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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생태환경사’와 ‘세계사’가 만나는 지점
맥닐(William Hardy McNeill)과 르 라뒤리(Emmanuel Le Roy Ladurie)
가 1970년대 중반에 ‘질병의 세계화’야말로 최초의 세계화라고 말했을
때,1) 이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의미했다. 첫째, 그것은 세계사에서
처음으로 중국과 유럽이 단일한 역사적 사건에 의해 연결되는, 최초의
‘세계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흑사병(Black Death)이 바로 세계화
를 초래한 세계사적 사건이다. 흑사병의 전파 통로는 무역의 통로와 일
* 익명의 평자들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두 분의 논평은 이 글을 수정하는데 크게 도움
이 되었다.
1) Willam H. McNeill, Plagues and People 1976, 김우영 역, 전염병의 세계사 (이산,
2005); Emmanuel Le Roy Ladurie, “A Concept: The Unification of the Globe by
Disease(Fourteenth to Seventeenth Centuries)”, The Mind and Method of the
Historian(1973-1978), translated by Sian Reynolds and Ben Reynolds(Chicago,
1981), pp. 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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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는데,2) 이는 인간의 사회경제적 존재가 생물학적 조건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그것은 세계사와 생태환경사가 역사
라는 수레에 의해 맞물려 있는 두 바퀴라는 점이다.3) 다시 말해서 생태
환경사는 처음부터 세계사로서의 전망을 확보하지 않으면 역사로서 성
립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서양사학자들은 생태환경사와 세계사가 동전의 양면관계를
이루면서 발달할 수밖에 없는 양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 차하순
과 김원수는 각각 “새로운 세계사의 방법론으로 비교방법의 원용”을,
“글로벌 히스토리의 궁극적인 과제로 인간 중심의 역사”를 제안했다.4)
이에 반해 ‘지구사’를 ‘세계사’와 구별하고자 하는 조지형은 맨닝(Patrick
Manning)5)을 인용하여, “생태, 기술, 보건이 세계사를 하나의 독특한
연구 분야로 만든 주제”라고 하면서, 특히 보건사6)가 “일반적인 역사학
에서 뿐만 아니라 지구사에서도 주목받는 역사학 분야”라고 말했다.7)
한국에서 서양사 연구는 “근대화 과정을 이해하고 근대화 모델을 추구
하기 위한 연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오리
2) J. L, Abu-Lughod, Before European Hegemony: The World System, A.D.
1250-1350(New York, 1989), pp. 172-3. 한국어 번역은 박흥식․이은정 역, 유럽패
권 이전: 13세기 세계체제 (까치, 2006).
3) 올해 출간된 책들 중에서, 이런 관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연구로는, Joachim Radkau,
Nature and Power: A Global History of the Environment(Cambridge, 2008).
4) 발표는 나중에 서양사론 에 수정․게재되었다. 서양사학회 창립50주년 기념특집호.
차하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세계사: 새로운 세계사의 조건｣, 서양사론 , 92호
(2007), pp. 255-269; 김원수, ｢글로벌 히스토리와 역사들의 지평을 넘어서｣, 서양사
론 92호(2007), pp. 271-193.
5) Patrick Manning, Navigating World History: Historians Create a Global
Past(New York, 2003).
6) 보건사에 관한 한, 최고의 古典은 George Rosen, A History of Public Health,
Expanded ed., (Baltimore, 1958: 1993). 한국어 번역은 이종찬․김관욱 역, 보건과
문명 (몸과마음, 2009).
7) 조지형, ｢지구사란 무엇인가｣, 서양사론 (한국의 서양사학회 창립50주년 기념특집
호), 95호, pp. 295-326. 특히, p. 312 & p. 314. 그의 논점에 대해선, Patrick Manning,
“Chapter 12. Ecology, Technology, and Health”, Navigating World History. pp.
2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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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탈리즘과 유럽중심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역사관을 수립할 것인가”
를 서양사 연구자들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김영한은 “유럽중심주의
를 넘어서는 길은 세계사적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하는 것”8)이라고 주
장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서양사학계에서는 마치 1970년대의 미국에
서처럼 생태환경사가 세계사와 만나는 지점을 찾으려는 문제의식이 나
타나고 있어서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서 문제의 초점은 세계사와 생태환경사가 만나는 지점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 글은 15세기에서 제국주의가 본격적으로 절정에 올랐던 시
기인 1910년대까지 생태환경사와 세계사가 만나는 지점들의 핵심 단어
는 열대(tropics), 해양, 풍토(climate), 무역으로 집약될 수 있다고 제안
한다.9) 이베리아 반도와 네델란드가 바다로 나아갔을 때,10) 처음으로
만난 공간은 열대였다. 유럽인들은 이전에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풍토였다. ‘생물학적 인간’11)의 생존을 위해 지리학과 천문학은 필수불
가결했다. 해양은 유럽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갔던 공간이다. 영국과
의 7년 전쟁에서 패배했던 스페인의 부르봉 왕조는, 영국과 네덜란드가
박물학 탐험을 통해 동인도제도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관철했던 것과
같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 박물학 탐험대를 계속 보냈
다. 이런 탐험 정책을 추진했던 까시미로 오르테가(Casimiro Gómez
Ortega)가 서인도 제도를 관할하고 있던 갈베즈(José de Gálvez)에게
보낸 다음의 편지는 이런 사정을 잘 보여준다.

8) 김영한, ｢한국의 서양사 연구－경향과 평가｣, 서양사론 (한국의 서양사학회 창립50주
년 기념특집호), 95호, p. 44 & p. 47.
9)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종찬, 열대와 서구: 에덴에서 제국으로 (새물결, 2009).
주경철의 연구도 넓은 의미에서 이런 논점에 닿아 있지만, 열대에 대해선 주목하지 않
았다. 주경철, 대항해시대: 해상 팽창과 근대 세계의 형성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10) C.R. Boxer, The Dutch Seaborne Empire, 1600-1800(London, 1965); J.H. Parry,
The Spanish Seaborne Empire(Berkeley and Los Angeles, 1966).
11) Fernand Braudel, Mélanges d'histoire sociale(1944), 이정옥 역, ｢생물학적 인간에
관한 지리학이 존재하는가?｣, 역사학논고 (민음사, 1990), pp. 15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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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 12명의 식물학자들이 오게 되면, 10만
명의 군인이 스페인 제국의 땅들을 위해 싸우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
도로 큰 결과를 갖다 줄 것입니다.12)

12명의 식물학자와 10만 명의 군인을 비교하는 문제의식은 자연에
대한 생태환경적 통제가 군사적 지배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
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해양의 공간에서 “무역, 전쟁, 해적은 삼위일체”13)로 이루어졌다. 괴
테는 서구의 제국적 욕망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미국은 멕시코만에서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바닷길을 반드시 열고 말 것
이다. 나는 미국이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살아서 이것을
보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 하지만, 나는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14)

