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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본 논문은 미래를 측하는 서(占書)인 동시에 자연과 인사의 

철학  원리를 담고 있는 동시에 문화생태학과 문화철학  함의를 가지는 

주역의 中正論과 생명의 실 , 그리고 평형  조화 이론을 자연변이, 
생존경쟁, 자연선택, 환경 응 등을 핵심이론으로 하는 다 의 진화론과 연

하여 그 상  의미를 해명하고자 하 다. 주역의 체계는 자연과 인

사의 모든 변화를 인간  가치를 투사하여 좋고 나쁨, 길흉(吉凶) 등의 가

치평가  측면에서 기술함으로써 이것을 당  실천의 척도로 삼는다는 

에 하나의 취지가 있다. 주역은 한 자연과 인사의 변화를 하나의 유

기체  통일성의 측면에서 설명하면서, 동시에 이들 체에는 태극이라는 

궁극  표 이 내재되어 있어서 이들 사물의 상  변화가 언제나 궁극

으로 균형과 조화, 그리고 도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시각

은 자연계의 모든 변화가 도를 목표로 하여 일정한 목 지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와 비교하여 진화론은 자연생태계의 항상성을 

구체 인 생물종과 자연환경 사이의 상 계를 심으로 생물이 형질을 

바꾸면서 진화하는 에서 바라보고 있다. 진화론에서는 다양한 사물의 

변이와 경쟁, 선택은 특정 생물이 환경의 항상성과 안정성에 기여하는 방

향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다. 곧 진화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물종의 안정

성이 교란되면서 생물의 형질에 일정한 변이가 발생하고, 경쟁과 자연선택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재원(교육인 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

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6-321-A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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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의 안정성이 회복되는 지속 인 순환과정 속에서 이

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게 볼 때, 주역에서 지향하는 자연계의 균

형과 조화  도의 실 이라는 목표는 생태계의 항상성과 안정성에 기

한 자연 생물종의 진화과정을 이론 으로 탐구한 진화론과도 긴 한 연

성을 가지는 것이다. 

Ⅰ. 서  론

본 논문은 고  국에서 미래를 측하는 서(占書)로 시작하여 자

연과 인사의 철학  원리를 담은 周易의 中正論과 생명의 실 , 그리

고 평형과 조화 이론을 자연변이, 생존경쟁, 자연선택, 환경 응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다 Charles Darwin1809〜1882의 진화론과 비교하

여 그 사이에 내포되어 있는 상  의미를 해명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주역의 상징의리론이 지니는 문화생태학 인 특징을 진화론과 

연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인간이 지향하는 인

문  이상 세계를 목표로 하는 문화철학  이상의 에서 그 내재  

일 성의 측면에 유의하여 이들 이론 사이의 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러면 진화론과 주역이론 사이에 내재한 상  계에 한 탐구는 

 에서 왜 필요하며, 그 시의성은 어디에 있는가?
서양 근  이후 에 이르는 지성사와 문명사는 욕구를 정하

는 자본주의  세계 과 도구  이성 , 그리고 인간 심주의  세계

, 그리고 과학주의를 심으로 하여 인류 문명의 발 에 인 

기여를 하 다. 그러나 이러한 정  성과는 그 필연  가로서 생

태계의 기와 함께 개인  가치와 경쟁을 시함으로써 민족 ㆍ종

교 ㆍ사회문화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사회의 문제는 

보다 근본 으로 인간과 자연, 주체와 객체를 이원 으로 분리하여 

바라보는 주객 립의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사회의 

문제 을 반성하는 단 는 이러한 이원  세계 을 새로운 세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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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체하는 데 있을 것이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하여 우리는 자

연과 인간, 주체와 객체를 통일 인 일 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세

계 에 을 돌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자연과 인간을 통일 인 으로 해석하는 세계 에는 어

떤 것이 있는가? 생물학 는 유기체  세계 이 이러한 을 가지

는 세계 이라 할 수 있다. 주역은 음양 개념을 심으로 하여 자

연사물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하고 생명의 실 을 목표로 하는 체계라

는 에서 유기체론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다 의 진화론 한 자

연 생물 종의 변이와 경쟁, 응과 환경의 향을 상 이고 통일

인 에서 본다는 에서 유기체론 이다. 따라서 주역과 진화론

이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 하는 을 해명하는 것은  시각

에서 매우 필요하고도 한 연구주제라 할 수 있다. 
다 은 종의 기원에서 자연변이, 생존경쟁, 자연선택 개념을 심

으로 개체들의 집단인 종과 환경 사이의 기능  상 계를 심으로 

새로운 종의 형성과 변화과정, 그리고 방식이 우연 이기는 하지만 무

작 이지는 않은 사건들의 결과임을 설명하 다. 그는 진화의 방식

과 증거에 하여 체계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진화론을 처음으로 검

증 가능한 과학이론으로 확립하고, 형이상학  목 론을 배제하고 생

물종의 변화를 인과 계에 따라 설명함으로써 진화론에 통일성을 부

여하 다.1) 최근 다 의 진화론에 한 심은 생물학의 경계를 넘어

서  학문분야에 걸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컨 , 진화론  국

제정치, 진화의학, 기업진화론, 진화경제학, 진화심리학 등의 분야가 

연구되고 있다.2) 이처럼 다 의 진화론은 사실과 가치를 동시에 문제 

1) 신연재, ｢진화론의 계보와 그 향｣, 사회과학논집8, 울산 학교, 1998, 

p. 121. 다 이 진화론을 제시한 이후 창조론을 신 하는 사람들은 진화론

이 지니는 과학  근거 부족을 이유로 들면서 그의 진화론을 비 하고 있

다. 하지만, 20세기 반 이후 분자생물학이 속히 발 되면서 생물체가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는 한 종 안에서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해

명된 만큼, 생물종의 발생과 변화가 진화 이냐 창조 이냐 하는 논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주 열, 과학과 환경, 서울 학교출 부, 

1992, p.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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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는 인문사회학 분야에서까지 그 학설의 의미를 원용하고 있다. 

