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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철 카슨의 침묵의 봄 (1962) 출현의

역사적 배경 및 그 영향*

임 경 순**

1. 서 론

20세기 후반의 사상적 흐름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과거 18세기말부터 20

세기초까지는 대개의 경우 낭만적으로 치부되었던 환경 사상이 급속도로 기존 학계에서 부상되었

다는 것이다. 즉 환경 사상은 이미 19세기 초 낭만주의적 전통 속에서도 나타났었지만, 20세기 후

반에 나타난 환경 사상은 19세기초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급부상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세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환경주의가 광범위하게 대두하기까지는 자연보

호 사상, 산업의학적 전통, 생태주의 등 여러 가지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는데, 1962년 레이철

카슨(Rachel Carson)이 출판한 침묵의 봄 이라는 책은 환경사상 커다란 획을 긋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

레이철 카슨의 침묵의 봄 은 그것이 발표된 이후 DDT 를 비롯한 살충제의 무분별한 남용과

그것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미국에서는

수많은 환경 보존 단체가 결성되었으며, 살충제의 사용 문제, 야생 동식물의 보호 문제, 대기 및

수질 오염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환경 문제에 대해 민간 단체뿐만이 아니라 정부도 광범위한 관

심을 가지는 계기가 된다. 결국 카슨의 책은 미국 환경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획기적인 저작물로

남게 되었으며, 그의 영향력은 단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이 카슨의 경고가 밑거름이 되어 마침내 1970년 4월 22일의 제1회

‘지구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환경운동이 본격화하게 된다.

2. 미국 환경 사상의 다양한 기원들

세계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환경주의 사상 역시 매우 다양한 배경 속에서 성장했

다.2) 미국의 환경 운동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전통은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

지로 자연보호 내지 환경 보존 운동이었다. 개척 시대 이래로 미국인들은 줄곧 수많은 자연 환경

을 변화시켜 왔고, 미국의 산림, 초원, 야생 동식물 자원들은 계속 파괴되어 갔다. 이에 따라 1830

년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자연 파괴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 이 논문은 1996년도 大韓醫史學會 가을철 학술대회(1996.11.22)에서 구연된 것임

** 포항공과대학교 교양학부, 환경공학부

1) Carson, Rachel. Silent Spring. Boston : Houghton Mifflin, 1962; 레이첼 카아슨(이길상 옮

김). 침묵의 봄 . 탐구당, 1981; 레이철 카슨(이태희 옮김). 침묵의 봄 . 참나무, 1991; 레이

첼 카슨(정대수 옮김). 봄의 침묵 . 넥서스, 1995
2) 오늘날에 나타나는 환경 사상에 미친 다양한 기원에 대해서는 Robert Gottlieb의

Reconstructing environmentalism: Complex movements , diverse roots(Environmental

History Review 1993 ; 17(4), 1- 19)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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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전쟁 이후 미국의 기업가들이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미국의 산림자원을 비롯

한 자연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자연환경의 훼손이 미 대륙의 곳곳에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870

년대부터 연방 정부는 국립공원법을 제정해서 국립공원에서 수렵을 금지하는 등 삼림과 야생 동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게 된다. 이에 따라 1872년 옐로스톤 국립공원법이 제정되었고, 1885

년에는 뉴욕주의 법에서도 산림보전 지역 설정을 명시했다. 1891년 미 의회는 산림보호법(F ores t

Reserve Act)을 통과시켜 125만 에이커를 보전대상 자연림으로 지정했다. 또한 미국 농림부는 산

림학자인 기포드 핀쇼(Gifford Pinchot)를 채용해서 1897년 산림관리법(Forest Management Act)

을 마련했다. 1892년 존 뮤어(John Muir)가 창립한 시에라 클럽(Sierra Club)과 1905년 창립된 오

더번 협회(National Audubon Society)는 이 시기에 미개발의 생식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을

할 대표적인 단체들이었다. 1901년에는 열렬한 환경보호론자였던 데오도르 루즈벨트(T heodore

Roosevelt)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는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산림 자원을 보호, 관리할 산

림청을 신설하는 등 많은 환경 관련 정책을 시행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가 미국 환경 보

존의 황금 시기였다고 평가한다.3)

1921년부터 1933년에 이르는 공화당 집권 시기에는 거대 기업을 위해 공공 자원을 사용하고 경

제를 촉진하는 정책을 펴서 국가 자원 보존에 관한 정책은 다소 주춤했다. 하지만 1933년 후버

대통령의 시대가 지나가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루즈벨트

행정부는 개인으로부터 많은 땅을 사들여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공 정책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야생 동식물과 공유지에 대한 연방 정부의 관리와 보전 정책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

작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정부의 환경 보존 정책의 한계를 느끼고 보다 진보적인 환경보전

운동을 전개한 사람도 나타나는데, 야생동물 협회의 창립자인 밥 마셜(Bob Marshall)이 그 대표

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마셜은 자신 역시 정부의 관련 부서와 연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의 개발 선호 입장과 국립공원 관리 협회의 휴양지 개발 위주의 정책에 대해서 이것이 궁

극적으로는 야생 동식물 자원의 파괴로 나타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강한 비판을 가했다.