괴테는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결국 장악할 것이라고 꿰뚫어보았다.
하지만, 그는 서구가 열대의 환경위생을 장악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
이라는 점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당시의 파나마는 대서양 문명이
태평양 지역으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지정학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했다.
열대 파나마는 미국의 태평양 지배의 사활이 걸렸던 문제였다.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이 모두 파나마 지배에 실패했다. 미국의 파나마 지
배는 환경위생을 장악함으로써 가능했다.15) <표 1>16)이 보여주듯이,
12) Jorge Cañizares-Esguerra, “Iberian Colonial Science”, Isis, vol. 96(2005), pp.
64-70, 69; Jorge Cañizares-Esguerra, “How derivative was Humboldt?”, in
Londa Schiebinger & Claudia Swan, eds., Colonial Botany: Science, Commerce,
and Politics in the Early Modern World(Philadelphia, 2005), pp. 148-165, 특히,
p. 159.
13) 괴테, 정경석 역, “비극 제2막 제5부”, 파우스트 (문예출판사, 2003), p. 537.
14) H. Harold Scott, A History of Tropical Medicine, 2 vols.(London, 1939), p. 967
에서 재인용(원문 인용 출처미상).
15) William Crawford Gorgas, Sanitation in Panama(New York, 1915); François
Delaporte, Histoire de la fièvre jaune: Naissance de la médicine
tropicale(1989). translation. The History of Yellow Fever: An Essay on the
Birth of Tropical Medicine(Cambridge,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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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중심적인 네 제국들이 자신들의 인구와 땅보다도 훨씬 많고 큰
열대를 지배할 수 있었던 힘은 해양국가로 일찍이 발돋움하여 환경위생
을 통하여 열대 지역의 질서를 지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표 1>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이 각각 차지했던 열대 지역의 인구와 땅의 크기
열대의 영토
아메리카
프랑스

미국

본국

80,000

36,720,000

39,000,000

9,000

4,386,000

207,000

11,700,000

400,000

12,100,000

60,000,000

931,500

96,000

1,027,500

아시아

440,000 17,700,000 18,5000,000
35,000

독일
영국

합계

아프리카
4,032,000

310,000

태평양

2,000,000 30,500,000 296,600,000 1,150,000 330,250,000
109,000

1,600,000

1,900,000

209,000
44,500,000

1,400,000

5,009,000

121,000

305,000

7,707,000

8,012,000

76,000,000

47,500

134,500

182,000

2,970,000

** 굵은 글씨는 인구를, 보통 글씨는 영토의 크기를 의미한다. (크기는 평방 마일)

생태환경사는 단순히 역사학의 한 분야를 구성하는 것으로 끝나
지 않는다. 생태환경적 관점에서 역사를 인식하는 것은 유럽중심주
의와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하고 세계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구성하는
역사철학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Ⅱ. 생태환경사의 관점에서 본 동양사

흙 알갱이가 가늘고 부드러워 경작하기 쉬운 황토, 풍부한 강우를 동반
해오는 계절풍, 때에 따라서는 대지를 윤택하게 해주지만 이따금씩 흘러
넘쳐 큰 재앙을 가져다주는 황하, 이 세 가지는 중국의 운명에 막대한 영
향을 준 가장 큰 요소들로 꼽힌다.17)

16) William Osler, “The Nation and the Tropics”, Lancet. vol. 13(1909), pp. 1401-1405, p.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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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토18)는 중국사를 인식하는 데도 핵심적인 개념이다. 중국의 국가
통합은 풍토를 어떻게 지배하느냐에 따라 형식과 내용을 달리해왔다.
풍토적 세계관은 중국인의 몸에 관한 언어에 그대로 녹아 있다.

黃帝

內經 은 단순한 의학 서적이 아니다. 그것은 거대 우주인 자연과 미시
우주인 몸이 풍토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풍토에 관한
철학적 사유를 보여준다. <그림 1>과 <표 2>는 경락 또는 경맥의 개
념들이 중국의 하천 및 몸의 장부臟腑들과 일대일로 대응하고 있음을
설득력있게 보여준다.19) 이런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당시 중국의 지리학자들이 중국인의 몸을 풍토적 입장에서 해석했다는
점인데,20) 그들이 현대와 같은 의미의 생태환경사는 결코 아니지만 당
시의 상황에서 자연을 풍토적 관점에서 해석했음에 주목하자.
공간에 대한 이런 풍토적 인식론은 시간에 대해서도 동일한 인식론
을 나타내고 있다.

역위易緯 의 괘기卦氣에 근거한 24절기는 풍토적

사유의 정수를 내장하고 있다. 24절기는 천문, 지리, 인사人事의 변화무
쌍한 양상을 설명하기 위한 역법의 기준으로 고대 중국에서 농업이 중
심적인 경제 활동이 되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기본적인 시간관으로 일상
생활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비록 주희가 역가들의 역법 지식을 ‘경
멸’했으며21) 명대 말과 청대의 학자들이 상수역학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22) 24절기는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백성들의 시간관
17) Ray Huang, China: A Macro History (1988; 1990), 홍광훈, 홍순도 역, 巨視中國
史 (까치, 1997), p. 47.
18) 한국에서 climate는 기후로 주로 번역되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climate를 기
후로 번역할 때도 가끔 있겠지만 풍토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19) 加納喜光, 中國醫學の誕生 (1991), 동의과학연구소 역, 몸으로 본 중국사상 (소나
무, 1999), pp. 136-137.
20) 비슷한 시기 히포크라테스 전집 (Corpus Hippocraticum)의 저자들 중에 지리학자
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생각하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
21) 金永植, ｢傳統中國 學者계층의 전문과학지식에 대한 태도: 天文曆法 및 그 전문가들
에 대한 朱熹(1130-1200)의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 8권 1호 (1986),
pp. 3-19. 주희의 역법에 대해서는, 김영식, 주희의 자연철학 (예문서원, 2005), pp.
424-444.
22) John B. Henderson, The Development and Decline of Chinese Cosm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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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리를 잡았다. 24절기는 결국 중국인의 풍토적 사유의 귀결이다.
중국인의 이와 같은 풍토적 시간관과 공간관을 유기적으로 고찰해볼
때, 결국, ‘중국의 풍토 : 중국인의 몸 = 자연 : 인간’의 문제로 귀착될
수 있다. 수천 년간 끊임없이 변화해갔던 중국의 영토에 대한 통치의
본질은 풍토적 통치였으며 이런 통치를 통해 중국인의 삶이 만들어져갔
다는, ‘지리적 몸’(Geo-Body)23)의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신화라고 알려진 산해경山海經

24)은

그 자체

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생태환경사이다. 이 신화의 메시지는, 인간은
지질, 지리, 동물, 식물, 광물에 의해 형성되는 풍토적 존재라는 것이
다.25) 이 신화는 시간과 공간이 인간과 자연의 소통을 통해 구성된다는
인식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인식론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생태사와
환경사를 별도로 분리하는 것은 또 다른 ‘역사적 오류’를 저지르는 것임
을 알게 된다. 생태사가 빠진 환경사는 또 하나의 인간중심주의적 역사
를 만드는 것이며, 환경사를 도외시한 생태사는 17세기와 18세기의 자
연사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다.

1984, 문중양 역주, 중국의 우주론과 청대의 과학혁명 (2004), p. 220. 역자는 헨더슨
의 중국 우주론에 대한 접근의 한계는 그가 “1970년대 미국 과학사학계에서 교육을
받고 논문을 작성했던 시대적 한계”라고 말한다.
23) 이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했던 학자는 Thongchai Winichakul, Siam Mapped: A
History of the Geo-Body of a Nation(Hawaii, 1994).
24) 정재서 역주, 산해경 (민음사, 1985; 1993). 이와 관련하여, 정재서ㆍ정문길 외 역,
서사와 이데올로기: 중국, 그 영원한 제국을 위한 변주 ,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동
양학술총서1, (문학과 지성사, 1995), pp. 154-169를 볼 것.
25) 이 신화에서는 마을의 흥망성쇠,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인간의 생노병사, 전쟁 등 모
든 일들이 풍토적 원인과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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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국의 십이경수도十二

水

26)

<표 2> 경맥-경수 대응 관계표27)
경맥經脈

경수經水

장부臟腑

足太陽經

淸水

膀胱

足少陽經

渭水

膽

足陽明經

海水

胃

足太陰經

湖水

脾

足少陰經

汝水

腎

足厥陰經

澠水

肝

手太陽經

淮水

小腸

手少陽經

漯水

三焦

手陽明經

江水

大腸

手太陰經

河水

肺

手少陰經

濟水

心

手心主經

漳水

心包

26) 加納喜光, 中國醫學の誕生 (1991), 동의과학연구소 역,
무, 1999), p. 136.
27) 加納喜光, 같은 책, p. 137.

