떤 것들은 보다 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생태학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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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생태학자가

현상의 횡포 라고 표현한 것을 극복하여야만 하는

데, 단순히 과거 사건에 관한 지식이 흥미로워서가 아니라, 과거에 관
한 무지는 논의 자체를, 최선의 경우라야 불필요한 중복 내지는 과잉
되게 만들 따름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혼란만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서 현대 생태학에 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자하는
생태학이라는 학문의 기원과 발전 과정 그리고 현안 문제들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과 설명을 기술하려는 시도는, 뒤에 언급될 제약들을 감

희망이 참고 자료 선택에 영향을 끼친 것 같고, 이 점은 역사학자들
의 시각에서는 이 책의 단점으로 비춰질 수 있다.

안할 때, 무모하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생태학은 고대 (그리

지면과 활용할 수 있는 문헌이나 참고 자료 그리고 저자가 처한 조

스 ·로마 시대) 에서 시작된 박물학을 기초로 정립되었으나 19세기 말

건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이 책에서 다루는 생태학적 해설은 상당 부

엽의 생물학과 박물학 조사론 그리고 보존과 관련된 과학의 한 분야

분이 소위 영미 생태학 중심이다. 한편 유럽 대륙의 참고 문헌 및 파

로 발전하였다. 생태학은 때로는 왜곡되어 소개되기도 했지만, 1960년

급 효과와 유사한 점들에 대하여는, 특별히 영미 생태학자들에 의해서

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생태학

인용된 부분들은 되도록 언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생태학 전체를 개

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대상들의 상당한 다양성과 복잡성에 기인한 특

관하려는 시도는 지나친 자만이 될 것이다. 바랄 수 있는 최대의 성

성에 걸맞게 생태학도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생겨났고 계속되기 때

과는 이 책이 생태학의 일반적인 설명과 출처 제공 지침서의 하나의

문에 다형성 학문이라고 불려져 왔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생태학은

효시로 평가되는 것이다. 지리적인 경계가 분명히 한정되는 범위 내에

과학 역사학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생태학의 상세한 역사적 연구

서도 어떤 확정적인 결론을 제시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나 생태학자들에 관한 전기적 기록 또한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이 책

냐하면 생태학은 오히려 식물, 동물, 담수, 그리고 해양 생태학의 서로

이 생태학에 관한 조심스런 역사적 분석과 더불어서 생태학과 생물학

구분된 전통으로부터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이 책의 편성은 어느 정

과의 관계 및 환경 의식과의 연관성에 관한 오늘날의 자료들에 많이

도 비교 중심적이다. 어느 정도는 독립된 이들 개별 분야들의 발전

의존하고 있지만, 그러한 주제들에 대한 지적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

과정을 따르고, 또한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분야의 대등한 점과 이

하여 집필된 것은 아니다. 이 책은 생태학의 배경에 관한 하나의 이

론적 합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 책의 목표는 몇 가지

론적 설명을 제공하려는 시도이며, 과학으로 자리잡은 생태학이 처한

본질적으로 다른 관련 생태학의 근원들에서 발전되었거나 혹은 공통

현안 문제들과 그 이론과의 관련성을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이 책에

적으로 적용된 방법론적, 개념적, 그리고 이론적 특성들을 파악하는

깔려있는 가정은, 만약 생태학자들, 특히 소장파 생태학자들이 그들과

데에 있으며, 반면에 방대한 양의 경험적인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는

그들의 선배 학자들 이전에 있었던 일들과 그들의 근시안적인 관심

하지 않는다.

이외의 것, 즉 생태학의 배경에 대하여 좀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된다

이 책의 몇몇 장들은, 정확한 연대가 순차적으로 일관되게 이어지고

면, 오늘날 생태학에서 표출되고 있는 학문적 어려움과 논쟁 중의 어

있지는 않지만, 개략적인 연대기로 구성되어 있다. 서로 다른 생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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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서로 다른 시대들을 연결시키려는 의도에서, 때로는 참고 자료를

시켜 포용할 용기를 갖는 어떤 출발점을 찾는다면 그것은 기대치 않

사건이나 논평의 전에 또는 후에 언급하기도 하였다. 1장은 생태학이

았던 부가적인 성과가 될 것이다.