한편 19세기 중반 이후 미국에서는 산업화가 급속도로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20세기에 접어들

면서 자연보호 차원을 떠난 새로운 형태의 환경 운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공장 및 작업장에서 발

생하는 위험한 화학 물질에 대해서 선구자적으로 연구했던 앨리스 해밀턴(Alice Hamilton)의 활

동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앨리스 해밀턴은 미국 최초의 도시/산업 환경주의자로 평

가되는 인물이었다. 작업장에서 나타나는 위해한 작업 환경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행한 해밀턴

의 활동은 환경 운동이 농촌을 중심으로 단순히 자연 경관을 보호하는 자연보존이라는 테두리 내

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산업 사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4)

1869년 뉴욕시에서 태어나 인디애너 주의 포트 웨인에서 자란 해밀턴은 여성으로서도 전문 교

육을 받을 수 있던 분야인 의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의학은 여성이 대학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몇 안되는 전문 분야 가운데 하나였다. 미시간 의대에 입학하기 전에 이미 앨리스

해밀턴은 인도주의적 봉사활동이나 사회 개혁과 연관된 분야의 의학과 과학에 관심이 많았다. 대

학을 졸업한 뒤 해밀턴은 노스웨스턴 여자 의과대학의 병리학 교수를 지내면서 시카고를 중심으

로 활동하게 되었다. 시카고의 헐 하우스(Hull House)는 환경과 질병의 관련에 대해 연구할 이상

적인 장소였다. 이곳에서 그녀는 보건, 환경, 정치가 서로 어떻게 관련을 맺는가에 대해서 많은

3) 이 시기의 환경보호운동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에 대해서는 Craig R Humphrey and

F rederick R Buttel의 Environment, Energy and Society(Belmont : Wadw orth Publishing

Co, 1982), C 험프리, K 버틀(양종희, 이시재 역) 환경사회학: 환경, 에너지, 사회 (사회비평

사, 1995), 제5장을 보라.
4) 앨리스 해밀턴과 환경사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Robert Gottlieb의 위의 논문 7- 10쪽을 보라.

이외에도 앨리스 해밀턴의 자서전 Alice Hamilton, Exploring the Dangerous T rades : T he

Autobiography of Alice Hamilton, M.D., (Bos ton : Litt le Brow n, 1943)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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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얻었는데, 무엇보다도 여기서 그녀는 당시에 사람들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산업

체에서 발생하는 직업병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된 것이다.

1908년 해밀턴은 일리노이 주의 직업병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면서 산업 독극물에 대한 관

심이 점점 더 깊어 갔다. 해밀턴이 자신의 주요 연구인 납을 많이 다루는 산업에서 나타날 수 있

는 산업 납중독에 관한 체계적 연구를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해밀턴은 그 뒤 수십년 동안

미국의 산업 독극물을 포함한 직업 재해에 관해 광범위한 연구 업적을 남겼다. 특히 그녀는 1920

년대에 자동차의 녹킹 방지제로 가솔린에 테트라에틸 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가

했다. 이리하여 그녀는 단순히 작업장 독극물뿐만이 아니라 도시 공해 문제에 대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5)

1919년 해밀턴은 하버드 의대가 산업 보건학 과정을 신설함에 따라 하버드 의대의 산업 의학

조교수가 되었다. 당시 하버드 대학에는 여성의 입학을 허가하지 않았으며, 그때까지 단 한 명의

여성 대학교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의 임용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물론 보수적인 하버

드 대학 측은 임용 당시 해밀턴에게 3가지 단서를 붙였다. 이에 따라 그녀는 하버드 클럽을 사용

할 수 없었고, 축구장 티켓이 없었고, 졸업식 행렬에도 참가할 수 없었다. 하버드 의대는 1945년

이후에야 여성의 학교 입학을 허용했다. 아무튼 하버드 의대 재직 중인 1925년 해밀턴은 자신의

고전적 저작인 미국의 산업 독극물 을 출판했던 것이다.6) 이리하여 그녀는 미국에서 근로자의

보건 문제와 환경 보건 문제를 다루는 중심적인 인물로 부각되었고, 마침내 해밀턴은 환경 문제

를 단순히 도시 이외의 지역의 자연 보호 운동을 차원을 넘어서 도시적 차원으로 확대시킨 선구

자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도시의 산업체에서 생산된 독극물은 단지 공장의 노동자와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해

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산업체에서 생산된 살충제를 비롯한 여러 화학 약

품들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급기야 인간을 넘어서 동식물을 비롯한 생태계의 파괴로까지 이어

졌다. 이리하여 1960년대에 이르면 환경 문제는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를 겪으면서 오늘날에 보

이는 것과 같은 총체적인 생태학적인 관점을 얻게 된다.