몸으로 본 중국사상 (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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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동양사학자들이 생태환경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東洋史學會가 발행하는 東洋史學硏究 에 게재된 ‘特輯: 동아시
아에서의 환경과 역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총설: 환경사와 한국 동양
사학 연구”를 썼던 연구자는 중국, 일본, 미국, 유럽에서 환경사 연구가
언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동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하고 있다.28) “초기의 환경사학과 新환경사를 구분하는”29) 그는 미국의
환경사학에 주목하면서 워스터(Donald Worster)30)의 견해에 의존하여
“기술문명에 의한 인간의 자연환경에 대한 장악력의 증대와 1960년대,
1970년대 고조된 대중적인 생태운동의 충격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자각
적인 역사학 장르로서 환경사가 출현했다”31)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으
로 논의를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글라켄(Clarence J. Glacken)
의 로도스섬 해변의 흔적(Traces on the Rhodian Shore)
쉬(George Perkin Marsh)의 인간과 자연

33)

32)이나

마

과 같이 환경사의 고전에

대해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 대신에 그는 내쉬(Roderick Nash)34)

28) 李玠奭, ｢총설: 환경사와 한국 동양사학 연구｣, 東洋史學硏究 , 99집 (2007), pp. 1-30.
29) 李玠奭, 같은 논문, p. 11. 그에 의하면, 초기의 환경사학은 지리결정론과 기후․생물학
적 결정론을 중시하는데 반해, 新환경사는 환경에 대한 사람의 작용을 더욱 중시한다.
30) Donald Worster, Nature’s Economy: A History of Ecological Ideas(Berkeley
and Los Angeles(1977; 1994). 한국어 번역판은 강헌ㆍ문순홍 역, 생태학, 그 열림
과 닫힘의 역사 (아카넷, 2002).
31) 李玠奭, ｢총설: 환경사와 한국 동양사학 연구｣, 東洋史學硏究 , p. 12.
32) Clarence J. Glacken, Traces on the Rhodian Shore: Nature and Culture in
Western Thought from Ancient Times to the End of the Eighteenth
Century(Berkeley and Los Angeles, 1967). 미국중심주의적 환경사를 비판하고 있
는 그로브(Richard H. Grove)에 의하면, 이 책은 생태환경사에 관한 한 지금까지 출
간된 업적들 중에서 가장 심오한 사상을 담고 있는데, 이는 글라켄이 고전학 분야에서
학문적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Richard H. Grove, “Environmental
History”, Peter Burke, New Perspectives on Historical Writing(University
Park, p. A., 2001), pp. 261-282, 특히, pp. 263-264.
33) George Perkin Marsh, David Lowenthal, ed., Man and Nature 1864(Seattle and
London, 2003). 한국어 번역본은 홍금수 역, 인간과 자연 (한길사, 2008).
34) Roderick Frazier Nash, The Rights of Nature: A History of Environmental
Ethics(Wisconsin-Madison,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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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72년에 환경사를 미국의 대학에서 가르칠 것을 주장하면서 환경
사를 새로운 역사학의 분야로 삼을 것을 제안한 것과,35) 이런 분위기를
타고 미국환경사학회(American Society for Environmental History)
가 1977년에 오피(John Opie)의 주도로 설립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의 중국환경사를 전공하는 학자들이 미국중심주의 환경사를 너무
도 쉽게 수용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들은 “1960년대와 70년대 미
국에서 등장한 ‘새로운’ 사회사New Social History는 근대 환경사의
전조”36)라고 하면서, “환경사 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
다”37)고 결론을 내린다.
한국의 중국사 연구자들의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은 ‘17세기 위기’에
관한 서구 학계의 연구38) 및 명청시대 연구39)에 의하여 촉발되었다. 전
세계를 휩쓴 ‘소빙기(Litte Ice Period)’40)가 왕조 교체의 일차적인 이유
라는 가설은 역사학자들의 호기심을 충분히 불러일으킬만한 주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국사 연구자들은 이런 절호의 기회를 풍
35) Richard White, “Historiograhical Essay American Environmental History: The
Development of New Historical Field”, Pacific Historical Review, vol. 54(1985),
pp. 297-335.
36) 정철웅, 역사와 환경－중국 명청시대의 경우 (책세상, 2002), p. 13.
37) 金錫佑, ｢전쟁과 재해－<晉書>, <食貨志>에 보이는 杜預의 재해 대책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硏究 , 99집 (2007), pp. 31-82, p. 32 각주 2. 兪長根은 직접적으로 미국환
경사를 언급하고 있지만, 환경사의 “본격적인 연구는 80년대 이후부터”라고 말한다.
兪長根, ｢중국 근대에 있어서 생태환경사 연구｣, 中國現代史硏究 , 3집, pp. 137-151.
38) 가장 선구적인 연구로는 Geoffrey Parker and Lesley M. Smith, eds., The General
Crisis of the Seventeenth Century(London and New York, 1997); 유럽의 위기를
다룬 연구로는 Trevor Aston and Christopher Hill, eds., Crisis in Europe,
1560-1660(New York, 1965).
39) Pierre-Etienne Will, Bureaucratie et famine en Chine au 18e siècle, 정철웅 역,
18세기 중국의 관료제도와 자연재해 (민음사, 1995).
40) Brian Fagan, The Little Ice Age: How Climate Made History, 1300-1850
(2000), 윤성옥 역, 기후는 역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소빙하기, 1300-1850 (중심,
2002); H.H. Lamb, Climate, History and the Modern World 1982(1995), 김종규
역, 기후와 역사: 기후, 역사, 현대세계 (한울 아카데미, 2004). 1600년 2월 16일부터
3월 5일까지 페루 남부의 화냐푸티나 화산이 폭발하면서 지구 전체의 기후가 급격하
게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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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연구 결과로 만들어가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빙기는 그
야말로 전 지구적인 기후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명과 청의 교
체 과정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이 시기의 생태환경 문제를 파악하려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주류 환경사
학자들에게서 환경사의 계보를 찾으려 하거나 중국사적 관점에서만 환
경사를 이해하려는 문제의식을 갖는 한,41) 중국의 생태환경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서술하는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기 마련이다.42) 포머란츠(Kenneth
Pomeranz)43)처럼 중국의 경제사와 환경사를 세계사 관점에서 다시 쓰
려는 시도도 있지만, 어느 학자가 말했듯이 아직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44)
근대 일본의 생태환경사에 대한 인식도 중국의 경우에 못지않게 중
요한데도, 한국의 일본사학자들은 이에 대해 별로 주목하지 않고 있다.
고토 심페이(後藤新平)는 근대 일본의 생태환경사에서 피해갈 수 없
는 인물이다. 그는 도쿄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독일로 유학하
여 페텐코퍼(Max Joseph von Pettenkofer)의 박사과정 학생이 되었
다. 페텐코퍼는 뮌헨의 도시 공간에 대한 ‘과학적’ 환경위생사업을 실시
하여 유럽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 고토는 페텐코퍼로부터 세균학과
위생학을 직접 배웠으며, 비스마르크의 사회정책과 스펜서(Herbert Spence)
의 사회진화론과 비르효(Rudolf Virchow)의 사회의학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귀국 후에 명치 정부의 위생국장을 두 차례 맡았던 고토는 대
만총독부 민정장관으로 대만의 열대 풍토를 통제하는 정책을 맡은 이후
에 1906년에 南満州鉄道株式会社(満鉄)45)를 설립하고 초대 총재로 부
41) Mark Elvin and Liu Ts’ui-jung, Sediments of Time: Environment and Society
in Chinese History(Cambridge, 1998).
42) 최근에 나온 한 연구(金文基, ｢17세기 江南의 氣候變動과 明淸交替｣, 부경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를 보면, 미국중심주의적 환경사의 그림자가 한국의 중국환
경사 신진연구자들에게 깊게 드리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43) Kenneth Pomeranz, The Great Divergence: China, Europe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Economy(Princeton, 2000).
44) 강진아, ｢동아시아로 다시 쓴 세계사: 포머란츠와 캘리포니아학파｣, 역사비평 , 82호
(봄호, 2008), pp. 23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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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였다. 일본의 만주 지배 과정에서 그가 중책을 맡게 된 결정적인 이유
는 명치 일본 위정자들이 환경위생적 통치(hygienic governance)가 만주
지배의 관건임을 인식했기 때문이다.46) 무엇보다도 일본의 육군과 해군
이 갖춘 환경위생 인력과 자원과 프로그램은 露․日전쟁에서 일본이 승
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전쟁을 직접 참관했던
미국의 루이스 시만(Louis L. Seman) 장군은 다음과 같이 썼다.
일본은, 전쟁에서 가장 큰 적이 적군이 아니라, 방심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방가능한 질병이라는 사실을 세계에서 제일 먼
저 인식한 나라이다.47)

