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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 릿 말 

佑*

제2차 세계대전 이후 先進의 諸 工業國은 環境이란 問題가 과거와는 다른 각도에서 重慶

課題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人口의 폭발적인 증가와 이들의 都市集中으로 초래된 여러가 

지 環境휩梁， 例컨데 原子力을 위시한 각종 교통수단， 塵業施設에서 유래된 副塵物은 도다 

어 A間을 포함한 生物環境을 자연의 zp衝에서 심한 동요를 일으키기에 이르렀으며 理想的

언 環境의 回復을 위한 A間의 努力을 必훨로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先進 諸國의 경우보다는 뒤늦게나마 1960年 初中半期에 접어 들면서 

公害라는 새로운 用語가 生態學 또는 環境科學이라는 單語와 함께 점차로 日常用語로 使用

되기 시착하였으며 여기에 대한 關心度가 점차로 증가하므로서 드다어는 행정당국의 行政的

조치가 취해지기에 이르렀다. 즉， 1963年度에는 몇몇의 生物學者를 中心으로 自然破壞 현상 

으로부터 우리나라의 自然保存을 강구하는 目的으로 韓國自然保存맑究會의 發足을 보게 되 

었으며 이 學術團體는 1966年度에 國際自然保存聯盟CIUCN)에 加入이 되 었다. 한펀 同 1966 

年에 行政當局은 韓國國立公園法을 제 정 하여 現在까지 8개 처 의 地域을 이 法의 保護下에 두 

게 되 었으며 (1963年 11月 5 日 法律 1436號)， 1971年 1月 22 日 에 는 法律 2305號의 公害防止

法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公害度흘 測定하는 學術的인 動向은 또한 몇개의 大

學 昭究室을 中心으로 이 미 1960年 中半부터 나타나기 시 작하였던 바 河川 및 空氣펌梁度 

調훌와 그에 관한 맑究結果의 發表가 바로 그것이 었으며 , 1970年代에 플어 와서 는 生物學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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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 라 각 분야에서 公害에 대 한 關心이 漸高되 어 1971年度에 는 韓國生物科學協會 主

f崔의 公害問題「심포지움」이 開f崔되어 열띈 討論이 展開되었다. 1973年度에는 學術院에 公害

分科委員會가 設置된 바 있으며 또한 科學技術處 및 原子力닮究所에서도 環境管理에 관한 

「심포지움」이 열린 바 있다. 

위와 같은 諸 움직임에서 나타난 모든 지적사항은 우리나라의 公害現象의 심각성과 그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는 人間破滅의 危險性을 경고하고 있으며 아울러 公害로부터의 구제를 

위한 실제적 努力에 있어서 各分野의 積極的 參與와 協同하는 자세로셔 어떤 組織的움직임 

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현실은 環境펌梁에 대한 危習이 날로 增加하고 있음이 事實이며 이로 因하여 人類

를 위시한 모든 生物의 生命活動에 注意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이에 대한 救濟策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쉬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都市의 人口集中으로써 주변의 山野가 날로 헐벗어지고 있으며 한현으로는뽀 

居地化 되고 있다. 서울주면의 野山은 꺼論이고 農村의 林野라 하더라도 J然料를 目的으로 

籃代과 落葉採取로 因하여 生態系의 變化를 가져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60年代에 들어서 

부터 急速한 二E業化에 따른 여 러 가지 工場펌梁때 문에 우리 의 環境保全이란 課題는 急先務的

인 것으로 등장하고 있다. 

일찌기 外國의 生物學 敎科書에 例示되고 있는 美國「테네시」洲의 Copper Hil1 Basln의 훌 

륭한 森林이 鋼製鍵所에서 내뿜는 아황산깨스로 말미 암아 전멸이 된 事實이 있으며 그 황폐 

한 山野地에 수 많은 사람들의 科學知識과 막대한 비용을 投入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原狀대 

로는 되돌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自然(環境)의 破壞가 發生할 경우 이의 回復을 위한 

A力이나 金力의 限界性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그전과 같은 生態系의 기능을 갖 

기까지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所훨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近代化의 -環으로 推進되어 왔고 이미 形成되어 있는 많은 工業團

地의 주변환경이 벌써 그러한 징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때， 外國의 경우에서 보아온事實 

을 敵案하면 지금이 야말로 公害로부터 의 救濟策을 根本的으로 確立해 놓지 않으면 안될 시 기 

로 생각된다. 

2. 生態學에 대한 새로운 認識

λ‘間이 生物學的으로 環境問題를 生態學的으로 닮究하기 시 작한 것은 약 100餘年 前 獨速

의 生態學者언 Ernst Haeckel (l869) 의 時代로부터 비릇한다. 물본 그보다 이전에도 學者들 

간에는 生物이 生活하는데에는 주위 環境이 매우 重맺하다는 것을 力說하고 있었으나 生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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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이 學問으로서 體系化된 것은 l-Iaeckel이 “oikos" 즉， “살기 위 한 場所” “칩 ”이 라는 말과 

logos(學問)와 合하여 生態學(ecology) 이라는 만어로 登場시킨 것이 계기가 되어 요늘에 이료 

게 되 었다. 다시 말해서 生物學的 環境이 란 이때부터 生命現象을 둘러 싸고 있는 모든 주위 

의 흉흥因을 의 미 하게 되 었으며 環境生物學(environmental biology) 이 라는 生物學上의 새 로운 分

野가 生態學이라는 特別한 用語로 불리우기 시작한 것이다. 

生態學의 定義는 生物과 環境과의 相互關係를 맑究하는 學問 또는 生物과 環境과의 相互

作用에 있어서의 合體性이라고도 말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前者의 경우에는 

l-Iaeckel의 觀念에 매우 가깜다고 할 수 있겠으나 後者의 경우에는 Odum Cl963, 1971) 등이 

近間에 이르러 生物과 環樓사이 에 있어 서 「에 너 지」의 擺念을 導入한 相互關係， 즉 自然의 

構造와 機能을 陽究하는 學問이라는 풋으로 最近의 碩向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 해석이 된 

다. 自然(nature) 이란 말이 生物界를 包含하고 있는 것이기에 A間도 自然의 그 一部임을 

理解할 수 있으며， 이로써 生態學의 觀念은 더 한층 包括的으로 發展되고 있다. 

生態學 分野의 限界를 定하는 또 하나의 方向은 體系의 「레벨」이evel of organization) 이 

라는 見地에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生物學에서 말하는 遺傳子， 細脫， 器管，

器管系， 生物個體， 個體群， 群集이라고 하는 生物的 構成훌因(biotic components)과 物質 및 

「에녁지」 포함된 無生物的 構威훨因(abiotic components)이라는 뭇에서 生態學的으로 一步

더욱 발전하여 그 各各의 훨因이 가지고 있는 有機的인 관련성윤 指稱하여 system이라는用 

語을 쓰고 있으며 gene system에서부터 시착하여 生物 群集과 無生物的 環境의 相互作用을 

生態學的系(ecological system) 또는 生態系(ecosystem) 라고 부료고 있는 것이 다. 

이것은 -名 biocoenosis 또는 biogeocoenosis라고도 표시하고 있으며 西歐의 文斷에서도 넓 

은 意味에 서 의 生物群集， 즉 ecosystem과 같은 의 미 로 쓰이 기 도 한다. 

最終的으로는 地球上의 모든 生物을 中心으로 生物學的系(biological system)를 生物團

(biosphere) 또는 生態園 (ecosphere) 라고하여 人間環境問題와 더 불어 社會的， 一般用語化 하 

기에 이르렀다. 

生態系는 흔히 日常用語에서 自然이 라는 돗보다 점차 이 學問의 體系化와 더불어 本質

的으로 學問的性格을 띤 用語로 發展하는 同時에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人間까지를 包含하여 

生物이 살고 있는 地球의 一部라고 하는 據大된 漸念 즉， 生態系가 機能을 가지고 있는 土

樓， 물， 大氣와 같은 것을 生物團이라고 하여 環境i닫梁問題와 不可分의 關係를 가지는뭇으 

로도 통하게 된 것이다. 

