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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홈홉훌主義的 環境倫理論의 再構成을 위 한 ‘짧究* 
- Aldo Leopold의 ‘The Land Ethic' 얘 판환 훌움議를 中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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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語: 환경론. 심층생태학. 총체주의적 환경윤리， 

어떤 것이 생물공동체의 윈전섬， 안정섬， 아름 

다움을 보존하려 할 때 그것은 옳다. 그러나 그 

렇지 않을 때 그것은 그르다(Leopold， 1966, 262). 

The Land Ethic은 토양， 블， 식물， 및 동을 

- 총칭하여 Land - 에까지 共同體를 據張시키 

는 것이며， 따라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지니게 되 

는 倫理의 範圍 역시 벼nd에까지 훌훌張되어야 한 

다(나opold， 1웠， 239). 

1 . 序 풀 

과학자이건 철학자이건 현대의 環境 혹은 生

願의 危機를 운위하고 있는 동서양의 사람들의 

상당수가， 오늘날의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그 대 

안에 대한 대부분의 자신들의 글의 결론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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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륨다옴의 生願學的 意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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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Land Ethic ’과 非A間的 對象의 

利害

2. 權利의 本質파 基鍵
VI. 結 論

‘The Land Ethic ’ 

서， ‘根本的인 價{直觀의 흉흉化’ 와 .根本的인 顧

度의 훌훌華’ 이 라는 • 過激한(sic) 文句 ’ 들로 끝올 

맺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구들은 환경에 관 

한 일상적인 담화에서도 너무 혼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오늘날 환경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혼히 볼 수 있는， 이 ‘價植의 根本的인 轉換’

혹은 ‘顧度의 根本的인 變華’이라는 말이 의미 

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렇게 근본적으로 전환해 

야 할 것(예로， 인간중심주의)이 형성된 계기들 

(예로， 기독교와 회랍철학의 결합， 데카르트적 

사고 둥퉁)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1)가 있지만 전 

환이 지향해야 할 것 중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가 A間中心主義(anthropocentrism)로부터의 脫

皮 즉 ‘자연에 대한 사량 내지 존중 혹은 보호’ 

내지 .자연의 내재적 가치의 인정’이라는 것이 

다. 그러나 자연의 내재적 가치의 인정이라는 

* 이 글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 「覆境倫理에 있어서 總體主養의 解釋에 관한 批좋tl的 뻐究J (서울대학교， 
1993)의 일부롤 재구성한 것이다. 지도교수이신 류우익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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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결론으로 이르지 못할 근거들이 있다; 

.파연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단절없이 자연에까 

지 연장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물옴은， 그렇다， 

아니다 라는 식의 직쩔적인 대답을 구하기 위해 

서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오헤려 이러한 식의 

대답은 ·신념’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과학 

적이고 논리적인 검토의 여지가 없다. 이 물음 

은 오히려 ‘價植의 根本的인 轉換’이라는 주장 

들에 대한 批뽕j的인 探究률 위한 물음이다. 이 

러한 반성적인 물음올 새삼스럽게 제기하는 것 

은 현대의 환경(론)에 관한 많은 담화들에서 나 

타나는 논리적인 오류들올 지적하기 위해서이 

다. 

이 글에서는 앞의 물음을 거울로 하여， 우회 

적인 길올 태한다. 즉 우리가 앞에서 제기한 물 

음의 연장선에 있는， ‘ A間이 非A間的 自然에 

대해 어떤 價f直를 廳與하고 어떻게 行動해야 하 

는가?(류우익， 1992, 31)’ 라는 물음에 대해 .생 

물공동체의 완전성 안정성 및 아름다움을 보존 

하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은 옳고， 그에 반하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은 그르다’라는 답을 제시한 

Aldo Leopold(1887 -1948)의 견해률 검토하는 것 

으로 앞의 물움이 제기한 목표에 도달하려고 한 

다.L∞p이d는 深層生顧論의 전형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많은 섬충생태론자들이 그에게 의지하 

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Luke， 1988, 74). 여기 

서는 Leopold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總體主義的

인 見解를 유지하고 있는 섬충생태론자와 환경 

윤리론자에 대한 비판올 통하여 그의 견해를 새 

롭게 개념화하고， 그러한 논의의 인간혐오적인 

성격과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경시(White. 

1967)를 지 적 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섬충생태론자나 환경윤리론자들은 

가치의 능동적 부여자로서의 인갇에 대한 부정 

으로 價植의 脫A間化를 시도함으로서 인간혐오 

와 ‘생태-파시즘(eco-fascism)’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론적으로 이것은 총체론에 대한 그들의 

지나치게 경직된 적용에서 온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이러한 오류의 가능성올 인정하는 경 

우(C려licott， 1989, 75-99)도 있으나， 그에 대 한 

해결책은 그들의 논리 내부 어디에도 없다. 그 

리고 그들의 이론적 시조이자 그들의 논리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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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텍스트의 하나인 Leopold 역시 그렇게 사 

고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해석될 수도 없는 중요 

한 근거들이 었다. 논의는 먼저 Leopold의 진술 

의 배경을 검토하고， 그것올 생태학의 견지에서 

분석하고 종합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다음으로 

윤리학적 견지에서 그의 진술의 핵심개념을 해 

석한다. 

ll. 驚備的 考察

1. 훌境웰의 分類와 深륨生顧홉의 位置

環境論의 分類方式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地理

學 文歡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Pepper， 

1989, 56). 0 ’Riordan(1981; 1989), Sandbach 

(1980) , Cotgrove(1982)의 분류방식 이 그것 이 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분들은 ‘생태’라는 현대환경 

론의 중심테마를 비껴 가거나， 사상사나 우주론으 

로의 성급한 확대로 이르고 있다. 여기서는 E. P. 

Odum의 다음과 같은 말을 근거로 도식올 마련하 

여 설명한다. 

사는 곳에 대 한 핍究(Ecology)와 사는 곳의 

管理(Econornic)가 統合될 수 있을 때， 그리고 

倫理(Ethic)가 據張되어 A間의 價{直틀파 아울러 

環境의 價{直를 包含할 수 있을 때， 인류의 미 래 

는 낙관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3E를 하나로 

묶는 것이 궁극적인 총체주의이며 우리의 미래 

를 위한 위대한 도전이다(Odum， 1992, 잃5). 

Odum의 이러한 발언은 環境論 分類의 새로 

운 단초를 제공하며 오늘날 다양한 환경론 유 

파 각각의 基本짧域파 限界를 파악하는 데 유용 

윤리 
Ethic 

n 

Economy ‘ ‘ Ecology 
경제 m 생태 

그림 1. 훌境훌의 分훌 



하다. Odurn의 말에 근거하여 도식화하면 그립 

l과 같다. 

여기서 I 영역은 전통적인 社會理論 내지 社

會改黃 프로그램들이 위치하는 곳이다. 예를 들 

어 分配正義論， 社會표義論 둥이 위치하는 곳이 

다.II 영역은 生態(學)와 倫理를 연결시키는 영 

역으로 대부분의 深屬生願論과 環境倫理論이 위 

치한다. 이 글의 논의는 주로 이 영역에서， 이 

영역과 관련하여 이루어진다.ill 영역은· 經濟

(學)와 生顯(學)를 연결시키려는 노력들이 위치 

하는 곳으로 環境經濟學. Green GNP논의， 마르 

크스의 價f直論과 훌積論에 대한 재구성 노력 

(O'Conner. 1992) 풍여 위치한다. 

물론 예를 뜰어， 심충생태론적인 경제학 논의 

( 예 로. Edwards, 1987; Wenz. 1983; Shrader

Freche따. 1982)가 있올 수 있고， 마르크스주의 

적인 환경윤리 논의(예로 나e， 1980; Tolrnan. 

1981; Routely. 1981; L않. 1982)가 있올 수 있 

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이론의 상호불화의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며 후자의 경우 마르크스 

주의 자체의 윤리학적 이론구성에 있어서의 약 

점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다. 오히려 환경 

논쟁에서 이 세 영역은 어느 하나로 완결적이지 

않으며， 세 영역의 통합지대에 해답이 존재한다 

고 생각할 수 있다. 

