生態學의 用法도 여 러 學問 分野에 따라 각기 다르다. Bates(I953: 700-701) 

는 이러한 用法의 差異를 最少限 5가지로 나누어 指擺할 수 있다고 한다. 즉 (I) 醫學에서 

는 A間의 횟病과 環境의 關係를 彈調하여 A間生態學이 保健과 傳梁病의 諸問題를 맑究하 

는 것으로 認識되며 英國 「캠브릿지」大學의 人間生態學科는 실제로 그러한 船究와 敎育의 

目的드로 設立되 었다. (2) 地理學에서 는 人間生態學을 A文地理學과 거 의 同→現하며 環境

을 氣候와 交替할 수 있는 것으로 看做한다. (3) 社會學에서는 人間生態學을 地域社웰의 構

造를 昭究하는 것A로 理解하며 特히 Hawley(1950)와 Quinn(1950) 같은 都市社會學者들은 

人間生態學을 地域社曾 構造의 理論과 同一視한다. (4) 人間行動의 諸問題를 廣製하게 昭

究한 Zipf (l949)는 主로 言語分析을 通해서 人間生態學에 接近한다. (5) 人類學에 있어서 

Bates 自身은 Haeckel이 使用한 生態學이란 말의 本來의 意味를 그대로 쓰되 關心의 魚點을 

動物 대신에 人間에 둘 뿐이다. 그리고 그는 人間의 맑究에 關聯되는 生態學的 觀點을環境 

의 分析， Á口， 地域社會， 進化의 4가지로 나누어 說明하고 있다. 

Bates가 말하는 A間生態學의 4가지 觀點은 Duncan (T969 : 461)이 말하는 人間生態學的

複合의 4가지 範購， 즉 人口， 組織， 環境， 技術(P.O.E.T.)과 매우 類似한데 動物生態學에 

서는 위의 4가지 範購 중에서 3가지 즉 人口와 組織 및 環境만이 論議의 對象이 된다. 環境

은 無機體(inorganic)와 有機體에 屬하며 組織과 人口는 有機體(organic) 에 屬한다， 그런데 

反해서 A間生態學의 第4 範隱인 技術과 組織은 超有機體(superorganic) 에 該當된다(Helm 

1962: 637 參照). Á類學에 있어 서 人間生態學은 自然環境과 社會文化的 環境에 對한 適應

으로서의 人間行動을 핍究하며 위에서r言及한 모든 生態學的 훨素들의 相互關係에 立빼한 

A間(個A 및 集團)의 類似性과 差異住을 說明하려고 한다(Cone & PeIto 1969 : 29 參照).

이들 諸훨素의 關係를 圖式으로 表示하면 第l圖와 같다. 

生態系 (ecosystem)의 擺念은 植物學者 A.G. Tansley가 1935年에 처음 소개한 以來로 生

態學的 핍究에 不可섯한 擺念이 되었다. AIIee(l949: 695) 에 따르면 生態系란 「相互作用을 

하는 環境과 生物의 體系」라고 定義된다. 그리고 Odum(l953 : 9-10)은 生物과 無生物 間

에 續還通路를 따라 物質을 交換하기 위해서 相互作用을 하는 生物과 無生物의 自然單位라 

고 生態系의 特徵을 說明하고 있다. 그러묘로 社會科學에서는 植物과 動物 그들의 生活場所

其他 人間社會의 單位에 따라서는 어느 特定한 地域社會나 國家 또는 世界의 生態系플想定 

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Dide 1955 : 252 參照). 例를 들면 Geertz(1963)는 「인도네시아」에 

서 人口密度와 土地利用의 方式 및 農業生훌性이 顯著하게 다른 2個의 相異한 生態系，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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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올쪽훗-혼」← 

個A 및 集團의 生勳-心理的 特性 l 
• • • 

織|

• 

技

(知讓·道具·技能)

:第 1 圖 主要 A間生態學的 要素의 擺念體系

移動式 火田農業의 生態系와 定홉 水짧、{'F農業의 生態系를 比較分析 했으며 Parrack(1969)은 

動植物群集(Communit)의 構造와 「에너지」移動(energy flow) 에 立빼한 西部「뱅골」의 生態

系를 分析하였다. 

Parrack이 使用한 動植物群集의 構造와 生態系를 通한 「에너지」移動의 擺念을 圖式으로 

表示하면 第2圖 및 第3圖와 같다(Ibid:30-3I). 第2圖에서 動植物群集의 構造는 水中 動植物

群集과 地上 動植物群集을 모두 包含한 것이 다. 3個의 「피 라맡」型 階段은 相異한 榮養水準

第 2 圖

-12次消費者
(肉食動勳)

! 1 次消費者
(草 食 動 物)

生옳者(綠色植物) 

生態系의 動植勳群集 構造

의 動植物群集， 즉 生盧者(producers : 綠色植物)와 1次 消費者(primary consumers: : 草食

動物) 및 2次 消費者(secondary consumers : 肉食動物)를 가리키며 各階段의 길이는 全體 原

形質로 나타내는 動植物群集 個體數， 즉 生物體量(biomass)의 相對的언 크기를 나타낸 것이 

다. 개 와 여 우 갇은 動物은 雜食性이 기 때 문에 以上 3가지 動植物群集의 分類에 實際로 꼭 

들어맞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圖表에서는 第3圖에서 볼 수 있는 還元者(decomposer)가 除

外되었다. 

第3圖에서 體系로 들어가는 日光의 輔射「에너지」는 -部가 綠色植物에 依해서 吸收， 吸

收된 「에너지」의 ‘部는 또 1次 消費者에 傳達되며 1次 消費者는 또 다시 그 「에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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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Ð) 

第 3 뻐 生態系를 通한 「에너지」의 移動

極少部分을 2次 消費者에 傳達한다. 한 營養水灌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大部分이 成長， 呼

吸， 運動， 生植등에 利用되고 極少部分만이 실제로 다음 段階의 높은 水準으로 들어간다. 

모든 水準의 死體들은 魔食性動物에게 먹히는 것을 除外하고는 還元者에 依해서 分解되어 

그 物質이 다시 體系로 들어 간다. 모든 水準의 新陳代謝는 熱을 發散하는데 그 熱의 大部分

은 大氣 속에 흩어져 사라진다. 

生態系의 動植物群集 構造가 아주 多樣한 種(species)으로 構成되어 그 體系가 生塵하는 

「에 녁 지」를 比較的 多數의 相異한 種에 分配하되 各 種이 比較的 小數의 個體로 構成되 어 있 

을 경우에 그 生態系를 蘇合生態系(generalized ecosystem) 라 하고， 比較的 小數의 種으로 構

成되어 있으나 各 種이 比較的 多數의 個體로 構成되어 있는 生態系를 特珠生態系(specialìzed

ιecosystem)라 한다. 좀 더 專門的으로 말해서 한 動植物群集 內에 있는 種의 數와 個體數

間의 比率을 多樣度指數(diversity index) 라 한다면 銀合生態系는 多樣度指數가 높고 特珠生

態系는 多樣度指數가 낮은 것이 特徵이다. 天然 動植物群集은 歸슴化의 程度， 즉 多樣度指

數의 크기가 매우 多樣하다. 그 중에서도 熱帶森林地帶 特허 雨林地帶는 매우 多樣한 動植

物의 種이 散在되어 있어 多樣度指數가 상당히 높으며， 演土地帶 特히 北極에 가까운 地帶

는 比較的 小數의 種이 있S나 各 種마다 多數의 個體가 集合을 이루고 있다. 