진화론에 한 이러한 연구상황에서 주역의 문화생태학  특성과 

진화론을 연 하여 살펴보는 것은 진화론에 내재해 있는 인과법칙  

요소 이외에 선택이나 응 등과 같은 인문 사회학  측면을 부각시

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진다. 주역은 기본 으로 추상 인 부호[卦
爻]와 그 의미, 그리고 상징  사물을 포함하는 문장[卦爻辭]을 통하여 

자연과 인사의 변화를 설명하는 체계이다. 이런 체계를 통하여 자연과 

인간의 사회문화에 있어서 모든 유기체  변화와 양상을 기술하는 동

시에 길흉(吉凶) 등의 가치척도를 가지고 이들을 평가한다. 주역에
서 이런 가치평가는 인간의 실천을 한 기 이 된다. 나아가 주역
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자연과 사회문화  환경 속에서 어

떻게 응하면서 시의(時宜) 하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에 한 

기 을 제공해 다는 에서 문화철학  이상을 실 하고자 하는 목

표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진화론에서 자연사물이 진

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응과 선택, 그리고 그들이 진화하는 방

향이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운 계를 목표로 하는 것과 유사한 의미

를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역에서 제시하는 기본  이 

생물들을 포함하는 자연 상의 모든 변화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이들

을 가치평가 인 시각에서 보는 만큼 진화의 원리와의 연 성 속에서 

주역과 진화론의 함축과 의미를 동시에 드러내보고자 한다. 
이런 목표에 따라 다음 제2장에서는 먼  주역의 체계를 그 유

기체  특성과 균형과 조화를 지향하는 목표의 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제3장에서는 문화생태학의 학문  성격에 하여 요약하고 이 

학문의 목표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진화론의 유기체론  

특징과 그 의의에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명한 이

후 다음 제5장에서는 주역과 진화론을 문화생태학의 에서 그 의

미를 해명하고자 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진화론과 주역의 일 된 

상 계와 의의를 요약하고 망해 보기로 한다. 

2) 다 , 송철용 옮김, 종의 기원, 동서문화사, 2009, p.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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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周易의 의미론적 체계와 中道論

주역은 추상 인 부호로서 괘효(卦爻)와 이에 하여 상징  의

미를 해석하고 있는 괘효사, 그리고 그 철학  원리를 해석한 ｢역 ｣

을 포함하고 있다. 보다 구체 으로 주역은 괘효와 괘효사의 상징

체계에 내포되어 있는 象과 ‘의미[義]’의 상호연 성과 함께 사실 단

과 길흉(吉凶)의 가치평가로서 사(占辭)로 구성되어 있다. 주역의 

이러한 특성을 ｢계사｣에서는 ‘성인은 괘를 그려서 상(象)을 살피고 

여기에 괘효사의 문장을 붙여 길흉을 밝혔다’3)고 말하 다. 이 문장

에는 추상 인 괘를 그리고 괘효의 의미를 문장으로 는 동시에 이

것의 길흉을 평가하는 사를 붙 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게 볼 때, 주역은 괘효사 속에서 자연과 인간의 다양한 변화를 제

시하되, 인간의 삶 는 가치의식과 련하여 정  는 부정  의

미를 ‘길흉’과 같은 가치 단을 행하는 말을 뒤에 붙임으로써 인간이 

특정 상황에서 행해야 할 행동의 기 을 보여주는 의미를 가진다. 
주역의 가장 핵심 인 두 가지 요소는 象과 의리(의미)이다. 주

역은 보편 이고 추상 인 의미를 구체 이고 특수한 물상을 가지고 

실 하기도 하고, 구체 이고 특수한 상으로부터 보편 이고 추상

인 의미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4) 역철학사에서는 이 게 구체  상

의 다양한 변화로부터 보편 인 의미를 귀납 으로 도출하는 상수역

학 와 보편 인 의미로부터 연역 으로 구체 인 상의 특성을 설

명하는 의리역학 가 있다. 한  상수역학자들은 괘효의 상과 괘효사

의 물상의 상 이고 특수한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 괘효사의 상징

 의미를 괘효의 象으로부터 필연 으로 도출하고자 하 다. 하지만 

주역에서 이들 사이의 계가 정합 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

아 이를 일치시키기 하여 상수역학자들은 드러난 괘효의 이면에 숨

3) 주역, ｢계사｣상－2, “聖人設卦觀象繫辭焉而明吉凶.”

4) 컨 , ‘龍’이라는 상상의 동물을 가지고 ‘ 명함’, ‘ 측할 수 없음’, ‘쉼 

없는 강건함’ 등을 상징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험난함’, ‘어려움’과 

같은 보편 인 의미를 ‘물’이라는 구체  상징물로 표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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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괘효의 상으로부터 괘효사의 물상을 이끌어내고자 하 다. 
이를 하여 이들은 괘효의 다양한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호

체(互體Linking), 반 괘(反 Opposition), (轉位Transposition), 역

( 轉Reversion) 괘 등의 이론을 제시하 다.5) 이들 이론은 가능한 

한 자연과 인사에서의 변화양상의 다양성을 보여 으로써 특정한 상

황에 정합성을 가지는 변화의 범례를 제시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에 하여 의리역학에서는 주역의 괘효와 괘효사의 象과 의미 

가운데 의미에 일차  요성을 두면서, 象을 보편  의미를 실 시

켜주는 수단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의리역학의 입장에서는 선험 인 

원리를 구체  실에서의 의리로 실 하고자 하는 목 론  입장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괘효사에 내포되어 있는 吉凶은 자

연과 인사에 내재해 있는 상에 하여 가치평가를 행하는 것으로서 

행 의 보편타당한 기 이 되는 것이다. 의리역학자 가운데 정이(程
頤)는 유가  의리역학을 제시한 표자이다. 그는 주역의 의의를 

사물의 진상을 극진히 이해하여 인사의 일을 펼쳐서 힘써야 할 것을 

이루는 도리를 보여주는 것이라6)고 주장하 다. 나아가 정이는 理를 

심 개념으로 하여 주역 괘효사의 상징 의미체계를 유가  도덕실

천 문제와 연 하여 일 되게 설명하고자 하 다.7) 특히 정이는 주
역괘효에 내포되어 있는 자연의 객 이고 가치 립 인 상징물을 

가치의존 인 으로 해석하고 있다.8) 요컨 , 주역은 자연과 인

5) Peter D. Hershock, “The Structure of Change in the I Ching”, Journal 

of Chinese Philosophy, 18, 1991, p. 276. 헤어쇼크는 네 가지 체계 으로 

정의된 변화 양상을 호체, 반 , , 역  등으로 구분하여 이들을 상세

히 설명하고 있다. 

6) 周易傳義大全, ｢易傳序｣, “其爲書也, 廣大悉備, 以 性命之理, 通幽明

之故, 盡事物之情, 而示開物成務之道也.”

7) 엄연석, ｢주역상징의리론의 문화생태학  특성｣,  동문화연구63집, 2008, 

p. 161. 

8) 周易傳義大全, ｢謙卦｣程傳, “山, 高大之物而居地之下, 謙之象也. 以崇高

之德而處卑之下, 謙之象也.” 여기에서 程頤는 높고 커다란 산이 땅 에 

있다고 하는 사실 인 언명을 숭고한 덕을 가지고 낮은 사람 아래 자신

을 둔다고 하여 도덕  에서 해석하 다. 