深層生魔論은 기폰의 환경개량주의 (shallow 

environmenta1ism)에 의 대 비 속에 서 도출된 개 

념적 요소를 갖는 하나의 思考樣式이자 社會運

動의 경향이다. 이 개념올 처음 사용한 Naess 

(1973)는 미국에서 뉴딜시대를 전후한 보전운동， 

환경압력단체，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동물 

해방론자들의 활동이 塵業社會의 制度化된 世

界觀에 도전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밟훌主義적 

이고 人間中心的인 世界觀의 淸算파 脫/\間中

心主義的 生物團的 平等主義를 제 창하고 이 러 

한 요소를 기본으로 하는 世界觀 내지 思、考良

識을 深層生願論이라 하였다. 그러한 사고양식 

의 근원을 섬충생태론자들은 이른바 소수적 

전통에서 찾는다(Luke. 1988. 74). 우리가 다루 

게 될 L∞pold 역시 그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 

되 어 왔다(L따‘e， 1988, 74). 이 제 II영 역 의 주요 

구성 내용인 環境倫理의 갈래에 대해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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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 環境倫理의 갈래 
生物倫理 내지는 環境倫理의 기원은， 0’ Ri

ordan(1981 , 3-7)에 따르면， 超越主義{tran

scendenta1isrn}라고 하는 哲學思、漸에서 찾을 수 

있다. 초기 미국의 淸敎徒的 敬處性은 딩然主義 

로 이어지고 이러한 自然主義는 다시 超越主義

내지는 田園主義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발전 

경로의 주요 인물들로 우리는 Ernerson과 

Thorow (1974) 그리고 Muir를 들 수 있다. 그 

리고 이러한 사조의 頂펴에 Leopold가 있다 

(Passrnore, 1980, 3-5, 103, 116-117, 174-175, 

186-187; McCorrnick, 1989). 

이러한 전통에 서 있는 환경윤리는 그림 2의 

도식에 입각하여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분류 

의 기준은 첫째， 윤리와 생태의 연결 문제에 있 

어서 價f直의 中心이 생태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이다. 둘째， 윤리학에서의 총체와 개체 문제의 

중요성은 생태화에서 총체와 개체의 문제와 같 

은 비중으로 중요하다고 보아， 가치도출의 차원 

내지 수준으로서 個體와 總體를 축으로 한다. 

I 영역은 가치의 중심올 인간으로 삼고 인간 

이외의 대상 개체에 가치부여를 시도하는 것이 

다.II 의 영역은 가치의 중심이 인간 외적인 개 

체에 있다는 관점으로 동물이나 식물개체에 

대해 학대나 파괴를 하지말고 인격적인 대우를 

하자는 관점이 이에 속할 수 있다. 예로， 動物解

放論은 民主主義가 귀족 • 노예남자 • 여자라 

는 방향으로 확대되어 왔으므로 이제는 인간과 

경제결정론자 

인간중심적 
개체주의 

개체/총체 

인간중심적 
N 총체주의 

인간 

생태 
비인간중심적 II I m 비인간중심적 

개체주의 | 총체주의 

동물해방론자 

그림 2. 훌훌읍理훌의 分윷훌 



가장 가까운， 動物이 민주주의의 영역에 포괄되 

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 어떤 개체도 파괴 

하지 않는 인간의 삶은 가능하지 않다. 또 동물 

해방론의 논리에 따륜다면 먹이사슬의 상위계충 

에 속하는 집단의 개체수가 늘게 되어 생물공동 

체의 균형은 불가농해진다.ill영역은 가치의 중 

심이 A間 外的인 自然의 總‘體에 있다는 관점이 

다. 총체롤 유지하는 한에서는 일정정도의 개체 

의 파괴는 용인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난점이 있다. 첫째， 總體

의 狀願는 무엇인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총체의 유지에는 總體의 體現者인 

個體의 保存이 중요한데， 어느 정도까지 保存하 

고 어느 정도까지 破壞할 수 있는가 하는 基準

올 제시하기 어렵다. 세째 현재(혹은 다가올 미 

래)의 과도한 인구상태에서 총체의 안녕올 위해 

A間個體의 수가 감소되어야만 한다면， 과연 어 

떤 인간개체가 죽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N의 

영역은 가치의 중심이 A間에 있고 총체를 유지 

하는 한에서는 어느 정도의 個體破壞를 容認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여기에는 우리의， 生顧라는 

總體에 대한 완벽한 知識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점의 연장선 상에서 가치의 중심이 인 

간에게 있다는 점은， 어느 인간에게 ‘총체’가 

더 유의미한가라는 인간 내부의 문제를 유발한 

다. 

여기서는 우선 잠정적으로 Leopold를 m영역 

과 N영역의 갈풍 속에 있는 것으로 보고 출발 

한다. 그가 총체주의자임올 전제로 하는 것이다. 

3. 훌훌主義의 j훌味 및 功힘l主훌훌와의 

比較

Aldo Leopold의 ‘The Land Ethic' 에 나타나 

는 총체주의를 우리는 생태학에서 보이는 ‘自然

界의 體系的 屬性올 강조하는 思考樣式’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에게 있어， 사고양 

식으로서의 총체주의는 윤리적 총체주의의 배경 

올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사 

고양식으로서의 총체주의의 구현체가 생태학이 

라고 할 때， 생태학적 관점의 총체성이 그의 윤 

리적 총체주의의 배경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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客觀

還元짧 

(연역적)분석 

인지 

부분들의 속성이 
전체를 셜명한다. 

측정도구의 매개 

分 계량척 

추상적 사고 
離 보편적 법칙 

統 總體主義
(귀납적)종합 

合 인지 
전체는 부분들의 

합보다 크다. 

모텔과 유비 

정량적 
추상적 사고 

N 보편적 법칙 

主觀 n 
感훨說 

신비주의 

감각 

마음이라는 내적 세계의 

실재: 의식이 실폰을 결 

정한다. 
직접적 의식을 향하여 마 

음올 옆. 
외적 세계의 제한으로 부 
터 탈피 

浪漫主義
직관 
이해 
사고와 느낌. 사실파 가 
치의 통합 

직접적 경험 
정성적 
구체적 예 

독특한 계기 m 

그림 3. 思考의 훌式 (Cotgrove( 1982)에 따롬) 

Cotgrove(l982, 62-66)는 사고의 양식 올 그림 

3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기존 自然科學의 사고 

양식(심충생태론자들의 어휘로는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고 많은 환경론자들에 의해 비판받는 

사고양식이 I 의 유형이다.II 의 유형으로 환경 

론에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St. Francis에 대한 

推때이다. III 의 유형에는 初期의 美國의 超越

主義와 대부분의 19세기의 田園主義 20세기 초 

의 野生保護運動이 속한다. IV 의 유형에 現代
生魔學的 思考樣式이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물 

론 이 네 가지 유형이 상호배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Leopold의 논의는 根源的으로는 浪漫主義에 

속해 있으나 原理的으로는 總體主義的 思考樣式

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낭만주의적 

전통과 원리적으로 다르다는 근거는 그의 .생태 

과학적인 지식의 총체성’에서 그 한 가지를 발 

견할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그의 윤리적 명제 

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공리주의와의 구조적 유 

사성에서 찾을 수 있다. 

글머리에 없은 Leopold의 명제는 일견 당연 

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렇게 당연하게 비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우리가 처한 컨텍스트 



(context) - 環境(=生願)의 危機라는 - 에 의 

해서 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컨텍스트를 우 

리가 인식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며， 또 현재 

에도 우리는 그러한 컨텍스트에서 자주 벗어나 

사고하고 행동한다. Leop이d의 명제의 의미를 

유추해내기 위해， 社會를 총체로 상정하고 윤리 

론올 전개시킨 J. S. Mil1의 유명한 공리주의적 

명 제 (Mill, 1957, 10，22)를 Leopold의 명 제 와 같 

은 문장구조로 바꾼다면 다음과 같은 것 이 된 

다. 

自身의 幸福을 增進시키려고 하는 어떤 行짧 

가 全體의 善을 增進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때， 

그것은 옳다. 그렇지 않올 때 그것은 그르다. 

여기서 전체는 A間社會이다. 이러한 점은 자 

연 그 자체에 내재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논증 

하려고 하는 일부의 환경윤리론자들의 견해와 

상충하게 된다. 왜냐하면 A間社會에 휩害를 미 

치지 않는 한， 自然은 破壞되어도 無妹하다는 

논리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Routely (1980, 

96-187)는 ‘The Last Man' 이라는 예화에서，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의 인류가 남은 상황에서 

그 단 한 사람의 인류는 자연올 완전히 破壞할 

權利를 과연 갖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였다. 