3. 침묵의 봄 출판 이전의 살충제의 개발 및 사용

20세기에 들어와서 인류는 농산물의 생산 증대를 위해 병충해 방제에 힘을 기울였고, 이에 따

라 농업 분야에서 수많은 종류의 농약들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병충해를 죽이는 농약 자

체는 병충해뿐만이 아니라 농작물과 심지어는 인체에도 매우 유독했기 때문에 적절한 농약의 선

택과 효과적인 살포 방법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1930년대와 40년대에 비소와 납 계열의 살충

제가 광범위하게 살포되었는데, 이에 따라 농작물과 토양에 다량의 독성 잔유물이 생성되었으며,

토양의 생산력도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이러던 차에 1940년대에 와서 농작물과 인체에 피해를 적

게 주는 새로운 살충제들이 발견되어,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세계적으로 병충해 방제를

위해 화학 살충제가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게 된다. 이 시기에 나타난 수많은 화학 살충제 가운

데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은 유기염소제인 DDT라는 살충제였다.7)

5) 20세기 초반 이후의 산업의학과 산업독극물 연구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에 대해서는 Horace

W Gerarde의 Occupational Medicine Research(Journal of Occupational Medicine 1966 ; 8 :

384- 392)와 Henry F Smyth, Jr의 T oxicology of Indus trial Chemicals (Archives of

Environmental Health 1964 ; 8 : 384- 392)를 보라. 이외에도 미국 듀퐁 사에서의 산업 독극

물의 연구 역사에 대해서는 David A Hounshell and John Kenly Smith, Jr의 Science and

Corporate Strategy, Du Pont R&D, 1902- 1980(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 s , 1988),

Chap 24를 보라.
6) Hamilton A. Industrial Poisons in the United States . New York : MacMillan Company,

1925
7) DDT 개발 이전에 미국에서의 살충제 사용 과정과 DDT 출현 이후의 초기 반응에 대해서는

- 3 -



醫史學 제5권 제2호 (통권 제9호) 1996년

DDT는 1939년 스위스의 화학자 뮐러(Paul Hermann Müller)에 의해서 놀라운 살충 효과가 처

음으로 확인되었다. 이 물질은 이미 1873년 오트마 자이들러(Othmar Zeidler)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견되었지만, 당시에는 이 물질이 지니고 있는 생리학적인 작용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다.

1899년 스위스에서 태어난 뮐러는 1925년 바젤 대학에서 화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이때

그는 부전공으로 식물학과 물리화학을 공부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 그는 스위스의 염료 회사인

가이기 회사(J.R. Geigy A.G.)에 화학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최대의 업적인 살충제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다. 식물학에 관심이 있었던 뮐러는 1935년부터 이상적인 기준을 갖춘 살충제를

찾기 시작했다. 이때 그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살충제의 기준은 우선 곤충에게는 매우 강하고

빠른 독성 작용을 보이지만 식물과 온혈 동물에게는 거의 독성이 없고, 냄새가 없고 효과가 오래

지속되며 값이 싼 살충제를 찾는 것이었다.

곤충에게 영향을 주는 수많은 화합 물질에 관한 연구를 한 결과 뮐러는 곤충에 의해서 독극물

이 흡수되는 방식은 온혈 동물의 흡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안전한 살충제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이리하여 그는 페닐 에탄의 염소 유도체에 관심을 집중했고, 마침내

1939년 9월 파리를 이용해서 자신이 애초에 설정했던 거의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살충제를 발견

했다. 뮐러는 이 살충제가 파리 이외의 다른 곤충들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물질을

DDT 라고 이름 붙여서, 1940년 3월 스위스에서 특허를 출원했다. 이듬해인 1941년 DDT는 스위스

에 엄습한 콜로라도 감자 딱정벌레를 성공적으로 퇴치하면서 효능이 입증되기 시작했다.

DDT는 1942년 초에 처음으로 시장에 나타났는데, 곧 그 이상적인 살충제로서의 가치가 널리

인정되었다. 당시는 전시 중이었고, 곤충이 많이 서식하는 열대지방에서는 많은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질병을 옮기는 곤충들을 박멸하는 데 DDT 는 아주 효과적인 살충제로 여겨졌다. 더구나

DDT 를 사용한 초기에는 인간에는 어떠한 피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후에 DDT 는 지중해

지역에 만연한 말라리아 모기를 박멸하는 데 널리 사용되었고, 실제로 이 지역의 말라리아 질병

의 발생 빈도는 현저하게 감소했다. 이런 공로로 뮐러는 194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8)

하지만 뮐러는 이상적인 살충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때 생명체 내에서 그 화학 물질이 위험

한 상태로까지 축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DDT의 사용량이 증대하면서 이 화학 물

질은 대단히 안정해서 몇몇 동물의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아주 위험한 수준까지 축적된다는 것

이 밝혀졌고, 이에 관련된 수많은 논쟁이 벌이지게 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화학 살충제를 남용하

게 되면서 곤충들은 화학 살충제에 대해서 점차로 강한 내성이 생기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에