한국의 만주국 연구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중국사 연구자들에게도 영
향을 미치고 있는, 두아라(Prasenjit Duara)는 만주국을 연구하면서도
1880년대부터 러․일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 만주 지역의 환경위생
문제를 둘러싸고 청, 러시아, 일본, 미국, 영국 등 열강들이 얼마나 고심
했는지에 대해 어떤 논의도 하지 않는다. 매우 의아스러운 것은, 그가
독일의 풍토적 역사관을 주장했던 헤르더(Johann Gottfried Herder)48)
와 역사지리학자 라첼(Friedrich Ratzel)에 영향을 받은 일본의 철학자
와쓰지 데쓰로(和辻哲郞)49)의 풍토론을 다룰 정도로 풍토의 개념을 파
45) 満鉄에 대해서는 小林英夫, 満鉄: ‘知の集團’の誕生と死 (1996), 임성모 역, 満鉄:
일본 제국의 싱크탱크 (2004); Yoshihisa Tak Matsusaka, The Making of Japanese
Manchuria, 1904-1932(Cambridge, MA, 2003).
46) Jong-Chan Lee, “Hygienic Governance and Military Hygiene in the Making of
Imperial Japan, 1868-1912”, Historia Scientiarum, vol. 18(2008), pp. 1-18, 특히,
pp. 7-12.
47) Louis L. Seaman, From Tokio through Manchuria with the Japanese.(New
York, 1905), p. 228.
48) 헤르더는 인류 역사의 철학에 대한 이념들 에서 사람의 감각, 상상력, 실천적 이해,
감정이나 충동, 행복을 모두 풍토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다. 그는 “풍토와 시대에 따
라서 우리 인류의 발생과 변화를 취급하는 물리지리학의 역사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
고 있다.” Johann Gottfried von Herder, Ideen zur Philosophie der Geschichte
der Menschheit(1784-1791), 강성호 역, 인류의 역사철학에 대한 이념 (책세상,
2002), 한국어 번역본은 일부만 번역되었다.
49) 和辻哲郞, 風土-人間學的考察 (1935); 1943; 1981, 박건주 역, 풍토와 인간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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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는 동시에 미셸 푸코의 통치(governmentality)50) 개념을 주권과
순수성

51)에서

다루고 있으면서도, 여러 해에 걸쳐 만주 지역에 크게

창궐했던 전염병들이 야기했던 열강들 사이의 복잡한 역학 관계를 다루
지 않았다는 점이다. 두아라의 야심적인 “민족으로부터 역사를 구출하기”52)
작업－이것조차도 아직 한국의 중국사 연구자들에게 벅찬 일이다－도 그
다음에 역사를 어떻게 위치를 지울 것인가를 제시하는데까지는 아직 이
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만주학회가 학문적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
고 있지만, 20세기 前後 만주의 생태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역 수준
의 질병사에만 머무르고 있다.53)
마치 소빙기가 명청교체의 주요한 원인이었듯이, 청의 황하에 대한 수
문학적 통제의 실패는 “왕조의 운명”을 결정하였다.54) 데이비스(Mike
Davis)에 의하면, “수문학적 주기가 위기 국면에 도달했던 사태는 청
왕조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불행이었다.”55) 청 왕조는
황하를 관리하는데 드는 인력과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 결

50)

51)

52)

53)

54)

55)

