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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선 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중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북방 건조지역의 사막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하고, 사막화를 방지하고 초원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초원정책을 시행해 왔다. 

연구자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던 네이멍구의 목축민들은 사막화 방지를 위한 금

목 정책의 실행으로 대대로 기르던 소와 양을 초원에 방목하지 못하게 되어 경제

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네이멍구에서 2001년부터 생태 연구기지를 운영

해 온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의 생태학자는 이러한 현지 주민들의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면서도 사막화를 방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안으로 ‘초원비계’ 프로젝트-

초원에서 닭을 방목할 것-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네이멍구 훈산다커 사지에 위치한 황막초원 지역에서 사막화 

방지를 위해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의 생태학자들에 의해 실시된 생태학적 실험 

및 시범 프로젝트에 대한 민족지이다. 연구자는 인간과 비인간을 포함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통의 생태문제로 연결된 네트워크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타협, 

조정, 논쟁, 협력하는 생태정치(eco-politics)의 과정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2010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약 17개월 동안 훈산다커 사지에 

위치한 바인후수를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수행했다.

첫째, 연구자는 네이멍구 초원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제안들에 참여하는 행위자

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새로운 비인간 행위자인 닭의 등장에 따라서 사

막화 방지가 어떠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초원비계 프로젝트의 닭이 초원에 등장하기 이전, 지난 10여 년간 사막화 위기

에 대한 쟁점이 이동함에 따라서 초원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 동원되는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이 변화해왔다. 초원비계 프로젝트는 몽골족의 경제적 이득, 이산

화탄소 발생의 감소, 초원 퇴화 방지를 동시에 이루어 내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셋 중 하나에 편중된 기존의 사막화 방지 노력의 한계를 극복하려 했다. 이를 위

해서 초원의 사막화 논쟁에서 이전에는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행위자로서 닭이 

제시되었다. 닭의 등장으로 과학자, 목축민, 풀, 가축 등과 같은 기존의 행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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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는 재배치되었다. 그럼으로써 닭은 새로운 방식으로 과학자들이 사막화를 

방지하고, 몽골족들은 경제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둘째, 초원비계가 연구되고, 개발되고, 상품화되어 학계와 시장에 등장하게 되기

까지의 과정, 그리고 초원비계가 다양한 행위자들의 관계를 통해서 그 연망을 확

장하고 공고히 해 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생태학자는 초원 목축민 마을에서 닭을 방목하기 위해서 생태실험시범기지를 

짓고 과학적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마을의 목축민들에게 닭을 기르는 방법을 교육

하고 시설을 제공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초원비계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

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초원비계에 연루된 행위자들은 닭의 등장으로 재편된 

관계 속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초원비계의 연망을 공고하게 구축해나갔다. 이 

과정 속에서 과학자는 과학적 지식을 생산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닭은 

초원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습성이 변화되었으며, ‘목축민’은 ‘목금민’으로 

변모하여 새로운 생활양식을 습득하고 변화된 생활양식을 가지고 초원에서 살아

가게 되었다.

초원비계 생태 모델은 이상적인 모델의 이면에 숨겨진 갈등을 찾아내기보다는 

일상에서 갈등과 충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집단들이 협상과 타협을 통해 공통의 

목적과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과학자와 목축민은 이해관계의 충돌

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기’와 ‘감수하기’를 통해 초원비계의 생태 모델을 전

시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과학자와 목축민 그리고 닭 간에 

충돌과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외부의 방문객에게는 초원비계가 하나의 

생태 모델로 전시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초원비계의 생태 모델은 미디어 등의 매

체를 통하여 다른 지역으로 변형 없이 이동가능해지고 소개될 수 있었다. 

생태학자는 실험을 통해서 샘플을 채취하고 측정하여 풀, 토양, 닭 등과 같은 

초원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을 이동 가능한 형태로 변형시켜 실험실로 옮겨올 수 

있었다. 그의 실험실에서 초원은 다른 연구들과 비교 가능한 표와 그래프의 형태

로 재현되고 형식화되었다. 이런 생태학자의 실험과 연구는 다른 초원을 연구하는 

과학자와 참고문헌과의 동맹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이 강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

었다. 생태학자가 직간접적으로 계산해 낸 초원의 다양한 수치와 주장들은 탄소 

고정과 경제적 이익을 나타내는 공식으로 산출되었다. 생태학자의 공식은 실제로

는 초원과 사막화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이 필드로부터 실험실, 그리고 논문의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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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거쳐 생성된, 그들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결과인 것이다. 나

아가 생태학자는 이전까지는 긴밀한 관계를 맺지 않았던 행위자들을 연결시켜 공

식을 만들고 과학자가 원하는 초원비계의 세계상을 청사진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셋째, 초원의 생태정치는 다양한 행위자의 실천 속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초원비계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되고 출판을 통해서 과학지식에 등록되었다. 그리고 

정부 정책 제안과정에서의 모범사례로 제시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생산-가공-운

송-판매의 네트워크가 초원에서 도시로 확장되면서 초원비계는 도시의 소비자에

게까지 도달하였다. 본 연구는 이처럼 초원비계를 통해서 사막화방지가 윤리적 소

비로 연결되는 과정을 기술함으로써, 초원비계를 통해 초원뿐만 아니라 도시적 삶

의 양식이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초원비계를 매개로 한 초원과 도시

의 동맹의 유대가 탄탄해질수록 초원비계가 사막화 방지에서 차지하는 의의는 더

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초원비계라는 과학적 실험이 현실세계의 일상생활의 

실천 속에서 삶의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역할에 이르는 실천적 함의를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에서, 연구자가 주장하는 생태정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첫째, 생태정치(eco-politics)의 에코(eco)는 인간과 비인간이 상호 연합을 

통해서 동등한 자격으로 함께 거주하는 세계로 정의될 수 있다. 둘째, 사막화 방

지의 생태정치에 참여하는 이해관계당사자는 초원비계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실행

한 생태학자들을 중심으로, 목축민, 토종소와 젖소와 같은 가축들, 닭, 생산과 운

송 및 소비를 담당하는 사람들과 초원비계의 닭과 달걀을 구입하는 소비자들로 

늘어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초원비계의 생태정치는 닭을 통해서 재

구성되고 재배치된 초원의 식생, 목금민과 윤리적 소비자 그리고 이를 증명하는 

생태학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생태계라고 할 수 있다.

주 요 용 어 : 생태정치, 생태학자, 닭, 몽골족, 탄소 고정, 초원 회복, 사막화 방지, 윤리

적 소비, 생태 모델, 내몽고, 중국 

학       번 : 2008-3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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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서론

1.� 연구의�배경�및� 목적

1993년 5월5일,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內蒙古自治區)와 인접한 간쑤 성(甘肅
省)의 한 도시에 난데없이 커다란 모래폭풍이 일었다. 그 여파로, 전쟁이 일어난 

듯 황폐한 현장에는 100여구의 시체가 즐비하게 늘어져 있었고, 시민들은 충격 

어린 목소리로 “핵폭탄”이 터지는 줄 알았다고 증언했다. 2010년 간쑤 성 바이인 

시(白銀市)에서 발생한 모래폭풍은 한반도를 넘어 북미 지역에까지 그 영향을 미

쳤다. 2013년 4월, 중앙기상대는 네이멍구 자치구 서부와 간쑤 성 서부, 랴오닝 

성(遼寧省)에 이르는 지역에 다시 모래폭풍남색주의보를 발령했다. 우리에게 소위 

‘황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모래폭풍의 진원지인 중국 네이멍구를 비롯한 서북지

역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시시때때로 국경을 넘어 

숱한 사람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고 있는 이 현상은 그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일 뿐일까?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보고에 의하면, 중국 내 사막화된 토지의 전체 면적은 

173만9천700km2으로, 전국 30개 성, 시, 자치구의 889개 현, 구에 분포되어 있

다. 사막화가 진행되는 지역은 대부분 서북 및 동북쪽에 위치한 건조 및 반건조 

기후의 초원지대로, 특히 네이멍구의 경우에는 전체 8천8백만 헥타르의 초원면적 

중 52.6%가 사막화(沙漠化)1)되었으며, 35.2%가 사화(沙化)가 진행되는 중이다. 

국토면적의 18%를 차지하는 토지의 사막화는 4억에 가까운 주민들의 생산 활동

과 생활에 영향을 주었으며 국가적으로 연간 500억 위안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2)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 정부는 사막화를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의 

중요한 제약 요건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

1) 중국에서 사막화와 관련된 용어는 사막화(沙漠化), 황막화(荒漠化), 사화(沙化) 등의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러한 개념의 구분은 우리가 통칭 사막화(desertification)라고 부르는 

용어와도 구분된다. 황막화는 우리가 사막화라고 부르는 개념과 가장 가까운 용어이지

만, 습윤 건조지대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보이며, 사화는 기후구분과는 관련

이 없이 토지퇴화 방지와 실행 작업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이강원 

2007a: 31).
2) 민중의 소리 2007.3.27.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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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기에 이르렀다. 

사막화를 방지하고 황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중국 정부를 위시하여 NGO, 

과학자 집단, 현지의 목축민들과 같이 국내외의 많은 행위자들이 관여하고 있다. 

먼저, 중국 정부는 네이멍구 지역을 사막화 방지를 위한 임업 및 생태건설 사업의 

요지로 지정하여 베이징-천진황사발원지관리공정(京津風沙源治理工程), 삼북방호

림공정(三北防護林工程) 등 6대 사막화방지 생태공정과 더불어 퇴경환림(退耕還
林), 퇴경환초(退耕還草), 보호구역(保護區), 금목(禁牧), 생태이민(生態移民) 등과 

같은 정책을 시행해 왔다. 중국 국내의 환경 NGO뿐 아니라, 황사의 영향권 아래

에 놓여 있는 동아시아의 한국과 일본의 정부와 환경 NGO 역시 생태보존을 위

한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사막화 방지를 위한 초국가적 지원과 협력

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과학자들은 초원 생태계를 보존하고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과학지식을 생산하고,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에 깊숙이 관여해오

고 있다. 사막화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행위자들은 초원에 살고 있는 

목축민들이다. 사막화와 사막화 방지 정책 아래 목축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

게 되었고, 그들의 생활 양식을 바꾸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또

한, 사막화는 초원 식생의 퇴화를 의미하며, 초원에서 풀과 나무를 먹고 사는 소

나 양과 같은 가축들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와 같이, 사막화는 생태변화의 문

제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생존과 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

이다. 따라서 사막화라는 생태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연관된 다양한 행위자들이 동

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생태인류학 연구들은 생태문제들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취해왔다. 우선 문화생태학적 접근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적응’에 초점을 둠으로

써, 자연-인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데는 일면 성공하였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인

간 세계 바깥에 존재하는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자연을 상정하고 그에 적응해야 

하는 수동적인 인간의 모습을 전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 이후 

등장한 정치생태학적 접근에서는 문화생태학이 지니고 있던 수동적 인간에 대한 

개념상을 비판하고, 생태문제의 정치경제적 분석과 제3세계의 농민과 원주민의 역

할을 부각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생태문제를 자연이 배제된 채 

단순히 정치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환원해 버렸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연구자는 기존 생태인류학의 접근 방식으로는 최근 중국의 서북부 지역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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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사막화 방지를 둘러싼 현상을 제대로 다룰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중국

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생태문제들은 반드시 정치적인 것만도 또 자연적인 

것만도 아니다. 생태 논쟁 속에 근거로 사용되는 과학적 지식은 시대적으로 불변

하는 절대성을 지닌 진리라기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정되거나 타협되는 영

역이다. 또한 생태 문제에 노출된 원주민들이 항상 정치경제적 체제와 사회구조의 

피해자인 것만도 아니다. 오히려 현지 주민들의 구체적인 필요와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생태문제는 특정 지역의 맥락 속에서 다양한 믿음과 이해관계의 집단들이 

경합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수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때 논쟁에 관여하는 행위자 

집단은 인간과 비인간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연구자는 기존의 문화생태학과 정치

생태학적 접근의 한계를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생태정치(eco-politics)3)의 

개념을 새로이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 질문을 하려고 한다. 

우리가 생태를 논의할 때 언급되는 에코(eco)의 개념과 범주는 무엇인가? 생태

학(ecology)의 에코는 경제(economy)의 에코와 그 어원이 같다. 에코의 어원은 

‘oikos’로 거주지나 서식지를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경제(eco-nomy)와 자연의 

생태계(eco-system) 모두를 의미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에코의 어원

을 따라가 보면, 기존에 우리가 엄격하게 구분하던 인간과 자연, 경제와 생태의 

구분이 흐려진다. 따라서 연구자는 기존의 관점에서처럼 생태와 경제, 인간과 자

연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이들 모두에 대칭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생태문제를 

논함에 있어 먼저 ‘에코’를 재정의하고자 한다. 

에코를 다시 정의하는 것은 에코를 구성하는 이해관계 당사자들(stakeholders)을 

다시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한다.4) 에코의 재정의를 통해서, 

3) 에코(eco)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oikos에서 온 것으로, habitat 즉, 집, 서식지 또는 거주

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간 활동을 설명하는 데 쓰이는 경제(economy)나 경제학

(economics)에서의 ‘에코’는, 서식지의 과학(habitat science)을 의미하는 생태학(ecology)

의 에코와 그 어원이 같다(Latour 2004: 131-2). 본 연구에서는 에코정치(eco-politics)

를 생태정치로 번역하였는데, 위와 같은 어원으로부터의 문제제기를 고려해서 생태정치

에 ‘eco-politics’라는 어원을 병기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생태정치는 인간과 비인

간을 포함한 많은 존재들에 대한 생태학을 의미한다. 이는 좁게는 민족지 사례에서 생태

적 이슈와 경제적 이슈가 밀접한 관련을 맺고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나

아가서는 생태와 경제, 보존과 개발을 모두 아우르는 광범위한 함의를 보여주기 위함이

다. 
4) Reassembling the social 에서 라투르는 자연과 사회의 범주로 이분되어 있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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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를 구성하는 이해관계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경제에 참여하는 이해관계 당

사자들까지도 생태정치 아래에서 포괄된다. 또한 우리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다

시 모으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행위자를 발견할 수도 있다. 여기서의 

생태정치는 에코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목록과 범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생태정치는 이렇게 새롭게 포함된 이해관계당사자들의 관계를 재배치시

키는 시도이며, 이러한 관계의 재배치를 통해 새로운 삶의 양식과 생태계가 만들

어지는 과정이다.  

연구자는 인간과 비인간을 포함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통의 생태문제로 연

결된 네트워크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타협, 조정, 논쟁, 협력하는 과정을 민족

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생태정치’(eco-politics)라는 새로운 생태인류

학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네이멍구 초원의 한 마을에서 시행된 ‘초원비계(草原飛鷄)’ 프로젝트는 연구자

가 주장하고자 하는 생태정치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중국 북방의 대표적인 사지(沙地)인 훈산다커 사지(渾善達克沙地)에서는 초원 

및 사막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의 생태 연구기지

가 200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사막화 진전을 우려하는 정부의 금목(禁牧) 정책 

실행으로 인해, 이 지역의 목축민들은 더 이상 소와 양을 초원에 방목하지 못하게 

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지 주민들의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학원 과학자들은 ‘초원비계 프로젝트’-초원에서의 닭 방목-

를 제안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초원에서 닭을 사육하는 것이 소와 양과 같

은 몸집이 큰 가축을 방목하는 것보다 식생을 덜 퇴화시키면서도 정부의 금목 정

책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에서 목축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초원비계 프로젝트는 그 동안 타협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과학자, 정부, 

목축민들의 이해관계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창의적인 시도였다.  

초원비계 프로젝트는 중국의 특수한 지역적, 정치적 상황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사업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인류학적 탐구는 기존의 

생태인류학 연구가 지니고 있던 자연 중심 혹은 목축민(native) 중심이라는 

이분법적 연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그 연구의 

행위자들을 다시 모으는 연구를 ‘연합학(associology)’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Latou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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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가 있다. 즉, 초원비계 프로젝트는 사막화 문제에 대응하는 초원정책의 맥락 

속에서 과학자들의 진지한 고민과 함께 시작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치사회 

문제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의 영역에서 폭넓게 논의될 수 있는 

생태문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막화 위기에 처한 중국 네이멍구 초원지역에서 황사와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초원 생태의 구성과정이 몽골족, 과학자, 닭, 가축들, 

초원 등의 행위자들 간의 ‘이해관계의 번역’5)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술하는 것이다. 특히 초원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 도입된 닭이 초원 생태계의 

새로운 행위자로써 과학기술, 생태경제, 소수민족의 생활양식, 환경윤리의 재구성 

과정에서 맡게 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사막화를 방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행위자들-초원비계의 닭, 닭을 방목하는 몽골족, 닭을 구입하는 도시의 

소비자, 초원비계 생태계를 연구하는 연구자 집단, 이를 문서화해서 다른 지역에 

소개하거나 제도화하는 미디어와 정부-이 출현하고 초원비계의 연망이 구축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연구자는 사막화를 방지하는 새로운 행위자의 등장과 삶의 방식의 출현에 

주목한다. 초원에서 방목되는 닭은 닭장 속의 닭과는 달리 사막화를 방지하는 

행위성을 부여 받는다. 닭을 기르는 몽골족들은 양과 소를 방목하는 몽골족 

‘목축민(牧畜民)’과 달리 사막화 방지에 참여하는 ‘목금민(牧禽民)’이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생활양식을 가진 행위자 집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도시로 옮겨져 온 

초원비계와 달걀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사막화 방지와 기후온난화 방지에 

참여하는 ‘윤리적 소비자’의 생활양식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본 연구는 

5) 번역(translation)은 “다른 이들이 말하는 것과 원하는 것, 왜 그들이 하는 방식으로 행

동하고 그들이 서로 어떻게 연합하는지를 자신의 고유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깔롱  

2010(1986): 93).” 라투르는 이러한 번역의 전략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목적에 곧바로 도달할 수 없다. 만약, 나의 방식을 따른다면, 너는 더 빨리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나의 방법은 지름길이 될 것이다(Latour 1987: 

111).” 홍성욱은 번역이 권력 획득의 주요한 방법 중 하나임을 지적했다. “한 행위자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이미 유지하던 네트워크를 끊어버리고 자신의 네트워크로 유혹해서 

다른 요소들과 결합시키며, 떨어져나가려는 것을 막고 이종적인 연결망을 하나의 행위자

처럼 보이게 한다.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를 수행한 소수의 행위자는 네트

워크에 동원된 다수의 행위자를 대변하는 권리를 갖게 되며, 이전에 비해서 더 큰 권력

을 획득하게 된다(홍성욱 20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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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행위자나 집단의 범주에 속한 행위자들을 확인하고 이들의 정체성을 

기술하는 것을 넘어서 발현하고 있는 삶의 양식과 새로운 행위자 집단의 등장에 

관하여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초원비계에 대한 민족지를 

기술하는 행위 자체가 초원비계 프로젝트를 민족지의 독자들에게까지 번역해서 

이동시키는 실천에 참여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세 가지의 연구 질문에서 시작된다. 

첫째, 중국 네이멍구 초원의 몽골족 마을이 처해 있는 다양한 맥락 속에서, 사

막화 방지를 위해 제안된 초원비계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존재들이며, 그들은 각각 어떠한 정치적 갈등과 과학적 논쟁에 참여하고 

있는가? 

둘째, 초원비계라는 새로운 실체가 연구, 개발, 사육되어 시장에 등장하기까지, 

앞서 언급한 행위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세세한 갈등, 논쟁, 타협 및 협력 과정의 

면모는 어떠한가? 그 과정 속에서 생태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과 과학지식의 

생산이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가?  

셋째, 과학지식의 생산을 추적하는 본 연구는 그 자체로서 특정한 과학지식의 

생산에 관여하는 실천적 활동일 수 있다. 그러면 인류학자는 초원의 생태정치

(eco-politics)를 실천 속에서 어떻게 추적, 기술, 이론화할 수 있는가?

2.� 이론적�배경�및� 선행연구검토

본 연구에서 ‘생태정치’는 인간과 비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존재들로 이루어진 

생태의 구성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좁게는 민족지 사례에서 생태적 이슈와 경제적 

이슈가 밀접한 관련을 맺고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생

태와 경제, 보존과 개발을 모두 아우르는 이론적 함의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자연과 사회, 생태학과 경제학, 보존과 개발 간의 이분법을 해체하고 인간과 비인

간의 다양한 연합 방식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연구 경향이 생태인류학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특히 초원과 사막을 포함하는 생태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에서 기존의 생태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다양한 행위자들이 생태

의 행위자들로 등장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아래에서 우선, 생태인류학에서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복잡성’, ‘비평형’, ‘탄성’과 같은 개념들에 대해서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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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으로, 초원의 사막화와 관련해서 생태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연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1) 복잡성의 생태인류학

① 자연/문화 이분법을 넘어서

초기 생태인류학은 ‘생태환경에 대한 인간의 적응’(Vayda and Rappaport 

1968)을 기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당시의 인류학자들은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변화보다는 안정을, 복잡체계 보다는 단순체계를 전제하였으며, 

로컬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문화적 실천과 믿음의 역할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러한 문화생태학적 접근은 토착 원주민 집단이 자원을 범주화하여 통제하고, 환경

을 보존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

진다. 그러나 서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현대의 글로벌한 환경변화를 폐쇄적 

순환구조로는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정치생태학자들의 비판을 받았

다. 

정치생태학적 접근은 토착민과 그들을 둘러싼 생태를 비정치적 접근으로는 설

명할 수 없다며 문화생태학적 입장을 비판하며 등장했다. 정치생태학적 접근은 생

태문제를 “자원에 대한 접근과 통제의 권력”(Blaikie and Brookfield 1987: 17)의 

문제로 인식했다. 그리고 환경 비용 및 혜택 분배의 불평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권

력과정의 정치성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정치생태학적 연구들

은 제3세계 국가의 농민이나 토착민의 열악한 지위와 환경파괴가 세계체제와 정

치경제적 구조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그럼으로써 생

태체계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정치․경제과정을 통해 한정되고 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로빈스 2008(2004): 44). 

문화생태학적 접근에서는 보편적 자연을 가정하고, 그에 적응하는 인간의 문화

들을 표현하거나 문화들이 보편적 자연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을 기술하였다. 반

면, 정치생태학적 접근에서는 궁극적으로 생태문제를 정치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문

제로 환원하였다는 점에서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측면에서의 양상들이 잘 드러

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일견 문화생태학과 정치생태학의 접근은 서로 대립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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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보인다. 하지만 문화생태학은 보편적 자연을 전제하고 문화적 특수성을 민족

지 기술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과학자들이 규정하는 자연에 대해서 언급하

지 않는다. 정치생태학은 생태를 정치경제적인 이해관계의 문제로 환원시켰다는 

점에서 자연을 사회문화적인 결과물로 대체했다. 양 접근법의 공통점은 과학자들

이 규정하는 자연에 대해서 어떠한 민족지적 기술도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전

자의 시각에서 자연은 사회문화의 구성의 배경일 뿐이며 인류학자가 참여관찰과 

면담을 통해서 기술해 낼 수 있는 대상에서 벗어난다. 후자의 시각에서 기후변화

와 사막화는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의 산물이다. 자연과학자들 역시 하나의 이해관

계에 따라 지식을 생산하는 정치적 행위자로 환원된다. 결국, 두 시각은 자연과 

문화의 이분법을 가정한 채 논의를 진행해 왔다. 전자에서는 자연을 당연시했고 

후자에서는 자연을 제거했다. 전자는 문화를 자연에 덧붙였고, 후자는 문화로 자

연을 대체했다. 제3의 접근은 이 양 극단을 벗어나서 자연/문화 이분법 자체에 문

제를 제기하면서 등장했다.  

자연/문화 이분법은 근대주의적 인식론의 주요 토대였으며, 인류학에서도 연구

의 주요한 분석 틀일 뿐만 아니라 학문적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일군의 인류학자들은 민족지적 연구들을 통해서 자연/문화의 범주가 

원주민들의 행위를 서구근대의 시각에 가둘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며 인류학에 

자리 잡은 자연/문화 범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Descola and Palsson 1996;

오명석 2012a).6) 

데스꼴라(Descola 1994)가 연구한 아마존 고지대의 아츄아지바로 인디언 사회

에서는 식물이 여성의 친족이며, 동물은 남성의 인척이다. 식물과 동물은 사회 속

에서 함께 생활하고, 사회적 행위의 규칙에 따라서 인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말레이시아 열대우림의 체옹 사회에서는 인간, 식물, 동물, 영혼이 동등하게 의식

을 부여 받는다(Howell 1996). 솔로몬 제도의 원주민들은 동식물과 무생물을 인

간 사회와 구별하지 않았다(Hviding 1996). 비 서구 사회의 원주민들은 자연/문

화의 대조적 이분법 대신에 비유를 통해 생태계를 설명하였다. 

서구적 관점에서도 자연은 문화와 항상 대조적인 것은 아니다. 자연은 인간이 

없는 공간이나 사물 또는 인간과 구분되어 비인간으로 범주화된다. 하지만, 인간

6) 오명석(2010:34, 2012a:188)은 이미 모스와 같은 초기 인류학에서의 원시사회의 연구

를 통해 자연/문화, 마음/몸의 근대 서구 이원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인류학자들의 분석도구로 수용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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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연의 부분이며, 인간 활동과 결과는 자연 법칙에 종속된다고도 여겨진다. 즉 

서구적 관점에서도 자연과 문화의 관계는 모순을 드러낸다(Milton 1997:489). 자

연/문화 이분법의 틀 밖에서 비서구 사회를 이해하려는 이와 같은 노력은 인간과 

비인간을 서로 분리된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서구의 가치관을 재고하게 만들었다.  

인류학에서의 민족지적 시도뿐만 아니라, 이론적 측면에서도 후기구조주의자들

은 근대성의 이분법적 담론을 해체를 주장하였다. 에스코바(Escobar 1999)는 ‘반

본질주의 정치생태학(antiessentialist political ecology)’을 주창하였다. 그는 자연/

문화 이원론을 피하기 위해, 문화를 역사와 생물학 사이를 중개하는 능동적인 행

위자로 간주하였다. 그는 자연을 유기적 자연, 자본주의적 자연, 기술적 자연으로 

구분하고 각각이 특정한 형태의 지식을 통해 적절하게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그에 따르면, 세 레짐은 실천 속에서 다양한 레벨에서 겹쳐지고 얽혀있기 

때문에 중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 역시 이미 존

재하고 있는 본원적인 자연을 가정하였다는 점에서 자연/문화 이분법을 반복하고 

있는 한계를 지닌다(Milton 1999: 20-21).

파라줄리(Parajuli)의 생태적 종족성(ecological ethnicities)의 개념도 자연/문화

의 이분법을 벗어나려는 시도였다. ‘생태(ecology)’와 ‘종족(ethnicity)’이라는 용어

를 함께 사용했다는 것은 종족성들, 문화들, 정체성들, 과학들을 동일한 범주의 항

목 아래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대칭적인 시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르

면, 농민과 소외된 커뮤니티의 정체성은 자본의 활동에 불평등하게 연결되어 있다

(Parajuli 1998: 188). 그러나 그가 “생태계 사람들(ecosystem people)”이라 부르

는 소외된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은 ‘우리, 근대’를 ‘과학’으로 간주하

는 반면에, ‘전근대 생태계 사람들’인 그들을 ‘민족-과학들’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연/사회 이분법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Ivakhiv 2002: 400). 에

스코바와 파라줄리와 같이 자연과 문화의 변증법을 주장한 많은 학자들은 자연/

문화의 이분법을 넘어서려는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 그 기본 가정에서 둘 간의 인

식론적 구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결국 그들의 주장은 언어와 담

론의 담지자로서 인간은 문화적으로 세계를 구성하는 반면, 비인간 자연은 침묵하

고 비담론적이며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역시 동일한 이분법을 되풀

이하고 있다(Ivakhiv 2002:390). 

라투르는 자연과 문화라는 양 개념 모두를 포기할 것을 주장했다. 물질들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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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해석을 내리거나 물질을 문화의 단순한 재현으로 환원시키는 자연에 대한 

기존의 접근으로는 ‘서구 근대’의 자연/문화 이분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

다(Latour 2004: 48). 그에 따르면, 비서구 사회의 원주민들은 사회 질서와 자연 

질서를 혼합한 적이 없으며, 그들 간의 구별에도 관심이 없었다. 인류학자들이 연

구했던 원주민들은 사실 자연과 사회의 이분법을 인식하지 않았다. 그것을 인식한 

것은 인류학자이다. 따라서 ‘자연과 문화를 하나로 혼합 또는 결합하는 것’과 ‘자

연/문화의 범주를 인식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Latour 2004: 20-22). 

과학 지식이 구성되는 실천을 연구한 학자들 역시 자연/문화 이분법의 구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라투르와 울가(Latour and 

Woolgar 1986)는 과학적 사실에서의 ‘사실’은 분석에 있어서 전제가 아니라 실천

의 결과이며, 논쟁의 과정 속에서 획득된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과학적 사실

이 굳건하게 세워진 이후에는 그 뒤에서 이루어진 과정과 실천들이 블랙박스 속

에 가려진 채로 결과물만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생

각했던 과학(Science) 또는 자연(Nature)은 과학들(the sciences)과 자연들(natures) 

간의 논쟁 과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스나걸(Nothnagel 1996)은 스위스의 CERN 복합기업 실험실을 연구했다. 그

가 연구한 하이테크 과학은 과학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연구하는 것뿐

만 아니라 복잡한 기술적 도구와 수학적 모델의 계산의 결과로 과학적 사실을 생

산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과학 실천의 장에서뿐만 아니라 현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역시 자연/문화의 이분법의 경계를 흐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Papagaroufali 1996; Rapp 1997).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발전은 ‘비자연적’ 방식으

로 생명의 새로운 형태가 대량 생산되는 환경, 철학, 윤리적 논쟁을 증식시키고 

있다(Descola and Palsson 1996: 8). 랩(Rapp 1997)의 연구에서처럼 과학의 발

달로 인간 재생산의 기술이 개발되면서 기존의 문화적 관념에서의 부모 자식 간

의 관계나 경계 설정은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인 것만으로, 또는 문화적인 것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혼종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동물의 초유전적 조작, 이종이식

(xenotransplantation)(Papagaroufali 1996)은 인간과 비인간 간의 장기간에 성립

된 경계를 흐리게 하며, 친족 유대의의 사회적 재현을 잠식한다. 기술의 발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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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중심적 편견을 없애고 있으며, 참조의 단위는 총체적 인간이 아니라 유전암호

와 분절적 몸의 부분들이 되었다(Descola and Palsson 1996: 9).

요컨대, 위의 비서구 사회에 대한 연구와 과학의 실천에 대한 연구들은 모두 근

대적 인식론으로 굳게 자리 잡고 있던 자연/문화의 이분법을 넘어서려는 시도들

이었다. 따라서 생태적 문제는 자연만의 문제도, 인간 또는 문화만의 문제도 아니

다. 이 둘을 구분하려는 순간 결국에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아닌 것들

이 뒤섞여 자연인 것인지 문화인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혼종(hybrid)’(Latour 

1993)이다. 자연과 문화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위자들과 이슈들에 접근

한다면, ‘서구 근대’의 인식론을 전제한 기존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생태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② 불확실성의 증가와 비평형생태학

과학적 사실의 구성과 과학적 실천에 대한 연구는 과학 지식의 절대성 또는 보

편적인 자연의 토대를 무너뜨렸다. 이는 생태계와 관련한 지식 또는 환경 보존을 

위해 제시되는 과학적 지식이 실제로는 구성의 과정을 거쳤으며, 사실은 논쟁의 

결과 견고해졌으며, 그 사실이 새로운 논쟁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다.7) 따라서 현 시기의 생태위기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사실의 문제라기보다는 

변화하는 논쟁의 과정 속에 있는 ‘관심의 문제’(matters of concern)(Latour 

2004: 22-25)가 되었다. 기후변화나 사막화 등 생태 문제의 글로벌 리스크의 계

산이 과학적 방법으로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제도화된 기준으로는 측정, 계산, 통제할 수 없다는 통찰이 글로

벌 위험사회 담론으로 나타났다. 즉, ‘현대사회가 스스로 산출한 불확실성을 어떻

게 다루는가’가 생태 문제의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벡 2010(2007): 166). 

이러한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은 생태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수반한

다. 1970~1980년대 생태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평형 생태학에서 비평형 생태학

(non-equilibrium ecology)으로 변화했다. 기존의 생태학적 연구들은 자연의 균형

을 가정하고 생태의 정적이고 균형적 관점을 주장했는데, 이는 시간과 공간에 따

7) 1970~1980년대 지구를 위협하던 프레온 가스와 오존층 파괴와의 관계에 대한 논쟁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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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불확실성, 역동성, 다양성, 역사 등의 주요한 요소들을 분석에서 제외하는 결과

를 야기했다(Scoones 1999: 480).

자연을 균형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서구 사상사에서 유래가 깊다. 자연은 

방해 받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영구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 외부로부터 자연에 

가해진 손상은 복구되어 이전의 상태로 회복해야 한다. 생태학 초창기에는 생태계

가 본래 안정적이어서, 항상성 또는 자기 조절 작용을 갖추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Forsyth 2003: 63). 생태학은 20세기 내내 평형 개념을 유지해 왔으며, 정적이고 

항상적인 조절, 안정적인 균형점과 순환의 반복을 가정하였다. 이러한 평형주의적 

사고는 환경주의 운동에도 굳게 자리 잡고 있었다. 사회과학에서도 1980년대까지 

여전히 균형과 안정, 동일성을 가진 자연에 대한 개념이 지배적이었다(Scoones 

1999: 481). 

평형 생태학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주장들에 의해서 뒷받침되었다. 첫째, 생

태학적 천이(遷移)는 안정된 상태에서 출발해서 점진적으로 그 생태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의 절정에 도달한다는 주장이다(Botkin 1990: 54). 어떻게 식생 군

락이 절정(climax)을 향해서 변화하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맬서스

의 인구-성장 모델에 기초한 수용능력(carrying capacity)의 개념은 안정적인 생

태계의 지표로 활용된다. 지역에서의 동물 개체 수 증가와 수용능력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생태학자들의 과제가 된다. 생태계는 폐쇄적이고 정적인 체계로 복잡

하지만 잘 통합되어 있고, 영양과 에너지 흐름이 존재하며, 종의 다양성과 지역 

간의 안정적 관계를 유지한다. 따라서 안정적 절정을 강조하는 천이 이론은 목장

지역이나 숲을 관리하는 지침이 되었다. 수용능력 개념은 동물 개체의 최대 수용

치를 계산하는데 사용되었다. 체계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진 평형 생태학은 

생물다양성 정책이 만들어지고 보호구역이 설계되는 기초를 제공하였다(Scoones 

1999: 482).

생태적 평형에 대한 개념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반복에도 불구하고, 비평형 생

태학과 연관된 연구와 논의는 이러한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비평형 생태학은 

일련의 시공간적 규모에서 생태계 내의 가변적이고, 무질서한 변화를 강조하는 접

근방식이다(Holling 1973, 1979; Weins 1977; Botkin 1990; Zimmerer 2000). 

특히 비평형 생태학은 생태적 안정, 점진적 진화, ‘자연의 균형’ 등 상식적으로 쓰

였던 개념들이 더 이상 환경 변화와 생태계의 정확한 재현의 도구로 활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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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게 했다.

1970년대 초기에 들어서서 생태학자들은 생태계가 체계적으로 상호작용이 일어

나는 평형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예측 가능한 패턴

으로 생태계의 천이와 진화를 분석할 수 없다는 점도 받아들였다. 대신 생태학자

들은 우연한 사건의 발생과 인구, 종의 예측 불가능한 영향을 외부성(externality) 

개념을 통해 강조하기 시작했다. 굴드와 엘드리지(Gould and Eldredge 1977)는 

대규모의 임의적 사건들을 통해서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는 외부적 실체들이 기존 

생태계 내의 평형적 조절기제보다 생태계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주장하였다. 

홀링(Holling)은 생태계의 안정성과 탄성(resilience)의 개념을 고찰하면서, 생태

학 연구가 평형 상태와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에서 체계를 탄력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에 대한 탐구로 옮겨갔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외부의 혼란에 대

한 생태계의 탄성은 생태계의 주요한 특성이며, 평형을 이룬 ‘자연스런’ 체계란 

일시적 상태라고 주장하였다(Holling 1973: 2). 탄성에 기반 한 접근에서는 생태

계를 폐쇄된 소규모의 체계로 보지 않는다. 대신 광범위한 맥락에서 일어나는 사

건들과 생태계의 관계를 살펴본다. 여기서 외부성과 이형성(heterogeneity)이 생태

계를 구성하는 주요한 개념으로 활용된다. 외부성과 이형성은 생태문제를 해결하

는 데 충분한 지식이란 없다는 점, 그리고 미래의 사건을 예측 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한다. 결국 외부성과 이형성에 개방된 탄성의 개념은 미래를 예측하는 정확성

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할지라도 그것을 완화하고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고안하는 질적인 능력에 관심을 기울인다(Holling 1973: 

19). 

평형 생태학의 입장을 고수하는 램프리(Lamprey 1983; Ellis et al. 1993 재인

용)는 아프리카 초원의 목축민들이 과도 방목과 과도 사육으로 생태계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샌드포드(Sandford 1983a; 

Ellis et al. 1993 재인용)는 강수량의 변이가 초원의 변화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발견했다. 강수량의 변화에 따라서 초원의 식생은 변화한다. 이에 따라서 목

축민들은 방목과 사육 비율을 조절해 왔다. 샌드포드는 이러한 역동적인 목축 및 

사육의 전략이 강수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목축민들이 살아가는 데 더 

적절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를 통해서 단위면적 당 사육 가능한 가축 수를 나타내는 평형 생태학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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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carrying capacity) 개념은 비판받았다. 초원과 같은 건조지역의 생태계는 생

물들의 평형적 상호작용보다 기후, 강수와 같은 외부적 요소에 의해 큰 영향을 받

는다는 점에서 비평형 생태로 규정되었다(Weins 1977). 이러한 논의의 결과 초원

에서는 수용능력의 개념에 따른 생태계 관리나 생산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는 점이 밝혀졌다.8) 

외부성을 고려하는 생태학에서는 불, 폭풍, 홍수, 질병 등 다양한 생태 교란 요

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다(Forsyth 2003: 63-4). 예를 들어, 화재로 야기

된 생태계 교란은 평형 생태학에서는 퇴화(degradation)로 간주된다. 그러나 비평

형 생태학에서는 이러한 교란(disturbance)이 생태계 내의 장기간 또는 공간적으

로 광범위한 변화로 간주된다.

비평형 생태학은 평형 생태학의 논리에 근거한 대중 환경주의 운동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재고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학자들은 생태적 균형 또는 평형의 개념

이 ‘자연’은 어때야만 한다는 사회규범으로부터 기인하다고 보았다(ibid. 64). ‘황

야(wilderness)’, ‘손상되지 않은 자연’과 같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변하지 않은 

평형의 상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크로논(Cronon 1996)은 “황야는 매우 심오한 인간의 창조물”(1996: 47)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황야’라는 말은 인간이 자연의 외부에 있다는 이원론적인 

시각을 구현하고 있다. 그리고 근대 환경주의는 황야를 전제하고 있는 낭만주의와 

개척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자연이 야생(wild)임을 가정할 경우, 자연 속의 인

간, 인간과 자연이 함께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  

보트킨은 보존주의자들이 인간이 평형 상태에 있던 ‘자연’을 변화시킨 것에 대

해서 논의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안정과 평형을 위한 환경의 관리 레짐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Botkin 1990: 286). 이러한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보존 

정책이 여전히 평형 지향적인 안정성과 균형에 대한 믿음에 근거해서 정책결정자, 

8) 관리 개념으로써 수용능력의 유효성은 방목의 생산성이 사육 비율과 인과관계를 지닌다

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이 가정에 따르면, 과도한 방목은 퇴화를 촉진하며, 사육비율

을 줄이는 것은 목장의 개선을 야기한다. 그러나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의 경험

적 연구결과는 가뭄의 출현과 같은 강수량의 커다란 변이는 기후적 요인이 생산성에 많

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보여 주었으며, 기후 요인과 사육 비율은 상호작용하며, 지속

적인 영향보다는 일시적인 영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수용능력의 개념을 반박하였

다.(Bartels et al. 1993: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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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과학자, 행정가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할 수 있다

(Zimmerer 2000: 357).  

③ 생태계의 복잡성

비평형 생태학은 생태계의 외부성, 이형성, 그리고 이러한 특질들을 완화시키는 

탄성 개념의 제시를 통해서 기존의 이분법적이고 고정된 평형생태학의 틀과 고정

관념에 도전하였다. 그러면, 비평형 생태학에서 제시한 다양한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는 실천 속에서 어떻게 생태문제를 기술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을 몰과 로

(Mol and Law 2002)가 제시한 ‘복잡성(complexity)’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몰과 로는 복잡성의 필요성과 그 기술방식에 대해서 “‘복잡한 것(complex)’은 

아무렇게나 ‘뒤엉켜 있는 것(complicated)’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9) 몰과 

로는 복잡성을 사라지게 하는 단일한 질서의 정립을 거부하고, 질서에 대한 개관

(overview)이 아닌, 질서들의 목록(list)을 제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다양한 사

례들은 고유성을 지니며, 사례들은 이론의 예증을 위해 환원되지 않아야 한다. 따

라서 생태문제에 동원되고 있는 질서들의 목록들(lists)은 자유롭게 추가될 수 있

고, 전환가능하고, 변환 가능하다. 그리고 이들은 기존의 범주에 따라 분류되기보

다는 동등하게 ‘나열’되어야 하며, 증명되기보다는 ‘이야기’되어야 할 것들이다. 복

잡성 연구는 단일한 질서 대신 복수의 질서들로, 즉 질서가 ‘질서들’로 바뀔 때, 

세계를 열린 채로 기술할 수 있으며, 단일한 세계가 아니라 중첩되고 공존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세계들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다

중성(multiplicity)은 “하나 이상이지만 다수보다는 적은 것”(Mol and Law 2002: 

11)에 대한 이야기이다. 다중성은 단일한 순간에서의 공존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중첩되고 공존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이웃하는 세계들과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

하게 해 준다. 다양한 양식의 질서, 논리, 스타일, 실천, 실재들은 서로 고립된 채

로 존재하지 않는다. 각각은 서로에 포함되거나 포괄되지 않지만, 고립된 채로 존

9) 우리말에서 복잡하다(complicated)고 하면 흔히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 혼란스러운 상태

를 연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기에서 복잡하다(complex)는 것은 이와는 다른 의

미로, 라틴어 complexus는 엮는다는 뜻의 그리스어 ‘pleko’에 ‘함께’라는 뜻의 접두사 

‘com-’이 붙어 생긴 말이다. 즉 함께 엮임으로써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질서정연한 상황

이 복잡함을 뜻한다(윤영수 외 20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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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지도 않으며, 서로를 간섭하며(Haraway 1991), 부분적으로 연결(partial 

connections)(Strathern 1991)되어 있다. 

이미 이러한 복잡성과 다중성을 생태문제와 관련해서 기술한 민족지들이 있다

(Thompson 2002; Verran 2002; Lowe 2006; Tsing 2005; Robbins 2001).10) 

로위(Lowe 2006)는 ‘자연적인 것’으로 보이는 생태문제는 인간과 비인간의 네트

워크를 통해서 구성된 결과물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로위는 인도네시아의 토진 

섬에서 마카크 원숭이가 토착 종(species)으로 구성되고, 생물다양성 보존을 인정

받는 과정을 통해서 비인간 행위자인 동물의 행위자성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

었다. 로위가 생물다양성 논쟁에서 비인간 행위자 중에서도 동물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던 반면에, 씽(Tsing 2005)은 ‘숲’이라는 식물을 중심으로 하여 논지를 

전개하였다. 씽이 보기에 자연적인 경관으로 보이는 열대우림지대의 숲은 실제로

는 인간의 생활터전으로 오랫동안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난 공간이었다. 그는 

자연경관을 고정적이고 비활성적인 것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활동적인 행위

자(lively actor)로 간주하고, 자연적인 동시에 사회적이며, 인간과 비인간의 실천

이 상호작용하는 이동과 전환이 나타나는 곳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로빈스(Robbins 2001)는 인도 건조지역의 숲 조성 계획 실행과정에서의 경관의 

생태정치를 주장하고 있다. 숲 조성을 위해 심었던 외래종 줄리폴라(julifola) 나무

는 계획된 숲의 영역을 넘어 농경지를 침입하였다. 로빈스는 자신의 연구사례를 

통해 자연과 인공을 구획하려던 근대적 시도의 어긋남을 분석하며, “우리의 경관

은 근대적인 적이 없었다.”11)(Robbins 2001)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로위, 씽, 로빈스는 자연과 인간의 이분법을 탈피하고, 이전에는 부각되

지 않았던 비인간의 행위자성에 초점을 맞추어 생태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톰슨(Thompson 2002)은 코끼리 보존지역의 구획 논쟁을 통해서, 보존과 개발

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생태문제를 설명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입장

은 단일한 것으로 쉽게 환원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이분법과 환원 대신에 생

태 논쟁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질서들과 입장들이 뒤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분

10) 국내에서는 이강원의 논문이 일본의 지진재해의 방재과학기술에서의 상연의 복잡성을 

다루었다(이강원 2012, 2014).
11) 로빈스는 라투르의 우리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We have never been modern)라

는 책의 제목을 자신의 연구에 적용시켜, 왜 우리의 경관은 근대적이었던 적이 없는가

(why our landscapes have never been modern)고 이야기하였다(Robbin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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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베란(Verran 2002)은 

위에서 톰슨이 말한 서로 다른 질서들과 세계관들에 주목하였다. 그녀는 원주민 

중심 또는 과학자 중심의 기술에서 벗어나, 호주 원주민의 생태관행인 불지르기

(worrk, prescribed burning)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 집단의 세계관(cosmology)과 

실천을 대칭적으로 기술하려고 하였다. 이들 둘은 행위자들의 공약 불가능한 세계

관들이 대립하지 않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 가능성

은 생태문제 해결에 있어서 강자와 약자를 나누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협의와 

타협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초원에서 과학자들에 의해서 제안된 

초원비계 프로젝트-초원에서의 닭 방목-를 통해서 발현되고(emergent) 있는 새로

운 생태계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초원비계의 생태계가 구성되는 과

정을 자연/문화 이분법을 전제하고 분석하지 않는다. 대신 초원비계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 연합의 실천을 기술한다. 그리고 초원에 대한 기

존의 목축 중심의 평형 생태학적 접근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인간 행위자인 닭의 

등장에 따른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의 배치의 변화를 기술한다. 그 과정에서 나타

나는 비평형 생태계의 외부성과 이형성 역시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초원

비계의 생태계에서 발현되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을 만나볼 수 있을 것

이다. 

2) 초원과 사막화 연구

인류학에서 초원과 유목민에 대한 초기 민족지적 연구는 주로 아프리카의 열대 

사바나 지역에서 이루어졌다(Evans-Prichard 1940). 에반스-프리차드는 초원에서

의 소의 목축이 아프리카 누어족 공동체의 언어, 의례, 사회과정과 관계, 시간과 

공간의 개념과 구성방식 등과 같은 세계관과 생활 전반에 끼치는 중대한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목축민들에 대한 연구는 적응이라는 문화생태학 틀에 

의해 지배를 받았다. 특히 인류학자와 생태학자들은 어떻게 목축민들이 가뭄과 환

경 변화에 반응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Fratkin 1997: 236). 따라서 

목축과 관련한 생태적 연구는 ‘적응모델’(adaptation model)이란 용어로 요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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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데, 변경 토지(marginal land)에서의 토지 사용에 대한 목축민의 유연성, 다

양성, 이동성의 합리성을 보여주려고 했으며, 가축 수와 가내 노동력과 경제의 관

계, 인구밀도, 가뭄, 가축다양성 극대화와의 관계, 가축의 분배와 친족조직, 생산

조직, 가내소득과의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 주목하였다(ibid.). 

생태학, 경제학, 인류학을 포함하는 학제 간 연구가 아프리카 케냐 남부 투르카

나에서 생태계에 대한 장기 프로젝트(Dyson-Hudson and McCabe 1985; Little 

and Leslie 1997)로 진행되었다. 그밖에 건조지역에 대한 유네스코의 통합 프로젝

트(IAPL, Integrated Project in Arid Lands 1984; O'Leary 1984), 에티오피아의 

아프리카 국제 가축 센터 프로그램(Coppock 1994), 몽골에서 개발 연구 프로그

램(Swift and Mearns 1993)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하딩(Hardin 1968)의 ‘공유의 비극(the tragedy of 

common)’에 이론적 토대를 두고 생태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목축민

들의 과도방목에 의해 목초지 및 환경 퇴화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는 경향을 보

인다. 인구 및 경제적 수요의 증가에 따라 가축 수를 극대화하려는 개인 목축민들

의 목축이 사막화를 촉진하는데, 잘못된 초원 관리가 사막 지역의 확장을 야기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Lamprey 1976; Fratkin 1997 재인용). 

하딩의 ‘공유지의 비극’ 가설은 토지 사유화와 가축 생산의 상업화에 합리적 이

유를 제공하였다. 개발자들과 농업연구자들은 인구증가에 따른 가축생산성의 증가

를 아프리카 빈곤의 주요한 문제로 보았다. 그들은 수자원 개발, 질병통제, 방목지 

개선 등의 자본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수용능력 개념에 

근거해 가축수를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다(Simpson and Evangelou 1984). 심슨과 

설리번(Simpson and Sullivan 1984)은 목축과 관련된 합리적 토지 사용을 촉진하

는 방법으로 토지의 사유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대부분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는데, 초원 생태계와 그 변화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공유의 비극 가설’과 평형생태학의 관념에 기초해서 정책을 집행했기 때문이었다.  

 초원지역의 사유화의 근거로 사용된 하딩의 공유의 비극 가설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비판받았다. 초원의 공유 소유 체계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정교한 방식

으로 사용자들의 접근과 남용자들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관리가 이루어졌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규칙을 보유하고 있었다. 민족지 사

례들은(Blaikie and Brookfield 1987; Jodha 1987), 공동체들이 공유지를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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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효율적인 규칙들을 보유하고 실천해 왔음을 밝혔다. 그리고 토지의 사유

화 과정에서 공동체의 규칙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과도한 토지 착취가 이루어졌음

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하딩의 ‘공유의 비극’은 실제로 아무런 공동체의 규칙이 

없는 곳에서 발생하는 ‘열린 접근의 비극’(tragedy of open resources)과 더욱 가

깝다고 할 수 있다(Bromley and Cernea 1989).12) 

평형 생태학에서 비평형 생태학으로의 관점의 변화 역시 건조 및 초원지역에서 

토지 퇴화와 사막화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에 대한 복잡성을 증가시켰다. 초기의 

생태학적 연구들이 가정하고 있던 것은 생태의 안정과 균형이었다. 수용능력

(carrying capacity) 개념에 따르면, 특정한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가축의 수는 

제한적이며, 이러한 수용능력을 넘어설 경우에 토지의 퇴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

았다. 결국 평형생태학에서도 하딩의 가정과 마찬가지로 환경 악화의 원인은 목축

민의 과도한 방목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비평형 생태학에 따르면, 특히 초원이 위치하는 건조 및 반 건조 기후 지역에서

는 지역의 생태계 내부적 요소보다는 강수량, 가뭄 등의 불규칙한 외부적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건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토지 퇴화 현상은 반드시 목축

민들의 가축 사육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수용능력의 관점에서는 

외부적 교란은 퇴화의 형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탄성(resilience)(Holling 

1973)의 개념으로 바라보았을 때, 실제로는 장기간의 생태계 변화상의 광범위한 

변화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조 지역은 오히려 ‘안정적인’ 생태 체계와 

비교했을 때 기후적 동요와 불안정에 잘 대처해왔다(Abel and Blaikie 1990; 

Little 1996 재인용)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건조지역 생태계는 문헌들이 기술하

는 것처럼 연약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높은 탄성을 지니고 있다(Hare 1977; 

Little 1996 재인용).

갈빈(Galvin 2009: 189)은 배타적인 토지 소유는 건조/반건조 지역에서의 지속 

가능한 토지 사용에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사적인 토지 소유는 목축양

식이 포함하고 있는 무한성, 일시성, 지속적인 사회정치적 경합과 같은 특성을 제

한할 뿐만 아니라 체계를 더욱 고정된 것으로 만든다고 보았다. 사람들은 토지소

유권을 보장받았지만, 정주로 야기되는 이익의 잠재적 손실과 막대한 생활방식의 

12) 오스트롬(Ostrom 1990)은 공동체의 집합적 차원의 제도의 체계 및 변화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동체 내의 공유자원이 지속적으로 관리․유지되는 유연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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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와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조/반건조 지역의 국가들에서 

초원지역의 사유화는 점진적인 추세이다(Fratkin 1997).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개별화는 정주화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목초지 확보의 감소로 가축 사육의 집약

화 또는 생계의 다변화 등의 대안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목축민들은 그

들의 경제 활동을 농업, 임금 노동, 사업에까지 다양화시킬 수밖에 없었다(Little 

et al. 2001). 

특히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 몽골, 중국에서는 아프리카가 일찍이 사유화 과

정을 겪었던 것과는 달리, 1980~1990년대까지도 집체적 생산제도 속에서 집단적

으로 목축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들어서 탈사회주의․탈집체화의 과정을 거치면

서, 토지의 관리 및 소유권에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편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목축민들과 목축 체계에도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1980년대 초반에 가축의 분배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에는 각 지역에 따라 토지의 분배가 이루어졌다. 가축은 집체의 공동 소유에서 개

인 소유로 바뀌었으며, 원하는 대로 가축을 사고팔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

의 것과 타인의 것의 구별이 명확해지면서, 토지에 철조망을 세우는 등의 개별적

인 관리가 시작되었다. 

전통적인 유목생활에서 사회주의 집체적 생활로의 전환을 이루었던 사회주의 

국가의 목축민과 목초지는 탈사회주의 시기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더욱 취약한 

여건에 놓이게 되었다. 변화가 심한 건조/반건조 지역의 기후에서, 사유화에 따른 

정주화 및 이동성의 감소와 시장 경제로의 참여에 따른 목축의 집약화는 소규모

의 유목 생활을 하던 이전보다 가뭄 등의 예외적 상황에 취약성을 드러내었다

(McPeak and Little 2005). 급격한 변화 속에서의 목축 지역의 분절

(fragmentation)은 목축민들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호혜적 권리와 의무의 사용에 

대해 압력을 가하였다(Galvin 2009: 191-2). 경제적인 기준에 따라 계층분화가 

일어나면서, 목축사회에서 유지되어왔던 초지 사용에 대한 규범과 관습은 약화되

고, 관습적 관계는 경제적인 논리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친족이나 교우 관계 역

시 호혜적인 관계에서 반(半)-경제적인 관계로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나기도 하였

다. 목축민들 사이에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유지되었던 ‘가뭄 상황에서 가축에게 

목초를 공급하기 위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走傲特)(李文軍․長倩 2009)은 높은 



- 21 -

비용을 지불하고 토지를 임대하는 형태로 바뀌었으며, 이전보다 더 먼 거리를 이

동하는 위험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얻기 어려워졌다. 

시장 수요에 맞추어 기르는 가축의 종이 단순화되거나 새로운 종이 도입되었으

며(Mearns 2004; 荀麗麗 2009), 이는 목축민들의 생활양식과 초원 관리․운영 방

식의 변화를 야기하였다. 또한 목축업의 집약화와 농업을 위한 경작지의 증가는 

인구증가와 함께 희소한 자원에 대한 압력과 갈등을 증가시켰다(Western 2001). 

아프리카(Little 1996)와 중국(Jiang 2006)에서는 중농 정책을 펼쳐왔으며, 농민들

의 목축지역으로의 이주와 경작지의 확대는 초원 지역의 수용 압력을 증가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집약화 과정 속에서 부유한 목축민들은 부를 더욱 증가

시켰지만, 가난한 목축민들은 자신이 소유한 땅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

거나 소유한 땅을 잃고 다른 목축민들을 대신하여 가축을 관리하거나 도시로 이

주하여 임금노동에 종사하게 되었다(Williams 2002).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사

회주의 국가에서 제공되었던 목축민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사라지고,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변방의 인구과소지역에 사는 목축민

들은 의료, 교육 등의 사회 인프라와 관련된 혜택에서 더욱 소외되었다.

토지 소유권의 변화, 생활양식의 변화, 정주화, 사회적 자본과 제도의 약화 등으

로 나열될 수 있는 목축 지역의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체계의 변화와 기후변화 및 

건조지역 기후의 변이성은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이 현상들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다중적인 스트레스들에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

다(Nelson et al. 2007). 중국의 네이멍구 초원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목축지

의 공동 재산 체제는 공유지의 사유화로 붕괴되고 있다. 정주화는 목축의 계절적 

이동의 감소를 야기하였고, 농업은 초원을 잠식하고 있다. 기후는 변화하고 그 변

이성 역시 증가한다. 게다가 목축 경제는 지역경제를 넘어서 국민국가 뿐만 아니

라 글로벌한 변화를 반영하게 되었다. 이에 더해서 중국에서도 생태학을 중심으로 

하는 식물학자나 농학자 등이 초원의 생태와 사막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빈번한 가뭄과 같은 변동 폭이 큰 기후 변이 속에서도 초원은 다

시 푸른 싹을 피워내듯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초원 속에서 생활하는 목축민들 

역시 유연하고 탄성을 지니며 적응력 있게 생활해나가려고 한다. ‘초원비계’의 닭

이 초원에 등장한 사건은 이러한 탄성을 통한 적응성을 보여주는 현상인 동시에 

그 탄성을 더욱 높이려는 시도로 과학자들에 의해 제안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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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네이멍구 전도 (출처: http://www.onegreen.net/maps/m/neimenggu.htm) *검은색 원 표시가 연구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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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및� 방법

초원의 생태와 사막화를 다루는 본 연구는 사람, 사물, 은유, 이야기, 갈등 또는 

논쟁을 추적하면서 시작된다. 연구자가 ‘사막화’를 연구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처음

으로 네이멍구를 방문한 것은 박사과정 1학기였던 2008년이었다. 40여명의 대학

생들과 함께 방중봉사단으로 네이멍구의 다라터 기(達拉特旗) 지역을 방문하여 

식수활동을 했다. 그때 만난 집단이 ‘한중미래숲’이라는 한국의 NGO였다. 당시에

는 꽉 짜인 일정에 맞추어 나무를 심고 돌아왔다.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마을을 

둘러보거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약 2년의 시간이 흘러 현지조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중국 사회과학원

의 방문학자로 가게 되었다. 2010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사회과학원 인류학 연구

실 교수의 소개로, 사전정보가 거의 없이 기차를 타고 한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

다. 그 지역은 바로 2년 전에 한중미래숲과 식수를 했던 지역이었다. 2년 뒤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나는 일본 환경활동가와 목한기에 아르바이트로 식수를 하는 

마을주민들과 다시 나무를 심었다. 두 번의 여행으로 연구자는 외부에서 온 사람

이 사막화방지에 대해 물으면, 반복적으로 같은 곳으로 보내진다는 점을 알게 되

었다. 그곳은 한국과 일본에서 온 여러 연구자 및 방문자들이 사막화방지 활동을 

참관하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곳이었다. 

이후에 연구자는 중국 사회과학원의 사회학자의 소개로 초원의 환경관리를 전

공하는 대학원생들을 소개 받았다. 이번에는 츠펑(赤峰)에 위치한 그들의 현지를 

함께 방문하였다. 그들은 초원의 목축민들이 초원을 어떻게 이용 및 관리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단기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앞의 식수활동과는 달리, 

연구자들의 연구가 진행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사막화방지 연구의 실천을 참여관

찰 할 수 있는 기회였으나 설문조사에 의존하는 연구였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짧

았다.  

각기 다른 행위자들을 따라가서 도착한 위의 두 지역에서는 초원과 사막화를 

둘러싼 논쟁의 다양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우선 두 지역 모두 과학자들의 연구

와 실천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기가 어려웠다. 두 지역 모두 한족이 주민의 대부분

이어서 목축을 기반으로 하는 몽골족의 생활양식의 변화의 모습과 몽골족/한족의 

종족 문제의 쟁점을 다루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이러한 복잡한 논쟁들을 잘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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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면서 인간과 비인간의 역동적인 연합을 기술할 수 있는 장소를 발견하는 데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새롭게 사회과학원 인류학연구실 교수로부터 소개를 받은 집단은 중국

과학원 식물연구소였다. 식물연구소는 네이멍구 시린하오터(錫林浩特)에서 네이멍

구초원생태연구기지(The Chinese Science Institute, Inner Mongolia Grassland 

Ecosystem Reasearch Station, 中國科學院內蒙古草原生態系統定位硏究站)를 운

영하고 있다. 이곳은 과학자들 간의 이슈와 연구 활동의 실천을 볼 수 있다는 점

에서는 매력적이었으나, 1950년대 한족이 집단적으로 이주한 지역으로 몽골족은 

거의 살지 않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중국 최대의 초원연구기지에서의 중국 및 해

외의 과학자들의 실험은 연구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곳에서의 체류기간 

동안 연구자는 초원에 대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과학적인 모델과 논쟁을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세 달간의 체류기간 동안에 전

형초원(典刑草原)13)에서의 실험과 연구, 1950년대 이후 국가정책에 따라 이곳에 

이주해 온 이래 목축과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족의 생활양식, 초원연구기지 설

립 이후에 발생한 토지임대, 과학자와 실험에 참여했던 지역주민들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연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진행될 현지조사 자료의 비교자료가 되었다.  

과학자들은 비교적 초지가 잘 발달되고 목축이 여전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전형초원(典刑草原)보다 황막초원 지역이 사막화를 연구하기에 좋다고 조언해주었

다. 시린하오터 기지에 체류한 지 2개월여가 지난 시점인 2010년 9월에 중국과학

원의 과학자는 연구자의 연구주제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현지를 소개시켜 주

었다. 이곳이 바로 본격적인 조사를 하게 된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의 훈산다커

(渾善達克) 사지의 생태 연구기지이다. 이 기지는 시린하오터 기지와 함께 베이징

에 본원을 둔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의 네이멍구 실험기지 중의 한 곳이다. 시린

하오터 기지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다. 훈산다커 사지의 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13) 중국의 초원 유형은 대표적으로 전형초원(典型草原), 습지초원(草甸草原), 황막초원(荒
漠草原)으로 나뉜다. 황막초원은 초원 중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으로, 강수량이 200mm 

정도이며, 건생(乾生)의 화본과(和本科) 식물과 관목으로 구성된다. 전형초원은 황막초원

과 습지초원의 중간 정도의 강수량(250-450mm)에, 총생(叢生) 화본과(和本科) 식물이 

주를 이룬다. 습지초원은 강수량(350-450mm)이 가장 높은 편이며, 다년생 총생 화본과 

식물이 주를 이룬다. 초원유형이 후자로 강수량이 증가하며, 풀의 높이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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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상 황막초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기지가 위치한 바인후수 마을은 몽골족 

자연촌락으로, 대대로 소와 양의 목축을 하며 생활을 해 왔다. 

연구자는 훈산다커 사지의 바인후수 마을에서 과학자, 몽골족/한족, 황막초원의 

풀과 나무, 소와 양과 같은 가축 등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했다. 연구자가 바인후수를 현지조사지로 결정하게 된 주요한 요인은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 즉, 과학자의 제안으로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마을의 목축민들이 닭을 방목하는 실험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곳에서 닭을 중심으로 하여 위와 같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사막화 방지와 초원 회복을 위해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

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바인후수는 연구자의 현지로 결정되었다.  

연구자의 핵심적인 필드 장소는 이렇게 여러 네트워크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결

정되었다. 현지에 다가가기까지 걸린 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 사이에 

수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옮겨 다닌 장소 역시 한중미래숲을 통해 갔던 다라터 

기, 일본환경활동가를 따라 간 또 한 번의 다라터 기,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자의 

소개로 대학원생들을 따라갔던 츠펑, 중국과학원 과학자의 소개로 3개월간 머물렀

던 시린하오터, 마지막으로 훈산다커 사지의 바인후수에 이른다. 

이상의 이동을 통해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목적과 부합되는 현지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사막화 위기에 처한 중국 네이멍구 초원지역에서 황사와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초원 생태의 구성과정이 몽골족, 과학자, 닭, 가축들, 초원 등의 행

위자들 간의 이해관계의 번역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술하려는 시

도이다. 특히 초원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닭이 초원 생태계의 새로운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함으로써 과학기술, 생태경제, 소수민족의 생활양식, 

환경윤리 등이 재구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위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08년 3월말~4월초의 일주일, 2010년 

3~4월의 2개월의 예비조사를 거쳐, 2010년 6월부터 2012년 1월 사이의 약 17개

월 간 베이징의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中國科學院 植物研究所, Institue of 

Botany, The Chinese Academy of Sciences), 네이멍구 시린궈러 맹(錫林郭勒盟) 

정란 기(正藍旗)에 위치한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의 훈산다커 사지(渾善達克沙
地) 실험생태연구기지, 그리고 연구기지가 위치한 바인후수(白音胡舒) 마을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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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한 현지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는 중국 서북부 지역의 초원과 사막화 연구로 특화된 자

연과학 연구기관으로, 네이멍구를 비롯한 북방 건조지역에 10여 개의 실험생태연

구기지(Grassland Ecosystem Research Station)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원 과학기

술 지식 및 정책 제안에 있어서 중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과

학원 식물연구소의 네이멍구 초원연구기지 중 하나인 훈산다커 사지 실험생태연

구기지는 초원과 사막화에 대한 식물학, 동물학, 기상학, 생태학 등의 다방면의 초

원 현지 실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훈산다커 사지’라는 기지명의 수식어에서도 

드러나듯이, 기지는 황막초원(荒漠草原) 유형을 대표하는 훈산다커 사지의 변방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까닭에, 황막초원의 특성을 밝히는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   

연구기지가 위치한 시린궈러 맹 정란 기의 바인후수 마을은 네이멍구 동북쪽에 

위치한 후룬베이얼(呼倫貝爾)과 함께 대표적인 순(純) 목축 지역이다(Sneath 

2000: 1).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소나 양을 기르는 목축에 종사하고 있다. 

현지조사를 진행하던 2010년, 마을의 인구수는 105호 가구, 342명으로, 그 중

에 한족은 11호, 53명으로 나타났다. 몽골족이 약 85%로 구성되며, 한족은 나머

지를 구성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몽골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사용한다. 마을의 

청장년층은 중국어를 구사하지만, 마을의 연장자인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중국어

를 알아듣지만 잘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몽골족이 마을 사람들의 다수를 이

루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을의 한족들은 대부분 몽골어를 구사할 수 있지만, 외지

에서 온 한족 며느리들은 몽골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조금밖에 구사하지 못

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몽골어에 기반을 두고, 중국어가 섞인 형태로 이야

기를 나누는 경우가 다수이다. 

연구자는 몽골어로는 간단한 의사소통만이 가능했기 때문에, 주로 중국어를 사

용해서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인터뷰의 질문과 대답은 중국어로 

이루어졌으며, 나이 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통역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참여관찰의 많은 부분은 연구기지의 한족 연구원들과 

몽골족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경우여서 중국어가 사용되는 현장이었으며, 참여

관찰의 나머지를 구성하는 몽골족 마을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은 부족한 몽골어 

실력과 젊은 몽골족 마을 사람들의 통역, 그리고 인류학자의 눈치와 반복되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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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통해서 관찰하고 기록되었다.14)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의 훈산다커 사지 생태실험기지가 바인후수 마을에 세워

진 것은 2002년부터이다. 중국의 초원 유형은 대표적으로 전형초원(典型草原), 습

지초원(草甸草原), 황막초원(荒漠草原) 나뉘는데, 다른 두 초원에 비해 기후와 토

양 및 식생 조건이 열악한 황막초원 지역은 초원과 사막의 과도기적 상태의 유형

으로 사막화가 발생하기 쉬운 자연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

는 2001년 바인후수 마을에서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 보호구역의 제정과 

시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이래 이 지역에서 실험과 연구를 지속해왔다.

초원 연구기지에서의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과 실험활동을 통해, 과학자들과 마

을 주민들의 상호작용은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과학

자들은 바인후수 마을의 자연적 조건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하고 있으며, 초원정책

의 변화에 따른 목축민들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2009년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초원의 사막화를 방지하

면서도 목축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편으로, 초원에서 닭을 방

목하는 ‘초원비계 프로젝트’ 실험시범사업을 제안하고 실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인류학의 주된 방법인 민족지적 접근을 따르고 있지만, 특정 집단이

나 한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에 수행된 대부분의 

인류학 연구와 구별된다.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제기되는 질문들에 대한 보다 적

절하고 풍부한 대답을 찾기 위해, 한 집단이나 장소에 머무르기보다는 오히려 초

원의 생태와 사막화와 관련된 행위자들 및 논쟁의 지점을 따라가는 ‘다현지 민족

지(multi-sited ethnography)’(Marcus 1995)를 수행했다. 