이 擺念들은 Geertz (1963) 가 Odum의 著書(1959)에서 取하여 「인도네시아」의 移動式 火田

農業 生態系와 定홉 水휩、作農業 生態系를 比較分析하는데 使用한 것이 다 Geertz의 핍究에 

서 우리는 서로 對照되는 2個의 兩極端的인 生態系의 特性을 볼 수 있다. {7JJ컨대 降雨量의 

·依存과 人옳的 水주fj依存， ì昆作과 單一作， 空間的으로 分散된 組放的 廣作과 空間的￡로 集

中된 集約的 練作， 勞動投入의 增加에 따르는 生塵高의 最少 彈力性과 生塵高의 非常한 彈

r力性등 技術-經濟의 諸次元에서 뚜렷한 對照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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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環壞과 人間의 進化 및 文化의 進化

環境을 利用하는 能力은 各 生物에 따라 다르다‘ 熱帶에 適應해서 사는 生物이 있는가 하ν 

면 寒帶에서 찰 사는 生物이 있고 地上에서만 사는 生物이 있는 反面에 水中에서만 사는 生

物도 있다. 또 어떤 生物들은 沙漢에 찰 適應하면서 살아 가고 있다. 入間도 역시 마찬가지 

로 地球上의 多樣한 環境에 찰 適應해 나가며 심지어는 전혀 다른 環境으로 移民해 간사람 

들도 새로운 環境에 찰 適應해 감을 볼 수 있다(Laplan 1954 : 780; Hainline 1965 : 1174-

97 參照).

그런데 環境이 生物有機體를 包容할 수 있는 能力에는 限界가 있다. 그 能力을 超過해서 

生物이 緊찌흩할 때 同種이 건 異種이 건 間에 生物 相互間에 生存鏡爭이 일어 나서 適者만이 生

存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地球上에 남아 있는 現存 生物 보다도 恐龍 처럼 消滅되거나 

滅種된 生物이 더 많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 라 環境自體가 變함에 따라 選擇的 壓力 (select

ive pressure) 에 따라 生物의 適應樣式도 變化하게 된다. 이러한 環境的 몇因과 壓力때문에 

오늘날의 人間도 오랜 進化過種을 겪어 왔다.{?;l]論 人間의 進化에는 環境的 훨因 以外에 遺

傳的 훨因이 크게 作用했지만 여기서는 學論을 피하기로 하겠다. 지난 10餘年 동안 分子生

物學의 發展， 特히 DNA， RNA의 遺傳情報가 人間의 進化를 說明하는데 頁斷하는 바가 至

大하다는 것만은 事實이다. 

人間은 요든 生物 중에서 環境에 對한 適應을 가장 잘 해온 最適者이다. 우선 食性에서 

例를 플어보연 人間은 各種의 植物과 動物 其他의 無機物까지 왼만한 것은 다 먹￡며 複雜

한 消化器官이 發達하여 그러한 食品들을 먹고서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身體의 構造와 機

能이 進化되었다， 溫度와 隱度에도 잘 適應하며 直立步行을 하게 되면서부터 兒手가 自由로 

워지고 特히 염지 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을 맞장을 수 있게 되어 道貝를 製作， 利用할 수 있 

게 된 것이 다. 人間도 처 음에 는 四뾰로 기 어 다니 며 樹上生活을 하다가 地上의 「사반나」에서 

草原으로 나오면서 自己를 해 치 려 는 歐을 빨리 發見하고 신속허 피 하려 는 危險에 對한 急反

應의 必、쩔에서 環境에 適應하기 위한 뭘體上의 進化가 바로 視覺의 發達과 直立步行에 適씁 

한 팔， 다리， 척추， 머리 其他의 身體部分의 分化로 나타났다. 特히 大腦의 增大와 우윌한 

神經系統의 發達은 A間에게 聯想能力과 쩡徵能力을 발전시결 素地를 마련해 주었으며 口뾰 

構造의 變化로 言語를 갖게 되었다. 

巨視的으로 볼때 이 라 한 끼、間의 歷史的 發展過程에는 環境에 대 한 適應의 「메 니 카즘J~로 

나타난 文化의 3가지 커다란 뿔命의 계기가 있었다. 첫째는 約 100萬年 前 「호모 • 사피앤 

스」時代로 들어오면서 A間이 自然資源、을 開發하기 위해서 道貝플 製f'F 使用하는 技術을 發 r

展시켰다는 것이다. 이 때에는 言語도 使用했을 可能性이 있는데 道具와 技術의 發達 및 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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語의 使用릉 文化의 創造 및 進化發展은 위에서 본 A間의 身體的 進化와 密接한 關聯下에 

서만 可能했떤 것이다. 둘째 童命의 훨機는 約 萬年 前부터 나타난 新右器時代의 單命으로 

野生植物을 載培하고 野生動物을 탱11化시켜서 食料供給의 源흙을 據大한 것이다. 食料의 剩

餘生옳은 資源、의 f흙갖홍經濟가 生E훌經濟로 轉換하는 훨機를 마련해 주었으며 分業이 發生하고 

都市化가 일어 나서 古代文明의 搖籃이 되게 하였다. 이 때 에 文字가 發明되 어 知識의 累積

을 可能케 하고 더 나아가 現代 科學의 基짧흘 確立했던 것이 다. 셋째 후命의 훨機는 200餘

年 前에 얼어냈던 옳業童命으로 그것은 非人間 「에너지」와 機械의 력료命인 것이다. 옳業童命s 

은 그 뒤에 계속해서 일어난 새로운 發明을 中心으로 한 現代 機械文明의 母體가 되었다. 

흔히 高度로 發達된 文化는 環境의 支配로부터 自由롭다고 한다. 그렇다고 環境의 影響이 

文化發達에 依해 서 中止되 는 것은 아니 다. 文化가 發達할 수록 自然條件의 뼈I制블 럴 받을 

뿐이다(Sahlins 1964; 145;Cohen 1968; 42-45 參照). 文化發達에 미치는 環境의 影響은 오 

랫동안 ，人類學의 主된 關心事였으며 Meggers (1954)는 入間의 重要한 生計手段언 農業의 續Z

낌E的 發展可能性과 關聯된 4가지 環境의 形態를 區分하고 文化發達에 環境이 미 치 는 影響을 

南美와 「유럽」에서 考察한 다음에 環境과 文化 關係의 法則을 提示하였다. 그는 또 人類學‘

에서 環境과 文化가 가지는 3가지 意味 즉 (1) 모든 文化는 環境을 背景으로 해서 存在한다 

는 것， (2) 文化는 一般的A로 뚫境의 諸特性에 適應된다는 것， (3) 文化는 環境의 諸特性

에 依해서 決定되고 形態가 지워진다는 것을 밝힌 다음， 처음 2個의 意味는 認定되지만 第

3의 意、味가 오늘날 租否되고 였다고 前提하고 環境決定論을 再評價하고 있다(Meggers 1957 

; 71-89 參照) . 