용害가 날로 심해져가는 最近에 이르러서는 先進國의 學者틀간에는 휩梁되어 가는 地球，

즉 生物園을 救하고자 하는 뜻에서 “ Only One Earth"라는 表題를 내걸고 學者틀간에 國際學

術會議가 1970年부터 해마다 開健되어 왔으며 1972年 6月에는 Sweden의 Stockhol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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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후원하에 世界의 113個國 代表가 한자리에 모여서 “人間環境”이란題덤으로 國際學術會議

를 가졌는데 이 자리 에 서 “ Man and Biosphere" 라는 뭇에 셔 國際間에 이 分野에 關聯된 모 

든 科學者는 꺼論 政府間의 機構로서 Stockholm會議의 決議를 尊重하여 야 하며 人間을 펀 

梁되어가는 이 地球에서 救함에 있어서 다같이 努力할 것을 彈調한 바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는 1973年 N.H. Granholm Bioscience紙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처 

럼 生物學에 관한 專門學者는 그 學者나름대로 破壞되는 環境의 諸問題를 解決하는데 있어 

서 人間과 生物公害에 관한 生理學的 基鍵맑究에서 비롯하여 適應經路와 아울러 自然資源의 

保全策까지를 함께 다루는 生態學的언 努力을 勳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73年에 우리나라의 科學技術맑究所(KIST)에서 調훌報告한 우리나라의 水銀펌梁에 관한 

報告는 경기도 仁) 11의 松島가 0.8ppb, 쏠山 자갈치市場의 앞바다에서 0.7ppb, 옳山의 옳島近 

海에서 O.5ppb, 仁川의 영종도에서 0.5ppb로 測定이 되었으며， 水盧勳의 경우에는 제주근해 

의 바다 물고기 에서 O. 2"-'0. 4ppm, 南海의 貝類에 서 O. 17"'0. 24ppm, 程度로 휩짧되 어 있음 

이 報告되어 있는 것이다. 

이 러 한 폼梁度는 1972年度에 日本이 制定한 사람의 健康을 위 한 環境基準{直에 비하면 우 

려할만한 펀梁度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표 1> 水質펀業에 關係되는 環境훌準， 사람의 健康에 關係되는 基準

i람혔源 |알칼水銀| 청 산 | 總水銀 | 有機醫 | 카 드 품 | 짧 | 크로흥~l'\ I l 1 'IJ 'i!: 1 ~""'/J\. iI'Jlt 1 'FJ1'5l&m I 7r -= -'" :m (6가) I 

O.05ppm 
이하 

이 環境 基準은 사람의 健康을 위한 1971年 日本公害白書에 의한 것이며 國l際間에도 이것이 

歡魔되어 지고 있다. 

生態學的언 立場에서 보면 物質宿還의 經路를 考慮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폼 環境 및 

自然資源의 펀梁내 지 破壞現象이 야말로 바로 人間環境의 펀梁내 지 破壞를 意味하는 까닭이 

라고 할 수 있다. 

〈生龍系의 構成과 機能〉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生態系는 無生緣的 要因과 生物的 훨因으로 構成된다고 할 때 

·生物的 構成要因으로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生物들은‘’제각기 어떤 生態系의 構成員으로서 

地位를 차지하며 下等生物에서 高等生物로 進化하면서 먹이연쇄 (food chain)를 이루고 있다. 

이 먹이연쇄는 에너지의 획득수단도 되며 物質代謝面에서 서로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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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오늘의 뚫境問題는 사람에게만 국한하여 論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까 

닭이 여기에 있으며， 한펀 生態系의 構成훨因 가운데 光슴成擬能을 지니고 있는 植物(생산 

자=producer)과 이것을 몇 段階를 거치면서 먹이로 이용하고 사는 動物(消費者=consumer)

과 最終的으로 A間이 存tE하는 까닭에 生塵者나 중간 消費者가 살지 못하는 環境에 서 A間

만이 살아 남겠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生物的 環境훨因들은 서로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심지어 현미경적 

크기를 가지고 있는 微生物(분해자=decomposer)도 生物體의 構成物質을 분해하여 다시 

mineralization시킴으로서 自然의 地球化學的인 物質宿環이 쉴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生態系의 機能은 물질의 순환경로에서 動的으로 考察할 수 있다. 生態系의 構成훨因이 되 

는 生塵者， 消費者， 分解者의 역 할을 考察하건데 여 기 에 도 活撥한 「에 너 지의」 移動이 物質의 

순환에 수반하여 일어 나고 있다. 

植物은 太陽에 너 지 <光r>을 利用하여 有機物을 合成하묘로써 그 有機物안에 化學的인 濟在

「에너지」를 축적하고， 한현 이러한 植物體를 영양원으로 삼고 있는 動物에게로 生活「에너지」 

가 전달이 되는 셈이며 最終的으로는 人間에게로 에너지가 移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生物

學的 環境의 擺念과 그의 生態的 機能을 把握하는 것은 곧 環境의 管理問題와 직결한다고 

할수 있다. 

3. 生態系의 進化와 調節

人間은 自然環境속에서 動物， 植物과 기타 微生物에 이르기까지 모든 生物훌因과 相표關 

係를 맺고 살아왔다. 同時에 이 生活은 오랜 歷史的 과정을 通하여 地球의 變化와 더불어 

變遭을 繼續하여 왔다. 그 동안에 自然現象이라고 할 수 있는 火山活動， 치〈河， 바람， 비， 

河川等 많은 物理， 化學的인 無生物的 環境훨因에 의하여 生態系의 變化를 또한 계속하여 

왔다i 

이 가운데서도 氣候賣因은 自然自體의 法則에 따라서 變化를 繼續하여 왔다. 통시에 生物

은 進化 (evolution)와 適廳(adaption) 이란 方法으로 이 無生物的 變化에 대처하여 왔으며 끈 

질긴 生命現象을 유지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는 살아남은 生物들 

이 進化를 거듭하게 되는 理由에는 첫째로 地質 및 기후변화에 기인하는 allogenic한 몇因과 

둘째로 生態系속의 生命物質의 작용에서 기인되는 autogenic한 요언을 들 수 있다. 역사적 

오로 地球上에 生命體가 생 겨 난 것은 약 30혐年前으로 判斷하는데 그 당시 의 生態系는 無生

物的 過程으로 有機物을 合成하여 醒素없이 그 有機物의 化學變化에서 「에너지」를 獲得하여 

生活하는 他螢生物이 王로 있었으나 점차 生物의 進化와 더불어 공기속에 새로 생겨나기 시 

작한 醒素훨命이 일어나면서 地球上의 거의 大部分의 生物은 02-tension의 生物로서 進化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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路를 밟기에 이르렀다. 즉 O2깨스를 체내에 흡수하여 鍵取된 영양소를 산화하므로서 좀 더 

效率的인 「에너지」 획득수단을 갖는 生物로서 適應、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有機物의 醒化에 서 副훌物로 배 출된 CO2깨 스가 大氣에 混入됨으로써 生物의 一部는 葉綠素

를 지니는 綠色單細뼈生物이 出現하므로써 生態系는 自營生物이 生物的 要素로서의 重要한 

구실을 하기에 이르렀다. 光合成機構의 生物學的 進化는 마침내 지구상에 더 많은 醒素의 

供給源이 되었다. 이것도 地球의 地化學的인 變化를 끊進시키는 同時에 점차로 높은 空氣層

에는 ozone層도 형성하였으며 지구상에 미치는 影響의 감소와 함께 水中生活을 하던 生物이 

陸上으로 출현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지구상의 醒素함량이 現在 20%라고 推算할 때， 이에 대해서 3%정도의 함량이 

대기에 들어 있을 때 單細뼈生物에서 多細臨動物의 출현이 있었으며 이 때가 地質時代로서 

는 맘부리얀 初期에 해당된다. 

그후 古生代 中期에 이르면서 오늘날의 大氣中에 包含된 醒素의 水準인 20%線을 維持하 

기에 이료렀다. 그 사이에 데보니안期 이후의 산소함량에는 氣候훨因의 變化와 더불어 增減

의 福이 量的으로 집할 때가 있었으며 生態系 構成에 있어서의 生物的 構없훨因에도 큰 變

化롤 미쳐왔던 것이다. 