연구자는 초원비계, 즉 닭을 매개로 하여 초원과 사막화를 둘러싼 모든 행위자

들과 논쟁이 엮여 있는 지점들을 보여주기 위해 닭의 동선을 따라 다양한 행위자

들, 논쟁들, 현지들을 이동하며 연구를 진행했다. 베이징 중국과학원 과학자들의 

프로젝트 제안서로부터 출발하여, 네이멍구의 기지와 목축마을에서 진행된 실험 

및 시범사업의 실행과정을 거쳐, 닭 사육이 완료되어 네이멍구로부터 베이징으로 

운송되어 판매점에서 가공과정을 거쳐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시범사업의 결과물

이 실험 및 분석을 거쳐 학술지에 게재되고 동료 과학자들에게 발표되고, 정부초

14) 이중 언어 사용지역에서 한 언어를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은 이 연구

가 가지는 한계임을 미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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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책에 반영되기까지-닭을 따라 다양한 장소에서 수많은 행위자들과 논쟁들을 

조사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과학자들을 따라서 초원에 접근하는 과정은 단순히 ‘따라가는’ 

것에 머물지는 않았다. 각각의 지점에서 연구자는 여러 행위자들과 불일치하거나 

대립되는 의견을 조율하면서 현지를 이루는 지점들의 수를 늘려나가야 했다. 

연구자가 네이멍구의 과학실험기지에서 과학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실험

을 관찰하고 그들의 연구에 대해서 물었을 때 왜 인류학자가 이러한 것들이 궁금

하냐는 질문을 받았다. 오히려 “목축민 몇 명의 설문조사결과가 필요한가요? 질문

지를 주면 내가 실험하러 나갈 때 실험구역(樣地) 앞에 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받

아다 주겠습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과학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인문사회과

학 연구자는 설문조사를 통해 목축지역의 경제적 여건을 조사하는 사람이었던 것

이다. 

과학자와 인류학자의 시각의 차이를 느끼게 된 것은 통계수치를 요구하는 과정

에서 드러났다. 프로젝트의 책임자이며 네이멍구 시린궈러 맹 정란 기(正藍旗)의 

부기장(副旗長)을 지낸 바 있는 리용겅(李永更) 연구원은 연구자의 편의를 위해서 

원하는 통계자료를 자신이 대신 기 정부에 방문했을 때 받아다주겠다고 이야기하

였다. 연구자는 그 동안 생각해두었던 통계 자료 목록을 만들어 과학자에게 메일

로 보냈다. 그런데 과학자는 내가 보낸 정리가 되지 않은 목록은 자료를 구해 줄 

수 없다며 다시 필요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올 것을 요구하였다. 리용겅

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필요한 자료를 협상해 가던 중에 다음과 같은 답장을 

받았다. 

“感覺很多地⽅操作性⽐較差(많은�부분에서�조작성이�비교적�떨어진다고�느껴집니다).”

과학자는 정리된 표에 행에는 원하는 통계수치의 제목을 쓰고, 열에는 원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년도를 기입해서 한 눈에 알아보고 수치를 기록할 수 있도록 요

구했다. 그리고 원하는 통계자료 수치의 항목에는 그에 맞는 단위(예를 들어, 명, 

킬로그램, 헥타르 등과 같은)를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과학자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본 연구자는 평소에 만들어보지 않았던 표를 새

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느라 몇날 며칠을 고민하였다. 과학자와 표의 수정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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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요구사항을 지적하는 이메일이 오고 갔으며, 도저히 과학자의 의도와 말뜻이 

이해되지 않고 정리되지 못한 표를 가지고 고심하던 연구자는 그의 학생인 또 다

른 예비 과학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수차례의 토론을 거친 후에야 표를 완성시

킬 수 있었다. 그리고 완성된 표는 과학자의 ‘오케이’ 사인을 받을 수 있었다. 

 과학자를 통해서 초원비계에 이르는 접근의 과정은 ‘위로의 연구(studying 

up)’(이강원 외 2013)에서 자주 언급되는 접근의 어려움과도 연관된다. 특히, 본 

연구자가 작성한 표와 과학자가 작성한 표의 차이는 두 연구 집단 간 초원과 관

련된 여러 행위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부각시켰다. 

연구자가 직면한 것은 연구자의 관점에 문제를 제기하는 과학자의 ‘반대

(objection)’(임소연 외 2013)였다. 반대에 직면한 본 연구자는 표를 만드는 과정

에서 과학자와 이메일을 주고받고,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대학원생의 도

움을 받아 인류학자가 원하는 내용과 과학자가 원하는 형식에 맞는 표를 맞추어 

갈 수 있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완성된 표는 과학자와 본 연구자가 협상을 통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물로서 본 연구자가 초원에서 현지연구를 하는 데 중요한 길

잡이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조사 당시에는 연구자에게 번거로운 일로만 느껴졌었지만, 과학

자들의 실험과정, 자료, 논문을 분석해 연구자의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어떻게 표

가 만들어지고 그 안의 수치들이 채워지는지를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해하

게 되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가진 과학자와 인류학자의 만남으로부터 시작

된 연구는 네이멍구 훈산다커 사지에 위치한 실험생태연구기지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네이멍구의 초원 위에서 과학자, 기술원, 목축민들이 함께 

진행해나가는 초원비계 실험시범사업을 참여관찰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이 

초원에서 진행한 실험과 처리과정 역시 직접 참여하고 기록하였다. 또한 베이징에

서 이루어진 실험 결과의 정리, 도출, 토론, 출판, 학술대회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

을 교환하였으며, 프로젝트 및 연구기지 운영과 직접 관계된 과학자들과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여름에는 실험과 시범사업이 이루어지는 네이멍구 연구기지

를 중심으로, 겨울에는 과학지식의 생산과 학술대회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베

이징의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초원비계 프로젝트 안팎에서 참여하고 있는 마을 목축민들에게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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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변화에 대해서도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먼저, 바인후수 마을 목축

민들은 초원비계 프로젝트 이전에 어떤 방식으로 목축을 하고 생활을 해 왔는지

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사막화 방지 및 초원 보존정책의 변화

에 따라 겪게 된 목축민들의 삶의 변화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초

원비계가 도입되는 과정, 도입된 이후의 마을 사람들에게 나타난 변화상을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마을 목축민의 목축, 풀베기와 쌓기 등과 같은 생계활동, 나담과 같은 

축제와 결혼식 등의 의례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목축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대화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마을 주민들 중

에서는 마을 서기와 촌장을 포함하여 약 30여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생활을 살피

고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네이멍구에서는 마을의 목축민들의 생계와 생활, 닭 방목과 실험시범사업의 과

학지식 및 양계의 생산 부문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베이징에서는 초원

비계의 운송과 판매, 그리고 소비 부문에 대한 조사와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 본

원의 실험과 학술대회, 출판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닭의 사육이 끝나고 도살이 이루어진 10월 이후에는 네이멍구로부터 베이징으

로 이동하여 판매점을 중심으로 가공과정, 판매회사의 운영, 소비자와 광고 등의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는 지점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판매 책임

자, 판매직원과 함께 가공 및 판매과정에 참여하고, 소비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

으며, 닭이 유기농 인증을 받고 상품으로 다양한 곳으로 판매되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에 더해, 연구자는 중국과학원의 학술발표, 연구논문, 생태 프로젝트 제안서 

및 결과보고서, 정부 초원정책에 대한 제안서 등과 같은 문헌자료를 분석하였다. 

수도이자 학술연구의 중심지인 베이징에서는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 연례학술대

회, 초원 지상/지하생태계 학술대회, 기후변화와 초원생태계 학술대회 등 초원과 

관련된 다양한 학술대회에 참여하였으며, 지난 30여 년의 연구 성과를 볼 수 있

는 각종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들을 살펴보았다. 연구논문들은 단순히 결과물

의 차용에 그치지 않고, 네이멍구 실험기지의 실험장소 선택, 실험설계 및 진행, 

샘플의 채취, 처리, 측정에 이르기까지의 실험과정에서부터 표, 도표, 그래프와 같

은 수치화와 분석과정이 어떻게 논문에 반영되는지의 과학지식생산의 과정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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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았다. 

그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이 ‘초업특구(草業特區) 건설계획’과 같은 정부 초원정

책에 어떠한 과학적 연구 및 초원비계 프로젝트와 같은 실험시범사업의 성과를 

반영하여 제안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2001년과 2005년에 네이멍구

에서 진행되었던 국가규모의 초원 복원프로젝트의 작업의 제안서, 진행과정, 결과

보고서까지도 포함한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 및 네이멍구 지방정부 단위의 초

원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목축국과 농업국에서 발행된 정책자료 역시 분

석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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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문의�구성

2장 ‘네이멍구 초원의 위기와 사막화 논쟁’에서는 사막화 논쟁과정과 중국 초원

정책의 변천 속에서 사막화 방지를 위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구성이 정책의 변

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조사지 마을의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 

네이멍구 황막초원의 경관과 사막화를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당사자들은 중국

의 사막화 원인에 대한 논쟁의 전개에 따라 그 부류와 수를 달리해 왔다. 논쟁에 

관련된 이해관계당사자들은 인간 집단 뿐 아니라 다양한 사물들의 집단들도 포함

하고 있어서, 사막화가 자연적인 원인 혹은 사회적인 원인, 그 어느 쪽 만으로 설

명될 수 없는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이 드러난다. 연구자는 네이멍구 훈산다

커 사지에 위치한 연구지 마을을 중심으로 지난 10여 년간 실시되었던 사막화 방

지를 위한 제안과 실천들을 검토함으로써, 초원의 위기, 즉 사막화를 구성하는 행

위자나 집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되짚어본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중국과학원 생태학자들이 제안한 초원비계 프로젝트가 기존의 사막화 방지 정책

들의 한계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위기에 처한 초원의 행위자들에게 해결의 실마리

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기술한다. 

3장 ‘실험시범기지의 형성’에서는 초원비계 프로젝트가 실험시범기지의 형성을 

통해 실행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생태학자들은 초원에 통제된 환경을 구축하고 닭

을 방목해서 기르는 실험을 통해, 초원생태계에 가금이 가축을 대신할 때 나타나

게 되는 초원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어서 생태학자들은 몽골족 목

축민들에게 닭의 사육방법과 기술을 교육한 이후 실험 환경을 벗어나 대규모 시

범사육사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닭 사육 시범사업과정에서 과학자와 기술원, 

목축민 그리고 닭, 초원은 예상치 못한 난관들을 마주하게 되고 그에 대한 해결책

들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몽골족들은 소를 사육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닭을 사

육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습득하게 되는데, 초원에서의 닭의 사육이 몽골족들의 

생활양식의 변화로 연관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사계절과 하루를 기준으로 

전통적으로는 소와 양의 목축에 익숙한 몽골족들은 닭을 기르기 위해 ‘소시계’에

서 ‘닭시계’로 자신들의 시공간의 패턴을 변형시켜야 했다. 이 장에서 연구자는 

시행착오 속에서 몽골족들은 어떻게 타협하며 변화해나가는지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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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생태 모델의 전시’에서는 이해관계당사자들, 특히 생태학자들과 몽골족들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생태 모델의 전시를 위해 

협상과 타협을 통해 공동의 이득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장은 초

원비계 프로젝트가 생태 모델로 등장하게 되는 순간을 기술한다. 다음으로, 중국

의 모델이론의 변천 속에서 ‘생태 모델’의 위치를 가늠해본다. 마지막으로, 과학자

와 목축민은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서도 어떻게 타협이 가능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떻게 과학자와 목축민이 생태 모델을 유지하고 변형하는 데 협력할 수 있었는

지를 살펴본다.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나마 합의된 것으로 재현

되는 생태 모델이 어떻게 미디어의 네트워크를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

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5장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경제적 수익을 높여라’는 사막화 방지와 초원비계 프

로젝트의 과학 지식생산과 실천에 관한 기술이다. 초원은 실험구역에서 채취, 측

정과 같은 실험 활동을 통해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변형된다. 봉인된 샘플이나 수

치로 변형된 초원은 실험실에서 논문의 표와 그래프로 재현되고, 비교 가능한 형

태로 형식화되었다. 이어서 생태학자의 연구는 다른 연구실로부터 온 참고문헌과

의 동맹을 통해서 초원비계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는데 동

원된다. 이 과정에서 생태학자들이 그려내는 이상적인 초원생태계의 그림으로서 

새로운 세계상(cosmograms)이 제시되고 이 세계상은 초원비계 프로젝트의 실행

의 청사진의 위치에 자리 잡게 된다. 

6장 ‘초원비계의 생태계’에서는 초원비계를 통해 어떻게 초원 뿐 아니라 도시의 

삶의 양식 자체가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생태학자는 초원비계의 과학적 

성과를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논문으로 출판함으로써 초원비계의 생태계를 학술 

공동체에서 인정되는 지식으로 정식화했다. 이와 같은 논문과 보고서를 통해서 생

태학자들은 초원비계가 사막화방지와 초원의 경제 효용 창출에 효과가 있다는 점

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인정받아 초원비계는 중국과학원 차기 5개년 정부 대

규모 프로젝트의 주요한 과제인 ‘초업경제특구 건설계획’의 모범 사례로 제시되었

다. 현 단계에서 그 적용을 위해 다양한 토론회와 공청회가 진행 중에 있다. 기존

의 경제발전과 생태보존 사이에서 지속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초원정책을 평

가하고 제기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새로운 정책제안에까지 확장될 것인지 그 

실현가능성과 과정을 기술한다. 다음으로, 초원비계의 생산-유통-소비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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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과정을 분석한다. 초원비계는 네이멍구에서 사육과 도축이 이루어져 베이징 

판매회사로 운송되어 전국적으로 판매되는 유통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중국에서 

미디어의 선전과 식품안전담론의 급격한 확산은 소비자들에게 초원비계 수요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유기농 식품 시장의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몽골

족에게 닭 사육은 전반적 생활양식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과학자들의 의도

나 계획과는 달리 시행착오 속에서 얻어지는 실천적인 지식이다. 그 결과 몽골족

들은 초원보존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전통목축의 열악한 판매구조에서 벗어나 고

급시장을 겨냥한 유기농 닭과 달걀의 판매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한다. 결국 

초원비계 프로젝트의 실행과정에서 무관해 보였던 초원과 도시가 긴밀한 동맹관

계 속에서 사막화방지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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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네이멍구�초원의�위기15)

1.� 네이멍구를�향하여

1) 황막초원의 경관

승용차 운전석 바로 옆자리에 앉은 연구자는 앞 창문과 옆 창문으로부터 들어

오는 경관의 변화를 바라보고 있었다. 베이징의 복잡한 도심을 빠져나와 외곽지역

을 지나 북쪽으로 향했다. 차를 타고 구불거리는 산등선을 따라 올라가다보면 북

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웠다는 만리장성이 나오고, 구불구불한 고개들을 지

나 계속 고속도로를 달린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도로 옆의 가로수 사이로 나타

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길가에는 과일을 직접 팔기 위한 농민들의 좌판이 늘

어서 있어서 과일이 비싼 네이멍구에 도착하기 전에 두 손 가득 과일을 구입했다. 

허베이 성(河北省)과 네이멍구 경계의 도시를 지나면서 나무들은 점점 키가 작아

지기 시작하고 평평한 고원을 달리는 차문 밖의 공기는 선선해지고 있다. 그리고 

도로변의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키 작은 관목 뒤로 넓은 초원이 나타나기 시작한

다. 고속도로 주변의 푸른 초원 위에는 띄엄띄엄 몇몇 집들이 보이고,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다. 소떼가 주인을 따라 이동하기도 하고, 말떼는 무리지어 달리기도 

한다. 

긴 겨울을 지난 초원은 늦봄이 되어서야 새싹이 돋고 풀들이 되살아난다. 늦봄

부터 돋아나기 시작한 새싹은 6월과 7월에는 푸른 벌판을 이루고 다양한 꽃들이 

초원 곳곳을 아름답게 수놓는다. 푸른 초원에서는 가축들이 풀을 뜯거나 쉬는 모

습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녹색의 절정이 무르익을 무렵, 늦여름 8월의 초원

에는 풀을 베는 목축민들을 어느 곳에서나 발견할 수 있다. 겨울에 가축들이 먹을 

건초를 미리 비축해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풀 베는 기계가 지나간 자리에 베어진 

풀무더기들은 초원 곳곳에서 트랙터에 실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은 집집마

다 서로 도와 갈퀴를 이용해 트랙터로 풀을 실어 집으로 나르기도 하고, 건초 묶

는 기계를 사용해 초원을 가로지르며 더미로 묶여진 풀들을 편리하게 실을 수 있

다. 이맘때쯤이면 도시에 나갔던 가족들도 돌아와 풀을 베고 나르는데, 길가에서

15) 2장의 일부분은 이선화(2012)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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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풀을 한 가득 싣고 가는 트랙터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가을이 되면 

풀들은 이미 뒤뜰에 산처럼 높게 쌓여 있고, 초원은 풀이 깎여나간 흔적만이 남아

있고, 풀들은 누렇게 변해간다. 풀을 베고 남은 곳곳에서는 가축들이 풀을 뜯고 

있다. 초원의 겨울은 금방 찾아온다. 10월이면 거센 바람과 영하의 날씨가 시작되

고, 눈이 오기도 한다. 겨울의 큰 눈이 내리면 녹지 않고 계속 쌓이면서 온 천지

는 흰 눈으로 덮인다. 그렇게 기나 긴 초원의 겨울은 눈과 함께 지속된다. 봄이 

시작되면 눈이 녹는 곳도 생기고 눈 사이를 비집고 가축들이 새순을 찾아 나서기

도 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아직 풀이 나기 전 바람이 많이 부는 모래바람 즉, 

황사의 계절이다. 오히려 겨울보다 봄에 거센 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 바람은 네

이멍구 전역뿐만 아니라 바람이 지나가는 베이징 등의 대도시를 거쳐 한국과 일

본에까지 이른다. 

2) 초원 위의 닭

  

베이징-후허하오터(呼和浩特)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옆길로 빠져 나와 시린궈

러 맹(錫林郭勒盟)으로 진입하는 국도에 접어들었다. 점점 가고자하는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다. 국도변에는 건조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키 작은 관목이 나타

나기 시작하고, 푸른 초원들 저 너머에는 모래 언덕(沙丘)도 보이기 시작한다. 마

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포장도로를 지나야 한다.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은 

네이멍구의 목축 지역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몇 킬로의 길에서 포장된 도로를 기

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도로의 양쪽으로는 철조망이 계속 이어져 있는데, 이는 

각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초지를 구분하기 위해 둘러져 있는 것이다. 철조망 안에

서 소나 양과 같은 가축들은 풀을 뜯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다. 

늦은 오후 마을로 들어가는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길을 따라 젖소들이 주인

과 함께 줄을 지어 우유기지를 향해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아침저녁으로 하

루에 두 번 젖을 짜기 위해 짧게는 몇 백 미터에서부터 길게는 수 킬로미터까지 

초지와 기지를 왕복한다.

마을의 어귀를 지나 저 멀리에서 초원을 거닐고 있는 닭의 무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일견 초원과는 어울려 보이지 않는 닭들은 유유히 초원에서 풀을 뜯고, 모

이를 먹고 물도 마신다. 날은 어둑어둑해지고, 닭들은 스스로 자신의 보금자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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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장으로 돌아간다. 닭을 돌보는 목축민들은 닭이 다 닭장으로 돌아간 이후에 초

지를 한 바퀴 돌면서 닭장 문을 닫는다. 그렇게 밤은 찾아왔다.

다음날 새벽 닭 우는 소리에 잠이 깨었다. 목축민들은 새벽에 일어나 닭장 문을 

열고 닭들을 초원에 풀어놓는다. 간밤에 배가 고팠을 닭을 위해 옥수수 사료와 물

을 주고, 닭이 간밤에 낳아 놓은 달걀을 찾아 아침식사를 위해 삶는다. 오후에는 

다시 한 번 사료와 물을 주고, 어둑해져 닭들이 닭장으로 돌아가면 야생동물의 공

격을 막기 위해 닭장 문을 닫는다. 이렇게 닭을 기르는 하루일과가 마무리된다.

3) 바인후수 마을 개관

바인후수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 시린궈러 맹(錫林郭勒盟) 

정란 기(正藍旗)의 북쪽에 위치한 싸인후두가 수무(賽音呼都嘎蘇木)에 속하는 가

차(嘎查)이다.16) 이곳은 훈산다커 사지의 남쪽 경계에 위치하며, 온대 건조 대륙

계절풍 황막초원 기후로, 연평균 기온은 1.5℃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365.1mm이

다(苗旭 2013:7). 여러 종의 관목(고리버들(紅柳), 황류(黃柳)), 백양나무, 자작나

무, 양초(羊草), 뢰초(賴草) 등이 주요 식생을 구성한다(苗旭 2013:7).17) 

16)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의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다. 맹(盟)은 네이멍구 지방 자치구 정

부에서 설치한 지소(派出機構)이다. 그 아래에는 현, 기, 시가 포함된다. ‘기(旗)’는 중국 

행정단위인 ‘현(縣)’에, ‘수무(蘇木)’는 ‘향(鄕)’에, ‘가차(嘎查)’는 ‘촌(村)’에 가깝다.  

일련번호 중국어 이름 학명
1 濕車前 Plantago cornuti
2 斜莖黃芪 Astragalus adsurgens
3 苜蓿 Medicago lupulina
4 披針葉黃華 Thermopsis lanceolata
5 冰草 Agropyrom cristatum
6 拂子茅 Calamagrosis epigejos
7 羊草 Leymus chinensis
8 紫穗狗尾草 Setaria viridis var. purpurascens
9 星星草 Puccinellia tenuiflora
10 賴草 Leymus secalinus
11 糙隱子草 Cleistogenes squarrosa
12 蘆葦 Phragmites australis
13 早熟禾 Poa annua
14 垂盆草 Sedum sarmentosum
15 狗娃花 Heteropappus hispidus

17) 바인후수 마을의 초지에서 발견되는 식물 목록의 일부(苗旭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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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인후수의 전체면적 81.3km2중, 초지 면적은 113,000무(畝)18)이며, 1인당 초

지 면적은 360무19)(겨울목초지 230무, 여름목초지 130무)이다(馬京·金海 2004: 

2). 바인후수 마을은 집체시기를 거쳐, 1985년에 가축이 개별 가정에 분배되었다. 

당시에 한 사람은 평균적으로 6마리의 소(120위안/마리), 13마리의 양(15~20위안

/마리)을 분배받았으며, 가구 당 말 한 마리(150위안), 낙타 한 마리(150위안) 씩

을 분배받았다고 한다.20) 여름방목지와 겨울방목지를 오가면서 유목을 하던 마을 

사람들은 가축 분배 이후에 겨울방목지에 흙집 또는 벽돌집21)을 짓고 정착하여 

생활하게 되었다. 1991년에는 초지가 개별 가정에 분배되었다. 토지는 1991년을 

기준으로 분배되었기 때문에, 1991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토지가 더 이

상 추가로 분배되지 않았다. 

이미 1991년에 가축과 초지의 분배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초지는 

공동 방목이 이루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정부의 철조망 설치를 위한 지원금이 지

급된 1997년이 되어서야 분배된 초지를 확정하는 철조망을 두르는 작업을 실시하

였다. 대부분의 바인후수 사람들은 소, 양, 말 등과 같은 가축을 기르는 목축에 

종사하고 있다. 목축민들의 주요한 경제 소득은 가축의 판매로부터 나온다. 또한 

16 黑沙蒿 Artemisia ordosica
17 裂葉蒿 Artemisia tanacetifolia
18 艾蒿 Artemisia argyi
19 苦苣菜 Sonchus oleraceus
20 蒲公英 Taraxacum officinale
21 抱莖苦蕒菜 Ixeris sonchifolia
22 灰綠藜 Chenopodium glacilima
23 尖頭葉藜 Chenopodium acuminatum
24 西伯利亞蓼 Polygonum sibiricum
25 水葫蘆苗 Halerpestes sarmentosa
26 二裂委陵菜 Potentilla bifurca
27 地榆 Radix Sanguisorbae
28 苔草 Carex duriuscula
29 馬藺 Iris lactea Pall. var

18) 1무=0.0006667km2, 113,000무=75.3km2

19) 360무=0.24km2

20) 15년간 분납하는 것이 조건이었다고 한다.
21) 흙집 또는 벽돌집은 기본적으로 방 1개, 거실 1개, 작은 부엌 1개로 구성된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남쪽으로 큰 창이 나 있지만, 북쪽은 막혀 있어서 바람이 통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가족 수가 늘어난 사람들은 기본 구조

에 방을 하나 정도 추가하여 덧대는 형식을 이용해서 집의 크기를 늘렸다. 그리고 집 

앞에는 우물과 축사가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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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유제품을 가공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그리고 외지에 나가 일을 하는 사람

들도 있다. 

2010년 현지조사를 진행하던 당시에 바인후수는 105호의 가구, 342명의 인구

수를 나타내고 있었다.22) 이 지역은 1950년대 후반까지는 몽골족만으로 이루어진 

마을이었으나, 1960년에서 1963년 사이에 시린궈러 맹의 바오창 현(寶昌縣)과 허

베이 성(河北省)에서 이주해 온 리우(劉), 왕(王), 황(黃), 자오(趙) 씨의 네 성의 

한족들이 이주해온 후 마을의 구성원이 되었다(馬京·金海 2004: 11). 

바인후수는 다음의 10개의 하오터(浩特)23)로 나뉜다(그림2-1). 아오바오언걸(敖
包恩格爾), 이허노르(易和淖爾), 바인후수(巴音胡舒), 사르주러거(沙日珠勒格), 나

린타라(那林塔拉) 우르터차간(烏日特查幹), 부둔바오르(布敦寶日), 차간차오루(查
幹朝魯), 주르헌아루(珠日很阿魯), 부르구둔사르(布日古敦沙日). 각 하오터에는 

약 7~10여 가구가 함께 모여 살고 있으며, 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거주지의 주변

에 각 가구의 겨울방목지가 위치하고 있다. 

제일 먼저 바인후수 하오터는 마을의 이름과 같은 하오터로, 원래는 마을의 공

유지가 위치한 지역으로 사람이 살지 않았으며,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방목을 

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이 하오터에는 2008년 젖소 사육 정책이 마을에 시행되

면서 ‘나이뉴촌(奶牛村: 젖소를 기르는 마을)’이 건설되었다. 이곳에는 방 두 개와 

거실, 부엌과 화장실로 구성되는 신식 벽돌집 52가구가 지어졌으며, 전기가 연결

되고,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 각 가정에 공급하는 시설이 갖추어졌다. 나이뉴촌에 

집을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축사가 제공되어 젖소를 사육하는데 편의를 제공받았

22) 2002년 조사에 따르면, 마을에는 73호가 거주하고, 그 중에서 몽골족이 60호로, 

82.19%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족이 13호로, 17.81%를 차지한다. 전체 인구는 300 여명

이며, 몽골족이 260 여명으로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한족이었다(馬京·金
海 2004: 2). 마을 서기인 우르투의 증언에 따르면, 2002년에 비해서 2010년에 인구수 

증가 비율에 비하여 가구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현 50~60대의 중장년층의 자식들이 

독립된 가구를 구성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가구 수는 증가하였지만, 젊은 계층

이 외지로 나가 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제 마을에서 상주하는 인구는 집계치에 

도달하지 못한다. 
23) 하오터(浩特)는 목축의 가장 기본 구성단위로, 5호에서 10호 사이의 가구로 구성되어 

함께 가축을 방목하는 집단을 가리킨다. 유목에서 정착생활로 변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하오터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축을 기르던 초지를 분배받아 서로 이웃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기르며 생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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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바인후수 마을 지도 (출처: 馬京․金海 2004)

다. 그리고 한꺼번에 수십 마리의 젖소의 젖을 착유할 수 있는 우유 수급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바인후수 하오터의 신 거주지 중앙에는 촌(가차) 위원회 건물이 

새로 지어졌다. 건물은 촌장, 서기, 부녀회 등의 사무실과 마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강당으로 구성된다. 52호의 신 거주지의 벽돌집에는 약 20여 가구만 실제로 

이사 와서 젖소를 기르며 생활하고 있으며, 나머지 가구들은 집만 사두고 자신의 

원래 거주지인 각각의 하오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허노르 하오터는 마을의 서기인 우르투(烏日圖)의 가족이 속한 곳이다. 우르

투는 1979년부터 마을의 서기를 맡아 왔다. 우르투의 몽골식 성(姓)은 따로 있지

만, 사람들은 이름의 앞 자를 따 우 서기(烏書記)라고 부른다. 그는 1958년생이

며, 부인인 사런가오와(薩仁高娃)는 우 서기보다 세 살이 어리다. 우 서기 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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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하에 3남매를 두었으며, 장남은 30대 초반으로 2010년 결혼하여 시린궈러 맹의 

중심지인 시린하오터 시의 목축부서에서 일하고 있다. 차남은 20대 후반으로, 아

버지인 우 서기를 도와 목축과 양계를 하고 있다. 막내딸은 20대 초반으로, 네이

멍구 자치구의 중심도시인 후허하오터에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24) 

이허노르 하오터에 위치한 우르투 가족의 겨울방목지의 일부는 중국과학원 식

물연구소에서 임대하여 2009년부터 실험시범기지를 짓고 과학실험과 닭 사육 방

목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 서기는 2009년 초반까지는 토종소 및 젖소 등

과 같은 가축의 목축을 해 왔으나, 2009년 사업 실시 이후에는 가축의 대부분을 

팔고 식물연구소 과학자들을 도와 기지를 관리하고 닭을 방목하고 판매하여 수익

을 얻고 있다. 

아오바오언걸과 주르헌아루 하오터는 바인후수의 한족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하

오터이다. 한족 11가구 중에서 연구자가 직접 만나 조사를 했던 9가구는 다음과 

같다. 황 씨 1가구, 리우 씨 2가구가 바인후수 하오터의 신 거주지로 이주하여 살

고 있으며, 나머지 한족들은 두 하오터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아오바오언

걸은 황 씨 1 가구와 왕 씨 3 가구가, 주르헌아루 하오터는 자오 씨 형제 2 가구

가 다른 몽골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마을 인구구성비와 달리 아오바오언걸은 

한족 가구(4)가 몽골족 가구(3)보다 더 많이 살고 있다. 

아오바오언걸과 이허노르 하오터는 207번 국도에서 가까워 비교적 교통이 편리

한 곳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학원의 연구기지 시설지원을 위한 길목에 

위치했던 까닭에 2004년부터 전기가 들어왔다. 2008년에는 우유수급기지 건설을 

위해서 주르헌아루와 바인후수 하오터까지 전기가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돌길

(砂石路)이 닦여 우유 수송 차량이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절반이 

넘는 나머지 하오터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소규모 풍력발전을 이용해 전등

이나 텔레비전, 핸드폰과 같은 저 전력의 전기제품의 이용만이 가능하다. 

연구자가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던 2010년과 2011년의 마을 사람들의 가구 당 

목축규모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다. 첫째,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2008년 젖소 

사육 정책으로 1가구 당 적게는 3마리에서 많게는 10마리까지 젖소를 구입하였

고, 그 중에 살아남은 젖소들을 길러 송아지와 우유를 판매하거나 우유로 유제품

24) 바인후수의 대부분의 중장년층은 우 서기와 마찬가지로 목축으로 얻은 수입을 바탕으

로 자녀들을 타지로 내보내 교육시키고 도시에서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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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다. 둘째, 2010년 10월 금목 정책의 시행으로 토종소 사

육 두수가 제한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금목정책을 계기로 토종소를 많이 판매했기 

때문에, 토종소의 사육두수는 줄어들었다. 토종소를 판매하지 않고 젖소도 구입한 

사람들은 젖소로 얻을 수 있는 소득뿐만 아니라 토종소의 송아지를 판매해서 수

입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정책 시행 과정에서 토종소를 판매해버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젖소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토종소가 30~40마리에 달하는 

몇몇 가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가구는 이미 젖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뿐만 아

니라 금목 정책이 실시되어 처벌을 두려워하여 토종소를 몇 마리에서 많아야 십 

몇 마리를 남기고 다 판매한 상태였다. 

〔사례� 2-1〕� 수닝바터얼(蘇寧巴雅爾)� 30대�중반,� 남,� 아오바오언걸�하오터�거주

이웃� 마을에서� 시집� 온� 역시� 30대� 중반의� 아내와� 4세� 딸과� 함께� 살고� 있다.� 50대�

후반인� 부모님이� 옆집에� 살고� 있으며,� 4명분의�초지� 약� 1200여� 무(畝)를� 소유하고� 있

다.� 겨울목초지는� 940무,� 여름목초지는� 520무를� 가지고� 있다.� 2008년� 젖소를� 5마리�

구입하였다.� 그� 중에서� 3마리는�젖이� 잘� 나오지� 않아서�판매해버리고,� 2마리만�사육한

다.� 우유가� 많이� 생산되는� 여름에는� 2마리의� 젖소로부터� 70여� 근이� 나오고,� 9월� 말인�

지금은� 50여� 근� 정도� 생산된다.� 평균� 60여� 근� 정도� 생산된다고� 보면� 된다.� 여름에는�

마을� 사람인� 바오리다� 가족이� 운영하는� 유제품� 가공� 공장에� 1.3위안/근에� 판매했으나,�

가을부터는�직접�나이도우푸�유제품을�만들어� 18위안/근에�판매하고�있다.�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동� 착유기를� 사용해서� 젖을� 짠다.� 착유기로� 젖을� 짜면� 1

마리에� 10분이면� 완료된다.� 젖소� 두� 마리는� 하루에� 15~20근� 정도의� 사료를� 먹는다.�

사료� 값은� 1.3위안/근이다.� 사료� 1근을� 먹이면� 약� 3근의� 우유가� 생산된다고� 보면� 된

다.� �

그는� 금목� 정책의� 실시에도� 30여� 마리의� 토종소를�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 따라

서� 그는� 젖소가� 우유가�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토종소를� 팔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갈래

의� 경제적�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러나� 그가� 기르는� 30여� 마리의� 토

종소와� 젖소를� 모두� 사육하기에는� 초지가� 부족해� 부둔마오두� 하오터의� 소드빌리거� 가

족�소유의�초지�중� 600무를� 4000위안/년에�빌려�사용하고�있다.�

그는� 2마리의�젖소를�통해서� 매일� 약� 30~40위안의�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가을에

는� 토종소와� 송아지를� 판매하여� 마리� 당� 약� 2000~3000위안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젖소의� 우유로는� 만� 위안� 정도를,� 매해� 대략� 십여� 마리에서� 20여� 마리의� 소와� 송아지

를� 판매해서는� 4만� 위안�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얻게� 된� 4~5만� 위안의�

소득은� 그들� 부부� 및� 딸과� 부모님� 두� 가구의� 일� 년의� 생활을� 위해� 사용된다.� 이� 중에



- 43 -

서� 4000위안은� 초지� 임대료로� 제공되고,� 기후가� 좋지� 않아� 여름방목지에서� 얻을� 수�

있는� 풀이� 적을� 경우에는� 월동을� 위해� 풀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수천� 위안에서� 만� 여�

위안이�사용된다고�한다.� (2011.9.30.� 수닝바터얼과의�면담�중에서)

� � � � �

마을 사람들은 2008년 젖소를 구입하기 이전까지는 수입이 괜찮았다고 이야기

하였다. 2002년 마징과 진하이(馬京·金海 2004:79~80)의 조사에서도 2000년대 

초반까지 통계수치와 마을 경제상황에 대한 인터뷰에서도 목축수입이 괜찮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구입한 젖소의 우유가 잘 나오지 않아서 생산성이 떨어지

게 되면서 젖소구입비용이 부채로 남게 된 이후부터 사람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젖소에서 기대했던 경제적 이득은 경제적 손실로 변화되었던 것이

다. 젖소의 젖이 잘 나오지 않고, 토종소의 숫자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마을 사

람들은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의 생태학자가 제안한 초원에서의 닭 방목 실험시

범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44 -

〔그림 2-2〕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 조직도 (출처: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 안내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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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 및 훈산다커 사지 생태 연구기지 개관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는 ‘정생생물조사소’(靜生生物調查所)(1928년 설립)와 

‘북평연구원식물연구소’(北平研究院植物研究所)(1929년)가 전신이다. 그리고 두 

연구소는 1950년에 합병을 거쳐, 1953년에 현재의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의 명

칭을 부여받았고, 식물분야의 기초과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연구

기관으로 성장해왔다.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의 과학연구 지원부문은 7개의 분야로 나뉜다(그림2-2). 

그 중에서도 연구자가 조사한 초원비계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연구팀이 속한 ‘식생 

및 환경변화 국가 중점 실험실’은 생태학 분야의 실험실로, 다양한 기후지역 중에

서도 북방의 초원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식생 및 환경변화 국가 

중점 실험실’은 10곳의 야외 실험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에 6곳이 초원 지

역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2-2). 

가장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실험기지는 야외 실험기지 목록의 제일 첫 번째

에 해당하는 네이멍구 시린궈러 맹 시린하오터(錫林浩特)에 위치한 ‘네이멍구 시

린궈러 초원 생태계 국가 야외 과학 관측 연구기지’로, 1979년 설립되었다. 이 연

구기지는 설립과 동시에 전형초원(典型草原)의 대표적 식생인 양초(羊草) 군락 지

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초원식생 및 환경에 대한 연구를 지

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 연구기지는 수백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숙소와 

식당, 실험 건물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의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중국 각지 및 해외의 초원연구자들까지 방문하여 실험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자가 중점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던 야외 실험기지는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 

훈산다커 사지 생태 연구기지’로, 훈산다커 사지(행정구역 상 정란 기(正藍旗))에 

위치하고 있다. 2001년 중국 과학기술부는 연이은 황사(沙塵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신장, 네이멍구, 시장, 산시, 쓰촨의 다섯 지역에서 “수도방사치사

응급공정(首都防沙治沙應急工程)” 실험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공

정 산하에 프로젝트에 2001년 바인후수 마을이 선정되었고, “훈산다커 및 베이징 

북쪽 농목교차지역 퇴화생태계 회복 실험시범 연구(渾善達克和京北農牧交錯區退
化生態界恢復試驗示範硏究)”가 이 마을에서 시행된 것을 계기로 중국과학원 식

물연구소는 바인후수를 거점으로 황막초원 지역의 실험연구기지를 설립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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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가오밍(蔣高明) 연구원을 필두로 한 연구팀은 바인후수 마을의 여름방목지에

서 실시한 초원 생태계회복 실험에 대한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해왔다. 

2001년 당시 그의 박사 후 과정 학생이었던 리용겅(李永庚)은 2년간의 박사 후 

과정을 마치고 장가오밍의 아래에서 그의 연구팀을 구성하는 연구원이 되었으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중국과학원의 파견으로 정란 기의 과학기술부문 부기

장(副旗長)을 지내기도 하였다. 이는 산동 농촌 출신이었던 리용겅이 네이멍구 초

원과 몽골족의 목축과 정책실행에 대해서 더욱 깊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쉬홍 연구원은 2000년대 중반에 박사를 받고 합류하였으며, 수화 연구원은 2000

년대 후반에 박사를 받고 연구팀에 합류하였다. 그리고 현지조사 당시에는 수번

잉, 조메이화, 왕종솨이, 미아오쉬의 네 명의 대학원생이 리용겅의 지도를 받고 기

지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훈산다커 사지 생태 실험기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장가오밍과 리용겅 연구팀

은 2008년까지는 우 서기와 마을 사람들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

다. 2009년부터는 초원비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대규모의 지원금을 받아 

우 서기의 겨울방목지 위에 실험시범기지를 정식으로 설립하게 되었다. 실험시범

기지는 7개의 숙소와 2개의 사무실, 1개의 창고, 1개의 실험실, 1개의 회의실, 1

개의 화장실, 1개의 부엌과 1개의 식당으로 구성되며 ‘ㄷ’자 모양으로 지어졌다. 

그리고 실험시범기지 본 건물 뒤편에는 닭 사육을 돕기 위한 일자형 창고 3개가 

지어졌으며, 그 배후지에는 닭 방목 실험과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초지가 확

보되었다. 

리용겅과 그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쉬홍과 수화 연구원, 그리고 리용겅의 

대학원생들은 진행 중인 닭 방목실험 이외에도, 주변의 초원 지역에서 황막초원의 

풀과 나무의 식생을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정기/비정기적으로 식물연구소 및 다

른 연구기관의 학자와 대학원생들이 채취와 실험을 실시하기 위해서 연구기지를 

방문하여 머물다 가고 있다.  

5) 초원의 이해관계 당사자들

① 풀과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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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화로 인해서 초원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원인 풀과 나무들은 감소의 위기

에 처하게 되었다. 풀과 나무가 줄어든다는 것은 초원 식생의 종과 군락의 규모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풀이 없는 초원은 단적으로는 사막이 된다는 것을 말

한다. 식생의 감소는 건조지역의 사질토양을 고정시킬 수 있는 지지기반이 줄어든

다는 것을 의미하며, 북방지역의 거센 바람이 사화(沙化)된 토양의 침식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양의 침식은 풀들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기

반이 잠식되는 것이며, 사구의 발달은 인근의 초원과 생활터전까지 모래바람으로 

덮어 버리는 상황을 만든다. 

황막초원은 강수량이 적고 사막화가 일어나기 쉬운 민감한 지역이다. 황막초원

에는 크기가 크고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교목보다는 건조한 기후에 적합한 키 

작은 관목이 많다. 그리고 황막초원에서는 ‘쑥(冷蒿)’ 등의 건조한 환경 속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종류의 건생식물이 많이 자란다. 

초지 퇴화의 지표는 식물군락 구성의 변화로 파악할 수 있다. 퇴화가 진행되면 

‘양초(羊草)’25)와 같은 다년생 식물은 감소하고, ‘취명아주(灰綠藜)’와 같은 일년생 

식물로 대체된다. 다년생 풀에 비해 일년생 풀은 토양고정능력이 떨어지고, 이 역

시 사막화의 악순환을 야기한다. 사막화되지 않기 위해서 풀들은 무엇보다 자신들

의 군락을 감소시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식수사업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식생을 조성하여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강수량이 적은 지역에서 나무를 심는 것은 개간

과 더불어 지하수위를 위협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무를 심어 

무사히 자라도록 관리 및 유지하는 비용과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② 소, 양, 염소, 말, 낙타

전통적으로 초원에서 유목민들이 길렀던 가축은 대표적으로 소, 양, 염소, 말, 

낙타 등이 있다. 소, 양, 염소, 말, 낙타는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생활한다. 

사막화되는 초지에서는 동물들의 먹이가 되는 풀과 나무가 줄어들어 예전과 동일

한 단위면적 내에서도 이전 규모의 가축 수만큼 기르기가 힘들어졌다. 

25) ‘양초(羊草)’는 네이멍구 초원의 대표적인 다년생 식물로, 양과 소 등 모든 가축들이 

좋아하는 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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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뿐만 아니라 지난 수십 년 간 가축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에는 개인이 자유롭게 가축을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

은 경제적인 수익을 위해서 가축의 수를 늘리기 시작하였다. 바인후수 마을 사람

들에게 언제 가장 가축이 많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사람들은 1990년대 중 

후반에 가장 많았고, 그 이후에 점차 줄어든 것으로 이야기하였다. 2002년 통계자

료(馬京․金海 2004:68)에 따르면, 1996년 5,842마리였던 가축 수가, 1997년 

8,290마리, 2000년 최대치인 10,352마리에 도달했다가 2002년에는 2,935마리로 

크게 감소하였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개별가정에 분배된 토지는 제한적인데 반해, 가축

의 수는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개별가정에 초지가 분배되기 이전에는 다양한 지역

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풀을 뜯으며 생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풀을 먹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소, 양, 염소, 말, 낙타는 이전

과는 달리 원하는 만큼 충분히 풀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1년을 기점으로 정부에서 가축의 수를 줄이기 위한 각종 목축 제한 정책을 실

시하게 되면서, 바인후수 마을에서도 대규모 초원퇴화 방지 프로젝트가 진행되었

고, 가축 수는 엄격하게 통제되기 시작하였다. 

가축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

진다. 가축들에게 있어서 중국 북방지역의 춥고 긴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충분한 

영양 공급은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덩치가 큰 소는 겨울을 지나는 동

안 한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발생한다. 양은 보통 새해가 

시작되는 1월부터 새끼를 낳기 시작하는데, 어미양이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

할 경우에 새끼 양에게 젖을 주는데 차질이 생기고, 새끼 양들이 병들거나 죽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적절한 방목의 강도로 정부는 초축평형(草畜平衡)은 양 한 마리를 기준으로 16

무(畝)(1무=666.7m2)의 초지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가축의 수가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목축민들이 직접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초지에서의 사

막화는 더욱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인민공사 시절에 초원을 뛰놀 수 있었던 소, 양, 염소, 말, 낙타 등의 다양한 가

축들은 그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활동범위가 넓어 개별 가정에 분배된 좁은 초

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말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말은 다른 동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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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풀을 먹는 양이 많아서 각 가정에서는 점차 거의 기르지 않게 되었다. 바인

후수 마을의 우 서기의 집에서는 1995년에 말과 낙타를 팔아버렸다. 대신에 마을

에서는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

대 후반을 기점으로, 교통수단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던 말과 낙타는 오토바이로 

대체되어 갔다. 마을에서 몇몇 집을 제외하고는 말을 더 이상 기르지 않는다. 기

르더라도 한 마리씩이다. 낙타는 마을에서 사라졌고, 관광지에 가서야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산양(山羊)은 앞발로 풀뿌리까지 캐서 먹는 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식생을 

파헤쳐 사막화를 유발하는 주요한 가축으로 간주되어 방목이 금지되기도 한다. 초

지의 상태에 따라 어떤 곳에서는 면양(綿羊)의 방목까지 금지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을 방목하는 대신에 우리에 가두어 사료와 풀을 먹여 기르도록 하고 있

다(圈養). 

원래 몽골족이 네이멍구 초원에서 기르는 소의 품종은 몸집이 작고 추위에 강

한 토종소라고 불리는 몽고소(蒙古牛)이다. 최근 들어, 목축민들은 흑화소(黑花牛) 

또는 흑백화소(黑白花牛)라고 부르는 홀스타인(Holstein) 품종 젖소를 길러 우유

를 판매해 수익을 얻거나, 덩치가 커서 판매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시멘탈

(西门塔尔, Simmental) 품종의 소를 몽고소와 교배하여 기르기도 한다. 이러한 외

래종 소들은 몽고소에 비해 덩치가 커서 더 많은 풀과 물을 먹는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사막화가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진행된다고 판단되는 곳에서는 양에 

이어 소의 방목마저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가축 방목 금지를 통해서 풀이 살아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③ 몽골족

몽골족 역시 사막화의 위기에 취약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다. 1항에서 보았듯

이, 사막화는 초원 생산력의 감소와 그에 따른 가축사육 두수의 감소를 야기하는

데, 이는 초원이 지니고 있는 사회경제적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초원이 사막화되면 초원에서 목축을 하며 생계를 꾸려 나가는 몽골족 목

축민들은 척박해지는 환경 속에서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토지가 개별 가정에 분배된 이래 각 가정에서 기르는 가축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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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될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되었지만, 몽골족 목축민들은 무작정 많은 수의 가

축을 기를 수는 없다. 적정 수준 이상의 방목 압력 하에 놓이게 되면 가축들이 배

불리 먹을 수 없게 되고, 양질의 고기를 판매할 수 없게 되며, 가축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초원의 춥고 긴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병에 걸리거나 쓰러지는 상황이 발

생할 수밖에 없다.

초지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목축민들도 초지의 수용규모를 크게 초

과하는 가축을 방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몽골족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

게 되었다. 남아 있는 사람들은 떠난 사람들이 남기고 간 초지를 임대해 자신들의 

가축을 기르지 않고서는 가축의 규모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었다. 목축민들

도 과도한 방목은 초지나 가축 모두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개방 이후 인민공사에서는 보장되었던 생산, 교육, 의료 등의 복지혜

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다른 생계보충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화폐 

사용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목축업 증대를 통한 수입을 꾀할 수밖에 없게 되

었다. 

따라서 사막화의 가속화와 사막화 방지를 위해 제시되었던 방목의 제한과 보호

구역의 설정은 이미 개별 가구의 초지로 제한되었던 목축에 이중, 삼중의 제한을 

가하는 생계를 위협하는 주요한 문제로 몽골족 목축민들을 힘들게 했다. 

④ 한족

한족은 남쪽의 농촌으로부터 이주해 온 농민들이다. 그들은 인구가 많은 데 비

해 협소한 농토에서 농사를 지어 어렵게 생활하던 조건을 벗어나 넓고 인구가 적

은 네이멍구의 초원으로 자의에 의해서 또는 국가의 정책적 생산대대 구성원의 

모집에 의해서 이주하였다. 국가의 정책적 생산대대는 몽골족 마을 사이의 여유 

공간을 중심으로 하여 한족 중심으로 마을을 이루었다. 바인후수 마을에 오게 된 

한족들은 몽골족들 사이에서 목축을 배워 그들과 함께 가축을 기르며 생활하게 

되었다. 따라서 목축 지역으로 이주해 목축을 삶의 양식으로 선택하게 된 한족에

게 역시 마을의 몽골족과 마찬가지로 초원의 사막화는 농업에서 목축업으로 변화

했던 그들의 생활양식에 다시 변화를 가져오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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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 사이에 네이멍구의 초원으로 오게 된 한족 

1세대는 2010년에 이르러서는 1세대는 연로하여 소수만이 남아있으며, 2세대와 3

세대를 모두 거느리게 되었다. 아주 어린 시절에 초원으로 이주해 오거나 또는 초

원에서 태어난 2세대와 그들의 후손인 3세대는 한족이지만 오히려 목축이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익숙한 생활양식이 되었다. 그러나 외부의 농촌에서 온 한

족 며느리가 마을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한족 사위가 드나들면서 여전히 외부의 

한족과 그들의 생활양식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바인후수의 젊은 한족들은 트럭운전사 등 외부에 나가서 

일하는 비율이 몽골족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2세대 한족 중장년층은 마을에 

남아 목축을 하고, 3세대의 젊은 한족들은 대부분 외지로 나가 교육을 받거나 새

로운 일자리를 찾아 생활하고 있다.   

⑤ 정부와 NGO

정부는 사막화가 야기하는 환경 및 사회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 왔다. 사막화는 근본적으로는 환경적인 변화로 식생이 파괴되고, 생

물다양성이 감소하며, 초원의 생산력이 감소하는 환경 및 생태적인 문제이다. 또

한 그 지역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경제적인 문제이며, 지역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개발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황사가 심해지는 봄을 비롯한 

바람이 부는 시기에는 북방지역에서 불어오는 황사가 지나가는 지역, 특히 베이징

과 톈진과 같은 대도시의 주민들의 건강과 생산 활동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드는 

요인이다. 나아가 일본과 한국에도 황사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병 등의 환

경문제를 일으키는 초국가적 문제이기도 하다.  

NGO 역시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 놓인 사막화라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중국 국내의 노력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나아가 전지구적인 관심 속에서 조림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실천들을 내놓고 있으며, 어려움에 처한 목축민들을 돕기 

위한 자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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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과학자

사막화는 과학자들이 풀어야할 중대한 생태문제였고 앞으로도 그러하다. 황사의 

공격 앞에 과학자들은 아직 무력하고 무지하다. 그들은 사막화의 원인과 과정을 

밝히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식이 아직 완전하게 구축되지 않았다. 사막화 

방지를 위해 초원에서 닭을 사육하는 프로젝트와 그와 관련한 과학지식의 생산은 

이전까지 초원과 사막화를 연구하는 동료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혁신이고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이다. 그들은 이러한 제안이 어

떠한 설계를 거쳐 실행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실험시범 프로

젝트는 지역의 목축민들의 생산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루어졌던 순수과학적인 실험과는 달리 응용적이면서도 새로운 방식의 실험과 

시범적 사업의 구상 및 실행의 사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⑦ 닭 

닭은 과학자들의 초대로 초원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었다. 연구자가 연구했던 지

역은 순목축 지역으로 이전에는 대규모로 닭을 사육한 적이 없는 지역이다. 닭이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초원으로 온 이후 맞닥뜨린 문제는 이전의 농경지역에서 

네모난 닭장 속에서 가두어 길러졌던 것과는 다른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

다. 따뜻하고 집약적 생활을 하던 닭은 초원의 춥고 긴 겨울을 지나고 야생동물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닭은 이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과학자들의 기대에 부응하

면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남아서 도시로 이동하여 판매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 53 -

2.� 사막화�논쟁과정

1994년 열린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은 사막화(desertification)를 “기후 변화와 인간 활동을 포

함하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건조, 반건조, 아습윤 지역에서의 토지 퇴화(land 

degradation)”로 정의하였다.26) UNCCD에서는 사막화의 원인을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적인 요인과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위적인 요인들을 포괄하는 광범

위한 개념에서의 사막화를 이야기하였다. 1968년부터 1973년까지 아프리카 사바

나에서 6년간의 지속된 극심한 가뭄은 국제공동체가 사막화에 관심을 갖도록 만

들었으며, 1974년에는 “사막화방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사막화에 관한 유엔 회의 

개최 요청 결의로 이어졌다. 1977년에는 유엔 사막화 회의(a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Desertification)를 개최하였다.27) 1994년에는 UNCCD가 결성되

었고, 중국은 원년에 협약에 서명하고 1996년에 비준하면서 본격적으로 사막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28) 

이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서, 그리고 90년대 후반 일어났던 중국 국

내의 일련의 사막화와 강력한 황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각성으로, 2000년대를 전

후하여 사막화방지를 위한 정부 및 학술적 차원의 정책 및 연구가 더욱 본격적으

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에서 사막화를 일찍이 연구하기 시작했던 주전다(朱震達)는 “사막화는 사질 

황막화(sandy desertification)를 간략히 이르는 것으로, 건조 및 반건조 지역의 취

약한 생태 조건하에서, 인간의 과도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생태적 평형이 파괴되

어, 본래 사막이 아니었던 지역에 풍사활동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사질 황막과 유

26) UNCCD, 1994.
27) UNCOD의 3대 목적 (1)사막화의 확대를 방지하고 억지하기 위하여, (2)생산적인 사

용을 위하여 사막화된 땅을 개간하기 위해, (3)건조, 반건조, 건습윤 지역 그리고 사막화

에 취약한 다른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그러한 지역들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소병천․손희두 2007: 53-54).
28) UNCCD 제2조: 아프리카 지역을 위시하여 심각한 한발, 사막화를 겪는 국가에서의 

효과적 행동과 국제적 지원을 통해 사막화를 방지하고 한발피해를 완화하는 것임과 동

시에 이를 위해 피해지역에서의 생활여건을 개선시켜 줄 토지생산성의 향상과 수자원의 

복구․보전․지속 관리를 동시에 중시하는 장기적 종합전략을 수집하는 것이다(앞의 책 

pp.60-61).



- 54 -

사한 환경으로 퇴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朱震達 1989: 3; 이강원 2007b: 

26 재인용)고 하였다.  

사막화에 대한 정의에서도 드러나듯이, 주전다는 중국 사막화의 주요한 원인으

로 인간의 인위적 활동에 주목하였다(朱震達 1997: 215-216). 그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취약한 건조지역의 생태계는 한번 파괴되면 회복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막화는 회복되기 어렵고 시간

도 오래 걸린다고 보았다. 그가 사막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은 과도한 

방목, 농경을 위한 개간29), 벌목이나 채집, 부적절한 수자원의 이용, 교통로 건설 

등이다. 또한 사막화의 배후 원인에는 인구압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는데, 중국 

북방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는 토지자원 이용압력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사막화 토지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았다(朱震達 1997:216). 이강원(2003, 2005) 

역시 토지이용 변화, 나아가 중국의 사회적 변동과의 연관 속에서 사막화를 살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회-생태적 내선 순환(社會-生態的 內旋循環, 

social-ecological involution)’(이강원 2007a: 223)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는데, 

중국 초원의 농민과 목축민들의 생존권과 수익문제, 개방 및 시장화의 추세, 호구

제도 등의 법률적 문제, 인구구조, 토지이용체계 등의 사회적 문제를 생태적 문제

와 연관시켜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인간 활동을 사막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기후변화는 사막화에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朱震達 1998: 149). 예컨대, 인

간 활동으로 인해 식생이 파괴되고 경관의 변화가 일어나며, 바람과 같은 기후적 

요소는 이미 인간 활동으로 파괴된 식생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그 근본적인 작

동의 원인을 인위적 요인으로 규정한다. 이와 같이, 사막화의 원인이 인간에 있다

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인위적인 활동에 대한 통제와 관리 또는 사회경제적 구조

의 변화를 통해서 사막화를 방지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사막화의 주요한 원인은 기후변화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Wang et al. 2006; Wang et al. 2008 등). 그들은 사막화가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주장이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 증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 내용들이 기술적인 증거(descriptive evidence)에만 그치고 있음을 비판한

29) 1949년 건국 이후 중국 정부에서 실시한 정책 가운데,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시기

에 실시되었던 ‘곡물우선정책(以糧爲綱)’ 즉, 식량 증산을 위한 개간정책으로 인해 초원

의 대규모 개간이 이루어졌다(朱震達 1997: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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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Wang et al. 2008: 188). 만약 인위적 요인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장이 뒷받

침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인구와 가축이 급속히 증가하고, 토지의 집약적 사용

이 증가하였던 1950년대 이후의 중화인민공화국 시기 동안에 사막화 역시  마찬

가지로 가속화되어왔어야 한다. 기후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60-70년대 후반에는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80년대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사

막화로부터 식생이 회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은 기후 요

소 중 강수량과 바람-즉 식생의 성장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봄의 강수량의 증

감과 식생의 고정 및 유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바람 세기의 변화-의 패턴

과 상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기후적 요소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사막화에 영향을 끼치는 인간의 영향이 과대평가되어 왔다고 이야기한다(Wang et 

al. 2006). 

하지만 사막화에 대한 UNCCD의 정의에서 드러나듯이, 사막화는 인위적 요인

이나 자연적 요인 한 쪽만으로 쉽사리 환원될 수 없는 복잡한 생태계의 과정이다. 

따라서 학자들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이 모두가 사막화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명백한 일이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두 요소가 사막화와 어떻게 연관

되는 지에 대한 상대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Xu et al. 

2010: 499-501). 다중스케일(multi-scale)적 접근은 공간적 규모의 차이, 시간적

인 척도의 차이에 따라서 사막화의 원인들이 드러나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예컨대, 마을 단위의 소규모 지역에서는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규모나 대규모의 지역적 차원에서는 사막화로부터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시간 규모에 있어서도, 단기간에는 식생이 파괴되거나 회복되는 것처럼 보

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변화들은 역전적인 과정이나 경향성을 

보이는 파동의 한 귀퉁이일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요인 또는 자연적 요인 중 한

쪽만을 사막화의 주요 원인으로 주장한 학자들이 범하고 있는 오류는 다른 시공

간적 기준을 가지고 사막화를 정의내리는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그들은 기준이 다

르기 때문에 서로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주장들을 가지고 사막화 논쟁에 참

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사막화에 대한 여러 요소들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시공간의 스케일을 고려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중스케일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사막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지역적 규모

(regional scale)에서 동일한 경향을 띠는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적 요인을 제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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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위적 요인이 사막화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Archer 

2004: 381). 따라서 학자들은 중국 건조지역에서의 시공간적 규모 차에 따른 분

석을 통해, 80-90년대에 지역적 규모에서의 사막화 후퇴 경향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국지적인 사막화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간 활동이라는 요인이 주요

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Xu et al. 2010: 506). 예컨대, 동일한 기후 상황

에서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방목 전략 등의 인간의 실천의 차이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견해를 따를 경우, 기후라는 사막화에 영향을 끼치는 자연적인 요

소를 종속변수로만 보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여전히 남는다. 이에 대한 답

변은 건조지역 생태계를 보는 관점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기존의 평

형 생태학의 관점은 생태계를 정적, 균형적, 순환적 체계로 보았다. 따라서 생태계

는 일정한 ‘수용능력(carrying capacity)’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가축의 수는 제한적이며, 수용능력을 넘어설 경우 토지의 퇴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평형 생태학적 관점에서 바람, 한파 등의 기후 요소는 

외부적인 것으로 수용능력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통제는 목축이나 농경과 같은 

인위적인 요소들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으로 제시된 비평형 생태학의 관점에 따르면, 특히 초원

이 위치하는 건조 및 반 건조 기후 지역에서는 강수량, 가뭄, 바람 등의 외부적 

조건의 변동이 잦고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특성을 띠

는데, 이러한 기후적 요소들은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 생산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막화는 인위적인 원인만으로 파악할 수 없으

며, 당시의 시공간적 규모에서 발생하는 외부적 요인인 강수량과 바람과 같은 자

연적 변동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 수용능력과 반대되는 개

념으로 비평형 생태학에서 제시하는 ‘탄성(resilience)’(Holling 1973)은 체계가 변

화와 교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평형 생태학과 수용능력 개념에서

는 교란을 정상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았다면, 비평형 생태학과 탄성 개념은 

예측 불가능한 외부적 영향 속에서도 그것을 완화하고 수용할 수 있는 질적인 체

계의 정립을 강조하고, 이러한 변동 속에서도 여전히 체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

여주려고 하였다(Holling 1973: 14-21). 

중국에서 진행되었던 초원퇴화 방지 정책들은 수용능력의 척도인 가축 수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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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을 통해 생태계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31) 각 가정마다 분배

된 초지의 크기에 따라 단위면적당 가축수를 제한하는 초축평형(草畜平衡) 정책

을 실시하거나, 식생이 회복되도록 울타리를 두르고 목축을 금지하는 보호구역을 

설치하였다. 아니면 사막화 진행 경계 지역을 따라 식생 증가를 위해 식수사업을 

전개하였다. 이에 대해 비평형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특정 지역의 초원생산력

이나 식생을 기후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로 보았기 때문에, 목축

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도 외부조건과의 관계 속에서 탄력적인 목축 규모와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보았다(李文軍․長倩 2009 참조).   

이와 같이 사막화는 인위적/자연적 요인, 평형/비평형, 안정/변동, 국지적/지역

적 공시간 규모, 단기/장기 등의 대립적 논쟁이 이루어져 왔다. 또한 이들은 중국

과학원 식물연구소의 과학자들을 비롯한 초원을 연구하는 연구자들과 정부가 사

막화 방지를 위해 제시하는 다양한 제안들의 변화과정에 영향을 끼쳤다. 다음에서

는 사막화방지를 위한 제안들의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초원의 위기가 상이한 

행위자들의 연관관계를 통해서 정의되고 구성되어 왔음을 제시한다.     

3.� 초원�위기�쟁점의�이동

네이멍구 초원은 개혁개방 이후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인민공

사의 관리 아래, 집체적으로 운영되었던 가축과 초지가 초축쌍승포책임제(草畜雙
承包責任制)를 통해서 개별가정에 분배되었다. 1980년대 초반에는 가축이, 1990

년대 중반에는 초지의 분배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시기

에는 ‘곡물우선정책(以糧爲綱, grain-first policy)’이 강조되고 많은 초지의 개간이 

이루어졌던 반면에, 개혁개방 이후에는 목축지를 회복하고, 초원의 회복과 보존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Smil 1987: 216-222). 

개혁개방 이래 초원을 연구하는 과학자들과 초원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는 

초원의 퇴화 및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많은 제안

31) 중국의 초원정책에 있어서 정부나 과학자들은 평형 생태학과 비평형 생태학을 실용적 

관점에서 선택적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평형/비평형의 잣대로 이를 평가하

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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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책들-조림사업, 보호구역의 제정, 초축평형(草畜平衡), 계절적 휴목, 종에 따

른 차별적 금목, 새로운 종의 도입, 생태이민, 보조금 지급 등-을 실시하였다. 이

러한 사막화 방지를 위한 제안들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사막화의 원인에 대한 진

단을 다르게 내리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막화와 초원의 위기를 구성하고 있는 

행위자들이 각 제안들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역시 보여준다. 

연구자들의 새로운 문제제기와 제안을 통해서, 사막화의 쟁점은 이동하고, 쟁점

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와 연관된 행위자들은 변화하고 증가하기도 한다. 이 과

정에서 사막화 방지의 제안들은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목소리들을 대

변하게 된다. 

이번 절에서는 네이멍구 초원에서 실시되었던 사막화 방지 정책의 변화와 더불

어 연구자가 조사했던 바인후수 마을에서의 제시되었던 사막화 방지 시행방안들

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 전역에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1980, 1990년대 그리고 지금까

지도 널리 퍼진 사막화에 대처하는 방식은 사막화가 이루어지는 지역에 조림(造
林)을 하는 것이었다. 조림 사업의 목적은 수토 유실을 방지하고, 모래바람이 부

는 것을 막는 것이다(蔣高明 2007: 4). 중국 정부에서는 1978년부터 삼북방호림

(三北防護林)32)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황사가 불어오는 북쪽의 삼성(三省)-서북

(西北), 화북(華北), 동북(東北)-지역에서 사막화가 이미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지역에 삼북방호림을 건설함으로써 사막화를 방지 및 관리하고자 하였다. 

조림을 실시하는 입장에서 ‘황사(黃沙)’, 즉 모래폭풍(沙塵暴), 모래바람(風沙)이 

사막화를 일으키는 주원인이다. 그래서 쉽사리 바람에 날리는 사질의 토양 또는 

이동사구(流動沙丘)를 고정해서 모래바람을 줄이거나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림 사업을 통해서 심어진 나무는 뿌리를 내림으로써 토양을 고정시키며, 나무숲

은 모래바람을 막는 방풍림(防風林)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조림사업 초기에 건조지역에 심었던 백양나무(楊樹)와 같은 교목(喬木)

들은 방풍림으로서 적합하지 못했다. 방풍의 역할만이 강조된 나머지, 조림사업이 

건조지역의 추위 및 토양과 수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 된 것이다. 긴 

32) 삼북방호림 사업(1978년-2050년), 1978년부터 2000년까지가 제1단계로, 1978-85년

이 제1기, 1986-95년이 제2기, 1996-2000년이 제3기로 나뉜다. 2001년부터 2020년까

지가 제2단계로, 2001-10년이 제4기, 2011-20년이 제5기로, 현재는 제2단계 제5기에 

속한다(蔣高明  200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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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마을 보호구역의 철조망과 경관

겨울, 비가 적게 내리고 수분이 꾸준히 공급되기 어려운 사질토양이 대부분인 건

조지역에서 교목은 다량의 수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교목

의 높이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방풍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많은 나무가 오래가지 않아서 말라죽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대규모 조림사업을 벌인 지역에서는 건조지역 식생 유지를 위협하는 지하수위의 

하강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실제로 중국전역의 삼북방호림 사업에서 이루어졌던 

인공조림의 성공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연구자가 조사를 진행하였던 시린

궈러 맹 지역에서 조림으로 인한 식생 피복 개선율은 0.87%에 그쳤다(蔣高明 
2007: 7). 

이에 따라 몇몇 연구자들은 교목 대신 건조지역의 기후변동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관목(灌木)과 풀(草)을 심으면, 비용도 절약하고 식생 피복을 늘릴 수 있다

는 제안을 하였다.33) 식물학자들은 북방의 추위와 강수량 변동에도 견딜 수 있는 

토종 수종을 연구하여 사막화 방지에 기여하고자 했다. 바인후수 마을에서도 곳곳

33) 葛劍雄, 2005.7.27. “三北防護林 我們還要交多少學費”,『東方早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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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마을 보호구역의 답사

에 백양나무뿐만 아니라 사류(沙柳)와 황류(黃柳)등의 관목을 심고, 비행기를 이

용하여 풀의 종자를 뿌리는(飛播種草) 등의 조림 정책이 실시되었다. 