이렇게 볼 째 文化는 어느 面에서 人間의 環境에 對한 適應의 「메니카즘」이라고 볼 수 있 

다. 즉 文化는 變化하는 環境에 재빨리 適應할 수 있고 또 용%存 環境의 처Ijffl能力을 改善할 

수 있는 「메카니즘」인 것이다. 人間은 環境의 制約으로부터 더 많은 自由흘 成就하고자 努

力하며， 했果的인 適應의 가장 重要한 手段으로 文化를 創造하고 그것을 利用하며 그것의 

制約을 받고 있다. 

環境에 對한 人間의 適應은 人口統制와도 直結된다. 人間이 生存하려면 環境과 寶源 및 

技術에 맞도록 比較的 安定된 人口의 均衝을 維持해야 한다. 環境과 資源 技術狀態는 人口

를 包容할 수 있는 一定한 限界가 있기 때문이다 (3) 그 限界를 넘어서 人口가 應眼할 혜 심 

각한 社會經濟的 問題가 提起된다. 이러한 問題들을 解決하는 手段으로 나타난 것이 政治勢

力과 結付되어 植民地 開招에 依한 帝國主義的 領土據張이며 移民과 自國內의 人口統制 政←

策이다. 

(3) r A間과 環境에 關한 째 마 나」中에 洪淳佑 敎授가 發表한 論文 “生物學的 環境”에 서 限界許容量
과 最適A口論을 參照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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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과 資源 技術의 包容力에 比해 A口가 過剩狀態에 있는 社會에서는 되도록 移民을 내 

보내고， 그 包容力에 比해 A口가 모자랄때 에 는 環境과 資源의 效果的 利用을 위 한 包容力

ι限界 內에서의 人口數 最大化 政策으로 移民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過剩A口의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도 人間과 環境 文化의 諸關係에 對한 理解는 매우 重훨하다.Á間 

은 技術을 包含한 文化發展을 通해서 自然環境을 統制할 수 있는 對策을 講究하든지 아니면 

A間 自身을 統制할 수 있는 手段을 發見해 내는 것이 總對로 必훨하다. 

3. À類學의 生態學的 接近方法

가. 決定論的 接近方法

環境과 人間 및 文化의 關係를 다룬 A類學者들은 大部分 한먼쯤은 決定論的 接近의 諸感

에 끌리게 된다. 環境이 人間의 體格 皮庸色과 같은 身體的 諸特性과 性格， 言語， 其他 社

會文化的 屬性에 까지 도 決定的인 影響을 준다는 觀點을 지 나치 게 B量調할 째 그 接近方法은 

環境決定論， 地理決定論， 人種決定論， 技術環境決定論등으로 기울어진다. 이러한 決定論的

接近方法은 古代希觸의 哲人들로 부터 「유럽」의 近代 社會思想家들 特히 18世紀 뽑쫓主義 

社會思想家들에 게 支配的 觀點으로 나다났A며 A類學者들 가운데 는 Clark Wissler가 한해 

그런 立場을 取했고 現代의 人類學者들 中에 도 Betty Meggers와 Marvin Harris같은 사람들 

이 지금도 그런 接近을 試圖하고 있는것 같다. 

Wissler (1926)는 新世界의 文化園 (culture area)을 設定함에 있어 여러가지 文化特質과 文

化複合에 따라 自己가 分類한 文化園이 自然園 (natural area)과 비슷함을 發見하고 北美의 

生態學的 自然園地圖블 文化園地圖에 포개 놓았을 때 두 地圖의 輪顧이 一致할 뿐 아니 라 

自然의 樣相， 特히 食料園(food area) 과 文化의 特性을 考慮한 文化6월의 中心部도 같다는 

것을 確認하였다. 여기서 그는 環境이 文化짧의 形成에 影響을 준다는 것을 再確認하게 된 

셈 이 다. 그러 나 그의 環境決定論에 對한 見解는 環境이 文化의 因果的 룡흥因이 라기 보다는 

制限的 愛因으로 作用한다는 것이 었다. 이 런 點에 서 Wissler의 接近方法은 獨速의 A類地理

學者 Ratzel보다는 決定論的 立場에 덜 빠지 고 있다. 

Meggers (1957)는 「아마존」江 流域 雨林地帶의 氣候와 農業 및 文化의 複雜한 相關關係블 

分析한 다음에 結論的으로 環境決定論의 觀點이 文化環境을 理解하는데 有用한 方法論的 道

具임을 彈調하였다. 그는 이 핍究에 앞서 環境의 農業發展可能性에 立빼한 南美와 「유럽」 

빛 「마야」 文化와 環境의 因果關係에 對한 假說的 法則을 提示한 바 있 다(Meggers 1954 : 

801-823 參照).

Harris(l964 ; 1968)는 모든 文化的 事物의 本質이 技術環境 또는 技術經濟에 依해서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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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다는 文化唯物論의 立場을 取함으로서 技術環境決定論(technoenvironmental determinism) 

을 彈硬하게 主張하고 있다. 즉 類似한 技術이 類似한 環境에 適用되면 類似한 生塵과分配 

의 體系를 이루며， 結局에 가서는 類似한 種類의 社會集合體를 形成하여 類似한價{直體系와 

信念이 作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論理는 生物學에서 自然도태의 原理가 差別的 生植過種

을 휩구究하는데 優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社會文化生活의 物質的 諸條件을 짧究하는데는 技

術環境決定論과 技術經濟決定論이 優先한다는 것을 含養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技術環境決

定論의 立場은 Leslie White(1959: 18-28) 의 著書에셔도 보이는데 그는 文化의 體系를 이루 

는 4가지 構成훨素를 技術的， 社會的， r이데올로기」的， 感情的인 것으로 區分하고 그 중에 

서 環境에 適應하고 그것을 利用하는 技術的 훨素가 文化體系의 가장 基本的인 決定훨素。1 

며 다른 要素틀의 形式과 內容은 모두 技術的 要素에 依해서 決定된다고 한다. 

나. 文化生龍學的 接近方法

技術環境의 諸變數가 生態學的 짧究에서 優先)J볍位를 차지한다는 것은 Stevvard(1955:39-

42) 의 文化生態學的 接近方法에서도 마찬가지다. 그가 自己의 接近方法을 文化生態學(cultu

ral ecology) 이 라고 命名한 것은 從來의 生物生態學， Á間生態學， 社會生態등의 諸方送과는 

다른 點이 있기 째문이다. 그는 文化寫主論(cu1turalogy)을 租否하고 特定地域의 環境을 文

化外的 몇因으로 看做한다. 예컨대 文化寫主論의 立場에서는 技術과 土地利用. 士地所有制度

其他의 社會的 諸樣相이 순전히 以前의 文化에 依해서 決定되었다고 보며 中國入이 牛￥L를 

마시지 않고 「에스키모」사람들이 여름에 海狗를 먹지 않는것은 文化의 傳統에 따르는 價{直

와 態度해문이라고 解釋했지만 Stevvard는 環境에 대한 適應의 結果로 보았다. 