과학의 한 분야로 인식되기 전까지의 생태학의 근원들에 관하여 명시
된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검토한다. 2장은 1890년부터 공식적인 생태학

노트르담, 인디애나

회의 창립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1915년까지의 생태학의 출현 과정을

Not r e Dame , I ndi ana

고찰한다. 3장과 4장, 그리고 5장은 중요 논점이 된 사항들의 효시인

로버트 P. 맥킨토쉬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집어보면서 1950년대의 논의까지를 망라

Rober t P. McI nt osh

한다. 6장과 7장은 1920년대와 1930년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생태
학의 보다 최근의 발전 과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8장은 1900년
대 초반의 생태학과 보존 운동과의 관계 및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생태학과 환경 운동과의 관계를 연계시키고 있다. 각 장들의 주제가
서로 공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부분적 중복은 불가
피하다.
이 책의 성격상 언급되는 자료들은 전적으로 출판 도서나 간행물에
한정시켰다. 생태학의 경험적 내용보다는 과학의 한 분야로서 생태학
에 관한 논평과 관점 및 그와 관련된 방법론적이며 인식론적인 문제
들을, 그것들이 생태학자들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다른 관련 분야의
학자들이 제공한 것을 막론하고, 가능한 한 많이 인용하고 언급하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과학적 담론을 활기 띠게 만들거나 또는 천박하게
만들기도 하는 과장된 자전적인 자료나 흥미를 끄는 개인적이고 일화
적인 자료를 이 책에서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자는 생태학자들
이 이 책이나 여기서 언급되는 문헌으로부터 생태학의 근원과 본질,
생물학과 환경적 관심과의 관계를 습득하고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에
유용한 자료를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하기를 희망한다. 만약 이 책을
통하여 생태학자들이 선배 학자들이나 서로 다른 생태학의 분야들을
연구하는 같은 시대 학자들과의 교감을 확인하게 된다면 더 이상의
결과를 바랄 수는 없을 것 같다. 더욱이, 만약 역사학자들이나 사회학
자들, 그리고 과학철학자들이 그들 고유의 탐구 영역에 생태학을 포함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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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급속도로 전파되었고 인간 및 다른 생명체와 환경과의 관

생태학의 내력

계를 규명하기 위한 적합한 지침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
다. 저명한 현장 실천가이며 평론가였던 폴 시어즈(Sear s 1964)
가 생태학을 < 변혁적 주제> 라고 표현하였던 그 당시, 고위 정
치권에서조차 생태학이 유행어로 통용되었던 것은 경이로운 일
이다. 시어즈는 생태학 연구에서 얻어진 자연관은 서구 사회에
서 널리 용인되었던 문화적 경제적 전제 조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전제 조건들 중에서 중요한 사
항은, 인류 문명 특히 진보된 기술 문명이 자연의 허용 한계나
혹은 자연의 < 법칙> 을 초과하거나 벗어나는 것이었다(Dunl ap
1980b) .

생태학자들은 생태학적 과학이 인류 사회에 관한 통찰력을 제공
하는 면에서 중요하다고 오랫동안

역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수십 년 동안 발전시켜온 생태학적 이론과 증명 기
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학문 분야의 명칭을 결정하는 것에서부
초창기의 생태학은 과학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단지 자연

터 환경 관심사의 전반에 걸친 양상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에 대

현상에 대한 관점을 다루는 분야로 낮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었

처하기 위한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생태학은 예나 지금이

다. 자연에서 접하는 가장 복잡한 현상들에 대한 개념적, 방법론

나 고대 물리학을 모델로 하여 정립된 과학의 전형적인 틀에 쉽

적, 그리고 이론적 골격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약 100년 동안 있

사리 맞지 않는 과학의 한 분야이며, 생태학은 미학, 도덕관, 윤

은 다음, 생태학은 비교적 소수의 순수 생물학자 및 응용 생물

리관, 혹은 경제학 등과 같은 인간의 정서적 감수성의 민감한

학자, 방목지 관리자, 임업인, 그리고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자

부분과 대단히 밀접한 현상을 다룬다. 생태학은 비평가들에 의

들에게 친숙하게 되었다. 이들은 개념, 조사 방법론, 직업적 연

해서 겪는 어려움보다, 생태학의 학문적 역량을 잘못 해석하거

합, 간행물, 재정 지원, 그리고 개체군 popul at i on과 군집

나 과도하게 확대하는 찬양자들 및 생태학과 친숙한 사람들에

communi t y으로서의 생물 단위와 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관심사

의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최선의 경우 여러 방면에 걸

들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를 공유하였는데, 이 네트워크의 내용

쳐서 연구하는 과학인 생태학의 개념과 방법론은 어떤 부류의

은 모두 합치되는 않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다. 1960년대 <

가치관으로 채택된 환경에 관한 대부분의 생각이나 이상향에 통

환경 위기> 인식이 광범위하게 고취되면서, 생태학은 일반 대중

합되는 이론으로 확장시키는 데 가끔 치중하였다. 환경 위기에

제1장 생태학의 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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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가장 확실한 증거와 유망한 지침을 줄 만한 여유가 있는