영어판은 Watsuji Tetsuro, A Climate: A Philosophical Study, translated by
Geoffrey Bownas(1961)은 일본어판(한국어판)과 내용이 다르다.
Michel Foucault, “Governmentality”, Graham Burchell, Colin Gordon, and Peter
Miller eds.,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Chicago, 1991), pp.
87-104.
Prasenjit Duara, Sovereignty and Authenticity: Manchukuo and the East Asian
Modernity(London and New York, 2003). 특히, 이 책의 후반부는 만주 지역의 풍
토적 세계에 근거한 문화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한국어 번역은 한석
정 역, 주권과 순수성 (나남, 2006).
Prasenjit Duara, Rescuing History from the Nation: Questioning Narratives of
Modern China(Chicago and London, 1995). 한국어 번역은 문명기ㆍ손승회 역, 민
족으로부터 역사를 구출하기 (삼인, 2004).
신규환, “1910-1911년 만주 페스트의 유행과 식민지 조선의 대응”, 동북아역사재단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의 지식교류와 역사기억’, 2008년 12월 5-6일. 신규환의 다른
연구서인 국가, 도시, 위생 (아카넷, 2008)과 질병의 사회사 (살림, 2006)도 위생을
생태환경사의 관점에서 폭넓게 다루지는 못하고 있다.
Mike Davis, Late Victorian Holocausts: El Niño Famines and the Making of
the Third World(London, 2002). 한국어 번역은 정병선 역, 엘니뇨와 제국주의로
본 빈곤의 역사 (이후, 2008), “11장. 중국의 직무 유기”, 특히, pp. 588-601.
데이비스. 같은 책. pp. 590-592.(p. 591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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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하천관리 체계는 붕괴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선腺페스트(bubonic
plague)가 같은 시기에 중국 전역에 창궐하였다.56) 데이비스와 베네딕
트(Carol Benedict)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청의 해체는 1850년대부터
시작하여 1910년대까지 중국 전역을 휩쓸었던 대가뭄에 의한 대기근과
선페스트를 청 왕조가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가속화되었다는 가설을 도
출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한국의 중국사학자들
이 워스터, 크로스비(Alfred W. Crosby), 머천트(Carolyn Merchant)57)
와 같이 극히 일부 미국 환경사학자들의 연구에 의존하여 미국중심주의
생태환경사를 극복하는 일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Ⅲ. 풍토의 역사와 제국의 핵심
‘자연과 제국’58)의 언어로는 생태사와 환경사가 만나게 되는 지점을
드러내기 어렵다. 반면에, 풍토는 ‘적응하는 인간’59)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언어이다. 일본의 대만 및 만주 지배, 영국의 인도 식민 통치
와 수에즈 지배 과정, 프랑스의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식민 통
치, 미국의 파나마 운하에 대한 지배를 생태환경사적 관점에서 해석하
게 되면,60) 환경위생적 통치가 제국주의의 성립과 발달 과정에서 얼마
56) Carol Benedict, Bubonic Plague in Nineteenth-Century China(Stanford, 1996).
57) Carolyn Merchant, The Columbia Guide to American Environmental
History(New York, 2002). 미국환경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지침서가 되고 있는
책이다.
58) Roy Macleod. ed., “Nature and Empire”, Osiris, vol. 15(2000)을 참고할 것.
59) René Dubos, Man Adapting 1965, 金淑喜 역, 적응하는 인간 (이화여자대학교출판
부, 1987). 르네 뒤보(1910-1982)는 생태론적 관점에서 많은 글들을 썼던 과학자였으
며 한국어로도 여러 권 번역되어 있으며 특히 김용준이 그의 책을 4권이나 번역하였다.
60) 이종찬, ｢熱帶 疾病의 地政學: 질병의 全地球化에 관한 地理疫學的 관점｣, 醫史學 ,
14권, 2호(2005), pp. 151-170; Jong Chan Lee, “Hygienic Governance and Military
Hygiene in the Making of Imperial Japan, 1868-1912”, pp. 1-18; Douglas M.
Haynes, Imperial Medicine: Patrick Manson and the Conquest of Tropical
Medicine(Philadelphia, 2001); Anne Marie Moulin, “Patriarchal Science: The
Network of the Overseas Pasteur Institutes”, in Patrick Petitjean, Cathe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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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다.
유럽의 기독교 문명을 수호하는데 있어서 ‘완충 지역’인 수에즈 운하
를 지나 인도양에서 해상 실크로드의 ‘수도’인 말래카－“누구든지 말래
카를 지배하고 있는 자者가 베네치아의 목을 누르고 있는 것이다”－지
역을 통과하여 대만으로 이어지는 서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는 전형적
인 열대 풍토를 보여준다. 인도의 벵골 지역은 유럽인들이 가장 두려워
했던 ‘아시아發 콜레라’가 빈발했던 지역이며, 수에즈는 아시아발 콜레
라가 유럽으로 전파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하는 지역이었다.
영국의 식민청 장관 챔벌린(Joseph Chamberlain)를 비롯하여 제국
의 통치자들은 식민화가 군사적․정치적 힘으로만 가능하지 않다는 사
실을 체득하였다. 그들은 열대의 풍토를 통제하지 않으면 식민화를 쟁
취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1890년에 챔벌린의 명령을 받아, 아프리카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 군인들의 보건 문제를 파악하였던 군의총감 무
어(William James Moore)는 “누구든지 유럽인들이 열대 풍토를 식민
화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열대 지역으로 가서 이
질병들을 연구하라고 말할 것”61)이라고 했다. 맨슨이 챔벌린과 무어의 고
민을 해결해주었다. 1898년에 맨슨은 주목할 만한 정치적 선언을 했다.
나는 백인에 의한 열대 식민화에 대해 한때 비관적인 견해를 가졌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완전히 혁명적으로 변화되었다. 질병에 대한 세균 이
론이 성립되면서, 이 혁명은 시작되었다... 나는 이제 백인에 의한 열대의
식민화가 가능하다고 굳게 믿는다.62)

영국, 아프리카, 인도차이나에서 식민지 쟁탈전을 가장 심하게 벌이
Jami, and Anne Marie Moulin, eds., Sciences and Empires: Historical Studies
about Scientific Development and European Expansion(Dordrecht, 1992), pp.
307-322.
61) William James Moore, “Is the Colonization of Tropical Africa by Europeans
Possible?”, Transactions of the Epidemiological Society of London, vol.
X(1890-91), pp. 27-45, 특히, p. 44.
62) Patrick Manson et al., “Acclimatization of Europeans in Tropical Medicine:
Discussion”,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12(1898), pp .599-606, p.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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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던 프랑스도 파스퇴르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열대 지역에 대한
환경위생적 통치를 강화해 나갔다. 과학사학자인 라투르(Bruno Latour)
는 당시 프랑스의 식민통치자들에게 역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프리카를 힘으로 침략하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곧 죽을 것이며 해변
에만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나, 파스퇴르 연구소를 등에 업고 아프리카를
침략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실제로 지배할 수 있다.63)

서구에서는 스테판(Nancy Leys Stepan),64) 그로브(Richard H. Grove),65)
커틴(Philip D. Curtin),66) 아놀드(David Arnold),67) 드라이버(Felix Driver)68)
등이 열대의 생태환경사를 제국주의와 관련하여 이 분야에 대한 연구들
을 수행하고 있다.
생태환경사를 세계사적 관점에서 만들어가려면 데이비스를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는 1870년대 엘니뇨로 인한 큰 가뭄이, 중국, 인도,
유럽, 브라질, 호주, 남태평양, 남부 아프리카 등에서 발생했던 생태환경
적 문제69)를 제국주의와 관련하여 세계사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데이
비스가 스스로 밝혔듯이 홉스봄(Eric Hobsbawm)70)이나 랜디스(David
63) Bruno Latour, Les Microbes: guerre et paix suivi de irréductions 1984,
Translated by Alan Sheridan and John Law, The Pasteurization of France
(Cambridge, M.A., 1988), p. 142.
64) Naccy Leys Stepan, Picturing Tropical Nature(London, 1995).
65) Richard H. Grove, Green Imperialism: Colonial Expansion, Tropical Island
Edens, and the Origins of Environmentalism, 1600-1860(Cambridge, 1995).
66) Philip D. Curtin, Death by Mirgration: Europe's encounter with the Tropical
World in the Nineteenth Century(Cambridge and New York, 1989); idem,
Disease and Empire: The Health of European Troops in the Conquest of
Africa(Cambridge and New York, 1998).
67) David Arnold, The Problem of Nature: Environment, Culture and European
Expansion(Oxford, 1996).
68) Felix Driver & Luciana Martins, eds., Tropical Visions in an Age of Empire
(Chicago, 2005).
69) 그는 (연구자마다 통계가 다르지만) 중국에서는 1950만～3000만 명, 인도에서는 1220만～
2930만 명, 브라질에서는 200만 명이 사망했음을 추정하였다. Mike Davis, 엘니뇨와
제국주의로 본 빈곤의 역사 ,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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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Landes)71) 등은 1870년대 대가뭄으로 인한 ‘생태적 빈곤’72)의 문제
를 비켜 나갔다. 한국의 역사학자에게도 널리 알려진 스펜스(Jonathan
D. Spence)73)도 예외가 아니다. 몇몇 한국경제사 전공자들이 주장하는
19세기 “조선의 체력 저하”74)도, 중국 북부의 대가뭄의 황해를 통한 전
라도 곡창지대로의 연결이라는, 생태적 빈곤의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여하튼, 데이비스는 생태환경사와 세계사를 결합하려는 문제
의식을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렇게 볼 때, 한국에서 생태환경사
를 새로 시작하려는 연구자들은 워스터, 머천트, 크로스비보다는 데이비
스에게서 더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인도는 세계사와 생태환경사의 상동성을 인식하는데 가장 중요한 나
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한국의 어느 인도사 전공자가 한국의 ‘비관적
인’ 연구 상황에 대해 자평하고 있듯이 인도사 연구가 한국에서 ‘찬밥’
신세인 한,75) 인도를 생태환경사적 관점에서 서술하기를 기대하기란 당
분간 어려울 듯싶다. 그럼에도, 두 가지 점에서 인도의 생태환경사를 더
욱 탐구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벵골의 풍토가 빚어내는 가뭄, 기아, 풍
토병이 영국의 인도에 대한 제국적 지배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를 규명하는 것이다.76) 다른 하나는, 인도의 산림, 식물, 동물, 광물이
70) Eric Hobsbawm, The Age of Empire, 1875-1914(New York, 1987; 1989). 한국어
번역은 김동택 역, 제국의 시대 (한길사, 1998).
71) David S. Landes, The Wealth and Poverty of Nations: Why Some Are So Rich
and Some So Poor(New York, 1999).
72) ‘생태적 빈곤’은 경제적 빈곤과 다른 개념으로서, 데이비스에 의하면, 생태 자원의 직
간접적인 고갈로 인한 빈곤 상태를 의미한다.
73) Jonathan D. Spence, The Search for Modern China(New York, 1990; 1999). 한국
어 번역은 김희교 역, 현대 중국을 찾아서 2권 (이산, 1998).
74) 이영훈,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75) 이옥순, ｢한국 역사학계의 회과 전망, 2004～2005 : 불변하는 인도사 연구의 역사｣,
歷史學報 , 191집 (2006), pp. 433-446.
76) 사실 미국중심주의적 환경사를 비판해왔던 그로브(Richard H. Grove)는 데이비스보
다 일찍이 18세기 후반 인도의 엘니뇨에 대한 영국 동인도회사의 대응 방안에 주목했
다. Richard H. Grove, “The East India Company, the Raj and the El Niño: The
Critical Role Played by Colonial Scientists in Establishing the Mechanisms of
Global Climate Teleconnections, 1770-1930”, in Richard H. Grove, Vin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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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통치 과정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관리되었는지에 대한 과학사․
기술사 연구77)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브라질의 아마존 생태계와
함께, 현재 전지구적 생태 네트워크를 이해하는데도 중요하다. ‘생태학’
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국의 식민 통치 과정에서 발달되어 갔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78)
오대양은 서구 과학의 ‘산실’이었다.79) 태평양은 다윈의 ‘실험실’이었
으며 고갱의 ‘화실’이었다. ‘해양’은 생태환경의 보고寶庫이다. 유럽의 해
양에 대한 지식과 제국의 팽창은 서로 맞물려 있었다. 쿡(James Cook),80)
뱅크스(Joseph Banks),81) 부겡빌(Louis-Antoine de Bougainville),82) 훔볼
트(Alexander Humboldt)83)는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을 탐험하면서 해