文化全體論의 見解(holistic vievv) 에 따르면 文化의 모든 測面은 서 로 서 로 機能的 相효依 

存關係에 있지 만， Stevvard는 그 相互依存性의 類와 程度가 모든 文化의 뼈II面에 서 同一하지 

않다는’ 것이 다. 이 러 한 前提下에서 그는 「生計活動과 經濟制度에 가장 密接하게 關係되는」 

文化 諸樣相의 集合體를 文化核心(cultural core) 이 라 하고 다른 나머 지 文化 諸樣相을 文化

殘澤(the rest of culture) 라 하였다. 文化生態學의 王要 關心事는 文化核心이며 여기에는 機

能的으로 相互 密接하게 關聯된 技術， 經濟， 社會， 政治， 宗敎， 軍事， 美的 諸樣相이 包含

된다. 其他 無數히 많은 文化의 第2次的 樣相， 즉 文化殘澤는 E홈新， 發明， 傳播와 같은 순 

전히 文化史的 홈素들에 依해서 決定되며， 이것들이 비슷한 文化核心을 가지면서도 外面的

으로 區別되는 諸文化의 特徵을 지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文化核心과 文化殘澤의 擺念은 

「맑스」의 下部構造와 上部構造도 比n兪된다. 

本質的으로 同-한 1'1'繼技術(활 • 창 • 함정 • 몰이 사냥法동)을 가진 社會들이 라도 그 地域

環境의 地勢와 動物相에 따라 文化의 樣相은 다를 수도 있다. 들소나 휩11塵처럼 많은 짐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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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를지어 移動한다면 協同的 特繼形態가 有利하71 때문에 많은 사랑들이 1年내내 항체 짐송 

을 따라다니며 몰이사냥을 하겠지만， 小數의 짐승들이 흩어져 살면서 移動은 별로 안한다면 

자거의 뺨繼圍을 아주 찰 아는 小數의 사람플로 사냥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이 경우 두 社

會가 가지고 있는 符繼道貝와 技術의 文化項팀들은 거의 同一하지만 첫째의 경우에는 社會

의 規模가 비교적 크고 多數家族 集團을 이루고 있는데 反해서 둘째의 경우에는沙漢地帶의 

「부쉬맨」族이나 雨林地帶의 「니그리이토우」族 또는 줍고 降雨量이 많은 地帶의 「페고JÁ의 

社會처럼 社會의 規模가 착고 地域性을 띤 父系同族集團을 이루고 있는 點에서 첫째의 경우 

와 社쩔構造가 다르다. 둘째의 경우 父系同族을 이루고 있는 諸族들이 각기 生活場所를 

달리하고 있는데도 不對하고 비슷한 社웰構造의 樣相을 띄고 있는 것은 그들의 全體擾境。l

비 슷하기 때 문이 아니 라 짐승들의 사는 方式이 같고 따라서 그곳 住民들의 生計問題가 同

하기 때문이다. 

文化生態、學의 接近方速을 實際맑究에 適用하려면 다음 3가지의 基本節次를 따라야 한다·← 

첫째는 資源을 開發하고 生塵하는 技術과 環境과의 相互關係블 分析해야 한다. 技術에는 여 

러가지 物質文化가 包含되는데 그것플이 모두 同等하게 重훌性을 갖는 것은 아니다. 氣候，

地勢， 士樓， 水利， 植物相， 動陽相등의 主흉§ 環境도 어 떤것은 다른것 보다 더 重要하다. 이 

러한 技術과 環境의 相對的 重훨性은 文化에 따라 다르다. 技術的으로 未開하고 單純한 文

化는 發達된 文化보다 더 直接的으로 環境의 制約을 받기 해문이다. 未開社會에서는各種의 

道貝와 容器 交通手段 光熱의 源령등이 主훨分析의 對象이 되고， 좀 더 發達된 社會에서는 

農業과 救畵技術 重훨한 道貝製作이 考慮의 對象이 되며， I業社會에서는 資本과 信用 制度

交易體系 등이 主훨 分析의 對象이 된 다. 

둘째는 特定한 技術로 特定 地j或을 開發하는데 關與되는 行動樣式을 分析해야 한다. 野生

物의 採集은 보통 單獨으로나 또는 小集團의 女人들이 行하며 協同作業이 不必要하다. 그들 

은 서로 鏡爭의 對象。1 된다. 그러나 쁨繼은 앞의 例에서 본 바와 같이 地域環境에 따라個 

別作業이 效果的일 수도 있고 集團의 協同作業이 더 나을 수도 있다. 演搭作業도 램鐵과 마 

찬가지다. Geertz (l963) 가 分析한 「인도네시아」의 경우에서 이마 본것처럼 熱帶雨林地帶의 

火田農業은 比較的 協同農業이 델 必、薦하지만 灌戰農業은 共同의 水利施設에 立뼈한大規模 

의 協同作業이 절대로 必要하다. 資源、의 開發과 生塵樣式은 交通手段에 依해서도 크게 左右

된다. 

셋째는 環境을 開發하는데 關與된 行動樣式이 文化의 다른 쟁u面에 어느程度 影響을 주는 

가를 確認해야 한다. 이 第3의 節次는 全體論的 接近을 몇하는데 그 理由는 A口， 居住形

態， 親族構造， 土地利用， 土地所有制度， 其他의 主要 文化樣相들이 따로 따로 考察되 면 그것 

들의 相互關係와 環境에 對한 諸關係가 把握펼 수 없기 해문이다. 例컨대 特定한 技術에 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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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土地未Jj用은 人口密度를 定해주고 人口의 群集은 資源、의 塵地와 交通手段에 따라 樣相이 

다르며 A口集團의 構成 人口의 크기와 生計活動의 樣相 및 文化史的 諸要因들의 짧數가 

될 것 이 다. 그리 고 土地와 資源의 所有制度는 生計活動과 그 集團의 構成을 說明해 줄 것이 

다. 戰爭은 以上에 言及한 複雜한 諸훨因과 關聯되며 戰爭이 資源、鏡爭 혜문에 일어날수 도 

있고 宗敎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으며， 戰爭이 國民性을 보여줄 수도 있다. 

文化生態學的 뼈II面에서 Steward$j 影響을 直接 받은 人類學者들은 Geertz (1963)를 비훗 

해서 Mintz (1956) , W olf (1955; 1957) , Fried (1952) , Service (1955) , Vayda (196 ;1969) , 

Watson Cl969)등이 며 그와는 關係없이 觸自的으로 文化生態學的 接近方法을 現地調훌에 適

用한 사람은 Barth(1956 ; 1963 ; 1967 a ，b)와 Clarkson (1968) 이다. 그리고 人文地理學者

Wagner(1960)는 地理學과 A類學 및 經濟學의 理論을 文化生態學的 方法으로 展開한 좋은 

例가 될 것이다. Steward의 方法을 補彈하여 「모렐」로 發展시킨 A類學者는 Freilich (1963) 

과 N etting (1 965) 이 다. 

다. 文化生態學의 試行「모델」 

Freilich (1963)은 A類學에서 文化生態學의 科學的 接近을 試圖하기 위해서는 自然的 寶驗

(natural experiment)을 해 야 한다는 前提下에서 Steward의 文化生態學的 接近方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假說을 調導하였다. r가령 文化傳統이 顯著하게 다른 두 集團이 同一한 文化生

態的 適應을 한다면， 共通의 適應樣式과 關聯되는 두 集團 共有의 어떤 文化核心이 있어야 

할 것이 다J (Ibid: 26) . 

