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몽의 시대 VS. 경쟁의 시대
라마르크와 다윈



신대륙의 발견과 유럽의 팽창 유럽에 없던 새로운 동식물의 “발견”



새롭게 발견된 다량의 화석 현존하지 않는 종의 화석 / 산 위의 해양생물체 화석

한 번의 격변? vs. 점진적 변화?



너무 많아진 종 
해법은?

“존재의 대사슬”에  
연속성 추가



린네, ⟪자연의 체계⟫ (1735)

새로이 발견된 수많은 다양한 종들을  기존의 분류 체계 속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



계몽의 시대
➤ 큰 성공을 거둔 ‘뉴턴주의 과학’이 다
른 분야의 문제해결에 본보기를 제시  

➤ 이성의 힘으로 전통적인 관점과 질서
를 깨고 사회의 진보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희망 

➤ <백과전서>(1751-1772) 

➤ 디드로, 달랑베르, 볼테르, 몽테스
키외, 루소, 케네 참여 

➤ 종교적 관용, 사상의 자유, 과학과 
기술의 가치 설파 

➤ 무신론 혐의로 고발/금서로 지정 

➤ 무신론 또는 이신론 확산 

➤ 진화에 대한 다양한 사색 백과전서 권두화



라마르크(1744-1829)

➤ 프랑스의 생물학자, 분류학자, 진화주의자 

➤ 가난한 귀족 집안 출신으로 어린 나이에 전쟁에 
참여하여 전쟁 영웅이 되어 돌아온 후 생물학에 
관심을 가져 ‘왕의 정원’에서 일을 하게 됨. 

➤ 혁명에 동조하여 ‘왕의 정원(Jardin du Roi)’을 
‘식물원(Jardin des Plantes)’으로 개혁 

➤ 식물원 내 국립자연사박물관의 무척추동물 담
당교수로 임용되어 연구 도중 진화론자로 선회 

➤ 자연법칙에 따른 진화 이론 제시 

➤ 생명체의 자연 발생 

➤ complexifying force / adaptive force 

➤ ‘생물학’을 현대적인 의미로 처음 사용 

➤ 무신론자로 자주 공격 받았으며, 당대 최고의 
생물학자 퀴비에로부터 갖은 멸시를 당함.  

➤ <동물철학>(1809)



COMPLEXIFYING FORCE

➤ 간단한 생명체의 자연발생 

➤ 간단한 것에서 점차 복잡한 것으
로 진보



ADAPTIVE FORCE

➤ 용/불용(用/不用) & 획득형질의 유전 

➤ “felt need, stirring their inner 
consciousness”



라마르크의 나무형 그림

<동물철학>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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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다윈(1809-1882)

➤ 의사인 이래즈머스 다윈과 도자기 
사업가 웨지우드의 손자 

➤ 딱정벌레 마니아 

➤ 부모의 권유로 에딘버러에서 의학을 
공부했으나 중퇴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 케임브리지에 입학 

➤ 케임브리지 식물학 교수 헨슬로우
(John J. Henslow)의 추천으로 자
연학자로 비글호 항해에 참여(1831-
1836) 

➤ 공통 조상의 존재 및  자연선택에 의
한 진화 주장 

➤ ⟪종의 기원⟫(1859), ⟪인간의 유래⟫
(1871) 출판





루나 협회의 회원들 (다윈의 할아버지 세대)

매튜 볼튼 제임스 와트 이래즈머스 다윈 조지프 프리스틀리조지아 웨지우드

노예 해방 / 진보에 대한 믿음 / 과학, 기술,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케임브리지 재학 당시 친구가  
그려준 다윈의 캐리커쳐



윌리엄 페일리의 ⟪자연 신학⟫

➤ 1802년 출판된 이후 오랫동안 
유지된 베스트셀러로, 다윈은 케
임브리지 재학 시절 읽음. 

➤ 다양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해 
있는 생명체들의 존재를 통해 신
의 존재를 논증. 

➤ 페일리의 자연 신학은 ‘적응’이라
는 문제를 제공했으나 다윈은 페
일리의 답에 회의적.



다윈의 롤 모델 : 과학여행가 알렉산더 폰 훔볼트



비글호의 자연학자로

➤ 영국 해군은 헨슬로우 교수에게 
남아메리카 탐사를 떠나는 비글
호에 승선할 자연학자 추천 의뢰 

➤ 헨슬로 교수는 찰스 다윈을 추천 

➤ 다윈은 아버지의 허락과 재정적 
지원을 약속받고 비글호에 승선 

➤ HMS 비글호에 승선한 일반인 

➤ 자연학자 1명 / 화가 1명 

➤ 선교사 1명 / 시계공 1명 

➤ 푸에고인 3명 

➤ 선장의 하인 / 다윈의 하인



비글호 항해(1831.12-1836.10)





다윈의 주된 업무 : 다양한 생물 표본 수집

Rhea dawrinii

Tanagra darwini

Desmodus d’orbignyi



원주민과의 만남

➤ 티에라 델 푸에고(1833) / 타히티 & 뉴
질랜드 & 호주(1835) 

➤ 비글호 선교 활동의 일환 

➤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 목격 

➤ 다윈은 원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문명이 
보다 원시적인 상태에서 시간에 따라 
진화한 것이라고 믿게 됨. 