DDT 보다 더 독성이 강한 알드린(aldrin), 디엘드린(dieldrin), 말라티온(malathion), 파라티온

(parathion) 등이 개발되었고, 내성이 생긴 곤충들을 죽이기 위해서 더욱 많은 살충제를 살포하게

되면서, 화학 살충제에 의한 자연 질서의 파괴가 인간, 포유류, 조류 등을 포함한 생태계에 총체

적인 위기를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1962년에 대규모의 화학 공업

공장에서 생산된 살충제로 인해 동식물의 환경을 비롯한 생태계가 파괴되고, 급기야 궁극적으로

는 그것을 만든 인간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고해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사람

이 바로 미국의 해양 생물학자 레이철 카슨이었다. 즉 20세기를 통해서 환경 문제는 단순히 산림

과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수준의 환경보전 운동을 넘어서, 공장의 작업 현장에 나타나는 직업병

문제를 다루는 도시/산업 환경주의라는 새로운 환경 운동으로 발전했으며, 급기야 DDT를 비롯한

살충제 남용의 결과 환경 문제가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는 전생태계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던 것이

다.9)

James Wharton의 Before “Silent Spring”: Pesticides and Public Health in Pre- DDT

America(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 , 1974)을 보라.
8) 제2차 세계대전 이후 DDT 사용에 대한 반응에 관한 포괄적인 소개로는 T homas R Dunlap

의 Science as a guide in regulating technology: the case of DDT in the United

States(Social Studies of Science 1976 ; 8 : 265- 285)와 T homas R Dunlap의 DDT :

Scientis ts , Citizens, and Public Policy(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 , 1981)를 보라.
9) Gottlib. 위의 글. 10-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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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레이철 카슨의 침묵의 봄

레이철 카슨은 1907년 5월 27일 펜실베이니아 주 스프링데일에서 태어났다.10) 1925년 그녀는

부모의 권유에 따라 펜실베이니아 여자 대학에 들어갔는데, 2학년때 전공을 영어에서 생물학으로

바꾸었다. 1929년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한 그녀는 우즈 홀 해양생물연구소의 하계 장학생이 되었

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바다를 바라볼 수 있었다. 그 뒤 존스 홉킨스 대학을 장학생으로 입학한

그녀는 1932년 동물학으로 석사 학위를 했다.

1935년 아버지 로버트 카슨이 갑자기 죽자, 그녀는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이때 그녀는

운이 좋게도 자신을 지도했으며, 당시에 어업국(Bureau of Fisheries )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생

물학자 엘머 허긴스(Elmer Huggins)의 도움으로 해양 생물에 관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원고를 쓰

는 일을 맡게 되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카슨은 1936년부터 1952년 은퇴할 때까지 무려 16년

동안 어류 및 야생생물청(F ish and Wildlife Service)에서 근무하게 된다. 연방 정부에서 일하는

동안 카슨은 틈틈이 많은 글을 썼다. 1937년 그녀가 허긴스를 위해 월간 애틀랜틱 (A tlantic

M onthly) 지에 기고한 글은 곧 좋은 평을 얻어 곧 출판 계약이 들어왔고, 마침내 몇년간의 야간

작업 끝에 1941년 11월 해양의 자연사에 관한 책인 해풍 아래 11)라는 자신의 최초의 책을 출판

했다. 비평가들의 찬사에도 불구하고 카슨의 첫번째 책은 높은 판매고를 올리지는 못했다. 이 책

이 출판된 지 한 달도 못돼서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 있었고, 미국은 태평양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출판된 지 6년동안 그녀의 책은 단지 1600 부만이 팔렸을 뿐이다.

해양의 자연사에 관한 자신의 두번째 책이 나오기까지 카슨은 무려 10여년을 기다려야만 했다.

카슨의 두번째 책인 우리 주위의 바다 는 첫번째 책과는 달리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고, 카슨은

일약 유명 인사가 되었다.12) 1951년 7월 2일 이 책이 출판되자마자 뉴욕 타임스 지의 베스트

셀러 목록에 무려 86주나 올랐으며, 32개 나라의 말로 번역까지 되었다. 1952년 공직에서 은퇴한

그녀는 1955년에 북아메리카 해변가의 다양한 자연사를 다룬 바닷가 라는 책을 출판해서 다시금

베스트 셀러 작가가 되었다.13)

1956년 이후 카슨은 지금까지의 해양의 자연사에 관한 연구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자신이 어류

및 야생생물청에서 근무할 때부터 느껴 왔던 합성 살충제의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

지기 시작했다. 그 동안 카슨 자신은 정부가 농업에 살충제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공

개적인 토론에서는 상당히 주변적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독극물과 오염에 관한 카슨의 관심은 이

미 1938년에 그녀가 쓴 글에서 나타난다. 전쟁 중 어류 및 야생생물청에서 어류와 수산업에 관한

글을 쓰는 동안 그녀는 허긴스가 쓴 해양 어류들에 잔존해 있는 DDT 에 관한 글도 읽고 살충제

의 오염을 염려했었다. 1945년 7월 그녀는 리더스 다이제스트 지에 DDT와 같은 살충제들이 오

용될 때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글을 쓰려고 접근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그녀의 제안은 잡지사에 의해서 거절되었다.