이러한 顧素의 量的 變化는 언제나 植物의 光合成과 呼吸作用이 重훨한 原因이 되는 것 

처 럼 02/C02 比率의 變化를 意味하게 되 는데 오늘날과 같이 石油， 石벚과 같은 化石懶料를 

大量으로 消費하는 時代에는 02/C02의 比를 위태롭게 할 危險이 內包되어 있으며 기온의 

變化마저 초래할 것이라고 一部에서 주장되고 있다. 

1966年부터 Waggoner는 지구상의 溫度上昇을 경고하고 있으며， 氣溫의 l O C 上昇은 現在

의 植物群集에 큰 塵響을 미치게 되며， 결국에는 生態系에도 影響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 

장하고 있￡며 實際로 이것은 學者間에 받아들여지는 형펀에 있다. 이 경우에 溫度의 上昇

은 生態系의 變化에 있어서 選擇된 몇 종류만 살아 남게 되고 適應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問題는 결국 우리 人間이 또한 變化된 自然環境에 어떻게 適應하고 生存하게 될 것인가의 

重훨한 의미로 擺大될 것이다. 

4. 生態系의 適應

生物이 環境에 대하여 適應한다는 것을 이 紙面을 통하여 기초적 인 것을 다루는 것이 다 

소 格에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進化와 適應의 關係는 매우 興味있는 것의 하나이묘 

로 다음에 간단히 言及해 보기 로 한다. 

生態學에서는 일찌꺼 1910年代에 Schelford가 生物이 어떤 環境에서 견다어 낼 수 있다고 



214 環 境 論 業

하는 것은 그 生物이 가지고 있는 遺博形質에 基因되며 生物의 種類別로 제각기 忍耐의 福

이 다르다고 말한 바가 있었다. 이플 耐性의 法則(law of tolerance)으로 부르고 있으며 生

物이 주위 環境의 變化에 얼마만한 耐性을 갖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과 같은 自然의 破壞가 

극심해지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피부로 느껄 수 있을 정도로 심각성을 느끼게 한다. 

自然의 破壞가 심하여지면 질 수록 適應의 限界가 生物學的으로 크게 問題視되고 있다. 

動物을 비롯하여 우리 人間은 移動할 수 있는 能力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좁은 

範圍內에서는 局所的이나마 이동수단을 통하여 變化된 環境에 대처할 수도 있다. 例컨데 都

市A의 경우에 주말이 되면 山이나 바다와 같은 변모되지 않은 環境에로 가고 싶어 한다던 

가 綠地나 새소리를 즐기고 싶어하는 意餘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는 바로 環境에의 適應을 

시도하는뽑物행‘흰지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植物， 動物， 微生物 그리고 A間이라고 

하여도 適應의 限界가 엄연히 存표하는 것이며 이 한계를 넘을 경우에 生態系의 構造變化

는 필연적인 것이 되는 동시에 遺傳的￡로 形質의 變化를 가져올 수 있는 生物만이 生存하 

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Darwin의 適者生存의 理論이 되겠으나， 이 適者는 앞서 언급 

한대로 生態系의 進化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生物的 生態系의 構成훌因， 특히 A間을 主로 하여 考察한다면 역 시 入間은 200萬年前에 

지구상에 出現하였으며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高度의 適應力으로 다른 生物과도 잘 調知

를 이루면서 生存하여 왔으며 계속 번영하고 있다. 그러나 人間은 그의 智慧와 지능이 科學

技術의 발달로 구현이 되면서부터 오직 人間社會 위주의 幸福 추구에 몰두한 나머지 文明利

器의 發明과 發見에 만 主眼點을 두고 살아 왔으며 드다 어 지 난 20"'-'30年에 이르려서는 과거 

의 地球上에서는 전연 생각할 수도 볼 수도 없었던 類의 文明의 利器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200萬年 A類의 긴 역사가운에서 지난 20"'-'30年의 매우 짧은 기간이기는 하였으나 우리 A 

間의 智慧와 지능의 一方的 開發은 드닥 어 A類 200萬年 歷史를 둬흔들기 에 충분한 變童

期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의 주변은 수많은 種類의 能力을 달리하는 農藥을 비롯한 각종의 化學合成製品， 金屬

製品， 內燦機關에서 흘러 나오는 有毒뾰깨 스 I:場廢水等이 이 지 구상에 충만하게 되 었 다. 

뿐만아니라 人口의 폭발적인 增加로 自然의 破壞， 微生物， 펌梁， 소음， 據大되는 都市計畵u

等의 公害훌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일찌기 美國의 어느 生態學者는 I業의 據充은 그 반버 

례로 人間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公害만을 가져다 줄 뿐이라고 개탄한 바 있다. 

근간에 이르러 「에 너 지」위 기는 中東事態로 말미 암아 좀더 現實的으로 빨리 닥친 感이 있 

으나 그 실은 이 「에너지」위기에 대한 경고는 최근 수년내에 많은 科學者에 의하여 경고되 

어 온 터였다. 이에 대한 다결책A로 A間은 가공할 위력을 지난 原子力의 이용을 計畵u하여 

왔고 실제로 先進諸國에서 實用化 하여 온 터 였다. 그런데 問題는 이 原子力의 ~J用에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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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직하지 못하며 뜻하지 않은 副塵物이 둬따료게 된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지만 원자단寶 

驗에서 요는 요든 대기의 放射能땀梁， 原子力發電에서 흘러 나오는 熱땀梁等은 陸上生物，

水樓生物의 生態系에도 큰 變化를 초래하고 있음이 여러 科學的 報告에서 지적되고 있다. 

이 밖에도 우리의 주변에는 헤아럴 수 없이 다양한 公害훌因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時期에 처하여 先進의 여러 國家들은 앞을 다투어 學問的으로 이 公害問題

의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實情이며 우리나라는 지금에야 때 늦은 감이 있으나 이 대열 

에 參加해야 할 必훨性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상을 요약하건데， 生勳의 適應限界는 극한이 存깅E하는 것이며， 公害훨因(環境變化度)에 

따라서 限界範圍 밖에서는 無生物化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우리 A間의 努力은 바로 公

害要因의 제거 내지는 확산의 방지에 총랙을 기울 일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許容훌의 問題〉

人間을 비릇한 모든 生物的 構成公害들이 生態系에 있어서 여러가지 無生物的인 環境의 

構成훨因에 대하여 제각기 適應할 수 있는 限界量을 쉽게 말하여 限界許容量이라 표현할수 

있다. 

例블 들자떤 公害훨因中의 하나인 DDT라는 農藥의 경우에 있어서 動物의 種類別로， 또 

는 生育의 時期別로 그 生物이 견딜 수 있는 限界量이 결정되어 있다는 말이 된다. 이를흔 

히 致死量에 해당되는 훌 그 이전까지를 限界許容量이라고 할 수 있으며 生物學에서는흔히 

48時間內에 50%가 致死할 경 우에 LE50 (24) 등으로 표시 하기 도 하며 毒性物質의 量은 PPM 

(part per million)으로 日常用語化 하고 있다. 

生物學者들은 公害物質의 種類別로 또한 生物의 種類別로 毒性實驗을 繼續하고 있으나 아 

직도 모든 環樓훨因에 대한 限界許用量의 總對{直를 發表하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다. 