둘째, 조림사업이 인공적으로 나무를 심어 사막화를 개선하고자 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보호구역(保護區)을 지정하여 방목을 금지하고 식생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 실시되었다. 네이멍구의 여러 지역에서는 초지퇴화가 일정정도 진행된 지

역을 선정하여 철조망을 두르고 보호구역을 설치하여 목축민들의 가축 진입을 금

지하였다. 여기서는 앞의 식수 및 조림의 생태계의 생산자에 초점을 두었을 때 잘 

드러나지 않던 양, 소, 말의 가축, 즉 초원의 소비자들이 사막화의 원인을 구성하

는 행위자로 나타났다. 가축들은 초원을 퇴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등장하여, 

초원에서 배제되어야 할 대상이 된 것이다. 바인후수 마을에서는 2001년 중국과

학원 과학자들이 “자연적인 힘을 이용해 초원을 회복하자”(蔣高明 2007)라는 표

어 아래,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여름 방목지(夏營盤) 2700ha를 선정해서 철조망을 

두르고 방목을 금지하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그림 2-1, 2-2). 이곳에서는 두 

방안이 동시에 시도되었다. 기본적으로는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가축방목을 배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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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조적으로는 건조지역 환경에 적절한 풀과 관목을 심었다. 철조망을 두른 지 

2년 만에 초원의 식생 회복률은 60%에 도달하였고,34) 초원은 푸른 모습을 되찾

게 되었다.

셋째, 일군의 식물학자들은 가축을 초지퇴화의 원인으로 보고 계절적 휴목(季節
性休牧)을 제안했다. 새싹이 자라는 봄과 결실을 맺는 초가을 시기에 방목을 제한

함으로써 초원의 생장을 보호하고 사막화를 방지하고자 하였다.35) 휴목은 미분화

되었던 초지를 계절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식생이 회복하는 시간을 주는 데 그 목

적이 있었다. 바인후수 마을의 여름 방목지는 이미 2001년 보호구역으로서 금목

이 이루어진 반면에, 겨울 방목지(冬營盤)에서는 계속 가축을 방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2년부터 겨울 방목지도 정란 기 정부에 의해 매년 4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풀의 생장기 70일 기간 동안 계절적 휴목이 실시 되었다(馬京·金海 
2004: 35).  

넷째, 초지의 원인을 과도한 방목으로 간주한 식물학자와 동물학자들은 적절한 

수준의 방목을 위해36) 초지의 등급을 나누고 단위면적당 적정 두수를 방목하는 

‘초축평형’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식물학자들은 서로 다른 방목 밀도에 따른 

초원 퇴화의 차이를 살펴보려고 했고, 동물학자들은 방목밀도와 동물 영양발육 상

태와의 상관도, 사료의 보충정도의 관계를 보고자 했다. 

중국정부에서는 2002년부터 초축평형 정책을 실시하였고, 바인후수 마을에서는 

2005년부터 정식으로 등급과 초지의 크기에 따라서 기를 수 있는 가축의 마리수

를 표시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이를 감시하기 위해 지방정부 목축부서(畜
牧局)에서는 계절마다 감찰을 돌고 있다.  

앞선 네 가지 제안들에서는 식물(초원의 생산자) 즉, 초지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준이나 요소들이 분화되어 나타났지만 가축들은 사막화를 야기하는 미분화된 

집단이었다. 하지만 뒤이어 시행되기 시작한 방안들에서는 가축들이 다양한 종들

로 식별되기 시작하였다. 

34) 『科技導報』,2011年, 25期, p. 16.
35) 朱立博 외(2008) 참조.
36) 보통 등급이 양호한 초지의 경우에 16무(畝)의 초지에 양 한 마리를 기를 수 있다고 

보았다. 소는 보통 양의 다섯 배 정도의 초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학

자들은 초지의 퇴화가 심하게 일어나, 양 한 마리를 기를 수 있는 초지는 40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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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010년 토종소 금목 계약 인장

다섯째, 초원퇴화를 방지하기 위해 초원의 소비자인 가축을 줄이는 감축(減畜) 

정책이 실시되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양(羊)이었는데, 특히 산양(山羊)은 앞발로 

풀의 뿌리까지 캐먹기 때문에 초원퇴화를 가속화한다고 간주되었다. 그래서 초원

퇴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양보다는 소를 기를 것이 장려되었다. 바인후수 마을에

서도 2007년부터 개별 가정 소유의 초지에서 양의 방목을 줄이고 양을 시장에 내

다팔 것이 장려되었다. 그리고 양을 대신해서 소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이어졌다. 여기서는 ‘가축’이라는 미분화된 집단이 ‘양’과 ‘소’ 또는 ‘양 이

외의 가축’37)이라는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 ‘가축들’로 세분되어 사막화에 대한 서

로 다른 정도의 위기를 구성하는 행위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두 번째 감축의 대상은 소들 중에서도, 토종소(蒙古牛, 本地牛)였다(그림 2-6).  

양보다는 초원을 덜 파괴하여 방목이 허락되었던 토종소도 2010년에는 초원을 떠

나게 되었다. 정부는 초원퇴화방지를 위해 토종 소의 방목 역시 금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초원보호 정책에 따라 바인후수 마을이 있는 싸인후두가(賽

音呼都嘎) 쑤무(蘇木)가 단계적 금목정책(階段性禁牧)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다음

은 바인후수 마을이 위치한 시린궈러 맹에서 실시한 금목정책의 시행령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다. 

시린궈러�맹�단계적�금목�정책�시행�방법� (시행)�

錫林郭勒盟階段性禁牧項⽬實施辦法(試⾏)�

제1장� 총칙

...

제2조� 단계적� 금목은� 목축지역의� 퇴

화,� 사화된� 초지(草場)에� 단계적으로�

금목을� 실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

로(5년을� 1주기로),� 국가는�목축민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정책시행으로� 지급한

다.� 단계적�금목� 실시� 지역의�목축민들

은� 토지� 생산� 생활(1차� 생산)뿐만� 아

37) 실제로 조사지 마을에서는 양과 소를 제외한 말이나 낙타 등은 수익성 등의 이유로 

개별가정에서 거의 기르지 않거나 기르더라도 말 한 마리 정도가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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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토종소의 방목

니라� 도시와� 읍,� 2․3차� 산업의�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정책의� 실시를� 통해서� 목축
민들이� 소량의� 자식성(⾃⾷性)� 가축만을� 남기게� 하여,� 초지의� 압력을� 대폭적으로� 낮추

고,� 대자연의� 회복능력과� 목축민� 주체의� 작용에� 의지하여,� 초원생태계의� 회복과� 목축

인구의�안정적�이동과�목축업�발전방식의�점진적�변화와�목축민�소득의�지속적�증대를�

목적으로�한다.�

제3조� 실시원칙

...

（四）엄격한�수량�관리의�원칙.� 각� 호(⼾)마다� 자식성�가축�수량은� 25마리� 양�단위

(대형� 가축� 5마리)� 이내로� 엄격하게� 수량을� 제한한다.� 올해� 정책이� 실시되는� 지역에서

는,� 반드시� 9월�말� 이전에�초과되는�수량을�출하(出欄)해야� 한다.�

（五）각� 호로� 보조금� 도달� 원칙.� 목축민들의� 의향에� 따라,� 그들의� 편리원칙에� 근거

하여,� “⼀卡通”38)� 방법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직접� 목축민의� 계좌로� 입금하는� 형식으

38) 하나의 카드로 여러 가지 기능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중국에서 은행·학교·기관 

등에서 IC카드를 사용하여 각종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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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현금을�직접�지급한다.�

제4조� 보상기준

정책이� 시행되는� 초지는� 원칙상으로는� 5元/畝·年의� 기준에� 따라,� 연속� 5년간� 실시,�

지역의� 목축민들은� 1인당� 3000元---5000元의� 보조금을� 받는다.� 구체적� 방법:� 1인당�

평균� 초지가� 600畝미만인� 경우，3000元을；600-1000畝인� 경우，5元/畝·年의� 기준

에�따라�보조금을�받으며；1000畝이상인�경우，5000元의�보조금을�받는다.

제3장� 보상절차

제8조� 치(旗)나� 시(市)� 정부는� 단계적� 금목의� 내용,� 조건,� 상관정책을� 공포한다.� 목

축민은� 자발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한다.� 가차(嘎查)의� 위원회는� 목축민대회를� 개최하여�
표결을� 거쳐� 2/3� 이상의� 동의를� 거쳐,� 집체결의를� 형성하여,� 촌규민약(村規民約)을� 제

정하고,� 초지면적,� 인구,� 보조금� 금액� 등의� 사항을� 공시한다.� 기시� 정부,� 쑤무전� 정부,�

가차위원회의� 책임아래� 계약을� 체결한다.� 가차위원회와� 목축민은� 금목계약서를� 작성하

고,� 기시의�초원감시국은� 계약을�감독한다.� 올해(2010년)는� 계약체결� 후� 30%의�보조

금을� 지급하고,� 가축� 출하� 이후� 다시� 30%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두� 번째� 해� 5월� 말�

이전에� 계약을� 이행한� 목축민들에게� 나머지� 40%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두� 번째� 해�

12월말� 이전에� 두� 번째� 해의� 보조금의� 60%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후년도에는� 이

와�같이�진행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9조� 기시(旗市),� 쑤무진(蘇木鎮),� 가차(嘎查)� 3급의� 금목� 지도조직과� 기층관리� 조

직,� 책임구역과�책임자를�지정하고,� 감찰을�진행하며,� 규율을�위반할�경우에는�법에� 근

거해� 엄격하게� 차출해낸다.� 기시� 초원� 감리,� 임업공안은� 구체적� 관리보호� 방안을� 제정

하고�감독감찰을�강화한다.� 사회적,� 군중,� 여론의�감독의�협력과�신고전화를�운영한다.�

제6장� 직업의�전이(轉移就業)

제14조� 치시는� 목축인구의� 직업의� 전이를� 위한� 우대정책을� 정비하고� 실행하여,� 사

회보장을�증대하고,� 거주지�임대,� 자녀교육의�보조정책,� 목축민�도시� 이주� 노동을�장려

하고�이끌어야�한다......

제15조� 각지는� 목축민의� 초원산업,� 관광업� 등과� 같은� 특색� 산업을� 이끌어� 목축민들

의�다방면의�수입� 증진을�위한�우대정책을�제정해야�한다.�

(출처:� 시린궈러�맹� 정부� 홈페이지(錫林郭勒盟政府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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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2010년 9월 금목 시행 직전 소 출하

정부는 목축민들과 단계적 금목정책을 5년 단위로 실시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바인후수 마을의 경우 1인당 분배된 초지 면적이 약 600무 미만에 해당되어 

3000위안의 보조금이 책정되었다. 단계적 금목정책은 ‘단계적’이라는 수식어에서

도 나타나듯이 5년을 1단계로 설정하여 금목정책을 5년 단위로 시행하는 것을 의

미한다. 이 정책은 한 가구당 대형가축(소)을 기준으로 다섯 마리로 사육을 제한

하고, 줄어든 생산량을 대신하여 1인당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

행방법 제2조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서 목축민을 1차 생

산으로부터 2,3차 생산으로 이동시키고, 목축인구를 도시로 이동시켜 새로운 직업

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단계적 금목정책에서는 구체적으로는 한 가구당 가축두수

를 다섯 마리로 제한하여, 식용을 위한 최소한의 수량만을 남겨두도록 하였다. 그

리고 줄어든 목축민들의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1인당 30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첫해부터 정책은 삐걱거렸다. 정부에서는 10월 1일까지 기존의 토종소



- 66 -

〔그림 2-8〕2011년 금목계약서(앞) 〔그림 2-9〕2011년 금목계약서(뒤)

를 모두 처분해야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였고, 주민들은 소를 내다팔기 시작했

다. 시린궈러 맹 전역의 많은 마을이 이 정책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소의 가격

은 폭락했고, 목축민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소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지

급되기로 되어 있던 보조금은 1/3밖에 지불되지 않았고, 2011년에 새로운 계약서

를 작성한 뒤에는 2010년에 받지 못한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금목으로 초원

을 회복하고, 보조금 지급을 통해 목축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존하겠다던 2010

년의 토종소 금목 정책의 목적은 실패한 셈이었다.  

여섯째, 정부에서는 ‘생태이민촌(生態移民村)’을 마을 중심부에 건설해 '젖소'를 

기르도록 지원하였다(그림 2-10). 생태이민촌의 목적은 초원 보호뿐 아니라 목축

민들의 새로운 경제적인 출로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토종소 대신에 젖소를 기르게 

되면, 매일 우유를 판매하여 꾸준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간주되었다. 이민촌의 

건설은 중국의 ‘멍니우(蒙牛)’나 ‘이리(伊利)’와 같은 낙농기업과 주거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건설기업과 정부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점에서 사막화

를 방지하는 데 관련된 행위자는 ‘기업들’과 ‘젖소’로 늘어났다. 그리고 앞선 정책

들에서 배제되었던 목축민의 ‘경제적 이익’이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2008년부터 바인후수 마을에서도 목축민들의 다수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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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젖소의 우유 짜기

젖소를 기르기 시작하였다. 바인후수 마을은 인구수에 비해 초지면적이 작고 사막

화가 진행된 초지가 많아, 쑤무(蘇木: 嘎查의 상위 행정단위)에 있는 십여 개의 

가차(嘎查: 마을에 해당) 중에서 유일하게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생태이민촌이 

건설되는 마을로 선정되었다. 정부에서는 마을 중심부에 우유수급기지를 건설하

고, 젖소 사육을 위한 창고와 집을 지어주었다. 몽골족들은 젖소의 구입비용을 충

당하기 위한 은행대출을 지원받았고, 동북지방으로부터 젖소를 구입해 와서 기르

기 시작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2010년에 실시된 ‘소 방목 금지’의 기준에 ‘젖소’는 들어가지 않

는다는 것이다. 같은 ‘소’이지만 ‘토종소’와 ‘젖소’는 사막화 방지 문제에서 희비가 

갈렸다. 토종소는 금목 정책에 위배되는 가축이지만,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

로부터 온 외래종 ‘젖소’는 금목 정책의 대상이 아니었다. 쉰리리(荀麗麗 2009: 

92-109)는 이러한 ‘젖소’ 사육 장려정책이 정부(기 정부, 쑤무 정부)와 시장 간

(낙농기업, 은행, 우유수급기지 운영자)의 긴밀한 이해관계 결합에 따라 ‘생태건

설’이라는 구호 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바인후수 마을의 목축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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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젖소가 토종소보다 몸집이 커 풀과 사료도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초원퇴화에 

토종소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다. 젖소가 초지 퇴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동물이라는 목축민들의 인식은 정부의 사육장려 정책 논리에 반하는 것이

었다. 이러한 젖소와 토종소의 차별은 정부와 시장의 이해관계의 결합과, 나아가 

목축민들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탑-다운(top-down, 自上而下) 방식의 

초원정책(荀麗麗 2009: 77)에서 찾을 수 있다.    

몽골족 목축민들의 젖소 기르기는 쉽지 않았다. 고기로 판매하기 위해 방목으로 

길러지는 토종소와는 달리, 젖소는 12시간 간격을 두고 아침저녁으로 젖을 짜 주

어야 한다. 그런데 젖소들의 젖이 잘 나오지 않으면서 우유수급기지 운영이 불안

정해지고 이윤을 획득하기가 어려웠다. 설상가상으로 2009년 겨울 한파로, 많은 

젖소들이 동사했다. 대출받거나 토종소를 팔아 토종소보다 2-3배 비싼 젖소를 구

입했던 목축민들은 안정적 소득을 얻기 어려운 젖소 사육을 힘겨워했고, 우유가 

잘 나오지 않는 젖소를 헐값에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러한 피해가 회

복되기도 전에 실시된 2010년의 ‘토종소’ 목축 제한은 목축민들의 마지막 생계수

단을 위협하였다. 경제적 이익과 초원 관리를 모두 포섭하려던 최근의 두 정책은 

역설적으로 초원의 퇴화와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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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대변인
행위자들이�처한�문제

초원의�위기의�정의 제안 위기의�해결 미해결
초원/초지 가축 몽골족 기타

1978

년-
식물학자

식생피복�저하

이동사구
모래바람 모래바람

정부,도시민

대도시경제·

환경악화

식생피복�감소,�

사구이동�활발,

황사,� 수토유실

나무,� 풀�

심기

(삼북방호림)

초원�식생피복�증가
장기적�식생회복�미지수,

지하수위�낮아짐

2001

년-
식물학자

가축이�식생에�

피해
풀�부족

초지�질�

저하로�

인한�방목�

이익�감소

초원�식생의�감소�

원인은�목축

보호구역내�금목

(圍封禁牧)

초지:보호구역내�초지�식생�회복,

가축:� 회복초지의�풀을�베어�먹이로�활용

몽골족:� 풀� 수확

정부:� 황사감소,� 생태보호

과학자:�보호구역설계,�관리,�효과에�대한�지식의�형성

보호구역제외한�방목이�

이루어지는�목초지는�

관리의�사각지대

2002

년-
식물학자�

봄목초지:생장(

새싹)
식물의�생장시기(새싹)

계절적�휴목

(季節性休牧)
적기에�따라�식생의�회복�및� 보호

가축�고려�안함:� 단기적�

가축�풀� 부족,�

몽골족:� 부족한�방목�채우기�

위한�사료구입�비용�증가

가을목초지:번

식(종자)
식물의�종자� �

2005

년-

동물학자+

식물학자

과도방목으로�

인한�토지퇴화
풀�부족

과도방목(단위면적당�

가축방목두수�초과)

초축평형

(草畜平衡)

적절한�수준의�방목�밀도�유지를�통한�초지�관리

방목두수(예>16무=양1마리)

몽골족�생계�및� 경제적�

이득�감소

2007

년-

식물학자+

동물학자
양의�식생파괴 풀�부족

산양이�앞발로�

풀뿌리까지�캐서�먹어�

급격한�식생퇴화의�

원인이�됨.

양� 방목금지 식생의�보호
몽골족�생계�및� 경제적�

이득�감소

2010

년-

식물학자+

동물학자

소의�식생�

파괴
풀�부족

경제적�

어려움

소의�과도한�방목�

역시�초지를�악화시킴
소�방목금지

방목의�제한을�통한�초지의�보호

보조금�지급을�통한�경제�손실�보존

유일한�재산인�소를�헐값에�

팔아넘김,� 보조금�미지급.

몽골족�경제�이득의�감소

2008

년-

낙농기업+

목축국

(畜牧局)

양,� 토종�소�

등의�기존�

가축의�

식생파괴

토종소
경제적�

어려움

낙농기업

건설기업

젖소는�토종�소와�

달리�사막화의�

원인으로�분류되지�

않음

젖소의�도입
몽골족의�생계�및� 경제적�고려

매일�우유�판매�수익,� 기반시설제공

젖소의�품종이�나빴고,� 추운�

겨울을�견디지�못했으며,�

증가한�사료비용과�빚으로�

몽골족의�경제적�어려움
외래종젖소:�

혹독한�겨울

2009

년-
생태학자

기존�초원�

초식동물의�

식생파괴,

병충해�피해

닭�이외의�

가축:초원에

서�쫓겨날�

위기 경제적�

어려움

초원의�위기의�

고려대상에�목축민이�

포함.�

새로운�초원의�사육�

종으로�닭이�도입.�

과학자들과�목축민이�

연합한�실험�시범�

프로젝트의�실시.

초원목계�

프로젝트,�

초원에서의�닭�

사육

초원:� 닭� 사육은�적은�초지만�사용함,� 나머지�

초지의�여유가�생김.� 병충해�방지,� 닭� 배설물�

거름

다른�가축:� 소규모지만�생존할�여유�초지�마련

닭:� 닭장에서�벗어나�초원에서�사육됨

몽골족:� 닭고기,� 달걀�판매로�장단기�이익�보장

과학자:� 새로운�지식�생산

정부:� 초원보호관리정책의�응용사례�

닭:새로운�

기후와�

환경에�적응

〔표 2-1〕초원 위기 쟁점 이동의 역사 



- 70 -

4.� ‘초원비계(草原⾶鷄)’� 프로젝트의�실시� �

 초원 사막화 위기를 극복하고, 몽골족 목축민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

하기 위해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의 생태학자들은 2009년부터 초원에서 닭을 기

를 것을 제안하였다. 초원비계 프로젝트의 제안은 기존 사막화 방지 정책을 보완

해서 몽골족 목축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이었다.   

과학자들은 바인후수 마을에서 10여 년간 연구기지를 운영해 오면서 마을의 지

형, 식생, 기후뿐만 아니라 목축민들의 사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과학자들은 이미 2001년 정란 기(正
藍旗) 지방 정부와 협력해 초원회복을 위해 일련의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해 왔

고 그 추진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39) 

어떤 측면에서 닭 사육을 통해 초원의 위기가 극복 될 수 있는가? 

첫째, 과학자들은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목축민들의 경제난을 닭 사육을 통해 

해소하고자 했다. 금목 정책으로 마을에서 더 이상 소, 양, 말 등을 기르지 못하

게 된 상황 속에서, 몽골족들은 2008년 정부의 정책 하에 젖소를 기르기 시작하

였다. 그러나 젖소는 일손이 많이 가는 동물이었으며, 무엇이 원인인지 제대로 밝

혀지지 않은 채로 우유가 잘 생산되지 않거나 병들어 죽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큰 경제적 손해를 보게 되었다. 또한 우유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이전에 초지방목 

시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사료를 구입하는 등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 고수

익을 보장한다는 권유에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 젖소를 기르기 시작했던 몽골족들

은 오히려 빚을 지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과학원의 생태학자들은 그들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 아래 목축민들

이 닭을 기르게 된다면,40) 제한된 초원 면적에서 소와 양을 기르지 못하는 금목 

정책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닭은 네이멍구의 여름 기간을 이용하여 6개월 이내에 길러 판매할 수 있기 때문

에, 대형초식동물들과는 달리 단기간에 경제적인 수익을 보장해준다. 또한 달걀을 

39) 劉美珍 외(2003) 참조. 
40) 초기에 정부의 지원금이 대규모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목축민들은 개별적인 투자 없이

도 닭 사육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기술부터 기반 시설, 닭 묘종, 사료까지 제반지원

을 모두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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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닭 방목 초지의 전경

판매하는 것은 1년 내내 가구의 경제적인 소득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

계기반을 제공 해준다. 

초원회복의 해결책으로 제안된 초원에서의 닭 사육은 그 동안 전통적인 가축의 

적절한 방목으로는 창출해내지 못했던 새로운 경제적인 가능성을 몽골족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생태학자들에 따르면, 목축민들은 도시로 이주해 일자리를 

찾지 않고도 닭을 길러 초원에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중국과학원 생태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기존의 대형 가축에서 소형 가

금으로의 변화는 방목 압력에서 초원을 벗어나게 한다. 농업과 목축업의 압력 속

에서 시달리던 풀, 즉 초원의 식생은 소나 양과 같은 대형가축이 먹어치우는 풀의 

양보다 훨씬 적은 수준에서 수만 마리의 닭에게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 각 가

정에 분배된 초지에서 대형초식동물인 소나 양을 길러 가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익을 얻기에 조사지 마을의 초지면적은 다른 마을에 비해서도 더욱 협소

하다. 그러나 동일한 경제적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닭의 사육면적은 훨씬 

작기 때문에, 닭을 기르는 것은 초원의 방목 압력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닭 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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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닭장과 닭의 모습

은 충해에도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닭은 곤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풀이 성장

하는 늦봄에서 여름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충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닭을 기르고 남는 여유분의 초지에서는 소와 같은 초식동물들이 지속적으로 살아

갈 수 있다. 이는 자신들의 전통문화와 생활양식을 동시에 유지하고 싶은 몽골족

들에게도 소규모 목축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여지를 제공할 것이다.41)

셋째, 닭은 닭장에서 나와 넓은 초원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 

초원에 오기 이전에 닭들은 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라야만 했다. 그래서 각

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항생제를 달고 살아야 했다. 닭이 초원에 방목되면 햇볕

을 쐬고 자연적으로 소독되어 약품에 의지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농가의 닭장에서 사육되던 닭은 밤에도 불을 켜 놓아 잠을 잘 수 없

41) 닭 방목 밀도는 250마리/ha가 적절한 것으로 실험결과 드러났다(蘇本營 2011: 50). 

따라서 한 가정 내에서 기를 수 있다고 추산되는 3000마리를 기준으로 약 12ha의 초지

가 닭 방목에 필요하며, 조사 마을의 가정별 토지가 약 1000무(畝)(약 60-70여 ha)전후

라는 점에서, 나머지의 초지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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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닭은 단기간 내에 사료를 집중적으로 먹으면서 3개월 만에 몸집을 불려 시장

에서 판매되었다. 그러나 초원에서 살게 될 닭은 6개월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자유로이 풀, 사료, 각종 곤충을 먹고 충분한 움직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그림 2-11, 2-12). 이렇게 자란 닭은 유기농, 녹색식품의 브랜드를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 목축민들에게는 고소득을 보장하면서도 도시의 소비자들에게는 안

전한 식품이 된다. 이는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사막화 방지를 선전하는 효과

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넷째, 초원목계가 성공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과학자들은 초원 생태계와 사막화 

방지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기존 초원 생태계에 대한 연구들

에서는 초원의 생산자인 식생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제시할 뿐, 소비자인 가축을 

대체하는 데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42) 그러나 초원목계 프로젝트에서는 초원의 

소비자인 핵심종(keystone species)을 대체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초원퇴화를 줄이

고자 하였다. “이금대축(以禽代畜)”, 즉 소, 양과 같은 대형초식동물인 가축(家畜)

을 닭과 같은 잡식동물인 가금(家禽)으로 대체한 이후, 초원생태계의 생산성 향상 

및 식생의 회복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43) 

이러한 근거들에 기대어, 과학자들은 고온과 강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雨熱同
期) 초원의 하절기(夏節期) 동안 잡식성 가금류인 닭을 기를 것을 제안한 것이다. 

닭 사육은 방충(防蟲)의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지역 목축민들의 수입을 증

가시키고, 시장에 양질의 가금류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역할이 기대

되었다.44) 이 실험이 성공적으로 실시되어 연구소 내 국가 지원 생태 연구 시범 

프로젝트의 한 모범 사례로 지정된다면, 실험과 시범사업 예산을 보장받을 수 있

으며,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지식을 출판함으로써 다른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의 성공은 정부의 초원정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 동안 정부가 추구해 온 정책들은 대부분 초원을 회복

하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여왔다. 제한적인 방목정책이나 금목정책, 식수사업, 우유

수급기지의 건설과 젖소사육 정책 등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하여 초원의 퇴화와 

42)『中國科學院知識創新工程重要方向項目可行性研究報告』,2008, 中國科學院植物研究
所. p.6.

43) 위의 자료, p.4-5.
44)『生命世界』2010.11.第11期.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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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화를 방지하려던 정책들은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초원목계 프

로젝트가 실현가능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그 동안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정부의 정책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제안이 될 것

이다. 나아가 이는 초원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부, 

과학자, 그리고 몽골족의 협력 속에서 이룩해낸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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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실험시범기지의�형성�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양계장의 닭은 고개조차 옆으로 돌리기 힘든 좁은 닭장

에서 사료와 물을 먹으며 몸집을 빠르게 불려간다. 고기용 닭은 45일이 지나면 

도살과정을 거쳐 닭고기가 되어 시장에 유통되어 생을 마감한다. 달걀용 암탉은 

밤낮으로 켜져 있는 백열등 아래에서 더 낳을 수 없을 때까지 알을 낳다가 ‘노

계’ 닭고기로 판매된다. 이러한 기업적 양계의 체계 속에서 사람들은 닭이 7년에

서 30년이나 살 수 있는 장수하는 동물이라는 점을 상상해보기 힘들다. 좁은 닭

장에서 사육되는 닭에서 우리는 그들의 습성을 ‘발견’이나 할 수 있을까? 

데스프리(Despret 2005)는 양 집단에게 더 넉넉한 먹이를 주는 실험을 통해서 

협동하는 양 집단의 습성을 발견하였다. 서구에서 양은 굉장히 멍청하고, 먹이를 

놓고 경쟁하는 위계적인 체계를 가진 동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과학자는 실험

조작을 통해 부족한 먹이를 두고 경쟁하는 양 대신에, 넉넉한 먹이를 누리며 서

로 협동하는 ‘양 같지 않은 양’의 습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네이멍구 초원에서 중국과학원의 생태학자 역시 닭이 초원에 맞는 습성을 발휘

하도록 하는 여러 장치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실험은 닭이 원래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실험 조작의 결과인지에 대한 구분을 희미하

게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동물에 대한 ‘자연적인’ 관찰과 ‘실험적인’ 조작을 구

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Despret 2005: 363).  

이렇게 실험(試驗)을 통해서 찾아낸 초원의 닭의 습성이 실험조건과 상이한 환

경이나 실제 초지에서 몽골족 목축민들에 의해 반복 및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국과학원 생태학자들은 시범(示範)을 실시하였다. 시범에의 참

여한 마을의 몽골족 목축민들이 어떠한 삶의 양식의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역시  

주요한 문제이다. 라투르(Latour 1988)의 연구에서 파스퇴르는 통제 실험을 통해 

미생물의 존재를 증명하고 미생물을 실험실의 조건 하에서 통제할 수 있음을 보

여주었다. 파스퇴르는 실험실의 조건을 그대로 멀리 불변의 상태로 옮길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해서 목축 농가들을 상대로 시범적으로 접종한 것을 시작으로 백신은 

확산될 기회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도 생태학자는 통제된 ‘실험’을 통해서 닭 방목이 초원의 생태 회복

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영향을 과학적 자료와 지식의 형태로 생산하여 과학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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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명료하게 보여줄 수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생태

학자는 ‘시범’ 사업의 실시를 통해서, 실제 초원에서 몽골족 목축민들이 닭을 기

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초원의 식생 역시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게 되

었다. 생태학자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목축민, 닭, 초원, 과학자 동료, 

투자자 등과 같은 행위자들을 적절하게 끌어들임으로써 목축민이 닭을 잘 기르고

, 닭이 초원에서 잘 자라고, 초원의 식생이 회복되며, 가설이 증명되고, 시범사업

이 계속 투자를 받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조율하는 작업을 담당

하게 된다.  

   

1.� 닭� 방목�실험:� 관심끌기의�장치들

과학자는 우선 실험시범사업에서 장치들을 이용해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프로젝

트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관심끌기(interessement)는 서로 다

른 행위자들을 공통된 관심사로 이끌어 정체성을 강제하고 안정시키려는 다양한 

행동들이다(칼롱 2010: 73). 실험구역과 장치들은 가축을 기르던 목축민들을 가

금(닭)으로 관심을 돌리게 하고, 닭이 초원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는 생

태학자들의 ‘유혹’이기도 하다. 

1) 실험구역의 설치와 관리

생태학자의 ‘실험실’은 초원 위에 있다.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의 리용겅 연구

원과 대학원생인 수번잉, 미아오쉬는 2009년과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초원 

위에 닭 방목 연구를 위한 실험 플롯(plot, 樣地)을 꾸렸다. 플롯에서의 실험을 

통해서 생태학자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닭이 초원에서 잘 자라는가’와 ‘닭이 

초원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생태

학자는 닭과 초원을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끌어들이고, 목축민, 과학자, 기업가, 

소비자 등과 같은 사람들에게 닭을 기르도록 자신 있게 제안할 수 있게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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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닭 방목 실험 지구 

(A) 서로 다른 밀도의 닭 방목 구역 전경 (B) 닭 방목 구역 (C) 양 방목 구역 (苗旭 2013:8)

생태학자가 그들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초원 

위에 닭을 방목하기 위한 철조망을 두른 실험구역을 만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태학자는 서로 다른 크기로 구획된 면적의 닭 사육지를 만들어 서로 다른 밀도

에서 방목된 닭의 성장속도 및 결과, 그리고 초원 식생의 변화를 측정하려고 하

였다. 그리고 실험구역의 마지막에는 양(과 같은 대형가축)을 대조군으로 하는 초

지를 구획하여 가축과 가금이 초원에 끼치는 영향을 비교하려고 하였다. 또 아무 

것도 방목하지 않은 채로 보존된 초지 역시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닭과 양을 방목

했을 때 변화된 초지와 비교할 수 있도록 실험을 설계하였다. 구체적인 실험설계

를 살펴보면, 생태학자는 각각 20마리의 닭을 201m2, 401m2, 601m2, 801m2의 

서로 다른 면적 즉, 4개의 서로 다른 방목밀도에서 사육하였다.46) 그리고 양 방

목군(2마리/ha)과 방목을 하지 않은 초지를 대조군으로 함께 설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결과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4가지 방목밀도의 실험구역에 대한 4개의 

중복지역이 설정되었다.  

실험 설계는 간단해 보이지만, 설계한 플롯을 직접 초원에 구현하는 과정은 과

46) 닭의 방목밀도는 50마리/ha, 333마리/ha, 500마리/ha, 1000마리/ha초지 당 닭 한 마

리당 평균 활동공간은 10m2, 20m2, 30m2, 40m2로 나타난다. 더 구체적인 실험설계는 

미아오쉬(苗旭 2013)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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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실험구역 설계도면 (출처: 중국과학원 2009년 보고서)

(닭의 마릿수는 동일하게 하고, 세로를 고정하고 가로의 길이를 변화시켜 

실험면적을 달리 하여 상대적인 방목밀도를 다르게 설정하였다.)

학자 개인의 힘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다양한 사물과 행위자들이 플롯을 위해 

적절하게 동원되어야만이 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사례� 3-1〕� 실험구역�구획�작업�

긴� 겨울이� 지나고� 작년� 실험에서� 사용하였던� 그물망과� 철� 담장들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구멍이� 나거나�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아� 올해� 실험에�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려워졌다.� 우� 서기를� 비롯한� 몇몇� 마을사람들은� 과학자들의� 부탁으로� 닭� 방목� 연구

를�위한�실험구역을�재정비하기�위해�모였다.�

먼저� 작년� 실험에� 쓰였던� 그물망을� 제거하고,� 쓰러진� 철� 담장을� 다시� 세웠다.� 실험

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작년에� 세웠지만� 겨울의� 눈과� 바람에� 쓰러져버린� 기둥을�

기준점을� 잡아� 다시� 면적을� 측정해서� 새로� 위치를� 옮긴다.� 새� 그물망을� 철사에� 촘촘

히� 꿰어� 바닥에� 고정시켜� 구역을� 나누고,� 기둥을� 따라서� 머리� 높이� 위로� 쳐� 있는� 철

사에� 고리모양의� 바늘을� 이용하여� 고정시켰다.� 닭들이� 땅� 밑의� 틈을� 통해서� 서로� 다

른� 실험구역으로� 넘어갈� 수� 없도록� 땅� 쪽에� 맞닿는� 그물망들은� 촘촘하게� 철사에� 엮어

야� 한다.� 상부에는� 철사로� 고리를� 만들어� 그물을� 걸어� 닭들이� 날아가� 다른� 구역을� 침

범할�수�없도록�한다.� � � � � �

남자들은� 주로� 힘을� 쓰는� 일을� 하는데,� 망치를� 이용해� 기둥을� 세운다.� 여자들은�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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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닭 방목 실험구역의 그물망 설치 작업

세한�작업을� 담당하는데,� 철사를�고리� 모양으로�구부리고,� 그물망을� 철사에�걸어� 구역

을� 나누는� 작업을� 하였다.� 나는� 아주머니들을� 따라서� 땅에� 고정시킬� 철사에� 그물을�

엮고� 위로는� 철사에� 그물을� 거는� 일을� 도왔다.� (20110612� 실험시범기지� 참여관찰�

자료)

      

훈산다커 기지의 연구원들은 날이 따뜻해지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닭을 실험구

역에 방목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실시한다. 먼저 연구원들은 작년의 실험구역의 

상태를 점검하고 보수하거나 새로 설치해야 할 곳이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긴 겨

울 동안 내린 눈과 강풍으로 인해서 2010년에 설치해 놓은 그물은 곳곳에 구멍

이 나고 망가져 있는 상태였다. 그들은 새로 그물망을 구입해서 마을의 기지에 

가져다 놓고, 그물망을 걸 수 있는 철사를 마련하고, 설치를 위한 각종 도구들을 

준비해 놓는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이전의 그물망을 걷어내고 초지를 정리하는 작

업을 맡긴다. 2011년에는 실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실험구역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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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량하고 그에 맞게 기둥을 뽑아서 이동하는 작업도 실시하였다. 이 작업은 

힘이 센 남성들의 몫이다. 다시 세운 기둥에 구부린 철사를 걸어 촘촘하게 그물

망을 설치하는 것은 여성들의 몫이다. 이들의 작업이 닭이 초원에 방목되기 이전 

시기까지 무사히 완성되어야 실험은 시작될 수 있다. 여기서 마을 사람들은 실험 

준비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지역은 중심지인 상건다라이 진

(鎮) 시내와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임시 노동력을 구하는 일은 비

용적인 면에서나 시간적인 면에서나 쉽지 않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의 협조와 도

움은 연구기지가 순조롭게 운영되고 실험이 진행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한 사람들에게는 일당이 지급된다. 이러한 일당은 목한기(牧閑期)의 목축민들

에게는 요긴한 소득원이 될 수 있지만 일시적인 소득을 위해서 목축민들이 반드

시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는 생소한 작업들을 기꺼이 할 수 있

는 지식과 접근가능성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여기

서 실험구역 설치작업을 담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우 서기의 친척이나 지인들이

다. 우 서기는 기지 운영을 수년간 돕고 있기 때문에 실험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그를 통해서 정보를 접한 친지들이 이러한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반

대로, 우 서기와 친분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력하

지 않는 한은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은 작업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과학자들

이 간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출하기도 한다. 실험구역 정비 일을 

하던 한 남성은 ‘과학을 대표하는’ 과학자들의 ‘비과학적인 행위’47)에 대해서 비

판하기도 하였다.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작업에 참여하였던 그는 ‘철조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망가뜨려서 매해 수천 위안을 낭비하는’ 과학자들에 대해서 지적

하였다. 실험의 준비과정에서부터 마을 사람들은 과학자들의 과학지식 생산을 위

한 실험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요한 행위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즉, 과학적인 실험은 실제적인 실험도구들-철조망, 기둥, 각종 장비들-이 필수

적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관련된 사람들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실험 구역이 완성되고 나서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행위자들이 적절

47) 몽골족들은 과학자들이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실험구역을 조성하지 않아서 매해 새로 

설치하는 등 낭비를 하고 있다고 불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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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동원되어야 실험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제 필드에서 실험 과정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생태학자의 아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다. 중국과학원의 대학원생 조메이화는 아침 일찍 일어나 

닭장 문을 열고, 실험구역 닭에게 사료와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

다. 낮 시간 동안에는 시기에 맞추어 실험에 필요한 샘플을 채취하거나 가공하는 

일을 한다. 저녁에는 해가 진 뒤에 닭들이 모두 닭장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한 후 

닭장의 문을 닫음으로써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게 된다. 

그러나 실험구역의 닭은 이러한 고정된 하루일과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과학자들이 생각한 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연구원과 대학원생이 가장 바쁜 시

기는 닭을 초원 위의 실험구역에 방목한 지 약 열흘에서 2주간의 기간이다. 닭이 

실험구역 내의 닭장을 인지하고 스스로 저녁에 닭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사람들은 닭의 움직임이 둔해지는 해질녘 이후까지 기다렸다가 

닭을 닭장에 잡아넣는 일을 매일 반복해야 한다. 이는 앞선 2년 동안의 실험 진

행 이후에 두 가지 목적으로 인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첫째는 야

생동물의 위협으로부터 닭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둘째는 실험의 정확성을 기하

기 위해서이다. 초기에는 닭의 활동범위를 각각의 실험조건 구역 내에 제한하기 

위해 설치한 담장과 그물망에도 불구하고, 그물망과 땅 사이의 틈새를 비집고 닭

들이 다른 구역을 침범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1주에서 2주 정도의 기

간이 지나면 닭은 자신의 닭장을 찾아 돌아가는 것을 익히게 되고 닭장을 중심으

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익숙해지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원과 학생들은 닭을 제 구역에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초원을 돌아다니고 있는 닭들을 잡아서 닭장에 넣고, 닭장 안의 닭의 숫

자를 세고 자신의 구역을 이탈한 닭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이 초원 위 실험구역에서는 실험 과정에서 정확성을 확보하고 변인의 

통제를 위한 일련의 활동들이 매일 쉬지 않고 이루어진다. 연구원들과 대학원생

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가리켜 ‘실험을 한다’(做實驗)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육체

적 의미의) 일을 한다’(幹活)고 표현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또한 항상 그들을 

따라다니던 연구자에게 ‘일하러 갑시다’(幹活去)라고 외쳤던 것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표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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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과학자들은 자연으로부터 과학적 지식을 자연스럽게 획

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인공적으로 조작하는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와 다양한 행위자들과 협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2) 실험에 닭, 초원, 목축민 끌어들이기

이러한 실험 설계는 닭이 자신의 행위자성을 극대화하도록 혹은 닭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닭은 실험 조건 속에서 초원에 

적응할 수 있는 습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격려 받게 된다. 실험구역 속에서 닭

은 더 이상 좁은 양계장 철제닭장 안에서 보이던 한정된 습성만을 보이지 않게 

된다. 이러한 실험설계는 닭을 “똑똑하게(clever)”(Despret 2004) 만들어서 닭의 

다양한 면모와 협상을 하고자 하는 생태학자들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초원의 

생태에 적응적 습성을 가진 닭의 군집(group)이 생태학자들이 원하는 새로운 집

단들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초원 위 실험의 현장으로 가 보면, 닭의 행위자성을 다양화하고 닭과 초원과의 

관계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실험구역의 유지와 보수에 들어가는 인력과 물질들의 관계 속에서 초원에 가장 

적합한 닭의 습성이 연출되기 시작한다. 닭은 실험구역에서 초원, 기후, 철조망, 

관리 인부, 생태학자, 기록일지 등과 관계를 맺으면서 점차 초원의 생태계와 공존

하며 사막화를 방지하는 똑똑한 닭으로서의 존재방식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 새로운 닭의 존재 방식을 구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쪽의 비교적 온화한 기후의 농촌48)에서 생활하였던 닭은 생존하기 위

해 북방초원의 기후조건에 적응해야 한다. 마을이 위치한 네이멍구의 시린궈러 

맹 지역은 온대초원기후인 기온이 낮고 비가 적게 내리고 겨울이 길고 강풍이 부

는, 북쪽 역에서 가장 추운 곳에 속한다.49) 추운 기후에서 닭이 성장하는 데 어

48) 닭을 대규모로 사육하는 대표적인 농업지역인 산동성(山東省)의 평균기온은 12~14℃

이다.(출처: www.sdxnw.gov.cn)   
49) 시린궈러 맹의 연평균기온은 0~3℃, 가장 추운 1월 평균기온이 –20℃, 가장 따뜻한 

7월 평균기온 21℃, 연교차가 35~42℃, 일교차가 12~16℃로 크게 나타난다. 평균 강수

량은 295mm이다.(출처: www.xlgl.gov.cn/zwgk/xmgk/zr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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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한 생태학자는 초원에서의 닭의 사육기간을 제한하기

로 하였다. 생태학자는 기온이 비교적 높고 강수량이 많은(雨熱同期) 4월에서 9

월까지 초원에서 닭을 기를 것을 제안하였다. 보통 중국의 농촌에서는 4개월을 

한 주기로 1년에 3순환으로 쉬지 않고 빠르게 닭을 사육하여 닭고기를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신에 초원에서는 약 반 년의 비교적 긴 시간을 이용하여 한 

주기만으로 닭을 사육하는 것이 현실적이면서도 건강한 사육 방식으로 제시되었

다. 과학자들은 사육기간의 조절을 통해서 ‘닭’이 초원에서 무사히 살아남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둘째, 닭은 잘 자라나기 위해 일정한 조건의 사육환경이 요구된다. 초원의 추운 

기후는 닭의 사육 주기를 일 년에 한 번 일정기간으로 제한하지만, 초원의 넓은 

공간적 여유와 무공해 자연환경은 ‘유기농 방목 닭’(organic free-range chicken)

의 사육을 가능하게 만든다. 생태학자는 좁은 철제 닭장에 갇혀서 움직임이 최소

화된 채 밤에도 불이 켜진 공간에서 체중을 늘려 시장가격을 높이고, 쉬지 않고 

달걀을 생산하는 기존의 닭 사육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초원에서 자

라게 될 닭은 이러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육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넓은 초원에서 닭을 자유롭게 방목하여 기른다면, 어둡고 협소한 닭장에

서 다량의 소독과 항생제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닭의 전염병이나 질병과 같

은 보건문제를 자연환경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닭장은 넓은 초원위에 놓

이게 되고 닭은 일광과 통풍이 가능한 야외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고, 별도의 방역이나 항생제 투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초원의 닭은 생태학자들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급되는 사료만 먹고 자라던 환

경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약초를 비롯한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식물

이나 열매를 섭취하고 벌레나 곤충과 같은 단백질 공급원도 섭취할 수 있게 된

다. 닭의 생장 속도가 인위적으로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출하되기까지 사육 시간

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지만,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더 높은 가격을 받

을 수 있게 된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증명하기 위해서 생태학자는 닭장에 가두어 사료만을 먹

여 기른 닭과 초원에서 방목한 닭을 실험을 통해 비교하여 초원에서 닭이 더 잘 

자라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였다. 닭의 부화에서부터 성체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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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장 사육 닭과 초원 방목 닭의 생장과정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생태학자는 초원의 닭이 잘 자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

의 닭장 사육 닭과 비교해 초원 방목 닭의 성장이 뒤지지 않거나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다. 그는 초원에 방목하는 닭에 대한 대조군으로 45일 이후에도 여

전히 닭장에서 사육을 한 닭을 설정하여 두 대조적 집단 간에 성장발육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생태학자는 사육과

정에서 지속적으로 두 집단 닭의 체중의 변화과정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두 집

단의 닭에서 체중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50) 이는 초원 방목 닭

이 닭장 사육 닭에 비해서 성장이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닭이 새로운 환경인 초원에서도 잘 적응하고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셋째, 초원 닭 방목의 성공을 위해 생태학자는 닭 품종의 선정에도 관심을 기

울였다. 생태학자는 닭의 수많은 품종 중에서 몸집이 크고 성장속도가 빠른 외래

종 대신에, “몸집은 작지만 초원의 추위와 강풍에도 잘 견딜 수 있으며, 거친 사

료(粗飼)도 잘 먹고, 먹이를 잡는 능력(覓食性)이 탁월하며, 질병에 대한 저항력

(抗病力)이 높고, 적응(適應性)이 빠른 ‘중국의 재래종 닭’(柴鷄)”을 사육 품종으

로 선정하였다. 

2009년 첫 해에는 어떤 품종이 좋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품종의 닭을 함께 사육하여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했다. 

2009년 사육 품종으로 선정된 것은 다섯 가지 품종으로, 베이징의 화베이차이지

(華北柴鷄)와 산동 태안의 라이우헤이(萊蕪黑)의 재래종 닭(柴鷄) 두 품종과 기

타 품종으로는 오골계(烏鷄), 궁연황계(宮延黃), 마계(麻鷄)의 세 품종을 함께 사

육하였다. 네이멍구 기지에서 사육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장비아오가 2009년 사육

을 마무리하면서 발표한 보고서(20100123)에 따르면, “재래종 닭 두 종류는 성장

이 느리지만 환경 적응력이 강하고, 육질이 좋은 반면에, 기타 세 품종은 성장이 

빨라 중량이 2kg 이상이 나가지만 활동량이 적고 환경 적응력이 비교적 낮으며, 

육질이 떨어지며, 전체 출하율이 20%로 낮게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50) ‘닭장 사육 닭’은 25주 후에 1664.7g의 평균체중을 보였으며, ‘초원 방목 닭’은 

1644.1g의 평균체중을 나타냈는데, 초원 방목 닭의 평균 체중이 조금 적게 나오기는 했

지만 두 집단의 평균 무게 차이가 20g 내외로 거의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蘇本英 
20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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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육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에는 화베이차이지와 라이우헤이 두 

재래종 닭 품종 중에서 좀 더 사육결과가 좋았던 ‘라이우헤이’ 품종을 사육하였

다. 그러나 라이우헤이는 부화장에서 네이멍구 기지까지 배송이 지연되는 사고로 

인해서 이미 허약한 상태로 실험구역에 도착했고, 그 결과 사육이 성공적이지 못

했다. 2011년에는 화베이차이지로 품종을 바꾸었다. 화베이차이지는 과학자들과 

관리자들의 입장에서 좋은 성장 결과를 보였다. 연구자들은 앞으로 재래종 닭인 

화베이차이지를 사육할 것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생태학자가 ‘닭’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초원’의 생태계

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였다. 초원 생태계의 회복은 생태학자가 제안하는 닭 사육

의 성공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다. 생태학자는 닭을 기르는 것이 어떻게 사

막화를 방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닭 방목이 초원의 식생(풀)과 토양에 끼치는 영

향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다른 동료 과학자들을 설득하고자 했다. 닭과 초원의 

연합의 방식들을 실험해 봄으로써 닭의 행위자성과 초원의 행위자성을 극대화 시

키는 협상(consultation)(Latour 2004)이 바로 실험이라 할 수 있다 

초원에서 몽골족 목축민들은 대대로 소, 양, 말과 같은 가축을 방목하며 생활해

왔다. 인구가 증가하고 소비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고기 수요 역시 증가하면서 초

원의 가축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가축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초원의 풀 소비

도 점차 증가했다. 방목면적과 적절한 가축 수의 관계는 초원을 연구하는 과학자

들의 지속적인 관심사였다. 이러한 논리는 앞선 2장에서 기술하였던 초원의 사막

화 방지 정책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초원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많은 가축의 방목은 초원이 충분히 재생될 만큼의 여

지를 남기지 않고 식생을 파괴하여 토양이 고정되지 못하고 식물이 계속 살아갈 

수 없게 되어 사막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의 생태학자들 

역시 서로 다른 밀도의 가축의 방목에 대한 실험연구를 통해서 ‘적절한 밀도’(適

度)의 가축의 방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막화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생태학자가 ‘초원’을 구하기 위

해서 제안한 것은 풀을 먹어치워 사막화의 원인이라고 간주되는 소, 양, 말 등과 

같은 가축들 대신에 몸집이 작고 풀을 적게 먹으며 초원에 피해가 덜 가며 오히

려 회복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닭을 초원에서 사육하는 것이다.  

앞서 논의되었던 ‘닭’이 초원에 적응가능한가의 문제는 생태학자가 제시하고 있



- 86 -

는 초원목계 프로젝트가 성립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

다. 생태학자는 동물학자와 다르다. 닭이 초원에서 나타내는 구체적인 습성을 관

찰하고 기록하는 것은 그의 주요한 과제는 아닌 것이다. 리용겅 연구원이 이야기

하였듯이,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더 광범위한 초원 생태 시스템이 어

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실제로 닭을 기르는 실험을 통해서 초원에서 닭을 방목하는 것이 양이나 소를 

방목하는 것에 비해서 초원에 미치는 피해가 적을 뿐만 아니라 초원의 식생(풀)

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질 수 있다면, 가축 대

신 닭을 초원에서 사육하자는 생태학자의 제안은 설득력을 갖게 되고, 주변 과학

자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 그는 두 가지 질문에 주목하였다. 첫째는, ‘가축’(양) 대신 

‘가금’(닭)을 방목했을 때 초원에 끼치는 영향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이다. 둘째는, 초원의 사막화의 원인이 (가축의) ‘과도방목’에 있다면, 가금

(닭)의 ‘적절한 방목밀도’는 얼마인가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

해서 생태학자는 실험의 비교군으로 양을 방목했다. 두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서 생태학자는 서로 다른 밀도에서 닭을 사육하는 것이 초원 식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았다. 즉, 생태학자는 사막화의 원인으로 제시되는 ‘가축’의 ‘과도

방목’의 문제에 대해 ‘가금’의 ‘적절한 밀도의 방목’로 해답을 마련하려고 한 것이

다.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의 생태학자는 닭을 방목하는 기간을 일정한 주기로 나

누어 식물과 토양 샘플 분석을 통해 초원 식생의 변화를 측정하고자 하였다.51) 

실험 결과 그는 고밀도의 방목 상황(1000마리/ha)(1ha=0.01km2)에서보다 저밀도 

방목상황(250마리/ha)에서 초원 식생의 생물다양성52), 풍부함53), 균등성54)의 정

51) 생태학자는 닭 방목이 야기하는 초원 식생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방목 시작 이

전과 이후의 식물(풀) 샘플을 채취하였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닭장에서 2m, 6m, 

14m, 30m, 62m 떨어진 지점에서 1×1m의 표본지(樣方, quadrat, sample plot) 조사

를 통해서 식물 종류의 구성과 특성을 조사하고, 표본지 내의 식물의 명칭, 수량, 매 물

종의 식물체 수량 등을 기록하였다(蘇本英 2011: 23).
52) 종다양성(species diversity)는 종풍부도와 종균등도로 구성된다(蘇本英 2011). 
53) 종풍부도(species richness)는 서로 다른 종들의 서로 다른 개체들의 집합의 수를 나타

내는 것이다. 종풍부도는 단순히 종의 개수를 세는 것으로, 종의 빈도나 상대적 빈도 

분포는 보여주지 못한다(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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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더 높아지고 있으며, 식물이 더 다양하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초원에서 적절한 밀도55)의 닭 방목은 초원의 식생을 더 안

정적이고 다양하게 유지시킨다는 점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게 된 것이

다.56) 

다음으로, ‘목축민’이 초원에서 새로운 동물인 닭을 기꺼이 사육하려고 할 것인

가 역시 프로젝트 성공의 주요한 요인이다. 생태학자들은 지난 수년의 기간 동안 

초원을 터전으로 하는 목축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실험을 해오면서 단순히 소나 

양, 말과 같은 가축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가축들이 그들의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생활의 다양한 부분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지켜보아 왔다.  

목축민들은 초원에서 소나 양과 같은 대형 가축을 방목하면서 생활해왔다. 일

반적으로 마을의 목축민들은 1년에 한 번 가을에 대규모로 송아지, 어린 양, 어

른 소와 어른 양을 판매하여 소득을 얻는다. 여름에는 양털을 깎아서 판매하거나 

토종소의 우유를 짜 유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여 부수입을 올리기도 한다. 그러나 

2장에서 기술하였듯이, 2000년대 이후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금목 정책으

로 인해서 목축민들은 대표적인 가축인 양(2007년)과 토종소(2010년)를 더 이상 

사육할 수 없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가내 식용을 목적으로 토종소를 가정마다 

다섯 마리(2010년)만 기를 수 있게 되었다. 지난 십여 년 동안 가계 수입의 주 

소득원이었던 토종소를 더 이상 기를 수 없게 되면서 목축민들은 경제적인 수입

의 감소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통적인 목축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의 생태학자는 이러한 목축민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고, 초원에서 ‘유기농 방목 닭’(free-range organic chicken)을 길러 

베이징 등과 같은 대도시에 판매하여 새로운 경제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를 몽골족 목축민들에게 제공하려고 하였다. 초원의 기후적 여건으로 인해서 유

기농 방목 닭은 1년에 1회밖에 출하될 수 없지만, 유기농 마크를 달고 나온 닭은 

다른 닭장 사육 닭에 비해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몽골족 목축민들에게 투자 

54) 종균등도(species evenness)는 군집 구성 생물종 간의 개체수의 균등성을 지시하는 지

수 혹은 그 개념을 말한다(위의 책).
55) 206 마리/ha(위의 책 p.52).
56) 적절한 밀도의 닭 방목은 군락 구성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그 피드백 체계와 환경

의 완충작용을 강화시키며, 물종 군락을 안정적으로 만든다(위의 책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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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높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 예상되었다.57) 

목축민들은 더 이상 소를 기를 수 없게 된 초지에서 닭을 사육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금목 정책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경제

적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초원 방목 닭’은 사료를 적게 먹고도 충분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비용 사육을 실현할 수 있다. 기존의 ‘초원 방목 닭’은 실내에서 사료만을 주식

으로 하는 ‘닭장 사육 닭’과는 달리 초원의 풀과 각종 곤충, 벌레 등을 섭취하기 

때문에 사료를 적게 섭취하고도 잘 자랄 수 있다. 생태학자는 실험을 통해서 ‘초

원 방목 닭’과 ‘닭장 사육 닭’의 사료섭취량을 비교한 결과, 개방된 공간에서 다

양한 먹이를 섭취할 수 있는 ‘초원 방목 닭’이 사료를 1/4 가량 적게 먹고도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58). 따라서 실험을 통해서 초원에서 닭을 

방목하여 사육할 경우, 좁은 우리에서 가두어 기른 닭보다 더 적은 사료비용으로 

동일한 규모의 닭을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목

축민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가나 지식을 생산해내는 과학

57) 일반적인 닭이 한 마리에 도매가격이 몇 위안 전후인데 비해, 유기농 닭은 30위안

(2011년 초원비계 수매가격 기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 마을에서 출하된 

유기농 닭의 도매가격은 1마리에 98위안, 소매가격은 168위안으로, 일반 닭에 비해 수

배나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
58) 닭장 사육 닭의 마리 당 총 사료소비량은 10,105g이며, 초원 방목 닭의 마리 당 총 

사료소비량은 12,727g으로, 닭장 사육 닭이 초원 방목 닭보다 2,622g이나 사료를 더 많

이 먹는 것으로 드러났다(蘇本英 2011: 28). 초원 방목 닭은 닭장 사육 닭보다 약 

26%의 사료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닭을 키워 유기농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蘇本英 2011: 51). 

   초원에서 닭을 자유롭게 놓아기르는 방목 사육 방식은 농촌지역에서 방목한 닭에 비해

서도 사료 소비가 적다는 선행연구(烏雲塔娜 등 2010; 蘇本英 2011: 51 재인용)는 초

원이 닭에게 공급하고 있는 먹이가 농촌 지역에 비해서 풍부함을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가 진행되었던 2010년 12월 기준 옥수수, 콩깻묵 등 사료의 가격을 계산

했을 때, 1kg의 닭(차이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초원 방목 시 10위안(元)이, 우리 사육 

시 13.4위안의 비용이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과정에서 닭의 위장을 해부 및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풀과 곤충의 구성비율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는 초원생태계의 광합성 작용(풀)과 그에 따른 2차 산물(곤충)이 닭을 통해 소비되는 

과정을 거쳐 사료로 사용되는 양식(糧食)을 절약하면서도 고단백 식품인 닭고기를 생산

하는 이점을 지닌다(蘇本英 201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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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집단들의 관심을 끌었다.

2.� 왜� 소� 대신�닭인가:� 시범사업의�실시

1) ‘가축은 남쪽으로, 가금은 북쪽으로’ 

소 대신 닭을 초원에서 길러보자는 아이디어는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 장가오

밍(蔣高明) 연구원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연구소 수석연구원 장가오밍은 산동 

농촌 출신의 생태학자로, 기존에는 산동의 농업지역에서 밀과 옥수수 등의 농작

물과 관련된 연구를 주로 담당해왔다. 그는 2001년 중국과학원이 중국 정부와 함

께 네이멍구의 초원지역에서 관학협력 사업으로 실시한 ‘경진풍사원치리공정(京
津風沙源治理工程)’의 훈산다커(渾善達克) 사지 황막초원에 위치한 바인후수 마

을의 정책 실행 책임자로 부임하게 되면서 마을과 직접적인 인연을 맺게 되었다.

장가오밍 연구원이 이끄는 연구팀은 2001년 초원퇴화회복을 위한 정책 실시 

이후에 본격적으로 바인후수 마을에 연구기지를 꾸려 초원 식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의 연구팀 내에는 산동농업대학을 졸업한 리용겅 박사

가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장가오밍과 리용겅을 필두로 하여 그의 

연구팀은 바인후수 마을의 초원식생 회복 프로젝트 사업 이후 초원식생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초원연구를 실

시하게 되었다.

리용겅 연구원은 네이멍구에서 이루어진 초원정책에 연구팀와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을 계기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네이멍구 시린궈러 맹 정란 기의 부치장

으로 재직하였다. 그는 식물을 연구하는 생태학자이면서 동시에 2년의 기간 동안 

과학기술 분야의 행정 관리로 재직하면서 네이멍구의 정책실행과정과 목축민의 

생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최근 2009년 마을에 연구기지를 새로 건설하기까지 마을의 목축민 가정에서 숙

식을 함께 하면서 실험을 진행해왔던 점도 그들이 초원 식생연구뿐만 아니라 초

원의 목축민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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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연구원이 초원에서의 닭 사육에 결정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05

년 허베이 성(河北省) 사람들이 초원 마을에서 닭을 사육하여 판매하기 위해서 

바인후수 마을을 방문하게 되면서부터였다. 그들은 마을 사람으로부터 300무(畝)

의 초지를 빌려 닭을 방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다음해에 계속해서 

닭을 방목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연구원들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들은 

여러 명이 함께 동업을 하는 형태로 양계를 하고 있었는데, “닭 사육과 관련하여 

이권이 얽혀서 서로 단합하지 못하고(不團結), 다툼이 있었던 까닭에 초원에 설

치해 놓았던 닭 방목 시설들을 제대로 회수하지도 않고 돌아가 버렸다”59)고 하였

다. 허베이 성 사람들의 닭 사육은 계속 이어지지 못했지만, 장가오밍을 비롯한 

중국과학원의 생태학자들은 허베이 성 사람들의 1년간의 닭 사육의 과정을 가까

이서 지켜볼 수 있었고, 초원에서 닭을 기를 수 있다는 아이디어와 실행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한다. 

<초원�생태�회복의�새로운�사고방식:� 가축은�남쪽으로,� 가금은�북쪽으로>

(恢複草原新思路：畜南下、禽北上)

황사의� 발원지는� 국가� 생태�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데,� 주로� 퇴화된� 초원,�

농목교차지역의� 농지� 등으로부터�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각종� 초지는� 60억� 무로,� 농지

의� 3.3배로,� 국토� 면적의� 41%를� 차지한다.� 그러나� 광활한� 초원은� 전국의� 1/3을� 차

지하는� 목축지의� 소와� 양을� “배불리� 먹이지”� 못하고� 있다.� 다년� 동안� 계속된� 과도� 방

목은�우리나라의� 90%이상의�초원에�서로�다른�정도의�퇴화를�야기했다.�

중국초원의� 생물량은� 건조중량으로� 3억� 톤� 밖에� 되지� 않는다.� 생태법칙에� 근거하

면,� 10%의� 풀이� 초식동물에� 의해� 소비될� 때만이� 초원� 생태계가� 퇴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초원의� 압력을� 감소시키고� 과학적으로� 초원을� 회

복시킬�수�있는가?

이러한� 잠재력은� 초원이� 아니라� 농지에� 있다.� 전국의� 18억� 무의� 농지는� 5억� 톤의�

양식� 이외에도,� 7억� 톤이� 넘는� 짚(秸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 우량한�
목초가�된다.� 이러한�짚을� 소와� 양이� 먹도록�한다면,� 배설물로�농지의�지력을�유지� 또

는�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중략)� 따라서,� 가축의� 주요� 산지인� 네이멍구� 초원,� 시장,�

신장,� 칭하이� 등� 저광합성� 생산의� 전통� 목축지역에서� 산동,� 허난,� 허베이,� 쓰촨,� 후난�

등의� 양식생산지역으로� 가축을� 진입시켜야� 한다.� 즉,� 가축은� “남쪽으로”� 내려가야� 한

다.

59) 20111211 장가오밍과의 인터뷰에서



- 91 -

전국의� 닭� 사육은� 47억� 마리로,� 1인당� 매년� 평균� 3.7마리를� 소비한다.� 그러나� 직

전까지�닭은� 농촌지역에서�대량으로�사육되었고,� 인간과�가금은�양식을�두고� 경쟁하였

다.� 설상가상으로�농민들은�닭의�생존공간을�수층으로�이루어진�철제�닭장으로�축소시

켜� 놓았으며,� 온갖� 첨가제로� “속성으로� 살찌게”� 만들어� 생리주기를� 300여� 일에서� 45

일로� 단축시켰다.� 이렇게� 생산된� 닭고기는� 닭� 사육� 농민� 스스로는� 먹지� 않는다.� 생물�

법칙에� 위배된� 사육과� 사료� 첨가제의� 남용은� 도시의� “비만족”을� 출현시켰고,� 협소한�

공간은� 조류독감의� 만연을� 야기하였으며,� 국가� 식품과� 위생안전에� 근심(隱患)을� 불러

일으켰다.� 가금류의� 대규모� 자유� 생존� 공간은� 농가원(農家院)이� 아니라� 광활한� 초원에�

있다.� 두� 발의� 닭은� 네� 발의� 소와� 양과� 비교하여,� 초원에� 덜� 피해가� 가고,� 초원� 충해

를�효과적으로�통제할�수�있기도�하다.� 즉,� 가금은� “북쪽으로”� 올라가야�한다.� (중략)

같은� 이치로,� 과학이� 중국� 초원퇴화� 문제,� 충해문제,� 가금류의� 식품안전� 문제,� 조류

독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원이� 가금류를� 기르는� 이상적� 공간이� 될� 수� 있다.�

2005년�네이멍구�정란�기(正藍旗)에서� 300무의� 초지에서� 15,000마리의�닭을�사육하

게� 되었다.� 1무� 당� 50마리의� 닭을� 사육하였으며,� 각종� 비용과� 임금을� 제하고도� 1무�

당� 500위안의�수입을�얻는� 것으로�계산되었다.� 이는�전통적으로�소와�양을�기르는�것

의� 50여� 배에� 해당한다.� (중략)� 도시민들이� 농촌의� 닭장� 안에서� 기른� 닭� 대신� 초원에

서�방목한�닭을�인준할�때,� 적절한�판매가격일�경우에�시장은�빠르게�형성될�것이다.

국가에� “가축은� 남쪽으로,� 가금은� 북쪽으로”를� 건의하며,� 이는� 초원퇴화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농업의� 지속적이� 발전의� 중대과제� 역시� 해결하며,� 농촌과� 목축지역의� 분

리� 건립� 시범구역을�설립하여,� 기술과�시장의� 우수성은� 산업의�발전을�가져올� 것이며,�

생산발전과�생태�양호라는�거대한�목표를�실현할�수� 있을� 것이다.60)� �

2006년 장가오밍은 농업과 목축업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초원 생

태계가 처한 위기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농촌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

안으로 “가축은 남쪽으로, 가금은 북쪽으로”를 제안하게 되었다. 그는 북방 초원

지역에서 발생하는 풀 부족과 초원 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풀을 주식으로 

하는 대형가축을 남쪽으로 보내서 남쪽 지역의 농촌에서 농작물 수확 이후에 남

는 짚을 먹이로 주어 초원의 풀 부족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반대로 남쪽의 농업지역에서의 닭은 협소한 공간에서 이익 극대화를 위해 촉진

제를 맞고 속성으로 길러져 판매되어 왔다는 점을 문제제기 하였다. 이러한 건강

하지 못한 닭을 초원의 넓은 공간으로 데려와 건강하게 키우면 높은 가격으로 도

60) 20060622 人民網環保頻道 기사, http://env.people.com.cn/GB/35525/45187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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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농업지역과 목축업지

역 두 지역 모두에서 장기간의 연구를 진행해 온 배경에서 가능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제안은 중국과학원에 받아들여져, 2007년 장가오밍의 연구팀은 초원에서 목

축민에게 닭을 사육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소규모 지원금을 가지고, 2007년 봄, 기지운영을 돕고 그들과 교류가 

잦았던 마을의 서기인 우르투 가족에게 닭을 사육하도록 하였다.   

〔사례� 3-2〕� 2007년의�닭의�사육과�판매

Q(연구자):� 닭을� 언제부터�사육하기�시작하였는가?

A(우� 서기):� 중국과학원� 연구원의� 제안으로� 2007년에� 처음� 기르게� 되었다.� 2000

마리의� 삼황계(三⿈鷄)를� 길렀다.� 닭이� 머물� 수� 있는� 축사는� 중국과학원에서� 건설해�

주었고,� 사료는� 직접� 구입하였다.� 사료는� 하루에� 한� 번씩� 주었다.� 닭이� 작을� 때는� 분

쇄된� 것을� 사서� 먹였는데,� 크고� 나서는� 옥수수� 알� 통째로� 된� 것을� 주었다.� 그런데� 돌

이켜�보니�닭들이�큰�알은�제대로�먹지� 못했던�것� 같다.