한편 1952년 공화당 소속의 아이젠하워(Dw ight D Eisenhow er)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들어

선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는 경제에 대한 연방 정부의 통제를 축소하고 뉴딜 정책 때부터 시작된

환경보존 정책을 완화시켰다. 특히 아이젠하워가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더글러스 맥케이

(Douglas McKay)는 환경보존주의자들을 몹시 싫어했으며, 천연자원에 대한 연방 정부의 통제를

10) 현재 레이철 카슨의 전기로 대중을 상대로 한 책은 십여 종에 달하고 있다. 그 가운데 비교적

사실적 기술이 양호한 전기로는 Marty Jezer의 Rachel Carson (New York : Chelsea House,

1988)이 있다. 카슨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연구 논문으로는 Linda J Lear의 Rachel Carson' s

Silent Spring(Environmental His tory Review 1993 ; 17(2) : 23- 48)이 나와 있다. 이 논문에

나타나는 카슨의 일대기에 대한 사실적인 기록은 주로 위의 두 문헌에 의존하고 있다.
11) Carson R. Under the Sea- Wind. New York : Simon and Schuster, 1941
12) Carson R. T he Sea Around U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1951
13) Carson R. T he Edge of the Sea. Boston : Houghton Mifflin,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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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고 목재, 광산, 수산, 대규모 영농 회사 등에게 과거에 연방 정부가 보호하던 산림, 공원,

초원, 수로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맥케이의 이런 정책에 따라 당시까지 정부 내에서

환경 보존을 중시하던 행정가들이나 과학자들은 해임되거나 연구비가 삭감되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한국전쟁으로 냉전 체제가 심화되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량 보복 전략을

세워서 수폭 개발에 질주하는 등 미소간 군비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져 가고 있었다. 핵전쟁을 우

려한 지식인들과 과학자들은 핵무기가 인류를 파멸로 몰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핵무기 경쟁을

반대하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카슨도 핵무기가 자연 질서를 가공할 위력으로 파괴한다는 것을 읽

고 많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살충제를 만드는 과학기술은 핵무기 못지 않게 자연을 처참하게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가 곧 카슨에 의해서 제기되었던 것이다.

1962년 이전 유기 염소계 살충제의 공중 살포에 연관된 일련의 몇몇 사건들이 카슨으로 하여금

살충제에 의해서 자연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을 강화시켰다. 1957년과 1958년 미국 농무부는

1920년대 이래로 남부 미국에서 살고 있었던 남아메리카 산 불개미를 박멸하기 위해 살충제를 쓰

려고 했다. 불개미는 인간에게 그리 커다란 피해도 주지 않았고, 경제적 피해도 그리 크게 주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미국 농무부는 불개미를 박멸하기 위해서 디엘드린과 헵타클로르(heptarchlor)와

같이 오래 지속되고 DDT 보다 약 40배나 독성이 강한 살충제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했다. 어류 및

야생생물청 소속 과학자들을 포함한 몇몇 생물학자들은 살충제가 살포된 지역에서 몸집이 커다란

야생 동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했다. 농무부 측은 야생 동물의 피해가 살충제의 살포 때문

이라는 것을 반박했지만,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과 환경보존론자들은 살충제

살포 계획을 중지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카슨도 후에 자신의 책에서 이 불개미 박멸 계획을

강력하게 비판했다.14) 물론 그녀도 필요할 경우 해로운 곤충을 조절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카슨은 거미와 같이 다른 해충을 잡아먹는 이로운 천적을 이용하는 식의 보

다 안전하고 점진적인 생물학적인 방법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15)

한편 1957년 여름 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북부 해안 지역에서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 DDT를 살

포했는데, 이 살충제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 덕스버리(Duxbury)를 비롯한 인근 마을로 퍼져 나갔

다. 유감스럽게도 이 살충제로 인해서 모기는 박멸되지 않고, 반대로 새와 방아깨비, 벌 등과 같

은 무해한 동물들이 마구 죽어 나갔다. 이에 카슨의 오랜 친구였던 조류학자 허킨스(Olga Ow ens

Huckins)는 보스턴 주 당국에 이를 항의했지만, 매사추세츠 주 당국은 DDT 는 인간에게 살포해도

무해할 정도로 아주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 허킨스의 주장을 묵살했다. DDT 가 무해하다는 주 당

국의 보장을 신뢰하지 못한 허킨스는 이와 유사한 사건을 찾아 나섰고, 마침내 뉴욕 주의 롱 아

일랜드에서도 유사하게 살충제가 살포되어 물고기, 새, 벌 등이 무수히 많이 죽었다는 사실을 발

견했다. 이에 허킨스는 1958년 1월 보스턴의 헤럴드 (H erald) 지에 항의의 편지를 기고했고, 이

편지의 사본을 카슨에게 보내 주었다. 이 편지를 보고 자신도 스스로 그 당시의 살충제의 사용

실태를 조사해 본 카슨은 크게 놀랐고, 결국 이 문제를 글이나 책으로 다루어 보아야겠다는 생각

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16)