이 文化 生態學的 假說을 檢證하기 위 해 서 그는 西印度諸島 中의 「트리 니 다드」점 에서 同

一한 技術로 農業에 從事하며 함께 살지 만 文化傳統이 전혀 다른 東印度人集團과 黑A集團

에서 2種의 資料 즉 生態資料와 文化資料를 魔集해서 自己가 세운ι假說을 採擇하거나 租否

할 수 있도록 分析하였다. 

寶料魔集의 節次와 方法은 參與觀察， 生活史， 調훌票， 集團「세미나J ， 文홉記錄퉁 一般的

인 人類學 現地調훌方法에 따랐지만， 文化資料의 分析을 위해서는 Levi-Strauss(1953) 의 機

械的 「모렐」에 의한 文化「요렐」을 構成하였다. 이 「모텔」의 構造的 範購는 時問空間人間集

團 權짧構造 交換體系 制載方法 生活目標의 7가지 指標로 構成되었다. 그런데 實驗的 分析

의 結果 獨立變數(文化生態的 適應의 共通樣式)가 두 集團 共有의 文化核心에 이르지 못하 

고， 두 集團의 文化諸要素가 獨立變數와 아무런 相關이 없기 때문에 設定된 假說은 租否될 

，수 밖에 없었다. 

여 기서 얻은 結論은 첫째 로 文化生態的 適應樣式이 반드시 變化의 原因的 흉흉因이 될 수 

는 없다는 것이 며 , 을째 는 歷史的 愛因의 影響力이 Steward가 생 각한 것 보다는 더 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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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리고 이 自然的 實驗의 試圖的 租究에서 얻은 副次的 效果는 實驗設計와 資料萬

集 및 分析方法， 操{'F的 搬念體系를 세련시켜서 文化生態學的 過程을 더욱 精密하게 測定할 

수 있는 「모델」을 發展시킬 必要住을 暗示해 주었다는 것이다. 

Netting(1965) 의 文化生態學的 「모델」도 Steward의 것을 좀더 세련시킨 것￡로 그는 第4

圖와 같은 圖式으로 「모델」을 構成하고 「아프리 카」의 北部「나이 제 리 아」 高原地帶에 서 農tIt

生活을 하는 比較的 孤立된 「코피야르」族의 生態系를 例로들어 說明하고 있다. 

第 4 圖 文化生態學의 試行「모댈」 

第4圖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텔」의 主훨 構成훨素는 有效環樓 (effective environment) , 生~

훌技術과 知識(productive technology and knowledge) , 社會編成(social instrumentalities)으 

로 되어 있으며， 이들 構成몇素의 諸樣相은 全體環境과 文化 및 社會에 對한 人間의 適應部

分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1) 有했環境 : 이 것은 全體環境의 特定한 樣相들로서 特珠한 文化的 適應樣式 즉 農業生

塵이 나 其他의 生計活動에 있어 서 매 우 重훨하다. 여 기 에 는 地勢， 土壞， 降雨量， 氣溫， 動

物相 , 植物相 등의 選擇的 測面이 포함된다. Steward는 이것들을 有關環境의 諸樣相 (rele

vant enviror,mental features) 이 라고 부른다. 全體環境은 自然環境 뿐 아니 라 요든 社會文化

的 環境까지도 포함하는 「에큐메니 J (oecumene)와 같은 것이다. 

(2) 生塵技術과 知認 : 氣候， 土壞， 生物條件등의 有效環境이 아무리 有利할지 라도 이 것들 

을 A間에게 有用하게 쓰려면 그것들을 開發하는 A間의 能力 즉 道貝와 容器 및 그것들을 

使用할 줄 아는 技術 및 動植物의 生態와 特性에 對한 理解가 있어야 한다. 이것들이 生塵

技術과’知誠인 바 Steward가 말하는 3가지 基本節次의 첫째에 該當하는 것이다. 

(3) 社쩔編成 : 第4탬의 中心뭔를 「社會」라고 命名하기는 했지만 Netting自身도 그 名種은 

滿足스려운 것이 못된다고 말하고 았다. 如何튼 이 領域은 人間集團의 構造와 機能을 가리 

키 는 것으로 흔히 社짤組織이 라고 부르커 도 한다 r짧境의 開發에 直接的으로 關聯된 社會組

織의 領域은 Steward가 말하는 文化核心과 同一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것이다.Á間 

의 生計活행j과 關聯된 훌因플로서는 社會的 要因 政治的 要因， 宗數的 훨因， 퉁이 있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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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編成이란 것은 이것들을 모두 통털어 말하는 것이 아니고 生態系와 가장 密接하게 그리” 

고 끊임없이 關聯을 맺고 있는 다음의 3가지 社會的 훨因들만을 가리킨다. 

1) 人 口 :Á口의 密度와 空間的 分布블 말한다.Á口의 諸變數는 有效環境과 生盧技

術의 相互作用에 따라 다르며 다른 社會的 훨因의 充分하지는 않지만 必훨한 條件이다. 

2) 生塵集團 : 家族， 親族， 地域共同體등의 크기 와 構成分布， 永續性 및 그 集團들의 生옳 

投훔U， 分業， 勞動形態등을 말한다. 

3) 生훌手段의 所有權 : 土地와 生훌道具 其他의 여 러 가지 資源에 對한 所有權을 말한다. 

Netting은 「코피아르」社會에서 以上과 같은 諸變數들을 區分한 다음에 그 變數들의 相互

依存뾰 내지 힘數關係블 찾으려고 努力하였었다. 그러나 그는 生態變數들의 因果論的 說明

을 되도록 피하려고 했다. Freilich의 「모렐」과 比較해 볼 때 이 「모렐」은 사람들의 價{直志

向이 나 世界觀보다 生塵技術과 知識 및 社會編成과 같은 下部構成에 더 많은 重點을 둔데 

反해서 Freilich의 「모텔」은 사람들의 時間志向과 生活目標등의 上部構造에 더 많은 重點을 

둔것 같다. 

4. 맑究開發되어야 할 몇가지 間題點

1971年 가을에 「요스트랄리 아」의 「칸베 라」에 서 開健된 SCOPE 共同委員會는 그 報告書 -

(FOUNEX Committee and SCOPE W orking Party 1973) 에 서 發展途上國家들이 當面하고 -

있는 環境問題들을 (1) 自然資源、의 開發 및 管理，(2) 人間定홉의 改善， (3) 펌梁과 環境障

害의 統制， (4) 敎育의 機會와 質的 向上， (5) 環境問題 解決을 위 한 制度的 調整등 5가지 

초훨 分野로 나누어 論議하고 그 對策을 講究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러한 實際的언 問題들 

을 解決하기 위해서는 學問的 맑究와 더불어 政策決定 및 施行間에 協同과 調整이 절실히 

훨請된다. 學界內에 있어서도 諸科學 相互間의 協同핍究가 必훨한 것이다. 韓國의 實情을 

考慮하여 人類學 分野에서 앞으로 隔究 開發되어야할 環境問題들을 重要한 것들만 몇가지기 

簡單하게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가. 環境， 資源， 技術 및 A口問題

環境과 資源 技術 및 人口問題는 前述한 文化生態學的 援近15法과 그 試行「모델」에서도 

본 바와 같이 生態人類學의 第l次的 關心의 對象이 띈 다. 韓國의 農德村 및 都市의 健全한 

. 發展을 위한 寶際的 目的에 있어서나 生態A類學의 理論과 方法을 닮究 開發하는 學究的 目

的에 있어 서 나 다 같이 이 問題는 船究의 第1優先順位를 차지 하고 있음에 도 不렘하고 人類

學分野에서는 아직도 未開招의 分野로 남아 있다(鄭熙變 1972; 崔相 1972; Han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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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richs 1971 參照).