Q:� 2007년�사육의�결과는�어떠했는가?�

A:� 닭� 사육결과는� 괜찮았다.� 당시� 옥수수�사료� 가격이� 6마오(⽑)/근� 이었다.� 지금의�

1.3위안/근에� 비하면� 반값이었다.� 사료� 값은� 많이� 들지� 않았다.� 총� 600~700위안� 정

도� 들었던� 것� 같다.� 그런데� 선택한� 품종이� 별로였다.� 삼황계는� 추운� 이� 동네� 기후에�

잘� 적응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사육은� 했는데,� 지금과는� 달리� 판매망이� 없어서� 직접�

트랙터를� 몰고� 아들과� 시내로� 나가서� 판매하였다.� 당시� 1마리에� 25위안에� 판매했었

다.� 남은� 닭들은�주변�친지들에게�선물로�나누어주었다.� (20111006� 우르투(우� 서기),�

남,� 50대� 중반,� 면담� 자료)�

우선, 마을에서의 첫 닭 사육에 필요한 각종 시설들은 중국과학원의 지원으로 

마련되었다. 우르투의 집 뒤편에 작은 축사를 지어주었다. 그리고 외래종의 일종

인 삼황계 품종을 선정하여, 갓 부화한 2000마리의 병아리를 구입하는 비용도 지

원하였다. 우 서기는 병아리와 기본적인 시설의 지원 아래, 사료비용만을 지출하

였다. 기르는 것은 가족구성원들의 일손으로 해결하였다. 현지조사를 하던 2011

년에 옥수수의 가격이 1.3위안/근 이었던 것에 비해 2007년에는 0.6위안/근 으

로, 수년 전이기는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옥수수를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들은 사료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닭을 기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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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학원 연구원들과 우 서기의 가족들은 당시의 닭 사육이 “괜찮게(還可
以)”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발견되었다. 

먼저 닭을 처음 길러본 목축민들은 분쇄하지 않은 옥수수 알갱이를 통째로 사료

로 줄 정도로 닭 사육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육을 해 본 결과 

외래종 삼황계는 추위에 약한 편이어서 초원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품종이 아니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도 드러나듯이, 닭의 사육이 완료

된 이후에는 판로를 찾지 못해 고생한 만큼의 이득을 얻지 못했다.

이와 같이 중국과학원의 아이디어와 자금 지원은 목축민 마을에서의 첫 닭 사

육을 가능하게는 하였지만, 가금 사육의 미숙함, 판로 미비 등과 같은 중요한 한

계를 가지고 있음이 시행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우 서기 가족은 그 다음해인 2008년에는 닭을 사육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2007년의 닭 사육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손해를 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

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가축 방목에 비해 손이 많이 

가고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까지 더 이상 닭 사육을 진행할 만한 이유가 존

재하지 않았다. 게다가 2008년에는 정부주도로 마을에서 우유수급기지를 건설하

고 젖소사육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마을의 서기인 우르

투는 마을단위로 젖소를 구입하고 사육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닭 사육과는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생태학자인 리용겅 연구원은 2005년과 2007년의 두 번의 초원에서의 

닭 사육과정을 지켜보면서 초원에서의 닭 사육 프로젝트의 구상을 더욱 구체화 

시켰다. 뛰어난 과학자는 훌륭한 정치가이기도 하다(Latour 1988). 리용겅 연구

원은 실험실에서 과학적 지식을 생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시범사업에 적용시

켜 실제로 대규모로 닭 사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한 정치적인 활동 역시 

적극적으로 하였다. 자금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적인 활동은 실험실을 유지하고 

과학적 지식을 생산하기 위한 주요한 원동력이 된다. 거꾸로 실험의 성공은 정치

적인 활동을 증명하고 지지하는데 동원될 수 있다. 2008년 여름 그의 계획을 구

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계기가 찾아오게 되었고, 리용겅 연구원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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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초원비계 프로젝트 운영 조직도

2) 시범사업의 실시와 전개 

① 시범사업의 착수

2008년 8월 중국과학원 딩중리(丁仲禮) 부원장(副院長)이 다른 학자들을 이끌

고 바인후수 마을에 위치한 훈산다커 연구기지에 시찰을 오게 되었다. 당시 시찰 

일정이 결정될 당시, 리용겅 연구원61)은 초원 마을에서의 닭 방목 시범사업 실시 

프로젝트의 제안을 위한 브리핑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였다. 그리고 그는 시찰 

현장에서 딩 부원장과 학자들에게 초원에서 닭을 방목하는 시범사업의 실행을 제

61) 리용겅 연구원은 박사 후 과정을 마친 이후에,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의 정식 연구원

이 되었다. 그는 2003부터 2005년까지 지식인 하방정책에 따라 정란 기의 부치장을 역

임하면서 네이멍구의 사정에 더욱 밝은 전문가가 되었다. 그는 해를 거듭하면서 그의 

박사 후 과정 지도교수이자 같은 연구팀(課題組)에 소속되어 있던 장가오밍 연구원과 

여러 방면에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장가오밍 과제 조는 네이멍구에서 초원을 연구하는 

하위분과 팀과 산동에서 농업 작물을 연구하는 하위분과 팀이 함께 운영되고 있었다. 

장가오밍은 다른 박사 연구원과 함께 네이멍구보다 산동 쪽에 더욱 관심을 갖고 학생을 

육성하고 연구를 진행하게 되면서, 장가오밍은 산동 연구로, 리용겅은 네이멍구 연구로 

팀이 나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2006년 닭 방목 아이디어의 제안은 장

가오밍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2009년 대규모 닭 방목 프로젝트의 계획, 제안, 시행은 

리용겅과 초원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한 팀을 이루어 담당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 95 -

안하였다. 

딩 부원장은 초원비계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그가 2008년 8월 

훈산다커 연구기지를 방문한 이후 리용겅 연구원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제

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리용겅은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 11월 “중국 

북방 초지의 “가축 대신 가금으로” 퇴화된 사지 및 생태계 회복 실험 시범 연구

(中國北方草地“以禽代畜”恢複退化沙地生態系統恢複試驗示範研究)”라는 제목의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 제안서는 2009년 “중국과학원 지식창조공정 

중요방향 항목”(中國科學院知識創新工程重要方向項目)에 선정되었다. 이에 리용

겅 연구원과 훈산다커 사지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원들은 초원비계 프로젝트

에 대한 중국과학원의 지지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국과학원 훈산다커 연구기지는 2009년 프로젝트 시작 첫 해에,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 베이징 본원에서는 85만 위안을,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 심양 지역 

분원에서는 150만 위안을 지원 받게 되었다. 중국과학원 딩중리 부원장은 개인적

으로도 초원비계의 경제성을 높게 평가하여, 자신의 꽌시를 이용해서 투자규모를 

확대하였다. 2009년 첫 해에 사육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딩중리 부원장은 중

국과학원의 지원금 외에 중국 심천(深川)에 있는 투자회사로부터 400만 위안의 

추가 자금지원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첫 해의 세부 실시 계획과 사육규모는 리용

겅을 비롯한 훈산다커 연구기지의 연구원들이 그들의 원 계획에 딩중리 부원장과 

그가 소개한 투자회사와의 의견이 첨가되어 결정되었다.62)  

2009년 봄, 위와 같은 규모의 지원예산이 지급되고, 초원비계 프로젝트는 본격

적으로 가동이 시작되었다. 그림 3-4의 조직도를 살펴보자. 중국과학원 식물연구

소 프로젝트 지원금, 딩중리 부원장과 심천의 투자회사가 자금의 대부분을 투자

하였고, 초원비계 연구팀의 연구원들도 개인의 자금을 출자하여, 이들로 조직도의 

상부에 위치한 주주총회(股東會)가 구성되었다. 프로젝트의 제안자이자 중국과학

원 연구원인 리용겅이 집행이사를, 연구팀의 구성원인 쉬홍 연구원이 감사를, 수

화 연구원이 사무부서를 맡았다. 초원비계 프로젝트 연구팀에서는 세 명의 외부 

인원63)을 실무를 위하여 고용하였다. 장비아오(張彪)는 총책임자(總經理)로, 프로

62) 쉬홍 연구원(여, 30대 중반, 20110615)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선전의 투자회사는 약

속한 400만 위안 중 첫 해에 투자한 150만 위안을 손해 보지 않는 손익분기점이 5만 

마리라고 판단하여 사육규모를 제안하였다고 한다. 
63) 여기에서 생산회사와 판매회사의 직원 세 명과 뒤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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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주관하고, 네이멍구 현지의 생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장빙(張兵)은 기술부를 담당하였으며, 산동 농촌에서 양계(養鷄)에 수년

간 종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닭 사육 방식을 목축민들에게 교육 및 전파하고 

관리하게 되었다. 수정푸(蘇正福)는 중국과학원이 위치한 베이징을 중심으로 도시

의 판로를 개척하고, 생산된 닭고기와 계란을 판매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장비아

오와 장빙이 속한 네이멍구 현지(중국과학원 훈산다커 기지가 위치한 바인후수 

마을)에 위치한 생산회사는 “정란기중과초원개발유한공사(正藍旗中科草原開發有
限公司)”이며, 수정푸가 속한 베이징에 위치한 판매회사는 “베이징녹봉위업상무유

한공사(北京綠鳳偉業商務有限公司)”으로, 프로젝트의 조직산하 기관이지만 독립

된 법인으로 운영된다. 바인후수 마을의 서기인 우르투는 물자조달관리(後勤管
理) 업무를 맡아, 프로젝트 진행과 바인후수 마을의 구성원들과의 교류를 담당하

고, 현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잡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중국과학원의 훈산다커 기지 연구원들은 2007년 우 서기가 과학원의 지원으로 

소규모로 양계를 하면서 체계적인 사업 운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한

다. 따라서 연구원들은 양계를 위해서 정식으로 생산회사를 설립하고 위와 같이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 제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판매망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

문에, 판매회사 역시 설립하여 판로의 체계를 세우려고 했다.  

2009년 초원비계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이전까지 훈산다커 기지의 

연구원들은 목축민의 집과 창고를 빌려 임시로 숙소와 실험실을 꾸려 운영해왔

다. 그런데 중국과학원으로부터 비교적 큰 규모의 초원비계 프로젝트의 사업비를 

따내면서, 그들은 초원 위에 독립적인 실험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초원비계 

프로젝트를 계기로, 훈산다커 기지의 연구원들은 숙소와 실험실을 정식으로 갖춘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 훈산다커 사지 바인후수 실험시범기지’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네이멍구 현지 생산회사의 총책임자인 장비아오는 네이멍구의 초원 위에 실험

여러 명의 일꾼들은 모두 리용겅 연구원의 고향인 산동 성(山東省) 허저(菏澤) 출신으

로, 리 연구원의 꽌시(關系, 지연)로 이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 장비아오는 동향 사람으

로 리용겅 연구원 부인의 사촌여동생의 남자친구이며, 장빙 역시 같은 고향 사람으로 

지인의 소개로 네이멍구에 오게 되었다. 그리고 판매책임을 맡고 있는 수정푸는 리용겅

이 대학을 졸업하고 2년 정도 근무했던 중등학교의 교사동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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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범사업을 위한 시설과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초원 

위에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사례� 3-3〕� 생산회사�책임자와� 2009년�기지건설과정

Q(연구자):� 어떻게�이곳에�오게�되었는가?

A(장비아오):� 리용겅� 선생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부동

산업에�종사했었다.�

Q:� 리용겅을�어떻게�알게�되었는가?

A:� 동향인�산동�사람이다.� 서로의�집이� 30-40킬로미터밖에�떨어져�있지� 않다.

Q:� 닭을�길러본�경험이�있는가?

A:� 동네�사람들은�많이� 길렀지만�우리�집에서�직접� 길러본�경험은�없다.� �

Q:� 2009년� 처음� 네이멍구에�왔을� 때�상황이�어떠했는가?

A:� 2009년� 5월에� 처음� 이�곳에�왔다.� 5월이었는데�눈이�왔다.� 네이멍구에서는� 5월에�

눈이� 오는� 게� 당연하다.� 5월� 25일에� 처음� 왔다.� 지금� 있는� 기지� 건물,� 각종� 시설,�

집기들이� 하나도� 있는� 것이� 없었다.� 내가� 온� 이후에� 내� 책임� 아래� 직접� 시내로부터�

건축업자와� 인부들을� 불러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축사와� 대형� 비닐하우스도� 일

꾼을� 고용해� 직접� 세웠다.� 첫� 해인� 2009년에는� 6월에야� 닭� 묘종이� 네이멍구에� 도

착할� 수� 있었다.� 2009년� 8월에야� 실험기지의� 공간� 및� 숙소가� 완성되었다.� 숙소가�

완성되고� 나서는� 연구원들과� 시내에� 나가서� 숙소에� 필요한� 이불,� 청소도구,� 밥그릇,�

수저,� 빗자루까지�하나하나�구입하였다.� 기지가�완성되기�이전까지는�이곳에서�조금�

떨어진� 우르투(우� 서기)의� 동잉판� 집에� 머물면서� 일을� 진행하였다.� 6월� 하순에야�

닭� 묘종을� 기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8월에야� 닭을� 초원에서� 방목할� 수� 있도록� 목축

민들에게�분배할�수�있었다.� (20110915� 장비아오,� 남,� 30대� 초반,� 면담� 자료)

장비아오는 “베이징과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지를 짓기 위해 

네이멍구 현지에서 건축 기술자와 일꾼, 자재 공급이 필수적이었고, 시내와는 많

이 떨어져 있고, 도로 사정도 좋지 않은 곳에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회상하였다. 마을에 기지를 짓는 것은 규모가 작아 기간에 맞추어 

수 명의 기술자와 일꾼을 시내로부터 멀리 떨어진 마을까지 데려오는 것은 쉽지 

않았다. 따라서 공사는 과학자와 직원들이 예상한 기일까지 완공되지 못했다.64) 

64) 2011년 연구자가 현지조사를 하고 있던 시기에도 농촌의 농번기에 해당하는 초원의 

풀베기 및 저장의 시기가 지나고 땅이 얼기 전에 온실 신축 및 실험실과 숙소 증축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시내로부터 기술자와 일꾼을 데려오기 위해 계속 연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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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대형 비닐하우스의 축조 

(출처: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 사진 자료)

〔그림 3-6〕 닭 사육 대형 비닐하우스 전경

(출처: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 사진 자료)

그러나 실험기지가 완공되지 못했다고 해서 닭 사육 시작이 늦어질 수는 없었

다. 장비아오의 책임 아래, 한편에서는 실험기지 신축을 진행하고, 다른 한 편에

서는 양계와 관련한 시설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계를 시작하였다. 장비아오와 

장빙이 처음 네이멍구에 도착한 것은 인터뷰에서와 같이 2009년 5월 25일이나 

되어서였다. 그들은 아무 것도 없었던 초지에 기지 건설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상태였지만, 네이멍구의 짧은 여름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기 때

문에 닭 사육도 동시에 시작하게 되었다. 위의 두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병아

리를 사육할 수 있는 대형 비닐하우스 시설(塑料大棚)을 준비하고 나서인 6월 

13일에 알에서 갓 부화한 병아리 5만 마리가 마을에 도착하였고 닭 사육이 본격

적으로 시작되었다. 

장빙 기술원이 산동 농촌으로부터 온 4명의 일꾼들과 함께 병아리 5만 마리를 

사육하였다. 4명의 일꾼들은 장빙 기술원과 마찬가지로 고향에서 양계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한족 농민들을 고용하였다. 병아리들은 45일 정도 기술원과 일꾼들

에 의해 사육되고 난 이후인 7월 말부터 여덟 가구의 마을 사람들에게 배분되어 

초원에서 방목하게 되었다. 시범사업의 예산이 제한되어 있었던 와중에 닭 사육

을 희망한 사람들 중에서 여덟 가구가 선정되었다. 여덟 가구 중 한 가구는 우 

서기, 우 서기의 친척인 경우가 네 가구였고, 다른 한 가구는 우 서기와 친한 중

년 친구 부부, 나머지 두 가구 중에 한 가구는 젊은 부부, 나머지 한 가구는 한

시도하였으나, 기술자와 일꾼들은 돈벌이가 되지 않는 단기 소규모 작업을 다른 큰 공

사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예상했던 날짜보다 한 달여 늦게 공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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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자 연령
사육두수

(마리)

출하두수

(마리)

출하율

(%)
비고

우�서기 50대�중반� 6,000 4,658 77.60 마을의�서기

우란 40대�후반 3,000

5,254

58.4

(3가구공동�

사육)

우� 서기의�사촌여동생

치치거 50대�초반 3,000
우란의�언니,� 이웃마을�

거주

지르후 30대�중반 3,000 우�서기의�사촌형

터건터모르 50대�중반 3,000 1,821 58.74 우�서기의�육촌조카

나런치무거 40대�초반 2,500 1,685 67.40 바인후수�주민

소이라토 30대�초반 3,000 2,597 86.57 〃

리우즈창 30대�초반 3,000 - - 〃

〔표 3-1〕 2009년 양계 참여 가구의 현황

족 청년과 그의 가족들이었다. 그들은 중국과학원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우 서기

와 친분이 있어서 상세한 정보를 들을 수 있으며, 선정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표의 맨 아래 두 참가자인 소이라토와 

리우즈창은 30대 초반의 젊은이들로, 새로운 정보 습득에 유연하고 중국과학원의 

연구원들과 직접 대화가 가능한 조건의 사람들이었다. 

전체 5만 마리의 닭 중에서 26,600마리는 선정된 여덟 가구의 요구량에 맞게 

분배되었고, 나머지 2만 여 마리는 과학원의 책임 아래 4명의 일꾼들이 전담하여 

사육하였다. 중국과학원에서 기술원과 일꾼들이 직접 사육한 2만 여 마리의 닭은 

4개의 벽돌 건물로 지은 축사와 4개의 대형 비닐하우스에서 나뉘어 사육되었다. 

나머지 마을 사람들에게 분배된 닭들은 각 목축민들이 소유한 목초지에서 방목이 

이루어졌다. 중국과학원에서는 기술원인 장빙을 통해서 각 가정에 닭 사육방식을 

교육하였으며, 닭이 머무를 수 있는 대형비닐하우스를 초지 위에 지어주었다. 

닭을 사육하기 전에 생산회사와 사육을 희망하는 마을 사람들은 계약서를 작성

하였다. 계약 조건은 무상으로 닭과 사료 및 제반 시설을 제공하는 대신에, 가을

에 닭이 다 자란 후 중국과학원에 공급 시에 출하율에 따라서 마리 당 5위안에서 

1위안까지 차등 지급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2009년 11월 닭 사육이 종결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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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가구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출하율과 관계없이 마리 당 2.5위안(원화 430

원 정도)이었다. 

②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

표 3-1의 여덟 가구의 높지 않은 출하율 수치에서도 드러나듯이, 2009년의 양

계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원, 고용인, 마을 사람들 모두 성공적이라고 평가하

지 않았다. 그들의 2009년의 사육은 다음과 같이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을 만나면

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먼저, 초원의 자연적 조건-추위, 눈, 강풍, 야생동물-

은 닭의 사육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초원의 이른 겨울과 폭설 등과 같은 급변

하는 기상 상태는 닭을 동사시켰다. 초원의 강풍은 2009년 대형 비닐하우스에서 

동시에 생활하던 수백에서 수천마리의 닭이 바람에 놀라 압사 당하도록 만들었

다. 그리고 대형 초식동물인 소나 양과 같은 가축들을 키울 때는 나타나지 않았

던 작은 야생동물들이 닭을 대규모로 사육하면서는 자주 출몰하여 닭을 물어 죽

이는 일이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초원 양계의 인위적 요소, 즉 사육을 담당한 목축민들은 닭 사육에 

익숙하지 않아서 닭의 특성을 잘 파악하지 못한 까닭에 양계의 결과가 좋지 않았

다. 초지에 풀어놓으면 알아서 풀을 뜯어먹고 자라는 소와 양과는 달리, 닭은 풀 

이외에도 사료와 물을 하루에 두 번씩 주어야 했다. 그러나 양계에 참여하는 마

을 사람들은 중국과학원 연구원들이 보기에 이러한 세심한 관리가 부족한 것처럼 

보였다. 프로젝트의 연구원들은 실제 결산수치(표 3-2)에 따라 영양불량으로 사

망한 닭이 5,000여 마리, 닭을 출하했던 2009년 11월에 도살 당시에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작은 닭이 3,000여 마리라는 점을 들어 양계 참여자들의 첫 해 닭 사육

의 서투름을 뒷받침하였다.  

2007년 중국과학원의 지원으로 닭을 길러본 경험이 있었던 우 서기 가족과 부

지런하다고 알려진 젊은 소이라토 부부는 위에서 언급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닭

을 “괜찮게 길러냈다(養得還可以)(장비아오의 표현).” 그러나 나머지 여섯 가구의 

닭들은 많은 수가 죽거나 발육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했다고 한다. 몽골족 목축

민들의 첫 번째 가금, 닭 사육은 기술원들의 교육과 중국과학원의 전폭적인 지원



- 101 -

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들과 참여 가구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다음은 

직접 2009년 첫 해 양계에 참여했던 마을 구성원인 우란의 이야기이다.

〔사례� 3-4〕� 닭� 사육을�그만둔�마을� 목축민의�이유

Q(연구자):� 2009년�닭� 기를� 당시의�상황이�어떠했는가?

A(우란):� 당시에� 우리� 부부와� 언니네� 부부,� 앞집� 부부가� 함께� 9,000마리를� 길렀다.�

그런데� 시작할� 때� 1만� 마리였던� 닭이� 마지막에는� 5,000여� 마리� 밖에� 남지� 않았다.�

결국� 세�가구가�노력해서�다�합쳐� 20,000여� 위안의�소득밖에�얻지� 못했다.

Q:� 실패의�원인이�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A:� 오소리,� 여우,� 늑대� 등의� 피해가� 컸고,� 그� 해� 겨울인� 10월과� 11월에� 눈이� 갑자기�

와서� 얼어� 죽은� 것이� 많았다.� 당시에�큰� 비닐하우스� 4개에서� 닭을� 길렀는데� 갑자기�

내린� 폭설을�막을�수� 없었다.

Q:� 다시�닭을�기를�생각이�있는가?

A:� 다시� 닭을� 기르고� 싶지� 않다.� 닭을� 기르는� 것은� 별로�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언니네� 부부는� 옆�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닭을� 기르기� 위해서� 자신들의� 가축은� 일

꾼을� 고용해� 맡겨� 놓고� 이곳에� 와서� 닭을� 길렀다.� 그런데� 몇� 달간� 노력해서� 몇� 천�

위안밖에� 소득이� 없었다.� 우리� 집은� 2008년도에� 젖소를� 7마리� 구입하였는데,� 평균

적으로� 3마리� 젖소의� 우유를� 짜서� 한� 달에� 3000위안,� 1년에는� 3~4만� 위안을� 벌�

수� 있으며,� 1년에� 10마리의� 젖소의� 송아지를� 팔� 수� 있고,� 토종소의� 송아지도� 30여�

마리� 팔� 수� 있다.� 송아지� 한� 마리는� 3000여� 위안이다.� 닭을� 꼭� 기르지� 않아도� 부

족하지는� 않다.� 목축은� 이전부터� 계속� 해� 왔던� 것이고,� 닭처럼� 시시때때로� 사료와�

물을� 주는� 번거로운�일을�하지�않아도�된다.� 송아지를�팔면�돈도�되고�말이다.

Q:� 그러면�닭을�기르는�것에� 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는가?

A:� 가축의� 수가� 적거나� 목초지가� 적은� 사람들이� 하면�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

집의� 경우에는� 목초지도� 넉넉하고� 가축� 수도� 많아서� 닭을� 꼭� 기를� 필요는� 없다.�

(20110919� 우란,� 여,� 40대�후반,� 면담�자료)�

 

우란을 포함해 9,000마리의 닭을 사육하였던 세 가구는 우 서기의 가까운 친척

들이다. 중국과학원 연구자들의 현지 관리와 협력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우 서기

의 친지들은 닭 사육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기에 용이했기 때문에 닭 

사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2010년 두 번째 해에는 닭 사육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

는 닭 사육을 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에 직면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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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양계는 목축과 달리 번거로운 일이지만 이득은 높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이 세 가구와 마찬가지로 2010년에 다른 마을 사람들 역시 양계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2009년 첫 해의 사육과정에서 나타난 양계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여덟 가구의 참가자들로부터 직접 보고 들었다. 그들은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내려진 양계에 기존의 생활방식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참여

하려고 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자가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던 2010년과 2011년

에 양계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을 때 몇몇의 마을 사람들은 

양계 자체에 무관심한 태도를 내비치기도 하였다.      

비교적 닭을 잘 사육한 편에 속한 우 서기 가족은 2014년 현재까지 계속 사육

을 하고 있다. 50대인 우 서기 부부와 함께, 30대인 소이라토 부부는 출하율이 

가장 높아서 다음해인 2010년에 중국과학원 연구원들과 책임자인 장비아오가 사

육을 권유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2010년 양계를 거절하고 외지로 나가 일을 하기

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목축이나 양계보다 외지에서 일하는 것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우 서기는 30대의 젊은 소이라토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50대 중반의 나이든 자

신들 부부가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

는 2009년 양계 당시 어려웠던 점을 회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 때문에 자신은 양계를 계속할 의지를 다음과 같이 내비쳤다. 

〔사례� 3-5〕� 우� 서기가�닭�사육을�계속하기로�한�이유

Q(연구자):� 2009년의� 닭�사육은�어떠했는가?

A(우� 서기):� 2009년에는� 6,000마리를� 길렀다.� 2개의� 대형� 비닐하우스에서� 각각�

3,000마리씩� 길렀다.� 나,� 부인,� 일꾼� 1명과� 아들� 후허의� 도움으로� 길렀다.� 사료는� 분

쇄하여� 하루에� 두� 번씩� 주었다.� 시설과� 사료� 등의� 일체의� 비용은� 중국과학원에서� 담

당하였고,� 닭을� 길러서� 가져다주면� 한� 마리� 당� 사육비(飼養費)를� 계산해� 받았다.� 당시

에� 눈이� 갑자기� 와서� 얼어� 죽은� 닭이� 1,000여� 마리가� 넘었다.� 4,600여� 마리를� 출하

하였고,� 약� 20,000여�위안을�벌게�되었다.

Q:� 눈이�오던�당시의�상황은�어떠했는가?

A:� 10월이었는데,� 오후에� 갑자기� 날씨가� 변했다.� 마치� 밤처럼� 어두워지고,� 눈이� 오

고,� 그� 눈으로�비닐하우스�안� 닭들이�압사하고�동사하였다.� 한�번에�죽어버렸다.

Q:� 2010년에는�어떠했는가?

A:� 2010년에는� 중국과학원의� 지원방식이� 바뀌었다.� 사료는� 직접� 돈을� 지불하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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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는�대신에� 1마리� 당� 25위안을�중국과학원에서�지급하는�방식으로�말이다.� 작년에�

옥수수� 가격은� 9.8마오/근� 이었고,� 1년� 사료비로� 약� 1만� 여� 위안의� 비용이� 들었다.�

작년에는� 사육했던� 2,000마리� 중에서� 1,000마리는� 10월에� 출하하고� 1,000마리의�

암탉은� 죽이지� 않고� 달걀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겨울에� 닭은� 실내� 축사에� 닭장으로�

놓고� 사육하였다.� 계란은� 11월부터� 생산이� 시작된다.� 작년에� 닭은� 약� 70%의� 달걀�

생산율을� 보였다.� 가격은� 1개� 당� 1위안에� 중국과학원으로� 넘긴다.� 11월에는�

100~200개,� 12~3월까지는� 600-700개,� 4~5월� 300개,� 6-7월은� 200개로� 줄어든다.�

8월이�되면�거의�달걀이�거의� 되지� 않는다고�볼�수� 있다.

Q:� 지난번에�직접�판매하는�광경을�보았는데?

A:� 달걀은� 1위안에� 판매하고,� 닭은� 큰� 것은� 60위안� 작은� 것은� 50위안에� 판매한다.�

명절을� 쇨� 때� 친지에게� 선물로� 주려고�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반� 닭� 큰� 것이� 보

통� 45일� 속성으로�길렀을�때� 25~29위안�정도�받는데�나는� 2배의�가격을�받는다.� � � �

Q:� 계속�닭을�기를�계획인가?

A:� 큰� 일이� 없는� 한� 그럴� 것이다.� 젊은이들은� 외출도� 해야� 하는데,� 닭을� 기르기� 시

작하면� 일에서� 하루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나이도� 많고� 별� 일이�

없으니까�계속�닭을�기를�수� 있다.� (20111009� 우르투�면담�자료)

우 서기는 2007년의 양계 경험이 2009년의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 난관 속

에서도 출하율이 다른 가구들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날 수 있었던 원인이라고 생

각하였다. 우 서기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연구자가 보기에 그는 조직도에

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물자조달관리를 담당하여 훈산다커 기지 연구원들과 긴밀

한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닭 사육과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었

다. 따라서 2009년 사육결과가 좋지 않아 2010년에 사육을 포기한 일곱 가구들

과는 달리, 우 서기는 중국과학원의 지지를 받아 닭 사육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

할 수 있었다.

우 서기가 2008년 젖소 사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기에 중국과학원의 초

원비계 프로젝트의 시행이 결정되었고, 리용겅 연구원은 그에게 자신을 도와 프

로젝트의 진행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젖소 사육이 힘들고 사육 결과가 좋지 

않았던 찰나에 리용겅 연구원의 제안은 우 서기가 젖소 판매 결정을 내리도록 촉

진하였다. 그리고 남아 있던 토종소들도 2010년 금목 정책의 시행을 앞두고는 마

을의 서기답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모두 판매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 서기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양계라는 선택지밖에 그의 앞에 남지 않게 된 것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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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나 2009년 양계에 참여했던 다른 가구들은 우 서기와는 달리 젖소, 

토종소 등의 가축을 다 팔아버리지 않고 목축을 계속 유지하였기 때문에 다시 돌

아갈 수 있는 생계수단을 가지고 있었다. 

요컨대, 우 서기와는 달리 중국과학원과 친밀한 관계가 없어서 양계에 대한 자

세한 진행상황이나 정보를 얻기 어렵고, 초원비계 프로젝트에서 우 서기와 같은 

물자조달관리 역할을 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없는 다른 마을 사람들은 양계가 그

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기에는 부족하였던 것이다.

2009년 닭 사육에 참여하였던 마을 사람들에게 왜 더 이상 닭 사육을 하지 않

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닭 사육은 번거롭고 일이 

많은데 수입이 적지만,65) 소를 기르는 것은 일이 적고(省事), 닭 사육에 비해서 

수입이 더 많다.”66)고 대답하였다.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장비아오와 기술원인 장

빙은 마을 사람들이 ‘번거롭고 일이 많은 닭 사육’을 잘 해내지 못해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사례� 3-6〕� 한족�관리자의�양계에�대한�견해

Q(연구자):� 2009년의�닭�사육의�결과는�어떠했는가?

A(장비아오):� 만약� 한� 가구에� 평균적으로� 배분했던� 3,000마리를� 다� 길렀으면� 1마리

당� 5위안이므로� 15,000위안인데,� 기르기가� 쉽지� 않았나보다.� 아니� 기르기� 쉽지� 않

았다기보다는� 그들의� 의식은� 이렇게� 잠깐� 사이에� 변화하기� 어렵다.� 그들은� 소와� 양

을�기르던�방식대로�닭을�기르려고�했다.� 그런데�이�동물들은�본래� 습성이�다르다.

Q:� 이런�새로운�사육�방식을�그들이�잘� 해내기는�어려운�것�아닌가?

A:� 그렇지� 않다.� 소이라토는� 잘� 길렀다.� 우� 서기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사람들은� 받아

들이지�못하는�것이고,� 어떤� 사람들은�받아들일�수� 있는� 것이다.

Q:� 네이멍구에서�닭을�길러오고�기르는데�있어서�가장�어려운�점은�무엇인가?

A:� 목축민들의�의식을�변화시키는�것이다.� �

Q:� 스스로�닭을�사육하는�일은?� (2011년은�장비아오가�직접�사육에�참가)

A:� 어렵지�않다.

65) 출하율을 100%로 계산하면 2009년 수매 기준 2.5위안/마리×3,000마리=7,500위안이 

소득이 된다.
66) 소 1마리를 가을에 판매할 경우에 마리당 2,000위안에서 4,000위안 사이에 받을 수 

있으며, 한 번에 여러 마리를 판매할 경우에 닭의 판매 수입보다 많아진다고 마을 사람

들은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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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목축민들의�사고방식을�변화시킬�수는� 없는� 것인가?

A:�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어렵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닭� 방목이� 돈을� 벌�

수�있다는�것을� 깨달아야�한다.

Q:� 목축민들이�소와�양을�기르면�돈을�더�많이�벌� 수�있지�않은가?

A:� 어떤�목축민들을�그렇다.� (20110915� 장비아오,� 남,� 30대�초반,� 면담�자료)

하지만 중국과학원 과학자들과 한족 기술원과 관리인들은 몽골족 목축민들의 

닭 사육 실패의 원인을 “적극성 내지는 자발성의 부족(沒有積極性)”으로 보았다. 

그들은 그 원인이 이와 같은 마을 사람들의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국과학

원이 진행한 시범사업의 방식에도 있었다고 분석을 내리고 있었다. 중국과학원에

서는 2009년 첫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몽골족 목축민들에게 무상으로 닭 묘종

을 지급하고, 대규모 온실 형태의 닭장을 지어주었으며, 사육에 필요한 사료도 무

상으로 공급하였다. 유일한 조건은 3개월 후에 마리 당 5위안씩을 지급한다는 방

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의의 제공은 목축민들에게 금전적인 투자나 위험부담

을 지우지 않았다. “자신의 돈이 투자되지 않아서 열심히 하지 않아도 손해를 보

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리용겅 인터뷰) 과학자를 비

롯한 프로젝트의 관계자들은 결국 이러한 방식이 개개인들의 적극성을 불러일으

키기 어려웠다고 생각하였다. 중국과학원의 적극적인 지원은 오히려 닭 사육 가

구들을 수동적 주체로 만들어 사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중국과학원 연구원들과 관리인들은 그들의 생활방식에서도 닭 사육 실패의 원

인을 찾았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목축민들은 “소나 양을 기르듯이 닭을 기르려고 

하였기 때문에 닭을 잘 길러내지 못했다.” 그들은 닭을 기르려면 “농촌의 한족들

처럼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몽골족 목축민들은 소와 양 기르듯이 그냥 초

원에 풀어놓기만 하면 자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였다.67) 

이러한 몽골족 목축민에 대한 한족 과학자와 직원들의 비판은 다른 한편으로는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 2009년과 2010년에 그들은 중국과학원 자체에서 사육하

는 닭을 관리하기 위한 한족 일꾼을 4명, 2명을 고용하였다. 일꾼들은 닭을 처음 

67) 이현정(2001:80~82)은 조선족이 자신들을 한족과 ‘부지런함’과 ‘게으름’으로 구분함으

로써 종족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개개인의 ‘부지런함’이나 

‘게으름’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몇몇 사례는 민족이라는 라벨에 부착되어 집단의 특성

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정형화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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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러보는 몽골족 목축민들과는 달리 닭을 길러본 경험이 있는 산동 농촌 출신의 

한족 농민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라고 해서 닭을 잘 기른 것은 아니었다. 과학자

들의 앞의 목축민들에 대한 비판의 언사에서 본다면 닭 사육경험까지 있는 “부지

런한 산동 농민”은 닭을 잘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연구원과 직원들은 

“일꾼들이 초원의 사육시설에 참관하러 갔을 때에만 열심히 하는 척을 하고 말로

는 잘 하고 있다고 둘러대기 때문에 출하율이 좋지 않았다”고 불평을 하였다. 

한족 과학자들과 직원들이 앞서 한족 농민들과 비교하여 몽골족 목축민들이 게

으르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였다면, 2009년과 2010년에 그들이 고용

한 한족 농민들은 열심히 일해야 하고 높은 출하율을 보여야 했다. 그러나 2009

년에 한족 농민 일꾼의 출하율(45%)은 몽골족 목축민 마을 사람들의 출하율

(69.7%)보다 낮게 나타났다. 오히려 한족 농민들이 관리하였던 대형 비닐하우스

의 한 동에서는 영양실조로 수천 마리의 닭이 사망하였다. 

연구소의 과학자와 직원들은 산동 출신 한족 농민 일꾼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가 자신의 소유의 닭이 아니라 고정된 금액의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이

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농촌 출신의 한족 과학자들과 직원들은 ‘한족/소수민족’, ‘농촌/목촌’의 구별 담

론을 적극적으로 표출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지런함의 대표자로 그들이 몽골

족과 항상 비교하던 ‘한족 농민’의 게으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

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프로젝트 연구원들은 몽골족 목축민들과 한족 일꾼들의 적극성 부족과 불

성실함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의 운영방식에 변화를 주었다. 

먼저 2010년 고용한 한족 일꾼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 능동적 참여를 독려

하였다. 2011년에는 관리자인 장비아오와 기술원인 장빙에게 닭 사육을 겸직시켜 

월급을 더 주고 일을 하도록 시켰다. 

2010년부터 마을의 몽골족 목축민들에게는 비용과 수익 계산 방식의 변화를 

주었다. 2010년에는 양계를 신청한 가구가 병아리, 사료 등과 같은 사육에 필요

한 비용을 직접 지불하도록 하고 대신에 마지막에 닭을 수매하는 비용을 30위안

으로 늘렸다. 이는 목축민들이 스스로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고 책임을 지는 대신

에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적극성을 높이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과학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아쉽게도 닭 사육에 대한 마을의 목축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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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심은 첫 해에 비해서 점차 줄어들었다. 중국과학원 생태학자들의 입장에서

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을의 목축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육에 

참여하길 원했지만, 목축민들의 입장에서 닭 사육은 직접 길러 본 결과 토종소를 

기르는 것에 비해서 익숙하지 않고 번거로운 일이었다. 

목초지에 풀어놓으면 알아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시는 소나 양과는 달리, 닭은 

매일 사료와 물을 아침저녁으로 주어야 하고, 야생동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수많은 닭장의 문단속을 해야만 했다. 

그리고 1마리 당 산출되는 5위안의 이익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적은 금

액이었다. 2009년 가구 당 배당되었던 닭 3,000마리를 다 성공적으로 길렀을 경

우에 15,000위안 정도의 순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네이멍구에

서 당시에 토종 송아지 한 마리의 가격이 3,000위안 정도에 팔렸으며, 보통의 마

을 사람들이 매해 적게는 열 몇 마리에서 수십 마리까지 송아지를 판매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수고에 비해서 대가로 돌아오는 것이 적다고 생각하는 우란

과 같은 목축민들도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녀는 “가축 수가 많지 않고 목초

지 규모가 작아서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닭 사육을 하는 것이 적절할지 

모른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닭을 길러보거나 기르지 않았던 여러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닭 사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란과 비

슷한 맥락의 대답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다. 기존에 젖소나 토종소와 같은 가축

을 안정적으로 기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번거로운 일을 늘리고 생

활양식을 변경하면서까지 기존의 가축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보다 적은 닭 사육

을 지속할만한 장점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가축이 적고 초지가 넉넉하지 않아서 

닭을 기르는 것이 소득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닭 사육을 선호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2009년에 사육에 참여하였던 여덟 가구 중에서 우란 외 공동사육을 했던 세 

가구는 다른 집에 비해서 가축 수가 많거나 젖소를 통해 우유를 판매해 얻는 소

득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 해에 다시 닭을 사육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터건터모르와 나런치무거는 그 다음해인 2010년에

는 닭 사육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에 중국과학원 기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리

나 병아리 사육과 같은 지원업무를 맡아서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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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범사업의 결산

총�사육두수� (마리) � � � � � � � � � � � � � � � � � � � � 50,000

손실

분실 4,976

20,348�

동사 2,500

야생동물에�물려�사망 2,100

놀라서�서로� 밟혀서�사망(압사) 2,500

도살�과정에서�폐기된�작은�닭 3,272

영양불량�사망 5,000

출하 � � � � � � � � � � � � � � � � � � � � 29,652�

〔표 3-2〕 2009년의 양계 결과 수치 

2009년 첫 해의 사육결과는 보고서68)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당시 5만 마리로 

사육을 시작했던 닭을 도살을 위해 11월 베이징으로 운송할 때에는 3만 마리 정

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원래 프로젝트의 지원금 확보 단계에서 중국과학원 딩 부원장의 적극적인 추천

으로 선전(深圳)의 투자회사가 400만 위안을 투자하기로 했었으나, 400만 위안 

중에 150만 위안을 투자한 2009년의 상황에서 닭 사육이 성공적이지 못하게 되

자 투자회사는 투자를 멈추게 되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

던 딩 부원장도 첫 해 이후에는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리용겅 연구팀은 예산의 감소와 사업의 리스크를 고려하여 두 번째 해

에는 규모를 축소하여 닭 사육을 지원하게 되었다.69) 2009년 5만 마리에 이르렀

던 시범사업의 규모는 2010년에는 2만 마리로 축소되었다. 또한 2009년 목축민

들의 적극성 부족의 원인이 모든 시설과 비용을 지원한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내

린 과학자들은 그 다음해인 2010년에는 여러 목축민들에게 닭 묘종과 사료 등의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몽골족 목축민들은 닭 방목 상황

을 지켜 본 결과 닭 판매로 큰 이득을 보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첫 해처럼 적

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다. 

68) 蘇華, 李永庚, 許宏 “2009年度工作總結”
69) 첫 해의 사업이 성공적이지 못했음에도 2차 년도에 닭 사육 시범사업이 지속적으로 

실시된 이유는 4장에서 더욱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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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는 2만 마리 중에 17,000마리는 중국과학원에서 기술원의 감독 아래 

산동에서 온 두 명의 일꾼으로 고용하여 기르도록 하였다. 첫 해에 닭 사육 실적

이 양호했던 우 서기만 목축민 대표로 3,000마리를 사육하게 되었다. 

2010년에는 2009년에 비교적 성장 상황이 좋았던 산동의 라이우헤이 토종 닭 

묘종을 키우고, 목축민에게 무상으로 닭 묘종이나 사료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다. 그러나 닭 묘종과 사료를 구입할 때 중국과학원에서 공동으로 구입하는 

편의는 계속 제공하였다. 사육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대신 다 기른 닭은 마리 

당 30위안에 구입해주기로 하였다. 

첫 해인 2009년에 예상하지 못했던 장애에 부딪쳤던 과학자와 관리자들은 먼

저 사육 시작 시기를 앞당겨 4월29일부터 닭 묘종을 사육하기 시작하여 네이멍

구의 이른 겨울이 오기 이전에 닭 사육을 마무리하게 일정을 조정하였다. 다음으

로는 야생동물의 습격을 막기 위해 새로이 이동식 소형 닭장을 발명하여 보급해 

야생동물의 피해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되었다. 

판매 방면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2009년에는 암탉, 수탉의 구분 없이 모두 

도살하여 닭고기로만 공급하여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2010년에는 우 서기 가족

은 1/3에 해당하는 약 천여 마리의 암탉을 겨울동안 남겨 실내 닭 사육 축사 한 

곳에서 기르면서 달걀을 생산하여 공급해 닭고기로 인한 일회성의 소득 이외에도 

긴 겨울 동안에도 지속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되

었다. 달걀의 판매는 베이징에서 큰 호응을 얻어 달걀의 공급이 점차 줄어드는 

봄과 여름에는 판매할 달걀이 없어서 판매하지 못할 정도였다. 2010년에 우 서기

의 닭 사육은 달걀 판매를 통해 소득을 올리게 됨으로써 중국과학원과 2009년에 

비해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되었다.     

세 번째 해인 2011년에는 지난 3년 중에서 가장 사육 결과가 좋았다. 2010년

에 선정한 산동 라이우헤이 품종의 발육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았기에 다시 베이

징화베이(華(華)北) 차이지 13,000마리를 선택하여 사육하게 되었다. 그 중 3,000

마리의 닭은 우 서기가 기르게 되었고, 나머지 만 마리는 중국과학원에서 사육을 

담당하였다. 

2009년과 2010년 사이 고용되었던 한족 일꾼들은 닭을 기른 경험을 가지고 있

어서 닭 사육에는 익숙했다. 그러나 산동의 농촌에서 온 한족 일꾼들이 생활환경

이 척박한 네이멍구에 와서 닭을 사육하며 생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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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는 한족 일꾼들에게 출하율이 높으면, 인센티브(獎金)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족 농민들은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2011년에는 외부에서 일꾼들을 따로 고용하는 대신에 회사가 체계가 

잡혀 할 일이 비교적 줄어든 기술원인 장빙과 책임자인 장비아오가 직접 닭을 사

육하게 되었다. 그들은 지난 2년간 일꾼들과 목축민들을 관리하고 비판하였던 입

장에 선 사람들이었다. 실제로 지난 2년에 비해서 닭의 사육은 성공적으로 이루

어졌다. 지난 두 해에 비해서 닭은 몸집도 크고 건강하게 자랐다. 우 서기도 지난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닭들을 잘 사육하여 출하시켰다. 그리고 겨울에는 

1,000마리의 달걀을 낳는 암탉을 남기고 나머지는 중국과학원의 두 실무 담당자

가 기른 닭들과 함께 도살하여 고기로 판매하였다. 

2012년부터는 네이멍구의 생산을 담당하던 실무진들을 시범사업에 더 이상 고

용하지 않고, 우 서기와 그의 아들인 후허를 중심으로 목축민 합작사(正藍旗巴音
胡舒嘎查百格利養殖專業合作社)를 세워 운영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실무진들이 

담당하였던 일들을 우 서기의 둘째 아들인 후허가 담당하게 되었다. 그들은 2012

년에 약 만 여 마리를 사육하게 되었는데, 주변 가까운 마을사람들 중에서 닭 사

육을 원하는 몇몇과 우 서기 가족이 운영하는 합작사는 독점 판매 계약을 맺고 

양계 노하우를 전수하여 함께 사육을 하게 되었다. 중국과학원에서 초원목계 프

로젝트를 제안하였던 리용겅 연구원과 다른 생태학자들은 그들이 제안한 모델이 

목축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초원 목축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연구자가 2012년 초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 연락을 취해 2012년의 여름의 

상황을 물어보았을 때 리용겅 연구원과 쉬홍 연구원은 “우리의 프로젝트는 성공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我們的項目算是成功了).”고 이야기하였다. 리용겅을 비롯

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목축민들 스스로 닭을 기르

고 판매하는 독립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기반과 지식을 생산하였고 이를 모델

로 만들어 다른 지역에 소개하고 전파할 수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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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실험시범기지에서 함께 닭 먹이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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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나무 합판 닭장과 닭

3.� 닭의�토착화�과정

닭은 초원에 온 이후로 이전과는 다른 환경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2절에서 살

펴보았듯이 처음 초원에서 닭을 기르게 된 과학자와 목축민들, 처음 초원에서 생

활하기 시작한 닭은 예상하지 못했던 장애와 난관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중국과학원의 리용겅 연구원은 소형 이동식 닭장의 발명

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닥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를 제공하게 되었다. 과학자의 아이디어의 도움을 받아, 목축민은 닭을 좀 더 능

숙하게 방목할 수 있게 되었고, 닭은 초원의 환경에 무사히 적응하여 성장해 나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림 3-8과 그림 3-9는 리용겅 연구원이 발명한 소형 이동식 닭장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2010년에 처음 만들어진 소형 이동식 닭장은 삼각 지붕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 바닥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 닭을 최대한 수용(150마리 정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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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소형 이동식 닭장 내부 형태

수 있게 만들어져 있으며, 지붕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 부피는 최소화하였다. 닭

장의 아랫부분은 촘촘한 철조망 구조로 되어 있어서 닭이 배출하는 배설물은 초

지의 영양분으로 보내는 동시에 닭의 달걀은 철조망 위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

게 되어 있다. 삼각 지붕 모양은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닭을 보관하기에 용이하다. 그리고 크기가 작아서 오토바이나 트랙터 등을 이용

해 편리하게 초원 곳곳을 이동시켜가면서 닭을 사육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

다(그림 3-9). 

소형 이동식 닭장은 생태학자와 목축민, 닭, 초원이 처한 문제들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해결하도록 해 주었다. 

첫째, 닭은 기존의 대형 비닐하우스 시설 대신에 소형 이동식 닭장에 새 보금

자리를 꾸림으로써, ‘야생동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2009년 사육 첫 

해, 초원에서 대형 초식동물인 소나 양과 같은 가축들을 키울 때는 나타나지 않

았던 작은 야생동물들이 닭을 대규모로 사육하면서 갑자기 출몰하는 상황이 발생

하였다. 야생동물들은 관리가 느슨해지는 밤사이에 대형비닐하우스와 땅 사이의 



- 114 -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닭을 잡아먹고 닭 사육시설을 공격하였다. 먹이로 한두 마

리를 잡은 이후에도 수십 마리를 목을 물어서 죽이고 도망가는 야생동물의 습성 

때문에 목축민들이 입는 피해가 컸다. 

생태학자는 프로젝트 구상 단계에서 마을에서 닭을 기를 경우에 발생하게 될 

야생동물의 습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자의 우려

에 대해 마을 사람들은 야생동물이 마을 초지에 나타나지 않은지 오래되었다고 

과학자를 안심시켰다고 한다. 실제로 유목을 하던 시절 목축민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던 늑대는 이미 기지가 있는 바인후수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던 터였다. 그

러나 야생동물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닭이 초원에 나타나자 자취를 감추었던 야

생동물들은 하나둘 씩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모습을 드러낸 야생동물은 오소리(獾子), 너구리(貉子)와 같은 작은 체구를 가

진 것들이었다. 덩치가 큰 늑대는 양과 소와 같은 가축에게 위협이지만, 작은 야

생동물인 오소리와 너구리는 가축들에겐 위협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마을의 목

축민들은 작은 야생동물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작은 

체구의 닭에게 소형 야생동물들은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 

그들은 닭을 한두 마리만 잡아먹고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야생동물들은 닭 무

리에 접근하여 수십 마리에서 많게는 수백 마리를 물어 죽이고 달아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2009년 사육 첫 해에 닭들은 대형 비닐하우스에서 2,000~3,000

마리씩 함께 생활하였는데, 오소리나 너구리가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땅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닭들을 죽이고 가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 결과로, 

2009년 야생동물에 의해 죽은 닭은 2,100여 마리에 달했다. 그러나 소형 이동식 

닭장의 발명으로 닭을 저녁에는 닭장에 넣고 문을 잠글 수 있게 되면서 더 이상 

야생동물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둘째, 닭은 소형 이동식 닭장에서 소규모로 살게 되면서 강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닭 군집의 압사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네이멍구 초원 지역은 특

히 시범기지가 위치한 시린궈러 맹 지역은 동북지방보다 춥고 바람이 센 지역으

로 유명하다.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날씨가 변화무쌍하며 바람이 센 경우가 

많다. 초원의 강풍과 대형비닐하우스, 수많은 닭을 동시에 한 보금자리에 두는 것

은 닭에게 압사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보통 3,000여 마리의 

닭을 한꺼번에 사육한다. 간이 시설인 비닐하우스는 바람의 영향을 받기 쉽다.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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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바람이 세게 불어 비닐하우스가 크게 흔들리게 되면 놀라서 한곳으로 운집하

려는 습성이 나타나게 된다. 닭의 군집이 작을 경우에는 이러한 움직임은 아무런 

위험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3,000마리의 닭이 강풍으로 놀라 한곳으로 모이려고 

할 경우에는 닭의 밀도로 인해서 아래쪽에 위치한 닭들이 압사하는 상황이 발생

하게 된다. 관리의 편의를 위해 설치했던 비닐하우스가 오히려 닭에게 위협이 되

는 것이다. 그러나 소형 이동식 닭장은 백 여 마리씩 소규모 단위로 닭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닭이 강풍으로 인해 놀라 한 데 운집해 발생하는 압사의 위험으

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소형 이동식 닭장의 발명을 통해서 초원은 퇴화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게 되었다. 2009년 사육당시 닭은 저녁이면 비닐하우스로 돌아오고 낮이면 초원

으로 나가는 생활을 반복하였는데, 수많은 닭들이 한꺼번에 드나드는 비닐하우스

와 문, 그리고 그 주변공간들은 닭의 움직임으로 인해 국지적인 초원퇴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닭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

에, 비닐하우스 주변으로 닭의 활동범위가 제한되어 주변 식생의 상황이 나빠지

게 되었다. 

그러나 초원은 소형 이동식 닭장의 설치로 닭의 고밀도 활동으로 인한 퇴화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생태학자는 소형 이동식 닭장이 초

원생태계의 보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소형 이동식 닭장은 이동이 편

리하여 초원의 어느 곳이든 방목하고 싶은 장소에 닭장을 옮겨놓을 수 있기 때문

에 윤목(輪牧)이 가능하고, 초원 식생의 적절한 휴식기와 사용기의 조작이 용이하

며, 적절한 간격을 두고 초원에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방목밀도를 적절하게 조

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닭은 닭장을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

는 습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소형 닭장을 설치하게 될 경

우에는 초원 식생의 (국지적) 퇴화를 최소화하면서도 닭을 사육하여 해충을 방지

하고 배설물로 자연적 비료를 공급받는 등의 장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형 이동식 닭장’은 첫 해의 초원에서의 닭 사육과정에서 발생하

였던 여러 문제를 공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칼롱 2010)가 되었다. 소형 

이동식 닭장은 닭 사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자의 ‘혁신(innovation)’(Barry 

2001)이라고 볼 수 있다. 혁신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행위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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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플라스틱 합판 닭장 만들기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공통의 문제로 포섭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Latour 

2004: 162). 생태학자는 새로운 닭장의 발명이라는 혁신을 통해 닭을 강풍과 야

생동물로부터 구하고, 초원을 퇴화의 위기로부터 안정시키고, 목축민들이 초원에

서 안심하고 닭을 기를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소형 이동식 닭장이 닭 사육과 관련된 행위자들에게 이와 같은 장점만

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다. 첫 선을 보였던 나무 재질의 소형 이동식 닭장은 

비교적 내구성이 떨어져 오래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한 과정에서 플라스틱 합판 재질의 닭장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

다. 

〔사례� 3-7〕� 소형�이동식�닭장의�제작

며칠�전� 시내로부터�주문한�합판,� 철조망과�철골조물이�도착하였다.� 올해� 새로�쓰일�

닭장을�만들기�위한�원재료들이다.� 작년에�쓰였던�나무로�만든�소형닭장이�네이멍구의�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마모가� 일어나고� 손상이� 된� 경우가� 많아서� 올해� 새로� 들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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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플라스틱 합판 이동식 소형 닭장과 닭

닭들을�키우기에는�수량이�부족하기�때문이다.� 작년에�사용했던�나무닭장들은�우�서기

의� 방목장으로� 향하고,� 새로� 만든� 닭장들은� 중국과학원에서� 직접� 기르게� 될� 닭의� 보

금자리로�쓰일�예정이다.�

네이멍구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두� 부자(⽗⼦)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삼각형

과� 사각형의� 합판들을� 철� 골조에� 나사와� 드릴을� 이용해� 이어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

다.� 닭장의� 모양대로�이미� 잘� 재단된� 재료들이�도착하였지만,� 재료들을�조립하는�작업

이� 쉽지만은� 않다.� 플라스틱� 합판은� 견고함이� 장점이지만� 그� 견고한� 물질들을� 전기드

릴로� 뚫고� 철골조물과� 나사로�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바닥� 재료로� 쓰이는� 철조

망을� 철사와� 대나무를� 이용해서� 철골조물에� 연결하는� 작업은� 섬세함이� 필요하다.�

(20110624� 닭장�제작�작업�참여관찰�자료)� � � �

2011년에는 내구성이 비교적 높은 플라스틱 합판으로 닭장을 만들기로 결정하

면서, 닭장의 내구성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이동식 소형 닭장을 

설치하고, 재료를 변경함으로써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

른 문제가 제기되었다. ‘대형비닐하우스→나무재질닭장→플라스틱재질닭장’으로 

바뀌어가면서 내구성은 높아졌지만 닭장을 만드는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닭 사육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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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황류(黃柳)로 닭장 만들기

그러나 생태학자는 다른 예산을 감액하는 대신에 초원에서의 닭 사육 시범사업

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결정하였다. 과학자는 기업가와는 달리 

경제적 이익보다는 자신의 과학적 실험과 시범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시범과 혁신이 지속되기 위한 지출을 선택한 것이었

다.70)  

지출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과 목축민들은 초원식생의 특성과 전통적

인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황막초원, 즉 마을 곳곳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황류

(黃柳)를 엮어서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닭장을 만들어서 나무의 끝부분은 땅에 고

정시키고 닭이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서 비용을 줄이고자 하였다. 2011년 

봄, 손재주가 좋은 마을의 50대 남성 엉거는 우 서기에게 황류로 엮은 닭장 두 

개를 만들어 선물하였다(그림 3-12, 3-13). 과학자들 역시 황류 닭장의 비용절감

을 높이 평가하였다.  

70) 과학자의 입장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4장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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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황류로 만든 닭장 

비용 문제 외에도, 이동식 소형 닭장은 목축민들에게 번거로운 일들을 증가시

켰다. 야생동물의 피해를 막는 데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넓은 초원에 산재되어 있

는 수많은 닭장들을 매일 아침저녁으로 열었다 닫았다 해야 하는 일과를 반복해

야 했다. 

일반적으로 닭이 알에서 깨어나 45일 정도가 지나면 초원에서 스스로 자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고, 그 때가 되면 닭을 초원에 방목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동식 닭장에 분산시켜 닭을 기르게 될 경우에는 닭이 자기 집을 찾아 스스로 

돌아갈 때까지 약 일주일에서 이주일의 기간 동안 아직 닭장으로 돌아가는 길을 

인식하지 못한 닭이 야생동물의 피해를 입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밤마다 닭을 잡아

서 닭장에 집어넣어야 했다. 닭들은 낮에는 가까이 가면 쉽게 도망가기 때문에 

밤이 되면 손전등을 들고 닭장과 초원 사이를 다니면서 닭을 닭장에 넣는 일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닭들은 어두워져도 자신의 집을 찾아 

돌아갈 수 있게 된다. 결국, 소형 이동식 닭장의 혁신의 원만한 이행은 이렇게 목

축민들의 그들의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얻게 된 소득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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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이동식 닭장으로 인해서 안전이나 위생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몽골

족 목축민들의 노동량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닭장 제작비용 역시 증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을 기르는 목축민들은 닭의 안전을 택한 대신에 늘

어난 일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였고, 과학자는 닭장을 제작하는 데 지원

해야 할 비용이 증가하였지만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 비용을 투자

하기로 결정하였다. 과학자는 자유로이 초원을 돌아다니던 닭을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제한당하더라도 저녁이 되면 닭장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습성을 발현시켰

다. 과학자와 목축민의 비용과 번거로움이라는 기존의 상충되었던 이해관계에 대

해서 양측이 타협을 함으로써 혁신책이 마련되고 닭의 토착화가 성공적으로 이루

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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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시계’에서� ‘닭시계’로:� 몽골족�생활양식의�변화

 4절에서는 가축에서 가금으로의 사육동물의 대체가 몽골족 목축민들의 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에반스-프리차드(Evans-Pritchard 

1940)는 누어족에게 있어서 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소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누

어족의 시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바인후수의 목축민들에게도 토종소의 목축은 

매우 중요하다. 목축민들의 하루 일과 및 계절의 변화에 따른 활동들은 소와 깊

이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젖소를 기르게 되면서 그들 중에 다수는 

젖소로 인해 변화된 생활 패턴 속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2009년부터는 그들 중의 

일부 목축민들이 기존에는 길러보지 않았던 새로운 동물종인 가금, 닭을 기르게 

되면서 닭의 사육과 관련한 하루의 일과, 계절 변화에 따른 활동들에 새로이 적

응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 목축민(牧畜民)은 ‘목금민(牧禽民)’이 되었고, ‘소

시계’에 따르던 그들의 시간은 ‘닭시계’에 맞추어 돌아가게 되었다. 

에반스-프리차드는 초원에서 생활하는 누어족의 습성이 이미 생태계 속에서 주

어진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닭의 사육을 계기로 초원에서의 

목축민들의 습성71)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닭을 사

육하는 삶의 방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목금의 생태계가 구성되고 있다고 본다. 

여기서의 생태계는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만들어가는 것이며, 습성은 본성이 아

니라 다른 여러 행위자들과의 협의, 타협, 또는 혁신을 통해서 획득해 나가는 과

정인 것이다. 초원비계라는 혁신을 통해서 몽골족은 목축민으로서의 습성에서 목

금민으로의 습성으로 변하고, 닭은 양계장의 ‘멍청한’ 닭에서 소형 이동식 닭장을 

찾아가고 초원의 벌레들을 잡아먹으며 초원의 회복에 도움을 주는 ‘똑똑

한’(Despret 2004) 닭의 습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1) 토종소(및 양)를 기르는 목축민의 하루와 사계절

바인후수의 목축민들은 대대로 소, 양, 말과 같은 가축을 기르면서 살아 왔다. 

바인후수 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해서 초지 면적이 작고, 사지가 많이 분포하였기 

때문에, 4계절 내내 초원을 이동하면서 생활하기보다는 여름방목지(夏營盤)와 겨

71) 습성은 영어로 habi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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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방목지(冬營盤)로 나뉘어 일 년에 두 번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생활해 왔다. 그

들은 1980년대 초반까지는 이동식 천막집인 몽고바오(게르, 蒙古包)에서 생활하

면서 6월부터 9월까지는 여름방목지에 몽고바오를 짓고 생활하였고, 10월부터 이

듬 해 5월까지는 겨울방목지(冬營盤)에서 생활했다. 

바인후수 마을이 속한 시린궈러 맹 지역은 다른 네이멍구 지역에 비해서 기온

이 낮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다. 네이멍구 시린궈러 맹 지역의 봄은 거의 없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월에도 눈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여름이 시

작되는 6월이 되어야 긴 겨울동안 축사에 갇혀 있던 소들은 초원으로 나가서 풀

을 뜯을 수 있게 된다. 

여름에 목축민들의 하루의 일과는 소젖을 짜면서 시작된다. 여름(6월~8월)과 

초가을(9월)에는 하루에 두 번, 오전 4시와 오후 7시 경 토종소의 우유를 짠다. 

새벽에 우유를 짜고 나서 소들은 집 앞 철조망이 둘러진 개별 가구의 목초지에서 

풀을 뜯는다. 목축민들은 정오를 전후하여 가축들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 

암소는 상반기(1월~6월)에 새끼를 낳는데, 송아지를 출산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젖이 많이 나는 여름에 두 번 젖을 짠다. 많이 생산된 우유를 가지고 목축

민들은 긴 겨울 동안 먹을 유제품을 만들어 보관해 놓는다. 

〔사례3-8〕� 토종소를�기르는�목축민의�하루

나는� 아침� 7시에� 사르나(부인,� 여,� 30대� 초반)가� 깨워� 일어났다.� 그녀가� 준비한� 나

이차와� 궈즈로� 간단하게� 아침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이들� 부부는� 풀베기를� 다�

마쳐�시간의�여유가�생긴�지� 며칠� 되지� 않았다.�

차를� 다� 마시고� 8시� 경� 사르나와� 우르지(남편,� 남,� 30대� 중반)는� 토종소의� 젖을� 짜

기� 위해서� 집� 앞� 마당으로� 나왔다.� 어제� 저녁� 집� 앞에� 소들을� 데려다� 놓으면서� 아침

에� 젖을� 짤� 수� 있도록� 송아지는� 우리에� 가두어� 두었던� 터였다.� 어미� 소의� 젖을� 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 어미� 소에� 해당하는� 송아지를� 한� 마리� 씩� 우리로부터� 꺼내어�

풀어준다.� 그리고� 그들� 부부는� 송아지에게� 젖을� 빨게� 해서� 젖이� 돌기� 시작하면� 송아

지의� 입을� 마스크로� 봉하고,� 젖이� 돌기� 시작한� 어미� 소를� 고정시키고� 젖을� 짠다.(그림�

3-14)� 어미� 소는� 송아지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고,� 송아지는� 묶여있는� 걸� 몸부림치

면서� 벗겨내고� 어미� 소에� 가려고� 한다.� 송아지가� 여름에� 비해서� 많이� 커서� 사르나� 혼

자�다루기가�쉽지� 않다.� 남편도�함께�도와�송아지를�묶는다.�

한� 시간� 정도의� 젖� 짜기가� 끝나면,� 사르나는� 헝겊으로� 우유의� 불순물을� 걸러내고�

항아리에� 보관한다.� 그리고� 어제와� 그저께� 짜� 두었던� 발효된� 우유를� 가지고� 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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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소젖 짜기

17시: 연료로 사용할 소똥 모으기

18시: 소들을 데리고 돌아오기

〔그림 3-14〕 목축민의 하루 일과

10시: 소들을 목초지로 내보내기

10시, 15시: 소에게 물주기

펴�나이도우푸(奶豆腐,� 치즈와�비슷한�몽

골족�전통� 유제품)를�만든다.�

우르지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소에게�

먹인다.� 그리고� 소똥을� 갈퀴로� 모아� 집�

앞에� 쌓아둔다.� 그리고� 젖을� 다� 짜고,� 물

을� 마신� 소들을� 조금� 멀리� 떨어진� 초지

로�데려다�놓고� 풀을� 먹게� 한다.�

그저께� 시내에서� 새로� 사� 온� 누런� 점

박이� 수소(⿈花公⽜)를� 따로� 다른� 우리에�

격리시켜� 놓고,� 풀과� 물을� 준다.� 새로� 온�

수소를� 아직� 무리� 사이에� 풀어놓지� 못하

고� 있다.� 수소가� 새�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서� 도망� 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은�홀로� 우리에서�생활하고�있다.�

우르지는� 월동준비를� 한다.� 다른� 가구의� 소들이� 철조망을� 넘어와� 풀을� 먹지� 않도록�



- 124 -

〔그림 3-16〕 몽골족의 결혼식:  

손님들에게 마유주를 올리는 모습

〔그림 3-15〕나담 축제의 현장에서 

씨름선수들과 함께

철조망� 기둥을� 수리해야� 한다.� 그는� 시멘트� 기둥과� 철사를� 챙겨� 오토바이를� 타고� 철

조망�근처로�나갔다.� 돌아와서는�여름�동안�관리하지�않아� 무너진�축사를�고친다.�

저녁이�되어� 사르나와� 연구자는�걸어가� 먼� 곳� 초지에�풀어놓았던�소들을� 데리고�돌

아왔다.� 소들은� 집� 앞에서� 휴식을� 취하고� 송아지는� 내일� 우유를� 짜기� 위해� 축사에� 격

리시켜� 놓는다.� 저녁을� 먹고�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잠자리에� 든다.� 그렇게� 목축민의�

하루가�지난다.� (20110923� 사르나와�우르지�부부네�일과�참여관찰�자료)�

위의 참여 관찰기록에서처럼 남성인 우르지는 주로 가축을 돌보는 일을 담당한

다. 새벽에 젖을 다 짠 소들을 초지로 데려 가서 풀을 뜯게 하고, 물을 주는 것

은 보통 남성의 몫이다. 여름에 초지 면적이 부족하여 소를 배불리 먹일 수 없을 

때, 목축민들은 다른 마을로 임시로 이주하여 초지를 임대해 소에게 풀을 먹인다. 

안주인인 사르나는 젖을 짜고, 우유로 나이차(奶茶)와 같은 유제품을 만든다. 남

성이 여성들의 일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여성들이 출타중인 남성을 대신해 가

축을 관리하는 경우는 많다. 

여름에는 주로 양고기를 먹는다. 2007년 양 사육이 금지되기 전에는 집에서 기

르는 양을 잡아서 먹었지만, 2007년부터는 집집마다 판매용이 아닌 식용으로 몇 

마리씩 기르기도 한다. 대부분은 주로 시내 또는 이웃 마을에서 양을 구입 해다

가 잡아먹거나 양고기를 사 먹는다.72)   

한 여름인 7월에는 몽골족 최대 행사인 나담(那達慕)이 열린다. 몽골족들은 설

날보다 나담을 더 중요한 행사로 생각한다. 나담이 열리는 시기에, 몽골족들은 마

72)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 있으나 소규모이고, 벌금이 매겨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벌금을 

직접 매기는 모습을 본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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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8~9월: 가을의 풀베기

을과 각급 단위 행정중심지에 위치한 제단에서 하늘에 제를 지내고(祭敖包), 씨

름과 말경주 등과 같은 민속놀이를 즐긴다. 

초원의 늦여름이 다가오면(8월 중순), 풀이 마르기 시작한다(草開始幹). 목축민

들은 8월에서 9월 사이에 풀을 베어 저장해 두었다가 한겨울 내내 가축들에게 

먹인다. 2001년 이후 방목은 금지되었지만 풀베기는 가능한 여름목초지에서 풀을 

베어 나른다(打草, 拉草). 초원생활의 한 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일인 풀베기 

기간에는 도시로 나가있던 가족친지들이 모두 돌아와 일을 돕는다. 또한 이웃끼

리도 서로의 초지의 풀을 베고 나르기를 상부상조한다. 풀을 베지 않는 시간에는 

경운기와 칼날을 정비하는 일을 한다. 

9월 말에서 10월이 되면, 풀을 베고 저장하는 일이 마무리가 되고 일 년 중 가

장 바쁜 시기를 지나 목축민들은 여유를 되찾게 된다. 토종소의 젖도 줄어들어 

이 시기가 되면 목축민들은 하루에 한 번 아침 또는 저녁 편한 시간에 소젖을 짠

다. 