Mill의 공리주의에 따른다면， 손해를 입을 윤리 

적 고려의 대상인 인류가 자신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권리를 가질 것이다. 따라 

서 자연의 내재적 가치의 인정 내지 윤리적 대 

상으로의 포괄이라는 노력의 측면에서 볼 때， 

공리주의는 ‘인간쇼비니즘’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이러한 공리주의는 우리가 앞의 그림 1 
에서 그 위치를 찾는다면 주로 I 의 영역에 주 

관심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ll. ‘The Land Ethic' 에 관한 
解譯들의 問題훨 

!IB理學論寶 21 號(1993 ， 2) 

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윤리적 고려의 

확장은 일반적으로 총체주의적인 것으로 간주되 

었고， Leopold에 대한 비판자 내지 해설가들 대 

부분이 옳고 그름에 대한 그의 정의에 나타난 

總體主義에 춧점 을 맞추어 왔다( Ca11icott, 1989, 

15-16, 25-29, 63-74; Moline, 1986, 99; Attfield, 

1983, 158-160). 이 러 한 확장올 위 한 기 초가 총 

체적이라 할지라도， Leopold의 총체주의에 대한 

해석들은， 어떻게 그의 Land Ethic이 個別A間

의 權利를 認定하면서 동시에 倫理的 體系를 據

張할 수 있었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우 

리에게 난감함올 남기고 있다. 

기존 윤리관과의 대비 속에서， Leopold에 대 

한 批評家들이나 解釋家들은 쉽게 그의 Land 

Ethic의 “總體主義”나 “生物中心主義”에 주목할 

수 있었다. 그러나 總體로서 生物共同體의 完全

性파 安定性， 아름다움이 윤리적 판단 내지 결정 

의 준칙이라는 것은 논쟁적일 수 밖에 없으며，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것이 논쟁 

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은， 첫째로 이러한 언급이 

훌륭極的이고 單一한 道德原理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왔기 때문이며， 둘째로 그것을 

따른다면， 우리가 결정하는 상당수의 행동들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Ca11icott의 해석은 전자의 경우이 

다(Cheney， 1991, 311-326) , 그는 앞에 언급한 

Leopold의 말올 궁극적이고 단일한 도덕원리의 

제시로 해석한다. 반면에 Robin Attfield (1983 , 

16이는 Leopold가 생물권의 안정성， 완전함 및 

아름다움올 도덕성의 유일한 기준으로 제시했다 

고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구의 

1/4의 죽음은 생태계나 종들의 다양성을 손상시 

키지 않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체적 

다양성의 손실은 평가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 

다. 이것[인간의 개체적 다양성의 중요시]이 

Leopold의 기준올 위반하는 것이라면， 나는 

[Leopold의 기 준을] 의 문시 한다(Attfield， 1983, 

158-159)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Land 

Leopold의 Land Ethic은 倫理的 考慮를 이른 Ethic은 A間構惡的인 것이 된다는 것이다. 자 

바 ‘Land’라 불리우는 복잡한 체계의 非A間的 신은 이러한 인간혐오적인 환경윤리를 받아들이 

要素들에까지 據張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일상 려 하지 않으면서도 Lepold의 명제에 대해서는 

적인 범위를 넘어선 윤리적 고려의 확장을 요청 인간혐오적인 것으로 논의하고 있는 Ca11icot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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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環境倫理論에 있어서 λ‘間懶惡의 뚫度는 그 않는다생물공동체’는 화내지도 기뻐하지도 

것이 生物中心的인 程度의 評價手段이 될 수 있 않는다인간’파 .생태적 총체’의 사이에서 

을 것이라고(C외licott， 1989, Z7> 쓰고 있다Leopold의 가치 중심은 아직 적절한 위치를 찾 

L∞pold의 관점에 대한 이러한 해석올 따른다 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면， 개별 A間個體의 價{直는 A間個體의 數에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보다 극단적이지 

반비례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개체수가 적을수록 않은 해석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Scott Lehmann 

生物園에 대한 個體의 相對的 寄與度는 높을 것 (1981 , 131-133)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는， 비룩 

이기 때문이다. 이것온 마치 사솜개체의 가치가 Leopold가 행위에 있어서 생물중심적이고 총체 

그것들의 수에 반비례하는 것과 같다(C떠licott， 주의적인 규칙올 옹호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규 

1989, 27). 그러나 Leopold는 인간개체의 기여도 칙에 대한 Leopold의 正當化는 A間中心的인 것 

률 높이기 위해 인간개체의 수롤 인위적으로 감 이었다고 본다. 즉， 그것들은 그저 있올 수 있는 

소시킬 수단에 대해 쓰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단지 자명한 준칙이라는 점에서만 의미가 있올 

수단들은 제아무리 總體主養나 生物中心主養롤 뿔이며， 인간의 이해가 그것올 필요로 하지 않 

견지하는 環境論者들의 지지마저도 확신하기 어 을 때는 무시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렵다. 希顧的 의미이건 中園的 의미이건 .사랍’ 시 말해서 多元的 行짧準則 중의 하나로서 

올 그 문자의 머리로 하는 일종의 .倫理’로서 Leopold의 명제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환경윤리가 인간의 소멸 내지 인위적인 살해를 러한 해석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 

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면，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Leopold는 단지 인간 

Leopold의 논리에서도 지지 될 수 없다. 에 대해 道具的으로 가치있고 또한 우리의 생존 

Leopold에 대한 인간혐오적인 해석은 윤리적 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생물권의 완전성， 안 

관심을 그것의 現在의 構造를 維持하면서 그 범 정성 및 아름다움올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를 넘어 據張시키려는 Leopold의 의도에 비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해 

어 볼 때에도 적절한 것이 못된다. 왜냐하면 석은， 옳음파 그름에 대한 Leopold의 정의에서 

L∞pold는 우리가 개별인간들에 대해 갖는 것과 보이는， 생물공동체 내지 ‘Land ’ 에 대한 그의 

같은 관심과 대우률 'Land’와 그것의 구성요소 비인간중심적인 고려를 파소 평가하고 있는 것 

들에까지 확장시키자고 제안하고 있을 뿔이지， 이다. Leopold에게서 보이는 명백한 총체주의와 

개별인간들은 잊고 오로지 Land만을 생각하라 Land에 대한 비인간중심적인 고려는， 우리가 

고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Leopold를 목적론자(즉 인간중심적 목적론자)가 

도덕공동체에서 무엇이 폰중받을 만한 가치가 아니라 의무론자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할 정도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일종 다(Moline， 1986, 103). 

의 패러다임을 잊는 것이다. 무엇을 據張한다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Leopold의 Land 

것은 現在의 構造률 破壞하는 것이 아니다. 現 Ethic에 대한 해석들은 그 어떤 것도 一貴性을 

在의 構造를 維持하는 것이 前提되어 있는 것이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다 일관되고 조리 

다. 있는 해석이 이러한 해석들에 대한 비판에서 나 

그러나 그렇다고 Leopold에게 애매성이 없는 타날 수 있올 것이다. 출발점은 바로 Leopold의 

것은 아니다. Leopold 자체가 이미 가치의 중심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에서 나타나는 기본개념 

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때로 들과 특정들의 면밀한 검토에 있다. 하나의 실 

애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걸음 마리는 그에 대한 해석가들은 그의 명제를 個別

물러서서 본다해도， 하늘의 비는 도둑놈의 머리 行動들 하나 하나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위에도 善A의 머리 위에도 같이 내린다. 인간 기준으로서 간주하였다는 점이다. 즉 Leopold를 

에게 다가오는 .생물공동체’의 이러한 모습은 行짧論的 總體主義者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그 

그것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신뢰가 가지 러나 이러한 그에 대한 해석은 많存의 解釋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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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功利主義觀올 반영하는 것일 뿐 근거가 없는 

것이며， 그들 역시 왜 行짧論으로 파악해야 하 

는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 

논의의 전체에 대한 이러한 默훌가 그들을 혼란 

시키고 있는 것이다. Leopold를 規則論的 總、體

主義로 이해할 수 없다는 근거는 없다. 즉， 그는 

옳고 그름에 대한 자신의 총체주의적인 정의를 

개별행위롤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준칙으로서 

적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는 개별행위에 영 

향을 미치는 規則 내지 慣習，制度 둥올 판단함 

으로서， 간접적으로 행위를 판단하는 원리로서 

그의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률 적용하였다. 