나. 環境과 都市問題

A類學에서 都市環境의 問題를 다루기 始作한 것은 比較的 最近의 일이 며 핍규究의 關心을 

單純한 未開小社會 또는 農民社會에서 複合社會로 돌련 以後 부터 이 다. 1972年에 美國의 應

用A類學會에 서 는 「都市環境 入類學J(The Anthropology of Urban Environments)을 「모노 

그라프」 特輯으료 出刊했는데 여기서 다룬 主훌 內容은 複슴社會의 人類學的 빠究方法， 農

村에서 都市로 移住해 온 사람들의 都市環境에 對한 適應問題 r스퀴 터」居住形態의 發生과 

機能問題， 農村과 都市文化의 比較， 其他 都市人類學의 理論과 方法 등이 다. 韓國에 서 도 社

會學과 A類學에서 最近에 都市社會의 生態學的 돼究와 「스퀴터」居住形態의 맑究를 現地調

훌를 通하여 寶施한 바 있으나 環境과 都市問題는 人類學 分野에서 앞으로 더 맑究 開發되 

어 야 할 問題로 남아 있다(盧隆熙 1972; 李文雄 1966; Lee 1971; Dore 1958; Weaver and 

White 1972 參照).

다. 環境과 保健 및 훌훌驚問題 

醫續人類學(medical anthropology)에서는 왔病과 그 據防 및 治續에 影響을 미치는 環境

的 훨因과 遺傳的 훨因의 分析을 主흉흉 E좌究對象 o 로 한다. 貝體的으로는 多樣한 人間集團과 

끓境에 나타냐는 寄生蟲病， 傳梁病， 精神病， 風土病등의 病病類型과 그것들의 ￥혔p)j 및 治續

問題， 西洋醫學이 傳統醫學 또는 民倚醫學에 미 치 는 影響， 生態條件과 病病 및 信때의 關係

등을 다룬다. 巨視的 生態條件이 다르면 그에 따라 病病類型도 다른 것은 찌論이지만 微視

的으로 同一한 生態圖內에서도 戰業集團과 社會階層， 居住形態， 宗敎的 慣行등이 다르면 횟 

病의 類型과 治罷方法이 다흔게 나다난다. 特히 A口密度와 人口移動， 市場등은 횟病生態와 

密接한 關係가 있 다. 最近에 韓國의 여 러 醫科大學에 서 도 地域社會醫學이 敎科課程에 들어 감 

에 따라 醫爾人類學과 人間즈는態탤의 需몇가 늪어가고 있다(李素평 1973 a,b; 車喆煥 1972; 

Alland 1970 청照). 

라. 環樣과 發展閒題

發많途上國家의 ￡월#옆F꾀題는 췄困에 서 생 기 는 請問題와， 發展 그 自體에 서 샌 기 는 諸間題

로 大別펠 수 있다. 特히 人類學的으로 問題가 펴 는 것은 後者로서 發展途1::國 自體의 生態

條件과 社含文化的 傳꽃을 調홉 把;훤하여 遊切한 發展方렇을 提示하는 것이다. 이마 工業化

된 나과에서 生成펀 技術과 知짧 特히 새로운 뚫業體系를 發展途上國家에 그대로 옮겨 을 

패 生態的 相違와 社월 文化 원濟的 쏠뿔-따1 문에 失敗하는 例가 많은더1 이 러 한 問題는 生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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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類學과 經濟A類學(economic anthropology) 의 핍究로 어느 程度 解決點울 찾을 수 있을 

것 같다(盧貞鉉 1972; Han 1973, FOUNEX Committee and SCOPE Working Party 1973; 

Dalton 1971 參照).

훌 考 文 敵

盧隆熙

1972, “人口激增과 生活環境 Á間環境세미나， pp. 105-119. 

盧貞鉉

1972, “後進國에서의 經濟開發과 環境 人間環境세미나， pp. 69-73. 

李文雄

1966, 都市地域의 形威 및 生態的 過程에 關한 짧究. 서울大學校大學院 碩士論文.

李泰짧 

1973a “地域社會醫學과 醫續 醫學新聞， 1081號， pp. 8-9. 

1973b “地域社會醫學의 敎育 및 課題 醫學新聞， 1098號， p.11. 

鄭熙燮

1972 資源 • 環境 • 人口， 서울 : 美學社.

中央日報·東洋放送

1972, Á間環境세미나 : 하나밖에 없는 韓國， 서울 : 中央日報社.

車喆換

1972, “生存을 威習하는 環境펌梁". Á間環境세 미 나， pp. 49-61. 

崔 相

1972, “天然資源의 管理와 海洋션긍梁 Á間環境세 미 나， pp. 89-99. 

AlIand, A. 

1970, Adaptation in Cultural Evolution: An Approach in Medical Anthropology, New 

y 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AlIee, W.C. , A. Emerson, O. Park, and K. Schmidt 

1949, Principles of Animal Ecology, Philadelphia: Saunders. 

Barth, F. 

’ 1956, “Ecological Relationships of Ethnic Groups in Swat, North Pakistan ," American 

Anthropologist, VoL 58, pp. 1079-89. 

1963, The Role of the Entrepreneur in Social Change in Northern Norway, Oslo: Nor-



284 環 境 論 휩쫓 

wegian University Press. 

1967a, “Economic Spheres in Darfur," In Themes in Economic Anthropology, R. Firth 

ed,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1967b “ On the Study of Scoial Change," American Anthropologist, Vol. 69, pp. 661-9. 

Bastes, M. 

1953, “ Human Ecology," Lη Anthropology Today, A.L. Kroeber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700-13. 

Beals, A.R. , G. Spindler and L. Spindler 

1967, Culture in Process, New York: Ho1t, Rinehart and Winnston. 

BeaIs, R.L. and H. Hoijer 

1971, An Introduction to Anthropology, 4th ed. , New York: Macmi1lan. 

Clarkson, J.D. 

1968, The Cultural Ecology of A Chinese Villa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ohen, Y.A. 

1968, .-.Man in Adaptation: The Cu1tural Present, Chicago: Aldine. 

Cone, C.A. and P. ]. Pe1to 

1969, Guide to Cultural Anthropology, Glenview: Scott, Foresman and Co. 

Dalton, G. 

1971, Economic Anthropology and Development, New Y ork: Basic Books. 

Dice, L.R. 

1955, Man’s Nature and Nature’s Man: The Ecology of Human Communities, Ann 

A::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Dore, R.P. 

1958, City Life in ]apan: A Study of Tokyo War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uncan, O.D. 

1969, “The Ecosystem Concept and the Problem of Air Pollution," Lη Environment and 、

Cultural Behavior. A.P. Vayda ed, New γork: Natural History Press. 

FOUNEX Committee and SCOPE W orking Party 

1973, Basic Issues of the Environment in the Developing Countries, ADC Teaching‘ 

Forum, No. 27. 

Freilich, M. 