77)

78)

79)
80)
81)
82)

Damodaran, Satpal Sangwan, eds., Nature and the Orient: The Environmental
History of South and Southeast Asia(Delhi and Oxford, 1998). 또한 해리슨(Mark
Harrison)은 인도에서 풍토와 인종 간의 관계가 영국의 식민 통치와 어떻게 맞물려갔
는지를 분석했다. Mark Harrison, Climates and Constitutions: Health, Race,
Environment, and British Imperialism in India, 1600-1850(New Delhi and New
York, 2002).
Zaheer Baber, The Science of Empire: Scientific Knowledge, Civilization, and
Colonial Rule in India(Albany, N.Y., 1996); Richard H. Grove, Ecology, Climate
and Empire: The Indian Legacy in Global Environmental History,
1400-1940(Delhi, 1998); Richard H. Grove, Vinita Damodaran, Satpal Sangwan,
eds., Nature and the Orient, Part II Colonial Forest Management and Its
Impact on Indigenous Societies, pp. 573-982; David Arnold, The New
Cambridge History of India vol.Ⅲ․5. Science, Technology and Medicine in
Colonial India(Cambridge, 2000).
Peder Anker, Imperial Ecology: Environmental Order in the British Empire,
1895-1945(Cambridge, M.A., 2001). 앵커는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장군으로 근
무했던 Jan Christian Smuts(1870-1950)가 창안했던 ‘전일론(holism)’에 대해 주목하
였다.
Margaret Deacon, Scientists and the Sea, 1600-1900: A Study of Marine
Science(Aldershot, 1971).
James Cook, The Journals(London, 1999).
Joseph Banks, Journal of the Right Hon. Sir Joseph Banks(London, 2005).
원래 수학자였던 프랑스의 부겡빌은 1756년에 런던왕립학회의 회원으로 선출
되었다. 부겡빌의 항해 기록에 대해서는, John Dunmore, ed., The Pacific Journal of
Louis-Antoine de Bougainville, 1767-1768(Londo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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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생태환경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제국의 이익을 추구하였다.84) 푸코
(Michel Foucault)에 의하면, 이 시기를 거치면서 “역사성이 생물의 영
역 안으로 도입되었다.”85) 플리니우스(Plnius the Elder, 기원후 24-79)
가 자연사(Naturalis historia, 기원후 77) 를 쓴 이후로 유럽 사회에
서 오랫동안 통합되어 왔던 자연과 역사의 개념이 이때부터 '자연과학’
과 ‘역사’로 분리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훔볼트는 유럽의 이런 시대적 정신을 앞장서서 구현해나갔다. 스페인
부르봉 왕조는 라틴아메리카의 콜롬비아가 계피, 정향, 차, 후추 등 최대
의 무역 상품을 창출하는 ‘경제적 식물학’의 보고로 간주하였다. 스페인
왕조로부터 라틴아메리카 탐험을 허락받았던 훔볼트가 콜롬비아를 선택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훔볼트에게 안데스는 ‘식생 제국(Vegetable
Empire)’의 특성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이 지도 한 장에
그는 “식생, 동물, 지질, 농경, 기온, 만년설의 한계선, 대기의 화학조성,
전하(電荷)의 상황, 기압, 중력의 감소, 하늘의 청도, 대기를 통과하는데
따른 광선 강도의 감소, 수평굴절률, 물의 비등온도”를 모두 담았다.86)
훔볼트가 ‘열대 지역의 자연도’라고 불렀던 이 지도를 구성하는 요소들
은 안데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북위 10도와 남위 10도 사이에
속하는 모든 열대 지역을 바라보는 ‘지리적 인식론’87)의 틀이 되었다.
이 지도는 소위 ‘훔볼트과학(Humboldtian Science)’88)의 상징적 기호
83) Alexander Humboldt, Personal Narrative of Travels to the Equinoctial Regions
of America during the Years, 1799-1804(1807). 3 Vols(London, 2006).
84) 이종찬, ｢유럽의 열대 자연에 대한 식물지리학적 발견｣, 한국과학사학회지 , 29권 2
호(2007), pp. 261-291.
85) Michel Foucault, Les mots et les choses 1966, 이광래 역, ｢8장 노동, 생명, 언어｣,
말과 사물 (민음사, 1997), p. 321.
86) 알렉산더 훔볼트, 훔볼트의 세계 , 데즈라 아키라 엮음, 정암 역(한울, 2000). “제3부
열대지역의 자연도”, pp. 249-250.
87) David Lowenthal, “Geography, Experience, and Imagination: Towards a Geographical
Epistemolog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1961. vol.
51: 241-60.
88) Michael Dettelbach, “Humboldtian Science”, in Jardine, Secord and Spary, eds.
op. cit., pp. 287-304. 원래 ‘훔볼트과학’이라는 용어는 1978년에 수잔 캐넌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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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훔볼트과학은 식물학, 광물학, 동물학, 지질학, 기후 및 기상학, 지
구과학, 화학, 지형학, 측정학 등 당대의 모든 자연과학적 성과를 압축
한 것이다. 이 지도는 유럽 제국이 라틴 아메리카를 지배할 수 있는 새
로운 권력의 정당성을 제공했다.89)
훔볼트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고대 유럽부터 19세기초까지 사용되어
왔던 ‘자연사’는 자연과학과 역사학이 분리 되면서 19세기를 통하여, ‘자
연철학(natural philosophy)’의 자연과학으로의 해체 과정과 맞물려,90)
자연과학의 영역으로 포섭되어 갔다. 19세기 유럽에서 자연사와 자연철
학이 자연과학, 역사학, 철학의 전문화와 세분화를 향해 나아갔다면, 21
세기에는 자연사와 역사학이 생태환경사의 이름으로 다시 통합되어갈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생태환경사는 제국의 핵심을 기존의 ‘제국주의’
담론과는 다른 지평에서 꿰뚫어볼 수 있으며 과학사와 기술사는 역사학
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마치 과학과 기술이 제국주의
의 부산물이나 담보물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형식과 내용을 만들어갔던
것처럼, 과학사와 기술사의 엄밀한 연구 성과에 근거한 생태환경사는
제국주의의 역사적 본질을 파악하는 데 부차적인 담론이 아니라 세계사
의 중심重心으로서 위상을 갖는다. 하지만, 과학사와 기술사가 서구중심
주의에 구속되지 않을 때 이런 전망은 가능성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화될
수 있다. 서구중심주의 과학사를 논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Ⅳ. 서구중심주의 과학사와 생태환경사
과학혁명과 같은 것은 없었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다룬다... 갈
Faye Cannon이 Science in Culture: The Early Victorian Period(New York,
1978)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
89) 지도와 정치적 권력의 관계에 대해선, J.B. Harley. “Chapter Two Maps, Knowledge,
and Power”, in idem, The New Nature of Maps: Essays in the History of
Cartography (Baltimore and London, 1997). pp. 51-81.
90) David Cahan, ed., From Natural Philosophy to the Sciences: Writing the
History of the Nineteenth-Century Science(Chicago,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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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오, 데카르트, 혹은 보일의 삶과 사상이 17세기의 이탈리아인, 프랑스
인, 혹은 영국인들의 전형을 보여주지는 않았다.91)