그러나 총체주의의 규칙론적인 적용만으로 

Leopold 명제의 인간혐오적 해석을 극복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Leopold가 논의하고 있듯이 權

利의 問題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A間個體의 

權利나 生物共同體의 構成要素個體의 權利가 동 

둥하다고 가정하게 되띤 그의 명제에 대한 規

則論的 解釋 역시 다시 A間據惡的인 것으로 된 

다. 이것올 피하려면 非/\間的인 對훌들에게는 

個體 以上의 水準에서 權利를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A間은 個體로서 다루어지 

고 非A間的 對象은 個體 以上의 水準(예로 군 

집)에서 다루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나아가 

Leopold가 非A間的인 種들이나 群落， 群集들의 

權利를 擁護하고 있지만 個別有機體들의 權利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원는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즉 이러한 것들에 대 

해 권리를 확장시키는 것이 어떻게， 個體들에 

대해 權利를 부여하는， 倫理의 훨훌張올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올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 

다. 만약 權利라는 것이 다른 윤리적 고려들보 

다 우위에 있는 보증으로서 작용한다면， 그리고 

만약 非/\間的인 群落， 種， 혹은 일정한 면적의 

땅들에까지의 Leopold의 倫理의 據張이 總體主

義的 基鍵률 갖는다면， 이러한 기초가 어떻게 

Leφold로 하여금 A間個體의 權利를 계속 인정 

하도록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그의 Land 

Ethic을 A間倫理의 據張이 라고 말할 수 있는지 

가 의문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지적된， Leopold의 명제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논의들의 문제점은 ‘총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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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용의 유형’이라는 문제와 .인간개체의 권 

리의 확보’라는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글 

에서는 LeoJX>ld의 Land Ethic에 전제되고 있는 

논리를 검토하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모색한다. 일정한 논리적 기초위에서， Leopold는 

총체주의라는 형식올 채태하였으며， 또 일관되 

게 非A間的인 個體들이 아닌 非A間的인 種들 

과 共同體들(群集들)에 대해 權利를 부여함파 

동시에 개별인간뜰에게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생 

각할 수 있다. 

N. ‘The Land Ethic’에 대 한 

生훌훌學的 考察

l. A間의 生觀學的 知훌훌에 대한 規定

Leopold의 사고를 파헤치는 것의 전제를 우 

리는 그의 인간의 생태학적 지식에 관한 규정에 

서 찾을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구체적인 개별행 

동에 대해 옳고 그름올， 그것도 ‘生物共同體의 

善’에 비추어 판단하려 한다면， 그에 전제되어 

야만 할 것은 바로 ‘생물공동체’ 에 대한 우리의 

혼들렬 수 없는 완벽한 지식이다. 그러나 

Leopold에 따르면， 우리는 그의 옳고 그름에 대 

한 정의를 직접적으로 개별 각각의 경우마다 그 

리고 각각의 개별행동마다 적용할 만큼 충분히 

지식을 갖고 있지도 못하며 가질 수도 없다 

(1966, 240-241). 

생태학적 무지상태에 대한 Leopold의 이러한 

평가는 현재의 생태학자나 미래의 생태학자 그 

리고 보통의 시민 혹은 자연의 ‘狂服者’ 모두에 

게 해당된다. Leopold는 융리는 매우 새롭고 복 

잡하며 연쇄된 반웅들을 포함하는 生態的 狀況

에 대한， 指導의 한 樣式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社會的으로 어떤 方法올 써야 

할 것인가에 있어서의 方向은 보통의 個A들에 

게는 분간되지 않는다(1966， 239)고 쓰고 있다. 

즉， 절대적인 옳음이 보통의 우리 인간에게 분 

간되지 않는 것처럼， 복잡한 생태적 상황에서 

인간이 견지해야할 절대적인 옳음 역시 보통의 

우리 인간에게는 분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렇다고 Leopold에게 있어서 항상 철학자와 동렬 

의 위치나 그보다 상위로 고려되는 생태학자가 



이러한 절대적 옳음을 알고 있거나 앞으로 알 

것도 아니다. 

Leopold에 따르면， 生顧學者들이 보통의 사람 

들이나， ‘自然의 낀E服者’와 다른 점은 주로 그 

들의 소크라테스적인 앓， 즉 자신들은 [절대적 

옳옴을] 알지 못하며 알 수 없을 것이라는 것올 

안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이다. 즉， Leopold에 

게 있어서， 생태학자는 .나는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던 참된 지식의 소유자 소크라테스와 

같은 반열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자 

연올 정복’하려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야 함 

이 특히 중요하다고 Leopold는 보았다(1966， 

240). 

우리의 生願學的 無知에 대한 Leopold의 이 

러한 생각은 자연에 대한 정복자의 태도에 대해 

서 뿐만 아니라， 자연올 아끼기 위하여 개별행 

위 및 사안의 경우들마다 총체적인 기준을 적용 

할 만큼 충분한 지식올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랍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우 

리가 자연파 맺고 있는 共生樣式의 破壞에 있어 

서나， 그것의 保護에 있어서나， 우리는 개별행위 

하나 하나에 總體主義를 적용할만큼 충분한 지 

식올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무지의 상황에 

서 그러한 총체주의의 적용은 그 어떤 합리적인 

지침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오히려 딩 

己破壞的일 수 있다. 

반면에， 우리는 우리의 過去 行動의 結果로서 

나타난 것들에서 얻은 지식올 도덕적 행위의 결 

정이나 판단에 적합하도록 위치지우는 것올 생 

각할 수 있다. 將來의 特定 行動들의 結果에 집 

중하는 앞서의 총체주의자들에게서는 이러한 것 

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Leopold에 대한 우 

리의 총체주의 해석이 정당화 할 수 있는 도덕 

적 결정이나 판단은 그들 자신의 무지에 대한 

자각이 없는 앞서의 총체주의의 적용에서 보이 

는 과감한 허장성세에 비하면 保守的인 것으로 

비치게 된다. 우리의 생태학적 무지는 정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Leopold의 이러한 

견해를 갚이 생각하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것 

은， 조심스러운 정책과 과거의 오랜 기간에 걸 

쳐 지속되어 온 것으로 판명된， 行動의 共生的

樣式일 것이다. 이러한 점은 환경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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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부여한다. 나아가 Leopold의 명제가 왜 

.규칙·의 견지에서 해석되어야 하는가의 단초를 

제공한다. 

2. 生빼共同體의 完全性， 安定性，

아름다움의 生顧學的 意味

Leopold는 생물공동체에 대한 그의 개념 속 

에 無生物的인 環境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 

것으로 보아 그가 오늘날 생태학자들이 生態界

라고 부르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생태학자들이 생태계를 서로 

간에， 그리고 그들의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하 

는 생물들의 공동체라고 정의 하고 있다. 

글머리의 Lepold의 명제에서 나타나는 개념 

들 - 完全性，安定性，아름다움 - 중에서 오직 

安定性만이 생태학적 문헌에서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E. P. Odum(1971 , 140)은 安定

性올 生物學的 體系가 覆化에 批抗하고 均衝狀

願에 머무르려고 하는 順向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 Miller(1972, 82)는 안정성은 時問에 걸친 構

造의 持續性올 의미한다고 쓰고 있다. 이와 유 

사한 경향올 Leopold에게서도 볼 수 있는데， 그 

는 ‘L때d의 自홉能力’ 에 대해서 'Land Hea1th ’ 

라는 개념<1966， 258-261>을 사용하여 말하고 

있다. Leopold는 또한 構造와 安定性 간의 관계 

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1966， 253-254). 어떤 
생태계의 특정적인 構造(structure)는 Leopold가 

完全性이라는 것으로서 표현하려고 한 것과 같 

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한 생태계의 

안정성은 그것의 완전성에 의해 좌우된다(1966， 

253)’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아름다 

움’이라는 개념으로써 ‘어떤 생태계의 다 이해 

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 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Leopold가 ‘생물공동체의 완전 

성，안정성 및 아름다움’을 보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生態界의 特徵的이고 固

有한 構造와， 變化나 스트레스에 振抗할 수 있 

는 그것의 能力올 保全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으 

로 이해될 수 있다. 나아가 생태계의 특정적인 

구조 즉 ‘객관적인 아름다웅’을 유지하는 것은 



그것의 安定性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 

다. 

어떤 생태계의 안정성은 그것의 複合的인 構

造의 하나의 機能이라는 주장은 생태학문헌들에 

서 자주 논의되는 ‘多樣性-安定性’ 假說과 관 

계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多樣性 및 複雜性과 

安定性 사이의 因果關係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 

이 전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제 

기되고 있다. D. GoodmanU975, 237-266)은， 만 

약 다양성-안정성 가셜이， 다양할수록 생태계 

가 보다 더 안정적이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면， 거기에는 몇가지 그렇지 않은 중거가 역시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다양성-안 

정성 가셜은 自然體系가 作物體系에 비해서 安

定的이라는 의미의 강조에 따른 반대급부로 인 

해 先驗的으로 다루어진 면이 없지 않다 

(Goudie, 1986, 269-270). 