<표 2> 農藥의 魚類에 마치는 影響
’‘ _ •• “‘、 ‘ 

農 藥 名 쭉k 死 %훌 度 짧 水 中 灌 度

parathion 추L뿜u 10 '"'-'1 ppm 1. 6'"'-'0. 2ppm 

/1 fJ}齊q 100 '"'-'10 /1 0.7 /1 

endrine 좋L齊j O. 01'"'-'0. 001ppm 2 '"'-'0.6 /1 

dieldrine 좋L혐U 0.1 '"'-'0.01 " 1. 4'"'-'1 /1 

/1 i0J齊U 0.1 '"'-'0.01 " 2'"'-'1 /1 

DDT 뚱L뿜” 1 '"'-'0.1 /1 2.3'"'-'0.4 /1 

/1 i0J齊q 10 '"'-'1 " 2.4 /1 

BHC i0J齊” 1 "'0. 1 " 1. 2'"'-'0. 2 /1 

/1 뚱L齊j 10 '"'-'1 " 1. 4 /1 

위 표는 펀의상 1962年度에 發表된 農藥의 種類別 됐死量을 잉어에 실험한 것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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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物의 個體는 單獨으로 어 떤 훨因에 의 하여 作用하기 도 한다. 實際의 生態系에서 는 複合

的인 횟因이 f힘用하는 탓도 있기 는 하지 만 生物體의 代謝는 보다 複雜한 까닭에 作用樣式도 

또한 각기 다른 것이 特徵이다. 그러므로 生態學者에게는 모든 生物에 있어서의 限界許容量

을 把握하는 것이 急先務中의 하나이며 나아가서는 安全基準을 설정하므로서 우리의 環境을 

安定團에 두도록 해야할 임무가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農藥하나에 대해셔도 그 毒性의 원인이 되는 物質과 그 物質들에 反應을 일으키는 

生物體의 體內物質도 각기 다르기 째 문에 이 러 한 毒素의 연구자료는 어 다 까지 나 暫定的언 

법 주를 벗 어 나지 못하는 것이 다. 이 를테 면 1940年代에 發表된 DDT, 파라티온， Dieldrin , 

Endrin等의 農藥에 대한 致死量이 다르묘로 生物間에도 그 許容量을 달리하고 있다. 農藥가 

운데얘서도 가장 문제시 되던 것은 DDT와 Dieldrin이었던바 그간 국제적으로 그 毒性이 너 

무 크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게 되어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수년전부터 이의 사용을 금지한 

Fig. 1. 펄프폐 수속의 COD가 水훌生勳에 마 치 는 影響

EFFECTS OF COD IN PULP W ASTE W A TER 

COD 

fish 

1000ppm 

800 

100ppm lOppm 1ppm 

20 ? 

O.lppm 

m 

m 

-내
뼈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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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voidance physiologicaI 

shrimps 70 40 

TLm 

oyster 250 20 0.6 

oyster growth 

sea weed 

100 40 

sheIl growth 

50 10 

scenedesmus 

90 60--30 4 

porphyra color physiologicaI growth 

펄프꽁장의 廢水에 있어서의 化學的 嚴素 훨求量에 따른 몇가지 魚類 및 海顯에 대한 生理 및 
變化를 표시하였다. 

事·例가 있었던 바 다행한 조치로 생각되는 것이다. 農藥과 같은 毒性物質들은 生體內에 축 

적되어 분해되지 않든가 또는 축적된 그러한 類의 毒素들이 生體의 物質代謝， 또는 遺傳物

質인 DNA등에 影響을 미치게 되묘로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나타날 결과는 아무도 據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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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公書基準이라고 하여 各種公害훨素의 致死

量을 설정하기 이전에 우선 tolerance range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筆者가 알기에는 

몇가지 種類의 公害횟素에 대한 安全基準을 法律로써 정해진 것A로 알고 있다. 

5. 環境의 保줄과 管理

環境?닫梁이 란 낱말은 흔히 公害라고 하는 낯익 은 말로 3표현하기 도 한다. 엄 격 히 정 의 를 

한다면 環境펀梁(environmental pollution) 이란 쪼物學的 견지에서 考察하건대 人口의 增加

와 A間活動의 據大에서 초래된 自然의 變化인데 自然 그대로의 상태인 동시에 이상적인 生

態系의 構造와 機能에 있어 서 의 變化를 뭇한다. 

그러한 變化의 原因을 우리는 펀梁源(pol1utants) 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 펀梁源은 주로 

人間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냄으로써， 새로운 것을 만들어 사용하으로서 또는 쓸모없는 것 

으로 판단하여 1 버림으로서 휩梁源、으로 變線하여， 결과적으로 環境펀짧을 초래하는 것이다. 

最近에는 環境問題를 取폈함에 있어서 먼저 生物學的 理論이나 實驗을 重몇하게 생각하기 

도 하거 니 와 -‘種의 社會問題로서 공동의 관심사가 되 어 가고 있 다. 왜 냐하면 環境問題는 어 

느 特定한 國家社會만이 해 결해 야 할 問題이 기 보다는 國際間의 問題인 同時에 全人類의 공 

동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수년전 南美大陸의 「아마존」강 주연의 原始林을 

東에서 西쪽으로 高速道路블 개통하으로써 原始林野地의 개간을 目的으로 착수했을 당시에 

전세계의 生物學者 生態學者들의 반대의견에 봉착하였던 사실이 있었던바 그 까닭은環境의 

破壞에서 초래되는 A類의 위기를 예견하였기 때문이었다. 生態學者들의 주장에 의하면 地

球의 大氣中에 存在하는 醒素의 1/3이 *道附近의 밀림지대에서 供給되어 진다는 事實을 지 

적하고 흔탁하여진 大氣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 주는 密林地帶야말로 쓸모없는 地域이 아 

니라 人類의 生存에 必훨不可缺의 保護對象임을 주장한 것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을것이다. 

1960年代에 들어서면서 부터 우리 人間들은 環境의 管理問題를 접차로 거론하기 시작하였 

다. 대체로 生物學者들 가운데도 1960年代 이전부터 “開發”이란 명분으로 서둘러 온人隱的 

조치가 自然環境의 破壞를 수반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해 온 바 

있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이커 보건대 나라 政治의 기본으로 삼았던 治山， 治水에 역점 

을 두어야 한다는 先A들의 생각은 현명하기 이를데 없었다고 생각된다. 筆者의 調훌에 의 

하면 西歐에서 는 이 미 自然環境의 破壞가 가져 왔던 쓰라린 역 사를 실 감하고 環境의 保護 및 

管理에 있어서 그 나름대로의 努力을 경주해 온 사실을 찾을 수 있겠다. 

古代 「메 소포타미 아」 휘 랍等地에 서 는 훌륭한 森林이 있 었으나 農土의 據大策으로 森林생 

採를 한 결과 도다어는 一國의 황폐화를 초래한 사실은 너무도 잘 얄려진 것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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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自然環境의 保全 또는 管理의 問題는 어다까지나 A間의 生活과 密接한 關係가 

維持되 어 온 셈 이 다. 그런데 최근 30年間에 일어 난 새 로운 環境의 破壞樣相을 質的으로나 

量的으로 A間社會에 보다 直接的인 害를 가져다 준다는 돗에서 아마도 公害라고 彈調하는 

듯하다. 

그리하여 環境保全을 政策的으로 역설하기 시작한 것은 1966年 Kennedy 美大統領의 연두 

교서에서 비롯하였으며 최근에도 Nixon 美大統領의 特別敎書에도 언급되고 있다. 1969年 6 

月 23日字의 UN의 環境報告書에서도 「우탄트」 事務總長은 전세계적인 環境保護를 다음과 

같이 후소하고 있다. “人類의 環境은 매년 펌梁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狀態로서는 장차 

地球上의 모든 生命은 큰 危齊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이 環境속에서 人類가影響받 

고 있는 危習과 여러가지에 관한 問題點과 그 問題에 대처함에 있어서 必、要한 行動을 취하 

는데 tlt界의 이목을 集中하는 것이 急先務”암을 강조하였다. 

