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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혁명은 먼저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바라 봤을 때,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 의존성을 낮춰 인간 

주도적인 삶을 살게 했고, 정착으로 안정적인 식량의 확보, 군집 생활을 통한 치안 강화의 결과를, 

경제적으로는 인간의 수명 연장으로 인한 인구 증가로 분업이 가능해지고, 잉여 생산물로 인한 

사유재산의 탄생을, 정치적으로는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법의 제정과 정권의 탄생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는 외견상의 성공 즉 지배자와 엘리트의 관점에서의 성공이며, 이러한 외견상의 성공이 

실상 실질적 즉 농부, 노동자 개개인에게는 고통만을 수반한 성공이다.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잉여 

생산물을 고갈 시켰고, 이는 농부들로 하여금 자신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그들을 해치면서 

까지도 요구되면서 이 과정에서 개입한 폭력이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또한 그들의 이런 

노력은 지배자와 엘리트의 그늘에 가려져 역사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이러한 농업혁명의 의의를 바탕으로 먼저 A를 보면, 정착생활의 유지를 위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이기심을 추론 해볼 수 있다. 인간의 정착생활이 물론 여러 불안정적인 요소들을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자연재해까지는 피해 갈 수 없었을 것이다. 가뭄, 홍수로 인한 피해는 머물던 삶의 터전에 

파괴를 불러 왔을 것이고, 복구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류는 댐을 건설했고,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에 맞서서 삶의 터전을 지켜낼 수 있었다. 이렇게 

인류의 입장에서 본다면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이의 이면에는 자연의 파괴라는 측면이 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내기 위해 동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변형하는 등의 이기적인 

인간의 면모는 자연과 인류의 불균형, 불평등한 관계를 불러왔다.

다음으로 B를 보면 정착 생활로 인한 특정 곡물 재배종의 의존과 대체 곡물 개발의 필요성을 추론 

할 수 있다. 농업 혁명이 자연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고 인간 스스로 식량을 생산하게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이는 또 다른 심각한 의존을 탄생시켰는데 바로 특정 재배종에 대한 

의존이다. 특정 재배종의 섭취는 인류로 하여금 불균형한 에너지 섭취를 가져오고 만일 특정 

재배종이 감염 등의 이유로 파괴 된다면 인류는 속절없이 굶어 죽을 지경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밀, 옥수수, 쌀을 제외한 식물 종에서 다양한 대체식품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