이러한 증거는 생태학자들에게 있어서 다양 

성-안정성 가설이 보다 주의 깊게 적용되어야 

만 하는 이 유이 기 도 하다. Mil1erU979, 88)는 특 

히 스트레스가 우세적인 종들을 쓸어 없앨 만큼 

강하다면 다양성이 생태계의 안정성으로 귀결된 

다는 사고는 특정유형의 생태계에서만 타당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모든 상황에 적 

용하려할 때에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다양성이 .특정적이고 고유한 

다양성’올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한， 

Leopold의 명제가 다양성-안정성 가설에 대한 

어떤 잘못된 언급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올 것이다. 어떤 생태계의 安定性은 그것의 

특정적이고 고유한 多樣性의 機能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답을 갖게된다. 즉 어 

떤 ‘것’ 이 생물공동체의 완전성， 안정성， 아름다 

움올 보전 또는 위협하는 경향올 갖는가 ? 그러 

한 ‘것’은 바로 生態界의 固有한 構造와 多樣性

을 保全 또는 威齊하는 것들 또는 특질적이지 

않은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것’들이다. 그와 같 

은 ‘것’들은 매우 많다. Leopold의 원리는 그와 

같은 변화들을 초래하는 ‘것’들을 금지하고 있 

다. 이렇게 금지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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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률 보전하는 최선의 방식일 것이다. 

3. 어떤 것 (a thing)의 間題

대부분의 환경윤리론자들은 Leopold의 명제에 

서 ‘어떤 것’ 의 의미가 行짧(action)라고 보았다 

(대표적으로， Ca1licott, 1989, 15-38). 그들이 명 

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본 것 

은 아마도 그들이 Leopold의 명제를 功利主義와 

의 단순대비 속에서 파악하였다는， 그것도 행위 

론적으로 해석된 공리주의와의 단순대비 속에서 

파악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어떤 것 (a 

thing)' 은 Leopold에게 있어서 이러한 의미를 가 

질 근거가 희박하다. 그것이 행위유형이나 규칙2) 

을 의미하고 있다고 주장할 근거를 Leopold의 

논의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총체주의의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行뽑論 

的인 것과 規則論的인 것이다. 어떻게 Leopold가 

그의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그가 행한 요소들을 

일관되게 결합할 수 있었던가를 이해하려면 이 

러한 구분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여기서 논의하 

는 행위론적인 것과 규칙론적인 것의 구분은 ]. 

1. MackieU990, 153-171>와 D. Lyons(965)라 

는 윤리학자가 공리주의에 관한 논의에서 제시 

한 것을 따른다. 그들은 행위이론과 규칙이론에 

대한 느슨한 구별은 結果論的 基準이 行動에 直

接的으로 영향올 주도록 하는 이론틀과， 結果論

的 基準이 行動에 단지 間接的으로 영향올 주도 

록 하는 이론둥을 보다 근원적으로 구별하도록 

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행위론적 공리 

주의는 행위자가 어떤 행동올 선택하게 되는 경 

우에， 정당한 행동이란 행위자 자신 뿐만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그 행동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최대의 행복올 산출하는 것이라 

고 주장한다. 최대로 가능한 전체의 행복이나 효 

용이 정당한 행동의 기준으로 제시된다. 이것은 

양자태일적인 행동의 각 진행에 대해서 상이한 

사람들에 대해서 산출하는 모든 쾌락의 양을 측 

정하고 또 더해주는 것이 윤리적으로 가능하다 

고 보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모든 고통이나 곤궁 

의 양올 측정하고 더해 주는 것과 고통의 합올 

쾌락의 합으로부터 빼는 것이 원리적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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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보는 것이다. 규칙론적 공리주의는 일반 간의 윤리를 파괴하면서 總體主義와 生物中心主

적으로 행복에 칙접적으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만 2단계절차， 즉 정당한 행동의 기준올 통해서 

도달한다는 점에서 행위론적 공리주의와 다르다. 

이것은 ]. Austin의 유명한 말속에 약술되어 있 

다우리의 규칙은 효용성에 의해 만들어 졌고，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규칙에 근거하여 만들어 

졌다.’ 한 개인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찾아 

내기 위해서 우리는 Austin이 말하듯이 그 행동 

의 ‘경향’을 발견하지 않으면 않된다. 

이러한 구분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나opold의 준칙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적절한 

관점올 제시해주고 있다고 본다. 대표적인 예로， 

Ca11icott나 Scherer 및 Attfield(1983)가 다른 면 

에 있어서는 서로 이견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모두 Leopold롤 行짧論的 總、體主義者로 보고 있 

다. 총체적인 기준을 직접적으로 개별행동에 

대한 윤리적 판단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 다시 말해 가치률 부분 보다는 전체에 미치 

는 부분의 직접적인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판단 

하고 있다는 것이다. 

총체주의는 공리주의와 마찬가지로 텀的論이 

나 結果論의 일종이다. 즉 해야할 옳은 것은 가 

장 좋은 結果를 갖는 것이라는 관점을 견지하는 

입장이다， 환경윤리에 있어서의 총체주의자들에 

게는， 총체는 生物共同體 내지 生物團이며， 이것 

에 가장 좋은 결과률 갖는 것이 옳은 행동이 된 

다.C려licott가 Leopold를 해석하는 것에 따르 

면， Leopold는 이러한 결과를 하나 하나의 생물 

권 구성요소들에 대해 계산하는 것이 된다. 심 

지어는 인간개체들의 존재와 행위의 도덕적 가 

치도 하나 하나씩 계산하는 것으로 된다. 

Ca11icott는 쓰기를， 개체들(인간개체들까지 포함 

하여)의 도덕적 가치는 ‘Land’라고 하는 집합 

적 실체에 대한 각각의 특수한 관계에 따라 평 

가된다고 하였다<Callicott， 1989, 23). 여기서 

• 각각’ 이 라는 단어 는 Ca11icott가 Leopold를 행 

위론적 총체주의로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이다. 

이와는 반대로 여기서는 Leopold가 規則論的

總體主義를 견지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앞 

에서 보았듯이 행위론적 총체주의는 현재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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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로 이동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人間機惡的

인 것으로 된다. Leopold를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근거가 있다. 

규칙론적 총체주의자는 총체적인 기준올 개 

별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 

라 行옳類型， 規則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단지 

간접적으로 적용한다. Leopold는 무엇보다도 우 

리들의 행동이 도출되는 우리들의 사고 방식과 

바램의 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Leopold의 총체 

주의는 ‘행위유형’ 내지 ‘규칙’을 다루고 있으 

며 따라서 강조점은 碩向이나 方向에 두어진다. 

행위론적 총체주의에 있어서 강조되는 윤리적 

판단에 있어서의 특정의 개별행동들은 경향이나 

방향을 갖는 것이 아니라 結果를 갖는다. 왜냐 

하면 판단의 상황은 이미 전제되어 있고， 또 그 

러할 때만이 윤리적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구체적 상황과 구체적 행 

위는 그 순칸에 있어서의 결과에 강조점올 두도 

록 할 뿐， 경향에 대한 강조는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전체적으로 고려되는 행동의 

유형들에 있어서는 경향올 찾을 수 있다. 

모든 종류의 규칙론적 이론가들(예로， 규칙론 

적 공리주의자들)에게는 도덕의 체계의 對象으 

로서 그들이 간주하는 것과 그들이 실제로 적용 

하려 하는 도덕의 原則이나 基準 간에 날카로운 

구분올 한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도덕의 기 

준은 도덕체계의 대상에 대한 관심을 권고하거 

나 그러한 대상에 대한 언급올 권할 펼요가 없 

다. 따라서， 規則論的 理論家들은 - 비록 경향， 

규칙에 대해 목적론자라 할지라도 - 특정행위 

들에 대해서는 義務論者로 나타난다( Mackie, 

1990, 167). 

어떤 사안에 대한 행위론적 접근은 自 E破壞

的일 수 있다. 이것은 환경윤리에서는 인간혐오 

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어떤 종류의 도덕체계들 

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결정 

할 때 그 도덕체계의 목적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그 체계의 목적이나 

목표가 잘 달성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 

다. 즉 간접적으로 어떤 도떡체계의 목적에 대 

해 생각하거나， 義務論적으로 생각할 때 그 체 



계의 목적이나 목표가 잘 달성된다고 볼 수 있 

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오직 그 자신의 현재의 

만족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快樂主義자들은 그렇 

게 생각하지 않올 것이다. 이와 반대로 규칙론 

적인 체계하에서는， 어떤 행동들에 적용되는 옳 

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실천적 기준은 ‘그 규칙 

에 따라 사는 것은 옳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 

른가’라는 것일 것이다. 