1970年代에 들어 선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기구에의 協助는 물론이거니와 자체내에서도 環

境의 다목적인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筆者는 알고 있다. 1972年에는 國立 서울大學校內에 

環境大學院의 발족을 보았으며 保健社會部에서도 公害審議委員會를 발족시키므로써 國民의 

保健管理의 일환으로서 이바지 하기에 이르렀으며 이 會議에는 비록 제한된인원 이기는 하지 

만 multi-disciplinary organization으로서 맡은 바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 한펀으로 우 

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1973年 5月煩 政府는 理I系分野와 生命科學分野의 전문가들로 구 

성된 한국원자력연구소로 하여금 공해방지대책 연구주관체로 지정을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4가지의 基本計劃을 樹立한 바 있었다. 그 첫째는 人間의 健康과 生命을 좀먹고 있는 現在

環境fIj梁을 最少化하고， 플째로 보다 좋은 環境을 保全하기 위하여 環境破壞의 實態를把握 

하고， 세째 環境을 올바르게 保全하기 위하여 기술적 기초를 공고히 하며， 네째로 A間과 

自然과의 순환관계를 정상적인， 동시에 實質的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그 骨字이다. 現時點

에서 우리나라의 전문가가 맡아서 해야 할 公害防止對策 맑究를 보다 效率的무로 逢行하기 

위하여 同機關은 다음과 같은 5개의 施行指針을 설정하였다. 

CîH앓境f닫짧에 의한 피해예방 

@ 公害行政內에 科學과 技術을 반영시킨다. 

@ 自然保護 및 環境破壞 防-止를 기 한다. 

@ 산업폐기물의 處理는 껏]論 이를 再生시켜서 資源、化플 기도한다. 

@ 해 당분야의 國際協力에 直接 參與한다. 

위와 같은 5個의 施行指針內에서 우리나라의 現흙에 비추어 시급을 요한다고 判斷되는環 

境保存의 課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細部的인 施行指針을 마련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전문가들로 構成된 機構에서 確定한 그 세부적인 施行指針을 一見하면 우리나라에 



生物學的 環혈 

당면한 環境管理의 윤곽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가. 理工系分野

@ 重化學工業團地等 國家的 大單位 計劃團地의 環境條件에 대 한 調훌와 分析 評價

@ 大氣、꿈梁 제어 및 그 防止對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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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臨海 I業團地 및 都市에서 방출되 리 라고 據想되 는 塵業펌梁物이 海洋寶源에 미 치는 

影響의 조사 및 對策樹立과 微海象調훌， 또한 熱펌梁對策 및 臨海I團 연해에서의 環境

工學的調훌 

Q 業種別 • 工業別 그:業廢水의 調훌 및 그 對策

@ 소음 • 진통 • 광전파 및 방사선으로 인한 公害防止 對策 , 

@ 公害防止事業， 기기장치 및 施設의 開發 陽究

@ 工業團地 地盤沈下에 관한 맑究 및 그에 대 한 對策

@ 五大江施域 水系에 대 한 水質保存 및 計劃

나. 生命科學分野

G) 塵業廢棄物이 生物環境에 미 치 는 影響 및 그에 대 한 對策

@ 業種別 땀梁源의 公定許容基準h直 再評價 및 對政府 권고(땀梁源別 毒뾰에 관한 핍究 

包含)

@ 生態學的 기초조사를 통한 環境破壞 防止對策과 都市化 및 工業化計劃 및 自然保存에 

서 積極參與.

@ 據Jl1J醫學分野에서 公害防止對策(食品公害 및 藥品에 관한 과제包含) 

다. 其 他

@ 關係技術情報(先進國의 立뚫資料包含)의 確保 및 行政支援

@ 콩정허용기준치 및 뼈Ij定 分析評價 方法의 標準化에 대한 공청회 開擺， 調整

@ 公害防止對策에 관한 장기의 基本計劃案 作成 및 소관 체제의 最適化案作成 提出

@國際協力

이상과 같은 環境의 保護， 管理 및 據防對策을 檢討하건대， 그러한 目的達成은 特定한몇 

사람 또는 단체 혹은 國家만이 逢行할 수 있는 性質의 것이 되지 못할 뿐 안니라했率的으 

로 기능을 逢行할 수 없음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外國의 環境寶理〉

美國을 비롯한 先進의 모든 國家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시기적으로 環境의 保護， 自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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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源、의 保護 및 管理에 대해서 먼저 눈뜨거 시 작하고 또 必훨性을 절감하게 된 사실은 自然

및 資源、의 破壞 고갈상태， 公害의 역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먼저 맛보게 된 까닭이라고하겠 

다. 

흔히 外國에 있어서도 環境保護論者들은 몇 해전 우리나라의 科學者에게 가해졌던 것처럼 

反社會的 A陽로 오인되기도 한 시기가 있었다. 그 까닭은 어떤 地域에 있던간에 “開發”이 

라는 形式의 推進勢力에게는 反社會的이기 때문이다. 環境의 保護 및 管理는 自然資源의 맹 

목적언 死藏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環境의 質的保護， 즉 美的， 情續的언 것 뿐만 아니라 

生훌의 構造와 기능에 있어서 質的인 管理블 뜻하며 또한 生態系의 물질순환에 있어서의 有

用動物， 植物， 微生物， 其他資源의 繼續的인 生훌과 소모의 평형 상태 를 維持시 키 는 目的과 

手段을 풋한다. 그러므로 無計劃的인 開짧로 因하여 生態系와 人間環境을 破壞하는 그 어떤 

勢力앞에서도 環境保護論者는 反對의 立場에 처하는 A物이 될 것이다. 

環境의 保護 빚 管理의 問題는 크게 두가지의 測面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첫째는 

生物寶源과 같은 再生塵 可能한 자원의 質的， 量的， 管理이며 또 하나는 石油， 石벚， 鐵과 

같은 再生盧이 不可能한 資源의 管理가 그것인데 다음과 같은 향목으로 고안해 보기로 하자. 

가. 鍵勳資源、

鍵物資源의 保護는 最近까지 벨록 신경을 써 요지 않은 感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地球上

에 醫富히 散存하여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A口의 폭발적인 增加는 鍵物

質의 수요를 기 하급수적으로 훨求하게 되 어 鍵物資源의 한계 를 들어 내 게 된 것인데 Cloud 
는 人口統計學的 直數 Q의 값을 다음과 같이 算出하고 있다. 즉， 

Q 總可用資源、
Á급좁훌긋資未훌홉 

로서 나타내고 있는데 A口의 폭발적 增加， 이록 인한 資本의 投資가 增加하면 할수록 Q의 

값은 적어질 것이다.Q의 값이 적어질수록 現代의 물질문명의 암담한 한계를 암시해 주는 

것이 될 것이 다. 한펀 自然界의 물질순환에 서 회 수되는 鍵物質의 數量은 人間의 增加되는 

資本投資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므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 하나는 鍵物資源、의 고갈상태이며 또 하나는 人間에 의하여 소모된 回收되지 뭇한廢鍵物 

質 즉， 鍵物펌梁의 축적이 그것이다. 

다음 그림은 Cloud가 據想한 鍵物資源의 고갈예 상을 나타낸 graph이 다.A의 曲線은 소위 

再生塵 불가능한 鍵物資源、을 나타낸 것인데 現在의 무제한 채굴， 소비량으로 인하여 서기 

20001건경에는 바닥이 틀어날 것을 말해준다.B의 曲線은 鍵物資源、이 廢品의 利用 또는 回收

方法에 따라서 다소 오래 도록 남게 된 것을 뜻하며 C의 완만한 다힘線은 自然系의 물질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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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대되는 回收率과 嚴洛한 채굴통제， 대치사용수단의 강구로서 오랜 세월동안 鍵物資

源의 確保를 기할 수 있는 동시에 함중梁源의 量的 조절을 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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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鍵緣資源의 消費型과 뼈制를 위 한 代替曲線

A: 현재의 소비추세로서는 서기 2000年 以後에 고갈된다. 

B: 部分的인 再回收와 消費빼制로 연 장가능성 을 시 사한다. 

C: 썼率的 再며收의 강구로서 더 연장시킬 수 있다. 