카슨의 경고는 1962년 6월 16일 뉴욕인 (N ew Y orker) 지에 곧이어 출판될 책의 요약판이 연

재되기 시작하면서 이미 책이 출판되기 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기사가 나오자마자 시민들

과 몇몇 과학자들 심지어는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이 있던 백악관에서도 찬사가 쏟아졌

다. 하지만 카슨의 책에 대해서는 찬사와 함께 카슨이 살충제에 대한 극히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

켰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카슨의 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7월초부터 뉴욕 타임스 와 워싱

턴 포스트 지와 같은 전국적 언론 매체들도 이 주제를 다루게 되었고, 마침내 뉴욕 타임스의 머

리 기사처럼 이제 ‘침묵의 봄은 시끄러운 여름’(Silent spring is now noisy summer)이 되었다.

우선 농무부 내의 관리들은 카슨의 공격에 대해서 아주 분개했으며, 전 농무부 장관이었던 벤

14) 레이첼 카슨 (정대수 옮김) 봄의 침묵 (넥서스, 1995), 제10장
15) 같은 책, 제 17장, 특히 313- 314쪽
16) 카슨은 자신의 책 침묵의 봄 서문에서 1958년 1월 허킨스에게서 편지를 받고 자신이 오랫

동안 조사 연구했으면서도 방치해둔 일들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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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순 - 레이철 카슨의 침묵의 봄 (1962) 출현의 역사적 배경 및 그 영향

슨(Ezra T aft Benson)은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에게 카슨은 아마 공산주의자일 것이라는 사견을

표명했다. 살충제를 생산하는 산업체에서도 카슨의 주장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편파적인 것이라

고 맹렬히 비난했다. 8월초가 되자 클로르데인을 생산하는 벨시콜(Velsicol)이라는 화학 회사는 만

약 카슨의 글을 책으로 출판할 경우에는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머플린

(Houghton Mifflin) 출판사로 보내어 협박했다. 이런 협박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머플린 출판사는

예정대로 1962년 9월 27일 카슨의 책을 출판했고, 곧 그 해 가을에 이 책은 60만 부가 팔리며 베

스트 셀러 1위에 올랐다.

카슨은 이 책에서 만약 우리가 현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미래에 우리의 지구에

닥쳐올지도 모르는 무서운 ‘침묵의 봄’을 경고했다. 탁월한 저술가답게 카슨은 자신의 책을 다음

과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

“옛날 한 때 미국의 어느 산간 지방에 생명력을 지닌 모든 사물들이 주변 환경과 조화

를 잘 이루며 살아가는 마을이 하나 있었다. ... 그런데 웬일인지 이상한 원인 모를 불

길한 그림자가 이 마을을 덮으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이상한 기운이 이곳에

스며들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이 마을은 어떤 나쁜 마술적 주문에 걸린 것 같

았다. 병아리 떼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렸고 소나 양들이 죽어 갔다. 사방이 죽음의 장막

으로 덮여졌다. ... 자연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그처럼 즐겁게

재잘거리며 날던 새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 봄은 왔는데 침묵만이 감돌았다. 울새,

비둘기, 여치, 굴뚝새, 또 다른 수많은 새들의 울음소리와 더불어 새벽이 밝아오곤 했

는데 이제는 죽음의 정적만이 저 들판과 숲과 늪 위에 깔려있을 뿐이었다. ... 이 참혹

하게 찌들어진 세계, 새 생명 탄생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 침묵의 세계는 어떤 마

술의 장난도 아니고 적의 침입을 받은 것도 아니며 바로 인간들 자신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 미국의 수없이 넓은 땅에 약동하는 봄의 소리를 침묵시킨 것은 무엇일까?

그 이유를 파헤쳐 설명하고자 함이 이 책의 목적이다.”17)

카슨의 책이 출판될 무렵에 대략 농무부, 화학공업 회사, 대농장주 등이 카슨의 주장에 대한 주

된 비판 세력으로서 자신들의 연대를 공고히 하였고, 자신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과학

단체나 언론을 통해서 카슨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제작, 배포했다. 몇몇 과학자들은 카슨과 같

이 석사 학위밖에 가지지 않은 비전문가가 자신들도 아직 완전히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내용

을 대중들을 상대로 선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기까지 했다.

1962년 7월 카슨의 경고에 대해 전해들은 케네디 대통령은 자신의 과학 자문이었던 와이즈너

(Jerome W eisner)에게 살충제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대통령 과학자문위원회의 특별 패널

을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8월 29일에 있었던 기자 회견에서 케네디 대통령은 카슨이 비판했

던 문제점에 대해서 좀더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을 다짐했다. 카슨의 경고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은

카슨의 책의 영향력을 더욱 극대화시켰다. 이리하여 살충제 사용 문제는 공공 정책의 문제로까지

비화되었다.