‘과학혁명’은 1939년 코아레(Alexandre Koyré)가 1939년에 창안해낸
용어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렇다. “17세기에 유럽에 살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았고, 그들은 자신들이 ‘17세기’에 살고 있다는 것도 몰랐고, 과
학혁명은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지도 못했”92)는데도 불구하고, ‘과학혁
명’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면서 판도라 상자를 열지 말고 그냥 둘 것인가.
‘과학혁명’에 대한 믿음은 유럽중심주의 과학사를 부지불식간에 만들어
내고 있다. ‘과학혁명’을 어느 나라보다도 숭상하는 미국의 대학에서 과
학사와 기술사를 공부했던 학자들과 그 제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한국
의 과학사와 기술사의 지형도에서 ‘과학혁명’의 문제는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논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첫째, 유럽의 17세기를 ‘과학혁명’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17세기 유
럽을 살았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소빙기小氷期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
계로 대규모 이동을 하면서 만들어갔던 생태환경적 역사는 심도있게 다
루어지지 않았다.93) 천문학, 역학, 실험과학, 생리학 중심의 ‘과학혁명의
구조’에서는 생태환경적 사유가 싹트기가 어려운 법이다.
둘째, ‘과학혁명’과 이후 근대 과학과 기술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과 같은 유럽 중에서도 매우 제한된 지역에서만 형성되었다
는 사고를 낳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마치 ‘과학혁명’이 유럽의 모든 나
91) Steven Shapin, The Scientific Revolution(Chicago, 1996), p. 7. 한국어 번역은 한
영덕 역, 과학혁명 (영림카디널, 2002).
92) Steven Shapin, The Scientific Revolution, p. 8.
93) 서구의 과학사학자들은 ‘과학혁명’을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있는데, 그들의 연구들을
보면 소빙기에 의해 초래된 17세기의 생태환경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찾아 볼 수
없다. Robert K. Merton, Science, Technology & Society in SeventeenthCentury England(New York, 1970; 1990; 2000); Charles Webster, The Great
Instauration: Science, Medicine and Reform, 1626-1660(Oxford, 1975; 2002);
David C . Lindberg and Robert S. Westman, eds., Reappraisals of the Scientific
Revolutions(Cambridge, 1990); Margaret J. Osler, ed., Rethinking the Scientific
Revolution(Cambridg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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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서 균질적으로 발생했다는 평면적인 생각으로 이어졌다.94) 그래서,
15세기 이후 유럽에서 제일 먼저 탐험과 항해에 앞장섰던 이베리아 국
가들의 항해학, 지도학(cartography), 지리학이 만들어왔던 생태환경의
역사는 뒤로 밀려나게 되었다.
셋째, ‘과학혁명’은 결과적으로 17세기 유럽이 같은 시기 중국의 과학
과 기술보다 앞섰다는 우월 의식으로 연결되었다. 이런 의식은 부지불
식간에 널리 유포되어 마치 소현세자 이래로 중국을 다녀갔던 조선의
실학자들이 천문학, 역학, 수학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과학과 기술을 받
아들이는데 앞장섰다는 역사 기술로 이어졌다.
‘과학혁명’이 서구에서 비서구로 ‘전파’된다는 데서 출발했던 소위 바
살라(George Basalla)의 ‘전파론’95) 모델은 17세기와 18세기 동아시아
과학사를 기술하는데도 거의 무비판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문제를
더 깊게 이해하려면, 유럽과 중국 사이의 관계를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
다. 유럽에서 중국으로의 ‘일방통행식 전파’만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
다. 그 반대의 경우도 숱하게 있었다. 예를 들어, 18세기 프랑스의 중농
주의자들은 중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깊은 영향을 받았는데, 마르크스
조차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경제표’를 작성함으로써 근대 경제학에의
길을 열었던 케네(François Quesnay)는 이런 영향을 받아 중국의 전
제주의 (La Despotisme de la Chine, 1767)를 썼다.96) 농업이 당시 중
94) Roy Porter and Mikuláš Teich, eds., The Scientific Revolution in National
Context(Cambridge, 1992); David Livingstone, “Chapter 3 Revolution, Celestial
and Terrestrial: Geography and the Scientific Revolution”, in idem, The Geographical
Tradition(London, 1992), pp. 63-101.
95) George Basalla, “The Spread of Western Science”, Science. vol. 156, no.
3775(1967) pp. 611-622. 바살라의 모델은 1960년대 사회과학 분야에서 로스토우
(W.W. Rostow)에 의해 제시되었던 ‘근대화이론’과 궤를 같이 하였다. 로스토우는 근
대화가 서구에서 비서구로 자연스럽게 전파된다고 주장했다.
96) Joseph Needham, “Science and Society in East and West”, idem, 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 vol. 7, no. 2, pp. 1-23, p. 15. 프랑스 중농학파의 중국 영향에
대한 다른 연구로는, 朱謙之, 전홍석 역, ｢중농학파｣, 중국이 만든 유럽의 근대 , pp.
354-373. 매브릭(Lewis Adams Maverick)에 의하면, 18세기에 “중국은 유럽의 모
델”이었다. Lewis Adams Maverick, China: A Model for Europe(San Anton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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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조선에서의 물질적 생산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를 깨닫는다면, 왕조의 정치적 권력 유지에만 관련되는 천문학, 역학,
수학, 지리학 분야의 과학적 경향만을 갖고 일반화하는 역사적 오류를
피해야 할 것이다.
18세기의 세계적인 대가뭄과 대기근과 관련하여 청淸이 보여준 “당
대 기술의 결정판”인 기근 방어 활동뿐만 아니라,97) 조셉 니담(Joseph
Needham)이 홍수 통제와 하천 관리의 ‘황금시대’라고 지적했듯이,98)
18세기 치수 관리 기술은 ‘서양 과학의 중국을 통한 조선으로의 전파’라
는 좁은 틀에 갖힌 연구자들에 의해 생태환경사적 문제로 제기되지 못
하고 있다.
결국 한국의 과학기술사 연구자들이 서구중심주의 과학사에서 핵심
주제인 ‘과학혁명’과 과학의 ‘전파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생
태환경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본격적으로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Ⅴ. 맺음말
헤르더의 영향을 받았으며 훔볼트와도 교류를 했던 지리학자 리터
(Carl Ritter)는 역사학과 지리학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찍이 베이컨이나 라이프니쯔가 구상하고 헤르더에 의해 전개된 역사
철학의 흐름은 최근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리
적 요소, 즉 지구의 공간적 관계의 중요성이 점차 큰 의미를 갖기에 이르
고 있다... 지리학은 옛부터 역사학의 동반자가 되어 왔다.99)