주역 상징의리론의 문화생태학  특성 113
사의 다양한 변화를 드러내면서 그 성질과 방향의 길흉을 언 함으로

써 미래의 일의 길흉을 측하는 서로서 기능하면서도, 다른 한편

으로 인간이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한 행

의 실천  표 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역 ｣에서는 변화에는 최고의 궁극  원리[太極]가 있으며, 여기에

서 음양(陰陽) 양의(兩 )가 생기고, 양의는 사상(四象)을 낳으며, 사

상은 팔괘(八卦)를 낳는다9)고 주장하 다. 곧 주역의 괘효 체계는 

태극의 동정에 의하여 음양과 사상, 그리고 팔괘가 생성되며, 64괘는 

이 팔괘를 다시 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주역의 괘효는 음양강유

의 효를 기본 구성단 로 삼아 64괘와 384효로 이루어지는데, 이들 

사이에는 상호간 내재 이면서도 유기체 인 변화의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 태극은 사물들의 실재에 내포되어 있는 동  통일에 

한 통찰을 보여 다.  그것은 사물이 개되고 결합되는 과정에

서 一 와 多 의 요소들, 그리고 그들의 역동 인 결합 계를 이어

다. 태극은 처음부터 깊은 평형상태가 내재해 있는 사물의 체성

으로서 하나의 과정과 세계  만물들 사이에 두루 침투해 있는 일

치와 조화를 뜻한다.10) 이처럼 만물의 근원으로서 태극과 개별 인 

사물  인간은 부분과 체로서 상호연 성을 가지며 유기체  특성

을 보여 다. 
주역의 체계는 태극이 가장 궁극 인 근원이 됨으로써, 64괘의 

체 인 구조와 괘효, 그리고 괘효사 사이에 유기체  특성을 가지

9) 주역 ｢계사｣, “易有太極, 是生兩  兩 生四象, 四象生八卦.”

10) Chung-ying Cheng, “The Trinity of Cosmology, Ecology, and Ethics 

in the Confucian Personhood”, Confucianism and Ecology, The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1998, p. 219) 성리학에서 太極 개념은 

일차 으로 자연 사물의 다양한 상을 근거지우는 理致의 총체로서 존

재론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이어서 주역에서 태극은 이

게 존재론  원리 는 근거로서의 의미도 가지지만, 다른 한편 모든 자

연 사물과 상을 낳는 발생론  근원의 의미 한 가진다는 에 특징

이 있다. 이것이 주돈이의 ｢태극도설｣의 ‘無極而太極’ 구 에서 無極이 변

화를 가능  하는 근거가 된다면 太極은 사물의 총체 인 원리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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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동시에 인문  목 론  함의 한 포함하고 있다. ｢설괘｣에

서는 ‘성인이 역의 괘효를 그리고 괘효사를 붙인 목 을 하늘로부터 

받은 사물의 본성에 순응하고자 하여 하늘의 도를 세워 陰과 陽이라

고 하고, 땅의 도를 세워 剛과 柔라고 하 으며, 사람의 도를 세워 

仁과 義라고 하 다’11)고 말하고 있다.  이어서 ‘도덕에 조화롭게 

따르고 이치를 다스리고, 理를 궁구하면서 本性을 다하여 命에 이른

다’12)고 하 다. 이런 언 들은 바로 성인이 역을 지은 기본 목 이 

천지자연의 음양강유의 도리와 함께 인간이 仁과 義를 행하여 천명을 

온 히 하고자 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 말이다. 이처럼 ｢설괘｣ 에서

는 주역을 인간의 도덕  실천을 한 표 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

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유학에서 도, 용 개념은 인간의 도덕  실천을 한 기

으로 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역에서도 이런 中道와 中庸은 주역
을 지은 성인의 기본 목 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역에서 도

와 용은 구체 으로 中正 개념과 時中이라는 의미로 표 된다고 할 

수 있다. 주역에서 中正은 사실 괘효가 자리한 치와 올바름을 뜻

하는 말이고,13) 時中은 특정한 괘의 상황에서 행 의 함을 뜻하

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과 시 이라는 말은 주역에서 도덕

실천을 가능  하는 궁극원리가 되기도 한다. 특히 정이의 역 에
서 언 되는 中正과 時中 개념은 괘효의 자질과 치 계에서 연역된

다. 이것은 특정 괘효의 의미 상황에서 이상  실천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가치기 이 된다.14) 체 으로 주역은 中正과 時中을 통하여 

11) 周易, ｢說卦｣, “聖人之作易也, 以 性命之理, 是以立天之道曰陰 陽, 立

地之道曰剛 柔, 立人之道曰仁 義.”

12) 周易傳義大全, ｢說卦｣, “和 於道德而理於義, 窮理盡性以至於命.”

13) 주역에서 ‘中’은 二爻와 五爻에 치해 있는 효의 자리를 의미하는 반

면, 正은 양의 자리로서 初, 三, 五爻에 양효가, 음의 자리인 二, 四, 上爻

에 음효가 있을 때를 말한다. 

14) 中庸章句‘經序’, “子程子曰, 不偏之 中, 不易之 庸. 中 , 天下之定道, 

庸 , 天下之定理.” 정이는 역 에서 中正 개념을 ‘中道’, ‘中德’, ‘正中’, 

‘剛中’, ‘柔中’ 등으로 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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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성, 균형과 조화를 지향하는 궁극  목표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태극은 그 가장 근원 인 치에서 자연계 체가 항상성을 

유지시키고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동력을 제공해 다. 
요컨 , 주역은 자연과 인사 다양한 변화를 보여 주는 과정에서 

그 길흉을 언 함으로서 특정한 상황에서 행 의 타당한 기 을 제시

해 주는 의미를 가진다. 이 행 의 기 에 궁극  근거가 되는 것이 

太極이다. 태극은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하는 표 을 

제시해 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태극에는 평형(中: equilibrium)과 

조화(和: harmony)가 그 본질로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주역
의 괘효와 괘효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목표는 자연과 인사의 유기체

 총체성 속에서 다양한 변화를 제시하면서, 그 속에서 체 자연과 

평형과 조화를 유지하고 中道를 지향하는 것이다. 

Ⅲ. 문화생태학의 특성과 그 문화철학적 의미

이 장에서는 주역의 기본  의미와 연 하여 문화생태학이 주
역과 어떤 상호연 성을 가지는가 하는 을 해명하기 하여 문화

생태학의 기본 내용과 그 문화철학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

생태학은 인간의 삶을 이루고 있는 여러 정신문화  요소를 환경과 

결부시켜 고찰함으로써 ‘인간’이 체 생태계 속에 포함되어 탐구의 

상이 된다는 에 특징을 가진다. 특히 이 학문은 인간이 발 시켜 

온 삶의 외  요소로서 실제 문화내용을 자연환경의 향 계 속에

서 검토한다는 에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그리고 인문학을 결합하

는 학제간 연구의 의미를 지닌다. 
문화생태학은 구체 으로 어떤 학문  의미와 기원을 가지며 어떤 

특질을 가지는가? 문화생태학은 가장 기본 으로 환경과 인간집단 사

이의 상호 계에 을 맞춘다. 곧 이 학문은 사회의 상징  체계와 

문화를 주어진 역사 지리  경제  환경 조건 등에 ‘ 응’한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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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자 한다. ‘ 응’이란 개념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생물학에서는 ‘항상성을 유지시켜 주는 개체의 반응’이
라는 의미와 ‘세 를 반복하면서 자생존으로 나아가는 진화  변