나. 農塵資源

農塵資源에 대해서도 人口의 增加는 으뜸가는 危齊훨因이다. 人口의 增加는 食樓， 衣類，

燦料등의 버 례 적 인 需훨를 요하게 된다. 食揮의 경우 2倍의 食樓增盧에 는 1이音에 달하는 인 

공비료와 살충제 및 人力을 요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環境펌梁의 정도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또한 生態系의 不행衝을 초래할 것은 분명한 것이다. 한펀 農業의 기계화는 人力과 

가축류를 동원하는 것보다 약 4倍의 食樓增塵을 기대할 수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도 問題는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農業의 機械化 塵業을 흔히 agroindustry라고 하는데 agroindustry에 

는 A力과 가축류에 의 한 영농방법 보다 약 100倍의 「에 너 지」가 必要하게 되 어 大氣펌梁 및 

水質휩梁의 주원인이 되 고 있어 서 生態學者플은 印度의 경 우 agroindustry의 公害 펴 해 를 

경고하고 있다. 印度야말로 數憶의 人口를 가지고 食樓難에 허덕이는 國家로서는 農業의 機

械化를 이룩하묘로서 食樓增塵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그 副次的 現象을 고려하 

지 않으면 안될 처지임을 또한 경고하는 것이다. 農業의 기계화는 소위 A口뿜梁(population 

poIIution)의 가장 큰 原因a로 지적되고 있다. 즉 농업의 機械化는 大團地農業形式이므로 

소영농자들은 결국 일자리 없는 大都市로 쏠리게 하여 人口의 都市集中을 초래하며 또 더욱 

반캅지 않은 쏠富의 差를 가져오므로서 社會的 파탄까지도 초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農業을 重훨視 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農業施策에도 여러모로 고려해야 할 事項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林業資源、의 경우에 있어서도 우려되는 事態는 同一하다. 人口의 增加는 鐵維， 紙類， 建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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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材의 要求가 增옳를 가져오며 이로인하여 代木이 가해지묘로써 自然의 破樓는 急速度로 

進行되 고 있다. 地域的으로 λ、工造林이 성공하고 있기는 하지 만 이 러 한 林塵業은 흔히 單一

樹種을 비료를 이용하여 育成하므로써 森林의 生態系는 回復이 不可能한 狀態로 變鏡하고 

있다. 폈林生態系는 單一樹種으로 構成된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樹種과 草木等의 植物로서 

構成되므로 해서 生態系의 機能을 逢行하는 것이 기 때문에 여 러 가지 야생 등물의 보호라든지 

土壞成分의 이상적 지속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묘로 外國의 경우， 근래에 와서 A工造林

에 있어서 소위 多目的 森林의 조성에 관심을 돌리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데에 根據를두고 

있다. 

다. 野生生物의 保護 및 管理

野生生物의 법주는 경작을 하지 않는 植物， 사육하지 않는 動物을 뜻하는데 과거에는 주 

로 植物資源에 국한하여 생각해 왔다. 그리하여 淡水魚類와 같은 것은 관심의 대상밖으로 

취급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19701관대에 들어서면서 公害現象에서 自然景觀을 보후한다는 확 

대된 개념이 확립되면서 野生의 動物， 植物의 보호에 눈도기 시작하였다. 

美國의 경우에는 生態系에 있어서 벅이연쇄의 입장에서 보면 生命體 어느 하나라도 중요 

한 의 미 를 가지 게 되 묘로 소위 wild-life technician을 多數 육성 하여 野生生物 保護에 노력 하 

고 있다. 먹이연쇄에 있어서 어떤 單一種의 生物의 멸종은 다른 生物의 무한한 번직 또는 

멸종을 연쇄적으로 초래하묘록 生態系의 기초연구를 국가적으로 실시함은 물혼이거니와 그 

보호방안으로서 野生生物의 사료의 공급， 야생동물의 서식처 제공， 수렵행위의 통제를실시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인구밀도의 증가는 住居地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므로 人間에 의 

한 수렵， 오락행위는 자연경관의 브호라는 노랙에 부단한 시련을 주는 실정을 부인할 수 없 

다. 

라. 水樓環境의 보후 및 관리 

이미 언급해온 바이지만 A間은 生態系에 있어서 최종 포식자이다. 水樓生態系는 먹이연 

쇄로서 대체로 4만계로 구성된다. 즉 植物性「프랑크톤」→動物性「프랑크돈」→1차소비자(작은 

물고기) →2차소비자(큰 물고기， 혹은 人間)으로 구성되는데， 해수에서는 식량자원의 획득으 

로 淡水系에서는 주로 人間의 오락행위로서 1차소비자 또는 2차소비자의 남획을 보게 되어 

결국은 水樓生態系를 單純化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결극 水)懷生態系의 불균형을 초 

래하고 이러한 상태는 廢水의 流入￡로 더옥 加速化 됨으로써 水資源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 

다. 美國의 例를 들어 보연 1952년도에 淡水環境보호에 있 어 서 약 8백 만「달라」를 투입 하였으 

며 

인 

1970年代에는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다. 立法的인 행정조치는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법적 

조치 는 水樓植物에 로 流入되 는 廢水의 헬륨化에 도 압력 을 가하묘로써 수서환경보호의 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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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고 있음을 보고， 또한 물고기와 새(鳥)무리가 멸종되어 화제를 모았던 英國의 「댐즈」강 

은 이러한 人間의 다각적인 노력이 결싣을 하므로써 옛날과 같은 淡水魚類 및 물새의 무리 

가 다시 살게되는 環境회복의 치적을 닿고 있다. 

마. 山野地의 보호 및 관리 

주로 草原의 biomass의 보호와 관리가 대상이 되고 있다. 초원의 biomass는 목초지의 근 

본인바， 이 목초지의 環境保護에는 첫째로 基魔生옳뺑을 확보하는 문제， 툴채로 커후 빚 節

氣의 변동에 관계없는 單位生塵量의 확보가 주목적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목적달성에는 灌

澈水의 확보가 수반되 어 水質의 관리 도 문제 가 된 다. 또한 食肉生塵과 基魔生옳과의 balance 

도 고려해야 하며 가축에 의한 grazing후에도 biomass의 생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점， 草地生態系에서의 選移(succession)현상등의 기초연구가 선진제국가에는 완료되어 

應用단계에 있다. 

바. 펀梁源、 억제플 위한 投資

전세계적으로 보아 꿈梁源、의 源象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세계인구의 70 

%에 해당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서는 人口集團과 동물체로부터 유래한 각종의 질명의 파 

급현상， 즉 有機物휩梁현상과 또 하냐는 나머 지 30%의 인구에 해 당하는 선진국의 agroin

dustrial chemical의 펌梁현상이 다地球環境에 있어서 大氣 및 水質펌榮의 대부분은 선진국 

에서 유래한 化學物質에 의한 것으로 안정되고 있a며， 실제로 化學物質에 의한휩짧현상은 

有機物펀梁보다도 더욱 치명적인 동시에 무서운 결과를 예견케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류생 

존의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公害로부터 人間을 구제하기 위한 A間 스스로의 비상한노력 

은 각종 오염원을 제거， 또는 조절하기 위한 투자율의 증가에서 엇볼 수가 있다. 현재까지 

集計된 투자액 은 人間이 자신의 필요에 의 하여 각종 物資의 生塵을 위 한 투자액을 둬 쫓고 

있는 실청이며 그 액수는 A類社會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닫고 있는 형펀이다. 

f닫梁源의 조절 및 억제를 위한 투자액은 다음의 3가지 測面에서 계산되었다. 

CD 廢品處理에 소요된 資源、의 손싣 

@i닫梁의 減4、 및 調節을 위한 비용 

@Á類의 건강에 소요된 비용 

다음 표는 미국「텔라워어」강 연변에서 ’닫梁源、의 조정에 투입된 投資액을 나다낸 것인데 

廢水훔化 및 固形廢品의 처리비용이 으뜸을 차지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펌梁源의 처리에 드는 비용은 A口， 교통수단， 動力源의 개발， 산업시설의 층가로 

인하여 급격허 증가할 것무록 예견되어지며 서기 2000년에 익루려서는 廢水와 ξ레기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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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펀혔의 代價

A : 1960년대흘 기준하여 매년 환경에 B: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염병은 

대 한 對策費는 急增하고 있다(1970 감소되 는 반면 환경 오염 과 관계 된다고 

년 Delawere River Basin의 경우) 생각되는 질병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 

전한 처리에 드는 비용이 자그마치 20偉萬「달라」에 이료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위의 그림 

은 1900년부터 조사된 人類의 사망율 변화이 다. 19001건대의 주 사망원인이 결핵， 장질부사 

「다표테리아」에 의한 것이었다가 1960年代에 이르러서는 급격히 감소한 대신에 19601건대부 

터는 人間의 사망이 惡性睡場과 뼈題에 의한 사망율 증가를 보여주는 사실은 過去에는 有機

物뿜앓이 人類를 괴롭혀 오다가 현재를 포함하여 앞으로는 文明이 고도로 發達하면 할수록 

化學物質에 의한 펀梁現象이 인류의 生命을 단축하게 할 것임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다.1\ 

間이 양심과 올바른 知性이 존재하는 한 그러한 最惡의 상태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여간 이러한 오늘날의 公害추세는 人類에게 남겨진 최대 최후의 과제임에는 플림이 없을 

것이다. 