環慶과文化 285 

1963, “The Natural Experiment, Ecology and Culture," Southwestern Journal of Anth

ropology, Vol. 19, pp. 21-39. 

Fried. M.H. 

1952, “Land Tenure, Geography, and Ecology in the Contact of Cultures,"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 11, pp. 391-417. 

Geertz, C. 

1963, AgricuItural Involu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Harinline, J. 

1965, “Culture and Biological Adaptation," American Anthropologist꺼 Vol. 67, pp. 74-

79. 

Han, S.B. 

1972, Socio-Economic Organization and Change in Korean Fishing VilIages: A Compar‘ 

ative of Three Fishing Communi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1973, “ Micro-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Iages: Theory and Policy." In 

Development and Change,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Publ

ication Series, No. 11, pp. 29-44. 

Harris, M. 

1964, The Nature of Cultural Things, New York: Random House. 

1968, The Rise of Anthropological Theory, New York: Thomas Y. CroweII. 

Hawaley, A.H. 

1950, Human Ecology: A Theory of Community Structure, New York: Ronald Press. 

1968, “ Human Ecology," Lη InternationaI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CroweII Collier and MacmilIan, pp. 328-36. 

Helm, J. 

1962, “ The Ecological Approach in Anthropology,"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67, pp. 630-39. 

Hinrichs, N. 

1971, Population, Environment and People, New York: McGraw HilI. 

’ Kaplan, B.A. 

1954, “Environment and Human Plasticity," American Anthropologist, Vol. 56, pp.780-

800. 



286 環境홉움흉흉 

Lee, H.]. 

1971, Life in Urban Korea, Seoul: Taewon Publiching Co. 

Lenski, G. 

1970, Human Societes, New York; McGraw.Hill. 

Levi.Strauss, C. 

1953, “Social Structure," In Anthropology Today, A.L Kroeber ed. Chicago: Univiersity 

of Chicago Press. pp. 524-53. 

Mayr, E. 

1963, Animal Species and Evolu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eggers, B. J. 

1954, “ Environmental Limitation on the Development of Culture," American Anthropol

ogist, Vol. 56, pp. 801-24. 

1957, “Envovironment and Culture in the Amazon Basin: An Appraisal of the Theory 

of Environmental Determinism," Lη Studies in Human Ecology, Washington 

D.C.: Anthropological Society of Washington. 

Mintz, S. 

1956, “ Canamelar, the Subculture of a Rural Sugar Plantation Proletariat," Lη The 

People of Puerto Rico, J. Steward ed. , Urbana: University of IlIinois Press, pp. 

314-17. 

Netting, R.M. 

1965, “A Trial Model of Cultural Ecology." Anthropological Quarterly, Vol. 38, pp. 

81-96. 

Odum, E.P. 

1953, Fundamentals of Ecology, Philadelphia: Saunders, (Second ed, 1959, Third ed, 

1971). 

Parrack, D.W. 

1969, “ An Approach to the Bioenergetics of Rural West Bengal," In Environment and 

Cultural Behavior, A.P. Vayda ed" New York: Natural History Press, pp. 29-46. 

Quinn, J,A. 

1950, Human Ecology, New York: Prentice.Hall. 

Sahlins, M, D. 

1964 “Culture and Environment: The Study of Cultural Ecology, " In Horizons of 



環境과文化 287 

Anthropology, S. Tax ed. , Chicago: Aldine, pp. 132-47. 

Service, E. 

1955, “ Indian-European Relations in Colonial Latin America," American Anthropologist, 
Vol. 57, pp. 411-25. 

Steward, J. 

1955, Theory of Cu1ture Change,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Vayda, A.P. 

1961, “Expansion and Warfare among Swidden Agriculturists," American Anthropogist, 

V 0 1. 63, pp. 346-58 

1969, Environment and Cultural Behavior: Ecological Studies in Cultural Anthropology, 

New York: Natural History Press. 

Wagner, P. 1. 

1960, The Human Use of the Earth: An Examination of the Interaction between Man 

and His Physical Environment, New York: Free Press. 

Watson, R. A. and P.J. Watson 

1969, Man and Nature: An Anthropological Essay in Human Ecology New York: 

Harcourt, Brace & W orld. 

Weaver, T. and D. White 

1972, The Anthropology of Urban Environments, The Society for Applied Anthropology 

Monograph Series, No. 11. 

White, L.A. 

1959, The Evolution of Culture: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to the Fall of Rome. 

New York:McGraw-Hill. 

Wissler, C. 

1926, The Relation of Nature to Man in Aboriginal North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Wolf. E.R. 

1955, “Types of Latin American Peasantry: A Preliminary Discussion," American Anth

ropologist, Vo1. 57, pp. 452-70. 

1957, “ Closed Corporate Peasant Communities in Mesoamerica and Central Java," Sout

hwestern Journal of Anthropogy Vol. 13, pp. 1-18. 

Zipf, G.K. 

1949, Human Behaviorand the Principle of Least Effort: An Introduction to Human 

Ecology, Cambridge: Addison Wesley Press. 



288 環 행중 論 홉쫓 

〈討 論〉

姜信杓 : 저는 生態學이 저의 專攻이 아니기 째문에 特別히 말씀 드힐것이 없읍니다. 그 

러나 韓先生任이 整理하신것을 읽고 아주 저 스스로가 A類學， 生態學， 文化生態學에 對해 

서 배운것이 많습니다. 저는 韓先生任 發表가운데 저가 알고 있논 A類學에서 ecology가 大

體로 어떤 問題가 있는가를 저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점을 들어 볼까 합니다. 

A類學界에서 요지 음 많이 論議되 는것 중의 하냐는 特히 環境問題에 있어 서 環境이라는 

것을 어떤式으로 論議할것이냐 인데 크게 두 派가 있는것 같습니다. 하나는 A間이 生活을 

營짧하기 짧해서는 環境에 適廳을 하는데 그 環境이라는것을 그야말로 physical environm

ent, 조금전에 韓敎授께서 몇가지 自然環樓과 文化的 環境을 나누기도 하였읍니다. 如何튼 

間에 自然環境이 란 그 自體도 있는 그대 로의 環境이 냐 그것을 perceived한 環境이 냐하는 問

題를 가지고 그 approach가全然 다른 것으로 알고 있음니다. 如何튼 콜럼비아 大學校의 바 

이러스 敎授와 같은 環境論者들은 다분히 A間의 적응문제를 다룰때 自然에 받고 있는 그 

야말로 自然科學的인 分析에서 나오는 諸般 與件위에서 A間이 어떻게 적응하는가를 따지 

는가하면 다른 한펀에서는 그와는 달리 그야말로 環境이라는 것을 그 住民들이 把握한 環

境이지 自然科學的으로 分析되어 있는 그런직의 環境이 아니라 거기서 갚고있는 사람들이 

問題를 삼고있는 環境을 問題로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런 두개의 環境에 對한 

基本的인 觀念에서 出發하여야 될것 같습니다. 事寶 우리가 現象을 說明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理論的인 를이 必、훨한것 같습니다. 그러한 點에서 조금전에 韓敎授께서 指續하신 生態

論은 多方面에 걸친 問題를 把握하는 接近方法 o 로서 意味가 있다고 봄니 다. 