화’라는 의미를 함께 가진다. 이에 비하여 문화생태학에서는 응을 

문화  에서 설명한다. 여기에서 응은 인간 집단들이 삶을 

하기 하여 사고와 테크닉을 바꾸는 방식을 통하여 특정한 문화  

환경 속에서 조화로운 삶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얻고자 하는 것

을 뜻한다. 
‘문화생태학Cultural Ecology’이란 용어는 스튜어드(Steward, J.)가 

문화변동론Theory of Culture Change1955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개

념이다.15) 스튜어드는 생태학의 주된 의미는 ‘환경에 한 응’에 

있는데, 이 때 ‘환경’은 특정한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 군

들 사이 는 다른 유기체들과 상호작용하는 생명의 총체 인 그물망

으로 간주된다고 생각하 다. 그는 나아가 문화생태학은 ‘어떤 문화

 환경  상황에서나 용할 수 있는 일반  원리를 이끌어내기 보

다는 서로 다른 지역들을 특징짓는 특수한 문화  양태와 유형

(pattern)의 원천을 설명하고자 한다는 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16)

스튜어드(Steward, J.)는 다양한 문화사와 문화유형의 고유성에 반

하는 신 특수한 문화  요소와 환경  요소들에 을 맞추어 그들

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기능하는가에 주목하 다. 스튜어드가 개별

인 지역 환경의 요성을 인식하고 그런 인식을 계승하는 분석  탐구

15) 스튜어드 이후 마빈 믹셀(Mikesell, M. W.)은 문화생태학Cultural Ecology
이란 술을 통해 ‘문화생태학’에 있어서 ‘문화’와 ‘생태학’이란 개념에 

하여 보다 넓은 범 에서 그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스튜어드의 ‘ 응’ 개

념은 인간이 문화  삶을 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인문  

특성을 가진다. 반면 진화론에서 ‘ 응’은 생물유기체의 비목 론  응 

는 단순한 생물체의 우연 인 응을 뜻하는 만큼 스튜어드의 ‘ 응’ 

개념과는 범주의 차이가 있다. 

16) 배용 ㆍ이성해, ｢문화생태학과 생태인류학｣An Overview of Cultural Ecology 

and Ecological Anthropology, 文理學叢, 1977, 경북 문리과 학, 1977, 

p. 35. 이 이하의 내용은 졸고 ｢주역상징의리론의 문화생태학  특성｣, 

 동문화연구63(2008, 9.)에서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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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찬성한 것은 생태인류학에 주요 환 이 되었다. 그는 환경이 어

떤 특수한 형태의 행 를 요구하는가, 는 환경이 어느 정도까지 행

의 패턴에 있어서의 변이나 폭을 허용하는지를 결정하기를 원했다. 
한 스튜어드는 모든 사회 상은 어떤 것이나 문화에 의해서 결

정된다고 간주하는 ‘文化爲主論’을 부정하고 특정 지역의 환경을 문

화에 독립 으로 향을 주는 文化外的 요인으로 간주하 다. 그에 

의하면 문화의 모든 국면은 기능 으로 상호의존 계를 가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 상호의존의 정도는 문화마다 동일하지 않다고 보

았다. 스튜어드는 생계활동과 경제제도에 가장 하게 연 되는 문

화양상의 집합체를 ‘文化核心(cultural core)’이라고 말하 다. 그에 있

어 문화생태학의 기본 인 심사는 기능 으로 상호 하게 연

되는 기술, 경제, 정치, 사회, 종교, 군사 등 문화핵심에 있다. 그는 

개별 인 주요 외  환경권은 그 안의 여러 문화요소들에 있어서 일

련의 문화  발  결과에 향을 주는 공통의 생태학  응을 낳고 

공통의 문화 핵들을 낳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 다.17)

미국의 문화지리학이나 문화인류학에서도 문화생태학에서 언 하는 

‘인간’과 ‘환경’과의 계를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일방 으로 향

을 끼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양쪽이 서로 향을 주는 방 인 것으

로 간주하 다. 문화생태학의 뿌리를 구성하는 ‘문화  응’과 ‘생태

계’ 개념은 인간과 환경과의 계가 변화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

우 효과 이다. 부쩌(Butzer)는 ‘ 응’ 개념이 역사  변천이나 문화변

동의 과정을 분석하는 기 이 되는 용어로 간주하 다. 여기에서 ‘문화

 응’은 자연환경의 변화나 인구, 경제, 조직 등과 같은 사회 내부 

상황의 변화에 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인간 행동의 지속 인 변모로 

정의되고 있다.18) 반면 ‘생태계’는 지속 으로 순환하는 에 지, 물질, 
정보 등이 이루어지는 안정된 상호 계를 총칭하는데, 이처럼 유기체

 계가 형성되는 과정은 생태계 체에 걸쳐 반향이 일어나는 형태

17) 배용 ㆍ이성해, 의 논문, pp. 40〜41. 

18) Butzer, K. W. Archaeology as Human Ec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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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생태계 개념은 변화의 시간이나 장

소가 어디에서 언제 일어나든 요소들 간의 조정이나 응을 가능  한

다는 에서 ‘문화  응’ 개념만으로 해결하기 힘들었던 문화 ㆍ환

경  변화의 시간과 지역  규모 문제를 해결해주는 개념이다.19)

이와 같이 ‘문화’는 외부환경과의 응이라는 문제와 련하여 외

부환경과 상호의존성을 가진다. 하지만, 문화  응을 가능  하는 

근본 인 요인으로서 응을 하는 주체는 인간인 만큼, 문화를 환경

에 향을 받아 여기에 수동 으로 응한다는 일방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소한 자세를 넘어서 보다 포 인 인류의 이상을 가지고 

‘문화’ 자체를 반성  시각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집 하여 철학  작업을 행하는 탐구분야가 바로 ‘문화철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문화철학  이상’은 어떻게 그 본질  의미를 규정할 수 

있는가? 콘 스만Ralf Konersmann에 의하면 문화의 본질  특징은 

‘세계의 인간화’에 다름 아니다. 그는 문화철학은 하나의 최종  진리

가 아니라 진리가 다양하게 드러남에 심을 둔다20)고 하 다. 그는 

문화철학을 구체 으로 다음과 같이 악하고 있다. 곧 그에게서 ‘문
화철학’은 인간이 정신  활동을 통하여 자연 으로 존재하는 세계를 

인간화하는 모든 행 양태와 그 산물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콘 스

만은 ‘문화철학’을 구체 으로 다음과 같이 악하고 있다. 

문화철학은 인간이 구성한 유한한 세계를 이해하기 한, 즉 문화

를 이해하기 한 화이다. 완결된 정의 속에서 악되고 찰자 앞

에 분명히 나타나는 철학  개념은 그 하 개념이나 부차  개념 등

의 체 계질서를 통제한다. 그러나 문화는 이러한 의미의 철학  

개념을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문화는 작품과 문화  사실에서 간

19) 柳濟憲, ｢地域歷史地理學과 文化生態學－문화  응과 지역인문생태계의 

개념을 심으로－｣, 문화역사지리창간호, 문화역사자리학회, 1989. p. 56. 