풀 베어 나르기를 마치고 나면, 땅이 굳기 전에 축사를 정비한다. 풀베기와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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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비가 끝나면 그들은 가장 중요하고 바쁜 시기를 마치고 한가해진다. 가을은 

여름 동안 식생이 가장 무성할 때 풀을 충분히 먹고 살이 찐 소들을 판매하는 시

기이다. 사람들은 그 해에 태어난 어린 송아지(만 1세가 되지 않은 송아지, 牛犢)

와 늙은 소를 판매한다. 한 해 중에서 가장 풍요롭고 여유가 있는 시간이다. 따라

서 결혼식 등의 집안의 다양한 행사들은 10월에서 11월의 목한기 사이에 주로 

이루어진다. 11월 중순이 되면 집집마다 소를 한 마리씩 잡는데, 이 소고기와 여

름 내 만들어 둔 유제품으로 겨울을 난다.  

겨울에는 초원의 모든 것이 얼어붙기 때문에 가을에 베어서 저장해 놓은 건초

를 소에게 주는 것은 동절기 목축민들의 주요 일과이다. 12월이 되면, 목초지에

서 방목하던 소들은 가을 내 정비한 축사에서 생활하게 된다. 건초와 물은 보통 

해가 질 무렵에 하루에 한 번 준다. 축사를 매일 청소해주고, 눈과 바람에 무너지

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겨울이 되면, 소젖의 양이 줄어들어 오전 8시 또는 오후 4시 중 선택적으로 하

루에 한 번만 젖을 짠다. 추운 겨울에 젖을 짜는 것은 쉽지 않지만, 주로 몽골족 

목축민들이 매일 마시는 나이차를 만드는 데 쓰인다. 또 사계절 내내 모아두었던 

소똥으로 음식을 해 먹고 집을 따뜻하게 난방을 한다. 소에게서는 아무 것도 버

릴 것이 없다.73) 

2) 젖소를 기르는 목축민의 하루와 사계절

바인후수 마을은 국가 정책 시행으로 젖소 사육 마을로 선정되어, 마을 사람들

은 2008년부터 우유 판매를 통해 소득을 올리기 위해 젖소를 기르기 시작했다. 

고기를 판매하는 것이 주목적인 토종소와 달리, 젖소는 매일 우유를 짜는 것이 

주요한 하루일과가 된다. 그들은 365일 쉬지 않고 하루에 두 번씩 12시간 간격으

로 젖소의 젖을 짜 주어야 한다. 

매일 새벽 4시 반 우유수급기지의 문이 열리고 젖소들은 기지에 도착한 순서대

로 기다려 우유를 짠다. 목축민들은 착유가 끝나고 나면 관리인으로부터 몇 리터

를 짰는지 수치를 기록하고 확인도장을 받고 개별축사로 돌아와 젖소에게 사료와 

73) 에반스-프리차드의 『누어인』1장 소의 중요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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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6시, 18시: 젖소수급기지에서의 착유 

물을 먹인다. 아침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시내로 우유를 가져가기 위한 전용냉

장화물차가 마을을 방문한다. 우유수급기지를 관리하는 책임자는 이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하루 2회 착유를 거쳐 냉장 보관된 우유를 화물차에 실어서 보낸다.  

젖을 다 짜고 나서 목축민들은 자신들의 목초지로 젖소를 데려가 풀을 뜯을 수 

있게 한다. 젖소 사육을 위한 신 거주지를 조성하면서 주변에 마을 공동 소유인 

목초지를 신 거주지로 이주한 마을 사람들에게 개방하였다. 마을 공동 목초지는 

모래언덕 즉, 사구(沙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젖소들을 모두 그

곳에서 방목하기에는 풀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은 가깝거나 

먼 곳에 위치한 원래의 개별 가구의 목초지로 젖소들을 데려가 풀을 먹여야만 한

다. 목축민들의 이동은 신 거주지의 가까운 곳에 자신의 초지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먼 곳에 초지가 있는 경우에 이동에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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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9〕� 젖소�사육의�하루

수허는� 2008년부터� 나이뉴촌(바인후수� 하오터)에� 거주하면서� 젖소를� 기른다.� 오전

에� 젖을� 짜는� 것을� 마치면� 젖소들에게� 사료와� 물을� 먹인� 후,� 수� 킬로미터� 떨어진� 자

신의� 겨울방목지(부둔마오두� 하오터)로� 젖소들을� 데리고� 간다.� 오고� 가는� 데에도� 시간

이� 오래� 걸리지만� 젖소에게� 풀을� 충분히� 먹이기� 위해서는� 멀리까지� 가야� 한다.� 오랫

동안� 살아� 왔던� 자신의� 집과� 초지에서� 토종소를� 방목할� 때에는� 발생할� 수� 없는� 불편

이다.� 수허는� 젖소를� 구입한� 2008년부터� 매일같이� 다녔기� 때문에� 자신도,� 젖소들도�

적응하였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새벽에� 젖을� 짜고� 나서� 아침식사를� 하고� 수� 킬로를�

왕복하고� 다시� 오후에� 돌아와� 젖소에게� 사료와� 물을� 먹이고� 젖을� 짠� 후에야� 집에� 와�

저녁을�먹고�쉴� 수� 있다.� 점심을�제대로�먹는�것은�꿈도�꿀�수�없다.� 연구자가�숙소를�

나와�조사하러�가는�길목에서�종종� 수허가�젖소와�같이�가는�모습을�볼�수�있었다.�

수허의�친척이고� 목초지가�수허� 네� 바로� 옆인� 짜오페이도�처음에는� 수허와�함께� 자

신의� 젖소들을� 데리고� 이동을� 시도했었다.� 그렇지만� (특히� 새로� 산� 나이가� 많은� 7~8

세의)� 젖소들이� 먼� 거리� 이동에� 적응하지� 못해� 젖이� 잘� 나오지� 않아서� 그는� 매일의�

이동을� 포기했다.� 대신에� 모자라는� 풀은� 외부에서� 건초를� 구입해서� 젖소에게� 먹인다.�

(20110617� 수허,� 남,� 40대� 초반,� 짜오페이,� 남,� 40대� 초반,� 면담� 및�참여관찰�자료)

오후 3~4시 경에는 개별 가정의 목초지로부터 젖소를 우유수급기지로 데리고 

돌아온다. 목축민들은 젖을 짜러 가기 전에 사료와 물을 먹이고 오후 5시경에 우

유수급기지에서 그 날의 두 번째 착유를 한다. 변함없이 관리인으로부터 생산량

을 확인받고 젖소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다. 

마을에 젖소 사육 장려를 위해 건설된 신거주지는 우유수급기지를 중심으로 형

성되어 있다. 또한 우유수급기지 근처에는 개별 가정에 축사를 지어주어 편리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각 개별가정 소유의 초지가 마을 곳곳에 분산되어 있

어서 젖소를 방목시키기 위해서는 목축민들이 자신의 초지까지 아침 착유와 저녁 

착유 시간 사이에 방목하는 시간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

까운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먼 곳에 살던 사람들은 

그 거리는 왕복으로 따지면 수 킬로에 이르는 거리이다.

그래서 일부 자신의 원거주지 및 초지가 우유수급기지와는 먼 거리에 있는 목

축민들은 젖소를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지은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고 우

유수급기지에 직접 우유를 공급하지도 않는다. 대신에 젖소에서 얻은 우유를 가

지고 나이도우푸(奶豆腐)와 같은 몽골족 전통 유제품을 만들어 시내에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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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14시: 유제품(나이도우푸) 만들기

그러나 토종소에서 비교적 적은 양의 우유를 얻어 가내식용인 유제품을 만드는 

것과는 달리, 토종소의 몇 배가 넘는 많은 우유를 직접 손으로 짜야 한다. 전기가 

우유수급기지와 신거주지를 거점으로 대로변과 신거주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따라

서만 들어오기 때문에 산재되어 있는 목축민 가구들 중에 일부는 여전히 전기 없

이 생활하고 있다. 전기가 들어오는 가구에서는 개별적으로 전기 유축기를 구입

하여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는 여성이 직접 손으로 착유를 해야 한다. 

나이가 들거나 관절염 등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젖 짜기와 유제품 제조과정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목축민 가정에서는 다른 마을에 있는 유제품 제조공장이

나 2011년부터 마을 내에 새로 문을 연 유제품 가내수공업 제조 공장으로 우유

를 납품하여 일손을 덜기도 한다. 

12월이 되면, 젖소도 축사 안에서 생활을 한다. 그러나 토종소가 축사에서 저

녁에 건초와 물을 먹고 축사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과는 달리, 젖소는 추운 겨울

바람과 눈을 뚫고 우유수급기지로 가 젖을 짜야 한다. 구 거주지의 젖소를 사육

하는 사람들도 겨울 추위를 무릅쓰고 축사에 가 하루에 두 번 직접 매일 젖을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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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토종소가 고기를 위한 육우라 겨

울에는 젖을 짤 필요가 없는 반면에, 젖소는 젖을 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

라도 젖을 짜 주지 않으면 젖이 불기 때문이다. 젖소를 기르는 목축민들은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바쁜 하루하루를 사계절 내내 보낸다.

 

3) 닭을 기르는 목축민의 하루와 사계절

닭의 사육은 크게 병아리의 실내 사육 시기(脫溫育雛期)와 초원에서 사육이 이

루어지는 닭의 방목 시기(野外放養期)로 나뉜다. 닭은 4월말에서 5월 초에 갓 달

걀에서 부화되었을 때 네이멍구로 와서 사육되기 시작한다.

첫째, 목축민은 병아리들이 초원에 적응할 수 있게 45일간 축사에서 사육한다. 

목축민은 매일 아침저녁으로(보통 오전 7~8시와 오후 2~3시경)에 병아리에게 성

장기 전용 사료(育雛飼料)와 물을 먹인다. 병아리는 아직 면역력이 형성되지 않

았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항생제를 물에 타서 물을 마실 때 함께 공급한

다. 

닭이 사료를 다 먹고 나서야 목축민들도 나이차를 마시고 아침식사를 한다. 오

전에는 병아리의 배설물을 청소하는 작업을 한다. 초원에서 생활하기 이전 단계

에는 병아리가 실내 축사에서 생활할 뿐만 아니라 면역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

황이기 때문에 더욱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병아리 사육 기간 동안에는 

닭이 초원에서 방목되기 전에, 초원의 보금자리인 이동식 소형 닭장을 미리 보수

하고 부족한 것들은 새로 만드는 작업을 틈틈이 한다. 

6월 중순, 닭이 초원에 나가서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자라게 되면 닭을 플라스

틱 박스에 잡아넣어 초원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소형 이동식 닭장으

로 옮긴다. 이 시기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친지들까지 함께 모여 수천 마리의 닭

을 며칠 밤 내에 초원의 닭장으로 이동시킨다. 해가 지고 나서 닭의 움직임이 둔

해졌을 때 상자에 옮겨 넣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닭을 실내축사의 

닭장에서 플라스틱 박스로 옮겨 차에 싣고 초원에 있는 소형 이동식 닭장으로 옮

긴다. 하나의 소형 닭장에는 약 100~150마리씩 거주하게 된다. 그들은 마릿수를 

세어 이 숫자에 도달하면 닭장 문을 닫고 다음 닭장으로 옮겨가는 식으로 닭을 

배분한다. 닭을 초원의 이동식 닭장으로 옮기고 나서 며칠 동안은 닭이 아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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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자신의 닭장을 인지하지 못해서 제대로 닭장을 찾아가지 못한다. 이 기간 

동안에 목축민은 저녁에 어두워지면 막대기를 들고 닭장 밖을 돌아다니는 닭을 

잡으러 초원 곳곳을 누벼야 한다. 그들은 손전등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낮은 나무 

위아래에, 철조망 근처에 산재해 있는 닭을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직접 잡아서 

닭장에 집어넣는 번거로운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3절에서 기술하였듯이, 닭이 야

외에서 밤을 보내게 되면 야생동물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닭을 잡아서 닭장에 넣고, 스스로 닭장에 돌아가기까지 관리하는 것은 닭

의 초기 초원 적응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둘째, 초원에서 닭의 방목은 6월 중순에서 이르면 9월말 늦으면 10월초까지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 오전 4시 반, 동이 트기 전부터 닭 사육의 하루

는 시작된다. 목축민은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닭장의 문을 열고 닭들이 초원으

로 나와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그들은 닭장의 문을 다 열고나서, 사료와 물을 

닭장의 앞에 있는 사료통과 물통에 분배하는 일을 한다. 보통 8시 정도가 되면 

사료와 물을 주는 일이 마무리된다. 사료와 물 분배가 끝나고 나서 초원을 돌아

다니며 곳곳에 닭이 낳은 달걀을 수거하는 작업도 오전에 이루어진다. 

목축민은 닭의 아침식사를 챙기고 난 후에야 뒤늦게 나이차와 궈즈(果子, 꽈배

기 튀김과 유사)로 간단한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그들이 부릴 

수 있는 유일한 사치는 닭이 갓 낳은 신선한 무공해 유기농 달걀을 삶아서 하나

씩 아침식사 시간에 먹는 것이다.  

먹이를 다 주고 난 후 여유가 생기는 낮 시간에는 사료창고에서 사료로 쓰일 

옥수수를 닭이 먹기 쉬운 상태로 만들기 위해 분쇄하는 작업을 2~3일에 한 번 

한다. 초원에 방목한 이후에는 면역력이 생긴 닭과 태양광으로 살균소독이 이루

어지는 닭장을 위해 따로 특별히 위생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점심식사를 마치

고, 오후 3시 반 정도가 되면, 닭에게 사료와 물을 한 번 더 준다. 

닭장의 위치를 익히는 초원 적응 기간 동안에는 매일 저녁 어두워지면 닭을 잡

아 닭장에 넣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 그리고 닭들이 보금자리로 다 돌아가고 나

면 야생동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닭장의 문을 닫는다.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 계

절에 따라서 해 지는 시간이 늦어지거나 빨라지는 것에 따라서 닭이 닭장에 다 

돌아갈 즈음에 맞추어 문을 닫는다. 그렇게 닭 초원 방목 시기의 하루의 일과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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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내내 기르던 닭을 9월말에서 10월 초에 도살한다. 닭 도살은 약 2주간 이

루어진다. 그 기간에는 일꾼을 고용해 하루 종일 닭을 도살한다. 이 기간은 닭을 

기르는 목축민이 1년 중 가장 바쁜 시간이다. 마을에는 도시와 같은 대규모 도살

장이 없어서 직접 일꾼을 고용해서 도살을 해야 한다. 따라서 도살 작업은 사육

규모에 따라 수일이 걸린다. 2011년에는 13,000마리를 도살하기 위해서 장장 2

주에 걸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한편으로는 닭을 도살하면서도, 

달걀을 낳기 위해 남겨둔 암탉과 도살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닭에게 지속적으로 

사료와 물을 주며 관리를 해야 한다. 닭 사육과 도살 작업 두 가지를 동시에 해

야 한다. 또한 일을 하느라 바쁜 여러 일꾼들의 식사도 삼시 세끼 준비해야 한다. 

10월 초․중순, 도살 작업이 완료되고, 달걀 생산을 위해 남겨진 암탉들은 네이

멍구의 이른 겨울을 피해 실내 축사로 보금자리를 이동한다. 이때부터가 본격적

인 겨울사육의 시작이다. 실내로 보금자리를 이동한 이후에는 초원에서 방목할 

때처럼 닭장 문을 여닫고,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해서 넓은 초원을 돌아다니지 않

아도 된다. 그러나 대신 실내 사육은 매일 축사를 청소하는 등의 위생관리가 다

시 이루어져야 한다. 

〔사례� 3-10〕� 닭� 사육의�하루�

아침� 8시경� 우� 서기는� 새로� 만든� 수레에� 사료를� 싣고� 축사� 내� 닭장의� 암탉에게� 사

료를�준다.� 그리고�급수기의�레버를�열어� 닭에게�마실� 물을� 공급한다.� 먹이를�다� 분배

하고� 나서� 우� 서기는� 배설물로� 지저분해진� 닭장� 바닥을� 청소한다.� 야외에서� 방목할�

때와는� 다르게� 매일� 축사� 바닥에� 생기는� 배설물들을� 청소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우�

서기와� 어르글러는� 물이� 멀리까지� 분사되는� 호스와� 빗자루를� 이용하여� 바닥에� 오물들

을�깨끗하게�씻어낸다.

그들은�사료와�물을� 주고� 청소를� 마치고�나서� 닭장� 사이를�돌아다니면서� 달걀을�수

거한다.� 수거한� 달걀은� 개수를� 세어� 지푸라기로� 덮어� 깨지지� 않게� 상자에� 넣는� 작업

을� 한다.� 달걀은� 베이징의� 판매점으로� 보내는데,� 3일에� 한� 번� 정도� 일정량의� 달걀이�

모이면�베이징으로�가는� 차편을�이용해�배송을�한다.�

점심을�먹고�오후에는�닭에게�줄� 옥수수�사료를�분쇄하는�작업을�한다.�

저녁에는� 5시경에� 닭에게� 사료와� 물을� 한� 번� 더� 준다.� 네이멍구는� 저녁에� 이른� 시

간부터� 어두워지지만,� 우� 서기에� 따르면,� 닭이� 사료를�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저녁� 8시

까지는�축사의�불을�켜둔다고�한다.� (20111001� 우�서기�닭�사육�참여관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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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초부터 남겨진 암탉은 알을 낳기 시작한다. 2010년 가을부터 2011년 여

름까지 1년을 주기로 살펴보면, 1000마리의 암탉은 10월에 달걀을 낳기 시작하

여, 11월에는 100~200개를 낳는다. 12월에서 3월까지는 약 600~700개로 70%

의 산란율을 보이며, 그 수가 절정에 이른다. 하지만 4~5월에는 300개로, 6~7월

에는 100~200개로 확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8월이 되면 계란의 수는 수십 개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절정기를 지난 암탉은 이듬해에 도살해 판매한다.

네이멍구의 겨울은 길고 춥지만, 수백 마리의 암탉이 함께 있어서 축사는 비교

적 항온이 유지되고, 아주 추운 기간 동안에만 난로를 이용해 난방을 해 주면 된

다고 한다. 긴 겨울이 지나고 다시 5월이 되면, 닭장 속에 있던 암탉들은 다시 

초원으로 나와 생활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5월에는 갓 부화한 새 병아

리가 네이멍구에 도착하고 다시 새로운 주기의 닭 사육이 시작되는 것이다. 

〔사례� 3-11〕� 닭� 사육�성공�요인

-� Q(연구자):� 다른� 사람들이�닭�방목을�성공�못한�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 A(우� 서기):� 첫� 해에는� 실패할� 수도� 있다.� 실패한� 이후에� 경험이� 생기면� 잘� 기를�

수�있는데,� 처음에�실패했다고�안�길러버리면�안되는데�말이다.

-� Q:� 닭� 기르는�데�요구되는�것은� 무엇인가?

-� A:� 부지런함이� 요구된다.� 닭을� 기르려면� 아무래도� 좀� 더� 부지런해야� 할� 것이다.�

토종소나� 양은� 여름에는� 다른� 관리� 없이� 물만� 제� 때� 먹이면� 된다.� 철조망� 안� 초지에�

넣어두고� 목마르지만� 않게� 관리하면� 3~4일도� 상관없다.� 그� 외에도� 아무래도� 닭을� 기

르는� 것이� 토종소를� 기르는� 것보다�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 (20111009� 우� 서기� 면

담�자료)�

목축민은 이전까지는 소 시계에 맞추어 하루의 일과를 생활해왔다. 그들에게 

부지런함이란 아침 일찍 일어나 소젖을 짜고, 시간에 맞추어 소에게 풀을 뜯기고, 

사료를 먹이며, 물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소가 먹을 풀의 변화에 따라서 하루에

도 이쪽 초지에서 저쪽 초지로, 계절을 따라 저쪽에서 이쪽으로 부지런히 움직인

다. 

그러나 닭을 사육하는 목금민이 된 마을 사람들에게 부지런함이란 닭을 잘 길

러내는 일련의 활동을 수행해내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닭장 문

을 열고, 하루에 두 번씩 제 시간에 사료와 물을 주고, 저녁에는 늦지 않게 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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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닫아야 한다. 또한 겨울이 되어 실내 축사에서 달걀을 낳기 위해 사육하고 

있는 닭에게는 부지런히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청소를 해 

주어야 한다.

위의 인터뷰에서 우 서기가 대답한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목축민과 목금민에게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닭의 생태계와 닭의 성장 변화에 따라 그에 적절한 ‘부지

런함’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목축민에게 필요하게 되었다. 그는 수년의 닭 사육

을 통해서 이러한 부지런함에 대해서 습득하고 체현하여 목금의 생태시계에 맞추

어 하루 일과를 꾸려 나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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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양 토종소 젖소

봄

1)� 기존의�닭:� 닭장에서�

사육(~4월)� 후� 방목

2)� 새로운�병아리(4월�말~)�

사육�시작

2월말~� 4월�중순�

새끼�출산

송아지�출산

젖�짜기(1회)

송아지�

출산
하루�

두�

번�

젖�

짜기

,

유제

품�

제조

여

름

6월�초:� 방목시작

방목

닭�잡아서�닭장에�넣기

양젖�짜기� (4월�

중순~7월�중순)�

양털�깎기� (6월�중순)

송아지�출산

젖�짜기(2회)

송아지�

출산

풀베기�및� 나르기:� 8월~9월�

가

을�

닭�도살:� 9월말~10월�초

닭장에서�사육�및�

암탉� 알� 낳기�시작(10월~)

양,� 어린양�판매
소,� 송아지�판매

젖�짜기(1회)

소,� 송아지�

판매

겨

울
실내�닭장에서�사육 축사�생활

축사�생활

젖�짜기(1회)
축사� 생활

〔표 3-3〕 목축민의 사계절

닭 양 토종소 젖소

방목

(하절기)

실내�

(동절기)
하절기 동절기 하절기 동절기 매일

아

침

닭장�문�

열기(새벽)
닭장�청소

양젖

짜기

양젖

짜기

소젖�

짜기

소젖�

짜기

오전4-5시:� 젖�

짜기,� 사료,�

물주기
달걀�수집

� 사료,� 물주기 물주기,

방목

물주기,�

방목점

심

사료와�물주기

(3~5시)�

물주기,� 방목

(겨울�건초)

저

녁

닭장�문� 닫기

(야생동물�

피해방지)

�

물주기,

건초�

(해질�

무렵)

�

물주기,

건초�

(해질�

무렵)

젖�짜기,� 사료,�

물주기

축사(겨울)

초지 축사 초지 축사

〔표 3-4〕목축민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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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시계’에서 ‘닭시계’로

다양하고 급격한 외부세계의 변화와 상호작용하면서 목축민들은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이며 복잡한 선택의 순간순간을 결정하며 살아가야 한다. 토종소, 젖소, 닭

으로 대표되는 목축민들의 삶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관계망과 상황의 변동

에 따라서 다시 달라지고 변화되고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있다. 초원에서 생활하

는 목축민들은 급변하는 외부적 조건 속에서도 탄력적으로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74)

앞선 세 가지 항에서 살펴보았듯이 바인후수의 마을 주민들은 토종소(양), 젖

소, 닭으로 상징적으로 대표되는 선택 가능한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75) 바인후수의 마을 사람들은 양과 토종소를 기르면서 생활해왔다. 그러나 

2007년 양의 사육이 금지되고 나서는 양은 선택지에서 제외되었다. 아직 몇몇 가

구에서는 적게 기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가구에서는 양을 기르지 않는다. 2010

년, 2011년의 금목정책으로 인해서 토종소 역시 선택지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였

다. 그러나 양처럼 완전한 금지가 아닌 150무 당 1마리로 사육을 제한하였기 때

문에 토종소가 바인후수에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젖소사육시설의 건립과 운영으로 마을의 목축민들은 젖소를 기르게 되었다. 그

렇지만, 토종소를 다 팔아버리지는 않았다. 2010년에 체결되었던 5년짜리 금목 

계약이 무효화되고 2011년에 다시 5년짜리가 체결되었다. 5년을 약속한 계약이 

1년도 지켜지지 않고 번복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2011년에 새

로 체결된 보조금 계약도 계약이 끝나는 5년 후에는 보장 받을 수 없다. 마을 사

람들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젖소를 기르는 것은 이제는 그들에게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주요한 

일상생활과 경제소득원이 되었다. 그들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우유를 팔 수 

없을 때에는 직접 유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하고, 목한기에는 실험기지나 가

까운 시내에서 임시직에 종사하면서 부족한 돈을 메꾸기도 한다. 특히 젊은 사람

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외부로 나가거나 나가려는 사람들도 있다.

74) 비평형생태학에서는 예기치 못한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그것을 완화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고안해내는 것을 주요한 특성으로 보았다(Holling 1978).  
75)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외지로 나가는 선택지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마을

에서 주가 되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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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은 과학자들의 프로젝트와 정부의 초원 정책들의 실시, 목축민들의 사육을 

통해서, 토종소, 젖소와 함께 초원 생태계에서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이 되었다. 

마을 목축민들은 여러 선택지들에 대한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생활하고 있다. 

젖소를 기르지만 토종소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으며, 목축을 하지만 다른 일에 

참여하면서 돈을 벌기도 한다. 지난 2009년과 2010년에는 중국과학원의 초원비

계 프로젝트가 대규모로 운영되던 시기에는 몇몇 마을 사람들은 동원되어 일을 

하고 그곳을 통해서 수익을 얻기도 하였다. 목축민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

에 따라서 초원의 생태계 속에서 가축이나 가금을 기르면서 ‘탄력적’(Holling 

1987)으로 생활해나가고 있다.  

중국과학원 과학자들은 우 서기의 가족이 2012년부터 자립적으로 닭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프로젝트는 성공했다’고 이야기했다. 우 서기를 제외한 바인

후수의 다수의 마을 사람들이 닭 방목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

가 마을의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리고 중국과학원

의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의미 역시 그러한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적

어도 우 서기처럼 양계에 성공한 몽골족 ‘목금민’의 생활양식의 변화는 이전의 바

인후수의 마을 목축민들에게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중국과학원의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지만, 자립적으로 닭을 기를 수 있게 된 우 

서기의 이야기는 초원에서 닭을 방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제시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바인후수의 

다른 주민들 또는 이웃의 사람들에게 ‘닭 방목’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닭시계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등장은 소시계의 생활방식을 고수해 왔던 사람들

과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일까? 새로운 세계상의 등장이 기존의 세계상과 갈등

할 것이라는 모델에 우리는 익숙하다. 하지만 새로운 생활양식의 형성이 꼭 기존

의 생활양식과 경합하거나 갈등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질서, 양식, 논리, 세계상

이 공존하는 다중성(multiplicity)(Law and Mol 2002: 11)을 보이기도 한다. 초

원비계의 생태계는 가축을 중심으로 구성된 생태계와도 공존할 수 있다. 소시계

의 생활양식을 따르는 마을 주민들이 닭시계 생활양식과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

떤 입장을 취하는지를 살펴본다.   

연구자가 2010년과 2011년 마을 사람들과 나눈 인터뷰들에서 그들은 양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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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무성의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들은 

2009년 여덟 가구의 닭 사육을 지켜보았고, 사육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 

지켜보았다. 따라서 첫 해의 호기심은 무관심으로 바뀌었다. 연구자는 갈등이나 

적대관계가 있지 않을까 해서 다방면으로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

였지만 찾아내기 어려웠다. 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이상 우 서기의 양계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았다. 이들은 자신의 초지를 분배

받아 서로 가까이는 수백 미터에서 멀리는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면서 개별

가정에 분배된 초지에서 목축을 한다. 서로의 초지를 침범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

들은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초지 옆에 방목하는 

옆집 사람의 가축이 철조망의 허술함을 뚫고 넘어오는 데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연구자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도로가 닦인 길가에 사는 사람들은 교류가 비교

적 빈번하지만, 길이 험한 하오터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교류하기가 힘들다. 그래

서 그들은 양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관여하기가 어려운 지리적 환

경에서 살고 있었다. 

직접 닭을 기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닭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림 3-16에서 보여주었던 우 서기 큰 아들의 결혼식에서 우 서기

는 자신이 직접 기른 초원비계를 음식점의 잔치음식에 특별히 추가시켰다. 잔치

가 끝나고 나서, 우 서기 직계 친척과 가족들이 남은 음식들을 가지고 뒤풀이 연

회를 하면서 ‘닭고기’ 이야기를 했다. 음식점에서 준비한 기름진 닭 요리는 아무

도 먹지 않고 통째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우 서기가 따로 준비한 초원비계 닭고

기는 사람들이 다 먹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우 서기는 이러한 점을 외국인인 

연구자와 초원기지 연구원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마을 사람들도 자신

의 손님을 접대하거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 우 서기의 양계장에 와서 닭고기와 

계란을 구입해갔다. 이를 통해서, 몽골족 마을 사람들이 직접 닭을 기르지는 않지

만 닭시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이뉴촌에 사는 한 마을 사람은 2011년 여름 우 서기에게 먹기 위해 구입했

던 계란을 부화시켜 서너 마리의 닭을 직접 기르기 시작했다. 그는 닭을 길러 알

을 낳으면 매일 달걀을 섭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바인후수 마을을 부를 때 

마을 이름 대신에 ‘양계장(鷄場)’로 부르면 주변 지역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다. 

주변에서 통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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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시계 혹은 생활양식 사이는 갈등이나 경계 혹은 경합보다는 ‘무관심’ 

혹은 ‘지켜보기’라는 말이 더 어울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세계상이 

공존할 수 있다.

5.� 소결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에서는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연

구기지가 위치한 훈샨다커 사지 목축마을에서 2009년부터 닭 사육을 시작하였다. 

식물연구소의 생태학자들은 닭 방목을 통해 초원 생태계 회복을 보여주는 것 즉, 

닭을 기르는 것이 초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목표

이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초원위에서 실험과 시범을 실시하였다. 

생태학자는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서 조건

화된 실험(試驗)을 실시하였다. 초원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닭의 사육환경과 방목

밀도를 통제하여 닭이 초원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사육될 수 있는지, 닭의 사육이 

초원의 회복에 끼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증명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과학적 통제실험의 주요한 설득의 대상은 동료 과학자들로, 그들은 이들 생태학

자들의 실험을 통해서 사막화를 방지하는 하나의 새로운 방식인 초원에서의 닭 

방목을 그들의 과학언어로 구성해나가는 과정이 바로 실험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실험’(試驗)에 대비하여, ‘시범’(示範)은 실제 초원에서 목축민들에게 

닭을 기르도록 지원하여 그와 관련된 생태적 영향, 몽고족들의 경제적 상황의 변

화 등을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생태학자는 제한된 구역에

서의 통제실험의 성공만으로는 프로젝트와 연관된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 몽고족 목축민들에게나 기업가, 정부, 소비자 등과 같은 행위자들에게 

실제로 마을에서 닭을 사육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증가, 시장의 개척 등과 

같은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2009년 처음 실시될 당시에 마을에서 이루어진 시범사업은 이중구조로 운영되

었다. 한편에서는 닭 사육 경험이 있는 외부에서 온 한족 농민들이 과학원의 지

휘 아래 임대한 땅에서 대규모로 닭을 사육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마을의 몽골

족 목축민들이 병아리, 사료, 축사 등 제반시설과 기술교육 등을 중국과학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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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제공받아 자신의 집 앞 초지에서 소규모로 닭을 사육하였다. 

초원에서 닭을 사육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생태학자, 기술원, 일꾼을 비롯한 

한족들은 농촌에서는 닭을 길러보았지만 ‘초원’에서는 처음이었다. 몽고족 목축민

들은 초원에서 소나 양은 길러보았지만 ‘닭’은 길러보지 않았다. 2009년 실시 첫

해에 이루어졌던 닭 방목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봉착했고, 그 속에서 많은 닭

들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죽기도 하였다. 이러한 난관 속에서 초원비계와 연

관된 행위자들은-예를 들어, 첫 해에 사육이 성공적이지 않았던 목축민들은 다음 

해에는 닭을 기르지 않게 되었지만, 금목 정책 등의 상황으로 다른 경제적 소득

이 제한된 사람들은 닭을 계속 기르기를 결정하기도 하였다-네트워크를 이탈하기

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 과정을 거쳐 생태학자와 함께 프로젝트를 둘러싼 

협상을 지속시켜 나갔다. 

첫 해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2010년 두 번째 해에는 생태학자는 ‘소형 이동

식 닭장’과 같은 혁신적 장치를 만들어 목축민들의 사육방식에 변화를 주었고, 닭

은 토착화의 과정을 거쳐 초원에 적응할 수 있는 습성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닭

에게 초원에 적합한 습성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생태학자들은 혁신적 장치의 발명

하고, 초원비계에 관련된 행위자들이 내는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이해관계가 닭 

방목과 부합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진단과 협상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나갔다.       

초원의 퇴화를 방지하고 목축민들의 경제적 수익 창출을 위해 실행되었던 닭 

방목 실험과 시범사업은 프로젝트의 중요한 이해관계 당사자인 몽고족 목축민들

의 생활양식에 변화를 야기하였다. 소와 양과 같은 가축을 중심으로 생활하던 목

축민들은 대신에 닭을 중심으로 하루와 계절, 일 년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시범사

업이 있기 전 마을 사람들은 ‘소시계’를 중심으로 생활했다면, 시범사업 이후 마

을의 몽골족들은 ‘닭시계’를 중심으로 한 삶의 방식에 대해 체득하게 되었다. 특

히 사육 첫 해인 2009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닭을 방목한 ‘우 서

기’ 가족과 그를 도와 양계에 참여했던 일부 목금민들에게는 생활양식의 전반적

인 변화를 야기하였다. 우 서기와 그의 둘째 아들 후허는 매해 양계를 반복적으

로 수행하면서 2009년 첫 해에만 닭을 사육하고 포기해버린 다른 마을 사람들이 

체득할 수 없었던 닭 방목에 대한 정교한 지식을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체득하였

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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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비계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닭과 양계를 제안한 생태학자를 매개로 하여,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서로 간의 관계가 재배치되고 재구성되었다. 이 장에서 

보여주었던 실험시범사업의 전개 속에서 그들은 ‘금목’(禽牧)이라는 새로운 생태

계를 구성하는 생태정치의 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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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생태�모델의�전시

중국사회에서 모델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 왔다. 모범 시민 또는 모범 마을은 

그 차이는 있지만, “한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훌륭하게 수행해냄으로써 타인에

게 행동의 지침을 제공해 주는 존재”(양한순 2007: 130)를 말한다. 최근 들어 중

국에서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환경 및 생태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이 고조되

고 있다. 사회주의 시기에는 사회주의 모델이, 개혁개방 이후에는 경제발전과 부

에 대한 사회의 열망을 반영하는 시장 모델이 주요하게 등장했었다면, 최근에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생태 모델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

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초원비계의 생태학자는 생태 모델을 통해서 자신의 실험시범 사업의 유효성을 

인정받고 주장하고 있는 가설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생태 

모델을 고안하고 추진하고 지속해나간다. 바인후수의 마을사람들은 초원의 금목

정책의 제한을 받지 않는 초원비계의 생태 모델을 통해서 ‘가축’(畜)을 기르기 어

렵게 되었지만 ‘놓아기르기’(牧)를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

다. 이러한 양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을 때 초원에서의 생태 모델은 가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과학자와 목축민으로 대표되는 두 집단은 생태 모델을 실제 초원과 목축민의 

상황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보통의 마을 사람들은 이 과정

에서 닭 방목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마을의 서기인 우르투는 유일하게 남아 닭을 

계속 기르고 있다. ‘서기’라는 지위와 그가 중국과학원에 빌려준 초지, 그리고 생

태학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닭 방목으로 얻을 수 있는 단순한 경제적 소득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번 장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중국에서 중요한 위치로 부상하고 있는 생태 

모델이 만들어지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생태 모델을 둘러

싸고 생태학자와 우 서기로 대표되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두 집단

이 갈등 속에서도 서로 타협하는 과정 속에서 생태 모델은 타인들에게 전시

(demonstration)되고 전파되었다. 여기서 미디어는 우 서기가 대표가 되어 초원에

서 닭을 방목하는 순간을 생태 모델로 담아냈다. 중국적 상황에서 초원비계 생태 

모델의 전시와 전파는 우서기 가족을 모범 호로, 초원비계의 농목업 합작사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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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로, 바인후수 마을을 과학 선진 단위로, 중국과학원 훈산다커 실험 연구기지

를 모범 과학연구 실천기지로 만들어주었다. 결국, 초원의 환경 및 생태 보존이라

는 시대적 목적과 과학자, 목축민(우 서기)의 의도가 번역되어 구체화될 수 있었

고, 초원비계의 생태 모델은 중국사회의 다른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레벨

의 모범의 집단을 탄생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1. 한� 마을�촌장의�방문

〔사례� 4-1〕� 부르둔�마을� 촌장의�기지�방문

2011년� 7월� 6일� 한� 남성이� 기지를� 방문하였다.� 그는� 시린궈러� 맹과� 이웃에� 위치

한� 츠펑� 시(⾚峰市)� 하이라쑤� 진(海拉蘇鎮)의� 부르둔� 가차(布⽇敦嘎查)에서� 온� 몽골족�
바오원성(鮑⽂⽣)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부르둔� 발전을� 위해� 고심하던� 중� 네이멍구�

지역방송국에서� 방영된� 닭� 방목� 소개� 프로그램을� 보고,� 자신의� 마을에도� 닭� 사육을�

실시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 서기의� 가족과� 기지의� 연구

원들,� 그리고�학생들은�그들� 반갑게�맞아� 주었다.� 그에게�닭� 사육� 기지와�마을을�소개

시켜�주었고,� 기지� 내의� 숙소를�내어주었으며,� 음식과�술을� 대접하였다.�

7월� 7일� 아침�연구자는�바오원성을�만나서�이야기를�나누었다.� 부르둔은�마을� 규모

가� 작아� 1인당� 200무� 정도의� 초지를� 분배받았다.� 이는� 바인후수의� 300여� 무보다도�

적다.� 초지가� 적어� 부르둔은� 한� 가구� 당� 토종� 소� 5~6마리와� 양� 십여� 마리를� 키우는�

것이� 생계의�전부라고� 한다.� 게다가� 그의� 마을의�초지의� 많은� 부분도�사구(沙丘)로� 이

루어져� 있기� 때문에� 초지의� 조건이� 좋은� 편이� 아니라고� 한다.� 마을� 여건� 상� 적은� 초

지로도�닭�사육을�할�수�있다�점이�크게�다가왔다고�한다.

찾아갔을� 때,� 바오원성은� 우� 서기의� ‘초원비계� 운영을� 위한� 마을� 합작사’의� 자료를�

읽어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작성한� 부르둔� 마을의� 항목� 제안서를� 나에게� 보여주며�

바인후수의� 자료와� 비교� 설명해� 주었다.� 만약� 항목� 제안서가� 지방� 정부에� 의해� 의결

된다면� 2012년에는� 마을� 개발� 계획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바오원성

은�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마을� 구석구석을� 직접� 둘러보았다.� 닭� 사육기지� 뿐만� 아니

라� 젖소� 사육시설과� 신� 거주지역도� 둘러보았다.� 그렇게� 그는� 하룻밤� 더� 묵고� 다음� 날�

바인후수를�떠났다.� (20110706~7� 바오원성�면담�및� 참여관찰�자료)

중국의 따자이촌(大寨村)은 사회주의 시기에 ‘마을 자립경제’의 모델이었고, 화

시촌(華西村)은 개혁개방 시기 시장경제 발전을 이룩한 마을의 모델이었다. 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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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과 화시촌은 각각 사회주의 모델과 시장 모델을 대표하는 마을로서, 두 마을

을 본받고자 시찰을 온 사람들은 이 마을들에서 각 시기의 모범적인 삶의 방식을 

학습해 갔다. 2011년 여름 부르둔 마을의 촌장인 바오원성은 생태 모델을 학습하

기 위해서 네이멍구 초원지역의 바인후수 마을을 방문하였다. 그가 생각하기에 

바인후수의 양계 시범기지는 초원 마을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모델 또는 모

범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오원성은 자신이 촌장으로 있는 부르둔이 바인후수와 유사한 자연환경에 놓

여 있다는 점에서 양계를 도입한 생태 모델을 배워가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

이라고 판단했다. 첫째, 그의 마을도 바인후수처럼 사막초원 지역으로 초지의 많

은 부분이 모래 언덕(沙丘)으로 되어 있는 곳이다. 둘째, 그의 마을도 가구별로 

분배된 초지의 면적이 작다. 바인후수는 1인당 300여 무의 초지를 분배받은 반면

에, 부르둔은 1인당 200여 무의 초지밖에 분배받지 못했다. 따라서 부르둔 마을

의 목축민들은 가축을 길러서는 높은 소득을 얻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다. 실제

로 부르둔 마을 사람들은 몇 마리의 토종소와 십여 마리의 양을 기르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의 항목 계획 및 제안서는 1)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 2)신거주지의 건설, 3)

사료 작물의 재배로 나뉜다. 첫째, 초지가 많이 필요한 가축 대신 협소한 초지에

서 닭을 사육하여 소득을 증진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바인후수의 나이뉴

촌과 같은 신거주지를 건설하여 마을 사람들이 개선된 거주환경 속에서 함께 모

여 살 것을 계획하고 있다. 셋째, 초지의 풀을 보충하는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것

을 제안했다.

이와 같은 계획을 품고 찾아온 그를 우 서기와 리용겅을 비롯한 연구원들은 기

쁘게 맞이하고 대접하였다. 연구원들은 바오원성 이외에도 양계 시범사업 이야기

를 듣고 찾아 온 다른 마을의 사람들을 손님으로 대접하면서 양계시범기지에 대

해 설명하고 참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지에 머물면서 편하게 둘러보고 휴식

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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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주의�모델,� 시장�모델�그리고�생태�모델�

2절에서는 네이멍구에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생태 모델에 대해 다루기 전에 

먼저 중국 사회에서의 모델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중국사회

에서 중시되었던 모델의 변천과정 속에서 생태 모델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

는지 그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태 모델의 출현은 중국의 사회문화적 질서의 생산과정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

나고 있음을 드러낸다. 양한순(Yang 2006)은, 모델의 변천이 사회문화적 질서의 

생산과정의 역동성을 보여준다고 했고, 이를 “모델의 정치학”이라고 명명했다(양

한순 2007 :131). 사회주의 시대의 자립경제의 모델들을 대표하는 지역이 따자이

(大寨)다. 따자이 마을의 서기인 천용구이(陳永貴)가 주도해서 농업을 발전시키

고, 자연재해를 극복한 사례는 사회주의시기에 귀감이 되었다(양한순 2007: 

143). 다른 지역의 마을들이 따자이 모델을 배워가면서 이 모델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는데, 이처럼 사회주의 시기의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생산하여 대중운동과 이데올로기 교육에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양한순 2007: 

131). 농업과 공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던 따칭(大慶)과 따자이에 대한 연

구가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사회주의 모델은 지식생산을 통한 이

데올로기의 강화와도 연계되었다. 

불락(Bulag 1999)을 비롯한 학자들은 사회주의 시기 초원, 목축, 몽골족을 둘

러싸고 전개되었던 모델의 형성과 전파, 그리고 민족관계(ethnic relations)에 대

해서 분석하기도 하였다. 사회주의 시기 목축을 하는 네이멍구 지역에서도 1964

년 겨울, 한 자매가 혹한의 날씨 속에서 여러 역경을 딛고 양떼를 무사히 구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몽골족의 레이펑(雷鋒)으로 불리게 되었다(Bulag 1999: 

21~22). 

중국에서 시장경제가 확장되면서 모델 역시 변화하였다. 양한순은 개혁개방 이

후, 탈사회주의 시기 중국인들에게 시장경제 원리와 가치가 주요한 영향력을 행

사하고 있으며, 시장 경제에서의 성공을 통해 탄생한 시장 모델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시장 모델의 대표적인 예가 따치우촌(大邱
村)(Gilley 2001)과 화시촌(華西村)(Yang 2006)이다. 마을들은 개혁개방 시기 앞

선 변화를 시도해 공업 생산을 통해 부를 획득했다는 점에서 시장모델의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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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모범마을이 되었다. 시장 모델의 성공을 통해 명성을 얻게 되면서 점점 더 많

은 사람들이 화시촌 등을 찾게 되었고 관광지로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양한순

은 개혁개방 이후의 모델들은 국가의 인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통제 바깥

에서 일반 중국인들이 시장경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고 주

장한다(양한순 2007:148). 

한편, 박충환(2014)의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개혁개방 이후 일어난 이동의 증가

와 관광산업의 발달은 사회주의 모델의 대표적인 모범촌이었던 따자이촌의 관광

활성화를 야기하였다. 사회주의 모델의 선봉에 섰으나 실패한 마을로 간주되던 

따자이촌은 개혁개방 이후 공업으로 재기를 시도하게 되었고, 나아가 “정치적 순

례지로서의 명성을 활용해서 관광산업을 부양”(박충환 2014:24)하게 되었다. 따

자이촌과 화시촌 등과 같은 사회주의 모델 또는 시장 모델의 모범촌으로서 전국

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된 마을들은 공통적으로 그 명성을 통해서 관광지로 개발

되어 관광수익을 거두었다.

 20세기 후반부터, 진보와 발전의 방향으로만 향하던 모델의 전개과정에 환경

과 생태라는 문제가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중국 정부의 환경 및 생태의 강조는 생태 모델로의 관심의 이동을 반영하고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바인후수 마을에서 초원비계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생태 모델은 이

러한 중국 내의 환경과 생태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회주의 

시기 네이멍구 초원에서 중국 정부는 농업과 개간위주의 정책(Smil 1993)을 펼쳤

고, 불락의 ‘모델 자매’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듯이 사회주의 모범이 되는 인민을 

선전하고자 했다. 개혁개방 시기의 네이멍구에서는 개별 가구에 초지를 분배하고 

가축을 개인에게 전이시켜 시장경제에 적응해나가는 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1990

년대 후반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초원 생태계 회복을 위한 환경보존 정책

을 발전정책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네이멍구를 비롯한 북방 초원 지역에서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 생

태 이민(生態移民) 사업을 실시하였다(新吉樂圖 2005). 이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

지고 있는 대표적인 환경 보전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생태 이민 정책은 초원의 

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마을 사람들을 특정지역으로 이주시켜 정착촌을 

형성토록 하여 지하수를 개발해 식수를 공급하고 경작을 실시하여 농업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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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이다. 생태 이민이 성공적으로 실시

된 곳에 대한 사례들은 정부의 지원 아래 널리 보도되고 알려진다. 반면, 북방 건

조지역의 특성과 몽골족을 비롯한 목축민들의 생활양식을 고려하지 않은 한족 농

업 정착민 위주의 생태정책의 특성으로 인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그런데 초원비계 프로젝트의 생태 모델은 과학자가 적극적으로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모델들과 구별된다. 사회주의 모델이 국가가 주도하는 정치 이데올

로기의 교육을 목적으로 형성되고, 시장 모델이 개개인의 자발적인 시장경제로의 

적응 과정에서 생겨났다면, 바인후수 마을은 과학자라는 전문가 집단이 모델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주의 모델이

나 시장모델과 구분된다. 과학자 집단이 주도하는 모델에는 지식생산의 소명이라

고 하는 새로운 요소가 첨가된다. 이에 더해서, 닭과 초원이라고 하는 생태환경을 

구성하는 사물들이 모델의 주요 구성요소로 등장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모델의 정치에 과학자 집단과 사물들이 더해지면서 정치적 의미에서의 모델과 과

학에서의 모델 간 명확한 구분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생태 모델의 또 하

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 몽골족�목축민과�과학자의�갈등과�타협

과학자, 초원, 닭, 몽골족 목축민 등 여러 참여자들 간의 협상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생태 모델의 형성과정은 여러 집단들 간의 협상과 타협의 산물이다. 아래

에서 과학자와 몽골족 목축민을 중심으로 전개된 갈등과 타협의 과정을 살펴보

고, 그 결과물로서의 생태 모델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갈등 속에서도 어떻게 

전시되고 더 먼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생태 

모델이 부르둔 마을에서 온 몽골족 바오원성과 같은 촌장의 방문을 이끌어내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1) 갈등: 경제적 이익과 지식의 생산

생태학자들은 초원의 식생을 조사 및 실험하고, 초원의 생태를 연구하여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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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과학적 지식을 생산해내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설정한다. 중국과학원의 생태

학자인 리용겅과 연구원들은 그런 점에서 초원은 실험을 위해 정리되어 있고 준

비되어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따라서 기지가 위치한 바인후수 마을은 중국과학

원 훈산다커 닭 사육 실험시범기지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험은 증명(demonstration)을 해야 하고, 증명의 핵심은 ‘보여주기’이다. ‘보여

주기’는 정치적 시위(demonstration), 예술작품의 전시(demonstration)와 마찬가

지로 과학적 실험의 핵심적인 실천이라 할 수 있다(Barry 2001:176). 생태학자가 

실험을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또 다른 생태학자들, 즉 ‘이금대축(以
禽代畜)’ 모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동료 연구자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들의 ‘시

선’이 일차적인 고려의 대상이 된다. 

〔사례� 4-2〕� 우� 서기의�거위와�과학자의�갈등:� 기지�관리�문제

거위(鵝)� 십� 수� 마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떼를� 지어서� 꽥꽥� 소리를� 내면서� 닭� 사

육기지� 전체를� 돌아다닌다.� 오전� 일과를� 마치고� 낮잠을� 자고� 있는� 숙소� 뒤편� 창문가

에서도� 소리가� 들린다.� 거위� 떼는� 무리를� 지어� 닭� 방목� 초지를� 가로질러� 분주하게� 움

직인다.� 거위� 떼는� 사람이�나타나면�소리를�내며�도망가지만�다시�주변에서�나타난다.� �

2011년� 6월� 21일� 기지에�난징(南京)으로부터�양계를�하는� 롱(戎)� 씨� 성을� 가진� 사

업가가� 기지를� 방문하였다.� 기지의� 구성원들은� 그를� 환영하기� 위해�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그� 자리에서� 리용겅� 연구원은� 우� 서기에게� 닭� 사육� 시범기지를� 돌아다니는� 거

위들을� 묶어� 놓으라고� 당부하였다.� 거위는� 우� 서기� 가족이� 2010년부터� 사육해� 왔다.�

리용겅은� 거위� 떼가� 계속� 돌아다니면� 닭� 사육기지� 초지� 식생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

기�때문에�거위를�기지에서� 2km� 정도� 떨어져�있는� 우� 서기의�집�주변�방목지로�옮겨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는� 초원을� 연구하는� 생태학자가� 실험과�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학연구기지� 내� 풀들이� 거위로� 인해서� 잘� 자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였

다.� 그러나�우�서기는�리용겅의�제안에�정확한�대답을�회피하였다.�

리용겅은� 거위문제를� 기지의� 초지관리문제로� 연결시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기지의� 입구와� 숙소� 앞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다른� 초지에� 비해서� 황토가� 많이�

노출되어� 보였다.� 그는� 기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우� 서기에게� 기지� 입구와� 건물� 앞

쪽에�위치한�초지의�푸르름을�위해서�물을�자주�주라는�당부를�하였다.�

이러한� 당부에� 대해서� 우� 서기는� 지하수를� 퍼서� 물을� 사용하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 된다고� 대답을� 하였다.� 리용겅은� 전기요금은� 중국과학원에서� 지불해

주는� 것이니� 비용� 걱정은� 하지� 말고,� 기지� 관리를� 잘� 하라고� 하였다.� 또� 그는� 절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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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지만,� 전기를� 잘� 사용해서(⽤好),� 풀을� 잘� 자라게� 하면� 좋은� 것이� 아니냐고� 이

야기하였다.� 우�서기는�이에�대해서�알겠다는�대답을�계속했다.� �

리용겅은� 우� 서기가� 초지녹화문제에� 대답하자� 초지녹화와� 거위문제를� 다시� 연결시

켰다.� 리용겅은� 우선� 기지� 환경을� 녹색으로� 만들고� 초원의� 식생의� 상황이� 좋아지면�

거위를� 다시� 기지로� 데려다가� 풀어놓자고�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우� 서기는� 자신이� 너

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거위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보낼� 수� 없다고� 이

야기하였다.� (20110621� 시범기지�저녁식사�참여관찰�자료)

리용겅 연구원의 눈에는 실험시범기지 내에서 거위들이 떼를 지어 움직이는 행

위는 기지의 목적에 위배되는 모습이었다. 거위 떼가 풀을 큰 거위발로 밟고 지

나다니거나 풀을 뜯어먹는 모습과 같은 거위의 행동들은 그들의 눈에 거슬렸다. 

과학자들이나 우 서기 네 가족 등 실험기지의 식구들(구성원)만 함께 생활할 때

에는 이러한 점들이 거슬리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곳을 시찰하

기 위해 온 과학자, 학생, 관리 등과 같은 방문객들이 기지에 왔을 때에는 문제가 

되었다. 그의 동료 생태연구자들 눈에는 통제실험 및 시범사육을 실시하고 있는 

구역을 제지 없이 거위가 넘나든다는 점은 실험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낮추는 방

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의 실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우 서기의 입장은 생태학자와는 달랐다. 중국과학원은 우 서기와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기지의 토지를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 서기는 그 초지

를 자신의 초지라고 생각하였고 거위를 기르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거위는 오리와 더불어 사육하는 데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 따라

서 건조지역에서 적은 물을 공급하고도 사육이 가능한 닭과는 달리, 거위는 소규

모로 사육할 때에는 물웅덩이가 필요하고 대규모 사육일 때는 급수시설이 필수적

이다. 우 서기는 기지 안에 있는 물웅덩이를 이용해 거위를 사육하고 싶어 했으

나, 그의 집 주변 방목지에는 거위들이 노닐 수 있는 물웅덩이가 없었다. 

우 서기는 생태학자의 견제에 대항하여 거위를 기지에서 기를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연구원들의 식사나 외부로부터 손님이 왔을 때 거

위 알로 만든 요리를 대접하는 것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몽골족 목축민들

에게 행사가 있거나 손님이 방문할 경우에 양고기와 소고기로 만든 ‘서우바러우

(手把肉)’와 같은 고기음식을 접대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환영의 의미를 지닌다. 

바인후수 양계시범기지에서는 손님을 접대할 때 이와 같은 몽골족 전통 음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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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초원비계 닭 요리와 계란으로 만든 음식이 꼭 포함된다. 이는 과학자가 

양계시범기지를 선전하는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로, 닭장에서 사육되는 닭과 달

걀과는 달리 쫄깃한 육질의 닭과 샛노란 계란으로 만든 계란부침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음식요리와 손님접대를 

담당하고 있는 우 서기는 음식을 준비할 때 거위 알로 만든 요리를 대접함으로써 

자신의 거위를 초지에서 기르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손님

접대를 위한 상차림은 시범기지에서 구축되고 있는 생태계의 구성을 제시하고 있

는 동시에, 몽골족 목축민과 과학자들 간, 그리고 초원의 풀과 거위간의 갈등 관

계를 드러내고 있다.

시범기지 주변으로 철제 담장을 설치하여 주변 지역과 기지의 숙소와 실험실 

및 닭 사육지를 분리하는 등 생태학자는 초원의 생태 모델을 대표할 수 있는 시

범기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크게 분실한 물건은 

없었지만 2010년 도둑이 들었던 연유로 인해서 수천 위안(元)을 들여 닭장 주변

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그는 기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우 서기에

게 거위의 이동뿐만 아니라 기지 앞마당과 닭 사육지의 쓰레기를 잘 치우고, 잡

초들을 뽑는 등 기지미화 활동을 꾸준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외부인과

의 구분을 위해서 직위와 이름이 적힌 명찰을 만들어 기지 내에서 활동할 때 걸

고 다닐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목축민의 관심사는 이러한 과학자의 관심사와는 다르다. 목축민에게 있

어서 초원은 삶의 터전이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생계를 위한 공간이다. 소와 

양과 같은 가축이 그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주요한 소득을 가져다주듯이, 목축민

들이 닭을 기르려고 하는 주요한 목적 역시 소득 창출이다. 우 서기 가족은 닭 

사육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닭은 소와 양과 마찬가지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소득원일 뿐이다. 이러한 이익 극대화의 과정 

속에서 우 서기가 보이는 행위들은 중국과학원과 과학자의 목표와 충돌하기도 한

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은 병아리가 닭이 되어 실내 사육시설로부터 초원으로 

옮겨지던 시기에 일어났다.

〔사례� 4-3〕� 닭을�초원의�닭장으로�옮기기

병아리� 상태의� 어린� 닭은� 실내� 사육� 공간에서� 약� 40여� 일간� 기른� 후에� 초원으로�

내보내서� 야외에서� 길러지게� 된다.� 오늘은� 4월에� 도착한� 병아리들을� 초원에� 있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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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동식�닭장으로�내보내는�날이다.� 닭을�옮기는�작업을�위해서�사람들이�모였다.� �

밤이� 되어야� 닭의� 활동이� 둔해져서� 닭을� 잡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저녁� 9시가� 되어

서야� 작업이� 시작되었다.� 우� 서기,� 사런가오와(우� 서기� 부인),� 후허(우� 서기� 아들),� 우

잉가,� 사� 리엔장(薩連長),� 치치거,� 사리엔장의� 남� 조카,� 하스,� 얼텅바터얼,� 어거,� 더거

지를후,� 나� 뚜이장� 등� 우� 서기의� 친척과�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중국과학원에서

는� 관리인인� 장비아오와� 장빙,� 쉬홍� 연구원과� 학생인� 왕종솨이와� 조메이화가� 일을� 도

왔다.� 모두� 열일곱� 명이다.� 사람들은� 둘� 셋씩� 짝을� 지어� 실내� 사육시설에� 있는� 닭을�

잡아서� 이동식� 플라스틱� 상자에� 넣는� 작업을� 하였다.� 상자가� 소형� 트랙터에� 가득� 찰�

정도가�되면� 트랙터를�운전해서�우� 서기� 네�초지로�향했다.�

올해(2011년)� 기르기로� 한� 닭의� 숫자는� 13,000마리인데,� 그� 중에서� 3,000마리를�

우� 서기� 네서� 기르기로� 했다.� 중국과학원� 관리인인� 장비아오와� 장빙에게는,� 닭은� 1마

리� 당� 5위안의� 병아리� 사육비용을� 받고�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원으로� 옮겨지는�

병아리의� 숫자를� 정확하게� 세는� 것은� 닭의� 사육과정� 중에서�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십� 수�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수천� 마리의� 닭을� 잡아� 하루� 저녁에� 옮기면서� 상자마다�

들어가는�닭의�마리수를�일일이�감시하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장비아오와� 장빙은�우� 서기� 가족이�닭을� 더� 많이� 가져가는지를�확인하기� 위한� 수단

으로� 닭� 상자� 무게를� 재보기로� 결정하였다.� 사릉고와가� 잡아넣은� 상자의� 무게는� 기술

원인� 장빙이�쟀다.� 상자를� 포함한�닭의� 무게는� 61근(1⽄=500g)이� 나왔다.� 그런데� 이

후에�다른� 상자의�무게를�재보니� 49근밖에�나오지�않았다.� 한�상자에는� 30마리씩,� 모

두� 100상자가� 오늘� 옮겨질� 분량이다.� 전자는� 1마리에� 평균� 1근6량의� 무게이고,� 후자

는� 1마리에�평균� 1근�조금�넘는�무게로�차이가�많이� 났다.�

그들은� 49근인� 상자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간다는� 판단� 아래,� 그� 상자의� 닭

의� 마리수를� 세어� 보았다.� 세� 본� 결과� 30마리가� 맞았고,� 주로� 덩치가� 작은� 암탉이� 들

어가� 있었다.� 이미� 61근인� 상자는� 초지로� 보내졌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상자�

안� 닭의� 숫자를� 셀� 수는� 없었다.� 대신에� 따로� 큰� 수탉만� 30마리를� 채워서� 무게를� 달

아보았는데,� 그�상자는�맨�처음에�달았던� 61근에는�미치지�못했다.�

이러한�측정결과에�근거해서� 기지� 관리인인�장빙과� 장비아오는� 우� 서기� 네� 몇몇� 사

람들이� 원래� 약속한� 한� 상자� 당� 30마리보다� 더� 많은� 닭을� 상자에� 넣었고,� 관리인과�

과학자들의� 눈을� 속여� 더� 많은� 닭을� 가져가려고� 했다고� 연구자에게� 이야기하였다.� 관

리인들은� 의심을� 버리지� 못했지만,� 닭을� 신속하게� 옮기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에� 문제

를�직접적으로�제기하지는�않은�채로�그� 날�밤의�이동은�마무리되었다.� �

다음� 날� 아침식사를� 하면서� 연구원,� 관리자,�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

은� 우� 서기� 초지의� 닭장에� 닭을� 옮겨� 넣을� 때� 확인� 차� 마리� 수를� 세었다고� 하였다.�

학생들이� 셀� 때� 상자� 당� 닭의� 마리� 수는� 30,� 31마리어서� 모자란� 상자가� 없었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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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센� 것� 중에� 어떤� 것은� 상자에서� 초원� 위의� 닭장으로� 옮겨� 놓을� 때� 35마리까

지� 나왔다고� 하였다.� 그들은� 우� 서기의� 부인인� 사릉고와� 아주머니가� 닭을� 기준량보다�

많이� 넣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우� 서기의� 아들인� 후허가� 세었을� 때에는�

28,� 29마리로� 모자라게� 세어졌다고� 한다.� 그들은� 당연히� 후허가� 셀� 경우� 30마리가�

넘을�수�없다며,� 비꼬는�말투로�이야기를�이어나갔다.� (20110701� 참여관찰�자료)

  

위 사례에서는 닭을 둘러싸고 과학자(및 관리인) 대 목축민(우 서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갈등이 잘 드러나 있다. 닭을 잡아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3,000마리의 비용을 지불하고 더 많은 닭을 가져가려는 우 서기 가족과 정확한 

숫자의 닭만을 보내려는 프로젝트 관리자들 간의 긴장이 형성되었다. 우 서기의 

부인인 사릉고와는 상자에 닭을 더 많이 잡아넣는 방식으로, 우 서기의 아들인 

후허는 상자에서 닭을 초지의 닭장으로 옮길 때 닭을 적게 세는 전략을 사용하였

다. 중국과학원 사람들은 부인인 사런가오와 아주머니가 닭을 한 상자에 기준치

보다 많이 넣었다는 점을 이야기하였고, 아들 후허가 닭을 초지의 이동식 닭장에 

옮기면서 적게 숫자를 세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76) 

그러나 관리인과 우 서기가 닭의 마릿수를 가지고 실랑이를 벌일 때, 과학자가 

염려하는 것은 단순히 비용이나 이득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다. 과학자가 진행하

는 시범과 실험은 실험 설계와 시행 그리고 결과 산출과정에서 정확성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과학자는 1년의 실험과 시범 계획을 가지고 계획된 수의 닭 묘종을 

구입하여 네이멍구로 운송해왔다. 실험 및 시범사업 설계한 닭의 사육두수의 정

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초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원퇴화 및 회복과 관련

된 생태 실험의 데이터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우 서기는 

이득을, 관리인들은 비용을, 과학자는 실험을, 같은 문제에서도 서로 다른 이해관

76) 이러한 숫자세기와 같은 이익을 둘러싼 갈등은 닭을 초지에 보낼 때만 발생하지 않았

다. 2011년 11월 베이징에서 초원비계 판매점에서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연구

자는 판매점 사장인 수정푸(蘇正福)를 도와 판매점 일을 하기도 하였다. 그 당시에 수

정푸가 연구자에게 맡긴 것 중에 하나는 네이멍구로부터 온 달걀의 개수를 세는 일이었

다. 아침 일찍 차편을 통해서 계란을 보내면서 우 서기의 아들 후허는 수정푸에게 달걀

의 개수를 알려주는데, 내가 달걀의 개수를 세었던 11월 7일에는 몇 개이긴 했지만 말

해준 개수에 비해 부족한 달걀이 도착하였다. 수정푸는 후허에게 전화를 해 달걀을 보

내주어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정확하게 달걀의 개수를 세어서 보내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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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드러나고 있다.  

우 서기는 자신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지

들을 각종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 동원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했다. 

먼저, 우 서기는 닭을 기르는 가구의 선정에서부터 자신의 친척들과 친밀한 관

계를 가진 사람들이 닭을 기를 수 있도록 소개시켜 주었다. 2009년 첫 해에 닭을 

기른 여덟 가구 중에서 소이라토와 리우즈창의 두 가구를 제외하고는 그의 친인

척들이었다. 그 중에 한 가구는 옆 마을에 살고 있던 우 서기의 사촌 부부였다. 

우 서기와 별로 친하지 않은 마을 사람들이 닭 사육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과는 

달리, 사촌 부부는 닭 사육에 대한 구체적 정보들을 접하게 되었다. 그들은 우 서

기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러한 닭 사육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그들은 닭 

사육 첫 해인 2009년에 자신의 소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대리 사육을 맡기고, 바

인후수 마을에 거주하는 여동생의 집에 기거하면서 여동생 부부와 함께 닭을 사

육하였다. 

다음으로, 우 서기는 닭 사육 및 연구기지와 관련된 잡일들에 친지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고용하고 일당을 지급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기지에 

상주하는 연구원과 대학원생, 소수의 고용인들만으로는 실험시범사업 진행 과정

에서 파생되는 일들-닭을 기르기 위해서 초원에 놓아야 하는 이동식 닭장을 만

드는 것에서부터, 닭에게 먹일 사료인 옥수수를 나르는 일, 과학자들이 하는 닭 

방목 실험을 위해서 구역을 나누고 기둥을 땅에 박고 그물망을 설치하는 일, 닭

이 다 자라면 도살하고 가공하여 도시로 보내는 일 등-을 수행하기 힘들었다. 따

라서 우 서기와 친한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부업을 통해 과외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우 서기의 의도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는 않았다. 그

들은 이러한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소득을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 서기에

게 고마워하기보다는 이러저러 해서 일이 힘들다거나 보수가 적다는 등의 불평을 

말하기도 하였다. 바인후수 마을이 시내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서 외부

로부터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은 돈을 제시할 경우에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또한 

마을 사람들은 우 서기가 임시 일자리를 구해주는 것에 그다지 많이 고마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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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척 하기도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구미에 맞는 편하고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은 서로 

하고 싶어 했으나, 힘들거나 자신들의 생활양식이나 문화적 습관과 다르거나 익

숙하지 않은 일과 같이 구미에 맞지 않는 일들은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실험 데이터 수집을 위해 연구원과 학생들을 도와 식물을 측정하거

나 샘플을 채취하는 작업, 그물망을 두르고 실험구역을 설치하는 작업과 같은 쉬

운 일은 우 서기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일을 도맡아 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은 옥수수 포대 나르는 것과 같이 힘이 드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해서, 마을 전

체를 수소문해도 사람들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다. 

2011년 봄 시범기지와 우 서기 네 초지에서 기르는 닭에게 먹일 사료를 대규

모로 들여오는 작업을 했었다. 마을의 남성 장정들은 트럭으로부터 창고로 옥수

수 포대를 옮기는 작업에 동원되었다. 그들은 시내에서 짐을 나르는 일꾼들처럼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요령이 있는 편이 아니어서 일을 하는 속도가 느리고 힘들

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당시에 옥수수를 싣고 온 트럭운전사

가 다른 일을 위해서 빨리 가야한다고 사람들을 재촉하였지만, 옥수수 포대 옮기

는 작업은 쉽게 마무리되지 못했다.77) 중간에 길이 막혀서 큰 트럭에서 길가에 

옥수수를 내려놓고 그것을 다시 마을의 리우즈위안의 소형 트럭으로 두 번 옮기

는 작업을 했다. 그 날의 고생을 계기로 사람들이 옥수수 포대 나르는 일은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이후에 장비아오는 옥수수를 주문할 때 옥수수 포

대 내릴 일꾼까지 수소문해서 구해왔고, 그들이 와서는 신속하게 옥수수 포대를 

창고에 정리하고 시내로 돌아갔다.