만약 우리가 어떤 윤리의 일반적인 규칙들에 

기반하여 판단하고 특정 행동에 대한 판단에 있 

어서 유용한 독특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판단한 동일한 유형의 행동이 륙정한 경 

우에 허용되고， 요청되고， 금지되는 일반적인 규 

칙들에 기반하여 판단할 이유를 갖는다라고 하 

는 것을 Leopold는 받아들이지 않는다(Moline， 

1986, 106). 그는 규칙들에 대한 그러한 결정은 

결쿄 이루어질 수 없다고 믿고 있다. 그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윤리 

가 변화하는 방식에 대한 Leopold의 관첨과 일 

치하지 않는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윤리는 거 

기에 어떤 종류의 규칙들이 었다는 것을 판단하 

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에 대해 지적이 

고 정감적이며 복합적인 과정으로서 여기는 마 

음 속에서 발전한다(1966， 263). 
L∞pold는 윤리의 기능은 아마도 우리가 개 

별의 경우마다 그 기능과 결과를 생각하지 않을 

때， 즉 행위론적 총체주의의 기반위에서 결정하 

지 않을 때， 그리고 그가 ‘良心’ 이나 ‘倫理的

判斷에 있어서 실제 움직이고 있는 共同體 本能

(community instincts - in - the - m와이ng)(1966， 

239)3)이라고 부른 것을 획득할 때， 가장 잘 작 

동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에 의하면， 

倫理는 너무도 새롭고 복잡하거나 아니면 그렇 

게 복잡하고 새로우며 連銷된 反應올 포함하기 

때문에 社會的 方便이 보통의 개인에게는 분간 

되지 않는 生顧的 狀況에 대웅하는 指導의 樣式

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윤리는 

일종의 살아움직이는 共同體 本能(community

instinct - in -상le-m와ång)(1966， 239)인 것 이 

다， 그가 여기서 공동체 생활의 규칙 속에 살아 

움직이는 .本能(ins피nct)’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바로 그가 규칙론적 총체주의자라는 중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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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본능은 계산되는 것이 아니다. Leopold의 

논리에 따르면， 도덕적 판단은 일반적으로 옳은 

‘본능’올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Leopold의 논의는 도덕적으로 고려할 만한 

것에 대한 이해와 사랑 및 본능적인 폰중과 이 

러한 것들이 획득될 수 있는 .과정’에 춧점을 

둔다. 우리가 윤리적 의사결정을， 옳고 그름에 

대한 궁극적인 기준올 각 상황마다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과 사고는 

왜콕된다. 우리는 대부분의 상황들올， Leopold식 

으로 말하자연본능’이라는 견지에서 다루어 

야만 한다. 핵심적인 것은 ‘본능’의 장착이다. 

Leopold는 이것올 ‘윤리적 판단에 있어서 실제 

움직 이 고 있는 공동체 본능(communtiy ins

tincts - in - the - making) ’ 이라고 불렀다. 규칙 

론적 총체주의에서 보면 Leopold의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는 각각의 개별사례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 결론적으로， Leopold의 준칙에서 ·어떤 것 

(a thing) ，은 개별행위가 아닌 규칙 내지 관습， 

제도률 일걷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 

리는 앞의 그림2에서 그를 비인간중심주의적 총 

체주의에 위치시키면서도 규칙론적으로 해석함 

(즉 비인간중심주의적 규칙적 총체주의)으로써 

인간혐오툴 탈피할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 

다. 그러나 아직，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할 인간 

의 권리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 

v. ‘The Land Ethic' 에 대 한 
倫理뿔的 考察

이제까지 우리는 Leopold의 명제의 主要擺念

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非A間的 對象

이 倫理的 對象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윤리학자들의 견해룰 정리하고 인간의 권리의 

확보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이는 利害와 相

互義務의 認識이라는 두 가지 조건올 충족시켜 

야만 윤리가 가능하다는 오늘날의 일반적 인식 

에 비추어， Leopold의 명제가 과연 타당한가를 

검토하기 위해서이며 인간의 권리에 대한 소극 

적 보중에서 적극적 보중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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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Land Ethic'과 非A間的 보호 받아야 한다는 도덕적 유의론의 논리가 가 

對훌의 헨l홈 장 그럴 듯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예 

L∞pold는 생물공동체와 그것의 구성원에까 로 든 대상들은 이미 호모 사피엔스라고하는 같 

지 共同體와 倫理의 範圍를 擺張하는 것은 進化 은 種이다. 이러한 모순 때문에 ‘指導의 樣式으 

的으로는 可能性이며， 生顧學的으로는 必然的인 로서의 倫理’ 와 .共生의 樣式으로서의 倫理’ 가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것올 모세의 십계명， 환경윤리에서는 분리되어 나타나고 때로 딜레마 

황금율에 이어지는 윤리의 세번째 발달단계라고 로 이끈다. 

하였다. 이 때의 Leopold의 공동체 개념이 생태 

학적인 운동에의 공동참여자라는 점에서는 벌 2. 樓利의 本質과 훌훌훌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러나 공동체에 대 倫理學史에 있어서 가장 난해한 문제 중의 

한 이러한 의미가 윤리적 의무를 낳을 수 있는 하나는 共同體의 이해와 個A의 이해 간의 調和

가는 의문시된다. 일반적으로 의무가 발생되기 라는 것이다. 철학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가 

위해서는 생태학적인 경우에는 충족되지 않는 장 난감한 부분은 바로 이 양자의 利害에 있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서 어떤 일관된 기초를 찾는 것이다. Leopold의 

두 조건은 바로 構成員間의 共通의 利益 그리고 저작에서 우리는 그가， 個體나 種 수준 모두에 

相互義務의 認知이다(Attfield， 1983, 157). 생물 적용할 만큼 유연한 權利에 관한 理論과， 권리 

공동체 내지 그 구성요소들은 이러한 조건을 만 에 관한 생물적 기초로서 生態學的 機能들에 관 

족시키는가? 한 理論올， 통합하여 이러한 문제를 매우 재치 

많은 哲學者들이 생태계의 완전성， 안정성， 있는 방식으로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름다움이 內在的인 價順가 있음을 확증하기 ‘權利’라는 말은 규범적인 도덕적 담화에 있 

위하여 노력해왔다(Hargrove， 1989, 174). 이것 어서 보증이라고 할 수 있다(Goodpaster， 1978, 

은 아마 L∞，pold에게서는 .哲學的인 意味에서의 309). 그리고 그것은 도덕적 고려능력에 관한 

價植(va1ue in the philsophica1 sense) ’ 라는 말 Leopold의 소박한 관심 올 반영 하눈 것 이 아니 

로 표현되고 있다(1966， 261). 라， 보다 어렵고 논쟁적인， 도덕적 유의에 대한 

어떤 철학자들은 생태계의 완전성， 안전성 및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권 

아름다움이 내재적 가치률 갖는다고 말하는 것 리라는 용어를 어떤 것을 불가침의 신성한 지위 

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 에 놓기위한 기초로서 사용한다. Leopold는 주 

같은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내재적 가치라는 개 로 도덕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의 기초에 관 

념은 이득과 손해라는 개념과 깊이 관련되어 있 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生

다(Fra따‘.ena， 1979, 11; Goodpaster, 1978, 319; 顧的-道德的 共同體의 善에 대해서는 副次的인 

Singer, 1977, 9). 만약 利得올 얻거나 揚害툴 地位에 있었다. 즉 권리의 기초는 생태적 도덕 

입올 수 있는 것들이 內在的 價植를 갖는 것들 적 공동체의 선에의 기여 여부에 달려 있는 것 

이라고 한다면， 生顧界들과 그것들의 構成生物 이었다(1966， 246-247). 