20) 콘 스만, 이상엽 옮김, 문화철학이란 무엇인가, 북코리아, 2006, p. 8. 

이 이하의 내용은 졸고, ｢김구의 인문  민족주의에 내포된 문화철학  

목표｣(인문연구제55호, 2008, 남  인문과학연구)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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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드러난다. 문화의 상  유의미성은 각각의 재로부터 새롭게 

규명되고 규정될 것이다.21)

콘 스만에 의하면, 문화철학은 찰자 앞에 정의된 채로 나타나지 

않고, 문화생산물과 사실로서 간 으로 드러나며 재의 해석을 거

쳐 새로운 의미가 규정되는 문화를 이해하기 한 화의 성격을 가

지는 것이다. 이러한 에서 의로 해석할 때 ‘문화철학의 이상’은 

‘과거의 문화  통과 재의 문화에 한 평가를 통하여 규범  표

을 확립함으로써 미래의 이상  문화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을 뜻

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상  문화’가 무엇보다도 그것이 배타 이

거나 침략 이지 않고 여러 다른 문화와 평화롭게 공존하기 해서는 

각각 문화  요소가 가지는 ‘특수한 측면’들을 통약시키고 융화시킬 

수 있는 보다 상 의 보편성을 가지는 인문  가치를 내포하고 있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치는 인류가 역사  과정을 거쳐 지속 으로 

발 시킴으로써 보편성을 얻게 된 종교, 도덕, 정치, 사회  가치를 

의미한다.22) 
요컨 , ‘문화생태론’은 인간과 무 한 필연 인 자연환경 자체가 

아니라 인간 사회의 정신  문화와 한 연 성을 가지는 모든 자

연  환경 요소들 간의 유기  결합 계와 그것들 사이의 변화와 발

21) 의 책, pp. 46〜47. Cassirer는 상이한 문화형식들과 복합 인 상징체계들

의 특성에 해서 그리고 문화철학의 역할과 임무를 다음과 같이 언 하고 

있다. “모든 상이한 문화형식들, 다양하고 복합 인 Symbol들의 체계들은 

그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통일성은 

한갓 실체성으로 규정될 수 없고 오직 기능  언어로 이해되고 규정되어야 

한다. 즉 계, 작용, 행동이라는 말로 규정되어야 한다.” ; “다양한 신화  

상들, 종교  교의, 언어형태, 술작품 들 속에서 철학  사고는 이 모든 

창작물이 그것에 의해서 한 데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일반  기능의 통일

을 밝히고자 한다. 신화, 종교, 술, 언어, 그리고 과학 등 모두가 하나의 

공통되는 뿌리에서 뻗어 나온 여러 지엽들이다. 그리고 문화철학의 임무는 

이 뿌리를 뚜렷이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Cassirer, 

Symbol, Myth, and Culture, Essay and Lecgtures of Ernst Cassirer Edited 

by Donald Phillip Verene, Yale Univ. Press, 1979, p. 69. 

22) 엄연석, 의 논문, p.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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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문제에 주목하여 이를 생태학  시각에서 연구하는 분야이

다. 이 문화생태학에서 논의되는 심 인 주제는 인간의 문화체계와 

그 요소, 문화 핵, 그리고 행동과 환경 사이에 내재해 있는 상호 

응 계에 있다. 여기에서 인간의 사회문화는 환경에 응함으로써 환

경과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진화하는 방향성

을 가진다는 이다. 
이와 비교하여 ‘문화철학’과 그 이상은 외부환경에 한 인간의 

응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과거와 재의 문화  통을 평가함으로

써 미래에 보다 이상 인 문화를 형성시키기 한 보편 이고도 인문

인 가치를 추구하는 데 을 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화생

태학과 주역에서 동시에 논의되는 항상성[常], 균형[中]과 조화[和]
와 같은 개념들은 바로 ‘문화철학’에서 강조하는 보편  인문  가치

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항상성, 균형과 조화의 원

리는 문화생태학과 문화철학  이상에 공통되는 가치로서 유기체  

卦爻의 부호체계를 가지고 자연과 인간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변화

를 균형과 조화의 에서 설명하는 주역의 목표와도 부합하는 의

미를 가진다. 

Ⅳ. 다윈 진화론의 유기체론적 특징과 의의 

윗장에서는 주역의 문화생태학  함의를 검토하기 하여 문화생

태학의 의의와 문화철학  이상에 하여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다

의 진화론의 특성과 의미를 주역과의 의미연 성에 유의하여 해명

해보고자 한다. 다 의 진화론은 고  연원을 가진다. 곧 진화론은 

고  그리스의 자연철학자들의 이론에까지 그 맹아가 소 되고, 근  

과학의 생물학 명기에 라이 니쯔Leibniz, Gottfried Wilhelm1646〜
1716의 지속성의 원리, 린네Linne Carl von1707〜1778의 종개념의 구

체화, 그리고 라마르크Lamarck1744〜1829의 종변이와 같은 학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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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발 을 이루었다. 그러나 다 은 이  시 의 진화론  사고를 

보다 완 하게 하 다. 
다 의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에서 언 하는 진화론의 

핵심 내용은 자연변이natural variation, 생존경쟁struggle for existence,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이며, 이 요소들을 통하는 생물종의 유  

변화 방향은 환경에 한 응이라고 할 수 있다.23) 다 에 있어서 

진화는 무엇보다도 자연계의 모든 형질들의 변화가 그 단 가 된다. 
변이의 발생에서 생존경쟁, 자연선택에 이르는 과정 체는 생물형질

이 환경에 조화롭게 응하고자 하는 목 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면 

다 은 생물이 변이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종, 변종의 과정을 거

치면서 환경에 응하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다 은 변이를 사육과 재배로부터 발생하는 변이와 자연 상태에서 변

이를 함께 언 하 다. 사육과 재배에서 발생하는 변이는 최 에는 자

연 상태에서 우연 으로 변이한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가

장 좋은 변종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반복함으로써 새로운 종을 

낳는다.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변이 한 아종, 변종, 그리고 새로운 

개체로서 종으로 변화해 간다. 여기에서 아종은 종의 지 에 근했으

나 아직 도달하지 못한 형태이고, 변종은 변화의 결과이자 과거의 종과 

뚜렷이 다른 것으로서 신종의 기형태이다. 그런데 변이는 개체 수가 

많을수록  리 분포되어 있을수록 빈번히 일어난다.24)