닭 도살 작업(6장 상술)은 가장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

람들이 꺼리는 일자리였다. 이는 목축민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목축 전통생활양

식과는 다른 일로 간주하고 하려고 하지 않았다. 소나 양을 도살하는 것은 집안

의 연장자 남성이 주관하는 신성한 행위다. 고기를 분해하는 것 역시 남성에게 

맡겨진다. 그리고 창자나 피를 정리하는 일은 여성이 하도록 되어 있다. 몽골족 

목축민들에게 도살의 의례와 성역할의 분담은 양이나 소의 도살과 분리할 수 없

다. 하지만 닭을 도살하는 것은 몽골족 목축민들의 분류체계 어느 곳에도 속하지 

77) 다음번에 장비아오가 옥수수를 구입하여 마을로 들여올 때에는 아예 돈을 더 주고 시

내로부터 한족 짐꾼을 고용해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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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때문에 닭의 도살을 어떻게 성별과 연령에 따라 분담해야 할지, 도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신성한 행위인지 천한 행위인지에 대해 어느 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 

이에 더해서, 소와 양을 중심으로 구성된 목축 생태계의 시계는 3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목금의 생태계와 일치하지 않았다. 목축을 하는 몽골족에게 닭을 

사육하는 것은 여전히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목축민들이 닭시계보다

는 소시계의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닭 도살이 이루어지는 9월말에서 

10월초는 목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급여(100위안)를 다른 임시일

자리(40~80위안)에 비해서 많이 준다고 해도 닭 도살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몽

골족 목축민은 소나 양을 도살하는 행위는 마을의 남성 어른이 하는 주요한 의례

이지만, 닭을 도살하는 것은 그들의 관습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했다. 

마을 목축민들에게는 닭 도살 작업뿐만 아니라 어린 닭, 병아리를 사육하는 작

업도 몽골족 목축민들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범위 내에서는 선호되는 일이 아니

었다. 예를 들어, 2011년 시범기지에서 13,000마리의 병아리를 사육하는 일을 도

맡아서 할 사람으로 우 서기의 조카인 터모르를 고용하였다. 2009년과 2010년에

는 외부로부터 한족 일꾼을 고용했었지만, 2011년에는 외부 인력을 고용하지 않

기로 결정한 대신에 터모르를 고용한 것이었다. 전체 약 한달 반의 병아리 사육

기간의 절반 정도인 전반기에 터모르는 일을 잘 해 나갔다. 그가 원래 살고 있는 

집은 우 서기의 집에서 몇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기지 숙소에서 숙식

을 함께 하면서 일을 도왔다. 그는 예전에 시내에서 요리사로 근무한 경력도 있

었기 때문에 요리를 잘 하지 못하는 우 서기의 아내인 사릉고와를 도와 음식을 

만드는 등 기지 운영에도 도움이 되었다.

전통적으로 기후의 변화로 자신들의 초지가 부족해지면 다른 마을로 가축들을 

데리고 가서 방목을 하는 몽골족 목축민들의 목축 관습78)에 따라서 터모르는 자

신의 집의 가축을 데리고 인근 지역의 초지를 임대해서 그곳에서 몽고바오를 세

워 임시거처를 마련해서 생활을 하면서 가축들을 먹이러 떠났다. 자신의 가축을 

78) ‘아오터얼’을 가는 것(走敖特爾)은 자신의 지역의 목축지(초지)에서 네이멍구 목축민

들이 기상 조건이 불리한 상황이 출현하였을 때, 예를 들어 간한이나 폭풍 또는 폭설과 

같은, 가축을 인근 지역의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으로 옮겨 방목을 하다가 조건이 개선 

된 이후에 가축을 데리고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王建革 2006; 葛根高娃 等 2004; 

Sneath 2000; 李文軍․張倩 2009:20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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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및 정리하고 생태학자의 곁에서 그를 보조하며 함께 생활을 하는 우 서기 

가족과는 달리, 터모르와 같이 아직 토종 소를 기르는 목축민들에게는 그들 생활

의 주요한 부분이었던 목축이 여전히 더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

는 익숙하지 않은 닭 사육 관리 일 대신에 자신의 가축을 돌보는 일을 우선순위

로 선택해 다시 가축들 사이로 돌아갔다. 

양계 및 기지를 관리하는 장빙과 장비아오는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터모르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목축하러 떠나 버린 것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터모르가 게으르고 이 일을 하기 싫어서 떠난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하기

도 하였다. 이는 결국 터모르에게 맡겼던 병아리 사육 일을 그 둘이 직접 나서서 

해야 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바인후수 마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생태 모델을 둘러싸고 행위자들의 세계관

(가치관, 우선순위)의 차이가 드러난 것은 마을이 들어가는 입구와 기지 앞에 세

워진 안내표지판을 통해서였다. 

바인후수 마을로 들어오는 길목인 206번 국도 대로변에는 ‘훈산다커 사지 가오

거스타이 강 자가운전 관광지(渾善達克沙地高格斯台河自駕旅遊區)’라는 안내 표

지판이 세워져 있다. 이 표지판은 ‘훈산다커 사지와 가오거스타이 강을 자가용을 

타고 운전해서 여행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의미이다. 206번 국도변에 있는 다른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들에도 서로 다른 지역 명을 따서 지은 안내 표지판이 세워

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사람들이 여름이면 민물고기를 잡으러 가기도 하

는 가오거스타이 강(河)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과학원 

관리인과 학생들도 여름에 그물을 가지고 직접 운전을 해서 그곳에 가서 고기를 

잡아와 요리를 해 먹기도 하였다.  

이 표지판은 이전부터 세워져 있던 안내 표지판으로, 사람들은 시내에 물건을 

사러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표지판을 발견하고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과학자와 우 서기는 207번 국도변의 표지판은 바인후수 마을과 과학 시

범기지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주고 있지 못하며, 새로 표지판을 세워야 한

다는 점에는 함께 동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안내 표지판에 어떤 문구를 새겨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했다.

우 서기는 안내 표지판에 ‘바인후수훈산다커풍경구(巴音胡舒渾善達克沙地風景
區)’라고 표기했으면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리용겅 연구원은 제일 앞부분에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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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중국과학원탄소고정기술(초원목

계)시범기지 안내 표지판

〔그림 4-2〕초원목계 생태양식구역: 

정란 기 바인후수 바이거리양식합작사

과학원(中國科學院)’이라는 표기가 추가되어야 하며, ‘훈산다커 사지’를 이야기했

지만, ‘바인후수’를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과학기술부(科技
部)/환경보호부(環保部), 임업국(林業局)/발전국(發展局)’이라는 용어도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중국의 유명 관광지의 안내표지판에는 지역명의 맨 끝에 ‘풍경구(風景區)’라는 

어구가 붙어 우리말의 관광지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우 서기가 마을 이름인 ‘바

인후수’와 ‘풍경구’라는 단어를 넣기를 원한다는 것은 바인후수 마을을 관광지로 

명성을 얻어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는 기지를 관리해주는 

대신에, 중국과학원으로부터 기지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숙박 등의 과외 소득

에 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보장받았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온 관광객들을 

마을로 유인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은 우 서기의 입장에서 매력적인 일이었다. 

관광객들이 표지판을 보고 바인후수 마을로 관광을 오게 된다면, 기지의 남는 숙

소 방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재우고, 양고기나 닭고기와 같은 음식을 대접하고, 말

을 태우거나 주변 초원 경관의 관광을 도움으로써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과학자가 표지판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 것으로 이야기한 것은 ‘중국

과학원(中國科學院)’이라는 기관의 명칭이었다. 그 다음에는 ‘훈산다커 사지’라는 

이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말이었다. 그는 ‘바인후수’라는 마을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가 제일 먼저 언급한 ‘중국과학원’은 

과학연구기지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알리고자 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그들의 연구대상을 드러내는 훈산다커 사지에 대해서 이야

기하였다. 리용겅을 비롯한 중국과학원의 연구원들은 바인후수가 관광지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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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실험 및 시범기지로서 널리 알려지기를 원한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위에서 

언급한 정부 기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리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

는 우 서기가 ‘풍경구’라고 이름붙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당시에 이러한 논쟁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중국과학원의 리용겅 연구

원은 국도변의 표지판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마을 기지 입구에 새로운 안내 표지

판을 세웠다. 중국어로는 “중국과학원 탄소고정 기술 (초원목계) 실험시범기지”, 

영어로는 “중국과학원 초원목계 연구개발 센터”라고 적혀 있다(그림 4-1). 그리

고 우 서기가 닭을 사육하고 있는 그의 초지 앞에는 “초원목계 생태양식구: 정란 

기 바인후수 바이거리 양식 합작사”라는 푯말을 세워 주었다(그림 4-2). 그러나 

정부에서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207번 국도의 마을 입구에 세워진 표지판은 변

하지 않은 채로 현재까지 그대로 있다. 우 서기가 원하던 ‘풍경구’도, 과학자가 

원하던 ‘중국과학원’도 국도변의 안내 표지판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생태학자가 이

곳에서 양계 시범기지를 운영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두 개의 표지판이 

마을의 기지 앞에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다. 

   

위 사례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원비계 프로젝트의 시범사업의 실행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생태 모델은 단일 행위자의 노력으로만 완성되기 어려운 

복잡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사람들과 사물들이 오고가

는 흐름 속에서 시범사업은 진행되어 가며, 그 과정들 속에서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만나게 되면서 다른 의도들이 충돌하

여 갈등이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생태 모델이 유지되려면 우 서기와 과학자가 타협할 필요도 있지만, 마을의 구

성원들인 목축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마을 사람들은 협조적일 때도 있지만 우 

서기나 과학자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기도 한다. 그 이유는 몽골

족 목축민들 사이에도 서로 이해관계와 중시하는 우선순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

문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닭 사육이나 도살과 같은 새로운 생활습관보다 가

축을 돌보고 유지하는 활동이 마을의 몽골족 목축민들에게는 더 중요할 수 있다. 

몽골족 관습에서 닭 도살은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많

이 준다고 해도 와서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병아리 사육을 맡아서 

해 주기로 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축을 돌보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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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이다. 

과학자와 그를 도와 기지를 관리하는 우 서기는 생태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의 습성을 변형시켜 생태 모델을 만들고 유지시켜야 할 과제를 가지

고 있다. 그러러나 과학자와 우 서기 양자 사이에도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서 생태 모델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목표가 다르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2) 타협: 감수하기와 묵인하기

과학자는 생태 모델을 통해서 과학자로의 명성을 재생산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료 과학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과학지식을 생산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기업가와는 달

리 과학지식의 생산과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금전적인 투자를 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2009년 초원비계 프로젝트의 시범 사업이 첫 해에 진행될 당시에 중국과학원

의 딩 부원장이 이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선전의 투자회사를 끌어 들여 

400만 위안의 자금을 투자하게 했었다. 3장에서 이야기하였듯이, 2009년 첫 해의 

사육은 딩 부원장과 심천 투자회사가 예상했던 만큼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래 400만 위안을 단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던 선전의 회사는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기로 판단을 내렸다. 그들은 첫 해 지원

예정금액의 미치지 못하는 150만 위안을 투자하고는 프로젝트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리용겅 연구원을 비롯한 과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전적 이익이 

아니라 생태 시범 프로젝트의 지속가능한 진행이었으므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다고 해서 프로젝트를 바로 포기하거나 중지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진행

시켜 나갔다.  

리용겅은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진행을 위해서 자신의 연구비와 월급을 프로젝

트에 쏟아 부었고, 또한 다른 연구원들의 연구비 일부도 초원비계 프로젝트를 진

행하도록 갹출하기도 하였다.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초원비계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닭의 생산 및 판매

비용은 높았지만, 리용겅은 프로젝트의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금전적 손해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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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면서까지 목축민들의 마리 당 닭 사육비를 지급하였고, 판매회사에게는 마리 

당 판매 수익을 지급하였다. 그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2009년에 닭 사육에 든 

비용은 1마리 당 100위안 정도이고, 2011년에는 60위안 정도라고 한다

(20110918 리용겅 인터뷰). 2009년에 베이징에서 닭 1마리를 도매가격 78위안에 

판매했다는 것은 1마리를 판매할 때마다 중국과학원 초원비계 과제 조에 20여 

위안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1년에는 닭 1마리를 도매가격 98

위안에 판매하였는데, 예전에 비해 비용을 줄여 약 28위안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해에는 리용겅 연구원이 판매회사의 책임자 수정푸에게 

1마리를 판매하는 대가로 30위안의 고정 소득을 주기로 약속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까지 계산한다면 중국과학원에서는 아무런 이득을 남기지 못한 것이 

된다. 게다가 이러한 손익의 계산은 닭이 모두 판매되었을 때의 이익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해에 사육된 닭이 다 판매되기 이전에 이미 지출한 비용을 부

담하는 것은 초원비계 프로젝트 연구팀과 리용겅의 몫이 되는 것이다.       

첫 해의 사육 이후 계속되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규모를 확장시켜 나갈 수 없었

던 리용겅은 2010년에는 시범기지 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닭의 사육 규모를 

5만 마리에서 2만 마리로 감축시켰고 닭 사육을 하는 목축민 가구 수도 8가구에

서 1가구로 감소시켰다. 그러나 목축민들이 첫 해의 닭 사육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그들이 진행하는 시범사업의 주요한 구성원인 목축민이 닭 

사육에서 제외되는 것은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목축민이 

제외된다면 시범사업이라는 의미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과학자는 손해와 어려움을 

감수하고도 목축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 목축민은 과학자들

의 입장에서는 마을 전체일 필요는 없었다. 과학자들은 그들에 협조적이고 관계

가 오래되어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우 서기를 목축민 대표(representative)로 선택

하게 되고, 생태 모델에서의 목축민 대표인 우 서기에게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

도 지원과 투자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과학자의 선택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 

서기는 마을 목축민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그의 사육 성공은 과

학자들의 생태 모델에서 삼각형(과학자-목축민-기업)의 한 꼭짓점에 해당하는 목

축민의 성공을 의미하게 되었다. 

과학자들이 생태 모델의 삼각형에서 몽골족 목축민의 대표로 우 서기를 선택한 

것은 다음의 이유에서이다. 우 서기(書記)는 바인후수 마을의 정치적 간부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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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해 왔다. 외지로부터 온 이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되는 도시와는 달리, 촌락

(농목촌)에서는 혈연과 친밀성을 바탕으로 한 가족과 사회생활이 하나로 이어져 

있으며, 촌락에서의 간부는 공동체의 성원으로 마을의 구성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김광억 2000:59).

마을의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우 서기는 촌장(가차장)과 함께 의사결정에 참여

해 왔다. 마을의 ‘정치적’ 대표로서 마을에서 기본적인 신임을 받고 있으며 마을

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택받지 못한 다른 마을 사람들은 프로젝트 사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금목 정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충분한 숫자의 가축을 기를 수 없게 되면

서 어려움에 처했다. 과학자가 금목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닭 사육은 그들

에게는 수입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수많은 선택지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목

축민들은 닭 사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모델의 재생산 과

정에 참여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닭 사육보다는 기존의 목축을 유

지하는 데 힘쓰거나 다른 기회를 찾아 나서게 될 것이다. 2009년 첫 해에 성공적

이지 못했던 닭 사육의 결과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닭 사육에 대한 기대감이 줄

어들었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중에서 닭 사육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마을 사람들의 무관심이 반드시 시범사업의 실패 또는 생태 모델

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통제하

고 경영할 수 있는 규모와 수준에서의 프로젝트 진행을 원했다. 과학자들이 시범

사업과 생태 모델에 대해 가지는 태도는 그들이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여 법칙

을 세워 그 법칙을 응용하기까지의 과정과 유사했다. 그들은 샘플을 채취하여 실

험결과를 전체 군락에 적용하여 연구의 가설을 증명하듯이, 먼저 초원비계 생태 

모델의 소규모 사례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킨 다음에는 이를 전체 초원이나 목축민 

가구로 확장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오히려 그들이 보기에 첫 해에 성급하고 통

제 불가능하게 이루어졌던 여덟 가구의 마을 사람들과 중국과학원 내부의 대규모 

사육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다고 생각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소수의 ‘통제 가능한’ 목축민이 모

든 목축민을 대표할 수 있다고 하는 과학자들 간의 묵인을 통해서 생태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감수’와 ‘묵인’은 과학자들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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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몽골족 목축민들에게도 요구된다. 타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양보가 전제되기 때문이다. 

3장에서 혁신을 이끌었던 소형 이동식 닭장의 변화를 통해서 과학자와 목축민

(우 서기)이 서로 생태 모델의 완성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동식 소형 닭장은 야생 동물의 피해를 줄여주는 등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2010년 발명 첫 해에는 나무합판을 이용해서 닭장을 제작하였는

데, 네이멍구의 춥고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닭장의 판이 뒤틀리는 변형이 일어

났다. 2011년에는 나무합판 재질의 닭장은 오래 쓸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플라스

틱 합판으로 더 견고하고 반영구적인 닭장을 제작하게 되었다.  

시범사업을 관장하는 과학자의 입장에서 닭장의 발명은 많은 문제를 해결해주

는 혁신이기도 하지만, 이는 닭 사육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기존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시범사업의 예산 증가를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반대로 우 서기는 

닭장을 초원 위에 놓음으로써 닭을 살릴 수 있었지만, 아침저녁으로 닭장 문을 

열고 닫고 하는 번거로움, 그리고 닭을 초원의 이동식 닭장에 내어 놓고 닭이 집

을 찾아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저녁에 손전등을 들고 닭을 잡으

러 돌아다니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만 했다. 목축민에게 이동식 소형 닭장의 등

장은 닭을 사육하는 데 있어서 할 일들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신

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닭 사육 일이 더 많아지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기

로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과학자와 몽골족 목축민 모두 묵인과 감수를 통해서 잃는 것이 있는 반면, 그

만큼 얻는 것이 있다. 이해관계의 득실을 따지는 과정에서 각자 잃는 것이 있더

라도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묵인과 감수가 가능해진다. 그

리고 그 결과 타협이 가능해지고 각자의 이득을 더 크게 할 수 있다.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 훈산다커 생태 연구기지의 연구원들은 2001년에 이곳

에서 실험과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한 이래, 2009년 정식 실험기지 건물을 지을 

때까지, 우 서기의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그의 창고를 개조한 실험공간에서 그의 

초지를 연구 필드의 중심으로 삼고 마을 주변의 초원지역에서 연구 활동을 해 왔

다. 이에 대한 대가로 중국과학원에서는 그에게 숙식을 비롯한 편의를 제공하는 

비용을 지불해 왔었다. 2009년 초원비계 프로젝트 실시를 계기로 대규모 예산을 

집행 받아 중국과학원이 세운 실험기지의 부지 역시 우 서기 가족의 초지 위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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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의 협력은 실험기지가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 서기는 자신의 초지와 마을의 일부가 과학 실험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공간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고, 기

지를 관리하고 운영 및 지원하는 명목으로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축을 

기르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중국과학원에서는 2009년 기지가 건설되고 난 후에 기지의 관리를 우 서기에

게 맡겼다. 우 서기 네와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기지를 지키고(看門), 기지

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숙소의 위생과 청결 등을 관장한다. 대신

에 중국과학원에서는 우 서기 네 가족에게 기지 숙소의 일부분을 내어주고 생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지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연구원/우 서기 가족

의 사용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지불해주었고, 우 서기에게 한 달에 500위안의 

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월급까지 지급했다. 

실험활동이 진행되는 여름의 몇 개월을 제외하고는 우 서기는 도둑이 들지 않

도록 기지를 지키는 일 외에는 특별한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인으로 받

는 월급은 많지 않다고 한다. 대신에, 과학자들이 많이 방문하여 머무는 여름 기

간 동안에는 그들에게 숙박비를 60위안/인(2011년, 50위안/인-2010년)을 받아 

우 서기에게 준다. 우 서기는 그 돈으로 식재료를 구입하여 식사를 만들어 제공

하고, 침대보, 이불, 청소도구 등과 같이 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 외에 남는 돈은 그들의 순수 소득이 된다.79) 이와 같이, 리용겅을 

비롯한 중국과학원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그들의 생태연구와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 서기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고 

있다.  

우 서기는 관리책임자로서의 월급과 중국과학원의 과학자와 대학원생들의 숙박

료 이외에도, 외부로부터 손님이 오거나 관광객이 올 경우에 얻는 이득 역시 모

두 취할 수 있다. 연구자도 기지에 머물면서 과학자들과 동일한 숙박료를 내면서 

생활을 했다. 연구자가 머무는 동안 기지를 방문했던 베이징의 대학생들, 다양한 

79) 비교하여, 다른 지역에 위치한 중국과학원 시린하오터 연구기지가 과학원 자체적으로 

직원을 고용하여 직접 운영되는 것과는 달리, 바인후수 마을에 위치한 훈산다커 연구기

지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과학자는 마을에서 영향력 있는 우 서기에게 관리를 맡기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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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학원의 과학자들과 그들의 지인들, 또는 관광객들 모두 동일하게 기지에 

머물면 하루에 60위안을 지불해야 했고, 우 서기 네 가족은 기지에 많은 손님들

이 오는 것은 수입의 증가로 직결되기 때문에 좋아했다. 리용겅을 비롯한 과학자

들 역시 이러한 소득을 우 서기에게 제공하는 것은 앞으로의 협력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2절에서의 표지판 논쟁에서도 드러났듯이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관광 활동과 우 서기의 그에 따른 소득 증대는 그들의 과학 

활동보다는 우선시 될 수 없는 것이었다. 상주하는 연구원과 학생들의 숙박비, 전

기세 등과 같은 기지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비용은 모두 중국과학원의 프로젝트 

연구비로부터 대부분 충당된다는 점은 이러한 기지의 과학 연구 활동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과하지 않은 수준에서라면 과학자와 우 서기의 서로 다

른 목적의 추구는 기지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바탕이 되고 있었다. 

2011년 7월, 리용겅은 베이징 임업대학교에서 자전거 국토횡단을 온 학생들 

20여 명을 마을로 초대하였다. 리용겅은 기지 숙소와 마을 사람들 집에 학생들을 

나누어 묵게 하고 그들에게 숙박과 식사에 드는 비용을 모두 중국과학원 측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들이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풀베기가 한창이었던 터라 

학생들은 목축민들의 생산 활동과 의식주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일손을 덜어준 학생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이를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8월에는 판매회사 책임자인 수정푸의 산동 향우회 사람들이 방문하여 이틀간 머

물고 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소득은 우 서기뿐만 아니라 관광 활동에 참여한 모

든 마을사람들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것이었다.  

우 서기의 적극적인 프로젝트에의 참여는 단지 부수입의 증대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사업 초기에는 우 서기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 그는 초원

목계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토종 소를 기르면서 중국과학원의 초원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생활해왔다. 2008년부터 바인후수 마을은 정부의 신농촌신목구 

정책 실시의 일환으로 젖소를 사육하게 되었다. 우 서기는 서기의 역할을 수행하

기 위해서 정책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2008년 여름 마을 남성들과 함께 

동북지방으로 가서 젖소 삼백 여 마리를 구입해왔다. 우 서기도 젖소 10마리를 

구입하여 마을에 새로 조성된 나이뉴촌에서 거주하며 젖소를 기르게 되었다. 우 

서기나 마을 사람들이 기르게 된 젖소는 젖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잘 나오지 않

았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한 젖소가 이득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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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젖소를 기르거나 팔아버

릴 수밖에 없었고, 손해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은 스스로가 찾아나가야 했다. 

바로 이 시점에 우 서기에게는 중국과학원이라는 기댈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

가 있었다. 마침 2009년 리용겅 연구원의 프로젝트 제안이 통과되었고 중국과학

원은 연구기지를 새로 짓고 확장함과 동시에 닭 사육 프로젝트를 대규모로 진행

하게 되었다. 우 서기는 2009년부터 중국과학원 기지의 관리자가 되었으며, 초원

에서 닭을 기르게 된 것이다. 

우 서기는 중국과학원의 기지관리를 돕기 위해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었

지만, 젖소사육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다시 과학자들과의 타협을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 서기는 중국과학원과의 그 동안의 관계를 바탕으로 젖소 구입을 

통해 입은 손실, 금목 정책으로 받게 된 목축활동의 제약을 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그는 기지관리의 대가로 받는 월급과 닭 사육을 지원받았으며, 닭

과 달걀 판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과학원 역시 우 서기와의 동맹을 통해서 초원에서 실험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물적, 인적, 공간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들은 우 서기의 땅 위에 기

지를 건설하였으며, 그의 초지에서 생태실험과 초원비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

다. 이러한 중국과학원의 주요 활동들은 우 서기 자신의 토지나 가족의 인력의 

제공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되었지만, 마을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우 ‘서기’의 전폭적인 지원활동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들의 서로 다른 목적은 타협을 이루었다. 이 타협은 각자의 이해관계의 추구

가 그대로 인정되면서도 묵인과 감수를 통해서 각각의 이득을 증대하는 협상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4.� 함께�모델�되기

2011년 6월 24일 오후, 베이징으로부터 봉황위성 방송국(鳳凰衛視) 촬영팀이 

바인후수 마을의 중국과학원 실험시범기지를 방문하였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우 서기와의 인터뷰를 촬영하였다. 그의 인터뷰가 끝나자

마자 다음으로 중국과학원의 연구원을 인터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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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황위성 촬영팀은 황사의 발원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서 조직

된 팀으로, 10년 전인 2000년대 초반에 이미 동일한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제

작했다. 이들은 그 10년 이후 초원의 변화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네이멍구를 방문한 것이다. 촬영팀은 생태학자와 목축민의 닭 사육, 마을 사람들

의 생활, 주변 초원지역의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며 2박 3일 동안 머물렀

다. 

리용겅 연구원은 외부인 임시출입증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배부할 것을 지시

하였으며, 특히 출입증 없이는 기지 숙소 뒤편에 위치한 닭 사육 실험시범구역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실험시범구역으로 들어가는 입

구에는 “養殖重地 禁止進入(사육 중요 지역 진입 금지)”이라고 쓰인 푯말을 철조

망에 달았다. 이 출입증과 푯말은 다음의 의미들을 지닌다. 생태학자의 입장에서 

출입증과 철조망 위의 푯말, 두 가지는 시범기지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생태 모델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장치이다. 이미 6월 중순 경부터 함께 생활하는 기지의 사람들로부터 손님

들이 이곳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다. 평소에 기지의 사람

들은 실험을 하거나 닭을 돌보거나 음식을 하여 숙소의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등

과 같은 일상적인 일과들을 매일 반복한다. 그러나 기지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오

게 되면 기지의 모든 사람들이 분주해지기 시작하였다. 

봉황위성 사람들은 바인후수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일들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곳곳을 누볐다. 닭 사육 및 실험구역을 방문하여 촬영하고, 연구원들

을 인터뷰하였다. 연구원들은 닭 사육지역과 실험구역 뿐만 아니라 그들이 초원

의 생태회복과 보존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촬영팀을 4만 

무의 여름방목지의 보호구역으로 데려가서 10년간의 초지 식생의 변화를 설명해 

주었다. 

촬영팀은 이러한 변화를 증명하는 사람으로 과학자 대신에 목축민을 선택했다. 

목축민들의 입을 통해서 초원의 변화는 이야기되고, 마을 사람들의 생활의 변화

도 증명되기 시작했다. 목축민들은 평소에는 별 목소리 없이 지내다가 방문객들

과 조우하는 순간에 생태 모델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방문객들은 

젖소 사육 기지를 방문하여 새로운 가축의 사육변화를 보기도 하고, 아직 토종 

소를 기르고 있는 사람들과 철조망을 두른 그들의 초지에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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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봉황위성의 우 서기 인터뷰 촬영 장면

였다. 또한 사람들과 함께 양고기와 같은 전통 음식과 닭고기와 같은 새로운 음

식을 먹고 노래를 불렀다.

봉황위성 팀은 떠나기 전에 기지 입구에 있는 전통 거주공간인 몽고바오(게르, 

蒙古包)와 그 앞에 서 있는 몽골족 전통 창을 두고 기념사진을 찍고, 마을 아저

씨가 끌고 온 말을 타며 즐거워하였다. 우 서기는 그들이 오기 바로 전 날인 23

일에 전통 창을 몽고바오 앞에 설치했다. 과학자들이 실험기지를 둘러싼 철조망

을 두르고 출입증을 만드는 등 통제의 기제를 작동시켰다면, 우 서기는 철조망으

로 만들어진 문과 푯말 입구에 과학 실험기지와는 대비되는 몽골족 전통 가옥인 

몽고바오를 짓고 몽고바오 앞에 몽골족의 상징인 창을 양 옆에 설치하였다. 이곳

을 방문한 외부인들은 대조적인 두 상징물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갈등과 타협을 반복하고 있던 생태 모델의 구성 요소들이 촬영팀의 이동에 맞

추어 그들의 카메라 앞에 나란히 정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카메라 앞에서 몽

골족 목축민들은 자신들의 ‘목금민’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한다. 

시범기지는 출입증을 지닌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는 엄밀한 실험의 장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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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기지출입증을 목에 걸고 몽고바오와 창을 배경으로 방문객(제일 오른쪽)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초원에서 길러진 닭고기가 상위에 차려진다. 게르와 전통 창 그리고 토종말을 끌

고 온 마을 아저씨가 촬영팀을 관광객으로 만든다. 

이곳 기지는 봉황위성 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문객들이 찾아오는데, 이곳에서 

실험을 하기 위한 대학원생이나 중국과학원 또는 다른 초원을 연구하는 학술기관

의 연구원들이다. 이들 이외에도 봉황위성 팀을 시작으로 더 유명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CCTV의 촬영진들이 세 팀이나 마을을 방문하여 시범기지의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아갔고, 전국적으로 방영하였다. 닭고기가 맛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

해 학생들과 연구원들이 직접 시식 장면에 출연했다. 3장에서 다루었던 닭의 토

착화 과정을 우 서기의 아들 후허가 주인공이 되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육에 성

공하는 재연 드라마도 촬영했다. 

갈등을 겪기도 했던 연구원들과 우 서기는 그들의 카메라 앞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협력자와 조력자가 된다. 닭, 소, 젖소, 양, 말 등과 같이 서로 우선순

위를 다투던 가축들은 생태 모델을 재연하는 자리에서는 서로 어우러져 경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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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게 되었다. 인터뷰와 재연드라마 혹은 시식장면에서는 생태 모델은 아름다

운 것으로 그려진다. 그 이면에 여전히 갈등이 잠재해 있을지라도, 여러 속셈과 

명분이 이해관계 속에 얽혀 있을지라도, 방문객들의 시선에서 생태 모델의 구성

원들은 초원비계의 생존과 초원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었다.

기지에 외부인들이 방문하는 순간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갈등과 타협을 

오가던 행위자들이 생태 모델을 아름답게 완성시키는 진정한 타협의 순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방문객들이 떠나고 나면 다시 자신의 이해관계를 드러내고 갈등과 

협상 그리고 새로운 타협을 시도하는 모습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러한 잠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타협과 재연의 과정을 통해서 생태 

모델은 ‘불변 가동물(immutable mobile)’(Latour 1987:7)이 된다. 다양한 이해관

계 당사자들 간의 갈등과 협상의 역동성으로 구성된 초원비계의 생태 모델은 이

때부터 변형 없이 하나의 개체로서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 가능하게 되는 것

이다. 

5.� 소결

연구자는 중국 사회의 모델의 변천 속에서 최근의 생태 및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맞물려 ‘생태 모델’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번 장에서는 초원의 

생태 모델을 만들어내는 주역인 과학자와 목축민, 구체적으로는 초원비계 프로젝

트의 생태학자와 닭 방목에 참여하는 우 서기 간의 갈등과 타협의 과정을 보여주

었다. 그들은 이해관계의 충돌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기와 감수하기를 통해

서 서로 협상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그들은 끊임없는 조정의 과정 속에서 초원비계의 생태 모델을 전시하고 전파할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여기서 연구자는 생태 모델 뒤에 숨겨진 갈등을 파헤쳐내기보다는 일상에서의 

갈등과 충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집단들이 협상과 타협을 통해 공동의 목적과 이

익을 추구하는 과정을 그려내고자 하였다. 그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순간

마다 생태 모델은 그 윤곽을 드러내고,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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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전달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초원비계의 생태 모델은 중국사회의 다른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층위의 

모범의 집단을 구성하였다. 2008년 이미 중국과학원과의 공조를 통해서 우 서기 

가구는 과학시범호의 칭호를 얻었다(이하 그림 4-5). 그리고 2012년에는 닭 사육

으로 이름을 알린 바인후수 마을이 시린궈러 맹의 과학보급에 모범을 보인 농촌 

단위로 선정되어 현판을 받았다. 2013년에는 수도 베이징에서, 중국과학원 식물

연구소 훈산다커 생태 연구기지는 그 성과를 인정받아 베이징 청소년 과학기술 

후속세대를 양성할 수 있는 과학 연구 ‘실천 기지’로 선정되었다. 2014년에는 닭 

방목 보급에 기여한 우 서기의 합작사는 네이멍구 자치구 농목축민 합작사들의 

시범사로 선정되었다.

당대 중국에서의 모델의 확산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

다. 생태학자가 제시하고 있는 초원비계 프로젝트의 ‘이금대축(以禽代畜)’ 모델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디

어를 통해서이다. 1절의 사례에서 바오원성은 네이멍구 지역방송 프로그램을 통

해서 초원비계를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바인후수 마을의 초원비계 프

로젝트의 자세한 내용은 중국 국영 방송인 CCTV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도 방영되었다. 연구자(저자)가 현지조사를 진행하던 2011년에만 두 팀의 제작진

들이 방문하였다. 그 중에서도 ‘커지위엔(科技苑)’ CCTV 프로그램은 전국 시청

률 순위에서 상위권에 속한다. 리용겅 연구원은 그들의 초원비계가 방영된 커지

위엔 방송이 중국 전역에 저녁 7시만 되면 모든 방송에서 의무적으로 방송하는 

뉴스 프로그램인 ‘신원롄보(新聞聯播)’보다도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다고 자랑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해서 초원비계의 생태 모델은 변형됨 없이 이동하기 시작했고 방문자들 

수의 증가와 함께 중국 더 많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각각의 이동 과정에서 

다큐멘터리 촬영팀, 촌장과 같은 방문객, 모델을 실천해 보는 목축민들, 생태 모

델을 인증하는 정부기관, 또 다른 초원에서 길러지는 닭의 수가 늘어날지도 모른

다. 그럼으로써 더 넓은 네이멍구의 황막 초원들의 식생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견

할 수도 있다. 아직은 우 서기와 몇몇의 참여자들로만 사람들로 대표되었던 몽골

족 목축민들이 모델의 이동과 성공에 따라서 다수의 몽골족 목축민으로 그 수가 

늘어날 가능성 역시 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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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시범 호 현판 (2008년) 전맹과보혜농흥촌 선진단위 시린궈러 맹 

과학반 시린궈러 맹 재정국 (2012년)

베이징청소년과학기술후속세대조기배양계획 

과학연구 실천 기지(2013년)

〔그림 4-5〕모범 현판들

네이멍구 자치구 농목민 전문 합작사 시범사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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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이산화탄소를�줄이고,� 경제적�수익을�늘려라.

초원에서 닭이 자라는데 어떻게 사막화 방지가 될 수 있을까? 초원에서 닭이 

자라는 것과 사막화 방지 간에는 거대한 간극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본 연구에

서는 언어와 자연의 간극에 기대는 인식론이나 비판적 논의에서 더 나아가서, 언

어와 자연 사이에 과학자들이 구축해놓은 징검다리, 즉 참조물들의 변형과 이동

을 부각시켜 보고자 한다. 이 징검다리가 잘 구축되어 있다면, 독자들은 초원의 

닭에서 사막화 방지에 이르는, 즉 자연에서 언어에 이르는 여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 징검다리가 제대로 놓여 있지 않다면 독자들은 초원의 

닭에서 출발을 하지만 사막화 방지에까지는 이르지 못할 수 있다. 그 독자들은 

동료 과학자, 정부의 관리, 기업가, 목축민, 도시의 소비자들이다. 이들이 이 징검

다리를 잘 건너온다면 소비자들은 초원비계를 구입할 것이고, 정부의 관리는 정

책에 반영할 것이고, 기업가는 초원비계 유통망에 투자할 것이며, 동료과학자는 

초원비계의 논문을 하나의 지식으로 인정할 것이다. 

과학자는 자신의 참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참조물들을 불러온다. 그는 이

미 견고하게 만들어진 참조물 동맹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주장을 더욱 강화한다. 

동맹이란 다른 생태학자, 식물학자, 동물학자, 곤충학자, 경제학자의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문헌들을 말한다. 왜 그런 요소들과 결합시키려하는가? 문헌들은 이미 

출판되고 그 내부의 요소들을 알 수 없는 블랙박스80)로서 공고한 요새의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블랙박스와 동맹을 맺을 수 있다면, 생태학

자는 초원비계가 사막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제안을 훨씬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연구소에서 온 블랙박스들은 닭과 이산화탄소 배출량과의 관계에 대

한 문헌, 병충해 방지를 통한 식생보호와 경제적 이익에 대한 문헌 등이다. 이러

한 블랙박스와 결합됨으로써 초원의 닭을 연구하는 것은 협의의 생태학 연구의 

범주를 넘어서, 대기 환경, 곤충학, 경제학 등과 같은 다른 학문분과와 동맹을 맺

80) 과학적 논쟁과정을 거쳐 견고해진 사실을 가리켜 블랙박스라고 한다. 블랙박스가 완

성되는 순간 이전의 논쟁들을 불식되고 사람들에게 권위를 갖게 된다. 과학자가 블랙박

스를 자신의 참조물에 끌어들인다는 것은 그 블랙박스가 가진 권위와 결합하는 것이다. 

과학자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가 만들어진 다른 실험실까지 이해해야 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블랙박스를 해체하지 못하면 과학자가 인용한 참조물에 대해 

반박할 수 없다(Latour 1987: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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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여기서 초원의 닭은 하나의 학문분과로 대상화되지 않으며, 학제 간 연

구로 확장된다. 생태학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과 같은 강력한 블랙박스들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사막화 방지를 연상시키는 나무심기, 금목 등의 연합보다 강

력한 연합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연합의 구축을 통해서, 생태학자와 목축민은 타협안을 마련할 수 

있다. 생태학자는 목축을 금지하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시키는 목금을 통해서 초원의 생태계를 보존하려는 방안을 만들어 냈다. 

목축민들은 목축은 할 수 없게 되었지만, 금목이 아닌 목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축은 포기하였지만 ‘목(牧)’81)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었다. 초원비계 프로

젝트는 목축민에게는 기존의 생활방식을 고수할 것인가와 포기할 것인가의 양극

단의 문제를 넘어선 제3의 대안적 선택지를 제공하였다. 과학자는 이러한 혁신을 

통해서 금목을 실시하려는 중국정부와 목축민의 대립구도에 타협의 가능성을 제

안하게 되었다. 

5장은 3장과 4장에서 다루었던 생태학자, 몽골족 목축민, 닭을 비롯한 동물들

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풀과 관목 등과 같은 초원을 구성하는 식물, 대기 중

에서도 이산화탄소가 주요한 행위자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1.� 1m2의�세계:� 표본�속의�초원�

생태학자는 초원 위에 실험구역을 설치하여 닭 방목이 초원에 끼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3장에서 기술하였듯이 초원 위에 실험구역을 설치하고 실험을 시작

한 이후에, 한 달의 간격을 두고 초원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채취가 여러 번 

진행되었다. 2011년 8월 16일에도 마찬가지로 초원 위에 위치한 실험구역의 변

화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원들과 학생들이 면적 1m2의 사각 틀과 다른 도구들을 

가지고 초원 위에 모였다. 

〔사례� 5-1〕� 식물�표본�측정�및�샘플의�채취

미아오쉬(苗旭)를� 비롯한� 연구원과� 대학원생들은� 식물� 샘플을� 측정하고� 수집하기�

81) 목(牧), 방목 놓아기르다.



- 174 -

〔그림 5-1〕초원 실험구역에서의 샘플 채취 

위해서� 실험구역에� 모였다.� 그들은� 실험구역� 내의� 닭장을� 원점(0m)으로� 하여� 2m,�

6m,� 14m,� 30m,� 62m� 떨어진� 지점에서� 구획법(quadrat� method)82)에� 따라� 1×1m

의�표본채취�프레임을�초지�위에�올려놓고�그� 안의� 식물에�대한�측정을�실시한다.�

왕종솨이(王宗帥)는� 기록을� 하기� 위해서� 노트와� 펜을� 들고� 조사해야� 할� 식물� 종의�

이름과� 측정해야� 할� 항목을� 노트에�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실험구역과� 주변지역

의� 식물종� 조사를� 통해서� 실험에서� 측정해야� 할� 식물종의� 종류를� 이미� 확정해놓은� 상

태다.� 리텅은�자를�들고� 식물의�높이를�재서�크게� 외치면,� 왕종솨이는�이� 수치를�기록

한다.� 높이를� 재고� 나면,� 전체� 1m2의� 구역에서� 1/8의� 넓이를� 재서� 그� 안에서� 각� 식

물종별� 개수를� 센다.� 이� 개수� 역시� 노트에� 기록된다.� 나중에� 1/8만� 센� 식물의� 개수는�

곱하기� 8을� 한� 후에� 전체� 표본의� 식물종의� 개수로� 활용된다.� 높이와� 개수를� 측정하고�

나서는�식물� 표본�샘플� 채취를�시작한다.� 각�식물종별로�줄기와�잎,� 열매� 부분이�모두�

82) 쿼드랫법이라고도 한다. 동식물의 개체군 밀도(密度)나 분포양식 또는 군집의 종류 구

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널리 사용된다. 식물군락의 종류나 구성조사에서는 종수-면적곡

선으로부터 결정되는 최소면적을 구획의 크기로 하는 일이 많고, 그 넓이는 초원(草原)

에서는 1m2 전후인데, 삼림에서는 100m2 이상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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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도록�가위로�잘라� 종이봉투에�넣는다.� (20110816� 참여관찰�자료)

실험구역은 위와 같은 조건의 모두 여섯 개의 구역으로 나뉜다. 앞의 네 구역

은 면적을 서로 달리해서 닭의 방목밀도를 저밀도에서 고밀도까지 배치하였다. 

뒤의 두 구역은 대조군으로 한 구역은 아무 것도 방목하지 않고 초원의 식물들이 

자라도록 하였으며, 마지막 구역은 양을 방목하여 닭과 양을 방목했을 때 초원 

식생의 차이를 실험하였다. 생태학자는 방목밀도가 다른 4개의 구역을 4번 중복

하여 모두 16개의 구역에서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오차를 줄이고 정확성을 높이고

자 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위와 같이 구성된 실험구역 내 초원 식생 위에서 일정한 간격83)으로 

사각 틀을 올려놓고 그 안에 있는 식물과 토양의 정보를 수집하고 샘플을 채취하

였다. 먼저 각 구역 내에서 식물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식물의 생장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각 틀 내의 식물의 높이를 자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그리고 

초원에 살고 있는 다양한 식물들의 분포와 밀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1m2면적 내

에서 각 식물 종류 별 개수를 센다. 이렇게 측정된 수치들은 사진에서처럼 노트

에 기록된다. 

높이와 개수를 다 세고 나면, 이제는 식물 표본을 채취할 차례이다. 민들레나 

강아지풀에서부터 쑥 등에 이르기까지 초원의 식물들은 연구자의 손에 들린 가위

를 만나는 순간 초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노란 종이봉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식물의 높이와 단위면적 당 개수는 초원으로부터 과학자의 노트로 옮겨져 이동 

가능한 형태로의 변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수치는 학자의 손에 들려 초원으로

부터 실험실로 이동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가위로 잘린 초원의 풀과 파내어진 

토양 샘플 역시 종이봉투에 넣어져 초원으로부터 실험실로 옮겨간다. 

실험이 이루어진 훈산다커 사지의 모든 풀과 토양을 과학자의 실험실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초원이 이동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위에서처럼 

과학자는 1m2의 사각 틀, 가위, 자 등의 도구를 이용해서 초원을 이동 가능한 형

태로 변형시켜 실험실로 옮길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필드에서의 여러 작업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들은 초원 세계와 과학자의 

논문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우리는 실제 초원과 학술논문에서 ‘초원’이

83) 0m, 2m, 6(2+22)m, 14(2+22+23)m, 30(2+22+23+24)m, 62(2+22+23+24+25)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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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이야기 되는 수치와 표본의 간극을 연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게 된

다. 세계(world)와 말(word)의 간극 사이에서 연구자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참조물(reference)’이다(Latour 1999: 24). 이 참조물은 초원이라는 세계와 

생태학자의 논문 속의 ‘초원’의 간극을 잇는 징검다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초원

의 세계는 하나의 참조물로 변형되고 또 다시 새로운 참조물로 재변형되면서 첫 

번째 참조물에서 두 번째 참조물로 그리고 n번째 참조물로 변형을 거듭한다. 그

리고 그 징검다리의 종착지에 초원 세계를 대표하는 몇몇 수치와 표와 말들이 논

문 위에 작성된다. 이 날 과학자의 필드(field) 위에서 이루어진 채취 등의 작업의 

과정과 결과물은 첫 번째 변형을 통해서 징검다리의 시작점을 놓은 참조물이 된 

것이다.   

다음의 실험은 닭이 초원에서 잘 자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그들이 세운 

가설에 따르면, 초원에서 방목한 닭은 닭장에 가두어 사료만을 먹여 기른 닭과 

비교하였을 때 성장 속도나 크기가 뒤쳐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은 닭의 부화에서부터 성체에 이르기까지 닭장 닭과 초원 방목 닭의 

생장과정을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들은 일반 농촌의 사육방식처럼 협소한 철제 우리에 가두어 기른 닭과 초원 

방목 닭의 사료섭취량 차이의 측정을 통해서 닭 사육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사료

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초원에서의 방목이 닭의 취식과 성장에 어

떠한 변화를 야기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닭은 잡식성 동물이다. 좁은 우리에서 사육하는 닭은 사육자가 주는 대로, 주는 

것만큼의 사료를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초원에서 방목하는 닭은 사료 이외에

도 풀, 곤충, 열매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먹이를 직접 섭취할 수 있다. 따라서 

생태학자는 초원 방목 닭이 초원에서 사료 이외에 다양한 종류의 먹이를 스스로 

섭취할 수 있을 때, 우리에 가두어 기른 닭보다 얼마나 적은 사료를 먹게 되는가

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는 우리/초원의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닭을 직접 사육하여 각 조건 하의 사료소비량을 매일 점검하였다.

그리고 사료소비량을 점검하는 동시에, 서로 다른 조건 하의 닭의 성장을 측정

하기 위해 닭의 중량을 매주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중량을 측정하는 것은 초원 

방목 닭이 기존의 닭장 사육 닭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성장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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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에서 방목되던 닭은 과학자의 실험기간 동안의 계산을 통해서 비용과 이익

이라는 수치로 과학자의 노트 속 표에 기록되었다. 초원의 닭은 스스로 섭취한 

사료의 양과 그 몸무게라는 수치를 통해서 과학자의 실험실로 이동 가능한 형태

로 변형되었다. 초원의 닭 역시 참조물로 변형됨으로써 초원을 벗어나 과학자의 

실험실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태학자는 닭 방목 실험시범사업에 몽골족 목축민들을 참여시킴

으로써 그에 수반되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였다. 몽골족 목축민들은 닭을 사육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이익에 대해서 계산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생

태학자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계획하고 집행하는 예산이 사용되는 매일 매일

의 지출 속에서 기록된다. 그리고 몽골족 목축민들은 중국과학원과의 협의 아래 

닭 사육비용에 따른 금액을 지불하고, 닭 사육을 완료한 이후 닭을 수매하고 소

득을 획득하게 될 때까지의 계산을 과학자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계산은 기존의 

소나 젖소 등과 같은 대형가축을 길러서 얻게 되는 비용 대비 이익과의 비교를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필드에서 생태학자가 관심 있어 하는 초원, 닭, 몽골족과 관련한 몇

몇의 표본과 대표들(delegates)이 초원으로부터 수집되었다. 그러나 그가 추출한 

것은 전체의 초원이 아니라, 오직 생태학자가 관심 있어 하는 몇몇의 표본과 대

표들이 수집되었을 뿐이다. 여기부터 생태학자가 이 표본과 수치들을 자신의 연

구실로 가져갔다고 해서 그가 초원과 멀리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다. 

표본과 대표들을 통해서 생태학자는 초원과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사이’(in 

between)(Latour 1999: 36)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표들을 통해서 

초원을 손안에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는 수치, 표본, 대표들을 통해서 

초원을 가까이 두고 이리저리 조합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생태학자

가 선택한 식물의 표본, 닭의 무게, 비용과 이익과 같은 수치들은 초원의 대표자

로 선택되어 변형을 거쳐, 초원의 특성을 보존한 채로 이동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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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봉인과�이송:� 멀리서도�초원을�눈앞에�두는�법

초원을 대표하기 위해서 측정된 수치들과 채취된 샘플들은 초원으로부터 분리

되고 봉인되어 필드로부터 생태학자의 실험실 또는 연구실로 이송되어 진다. 초

원의 필드로부터 변형되어 실험실로 온 이러한 참조물들은 다시 새로운 참조물로

의 변형과정을 거친다. 기입(inscription)은 실체가 기호, 아카이브, 문서 등으로 

물질화되는 모든 형태의 변형을 가리킨다. 초원의 풀, 나무, 토양과 같은 실체들 

역시 사진기, 자, 저울, 펜과 공책 등과 같은 기입장치(inscription device)의 도움

을 받아서 실험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2차원의, 포개놓을 수 있는, 조합 가능하

며, 이동 가능한(Latour 1999: 29)” 형태로 변형된다. 

〔사례� 5-2〕� 식물�표본의�처리�

초원의� 필드로부터� 채취된� 식물� 샘플들은� 종이봉투에� 봉인된� 채로� 생태학자의� 실험

실로� 이동한다.� 식물� 샘플이� 담긴� 봉투에는� 채취한� 풀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봉투�

위에는� 식물의� 이름,� 채취한� 구역,� 날짜가� 쓰여� 있다.� 미아오쉬는� 소수점� 1/100까지�

측정이� 가능한� 정밀� 저울을� 사용해� 식물� 샘플의� 중량을� 측정한다.� 그녀는� 종이봉투에

서� 식물샘플을� 꺼내� 저울에� 무게를� 측정하고,� 샘플이름이� 적힌� 노트의� 표에� 중량을�

기록한� 다음,� 다시� 샘플을�그대로� 종이봉투에� 넣는다.� 필드에서�채취한�식물들의�중량

을�모두� 측정한�이후에는�열� 건조기(烘箱)에�식물을�봉투째�넣고� 80℃에서� 24시간� 동

안� 열� 건조를� 한다.� 열� 건조를� 한� 이후에는� 다시� 봉투에서� 식물� 샘플을� 꺼내서� 건조

중량을�측정한다.� (20110819-20� 참여관찰�자료)�

 초원에서부터 채취된 샘플은 자신이 온 초원의 정보들을 보존한 채 이동하게 

된다. 그 내용은 생태학자가 실험실에 가져 온 종이봉투 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름, 구역, 날짜 등을 포함한다. 이 종이봉투 위의 내용을 지워버린다면 식물샘플

은 그것이 가진 정보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종이봉투 위에 쓰인 내용과 

함께 봉인된 식물샘플은 초원의 식물들을 대표하여, 그리고 자신의 종(種)을 대표

하기 위하여, 실험실로 이송되어 왔다. 이렇게 초원에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참

조물들은 점차 생태학자의 논문으로 연결되는 징검다리를 하나씩 놓는 데 활용된

다.

초원을 대표하기 위해 실험실에 온 참조물들은 실험실에서 두 번째, 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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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n번째 변형이 일어난다. 그리고 생태학자는 각종 도구를 이용해 변형에 개

입한다. 먼저 생태학자는 초원으로부터 온 식물샘플을 채취된 그대로의 상태에서 

저울을 이용해 중량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식물샘플은 중량 수치로의 변형이 일

어났다. 

중량측정이 완료된 식물샘플을 열 건조기(烘箱)를 이용하여 24시간 동안 열 건

조시켜 수분을 제거한다. 식물 샘플은 열 건조를 통해서 그 구성성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식물샘플은 가지고 있던 많은 정보들 중에서 수분이 탈락되었다. 식물

샘플은 기입장치인 열 건조기를 거쳐 수분이 탈락되는 변형이 일어났고, 과학자

는 이제 샘플의 건조중량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식물샘플은 변형

의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특정한 정보를 탈락시키는 과정 속에서 식물이 가지고 

있는 다른 정보를 가시화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반복 과정 속에서 식물샘플은 수분이 탈락되면서 변형을 통해서 생태학

자가 만들려고 하는 표와 그래프의 수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종이봉투에 

들락날락하면서 변형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식물샘플이 여전히 종이봉투에 

봉인된 당시의 초원을 대표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으며, 종이봉투 위에 쓰여 있는 

그 꼬리표(tag)의 내용이 보증을 담당한다. 

생태학자는 초원의 식물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요소들을 필요로 한다. 필드와 실험실에서 식물의 표본을 채취하고 측정하는 과

정, 표본에 열 건조 등의 변형을 거쳐 만들어진 다양한 수치들은 생태학자가 원

하는 요소들을 채워나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생태학자는 이렇게 형식화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수치들을 가지고, 초원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의 하나인 초원의 ‘생물량

(生物量, biomass)’84)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밀도에서 닭을 

방목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물량이 증가하는지 혹은 감소하는지, 증감이 

이루어졌다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이루어졌는지를 표와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게 된다(그림5-2, 5-3). 즉, 닭 방목과 초원의 생산력과의 관계를 다른 학

자들 또는 학계에 보여줄 수 있는(demonstration) 형태로 변형시켜 제시할 수 있

게 되는 것이다. 

84) 생물량은 일정한 지역 내에 생존하는 생물의 총 중량, 단위 면적당의 생물체 혹은 그 

건조중량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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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서로 다른 방목밀도에서의 

지상생물량의 변화(苗旭 2013: 26)

〔그림 5-3〕방목밀도와 지상생물량 간의 

회귀 관계(苗旭 2013: 27)

생태학자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원하는 지역과 원하는 조건의 상황에 맞추어 

변화된 변수들에 수치를 대입하여 공식의 값을, 그래프의 기울기를 산출해낼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각 수치들은 그 수치가 기원한 특수한 시공

간적인 배경이 제거된 채로 공식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공식의 각 변수

들은 서로 다른 시공간적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과학

지식의 형식화(information)는 서로 다른 먼 곳으로부터 계산의 중심(centers of 

calculation)으로 온 다양한 요소들의 특수성을 제거하여, 이동 가능하고, 안정적

이며, 조합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Latour 1987: 243). 

다음으로, 생태학자는 ‘닭’이 초원에서 얼마나 잘 자라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실

험을 진행하였다. 초원 위의 닭의 성장은 매주 실시된 몸무게의 측정을 통해서 

중량 수치로의 변형이 일어났다. 그리고 닭이 먹은 사료는 매일의 측량을 통해서 

그 수치가 생태학자의 노트에 기록이 되었다. 서로 다른 공시간들로부터 온 측정

된 표본 수치들은 표 5-1에서처럼 평평한 테이블 위에 서로 동시에 있게 되고, 

동일한 시각 아래에서 가시적이 된다. 다시 말해, 생태학자는 형식화의 과정을 거

쳐 초원에서 방목한 닭(표의 왼쪽)과 우리에 가두어 기른 닭(표의 오른쪽), 즉 서

로 다른 공간에서 자라난 닭을 테이블의 행간(行間)에서 비교 가능하도록 만나게 

해 주었다. 또한 서로 다른 시기의 닭의 사료 요구량의 측정 수치는 서로 다른 

시기의 닭의 변화들을 테이블의 열간(列間)에서 비교 가능하게 해 주었다. 

닭 역시 식물표본과 마찬가지로 필드에서의 측량, 실험실로의 봉인과 이송의 

과정을 거쳐, 그가 자라나고 생활하는 초원의 맥락으로부터 분리되고 나서야 생

태학자들이 보여주고 싶은 특질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생태학자는 몽골족 목축민의 닭 사육의 과정과 결과 역시 그의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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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구분

연령

(주)

일일� 사료보충량 총�사료량
사료량의

차이방목 우리 방목 우리

병아리

사육기
1-7 26.0±0.37 26.0±0.37 1271.6±18.06 1271.6±18.06 0.0±0.00

적응기 8 53.9±1.88 53.1±1.25 377.4±13.14 371.8±8.78 -5.6±17.35

사료

최저기
9-11 42.2±1.04 58.7±0.79 887.1±21.93 1232.6±16.56 345.5±7.42

상승기 12-16 48.3±0.28 72.4±085 1691.6±9.72 2535.0±29.63 843.5±19.92

안정기 17-21 52.2±0.72 78.2±0.47 1828.4±25.35 2735.9±16.59 907.5±21.82

하강기 22-25 51.0±1.91 69.9±1.81 1426.9±53.36 1957.9±50.56 531.0±93.93

평균 48.1±0.91 67.8±0.76 - - -

합계 - - 7483.0±133.62
10104.8±112.

71

2621.9±137.

56

〔표 5-1〕서로 다른 사육방식하의 사료 요구량 비교(蘇本營 등 2011: 61)

이블 위로 이송해온다. 몽골족 목축민의 닭 사육이라는 행위는 그의 기록을 통해 

경제적인 비용과 이익으로 변형되었다. 이는 초원에서의 닭 사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어 생태학자의 보고서에 등장하게 되었

다.  

3.� 이산화탄소�배출량,� 사료비용,� 병충해와의�동맹

생태학자는 초원에서 스스로 진행한 닭 방목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참조물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참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참조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선행연구들의 참조물(reference)을 자신의 주

장을 더욱 강화하는데 이용한다.

첫째, 초원비계 연구팀은 중국과학원 저탄소 프로젝트 연구보고서(2011)85)에서 

85) 20111212 碳專項牧鷄子課題年度進展總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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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product)

온실기체�배출량(GHG(kg� CO2e))

per� kg�

product�

per� MJ

human-edible� product

Per� kg

human-edible� protein

우유 1 0.37 28.6

고기

가금(닭) 2.7 0.40 18.4

돼지 3.9 0.30 34.2

소 13 1.40 93.5

양 13 1.51 92.9

〔표 5-2〕가축 산물 단위 당 온실기체 배출량(CO2e=carbon dioxide equivalents)

(Gill et al. 2009:326)

온실가스배출량을 비교함으로써 초원에서의 닭 방목이 지구온난화를 줄이고 온실

가스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서, 생태학자는 양이나 소보다 닭이 지구온난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적게 끼친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다. 즉, 가축(양, 소)의 방목보다 닭을 방목하는 

것이 더 온실기체 배출을 적게 한다고 주장하려는 것이다. 생태학자는 영국의 농

축산업을 연구하는 동물학자들의 온실기체 배출에 대한 연구들과의 동맹을 통해 

초원에서 탄소배출과 가축(소, 양, 돼지) 또는 가금(닭)과의 관계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생태학자가 참조한 문헌(Gill et al. 2009)으

로부터 온 표 5-2에서는 닭, 돼지, 소, 양과 같은 가축이 등장하고 있다. 위 표는 

각 가축들이 생산하는 온실기체 배출량(GHG)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2절에서 역시 정보가 탈락되고 변형되어 이동 가능한 형태로 변형된 초원

의 닭과 양 등과 같은 동물들은 생태학자의 보고서 속에서 표 5-2의 닭을 비롯

한 다른 동물들과 비교 가능한 형태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동물학자(Gill et al. 2009)의 연구에서의 닭과 생태학자의 닭은 동일한 닭은 아

니지만, 보고서 안의 동일한 테이블 안에서 비교 가능한 형태로 변형되었다. 생태

학자는 다른 가축보다 닭이 온실기체를 덜 배출시킨다는 동물학자의 주장을 초원

에서의 자신의 연구와 연계시켰다. 이 연계를 통해서 “초원에서 닭의 사육은 소

나 양과 같은 가축을 기를 때보다 온실기체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생태 보존에 도

움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생태학자는 자신이 직접 측정

이나 실험을 하지 않고도 다른 참조물과의 동맹을 통해서 자신의 실험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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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시켜 주장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길(Gill� et� al.� 2010:� 326)의� 연구에� 따르면,� 단위� kg당� 닭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배출량(GHG,� green� house� gas)은� 2.7kg인데� 반해,� 초원의� 주요

한� 가축인� 소와� 양은� 13kg으로� 나타났다.� 닭의� 생산을� 통해�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

은�소와� 양의� 배출량의� 22.5%에� 해당하는� 것으로�거의� 1/5�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 네이멍구� 정란� 기(正藍旗)� 초원지역에서� 향후� 연간� 10만�

톤의�소고기와�양고기의�생산이�닭고기로�대체될�때,� 연간� 103만�톤�이상의�이산화탄

소를� 줄일� 수� 있다고� 전망할� 수� 있다.� 이는� 닭을� 방목하는� 것이� 이산화탄소� 배출� 감

소에�끼치는�효익에�대한�시작�단계의�생각을�명확하게�할�수� 있다.86)

나아가 위의 보고서에서처럼 생태학자는 영국 동물학자의 가축과 기후변화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중국 네이멍구 초원의 닭과 소, 양을 사

육했을 때 예상되는 탄소배출량에 대한 예측 및 전망을 시도하고 있다. 생태학자

는 참조물로부터 온 표를 근거로 닭고기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은 소

고기나 양고기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의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동일한 중량의 소고기나 양고기를 닭고기로 대체하

여 생산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을 약 1/5로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고 주

장하였다. 

초원비계 연구팀은 다른 참조물과의 동맹을 통해서 초원에서 사육하는 동물을 

소나 양에서 닭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둘째, 생태학자는 그 외에도 자신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의 학자 및 

참조물과의 동맹을 통해서 초원에서의 닭 방목에 따른 다양한 효익(效益)87)을 산

출하려고 하였다. 

먼저 그는 야외에서 방목을 하여 기른 닭의 사료 소비량을 연구한 농학자와 그

86) 李永庚, 2011,『渾善達克沙地草原牧鷄固碳增彙技術試驗示範2011年度課題工作進展
報告』, p.13.

87) 생태학자가 보고서에서 초원비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직접 사용한 용어이다. 효익은 

효과와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효과는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에 의하여 드러나는 보람

이나 좋은 결과를 뜻하며, 이익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을 뜻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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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조물과의 동맹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그는 

초원에서 닭을 방목하게 됨으로써 좁은 닭장에 가두어 기른 닭보다 사료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통해서 경제적인 효익을 얻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생태

학자가 실험 설계를 하는데 참고가 된 파나티코(Panatico 1998)의 선행연구는 야

외에서 방목하는 닭은 자유롭게 식물, 종자, 곤충 등을 먹고 자랄 수 있으며 

30% 정도의 사료를 절약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생태학자의 초원에서의 닭 

방목 실험 역시 이와 비슷하게 약 27%의 수치를 나타냈다는 점은 선행연구가 생

태학자의 연구결과의 설득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생태학자는 선행연구의 인용과 자신의 실험결과 둘 모두를 초원 닭 방목의 

경제적 효익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료과학자

들 뿐만 아니라, 닭 사육을 하거나 하려는 몽골족 목축민(목금민)들에게는 비용을 

줄이고 경제적인 이득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증거로 제시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그들은 사료 소비의 감소의 의의를 거시적으로 확장시켜 초원목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한다(蘇華 등 2011). 그들은 초원에서 닭을 방목하는 것은 

단순히 사료비용을 줄이는 1차적인 생산비용 감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

한다. 이는 닭 사육에 쓰이는 옥수수를 비롯한 사료 소비의 감소, 나아가 식용 동

물(가축) 사육에서 사료의 감소, 식용 동물(가축)과 사람의 식량 경쟁의 감소도 

초래한다고 보았다. 궁극적으로는 중국 내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식량 소비의 

감소로 초원목계의 의미가 확장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실험결과

와 참조물들과의 동맹을 통해서 마련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생태학자는 곤충학자의 참조물과도 동맹을 맺는다. 초원의 하절기를 

위협하는 것은 메뚜기(蝗蟲) 떼의 습격이다. 충해(蟲害)는 초원생태계 식생을 파

괴하고 초원을 터전으로 목축을 하는 목축민들에게 매우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

다주는 주요한 원인이다. 생태학자는 직접 충해와 닭 방목과의 관계를 연구하지

는 않았지만, 중국의 북서부 초원 지역에서 실시되었던 곤충학자들의 선행연구로

부터 그들의 주장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근거들을 인용할 수 있었다. 

중국의� 서부� 초원지역인� 신장(新疆)과� 칭하이(青海)� 지역에서� 이미� 닭� 방목과� 해충�
박멸과의� 관계를� 실험을� 통해� 밝혀냈다(盧俊德� 等� 2006:� 45-47).� 닭의� 해충을� 잡아

먹는� 능력(捕⾷能⼒)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1마리의� 닭이� 하루�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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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80g의� 메뚜기를� 포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宋玲� 2003;� 苗旭� 2013:� 4� 재인

용).� 싱하이� 현(興海縣)에서의� 실험결과,� 5,000마리의� 닭을� 초지에서� 60일� 동안� 방목

하면� 2.64×103ha의� 초원면적의� 메뚜기의� 약� 94.6%를� 박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평균� 닭� 한� 마리� 당� 0.53ha의� 초지� 면적을� 포괄할� 수� 있는� 규모이다.� 또

한� 667m2의� 면적� 당� 닭� 방목으로� 메뚜기를� 박멸하여� 줄일� 수� 있는� 목초의� 손실은�

74.6kg에�달하는�것으로�계산되었다.� 따라서�풀�손실을�줄이는�만큼은�가금이나�가축

을� 사육하는데�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효용� 가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

다.88)

생태학자는 참조물을 가져와 닭은 메뚜기 같은 곤충들을 잡아먹어 초원에서 발

생하는 충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메뚜기를 잡아먹게 되면, 메뚜기

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목초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목초의 손실

이 줄어드는 것은 초원의 퇴화 및 생산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

며, 충해로 손실되는 생산력을 다른 가축이나 가금의 방목에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생태적인 효익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효익이 높다고 생태학자는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첫째,� 닭이� 초원에서� 섭취하는� 곤충과� 벌레들은� 콩(⼤⾖)이나� 어분(⿂粉)과� 같은� 닭

에게�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한� 사료들보다� 아미노산� 함량이� 높다고� 한다(Swatson� et�

al.� 2004).� 또한� 이러한� 곤충과�벌레의� 단백질�흡수율은�표준적인� 사료에�비해서� 4배

나� 높다고� 알려져� 있다(Lender� et� al.� 2000).� 다음으로,� 초원� 목초(牧草)의� 섬유질과�

인(P)의� 함량이� 곡물(사료)보다� 높으며,� 회분(灰分)89)과� 칼슘(Ca)의� 함량� 역시� 높은�

것으로�보고되었다(Ali� 1995).90)�

위와 같은 문헌을 통해서 생태학자는 닭이 섭취하는 메뚜기 등과 같은 곤충 및 

벌레는 일반적인 농촌 지역에서 가두어 기르면서 사람이 준 사료만을 먹고 사는 

닭에 비해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는 

88) 蘇華, 李永庚, 許宏, 2011, “草原生態恢複新思路——草原牧鷄”,『科技傳播』, 2011

年23期에서 발췌.
89) 영양학에서, 음식물 속에 들어 있는 무기물 또는 그것의 전체 분량에 대한 비율을 이

르는 말(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90) 蘇本營, 2011,  “沙地草地散養柴鷄取食規律及其對草地生産力影響研究,” 山東農業大

學碩士學位論文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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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에서 약초(藥草, herb) 등 다양한 종류의 풀을 섭취하는 것은 사료가 공급하

기 어려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여 닭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 주는 밑바

탕이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게 된다. 결국 생태학자는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수

행된 닭과 충해와의 관계에 대한 곤충학자의 연구결과와 수치를 자신들의 보고서

에 인용하여, 초원 닭 방목 프로젝트의 생태 및 경제 효익과 관련한 확장된 주장

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생태학자는 동물학자, 농학자, 곤충학자 등의 다양한 연관 분야의 학자들과 그

들이 생산한 참조물들과의 동맹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확장시키고 강화하고 있으

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과학자들의 참조물은 연쇄적으로 인용되고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초원에서의 닭 방목의 효익을 주

장하는 생태학자들에게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4.� 최적의�그림�그리기

...이� 결과는� 과도한� 닭의� 방목은� 전통적� 방식의� 소,� 양의� 방목과� 같이� 초원� 군락�

조성에� 상해를� 입힐� 수� 있으며,� 군락의� 정상� 구성과� 기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초지에서� 과학적으로� 닭을� 기르기� 위해서,� 각� 군락의� 지표가� 전통적인� 소,� 양�

방목시의� 지표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며,� 또한� 동시에� 경제적인�

효익까지를� 고려했을� 때,� 닭의� 방목밀도는� 400마리/헥타르(ha)가� 비교적� 합리적인� 방

목밀도임이�드러났다.91)�

생태학자는 앞선 절에서 살펴보았던 닭 방목 실험 아래에서 측정하고 산출된 

초원의 다양한 지수들을 조합한 결과, 초원에서 닭을 기르는 것이 소나 양과 같

은 가축을 기르는 것보다 초원의 생산력과 생물다양성에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는 추상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수치들을 조합하여 나온 것으로, 초원 면적 단위 헥타르(ha) 당 400마리의 닭을 

방목하는 것이 소나 양을 기르는 것보다 초원에 해를 덜 입히면서도 이익을 발생

시킬 수 있는 방목밀도로 제시되었다. 즉, 생태학자는 적절한 밀도의 닭의 방목은 

91) 苗旭, 2013,  “牧鷄與牧羊對渾善達克沙地植物群落和生產力的影響及其機制,” 中國科
學院植物研究所大學碩士學位論文,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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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b b bC = F +C Q-
〔그림 5-4〕탄소고정흡수량 공식

초원의 식생의 생산력을 줄이지 않고 사막화를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온실기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초원을 이용하면서도 경제적 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고 주

장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목축방식으로� 초지와� 노동력을� 투입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150위안(元)/ha(ha,� 헥타르)이다.� 닭의� 출하율(出欄率)을� 80%로� 계산하여� 헥타르� 당�

초원에서� 닭을� 방목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계산하여� 보면� 2,000위안으로,�

초지생산량을� 하강시키지� 않으면서도� 매� 헥타르� 당� 1,850위안의� 경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닭의� 성장주기는� 180일� 정도로� 초원의� 짧은� 성장기� 내에�

사육할� 수� 있으며,� 전통� 초원에서� 가축을� 기를� 때� 제기되었던� “봄에는� 여위고,� 여름에

는� 살찌며,� 겨울에는� 말라가는(春瘦，夏肥，冬掉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 하절기�
6개월� 기간� 동안으로의� 사육� 기간의� 단축은� 목축민들의� 노동� 시간과� 노동� 강도를� 줄

일�수� 있으며,� 유기농�닭과�달걀을�공급할�수� 있게� 되었다.92)

게다가 그들은 위와 같이 경제적 수익을 수치로 계산하여 동료학자와 몽골족 

목축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과 관련한 수치는 앞선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시범사업과 실험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것으로, 궁극적으로 그들은 

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아래의 두 공식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였다. 전자

는 탄소고정흡수량으로, 초원에서의 닭의 방목을 통해서 얼마나 탄소를 고정할 

수 있는가 즉, 온실기체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공식이다. 후자는 경

제적 효익 공식으로, 초원에서의 닭의 방목을 통해서 얼마나 경제적인 이익을 얻

을 수 있는가를 계산하려고 하였다. 그들이 초원으로부터 시작된 과학지식의 생

산과정은 공식의 산출을 통해 다음의 두 개의 공식으로 집약되었다.