T.X., 1946).
97) Pierre-Etienne Will, 정철웅 역, 18세기 중국의 관료제도와 자연재해 (민음사,
1995).
98) Joseph Needham, 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 vol. 4(Cambridge, 1971), p.
326.
99) Carl Ritter, ｢지리학에서 역사학의 요소｣, 데즈카 아키라(手塚 章) 엮음, 정암 역, 근대
지리학의 개척자들 (한울, 1998). pp. 72-98,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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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지리학100)을 멀리하게 되면, 과거를 생태환경적 관점에서 만들어
가려는 문제의식은 점점 멀어지게 된다. 이는 매우 역설적이다. 왜냐하
면, 역사지리학은 유럽중심주의를 만들어오는데 제국의 핵심적인 전략
이었음에도 불구하고,101) 유럽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서양사학자들
은 역사지리학의 실체를 파헤치기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102) 그들
뿐만 아니라 동양사와 한국사, 과학사와 기술사 전공자들까지도, 생태환
경사 연구자로서 나아가기 위한 조건으로서 역사학과 과학사를 근대 자
연과학, 생명과학, 사회과학과 ‘융합’하려는 문제의식은 미약해 보인다.
덕스(Nicholas Dirks)의 주장대로 역사를 ‘근대성의 한 기호’라고 바라
보는 한,103) “유럽중심주의 이후 역사”104)도 결국 유럽중심주의의 연장
선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자연 자체는 전근대적이지도, 근대적이지도, ‘포스트모던’적인 성격을
갖지 않는다. 자연이 본격적으로 유럽중심주의의 근대적 성격을 갖게
된 것은 15세기부터 유럽에 의한 ‘대항해시대’가 열리면서이다. 대항해
시대를 생태환경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시대의 기록들을 사료史料로
100) 菊地利天, 歷史地理學方法論 (1976; 1987), 윤정숙 역, 역사지리학방법론 (이회,
1995); Ellen Churchill Semple, Influences of Geographic Environment: On the
Basis of Ratzel’s System of Anthropo-Geography, New York: H. Holt & Co.,
1911. 역사학과 지리학의 관계에 대해서는, Ilan R. H. Baker, Geography and
History: Bridging the Divide(Cambridge, 2003); W. Gordon East, Geography
behind History: How Physical Environment Affect Historical Events(New
York and London, 1965).
101) 헌팅턴의 다음 책은 이런 전략이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Ellsworth Huntington,
Civilization and Climate, 3rd ed. (Hamden, 1915; 1971).
102) 제11회 한국서양사학회 학술대회, “우리에게 서양이란 무엇인가: 유럽중심주의 서양
사를 넘어.” 2006년 4월 15-16일; 한국서양사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에서의 서양사연구: 근대성의 인식과 유럽중심주의의 극복.” 2007년 7월
5-6일.
103) Nicholas Dirks, “History as a Sign of the Modern”, Public Culture, vol.2, no.2
(1990), pp. 25-32.
104) Arif Dirlik, Postmodernity’s Histories(2000), 포스트모더니티의 역사들 , 황동연
역, 창비(2000), “제3장 유럽중심주의 이후 역사는 존재하는가－전지구주의, 탈식민
주의, 그리고 역사의 거부”, pp. 115-154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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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파악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기록들의 저자들이 바로 생태
환경사를 써 나갔음에 유념해야 한다. 알렉산더 훔볼트가 바로 대표적
인 예에 해당한다. 그 자신이 열대 아메리카의 자연을 ‘발명’하는 생태
환경사가(史家)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훔볼트가 라틴 아메리카의 크레올
(Creoles) 박물학자들의 지원과 협력이 없었다면, 파리로 돌아와서 자
신의 구상대로 저술 작업에 몰두할 수 없었음에 분명하다.105) 이처럼
한국에서 세계사적 관점에서 생태환경사를 작업하는 것은 ‘유럽중심주
의 이후의 역사’를 서술하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메타-역사’106)를 서술
하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역사를 시간적으로 고대, 중세, 근대의 세 시대로 구분하고, 공간적
범주로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라는 3분법을 고수”107)하고 있는 한국 역
사학계의 정황을 생각하면 한국에서 생태환경사를 세계사적 관점에서
구성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근대 이래
로 분리되어왔던 자연사와 역사학을 통합하여 세계사를 만들어간다면,
생태환경사의 세계사적 지평은 한국 역사학계에서 가능할 수 있을 것이
다. 뿐만 아니라, 생태환경사를 통하여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과학사학자
및 기술사학자들과 소통 및 연대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
(아주대학교 인문사회의학교실)
<투고일: 2009. 2. 1, 심사일: 2009. 2. 18, 게재확정일: 2009. 2. 28>

105) Jorge Cañizares-Esguerra. Nature, Empire, and Nation, “Chapter 6. How
Derivative was Humboldt”, pp. 112-128.
106) ‘메타－역사’에 대해서는 Hayden White, Metahistory: The Historical
Imagination in Nineteenth-Century Europe(Baltimore, 1973). 한국어 번역은 천
형균 역 19세기 유럽의 역사적 상상력－메타역사 (문학과지성사, 1991).
107) 김기봉, 역사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체 만들기 (푸른역사, 2006),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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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vestigating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History from the
World History Perspective－How to Write It in Korea
Jong Chan Lee
The objective of my article is to analyze why the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history has not much attracted Korean historians and
how they can write this kind of history from a world history
perspective. When William H. McNeill and Emmanuel Le Roy Ladurie
mentioned ‘globalization of the disease’, it meant two important facts.
First, there happened ‘unification of the world’ by the Black Death in
the fourteenth century. Second,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history
may be clearly illuminated from a global history perspective.
Referring not just to meterological factors but also to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ing and all kinds of living things,
climate is the very relevant concept for investigating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history. All the history has belonged to climatic
history, and the concept of climate has been historically constructed.
The ‘Scientific Revolution’ has been a strong theme in the
Eurocentric history of science.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seventeenth-century European people did not know that the
revolution was occurring at that period. The very idea of the
Scientific Revolution partly expressed contemporary European interest
in their ancestors. If we come to write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history from a world history perspective, to overcome the Scientific
Revolution-based Eurocentric history of science is an essential task
for Korean historians in general and historians of science and
technology at particular.
History as a professional discipline has been in the West separated
from natural history since the late eighteenth century. The unification
of the two will lead to the making of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history. While environmental history without ecological history has
remained anthropocentric history, which can be a root caus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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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logical crisis, ecological history without environmental history
may belong to natural history without relevance to human being.
(Ajou University / jclee@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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