다 에 의하면 종과 아종 사이에는 그리고 아종과 특징이 한 

변종 사이에 는 낮은 정도의 변종과 개체  차이 사이에도 명백한 

경계선이 그어져 있지 않다.  종과 특징이 뚜렷한 변종을 구별하는 

23) 진화  변화는 1) 유 되는 특징들, 2) 자손 간 특징의 변이성, 3) 과다한 

자손의 번식, 그리고 이  일부는 생식을 해 살아남고 나머지는 자연선택

에서 배제됨으로써 사망하는 상 등에 의한 자연스런 결과이다. (스탠리 

도슨(Stanley I. Dodson) 외 , 노태호외 역, 인간과 자연 생태학, 아카데

미서 , 2002, p. 19.  재  시 에서 볼 때 ‘각각의 존하는 생물학  

종들은 보다 이 에 나타난 생명체의 여러 변종들 에서 살아남은 것들이

다. (처치랜드 , 석 래 옮김, 물질과 의식, 서 사, 1992, p. 46)

24) 신연재, 의 논문,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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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은 없다.25) 여기에서 다 은 종이 변이를 일으켜 새로운 

종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종이 불변의 본질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않고, 종과 아종, 변종이 하나의 연속성을 가지

는 것으로서 형질상 상호간 한 연 성을 가지는 것과 함께 형질

상의 특징을 잠정 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 이런 진화과정에서 생존경쟁은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게 되

는가? 다 에 의하면 생존경쟁은 모든 생물이 높은 비율로 증식하는 

경향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결과이다. 다 이 주장하는 생존경

쟁의 형태는 다양하여 한 개체가 같은 종의 다른 개체와 경쟁하기도 

하고 다른 종의 다른 개체 혹은 물리  생활조건과 경쟁하기도 한

다.26) 생존경쟁은 으로 같은 종 사이에 가장 치열한데, 이것은 같

은 지역에서 같은 먹이를 구하고 같은 험지구에 노출되어 있기 때

문이다. 같은 종에 속하는 변종의 경우에도 경쟁은 거의 동일하게 치

열하다.27) 다 에 의하면 자연계의 모든 생물 종들은 생존경쟁을 하면

서, 자연계에서 생존에 합하게 하기 하여 모든 생물의 몸의 구조

가 자기가 잡아먹는 먹이  주거와 경쟁하거나 하면서 모든 생물과 

매우 본질 이지만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계를 맺고 있다28)는 것이

다. 이것은 곧 자연의 모든 생물이 유 인 형질의 특징과 변화를 통

하여 자신의 생존을 하여 자연환경에의 응과정으로서 다른 생물

들과 유기 인 먹이 연쇄의 고리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어서 다 은 각각의 생물은 자신의 번 을 하여 유용한 변이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형질을 가진 개체는 생존경쟁에서 보존되는 가장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 그리고 유 의 원리에 따라 그들 개체는 같

은 형질을 가진 자손을 생산하는 경향을 가지는데, 이러한 보존의 원

리 는 자생존의 원리가 바로 자연선택이다. 이 자연선택은 각 생

물을 유기  무기  생활환경과의 계에 있어서 개량하는 것이며, 

25) 다 , 송철용 옮김, 종의기원, p. 70. 
26) 신연재, 의 논문, p. 123. 

27) 다 , 의 책, p. 91. 

28) 다 , 의 책,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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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경우 유기체의 변화라고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게 된다.29)

하지만 자연선택은 외  환경의 변화 는 불변화라는 조건에 의

하여 여러 방향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먼  다 은 생활환경이 변화

하지 않은 동안에 생물에 있어서 형질의 균일성은 오직 유 의 원리

에 의해 그리고 자연선택이 원래의 형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도태함으

로써 보존된다30)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자연선택은 외  환경이 바

지 않을 때는 형질을 변이시키는 개체를 오히려 도태시킬 수 있음

을 뜻하는 것이다. 반면 외부 환경의 변화와 함께 변이하는 것을 선

택하는 것 한 자연선택의 요한 역할이다. 다 은 계속하여 다음

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곧 ‘자연선택은 오직 각각의 생물의 이익에 의

해,  이익을 해 작용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물이든 자신에게 해

가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생겨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변화하는 

생활상태 속에서 시간의 경과와 함께 만일 어떤 부분이 유해한 것이 

된다면 그 부분은 변화할 것이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 생물은 

이미 수천만종이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로 멸해 버릴 것이다. 다

에 의하면, 자연선택은 각각의 생물 그것이 경쟁해야 할 상 로 삼아

야 하는 같은 지역의 다른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완 하게 는 그보

다 조  더 완 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31) 요컨 , 자연선택은 외

 자연환경과 연 되며, 종의 과도한 번식, 경쟁, 변이, 형질의 분화

(分化)  유 , 응 등의 과정을 거쳐 특정 개체가 생존조건을 유

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 의 진화론의 체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함의

가 내포되어 있다. 먼  생물종의 기하 수  번식을 언 할 때 이것

은 무엇보다도 자연의 균형을 무 뜨리거나 교란시키고자 하는 힘과 

세력이 그 속에 작용한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다음으로 변이는 

지나치게 번식한 동일 생물종과 달리 한 개체가 환경에 응하기 

하여 성질을 바꾸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자연선택 개

29) 다 , 의 책, p. 143. 

30) 다 , 의 책, p. 118. 

31) 다 , 의 책, p.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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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은 환경에 응하는 보다 한 형질을 가지지 못한 생물들의 소

멸과 도태를 함축한다. 한 생물은 그 구조와 습성, 체질에 따라 분

화하면 할수록 생존경쟁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선

택은 필연 으로 형질의 분화를 낳는다. 마지막으로 자연선택은 이러

한 방법을 통하여 자연의 균형과 조화라는 결과를 낳는다. 
이 게 볼 때, 다 의 진화론에서 변이, 형질의 분화, 경쟁, 선택 

등의 생물  진화  유  변화과정의 이면에는 체 으로 각각의 

생물종과 생물종 사이, 그리고 생물종과 환경 사이에 응, 균형과 

조화, 그리고 유기체  통일성이 그 변화의 방향과 결과로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32) 동시에 다 의 진화론에서 진화를 추동하는 요

인은 기하 수 으로 자손을 낳는 생물종이 무 뜨릴지도 모르는 자

연생태계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기 하여 이들을 경쟁시키고 선택

하는 데 있다. 환언하면, 다 의 진화론에서는 생물종의 형질의 분화

와 선택에 따른 진화와 자연 생태계의 균형과 조화는 동시에 병행하

여 행해지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런 에서 다 의 진화론은 

유기체  체성과 균형과 조화를 내포하고 있다는 에서 인문 이

고 가치론 으로 해석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가지는 것이다. 
물론 이 게 말한다고 하여 다 의 진화론이 목 론을 주장하고 있

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연에 내재하고 있는 무수히 다양한 

개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해서 움직이고 환경은 자연선택권을 가지

고 환경에 응하는 개체들을 선택하지만, 다 주의에 있어서 변이의 

발생은 우연 이고, 자연선택 한 주변환경과 하게 응하는 개

32) 여기에서 종들의 과도한 확산으로 인한 교란과 무질서라는 환경의 변화

에 응하기 한 개체들의 노력이 변이를 낳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각각의 이종 개체들은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개체  변이의 방