첫째, 탄소고정흡수량(Ct)은 초원의 식물들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생성되는 

탄소흡수량(Fb)93)과 토양의 탄소흡수량(Cb)에서 가축(소와 양)과 가금(닭)을 사육

92) 蘇本營, 2011, “渾善達克沙地“草原牧鷄”的生態與經濟效益,” p.63.  
93) 식생(Fb) 및 토양(Cb)과 관련한 변수는 다른 초원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수행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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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 a aM F +P +L=
〔그림 5-5〕경제적 효익 공식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탄소배출량(Qb)을 뺀 나머지를 말한다. 이 공식에서 생태

학자가 자신의 실험과 연구결과를 통해서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가축

을 가금으로 대신하여 방목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즉, 이는 탄소

고정흡수량을 증가시키고 온실기체 배출을 줄여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줄이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생태학자는 이미 3절에서 동물학자 및 그의 참조물과의 동맹

을 통해서 이러한 주장에 근거를 마련하였다. 

닭은 과학자들과 그들의 공식에 의해서 초원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줄여 탄소고

정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부여받는다. 초원 생태계에서 닭이라는 행

위자가 탄소배출량 감소라는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잘 수행했을 때 지구온난화

의 위협으로부터, 사막화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 효익(Mt)은 식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Fa)과 가금

(닭)의 사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Pa), 그리고 가축 사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La)을 모두 더한 총합을 말하는 것이다. 생태학자는 초

원에서의 닭 방목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시범사업의의 예산의 집행 및 수익의 창

출을 통해서, 그의 닭 방목 실험에서 측정된 경제적 이익의 수치의 산출을 통해

서 가금의 사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Pa)을 극대화시켜 초원에서 발

생하게 되는 전체 이익(Mt)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게 되

었다. 

생태학자는 두 공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표현하고 있다.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공식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네트워크를 거쳐 옮겨옴으로써 만들어진 

재현이다. 현실에서 맺어져야 할 관계를 책상 위에서 대표들 간의 관계로 맺어보

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논문에는 전 세계의 초원, 실험실, 사육장, 온갖 곳에

들을 바탕으로 제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1년 훈산다커 사지가 위치한 바인후수 

마을의 2만 무의 여름 방목지에서 시행된 초원회복 프로젝트에서는 금목을 실시하고 풀 

종자를 뿌리는 식생의 변화를 시도하는 실험을 실행하였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는 식생(Fb)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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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초원비계의 세계상(cosmograms)(李永更 2011: 12)

서 온 사물들과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러한 공식은 이리저리 다양한 요소들을 

조합해서 나온 결과였다. 이러한 다양한 집단들이 역할에 따라서 관계를 맺는 것

이 바로 공식이다. 즉, 공식은 공식을 구성하고 있는 행위자 집단들이 어떤 역할

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생태학자는 그림 5-6과 같이 여러 행위자들을 하나의 그림 속에서 관계 맺도

록 하였다. 그는 언뜻 보면 서로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닭, 

탄소고정(생태과학적 성과), 초원정책, 기업운영을 하나로 연결하는 세계상을 제

시하고 있다. 이전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이 그림과 같은 체계로 움

직이지 않았었다. 생태학자는 그림과 같은 체계에 맞추어 그가 살고 있는 세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여러 행위자들을 동원하고 결합시키는 하나의 지

도(map)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도를 따라서 행위자들을 동원하는

데 성공하면 생태학자는 그들의 세계상에 따른 세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

며, 제대로 동원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의 지도는 현실에 구축되지 못하는 환영

(illusion)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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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4장에서는 초원비계의 생태정치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 행위자들에 관심을 기울

였다면, 이번 장에서 연구자는 초원비계 생태정치를 만들어가는 또 다른 주요한 

축인 비인간 행위자들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첫째, 생태학자는 닭 방목 실험 이후 방목지로부터 채취한 식물 및 토양 샘플

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연구실의 도표와 그래프를 통해서 과학자들의 연

구논문으로 출판되었다. 과학자들은 측정과 실험을 거쳐, 가축의 방목보다 가금의 

방목이 초원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지수들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이러한 수치를 보여줌으로써 닭과 같은 가금을 적절한 밀도로 방목하는 

것이 소나 양 등 가축을 방목하는 것보다 식물의 다양성을 높이고 식물이 더 풍

성하게 자랄 수 있게 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그들은 직접 실험을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영국의 가축(돼지, 소, 양)과 가

금(닭)에 대한 연구결과를 동원해서 닭이 다른 가축에 비해 단위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온실기체 배출량)이 훨씬 적게 나타난다는 주장과 동맹을 맺었다. 이 동맹

의 힘을 통해서 내몽고에서의 닭 사육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게 하여 환경보존

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닭 방목 실험의 결과는 닭장 사육 닭보다 초원 방목 닭이 사료 요구량이 

적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들은 닭

고기의 생산을 통한 경제적인 수익을 계산하였을 때, 단위 당 소고기의 경제적인 

수익보다 높게 나타나면서도 초원의 생산력을 하락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실험

과 인용을 통해 증명했다. 이는 닭을 사육하는 것이 초원의 생산력뿐만 아니라 

몽고족 목축민들에게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효과를 낳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넷째, 곤충학자의 연구와의 연계를 통해 생태학자는 초원에서의 닭 방목이 소

와 양과 같은 가축을 기를 때에는 예방할 수 없었던 병충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참조물들을 수식의 변수로 도입함으로써, 생태학자는 더 많은 

지역으로부터 온 집단들, 그리고 더 다양한 연구자를 자신이 구축하는 수식의 동

맹에 가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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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생태학자는 직접 실험을 통해 분석한 변수들과 다른 연구로부터 

동원한 변수들을 조합하여 닭을 방목하는 것이 초원에 끼치는 탄소고정효과와 경

제적 효익으로 연결되는 공식을 산출해냈다. 이 공식을 통해서 초원의 생산량, 병

충해, 목축민의 경제적 이익, 초원 식생 피복의 변화, 닭의 개체 수,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여러 행위자 집단들이 생태학자의 연구실과 학술회의실 그리고 발표논

문을 중심으로 모여들고 결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수식들은 발표

회의장에서 몇 장의 프레젠테이션 스크린 위의 수식만으로 초원과 관련된 세계를 

동원할 수 있는 생태학자의 권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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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초원비계의�생태계

과학자의 역할은 공식을 만들고 그들이 원하는 세계상의 체계를 청사진으로 제

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공식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제시되었던 생태학자의 세

계상은 현실세계의 실천 속에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그 네트워크를 따라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작업들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다. 실험기지 내의 실험시범

사업에서 생태학자의 통제 아래 성공적으로 수행된 초원에서의 닭 방목이 다른 

영역으로 그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내몽고 초원 위의 닭은 다 자랐다고 해서 저절로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다. 생

산뿐만 아니라 가공, 운송, 판매의 네트워크가 깔려야 닭이 도시로 옮겨가 소비자

에까지 이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닭털 뽑는 기계, 냉동고, 도살장, 도살인부의 

고용문제 등과 같은 일련의 네트워크의 결절점을 무사히 통과해야 가능해지는 것

이다. 이들 중 하나만이라도 단절되면 초원비계는 상품으로서 살아남을 수가 없

고, 생태학자들이 그려 놓은 세계상 역시 실현될 수 없다. 작은 기계, 단순 노동

을 하는 인부 하나하나가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축에서는 모두 협상하고 타협해야 

할 행위자들임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과학자들이 세워 놓은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된 것은 없으며, 매 순간 이러한 결절점들을 구축하기 위한 정치적 

협상을 거쳤어야만 했다.

사막화를 방지하고 초원을 회복시키는 것은 네이멍구의 초원지역에서 이루어지

는 행위들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닭이 도시의 시장으로 도착하여 판매가 되

고, 소비자에게 도달하여, 그 이익이 다시 닭을 기른 목금민에게로 돌아갈 수 있

어야 초원비계의 네트워크는 유지되고 재생산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태계(eco-system)와 경제(eco-nomy)가 하나의 단일한 체계 속에서, 

도시와 시골이 하나의 지역권(region)이 되는 또 하나의 ‘자연의 메트로폴리

스’(nature’s metropolis)(Cronon 1990: 269)가 중국 네이멍구 초원지역과 베이

징과 같은 대도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초원비

계는 이와 같이 생태계와 경제의 에코가 함께 운영되는 생태정치의 과정 속에서 

그 생명력과 지속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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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원비계,� 지식�공동체에�등록되다

2011년 9월 23일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 회의실에서는 <훈산다커 사지 생태회

복 10년(渾善達克沙地生態恢複十年)>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2011년은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의 생태학자들이 바인후수 마을에 과학연구기지

를 설립하고 훈산다커 사지에서 본격적으로 실험 및 연구 활동을 한 지 10주년

이 되는 해이다. 10년 동안 수많은 연구가 훈산다커 생태 연구기지를 거점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연구들을 모아 <커지다오바오(科技導報)> 

학술 잡지에 특집호가 실리게 되었다. 이 학술대회는 지난 10년간 수행되고 축적

된 훈산다커 사지 연구기지의 대표 연구 성과물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학술대회 

및 커지다오바오 특집호 연구 목록에는 초원비계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행되었던 

실험시범사업의 성과 역시 포함되었다. 

『커지다오바오(科技導報)』� 학술�살롱-� 훈산다커�사지� 생태회복�전제�보고

중국과학원에서는� 훈산다커� 사지에서�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생

태회복� 실천과� 획득의� 중요한� 과학연구의� 진전과� 진행에� 대한� 전면적인� 보도를� 하였

다.� 2001년� 이래로,�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는� 네이멍구� 정란� 기� 훈산다커� 사지에서�

지속적으로� 생태회복을� 위한� 대규모� 실험활동을� 개진해왔으며,� 명시적인� 생태,� 사회,�

경제� 효익을� 획득하였다.� 이는� Science지에� 보도되기도� 하였으며,� 훈산다커� 생태회복�

사례는�미국� 대학의�교재에도�들어갔다.

이번� 보고회는� 훈산다커� 사지의� 생태회복의� 효과,� 식물생리생태,� 생태계� 생산력,� 생

물다양성,� 사지초지보호� 중에서� “(목축민의)� 생계방식을� (목계로)� 대체하는”� 등의� 학술�

토론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초청하여� 훈산다커� 사지� 생태회복� 십년의� 생태�

효과에�대한�보도를�진행할�것이며,� 동시에� 『커지다오바오』에� “생태회복십년전제”의� 특

별�발행식을�진행하였다.�

진행:� 장가오밍�연구원

시간:� 2011년� 9월� 23일� 오전� 9~12시

장소:� 식물소�생태중심� 2층�회의실

(중국과학원�식물연구소�보도�자료)94)

94) http://www.ibcas.ac.cn/xueshu/201109/t20110921_33522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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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사람들은 훈산다커 사지 황막초원에서 생태 연구를 

진행해 온 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학술대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청중들 

역시 초원 생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동료 과학자들이다. 

발표자들은 훈산다커 사막 초원 지역에서 서로 다른 시기와 대상에 따라 다양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학자들과 함께 ‘초원생태계의 회복’이

라는 공통의 거시적인 관심사를 공유하고 초원퇴화와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생

태연구를 진행해 온 일군의 학자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학술대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첫 두 연구자들은 초원의 식생 중에서도 삼림 지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

였던 학자들이다. 위순리와 리강은 초원과 삼림의 중간지대에 해당하는 중국 온

대 소림(疏林)95) 지대의 지리적 분포, 생태적 지위, 생성원인, 생산력에 대한 분

석을 통해서 초원의 가축 방목에 비교적 유리한 지역과 취약한 지역의 구분을 통

해서 초지퇴화를 방지할 수 있는 식생 구성 원리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였다. 

다음의 두 발표자들은 초원의 식물과 초원의 기후 및 식생의 퇴화와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니우슈리는 훈산다커 사지에서 방사(防沙)96) 역할

을 하는 콩과(豆科) 식물의 광합성 특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훈산다커 

사지의 이동사구와 심각한 퇴화가 일어난 초지 위에서 콩과 식물이 우세하게 관

찰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콩과 식물이 간한(幹旱)의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제를 분석하였다. 리우메이전은 훈산다커 초원의 풀 중에서 간한에서

도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식물들의 대응전략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두 생

태학자의 연구는 리용겅 연구원의 지적에 따르면, 닭의 방목이 이루어지는 초지

에서 어느 정도 퇴화가 진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으며, 풀의 

성장과 번식과 관련한 사막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 다음의 두 연구자는 초원의 나무와 관련한 특성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펑위

는 훈산다커 사지 중부지역의 느릅나무(榆樹) 소림의 경관 패턴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하였다. 왕징위엔은 훈산다커 사지 느릅나무의 수액(樹液) 유동 연구로 

발표를 하였다. 이들 둘은 황막초원의 대표적 수종(樹種)인 느릅나무의 생태환경

95) 나무가 듬성듬성한 숲
96) 모래 유동(流動) 또는 이동(移動)을 방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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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각 식물종별, 식생권별로 다른 사막화 방지 또는 생태회

복 전략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앞선 여섯 명의 과학자들이 초원의 식생과 생태계에 대한 원론적인 관심으로부

터 출발하여 초원생태계의 사막화 방지와 회복에 관한 제언을 하였다면, 뒤따르

는 두 발표는 실제로 정부 또는 마을 사람들과 협력하여 실천 시범 사업을 실시

한 것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장가오밍은 2001년에 삼북방호림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바인후수 마을

의 4만 무 초지에 철조망을 두르고 금목 정책을 실시하고, 풀 종자를 뿌려 식생 

회복을 도모하였던 생태회복사업의 결과와 전망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장가오밍

은 2001년 당시에 삼북방호림 사업에서 훈산다커 사지 바인후수 마을에서의 실

시를 담당하였던 책임자이기도 하다. 그의 연구결과가 주장하는 바는 바인후수 

마을의 초원회복정책의 실시를 통해서 특별한 조치 없이도 방목밀도를 줄이고 식

생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될 경우에 초원 생태계는 몰라보게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수번잉의 발표가 있었다. 그는 2009년과 2010년에 초원비계 연

구팀에서 닭 방목 실험을 직접 주도하고 진행하였던 대학원생이다. 그는 자신의 

발표에서 생태계 회복을 위한 닭 방목 실험 시범 프로젝트가 초원 생태계와 목축

민들에게 가져오는 생태 및 경제적 효익에 모두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장가오밍의 발표가 초원 생태계 회복 자체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수번

잉의 발표는 초원을 터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목축민들의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과 초지 생산력과의 상호작용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고 이야기 되었다. 

특히 이 두 사례는 학술회의에 참가한 초원 생태계 및 그 회복에 대해 연구하

고 있는 과학자들에게 실험과 시범사업이 결합된 실천적 지식생산의 일환으로 인

식되고 있다. 수번잉이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닭 방목 실험과 마을에서 진행된 시

범사업은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의 다른 과학자들에게 소개되었다. 

이들의 발표와 연구결과를 전해들은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 선양(沈陽) 분소의 

몇몇 생태학자들은 그들의 연구지역인 동북지방의 커얼친(科爾沁) 사지에서도 닭 

방목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들은 동북 지방의 커얼친 사지와 시린궈러 맹의 

전형초원(典刑草原) 지대에서 닭 방목과 식생, 그리고 토양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실험과 연구를 진행하였다(史勝南 等 2013). 그들의 연구결과는 2013년에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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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통해서 발표되었다. 그들의 선행연구에는 앞선 바인후수 마을의 초원비계 

실험시범사업의 연구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선양연구소의 생태학자들은 초원비계 

프로젝트의 사례를 뒷받침하고 증명해 줄 수 있는 동맹이 되어 나타나게 된 것이

다. 

훈산다커 사지 생태회복 1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지역적 수준에서의 관심을 연

구로 진행하여 발표한 것이라면, 뒤이어 나올 학술대회는 전지구적 차원의 관심

과 맞물려 진행되는 연구에 대한 보고회 형식을 띤다. 

<전형지역의 탄소고정흡수 기술체계 및 시범(典型區域固碳增彙技術體系及示
範)>이라는 제목으로 중국과학원 지구화학연구소의 주도로 개최된 학술회의에서

는 중국과학원 내의 다양한 연구지역과 연구분야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전 지구적 문제인 지구온난화를 억제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고정시키고 흡

수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를 함께 가졌다. 이는 7가지 탄소고

정 전문 과제(碳專項)로 선정된 일곱 분야의 중점 실험실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 학술대회에는 서북고원 생물연구소, 화난식물원, 아열대농업생태연구소 등 

13개 과학연구 단위의 총 40여 명의 인사가 참여하였다. 하지만 과학자들 이외에

도 자원환경국 생태처 양핑 주임, 프로젝트 수석 과학자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와 

실무자가 함께 출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초원비계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리용겅 연구원은 초원에서 닭을 방목하는 것이 

탄소고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하고, 2011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과제의 

진행상황을 소개하였다. 그는 초원에 있는 닭과 풀을 직접 가져와 회의에 참석한 

동료들에게 보여주는 대신, 표 또는 그림(도식)으로 재현된 초원을 보여주고 공식

을 이용해 측정과 예측의 결과물을 단상 위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통해서 제시

하였다. 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초원의 닭과 풀, 그리고 토양은 일련의 변형을 통

해서 실험실로, 논문으로 변형되어 이동하였다. 그리고 이 날에는 학술대회가 열

리는 회의실로까지 이송되었다. 

리용겅 연구원과 그의 과학자 동료들은 도표와 숫자가 쓰여 있는 표를 가지고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그러나 이 토론은 침묵하는 무수한 행위자들의 집단을 대

표하고 있으며, 리용겅 연구원과 동료들은 닭, 풀, 탄소, 목축민, 생태학자들을 대

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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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용겅 연구원에 뒤이어 우짠위엔과 송스환 연구원의 닭 방목 실험과 탄소고정

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성과에 대한 발표가 뒤이어졌다. 자오량(趙亮) 등의 연구

원들은 퇴화초지회복 관리(治理), 사료 목초(飼草)기지의 건설, 저 탄소 목축업 

생산, 탄소고정과 탄소배출감소의 효과 및 탄소고정 잠재력의 평가에 대한 보고

를 하였다. 

앞선 발표가 초원 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탄소고정 기술의 성과에 대한 발

표였다면, 뒤 이은 발표는 초원과 더불어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에서 대표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삼림 지대와 하천 유역에서의 탄소고정 연구과제에 대한 것이었

다. 

푸성레이(傅聲雷) 연구원은 삼림 탄소고정 과제의 내용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

였다. 그는 수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삼림 유형(馬尾松林、竹林、橡膠樹
林、桉樹林、杉木林、雲杉林)에 따라서 달라지는 탄소고정기술실험시범에 대하

여 소개하였다.

리용겅 연구원은 탄소고정 기술 시범 연구의 한 사례로 초원에서 닭을 방목하

는 초원비계 실험시범 사업의 성과를 발표하였다. 초원비계의 연구결과는 학술대

회의 주제와 성격에 맞게 탄소고정 기술에 대한 하나의 사례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이야기 되었다. 그는 발표 후 가졌던 인터뷰에서 

자신의 프로젝트와 같이 탄소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고 자신

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자신감은 국제학술지의 출판으로까지 이어졌다. 초원비계 프로젝트 

연구팀의 연구결과는 2014년 쉬홍 연구원의 주도 아래, 『Agriculture, 

Ecosystems and Environment』의 연구논문으로 발표되었다(Xu et al. 2014). 초

원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향상시키는 사례로, 초원비

계 프로젝트의 닭 방목 실험시범사업의 연구결과는 출판되었다. 앞선 초원비계의 

연구결과들이 식생과 지상생물량에 주목을 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면, 2014

년에 발표된 논문은 토양과 지하생물량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초원비

계의 생태학자들은 토양 유기물(soil organic matter), 양분(fertility) 변화 그래프

를 바탕으로 초원을 회복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초원비계 실험시범 프로젝트는 학술대회를 통해서 사막화를 방지하고, 

온실가스(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초원 생태계 회복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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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 발표되었다. 초원비계 연구팀의 연구 성과는 중국과학원에서 대학원생들

의 학위논문으로, 중국과학원 프로젝트 연구팀의 결과보고서 형태로도, 그리고 

『셩타이슈에바오(生態學報)』와 같은 중국의 대표적인 생태학 학술지와 『커지

다오바오(科技導報)』 등의 과학 학술 잡지에도 출판되었다. 나아가 전 세계에서 

접근이 가능한 영문 학술지에서도 받아들여져 초원비계는 다양한 지역의 초원 생

태계 연구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학술대회에서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초원비계 프로젝트의 연구결과를 제시하

는 수번잉, 쉬홍, 리용겅과 같은 연구원들은 그 뒤에서 침묵하고 있는 초원비계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행위자들의 집단들을 책임지고 있으며, 행위자들의 동맹을 형

성하고 한 단위의 힘으로 행동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칼롱 2010: 85-86). 연

구원들은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이던 행위자들을, 움직일 수 없었던 것처

럼 보이던 행위자들의 집단을 동일한 공시간 상에서 관계 맺도록 하고, 그 네트

워크를 학술대회와 학술논문에까지 이어지도록 연결시켰다. 

4장에서 초원비계 프로젝트는 미디어를 매개로 전국으로 알려지고 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6장 1절에 이르러서 초원비계 프로젝트는 과학자 집단의 도

구인 학술대회에서의 발표와 논문 출판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과학자 동료들의 공

식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초원비계 프로젝트는 초원퇴화 및 사

막화 방지 연구와 탄소배출 연구와 관련한 연구 목록에 새로이 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학술회의와 논문 출판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초원

비계는 과학적 지식의 형태를 갖추고 다른 학술적 장이나 정부 정책 등과 같은 

곳에 적용될 수 있는 형태로 변형되어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2.� 초업특구�건설의�제안과�실행

과학자의 역할은 과학지식의 생산, 발표, 출판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

들의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형식화한 지식을 가지고 정부에 초원 정책과 관련

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정책 수립과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초원비계 프로젝트보다 약 9년 앞서 2001년 훈산다커 사지 및 바인후수 마을

에서 실시되었던 삼북방호림 항목 산하의 초원 생태회복 정책97)은 중국과학원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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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연구소 과학자들의 정책 제안과 정부의 자금 지원이 결합된 형태의 정책 실행

이었다.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초원비계 프로젝트는 정부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는 않았지만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 속하는 중국과학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2010년에는 과학자가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관여하는 또 다른 새로운 시도

로,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에서는 초업특구(草業特區) 건설계획을 정부에 제안하

게 되었다. 초원특구 건설계획은 ‘초원비계 프로젝트’의 닭 방목 시범사업을 모델

로 하여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초원비계 프로젝트의 제안 및 실행자인 리용겅과 장가오밍 연구원, 한싱구어

(韓興國)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 선양분소 소장, 바이용페이(白永飛) 연구원 등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의 핵심인력을 필두로 한 과학자들은 초원 생태계의 보존

과 경제적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초업특구 건설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들이 정의하는 ‘초업(草業)’은 초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목축업, 농업, 관광업 

등과 같은 생산 및 서비스업 일체를 말한다. ‘특구(特區)’는 중국의 선전(深圳)과 

같은 경제개발특구를 지향하여, 특구만의 독립적인 관리위원회와 행정관리기구를 

두고, 과학자와 행정가가 연합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지역을 만드

는 것이다.98)

초업특구�건설계획의�전반적인�방향(思路)은� 다음과�같다.� 지속� 가능한�과학의� 기본

원리와� 방법에� 의거하여,� 수(⽔)자원� 절약의� 전제� 아래,� 농업발전� 방향이� 초지건설과�

관리� 실천에� 적용되어,� ‘정교한� 생태초업’의� 기초로,� 유기농� 축산품의� 생산과� 가공을�

주체로� 하여,� 종합적인� 생물� 산업경제�시범구역을� 설립한다.� 고도의� 설계를�연구� 개발

하고,� 초업생산과� 기술의� 정교한� 관리를� 통해,� 작물농업(種植業),� 축산업,� 양식업,� 가

공업,� 생물� 기술� 서비스� 방면의� 우수한� 기준을� 건립하여,� 최종적으로� 특구의� ‘경제발

전(經濟發展),� 환경우호(環境友好),� 사회화합(社會和諧)’의� 목표를�실현하고자�한다.99)

초업특구 건설계획의 주요 목표는 과학자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초원의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그 동안 네이멍구 발전의 근간을 이루어 온 목축업뿐만 아니라 농

업, 양식업, 가공업, 관광업에 이르기까지 생산력을 증대시켜 경제발전을 꾀하는 

97) 2장 3절의 내용을 참조할 것.
98) 內蒙古正藍旗生態草業規劃方案, p.6.
99) 內蒙古正藍旗生態草業規劃方案,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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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생태초업 계획 표시도(中國科學院植物研究所, 2011, 

“內蒙古正藍旗生態草業規劃方案”, p.37)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이 계획은 행정가나 기업가의 구상에 따라 행

정 편의적이거나 이윤 추구적인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기술과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실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과학자들은 주장한다. 

 초업특구 건설계획과 초원비계 프로젝트를 모델로 하고 있어서, 초원비계 프

로젝트의 핵심 인물인 장가오밍 연구원은 초업특구 계획의 전체적인 밑그림(초

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리용겅 연구원은 초업특구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과정에 가장 실질적인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사업 진행 경험을 가지고 참여

하고 있다. 이는 초업특구 건설계획의 중심지역이 초원비계 프로젝트가 진행된 

바인후수 마을이 속한 네이멍구 시린궈러 맹 정란 기(正藍旗)로 결정되는 데도 

영향을 끼쳤다. 

그림 6-1은 정란 기 지역의 지도로, 지도 위에 표시된 것은 과학자들이 초업생

태특구에서 각 소지역 별 적정산업의 배치구상도이다. “①초원생산력 제고 기술

(草地生産力提高技術)”, “②정밀하고 세밀한 초업(精細草業)”은 생태환경이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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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생산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목초의 인공적인 파종, 시비, 방목 방

식의 개선 등 다양한 기술과 방법을 적용하여 초원생산력을 향상시키려는 방안이

다. 

“③북번남육(北繁南育)”은 북쪽의 가축종자를 번식시켜 남쪽에서 사육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3장 2절에서 장가오밍 연구원이 주장한 ‘가축은 남쪽으로 가금은 

북쪽으로’와 상통되는 정책이다. 북쪽의 초원과 남쪽의 농촌과의 연계를 통해서, 

우수한 품종의 송아지 판로 개척을 통해서 사료부족과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④생물산업과 생물에너지개발(生物産業與生
物質能開發)”은 초원에서의 생명 산업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

으로는 네이멍구의 초원에서 자생하는 약초 가공을 통해 네이멍구의 가축과 가금

의 방역약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다. 

“⑤초원양금(草原養禽)”은 초원에서 닭을 사육하자는 것이다. 이 항목은 이미 

‘초원비계 프로젝트’를 통해서 알려졌다시피, 가축 대신 가금을 방목하여 가축의 

수를 줄이고 초원생태계를 회복하고, 목축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제

시되었다. 초원양금의 실시지역은 지도의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바인후수 마을이 

위치한 상위행정구역인 싸인후두가 쑤무 뿐만 아니라, 사육 환경이 유사한 주변

의 상건다라이 진과 바오샤오 쑤무에도 적용될 것이 제안되었다. 

과학자들은 초업특구 건설을 통해 네이멍구 초원지역에서 불안정한 외부 네트

워크에 저가로 품질 구분 없이 판매되었던 가축판매의 조악한 체계를 변혁시켜 

목축민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한다. 그 모델 구상의 핵심은 초원비계 프로

젝트의 유통망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⑥유기식품(有機食品)”은 네이멍

구의 유기농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의미한다. ⑤와 ⑥의 계획은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절에서 더욱 자세히 언급되겠지만 초원비계의 

닭은 이미 브랜드화되어 대도시에서 유통망을 가지고 유기농 식품으로 판매가 시

작되어 진행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 모델을 바탕으로 닭고기뿐만 아니라 유제

품, 소고기, 양고기 등과 같은 네이멍구의 특산물의 가공식품 산업을 발전시키려

고 한다. 이전까지 목축민들은 그들이 기른 가축을 수동적으로 외부에서 판매상

이 마을을 방문하였을 때 판매하는 형태를 취해 왔었다. 과학자들은 유통망의 개

선을 통해 청정 초원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는 유기농 먹거리로 가축을 키워왔음

에도 불구하고, 유통망의 부재로 품질에 합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 202 -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⑦생태관광(生態旅遊)”은 생태보호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관광

을 통해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는 원나라의 여름 수도인 상

두(上都)가 위치한 상두 진(上都鎮)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서 더욱 활발해질 것이

다. “⑧초목공상무연합운영체제(草牧工商貿聯營體)”는 지역 중심지인 소성진(小
城鎮)을 중심으로 교육, 교통, 목축업, 가공 공업 및 상업 등의 생태중심지로 발

전시켜 목축지역의 인구 경제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시도이다. 이는 증가하는 경제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중심지 개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다. 

⑨는 초(草)-목(牧)-공(工)-상(商)-무(貿)의 연합 경영 체제를 확립하여, 목축

민, 과학자, 기업가, 행정가가 함께 참여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대도시에 판매하는 

과정까지를 아우르는 연합 체제를 성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⑩“온실

난붕(溫室暖棚)”은 초원지역에 실내 축사 및 비닐하우스 시설을 도입하여, 겨울

의 추위를 피해 목축과 목금의 생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진 초업특구의 각 분야별 계획은 실제로 따로 독립적으

로 구분되어 실행된다기보다는 초원생태계(草)와 목축민(牧民), 가축(家畜) 및 가

금(家禽)의 연관관계 속에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생산과 산업이 제시되고 있

다. 과학자들은 과학지식과 기술, 경영에 대한 제안이 더해져 정부와 기업을 기존

의 초, 민, 축, 금과 연계시켜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시도를 하려는 것이

다. 

2010년 10월에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는 “창신2020” 계획에서 “생태초업”의 

발전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제안을 책임지고 있는 

바이용페이(白永飛)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2010년 11월에서부터 2011년 6월까지 

7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연구소 안팎의 전문가들과의 의견교환과 토론을 거쳐, ‘네

이멍구 생태초업특구 건설 및 중국 목축지역 경제 발전의 신 모델 탐구’의 초안

을 완성하여 제시하였다. 이 초업특구 계획의 초안은 위에서 제시한 10가지의 항

목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경제특별구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

야기되었다.

‘초업특구 건설계획’과 같은 정부정책을 제안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과학자와 

정치가의 구분이 사라지게 된다.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정책제안이 정부의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련된 행위자들을 동원하고 네트워크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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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훈산다커 사지 생태초업특구 개념도

(中國科學院植物研究所, 2011, “內蒙古正藍旗生態草業規劃方案”, .p.14)

하고 확장해나가려는 시도를 한다.

중국과학원의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개최하는 초업특구 관련 학술

토론회 및 정책간담회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연관된 집단들의 수가 증가한다. 더 

많은 집단들이 동원될수록 초업특구 건설계획의 당위성 역시 증가하게 된다. 

초업특구의 첫 연합은 중국과학원 과학자와 지방 관리의 만남으로 시작되었다. 

2011년 8월 1일과 2일에는 중국과학원의 과학자들과 초업특구 지역으로 선정된 

네이멍구 시린궈러 맹(盟)의 초업국 관리들이 모여 생태초업특구의 ‘사무(事務)’

와 관련된 좌담회가 비공개로 실시되었다. 비공개로 실시된 까닭에 자세한 내용

은 참여자들만이 공유하였고, 그 소식은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 안내게시판을 통

해서 소개되었다. 과학자들은 특구 건설 지역 관리들과의 좌담회를 통해서 그들

에게 초업특구 계획을 알리고 지지를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과학자는 초원을 연구하는 동료과학자들과 함께하는 학술대회를 개

최하였다. 2011년 10월 29~30일에는 베이징에 위치한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에

서 초원 연구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네이멍구 생태초업특구 건설 및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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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초업특구 건설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라운드테이블의 전문가들(30일)

〔그림 6-3〕중국과학원 원장의 생태초업    

  특구 건설 모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29일)

목축지역 경제 발전의 신 모델 탐구”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8월에 개최된 좌

담회와 그 이전까지 이루어졌던 계획서 초안의 작성이 비공개로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이 학술토론회는 초업특구 계획을 공론화시키는 장이었다. 학술토론회의 시

작은 중국과학원의 초업특구 건설계획을 내용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어서는 중국과학원의 학자들뿐만 아니라 네이멍구 대학, 네이멍구 

농업과학원, 동베이 사범대학 등 초원연구로 유명한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자신

들의 연구사례를 바탕으로 한 초원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그들 역시 

자신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초원에서 시행되어 온 크고 작은 초원정책의 계획

을 제안해 온 초원분야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다. 

학술토론회의 마지막에는 주최자인 중국과학원 과학자들, 외부 연구기관의 초

원전문가들, 그리고 농업국의 관리들이 함께 초업특구 건설계획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는 라운드테이블의 시간을 가졌다. 

2012년에는 초업특구 계획이 계속 진행되지 않고 소강상태에 있었다. 2013년 

2월 12~13일에는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뿐만 아니라 네이멍구 농목과학원이 함

께 제2차 “생태초업특구 건립 및 목축지역 신 모델의 탐구”의 동일한 주제 아래,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네이멍구자치구 중심지인 후허하오터(呼和浩特)에서 개최되

었다. 

2013년에 진행된 자문위원회에는 정부 관료, 동료 과학자에서 농업국의 관리에 

더해 초업 계획 실행에 필수적인 기업까지 참여범위가 확대되었다. 멍니우(蒙牛)

와 함께 중국의 대표적 낙농기업인 이리(伊利)의 대표가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였

다. 그리고 초원을 연구하는 각계 학자100)와 정치가101) 등 60여 명이 토론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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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였다. 

2011년에 개최되었던 제1차 토론회가 학자들 간의 학술적 논의가 중심이었다

면, 2013년에 개최된 제2차 토론회는 행정 인사와 기업 인사들이 함께한 토론회

였다.102) 2013년 9월에는 정부의 고위층까지 초업특구 건설계획의 토론 범위가 

확대되었다. 베이징에서 개최된 고층 자문위원회는 생태초업특구의 발전이념과 

전체계획을 더욱 구체화하였으며, 중국과학원 부위원장 리징하이(李靜海)와 네이

멍구자치구 부주석 왕위밍(王玉明) 및 정협(政協) 부주석 동항위(董恒宇)까지 참

여한 자리였다. 

초업특구 건설계획의 과학자들은 초원 연구를 위한 연구비 획득 수준을 넘어서 

자신들의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초업특구 정책 제안의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대규모의 예산 

투입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계획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

의 합의와 협상과정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큰 규모의 생태사업 정책이 

훈산다커 사지에서 생태학자가 제안하고 실행하였던 ‘초원비계 프로젝트’로부터 

시작되고 가능성을 검증받고 있다는 사실은 과학과 정책이 연계되어 어떻게 발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사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학자들이 목축민, 초원, 가축, 가금, 정치가들을 연결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100) 중국공정원 원사, 란저우대학 교수 난즈비아오(南志標), 국무원참사(國務院參事), 중

국사회과학원 연구원 쉬쑹링(徐嵩齡), 중국농업대학 교수, 국가 목초 단위 수석과학자 

장잉쥔(張英俊), 중국농업과학원 초원연구소소장 허우샹양(侯向陽), 신장 농업대학, 네

이멍구 대학, 네이멍구 농업대학 교수 등.
101) 네이멍구 자치구 과학기술청 부청장 장양제(長楊劼), 네이멍구 농목과학원 원장 자

오춘파(趙存發) 등.
102) http://www.ibcas.ac.cn/News/201203/t20120305_34490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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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운송-판매�시스템의�구축

3, 4, 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네이멍구 훈산다커 사지의 초원지역에서 생태학자

는 목축민, 닭을 비롯한 다양한 행위자들을 동원하여 실험 및 시범사업을 진행하

였다. 그러나 시범사업의 네트워크는 초원 위에서 시작된 닭의 방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닭이 사육된 이후에는 가공이 되어야 하며, 도시로 운송이 되어 판

로를 통해서 판매가 가능해져야 한다. 네이멍구의 초원에서 생산으로부터 시작된 

네트워크가 도시에서의 판매로까지 확장되어야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

다고 볼 수 있다. 과학자의 역할은 과학지식의 출판과 정책에의 참여에 그치지 

않고 생산과 판매 및 소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까지 관여하고 있

다. 

1) 생산

① 생산회사의 설립과 운영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는� 계획을� 세우고,� 기술을� 지도하며,� 네이멍구� 현지� 회사에

서는� 닭을� 방목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는� 닭� 묘종

의� 구입,� 일상의� 사육,� 방역,� 도살,� 급속냉동,� 포장,� 냉동(장)보관� 등의� 업무를� 실시하

며,� 중국과학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조정,� 관리,� 협의의�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103)� �

�

위의 협의서 항목에 명시되어 있듯이 과학자는 초원비계 프로젝트의 계획단계

에서부터 이미 닭 방목뿐만 아니라 생산하고 가공하는 업무에 대한 필요성과 역

할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프로젝트에서 기획과 예산의 많은 부분이 

생산과 가공, 판매를 위한 체계를 수립하는 데 할애되었다. 

첫째, 초원비계 연구팀에서는 네이멍구 현지에서 닭 방목을 책임지고 생산부문

을 운영하는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였다. 중국과학원에서는 

프로젝트가 실시된 첫 해인 2009년부터 닭 방목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

인력 및 실무인력을 확보하고 생산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103) 초원비계 항목 복무 협의서,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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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 프로젝트 연구팀은 가장 먼저 법률 및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하는 것이 요청되었다. 연구팀의 수장인 리용겅 연구원을 필두로 하여, 연

구원들은 2009년 초원비계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동시에 프로젝트와 시범사업

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기반 아래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도록 체계를 세웠다. 먼저 연구팀에서는 네이멍구 현지에서 생산을 담당하

는 생산회사를 설립하였다. 연구팀원들은 실무를 전적으로 담당할 전담 인력을 

고용하였으며, ‘정란 기 초원비계 과학기술 서비스 유한공사’(正藍旗草原飛鷄科技
服務有限公司)(이하 생산회사)를 설립하여 직접 경영에도 참여하였다. 리용겅 연

구원과 쉬홍, 수화 연구원은 직접 일정 자본을 투자하여 주주가 되었다. 리용겅 

연구원과 인척 관계인 장비아오는 생산회사의 책임자의 직위를 수행하였으며, 동

향으로 소개로 네이멍구에 오게 된 장빙은 닭 사육과 관련된 제반 기술을 전수하

고 관리하는 기술원의 직위를 맡게 되었다. 

생산회사는 네이멍구에서 닭을 사육하는 데 필요한 생산과정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목축민의 합작사는 생산회사와 생산-출하의 

계약관계를 맺고, 기술, 시설, 자금 등의 지원을 받아 닭 사육을 직접 하는 주체

가 된다. 마지막으로 네이멍구에서 이루어진 닭과 달걀의 생산품을 대도시에 판

매하는 판매회사가 베이징에 본거지를 두고 설립되었다.

생산회사는 아무런 기반이 다져져 있지 않았던 네이멍구의 초원에서 닭을 방목

할 수 있는 체계를 하나씩 설립해나갔다. 리용겅 연구원은 장비아오를 책임자(總
經理)로 고용하여 네이멍구에서 닭 사육에서 요구되는 실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산동에서 다년간 양계를 해 온 장빙을 기술원(技術員)으로 고용하여 양계 

경험이 없는 목축민들에게 닭을 기르는 방법을 교육하고 관리하도록 하였다. 

책임자인 장비아오가 2009년 5월, 네이멍구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시급하게 진

행해야 했던 것은 사육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갓 부화한 병아리를 기를 수 있

는 전문 사육시설을 짓는 것이었다. 어린 병아리는 아직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초원에 바로 방목할 수 없어서, 야외에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약 45일간 실내 

시설에서 전문적인 사육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었다. 

닭의 품종을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갓 부화한 병아리를 교통이 불편한 네이멍구

의 초원지역까지 운송하는 일은 사육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작업이다. 연구원

들과 책임자인 장비아오, 기술원인 장빙은 몸집이 작지만 추위에 강한 산동과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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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징의 토종닭 품종을 선정하여 베이징과 산동 지역의 부화장으로부터 수백 킬로

를 이동하여 병아리를 운송해왔다.  

부화한 병아리는 사육 시작 45일 후에 초원 야외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

추어진다. 생산회사에서는 기술원을 중심으로 양계 경험이 있는 일꾼을 고용하여 

실내에서 병아리를 사육하였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중국과학원에서 일꾼

들로 하여금 직접 일정 수의 닭을 사육하고, 나머지 일정 수는 목축민들에게 분

배하여 기르도록 하는 이원적인 체계를 유지하였다. 2012년부터는 목축민이 운영

하는 바이거리 합작사에서 직접 병아리를 사육하고, 닭을 분배하는 체계로 운영

하게 되었다.  

목축민들은 생산회사와 사육계약을 맺고 닭을 분배받아 각자의 초원에서 방목

한다. 여기에서 생산회사는 목축민들에게 사육 기술을 교육하고 관리하고 의사소

통하며, 중국과학원의 시범초지에서 닭을 돌보는 일꾼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

도 하였다.

다음으로 생산회사에서 담당하는 일은 닭에게 먹일 사료를 공급하는 것이다. 

초원에서 닭은 풀과 곤충을 먹고 성장하지만 초원의 풀과 곤충만으로는 초원에서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없다. 닭의 사료로는 대표적으로 옥수수와 콩깻묵을 

사용한다. 그러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 아닌 네이멍구 초원지역은 마을의 사육

기지까지 사료를 운송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매번 사료를 기지로 들여

올 때마다 좋지 않은 도로 사정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되고, 기지까지 배송된다고 

하여도 많은 양의 사료를 한꺼번에 신속하게 내리는 일꾼을 구하는 일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생산회사의 책임자인 장비아오는 사료의 구입처를 선정하고 사료의 

운송 및 보관, 분쇄에 이르기까지의 업무를 총괄한다. 

생산회사는 닭 사육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축민들이 사육한 닭을 수거하

여 5월부터 9월까지 사육한 닭을 도살하여 가공하는 일을 담당한다. 생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도살 및 가공은 상품으로 판매될 수 있는 형태로 완성되

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2011년 연구자가 현지조사를 하던 해에, 도살 및 가공을 위해서 생산회사의 책

임자와 기술원, 그리고 중국과학원의 연구원들, 목축민들은 9월 초부터 만반의 준

비를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은 닭을 도살할 수 있는 인력을 구

하는 일이었다. 몽골족 목축민들은 닭을 대규모로 도살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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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닭 가공 공정도 (연구자 작성) 

이를 전문적으로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외지로부터 고용해야 했

다. 장비아오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네이멍구와 허베이 성(河北省)의 접경지대인 

타이부스 기(太蔔寺旗) 바오창(寶昌)의 농촌마을에서 양계업과 도살업에 전문적

으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세 명의 한족 농민을 데려왔다. 닭 도살에 필요한 화로

와 솥, 닭털 뽑는 기계, 닭을 보관할 수 있는 플라스틱 상자, 용수 공급을 위한 

펌프와 호스, 닭털 뽑는 기계를 돌리고 밤늦게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전기시설

의 연결 등과 같은 일련의 준비 작업이 9월 초에 이루어졌다. 또한 창고를 개조

하여 뒤편에는 닭을 보관할 수 있는 수조를 만들고 앞에는 솥을 걸 수 있는 화

로, 닭을 정리할 수 있는 작업대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준비를 마치고 나서는 그

림 6-5에서 표시된 동선에 따라서 닭을 도살하고 가공할 수 있게 되었다.

〔사례� 6-1〕� � 닭의� 도살

닭을� 본격적으로� 잡기� 시작한� 첫날이다.� 전날� 밤� 저녁� 사람들은� 초원에� 나가� 하루�

도살�분량만큼�닭을�미리�잡아서�이동식�직사각형�상자에�넣어서�준비해두었다.�

먼저� 상자에서� 닭을� 꺼내� 목을� 칼로� 그어� 피를� 흘려� 닭을� 죽인다.� 솥에� 물을� 끓여�

그� 안에� 닭을� 잠시� 동안� 넣어� 닭털이� 잘� 뽑히도록� 만든다.� 그� 다음에는� 닭털� 뽑는� 기

계(脫⽑機)에� 닭을� 넣고� 기계를� 돌리면� 닭과� 털이� 분리되어� 나온다.� 털이� 뽑힌� 닭을�

기계� 안에서� 꺼내� 작업대로� 옮겨� 덜� 뽑힌� 털을� 제거하고,� 배를� 갈라� 내장을� 제거하고�



- 210 -

〔그림 6-6〕닭 도살 및 가공 작업장의 모습

간과� 닭똥집(鷄胗)을� 분리한다.� 마지막으로는� 닭다리를� 뱃속에� 넣어� 모양을� 정리하고�
물이�채워져�있는� 저장� 공간에�닭을�넣으면�도살�작업은�마무리된다.�

바오창(寶昌)에서� 온� 닭� 도살� 전문가인� 장� 씨와� 자오� 씨� 부부� 세� 사람은� 닭을� 죽이

고,� 털을� 뽑고,� 내장을� 제거하는� 주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닭털을� 정리하고,� 닭다리를�

모으고,� 간과� 닭똥집을� 분리하고� 세척하고,� 청소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과학원의� 연구

원,� 학생들이� 발� 벗고� 나섰으며,� 가을� 풀베기가� 끝난� 마을� 사람을� 일꾼으로� 고용하였

다.� 연구자는� 작업시작� 첫날� 낮에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 사진도�

찍고� 사람들에게� 궁금한�것들을�물어보았다.� 그러나� 첫날� 오후,� 빈둥거리는�모습을� 볼�

수� 없다는� 장비아오의� 말에� 인력이� 부족했던� 닭� 가공에� 투입되었다.� 도시에서만� 자란�

연구자에게� 있어서� 닭을� 직접� 만지고� 처리하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다.� 연구자의� 이

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사람들은� 간단한� 공정인� 다리� 정리� 작업을� 부탁하였다.� 방식은�

다음과�같다.� 양쪽�다리뼈를�망치와�같이� 두드릴�수� 있는� 것으로�쳐서�부러뜨린다.� 그�

다음에� 구부릴� 수� 있게� 된� 다리를� 내장을� 비운� 뱃속에� 넣어� 다리를� 엑스자로� 교차시

켜� 빠져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 후에� 작업대� 뒤편� 저장� 공간에� 닭을� 놓는다.� 이렇게�

물속에서� 보관하여� 모양을� 갖추게� 된� 닭은� 상자에� 차곡차곡� 쌓여� 보관을� 위한� 냉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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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동하는�과정을�거치게�된다.� (20110919� 참여관찰�자료)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만여 마리의 닭을 도살가공 과정이 하루 종일 쉴 새 없

이 지속되는데, 하루 평균 약 800마리가 넘는 닭이 도살되었다.  

해진 저녁 이후에도 업무는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다음날 도살할 닭을 미리 상

자에 잡아 두기 위해 어두운 밤에 활동이 둔해진 닭을 잡으러 초지로 갔다. 그들

은 초지로 가 닭을 소형 닭장에서 꺼내 상자에 담아 도살장 앞에 쌓아 놓았다. 

기술원 장빙은 낮 시간에 바삐 진행되는 도살 작업뿐만 아니라 아직 도살되지 

않은 닭들에게 사료와 물을 주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도살 직전에 닭의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닭고기의 품질이 잘 유지될 수 있고, 그래야 지난 수개월 

동안 노력한 결과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2011년 9월 네이멍구 현지 도살을 준비하던 생산회사의 책임자인 장비아오는 

마을에서 닭 도살 및 가공을 위한 지속적인 보조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

었다. 외부로부터 고용한 세 명의 한족 기술자들은 공정의 주요한 부분을 담당하

였지만, 닭털 정리, 내장 제거, 다리 오므리기 등 단순한 작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인원이 여럿 필요하였다. 다른 임시직(가장 많아야 80위안)보다 높은 일당

(100위안)을 쳐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닭 도살 보조 일을 하

려고 하지 않았다. 도살 작업이 힘들기 때문이었다. 책임자인 장비아오는 마을 사

람 중에 닭 도살 경험이 있으며 부지런하다는 한족 부부에게 작업해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그 부부는 계속 닭을 죽이는 것을 반복해야 하는 힘든 

일을 굳이 하고 싶지는 않다며 거절하였다. 몇몇의 젊은 몽골족 청년들은 닭 도

살을 도우러 왔다가 힘들다며 하루 이틀하고는 도망가기도 했다. 결국에 계속 보

조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도살장 근처에 사는 우 서기의 친척에 해당하는 부녀 

둘 뿐이었다. 닭을 직접 기르는 우 서기 부부는 남아있는 닭을 돌보고 사람들에

게 식사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도살 작업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대답하

였다. 책임자인 장비아오와 기술원인 장빙은 직접 도살 작업에 발 벗고 나섰으며,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의 연구원 2명과 대학원생 2명도 열흘 내내 쉬지 않고 일

해야 했다. 또한 리용겅 연구원의 부인은 도살 작업을 돕기 위해 베이징에서 직

접 네이멍구까지 와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 작업을 하였다. 

둘째, 몽골족에게 있어서 양이나 소를 도살하는 것은 가족이나 친족 구성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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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연장자인 남성이 주도하여 진행하는 신성한 일이다. 필자가 지켜 본 수차례

의 양과 소의 도살과정에서 칼을 가지고 숨통을 끊고 가죽을 벗겨내는 일은 가장

이나 친척 중의 연장자가 해야 하는 작업이었다. 여성은 내장과 창자를 정리하고 

피를 모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여름에는 양을 잡아서 

먹고, 겨울에는 소를 잡아서 월동식량을 준비한다. 그들의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식생활에서도 가축은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나 양과 같은 가축을 도살하는 것은 주요한 생활방식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는 소수의 마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몽골족 목

축민들에게 닭을 도살하는 것은 자신의 문화와 생활 반경을 벗어나는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이

야기하면서도,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인 닭 사육이나 도살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몽골족 목축민들은 소나 양과 같은 가축의 사육과 판매와 관련된 일에는 적극

적이지만 닭과 관련된 사육과 가공 등의 일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닭과 같은 작은 동물을 길러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없으며, 이러한 

동물을 도살하는 것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꾼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생산회사의 책임자인 장비아오는 사료 포대 

나르기, 닭 도살 작업 등과 같은 단기간의 집중적인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외부

의 ‘부지런한’ 한족을 데려와서 일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필자가 

조사를 하던 기간 중 세 차례 발생했던 옥수수 사료를 큰 트럭에 싣고 와서 기지 

창고에 내려놓는 작업을 관찰한 결과, 처음 두 번 마을의 남성들이 일을 하였을 

때는 트럭 운전수의 재촉을 받았음에도 일의 속도가 더뎠던 반면에, 마지막으로 

한족 일꾼들을 고용하여 일을 시켰을 때에는 전문 지게꾼들이 고용되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한족일꾼을 옹호하는 장비아오의 

주장과 맞아떨어지는 것이었다. 마을의 남성들은 무거운 사료 포대를 나른 경험

이 적고, 익숙하지 않아서 일을 잘 하지 못했다. 그러나 장비아오가 불러온 매일 

짐을 나르는 짐꾼들이 이러한 일에 능숙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목축민’들의 ‘부지런함’은 ‘목금민’에게 필요한 ‘부지런함’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 ‘목금’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르



- 213 -

게 ‘목축’에서 ‘목금’으로 코드를 변환하고 변화된 또는 변화될 생활방식을 어떤 

부분에서는 수용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어색해 

하고 있다는 사실이 도살 작업과 사료 포대 사건에서 발견된다.  

결국 네이멍구 초원에서의 초원비계의 생산은 한족 과학자와 기술원, 그리고 

한족 닭 도살업자들 등 목금에 대한 지식과 숙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행위들이 목축민의 사육실천과 결합해야 완성될 수 있다. 몽골족 목축

민들은 그들의 생활 세계 밖에 있던 닭을 사육하게 되면서 닭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는 한족 농민, 기술자, 관리자들과 조우하고 그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닭을 성공

적으로 초원에 데려올 수 있게 된다. 닭이 초원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

듯이, 목축민 역시도 닭의 생태계에 적응하고 익숙해지기 위한 시행착오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것이다.

기지가 위치한 네이멍구의 바인후수 마을은 전기나 도로 등을 비롯한 기반시설

이 열악하고 시내와도 멀리 떨어져 있었던 까닭에, 생산회사에서는 도살 가공 작

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노동력 동원문제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다. 

첫 번째 난관은 닭털 뽑는 기계가 잘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되었다. 

〔사례� 6-2〕� 닭털�뽑는�기계의�문제

첫날부터� 도살�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새로� 구입한� 닭털� 뽑는� 기계가� 잘�

작동하지�않아서였다.� 한국에서는�가공된�닭고기는�머리와�발이�제거된�채로� 판매되는�

반면,�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닭의� 머리와� 발까지� 모두� 온전한� 닭104)을� 판매한다.� 그

래서� 도살과정에서�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완전한� 닭의� 모양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

하다.� 도살의�첫� 번째�과정은�닭�목을� 칼로� 그어� 죽이는�것인데,� 이� 과정에서�닭�목에

는� 작은� 생채기가� 생긴다.� 닭털� 뽑는� 기계가� 정상속도로� 작동할� 경우에는� 닭은� 털만�

뽑히고� 형태가� 유지된� 상태로� 나온다.� 그러나� 도살� 첫� 날� 닭털� 뽑는� 기계는� 느린� 속

도로� 돌아갔고,� 닭털이� 다� 뽑히기� 위해� 걸리는�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기계� 안에,� 닭이� 있는� 시간이�길어지면서�목�모양이�흐트러진�것이� 나오게�되었다.� 이

는�닭의�상품가치를�저하시키는�주요한�요인으로�시급한�해결이�필요했다.�

닭� 도살� 작업은�잠시�중단되었고,� 사람들은�원인이�밝히려고�했다.� 제대로�작동하지�

않는� 기계를� 구입한� 것이� 아니냐고� 수근� 대었다.� 쉬홍� 연구원은� 이� 기계를� 인터넷으

104) 중국인들은 온전한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 머리도 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빠지면 무

언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 214 -

로� 구입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닭털� 뽑는� 기계� 구입� 이전에� 인터넷으로� 구입하였던�

실험기구들이�제대로�작동하지�못했던�것까지�들추며�잘못을�지적하였다.� 그녀가�인터

넷으로� 구입했던� 전자저울은�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풀과� 토양의� 중량을� 측정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잘� 작동하지� 않았고,� 토양� 채취하는� 땅� 파는� 기계는� 땅을� 제대로� 파지�

못했다.� 이것들은� 인터넷에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고,� 책임자

를� 통해� 사후�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번의� 닭털� 뽑는�

기계도� 마찬가지로,� 판매처에� 가서� 실물을� 보고� 판매원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않아서�

미리� 기계를� 확인하지� 못했고,� 좋지� 않은� 물건을� 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살� 기술

자들은�다른� 편리한�스타일의�기계를�구입하지�않은� 것에� 대해서�지적하기도�했다.

그러나� 곧� 사람들은� 기계� 자체가� 문제일수도� 있지만� 마을에� 들어오는� 전력이� 충분

하지� 않아서� 일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원래� 연결했던� 선� 대신에�

전력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다른� 전선에� 기계를� 연결해보았다.� 그� 결과� 기계는�

좀� 더� 빠른�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하였고,� 처음보다는� 나은� 상황� 속에서� 닭털을� 뽑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원하는� 속도로� 기계가� 돌아가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곳� 마을

까지� 들어오는� 전압이� 낮아서� 220V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계가�

150V밖에�전력을�공급받지�못해서�성능을�제대로�발휘할�수�없다고�이야기하였다.�

결국� 사람들은� 계획보다� 속도를� 늦추었다.� 승압으로� 조금� 더� 빨라진� 기계가� 수용�

가능한�숫자의�닭을�넣고�기계를�돌려�닭털을�뽑았다.� (20110919� 참여관찰�자료)

기계 문제로 인한 난관이 해결되면서 닭 도살 작업은 재개되었다. 일하는 사람

들은 첫날보다는 뒤로 갈수록 일의 속도가 붙고 익숙해져, 일일 노동시간을 단축

하고도 하루의 목표량을 채울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기계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보관 문제가 발생 하였다. 하루 분량의 

닭 도살을 마치고 나면, 닭고기의 장기 보존을 위해서 냉동을 해야 했다. 원래 계

획은 냉동고를 구입해 기지 내에 설치하려고 했었지만 전압과 비용문제로 인해서 

2011년 당시에는 구입이 보류된 상태였다. 대신에 장비아오는 마을에서 15km정

도 떨어져 있는 우르투(烏日圖)의 시장에 위치한 냉동고를 빌려 저장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도살 첫 날, 우르투에 닭고기를 싣고 간 결과, 그곳에 있는 냉동

고는 일반적인 냉동은 할 수 있지만, 상품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급속냉동(速度冷凍)을 할 수 있는 전압과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결국에 그는 급하게 수소문을 하여 그보다 훨씬 더 먼 

거리인 40k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의 읍내에 해당하는 상건다라이(桑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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達來) 진(鎮)에 있는 냉동보관고까지 800여 마리의 도살된 닭을 매일 저녁 지프

차에 싣고 운반해야 했다. 

닭고기 보관을 위한 계획이 변경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가공비용도 증가되었다. 

차량의 이동거리에 따른 연료 사용의 운송비용이 증가하였으며, 보관고의 임대비

용 역시 증가하였다. 생산회사 책임자 장비아오는 하루 종일 닭 도살 작업을 돕

고 난 후에 직접 차를 운전해 80km가 넘는 거리를 왕복하였다. 그는 상건다라이

에 도착해서 하루 동안 도살한 800여 마리의 닭을 먼저 영하 30도의 급속냉동고

에 보관하였다. 그 다음날에는 만 하루 동안 급속 냉동된 닭을 영하 17도의 일반

냉동고로 옮기고, 새로 가져온 닭은 급속냉동고에 넣는 작업을 도살 기간 내내 

반복하여 진행하였다. 

그러나 연구원들과 장비아오, 장빙은 2009년과 2010년 닭을 사육했을 때 살아

있는 닭을 직접 화물차에 실어 베이징으로 보내 도살하고 가공하는 일보다는 네

이멍구 현지에서 도살 작업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 2009년과 2010년 

도살 작업 당시에 겪었던 어려움과 손익을 계산해 보고 앞으로 지속적인 양계와 

가공 및 판매를 위해서는 초기의 비용과 시행착오를 감수하고서라도 네이멍구 기

지와 마을에서 도살을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린 연구원들은 2011년에 

네이멍구 현지에서 생산의 모든 작업을 진행시키게 되었다.

〔사례� 6-3〕� 2009년,� 2010년의�닭의�도살의�어려움

2009년� 맨� 처음� 닭을� 잡았을� 때에는� 경험도� 없고� 지금보다� 더� 힘들었다.� 당시� 네

이멍구에서�출발한� 닭이� 오후� 1시쯤� 베이징에� 도착한다고�하여� 도살장을� 섭외해�기다

렸는데,� 차가� 밀려� 한밤중에� 도착하였다.� 그렇지만� 이미� 긴� 시간동안� 차를� 타고� 이동

한� 닭의� 도살을� 더� 미룰� 수� 없었고,� 닭� 수만� 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없었기�

때문에�한밤중부터�시작하여�쉬지�않고�며칠�동안이나�닭을�도살하였다.�

그리고� 당시에는� 닭다리� 모으는� 작업을� 도살장에서� 처리해주지� 않아서,� 장비아오와�

장빙,� 연구원과� 학생들이� 며칠� 동안� 닭다리� 모으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였다.� 게다가�

2009년에는�도살예정�닭이�약� 3만여�마리로�올해(2011년)보다�세배�가까이�많았다.�

전문가들이� 아니라� 운송과정에서� 도살이� 늦어진� 닭의� 닭다리� 모으는� 작업도� 지체되

었다.� 두� 공정� 사이에� 시간이� 지연되면서� 닭의� 신선도� 유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닭고

기는�예상했던�것보다�늦게�냉동고에�들어갈�수밖에�없었다.�

2010년에는� 첫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살장� 관계자에게� 다리� 모으는� 사람을� 미리�

구해달라고� 부탁해서� 1마리� 당� 5마오(⽑)를� 주고� 일꾼을� 썼다.� 우리는� 사육규모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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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서,� 베이징의� 대형� 도살장을� 예약하는� 것도,� 다리� 모으는� 등의� 단기� 보조업무�

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올해(2011년)에는� 네이멍구에서� 닭을�

도살하기로�결정한�것이다.� (20110921� 쉬홍�면담�자료)

인터뷰에 따르면, 2009년과 2010년에는 살아있는 닭을 직접 베이징으로 운송

하여 베이징에 있는 도살장에서 도살하였다. 하지만 네이멍구(시린궈러 맹)-베이

징 간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데다가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차 막

힘 등으로 인해 운송 시간이 지체되었다. 이로 인해 닭은 장시간 길 위에 있게 

되면서 건강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운송과정에서 죽어서 상품으로 출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게다가 1년 내내 여러 차례에 거쳐 닭고기를 생산해내는 대규모의 상업적 사육

과 달리 1년에 한 번 소규모 생산되는 초원비계는 베이징과 같은 도시 및 근교의 

대규모 도살장에서는 이익이 되지 않아서 도살을 맡기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리고 초원비계의 사육규모는 작지만 하루 만에 도살할 수 있는 아주 적은 수

량은 아니었기 때문에, 베이징에 도착한 수천~수만 마리의 닭이 도살될 때까지 

머물 공간과 물과 사료를 제 때 공급받기 어려워 닭고기의 품질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2011년에는 네이멍구 사육기지에서 직접 도살

을 하고 냉동과정을 거쳐서 베이징으로 운송하게 되었다. 아직 여건이 제대로 완

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가공과정은 기계, 전압, 냉동고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계획했던 시간 내에 가공과정이 마무리되고 예년보다 

생존률이 높은 상태에서 닭은 상품화되었고, 도살 및 냉동이 마무리된 닭은 교통 

등과 같은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안전하게 판매처로 이동할 수 있었다. 

2) 운송

닭을 사육하고 판매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운송은 필수불가결한 과정으로,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알에서 갓 부화한 병아리를 부화장에서 네이멍구 현지까지 운송하는 일

이다. 병아리는 부화 후 24시간 이내에 사육장에 도착하여 돌봄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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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과 2011년에는 제 때에 병아리가 초원에 도착하였지만, 2010년에는 네이

멍구로 오는 과정에서 길을 잘못 들어 낮에 도착해야할 닭이 만 하루가 훨씬 지

나 저녁 늦게야 도착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운송차량에 타고 있던 병아리들이 

제 때에 물과 먹이를 공급받지 못해서 전체 18,000여 마리의 병아리 중에서 

1,200여 마리가 죽은 채 도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병

아리들은 이미 장기간의 운송과정에서 쇠약해져서 사료를 주고 방역을 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하루에 평균 100여 마리씩 계속 죽어갔다고 한다. 

〔사례� 6-5〕� 2010년의�양계�작업일지�

오늘� 병아리가� 또� 62마리가� 죽었다.� 정말� 걱정이� 된다.� 죽은� 병아리들은� 기지에� 도

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전부� 발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고,� 위장이� 비어�

있는� 상태였다.� 아마도� 너무� 긴� 시간동안� 운송되면서� 탈수증세가....� 아...� 이번에� 들여

온�병아리는�방법이�없다.� 올해는�정말� 잘� 기르고�싶었는데,� 모든� 방면에서�잘� 해내고�

싶었는데,� 병아리가� 이� 상태라니...� 근심스럽다.� 오후에는� 닭장을� 소독해야겠다.�

(20100506� 장비아오�작업일지�자료)

결국에 2010년에는 병아리 운송이 지연되면서 건강 밸런스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다. 따라서 어른 닭이 되어 초원에서 방목되기 이전에 많은 수의 병아리가 

사료나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발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죽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네이멍구에서는 가금 사육이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문부화장이 없다. 따라

서 베이징과 산동과 같은 먼 곳에서 부화한 병아리를 구입해서 운송해 와야 하는

데, 네이멍구와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데다가 국도에서 마

을 안까지 들어오는 자갈길이 불편하기 때문에, 운송이 지체되는 경우가 빈번하

다. 그나마도 2008년 이전에는 자갈도 깔리지 않아 황막초원 지역의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약 7-8km 운전해 기지에 도착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이곳 중국과학원 훈산다커 사지 기지를 거점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과학

자들 역시 불편한 도로사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네

이멍구 중에서도 정란 기 지역은 인구가 희소한 지역으로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베이징의 연구소와 네이멍구 현지의 연구기지를 오가면서 연구 

활동을 지속하기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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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도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베이징과 네이멍구를 오갈 때마다 (물론 

인구희박지역이기 때문에 베이징을 연결하는 기차는 없다) 불법으로 운영하는 승

용차(轎車)를 버스와 동일한 요금을 내고 타고 다녔다. 연구책임자인 리용겅 연구

원은 차를 가진 기사를 고용하여 하루 종일 운전해야 도착할 수 있는 네이멍구를 

왕복하였다. 다른 연구원들은 기사를 고용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승용차 운전기사의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불편한 도로사정은 사료 및 각종 용품이나 시설의 운송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

항을 발생시켰다. 구입해 기지에 도착한 수 톤에서 십 수 톤의 사료를 싣고 내리

는(裝卸) 작업도 일꾼을 구하는 과정, 사료를 내려서 옮기는 작업까지 쉽게 이루

어지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자갈길을 오는 과정에서 굴다리와 웅덩이가 

많은 이 지역에 자신의 트럭이나 차가 망가질까봐 들어오려 하지 않는 사태가 종

종 발생하였다. 특히 옥수수를 구입하여 배송을 부탁한 하루는 비가 많이 왔었던 

까닭에 트럭이 들어오는 길에 굴다리와 웅덩이가 합쳐진 건너기 어려운 길을 만

나 마을까지 들어올 수 없다는 연락이 왔다. 오토바이라면 옆으로 살살 이동해 

올 수 있었겠지만 덩치가 큰 트럭은 닦여진 길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멈추어버리고 말았다. 당시 구입과 운송을 관리하고 있던 생산회사

의 장비아오 책임자는 급하게 마을에서 소형 트럭을 소유하고 있는 리우즈위안에

게 연락을 취해서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 웅덩이를 사이에 두고 소형트럭을 이용

해 사료포대를 여러 번 옮겨오는 아주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닭 사육과 관련하여 구입해야 하는 물품의 운송과 각종 기지시설건축이 

완성되고 유지보수를 위한 건축기술자의 고용의 어려움은 불편한 도로사정 때문

이었다.