Col eman 1977 ; Faber 1982) . 1802년 생물학이란 용어를 초창기

생태학자에 의해서 어렵게 얻어진 많은 지식들은, 타당성 없는

에 사용하였던 라마르크 Lamar ck는 생물학을 생명체에 관한 새

< 생태학적> 만병통치약으로 매도되면서, 종종 간과되거나 왜곡

로운 이론이라고 믿었고(Faber 1982) ; 역시 1802년에 생물학이

되기까지 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생태학이 예측 과학은 아니지

란 용어를 사용하였던 트레비라누스 Tr evi r anus 는 생물학을 <

만, 생태학자들은 인간과 다른 생물체의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생명 자연계의 철학> 이라고 묘사하였다(Bur don - Sander son

주요한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수

1893) . 이와 유사하게 생태학도 생명과 철학이 어떤 조짐을 갖

있는 능력 그 이상의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생태학의 계속되

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콜맨(Col eman 1977)은 생물학이 < 전

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학문의 근원과 영역을 확실히 규정하기

도 유망한 용어> 에서 출발하여 < 1900년까지 약동적이며 독자

가 어렵다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까지 그 정도를 더해

적인 과학> 으로 발전하는 데 100년 가량의 세월이 소요되었다

갔다. 어떤 생태학자는, 아마도 자포자기하여, 생태학이란 생태

고 기술하였다. 생태학은 1866년 독일의 저명한 동물학자인 헤

학자가 연구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생태학자는 무엇

켈 Er ns t Haecke l 에 의해서 새로운 용어로 만들어지면서부터

을 연구하는가, 혹은 < 원시생태학자 p r o t o e c o l o g i s t > 1)

활기차고 인정받는 과학으로 점진적인 발전을 하였는데, 그렇지

(Voor hees 1983)는, 그 분야에 대한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 무

만 생태학이 1960년대 학계 외부로 널리 알려지게 되는 데 약

엇을 연구하였고 무엇을 생각하였나를 고찰하는 것이, 생태학이

100년이 걸렸고, 과학으로서의 독자성과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무엇이고,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발전 해나갈 것인가에 관한 이

가에 대한 의구심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McI nt osh 1976 ,

해를 도울 것이다.

1980a) .

생태학이란 용어는, 19세기 한 학술 논문에서 어렴풋이 나타나

어떤 과학 역사가들은 19세기의 생물학이 박물학과는 뚜렷하게

서 점차 독특하고 괄목할 만한 과학의 한 명칭으로 받아들여지

구별되고 보다 중요하며 혹은 박물학은 생물학 범주에서 제외된

게 되었던 생물학이란 단어와 통용되는 경우가 있다. 생물학과

다고 생각하였다(Col eman 1977). 이러한 관점에서, 생물학은 개

마찬가지로, 생태학은 여러 가지의 전례 규범과 자연의 철학 아

별 생명체의 기능적 현상에 중점을 두었고, 콜맨에 의하면, 19세

래에서 고대로부터 추구되어온 광범위한 자연계 현상을 포함하

기에는 본질적으로 생리학과 동일한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다.

게

버다흐 Kar l

페이버(Faber 1982)는 박물학이 19세기에 소멸되지 않았다는

Fr i edr i ch Bur dach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된 이래, 많은 학자

것을 과학 역사가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믿었고 이것은

들이 이 용어의 정립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Bar on 1966 ;

많은 생물학자들에게는 놀라운 사실일 것이다. 실제로, 페이버

되었다.

생물학이란

신조어는

1800년

와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박물학은 생명체
1) 원시생태학자 (protoecologist )는 19세기 이전 생태학이 과학으로
생태학적 통찰력을 가졌던 사람들을 묘사하기 위하여 부히즈(Vooh
의 저서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 옮긴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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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류, 특성, 활동, 분포 등에 관한 수없이 밀려드는 새로운 정
보를 수용하기 위하여 독립된 학문 분야로 19세기에 상당히 번

12

성하였다. 전적으로 박물학의 소산인 다아윈 Chae l es Dar wi n의
진화론2)은

설하였다.