➤ 유럽 문명이 원주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는 않다고 우려 

➤ “I am afraid whatever other ends 
their excursions to England 
produce, it will not be conducive 
to their happiness.” (1833.2.6)



찰스 라이엘, ⟪지질학 원론⟫

➤ 비글호 항해 당시 다윈은 갓 출판
된 이 책을 가지고 다님 

➤ 동일과정설 (vs. 격변설) 

➤ 지구의 지형은 비, 바람, 강, 
조수, 화산 등의 점진적인 과
정에 의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됨 

➤ 지구의 나이가 성서에서 말하는 
6000년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



지진과 지구의 나이

➤ 칠레에서의 지진 경험 

➤ 지진 당시 땅의 1m 융기 측정 

➤ 안데스 산맥 위의 조개 화석 

➤ 다윈의 계산 : 약 80년에 한 번씩 
이러한 지진이 일어난다면, 천 미
터가 넘게 땅이 솟아 오르려면 적
어도 80만 년 필요



갈라파고스 군도의 방문(1835.9-1835.10)



원주민들의 능력

“우리는 거북이 등딱지의 무늬를 통해  
거북이가 어느 섬 출신인지 알 수 있다.”

다윈은 그 말의 중요성을 곧바로 간파하진 못함 

다윈은 닥치는 대로 표본을 수집하느라 바빴음



갈라파고스의 다양한 핀치 작은 차이지만 분명히 구별되는 변이들 



이 적응의 메커니즘은?

➤ 1838년에 읽은 맬서스의 《인구
론》이 아이디어 제공 

➤ 유기체의 급격한 증가의  필연적 
귀결 -- “자연선택” 

➤ 생존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것들
이 태어나고 이것이 생존경쟁으
로 이어지는데, 조금이라도 유리
한 변이는 살아남기 좋은 기회로 
이어지고 자연적으로 선택될 것
이다. 이러한 자연 세계에서 파괴
적 압력은 (인간 세계보다) 엄청
나다. 

➤ 자연에는 “도덕적 절제”가 없다.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10배의 위력을 가지고 적용된 맬서스의 이론이었

다. 모든 풍토에는 많고 적은 수의 동물들 각각에 적절한 계절이 있기에 
모두가 매년 증식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인류의 증가를 어느 정도 제한

하는 도덕적 절제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 천천히 증식하는 인간도 25년

마다 두 배가 되며 식량을 더 쉽게 증산할 수 있다면 더 짧은 시간에 두 배
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인위적 수단이 없는 동물들에게는 각각의 종을 위한 

식량의 양은 평균적으로 일정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모든 유기체는 기

하급수적으로, 그것도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엄청난 비율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

1. 다양한 변이의 존재 

2. 변이에 따른 차별적 번식 
(맬서스 원리에 따른 생존경쟁의 
귀결) 

3. 선택된 변이가 가진 특성 대물림 

오랜 세대 반복 → 점진적 종분화



다윈주의를 만들어낸 이질적 관점들

계몽주의

인간은 자연을  
극복할 수 있다

인간 사회의  
끊임없는 진보 변화

페일리의  
⟪자연신학⟫

세계의 조화로운  
설계자로서의 신

적응

다윈

맬서스의 
⟪인구론⟫

진보의 한계

법칙적인 무심한 신

적응의 메커니즘

라이엘의 
⟪지질학 원론⟫

진화에 필요한 시간의 확보



《종의 기원》 (1859)

➤ 다윈은 대중의 공격과 아내의 충격
에 대한 걱정 때문에 비밀 노트를 
공개적으로 출판하지 않음 

➤ 1858년 다윈은 자신의 이론과 비
슷한 내용이 담긴 월러스의 편지를 
받은 후 출판 결심. 

➤ 1859년 11월 24일 초판 출판 

➤ 주요 내용 

1. 진화의 수많은 증거 제시 

2. 생명의 나무: 
공통 조상으로부터 분지 

3. 변이와 자연선택: 
종 변화의 주된 메커니즘



생명의 나무(TREE OF LIFE) 모든 생명체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유래



《종의 기원》에 수록된 생명의 나무 그림



자연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위치는?
인간은 ‘생명의 나무’의 여러 가지 중 하나에 불과



다윈의 첫 생명의 나무(radiation) 헤켈의 《창조의 역사》에 실린 생명의 나무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

1. 다양한 변이의 존재 

2. 변이에 따른 차별적 번식 
(맬서스 원리에 따른 생존경쟁의 
귀결) 

3. 선택된 변이가 가진 특성 대물림 

➤ 오랜 세대 반복 → 점진적 종분화



라마르크 VS. 다윈



진화론은 특정한 사회적/윤리적 함의를 가지는가?

<멘체스터> 신문으로부터 짧은 글 하나를 받았는데, 거기서는 내가 힘

이 곧 정의임을 증명했고, 따라서 나폴레옹도 옳고, 사기꾼 상인들 모

두가 옳을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다윈이 찰스 라이엘에게 보낸 편지



다윈주의의 다양한 사회적 이해

약육강식
자유방임주의

제국주의

실력양성

적자생존

우생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