다행히 2011년부터는 네이멍구에서 직접 닭을 도살하게 되었고, 도살하여 가공

을 마친 닭은 급속 냉동된 상태로 베이징에 도착해 판매회사에서 더욱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가을에 한꺼번에 도살이 이루어지는 닭과는 달리, 달걀은 

1년 내내 베이징의 대도시까지 운송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통 3-4일에 한 번 수

백 개에서 천여 개 정도의 달걀이 모이면 배송이 이루어진다. 달걀은 부피가 작

고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화물차를 임대해서 운송하

기는 어렵다. 그리고 위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사육기지가 위치한 마을과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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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버스나 기차를 이용해서 운송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달걀은 연구자

와 다른 연구원이나 학생들처럼 시린궈러 맹과 베이징 사이를 운행하는 승용차 

트렁크에 실려서 베이징에 도착하게 된다. 운임(100위안)은 사람이 한 명 타는 

것(260위안)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이었다. 운전기사는 네이멍구의 사육기지에 직

접 찾아가 달걀 상자를 받아서 베이징의 판매점 문 앞까지 배달한다. 공공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지만, 불편한 도로 사정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은 없기 때문에 이 승용차를 이용해 달걀을 운송한다. 

운전기사는 네이멍구의 사육기지에 방문해 달걀을 받아 베이징 판매점 문 앞까지 

배달해주었다.   

3) 판매

냉동이 완료된 닭고기가 베이징에 도착하게 되면, 생산회사의 역할은 여기에서 

끝나고 판매회사가 닭고기를 인계받아 판매를 시작하게 된다.  

2007년 우 서기가 중국과학원의 지원 아래 실험적으로 처음 초원에서 닭 2000

마리를 길렀을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사육을 마치고 난 후에 판로가 없었

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부자(父子)가 함께 쑤무(蘇木)의 중심지에 직접 닭을 싣고 

나가 판매했다. 그러나 판매를 다 하지 못한 닭은 주변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판

매하거나 선물로 줄 수밖에 없었다. 2007년의 실험적 사육은 초원 닭 방목의 가

능성을 확인한 대신에 판매 방면의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중국과학원과 프로젝트 담당 연구원들은 2009년 첫 해 초원비계 사육

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네이멍구에는 생산회사를, 베이징에는 판매회사를 설립하

였다. 수정푸(蘇正福)는 리용겅 연구원과 산동에서 학교 동료였던 인연으로 베이

징 판매회사를 책임지고 운영하게 되었다. 수정푸는 2009년 초원비계 출하시기에 

맞추어 산동에서부터 베이징에 도착하였고, 리용겅 연구원과 프로젝트 연구원들

의 지원 아래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 인근에 위치한 점포를 임대하여 초원비계 

판매점을 개업하였다. 2010년 하반기에는 ‘베이징녹봉위업상무유한공사(北京綠鳳
偉業商務有限公司, 이하 판매회사)’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정식으로 등록하고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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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판매회사는 상표 등록, 유기농 인증, 광고에서부터 냉동

보관, 재고관리, 도소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판매활동을 벌이고 있다. 

초원의 닭은 도시로 온다고 해서 바로 판매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판매회사

는 여러 가지 정보와 가치를 닭과 달걀에 부착하는 과정을 통해서 판매를 유도하

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닭은 수십 가지의 측정 도구들-라벨, 상표, 바코

드, 무게, 측정기, 상품목록, 가격, 소비자 저널, 동료 소비자와의 대화, 광고 등

(Cochoy 2002; Latour 2005 재인용)-의 도움을 받아야 시장에서 닭의 판매가 

가능해진다. 초원으로부터 온 닭고기와 달걀에는 이와 같은 측정도구들의 부착

(attachment)이 이루어진 후에야 판매 가능한 상품형태로 시장에 나갈 수 있게 

된다. 

 상품이 유통될 때 부착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림 6-7에서 보이는 초원비

계의 닭고기와 계란에 부착되는 라벨 스티커이다. 라벨 스티커는 상단과 하단으

로 구분되는데, 상단은 초원비계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하단부에는 초원비계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상단의 왼편은 중국과학원의 로고가 그려져 있다. 그 옆으로는 중국과학원의 

‘초원목계’ 실험시범기지의 생산품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 작은 글씨로는 ‘네이

멍구 정란 기 싸인후두가(內蒙古正藍旗賽音呼都嘎)’라는 생산지(生產基地)의 위

치를 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오른쪽 하단부에는 ‘중국과학원 “초원목계” 

프로젝트 조에서 감독 및 제조’(中國科學院 “草原牧鷄” 項目組 監制)하였다는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초원비계 상품의 질과 안전을 중

국과학원이라는 기관의 권위를 이용해 보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상단 오른쪽 첫 번째 그림은 초원비계의 상표와 초원비계의 닭 형상을 하고 있

는 로고가 인쇄되어 있다. 상표와 로고는 초원비계 상품을 다른 닭고기나 달걀과 

구별짓는 주요한 부착물이다. 로고는 는 도안이다. 그리고 로고 아래에는 상표이

름인 ‘초원비계(草原飛鷄)’와 영어로 ‘free-range chicken’, 즉 방목을 한 닭이라

는 표시가 되어 있다. 

초원비계 상표등록은 판매회사의 빼 놓을 수 없는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다. 

‘초원비계(草原飛鷄)’라는 상표이름은 여러 사람들의 논의를 거쳐 탄생한 이름으

로 초원비계라는 한자가 크게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수정푸 판매회사 책임자가 

계속 고민하고 있던 문제는 상표등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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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초원비계 라벨 스티커 

연구자가 현지조사를 진행하던 2011년 가을에서 겨울까지 수정푸는 상표등록으

로 인해서 골머리를 썩고 있었다.  

〔사례� 6-5〕� 상표등록�문제1�

수정푸:� 2011년� 초에� ‘초원비계(草原⾶鷄’)� 상표등록을� 신청하였다.� 당시에� 공상국

(⼯商局)에서는� 상표등록이� 가능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등록이� 불가

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대신� ‘초원목계(草原牧鷄)’를� 등록하려고� 했는데,� 초원싱파(草

原興發)라는� 회사에서� 수년� 전� ‘초원목계’� 상표를� 이미� 등록한� 상태였다.� 초원목계는�

기�등록상표라�안� 되고,� 초원비계나�초원계(草原鷄)는� 유사상표라�안�된다고�한다.�

(인터넷� 메신저(qq)로�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중국과학원� 리용겅� 연구원� 및� 관련� 업

종에�종사하는�지인과�문제를�해결하기�위한�상의를�마친� 후에)

가능하다면� ‘중과초원비계(中科草原⾶鷄,� 중국과학원의� 초원비계)’로라도� 신청하고�

싶다.� 지인의� 말에� 따르면,� 하급관리들과는�이야기해도�소용없고,� 공상국�국장(局⾧)과�

직접�이야기해야�처리가�가능하다고�한다.� (20111027� 수정푸�면담�자료)

〔사례� 6-6〕� 상표등록�문제2�

(연구자에게�인터넷�신문기사를�보여주면서)

지난번에� 2003년� 초원싱파(草原興發)� 회사에서� 초원목계로� 상표를� 출원해서,� 유사

상표인� 초원비계는� 등록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신문자료를� 검색해보니�

신장(新藏)에서� 얼마� 전에� 봉황초원목계(鳳凰草原牧鷄)가� 상표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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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게�되었다.� 왜� 그들은�상표를�등록할�수� 있었는데,� 우리는�상표를�등록할�수� 없

는�것인지�참.� (20111108� 수정푸�면담�자료)

〔사례� 6-7〕� 상표등록�문제3�

(연구소�일이� 바쁜� 쉬홍� 대신� 남편이�포장업무를�도우러�왔다가�나눈� 대화)

A(수정푸):� 초원싱파� 회사가� 2003년� 사업을� 시작하면서� 초원목계를� 비롯해� 유사상

표를� 8개나� 등록해� 놓았다.� 관련업계� 지인� 말이� 중과초원비계도� 안� 될� 것� 같다고� 해

서� 록원비계(綠元⾶鷄)를� 생각해냈다.� 지명이� 앞에� 붙은� 것도� 안� 된다.� 태안비계(泰安

⾶鷄)처럼� 말이다.� 그러나� 황하비계(⿈河⾶鷄)처럼� 불특정� 지명은� 될� 수도� 있다.� 인터

넷을�검색해�보았는데,� 록원비계는�없었다.� 초원비계로는�상표등록이�어려울�것�같다.

B(쉬홍�남편):� 요새는�상표�취득하는�게� 쉽지� 않다.

A:� 그래서� 로고와� 상표� 이름을� 따로� 등록했다.� 물론� 비용이� 두� 배로� 들지만� 같이�

하는� 것보다�낫다.� 로고는�먼저� 통과하면�쓸�수� 있으니까.� 안� 그래도�중국과학원�리용

겅� 연구원이� 올해� 3월에� 상표명을� 정할� 때,� 아예� 여러� 개를� 등록해버리라고� 이야기했

던� 적이� 있다.� 공상국에서� 초원비계� 상표등록� 신청� 당시에는� 아무� 말� 안하다가� 1년이�

지난�이제야�와서� 안�된다고�하면� 어떻게�하나?

B:� 상표명을�바꾸거나�상표�소유자로부터�권리를�구입하는�방법이�있다.

A:� 초원싱파� 회사도� 그들의� 상표를� 이미� 다른� 곳에� 판매했다고� 한다.� 어렵다.�

(20111208� 수정푸,� 남,� 40대� 후반,� 판매회사� 책임자와� 쉬홍� 남편,� 남,� 30대� 중반,�

변호사의�대화�자료)

2011년 초 수정푸는 초원비계 상표 허가를 받기 위해 공상국에 상표등록 신청

을 해 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그 해 10월 초에 초원비계가 유사상표라는 판단이 

내려져 상표등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원인은 초원싱파(草原興發)라는 기업이 2000년대 초반에 상표를 출원한 ‘초

원목계’와 유사상표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초원비계’와 ‘초원목계’ 두 상표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수정푸와 중국과학원 연구원들은 이러한 위기를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첫째, 인터넷을 통해서 유사상표가 등록된 사례를 찾아내어 공상국에 반박할 준

비를 하였고, 둘째,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중과초원비계’ 또는 ‘록원비계’와 같

은 대안적인 상표를 제안하는 것이었다. 중국과학원 연구원인 쉬홍의 남편의 직

업은 변호사이다. 그가 제시한 해결책은 상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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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입하는 것으로, 구입하지 못할 경우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다. 

쉬홍 남편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상표이

름과 로고를 분리해서 등록시키는 경우가 다반수라고 하였다. 종이상자포장지의 

전면에 그려진 닭 모양의 로고(logo)는 상표와는 분리되어 이미 등록을 마친 상

태로 사용할 수 있었다. 

2011년 겨울 당시 초원비계 상표는 법률적인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하

고 ‘초원비계’라는 상표를 달고 판매되고 있었다. 그러나 만약 이 상표의 무단 사

용에 대한 법률적 소송이 들어올 경우에 초원비계 과제 조와 판매회사는 어려움

에 처하게 될 것이었다. 연구자가 현지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2012년 초까지 그 

문제는 판매회사가 가진 주요 현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었다. 

다시 라벨 스티커로 돌아가 보면, 초원비계 상표와 로고의 오른쪽 즉, 라벨의 

상단 맨 오른쪽에는 중국 정부 인증 유기농 마크가 새겨져 있다. 이 로고는 유기

농 인증을 받은 식품임을 한 눈에 보여주고 있는데, 라벨의 하단의 중간에는 가

장 크게 ‘초원비계유기농토종닭’ 또는 ‘초원비계유기농토종계란’의 상품명이 기재

되어 있다. 그 아래에는 ‘달걀(또는 닭)이 유기농인증이 통과되었다’는 설명과 함

께 라벨 하단에는 유기농 인증 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초원비계는 유기농 인증을 받은 상품이다. 2010년 가을 처음 소개를 받아 초원

비계 판매점을 방문하였을 때 초원비계를 선전하기 위해서 외국인인 연구자에게 

보여준 자료는 영어로 쓰여진 유기농 인증서였다(사진 6-8, 6-9). “유기농 인증

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유기농 인증 비용

은 1년에 3만 여 위안에 이르는데, 이는 사육규모에 비해 적은 비용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유기농 인증 상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매해 갱신해서 받고 있다.”고 한

다(장비아오 면담자료, 20110915).

최근 중국의 대도시 중산층 소비자들은 점차 무공해식품이나 유기농식품과 같

은 제품을 점차 선호하고 있으며, 배불리 먹는 것에서부터 벗어나 식품의 품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초원비계 생산품이 아무리 초원의 무공해 

환경에서 유기농 사료와 천연의 약초 및 곤충을 먹고 자랐다고 해도 닭이 방목되

고 있는 현장을 직접 보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어렵다. 문옥표(2008)는 식품유통 

체제의 발달로 인해 소비자는 누가 어떻게 식품을 생산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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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유기농 인증서(앞) 〔그림 6-9〕유기농 인증서(뒤): 사육수량

다고 지적한다. 현대 상품 유통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의 블랙박스를 보완하

기 위한 방편으로, 각종 식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증가하

고 있다. 오명석(2012b)의 연구에서 말레이시아에서의 할랄(halal) 인증이 이슬람 

소비자들의 요구와 맞아떨어지면서 확산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는 유기농 

및 무공해 인증이 증가하는 식품안전과 웰빙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과 맞물려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초원비계 생산회사와 판매회사는 자신들

의 상품을 품질과 안전을 객관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유기농 인증을 신

청하고 그 마크를 상품에 부착하게 되었다. 초원비계는 바코드에 기재된 다른 정

보들과 더불어 ‘유기농’이라는 측정지표를 부착하고 상품시장에 나설 수 있게 되

고, 소비자들은 유기농마크와 초원비계에 대한 상품설명과 연결시켜 제품을 선택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벨 스티커 상단에 부착된 세 개의 로고를 통해서 초원비계는 ‘중국과학원’의 

감독관리 아래 ‘자유 방목(free-range)’의 방식으로 사육된 믿을 만한 ‘유기농

(organic)’ 식품이라는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코드 스티커의 왼쪽 하단에는 회사명, 책임자, 연락처, 초원비계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와 연락처, 그리고 식품의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생산 및 포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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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기재되어 있다. 

라벨이 상품 판매를 위한 정보를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면, 닭고기와 달걀

은 포장 과정을 거쳐야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판매가 가능하다. 판매회사의 직

원과 판매점의 주요 업무는 주문에 맞추어 물건을 포장하고 배송하는 일이다. 또

한 한 해에 한 번밖에 생산되지 않는 닭고기를 냉동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판

매회사는 10월 초 도살과 1차 가공을 마친 닭을 네이멍구 현지와 생산회사로부

터 넘겨받으면서 본격적으로 판매 활동을 시작한다. 아직 대규모 냉동보관 시설

을 자체적으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베이징으로 운송된 냉동 닭고기는 냉동고

의 일부분을 임대하여 보관을 한다. 판매점에는 소매판매를 위해 한 번에 백여 

마리를 보관 가능한 냉동고를 들여놓았다. 도매로 한꺼번에 많은 닭을 판매할 상

황이 되면 그 때마다 냉동고에 가서 닭을 소매점으로 옮겨 와 다시 가공 및 포장

과정을 거쳐 소비자들에게 전달 할 수 있게 된다. 

판매점의 앞 편에는 포장 박스가 가득히 쌓여있고, 뒤편에는 냉장고와 진공포

장 기계가 놓여 있다. 닭의 부리와 발톱을 망치와 가위 등의 도구로 손질해서 진

공포장이 망가지지 않게 다듬은 다음에 기계에 넣고 한 번에 4마리씩 진공포장을 

한다. 진공 포장된 닭은 초원비계 비닐포장지에 넣어서 바코드를 부착한다. 비닐

포장이 완료된 닭은 선물용으로 종이상자에 넣어지면 판매준비가 완료되어 소비

자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된다. 달걀 포장은 닭 포장에 비해 간단하다. 달걀 보관함

에 열 개 단위로 넣어진 달걀은 보관함에 바코드를 부착한 채 종이 상자에 넣으

면 포장이 완료된다.

판매회사는 그림 6-10, 11, 12와 같은 진공포장, 비닐포장, 라벨 부착, 상자포

장의 과정을 거쳐서 상품을 시장에 내 놓는다. 네이멍구에서 1차 가공이 되어 온 

닭은 판매점에서 이러한 2차 가공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도매 또는 소매로 판

매될 수 있다. 

비닐포장 위 소비자의 눈에 쉽게 띄는 부분에는 라벨 스티커가 부착된다. 비닐

포장과 라벨 스티커는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상품의 정보가 인쇄되어 있

다. 비닐포장의 앞면에는 상표와 판매회사 그리고 간단한 설명이, 뒷면에는 초원

비계의 영양성분에 대한 분석과 초원비계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요리 레시피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상점 등에서 사전정보 없이 초원비계의 상품을 구매

하고자 할 때, 이러한 포장 및 부착물은 포장상태 등과 함께 소비자의 선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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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나로 작용할 것이며, 판매가 구매로 연결되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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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3단계> 종이박스 포장

〔그림 6-10〕 <1단계> 진공 포장

〔그림 6-11〕<2단계> 비닐 포장 후 라벨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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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2011년 비닐포장도안의 앞뒷면 〔그림 6-14〕2014년 판매포장지 디자인  

광고활동은 초원비계 판매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앞에서 살펴본 라벨 스티커와 

포장이 판매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초원비계는 다양한 방식

의 선전과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유도하여 판매를 촉진하려고 한다.  

 첫째, 초원비계의 상품은 주변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통해서 판매를 시작하였다. 

2009년 가을 초원비계 생산이 이루어진 첫 해에는 아직 판매체계가 제대로 갖추

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과학원 내의 사람들과 그들의 지인들을 중심으로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를 시작하였다. 비교적 고학력의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연

구소의 사람들은 식품안전과 맛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하나둘 씩 판매점을 방문하

여 닭고기와 달걀을 구입해갔다. 중국과학원 산하 다양한 연구소가 함께 보는 

BBS 게시판에는 초원비계 판매를 안내하는 글이 게시되기도 하였다. 연구자의 소

개로 한국인 유학생과 사회과학원 연구원 역시 초원비계 달걀을 맛을 보고 구입

하였으며, 주변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주문하여 배달해 먹게 되었다. 판매회사 책임

자인 수정푸는 초원비계 제품의 생산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자신

의 산동 동향 지인 백여 명을 네이멍구 기지로 초청해 초원비계를 선전하기도 했

다. 

둘째, 판매회사에서는 초원비계를 소개하는 팸플릿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배

포하고 선전하는 활동을 하였다. 2010년 초에는 초원비계를 알릴 수 있는 공식 

인터넷 사이트105)가 개설되어서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초원비계’를 검색

하게 되면 공식 사이트로 연결되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초원비계는 미디어 보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광고를 하였다. 중국과학원에

105) www.caoyunfeiji.com, www.caoyuanmuj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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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진행하는 초원비계 프로젝트의 소문을 들은 방송국의 농업경제 관련 프로그램 

및 사막화(초원)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리용겅 연구원을 통해서 초원비계

에 대한 정보를 방송에 내보내고 싶어 했다. 

초원비계는 2011년 현지조사 당시 서로 다른 CCTV(중국국영TV)의 농경 전문 

프로그램에서 방영되었고, 네이멍구의 초원비계 생산기지가 있는 바인후수 마을

을 배경으로 한 황사와 관련한 다큐멘터리 한 편이 제작되기도 하였다.106) 과제

의 책임자인 리용겅 연구원은 각종 촬영과 인터뷰에도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등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촬영을 위해서 여름에 네이멍구에 촬영을 온 스태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사례� 6-8〕� 초원비계의�텔레비전�프로그램�방영

A(리용겅):� 다음과� 같은� 두� CCTV� 프로그램에� 방영되었다.� 하나는� <매일농경(每⽇

農經)>이고,� 다른� 하나는� <과기원(科技苑)>이다.� 그들은� 시청률이� 매우� 높다.� 영향력

이�매우�높은�프로그램이다.� 시청률이�상위권을�차지하고�있다.�

Q(연구자):� 일반사람들이�이� 프로그램�보는�사람들이�많다는�이야긴가?�

A:� 맞다.� 7시� <신원롄보(新聞聯播)>보다� 더� 많다.� 하하하� 두� 프로그램� 모두� 그렇

다.� (인터넷에서� 검색한�시청률�순위를�보여주며)� 여기� 과기원이�몇� 위인지�보이는가?�

매일농경은� 제4위이다.� 신원롄보는� 거의� 10위권이다.� (화면을� 가리키며)�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있다.�

Q:� 시청률이�꽤� 높은데요?�

A:� (하하�웃으며)� 적지�않다.� (20111123� 리용겅�면담�자료)

2011년 8월에는 <매일농경>107)에서 11월에는 <과기원>108) 프로그램에서 초원

비계의 내용이 방영되었다. 2012년 8월에는 <생재유도(生財有道)>109)에서, 2012

년 11월에는 작년에 이어 다시 <과기원>110)에서 다시 초원비계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졌다. 리용겅 연구원은 인터넷에서 시청률표를 직접 검색해 보여주면서, 위 

농업프로그램들이 오후 7시 중국 모든 방송 채널에서 방영되어야 하는 <신원롄

보>라는 관방 뉴스 프로그램에 비해서도 시청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그는 이들 

106) 봉황위성, 황사대를 찾아서
107)“草原上的散養柴鷄” http://sannong.cntv.cn/program/meirinj/20110831/104823.shtml
108) “在草原上牧鷄” http://sannong.cntv.cn/program/kejiyuan/20111101/107499.shtml
109) “草原牧鷄” http://sannong.cntv.cn/program/lczx/20120822/103545.shtml
110) “植物學家爲啥要養鷄” http://sannong.cntv.cn/program/kejiyuan/20121106/107314.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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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전국의 농목촌에 거주하는 농목민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들 농업관련 프로그램을 시청한다고도 이야기하였다. 

〔사례� 6-9〕� 초원비계�계란의�구입

A(지(計)� 씨):� 나는� 발전소에서� 근무한다.� 쓰후이(四惠)111)� 근처에서� 살고� 있다.� 4

시� 반에� 퇴근하자마자� 운전해서� 왔지만,� 차가� 밀려서� 두� 시간� 가까이� 걸렸다.� (수정푸

에게�미리�늦는다고�전화�연락이�왔었다)� 6시�폐점시간에�맞춰�오지�못해�미안하다.�

(지� 씨는� 선물용� 포장� 달걀� 세� 상자(40개� 들이),� 가내용으로� 100개들이� 보통� 포장�

계란�두�상자를�구입하였다.� 도매가인� 2위안에� 320개,� 640위안어치를�구입하였다.)

Q(연구자):� 어떻게�초원비계를�알게�되었나요?

A:� CCTV에서� 방영하는� <매일농경(每⽇農經)>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되었

다.� 방영�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초원비계� 홈페이지를� 방문하였고,� 수� 징리에게� 연락

하고� 판매점을� 방문하게� 되었다.� 당시에� 구입한� 닭을� 먹어� 보고� 맛있다고� 생각했다.�

마침� 국경절(國慶節)이� 다가올� 때여서� 다시� 3마리를� 구입하여� 주변� 친구들에게� 선물

하였다.� 그� 때는� 달걀은�없어서�구입하지�못했고,� 오늘은�달걀� 입고� 연락을�받고� 아직�

못�먹어본�달걀을�구입하러�왔다.

Q:� 닭고기를�먹어보니�어떻던가요?

A:� 기름이� 적다.�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닭고기는� 살이� 푸석푸석한데(軟)� 비하여,� 초

원비계� 닭은� 고유의� 식감(⼝感)이� 있다.� 국물� 맛도� 참� 좋고� 냄새가� 좋다.� 그런데� 구입

하러�오기가�너무� 멀다.� (20111108� 지씨,� 남,� 40대�중반(1967년생)� 면담�자료)

판매점에서 상주하면서 현지조사를 하던 시기에 만났던 고객들 중에 몇 명은 

CCTV에 방영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초원비계를 알게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위의 

인터뷰에 나온 지 씨 아저씨는 초원비계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난 후에 인터넷 검

색을 통해서 초원비계 판매회사에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내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인터넷에서 초원비계와 관련한 구체적 정보를 추가적으로 

알게 되었고,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전화통화를 해서 약속을 잡고 직접방문 

해 닭과 달걀을 구입하였다.

여러 CCTV 프로그램에 방영된 것을 계기로 초원비계의 명성은 베이징 시내 

곳곳으로 확산되고, 나아가 중국전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2009년 첫해에는 판매

111) 판매점은 베이징의 서쪽 끝이라면, 쓰후이는 베이징의 동쪽 끝으로 먼 거리를 운전

해 와야 도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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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만 판매되던 초원비계 닭고기와 달걀이 2011년 봄부터는 중국농업과학원 

내에 설립된 ‘중국 녹색식품 및 유기농식품 베이징 전시 센터’(中國綠色食品有機
食品北京展銷中心)를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동시에 판매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CCTV 프로그램을 보고 상하이, 닝보(寧波), 지난(濟南), 안후

이(安徽) 등 중국 전역의 대도시의 유기농 식품 판매업, 호텔의 식품부 등과 같

은 곳에서 계약판매 제의가 들어오게 되었다. 2011년 11월에는 상하이의 인터넷 

유기농식품 판매 업체와 계약을 맺고, 닭과 달걀을 판매하게 되었다. 12월에는 

절강성 닝보의 판매업체와 계약을 맺고 1000마리의 닭, 400개의 시식용 달걀, 선

물용 상자 한 박스를 보냈다. 안후이와 지난의 몇몇 호텔에는 식품부로 닭 중에

서 크기가 작은 것을 납품하기로 하였다. 

특히 2012년 1월 지난에서는 지역 방송국의 취재 아래 리용겅 연구원과 수정

푸 책임자가 직접 지난을 방문하여 ‘초원비계 지난 상륙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하

였다. 회견장에서는 산동 특급 호텔 요리사가 초원비계의 닭고기를 이용해서 만

들어낸 루차이(魯菜, 산동요리)를 선보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초원비계는 베이징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판매망이 확

대되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중국 전역에 소개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판매점에서는 베이징 시내를 중심으로 하여서는 주문량에 따라서 

직접 배달을 해 주기도 하며, 원거리의 다른 지역으로 계약된 물량을 보내야 할 

때에는 지인들의 도움이나 중국과학원 연구원,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배송 서

비스를 한다. 초원비계가 출하되는 시기는 매해 10월경인데, 11월, 12월 등 연말

에는 선물용으로 초원비계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름에는 비교적 한가했

던 판매점은 더욱 바빠져서 음력 설 전까지 계속 주문물량을 포장하고 배달하는 

등의 바쁜 일과를 보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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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원-도시�동맹:� 윤리적�소비자와�사막화방지

“초원은� 고기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포장된� 채로� 팔리게� 될� 때에는� 소비자

가�그들의�식품과�초원을�동떨어지게�느끼도록�만든다.”(Cronon� 1990:257)�

이 절에서는 초원비계가 초원과 도시를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하고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가공 포장되어 마트 냉장고에서 판매되

는 닭고기를 집어든 소비자가 ‘초원비계’ 마크가 붙어있는 닭고기를 구입한다고 

해서 바로 자신이 먹을 음식과 초원과의 연관성을 떠올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초원과 도시는 

초원의 닭이 상품의 생산, 운송, 판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시의 소비자에게로 

연결되고 있다. 

크로논(Cronon 1990)은 19세기 후반 미국 시카고 도시와 식품 유통체계의 발

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자연(nature)이 시장(market)으로 이동하게 되는 과정

을 기술하였다. 그는 통합체(unity)로서의 도시(city)와 시골(country)의 개념을 제

시하면서, 생태계(eco-system)와 경제(eco-nomy)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도시의 발전은 그 배후에 놓인 시골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만 이해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중국의 도시에서도 초원비계의 이동과정뿐만 아니라 식품 전체의 유통

과정을 살펴본다면,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도시는 배후지에 해당하는 농촌의 

여러 자원들의 공급을 통해서 유지되고 운영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떠들썩하게 보도되었던 중국의 가짜 계란 판매를 기억하고 있는 사

람들이 많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연일 가짜 계란, 가짜 소고기, 가짜 만두 등 몸

에 좋지 않은 화학재료나 쓰레기로 만든 가짜 음식들이 중국인들의 건강을 위협

하고 있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112) 그만큼 중국인들 사이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112) 중국 국영방송인 CCTV1에서는 가짜 계란에 대해 특집으로 방영하기도 하였다. 

( [ 焦 點 訪 談 ] 假 蛋 真 相 ( 2 0 1 0 . 1 2 . 2 6 . ) 

(http://news.cntv.cn/china/20101226/104669_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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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10〕� 2011년�첫� 계란� 도착�

어제� 저녁� 8시� 경에� 네이멍구로부터� 올해� 사육한� 암탉의� 첫� 계란이� 도착했다.� 약�

1400개의� 계란이� 도착했다.� 수정푸는� 열심히� 주변� 사람들에게� 계란� 도착� 안내� 문자

를� 보냈다.� 10월부터� 이미� 사람들이� 판매점에� 들러서� 언제� 계란을� 구입할� 수� 있냐고�

문의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계란이� 도착한� 후에� 소비자들이� 어떤� 반

응을�보일지�궁금했다.� 그래서�낮에� 계란판매를�보기� 위해� 판매점을�방문하였다.�

판매� 장부를� 보니� 이미� 오전에� 100개,� 60개,� 100개,� 60개를� 판매한� 상태였다.� 판

매점에� 앉아� 있는데,� 30대� 초반� 정도� 되는� 여성이� 두� 돌하고� 8개월이� 더� 지난� 남자

아이를� 데리고� 판매점에� 들렀다.� 오전에� 가져간� 60개의� 계란에� 대한� 돈을� 주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그녀는� 중국과학원� 펑비연구소(封閉研究所)� 연구원으로,� 주변� 동료의�
소개로� 초원비계� 상품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달걀은� 아이에게� 주기� 위

하여�구입했으며,� 닭은�한�달에�한� 번�정도�기회가�되면� 구입해서�먹는다고�하였다.� �

오후에는� 초원비계� 연구팀� 연구원인� 수화가� 포장지� 디자인� 작업을� 위해� 판매점을�

방문하였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은� 아이들과� 임산부,�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건

강한� 식품을� 먹이기� 위해서� 초원비계� 계란을� 선호한다.� 실제로� 아이들이� 맛을� 보면�

다른� 계란과의� 차이를� 느끼기� 때문에� 다른� 계란은� 요리를� 해서� 줘도� 먹지� 않는다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계란� 1개의� 가격은� 소매가격으로는� 3위안을� 받지만,� 주변의� 연구

소� 사람들이나� 지인들에게는� 2위안을� 받고� 판매한다.� 2위안은� 한국� 돈� 약� 350원에�

해당하는�것으로�중국의�물가뿐만�아니라�한국의�물가에도�저렴한�가격이�아니다.

그� 다음날에는� 본� 연구자가� 방문학자로� 재직� 중인�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부부가�

연구자의�소개로�초원비계�판매점을�방문하였다.� 부인은�임신� 5개월이�되었고,� 임신한�

까닭에� 음식을� 선택하여� 먹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는� 영양� 섭취를� 위해�

계란은� 매일� 2개� 정도를� 요리해서� 먹으니� 금방� 다� 먹을� 수� 있을� 것이며,� 닭고기는�국

물을� 내어� 탕의� 형태로� 끓여� 먹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녀는� 내가� 소개했다니�

믿을� 수� 있다며� 남편과� 함께� 계란� 100개와� 닭고기는�암탉과� 수탉을� 각� 한� 마리씩� 구

입하여�돌아갔다.� (20111107~8� 초원비계�판매점�참여관찰�자료)� �

초원비계의 상품은 2011년 조사 당시 소매로는 베이징의 도시 중산층으로부터, 

도매로는 다른 지역의 판매상들로부터 식품안전에 대한 해결책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상품으로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었다. 소비자들이 초원비계를 선택하는 데에

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어린아이, 임산부, 노인 계층은 건강에 가해질 수 

있는 위협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임산부는 태아 형성에 영

향을 끼칠 수 있는 해악한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 어린아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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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위해, 노인의 경우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징쥔(Jing 2000:6-7)은 현대중국에서 영양, 건강뿐만 아니라 변화된 소비문화

에 따른 ‘아이들의 음식(children’s food)’이 가족생활의 주요한 부분으로 등장하

고 있음을 지적하였다.113) “나는 먹지 않아도 우리 아이는 아침에 달걀 한 개씩

을 후라이해서 먹여요.”라고 말한 30대 여성과의 인터뷰 내용은 많은 것을 함축

하고 있다. 가격이 비교적 비싼 편에 속하는 초원비계 계란을 사 먹는 것은 아이

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적극적으로 실천된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웰빙이나 유

기농 식품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중국의 도시 중산계층에게 가족 구성원 모두

가 누릴 수 있는 먹거리로 보편적으로 소비되지는 못하고 있다. 계란이나 닭고기

는 어린이나 임산부, 노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다.  

선물 문화가 발달한 중국에서 초원비계의 닭고기와 달걀이 선물용으로 구매되

기도 한다. 10월에 닭고기 가공이 완료되고, 11월부터 달걀의 본격적 판매가 시

작되면, 설(春節) 선물용으로 구매하기 위해 초원비계 판매점에 연락하거나 방문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다. 베이징의 무공해유기농식품센터와 상하이(上海)와 

닝보(寧波) 등과 같은 도매 판매를 체결한 도시에서도 설날 물량에 맞추어 닭과 

달걀 그리고 선물용 포장 상자를 함께 보내달라는 주문이 들어와 판매점에서는 

이러한 물량의 처리로 분주해졌다.  

초원비계의 선전포스터는 “대초원의 원생태(原生態)114)로부터 온 유기농식품”

이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도시 소비자들은 웰빙 또는 건강을 위해서 또는 맛이 

좋아서 초원비계의 닭고기와 달걀을 구입해서 먹게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초원비계 상품을 소비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초원생태계 

보호와 사막화 방지에 기여하게 된다. 초원과 도시를 연결하고 있는 네트워크는 

도시민들의 삶 속에서 초원비계 식품의 소비가 이루어짐으로써 완결된다. 그리고 

소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수정되거나 증가된 아이디어와 자

본의 피드백이 다시 네트워크를 따라서 초원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과학자들의 제안, 실험과 시범사업의 실행, 생산, 운송 판매의 설립과 연계, 그리

고 소비자들의 소비에 이르기까지 초원비계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113) 징쥔은 90년대 중반에 중국 대도시(베이징)에서 이미 아이들을 위한 소비가 가구의 

전체 소비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40%와 비교하였을 때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인용하였다(Jing 2000:6).
114) 최초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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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도시의 소비자들은 안전한 식품인 유기농 닭고기와 달걀을 먹을 수 없었을 것

이다. 그들의 소비는 목축민들의 소득 증대, 과학자들의 실천적 지식 생산과 연관

되며, 궁극적으로는 초원의 생태계와 연결되어 한 사람의 소비행위가 생태를 위

한 윤리적 소비로 연결되는 과정을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대량화와 산업화로 생

산과 소비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중국의 현대사회에서 초원비계의 식품의 확

산과 증대는 생태계와 소비를 연결하는 관념의 변화가 생겨나고 유지될 수 있는 

데 일조할 수 있게 될 것이다.115)

5.� 소결

이번 장에서는 초원비계를 통해 어떻게 생태계, 즉 삶의 상황의 상태를 보여주

는 시스템이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 생태학자들은 초원비계를 통해서 새로

운 생태지식을 생산해 냈다. 초원비계에 관한 논문이 출판되었고, 연구결과가 공

적 장에 등장하게 되었다. 학술대회에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학술대회에

서는 동맹과 연결된 수많은 행위자 집단이 생태학자가 발표하는 학술회의장의 스

크린을 통해서 동원되었다. 학술대회에서는 서로 다른 주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자신들의 동맹을 동원하면서 논쟁에 참여하였다. 논쟁은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제안들이 모여들면서 초원비계의 제안도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이 되어 ‘초업특구 건설계획’과 같이 정부 초원정책에 대한 안건을 

제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초원비계의 닭은 네이멍구 초원에서 생산되는 것만으로는 사막화를 방지할 수 

없었다. 닭은 생산, 운송, 판매 네트워크가 갖추어져야만 비로소 판매되고 목축민

의 경제적 수익으로 이어져 초원비계의 생산이 반복 및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생산은 사육뿐만 아니라 도살을 거쳐 판매 가능한 상태로 가공되는 변형 과정

115) 거슬러 올라가보면 초원에서 소와 양과 같은 가축의 사육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 그

리고 그로 인한 사막화나 초원 식생의 파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은 현대사회의 도시민

들이 고기 섭취에 대한 욕구와 소비가 증가하였다는 사실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 

목축민들이 가축의 사육두수를 증가시키는 것과 그들의 경제적 이익추구와 직결되는 도

시의 소비구조의 변화와는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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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기 때문에, 초원비계의 가공은 생산의 마지막 단계의 핵심적인 요소였

다. 전기와 교통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네이멍구 초원지역에서 닭고기의 가공은 

중요한 네트워크의 결절점의 하나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작업이었다. 교통이 불편

한 작은 초원 마을에서 대도시로 연결되는 달걀의 공급은 버스와 기차 같은 공식

적인 노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여객 승용차의 화물칸의 

일부분을 빌어서 합리적인 비용을 들여서 계란 유통망을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

었다. 

네트워크의 가장 마지막에서는 대도시의 판매회사가 전문적으로 광고와 판매에 

관한 일련의 사항들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판매회사가 판매를 원활하게 하

기 위해서는 앞선 네트워크가 끊어지지 않고 대도시의 판매점까지 도달해야 했

다. 그리고 판매회사 역시도 상표등록, 선전, 도매계약 체결, 소매 등과 같은 판

매에 요구되는 사항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외부의 제도나 집단들과 끊임없는 상호

작용과 협상을 하고 있다. 초원비계는 이렇게 여러 행위자 집단에 의해 구축되고 

유지되고 보수되는 네트워크 위에서 변형과 운송을 통해서 소비자에까지 연결될 

수 있었다.

도시에 도착한 초원비계는 윤리적 소비자의 소비생활양식의 변화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근래 중국의 식품안전담론의 급격한 확산은 소비자들에게 초원비계

를 더욱 찾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유기농 식품 시장의 혁신을 

이끌어 냈다. 중국 국영 CCTV 농경 프로그램에서 초원비계의 우수성이 방영되

면서 미디어의 선전과 입소문을 타고 초원비계는 판매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

다. 

초원비계를 구입하는 소비행위는, 몽고족들에게 목축의 열악한 판매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고, 초원의 사막화 방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동시에 소비자는 유기농 식품의 섭취를 통해서 웰빙을 추구할 수 있다. 

결국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초원, 대도시, 그리고 닭은 긴밀한 동맹

관계 속에서 사막화방지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초원비계의 생태계는 이렇게 

초원비계를 중심으로 재편된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속에서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보수되고, 다시 피드백의 과정을 거쳐 재생산되고 있다. 연구자가 말하는 생태정

치는 이러한 네트워크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생태보존과 경제발전은 상반된 것

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에코로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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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한 생태적인 결과들(consequences)을 이해하기 원

한다면, 즉, 그러한 결과들에 대한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을 가지기를 원한다

면, 그들은 경제의 상품들과 생태계의 자원들 간의 연결들을 재구성해야만 한다

(Cronon 1990:xvii).”고 이야기한 크로논의 주장은 19세기 후반 미국의 상황을 

넘어서 중국, 나아가 현대사회 전반에까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초원비

계는 초원(시골)과 도시의 동맹, 그리고 윤리적인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관계를 보

여줄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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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결론

연구자의 첫 번째 질문은 네이멍구 초원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 제안된 초원비

계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행위자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새로운 행위자

의 등장에 따라서 사막화 방지 논쟁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본 연구는 황막초원이 위치한 네이멍구의 바인후수 마을에서의 현지연구를 통해

서, 사막화 위기에 대한 쟁점이 이동함에 따라서 초원의 사막화를 구성하는 행위

자들이 달라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중국과학원 생태학자의 제안으로 시

작된 초원비계 프로젝트는 몽골족의 경제적 이득, 이산화탄소 발생의 감소, 초원 

퇴화 방지를 동시에 이루어 내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셋 중 하나에 편중된 기

존의 사막화 방지 노력의 한계를 극복하려 했다. 이를 위해서 초원의 사막화 논

쟁에서 이전에는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행위자로서 닭이 제시되었다. 닭이 과

학자, 목축민, 풀, 가축 등과 같은 기존의 행위자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막화를 

방지하고 몽골족들의 경제적 소득을 올리며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였다.(2장) 

다음으로 연구자는 초원비계가 연구되고, 개발되고, 상품화되어 학계와 시장에 

등장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기술하면서 초원비계가 다양한 행위자들의 관계를 

통해서 그 연망을 확장하고 공고히 해 가는 과정을 분석했다. 생태학자는 초원 

목축민 마을에서 닭을 방목하기 위해서 생태실험시범기지를 짓고 과학적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마을의 목축민들에게 닭을 기르는 방법과 시설을 제공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초원비계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초

원비계에 연루된 행위자들은 닭의 등장으로 재편된 관계 속에서 시행착오를 거치

면서 초원비계의 연망을 공고히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 과정 속에서 과

학자는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생산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닭은 초원이

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습성이 변화되었으며, ‘목축민’은 ‘목금민’으로 변모하

여 새로운 생활양식을 습득하고 변화된 생활양식을 가지고 초원에서 살아가게 되

었다.(3장)

과학자와 목축민은 이해관계의 충돌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기와 감수하기

를 통해 초원비계의 생태 모델을 전시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었다. 과

학자와 목축민 그리고 닭 간에 충돌과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외부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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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객에게는 초원비계가 하나의 생태 모델로 전시될 수 있었다. 방문의 순간에 모

든 연관된 행위자들이 조화롭게 초원의 경관을 구성하는 데 공모하였고 초원비계

의 생태는 하나의 체계적인 모델로서 방문객에게 전시된다. 그 결과 초원비계의 

생태 모델은 미디어 등의 매체를 통하여 다른 지역으로 변형 없이 이동가능해지

고 소개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상적인 모델의 이면에 숨겨진 갈등을 찾아내

기보다는 일상에서 갈등과 충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집단들이 협상과 타협을 통

해 공통의 목적과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을 그려내는 데 초점을 두었다.(4장)

생태학자는 실험을 통해서 샘플을 채취하고 측정하여 풀, 토양, 닭 등과 같은 

초원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을 이동 가능한 형태로 변형시켜 실험실로 옮겨올 수 

있었다. 그의 실험실에서 초원은 다른 연구들과 비교 가능한 표와 그래프의 형태

로 재현되고 형식화되었다. 이런 생태학자의 실험과 연구는 다른 초원을 연구하

는 과학자와 참고문헌과의 동맹을 통해서 초원비계를 통해 하고자하는 주장이 강

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였다. 생태학자가 직간접적으로 계산해 낸 초원의 

다양한 수치와 주장들은 탄소 고정과 경제적 이익을 산출하는 공식을 통해서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하였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정이나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공식은 실제로는 초원과 사막화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이 필드로부터 실험실, 그리

고 논문의 지면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거쳐 생성된, 그들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결

과인 것이다. 나아가 과학자는 이전까지는 긴밀한 관계를 맺지 않았던 행위자들

을 연결시켜 공식을 만들고 과학자가 원하는 초원비계의 세계상을 청사진으로 제

시할 수 있었다.(5장)

마지막 질문인 ‘초원의 생태정치를 실천 속에서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초원의 닭은 학술대회에서 발표되고 출판을 통해서 과학지식

에 등록되었다. 그리고 정부 정책 제안과정에서의 모범사례로 제시되었다. 그 뿐

만 아니라 생산-가공-운송-판매의 네트워크가 초원에서 도시로 확장되면서 초원

비계는 도시의 소비자에게까지 도달하였다. 본 연구는 이처럼 초원비계를 통해서 

사막화방지가 윤리적 소비로 연결되는 과정을 기술함으로써, 초원비계를 통해 초

원뿐만 아니라 도시적 삶의 양식이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초원비계

를 매개로 한 초원과 도시의 동맹의 유대가 탄탄해질수록 초원비계가 사막화 방

지에서 차지하는 의의는 더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초원비계라는 과학적 실험

이 현실세계의 일상생활의 실천 속에서 삶의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역할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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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함의를 보여준다.(6장)  

초원 위의 닭으로 시작되었던 사막화방지를 위한 노력은 중국 내 초원과 도시

의 동맹을 구축하는 데까지 그 연망을 확장해 왔다. 하지만, 사막화 방지는 동아

시아의 국경을 넘고 있는 황사와 초미세먼지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최근 동아시아의 대기문제와 관련해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막화되고 있는 

초원에 나무 한 그루를 심는 행위가 동아시아의 대기환경오염을 줄이는 일과 연

계되기 위해서 여러 국제기구, 환경단체, 정부, 환경윤리, 과학지식 등이 동원되었

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초원비계가 사막화, 지구온난화, 그리고 동아시아의 

황사와 초미세먼지의 쟁점까지 연계되고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한 새로운 행위자들

의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원비

계가 황사와 초미세먼지,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문제 해결

의 실마리로 그 연망을 확장하는 계기로 본 연구가 하나의 매개자가가 될 수도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초원비계에 대한 참여관찰을 통해 작성된 민족지가 초원비

계를 또 다른 쟁점과 지역에까지 연장시키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참여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의 정책 실행 및 동아시아의 초국가적인 협력의 차원

에서 네이멍구 지역에서 이루어진 초원비계 프로젝트는 사막화 방지에 실천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연구자가 본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결과를 바탕으로 서론에서 제시한 생태정치

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정치에서의 에코는 문화생태학이나 정치생태학의 기존 생태인류학에

서 다루는 제한적인 에코의 범주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재정의 된다. 에코

는 이미 주어진 자연적 생태만도 아니며, 인간생활로 구성된 경제만도 아니다. 연

구자는 이 두 측면을 다 포괄하는 에코라는 것을 연구하고 기술하는 것이 가능하

다는 점을 제시한다. 재정의의 과정을 통해, 에코는 기존의 경제학과 생태학의 구

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구성해 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과학자들이 진행한 

초원비계 프로젝트를 기술하면서 찾아낸 것으로, 인간과 비인간이 상호 연합을 

통해서 동등한 자격으로 함께 거주(서식)하는 세계로서의 에코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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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논문에서 자세하게 논한 바와 같이, 생태정치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몽골족 목축민, 한족과 같은 인간뿐만 아니라 초원을 구성하는 풀과 나무, 가축 

등의 비인간까지를 포괄한다. 본 연구가 주목한 닭은 초원 생태계의 외부로부터 

등장해서 생태정치의 새로운 행위자가 되었다.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앞장

서는 과학자, 유통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초원비계를 소비하는 도시민도 생태

정치의 행위자로 닭과 함께 등장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를 통해

서 밝혀진 것은 외부로부터 온 비인간 행위자인 닭의 등장이 어떻게 기존의 초원

의 다른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을 다시 모이게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관

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이끌어왔는가 하는 점이다. 

생태정치는 새롭게 포함된 이해관계당사자들의 관계를 재배치시키는 시도이며, 

관계의 재배치를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삶의 양식과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다. 이러한 새로운 삶의 양식은 인간 행위자뿐만 아니라 비인간 행위자들에게도 

해당된다. 양이나 소를 목축하던 목축민들은 닭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면서 목

금민으로서의 삶의 양식을 발현하게 되었다. 과학자들은 닭 방목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초원 회복 생태의 방식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시민들은 초원 회복

을 위해 길러진 유기농 닭을 소비함으로써 윤리적 소비자가 되었다. 닭들은 초원

의 환경에 적응한 똑똑한 닭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다. 이처럼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가 재배치되면서 새로운 지식, 생활양식, 윤리가 생성되었다. 이는 닭을 통해

서 재구성되고 재배치된 초원의 식생, 목금민과 윤리적 소비자 그리고 이를 증명

하는 생태학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생태계이다.

대상을 재정의하고, 이해관계당사자들을 모으고, 이들 간의 협의와 진단을 통해

서 새로운 타협안과 혁신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지식과 윤리에 따라 타인과 자신

들의 삶의 양식을 바꾸어나가는 것이 바로 ‘정치’의 과정이다. 생태와 정치는 불

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민족지를 쓰는 과정에서 발견한 초원비계의 생태정치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미 오래전에 제시한 다산의 글을 소개한다.    

“네가� 양계(養鷄)를� 한다고� 들었는데� 양계란� 참으로�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것에도�

품위� 있는� 것과� 비천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가� 있다.� 농서를� 잘� 읽어서�

좋은� 방법을� 골라� 시험해보아라.� 색깔을� 나누어� 길러도� 보고,� 닭이� 앉는� 홰를� 다르게

도� 만들어보면서� 다른� 집의� 닭보다� 살찌고� 알을� 잘� 낳을� 수� 있도록� 길러야� 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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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닭의� 정경을� 시(詩)로� 지어보면서� 짐승들의� 실태를� 파악해보아야� 하느니,� 이것

이야말로� 책을� 읽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양계다.� 만약� 이(利)만� 보고� 의(義)를� 보지�

못하며� 가축을� 기를� 줄만� 알지� 그� 취미는� 모르면서,� 애쓰고� 억지� 쓰면서� 이웃의� 채소�

가꾸는� 사람들과� 아침저녁으로� 다투기나� 한다면� 이것은� 서너� 집� 사는� 산골의� 못난� 사

람들이�하는� 양계다.� 너는� 어떤� 식으로�하고�있는지�모르겠구나.� 이미� 닭을� 기르고�있

으니� 아무쪼록� 앞으로� 많은� 책� 중에서� 닭� 기르는� 법에� 관한� 이론을� 뽑아내어� 차례로�

정리하여� ‘계경(鷄經)’� 같은� 책을� 하나� 만든다면� 육우라는� 사람의� 『다경(茶經)』,� 혜풍�

유득공의� 『연경(煙經)』과� 같은� 좋은� 책이� 될� 것이다.� 속사에� 종사하면서도� 선비의� 깨

끗한�취미를�갖고� 지내려면�언제나�이런� 식으로�하면�된다.”�

� � -학유에게�부침(寄遊兒)-�

다산�정약용의� 『유배지에서�보낸�편지』� 중� (1991:� 90)

본 연구는 계경(鷄經)이다. 단, 확장된 계경이다. 닭을 기르는 방법을 기술하는 

것을 넘어서서 초원의 사막화 방지와 몽골족의 경제적 이익, 과학지식의 생산, 소

비윤리로 확장된 민족지이다. 이 연구는 몽골족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

에서 ‘이(利)’이며, 초원과 대기로 이루어진 생태의 협치(協治)를 추구한다는 점에

서 ‘의(義)’다. 그래서 이 연구는 품위 있게 닭을 기르는 법에 대한 민족지라고 

할 수 있다. 

다산은 그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닭을 기르는 데도 시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네이멍구 초원 지역에서 닭을 기르는데 진행된 실험과 시범을 살

펴보았다. 실험과 시범에서 나타나는 표본, 표, 그래프, 수식, 일기, 세계상과 같

은 참조물들의 연쇄를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장치들이 정약용이 말한 닭을 기

르는 좋은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현대판 ‘시(詩)’라고 할 수 있다. 초원비계의 계

경은 소와 양의 목축을 유지하고자 하는 몽골족과 금목을 강제하려는 정부 간의 

다툼이 목금이라는 타협점을 통해서 화해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계경을 읽

는 사람들은 양자의 다툼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초원에

서의 목금을 통해서 목축민은 ‘초원에서 놓아기르기’(牧)를 계속할 수 있고 정부

는 초원의 퇴화를 늦출 수 있다. 우리는 초원비계의 계경을 통해서 ‘서너 집 사는 

산골의 못난 사람들’의 다툼에서 벗어나 ‘속사에 종사하면서도 선비의 깨끗한 취

미를 갖고 품위 있게’ 살 수 있게 된다. 

이 초원비계의 계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 해러웨이는 “닭을 따라

가면 세계가 보인다.”고 이야기했다.116) 연구자는 “닭을 길들이면 세계가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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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고 바꿔 말하겠다.117) ‘닭이 초원을 난다’는 행위는 인류학 연구에 시사하

는 바가 크다. 닭은 과학자들의 시험과 실험을 통해서 초원에서 살 수 있는 습성

이 발현되었다. 농촌에서 풀어놓아 키우는 닭과 초원에서 방목하는 닭은 차이가 

있다. 농촌에서 농민들이 마당에 풀어놓아 키우는 닭은 집에서 잡아먹거나 동네 

장날에 산 채로 들려나가 판매된다. 그러나 초원의 닭은 과학자들이 설치한 장치, 

즉 소형 이동식 닭장 속에 산다. 몽골족 목축민들이 소시계에서 닭시계로 그들의 

생활양식을 바꾼 후에 닭은 초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도시의 소비자들이 초원

비계 상표와 상품에 의미를 부여해야만 닭은 초원에서 방목되는 습성을 획득

(habituation)하게 된다. 양계장의 닭과는 물론이고, 농촌 닭과 초원 닭은 상이한 

연결망을 통해 그 존재가 구성된다는 점에서 존재론적 의미가 다르다. 

초원의 닭이 구체적으로 기존의 닭과 무엇이 다른가는 다른 가축들에 대한 기

존의 연구들을 통해 명확해진다. 흔히, 닭은 똑똑하지 못한 동물의 대명사로 여겨

진다. 초원비계가 초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똑똑한 닭이 될 수 있었던 이

유는 무엇일까? 아래에서 ‘똑똑한 말’과 ‘양 같지 않은 양’의 사례는, 초원을 나는 

닭 역시 ‘닭 같지 않은 닭’, ‘똑똑한 닭’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데스프리

(Despret 2004)의 연구에서, 서커스의 말은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의식하지 못

한 채 보내고 있는 미묘한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신호들을 해석하고 문제의 

답을 맞혔다. 그러나 답을 모르는 사람이 들고 있는 문제는 맞히지 못했다. 인간

의 감정과 몸의 표현에 따라서, 말의 똑똑한 습성은 발현되고 있었다. 역으로, 인

간 역시 말의 감정과 몸의 표현을 이해하고 있어야 서커스의 쇼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말은 조련사의 몸의 신호를 알아챌 만큼 똑똑해졌다. 그런데 이런 몸

의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는 조련사의 몸짓 역시 말과의 소통에 맞게 체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말과 인간 조련사는 서로 길들이기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길들이기의 과정을 통해서 말이 똑똑한 말이 되는 동시에 조련사는 훌륭한 조

련사가 된다. 

서구에서는 양도 똑똑하지 못한 동물의 대명사이다. 양의 본성은 먹이와 번식

을 위한 숫양 중심의 경쟁과 위계로 설명되어 왔다. 동물 행동학자 델마 로웰

(Thelma Rowell)은 양의 집단에게 기존과는 다른 습성이 발현될 기회를 제공하

116) “Follow the chicken and find the world.”(Haraway 2008: 274)
117) “Habituate the chicken and compose the world.”(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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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험을 실시하였다(Despret 2005). 양의 집단은 한정된 먹이 대신 양의 숫자

보다 하나 더 넉넉한 수의 먹이그릇을 제공받았다. 이 실험의 양들은 먹이를 향

해 돌진하거나 다른 양을 밀치고 먹이그릇을 빼앗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다. 과

학자는 실험을 통해 기존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양의 습성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해 주었다(Despret 2005). 실험환경을 변화시키니, 양의 행동 양식이 변

했음을 알 수 있다. 데스프리는 경쟁과 위계의 ‘자연본성’을 가진 양과 ‘실험조작

을 통해 얻게 된’ 호혜적인 모습의 양과의 구분이 흐려짐을 지적하였다. 우리가 

자연적 본성이라고 생각했던 양의 습성들은 과학자가 세운 ‘경쟁위계 가설’에 따

라 관찰시기와 조건이 연중 1개월만 나타나는 짝 짓기 시기에만 제한된 결과였

다. 여기에서, 실험과 자연의 구분은 무의미해져버리게 된다. 

‘똑똑한 말’과 ‘양 같지 않은 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닭과 같은 비인간

도 행위자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과 실험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닭도 점차 똑똑해졌다. 닭은 초원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습성들을 생태학

자의 실험과 시범을 통해서 찾아나가는 여정을 거쳐 왔다. 닭은 초원에서 먹이를 

찾아 섭취하고,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닭은 초원에서 적절한 방목 

밀도 하에서 취식과 배설을 통해서 과도한 방목에 비해서 초원 식생을 덜 파괴하

면서도, 배설물을 통해 금목 초지에서는 얻을 수 없는 양분을 초원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초원 방목 닭은 옴짝달싹 못하는 양계장의 닭과 달리 자유로운 활

동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유기농 마크를 달게 되었다. 그리고 목금민들이 

닭을 도살하기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닭은 자신의 긴 수명을 누리고 살 수 있

는 시간을 제공받게 되었다.   

이러한 ‘닭 같지 않은 닭’은 초원의 추위, 야생동물 습격의 예방과 같은 환경에

의 적응에서부터 과학지식의 생산, 가공 및 유통을 거쳐 윤리적 소비자에 도달하

여 이윤을 창출하여 다시 닭의 사육으로 돌아올 수 있는 네트워크의 결절이 끊어

지지 않고 이어질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 네트워크 위에서 ‘초원비계’가 사육, 

유통을 반복하며 순환될수록 닭은 점점 똑똑해졌다. 닭은 초원에서도 살아남고, 

몽골족들이 목금을 하며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하고, 도시의 소비자들이 윤리적 소

비를 하며, 생태학자들이 논문을 써내고 정부에 제안서를 내도록 할 만큼 똑똑해

졌다.    

 우리는 닭을 따라와서 세계를 발견했다. 정확히 말하면, 닭을 길들이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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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하나의 세계, 즉 새로운 생태계가 출현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생태계를 만

든다는 것, 이것이 연구자가 말하고자 하는 생태정치이다. 여기서의 세계는 세계

관과 같은 관념이 아니라, 초원비계를 길들이는 데 동원된 실천들이다. 실천 속의 

세계이다. 그리고 세속적인 세계이다(worldy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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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lying� Chickens� on� the� Grasslands� (草原⾶鷄):�

The� Eco-Politics� of� Grassland� Restoration� in� Inner� Mongolia,� China

Lee, Seonhwa

Department of Anthrop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gun to implement various grassland 

restoration policies for managing the desertification of the grasslands since 

realizing the significance of the ecological problem of desertification in the 

late nineties. Policies prohibiting the herding of livestock cause economic 

difficulties for herders in Inner Mongolia. Ecologists in the IBCAS (Institute 

of Botany, The Chinese Academy of Sciences) that have researched grassland 

ecosystem since 2002 proposed the idea of a “grassland chicken farming 

experiment-demonstration project” for managing desertification and solving 

the herder’s economic crisis at the same time.

This is an ethnography of the ecological experiment-demonstration project 

for grassland restoration conducted by the IBCAS ecologists in the Mongolian 

Herding Village, which is desert steppe, Otindag Sandy Land. This study 

attempts to highlight the processes of relating, compromising, coordinating, 

controverting and cooperating among human and nonhuman actors’ networks 

while coping with ecological crisis from the viewpoint of eco-politics. 

First, this study traced the transition of constructing actors in the history 

of grassland restoration policies both in the research village and in China’s 

northern grassland region. The appearance of new actors, chickens, could 

signal a new phase for managing the desertification of the gras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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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cken farming helps to promote the economic profit of Mongolian herders, 

the carbon dioxide fixation, and the restoration of grassland vegetation. The 

introduction of chicken farming recasts the relations between existing actors 

like scientists, herders, grass, trees, and livestock and so on. 

Second, ecologists proceed with scientific research and demonstrations of 

grassland chicken farming. They draw attentions to Mongolian herders and 

guide them on raising chickens on grasslands simultaneously. After going 

through a process of trial and error, the actors participating in the chicken 

farming project can build solid networks one another. The ecologists create 

an experiment for making scientific knowledge, the chickens are habituated 

to grassland environments, and the Mongolian herders change their lifestyles 

to raising chickens instead of livestock. 

My point of view about ecological models emphasizes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rather than conflicts between ecologists and Mongolian herders. 

They are “conniving” and “enduring” each other’s opposing positions for 

achieving common interests and goals. As a result, the ecological model of 

grassland chicken farming spread all over China with the help of the mass 

media. 

Through scientific experimentation, the ecologists collect samples of 

grassland vegetation and soils and measure the growth of the chickens. With 

the help of inscription devices, these references arrive at the ecologists’ 

laboratory and transform and represent forms of comparable numbers, tables, 

and graphs. Furthermore, through having an alliance with preceding research, 

these references have an opportunity to strengthen their claims. After 

undergoing this process, the ecologists insist that chicken farming supports 

grassland vegetation restoration, the growth of the Mongolian herders’ 

economic profits, and carbon dioxide fixation. At the end of this course, the 

ecologists devise a formula, and suggest a blueprint for grassland eco-science. 

Third, the eco-politics of the grasslands come into sight through the 

practices of various actors. Ecologists enroll their new findings on the lis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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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logical academy by attending a scientific conference and publishing 

papers. The case of the chicken farming project is introduced for ecological 

models for grassland restoration policies. After establishing production, 

manufacturing, transportation, and sales networks, the organic grassland 

chickens are able to reach urban consumers. This study also discovers 

changes in urban lifestyle by tracing the path from desertification 

management on grasslands to ethical consumerism in the city. 

Based on the argument so far, this study now could suggest a definition of 

eco-politics. The “eco” of eco-politics is defined by dwellings/habitats 

through the association of the human and nonhuman with equal status. The 

numbers of stakeholders—Mongolian herders, ecologists, project managers, 

livestock, chickens, grasses, trees, sellers and consumers—participating in the 

eco-politics of grassland restoration gradually increased through the 

mediation of ecologists at the center. The eco-politics of grassland chicken 

farming is the new emerging eco-system created, reconstructed and 

rearranged by various human and nonhuman actors like grassland vegetation, 

chicken raising herders, ethical consumers, and scientists. 

Key words: eco-politics, ecologists, chickens, Mongolian ethnic minorities, 

carbon dioxide fixation, grassland restoration, managing 

desertification, ethical consumerism, Inner Mongolia, China 

Student Number: 2008-3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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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自上世纪90年代后期，中国政府开始认识到北方干燥地区沙漠化问题的严重性，

实施了多项草原政策防治和治理沙漠化。在研究者做田野调查的内蒙古地区，由于
防治沙漠化而实行的禁牧政策，当地牧民被迫放弃世代赖以生存的在草原上放牧牛
羊的传统生产方式，因而面临经济上的困境。为帮助当地居民摆脱困难，同时又能
够防治沙漠化，中国科学院植物研究所的生态学者们创造性地提出了在草原上放牧
鸡的计划——“草原飞鸡”计划。

本研究是对中国科学院植物研究所生态学者们在中国内蒙古浑善达克沙地的荒漠
草原上实施的生态学实验及示范计划的民族志研究。研究者提出了生态政治
（eco-politics）的观点，预描述包括人类和非人类在内的各种行为者们在因共同
的生态问题而连接起来的网络中相互结成关系、妥协、调整、争论、合作的过程。

为此，研究者自2010年6月至2012年1月，大约17个月的时间， 在浑善达克沙地的
B嘎查进行了田野调查。

首先，研究者对草原飞鸡计划实施前后各参与者发生了什么样的变化，以及计划
的实施对沙漠化的防治带来了怎样的新局面做了调查。

草原飞鸡计划的鸡在踏入草原以前的十多年间，随着沙漠化危机争论焦点的转
移，参与草原沙漠化防治的人类及非人类行为者也在发生变化。草原飞鸡计划以同
时实现蒙古族的经济利益、二氧化碳减排、草原退化防治三重目标为任务，欲突破
以往只侧重三者之一的沙漠化防治为目标的局限性。为此，在以前的草原沙漠化论
争中未被提及过的新的行为者——鸡被首次提及。由于“草原飞鸡”计划的登场，科
学家、牧民、草、家畜等已有的行为者的关系被重新排列。由此，鸡以新的方式为
科学家防治沙漠化，为蒙古族提高经济收入提供了新的契机。

第二，草原飞鸡被研究、开发、商品化以及在学界和市场的出现，以及草原飞鸡
通过各种行为者的关系，其关系网不断扩大、巩固的过程如下:

    生态学者为促成在草原牧民村放牧鸡，设立生态示范基地进行科学实验，指
导村民们牧鸡的方法，提供养鸡设施，让他们积极参与自己主张的草原飞鸡计划。

在此过程中，与草原飞鸡相关的行为者们因“草原飞鸡”计划的登场而造成的关系网
改变的过程中经历了很多挫折和困难,但草原飞鸡的关系网也因此日益得到了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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固。 

在此过程中，科学家为创造知识而进行实验；鸡为了适应草原这一新环境而改变
了习性；当地居民由“牧畜民”变成了“牧禽民”，习惯了新的生活方式，以变化了的
生活方式在草原生活。

    草原飞鸡生态模式不是要找出理想模式背后隐藏的矛盾，而是显示出在日常
中尽管有矛盾和冲突，相关集团还是通过协商和妥协而达成共同的目的和利益这一
事实。科学家和牧民尽管有矛盾和冲突，但还是通过“默认”和“甘受”来展示草原飞
鸡的生态模式，从而追求共同的利益。因而在科学家、牧民以及鸡之间，虽然矛盾
冲突不断，但还是将草原飞鸡作为一个生态模式来向外人展示。其结果是草原飞鸡
的生态模式通过媒体等媒介，原封不动地传播到其他地区。

生态学者通过实验，采集标本进行测定，将草、土壤、鸡等构成草原的行为者们
转变成可移动形态搬进了实验室。在他们的实验室里，草原被公式化为能够与其他
研究相对比的图表形式。在研究或者借鉴其他草原的研究者及文献的基础上，生态
学者通过草原飞鸡的实验，强化了自己的主张。生态学者直接或间接计算出来的草
原数据和主张，通过计算碳固定和经济利益的公式使其关系明确。为解决问题而被
提出的假说或真理一样的公式，实际上是构成草原和沙漠化的行为者们，从田野到
实验室，再经过了论文文字化的过程而形成的，是说明其相互关系的结果。更进一
步说是科学家们将此前未能结成紧密关系的行为者们联系起来，制定了公式，描绘
出了一副草原飞鸡的世界景象蓝图。

第三，草原的生态政治在多种行为者的实践中表现如下：草原的鸡在学术会议上
被关注，通过相关研究成果的出版升级为科学知识，并在政府政策提案过程中成为
典型事例。不仅如此，生产-加工-运输-销售的网络从草原扩展到城市，草原飞鸡
飞到了城市消费者的餐桌上。本研究通过记述草原飞鸡将沙漠化防治和伦理性消费
联系起来的过程，发现由于草原飞鸡，不仅在草原，连城市的生活方式也发生了变
化。以草原飞鸡为媒介联系草原和城市的纽带越结实，草原飞鸡在沙漠化防治中的
意义就越大。这表明草原飞鸡这一科学实验，在现实世界的日常生活实践中促使生
活的生态系统发生变化的实践性含义。

    在以上的论述中，研究者主张的生态政治主要包含以下几点：第一，生态政
治(eco-politics)的生态(eco)是指通过人类与非人类的相互联合，和谐共存的世
界。第二，参与沙漠化防治的生态政治的利害关系当事人以提议并实行草原飞鸡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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划的生态学者为中心，牧民,土种牛和奶牛等家畜,鸡,负责生产、运输和消费的人
们，扩展到了购买草原飞鸡和鸡蛋的消费者群体。最后，草原飞鸡的生态政治是指
通过鸡被再构成、再排列的草原植被、牧禽民和伦理性消费者以及证明这些的生态
学者们共同构建的新的生态世界，即亦可称为新的生态系统。

关键词：中国、内蒙古、蒙古族、生态政治、生态模式、生态学者、沙漠防治、

草原飞鸡、碳固定、草原恢复、伦理性消费
学号：2008-3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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