한편 1962년 말 컬럼비아 방송사(Columbia Broadcasting Sys tem)는 돌아오는 봄에 카슨의 책

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한다고 발표했다. 이때를 즈음해서 정부의 살충제 살포 계획에 대

한 항의 편지가 이어졌고, 오더번 협회와 같은 환경 단체에는 신규 가입자가 증가했다. 또한 의회

내에서도 서서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카슨의 책에 관

한 프로그램을 철회하도록 협박하는 정체 불명의 편지가 컬럼비아 방송사로 전달되는 등 반대파

들의 집요한 공세와, 마지막 순간에 몇몇 기업의 스폰서들이 빠져나가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963년 4월 3일 CBS의 황금 시간대에 특별 프로그램 ‘레이철 카슨의 침묵의 봄’은 마침내 방영되

었다.

살충제의 문제를 다룬 CBS의 특별 프로그램은 일반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방송이

17) 레이첼 카슨 (정대수 옮김) 봄의 침묵 (넥서스, 1995), 11-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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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간 다음날 코넥티컷 주의 리비코프(Abraham Ribicoff) 상원 의원은 연방 정부의 살충제 통제

프로그램을 포함한 환경 오염에 관한 의회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5월 16일에는 재조직

과 국제 조직에 관한 상원 소위원회 청문회가 시작되었다. 바로 하루 전인 5월 15일 백악관은 오

랫동안 기다렸던 대통령 과학자문회의 보고서를 내어놓았다. ‘살충제 사용’에 관한 자문회의의 보

고서는 많은 정부 관리들과 산업체 관계자들이 염려한 만큼 살충제 사용의 문제점을 심하게 지적

하지는 않았고, 그 과학적 판단에 관한 내용도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그들의 논조는 분명히 레이철 카슨을 옹호한 것이었다. 그날 발행된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지의 헤드라인 기사는 레이철 카슨의 입장이 대통령 과학자문위원회의 보고서

에 의해서 옹호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대통령 과학자문위원회의 보고서와 CBS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 살충제의 위해성에 대한

논쟁은 서서히 카슨 쪽으로 유리하게 기울기 시작했다. 이전에 카슨의 침묵의 봄 을 비판했던

사이언스 지와 리더스 다이제스트 지는 자신들의 애초의 판단을 재고하기 시작했다. 또한

1962년 카슨의 책을 ‘부정확하고 감정적인 표출’을 한 것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한 오류에 가득찬

것으로 평가했던 주간지 타임스 지도 자신들의 입장을 바꾸었다.

카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데에는 CBS와 같은 방송 매체, 식품의약국을 비롯한 정부 부서,

대통령 과학자문위원회 관련 과학자들과 백악관의 관료들, 그리고 환경 단체를 포함한 비정부 시

민단체(NGO)들의 노력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이들은 카슨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견지한

다양한 이해 세력 즉 농무부, 대기업 화학회사, 일부 카슨의 주장에 비판적이었던 과학자와 보수

적 정치가, 타임스 지를 비롯한 보수 언론 기관 등의 주장을 서서히 제압하면서 카슨의 주장이

역사속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어 나갔던 것이었다. 카슨의 예는 환경 운동이 그 맹

아적인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이해 관계를 지닌 언론 기관, 정부, 민간 기업, 다양한 과학자 집단,

비정부 시민단체 등의 상호 제휴에 의해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

다.18)

카슨의 입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카슨은 전세계의 학술, 문예, 과학 단체로부터 수많은 상과 훈장

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미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었다. 카슨은 침묵의 봄 을 집필

하던 1960년부터 이미 자신이 유방암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 1964년 4월 14일 카슨은 메릴

랜드 주 실버 스프링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56세의 나이로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1980년 당시

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가장 영예로운 상훈인 자유 훈장

(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을 카슨에게 추서했다.

5. 침묵의 봄 이후

카슨의 책은 대중들로부터 유래가 없는 커다란 반향을 받았고, 이에 따라 오늘날 미국에서 환

경 운동으로 알려진 일련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19)

1964년 의회는 야생보호법(Wilderness Act)을 제정해서 무절제한 개발로부터 자연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 나갔다. 또한 이때를 전후에서 수질, 자동차 배기가스, 대기 등에 관한 수많은 환경 규

18) 카슨의 입장이 언론과 국가기관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사

회학적인 분석으로는 Valerie Jan Gunter의 Environmental Controversies , New s Media, and

the State: T he Case of Synthetic Organic Pesticides in the 1940s, 1950s , and 1960s

(Dissertation of Michigan State University, 1994)를 참고하라. Gunter는 이 논문에서 살충제

사용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을 (1) 사회구성주의적 입장, (2) 갈등론적 입장, (3) 언론매체- 정

부 관계, (4) 킹던(John W Kingdon)의 공공정책 의제론, (5) 재스퍼(James M Jasper)의 기

술적 논쟁의 정치적인 생존 순환주기 이론, (6) 국가에 대한 제도주의적 관점 등 6가지로 분

석하고 각 주장들이 가지는 장점과 그 한계를 개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19) 카슨의 침묵의 봄 이후에 나타난 여러 움직임에 대해서는 Graham F Jr의 Since Silent