향이 동일할 수 없고 상호 모순 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 자연

은 이들 종 사이에서 환경에 가장 응력이 좋은 다시 말하면 환경에 가

장 한 변이를 일으키는 종을 선택할 것이다. 이 게 보면 각각의 다

양한 개체들 사이 이익의 모순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만, 체 으로 

자연은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항상성과 균형  조화를 이루고

자 하고, 이것에 부응하여 각각의 개체들은 경쟁을 통하여 환경에 응하

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역 상징의리론의 문화생태학  특성 125
체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우연 인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한스 요나스Hans Jonas1903〜1993의 언 은 시사 이다. 곧 

‘우연한 변형과 자연선택을 포함하고 있는 다 의 진화론은 자연에서 

목 론을 추방하는 작업을 완성시킨 이론이었다. ‘목 Zweck’은 이제 

생명의 역사에서조차 불필요한 것이 되어 버린 채 으로 주체성의 

역으로 물러났다.’33) 요나스의 언 은 그가 생물학의 역사에서 진화

론이 자연사물의 목 론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을 넘어서 자연 생태계 체를 하나의 

궁극 인 목 을 가진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시각은 조  다른 

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주역과 문화생태학, 그리고 진화

론 사이의 계에 한 다음 장에서 다시 언 될 것이다. 

Ⅴ. 주역의 문화생태론적 함의와 진화론 

사이의 상관적 의미

이 장에서는 에서 고찰한 주역의 문화생태론  함의와 다 의 

진화론의 취지에 기 하여 이 두 학설 사이에 어떠한 이론  일 성

이 내포되어 있는가 하는 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제를 살펴보기 

해서는 먼  다 의 진화론에서 변이로부터 변종의 발생, 생존경쟁, 
자연선택의 과정을 거치는 생물종의 진화가 자연 생태계 체 환경과 

어떤 상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역의 체계와 목표가 어떠한 이론  특징을 가지며, 이것이 자연

생태계의 질서와 무질서의 측면에서 어떤 함의를 가지는가 하는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진화론과 주역의 문화생태론  함의와 

이론  특징에 한 공통 인 의미기반을 제시하고 나서, 이 두 이론

이 지니는 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는 것이다. 

33) 한정선 옮김, 생명의 원리－철학  생물학을 한 근, 아카넷, 2002,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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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 진화론에서 언 하는 진화의 핵심  과정은 변이와 경쟁, 

그리고 선택으로 특징져진다. 그런데 그의 진화론에서 각각의 생물종

과 자연환경 체 사이의 상  계의 측면을 함께 고려할 때, 이

들 진화과정을 매개하는 핵심 요소들의 의미는 보다 넓은 시야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다 이 언 하는 진화 과정은 자연환경

과 어떤 상  의미를 가지는가? 다 의 진화론에서 변이와 경쟁이 

발생하는 조건 는 원인을 돌아보면 여기에는 주변 환경의 수용능력

을 훨씬 넘어서는 생물종의 번식과 환경의 속한 변화를 들 수 있

다. 곧 생물종 쪽에서 는 환경 쪽에서 자연 생태계의 항상성과 안

정성이 받거나 교란될 때 변이와 경쟁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변이’와 ‘경쟁’이 이처럼 자연환경의 항상성이 무 지고 어지러워

지면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선택’은 자연환경이 항상성을 고수하고자 

하는 것과 함께 이에 한 생물종의 응과 생존을 자연환경의 입장

에서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선택의 주체로서 자연이 

항상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생물종의 응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생물종의 진화는 외부환경의 질서

와 무질서, 교란과 안정성의 순환과 한 연 성을 갖는다.34) 이처

럼 생물종과 자연환경 사이에는 유기체  연 성을 가지고 있다. 동

시에 생물종의 진화과정과 응은 자연환경의 체  항상성과 안정, 
질서라는 궁극  기 에 근거해 볼 때 일정한 단순한 기계  반응을 

넘어서는 지향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컨 , 최

의 은 단지 빛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색소가 침착된 장소

는데, 그것이 색소를 많이 가진 감  세포로 분화하고 주변의 다른 

34)  생물학에서 진화의 연속성을 가능  하는 단 는 유 자로 언 된

다. 유 자는 자연선택의 의미 있는 단 로서 그 기능이 잠재 으로 오래 

존속할 수 있을 만큼 긴 염색체의 한 조각이다. 이 유 자가 자연선택에 

성공하는 특성은 장수, 다산성, 그리고 복제의 정확도이다. (리처드 도킨

스, 홍 남 옮김, 이기  유 자, 을유문화사, 2007, p. 93.) 곧 유 자는 

‘다산’에서 생존가능성을 높이고 지속성을 가져야 하며 특정 형질을 정확

하게 자손에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성공하는 유 자의 특성이 자

연의 안정성과 항상성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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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들이 가세함으로써  더 강렬한 으로 진화하 다.35) 이것은 

바로 시각 기능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목 을 가지면서 동시에 시각 

기능을 해결하는 소재를 실질 으로 지속 이면서도 반복 으로 사용

하면서 이 시각기 이 발달한 것이라는 뜻이다. 
이에 비하여 주역은 태극으로부터 나온 음양의 부호를 반복하여 

첩시킴으로써 질서와 무질서를 포 하는 자연의 모든 변화를 설명

하는 체계이다. 주역에서 자연과 인사의 모든 변화에 하여 질서

와 무질서를 드러내는 기 을 길함과 흉함[吉凶], 허물을 후회함[悔], 
잘못은 인정함에 인색함[吝], 우려됨[厲], 허물이 없음[无咎] 등의 평

가사로 기술하고 있다. 이런 상  변화의 특성을 평가하는 말은 변

화의 질서 는 무질서의 정도를 표시한다. 바로 이런 평가 기 들은 

인간이 안정성과 질서의 정도가 각기 다른 특정한 상황에서 당 으

로 행해야 하는 행 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척도가 된다. 뿐만 아니

라 주역은 中과 正, 時中, 그리고 中道라고 하는 목 을 가지고 인

문세계의 항상성과 질서, 균형과 조화를 목표로 실천의 표 과 척도

를 에서 언 한 평가사로 제시해 주는 만큼, 문화생태학  응과 

균형, 그리고 항상성의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문화생태학은 상호간 다른 지역들을 특징짓는 특수한 문화  

양태와 유형pattern의 원천을 설명하고자 하는 동시에, 문화와 환경 

사이의 응의 문제를 주로 다룬다. 특히 ‘문화’는 외  환경과의 

응이라는 문제와 련하여 외부환경과 문화가 상호의존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문화생태학이 지향하는 문화철학은 인간의 

외부환경에 한 응과 조 을 강조하면서도 과거와 재의 문화  

통을 평가하여 미래에 보다 이상 인 문화를 성취시키기 한 보편

인 가치를 추구하는 데 을 둔다. 문화생태학과 주역에서 동시

에 언 되는 ‘항상성[常]’, ‘균형[中]’과 ‘조화[和]’와 같은 개념들은 

바로 ‘문화철학’에서 강조하는 보편  인문  가치이다. 