6. 生態學的 最適A口論

지금까지 고찰해 온 各種띈梁， 즉 公害現象의 근원은 한마다로 요약한다면 바로 인구의 

증가에 귀결한다. 현재의 세계인구는 약 35않요로 추산하고 있으며 인구의 증가비율은 1. 8 

%로서 매 38년마다 2倍로 늘어 날 것이 예견된다. 즉 서기 20001건경에는 약 70慮의 인구가 

좁은 地球上에서 발버풍치게 될 것임이 틀림없으며 이러한 상태가 서기 3000년까지 지속된 

다면 약 1023에 달하는 마치 Avogadro함수에 해 당하는 가히 暴藥과 같은 素因을 지 니 고 있 

는 것이 인구이다.1\口增加에 따른 식량문제는 접어 두고라도 그에 못지않은 중대한 문제 

인 λ間의 生活關(biosphere)에서 말생하는 公害現象에서 생존할 수 있는 안전한 상태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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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는 어느정도가 얄맞는 線일가 하는 문제는 비만 人口論者에게만 궁금한 것은 아니다. 

人間生態學的 견지에서 λ、間의 生活園에서 發生하는 펀梁源、과 이 오염원이 안전한 自然狀態

에의 수준으로 붕괴되는 시간이 同一한 경우 이를 평형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最適人口數라 

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地球上의 안전한 인구수를 算出하기 위한 계산은 이밖에도식량의 

生塵量， 鍵物홉源量에 따라서 구하기 도 하지 만 <H.R. Hulet: 1971>이 방면의 여 러 학자 

들 가운데서 Biosphere에 發表된 G.R. Ultsch (l973)의 흥미있는 計算을 公害의 입장에서 본 

것이거에 그의 견해플 소개하고저 한다. 

入間은 농산물과 기타의 고형재료의 소모품을 요구하는 생활을 영위하는 까닭에 이로 인 

하여 펀梁量이 결정된다. 

Fig.4. 生~용월에 있어서 생산과 분해의 경로 

人間에게 요구되는 소모품제조에서 발표되는 펀梁源은 A間에게 역작용을 마치게 되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오염원을 發生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人間의 生活짧에서 진 

행되는 펀梁源의 自然的 분해에는 비록 분해속도는 느리지만 또 다른 副次的 펌梁源은 발생 

하지 않고 단순한 물로 화하게 함으로써 生活園에서의 물질순환경로를 밟게된다. 이 생활권 

내에서의 自然的 分解가 A間에게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묘로 이제 各種 휩梁源과 분해와의 

관계를 수직화 해 볼 수가 있다. 즉 평형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요염원의 발생 - 요염원의 분해 
-그r--칸그j--칸-

@의 식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확대할 수가 있다. 

/ \ / 오염원의 발생 \ 
@ \패판지칸) \ 단위소모량 ) (인f수)= 

A B C 

\ / 인간에 의한 오염원의 분해 • l / 생태계에서의 오염원의 분해 \ 
\ 시 간 /“ 시 간 / 

D E 

@의 式에서 A項은 人間에게 요구되는 소모품과 제 조시 간을 나타내 는데 A類의 



226 環 境 論 홉훌 

理想的 時代， 즉 빈부의 차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인류의 욕망은 道德的으로도 규제될 것 

이묘로 어느정도 안정된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물론 이젓은 낙천적 견해이기는 하지만 

B項의 요인은 큰 값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 공산이 크다. 人間自身이 公홈의 위험을 

느끼게 되기도 할 터이지만 예를 들어 排氣깨스가 딸생하지 않는 차량을 제조한다던가 하 

는 기술적 발달이 오염원을 어느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B항의 값은直數의 성질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흡연과 같은 행위를 고려하면 B항의 값은 향상 zero이상 

을 상회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펀梁源의 조철수단은 결국에는 인구수의 조절 

에 의존하게 된다. 

-@ 오염원의 발생 
시 간 

=(A) (B) (인구수)=k (인구수) 

로 표시할 수 있다. 이제 휩梁源의 分解項을 고찰한다면， 人間은 生態系에서의 분해를기대 

하기에는 너무 느런 까닭에 장차는 人間의 인위적 기술수단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自然의 分

解能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위적 수단에 의한 펀梁源의 분해시간도 어떤 한청 

된 시간에 도달하게 펼 것이므로 역시 B항의 경우와 같은 桓數 k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다음과 갈아 변형시킬 수 있다. 

~염원의 분해 
^l 극}un = (D) x (E) =k1 

그러면 @의 식은 

@ k(언구수)=kj， 흑은 

@ 인구수=훤=K로 나타낼 수 있다 위와 같은 수식의 정리에셔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로， 비록 사회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너무 낙관적인 엽장에서 산출해 낸 것이라고는 

하지만 A口數를 위와 같은 펀梁방정식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는 결흔이다. 人類는 생존하 

는 까닭에 가장 바람직한 수준의 낮은 펀梁源을 바라는 것이 고작일 것이며 결과적으로 人

口集團의 규모와 그의 기능에 人類의 생존이 달려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K의 값은 언간에 의한 오염원의 발생과 분해시간이 평형을 가지게 되는 最適A

口數를 나타내는데 소비의 증가， 기술적 불안전성， 生活團의 파괴가 극심한 지역일수록 A 

口集團의 규요는 적어야 함을 강조한다고 하겠다. 그러면 最適A口數 K의 값은 얼마인가? 

그것은 아직은 계산할 수 없다고 UI엽에는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A間의 소비요구량과 

A間의 기술적 발달이 어느정도에 이르게 될 것인가를 아직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K의 

값이 암시하는 바의 의미는 바로 人口增加의 억제에 모든 관잔이 달려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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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맺 는 말 

지금까지 고찰해 온 각종의 公害現象을 生物學的環境， 즉 人間을 포함한 生態系의 업창에 

서 다루어 보았다. 人間뿐만아니라 모든 生物은 본래 펀物은 自然界에서 축적됨이 없이 生

態系의 기능에 의하여 처리되어 자연계의 물질순환을 밟게되어 生塵느二그消費의 평형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다. 

그런데 유독 人間의 손에 의하여 제조된 각종의 불칠이 뿜梁源、으로서 地球上에 축적되어 

人間의 生存에까지 영향을 주는 feed back inhibition을 하게된 主原因은 아무래도 A口의 증 

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언구의 一方的 증가는 곧 生態系의 파괴요 公害현상인 것이다. 