들은 內在的 價{直를 갖는다. 만약 이것이 사실 Leopold가 權利의 基鍵로서， 현재의 寶在的인 

이라면， Leopold에 있어서 처럼， 어떤 생태계의 기여가 아닌， 생태계의 안정성에 대한 뺨在的 

완전함，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올 보전하는 것 기여를 강조하고 있음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 

은 옳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르다. 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가 현재의 실재적인 기 

그러나 相互義務의 認識이라는 면에서는 아 여를 강조하였다면， 아주 極少數의 個體만이 남 

직까지 生物學的 共生이외에는 해답이 없다. 다 아서 그들이 이전에 수행하였던 生態學的 機能

만 Ca1licott가 예로 들 듯이 정신박약아나， 어린 들올 寶在的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절멸의 

아이， 강도가 상호의무를 인식하고 있지 않음에 위기에 처한 種들은 그들의 존재를 계속할 권리 

도 불구하고 보호받 듯이 생태계도 마찬가지로 를 갖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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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龍學的으로 전혀 無知하거나 특히 自然에 대 

해 擇取的인 人間個體는， 뺨在的으로 보다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에도 불구하고 존재를 

계속활 권리를 갖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보전되어야 할(또는 폰재룰 계속할) 

권리에 대한 Leopold의 기초는 도덕공동체 구성 

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그의 기초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 기초는 바로 生

物共同體의 善에 대한 寄與의 可能性이다. 보전 

되어야 할 권리에 대한 어떤 구성원의 권리주장 

은 그것의 다른 구성원돌파의 공생적 관계의 독 

특한 패턴에 있다. 즉 그것의 생물적 임무기능 

올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Leopold는 權利의 本質과 基鍵에 대 

한， 상당히 당돌한 이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權利’ 와 .權利를 받올 資格’ 은 궁극 

적으로 生顧的 機能의 婆行能力， 다시 말해서， 

전체 생태계라는 공동체률 지속시키는 데 기여 

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이것이 Leopold가 권리 

라는 말에 ‘生物的(biotic)’이라는 형용사를 불 

이면서 나타내려고 했던 의미<1966， 247)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生物的’ 이라는 말은 바로 권 

리의 기초를 가리키는 것이다. 

권리의 본질과 기초에 대한 이러한 이론은 

우리의 상식파 반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 

면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에서 볼 때 권리의 소 

유자는 바로 個A이기 때문이다. Leopold는， 식 

물군락， 물고기들， 조류를， 토양들 및 여러 복잡 

한 공동체 및 체계들을 단위로 하여 도덕공동체 

의 구성원이라고 주장하며， 그것의 모든 구성원 

은 보전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 

반적인 철학적 의미에서 볼 때 이것들은 個體들 

이 아니다. 그것들은 時空間的으로 單-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그것들올 單位로서 

간주하기가 개념적으로 매우 어렵q.(Lehman， 

1981 , 130; Varner, 1987, 70). 이러한 점올 염두 

에 두면， 群落이 아니라 種들이 존재를 계속할 

권리를 갖는다는 Leopold의 이론은 적용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려움은 種들의 權利 그 自體가 아 

니라， Leopold의 도덕공동체에서 그러한 권리들 

의 A間個體들의 權利와의 關係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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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種들 및 個體群들 사이의 共生的 關係들 

에 관한 Leopold의 관점올 탐색할 필요가 있으 

며， 그렇게 하고난 연후에 그러한 것들 중 어떤 

것들이 인간개체들파 관계를 가질 것인가에 대 

해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Leopold 

의 암묵적인 대답의 실마리는 . Land Pyramid' 

에 대한 그의 개념<1앞36， 251-밍5)파， 어떤 인간 

개체가 휘두룰 수 있는 힘의 크기에 대한 그의 

명 가에 있다(1966， 252-254).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人間의 個體로서의 

權利의 根據를 찾아보자. 사슴과 토끼의 개체군 

들은 자신들의 개체수를 줄이거나 늘임으로써， 

그들의 서식지에 있어서의 변화에 반용한다. 사 

솜개체나 토끼의 개체는 그렇게 반웅할 수 없 

다. 따라서 그것들은 共生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道德的으로 不可慢한 單位들이 아니다. 

Leopold의 이론은 암묵적으로 道德的 不可慢性

파 道德的 機能이나 任務의 餐行能力 간에 일정 

한 相關關係를 셜정하고 있다. 따라서 動物解放

論者들의 관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Leopold 

에 따르면， 동물과 식물 개체군들은 그들 자신 

의 고롱이나 즐거움올 느끼는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生願學的으로 敏感한 움직임에 의거하 

여， 그들의 폰재의 계속을 보장받는다. 사슴개체 

는 관목이나 나뭇잎에 대한 무분별한 섭취를 통 

해， 환경적 스트레스의 시기에도 그들 자신의 

이익을 계속 관철시킨다. 다르게 어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Leopold에 따르면， 사슴개 

체는 도덕적으로 고려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 

나 사솜 개체군은 하나의 單位로서 취급될 수 

있다. Leopold는 다옴과 같이 쓰고 있다. 

(이제) 우리는 동물 個體群들이， f固體는 의식 

하지 못하지만 그것의 실햄을 돕는， 행동 꽤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듯， 토끼는 [토끼 

개체군의] 주기적 순환과정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주기적 순환과정의 媒介

體이다(H웠， 221). 

전체 개체군들의 변화에 대한 반웅올 나타내 

는， 그러한 주기적 순환에 의해 변화는 붕괴를 



초래하지 않게 된다. Leopold는 이에 더하여， 생 

물공동체가 생폰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내적파정 

들은 굵형올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것의 구성종들은 사라질 것(1966， 191)이라 하였 

다. 비인간적 대상들에 있어서， 이러한 과정들은 

개체보다 높은 추상수준에서만， 그리고 長期間

에 걸쳐서만 관찰될 수 있다. 냥opold는 계속하 

여， 우리는 이러한 행동양태들올 개체나 短期間

에는 구별할 수 없다. 토끼개체에 대한 밀도있 

는 관찰은 우리에게 순환과정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순환과정 (cycle)에 대한 인식 

은 적어도 수십년에 걸친， 무리에 대한 관찰로 

부터 나온다고 하였다(1966， 221). 

/\間個體들은 강한 힘과 많은 선태의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Leopold가 토끼개체에 대해 

말한 것은 것은 인간개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점들’올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또 

한 우리가 우리의 生物的 任務와 繼能의 수행을 

개선시킬 것(1966， 264)이라고 믿었다. 우리는， 

개인조차도， 그 여력에 의해 우리의 환경에 대 

한 영향올 줄일 수 있으나， 그것은 비인간적인 

개체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 

는 집단적이 아닌 개체적인 의미이다. Leopold 

가 쓰고 있듯이， 사적 소유자의， 소유물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단지 가시 

적인 처방일 뿔이다(1966， 251). 인간개체로서， 

우리는 엄청난 해와 엄청난 이익을 끼철 수 있 

다. 토끼個體는 순환과정의 媒介體일 뿔이다. 그 

러나 인간개체는 스스로 이꿀어 나갈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률 거의 배우지 못했을 뿔이 

다. 

인간개체들은， 다른 대부분의 종들의 개체들 

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점진적 토양첨식과 같은 

위협적인 환경변화에 우리 자신의 개인적 이익 

에 있어서의 방식이 아니라， 生物共同體의 長期

的인 完全性，安定性，아름다움의 중진을 위하는 

방식으로 대용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A間

‘個體’로서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능 

력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보다 렬 사용 

하고 있을 뿔이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이 社會的인 高揚올 렬 받기 때문이다. Leop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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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 A間個體에게 전체 動植物 種들과 나 

란히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순환파정에 

生物中心的인 方式으로 재빠르게 適應하는 우리 

A間個體의 能力 때문이 다(1966， 117, 119). 
인간들은 그러한 것올 책임있게 반웅적으로 

실행하지 않을 때 조차도 그러한 능력의 징표를 

보인다(1966， 116). 그것은 어떤 種의 個體는 種

의 상실에 대해 認識하지 못하는 반면에，Á.間 

들은 自身의 種뿐만 아니라 다른 種들의 상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Leopold는 상실 

에 대한 인간의 이러한 認識能力 때문에， 인간 

은 이러한 능력올 결여하고 있는 다른 종들 보 

다 우위에 있다고 보았다. 인간은 개체로서 생 

물적으로 책임있는 반옹적인 행동을 할 수 있 

다. 이러한 인간의 능력은， 個別A間들이 도덕적 

유의 뿐만 아니라， 非A間的인 것들이 種이나 

個體群수준에서만이 가질 수 있는 것과 같은 存

在持續의 權利를 갖는 基鍵라고 그는 본 것 이 

다. 따라서 Leopold의 권리에 관한 이론은 기존 

의 윤리체계를 단순히 據張만 시킨 것이 아니 

라. 그것의 기초률 再解釋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生物共同體에 대한 人間個體의 能力과 

뺨在的인 寄與의 可能性에 基鍵하여 種이 아닌 

個體로서의 A間에 대한 權利를 부여하였다. 따 

라서 總‘體主義의 A間廳惡的인 적용은 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VI. 훌훌 를흩 

自然에 대한 倫理的 認識의 有意性올 제거해 

버린 資本主義 社會에서 A間과 自然의 調和나 

均衝올 재도입하려는 시도가 그렇게 무모한 희 

망만은 아닐 것이라는 점은 이 달의 대전제로 

확인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회 

망의 저변에서 발견되는 論理的인 5fJ좁과 危險

올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작업을 

이 글에서는 環境倫理論에서 總‘體主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수행하였다. 