그리고 適應i펴題로서 생각되는것은 결국 A間과 環境을 論及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 事

養上 生態論이 다푸는 問題는 A間과 環境間의 相互作用에 關한 問題입 니 다. Á間과 環境

間의 相互 作用 이라는 말은 어떤 意味에서는 적응이라는 말로 表現됨니다. 

그런데 適應問題에 있어서는 두가지 類型이 있는결로 알고 있읍니다. 一般化된 適廳과 特

珠化된 適應이 그것입니다. 一般化된 適應은 어떤 狀況에서나 適應 할 수 있는 적응類型이 

고， 特珠化된 適應은 特珠 領域에서만 適應될 수 있는 類型업니다般的으로 現代社會가 

專門化됨에 따라서 一般化된 適應 樣相이 特珠化된 適應 樣相으로 變化하고 있는 것 같습 

니 다. 따라서 專門化되 지 않은 우리 와 같은 社會에서 는 -→般化適應類型 o 로 나아가야 할것 

인지 혹은 特珠化類型으로 나아가야 할것인지에 對해서는 좀더 ; 檢討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 

다. 

마지막으로 昭究 開發되어야 課題에 對해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읍니다. 社會에 따라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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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 構成員이 認識하는 自然觀과 우주관윤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自然觀과 우주관을그 

社會의 傳統意識과 文化와 關聯해서 핍구究가 많이 되 어 야 할것 같습니 다. 

골 드 버 그 : 첫째 269r페이지」를 보게 되면 人類學에서는 環境과 A間 乃至 環境과 文化

에 對한 몽구究를 王로 한다고 하고 있읍니 다. 그러 나 A類學에 서 는 環境이 社會와 文化에 影

響을 미치는 것은 %論 重훨視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만 그에 對한 反對 方向도 考慮

되지 않으연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í스웨멘」의 經濟學者인 「애스터 벅스」 學者가 밝히듯이 農

業이라는 것윤 A間의 食樓問題를 解決하기 寫해서 自然環境을 變態시키는 現‘象입니다. 그 

래서 A間文化를 通해서 自然環境이 變態되어 있고 自然環境을 通해서 /、‘間文化도 重훨한 

영향을 받고 있읍니다. 生態A類學者들윤 A間文化와 自然環境이 똑같은 廣範圍한 體制에 

屬하여 있으므로 A間文化分野에서도 -般體制論을 利用할 수 있다고 主張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많은 A類學者들이 이와같은 方法論을 그의 맑究에서 많이 利用하고 있읍니다. 273 

「페이지」에서 도표를 보게되면 各 構成멜素間의 聯關關係를 表示하고 있는데 더많윤 構成

훨素에 연결되어야 한다고 호張하고 싶줍니다.例를 들자연 自然環境과 기타의 文化的 關係

가 圖表에서는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事實上윤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宗敎， 藝術， 價{直

가 自然環境에 對한 適應의 mechanism이 기 때 문입 니 다. 

全炳棒 : 제가 把握하기로는 이 論文의 趣릅가 세가지로 흉용約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첫 

째는 環境이라는 擺念을 貝體的으로 把握하자는 것과 둘째로는 이렇게 把握된 環境을 A類

學的으로 어떻게 연결시킬수 있느냐하는 方法論의 試圖와 마지막으로는 우리냐라 및 世界

的으로 環境의 問題가 어떤 方向으로 맑究되었으면 좋겠느냐하는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읍 

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몇가지 問題點을 생각하여 보았는데 먼저 環境의 意味를 把握하면서 

이 論文에서는 넓윤 意味에서 環境을 보고 있다는 點입니다. 여기서 넓은 意味의 觀點이라 

고 하는것윤 두가지 骨格이 있다고 봄니다 첫째는 環境이 主體가 되기 뚫해서는 적어도 生

物有機體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主體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環境이 되 

는것이 아니고 그 環境이 主體에 影響을 미치는것을 環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 

다. 

그런데 이 發表에 있어서 環境의 主體는 A間 特히 λ、間集團에 局限퍼어 있기 때문에 여 

기서 이야기하고는 環境의 福이 壓縮되었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가지 問

題가 되는것은 폼 A間集團을 環境의 主體로 볼때 그 主體의 내연의 限界가 어다까지냐 하 

는것이 問題가 될것 같즙니다. 例를 들어서 A間集團이 創造한 文化라는것을 A間集團의 環

·境이냐 하는 問題를 생각하여 볼 수 있는데 이點에 對해서 韓敎授任의 發表에서는 分明하 

지 않윤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270 r페이지」에서 여러 學者들의 意見을 蘇合해서， Á類學 

에 있어서 生態學의 擺念윤 하나의 接近方法으로서 發見的 핍究手段의 도움윤 될지언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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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體가 目的이나 A類學의 分科는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生態學이 A類學의: 

sub-fi.eld 가 아니고 하나의 perspective 라는 말인것 같습니다. 이러한 生態論的 perspective 

에서 A類學 全體와 生態論的 perspective와 佛行하는 다른 어떤 perspective가 있는지 없는 

져 가 分明하지 않숨니 다. 

이민제 :生勳學에서는 유전학적인 環境이라는 것을 採擇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그러냐하 

면 유전학적이라는 것은 유전분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장래 환경의 本質로서 그것은 그대 

록 示짧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環境훨因으로 採擇될때는 어떤 연쇄를 일 

으키냐고 하면 유전형상이 環境횟因으로서 받아드려질혜는 特히 획득언자가 유전할 수 있다 

고 할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날의 생물학에 있어서 遺轉進化의 問題는 世代에 따 

른 획득인자에 依해서 遺轉因子로 바꾸어 간다고 해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生命의 

한개의 本質的언 훨因으로서 生命 內的인 面에서 오는 모든 環境， 普通 A間的인 環境훨因 

을 그것을 일단 環境으로 장고 그것이 生命體의 한 關聯性으로 따질혜는 그것이 全部

energy化해서 그것이 本質하고 關聯해서 다시 發現되 는 現象， 이 것이 한개 의 生命現象이 라 

고 보고 있는 것업니다. 그런데 生命이 무엇이냐 하는 보다 本質的인 A間生命에 接近해야 

만이 이와같은 問題는 解決되는데 이것은 다른 問題이기 해문에 오늘 여기서 말하는 問題는 

아니 다라고 생 각합니 다. 

그리고 또 한가지 A間이 創造한것이 環境이 될 수 있느냐하는 問題는 저휘들 생 각￡로 

는 그 時點에서 얼어냐는 모든것을 環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李漢淳 :Á間과 環境은 主體와 客體의 問題인데 事實上 主體와 客體의 限界가 相當히 애 

매하여 지는데 相互間의 關係는 어떤 媒介物을 通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그限界를 

分明히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습니 다. 

둘째는 環境 自體에 對해서 우리가 주어진 環境과 行動할 수 있는 環境과는 다른데 이것 

을 어떻게 均衝지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더구다나 그 關係가 作用 乃至 反作用

을 한다고 볼때 여러가지 歷史짧展段階에서도 問題될 수 있고 量과 質의 面에 있어서도 作

用 反作用을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計量的으로 測定하느냐 하는것( 

을 밝힐 必훨가 있을것 같습니 다. 

그리고 마지막￡로 말씀드랄것은 A間과 環境과의 關係를 評價한 다음에 그것을 經合하

는 段階가 必훨한데 그것을 文化A類學에서 究明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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