筆者는 生物學者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社會， 국가가 현재 당변하고 있고 장차는 그 程

度가 甚化될 公害로부터 우리를 구제하는 길은 오직 人文 • 社會科學에 종사하는 모든 전문 

가 뿐만 아니 라 政治， 敎育， 經濟等의 모든 분야의 종사자들이 참여 하는 multi-disciplinary 

organization이 구성되 고 효율적 으로 公害에 대 처 해 나가는데 있 다고 생 각한다. 공해 문제 에 

관한한 그 類型이 다양한 까닭에 orthodox전문가의 주장이 있을 수 없으며 , 또한 어 떤 형 

태의 開發이던간에 근시안적인 일방적 행동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펀梁源의 발생은 

organization에서 유래한 까닭에 협동적인 organization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公害에 대처하는 人間 개개언은 그 자신이 自然環境의 구성원임을 먼저 언식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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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討 論>

?司會:지금까지 洪淳佑 敎授께서 發表하신 主題論文의 內容을 다시 간추려 보자면 生物

學的 環境에 대 한 ecosystem과 基本擺念의 定義뿐만 아니 라 廣範圍한 issue와 解決의 실마리 

를 提起했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 그러면 嚴圭白 先生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圭白 : 生態學을 I夫하는 사람이 主된 것으로 생 각해 야 되 는 것은 A類가 緊榮할 수 있 

고 가장 安樂한 幸福을 營寫해야 할 環境을 保全하느냐 하는 問題로 歸홉된다고 할 수 있겠 

읍니다. 塵業化에 따른 自然環境으로 부터 어떻게 保全하느냐 하는 問題가 主가 된 것입니 

다. 洪淳佑 敎授는 生態、系의 觀念을 自然에 있어서 構造的， 機能的 基本單位라 얘기했읍니 

다. 그러나 다시한번 環境펌梁의 生態學的 意味 및 定義를 생각해볼 必훨가 있다고봅니다. 

環境펌梁은 生態系內에서 의 物質個環 「싸이클」의 變化라 定義할 수 있읍니 다. 이 는 物質個環

經路의 異變이 생기거나， 宿環에 가외적인 變化가 環境펌梁의 生態學的 擺念。1 라 볼 수 있 

읍녀 다. 이 갈 좀더 크게 본다면 自然의 變짧라 볼 수 있는데 Å家活動에 의 한 自然生態系의 

變鏡는 두 가지로 區分될 수 있으며 그 하나는 A類活動이 활발치 않먼 過去의 自然變鏡의 

靜的인 變鏡이 고 또 하나는 動的인 變鏡라 훌約할 수 있읍니 다. 自然의 靜的인 變鏡는 λ、口

增加i 塵業活動， 都市化碩向， Å類活動으로 地球의 表面은 많이 變化되 어 왔읍니 다. 例를 

즐면 道路， 댐， 高層建物 等으로 因한 都市의 巨大化도 自然의 靜的언 變鏡라 볼 수 있으며 

또하나는 質的인 變化로서 새로운 原子化合物의 變鏡， 大累團， 水圍， 土地自體의 變動도 

地球表面의 質的인 變動업 니 다. 以上이 A類生態系에 어 떠 한 變化가 일어 냈느냐 ? 靜的언 

變鏡가 A類의 動的인 變銀에 의해 結果的으로 일어났다고 解釋한다면 動的인 變化는 A짧 

的인 測面에서 세가지로 分類할 수 있읍니다. 첫째는 「에너지」 供給에 의한 行動으로서 化

石燦料의 作用에 의한 變化， 郞 水力發電所의 建設， 原子購의 開發 等이 그것이고， 둘째는 

物質生塵에 關한 行動으로 地球의 動的變化가 얼어났읍니다.Å類生活에 必훨한 物質生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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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供給， NP, 食樓， 食料品， 醫續品等。1 앞서 말한 自然의 變化블 招來 하였읍니다. 셋째는 

交通手段에 의해 「에너지」와 物質의 宿環移動을 가져왔는데 이로써 自然生態系의 物質宿環

을 擺亂시켰다고 할 수 있읍니다.Á類活動에 의한 結果가 새로운 環境을 造成했고 그것이 

곧 A間生活에 複雜한 影響을 주었읍니다. 따라서 環境펌梁問題를 철저히 다루어야 하며 

環境問題는 A間의 存續과 緊榮을 위해 다루어야 하고 同時에 반드시 解決해야 할 것은 洪

敎授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첫째로 A口의 最適規模와 物質 및 「에너지」의 生塵과 關聯하여 

A 口;規樓를 取鼓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生錫學的測面뿐만 아니라 여려가치 {에I面에서 다루 

어져야 합니다. 두벤째는 生活環境의 物理的 化學的變化가 A類生活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를 생각하고 解決할 것이냐가 考慮되어야 합니다. 生活環境·은 우리가 좋든 싫든간에 지금까 

지 變銀해 왔읍니다. 그 變線가 특히 A體에 영향을주느냐는 반도시 알아야 하고， 醫學者，

衛生學者에 의한 解決이 要좋됩니다. 세번째는 自然環境의 變銀가 뭘體에 여러가지의 有害

作用이 鍵想되는데 이것이 當代에만 끝나면 우씬 多幸이지만， 특히 洪 敎授께서도 言及했 

듯이 遺傳因子에 미치는 영향은 신중히 다루어야 할 것업니다. 遺傳因子의 나쁜 영향이 A 

類에 의해 造成되었다면 子孫까지 그 病病을 遺傳시켜서는 안되겠읍니다. 結論的으로 環境

問題는 A類의 生活을 보다 安樂하게 緊榮을 前提로 한 環境의 保全， 管理， f@양의 解決

을 주로 해야 할 것입니다. 

司賣 : 감사합니 다. 會議가 鍵定時間보다 지 난 것같지 만 두 討論者께서 comment를 5분씩 

程度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우선 盧iE植 先生께서 부터 말씀해 주십시요. 

盧겼E植:洪博士께서 生態學的環境에 대하여 말씀드렸고總長념과院長넘도 말씀하셨듯 

이 環境問題는 環境펌梁이 되기 전에 事前에 準備해야 되는 것이 重훨하다고 봅니다. 따라 

서 生物環境의 保全은 더욱 重훨합니다. 生態學的언 環境꿈梁에서 根本的으로 생각해야 할 

問題는 鍵防的 提置입 니 다. 生物環境의 保全이 그런 意味에서 重흥흥하며 問題를 다루기 以前

에 생 각해 야 할 點은 첫째 로 生態系의 background survey가 必훨하다고 봅니 다. 先進國의 

環境펌梁에 依한 苦腦와 開發途上國의 環境펌梁은 根本的으로 樣相이 다릅니 다. 先進國은 

이미 버려진 狀態에서의 問題이지만 開發途上國은 미리 막아야 된다는 問題입니다. 우리나 

라에서도 最近 몇년 동안 環境뿜梁에 대해 크게 理解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生態系에서의 環境펀梁問題흘 치유하려면 莫大한 基鍵調훌가 必훌하며 莫大한 資金과 各界

各層의 參與가 必훨합니 다. 各界 各層이 라 함은 科學技術者와 社會科學者가 共同參與해 야 

함을 뜻하며 科學的 技術的 {예j面의 specialist들이 綠合計劃을 擔當해 야 할 것 입 니 다. 이 런意 

’ 味에서 生態學者의 參與가 더욱 重흉흉하다고 봅니 다. 

司會:그럼 마지막으로 權關杓 先生넘께서 한 말씀해 주심시요. 

權輔杓 ; 간단히 다른 角度에서 言及할 必훨가 %을것 같습니 다. 生態系의 構成횟素， 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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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펀梁等 緣合的인 接近은 좋은 碩向엽니다. 全世界的으로볼배에도過去에 볼 수 없떤 많 

은 찾病이 發生되 고 있읍니 다. 뿜梁되 지 않기 위 한 對策의 模索은 當然하다고 봅니 다. 더 

구나 生態學的 破壞現象은 國境이 없다고 봅니다. 公害에 의한 횟病이 많이 發生되고 있으 

며 우리 나라도 外國에 못지 않게 펀梁과 公害病이 發生하고 있읍니 다. 環境問題를 다룰 수 

있는 問題는 生態學이 發展하면서 점차로 生態學的 方法에 의한 解決方法은 理論的으로는 

可能하나， 매우 어려운 問題입니다.Á間進化의 歷史를 더 生顯學的으로 맑究해야 합니다. 

또 하나 指續해 야 할 것은 生物學的 環境보다 더 重훨한 것은 社會生態學的 環境이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事實업니다. 生態學的 環境問題도 社會學的 環境問題까지 廣範圍한接 

近이 必훨하다고 봅니 다. 

司賣: 감사합니다. 셰분 先生념께서 環境問題에 대해 再確認했다고 보겠읍니다. 時間上午

後 蘇合討論時間에 더 많은 討論을 해 주시 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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