대부분의 深層生顧論者들은 總體主義的 思考

樣式올 선호하고 있다. 오히려 총체주의에 대한 

선호가 그들을 심층생태론자로 규정하게 하논 

근본적인 특정일 수도 있다 4) 총체에의 유의가 



오늘날의 環境(=生觀)問題를 해결하는 데 커다 

란 의의를 갖는다는 것은 여러 생태학적 문헌에 

의해 입중되고 있다. 그러나 총체(가장 크게는 

biosphere)에 미치는 작용과 결과에 의해 우리 

인간의 삶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심층생태론의 

윤리적 논의는 조금 더 엄밀해질 필요가 있다. 

총체주의의 경직된 적용은 논리적으로는 A間購

惡와 사회적으로는 生態와 民主主義라는 문제의 

對立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 글에서는 生物共同

體를 총체로 하는 총체주의가 어떻게 인간혐오 

적인 성격올 피할 수 있을까에 대해 Leopold의 

명제를 근거로 하여 논의하였다. Leopold가 살 

아 있다면 파연 오늘날의 심충생태론자를 지지 

할까라는 문제와는 차원올 달리하여， 오늘날의 

대부분의 심충생태론자들이 그의 명제를 자신들 

의 논리전개의 근거로 사용해왔으며， 섬충생태 

적 사고의 전형으로 여겨왔다. 이것은 특히 생 

태학자들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할 때에 

논리전개의 엄밀성을 무시한 채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의 명제를 오해한 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한걸음 더 나간다 해도 그의 명제의 딜 

레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명제의 엄밀한 분석은 심충생태론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는 하나의 틈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 우리는 그의 총체주의적인 환경윤 

리가 총체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인간혐오에 빠지 

지 않고 있음을， 그의 ’Land Ethic’을 환경윤리 

에 있어서 ‘비인간중심적 규칙론적 총체주의’로 

해석하는 것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은 

심층생태론에서 주장되는 ‘價植의 根本的인 轉

換’ 이 보다 엄밀하게 논의되지 않으면 않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근거가 된다. 생태로 가치의 중 

심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는 논 

리적으로 보아 인간혐오로 이를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 엄밀한 규정없이 이야기되고 선언 

되는 이러한 암묵적인 전제들은 인간혐오라는 

또 다른 위험으로 귀결된다. 사회의 민주주의라 

는 문제에 대한 심층생태론의 경시나 極右的 파 

시스트와의 친화성의 논리적 근거의 하나가 여 

기서 성립된다. 극단적으로는， 기아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대줄 필요가 없다거나 몇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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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죽어야만 한다는 주장들까지 성립한다. 그 

러나 이러한 주장은 환경윤리론 자체의 성립마 

저도 불가능하게 하는 모순이다. 왜냐하면 환경 

윤리는 ‘인간에 대한 만큼의 윤리를 어떻게 생 

물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에까지 확장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그 근본적인 물음이 존재하는데， 

인간을 살해하는 것이 그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모순올 염두에 두고， 다른 

한편으로 현재의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우리가 환경윤리적 논리로 타협할 수 있는 

것은 非A間中心主義的 規則論的 總體主義라는 

것이 이 논의에서 발견한 시사점이다. 그러나 

.非A間(달리 말해서 生態)’에 대한 解明과 ‘規

則’에 대한 料明 및 規定， 그리고 그 둘 사이의 

統一된 認識은 앞으로의 地理學 昭究， 이른 바 

‘科學的 探究’의 과제로서 남겨둘 수 있올 뿐， 

이 글의 논의의 범위를 벗어난다. 

<註>

1) ‘서양철학의 전통과 환경론’이라는 논의에서 참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는， Glacken(967), 

Passmore098Q) 및 Hargrove(989)가 있다. 

2) 일반적으로 인문지리학에서 ‘사회’에 대한 논의는 

‘구조’와 ‘개인’의 사이에서 헤매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체제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수준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연 구조보다는 통시적이 

고 개인보다는 공시적인 범주률 상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의 ‘규칙’이라는 단어는 그러한 범 

주를 지칭한다. 이것은 인류학적인 개념들과 상당 

한 친화력올 갖는 것이다. 

3) 냐opold에 있어서 이른 바 ‘본능’이라는 개념은 

Wilson(1993)의 ‘유전자의 도덕성’ 이라는 개념을 

상기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4) 총체를 강조하는 대부분의 철학이 환경윤리에 유 

용할 것이라고 Callicott에 의해 이야기된 바 있다 

(Callicott, 1984, 299-309 참조). 그러 나 그가 추천 

하는 라이프니쓰， 헤겔， 하이데거 둥의 철학은， 그 

러한 학자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사회의 전체주의 

와 연결되어 비판받아 왔다. 또 나찌와 생태학자 

사이의 아름답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독일 의회에서의 녹색당의 활동은 현대 

환경운동의 하나의 대안으로 간주될 수도 있었지 



만， 한편으로 독일에서 극우집단의 이념적 배경에 

는 생태론이 도사리고 있다는 ·경고’는 .생태적 인 

간학’의 이면에서 .인간적 생태론’이 요구됨을 보 

여준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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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interpretative Study on Aldo Leopold ’s 'the Land Ethic': 

Towards a Reconstruction of Holistic Environmental Ethic 

Kang-won Lee 

Graduate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Summary 

The ptrrpose of this study which is rooted in the ground of special discussion on the Aldo 

Leopold’s ’The Land Ethic' is a critique of rrúsanthropy and of making light of the democracy 

of human societies apeared in the arguments on holistic environmental ethics. 

Deep ecologists commonly emphasize the holistic view and are concerned mainly with 

environmental ethics. Therefore they develop the ’holistic environmental ethics. ’ Perhaps, one of 

the typical statements in these holistic environmental ethics is Aldo Leopold' s one. 

In this study, 1 sought to regard Leopold ’ s arguments as non-anthropocentric but not 

misanthropic, in other words, Non-anthropocentric Rule Holism. Major contents are as follows: 

1. 1 point out that various classification schemata employed by authors on environmentalism 

are looking over ’ecological' nature of modern environmental concerns. 1 suggest, thus, a new 

classification scheme. And 1 take a view of environmental ethics in environmentalis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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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y the various logics of the envirorunental ethics into Anthropocentric Individua1ism/ 

Non-anthropocentric Individualisml Non-anthropocentric Holism/ Anthropocentric Holism. In 

this classification schme, Leopold’s argument may be located in conflict area between 

Anthropocen미c Holism and Non-anthropocenσic Holism. 
2. 1 identify the major significances of Leopold’s statement in contrast with utilitarianism 

(speci떠ly Mill ’s one). And in the process, 1 머so characterize the arguments which many 
envirorunental ethicists suggest in relation to Leopold as Non-anthropocentric Action Holism, 
since 1 think that they understand Leopold’s one in simple contrast with uti1itarianism. Futher 1 
point out the contradictions they involved. 

3. 1 identify Leopold’s ecologica1 epistemology as Socratic one, and analyze his statements in 
terms of modern ecologica1 understanding. Futher, 1 find that ’a 당니ng ’ in his statement is not 
action but rule. So we could characterize Leopold’s envirorunental ethic as Non-anthropocentric 

Rule Holism. 
4. Fin외1y， 1 show his positive confirmatìon of human right in his extending, on the ground 

of his text, and there 1 conclude positively that he is not misanthropic. 

Considering the modem envirorunental crisis and these the logical weakness of deep ecology, 

we could have found an a1temative logic of envirorunental ethic; Non-anthropological Rule 

Holism. But, the more explicit discourse of the rea1ity of ’non-anthropo' and the real existence 

of ’rule’ is a task of, what is called, ’scientific investigation. ’ 

Keywords: envirorunentalism, deep ecology, holistic envirorunental ethics, Aldo Leopold ’ s 

’The Land Et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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