19세기 생물학의 주요한 학문적 성과였다. 페이버는

헤켈과 19세기 생물학자들은 단순히 생태학을 생리학의 한 분

19세기의 생리학과 박물학의 발달과 이들 분야가 20세기 생물

야라고 간주하였고; 미국 식물생태학 창시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학으로 전개된 중요성을 동등하게 취급하였다. 이러한 그의 견

두 학자인 클레멘츠 F. E. Cl ement s 와 카울스 H. C. Cowl es 역시

해는 두 학문 분야의 합성체인 생태학에 대한 설명으로 상당히

아마도 학문 정치적인 이유에서 생태학이 생리학과 동일한 것으

적절하다.

로 표현하였다(Ci t t adi no 1980 ; McI nt osh 1983a) . 초창기 동물

생물학과 생태학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용어상의 문제점들이 있

생태학자들 중에는 생태학을 <新博物學> 3) 혹은 < 과학적 박물

는 것은 분명하다. 19세기 후반의 생물학은 스토우퍼(St auf fer

학> 4)이라고 표현하는 학자도 있었다. 많은 생태학자들은 생태

1957)가 평가한 바대로 <임의로 한정> 되어 사용되었다. 콜맨

학을, 19세기 생물학에서 발달된 실험실 연구를 강조하는 것과

(Col eman 1977)이 설명한 바에 의하면, 생물학은 생리학과는 동

는 대조적으로, 현장의 모든 생물체에 관한 연구에 중점을 둔

일하지 않고, 생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전통적인 박물학이 확대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새롭게 등장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 생태학 아래에 포함되어 있는 분야> 라는

소장파 생태학자들 중에는 현대의 생태학이 박물학과의 지속적

의미가 되었다(Boer ker 1916) . 스토우퍼에 의하면, 헤켈은 식물

인 혼합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비과학적이라고 비난

학이나 동물학 같은 보편적인 용어처럼 보다 적절하게 사용하기

하는 학자들도 있다(Pet er 1980) . 또 다른 생태학자들은 자연

위하여 생물학이란 단어로부터 벗어나, 생물학의 이러한 제한된

현상의 지극히 복잡함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생태학의 본질이라

의미의 대체용으로서 생태학이란 단어를 도입하였다. 헤켈은 생

고 주장하며 19세기의 기계론적이며 환원주의적 과학의 전통에

태학이 생리학의 한 부분이라고 설명하였고(Smi t 1967) , 그 후

서 생태학의 틀을 짜는 것에 관한 기대 혹은 실현 가능성에 대

1891년에 가서는 <생물학과 생태학은 혼용될 수는 없는 용어이

하여 의문을 제기한다(Odum 1977) .

다> 라고 단정지을 필요성을 실감하였다(Haecke l 1891) . 버던샌더슨 Bur don - Sander son이

영국과학진흥협회 Br i t i sh

Assoc i at i on for t he Ad- vancement of Sc i ence 의 학회장 연

설에서 생물학의 3가지 분야로서 생리학 및 형태학과 더불어서

박물학의 변형

동등한 등급으로 < 생태학 oecol ogy > 을 격상시키는 생태학 역
사의 한 획을 그었다. 그는 생태학이 다른 생물학의 분야 이상
으로 트레비라누스의 < 생명 자연계의 철학> 을 대표한다고 역
2) 찰스 다아윈 (Charles Darwin , 1859)의 자연 선택 방법에 의한 종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
제1장 생태학의 내력 13

3) 아담스(C. C. A dam s 1917) . T he new n atural history - - ecology .
Journal, 7, 491- 4. 참조
4) 엘튼(C. Elton 1927) . Animal Ecology . London : Sidwick an d Jac
14

17세기와 18세기 초기의 박물학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묘사하는 것이었다. 1700년대 초기에 통용되던 참고 문헌인 과
학기술용어집(Lexi con

Techni cum)에서

존

해리스(John

Har r i s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박물학은 땅, 물, 혹은 공기의 어떤 자연적 소산물, 예를 들어 짐승, 새,
물고기, 금속, 광물질, 화석 등을 묘사하는 것으로서, 물질 세계에서 유성
등과 같이 어떤 한 시간에 일어나는 현상도 포함한다. (Lyon과 Sl oan
1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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