Spring (Greenw ich, Conn : F aw cett, 1970)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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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법안이 생겨났다. 미국의 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은 1969년 의회를 통

과했으며, 1971년 의회는 초음속 여객기를 위한 재원 지출을 환경 문제를 이유로 거부해서 초음

속 여객기 운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1965년부터 1970년 사이에 생태학은 새로운 학문

분야로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 기간 동안에 기존의 자연 보전 단체 이외에 수많은 환경

단체들이 결성되었다. 또한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도 천적 사용과 수컷 불임 방법과 같이 카슨이

대안으로 제안한 생물학적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었다.20)

1970년 4월 22일 제1회 지구의 날(Earth Day) 행사가 미국에서 열렸다. 이날 2000여 지역단체

에서 모인 약 2천만 명의 시민들은 보다 질 좋은 환경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고, 이날은 미국

환경 운동 역사상의 커다란 기점이 되었다.

한편 1960년대 후반부터는 환경오염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견해가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열

띤 논쟁도 진행되었다. 1968년 생물학자 폴 엘리히(Paul R Ehrlich)는 인구 폭탄 이라는 책을 출

판해서 환경 문제를 비롯한 사회 문제의 원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 증가에 있다는 맬서스

주의적 입장을 부활시켰다.21) 이에 대해서 베리 코모너(Barry Commoner)는 1946년 이후 GNP로

측정된 총생산량은 126% 증가한 반면에 대부분의 오염수준은 적어도 7배에서 심지어는 20배까지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환경위기는 인구와 부의 성장 이외에 다른 요인이 깊이 개입되어 있음을

강조했다.22) 즉 그는 환경 문제는 인구 및 부의 증가뿐만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

난 생산기술의 급격한 변화, 기업들에 의한 에너지의 과다 사용 유발, 생태학적으로 잘못된 새로

운 공업 및 농업 기술의 도입 등 다양한 요인에서 생긴다는 것을 제기하면서, 거대하고 첨단적인

과학기술이 아니라 환경친화적이고 소규모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엘리히와 코모

너 사이의 논쟁은 곧 ‘공유지의 비극’과 ‘구명정의 윤리’ 등을 내세우면서 폴 엘리히와 마찬가지로

환경오염 문제를 인구 탓으로 돌린 생물학자 개리트 하딘(Garrett Hardin)과 코모너와의 논쟁으로

확대되었다.23) 지속된 논쟁에서 대체로 배리 코모너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과 부

의 문제를 비롯한 사회주의적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엘리히와 하딘은 권위주의적 자본주

의 체계 내에서의 윤리적 통제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1972년 출판된 로마 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 라는 책은 경제 성장과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사회(sustainable

society)’를 추구하는 움직임을 활성화시키는 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24)

마침내 1972년 미국 정부는 DDT 사용을 금지했고, 1974년에는 디엘드린을, 그리고 1975년에는

클로르데인과 헵타클로르와 같은 분해가 잘 안되는 유기 염소계 농약을 금지했다. 하지만 미국에

서 농약 규제가 심해질 것을 눈치챈 미국의 살충제 제조 회사들은 재빠르게 농약의 사용에 대한

규제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제3세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했고, 이에 따라 살

충제로 인한 환경 파괴가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되게 되면서 환경 문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

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석유 위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면서 환경 문

제는 잠시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는 CF C에 의해서 대기 중

의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타났고, 이산화탄소의 증가가 온실효과를 가져와서 지구

의 기온을 상승시키고 급기야 지구 환경에는 커다란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졌다.

20) Paolo P. On “environmentalism”: T he origins of debates over policy for pes t- control

research in America, 1960- 1975. In Science and Nature: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Environmental Sciences. ed by Michael Shortland. Stanford in the Vale : British Society

for the His tory of Science, 1993 : 181- 212. 카슨이 제안한 본래의 주장에 대해서는 레이첼

카슨(정대수 옮김) 봄의 침묵 (넥서스, 1995) 17장을 보라.
21) Ehrlich PR. T he Population Bomb. New York : Ballantine Books , 1968
22) Commoner B. T he Clos ing Circle: Nature, Man, and T echnology. New York : Alfred A

Knopf, 1971. 송상용 옮김. 원은 닫혀야 한다 . 전파과학사, 1980 : 143
23) Hardin G. T 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968 ; 162 : 1243- 1248
24) Meadow s DH et al. T he Limits to Grow th. New York : Universe,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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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전지구적 차원에서 산성비 현상, 대기오염, 수질오염, 매년 남한 크기 정도의 지구 사막

화 현상, 해수면의 상승, 원인 모를 기상 이변 등과 같이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던 희한한 현상들

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발생해서 1970년대 중반 이후 주춤했던 환경 문제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 부각되었고, 급기야 90년대에 와서는 지구촌의 환경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던 것이다.

색인어 : 레이철 카슨· 침묵의 봄 ·디디티(DDT)·앨리스 해밀턴·환경사(環境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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