35) 정연보, 인간의 사회생물학, 철학과 실사, 2004, p. 260. ; 처치랜드, 

의 책,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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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태학  과 다 의 진화론  측면에서 말하면, 주역의 

함의는 무엇보다도 객 인 상황의 안정성과 질서의 정도, 그리고 

교란과 어지러움에 한 가치평가를 통하여 이들 환경에 히 응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데 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문화철학  이

상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특히 주역괘효의 체계는 자연계는 질서와 

무질서를 포 하는 유기체  체성을 가지며, 한 자연계 요소 각

각의 부분 사이에는 긴 한 상 성이 내재해 있다는 을 포함하고 

있다. 주역의 체계는 자연의 모든 변화에 궁극의 표 [太極]이 내재

해 있으며, 그 태극의 본질 속에는 도(中道)를 지향하면서도 평형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는 목 론  방향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게 볼 때, 주역은 괘효의 변화체계를 통하여 사물 상의 변

화를 가치평가  시각에서 질서와 무질서, 안정성과 교란이 순환하는 

에서 설명하고, 이들 사물들 사이에는 긴 한 유기체  연 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시각을 진화론에 용해 보면, 진화

론에서도 자연계의 많은 사물들은 변이와 경쟁, 선택을 통하여 환경

의 항상성과 안정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면서 움직이는 것으

로 이해된다. 곧 진화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물종의 안정성이 무

지고 어지러워지면서 생물의 형질에 변이가 생기고, 경쟁과 자연선택

을 거치면서 자연의 안정성이 회복되는 순환과정의 시간  지속성 속

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변이로부터 자연선택

으로 이어지는 진화론  과정에 주역에서처럼 인문학  목 론  

이 내재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의 진화론은 생물학  유기

체  세계에 있어서 생물종의 형질과 환경 사이의 상호 계를 주로 

우연성과 필연성을 매개로 평가하는 데 특징을 가지는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주역에서 지향하는 자연계의 균형과 조화  도

의 목표는 다 이 강조하는 생태계의 항상성과 안정성에 기 한 자연 

생물종의 진화과정과 매우 깊은 이론  연 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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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논문은 미래를 측하는 서(占書)인 동시에 자연과 인사의 철

학  원리를 담고 문화생태학  함의를 가지는 주역의 中正論과 생

명의 실 , 그리고 평형  조화 이론을 자연변이, 생존경쟁, 자연선

택, 환경 응 등을 핵심이론으로 하는 다 의 진화론과 연 하여 그 

상  의미를 해명하고자 하 다. 주역의 체계는 자연과 인사의 

모든 변화를 인간  가치를 투사하여 좋고 나쁨, 길흉(吉凶) 등의 가

치평가  측면에서 기술함으로써 이것을 당  실천의 척도로 삼는

다는 에 하나의 취지가 있다. 주역은 한 자연과 인사의 변화를 

하나의 유기체  통일성의 측면에서 설명하면서, 동시에 이들 체에

는 태극이라는 궁극  표 이 내재되어 있어서 이들 사물의 상  

변화가 언제나 궁극 으로 균형과 조화, 그리고 도를 지향하는 것

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시각은 자연계의 모든 변화가 도를 목표로 

하여 일정한 목 지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진화론은 구체 인 생물종과 자연환경 사이의 상

계를 심으로 생물이 형질을 바꾸면서 진화하는 에서 자연생태

계의 항상성을 바라보고 있다. 곧 진화론에서는 다양한 사물의 변이

와 경쟁, 선택은 특정 생물이 환경의 항상성과 안정성에 기여하는 방

향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곧 진화는 환경의 변화에 따

라 생물종의 안정성이 교란되면서 생물의 형질에 일정한 변이가 발생

하고, 경쟁과 자연선택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의 안정성이 회복되는 

지속 인 순환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서 변이로부터 자연선택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진화론에 주역에서

처럼 인문학  목 론  이 내재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의 

진화론은 생물학  유기체  세계에 있어서 생물종의 형질과 환경 사

이의 상호 계를 주로 우연성과 필연성을 매개로 평가하는 데 특징을 

가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역에서 지향하는 자연계의 

균형과 조화  도의 실 이라는 목표는 생태계의 항상성과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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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 한 자연 생물종의 진화과정을 이론 으로 탐구한 진화론과도 

긴 한 상 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겠다. 
물론, 주역이 中道의 실 을 목표로 하여 자연계 체의 항상성

과 안정성, 균형과 조화를 ‘태극’ 이라는 개념에 투사시킴으로써 목

론  동기론  의미를 가지는 반면, 진화론이 생물종과 주변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응의 과정과 생물의 진화과정을 통하여 특정 지역

의 안정성과 항상성을 이루는데, 이것이 결과론 기계론 으로 결정된

다는 에서 상 으로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게 볼 때, 본 

주역과 진화론 사이에 내포되어 있는 상  의미를 동기론과 목

론, 기계론과 결과론이라고 하는 철학  기 에 의거하여 해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동기론과 결과론, 목 론과 기계론이라고 하는 

철학  의미를 입체 이고 분석 으로 규명할 때 주역과 진화론 사

이의 상  의미가 보다 명료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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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ultural Ecological Characteristic Reflected in 
the Symbol and Moral-Principle Theory of I Ching

–With Regard to the Evolutionary Theory–

Eom, Yeon-Seok

This essay attempts to elucidate the relative meaning between a 
view of equilibrium and righteousness, the realization of life, and 
tranquility & harmony theory in the Book of Changes as well as 
the evolutionary theory which includes natural variation, the struggle 
for existence, and natural selection. The system of the Book of 
Changes has the purpose to make it the criterion of obligatory 
practice by describing various changes of nature and human affairs 
through evaluating concepts such as fortune or misfortune(吉凶) The 
Book of Changes also understands that the final criterion of the 
Great Ultimate is contained in various changes of nature and human 
affairs: it orients equilibrium, harmony, and the golden mean. In 
contrast to this, evolutionary theory understand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concrete life species and natural environments is 
characterized by adaptation, constancy, and regularity from an 
evolutionary point of view. That is to say, evolution is 
accomplished through a consistent circular process that includes a 
disturbance of the stability of a life species according to 
environmental changes, variation of characteristic form, and nature 
of the life species, the struggle for existence, and natural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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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ing up, the aim of equilibrium & harmony and nature circles 
and the realization of the golden mean as investigated by the Book 
of Changes is coherent with evolutionary theory inquiring into the 
evolutionary process of life species as found in the constancy and 
stability of the eco-system. 

Keywords: the Book of Changes, Evolutionary Theory, Cultural 
Ecology, Equilibrium, Harmony, and the Golden Mean, 
Adaptation, Consistency, Stability, Regular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